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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나혜석은 이제까지 시와 소설로 주목받고 연구되어 왔지만 오히려

나혜석 문학세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전적 글쓰기

(life-writing)이며, 그 중 여행과 관련된 텍스트가 상당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혜석의 자전적 글쓰기, 여행문을 총체적으로 고찰한 선행연

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자전적 글쓰기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예술

에 대한 나혜석의 자의식이다. 나혜석은 문학이든, 미술이든 하나의 예술

적 창작행위로 받아들였고,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나혜석의 문학과 미술

은 분리되어 연구될 것이 아니라 함께 연구되어야만 한다. 나혜석은 자

기 주체의 여러 양상을 글쓰기를 통해서만 보여주지 않았으므로 그녀의

그림에서도 자기 주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중요해진다.

본고는 나혜석이 쓴 글이 대부분 자전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작

품세계에서 나혜석이라는 공적 자아(public self)를 매우 중요한 텍스트

적 양상으로 본다. 그리고 그 공적 자아는 나혜석의 자전적 글쓰기라는

발표 매체에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고, 그림에서도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

다. 아울러 본고는 나혜석의 활동기간을 세 시기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작품에서 구상된 주체의 변모양상에 주목할 것이다.

본고는 나혜석을 모델로 삼은 당대 남성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나혜석

이 자전적 글쓰기, 예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공적 자아를 구상하는 과정

이 그녀에게 왜 필수적인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대에 문학

활동을 지낸 남성 작가 세 명의 작품을 보며 그들이 나혜석을 어떻게 포

착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한다. 이광수의 「어린 벗에게」(1917), 민태원

의 「음악회」(1921), 그리고 염상섭의 「해바라기」(1923)에 나타나는

나혜석을 모델로 삼은 등장인물을 살펴보므로 남이 공적으로 보여주는

나혜석의 이미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본고는 나혜석의 자전적 행위 분석을 통해 나혜석의 변모하는 주체양

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시도니 스미스(Sidonie Smith)와 줄리아 왓슨

(Julia Watson)의 자전적 글쓰기 독법에 따라 나혜석의 수필을 자세히

검토하여 저자의 의도와 심리상태를 분석할 것이다. 그들이 추천하는 독

법은 자전적 글쓰기를 포괄적으로 보고 텍스트 외에도 내포독자, 발표매

체 등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텍스트의 내용을 중요하게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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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텍스트의 공연적 요소도 인정함으로써 작가의 의도, 그리고 작가의

자기의식과 독자의식을 드러내려고 한다.

자전적 글쓰기와 유사하게 자화상을 그리는 것은 화가가 자기 자신을

그림의 주체인 동시에 객체로서 발표하는 자전적 행위다. 자전적 글쓰기

와 자화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적 자아를 창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옷, 보석, 학력 등 사회적 상징을 골라서 공적 자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꾸미기(self-fashioning)’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고는 나혜

석도 자기 문학과 미술작품을 통해 비슷한 과정을 운용한다고 제시한다.

그렇지만 나혜석의 경우에는 완성된 하나의 주체를 꾸미지 않았으나 때

에 따라 주체의 여러 양상을 부각 혹은 약화하는, 즉 발표하는 작품에

따라 자기 주체를 구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 과정

을 자기꾸미기(self-fashioning)보다 자기구상(具象)하기(self-curation)로

본다. 나혜석은 예술가로써 글과 그림을 함께 생각하여 그림을 구상하는

것처럼 글 속 자기 주체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나혜석, 자전적 글쓰기, 주체구성, 자화상, 신여성, 스펙터클

학 번 : 2014-2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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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나혜석은 1896년 4월 18일 경기도 수원면에서 나기정(1863~1915)과

최시의(1860~1919)의 5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1913년 진명여고

보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나혜석은 둘째 오빠 나경석(1890~1959)이 부

모님을 설득한 덕분에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이상경은 이 도쿄 ‘사립여

자미술학교’ 유학시절을 나혜석의 “모든 생각과 인간관계와 그에 따른

인생”을 결정한 시점으로 지적한다.1) 그녀는 1914년 12월 애인인 최승

구가 인쇄인으로 일하는 『학지광』에 첫 글인 「이상적 부인」이 발표

하며 문학계에 등단했다. 그 뒤로 1918년 대표작 「경희」(『여자계』,

1918.3)를 발표했고, 1920년에는 김우영(1886~1958)과 결혼해 1927년

에는 남편과 함께 구미 여행길에 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그 여행을 통해

만나고 친해진 최린과의 불륜을 의심 당해 1931년에 김우영과의 이혼에

이르렀다. 나혜석은 독신으로 살면서 1938년까지 글과 그림을 계속 발

표했고, 1948년까지 생애의 마지막 10년 동안에는 아무 작품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난다.

나혜석의 문학은 자신의 이력과 매우 가까운 편이다. 나혜석이 발표한

시와 소설은 전 문학작품에서 5분의 1도 되지 않으나 자전적 글쓰기

(life-writing)는 그녀의 작품 가운데 3분의 1의 분량을 차지한다. 그리

고 그 3분의 1 중에서 반은 여행과 관련된 텍스트이다. 그녀의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나혜석의 자전적 글쓰기를 총체적

으로 고찰한 연구가 없고 여행문과 자전적 글쓰기를 함께 살펴본 논의가

없다는 점이 선행연구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게다가 나혜석의 창작물은

글쓰기로 국한하면 나혜석의 자기표현을 반 정도 잃게 되니까 미술작품

까지 포함해 자아 표현을 보는 것도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나혜석의

미술작품을 자전적 글쓰기와 연결한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이상경,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 : 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한길사, 2009.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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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나혜석이 쓴 글이 대부분 자전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문

학세계에서 나혜석이라는 공적 자아(public self)를 매우 중요한 텍스트

적 양상으로 본다. 그리고 그 공적 자아를 발표하는 매체가 글쓰기뿐만

아니라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고 여긴다. 본고는 그녀의 자전적 글쓰기

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양상과 텍스트에 구현된 나혜석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나 자기서사화한 주인공이 보고 느낀 것의 표현법이 드러나는 것으

로 보고자 한다.

유홍주는 신여성 자아 인식, 즉 여자도 사람이라는 계몽주의적 사상과

관련하여 나혜석의 문학에서 볼 수 있는 여성적 글쓰기를 살펴본다. 이

글은 당시 남성 비평가들의 여자의 인간성에 대한 글을 언급하며 나혜석

은 자신의 여성적 글쓰기를 통해 남성 지배 사회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

고자 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논의는 나혜석의 자전적 소설 「경

희」만을 중심으로 논하였고 그 소설 외에는 나혜석의 페미니스트 산문

2개와 「이혼 고백장」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나혜석 문학에 있어서

고백체와 자전적 글쓰기의 관계를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2)

박죽심은 나혜석ㆍ김명순ㆍ김일엽의 자기 표현 방식을 연구함에 있어

고백 소설형식을 논한다. 이 짧은 논문에서 나혜석에 대한 분석은 「경

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나르시시즘, 즉 ‘나 개인’이 제일 중요하

다는 사상을 지적한다. 나혜석이 같은 1세대 여성 작가와 관점, 자기표

현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는 이 글을 통해 나혜석 특유의 정체성이 있

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3)

이평전은 나혜석과 강경애를 비교하면서 두 여자의 자전적 소설을 함

께 다룬다. 그는 강경애와 나혜석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식민지 시대 여

자 작가가 발견한 내면세계를 제시하고 작가가 이 내면세계를 어떻게 표

현하는지를 분석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자전적 소설만을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 「경희」 이외의 나혜석의 다른 자전적 글쓰기를 간과하는 한

계를 보인다.4) 본고는 수필로 규정된 나혜석의 다른 3인칭 자전적 글쓰

2) 유홍주, 「고백체와 여성적 글쓰기」, 『현대문학이론연구』, 2006, Vol.27, 

197-216쪽.

3) 박죽심, 「근대 여성 작가의 자기 표현 방식 – 나혜석 · 김명순 · 김일엽을 중심으

로」, 『어문론집』 32, 2004.12, 321-350쪽.

4) 이평전, 「신여성의 식민 체험과 자전적 소설 연구 – 나혜석, 강경애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43, 2004.8, 225-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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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또한 「경희」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박영혜와 이봉지는 나혜석을 박완서, 서영은, 신경숙과 같이 여러 시

대의 한국 여성작가의 자서전적 글쓰기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은 위의 작가를 1인칭 자서전적 작가와 3인칭 자서전적 작가로 분

류하였고, 나혜석은 3인칭을 다루는 장에서 논의되었다.5) 그러나 3인칭

으로 쓴 「경희」만 짧게 논하는 것은 나혜석의 작품 가운데 많은 분량

을 차지하는 1인칭 자전적 글쓰기를 간과하는 한계를 반복한다.

최혜실은 나혜석이 고백체를 통해 ‘타자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그녀는 고백체를 이용해 성의 정치학 담론을 강조하면서 금기

시된 ‘모성’과 ‘성욕’의 주제를 공적으로 토론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긴다.

「모(母)된 감상기」를 중심으로 논의한 이 글은 이혼고백장과 염상섭

「제야」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고백체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6)

이 글은 나혜석의 자전적 글쓰기를 보다 많이 언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것을 자전적 글쓰기의 시각으로 다루지 않고 ‘모성’과 ‘성욕’을

다루는 몇 개의 글에 한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혜석 자전적 글쓰기 연구의 한계는 「경희」에만 초점을

맞추며 비슷한 논점을 반복하고, 「경희」의 이해에 중요한 다른 자기서

사화 내용의 글들을 놓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 있어서

나혜석만 고찰하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 또한 지적할 수 있다. 흔히 나

혜석을 다른 근대여류작가 혹은 현대 여성작가와 묶어서 다루게 된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나혜석을 ‘하나의 여성작가’라는 틀에 넣고 사유함

으로써 그녀 특유의 개성과 정체성을 다루지 못한다.

본고는 나혜석의 여행문(구미만유기, 「구미시찰기」, 그리고 조선 배

경이 아닌 모든 자전적 글)을 자전적 글쓰기로 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에서 나혜석의 여행문과 자전적 글쓰기의 연결성이 논의되지

는 못했다. 여행문을 다루는 연구는 주로 식민지 여성으로서 서양을 어

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논점을 두기에 여행자나 산책자의 나혜석, 즉 목격

자로서의 나혜석에 대해 주목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서는 그 목격자

5) 박영혜, 이봉지, 「한국여성소설과 자서전적 글쓰기에 관한 연구 – 나혜석, 박완서, 

서영은, 신경숙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0, 2001.12, 7-28쪽.

6) 최혜실, 「여성 고백체의 근대적 의미 – 나혜석의 <고백>에 나타난 ‘모성’과 ‘성

애’(sexuality)」, 『현대소설연구』  10, 1999, 129-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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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여

행문 연구에서 나혜석이 목도한 것 이외에 그녀가 다른 동양의 나라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여행문 연구는 구미만유기 중심으

로 진행되어 왔는데, 구미만유기로 구성된 9개의 글 중에 첫편(「소비에

트 러시아 행」, 『삼천리』, 1932.12)과 마지막 편(「태평양 건너 고국

으로」, 『삼천리』, 1934.9)에서 드러나는 만주와 일본의 관측이 간과

되어 왔다. 요컨대 기존 연구는 주로 나혜석이 본 동·서양의 이분에 대

해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혜석의 미술작품을 글쓰기와 연결하는 논문이 있는데 대

부분은 나혜석이 따라하는 화풍의 묘사법을 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다룬다. 송명희는 나혜석이 일본에서 배운 인상파적 미술 경향을 그녀

시의 묘사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므로 나혜석의 창작세계에서 그림

과 글쓰기를 분리할 수 없는 사실을 제시한다.7)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

의 아쉬운 점은 그림이 나혜석의 또 다른 자기 표현 매체로 여기지 않아

서 그림과 글쓰기의 내용적, 내면감정적 상호성을 간과하는 점이 있다.

앞선 연구는 나혜석이 무엇을 보았고 그것을 어떻게 전해주는지를 분

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녀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자기서사화한 목

격자, 자전적 글쓰기에서 보여주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의문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보는 사람으로서의 나혜석 연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보이는 자로서의 나혜석 연구는 없는 것이다. 본고는 나혜석의

자전적 글쓰기에서 보여주는 사건이나 관측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목

격자, 즉 나혜석이 보여주는 공적 자아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나혜

석이 공적 이미지를 어떻게 구성하며 조절했는지, 그리고 그 이미지를

통해 어떻게 보이고 싶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자전적 글쓰기에 나타나

는 일상이나 외국 관측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관측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관측하는 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혜석은 스스로 이

상을 바라는 것이 현실 조선사회와 맞서게 될 때 어떠한 모순이 이러나

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녀가 이상과 현실을 어떻게 균형을 잡히려

7) 송명희, 「나혜석의 미술과 문학의 상호텍스트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7

호, 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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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다가 일어나는 내면적 좌절, 갈등을 보고자 한다. 나혜석이 공적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고 이용하는지를 이해한다면 나혜석의 여행문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측과 비판의 의미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글들을

포함하여 나혜석이 발표한 모든 자전적 글쓰기를 대상으로 하여, 그림까

지 포함해서 나혜석이 구상(具象)한 주체의 양상을 관찰고자 한다.

1.2. 연구의 시각

자서전(autobiography)과 자전적 글쓰기(life·self writing)는 이론적으

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자서전은 서양 계몽주의 시대에 나타난 사리

사욕, 자의식과 자아탐구를 의미하며 ‘자주적 개인’의 생명을 다루는 글

로 규정된다. 서양 초기 자서전은 제국주의적인 ‘문화의 다윈설(cultural

Darwinism)’과 남자가 세계에 나서는 서사를 강조한다. 자서전을 통해

지배자는 자기 지역·나라의 문화, 문명이 다른 지역·나라보다 어떻게 더

세련되고 우월한지를 증명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렇게 좁

은 범위의 텍스트(서양 남성, ‘자주적 개인’) 외에 여성, 노예, 소수민족

이 쓴 글도 있는데 20세기까지 문학이 아닌 역사 이해에 흥미로운 자료

로 이해되었다가 이제 일상을 쓰는 것도 문학으로 인정해 자전적인 글쓰

기로 정해졌다.

자전적 글쓰기는 더 큰 범위, 즉 자전적 행위(life narrative)에 포함된

다. 자전적 행위는 연극, 영화, 사진 등 자전적인 내용을 표현하려는 모

든 행위를 뜻한다.8) 자서전이 원래 남성영역의 글쓰기로 이해되는 것에

반대하여, 에스텔 옐리네크(Estelle Jelinek)는 남성과 여성의 자전적 글

쓰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했다. 그에 따르면, 남자는 자전적 글을 쓸

때 자기를 더 보편적인 사람으로 그리면서 자기 삶을 이상화하고 영웅담

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여자는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자기를 증명하

고 설명하려고 한다.9) 그러므로 나혜석이 쓴 자전적 글은 자기 정체성

8) Smith, Sidonie, and Julia Watson. Reading Autobiography: A Guide for 
Interpreting Life Narratives. Minneapolis: U of Minnesota, 2001. Print. p.1-62.

9) "Introduction" Women, Autobiography, Theory: A Reader. Ed. Sidonie Smith and 

Julia Watson. Madison: U of Wisconsin, 1998. Print.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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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인을 위해 설명하는 글로 이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기 정체성

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해진다. 나혜석, 그리고 김명순, 김일엽 등

의 1세대 한국 여성작가들의 글에는 여성의 자기 발견과 인식이 나타나

는데 이때 발견된 ‘자기’의 의미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집을 나가 새로운 사회방식을 추구하는 ‘신여성’은 알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신여성’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

다. 신여성 가운데에서도 나혜석은 특유의 개성을 보여주면서 다른 여성

(구여성이든지, 신여성이든지)과 대화를 욕망한다.

본고는 나혜석의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나혜석의 진화하는 정체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시도니 스미스(Sidonie Smith)와 줄리아 왓슨(Julia

Watson)의 자전적 글쓰기 독법을 따라 나혜석의 수필을 자세히 검토하

여 저자의 의도와 심리상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스미스와 왓슨은 미국의

대표적인 자전적 글쓰기 연구자로 그들의 연구는 여성, 특히 소수민족의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의 자전적 글쓰기를 위주로 한다. 스미스와 왓슨은

20년 동안 모은 여성 자전적 글쓰기 연구를 편집하여 이론집을 출간하

였고, 본고는 그 이론에 의존한다. 스미스와 왓슨이 추천하는 독법은 자

전적 글쓰기를 포괄적으로 보고 텍스트 외에도 내포독자, 발표매체 등까

지 고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텍스트의 내용을 중요하게 보는데 그 텍스

트의 공연적 요소도 인정함으로써 작가의 의도, 그리고 작가의 자기의식

과 독자의식을 드러내려고 한다.

자전적 글쓰기는 하나의 형식이 없고 흔히 여러 형식을 합쳐서 쓴 것

으로 나타난다. 나혜석의 자전적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전술하

였듯 선행연구에서는 나혜석의 자전적 글쓰기를 자전적 소설 「경희」에

한하거나 논설적인 「모(母)된 감상기」와 「이혼 고백장」정도만을 포

함한다. 나혜석의 여행기, 일기 그리고 회상기는 지금까지 나혜석 자전

적 글쓰기 연구에서 배재되었다. 이 글에서 일기는 나혜석이 직접 ‘일기’

라는 제목을 지었거나 일기처럼 한 하루에 일어나는 일을 나열하는 글이

고 회상기는 저자가 특별히 옛날이야기가 떠올라서 썼다는 글이다. 나혜

석의 여러 형식의 자전서적 글쓰기를 읽을 때 5개의 질문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나혜석이 왜 이런 내용을 선택했는가, 내용을 어떻게 발표

하는가, 어디서 발표했는가, 겨냥하는 독자는 누구인가, 어떤 반응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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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했는가 이다. 앞서 말한 질문의 대답으로 나혜석 스스로 그려내고 싶

어 했던 공적 자아, 즉 자기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 있다. 그 이미지를

이해하면 나혜석의 글에서 나타난 목격자(텍스트 속의 나혜석)로서의 입

장을 더 잘 이해하고 텍스트에서 보여주는 관측을 어떻게 읽어야하는지

를 알게 될 것이다.

나혜석의 대표작 「경희」(『여자계』, 1918.3)를 보면 그녀는 대중이

신여성을 일종의 스펙터클(구경거리)로 여기는 사실을 반영하며, 여러

사람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공연적인(performative)10) ‘이상적 신여

성’ 태도를 보여준다.11) 표면적으로 보면 「경희」는 나혜석이 실제로

겪은 일을 서사화하는 자전적 글쓰기를 처음 발표한 것이다. 「경희」는

신여성들의 자기서사적 글쓰기(self narrativization)가 동시적으로 나타

났던 세계적 조류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혜석과 동시에 활

동했던 미국·유럽 신여성들 또한 각 나라에서 구경거리로서 생활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받았고, 이에 자기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전세계

의 신여성들은 저널리즘, 문학, 미술, 사진, 무성영화 등 다양한 매체의

공연적 행위(performative acts)를 통해 새로운 여성 정체성을 탐구하며

엄중히 감시하는 대중의 이해를 구하려고 했다.12)

사람이 옷, 보석, 학력 등 사회적 상징을 골라서 공적 자아를 설정하

려고 할 때 자기꾸미기(self-fashioning)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스티븐

그린블레트(Stephen Greenblatt)가 1980년에 『르네상스 자기 꾸미기

(Renaissance Self-Fashioning)』라는 저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이 개념을 가지고 메리 스튜어트(Mary Stewart)는 19세기 여성작가 스

10) Judith Butler가 제시한 Performativity는 한국어로 “수행성”으로 번역되었다. 이 단

어는 누군가 자기 삶에서 어떤 젠더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개념인데 이 

글에서 Performativity / Performatitive를 글쓰기를 통해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구

경자를 위해 자아를 공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전에서 수행하다는 ‘생각하거나 계

획한 대로 일을 해내다‘를 뜻한데 공연하다는 ’음악, 무용, 연극 따위를 많은 사람 앞

에서 보이다‘로 나온다. 영어로 ’to perform’은 이 두 가지의 뜻을 포함되는데 이 글

에서 ’보이는 것‘을 더 강조하고자 해서 ’공연적/공연성/공현하다‘를 사용한다.  

11) 켈리 Y. 정, 「신여성, 구경거리(a spectacle)로서의 여성성 : 가시성과 접근성 - 

나혜석의 <경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29권, 2005.12.

12) Weinbaum, Alys Eve. "The Modern Girl as Heuristic Device: Collaboration, 

Connective Comparison, Multidirectional Citation." The Modern Girl around the 
World: Consumption, Modernity, and Globalization. Durham: Duke UP, 2008. 

1-24. Print.



- 8 -

스로 ‘미국여자’라는 주체를 문학을 통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보았

다.13) 본고는 나혜석도 자기 문학과 미술작품을 통해 비슷한 과정을 운

용한다고 제시한다. 그렇지만 나혜석의 경우에는 완성된 하나의 주체를

꾸미지 않았으나 주체의 여러 양상을 어쩔 때 부각하고 어쩔 때 약화한

다는 것을 보고 발표하는 작품에 따라 자기 주체를 구상하는 것으로 여

겨진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 과정이 자기꾸미기(self-fashioning)보다 자

기구상(自己具象)하기(self-curation)으로 본다.

나혜석은 예술가로서 글과 그림을 같이 생각한 것으로 나와 그림을 구

상하는 것처럼 글 속 자기 주체를 구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작가이자

화가인 나혜석은 미술 교육을 받아서 ‘보이는 것’(things that are seen)

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현상을 피상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혜석

은 머릿속의 눈으로 보는 ‘모습’에도 신경 쓰였던 것으로 여긴다. 나혜석

이 이해하는 ‘지각·감지’는 그녀의 창작 과정에 내재되어 중요한 양상으

로 나타난다. 문학작품을 쓰면서 나혜석은 발표할 곳에 맞게 글 속의 나

혜석 자신을 그려냈다. 각 작품에 나타나는 ‘자아’가 서로 전혀 닮지 않

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표매체에 따라 나혜석은 자기 성격의 특정 요

소를 강조하는 한편 다른 요소를 약화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선택, 자기구상적 주체는 1인칭으로 쓰든 3인칭으로 쓰든 나혜석

의 글쓰기에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고는 2장에서 나혜

석이 자기 글을 어디서 발표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각 발표매체의 목적 및

독자층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혜석이 각각 발표매체에 따라

화자의 태도·성격을 어떻게 결정하여 독자에게 보여주려고 했는지를 검

토하고자 한다. 글쓴이는 나혜석의 문학세계를 연대표에 따라 3개의 활

동 시기로 나누고자 한다. 각각의 시기는 1914~1920년 일본에서 유학

을 다닌 시절, 1921~1927년 조선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여성운동

가로 유명해지는 시절, 그리고 1930~1938년 이혼하고 나서의 독신 시

절이다. 나혜석의 문학세계는 활동 공백으로 인해 세 시기로 자연스럽게

구분되고 유학, 결혼, 이혼 등 각 시기의 중요한 사건에 따라 그녀의 삶

역시 변한다. 나혜석이 문학 작품에서 텍스트 속 자아를 어떻게 구상했

13) Stewart, Mary Dillow. The Self-Fashioning of The Nineteenth Century 
American Woman in Woman's Literature. Thesis.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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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른 예술 분야(유화 그리기)에서 그녀가 자

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여 보여주는지를 살펴보겠다. 나혜석이 그린 자

화상을 볼 때 대부분의 한국미술사 연구자의 전기적 해석과 달리 자화상

의 구성부터 분석하고자 한다. 예술가인 나혜석에게 미술과 문학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적 도구라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미술 작품을 다룰 때 구성부터 분석한 것처럼, 나혜석의 자전적 글쓰기

역시 작품의 구성부터 분석한 후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전기적 정보를 통

해 재해석하고자 한다.

자전적 글쓰기와 유사하게 자화상을 그리는 것은 화가가 자기 자신을

그림의 주체인 동시에 객체로서 발표하는 자전적 행위다. 이러한 그림의

이중성을 통해, 화가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이고 싶어 하는지를 궁리

하는데, 이때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 물리적인 자신을 완벽

하게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을 결정해서 그

린다. 그렇지만 화가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와 감상자가 보는 이미지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화가로서, 특히 서양화를 그리는 사람으로서, 나혜석은 도쿄미술대를

다니면서 서양에서 가져온 자화상의 전통과 그와 관련된 상징 및 비유를

배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자화상이라는 그림 형식은 서양 미술사를 참조

하면 르네상스 시대 때 화가가 숙련 노동자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

람, 즉 화가가 천재인 것으로 인식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자기 자신을

그리면서 이 (당시 대부분이 남성인) 예술가들은 상징적으로 자기를 부

자·귀족인 후원자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상정했다. 즉,

자기 역시 후원자와 마찬가지로 인정을 받을 만한 존재이자 그림으로 묘

사할 만한 주제라고 여겼던 것이다. 자화상이라는 형식은 예술가를 신비

화하므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미술사에서 예술가를 이해하기에 아주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타고난 재능과 문화·문명에 기여한다는 점을

근거로 예술가를 존경할만한 사회의 일원으로 보고 이 사회적 위치를 지

속하게끔 하는 것 중 하나는 자화상이다.14)

자서전의 탄생과 유사하게 자화상은 원래 교육 받은 백인 남성이 지배

14) Meskimmon, Marsha. The Art of Reflection: Women Artists' Self-portraiture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olumbia UP, 1996. Print.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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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영역이었다. 그동안 여성화가도 자화상을 그렸지만 직업적인 여성

화가가 20세기까지 거의 없었다. 이전부터 아마추어 여성 화가가 자화상

을 그리기는 했지만, 대중에게 열린 전시회에 발표하지 않고 가족 외 사

람이 그의 그림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몇 백 년 동안 남자만 ‘천재적

인 화가’가 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여성

이 교육을 더 많이 받고 그림도 배워서 남성화가의 자화상에서 나타나

는 비유적 요소와 상징을 전이하여 자신의 그림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남성 화가들이 만들어낸 자화상의 형식을 통해 여성 화가들은 자기 정체

성을 탐구하며 남성화가처럼 재능이 있고 중요한 문화 창조자인 것을 증

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자화상을 이해하려는 연구자들은 자화상이 화가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접근도 일면 타당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림

을 보는 사람이 자화상을 화가에 대한 전기적 자료와 일대일로 연결하여

그림을 오독할 위험이 있다. 그림과 화가의 인생을 분리할 수는 없겠지

만 화가의 전기적 사실과 표상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자화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겹겹의 뉘앙스를 간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실제와 표상의 차이

를 통해 화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선별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싶은

이미지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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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성 작가의 시선에 포착된 나혜석

나혜석은 예술 활동을 통해 자기 주체를 설명하며 그녀의 이미지를 구

상하려고 했다. 그 노력이 그녀에게 왜 필수적인 것이었는지를 이해하려

면 나혜석을 모델로 삼은 당대 남성작가의 작품을 보면 그 노력이 그녀

에게 왜 필수적인 것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공적으로 예술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혜석은 소문과 신문을 통해 우수한 여학생으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더해 그녀의 친오빠 나경석은 일본에서

유학을 지내면서 당시 제일 빛나는 조선지식인들과 매우 친했다. 그래서

곱고 똑똑한 나경석의 여동생인 나혜석은 오빠의 친구 주변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동료 남성지식인들과 친해지고 그들이 쓴 작품에서도 등장하

게 되었다.

나혜석을 소설 속 인물로 등장시킨 대표 작가는 이광수, 민태원, 염상

섭이다. 이 셋은 나혜석의 친오빠랑 친한 사이이고 문학지 활동도 같이

하고 나혜석의 죽은 애인 최승구를 같이 애도한 바 있다. 이 세 명이 쓴

작품으로는 이광수의 「어린 벗에게」(1917), 민태원의 「음악회」

(1921), 그리고 염상섭의 「해바라기」(1923)가 있다. 이 세작품의 연도

를 보면 대부분은 나혜석이 본격적으로 예술 활동을 시작한 무렵에 쓰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남성작가 작품에 반영된 ‘나혜석‘은 그녀의

학생 모습과 신혼자의 모습으로 짐작된다. 서로 다른 세 명의 남성작가

의 시선으로 그려진 나혜석의 이미지는 그녀가 글과 그림으로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이 세 작품에 나혜석의 본명이 거

론되지는 않았지만 맥락을 통해 그녀가 모델이 되었음이 시사된다.

2.1. 이광수 - 「어린 벗에게」

1916년 애인 최승구가 죽은 후 이광수는 나혜석의 최측근이었다. 오빠

나경석의 소개로 김우영과 연애를 시작할 무렵, 나혜석과 이광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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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많은 소문이 돌기도 했다. 1915년 두 번째 일본유학을 떠났을

때 이광수는 나경석과 매우 친하게 지냈다. 나혜석과 이광수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경석의 격렬한 반대였다.15) 이

런 상황으로부터 1917년 『청춘』에 발표된 이광수의 단편소설 「어린

벗에게」와 나혜석과의 관계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어린 벗에게」는 이광수로 여겨지는 주인공 임보형이 서간체의 형식

을 이용해 ‘어린 벗에게’ 자기 소식을 보내는 것으로 서술된다. 그는 중

국 상해에서 병을 앓는데 그를 간호하는 여자가 옛날에 사랑했던 친구의

누이동생인 것을 알게 된다. 그 여자를 처음 만난 기억을 되살리고 미칠

정도 짝사랑에 빠진 것으로 묘사된다. 대학교 기숙사에 같이 사는 김일

홍이 나경석으로 추정되고 그의 누이동생 김일련이 나혜석으로 추정된

다. 김일련에게 고백하고 거절당한 후에 우울에 빠진 임보형은 그녀를

잊기 위해 상혜로 간다. 주인공이 이광수의 초혼반대론을 대신 연설하기

때문에 소설의 반 정도가 소설이 아니라 논설처럼 읽힌다. 다시 현재로

돌아가 임보형은 김일련과 만나 배를 타고 조선으로 동행한다. 기차에서

김일련의 약혼자인 모씨의 사망에 대해 알게 되자 임보형은 그 친구를

애도하고 앞으로 김일련이 독신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전해주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된다. 여기에서 모씨는 1916년에 나혜석과 사별한 최승구

로 해석된다. 이광수는 이 소설을 발표한 뒤에 꾸준히 누구를 모델로 삼

아 등장인물을 쓰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광수와 나혜석과 친분이 있는 이

들은 모두 둘의 이야기에 기반을 둔 소설이라고 주장한다.16)

이 소설의 내용은 소위 연애설이라고 하지만 이광수로 읽히는 유부남

인 주인공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단지 몇 번만 보았을 뿐인 여학생에게

일방적인 감정을 쏟아 붓는다. 주인공은 룸메이트 김일홍의 소개로 근처

여대를 다니는 동생 김일련을 만났고, 두 번쯤 만나 인사만 교환한 상태

에서 혼자 상상 연애에 빠진 것이다. 다음 인용문은 룸메이트의 소지품

가운데 남매 사진을 발견한 주인공이 사진 속 그녀에 대해 환상을 품는

대목이다.

15)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 105쪽.

16) 위의 책,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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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슴이 뜨끔하면서 그 사진을 두 손으로 들었나이다. 그 사진에 박

힌 모양은 꼭 일전 책 가지고 갔을 때 모양과 같더이다. 한편을 갈라 넘

긴 머리하며 방그레 웃는 태도하며. 한 손을 그 동무의 어깨에 얹고 고개

를 잠깐 기울여 그 동무의 걸터앉은 의자에 힘없는 듯 기대고 서 있는

양이 참 미묘한 예술품이러이다. 나는 그때 기숙사 응접실에서 그를 대하

던 것과 같은 감정으로 한참이나 그 사진을 보았나이다. 그 방그레 웃는

눈이 마치 나물나물 더 웃으려는 듯하며 살짝 마주 붙인 입술이 금시에

살짝 열려 하얀 이빨이 드러나며 낭낭한 웃음소리가 나올 듯. 두 귀밑으

로 늘어진 몇 줄기 머리카락이 그 부드럽고 향기로운 콧김에 하느작하느

작 날리는 듯하더이다. 아아 이 가슴 속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품었는고.

내가 그를 보니 그도 나를 물끄러미 보는 듯, 그의 그림을 지금 나를 향

하여 방그레 웃도다. ······(중략)······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 사진을 향하

여 간청하더라도 그는 들은 채 만 체 여전히 방그레 웃고 나를 내려다볼

뿐이로소이다. 그가 마치 “내게 사랑이 있기는 있으나 내가 주고 싶어 줄

것이 아니라 주지 아니치 못하여 주는 것이니 네가 나로 하여금 네게 주

지 아니치 못하게 할 능력이 있고사 이 단 샘을 마시리라” 하는 듯하더

이다. 나는 이윽고 사진에 내 얼굴을 대고 그 입에 열렬하게 입을 맞추고

그 동무의 어깨위에 놓은 손에 내 손을 힘껏 대었나이다. 나는 광인같이

그 사진을 품에 품기도 하고 뺨에 대기도 하고 물끄러미 쳐다보기도 하

고 뺨에 대고 키스도 하였나이다.17)(밑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문에서 임보형은 사진 속의 김일련에 대한 강한 욕정을 느낀

다. 이는 그녀의 인물됨이 아닌 외면에만 집중한 것이다. 임보형이 김일

련을 ‘예술품’으로 여기는 것은 그녀를 물건으로 취급한 채 그녀의 내면

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일련은 오빠의 심부름으로 임보형을

만났기에 일부러 임보형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와 별 대화도 나

눈 적이 없는 상태에서 연애에 관한 호의는 임보형에게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도 임보형은 그의 애정을 사진 속의 김일련에게 투영시킨

다. 그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감정을 사진 속 그녀의 눈빛에서 추구하

는 것이 인용문에 나온다. 이광수로 추정된 임보형은 현실의 김일련보다

17) 이광수, 「어린 벗에게」, 『청춘』 9~11호, 1917년. (『이광수 단편선 – 소년의 

비애』, 김영민 책임 편집, ㈜문학과지성자, 2006.3.31., 62쪽.에서 재인용[이광수, 

『이광수 단편선 – 소년의 비애』, 김영민 편, 문학과지성사, 2006, 62쪽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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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그녀의 이미지에서 자신이 상상하는 이상적 연애 대상을 본다.

남매 사진에서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린 오빠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자

신의 손과 뺨, 입술로 사진 속 여인의 몸을 덮는 것에서 임보형의 이루

어질 수 없는 욕망은 거의 근친상간으로 왜곡된다. 나중에 임보형이 김

일련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쓸 때 그녀한테에게 요구하는 ‘보형아

내 너를 사랑하노라, 누이가 오라비에게 하는 그대로’라는 대답에는 그의

왜곡된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18) 임보형의 욕망은 김일련과의 단호한 키

스신으로 이루어지지만 다행히 그 장면은 꿈인 것으로 밝혀진다. 그 야

한 꿈에서 깰 때 임보형은 김일련의 친오빠 김일홍에게 비난을 받는다.

“내가 그런 줄 알았더라면 내 누이에게 소개 아니 하였을 것이오”라고

김일홍은 임보형의 욕망에 절대적인 반대를 보인다.

이광수는 나혜석으로 추정된 김일련의 지력을 임보형과 같이 기차에

탈 때만 보여준다. 둘은 사랑, 연애, 결혼에 대해 논쟁하는데 이때 처음

으로 김일련이 지적으로 임보형과 동등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김일련과의 논쟁은 그녀의 독특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

시 임보형이 자신의 연애·결혼 사상을 풀어낼 수 있게 하는 장면으로 읽

힌다. 나혜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지만 구체적인 성격은 없고 임보형을

실존적으로 구제하는 자 겸 괴롭히는 자로 묘사된다. 이광수는 김일련을

일관성 없는 인물로 그리면서 그녀에게 임보형의 내면갈등을 위한 촉매

제로 작용할 뿐인 주체성이 약한 인물의 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현실

의 나혜석은 「어린 벗에게」에 나온 순결한 미모의 여학생 김일련이 자

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처럼 미약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광수는 오히려 김일련보다는 잠깐 언급된 그녀의 죽은 애인 모

씨에게 구체적인 됨됨이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임보형은 지속적으

로 김일련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녀에 대한 사랑보다 젊은 시인 모씨

에 대한 애도가 더 진실하게 표현된다. 다음 인용문을 보면 이광수는 임

보형이 모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을 과잉되게 표현하고 있다.

김양과 모씨와는 시문의 소개로 부지불식간 상사하는 애인이 되었나이다.

18) 「어린 벗에게」,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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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우선 쌍방의 흉중에 화염이 일어나고 다음에 시와 문이 되고

다음에 열렬한 서한이 되고 또 다음에 우연한 대면이 되고 마침내 핑계

있는 방문이 되어 드디어 떼려도 뗄 수 없는 애(愛)의 융합이 된 것이로

소이다. 혹 신춘(新春)의 가절(佳節)에 손을 잡고 교외의 춘경을 찾아 찬

란한 백화의 열렬한 정염을 돋우며 낭낭한 종달의 소리에 청춘의 생명의

희열을 노래하고 혹 농천고미(瀧川高尾)에 만추의 색을 상(賞)하여 떨어

지는 낙엽에 인생의 무상을 한탄하고 냉랭한 추수(秋水)에 뜨거운 청춘의

홍루(紅樓)를 뿌리기도 하여 춘거추래 삼 개(三個)의 성상을 꿀같이 달고

꿈같이 몽롱하게 지내었나이다. 그러나 모씨는 천재의 흔히 있는 폐병이

있어 몸은 날로 쇠약하고 시정은 날로 청순하여가다가 거년 춘삼월 피는

꽃 우는 새의 아까운 인생을 버리고 구름 위 백옥루의 영원한 졸음에 들

었나이다. 그 후 김양은 파경의 홍루에 속절없이 나금(羅衿)을 적시다가

단연히 지(志)를 결(決)하고 일생을 독신으로 문학과 음악에 보내리라 하

여 어떤 독일 선교사의 소개로 백림으로 향하던 길에 금차(今次)의 난

(難)을 조(조)한 것이로소이다. 황해 중에서 불귀의 객이 된 그 서양 부인

은 즉 김양이 의탁하려던 독일 부인인 줄을 이제야 알았나이다. 양은 언

필(言畢)에 잠연히 누(淚)를 하(下)하고 오열(嗚咽) 금치 못하며 나는 고

개를 돌려 주먹으로 눈물을 씨었나이다.19)(밑줄은 인용자)

김일련을 나혜석으로 생각하면 모씨는 최승구로 쉽게 읽힌다. 일본유학

생들 사이에 큰 인기가 있었던 최승구는 나혜석, 이광수와 함께 『학지

광』에서 일하며 글을 발표했다. 1916년에 최승구가 사망했을 때 그의

친구들은 그를 애도했고, 널리 알려진 그의 애인 나혜석이 최승구의 기

억을 간직했으면 하는 희망을 품었다. 이에 따라 소설 속 최승구인 모씨

도 천재로 기억되며 이광수는 그 천재의 실조를 원망한다.

그리고 이상적 자유연애를 해낼 수 없는 임보형은 김일련이 모씨와

‘꿀같이 달고 꿈같이 몽롱하게’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그녀를 더욱 존경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보형은 자신과 비슷한 문학청년과 생각과 마음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김일련의 연애를 통해 그의 자유연애론을 위한 예를

얻은 것처럼 여긴다. 임보형은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김일련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리고 천재의 애인이 죽은 뒤에 독신으로 살겠다는 김일련의

결심은 임보형에게 여자의 이상적 희생과 의리로 여겨진다. 이 소설은

19) 「어린 벗에게」, 9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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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석을 모델로 삼았다고 해도 그녀에 대한 서술보다는 이광수의 연애

론과 실패한 욕망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김일련은 남성의 욕망의 대상으

로서 그녀는 주체성은 단순화되어 나타난다.

2.2. 민태원 - 「음악회」

민태원은 나혜석, 염상섭과 같이 『폐허』 출간에 관여한 동창이다. 나

혜석과 그녀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신여성’을 관찰할 수 있었던 민태원이

『폐허』 2호에 발표한 소설 「음악회」에는 그들에 대한 편견이 잘 드

러나있다. 이 소설은 실제로 조선의 첫 서양식 개인 음악회를[가] 개최된

일을 가지고 쓴 글이다. 야나기 무네요시(柳宗悅)라는 일본 지식인의 아

내이자 유명한 성악가인 가네코(兼子)는 조선의 문화생활을 서양식으로

발전시키고자 1920년 동아일보사의 지원을 받아 조선에서 음악회를 열었

다.20) 당시 일본유학파 지식인들은 거의 모두 이 음악회를 다녀왔다고

한다.

이 소설에는 음악회를 준비하는 것이 등장한다. 그 음악회를 다닌 하

경자와 심숙정이라는 신여성은 일본에서 성악가와 동행했던 안홍석을 보

고 호의를 느낀다. 유창한 일본어 실력과 그가 입은 일본학생복을 보고

두 여인은 그를 일본인인 줄 알았지만 안홍석은 조선 유학생이다. 하경

자는 이름도 모르는 남자에 반한 심숙정을 위해 차광식한테에게 문의하

여 소개시켜주겠다고 한다. 심숙정에게 안홍석의 이름을 전할 때 숙자는

자기 부모와 그의 부모가 1년 동안 둘의 결혼을 맺으려고 하다가 포기했

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호기심이 넘치는 안홍석이 하경자의 집에 갈 때

결국에 심숙정은 못 오겠다고 한다. 안홍석은 일본으로 돌아가 직접 만

나보지도 못 한 심숙정을 잊지 못 하고 그녀의 행동을 해석하려고 하지

만 결국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광수의 「어린 벗에게」와 달리 「음악회」의 두 여주인공 하경자나

심숙정은 나혜석을 모델로 한 등장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혜석

20) 이종범, 「<폐허>·<폐허 이후> 소설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

학위 논문, 1998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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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변인물로 나온다. 조선의 최초 여의사 허영숙과

나혜석이 가네코 여사가 경성에 왔을 때 환영의 꽃다발을 줬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음악회」에서 등장한 하경자는 허영숙으로, 차혜경은 나혜

석으로 추정된다. 차혜경의 오빠인 차광식은 나혜석의 오빠인 나경석으

로 추정할 수 있다.

나혜석으로 여겨지는 차혜경이 등장하기 전에 하경자와 그녀의 친구가

차혜경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다음 인용문을 보면 하경자가

전화를 받아 차광식이 그의 동생 혜경과 함께 일본 성악가 여사를 기차

역에 만나달라고 부탁한다. 친구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 경자와 영자는

잠깐 혜경에 대한 소식·소문을 교환한다.

“무슨 전화야? 어디를 가나?”

하고 물었다. 경자는 “응.” 하고 우선 대답을 하면서 자기 자리에 가털

썩 앉더니 두 팔을 툭 던져 뒤로 짚고 몸을 비스듬히 뒤틀면서

“저어 차광식 오빠가, 영자도 차광식 씨 알지? 혜경 언니 오라버니 말

이야. 그 오빠가 전화를 걸고 『동양신보』의 부탁이라고 내일 아침 차에

임정자 부인이 오니 좀 나가 맞아달라는 말이야. 혜경 언니도 간다나. 내

일 아침에는 공연히 또 바쁘겠군.”

좀 귀찮은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실상은 그러한 모양도 아니 보였다.

어찌 말하면 의례히 할 일을 하고 난 때와 같이 일종의 유쾌와 자랑스러

운 생각을 가진 것도 같았다.

“좋구려. 그것도 경자나 하니까 『동양시보』에서 그런 부탁을 하지.

하하······ 그런데 혜경 언니는 요새도 경제화(經濟靴)를 신도 다니나? 내

일도 경제화를 신고 나오겠지.”

“미투리나 안 신고 나오면 좋지.”

“요새도 정말 그런 것을 신고 다니는 것일세.”

“요새는 무슨 다른 때인가? 그전 버릇은 그대로 있지.”

“그래도 미세스가 되었는데 이약 심¡¡¡ 부인으로 그게 되었나?”

경자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는 미세스라는 말에 무슨 생각

을 한 모양이었다. 그는 새까만눈을 슬쩍 한편으로 몰면서 고개를 잠깐

트는 듯하더니 인해 눌러서 시선을 천장으로 향하고 꿈속 나라의 무엇을

보려는 것처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21)(밑줄은 인용자)

21) 민태원, 「음악회」, 『폐허』 제2호, 1921년 (『민태원 선집』, 권문경 엮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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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와 영자는 혜경의 패션부터 비판한다. 작가 민태원은 신여성에게

있어 문화생활보다 외모와 의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차혜경의 다

른 소식보다 그녀가 무슨 신발을 신는지가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라는

점에서 민태원은 신여성의 경박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차혜경이 옛스러운 경제화를 신는 것은 비웃음거리가 된다.

영자의 비웃음에 “미투리나 안 신고 나오면 좋지”라고 대답하는 경자는

방어하면서 차혜경의 패션실수를 인정한다. 이 소설 속에는 다른 신여성

들 사이에서도 ‘나혜석’이 가십거리가 된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남성 지

식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의 비판도 받았던 것을 보면 나혜석에게 있

어 자신의 글과 그림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구상하는 것이 왜 중요했는

지가 더 분명해진다. 소설 속 ‘나혜석’에 대한 두 번째 소식은 그녀가

“미세스”가 된 것이다. “미세스”는 영어 Missus/Mrs.로, 유부녀를 부르는

호칭이다. 실제로 음악회는 나혜석과 김우영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1920년에 개최되었다. 그러므로 소설의 시간적 흐름도 그 무렵으로 추정

된다. 소설 속에서 차혜경의 결혼은 아직 화두거리이다. 차혜경의 결혼

소식을 들은 하경자는 결혼 문제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게 된다.

일본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다루면서 「음악회」는 민태원이 신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폐허』 동창들 사이에 자유연애

문제가 격론의 주제였고 여성의 직업도 많이 논한 것으로 나타난다. 민

태원은「음악회」에서 여성이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는 시각을 견지하면

서도 하경자는 특별한 사람이라서 직업을 가져도 괜찮다는 입장도 밝히

고 있다. 일반 여성은 직업을 가지면 안 되지만, 교육을 많이 받은 신여

성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마지못해 인정하는 것이다.

차혜경은 바로 다음 장면에 다시 나온다. 임정자를 기차역에서 만나기

전에 하경자는 집에서 옷을 고르는 기차역에서 차혜경을 만나 혜경의 옷

을 비판한다. 다음 인용문에서도 하경자의 물질만능적인 사상 및 외모중

심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대문학, 2010년, 60-61쪽.[민태원, 『민태원 선집』, 권문경 편, 현대문학, 2010년, 

60-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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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는 이튿날 아침 여덟 시가량쯤 하여 차혜경에게 전화를 걸고 아홉

시에 종로 네거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난

뒤에는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다.

의걸이 문을 열고 선 경자는 고동색 모사(毛紗) 치마를 꺼내다 말고 잠

깐 주저하였다. 그는 언제든지 무슨 생각을 할 때에 하는 버릇으로 그 새

까만 눈을 두어 번 미묘하게 굴리면서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일껏 마중을 나가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너무 무색한 옷을 입는 것

도 안 되었고!”

그러나 특별히 비단옷을 입고나가기는 더구나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

였으며 그 유다른 차혜경이가 무엇을 입고 나올는지를 몰라서 제일 수수

한 옥양목 치마에 옥색 저고리를 입고 나가기로 하였다.

두 사람은 종로 네거리에서 만났다. 혜경이는 역시 옥양목 옷을 입었으

나 발에는 문제의 미투리를 신었었다. 그것은 첨 보는 일이 아니다. 그러

나 경자는 그 미투리 신은 것을 볼 때마다 혜경의 남다른 사치를 우습게

생각하였다. 어떠한 때에는 밉살스럽다고 할는지 새암난다고 할는지 일종

의 시기와 같은 감정을 느끼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때와 같이 눈여겨보

지도 않는 것처럼 본척만척하였다.22)(밑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문을 보면 하경자는 일본에서 온 성악가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데 어떤 옷이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보여줄지 고민한다. 또한 고

민되는 것은 차혜경이 뭘 입을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자는 차혜

경을 “유다른” 사람으로 여겨 그녀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입든 경자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것이 밝혀진다. 따라서 이 지점이 차혜경이 소설에

나온 다른 신여성과 분기되는 부분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으로써 일

반 여성과는 차별되는 나혜석은 이 소설에서 그 좁은 단체의 여학생들

중에서도 유다르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이 소설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다. 「음악회」에서는 민태원이 신여성을 심하게 비판을 하는데

의외로 나혜석으로 보이는 인물은 비판받는 신여성과의 차별성이 두드러

지는 것이다. 즉 나혜석은 그의 일반 신여성에 대한 비판에서 제외되는

존재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하경자는 옷을 고르면서 허영심을 표하지만 그것보다 식민지 여성으로

22) 「음악회」, 6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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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국 여성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나혜석뿐만

아니라 다른 신여성도 공적 이미지에 대해 신경을 쓰이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하경자는 차혜경이 “남다른 사치”가 있는데 미투리를 신는

것을 보고 그녀가 어떠한 가난한 포즈를 취하는 것으로 느낀다. 혜경은

경자와 비슷하게 잘 입고 왔는데 경자의 생각으로 혜경이 그 “문제의 미

투리”를 신어서 코즈모폴리턴 도시 동경에서 온 사람 앞에 조선의 후진

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느낀다. 직업여성인 경자가 혜경의 경제적 위치를

탐내는 것으로 나와 그녀의 물리만능적인 사상을 강조한다. 게다가 차혜

경은 결혼이후 이전보다 부를 획득했기 때문에, 영자는 계속 미투리를

고집하는 혜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차혜경은 검소한 인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하경자와 영자의 입장에서는 일부러 유달리 행동하는 것으로 평

가된다. 이렇듯 남성 작가 민태원은 소설을 통해 나혜석을 괴짜로 묘사

한다. 그녀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인 묘사보다는 상궤를 벗어난 여성

으로서의 특이함이 강조되는 것이다.

2.3. 염상섭 - 「해바라기」

1923년 『동아일보』에 나혜석을 모델로 삼은 소설 「해바라기」가 연

재되었다. 염상섭은 일본유학시절 때부터 나혜석과 나혜석과 가까이 지

낸 인물이다. 내면묘사에 중점을 둔 「해바라기」에서 나혜석이 투영된

인물에게는 보다 복합적인 내면이 부여된다. 염상섭은 이 소설을 쓰기

전 나혜석에게 그녀의 결혼 이야기를 소설화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고 하나, 소설 발표 후 ‘히스테리에 걸릴 뻔’한 나혜석은 염상섭을 견책

하였다고 한다.23) 자신을 모델로 삼는 것을 허락한 것은 나혜석이 그만

큼 염상섭이 포착한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기 때

문으로 보인다. 소설이 불러일으킨 화제성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가치관

과 생활방식 등에 대해 또다시 방어해야 했지만, 그녀를 모델로 삼은 소

23) 염상섭, 「횡보문단회상기」, 『사상계』, 1962.12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 17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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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가운데 가장 중립적인 시선으로 나혜석을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작품

이다.

「해바라기」는 영희라는 신여성과 순택이라는 남자와의 결혼식으로부

터 시작하는 소설이다. 영희를 쫓아다니며 드디어 결혼을 설득한 순택은

신여성으로서 전통혼례를 못하겠다며 서양 신식결혼을 요구하는 영희의

요구에 직면한다. 그러나 시부모는 전통혼례를 안 하는 것에 반대하며

결혼식장에 불참한다. 이 때문에 마지못해 폐백을 하러 시부모를 찾아가

지만, 시아버지는 영희가 자신의 가치와 사상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한

것을 조롱한다. 한편, 영희는 순택에게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알려주지

않는다. 비단 짓궂은 농담이 아니라, 남편 순택이 자신의 계획을 거절할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영희는 자신의 죽은 애인인 홍수삼의 고향

H군으로 신혼여행을 떠나 그의 묘지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이다. 기차를 타고 H군의 어느 여관에 도착할 때까지 영문을 모르던 순

택은, 영희가 여관 주인과 아는 사이라는 점에 의심이 생긴다. 이에 영희

는 남편에게 자신의 계획을 고백하게 된다. 이 작품은 신혼부부가 홍수

삼 묘지에서 묘비를 세우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염상섭이 선택한 주인공의 이름인 영희는 나혜석의 첫 자기서술화한

소설 「경희」의 주인공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독자는 이 소설의 주

인공이 나혜석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특히 영희가 동경여자대학교를

다니며, 신식결혼을 한다는 점, 옛애인 홍수삼이 죽었다는 설정 등을 통

해 나혜석이 그녀의 모델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인용문에서

염상섭은 나혜석으로 추정된 영희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그야 영희로말하면 싀집가는처녀로 스물네다섯살이나 되엇스니, 나희도

찰만치 찻다하겟고 실련이라는 인생의면하지못할 첫재 ㅅ관문을 지낫

스니, 보통녀자보다는 일 ㅅ 되엇다고도하겟지만, 책상물림의 졂은남녀

가 가질듯한 허영심도잇슬것이요, 아즉 졸업은 못하얏슬망졍 동경녀자대

학 문과에지 올러간 영희에게는 남만한 리상도 가졋다.

그러나 영희가 피로연에서 답사비젓한연설을, 도ㅎ히 하얏다는것은다만

남에업는 중난짓을하야보리라는 단순한허영심으로만 그리한것이라고는

못할닭이잇다.

리지덕자긔비관력(理智自己批判力)과 명민한자긔반성력을가진 영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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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야 사상과 실행사이에 틈이번다는 것, 다시말하면 자긔가 밋는바의사

상대로 실행하지못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량심에 붓그러운일이요 일종의

고통이엇다. 그러면 어느든지 자긔의사샹대로 용감하게 실행하느냐하

면, 그러치는 못하얏다. 이것이 이녀자에게대하야는 무엇보다도 괴로운일

이지만, 이괴롬에서 버서나랴면 하는수업시 다른리치를 러대어서 변명

이라도하는수밧게업다. 자긔를 변명하는 그것도 역시 그리마음에편한일은

아니지만, 그러케라도아니하면 안심을할수가업다는 것이 이녀자의병이다.

이러한 것은 피가 괄하고 성벽이마흐며 자신이 만흐면서도, 비상히 신경

질로생긴 사람에게 보통잇는일이지만, 영희도 말하자면 그런종류의녀자이

다.24)(밑줄은 인용자)

여기에서 영희가 “이지적자기비판력(理智自己批判力)과 명민한 자기반성

력”을 가진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 영희는 타인의 시선

을 인정하고 자기 주체적 양상을 골몰하는 여성으로 나타난다. 영희는

조선사회에서 자신의 사상에 따라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후 부

끄럽지만 타협한다. 위 인용문에서 염상섭은 영희와 같은 신여성이 경험

할 수밖에 없는 타협의 고통을 그리며, 자기 주체를 변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염상섭은 영희의 복잡한 내면을 드

러낸다. 당시 여성에게도 내면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논쟁의 대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염상섭은 영희, 즉 나혜석에게 남성 지식인과 같은

내면갈등이 존재함과 그 내면갈등의 문학적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염

상섭이 포착한 나혜석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의 이미지 조절에 골몰하는 것이다.

염상섭은 민태원, 이광수와 달리 나혜석을 모델로 「해바라기」를 썼

을 때 그녀가 조선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갖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중들

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반영된 결과

이 소설에는 영희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타인이 그녀를

볼 때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점적으로 그려져 있다. 다른

등장인물들은 주로 거울을 통해 영희를 본다. 다음 인용문을 보면 거울

을 통해 영희를 관찰하는 신랑 순택과 영희의 오라비를 볼 수 있다.

24) 염상섭, 권영민 편,「해바라기」, 『염상섭전집 1』, 민음사, 1987, 115-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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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되긴 무에 엇케돼. 호텔루가는길에 싀아버니뵙고가란 말이

지……그러나 그러케 미고보니정말 입부구나? 허ㅎㅎ」

오래비는 거울속에 비초인 누의동생의 불그레하게 상긔가된얼굴을 바

라보며 유쾌한 듯이 웃엇다.25)(밑줄은 인용자)

❀

이번에는 신부뒤에 서서 여전히 웃는 낫흐로 거울속에 잇는 신부의 눈

을 쏘듯이 들여다보고 섯든 신랑이 대답을하얏다.26)(밑줄은 인용자)

❀

이번에는 오라비가 진정으로 귀엽다는 듯이 화긔만면하야 거울속에 비

초인 새부부를 나란히 들여다보면서 입을 버렷다.

「듯기실혀요……인제 업바의그 <사람이란>하구 러내시는잔소리를

안듯게되어서 정말 시원해……하하하」27)(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문에서 순택과 영희의 오라비는 영희를 거울로만 보고 있다. 거

울의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녀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의 시선을 통해 굴절된 주체이다. 여기서 거울은 남이 영희를 보기 위

한 중간 장치로 나타난다. 그녀의 본물을 보지 못하고 거울에서 비친 주

관적인 이미지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중간 장치의 거울 안에 신랑 순

택은 사랑의 눈길로 이상화된 신부의 상을 보고 오라비는 순진하고 귀

여운 누이동생의 상을 본다. 두 남자는 영희의 어떤 측면만 고찰하는 것

으로 나온다. 위 인용문에 나온 거울에 비친 영희가 단순화된 주체이다.

다음 인용문에서 순택은 거울을 통해 봤던 신부를 드디어 거울 없이

볼 때의 반응을 보여준다. 이때부터 순택의 시선으로 봤던 이상적인 영

희가 실제 영희와 다르다는 것을 의문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순택은 긍

25) 위의 책, 111쪽

26) 위의 책, 112쪽

27) 위의 책,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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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태도로써 그 어긋난 느낌을 모면하려 한다.

신랑신부도 안젓다. 이지 신랑은, 거울을 사이에두고 거울밧게섯는

자긔는 거울속에잇는신부를 바라보고, 거울속에잇는자긔는 거울박게잇는

신부를 바라보고잇섯스나, 인제야 톄경을 등을지고 기윽ㅅ자로안진 신부

의얼골을 거울의힘을 빌지안코 마조보게되엇다. 그러나 광선의작용으로

그러한지 신랑의눈에는 거울속에서 보든얼굴이 더화려한것가타얏다. 그래

도 여러사람의눈을 리면서 애를써가며, 흴마조치는 그눈만은―마음의

비인곳을 채이랴고 무엇인지 호소하며찻는듯한 그눈만은, 여전한 것을 

다랏다.28)(밑줄은 인용자)

거울 밖 신랑이 거울 속 신부를 보고, 거울 속 신랑이 거울 밖 신부를

본다. 거울 속 신랑과 거울 밖 신랑 둘 다 중간 장치를 통해 신부의 굴

절된 모습을 바라본다. 위 인용문은 영희뿐만 아니라 순택도 어느 정도

영희를 단순화된 주체로 여기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다. 그렇지만 그 사

실을 이때까지 모르는 순택은 “거울 속에서 보던 [신부의] 얼굴이 더 화

려한 것 같아”고 하는 순간이 거울 속의 영희가 이상화된 것을 깨닫는

것으로 여겨진다.

「해바라기」의 남성 등장인물만 영희를 거울을 통해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영희도 거울을 사용해 자기 모습을 고려하는 순간이 있다. 다음

인용문에서 영희가 작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궁금해 한다. 이러한 영희의 면모는 타인이 보는 자신

의 이미지에 대한 불안을 잘 드러낸다.

영희는 상우에 노혓든 「오페라, 쓰」에서 거울을 내어드려다보다가

웃으면서,

「내가 그러케뵐정말 그래요?」하며 입으로는 변명을 하여도 얼골

은 더발개졋다.29)

여성과 거울의 상징은 주로 허영심을 의미하는데 위 인용문에서 거울을

28) 위의 책, 113쪽

29) 위의 책,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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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영희는 자기 내·외면의 갈등 및 남의 시선을 인식하는 것을 표현한

다. 전술한 것처럼 순택과 오라비가 거울에 비친 영희의 모습을 통해 영

희의 주체를 어떻게 굴절하고 단순화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영희가

스스로를 거울을 통해 바라볼 때는 무엇이 반영되는지 묘사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뵐까 정말” 그럴까 하는 질문으로 영희가 남의 입장으로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 하는 것을 보여주며 남이 다 틀렸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희는 주변사람들에게 아직 이해받지 못하는 모순적이

고 복합적인 주체로 나타난다.

「해바라기」에서 염상섭은 나혜석과 김우영 부부사이를 날카롭게 분

석하고 묘사했다. 나혜석은 이 소설 때문에 “히스테리에 빠질 번핬”단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남성 작가에 비해 염상섭은 나혜석을 모델로 한

영희를 동정적으로 묘사했다. 물론 영희는 자기중심적이며 냉정한 여인

으로 쉽게 읽힌다. 다음 인용문에서 영희가 순택을 남편으로서 선택한

이유가 설명되는데, 영희는 순택이 자신을 사랑하는만큼 그를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럼으로 그사랑은, 감사하다 가엽다 불상하다는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이

요, 가슴에서 솟아나오는 에서 우러나오는 피의방울방울이 어오르는

사랑은아니엇다. 영희의령혼은 순택이의 령혼속에서 살수가 잇서도, 영희

의령혼속에 순택이의령혼이 싸일수는업다. 그러나 그대신에 순택이의세계

에는 영희가 드러갈수잇지만 영희의세계에는 순택이가 한발자곡도 드려

노을수가업다. 영희에게는 자긔밧게는 아모도침범할수업는 자긔만 혼자

락을 누릴세계가잇다. 그것은 곳예술의세계이다. 하기문에 영희는 결혼

생활로서 채일수업는불만족을 자긔의세계― 예술의세계―에서 채일수가잇

지만, 순택이는 그러할수는업다. 순택이에게 대한영희는 자긔의전톄이다.

영희가업고는 자긔도업고 영희가업는데에는 다른세계를 다시 생각할수

도업다. 여긔에서 영희는 순택이를 가엽다고동정하고 고맙게생각하며 

한 이것이 순택이에게 리는첫재리유이다. 만일 순택이가 영희의모든시

험에 순종하고 거진모욕에갓가운 짓구진농락을 잠잣고 참을아니라, 그

러하면 그럴스록 녈렬한애정을보이지안엇드라면, 그리고 만일에 순택이의

가뎡이 넉넉지 못하다거나 순택이의사회뎍지체가 보잘것업거나 하얏드라

면, 영희는 어한졂은문학자나 화가나 그러치안으면 음악가가튼 종류의

청년을 골랏슬 것이다. 그러나 순택이의녈심은 영희를 마츰내 정복하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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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엇다. 그야 영희의생각대로말하면 자긔가 순택이에게 정복된것이아니

라, 순택이가 자긔에게 정복된것이니, 영희는 순택에게 대하야는 절대

의패권을가진 왕자라고 생각지안을수업슬 것이다.30)(밑줄은 인용자)

영희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염상섭은 영희, 즉 나혜석의 예술가 정신을

인정하며 순택, 즉 김우영과 결혼하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임을 보

여준다. 영희도 순택을 사랑하지만 그것은 홍수삼과의 사랑에서처럼 열

애에서 비롯한 감정이 아니다. 영희는 순택의 사랑에 감사했고, 그가 자

신을 쫓아다니는 모습이 불쌍해서 그를 선택한 것이다. 무엇보다 영희에

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낙을 누릴” 수 있는 예술의 세계이다. 그렇

지만 “영희가 없고는 자기도 없”다는 순택은 이 소설에서 영희가 기만한

순박한 남자로 나온다. 당시 독자에게 영희의 태도는 너무나 냉정한 것

으로 보였을 것이다. 염상섭은 중립의 시선으로 영희를 묘사하고 그녀의

내면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영희를 예술을 위해서만 살고, 아직 옛 애인

을 잊지 못하는 여성으로 쉽게 오해하게끔 하였다.

염상섭은 다른 남성 작가보다 나혜석의 입장 및 그녀를 구경하는 대중

의 입장을 유일하게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해바리기」는 영희의 내면

을 깊숙이 탐구하며 그녀를 설명하고자 하는 목표도 지녔지만 궁극적으

로 1923년 당시 독자들은 모델인 나혜석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혜석 스스로의 동의하에 쓰인 소설이지만, 결국 이 소설이 묘사하는

자기 자신이 왜곡되었다고 여겨지자 그녀는 그러한 이미지 또한 조절하

고자 했다.

30) 위의 책,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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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쓰기를 통한 이미지 조절법

근대 초기, 나혜석(1896-1948), 김명순(1896-1951), 김일엽

(1896-1971) 등 1세대 신여성들은 하나의 구경거리·스펙터클로 여겨지

면서 대중의 가차 없는 평가 및 비판을 받았다. 신여성의 행동에 대한

여러 언론 매체의 보도는 신여성에게 매혹과 공포의 양가감정을 느꼈던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신여성을 관찰하는 비신여성(구식여성이

든, 신남성이든, 구식남성이든)은 편견의 시선으로 신여성을 규정했다.

즉, 대중들은 한편으로 신여성을 숭고하게 여기다가도 다른 한편으로 격

론을 일으키는 신여성에 대해 비판하는 변화무쌍한 모순된 태도를 보여

준 것이다. 이러한 당시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나혜석은 수필을 발표함

으로써 언론매체에서 자신의 소식과 소문을 조절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초기 페미니스트로 여겨진 여성작가 중에 나혜석은 동시대 남

성의 편견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격했고 선구적인 자전적 글쓰기를 이용

해 자신의 공적 이미지(public image)를 조절함으로써 신여성에 대한 대

중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했다. 당시 언론에 있어서 나혜석은 신

문을 팔리게 하는 최고의 스펙터클로 여겨졌다. 그녀는 한국의 ‘최초 여

류화가’로 유명해졌으나 구식적 미덕을 답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중

의 의심을 받았고 그녀의 명성은 추락했다. 나혜석에 주목하는 언론의

태도는 그녀가 이혼하기 전 1930년 6월 『매일신보』에 실렸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기자는 “여류화가 나혜석 씨라 하면 세상이 다 아는

바이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를 상상해왔다는 것을 자백한다.31) 또한 유럽 여행했을 때 그녀가 머리

를 자르고 단발을 했다는 것이 신문에 나올 만한 소식으로 여겨졌다.32)

나혜석은 자기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여성에게 신여성이 어떻게 살

31) 「사림과 육아―그들의 취미」, 『매일신보』, 1930.6.6. (이상경 편집교열,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638면에서 재인용. 이하 『나혜석 전집』은 『전집』으로 표기한다.) 

32) 「구미 만유하고 온 여류화가 나혜석 씨와 문답기」, 『삼천리』, 1930.6 (『전집』 620면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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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느끼고 사회를 대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남성에게 이해를 권했다. 나혜

석의 자전적 글쓰기는 신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의 일상에도 나타나

는 감정, 곤경과 행복을 진솔하게 포착해 엄밀히 반영함으로써 조선 사

회 혹은 억압을 느끼는 여성들에게 인습적인 조선여자 노릇을 벗어날 길

을 알려준다. 3장에서는 나혜석의 이미지 조절법(image control)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미지 조절이란 유명한 사람이 공적 자아를 절제하려고

하는 행위이다. 여론 인지·공공의 지각으로 먹고 사는 예술인, 즉 화가이

자 작가인 나혜석과 같은 인물에게 이러한 이미지 조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1920-1930년대 조선에서 공적 영역에 나온 사람은 글로만 자

신에 대해 소문·소식이나 악평을 조절할 수 있었다. 나혜석은 자전적 글

쓰기를 통해 자기 공적 이미지를 제정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3.1. 신여성으로서의 자의식과 고뇌: 1914-1927

1914년에서 1920년까지는 나혜석의 일본유학시절로 규정했는데 나혜석

은 1914년 도쿄 여자미술학교를 등교해서 1918년에 졸업할 것으로 나온

다. 졸업한 후에 나혜석은 조선에 귀국하자 함흥의 영생중학교와 서울의

정신여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일했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동

료 여성지식인과 같이 체포되었는데 감옥을 나와서 1920년 친오빠 나경

석의 친구인 김우영과 결혼했다.33) 그래서 1914에서 1920년까지, 이 시

기는 싱글여자로 살던 시대이자 학생정신을 갖는 데로 여겨진다. 일본유

학을 하면서 일본 여성운동회 사이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조선 남성유학

생 최승구, 이광수와도 친하게 지내면서 문학·예술에 대해 많이 논한 것

으로 나타난다. 서양화를 전공하는 나혜석은 미술에만 집중하지 않았고

여성해방 및 남녀평등에 관심이 많아져 이 주제 중심으로 글을 쓰기 시

작했다. 이 기간에 나혜석은 7개의 글을 3개의 매체로 발표했다. 다는 자

전적 글쓰기로 볼 수 없지만 자기 삶을 본보기로 삼아 써서 자전적 요소

가 있고 나혜석의 글쓰기가 어떻게 성숙해졌는지에 중요한 자료로 여긴

다. 그녀는 이 시기에 『학지광』, 『여자계』와 『신여자』로 글을 발표

33) 이구열, 『그녀, 불꽃같은 생애를 그리다』, 서해문집, 2011. 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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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이 발표매체를 살펴보면서 각 잡지에 발표한 글에서 볼 수 있는

‘나혜석’, 즉 화자의 어조, 글의 내용, 문체를 통해 그려진 내포필자의 이

미지를 알아내고자 한다.

첫째로, 『학지광(學之光)』은 1914년 4월에 창간되어 1930년 4월까지

계간지와 비슷한 형식으로 출판되었다. 그동안 총 29호를 발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학지광』은 재(在)일본동경 조선유학생학우회의 기관

지여서 원래 유학생에게 중요한 이슈를 다루려고 했는데 학생의 관심사

가 일관성이 없어서 분열된 다른 맥락의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나서

종합지와 비슷한 형식이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주제(문예·학술·교육·사

회·경제·언론)의 논설과 문학 작품이 같이 발표하게 됐다. 제4호이 후에

대부분의 기사는 논문과 화제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중요한 점 하나는

잡지의 발간 비용은 조선유학생이 스스로 기급한 것이다. 나혜석이 처음

으로 발표된 글, 「이상적 부인」(1914)은 『학지광』 3호에 실렸다.

『학지광』 3호에 나혜석의 첫 작품과 같이 발표된 글 중에 현상윤(玄相

允)의 「구(求)는 바 청년(靑年)이 그 누구냐?」와 김영섭(金永燮)의

「이상적인물(理想的人物)의 실력(實力)과 수양(修養)」이 있는 것을 보

고 ‘이상’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인 유학생의 입장이 잘 드러난다. 『학

지광』의 12호와 13호에 발표된 「잡감(雜感)」(1917.04) 및 「잡감(雜感) 

–K언니에게 여함」(1917.07)은 잡지가 조직원으로부터 만든 분명한 주제

가 없어서 같이 발표된 다른 글과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34)

나혜석의 첫 논설인 「이상적 부인」은 자전적 글쓰기로 볼 수 없는데

열정적인 목소리로 여성해방, 생활개량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 나혜석이

활동한 동안의 출발점이 인식된다. 아직 학생이고 미혼녀인 나혜석은 실

제로 부인이 되는 것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변 조선 유부

녀의 생활을 본 것만으로 그들의 사회적 무력함을 강렬히 비판한다. 여

기서 당시 서양문학인, 톨스토이, 입센과 스토우(Harriet Beecher

Stowe), 그리고 일본에서 ‘이상적 부인’으로 유명한 여자를 언급하는 것

은 그녀가 독자에게 포관적인 서양문학지식과 일본문화의 이해를 기대하

는 것을 보여준다.35) 나혜석의 이러한 『학지광』 독자에 대한 큰 기대

34) 조남현, 『한국 문학잡지 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147-158쪽.

35) 「이상적 부인」, 『전집』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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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는 것이 「잡감」과 「잡감 – K언니에게 여함」에서 계속된

다. 표면적으로 이 두 텍스트는 어떤 ‘언니’, 여자유학생 동료에게 쓴 것

인데 대부분의 『학지광』 독자는 여자가 아니라 조선남자유학생인 것으

로 나타난다. 그것을 알면서 나혜석은 일부러 유학생에 대한 기대를 삼

아 텍스트의 독해수준을 높이려고 한 것으로 암시된다. 특히, 「잡감 –

K언니에게 여함」에서 「이상적 부인」에서 봤던 것처럼 나혜석은 서양

사의 유명한 인물과 당시 최신의 사상가를 언급하는데 그 인물들이 대표

하는 사상이나 역사적 맥락을 모르면 그녀가 제시하는 것을 이해 못 할 

정도로 독자에게 모던한 고등교육을 받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실을 증

명한다.

(A) “언니! 어떨까요? 우리는 왜 메리와 같은 큰 여자 교육자가 못되란 

법 어디 있겠소? 롤앙 부인과 같이 광란노도의 희생을 못할 리 어디 있

겠소?”36)

(B) “나폴레옹이나 비스마르크에게 만일 성공이란 허영심과 위인될 욕심

이 없었던들 어찌 백천 년 후세를 전하여 기억만 사람이 뇌 속에 기억을 

삼았으리까.”.37)  

위 영국 여성교육 운동가이자 수학자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와 프랑스 혁명에 중요한 역할을 가진 정치 운동가인 마

농 롤랑(Manon Roland)을 이름으로만 언급한다. 유럽의 유명한 정치인

도 언급했는데 고전 그리스 신화와 지식인, 즉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

테스, 페리클레스, 제우스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이러한 사

상, 인물을 언급하므로 텍스트 속의 나혜석은 독자에게 자기도 배운 사

람, 지식인이고 남자 유학생이 배운 것을 똑같이 배웠고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잡감」과 「잡감 – K언니에게 여함」은 내용으로 아주 비슷한 글인

데 형식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둘 중에는 「잡감」이 소설감이 더 강하

다. 이 글은 ‘나혜석’으로 이해하는 화자가 다른 언니인 여자유학생과 같

이 조선유학생 학우회 망년회를 떠나면서 한 얘기를 현재 쓰는 여성해방 

논설과 섞인다. 언니랑 한 대화를 회생하면서 쓰는 것으로 보면 화자가 

36) 「잡감 – K언니에게 여함」, (『전집』 195쪽에서 재인용).

37) 「잡감 – K언니에게 여함」, (『전집』 193-4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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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를 오랫동안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것으로 보인다. 그때 존경하

는 언니가 한 말을 이제 와서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논쟁을 추가한다. 

「잡감」의 자매글인 「잡감 – K언니에게 여함」은 제목에 나타나는 조

선으로 귀국한 ‘K언니’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 형식으로 쓴 글

이다. 『학지광』 12호에 발표한 「잡감」에서 시작된 여성해방 논설을 

계속하면서 같이 여성교육, 여성해방을 운동했던 K언니가 자신의 원칙

을 잃었냐는 질문을 던진다. 나혜석이 사적 편지를 공적 영역에 발표하

는 자전적 글쓰기형식은 「잡감 – K언니에게 여함」으로 시작되는데 이 

형식을 사용하는 제일 유명한 나혜석 작품이 「이혼 고백장」이다. 다음 

인용문에 따라 편지형식은 필자 나혜석과 독자의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들

면서 여학생간의 사적 소통을 훑어보는 것으로 느껴진다.

  언니! 언니의 편지보다 먼저 본국으로 온 S언니에게 언니의 소식을 자

세히 들었소. 들은 그 순간으로부터 어느 때든지 나는 언니의 그 적막한 

경우와 모순의 고통, 번민이 오죽할까 하여 혼자 낙루(落淚)한 적도 많소. 

해서 미상불 그동안 여러 번 솜씨 없는 붓을 들은 적도 있었으나 지어 

놓고 부치지도 않은 적도 있고, 혹은 쓰다가 찢어버린 적도 있소.38)

  위의 인용문은 「잡감 – K언니에게 여함」에게 진짜 편지인 것을 시

사한다. K언니가 보낸 편지를 기다릴 수 없어서 성급한 마음으로, 열정

이 넘친 채 이 편지를 쓴 것이 암시된다. 이러한 친근한 말은 이 글이 

절박감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두 작품에서 배운 것을 보여주고 지식인인 것을 뽐내면서 나혜석은 

자기가 강조하는 자부심·자존심과 모순되는 숭배하는 어조도 사용한다. 

나이와 사회지위를 민감한 조선사회의 맥락으로 나혜석은 잡감 시리즈에

서 글 속의 자신을 사회적으로 더 낮춘 위치로 쓴다. 텍스트의 내포독자

가 ‘언니’고 같이 공부한 선배라서 사회적으로, 학술적으로도 나혜석은 

자기 자신을 독자보다 하위의 존재로 그린다.39) 내포독자인 ‘언니’가 자

기보다 더 먼저 여성운동을 시작한 것을 인정하면서 화자는 새로운 길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선구자인 선배를 숭배하는데 열정적인 

어조로 아직 갈 길이 멀고 전투가 시작만 했다는 것을 부각한다. 이러한 

38) 위의 책, 191쪽.

39) “...나는 언니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언니보다 몇 층이 떨어진 것을 깨닫고 인제는 겸손

하게 솜씨 없는 붓이라도 들어 어리광을 부리려 하나이다.” 위의 책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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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로 나혜석은 『학지광』에 발표한 잡감을 통해 성실하고 겸손하면서 

열정이 넘치는 모습을 그려내고자 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 두 글에서 느

낌표를 자주 쓰는 것과 ‘언니!’를 외치듯이 자꾸 내포독자에게 간청하는 

문체는 화자가 극도의 흥분에 휩싸이게 하고 치열한 텍스트 속 분위기를 

만든다.  이렇게 겸손하고 숭배심이 넘치는 텍스트 속의 ‘나혜석’은 유학

생 시절의 글에서만 나왔다. 게다가 『학지광』에서 발표한 글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잡감」과 「잡감 – K언니에게 여함」에

서 보는 열정은 나혜석의 문학에서 계속되는데 이 두 글에서 볼 수 있는 

‘나혜석’의 모순된 이미지가 잡감 시리즈의 제일 흥미로운 점으로 여겨

진다.

『여자계(女子界)』는 1971년 6월에 창간되어 1927년 1월까지 발간된

잡지다. 나혜석은 이 잡지에 글을 실린 것 외에 제2호의 잡지 편집 겸

발행인 김덕성 밑에 편집부원으로 일했다. 나혜석은 『여자계』 제2호

(1918.03)에 이제 명작으로 여기게 된 「경희」와 시 「광」을 발표했고

제3호(1918.09)에 「회생(回生)한 손녀에게」를 발표했다.40) 『여자계』

는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가 시작한 것이고 조선 최초의 ‘여성잡지’, 즉

여성이 만들고 여성을 위한 잡지로 여기는데 『학지광』 때문에 발행 경

험이 있는 전영택, 이광수 등의 도움을 받아서 창간할 수 있었다. 그러므

로 『여자계』가 『학지광』의 자매지로 볼 수 있다.41) 게다가 잡지 목

차를 보면 『여자계』에 게재된 작품의 필자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작

가도 같이 많이 발표했다. 그것을 보면 여성 잡지인데도 남자 유학생 동

료에게서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을 알 수 있다.42) 그러나 『여자계』를 발

간하므로 여성필자가 처음으로 ‘남성과 동등한 위치’의 창작 공간을 만들

고 전통적으로 사적 영역에 간주된 여성 글쓰기를 더 큰 창작 영역에 확

보할 수 있게 했다.

「광」과 「회생한 손녀에게」는 자전적 요소가 없지만 『학지광』에

서 발표한 글과 같이 나혜석이 선호하는 여성계몽·행방 주제를 계속한

다. 흥미로운 점 하나는 『학지광』에서 논설으로 볼 수 있거나 논설적

인 경향이 강한 글만 발표했는데 그 잡지의 자매지인 『여자계』에서

40) 이혜진, 「신여성의 근대적 글쓰기 - 『여자계』의 여성담론을 중심으로」, 『동양학』 55, 

2014, 21-22쪽.

41) 김경일, 『신여성, 개념과 역사』, 푸른역사, 2016, 97쪽.

42) 이혜진,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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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설만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다. 「잡감」에서 소설적 요소를 활용하

지만 『여자계』에서 실린 글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논쟁을 보여준다.

그것에 대비되는 나혜석의 대표적인 자전적 소설 「경희」는 「잡감」보

다 독자를 더 완만하게 설득하려고 한다.

이 소설은 방학대 일본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여학생 경희의 입장으로

시작된다. 배운 여자가 남편을 못 찾겠다는 편견 때문에 경희의 아버지

가 그녀에게 결혼을 강요한다. 집안의 모든 여자와 동내 아줌마들은 소

문으로만 들었던 존재인 여학생을 구경하러 오는데 경희가 소문난 여학

생의 이미지와 반대로 부지런하고 이상적 여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그녀를 놀랍게 한다. 동내 아줌마들이 경희나 경희 엄마에게 여학생에

대한 험담을 들리면서 경희는 그 미끼에 넘어가지도 않고 ‘이상적 여성’

의 역할을 계속 공연하는 것으로 주변 구여성을 여학생 편으로 설득한

다. 경희의 공연을 목격한 여성등장인물들은 경희를 더 받아들이는 것으

로 나오는데 이 공연을 안 보는 경희의 아버지는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

하는 것 때문에 경희가 집을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여학생 경희를 구경하러 온 구여성인 사돈마님과 떡장사는 수다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두 사람은 소문으로 들은 여학생·신여성의 험담

을 믿어서 귀국한 경희를 구경거리로 여기고 여학생의 한 표본을 관찰하

러 온다.43) 여학생들이 가사를 할 줄 모른다고 아는 사돈마님은 경희가

바느질하는 것으로 보고 그녀의 실력에 놀란다. 경희는 사돈마님의 놀라

움과 불신하는 칭찬에 방어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드리고 대답한다. 사돈

마님이 하는 말을 보면 경희가 건강하게 잘 돌아왔냐는 말을 하면서 언

외에 여학생의 삶에 관한 면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여학생을 내려다보

는 말에서 사돈마님이 여성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음 인용문에서는 사돈마님이 여학생을 깔보는 듯한 말투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이구, 그 좋던 얼굴이 어쩌면 저렇게 못 되었나 오죽 고생이

심했을라고.”

43) 켈리 Y. 정, <신여성, 구경거리(a spectacle)로서의 여성성 : 가시성과 접근성 - 나혜

석의 「경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29권, 2005.12, 127-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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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마님은 자비스러운 음성으로 말을 한다. 일부러 경희의 손목을

잡아 만졌다.

“꼭 시집살이한 손 같구나. 여학생들 손은 비단결 같다는데 네 손

은 왜 이러냐.”

“살성(性)이 곱지 못해서 그래요.”

경희는 고개를 칙으린다.

“제 손으로 빨래해 입고 밥까지 해 먹었다니까 그렇지요.”

경희의 어머니는 담배를 다시 붙이면서 말을 한다.

“저런, 그러면 집에서도 아니하던 것을 객지에 가서 하는구나. 네

일본학교 규칙은 그러냐?”

사돈마님은 깜짝 놀랐다. 경희는 아무 말도 아니한다.44)

눈으로 보는 것을 못 믿듯이 사돈마님은 경희의 손도 잡고 만지고, 경희

가 그렇게 집안일을 하는 것이 일본학교 규칙을 따라서 그러느냐고 물어

보기도 한다.

이 소설은 나혜석의 실제 삶에서 나온 이야기를 서사화한 글이다. 그

러므로 독자가 주인공 경희를 나혜석으로 읽게 된다. 나혜석은 자기서사

화한 주인공 경희를 떳떳하고 죄가 없는 조선사회가 박해하는 피해자로

그려진다. 경희는 구여성의 대표 미덕을 고취하는데 그녀의 유일한 ‘결

점’이 공부를 마무리하기 전에 결혼하고 싶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

은 경희가 결혼을 반대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다. 경희가 언젠

가 결혼을 하겠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일찍 하고 싶지 않다. 나혜석은 경

희가 마지못해 부모의 명령, 사회의 규약을 따라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

한다.

표면적으로, 경희는 자기가 여학생인 것을 스스로 자랑도 안하고 부각

도 안 하는데 독자가 그녀의 내면독백을 통해 타인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얼마나 많이 신경 씌는지를 알 수 있다. 소설 3분의 2에서

경희의 내면독백으로만 그녀의 열정과 사회비판 정신을 접하는데 마지막

장면, 아버지와 크게 싸울 때 그녀의 내면생각이 드디어 말로 표현된다.

「경희」에서는 나혜석 자기서사화한 주인공이 자기 주체의 여러 양상

을 보여주는데 관계에 따라 신여성의 어떤 양상을 가면처럼 공연적으로

44) 나혜석, 서정자 엮음, 「경희」, 『한국 여성소설선』, 서울 : 갑인출판사, 1991.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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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다. 사돈마님과는 경희가 집안일을 잘하고 예의 바른 이상적인 여성모

습이 나타난다. 시월이와는 경희가 사회적 질서를 흔드는 부지런하고 자

매애가 많은 모습을 강조한다. 여학생에 대한 험담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희는 아무도 비판할 수 없는 여학생의 정체성을 만든다. 자기가 만든

이미지는 본격에 있어 장점을 과장하며 일본 학교에서 배운 능률적인 청

소방법이나 바느질 기법을 사용해 여성에게 교육을 시키면 최상의 여자

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희는 자신의 극

단적인 정체성 사상을 참아야 한다. 다음과 같이 경희는 내면 생각에서

만 가시 돋친 말로 구여성들의 살림 문제를 비판하고 사람이 되는 것을

주장한다.

“먹고 입고만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알아야 사람이에요.

당신댁처럼 영감 아들간에 첩이 넷이나 있는 것도 배우지 못한 까닭

이고 그것으로 속을 썩이는 당신도 알지 못한 죄이에요. 그러니까 여

편네가 시집가서 시앗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여편

네 두고 첩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고 싶었

다.45)

이 텍스트에서 나혜석은 자기서사화한 화자인 경희를 구식 조선사회가

여학생·신여성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탐험하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

기 때문에 여성교육의 순교자로 그린다. 결백하고 떳떳하게 묘사된 경희

는 집을 나가 하느님에게 외치고 보호를 요할 때 프랑스의 영웅화된 순

교자 잔 다르크를 상기한다. 나혜석이 자신을 순교자답게 묘사하는 것은

「경희」에서 처음으로 사용했지만 이러한 이미지가 나혜석의 대표 작품

에서 야깐 다른 형식으로 반복된다. 이런 내용의 소설, 즉 떳떳한 여학

생이 구식 사고방식에 부딪치는 것이 일부러 여자유학생잡지 『여자

계』’에 맞춰 쓴 것으로 여겨진다.

1918년에 도쿄 여자미술학교를 졸업하므로 유학생지에 더 이상 글을

발표하지 않아서 다른 매체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신여

자(新女子)』를 통해 글과 그림을 공개했다. 『신여자』는 주간 김원주

의 힘으로 1920년 3월에 창간되어 1920년 6월까지 발행했는데 총 4호를

45) 「경희」,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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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으로 나타난다. 창간호에 따라 『신여자』는 “사회를 개조하려면

가정을 개조해야하고 가정을 개조하려면 가정의 주인인 여자를 해방시켜

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46) 「창간사」에서 김원주는

“수천 년 동안 암암한 방중에 갇혀 있던 우리 여자의 부르짖음”이라고

해서 『신여자』는 그런 어조로부터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3.1운동을

보고 겪은 조선 여자가 더는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해방과 개조를 강요하

는 인간으로 소개하는 잡지다. 나혜석은 김원주, 박인덕 김일엽 등과 함

께 ‘청탑회(靑塔會)’라는 모임을 같이 다니면서 새로운 사상과 문학에 대

해 얘기했다.47) 나혜석은 『신여자』 4호에 「4년 전 일기 중에서」

(1920.06)를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제3호와 제4호에 만화판도 기여했다.

4호의 목차를 보면 여성교육 담론이 많고 「4년 전 일기 중에서」과 같

이 발표된 다른 시·소설은 허영숙의 「처음사랑」, 시 소위 ‘추담’ 「미

스 아펜젤러(阿片薛羅送別歌)」, 김송월의 「엇더한 남사(男使)을 엇을

가?」로 기록된다.48)

「4년 전 일기 중에서」(『신여자』, 1920.6)를 보면 『학지광』과

『여자계』에서 보여주는 이상적 여학생 주체를 보여주지 않아 아직 자

유연애에 대해 이상의주적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혜석은

유학생잡지에서 이상적 여학생, 여성운동가를 보여줬는데 「4년 전 일기

중에서」에는 그 이상적 여학생 이미지와 모순되는 로맨스에 몰두한 주

체가 나타난다. 이 글을 발표한 후에 나혜석은 종종 일기라고 부르는 글

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일기’라는 제목을 붙여도 나혜석의 사적 일기가

아닐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

해 소설을 일기형식으로 쓰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혜석의

진짜 일기에서 뽑았다고 해도 『신여자』에 발표하기 전에 일기를 수정

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실이든 환상이든 나혜석

이 「4년 전 일기 중에서」로 제목을 지었을 때 독자로 하여금 이 글의

어떠한 진실성과 비공식적인 분위기를 기대하도록 만든다. 이 글은 나혜

석이 7번째로 발표한 글이자 첫 수필이다. 이 글이『신여자』에 실렸기

때문에, 나혜석이 겨냥하는 독자층은 교육받은 여자로 이해할 수 있고

46) 조남현, 196쪽.

47) 김경일, 91, 94-96쪽.

48) 조남현,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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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교육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의 여성 독자임을 예

상할 수 있다. 나혜석은 이러한 독자들이 자유와 연애에 관한 내용을 흥

미로워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므로 자기 수필 중에 제일 소녀답고 로맨틱

한 글을 쓴 것으로 여겨진다. 수필은 도쿄에서 유학 중인 ‘내’가 방학이

되어 고국으로 가야 하는데 돌아가기 전에 연인 K를 보러 교토를 방문

하는 내용이다. 첫사랑에 빠진 듯 열정이 넘치는 문체와 새로 배운 영어

연애 표현 등을 통해 이 글에 나타나는 ‘나혜석’은 전통 여성 노릇에서

벗어나 혼자 외국에서 노는 젊은 여자다.

여기가 교토이다. 내게는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다. 내 생명을 건져준

은인이 이곳에서 산다. 나에게 다시 ‘러버(애인)’의 명칭을 준 사람이 이

곳에 있다. 또 나를 영원히 붙잡아 주고 살려줄 사람이 이곳에서 공부하

는 곳이다.

아! 내게는 그 중 제일 깊은 인연이다. 이번에도 본국을 직행하려고 하

던 나도 여기 내리어 교토의 낯을 보니 자연히 감사의 섬유(纖維)로 전신

이 찌르르 한다. 아! 감사한 교토여! 잊히지 못할 교토여!49)

‘나’에게 공부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로 인식되며 ‘나’를 살려

줄 수 있는 것이 K의 사랑이다. 즉 이는 사랑이 지고의 가치라는 정신

을 보여준다. 이러한 글은 통속소설과 같이 여성 독자를 흥분시키려는

목적으로 썼는데 이 글이 자기 일기라고 하는 나혜석은 유학을 고민 중

인 여자들에게 자기 유학생활을 본보기로 삼아 ‘유학을 하면 나처럼 행

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K를 이상적 신남성의 애인으로

그림으로써 신여성이 가치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신남성과 얼마

나 잘 어울리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이 글이 나혜석의 실제 일기라면

혹은 이 글을 나혜석의 실제 일기라고 생각한다면 K가 바로 미래의 남

편 김우영인 것이 암시된다.50) 나혜석은 「4년 전 일기 중에서」를 1920

49) 나혜석, 「4년 전 일기 중에서」『신여자』, 1920.6 (이상경 편집교열, 『나혜석 전집』, 태

학사, 2000, 198-199면에서 재인용. 이하 『나혜석 전집』은 『전집』으로 표기한다.) 

50) 「4년 전 일기 중에서」는 1920년에 발표해서 1916년에 일어난 일로 추측하면 되는데 

나혜석의 첫 사랑 최승구는 그 해 죽었으므로 이 작품의 K를 최승구로 추정하는 논자

가 있다. 그러나 나혜석의 「이혼 고백장」에서 애인 최승구가 죽은 해에 남편 김우영 처

음 만났다고 한다. 그리고 「이혼 고백장」에서 교토 가서 김우영과 만나는 것을 증언했

다. 최승구는 동경에서 유학을 보냈는데 교토에 산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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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발표했는데, 3~4년전에 같이 유학 중인 친오빠 나경석이 동생 나혜

석에게 친구 김우영을 소개했다고 한다.51) 당시 수필을 발표했을 때 독

자들은 ‘일기’에 나온 K 씨가 김우영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혜

석은 K 씨를 로맨틱한 영웅으로 묘사하고 그에게 영화에 나오는 멜로드

라마적 열애 대사를 부여한다.

K 씨는 그립던 키스를 뜨겁게 준다.

“어찌 보고 싶었는지요. 똑 죽겠어요.”52)

조조(早朝)에 K가 와서 자는 이 얼굴에 키스해 주는 바람에 깨었다. 꿈이

나 아닌가 하였다.53)

위의 인용문은 현재 독자에게는 상투적인 대사지만 1920년대 독자에게

는 다소 음란한 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스를 받아서 온몸이 짜

릿한 젊은 여자가 자기 일기에서 비밀 이야기를 딱 이런 형식으로 썼을

법하기 때문에, 진실성이 높고 또래가 동감할 만한 텍스트로 평가할 수

있다.

1914-1920년 이 시기는 나혜석이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이 발표된 작

품에서 제일 강하게 나온다. 그녀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계속할 수

있는 주장이었지만 『여자계』에 발표된 「경희」를 보면 이상주의적 사

상을 가지고 조선에 돌아올 때 조선사회 풍속과 갈등이 난다. 「4년 전

일기 중에서」에서 본 이상의 로맨스와 달리 조선에 돌아온 나혜석 자기

서사화한 소설 주인공 경희는 유학하면서 추구했던 이상이 흔들기 시작

한데 마지막 장면에 갈등이 나도 아직 이상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다

는 희망이 보인다. 결혼하기 전에 나혜석 자전적 글쓰기는 그녀가 미래

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그녀가 믿는 이상

의 여성생활, 만민평등, 이성간의 인정이 있겠다는 희망스러운 주체 양

「4년 전 일기 중에서」에 나온 K는 김우영을 모델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기’라고 해

도 실제로 일어난 일 아닐 수도 있고 일부러 최승구와의 사랑을 김우영과의 관계를 융

합해서 K와의 사랑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51) 이구열, 『그녀, 불꽃같은 생애를 그리다』, 서해문집, 2011.7.05., 110면

52) 위의 책, (『전집』 200면에서 재인용)

53) 위의 책, (『전집』 201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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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여준다.

나혜석 아버지 나기정은 1915년에 돌아가셨고 1919년 엄마 최시의가 돌

아신 다음에 나혜석은 1920년 관료 김우영과 결혼했다. 결혼한지 몇 달

도 안 돼 나혜석이 임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첫딸 김나열은 1921년 4월

29일에 태어났는데 나혜석은 결혼했어도 그렇게 빨리 임신할 줄 몰랐기

때문에 첫 임신이 아주 혼란스러운 경험으로 글에 기록한다.54) 1921년

나혜석은 조선의 최초 여성 서양화가 전시회를 열리므로 화가로써의 일

도 빠바지고 글도 학생시절보다 훨씬 더 많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는 나혜석이 제일 많은 발표매체를 사용했고 발표매체의 형식과

입장, 경냥독자도 다양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잡지, 신

문에서 글을 발표하는 것과 같이 글의 형식도, 내용도 다양해졌다. 미술

비평, 시, 소설, 페미니스트 산문을 다양하게 발표하면서 이 시기에는 자

전적 글쓰기가 제일 적게 나온다. 그래도 이 시기에 발표된 자전적 글쓰

기에서는 대화를 언급하고 여러 형식의 글을 통합하여 나혜석만의 자전

적 글쓰기 방식을 개발한다. 엄마가 되자 화가로, 작가로 유명해진 나혜

석은 학생 시절 때 품었던 이상적 여성의 삶을 계속 품고 있었는데 새로

생긴 가정 책임·부담은 추구했던 이상의 비현실성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나혜석 자전적 글쓰기에서 그녀가 이상과 현실의 생

활 사이에 낀 것을 보여주면서 원래 바랐던 삶과 사는 삶의 차이에서 생

긴 괴리를 표현한다.

1921년부터 1927년까지 나혜석은 다양한 잡지·신문에서 자기 글을 발

표했는데 자적적 글쓰기를 발표한 것만 보겠다. 『개벽』은 1920년 6월

에 창간되어 1926년 8월로 종간되었는데 통권 72호를 발간한 것으로 기

록된다. 매호 평균 8천부가 판매된 기록을 보면 이 잡지의 어마어마한

인기와 그를 뜻하는 대중성을 증명한다. 『개벽』은 ‘천도교청년회’에서

발행했으나 원래 종교잡지로 시작했는데 그보다 더 다양한 주제의 기사,

즉 학술·문예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것으로 나타난다.55) 나혜석은 『개

벽』 제14호를 위해 목판화를 기여했고 제49호에 「1년 만에 본 경성

(京城)의 잡감」(1924.07)을 발표했다. 

54) 이상경, 181쪽.

55) 조남현, 200-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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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은 1922년 9월에 창간되어 일년도 안 돼 1923년 6월에 폐간

된 주간 시사잡지였다. 나혜석의 유명한 고백체의 자전적 글 「모된 감

상기」(1923.01.1.~1.21.), 그리고 그글을 비판한 백결생에게 반격하는

글, 「백결생(百結生)에게 답함」(1923.03.18.)을 1년도 버틸 수 없었던

『동명』에 발표했다. 「모(母)된 감상기」는 엄마가 된 나혜석의 솔직

한 검정을 드러내는 글이다. 갓난아이가 있는 여자 누구나 공감할 수 있

는 어려움을 말하면서 나혜석은 조선에서 여자가 모성의 아름다운 틀을

깨졌다. ‘대단한 여성’으로 지명된 나혜석은 자기도 엄마노릇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곤경을 겪은 것을 공적 영역에 발표하므로 모성애를 바로

느끼지 않는 많은 여자를 인정하고 증명한다. 이 글은 나혜석이 진심으

로 답답하고 피곤하고 엄마노릇을 거의 견딜 수 없는 사실을 밝힌다. 다

음 인용문을 보면 길고 복잡한 문장을 통해 가사를 처리하는 일이 얼마

나 고되고 끊임없는 가사일을 두려워하는 엄마의 마음을 충실히 표현한

다.

정직히 자백하면 내가 전에 생각하던 바와 지금 당하는 사실 중에 모순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나 어느 틈에 내가 처(妻)가 되고 모(母)가

되었나? 생각하면 확실히 꿈 속 일이다. 내가 때때로 말하는 “공상도 분

수가 있지!” 하는 간단한 경탄어가 만 2개년 간 사회에 대한, 가정에 대

한 다소의 쓴맛 단맛을 맛본 나머지의 말이다. 실로 나는 재릿재릿하고

부르르 떨리며 달고 열나는 소위 사랑의 꿈은 꾸고 있었을지언정 그 생

활에 사장(私藏)된 반찬 걱정, 옷걱정, 쌀 걱정, 나무 걱정, 더럽고 게으르

고 속이기 좋아하는 하인과의 싸움으로부터 접객에 대한 범절 친척에 대

한 의리 일언일동이 모두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할 소위 가정이라는 것이

있는 줄 뉘가 알았겠으며, 더구나 빨아댈 새 없이 적셔 내놓는 기저귀며,

주야 불문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깨깨 우는 소위 자식이라는 것이 생기

어 내 몸이 쇠약해지고 내 저인이 혼미하여져서 “내 평생 소원은 잠이나

실컷 자보았으면” 하게 될 줄이야 뉘라서 상상이나 하였으랴!56)

‘정직히 자백’한다는 말은 이 글이 고백장인 것을 암시한다. ‘실로’ ‘솔직

히’ 등 진실성을 강조하는 단어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혜석은 독자

56) 나혜석, 「모(母)된 감상기」, 『동명』, 1923.1.1.~21(『전집』 217-218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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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이 글의 중요성과 보편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러분은 인제는

나를 공평정대히 심판하실 수 있겠다”는 말과 “이 사실만은 꼭 정말로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나혜석은 독자가 자기 고백을 믿어달라고 하고 그

녀가 대중 독자의 의견을 존경하는 공연적 행위를 통해 모성에 대해 사

회적 편견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

다음 인용문은 임신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걱정하는 나혜석의 내면도

백을 보여준다. 어릴 때부터 처(妻)나 모(母)가 될 생각이 없었던 나혜석

은 어쩌게 둘 다 이루는 것을 신기해하면서 엄마가 될 자신이 없다는 것

을 밝혀준다.

나는 분만기가 닥쳐올수록 이러한 생각이 났다. ‘내가 사람의 모(母)’가

될 자격이 있을까? 그러나 있기에 자식이 생기는 것이지‘ 하며 아무리 이

리저리 있을 듯한 것을 끌어보니 생리상 구조의 자격 외에는 겸사가 아

니라 정신상으로는 아무 자격이 없다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 성품이 조급

하여 조금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기다릴 수 없을 듯도 싶고 과민한 신경

이 늘 고독한 것을 찾기 때문에 무시로 빽빽 우는 소리를 참을 만한 인

내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57)

여자의 내면적 도백, 즉 스스로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을 통해 생각이 깊

고 엄마가 되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나혜석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직접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걱정을 독자에게 자백하는 것이

나혜석의 페미니스트적 사상과 목적을 알려주는 셈이다.58)

한 달 후에 백결생(百結生)은 이 글에 답장을 써서 「관념의 남루(襤

樓)를 벗은 비애― 나혜석 여사의 ‘모(母) 된 감상기(感想記)를 보고」라

는 제목의 글을 『동명』에 발표하였다. 이 글은 나혜석을 비판하면서

구식 습관, 전통을 파괴해서 ’신‘ 생활로 싸려면 그 생활방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서 새로운 생활방식을 만들고 나서 또 다시 하나의 ’보통

‘방식, 지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 구지 바뀔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공언한다. 그 다음 달 나혜석은 「백결생(百結生)에게 답(答) 함」(『동

57) 위의 책, (『전집』 224면에서 재인용)

58) 장윤정, 「현대 페미니즘 소설 연구: 여성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1999. 8, 4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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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1923.3.18.)을 발표하여 백결생이 자기 글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 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반격했다. 나혜석은 「모(母)된 감상기」가

논문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 감정을 표하는 글인데 왜 신여성의 육아성

명서로 읽었느냐고 백결생에게 되물었다. 다음 인용문을 보면 나혜석에

게 ’감상문’과 ‘논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

유감이나 제일로 씨는 ‘논문’과 ‘감상문’에 대한 서식(書式)이며, 독문법

(讀文法)이며 비판의 구별은 차리지 못한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다. 수연(修硏)이 많은 학식에서 이상(理想)을 두고 주창(主唱)을 세워 문

자로 발표하는 논문에는 이유와 조건과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있을 것과

같이, 단순한 본능에서 시시각각으로 발하는 순간적 직각(直覺)을 허위

없이 문자상에 나타나는 감상기는 절대 무조건이요 권리나 의무나 책임

같은 데는 더구나 무관계한 것이 아닐까 한다. 다만 감상문만은 경험을

종합한 결론이 아니라 오직 그 직각한 당시의 사실을 솔직하게 우선 없

게 쓰려는 유일의 목적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논문을 읽을

때, 예를 거(擧)한 것을 보아 해득할 수 있다든지 또 이치를 캐어 요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감상문을 독(讀)할 때만은 예로도 알 수 없고 이치로

도 알 수 없는, 즉 독자 자신도 필자 자신과 거의 같은 경우로 거의 같은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이

다.59)

나혜석에게 ‘감상문’이란 증명할 수 없는 개인의 감정, 경험을 알려주는

글 형식이다. 즉, 누구를 생각하고 쓰 글이 아니라, 자기감정을 기록하고

나중에 정리할 수 있도록 바로 적어놓는 것이다. 따라서 나혜석의 감상

문은 임신하고 육아하면서의 의식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포장

된 결론은 없는데 임신 때문에 복잡해진 심리상태를 보여주면서 신여성

인 엄마가 스스로 느낀 모순을 표현한다.

페미니스트 자전적 글쓰기는 자주 개인의 경험을 공개하므로 보편적인

여성경험을 더 이해하려고 하는 의식적인 글쓰기이다. 나혜석도 백결생

에게 답할 때 중요한 대화를 시작해보고 싶은 의도도 보인다. 앞서 누구

를 위해 쓰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글을 발표하는 것이 의도적인 것이 사

59) 나혜석, 「백결생(百結生)에게 답(答) 함」, 『동명』,1923.3.18.(『전집』 23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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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나타난다.

배우려면 알지 못하는 것부터 말해야 하겠고 남의 말을 들으려면 내

말을 먼저 하여야 하겠다는 동기로 용기를 내어 「모(母)된 감상기(感想

記)」를 발표한 이후 무언(無言)중에 부절(不絶)히 기대하였다.

나혜석은 주변에 모성애, 육아를 힘들어하는 다른 여성의 목소리를 못

들어서 자기가 먼저 대화를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러한 사상은

그녀의 다른 자전적 글쓰기에도 명백히 드러난다.

『신여성』은 1923년 9월부터 1934년 4월까지 총 38호가 발행된 잡지

다. 여성을 위해 만든 잡지인데 개벽사에서 편낸 것을 보면 『개벽』의

자매지로 여겨진다. 이 잡지는 대중여성을 위한 잡지로서 논의, 시평, 사

진화보, 생활개선, 독자논단, 취미기사, 창작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감쌌다.

“일상에서 벌어진 사소한 사건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 독서 감상문, 르뽀

형 수필, 항의의 글, 앙케이트 수필, 사회고발, 논설류 등의 형식”으로

『신여성』은 출판당대 여성독자의 넓은 관심사를 충복하자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60) 『신여성』은 “생활개선”과 “실익기사”를 목표해서 일본여

성 잡지와 비슷해 가정과학, 가정위생에 대해 개량복제법을 자주 실렸

다.61) 나혜석은 『신여성』에 4개의 자전적 글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

다. 그 4개의 글은 「부처(夫妻)간의 문답」(1923.11), 「만주의 여름」

(1924.07), 「나를 잊지 않는 행복」(1924.8), 그리고 「내 남편은 이러하

외다」(1926.06)이다.

나혜석 남편 김우영은 일본정권을 위해 관료를 하는 사람이라서 딸 나

열이 태어난지 5개월도 안 돼 만주 안동현(지금 중국의 단동시)로 이사

갔다.62) 김우영 나혜석 부부는 구미 여행 하기 전까지 거의 6년동안 만

주에 살았는데 만주 생활을 그려주는 나혜석의 글 「만주의 여름」 밖에

없다. 남편의 일 때문에 타지에 가서 어린애를 기르는 나혜석은 만주의

도운 여름 날씨를 통해 현실의 상황을 피하고 싶은 호사한 여자를 보여

준다.

60) 박승희, 「『신여성』의 독자와 여성 문체 연구」, 『한민족어문학』 55, 2009.12, 221쪽.

61) 조남현, 302-320쪽.

62) 이상경,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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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의 명산(名産)인 바람조차 한 점도 얻어볼 수 없이 나뭇잎들은 정

숙하게도 입을 다물고 있다. 김나는 밥 먹어야 할 것이 걱정되고 겹겹

이 입어야 할 옷이 원수스럽다. 버선 신어야 할 손님이 올까 봐 무섭

다. 말도 하기 싫고 일도 하기 싫게 그렇게, 앉아도 그 턱 섰어도 그

턱 전신에는 샘물같이 땀이 흘러 적삼 뒤가 척척 붙고 속옷이 친친 감

긴다. 이렇게 안절부절을 못하게 더울 때에 끔찍스럽게도 찌걱찌걱하는

무겁고 괴롭고 강한 외바퀴 소리가 들린다.63)

위의 인용문을 보면 나혜석은 만주의 덥고 답답한 여름을 와바퀴 소리까

지 생생하게 묘사한다. 이 글을 『신여성』에 발표했는데 이 잡지의 독

자가 대부분 여성들이라서 이러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방문객이 올까봐

걱정하’는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다. 남편의 일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나혜석은 안동현 생활을 적응됐는데도 가정관리하기

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글은 현존하는 나혜석의 그림 「만주(滿

洲) 봉천 풍경」(1923, 개인 소장)과 같이 보면 생생하게 묘사된 공기의

분위기가 이 그림에서 잘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주로는 나혜석이 남편 김우영을 자전적 글쓰기에서 얘기할 때 둘 사이

에 이러나는 갈등이 스며든다. 이 글은 『신여성』에 발표하므로 남편에

대해 자세한 내면생각을 공언한다. 「내 남편은 이러하외다」은 두 문단

만이지만 당시 나혜석은 김우영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명백히 드러난

다.

성질이 둥그레하면서도 극렬한 감정가외다. 그러므로 보편적으로는

사람이 좋다는 인상을 주는 사람이나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는 때때로

기가 막히게 철 안 난 감정을 부립니다. 그러나 대체로 봄면 착하고 좋

은 사람이외다. 누구든지 남보기를 자기 표준으로 하니까 남을 다 좋은

사람으로만 믿고 보는 사람이외다. 그러므로 간혹 가다가 남을 너무 믿

는 까닭으로 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큰 결점은 취미성이 박약한 것이외다. 그러나 남의 취미

를 방해는 결코 하는 사람이 아니오, 할 수 있는 대로 남의 개성을 존

63) 나혜석, 「만주의 여름」, 『신여성』, 1924.07,(『전집』 25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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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히 여겨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점으로 압니다. 다 쓰려면 어찌 이뿐

이리까마는 내 남편은 대체로 말하면 이러한 사람이올시다.64)

대체적으로 나혜석은 김우영은 성질이 급한데 근본적으로 사람을 좋게

보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은데 1914-1920

년 학생시절 때 추구했던 이상적 사랑과 현실 부부생활의 괴리를 느껴진

다. 인용문에서 나혜석은 남편이 취미가 없는데 자기 취미(미술·글쓰기)

를 방해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 그녀는 이상 상황

에서 그림과 글쓰기를 직업으로 여겼을 텐데 남편과 같이 살면서 아이도

돌보고 집안도 정리해야 하니까 젊었을 때 바랐던 이상을 현실상황으로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글와 미술작품을 계속 창작하는 나혜석은 자기 이상적 예술가 생활을

추구하면서 현실적인 가정문제 때문에 그 이상을 조금 낮춰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혜석은 엄마가 돼서 겪은 어려움, 부인으로 살면서 남편과

아이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학장시절 때 바랐던 이상적 여학생, 신

여성의 주체를 변화시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기의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나혜석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

면서 다른 주체를 구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2. 대중적 관심과 공적 자아의 재구상 : 1930-1938

구미만유를 다닌 나혜석 김우영 부부는 1929년에 식민지조선으로 돌

아와 김우영은 취직을 변호사로 바꿨다. 1930년에 김우영은 나혜석과

최린이 주고받은 편지를 발견하므로 이혼을 요구한다. 이 사건은 나혜석

삶의 길을 바뀐 것으로 나타난다. 독신생활을 하면서 나혜석은 여러 다

른 잡지·신문으로 글을 제일 열심히 발표한다. 이 시기는 나혜석 특히

『삼천리』에서 많이 발표했는데 31개의 글이 그 잡지에 나왔다.

1920-1927년 시기와 달리 이 때 발표된 나혜석의 글은 대부분 자전적

글쓰기로 나온다. 이 시기 글쓰기의 또 다른 특징은 미래를 바라보는 입

64) 나혜석, 「내 남편은 이러하외다」, 『신여성』, 1926.6(『전집』 289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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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다 되돌아 예날 기억을 회생하는 글이 더 많다. 젊었을 때 이상을

추구하는 주체를 다시 보게 되는 나혜석은 그때의 희망을 재조명하고 이

상과 현실의 괴리를 이제 잘 알아서 지금 아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다

른게 행동했을까 하는 태도가 보인다. 1930년대 초기에는 나혜석은 구

미 여행 가기 전에 기웠던 공적 자아를 되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데 이혼한지 3~4년 되자 새로운 독신 주체를 새우려고 하는 노력이 글

에서 드러난다. 또는 유럽·미국을 갔다와서 동양과 서양의 괴리를 느껴

져 유럽에 있었을 때 회복한 나혜석의 이상주의적 사상은 조선에서 어떻

게 응용하는지가 중요해진다.

『대조』는 1930년 3월에 창간되어 1930년 8월까지 출판되었고 자본

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마르크시즘적 관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65) 반

대 학파 시인의 작품을 같이 발표하는 것은 『대조』의 가장 큰 특징으

로 나온다. 나혜석은 제4호에 「파리에서 본 것 느낀 것 – 사람이냐, 학

문이냐?」(1930.06~7)를 발표했고 제5호에 「젊은 부부」(1930.09?)를 발

표했다.66)

『삼천리』는 1929년 7월부터 1942년 1월까지 발행된 소위 취미잡지

다. 이 잡지는 근대조선의 제일 오래 발행된 잡지로 기록을 잡고 있어서

그의 인기와 대중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67) 식민지 시기

각계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삼천리』에서 글 필자나 글 대상인물로 찾

울 수 있는 것을 보면 근대조선에서 얼마나 영향이 컸던 잡지인지가 보

인다.68) 나혜석은 1930년부터 1938년, 글을 더 이상 발표하지 않을 때까

지 삼천리에서 31개의 글을 발표했고 이 잡지와 제일 가까운 사이로 암

시된다. 그녀는 자기 구미만유기를 『삼천리』에 발표하면서 다른 형식

의 자전적 글쓰기와 문예 기사도 발표한 것을 보면 『삼천리』 거의 매

호에 나혜석이 쓴 글을 실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끔씩 한호에

2글 이상도 나온다.

65) 조남현은 『대조』가 30년 8월호까지 출간되었다고 했는데 이상경의 나혜석 전집에서 

『대조』 1930년 9월호에 「젊은 부부」라는 글을 발표한 것으로 기록된다. 아직 직접 확

인할 수 없었다. 

66) 조남현, 561-565쪽.

67) 조남현, 518-560쪽.

68) 손유경, 「『삼천리』에 나타난 인물 재현의 정치학 - ‘주의자’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43, 151-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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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석의 구미만유기는 1932년 12월부터 1934년 9월까지 『삼천

리』에 연재되었다. 여행기는 9개의 글로 나뉘어 다음과 같이 발표된다;

「소비에트 러시아 행」(1932.12), 「CCCP」(1933.02), 「베를린과 파

리」(1933.03), 「꽃의 파리 행」(1933.05), 「베를린에서 런던까지」

(1933.09), 「서양 예술과 나체미」(1933.12), 「정열의 스페인 행」

(1934.05), 「파리에서 뉴욕으로」(1934.07), 「태평양 건너 고국으로」

(1934.09)가 그것이다. 이 글은 1927년 9월부터 1929년 2월까지 남편

김우영과 함께 거의 2년 동안 세계를 한 바퀴 돌았던 여행을 다룬다.

대부분의 연구자는 이 악명의 구미여행을 나혜석의 몰락을 재촉한 사

건으로 파악한다. 이 여행을 하면서 최린과의 불륜을 의심 당하고 결국

이혼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나혜석의 구미만유기는 서양에서 보고

느낀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여행기에서 말하는 주제를 분석하

면 나혜석에게 서양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것과 그녀가 무엇을 제일 중

요하게 보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주로 미술관과 대중교통, 여성의복

등이 나타나는데 나혜석이 놓치는 이야기도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이 독일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나혜석은 거의 4개월동안 파리에

서 혼자 살았다. 파리를 배경으로 한 여행기를 보면 관광지를 돌아다니

고 역사를 알려주고 미술관을 다니는데 혼자 있는 일은 거의 발표되지

않는다. 구미만유기 9개의 글 외에 파리의 시절을 다루는 따로 6개의 수

필이 있는데 대부분은 프랑스 여성을 관찰하는 글이고 사적인 내용은 거

의 나타나지 않는다.69)

강용흘의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나혜석이 미국 뉴욕에 있었던 사건을

빠뜨린 것을 알 수 있다. 뉴욕에서 나혜석의 남편 김우영은 조선민주주

의운동자에게 자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되

지 않는다. 구미유행기에서 남편 이야기가 많지 않는데 일부러 이런 폭

력을 말해주지 않는 것은 나혜석이 일기를 자신의 관심에 맞게 편집했다

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당시 대중이 즐겨 읽는 취미 잡지 『삼천리』

69) 「프랑스 가정은 얼마나 다를까」, 『동아일보』,  1930.3.28.~4.2. 「파리에서 본 것 느낀 

것―사람이냐, 학문이냐?」, 『대조』, 1930.06~7. 「아아 자유의 파리가 그리워―구미 만

유하고 온 후의 나」, 『삼천리』, 1932.01. 「파리의 모델과 화가생활」, 『삼천리』, 

1932.03~4. 「파리의 어머니날」, 『신가정』, 1933.05. 「다정하고 실질적인 프랑스 부인―

구미 부인의 가정 생활」, 『중앙』, 1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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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두운 폭력 이야기를 쓰면 안 된다는 것 역시 감안해야 한다.70) 태

평양과 대서양을 건너가는 것 외에 나혜석의 여행 대부분은 기차 여행이

었다. 그러므로 나혜석 여행기에서도 기차를 타는 감상과 창밖에서 지나

가는 풍경이 묘사된다. 드 세르토(de Certau)는 기차 안의 부동과 창박

에 흘러가는 풍경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승객의 눈이다.71) 기차가 여행

자를 태우면서 속도가 높은 이미지의 흘음을 전해준다. 기차 안의 환경

과 창밖의 풍경의 거리가 있고 기차가 굴러가면서 풍경이 주는 인상만

포착된다. 나혜석은 먼저 화가로 정체성을 세워서 화가 특유의 시선으로

창밖 풍경을 그리고 그 풍경과 차안의 환경이 감각적으로 겹치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인용문에서 시베리아를 뚫어가면서 러시아의 풍경이 묘

사된다.

기차는 일면 황무지로 한없이 굴러가는데 좌우 수풀 속에는 백색 천연

작약(天然芍藥)이 흐느러지게 피어 있다. 망망광야(茫茫曠野) 잔디 위에

청, 황, 적, 백 갖은 화초가 혼잡히 피어 있어 마치 청색 비로드 위에 봉

황으로 수를 놓은 것 같았다. 곧 뛰어 내려가 떼굴떼굴 굴러보고 싶은 데

도 많았었다. 하천이 드무니 농사에 부적(不適)함인가, 산악이 험악하니

넘어 오기가 곤란함인가, 쓰고 남은 땅이거든 우리나 주었으면······. 우리

일행은 시베리아 자연에 취하였을 때, 옆 콤파트먼트로부터 서양인의 유

창한 독창 소리가 난다. 기차나 기선 여행 중에 음악처럼 좋은 것이 없을

것 같다. 실경(實景)을 보고 그것을 찬미하여 부르는 자야말로 행복스러

울 것이다.72)

기차를 타는 공간적 이동을 표시하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이동성을

느낀다. 나혜석이 여행에 대한 기대, 신람은 기차가 탄력이 붙는 것과 같

이 가속도가 점점 올라간다. 창밖에 굴러가는 러시아 잔연을 한 눈에 다

보고 싶다. 눈에 뛰는 색깔을 나열하면서 러이사 농부의 삶을 상상한다.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나혜석을 신남으로 취하게 만들었다. 기차는 승

객 나혜석을 몽상으로 잠기게 하는 곳이다. 기차가 당 시대의 제일 높은

70) 강용흘, 유영 옮김, <동양선비 서양에 가시다>, 범우사, 2001, 82-88쪽.

71) 위의 책, 130쪽.

72) 나혜석, 「소비에트 러시아 행」, 『삼천리』, 1932.12.(이상경 편집교열,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520면에서 재인용. 이하 『나혜석 전집』은 『전집』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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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달릴 수 있는 기계라서 나혜석에게 이동성을 뜻하는 것이다. 머

릿속을 스쳐가는 풍경의 이미지가 빨리 바꾸는 것, 기차에게 있는 리듬,

그리고 바퀴가 굴러가면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조합하므로 가차라는 공간

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다.73)

스위스, 프랑스 국경 벨갸드에서는 휴대품 검사시에 구내 소정 장소로 행

리(行李)를 가지고 내린다. 야원에도 누런 보리가 깔려 있고, 거기에는 진

홍색 양귀비 꽃이 피어 섞여 가관이었다. 큘로서부터 산천이 있기 시작하

더니 경색이 완연히 가려(佳麗)해진다. 여기서부터 제네바 호수로 흘러

지중해로 들어가는 냇물이 기차 연선을 끼게 된다. 2, 3시간을 질주하는

동안에 혹 낮아지고, 혹 높아지며, 혹 가까이 보이고 혹 멀리 보여 태양

에 번쩍이는 폭포도 되었다가 음음청색(陰陰靑色)의 담지(潭池)도 되었다

가, 잔잔남색(潺潺藍色)의 택수(澤水) 되었다가, 석검수포(石검水泡)의 탁

원(탁원)도 된다. 절벽 상(上)에나 절벽 하(下)에는 끊임없이 즐비하여 산

천가옥(山川家屋)의 조화가 겸비하여 있다. 눈을 멀리하면 보이는 것은

용립(聳立)한 산 첨봉(尖峯)이 연속하여 흑색, 자색, 감색이 된다. 볼 수

있는 대로 보나 열차 창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간지러웠다. 터널

을 많이 지나나 전기 철도이어서 연기가 없다. 경색에 취하였을 때, 어느

덧 오후 7시에 제네바역에 도착하였다.74)

위에 인용문은 나혜석이 파리에서 스위스로 가는 와중에 창밖에서 자연

을 그려주는 글이다. 시베리아를 뚫어가는 장면과 비슷해 스위스를 여행

하면서 잔연의 색깔을 부각한다. 이번에는 철도와 평행하는 냇물이 묘사

된다. 기차가 굴러가는 것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연결된다. 기차와 냇

물은 자연의 이동성과 기계로 작동되는 이동성을 표한다. 철도가 있는

곳으로만 갈 수 있는 기관차의 직선적 이동은 자연적으로 휘고 가는 냇

물의 뱀처럼 곡선적 이동과 대조된다. 나혜석은 러시아에서 경험한 것과

똑같이 몽상에 빠진 듯 창밖에 흘러가는 풍경으로 취한다. 자연 풍경을

노래하는 것 외에 또한 재미있는 것을 지적한다. 나혜석은 처음으로 전

기 열차를 타는 것이 추측된다. 스위스 산맥을 뚫어 지나가는 철도를 타

고 있는데 터널에 들어가면 연기와 그을음이 차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73) Smith, 2001. 130쪽.

74) 「베를린과 파리」, 『삼천리』, 1933.03.(『전집』 529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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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해하는 나혜석의 반응을 볼 수 있다. 유럽에서 1930년대부터 기차

에 석탄을 더는 안 쓰고 디젤 기차나 전기 철도 기차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성에서 전차가 있었는데 나혜석의 반응에 따라 아직 전기

기차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나혜석이 묘사하는 기차 여

행을 보면 나혜석이 여행하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가 두렷이 보인

다. 손유경은 나혜석이 “짐만 싸면 신이 나”75)는 것을 지적해 ‘떠남’이라

는 이동이 그녀에게 깊은 뜻을 갖는 사실을 밝혀낸다.76) 손유경은 나혜

석이 여성 산책자·여행자로써 “군중 사이에 끼여” 산책하는 시선의 개성

을 지적했는데 외국에 몰입한 것이 나혜석에게 어떤 사회심리적 효과가

생겼는지가 탐구하면 흥미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77) 위에서 인용한 시

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면서 경색에 취할 때 옆칸에서 외국인들이 노래하

는 것이 들린다. 그리고 베를린에서 다시 파리로 가면서 독일어, 프랑스

어, 영어의 조합은 나혜석에게 좋은 음악과 같이 들리고 꿈이 아닌 그녀

의 실현 이동을 확보하는 것으로 표시된다.78) 나혜석은 특별히 한국인이

아닌 유럽사람이 말하는 태도, 그 언어의 소리와 듣는 느낌을 인식한다.

스페인에 갈 때 스페인 사람들이 특별히 말이 많는 것으로 나타나고 활

발한 태도, 열정이 넘친 대화가 나혜석의 관심을 끈다.79)

신기하게 나혜석은 구미 여행문을 쓸 때 교통 기관에 대해 관심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통이 근본적으로 이동을 뜻한다. 교통 고찰 분

석80)

75) 나혜석, 「신생활에 들면서」, 『삼천리』 1935.2 (『전집』에서 재인용) 

76) 손유경, 「나혜석의 구미 만유기에 나타난 여성 산책자의 시선과 지리적 상상력」, 

『민족문학사연구』 36, 2008, 185쪽.

77) 손유경, 「나혜석의 구미 만유기에 나타난 여성 산책자의 시선과 지리적 상상력」, 

『민족문학사연구』 36, 2008, 186쪽.

78) “‘야 야’ 소리는 프랑스인의 ‘위’와 영국인의 ‘예스’보다 다른 어쿠수수한 맛이 돈다.” 

나혜석, 「베를린에서 런던까지」, 『삼천리』, 1933.09.(『전집』 545면에서 재인용)

79) “차 중에는 스페인인이 많았다. 어찌 말이 많은지 몰랐다. 스페인인은 일반이 말이 많

단다.” 나혜석,「파리에서 뉴욕으로」, 『삼천리』, 1934.07(『전집』 570면에서 재인용)

80) “Though transport and mobility are very often used in a synonymous 

manner, they have distinct connotations. Mobility is a contextualised 

phenomenon whereas transport is just the revealed part of it. The concept 

of mobility entails the ‘potential aspect’ thus possessing an inherent 

knowledge of the potential trips that are/were not made due to constraining 

factor(s) (social, cultural, technological, infrastructural, political and financial).” 

Uteng, 2008.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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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차, 버스, 택시, 지하차는 부절히 왕래한다. 통행 지도 순서는

방망이를 들고 휘두르며 4거리 통에는 반드시 가공(架空)에나 지하에 전

기등을 해놓아 붉은 불이 나서면 진행하고 푸른 불이 나서면 정지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과학 냄새가 난다.81)

여기서 나혜석은 코스모폴리탄적 모더니즘을 표현하면서 ‘선진국’의 이

미지를 설치한다.이혼 후 나혜석을 귀애하는 기사가 없어지자 당시 사회

에서 이혼한 여성으로서 불쌍하고 외로운 존재로 나혜석을 여기는 여론

이 형성되었다. 1932년 11월『신동아』에서 「이혼 1주년 양화가 나혜

석 씨」라는 기사가 나왔고 첫 문단에서 나혜석을 지적하는 키워드 다

쓰고 신여성의 몰락을 구경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부군(夫君)과 함께 유럽 만유(漫遊)의 길을 떠나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이름을 떨치고 돌아온 나혜석 여사의 이혼한 지도 거의 이태를 맞이하련

다. 귀여운 아기 넷과 아늑한 스위트 홈과 달링을 박타고 떠나 나온 현대

의 노라인 여사의 그 후 생활은 어떠하였던가?82)

소위 ‘스위트홈’과 ‘달링’, 가정생활을 이상화하는 말과 집을 떠난 제일

유명한 신여성, 입센트의 「인형의 집」의 ‘노라’를 같이 언급하므로 ‘노

라가 집을 나간 후‘ 여러 대답 작품을 상기하며 신여성과 행복한 가정을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암시한다. 게다가 기자는 나혜석을 ’쓸쓸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불안전하고 노스탤직한 사람으로 묘사한다.83) 나혜석

은 언론에서 자기를 이러한 약자로 만드는 것에 대해 거부하였다. 그리

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혼한 여자에 대한 생각을 불식시키

고자 「여인 독거기」(『삼천리』, 1934.7)의 발표로 나아간다.

고적(孤寂)이 슬프다고.

81) 나혜석, 「베를린에서 런던까지」, 『삼천리』, 1933.09.(『전집』 546면에서 재인용)

82) 「이혼 1주년 양화가 나혜석 씨」, 『신동아』, 1932.11 (『전집』 643-645면에서 재인용)

83) 위의 책: “안동현의 즐겁던 홈 라이프와 예술의 도시를 찾아 순례하던 시절을 회상하

며 쓸쓸한 표정을 짓는 여사는 온 정력을 다 바쳐 양화를 그리고 있다.” “안온하던 생

활에서 전환이 되어 새 길을 찾으려는 여사는 고민과 번뇌의 1년을 지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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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고적은 재미있는 것이다.

말벗이 아쉽다고.

아니다, 자연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평온 무사하고 유화(宥和)한 성격으로 변할 수 있었다.84)

위의 인용문을 보면 나혜석은 제일 간단한 말로 자신의 독거 삶에 대해

독자의 걱정을 달래고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의 좋은 효과를 자랑한다.

「4년 전 일기 중에서」에서 본 급하고 열정적인 소녀는 이제 ‘평온 무

사하고 유화한’ 여자로 변했다. 언론계에서 그려준 불쌍한 이혼녀의 모

습과 정반대로 나혜석은 고독을 즐거워하고 가족걱정이 없어서 미술과

문학에 실컷 집중할 수 있는 여자의 이미지를 정초한다. 위 문체를 보면

나혜석은 독거하려고 했을 때 받았던 질문에 대해 바로 응답하고 ‘내가

잘산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자가 혼자

살면 비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선입견 불식시키기 위해 정숙하게 독거하

는 독자에게 정숙하게 독거하는 규칙을 알려준다.

우선 신용 있는 것은 남자의 방문이 없이 늘 혼자 있는 것이요, 둘째로는

낮잠한 번 아니 자고 늘 쓰거나 그리거나 읽는 일을 함이요, 셋째로 딸의

머리도 빗겨주고 아들의 코도 씻겨주고, 마루 걸레질도 치고 마당도 쓸

고, 때로는 돈푼 주어 엿도 사먹게 하고, 쌀도 팔아오라 하여 떡도 해 먹

고, 다림질도 붙잡아주고 빨래도 같이 하여 어디까지 평등 태도요, 교만

이 없는 까닭이다.85)

젊을 때 사회의 경계를 넘으려고 했던 나혜석은 이혼 때문에 더렵혀진

공적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남자와의 사랑을 외면하고 전통 여성의 삶에

부합하는 고요한 삶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혁명적인 페미니스트

사상을 마음속에 품고 주변 사람, 즉 대중의 역겨움을 일으키지 않도록

겸손한 중년 여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인 독거기」를 통해 남자가

없어도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환영한 사람이자 그 공동체를 조금 벗어나

관찰자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한다. 글에서 나타나는 나혜석은 냉담한 존

84) 나혜석, 「여인 독거기」, 『삼천리』 1934.7 (『전집』 388-389면에서 재인용)

85) 위의책, (『전집』 389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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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데 상냥해서 머무는 곳의 현상을 별로 달라지지 않겠다는 의사가 보

인다. 그녀는 그 마을에 오래 머물지 않을 이방인이자 방랑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원래 중산층이었으나 이혼 후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독신으로

살고 있으나, 그녀는 아직도 주체적이며 집안일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구를 받아서 도와주지 않는데 자기 선택에 따라 집안에 기

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기 형식의 자전적 글쓰기는 독자와 밀접한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

이라서 나혜석은 이런 글을 통해 독자가 갖고 있는 상상의 나혜석 이미

지를 더 쉽게 조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동아일보』 | 『동아일보』의 ‘신문잡지’ 『신동아』와 『신가정』

은 동아일보사에서 직영인 작은 출판부에서 나왔다. 『신동아』는 1931

년 11월부터 1936년까지 총 59호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종합잡

지는 ‘명실이 다 같은 조선민족의 공기(公器)’인 목적으로 창간되었다.86)

『신가정』은 『신동아』의 인기를 기회로 삼아 만들어낸 동아일보사의

여성잡지다. 이 월간 여성교양잡지는 1933년 1월에 창간되어 1936년 9월

에 폐간되었다. 『신가정』과 『신동아』는 『동아일보』가 일장기말소

사건으로 무기정간처분을 당해서 동시에 폐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혜

석은 동아일보사가 발행된 다양한 여러 발표매체로 글을 발표하면서 그

의 신문과 잡지에서도 인터뷰를 많이 받았다.

『월간매신』은 『매일신보』 부록으로 1934년 2월에 창간되었는데

통권 27호까지 발행된 것으로 기록되지만 확인 못 하는 상태다. 신문의

부록이라서 가벼운 대중잡지로 여기면 된다.

『중앙』은 1933년 11월부터 1936년 9월까지 발행된 중앙일보사의 시

사종합잡지다. 이 잡지는 『신동아』와 경쟁하도록 만들어낸 잡지였고

같은 사건으로 폐간되었다. 가벼운 독물인데도 『중앙』은 외국경제, 결

혼, 가정란, 성교육, 스포츠특집 등의 다양하고 넓은 주제를 다루는 기사

를 실렸다.87) 나혜석은 『중앙』으로 「미전 출품 제작 중에」

(1926.5.20.~23), 그리고 「모델 – 여인일기」(1933.2.28.)를 발표했다.

「모델― 여인일기」(『조선일보』, 1933.2.28)는 이혼한 지 2년이 넘

86) 조남현, 646-665쪽.

87) 조남현, 726-7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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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혜석이 남편과의 연애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작품이다.「4년 전 일

기 중에서」의 실제 일기 형식과 달리 「모델― 여인일기」는 짧은 희곡

형식의 글이다. 주인공 R은 나혜석의 다른 작품과 동일하면 자기서사화

한 화자로 이해하면 되고 R의 연인 K는 김우영인 것이 암시된다. 이 글

보다 「4년 전 일기 중에서」의 ‘나’가 나혜석 본인과 더 가까운 느낌이

있는데 옛 연애 장면과 거리를 두고 화자를 R로 지명하는 것이 이혼한

나혜석이 김우영과의 거리를 두는 것으로 여겨진다. 「4년 전 일기 중에

서」에서 나타난 짓궂은 젊은 여자의 태도를 되살리며 K와 재치 있는

농담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비슷한 시기를 묘사하는 것처럼 느

껴진다. 그렇지만 「4년 전 일기 중에서」에서 나타난 미성숙한 남녀 간

의 갈등을 표현한 것보다 「모델― 여인일기」에 나타난 R의 발화는 페

미니스트로서 보다 완성된 사상을 담고 있다.

R: 남자는 칼자루를 쥔 셈이요, 여자는 칼날을 쥔 셈이니 남자하는 데 따

라 여자에게만 상처를 줄 뿐이지. 고약한 제도야. 지금은 계급전쟁시대지

만 미구에 남녀전쟁이 날 것이야. 그리고 다시 여존남비시대가 오면 그

사회제도는 여성 중심이 될 것이야. 무엇이든지 고정해 있지 않고 순환하

니까.88)

위의 인용문은 같은 시기를 묘사했지만 나혜석의 진보한 사상과 성숙한

문체를 드러내고 있다.

「모(母)된 감상기(感想記)」가 큰 관심과 비판을 받았는데 1934년에

발표된 「이혼 고백장―청구(靑邱) 씨에게」는 나혜석의 제일 큰 스캔들

을 다루는 작품이다. 1931년에 나혜석과 김우영의 11년간 혼인생활이

이혼으로 마무리했다. 구미만유기행 했을 때 최린과의 불륜 의심을 당해

나혜석은 대중들에게 자기 욕심을 내서 행복한 가정을 파괴한 경멸한 여

자로 여겨졌다. 『삼천리』에서 「이혼 고백장」을 발표하여 그녀는 더

럽힌 자기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고 이혼은 한 사람의 탓이 아니라 두 사

람, 한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허물어진 것을 제시하고 싶었

던 것으로 나타난다.

88) 나혜석, 「모델― 여인일기」, 『조선일보』, 1933. 2. 28 (『전집』 352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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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부터 나혜석은 이 고백장을 누구에게 보내는지가 명확하다.

‘청구(靑邱) 씨‘가 바로 남편 김우영의 호여서 표면적으로 보면 그 사람

을 향해 던져놓은 글이다. 그렇지만, 소위 ’받는 사람‘이 있어도 『삼천

리』에서 발표하므로 공적 영역에서 민감한 가정 이야기를 도마 위에 오

르고 생선의 내장을 뽑아내듯이 모든 불만, 부당을 대중들 앞에서 털어

놓는 것이다. 이 고백장은 공개 항의서처럼 읽힌다. 이 글에 나타나는 사

적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으로 나혜석은 이혼 후에 퍼진 소문, 나빠진 공

적 이미지를 자기가 바라는 대로 조절하려고 하는 공연적 행위로 나타난

다. 넓은 독자층이 있는 『삼천리』에 「이혼 고백장」을 발표해서 제일

많은 사람을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는 이 고백장을 게재한 것이 궁극적으로 대중이 나혜석에 대해 마

지못해 존경하는 마음의 형세를 일변시킨 일로 지적한다. 당시 대중이

보기에, 나혜석은 잘사는 유명한 인텔리이고 대중 사회의 도덕, 사상과

접촉이 끊겨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여자로 변했다. 그리고 권한의

자리, 즉 중상층 돈 버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부르주아적 주관성

(bourgeois subjectivity)을 얻어서 전통사회의 권위에서 벗어났는데 그녀

의 모던하고 페미니스트적 사상과 젠더관계, 조선 가부장제적 사회체계

와 부딪치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대중과 소원하게 했던 사실

을 논증할 수 있다.89)

「이혼 고백장」은 「모된 감상기」보다 자기가 느낀 부족함이나 내면

감정을 덜 말하고 남편 김우영에게도 책임 쳐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증

명하려고 한다. 이 글에서 11년동안 쌓이고 참았던 분노를 폭발적으로

쏟아 나온다. 이혼 당한 나혜석은 그 것을 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내

탓이 어디냐’를 외치는 것처럼 최린과의 불륜 의심을 풀리려고 한다. 다

음 인용문은 쾰른에서 나혜석이 최린과 대화하는 것으로 시작해 도덕적

으로 행동한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는 공(公)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남편과 이혼은 아니하렵니다.”

그는 내 등을 뚝뚝 뚜드리며,

“과연 당신의 할 말이오. 나는 그 말에 만족하오.”

89) Felski,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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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사외다.

나는 제네바에서 어느 고국 친구에게,

“다른 남자나 여자와 좋아 지내면 반면으로 자기 남편이나 아내와 더

잘 지낼 수 있지요.”

하였습니다. 그는 공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있는 것은 필경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마는 것인 줄

은 모르나 나는 결코 내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 즉 C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나이다. 오히려 남편에게 정이 두터워지리라고 믿었사외

다. 구미 일반 남녀 부부 사이에 이러한 공공연한 비밀이 있는 것을 보

고, 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중심되는 본부(本夫)나 본처(本妻)를 어

찌 않는 범위 내의 행동은 죄도 아니요, 실수도 아니라 가장 진보된 사람

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판명할 때는 웃어두는 것이 수요, 일부러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

외다. 장벌장이 생각납니다. 어린 조카들이 배고파서 못 견디는 것을 차

마 볼 수 없어서 이웃집에 가 빵 한 조각 집은 것이 원인으로 전후 19년

이나 감옥 출입을 하게 되었사외다. 그 동기는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도

덕이 있고 법률이 있어 그의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였는가 원인과 결과가

따로 따로 나지 아니하는가. 이 도덕과 법률로 하여 원통한 죽음이 오죽

많으며 원한을 품은 자가 얼마나 있을까.90)

빅토르 위고의 명작 『레 미제라블』를 언급하므로 나혜석은 불륜의심으

로 이혼 당한 것을 장발장이 굶어죽는 아이를 위해 빵을 훔치고 감옥에

가게 된 일을 등치한다. 최린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감정을 도

덕적으로 해결한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장발장과 비교하는 것이 조금

어긋나지만 나혜석의 분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죄인의 이미지

에서 부당하게 비난을 받은 자로 바뀌려고 하는 나혜석의 노력을 본다.

위에서 보다시피 「모가 된 감상기」와 달리 「이혼고백장」에서 대화가

언급된다. 김우영을 그의 호 ‘청구’나 ‘씨’로 부르고 최린을 C로 부르는

데 그 외에 나타나는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나혜석이 그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확정할 수 있는 목격자로 제시한다. 나혜석의 자전적 글

쓰기를 보면 등장인물의 본명을 주로 밝히지 않고 다른 고백적 글을 보

90) 나혜석, 「이혼 고백장―청구(靑邱) 씨에게」, 『삼천리』, 1934.8~9(『전집』 406면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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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기 마음 중심으로 쓰는데 「이혼 고백장」을 하나의 무기로 쓰려면

자기가 주장하는 이혼사실을 뒷받침할 지지자를 필요하다는 의식이 들어

낸다.

20년 전에 「4년 전의 일기 중에서」와 같은 연애설을 낭만적으로

글려줬는데 독설 찬 문체로 공적 영역에서 공연한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

에 구멍을 쑤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야 자기진급에 사용했던

구경자들의 이글이글한 시선을 편집증적으로 느끼게 된 것은 다음 인용

문을 통해 볼 수 있다.

조선에도 생존 경쟁이 심하고 약육강식이 심하여졌습니다. 게다가 남이

잘못되는 것을 잘되는 것보다 좋아하는 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라, 이미 씨

의 입으로 이혼을 선전해 놓고 편지 사건이 있고 하여 일없이 남의 말로

만 종사하는 악한배들은 그까짓 계집을 데리고 사느냐고 하고 천치 바보

라 하여 치욕을 가하였다. 그중에는 유력한 코치자 그룹이 3,4인 있어서

소위 사상가적 견지로 보아 나를 혼자 살도록 해보고 싶은 호기심으로

이혼을 강권하고 후보자를 얻어주고 전후 고안을 꾸며주었나이다. 그들의

심사에는 일 가정의 파열(破裂), 어린이들의 전도(前途)를 동정하는 인정

미보다 이혼 후에 나와 C의 관계가 어찌 되는가를 구경하고 싶었고 억세

고 줄기찬 한 계집년의 전도가 참혹히 되는 것을 연극구경같이 하고 싶

은 것이었사외다.91)

자기 삶을 ‘연극구경같이’ 보는 사람을 반격하면서 나혜석은 「이혼 고

백장」을 쓴 의도 중에 하나를 알려주는 것이다. 나혜석은 자기가 구경

걸이인 것을 인정하는데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고 자기를

험담하려면 할 수 없도록 이상적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보여준다.

독자, 연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혜석의 자전적 글쓰기는 그녀에게도

자기 삶을 정리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나는 내 과거 생활을 알기 위하여 초고(草稿)해두었던 원고를 정리하였사

외다. 그 중에 모성(母性)에 대한 글, 부부 생활에 대한 글, 애인을 추억

하는 글, 자살에 대한 글, 지금 당할 모든 것을 예언한 것같이 되었나이

91) 위와 같은 글, (『전집』 407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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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하여 전에 생각하였던 바를 미루어 마음을 수습할 수 있었던 것

이외다.92)

자전적 글쓰기를 이용해 자기 삶의 모든 사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기록하므로 나혜석은 뒤돌아볼 때 자기 생각,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여겨진다.

「신생활에 들면서」(1935.2)는 홧김에 쓴 「이혼 고백장」을 발표

한 후에 더 차분해진 마음으로 쓴 작품이다. 이 글은 대화형식, 페미니

스트 산문적 내용, 내면고백, 그리고 시를 합성하여 이혼 한 후에 나혜

석의 삶을 그려주며 그녀의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글이다. 이 글은 7개의

절 제목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첫 절이 제목이 없고 나혜석과 이름을 알

리지 않은 그녀 친구의 대화를 보여준다. 나혜석은 더는 조선에 있을 수

없다고 해서 파리로 가겠다는 말로 시작된다. 대화가 이어서 나혜석은

이혼하고 나서 당한 폐해를 나열해 본 글 내용을 시작한다. 다음 인용문

은 시간을 궁리하고 왜 조선을 떠나야 한다는 결심을 했는지를 설명한

다.

“나는 싫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있는 조선이 싫어. 조선

사람이 싫어.”

“흥, 그거는 모르는 말일세. 친구가 조선을 떠난다면 그 과거 현재 미

래가 아니 따라갈 줄 아나.”

“글세, 과거야 어디까지나 쫓아다니겠지마는 현재와 미래만은 환경으로

변할 수가 있을 터이니까.”

(중략)

이혼사건 이후 나는 조선에 있지 못할 사람으로 자타간에 공인하는 바이

었고, 4, 5년간 있는 동안에도 실상 고통스러웠나니, 제1, 사회상으로 배

척을 받을 뿐 아니라 나의 이력이 고급인 관계상 그림을 팔아먹기 어렵

고 취직하기 어려워 생활 안정이 잡히지 못하였고 제2, 형제 친척이 가까

이 있어 나를 보기 싫어하고, 불쌍히 여기고, 애처로이 생각하는 것이요,

제3, 친우 지인(知人)들이 내 행동을 유심히 보고 내 태도를 눈여겨보는

92) 위와 같은 글, (『전집』 415면에서 재인용)



- 59 -

것이다. 아니다, 이 모든 조건쯤이야 내가 먼저 있기만 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이보다 내 살을 에이는 듯 내 뼈를 긁어내는 듯한 고통이

있었나니 그는 종종 우편배달부가 전해주는 딸 아들의 편지이다. ‘어머니

보고 싶어’ 하는 말이다. 환경이란 우습고도 무서운 것이다. 환경이 일변

하는 동시에 과거의 공적은 공(空)이 되고 과거의 사실만 무겁게 처져 있

다. 그러므로 나는 이 따라다니는 과거를 껴안고 공에서 생(生)의 목록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된다.93)

나혜석은 5년 동안 사회적, 가정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자신과 불리할 수

없는 그림을 팔기가 어려워지고 취직도 못 한 상태라서 조선 사람이 그

녀를 용서해줄 수 없다고 믿고 파리로 떠나고자 한다. 같이 대화하는 친

구가 이름이 없어서 나혜석은 자기 내면과 대화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조

선 사회에서 ‘간부’ ‘이혼녀’ 등의 악명을 자자해서 현재와 미래가 흑 과

거로 물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의 자극을 벗어나기 위해 멀리 떠나

야 한다고 나혜석이 믿는다. 조선에서 과거의 실수를 치울 수 없는데 환

경이 바꾸면 현재와 미래가 꼭 바꾸겠다고 그녀가 믿는다. 이 생각은 나

혜석이 어두움 속에 살고 있어도 어느 정도 희망을 기울 수 있는 회복력

이 강한 주체 양상을 보여준다.

이 글에는 나혜석은 직접 독자에게 자기 삶의 모든 사건을 인정해주고

대중의 충복할 수 없는 관심을 끈길 수 없어서 자기가 큰 심리적 상처를

당한 사실을 알려준다. 독자에게 책임을 지으라는 뜻한다. 다음 인용문

을 보면 명예의 실추로 인해 좋게 즐겼던 대중의 관심이 악화하고 자기

장점이 단점으로 변화한 것을 말한다.

나는 18세 때부터 20년간을 두고 어지간히 남의 입에 오르내렸다.

즉, 우등 1등 졸업 사건, M과 연애 사건, 그와 사별 후 발광 사건, 다시

K와 연애 사건, 결혼 사건, 외교관 부인으로서의 활약 사건, 황옥(黃鈺)

사건, 구미 만유 사건, 이혼 사건, 이혼고백서 발표 사건, 고소 사건, 이

렇게 별별 것을 다 겪었다.

그 생활은 각국 대신으로 더불어 연회하던 극상 계급으로부터 남의 집

건넌방 구석에 굴러다니게 되고, 그 경제는 기차, 기선에 1등, 연극, 활동

93) 나혜석, 「신생활에 들면서」, 『삼천리』, 1935.2(『전집』 429-430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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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특등석이던 것이 전당국 출입을 하게 되고, 그 건강은 쾌활 씩씩

하던 것이 거의 마비까지 이르렀고, 그 정신은 총명하고 천재라던 것이

천치 바보가 되고 말았다. 누구에게든지 호감을 주던 내가 인제는 사람이

무섭고 사람 만나기가 겁이 나고 사람이 싫다. 내가 남을 대할 때 그러하

니 그들도 나를 대할 때 그럴 것이다.94)(밑줄은 인용자)

나혜석은 20년 동안 각광을 받고 살아서 자기 삶의 모든 일이 대중이 엿

보였던 ‘사건’으로 되었는데 이혼 사건이 후에 점점 미움을 더 받게 된

것을 느껴 마음이 무거워진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 사회에서 버림받은

나혜석은 ‘과거와 현재가 공(空)인 나는 미래로 나가자’고 한다.95) 그녀는

더 이상 활동을 못 하고 자기를 ‘천재’로 숭배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를

바보로 보아 더는 예전처럼 누구나 환히 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신생활에 들면서」에는 나혜석이 처음으로 조바심을 표현해 초기와 중

기작에서 못 본 조심스러운 주체를 독자에게 보여준다. 「이혼 고백장」

을 썼을 때의 분노가 풀렸는데 「신생활에 들면서」에서 아직 화를 참는

것을 느끼는데 그 화 뒤에 배신감과 슬픔이 드러난다. 나혜석은 「이혼

고백장」에서 사건을 변명하고 남편에게 반격하는 태도를 했는데 「신생

활에 들면서」가 현실 상황을 받아드린 나혜석을 묘사한다. 이혼한 것과

사회에서 소외된 것을 받아드리지만 그것에서 나타난 고적과 어설픔이

파리 가서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렇지만 이

작품이 그녀가 자살 충동을 느끼는 모습으로 마무리하지 않는다. 다음

인용문을 보면 나혜석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고 더 좋은 미래로 향한다는

믿음을 표현한다.

펄펄 날던 저 제비

참혹한 사람의 손에

두 쭉지 두 다리

모두 상하였네.

다시 살아나려고

발버둥치고 허덕이다

끝끝내 못 이기고

94) 나혜석, 「신생활에 들면서」, 『삼천리』, 1935.2(『전집』 437면에서 재인용)

95) 나혜석, 「신생활에 들면서」, 『삼천리』, 1935.2(『전집』 438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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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척 늘어졌네.

그러나 모른다

제비에게는

아직 따뜻한 기운 있고

숨쉬는 소리가 들린다.

다시 중천에 떠오를

활력과 용기와

인내와 노력이

다시 있을지

뉘 능히 알 이가 있으랴.96)

위의 인용문은 나혜석이 그때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여러 다른 형식의

글을 합쳐서 나혜석만의 자전적 글쓰기 형식을 보여준다. 나혜석은 이때

시를 더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시를 자전적 글쓰기에 넣는 경우가 많다.

주로 위의 인용문처럼 자전적 글쓰기의 포괄적인 분위기를 반영한다. 위

의 시는 나혜석은 자기 자신이 새로 묘사하고 이혼하고 나서 생긴 자유

를 노래한다. 이 작품을 마무리하는 시를 보면 나혜석이 파리 가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상징적인 부활로 여겨진다. 이혼 후에 겪은 불행을 받아드

려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을 추구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

「현숙」(1936.12)은 「경희」와 비슷하게 나혜석 자신을 서사화한 주

인공 현숙의 이야기를 통해 발표한 당시 나혜석의 이혼 후 생활을 그려

준다. 방민호는 「현숙」, 「어머니와 딸」과 「독신 여성의 정조론」을

너혜석의 ‘초상’을 그려주는 자전적 후기 소설로 지적하는데 초기작 「경

희」까지도 포함하면 나혜석의 소위 사소설을 넷 가지로 이해된다.97) 초

기 사소설 「경희」와 달리 이 소설의 주인공 현숙의 내면독백이 나타나

지 않아서 이 소설의 주인공은 나혜석의 초기작에 보여준 열린 소녀가

아닌 것을 뜻한다. 「경희」에는 경희가 스스로 자기를 설명하고 경희의

눈을 통해 그 상황을 보는데 「현숙」에는 동거하는 두 남자의 눈으로

현숙을 보여준다. 이 소설에는 나혜석으로 이해하는 현숙이 젊은 화가 L

96) 나혜석, 「신생활에 들면서」, 『삼천리』, 1935.2(『전집』 439면에서 재인용)

97) 방민호, 「나혜석의 전쟁－나혜석과 이광수의 관계를 중심으로」,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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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노시인과 같이 살고 있다. 술고래 노시인은 자기를 잘 챙겨주는 현숙

을 예쁘게 생각하고 청년 화가 L은 현숙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녀가 젊

은 L에게 마음이 있어도 그녀가 평판이 나쁜 탓에 L을 일부러 거절해

미룬다. 현숙은 돈 벌기 위해 K라는 화가를 위해 모델하고 있는데 K가

현숙이 여러 다른 남자의 모델로 일하는 줄 알아서 현숙을 버리게 된다.

애매모호하게 다른 남자가 현숙을 위해 집을 구해주고 L하고 노시인에

게 어디 가는지 알려주지 않고 떠난 현숙은 그 방에 혼자 살고 있었다.

방을 구해준 남자가 갑자기 오래 지방에 내려가는 바람에 L에게 현숙의

주소를 알려주는 편지를 보낸다. L은 현숙을 발견해 둘이 진정한 연애를

시작하는 장면으로 소설이 마무리된다.

「경희」와 비교하면 「현숙」은 그만큼 낙관적인 소설이 아니라 결말

에 나타나는 행복과 희망은 야간 쓰고도 달콤하다. 현숙이 L과 같이 만

나도 되는 계기가 그녀의 선택은 아니라 방을 빌려준 남자가 만들어준

것이다. 현숙은 경희가 보여주는 나혜석의 주체성을 어느 정도 감춘다.

나혜석도 이혼한 후 돈 벌 기회가 많지 않아 살 곳도 많지 않아서 젊었

을 때의 이상주의와 자유로움이 점점 현실주의와 조심성으로 변해진 것

으로 나타난다. 아직도 젊었을 때 맛본 자유를 추억하는데 나이가 들고

이혼하고 나서 나혜석은 「현숙」을 통해 그 자유가 부담스러워진 것을

보여준다.

「현숙」의 첫 장면에 현숙은 기자인 친구를 만나 L에게 연애 거절편

지를 써주기를 부탁한다. 그 편지를 받은 L은 현숙이 자기와 연애할 수

없다고 한 이유를 그녀가 바쁘다며 ‘세평이 매우 나쁘다’는 탓으로 지적

한 것을 알려준다.98) 세평이 왜 매우 나쁜지를 소설 속에 한번도 알려주

지도 않아서 독자가 이미 이 소설의 주인공 현숙이 바로 작가 나혜석인

것을 이해할 것을 증명한다. 다음 인용문을 보면 현숙은 L에게 왜 둘이

만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주는데 초기자에 나타나는 이상주의적 연애,

순정스러운 연애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숙은 말하면서 더러운 방을 들여다보다가 언덕에 부는 바람과 같이 L

의 옆으로 뛰어들었다. L은 그 매력에 취하여 다시 둥글둥글 뒹굴었다.

98) ‘현숙은 현숙의 편지 쓴 대로 매우 바쁘단다. 그러나 현숙의 세평은 매우 나쁘다.’ 

p.158 「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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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조금 아까 당신 방을 열어 보았어. 무슨 일기 같은 것을 쓰고 있

습니다 그려. 다들 그렇게 생각해 주지, 응? 그래 내가 한 반신이 퍽 재

미있었지? 정말은 감정보다 회계(會計), 회계 그것 말이야······ 응 무엇을

생각해······ 연애의 입구는 회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좋아. 참 나는 지금

까지 감정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실패해 왔어. 그러므로 당신과 같이 순

정스러운 청년에게 대하는 것처럼 어렵고 무서운 것은 없어.”99)(밑줄은

인용자)

현숙은 L에게 ‘지금까지 감정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실패해 왔’다고 하

며 이제 감정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나혜석의 초기작을 보

면 「경희」에 나타난 자기서사화한 주인공 경희가 돈, 가족 품의 안정

함을 버리고 교육을 어떻게 하든 마무리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고 「4

년 전 일기 중에서」에서 R가 무엇보다 감정을 우선하고 연애하는 모습

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숙」은 주인공 현숙을 통해 독자에

게 더 조심스러운 나혜석을 보여주며 어렸을 적 했던 것을 의심하고 실

패를 많이 했던 것을 인정해준다. 현숙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

로 이제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지만 아직도 사랑을 구하고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현숙의 마음이 시사된다.

다음 인용문은 명명하지 않은 불행을 겪은 현숙의 냉소적이고 부정적

인 태도를 보여주면서 ‘나쁜 세평’ 때문에 사람의 믿음과 존경을 잃었다

는 사실을 증명한다. 화가 K와 모델 계약을 맺을 것으로 돈을 버는 현

숙은 술 취한 상태로 여관에 들어올 때 K가 현숙이 다른 화가(남자)를

위해 모델하는 줄 아는 질투로 인해 그 계약이 파약된 것을 알게 된다.

뭘 하든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편견을 넘을 수 없는 현숙은 울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외친다.

“선생님, 저도 술 마셔도 좋지요? 어찌 마시고 싶었었는지요······ 네? 선

생님 저는 어떻게 하여야 좋아요?”

다 말을 그치지 못하고 옆으로 드러누워 훌쩍훌쩍 운다. 현숙은 작야

(昨夜)부터 오늘 아침까지 생긴 불쾌한 일을 잊으려고 하였다. ······화가

K선생은 현숙과 새로 계약한 것을 파약(破約)하였다. 그것도 그녀의 플랜

99) p.159 「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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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에 4, 5인의 남자를 상상않을 수 없었던 이유였다. 그것보다 돌아온

자기 방에 누가 자리를 펴놓아 준 것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내 이 눈물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

십쇼.”

취하여 괴로운지 외로워서 우는지 노시인은 도무지 알 수 없으나 어떻

든 밖으로 나가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현숙의 이마 위에 수건을 축

여 얹었다. 현숙은 찬 물이 목에 흐른다고 중얼대며 물을 뿌렸다.100)(밑

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문을 보면 나혜석은 「현숙」에서 자기서사화한 주인공을 처음

으로 큰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그려준다. 나혜석의 다른 사소설과 자전

적 글에서 한 번도 술 취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 소설의 복잡한

내용과 유사해 소설 속 ‘나혜석’의 마음도 복잡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시

인이 취한 현숙을 잠자리에 재울 때 ‘취하여 괴로운지 외로워서 우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는 현숙은 작가 나혜석의 이

혼한 후의 괴로움을 반영한다. 1938년 글을 그만 쓰기 2년 전에 나혜

석은 「현숙」을 썼다. 그녀의 실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소설을 통해 나혜석은 독자에게 어찌하면 좋겠냐, 어찌하면

나를 용서해주겠냐는 질문을 묻는다. 이 글에서 구상된 ‘나혜석’은 더는

이상적 사랑, 이상적 자유를 추구하지 않고 다소 경제적 안전과 편견 없

는 교제를 원한다. 조선 사회에서 당한 소외감을 느끼면서 왜 소외됐는

지를 인정해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현숙」이 독특한 점 하나가 있는데 그 것이 ‘거울’의 존재다. 나혜석

이 쓴 여러 형식의 자전적 글쓰기를 보면 거울이나 화장, 육체적 허영심

이 나타나지 않는다. 초기작에는 나혜석은 여자도 사람인 인정을 구하고

있었을 때 육체적인 묘사를 일부러 이용하지 않아 정신적으로, 지식적으

로 여자가 남자와 똑같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 그래서 후기작 「현

숙」에서 이러한 외모와 관련된 것이 나타날 때 특별히 독자 눈에 띈다.

「현숙」에는 주인공 현숙이 나이가 많아도 아직 매력이 있고 남자의 관

심을 끌린 여자인 것을 알리는 문장이 자주 나타난다. 다음 인용문을 보

면 이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거울과 ‘나혜석’의 관계를 볼 수 있다.

100) p.160 「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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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번 더 현숙은 목에 내린 머리를 거든 [손질]하고 예쁜 눈을 실눈

을 하며 거울 앞에서 몸을 꾸미고 있었다.101)(밑줄은 인용자)

(B) L은 전등을 켜면서 한 번 실내를 휘 둘러보았다. 노시인의 옆방과

달라 여기는 밝고 정하였다. 보기좋은 경대가 하나 놓여 있어 거울이 가

재(家財)처럼 비치고 있고 대소의 화장병이 정돈하여 있다. L은 어쩐지

이것을 볼 때 기분이 좋지 못하였다.102)(밑줄은 인용자)

인용문 A는 L의 눈으로 집 나가기를 준비하는 현숙을 본다. 화가 K 만

나러 나가려고 하는데 먼저 거울 앞에 현숙이 자신을 꾸민다. 여기서 이

‘거울’은 소설 속 ‘나혜석’이 집 밖에 있는 사람, 즉 타자의 시선을 의식

하고 자기를 꾸미고 있다. 이 ‘거울’을 통해 나혜석은 자기 자신을 객체

로 볼 수 있고 사적 영역에 존재하는 자신을 재구상하여 집 밖으로, 공

적 영역으로 나갈 수 있게 한다. 나혜석은 여학생 때부터 구경거리로 살

고 자기 공적 자아를 구상하기 위해 자기고백적 글을 많이 발표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그 공적 자아가 사회적으로 비판을 심하게 받아서 이혼

후 작품 「현숙」에는 예민해진 주인공이 타자가 볼 자신을 더 예쁘게

꾸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전의 작품에서 외모에 하나도 신경 쓰지 않

았던 나혜석의 다른 자기서사화한 주인공들과 달리 현숙은 가면 같은 화

장을 바르는 습관이 있다.

인용문 B는 L가 현숙의 새집을 찾을 때 그녀의 방을 묘사한다. 현숙

이 혼자 사는 방을 여관방보다 더 밝은 것은 현숙이 여관에 살 때보다

더 행복한 것을 암시하는데 그 좁은 방에 L의 눈에 띄는 것이 화장대

밖에 없다. 현숙의 화장대가 보석처럼 어른거리는 거울이 있고 그 앞에

화장품이 정리돼 있다. 이 거울은 ‘가재’ 같다고 할 때 나혜석은 현숙에

게 거울이 제일 중요한 재산인 것을 알려준다. 타자가 보는 자신을 확인

하고 재구상할 수 있는 도구가 거울과 화장이다. 현숙과 같이 살던, 사

적 영역의 현숙을 사랑하는 L은 거울과 화장이 있는 것을 ‘좋지 못하였

다’는 것이 현숙이 자기 자신을 다른 남자를 위해 꾸몄다는 것을 증명하

101) p.159 「현숙」

102) p.164 「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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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아직도 현숙한테 공적 영역에서 본얼굴·본성을 가려야 한다는 마음

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곤란을 겪은 나혜석은 「현숙」에 ‘거울’이 나

타나는 것이 이혼 후의 주체적 불안함을 표현하는데 그 소설의 어느 정

도 행복한 결말은 그녀가 어려워하고 외로워해도 이 곤경을 회복할 희망

이 아직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머니와 딸」(1937.10)은 나혜석이 마지막으로 쓴 소설이고 비슷

한 시기에 쓴 「독신 여성의 정조론」과 내용이 비슷하다. 이 소설은 긴

설명과 묘사보다 대화를 통해 논쟁이 펼쳐진다. 묘사가 없는 긴 대화 장

면이 많은 소설형식은 나혜석의 후기 작품에 자주 나타난다. 「어머니와

딸」에는 나혜석이 여관에 사는 소설가 ‘김 선생’으로 나타나 여관주인

아줌마와 그 아줌마의 딸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에 끼게 된다. 첫 장면에

는 여관주인이 여관에 사는 젊은 남자 한운과 이혼한 남자 이기봉과 같

이 신여자·배운 여자를 주제로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한 얘기

가 아랫방에 사는 김 선생이 다 몰래 들었다. 그래서 다음날 여관주인이

김 선생에게 가서 자기 딸이 김 선생 때문에 시집을 안 가겠다고 할 때

김 선생은 여관주인 앞에 이미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김 선생이 주

인의 딸 영애와 얘기한 적 없어도 주인아줌마가 그녀의 탓으로 딸이 시

집을 안 가 공부 더 하겠다고 말하는 줄 알아서 김 선생이 다른 데 사러

갔으면 좋겠다고 한다. 나중에 영애와 엄마가 구한 신랑인 한운과 같이

얘기하게 되어 젊은 사람 둘 다 결혼에 별 관심 없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작품의 결말은 애매하게 마무리된다.

이 작품에는 나혜석은 자기 서사화한 주인공 김 선생을 다른 사람의

대화를 통해 그려주니까 신여자로서 이혼한 여자로서 구경거리가 된 것

을 강조한다. 여관주인이 김 선생의 방으로 올 때 아줌마가 캐는 질문을

많이 해서 김 선생은 속으로 사실을 말하며 아줌마에게 고요한 표면을

보여준다. 다음 인용문을 보면 「어머니와 딸」은 「경희」에서 나타나

는 것처럼 텍스트 속 ‘나혜석’이 속마음을 삼키고 그녀에 대한 소문을

더 크게 마들지 않도록 얌전한 모습을 공연한다.

“그렇게 소설을 써서 잡지사에 보내면 얼마나 주나요?”

“심심하니까 쓰고 있지요.”

일백오십 원 현상소설을 쓰고 있단 말을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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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들으니까 돈을 많이 버신다던데.”

“거짓말이지요.”

과거에 현상소설에 몇 번 당선하여 수백 원 번 것, 신문지상 장편소설에

수백 원 번 것, 매삭 잡지에 투고 원고로 받는 것 적지 않으나 자기 자랑

같아 말하지 아니했다.103)

위의 인용문은 텍스트 속 나혜석이 대중의 구경거리인 것을 증명하면서

이혼 전과 이혼 후 그녀의 생활이 어찌하여 변했는지를 조금씩 보여준

다. 신여자에 대해 호기심이 넘치는 여관아줌마가 김 선생에게 소설 쓰

기에 얼마나 버느냐 할 때 그녀가 자존심을 뒷받침하기 위해 돈을 위해

쓰지 않는 척을 하면서 속으로 명예가 실추하기 전에 받았던 수수료를

애석한다. 이 글에서 나혜석은 동시에 과거를 자랑하고 현재 상황을 인

정한다. 경희와 독같이 김 선생은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않는데 독자가

그녀의 내면독백을 읽을 수 있으니까 나혜석은 겸손한 이미지를 만들면

서 독자에게 자랑스러운 사실을 능숙하게 전해준다.

「어머니와 딸」 속의 ‘나혜석’은 모든 편(여관주인, 주인의 딸, 예비

신랑 한운)을 잘 들어주는 판사다운 주체를 구상하여 교육을 받아도 조

선사회의 진행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나혜석의 초기작부터 이

어져온 ‘사람 되기’ 논쟁은 이 작품에도 드러난다. 여관주인은 스스로 자

기가 교육을 못 받은 구여성으로 여겨서 ‘사람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며

딸 영애가 한운을 거절하는 이유가 ‘사람이 덜 돼서’ 그렇다. 영애도 ‘사

람을 되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싶은데 엄마가 학비를 안 주니까 시집가

야 하는데 결혼하기 싫다.

나혜석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지 아니하였다. 다음 인용문을 보면 자기서사화한 주

인공 김 선생은 한운에게 결혼생활을 추천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혼

후에도 결혼과 이혼이 둘 다 유효한 사회적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제 장가를 들어 가정을 가지셔야겠구먼.”

“내 생각 같아서는 일생을 독신으로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디 부모형체가

103) 「어머니와 딸」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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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두어야지요.”

“왜 그래요, 부부의 낙이 인생에 제일인데.”

“그럴까요? 독신보다 귀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귀치 않은 가운데 재미가 있거든요.”

“왜 조물주가 남자 여자를 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 여자가 있기에 기기묘묘한 세상이 생겼지요.”

“혼자 사는 것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남녀가 합해야 생활 통일이 되고 인격 통일이 되는걸 어째요.”

“그럴까요?”

“그렇지요 독신자에게는 침찾성이 없는걸 어쩌구.”

“그건 그런가 봐요. 고적하긴 해요.”

“어서 장가를 들으시오.”104)

김 선생은 남녀 사이에 ‘기기묘묘한 세상’이 생긴다고 하며 부부로 사는

것이 귀찮다고 인정하지만 귀찮은 것에 재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

을 통해 나혜석은 자신을 편견 없는 중개자로 그리며 자신에 대한 거짓

말을 조용히 불식시키는 모습을 독자에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나혜석은

구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소통과 남녀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이해

가 많은 주체를 강조한다.

나혜석 작품 세계의 후기(1930-1938년)는 유럽 돌아온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불운의 사건으로 실추된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글로

나타난다. 나혜석은 슬픔의 5단계를 지내면서 그녀의 내면감정을 고백하

고 독자에게 용서를 부탁하면서 역설적으로 독신자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복잡한 마음에 얽힌 감정에 따라 나혜석은 자기

주체의 여러 다른 양상으로 공적 자아를 재구상하려고 한다.

104) 「어머니와 딸」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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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에 나타난 자기구상적 주체

4.1. 자기표현의 두 가지 방식(으로서의 글쓰기와 그

림)

나혜석은 조선의 다른 1기 서양화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유학하면

서 유화를 배웠다. 1918년에 졸업한 나혜석은 1921년에 매일신보와 경성

일보사의 후원으로 경성일보사 내청각에서 최초의 여성 서양화 개인전을

개최하며 주목을 받았다.105) 그 후에 나혜석은 1922년 1회에서 1932년

11회까지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 9번 출품했다. 첫 개인전인데도 60-70

점의 그림을 팔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현존하는 그림은 20개 이하이고

흑백 사진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그림도 같은 수만 있다. 유화 외에도

신문·잡지를 위해 목판화나 표지를 삽화비를 받고 창작한 작품도 있다.

삽화비를 받은 작품과 달리 유화를 그릴 경우에 나혜석은 후원자가 원

하는 주제·형식대로 그리지 않으니까 그녀가 품고 있는 상상적 이미지를

충실히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2장에

서 분석대상을 나혜석의 유화에 한정하고자 한다. 일본 교육의 영향을

받아, 나혜석은 1926년대까지 자신의 그림 경향을 후기인상파적106), 자연

파적으로 간주했다.107) 1926년 제5회 조선미술전람회 개최 전에 나혜석

105) 이상경,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 206-207쪽.

106) 후기인상파(Post-Impressionism)은 1880년대 초반부터 1914년대까지 진행된 화풍

이다. 넓은 범위의 그림 스타일을 포착하는 화풍인데 이 광범위의 그림을 연결하는 것

이 바로 인상파에 대응하는 것이다. 화가가 객관적으로 본 것을 그림에서 반영하는 입

장에 반대하여 화가의 주관적인 인상을 표현하려고 하는 입장을 강조한다. 후기인상파

로 규정된 화가 고갱(Gauguin), 반 고호(van Gogh) 등은 목격한 세계를 그리는 것을 

외면하고 기억, 감정을 통해 감상자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그들은 캔버스 

위에 유화를 어떻게 바르는지 그리고 객체의 형식을 추상하는 것이 중심된다. 그러므로 

이 화풍은 20세기에 들어가서 생긴 화풍, 즉 표현주의적, 페미니스트 등의 화풍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긴다. 

   Denvir, Bernard. Post-impressionism. London: Thames and Hudson, 1992, 

p.7-10.

107) 송명희, 「나혜석의 미술과 문학의 상호텍스트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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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선일보』에 「미전출품 제작 중에」이라는 글을 발표한 것으로

배운 대로 그리는 것의 유쾌함이 없어지고 답답함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의 개인성과 순 예술적 성과를 추구하면서 정신적 진보를

지향하는 나혜석은 창작적 주체성을 원하는 것이 다음 인용문에서 명확

히 드러난다.

“...나는 학교시대부터 교수 받는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상 후기인

상파적, 자연파적 경향이 많다. 그러므로 형체와 색채와 광선에만 너무

중요시하게 되고 우리가 절실히 요구하는 개인성, 즉 순 예술적 기분이

박약하다. 그리하여 나의 그림은 기교에만 조금씩 진보될 뿐이요, 아무

정신적 진보가 없는 것 같은 것이 자기 자긴을 미워할 만치 견딜 수 없

이 괴로운 것이다. 이런 때야말로 남의 그림을 많이 볼 필요도 있고 참고

서를 많이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왼 적적한 곳에서 살고 보니

그나마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혼자 얘를 타우고 태우고 할

뿐이요, 그러다가 어느때면 말할 수 없이 좋은 그림을 보고 좋아서 허덕

거리다가는 섭섭히 꿈을 깰 때가 많을 뿐이다. 이와 같이 누구가 시키는

일이나 하는 것같이 퉁명스럽게 그림 그리는 일을 그만두리라 하고 단념

을 해보기도 하고 이 이상 진보치 못할까?”108)

위의 인용문을 보면 나혜석은 조선이나 일본에서 배울 수 있는 그림보

다 더 새로운 그림 형식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인다. ‘퉁명스럽

게 그림 그리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 이 후 나혜석 작품을 표면

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경고를 준다. 이 글을 발표한지 1년 뒤 나혜석은

남편 김우영과 같이 유럽을 유람하고 1929년에 귀국해서 다시 그림을 발

표하는데 그때부터 나혜석의 그림은 더 깊은 의미가 부여 있는 것이 느

껴져 더 섬세한 분석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30년대에 발표된 나혜

석의 기행문을 보면 박물관을 많이 다니며 좋아하는 그림, 동상을 기록

하면서 방문한 각 나라의 화풍과 역사를 독자에게 소개하고,「미전출품

제작 중에」에서 썼듯이 다수의 그림을 관람하여 나혜석이 자기 감정을

정리해 새로운 미술을 발전할 수 있었다는 힘을 찾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0.6, 386쪽.

108) 나혜석, 「미전출품 제작 중에」, 『조선일보』, 1926.5.20. (『전집』 283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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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만유를 마친 후, 나혜석의 미술적 경향은 야수파적109) 표현파적110)

으로 변했다. 송명희는 유럽을 다녀온 나혜석의 그림에서 이러한 새로운

경향을 보면서 여전히 일본 유학 시절부터 지내온 일본 관학파의 외광파

적 인상주의 화풍을 여전한 것으로 지적한다.111) 인상파보다 야수파와

표현파는 실세계를 보여주는 것보다 화가의 내면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에서 추상적인 구상 및 색채를 도모했다. 이러한 화풍의 영향을 받

은 후에 나혜석의 미술세계가 더 뜻깊은 창작물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

다.

작가이자 화가였던 나혜석은 자아를 글쓰기와 그림으로 표현했다. 글

쓰기 역시 자기표현의 도구 중 하나였지만 나혜석은 자신의 정체성을 화

가라고 생각했으며, 유학의 목적 역시 서양화를 배우는 것이었다. 다음

글에서 나혜석이 그림을 중요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무슨 실낱 같은 인연줄이 끄는데 당기면 깜짝 놀라서 ‘내가 그림 없

이 어찌 살라구’ 하는 생각이 난다. 과연 내 생활 중에서 그림을 제해 놓

으면 실로 살풍경이다. 사랑에 목마를 때 정을 느낄 수도 있고, 친구가

109) 야수파(Fauvism)은 1899년부터 1908년까지 진행된 20세기의 첫 화풍으로 여긴다. 

상징파 화가 귀스타브 모로(Gustave Moreau)의 제자인 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

(Henri Matisse), 알베르 마르케(Albert Marquet)와 조지 루오(Georges Rouault)가 

설립했다. 야수파 화가들은 선명한 색깔을 사용해 광과 공간을 그렸고 그 색깔이 화가

의 내면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입체파와 표현파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긴다. 

야수파 그림 속에서 포화색(飽和色)과 단순한 구성양식을 통해 캔버스, 종이의 근본적인 

평평함을 강조하고자 했다. 야수파에서 무엇보다 개인성, 자기표현이 제일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나는데 그림에서 화가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이 학술적 이론과 우월한 주제보

다 훨씬 더 중요시 봤다. 

  Whitfield, Sarah. "Fauvism." Concepts of Modern Art: From Fauvism to 
Postmodernism. Comp. Nikos Stangos. London: Thames and Hudson, 1994. 

p.11-29.

110) 표현파(Expressionism)는 1905년대부터 1933년까지 진행된 화풍이다. 독일 여러 도

시 동시에 일어났는데 진실성과 신앙 실조 그리고 세계와 인간의 불협화에 대한 조바심

에 대응하는 화풍으로 인식한다. 반 고호,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 제임스 엔

소르(James Ensor)에게 영향을 받아 구성양식을 외곡하고 선명한 색깔을 통해 생생한 

감정을 포현하려고 했다. 20세기 초반의 도시화에 맞서서 표현파 화가는 선명한 색깔과 

구불구불한 인물을 통해 근대사회를 비판했다. 

   Lynton, Norbert. "Fauvism." Concepts of Modern Art: From Fauvism to 
Postmodernism. Comp. Nikos Stangos. London: Thames and Hudson, 1994. 

30-49.

111) 송명희, 3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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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울 때 말벗도 되고, 귀찮을 때 즐거움도 되고, 괴로울 때 위안이 되

는 것은 오직 이 그림이다. 내가 그림이요, 그림이 내가 되어 그림과 나

를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경우에 있는 것이다.”112)

위 인용문에서 나혜석은 자아를 그림과 연결하고 있다. 나혜석에게 그림

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며 생활의 곤란, 일상의 걱정을 달래는 중요한

자전적 행위였다. 이 장에서는 “그림과 나를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다

고 믿는 나혜석이 자아의 어떤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지를 살펴볼 것

이다. 또한 그림에 드러난 특징이 나혜석의 또다른 자기표현 방식이었던

글쓰기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비교할 것이다. 인물을 그릴 때 나혜석의

자아의식이 잘 드러나므로, 나혜석의 유화 중 분석 대상은 초상화로 국

한하고자 한다. 먼저 나혜석의 자화상을 다루고 다음으로 타인을 그린

초상화를 분석하겠다.

4.2. 자화상 및 초상화 분석

나혜석의 「자화상」(1928)은 한국에서 최초로 여성화가가 그린 서양

식 유화 자화상이다.113) 이는 현존하는 나혜석의 10개의 그림 중에서 유

일한 자화상이다. 한국미술사 연구자들은 이 자화상을 분석할 때 나혜석

에 대한 전기적 사실에 입각하여 그녀가 발표한 페미니스트 산문을 통해

그림을 해석한다. 김화영은 나혜석이「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고자 했고, 자기 신체가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의 것이라서

자기 자신을 그리면 거짓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

한다. 이어서 김화영은 자화상의 분위기가 슬프고 고립되어 있다고 해석

한다.114) 이러한 해석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는 그림 자체를 분

석하는 것보다 ‘나혜석’에 대한 이미지를 전제하고 이를 그림에 적용하는

한계를 보인다.

112) 나혜석, 「미전출품 제작 중에」, 『조선일보』, 1926.5.20. (『전집』 284쪽에서 재인용)

113) 김화영, 「나혜석의『자화상』과 ‘조선’-일본과 서양의 여성화가의 자화상의 비교

를 통하여」, 『일본근대학연구』 24, 2009, 108쪽.

114) 김화영,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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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사실을 유보하고 그림을 본다면 「자화상」은 1928년 당시 나

혜석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감상자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본고는 나혜석이 「자화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이 나혜석의 문학에도 드러난다

고 본다.

마르샤 메스킴먼(Marsha Meskimmon)은 ‘자화상으로서의 자신’을 주

체가 사회에 자신의 이미지를 중재하는 매체로 여긴다.115) 나혜석이

「자화상」에서 보여주는 나혜석 자신은 감상자(viewer)에게는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아 손을 굽힌 다리 위에 놓은 자세를 하고 있다. 그림 속

나혜석은 감상자를 향하고 있는데 시선(eye-line)을 감상자의 시선에 맞

추지 않고 감상자의 왼쪽 뒤의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하다. 머리는 어깨

까지 길렀고 어두운 색깔의 원피스를 입었는데 옷깃은 회색의 Y 모양이

다. 보석, 목걸이, 귀걸이 등 장식은 아무것도 없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나혜석의 그림은 국내와 국외를 그린 알록달록한 풍경화라서 어두운 팔

레트로 그려진 「자화상」과 대비된다.

그림은 전반적으로 어두운 색조이다. 거무칙칙하고 부드레하고 침울한

색깔을 이용하는 그림이다. 김화연은 그림의 어두운 색조가 나혜석의 내

적 슬픔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데, 본고는 이 어두움이 나혜석의 우울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로서의 나혜석이 이 어두운 팔레트를

통해 그림·미술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해석한다.

즉, 당시 유포되었던 경박하고 화려한 신여성의 이미지와 정반대인 것이

다. 유럽에서 거주하면서 나혜석은 야수파와 표현파 화풍에 들었으나 색

채가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대도 불구하

고,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와 제임스 엔소르(James Ensor) 같

은 표현파 화가가 자주 쓰는 혼란스러운 색채의 썩임이 「자화상」에 없

는 것이 ‘나혜석’이 자아에 대한 혼란이 없고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여겨

진다. 그림 속 나혜석은 예술을 단지 취미가 아니라 화가로서 예술가로

서 자의식을 갖고 추구한다. 메스킴먼에 따르면, 진지하고 어두운 자화상

을 그릴 때 여성 화가는 자기가 다른 사람의 그림 속의 대상으로 객체화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자기 그림의 주체로 나타날 수 있음을 증

115) Meskimmon,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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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화상(自畵像)> 캔버스에 유채,

62x50cm, 1928년대, 개인 소장

명하고자 한다.116)

서양 및 동양 미술사에서는 여성형체의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데 나혜

석의 경우 어두운 색깔의 원피스가 그림 속 그녀의 여성적인 신체를 가

리고 있다. ‘나혜석’의 몸은 어두운 갈색 벽에 달린 어두운 청색 커튼에

섞여 거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여성스러운 몸의 곡선을 부각하지

않아 성차(性差)가 강조되지 않고 오히려 밝은 색깔로 그려진 손과 얼굴

이 조명된다. 보는 사람의 눈길을 이 두 부분에 집중하게끔 하는 것은

나혜석이 자기를 보는 사람에게 성(性)이 아닌 자기의 생각(머리)과 일

(손)에 집중하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유럽·미국 여성화가

들도 앤드로지니(androgyny)를 이용해 남성이 지배하는 미술계에서 그

116) Meskimmon,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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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들의 주체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나타난다.117) 그림 속 나혜석은

붓이나 연필을 잡지 않고 인물 뒤 배경에도 직업과 관련된 물건이나 상

징적 요소가 없어서 나혜석이 자신의 일면만을 강조하지 않고 자신의 전

신, 즉 자기 인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또다른 근거는 현존하는 나혜석의 다른 그림에서 사인이 ’Rha’이나 ‘H.S.

Rha’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자화상」 왼쪽 아래 부분에 ‘혜석’이

세로로 쓰여 있고 오른쪽 아래 부분에 H과 R을 합성하여 만든 그림 사

인이 있다. 화가가 그림 속 인물을 ‘혜석’이라고 스스로 지명하는 것은

나혜석이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의도로 읽힌다. 아버지의 성 ‘나’ 없이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누구의 딸, 누구의 부인, 누구의 엄마도 아닌 독립

된 자기 자신인 ‘혜석’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속 나혜석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감상자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

보다 그녀의 시선이 더 깊이감이 있다. 인물의 이목구비는 크고 두꺼운

입술, 선명하고 길쭉한 코, 크고 검은 눈으로 과장되어 있다. 「자화상」

에 나타나는 나혜석을 사진에 찍힌 나혜석과 비교하면 둘은 닮았지만 사

실주의적 묘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자화상」에 보는 나혜석의 얼

굴은 서양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서양여자를 닮고 싶어서 서양인처

럼 그렸다는 것, 즉 조선사상을 떠나 서양사상에 동조하는 것을 표현하

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나혜석이 구성양식을 추상하는 것을

도모하는 야수파와 표현파에 따라 하는 것을 보면 자기 모습을 서양화하

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그림에 나타나는 인물의 얼굴이

추상화하면 인종식별장치(racial identifiers) 지적하기 어려워지기 때문

이다. 김화영이 제시한 것처럼 이 얼굴의 표정에서 슬픈 느낌을 읽어낼

수도 있지만 압도적이지 않고 복합적인 감정의 일면에 불과하다. 그보다

는 고요함, 수수함과 진실성이 이 그림에 만연하다. 이를 통해 나혜석이

의도적으로 여자의 제약을 넘어서 유능한 화가로 보이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나혜석의 초상은 구미만유 동안에 그렸거나 조선으로 귀국한

뒤에 그린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도쿄 여자미술대학교 졸업작품을 포함

해 대부분의 나혜석 작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10개 이하의 초상만을

117) Meskimmon, 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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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무희(舞姬)」, 캔버스에 유채,

39x33.5cm, 1927~28년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이 연구 대상으로 삼겠다. 나혜석은 창작 초기에는 풍경화를 꾸준히 그

렸지만 구미만유 이후 5년 동안 인간을 그림 주제로 선택한다. 풍경화

속의 인물은 풍경의 일부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 나혜석의 초상은 그 자

체가 주제로서 더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분석의 대상을 초

상화의 인물로 한정하고자 한다.

나혜석이 그린 초상화의 또다른 특징은 대부분 여자를 모델로 했다는

점이다. 서양미술사에는 여성이 남성화가의 모델로만 표상되는 전통이

있다. 그러나 나혜석이 그린 여성은 여성화가가 스스로 여성을 표현했다

는 점에서 남성화가가 그린 객체화된 여성과 비교될 필요가 있다.

여자 무용수를 묘사한 「무희(舞姬)」는 1927~8년 나혜석이 유럽에 머

물렀을 때 그린 작품이다. 이 여행은 나혜석의 글쓰기와 그림 모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구미만유 이후 그려진「무희」는 이전의 작품과 다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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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을 보여준다. 여행하기 전에는 풍경화를 주로 그렸던 나혜석은 구미만

유 이후 아주 모던하고 이국적인 두 여성을 그리며 그녀가 겪었던 유럽

과 조선 사회의 차이를 부각한다.

「무희」는 두 여자를 묘사한다. 이들은 나란히 서서 무용을 하는 듯

이 팔다리를 뻗고 있다. 작품 제목을 참조하면 두 여자는 무용수로 그들

의 자세는 무용 동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른쪽 여자는 하얀 털 코트,

왼쪽 여자는 갈색 털 코트를 입고 있다. 하얀 코트를 입고 앞으로 나온

여자만이 빨간 하이힐을 신은 발을 노출하고 있다. 두 여자의 얼굴은 하

얗게 화장을 한 상태이다. 파우더를 바른 얼굴에 볼연지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미국 무성영화 배우 클라라 보우(Clara Bow)가 유행하게

한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작은 입술도 보인다. 두 여자는 1920년대 당시

유행한 짧은 머리를 하고 있다. 갈색 코트를 입은 여자는 아주 짧고 매

끈한 픽시 커트(pixie cut)을 하고 있고 하얀 코트 입는 여자는 턱까지

오는 파마한 단발머리를 하고 있다.

그림의 배경은 꾸미지 않은 갈색 벽과 어두운 색깔의 커튼이 반 정도

열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닥도 똑같이 단순하다. 배경의 어두운 색채

로 인해 여자의 하얀 얼굴, 다리, 그리고 하얀 털 코트가 더 강조된다.

얼굴만으로 보면 여자가 서양여자인지 동양여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 두

여자는 감안머리가 있어서 서양여자로 지적할 수 있는 금발, 빨간 머리

같은 특징이 없고 눈이 길게 째어진데도 20년대 유럽·미국의 화장광고와

미술작품에서 여자의 얼굴을 동양화하는 것이 유행했다는 사실을 고려하

면 나혜석이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유럽 여성 묘사 경향을 따라했을 수

도 있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118)

유럽 여행 중에 그렸던 그림이라서 프랑스나 다른 유럽나라의 여자로

봐도 되겠지만 당시 여자가 인종을 초월하는 미적 경향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인정하면 좋다. ‘무희’인 여자의 팔과 다리를 이동성

없이 뻣뻣하게 그림으로써 활기차게 춤추는 여자가 아닌 마네킹과 더 비

슷한 존재로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가 커튼 앞에 서 있는

118) The Modern Girl Around the World Research Group, “The Modern Girl 

Around the World: Cosmetics Advertising and the Politics of Race and Style”, 

The Modern Girl Around the World: Consumption, Modernity, and 
Globalization.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and London, 2008. p.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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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비슷한 옷차림을 입는 것도 그녀를 클럽에서 춤추는 분위기보다

상점 창 진열에 넣은 마네킹으로 보이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나혜석의

「자화상」과 대조된다. 진지하고 학술적인 신여성의 모습과 정반대로

「무희」에 나타나는 두 여자는 재미를 추구하는 모던 걸로 묘사된다.

모던걸의 이미지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두 여자의 모습은 경직된 포즈

를 취하면서 털 코트, 금반지, 하이힐, 화장 등 사치품을 감상자에게 전

시한다. 「자화상」에서 보이는 신여성 ‘나혜석’과 대비되는 경솔한 모던

걸이다. 그럼에도 화가 나혜석이 이러한 여자를 그림 주제로 선택했다는

사실에서 나혜석이 모던걸을 묘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

다. 나혜석은 이러한 여자의 모습에서 자극을 받은 것이다. 두 여자는 화

가가 구경하는 스펙터클이다.

그림 속 두 여자는 정면이 아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어서 감

상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 남성적 시선의

대상이 되었던 나혜석이 반대로 모던걸을 구경하는 시선을 그림으로 표

현한 것이 매우 흥미롭다. 나혜석은 두 여자의 여성스러운 곡선 몸채, 즉

목, 가슴, 팔, 허리를 가리지만, 동시에 화장으로 꾸민 얼굴과 허벅지까지

노출된 다리와 빨간색 하이힐 신은 발을 감상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특성으로 두 여자의 섹슈얼리티는 모순적으로 부각된다. 「자화

상」과 같이 보면 이 그림을 통해 나혜석은 감상자에게 대담함을 보여주

면서도 자신이 그런 경박한 모던 걸이 아니라는 주장을 강조한다. 「무

희」는 나혜석의 코즈모폴리턴적 면모와 모던 걸에서 자아를 구별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준다.

나혜석의 그림 중 실존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자화상과 김우영

을 그린 그림이다. 나혜석은 주로 모델을 그리거나 추상적 인물을 묘사

했기 때문에 김우영을 그린 것은 특이한 경우이다. 나혜석과 김우영은

결국 이혼했지만, 일제 강점기의 관료로 일했던 김우영 덕분에 나혜석은

예술가로서 꿈꿨던 유럽 여행을 할 수 있었고 불만스러운 가정생활이었

는데도 남편의 초상을 보면 그녀는 어느 정도 남편의 애정과 지원을 인

식했다는 것을 느껴진다.

「김우영 초상」은 부부가 구미여행 중인 1927년 무렵에 그려진 전통

적인 서양식 초상화이다. 캔버스 프레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김우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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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김우영 초상」, 캔버스에 유채, 1927년

무렵, 개인 소장

진홍색 쿠션좌석에 앉아 있다. 등이 높은 쿠션좌석과 패널 창문 같이 생

긴 배경을 통해 묘사된 공간이 기차임을 알 수 있다. 그림 속 공간을

기차인 것으로 제시하는데 동시에 서양식 사무실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나혜석과 김우영 부부가 구미를 여행했을 때 기차를 오

랫동안 타야 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배경이 기차일 가능성이 높다. 여행

중 나혜석은 기차에 앉은 남편을 그리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여긴다. 구미 여행으로 출발했을 때 나혜석과 김우영 부부는 조선에 있

는 어린 아이를 시댁에 맡겨두고 떠나 단 둘이 여행했다.119) 그러므로

기차·배에서 동행하는 승객과 어울리는 것 외에 타지에서 단둘이 보낸

시간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에서 유럽까지 장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기차 안에서 남편을 스케치할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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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를 모델로 한 초상화를 많이 그리지 않은 나혜석은 남편을 초상화

주제로 선택하는 것이 더욱더 흥미롭게 보인다. 나혜석은 김우영을 서양

사업가나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처럼 묘사한다. 그는 넥타이를 맨 어

두운 색깔의 양복과 갈색 오버코트를 입고 있는데 코트 가슴 주머니에

펜이 꽂혀 있다. 감상자를 마주 보지 않고 왼쪽 대각선으로 몸을 틀고

있고 얼굴 반은 그림자로 가려져 있다. 「무희」의 인물이 자기를 목격

하고 기록하는 시선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것과 달리, 그림 속

김우영은 화가의 시선과 자기 모습이 그림으로 기록되는 것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의 시선은 화가를 곁눈질하고 있고 동시에 자신감

을 뽐내고 있다.

「자화상」 속에 묘사된 나혜석과 유사하게 초상화에 나오는 김우영

역시 이목구비의 비율이 과장되어 있는데 특히 입술과 코가 실물보다 많

이 튀어나와 있다. 그러나「자화상」에서 보이는 인종이 불분명한 나혜

석과 달리 그림 속의 김우영은 동양사람의 대표적 피부색과 얼굴 특징이

뚜렷하다. 자화상의 어두운 색조와 대조적으로 남편의 초상화는 생생하

고 따스한 황토색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색깔을 사용하여 나혜석은 그림

속 김우영에게 확고한 자신감을 부여한다. 「자화상」에 나타나는 성과

직업이 약간 애매모호하게 그린 ‘나혜석’과 달리, 그림 속 ‘김우영’은 분

명히 남자고 초상화를 주문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의 남자처럼 묘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초상화를 그리므로 나혜석은 글쓰기에서 자주 안 보여주는 아내다

운 면을 암시한다. 나중에 이혼을 당하는데 초상화를 그렸을 때 나혜석

은 남편 김우영을 나름대로 존경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연구자가

「자화상」을 해석할 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자화상 속 ‘나혜석’이 슬

퍼 보인다고 하는데 글쓴이는 그와 비슷한 시기에 그린 「김우영 초상」

을 같이 볼 때 그 해석을 불식시키는 것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부부 사

이가 자화상에서 반영할 정도 안 좋았다면 남편의 초상화를 그릴 때 남

편의 모습도 그런 어둡고 슬픈 분위기를 반영했을 것 때문이다.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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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상화는 밝고 생생한 색채를 이용해 그를 아첨하게 그린다. 나혜석

은 그림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고 위로를 받아서 그림을 그리려면 기분이

나빠할 주제를 절대 선택하지 못 했을 것으로 여긴다. 나혜석의 아내다

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김우영 초상」은 글쓴이가 제시한 나혜석 「자

화상」 해석을 뒤받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우영 초상」을 「자화

상」과 비교할 때 「자화상」은 나혜석이 그림을 통해 자기가 사람인 것

을 강조하는 것으로 더 명료히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한 초상화 3개는 흑백 사진으로만

남아 있다. 이 그림은 제9회에 입선된 「어린이들」(1930년), 제10회에

입선된 「나부(裸婦)」(1931년), 그리고 제11회에 입선된 「소녀」(1932

년)이다. 조선미술전람회를 개최한 조선총독부는 ‘향토색’과 ‘조선색’을

강조한 그림을 선호했다. 이러한 경향을 따라 상을 받은 나혜석의 작품

은 주로 농촌 풍경이나 전통건축을 보여주는 풍경화였다. 당시 일본에서

는 후기인상파 화풍이 유행했다. 그 화풍을 대표하는 고갱(Paul

Gauguin, 1849~1903)은 일본이 조선미술계에 도입한 ‘향토’의 창조자로

볼 수 있다. 고갱은 프랑스 식민지인 타히티에서 전원시적인 풍경을 그

렸는데 특히 타히티 여성의 성적 매력을 부각하면서 그녀들의 후진성과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강조했다. 고갱과 같이 조선미술전람회의

일본심사위원들은 조선의 후진성을 강조하는 타자=자연=여성으로 인식

하는 그림을 많이 입선시켰다.120) 이 3작품으로 나혜석이 꼭 일본지배자

들이 선호하는 형식으로 그리지 않았던 것을 증명한다. 이 3개의 초상화

는 나혜석이 유럽 갔다 와서 그린 것이라서 후기인상파적, 자연파적 그

림에서 야수파적, 표현파적 그림으로 화풍을 변한 것을 보여준다. 나혜석

은 1930년대 색채의 감정적 의미를 강조하는 야수파와 표현파에게 여향

을 기친 것을 알면 이 초상화가 흑백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사실이 더

아쉬운 것으로 여겨진다.

1930년 제 9회 그리고 1932년 제 1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어린 아이

주제로 그림을 입선했다. 당시에 화제가 된 이 글에서 모(母) 될 자격을

의심하고 자기 아이를 “귀물“로 생각했던 것을 고백한 나혜석은 아이를

그림 주제로 선택하고 미술전에 입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

120) 문정희, 「나혜석 회화창작에 나타난 근대적 자아」, 208-209쪽.



- 82 -

[그림 4]「어린이들」, 유채, 1930년 제9회 입선

의 노릇, 그리고 아이를 기르는 것을 부정하는 줄 알았는데 나혜석의 그

림을 통해 그러지 않다는 증명을 발견할 수 있다. 전람회에 입선한 초

상화 중 1930년에 발표된 「어린이들」은 일본심사위원들이 선호하는

‘향토’ 화풍이 잘 나타나 있다. 가정적 따스함과 행복을 표현한 이 그림

은 ‘조선색’을 아이의 옷으로만 표현하고 있다. 이 그림에는 10대 소녀

와 어린아이가 있다. 나이가 더 많은 오른쪽 아이는 한복을 입고 긴 머

리를 전통적으로 땋아 댕기로 묶었다. 여자 아이 등에 업혀 있는 어린아

이는 성별이 확실하지 않다. 1929년 나혜석이 유럽을 여행하고 조선으

로 돌아왔을 때 임신 상태였고 1년 뒤에 「어린이들」이 발표되었으므

로 그림 속 아이가 나혜석의 자식들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여

자아이가 뒤돌아 애기를 보는 부드러운 표정과 애기의 만족한 표정 때문

에 따스하고 다정한 가정의 모습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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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석의 초상화 중 이 그림은 가장 관습적인 구성 및 주제를 보여주

며, 자전적 글쓰기에서 잘 드러내지 않는 모성, 아이에 대한 애정을 입증

하고 있다. 글쓰기에 나오는 어머니 노릇에 대한 생각은 그 역할을 전체

적으로 부정하는 것보다 엄마가 되는 것이 자기한테 자연스럽지 않았고

적응이 천천히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습적인 여성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나혜석은 엄마의 역할에 대한 불만을 공적 영역에서 공언했기 때

문에 불공평하게 냉정하고 ‘나쁜 엄마’라는 험담이 퍼져 현재까지 그녀의

선거자적인 예술적 성과를 간과하게 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따스한 가

정을 묘사한 「어린이들」을 보면 나혜석에 대한 그런 오해가 풀릴 수

있다. 감상자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볼 때 화가의 따스한 시선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나혜석이 그림을 통해 엄마다운 감정, 그리고 전통적인

‘여성스러운’ 면을 보여준다. 나혜석은 자신의 아이로 여기는 아이를 그

릴 때 엄마 노릇, 모성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도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제 1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한 「소녀」는 「어린이들」보다 나혜

석의 여성운동 논설에서 나타나는 텍스트 속 자아와 더 가까운 그림이

다. 이 그림은 어린 소녀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을 그리

고 있다. 의자 및 배경에 있는 커튼으로 가려진 창문은 서양식으로 만들

었으나 20세기 여성교육을 위해 조선에 왔던 선교자들이 설립한 교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 소녀는 서양식 배경에 어울리는 서양식 원피스와 블라우스를 입고

있다. 머리는 「어린이들」의 소녀가 댕기로 묶은 전통적인 머리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양쪽으로 땋은 모습이다. 그림 속 소녀는 펼쳐진

책을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입술을 살짝 열고 있다. 이러한 평화로운 이

미지로 나혜석은 조선여성을 위해 24년간 추구했던 목표를 그림으로 전

달하고 있다. 「소녀」는 젊은 나이부터 교육을 받아 현대적이고 선진

적인 삶을 사는 여자로 보인다.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하게 된 것은

당시 나혜석이 조선미술계에서 중요한 화가로 여겨서 무감사로 발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심사위원들이 선호하는 ‘조선색’보다 모던하고

선진적인 주제를 그려 전시할 수 있었다. 「소녀는」 나혜석이 입선한

그림 중에 유일하게 심사를 받지 않은 작품이다. 진보적인 여성교육을

주제로 삼은「소녀」는 나혜석이 바랐던, 미래에 대한 조선여자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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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소녀」, 유채, 1932년 제11회

무감사 입선

을 보여준다.

마지막 작품은 1931년 제 1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된 「나부(裸

婦)」이다. 「나부」도 흑백 사진으로만 남아 있다. 이 그림은 오래된 서

양미술계의 전통 주제인 여성의 알몸을 묘사한다. 서양미술사에 따르면

남성 화가는 여성의 관능적 섹슈얼리티를 전시하며 주체인 남자가 객체

인 여자를 지배할 수 있음을 표현했다. 그렇지만 20세기에 들어가면 여

성 화가가 그 전통을 뒤집어 전형적인 남성 위주 형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나부’의 전통을 받아들이되 이를 전유함으로써 여성

화가들은 자신의 예술적, 미적 권위를 주장했다. 즉, 여자도 전형적 그림

형식에 고유한 예술적 시각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

이다.121) 나혜석은 조선미술전람회에 「나부」를 출품하여 전형적인 서

양 그림 장르를 능숙하게 그릴 수 있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이 주제를 그

녀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점을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여겨진다.

121) Meskimmon,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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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나부(裸婦)」, 유채, 1931년 제10회 입선

글쓰기를 통해 남자 동료에게 그들과 같은 학문적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과 비슷하게, 나혜석은 이 그림을 전시하여 자신의 예술적,

미적 자격을 확정하고자 한다. 「나부」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그

림은 옷을 벗은 여자가 바닥에 펼친 시트에 편히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

한다. 이 ‘나부’는 감상자·화가를 보지 않고 그녀의 옆모습을 보여준다.

「자화상」과 「무희」에서 나타나는 나혜석이 그린 여성의 모습과 비교

하면 「나부」는 서양미술의 전형적인 여성 신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앞

선 두 그림에서는 여자의 몸이 헐렁한 옷으로 가려져 여성스러운 굴곡이

보이지 않는데 「나부」에서는 여자가 옷을 벗고 있어 부드럽고 굴곡이

많은 살이 노출되어 그녀의 여성성이 강조되고 있다. 나혜석은 젊고 늘

씬한 소녀 모델을 선택하지 않고 원숙한 여자를 주제로 선택하여 남자

화가가 강조하는 명시적인 섹슈얼리티보다 절제된 섹슈얼리티를 보여주

려고 한다. 이 여자의 처진 가슴을 보면 그녀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암시

된다. 이 성숙하고 부드러운 몸체는 뼈가 앙상한 얼굴과 날카로운 단발

머리의 직선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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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그린 다른 그림과 비슷하게 「나부」에 묘사된 여자의 인종이

분명하지 않지만 그녀의 머리형 때문에 이 여자가 ‘모던걸’이나 ‘신여성’

임을 알 수 있다. 모델의 편안한 자세와 화가·감상자를 의식하지 않는

태도가 여유있고 냉담한 분위기를 전달한다. 전형적 서양화 장르에 작품

을 기여하므로 나혜석은 그림에 대한 진지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여자

의 알몸을 공손하게, 자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게다가 여자가 알몸임에

도 불구하고 나혜석은 그녀를 성적 대상화하지 않게, 착취하게 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내가 그림이요’를 공언했듯이 나혜석은 그림을 자신의 정수(精髓)로

여겼다. 인물화를 통해 나혜석이 감상자·대중에게 보여주려는 공적 자아

를 알 수 있다. 그림 주제 그리고 주제를 묘사한 방법에 따라 나혜석은

감상자에게 자전적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자아와 「어린이들」에서 본 모

성에 대한 따스함처럼 그림이라는 발표매체로 더 잘 표현되는 자아의 면

모를 보여준다. 나혜석이 그림과 분리할 수 없는 인연이 발생한 그녀의

깊은 예술적 이해, 즉 화가가 이미지와 색채로 자기 자아를 어떻게 표

현하는지를 포착한 것은 자전적 글쓰기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것으

로 보인다. 나혜석이 자기표현을 시작한 창작 매체가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림에 드러난 자기 표현의 방식이 글쓰기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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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예술가 나혜석은 그림과 글쓰기라는 창작 도구를 사용해 공적 자아를

구상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공적 자아는 대중이 구경하는 스펙타클의

나혜석 이미지를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기 주체를 스스로 구상하

므로 나혜석은 대중이 상상하는 여학생, 신여성의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원래 소심하고 고립을 즐기는 나혜석은 본심과 모순되

게 계속 공적 영역에서 자기 자신을 발표했다. 그림과 글을 통해 나혜석

은 조선 여성을 위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했고 자기 자신을 타인에

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녀가 바라는 이상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자기 주체를 발표할 때 모순된 양상을 번갈아 강조하고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혜석은 글과 그림으로 보여주는 주체를 구상하는 과

정을 통해 그녀가 자기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과 타인에게 자기

주체를 증명하려고 했다.

동료 남성 작가들은 나혜석을 모델로 삼아 소설 속 등장인물로 묘사

하므로 나혜석의 특유한 매력을 부각하는데 나혜석의 입장에서 남의 소

설 속 자기 모습은 만족스럽지 않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차이가 있어

서 수필을 통해 더 완전하고 뚜렷한 자기 주체를 구상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광수의 「어린 벗에게」에서 나혜석으로 추정된 인물은 화자

의 욕심과 욕망을 구현하는 인물로 나와 특별한 여자로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민태원의 「음악

회」에서 나오는 ‘나혜석’은 신여성치고 유난히 특이하고 남다른 존재다.

그렇지만 그러한 인격이 긍정적으로 묘사되지 않아서 이광수의 ‘나혜석’

과 똑같이 나혜석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묘사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이

광수, 민태원과 달리 그녀의 허락을 받고 「해바라기」를 쓴 염상섭은

나혜석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녀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 그녀

의 선택과 행동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으로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주었다.

그러나 나혜석이 원래의 모델 허락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작품

에서 나오는 자기 모습도 불만스러웠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소설에

덧붙여 나혜석의 실생활을 털어놓는 부정적인 신문기사도 있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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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나혜석은 남이 주장하는 자기 주체를 받아들이지 못 해서 글

과 그림을 통해 자기가 공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주체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나혜석은 여러 다양한 형식의 글을 창작함으로써 그녀의 공적 이미지

를 조절하려고 했다.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자기서사화한 주인공을 통

해 행동의 동기을 알려주며 새로운 여성의 인생행로를 보여주려고 했다.

「경희」와 「4년전 일기 중에서」를 보면 모순된 나혜석의 주체가 강조

된다. 「경희」에서 나혜석을 서사화된 주인공 경희가 바른 행동, 태도를

통해 여학생에 대한 험담을 불식시키려고 하면서 여성교육을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경희가 학구적인 사상을 품으며 여성의 전통노릇을 진보적으

로 개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학생이 경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

화적으로 유익한 존재가 될 가능성을 주변인물과 독자에게 보여준다. 그

렇지만 「4년전 일기 중에서」에서는 집을 떠나 유학을 하면서 자유롭고

낭만적인 여학생의 연애생활을 보여준다. 모순된 이 두 여학생의 모습을

모두 나혜석으로 읽을 수 있는데 대상 독자에 따라 서로 다른 주체적 양

상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혜석은 「모된 감상기」과 「이혼고

백장」등의 수필에서 자기 자신을 서사화해서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주

체 구상 방법을 통해 대중독자에게 그때까지 공적으로 꺼내지 않았던 억

울함을 발표하고자 했다. 즉, 같은 감정을 품는 여성들과 대화를 시작하

고자 했고 이성 간의 대화 속에 금지된 주제를 도마 위에 올리려고 했

다. 나혜석이 다양한 글을 통해 자기 내면갈등을 털어놓고 뚜렷한 독자

의 시선 앞에서 그 갈등을 이해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여성사에

서 중요시되어야할 시도이다.

나혜석은 글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갈등 및 공적 주체를 그림으로도 구

상했다. 나혜석에게 그림과 글은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예술적 표현법이

다. 따라서 나혜석의 글을 이해하려면 그녀의 그림도 이해해야 한다. 주

체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자화상」, 모던 걸을 그린 「무희(舞

姬)」 및 여성교육을 강조하는 「소녀」와 같은 초상화가 매우 중요한

자료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했던 「자화상」은

그림을 그린 후 이혼한 김우영 나혜석 부부의 좋지 않은 사이를 증명하

는 것보다 세계적 미술계 흐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혜석이 동 시



- 89 -

기에 활동하는 유럽과 미국 여성화가의 화풍에 유사하였다는 사실에서

당시대의 모든 여성과 비슷한 고민, 희망, 내면갈등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나혜석은 그림을 통해 글에서 털어놓는 내면의식을 다

른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주장은 나혜석이 여성으로만 한국에서 내면탐구을 시

도한 중요한 예술가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나혜석이 높이 평가받

는 동시대인 서양 여성작가와 화가만큼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주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구경거리로 대상화된 채 살고

싶지 않았던 나혜석은 글과 그림을 통해 자기 주체를 증명하고자 했다.

나혜석은 세계여성사에서 동시대적 감각을 갖춘 우수한 여성예술가로 인

정할 수 있다. 나혜석은 글과 그림에서 보여주는 자기 모습을 통해 한국

여성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며 인습과 불평등에 맞서 항거했다.

다채로운 나혜석의 주체를 이해하기 위해 그녀 스스로 진실을 표현하고

자 한 자전적 글쓰기와 그림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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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pects of Identity

Construction in the Work of

Na Hye-seok

Victoria Caudl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studies the aspects of identity construction as seen in

the works of Na Hye-seok While most research on Na Hye-seok has

been focused on her short stories and poetry, in reality the greater

part of her extant work would be considered life-writing, of which a

large portion are texts related to travel. In spite of this, there is a

conspicuous lack of research on both Na’s life-writing and travel

writing in previous research.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Na

Hye-seok’s artistic consciousness when discussing her life-writing.

Na did not distinguish between writing and painting in terms of her

artistic expression, and it is this holistic view of Art which make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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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s it mandatory for her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o be

researched in conjunction with one another. When discussing the

aspects of identity as found it Na Hye-seok’s literature, the fact that

certain aspects of her identity were only expressed through the

medium of painting and how they were expressed becomes crucial to

understanding the identity Na Hye-seok wished to present.

In this paper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Na Hye-seok’s texts are

to be considered self-writing is seen as integral to understanding the

public self that she curated. Na Hye-seok’s creation of a public self

is not limited to just the medium of literature, but aspects of her

identity are also to be found in her paintings. Therefore, by dividing

her works into three periods the changes in how she curated her

identity can be clearly seen.

Before discussing how Na Hye-seok curates her identit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y she felt such action was necessary. In

this paper, I analyze portrayals of Na Hye-seok as constructed by

male authors through the characters they modeled after her. Through

close reading of the characters modeled after Na Hye-seok in Yi

Gwang-su’s <To My Young Friend>(1917), Min Tae-won’s

<Concert>(1921), and Yom Sang-seop’s <Sunflower>(1923) I intend

to understand the image of Na Hye-seok curated by the Other.

This paper follows the guidelines for reading self-writing as

proposed by Sidonie Smith and Julia Watson in order to pin-point the

changes in aspects of Na Hye-seok’s identity as expressed through

her autobiographical texts and paintings. In analyzing Na Hye-seok’s

self-referential texts according to Smith and Watson’s guidelines, it is

possible to study the intention of the author and their psychological

condition. Smith and Watson’s technique for reading self-writing is

all-encompassing and takes into account the intended reader of the

text, medium of presentation and other aspects influential to fully

comprehending the context and content of the text. They believ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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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content of the text is important, but through also

acknowledging the performative aspects of self-writing, allow for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uthor’s self-consciousness and

consciousness of the reader.

Self-portraiture is congruent with self-writing in that it is a

self-referential action in which the artist is at once presented as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a work. One can understand that the

mutual ultimate goal of self-writing and self-portraiture is to create a

public self. The concept of self-fashioning is understood to be

selecting social symbols such as clothes, jewels, education in the

creation of a public self and this paper proposes that Na Hye-seok

used a similar strategy in her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o create

her public self. However in the case of Na Hye-seok, this public self

is not one cohesive identity, but one which she chooses to highlight

or hide aspects of. I believe that through each different literary or

artistic work she curates a slightly different identity. It is this

conscious artistic process found in Na Hye-seok’s work which

deserves to be called not ‘self-fashioning’, but ‘self-curation’. This

paper proposes that as an artist, Na Hye-seok did not separate

writing from painting in her artistic mind-set and curated her identity

in similar ways through both forms of self-expression.

keywords : Na Hye-seok, Na Hye-sŏk, Self-writing, Identity

Construction, Self-Portraiture, New Woman, Spectacle

Student Number : 2014-2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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