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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경성제대 작가의 民族誌(ethnography) 구성방법 연구
본 논문은 식민지 작가가 문학과 예술의 실천주체로서, 대학과 연결되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경성제대의 위상과 작가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
성제대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경성제대의 구성원, 즉 경성제대
조선인 학생들의 내면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경성제대의 문인과
초창기 한국 문학사와 관련된 경성제대 작가의 위상을 점검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
요 과제이다.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경성제대의 작가는 유진오와 이효석이다. 이들은 습작기
가 무색할 정도로 대학 재학중 ‘문단’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공통점이 있다. 논문에
서는 이들의 소설이 근대의 이상적 관점과 전근대의 논리, 동양과 서양의 학문 사
이에서 고민하는 주체로 소설의 미학적 자질을 획득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
를 입증하기 위해 경성제대 시절 발표한 창작 소설, 번역소설, 시, 학술논문의 자료
를 수집하였다. 이들 자료에서 조선의 근대문화에 대한 나르시시즘적인 이효석의
시선, 조선의 ‘문화’와 타민족의 문화를 견주어 보는 유진오의 자의식을 검출하고,
民族誌(ethnography)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민족지는 정보의 관찰(observation)과 보고(reporting)를 위한 계량적이고 통계적
인 시선을 필요로 한다. 민족지의 초창기 이론은 레비스트로스의 『슬픈열대』가
증명하듯, 문화가 낮은 ‘타자’- 미개인, 부족민, 비서양인, 무문자의 사람들-를 발견
함으로써 근대 초기 제국주의의 팽창과 연결되기도 한다. 인류학에서 발생한 민족
지의 개념을 레이초우는 문학비평에 도입하여, 서구와 비서구의 이분화된 잣대가
유효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오히려 제 3세계에서도 유사한 원시화의 움직임이 있었
다는 것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포착된 타자를 원시화하고 스스로 근대화
의 테크놀러지에 매혹된 근대 지식인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계급을 ‘타자화’하는 현상은 자기 자신을 ‘근대화’하는데 매혹된 지식인의 특징이기
도 하다.
경성제대의 작가, 유진오와 이효석은 일본에 동화된 지식인이 아니라, 조선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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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꽤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함으로써 ‘세계문학’을 ‘원문’의 수준으로 바로
읽고 독해하고 있다는 점, 세계문학과 일본문학, 그리고 조선문학이라는 세가지 경
계속에서 자신을 지우며 소설을 창작하면서 이들을 자신을 피식민지인이 아니라
‘제 3세계’ 지식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지의 특징이 발견된다. 즉
이들은 ‘조선’이라는 타자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근대화’하는데 매혹되어 있었
다.
논문의 2장에서는 유진오와 이효석의 문학적 활동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
로 경성제대 문인이 탄생하게 된 내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2.1은 경성제대의 조선
인 학생이 주체가 된 『신흥』,『문우』를 살펴본다. 『신흥』은 1920년대 세계사
적 지식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조선의 현실을 학술적으로 고민함으로써 경성제대 지
식인의 내면을 포괄적으로 직조하였다. 『문우』는 경성제대 문인을 배출하는 예비
적인 문예지의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 논문에서는 『문우』에 실린 소설이 대부분
편지체 소설임을 주목하고, 이들의 문화적 동질성을 규정짓는 소설의 모티프가 대
부분 가난, 가족제도, 유학의 좌절에 치중되어 있음을 밝혔다.
2.2에서는 경성제대 문인 집단의 특수성을 설명하였다. 경성제대 문인의 전공,
성향에 따라 문단에 투신하는 길이 달라졌다. 경성제대 문인은 크게 두가지 축으로
나뉠 수 있다. 학계에 투신하고 일제말의 문화민족주의를 견인한 동양어문 전공자
와 서구라는 보편의 기호를 습득하면서 서구 지식인에 경사된 모습을 보이는 서양
어(철학) 전공자 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문단에 진출하여 작가와 평론가로서 입지
를 굳혔다. 유진오와 이효석 역시 작가로서의 길을 걷기 이전에, 서구 문학을 번역
하면서 자신의 문학적 발판을 다지고 있었다.
논문의 3장은 유진오와 이효석이 경성제대 시절 등단이후 문학적 완숙기에 이르
기까지 불과 10년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명화된 타자의 시선으로 조선을 구
성하는 민족지의 전개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진오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조선의 낙후된 후진성을 발견하고, 조선의 타자화하
는 일본인의 시선에 매혹되기도 한다.『화상보』의 장시영이 식민지를 ‘조사’, ‘관
찰’하는 식물학자로 설정되거나 김경아가 서양에서 성악을 전공한 점은 바로 ‘문화
비판자’로서 조선의 낙후성을 비판할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오는 점차 후반기로 갈수록 개화기의 재현과 경성의 ‘북촌’을 배경으로 쓴
소설을 썼다. 특히 외숙의 죽음과 연결되어 출간되지 못했던, 미발표 육필 원고
「민요」는 일제말 유진오의 무의식을 독해할 의미있는 작품이다. 기원과 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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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하고자 하는 욕망은 정통 양반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여 유진오만의 민족지를
형상화하기에 이른다.
경성제대 재학 중 발표된 이효석의 번역 소설은 이효석의 소설적 모티프를 제공
하는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타국의 문화와 ‘조선’의 문화를 견주어 볼 무
의식을 구성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경성제대 시절의 이효석은 이미 어떠한 단일 문
화도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보편적인 인류학적 시선의 정립하고 있었다. 이효석 소
설은 여성을 시각적으로 전시하고 끊임없이 페티시화한다. 이러한 여성의 페티시즘
은 자연의 원시성과 함께 어울려졌다. 그는 풀이름이나 나무이름을 열거하는 방식
을 통해, 조선의 자연을 이국적으로 표상하였다. 자연을 관상화하며 주로 풍경으로
서 ‘관찰’되는 자연을 전시했다. 이러한 감각적 표현의 동원방식은 이효석 소설의
공간을 ‘비실제’의 공간으로 독해하는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이효석의 후반기 소설은 도록, 박물관, 고검, 관광엽서, 혹은 미각으로 재
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에게 조선은 ‘여성’처럼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한복
의 모습으로, 한복을 옷을 입은 일본인 여자로, 국악을 듣는 ‘여성’으로 재현된다.
이효석의 무의식에서는 이것이 실제 ‘조선적인’것을 표상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중
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조선적인 것’을 믿게 하는 과정 속에 놓여있었다. 그는 소
설을 읽는 독자 모두에게 ‘낯선 조선’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미학적 민족지의 모습
을 현현해내었다. 때문에 그는 경성을 탈주의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古都’를 주목

한다.
논문의 4장은 동경문단과의 교섭과정으로서의 ‘조선’민족지를 설명하였다. 4.1에
서 설명하고 있듯, 1930년대 말 김사량은 조선문단과 동경문단의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동경제대를 졸업할 무렵 김사량은 경성제대 출신에게 ‘번역회’를 조직
할 것을 촉구한다. 조선문학을 내지어로 ‘번역’하여, 조선문학의 자부심을 알리자는
것, 이는 곧 번역과 일본어 소설창작을 함께 할 수 있는 이효석과 유진오의 작가적
위치가 독특해지는 지점이었다. 또한 논문에서는『모던일본』이 제창한 <조선예술
상>을 견주어봄으로써, 일본의 문예지에서 ‘조선붐’이 일어나는 현상, 즉 조선을 심
미화하는 미적현상이 조선문단에서도 강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일제말 ‘조선’ 민
족지가 부각되는 지점을 살펴보았다.
논문의 4.2는 유진오와 이효석이 일본의 문학잡지,『문예』에 ‘조선문학특집호’
로 실린 소설을 살펴보았다. 「여름」과 「은은한 빛」은 조선을 심미화된 대상으
로 그려낸 자기 민족지의 한계에서 벗어나, 조선적 소재를 통해 무능력한 조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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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작품이다. 이는 경성제대 시절부터 다져온 교양의 감각,
세계주의적 감각이 내재된 작가적 역량이 폭발되는 지점으로 자기 민족지의 치명적
인 오류, 즉 조선의 심미화를 통해 동경문단에 조선문학을 알리는 모순의 과정으로
부터 탈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진오와 이효석은 경성제대 시절부터 번역소설과 서구 지식에 대한 강렬한 매혹
으로, 조선을 타자화하였다. 이는 경성제대의 문인이 지녔던 양면성, 즉 근대와 전
근대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식민지 작가의 자화상과 연결된다. 경성제대의 문인의
위상과 함께 점검해볼 때, 유진오․ 이효석의 문학을 당시 비평계를 휩쓸었던 동양론
으로 혹은 식민권력에 대한 협력인가 저항인가 하는 단선적인 기준에 의해 포착하
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핵심어: 경성제국대학교, 민족지(民族誌), 유진오, 이효석, 김사량, 민요, 번역가,
『新興』,『文友』, 관찰자, 개화기, 원시적 섹슈얼리티, 고도(古都), 조선예술상
학번 : 20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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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경성제대는 조선 최초의 공립대학으로서 ‘공교육령’에 의거하여 1926년에 학
부가 개설된 이래 1945년까지 존속해왔다. 도쿄, 교토, 도호쿠, 규슈, 홋카이도
에 이어 일본에 의해 세워진 여섯 번째의 제국대학인 경성제대는 개교에서 폐
교에 이르는 20년간 식민지 시대의 역사와 그 운명을 함께해왔다. 경성제대가
해방 직후인 1945년에 폐교되었다는 사실은 일제의 ‘패망’과 거의 동시에 경성
제대의 역사도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경성제대가 일본에 의
해서 ‘이식’된 제도적 기관이었다는 역사적인 인식 속에서 경성제대에 대한 연
구는 시작되었다.
경성제대를 식민통치기관으로 보는 관점은 당대의 자료에서도 그대로 묻어나
오고 있다. 경성제대의 개교식에 참석한 “일기자”는 “서양식 교육이 유입된지
삼십여년”이 지나도록 학부를 가지지 못한 조선에서 외국에 유학을 가지 않아
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경성제대의 설립을 환영하고 있었으나, 그 기대감의 저
변에는 “이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비애감이 스며있다. 조선에 설립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168명의 입학생 중 조선인은 44명에 불과한 저조한 비율
을 차지하고 있는 점, 예과생을 모집할 때에 학과시험 이외에도 경찰서에 의탁
하여 ‘신분시험’까지 보게 한 점, 일본인 중에서도 조선에 부형이나 친척을 둔
사람의 입학만을 허용한 점은 “조선사람에게는 고등교육의 중심은 주고 싶지
않다”1)는 일본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예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성제대의 입학 사정은 당시 조선의 주요 일간지가 앞다투
어 다루었던 가장 큰 이슈가운데 하나였다. 조선인 학생의 성적2)에 관한 기사
1) 『개벽』에 실린 기사에서 일기자는 경성제대의 설립을 두고 “조선사람에게는 고등교육을 중심은주
고십지안으나, (…중략…) 부득기 각색이나마대학을만든이후에는 할수잇는대로 자리를 도모치안을
수업서서 그런것입이다”라고 일본이 솔직히 말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힐난을 하였다. (일기자,
「경성 제국대학 예과의 개교식을 보고서」, 『개벽』, 1924.4, 76면) 식민통치 기구로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참조할 수 있다. “국가사상의 함양 및 인격의 도야에 유의하
며 그로써 국가의 초석이 됨에 족할 수 있는 충량우위의 황국신민을 연성함에 힘쓰는 것으로 함”.
泉一, 「구식민지제국대학고」, 김윤식 역, 『한일 문학의 관련양상』, 일지사, 1974, 318면.
2) “영문해석과 일문해석 및 한문해석에 있어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표현력이 떨어지는 조선
인 학생은 일본인 학생과 비교해 점수를 딸 수 없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컸던 것은 일문해
석과 작문이었다. 원씨물어, 방장기 등에서 일본인 학생에게도 난해한 부분의 현대어가 출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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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민하게 조선인의 심리를 건드리고 있었던 것은, 적어도 식민지 현실에서
경성제대의 위치가 “남의 세상에 돈만 내는” 경우가 아니길 바랐던 식민지 조
선의 내면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입시의 관문을 통과한 이는 한 개인의
영예를 넘어선, 사회 전체의 존중과 긍지가 담긴 시선3)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
들이 졸업 후에 취직을 할 때, 개인의 영달을 위해 총독부의 고급관리4)로 나아
갈 경우, 질시와 경멸이 쏟아졌다. 허나 관리가 되는 길을 포기할 경우 문과나
법문학부 출신은 의학이나 이공학계통의 전공자들과는 달리 차별을 받을 수밖
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경성제대의 법대 출신자들은 “문화정치의 사생아”5)
그 해답이나 작문의 채점에 있어서도 특히 문법상의 정오를 배려하였다.” (『동아일보』, 1924.
3.31)에서 알 수 있듯, 경성제대의 전체 합격률을 봤을 때 일본인이 30.7%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조선인은 18.6%에 불과하였다. 이는 일본인도 어려운 일본의 ‘고전’으로 시험을 봤기 때문이기도
한데, 입시에 대한 형평성이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조선대학예과의 입학시험에
대하야”(『동아일보』, 1924.1.19)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경성제대의 입학과 성적, 그리고 조선
인 학생들의 석차에 관심은 조선인의 심리를 건드리는 민감한 뉴스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문
제는 경성제대의 초창기에만 그친 문제가 아니어서 30년대에도 계속 논란거리가 되었다. 경성제대
를 지원하는 일본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조선인과 일본인의 경성법전 입시 경쟁률이 1931년
4.9대 3.3에서 32년에 5.6대 3.0 그리고 35년에는 7.5대 3.4로 조선인끼리의 입학 경쟁률이 일본
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1936년 2. 11)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예과
와 경성의전의 모집을 위해 일부러 일본까지 가서 출정광고를 하는 것은 조선인 학생을 입학시키는
한정된 ‘정원’과 모순되는 것이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기도 하였다. (「전문 대학의 차별주의-입학에
일대 암초」 ,『동아일보』, 1936년 2. 4.; 유진오, 「편편야화」, 『동아일보』, 1974. 3. 22.)
3) 이충우는 경성제대에 입학한 제대학생을 바라보는 당대의 시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조선학생
들은 성적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긍지 또한 대단했다. 사회전체가 존중하고 떠받들었던 까닭도 있었
을 것이다. 예과 학생들이 흰테 두줄에 느티나무 세 잎의 교모를 쓰고 교복 위에 망토를 걸치고 시
중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구경을 했다. 일본 상인들도 부러워하면서 하던 일을 멈췄다.” 이
충우,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1981.
4) 이효석은 조선 총독부에 취직하자, 카프 비평가 이갑기로부터 총독부의 개가 되었다는 강력한 비난
을 받고 길에서 쓰러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동안 이효석 개인의 변절 또는 윤리적 훼절이라든가
그의 심약한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음미해보아야 할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이효석이 고급관리로 취직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가, ‘총독부’에 제 발로 걸어들어
가 ‘취직’을 지망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과 동급의 ‘관리’로서 ‘일’할 자격이 있다는 자신감이 있
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유진오 역시, 그가 대학 다닐 때 가장 곤란했던 점으로 일본의 고등문관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 달라는 압력이 상당히 있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고등문관시험에 합격자를
내야 학교의 명예와 학교의 질을 대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성제대를 만든 목적이 총독부의
‘고급관리’양성이라는 점을 다음 유진오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진오, 「경성제국대학의 회
상」, 『미래로 향한 창』, 일조각, 1978, 296~298 면.
5) 유진오는 경성일보의 사장이던 미다라지(手洗)모(某)를 만났더니, 그는 이말 저말하던 끝에 “경성
대학에다 법문학부를 둔 것은 사이또오 문화 정치의 실패다. 경성대학 법문학부는 사이또오 문화정
치가 낳은 기형아요, 사생아다”라는 폭언을 하였다고 증언한다 (중략) 조선인에게는 의학, 이학, 공
학 등 자연과학 방면이나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통치’에 가장 유용한 길인데, ‘법학’, ‘문학’, ‘철학’
과 같은 리꾸쓰(理論)을 도입한 것이 경성제대의 가장 큰 패착이었음을 시인하고 있었다. 유진오,
「경성제국대학의 회상」, 『미래로 향한 창』, 일조각, 1978, 299면. (이 논문에서는 한번 언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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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미묘한 자조감이 널리 퍼져 있기도 했다.
요컨대 경성제대가 갖는 독특한 위치는 식민지에 거주하는 본국인 자녀와 한
정된 토착민에게 본국의 지식체계를 이해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고등 혹은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식민지 지배 권력의 한 통치 양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데에
서 비롯된다. 이는 곧 경성제대의 존립 여부를 ‘식민통치기관이었느냐, 아니면
주체적으로 설립한 교육기관이었느냐’ 하는 앞서 언급한 물음과 다시 연관된다.
경성제대는 일본의 최고학부를 그대로 모방하여 세워진 것이 특징이다. 일본
최고학부의 위상과 기능을 그대로 식민지에 도입한 형태라는 점에서 경성제대
는 서구 열강이 식민지에 세운 여러 대학들과 구별된다.6) 대학의 존재 이유가
새로운 지식의 생산에 있었던 만큼 교육과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받았던 독일의
대학과는 달리, 일본이 세운 제국대학은 관료양성에서 그 설립 목적을 찾을 만
큼 대학 운영에서 국가적 요구가 우선시되었다. 이러한 제국대학의 설립이념이
경성제대에 그대로 투영되었다는 것, 이는 식민지를 본국과 다름없이 ‘취급’하
겠다는 일본의 강력한 제스처였기에, 식민지에서의 경성제대는 본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 위상이 더욱 뚜렷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경성제대’를 학문적 대상으로 최초로 주목한 이는 김윤식 교
수다. 그는 문학과 역사학의 전 영역을 아울러 경성제대에 관한 풍토를 치밀하
게 검증하였다. 문제제기를 위한 첫 번째 토대로 그는 도남 조윤제의 정신사적
근원을 경성제대 특유의 동양학 연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는 경성제대의
법문학부와 경제학 연구에 투입된 대부분의 교수가 “조선 자체에 몰두하고자
하는 사람”7)이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조선땅에 취직한 일본인 교수들 대부분이
책, 글이 다음 각주에서 반복되더라도 일반적인 각주법을 따르지 않고, 전체 서지사항을 다시 밝히
기로 함)
6) 이미 19세기 후반의 대영제국은 영국령 인도에 대학을 설립하였고,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자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과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학을 설립하였다. 이들 대학이 갖는 공통점은 식민지가
본격적인 ‘통치’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서구인의 문명적 과업을 식민지인에게 과시하고, 식
민통치에 우호적인 토착민 엘리트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세워진 점이다. 식민지에서의 대학의 역할
은 본국과 동일한 것을 기대하는, 식민지 동화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러한 논리는 최근
정준영(「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헤게모니」,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2009)의 논문에서 심
도 있게 다루어졌다.
7) 김윤식은 조선경제사를 담당한 四方博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당대 경성제대의 학문적 토대가 ‘동양
학’이었음을 주목한다. “결국 조선에 가서 조선의 대학에 봉직한 것이므로 먼저 조선의 것을 연구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지요. 당시 우리들은 문자 그대로 조선땅에 뼈를 묻을 결심이었어요. (…
중략…) 세계 어디를 가든 동일한 것을 연구하고자 하는 처지의 사람들을 별도로 하고, 조선을 연
구하고자 하는 사람도 일반적인 이론을 바로 조선에 결합시킨 사람과 조선 그것 자체에 몰두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눌수 있겠는데 나와 鈴木은 후자에 속합니다”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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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것’을 연구하겠다는 성향이 컸다는 점, 이와 같은 현실에서 경성제대에
는 조선어 연구, 조선문학, 조선사, 교육사, 종교 민속에 관련하여 관심이 지대
한 일본인 교수가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교과목’을 중심으로 접근한 실증적 자료조사로 경성제대를 바라본 그의 관점
은 경성제대 1회 졸업생과 당시 교수의 성향과 교과제도의 영향관계를 분석할
의미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당시 조선어문학과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했
던 소창진평의 향가(鄕歌) 연구에 대한 ‘모종의 대결의식’에서 도남의 졸업논문
이 「조선소설의 연구」로 나아갔다는 이 가설은 이후에 이어질 경성제대의 학
문적 자장을 분석하는 가장 큰 기틀이 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일본인 학자”와 “조선인 학생” 간에 스며있던 이 긴장감은 경성
제대의 초창기의 학문자장을 이해하는 심리적 요인이기도 하다. 소창진평과 내
외학자들이 향가를 비롯한 시가 연구에 몰두할 때, 도남은 당시 경성제대 조선
어문학과에서 소외된 장르인 ‘소설’을 학문 연구의 기준으로 삼고 소설장르의
특수성을 고찰한다. 그는 소설을 낭만적 유기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발전시켜
“그 방면의 유일한 학술논문”8)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의 졸업논문인 「조
선소설의 연구」는 이후「조선소설발달개관」(1929)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김
태준, 이재철과 함께 초창기 경성제대 조선어문학 연구의 기반을 확대할 중요
한 기틀이 되었다.
도남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김윤식은 경성제대라는 학문적 자장을 결국 근대
적 ‘제도’, 즉 일본인 교수나 학제 시스템, 혹은 교수 개인의 연구방식에서 자유
로울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점은 최근에 보다 심화되어 식민지 말기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를 분석한 논문9)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경성제대 영문학 교수로 부임한 사토 기요시는 식민지 시대 최재서가 운영한
인문사에서 『벽령집』을 발표한다. 이 시집은 사토 기요시가 경성제대 교수로
재임한 시절의 영국 체험이 ‘조선’을 바라보는 눈으로 내재화된 것이다. 즉 지
독한 ‘탐미주의자’였던 사토 기요시는 외국학자의 눈으로 ‘조선’을 발견하였고,

1, 일지사, 1984, 51면. 실제 경성제대는 동북과 규슈의 법문학부는 물론 동경제대나 경도제대보다
중국을 비롯한 대륙연구와 관련된 학과가 1강좌씩 더 개설되었다. 이는 조선연구를 중심으로 한
“동북문화”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경성제국대학의 사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동양사학, 국문
학, 언어학, 국사학 등의 강좌주변에서 다루었던 조선학을 정규적인 학문으로 ‘제도화’하였다. 정준
영, 158면.
8) 조윤제, 『도남잡지』, 을유문화사, 1964, 372면.
9) 김윤식,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 역락, 2009, 87면, 293~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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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서 역시 사토 기요시의 신고전주의 사상을 이어받아 철저한 ‘반휴머니즘’인
주지주의를 선택하여 일제 말 『국민문학』을 운영하는 중요한 사상적 거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최재서의 개인적 자질과 역량을 넘어서 그가 『국
민문학』을 운영한 가장 큰 실천력은 그가 속한 문화자본의 힘, 즉 ‘경성제대
문과’에서 비롯된다는 김윤식의 의견은 식민지 시대 경성제대의 영향력이 단지
광복과 함께 소거될 연구대상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며, 나아가 경성제대 예
과의 성향이 식민지 시대 잡지와 문학자의 내면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경성제대의 ‘조선학과’, ‘법문학부’의 개설과목과 ‘교
수진’의 성향을 고려하여, 경성제대의 풍토를 파악하는 방식은 실증적이고 치밀
한 방식의 연구이기도 하다.
허나 위의 연구에서 보이는 가장 큰 한계는 경성제대 자체의 ‘자율성’을 인정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일본이 세운 제국대학, 제6 제국대학으로서 ‘경성제대’를
바라봄으로써 일본의 제국대학과 ‘경성제대’의 ‘유사성’과 ‘차이’라는 기준에 의
해서만 경성제대의 위상을 세우는 위험성이 내포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제도의 일종인 대학이 식민지 조선에 수립된 이상 일본 내부의 대학과는 차이
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 “거의 같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차이10)라는
시각에 의해서만 경성제대의 존재 위상이 규정될 수밖에 없다.
즉 그간의 경성제대 연구는 ‘학과’, ‘교수’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일본이 세운
제국대학의 ‘분교’에 지나지 않았다. 그 연구들은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해
온 ‘경성제대’의 ‘결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통점을 지닌다. 경성제대의 존
립을 조선의 식민지 상황과 결부된 외부적 요인으로 접근할 경우, 제국 대학의
헤게모니에서 항상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경성제대 지식인의 한계만이 남는다.
허나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당시 경성제대를 지배한 제도의 영향은 과
연 어떠한 방식으로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을 직조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본질적
인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식된 제도로서의 경성제대가 아닌 그 자체의 온전한 자율성을 규
정하기 위한 연구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실증적인 연구의 토대 속에 ‘국문학’의
존립양상을 규명한 류준필의 연구를 주목해 볼 수 있다. 그는 1930년에 조윤
제, 이희승, 김태준, 김재철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조선어문학회’를 위시한
‘연구자 단체의 자생적 출현’에 주목한다. ‘조선어문학회’ 회원들은 경성제대 법
10) 윤대석, 「경성제국대학의 식민주의와 조선인작가: ‘감벽’의 심성과 문학」, 『우리말글』 49,
2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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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부에서 조선어 조선문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이다. 최초의 연구자 단체와 함
께 국문학 내부의 분야별(장르별) 연구의 성과, 즉 김태준의 『조선학문학사』
(1931), 『조선소설사』(1933), 조윤제의 『조선시가사강』(1937), 김재철의
『조선연극사』(1939)라는 저술이 국문학 연구의 ‘장르적 체계화’를 가시화11)
한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대학에서의 ‘글쓰기’라는 제도의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작
가에게 스며들었느냐는 물음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실제 최근의 경성제대에 대한 연구는 학술지와 당대의 문청들이
활동한 잡지를 검토함으로써 보다 예각화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식민지 시
대 교지나 학회지와 결합된 작가의 탄생 방식12)에 주목함으로써 식민지의 학교
제도와 작가의 정신사적 근원을 설명할 근거가 된다. 연구의 선편에 있는 박헌
호는 식민지 조선에서 작가가 탄생하게 된 요인을 근대 매체와 지식인의 상관
관계에서 찾고 있다. 그는 정치가 봉쇄되고 사회적 출구가 제한적인 식민지 상
황에서 매체가 지닌 위상은 심대한 것이라고 보면서, 작가되기의 사회적 위
상13)을 검증하였다.
박헌호가 논문의 첫머리에서 피력했다시피 작가와 매체의 특성은 근대문학
‘장’의 재생산구조와 동력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 근대사에서 ‘문
학의 위상과 의미’를 묻는 작업으로 연결된다. 그의 의견은 본고의 논의에도 많
11) 류준필, 「형성기 국문학연구의 전개양상과 특성- 조윤제․ 김태준․ 이병기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1998, 3~4면.
12) ① 식민지 시대 교지와 작가의 탄생에 관한 연구
박헌호,「근대문학의 향유와 창조: 연희(延禧 )의 경우」,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 제
도』, 소명출판, 2008. ; 박지영, 「식민지 시대 교지 『이화』연구」,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 제도』, 소명출판, 2008. 오문석, 「식민지 시대 교지 연구 (1)」, 『희귀잡지로 본 문학
사』, 깊은샘, 2002.
② 경성제대 졸업생과 지식사에 대한 연구 : 이 연구사들은 본문에서 좀 더 세분화하여 다룰 것이
다.
김동식,「한국문학 개념 규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30집, 한국현대문
학회, 2010.4, 박광현, 「경성제대와 『신흥』」, 『한국문학연구』 26권, 동국대학국문학연구소,
2003.12, 박광현, 「식민지 ‘제국대학’의 설립을 둘러싼 경합의 양상과 교수진의 유형」, 『일본
학』 28,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9, 박광현 「‘경성제국대학’의 문예사적 연구를 위한 시
론」,『한국문학연구』,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1999.3; 손정수, 「신남철‧ 박치우의 사상과 그 해석
에 작용하는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장」, 『한국학연구』 1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11; 이
준식, 「일제강점기의 대학제도와 학문체계-경성제대의 조선어문학과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
사』 61, 한국사회사학회, 2002.5.
13) 박헌호, 「식민지 조선에서 작가가 된다는 것」,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 제도』, 소명
출판, 20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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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경성제대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
법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 대학이라는 경성제대의 한계를 벗어나
기 위해서는 실제 경성제대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 즉 경성제대 조선인 학생들
의 세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박광현은 경성제대 예과생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한 매체로 『신흥』을 선
택14)하였다. 김근수가 『신흥』을 태학사의 영인본으로 펴내며 『신흥』의 성
격과 특색을 언급15)것에 이어, 박광현은 『신흥』이 “스스로가 규정한 조선 사
회에 있어서 자신들 학문의 유일성과 진정성”을 들어 조선 아카데미즘의 시각
이 폐쇄적 성격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한다. 박광현은 조선 사회의 과학적 현
실 기반과 학술 논문의 장이 탄생될 수밖에 없는 지점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
의 논의는 그동안 경성제대가 제도의 이식으로서 받아들여졌던 기존의 논의를
뛰어넘어 경성제대의 자율성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그렇다면 좀더 미시적인 차원에 접근하여 경성제대 예과를 다녔던 ‘학생들’을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 경성제대의 예과 학생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으며,
학교 당국도 자유 분위기 조성에 힘썼다는 점16), 그리고 경성제대 내의 각종
서클과 학회활동17)을 통해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서의 ‘우정’18)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점은 주목해 보아야할 사항이다. 문과생들의 성적이 우수했고, 조선인
학생의 석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멸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였다는 극기의 소산일 수 있지만, 적어도 ‘대학’이라는 조건 상, 일본인과 조
선인이라는 이분법적 경계가 무화되고, 그들과 ‘나’는 지(知)적인 면에서 동일한
14) 박광현, 「경성제대와 『신흥』」, 『한국문학연구』 26권, 동국대학국문학연구소, 2003.12.
15) 김근수, 「『신흥』지의 영인에 붙이며」, 『신흥』, 태학사, 1~7면.
16) 경성제대의 ‘방컬러’는 당시 널리 퍼진 유행어였다. ‘하이컬러’의 반대말로, 한마디로 자유분방한
기질을 일컬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 일본인 학생들의 하는 짓을 그대로 모방하지는 않았지만 술
마시고 스시대는 기풍만은 싫지 않아 한 학기에 한번 정도 열리는 클라스회 때는 일본인 학생들과
곧잘 어울렸다.”는 당대의 증언에서 경성제대 초창기의 자유분방함을 읽을 수 있다. 이충우, 「방걸
러 풍조와 호연지기」,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1981, 77면.
17) 유진오는 예과시절 ‘모리’라는 일본인 이과 학생과 협력해서 만돌린 클럽을 조직, 음악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외에 경성 제대의 ‘써클’은 축구, 검도, 유도에서는 조선인의 활동이 두드러졌으며, 일본
군 야포연대의 연병장을 이용했던 승마부는 조선인 회원이 적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 글에서 주
목해 볼 『청량』과 『문우』, 『신흥』도 역시 경성제대 내의 조선인과 일본인, 혹은 조선인이
중심이 된 제대생의 대학생활 중 일부였다. 이충우, 「다양했던 서클 활동」, 『경성제국대학』, 다
락원, 1981, 89~92면.
18) 1974년 경성제국대학 창립 오십주년에서 일본인 졸업생들은 ‘감벽 하루까니(푸른 하늘 까마득히)’
라는 동창회보를 내고 여기에 유진오는 동창의 입장에서 경성제대를 회고하는 글을 실었다. 유진
오,『미래로 향한 창』, 일조각, 1978, 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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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위에 놓인 인간이라는 생각을 틀림없이 강화해주었을 결과이다. 위와 같
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식민지 조선에서 ‘경성제대’를 졸업한 문인, 정확히 말하
자면 이 글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진오, 이효석의 위치는 한층 문제적이다.
유진오․ 이효석은 식민지 조선에서 극찬과 총애를 받았으나 실제 이들의 문학
사에서의 위치는 동반자 작가19)라는 당대 비평의 성격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
고 있다. 유진오, 이효석에 대한 연구는 지식인 담론으로 논의한 선행의 연구가
있었다.
조남현은 이효석과 유진오를 묶는 틀로 트로츠키의 의견을 빌려 이들이 ‘자기
스스로는 축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 내부에 믿을 만한 축을 지닌 문
학을 기대하고 예비하는’ 작가의 성격20)을 지닌다는 의미 있는 잣대를 제시하
였다. 이와 같은 점은 이효석과 유진오를 ‘동반자 작가’의 틀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제 동반자 작가라고 불리는 점에 대해 신경질적인 예민함 혹은 무관
심21)을 보였거나 문학단체에 속하더라도 단체에 귀속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
름만 내걸었던22) 작가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 내부에 믿을 만한 축”을 갖고
19) 박영희, 「캅푸작가와 동반자의 문학적 활동」, 『중외일보』, 1930.9.21
이갑기, 「文壇寸針」, 『비판』, 1932.1
백철, 『조선 신문학 사조사』, 백양당, 1949.
정명환, 『한국 작가와 지성』, 문학과 지성사, 1978.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익사, 1979.
조남현, 『한국 지식인 소설연구』, 일지사, 1984
20) 조남현, 「동반자작가의 성격과 위상에 관한 연구」, 『인문논총』 27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
소, 1992.
______, 「유진오와 이효석 소설의 거리」, 『인문논총』 34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5.
21) 1930년경 임화등이 동경으로부터 돌아오자 박과 함께 카프 사람들은 수차 나에게 카프 가맹을 권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작품을 쓰는 데는 단체에의 가입이 필요없다는 것이 나의 신조였기 때문이
다. 이 경향은 ‘동반자작가’로 불리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통용될 것으로
믿는다.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1980, 166면에서 재인용) 동반자 작가라는 말은 프로
문학운동조직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작품경향은 프로문학과 비슷한 작가에게 붙여지는 명칭이었
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실 효석과 나는 여러차례 프로문학운동에 가담할 것을 권고받았다. 그러나
문학을 하는데 조직과 운동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일단 그 조직
속에 들어가면 동류작가의 작품은 으레 칭찬하고, 다른 작가의 작품은 으레 까야 하고 하는 것이
싫어서, 끝내 그들의 권유를 물리치고 말았다. 유진오, 『구름위의 만상』, 일조각, 1966, 272~273
면.
22) 유진오가 문학의 ‘집단’화에 냉소적이었던 것에 비해 이효석은 ‘구인회’에 형식뿐이지만 초창기 멤
버로 활동을 한다. 그러나 당시 구인회는 하나의 문학 집단이었지만 회원들의 문학적 경향은 이질
적이었고 단체로서 회원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프로문학에 대한 비판의식과 문단의 통속화 경
향에 대한 대타의식이 공유되었을 뿐이다. 단체로서의 활동보다는 ‘타자’에 대한 강렬한 부정의식으
로 구인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논의는 김민정, 『한국 근대문학의 유인과 미적 주체의 좌표』, 소
명출판, 2004, 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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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활동을 시작한 이 작가들의 동질성에 대한 물음을 기초적인 층위에서 제
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진오와 이효석은 경성제대 입학 직후에 문단에 주목을 받은 공통점이 있다.
유진오는 1906년 출생으로 1924년 경성제대 입학 직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
하여, 『조선지광』에 「스리」를 발표하여 등단한다. 이효석은 1907년 출생으
로 경성제대 예과를 졸업하기 전 1928년에 『조선지광』에 「도시와 유령」을
발표하였다. 작가의 이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들은 대학 재학 중 ‘문단’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문사적 자질은 그들의 개인적 재능의 수준을 넘어서 일종의 자부심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당시 조선 문단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도, 문단과 거리를 두
면서 작품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그 방증이 된다. 문단에 진출하
지 않아도, 늘 준비된 ‘작가’로 일찍이 검증 받았던 이 자부심의 근원에는 경성
제대라는 상징자본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이들은 이미 재학 시절에 『문우』,
『신흥』, 『청량』과 같은 문학 관련 학회지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
분히 가상의 ‘문단’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 점은 이광수23)가 박찬명 대령의 집에 기숙하면서 도카이 의숙에서 일어를
배워가며, ‘도제’로서 학문을 접했거나 혹은 메이지 학원에 편입되어서 학문을
습득한 과정과는 다른 작가의 초상이다. 최남선 역시 새로운 주체이길 요구받
은 유학생 청년이었지만, ‘와세다 대학 모의 국회사건’으로 자퇴를 결의하여 다
시 조선으로 돌아옴으로써 정규적인 ‘대학’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 즉 근대 초
기 작가의 초상은 조선의 상황과 빚어낸 개인의 좌절된 현실과 결부되어, 조선
의 지식인들이 문학과 예술의 실천주체로서, ‘대학’과 연결되어 그들의 지식을
펼치기란 쉽지 않은 현실24)이었다.
23) 최종고에 의하면 경성제대 1회 학적부에서 이광수가 경성제대 1회 등록생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조용만, 유진오의 증언에 의하면 이광수는 선과생=청강생으로만 그려졌으나, 이광수의 경성제대 학
적부 발견을 통해 초창기 경성제대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초창기 경성제대 예과는 시험
을 본 입학생과 무시험 전형자가 혼재되어 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광수는 일본유학 시절
얻은 폐병 때문에 26년 9월부터 28년 3월 31일까지 네 차례 휴학했고, 30년 1월 학칙에 의해 제
적됐다. 정원엽, 「서울대 전신 경성제대 ‘1번학생’ 누군가 보니」, 『중앙일보』, 2012.2.29.
24) 이기영(1922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남. 관동 대지진으로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 조남현, 『이기
영』, 건대출판부, 2002) 김남천(1929년 평양고보를 졸업하고 동경으로 건너가 호세이(法政) 대학
예과에 입학하여 유학생활을 하였으나 좌익단체에 가입했다가 제적된 후, 1931년에 귀국, 정호웅‧
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박이정, 2000 참조) 채만식(1922년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후 와
세다대학부속 제일와세다고등학원 문과에서 수학한후, 도쿄대지진이 일어난 1923년 여름에 귀국한
후 다시 도일하지 않는다, 방민호,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소명출판, 2001) 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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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 이효석은 유년기에 서당교육을 마치고 곧바로 경성제대 예과로 진입
하여 근대 교육25)의 세례를 받은 공통점이 있다. 배재고보 출신 이민희가 상투
를 틀고 한학공부를 하다가 예과에 들어온 것처럼 경성제대 예과에는 소년시절
부터 모두 ‘한문’을 잘한 학생이 많았다는 점, 특히 3회 입학생인 김태준의 한
문 답안지 구성력이 뛰어나 시험관들의 주목을 받았다는 증언26)은 유진오와 이
효석이 경성제대에서 습득한 지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경성제대에서 습득한 근대적 학문을 ‘관념으로서의 영문학’27)으로만 한정짓기
란 어렵다. 식민지 지식인의 감수성28)의 측면에서 경성제대의 예과분위기는 분
명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근대성의 통로29)이기도 했으나, 유진오와 이효석을 합
(윤영실, 「최남선의 근대적 글쓰기와 민족담론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9) 작가의 이력을 살
펴 본 바, 대학에 입학한 자는 많으나 실제 학업을 마치고 졸업한 이는 적음을 알 수 있다. ‘대학’
에 입학하기위해 도일하였으나 관동 대지진이 터진 이후에는, 조선에 들어온 후 다시 도쿄로 돌아
가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좌익단체 가입하여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여 학업이 좌절
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25) 유진오는 “그때는 대개 공부하면 한문공부가 주”였다고 하면서, 천자문과 소학부터 배운 유년기를
회상한다. 유진오는 오히려 ‘언문’ 익히기가 더 어려웠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나의 소년시
절」, 『젊음이 깃칠때』, 숭문출판사, 1970, 23~25면) 이효석 역시 “일곱 살 전후하여 가정과 사
숙에서 소학을 배울때 여름한철이면 운문을 읽으며 오언절구”를 지었다. (「나의 수업시대」, 『동
아일보』 1937.7.25~29; 『전집』 7, 154면) 김재철이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해 한시를 지었다
는 점(이상우, 「한 식민지 국문학자가 마주친 ‘동양연구’의 길」, 『식민지 극장의 연기된 모더니
티』, 소명출판, 2010, 18면), 김동석이 영문학을 공부하기 전 서당교육을 3-4년간 받았다는 (이희
환, 「‘상아탑’의 지식인, 김동석의 삶과 문학」, 『김동석 비평선집』, 2010, 486면) 증언이 증명
하듯, 초창기 경성제대 입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서당교육을 받고 입학하였으며, ‘예과’에 입학하면
서 근대적 학문을 접할 수 있었다.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1980, 73~74면)
26) 김용직, 『김태준 평전』, 일지사, 2008, 33면.
27) 김윤식은 이효석의 독서체험에 주목한다. 이효석은 백석의 시집 『사슴』을 읽고 “워즈워드가 어
릴때의 자연과의 교섭을 알뜰히 추억해낸 것”을 드러낸 것을 예로 들며, 이 지점은 영문학의 독서
체험이 이효석 문학에서 실제의 어떤 것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들고 있다. 한편 이효석은 워즈워드
를 비롯한 영문학의 신고전주의에 둔감하였음을 비판하여 다만 작품에서 드러나는 시학적 표층만을
흡수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그의 연구는 ‘경성제대’ 영문학과 출신인 이효석의 특수성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고, 당시 영문학이 미치는 자장에서 식민지 지식인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 김윤식, 「병적미의식의 양상」,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28) 최익현, 「이효석의 미적 자의식에 대한 연구- 식민제체에서의 글쓰기 비판」, 중앙대학교 박사논
문, 1998.송효정, 「식민지 후반기 문학의 근대 기획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 논문, 2010.
29) 오영숙은 유진오에게 있어서 혹은 다른 조선인 제국 대학생에게 있어서 경성제대가 근대성의 인식
공간으로 강하게 부각된 사실을 주목한다. “학칙에 명문화된 경성제대의 식민지 통치적 성격이 유
진오에게 있어서는 거의 의식되지 않은 채 서구의 근대적 이념 전달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일차적
으로 각인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서구의 근대학문이 조선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단선적인 역사
발전으로 나아갔다는 논지로 귀결한다. 경성제대와 유진오를 연결한 최초의 논문으로 그의 의견은
상당히 의미가 있으나, 근대적 학문의 보편성만으로 유진오만의 ‘개별성’을 설명하기에는 자료와 분
석의 한계가 있다. 오영숙, 「유진오 문학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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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근대주의자로 몰아가거나, 맑시즘의 유무로 동반자 작가라고 읽기에는
이들의 문학적 진폭이 훨씬 크다 할 것이다
오히려 한문을 습득하고 서당교육이 선행되었던 구성원으로 경성제대 예과가
채워지고 있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동양적 학문의 기반에서 출발한 학생들의
내면이 흡수한 충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서양의 대학제도
를 모방한 일본의 근대 교육제도가 경성제대에 수용되었지만, 경성제대 예과를
구성하는 조선인 학생의 내면은 근대의 이상적 관점과 전근대의 논리, 동양과
서양의 학문 사이에서 고민하는 주체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전제가 가능한 이유는 유진오와 이효석은 경성제대라는 구심점으로만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 잡지『文藝』(1940.7)에 <조선문학판 특집>에 소설
이 게재되었기 때문이다. 유진오의 「여름」, 이효석의 「은은한 빛」은 아쿠타
가와 상의 후보에 오른 김사량의 「빛속으로」와 함께 실렸다. 본고에서는 이
들이 구사한 일본어가 ‘로컬컬러’ (local color) 의 수준에 멈추었던 것인지, 고
급문학의 수준에서 진행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30)을 넘어서, 조선을 대표하는
작가로 동경문단의 ‘주목’을 받았던 유진오와 이효석의 문학적 정황을 함께 포
착하고자 한다.
일본어 소설을 언어적 차원에서 작가를 분류31)하여 친일 문학으로 규정될 수
밖에 없는 초창기 국문학사에서 유진오와 이효석의 입지는 상당히 협소하다.
임종국은 『국민문학』에 실린 「남곡선생」을 설명하면서 유진오 특유의 동양
적 윤리관이 친일에 협조하는 길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진오가 동양
으로 복귀한 이유는 태평양 전쟁 후 국제여론과 국민총력을 유리하게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허울 좋은 울타리였다는 논리이다.
임종국의 시선을 빌어 본다면 이효석의 경우는 한층 더 작가의 ‘자질’과 ‘개
인성’ 측면에서 결여가 많은 작가이다. 임종국은 이효석의 심정적 유약함을 들
어서, 일본어 소설에 나타난 ‘시정물’이나 ‘애정물’이 국민문학의 변명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는 논지로 설명하였다.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에서 상당수의
조선 문인을 다루고 있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1940년대 문학은 조선의 작가로
서 윤리와 문학적 대응이 기투를 하는 장일 수 밖에 없는 형국이기도 하다.
김윤식은 조선 작가들이 창작한 일본어가 문화어가 될 수 없고, 고급문학으로
30) 김윤식, 「이중어 글쓰기의 1형식」,『일제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 출판
부, 2003, 77면.
31) 임종국, 『친일문학론』, 민족 문제 연구소, 2005, 268면; 3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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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일본어 소설의 위상을 재정립한다. 『文藝』에 실
린 일본어 소설이 본고의 논의에서 중요한 이유는 식민지 말기 조선을 대표하
는 작가로 동경문단에 진출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일본어로 창작
할 수밖에 없는 작가의 모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오와 이효석이 동경문단
에 ‘조선 문예’를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품을 창작했다는 가설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이점은 본고에서 논할 유진오와 이효석의 사상사적 치열함이 단지 식민지 말
기의 이중언어32)의 틀로만 설명할 수 없는 지점에 서있음을 반증한다. 『文
藝』에 초청된 이들의 작품이 ‘조선적인 것’을 대표하는 작가33)로 포착된 지점
은 1930년대 후반기에서 유진오, 이효석 문학이 공존할 수 밖에 없었던 문학적
상황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30년대 말에 각각 「창랑정기」,
「향수」와 같은 일련의 ‘향수’34)와 연관된 작품을 발표한다. 1930년대 후반의
문학에서 ‘향수’35) 는 당대의 공통적 문학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주로 이 개
념은 ‘향토’, ‘고향’, ‘고독’, ‘상실’, ‘멜랑콜리’라는 키워드로 접근되었다. 개별
시인이나 작품으로 한정할 경우 이 개념은 작품의 의미를 건져낼 유효한 분석
틀이 될 수 있다.
허나 30년대 후반 유진오와 이효석에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향수감36)은 일

32) 일제말기 이중어 글쓰기는 유진오, 이효석, 김사량 뿐만 아니라 김남천, 한설야, 이광수, 장혁주에
게도 해당될 문제이기도 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윤대석의 박사논문에서 심도깊게 논의되었다. 윤
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6.
33) 김윤식, 「조선 작가의 일어창작에 대한 한 고찰」, 『한․일 근대 문학의 관련양상 신론』, 서울대
출판부, 2001, 59면.
34) 변정화, 「귀향의 사회학」, 『현대소설연구』 9,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35) 이기성, 「‘고독’이라는 병과 근대의 노스탤지어」, 『민족문학사연구』 22집, 민족문학사학회,
2003; 김승구, 「노천명 시와 향수의 문제」, 『국어국문학』 제 142권, 국어국문학회, 2006.5 오
성호, 「향수와 고향, 그리고 향토의 발견」, 『한국시학연구』 7집, 한국시학회, 2002, 김철, 「프
롤레타리아 소설과 노스탤지어의 시공」, 『한국문학연구』 제 30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6 오태영, 「‘향수’의 크로노토프」, 『한국어문학연구 』제 49집, 2007.8
36) 근대 초기 향수nostalgia는 군인, 선원, 하녀 등이 겪는 사람들이기에, 하층계급의 질병, 또는 민주
적 질병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스타우쓰와 터너는 결국 근대의 대중문화에 대한 엘리트적 비판
이라고 지적한다. 김홍중은 골목길에 대한 향수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지식인 등 엘리뜨일 가능성이
시사하였다. 그의 글에서 골목길이 향수적 심상풍경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해석의 눈으로서 사
진 등의 영향을 지적되는 바, 그것은 바꾸어 전문가의 미학적 눈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런 의미에서 근대이후 향수는 만연하고, 대중적인 현상이지만, 여전히 중산층 이상, 고학력 전문학
의 해석, 선호, 소비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홍중, 「골목길 풍경과 노스탤지어」,
『경제와 사회』 77호, 2008.3 ; 김준,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사회와 역사』 85집,
2010.3,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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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고향의 그리움과 겹쳐지는 시선이라거나 작가 개인의 병리학적 우울로
해석되기 어렵다. 오히려 30년대 후반 지식인들이 특정시대(특정시간), 특정공
간37)으로 돌아가는 시선과 연관되는 공통점을 보인다. 유진오와 이효석은 서양
적인 지식체계위에서 ‘조선적인 것’을 문학의 소재로 확장하고 ‘구성된 향수’를
바탕으로 소설을 창작하고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진오와 이효석의 일제말 소설을 파시즘으로 강화된 식민지 말기의
동양론38)의 틀로 설명시키기란 다소 어렵다. 식민지 후반기의 조선을 바라보는
작가의 역학관계를 경성제대와 함께 표상할 때, 유진오와 이효석이 진출한 동
경문단, 즉 『문예』와의 역학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일제말 한국 문학을 진단
할 의미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위의 연구 성과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유진
오와 이효석의 경성제대의 모습을 복원하여 식민지 지식인의 형성과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이 점은 그동안 연구사에서 소략화 된 유진오, 이효석의 경성제대
시절에 발표했던 논문과 번역소설, 시로부터 시작된 습작기의 글쓰기부터 일제
말의 소설까지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의식의 단초를 마련해준다.
유진오는 그간 50여편의 단편소설과 중편 「수난의 기록」, 그리고 장편 소
설 『화상보』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유진오의 문학사적 평가는 대체
로 도식적이다.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소설 창작이후 대한민국의 법

학자로 남은 작가의 경력은, 그간 유진오의 작품을 이해하는 발판이 되어 유진
오를 지식인 소설로 이해하는 연구로 이어졌다.
이점은 학위논문의 편중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바, 초기 유진오 연구는 대체
로「김강사와 T교수」로 대표되는 ‘지식인 소설’39), 이효석과 함께 ‘동반자 작
가’40)라는 평가와 함께 한다. 유진오는 이효석에 비해 작가의 개별성이나 소설
적 특성이 의미깊게 부각되기 보다는 동반자 작가나 비평사적 맥락에서 주목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후반 유진오가 시정편력의 문학41)으로 문단의
37) 류보선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 당시 문인들은 미래에의 전망이 불투명하자
그 마지막 탈출구로서 과거의 세계로 그 시선을 돌리게 되는 지점을 들었다. 이러한 점은 30
년대말의 소설을 지식사회의 복고담론(김철)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논의를 마련한다. 류보선,
「미적 유토피아의 발견과 정치의 미학화」, 『한국 근대 문학의 정치적 (무)의식』, 소명출판,
2005, 493면
38) 한민주, 「일제말기 소설연구-파시즘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 2004,
39) 조남현, 『한국 지식인 소설연구』, 일지사, 1984.
40) 장윤수, 「유진오와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2, 곽근,
「유진오와 이효석의 전기소설연구: 동반자작가 논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41) 이원조, 「유진오론」, 『인문평론』, 1940.1, 안함광, 「문학적 형식의 탐구와 그 태동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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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받은 이유는 김동리와의 세대론의 논쟁과 관련하여 실제 평론과 작가를
겸업하였던 유진오의 위치와도 연관되기에 가능한 현상이었다. 30년대 후반 시
정소설, 순수소설, 노동소설42)의 목록에 유진오 소설이 항상 문제시 된 것도 같
은 맥락이다.
유진오 연구의 돌파구는 그의 유일한 장편 소설인『화상보』의 심도있는 분
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유진오 연구사의 대부분이 장편 소설 『화상보』43)에
치중되어, ‘세태소설’44) ‘도시소설’45)로 간주되거나, 사회주의 성향에서 갑자기
세태소설쓰기로 일관한 일제말의 유진오를 여전히 합리적인 근대주의자46) 혹은
조선적 근대주의자47) 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학
위논문의 미진함에 비해 최근의 유진오 연구는 경성제대 재학시절의 ‘사회주의’
성향과 이어지는 등단초기의 지점48), 일제말에 쓰여진 단편49)까지 확대되어 설
명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유진오의 전기 소설만이 아니라 30년대 후반을
즈음하여 작가적 인식의 변화50)를 보인 그의 소설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궁극
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진오 소설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오랜 답보에 머문 까닭은 그가 해방이후 절필한 점, 신민당 총수를 역임한 정
치가로, 고려대학교의 총장을 맡은 행정가로만 접근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
진오 소설이 이효석에 비해서 ‘작품’의 편수 역시 현저히 부족했기 때문에 작가
『비판』, 1933.6, 민촌생, 유진오, 「현민 유진오론」, 『조선일보』, 1933.7.2-9, 현동담, 「현민
과 ‘인텔리’」, 『신인문학』, 1935.3, 정비석, 「유진오론」, 『풍림』, 1937.4, 박영희, 「현민 유
진오론」, 『동아일보』, 1938.2.17~18.
42) 김우종,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1968. 이재선, 『한국단편소설연구』, 일조각, 1975.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권, 지식산업사, 1988.
43) 손종업, 「화상보론: 일제말기 유진오의 조선주의와 서사전략」, 『어문연구』 148, 한국어문교육
연구회, 2010.
44) 김주리, 「1930년대 후반 세태 소설의 현실 재현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45) 강혜경, 「1930년대 도시소설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4.
46) 강삼희, 「서구 교양주의에서 동양적 세계로」, 『외국문학』 41호, 1994.11
47) 황경, 「유진오의 일제말기 소설 연구」, 『우리어문연구』 31, 우리어문학회, 2008.
48) 하재연, 「문우를 통해본 경성제대 지식인의 내면」, 『한국학연구』 2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
소, 2009.11, 하재연, 「잡지 신흥과 문예란의 성격과 의의」, 『한국학연구』 29, 고려대학교 한
국학연구소, 2008.11.
49) 황경, 「유진오의 일제말기 소설연구」, 『우리어문연구』 vol. 31, 2008; 차승기, 「“사실의 세
기”, 우연성, 협력의 윤리」, 『민족문학사연구』 vol. 38, 2008.
50) 윤인희, 「유진오 소설연구: 작가의식의 변모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5, 오영
숙, 「유진오 문학연구」, 서울대 석사 논문, 1990, 강삼희, 「유진오 문학연구」, 서울대 석사 논
문, 1994. 윤대석, 「유진오 문학연구」, 서울대 석사 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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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대상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실제 그의 등단초기의 작품
이나 작가의 사상사, 혹은 정치가와 작가를 겸업한 유진오 소설에 대한 편견으
로 이어져, 그의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
았다. 동반자 작가시절부터 일제말의 작품까지 총체적인 상을 그려내기 어려웠
던 이유가 바로 텍스트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자료조사로 확인된, 유진오의 최초의 소설은 미발표 육필원고인
「눈동자」이다. 이 소설은 경성제일고보를 졸업한 1924년에 탈고한 것으로 그
간 미발표 원고로 공식적인 연보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눈동자」를 최
초의 소설로 삼아 연보를 수정한다고 해도, 1944년 《방송지우》에 발표한
「김포아주머니」에 이르기까지 유진오가 소설을 창작한 기간은 약 20년에 지
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그간 유진오 연구사에서 논의 되지 않았던 경성제대
재학시절의 소설과 유진오의 일본어 소설을 함께 주목한다. 식민지 말기 모던
과 순수, 전통과 로컬리티를 지향하는 유진오의 정신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된다.
유진오에 비해 이효석의 연구는 훨씬 더 방대하다. 이효석의 연구사는 1930
년대를 고민하는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따라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작가로, 동반
자 작가와 구인회 참여 작가로, 그리고 도시소설과 농촌소설, 토속성과 이국성
이 존재하는 서정소설의 작가로 유형화되었다. 이와 같은 유형화는 이효석의
작품은 개개의 통일성이 있으나 작가적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51)는 부정적 견
해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잣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효석 문학은 최근 10여
년간의 식민지 말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52)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그동
안의 이효석에 대한 연구가 「메밀꽃 필 무렵」을 중심으로 한 순수소설의 작
가라는 단편적 인식에서 벗어나, 『벽공무한』, 『화분』을 포함하여 이효석의
장편소설을 고려해 진행되었기에 연구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효석 문
학에 대한 가장 최근의 성과는 텍스트의 확보이다. 이효석 문학관에 오랫동안
‘육필원고’로만 묻혀있었으나, 원문 해독의 난해함을 극복하고 새롭게 번역된
미완의 원고53)가 발견된 점이다. 이효석의 말년작이라고 추정된 이 소설은 이
효석 소설이 왜 식민지 말기로 갈수록 더욱 치열한 작가의식54)을 갖추게 되었
51) 이원조, 「이효석론-해바라기 저자에 부치는 서한」, 『인문평론』 창간호, 1939.10, 56~57면.
52) 방민호, 「이효석과 하얼빈」, 『일제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53) 이효석, 「이효석 미발표 일문소설」, 장순하 역, 『현대문학』, 2011.9
54) 이경훈, 「하르빈의 푸른 하늘: 『벽공무한』과 대동아공영」, 김철‧ 신형기 외, 『문학속의 파시
즘』, 삼인, 2001, 김양선,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무의식의 양상」, 『현대소설연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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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살펴볼 중요한 발굴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효석 텍스트 전반의 가치부
여55)는 ‘일본어’로 쓰여진 이효석 문학 전반의 가치를 되묻는 작업으로, 이효석
소설을 서구지향성56)에서만 볼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최근 이효석 연구는 그
가 평론에서 주장한 ‘세계성’57)과 연관되는 지점으로 이효석의 소설적 완성도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연구사를 추려본 결과 공통점은 각각 대표작 중심58)으로만 연구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 이와 같은 점은 이들이 ‘단편소설’ 중심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단편소설에서 보이는 소재의 다채로움이 오히려 연구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단편소설’의 작가라는 기존의 평가를 벗어나 이들의 경성제대
시절은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음59)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그간 습작기에 지나지 않았던, 유진오와 이효석이 경성제대 재학중 발표했던
『신흥』과 『문우』의 성격을 진단함으로써, 그간 연구가 소략화되었던 경성
제대 예과의 분위기를 통해 유진오와 이효석의 초창기 모습을 복원코자 한다.
『신흥』과 『문우』에서 활동한 유진오와 이효석은 모두 ‘사회주의’와는 친
근성이 있으나, 당시 ‘동반자 작가’라고 불렸던 레떼르와는 부합되지 않게, 조선
의 그 어떠한 문학단체에 몸담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한 ‘문단’ 자체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스며있다. 본고에서는 유진오와 이효석이 경성제대 재학중 활
동한 시기부터 그들의 문학이 완숙기에 들어선 시기가 불과 10년이 안된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성제대에서 습득한 지식이 이들의 소설관과 매우 밀접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지식인의 글쓰는 행위는 진리창조 혹은 진리 전달의 의무에 복무하기도 하지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9, 문선엽, 「이효석 소설의 근대성 연구 : 식민지 현실과 근대 문학론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3, 이세주, 「식민지 근대와 이효석 문학」,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2006, 김재용, 「일제말 이효석 문학과 우회적 저항」, 『한국 근대 문학연구』 24, 2011.10
55) 정여울, 「이효석 텍스트의 노스탤지아와 유토피아」, 『한국현대문학연구』 제 33집, 2011.4
56) 정한모, 「효석 문학의 서구적 소재 연구」, 『국어국문학』 92호, 1984
김주리, 「이효석 문학의 서구 지향성이 갖는 고찰」, 『민족문학사 연구』, 2004
57) 김양선, 「세계성 민족성 지방성」, 『한국근대문학연구』, 25호, 2012.4 , 오태영, 「조선 로컬리
티와 (탈)식민 상상력」, 『사이』 제 4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5 서재원, 「이효석의 일
제말기 소설 연구」, 『국제어문』 제 47집, 2009.12
58) 유진오의 경우 ‘동반자 작가’로 지적하면서 대표작으로는 「김강사와 T교수」, 「창랑정기」에 한
정하였다. 유진오의 대표작에 대한 한계는 유문선의 논문에서 지적되었다.
59) 김미영, 「이효석의 비소설류 글에 대한 고찰」, 『국학연구』 12집, 한국국학연구, 2008.6 김미
영의 연구는 이효석의 비소설 텍스트를 치밀하게 검증하여 이효석 소설의 통합적 이해를 돕고 있으
나, 경성제대 시절에 발표한 번역소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유진오의 경우 경성제대
시절의 텍스트 분석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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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개인의 삶이나 사회 역사에 대한 지적인 접근 태도60)를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음에 인용될 이효석, 유진오의 ‘문학관’을 검증하는 것은 식민지 조
선을 바라보는 작가의 예민한 태도와 관련된다. 경성제대 문청시절의 유진오와
이효석의 문학적 소회를 빌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며칠전에 단정하게 차린 여학생들이 이 서점을 찾아와서 어떤 책부터 읽
기시작하였으면 좋겠느냐고 지도를 빌었다고 한다. 그보다 이전에도 또 이런
일이 간간이 있었다 하니 그때의 귀여운 고객들은 어린 소학생이었다 한다. 얼
마나 놀라운 일들인가. 이렇게 하여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그들은 어둠을 헤
치고 나아가는 것이다. 세태가 스스로 그들에게 바른길을 뙤여주는 것이다. 그
러나 아직까지도 단순한, 너무도 단순한 두뇌가 많은 이 거리에서 어여쁜 백지
들 많은 이거리에서 그들은 얼마나 귀여운 동무들인가. 거리의 ‘넌센스 보이’들
이여, 동방의 여인들이여, 그대들도 모름지기 이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61)
② 청량리로 Blythe선생을 찾아갔을 때 이야기.
나는 시원치도 않은 영어로, 일본인과 일본문화를 한참 신이 나게 罵倒해댔
다. 그랬더니, 선생 왈 “일본의 모든 문화는 전부 half-boilde(반숙)니까” “그
렇지요. 그렇구 말구요” 나는 한층 신이 나서 선생 의견에 찬성하였다. “그렇
다면, 유군, half-boiled를 또

half-boiled한 것, 즉 one-fourth-boiled(四分

之一熟)한 것이 조선문화 아닌가.” 나는 대답할 말이 없어, 물끄러미 선생의 얼
굴을 치어다보는 수밖에 없었다. 선생의 얼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가
떠 있었다.

62)

이효석은 서울의 유일한 좌익서점 계림당 서점에 들어가서 서점을 드나드는
고객의 모습을 관찰한다. 그는 돈을 벌려면 의학을 공부하고 법률을 공부하는
세태에서 여학생들이 이 서점을 찾아와서 서적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귀여운 동무”들이라는 생각을 한다. 여학생을 바라보며 귀엽고, 어
여쁜(불쌍한), 단순한과 같은 표현을 쓴 이유는 이효석은 당시 경성제대를 다니
고 있었던 ‘대학생’의 위치에서 바라본,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때문만은 아니다.
이효석의 시선에 포착된 “동방(의 여인)”은 “단순한 백지들 많은 이거리”에 “거
리의넌센스보이”가 가득찬 곳으로 묘사된다. 경성 제국대학 졸업 무렵에 쓴 이
60) 조남현, 『한국지식인 소설연구』, 일지사, 1984, 66~70면.
61) 이효석, 「서점에 비친 도시의 일면상」, 『조선일보』, 1930. 11.14 (『전집』 7, 17면)
62) 유진오, 「젊은 날의 자화상」, 『구름위의 만상』, 1966, 일조각,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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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통해서 조선의 근대적 문화현상에 대해 동정하고, 경멸하나, 자기보다 낮
은 문화를 포용하겠다는 이효석의 나르시시즘적인 시선을 발견할 수 있다.
두번째로 인용한 유진오의 1927년 일기인 「젊은날의 자화상」중 일부이다.
21살의 경성제대 생의 눈으로 바라본 이 일기는 유진오 개인의 사변적인 기록
을 넘어서 경성제대 예과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글로 평가63)되고 있다.
유진오는 당시 블라이스 교수에게 일본문화를 ‘half-boiled’(半熟)으로 비유하다
가, 조선의 문화는 one-fourth-boiled(四分之一熟)이라는 말을 듣고 ‘대답할 말
이 없어’ 진다. 즉 일본 문화의 ‘반쪽’밖에 되지 않는 조선의 문화는 무엇을 말
하는가. 이효석이 조선의 ‘타자’을 타자화함으로써 스스로의 문화적 우월성을
입증하고 있었다면, 인용한 유진오의 글은 ‘서양인 교수’가 바라보는 조선문화
의 저급함에 대한 통렬한 자의식이 깔려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층적이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경성제대 문청시절의 유진오와 이효석은 조선의 ‘문화’
와 타민족의 문화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영
국, 아일랜드, 독일과 같은 세계문학을 잣대로 삼아 대학시절 분석적 글쓰기에
매진한 점 그리고 심리학․종교학․미학․사회학과 같은 과목을 학문의 한 영역으로
습득64)함으로써, 제도와 문화를 인문학적 지식 담론의 형성과정으로 받아들인
작가의 공통적 특성을 추출해 볼 수 있다. 이는 계량적이고 통계적인 규준과
틀에 익숙한 주체로 탄생할 조건이 되며, 따라서 이들은 식민지 근대를 문화체
험을 하면서 이를 재현할 지식인으로 재탄생할 입지를 갖추고 있었다. 즉 ‘필드
워크’로서 ‘조선’을 바라보는 민족지(ethnography)의 시선과 유사한데, 그들 스
스로가 소설가이면서 식민지를 관찰하는 인류학자가 되어 당시의 식민지 조선
을 발굴하고 있다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족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인류학과 영화연구에서
63) 정근식 외,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501면.
64) 『京城帝國大學一覽』, 소화 8년, 소화 16년 참조. 경성제국대학일람에 제시된 법문학부 강좌는
일본의 큐슈대학과 비교해서 조금 더 강좌수가 많았다. 1926~1928년까지, 즉 1926년 개교 후 3
년간을 경성제국대학 강좌의 구축기로 볼 수 있다. 경성제대는 타이완의 타이베이제대와 더불어 제
국일본이 식민지에 세운 제국대학이었지만, 타이완의 경우 예산부족을 이유로 강좌수가 절반가까이
축소된다. 경성제대는 강좌수에 있어서는 학부당 2개정도의 강좌가 축소되었을 뿐, 일본의 제국대
학과 거의 유사한 강좌가 개설되는 형국이었다. 정근식 외,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317~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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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있는 몇가지 개념어를 경유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민족, 종족을 설
명하기 위한 인류학에서 현재는 문화의 전영역을 이해하는 의미있는 코드로 확
장되고 있다.
문화 기술지를 뜻하는 민족지65)는 본래 인류학의 개념이다. 인류학에서 민족
지를 연구하는 것은 ‘민속 통계학’, ‘민족’에 대한 정량화된 계측이 반드시 필요
하기 때문에 통계학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따라서 이때의 민족지의 개념은
필드워크에 닿아있는 개념으로 ‘조사’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 즉 계량적이고 통
계적인 규준(norm)에 익숙한 민족지학자들은 주체를 훈육적인 시선으로 재정립
하며, 학문의 영역과 문화의 영역은 서로 침투하고, 문화에 관해 쓰는 일은 바
로 경험적이고 윤리적 행위와 직결된다. 따라서 민족지는 문명․ 문화․ 인종․ 계
급․ 젠더의 경계에 문제를 던진다.
민족지를 기술하는 자의 일반적인 초상은 실제 필드워크를 조사 기록해야 하
는 ‘관찰자’이다. 따라서 민족지의 텍스트에 관련된 지식인은 전체로서의 문화
의 풍부함을 흡수하고 전할 수 있는 존재66)로 표상된다. 이와같이 인류학에서
의

민족지

서술은

현지

답사를

통한

정보의

관찰(observation)과

보고

(reporting)가 핵심이다. 특정한 사람들에 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에 대한 조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들은 문화에 대해서 단순화
와 배제, 자기와 타자의 구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인류학에서 말하는 민족
지의 기술은 저자의 주관성과 텍스트 사이의 객관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저
자의 심한 혼란 상태, 폭력적 감정이나 지나친 기쁨과 같은 저자 개인의 목소
리를 배제하였으나,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의 『슬픈 열대』 이후로 이와
같은 관행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즉 ‘정보’의 전달을 위해 기술하였던 민족
지의 역할에 타자에 대한 주관성이 개입되고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미
개인, 부족민, 비서양인, 무문자(無文字)의 사람들, 역사를 갖지 않는 사람들을
‘서양인’의 시선으로 발견하였는데, 문화적으로 낮은 ‘타자’의 발견이 문제가 되
는 것은, 이러한 ‘타자’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타자의 이미지를 ‘변
형’(version) 시키는 일은 곧 ‘자아’를 구축하기 위한 ‘자기성형’67)의 조건으로
65) ethnography의 어원은 그리스어 'ἔθνος(ethnos, 사람들)'와 'γράφειν(graphein, 기록)'에서 파생
되었다. 제임스 클리포드, 『문화를 쓴다: 민족지의 시학과 정치학』, 이기우 역, 한국문화사, 2000.
66) 민족지학에서 ‘주체’는 단일체로서의 과학적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체의 위치를 바꾸면
서 다원적인 입장에서 참가하고, 관찰하고, 쓰는 다면성을 지닌 실체로서 이해된다. 이 다원성을 투
영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전체로서의 문화의 풍부함을 흡수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제임스 클
리포드, 이기우 역, 『문화를 쓴다: 민족지의 시학과 정치학』, 한국문화사, 2000,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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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다. 인류학에서 민족지의 역할이 근대 초기 서구의 제국주의와 연관되는
지점은 바로 이와 같은 민족지의 ‘기록’과 ‘보고’의 성격이 식민지 팽창에 의미
깊은 통계자료를 제공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초창기 민족지의 형식이 기행문,
보고문, 다큐멘터리의 성격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식적으로 여행을 통
한 여행기이나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의 공식보고서에 대한 시작과 연관된다.
여기서 보다 문제시 되어야 할 것은 제국의 눈을 갖는 주체가 기록한 글, 서사,
문학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시선에 따라 기록물이 달라진다.
서양의 제국주의와 관련된 민족지는 ‘타자’, 즉 동양을 상정하고 서양의 시
선에 포착된 동양의 문화를 발견할 때 유효하다. 여기에 대표적인 이론이 오리
엔탈리즘이다.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서양에서도 피카소, 세잔, 고갱, 마티스, 모
딜리아니 등의 화가가 원시성을 지닌 어떤 매혹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는 사
실을 주목한다. 그는 서양의 의미체계가 타자를 원시화하고 스스로를 근대화되
고 고도의 테크놀로지화된 위치에 올려 놓는 과정의 일부를 포착한다. 영미문
학의 제임스 조이스, D.H. 로렌스, 헨리밀러 같은 모더니스트들은 부르주아 사
회의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 인간의 성을 원초적으로 숨김없이 묘사하였다. 색
슈얼리티를 포르노그래피처럼 그리거나 희극적인 것과 비극적인 것, 고상한 것
과 저속한 것, 평범한 것과 이국적인 것을 병치시키면서 성적인 모습을 ‘이국적
인’ 문화와 연결시켰다. 이와 같은 모습은 싸이드의 『문화와 제국주의』에서
포착된 서구 모더니스트의 특성68)이기도 하다.
레이초우는 인류학에서 제시된 민족지의 개념을 중국의 영화와 문학 비평에
도입함으로써 서구와 비서구의 이분화된 잣대가 유효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서양’의 모더니즘을 위해 동원된 ‘동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화상대주의의 편
협성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문학과 영화에 유통되는 원시주의의 변증법에 주목
하면서, 제 3세계에서도 유사한 원시화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서 포착된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계급임을 주목한다.
그는 서양과 비서양의 경계에서 동양의 이미지가 착취된 것이 아니라, 동양
자체내에서도 ‘동양’을 발견함으로써 스스로를 타자화 한다는 논의를 펼쳐 단선
적인 서구 중심의 모더니즘을 극복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근대 중국의 영화감
독이나 지식인이 억압받는 계급에 주목한 것은 이들을 통해 자신의 글쓰기에
67)S. Greenratt,
Renaissance Self-Fashioning: From More to Shakespea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68) 에드워드 싸이드, 「모더니즘론에 관한 주석」, 『문화와 제국주의』, 도서출판 창, 2000, 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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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세계의 엘리트나 지식인처
럼, 근대 중국의 지식인도 자기 자신을 ‘근대화’하는데 매혹되어, 이를 구성하기
위한 ‘타자’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즉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평가하는 느낌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 의해 관찰되고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에 의존되는
‘자기 주시’self-regard 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기주시는 “자기에 대
한 사랑”를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자기 보존”의 능력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단일화된 집단 주체의 스테레오 타입을 찾아내면서 집단의 정체성을 보존하려
고 노력69)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레이초우의 이론은 중국의 영화에서 ‘혜택받지 못한 사람’ 혹은 이들의 ‘고통’
을 미학적인 대상으로 관찰함으로써, 실제 자연풍경, 농촌생활, 억압받은 여성
의 이미지가 시각적으로 정치화되는 장면을 포착하였다. 1980년대 국제 영화제
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영화70)로 극찬을 받는 천카이커, 톈좡좡, 장이머우의 영
화가 바로 그 예이다. 그는 1980~90년대의 중국영화가 중국 내부의 문제를 표
상한다는 점을 가정하고, 이들의 영화가 중국 본토에 ‘어필’하기 보다는 오히려
해외의 관객에게 ‘중국’을 전시하는 지점을 문제 삼는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근대 중국의 지식인 역시 억압받는 계급에 주목하고 자신의 글쓰기에 대변혁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세계의 엘리트나 지식인처럼, 근대 중
국의 지식인도 자기 자신을 ‘근대화’하는데 매혹되었던 것이다.
자민족의 이미지가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을 주목한 레이초우는 메리루이스
프랫의 용어를 빌려 ‘자기민족지’autoethnography라는 용어를 썼다. ‘식민화된
주체가 자기를 표상하는 일에 착수하지만, 그때 식민지배가 쓰는 말의 용법과
관련을 맺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서양문화가 서양문화에 ‘주목’받는
과정의 유사성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문학에서도 발견된다고 하였다.
민족지에 대한 물음이 보다 문제적인 것은 자민족 중심의 문학이 ‘해외’에서
이국적으로 보이는 시각의 이중성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민족지의 종종 기원
에 대한 환상과 연결된다. 전형적으로 자연의 낙후함, 야만인, 시골, 토착민, 인
민을 그 표현요소로 삼는다. 이같은 이미지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넘어선 영
원한 집단적인 삶의 이미지를 전파71)하는 힘을 갖는다. 잃어버린 기원을 대신

69) 레이초우, 「종족 영락의 비밀들」, 심광현 역, 『흔적』 2호, 2001.12, 71면
70) ‘혜택받지 못한 사람’을 미적인 대상으로 관찰하는 시선은 레이초우, 「시각, 근대 그리고 원시적
열정」,『원시적 열정』, 이산, 2004 참조.
71) 레이초우, 위의 책,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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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리고 그 기원은 ‘민주적’으로 재구성되는 공유장소와 의식을 수반한다. 회
복불가능한 공유와 장소(common/place)의 모습으로 등장하기에, 이 기원에 대
한 설명은 상상의 공간에서만 자리할 수 있다.
레이초우가 바라보는 비서구는 서양에 비해 후진적이지만, 태곳적의 문화의
역사를 ‘시원성’으로 재발견한다면 비서구의 정체성은 영광스러운 문명을 지닌
자부심으로 규정된다. 즉 그는 민족지와 관련된 영화/문학의 역할을 희생자인
동시에 제국으로 간주하는 이중적인 미학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레이초우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민족지에 흠모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특
성이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지의 주체적 위치는 타자의 공고한 이미지를
연결하는 지식과 권력을 연결72)시켜준다. 따라서 민족지를 탐구하는 지식인 혹
은 계급이 부상하는 것은 그 사회의 특수한 징후이다. 즉 “어떤 시기에 하나의
새로운 감정의 구조가 부상하는 것”은 “하나의 계급”이 탄생할 조건이며 “한
계급 내부의 모순이나 분열 또는 변화”와 연결될 수 있기에 ‘특수한 유형의 사
회적 형상물’을 소환한다. 다시 말해 예술에는 한세대나 한 시대 속의 요소 속
에서 감당되는 ‘미적인 것’의 범주의 공유가 필요한 것이며, 이때 유통되는 지
식은 한시대의 ‘감정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잣대로 성립73)된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때, 과거의 것을 ‘타자화’하는 민족지의 발현 양
식, 즉 식민지 말의 ‘조선성’은 1930년대 조선학 운동의 부활74)을 야기할 정도
로 일제말을 관통하는 주제로 성립된다. 일반적으로 ‘과거’는 ‘낯선’ 시간75)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과거적 시간의 복귀는 지난날을 감상적으로 회고하는 것이
아닌 미래에 대한 역동적인 대처방식으로 고안된다. 즉 자신의 것을 타자화하
기 위해서, 이중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출현할 기반이 된다.
천정환은 대중문화의 복고 현상을 주목하고, 6·10만세 운동, 스포츠 민족주의
의 대두, 이광수의 인기를 위시한 독서문화, 영화 「아리랑」과 신민요 붐의 대
중문화의 양상과 함께, 홍명희· 이광수의 작품들을 비롯한 역사소설과 야담, 음
악에서는 신민요, 영화에서는 나운규의 ‘민족’ 영화들과 「춘향전」, 「장화홍련

72)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Key Concepts in Post-colonial Studies,
London &New York ; Routledge, 1998, p.85.
73) 레이먼드 윌리엄스, 「감정의 구조」, 『마르크스 주의와 문학』,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205~217면.
74) 김병구, 「고전부흥의 기획과 ‘조선적인 것’의 형성」,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조선적인 것’의 형
성과 근대문화담론』, 소명, 2007.
75) 데이비드 로웬덜, 『과거는 낯선 나라다』, 김종원 ․ 한명숙 역, 개마고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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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주목한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1930년대 후반에 유행한 복고주의적 담
론들은 근대적인 자기인식과 관련된 지식사의 맥락과 이어진다. 대중적인 이데
올로기로서 문화민족주의가 자기지식을 생산76)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
은 지적은 식민정책의 문학적 전유77)를 통해 한국적인 것을 표상한다는 의견을
보다 능동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이다.
1930년대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경성제대의 문인 역시 경성제대 조선어문학
부를 중심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적 특수성을 미학적 특질로
발견하였다. 박용규는 경성제대 중심의 조선학 연구가 문학사의 조윤제와 김태
준, 미술사의 고유섭, 언어학의 이희승, 역사학의 신남철 등 경성제대의 인맥에
위치한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펼쳐졌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경성제대의 근대적
학문을 배운 식민지 지식인은 지배와 지식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통제의 대상이
되는 모순적 위치에 서 있었던 것78)으로 파악하였다.
1930년대 후반 경성제대 문인이 공통적으로 지지하였던 조선학 연구는, 레이
초우의 의견을 빌어보자면 집단의 정체성을 위해 과거의 것을 타자화시키고 있
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조선의 발견이 서양이나 일본에 대한 대타의
식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식민지 말의 지식인 역시 자기 자신을 ‘근대화’하는
데 매혹되어 있다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진오와 이효석은 당시 조선문학에서는 꽤 높은 수준
의 영어를 구사함으로써 ‘세계문학’을 중역이 아니라 ‘원문’으로 바로 읽고 독해
하면서 스스로를 피식민지인이 아니라 ‘제 3세계’ 문인으로 판단한 공통점이 추
출된다. 유진오와 이효석의 경성제대 독서체험은 세계문학과 일본문학, 그리고
조선문학이라는 세가지 경계속에서 자신을 지우며 소설을 창작할 기반을 마련
하고 있었다. 이들의 대학시절의 글쓰기는 식민지 문청의 ‘전사’를 탐색할 잣대
가 될뿐더러 근대와 전근대, 지배와 통제의 위치에 서 있었던 경성제대 문인의
내면을 파악할 힘이 된다.
유진오와 이효석은 자기 스스로 식민지를 탐색하는 보고자의 역할을 수행함
으로써, 일본인과 조선인의 ‘사이’에서 얻어진 시선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자
기 스스로 문학적 위상을 세우고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도정에 서 있었다. 이들
76) 천정환, 『대중지성의 형성』, 푸른역사, 2008, 239면.
77) 박진숙,「한국 근대문학에서의 샤머니즘과 ‘민족지’(ethnography)의 형성」, 『한국현대문학연구』
19집, 2006.6.
78) 박용규, 「경성제국대학과 지방학으로서의 조선학」,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조선적인 것’의 형성
과 근대문화담론』, 소명출판, 2007, 139~14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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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성제대 문청시절부터 자신의 사회에 대해 우월감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문
화로부터 소외되는 길을 택하는 존재이다.
이와 같은 점은 식민지 후반기의 조선을 바라보는 작가의 역학관계를 표상하
는 것으로, 조선을 타자화하는 민족지의 시선이 내재화된 이효석과 유진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하다. 특히 이들이 문제적인 것은 ‘동경
문단’의 주목을 받음으로써 조선을 서발턴화하면서 ‘이국적’으로 표현하는 민족
지의 특성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대 중국 영화가 서양 영화제에 주목을
받은 것은 1960년대 중국의 이미지를 서양에 전시함으로써 가능했듯, 일제말
동경문단은 ‘조선적인 것’의 양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인 점 역시 분석을
요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은 경성제대 문인이 주축으로
활동한 경성제대의 잡지를 살펴본다. 초창기 경성제대 문인은 식민지에서 새로
운 문화적 계급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2.1에서는 학술논문의 고안을 통해 경성
제대 문인을 규합한『신흥』과, 경성제대 예과생의 폐쇄적 창작 분위기를 구축
한 『문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신흥』이 일본을 경유하지 않고 경성제대
자체에서 토론을 통한 세계사적 지식을 받아들이기에 힘썼다면, 『문우』에서
는 조선 문단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발견된다. 단지 독서취미로 묶여진 동호
회의 개념이 아니라, 『문우』에 소설을 발표함으로써 ‘가상’의 문단을 체험하
고 있던 경성제대 문청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유진오와 이효석이 조선문단
에 뛰어들지 않아도 이미 ‘작가’로서의 자의식을 체험하고 있었던 점과 연결된
다. 이와 같은 경성제대의 분위기를 토대로 2.2에서 경성제대 문인 집단과 민족
지의 이념적 계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성제대 문인의 학문적 지향점을 알
아보기 위해 경성제대 문인을 유형화한 것으로, 출신학과와 같은 성향의 무리,
경성제대 졸업 후의 이력, 그리고 학문의 지향과 관련된 이념사를 조사하여 동
양학에 치중한 문인과 서구 지식인에 경도된 문인의 성향을 살펴보았다.
3장은 경성제대의 문인인 유진오와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민족지의 양상을
살펴본다. ‘조선’을 타자화하고 있는 방식속에서 ‘미학’을 발견하는 주제들을 점
검하고자 위한 것이다. 유진오의 초기소설에서 식민지를 ‘관찰’하는 제대생의
모습을 자주 등장하는 점을 살펴본다. 이후 이어지는 ‘풍토’와 ‘문화’에 대한 논
의는 그가 바라보는 조선문화의 특수성과 연관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후반
기로 갈수록 유진오의 소설을 관통하는 것은 ‘회의주의’와 ‘우울’이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시간, 즉 그의 유년시절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북촌’을 일제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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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 전면 부활함으로써 유진오는 조선의 과거를 ‘개화기’로 파악한 특성을
지닌다.
3.2에서는 이효석 소설을 중심으로 논할 것이다. 이효석은 탐구자의 시선으로
조선적 풍경을 재발견하였다. 유진오가 조선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이를 기록
함으로써 조선이라는 대상을 타자화하였다면, 이효석은 원시적 공간과 여성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자연을 재발견함으로써 조선 내부의 문제를 미학화한 특성
이 있다. 그는 특히 국경지대에 스민 ‘여수’의 감성을 실감적으로 그려내면서,
근대화와 대비된 ‘古都’를 재발견하고, 조선의 미의식을 형상화하였다.
4장은 동경문단과의 교섭과정으로서의 ‘조선’민족지를 설명하였다. 4.1에서
김사량을 주목한 이유는 김사량이 조선문단과 동경문단의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경성제대 문인에게 ‘번역회’를 조직할 것을 촉구한다. 조선
문학을 내지어로 ‘번역’하여, 조선문학의 자부심을 알리자는 것, 이는 곧 번역과
일본어 소설창작을 함께 할 수 있는 이효석과 유진오의 작가적 위치가 독특해
지는 지점이었다.
4.2에서는 자기민족지의 극복하는 유진오와 이효석의 소설을 중점적으로 논
하였다. 『문예』에 실린 일본어 소설, 즉 「은은한 빛」과 「여름」은 상상된
과거로서의 ‘개화기’를 부각시킴으로써 조선의 무능력한 역사의식에 경종을 울
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경성제대 시절부터 다져온 교양의 감각, 세계주
의적 감각이 내재된 작가적 역량이 폭발되는 지점으로 자기 민족지의 치명적인
오류, 즉 조선의 심미화를 통해 동경문단에 조선문학을 알리는 모순의 과정으
로부터 탈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 제 1회 <조선예술상>을 받은 이광
수의 「무명」과 제 4회 수상작인 이무영의 「청기와집」을 비교해보았다.
본고에서는 일제말 유진오와 이효석의 소설을 세계문학을 염두한 작가의 자
의식이 반영된 글쓰기라는 점에 무게를 두었다. 이러한 전제는 언젠가 조선문
학이 세계문학의 한 ‘場’으로 새롭게 편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간파한 자의
특권의식이 스며있었던 경성제대 지식인의 나르시시즘과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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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경성제대 작가의 형성배경과 민족지의 구성요건
12세기 무렵에 유럽에서 세워진 서양의 대학은 교사 또는 학생의 ‘조합’1)에
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이때의 대학은 자율성과 자치전통을 중시하면서
출발한다. 물론 서양의 대학 개념이 바로 ‘경성제대’에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식
민지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경성제대의 특성상 대학 자체가 갖는 ‘자
율성’은 존중되었다. 경성제대의 설립 목적에서 ‘연구’2)가 초창기 경성제대 특
수성을 형성하는 성격으로 가늠될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신
흥』의 창간호에서는 다소의 비장함이 느껴진다.
신흥은 신흥이다. 눈가리고 하는 수작은, 일절 무용이다. 다만 보아라, 읽어라 함
에 친다. 소위 옥석부동이라는 썩어저 가는 듯한 말을, 신흥에서 다시 새롭게 쓰고저
한다. 보면 짐작할 것이요, 읽으면 알것이다. 이것은 결코 조선에서 다산되는 허세도
안이며, 세목을 속이려 하는 자긍도 아니다. 오직 신흥이란 사실이다.(강조: 인용자)3)

『신흥』의 창간사가 강조하고 있듯 경성제대에서 읽고 새롭게 쓰지 못하는
모습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현실로 받아들여졌다. 즉 대학 제도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최초의 의무감은 ‘읽고’ ‘쓰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인지하게 되는
‘연구’의 태도이다. 경성제대 문인의 정신사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신흥』
과 『문우』는 이미 ‘학내 동아리’로써 문인 배출의 토양을 갖추고 있었다. 이
점은 경성제대의 문인의 중심축이었던 유진오와 이효석이 등단이전에 ‘홀로’ 글
쓰기에 고투했던 단계를 넘어서 타인의 시선에 ‘보여지는 글쓰기’를 제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던 과정에 서 있었음을 증명한다. 학술논문을 게재하거나 영미 소
설을 ‘번역’하는 이 시기 문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작업은 초창기 경성제대 예과
의 분위기와 문청간의 긴장관계를 가늠할 지표가 된다.
『문우』가 ‘경성제대의 원고지’만 사용하여 원고를 투고할 것을 권한 것은
경성제대 특유의 나르시시즘을 공고히 하는 중심축으로 읽을 수 있지만, 이미
1) ‘대학’의 개념은 라틴어 ‘우니베르타시스 Universitas’의 개념에서 유래한다. 즉 길드조직, 동업조합
을 의미하는 일반명사로, 대학이라는 말 이외에 길드조직, 즉 동업조합을 의미하는 일반명사이다.
Emile Durkheim, The Evolution of Educational Thought : Lectures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econdary education in France, trans by Peter Collin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7, pp. 63~68.
2) 정준영,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헤게모니」,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논문, 2009, 48면.
3) 『신흥』 제 1호, 신흥사, 1927.7,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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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학술도서로 인정받은 신흥이 한성도서 주식회사에서 30원~40전의 가격
에 팔렸다는 출판조건은 학회지를 넘어 전문 문학잡지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떠
올려 볼 수 있는 것이다.
2장에서는 『신흥』과 『문우』에 쓰인 글들을 기반으로 경성제대 지식인의
내면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조선’을 관찰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이들은 조선
의 현실을 ‘관찰’하고 ‘조사’해 나가면서 서양이라는 ‘타자’와 견주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세계문학의 토대위에 조선문학이 함께 나아갈 것을 결의하며, 학
술논문의 고안을 통해 보편적인 지식의 위상을 세워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당시 경성제대 예과의 특수한 분위기와 연관되며, 아울러 제 3세계 지식인의
유형을 정립되는 과정을 알아 볼 수 있다.
논문의 2장의 1절은 『신흥』이 고안한 ‘학술논문’의 형식을 점검한다. 신흥
의 창간 모습은 유진오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조선사회사정연구회의 사정과
유사하다. 당시 조선사정연구회는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사상의 모든 분야를
조사와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여기서 얻어진 결론을 통해 민족의 나아갈 길을
타진해보고 있었다. 이들은 특히 해외의 이론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분석함으
로써 학술단체의 성격을 공고히 하였다.
2장의 2절은 『문우』에 실린 소설을 분석한다. 『문우』는 문학 동호회이긴
하였지만 『신흥』이나 일본인 중심의 문학동호회 『청량』보다 훨씬 배타적인
글쓰기를 추구하였다.

비매품으로 유통된 이 잡지는 경성제대 예과생의 ‘현실

적인 고민’ (고학, 가난, 서자, 출세한 장남, 본처와의 갈등)이 토로된 소설이 자
주 발견된다. 20년대 동인지 문학이나 기존문단에 비해서 『문우』에 실린 소
설들은 그 완성도는 높지 않았지만, 『문우』는 경성제대 문청의 ‘정체성’을 공
고히 하는 장으로 성립하고 있었다. 경성제대의 특성상 적어도 ‘취미’ 중심의
모임에서 일본인이 배제되면서 ‘단체’의 성격이 유지되기 어려운데, 문우는 철
저히 조선인만을 회원으로 받는 문학동아리의 형식을 갖춘다. 본문에서 증명하
듯, 일본인 교수가『문우』의 원고 청탁을 거절하자 경성제대 예과생은 『청
량』의 원고 투고를 ‘보이콧’함으로써

글쓰기의 배타적 성격이 스며 있었다.

이 점은 문우의 특유의 나르시시즘 분위기와 연결된다.
경성제대 재학시절 유진오의 독서일기와 번역소설과 이효석의 졸업논문과 병
행된 소설을 살펴봄으로써, 경성제대 지식인의 토양의 근원을 알아본다. 이들은
제 3세계 지식인이 보여주는 습성이 자주 발견되는데, 식민지의 문제는 이들에
게는 ‘사후’의 문제가 되며, 세계사적 현실에 비추어 자기 자신의 ‘글쓰기’를 바

- 27 -

라보는 면모가 발견된다. 이러한 경성제대의 특유의 토양은 일제말의 문학에까
지 장점이자 한계로 작동하였다. 식민지 조선을 연구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극단의 미학으로 관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1. 문단의 가상체험과 학술장으로서의 동인지의 위치
1) 학술논문의 고안과『신흥』의 자부심
경성제대 문과의 경우 서양철학, 서양문학 등의 강좌가 발달하였다. 윤리학,
미학․미술사, 심리학, 외국어․ 외국어문학, 교육학 등은 일본의 제국대학에 비해
서도 오히려 한강좌씩 더 많이 개설되었다. 특히 자유주의 철학자로 명성이 높
았던 아베, 미야모토 등이 강좌교수로 있었던 철학․ 철학사 강좌와 영문학으로
채워졌던 외국어․외국어 문학은 특히 인기를 끌었다4). 서양철학과 대한 요청은
해외 유학파 출신과 경성제대 철학과 출신을 중심으로 조직된 철학연구회의 학
술지 『철학』5)을 생산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철학』지가 구성된 이유에서
도 알 수 있는 바, ‘학회’와 ‘학술지’를 통해 학과 시간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론’에 대한 구성원들의 욕구가 강하게 스밀 수밖에 없었고, 학술지의 경우 학회
를 구성한 동인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기능하면서, 경성제대 초기의 지
식장이 형성된다. 같은 시기에 발행된 『신흥』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출신
및 재학생들은 그들 자신만의 자부심과 전문적 지식을 특화시킬 지면6)이 강하
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발행되었다.
『신흥』(1929년 7월~ 1935년 5월)은 경성제국대학의 학내 조선인 문학동
호인들이 적송회, 낙산문학회7)의 구성원들이 모여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1회
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잡지다. 『신흥』의 전신이 된 적송회와 낙산문학회는
4) 예컨대 1929년부터 1941년 사이의 철학과 전공은 28명의 졸업생을 문학과 영문과 전공이 7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선인 졸업생이 철학과에는 20명, 영어영문학 전공이 35명
포함되어 있다. 선사학전공과 조선어문학전공 졸업에 비해 서양철학 및 영어가 학생들, 특히 조선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정준영,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헤게모니」, 서울대 박사논문,
2009, 159면 ; 『京城帝國大學一覽』 1942 참조.
5) 경성제대 철학연구소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손정수, 「신남철․ 박치우의 사상과 그 해석에 작용하는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장」, 인하대 한국학 연구소편, 『한국학연구』 14집, 참조
6) 하재연, 「잡지 신흥과 문예란의 성격과 의의」, 『한국학연구』 2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147면.
7)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1981, 164~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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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연구회였지만 단순한 학내 친선 서클의 한계가 있었다. 동인지를 내지 못
한 채 해체되었기 때문에 경성제대에서는 더 이상 ‘써클’로서의 명목조차 잇지
못하였으나, 낙산 문학회의 경우 전문성을 갖추고자 아베요시이, 사또오 교수를
연사로 초청하여 학과시간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문학에 대한 욕망을 해소하고
자 하였다. 적송회와 낙산문학회는 27년을 즈음하여 해산되었지만, 적어도 글쓰
기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즉 경성제대 내에서
글쓰기의 ‘열정’있는 문청들을 가시적으로 집결시킨 의의를 지닌다.
낙산문학회의 同人이었던 경성제대의 1회 졸업자들이 『신흥』의 주요 필진8)
이었던 점을 염두해 본다면, ‘글쓰기’에 대한 욕망이 강력하게 갖고 있는 동인
들의 욕망을 해소할 ‘場’이 점차 구체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토
대위에서 만들어진 『신흥』은 창간호의 저자겸 발행자로 철학과 출신의 배상
하를 내세워 한성도서주식회사를 총판매소로 지정하고, 정가 40원의 가격으로
서점에 출간되었다.
김근수에 의하면 “『신흥』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방면에 걸친 종합학술지
로서 당시에 있어서 진단학회가 ‘조선 및 인근문화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연 4
회씩 간행하던 『진단학보』와 더불어 ‘한국연구’에 중점을 둔 학술잡지”라고
규정9)하였다. 신흥의 발간사는 경성제대 초창기의 학술적 장에 대한 강력한 갈
망과 함께 한다.
조선의 모든 정세는 드듸어 「신흥」을 탄생식히엇다. 과거의, 우리의모든
운동에잇서서 누구나 痛切히늣기든것은, 우리에게 확평한 이론-과학적근거로부
터울어나오는, 행동의지표의결지함이였다. 신흥은, 모든 원인을 극복해가며, 조
선의운동의, 이러한방면에기여함이잇스려한다. 이의미에서, 우리는, 잡지계획으
로부터발간에니르기지의기한이, 促迫하엿슴에不拘하고,상상이상의다수한역작
을 이럿슴을깃거워한다. 감히 자긍하는바아니나, 우리는조선에잇서서, 지금지
에이만치 진실한의미의 학술논문으로, 다수등재한 잡지가잇엇슴을 기억지못한

8) 낙산문학회의 동호인은 1회 유진오, 신석호, 강신철, 염정권, 배상하, 함원영, 박천규였다. 2회는 박
문주, 고유섭, 주평노가 가입하였다. 『신흥』 창간호의 필진은 유진오, 권세원, 김계숙, 조윤제, 김
창균, 신석호, 배상하, 노영창, 이종수, 최창규 등으로 거의가 1회 졸업생이었다. 이충우, 「잡지 신
흥과 조선문단 사정」,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1980, 164~167면.
9) 김근수는 『신흥』의 영인본을 발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지인 점 2) 특히 한국학 관계논문이 다수인 점에서 제 4호가 조선연구 특집
호 제 8호 조선문제 특집호인점은 이 잡지의 성격을 말해준다 3) 내용은 다소 레포트적 경향이 있
는 점 5)거의 호마다 해외문화의 동향을 소개한 점 5)문학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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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흥」의필자는 전부신진기세의동지들이니, 신흥의 前途는洋洋하다할것
이다.10)

편집후기에서 『신흥』이 내세우고 있는 바는 신흥의 필자는 전부 ‘신진기세
의 동지’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과거의 모든 운동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판단하
는 것은 바로 ‘과학적 근거’에서 나오는 ‘이론’의 부족이다. 창간호에서부터
『신흥』은 ‘조선에잇서서, 지금지에이민치 진실한 의미의 학술논문’이 있었
음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내세우고 있었다. ‘신진기세’의 열정은 단지 문학서클
이나 동호회 범주를 넘어서 잡지의 계획부터 발간에 이르기까지 과학논문과 사
회논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신흥』이 매호의 편집후기마다 <海外文化의 動向> 대한 지면을 실어 세계
철학의 흐름을 따라잡고자 했다. 해외문학의 소개가 매호 충실한 것은 아니어
서 그 소개가 개괄적인 한계에 머물 경우 논문 쓰기가 ‘부끄럽다’는 인식이 팽
배해 있었다. 예를들어 『신흥』 창간호에 EB라는 필자는「오네일의 近業」을
실었다. 미국이 낳은 최대의 극작가, “Eugene O'neill”라는 수식어와 함께 오닐
의 「發電機」(Dynamo)를 분석한다. 현대아메리카 사조와 “니러나는事實을 象
徵的事實的으로 記錄”한 작품으로 평가하면서 “그것은 내가 느끼는 바”, “나의
생각에”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필자의 직설적인 자의식을 투영시켰다.
작품의 간략한 줄거리 분석에 그친 이글은 앞서 김근수가 지적한 대로『신흥』
의 ‘레포트 경향’이 드러난 글이다.
본격적인 학술 논문의 장으로 성립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으나, ‘해외문인’의
근작을 소개하는데 치중한 논자는 부기(附記)에서 “나는 요새, 독서를 게을니하
엿기문에, 이오네일의작품에 대해, 일본서는 누가소개하엿든지, 보지못하엿다.
重疊되는곳이잇스면 용인하라”고 공언하고 있었다. 유진오닐의 작품에 대해 깊
이 들어가지 못한 채 대략적인 소략으로 글을 끝맺음 한것을 인정하고, ‘독서를
게을리한 자신’을 용인하지 못하는 청년의 자의식이 종종 드러난다. 글쓰기에
대한 괴로움과 지식의 한계가 노출된 『신흥』 고유의 ‘논문 쓰기’는 어쩌면 이
당시 지식체계의 당위로서 요청되고 발견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세계철학자
를 흠모하는 압도적 분위기는 당대의 종합잡지와도 보편적인 이념으로 맞닿아
있으면서, 『신흥』의 특수한 존립양상11)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10) 「편집후기」, 『신흥』, 1929. 7, 121면.
11) 조남현은 『개벽』을 분석하면서 『개벽』의 사상형성은 고금동서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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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회에 있어서 자신들 학문의 유일성과 진정성을 내세운 점은 『신
흥』에 용인된 학문적 폐쇄성12)이기도 하다. 이는 ‘일본’을 경유하지 않고도,
『신흥』 자체내에서 토론이 가능하다는 현실이 증명한다. 세계철학과 문화에
대한 강박관념, 그리고 이를 소화한 논문쓰기는 초창기 『신흥』 구성원들을
집결시키는 힘이 된다.
더욱최근에와서는, 칸트철학과대립하는기세가 순서하야, 부흥기분을보인다.
또 변증법적유물론에잇서서는, 연구가 점차심각하여감을라서, 장래에는볼만
한연구가잇슬것이다. 최근의전하는바에의하면, 去사월하순경에 구주각대학교수
를 網羅한 ‘만국헤-겔연합’이 성립되여, 헤겔을연구하며, 는현대에 ‘헤-겔루
네싼쓰’를, 지도한다고하엿스나아, 즉그세밀한소식은알수업다. 얼마전에 ‘니코라
이․할트만’의저서「헤-겔」이출판되엿는데, 삼지박음씨는 ‘할트만’은존재학(온톨
로기-) 에 기초를두어가지고 ‘헤겔’을해결한것이라고하엿다13).

위의 자료에서 인용된 헤겔은 구주 각 대학을 집결시키는 철학자이다. 헤겔
을 계속 공부한다면 “장래에는 볼만한 연구”가 기대될 정도로 헤겔은 칸트철학
이래로 새롭게 주목을 받는 철학자로 인지된다. 『신흥』이 헤겔을 주목하는
방식은 다소 이채로운데, 당시 구미 각 대학이 헤겔을 중심으로 헤겔을 연구하
고 지도하는 학자들이 집결되는 현상은 신흥 구성원들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관
심거리였다. “만국헤겔연합”이 진행되고 있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구미
의 소식을 접한 『신흥』은 ‘헤-겔루네싼쓰’에 대해 “세밀한 소식”을 알 수 없
는 입장에서도, 구주 각 대학의 관심이 헤겔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
흥이 접한 ‘동시대성’이기도 했다.
세계철학에 대한 지적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흥』 5호는 헤
겔을 특집호로 다룬다. 편집후기14)에서 헤겔에 대한 논문이 사회과학에 치중하
끝에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개벽』이 주도했던 1920년대의 사상을 점진주의/급진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실력양성론/계급투쟁론 등과 같이 도식적으로 2분하는 것은 정밀한 시각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개벽』은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론이 실천으로 옮겨진 것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
이면서 다원론적인 시각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점은 『신흥』을 연구할 때도 고려해야할 상
황으로 『신흥』이 받아들인 서양철학의 장이 ‘자생적’으로 분투하고 균열하고 있음을 동시에 살펴
야 할 지점이다. 조남현, 「《개벽》에 나타난 ‘사상’ 연구」, 『한국 현대문학사상 논구』, 서울대
출판부, 1999, 165~167면. 박광현은
12) 박광현, 「경성제대와 『신흥』」, 『한국문학연구』 26권, 동국대학 국문학 연구소, 2003.12,
267면.
13) 일기자,「철학의 장래」, 『신흥』 3호, 1930.7,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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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두편밖에 못실리는 것을 안타까워할 정도로, 헤겔 백주년 기념회는 경성제
대에서 매우 큰 이슈였다. 헤겔을 기념하는 것은 전세계의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헤겔의 ‘연표’15)를 만드는 작업도 시급했다. 말하자면 경성제
대는 헤겔 백주년을 계기로 학술대회의 장을 꾸려가는 방식을 목도하였다. 신
남철은 「헤-겔 백년제와 헤겔 부흥」이라는 글로 논의를 시작한다. 신남철은
그가 헤겔을 이해하는 문제의식을 “헤겔을 云謂”하면서도 “푸로레타리아의세계
관”16)으로 보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전게와 다소 무관한 글
쓰기의 어색함도 엿보인다. 즉 현대 철학계의 “세계토픽”은 “헤-겔 백년제를
眺望”하는 동시대의 상황이 급선무이기에 그는 “제일회 헤-겔 회의에잇서서 진
행된 순서”를 논문의 중간에 싣고 있다.
일. 킬대학크로너교수의 제일회국제헤-겔회의의 공개에 대한 연설
이. 로마대학칼로제로교수의이태리에잇서서의헤-겔철학의현상과이해에대한
보고
삼. 옥스퍼드대학알렉산더, 스미드교수의영국철학에대한헤-겔의영향.
사. 하이델베르히대학글록크너교수의독일에잇서서의헤-겔철학의현황과이해
에관한연구
오.파리대학코야레교수의불란서에잇서서의헤-겔연구의현황에관한보고
육. 하-그텔더스의화란에잇서서의헤-겔철학연구의현황에대한보고
칠. 푸라-그대학치세브스키교수의 스라부민족에잇서서의헤-겔
팔. 팅겐대학더교수의권리로서의자유17)

인용된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신남철이 바라본 헤겔 백주년 기념회는 구미
각대학의 교수들이 모인 ‘회합’의 장이었다. ‘헤겔’을 중심으로 모이는 학회의
장은 연구가 그 주목적이었을 뿐더러 토론을 위한 회합의 성격도 강했다. 구미
각국의 회합과 비견될 수 있는 학회의 자리가 신흥사 주최로 그대로 재현되었
14) “1931년은 헤겔의 백년기념제이다. 비교에 잇서서 우리는 이에대한 이대기념논문을엇게된것을 깃
버한다. 오즉 사회과학에이섯서 여러 가지사정으로 전기 이편밧게 실못하게됨은 독자와 함께 유
감천만” 「編輯餘錄」,『신흥』 5호, 127면.
15) 김규숙은 헤겔에 대한 논문을 쓰고 附記에 “百年祭를기념하는 의미에서 헤-겔 年度表를 略記한
다”라고 밝히고 있다. 김규숙, 「헤-겔 사상의 전사- 헤겔 백년제를 當하야」, 『新興』 5호, 49면.
16) 신남철, 「헤겔 백주제와 헤겔 부흥-독일 철학에 잇서서의 헤-겔 정신의 부흥과 그 행력에 대한
한 개의 시론」, 『신흥』 5호, 1931.12, 18면.
17) 신남철, 「헤겔 백주제와 헤겔 부흥-독일 철학에 잇서서의 헤-겔 정신의 부흥과 그 행력에 대한
한 개의 시론」, 『신흥』 5호, 193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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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흥』은 헤겔 백주년인 “이날을期하야 近來에듬은 大盛況裡에 紀念講演
을 열어 모든不純한 企圖에對한 과학적비판”18)을 하였다고 공지하였다. 즉 헤
겔의 부흥과 함께 과학적 비판의 사유의 장으로 학술회의가 열리게 되었던 것
이다. 요약하자면 법학, 문학 전공자로 구성된 『신흥』의 학술장은 다양한 양
태를 띤다. 철학과 법학전공자들이 헤겔을 경유하여 이론을 설파하고 또한 그
이론이 조선 자체의 문제점으로 ‘균열’되는 지점19)은 오히려 『신흥』을 생산적
인 토론의 장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점이기도 했다. 당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전개하는 많은 학술 논문이 나왔지만 대부분, 일본의 좌익잡지에서 독일어나
러시아어를 번역한 것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마르크스 -앵겔스의 이론은 일본
어 해설책이나 잡지 글을 몇 권 읽어서 안다고 할 수 없었다는 조용만의 고백
은 주의깊게 경청할 만하다. 조용만은 신흥에 실린 ‘주석’을 “논문은 이렇게 쓰
는 것”20)이라고 자부심을 표하는데, 초창기 경성제대 문청을 규합한 『신흥』
의 열정은 논문을 쓰고, 회합과 학술장을 도모함으로써 그 정체성이 더욱 확고
해진다.
그렇다면 『신흥』에 실린 논문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었을까. 『신흥』
은 논문을 쓰는 투고란을 따로 배치하고, 그 안에 사회과학과 철학 그리고 조
선연구의 세항목으로 다시 논문을 재분류하고 있었다.「조선의 공업문제에 대
하야」, 「영국노동당과 대영세계제국」, 「유물사관단장」으로 대표되는 사회
과학 논문과 함께 권국석, 김규숙이 쓴 철학논문이 실렸다. 『신흥』 창간호의
발행인이 서양철학을 전공한 배상하였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사회과학과 철학
이 신흥의 첫머리에 배치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논문은 ‘조선연구’로 묶인 세편의 글이다. 조윤제의 「삼
국시대의 가무극」, 김창균의 「연오랑 세오녀전설의 전래」, 신석호 「신라시
대의 골품제도」이다. 이 세편의 논문은 다같이 “본격 전공논문을 쓰기 위한
18) 「編輯餘墨」, 『신흥』 6호, 1931. 12, 103면.
19) “최근철학계를 개관하면, 선험철학은 칸트철학을 계승하야, 신칸트류를 형성하고있다. 기중말붉학
파에는 ‘코-엔’,‘나톨푸’후를 밧어서나온자는 ‘캇씨-러’니, ‘캇씨-러’는 자연과학적사유급 수학을 탐
구하야, 그것을 정신과학에 통용할려고하엿스나, 그것이 방법적기초로보아서, 충분치못하다하야, 다
시세계의학적인식의 보편적정초만을, 연구한것이아니라, 세계를이해할, 여러 가지 근본형태를 명확
하게하며, 그것을분명하게보충할 형태학을 목표로하고잇다.” 이 글을 쓴 SD는 철학계의 선험철학을
예를 든후 이것이 세계적 인식의 보편적 정초만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할 “여러가지” 근본 형태의
보충을 위한 철학이 시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신칸트’자체에 대한 분석적인 소개가 된
것보다는 세계인식의 분열적 토대로서 ‘철학’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SD, 「철
학의장래」, 『신흥』 3호, 1930.7, 84면.
20) 조용만, 「학술 잡지 『신흥』의 발간」,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 범양사 출판부, 197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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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작업”21)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조선연구는 신흥의 논문체제에서 계속 진
행되어오던 기획특집으로 『신흥』의 4호에서는 ‘필자의 사정’으로 논문 수합이
불발되기도 하였지만, 1935년 5월에 발간된 『신흥』 8호에서는 ‘조선문제 특
집호’로 박문규, 신기석, 고유섭, 조윤제, 이숭녕의 논문이 실렸다22)
『신흥』에 유진오는 陣五라는 필명으로 5편의 논문23)을 싣는다. 주로 유물
사관과 사유재산권, 법률에 관한 글들로 그의 전공인 법학과 연관되는 사회과
학논문들이다. 이 논문들 특히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신흥』 제 2호
(1929.12)에 실린 「민족적 문화와 사회적 문화」라는 글이다. 이글은 ‘민족’
과 ‘문화’에 대한 유진오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글이다. 이 논문은 ‘문화’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글로, 전체 큰 틀은 6개의 장으로 논문의 형식을 갖
추고 있다. 중요 용어마다 각주를 달아 52개이상의 설명을 자세히 해놓고 있다.
유진오는 맑스에서부터 시작한 ‘문화’의 의미를 제 3세계인터네슈날의 대표적
이론가 ‘카우츠키’를 들어서 민족으로부터의 ‘사회적 형상물’이 문화임을 설명하
고 있다. 유진오가 이 논문에서 특히 강조하는 바는 5장, 후진국에서의 ‘문화’의
문제이다. 이 논문은 완성되지 못하였으나 편집후기24)에서 밝힌 바 있듯 경성
제대 내에서도 ‘여러가지 의미에서 문제’적인 논문으로 꼽히고 있었다.
자본주의가존속하는동안, 민족과계급은실하지아니하고, 민족이 存續하는동
안 「반민족적」문화는잇슬수업는것은, 게급이존속하는동안 「無階級적」문화
는잇슬수업는것과다름이업다. 결과, 문화의국제성 International 은, 문화의 반
민족성이 아닌것이다. 도리혀, 민족적문화는 국제적문화의입장으로부터하여야
비로소 객관적으로평가, 존중되는것이다. 「차-와, 대지주의노서아의, 쓸쓸한,
외관상절망적의현실을묘사한, 역사적으로장구한고전문명은, 민족문화의 殘物로
부터해방된노동자만이」그것을 정당하게평가할수잇는것이다.

25)

21) 김용직, 『김태준 연구』, 일지사, 2007, 68면.
22) 논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고의 2.2.1 참조.
23) 『신흥』에 실린 陣五(유진오)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①. 「유물사관 斷章」, 『신흥』 1호, 사회
과학란, ②. 「민족적 문화와 사회적 문화」, 『신흥』 2호, ③. 「사유재산권의 기초」, 『신흥』 3
호, ④. 「법률에 재한 사회민주주의」, 『신흥』 4호, ⑤. 「추상’과 유물변증법」, 『신흥』 6호,
Edwin Seaver, 「뻐틀러양과 그의 책상」, 유진오 역, 『신흥』1호
24) 이 논문은 각각여러가지의미에서문제된듯하다. 그런데 진오의단독인 오(후진국에잇서서의문화의문
제)와 육(결론)이본호에연재되지못함은 매우 유감으로생각하는 때다. 「편집후기」, 『신흥』 3호,
1930.7,142면.
25) 유진오, 「민족적 문화와 사회적 문화」, 『신흥』 제 2호, 19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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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는 민족적 문화를 당시의 입장인 부르주아문화를 민족적문화이고, 프롤
레타리아 문화는 사회적문화라는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았다. 도리어 사회문화
의 특질은 초월적, 국제적인곳에 있다고 강하게 설파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적
문화는 국제적 문화의 입장으로부터 설명되어야만 객관적으로 존중될 수 있다
는 논지를 제시하고 있었다. ‘문화’에 대한 유진오의 시선은 조선내부의 민족주
의진영과 프롤레타리아 진영에 대한 양비론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과 동
시에 문화에 대한 그의 의지를 세계 문화와 견주어 조선의 입장을 가늠하는
‘보편자’의 눈을 갖게 되는 면을 보인다. 카우츠키를 발견하는 유진오의 시선은
레닌과 맑스의 사회주의체제를 넘어서, 제 3세계 지식인으로서의 문화론을 해
석하는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이론’과 ‘자료’를 제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흥』에 게재한 사회과학 논문은 식민지 사회를 바라보고
비판26)을 가할 수 있는 자부심으로 작동한다. 특히 유진오 논문의 특징은 일본
잡지나 소설가의 사상적 오류가 있으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였다. 과학적 글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주는 기간이기도 하였으며, 학술적 글쓰기의 장에서 본
다면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나뉘는 이중적 시선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보
편자의 눈을 획득할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즉 『신흥』은 유진오에게 이
전부터 동인지 활동과 문학 공동체의 감각을 기르기에 충분한 토대가 된다. 경
성제대 재학 중에도 조선지광사에 자주27)드나들면서 문단소식에 익숙할 수 밖
에 없었던 유진오의 감각은 이미 『신흥』의 주도적 필진으로 활동하면서 내재
화된 경성제대 특유의 토양이기도 했던 것이다.

2) 준 문인 집단으로서의 『문우』와 조선 문단에 대한 냉소적 태도
『신흥』이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장으로 경성제대 문인의 지식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었다면, 『신흥』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문우』28)는 경성
제대 예과생위주의 ‘문학잡지’였다. 현재 『문우』 4호와 5호만을 구해볼 수 있

26) 도대체, 일본서 출판되는 사회문예라는 것들은 모두 나쁜 것들 뿐이다. 지난번 읽은 위트포겔의
누가 제일 바보냐도 그러했고, 룬추의 법 밖으로도 그러했다. 생각건대, 그들은 사회문예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진오, 「젊은날의 자화상」, 『다시 창랑정에서』, 창미사, 1985, 118
면.
27) 이기영, 「내가 본 유진오 씨」, 『조선문학』, 1939.1.
28) 이충우에 의하면 『문우』는 1924년 5월 경성제국대학 예과가 개설되면서 조선인학생끼리 조직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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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우』 4호는 1927년 2월 20일 발행하였다. 편집부 발행자는 이강국으
로 등록되었고, 『문우』역시『신흥』과 같은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인쇄하였
다. 『문우』 5호는 1927년 11월 10일 편집자 김재철의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표 1) 『문우』 4호의 목차
지은이
성용
김태준
중봉

巴陵學童

글제목
새해맞이
文友惜別
수필
시골의荒廢와
우리의신념

분류

세부항/본문목차

수필

중국어
1.아침맞이2. 본대로 생각나는대로

수필

3. 의복과문예

논설문

농민교화와 지도
뛰어난 수재이나 집안사정상 자신

십오영

일우의 거처

소설

설몽

감상

수필
서간체

의 꿈(유학)을 펴지 못하는 이야기
사랑론
왜 같은 나이의 동무인데 생활여

현영남

편언

와

건이 다른지, 어린 친구가 보낸 편

제카생

녯 일기를 읽
고

鐘駿

B형에게

이희승

팔경예찬

백석
이광
盧帆
십오영
엄무현
芸 庭
남석
김鳳鎭
석천

사랑이엇더터
냐
도회시편
소시수편
贈別孫敬臨之
日本留學
떠나신님을차
저 순례길노
영음사에서
마음
입쌔에 찻는
벌
시조수편외 시

중봉

일편
시 수편

유진오

녀름밤

비고

수

필

지에 동정심을 느끼다.

소설

c양과의 연애

서간체
소설
여행기

취업난
관동지방 여행중 견문 채록기

3 호 원고 를
4호게재

戀 愛
詩 편
시편
시편

눈오는 저녁때, 放曲, 북으로

한시
시

미완.

시
시
시
시
시
소설

은행에서 승진, 야시장에서 한소녀
를 만나 ‘불한당’취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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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조

어린손님

소설

부다

莫及

소설

고개를넘으면

서간체

서

소설

박명

소설

xxx

정거장 운전수
마음에 없는 결혼을 하고 본처의
자살을 편지로 통고받음 (조혼비난

연애소설. K를 사모하는 시골의 순
한재경

박한처녀S가 경성에서만난 K와의
사랑에 실패한후 동경으로 떠남
삼년 선배 순호(23살)의 죽음을 통
해 본 조선현실의 비참함. ‘된장’으

신남철

된장

소설

로 한끼를 때우면서 사는 조선민중
의 파탄. 순호의 유서가 본문에 제

夏 澤

애곡

소설

시
연애소설. 춘영은 대학예과시절에
알던 영자를 사랑한다.

편집여담

비매품

발행시기만 본다면 4호와 5호는 “年學期一回式”의 “朝鮮文藝雜誌”를 발행하
는 “文友會會則”29)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웠다. 원고수합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
다. 『문우』는 5호로 종간된 것으로 보인다. 예과 3,4회 조선인 학생을 중심으
로 1928년까지는 그 명맥이 이어졌다. 『문우』는 내적으로는 부족한 원고수합
에 시달렸지만, 실제 문우회가 해산된 것은 당시 대학생조직을 ‘공산당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었던 일본 당국의 판단과 연결된 것이다.
따라 “문우회도 그러한 성질의

것”30)이라고

일본 문무성의 방침에

판단하고 『문우』 역시 강압적으

로 해체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예는 같은 시기에 발행되고 있었던 『신흥』보다 『문우』의
입지가 상당히 협소했음을 증명한다. 잡지의 규모나 간행 시기에서 『신흥』
(29년 7월~37년 1월까지 발간)의 사정이 나았던 것은 ‘예과’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우보다는 문학, 법학, 경제학, 철학을 전공한 필진들이 좀더 넓게 포진한

29) 의학부와 이공학부가 3학기제였던 반면에, 법문학부의 경우 2학기제를 택했다. 1학기는 4월 1일
에 시작해 10월 15일에 마치며, 2학기는 10월 16일에 시작해 3월 31일에 마친다. 『문우』 4호가
2월에 발행되었던 것을 본다면, 『문우』 5호는 8월에 발행되었어야 했다. 5호는 같은 해 11월이
되어야 발행되었다. 이강국이 「편집후기」에서 밝힌 것처럼 『문우』는 두학기 분의 원고를 수합
하는 일도 버거운 현실이었다. 경성제대의 학기는 정근식 외, 「예과입학부터 학부 졸업까지」,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경성제국대학연구』, 서울대학교 출판 문화원, 2011, 546면 참조.
30) 「경성제대생, 문우회해산?」, 『동아일보』, 19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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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의 독자 폭이 좀 더 넓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학술논문의 장으로서『신흥』이 경성제대의 정신사를 담당하고 있었다면,
『문우』는 철저히 “조선문예잡지”를 표방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문우』는
『신흥』보다 문학동호회지로 명맥을 있고 있었던『淸凉』과 비견될 수 있다.
『淸凉』 역시 경성제대 문예부를 중심으로 1925년 5월 18일에 배포된 잡지이
다. 1호의 委員에서 유진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일본인
학생으로 구성된다. 유진오는 『淸凉』의 3호까지 편집위원으로 남아있었지만,
4호부터는 편집위원에서 제명되었다. 이후 조선인 학생의 편집권이 전혀 없다.
『청량』 5호(1928.4.10)는 최재서, 현영남, 신남철, 김태준, 김종무, 조용만,
김재철의 글을 실었고, 6호(1928.12.15)에서도 조용만, 김비토, 김종무의 이름
이 보인다. 허나 7호(1929.12.25)에서는 조선인 학생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이후 『淸凉』의 10호(1930.12), 12호(1931.9.1), 13호(1932.3)에서도 조선인
의 글을 찾아 볼수 없다. 14호(1932.91)에 이르러야 김영년의 「박서방」(朴書
房)과 「밤」(夜) 두편이 실렸다31)
특히 1929년 『淸凉』 7호에 조선인 학생의 글이 한꺼번에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의문을 표한다. 1호부터 8호까지는 빠짐없이 조선인 학생의 글이 실
렸으나 7호에서 갑자기 조선인 학생들이 글을 싣지 않기 때문이다. 유진오가
편집위원에서 제명되고 이후 조선인 학생의 글이 한꺼번에 실리지 않았던 이유
를 구체적으로 찾기 어렵지만, 경성제대에 문학 동인지의 이름으로 모인 『문
우』와 『淸凉』은 단지 ‘독서 취미’로만 묶여진 ‘써클’ 개념이 아니라, 문학을
구심점으로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뚜렷한 경쟁의식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
인다.
그런 의미에서『문우』는 『청량』보다 더욱 배타적인 성격을 지닌다. 『청
량』은 일본인 위주의 문학동인지였지만, 앞의 목차를 통해 알아보았듯 ‘조선
인’의 글쓰기 자체를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우』는 단 한 번도
일본인 학생의 글을 싣지 않았다. “글로써 벗을 모은다”는 취지로 모인 문우였
지만, 이들이 표방한 “글”(문학)이 주는 위엄은 상당히 공고한 것이어서 문우회
의 암묵적인 결속력은 『청량』 7호에

『문우』 6호의 원고 수합을 위해 주

임교수 나고야를 10여차례 찾아갔으나 “상부의 지시” 때문에 “도리어 자기의
사정”을 봐달라고 하면서 원고 청탁을 거절한 계기32)는 『청량』 7호의 원고수
31) 『청량』에 실린 소설의 목차는 신미삼, 「『청량』 소재 이중어 소설 연구」, 『한민족어문학』
53집, 10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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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결과로도 드러난다. 조선인 학생들은 1929년 12월 15일에 발행된『청량』
에 원고투고33)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문우』가 갖는 ‘소수적’ 글쓰기의 특징을 단지 일본인에 대한 배타
의식으로 해석하기란 어렵다. 교지가 근대 지식의 수용결과와 청년문화의 양
상34)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문우』는 동시대에 발행된 『연희』와 『이화』를
통해 그 위상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문우』와 같은 시기에 발행되고 있었던

『연희』는 외부인의 투고원고를 싣지 못한다는

폐쇄성을 편집원칙으로 삼았

으나, 매체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진성(眞誠)’으로 민중을 돕기위해, 공론장
의 규칙으로 걸어나왔다35). 즉 교지의 한계를 돌파하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외부원고’를 모집하였다. 『이화』 역시 이러한 공론장에 보다 적
극적으로 참여하여 彰文堂 書店을 총판매소로 정하고 원고 분량에 따라 20전에
서 40전의 가격으로 책정되어 서점에 교지를 유통36)시켰다. 외부원고를 개방적
인 잣대로 검증하고, 서점에 교지를 유통시켰다는 것은 식민지 시대 교지가
『개벽』과 같은 종합지, 신문과의 경쟁에서 동일한 ‘위상’을 점하고자 자신의
폐쇄성을 발벗고 노력했다는 예증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우』가
오직 ‘비매품’으로만 학내에서 유통하고자 한 것은 앞서 언급한 『연희』나
『이화』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교지일 수 있다. 『신흥』또한 시중 서점에서
30전의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었던 현실을 고려해본다면, ‘타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쓰기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성제대 내에서도
『문우』는 ‘문학’ 고유의 “읽는 중에 덧없이 얻는 만족”37)을 경성제대 예과생
32) 『문우』는 6호까지 내려고 원고까지 수집해 놓은 그어느날 문우회를 대표해서 박원선이 담당 나
고야 교수를 10여차례나 만나 잡지의 발간을 간청했으나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1928년들어서 조선 학생들이 따로 모이는 점을 삼가달라는 학교 당국의 탄압이 강해졌던 것이다.
이충우, 「文友會, 文友 誌의 始未」,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1981, 131~135면.
33) 『청량』은 ‘本校原稿用紙’에 글을 써서 투고해야 했다. 편집자의 청탁과 문청의 원고투고가 잡지
를 운용하는데 중요한 기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문학학회지의 특성상 경성제대 재학생에
게는 ‘투고’의 문을 언제든 열어놓았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런 점에서 『청량』 7호에 조선인 학생
의 이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문우』의 일본인 지도교수가 원고를 10번이나 거절한 점에
대한 문우회의 ‘보복’의식과 연결된다.
34) 오문석, 「식민지 시대 교지 연구 (1)」, 『상허학보』 8집, 2002.2 ; 박헌호, 「『연희』와 식민
지 시기 교지의 위상」, 『현대문학의 연구』 28호, 한국 문학연구학회, 2006.3
35) 박헌호, 「근대문학의 향유와 창조-『연희』의 경우」,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 제
도』, 소명출판, 2008, 579면.
36) 박지영, 「식민지 시대 교지 『이화』 연구-지식인 여성의 자기표상과 지식 체계의 수용양상 연
구」,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 제도』, 소명출판, 2008, 537면.
37) 이언와트에 따르자면 18세기 들어 “읽는 중에 덧없이 얻는 만족”이 문학의 새로운 전범으로 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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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만 한정하여 공유하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우』는 철저하게 “조선문예잡지”(문우 5호)임을 내세워, 앞으로 “우리문
단의 선구와 목탁”(문우 4호)이 될 회원 제씨의 건필을 독려하였으며, 매호 편
집후기에서 원고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조선문예’에 밑거름이 된다는 수사를 잊
지 않았다. 그리고『문우』는 5호까지 발행하는 동안 내내 “본교원고용지”38)에
쓴 글만을 투고원고로 간주하였다. 회비의 금액과 납입기일을 지키는 것도 문
우회의 중요한 원칙이었다. 학회지를 운영하기 위한 당연한 조건이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문우』는 “두학기 분”을 합쳐 편집할 수 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
움에 내내 시달렸다.
고달푸신學窓에서 시달리시며 만치못한餘暇에 만흔努力을우리 會에지논하
주신 필자제형의 厚誼에 對하야 感謝를드리여마지안슴니다.
沈滯 그것만을일삼는 우리모듬이라서그런지 두學期것을모흔것이겨우요것
이얘요 엉거주춤한 가운데서 무어니무어니하는것봐서는 이만침이라도되여나감
을한깃붐이라고할는지알수업슴니다만은 量으로서나 質로서나 이럿케되여서야
어듸버젓이노흘수가잇겟서요 아마우리의 經驗이업는닭인가봄니다 제형의만
히 鞭撻해주심을바라며좀더준히힘써주심을敢히 請함니다 과갓치못한이번
號를보니 다음號나잘해보겟노라고 말슴할밧게업슴니다.
늣김만흔가을이 한참무르녹슴니다. 다감하신여러형에게서는 새로운 感激 새
로운 飛躍이만흘테지요 民衆이 期待하는 大朝鮮文學의 建設의슬로간이멀지안
어 淸凉原頭에서 우렁차게일어날줄로밋슴니다. 반듯이나고야말을새싹은 우리
「文友」에움돗을것임니다

39)

(강조: 인용자)

『문우』 5호의 편집후기에서 알수있는 것은, “沈滯 그것만을일삼는 우리모
듬이라서그런지 두學期것을모흔것이겨우요것”이라는 자탄이다. 글쓰기의 양
과 질이 떨어져서 두학기를 모아서 겨우 한권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은 약관의
문청들이 갖는 특유의 부끄러운 자의식이지만 이러한 자의식의 기반에선 “이만
랐다고 한다. 문학양식인 신문과 소설에 요구되는 독서의 특징을 적절히 말해주는 것으로 이들은
집중하지 않고 속독하는 거의 무의식적인 독서 습관을 조장했다고 한다. 이언와트의 논리는 정기간
행물의 성격으로 독서대중을 파악한 것이다. 이점은 본고의 주장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한학기에
한번씩 간행했던 문우의 속성상 읽는 “즐거움”을 경성제대 예과생으로만 공유하고자 했기 때문이
다. 이언와트, 『소설의 발생』, 강유나 ․ 고경하 역, 강, 2009, 72면.
38) 으로 專橫갓슴니다만은 다음 投稿期限은 明年五月十五日 지 用紙는 本校原稿用紙에 限함니다.
「編輯後記」, 『문우』 5호, 1927.11.10.
39) 「편집 후기」, 『문우』 5호, 192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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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이라도되여나감을한깃붐”도 함께 스며있다. 그리고 이는 곧 “민중이 기대하
는 대조선문학의 건설”의 기반이 “청량원”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 문학적 주체
가 “문우”임을 공고히 밝혔다.
문학 자체에 대한 자부심은 『문우』의 편집구성과도 연결된다. 이는 곧 경성
제대 문청의 내면을 보다 확실히 파악할 잣대이기도 하다. 『문우』 4호에서
편집자 이강국은 생각보다 ‘많은 원고’가 모여 “넘우 깃것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문우』는 주로 “우리문단의 선구가되고 목탁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편
집자의 의견처럼, ‘소설’과 ‘시’, ‘수필’위주의 원고가 수합되었다. 즉 전문작가와
학생의 위치가 기묘하게 뒤섞여 있는40) 잡지가 『문우』이다.

전문작가는 아

니되 스스로 ‘문인’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자의식은 곧바로 조선문단에 대
한 불만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금일의 조선문단은 果然混沌의 과중에잇다. 왕래문학의모든구성요건을 일절
부인하고 다만 그어느주의의 선동적효과를 문학의 제일의로 자인하는 신문학
運動 즉 프로파가 결하의 세로 擡頭함과함 민족성의 보존과아울너 그 표현
을주안으로하야 그민족고유의 문학을건설하자는 국민문학의 창도도 바야흐로
문단의 일대조류가되엿다. 실재금일의 문단은 이두파가 그조류를형성하얏다 이
외에이상두파를 절충한 중간파가 소수를 점령하얏스며 문학의 사회적의지를
중대치안이하고 다만미적가치를 유일의조건으로하는 순정파는 점점그자취를
숨김에일으럿다 그것은 현대문예가 사회적의의를 얼마나가젓는가의가장명확한
등장일것이다. 상아탑속의 옥통소리는이제바야흐로사회로 일보나가서가두로
횡행하게되엿다 이것이 현대문예의한특색이다.

그러나 나는 여긔에 「푸로」

파와 국민문학파에대한 사견도잇스다 후론에밀고다만 근래문단의경향에 대한
잡감이나말하려한다
푸로파의 구구한 아니거의 맹목적인 추종은가장불결한감을늣기게한다. 신
조, 개좌, 문예공론, 기타잡지에목적의식론이 성히 논의됨에 이삼개월을경유하
야조선에도 동의의 선론됨을 본다. (중략) 동파여! 붓그럽지아니한가? 아모리
유치하기로 그 문단의 추세에 이동되며 좌우되며 모방한다는것은 군등의 장래
를 위하야 통한할바안인가 만히 읽어라 그러나 그것을 잘 싹여라 둑어려씹
는것도 위험하거니와 더군다나 그것을가위로버혀낸다거나풀로이것저것갓다가
붓친다는것은 예술적양심으로는 물론 도덕상으로보아 결코용인치못할행위다
당신네들이여 당신들의 귀여운구슬을토해노소서 나는당신들의 토해나흔아름다
40) 하재연, 「『문우』를 통해본 경성제대 지식인의 내면」, 『한국학연구』 31,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09,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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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선물이얼마나귀여운지몰나요41) (강조: 인용자)

조용만은 조선문단을 “혼돈의과중”에 있다고 바라본다. 프로문학의 대부분의
논조가 일본의 『개조』, 『신조』 잡지에서 자구하나 틀리지 않고 가져오는
것이 매우 부끄럽다고 서술한다. 이와 같은 자의식은 당시 ‘조선문단’에 대한
조용만 개인의 감각이기도 하지만, 문우의 구성원이 조선문단에 대해 지니는
냉소적 태도이기도 하다. 오히려 조선문단을 꾸짖으면서도 선배 작가 유진오의
스리 복수에 대해 우월하다고 묘사하는 부분은 ‘문우’의 구성원이 현역 작가의
문학성보다 더 우월하다는 시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조선문단에 대한
냉소적 거리가 바로 문우를 만든 자의식이었고, 소설의 역할이라 보았다. 그러
나 실제 문우의 작품은 소설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의 모습도 보인다.
『문우』4호를 살피다보면 「편언」(현영남), 「B형에게」(종준), 「고개를
넘으며」(XXX)와 같은 편지체의 소설이 등장한다. 신남철의 「된장」은 삼년
선배 순호(23살)의 죽음을 통해 본 조선현실의 비참함, ‘된장’으로 한끼를 때우
면서 사는 조선민중의 파탄을 그려내는데 순호의 유서가 본문에 직접 제시하는
방식을 택한다.
편지체로 개인의 내면이 직접 토로되거나 ‘유서’를 제시함으로써 조선의 현실
을 고발하는 이 방식은 아직 소설의 구체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한 미숙함이기
도 하다. 물론 내면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이와 같은 글쓰기의 방식은 1920년
대의 글쓰기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연관된다. 편지쓰기가 자신의 사생활과 내면
적 성찰의 내용을 타인에게 발산함으로써 타인과 공감대를 가지려는 적극적인
행위임을 떠올려 볼 때, 편지체 소설은 조심스럽고 민감한 문제를 공론화 시키
되, 이과정에서 따를 수 있는 윤리적 비난이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소설
쓰기42)였던 것이다. 즉 소설로서는 미달태의 양식이었지만, 개인의 내면을 토로
하기엔 가장 적합한 대상’43)으로서 편지체 소설이 유효할 수 있었다.
『문우』에 나타난 편지체 소설 역시 20년대의 분위기와 맞물리는 지점이고,

41) 조용만, 「잡감삼제」, 『문우』 5호, 1927.11.10, 17면.
42) 노지승, 「1920년대 초반, 편지 형식 소설의 의미」, 『민족문학사 연구』20, 2002.
43) 그런 의미에서 유진오의 소설은 『문우』에서 독보적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이미 습작기를 거쳐,
미발표된 원고를 그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참조한다면, 유진오에게 『문우』란 ‘보여주기’위한
글쓰기가 개입된 최초의 ‘장’ 이었던 것이다. 『문우』는 전반적으로 창작시보다는 동서양의 시를
모은 ‘선집’ 종류의 글도 많았다는 점에서, 동인의 정체성을 문학으로 규합시킨 동인지의 특성이 강
조되기보다는 『문우』 구성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글이 취합되는 경향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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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쓰기의 전단계의 양식이기도 했지만, 경성제대 문청의 내면을 설득력있게
전달할 특성을 지닌다. 예컨대, 문우에 실린 편지체 소설은 고학, 부모의 가난
으로부터 도망친 현실, 전부인과의 갈등이 주로 반복되어있는데, 이것은 ‘학업’
과 관련된 장애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의 소설에서 ‘일본인’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점은 문우가 당시 문청
의 글쓰기의 고투장면과 떠올려 볼 때 설명할 수 있는 독특한 배제의식이다.
일반적으로 정체성이란 대부분 자기라는 것의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차원과 관
련된다. 피히테가 인지하듯 ‘자아’는 ‘비아’(非我)와의 고투에서 뚜렷해진다. 이
러한 자아심리학은 자신을 좀 더 큰 집단으로 몰입할 때 보다 객관화되며 자기
됨(selfhood)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장된다. 즉 자기에게 존재의 토대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집단으로의 귀속, 즉 가족, 사회, 문화, 에스니시티에 관여하는 일로
서 가능한 것44)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우』에 나타난 소설은 ‘나’를 비추어볼 사회적 ‘타
자’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일본 혹은 조선문단을 삭제하고, 경성제대
문청의 의식을 공고히 다짐으로써, 오히려 ‘경성제대’ 문청의 성격을 뚜렷이 하
고 있었다. 나르시시즘과 학술논문의 형식, 이는 곧 ‘일본문학’ 조선문학이 아니
라,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상가들을 자신들의 토론의 장으로 끌어왔고, 이를 통
해서 ‘문명’과 ‘인류애’라는 가치를 절대적으로 지향하는 모순 또한 내포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인은 약간 우월한 존재라는 것, 이들을 모방할 존재는 아니라는 것, 일
본은 ‘타자’로서 자신을 비춰볼 거울이 아니기에, ‘세계문학’을 문학의 원천으로
삼는다. 따라서 ‘조선문단’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그들 스스로 ‘문인’의 위치로
격상하기에 이른다. 이는 교지의 성격을 떠나 블록화한 ‘작은 문단’의 기능으로,
식민지 조선의 소설을 읽고 분석한다. 공론화된 매체의 장으로 걸어오지 못하
고 그들만의 공고한 지식으로 굳어진 것, 이것이 바로 문우회원 혹은 식민지
경성제대 문인이 갖는 한계이자 성과이다.
앞서 설명했듯 『문우』에 실린 소설은 전반적으로 취직문제45)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 성가신 가족제도, 유학의 좌절과 같은 모티프(표참조)로 채워진
다. 『문우』는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한 문인집단의 형성과 함께 극히 개인적
인 세계의 추구라는 양면성이라는 잣대로 설명될 수 있다.
44) 테사모리츠 스즈키, 「타자성으로 가는길」,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산처럼, 2006, 212면.
45) 기자, 「삼재인란」, 『동아일보』, 19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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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관념은 사회적 현실과 구조에 대해 대항적이라기 보다는 나르시
시즘적이고 자의식적이다. 타자에 대한 이분화의 방식은 결국 ‘자기자신의 중심
을 향하는 내부 지향적인 감정’으로 향할 수 밖에 없었다. 문우에서 설명되는
‘시골’은 종종 순진하고 때묻지 않은 장소46)로 설명된다. 끊임없이 ‘타자’를 발
명하고 이들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규정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원리가 투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변방’의 시골, 이름없는 시골생활, 남아있는 봉건적 억압에 대한 『문우』의
냉소적 태도는 어느덧 매혹의 대상인 ‘자기’, 즉 제대생 자신의 기원, 자신의 타
성에 열광하는 모습이었다. 이와같은 모습은 바로 ‘경성제대 지식인’의 구성인
자가 “외부, 혹은 일본”에 대항하는 패러다임으로 구성되기 보다는 나르시시즘
에 의해 작동되는 독특한 문학장임을 설명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나르시시
즘적인 글쓰기는 ‘조선’을 타자화 시키고 경성제대의 상징자본을 작동시킬때 더
욱 공고해진다.
경성에 거주하는 문화인엔 지극히 몽상도못할 희극이다. 이갓치 행렬중략에
고장이 발생하야 집색시를 실례하는 이약이는 조선이외에도 볼수가 잇다. 즉
타골의 ‘운명의 舟’는 이갓흔 Tragic-Comedy를 취급한 작품이다. 작품전체의
구상이 일견 통속소설의그것과 합치하기 문에 이작품은 흔이 대중소설이란
대우를 밧기쉽다. 그러나 이작품에 예술적가치를 부흥한 자는 과연시인타골의
운명에 대한 엄하고 신비한 태도이다. 그래서 이작품을 읽을 에 일본의 강의
를읽는 와 맛찬가지의 안치한 감상을 늣기나그러나 우리는 한 그속을 흘
느는힘잇는 정서를 부인할수업다.47)

인용한 글은 최재서의 글이다. 최재서는 행렬 중간에 다른 집 색시와 바뀌는
이야기를 타고르의 「운명의 배」와 견주는 비교문학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내용에 상관없이 최재서는 스스로를 ‘경성에 거주하는 문화인’으로 규정짓는다.
그에게는 ‘경성’에 거주하는 것이 곧 ‘문화인’의 기준이 된다. 즉 시골, 농촌은
낙후된 비문화인이 사는 곳이다.

46) 레이초우는 스피박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서양 제국주의는 모든 비서양문화를 타자의 위치에 놓고
비서양문화의 가치를 서양에 비해 이차적인 것으로 보지만, 제 3세계 내셔널리즘의 과업은 ‘이차적’
인 것이 된 문화 자체를 근원적인 것, 제 3세계 국가의 역사와 가치를 때묻지 않은 기원으로 재발
명한다고 설명한다. 레이초우, 「오래된 우물파기」, 『원시적 열정』, 이산, 2004, 104면.
47) 최재서, 「뒤밧긴색시」, 『문우』 5호, 1927. 11, 61~66면.

- 44 -

최재서 뿐만 아니라『문우』에 실린 글에서는 일본이라는 ‘외부’의 경쟁자는
사라지고, 조선의 낙후된 현실이 ‘타자’로 발견된다. 조선의 봉건적 악제, 유학
을 좌절케 하는 가난, 조혼제도가 오히려 자신을 속박하는 현실을 토로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경성제대생의 내부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요인이 되었다.
외부의 적을 소거한 입장에서, 즉 ‘일본’이라는 경쟁상대가 이미 사라진 상
태에서, -적어도 지적인 면에서 동일하다는 우월주의- 조선이라는 타자, 농민
의 농경생활, 봉건적 억압을 발견된 것은 민족지의 기본적인 시선에 맞닿아 있
다. ‘조선’이 자기자신의 타자라는 것을 폭로하는 이 과정, 이 경우 매혹의 대상
으로 설정된 조선적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문우』는 경성제대를 이루는 ‘조선인’만의 자족적인 세계를 대변하고 있었
다는 것, 따라서 ‘외부의 타자’(일인)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경성제대 문청의
나르시시즘적인 글쓰기는 결국 ‘자신’의 위치를 규정하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타
자를 끌어와야 했던 것이다. 경성제대에 입학한 어려움, 고행기등은 ‘가난한 농
촌’과 대비되는 세계, 더 나아가 ‘유학’을 꿈꿀 수 있는 자의 특권을 인지시킬
텍스트로 퍼지며, ‘노모’와 ‘조혼’에 대한 책임감, ‘본부인’의 자살은 학문을 연
구하는 현실적 장애물로 설정된다. 이러한 조선의 낙후된 현실은 ‘따뜻하고’ 때
묻지 않고, 순수한 ‘시골’, 로 남아있길 바라는 강력한 믿음과 함께 하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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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성제대 문인 집단과 민족지의 이념적 계보
『신흥』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았던 글쓰기에 대한 열망은 “조선문예잡지”
를 표방한 『문우』에서 대체되기도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문우』의 특수성
은 앞장에서 논증한 바대로 단지 ‘독서취미’로만 묶여진 동호회 개념이 아니라
문학을 구심점으로 모인 배타적인 글쓰기의 장이었음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
다.
경성제대가 갖는 동인지의 특수성은 학생문단의 성격을 넘어서 초창기 경성
제대 아카데미시즘의 경합을 보이는 각축장으로서 기능한다. 이 장에서는 경성
제대 문인의 범주를 규정짓고, 이들이 지닌 경성제대의 학문적 지향에 있어서
조선문학과 서양문학이 차지하는 위상이 어떠했는가를 중심으로 경성제대 지식
인의 내면을 유형화해 보고자 한다. 즉 경성제대 지식인을 유형화하기 위해서
는 가장 기초적인 범주로 이들의 출신학과와 같은 성향의 무리, 경성제대 졸업
후의 이력, 그리고 이들의 학문적 지향과 관련된 이념사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관점을 토대로 그려본 당시 경성제대 지식인의 지형도를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분류의 시도는 당시 경성제대 학문의 배치와 지식인
의 내면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글이 설명하고자 하는 유진오, 이효석의
민족지적 성향을 추출하는 이론적 거점이 될 것이다.

1) 동양학의 발견과 문화민족주의의 지향
경성제대 ‘문학부’는 외국어를 담당하는 어학, 고전문학과 중국의 ‘지나어’가
동시에 개설48)되었다. 서양 중심의 문학과 동양의 전통적인 ‘문학’개념을 병존
내지는 타협한 것으로, 오늘날의 인문학을 의미하는 휴머니티즈(humanities)를
지향하였던 것이다. 철저하게 ‘문학사’중심에 서 있을 것, 그리고 ‘세계사’를 동
시에 인지해야 한다는 경성제대의 토양에서 경성제대의 문인이 배출되었던 것
이다.
근대 국가에서 교육은 공공성의 육성, 개인의 자각, 지적 수준의 향상, 혹은
국가의 시민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근대 공교육과 국가 이데올로기가 결
부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경성제대의 학문적 지향점은 당시 문인에게 어떠
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초대 총장인 핫토리의 취임사에서 당시 경성제대의 학
48) 『경성제국대학일람』, 경성제국대학편,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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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목적을 살펴보기로 하자.
“본 대학은 조선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할 특색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이 예부터 한편으로는 내지에 대해서 갖는 밀접한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
이다. 이제 다른 사항은 잠시 미루고 문화의 관계를 가지고 말하여도 내지의
문화에 관한 문제로 그 해결에는 조선연구가 빛을 부여할 일이 적지 않고 조
선문화에 관한 문제는 지나 연구에 의해 천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동
시에 조선문화 연구가 지나의 연구에 광명을 주는 경우가 있다. 내지의 문화연
구가 조선연구에 빛을 주는 것도 물론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지나
와의 관계 또 한편으로는 내지와의 관계로 널리 여러 방면에 걸쳐 조선 연구
를 행하고 동양문화 연구의 권위가 된다고 하는 것이 본 대학의 사명이라 믿
고 있다. 능히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는 일본정신을 원동력으로 하여 (…후
략…)”49)

핫토리는 ‘내지의 제국대학’인 경성제대를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낀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선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 방면에 걸쳐
조선연구”를 행한다는 사토리의 무의식은 실제 경성제대가 추구한 조선학 연구
의 폭을 유추할 수 있게끔 한다. 경성제대는 법문학부와 의학부의 두 개의 학
부로 출발하였다. 정선이에 의하면 초대 의학부의 연구과제는 “식료의 분석, 주
택의 연구, 조선고유의 질병”을 조사하는 것이었고, 법문학부의 학술과제는 조
선의 정치, 법률, 경제 및, 역사, 언어, 문학, 사상, 신앙, 풍속에 이르기까지 고
대 이래 “조선 전반에 대한 현실 분석을 요청”50)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즉 두
학부의 공통점은 조선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과학과
실증주의라는 명목으로 조선의 현실을 통계화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경성제대의 설립 목적을 염두한다면 초창기 경성제대의 학풍을 활발하게 견
인하는 것은 바로 ‘학회’였다. 경성제대 법학과 교수들의 <경성제국대학 법학
회>와 조선문제를 전공하는 교수들이 1928년에 설립한 <조선경제연구소>가 대
표적이다. <조선경제연구소>의 목적은 자신들이 조선연구를 주도함으로써 당시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는 맑스주의 이론에 대항하고 식민정책 수립에 기여51)
49) 「京城帝國大學 始務式の總督訓辭」, 『文敎の朝鮮』, 1926.6, 3면(정선이,『경성제국대학연구』,
문음사, 2002, 112면에서 재인용)
50) 정선이, 『경성제국대학의 연구』, 문음사, 2002, 112면.
51) 경성제대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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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에 있었다. 이러한 교수 중심의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유진오를 중심으로
한

<조선사회사정연구소>가 설립되는 등 활발한 학회 분위기는 과학적 실증주

의를 바탕으로 한 토론과 경합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는 경성제대 법학전공인 A반만의 분위기만은 아니어서 문학전공을 하는 B
반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학문에의 의지였다. 다음의 이숭녕의 회고를 살펴
보자.
나는 예과를 마치고 학부에 올라와서 국어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다. 일제
하에 가장 시세가 없고 따분한 전공이었으나 나로선 민족문화의 한 모의 개척
을 머금고 「朝鮮語及文學科」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자 주변에서 많은 반대가
일어난 것이다.
『법과를 해서 출세하는 거야. 도지사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그까짓 조선
어학이란 다 무엇하는거냐…… 』
라고 비난이 일어났다. 그러나 나는 속심으로 더욱 보람을 느낀 것이다.
『내 전공이 반드시 큰 소리를 칠 날이 올 것이다. 어디 두고 보자……』
라고 하여 반발했던 터이다.52)(강조: 인용자)

그는 경성제대 입학을 할 무렵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선어학을 선택한다.
법과를 선택해서 출세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당시 경성제대 문청을 투영하는
현실적인 고민이었을 것이다. 출세를 위해 ‘법학’을 전공하던 당대의 분위기에
비추어 문학 전공 B반을 선택하는 것은 관직 진출과 먼 길이었지만, 가장 시세
없고 따분한 전공을 선택한 이숭녕은 그만큼 전공에 대한 고집이 강하게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숭녕과 같은 시기에 입학한 방종현, 한학년 선배인 김재철, 이재명, 조윤제,
서두수, 이희승, 김태준과 한그룹이 되어 “민족문화의 개척”과 “각자가 개척자
로서 노력할 각오”를 가졌다는 것은 이들이 단지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만으로
‘학과’를 선택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즉 영문학이나 법학을 전공하면서 ‘문학’

에 흥미를 느끼고 문단활동에 투신한 배상하, 현영섭, 유진오, 이효석, 최재서,
조용만, 조벽암, 임학수과 비교한다면, 조선어문학부 전공자들은 “민족문화의
개척자”53)로서 일생을 바친다는 의지가 강했다.
1931년 경성제대 조선어문학회의 설립은 초창기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성격
52) 이숭녕, 「무지개를 쫓던 시절」, 『대학가의 파수병』, 민중서관, 1969, 20면.
53) 이숭녕, 「무지개를 쫓던 시절」, 『대학가의 파수병』, 민중서관, 196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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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국문학과의 편제를 알아볼 수 있는 <조선어문학회>와 함께 한다.
1931년에 결성된 조선어문학회는 경성제국대학 조선어학 및 문학과출신과 재
학생들이 조직하였다. 경성제대 조선어문학과가 1929년 첫 졸업생으로 조윤제
(趙潤濟)를 내고, 이어 이희승(李熙昇, 2회) ∙ 김재철(金在喆, 3회) ∙ 이숭녕(李崇
寧, 5회) ∙ 방종현(方鍾鉉, 6회)을 내었다. 이들은 1931년에 동인회(同人會)로서
조선어문학회를 발족하고, 그해 7월 회지인 《조선어문학회보(朝鮮語文學會
報)》54)를 간행하기로 한다. 같은해 10월에 제2호, 1932년 2월에 제3호, 4월
에 제4호, 9월에 제5호, 1933년 2월에 제6호를 내었다. 7월에는 《조선어문(朝
鮮語文)》으로 제호를 바꾸어 제7호를 내고는 회지간행이 중단되었다. 이들 회
지의 어학관계 필진은 이희승 · 이숭녕 · 방종현 · 김재철 등이었고, 문학은 조
윤제 등이었다. 또한, 이 회지는 《한글》이나 《정음(正音)》보다 앞선 학술
지55)였다.
로빈슨은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가 민족적 주체성을 창조하고 고양하는 집
단적 감정을 확산 시키는 치밀한 정치행위와 같다고 보았다. 그가 파악한 지식
인들은 민족의식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수단인 새로운 교육운동, 문맹퇴치 운
동의 핵심부에 있다. 로빈슨은 일제하 점진적 민족주의가 가능했던 이유가 대
학의 ‘국어운동’에서 출발한다고 보았다. 그는 20년대의 사립대학의 출범이후
성립된 조선어학회를 주목한다. 조선어학회는 민족언론과 사립학교의 도움을
얻어 일제시대 국어의 사용법, 철자법, 외래어의 표기법등을 체계화하였다. 그
리고 국어 대사전 편찬의 기초를 닦았다. 조선어학회는 피상적으로 식민지에서
의 정치상황과 거의 관계가 없는, 국어학자나 지식인의 전문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로빈슨은 이 대목에서 조선어연구회 운동이 “아마 한국 민족의 장래
를 위한 문화운동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평가56)한다.
경성제대 문과생이 주축이 된 학회의 성격은 기실 국어 학자들과 교육자들이
국어의 표준화와 보급을 위해 결성된 1921년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의 초
창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선어학회가 다른 학회에 가담해 있거
나 개인적으로 활동하던 언어학자들을 모아 광범위하게 ‘문화 민족주의’를 표상
하고 있었던 현실을 감안한다면, 경성제대 안에서 규합된 조선어학회의 성격은
54) 국문학에서는 조윤제, 서두수, 이재욱, 김태준, 김재철이 회원이 되었고, 국어학은 이희승, 방종현,
이숭녕이 중심이 되어 학회지 『조선어문학회보』가 발행된다. 1호 (1931.7)부터 폐간될 7호
(1933.7)을 살펴본다면 이들은 경성제대가 갖는 분위기에 상당히 반발한 논문을 개진하고 있었다.
55) 한글학회, 『한글학회 59년사』, 한글학회, 1971, 5면.
56) 로빈슨,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나남, 1990,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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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폐쇄적이어서 당시 조선어학부의 모습이 좀더 ‘블록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나 이들이 지향한 문화민족주의는 조선이라는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에서
길항을 겪고 있었다. 조윤제는『신흥』 2호에 실린 「향토예술부흥운동」에서
‘조선민족이라는 공통성’을 표상하는 것을 ‘향토성’이라고 설명했다. 향토예술의
구체적인 증거로 남사당패의 ‘산대놀이’, ‘꼭두각시’로 들면서 조윤제는 “아즉도
조선사람은, 참되게 조선을 사랑하야보지못하고, 사랑하지못하는듯”하다는 의
견을 표출한다. 그리고 그는 이와같은 조선특유의 향토예술이 이미 박람회에서
본 “일본 향토예술의 광경”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즉 조선의 정체성이 향토
예술을 통해서 명징화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4장은 특히 중요
한데, 조윤제가 바라보는 향토예술관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향토예술이라는것은, 다른어느나라와도다른, 그나라 민족의 국민성이 발휘
한예술이니, 한나라의 향토예술과, 다른나라의 향토예술과의사이에는, 석지못할
반연한 구별이잇슬것이다. 비록그것이, 외래사상의 영향을밧지못한, 소박한 원
시적예술이라할지라도, 그예술은 그민족의 선조대대의 유구한 정신적산물이요,
외래으로보이지안이한내적생활의구현일것이다.57)

조윤제가 추구한 향토는 “그나라 민족의 국민성이 발휘한 예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외래사상의 영향을 받지못하는 소박한 예술”이기도 하다. 조윤제
의 글은 향토의 가치와 보편성을 그 세부적인 내용의 타당성으로 설명하기 보
다는 보편적 예술의 특수성으로서 설명함으로써, 예술의 선험성으로만 ‘향토’를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박광현의 지적대로 조윤제의 글은 정작 중요
한 ‘향토’에 대한 논의는 심화되지 않았다58)
이점은 조윤제만의 모순이 아니라 당시 경성제대 내부에서도 전공이 심화된
과정이 아니었고, 학문의 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미분화 상태에서
그가 ‘향토’라는 키워드만 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윤제의 글에서 보다 문제
적인 것은 ‘동양학’ 전공자와 ‘서구문학’ 심취자들 사이에 벌어졌던 다음과 같은
비난의 목소리이다. 조윤제의 같은 글을 인용해보기로 하자.

57) 조윤제, 「향토예술부활운동」, 『신흥』 2호, 1929.12, 90면.
58) 박광현, 「경성제대와 『신흥』」, 『한국문학연구』 제 26권, 2003.12, 258면.

- 50 -

사회주의 부르짖고 xx주의를 선동하는 것이, 이십세기 청년의 기상이며, 붓
을 들면은 단체를 부르고, 세익스피어를 부르고, 칸트를 찾는 것이 문학가답고
학자다울지모른다. 그러나 조선을 망각한 운동, 조선을 망각한 학문의 의의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늘 목표를 조선에 두고, 외국의 문화를 수입하여, 자국 문
화를 발달 향상시키는 동시에, 쉬지 않는 노력을 가지고, 자국문화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이 될 것이다.

59)

“목표를 늘 조선에 두고”, “자국의 문화를 발달”시키기 위해 “자국문화를 연
구”해야 한다는 조윤제의 주장은 학문의 본질에 ‘조선’이 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없이 세익스피어와 칸트만을 부
르짖는 경성제대의 풍토는 그에게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
가 보기에 사회주의를 부르짖고 해외의 문학과 철학을 앞장서서 도입하는 경성
제대의 한축은 ‘조선을 망각한 학문’을 추수하는 자들일 뿐이다. 현실을 외면한
채 서양의 지식사에 과도하게 침잠하는 모습은 조윤제의 눈에는 비난의 대상으
로 자리잡는다. 한편 그의 비판에서 초창기 경성제대 문과내의 미묘한 심리전
을 읽을 수 있다.
문학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랐다는 것, 경성제대 예과에서 전공과
학과의 선택에 따라 ‘문학’을 받아들이는 양상이 꽤 심각했다는 것은 이후 전개
될 국문학사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이후 조선어문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회지로 발간한 『조선어문학회』, 『진단학보』를 통해서도 추론해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어학전공자와 고전문학전공자가 해방후까지 지속적으로 학계에 투신하여 ‘논
문’을 쓰는 과정 속에서 철저한 문화민족주의의 길을 실천하고 있었다면, 다음
장에서 서술할, 유진오, 이효석, 최재서, 김동석, 조용만, 조벽암, 임학수와 같은
문인은 영문학을 통한 세계문학을 그들의 정신적 토양으로 삼고, 서양의 문학
을 정전으로 삼으며 교양을 쌓았다. 그리고 세계사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바라
보면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문학’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기에 이른

다.

59) 조윤제, 「향토예술 부흥운동」, 『신흥』 2호, 1929. 12,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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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구라는 보편의 추구와 서구 지식인으로의 경도
경성제대 문과 A반 수료자는 법학과로, 문과 B반은 문 ․사 ․철학과로 진학60)
하였다. 문과 B반에서 학생들이 특히 몰렸던 과는 ‘영길리어학‧ 영길리문학’61)
이었다. 영문학 전공에 유독 조선 학생들이 많이 몰렸던 까닭을 사토 기요시는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외국문학의 연구”62)에서 찾았다고 보고 있다. 이점을
확대하자면 “한국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한 학문적, 지적참조항으로
서의 역할”을 영문학이 담당하였다63)는 논리가 가능할 것이다. 즉 경성제대 조
선인 학생들에게 현장의 차별로부터 벗어나는 ‘성소’의 공간64)이 바로 영문학이
었다.
허나 제대 시절 영문학전공 혹은 서양철학에 대한 탐닉은 이들에게 서구라는
보편의 기호를 추구하면서 서구 지식인과 조선의 지식인을 ‘동일시’하는 모순을
내포하였다. 식민지 엘리트의 모습으로 조선의 비문명성인 모습을 ‘타자화’하는
경향을 짙기도 하였다. 경성제대 문인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축
이었다.
이와같은 논리는 앞장에서 살펴본 조선어학‧ 조선문학 전공의 김재철, 이희승,
고정옥, 이재명, 김사엽, 방종현, 이숭녕, 김재철, 조윤제와 지나어 전공의 김태
준이 해방이후까지 대부분 옥고65), 납북을 치러가면서까지 문화민족주의자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듯 영문학을 전공한 최재
서, 임학수, 조용만, 이효석은 문단에 진출하여 작품활동에 매진하고 있었다.

60) 정근식 외,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504면.
61) 1929년부터 1940년도까지 ‘英吉利語學‧ 英吉利文學’을 전공한 졸업생은 1940년도 『경성제국대학
일람』참조.
62) 경성제대에는 매우 엄격하게 선발된 소수의 입학자로 구성된 예과가 있고, 따라서 문학부에 오는
학생은 소수이지만 영문과에 모이는 학생은 가장 많은 편이고 수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우수한 조
선인 학생들이 모인 것은, 제대의 이름을 동경했다기 보다는 외국문학에 대한 그들의 갈증을 풀어
주는 것이 제대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20년이나 조선학생들과 친밀히 교제한 동안에 얼마나
그들이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외국문학의 연구에서 찾으려고 했던지를 알고 감동을 금치 못했던 것
이다. 사토 기요시, 「경성제국대학 문과 전통과 학풍」,『영어청년』, 1959 (사노마사토, 「경성제
대 영문과 네트워크에 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26, 2008.12,330~331면에서 재인용.)
63) 사노마사토, 「경성제대 영문과 네트워크에 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26, 2008.12,
330~331면.
64) 김혜인, 「조선인 영문학자 표상과 제국적 상상력」,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9, 18면.
65) 일석 이희승 전집 간행 위원회 편, 「조선 어학회의 수난」, 『일석 이희승 전집』 7,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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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성제대 출신 지식인의 전공 및 사상적 지향

김재철 이희승

최재서, 임학수,

고정옥

조용만,이효석

이재명 김사엽

(이상 영문학),

방종현 이숭녕

오영진(조선어학)

김재철 조윤제

<외국어학 외국문학>

<조선어학 조선문학>

(서양철학)
서두수
(일문학)
현영섭

유진오
김태준

조벽암

<지나어학 지나문학>

<법문학부>

문화민족주의(학계진출)

배상하

서구보편주의 (문단진출)

(영문학)

<사상>
친일파시즘

‘학과’를 기준으로 경성제대 문인의 학문적 성향을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
지만,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동양어 전공자와 영문학 및 서양철학 전공자가
지향하는 관점은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동양어 전공자가 학계진출을 통해 문
화민족주의를 고수하고 있었다면, 서구 보편주의를 지향한 영문학 전공자들은
주로 창작활동에 매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경성제대 문인이 영문학을 통해서 받아들인 지식은 과연 무엇이었
을까. 김동석의 발언을 살펴보면 당시 영문학 전공의 입지를 통한 식민지 문청
의 ‘자의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방이후 김동석은 『상아탑』활동
을 하면서 다수의 평론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그는 ‘영문학’과 ‘조선학’의
중간지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고민과 조우하게 된다.
영문학자는 ‘인디비듀얼리스트’다. 그런데 시방 조선의 현실은 개인주의를 용
납하지 않는다. 여기에 나의 태도가 영문학자답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원인이
있다. 해방 후 김사량군은 만나자마자 “잡지가 다 뭔가. 영문학 연구실로 들어
가지 않고”한 것은 나에 대한 일반적 관념을 단적으로 표현했다 하겠다. 나 亦
영문학 연구실이 그립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배고프고 헐벗은 조선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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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그럴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다. 내가 나날이 사분오열된다는 자의식을 갖
게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조선과 영문학의 각축 아닐까. (중략) 그러나 영문학
은 나의 세포 알알이 배어 있어 각박한 현실이 ‘상아탑’ 밖에서 아우성치고 있
건만 나는 시나 수필이나 평론을 쓰지 않고는 베기지 못한다. 문학이 담배 모
양 인이 배긴 것은 나로선 어쩔 수 없는 사실로서 내가 셰익스피어니 워즈워
스 하는 시인을 탐독했기 때문이다.

66)

김동석은 영문학자의 특성을 ‘개인주의’라고 파악하고 있으나, 배고프고 헐벗
은 조선의 현실에서 ‘연구실’에만 메어있을 수 없는 영문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한다. 김동석은 자신은 결국 “조선문학을 위해서 영문학을 했”다고 강조한
다. 김동석이 밝힌 ‘영문학관’을 사카이 나오키의 시선으로 설명하자면 ‘조선문
학’은 결국 항상 “타자에 의지해서 정체성/동일성의 의미가 확정되는 하나의 특
수성”67)인 것이다. 그는 조선문학과 영문학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기 위해 영
문학의 주류가 아직까지는 ‘시’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다시 제임스 조이스와
러시아 소설로 ‘문학’의 대표성이 무엇인지 열거하지만 그가 바라본 서구 문학
으로는 해방 이후의 조선학과 영문학의 ‘각축’을 설명할, 다시 말해 조선 “문
학”의 특수성을 고민할 키워드는 없다. 이글은 오히려 “세익스피어”나 “워즈워
드”의 시선으로 조선문학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고 있
다.
김동석이 바라본 조선문학은 스스로 위상 정립되는 문학의 특수성으로 ‘조선
문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문학’ 이라는 보편의 거울과 대비될 때
조선문학의 특수성이 뚜렷이 감지될 수 밖에 없었다. 김동석의 자료는 ‘영문학’
및 서양철학과 친근성을 보인 경성제대 문인의 정신사를 설명해주고 있다.
즉 최재서, 임학수, 조용만, 이효석, 김동석, 유진오는 문단에 진출하여 작가
와 평론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영문학전공 혹은 서양철학에 대한 탐닉은 이들
에게 서구라는 보편의 기호를 추구하면서 서구 지식인과 조선의 지식인을 ‘동
일시’하는 모순을 내포하였다. 식민지 엘리트의 모습으로 조선의 비문명성인 모
습을 ‘타자화’하는 경향을 짙기도 하였다. 경성제대 문인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축이었다.
김동석과 마찬가지로 최재서가 『신흥』 5호에 발표한 「미열한 문학」68)을
66) 김동석, 「나의 영문학관」, 『현대일보』, 1946. 4.17, (이희환 역, 『김동석 비평 선집』, 현대문
학, 2010, 341~342면)
67) 사카이 나오키, 「근대성 속의 비판」, 『번역과 주체』, 이산, 2005 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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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자. 이 논문의 후기에서 알 수있듯, 최재서는 영문학회에서 강연한 원고
를 『신흥』에 게재했다. 19세기 “영길리의 장편시”를 “완전한 문학”, “영원한
문학”, “고전”이라고 과잉된 수사로 바라보는 최재서의 논문은 무엇을 의미하
는 것일까. 그에게 서구라는 ‘보편’의 기호는 문학에 있어서는, 완벽한 유토피아
였다.
유진오와 이효석은 철저하게 서양문학의 기반위에 서 있다. 근대문학의 표본
을 세계문학이라고 바라보았던 유진오와 이효석 역시 앞장에서 설명한 동양어
전공자가 바라본 문학관과는 사뭇 다른 지점에 서 있다. 유진오와 이효석은 서
구문학을 그들이 흠모하고 경쟁할 문학의 범주로 설정하고, 그들이 경쟁할 최
대의 상상력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유진오는 개인의 독서 체험과 법학편력으
로 문학을 습득하기에 이르고, 이효석은 블라이스 교수의 영미문학 강의에 침
잠함으로써 당시 조선어문학부의 학생이 지녔던 민족과 학문의 투쟁적 관계에
서 다소 물러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문학’개념을 정립하기에 이른다.
유진오는 이즈음 외국어 공부와 세계문학읽기에 한창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
러한 의미에서 『신흥』 창간호에 실린 번역소설 「틀러 양과 그의 책상」은
유진오의 당시 무의식을 알 수 있어 흥미롭다. 샤뮤엘 베케트와 예이츠가 편집
위원이었던 영국의 문학계간지인 The Bookman

69)(1891-1934)

1929년 4월

호에 실린 "The desk"를 그해 7월 유진오가 바로 번역하여 『신흥』에 연재한
것이다.
당시 식민지 지식인이 해외소설을 번역하는 것은 보통 일본어로 된 번역된
소설을 다시 국어로 번역하는 ‘중역’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화된 일이었다.
해외문학파가 구성된 이후로 이헌구, 김진섭, 이하윤등이 해외 문학파를 조직해
직접 번역에 힘을 기울였던 본격적인 시기가 1929년이었던 것을 떠올려본다면,
유진오의 해외계간지의 직접번역은 외국어의 실력에 대한 그의 자신감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유명세와는 관계없이 Edwin Seaver의 작품을 3개월내에 번역하여
『신흥』에 실은 것은 영국과 미국에서 그해에 활동 중인 신진작가한테 관심이
미치고 있었으며, 당시의 세계정세와 문화철학적 흐름을 파악하려는 『신흥』
의 의도와 같이 간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공통적으로 현실주의 경향을 소개
하려는 노력은 당시 맑시즘과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에 경도되었던 경성제대의
68) 최재서, 「미열한 문학」, 『신흥』 5호, 1931.12, 96~103면.
69) http://en.wikipedia.org/wiki/The_Bookman_(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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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과 세계사적 ‘교양’의 습득70)에 몰두한 특성이기도 하다.
이것은 미국에 유일한 푸로레타리아 문학잡지 Michael Gold가 주재하는
New Masses 사월호에서 번역한 것이다. 작자 Robert Cruden 은 스콧트랜드
사람으로 일구이삼년에 미국으로 건너갓다. 처음에는 대학교육을 받을 생각도
하였으나 그런것은 군일이라고 그만두고 「패카드」와 「퍼드」회사의 로동자
가 되엇다. 지금은 실직하고 잇다. 자동차공장에 관한 작품을 많이 쓸려고 하
는데 여기 번역한 Men Wanted가 그 처음 작품이라고 한다. 그는 The Daily
Worker 와그밖에 여러 신문잡지의 글을 쓰고 잇다. 자동차공장로동자가 되려
쏘베트연방에 갈려고 게획중이라한다.-역자-71)

위와같은 역자의 설명은 유진오가 번역한 “the desk man”을 소개하는 방식
과 같다. 역자 이종수의 설명에 따르면「실업자의 안해」 미국의 ‘유일’한 프롤
레타리아 잡지 New Masses에 실린 소설이다. 작가나 작품성에 주력하여 번역
문학을 소개하기보다는 저자의 위치, ‘노동자’가 ‘프롤레타리아’ 잡지에 실린 측
면에 주력하여 작품을 선택한 인상이 크다. 이는 소설 작품의 ‘질’이나 내용의
‘가치’에 기준을 두어 작품을 엄선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문학을
곧 세계문학의 바로미터라고 보았고, 또 북미의 신진소설을 빠르게 흡수하여
번역하는 것이 『신흥』의 주된 임무라고 파악하였던 것이다.
내용보다 ‘사회주의’라는 ‘이론’이 가미된 소설일 수록, 소개할 확률이 높았고,
그 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졌다. 유진오를 비롯한『신흥』의 문인은 서구의 소설
을 번역하면서, 서구 문학의 문학적 성취들이 비유럽권 문학에 틈입하면서 보
편성의 영역을 선점하는 과정72)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유진오와 『신흥』 문인
들이 받아들인 서구문학이 문청의 내면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과 교양적 지
식이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문제는 그 서구문학의 번역을 통해 도달하고
자 하는, 혹은 내면화되는 그 ‘교양’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질문일 것이다.
유진오의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논문쓰기’의 연장선상으로서 ‘소설’
70) 하재연은 신흥이 ‘해외문학의 동향’이라는 난을 마련하고, 번역소설을 많이 실었던 이유가 새로운
지식을 통해 세계사적 교양의 습득과 전파에 일조하려던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학생들의 사상적 지
표와 통한다고 검증하였다. 하재연, 「잡지 『신흥』과 문예란의 성격과 의의」, 『한국학연구』
2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11, 160~164면.
71) 크루덴 작, 리종수 역, 「실업자의 안해」, 『신흥』 6호, 1931.12, 89면.
72) 윤지관, 「세계문학 번역과 근대성: 세계적 정전에 대한 물음」, 『영미문학 연구』 21호, 2011,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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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창작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버틀러양의 책상」은 그의 무의식을 진단
할 의미 있는 번역소설이다. 따라서 유진오가 『조선지광』에 글을 발표하기
이전 경성제대 시절에 발표한 논문과 번역 소설은, 작가로서 완전한 의미의 ‘창
작가’로 부족한 면이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유진오의 외국어적 감각은 당시의
조선 ‘문단’의 회유에 포섭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세계문학의
수준에 비추어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지점이었다. 소설 창작
과 동시에 논문쓰기와 번역 소설을 게재하고 있는 유진오의 문사적 독특함은
비록 동인지 참여나 카프활동을 하지 않아도 당시의 문단에서 유진오의 위치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직접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진오의 독서일기는 『신흥』과 함께 당대 경성제대 지식인
의 내면을 살펴볼 의미있는 자료이다. 유진오는『改造』 5월호에 실린 林房雄
의 작품이 자신의 소설 「복수」의 인물과 줄거리가 비슷하다고 스스로 지적하
는 태도를 보인다.

‘일본문단’의 흐름을 지켜보며 그 속에 ‘나’를 견주어보려는

유진오의 무의식이 숨어 있다. 1927년, 유진오는 ‘낙산문학회’의 회합을 도모하
는 주체로 극을 쓰고, 문학좌담회에 나가고, 학교당국과 교섭을 하며, 번역73)까
지 해야 하는 부담감을 항상 갖고 있었지만, 번역과 좌담회를 통한 지식습득은
유진오가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을 하기 이전에, ‘세계문학’이라는 큰 틀을 인지
하고 그 속에 ‘식민지 문청’의 위치를 견주어보는 고투의 기간이었던 것으로 해
석된다.
유진오는 경성제대 시절의 독서량을 두고 ‘지난 1년동안의 나의 변화의 심함
은 나 자신 놀랄 정도’74)라고 변화된 자기 자신을 만족해하기도 한다. 일본과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을 ‘세계문학’의 원천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가능하였던
재독․ 삼독의 독서량, 사회나 법률, 철학분야의 해석과 학회에서의 토론, 그리고
‘자료’와 ‘이론’ 을 통한 글쓰기의 정교한 과정을 ‘논문’에 이르기까지, 그가 그
당시에 소화한 학습의 양은 방대했다.
유진오가 세계문학을 ‘교양’의 습득과 지식의 배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이효석은 그의 탁월한 어학적 능력을 바탕으로 문학적 지식을 습득한다. 이효
석의 짧은 문단활동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채로운 창작 활동이 가능했던 원인은
이미 경성제대 시절에 다양한 문학적 관심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효석의 독서체험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나의 문단 십년기」(문장,
73) 유진오,『젊은날의 자화상』, 박영사, 1974, 127면
74) 유진오, 『젊은날의 자화상』, 박영사, 1974,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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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2), 서울대 문리대에 보관된 이효석의 학적 카드, 그리고 아일랜드 극작가
싱의 졸업논문이다. 연구사의 기저에는 경성제대 ‘영문학’75)부에서 따라서 맨스
필드․ 휘트먼․ D.H.Lawrence와 같은 영국 소설가와 이효석을 비교하는 연구76)
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작가와 영향의 원천을 일대일의 대응관
계로 분석하는 한계가 있는데, 박성창 교수의 지적대로 원자론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이효석과 체호프, 맨스필드, 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총체적인
영향관계를 조망77)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용만이 기억하는 이효석의 모습은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
을 던져줄 수 있다. 경성제대 시절의 이효석은 “강의가 끝나면 소리없이 빨리
걸어서 어디로인지 사라져” 학교에 별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오직 ‘블라이스’
교수의 수업에만은 적극 참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조용만이 기억하는 이효석
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講義는 上級生이듣게 된것이어서, 나는 호기심으로 이時間에 들어가보았
지만, 거지반맡아놓다시피 단골로 지명되는 사람이 孝石이었다. 그리고 읽은뒤
에 評譯이랄까, 鑑賞을 해보라고 하는데, 孝石은 항상 잘했다고 稱讚을받았다.
지금도 똑똑히생각이 나지만 「펀․ 프리맨」의 「노베ㅁ버 ․ 스카이」(동짓날의
하늘)라는 것이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그레이」(회색)라는 形容詞를잘說明하
였다고, 「쁘ㄹ라이드」선생이 몹시칭찬하던것이記憶된다.

78)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당시 대학 3학년 졸업반이었던 이효석은 블라
75) 이효석의 문학의 근원이 제국대학의 영문학과 출신에 기인한다는 최익현의 지적을 따르자면, 그의
대학시절은 ‘관념으로서의 영문학’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가 지적하는 바는 이효석의 초창기
문학을 서구적 문학으로 점철된 과잉된 감수성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적이다. 최익
현, 「이효석의 미적 자의식에 대한 연구- 식민지 체제에서의 글쓰기 비판」,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8.
76) 주종연, 「문학에 있어서 성(性)의 문제- 이효석과 D.H. Lawrence의 비교」, 『국어국문학』 48,
국어국문학회, 1970; 김교선, 「외래 문학사조의 한국적 수용 형태에 대한 고찰」, 『논문집』 1호,
전북대 문리대, 1974 ; 홍경표, 「두 자아의 지향과 그만남- 이효석과 Walt Whitman의 비교」,
『국어국문학』 83집, 국어국문학회, 1980; 양영수, 「영미문학을 통해서 본 이효석 문학의 특
징」, 『비교문학』, 한국비교문학회, 1986 ;이우용, 「D.H. Lawrence 와 이효석의 에로티시즘 비
교 연구」, 『우리문학연구』 8집, 우리문학회, 1990.
77) 박성창, 『비교문학의 도전』, 민음사, 2009, 220면.
78) 내가 대학일학년이었을때 일이니 지금부터 삼십년전인 1929년이었을것이다. 그때 삼학년 졸업반
이었던 효석은 학교에 별로 나타나지않고 다만 한주일에 한번 금요일오전 한시부터 시작되는 ‘블라
이드’ 선생의 근대영시강독시간에만 출석하였다. 조용만, 「효석문학과 그세계-그의 시적정신을 중
심하여-」, 『동아일보』, 195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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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교수 시간에 시를 읽고 난후 항상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평역’(評
譯)과 ‘감상’에 뛰어났으며, 특히 외국어를 ‘형용사’로 잘 설명하는 자질이 남달
랐었다. 조용만의 기억을 참조해본다면,

경성제대 시절의 이효석은 단편 「노

령근해」, 「도시와 유령」등을 발표하였던 소설가와 번역가 이효석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다. 즉 이효석의 경성대학 시절은 문학을 실험하는 긍정적인 모색
기였던 것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효석의 번역 소설, 번역관을 살펴보는
것은 그가 강조하였던 “문학의 정열”의 원천을 알아 볼 중요한 자료가 된다.
문학적 열정의 분출은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보듯이 문단에 데뷔한 직후의 글
쓰기이다.
문학의 정열은 더욱 높아져서……동인잡지가 없어지고 학년이 높아감에 따
라 신문과 잡지에 투고하는 풍속이 시작되었다……
투고 중에서 가장 보람있고 듬직한 것은 신년문예의 그것이었으니 재도들
이 처음으로 그것을 시험한 것은 마지막 학년의 겨울이었다. 재도와 현보는 전
에 동인잡지에 한몫 끼었던 또 한 사람의 동무를 꼬여 세 사람이 그 장한 시
험을 헛일삼아 해보기로 작정하고 입학시험 준비의 공부도 잠간 밀어놓고 학
교를 쉬면서 각각 응모할 소설들을 썼다.

79)

위의 부분은 이효석의 소설 「삽화」에서 인용한 부분으로, 대학재학시절 그
를 중심으로 한 문청들의 열정이 학업을 포기하고 입학시험 준비를 미루면서까
지 소설쓰기를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신문’과 ‘잡지’에 자
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동인지 이외에도 문단에 나갈 길을
모색했던 경성제대 시절의 이효석의 모습과도 겹쳐진다. 따라서 이효석 역시
학내 동인지 였던 『신흥』과 『문우』,『청량』의 지면을 빌어 창작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유진오의 글쓰기의 근원은 ‘사회학’ 의 관심에서 출발한 ‘논문쓰기’와 ‘번역’이
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유진오는『신흥』에 Edwin Seaver가 영국 계간지에
발표한 소설을 단 3개월 만에 번역하여 게재한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유진오
는 영미권의 흐름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러나 최소한 사회주의 사상이 담겨
있는 소설을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나 그가 선택한 Edwin seaver 의
작품이 현대 영미문학사의 비중에서 그리 크지 않다는 것80)을 떠올려 볼 때 유
79) 이효석, 「삽화」, 『이효석 전집』 2, 창미사, 2003, 154~155면.
80) Edwin Seaver에 대한 논의는 http://www.thenation.com/authors/edwin-seaver에서 찾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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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는 번역 작품의 문학성이나 가치를 고민하였다기 보다는, 당시 『신흥』에
세계문학사상의 조류에 맞는 ‘사회주의’와 ‘맑시즘’에 가장 적합한 작품을 ‘빨리’
수입하여 번역하는데 힘썼던 것으로 보인다.
사카이 나오키의 의견을 빌어보면 번역은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의 행위체
들 사이에 이질성이 내재해 있는, 모든 발화가 전달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소통행위이다. 즉 번역의 목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다81) 번역가는 필연
적으로 분열되고 안정적 위치를 결여한 자이기도 하지만, 번역가는 자신과 관
계하는 “공동체”를 상정하여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성하는 방식을 가장 잘 아는 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번역가가 선택한 작품에
는 번역가의 욕망82)이 스며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효석이 번역한 『신흥』(1930.4)에 게제된 러디야드 키플링
(Rudyard

Kipling,

1865-1936)의

소설인

「기원후의

너스」(Venus

Annodomini)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그간 이효석의 문학
세계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영문학을 전공한 이효석의 입지를 고
려하지 않는다면, 인도 비이너스와 청년게이슨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시
작도 끝도 명확하지 않은 작품으로 단편이라기 보다는 엽편”에 가깝다는 이유
로 그리고 모두 뚜렷한 사건도 없는 소품으로서 이효석의 문학세계를 설명해줄
만한 특별한 부분이 없다83)고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이 경성제대 재학 시절 이
효석의 번역물에 대한 관심은 전무한 실정이다.
「기원후의 너스」는 제국대학시절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블라이스 교
수의 전공분야인 영국문학과 관련하여 이효석이 선택했을 가능성도 높다. 여기
서 흥미로운 점은 이효석이 왜 키플링을 번역했는지에 대한 물음일 것이다.
러디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865-1936)은 최초의 영어권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영국인으로 인도에서 자랐다. 잘 알려진 바대로 키플링의 대표소설

은 『정글북』이다. 키플링이 영국 본토민 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인도의 기억
을 그린 소설을 형성화하였다. 유년기 시절을 인도에서 보낸 그의 이력은 인도

으나, 그는 현대 영미문학사에서 대표할 만한 작품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81) 벤야민은 번역이 기입, 각인의 전달과 기입, 각인으로서의 전달이 불가피하게 잇따라 일어나는 심
급이라고 지적하였다. 발터 벤야민, 「번역가의 임무」,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82) 번역은 두 개의 분리된 공동체를 이어주는 ‘언어적 수단’만이 아니라, 언어 공동체의 대표로서의
작가와 그와 다른 언어를 쓴 독자에게 말을 거는 번역의 혼종성은 독자에게 번역자의 욕망을 상상
하게끔 한다. 사카이 나오키, 『번역과 주체』, 이산, 2005, 61면
83) 김미영, 「이효석의 비소설류 글에 대한 고찰」, 『국학연구』12집, 한국국학연구원, 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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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국적인 분위기와 정경에 매료된 첫 번째 단편집 Plain Tales from The

Hills (1888)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 단편집에 실린 40개의 소설 중 하나가 바
로 “Venus Annodomini” 이다. 이후 키플링은 중국 일본 미국 아프리카등지를
여행하고, 해양과 밀림, 야수를 다룬 작품을 많이 발표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도입부는 상당히 인상적이다.
티칸궁전, 부라쑈, 뉴館안, 콘티 상, 쎄레스像과, 나일神像사이에노힌,
십팔호의너스초상과는 아무관게도업스니, 그는, 순전히, 인도의녀신-즉, 영본
국에서나서, 인도에와서자라난, 녀신이다. 우리는 진의너스와구별하기위하
야, 그를, 긔원후의너스라고불넛다.84)

영국본토에서 나서 인도에서 자라난 ‘여신’, 비너스는 키플링의 작가적 관심
사가 충분히 투영되어 있다. 키플링은 5세까지 인도에서 자라나 그 이후 영국
본토로 돌아갔는데, 그의 유년시절에 각인된 인도에 관한 기억은 이국적이고
화려한 인도 여신으로 집약되었다. 이 소설에서는 수탈자와 군대간의 알력, 원
주민의 저항, 이질과 호열자가 창궐하는 벵갈 지방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紀
元後의 너쓰」의 주 무대는 봄베이다.
인간 내면에 숨겨진 원초적 열정을 표상하는 가장 적합한 공간으로 ‘붐베이’
가 선택된 것을 보다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그러

했듯, 「紀元後의 너쓰」가 묘사하는 비너스는 “영원히젊게하는법”, “영원히
건강하게하는법”을 알려주는 에로틱한 존재이다. 그녀에게는 “피로의 빗”이 없
으며 인도의 “명물”로써 모든 이들의 총애를 받는다. 소설의 주인공 소년 게슨
역시 그녀를 사모하지만, 실상 비너스는 소년 게슨의 아버지 “청년 게슨”과 보
다 깊은 사이였다.
위의 줄거리에서 알다시피, 이 소설은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결
국 ‘비너스’ 임을 알려준다. 아버지의 연인에게서 좌절한 아들이 실연의 마음을
접고 군대로 귀환한다는 소설의 결론은 아버지의 첩을 사랑하는 「고사리」에
서도 유사하게 차용되고 있었다. 이효석의 소설에 종종 소재로 발견되는 이러
한 “복잡한 남녀관계”85)들로 빚어지는 연애사는 경성제대 시절 영국문학에 심
84) 루‧ 킵링, 「紀元後의 너스」, 曉晳 譯, 『신흥』, 1930.4
85) 이효석은 대부분의 여자 주인공들이 아버지의 첩(개살구, 메밀꽃 필무렵), 친구의 약혼남(성찬), 남
편의 후배나 처제(화분) 백모(산협), 제자나 애인의 친구(계절)들과 거미줄보다 복잡한 애정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장사선, 「한국문학에 나타난 사랑」 2, 『홍익어문』 제 10․ 11합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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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이효석은 키플링 소설을 번역하면서 그의 소설적 모티프에 많은 영감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키플링이 영국 본토민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에 적응하지 못한 채, 세계 각국을 떠돌아 다녔다는 디아스포라적인 상황은 실
제 이효석의 개인사86)와도 유관하다. 이러한 점은 일찍 강원도를 떠나 경성으
로 유학온 이효석의 초창기 감수성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 점은 또 다른 번
역소설 「밀항자」, 그리고 그의 대학졸업논문인 「존 밀링턴 싱그의 극 연
구」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1931년 동지사에서 발행된 이효석의 첫단편집『노령근해』는 그간 표제만
가지고도 한때의 시대상을 알려주는 책자87), 아라사 동경88)과 같은 연구사의
한 단면이 증명하듯, 러시아의 사회주의의 영향이라고 판단되어 그를 동반자
작가로 자리잡는 중요한 잣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 작품들에서 ‘사상’
은 거의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효석의 동반자 작가 시절의 소설들은 오히
려 그가 경성제대 시절에 관심 있게 번역하였던 『밀항자』의 주제의식과 훨씬
더 유사하다.
「밀항자」(『현대평론』, 1927.9)는 이효석의 노령근해 삼부작인 「상륙」과
특히 밀접한 주제의식을 공유한다. 이 소설은 제임스 호로웨가 고향 할을 떠나,
노르웨이로 가기 위해 밀항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이다. ‘고향’에서 직장이 없었
고, 홀아비였으며, 한편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사람인 제임스 호로웨는 노르
웨이에 ‘상륙’하여 새로운 정착민이 된다는 큰 틀이다. 「밀항자」는 이효석이
경성제대 예과 수료후 법문학부 영문학과에 진입한 후에 번역하였다. 이 당시
이효석은 당시 교지 『문우』를 비롯한 잡지에 시와 콩트를 발표하였으며, 단
편 「주리면」을 발표한다. 앞서 언급한 「기원후의 너스」가 이효석의 ‘남녀
관계’에 원천적인 소설의 모티프를 제공하고 있다면, 한창 동반자 소설로 문단
의 주목받을 즈음에 발표한 번역소설「밀항자」에서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는 주인공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주제적 유사성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992.
86) 이효석은 봉평의 집에서 멀지 않은 평창의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부터 하숙을 하였다, 서준섭은 실
제 답사를 통해 일찍부터 ‘집’을 떠난 이효석의 유년시절을 이방인 의식, 이국취미, 그리고 도시적
세계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모티프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서준섭, 「태기산 주변지역
조사-구비문학 부분 중 “소설가 이효석에 대한 현지 조사”」, 『강원문학연구』 6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86.12, 140면.
87) 유종호, 「살아있는 과거」, 『이효석』, 지학사, 1985, 236면.
88) 조남현, 『한국지식인소설연구』, 일지사, 1999,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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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현듯이 그는 자기도 그들과 같이 가려고 결심하였다. 그래 그의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은 이 목적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는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노르웨이로 가는 것이다. 그에게는 알지 못할 기운이 솟아올랐다. 물론
그것은 마땅히 할 일이다. 그는 선창 속 한구석에 몸을 숨길 작정이었다. 그러
나 그곳에 간 후에는 무엇을 할 예산인가? 그것은 그에게 조금도 상관이 없었
다. 그들이 그를 감옥에 잡아넣을 테면 넣고 또 그들 할대로 한다 하더라도 괜
찮다. 그는 다만 조그마한 항구와 산고, 요리번의 키스하던 사진의주인공인 젊
은 여자를 보고 싶었다. 할에는 그를 붙들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강조: 인용
자)89)
수많은 선객들이 갑판위에 열을짓고 비로소 대륙의바람을쏘이면서 일각을다
투어가며 상륙을 재촉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매 그의가슴도 시각이 바쁘게 울
렁거렸다. 오래전부터 사모하여 오던 땅! 마음속에 그려오든 풍경! 가죽옷 입고
에나멜혁대 띤 굵직한 마우자들 숲에 한시라도 속히 싸여보고 싶었다.
-푸른 하늘, 푸른 항구, 수많은 기선, 화물선, 정크, 무수히 날리는 붉은 기.
돌로 모지게 쌓은 부도. 쿠리, 노동자. 마우자. 기중기. 창고. 공장 흰 연돌. 침
착한 색조의 시가. 돌집. 회관. 거리거리를 훈련하고 도라 다니는 ‘피오닐’. ‘콤
사몰카’들의 활보. 탄력 있는 신흥계급의 기상
어두운 석탄고 속에서 아직 밟지 않은 이 땅에 대한 가지가지의 환영을 마
음속에 꽃피울때 가슴은 감격과 초초에 몹시도 수물거렸다. (강조: 인용자)

90)

「밀항자」는 「상륙」, 「북국사신」, 「노령근해」의 원천적인 모티프를 제
시하고 있는데,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 주인공들이 고향을 떠나는 심리는
현실에 대한 가난때문이기도 하지만, 엽서에서 본 타국의 이미지가 제시하는
화려함으로 촉발된다. 이효석은 밀항자를 번역한 3년 이후부터 노령근해 연작
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상륙, 북국사신, 노령근해에서 주로 발견되는 주제는 밀
항을 통한 외국으로의 탈향 성공, 그리고 타국의 정착이 핵심이다. 이러한 모습
들은 밀향자에서 이미 발견된 모티프들로, 번역을 하면서 형상화된 무의식이
‘텍스트로부터 텍스트에 복사’91)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륙에 반복된
특정장소에 대한 이미지들은 “아직밟지않은 이에대한 가지가지의환영”은 “오
89) 케럴드와 코닛쉬 작, 이효석 역, 「밀항자」, 『이효석 전집』 6, 창미사, 2003, 180면
90) 이효석, 「상륙」, 『이효석 전집』 1, 창미사, 2003, 148면.
91) 싸이드,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교보문고, 2007,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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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전부터 사모하야오든!”이라는 구절로 강렬해진다. 그리고 노령근해에서
“아세아대륙의동방. 소트련방”을 묘사하는 모습, 그리고 “돈만흔항구”를 찾아
서 떠나는 여자와 “막연히” 뱃길에 오른 오십넘은 노인, “만국지도한권”과 “로
서아어의 회화책한권”등을 들고 떠나는 주의자들은 “부자도업고 가난한사람도
업고 다가티살기조흔나라”로 떠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밀항자」의 번역은 이효석의 초창기 소설에 소설적 모티프만이 아니라, ‘단
어와 의미를 가지고 참을수 없을 정도로 씨름하는’ 번역가 이효석의 고투를 떠
올려보게끔 한다. 낯선 언어를 ‘다루는’ 번역가의 경험은 언어와 그 지시물들간
의 새로운 혼합체를 찾도록 만들기도 한다. 오랜 친숙한 사물을 위하여 새로운
단어를 배우거나 창안하도록 만들며, 옛 단어들을 새롭고 낯설게 묘사하도록
적용92)시킨다. 이효석의 (번역) 소설에 등장한 노르웨이나 러시아는 새로운 장
소에 토대를 둔 본질적으로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자아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다. 이국의 삶을 ‘조선’에 수입한다는 것, 이것은 ‘장소의 전치’와 연결된다. 물
리적이고 문화적인 장소의 와해(dislocation)는 전형적으로 문화적 혼합주의를
수반하지만, 서로 서로를 재형성하는 문화의 지속적 과정을 이루는 특징이 된
다. 이효석의 번역 소설은 이효석의 소설적 모티프를 제공하는 원천이었을 뿐
만 아니라, 그에게 타국의 문화와 ‘조선’의 문화를 견주어 볼 무의식을 구성하
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경우 이효석의 졸업논문 「존 밀링턴 싱그의 극 연
구」의 가치는 한층 중요해진다. 경성제대 문과는 법과와 달라서 반드시 졸업
논문을 써야 졸업을 할 수 있었다. 이효석의 존 밀링턴 연구는 꽤 오랜시간을
투자해서 나온 고민의 산물이었다. 이 논문은 이효석의 학부 졸업논문 부기93)
에서도 알 수 있듯 완성된 논문은 아니다. 목차로 미루어보아 이효석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5장을 염두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중 4장은 싱그의 극인, 산곡의 음영에서, 바다로 달리는 이들, 주조사의 결
92) 맥도웰은 모든 문화가 양극의 잡종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문화적 혼합주의와 언어의 크리올화를 수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양한 집단들이 촉매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서로를 재형성하는
문화의 지속적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더글러스 로빈슨, 『번역과 제국』, 정혜욱 역, 동문선,
2002, 43면.
93) 부기에 독자의 양해를 구하였다. “본장이하 싱그의 작극상 용어와 그의 극중 인물의 성격과 극의
행동 기타 제반 기교문제를 논하였으나 시간관계로 인하여 마치지 못한 채 불가불 여기서 붓을 놓
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본장도 본장이려니와 이 논문의 중점인 제 4장, 즉 그의 작품에 이
르러서는 한마디도 언급치 못하였으니 (…후략…) ” 이효석,「존 밀링턴 싱그의 극 연구」,『이효석
전집』6, 창미사, 2003, 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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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성자의 샘, 서국의 인기아, 비수의 데아드라와 같은 작품분석을 통해 그의
극세계를 조명하려 하였으나, 이효석은 ‘시간상’의 이유로 완성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서론의 문제제기에 비해 논문의 2장은 생략되었다. “논문 전체로 보아
그다지 중요한 대문이 아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는 말로 대신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 논문에서 극분석에 주로 할애되었어야 할 2장과 4장이 생략된
것은, 이효석이 ‘시간’이 부족해서 논문을 완성치 못한 것이 아니라, 이효석이
싱그의 작품 분석보다는 싱그의 ‘작가론’을 쓰는데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일 것
이다.
이효석의 졸업 논문은 철저히 극작가로서의 ‘싱그’의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효석은 서론에서 19세기 영국 극계의 가장 위대하고 의미심장한 업적
을 “애란극운동”이라고 들고, “예이츠”보다 “존 밀링턴 싱그”가 보다 세계적
공인과 명성을 획득할 유일한 작가라고 극찬한다. 그는 싱그의 장점으로 “진정
한 미에 영동(靈動)”되어 “형식과 균제”의 구조를 파악하였다고 하였다. 이 논
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다음의 대목은 싱그가 문학의 소재를 위해 접근한
방식으로, 이효석에게 싱그가 왜 “진실성과 희열에 넘치는 신선한 희곡상”을
늘 구성하게 하였는지 염두하게끔 하였다.
1885년 5월 예이츠의 충고와 격려로 싱그가 파리를 떠나 “그들의 한 사람
과 같이 그곳에 살고 아직 표현되지 못한 그들의 생활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
란도로 건너갔을 때에 비로소 이 천재는 그의 바른 도정의 첫걸음을 떼놓은
것이었다. 아란도케리 위크로 콘네마라 등 개척되지 않은 이 원야에서 소박한
농민과 밀접히 접촉함으로써 시인은 그의 예술의 풍부한 영감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94)

(강조: 인용자)

이효석은 싱그가 “현실 생활의 조야하고 열정적인 인물”들을 작화해내었다고
극찬하였다. 싱그는 “개척되지 않는” 원시적인 땅에서 소박한 농민과 “밀접히
접촉”한 열정이 있는 작가로 그려지기에, 이 논문에서 싱그는 “매년의 대부분
을 농민의 주방에서 살고” 농민이 갖고 있는 “전설”을 채집하는 작가의 모습으
로 재현된다. 그는 예술적 영감의 배양을 위해 파리나 구주를 방랑하기도 하였
지만, “풍부하고 조야한 생활에서의 접촉”이 싱그의 문학적 토양을 이루었다는

94) 이효석, 「존 밀링턴 싱그의 극 연구」, 『대중공론』, 1930.3 ( 『이효석 전집』 6, 창미사,
203~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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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강조되었다.
이 논문에서 이효석은 아일랜드를 ‘슬픈 존재’95)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점
은 식민지 상황에서 아일랜드 문학의 수용이 세계문학의 지위를 획득하고 아일
랜드 문학의 성과를 조선에서 재현하고자 하는96) 당대인의 욕망과도 겹치지 않
는 지점으로, 이효석에게 아일랜드의 극작가 싱그는,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원야’를 발굴해내는 인류학자의 시선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효석은 소설가에게 특수한 체험이 허락되지 않는 이상, 그 소재의 원천을
“담화에서나 독서에서 얻는”97)다고 밝힌바있는데, “아란도케리 위크로 콘데마
라”와 같은 이름조차 알 수없는 미개척지의 땅을 이효석은 “풍부하고 조야한”
곳으로 그리고 아직 표현되지 못한 곳을 “생활의 접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의견으로 피력된다.
메리 루이즈 플랫은 표류자나 유폐자의 역할이 ‘관찰자’의 시선보다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단순한 여행자는 대상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뿐 여기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는 반면, 유폐자나 표류자는 이문화에 대해서 생
활하고, 토착언어와 생활을 배우며, 민족지의 기준에 비추어보아 풍부하고 정확
한 보고를 낳는다. 유폐자와 표류자가 갖는 양면성은 끊임없이 자기의 위치를
바꾸면서 관찰하고 쓰는 다면성을 지닌 실체98)와 연결된다. 즉 소박한 농민과
의 ‘접촉’을 통해서 작가로서 풍부한 ‘영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효석의 해
석은 그의 졸업논문에서 보이는 가장 의미 깊은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문학 진폭 옹호의 변」은 그가 주조하는 ‘문학자’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문학의 효용과 임무를 “한시대의 문학으로서 한 주조
의 문학만을 허용한다는 것은 너무도 고루”하다는 관점에서 발견한 그는 자연
주의 문학이 왜 낭만주의를 배격하는지, 그리고 이상주의와 자연주의가 공존하
지 못하는 현실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한 사상의 문학, 한 방향의 문학만을
내세우고 배타적 껍질속에 웅크리고 들어앉은” 문학을 가장 경멸한 이효석의
문학관은 이미 싱그를 선택한 그의 졸업논문에서부터 착종되고 있었다.
95) 아일랜드인은 잉글랜드 바로 옆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영향관계로 그 스스로를 ‘가장 슬픈 나라’라
고 불렀다. 박지향, 『슬픈 아일랜드』, 새물결, 2002, 31면.
96) 김진규, 「아일랜드 문학 수용을 통한 조선 근대문학의 기획 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 2010, 24
면.
97) 양주동, 이효석, 이석훈, 김영석, 한태천, 유창선, 「평양문인좌담회」, 『사해공론』, 1937.1(『이
효석 전집』 6, 창미사, 343면)
98) 메리 루이즈 프랫, 「공유된 장에서의 필드워크」, 이기우 역, 『문화를 쓴다』, 한국문화사,
2000, 76~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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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를 통해서 바라본 조선의 문학은 이효석에게 있어 “메주네 나는 문학”과
“버터내 나는 문학”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현실로 다가온다. 이러한 시선은 어
떠한 단일 문화도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보편적인 인류학적 시선의 정립을 이효
석에게 전달해주고 있으며, 식민지 시대 문화의 풍부함을 흡수하는 가장 의미
깊은 주체로 나아간다. 그는 싱그의 문학세계에서 이효석은 보편적인 세계인의
시선을 정립하는 지식인의 상99)을 발견하면서, 흠모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효석에게 아일랜드는 제 3세계 지식인인 자신에게 어디론가 ‘떠날 수 있다
는 ’자유를 주는 상징적 표상이기도 하였다. 싸이드의 지적대로 해석한다면 추
방당한 지식인이 보편적으로 택하는 주제100)와 맞물려 있으며 지성인을 이해하
는 방식이기도 하였다. 초창기 문학에서 싱그와 예이츠를 흠모한 이효석의 내
면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허나 실제로 어떤 이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이념에 대한 불편함 없이는 기
존의 사상에 대한 재평가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효석은 받아들인 싱그는
이질적인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생길 수 밖에 없는 불안101)이 엿보이지는 않는
다.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기 자신이 없다는 것은, 1930년대 비서양에 대
한 서양의 상정된 우월성에 이효석 스스로가 함몰하고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한
다. 이는 비단 이효석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조용만을 비롯한 서양어문학 전공
자가 해방이후까지 반복하는 자기 모순102)으로 이어졌다.
결론적으로 이 장에서는 경성제대 문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두 축을 알아보
았다. 문화민족주의를 고수하는 동양어 전공자는 주로 학계에 투신하여 언어의
정체성을 통해 학문과 정치를 삶의 영역으로 끌어 들였다. 반면 ‘서구’문학을
그들의 지적 근원으로 바라보았던 문인들, 즉 본논문에서 주목한 유진오와 이
효석은 세계문학을 그들의 정신적 토양으로 삼고, 서양의 문학을 정전으로 삼
99) 박지향에 의하면 민족 정체성은 그 민족에 속한 사람들의 집단적인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
성사이에 자리잡는다. 그것은 바람직한 삶의 방식들에 대한 집단적 이미지들을 정치적 삶의 목표에
맞추어 끊임없이 바꾸고자 하는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현상이다. 박지향, 『슬픈 아일랜드』, 새물
결, 2002, 51면.
100) 에드워드 사이드, 『지식인의 표상』, 마티, 2012, 30~31면.
101) 사카이 나오키, 「서양으로의 회귀/ 동양으로의 회귀」, 『번역과 주체』, 후지이 다케시 역, 이
산, 2005, 172면.
102) 장세진은 해방이후 냉전체제에서 아시아를 상상하고 구조화하는 재배치를 문제삼는다. 그는 조용
만의 글(조용만, 「한국문학의 세계성」, 『현대문학』, 1956.10)을 인용하면서 모더니스트들은 한
국전쟁을 주변부의 한국문학이 중심으로 부상할 수있는 계기로 받아들인 반면, 문협정통파의 입장
에서는 세계성의 논의가 서구 근대사회의 몰락과 연결되어 ‘동양’이 대안으로 제시된다는 점을 설
명하였다. 장세진, 『상상된 아메리카』, 푸른역사, 2012,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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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교양을 쌓았다. 그리고 세계사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으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문학’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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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III. 경성제대 문인과 민족지의 전개양상
3장에서는 유진오와 이효석이 경성제대 시절 등단이후 문학적 완숙기에 이
르기까지 불과 10년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명화된 타자의 시선으로 조
선을 구성하는 민족지의 전개양상을 설명하였다. 앞장에서 설명하였듯, 유진오
와 이효석은 경성제대 출신 작가로 문단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었다.
재학시절 신흥과 문우에서 창작의 발판을 다진 유진오와 이효석은 외국어에
능하고, 학회활동을 통해 세계사적 조류에 민감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리고
동인지나 문단에 귀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개진하고 있었다. 이점은
작가의 개인적 성향을 넘어서 조선의 전근대적 시간으로 회귀(유진오)하거나,
오래되고 고풍스러운 공간(이효석)을 추구하는 미학적 인식을 마련할 기반이 되
었다.

1. 조선적 현실의 관찰과 개화기의 부활 : 유진오
궁내부 관리의 아들1)로 태어난 유진오는 실제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났다. 삼천리에 게재된 자료는 유진오가 손에 꼽히는 갑부였음을 증명해준다.
조선말의 ‘정통양반’가문에서 태어난 유진오의 집안 배경은 문단 사람들에게 부
러움2)의 대상이었다. 가문의 화려함과 경성제대 수석입학의 개인적 이력은 유
진오를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다음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경
성제대를 입학할 당시 유진오의 내면에는 자부심과 열등감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다.
모의시험이라기보다 경성고보 ․ 경성중․용산중 등 세 학교 학생, 또는 조선
과 일본학생의 실력경쟁 시험장이었다. 시험결과는 뜻밖에도 내가 수석이라,
나 자신도 크게 의외였다. 이 모의시험으로 나는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동급생들도 일본인 중학생에 대한 그때까지의 열등감을 씻게 되
었다.3)
1) 유진오, 「눈날리는 灰色빛 하늘-다섯살때의 기억」, 『구름위의 만상』, 일조각, 1966
2) 원고청탁차 유진오의 집을 방문한 이기영은 어마어마한 자택에 기가 질렸고, 두칸으로 된 좌우서가
의 장서를 보고 7푼의 선망과 3푼의 시기심을 가눌 수 없었다고 한다. 이기영, 「내가 본 유진오
씨」, 『조선문학』, 1939.6.
3) 이충우, 「영예의 1회 입학생」,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1980,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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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문청시절의 유진오는 시험에서 ‘뜻밖’에 수석을
하였기에 자신을 비롯한 조선인 동급생들도 일본인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유진오는 항상 시험의 압박과 동기와의 경쟁에
‘불면증’4)에 시달리면서 학교를 다녔다. 이와 같은 모습은 작가의 예민함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측면이기도 하지만, 조선인과 일본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었던 유진오의 작가적 특수성과 연결되기도 한다.
유진오가 경성제대조수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다. 경성제대
입학후 일본인 교수밑에서 ‘조수’노릇을 하고 있던 유진오는 일본인의 시선에서
도 상당한 골칫거리였다. 그는 조수 생활 2년차에 이강국, 최용달, 박문규를 만
나면서 활로를 얻는다. 이들은 1929년 겨울부터 조선사회운동사를 분담 집필하
기 시작한다. 합방 전후부터 삼일운동전까지를 이강국이 맡았고, 삼일운동전과
후를 박문규와 유진오, 신간회이후를 최용달이 분담하였다. 이들은 각종 문헌을
“수집‧ 섭렵”하였고, 『동아』 ‧ 『조선』의 두 신문사를 찾아 필요한 기사를 찾
아내었다. 유진오는 경성제대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당시의 열정은 “돈이 시키
는 일이 아니라 젊음이 시키는 일”5)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주의깊게 보아야 할 점은 당시 경성제대 지식인들이 <조선사회사정연구소>
를 만든 이유가 실제 사회주의 행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이론’6)의 계보를 개화기부터 신간회활동 이후까지 한정하고, 자료를 찾아내기
위한 ‘지적 호기심’이 연구소창립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이다. 연구소의 회원들
은 돈되는 대로 각종 서적과 신문 서적류를 구입하였고, 제 三인터내셔널(국제
공산당)의 기관지까지 경성우편국에서 주문하여 당시 이남철, 이종률과 사회주
의자에게 자료7)의 목록과 내용을 수집․제공하였다.
4) 유진오, 「젊은날의 자화상」, 『다시 창랑정에서』, 1985, 98면.
5) 유진오, 『젊음이 깃칠때』, 숭문출판사, 1978, 114면.
6) 대학을 졸업한 직후, 법문학부 제 1회 졸업생들은 모여서 낙산 구락부라는 동창회를 조직하고 학술
잡지 『신흥』을 발간하였는데 그 일로 나는 동분서주하였으나 그 정도의 일로는 연구소를 해보고
싶은 나의 꿈은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아 보면 조선 사회사정연구소를 만든 것은 나 자신의
학생 때부터의 소원을 실현한 것도 같지만 내가 생각해 오던 연구소와 조선 사회사정연구소와는 상
당한 거리가 있었다. 돈도 없었거니와 우리가 만든 연구소는 사회운동의 실천에 좀더 가까운 것이
었다. 연구소 그 자체가 실제 운동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 운동에 이론적 및 실증적인 뒷
받침을 제공하자는 것이 연구소의 목적이었다. (강조: 인용자) 유진오, 「사회사정연구소 조직」,
『젊음이 깃칠때』, 숭문출판사, 1978, 116면.
7) 유진오는 연구소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남철, 이종률이 주관하는 『이렇다』지에 넘겼다고 증언한다.
『이렇다』의 사회주의의 관점은 유진오, 「사회사정연구소 조직」, 『젊음이 깃칠때』, 숭문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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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는 경성제대 재학당시 학술잡지『신흥』의 주도적 집필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지적 욕망과 현실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유
진오는 “조선사회사정연구소”를 발족할 즈음 “연구소를 해보고 싶은”꿈이 있었
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기 전 관리는 되기 싫었고”, “학자는 받아주지 않아
서 갈길이 막연하던 때”에 조선사회사정 연구소를 발족(1931년 9월)하기로 한
다. 그는 조선사회사정연구소가 일본의 “오오하라(大原)사회문제연구소”와 유사
한 연구소가 되기를 희망하였지만, 법과대 동기 김처순의 ‘전재산’을 쏟아부어
도 이상적인 연구소와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즉 자금을 마련하는데 경
제적 어려움이 있어 난항을 겪고 있었다.
허나 유진오는 김계숙, 전승범등과 함께 ‘조선경제연구회’와 ‘조선사회사정연
구소’를 발전시킨다. 이들이 좌익사상을 ‘연구’한 것은 물론 1920년부터 이어진
‘시대적 분위기’였던 탓도 크지만, 실제 경성제대를 졸업하고도 문과출신들이
조선사회에서 ‘뚜렷한’직장을 얻을 수 없었던 현실적 불안이 뒷받침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현실적 불안함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조선의 ‘경제적’,
‘사회적’문제를 ‘연구’ 하여 ‘성과’를 내놓는 길이라고 믿었다. 연구소 자체가
“실제 운동”을 위해서 설립된 것은 아니기에 당시 유진오가 습득한 지식은

사

회상황에 대한 지식을 실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책’8)으로 조사하고 ‘관찰’하는
지식인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이와 같은 배경은 유진오를 동반자 작가라고 분석하는 유효한 기틀이 되었다.
조선사회사정 연구소를 운영할 무렵에 쓴 초기소설부터 후기소설까지 유진오는
일관되게 ‘취직 모티프’ 를 형상화하였다. 이는 유진오 스스로의 개인적 경험과
중첩되어 형상화되어 있으며, ‘제대생 주인공’의 좌절이 바로 갈등의 핵심으로
부각된다. 유진오 개인의 실패와 맞물린 계속해서 이어지는 ‘취직’의 실패는 사
회주의를 ‘책’으로서 받아들이고 적용시키기 위한 조선의 현실이 녹록치 않았다
는 점, 한편 그에게 ‘조선인’이라는 자의식이 한층 고민시켜 볼 의미있는 ‘좌절’
의 산물이기도 했다.

사, 1978, 117면.
8) 조선총독부의 각 기관지, 대장성, 일본은행, 미쓰이(三井), 미쓰비시 등을 비롯하여 총독부 산하기
관, 조선은행, 조선 식산은행의 정기 간행물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하였다.(유진오, 『젊
음이 깃칠때』, 숭문출판사, 1978, 116면) 즉 조선사회사정연구소가 추구한 방식은 ‘조선’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도’를 이루는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조선적 특수성이 감안된 사회주의사상을 연구
하고자 하였던 목적이 스며 있었다. 이는 ‘외국이론’을 통해 사회주의를 그대로 도입하거나 일본 나
프의 사회주의를 ‘전범’으로 삼고 활동하였던 당시 사회주의 사상과는 차별화된 지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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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제대 졸업생으로서의 자의식, 한편 이러한 자부심을 좌절시키는 ‘조선인’
이라는 정체성, 책에서 배운 ‘보편성’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비루한 조선적
현실, 이러한 고민의 열정은 유진오의 전반기 소설에서 그대로 투영된다. 일본
인과의 경쟁에서 취직이 쉽게 되지 않는 조선인의 자의식이 소설에 그대로 투
영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유진오에게 ‘조선인’의 ‘위상’을 고민할 잣대를 마련
해준다. 유진오의 관찰자적 특성은 유진오는 특히 문화 비판자의 역할을 자임
하면서 조선의 후진성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가할 요인이 된다.

1) 관찰자로서의 제대생과 조선적 현실의 응시
평생을 불면증에 시달렸던 유진오의 예민함은 소설쓰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다. 『문우』 4호에 실린 유진오의 초창기 소설 「여름밤」(『문우』4호,
1927.2)를 살펴보자. 소설의 ‘후기’에서도 알 수 있듯 유진오는 종종 자신의 글
쓰기가 부끄럽다9)고 서술하였다. 글쓰기에 대한 예민한 자의식은 장편소설을
완성하고도 발표하지 못한 유진오 특유의 자의식10)으로 발현된다. 이는 유진오
의 ‘전반기’ 소설, 소위 동반자 소설이라고 불리웠던 「복수」(『조선지광』,
1927.4), 「스리」(『조선지광』, 1927.5), 「파악」(『조광』, 1927.6)을 지나
두 번의 절필시기를 포함한 1938년 전후의 소설까지 이어진다.
이와같은 작가의 예민함은 소설의 모티프에서도 그대로 발현되는데, 경성제대
재학중 발표한 초창기 소설에서는 특히 ‘타자’의 시선속에서 정립되는 ‘나’의 모
습이 강조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타자에 대한 관심의 확장은 곧 ‘나’의 문제를
넘어 사회와 계급의 문제로 치환된다. ‘타자’를 관찰하는 유진오의 초창기 시선
은 동반자 작가라는 평가가 가능케 한다. 한편 유진오는 ‘계급’적 관심을 일본
인과 조선인, 그리고 하층민을 타자화하면서 소설의 미학으로 받아들였다.
본고의 2장에서 살펴본대로 유진오는 경성제대 법문학부 시절부터 『문우』,
『청량』, 『신흥』의 세 잡지에서 문학활동을 시작하였다.『청량』에 일본어로
발표한 「뮤-즈를 찾아서」(1925.9)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그의 첫 번째 소설이
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발굴한 미공개 육필원고인 「눈동자」의 완성시기를 포
함하여 유진오의 이력을 수정해 본다면, 유진오는 경성제일고보를 졸업하고 ‘제
1회 대학예과 고등학교 입학 모의시험’에서 수석을 한 1924년부터 소설에 흥미
9) “病中에推敲를못하고 發表함을붓그러함니다” 유진오, 『문우』4호, 1927.2, 70면.
10) 3.4 「민요」의 해설 참조.

- 72 -

를 갖고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눈동자」는 한 소녀에 대한 특이한 ‘응시’가 스며 있는 작품으로 유진오가
『문우』에 실은 「여름밤」, 「S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준다. ‘나’는 M서점에 ‘월간문예잡지’ 창간호 광고가 붙은 것을 보고 친구 R과
함께 들어간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눈동자’를 가진 그녀가 회계일을 보고 있었
다. 그는 ‘가는 목적은 뭇지 안어도’

M서점에 매일 들른다. ‘그에게서만볼수잇

는눈동자’를 갖고 있는 그녀이기에,

‘한업시만흔조고만은화살’이 그녀로부터 항

상 자신에게로 향해있는 것같은 기분을 느낀다.
다행히그눈동자는하로도반작이지안는날은업섯다. 언제든지 내가드르륵하고문
을열고들어서기만하면 긔대와호긔심에타는내시선압헤는 반듯이 나에게향한맑
은빗이잇서다.
맑은빗이랫스니말이지 정말그눈동자는치운련못의물갓기도하엿다. 그우에그빗
에는동요(動搖)가잇는법이업다. 바람도비도안개도업다. 엇던사람이 엇던물건이
그속에빗취든지 그빛에는조금도변화가업다. 양지에누은고양이가시르첫든눈을살
그머니면 그눈도맑기는맑지만 그래도그눈에는아릿다운공상 녯날을추억하는
그리운빗이잇다. 하것만그녀자의눈은엇지도그럿케맑기만한지. 드르륵하는문소
리에이리로향햇든동자는 그맑은빗을바든내눈이야황당하게번득이거나말거나 마
치 아모것도보지못햇든이갓치 그대로장부우흐로도로러지고만다.-그것이고웟
다! (강조: 인용자)11)

소설의 제목이 표상하듯, 이 소설은 M서점에서 일하는 한 소녀의 ‘눈동자’에
반하는 ‘나’의 연애감정에 관한 소설이다. ‘나’는 꽤 오랜시간 동안 그녀의 눈을
쳐다본다. 서사의 디테일이 없고, ‘눈동자’의 묘사에 치중하고 있는 이 소설은
습작기의 소설인만큼 연애에 빠지는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소략화되어 소설적
가치는 그리 높지 않다 할 것이다.
허나 위의 인용문에서 유진오가 공들여 ‘눈동자’를 묘사한 부분은 초창기 유
진오의 소설을 이해하는 중심 테마로 기능할 수 있다. 즉, 그를 향한 연애의 감
정이 시작되는 것은 서로의 눈빛 ‘교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대와 호기심에
찬 ‘나’의 시선만이 아니라, 그 역시 나에게 ‘반듯이 나에게 향한 맑은빗’을 보
내고 있으며 이 시선을 받은 화자는 그녀의 눈빛이 ‘녯날을그리워하는추억의빛’
같다고 받아들인다. ‘나’는 관찰주체일뿐더러 관찰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선의
11) 유진오, 「눈동자」, 미발표 육필 원고, 1924년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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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교환’은 이미 인간주체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요인으로 판단되어 왔다.
즉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응시’의 느낌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나’라고 판단되는 ‘나르시시즘’의 원리12)와 연결된다. 그 여인의
‘눈빛’이 반드시 나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리고 나에게는 ‘추억의 빛’으로 전유
된다는 점은, 상실한 자기 자신의 잃어버린 총체성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이상
적 에고에 대한 강한 갈망이 습작기의 유진오 소설을 관통할 중요한 모티브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밤」은 한 소녀의 뒤를 따라가는 남자의 시선이 그려진다. 은행에 취직
하여 정식 ‘은행원’ 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는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를 매고 출
근할 ‘고’(선임)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 이런 자기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표
현할 길 없는 그는 ‘가슴속이파도치는바다’와 같은 흥분에 휩싸여, ‘희망에찬탐
험의길’을 나서기로 한다. 이때 그가 자기자신을 전시할 공간으로 택하는 곳이
‘야시장’이다.
「녀름의京城- 歡樂의都- 夜市에반작이는별가튼눈-」
올치! 야시로가자!
근대적도시문명을상증하는야시. 경련된인심을노래하는야시.소요의나라. 대
장 는가마의야시더구나그곳에는「별」가튼눈에서흘으는추파가잇다!13)

소설의 주인공에게 ‘夜市’는 근대적 도시문명을 상징하는 곳이기보다는, ‘별가
튼눈’들이 가득찬, 즉 타자의 시선을 한껏 받아 ‘자기 자신’의 가늠해 볼 수 있
는 중요한 장소이다. 그는야시에서 만난 한 여성을 따라 들어가지만 결국 ‘불한
당’ 취급을 당해 문밖에서 ‘양옥안의전등’이 꺼질때까지 기다려도, 대문속의 그
녀는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유진오는 경성제대 재학 내내 잦은 병에 시
달리고 있어서, 소설의 말미에 ‘병중’에 게재한 형편이라고 밝히면서 서사 구조
의 허술함이 갖는 원인을 독자에게 알리고 있다. 그만큼 이 소설은 전반적으로
허술한 작품 구조탓에 그가 의도한 도덕적 청렴함14)이 깊숙이 묘사되지는 못하
12)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2003, 94면.
13) 유진오, 「녀름밤」, 『문우』4호, 1927.2, 65면.
14) 은행두취와 그의가족만해도M에게는민족이나다른것가치 아니 사람이상의사람갓치생각되거든 허물
며그보다도더돈만은사람들이랴. 자긔는웨쓸데업는짓을햇슬가. 본색에도업는모험심을내여 숭배하여
야만할사람에게 모욕적공상을함부로햇슬가. M은마당구석에서서후회하고다시후회하엿다. 자긔를「규
지」로붓처주어 야학을단니게하고 어머니를모시게하고 오늘「고」로숭밈식혀준 돈잇는사람들일반
에게대해서도 배은망덕의행휘를하엿다고생각하엿다. 「성경」엔가잇다는부녀자를보고간음하는마

- 74 -

였으나,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여름의 ‘야시’에서 ‘별가튼눈’을 찾아헤메
이는 것은 바로 ‘나’였다는 것, 그리고 나를 바라보아줄 이상적 시선이 초창기
유진오 소설에서 그만큼 중요한 테마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처녀가 사는 ‘골목길’뒤안은 ‘서울서나서 서울서자랏스면서도 M은한번도
와본일도업는곳’ 으로 묘사된다. 야시와 불과 몇걸음 안떨어져 있지만 ‘이곳은
아조별세상가치고요’15)한 곳으로 쓰러져 가는 초가집과 대비되는 양옥집이 공
존하는 도시의 양면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관찰자’, 혹은 그 ‘시선’을 받는 자의
심리를 통해서 소설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S는 자회」(『문우』, 1926.3)서도 보여진다. S는 바
자회에 설레임으로 들어가지만, 바자회안에 있는 식당과 카페에서 메스꺼움을
느낀다. 카페와 식당에 가득찬 양복입은 사람, 웨이추레스 사이에서 그는 시선
의 어지러움을 느낀다. ‘젊은게집’과 ‘남자’들 사이에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
하는 그는 자기자신한테 왠지 분하고 얄밉고 창피한 감정이 들기 때문이다.
“어느샛벌갓흔눈이하나나S에게쏠니고잇섯스랴!”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바자회
에서 아무런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존심과 우월감으로 포장하
고 있었지만, “새ㅅ별갓흔눈”의 주목을 못받으면 자신이 있을 곳은 화려한 바
자회가 아니라 “축축한골목길” 일뿐이라는 주인공의 이중적인 심리가 스며있
다.
야시장과 골목길은 습작기의 유진오의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테마로
타인을 관찰하는 공간이다. ‘수많은 눈동자’가 항상 주인공을 응시하고 있고,
‘나’는 과도한 시선속에서 항상 어지러움증을 느낀다. 즉 타자의 시선속에서
‘나’를 인지하는 주인공들의 내면 심리는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
다는 망상과 연결될 수 있다.
타인의 시선속에 포착된 ‘나’의 모습은 항상 불안하다. 이는 유진오의 초기
소설에서 반복되는 특징인데, 유진오는 타자가 자신의 내면을 감시, 감독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말하는 ‘양심’이다. 양
심에 의한 자기비판은 근본적으로 자기비판의 토대가 된 자기 관찰과 일치16)하
고 있는 현상이 벌어진다.

음만닐으키어도간음한것이라는구절이생각되기도하엿다. 유진오, 「녀름밤」,『문우』4호, 1927.2,
69면.
15) 유진오, 「녀름밤」, 『문우』 4호, 1927.2 68면.
16) 프로이트, 「나르시시즘 서론」,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06,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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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의 초창기 작품, 「여름밤 일경」(『신문춘추』, 1928.6), 「박군과 그
의 누이」(『조선지광』, 1928.6)는 골목길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소설이다.
「여름날 일경」은 ‘골목길’의 앞뒤로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짐을 예견한다.
비방울이 잇다금 던지다마다하엿다. 골목어구에선창수는 지옥으로통하는굴
소가튼골목속을 예상을친놀난눈으로 한번더가만히드려다보앗다. 어제저녁에
그럿케도사람이들튼이골목속이언만 오늘저녁에는아조텡텡뷔엇다. 거믜줄에싸
힌전등불이 상청의초불가치 벅이고잇슬이다. 웬일일가. 주틴이리의그것
가치 이골목속에우물거리든 어제저녁의그만흔취한다리와 피줄친눈알이 모도
다어데로갓슬가.17)

식민지의 이면을 탐색할 시선을 확보한다. 이처럼 초창기 유진오 소설에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 ‘관찰자’의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많으며, 그 시
선은 사회를 바라보는 ‘구경꾼’(spectator)이라는 수동적 개념에서 나아가 자신
의 행동을 확신하고 미리 자신이 보고자 하는 관습과 제한의 체제에 맞추어 대
상을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자’(observer)18)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 관찰자란 ‘바라보다’의 수동적 의미를 지닌 구경꾼과는 차별화된다.
구경꾼(spectare)은 극장이나 화랑, 즉 ‘스펙타클’앞에서 구경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관찰자(observare)는 분명 보는 사람들이지만 미리 규정
된 가능성의 체계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코드와 규제와 실천을 준수하며 관찰자
의 능력을 가능케한다. 따라서 관찰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경험연구’를 통해
인간 지식을 재구성19)하는데 있다.
『조선지광』에 「스리」(『조선지광』, 1927.5)로 등단한 이후 유진오는 도
시 노동자, 도시 빈민, 사회주의 운동가와 동조자와 같은 사회적 ‘계급’의 갈등
을 전면적으로 부각시키기에 이른다. 이는 유진오 소설이 갖는 분석적 지식
인20)의 역할을 좀더 충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이기도하다. 타자와 ‘나’를 견주어
보는 이 소설은 식민지 조선의 이면을 살필 객관성을 담보한다. 그리고 ‘타자’
17) 유진오, 「여름날 일경」, 『신문춘추』, 1928.6.
18) 조나단 크레리, 『관찰자의 기술』, 임동근‧ 오성훈 역, 문화과학사, 2001, 18면.
19) 조나단 크래리, 『관찰자의 기술』, 임동근․ 오성훈 역, 문화과학사, 2001, 18면; 115면.
20) 조남현은 유진오의 개성은 ‘서사적 인식’과 ‘탐구’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마르크시즘에
대한 공부와 이해수준을 통해서 볼때 유진오에게 사회주의는 인식이나 탐구의 대상임이 분명하였
다. 조남현, 「유진오와 이효석 소설의 거리」, 『한국 현대문학사상 논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69~19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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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나’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 골몰했던 유진오의 관찰자적 시선은 식민지를
‘조사’, ‘관찰’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이러한 시선은 ‘자기응시’와 관련되었기에 좀더 중층적일 수 밖에 없다. 유진
오는 일본인에 의해 수동적인 ‘대상’으로 종속되는 헤게모니의 장으로 조선인의
위치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소설에 등장하는 조선인을 스스로 ‘응시’의 대상
으로 만들고, 관찰되는 주체로 형상화한다. 이 응시는 조선인에게 스스로의 존
재를 ‘의식’하게 만들고, 나아가 그로 하여금 응시의 방향을 바꾸어 자기 자신
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자각21)하게끔 한다.
이와같은 모습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이분법적인 시선에서 나아가 식민지인
자신의 위상을 투영시킬 ‘타자’가 필요한 사실, 즉 ‘일본’이라는 타자로 조선을
비추어보는 기존의 탈식민주의적 독법을 넘어설 기반을 마련한다. 관찰자의 특
성상 끊임없이 ‘경험’을 주체에게 투영시킴으로써 단일한 장으로 조직화되는 시
각의 편협함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간 조선과 일본사이의 혼종성, 혹은 조선과 일본의 중간세계(in-between)
에서 가늠될 조선인의 위치는 결국 일본이라는 타자에 대한 적극적인 ‘모방’과
‘전유’로 정체성을 성립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탈식민 독법의 모순은 문명화
된 타자가 있어야 ‘식민지인’의 위상도 정립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유진오는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정체성을 혼란하는 인물에 주력하
기 보다는 일본인을 자기자신보다 ‘약간’ 우월한 인물로 그리거나 혹은 일본인
자체를 소설에서 소거해 버리는 방식에 집중한다. 혹은 일본인을 모방하는 자
기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희롱함으로써 “속이는 척하면서 속이는 일”22)이 가능
했던 식민지 자체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소설의 소재로 끌어오고 있었다.
이와 같은 면은 사회주의 연구소활동을 하면서 얻어진 유진오 특유의 관찰자
적 성격이 소설로 투영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역으로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이
쉽게 ‘망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면은 자기 비판의 토대가 되는
‘자기 관찰’이 강화가 된 유진오 특유의 나르시시즘의 모습 때문에 가능하였다.
유진오는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서 ‘고뇌’하는 주체를 그려낸것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위장한 자신이 스스로 붕괴되는 지점을 스스로 ‘응시’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려낸다. 다음은 1930년 4월 『별건곤』에 발표한「귀향」의 한 장면
이다.
21) 레이초우, 「토착민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이산, 2005, 78~83면.
22)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이수련 역, 인간사랑, 2002,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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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밤 나는흉한속에서 괴로워하고잇섯다. 누가 「아저씨 아저씨」하고
나를불으면서 내몸을흔들엇다. 눈을 보니 이마에진이흘넛다. 「하루기」가
눈을둥그럿케고 나를들여다보고잇섯다.
「아이구 인제정신이나슈. 난혼낫서자다가엇제다닛가 아저씨가왼통주먹을
내들으면서 무슨 「이노무 이노무」하면서 소리를치신다우. 「이노무」가 무슨
소리유」
앗차- 나는 조선말로잠대를한것이아닐. 그러나 나는시침이를고대답
하엿다.
「글세 무슨소릴첫슬」
웬일인지 몃칠밤을련해자리가사나웠다. 그릴적마다 그릴적마다 잇튼날아츰
이면 「하루기」는우스면서
「대체 「이노무」가무슨소리유」
하고뭇는것이엿다. 내조에는 나를 「이노무노오지쌍」이라고불넛다. 나는잠
대를아니하랴고애를섯스나 그럴수룩에 잠고대는점점더심해갓다
「엇저녁엔 웬영어로그럿케드슈」
「영어?」
하고보면 나는필연조선말로섣들어대임에틀님업섯다. 나는엇저녁에 고향에
도라가 한바탕연설을하엿스니.23)

이러한 동인(agency)은 단순히 ‘조선인’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된 이후에 나타
난 저항이 아니고, 혹은 ‘일본인’을 단순히 ‘일본어’로 모방하면서 빚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붕괴를 ‘목격’하는 자로 형상화된다. 즉 ‘일본인’의 입장
에서 수동적 대상으로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기 보다는 당시 유진오는
주체에게 스스로의 존재를 ‘응시’하게 만들고, 나아가 그로 하여금 응시의 방향
을 바꾸어 ‘자기 자신’을 바라볼 필요를 낳게 한다. 이는 유진오 특유의 ‘자존
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설에서는 종종 ‘조선인’에게 조롱당하는 지식인의 모
습을 그려내고 있다.
「귀환」(『별건곤』, 1930.4)에서 주인공은 김택이라는 조선어의 이름과 일
본이름인 ‘에시마’ 사이에서 정체성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에시마’로 살아갈
때의 편안한 향유가 자기 스스로의 ‘실수’24)로 깨졌을 때이다. 그는 일본인 친
구 옆에서 잠을 자다가 “이노무 이노무”라는 잠꼬대를 연발하는 자기 자신을
23) 유진오, 「귀향」 상, 『별건곤』 1930.4 , 140면
24) 프로이드,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임진주 역, 열린책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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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든다. 어떻게든 잠꼬대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고향에 돌아가 연설”을
하는 꿈속의 상황은 현실에서 사회주의운동을 하다가 일본의 한 ‘시골’로 쫓겨
간 자신이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가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하나 더 얻게 된다. “이노무노오지쌍”. 이노무는 ‘이놈’을 뜻하는 용어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때나 싸우고 있을때 튀어나오는, 즉 일본어로 번역될 수 없는
조선 고유의 ‘욕’ 혹은 ‘하대어’이다.
‘하대어’가 남발되는 그의 무의식은, 꿈에서만큼은 그 자신이 ‘조선인’임을 숨
길 수도 없는 현실을 말한다. 한편 일본인 입장에서는 “이노무”라는 단어가 ‘영
어’처럼 신기하게 들린다. “에시마”상이라는 일본이름이 있지만, “이노무”라는
조선의 하대어에 일본말 “상(相)”을 희화화되게 붙여줌으로써, 일본인과 조선
인, 이 모두의 입장에서 ‘조롱’을 받는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현실을 극대화한
다.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이상이 자신의 이름 김해경을 버리고 조선인 성 (이)
과 ‘씨’를 말하는 일본어(상)이 조합된 듯한 어색한 이기도 하지만, 그는 ‘차라
리’ 자신이 조선인임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는 인식으로 나아간다. 즉 일본인
과 조선인 사이의 ‘모방’에 기대어 자기자신을 주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
신’을 조롱하는 입장에서 보다 객관화된 관찰을 시도 하고 있었던 것이며, ‘나’
라는 존재는 결국 역으로 ‘타자’에 의해 발견되는 성질이 있다는 것, 즉 ‘나’와
‘나’를 관찰하는 사회25)에 대한 고민이 깊어간다. 즉 유진오는 자신을 응시하고
조롱하며 희화화하면서, 자신의 주체성을 점차 정립해 나가는 과정으로 나아간
다.
「사령장」(『문학』, 1936.4)에서도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서 느껴지는 자
기 응시의 수법은 반복된다. 이 소설은 박군이 일본인 교장 ‘좌등’을 만나고 취
직을 하는 이야기이다. 박군의 눈에 비친 일본인 ‘좌등’은 서울 한복판에 솟아
있는 ‘훌륭한 학교’를 만든 ‘수단객’이며, 아랫사람을 거느릴만한 포용력과 아량
이 없는 인물이라는 소문이 퍼져있다. 그러나 실제 박군이 만나본 좌등은 “다
정하고 상략한품이 듯든이같이 깍정이는커녕 보통사람”이상의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25) 가라타니 고진, 『언어와 비극』, 조영일 역, 도서출판 b, 2004, 445~459면. 가라타니 고진은 크
립키의 이론을 적용하여 ‘나’의 단독성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야한다고 한다. ‘나’의 단독성은
내가 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게 아니라, 역으로 타자에 의해 발견되는 성질이라는 것, 즉 ‘사회적’
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고 한다. 즉 고유명을 지우는 것은 나의 ‘사회성’을 지우는 것이라는 뜻이기
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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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의 말솜씨는 이 소설에서 여러번 강조26)된다. 그의 상냥한 말투와 대
비되는 이는 바로 학교의 교무주임인 태전이다. 박군은 격찬을 받고 대학의 ‘졸
업논문’을 통과한 지라 A교수와 ‘좌등’에게 이미 신임을 받고 있었다. 좌등에게
취직을 부탁하러갈때마다 학교에서 항상 무뚝뚝한 표정으로 자신을 맞는 태전
의 인상은 불쾌하기 짝이 없다. 그는 친절하게 대해주기는 커녕 “귀찮으니 어
서 가라는 눈치”를 자주 준다.
마침내 박군은 취업을 한 이후에도, 취직자체의 기쁨보다는 “자기에게 호감을
보여주지않든 태전을 이긴것이 몹시 통쾌”한 상황을 즐긴다. 그러나 이러한 박
군에게 결국 ‘모멸감’을 안겨주는 것은 좌등교장의 태도이다. 박군이 취직된 것
은 곧, 일본인 ‘좌등’이 운영하는 학교의 ‘아랫사람’이 된것을 의미하기 때문이
다. ‘사령장’을 수여한 이후 좌등교장은 박군에게 바로 “기미”로 부른다.
박군은 “이것은 필연 태전이를 부르는것이라고 고개를 돌려 태전이를 쳐다
보았다. 그랬드니 태전이는 「아니다 너를 부르는것이다」라고 입끝으로 군호
를한다. 다시 고개를 교장편으로 돌렸드니
『음- 박군 인젠 자네두 오늘 이순간부터는 우리학교 직원의 한사람이니까
학교규칙을 잘지키고 직무에 충실해야 헌단말이야……』
박군은 자기의귀를 의심했으나 좌등의 태도는 조금도 무리가없는 자연한것
이었다. 박군은 어리둥절해 말하는 좌등의 눈과입을 더듬었으나 그의말은 점점
더 침범치못할 위험을 띠어올뿐이었다.

27)

‘대학’에서 뛰어난 논문으로 격찬을 받고 ‘좌등교장’의 신임을 받고 있는 박
의 자부심은 교장선생의 상냥한 말투에서 더욱 강화되나, 이러한 존중은 좌등
교장의 세련된 매너였을 뿐, 박군에 대한 존중은 아니였다. 뛰어난 졸업논문을
발표했고 A교수라는 ‘배경’이 있을지언정, 그는 ‘좌등교장’에게 ‘기미’라는 하대
어로 지칭될 수 밖에 없는, 즉 ‘군(君)’이라고 불릴 존중의 위치도 되지 않는
‘조선인 직원’일 뿐이다. 갑자기 태전이 믿음직해보이면서 그의 투박한 뒷모습
에 “바보같은 웃음”을 보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바로 나르시시즘의 ‘균열’이
빚어낸 자기조롱의 순간이라 할 것이다.
26) “그러쵸 그러쿠말구요”를 련발하며 고개를 끗떡였다.(173). “그는 말끝마다 반듯이 경어를 썼다”
(173) “남의 말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173) “좌등이 대해주는 태도는 언제나 다름없이 다정스
러웠으나”(175) “「-돈보다도 무엇보다도 교직원생도간의 일심협력이 첫째니까요」 박군은 교장의
응대에 새삼스레 감동되었다.” (177) (유진오, 「사령장」, 『창랑정기』, 정음사, 1967)
27) 유진오, 「사령장」, 『창랑정기』, 정음사, 1967, 178~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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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기억」(『문예월간』, 1931.11)은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위에 서
있다. 유진오는 국제무대에서 가늠되고 있는 ‘조선인’의 위치를 상상한다. 그가
파악하는 조선인은 일본인으로 설명되거나 중국인의 모습으로 상상된다. 상하
이에서 만난 ‘조선인’은

조선인의 위치를 격상하거나, ‘자기 자신’이 조선인임

을 망각한다.
며칠후나는 일본령사관으로 인도되고 며칠안해 석방되엿다. 나는 서영상군
의소식이궁금하엿스나 아모리해도알길이업슴으로 바로 조선으로 도라왓다.
그러나 서영상군은 대관절엇지되엿슬? 일월십칠일날밤의 그총소리는 무
슨소리엿슬? 이것은 조선으로 도라온후에도 일상 나의가슴을 내리누르는 큰
의문이엇다. 나는 신문이오기만하면 주욲에관한긔사는 하나도 지안코 일거보
앗스나 이사건에대하야는 아모소식도엇지못한채초몃달인가지낫다.
지난 사월에 비로소 나는 그의문을해결하엿다. 미국에잇는 동모가보내준잡
지에 중국좌익예술가동맹에서 전세계의 동지에게 보내는 호소장이잇섯다. 그호
소장의란 (欄) 우에 절믄중국사람들의사진이 대여섯개잇는데 그중에 서영상군
의사진이 여잇섯다. 서군사진밋헤는 확실히 로-마글자로 서영상이라고 씨워
잇고 그의나히지 스물일곱이라고 려시박혀잇섯다.
나는급히 그호소장을 내리일것다. 그리고비로소모든것을 다럿다. 일월십
칠일밤의총소리는 중국신흥 xxx의빗나는별 스물일곱살의절믄 서영상과 밋그의
동지들의 가슴을 향한국민정부의 그것이엇든것이다. 나는 잡지를덥고 눈을감고
그날밤의 광경을머리에 그리어보고 그리고이를악무럿다.28)

그가 생각하는 조선인은 국제 극예술 학회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다. 동경
서 한 하숙에 있을 때 독일어, 영어, 불어에 능통한 서영상은 국민정부의 ‘군인’
으로 중국신흥정부의 “빛나는 별”로 묘사된다. 즉 상해에서 활동하는 서영상은
‘조선인’이기 이전에 “전세계 동지에게 보내는 호소장”에 이름이 호명된다. 마
적과 활극이 있는 상해에서 공산주의 당원인 그는 극예술학회의 메인 멤버로,
소설안에서 펼쳐지는 주인공의 영웅적인 모습은 경성제대를 졸업한 무렵의 소
설의 유진오의 현실과 대비되는 장면이다. 이같은 면은 경제연구회가 참담하게
실패하고 그 실패의 경험이 심적인 부담이 되어 소설쓰기를 멈추게 된 유진오
의 상황과 묘하게 대비된다.
이는 그의 대표적 소설이라고 알려진 「김강사와 T교수」(『신동아』,
28) 유진오, 「상해의 기억」, 『유진오 단편집』, 학예사, 1939,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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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1)에서도 발견된다. 「김강사와 T교수」는 유진오의 경성제대 조교 시절
의 체험과 연관되어 지식인 소설의 전형이라고 독해되었다. 주인공 김강사는
대학시절 문화비판회활동라는 학생단체의 멤버로 활약한다. 김강사는 A소좌와
더불어 취임식을 하면서 사회주의 활동에 힘썼던 과거의 자기자신과 사회의 기
득권에 편입하려는 현재 자신의 위치를 떠올려 본다. 그가 생각하는 지식계급
은 이 사회에서 “이중 삼중 사중 아니 칠중 팔중 구중의 중첩된 인격”을 갖춘
존재이다. 그러나 “그 많은 중에서 어떤 것이 정말 자기의 인격인가”에 대해
격렬한 혼란을 맛본다.
피곤하면 뒷골목에 갑자기 많어진 차집을 찾어들어가 정신나간 사람같이
앉어있었다.차집에는 아모데를가도 일상 김강사와같은 젊은사내들이 긋득하였
다. 그들은 대개는 김만필과 비슷한 경우에처해있는 사람들이었다. 학교는 졸
업했으나 갈곧은없고 학문이나 예술상의 기적적인 사업이 하로밤에 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상타파의 마음을 굳게해서 강철이나 불길을 사양치 않을만
한 용기를 제마다 갖고있는것도 아니고보니 차를 사먹을 잔돈푼이 안즉있는동
안에 이렇게 차집에 와서는 웅뎅이에 고인 물같은 시간을 보내고있는것이다.
여기서는 활발한 토론의 꽃이 피는 법도없으며 불ㅅ길같은 사랑의피가 타오르
는일도없고 오직 주검과같은 침묵의 시간이 게속될뿐이었다.29)

여러번의 구직을 실패한 김강사는 종종 뒷골목의 차집에 앉아 ‘젊은사내’들을
관찰한다. 학교를 졸업했지만 갈곳이 없고, 학교에서 배어온 학문을 곧바로 현
실에 써먹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처지였다. 「김강사와 T교수」
가 보여주는 균열이 여기에 있다.
지식인 소설의 구직에 관한 소설은 「가정교사」(『조선강단』, 1930.1),
「오월의 구직자」(『조선지광』, 1929.9), 「사령장」(『문학』, 1936.4), 식모
난에 속하는 소설은 「김포아주머니」(『방송지우』, 1944)가 있다. 유진오는
경성제대 시절부터 일제말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소재로 삼은 것은 바로 이
러한 ‘구직모티프’로 조선을 관찰할 가장 중요한 테마로 성립될 요건이 되었다.

2) 문화비판자로서의 역할과 전근대적 시간의 축출

29) 유진오, 「김강사와 T교수」, 『유진오 단편집』, 학예사, 1939, 135~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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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에서 설명하듯 유진오는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을 타자화 시키고 있었다.
유진오는 특히 국경지대를 접근할때 자신이 ‘조선인’임을 강하게 인지한다. 다
음의 글은 유진오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이다. 인용문은 식민지 시대의
담론은 아니지만, 유진오가 ‘땅’과 ‘인종’을 결부시키는 시선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외무성의 호의로 특별히 돌려 준 자동차로 시가를 달리면서, 우선 현저
하게 눈에 띈 것은, 수많은 현대식 고층건물이 이곳저곳에 올라가고 있는 광경
이었다. 고층건물이라 하여도 지반이 약한 런든인지라, 영국식 스카이 스크레
퍼는 아니지만, 날씬한 구층․ 십층의 큰 건물들이 이곳 저곳에 올라가고 있는
모양은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전후 십이년에 인제서야 런든시로부터 戰災의 흔적이 일소되는구먼요.” 하
였더니, 안내의 P씨는 “시가지건설이 이렇게 늦은 것은, 정부가 전후재건에 일
정한 계획을 세워 주택건설을 우선 시키고, 상점이나 관청건물은 뒤로 미루었
기 때문입니다.” 한다. “그렇습니까” 하고 무심하게 대답하는 체하였으나, 나는
속으로 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 지도하의 주택건설
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도 판잣집․천막․토막 속에서 사는 사람이 수두룩한
반면에, 돈푼이나 잡은 사람은 제멋대로 시가 중심지에 삼층․ 사층의 건물을 지
어서는 당구장․ 샤풀 보드․ 댄스홀․ 식당 등에 세놓아 먹는 것을 일삼는 조국의
수도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나마, 파괴된 자리에 새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던 나 자신이 아닌가!30) (강조: 인용자)

유진오는 해방이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위와 같은 인상기를 많이 남겼다.
영국과 리스본을 다녀오면서 남긴 기행문 형식의 글에서 강조되는 것은 ‘타국’
와 ‘나’, 혹은 ‘타국’과 ‘자국’에 대한 강렬한 부끄러움이다. 그는 영국이 정부시
책에 따라 주택건설을 먼저하고 시가지 건설을 나중에 하는 이유를 듣고,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이 ‘마천루’위주의 도시계획 사업을 주도하는 것을, 그리고 “파
괴된 자리에 새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던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
각한다. 그는 곧 영국 사람의 국민성, 영국의 문명, 영국인의 생활양식을 파악
한다. 다른 어떤 “선진민족”의 것을 배워서 만든것이 아니라, 그들의 “국토”안
에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민족성31)임을 강조한다.
30) 유진오, 「영국의 인상」, 『구름위의 만상』, 일조각, 1966, 40면.
31) 수필 「리스본의 인상」에서도 “정장의 신사”가 많은 리스본 거리가 유진오에게 다소 특이한 관점
으로 다가온다. “모자를 안쓰는 풍조” “검은색 중절모”를 쓴 것을 보면서 “그들이 보수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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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 유진오의 운신의 폭이 문학가로서가 아니라 대학의 행정직에 머물
러서 ‘해외’라는 개념이 좀더 자유로웠다는 가정이 들지라도 땅과 풍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의 성향을 동궤에 놓는 유진오의 관념은 30년대 말에서 40
년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그러한 의미에서「산중독음」(『인문평론』,
1939.10)은 조선의 문화에 대한 유진오의 관점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
1) 금강의 품안에서 나는 이러한 절경을 낳아준 자연의 힘에는 탄복할지언
정, 이 절경에 와서 한시(漢詩)조각이나 읊은 끝에 바위에 이름이나 새겨 놓을
줄 밖에 모르던 우리의 조선의 문화적 능력에 대해서는 환멸밖에 느끼는 것이
없는 것이다. (중략) 구름은 흘러가고, 또 흩어져 버리되, 금강산의 산속은 그
대들의 불의의 기록과 함께 천년을 가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어찌 부귀
로써 이를 굴복할 수 있다 망상하느뇨.32)

인용한 글에서 유진오는 ‘금강산의 절경’을 바라보며 현재의 조선의 처지에
대해 ‘환멸’을 느낀다. 동일한 금강산을 보고도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33)로 문
명의 열등함을 한탄했던 이광수와는 다르게 조선의 “제도와 습속의 낙후성”34)
에서 원인을 찾아야한다는 인식으로 나아간다.
이와같이 자연과 인간의 성질을 유비적으로 파악하거나, 여행을 통한 인상을
그 지역의 풍토와 연관짓은 것은 당시 조선의 지식층을 강타35)하였던 와쓰지
데쓰로의 『풍토론』과 유사하다. 와쓰지 데쓰로는 1927년 2월을 출발하여 한
달 남짓한 항해 여행을 거쳐 유럽에 도착했는데, 그 사이 행선지들의 풍토 문
물의 변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인 유럽땅을 처음 접했을
때의 인상을 풍토와 견주어가며 기술36)하였던 것이다.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강하게 확신한다.
32) 유진오,「산중독음」, 『구름위의 만상』, 일조각, 1966, 96면.
33) 기호나 서북지방에는 호남인, 영남인의 자손이 이거하기때문에 순혈한 혈통이 없어지고 일종 나제
혼혈이오 서북의 기위풍토에 감화된 딴 종족이 생겼다. 그러나 백제인은 신라인의 피정복자오, 지
금 조선문명의 직계가 신라에서 나려왔으므로 서북인은 언어나 습향이 영남인다운 점이 만타. 딴소
리지마는 고구려인의 자손은 다 어디로 갓는지, 평생에 의문이다. (중략)평안도부인네의 곡하는 소
리를 들으면 꼭 수심가가락인데 평남부인네의 곡하는 소리를 들으면꼭 육자백이가락이다. 혈연과
풍토로 이어진다. 이광수, 이광수,「남유잡기」,『삼천리』, 1938. 8.
34) 유진오, 「民族性의 形成과 變遷」, 『젊음이 깃칠때: 인생관』, 숭문출판사, 1978, 209면.
35) 와쓰지 데쓰로의 풍토론은 사카이 나오키, 「와쓰지 데쓰로의 동일화와 부인」, 『번역과 주체』,
후지이 다케시 역, 이산, 200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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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쓰지 데쓰로의 ‘풍토론’이 땅과 인간의 착종성을 주시하고 있었다면, 유진
오는 조선의 국토를 재발견하면서 그와 어우러진 독특한 인간상을 형상화한다.
금강산의 ‘풍토에서 우리의 조선, 우리들 자신과 같은 ‘인간’을 재발견하는 지점
은 와쓰지 데쓰로의 ‘풍토론’에서 자아와 세계, 그리고 타자를 발견하는 형식과
닮아 있다. 이는 유진오가 인간을 발견하는 원리이며, 그가 파악하는 인간상의
조건이다.
유진오는 조선의 문화에 대해 안타깝게 느끼거나 동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우
월한 주체로 격상시킨다. 즉 자신보다 낮은 문화에 대해 ‘거리감’을 확보한다.
때문에 유진오는 금강산의 불멸성과 대조하면서 저급하게 바위에다가 글씨를
세기는 저급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여행을 하면서 땅과 풍토 그리고 인간의 성향을 견주어 보는 이러한 태도는
『산중독음』에서는 금강산의 풍토를 통해 조선 민족을 파악하고, 이것이 바로
조선의 문학과 수필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금강산’의 문화적 유산이 조선문
화에 대한 환멸로, 그리고 ‘조선’의 글쓰기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다소 허황한 이 논리의 비약은 유진오가 그 스스로를 ‘문화 비판’을 할 관찰자
의 역할로 자임함으로써, 조선의 낙후성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汽車の中」, (『國民總力』, 1941.1) 은 기차여행을 하면서 조선의 낙후성을

발견하는 일본여인이 주인공으로 나타난다.「기차안」에서 일본인 미츠코가
“처음 보는 반도의 풍물”을 유심히 내려다보는 모습을 서술한다. 미츠코는 ‘산
사태가 나 있는 붉은 흙의 민둥산’, ‘추수가 끝난 후의 황량하고 공허한 들’, ‘웅
크리고 늘어선 낮은 초가집’, 에 대한 미츠코의 감상을 적어놓고있다. 그녀는
일본의 삼등열차보다는 ‘내지’의 이등열차의 사람들이 훨씬 더 깨끗하다는 지인
의 조언을 받아들여 내지의 기차를 탄것이지만, 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실
제 일본의 기차보다 조선의 열차-부산발 신경행-가 늦게 도입되었기에, 문물의
수준에서 당연한 결과다.
그녀는 조선사람을 ‘흰옷’을 입은 사람들로 구분한다. 그녀가 받은 조선에 대
한 첫인상은 ‘느리다’ 이다. 미츠코가 발견한 조선인은 “잠에서 아직 다 깨지
못한 발걸음”, 장단 맞춰 일하는 소리까지 무언가 “축 늘어진” 것 같은 수동적
인 인상이다. 허나 도쿄에서 자라온 미츠코가 “고속도 촬영기”로 찍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처음 보는 반도의 풍물”을 “질리지 않고 골똘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특이한 조선적인 풍경”이 하나하나 전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36) 오쿠보 다카키, 『일본문화론의 계보』, 송석원 역, 소화, 2007,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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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코는 경성까지 가는 식당차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청년과 대화를 나눈다.
미츠코는 그에게 “누추한 조선옷”은 왠지 기분이 나뿌며, 심술궂고, 가까이 하
기에 힘들다고 설명하였다. 미츠코가 청년에게 자신의 내면을 스스럼없이 설명
하는 것은 그에게 친근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화가인 도쿄의 사촌과 그는 왠지
닮아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청년은 외양만으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모습
을 구분할 수 없다. 품위있는 인격과 뛰어난 그림솜씨를 보면서 그는 ‘사촌’을
연상한다.
「汽車の中」에서 문제적 장면을 살펴보자. 미츠코가 누추한 조선옷이나 삼등

열차를 보고 조선의 ‘민족성’을 발견하는 장면보다는, 일본인과 ‘유사’한 듯 보
이는 조선인이 ‘조선’의 문화를 바라보는 다음과 같은 지점이다.
“하지만 모두 아주 더러운 집에 살고 있군요. 저래도 아무렇지 않은지. 좀
깨끗이 할 수도 있을텐데” (중략) “그건 뭐 문화의 정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첫째로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있어서 그런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
습니다. 게다가 조선의 농가는 지금 우리가 지나온 부산 부근이 가장 지독합니
다. 조선 땅 어디를 가도 그 부근처럼 황량한 곳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
에 내지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첫인상이 아주 나쁘게 됩니다”37)

40년대 말 부산의 모습을 유진오의 방식으로 재현해본다면 문화의 정도가 가
장 낮은 “조선땅 어디를 가도 그 부근처럼 황량”한 곳은 없는 곳이 된다. 이는
미츠코가 ‘흰옷’을 통해 조선민을 바라보는 심정과 유사하면서도 더욱 냉소적인
태도라 할 수 있는데, 청년이 연이어 ‘경주’를 옛 문화의 훌륭한 문화지38)로 선
전하는 장면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이어 청년은 경주의 ‘불국사 스케
치’를 제시한다. “조선의 건축은 딱 내지와 지나의 중간”에 있다는 것, 그리고
“풍습도 문화도 사람의 중간”이기에 조선은 지나와 내지의 중용을 이루고 있다
고 설파하는 지점이다.
「김강사와 T교수」(『신동아』, 1935.1)에서도 조선의 낙후성을 ‘민속’, ‘무
당’으로 표현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별안간 그는 이번 겨울방학동안에 조선의 민속(民俗)에대해 많이 연구했다고
37) 유진오,「기차안」,『한국 근대 일본어 소설선 1940-1944』, 역락, 2007, 74면.
38) 황종연, 「근대 한국의 민족적 상상물의 식민지적 기원」, 『신라의 발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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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꺼냈다.
“마침 무당을 하나 붓들었기에 여러 가지 조선의 신앙 미신 관혼상제의습
관 풍속같은것을 조사해봤는게 썩 흥미가있네나. 한 민족을 철저하게 이해할냐
면 역시 이방면부터 조사해 가는것이 제일 첩경이야. 미친것을 곳치랴면 신장
내린 무당이 동쪽으로 뻐친 복사나무가지로 병자를 실컷때려주면 멀정하게 나
버린다네. 재미있지않은가. 그리고 거짓말하고 댄기는 여자한테는 똥을멕인다
데나. 허……. 이것은 아주 합리적이거든. 난 조선여자들이 살결이 웨 고은가했
더니 그비밀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었서. 밤에 잘적에 오줌으로 세수를 헌대나
그려. 인제 우리여편네한테루 오줌세수를 식혀볼까. 허……어허……”
T교수의 호걸같은 우슴에따러 다른교수들도 일제히 껄껄거려 우섰다. 그러
나 김만필은 가만히 있을수없었다. T교수의 뺨이라도 힘껏 후려갈기고 싶었으
나 참는수밖에 없어서
“그런 풍속이 어데있단말슴이오. 나는 듣도 보도못했소”
김강사는 겨우 이말만했다. T교수를 비롯해 모든사람들은비로소 김강사가
있는것을 깨달은듯이 그의얼골을 바라보고 교관실의공기는 별안간 싸늘해졌다.
T교수는
“아니 당신은 이런것은 이리저리 생각하실것없지오. 무식한 무당한테 들은
소리니까”
하고 그로서는 처음보는 미안한 얼굴을 지었다.
“어쨋든 미신이라는것은 어떤 문명국에라도 있는것이니까”39)

무당이 복사나무가지로 환자의 병을 쫓는 것, 거짓말하는 여자에게 분뇨를 먹
이는 전근대적 시간을 ‘타자화’함으로써, 조선의 문화적 후진성을 강하게 비판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인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가능한 논리40)이다. 유진오는 일
본인이 비판하는 조선의 ‘미신’과 ‘무당’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는 관찰
자의 시선으로 조선의 낙후된 후진성을 발견하고, 조선의 타자화하는 일본인의
시선에 매혹되기도 한다.
이즈음 유진오는 평론「구라파적 교양의 특질과 현대조선문학」41)에서 근대
의 문화에 대해 깊이 침잠하고 있었다. 그가 전범으로 삼는 문화는 유럽의 근
대문화이다. 유럽의 기본정신이 ‘자아의 자각’과 ‘자아의 발전과정’이라고 보았

39) 유진오, 「김강사와 T교수」, 『유진오 단편집』, 학예사, 1939, 137면.
40) 박진숙, 「한국 근대문학에서의 샤머니즘과 ‘민족지’(ethnography)의 형성」, 『한국현대문학연
구』 19집, 2006.6, 32면.
41) 유진오, 「구라파적 교양의 특질과 현대조선문학」, 『인문평론』 2호, 1939.11, 4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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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어 그는 “조선에는 그씨를 키우고 개화식힐 지반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
기 때문”에 일본의 근대작가처럼 난숙한 근대의 정신밑에 찬란한 신문화 건설
이 어렵다는 논지로 글을 맺는다.
평론에서뿐만 아니라 『화상보』의 장시영은 “동경뿐 아니라 조선보다 좀나
은 데를 다녀온 사람”이 갖는 “다 같은 심리”로 “자기들이 다녀온 고장의 높은
문화를 곧 자기가 몸에 지니고 돌아온 것으로 착각”42)한다고 일갈한다. 이러한
합리적 근대성에 대한 경도를 보이는 유진오의 발언들은 그의 일제 말기 소설
들을 독해할 때, ‘사실수리론’43)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식민지 말기 동양론을
연구하는 ‘보편적’인 입장을 고수44)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진오는 『화상보』(『동아일보』, 1938.12.8~1940.5.3)에서 경아의 목소리
를 빌어서 ‘조선’이 낙후성을 강렬하게 비판한다.
“그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 있겠소?”

시영이 독바로 얼굴을 마주 치

어다보자, “아뇨, 변했어요. 확실히 변했어요. 더 더러워지구 더 초라해지
구……” 경아는 타매하듯 하면서 소파에 가 푹 기대앉아 버린다. 순간 시영은
불쾌한 생각이 무럭무럭 치밀어 올라왔다. 경아도 역시 다른 사람들 모양으로
외국으로 돌아다니며 눈만 높아져 온 것인가 생각하니 낮부터 경아에게 대해
느끼던 거리감이 불현듯이 반감으로 변한다. 경아의 말이 조선을 두고 하는 말
이 아니라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 것같이도 느껴진다. 경아로서 보면 조선을
욕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느낀 대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나 듣는 시영에게는 이상스럽게 해석되는 것이었다.45)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경아는 조선의 낙후성을 강렬하게 비판한다. “더 더러
워지고 더 초라해”진 모습의 조선. 이것이 바로 경아가 보는 조선이다. 시영은
경아를 보면서 상당히 불쾌해지는 데, 그녀가 느낀대로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비아냥과 조롱으로 들린다. “조선을 두고 하는
말”이 곧 “자기를 두고 하는 말 인것 같이도”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곧 조선=장시영, 서양=김경아를 대변해주기도 한다. 경아가 ‘다른 사람’모양으
로 눈만 높아온 것 같아 그녀가 “이상스럽게 느껴지는”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42)
43)
44)
45)

유진오, 『화상보』, 삼성문고, 1972, 468면.
차승기, 「사실의 세기, 우연성, 협력의 윤리」, 『민족문학사연구』 38, 2008.12 참조.
박헌호, 「현민 유진오 연구」, 『식민지 근대성과 소설의 양식』, 소명출판, 2004.
유진오,『화상보』 , 삼성문고, 1972,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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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화려한 건물을 보고는 곧 고향의 오막살이 초가를 업
신여기는 버릇”을 배우거나, “일류학자나 예술가의 훌륭한 업적을 보고는 곧
자기 자신이 그 수준에 도달하기나 한 것 같이 고향의 초라한 문화를 업신”46)
여기는 일군의 무리를 뜻한다. 장시영의 비판은 경아를 향해있다. 그러나 철저
한 ‘과학주의’의 세례를 받는 장시영의 시선은 경아보다 더 위험한 눈으로 ‘조
선’의 지식인이 되어 귀환한다.
장시영은 경아와의 연애가 실패된 이후 조선의 식물채집에 열을 올린다. 그는
동경제대에서 열리는 식물학회를 참석한다. 장시영은 동경제대의 “충분한 시간
과 완전할 설비와 넉넉한 경비”를 보고 끝없는 부러움이 끓어오르면서, 일본
전역에서 모인 박사급의 식물학자들을 보며 간담이 서늘해지고 있었다. 이들
앞에서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는 일은 주눅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장시영
은 곧 이 발표를 성공적으로 끝냄으로써, ‘식물학회’ 참석 이전의 장시영과는
차별된 모습을 보인다.
남의 앞에 강하게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말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보통 때의 시영을 보고 소심한 사내로만 알아오던 사람은 이 장면의 그 대담
부적한 태도에 기적을 대하듯이 놀라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놀라는 사
람은 아직 그의 사람됨을 몰랐던 것이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니 그는 끝까
지 소심하나 그 소심한 맨 속에는 실로 어떤 권위도 두려워하지 않는 엉큼한
자신이 숨어 있는 것이었고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는 그의 겸손한
태도의 맨 밑바닥에는 실로 강철보다도 더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는 것이었
다.47)

장시영은 학회발표 이후로 “실로 어떤 권위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이 충
만한 자로 묘사되었다. ‘조선의 식물학’분포도를 통계화하고 이것의 종속을 위
계화함으로써, 학문적 권력을 성취한 한 식물학자의 시선은 그가 비난한 김경
아 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근대 문물에 매혹당하는 모순에 빠진다. “근대문화가
훌륭하게, 너무도 훌륭하게 열매를 맺은” 동경의 은좌. 장시영과 이영옥은 이노
가시라(井之頭) 공원, 즉 ‘하이델베르히’와 같은 이 이국적 공간에서 사랑의 결
실을 맺고 있다.
경아가 어쩐지 더 초라해 보이는 지점으로 ‘조선’을 발견하였다면, 장시영은
46) 유진오, 『화상보』, 삼성출판사, 1973, 468면.
47) 유진오, 『화상보』, 삼성출판사, 1973, 470~4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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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를 ‘조사’, ‘관찰’하는 식물학자로 설정되어, 바로 ‘문화비판자’로서 조선
의 낙후성을 비판할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화상보』는 장시영이 대표하는 근대 과학주의의 시선, 즉 레이초우가 말한
것처럼 제 3세계 지식인이 조선의 낙후성을 타자화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문명
인’의 반열에 올려놓는 원리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유진오는 합리적 근대를
비판하고자 했으나 근대의 ‘매혹’에 포착되어, 일본의 지식인과 같은 ‘문명인’이
되어 식민지 조선을 바라보는 중층적인 모순속에 쌓여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김경아에게 조선의 문화를 견지해달라고 부탁하는 소설가 송
관호의 의견을 경청해 볼만 하다. 송관호는 김경아에게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예술가의 성공을 축하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지금 저는 김경아씨에게 한 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아까 말과는 모순
되는 것같이 들릴는지도 모릅니다만, 김경아씨는 앞으로는 조선의 노래, 옛날
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들 자신의 멜로디를 다시 살려 주십시오. 서양사람들
은 들은 일도 없는, 그들이 들으면 귀가 번쩍 트여 놀랄 그런 조선의 멜로디를
불러 주십쇼. 그것이야말로 김경아씨에게 이 뒤에 남겨진 큰 과제일까 합니다.
김경아씨가 아니고는 이 중대한 사업을 감당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구라파
정신에서의 조선, 아니 동양의 재발견 이것은 음악뿐아니라, 지금 모든 문화
방면에서 다 요구되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오늘저녁 특별히 이 말씀을 김경아
씨에게 드리고 싶습니다.”48) (강조: 인용자)

송관호는 김경아에게 ‘조선의 노래’, ‘옛날부터 전해오는 우리들 자신의 멜로
디’를 들려달라고 부탁한다. 구라파 정신에서 조선과 동양을 발견하는 것은 동
시대 모든 문화를 관통하는 특수성이라는 논리가 있었다. 서양의 근대에 매혹
된 김경아, 서양 추수주의자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 자신 스스로 ‘문명인’의 위
치로 나아간 장시영, 그리고 조선적 특수성을 주창하는 송관호, 이 세가지 논리
에 의해서 30년대 말 유진오의 소설은 견인되고 있었다.

3) ‘북촌’의 형상화와 개화기의 복원
『화상보』를 발표한 이후의 유진오의 일제말 소설은 그의 개인적 추억의 서

48) 유진오, 『화상보』, 삼성출판사, 1973,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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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조선에 대한 시선이 겹쳐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서는 궁내부
관리의 아들로 태어나 고종황제와도 접촉할 수 있었던 유진오의 개인적 체험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의 연구사에서 간과된 유진오의 두 번의 ‘절필’기
간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두 번의 절필 시기에 대해 논
자들은 각각 ‘카프해산’(32년- 34년 절필)을 중심으로 그리고 ‘순수 창작론’(36
년- 38년 절필)과 맞물린 문단적 상황으로 유진오가 절필을 했을 것이라는 해
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가능성은 실제 그의 작품이 증명하는 것으로 특히 30년
대 후반의 유진오의 소설에는 극도의 우울함과 상실감이 스며 있다.
1940년 『문장』에 발표한 「주붕」(『문장』, 1940.7)은 유진오의 내면이
엿보이는 글이다. “즐거워야 할 인생이 그렇게 날마다 연거푸 슬프거나 속이
상하거나 울적하거나 해서는 견디지 못할 노릇”이라는 주인공의 자조적인 말투
는 타성적인 스스로의 음주의 이유를 변명하는 듯하지만, 실은 “나는 나 자신
내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어서 술을 먹지 않은 상태는

소설을

팽개친 것에 대한 극도의 우울과 자기 모멸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그때까지 내가 해오던 일이 어째 모두 쓸데없는 짓 같아서 가끔
씨덕거리던 한 장에 이십 전짜리 소설도 팽개친 지 오래되었고 이군은 또 이
군으로서 엉터리-라는 것이 좀 심하다면 기초가 튼튼치 못한- 잡지사를 이리
저리 굴러 돌아다니다가 겨우 베집고 들어선 A신문사가 어서 옵시사라는 듯이
망해 없어지는 바람에 도로 실직자가 되어 역시 나 모양으로 허구한 날을 아
무 하는 일없이 놀고 보내는 처지였던 것이다.

49)

학창 시절에 만난 이군과 조군 그리고 나는 항상 술자리를 갖는다. 이군과 나
는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직에 실패하여 집에서 붙이는 생활비에 의존하며 살아
가는 것과는 달리 조는 C상공회의소에 취직한다. 허구헌날을 ‘아무 하는 일없
이 놀고 보내는 처지’였기 때문에 술값을 누가 내느냐하는 문제는 젊은 날의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이들은 훗날 다시 만나지만 술집에서
우정을 나누던 젊은이에서 이젠 아들의 입학문제 때문에 청탁을 걱정하는 ‘아
버지’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바라본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 즉 “허지만 따는
어느새에 모두들 나이를 먹은겔까”, “인젠 참 늙었어”와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것은 유진오가 이즈음의 자신을 ‘문단’의 장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연결된
49) 유진오, 「주붕」, 『창랑정기』, 정음사, 1963, 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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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년의 주인공이 청년시절을 회상하는 점은 김동리와 신세대론을 겪은 이후
점차 극대화된다. 1939년 6월 『문장』에 「순수에의 지향」을 발표한 후 문단
에서의 격렬한 반응을 일으켰다50). ‘장년’과 ‘청년’의 기준이 점차 명확해 지는
시점에서 스스로를 중견문인이라고 판단한 유진오는 문단의 당파 싸움에 급격
한 피로를 표한다. 그리고 그는 문단의 논쟁에 대해 말을 아끼기 시작한다.
유진오가 바라보는 조선의 문단은 “작가나 평론가나 아직들 대부분이 수련
기”에 있는 청장년층이다. 유진오는 「나의 팡세」51)에서 문단의 신구논쟁을
언급하기보다는 신문잡지에 “성명삼자”를 알리려는 문단의 소모적인 논쟁을 강
력한 불쾌함을 드러낸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君子之道有四焉”을 인용하면
서 군자의 덕은 끊임없이 쌍아야 함을 예로 들고, 현재의 조선문단이 남의 결
점을 꼬집어내거나 비판하는 것이 문학정신의 본령이 아님을 일갈하고 있었다.
39년 1월 「조선문학에 주어진 새길」을 연달아 4회나 연재할 정도로 활발한
평론활동을 펼치던 유진오는 40년대에 들어갈수록 문단에 휩쓸려가는 자기 자
신을 제어하기 시작한다. 이점은 경성제대 시절부터 문단에 대해 냉소적인 태
도를 보이던 유진오의 냉소적인 태도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실제 소설 창작에
있어서도 ‘글’다운 ‘글’을 창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극도로 위축되었던
시절이기도 하다. 따라서 두 번째 절필기간이기도 했던 36년에서 38년사이의
소설을 점검하는 것은 일제 말 유진오의 무의식을 점검하는 의미있는 기제이기
도 하다.
유진오의 일제말 소설은 몰락해가는 이미지가 식민지 후반부로 갈수록 강화
된다. 종종 아들이 죽거나, 환자의 병실을 통해 사라져 가는 감수성과 우울의
‘눈’이 점점 강화되었다. 도시에서 주로 패배한 인간 군상에 대해, 카프 이후의
돌아갈 공동체가 없었던 유진오의 소설은 이당시 과거 회상적인 향수감에 젖는
것이 많았다. 경성제대의 추억을 종종 묘사한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돌아갈 곳
이 없고, 오히려 구시대의 몰락한 지식인의 형상을 갖추는 면이 된다. 사회주의
실패이후, 한층 더 지식인의 예민함이 소설적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30년대 후반기의 유진오는 자식이 죽거나, 죽어가는 환자의 병실
이 소설의 모티프로 차용된다(「봄」, 『인문평론』, 1940.1; 「수난의 기록」,
『삼천리 문학』, 1938.1~2) 카프 해산이후 공동체로 돌아갈 곳이 없는 주의
50) 서재길, 「1930년대 후반 세대 논쟁과 김동리의 문학관」, 『한국문화』 31, 2003. 6.
51) 유진오, 「나의 팡세」, 『문장』, 1940.2,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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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몰락을 대학시절의 ‘추억’을 묘사하는 장면과 함께 연출한다.( 「신경」,
『춘추』, 1942.10; 「가을」, 『문장』, 1939.5) 자신의 발가락을 다섯 개나
잘라내었으나 의사의 무능함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에 ‘점점 더 감사
해하는’ 환자가 등장하는「수술」(『야담』, 1938.11)은 지식인이 자신의 책무
를 포기할 때, 사회 역시 혼란을 겪는다는 극단의 자의식이 스며있다.
그러나 또 그이튼날 아침 나는 예기못했든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다음발구락
이 또 검푸르게 부풀어 올은것을 발견하고 가슴이 서늘하도록 낙담이되였다.
그러나 허는수없었다. K의사와 의논하고 그날오후에 그발구락을 마저 잘너냈
다.
혹시나혹시나하고 바랐으나 병은 혹시나하는 요행으로는 났지않었다. 나는
몸이달어 하로에도 몇 번식 그환자있는 병실에를 드나드는 것이었으나 그것으
로 병세를 막을수는 물논없었다. 그이튼날에는 그다음발구락을 또 잘너냈다.
그런지 이틀만에는 또 다음발구락을 또 이틀만에는 하나남었든 엄지발구락마
저잘너냈다.
그리고보니 나는 무슨 죄를 진것같어 견딜수없었다. 더구나 환자내외가 내
가 몸이 달어 드나드는것을 그들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발구
락을 한 개식 더 잘너낼적마다 점점더 내한테 감사해하는것은 가슴이 쓰리도
록 마음이 앞었다. 그후십년 내가 의사가된지도 벌서 여덟해째나 되지만 나는
다시는 그들만치 단순하고 의심할줄도 몰으고 오로지 의사를 믿을줄만 아는
환자는 맛난일이없다. 그만침 도리혀 그때의 나의 심정은 괴로운것이었다.52)

취직의 실패이후, 서울 정통 양반의 풍속에 탐구한다. 지식인에 대한 과잉된
부담감을 소설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53)유진오는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지식
인이 잘하지 않으면 사회를 망칠수 있다는 의식이 드러난다. 지식인의 기원을
서울의 구식 ‘양반’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기록’한다.
절필 이후 겪었던 지식인에 대한 혼란함은 이후 그의 개인사적인 과거, 즉 정
통양반에 대한 ‘기억’을 소설에 소환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극복되기 시작한다.
다음의 앙케이트에 재현된 유진오의 답변을 통해 39년 무렵의 유진오의 심정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유진오는 『삼천리 문학』 1938.1의 설문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한다.
52) 유진오, 「수술」, 『봄』, 한성도서주식회사, 1940, 123~124면.
53) 몰락한 양반에 대한 자의식은「오월의 구직자」, 지식인에 대한 예민한 자의식은「수술」에서 드
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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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고향에 대한 애수 또는 부모처자나 세상 명리를 다 머리고 멀리 방랑
하고 싶지 않으신가)
도회에서 나서 도회에서 자란 나는 그리워할 고향 없는 것이 도리어 한애
수외다. 억지로 그것을 찾는다면 6세 때부터 14세까지를 지낸 계동 집이라할
가요, 웬일인지 작년에는 열 번 이상 그 집 꿈을 꾸었고 금년에도 오륙 차 꾸
었습니다.54)

위의 설문에서 유진오가 느끼는 ‘그리워할 고향’이 없다는 결핍감은 ‘향토적’
고향에 대한 것으로, ‘도회’에서 나서 ‘도회’에서 자란 유진오의 고향은 당대의
집단적 고향의 이미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절에서 설명한
30년대 후반에 널리퍼진 이 ‘향수감’으로 유진오를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유년시절에 살던 계동집에 대한 꿈을 한해에 열 번 이상 꾸었다는 것은
평소 그가 앓아왔던 ‘불면증’과도 깊이 관련되기도 하지만, 실제 1938년 무렵의
유진오 소설에서 ‘계동집’은 소설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유진오만의
‘개인적 기억’이 내재된 향수감이다.
유진오의 본적은 한성부 북부 가회방 제동계 맹현 제 12통 12반55)으로 알려
져 있다. 제동보통학교와 경성고등보통학교, 그리고 1924년 경성제국대학문과
에 입학한 유년기의 이력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유진오는 장성할 때까지 경성
의 ‘사대문’을 크게 벗어날 필요가 없었다. 그만큼 유진오의 소설에서 자주 등
장한 경성의 ‘북촌’, 즉 ‘재동’, ‘계동’은 그의 무의식을 파악할 의미 있는 제제
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박태원, 이상, 김기림은 경성의 ‘남촌’과 ‘진고개’에
대한 묘사를 통해 모더니즘 소설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일본인 위주의 도시 구
획이 정리된 경성의 남촌에는 근대의 산물인 화신백화점, 백화점, 카페, 극장이
몰려있었고, 도시민의 감수성을 자극할 조건이 되었다. 자본주의 도시의 ‘산책
가’ 모티프가 경성의 남촌에서 발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도 여기에 있다.
일본인의 비율이 남촌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경성의 북촌은 유진오에게
근대의 화려한 신작로에 조선인의 모습을 비춰볼 장소이기도 하였다. 그의 내
부에 묻혀있는 유년시절의 경험을 들추어 볼 장소로, 개인적인 역사와 도시를
‘발굴하고 기억’하려는 탐색자의 눈56)으로 기능한다. 허나 유진오의 경성 북촌
54) 유진오, 「작가 단편 자서전」, 『삼천리문학』, 1938. 1.
55) 유진오, 「나의 가정환경」, 『젊음이 깃 칠때』, 숭문출판사, 1978, 66면.
56) 벤야민은 ‘우울’과 ‘도시 미학’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램질로크 『발터벤야민과 메트로 폴리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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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은 벤야민의 시선과도 일견 다른 것이다. 식민지 후반기로 갈수록
유진오의 죽음의식과 우울은 극대화된다. 한편 이 우울이 미학화되는 모습으로
갖추는 것은 조선적인 것을 타자로 ‘수집’하고 있을 때이다.
조선식건축에서 그런 아름다운 감각을 느껴보기는 그것이처음이었다. 그감각
의 둔함을 비웃을사람이 있을는지도 몰으나 지금까지 모든교양을 조선의전통
과는 아모관게없이 받고 쌓고해온 기호로서는 또한 허는수없는 노릇이다. 허기
는 비단 건축뿐 아니라 근래에와서 기호는 이르는 곧에서 전에는 당초에 생각
해본일도없는 조선적인 아름다움을 하나식둘식 느끼기시작하는것이었다. 쓰레
기 통속같이 더럽고지저분한것만이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
로서 우리의 하라버지 또 그하라버지가 사실은 진주보다도 보석보다도 더아름
다운것을 그속에 남겨노섰다는것을 발견하는 기쁨은 또한 큰것이 아닐수없었
다. 기호의 심경은 마치 「파랑새」의 동화와도 같었다. 가을하늘에 소슨 지붕
추년의 감각도 이러한 동화의 한마디기는 하리라. 그러나 그동화는 이왕에 그
가 「엠파이어, 스테-트, 삘딩」의 사진을보고 느끼든감격보다는 더 깊은 가슴
속영혼에 깃드리고 포곤하게 혈관속으로 수며드는것이다.57) (강조: 인용자)

「가을」(『문장』, 1939.5)에서 보이는 기호의 심리는 당시 조선적인 것을
‘전에는 당초에 생각해본일’도 없는 아름다움이 발견된다. 조선적인 아름다움을
인지하지 못했던 그전의 자신은 ‘감각의둔함’ 혹은 ‘교양’이 없는 안목이 낮은
존재로 묘사된다. 조선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기호의 심리와 모순되는
지점은 바로 ‘엠파이어, 스테-트 삘당’이다. 쓰레기 통속과 같이 더러웠던 조선
이 ‘가슴속영혼’의 지점으로 ‘더 깊은’, ‘포곤하게 혈관속으로 수며드는것’은 그
가 이미 이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사진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다.
유진오는 이 소설에서 조선적인 지붕의 선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시각
적으로 충분히 대조시킨다. 이러한 건축미는 전통과 근대의 어디쯤에 위치한
것으로, 조선적인 것에 대한 ‘향수’도 아니오, 창조적 전통도 아니다. 즉 40년대
들어 급속한 근대화와 전통의 중간에 위치한 유진오 자기 자신을 재현하고 있
는 모습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형출판, 2005) 우울과 도시의 형태가 유진오는 좀더 심화되었다. 그는 그에게는 근대의 충격이 있
지 않다. 세련된 도시의 충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화려한 이면에 스민 도시민들의 우울이 그와 함
께 한다.
57) 유진오, 「가을」, 『봄』, 한성도서 주식회사, 1940,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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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작가의 무의식 속에는 과거와 고대의 잃어버린 것이라는 관념 및
기원이 점점 결부되어서, 오래된 문화가 자신과 다른 타자에 속한다는 의미에
서 점차 조선적인 것은 ‘미적 대상’으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그 열정의 이면에
는 기원과 시원을 발명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투사되기에, 한편으로는 조선의
고대가 제일이며 독특하다고 보는 욕망과 관련을 맺는 형국으로 전개58)된다.
유진오의 30년대 후반 소설에 나타난 과거관은 과거의 좋았던 시절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들’에 향수를 느끼는 동시에 그것의 상실에 매료된다. 즉 멀지않은
과거를 개화기로 상정해놓고, 개화기에 있었던 사건을 ‘수집’ 가능한 것으로 전
환시킴으로써, 30년전의 과거를 미학화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점은 「창랑정기」(『동아일보』, 1938.4)에 등장하는 ‘소년’의 시선을 통
해 특히 강조되었다. 유진오는 그간 어른의 세상, 즉 구인에 실패한 제대생 혹
은 사회주의에 실패한 인물을 그렸다. 「창랑정기」는 대원군 집정시대에 선전
관의 벼슬을 지낸 증조부 서강대신과의 유년기 일화를 서술한, 유진오 소설에
서 독특한 지점이다. 유진오는 「창랑정기」에서는 작가인 자신의 경험을 타자
화함으로써-

문화에 적응하지 않은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개화기로 연결되는

기억의 회로를 명징화한다. 소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경성의 북촌은 어른이 된
화자로 하여금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가회동 꼭대기 집은 어느새에 흔적도 없
이 없어지고”, “가슴을 조리며 그리워할 아름다운 고향”이 없는 화자의 마음속
에 “여섯살 때부터 열네살 되던 해까지 살던 계동 집의 기억”은 소년과 어른
화자의 기억이 교차되는 지점이다.
창랑정이란 대원군 집성시대에 선전관으로 이조판서 벼슬까지 지내던 나의
삼종 증조부되는 「서강대신」김종호가 세상이 뜻과 같지 않어 쇄국의 꿈이
부서지고 대원군도 세도를 이렇게 되자 자기도 벼슬을 내놓고 서강- 지금의
당인정 부근 강가에 있는 옛날 어떤 대관의 별장을 사가지고 스스로 창랑정이
라 이름붙인후 우울한 말년을 보내던 정자 이름이다.
내가 처음 창랑정을 갔던것은 자세한 기억은 나지않으나 일곱 살이나 잘해
야 여덟살 먹었을적이니까 이럭저럭 스물 일구여덟해 전 일이다. 일은봄 봄이
래도 냉이순이 파릇파릇 내밀 무렵이었으니가 삼월 중순이나 하순께쯤이었을
까. 나는 아버지를 따라 그곳에 가서 몇일동안을 지낸것이었다. 그며칠동안에
보고 듣고 한 기억이 이상스레도 어린 머릿속에 깊이 새겨저서 거이 삼십년이
란 긴세월이 흘러간 지금까지도 가끔 내 추억의 나라속을 왕래하며 때로는 달
58) 레이초우, 『원시적 열정』, 정재서 역, 이산, 2004,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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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단 일종의 향수가 되어 내 마음을 안타깝게까지도 하는것이다.

59)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 거의 삼십년이란 긴세월이 지났어도 그 며칠간의
기억은 화자에게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창랑정기」는 30년전의 유년기 시절
을 기억하는 어른 화자의 모습이 강조되었다. 서강대신의 방이 “모든것이 신비
스럽고 호화롭던 방장식”으로 기억되거나, 정경부인 방을 장식하였던 울멍줄멍
한 “소라반자”, 을순이의 “청대반물치마에 호야노랑 저고리”, “교전비(轎前婢)”,
창랑정에서 발견한 “보검”은 화자에게 지나간것, 혹은 없어진 것에 대한 강렬
한 향수를 자극한다.
유진오는 개인사적인 과거, 혹은 정통양반의 ‘과거’를 30년대 후반 소설에 새
롭게 배치함으로써, 그동안 그의 소설이 지향했던 폐색 짙었던 우울과 죽음으
로부터 벗어나, 조선적인 것을 소설의 소재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오기 시작한
다. 경성의 ‘북촌’을 초기 소설부터 지속적으로 견인해왔던 그의 습성60)을 고려
한다면, 식민지 후반기로 갈수록 유진오 소설의 북촌은 ‘개화기’를 설정하는 유
효한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남촌이 경성의 근대화를 표상하는 토폴로지로 당대의 모더니즘 소설을 견인
하고 있었다면, 유진오가 그려낸 경성의 북촌은 이후 ‘개화기’를 배경으로 하는
유진오의 30년대말 소설을 살펴볼 의미있는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초창기
부터 유진오가 본것은 철저히 경성의 ‘북촌’이었다. 남촌이 이루어낸 백화점, 은
행, 전기회사의 근대적 문물을 탐색하기를 거부하고, 경성의 북촌은 유진오에게
기원을 발명할 공간으로 발견되며, 북촌의 공간을 탐색함으로써 유진오는 조선
사람의 사정을 ‘관찰’할 의미있는 토폴로지로 받아들인다.
즉 남촌은 근대성을 경험할 ‘현재’의 시간이 투영된 곳으로 기능한 반면, 경
성의 북촌은 고대의 기원을 발명할 원시적 시공간으로서 기능한다.

59) 유진오, 「창랑정기」, 『창랑정기』, 정음사, 1963, 7면.
60) 남촌의 화려함에 비해 조용만이 기억하는 경성의 북촌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야시장’의 장관과 겹
쳐진다. 이러한 점은 유진오의 초기 소설 「s와 자회」, 「눈동자」와 비교할 부분이다. 종로 상
가에서 자랑할 것은 야시뿐이었다. 야시란 것은 종로 화신상회 건너편에서부터 시작해 종로 3가까
지 이르는 큰길 왼쪽에다가 밤에 가게를 벌여놓고 물건을 파는 것이다. 포장으로 천막을 치고 땅에
는 돗자리를 깔고 가스 등불을 켜서 불을 밝힌 다음 돗자리에 물건을 벌여 놓고 파는 것이다. 물건
은 일용 잡화로 우리네 생활에 쓰이는 모든 것이 다 있었다. 이것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손님을 부
르는데, 여름 밤에는 소풍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 어떤 사람은 서울 여름 밤의 풍물시라고도
불렀는데 서울 밤의 명물임에 틀림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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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년시절의 향수와 정통 양반에 대한 기억
유진오의 이력을 살피다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 유진오는 작가로서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였던 1930년대에 두 번의 ‘절필기간’을 갖는다. 창작의 머
뭇거림과는 달리 평론에서는 지속적으로 그의 의견을 문단에 개진61)하고 있었
는데, 경성제대 재학시절부터 글쓰기에 대한 욕망이 유독 강렬62)했던 유진오의
내면을 염두해 본다면, 두 번이나 소설쓰기를 멈추게 된 유진오의 심리적 압박
에 대한 원인을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다.
유진오의 첫 번째 절필은 그가 경성제대 시절부터 몸담아 왔던 사회주의 연
구소의 해체63) 와 연결된다. 그는 연구소가 해체되었던 1933년 이후 2년간 소
설을 쓰지 않았으나, 『개벽』에 「행로」(1934.11)를 발표함으로써 다시금 소
설 창작에 몰입한다. 「행로」는 사회주의 운동 사상가가 다시 돌아와 그의 모
임을 주도 하는 내용으로, 맑시즘과 동시대를 함께 한 열정이 아직도 그의 마
음속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절필은 1935년 「김강사와 T교수」를 발표한 이후 1938년까지의 3
년간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문단에서도 유진오가 소설을 발표하고 있지 않는
원인에 대해 매우 궁금하게 여겼다. 이원조는 「유진오론」을 쓰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유진오에게 그 원인을 직접 묻는다.
「왜 소설을 쓰지않으시오, 뭐 김강사와T교수가 세상에서 떠드는것과같이

61) 평론을 통한 유진오의 연구활동은 김동리와의 순수 참여 논쟁과 세대론으로 집약된다. 뿐만 아니
라 유진오는 식민지 말 ‘좌담회’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는 조선의 ‘논평자’로 각광을 받고 있었다. 이
러한 논문들로 미루어 볼때 이론가이자 창작가였던 유진오의 글쓰기 동력을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재길, 「1930년대 후반 세대 논쟁과 김동리의 문학관」, 『한국문화』 31호, 2003; 최근
에 발간된 ‘좌담회’에 관련 서적은 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평론‧ 좌담회 선집』, 역락,
2012.
62) 유진오의 글쓰기 욕망은 「젊은날의 자화상」, 『다시 창랑정에서』, 창미사, 1985 참조.
63) 유진오는 경성제대시절 법문학부 재학생끼리 모여 독서 연구회를 만든다. 이후 이 조직은 경성제
대의 경제연구회의 기틀이 되었다. 유진오는 경제연구회가 동경제대의 ‘신인회’나 와세다 대학의
‘신사상 연구회’처럼 마르크스주의사상을 윤독하는 학회였다고 회고한다. 경제연구회를 유지하기 위
해서 유진오는 총장앞에서 외부단체와 교섭을 갖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기도 하였다. 30년 여름 무
렵 경제연구회의 이연우가 학생과학연구회라는 반합법단체에 몸을 담은 사건을 빌미로, 경성제대법
대의 경제연구회는 해체되기에 이른다. 경제 연구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충우, 『경성제국대
학』, 다락원, 122면, 181면 참조. 이후 유진오는 경제연구회 출신을 중심으로 조선사회사정연구소
를 조직하나 1933년 공산당 재건운동 혐의를 받고 검문을 받는다. 역사비평사 연구회편,「유진오와
최용달」, 『남과북을 만든 라이벌』, 역사비평사, 2008, 116면.

- 98 -

그렇게수작인줄아시오?」하고 실례인줄알면서도 한번 고동을 해보았다. (중략)
「네 인제보십시오 꼭 하나쓰겠습니다」하는 것이였다. 그뒤에 꼭 하나쓰겠다
고 쓴작품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때가 바로 씨에게 있어서는
「김강사와 T교수」까지 지켜온 관념적이고 작가적태도로서는 작품을 구성할
안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때까지 자기가 가지고있던
관념을 버릴수는 없는 그러한 위기가아니였든가고 생각한다.64) (강조: 인용자)

이원조는 유진오가 「김강사와T교수」를 쓴 이후 “더 발전할여지가 없는” 상
태였던 것으로 진단하고, 그 정체의 원인으로 유진오 소설에 내재된 ‘관념성’을
들었다. 관념은 작품상에 “死骸와같이나 硬化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
생활”로 소설을 쓰기에는 유진오에게 “창작적인 앰비슌”이 생기지 않는다는 혹
평이 내려졌다. 그러나 인용한 부분에서도 감지되듯 작품의 활로를 뚫기 위한
유진오의 작가적 고민은 스스로도 충분히 “암중모색기”를 거쳐 “인제” “꼭하나
쓰겠다는” 강렬한 욕망으로 치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유진오는 이즈음

“근

래 나는 어줍지않게도 이삼의 작품에서 이 보담높은 단계의 骨定이란놈을 시험
해보다가 별자미도못”65)본 작가적 고민을 토로하기 시작한다. 즉 몇몇의 작품
을 통해 소설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창작의 고투’를 실험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잘 되고 있진 않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두 번의 절필 시기와 살펴본 유진오의 내면은 각기 ‘사회주의 연
구소’의 해산을 중심으로, 그리고 ‘창작론’과 결부된 문단의 논의와 맞물려 유진
오의 이력을 검토할 때 논의가 협소화되기 쉬웠다. 그러나 이 글에서 논할
『민요』를 삽입하여 유진오의 연보를 재독할 경우, 유진오가 택한 두 번째 절
필은 1939년 한해에 두 편의 장편을 쓸 수 있었던, 창조적 생성과 문학적 모색
의 시기로 판단된다.
유진오의 장편소설은 그간 1938년 12월부터 1940년 5월까지 『동아일보』
에 연재한『화상보』로만 알려졌으나, 70년이 넘도록 발간되지 않았던 한편의
장편 소설이 더 있었다. 이글에서 집중적으로 논하게 될, 유진오의 미발표 장편
소설 『민요』66)가 그것이다.
64) 이원조, 「유진오론」, 『인문평론』, 1940.1, 31면.
65) 유진오, 「구라파적 교양의 특질과 현대조선문학」, 『인문평론』, 1939.11.
66) 평소 가필과 개작을 거듭하면서 소설의 “완성도”를 추구해왔던 유진오의 성향을 고려할 때, 장편
『민요』역시 초벌소설과 본소설이 있다. 하나는 장편 『민요』의 밑그림이 된 ‘초벌 소설’ ,「김씨
일문」이다. 유진오는 소설의 완성도를 위해 초벌소설을 한번 쓰고 본소설을 다시 쓰는 이중구도로
소설을 써내려간 것이다. 즉 「김씨일문」을 바탕으로 하여 저자가 실제 출판할 수 있도록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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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는 현재까지 미발표 육필원고로 남아있으며 소설의 마지막장에는
“九月 十六日 己卯年 完”이라고 밝혀져 있다. 즉 이 소설은 1939년 9월 16일
에 완성한 것으로 판명된다.『민요』는 한국문학사에서 뿐만 아니라, 유진오의
그 어떠한 글에서도 스스로 언급된 적이 없는 ‘사라진’ 소설이었다. 그러나 이
소설의 ‘존재’는 이미 30년대 말 ‘문단’에 널리 알려지고 있었던듯하다.

그림 1) 「민요」광고, 『소화십오년조선문예연감』1940, 인문사, 58면

1940년 인문사에서 발간된 『소화십오년조선문예연감』의 한 광고에서 알
수있듯, 인문사는 “출판의제약”에 상관없이 전집 기획을 시도하고 있었다. 문화
소설이 바로 「민요」이다. 「민요」는 「김씨일문」의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만을 옮겨적었기에,
실제 원고는 미완의 소설이다. 「김씨일문」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10장과 12장은
원고가 소실되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 자료의 특성상 다행인 것은 『민요』를 완성하기 위한
초벌소설「김씨일문」이 함께 남아있으므로, 「김씨일문」을 통해 장편 『민요』의 구도를 파악하
는 데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본다. 필자는 『조선문예연감』의 광고란을 통해 『민요』의 ‘존재’여
부를 알았고, 그후『민요』는 유족의 양해를 구해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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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문학의 침체 위기에 장편소설의 ‘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양심적인
작가”를 추려내어 “바로 독자의 손”67)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작장편을 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인문사의 몫이었다. 이즈음의 조선문단은, 각 출판사
마다 오륙종의 전집발간68)이 속행되었으므로 인문사로서는 빠른 시일내에 전집
을 ‘간행’할 수 있는 ‘스타급 작가’를 영입하는 일이 시급했다.
인문사의 패기만만한 발언은 역설적으로 침체된 조선문단을 향한 절박한 목
소리이기도 했다. 전집총서의 작가로 발탁한 김남천, 이효석, 이기영, 유진오,
채만식의 가치는 더욱 소중했다. 허나 인문사로서도 이 기획은 대단한 “모험”
이었다. 발간을 목표로 했던 다섯권의 장편소설 중 김남천의 『대하』와 이효
석의 『화분』만이 1939년에 출간을 뿐, 『민요』, 『심봉사』, 『해녀』는 발
행되지 않았다. 이쯤에서 본다면 인문사가 기획하였던 전작 장편소설의 총간은
실패로 돌아간듯 하다. 그러나『민요』의 발굴에서도 알 수 있듯 인문사의 전
집기획은 현재까지도 ‘간행’ 할 여지69)가 있는 의미 있는 총서이다.
그렇다면, 유진오가 왜 이 소설의 ‘존재’를 일평생 함구했는지 의문이 든다.
먼저 외부적 상황으로, 민요의 미간행은 40년대를 앞두고 닥친 인문사의 경제
사정과 연관된다. 출판사의 열악한 사정으로 『국민문학』의 간행조차 어려웠
던 재정적 위기는『민요』의 출판을 미룰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허나 이러한 외부적 요인보다는 유진오의 개인적 사정으로 『민요』가 출간
되지 못했던 듯하다. 『민요』는「창랑정기」를 확장해 놓은 듯한 작품으로 자
전적 성향이 강한 작품이다. 특히 궁내부 관리의 일을 소상하게 적은 1장은
「창랑정기」에서 보이는 유진오 부친의 이력70)과 일치하고, 소설의 주인공 ‘정
67) 수삼년동안 우리문단에서는 장편소설의문제가 문학문화의 침체와 위기를 전망할 최후의 희

망으로서 논의된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장편소설론의 실천적무대로서 고매한 문학정신이
일절의출판적제약을 물리치고 가장 양심적인작가의 체온이 식기전에 바로 독자의손에 드러가
게하기위하야 본업서의간행은 기획되였든것이다. 이것은 조선출판계에서는 처음인 모험적 획
기적기획으로서 이제 제이회를 내여 상상이상의 호성과를 얻어 독자제 賢 의 요망에 부응케된
것은 실로 기대해마지안는바다. 『소화십오년조선문예연감』, 인문사, 1940.
68) 백철에 따르자면『조선문학선집』(조선일보출판사), 『현대제작전집』(삼문사),『장편소설전집』,
『전작장편소설업서』(인문사) 등에서 기획한 오륙종의 전집 발간 붐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평가한
다. 백철, 『조선문예연감』, 1939, 43면.
69) 채만식의「심봉사」는 『신시대』 1944년 11월호부터 1945년 2월호까지 총 4회에 걸쳐 연재되
다 중단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대하』와 『화분』을 출간하고, 『심봉사』사이에 출간예정이었던
유진오의 『민요』는 그간 문학사에서 사라진 소설이었고, 이기영의 『해녀』의 존재도 이기영의
연보에서 찾을 수 없었다. 이 소설의 행방이 묘연하다.
70) 유진오의 아버지는 궁내부의 관리로 재직했던 유치형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자세한 모습은 유진
오, 「아버지를 찾아서」, 『젊음이 깃칠때』, 숭문출판사, 197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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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서당교육에서 벗어나 근대적 학문 습득에 지독히 매달린 점 역시 유진오
의 ‘학력’과 동일한 부분으로, 주인공 ‘정호’는 유진오의 페르소나라고 봐도 무
방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추론은 다음의 글에서 가능하다.
큰 외숙 박용화는 나의 아버지보다 나이도 위였거니와 관력도 화려하였다.
주영공사, 내장원경, 궁내대신 등을 역임하면서 고종황제의 측근으로 신임이
두터웠다 한다. 그러나 외숙은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한일간의 관계가 긴장되고
고종황제가 일인의 강요로 제위를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세상이 떠들썩
하던 1906년 7월에 가회동 자택에서 괴한에게 암살되고 말았다.
자객이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외숙은 왜 무엇 때문에 누구한테 암살
을 당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고 말았다.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들은 바로는 고
종황제의 측근이기 때문에 이준 열사가 가지고 간 밀서(密書) 작성에 외숙이
관계하였다고도 하고 매부인 나의 선친은 이 준 열사가 조직한 헌정연구회(憲
政硏究會)의 화원이었으므로 외숙과 이준 열사간에 무슨 관계가 정말로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71)

유진오의 외숙 박용화는 “고종황제의 측근”이라는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 그
신임과 관력의 화려함으로 주목받기도 하였으나, 헤이그 밀사 사건이후로 박용
화는 일인에게 ‘눈엣가시’였다. 결국 박용화는 일인으로 추정되는 자객에게 결
국 암살당하고 만다. 가회동 자택에서 암살당한 박용화 사건은 『대한매일신
보』에도 연일 보도72)될 정도로 구한말의 민심을 자극한 실화이다. 이 사건은
유진오의 가문에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각인되어, 박용화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함구령이 떨어졌다. 외숙 박용화의 죽음은『민요』의 1장에서 김판서가
일인 자객에게 암살당하는 장면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민요』를 읽다보면, 일인에 의해 암살당한 집안의 이력
을 전면적으로 부각시켜 일제말에 발표하기엔 어려웠으리라는 추측73)도 역시
71) 유진오, 「나의 가정환경」, 『젊음이 깃칠때- 인생관』, 숭문출판사, 1978.
72)박씨 被剌 재작일 하오 팔시에 孟峴居 궁내부 審查局長 박용화씨가 親交 四‧ 五人으로 列座 談話際
에 何詐洋服한 剌客 2명이 左右手에 각 砲劍하고 卽殺朴氏하야 以劍으로 該氏 腹部를 剌한 後에
該剌客이 六穴砲를 連發示 『대한매일신보』 1907.4.23 (임중빈, 「국권수호의 마지막 일인」,
『박용하 전』, 일조각, 134면에서 재인용)
73) 유진오는 1980년대에 박용하에 관한 모든 자료를 친척 임중빈에게 내어주면서, 이 사실을 ‘기록’
하여 책을 만들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임중빈에게도 평생 민요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일제
말에는 민요의 발간 유무에 대한 유진오의 고민이 한층 더 깊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임중빈,
「序言」,『박용하전』, 일조각,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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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즉 외숙 박용하의 존재는 궁내부 관리 출신의 아들로 태어나 경성제
대 수석입학이라는 수식어와 항상 함께 했던 유진오의 평생에도 지울 수 없는,
태생적 결여를 가리키는 지점이었다. 허나 그 결여는 창조적 의문으로 스며들
어 『민요』를 이끌어갈 중심 모티프가 된다. 실제 30년대 말 유진오는 모델형
소설을 창작하는데 힘쓰고 있었다.「이혼」74)은 최정희를 모델로 쓴 것이고,
『화상보』의 장시영 역시 과학자 석주명을 대상으로 쓴 소설75)임을 떠올려본
다면, 유진오가 외숙 박용하의 존재를 소설에 부각시킨 것은 유진오의 나름의
창작방법론이라 할 것이다.
30년대말의 유진오의 단편과 함께 『민요』를 견주어 본다면, 유진오가 단지
박용하의 죽음 때문에 이 소설을 집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0년대말 유
진오는 ‘조선의 근세사’탐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작가의 독서체험
과 소설 쓰기가 무관하지 않았음을 염두 해 볼 때, 30년대 말 유진오의 내면과
『민요』의 탄생은 그만큼 미학적으로 연관된다.
이즈음 유진오는「창랑정기」(『동아일보』, 1938. 4.19~5.4)를 연재한 후,
경성제대의 ‘수재’ 작가에서 비로소 소설가 ‘유진오’로 문단의 대접76)을 받았다.
「창랑정기」의 발표 이후 쏟아진 문단의 ‘호응’은 실제 유진오의 작품 세계를
확장하는데 큰 힘을 실어주었으며, 유진오는 문단의 호평을 동력삼아 장편 소
설 『민요』를 쓰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창랑정기」는 『민요』를 탄생시키
기 위한 ‘전사(前史)’ 단계였다.
「민요」는 경성의 북촌에 살았던 조선말기 세도가의 모습을 재현하여 이들
의 생활을 풍속적으로 세밀히 묘사함으로써, 장편소설로 완성될 기틀이 마련하
74) 조풍연의 증언에 따르자면 유진오는 『문장』에 투고하는 일을 꺼렸다고 한다. 유진오는 『문장』
창간호에 「이혼」이란 단편을 실었는데, 문단에서는 이 소설의 모델이 ‘최정희’라는 소문이 퍼져
유진오는 곤역을 치뤘다. 조풍연, 「문장 ․ 인문평론시대」, 강진호 엮음, 『한국문단이면사』, 깊은
샘, 1999, 247면. 유진오의 모델소설에 대한 논의는 이석훈, 「모델소설고」, 『인문평론』,
1940.5, 78면 참조.
75) 유문선, 「파시즘의 억압과 과학주의, 그리고 정태현과 석주명－유진오의 화상보론」, 『장편소설
로 보는 새로운 민족문학사』, 열음사, 1993, 138면.
76) 이광수는 유진오에게 “법학과 문학”의 두가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나 수필같은 것이 좋지
않을까요?”하는 조언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유진오는 “작가로서 나를 대단하게 평가해주는 눈치
는 여간해 보여주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이광수는 유진오가 ‘법학’을 하면서 ‘소설’을 쓰는 것을 그
리 달가와 하지 않았고, 이점은 유진오가 조선문단에 발표한 이른바 ‘동반자 소설’이라고 칭해진 소
설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던 것이기에, 시나 수필 ‘같은 것’을 써보라고 조언했던 것이다. 따라서
창랑정기 발표 이후 이광수가 “참 좋더군요. 수작입니다. 읽으면서 자꾸 무릎을 쳤습니다.”와 같이
극찬한 것은 유진오로써 한껏 고무될 사건이었다. 유진오, 「나의 문단교우록」, 『구름위의 만
상』, 1966, 일조각, 271~2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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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장례식장면이나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장면, 혹은 음식이 썩어나갈 정도
로 가득 차린 제사상등이 바로 그것인데, 유진오는 조선말기 양반의 화려한 권
세 뒤에 숨겨진 ‘허례허식’을 우울과 비애의 심정으로 발견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같은 점은 “묘사의 양에 치중”77)한 이기영과 “근대에 대한 낙관적 전
망”78)을 품은 김남천과는 다른 ‘풍속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죽은원인은 의문에 싸인채로 장례 준비는 그대로 진행된다. 김판서의고향
이천으로 부고를들고 사람이 네려간다. 지관이 떠난다. 거기다가 김판서는 생
전에 관을 준비한것이없으므로 생송을 베이라고 사람이 또 뒤및어 떠난다. 종
노육주비전(六注肥廛)으로 수의를 마치러 간다. 술집으로 떡집으로 고기관으로
국수집으로 벌배 구종 행낭것들이 다름질을 친다. 아무런 수습을몯할 난장판이
었다. 거기다가 팟죽 백지 황초 현금 술 막걸리 부의(賻儀)들어오는것만해도
비ㅅ발치듯한다. 은전 동전 백통전이 예서 절그럭 제서 절그럭 하는가하면 장
지 백지 황초등속이 이구석에서 굴고 저구석에서 굴고한다. 안에는 조의정댁
최진사댁 홍판서댁 무슨댁 무슨댁에서 동이동이 쑤어온 팟죽이 벌창이다. 김판
서집은 불시에 큰 잔치라도 베푼것같기도하다. 여기저기 버러진 술상. 떠드는
소리. 거기다가 종일 부절곡이라 곡소리가 또 귀가 따겁다.79)

제시된 인용문은 『민요』의 1장이다. 앞에서 설명했듯 외숙 박용화의 삶과
포개어지는 ‘김판서’의 죽음은 ‘의문에 싸인채로’ 봉인된다. 김판서가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이유는 생략되었지만 “대원군과 민씨 일족의 세력다
툼으로붙어 골수로들기 시작한 이땅의 병”만큼 “김판서집도 내내 세상과 운명
을 같이하랴는것”80)과 같은 표현으로 미루어보아 갑신정변이후 몰락한 김판서
집안의 몰락을 예감하게 한다.
이 소설에서 주목할 부분은 김판서 집안의 ‘장례’의 위용과 조선말기 대신들
의 직책을 일일이 거론하는 ‘조문객’의 화려함이다. 농상공부대신, 법무대신, 탁
지대신, 군부대신, 전창정대신, 시종원경, 통감부, 군사령부 대신을 열거하는 장
면에서 ‘장례’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김판서가의 위용은 실상 내실
77) 김경원, 「식민지 체험의 보편화와 리얼리즘적 성취」, 이기영, 『봄』, 동아출판공사, 1995, 661
면.
78) 김동환, 「1930년대 후기 장편 소설에 나타나는 ‘풍속’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15호, 1990.
79) 유진오, 『민요』, 21~22면. (본논문은 1장에서 6장까지는 「민요」에서, 7장부터 13장까지는
「김씨일문」에서 인용한다. 인용의 페이지는 원고지 순서에 따라 숫자 표기하였다.)
80) 「민요」,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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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는 것이어서, “일년에 제사가 열세번”을 치루고 그밖에 차례와 음식천신
(薦新), 고사(告祀), 사월파일 ‧ 오월단오‧ 유월유두 행사, 삼복중의 노구메, 그
외에도 굿과 경을 읽는 집안의 잡다한 행사때마다 “거창한살님에 돈은 않을수
없고해서” “한오십마지기되는것을 쟆이고 돈을 취해야”81)하는 현실이다. 유진
오의 기억으로 재현된 민요의 제사장면은 묘사는 치밀하되 그 문체는 염세적이
고 냉소적이다. 오영숙은 봉건적 가족제도에 대한 감정적 반발82)은 유진오 소
설에서 재삼 반복되고 있는 주제라고 파악하여 이 때문에 ‘봉건성을 타파하고
근대성에 집착’하게 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의견은 유진오의 ‘반항기
질’83)로 미루어 보아 타당한 요인일 수 있지만, 「민요」를 삽입하고 유진오 소
설을 독해한다면 ‘근대성’ 자체에 유진오가 막바로 함몰되었다고 보기엔 어렵
다. 조선 ‘말기’의 몰락을 가장 근거리에서 목격한 유진오의 우울한 시선은 오
히려 김남천이나 이기영 소설이 지닌 근대에 대한 ‘과도한 감정’의 과잉을 아슬
아슬 하게 빗겨가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민요」는 원고지 326매의 분량으로 총 13장의 소설이다. 제 1장부터 김판
서의 죽음으로 시작하지만 실제 이 소설에서 ‘김판서’는 서사의 주체로 남아있
지는 않고, 그가 죽은 이후 남겨진 사람들, 즉 김판서의 아버지 김승지, 김판서
의 부인인 정경부인, 김판서의 세아들 김원호, 김형호, 김정호 중심의 이야기로
펼쳐진다. 이외에 큰며느리 조씨, 작은며느리 보화가 등장하며, 사위 송만갑, 소
작관리인 송만갑, 하녀 길순, 수동어멈, 문서방이 등장한다. 작품의 초반에는 무
당과 제사에 몰두하는 ‘정경부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점점 큰아들 ‘김원호’가
조선말기 토지 제도의 허술함으로 몰락하게 되는 장면으로 확장하고 있다.
「민요」는 박용화의 ‘암살’에서 제기된 유진오의 의문으로 시작된 소설임이
분명하나, 박용화를 모델로 한 김판서에게 그리 많은 묘사를 할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 유진오는 갑오개혁이후 몰락한 ‘양반’의 존재에 대해 적극적 의
문84)을 표한다. 때문에 「민요」의 각장에는 ‘몰락한 양반’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 주체들이 등장한다.
81) 『민요』, 114면.
82) 오영숙, 「유진오 연구」, 서울대 석사, 1990, 12면.
83) “실정인 즉 나에게는 어렸을 때에 선친이 주어주신 자와 호가 있다. (중략) 그러나 차차 철이 들
어 모든 낡은 것에 대한 반항의식이 강해지자, 나는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호를 의식적으로 내버렸
다. 어째 봉건적 냄새가 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고대신보』, 1956.11.12.
84) 타파되어야 할 가족제도, 봉건제도는 아직도 얼마나 뿌리깊게 조선에 존재하고 있는지! 조선의 장
래는 멀다. 우선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소유권의 자유가 발달하여야 한다. 그 뒤에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고 무엇이고 가능할 것이다.유진오, 『젊은날의 자화상』, 박영사, 1978, 59~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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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는 김판서의 정경부인을 ‘미신’과 ‘굿’을 믿어 집안을 몰락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형상화하였다. 큰아들 김원호는 김판서의 죽음이후 경기도 인
근의 소작경영을 관리하지만, 집안의 ‘稅收’에 어두워 ‘천석 가까운 토지’를 저
당잡히고, 결국 김씨일문의 마름이었던 이병갑에게 ‘집문서’를 넘기는 비참함을
맛본다. 둘째 김형호 역시 장남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나 본인은 정작
노름과 주색잡기에 빠져 배임수수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었다.
정리하자면, 허세로 뭉친 자식들의 무능한 경제 관념은 결국 ‘김씨일문’ 전체
를 김판서의 암살보다 더 큰 몰락의 길로 이끌었던 것이다. 이러한 주인공의
모습은 당시 유진오가 ‘조선의 최근세사’ 탐독한 것과 관련된다. 유진오에게는
조선말기의 무능력한 현실이 실제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야사처럼 느껴졌
다.
조선의 최근세사에 대해서 여태껏 나는 사실 백지상태였었는데, 이번에 필요
있어서 그 방면의 책을 몇 권 고리짝에 끼어 가지고 왔다. 정사보다도 야사라
고 할까. 여하간 그런 종류의 책들이다. 읽기 시작했더니 흥미진진해서 책을
덮을 수가 없었다. 김씨 일족의 전횡, 대원군의 집정, 민씨 일족의 세도, 개화
당의 흥망성쇄, 그 변전하는 정국에서 일신의 영달을 구해 갈팡질팡하던 엽관
자들의 망령, 그리고 금상첨화격으로 조선을 무대로 하는 일․청․로․영․불․독 의
국제 대학축전- 실로 조선 최근세사는 가장 위대한 소설 이상으로 파란 곡절
로 차 있으며, 인류의 운명에 대한 암시를 품고 있다. 읽어 내려가노라면, 피가
끓고 고기가 뛰고 주먹이 쥐어지고 한다. 그러나, 그런 끝에 책을 덮고 나니,
남는 것은 오직 “강개”의 두 글자뿐이었다.

85)

유진오는 조선의 최근세사가 “가장 위대한 소설 이상”의 곡절을 지니고 있다
고 판단하여, 전횡과 세도, 일신의 영달을 위한 치정자들의 모습을 민요의 소재
로 가져왔다. 이와 같은 면을 참조한다면, 미발표 장편 『민요』가 보이는 작가
적 솔직함은 이론의 냉철함을 돋보였던 평론가 유진오로, 혹은 제국대학의 과
학자 ‘장시영’과 포개진 합리적 근대주의자 유진오의 모습으로 독해할 수 없는,
소설가 유진오로서의 ‘여지’를 남긴다.
당시 유진오는 ‘합리적인 서구’와 ‘조선의 근세사’ 사이에 낀 ‘경계인’의 위치
에서 「민요」를 집필하고 있었다. 디페시 차크라바티는 ‘역사’의 동질성 내에
존재하는 상이한 틈(fractures)을 주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근대와 반근대의
85) 유진오, 「산중독음」, 『인문평론』, 1939.10 (『다시 창랑정에서』, 창미사, 1985, 40~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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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항과 불균형86)상태이며 ‘모던과 고전사이의 부조화’를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오히려 민요는 이러한 불균형의 기대마저 저버린다. 즉 ‘근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주인공’의 모습을 부조함으로써, 근대와 전근대 사이를 머뭇
거리는 조선말기의 인간군상을 전면화한다. 다음장에서 논할 두가지, 즉 비극적
건축미와 법치체계에 무능한 개인의 몰락을 그려냄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무능
력함을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오는 실제 조선의 선전에 입선한 화가와 친하게 지냈고, 그림 그리기를
즐겼다. 「민요」는 경성의 북촌에 자리잡은 김판서의 한옥집을 배경으로, 김씨
일문이 ‘멸문’의 길로 들어가는 조짐은 이 소설 곳곳에서 찾을 수 있으나, 특히
논문의 부록으로 제시된 소설의 4장은 한옥의 처마가 장마로 무너져 가는 장면
이 제시됨으로써 작품의 ‘비장미’를 획득하고 있었다.
석축이 무너지고 장독대의 구정물이 범람하고, 독과 항아리가 기왓장이 굴러
내려 형체를 찾을 수도 없는 한옥은 마치 폐옥과 같이 그려져, 집안의 개축에
무관심한 김승지와 정경부인, ‘신약전서’ 읽기에 몰두한 큰며느리 조씨, 집안에
‘동티’가 났다고 수군거리는 길순이의 신산한 마음을 시각적으로 집약시켰다.
비극적 건축미로 전개되는 이러한 시각적 묘사는 민요의 전반부를 장악하는 요
소이기도 하지만, 소설의 마지막 장인 13장에서도 처연하게 스며있다.
전기회사사람은 산정사랑 방속에서도 일을하고있었다. 하얀 사기를 전기줄옆
에 갖다대고 나사몯을 끼인다음 탁하고 한번 올니치고는 날새게 기게를돌녀
박곤하는것이 구경할만하다. 보고있는동안에 전등줄 끌어드리는공사는 끛이나
고 천정한가운대를 가로질는 들보에 똥그란 나무판이 백히고 사기가 백히고
전등줄이 느러지고 하얀 접시같은 등피가 매달니고 전구가 끼어젔다.
「산정사랑에 전등이 켜젔다!」
문득 생각하니 정호는 무슨 기적이 이러난것같었다. 그렇게까지 전등을 실혀
하든 김승지의방에 맨처음으로 전등이켜지는것은 무슨 인연인것같기도하다. 그
리고보니 정호는 그를 에워싸고있든 컴컴한 거림자가 일시에 사러지는것같은
이상스레 명낭한느낌을 느꼈다.
정호는 댓돌우에선채 지붕만남기고 다헐닌 큰사랑채와 그동안에 반이나 기
둥까지 업서진 뜰아랫채를 내려다보았다. 인왕산에걸닌 저녁해빛을받어 헐녀가

86)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맑스주의 이후의 맑스- 역사, 서발터니티, 차이」, 이찬행 역,
『TRANSTORIA』 창간호, 2002, 68면 ; 정종현,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 창비, 2011,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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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경은 처참하기도하다. 그러나 그런생각보다도 차라리 통쾌한느낌이 문득
정호의 왼몸을 사로잡었다. 김판서집이 망했다든가 헐녔다는가하는 한탄보다도
헐어러 헐어라 낡은것은 다헐어버려라하는 파괴의 충동이 불ㅅ길같이 가슴속
에 타올으는것이었다. 육중한 큰사랑채까지 지붕도 남기지않고 마저 헐어내지
않는것이 차라리 담담하게 느껴지는것이었다.87) (강조: 인용자)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작가의 ‘애정’이 스민 서사주체는 바로 김판서의 막내
아들 김정호이다. 정호는 김승지의 방에서 그가 살아생전 ‘유독’ 싫어했던 ‘전
등’이 켜지는 것을 바라본다. “그를 에워싼 컴컴한 거림자가 일시에 사러지는것
과 같은 명랑한 느낌”, “헐어라 헐어라 낡은 것은 다 헐어버려라”하는 심경으
로 무너지는 김참판 집을 바라본다.
앞에서 설명했듯 유진오는 그간 양반문화의 잔재에 대해 혐오에 가득찬 시선
을 보여왔다. 『민요』에서 “지붕도 남기지않고 마저 헐어내는” 이 장면은 조
선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양반에 대한 도전의식으로 보인다. 특히 유진오는
폐허가 되는 김씨일문의 ‘가옥’을 정호의 초월적 시점과 깔보듯 공중에서 내려
다보는 부감시점은 통해 그려내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뜰아랫채를 내려다
보았다”는 정호의 부감시점은 작가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자유를 주고 관찰 대
상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서술상의 위치88)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장면
은 「가을」, 「창랑정기」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일제말 유진
오 소설의 상호텍스트 성을 견인하고 있다.
유진오는 경성제대 재학시절, 「사유재산권」(『신흥』 3호, 1930)이라는 글
을 발표한다. 그에 따르면 재산권의 기초는 유물적 권리에서 정립된다. 재산의
사유권은 삼단계를 경유하여 발전하는데, 소유, 계약, 불법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유진오는 헤겔을 경유하여 ‘사유재산권’을 개
념화하였다. 유진오가 법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사유재산권’에 관심을 갖고 있
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글의 관점으로 민요를 독해할 때 김원호는 ‘소유’와 ‘계
약’관계에 전혀 무지한 인물로 그려진다. 후반부로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민요
는, 큰아들 김원호가 법학뿐 아니라 ‘과학’도 전혀 모르는 인물이기에, 한마디로
근대 지식체계를 접할 때 맞이하는 낭패감이 꽤 아이러니한 상황을 계속 만들

87) 유진오,『민요』, 324~325면.
88) 호비 바바, 『국민과 서사』, 류승구 역, 후마니타스, 2011, 4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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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기 때문이다.
특히 9장은 매부 정봉구가 김원호를 속이는 장면이 나온다. 김원호는 “화학
(化學)에대한 지식이라고는 반푼어치도없”는 사람이다. 김원호는 서당교육만 받
은채 ‘근대 학문’을 한번도 접해보지 못했기에, ‘납’이 ‘초산’에 녹는 화학적 이
치를 전혀 모르는 이다. 다만 납으로 싸인 금덩어리가 하룻밤사이에 금덩어리
가 변하는 것을 보고, 큰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에 환호작약한다. 납오십전어치
를 사서 금 삼십원을 만드는 일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김원호가 백
일몽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초산에 담근 납이 벗겨져 ‘금만 남는 뻔한
이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원호는 친구 나동찬과 매부 정
봉구의 ‘연금술’에 현혹되어 돈 오천원이라는 거금을 잃는다. 이 소설에서 원호
를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돈’을 잃고도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설사 그들에게 완전히 속은것이라해도 (이들의 죄를) 경찰서에 말하기
에 겁”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금을 맨드는사업”은 당시로서도 ‘범죄’였
기 때문이다.
유진오는 김원호를 통해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무능한’ 양
반을 고발하고 있었다. 특히 김원호를 제일 비판하는 사람은 수동어멈이다. 수
동어멈은 정경부인을 꼬득여 매해 명동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일 것을 조정할만
큼 영악하다. 정경부인이 ‘돈’을 풀고 잔치를 벌여야 ‘아랫것’들이 먹고살 ‘음식’
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수동어멈은 원호가 버는 돈은 “눈먼돈”이요 그가 벌이
는 사업은 “요절을 헐일”로 하찮게 여기면서 김원호를 가장 무기력한 존재로
그려내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유진오는 수동어멈뿐만이 아니라, 김원호를 꼬여 새살림을 차리게 하는 길순
이, 정경부인의 외동딸과 사랑에 빠지는 변사 서상호의 입을 통해 갑신정변이
후 몰락한 양반이 망해가는 과정을 적확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조선말기의 전
도된 현실이기도하지만, 작가 유진오가 특유의 씨니컬한 문체로, 몰락한 양반,
곧 지식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때의 비참함을 서술하고 있다.
요컨대 그간 「수술」, 「봄」에서 보여왔던 지식인이 무능력하면 사회전체가
혼란에 빠진다는 그의 논리는 곧 갑신정변이후 배임과 사기가 횡행했던 토지제
도의 허점을 통해서, 민중을 속이는 사이비 과학의 혼란을 소설의 소재로 끌어
들임으로써, 지식층의 혼란이 가져온 문제가 하층민까지 그대로 전이되고 있음
을 역설적으로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조선말기의 무능력한 법치체계는 몰락한 양반을 탄생시켰고 더불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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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믿고 몰락한 하인들이 피폐하게 존재하는 무능력함을 고발함으로써, 이중의
아이러니에 놓였던 갑오개혁이후의 조선말기를 소설의 소재로 끌어들였던 셈이
다.
이후 이어지는 11장에서는 둘째 동생 김형호가 이천땅을 팔기위해 형의 도장
으로 사기를 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임’죄에 걸리는 장면이 나온다. 김
원호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도장을 주었다는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헐값에

업자에게 ‘땅문서’를 넘겨야 하는 진퇴양난에 놓여있다. 원호는 동생도 살리고
땅도 찾고자 변호사를 선임하나, 그는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땅은 땅대루 찾구 게씨는게씨대루 빼내구싶단말슴이오? 인장위조헌 죄인
을 그대루두란 법률이 어디있읍딧가. 이건그저 옛날루아슈. 멫백년동안 그따위
짓들 허다가 오늘날 이꼴이됐는데 또 그런소릴허슈. 않될말입니다」89)

유진오는 법률을 모르는 사람이 근대에 어떻게 패배, 몰락해가는가를 집요하
게 파헤친다. 즉 “땅값을 물어주던 주지않던 이미 도장을 위조한 죄”는 남는다
는 사실조차 모르는, 큰형 원호를 근대 사법의 소외된 곳에 살고 있는 무능한
양반으로 그려냈고, 둘째 형호는 노름과 유흥에 멈춘 소아적 인간으로 조망함
으로써, 조선말기 사유권체제의 허술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요」를 독해하다보면, 그동안 ‘시정소설’로 치부되었던 「복남이」, 「마
차」, 「정선달」이 왜 이런 작은 에피소드로 남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풀린다.
「민요」에서 김승지가 죽자 오래 모시던 옛주인을 잊지 못해 따라 죽는 문서
방의 모습은 복남이의 아버지(「복남이」)의 충직함으로 변형되었다. 그리고 개
화파들에 대한 유진오의 냉소적인 태도는 ‘민비의 전횡’으로 노골화되어 소설
「가마」가 탄생하는 배경이 된다. 정통양반에 대한 꼬장꼬장한 모습, 즉 『민
요』의 김승지의 모습은 「남곡선생」에서 동일하게 등장한다.
즉 「창랑정기」(『동아일보』 38.4.19~5.4), 「여름」(『문예』, 1940.7),
「산울림」(『인문평론』, 1941.1), 「복남이」(『주간 아사히』, 1941.5) 「마
차」(『문장』, 1941.5), 「남곡선생」(『국민문학』, 1942.1), 「정선달」(『춘
추』, 1942.2)의 모티프를 합치면 장편 소설 『민요』가 된다 할 것이다.
본고의 3.1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종’과 ‘풍토’에 대
한 기행문, 「김강사와 T교수」에서 알 수 있듯, 유진오는 일본인이 비판하는
89) 『민요』, 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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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미신’과 ‘무당’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는 조선을 타자화하는 일
본인의 시선에 매혹되기도 한다.『화상보』의 장시영이 식민지를 ‘조사’, ‘관찰’
하는 식물학자로 설정되거나 김경아가 서양에서 성악을 전공한 점은 바로 ‘문
화비판자’로서 조선의 낙후성을 비판할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오는 점차 후반기로 갈수록 개화기의 재현과 경성의 ‘북촌’을 배경으로
쓴 소설을 썼다. 「창랑정기」, 「여름」, 「산울림」, 「복남이」, 「마차」,
「남곡선생」, 「정선달」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외숙의 죽음과 연결되어 출간
되지 못했던, 미발표 육필 원고『민요』는 일제말 유진오의 무의식을 독해할
의미있는 작품이다. 유진오의 후반기 소설은 과거와 고대의 잃어버린 관념 및
기원, 혹은 조선의 역사를 타자로 삼아 ‘미적 대상’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열
정의 이면에는 기원과 시원을 발명하고자 하는 욕망이 투사되기에, 정통 양반
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여 유진오만의 민족지를 형상화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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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구자의 시선과 조선적 풍경의 반영 : 이효석
이효석은 1925에 경성제대 법학부 예과 A반으로 입학을 하였다. 이효석은
재학도중 전과를 하여 익히 알려진 대로 영문학 전공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법
문학부 B반, 즉 영문학 전공으로 졸업한 이효석은 유진오에 비해 사변적이거나
분석적인 지성보다도 감각적이고 정감적인 감성의 능력이 뛰어나다90)고 평가를
받고 있다. 유진오는 이효석의 성향을 자신을 비교하면서 “효석과 나는 거의
대척적”이라고 밝혔다.
논문의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레이초우는 프로이트의 관점을 이어받아 멀리서
관찰하는 아웃사이더의 지위를 획득하는 주체의 위치에 주목하였다. 타자를 구
경거리로 관찰91)하면서 스스로를 근대화되고 고도의 테크놀로지화된 위치에 올
려놓는 이 나르시시즘적인 시선에는 자기보다 문화적으로 낮은 타자를 미학적
으로 바라보는 심리가 스며있다. 이효석 소설에서 반복되는 ‘여성’, ‘향토’, ‘자
연’, ‘고도’를 소재적 의미를 넘어 공시적으로 분석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앞장에서 설명하였듯 이효석은 예과 재학 당시 싱그와 키플링의 문학세계에
침잠하고 있었다. 이효석은 이들의 소설을 번역하거나 졸업논문의 대상으로 깊
이 연구함으로써 문학적 원천으로 삼았다. 「밀항자」, 「기원후의 너스」를
번역하면서 이효석은 새로운 장소에 토대를 둔, 이국의 삶을 수입하는 일에 한
층 더 익숙해졌다. 초기 소설에서 노르웨이나 러시아와 같은 이국의 장소에 대
한 강렬한 열망이 자주 반복된 것은 타국의 문화와 조선의 문화를 견주어 볼
무의식을 구성하는, 이효석만의 창작 방식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타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공간적 인식으로 확장되었고, 이효석은 조선적 풍경을
미학적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효석의 초기 소설은 갈등과 서사가 중심이 된 전통적 창작 방식에서 벗어
나 시각적인 이미지가 강조된 소설을 쓰고 있었다. 타자를 ‘관찰’하고 응시하는
화자의 위치가 조선의 토속적 고향에서 보다 명징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조선
의 자연을 이국적으로 묘사하거나 향토성에 대한 관조적인 시선을 유지함으로
써 토속과 모던의 이중적인 미학을 선취한 특징이 있다.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이효석이 ‘조선’의 모습을 재현하는 감각적인 방식으로
90) 이상옥, 『이효석-문학과 세계』, 민음사, 1992, 233면.
91) 레이초우, 「남성 나르시시즘과 국민문화」, 『원시적 열정』, 이산, 2004,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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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된다. 즉 이효석의 초창기 소설에서 반복된 여성과 자연을 시각적으로 포
착하였고, 후반기 소설에서도 조선적인 것을 심미적으로 재발견하는 일관된 흐
름에 서 있었다.
이효석의 장편소설『벽공무한』은 ‘旅愁’의 감성으로 변질되어, 조선의 문화
를 타자화하고 특히 ‘국경’지대를 소설의 공간적 배경으로 확장하고 있음이 확
인되었다. 유진오가 ‘개화기’나 ‘양반 문화’의 탐닉을 통해 자기 민족지의 미학
적 특질을 과거 시간으로 회귀하고 있었다면 이효석은 원시적이고 고풍스러운
공간- 고도, 이국적인 자연-을 재발견함으로써 조선적 풍경을 설명해나가고 있
었다.

1) 원시적 섹슈얼리티의 창출과 토속적 고향의 제시
이효석은 습작기때 쓰여진 14편의 시중 3편만 『학지광』에 한글로 발표되고
나머지의 시는 거의 모두 『청량』에 일본어로 발표하였다92) 문단에 발표하기
이전, 경성제대의 동인지에 발표된 그의 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
는 시, 꽁트, 희곡, 시나리오, 번역, 평론에 재능을 보였지만 경성제대 재학중에
는 시 창작에 좀더 열중하고 있었다. 이효석이 학생 문인 시절에 발표한 시의
수준은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시에 자주 반복되는 몇가지 단어는
그의 초창기 소설을 이해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제시된 ‘인
류’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수 있다.
가혹苛酷에 울고 있던 천지는
압박의 손에서 벗어났어라
땅속 깊이 은인隱忍하고 있던 풀싹은
지각을 뚫고 쑥쑥 피어 오른다
-아름답고 위대한 힘으로
겨울 혹왕 매질 느끼던 나무는
희망에 빛나는 녹색옷을 입고
노래를 부흥시킨 종달새는
온 천지에 넘치는 신곡을 노래한다.
모든 것은 재생하였어라
-주검과 침묵 가운데서
92) 이상옥, 『이효석-문학과 세계』, 민음사, 1992, 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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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폭왕은 장사지내 버리고
사랑과 광명의 분위기로
온세상은 화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봄은 안왔어라
오-슬프다
인류 영원의 봄이여!93)

「봄」에서 시적 화자는 재생의 이미지와 유관한 나무, 종달새, 신곡이 반복
된다. 허나 마지막 구절의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봄은 안 왔어라”,
“오 -슬프다 인류 영원의 봄이여!”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이 시의 주제라고
도 할 수 있는 인류와 문명을 시어에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시의 미학적 인식
이 깊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류와 문명에 대한 원초적 표현나열은 문학적으
로 승화가 덜 된 청년 문학의 미숙함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오히려 ‘인류’와
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청년 이효석의 무의식을 살필 기반을 마련해
준다.
『청량』에 실린 「겨울숲」에서는 “허위와 죄악”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다.
“하얀우단”, “발가벗은 마른나무”와 같은 자연의 이미지를 “과학 썩은 냄새”와
대비시킴으로써 도시로 돌아가는 것은 곧 “껍데기 문명”과도 같다고 보았다.
직설적인 일갈로 내면을 표출한 이 시는, 앞에서 설명한 「봄」처럼 미학적 인
식이나 시의 함축적인 특성을 통해 대상을 꿰뚫어보기 보다는, 동반자 작가시
절에 그의 주관심사였던 ‘문명’과 ‘인류’에 대한 관심이 반복되었다.
즉『신흥』과 『문우』, 『청량』에 발표한 초창기 시와 소설의 공통점은,
‘문명’과 ‘세계’, ‘인류’를 위해 일하고 있는 식민지 지식인의 과잉된 열정이 분
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1931년『신흥』7월호에 발표된「오후의 해조」에서 ‘삐
라’를 돌리는 주인공을 예로 들어보자. 주인공은 삐라에서 풍기는 ‘신선한 잉크
냄새’, ‘입체적 활자의 감각’에 쾌감과 흥분을 느낀다. 청년이 이렇게 삐라를 돌
리는 이유는 M‧H당 서점을 운영하는 주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서점의 주인은 곤궁함에 쳐한다. 주인공은 서점주인
의 ‘가난과 눈물’을 이해하면서 점차 ‘호의’의 감정을 갖는다. 그리고 자신과 점
차 ‘감정의 합류’를 나누고 있음을 깨닫는다. 즉 이효석은 억압받는 계층과 감

93) 이효석, 「봄」, 『매일신보』, 1925. 1.18 (『이효석 전집』 6, 창미사, 20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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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합의’를 이루고,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의 하위계급과 사회주의 청년
의 교류를 통해 사회주의의 본질을 설명하려 하지만, 「프렐류드」는 오히려
피상적인 ‘사회주의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말았다. 이를테면 다음의 구절이 그
러하다.
“한민씨!”
공장문을열고 여들어오는 사랑스런 나루의목소리에 그의생각은 중단되고
덜커덕! 덜커덕! 부드러운 로-러의회전이 연쾌한 긔게의음됴가 여전히 아름답
게오후의인쇄소안에 그득히울닐이다.94)

서점 주인의 딸 나루의 목소리와 공장의 ‘롤러’ 회전 소리가 겹쳐지면서, “긔
게의 음됴”는 아름답게 인쇄소안에 울려퍼진다. 삐라의 “통쾌한 한마디 한구
절”이 “수많은 젊은이”의 심성을 움직이리라 기대하지만, 정작 이 소설에서는
그 어떠한 ‘사회주의’ 사상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다. 이효석에게 사회주의는 이
념이나 운동의 강령이 아니었다. 이효석 소설의 사회주의는 ‘고리키’가 박힌
“그 한 장의 엽서를 한 권의 책보다도”95) 귀중히 여기는 현보의 태도처럼 피상
적인 이념의 도구이다. 이점은「행진곡」(『조선문예』 2, 1929.6)에서도 그대
로 반복된다.
나는 뭇사람을 위하여 일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을까. (물론 알
아달라는 것은 아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이 호복 입은 사내가 대체 무엇이
라는 것을 짐작이라도 할까. 이 조마조마한 애타는 가슴속- 그것은 계집애를
생각해서가 아니다-을 살펴줄 수 있을까. 끓는 청춘의 혈조를 초조와 모험에
방울방울 태워버리고 마는 나, 그것을 이해는커녕 오히려 경멸하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그들,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
가난은 모두 전세의 죄라고 밖에는 생각할 줄 모르는 그들, 그들과 나 사이에
는 간격이 있다. 바다가 있다.어쩔수 없는 구렁이 있다.

96)

‘주의자’ 주인공인 ‘나’의 눈에는 당시 조선은 “시골뜨기”로 가득찬 곳이다.
기차 대합실에 앉아 있는 주인공은 조선의 대중을 위해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94) 이효석, 「오후의 해조음」, 『신흥』, 1931.7, 118면.
95) 이효석, 「삽화」, 『이효석 전집』 2, 창미사, 2003, 154면.
96) 이효석, 「행진곡」, 『이효석 전집』 1, 창미사, 2003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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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을 바라보며과 대합실에 오가는 “시골뜨기”를 관찰한다. 이들은 “세
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무지한 시골뜨기이다.
“그들과 나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은 하층민을 바라보는
당시 이효석의 시선이다. 이 시선은 문명화되지 못한 서양인들이 조선이나 동
양, 아프리카의 순박한 야만인을 묘사하는 민족지(ethnography)의 시선97)과 유
사하다. ‘인류’에 대한 관심은 곧 지식인 주인공에 의해 ‘뭇사람’ 혹은 ‘전인류’
로 명명한 하층민으로 재현되는데, 이 하층민은 곧 신성한 존재로 격상되거나
맹목적이고 무지한 이들로 폄하98)되는 극단의 양면성을 지닌다. 동정의 의미는
타자에 대한 우월한 시선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즘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공통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한다. 그는 나르시시즘이 자아이상Ichideal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다
시 회복하려는 노력이라고 하였다. 자기 앞에 하나의 이상을 투사하는 것은 어
린 시절 그 스스로가 자신의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나 이제는 상실하고 없
는 바로 그 어린 시절의 나르시시즘을 되찾게 해주는 대체물인 것99)이다. 즉
나르시시즘은 자기보존본능Selbsterhaltungstrieb 에 기초한 자기애이다.
정명환은 이효석 소설의 초기 소설을 분석하면서 ‘위장된 순응주의’100)라고
평가하고 그의 사상적 모호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모호함이 비판받을
수 밖에 없던 이유는 바로 사회적 약자를 미학적으로 처리하거나 구경거리로
관찰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는 소설의 화자가 자주 출몰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사건들이 시각적으로 혹은 청각적으로 전달되었다는 것, 혹은 인물간의 갈등
은 배재되고 시각적인 이미지만 남은 것은 이효석 소설의 중요한 특징이다. 따
라서 이효석 소설에 ‘풍경’101)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되는 것을 보다 면밀히
97) 차혜영은 구한말 서양인들이 조선에 대해 남긴 기행문을 예로들어 이들이 조선인을 순박하고 친근
하며 친절한 아이같은 심성을 가진 이들로 묘사하였음을 지적하였다. 1931년 12월『삼천리』에
게재된 백림학인, 「표박의 시민, “집시”의 연애와 생활, 3일간을 그들과 함께 지나든 이약이」에서
도 베를린의 집시를 포착하는 시선이 서양인들이 조선이나 동양, 아프리카의 순박한 야만인을 묘사
하는 에스노그라피적 이라고 설명한다. 이 시선은 감각적 매혹의 끌림과 동시에 그 대상에 관해 갖
는 ‘관조’의 성격이 양가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차혜영, 「문화체험과 에스노그래피
의 정치학」, 『정신문화연구』 33, 한국학 중앙 연구원, 2010.3, 67면.
98) 손유경,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동정’의 윤리와 미학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2006, 151
면.
99) 프로이트, 「나르시시즘 서론」,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 박찬부 역, 열린책들, 2003,
74면.
100) 정명환, 「위장된 순응주의」, 『창작과 비평』, 1968 겨울 ~1969 봄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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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필요가 있다.
1937년 5월 『조선문학』에 발표한 「마음에 남는 풍경」은, 수필과 소설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짧은 분량의 글이다. 그러나 「마음에 남는 풍경」은 이
효석이 관찰하고 있는 ‘풍경’을 설명할 흥미로운 지점이 엿보인다.「마음에 남
는 풍경」에서 소설의 주인공은 백양나무의 풍경을 보다가 벽돌을 나르는 인부
의 모습을 발견한다. 인부들은 “한줄에 매인” 몸으로 “몹시 재서 구르는 수레”
와 같이 움직인다. 종종 걸음으로 매일 같이 변함없는 그 긴 행렬이 지닌 비참
함은 백양나무의 아름다운 자태와 함께 묘사된다. 그러다가 소설의 화자는 인
부의 한 사람이 별안간 넘어져 간수의 몸이 수레에 끌려 한참 동안이나 쓸려가
는 장면을 지켜본다.
이 장면을 두고 주인공은 “삽시간의 사건”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서 주인공은 “이
상스런 한폭의 풍경”이라고만 묘사할 뿐, 이 사건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 구
체적인 동기나 까닭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인공의
마음속에 이 풍경은 풀지 못할 ‘신비성’으로 각인되며, ‘수수께기’만 부여하는
‘조그만 풍경’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같은 관점은 예이츠에게서 ‘탐구자’형 인물을 발견하고, 20대 전반을 대
부분 예이츠 읽기에 몰두한 이효석의 독서체험과 연관된다.
나의 20전후는 무풍대를 가는 배로소이다. 조촐한 범선 아름다운 꿈 가득
히 싣고 고요하고 안온한 바다를 무심히 저어가는 흉금이 거쁜하고 동안은 혈
색 좋게 상기되었소이다. 예이츠에 심취하여 그의 탐구자의 인물에다 내 자신
을 비기기를 즐겨하였소이다. (…중략…)그러나 예이츠의 인물과 같이 그것을
기어코 찾아내고야 말겠소이다. 파도 심하고 배 부서지고 옷이 찢겨졌다 할지
라도. 이제 무풍대 시대를 생각하며 흔들리는 나침반을 조심스럽게 응시하고
있소이다.

102)

그는 예이츠의 시각을 통해 “인생이란 해골”이지만 “내멋대로 꿈의 옷”을 입
힐 수 있음을 발견한다. 예이츠의 메어리가 누런종이에서 책을 사랑하고 그속
101) 이효석, 「인물 있는 가을 풍경-추밀어」, 『조광』, 1937.9,
_______, 「구도속의 가을-인물있는 가을 풍경」, 『동아일보』, 1937.10.17~19
102) 이효석, 「무풍대- 오오 이팔청춘……문인의 20시대 회상」, 『이효석 전집』 6, 창미사, 1983,
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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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지가지의 “꿈”을 발견하는 이유가 “파도 심하고 배 부서지는”, “한장의
로맨스”없는 인생을 이겨낼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는 관념과 현실에 부딪히더
라도 범선을 무심히 저어가는 반드시 “꿈”을 찾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다. 아무도 개척하지 않는 곳에 첫발을 내딛는 탐구자의 모습은 실제 이효석
소설을 이해하는 강력한 요소이기도 하다. 현실의 비루한 모습은 그에게 ‘지금여기’의 공간을 떠날 확신이 되며 여행을 떠나는 탐구자의 시선103)으로 정립되
기에 이른다. 이효석은 예이츠를 레퍼런스 삼아 그의 문학에서 현실을 돌파할
‘이상향’을 찾아낸다. 즉 경성제대 시절의 이효석은 ‘꿈’과 ‘몽상’을 통해 투영된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타자의 이미지를 낭만적으로 포착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효석의 소설에서는 종종 ‘엿보는’ 주인공(「성찬」,『여성』
13, 1937.4;「고사리」,『사해공론』 17, 1936.9)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성찬」은 준보와 민자의 단란한 사이를 질투하는 보배가 등장한다. 보배는
자신의 악마적 본성을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통해 종종 재확인한다. 모
든 얼굴 중에서 가장 알 수 없는 얼굴이 바로 자신의 얼굴일 것이다. 거울이
반사하는 상이 없으면 ‘나’의 얼굴을 볼 길이 없는 것처럼, 무인도에 정체된 로
빈슨 크루소가 사회와 격리된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는 지점이 바로 예전 모
습과 달라진 자신의 얼굴에서였듯, 나의 ‘얼굴’을 발견하는 일은 결국 타자와의
긴장감을 통해서 완성되기도 한다. 인간은 타인의 고정된 시선을 벗어나, 또다
른 타자를 찾아내어 자신의 ‘얼굴’이 갖는 의미(sens)를 추구하는 본능104)이 내
재하고 있다.
보배에게 거울은 민자와 나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유용한 도구이자, 자신
의 모습을 겹쳐 읽을 수 있는 반사상이다. 그녀는 거울을 볼때 마다 민자의 모
습을 떠올리며, 민자가 시몬느 시몽같이 애숭이처럼 묘사된다. 보배는 민자의
얼굴과 자신과의 유사점을 찾으며 그녀의 모슨 행동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심지어 “민자와 저는 한몸”이라고 당당히 준보에게 이야기하거나 “민자
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준보의 이마에 입을 맞추려고 한다.
「성찬」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다음과 같은 장면이다.
103) 제국의 힘을 빌어 미개척의 신개지를 탐험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근대소설의 핵심을 이룬다. 피식
민지 이효석의 경우 서구 근대 소설에 나타나는 탐험가로 파악할 수만은 없다. 이글에서는 여행을
통해 상상의 공간을 직조하고, 타국에 대한 낭만적 이미지가 팽패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파악하
고자 한다. Ashcroft, Bill, Key Concepts in Post-colonial Studies, London &New York ;
Routledge, 1998, pp.95~98.
104) 서동욱, 「얼굴의 출현」, 『일상의 모험』, 민음사, 2005,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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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엾은 민자! 날도적 같은 그 여인! 눈을 홉뜨며 주먹을 쥐려니 맞은편의
그 여인도 보배와 똑같은 시늉을 한다. 어이가 없어 몸 자세를 늦추고 시선을
옮길 때 여인은 다시 그것을 흉내내었다. 보배는 번개같이 정신이 깨었다. 망
칙한 요술이었음을 깨닫고 몸에 소름이 돋았다. 맞은편 벽에 걸린 커다란 체경
의 요술이었던 것이다. 여인은 물론 보배자신이었다. 취흥으로 거나한 바람에
거울의 요술에 깜쪽같이 속아 넘어갔던 것이다.105)

거울 앞에서 술에 취한 보배는 거울의 상이 자기 자신인 줄 모르고, 그녀가
바로 민자라고 생각한다. 가엾고, 날도적 같이 원망스러운 마음은 결국 분열된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결국 준보와의 하룻밤을 지
낸 보배는 사람에게는 ‘재주’와 ‘기교’가 있으니 민자에게는 준보와의 불륜 사실
을 감추기로 마음먹는다. 이 소설은 여주인공의 에로틱한 응시가 남성이 응수
하는 욕망과 부합되는 지점이다. 준보는 보배와 하룻밤을 지내고 난 후에도
“뻔질뻔질하고 천연스러운”태도를 계속 그녀를 무시한다. 「성찬」에서 보배의
사랑은 준보를 향한 그것이 아니라, 그가 거절하는 욕망을 다시 만나기 위해
민자를 ‘응시’하는 보배의 욕망구조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보배는 어떤 경우
에도 그 욕망을 이룰 수 없고, 민자를 지켜보고 모방함으로써 우울한 번민자로
남게 되는 좌절의 연애서사이다. 따라서 보배가 준보를 시험한 것은 “새것, 새
진미, 새마음”을 탐구하는 자기 자신의 욕망으로 변질한다.
앞장에서 언급하였듯, 이효석은「기원후의 비너쓰」를 번역하였다. 키플링의
소설을 번역하면서 그의 여성관이 주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소설의 핵
심적 주제, 즉 아버지와 아들이 비너스를 동시에 사랑하는 불륜 모티프는 이후
이효석 소설에서 반복되는 ‘여성’관을 살펴볼 요건이 된다. 이효석 소설에서 ‘여
성’은 아버지의 첩, 친구의 약혼남, 남편의 후배나 처제, 제자나 애인의 친구와
연결되어 복잡한 애정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계모의 영향’때문이라는 작가의 정신적 상흔106)과 연결되거
나, 여성이 자본주의도시 속에서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시선의 재구성과 연
결107)된다는 해석으로 가늠되었다. 말하자면 ‘불륜 모티프’는 이효석 소설을 해
105) 이효석, 「성찬」, 『여성』, 1937.4.
106) 서준섭, 『한국 근대 문학과 사회』, 월인, 2000, 84면.
107) 최익현, 「모더니즘과 시선- 이효석의 도시 풍속과 자연의 발견」, 『어문연구』 26권 2호, 한국
어문교육연구회, 1998, 180~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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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관건이기도 한데, 이러한 불륜으로 대표되는 여성들은 ‘자연’의 원시성
과 함께 강렬하게 조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효석에게는 ‘원시성’과 연결된다

는 것이 그 특징이다.
삼복 더위는 유난스럽게도 심해서 줄곳 찬물속에나 어름속에 있기전에는 대청
에서도 견듸기 어려워서 클림을 먹어도 그때뿐 더위가 확확 치티려와서 단주는 주
체스런 수영복까지 벗어버리는것이었다. 그늘속에 가려진 집안은 밖세상과는 떠러
진 별천지어서 그속에서는 옥녀는 단주를 본받었다. 깁라하고도 자연스런 의욕 원
시로 환원하랴는것이다. 그 야릇한 세상속에서 원시인의 자웅은 멀거니 서있기가
거북해서 순라잡이를 시작한다. 옥녀가 내달으면 단주는 뒤를 쫓아서 방에서 방으
로 긔어코 옥녀를 잡아버린다. 구석에 쓰러진것을 욱박어대고 항복을 받으면서 원
시의 풍속을 모방했다. 정복이요 점령인 것이다. 그렇게 처녀지를 한곳 두곳 점령
해서 령토가 점점 늘어가는 것이 단주에게는 둘도없는인생의 기쁨이었다.

108)

( 강

조: 인용자 )

삼복더위에서 옷을 벗고 나체로 나누는 성적 묘사의 풍경은 “원시의 풍속”을
모방한 점령과 정복이라는 단어로 묘사된다. 처녀지를 점령하여 영토가 늘어난
다는 이 시선은 여성의 상품화, 즉 처첩의 관계를 지배하는 폭군적인 남편의
총애와 동성애를 다룬 화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점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로 경향문학이라고 평가된 이효석의 초창기 소설
에서 발견되는 여성이 인물의 심리분석이나 당대 현실과 관련된 사회주의 여성
으로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운동가와 현실 혹은 주의자나 동
반자가 지지해야할 조선의 계급적 상황은 정확히 묘사되지 않았다.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여성은 이상소설에 나타나는 ‘유혹자’로서의 의미도,
혹은 유진오 소설에 나타나는 ‘봉건행위’과 권위에 굴종한 희생양도 아니다. 오
히려 이효석은 여성을 시각적으로 전시하고 끊임없이 페티시화한다. 「오리온
과 능금」(『삼천리』, 1932.3)에서 나오미는 하이얀 이빨, 능금과 같은 기표로
포착된다.
밝은 밤거리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능금을 버적버적 먹는 풍경은 프롤레타
리아답다느니보다는 차라리 한 폭의 아름다운 ‘모던’ 풍경이었다. 그만큼 아름
다운 ‘나오미’의 자태에는 프롤레타리아다운 점은 한점도 없으며 미래에도 그
108) 이효석,『화분』, 인문사, 1939, 229~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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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얼마나한 프롤레타리아 투사가 될까도 자못 의문이었다- 너무도 아름답고
사치하고 ‘모던’한 ‘나오미’였다.109)

프롤레타리아 투사인 나오미는 능금의 화신처럼 여겨진다. 나오미는 번잡스
러운 거리를 ‘부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원피스를 입은 ‘모던’이브로 표상된다.
여성의 페티시즘은 강렬한 원시성과 함께 어울려진다. 즉 “원시적”인 사랑을
통해 여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개살구」에서 구체화된다.
무시무시하면서도 한편 온몸이 근실근실하여서 침을 삼키면서 달이 밝아지
기를 조릿조릿 기다렸다. 이윽고 하늘 개는 먹었던 달덩이를 옳게 삭이지 못하
고 불덩어리채로 왈칵 게워 버리고야 말았다. 웅켰던 구름이 헤어지고 맑은 하
늘이 그 사이로 솟기 시작하자 달았던 불덩어리도 어느결엔지 온전한 보름달
로 변하여 갔다. 하늘의 변화를 우러러보던 금녀는 어느결엔지 환히 드러난 제
꼴에 놀라 움츠러들며 나무 아래를 날쌔게 나뭇잎 사이로 굽어보다가 별안간
기습을 할듯이 외면하여 버렸다.
수풀 속에서 뱀을 만났을 때의 거동이었다. 뒤안에 내논 평상 위에 뱀아닌
남녀의 요염한 꼴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처녀인 금녀로서는 처음 보는, 보아서
는 안될 숨은 광경이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남녀가 서울집과 조합의
김서기 재수란 것이다.110)

하늘개가 먹었던 달덩이, 웅켰던 구름, 하늘의 변화무쌍한 변화, 수풀의 뱀
은 야생의 자연을 바라보는 이효석만의 미학적 방식이다. 원색의 마티스 그림
처럼, 붉은 달, 푸른 하늘, 흰색의 보름달의 이미지들로 소설을 각인시킨다. 원
시적 자연을 배경으로 뱀처럼 섞인 남녀의 요염한 광경을 훔쳐보는 이 시선은
처녀인 금녀가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하지만 시각적으로 꽤 길게 연출됨으로써
원시적 자연아래의 한여성의 ‘나체’를 시각적으로 표상하여 전시되고 있는 장면
과도 같다. 「천사와 산문시」(『사해공론』 12, 1936.4)에서도 유사한 논리가
반복되고 있었다.
스크린 저편으로 넓은 침대가 놓이고 그위에, 화려한 금침이 목단같이 피었
다. 머리맡 벽에서는 액속에 넣은 한폭의 그림이 침대를 굽어보고 있다. 그 이

109) 이효석, 「오리온과 능금」, 『이효석 전집』 1, 창미사, 2003, 270면.
110) 이효석,「개살구」, 『이효석 전집』 2, 창미사, 2003,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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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그림은 고요한 방안에 한 줄기의 기괴한 느낌을 붓고 있다. 그림은 한 사
람의 나체를 나타낸 것이나 그것은 아담도 아니요 이브도 아니다. 아니 아담이
며 동시에 이브인 것이다. 한 몸에 한꺼번에 두가지 성을 갖춘-신화 속에 나오
는 태고적의 완전한 일원적 인간과도 같은- 피차 애써 안타깝게 상대의 성을
찾지 않아도 좋은 기괴한 인생의 화상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방안에 던지
고 있는 것이다. 그 그림은 확실히 자란이의 동화의 세상에 속하는 것이니, 방
안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층 신비로운 기색을 띄었다.

111)

「천사와 산문시」에 나오는 이 부분은 이효석의 여성관을 살필 수 있는 부
분으로 ‘탈성화’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두가지 성”을 갖춘 “아담이며 동시
에 이브”이다. 이 여자는 “디이트리히 가르보 셔어러”처럼 아름답지만, 현실에
끌어들여올 수 없는 존재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항상 스크린에 재현되는 여배
우처럼 미적 환타지의 존재감일 뿐 그 이상도 아니다. 「공상구락부」의 청해
는 “세기의 미인 만대의 절색”, “클레오파트라”를 찾기위해 “천리길”을 떠나겠
다고 허언장담한다. 그러나 이 천리길은 식민지 조선에서 영화로만 확인되는
“헐리우드”처럼 비실제의 공간이다. 소설의 제목이 의미하듯 “세상의 가장 이
상적인 구락부”는 “남양”이나 “헐리우드” 처럼, 혹은 세계일주를 해야 가볼 수
있는 곳으로 하와이, 파리, 상모리츠, 부에노스아이레스처럼 “가까이 눈앞”에서
는 발견 할 수 없는 심정적으로 가장 먼 곳이다.
이러한 비실체의 공간에서 이효석은 디히트리히, 콜베엘, 아이린․ 단, 로저스,
다니엘 다류와 같은 스크린 상의 여배우를 배치시킨다. 이 여성들은 조선과의
지리적 거리가 먼 도시의 열거처럼 미적 환타지로 재현되고 있었다.
그는 시각적으로 매혹적인 여배우를 소설의 모티프 삼아 형상화하였다. 특히
다니엘 다류는 그의 소설에서 즐겨 선택된 여배우인데, 수필 「스크린의 여왕
에게 보내는 편지-Miss 다니엘 다류우」(『조광』, 1938.9)에서도 수신주체로
설정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여수」(『동아일보』, 1939.11.29~12.28)의 도입
부는 여배우들에 대한 주인공의 심리적 선망이 스며있다.
스스로 비웃으면서 나는 붓을 던지고 그림을 두 조각으로 찢어버리는 수밖
에는 없었다. 그 깊은 눈과 불룩한 콧망울이 내 마음을 한꺼번에 잡으면서도
붓끝으로는 종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참으로 연애인지도 모른다.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영화의 뭇남녀를 그려왔어도 이번같이 마음이 뜨고 설레는 때는
111) 이효석, 「천사와 산문시」, 『사해공론』 12, 1936.4 (『이효석 전집』 2, 2003, 창미사,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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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대체로 영화관 사무실에서 장구한 세월을 두고 그런 업에 종사해 나가
노라면 그 많은 자태 없는 화상에다가 그때 그때 일종의 정을 느끼게 됨은 자
연스런 사실일는지도 모른다. 일상 생활에서보다도 그림들을 상대로 꿈의 교통
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바랑의 경우와 같이 내 마음을 잡은 때는
드물었고 가령 디이트리히를 그릴때나 가르보를 그릴 때나 다류를 그릴 때나
긍 어느 때보다도 가슴이 뛰고 설렌다. 어제 낮에 본 「망향」의 시사의 구절
구절-맘영의 도적 페페 르 모코와 파리 여자 갸비이와의 위험한 연애의 장면
장면이 가슴을 흔들면서 갸비이로 분장한 바랑의 자태가 땅위에 둘도 없는 염
염한 꽃송이같이 무시로 눈앞에 어리운다.

112)

「여수」는 실비안 쇼오 가무단을 따라다니는 화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이효석 소설에서 다채로운 의미를 지니지만 여기서 살펴볼 지점은 이효
석 소설에 나타난 여배우의 이미지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여배우들은 미적인
모습으로 탈성화된 존재113)로 그려진다. 이 극대화된 지점에 서있는 것이 「여
수」의 마레유 바랑이다. 그녀는 디히트리히, 가르보, 다류와는 차원이 다른 여
배우의 이미지이다. 영화 ‘망향’을 보면서 그는 다류를 사랑114)한다. 이 소설의
첫 장면이 기이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소설의 주인공은 실제 남녀의 연애를 통
해서 절망감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환상을 만들고 그녀를 깊이
사랑한다는 점이다. 즉 이 소설에 나오는 한 구절대로 단지 “환상의 연애”(「여
수」,299)라고 말할 수 있다.
이효석 소설에서 자주 반복되는 여배우의 이미지와 ‘여성’은 결국 무엇을 의
미하는가. 시각적인 면이 부각된 작품은 시나리오 「애련송」이다. 이효석은 소
설만이 아니라 시와 평론 수필, 그리고 시나리오에 이르는 문학의 전 영역에
글쓰기를 시도한 작가인 만큼 시나리오는 여배우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에 적
합한 장르였다.
<27>
●복도.
112) 이효석, 「여수」, 『전집』 2, 299면
113) 레이초우는 구경거리화 된 여성을 두고 도나헤러웨이의 의견을 빌어 ‘사이보그’라고 설명하고 있
다. 즉 여성에 대한 시선이 편집증적으로 고착화될때 시각적으로 형상화될 뿐 서사에 아무런 도움
이 되지 않는 것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고있는 것이다. 레이초우,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장수현
김우영 역, 이산, 2005.
114) 「스크린의 여왕에 보내는 편지」 역시 수신 대상이 다니엘 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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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둥근 기둥이 늘어선 넓은 복도 동편 창을 향하여 한 사람의 수녀 나오
며 벽을 보고 서 있다. 다른 수녀 성당으로 가는 길에 지나다가 그 수녀의 어
깨에 부드럽게 손을 걸치고 “요안나” 하고 동행을 청하는 듯이 재촉하다.
요안나라고 불리운 수녀 고개를 돌리다.
그는 수녀의 옷에 싸인 남숙이다.
고요한 얼굴. 눈썹이 젖었다.
● 다른 수녀 남숙을 남기고 먼저 가다.
성당에서는 성가 들리기 시작하다.
남숙 성당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고요히 움직이다. 맞은편 벽 아래에까지
가 서서 벽을 우러러보다.
●벽에 걸린 성귀의 액.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로다. 내가 스스로 이곳을 찾았으매- 이로부터
영원히 이곳에 살리로다.”
● 액을 우러러보는 남숙의 얼굴, 원망스러운 듯도 하다.
눈썹은 여전히 젖어 있다.

115)

「애련송」은 이효석이 당시 김금동의 소설을 시나리오화 한 것이다. 여성을
전시하고 타자화116)한다. 이효석 소설의 여성은 ‘원시적’이라는 말처럼 탈성화
된 존재로 묘사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물의 심리분석보다는 남성의 응시 대
(對) 여성의 신체라는 양극화의 모습으로 재현되기에 ‘퍼머넨트’(향수)를 보면서
애돔나라의 포도송이로 비유할 수 있었다. 여성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과장되게
집착하는 방식은 대상을 페티시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대상’을 물신화117)하는
요인으로 성립된다. 이효석에게 여성은 풍경, 시골, 문화적 억압, 교환, 상품화
의 과정을 체현하는 인물로 그려졌다. 그의 소설에서는 ‘여성’- 성녀라는 의미
에서 매춘부라는 의미에서도- 여자는 원시적 열정이라는 현상과 결부된다. 여
성을 시각적으로 페티시화하는 이효석 소설의 특성은 타자의 응시앞에서 재발

115) 이효석, 「애련송」, 『이효석 전집』 6, 2003, 160~161면.
116) 바르트에게는 신화 보드리야르에게 유혹, 영화에서 진열되는 것은 여성도 아니고 봉건행위도 아
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열행위, 눈에 보이도록 하는 행위이다. 레이초우, 『원시적 열정』, 정재서
역, 이산, 2004, 226면.
117) Laura Mulvey, Visual and other pleasur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p.21. 레이초우는 로라멀비의 『시각적인 쾌락과 내러티브 영화』를 인용하면서, 비서양문화에서
발견되는 여성의 물신적 집착을 두고, 자기를 이국화하는 방식, 즉 시각적 민족지의 매력으로 자국
의 이미지를 확산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레이초우, 「표층의 힘」, 『원시적 열정』, 이산, 2004,
226~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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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된 여성의 육체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요약하자면 이효석 소설은 여성을 페티시즘화하여 육체적 아름다움이 전시된
다. 소설의 서사진행과 굳이 상관없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여인들, 즉 영
화배우, 신화의 여신, 북국의 미인이 소설의 미학적 특질로 자리잡는 원인이 되
었다.

2) 자연의 이국화와 향토의 공존
레이초우는 전통문화의 기호가 의미 작용을 독점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원에
대한 환상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그때 이 기원에 대한 환상은 동물, 야만인, 시
골, 토착민, 인민등과 관련된다. 이것들은 잃어버린 기원을 관련한 어떤 것을
대신한 속성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즉 이때의 기원이란 현존재에 앞서서 존재
했던것, 회복 불가능한 공유장소(common place)를 대신한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 이효석의 초기소설은 여성, 원시적인 것을 페티시화하
여 종종 토착화된 조선의 농촌 풍경과 함께 전시한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전
시화된 세계는 모두가 무언가의 모델이나 그림처럼 전시되고, 관찰하는 주체의
눈앞에서 의미의 체계118)로 정리된다. 즉 세계 자체를 일종의 전시회로 바라보
고 서열화한다는 관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효석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풍경’, ‘고향’에 대해 조
금더 깊이 논구해야 할 것이다. 조선의 ‘고향’에 대한 재인식은 이효석만의 문
제는 아니었다. 1930년대 후반의 잡지에서는 종종 ‘고향’에 관한 문인들의 감상
을 풀어쓴 글을 찾아 볼 수 있다.『조광』 1938년 9월호에 「내 고향의 구월」
이라는 표제로 「복분자열매만 붉어있는 고향」(채만식), 「벼이삭익어지는 농
촌의 구월」(박노갑), 「나의 고향과 가을」(김윤식),「나와 고향과 가을」(김광
섭) 의 네 편이 묶여져 있다. 『조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고향의 이미지는 가
을에 수확된 햇곡식, 동네의 야산, 안개자욱한 농촌마을로 표상되어 누구나 볼
수 있는 고향의 친근한 풍경으로 각인되어 대중에게 전파되었다.
반면에 친근하고 따사로운 향토적 고향의 기억이 없다고 느꼈던 김광섭은
“어머니의 젓가슴같기도하고 에덴동산갓기도한 이 그립고 정든 「향수」라는것
118) Timothy Mitchell, "The world as Exhibition",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1, no. 2 (Aprill 1989), 218, 222 (레이초우, 『원시적 열정』, 정재서 역, 이산, 2004, 31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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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깃드리지못한 고향을 가젓다함이 얼마나 행복치못한일일가”119) , 그리고 이
어서 “내가 고향을 떠난지 오랜 탓인지 혹시 한해에 한번쯤 여름에가서 초가을
을 지내보아도 전과같은 그러한 기분이라고는 나지않고 거지 북쪽의 한산한바
람이 일즉부터 앙상하게 부는것뿐”이라며 고향에 대한 그의 의견을 피력한다.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 고향은 따사롭고 친근한 이미지로 전파되기도 하였
지만, 김광섭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 오히려 낯설고 서먹한 고향을 ‘발견’하는
것은 도시민의 감수성으로 이해되기 쉬웠다. 이러한 도시민의 감수성은 잘 구
획되지 않은 논밭, 좁고 길게 이어진 구불구불한 시골길의 기억은 낯설기 마련
이다. 오히려 『조광』이 강조하는 농촌 공동체에 대한 정형화된 향수는 고향
의 보편적 이미지로 정립되어, 고향에 대해 개인이 갖는 ‘개별적인’ 기억은 삭
제120)되는 특징이 있었다.
고향을 그리는 당대 담론이 ‘아름다운 향토’, ‘행복한 고향’과 같이 미문체로
그려졌다는 것이 한층 문제적이다. 고향에 대한 산하와 전형적인 풍경은 많은
미사여구와 상투어가 동원되었다. 이때의 고향은 그것을 묘사하는 사람의 눈앞
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으로 묘사되고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고
향을 구성하는 ‘인식’이 생기고, 시간과 공간의 이동은 다른 지방을 보고, 다른
지역을 경유하면서 그 틀이나 인식이 고스란히 자신의 고향에 투영되는 결과를
낳는다. 고향을 그리는 상투어의 나열은 결국 ‘특정의 장소’로부터 이탈하여 마
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풍경”이 되는 과정이다. 즉 ‘노스탤지어의
심상풍경’121)이 성립될 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향과 향수담론은 1930년대 후반기 문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공통감
각’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고향을 떠나온 자의 심리와 고향에 대한 향수감에 대
한 논의가 강조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실체 없는 고향의 이미지가 배포되는 배경에는 땅과 토양의 경계에 대한 강
한 자의식을 넘어선 무의식이 있다. 이때의 ‘고향’은 특정한 향토나 지리적 감
119) 김광섭, 「나와고향과가을」, 『조광』, 1938.9, 113면.
120) 김현숙, 「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고향’표상과 고향의식」, 『한국학연구』 제 31집, 동국대
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12, 148~154면.
121) 나리타 류이치, 『고향이라는 이야기』, 한일비교문화세미나역,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17~129면. 나리타 류이치는 고향이 구성되는 것으로 동향인의 인식을 예로 들었다. 향우회와 동
향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타향에 머물더라도 오직 향토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라는 시간, ‘산하’라는 풍경=공간, 그리고 ‘언어’라는 감정의 공유의식, 이
것이 거점이 되어 ‘고향’이 구성된다는 논의를 펼쳤다. 즉 애향심과 고향과 관련한 역사적 아이덴티
티의 창안이 ‘구성된 고향’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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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이어지지 않는다. 고향은 장소에 대한 토폴로지적 성격을 벗어나 오히려
새것에 대한 모색하는 심리로, 더 나아가 ‘니힐리즘’과 연관되고 있는 실정이었
다. 고향과 향수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한 서인식의 평론을 살펴보자.
이땅문학을지배하는 ‘니힐’한경향이라는것도현재를떠나서끈임없이어떠한옛것
을 애상하고새것을모색하는 심리와연관을갖인것이다. 이러한 현대심리의 제상
의 객관적의의는 방금말대로 현대사회의역사적제조건과 연관하여 단명되고이
해되지않으면안될것이다. 이곳에서는 현대향수의이러한사회적근거를 논하는것
이 목적이아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문제의그러한측면에언급할필요가없다. 그
러나 향수란것이 인간심리의일종의부재의식의표현이라면 현대를싸고도는향수
의범람은 곳현대사회의제조건제정세가 현대인간으로하여금 일반적으로 자기장
소에대하여 이심적으로생존하지않으면안되도록마련되었다는것을 표현하는것이
다. 그리고 인간의이심적생존이란 일반적으로 한사회의관념적기초를이루는 정
신적제풍속과 인간의심정과의간에 어떠한 처0이 있는데서 생기는것이라면 그
것은 곧 그사회가불안과동요의 계단에 도달하였다는것을표지하는것이리다 이
곳에 중요한문제가있다.(강조: 인용자)122)

서인식은 고향에 대해 향수가 범람하는 원인이 인간심리의 부재와 연관된다
고 보았다. 현대인은 자기 장소에대해 ‘이심적’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는 존재
이다. 그의 논의를 따라가자면 향수의 과잉은 곧 그 사회의 불안과 동요를 의
미하기도 하지만, 당시 고향을 ‘이심화’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주목하
게 된다.
식민지 말기 소설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향토’들은 특정한 고향을 지칭하지
않는다. 범국가적인 곳을 상정한 고향 이미지들은 ‘고향’을 상상하는 특수한 비
실체적 공간이다. 상투적 표현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바탕으로 그려진 공간이
다. 이러한 면에서 돌아갈 고향이 없다고 하는 이효석에게 자연은 ‘탐색’할 대
상으로 설정된다.
이효석에서 자연을 다룬 소설은 「돈」 (『조선문학』 3, 1933.10), 「수
탉」 (『삼천리』, 1933.11) 「산」 (『삼천리』 69, 1936.1), 「분녀」(『중
앙』, 1936.1~2), 「들」(『신동아』 53, 1936.3), 「고사리」(『사해공론』
17, 1936.9) 「메밀꽃 필 무렵」 (『조광』 12, 1936.10), 「개살구」 (『조
광』, 1937.10), 「가을과 산양」(『야담』 36, 1938.12), 「산정」(『문장』
122) 서인식, 「향수의 형이상학」, 『조광』, 194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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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39.2) 등이 있다.
「삽화」에 등장하는 현보는 사회에 대한 열정도 있었지만 “시대의 양심뿐만
이아니라 더 가까운 그의 가정적 사정” 때문에 집을 떠난 인물로 그려진다. 작
가 이효석과 가장 유사한 현보의 모습은 이효석 소설에서 나타난 ‘자연’을 분석
할 관점을 마련한다.
저지른 사건도 있고 하여 학교를 나오자마자 현보는 고향을 떠나 오랫동안
동경을 헤매었다. 운동 속으로 풀숲 뛰어 들어가지는 못하였으나, 그 가장자리
를 빙빙 돌아치면서 움직이는 모양과 열정들을 관찰하여 간신히 양심의 양심
을 삼았다. 물론 그를 그렇게 떠나 보낸 것은 젊은 마음을 움켜잡은 시대의 양
심뿐만이 아니라 더 가까운 그의 가정적 사정이었으니 일개의 아전으로 향편
이 넉넉지 못한 데다가 그의 부친은 집 밖에 첩을 뚠 까닭에 가정은 차고 귀
찮아서 그 싸늘한 공기가 마침 현보를 쫓아 고향을 떠나게 하였던 것이다.

123)

(강조: 인용자)

현보는 고향에 돌아오지 않고 오래도록 동경에서 ‘기괴한 생활’을 한다. 스스
로 고향과 인연이 멀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정작 고향을 찾지 않는다. 고향
과 멀어진 이유는 학생운동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였지만, 그가
고향을 찾지 않는 이유는 첩을 둔 부친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가정은 차고 귀
찮’은 존재로까지 여겨진다. 고향을 바라보는 이효석의 시선은 위의 소설에서
독특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생 운동에 막상 뛰어들지는 않고 ‘그 가장
자리’에서 빙빙돌았던 것처럼 그는 사물의 “움직이는 모양과 열정”을 “관찰”할
시선을 갖게 된다.
① 숩북들어선나무는 마을의 인총보다도많고 사람의성보다고 종자가흔하다. 고요
하게 무럭무럭 걱정없이 잘들자란다. 산오리나무 물오리나무 가락나무 참나무 졸참
나무 박달나무 사수래나무 떡갈나무 피나무 물가리나무 싸리나무 고루쇠나무골작
에는 산사나무 아그배나무 갈매나무 개옷나무 엄나무. 산등에 간간히섞여 어느때나
푸르고 향기로운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향나무 노가지나무- 걱정없이 무럭무럭 잘
들 자라는-산속은 고요하나 웅성한 아름다운세상이다.124)

123) 이효석, 「삽화」, 『백광』 6, 1937.6(『이효석 전집』 2, 2003, 152면.)
124) 이효석,「산」, 『성화』 , 삼문사, 1939, 3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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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꽃다지, 질경이, 나생이, 딸장이, 민들레, 솔구장이, 쇠민장이, 길오장이, 달래,
무릇, 시금치, 씀바귀, 돌나물, 비름, 능쟁이

125)

③해바라기, 금련화, 금잔화, 카카리아, 석죽, 로탄제, 백일홍, 금어초, 비연초,
시차초, 캘리포니아 포피, 봉선화, 분꽃, 애스터, 채송화, 들국화, 만수국, 칸나, 글
라디올러스, 다알리아, 샐비어, 코스모스

126)

④장미, 글라디올러스, 해바라기, 촉규화, 맨드라미, 반금초, 금전화, 제비초, 만
수국, 프록스, 다알리아, 봉선화, 양귀비, 채송화의 꽃밭이 소나무, 벚나무, 버드나
무, 화양목, 앵도나무, 대추나무, 능금나무, 배나무

127)

이효석이 풍경으로서 자연을 조망하는 시선은 꽃이름과 식물이름이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며, 이는 하나의 놀이행위처럼 보여진다. 크립키가 말한
고유 명사 이론에 의하면 이름의 지칭체는 단일 기술 어구에 의해서만 확정되
는 것이 아니라 기술 어구들의 다발이나 가족에 의해서 정해진다.128) 이를테면
하나의 고유명사는 용례에 따라 다채로운 이름 부르기 방식을 통해서 그 명칭
이 적확해진다. 「산」 하나의 단일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단성적인 세계의
편협한 시선을 고발하고 있다. 기표와 기의의 벌어지는 간극을 포착하는 것은
우리가 미처 그 이면을 발견할 수 없는 다면성의 세계를 향한 이효석만의 특징
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주목할 점은, 조선의 자연물이나 서양의 꽃을 대하는 이효석의
태도가 주로 ‘풍경’으로서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자연’을 관상하는 태
도이다. 자연을 ‘진열’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시각성을 강조하는, 이효석만의
‘자기’반복적인 놀이이다. 즉 보는 것은 권력의 한 형식이기도 한데, 이효석이
제시한 자연 풍경은 자신과 세계사이에 거리를 창조하고, 세계를 전시의 대상,
즉 ‘그림’ 같은 것으로 구성129)하고 있었다.
이효석은 고향을 떠난 이주민을 그릴 때 고향에 대한 시각적 장면을 과장해

125) 이효석,「들」, 『성화』 , 삼문사, 1939, 199면.
126) 이효석, 「단상의 가을」, 『동아일보』, 1933. 9. 20.
127) 이효석, 「낙서기」, 『백광』 6, 1937. 6, 147면.
128) 크립키는 비트겐 슈타인의 고유명사이론을 차용하여 성서에 등장하는 ‘모세’가 고유명사일뿐만
아니라 지도자, 성취한 사람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름은 고유명사의 기능을 넘어 문맥
을 통해서 완성되기도 한다. 크립키, 『이름과 필연』, 서광사, 1989, 43면.
129) 레이초우, 「시각, 근대 그리고 원시적 열정」, 『원시적 열정』, 정재서 역, 이산, 200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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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표현한다. 즉 어떤 장소와 특별한 연관을 맺지 못한 사람들은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대한 감정적 유대감’을 드러내기 위해 감각적 표현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데이비드 로웬덜은 개척지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연속성을 상실했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고향에 대한 애정을 낭만적으로 과장해서 표현한 점을 포착하였다.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추억을 반추하기 위해 지극히 일상적이
고 평범하거나 초라하고 가난한 공간을 애잔한 그리움으로 전환시키며, 고향을
기억할 만한 것에 대해 애잔한 그리움을 부여한다130)고 주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메밀꽃 필 무렵」(『조광』 12, 1936.10)은 조선적인 토착
성이 부여되어 있으나 당대의 시선으로 비추어보아도 상당히 타자화된 담론이
다. 이상옥은 이효석을 평가하면서 한 이미지에 두어가지 감각기관이 함께 개
입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 달밤을 신비로운 색채 이외에 ‘일종의
독특한 향기’로 표현하는 방식은 “돌을 던지면 개금알같이 오드득 깨어질 듯한
맑은 하늘, 물고기 등같이 푸르다” 와 같이 시각적 이미지가 적어도 부분적으
로 청각 혹은 촉각을 통해 수용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 따라서 이효석은 “우리
의 오관을 모두 동원”하는 작가라고 설명할 수 있다.131)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
다. 대화까지는 칠십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
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
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
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왼통 모 밀 밭
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혀 하얗었
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132)

“숨이막혀하얗”게 볼 수 밖에 없는 메밀밭은 전원의 현실적인 자연과는 거리
가 먼 미학적으로 재구성된 자연이다. 이 소설이 한국 문학사에서 계속 토속적
자연을 표상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같은 조선인의 ‘눈’에도 기호화되고 차별화
된 시각으로, 이미 당대의 ‘농촌’이 근대인의 시선에서 원시적인 부분으로 자리
130) 데이비드 로웬덜, 『과거는 낯선 나라다』, 김종원‧ 한명숙 역, 개마고원, 2006, 127~137면.
131) 이상옥, 『이효석-문학과 생애』, 민음사, 1993, 205~206면.
132)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전집』 2, 창미사, 2003,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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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있었음을 의미133)한다.
소설 「향수」에서는 도시생활의 피로감과 해방의 의욕으로 ‘잠간’ 전원을
찾는 아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녀는 시골에 내려간지 한달만에 다시 도시
로 돌아온 그녀는 “맘이 이렇게 편하고 기쁠때”가 없다고 하였다. 피로에서 농
촌에 가는 것이 피로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이 수필 권태에서 “무자각적인
자연 속의 상황이 이해될 수 없었던 이유”와 마찬가지이다.
요약하자면 이효석이 설명하는 자연은 기호화된 자연이다. 그는 풀이름이나
나무이름을 열거하는 방식을 통해, 조선의 자연을 이국적으로 표상하였다. 자연
을 관상화하며 주로 풍경으로서 ‘관찰’되는 자연을 전시했다. 이는 고향을 떠난
이주민을 그릴때에는 고향의 시각적 풍경을 과장하여 그려내기도 하였다. 이러
한 감각적 표현의 동원방식은 이효석 소설의 공간을 ‘비실제’의 공간으로 독해
하는 기반이 되었다.

3) 이질적인 문화의 접경과 ‘여수’의 감성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효석의 초기 소설에 나타난 ‘아라사’는 이효석에게
계속 문화적 영감을 주는 비현실의 공간으로 설정된다. 「노령근해」(『조선문
단』, 1930.1)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라사는 ‘소문’이 난무하는 공간이다. 동해
안의 마지막 항구에서 두만강과 국경선을 넘어야 도착할 수 있는 노령근해는
“북국 석양에 우뚝우뚝 빛나는 금자색 연봉”처럼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전
달해준다. 북국으로 가는 배위에는 술병과 고기접시가 가득차 있지만 밀항자들
이 숨어 있는 지하는 “이 세상과는 인연을 끊어 놓은 듯한 암흑의 공간”이다.
물조차 먹을 수 없는 지하의 암흑공간에 숨은 밀항자가 아라사로 향하는 이유
는 다음과 같다.
누덕 감발에 머리를 질끈 동이고 ‘돈벌러’ 가는 사람이 있다- 돈 벌기 좋다
던 ‘부령 청진 가신 낭군’이 또다시 ‘돈벌기 좋은’ 북으로 가는 것이다. 미주 동

133) 레이초우는 이국적이고 낯선 농촌풍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평균적인 도
시의 중국인에게 이런 풍경은 서양인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만큼 못지않게 먼 이국을 연상시키는
‘타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 도시의 중국인들은 이런 풍경에서 민족적 차이와 타자성을 느낄것이다.
반면에 서양인들은 이런 풍경의 민족적 특징을 중국다운 것의 통일성으로 즉각 ‘인식’ 할지도 모른
다. 요컨대 이런 풍경은 서양인의 눈에나 중국인의 눈에나 특정한 문화적 질서의 영화적 표상인것
이다” 레이초우, 『원시적 열정』, 정재서 역, 이산, 2004,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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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람들이 금 나는 서부 캘리포니아를 꿈꾸듯이 그는 막연히 ‘금덩이 구는’
북국을 환상하고 있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다같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막연히 찾아가
는 사람도 많다. 그 중에는 ‘삼년 동안이나 한 잎 두 잎 모아 두었던 동전’으로
마지막 뱃삯을 삼아서 떠난 오십이 넘은 노인도 있다. ‘서울로 공부간다고 집
떠난지 열세 해 만에 아라사에 가서 객가한’ 아들의 뼈를 추리러 가는 불쌍한
어머니도 있다. 색달리 옷 입고 분바른 젊은 여자는 역시 ‘돈 벌기 좋은 항구’
를 찾아 가는 항구의 여자이다. ‘돈 많은 마우자는 빛깔 다른 조선계집을 유달
리 좋아한다’니 ‘그런 나그네는 하룻밤에 둘만 겪어도 한달 먹을 것은 넉넉히
생긴다’는 ‘돈많은 항구’를 찾아가는 여자이다.134)

위의 인용문에서 ‘막연’하다는 아라사에 대한 사람들의 공허한 희망이다. ‘한
다느니’, ‘생긴다드니’와 같은 표현은 ‘소문’으로 직조된 아라사의 이미지를 전파
한다. 소문과 풍문은 결코 명시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이미지와 현실을 재창
조135)하기에, 주인공이 떠나고자 꿈꾸는 아라사는 만국지도 한권과 러시아 회
화책으로만 접근되기란 어려운, 비실체의 공간이다. 이효석의 초창기 소설에 점
철된 이러한 이국주의는 그의 소설 전반을 읽는 키워드로 작동되기도 한다.
「공상구락부」처럼 다방을 순례하면서 조선의 현실과 괴리된 서양문화를 대
리 체험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효석의 소설중 대다수의 소설, 즉 「공
상구락부」, 「해바라기」, 「거리의 목가」, 「가을과 산양」, 「화분」, 「일
요일」, 「풀잎」, 「여수」, 「리오코윈의 후예」, 『벽공무한』에서 반복되는
소설적 모티프는 ‘여행’ 혹은 ‘탈향’이다. 이점은 이효석 소설이 강조한 특정화
된 지리 감각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효석은 1932년 그의 부인의 고향인 함경북도 경성으로 내려간다. 총독부
검열계를 취직하였던 이효석은 이갑기에게 봉변을 당한 이후 함북으로 향했다.
경성농업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취임을 한 계기로 내려갔으나, 이 당시 이효석은
함북에 오래 있은 편은 아니었고 1934년 평양으로 이사를 간다. 이상옥에 의하
면 이효석의 경성생활은 2년간에 불과하나, 이 짧은 기간에 이효석은 「豚」을
중심으로 창작 경향이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함북 경성 시절이 주목을 요하는
시기136)라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유진오의 다음의 증언은 이효석의 ‘경성시
134) 이효석, 「노령근해」, 『이효석 전집』 1, 창미사, 2003, 112~112면.
135) 한스 노이바우어, 박동자․ 황승환 역,『소문의 역사』, 세종서적, 2001, 122면.
136) 이상옥, 『이효석-문학과 생애』, 민음사, 1992,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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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창작 의욕이 상당히 침체’로 바라 볼 수만은 없는, 이효석에게 함북 경성
은 다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경성 생활은 그의 문학적 생애로 보면 실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바닷바람을 쏘여가며 그때까지의 약간 부화하였던 작가의 태도
를 버리고 한갓 문학의 길에 정진하였다. (중략) 백계(白系) 러시아 인에 대한
이국취미도 그 근처 주을(朱乙) 온천 <양코스키> 일족에게서 얻은 것이다.137)

유진오의 증언에 따르자면 경성은 이효석의 처가가 있는 곳이라 낯선 곳은
아니지만, “낙향”이후 머물렀던 곳이라 그에게는 꽤 적적한 공간으로 비춰졌다.
따라서 유진오가 이효석을 방문하기위해 찾은 경성은 ‘볕이 쨍쨍 내리쪼이는
아카시아 신작로’와 ‘바닷가 어촌’, ‘하얀 모래밭’이 널린 어촌으로 묘사된다. 이
러한 장면은 함북 경성 근처의 ‘주을 온천’의 이미지와 유사하다.
당시 주을온천은 백계러시아인의 휴양지였다. 이효석에게 러시아인에 대한 이
국취미를 준 ‘양코스키’(양코프스키)는 러시아의 유명한 동물학자로 주을 온천
에 머무르고 있었다. 주을이 조선에서 동물이 가장 많다고 알려졌었기 때문이
다. 그래서 휴양중인 양코스키를 만나기 위해 서양의 동물학자들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경성(서울)까지 와서 다시 주을온천으로 향했다138).
즉 주을은 온천이 있는 ‘휴양’이나 ‘요양’을 위한 장소이기도 하였지만, 서양
인들이 조선의 자연을 관찰하고 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관측지’였던 것이다. 즉 이점은 이효석에게도 러시아인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던 주을온천을 보다 역동적으로 바라볼 계기로 자리 잡는다. 그는
러시아 인들이 조선을 바라보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무산의 오지에서 목재를 나르는, 장난감처럼 작은 기동차가 산기슭을 덜거덕
덜거덕 달리는 것도 산중다운 풍경이다. 이 자동차를 뒤따라 1킬로미터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주자촌이 있다. 그들 사이에서는 노비나촌이라고 부른다
고 하는데, 여름철 별장지로 하얼빈 일대에서부터 몰려든 외인의 피서지로 가
을의 문턱까지 북적인다. 백계 러시아인 야씨가 이 땅을 개척한지는 10년도
넘는다. 제정 시대의 호족이었던 그는 혁명과 함께 쫓겨와 좁쌀을 먹으면서 안
정을 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별장을 빌려주거나 식사를 준비해주고, 별도로
137) 유진오, 「이효석과 나」, 『다시 창랑정에서』, 창미사, 1985, 37면.
138) 「여름의 산해승화」, 『동아일보』, 1934.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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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을 키우거나 사냥을 하거나해서 지금은 완전히 생계의 기초가 잡힌 셈이
다.
이 이국인 마을은 하나의 진기한 풍경을 이루고 있는 만큼 아래쪽 온천장의
손님들은 그 탐승 목록 중에 이곳도 넣어두고 줄줄이 보러온다. 구경 당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몹시 귀찮은 것으로, 꽃밭이 있는 뜰에 갑자기 침입하거
나 창으로 집안을 기웃거리거나 하는 것은 견딜 수 없이 싫을 것이다. (중략)
집요하게 다른 사람의 땅에 와서 삼업하게 금지 입간판을 세우는 것 또한 기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국 사람이 와서 토지를 사고 그곳에 집을 짓거나
밭을 일구거나 산에서 척척 울타리를 치거나 할 때 나라의 법률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염치없다고 해야할 것이다. 산중에서 아름
다운것은 나무들의 우듬지나 하늘, 구름, 계곡이지 머리 색깔이 다른 인간의
노래나 그들의 이색적인 풍속 같은 것이 아니다. 이역에 온 그들은 이 고장 사
람들보다도 훨씬 자유로운 법이다.

139)

주을은 ‘무산의 오지’이기도 하였으나, ‘외인의 피서지’로 묘사될 만큼 이중적
인 모순이 스민 개척 동네였다. 따라서 이 이국인 마을은 당시 조선인에게는
진기한 풍경이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러시아인의 이국적 생활을 늘 엿보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효석 역시 “이역에 온 그들이 이 고장 사람들보다도 훨씬
자유로운 법”이라며 러시아인들을 바라보았지만, 그 시선의 이면에는 머리 색
깔이 다른 인간의 이색적인 풍속보다 아름다운 것은 산중의 우듬지, 하늘, 구
름, 계곡이라는 비판이 깔려있다.
백계 러시아인들에 대한 맹목적인 흠모로 가늠되었던 『노령근해』시절의 이
효석과는 상당히 달라진 부분으로, 1940년대의 이효석의 눈에는 주을 온천이,
지배와 피지배라는 극도의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이질적인 문화들이 서로 만나
고 충돌하고 맞서 싸우는 사회적 공간들을 의미하는 접경(contact-zone)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접경은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관계가 분리가
아니라 종종 급진적으로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공존, 상호작용, 서
로 겹치는 이해와 실천이라는 점140)에서 식민지 말기에 등장한 이효석 소설의
‘국경’은 상당히 혼종적 개념이다.
이효석의 러시아인에 대한 이해가 가장 극대화된 소설이 바로 「여수」(『여

139) 이효석, 「주을소묘」, 『문화조선』, 1940. 12, (『은빛송어』, 해토, 2005, 185~187면)
140)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Routldge, 1992, p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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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42, 1939.9)이다. 앞서 언급한 주을온천은 러시아인들에게는 식민지의 ‘관
측지’로 전시된다. 조선사람과 러시아 사람의 문화적 공존은 「여수」, 그리고
「여수」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는 『벽공무한』(박문서관, 1941)에서 공통적
으로 발견되었다. 이효석은 그간 “한곳에 머무르는 고착된 정체성을 부정하면
서 폐쇄된 장소의 세계에서 개방된 공간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했으며 이를 통
해서 개체적인 자아의 참된 자유를 획득하고자 했다”141)는 평가에서 알 수 있
듯 「여수」와 『벽공무한』, 그리고 「하르빈」으로 이어지는 이효석의 후반
기 소설에서 서구와 조선이 상충하여 충돌하는 공간은 특히 문제적이다.
「여수」에서 이효석은 셀비안 쇼오 극단을 “만주 등지에서 일없이 뒹굴던
동호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모아 “멀리 외지로 원정을 나온” 가무단으로
그렸다. 백계노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의 국적을 달리하는 제각각의 유라

시아 인들의 “색다른 자태”는 “재주보다 자기들의 이국적 풍모”가 뛰어난 것이
어서 “조선을 한바퀴 돌고” 그들의 이국정서로 조선사람들의 눈을 끌기에 충분
한 자로 그려진다. 셀비안 쇼오 가무단에게 몰두하는 주인공 역시 외국영화를
바라보고 포스터를 그리는 주인공에게는 직접 이국정서의 갈증을 풀어줄 실체
이다.
이들을 계약한 관주의 수완과 야심이 적실하게 들어맞을 정도로 셀비안 쇼오
가무단의 보장된 흥행성은 당대 조선의 현실에서 빚어지는 문화의 접경지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조선 곳곳을 떠도는 가무단의 특성상 「여수」에서는 이
들이 머무는 소설적 공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
그네에게 딴 고장의 자랑이 무슨 위안”이 될 수도 없고, “고향이 없어도 고향
이 그리”운 객지의 사람들이 모인 가무단이기에, 이들에게 국경은 무의미한 경
계일 수 밖에 없다. 「여수」는 조선을 떠돌아다니는 러시아계 사람들과 조선
사람인 ‘나’가 바라보는 두가지의 시선이 상충되어 있다.
예를 들어 “외국소녀가 부르는 아리랑타령”142)에 눈물이 핑도는 장면은 “구
라파 사람이 동양에 갖는 애착”처럼 어떤 문화가 그 자신에 내재된 타자에 매

141) 방민호, 「자연과 자연쪽에서 조망한 사회와 역사-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공간의 새로운 음미」,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제 심포지엄 자료집- 분화와 심화, 어둠속의 풍경들』, 2007, 민음사,
117면.
142) 왜 그리도 마음을 잡아 흔드는지 사실 나도 그 애끓는 곡조에는 눈물이 핑 돌 지경으로 가슴이
벅쳤다. 그가 외국의 다른 어떤 노래를 부른대도 그토록 사람의 가슴을 뒤흔들지는 못했으리리라고
생각한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는 간들간들한 그의 푸른 눈은 그렇게 흔하게 어디서나 볼 수 없는
쓸쓸한 정감을 북돋우게 했다” 이효석, 「여수」, 『이효석 전집』 2, 창미사, 2003, 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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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여수」는 조선과 타문화가 갖는 ‘고유성’에 대해 지
속적인 의문을 표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효석은 이질적인 문화의 접경을 주인공의 이름 바꾸
기를 통해 강조하고 있었다.「주리야」를 살펴보자
① ‘김영애’라는 성명까지 버리고 주화의 성 ‘주’를 따고 그의 좋아하는 작품
속의 인물 ‘리야’를 빌리려다 멋대로 ‘주리야’란 이름을 지은 것이었다. 일정한
생산과 수입이 없는 주화는 약간의 마음의 괴롬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된
이상 하는 수 없이 그의 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여 도무지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정경 밑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애인이라고 하였으면 좋을는지 아내라고 하였으면 좋을는지,
혹은 하우스 키퍼(이렇게 부르기는 과남하나) 라고 하였으면 좋을는지 명칭모
를 주리야와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다.143)
②“오늘 저녁은 벌로 빵과 카페(커피를 그는 불란서 식으로 이렇게 말하였
다)144)

「주리야」에서는 이효석의 ‘언어’관이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커피를 불란서
식으로 발음하거나 여주인공의 이름인 ‘김영애’를 ‘주리야’로 바꾸어 부르는 장
면은 이효석의 후반기 소설에서 러시아 여성이나 일본여성이 ‘한복’을 입고 조
선의 여인처럼 아름다워 보인다거나 조선식 이름을 ‘서양식’으로 바꾸는 것을
확장된다.
이효석은 종종 언어의 넘나듦을 통해 이민족과 ‘조선인’의 등가지점을 마련하
였다. 예를 들어 초기소설인 「노령근해」에서도 드러나는 바, “조선말 아닌말
로 은근히 지껄인다”145)와 같은 구절이 그러하다. 타민족과 능숙한 ‘회화’가 갖
는 비현실성은 이미 이인직의 「혈의 누」146)의 옥련의 예에서 증명된 바지만,
143) 이효석, 「주리야」, 『이효석 전집』 4, 창미사, 2003, 17면.
144) 이효석, 「주리야」, 『이효석 전집』4, 창미사, 2003, 19면.
145) 이효석, 「노령근해」, 『이효석 전집』 1, 창미사, 2003, 105면.
146) 『혈의 누』에서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대목중의 하나가 바로 옥련이가 미국에 가
서 강유위를 만나는 장면이다. 강유위는 청나라 사람으로 미국땅에서 옥련이와 일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설정되었다. 옥련이는 결국 미국에서 자유로운 어학실력을
갖추며 근대적인 지식인으로 성장한다. 심지어 조선인인 구완서가 옥련에게 “죠선인
즉 죠선풍속로 수작자”라고 제안할 정도로 옥련이는 탁월한 어학실력을 겸비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순식간에 어학을 습득하는 옥련이의 능력이 상당히 비현실적인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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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석 소설은 타문화의 이질적인 접경을 접촉하는 지점에서 불안한 자의식이
없다. 이 문화의 접경에 항상 ‘멜로드라마’의 양식이 제시되어 있기에, “이언어
적 말걸기”를 통한 외국인과의 충돌과정147)은 자연히 삭제되기 마련이었다.
『벽공무한』은 러시아여인과 조선 남성과의 연애가 주로 형상화된다. 문화
사절단으로 경성을 출발한 일마는 하얼빈에 가서 교향악단의 초청을 교섭하기
로 한다. 말하자면 신문사의 “문화사업 브로커”의 직책인데, 일마는 “학부의 문
과까지를 나와 가지구 내가 지금 이노릇”을 하는 자책감에 휩싸여 있다. 일마
의 다짐이 비장한 이유는 경성에서 이미 첫사랑의 실패를 경험하고 만주에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연애”를 해보지 않겠냐는 주변의 비아냥까지 스며 있기
때문이다. “만주가 원래 만만치 않은 곳”임을 알기에 만주에서 일마가 성공하
는 것은 희박한 확률이기 때문에 가능한 비아냥이다.
일마는 만주에서 채표당첨으로 경마장에서 태양의 승리로 일약 만주에서 가
장 성공한 조선인의 대접을 받는다. 『벽공무한』의 배경으로 제시된 모데른
호텔, 녹성음악원, 카페 모스크바는 조선인이자 만주인, 무직자와 문화사업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마의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혼성적 공간이다.
나아자와 말할 때 일마는 물론 영어나 혹은 로서아어의 토막말로서 말과
감정이 지금과는 판연히 달라지는 것이었으나 그런 국제인의 자격으로 조금도
서투른 법 없이 나아자와는 이상하게도 조화가 되었다. 몇 번 밖에는 만나지
않은 사이연만 친밀한 굼변인 듯한 느낌이 난다.148) (강조: 인용자)

일마는 나아자와 말할 때 영어와 로서아의 토막말로 소통을 한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국제인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며, 그와 “국제어”를 통용할 수 있
는 여성이야말로, “세계적 연애”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일마는 나아자와 “일종
의 부조화”가 있긴 하지만, 그녀와의 소통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에트
랑제라는 공통점이 있고, 쭉정이라는 피식민지인의 한계가 스며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은 소설에서 상당히 독특한 불균형을 이룬다.
「벽공무한」에서 나아자와 일마는 영화 “파리의 뒷골목”을 본후 서로 사랑
하게 된다. 둘은 영화를 본후 서로에게 “친밀한 감동”을 느낀다. 일마는 어수선
다. 졸고, 「근대 초기 소설에 나타난 ‘靑年’의 발견과 문명의 양상」, 『한성어문학』
26, 2007.
147) 사카이 나오키, 『번역과 주체』, 후지이 다케시 역, 이산, 2005, 56면.
148) 이효석, 「벽공무한」, 『이효석 전집』 5, 창미사, 2003,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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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파리의 뒷골목”에서 도시의 애수적 풍모가 마치 하얼빈 같다고 느낀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까닭에 처음에는 소녀와의 사이에 표정의 거래밖에는 없
었다. 소녀가 웃으면 청년도 따라 웃는 정도의 표현이 있을 뿐이었다. 청년은 그림
을 공부하는 한편 어학에 무척 힘을 쓴다. 웬만큼 토막말을 지껄이게 되었을때 소
녀에게
-나를 정말 생각하우?
더듬어 물으니까 소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으로.
-말두 통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이 눈으로 보구, 이맘으로 생각하면 그만이거든요. 말이 반드시 그렇게 필요한
가요, 뭐.
-나라두 다르구 피두 다른데 어떻게 생각한단 말요.
-나라는 달러두 이 눈은 같거든요. 검은자위와 흰자위와 다를 게 뭐 있나
요.149)

이효석은 종종 조선 남자에게 반하는 서양여자를 그려냄으로써, 이질적인 문
화의 경합양상에서 ‘조선적인 것’이 우위를 점하는 장면을 주로 그렸다. 그림과
어학에 재능이 있는 ‘천재성’을 소설화자의 특질로 포착함으로써 ‘조선문화’의
우위성을 배면에 깔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한편으로는 모순적이어서 조선여인
인 미려와 러시아 여인 나아자를 동시에 바라보는 남성 주체를 상정한다.
「푸른탑」(『국민신보』, 1940.1.7)은 이러한 이민족간의 사랑을 묘사하는
계보에 서 있는 작품으로 이효석이 그의 초기작인『노령근해』시절부터 외국인
여성과 연애를 하는 조선인 남성을 반복적으로 그려왔음을 염두해 둔다면,
「봄의상」, 「엉컹퀴의 장」, 「청자와 소복」과 같은 계열에 있는 작품이다.
즉 이효석의 말년 소설에서 일본인 여성과 조선인 남성사이의 연애가 초점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푸른탑」은 식민지의 제국대학에서 조교로 일하
는 세명의 남성이 주인공이다. 영문학을 전공하는 조선인 안영민과 일문학을
전공하는 하나이. 또 다른 인물 마키는 안영민과 하나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요
코의 오빠로 등장한다. ‘학문’을 업으로 하는 이들 중에서 가장 월등한 인물은
식민지 대학의 엘리트 학생인 안영민이다.
「푸른탑」의 서사를 구동시키는 추동력은 바로 안영민의 천재성이라 할 수

149) 이효석, 「벽공무한」, 『이효석 전집』 5, 창미사, 2003,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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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는 “한번 일을 시작하면 책상 앞에서 끝을 볼 때까지 집요하게 몰
두”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그는 가을까지 주임교수에게 논문을 제출하면
문학부 강사 자리가 약속되어 있는 미래가 보장된 영문학도이다. 같은 대학에
서 국문과(=일본어과) 조교로 일하는 하나이 역시 안영민 못지않은 ‘대학자’의
자질을 갖고 있지만, 안영민의 지력을 하나이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마키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몇 해 전에 만테츠(萬鐵)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잃고 도쿄에서 경성으로 흘러
들어온 마키는 식민지를 취직장소로 여기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안영민의 천재
성을 보면서 감탄하는 마키를 두고 요코는 그럼 오빠는 ‘만년조교’나 할꺼냐며
친오빠를 빈정거린다. 러일전쟁 이후 본격적인 식민지 경영에 앞선 일본인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만주나 조선에서 취직하는 것을 당연150)
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도 취직자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한
다는 것은 마키에게도 치명적이다.
이러한 배경을 갖는 「푸른탑」에서 가장 문제적인 지점은 전쟁직후, 즉 패망
직전의 도쿄 그리기 방식으로 식민지 후반을 그리는 이효석의 지정학적 감각이
배치되어 있다. 도쿄는 경성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망각’시킬 장소로 설정되
었다.
안영민은 요코의 편지를 보고 그녀를 향한 답장을 쓴다. 경성에서 일어난 스
캔들을 피해서 고향에 내려온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투사한 편지이다. 이 편지
에서 안영민은 ‘고향에 와도 전혀 안정이 되지 않’다는 것과 ‘뭔가에 대한 분
노’, ‘자기혐오’,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항시 젖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영민은 요코에 대한 그리움으로 경성으로 상경한다. 하지만 일본에서 온 외
삼촌은 안영민과의 연애에서 상처를 입은 조카 요코의 심경을 치료하고자 그녀
를 데리고 동경으로 간다. 그러나 동경에 도착한 요코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쇠
약해져 갈 뿐이다. 경성에서 독을 마신 뒤 쇠약해진 몸과 긴 여독으로 인해 그
녀는 패혈증에 걸렸다. 이를 모르고 요오코를 쫓아서 또 다시 동경까지 찾아온
안영민과 그의 연적 하나이. 패혈증이 걸린 요코를 중심으로 이들은 싸움을 멈
추고 공동체적 유대가 만들어진다. 요오코에게 ‘피’를 수혈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민과 하나이는 ‘언뜻 사이좋은 친구’로 보인다. 그들은 도쿄에 온 후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이’로 돌변한다.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제국의 수도인
도쿄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명백히 도쿄는 탈역사적 공간이며, 식
150) 고모리 요이치, 『포스트 콜로니얼』, 송태욱 역, 삼인, 2002,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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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치하 경성과는 다른 가상의 현실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둘은 우연히 만나서
우정을 나누고 경쟁의 기억을 ‘망각’하고 삭제한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적 연대
가 가능한 것은 패혈증에 걸린 요코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는 소설적 장치가 뒷받침되어 있다.
남는 것은 영민 뿐이었다.의사는 이 최후의 한 사라마에게 흥미와 긴장
을 표하고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응시했다 ……물론 하나의 우연이고 그
의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무언지 모르게 준비되어 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실내의 놀람과 기쁨은 컸다. 혈액은 틀림이 없는 것, A에서
응집하고 B에서는 신선한 액상을 유지 한 채로 유동하였다.
“틀림없는 B형이다. A형도 O형도 아닌 B형이다.”
의사가 개가를 오린 때에는 영민은 얼굴을 붉히며 기뻐했다.
“요코의 피 속에 내 피가 섞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몸을 구하
는 것이다.” 은밀한 승리의 기쁨이었다. 강조:인용자151)

인용한 부분은 ‘피와 피’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패혈증에 걸린 요코에게 수혈
하는 일은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다. B형인 요코에게 피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단지 O형과 B형뿐이다. 친오빠인 마키가 나서서 자신의 피를 검사
해보지만그녀에게 수혈할 처지가 아니다. ‘남매라고는 하지만 엄밀하게 남’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요코에게 수혈이 가능한 사람은 바로 안영민이다.
“요코의 핏속에 내피가 섞”임을 알고 안영민은 환호한다. 「푸른탑」의 후반
부는 어찌 보면 상당히 작위적이다. 수혈장면 뿐만이 아니라 도쿄 지하철에서
하나이와 안영민이 우연히 만난다는 설정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소설 곳곳에서
우연성이 남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적 사이였던 두사람은 요코를 중
심으로 ‘우연성’152)을 공유한다. 이 우연성은 우연이 그 자체로 긍정되는 한에
서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안영민과 요오코의 연애가 해피앤딩으로 끝나는
151) 이효석, 「푸른탑」, 『이효석 전집』4, 2003, 창미사, 408면.
152) 니체가 필연(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파괴가 아니며 우연 그 자체의 조합이다. 필연
은 우연이 그 자체로 긍정되는 한에서 우연에 의해 긍정된다. 그 이유는 우연 그 자체의 유
일한 조합, 우연의 모든 부분들을 조합하는 유일한 방식, 다수 중의 하나, 즉 수나 필연과 같
은 방식만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확률을 따르는 많은 수가 있지만, 정
오가 자정의 모든 분산된 부분들을 집합시키듯이 우연의 모든 조각들을 결합시키는 것은 운
명적인 유일한 수, 우연 그 자체의 유일한 수이다. 그래서 놀이꾼이 주사위 던지기를 한 번
더 하게 하는 수를 낳기 위해서는 일단 우연을 긍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질 들뢰즈, 『니체와
철학』, 민음사, 1998,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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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단순히 이들이 맺어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피’를 공유하면서 혈연적인 남
매인 마키보다도 더 ‘혈연’스럽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생
학적인 승리로 마무리하는 이 지점을 두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오코를 두고 두 남자는 반복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화해를 한
다. 순수의 상징 요오코는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남성 사이에 낀 모습으로, 이
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남녀의 갈등이 ‘피’를 나눔으로써 ‘우연
히’ 극복되는 이 장면은 그러나, 어딘가 석연찮은 지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염두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우연행위들은 주인공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서사가
진행되는 지점이다.
소설에서 일본인은 안영민과 마찬가지로 취직에서 제외가 된 피해자이다. 안
영민은 만주의 취직자리와 경성제대의 교수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일제말 이효석의 전도된 상상력은 일본을 궁극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그리
는 것이 아니라, 좀더 우월한 힘을 갖고 있는 ‘친우’정도로 그려낸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는 명확한 가해자로 상징되는 장면은 전혀 없다. 이러한 장면에서 일
본인-조선인이라는 이항대립이라는 모습은 사라지고 ‘혼혈’, ‘내선일체’의 결혼
이 극대화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지정학적 사실로 변주되기 쉬운 토대를 마련한다. 안영민은 요코를
차지하기 위해 ‘일본’으로 간다. 거기에서 철도에서 우연히 만난다. 이 소설의
우연이 강조된 장소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다. 안영민과 요코의 사랑은 도쿄에
서 갈등이 무화되고, 이들은 다시 조선으로 건너와서 ‘수백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창경궁’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코는 오랫동안 바라고 있던 새로 만든 한복을 입고- 오늘은 두 사람 모두
희희낙락하며 기뻐했다. 식을 올린 지 한달, 작은 새둥지 같은 작은 집을 가지
고 즐거운 꿈에 젖어 있는 요즘의 내외였다.
“오늘은 나 오직 홀로 그 새로운 모습을 응시하고 있고 싶어요. 어디가면
좋을까요.”
영민은 잠시 생각하고,
“그렇다. 비원에 갑시다.”
마침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의 친구에게 연락을 부탁하여 두사람은
간단히 그곳에 들어갈 허락을 받았다. 왕가 일족의 유원(遊園)이었던 사방 십
리가 넘는 원내의 작은 축도였다. 홍진의 속세를 떠난 이 별천지에는 푸른 계
절이 제전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목도, 계류도, 오솔길도 오래되고 단아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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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웠다. 궁인들이 달을 바라보며 시를 읊었다고 하는 육각정을 지나 산속의
오솔길을 헤치며 들어가니 풀의 무더움에 섞여 꿀 냄새를 피우는 꽃향기가 은
은히 흘러왔다.
“……나 아까부터 계속 묘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마치 집의 여동생과 함께
걷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불시에 돌아보면 당신이예요.”
“옷 때문일까요.”
“그런것같아요. 옷이 달라진 것만으로 사람마저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묘
하단 말이예요.”
전혀 처음 보는 것인듯, 몇 번이고 요코를 보았다. 이상한 발견이라도 한
것 같은 눈 표정이었다.
“요컨대 우리들은 서로 아무것도 다르지 않았어요. 혈액형도 같았고, 지금
신체의 모습도 같아요. 다른 것은 다만 단체뿐이예요. 전통만이 달랐어요.”153)

「푸른탑」의 마지막 장면은 왕가의 한 정원이 배경으로 펼쳐진다. 요코는 오
래동안 바라고 있던 새로 만든 한복을 입고 영민과 정원을 거닐고 있다. 영민
은 한복을 입은 요코를 보며 “계속 묘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 마치 집의 여동
생과 함께 걷고 있는다는 착각”이 든다고 고백한다. 경성의 한 궁중은 이처럼
한복을 입은 일본인 여성이 공존하는 이질적인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효석은 실제 두 번의 ‘만주여행’이후로, 구라파와 서구에 대한 상상력은 다
분히 삭제되고, 지정학적 무대가 만주와 하얼빈, 조선의 ‘창경궁’으로 한정된다.
오히려 이 지정학적 한계는 오히려 초월적인 기원으로 회귀하게 만든다. 즉 조
선적인 것의 전면적인 부각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정은 어딘가
어색154)하다.
요코는 안영민과 자신이 비록 ‘단체’는 다르지만 혈액형과 외양이 같음을 강
조하면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이를 삭제하고 있다. 문제적인 것은 조선의 로
컬리티를 상징하는 ‘비원’에서 요코와 안영민이 서로의 ‘단체’, ‘국가’를 부정하
153) 이효석, 「푸른탑」, 『이효석 전집』4, 창미사, 2003, 421면.
154) 정실비는 이효석의 고향이 특정장소에 국한되고 있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양산
된 로컬리티 담론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고향’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창작하지만, 로컬리티 담론에
포섭되지 않고 그만의 독특한 고향을 구축한 것을 문제삼는다. 이는 이효석 특유의 ‘장소적’ 관념을
지적한 것으로 『벽공무한』에서 설명한, 하얼빈의 변두리 지역을 조선과 서양의 ‘융합’ 지대로 설
정한 점과도 연결된다. 정실비, 「일제말기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고향 표상의 변전(變轉)」, 『한
국근대문학연구』 25호, 2012.4, 오태영, 「조선 로컬리티와 (탈)식민 상상력」, 『사이』 제 4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5; 김양선, 「세계성 민족성 지방성」, 『한국근대문학연구』, 25호,
201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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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은 「푸른탑」뿐만 아니라 「여수」, 『벽공무
한』에서도 반복되는 장면으로, 이효석 소설의 국경, 변두리와 같은 장소는 식
민자와 피식민자의 관계가 분리가 아니라 종종 급진적으로 비대칭적인 권력관
계에서 나타나는 공존, 상호작용, 서로 겹치는 이해와 실천의 장이라는 공통점
을 갖고 있다.

4) 불모지로서의 경성과 ‘고도’(古都)의 재인식
『화분』(인문사, 1939)의 한 구절이 그러하듯 이효석 소설에서, “아름다운
것”은 “발명”되고 “가공”된 미를 말하는 것이다. “재료만으로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 있나”는 영훈에게 가공되지 않은 ‘흙’과 같은 재료는 예술가로서 영감
을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조선의 물건으로, 그의 구라파 지향성에는 구라파에
는 세계의 아름다운 예술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생각과 함께 “구라파주의는 곧
세계주의”라는 신념과 함께 스며있다. 동양에 살고 있어도 곧 “전세계”에 살고
있으며, 모든 것이 “한세계속에 조화”될 때 아름다움으로 존재한다는 화분의
주제의식은 곧 ‘인공성’에 대한 이효석의 믿음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선의 미의식은 그에게 인공적으로 다양하게 변주된다.
단골로 대놓고 와 주는 굴장수 노인은 벌써 보름이나 전부터 겨울 외투를
입었더니 요새는 어느결엔지 두터운 솜옷으로 변했다. 부엌으로 살며시 돌아와
서는 내보이는 굴동이가 여름보다도 선뜻하고 차 보인다. 젓을 담그면 이튿날
로 맛이 들던 것이 일주일을 넘어야 입에 맞게 되었다.

155)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은 도록, 박물관, 고검, 관광엽서, 미각이 대표하는 모습
으로 당시의 조선을 발견하였다. 앞장에서 말한대로 탈성화된 이미지로 여성이
그려졌다면, 이 미학적 취향은 일제말 소설로 갈수록 극대화된다. 즉 그에게 조
선은 ‘여성’처럼 탈성화된 존재로 표상된다. 여기에는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한
복의 모습으로, 한복을 옷을 입은 일본인 여자로, 국악을 듣는 ‘여성’으로 재현
된다. 이를 두고 내선일체 혼종이라고 말하기에는 이효석 소설이 보여준 그간
의 무의식의 진폭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 파시즘의 늪에 빠지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탈성화된 여성이 계속 이 조선적인 것에 시각적으로 전시되고 있기
155) 이효석, 「고도기」, 『조선일보』, 1939.11.7 (『전집』 7권, 창미사, 2003, 2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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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러한 면은 피식민 주체가 식민자의 고유한 용어들에 참여하는 방
식으로 그들 스스로를 재현하는 일을 떠맡는 자기 민족지의 텍스트가 된다. 이
효석의 텍스트는 ‘자생적’으로 자신을 재현하기도 하지만, 식민지 말기 그의 시
선은 정말 그랬을 법한 ‘조선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더니즘적인 수집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구성이다. 혼돈되고 과다한 과거의 요소들이 이제는
특별한 종류의 질서로 재배열된다. 이효석이 만들어낸 ‘조선의 미각’, 시각, 은
혼돈되고 과다한 요소들이다. 실제 ‘조선적인’것을 표상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조선적인 것’을 믿게 하는 과정속에 이효석 역시 참
여하고 있다. 그는 즉 식민지 조선사람들에게 ‘고국’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는
동시에, 소설을 읽는 독자 모두를 ‘이민자’로, 낯선 조선이라고 받아들이게 한
다. 조선적이라는 것의 ‘인공성’은 이효석 소설에서는 맛과 옷, 촉감, 시각으로
변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효석은 유달리 시각적인 면에 집착이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 이효석은 『노
령근해』에서도 조선의 남성에게 반하는 러시아 여성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효
석이 바라보는 식민지 조선은 과잉된 멜로드라마의 형식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그에게 조선적인 것은 오히려 ‘인공적’이다. 그렇다면 이 소설들이 구축하고 있
으며, 당대의 문학계에서 논의된 ‘조선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가.
이효석은 서구나 구라파를 경유하는 소설을 쓰고, 실제 「황제」(『국민문
학』 9, 1942.8)와 같은 특수한 소설을 씀으로써 대체역사에 대한 상상력을 꿈
꿔왔다. 식민지 조선에서 ‘프랑스’의 현실과 나폴레옹에 대한 고민, 소설을 번역
하면서 얻은 ‘밀항’ 모티프를 잡지에 게재하자마자, 곧 소설 창작의 원천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이효석만이 갖는 특이한 창작 방식이다. 그런 의미
에서 본다면 당시의 조선적 현실을 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효석은 독특한
텍스트의 겹쳐 읽기를 시도 하고 있다.
이효석의 후반기 문학을 이해하는데 ‘휘트먼’은 매우 중요하다. 이효석 문학
은 다기한 레퍼런스를 전유함으로써 후기 소설의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상징
과 신화의 세계가 반복되거나 「여수」에서 영화 《망향》을 통해 주인공의 심
리적 갈등이 표출된다는 점을 볼때 이효석의 후반기 문학은 점차 텍스트 겹쳐
읽기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었다. 이렇게 외국소설들을 차용하고 모방한 혼종성
은 이효석의 일제말 소설을 대중적인 소설로 만든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실제 그의 소설은 『화분』은 영화사와 ‘영화’ 망향에 대한 시놉시스가 등장
한다. 이효석의 일제말 소설들은 서양과 조선, 일본과 조선의 모습은 착종될 수

- 144 -

밖에 없었고, 이는 이효석 스스로가 지향하고 있는 근대 소설의 문법이기도 하
였다
그런 의미에서 「일요일」(『삼천리』, 1942.1)의 연장선상으로 보이는 「풀
잎」(『춘추』 12, 1942.1)은 ‘휘트먼’을 차용함으로써 이효석의 내면이 확장된
다. 준보는 아내가 죽은 이후 상실감에 시달린다. 이후 음악가 옥실을 만남으로
써 그의 마음속의 상실감이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아내가 죽은 이후
실은 그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개인의 자유행동에 그만큼 구속을 받구 책
임을 져야할 위치”에서 실과의 연애는 지탄받아야 할 대상으로, 경성의 지식인
에게 격렬한 비난을 받는다.
방공연습이 시작된 지 여러 날이 거듭되어 밤이면 거리는 등화관제로 어둠
에 닫혀졌다. 몇날의 밤의 소요를 계속하는 두 사람은 외딴 골목을 골라 걸으
면서 단원들의 고함을 들을 때 마음의 거슬리는 것이 없지는 않았으나 평생의
중대한 시기에 서 있는 준보에게는 그 정도의 사생활의 특권쯤은 그다지 망발
이 아니리라고 생각되었다. 하물며 낮 동안에 일터에서 백성으로서의 직책과
의무를 다했다면야 그만큼의 밤의 시간은 자유로워도 좋을 법했다.

156)

방공연습, 등화관제와 같은 40년대를 즈음한 역사적 현실과 맞물려 이효석은
그간에 시도했던 ‘연애서사’보다 주춤한 태도를 보인다. 「풀잎」과 「일요일」
은 부인 이경원과의 사별에서 비롯된 이효석의 개인적 경험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슬픔과 죄책감, 노염이라는 단어가 다수
반복되고 있는 점, 즉 세인의 관심이 “불유쾌한 세상이구 귀찮은 인심”으로,
“속세의 번거로움”일 뿐 이들을 위안해줄 아무런 대체물도 없다. 러시아나 일
본여성이 종종 조선인 남성에게 매혹되는 장면을 자주 그려냈던 이전의 소설과
는 다른 입장, 즉 조선인 여성과 연애가 그에게 ‘부채감’으로 성립되는 지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즉 방공호에서 나누는 이들의 사랑은 경성의 시가지에 갇힘으로써, 즉 밤에만
활동할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두 연인이 경성의 외곽지대에서 ‘방공호’는 이전
의 이효석 소설이 ‘원시적 공간’, 즉 ‘향토’에서 사랑의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인간의 필요나 욕망의 바깥에 있는 ‘자연’속에서 마치 두사람은 자유를 발견하
는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156) 이효석, 「일요일」, 『이효석전집』 3, 창미사, 2003,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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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시적으로 장소의 제약을 받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방공호를 병치함
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것을 포착한다. 이 소설에서는 준보의 죽음이미지를 계
속 배치함으로써 특정장소와 특정시간에 의한 구속을 초월하는 낭만적 사랑의
결과물을 획득하고 있다. 이 둘의 낭만적 사랑은 사회적인 것의 공허함과 사회
적인 것을 공동화함으로써 유지된다.
준보는 계속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으로 묘사되고, 이 죽음을 알려주는 사
람은 옥실이다. 이들의 대리보충적인 연애관계는 경성의 ‘지리지’를 펼쳐보이게
끔 한다. 옥실과의 낭만적 사랑은 식민지 경성의 사각지대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불가항력적으로 침식당하는 경성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비판한
다.
『벽공무한』에서의 경성 역시 떠나야 할 곳이다. 일마는 남죽으로부터 도망
치기 위해 경성을 떠난다. 때문에 그는 경성을 탈주의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古都’를 주목한다.
경성과 대비되어 나타나는 곳은 신경의 옛거리라 할 수 있다. 만주와 신경의
분위기를 두고 이효석은 ‘고풍스러운 것’이라고 묘사한다. 만주의 창조는 외계
의 ‘이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살리는 선상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그 ‘고풍스러운 미’는 돌보고 키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를 찾는 사
람에게 만주가 독특한 이유는 ‘전통의 오래됨’이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건대 나는 오히려 신경의 옛 거리를 좋아한다. 인력거나 마차를
타고 낡은 대마로(大馬路)를 달리는 것이 훨씬 만주에 왔다는 느낌이 들어 즐
겁다. 저 이르는 데마다 단청으로 채색된 그늘진 거리, 끊임없이 이상하게 울
리는 음향, 하루 내내 어수선하게 되돌아오는 저 독창적 분위기 쪽이 훨씬 마
음에 든다. 대동대가(大同大街)의 인상은 서울에도 동경(東京)에도 어느 도시에
도 쉽사리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어디에게든 있는 이런 종류의 모방을 발견함
이란 미를 찾는 사람에겐 무의미하기 짝없는 것이다. (중략)모든 만주의 창조
는 단지 외계의 이식에 끝내지 말고 그 옛것을 살리는 선상에서 진행되지 않
으면 안된다. (중략) “만주의 선로를 걷다가 나는 체성모에 있는 역 근처에서
아름다운 건물을 발견했다. 그 전면적인 적색과 청색의 배합은 어디에도 없는
멋진 것이었다. 그러한 고풍스런 미야말로 대륙이 돌보고 키워내지 않으면 안
된다.”157) (강조: 인용자)
157) 이효석, 「新しさと古さ」《滿洲日日新聞》 , 1940.11.26~27. (본고의 인용문은 김윤식 역,「새
로운 것과 낡은 것 - 만주여행단상」,『현대문학』, 2002. 7, 200~2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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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이효석의 후반기 소설은 도록, 박물관, 고검, 관광엽서, 혹은 미
각으로 재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에게 조선은 ‘여성’처럼 탈성화된 존
재로 표상된다. 여기에는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한복의 모습으로, 한복을 옷을
입은 일본인 여자로, 국악을 듣는 ‘여성’으로 재현된다. 그는 모더니즘적인 수집
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구성방식으로 민족지를 기술한다. 이효석이 만
들어낸 ‘조선의 미각’, 시각은 혼돈되고 과다한 요소들이다.
이효석의 무의식에서는 이것이 실제 ‘조선적인’것을 표상하는 것인지 아닌지
는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조선적인 것’을 믿게 하는 과정 속에 놓여있었다.
그는 소설을 읽는 독자 모두에게 ‘낯선 조선’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미학적 민족
지의 모습을 현현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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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동경문단과의 교섭과정으로서의 ‘조선’ 민족지와 문학장의
변화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은 시기적으로 긴 기간은 아니지만 식
민지 문학을 바라보는 가장 첨예한 시기이다. 일제말로 갈수록 문학의 외압은
한층 작가의 창작 조건을 억압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점은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매체의 제한과 문인협회와 대동아문학자대회와 같은 ‘기관’이 부각1)되는
시대적 배경에서, 당시 일본어로 작품을 발표하는 문제는 작가의 ‘양심’으로 이
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제말 유진오, 이효석의 입지 또한
창작을 제한 받는 시대적 상황과 이를 돌파하고자 하는 소설가의 욕망을 고려
하여 양가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장에서 경성제대 문인인 유진오‧ 이효석과 함께 김사량을 주목하는 이유는
일제말 김사량의 문학관이 조선의 작가와 중요한 연관을 맺는 작가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사량은 동경제대 시절부터 꾸준히 글을 발표하면서, 조선인 작가를
동경문단에 ‘소개’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는데,『모던일본』의 성격과 관련
시켜 볼 때 김사량이 선택한 작품의 의미가 보다 뚜렷해질 수 있다.
따라서 4장의 1절에서는 김사량의 문학관을 추적해본다. 김사량은 동경제대
재학 과정 중 『매일신보』에 시를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조선문단에 진출한다.
이점은 앞서 언급한 유진오나 이효석이 ‘등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신
흥』, 『문우』와 같은 대학 동인지에서 발표한 글이 토대가 되어, ‘문단’에 데
뷔하는 지점과도 공통점을 보이는 부분이다. 김사량이 번역에 대해 밝힌 초기
논문의 검증을 통해 조선의 문학가가 동경문단에 진출할 배경을 알아본다. 이
후『모던일본』의 편집자로 발탁된 김사량은 당시 ‘번역’과 ‘창작’을 동시에 병
행할 수 있는 일련의 작가군을 주목하고 있었다. 경성제대 작가군에게 ‘조선문
학’을 번역하여 조선문단과 세계문학과의 교류를 꾀할 것, 그러기 위해서는 당
장 ‘번역회’의 조직이 시급하다는 김사량의 다급한 목소리는 1940년대를 즈음
한 문학장의 분화양상을 추론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모던일본』이 내건 <조선예술상>의 요건을 더욱 분
명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모던일본』이 내건 ‘예술상’의 의미는 당시
‘동경문단’이 조선의 작가를 발굴․ 검증하는 시선과 유관하며, 이는 조선을 일본
1) 송현호, 『일제말 암흑기 문학연구』, 1991, 새문사,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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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방문학’으로 발견하려는 욕망이 강한 것이다.『모던일본』에 실린 이광수
와 이태준의 소설이 소개되는 과정을 통해 ‘조선적인 미’가 고착된 일제말 민족
지의 한계를 알아 볼수 있다.
4장의 2절은 동경문단에 소개된 조선인 작가의 위상을 검증한다. 1942년
『문예』는 유진오, 이효석, 김사량의 작품이 <조선문학특집>호로 실렸다. 「여
름」, 「은은한 빛」, 「풀이 깊다」가 바로 그것이다. 임화는 동경문단의 조선
문학에 대한 관심을 설명하면서, “조선문학이 이제야 진가를 발휘할 때가 왔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후일 타인의 웃음을 살 것”2)이라고 힐난하였다. 물
론 임화의 적확한 지적대로 일본 문단에서 이들이 받는 주목은 한시적이었다.
그러나 유진오와 이효석은 조선에서 소설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이 현저히 줄
어드는 시점에서, 동경문단에 진출하는 글쓰기의 ‘場’을 자기 민족지를 선택함
으로써 조선적 현실과 모순을 고려한 소설 창작을 시도하고 있었다.

1. 『모던일본』의 개입과 동경문단의 시선
1) 무연고의 지식인상과 구심점으로서의 번역론 제시
이효석은 번역을 통해서 소설의 원천을 끌어들였고, 유진오는 세계 문학을 동
시대적으로 사상을 흡수했다. 식민지 시기 번역가의 자질을 갖춘다는 것은 세
계문학을 좀 더 일찍 엿볼 가능성을 열어둔다. 번역작업을 통해서 소설가들은
소설의 주제를 구상하기도 하며, 논문을 통해 사상의 균등함을 획득한다. 영어
나 제 2외국어를 번역하는 순간만큼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분이 사라진다. 일
본어로 소설쓰기란 일본의 지식인보다 현격히 낮은 실력의 언어였기에, 언어의
한계가 소설에 드러나지만, 서양어의 번역은 오히려 조선이나 일본의 식민지적
구분이 없는 가장 균등한 장을 마련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 『모던 일본』의 편집위원으로 조선의 문학을 일본에 소
개하는 역할을 맡았던 김사량의 개입으로 좀더 뚜렷이 감지되었다. 1939년을
즈음한 김사량의 문학관은 좀 더 기획적으로 시도되고 있었다. 김사량은 동경
제대 입학당시 동인지 『기항지』와 독일문학과 출신의 동학을 모아『제방』을
이끈 주체이기도 하였다. 안우식에 의하면 김사량은 『모던일본』의 조선판 편

2) 임화, 「동경문단과 조선문학」, 『인문평론』, 194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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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참여하는 한편, 『모던일본』에 실릴 조선문학 작품의 선정 및 번역에 참
가했다3)고 전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939년의 김사량은 아쿠가타와 상의 후보로 검증된
「빛속으로」를 집필중인 ‘소설가’와『모던일본』의 편집자로 활동한 ‘잡지 편
집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모던일본』에 조선의 소설을 번역한 ‘번역가’ 중첩
된 시선4)이 스며있다. 이 시기 김사량의 평론을 살펴보는 것은 보다 깊은 주목
을 요한다. 동경제대 재학도중 발표한 그의 졸업논문과 잇달아 발표한 평론에
서 김사량이 일관되게 주창한 ‘번역문학’은 당시 김사량이 조선문단과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중요한 사상적 거점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동시대의 세계
문학 사이에서 조선문학이 위치한 자리를 고민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고민이 투
영된 글쓰기의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진오와 이효석이 소설이나 논문을 번역함으로써 세계문학을 바라보는 ‘창’
을 세우고 자신을 ‘서구 지식인’과 동일시하고 있었던 것처럼, 김사량은 동경제
대 독문과를 졸업하면서 하인리히 하이네를 발견하면서 자신의 문학적 입지를
구축한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독일은 국난에 처할때마다 “세계주의적 문화주
의적 문학방법”에 극복된 나라이기에, 그는 현재 광적 애국주의에 함몰한 독일
문학이 이러한 모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추방된 이민문학”5)에 의해 고양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사량이 ‘이민문학’을 들어서 세계문학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이네의 문학적 여정과 유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

3) 안우식, 『김사량 평전』, 문학과 지성사, 2000, 356면. 김사량과 『모던일본』의 개입정도는 보다
치밀한 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점인데, 본 논문은 『모던일본』에 번역한 김사량의 번역소
설과 평론에 밝혀진 그의 문학관을 토대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4) 1939년에 김사량은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 평양에서 최창옥과 결혼을 하
였으며, 『문예수도』의 동인으로, 그리고 하인리히 하이네로 졸업논문을 제출하고, 그해에 바로 동
경 제국대학 대학원의 입학을 받은 상태이기도 하다. 김사량의 개인적으로도 결혼과 대학졸업, 대
학원 입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그해 아쿠타가와 상 후보작에 이름을 올린
「빛속으로」의 창작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은 그의 절친 야스타가 도쿠조가
증언하고 있는바, 김사량은 부인이 출산 때문에 일본에서 평양으로 되돌아 간 간 후에도 그는 “다
시 창작 삼매에 푸욱 빠졌”다고 한다. 안우식, 「김사량 연보」, 『김사량 평전』, 문학과 지성사,
2000, 358면.
5) 우리가 조금이라도 과거의 독일 애국문학의 발전의 양상으로 미루어본다면 현재의 독일의 특수 부
락적 애국문학도 내지 않은 장래에 그 문학 자체 속에서 양성되는 모순과 이미 대립되어 오는 추방
된 이민문학에 의하여 새로운 단계로 양기(揚棄)될 것임을 가히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이네가 진실로의 애국주의로부터 보노서 제국을 향하여 저주와 악매를 퍼부은 사실과 최
근에 발표된 토마스 만의 절절한 애국적 고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김사량, 「독일의 애국문
학」, 김재용‧ 곽형덕 편역, 『김사량, 작품과 연구』 2, 역락, 2009, 3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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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김사량에게 ‘이민문학’이란 배타적인 조선 사회를 넘어선 대안을 탐구함으로
써 변경 지역에 뿌리를 둔 세계적인 보편성을 보여주는 문학적 동력이었다. 즉
김사량의 초기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식민지 지식인의 선택이 ‘자
국’에 묶이는, “정치적 공동체에 의탁”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식인의 운명의 “가
치중립적 처참함”을 의식하고 있다는 인식6)이 강하다. 유진오나 이효석이 세계
문학을 비판적 자의식 없이 무비판적으로 자신의 문학적 토양으로 급속히 빨아
들였던 것과는 달리, 김사량은 국난에 처한 위기상황을 견주어 보면서 이를 ‘문
학’의 세계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하인리히 하이네를 선택한 작가의 의식이 투영된 그의 논문을 사카이 나오키
식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근대적인 ‘사상’의 경우 세계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연구자의 출신과 그의 사고방식이 서로 그다지 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봉
착한 지식인이 된다. 따라서 그는 독일의 사상을 진단하여, 여기서 세계 문학,
독일, 세계주의, 추상적인 인간의 유형화 와 같은 작업을 다지게 된다. 김사량
의 논문에서 설명하는 ‘망명’은 정치적 망명에 의해 사상이 위축되는 위치의 제
한이 아니라, 근대적 사상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무연고의 지식인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강화되는 지점이기도 하였다.
무연고의 지식인을 근대사상의 흡수자로 상정한 김사량은 ‘추방된’ 자의 눈으
로 세계를 바라볼 것을 촉구한다. 그는 독일과 대전문학에서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의 피폐한 문화를 예로 들면서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새로운 정신의 자아
를 발견하여 ‘재건’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이 재건의 길로
‘표현주의’가 독일 예술계에 등장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하였다. 독일의 표현
주의는 비합리적인 신앙과 전쟁의 어용 문학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데, 다
음과 같은 김사량의 표현은 표현주의에서 외국에 ‘망명’을 한 지식인에 대해 적
극 옹호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지점이다.
(나치스 문학) 이것은 비합리와 신앙과 독일의 사상을 담아 모든 이질문화
를 배격하고 옛날의 전제(專制) 보노서 제국을 꿈꾸어 침략과 전쟁의 어용(御
用)에 조달되어왔다. 여기 반하는 작가는 모두 뒤를 이어 유태계 문학자와 같
이 외국에 망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표현주의 작가에 유태
계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도 흥미 있는 일이다.
6) 사카이 나오키,『세계사의 해체』, 역사비평사, 2009,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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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는 유태계문학자들이 망명을 하고, 다시 독일이 이 망명문학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독일 문학사의 발전도 달라진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때의 망
명은 식민지 지식인으로 영국에 간 정치적 망명객, 싸이드와도 성질이 다른 지
식인이다. 김사량이 논문에서 설명한 ‘망명’은 이상과 몽환에 머물지 않고 현실
과 실제에 접근하는 표현주의라는 예술을 실현하기 위해, 국적이라는 ‘연고’를
버리는 지식인이 선택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즉 학풍이나 민족 혹은 지역과
같은 ‘연고주의’에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독일문학의 유태인을 거울로 삼
아 바라보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연고적인 지식인을 묶는 구심점은 무엇인가. 사상의 흡수
를 위해 적어도 최소한의 공통점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사량은 이즈음 ‘언
어의 통일’이란 주제로 여러 편의 논문을 쓰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언어의 통
일은 조선문학의 특수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문제였기
에, 어학의 문제와 더불어 ‘기관’설립의 문제가 점차 고민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1940년 춘향전 번역에 몰두를 하고 있던 김사량은 당장 “번역국”을 유치하거
나 “고전문학 번역회”가 필요8)하다는 의견을 설파한다. 고전의 세계는 그 자체
로는 완결된 세계이지만, 고려문학이나 이조문학이 갖는 용어의 특수성을 일본
어로 번역하려고 하면 이에 대응하는 언어가 없기에 일정한 규준이 필요하다는
논지이다.
조선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은 언어의 통일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
에서 시작된 것이었기에, 특히 함경도나 평안도의 지역 방언을 번역하는 것이
가장 문제되는 일이었다. 김사량은 ‘괴테’가 독일어를 새로 발견하고 넓히었을
뿐 만 아니라 언어를 통일하고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며 하루빨리 조선의 어학회
나 어학연구회와 같은 단체의 힘을 빌어 한글과 한자를 정리하는 것이 독자의
불편을 막아주는 길9)이라고 하였다. 김사량의 언어관은 “조선문화를 내지와 동
양, 세계로 널리 알리겠다는”

10)중개자의

입장에 서있었던 것이다. 김사량의 언

어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역’이다. 그는 ‘조선’ 문학의 입지를 강화하기위
7) 김사량, 「독일과 대전문학」, 『조광』, 1939.10 ; 『김사량, 작품과 연구』 2, 역락, 2009, 308
면.
8) 김사량, 「조선문화통신」, 『김사량, 작품과 연구』 2, 역락, 2009, 343면.
9) 김사량, 「조선문학 측면관」, 『조선일보』, 1939.10.4~10.6 ;『김사량, 작품과 연구』 2, 역락,
2009, 314면.
10) 김사량, 「조선문화통신」, 『김사량, 작품과 연구』 2, 역락, 2009, 3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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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세계문학’의 특수성11)을 인지하고 있었다.
‘번역’이 가장 중요한 사상의 거점으로 작동한 김사량의 논리는 앞서 말한 유
진오나 이효석이 외국문학의 ‘번역’을 통해서 자신의 문학적 관점을 정립해 나
간점과 공통점이 있다. 김사량이 제안한 번역은 그의 ‘언어관’과도 맞물리는 지
점이며 또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무연고’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나는 지금부터 번역클럽이라는 것을 제창하려고 생각한다. 이는 조
선문학의 고전과 현재 작품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동경문단과 또는
세계문단에 내놓아도 흡족한 걸작을, 지금부터 클럽도 좋고 협회라도 좋으니
어쨌든 무언가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번역해서 발표하자는 것이다. 조선의
작가들이 응할 수 없는 상담을 가져와서 일본어로 쓰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 대신에 조선어 문학을 번역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동경문단과
세계문단과도 교류를 꾀하고, 조선문학의 현상과 조선문학이 참으로 조선의 언
어로밖에 쓸 수 없는 이유를 공시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제씨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모로 동경 근처 문학자의 후원을 얻어가며 잡지
관계자나 출판 직원과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선 경성제대 조선문학부
출신 모든 학도들로부터라도 번역회라도 조직해서 본인들의 전문인 조선문학
을 내지어로 번역해 보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가. 현대문학은 꼭 그렇지도 않지
만, 역시 고대문학이나 이조문학은 이러한 학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
다. 그리고 이러한 학도들 자신도 그러한 것을 기획해도 좋을 시기가 아니란
말인가. 그와 동시에 현대문학 번역회와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선정
한 것을 사전에 동경에 사는 문화인과 협동으로 번역에 힘써서, 교섭도 동경에
있는 분에게 위임해서 대처하게 한다면 조선문학이 자부심을 안팎에 널리 떨
치는 것이 되며, 또한 그 자체로 조선 문학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하나의 방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경문단의 출판가, 작가나 평
론가 제씨도 호의와 기쁜 마음으로 힘을 빌려 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여러 문고본 가운데 정말로 조선의 고전 걸작집이나 현대 걸작집이 네
다섯 권 있어도 좋지 않겠는가.

그에 덧붙여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선

11) 어떤 작품은 어느 특정한 순간에 어느 특정한 독자들에게 세계문학으로 기능하지만 다른 독자들에
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한 유형의 독서를 통해서는 세계문학으로 수용되지만 다른 독자
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한 유형의 독서를 통해서는 세계 문학으로 수용되지만 다른
유형의 독서에 의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어떤 작품이 그 언어적이고 문화
적인 출발점을 넘어서서 보다 넓은 세계로 유통됨으로써 세계 문학의 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진정성이나 본질의 상실을 겪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점에서 이득을 본다. 이러한
과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한 작품이 개별적인 상황에서 겪는 변형을 면밀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
다. 박성창, 『글로컬 시대의 한국 문학』, 민음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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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조선예술가 협회의 결성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기회를 봐서
사견을 펼쳐보려 한다.

12)

(강조: 인용자)

위에서 인용한 평론에서 알 수 있듯, 김사량은 번역이라는 탈출구를 통해서
세계문학과 연결되어 조금 더 구체적인 현실안을 제시하였다. 김사량은 ‘조선어
문학을 번역할 조직’을 만들어서 동경문단과 세계문단과 교류를 꾀할 것을 주
장한다. 조선의 ‘문학’이 일본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며, 나아가서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번역만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세계 문학’의 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
연적이라는 문학관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언어의 균질화’와 표준어의 정립은 김사량이 조선문학에서 가장 시급
하게 개선되어야 할 조건이기도 하였다. 표준어 정책은 국어의 규범화를 실시
하여 문학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즉 토착어가 아닌 이상 모든 인간이 마땅히
배울 수 있는 언어가 바로 표준어13)이다. 한편 김사량에게 표준어는 조선문학
이라는 지역적 연고와 민족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번역’이라는 말의 동의어이기
도 하였다.
김사량은 동경문단과 조선문단을 오가며 그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의 작품활동시기와 이광수의 「무명」을 번역하고, 『모던
일본』에 실었던 사건은 이 논문에서 다소 긴 설명을 요한다. 다음장에서 『모
던일본』과 <조선예술상>에 대해 좀더 알아보자.

2) 포상제도로서의 ‘조선 예술상’의 창설과 조선문단의 균열
『모던일본』은 문예춘추사가 1930년 10월 창간한 잡지이다. 『모던 일본』
은 도시 문화를 중심으로 당대의 ‘모더니즘’을 소개하는 대중적인 교양잡지의
성격을 띤다. 1939년 11월과 1940년 8호는 두 차례에 걸쳐 임시증간을 발행
되었으며, ‘조선판’이라 명명된 조선 특별호이기도 하였다. 즉 1939년 책이 출
간되자마자 300부를 더 찍었다14)는 증언은 당시『모던일본』이 대중잡지의 성
12) 김사량, 「조선문화통신」, 『김사량, 작품과 연구』 2, 역락, 2009, 343면.
13) 사카이 나오키는 고전이나 한시의 사서오경을 번역하면서 이에 대응할 적합한 일본어가 없음을 발
견하였다. 번역을 하더라도, 이를 표현할 언어가 크레올적인 잡종어 밖에 없다는 것은 언어 공동체
의 ‘규범’이 번역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식민지배자들이 언어를 시작으
로 하는 규범구성부터 점검하고 문법서를 만들었듯, 보편적 통일을 향한 제도적 욕구가 국민공동체
를 만들었다는 논지이기도 하다. 사카이 나오키․ 니시타니 오사무, 『세계사의 해체 : 서양을 중심
에 놓지 않고 세계를 말하는 방법』, 차승기․ 홍종욱 역, 역사비평사, 2009, 115~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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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거두고 있는 모습으로 조선판은 특히 조선의 ‘여성’에 할애하면서 비중있
게 다룬다.
여배우인 이춘연, 문예봉, 한은진, 박단마, 차홍녀, 지경순을 비롯하여, 영산무
를 추는 최승희의 도록을 실었다. 『모던일본』은 일본인이 조선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기생과 금강산뿐이라는 천편일률적인 일본인의 조선인식을 비판하
며 기획되었으나, 문예면에 할애된 글이 대부분 조선에 대한 기행문과 조선인
과의 ‘추억담’을 실었던 잡지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그 기획의도가 제대로 살
아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다 주의깊게 살펴야 할 대목은 『모던일본』이 ‘조선문단’을 바라보
고 있는 시선이다.『모던일본』에서는 <조선예술상>이라는 명목으로 ‘문학상’이
신설되고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조선예술상>은
『모던일본』의 사장 마해송의 기획과 일본의 작가 기쿠치 간의 자금제공에 의
해 설립된 문학상이다. 그 상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조선예술진흥을 위해 기쿠치 간 씨가 매년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해 주
신 것에 대해 본사에서는 기쿠치 간 씨의 뜻에 감사드리고, 별도의 규정항목과
함께 조선예술상을 신설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협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쇼와 14년 (1939) 10월 모던 일본사15)

<조선예술상>은 조선에서 이루어지는 ‘각 방면의 예술활동’을 표창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으로, 수상의 선정범위는 조선에서 발표되는 문학, 연극, 영화, 무
용, 음악, 회화의 분야로 한정되었다. 각 예술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예술작품
혹은 예술활동을 ‘심사’하고, ‘상’의 취지에 부합된 사람과 단체에게는 각 상패
와 5백 엔을 증정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제 1회는 193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조선예술상>은 수상의 권위와 작품 선정의 객관성을 위해 조선의 경성 및
조선예술상 위원회를 설치하는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조선예술상>은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예술작품에게 수여한다고 밝혔으나, 이 선정기준은
상당히 애매하다. 조선의 ‘예술’을 가장 우수한 관점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혹은 상의 ‘취지’가 정향하는
14) 『모던일본』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모던일본』의 해제를 따랐다. 윤소영, 「해제」,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 완역 <모던일본> 조선판 1939년』, 어문학사, 2007, 513~532면.
15)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 완역 <모던일본> 조선판 1939년』, 어문학사, 2007, 4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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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대로 예술의 ‘특수성’을 한정할 수는 없으나, <조선예술상>이 내세운 ‘가장
우수한’ 이라는 기준은 객관적 평가보다는 주관적 평가, 상대적 평가와 함께 한
다. 따라서 <조선예술상>이 내건 ‘취지’, 즉 “본 예술상은 우리나라 문화를 위
해 조선에서 이루어지는” 이라는 단서는 이 상의 존재가 단지 “미약하나마 조
선의 문화”를 도울 것이라는 편집 후기의 의견과는 상당히 달라지는 지점이다.
<조선예술상>에는 당시 ‘동경문화계’의 시선 혹은 편집위원의 관점이 적극적으
로 개입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문학상은 선정위원들의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쉬운 것으로,
어느 작품이 ‘위대하고’ 어느 작품이 그러하지 않은가를 판단할 객관적 잣대가
존재하기란 어렵다16) ‘문학작품의 경우’는 특히 더 예민한 것이어서, 수상의 형
평성을 위해 전적으로 ‘아쿠타가와상(芥川賞) 위원회’ 위촉한다는 이 공지는 꽤
흥미로울 수 밖에 없다. <아쿠타가와 상>은 1935년 당시 문예춘추사를 경영하
고 있던 기쿠치칸이 친구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를 기념하고 『문예춘추』를
선전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그 자신도 작가였던 기쿠치칸은 『모던일본』을
조선판으로 기획하면서 아쿠가타와 상을 축소한 <조선예술상>을 신설한 것이라
판단된다.
일제말 조선문단은 문예연감이나 회고담17)을 통해서 문학을 ‘정리’하거나 ‘월
평’의 수준에서 작품의 위상을 논할 수 있었다. 그간의 조선문단은 신인의 등용
을 위해 신춘문예18)나 동인지19)를 통한 신진발굴에 힘썼으나, 실제 문학상에
16) 김옥동, 「노벨 문학상의 문화 정치학」, 『외국문화연구』 37호, 2010.2, 64면.
17) 이광수, 「작가로서 본 문단의 10년」, 『별건곤』 25, 1930.1 이하윤, 「기미시단회고」,
『중외일보』, 1930.1.1,정노풍, 「문단의 회고와 전망- 기미로부터 경오에」, 『동아일보』,
1930.1.1~11, 정노풍, 「시단회상: 새해에 잊히지 않는 동무들-정지용 군」, 『동아일보』,
1930.1.16~18, 정윤환, 「1930년 소년문단회고」, 『매일신보』, 1930.2.18~19, 김기주,
「1930년에 대한 <소년문단회고>를 보고-정윤환 군에게 주는 박문」, 『매일신보』,
1930.3.1~3, 양주동, 「회고, 전망, 비판-문단 제사조의 종횡관」, 『동아일보』,
1931.1.1~9, 김동인, 「문단회고」, 『매일신보』, 1931.8.12~17, 김동인, 「속 문단회
고」, 『매일신보』, 1931.11.11~22. 위의 자료들은 필자가 ‘회고’라는 검색어로 ‘한국역사정
보 통합시스템’에서 찾은 1930년대 초기 자료 중 극히 일부이다. ‘회고’와 ‘전망’이 동시에
유행하는 글쓰기는 1930년대 말까지 지속된다.
18) 박헌호, 「동인지에서 신춘문예로-등단제도의 권력적 변환」, 『대동문화연구』 53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3, 김석봉,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제도화 양상 연구」, 『작가
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 제도』, 소명출판, 2008, 임원식, 「신춘문예의 문단사적 연구」, 조
선대 박사논문, 2003, 김춘희, 「한국 근대문단의 형성과 등단제도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0,
김영철, 「신문학 초기의 현상 및 신춘문예제의 정착과정」, 『국어국문학』 98집, 국어국문학회,
1987.
19) 김춘식, 『미적 근대성과 동인지 문단』, 소명출판, 2003, 상허학회, 『1920년대 동인지 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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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한 것은 <조선문학상>이 처음이다. 아쿠타가와 상의 ‘시
선’과 연결된 <조선예술상>은 조선문단에 ‘문학상’에 대한 고민을 불어넣는다.
허나 <조선예술상>은 객관적 시선을 담보로 조선문학의 특수성을 발견하기 보
다는 ‘동경문단’의 시선으로 이 작품들이 선택될 수 있다는 점, 『모던일본』이
신설한 <조선예술상>과 더불어 이시기 일본내 문예지들의 조선붐20)이 일어나
고 있다는 현실을 당대의 평론가들도 ‘감지’하고 있었다.
한양학인은「朝鮮藝術賞-モダン日本への公開狀」(『京城日報』,1940.12.28,
1940,12.30) 에서 ‘조선의 문학자’가 바라볼때, 『모던일본』의 사장을 하고 있
는 마해송의 ‘문학에 대한 사랑’, ‘청춘시절에의 회상’ 혹은 ‘문학자의 신분을 갖
고’ 바라보는 ‘아름다운 심경’때문에 조선예술상이 제창되었다고 한다. 그가 봤
을때 마해송이 조선문학에 대해 갖는 이 시선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지나침
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상의 본질은 물질보다 ‘명예’에
있기 때문에 예술상의 본질은 ‘인기투표’와 다르다는 것, 따라서 “왕복엽서”돌
림급으로 상을 심사할 수는 없으며, 이 상의 권위가 아쿠타가와 상의 심사위원
에게 전적으로 맡겨지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일갈하고 있었다. 조선의 예술
에 대한 우열결정을 국외의 문학자에게, 그것도 조선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
람이 조선문학이나 연극의 심사를 맡는것이 추상적이고 조잡하다는 위험도 배
제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상에 대한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년 각 예술부분을 균
일하게 수상할 것과 심사를 이룬다고 해도 아쿠타가와 상으로부터 분리하여 단
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측으로부터 최소한 과반수의 ‘인원’을 가입시켜야 한
다는 필수 조건을 내걸었다. 이것이 불편할 경우에는 문학과 연극을 하나의 위
원회로 설립하여, 심사만이라도 조선측에 일임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라는 제안
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예술상이 잡지의 선전수단”21)이 아니었음을 증명
근대성 연구』, 깊은샘, 2000 ; 『1920년대 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2001
20) 곽형덕, 「일제시대 마해송의 행적과 일본잡지」, 『전쟁하는 신민, 식민지의 국민문화』, 소명출
판, 2010, 343면.
21) すると、結局イヤ味だけをいつたやうなものであるが、決してそうでない。端的にいつたら、朝鮮藝
術賞は規定を改革すべきである。先づ、毎年各藝術部門を均等に受賞すること。それが不可能なら舞踊
賞なら舞踊賞、演劇賞なら演劇賞として一つの部門に局限ると。それから審査を芥川賞委員會から分離
して、獨立の委員會を設けること。この委員會は、賞を一部門に局限しないで全般的な場合は、文学に
演劇の一個の委員會には、朝鮮側から少なく共過半數の人員を加入せしめることが必須条件である。そ
れが不便である場合は、この部分の審査だけは朝鮮側に一任するのが公平で且妥當であると信じる。さ
うして藝術賞が雑誌の宣伝手段でなかつたことを示して呉れることだ。漢陽學人, 「朝鮮藝術賞- モダ
ン日本への 公開狀」, 『京城日報』, 1940.12.28, 1940,12.30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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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문맥은 작품의 가치나 질에 상관없이 동경문단에 의해 작가나 작
품이 ‘취사선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조선 문인의 ‘자존심’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조선예술상>이 일제말에 던지는 문제점
은 단지 민족적 자긍심에만 관계되지 않는다. 이광수의 「무명」이 1회 수상자
로 결정된 이후, 2회부터는 조선문단에 문학부분의 심사권이 넘어가 이태준, 3
회 미상, 4회는 이무영의 「청기와 집」, 5회 주요한 6회는 박종화의 순서로
조선예술상이 이어졌다22).
<조선예술상>을 바라보는 한양학인의 불쾌한 이 시선은 곧 ‘국제 무대’에서
제 3세계가 자국 문화를 민족지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다.
동경문단에 의해 서벌턴화 되는 동시에 이국적인 것이 된 ‘조선’을 보여주고 있
기 때문에, ‘조선’을 시각적으로 전시23)할 수 밖에 없는 난점을 숨길 수는 없었
다. 실제 장혁주의 일본 문단 진출의 비난과 흠모에 대한 시선24)은 여기에서
비롯한다.
그렇다면 당시 『모던일본』에 실린 ‘조선문학’은 어떠한 기준으로 게재되고
있었을까. 이러한 물음은 <조선예술상>의 시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
기도 한다. 『모던일본』에 실린 시는 여섯편25), 소설은 세편이다. 소설은 이효
석의 「메밀꽃 필무렵」, 이태준의 「까마귀」, 이광수의 「무명」이 게재되었
다. 첫 번째 인용은 이태준의 까마귀이다.
①오랜간만에 켜보는 남포불이다. 펄럭하고 성냥불이 심지어 옮기더니 좁은
등피속은 자욱하게 연기와 김이 서리었다가 차츰차츰 밝아지는 것이었다. 그렇

1939~1945 1券, 93면.
22) 홍선영, 「기쿠치 간과 조선예술상-제국의 예술제도와 히에라르키」, 『일본문화연구』 50, 2011
23) 레이초우는 현대 중국의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 출품하면서 중국의 민족적 관행을 멜로 드라마화하
는-즉 갓 태어난 아이에게 중국식으로 이름짓기, 죽은자에 대한 의례, 홍등의 시각적 전시-현상에
주목한다. 특히 ‘국제무대’에 진출할 때 중국은 동양의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자기의 서벌턴화와 자
기의 이국화라는 시각적 제스춰를 취함으로써, 국제 무대의 찬사를 받게 된 현상을 예로 들었는데,
이러한 관점의 제시는 일제말 <조선예술상>을 경유한 조선문인의 소설창작과도 상통하는 점이 있
다. 레이초우, 『원시적 열정』, 이산, 2004, 259~259면.
24) 천청환, 「일제말기의 작가의식과 ‘나’의 형상화」, 『현대소설연구』 제 43호, 2010.4.
25) 주요한, 「봉선화」, 김기림, 「나비와 바다」, 모윤숙, 「장미」, 김소월, 「님의 노래」, 백석,
「모닥불」, 정지용, 「백록담」이 실렸다. 주요한의 「봉선화」에는 다음과 같은 해제가 달려있다.
“조선의 처녀들은 봉선화 붉은 꽃잎으로 물들입니다”와 같이 조선인 고유의 ‘풍속’, ‘습속’을 문학을
통해 일본에 소개하는 점도 『모던일본』의 주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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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차츰차츰 밝아지는 남포불에 삥 둘러앉았던 옛날 집안 사람들의 얼굴이 생
각나게, 그렇게 남포불은 추억많은 불이다. 그는 누워 너무나 고요함에 귀를
빼앗기면서 옛 사람들의 얼굴을 드려보다가 너무나 가까운 데서 까악까악하는
까마귀 소리에 얼른 일어나 문을 열었다.

26)

②“병자에겐 같은 병자가 되는 것 아니곤 동정이 못 될 겁니다. 그런데 어
떻게 맘대루 같은 병자가 되며 같은 정도로 앓다 같은 시간에 죽습니까? 뻔히
죽을 사람을 말로만 괜찮다 괜찮다 하구 속이는 건 이쪽을 더 빨리 외롭게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여를 생각하십니까?”
그는 대담하게 이런 것을 물어 주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아가씨의 세계
를 접근하는 것이 될까 하였다.
“조선 상여는 참 타기 싫어요. 요즘 금칠 막한 자동차두 보기두 싫어요. 하
얀말 여럿이 끌고 가는 하얀 마차가 있다면……하구 공상해 봤어요. 그리구 무
덤두 조선 무덤들은 참 암만해두 정이 가질 않어요. 서양엔 묘지가 공원처럼
아름답다는데, 조선 산소들야 어디 누구의 영원한 주택이란 그런 감정이 나요?
밖에 둘 수 없으니 흙으루 덮구, 그냥 두면 비에 패니까 잔디를 심는것뿐이지,
곷 한송이 심들 데나 꽂을 데가 있어요? 조선사람처럼 죽는 사람의 감정을 안
생각해 주는 사람들은 없는것 같아요. 괜히 그 듣기 싫은 목소리루 울기만 허
구 까마귀나 뫼들게 떡 쪼가리나 갖다 어질러 놓구……”27)

『모던일본』에 실린 조선의 소설들은 ‘조선의 미’를 고착화할 소재들, 즉 오
랜만에 보는 ‘남포불’이나 ‘조선상여’와 같이 조선의 특수성을 부각시킬 소재가
선정되거나 「메밀꽃 필무렵」‘에서 강조된 조선의 ‘자연’을 표상할 대체 이미
지들로 채워졌다. 한양학인의 지적대로 ‘동경문단’이 주시하는 조선문학의 특수
성은 자기의 서벌턴화와 자기의 이국화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
에 조선문단의 격렬한 항의를 받는다. 동경문단의 의도대로 ‘아국문화’(我國文
化)를 위한 관점이 적절하게 투영된 결과였던 것이다.
실제 1회 <조선예술상>은 이광수의 「무명」이 선정되었다. 일본의 평론가와
문인, 즉 아쿠타가와 상의 심사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조선의 소설을 평가하였
다. 조선예술상은 철저하게 동경문단의 시각으로 조선의 문학을 평가하는 제도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6) 이광수, 무명, 김사량 역, 모던일본 1939
27) 이태준, 까마귀, 모던일본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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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선예술상>은

조선의

작가와

평론가에게

동시

문학의

‘정

전’(canon)이 무엇인가, 혹은 ‘조선문학’의 최고수준이 무엇인가를 묻는 자기 정
체성에 대한 고민을 묻는 작업이기도 했다. 문학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에 조선
의 문학자들을 당혹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조선예술상>에 대한 본질적인 ‘가

치’에 대한 준엄한 물음이 함께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사량은 『모던일본』에 발표한 평론 「조선을 말한다」에
서 조선의 작가를 상세하게 살명하고 있었다. 김사량은 조선문학자가 일반적으
로 “일본문학의 영향을 그다지 받고 있지 않는 사실”에 주목하고 조선의 대표
적인 작가 이광수를 ‘조선의 톨스토이’로 염상섭을 ‘도스토예프스키’로 비유하고
있다. 조선의 문학을 ‘북유럽 작가’에 비유하면서 한편 이들이 일본의 ‘영향’과
빗겨난 소설을 창작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김사량의 시선은 한편으로는 모
순적이다. 이광수와 염상섭과는 달리, 채만식을 조선의 이시카와 다쓰조(石川達
三)로 비유하거나 김말봉을 조선의 요시야 노부코(吉屋信子)로 소개한다. 김사
량이 동경문단에 세계유수의 작가의 이름을 빌어 조선의 작가를 배치하는 방식
은 ‘동경문단’에 조선인 작가를 ‘전시’하기 위한 수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와같이 조선의 작가를 북유럽의 작가로 비유하거나 일본작가의 ‘현신’으로 설명
하는 김사량은 다분히 『모던일본』을 주도하는 편집자의 시선이기도 하다.
김사량은 일본문학이 7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이루어냈다면 30년이 채 못되
는 ‘조선문학’은 현재 선진문학을 뒤쫓고 있어서 여유가 없고 급하다는 의견을
전제로 한다. 김사량은 당시의 조선문단을 순수예술파, 지성작가, 조선문단의
신인, 여류작가, 시국문학으로 계파를 나누어 일군의 무리가 지닌 특수성을 ‘개
론’형식을 취해 설명하고 있다. 카테고리에 빠진 작가일 경우 작가에 대한 ‘인
상’을 언급28)하여 독자의 흥미를 놓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김사량은 이 잡지를
통해서 자신의 치밀한 문학관을 개진하기 보다는 ‘동경문단’에 조선의 작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데 치중하였다.
이 글에서 보이는 흥미로운 시선은 조선문학의 르네상스를 건설하기 위해 ‘안
목’을 가진 유능한 비평가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을 역설한 지점이다. 즉 조선문
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는 ‘동경문단’에 이들을 소개하고 ‘번역’을 함
께 진행할 수 있는 비평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인데, 이부분은 ‘번역’과 ‘소설창
28) 예를 들어 박태원은 단발머리를 하고 거리를 다니며 가난한 사람의 세태와 정서를 즐긴다는 것,
김동인의 불면증, 이태준이 여성독자의 인기가 많다는 점으로 조선의 ‘문학’을 ‘흥미’ 위주로 설명하
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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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의 고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작가’의 발굴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역설한
것이기도 하다. ‘동경문단’에 함께 진출할 조선의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스스로의 작품을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김사량의 다
급함에는 ‘30년’이 채 못되는 조선문학사의 ‘미진함’ 때문에 조선문학이 답보상
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조선문단’이 보다 큰 ‘세계 문학’을 가
능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상태에 머물렀던 것을 질타한 것으로
이는 1939년 당시 김사량의 문제의식이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던일본』이 제창한 <조선예술상>과 관련하여, 그리고 일본 내 문
예지의 ‘조선붐’의 현상을 함께 떠올려본다면 유진오와 이효석은 더욱 소중해진
다. 일반적으로 번역가란 문학적 소양과 ‘어학실력’이 갖춰진 사람을 말한다. 번
역을 통해 창작의 영감을 받았던 수많은 번역가가 현재까지도 출중한 자질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1930년대 후반 이효석과 유진오는 ‘번역가’이자 ‘소
설가’로서 그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이광수가 고착화한 ‘자국문화’의 심
미적 관점을 수행하는 민족지의 성격과는 조금 다른 작가적 특수성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자기 민족지의 극복과 경성제대 작가의 위상
앞장에는 『모던일본』의 편집자 김사량을 설명할 문학관을 검증하기 위해
동경제대 시절 발표한 평론과 논문을 살펴보았다. 김사량은 유진오나 이효석과
마찬가지로 대학 재학시절 중 활발한 동인지 활동을 통해서 ‘문단’에 이름을 알
리고 있었다. 김사량은 이즈음 ‘세계사적 관심’에 주목하여 졸업논문의 주제를
‘하인리히 하이네’를 택하고 여기에서 무연고의 지식인상을 발견하였다. ‘추방
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것이 바로 ‘무연고의 지식인상’이 주창하는 바,
이당시 김사량은 지식인의 가치중립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기
위한 최소한의 공통점으로 ‘번역’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1939년 무렵의 김사량은 조선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고전문학 번역회”를
유치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김사량이 “조선문화를 내지와 동양,
세계로 널리 알리겠다는” 중개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김사량 스스로가 ‘소설가’
이자 ‘번역가’의 위치에서 일제말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였다.
김사량: 우리말로 쓰는 것보다도 좀더 자유스러이 쓸 수 있지 않을까,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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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덜 할까 생각하고 일어로 썼다느니보다 조선의 진상, 우리의 생활 감정, 이
런 것을 <리얼>하게 던지고 호소한다는 높은 기개와 정열 밑에서 붓을 들었던
것이오만은 지금 와서 반성해볼 때 그 내용은 여하간에 역시 하나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바입니다.

29)(강조:인용

자)

김사량은 조선말로 쓴 것보다 일어를 쓴 것을 ‘(광복이 후인) 지금와서 반성’
은 가능하지만 실제 그가 일제말에 일본어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선
의 진상, 우리의 생활감정 등을 좀더 ‘리얼’하게 써보고 싶었다는 작가적 포부
가 숨겨있다. 김사량은 “전통이라는것은 형상을 살리는것, 말하자면 감정의 형
상의 배후에 있는것”30)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언어’란 이러한 감정과
형상을 살리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제말 김사량의 모습과 겹쳐지는 유진오, 이효석의
소설 역시 문제적이다. 유진오와 이효석의 연보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
는 점은 2개 국어 구사자로서 끊임없이 ‘번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에
게 번역은 평범한 일상31)이다. 물론 식민지 시대 작가의 여건상 ‘일본어로 구상
하고 조선어로 글을 쓰는’ 작가들이 출현한 것은 김동인 이래로 당연한 듯이
보이나, 유진오와 이효석에게 김동인세대와는 다른 해석장이 요구되는 것은 바
로 자신이 발표한 ‘소설’을 직접 번역하여 일본어로 다시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는 점일 것이다. 유진오와 이효석이 식민지 시대 자신의 소설을 일어로 직접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말 경성제대 작가의 위상을 검증하는 유효한 잣대
로 작동한다.
유진오는 1935년 『신동아』에 발표한 「김강사와 T교수」를 1937년 『文
學案內』에 일본어로 실었다32). 이효석 역시 앞장에서 설명한 『모던일본』에
「메밀꽃 필 무렵」을 자신이 번역한 글로 게재33)하였다. 이점은 유진오와 이
29) 「문학자의 자기비판」, 『중성 衆聲』 창간호, 1946. 2(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
출판부, 87면에서 재인용)
30) 김사량 ․ 岸田國士, 「조선문화문제에 대하야」, 『조광』, 1941.4, 28면.
31) 더글러스 로빈슨, 『번역과 제국』, 정혜욱 역, 동문선, 2002, 46면.
32) 玄民, 「金講師とT敎授」, 『文學案內』, 1937.2, 34면. 유진오는 35년에 「김강사와 T교수」를
발표하고 일본어로 다시 번역하여 이를『문학안내』에 실었다. 원고의 말미에 “作者自譯”이라는 표
현을 써서 스스로 자신을 ‘번역자’로 드러내었다.
33) 『모던일본』에 실린 이태준의 「까마귀」는 김사량의 중학교 후배이며 평양고등보통학교 출신인
박원준이 번역하였고, 이광수의 「무명」은 김사량이 번역하였다. 안우식, 『김사량 평전』, 심원섭
역, 문학과 지성사, 2000, 126면.

- 162 -

효석이 경성제대 예과시절부터 이미 『청량』에 여러편의 일어시를 발표한 것
과 고려할 수 있겠는데, 특히 이효석은『청량』(2장)에서 예이츠의 영시를 직접
‘일역’34)한 면모를 보였다.
즉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두 작가의 번역가적 자질은 유진오와 이효석의
일제말 소설을 독해할 ‘원화’(原畵)이기도 하다. 경성제대 시절부터 어학에 뛰어
난 두 작가에게는 ‘일어’와 조선어를 동일한 수준에서 논할 수 있는 독창적인
번역가35)의 모습이 스며 있었으며, 일본어를 통한 창작은 작가 자신에게 새로
운 문학적 활로를 열어줄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때가 바로 동경문단과 조선문
단 사이의 매개항이 될 ‘작가’이자 ‘번역가’의 역할이 점차 커지는 시점이었다.
허나 다음의 임화의 비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동경문단’에 조선인
작가가 글을 싣는것은 미묘한 정치적 상황을 야기한다. 임화는 「동경문단과
조선문학」이라는 글을 발표하고, 장혁주의 참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경문단
의 편집자가 ‘조선문학’을 소개하면서 ‘選集 發行’에 참여하고 있는 현상을 예의
주시한다. 이당시 발행된 선집은 『조선소설대표작집』, 『조선문학선집』이고,
또한 조선문학의 소개와 논평이 일시 게재된 1940년 5월호 동경발행 각 문예
잡지36)가 연이어 쏟아졌다. 임화는 동경문단의 조선적 관심을 두고 다음과 같
34) 이효석의 경성제대 시절의 문학활동은 논문의 2장 참조. 이효석이 『청량』에 번역한 시의 제목
은, “도둑질당한 또는 훔침당한, 훔쳐진 아이”란 뜻을 지닌 「窃まれた兒」이다. 예이츠의 영역시를
일본어로 다시 번역하여 게재한 것은 이효석이 조선어를 일본어로 창작하는 김동인식의 창작단계를
넘는 독특한 ‘번역가’의 역할을 식민지 내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기도 한다.
35) 그렇다면 ‘번역’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번역은 “어느것이 일
차적이고 어느것이 이차적인가?”라는 언어의 존재론적 서열을 주관적으로 문제삼는 활동이기 때문
에 기원과 파생물에 관한 가장 오래된 편견이 강력하게 작용하였다. 즉 경멸조로 “이것은 번역투
다”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은 ‘오리지널’이 아니라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오리지널’과 닮은 자
연스러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혹은 번역은 그것이 번역되는 언어에 보다 가까운 것처럼 보여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편견이 번역에 내재되어 있음을 두고 레이초우는 벤야민의 의
견을 빌어 비판한다. 번역의 중요성은 정보를 알리고 오리지널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종종
가정되지만, 벤야민은 “언어적 보완에 대한 위대한 동경” 이라고 부르는 ‘오리지널’의 의도
(intentio)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번역행위는 오리지널 언어의 단순한 전달이 아
니라 제 2의 언어에서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내게 되는 의도의 ‘해방’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 레이초
우, 「번역 그리고 기원의 문제」, 『원시적 열정』, 이산, 2004, 273~282면. 발터 벤야민, 「번역
가의 임무」,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역, 민음사, 1983.
36) 임화는 동경문단이 주목하는 현상을 다음의 글로 예증하였다. “『신조』에 익명으로 된 「조선문
학에 대한 일-의문」이라는 권두 평론, 장혁주 씨 필 「조선문단의 대표작가」, 『문학계』에 무라
야마 도모요시 씨 필 「조선문학에 대하여」, 한식 씨 필 「조선문학 최근의 경향」 등 2편, 『공
론』에 아사미 후카시 씨 필 「조선작가론」, 『문예』에 백철 씨 필 「조선문학통신」 등과 그 외
다른 문장 가운데서 조선문학에 언급한 사람으로 하야시 후사오 (임방옹)‧ 하루야마 유키오(춘산행
부) ‧ 가와카미 데쓰타로 씨등이 있다.” 임화, 「동경문단과 조선문학」, 『인문평론』, 1940.6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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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판한다.
더욱이『문학안내』가 특집한 「조선문학 소개호」에는 금반 동경에 소개
된 대부분의 작가가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반향을 일으키지 아니했다. 그것은 근근 3,4년간의 일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최근에 간행된 두 권의 번역이 환기한 동경문단의 반향은 적어도 최근 3, 4년
이래로 동경문단이 경험한 어떠한 변화의 소산이 아닐 수가 없다. 그것을 가리
켜 동경문단이 조선문학을 똑바로 평가하기 시작한 결과라든가 혹은 그간에
조선문학의 수준이 상승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약간 어리석다 아니할 수 없
다. 물론 3,4년의 동경문단이 조선문학을 바로 평가하였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요 그동안의 조선문학에 발전이 없었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37)

위의 인용문에 제시된 임화의 시선을 따라가자면 1937년『문학안내』는 “조
선 문학 소개호”를 따로 마련하고 조선의 작가를 초청하여 글을 실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실린 작품 중 하나가 유진오의 「김강사와 T교수」였다. 1930

년대 조선문단에서 가장 호평을 받은 작품 중 하나였던,「김강사와 T교수」는
“현재에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 못했던, 즉 해외문단에
주목을 받기에는 역부족인 실패한 작품으로, 임화는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임화는 1940년대를 즈음하여 조선문단을 향해 갖는 동경문단의 주목
현상이 결국 일시적임을 주장한다. 임화의 의견을 빌자면 조선문학이 동경문단
에 관심을 받는 이유는 “시국”적 현실 때문에, 즉 지나의 현대문학이 번역되고
만주문학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조선문학이 약간 “역간”(譯刊)되었을 뿐이다.
지나나 만주문학을 포섭하기위한 ‘민족’을 이해하기 위한 전략으로 문학이 이용
되고 있다는 발언으로 추려진다. 그리고 일본 문단 자체가 침체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무조건하고 어떤 신선한 것 특이한 것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는 입장
으로 조선문학을 이해하고 있다는 혹독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임화가 바라봤을 때 동경문단이 제공하는 문학 창작의 기회는 이중언어쓰기
가 가능한 일부 지식인에게 ‘조선’을 민족지로 삼아서 국제무대로 자신의 창작
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나, 조선문단에 대한 문학적 관심과 깊이는 매
우 얕다는 평이었다. 그 이유로 임화는 조선문학이 갖는 독특한 “애수와 그렇
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편, 『임화문학예술전집 : 평론 』2, 소명출판, 2009)
37) 임화, 「동경문단과 조선문학」, 『인문평론』, 1940.6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편, 『임화문
학예술전집 : 평론 』2, 소명출판, 2009,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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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인간에 대한 깊은 슬픔의 정”38)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화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은 그가 강조한 “애수와 인간에 대한
슬픔의 정” 때문에 조선 문학이 유지되는 현실이 이미 아니였다는 점이다. 장
혁주와 김사량은 조선 작가와 평론가들에게 선택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일본
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동경문단’의 인정을 바로 획득한 자들로 부상하고 있
었다.
허나 장혁주와 김사량은 조선문단의 경계밖에 있었다. 『삼천리』1936년 8월
호에 실린 한 특집 기사에서는 “장혁주씨가 동경 문단에 발표하는 작품은 조선
문학이 아니다”라고 정언하고 있었다. 즉 ‘조선문학은 조선사람이, 조선사람에
게 읽히기 위하여 조선글로 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선은
임화에게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었다.

“조선문단에 강한 집단 자의식과 역사적

폐쇄성”39)이 스며 있었던 임화의 논리가 유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학적 상황에서 이효석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논리를 피력하였다.
임화가 조선문학의 경계밖에서 서성였던 장혁주와 임화를 강하게 비판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효석은 ‘세계어’로 권위를 가지고 ‘세계적 인식’을 갖는 날을 꿈
꾸는 다소 이상적인 태도를 내비친다.
국어가 세계어로 권위를 가지며 국어로 쓰는 문학이 세계적 인식을 얻게
될 날을 염원한 것도 단순한 꿈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대동아의 주主국어가 되
고, 머지않아 서방에까지 그 위세가 미쳤을 때, 국어로 쓴 문학도 이제 세계적
인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때, 문학의 내용이 될 조선적인 소재는
단지 일본문학 만이 아니라 세계문학에도 특이한 보탬을 할 수 있겠지요.40)

이효석은 임화가 지적한대로 ‘애수’의 형질을 갖는 문학이 우선인지, 인간 내
면의 깊은 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는 문학이 ‘세계적
38) 임화, 「동경문단과 조선문학」, 『인문평론』, 1940.6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편, 『임화문
학예술전집 : 평론 』2, 소명출판, 2009, 219면)
39) 천정환은 ‘일본어로 쓰기’는 문단 질서 재편의 가장 결정적인 결절점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어로
글을 쓰다는 것은, 총제적인 차원에서 문학적 인정의 구조, 작가 자신으로부터 동료 작가, 일반 독
자에 이르는 주체, 타자에 대한 작가적 태도의 개변을 요구”라고 파악한다. 일본어 구사의 여부가
당시 조선문단을 균열할 요인이 되었다는 점은 동경문단과 ‘조선인 작가’의 위상과 교섭양상의 측
면에서 재독할 필요가 있다. 천정환, 「일제말기의 작가의식과 ‘나’의 형상화」, 『현대소설연구』
43, 2011, 42면
40) 이효석, 「일본어가 세계어로, 국어로 문학을 하는 나의 신념- 반도 문인에게 듣는다」, 『녹기』,
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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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였다. 일본어로 글을 쓰는 것은 머지
않아 ‘서방’에까지 그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의 논법은 ‘조선적인 소재’의 발현이 일본문학에만 통영되는 특수한 소재가 아
니라, 당대 문학의 항구적인 ‘보편성’을 건드릴 수 있는 의미있는 소재라는 논
리이기도 하다.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 쓰기는 전시의 신체제에 일본어로 자발적으로 협조하
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기보다도 자기의 작품이 세계문학의 일부로 편입
될 수 있지 않겠느냐41)는 작가의식이 투영된 점이다. 천정환의 지적대로 1940
년대의 일본어 글쓰기는 당시의 문단 장을 교란시키며 분열시키는 효과를 얻는
현실이었다. 그렇다면 유진오나 이효석의 실패는 한층 더 소중할 것이다. 즉 임
화의 지적대로 동경문단의 ‘주목’을 끄는데 실패한 유진오의 40년대 문학이 다
소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진오의 입장에서는「김강사와 T교수」를 『文學案內』에 게재한 이후 새로
운 글쓰기 장에 자신의 위상을 세우는 현실이 시급하기도 하였다. 이점은『모
던일본』에 「메밀꽃 필 무렵」을 자필 번역하여 개제하였으나, 역시 동경문단
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효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문예』에 실린 유
진오와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은 동경문단의 진입을 위한 ‘첫번째’의 실패 이후,
다시 시도된 전략적인 글쓰기의 장, 말하자면 동경문단을 통해 다시금 작가의
문학적 역량을 실험할 수 있었던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한다.

1) 상상된 과거로서의 ‘개화기’의 부각과 역사의식의 촉구
유진오와 이효석은 「김강사와 T교수」, 「메밀꽃 필 무렵」을 자필 번역하
면서 소설 창작과 번역을 동시에 병행한다. 1930년대 조선문단에서 인정받은
작가의 대표 소설이었지만, 일본어 번역이 가져오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즉 동
경 문단에서 작가의 인지도가 높아지거나 작품의 위상을 점검하는 파급력이 있
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장(4.1)에서 설명한 <조선예술상>의 창설이 점점 조선
문단에 가져오는 기이한 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문학의 서벌턴화와 이국화
라는 이중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1회 수상작 이광수의 「무명」이 입증하듯, 조선의 미를 고착화하는 작품은
동경문단이 가장 선호하는 작품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진오, 이효석은 김사
41) 이상옥, 「이효석의 일어작품들」, 『은빛 송어』, 해토, 2005,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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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함께 『문예』지가 마련한 장, 즉 <조선문학특집>의 작가로 초청받는다.
조선작가를 대표하는 무대이기도 하였지만, 유진오와 이효석은 개인적으로 동
경문단이라는 ‘국제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기회를 다시 획득하게 된 것이
다. 김윤식은 이들 3인이 조선을 대표하는 작가임에 방점을 두고 다음의 비평
을 인용하고 있다.
유진오와 이효석은 함께 오늘의 조선문단에서 우수한 중견작가들이다. 이 두
작가는 일찍이 시대사조에는 함께 동반자의 자리에 있었다. 이 두 사람은 동시
에 경성제대 출신이며 (졸업을) 전후해서 문단에 데뷔한 작가들로, 학교, 친우,
작풍 등에서 비평가들에 의해 비교 논의되곤 했거니와, 이 글에서는 역시 동반
자의 자리에서 비교된 두 사람의 오늘의 작품 경향을 논의해 보는 것이 효과
적이라고 생각된다.42)

인용문을 정리하자면, 유진오와 이효석이 동시에 ‘조선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학교, 친우, 학풍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경성제대
라는 상징자본이 컸던 것이다. 그리고 ‘동반자 작가’로 묶였던 과거의 행적으로
보아 유진오와 이효석은 세계사의 흐름43)을 빠르게 읽을 줄 아는 작가이기도
하다는 것, 그래서 동경문단에 진출할 이유 역시 세계문학의 흐름과 이들이 무
관하지 않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유진오와 이효석이 자신의 작품을 창
작 번역할 수 있었던 작가였음을 고려해 볼 때, 『문예』에 실린 작품의 의미
는 보다 새롭다.
이 장에서 분석할 유진오의 「여름」, 이효석의 「은은한 빛」은 직접 간접적
으로 ‘개화기’와 연관되는 특징이 있다. 배경이 된 개화기와 소설이 쓰인 1940
년대와는 약 3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다. 또한 개화기나 1900년대
초기의 사건들이 소설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시
간적 낙차는 개화기의 정치적 사건들이 40년대적으로 ‘전유’된다고 할 수 있다.
일제말 문학에서 ‘개화기’의 부각은 미래에의 전망이 불투명하자 그 마지막
탈출구로서 과거의 세계로 그 시선을 돌리게 된다.44) 즉 일제말의 문학은 특수
42) 백철, 『文藝』, 1940.7, 218면(김윤식, 「조선 작가의 일어창작에 대한 한 고찰」, 『한․일 근대
문학의 관련양상 신론』, 서울대출판부, 2001, 59면에서 재인용)
43) 송효정은 1920년대 지식인에게 사회주의란 공동체의 미래를 구성하는 보편주의인 동시에, 국제주
의의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민족적․ 정치적 차이를 뛰어넘어 동일한 역사적 임무에 참여하는
‘국제적 공동체’가 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송효정, 「식민지 후반기 문학의 근대 기획 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10,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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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념을 통해 당대에 대한 현실 해석능력을 보여주기 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소설에서, 혹은 역사를 뒤돌아보는 소설에서 과거의 인물을 삽
입하는 소설적 현상45)을 보였다.
작가에게 묘사정신이란 현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지46)와 연결된다. 30년대
후반의 장편소설들이 개화기를 배경으로 삼는 것은 보다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점은 30년대 후반 개화기를 향한 향수감이 단순한 기억을 유발하는 회
고의 장치가 아니라는 점에 근거한다. 왜냐하면 국가 집단의 정체성을 구현할
문학/소설의 양식이 필요할 경우, 공통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지식인들은 집
단 기억47)을 형성해 내고, 이러한 향수감은 개인적인 회상을 통해 다시 집단의
틀을 형성하는 기능48)을 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30년대 후반 소설에서 자
주 반복된 ‘개화기’는 자기 기원 형성의 욕구49) 로 볼 수 있다. 즉 30년대 말
‘개화기’는 역사의 반복50)으로 호명되고 있었던 것이다.
44)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 당시 문인들은 미래에의 전망이 불투명하자 그 마지막
탈출구로서 과거의 세계로 그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 이러한 소설들이 하나같이 작가 자신의
성장소설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특징적이라 할 만하다. 이기영의 『봄』, 김
남천의『대하』, 한설야의『탑』, 김사량의『낙조』등이 바로 이러한 구조를 취한 소설들이
다. 류보선, 「미적 유토피아의 발견과 정치의 미학화」, 『한국 근대 문학의 정치적 (무)의식』,
소명출판, 2005, 493면
45) 방민호, 『일제 말기 한국 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중 “제 1부 일제 말기 문학사 이
해의 새로운 맥락” 참조 ; 서은혜, 「이광수의 역사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 2010.
46) 문인의 현실바라보기는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의 현실대응방법」, 『한국 현대문학사상의 발
견』, 신구문화사, 2008. 224면.
47) Jonathan Steinwand, "The Future of Nostalgia in Friedrich Schlegel's Gender Theory:
Casting German Aesthetics Beyond Ancient Greece and Modern Europe", Narratives of
Nostalgia, Gender, and Nationalism, edited by Jean Pickering and Suzanne Kehde,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7.
48) Armstrong, Nations before Nationalism, p.17.
49) 과거를 의미화하는 적극적인 시도들은 현재와는 다른 어떤 가치를 담지하고 있는 영역으로서, 일
종의 공간적 배치를 담는다는 것, 그리고 과거는 현재와 동일한 시간대에 놓이면서, 현재를 되비추
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논의는 김예림, 「과거의 테크놀러지」,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출판, 2005, 289면 참조.
50) 가라타니 고진은 역사의 반복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때, 여태껏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태
에 직면할 때 과거의 인간과 사례를 불러내어 반복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의
미는 과거의 사태를 부정하고 잊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 이 강박
적 반복을 두고 프로이트를 인용해 ‘억압된 것의 회귀’라고 불렀다. 근대세계를 형성하는 국가나 자
본의 본성으로 ‘역사’를 소환하였다는 의견은 가라타니 고진, 「일본에서의 역사와 반복」, 『역사
와 반복』, 도서출판 b, 2008, 45면에 상세히 나와있으며, 그는 이어서 일본의 “쇼와적인 것”, “다
이쇼적인 것”이 서력이나 일본연호와 관계없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시대구분에 의해 본 것과 다른
시대구분에 의해서 본 것 사이에 발견된 ‘차이’가 “하나의 자립적 담론공간을 조직”하고 “외부와의
관계를 망각”(64면)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고진의 의견을 참조할 경우 일제말 문학에서 나타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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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석의 일제말기 소설은 전람회와 박람회가 등장한다. 이효석의 「은은한
빛」은 수천년전의 ‘도검’을 조선의 현실51)로 불러내었다. 은은한 빛의 ‘도검’은
그간 고구려 검의 ‘감각적 표상’에 있을 뿐 나머지 것들은 주변적 사실52)로 받
아들여져 봄의상, 소복과 청자와 더불어 소복의 아름다움과 청자를 예찬하는
조선적 심미성의 재발견53)이라는 오리엔탈리즘 담론과 더불어 해석되었다. 그
러나 「은은한 빛」에 나타난 ‘도검’은 단지 조선적 심미성으로만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고구려의 도검은 수백년 전이나 수천년전
의 시간으로 이끈다.
먼지 냄새라는 걸 처음 맡아보기나 하듯 욱은 진열장을 만지작거리고는 거
머진 손가락을 코끝으로 가져가는 것이었다. 비좁고 퀴퀴한 가겟방 가득한 고
물들 위에 훔치고 닦고 하는 동안에 어느 틈엔가 먼지는 쌓이고 쌓여 그 자체
가 하나의 가치를 주장하거나 하는 것 같았다. 낙랑과 고구려를 뒤로하여 고
려, 이조시대 것을 합쳐서 오백 점은 착실히 되는 도자기 이와에 수백장의 기
와 등속이 줄줄이 늘어선 장 속에 그득히 진열되어 있었다. 흙속에서 주워낸
이들 고대의 정물은 제각각 예대로의 의지를 지닌듯 욱은 며칠이고 시골을 나
가 돌다가 가겟방으로 돌아오면 조용한 벽 속에 영혼의 숨소리를 듣는 것만
화기는 30년대 말 문학에서 특수한 ‘자립공간’ 이었던 것이다.
5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51514431&code=960201
위의 기사를 참조할 경우 「은은한 빛」은 일본인이 기생을 희롱하면서 문화재를 저급한 장난감 취
급한 일제말의 실제 사건을 소설화 한 셈이다. “난월매가 호리관장과 가까이하는 한편 욱과도 기묘
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수년 전의 왕관 사건 이래의 일이었다. 지금은 항간의 기억에서도 멀어
졌지만 그 당시는 전선적 全鮮的인 화제를 던진 것으로 주인공인 월매도 덕분에 기계 妓界에서 한
때 날린 것이었다. 월매에게 대해서 웬만큼 딴 생각이 있었던 당대의지사가 취흥에 맡겨 박물관에
비장되어 있는 신라조의 왕관을 유두분면 流頭粉面의 월매에게 씌우고선 기념으로 사진에 찍은 것
인데 그 일의 길잡이를 썬 것이 호리관장이었다. 이 하룻밤의 은밀한 놀음이 한번 항간에 드러나게
되자 시시비비의 소리가 물 끓듯 하여 국보의 존엄을 모독한 지사의 경거에 대한 비난의 소리는 높
아 신문기자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일단은 지방행정관의 부패를 탄핵하기 위하여궐기하였다. 월매네
집에 숨어 들어가서 문제의 사진을 훔쳐내어 사회면에 폭로하고 시민의 여론에 호소하여 지사들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기로 되었다. 지사는 부득이 실각하기에 이르렀으며 호리관장은 지위로 보아
서 간신히 유임만은 허락되었다. 일단 속에서 욱도 끼어서 한몫 담당하였다. 기이한 일로는 이 일
건이 있은후로 욱과 관장 사이는 한층 격의없는 것이 되고 월매와도 욱은 맺어지게끔 되었다.”
(「은은한 빛」, 73~74면)
52) 김윤식, 「조선 작가의 일어창작에 대한 한고찰」, 『한일 근대문학의 관련 양상 신론』, 서울대
출판부, 2001, 68~69면.
53) 김양선은 이효석의 일본어 작품을 두고 “새로움을 찾아 바깥을 응시하던 시선이 그대로 안으로 투
사된 것이고 그 시선이 서양이 동양을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의 잔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평가한
다. 김양선, 「1930년대 소설과 식민지 무의식의 양상」, 『근대문학의 탈식민성과 젠더 정치학』,
역락출판사, 2009,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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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서 먼지 냄새가 유난히 다정스러웠다.

54)

욱은 낙랑과 고구려, 이조시대의 도자기, 기와를 비롯한 고대의 유물을 모으
는 데 심취해 있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욱은 골동에 싸인 먼지 냄새를 맡
으며 봉당안에 들어앉아 있기를 즐긴다. 봉당은 “희푸른 그늘”로 “언제나 어둑
하게 그늘져” 있는 폐쇄적인 곳으로 묘사된다. 욱의 취미는 페달도 혹사에 견
디다 못해 한조각이 떨어져 나간 고물의 자전거도 마음대로 새것과 바꾸지 못
할 지경의, 말하자면 ‘고물’에 대한 집착이 과도할 지경이다. 욱의 고물집착은
타인에게 물건을 보이고 파는, 일반적인 상인의 태도가 아니다. “난 나 자신이
갖고 싶어요. 내몸에 지니구 언제나 가지고 있구 싶단 말입니다”(77면)는 욱의
발언은 극도의 ‘나르시시즘’ 과 연결된 소유욕이기도 하다.
욱의 아버지는 “젊은나이로 골동취미”에 몰두하는 아들이 늘 못마땅하다. 욱
은 어느날, 고구려의 도검을 발견한다. 수효도 영세하고 귀중한 가치가 각별한
고구려 도검. 이 도검을 호리관장 역시 눈여겨 보고 있다. 아버지는 이 도검을
호리관장에게 내주고 사례금을 받아 땅을 사고 싶은 마음에 결국 호리관장에게
도검을 판다. 물론 욱은 고구려 도검을 다시 찾아오면서 “이걸 내놓을 판이라
면 차라리 내 목숨을 넘겨주고 말지”라는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
이효석의 일제말 소설에서는 「은은한 빛」 말고도 박물관이나 전람회라는
소재가 자주 등장한다. 백화점 갤러리의 전람회장에서 한폭의 동자상을 지켜보
는「봄의상」에서도 역시 “전람회가 지난 다음엔 아무렇게나 아트리에서 먼지
나 쌓여버리는” 동자상의 그림에 탄복하는 미호꼬의 모습이 나오고, 「소복과
청자」에서는 “특선급 이상의 실력”이면 “이왕직상쯤은 맡아놓은 작품”55)의 표
현도 자주 쓰인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은한 빛」의 ‘호리관장’이 욱과 동
일하게 ‘골동’ 취미에 빠져 있는 것은 이효석 특유의 심미성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에 자주 반복된 ‘이왕직 박물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효석이 말한 이왕직 박물관, 정확한 용어로는 이왕가 박물관이다. 이왕가
박물관은 조선 최초의 근대적 박물관으로, 1909년 11월 1일에 문을 열었으며
조선의 5대 궁궐의 하나인 창경궁에 동물원, 식물원과 함께 설립되었다. 1907
년 고종이 순종에게 강제로 왕위를 넘기게 되자 순종은 경운궁에서 창경궁으로
54) 이효석, 「은은한 빛」, 『이효석 전집』 3, 창미사, 2003, 67면.
55) 이효석, 「소복과 청자」, 『이효석 전집』 3, 창미사, 2003,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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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다. 창경궁은 처음에는 순종을 비롯한 왕실의 유희공간으로 설립되었으나,
황제의 정치적 입지의 약화로 창경궁에 설치된 박물관 역시 근대적인 제도의
하나로 마련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결정적으로 박물관을 형성할 때 유물을 수집, 정리하여 전시하고 관리하는 기
본적인 기능조차 없었으며, 소장품을 수집하는 가장 큰 경로는 황실비 명목으
로 일본에서 들여온 차관의 일부를 갖고 황실에서 도굴품을 구입하는 길56)이었
다. 도굴이 성행한 개화기의 현실은 박물관의 기본 운영체제와도 밀접한 영향
을 맺고 있었다. 따라서 이효석은 “자기 자신에 관한 건 아무것두 아는 것이
없으면서 남의 흉내내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조선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가할
중요한 역사적 배경으로 이왕직 박물관을 제시하고 있다.
「은은한 빛」에서 직시하고 있는 개화기는 현재의 ‘근원’으로서의 역사적 시
간, 즉, 식민지 시대 비판으로서 상정된다. 이는 그 이전까지 이효석 소설에서
자주 등장한 심미적 민족지에서 벗어나, 자국의 문화에 대해 통렬하게 고발하
는 기능으로서 문학의 보편성으로서 기능한다. 이점은 식민지 말기, 일본어로
쓴 ‘친일문학’이라는 일제말의 모순을 빠져나가는 지점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내용상으로도 ‘향토성’이나 ‘로컬’의 문제로 빠지는 일제말의 문학과는 다른 의
식으로 재현된다. 물론 이효석 소설이 비판하는 역사적 시원으로서의 개화기의
성격은 국권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조선황실에 대한 비판이 강하지 않고 오
히려 그림, 한복, 조선음식을 은유하여 발현되어 그 기능이 미약하다 할 것이
다. 오히려 이점을 확대해석하여 작가 이효석이 민족주의적 전통으로 회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효석이 의도한 ‘창출된’ 전통의 특이성은 형태적으로는 과거의 맥
락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 대한 반응57)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효석의 일제말 소설에서 나타난 개화기는 40년대식으로 미
학적 관점으로 전유된 것이다.
이효석이 개화기를 심미적 관점으로 전유하고 있음에 비해, 유진오가 상상한
개화기는 일종의 ‘죄책감’과 연결되어 있다. 정호웅은 유진오가 남긴 여러편의
일문소설들이 유진오 문학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시대
상황의 산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평하면서 유독 「여름」은 그전

56) 목수현,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서울대 석사, 2000, 20~26면.
57) 근대사회는 끊이없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생활의 일부를 고정적
이고 불변하게 만드는 시각의 이중성이 자리잡고 있다. Hobsbawn, E.J, & Ranger, T, 최길성역
『전통의 창조와 날조』, 서경문화사, 1995,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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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진오 문학과는 달라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독특한 세계’58)라
평한 바 있다.
「여름」은 앞서 언급한 「은은한 빛」과 동일하게『문예』1940년 7월호에
실린 일본어작품이다. 이 소설은 동대문 밖 강가에 자리한 토막부락을 배경으
로 한다. 대규모의 도시계획사업과 낡은 집의 교체 때문에 송판서 집안의 하인
인 주인공 윤복동은 결국 도시 빈민촌에 등장한다. 윤복동의 아내 순이가 바로
민요에 나온 ‘길순이’이다. 순이는 처녀시절부터 주인집 젊은 남정네들이나 청
지기, 더부살이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않는 바람기 가득한 ‘계집종’으로 그려진
다. 일찍이『민요』에서는 이 역할을 ‘길순이’가 하고 있었다. 몰락한 양반, 그
리고 그들을 믿고 따랐던 몰락한 집안의 하인들이 순환고리로 도탄에 빠지는
모습이 서사화된다.
「여름」은 주인집에 대한 충성과 ‘노비’의 모습이 재현된 개화기는 유진오가
바라본 40년대를 빗겨간 시간이다. 그는 경성의 시가지로 밀려난 토막민의 삶
이라는 ‘현재’와 “그를 이처럼 비참한 상태로 내몬” 젊은 서방님이 원망스러워
지는 이중적인 시간에 살고 있다. 송판서가 죽자 삼십여명이나 되는 양반집 노
비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고, “명가의 하인”에서 졸지에 그는 “하루벌이 일꾼”
과 “토막민”이 되어 경성의 외곽에 살게 된다. 그가 바라보는 과거는 “하인”이
라는 비천한 신분의 자기 자신이 아니라, 대감마님을 모시고 소작지를 찾아가
면 “마름”조차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아첨을 하는 “무한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였다. 노비라는 비천한 신분을 완벽하게 봉합해줄 수 있는
것은 주인집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즉 서울 사대문안에서 ‘보호’
를 받고 있는 ‘거주민’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토막은 불치의 피부병처럼 이 도시 외곽에 기생하고 있었다. 10년 전 삼십
몇 만이라 했던 이 도시의 인구는 오륙 년 전에는 벌써 칠십만을 돌파하였고,
‘대륙병참기지’의 심장부라 불리고부터는 더욱 가속도로 팽창해갔다. 원대한 도
시계획안이 수립되어 대규모의 구획 정리가 시작되었으나 거기에 보조를 맞추
듯 가는 곳마다 공터에는 토막 부락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구획 정리의 손
길이 뻗침에 따라 불결한 이들 부락은 곧 철거되었지만, 부수고 또 부수어도
그 뒤에 또 그 뒤에 새로운 토막 부락이 생겨났던 것이다.59)
58) 정호웅, 「유진오론」, 『문학교육학』 21호, 2006, 330면.
59) 유진오, 「여름」, 『문예』, 1940.7 (김남천‧ 유진오 단편선, 『김강사와 T교수』, 현대문학,
2011, 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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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의 신분을 벗어나 ‘토막민’이 된 현실은 오히려 30년전의 시간보다 나아
지지 않았다. 토막은 경성의 외곽에 ‘불치의 피부병’처럼 암적인 존재로 다루어
지고,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륙병참기지의 일환으로 밀려났을 뿐이
었다. 불결한 토막은 그러나 멈추지 않고 경성의 외곽에 계속 뿌리를 내린다.
철거는 한시적일 뿐, 토막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던 도시철거작업은 오히려
토막민의 거주지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일제말의 아이러니한 현실이었기 때
문이다. 즉 양반의 몸종에게는 개화기의 전근대적인 제도가 차라리 편했던 것
이다. 비극적인 노비제도에 얽매인 몸종의 삶이 근대에 진입한 1940년대 토막
민의 삶보다 더 낫다는 이 인식, 전근대적 제도가 오히려 한 개인의 ‘안위’를
지켜주었다는 윤복동의 고백은 일제말 개화기를 부활시킴으로써 발생한 유진오
특유의 죄의식이기도 하다.
이효석이 도검을 지키지 못하는 조선의 현실을 고발함으로써 개화기와 식민
지 말의 시간을 연결시키고 있었다면 유진오 역시 주권을 지키지 못하고 있던
개화기를 40년대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다. 이 점은『민요』에서 이미
강조된 것으로, 조선의 ‘미’를 고착화하지 않고, 조선의 경제, 사회제도가 갖는
모순을 치열하게 묘파함으로써, 소설의 소재로 확장해나갔던 유진오의 일관된
논리이기도 하였다.
『민요』를 발표하지 못한 이후 꽤 오랫동안 상실감에 젖어 소설을 발표하지
못했던 유진오는 일본어 소설, 「여름」에서 다시 한번 조선의 ‘개화기’가 갖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 천착하고 있었다. 유진오가 그리는 과거시제는 미래를 향
한 방향 감각의 상실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과거를 성찰적으로 극복하
는 것과 연결된다. 프로이트가 말한 기억작용(memory-work)로 본다면 이런
기억은 과거를 있는 대로 인정하고 내재적 비판을 행함으로써 과거의 구체적
상황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데, 이는 과거를 총체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아닐지
라도 바람직한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데 필수적인 과정60)이다. 즉 현재와 미래
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성찰적인 내면의 폭
을 좀더 깊게 하는 면을 보이는 것이다. 이즈음 유진오는 일본작가, 내지문단의
‘패기’를 읽을 수 없는 점에 대해 깊은 불만을 표명하고 있었다.

60) 도미니크 라카프라, 「역사와 기억: 홀로코스트의 그늘에서」, 김택균 역, 『치유의 역사학으로』,
푸른역사, 2008,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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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들이 문학에 대해 느끼는 매력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 점을 우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설을 말하는 사람
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현재 작가의 기백이야말로 문학 작품이 지닌 매
력의 근저에 가로놓여 있는 최대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문학의 독자는
항상 어떤 의미에서 작품으로부터 교훈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자의 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강렬한 기백을 가지는 일이 작가에게 요구되기 때
문이다.

61)

그렇다면 유진오가 말한 작가의 패기란 무엇을 말하는가. 유진오는 우선 위의
평론에서 자신이 일본의 최근 소설을 읽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고, 일차적으로
자신의 태만에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 태만은 기실 유진오만의 겸손이
위장된 것이어서, 실제 일본소설을 읽지 않은 이유가 “그저 요즘 1-2년 동안
발표된 작품 중에 매력을 가진 것이 아주 적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할 뿐”이
라는 힐난으로 이어진다. 그가 생각한 작가의 매력이란 능숙하고 잘 쓴 작품을
쓰는 이가 아니라, “읽은 후에도 계속 애착을 느끼게 하는 작품”을 쓰는 작가
이다. 이러한 매력을 지닌 이가 점차 희귀했기 때문에 소설 읽기를 게을리했다
는 것이다. 유진오 스스로 작품 창작의 가장 높은 수준을 “작가의 기백”이었음
을 밝히는 점이다. 유진오에게 “작가의 기백”은 역사의식이기도 하다. 그는 인
류는 “지금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자 고투”하고자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유진오의 심경을 반영하여 그의 일본어 소설을 읽어
본다면 유진오의 일본어 소설에 나타난 ‘개화기’배경은 상당히 중요해진다. 유
진오가 설명하고 있는 개화기는 억압된 과거의 귀환, 즉 죄의식으로 이어진다.
유진오의 후반기 소설은 주로 ‘병’에 걸린 환자(「수술」, 「가을」)나 ‘죽음’
을 앞둔 주인공의 모습(「수난의 기록」)이 구체적으로 발현된다. 「남곡선생」
은 딸 마리의 폐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수동은 딸이 폐렴에 걸리기 전에
조카딸이 죽는 것을 본다. 급한병으로 죽게 된 형수의 딸은 디프테리아가 원인
이었다. 의사는 “목을 뚫어 보는 수밖에”없다고 말한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
면 미련이나마 남기지 않도록 하자는 의사의 말을 듣고 수동또한 내린 결정이
었다. 그러나 조카의 목에 뚫린 숨구멍은 잠시 홍안이 되는데 일조했지만, 이승
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처참할 수 밖에 없었다.

61) 유진오, 「작가와 기백」, 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평론․ 좌담회 선집』 1939-1944, 역
락, 2009, 234면. (『문예』, 1943.4)

- 174 -

어차피 죽을 아이를 이런 끔찍한 꼴을 보이다니. 숨통을 베어 헤친 조그마
한 송장 위에 엎드려 울면서 형수는 이런 푸념을 늘어 놓았다. 그것은 사뭇 수
술을 권한 수동에게 들어 보라는 듯한 태도였지만, 수동은 변명할 말이 없었
다. 변명은 고사하고 그 자신 어쩐지 속기도 했고, 그 권유에 경망스레 넘어간
자신의 어리석음이 분하기도 했다

62)

수동은 의사의 말을 듣고 조카의 마지막 모습을 끔찍하게 만든 자기 자신과
근대적 의료 시스템의 비정함에 대해 할말을 잃는다. 의사의 말이니까 당연히
들었을 자신의 경망스러움이 분하기도 했지만, 그 원망이 치유되기도 전에 폐
렴에 걸린 딸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은 더욱 끔찍하다. 조카의 죽음을 본 수동
은 병원으로의 발길을 막고, “되도록 집에서 수습”하고 싶게 만드는 요인이 되
었다. 그래서 마지막 방편으로 수동은 남곡선생을 찾는다. 남곡선생의 본명은
강춘수로 서울에서 이름난 명의이다. 그는 근대적 의료 시스템이 부여하는 의
사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수십년전부터 ‘명의’로 소문났을 뿐,
‘醫生면허’로 인정받았던 사람은 아닌것이다.
수동은 그간 남곡선생을 찾지 않았다. 누이의 성홍열과 어머니의 중풍을 치유
하는 방식이 미덥지 않았던 이유가 크다. 양의와는 다르게 “환자를 보지도 않
은 채 처방을 해주다니 퍽도 우스꽝”스러웠고, “구식예절”을 따지는 남곡선생
의 정중한 접대에서 수동은 오히려 우쭐함을 맛본다. 이후 그러한 자부심은 남
곡선생을 무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아버지의 부음에도 남곡선생을 부르
지 않았으나, 어쩐 일인지 그는 연달아 위급한 일이 생길때마다 남곡선생을 찾
는다. 이후 수동은 남곡선생을 대할 경우에는 “자기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새로
운 것”을 벗어버리고 “옛스러운 예절”을 다하리라는 다짐을 하지만 막상 그
“예절”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남곡선생을 대하는 ‘거북함’은 계속 그를 밀어내
는 역할을 하였다. 우선 남곡선생이 고수하는 음력날짜를 기억해가면서 ‘명일’
(名日)을 지키기엔 양력생활을 하고 있는 수동으로서는 너무 불편했던 것이다.
그는 점점 “선생과 대면하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알면서도 인사하러 찾아갈
엄두”를 내지 않는다. 즉 「남곡선생」에서 수동이는 선생을 세 번이나 ‘무시’
하고 ‘찾아가지’ 않는다. 결국 딸아이가 고열에 시달리자 최후의 보루로 그를
찾아가기로 마음먹는다. 다음 장면은 남곡선생에 대한 수동의 불안한 심리상태
62) 유진오, 「남곡선생」, 『국민문학』, 1942.1 (「남곡선생」,『문학사상』, 1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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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극대화되어 있다.
선생은 눈을 감고 기진맥진한 채, 이따금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푸우하고 길
게 내뱉곤 했다. 한참만에 선생은 눈을 끄고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다가,
「무엇을 생각하면 안 좋단 말일세」
하고 가냘픈 소리로 중얼거렸다.
문득 수동이는 그 자리에 배겨날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까지 해서
선생의 처방을 얻으려 해도 좋을까. 다섯 살까지의 어린 생명의 구원을, 머리
를 쓰면 안좋은 칠십노인에게 청한다는 것은 잔인한 짓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온갖 신식설비를 가진 병원을 미처 신용할 수 없어서, 평소 그 존재마저 그다
지 개의치 않았던 늙은 유학자(儒學者)의 손에 매달리고 있는 자신의 꼴도 아
무래도 모순인 것 같다. 한데 선생은,
「어디까지 불렀더라. 한번 읽어서 들려주게.」
하고 제제수노인한테 명령하여 인삼․ 소엽․전호․반하……얼마동안 궁리를 하
다가,
「건갈․진피․적봉령……」
하고 뒤를 이었다.63)

수동은 선대의 ‘유덕’으로 남곡선생을 만나는 것이 익히 친숙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알수 있듯 그는 “그자리에 배겨날 수 없는 기분”이
들 정도로 매번 만날때마다 두렵고 낯설다64) 온갖 신식 설비를 이용하고 근대
의 양력을 이용하는 편리함에 젖어 있으며, 「남곡선생」의 구시대적 시스템을
무시하고 억압하지만, 결국 그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개화기에 대한 유
진오만의 고착된 믿음이 연이어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전대의 소설, 즉 일본어 이전의 소설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관념이다. 근대에 대한 일관된 믿음으로 소설을 전개했던 유진오에게 ‘동경문
단’의 진출은 그가 그동안 소거해왔던 ‘개화기’를 (『민요』가 미발표된 원인을
이러한 맥락에서 떠올려 볼 수 있다) 전적으로 소설의 장면으로 부활65)시키고,
63) 유진오, 「남곡선생」, 『국민문학』, 1942.1(「남곡선생」,『문학사상』, 1974.9, 264면)
64) 프로이트, 「두려운 낯설음」, 정장진 역,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열린책들, 1998 참조.
65) 과거를 복원하거나 혹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오래된 꿈에 대한 탐구한다. 노스탤지어는 과
거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혹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의 과거를 포용하면서
잃어버린 어린 시절이나 유년의 장면을 그리워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과거의 삶을 부활시키고 거기
로 회귀할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는 신념은 제어할 수 없어 보이며,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간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는 엄청난 청중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상상 속의 회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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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를 바라보는 유진오의 시선은 죄책감과 고통으로 채색된다. 단순히 근대
와 전근대의 부활의 자리라고 논하기는 어려운 바, 유진오의 일제말 소설에서
개화기는 다른 한편 불안과 죄책감, 억압된 욕망으로 발화하거나 소통66)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개화기에 대한 자의식은 유진오의 일제말 소설을 지탱
하는 꽤 의미있는 힘이 된다. 「복남이」는 『주간아사히』에 발표될 당시 <반
도작가 신인특집>의 명목으로 실렸다. 「복남이」에 대한 해석은 김윤식 교수
의 해석이 거의 유일한데, 그는 유진오가 「복남이」를 쓰면서 조선적인 면이
부각되는 소재를 썼음을 주목하며 이효석의 단일 미의식과는 달리 구성적이라
고 평가한다. 그는 이 소설을 천진한 인간성의 측면에서 부각하면서 조선적 단
편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이태준식의 예술세계를 연상67)되었다는 점에서 유진오
의 일본어 소설을 평가한다. 물론 이와같은 평가는 복남이의 ‘인간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실제 유진오의 이전 소설과 이어진다. 「창랑정기」를 통해서 본다
면 유진오는 이미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전근대와 근대사이의 미묘한 착종
을 그려냈다.
그와 같은 면을 염두한다면 「복남이」에 등장하는 ‘복남이’를 합리적으로 이
해할 수 없는 인정미, 인간적 매력, 천진난만함으로만 확인될 수는 없을 것이
다. 물론 이 소설은 40년대의 그 어떠한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
만, 남곡선생과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본다면 유진오의 일본어 소설은 ‘개화기’와
고투하고 있는 유진오 자신의 모습이 착종된다. 민요이후 창랑정기에서 지속적
으로 문제삼은 개화기의 ‘몸종’, ‘노비’이 표면적 소재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헤헤, 도련님이 와신백화점에 가자, 가자 하고 말했어요.”라고 복남이는 공
을 자랑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헤헤, 와신백화점에 가면 도련님은 엘리베이터에 타거나 전기의자에 앉거

불멸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수나 선의의 잘못을 만회하는 기회를,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짐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약속해준다. 데이비드 로웬탈, 『과거는 낯선 나라
다』, 김종원 한명숙 역, 개마고원, 2006, 26면.
66) 김동리는 내부 민족지로 이를 치유하였다. 우화나 알레고리 형식으로 비유하거나 상상화된 시간을
소설의 전면적인 배경으로 내세웠다. 박진숙은 김동리의 소설을 샤머니즘적 민속지로 분석해내었
다. 박진숙, 「한국 근대 문학에서의 샤머니즘과 ‘민속지’의 형성」, 『한국 현대 문학 연구』 19집,
2006.12.
67) 김윤식, 「조선 작가의 일어 창작에 대한 한 고찰」, 『한·일 근대문학의 관련양상 신론』, 서울대
출판부, 2001, 76~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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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것은 큰 즐거움...”
“바보야!”
해용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스틱을 복남이를 향해 던졌다. ~의 스틱이
뚝 부러져 앞쪽이 ~에 날라갔다.
“앗!” 하고 복남이가 말했지만
“누가 귀한님을 그렇게 다루냐?”
해용은 부러지고 남은 스틱을 모두 2개 3개를 복남이에게 던졌다. 그러자
복남이는 무릎을 꿇고 굽혀 앉아 참으면서 열심히 빌며 울었지만, 그것으로도
등에 엎은 아이를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진·하고 해용도 눈시울이 붉어 졌지
만
“바보놈”하고 한마디를 더해주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복남이는 두 번다시 해용의 집에 오지 않게 되었다. 그
러나 그 경성의

길을 떠나 버린 것은 아니었다. 지금도 해용은 길에서 복남이

와 마주치는 일도 있었지만, 그 때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당시엔 멍하고
상점에서 ~을 목을 빼고 쳐다보거나 또는 ~의 버터상점에 있다거나. 겨울을
보낸 ~의 뒷길에서 닭꼬치상점을 하고있는 것을 본적도 있다. 그러나 언제 그
런 일이 있었는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도 해용의 얼굴을 보면 날아갈것
처럼 “도련님은요?” 하고 묻곤 한다.68)

복남이는 “복남이 모자는 대대로 우리집의 노비였지만, 주종의 관계가 완전
히 없어져 오늘날에는 무위도식하는 그 등의 존재”라고 받아들여질 만큼 정해
용 일가에 있어서 참기 힘든 부담일 뿐이었다. 나이는 17살이고 키가 굉장히
커서 이미 5척56자이다. 게다가 복남이는 무식하고 불결하고 게으르다. 반면에

68)
＇ひゝゝ、坊ちやまが和信（デパート）へ行かう、和信へ行かうって、聞きません門で＇と福男伊
却って手柄顔である。＇何だと！＇＇ひゝゝ、和信へ行ったら、坊ちやまは、エレべーター乗ったり、
電気椅子にのったり、そりあ、大喜びで…＇＇馬鹿つ＇海用はいきなり、手にしてゐるたステッキで福
男伊の～を擲りつけた白壇のステクキがぼきんと折れて、先が宙に飛んだ。＇あつ＇と福男伊が片～を
蹟いたが、＇誰が貴様にそんなこと～んだかつ！＇海用は折れ残りのステッキを総つて、なはも二つ三
つ福男伊の～を揶りつけた。とうく福男伊は～べたに膝をつけてかこ囲みこみ、磻さに堪りかねてなき
だしたが、それでも～～つた子供を離そうとはしなかつた。ジーンと海用も眼頭があつくなつたが、＇
馬鹿野郎＇とも一つ怒鳴つてやつた。それが最後で。福男伊は二度と海用の家にこ来なくなつた。しか
しこの京城の街を去つてしまつたのではない。今でも時折海用は街で福男伊に行き逢ふことがあるのだ
が、その都度～は違った姿をしてゐた。或時はぽんやり商店の飾り窓の中を覗き込んでゐたり、或時
は～～を～～つたバタ屋になつてゐたり……冬の夜は~密の裏道で焼鳥やをやつてゐるのをみたことも
あつた。しかし何時ぞや然られたことなどはすつかりわすれて、今でも海用の顔をみると、飛び上るや
うに喜んで、(원문에서 안보이는 한자는 ～로 표기한다. 유진오, 「복남이」, 『주간아사히』,
1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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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아이들은 분뇨투성이인 복남이를 쫓아다니면서 그와 놀기를 즐긴다.
정해용에게 복남이는 참으로 눈에 거슬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이보다 더
큰 고민은 이렇게 더럽고 불결한 복남이가 그의 어린 외아들을 가장 좋아한다
는 점이다. 그는 복남이와 아들을 떼놓고자 갖는 노력을 하다가 결국 십오분거
리의 동네로 이사를 간다. 복남이가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거리이다. 허나 복남
이는 결국 도련님을 찾아 다시 온다. 정해용에게 복남이는 “죽지도 않는 녀석”
처럼 끝까지 도련님의 ‘몸종’을 자처하며 아들의 주변을 맴도는 존재로 그려진
다.
몸종인 복남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 복남이는 “이전
노영감님 때는……”하면서 주인공 정해용의 어린시절을 상기시킨다. 과거 양반
집에서의 주종관계를 떠올리게끔 하는 복남이와의 불편한 관계는 유진오에게
‘전근대적’인 기억을 상기시킨다. 「창랑정기」, 「남곡선생」, 「여름」으로 이
어지는 유진오의 후반기 작품은 조선적인 소재가 더욱 강조되었다.
그가 바라보는 개화기는 미화되거나 회고의 산물이 아니라, 근대와 전근대 사
이에서 머뭇거리는 유진오 개인의 내면이 묻어있었다. 이와 같은 모순과 균열
은 동경문단이라는 새로운 문학장을 조우하면서 얻어진 결과물이기도 했으며,
일본어 글쓰기와 작가의 내면이 상충하는 긴장관계에서 획득된 산물이기도 할
것이다.
즉 일제말 소설에서 조선적 소재를 발굴함으로써 서발턴화되는 동시에 이국
적인 조선적 소재가 전시되고 있었다. 허나 유진오가 부각한 개화기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이무영의 소설과 층위가 다르다. 유진오는 개
화기에 대한 문화적 변용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유진오의 일본어
소설을 읽지 않고서는 그의 40년대 문학을 이해하기란 힘들다.
다음장에서 설명할 유진오와 이효석의 후기 소설은 이무영식의 조선을 이국
화하면서 서벌턴화 되는, 즉 식민지 원시성이 불러 일으키는 이국성(exoticism)
에 매혹되는 근대 지식인의 성격과 점차 차별화됨을 알 수 있다. 40년대의 문
학적 상황은 일본어-조선어의 긴장 관계를 넘어서, 오히려 작가의 문학적 응전
력에 대한 고민을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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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적 특수성의 부각과 동화논리의 배리
조선의 지식층을 포섭하기 위한 동경문단의 시선은 당시의 조선 문단 내부의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앞장에서 서술한『모던 일본』이 주최한
<조선 예술상>이 바로 그 예증이 될 것이다. 『모던 일본』은 1939년 조선판
에 실린 이광수의「무명」을 제 1회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모던일본』은
조선예술상이 “내지와 조선 각 방면”에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고 평가하였다.
1회 수상자를 문학 부분에서 배출한 이후, 2회 예술상은 분야를 더욱 확장하여
심사위원의 명단을 전면 공개69)함으로써 상의 위엄을 강화하고 있었다.
즉 문학부분에 한정되었던 자기 민족지의 시선은 <조선예술상>은 조선의 문
학뿐만 아니라 영화, 연극, 미술, 음악, 무용에 걸쳐 확산되고 있었다. 이광수의
수상이후로 조선의 예술계에서는 종종 민족적인 것이 외부의 시선을 매개하여
오는 현상이 만연하게 된다. 1940년 『모던일본』에 실린 다음의 좌담회를 살
펴보자.
기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선영화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마음으로 포부를 말
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방한준: 저는 조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특히 농촌을 다루고 싶습니다.
안석영: 저는 조선민요를 다룬 음악영화를 찍고 싶습니다.
(중략)
니시키: 조선영화는 곧잘 체코영화와 비교되는데 조선은 내지와 다른 에스프
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족의 역사나 고전 걸작이 나와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영화는 내지로 진출함과 동시에 대륙으로 진출하는 영
화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흥아의 전초기지가 되어 성업 달성을
위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면 전도는 양양하다고 생각합니다.70)

니시키는 조선영화의 장래를 특히 ‘내지로 진출함과 동시에 대륙’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족의 역사와 고전걸작을 강조하는 소재가 발
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니시키의 시선은 조선적인 것에 매혹당하는

69) 「조선예술상 심사원 결정」,1940.8.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40』, 홍선영․ 박미경․ 채영
님․ 윤소영 역, 어문학사, 2009, 71면.)
70) 「좌담회- 반도 영화계를 짊어진 사람들」, 『모던일본』, 1940.8.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40』, 홍선영․ 박미경․ 채영님․ 윤소영 역, 어문학사, 2009, 374~3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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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시선과, 조선적인 소재를 발굴하는 조선 영화인의 시선이 녹아 있다.
좌담회에 참가한 안석영, 방한준, 최승일은 모두 조선적인 것의 강조, 혹은 외
부자가 보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응답71)으로 좌담회에 참여하고 있다.
미술계 역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김영나의 논문에서 참고하자면, 조선총독
부 주관으로 열린 조선미전의 일본인 심사위원들은 1935년부터 향토색, 조선
색, 지방색, 반도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선의 미술을 평가하였다. 특히
1939년에는 노골적으로 ‘반도적인 것’을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즉 기후, 풍토,
생활 모두 합쳐서 내지(內地)와는 다른 조선에서는 장래 조선 독자의 예술이 살
아있어야 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전근대적인 조
선의 모습은 식민지 조선의 현재를 내지의 ‘과거’로 바라보는 일본인의 시선”72)
이 투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30년대 말 조선의 문화계는 메리루이즈 플랫의 지적처럼 ‘식민화된 주체
가 자기를 표상하는 일에 착수하지만, 그때 식민지배가 쓰는 말의 용법과 관련
을 맺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었다. 조선을 이국적으로 바라볼 수 밖
에 없는 현실은 바로 동경 문화계가 조선적인 것을 발굴하는 시선과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장에서 서술하였듯, 이광수의 「무명」에 이어 제 2
회에서는 이태준의 「패강랭」, 그리고 제 4회에서는 이무영의 「청기와집」으
로 이어지는 <조선예술상>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이광수와 이태준의 문학은 조
선어로 먼저 발표 된 작품이라는 것, 허나 이무영의「청기와집」은 조선어가
아니라 일본어로 먼저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조선인 작가가 일본어로
쓴 최초의 연재소설73)인 「청기와집」은 다음의 구절에서 알 수 있듯, 조선적
71) 이영재, 「원시적 열정-자기 민족지와 식민지의 남성성 구축」, 『제국 일본의 조선영화』, 현실문
화, 2008, 234면.
72) 김영나는 민속학자 남근우의 지적을 빌어 일본이 조선의 향토성을 일본의 지나간 ‘과거’로 바라본
다는 것, 그리고 일선동조론을 통해 조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자 하였던 일본 정부의 전략을 지적
한다. 즉 조선의 향토색이 조선미전의 식민주의와 겹쳐지면서 처음의 목적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영나, 「이인성의 향토색: 민족주의와 식민주의」, 『한국근대미술과 시각문
화』, 조형교육, 1997, 297~300면.
73) 장편소설『청기와집』은 부산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부산일보』에 1942년 9월 8일부터 1943
년 2월 7일까지 연재되었다. 조선에서 조선인 작가가 일본어로 쓴 최초의 연재 소설인 이 소설은 '
청기와집'이라 불리는 양반 권씨 집안을 무대로 하여, 여주인공 안미연을 둘러싼 남녀관계를 중심
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시대는 중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뒤 일본의 홍콩 점령까지를
배경으로 한다. 이무영은 청기와집으로 일본 신태양사 주관 조선예술상 총독상을 1943년 4월에 수
상한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 편, 『친일 반민족 행위 관계 사료집』 16, 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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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상당히 무기력하게 그려진 특징이 있다.
“고맙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됐습니다. 돌아올 때는 이제 일이 년 느긋하게
공부라도 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내일부터 일할 겁니다.
정원의 풀을 뽑고 쓰러질 듯한 담을 고치면서, 정말이지 울고 싶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기와집에 달라붙어잇는 고래의 전통
따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 무위도식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부끄러운 전통!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좋지만, 한번에 삼사십
원이나 드는 제사를 일 년에 열두번이나 지내게 하는 건 조상이 너무 무자비
한 겁니다! 아무런 생산도 않는 자손에게 말입니다!”74)

이무영 『청기와집』에서 “고래의 전통”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가 비난하는
조선의 ‘전통’은 무기력한 조선의 기질과 연결된다. 무위도식하고 빈둥거리는
것이 바로 조선의 전통이라고 힐난하였던 것이다. 조상을 공경하기위해 일년에
열두번씩 제사를 지내는 조선의 상황이 부끄러우며, 당연히 무자비한 ‘조상’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진다. 이무영은 조선적인 소재를 발굴하여 조선의 제사, 기
와집등을 묘사하였지만, 그는 일관되게 조선의 일상과 원형을 ‘원시화’하고 ‘타
자화’함으로써 ‘문명인’의 시선을 획득한다.
「청기와집」은 ‘문명인’으로 격상된 주인공의 시선이 발견하는 낙후되고 야
만적인 조선이 서술되고 있었다. 이무영은 일제말 조선의 전통을 문제삼고, 조
선의 음울한 자기투시를 통해 조선의 낙후된 현실에서부터 ‘타자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식민지의 원시성이 강화된 이국성(exoticism)의 시선으
로 바라본다면 조선의 현실은 비천하고 비문명화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적어도 이광수와 이태준의 작품은 조선적인 소재의 발굴과 그것
의 심미화를 통해 민족지를 구현하고 있었다면, 이무영의 「청기와집」은 ‘문명
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조선적인 소재였기 때문에, 조선의 낙후되고 비루한 현
실을 발견할 수 있는 기제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장에서 살펴본 유진오와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은 이
들의 소설보다는 다소 진보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특히《문예》에 실린 「여
름」과 「은은한 빛」은 ‘전근대적’ 시간으로 조선의 역사를 돌려놓음으로써,
2009, 395면.
74) 이무영, 「청기와집」, 『친일 반민족 행위 관계 사료집』16,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
회 편, 선인, 2009, 4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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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말의 현실과는 다른 지점에서 소설을 형상화할 활로를 마련하였다. 적어도
개화기의 모순과 전근대적 시간사이에서 고민하는 주체를 등장시킴으로써, 조
선적 미의식을 심미적으로 고착하는 이광수나 이태준과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
었으며, 혹은 통속적인 멜로를 통해 조선민족의 낙후성을 그리고 있었던 이무
영의 방식과는 차별화된 지점에서 일제말 소설을 견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래에 대한 대안이 안보였던 작가 개인의 상황과 식민지 말기라는 딜레마가
유진오와 이효석을 괴롭히고 있었지만, ‘도피’나 ‘회고’로 개화기를 전유한 것이
아니라, 개화기 특유의 양심을 일제말의 문단에 비추어봄으로써 이광수 식이나
이태준의 모순과는 다른 관점에서 오히려 제 3세계 지식인이 자민족을 바라보
는 상을 구체화시키고 있었다.
즉 조선인에게 반하는 타민족을 그려내었던 이효석의 나르시시즘이나 일본인
과의 경쟁을 통해 자아의 정체성을 추구하였던 유진오의 개인적 체험에 머물러
두 작가가 소재의 한계에 부딪힐 즈음, 『문예』에 실린 이들의 일본어 소설들
은 식민지 조선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헤침으로써 작가로서의 보폭을 넓혔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개화기를 복원시키는 길은 식민지 말 ‘내선일체’가 지향하는 문학적
답변을 피하는 길이기도 했으며, 유진오와 이효석 소설이 갖는 독특한 지점이
다. 이점은 일제가 당시 조선을 일본의 ‘지방문학’으로 포섭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던 현실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선용어로 생각하고, 그것을 번역한 형태로 쓰여져있는 것 같은 상태와
다르게, 갑자기 국어로 구상하고, 표현해가는 것으로는 창달하는 것도 대부분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전시하의 조선에는 급속하게 조선어로 된 창작이
라고 하는 요인의 문학적가치가 그「지방」성으로부터 공제하려고 했다. 설치
초기의 국민총력조선연맹문화부가 실질적인 대외적 광보의 임하는 것에서 전
출한 다나카 하츠오도「내지의 대정익찬회에서는, 전국을 몇 개의 블록으로 구
분하여, 지방문화의 진흥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조선은 그 지방블록의
하나로서 생각해도 좋을까 어떨까라는 것이다.75)
75) 一應朝鮮語で考えて、それを翻訳した形で書いてゐるやうな状態と違つて、いきなり國語で構想し、
表現して行くだけに、暢達さも大部分違ふ」と述べるように、戦時下の朝鮮においては急速に朝鮮語に
よる創作というファクターの文学的価値がその「地方」性から控除されようとしていた。設置初期の国
民総力朝鮮連盟文化部において実質的な対外的広報の前出の田中初夫も、「内地の大政翼贊會では、全
國をいくつかのプロツクに區分して、地方文化の振興を計らうとしてゐるのであるが、朝鮮はこの地方
プロツクの一つとして考えてよいかどうかといふことである。永島廣紀, 『戰時期朝鮮における「新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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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말 일본은 조선의 지식층을 포섭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위의 인용문이 설명하듯 ⑴ 조선어로 생각하고 그것을 번역할 수 있는 작가와
⑵ 일본어로 구상하고 표현해나가는 두가지 유형의 작가가 필요했다. 조선어로
쓰인 문학을 아일랜드 문학과 같이 일본어로 쓰여진 것이라 할지라도 조선색을
남겨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일본화되어 일본의 지방문학으로 인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조선문학을 일본의 ‘지방블록’의 하나로 바라보는, 바로 내
선일체의 주된 논리이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진오 소설은 조선을 심미화하거나 타자화하는 민족
지의 표상작업에서 벗어나 1940년대로 갈수록 개인적인 체험을 소설의 소재로
등장한다. 유진오는 「여름」을 발표한 이후로,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음과
같은 작품을 발표했다. 「우수의 뜰」(『여성』, 1940.8), 「산울림」(『인문평
론』, 1941.1), 「기차안에서」(『국민총력』, 1941.1), 「젊은 아내」(『춘
추』,

1941.1),

「복남이」(『주간아사히』,

1941.5),

「마차」

(『문장』,

1941.5), 「남곡선생」(『국민문학』, 1942.1), 「정선달」(『춘추』, 1942.2),
「신경」(『춘추』, 1942.10), 「식모난」(『방송지우』, 1943.5), 「가마」
(『춘추』, 1943.5), 「입학전후」(『방송』, 1943.5), 「김포아주머니」(『방송
지우』, 1944), 「祖父の鐵屑」(『국민총력』, 1944.3)의 발표시기에서 알 수
있는바, 유진오는 1941년에 발표한 작품 이 가장 많다.
그동안 유진오의 후반기 소설은 ‘근대’가 사라지고 단체주의가 사라진 현실에
서, 문화적 차원에서 파악한 근대적 가치들의 당위성을 옹호하거나 ‘고백’하는
작품만이 남았다고 평가76)되었다.「신경」을 제외한 나머지 소설과의 작품 편
차가 지나치게 컸기 때문에, 속물근성의 시정인으로 현실생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자아발전이 ‘정지’된 시정(市井)소설77)로 묶이는 것이 당연한 인식이었
다.
유진오가 경성제대 출신 작가로서, 동반자 작가로서 문단의 호평을 받았던 시
기가 1927~8년이라고 본다면, 1941년에 들어서 발표한 작품의 편수78)는 상당
制」と京城帝國大學』, ゆまに書房, 2011, pp. 95~99.
76) 박헌호는 근대적 가치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작품으로 「남곡선생」, 「정선달」, 「가마」를 들었
고, 유진오의 ‘고백’이 묻어난 소설을 「신경」이라고 분석하였다. 박헌호, 「현민 유진오 문학 연
구」, 『식민지 근대성과 소설의 양식』, 소명출판, 2004, 293면.
77) 오영숙, 「유진오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 논문, 1990, 56면.
78) 본고에 실린 유진오의 작품 연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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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예민한 자의식으로 두 번의 절필기간이 필요했던 작가의 성향을 고
려할때 1941~2년, 유진오가 다작에 몰두한 이 시기는 다소 주목을 요하는 부
분으로, 유진오의 후반기 소설이 변모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유진오는
1941년 발표한 「여름」을 계기로 작가로서의 내면이 오히려 확장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본다면, 유진오의 40년대 소설은 크게 두가지 주제의식
으로 묶여진다. 3.1.4에서 제시하였듯 유년시절의 기억과 정통 양반에 대한 기
억을 소환한 「창랑정기」를 확장한 것으로, 장편소설 「민요」도 여기에 속한
다. 유진오는 「민요」를 미발표원고로 ‘폐기’하였지만, 이 원고의 에피소드들은
곧 단편소설로 ‘분장’하여 발표하였다. 그것이 바로 논문의 앞장에서 서술한
「복남이」,「마차」, 「남곡선생」, 「정선달」, 「가마」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경성제대 시절의 ‘추억’을 소재로 삼아 발표한
「산울림」, 「신경」이다. 내용은 크게 다르지만 이 두 계열의 작품은 모두
‘추억’을 소재로 삼았다. 한쪽은 전근대를 상징하는 조선의 ‘개화기’를 소재로
삼고 또 다른 계열은 ‘대학’을 매개로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한 청년 주체를 회
고한 공통점이 있다. 즉 유진오는 합리적 이성으로 가치 판단이 어려울 때, 근
대적 가치 체계를 파기하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주인공들을 부조해
냈다.
먼저 「산울림」을 살펴보자. 소설의 주인공 동만은 마흔 두 살의 중년남성이
다. 이십년전 동경 유학생이었던 남동만은 현재 생활고에 쫓겨 “먼지 좁은 가
게”에서 담배를 팔고 있다. 권몽의 부고는 그를 이십년전 동경유학생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
이십년 전 몽도 동만도 다아 가슴에 청운의 큰뜻을 품은 동경유학생들의
한 사람이었다. 안나 역시 스물이 되었을까 말까한 나이로 동경서 문학공부를
하고 있었다. (…중략…)
하기 방학이 되어 유학생들의 고토순회강연단이 조직되자 세 사람은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다. 남선에서의 열흘-그 열흘 동안의 기쁨과 흥분은 아마도 인
생에서 가장 찬란한 한 페지이리라. 동만은 지금까지도 몽의 불덩어리같은 연
설의 몸가짐, 목소리, 말내용까지도 역력히 기억하고 있으며 연설과 연설 사이
에 안나가 부르던 슈벨트의 자장가 역시 아직도 귀에 쟁쟁한 것이었다. 산길을
걸어다가다 높은 고개같은 것을 넘어서서 눈앞이 탁 티이던지하던 강연대는
소리를 모아 라‧마르세유의 웅장한 행진곡을 합창하는 것이었고 그런 때면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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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굵은 바스와 안나의 높은 소프라노는 여러 소리를 뛰어나 두드러지게 귀에
울리는 것이었다.

79)

남동만과 제대 시절을 함께 공유했던 안나와 몽과의 추억을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한페지”라고 기억한다. 강연대 앞에서 소리를 모아 합창했던 라 마르세
유의 웅징한 행진곡은 금의 환향을 하며 귀환한 제대생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뒤 날아온 몽의 부고는 라마르세이유, 카츄사,
네프류도프로 대표되었던 근대적 가치를 지향했던, 아름다운 과거를 일시에 소
거시키는 역할을 한다.
“공동의 한 이상”을 위해 힘써왔던 그 시절에 즐겨 부르던 라 ‧마르세이유는
청춘을 대표하는 기치였지만, 이십년이 지난 현실에서 부르는 이 노래는 뒷동
산에서 되돌아오는 산울림처럼 실체없는 ‘허상’이다.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산울림”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적 시간을 소급, 제시함으로
써, 남동만에게 잊고 있었던 대학생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끔 한다. “젊었을 때
의 찬란하다면 찬란하다고도 할 기억의 한토막이 한가닥의 애수”가 되어 가슴
을 찌른다. 이와같은 변화는 삶에 “흥을 잃은” 남동만에게 과거적 시간의 복구
함으로써, 현재의 자아를 반성하게끔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심성은 스베틀라나 보임 Svetlana Boym이 말한 반성적 향수의 모
습이기도 하다. 보임은 복고적 향수(restorative nostalgia)와 반성적 향수
(reflective nostalgia)로 나누었다. 복고적 향수가 전통의 제의와 상징을 고집
하면서 과거를 이상화하고 있다면, 반성적 향수는 공간을 시간하고, 부서진 기
억의 파편을 소중히 하면서 반대로 현재를 사고한다. 그래서 복고적 향수가 죽
어있는 것이라면 반성적 향수는 아이러니하며 과거에 대한 갈망을 비판적 사고
의 형식으로 전환80)해낸다. 「산울림」에서 주인공이 ‘라 마르세이유’를 떠올린
것처럼, 과거에 대한 기억을 통해 현재의 상실감을 뒤돌아보고 있었다. 다시 말
해 과거를 되돌아봄으로써 현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신경」은 「산울림」을 확장한 소설로 제대시절의 추억을 공유한 동료의
죽음이라는 모티프를 공유하고 있다. 유진오는 보성전문 법과 과장으로 재직
당시, 졸업생 직장 이탈 사건으로 학교를 대표하여 북경에 사죄하러 갔는데, 이
79) 유진오, 「산울림」, 『유진오단편집』, 1963, 정음사, 27면.
80) Svetlana Boym, The Future of nostalgia, Basic books, 2001, p.42; 향수에 관한 전반적인 이
론은 문재철, 「영화적 기억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영상예술학과 박사논문,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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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경험이 「신경」에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작가 자신이기도 한 주인
공 철은 이미 신경에 여러번 방문81)한 것으로 그려지는데, 그가 바라보는 ‘新
京’은 장춘시대의 신경의 낙후된 모습으로부터 ‘변화’된 공업화된 도시의 이미
지와 겹쳐진다.
이미 신경을 여러번 방문한 철은, 보잘 것 없는 초라한 시골도시로서의 신경
에 대한 기억이 더 선명하다. 열두해전 방문한 “장춘 시대의 신경”의 모습 또
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의 장춘과 대비되는 신경을 바라보며, 그는 냉소적
태도를 지닌다.
「저걸세」
하고 바른편을 가리켰다. 아오야마가 가리키는 편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철은
일순 자기의 기억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확실히 집은 그 집이다. 로서아
말 간판도 그대로였고 텁석부리 영감이 나와서 열어주던 그 문도 그대로였다.
허나 어찌 이렇게도 초라한가. 길 좌우에 주욱 늘어선 큰 삘딩들의 당당한 풍
채와 호화로운 장식과 최신식 설비에 비해 카페․ 임페리알은 그 납작한 키며
누루칙칙한 빛깔이며 구식 됨됨이가 할 일 없이 서울 한복판에 잡아다놓은 촌
뜨기였다.
「흠」
철은 다시금 그 동안의 변화의 심함을 뼈에 사모쳐 느꼈다. 역사는 변한다.
그 변하는 역사를-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문득 보니 기운좋게 포도를 거니는
양장의 젊은 여자들이 거의 전부가 맨다리 맨발에 구두를 신은 그때 그 나타
샤의 차림차림이었다. 서울거리에서도 눈이 시도록 본 여자들의 이 풍속에서
새삼스레 역사를 느꼈다.82)

역사는 끊임없이 변모되고, 발전된다. 그러나 그속에 누추하고 초라한 과거의
이미지까지 감추지는 못한다. 이것이 바로 유진오가 바라보는 도시, ‘신경’의 모
습이었다. 유진오는 역사의 진행 방향과 상충되는 과거의 이미지를 꽤 뚫고 있
81) 유진오의 「신경」은 이효석의 『벽공무한』에서 서술하는 만주와는 차이가 있다. 『벽공무한』은
꽃다발을 받으면서 만주로 출발하는 천일마가 강조되었다. 천일마가 바라본 만주는 낡은것과 새것
이 바꾸어지고 ‘위대한 정리’가 시작된, 그래서 “경의와 탄식”이 없이는 볼수 없는 활기찬 도시로
표상된다. 만주사람이 바지를 벗고 용변을 하는 모습은 “한폭의 유모”로 받아들여진다. 윤대석은
만주에서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이효석의 여행이 ‘만주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졌으
며, 이것이 곧 유진오의 정치적 감각이 투영된 여행과 다르다고 논평하였다. 윤대석, 「경성제국대
학의 식민주의와 조선인 작가: 감벽의 심성과 문학」, 『우리말글』 49, 2010.8, 288~289면.
82) 유진오, 「신경」, 『창랑정기』, 정음사, 1963, 3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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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큰 삘딩의 당당한 풍모, 호화로운 장식, 최신식 설비가 가득한 근대화의
뒤안길에는 낙후된 도시민의 감성 또한 잔존해 있었던 것이다.
즉 유진오가 발견한, 근대화된 신경은 십년전에 있었던 카페 임페리얼의 ‘촌뜨
기’같은 모습과 겹쳐진 이중적인 공간이며, 신경을 배회하는 철 또한 소설의 한
구절이 증명하듯, “서양사람과 동양사람을 꼭 반씩 타놓은 미인” 안나처럼, 혹
은 만주와 일본인의 중간에 선 ‘선계의 지위’처럼 서로 다른 가치를 저울질하는
경계인의 시선으로 묘사된다.
제자들의 구직을 위해 하루종일 신경을 배회하는 일은 철에게 우울한 ‘패배’의
연속감을 맛보게 한다. (조)선계의 지위는 복잡미묘한 것이어서, 종종 조선인은
만주인의 국적을 갖거나, 일본인으로서 살아가야 했기에 취직을 부탁하는 것은
예민할 수 밖에 없는 문제였다.
신경에서 구직을 위해 헤메는 철의 모습은 「신경」에서 과거로의 도피를 설
정하는 포석이 되었다. 신경의 거리에서 그는 우연히 대학때 타이피스트로 일
했으며 욱의 연인이었던 김삼주를 만난다. 김삼주는 「산울림」에서 안나처럼
그의 ‘대학시절’을 기억해주는 매개항이 되고 있다.
「만나 참 반갑습니다. 영영 다신 못 뵐 줄 알았는데 이렇게 뵈오니. 사람이란
참 오래 살구서 볼 겝니다」
「참 저두 뜻밖이었에요. 이렇게 뵐 줄은. 두 분 소식은 일상 듣군 있었지만
요.」
「우리들 소식을요?」
철은 뜻밖이었다.
「호호호 쓰시는 글 읽으면 안녕하신 소식 듣는 셈 아니에요?」
「……」
철은 기뻤다. 별로 읽어주는 사람도 없거니 하고 반은 허무적인 생각에 붙들
렸으면서도 신문사나 잡지사 독촉에 못 견디어 틈을 타서는 쓰고 쓰고 한 시
시한 글들을 뜻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반갑게 읽어준 것인가 생각하니 마음이
포근포근 따뜻해 올라왔다. 그러기에 글이란 소홀히 쓰지 못할 것이요, 그러기
에 글이란 쓸 맛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레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83)
(강조: 인용자)

철은 삼주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현재의 자기 자신을 재발견한
83) 유진오, 「신경」, 『창랑정기』, 정음사, 1963, 3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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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경」은 “영영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대학시절 욱의 연인, 삼주를 등장
시킴으로써 순진무구한 타인의 응시84)를 통해 변모되는 주체의 위치를 제시한
다. 지젝은 대상으로서의 응시의 논리는 매혹된 장면에 몰입하여 황홀해진 순
진 무구한 ‘타인’의 응시를 지적하였다. 특히 노스탤지어적인 회상은 타자의 순
진무구하고 최종적으로 어린이의 응시와 같은 매개를 통해서 주체는 ‘자기 반
사’ self-mirroring에 대한 환영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유진오는 제대생으로서
의 자신의 위치를 소화하는 ‘삼주’의 시선을 소설에 배치함으로써, 과거 ‘제대
생’ 시절의 환영을 떠올리고, 그를 지배했던 우울증에서 점차 벗어나게 된다.
즉 위의 인용문이 제시하듯, 철은 삼주를 만나면서, 신문사나 잡지사의 독촉
에 못이겨 쓴 “시시한 글”이지만 이를 읽어주는 자신의 독자가 여전히 있고,
글을 통해 자신의 ‘안녕’을

확인하는 지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제자들의

구직문제로 허무와 불안, 실패의 감정이 묻어있던 신경은 소설의 마지막에서
‘마음에 푸근함’을 주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철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삼주의 시선을 매혹적인 향수의 대상으로
삼았다. 즉 삼주가 기억하는 제대 시절의 추억 자체가 욱을 매혹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철은 “지나간 일은 추억의 환영속에 가만히 묻어둠”이 아름답다고 생
각하지만, 실은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주면서 욱은 자신의 정체성을 변주해나간
다. 갑자기 철은 욱에게 가슴이 치밀어 오를 정도의 분노를 느낀다.

“오래 살”

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욱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은 현실에 무기력한 자기 자신
에 대한 자각이기도 하다. 그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분노의 감정 때
문이다. 즉 유진오에게 과거의 기억은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출구
가 되고 있다.
「산울림」이나 「신경」에서 소재로 삼은 제대생 시절을 추억은 정확히 말하
면 과거에 대한 일방적인 시선의 투영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의 불안정한 정체
성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유진오가 소설에 끌어들인 이 향수의 관념은 정확히
말하자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귀환’ 을 반복하고 있었다. 변정화는
「창랑정기」를 분석하면서, 유진오의 후기 소설이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희망상실로, 과거와는 물론 미래와도 단절된 공허한 현재85)뿐이라고 하였

84) 지젝은 향수영화에서 매혹의 진정한 대상은 제시된 장면이 아니라 순진무구한 타인의 응시임을 지
적하였다. 주체는 그 인물 속에서 그 자신의 응시를 봄으로써 매혹당한다는 것이다. 슬라보예 지젝,
『삐딱하게 보기』, 김소연 역, 시각과 언어, 1995, 225~232면.
85) 변정화, 「귀향의 사회학」, 『현대소설연구』 9, 1998,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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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같은 관점은 유진오의 사실 수리설을 당연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유진오 특유의 허무주의는 오히려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창작 방
법론의 모색을 꾀한다. ‘과거에 대한 향수’는 유진오의 독특한 방법론이 되어
패망하는 조선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소설을 발표하였다. 「정선달」(『춘추』,
1942.2), 「가마」(『춘추』, 1943.5)는 조선말기의 양반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선달」은 「민요」의 축약본과 같은 소설로 유진오는 조선의 역사를
하위계층, 파멸하는 패족을 부활시켰다. 조선적인 것의 특징을 심미화의 영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제도의 모순을 응시하는 하층민의 시선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형주에게 <해라>네 <느아범>이네 하는 소리를 듣고 불쾌해진 것은 그러니
까 알고 보면 이번에 갑자기 일어난 감정이 아니라 그전부터 귀남의 가슴 속
에 쌓이고 쌓여 온 불만이 이번 일로 터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의 집 <종>
이기 때문에 받는 가지가지 천대- 귀남의 어렸을 때 기억은 그런 가지가지 불
쾌한 시선으로 가득차 있었다. (중략) 그러나 귀남이가 지금까지도 김창봉집에
대해 불만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그런 일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그
토록 상전댁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데도 상전댁에서는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나대기 때문이었다.

86)

허나 「정선달」은 『화상보』나 「민요」가 보여줬던 그 어떤 역사적 가치평
가를 유보하고, 시정소설, 에피소드 형식에 멈춘 한계가 있다. 이점은 역설적으
로 일제말 유진오의 소설이 보여주는 격차가 자기 성찰 과정의 총체적 반영일
수 있다. 정신의 내면적 성숙은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찰의 과정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사상의 굴절을 이루어 나가면서도,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일관
성을 지키는 일87)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효석의「산협」을 주목해 보자. 「산협」은 토속적 소재, 자
연이 배경이 된다. 「메밀꽃 필무렵」, 「고사리」에서 보여왔던 원시적 섹슈얼
리티의 모습이 삭제되고, 즉 자연과 여성을 타자로 삼아 이를 구경하는 남성적
주체에서 벗어난 소설이다. 세련된 문명인으로서 하층민을 발견할 때 하층민은
반문명의 상태에 놓이고, 문학적 표현의 주제88)로 적합하였던 것이다.

앞장에

86) 유진오, 「정선달」, 『창랑정기』, 정음사, 1963, 387면.
87) 방민호, 「이광수의 원효 대사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355면.

- 190 -

서 살펴본 이효석 소설은 자연을 시각적으로 그리거나 기호화함으로써 미학적
인식을 도모하는데 적합했다. 그러나「산협」은 소설의 제목이 상징하듯 山峽,
산속 오지에서도 제도에 희생된 인간의 고통을 실감있게 그려내었으며, 앞서
언급한 소설과는 다소 차별점을 보인다.
“……오늘은 혼인날에 요란히 기뻐하는 속에 내 마음 한층 쓰라리구 어지랍
사오니 가엾은 이내 몸에두 여자의 자랑을 줍사 공가에 내 핏줄을 전하게 하
도록 합소사구 삼신님께 한결같이……”
모았던 손을 풀고 손바닥을 비비면서 조용조용 일어섰다가는 엎드리면서
단 앞에 절을 한다. 항아리 속에 준비했던 백 낟의 콩알을 한 개씩 헤이면서
백 번의 절을 시작했다. (중략) 외양간의 첫날밤의거동보다도 한층 엄숙한 밤
경영이었다.

89)

위의 인용문은 「산협」에서 재도의 혼인날 “남몰래 마음을 바수는” 본부인
송씨의 마음을 대변한 구절이다. 아들을 낳고 싶은 공재도는 원줏집을 사오기
위해서 원주, 문막, 양구를 거쳐서 그녀를 데려온다. “굼틀 굼틀 구불어 들어가
는 무인지경의 영”, “썩은 아름드리 나무”, “내왕 열흘이나 걸리던 먼길”은 모
두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강원도 산골의 ‘산협’을 설명하는 수사이다. 삼백리
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재도는 소금 대신 원줏집을 사오는 댓가를 치루지만,
막상 원줏집은 공재도의 아이를 낳지않고 마을을 떠난다.
이효석 소설의 불륜 모티프는 여타 소설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것이지만 특히
「산협」은 이효석은 자연 안에 숨겨진 인간의 고통에 초점을 두었다. 원시적
섹슈얼리티가 내재한 기표로서의 자연, 즉 「메밀꽃 필 무렵」에서 보여준 모
던한 이미지의 ‘향토’로 조선을 재현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였던 것이다. 「산
협」의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된 원주, 문막, 양구는 강원도의 실제 지명이기도
하고, 산간 오지에서도 제도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재도’의 비참한 운명을
우회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
내선일체를 강조하던 당대의 상황에서 유진오와 이효석은 일제말기 소설에서
소설의 본질적인 문제, 즉 작가 개인의 창작 방법과 내면의 성찰의 과정을 여
전히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근대문화 추수 이후에 오는 회의감은
자민족의 이국화라는 함정을 벗어나게끔 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88) 이혜령, 「동물원의 미학」, 『한국소설과 골상학적 타자들』, 소명출판, 2007, 39~41면.
89) 이효석, 「산협」, 『춘추』 4, 1941.5 (『이효석 전집』 3, 창미사, 2003,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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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유진오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과 1940년대 소설은 주체의 각성이
요청된 1940년대 문학장90)에서 소설에 대한 본질적 고민에 대해 문제 제기하
고 있었다. 문화에 대한 예민한 감각91)은 일본어로 개진한 이들의 소설에서도
임종국식의 친일로 귀결되거나 일본어의 이중어 글쓰기로만 설명되지는 않는
다.
싸이드가 설명한 지식인 논의에 비추어 본다면 유진오와 이효석은 조선의 현
실에 대한 영원한 각성의 상태, 그리고 절반의 진실이나 널리 퍼진 생각들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상태에서 평생의 창작활동을 해왔던 것92)이다. 그리고 이들
은 공공 영역에서 출판과 발언의 요구를 개진하면서, 그리고 그 이면의 소설창
작에서는 자신의 개별적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지식인의 소명을 수행해
나갔다. 이들의 본질적인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노력은 1940년대 조선문단의 위
상을 검증할 시금석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변화는 조선적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조선의 미를 ‘이국적’으
로 표현했던 식민지 엘리트가 조우했던 민족지의 모순으로부터 변모된 양상이
다. 이들은 오히려 조선의 당대 현실에 있을 법한 ‘전형성’을 성실하게 묘사함
으로써, 이는 세계문학이 갖는 보편적인 항구성과 상통하는 부분과 연결하였다.
즉 식민지 작가라는 특수성으로부터 나아가 조선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고찰하
여 작품화하려는 작가로서의 자부심으로 성립된다.
조선의 ‘문화’를 전시하지만 자국문화의 심미적 관점에 고착되지 않고, ‘국민’
을 지키지 못하는 조선의 현실을 고발하는 문학적 응전력으로 변모되어, 식민
지의 ‘지방문학’으로서 이국적인 ‘조선성’을 형상화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효
석의 의견대로 ‘세계성’과 조우할 ‘장’으로 일제말 소설의 한축을 담당한다.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시도는 적어도, 당대 문단에 활력과 복잡함을 동
시에 불어넣음으로써 자기 민족지의 모순을 탈피한다. 그리고 1940년대 조선문
90) 최혜림은 일제말기 문인들의 윤리성을 ‘사실’이 지배하는 현실의 불안에 투항하지 않고 버티는 자
기 강화에 있다고 보았다. 특히 문인들이 왜 살아야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하는 문
제를 작품 내용으로 설정한 것을 주목하고, 『춘추』가 조선 문화계를 저버리지 않은 사명감에 고
군분투한 점을 들었다. 이점은 유진오와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 이후의 작가적 정황을 설명할 근거
이기도 하다. 유진오의 「신경」, 이효석의 「산협」 역시 『춘추』에 실렸다. 최혜림, 「1940년대
전반기 소설에 관한 연구: 문학장, 에크리튀르, 윤리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12, 108~133면.
91) 이글의 2장과 연결시켜야 할 부분이다. 일제말의 경성제대 문인은 그들의 다채로운 활로를 모색한
다. 조용만과 배상하는 적극적인 친일의 길로 나아갔고, 이숭녕과 이희승은 조선어문학회를 지키기
위한 길로 학문적 모색의 길로 옥고를 치룬다.
92) 에드워드 싸이드, 『지식인의 표상』, 최유준 역, 마티, 2012, 7~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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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동경문단에서 ‘작가’의 위치로 동시에 존립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경성제대라는 학문적 배경이 함께 스며 있었으며, 이들 특
유의 나르시시즘이 친일의 논리를 교묘하게 빠져나갈 저력이 되었다는 것을 본
고에서는 주목하고자 하였다.

- 193 -

V. 결론
이 연구는 식민지 작가가 문학과 예술의 실천주체로서, 대학과 연결되는 지점
을 확인하기 위해, 1945년에 폐교되었던 경성제대의 위상과 작가의 관계를 구
명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그간의 경성제대 연구는 ‘학과’, ‘교수’의 측면
에서 일본의 제국대학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이식해온 측면에서 부각되어 왔기
때문에, 경성제대의 작가의 내면에 대한 온전한 자율성을 구명하기가 어려웠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사의 한계와 성과를 이어받아 경성제대의 실체에 다가
가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실제 경성제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즉 경성제
대 조선인 학생들의 내면을 적극적으로 문제삼았다. 그리고 경성제대의 문인과
작가의 초상을 염두하고 초창기 한국 문학사와 관련된 경성제대 문인의 위상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유진오와 이효석은 습작기가 무색할 정도로 대학 재학중 ‘문단’
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작가이다. 이들의 문사적 자질은 개인의 재능의 수준을
넘어선, 특수한 자부심과 연결된다. 1920~30년대 조선문단의 어떤 계파에도
속하지 않고 문단과 거리를 두는 냉소적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과 재학중
발표한 소설이 항상 ‘문단’의 논란에 있었던 이유는 경성제대라는 상징자본이
있었기 때문이다.
논문에서는 유진오와 이효석의 소설이 근대의 이상적 관점과 전근대의 논리,
동양과 서양의 학문 사이에서 고민하는 주체로 소설의 미학적 자질을 획득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경성제대 시절 발표한 창작 소설,
번역소설, 시, 학술논문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두 작가가 작품 활동을
멈춘 일제말의 소설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효석은 경성제대 예과재학 시절, 조선의 근대적 문화현상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그는 조선의 문화적 수준이 단순하고 ‘백지’와 같다고 파악하였다.
이효석이 조선을 하층민을 미학화하면서 이효석 스스로를 ‘문명화’된 타자로 입
증하고 있었다면 유진오는 좀더 입체적으로 조선의 문화를 바라보았다. 본고에
서는 유진오의 독서일기(『젊은 날의 자화상』)를 분석하고, 서양인 교수가 조
선을 일본의 ‘반쪽 문화’라고 설명하는 현실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
는 유진오의 관찰자적 시선을 도출하였다. 즉 이들은 식민지 근대를 ‘필드워크’
로서 바라보고, 그들 스스로가 소설가이면서 식민지를 관찰하는 인류학자의 시
선으로 ‘조선’을 포착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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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고는 유진오와 이효석을 일본 잡지 『文藝』(1940.7)가 마련한 <조선
문학 특집호>에 소설이 게재된 소설가임을 염두하고 두 작가의 공통점을 추출
하였다. 유진오와 이효석의 소설이 일제말 ‘조선적인 것’을 소재로 삼았음을 확
인하고 민족지의 관점을 추출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설명하는 民族誌(ethnography)는 인류학의 용어로서 점차 문학적
용법으로

확장되고

있는

개념이다.

민족지는

관찰(observation)과

보고

(reporting)의 특질이 있다. 초기 민족지는 제국주의의 팽창에 기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레이초우의 의견을 빌어서 타자를 원시화하고 스스로 근대화의 테
크놀러지에 매혹된 근대 지식인의 역할에 주목한다.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계급
을 ‘타자화’하는 현상은 자기 자신을 ‘근대화’하는데 매혹된 지식인의 특징이다.
즉 혜택 받지 못한 사람의

미학적인 대상으로 관찰하면서 이를 이미지로서 전

시하였던 것이다.
논문의 2장에서는 유진오와 이효석의 문학적 활동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 경성제대 문인이 탄생하게 된 내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2.1의 내용을 증
명할 구체적인 자료로 『신흥』과 『문우』가 선택된 것은 이 잡지들이 학술지
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경성제대의 ‘준 문인’ 집단의 정체성을 부여할 구심
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흥』은 경성제대의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에 걸친 종합 학술지로 학술논문을 고안하는 역할을 하였다. 『신흥』은 1920
년대 세계사적 지식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조선의 현실을 학술적으로 고민함으
로써 경성제대 지식인의 내면을 포괄적으로 직조해내고 있었다.
『신흥』이 학술의 장으로 경성제대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었다면, 『문우』는
경성제대 문인을 배출하는 예비적인 문예지의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 『문우』
에서는 조선 문단의 선구자가 되길 바라는 경성제대 문청의 자부심이 발견된
다.

논문에서는 『문우』에 실린 소설이 대부분 편지체 소설임을 주목하고, 이

들의 문화적 동질성을 규정짓는 소설의 모티프가 대부분 가난, 가족제도, 유학
의 좌절에 치중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때묻지 않은 기원, 즉 도시와 대비
되는 ‘시골’을 선망하고 그리워하는 ‘경성 제대생’의 심리를 도출하고 경성제대
지식인의 특유한 나르시시즘이 민족지의 성격과 유관함을 설명하였다.
2.2에서는 경성제대 문인 집단의 특수성을 설명하였다. 문인의 지형도를 제시
한 이유는 경성제대 문인의 전공, 성향에 따라 문단에 투신하는 길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경성제대의 ‘문학부’가 서양 중심의 문학과 동양
의 전통적인 ‘문학’ 개념이 병존되었던 것을 착안하고, 경성제대 예과의 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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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활동을 주목하였다. 즉 조선어문학을 비롯한 동양학을 전공한 김재철, 이희
승, 고정옥, 이재명, 김사엽, 방종엽, 이숭녕, 김재철, 김태준, 조윤제는 학계에
투신하고 ‘논문’을 쓰는 학문적 모색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일제말의 문화민족주
의를 견인하고 있었다.
반면 최재서, 임학수, 조용만, 이효석, 김동석, 유진오는 문단에 진출하여 작
가와 평론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제대 시절 영문학전공 혹은 서양철학에 대한
탐닉은 이들에게 서구라는 보편의 기호를 추구하면서 서구 지식인과 조선의 지
식인을 ‘동일시’하는 모순을 내포하였다. 식민지 엘리트의 모습으로 조선의 비
문명성인 모습을 ‘타자화’하는 경향을 짙기도 하였다. 경성제대 문인의 정체성
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축이었다.
유진오와 이효석은 작가로서의 길을 걷기 이전에, 서구 문학을 번역하면서 자
신의 문학적 발판을 다지고 있었다. 유진오는 북미의 신진소설을 빠르게 흡수
하고 번역하면서 영미권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진오 ‘문학사’ 중심에
서 있을 것, 그리고 ‘세계사’를 동시에 인지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신흥』,
『문우』를 주도 하면서, 경성제대 문인이 갖는 독특한 ‘場’을 주도한다. 그리고
이 자부심들은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의 단계로 접어들기 이전에, 외국소설을
번역하는 일을 병행하거나 대학 졸업을 위한 ‘논문쓰기’를 시도함으로써, 대학
제도가 창출해내는 글쓰기의 힘으로 발현되고 있었다.
이효석의 경우 초창기 소설의 모티프가 대부분 그가 번역한

「기원후의 

너스」, 「밀항자」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는 경성제대 졸업논문인
「존 밀링턴 싱그의 극 연구」를 완성하면서 미개척의 땅에 대한 선망이 강렬
해졌고 예술적 영감의 배양을 위한 구주의 방랑을 시도했던 싱그와 유사한 문
학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조선의 토착 언어와 향토에 대한 관찰자적 시선을 견
지하고 있었다.
논문의 3장은 유진오와 이효석이 경성제대 시절 등단이후 문학적 완숙기에
이르기까지 불과 10년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명화된 타자의 시선으로
조선을 구성하는 민족지의 전개양상을 서술하였다. 3장의 1절에서 유진오의 관
찰자적 시선을 포착하였다. ‘인종’과 ‘풍토’에 대한 기행문, 「김강사와 T교수」
에서 알 수 있듯, 유진오는 일본인이 비판하는 조선의 ‘미신’과 ‘무당’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조선의 낙후된 후진성을 발견하고,
조선의 타자화하는 일본인의 시선에 매혹되기도 한다.『화상보』의 장시영이
식민지를 ‘조사’, ‘관찰’하는 식물학자로 설정되거나 김경아가 서양에서 성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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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한 점은 바로 ‘문화비판자’로서 조선의 낙후성을 비판할 역할을 맡고 있었
던 것이다.
유진오는 점차 후반기로 갈수록 개화기의 재현과 경성의 ‘북촌’을 배경으로
쓴 소설을 썼다. 「창랑정기」, 「여름」, 「산울림」, 「복남이」, 「마차」,
「남곡선생」, 「정선달」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외숙의 죽음과 연결되어 출간
되지 못했던, 미발표 육필 원고『민요』는 일제말 유진오의 무의식을 독해할
의미있는 작품이다. 유진오의 후반기 소설은 과거와 고대의 잃어버린 관념 및
기원, 혹은 조선의 역사를 타자로 삼아 ‘미적 대상’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열
정의 이면에는 기원과 시원을 발명하고자 하는 욕망이 투사되기에, 정통 양반
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여 유진오만의 민족지를 형상화하기에 이른다.
3.2에서는 이효석의 소설이 대상이 되었다. 경성제대 재학 중 발표된 이효석
의 번역 소설은 이효석의 소설적 모티프를 제공하는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타국의 문화와 ‘조선’의 문화를 견주어 볼 무의식을 구성하는 방식이기
도 하다. 이국의 삶을 ‘조선’에 수입한다는 것은

문화적 혼합주의를 수반하지

만, 서로 서로를 재형성하는 문화의 지속적 과정을 이루는 특징이 된다. 경성제
대 시절의 이효석은 이미 어떠한 단일 문화도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보편적인
인류학적 시선의 정립하고 있었다.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여성은 이상소설에 나타나는 ‘유혹자’로서의 의미도,
혹은 유진오 소설에 나타나는 ‘봉건행위’과 권위에 굴종한 희생양도 아니다.
그는 여성을 시각적으로 전시하고 끊임없이 페티시화한다. 이러한 여성의 페티
시즘은 자연의 원시성과 함께 어울려졌다.
이효석이 설명하는 자연은 기호화된 자연이다. 그는 풀이름이나 나무이름을
열거하는 방식을 통해, 조선의 자연을 이국적으로 표상하였다. 자연을 관상화하
며 주로 풍경으로서 ‘관찰’되는 자연을 전시했다. 이는 고향을 떠난 이주민을
그릴때에는 고향의 시각적 풍경을 과장하여 그려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감각적
표현의 동원방식은 이효석 소설의 공간을 ‘비실제’의 공간으로 독해하는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이효석의 후반기 소설은 도록, 박물관, 고검, 관광엽서, 혹은 미각으로
재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에게 조선은 ‘여성’처럼 탈성화된 존재로 표
상된다. 여기에는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한복의 모습으로, 한복을 옷을 입은 일
본인 여자로, 국악을 듣는 ‘여성’으로 재현된다. 그는 모더니즘적인 수집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구성방식으로 민족지를 기술한다. 이효석이 만들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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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미각’, 시각은 혼돈되고 과다한 요소들이다.
이효석의 무의식에서는 이것이 실제 ‘조선적인’것을 표상하는 것인지 아닌지
는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조선적인 것’을 믿게 하는 과정 속에 놓여있었다.
그는 소설을 읽는 독자 모두에게 ‘낯선 조선’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미학적 민족
지의 모습을 현현해내었다. 때문에 그는 경성을 탈주의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古都’를 주목한다. 오래된 것에 대한 기원을 묻고 있었다.
본 논문의 4장에서 유진오‧ 이효석과 함께 김사량을 주목하는 이유는 일제말
김사량의 문학관이 조선의 작가와 중요한 연관을 맺는 작가라는 판단 때문이
다. 김사량은 조선인 작가를 일본문단에 ‘소개’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는데,
그가 번역한 「무명」은 『모던일본』이 제창한 제 1회 <조선예술상>을 받는
다.
김사량은 이효석이나 유진오가 국내에서 세계문학을 응시하고, 이를 자신의
문학적 토양으로 스며 들었던 것과는 달리, 조선 사회를 넘어선 대안을 탐구함
으로써 변경 지역에 뿌리를 둔 세계적인 보편성을 보여주는 문학적 동력을 보
여주었다. 그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교육의 기회, 자료의 혜택을 받은 이들의
선택이 ‘자국’에 묶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정치적 공동체에 의탁”하기 보다
는 오히려 지식인의 “가치중립적 처참함”을 인식하였다.
김사량은 ‘조선어 문학을 번역할 조직’을 만들어서 동경문단과 세계문단과 교
류를 꾀할 것을 주장한다. 조선의 ‘문학’이 일본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며, 나
아가서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번역만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세계 문학’의 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문학관으로 이어진다. 김사량이 제안한 번역은 그
가 주장한 ‘언어관’과도 맞물리는 지점이며 또한 일본과 조선의 문단에서 자신
의 ‘무연고’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김사량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 일제
말은 자신의 작품을 직접 ‘번역’하고 창조할 수 있는 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
해지는 시기였다.
따라서 번역과 일본어 소설창작을 함께 할 수 있는 이효석과 유진오는 동경
문단에 진출할, 가장 적절한 작가이기도 하였다. 『문예』에 글을 발표한 유진
오, 이효석의 글은 동경문단에 진출한 시기를 중심으로 글이 변모되기 시작한
다. <조선작가 특집>의 일환으로 실린 일본어 소설은 이중어 쓰기가 가능했던
유진오와 이효석에게 ‘조선’을 민족지로 삼아서 국제무대로 자신의 창작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임화는 조선문학에 대한 동경문단의 관심을 두고 시국적이기 때문에 “조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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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이제야 진가를 발휘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후일 타인의
웃음을 살 것”이라고 힐난하였다. 물론 임화의 적확한 지적대로 일본 문단에서
이들이 받는 주목은 한시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설야나 김남천, 이태준이
자기 스스로의 자리를 축소하여 문학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은
조선을 자기 민족지를 선택하는 길로 접어들어 소설의 소재로 삼는다.
유진오와 이효석은 1940년대에 들어 상상된 과거로서의 ‘개화기’를 부각시킴
으로써 조선의 무능력한 역사의식에 경종을 울렸다. 이는 경성제대 시절부터
다져온 교양의 감각, 세계주의적 감각이 내재된 작가적 역량이 폭발되는 지점
으로 자기 민족지의 치명적인 오류, 즉 조선의 심미화를 통해 동경문단에 조선
문학을 알리는 모순의 과정으로부터 탈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진오는 그의 개인적 체험이 맞닿아 있는 개화기와 직접 간접으로 연관된 ,
「여름」, 「남곡선생」, 「복남이」, 「가마」, 「정선달」을 발표하면서 패망
하는 조선말기의 문화를 중층적으로 파헤쳤다. 이효석은「은은한 빛」,「산
협」, 그리고 미완의 소설 「만보」에 이르기까지 원시적 섹슈얼리티가 내재한
토속적 기표로서의 자연에서 벗어나 인간의 고통을 자연 속에 실감있게 배치하
였다.
이와같은 변화는 조선적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조선의 미를 ‘이국적’으
로 표현했던 식민지 엘리트가 조우했던 민족지의 모순으로부터 변모된 양상이
다. 이들은 오히려 조선의 당대 현실에 있을 법한 ‘전형성’을 성실하게 묘사함
으로써, 이는 세계문학이 갖는 보편적인 항구성과 상통하는 부분과 연결하였다.
즉 식민지 작가라는 특수성으로부터 나아가 조선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고찰하
여 작품화하려는 작가로서의 자부심으로 성립된다.
조선의 ‘문화’를 전시하지만 자국문화의 심미적 관점에 고착되지 않고, ‘국민’
을 지키지 못하는 조선의 현실을 고발하는 문학적 응전력으로 변모되어, 식민
지의 ‘지방문학’으로서 이국적인 ‘조선성’을 형상화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효
석의 의견대로 ‘세계성’과 조우할 ‘장’으로 일제말 소설의 한축을 담당한다.
그들이 일제말의 문학을 견인하였던 이유는 비록 그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간에, 그리고 그 목소리의 성량이 크지 않았을지라도, 절대로 자신의 목
소리를 낮추지 않았던 것은 경성제대 출신의 자신감에서 비롯되었다. 경성제대
시절의 학문 토양은 ‘세계문학’에 견주어 ‘조선문학’을 바라보는 그들의 문학적
수련과정과 연결된다. 이효석은 안타까운 요절로, 유진오는 자기의 모순에 의한
문학과의 절필로 식민지의 문학의 한 장을 닫는다. 그러나 이들을 현재까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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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식민지 조선을 관찰하고 이를 미적대상으로 정립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경성제대의 문인이 지녔던 양면성, 즉 근대와 전근대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식민지 작가의 자화상이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진오․ 이효석의
문학을 당시 비평계를 휩쓸었던 동양론으로 혹은 식민권력에 대한 협력인가 저
항인가 하는 단선적인 기준에 의해 포착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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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발굴 작품
유진오 장편소설,『민요』中 제 4장(1939)
: 인용은 육필원고의 순서에 따라 페이지를 정하였다.
제 4장
120) 오늘도 하로종일 주룩주룩 내리는 비는 인제는 장마가 완연하다. 저녁때로
는 좀 숙지는듯하드니 밤접어들자 도루 소리를내며 쏟아진다.
김승지는 오늘저녁에도 또 책을 펴놓고앉었다가 별안간 불이 환하게 밝어지는바
람에 고개를 들었다. 바람도없는데 121 초ㅅ불이 근들근들하며 기다랗게 천정으로
느러나는것이었다. 보고있는동안에 심지맨끛은 하얀재가되어 떨어지고 불꽃은 도루
옴츠러저 어두어진다.
살님이 줄어가건 용돈이 궁하건 그런것은 일체 상관하지않는 김승지였으나 지난
번 아들 김판서의 제사를치룬후로는 공연히 심사가 산란해 의지할바가없는것같이
허전허전하게 느껴지는것이었다. 김승지는 입맛을 쩍 다시고 바른손으로 남쪽 쌍창
을 여러제친다. 우중충하게 마당에 우거진풀. 비에젖어 후줄군한 채송화와 동청나
무. 마당을덮을 회화나무가지는 굵은 비ㅅ방울을 우박같이 후둑후둑 덙이고잇다.
그회화나무가지와 채송화 동청들사이로는 쏟아지는비에도 까물어져지도않는 장안
전등불이 촉촉이 빛나고있다.
-박동집은 잠드렀을까생각한 김승지는 윗목에서 글을 읽다가 그대로 깜박어리고 졸고있는 정호에게
「정호야」
그소리에 놀나깨어 「제인이 유일처일첩이-」하고 다시 글을 읽는 정호를보고
「고만 자리펴고 자거라」
말해놓고 이러나 마루로 나섰다.
버선밑이 미끈한다. 김승지는 허리를궆어 캄캄한 마루바닥을 맍어보았다. 물이
헌건하게 고인것이었다. 고개를들어 가만이 처다보니 지붕이 새서 석가래에서 물방
울이 뚝뚝 마루우로 떨어지는것이었다.
「얘」
말이 떨어지기가무섭게
「녜」
하고 문서방이 머릿방에서 뛰어나온다.
「이거 닦어라. 비가 새나보다」
「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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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방은 걸네를 갖이고와서 마루의물을 닦어서는 마당으로내래고 짜고 짜서는
닦고하면서
「많이 새나본뎁쇼. 여러해를 개와두 골느시지 않으섰으니까요」
「엥 무엇들을 허는겐지 몰으겠다. 살님인지 무언지」
사실 김판서집 살님이 말몯되어가는것은 그후락한 집모양으로도 알수있을만하였
다. 원악 크고 오래된집이라 여간 기구를갖이고는 손질을해나가기 어렵기도한것이
나 아무도 그것에 마음을쓰는 사람이없어서 벌서 여러해째 흙한점 부치지않은것이
다. 흙은커녕 문구멍이 뚜러저도 제대로 발느는법이없이 여름이면 그대로 내버려두
었다가 찬바람이나면 조히쪼각을 국여다 드러막고 그것으로않되면 마른걸네로 막으
며 그것으로도 않돼야만 조희를 오려다 대는것이다. 집과 게집은 가꿀나름이라는데
그렇게 가꾸지를 않고보니 불과몇해동안에 더볼나위없이 후락해가는것이다.
124) 큰대문과 행낭채는 그만두고라도 사랑채붙어 벌서 황량한 페절(廢寺)와같
다. 서편으로 삐뜻이 기우러진 큰사랑채는 벌서 삼년째 마루창이 두장 빠진채로것
만 그것조차 고치랴하지않는다. 마루를 올나서면 거름마다 발자죽이나고 방바닥도
군대군대 뚫어저서 디딜적마다 먼지가 푹신푹신 올나오곤한다. 아랫목에는 김판서
시절붙어 전해내려오는 보료가 배때기가 꿰어저서 누런 노루털을 쏟고 있으며 장침
안석같은것도 구퉁이가해져서 너털너털한다. 사랑중문깐에 연달녀있는 헷간채는 화
방이 묺어저서 행낭채와 휑하게 통하고말었는데 그헷간속에 한시절 잘붙니든 사린
교와 장독교등속이 먼지를 뒤여쓰고 비바람에 바랜채로 이처진듯이 버려저있다.
두벌ㅅ대우에 드놉게지은 육중한 안채는 사랑채보다도 한층 더낡어서 한편끝은
동으로 기우렀나하면 한편끝은 서으로 기울고 어떻게보면 그렇게 이러저서 기우렀
기 때문에 요행 너머가지않고있는것같기도하다. 그옛날 나는새가 나래를 벌닌듯이
중천으로 치뻐치었든 건넌방모퉁이 추녀긑은 중툭이 썩어 아래로 축처진것이 금시
로 개와장이 와르르 쏟아질것도같다. 그개와우에 망초가 수북하것만 요몇해ㅅ재 그
것하나 뽑는법없다. 군데군데 개와ㅅ장이 베껴진데조차 보인다. 문설주는 기우러저
서 덧문이라고는 하나도 제대로 맞는것이없고 팔간대청에 근삼스레 닻인 분합문을
문살이 아마 절반은 부러젔을게다. 안채를 싸고있는 행각으로 도라가며 여섯이나있
는 광들도 빗장하나 제법 맞느게없다. 한발 광안으로 드러서면 거미집이 얼골에 채
이고 인제는 박물관에서나 봄즉한 옛날물건들이 먼지를 케케쓰고 흩어저있다.
집도집이려니와 사랑마당에서붙어 산정사랑뜰로 거기서다시 안뒤곁가지연한 뒤
ㅅ동산으로 126)도라가며 정원의 거치러진것은 한층 심하다. 큰사랑마당 남쪽은 높
은 토담이어서 그것이 길게 뻗치어 차차로 언덕으로올라가 얕어저서 산정사랑앞까
지 연하고 그담안으로 대ㅅ돌아노이고 대우에 간간히선 오동나무사이에 해당화 동
청등속이 심키고 그앞 사랑채가까운편으로는 목단 사철나무 작약 옥매화등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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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룩하며 그앞으로는 줄을치듯이 난초가 무성하든것인데 지금은 산정사랑앞에만 잡
초와함께 겨우 그런것들이 남어있을뿐 큰사랑마당에는 키큰 오동나무외에는 모두
밟히고 꺽이고 찟기고해버려서 간신히 드문드문 남은것들도 손ㅅ길에 모지라지고
가지마다 사람의손때에 반들반들하다.
뒤ㅅ동산으로 도라가면서는 꽃나무보다도 복사 살구 오얒 앵두 밤 감등속의 과
일나무가 많고 그사이사이에 개나리 진달내같은것들이 끼어섰든것인데 그것들도
127) 지금은 태반은 죽고 남은것은 가지를 꺽인 끄트레기뿐이다. 전에는 과일나무
사이로 가느단길이 이리저리있드니 지금은 왼동산이 빩안 북덕이되어서 길이라곤
형지도없고 그북덕을 행낭아이들이랑 담묺어진데로 넘어온 이웃아이들이랑 종일 먼
지를되우며 이리뛰고 저리뛰고한다.
뒤ㅅ동산기슭에 사랑채가섰는데 그것역시 둘너싼 토담은 반이나 묺어지고 일각
문짝은 떠러저없어젔으며 단청칠은 다베껴지고문ㅅ살만남은 문틈으로는 감실(合龍
室)이 컴컴하게 들여다보인다.
김승지는 해마다 거칠어저가는 집안을 돌볼때에 마음이 상하지않는것은아니나
그렇다고 가축을하고싶은 마음은 터럭만치도 없었다. 자기는 자기의 갈ㅅ길을 가니
무엇이든지 될대로되라는것이 김승지의 생각인것이다. 김승지가 이런데 젊은주인
원호는 아즉 그런것은 아무것도 몰으며 128) 정경부인이하 안식구들도 옷해입고
음식맨들어먹고하는데는 김판서시절보다 오히려 눈밝으나 이런데는 역시 등한하니
겉으로보기에는 역시 거창한 대가집이나 비나좀 오든지하면 벌서 지붕이 새고하는
것이다.
산정사랑을나온 김승지는 방모통이를 도라 아궁이머리를지나서 안으로통하는 조
그만 일각문으로 드러갔다.
일각문을 드러서니 비ㅅ소리가 일시에 요란해지는듯하고 육중한 집채가 시커먼
산뎀이같이 갑자기 가슴우로 덮어씨워지는것같다. 그러나 김승지는 하로에도 멫번
식 드나드는 길이라 익숙한 태도로 비를피해 두어발짝건너뛰어 거넌방추녀밑으로
드러섰다.
박동집있는 뒷방에를가랴면 그리로해서 거넌방쌍창밖을 지나야한다. 그곳을지날
때면 언제나하듯이 김승지는 두어번 「에헴 에헴」기침을 하고 지나랴는데 무엇인
지 129) 뎅걸뎅걸 이야기하는소리가 방안에서들녀나왔다. 보통이면 으레이 그대로
지났을것이나 「성부」니 「성신」이니하는 이상스런 말이들니므로 김승지는 잠깐
멈칫하고 그 자리에 섰다. 「성부」니 「성신」이니 하는말은 옛날 그가 천주학쟁
이해내든시절에 귀에 익숙히 들은일있는말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일홈을 인하야-」
그것은 확실히 장손부 조씨의 목소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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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지의 왼신경은 순간 귀로 집중된다. 강씨부인이 예수를믿는것은 그도 몰으
는바아니었으나 어느결흘에 장손부조씨가지 그것을 믿게된것인가. 그리자 이번엔
강씨부인의 말소리가 들녀나왔다. 비ㅅ소리는 요란하나 쌍창하나 격한 방안의일이
라 제법 똑똑이 들니는것이다.
「그래 그럼 되는겐데 뭘그러나. 잘허면서. 어디 또한번 해보게.」
130) 그러니까 조씨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일홈을 인하야-」
하고 또한번 되푸리한다.
「올치 올치. 그리구 그다음엔 무슨말이던지 저허구싶은말을허면 되는거야. 무
슨 소리던지. 우리들 마음속에는 무서운 마귀가 들어앉었으니까 그런것을 물니처줍
소사구허든지 죄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일상 사랑해주시구 용서해주시구허니 하나
님께 고맙습니다는 말슴을 드리던지」
듯고섰는동안에 김승지는 섬지끈한생각이 들며 머리는 강씨부인에게대한 괫심한
생각으로 가득해갔다. 「천주학」이라면 김승지는 말만들어도 소림이끼치는 이단사
교(異端邪敎)로 생각하는것이다. 그리자 다시 조씨의소리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일홈을 인하야 구하옵나이다. 성신의 능력을 베푸시사
-」
하드니 별안간
131) 「아이 싫어요. 싱거워 난 고만두겠어요」
중둥치기를 해버린다.
「오 안직 믿는것은 아니로구나」
그제서야 김승지는 조금 안심이되며 긴장되었든 신경도 좀 풀녓다. 그러나 조씨
를 천주학으로 끓어너으랴하는 강씨 부인에대한 괫심한 생각은 좀처럼 푸러지지않
는다.
-청상과부가된것이 불상허길내 갖다두었드니마음대로하면 당장에 쌍창을 열어제치고 강씨부인에게 호령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제서야 김승지에게는 그가 어느곳에 어떻게서서 무슨소리를 어떻게들었는
가하는 반성이 들었다.
「사대부가 부녀자의 방속말을 엿듯다니」
비록 일부러 엿들은것은아닐망정 결과가 그렇게되였으니 그것을 가지고 탄하기
는커녕 그곳에 섰는것을 누구에게 들킬가봐 겁이나는것이었다. 그는 거름을 132)
빨니해 거는방 뒤꼇모통이를 도라갔다.
거넌방부엌에서 두어간통 비를맞이며 마당을 뛰어건너가서 김승지는 누구에게
쫓기듯이 박동집있는 뒷채 퇴ㅅ마루로 급이올나섰다. 겨우 휘이하고 숨이돈다.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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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해 뒤를돌녀다보았으나 캄캄한 어둠속에 낙수물떠러지는소리만 요란하다.
조씨의 기도사건은 뭉클한 꿈과같이 멫일동안을 김승지의 가슴에서 사러지지않
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장마ㅅ비는 끊지지않고 내리고 또내렸다. 인제는 방마다
비ㅅ물새는 빛이오 화방 묺어진테도 여러군대다. 마치 낡은 흔겁이 물에 젖어 문정
문정 나가듯이 김판서집은 사방에서 묺어지는빛이었다. 세상이 이대로 비로 판을처
서 김판서집도 무엇도 다물에 쓸녀나갈것같기도하다.
장마진지 엿새째되는날 안대청에서 점심상들을 133) 받고앉어서 올해는 구룡치
수(九龍治水)라서 비가많이오는것이라는둥 안방아래목백에까지 곰팡이가 났다는둥
쓸데없는소리들을하고 있는데 별안간 뒤꼍에서 쾅하드니 이어 우르르하고 벼락치는
소리같은 음향이 들녀왔다. 필연 무엇이 또 묺어진것이겠으나 소리가 너무 커서 사
람들은 들었든 수깔을 집어덙이고 제각금 대청뒷문으로 뛰어들갔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퍼붓는다. 그러나 아무데도 묺어진데는 눈에 띠이지않는다. 두리번두리번
들 하고있는데 별안간 길순이가
「앗 저것봐」
소리를친다. 사람들의시선이 일제히 길순이가 가르키는 장독간으로 향했을때에
는 벌서 검붉은 구정물이 일간문으로 내쏯이는것이었다.
「장독간이 장독간이」
사람들은 소리를치며 그래도 어떻게 134)신들은 찾어 꾀이면서 뒤곁으로 내달
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벌서 간장 된장 고초장들이 뒤섞인 구정물이 왼뒤곁을 뒤덮
어서 퀴퀴(く)한 냄새가 코를 찔은다.
「아이구 이를 어째」
「진간장독은 어떻게됏나」
그러나 아직도 검붉은물이 내쏫는 장독간문에 이르렀을때 사람들은 너무도 참혹
한꼴을 그곧에 보았다. 원래 이장독간은 사랑방ㅅ자리보다 한칭 얕어서 사랑방쪽으
로는 높은 석축을쌓고 그위에 토담을 쌓논것이었는데 그토담이 석축째 묺어저서 장
독간을 반이나 뒤덮고 덮이지않은곧에있는 독이랑 항아리들도 개와짱과 돌이 굴너
내려 하나도 성한것없이 깨어저버린것이었다. 석축밑으로 밧삭 두줄로 헌칠하게 느
러세워놓고 멫해식 묵은 진간장을 긋득긋득 담어두었든 제일 큰 오지독들은 흙과
돌밑에 묻히어 형지도 찾일수없다.
135

그렇게되고보니 아깝다 어떻다 하느니보다도 사람의힘을 초월한 보이지않

는 무서운 힘에 사람들의마음은 일시에 눌니어 오즉 무서울뿐이다.
정경부인은 그날 저녁때가되도록 얼골이 흙빛이되어 아무소리없이 안방에서 담
배만 태웠다. 아무생각도 돌지않는 그의머리를 왕내하는것은 오즉 무엇을 잘몯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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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무엇이 동티가 난것일까하는것뿐이다.
그러나 부엌에서는 벌서 공논들이 야단스럽다.
「뭘 성수님이 동티가 난것이지」
「그저 저번 고사헐때 족(쇠발)을 세대밖에 않쓰드라니」
「그나 그뿐인가. 고사헐때 자근새애기씨(보화)가 비방은 얼말 했다구」
「아이구 자근아씨(현순)가 족을 칼루 벼먹긴 얼말 했는데」
침모 차집 길순이 반비앗 안잠재기 유모 136) 행낭게집할것없이 여자들이 부엌
이 그득하게 둘너앉어 가진소리를 다해가며 찟고 까불고한다. 그러나 그리는중에도
장독간묺어진원인은 그럭저럭 성주님동티로 도라가는듯하다.
그때였다. 길순이가 나앉이며 소리를 야추어
「쓸데없는 소리들 그만두. 성주님동티가 다뭐야. 알구보면 큰새애기씨때문이라
지무어.」
자신이있는듯 말하는바람에 모두들 고개를 길순의얼골로 향한다. 길순이는 목소
리를 한칭 야추어서
「요새 큰새애기씨는 저녁마다 강씨마님허구 천주악허느라구 정신이없다우.」
「천주악?」
둘너앉인 여자들의 눈이 일시에 둥그래진다.
길순이는 얼골빛이 조금 붉어지며
「그럼」
137) 하고 가만히 대답한다.
차집 수동어멈이 내달으며
「거 어떻게 알었니」
물으니까 길순이는 자신이있게
「들었으니까 알지. 하나님을 불으구 어쩌구허면서 연해 무얼 중얼거립디다.」
「정말?」
「정말이구말구. 언제 내 거짓말헙디까.」
「의심스럽거든 오늘저녁에라두 가 들어보구려」
「아이구 원 그게 웬일이람. 큰새기씨가 천주악을 허다니」
부엌에 갓득한 여자들은 입입이 한탄을한다. 만일 길순이의말이 정말이라면 장
독간묺어지는것쯤은 고사하고 그보다 더한불상사가 이러나도 마땅한것이라는것이
그때 모든사람의 머리에뜨는 생각이었다.

그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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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를두고 그렇게 쏟아진비가 그래도 138) 응어리가 들빶인것인지 밤접어들며
비오는기세는 점점더 심해갔다. 밤이 이슥해왼집안이 고요해짐을따러 비오는소리는
한층 처참한 울넘을띠어간다. 가만히앉어 귀를기우리면 이세상의 종말이 온것같기
도하다.
조씨는 일직이 불을끄고 자리에누었으나 요란한 비ㅅ소리에 잠은오지않고 잉태
몯해 구박받는 서름만 새삼스레 끓어올나서 이리눕고 저리눕고하다가 까물까물 잠
이 드는듯했는데 정말 잠이 드렀든것일까 비ㅅ소리가 새삼스레 귀에요란하게 울니
자 눈을 뜨니 시컴언 어둠이 가슴을 내리누른다. 별안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이
러나 석냥을찾어 등잔에 불얼 부첬다.
등잔불이 방안으로 환하게 퍼진다. 그불빛을따러 어둠속에 우룸거리든 무서운
그림자들도 사러저가는듯하다.
그러자
「아이 비두참」
139) 잠든줄만 알었든 강씨할머니도 자지않고있었든것일까 윗목에서 눈을뜨며
부스스 이러나앉는다.
「할머니두 않주무섰애요?」
「비ㅅ소리가 여간 요란해야지」
「아이 비두참. 이런비가 어디있에요.」
「큰물이 가려는게지」
하다가 강씨할머니는 말을이어
「세상이 아마 인제 정말 말세가 됐나보네. 옛날에두 하나님꼐서 사람들이 포악
무도헌짓들만허니까 한번 큰홍수를 내서서 땅우의 사람이란사람을 모두 씰어없애버
리신일이 있다네.」
그리드니 강씨할머니는 돗배기안경을 꺼내쓰고 머리맡에서 「창세기」라고 겉에
쓰인책을 찾어들고 등잔ㅅ불앞으로 닥어앉이며
「내읽으께 좀 들어보지」
한다. 조씨가 잠잣고있으니까 강씨할매니는 책을 뒤적뒤적하드니 한곧을펴고
140)떠듬떠듬 읽기시작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닐아사대-」
하다가 책을놓고 조씨를보며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자손으로 착하고 하나님을믿는 사람이었다네」
설명하고 다시 책을 읽기시작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닐아사대 모든 혈육있는자의 강포가 따에 가득하므로 그꿏
날이 내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따와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

- 207 -

야 방주를 지으매 그안에 간들을막고 역청으로 그안팎에 칠하라. 그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삼백큐빗 광이 오십큐빗 고가 삼십큐빗이며 거기 창을내되 우메서
붙어 한큐빗에내고 그문을 옆으로내고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따에이르켜 무릇 생명의기식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따에
있는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아달들과 네
141)안해와 네 자부들과함께 그방주로 드러가고 혈육있는 모든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쌍식 방주로 이끄러드려 너와함꼐 생명을 보존케하대 새가 그종류대로 륙축
이 그종류대로 따애기는모든것이 그종류대로 갖기 둘식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생명
을 보존케하라. 너는 먹을 모든식술을 네개로 갖어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그들
의 식물이되리라. 노아가 그와같이하대 하니님의 자기에게 명하신대로다 준행하였
더라」
여기까지 읽고나서 강씨할머니는 책을든 손을 내리고 얼골을들며
「알겠지. 세상사람들이 하두 악한짓들만허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허시느라
구 큰물을 내리시는데 노아만을 착한사람이래서 큰배를 맨들게허섰드란말이야. 그
랬더니 노아가 육백살되든해에 큰물이나는데 비가 쏟아진지 일헤만에 큰깊움의 샘
들이 모두 텆이며 하눌문이 모두 열니고 142마흔밤 마흔낮을 비가 쏟아지드라네.
땅우에는 물이 창일해서 천하의높은산이 다덮이구 땅우에있는 육체를 갖인것들은
새구 짐생이구 버레구 사람이구 헐것없이 하나두 않남구 다살녀나가뻐렸들라네」
강씨할머니는 다시 책을들며 또내리읽기시작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함께 방주에있는 모든 들즘생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
로 따우를 불게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샘과 하날의창이 막히고 하날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따우에서 물너가고 점점 물너가서 일백오십일후에 감하고 칠월곳그달십
칠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넜으며 물이점점 감하야 십월 곳그달일일에 산들의
봉오리가 보였더라」
여기서 강씨할머니는 책을내려놓고 또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라구생긴사람은 143 다빶어죽었는데 노아만이 남어서
그자손이 펒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인종이된것이야. 허지만 그런홍수는 언제구 또
한번 나구야말겔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않구 닥헌짓들만하며 하나님을 비방들
만허니 지금인들 노하시지않겠나. 하나님을 믿어야허지 하나님을 믿어야해」
요란한 비ㅅ소리. 비ㅅ소리밖에는 만뇌가 고요한데 강씨할머니의 이야기는 가만
가만 잔물흐르듯한다. 양편볼이 무엇으로 파낸듯이 안으로 쑥드러가고 굵은주름살
에 쪼굴쪼굴 국여진 강씨할머니의 얼골은 까물까물하는 등잔불에 강한 그늘을 지어
그대로 무슨 예언자나같이 신비스럽게 보인다. 문득 조씨는 이상스런 무서운생각에
부뜰녀 왼몸을 가늘게 떨었다. 강씨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릐 얼골을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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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는동안에 그가말하는 홍수라는것이 오늘저녁으로라도 텆일것같이도 생각된다.
144 그때였다. 바로 겨는방 뒤곁머리에서 별안간 왓삭 딱 와르르허는 낮에 장
독간묺어질때보다도 훨신 날카로운소리가 들녀왔다. 조씨는 무엇으로 튀긴것같이
강씨할머니에게로 달녀들어 그의 가느단 팔을 부뜰고 왼몸을 벌벌떨었다. 무슨소린
가. 하느님이 노연것인가.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믿어」
강씨할머니는 조용조용말하고 바른편손으로 십자를 그린후 눈을감고 입속으로
기도를올니기시작한다.
조씨는 아무것도 생각할 여지가없었다. 기게적으로 강씨할머니를따러 십자를 그
리고 격식도 아무것도없는 기도를 올니기 시작하였다.
그때 벼란간 대청으로 통하는 문이열니며
「무슨소리냐구 마넴께서 내다보라구 그러세요」
고개를 쑥 드리민것은 길순이다.
145) 번쩍 제정신이들며 조씨는 눈을떴다. 호기심에 불타는 길순이눈. 조씨는
얼덜껼에 무엇이라고 대답할는지를몰나 어리둥절하는데 길순이는
「지금 거 무슨소리냐구 마넴께서 내다보라구 그러세요」
또한번 아까말을 되푸리하고 문을 툭 닻는다.
「얘 얘」
조씨는 길순이를 불느며 등잔ㅅ불을 들고 이러났다. 강씨할머니도 기도를 멈추
고 따러이러난다.
대청에를 나가니까 어느새에 이러나온것인가 수동어멈도 거기서 서성거리고있었
다.
자칫하면 꺼지라는 등잔불을들고 조씨가 앞장을서고 작대기를 찾어든 수동어멈
이 그뒤를 따르고 그뒤에 길순이 맨 끝에 강씨할머니의 순서로 거는방모통이를 돌
아 쌍창앞을지나 소리나든 뒷곁으로 간다. 146) 비쏟아지는 절벽같이 캄캄한 뒷곁
에서는 금방 무슨 독가비라도 튀어나올것같어서 사람들은 머리끛이 쭈뼛쭈뼛하는것
이었다.
배란간 앞서가든 조씨가 무엇에걸녀 앞으로 비척하며
「에고머니」
가늘게 소리를친다. 그바람에 까물까물 하든 등잔ㅅ불이 훅 꺼진다.
「으악」
길순이가 소리를치며 달녀들어 수동어멈의몸을 껴안는것을 그래도 수동어멈은
다기가찬 사람이라
「얘가 웨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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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잔을주고 허리춤에서 석냥을꺼내 등잔불에 거댔다. 다시 불이 훤하게 켜지자
조씨는 그것을 발앞에대고 드러다본다. 의외에도 그의발앞에는 커다란 수키와짱이
나자빠저있는것이었다.
한참이나 두리번거리다가 사람들은 추녀끛 마당에 개와짱이 수두룩하게 흩어저
있는것을 겨우 발견하고 비로소 소리가난 원인을 알었다.
「에구 지붕이 쏟아젔네」
사람들은 일제이 추녀끛을 치어다보았다. 어두운중에도 새 나래쭉지같이 죽느러
진 추녀가 처다보여진다. 반쯤 썩어 느러젔든것이 아주 부러저 느러지넛이었다.
겨우 가슴을 내리쓸고 방으로 도라왔으나 조씨는 그래도 울넝거리는것이 멎지않
어서 잠잘생각은 나지도않는다. 갑자기 남편 원호가 그리워젔다. 이런때 서방님이
나 옆에 있었으면- 하는데 강씨 할머니가
「자 인제 고만 한잠 자야지」
한다.
「잠이 와야지요」
148) 「기도를허면 잠이오지」
조씨가 잠잣고있으니까
「두말말구 나허는대루 따러해보게」
강씨할머니는 말하며 조씨의얼골을 드려다본다. 그리더니 조씨의얼골에서 승낙
의빛을 보았는지 스스로 십자를 그리고 눈을 감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일홈을 인하야 구하옵나이다-」
가만가만 기도를 드리다가 가늘게 눈을떠본다. 조씨도 눈을감고 입술을 너벌너
벌하고있는것이었다. 강씨할머니는 도루 눈을 감으며
「-오늘아루도 죄많은 저의들로하야금 편안히 지내게하섯음을 감사하오며 성신
의 능력을 베푸시사 저의들로하야금 아무런 시련이라도 물니치고 끛끛내 하나님과
의 충실한 백성이되도록 인도해주시기를 비옵나이다.이는 오주 예수그리스도를 인
하야 구아홉나이다. 아멘.」
149) 조씨는 강씨할머니가하는대로 가만가만 입속으로 되푸리하였다. 기도라는
것을 해보기는 그것이 생전 처음이다. 그러나 이상사른 일이었다. 기도를 해나가는
동안에 조씨는 정말 무서워 두근거리든가슴이 차차로 진정이되며 마음이 평안해젔
다. 기도를마치고 「아멘」을 불으고나니가 마음이 제법 포근하다. 하느님의 부드
러운 손ㅅ길이 근심과 공퐁 울넝거리든 가슴을 곱게 쓸어주는것이 정말 느껴지는것
같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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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유진오 작품 연보
(본 논문에 수록된 연보는 유진오의 4남 유종 선생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영록
「유진오 헌법 사상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 법대 박사논문, 2000을 참고하여 재
작성하였다)
A. 중 ‧ 장편 소설
제목

발표지

연도

비고
1938년 1월부터 잡지 『삼천리

1

수난의 기록

삼천리 문
학 창간호

문학』에 실리기 시작하여 제 2
1938.1~2.

장까지만 발표되었다. 1940년 소
설집 『봄』에 완결된 작품이 실
렸다.

「민요」는 유진오의 미발표 육
필원고이다. 「민요」를 쓰기 전
완성한
1 93 9 . 9. 1 6

민요
2

원제:

미발표

김씨일가

完

(인문사

에서 발간예
정)

「김씨일문」(全

13장,

그중 제 10장과 12장은 없음)은,
인문사와 계약한「민요」의 초본
이 다. 즉 유진오는 「김씨일문」
을 바탕으로 「민요」를 다시 쓰
기로 마음먹었던 듯하다.
「민요」는 총 6장으로, 「김씨
일문」의 1장에서 5장까지의 내
용이 담겨있다.

1938년 12.8~1940.5.3 동아일
3

화상보

동아일보

1939

보 연재.
1941년 1월 장편소설집으로 발
행 (한성도서)

4

우수의 뜰

여성

19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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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에 1940년 8월초부

터 12월호까지 연재되었으나 중
단되어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다.

B. 단편소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제목
눈동자
뮤-즈를 찾아서
S와 빠사회
여름밤
복수
스리
파악
갑수의 연애
삼면경
넥타이의 침전
여름밤 일경
박군과그의 누이
삘딩과 여명
5월의 구직자
우편국에서
가정교사
귀향
마적
송군남매와 나
여직공
형
밤중에거니는 자
상해의 기억
餞別 전별

발표지
-------청량
문우
문우
조선지광
조선지광
조선지광
현대평론
조선지광
조선지광
신문 춘추
조선지광
조선문예
조선지광
조선지광
대중공론
별건곤
조선지광
조선일보
조선일보
조선지광
동광
문예월간
삼천리

25

행로

개벽

26

김강사와 T교수

27
28
29
30

오월이제
간호부장
황표
사령장

발표년도
1924
1925.9
1926.3
1927.3
1927.4
1927.5
1927.7-9
1927.9
1928.1
1928.3-4
1928.6
1928.6
1929.6
1929.9
1930.1
1930
1930.4-6
1930.6
1930.9.4-17
1931.1.2-22
1931.2-5
1931.3
1931.11
1932.4
1934.11-

신동아

1935.1
1935.1

文學案內
조선문단
조선문단
삼천리
문학

1937.2
1935.5
1935.12
1936.1
1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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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미발표 육필원고

일어 유진오번역

31
32
33
34
35

어떤부처
수술
치정
창랑정기
이혼

조광
야담
조광
동아일보
문장

1938.10
1938.11
1938.12
1938.4~5
1939.2

36

가을

문장

1939.5

37
38

나비
봄

문장
인문평론

1939.7
1940.1

39

酒朋

문장

1940.7

40

夏

문예

1940.7
1940.8-12;

41

우수의 뜰

여성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산울림
汽車の中
젊은 아내
복남이
마차
남곡선생
정선달
신경
식모난
가마
입학전후
김포아주머니
祖父の鐵屑

인문평론
국민총력
춘추
週刊朝日
문장
국민문학
춘추
춘추
방송지우
춘추
방송
방송지우
국민총력

일본어 소설
신

세기, 1941.4
1941.1
1941.1
1941.2
1941.5
1941.2
1942.1
1942.2
1942.10
1943.5
1943.5
1943.5
1944
1944.3

일본어 소설
일본어 소설
일본어 소설

일본어 소설

C. 희곡
1
2
3

피로연
빌딩과 여명
니그로를 죽여라

조선지광
조선문예
象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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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Ethnographic Composition of the Writers
of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Paik, Ji-hy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focusing on Yoo Jin-O and Lee Hyo-Suk, suggests that
their attendance at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played a pivotal role in
their

literary

careers,

and

examines

how

the

two

writers

viewed

colonial-period Korea and came to produce works with narrative tension.
The dissertation also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the two
writers were both novelists whose works were published in the Japanese
magazine Moon-ye(『文藝』). Yoo's ‘Summer’(「여름」) and Lee's ‘Elegant
Light’(「은은한

빛」)

were

published

in

a

special

issue

(July

1940)

highlighting Chosun literature. The two novels, although written in the
Japanese language, cannot be interpreted solely within the framework of
bilingualism in late colonial-period Korea. Unlike the prior work of the two
writers,

these

novels

have

transcended

that

framework

and

have

transformed into a literature that is more 'Chosun'. Thus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ethnographic perspective that constitutes Yoo and Lee's
novels in the late 1930s, through the commonalities that are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Moon-ye

(『文藝』)

magazine,

and

the

motif

of

nostalgia.
The term 'ethnography' used in this dissertation comes from the fiel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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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ology, but its use is gradually expanding in literature. Ethnography
has observation and reporting as its characteristics. Early ethnography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imperialism. This dissertation, borrowing
from Rey Chow's ideas, focuses on the role of the modern intellectual that
primitivizes the Other and is himself captivated by the technology of
modernization. It is characteristic of the intellectual bent on modernizing
himself to see the socially repressed minority as the Other. He sees the
pain of the unprivileged as an aesthetic object and expresses it in images.
This dissertation uses the term ethnography to make the argument that Yoo
and Lee acted as anthropologists observing and uncovering colonial-period
Korea.
Chapter 2 looks at the development of writers at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and the factor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their ethnography.
In colonial-period Korea, the very fact that Kyungsung University was a
university erased the dichotomous line between Japanese and Korean
people, and there was an awareness that intellectually, the Japanese and
Koreans were equals. Even before they officially joined the literary world,
Yoo and Lee were always considered important writers because of the
symbolic capital Kyungsung University provided them with. By publishing
translated works or academic papers in the university's journals, such as

Moonu(『文友』), Shin-heung(『新興』), and Cheong-Ryang(『淸凉』), the two
were testing literary outlets and enjoying a virtual experience of the
literary world.
Chapter 3 examines the aesthetic qualities of the novels of Yoo and Lee.
In 3.1 we take a close look at Yoo Jin-O, who, from his days at
Kyungsung, was absorbed by the perspective of the Self and the Other.
Yoo's

observer

perspective

forms

the

basis

of

his

investigation

and

observations of the colony.
Yoo gradually adopted more things that were 'Chosun' as the objects of
his ethnography. His later works include several novels that have as motifs
the revival of the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and the area of Bukchon
(北村), in the northern part of Kyungsung. Yoo sees the aristocrat culture of
Chosun as an aesthetic object, and this passion leads to the formation of
his own unique ethnography, one which enables reminiscenc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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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tocracy and the revival of the enlightenment period.
Chapter 3.2 examines Lee Hyo-Suk's novels. The works he translated
while attending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not only provided Lee with
motifs for his novels but were also a means of constructing an unconscious
with which to compare Chosun and other cultures. Importing foreign culture
into Chosun necessarily involves cultural syncretism, but is also a part of
the continuous process of cultures reshaping each other. Lee, during his
Kyungsung

University

days,

was

already

establishing

the

universal

anthropological view that no single culture should be dominant.
The women in Lee's novels are not the temptresses that appear in Lee
Sang's novels, nor are they the victims of feudalistic actions and power that
appear in Yoo's. Rather, Lee displays women visually and constantly
fetishizes them. The fetishization of women is accompanied by intense
primitivity. Lee's fetishism, based on narcissism, is not, however, limited to
women. As can be seen in “Silver Trout”(「은빛송어」), the themes of his
Japanese-language novels are associated with the images of Chosun that
can be found in art catalogues, museums, ancient swords, tourist postcards,
and the sense of taste.
Chapter 4 looks at the literary world in Tokyo and its influence on the
ethnography of the literary world in Korea. The late colonial period was a
time when the role of writers who could translate as well as create their
own works became even more important. Thus, Lee and Yoo, who could
both translate and write novels in Japanese, were suitable candidates for
entry into the literary world in Tokyo.
However, the works of Yoo and Lee, beginning with the novels that
were published in Moon-ye, began to display a significant change in
character. Whether or not the writers were aware of it, writing in the
Japanese language enabled them to view Chosun in an objective manner in
'Summer' and 'Elegant light'. The writers debuted in Tokyo's literary world
at a time when their capability as writers, which included a sense of culture
and cosmopolitanism that was

refined from

their time

at Kyungsung

University, was rapidly expanding. However, Yoo and Lee break away from
the exoticism that is often incurred by the primitiveness of the colony, and
report the contradictions in Chosun in an objective manner. In other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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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riting Japanese-language novels, they were able to discard the
incongruity that is inherent in ethnography.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 academic environment of Kyungsung
University facilitated the writers' literary training, where they saw Chosun
literature in comparison to world literature. Thus it is difficult to gain a full
understanding of the works of Yoo and Lee based on the simple criterion of
whether

the

works

were

representative

of

cooperation

or

resistance

towards coloni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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