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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1930년대 한국 근대 모더니즘 문학의 대표적인 문인으
로 인식되어 온 박태원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거리
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인회를 이끌어간 그의 문학이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새롭게 밝히는 작업의 일환으로 된다. 1930년
대는 한국의 근대 문학사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특수한 시간적인 배
경을 갖는다. 특히, 식민지와 근대라는 이중적인 특성이 부여된 경
성을 중심으로 당시 수많은 문인들은 자신의 창작 원천으로 되는
1930년대의 경성을 그 소설적 배경으로 작품에 자주 등장시켰고 이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경성(도시)과 근대성, 그리고 식민지라는 세
가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한국의 모더니즘문학을 천명하고자 한 가
장 중요한 연구 주제로 되어왔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주제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이 시기에 박태원이 자신의 작품세계를
통해 드러내고자한 근대 도시 경성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밝히
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여 근대 거리의 문제가 박태원 문학에서 차
지하는 그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본고의
연구는 최근까지도 박태원 문학 연구에서 “리얼리즘 대 모더니즘”이
라는 양분구도를 지양하는 연구 성과들을 이어가는 맥락 위에 놓여
져 있다. 뿐만 아니라, 모더니즘 혹은 모더니즘적 경향의 문학으로
평가받아온 1930년대 박태원의 작품들이 ‘산책’을 일삼는 ‘산책자 구
보’의 영향권 안에서만 해석되어온 한정적인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
나 그 문학 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이룰 수 있는 입각점을
제시하였다.
근대 도시 경성의 가장 역동적인 장면을 이루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그 곳에서 일상적인 삶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몸적 움직임이다.
여기서 근대적인 포장을 거친 거리는 근대 도시라는 새로운 풍경을
탄생시킨 장본인이자 가장 기본적인 지리적 공간으로 된다. 즉, 사
람들의 몸적 움직임(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거리”의 풍경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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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당시 1930년대 한국의 “문제적 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중
요한 단서이자, ‘산책자 구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작품에 등장하
는 인물들로 확장시킬 수 있는 공통항으로서 작동되는 것이다. 또
한, 작가 박태원은 이러한 거리의 문제가 보여주는 근대적 의미의
탐색을 인물들의 몸과 그것의 구체적인 행위를 작품 속에 녹여 보
여주는 것을 통해, 당대 현실에 대해 예리하고 감각적인 면모들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이러한 근대 거리에 대한 작가의식은
경성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제도권의 틀 속에 갇힌 사람들의 일상적
인 생활, 특히는 ‘근대적 삶’ 속에 놓여진 인간 존재의 의미가 무엇
인가에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또한 중요한 명제
인 것이다.
이와 같은 근대 거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우선
박태원의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거리와 근대 주체 사이의 관계 양
상을 살펴보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후기 작품으로 넘어가면서 거리
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확장과 변화를 보여
줬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2장에서는 박태원의 초기 소설들을 중심으로, 시각의 우위에만 치
중한 ‘산책자’의 행위의 의미를 몸적 ‘걷기’로서 치환시켜, 근대의 주
체들로 되고 있는 작품의 등장인물들과 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작품의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기존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만 치중되거나 그것을 중심으로
기타 작품들로 확장시키는 논의의 구도에서 벗어나, 기존 연구에서
조명을 많이 받지 못한 「낙조」, 「적멸」, 「음우」, 「나팔」 등
작품들과 초기에 발표한 글들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2장 1절을 통해, 근대적 주체들로 되는
등장인물들의 몸의 여러 감각들에 대한 반응 양상들을 그것과 연결
되는 각각의 인물 형상들에 일치시켜, 근대적 현실을 그려내고자 하
는 작가의 치밀한 소설적 전략을 함께 보여줬다. 2장 2절에서는 이
러한 근대적 인물들의 몸적(육체적) 감각의 움직임으로 되는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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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와 그 의미를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근대적 일상의 문제
와 연결시켜 보여줬다. 특히, 「적멸」이나, 「소설가 구보씨의 일
일」에서 주인공들의 시각에 의해 포착된 거리 위에서, 사람들의 일
상적인 생활과 그들이 갖는 ‘걷기’의 구체적인 형태로 되는 걸음걸
이가 바로 본고가 주목한 부분으로 된다. 2장 3절에서는 이러한 몸
적 걷기에서 중요한 기호로 되고 있는 ‘발’과 그것의 대체적인 기호
로 되는 ‘구두’의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다룬다. 몸(육체)에서 발(구
두)의 기호는 거리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는
데, 이는 박태원이 초기에 발표한 여러 작품과 글들을 통해 근대적
일상의 흐름에 놓여진 인간 존재에 대한 커다란 의문을 발설하는
강력한 기호로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근대 거리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의 확장을 보여준
골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본고는 후기 작품으로 가면서 점차 가
시화되거나, 혹은 근대 도시의 후미지고 완전히 단절된 공간으로서
이해하는 기존 연구의 입장에서 벗어나, 골목은 근대 거리와 연결되
고 서로 유동적인 성질을 얻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근대 거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을 그 전제로 삼고 논의를 전개
하였다. 3장 1절에서는 이러한 거리의 유동적인 성질을 공유하는 골
목을 근대적인 ‘어둠’과 ‘밝음’이 보여주는 대위법적인 풍경에 반응하
는 인물들의 몸의 감각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본고는 박태
원의 작품에서 나타난 ‘어둠’에 대해 느끼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
에 주목하여, 근대라는 괴물이 만들어낸 틀 속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작가의 반성적인 태도를 함께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근대
적 ‘어둠’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3장 2절에서는 골목을 통해, 보다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유곽의 거리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유곽의
거리로 재탄생된 근대적 어둠의 골목은 후기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
의 몸과 연결시켜 당시 경성의 현실적 불안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
라, 이러한 근대의 불안을 극복하는 모색의 출구로서 박태원이 주목
한 것은 ‘아이’이다. 여기서 아이는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이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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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몸’을 갖는 강력한 기호로 작동된다. 이에 대해, 3장 3절에서는
근대 현실에서의 “희망 찾기”를 아이의 몸과 연결시켜 보여준다. 박
태원의 작품들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아이의 존재는 지저분하고
절망적인 현실의 끝자락인 골목에서 출몰하기도 하지만, 화폐와 근
대적 질서를 수호하는 어른들이 세계에도 등장한다. 즉, 아이는 근
대를 초극해나가고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이에
대해, 본고는 후기 소설 중에서 「사계와 남매」에 등장한 ‘절름발
이 아이’의 주인공을 통해, 근대 거리에서 “희망 찾기”에 대한 그 가
능성을 살펴보았다.
* 주요어: 거리, 근대성, 근대적 주체, 도시, 몸, 육체, 걷기, 골목, 여
성, 아이, 건강성, 유곽, 어둠, 일상, 걸음걸이, 불안
* 학 번: 2014-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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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박태원(1909.12.7.~1987.7.10) 문학세계에 대한 연구는 1988년 7·19
조치를 통해 월북 문인들에 대한 전면 해금이 내려지면서 본격적으
로 진행되었다. “당대 최고의 스타일리스트”1)로서 모더니즘의 대표
적인 문인이었다가 갑작스런 월북과 함께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긴
박태원에 대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연구의 넓이와 깊이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다면, 박태원 문학 연구는 대체적으로 모
더니즘이라는 커다란 흐름을 타고 그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박태원 연구는 최재서와 임화⦁백
철 사이의 모더니즘논쟁2)을 중심으로 한 당대의 평단이 갖고 있는
1) “스타일리스트”라는 수식어는 박태원을 연구, 평가하는 글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관용어처럼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상허 이태준은 박태원을 “先覺한 스
타일리스트”로 평가하였고(이태준, 『문장강화』, 문장사, 1940.) 김미지는 「박
태원의 외국문학 독서 체험과 기교의 탄생」에서 ‘당대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라
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김미지, 「박태원의 외국문학 독서 체험과 기교의 탄
생」, 『구보학보』 5집, 구보학회, 2010.)
2) 카프 해체 이후, 1930년대의 문단은 여전히 리얼리즘의 논리에 기대어 문학 창
작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당시의 소설적 경향에 대한 비평계의 진단은
대체로 작가의 의식과 태도 문제로부터 식민지 현실 상황의 문제로 그 관심이
확대되었는데”(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Ⅰ』, 민음사, 2002, 445면~446면.) 소설
의 양식 문제와 결부된 리얼리즘론에 대한 반성, 소설적 기법의 문제 등으로 그
논의가 진행되었다. 백철의 경우, 최재서의 평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
다. 그는 리얼리즘 문학은 궁극적으로 휴머니즘을 통해 심화되어야 하는데 객관
적인 태도가 아닌 주관적 의식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
단했다.(백철, 「리얼리즘의 재고-그 앤티 휴먼의 경향에 대하여」(『사해공
론』, 1937.1) 이와 반대로, 최재서는 『천편풍경』에 대해 “다각적인 도회묘사”
로 “리얼리즘의 일보확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는데, 리얼리즘을 주체와 대
상과의 관계가 아닌 현실 접근의 객관적 성과를 인정하는데 더 힘을 실었다.(최
재서, 「리얼리즘의 擴大와 深化-『천편풍경』과 「날개」에 관하여」(『조선일
보』, 1936.10.31.~10.7) 임화의 경우, 박태원의 소설에서 보여주는 “사상성의 감
퇴”를 문제로 삼고 있다. 그는 박태원의 『천변풍경』, 채만식의 『탁류』를 현
실의 사태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에만 치중하였고, 이러한 세태소설은 객관
적인 환경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상과 현실의 괴리, 성격과 환경의 분열”을
불러와 결코 소설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올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임화, 「세태
소설론」, 동아일보, 1938.4.1.~4.6) 안회남과 박종화는 박태원 소설의 기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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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 근거하여, “리얼리즘 대 모더니즘”이라는 양분구도를 그 논
의의 기반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아낼 수 있다.
모더니즘 경향의 문학에 대해 그 특정된 규준이나 틀을 통해 바라
보고자 한 당대 평단의 이해는 기존의 모더니즘 문학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특히 박태원 문학연구에서 극복, 지양하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작용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당대 비평은 리
얼리즘의 논리에 기대어 당시 문단의 창작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하
는 한계점을 안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모더니즘 문학으로 명명되는
새로운 경향의 작품들이 갖는 문학적, 역사적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드러내었다.
초기의 연구를 본다면, 박태원의 작품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를 통하여 박태원 문학이 갖는 위상의 확립과 한국 근대 모더니즘
문학의 특징을 보여준 것으로 그 의의를 갖는다. 가장 대표적으로
정현숙3)은 박태원 문학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에 있어서 선
구적인 연구자로 자리매김하였다. 김영숙4)을 포함하여, 박태원을 구
인회의 일원으로서 당시 조선의 문단적 상황에 대한 실증적인 고찰
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통해 작가 의식과 현실인식의 문제를 드러
내고 있다는 데 그 의의를 갖는다. 장수익5)은 박태원의 문학에 대한
그 위치의 설정을 모더니즘 문학으로 상정하여, 현실과의 대응관계
에 있어서 주관성을 근간으로 하는 모더니즘적 경향과 특징을 포착
하여 작가의 전체적인 문학세계의 변모를 보여주었다. 강상희6)는 모
더니즘 소설의 특징인 주관 세계의 특성과 변모 양태를 조망하는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안회남은 박태원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기교로 꼽았는데, 기교는 박태원에게 있어서 “현실과 동체”였다
고 보고 있다.(안회남, 「작가 박태원론」, 『문장』, 1939.2) 박종화의 경우,
「신간평총-『천편풍경』을 읽고」에서 박태원에게 “순수한 경알이파 문인”이라
는 칭호를 붙여주면서 기법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박종화, 「신
간평총-『천편풍경』을 읽고」, 『박문6호』, 1939.3.)
3) 정현숙, 「박태원 소설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0.
4) 김영숙, 「박태원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8.
5) 장수익, 「박태원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1.
6) 강상희, 「박태원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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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통해 박태원이 성취한 기법의 수준을 정확하게 자리매김하고
자 하였다. 최재선7)의 경우, 박태원의 문학을 전대 문학의 양상과
구별되고 리얼리즘 문학을 반대하며 비판하는 문학으로 이해한다.
이정옥8)은 박태원 문학에서 기법의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기
법을 통해 현실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문학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에 의거하고 기법으로서 박태원의 소설 전체를
관통하고자 하는 논의는 결국 기존의 도식화된 연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오경복9), 천정환10)은 당대의 평단
이 박태원의 작품에서 나타난 문체와 기법에 대해 내린 긍정적인
평가를 그 근거로 삼아, 박태원 문학에서 서술과 기법의 문제에 천
착해 그것에 대한 해석을 기존의 연구에서 보다 확장시켰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더니즘 문학의 대표적인 특징인 기법만이 그
유일한 해석의 방법으로 되어 박태원 문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일축되는 위험에 빠지는 문제점도 함께
포함된다. 즉, 위에서 제시한 논의들의 근저에는 리얼리즘의 대립
항으로 이해되는 모더니즘 문학이라는 도식화한 그 구도에서 완전
히 탈피하지 못하고 서구의 모더니즘 일반론의 담론으로 흘러가게
되는 위험을 노정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현실에 대한 보다 적극적
인 대응의 움직임을 찾기 어려운 나머지 도피11)와 퇴폐주의 경향12)
으로 일축되는 당대 평단이 견지한 기존의 입장과는 그리 멀리 떨
어져 있지 않게 되는, 서구의 모더니즘을 그 기준으로 하는 환원주
7) 최재선, 「1930년대 작가의 현실인식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89.
8) 이정옥, 「박태원 소설 연구: 기법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논문, 1999.
9) 오경복, 「박태원 소설의 서술기법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3.
10) 천정환, 「박태원 소설의 서사 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7.
11) 김우종은 1930년대 주요 작가와 작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순수’와
‘도피’로서 역사의 부재와 사상의 빈곤만을 보여주는 패배한 감상주의로 일단락
시킨다. 가장 대표적으로 상허 이태준의 문학에 대한 평가가 바로 그러하다. 프
로문학 시대가 지나고 그 뒤를 이은 순수문학의 대표로서 이태준을 포함한 이
효석, 유진오를 함께 평가하였다.(김우종, 『한국현대소설사』, 선명문화사, 1974,
239면~258면.)
12)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백양당, 1950,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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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결론에로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러한
30년대 문학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에 대해, 본고는 1930년대의 위기와 불안에 대해 적
극적인 탐색을 보여준 신범순의 논의에 주목한다. 신범순은 백철,
함대훈, 김남천, 임화 등의 글들에서 그들이 어디까지나 카프 계열
의 입장을 고수하고 편협한 인식으로서 ‘데카당한 경향’을 비판하고
배척한 한계를 보여주었다13)고 지적한다. 이 논문은 1930년대의 현
실과 마주한 지식인들이 취했던 ‘데카당’의 부정적인 경향으로만 해
석되어 오던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그 적극적인 방향에로 논의를
끌어내어 30년대 문학 사조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서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김미지14)도 기존의 박태원 문학
연구에서 ‘30년대 모더니즘’이라는 항목을 중심 기준으로 삼음으로
써 작가세계 내부의 단절이 초래되며 작품을 해석하는 데 대하여
환원주의적 접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지적한다. 즉, 박태원 작
가의 세계 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가 견지해온 ‘변모’라는 시각과 그
대립각들을 구조화하는 문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미지의
이러한 박태원 문학의 담론구성 방식에 대한 입각점은 박태원 문학,
그리고 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을 접근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준다.15) 위의 두 논문은 단적으로나
마 1930년대 한국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것을 어떠한 방
식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를 사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것은 박태원의 모더니즘 문학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최근의 박태원 연구 가운데서 임미주의
「『천변풍경』의 정치성 연구」16)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
13) 신범순, 「30년대 문학에 있어서 퇴폐적 경향에 대한 논의」, 『관대논문집』
24, 관동대학교, 1996.
14) 김미지, 「박태원 소설의 담론 구성 방식과 수사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8.
15) 김미지, 위의 글, 4면~5면.
16) 임미주, 「『천변풍경』의 정치성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3. 김미지는 임
미주의 논문에서 자끄 랑시에르의 문학의 정치성 개념을 동원해 천변풍경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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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이다. 박태원 문학의 연구 방향은 현재의 시점까지도
끊임없이 1930년대라는 현실 진단의 중요한 방법론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적 경향을 가진 문학작품들이 갖는 문학사적인 의미를 부
단히 탐구해왔다. 또한 박태원의 문학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맥락 속
에서 그 호흡을 같이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의 근대화를
가장 첨예하게 드러낸 근대 도시인 경성을 중요한 현실적 배경으로
삼아, 구인회라는 탈정치주의적17)인 문학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박태원의 연구에서 가장 중
요하고 동시에 문제적인 부분이 바로 모더니즘이라는 문학적 사조
의 탄생과 밀접한 연결을 보여주는 ‘근대성’(현대성), 그리고 도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대성은 근대 자본의 유입을 통해 인
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 즉 근대적인 공간과 그것으로부터 표출되
는 속성으로서 드러나는 총체적이고 복잡한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근대성과 근대 도시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새로
운 감각’의 포착은 이 시기에 대표적인 문인인 박태원, 이상을 포함
한 수많은 작품들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1930년대라는 한국의 현
실적 상황을 다시 언급한다면, 서구의 자본주의 발전과는 전혀 다른
과정을 통해 근대와 식민지라는 특수한 이중성을 갖게 된 것은 이
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18) 나병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
징하게 한국 모더니즘의 특수성과 근대 도시의 상관관계를 언급하
였다. 그는 한국의 모더니즘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어디까지나 식민
치적 성격을 문제 삼아 박태원 문학의 문학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였다고 평가한
다.(김미지, 『언어의 놀이, 서사의 실험-박태원 문학 세계와 탈경계의 수사학』,
소명출판, 2014, 14면 각주18 재인용.)
17) 서준섭은 정치주의적인(리얼리즘) 것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문학주의를 표
방한 단체로서 구인회를 이해하고 있다. (서준섭, 「한국문학에서의 모더니즘」,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35면.)
18) 흔히, “남촌”과 “북촌”이라는 일본인세력과 조선인세력으로 근대 도시 경성을
분할하여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그것이다. 사회지리학적인 연구 중에서 대표적
으로 손정목, 김백영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화과
정연구』, 일지사, 1996; 김백영, 『지배와 공간: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
본』, 문학과지성사, 2009.)
5

지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된 양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
다. 특히, 모더니즘적 형식 실험이 시도될 수 있는 ‘도시화’라는 표면
적인 현상에 현혹되어 객관적 현실과 유리된 공허한 기교주의를 경
계하였다. 그는 이러한 입장에 힘을 실어, 박태원, 이상을 대표로 하
는 모더니즘적 작가들의 작품을 내성소설로 규정하면서 리얼리즘의
특수한 양상을 지양하는 동시에, 행동적으로 무력하지만 내면적 저
항을 통해 본질적 모순과의 대립관계를 견지하는 것으로서 김남천
문학과 박태원 문학의 공통점을 함께 이끌어냈다.19)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성소설로 박태원 문학을 규명한 나병철의 입장은 한국의 도
시 근대화, 즉 근대성의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보여주
었다는 데 있다. 이것은 모더니즘의 특징인, 기법이라는 형식으로만
풀이하는 박태원의 문학에 대한 기존 평단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서준섭은 1930년대라는 한국 근대문학사의 중요한 전화기(轉化期)
를 문제 삼아, 이 시기의 문학을 당시 객관적 상황의 악화(만주사변,
파시즘, 경제공황, “카프‘의 해체)에 따라 상대적 침체기에 접어든
리얼리즘 문학을 대체하는 모더니즘 문학의 본격화라고 본다. 그의
이러한 논의는 모더니즘 문학을 역사적 담론 속에 배치시켜 리얼리
즘과는 대립적이면서, 그것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문학주의로
이해하고자 한20) 한계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가 주목한 한국 모더니
즘 자체의 물적 기반을 근대도시의 발달과 관련 하여 인식하려는
부분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는 1930년대 서울의 도시
화란 정치지리학상으로는 식민지 지배체제의 강화와 그 정치권력의
근간을 이루는 시장 확대를 의미하고, 사회학적으로는 인간의 소외
를 의미하지만, 문학적으로 보면 문학의 사회적 생산 조건과 감수성
의 변화를 뜻한다고 밝힌다. 즉, 박태원을 비롯한 당시 모더니스트
19) 나병철, 『전화기의 근대문학-1930년대 후반기 한국소설 연구』, 두레시대,
1995, 24면~27면.
20) 서준섭, 「한국문학에서의 모더니즘」,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33면~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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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추구한 언어 감각의 세련성이란 도시적 삶의 소산이다. 또한,
30년대 모더니즘문학의 발생론적 기반인 근대 도시와 근대성의 문
제는 한국 모더니즘의 특성을 드러낸 작가들의 체험과 그것을 표현
하고 드러내는 것과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관성
에 대해 서준섭은 박태원을 포함한 구인회의 문인들이 경험하는 도
시에서의 체험을 근대문명의 충격에 가까운 것이라 말한다.21) 이와
같이, 도시와 모더니즘 작가들 사이의 그 긴밀한 관계를 드러낸 것
은 이미 이재선22)에 의해 언급된 바 있다. 이재선은 박태원의 『천
변풍경』에 대한 최재서와 임화의 평론을 통해, 도시와 삶의 일상을
생태학적으로 해부하고 있다고 본다. 즉, 도시 생태학23)으로서 박태
원의 작품에 등장한 도시의 한 특수 지역인 천변과 그 곳에서 생활
하는 사람들로부터 1930년대의 도시의 생태와 삶의 양식이 축도적
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24) 김기림도 당시 여러 글들에서 모
더니즘을 ‘도회의 아들’의 문학으로 규정한 것25)과 더불어, “오늘의
작가는 시대의 조류의 복판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 이
러한 시대의 조류는 반양관의 서재의 부근을 흐르는 게 아니라 실
로 티끌에 쌓인 가두(街頭)를 흐른다.”26)고 말한다. 즉, 식민지 현실
상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징표로서 근대 도시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기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서준섭이 지적하기를, 당시 지식인의 불안이라
든가 서구 아방가르드 예술의 수용만으로는 모더니즘 운동이 가능
했으리라고 말할 수 없다. 즉, 여기에는 보다 중요한 현실적 토대,
21) 서준섭, 위의 글, 36면~37면, 55면~56면.
22)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80.
23) 박태원의 작품에 대한 분석에서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연구자는
이재선이다.(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80.) 본고는 벤야민의 근대 도
시에 대한 이해를 그 기반으로 하여,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인간생태학의
관점으로서 인간, 제도, 삶 등 총체적인 유기체로서 도시가 갖는 그 철학적 의미
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24)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80, 334면~336면.
25) 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시론』, 백양당, 1949, 74면~75면.
26) 김기림, 「시대적 고민의 심각한 속도」, 『조선일보』, 1935년 8월 29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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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의 한 기반이었던 ‘대도시’라는 사회문화
적 조건이 어느 정도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당시 급격한 변화 과정에 있던 대도시 서울의 현실적 조
건인 것이다.27) 다시 말해서, 현실적 토대인 경성이라는 근대 도시
를 주목하는 것 자체는,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모
더니즘의 사조와 도시 세대로 규정되는 박태원28), 그리고 그의 문학
이 보여주는 근대적 체험이라는 이 양자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한 키워드로 되고 있는 셈이다.
권영민은 1930년대 조선프로예맹의 해체 이후, 새로운 소설적 경
향에 대한 당대 비평계의 진단은 대체로 작가의 의식과 태도 문제
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점차 불안해지고 있는 식민지 현실 상황의
문제로 그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29)고 본다. 여기서 “현실 상황의 문
제”란 식민지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근대화, 즉 근대 도시로 변모한
경성을 그 주요한 표징으로 삼는다. 이때의 “현실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당시 1930년대 문인들이 당면한 사명이라고
이해할 때, 김기림이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에서 언급하였던,
문학은 현대적인 문명으로 등장한 도회에 대해 새로운 감각과 사고
의 장으로 기능되어야 한다는30) 논의는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적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당대 모더니즘
이 갖는 사명에 대한 그 이해는, 박태원 문학에 대한 당대 평단의
입장을 새롭게 재고할 여지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최재서의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의 글을 새로운 입
장에서 다르게 이해할 것을 요청한다. 이 글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대체적으로 문학의 본질적인 가치의 확립을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모럴의 확립이 더욱 요청되
27) 나병철, 『현대문학과 사회문화적 상상력』, 푸른사상사, 2015, 100면~101면.
28) 현순영은 박태원이 포함된 구인회를 근대 도시 제1세대인 시인·작가들의 집단
으로 정의한다. (현순영, 「구인회 연구의 쟁점과 과제」, 『인문학연구』 38, 조
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9, 269면.)
29)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02, 445면~446면.
30) 김기림, 위의 글,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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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31)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글의 필자가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객관적 태도”의 문제는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예술의 리아리티는 외부세계 혹은 내부세계에만 한해서잇는 것
은아니다. 그어느것이나 객관적태도로서 관찰하는데 리아리
티는 생겨난다. 문제는 재료에잇는것이아니라 보는 눈에잇
다. 주관적의막을가린눈을가지고 보느냐 아모막도업는 맑은 눈
을 가지고 보느냐하는데서 예술의 성격은 규정된다. (중략) 캐
메라의 존재는 이문제에대하야 우리에게 적지안흔서광을던져준
다고나는생각한다. (중략) 천변풍경이 우리에게 주는 흥미는 흘
러가는 스토~리나혹은 작가자신의 다채한개성이주는 흥미는 아
니다. 이작품에서우리가 작가를의식한다면 그것은 실로 부재의
식뿐이다. 즉우리가씨네마를보면서 캐메라의 존재를의식치안는
것과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작품을읽으면서 작가를의식치안는다.
작가의위치는 이작품안에잇지안코 그박게잇다. 그는 자기의식
에 응하야 어떤 가작적스토-리를 따라가며 인물을 조종치안
코 그대신인물이움즉이는대로 그의 캐메라를회전 내지 이동
하얏다 물론 그캐메라란 문학적 캐메라- 소설가의 눈이다.
박씨는 그의눈렌즈우에 주관의몬지가 안지안토록 관상 조심
하얏다. 그결과는 우리 문단에서 드물게보는 선명하고 다각
적인 도회묘사로서 우리야페 나타낫다. 이 작품을 읽은이는
이방법에잇서서의 작가의 성공을 어느정도까지 규정할 것이
다.32)(강조는 인용자)

최재서가 언급하는 “객관적인 태도”는 어디까지나 박태원 작가 스
스로가 갖는 객관적 태도에 초점을 둔 것이다. 최재서는 이러한 “객
관적 태도”를 “문학적 카메라”라는 용어를 통해 그 의미를 구체화시
킨다. 즉, 이러한 “문학적 카메라”로부터 박태원은 “선명하고 다각적
31) 권영민, 위의 책, 446면~447면.
32) 최재서, 「리아리즘의 확대와 심화-천변풍경과 날개에 관하야」, 『조선일보』,
1936.10.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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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회묘사를 우리 앞에 펼쳐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박태원의 “객관적 태도”는 객관적 현실을 경험하는 박태원 스스로가
작품을 쓰는 가운데 자신이 서야하는 위치에 대한 설정이 무엇인지
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
다면, 이 글에서의 “카메라”는 더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치한 소설
의 기법적인 장치를 넘어서, 작가가 자신의 문학을 구성하는 일종의
‘자세’로 읽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은 글의 뒷면에 나오는
“문학적 카메라=소설가의 눈”이라는 논의와 일치된다. 즉, 당시 ‘문
제적 현실’을 접근하는 이러한 작가의 “객관적 태도”는 결국 도회
(도시)라는 전체적인 풍경을 보여주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작
가의 문제의식의 소산으로 풀이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당대의 “문
제적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박태원의 작가적 정신과 근대 도시의
풍경에 대한 보다 적절한 해석과 접근이 필요함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권영민은 1930년대 모더니즘적 소설의 다양성에 대해, 소설에 등
장하는 개별화된 인간들은 대개가 도시적 공간을 삶의 무대로 삼고
있는데, 그 특징으로 소설적 배경 자체가 도회적인 것으로 보고 있
다. 또한, 도시는 단순한 배경의 차원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도시
라는 매개를 통해 모더니즘 소설은 도시 생활의 변모와 도시적 시
정의 삶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서사적 질문법을 던지고 있
는 것이다.33) 이성욱도 근대성과 도시의 서구적인 일반논리가 식민
지 조선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1930년대 문인들이
자신의 작품에서 활발하게 형상화하는 ‘도시’에 대한 문제의식은 근
대성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점임을 설명한다.34)
그렇다면 이러한 근대 도시는 단순한 현실적 공간의 체험에 의한
문제로만 남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 조영복은 모더
33)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457면.
34) 이성욱, 「한국 근대문학과 도시성 문제-도시문화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논
문, 2002, 36면~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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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에 있어 도시 개념은 국가 개념보다 앞서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근)현대성의 경험과 모더니즘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도시를 매개로 한 근대화가 문화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양식
적 성격을 문제 삼는다고 밝혔다.35) 즉, 근대 도시가 갖는 그 의미
는 근대성과 모더니즘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논의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중요
한 중간 항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더니즘 문학을 논함
에 있어서 도시의 문제는 결코 단순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것은 박태원 문학에서 모더니즘의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미적)근대성과 모더니즘의 문제는 박태원 문학
연구에서 늘 다루어왔던 하나의 주요한 연구의 흐름이었는데, 이는
흔히 (근대)도시의 문제와 함께 고찰된다.
박태원 문학에서 도시적 특성에 대한 논의들은 이미 상당한 연구
의 축적을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다양한 시각을 통
해서 박태원의 문학을 조명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논의들에서는
조금씩 다 차이가 존재한다. 도시 문학이라는 범주에 넣고 본다고
할 때, 박태원의 문학 연구는 대체적으로 근대 도시 및 도시 공간에
대한 탐색36)을 그 기반으로, 여러 갈래의 양상을 띠고 그 논의의 장
이 부단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칠게 구분한다
면 정신병리학적인 관점37), 비교문학적인 시각38), 사회 및 정치경제
35) 조영복,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다운샘, 1997, 12면.
36) 김미아, 「박태원 소설의 도시성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1998.; 김종건,
「1930년대 소설의 공간 설정과 작가의식: 박태원과 이태준을 중심으로」, 『우
리말 글』 19, 우리말글학회, 2000.; 이성욱, 「한국 근대문학과 도시성 문제-도
시문화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논문, 2002.; 이강언, 「박태원 소설의 도시와
도시인식」, 『우리말글』 4, 우리말글학회, 2002.; 김외곤, 「박태원의 <천변풍
경>과 근대 도시 경성」, 『성심어문논집』 26, 성심어문학회, 2004.; 정현숙,
「1930년 도시 공간과 박태원 소설」, 『현대소설연구』 31,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권은, 「구성적 부재와 공간의 정치학: 박태원의 <애욕>론」, 『어문연
구』 3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권은, 「경성 모더니즘과 공간적 역사: 박
태원의 낙조와 <최노인전> 초록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5, 구보학회, 2010.
37) C. 한스컴, 「근대성의 매개적 담론으로서 신경쇠약에 대한 예비적 고찰-박태
원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 김연숙, 「한국문학에 나타난 "우울"의 계보학」, 『새국어교육』 88,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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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적인 입장39) 등이다. 최근의 논의들은 모더니즘 문학으로 이
해하는 기존의 박태원 연구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가 다분히 포함된
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박태원의 문학을 모더니즘 문학으로 당연
시하게 받아들이는 기존의 연구와 당대 평단의 도식화 된 “리얼리즘
대 모더니즘”이라는 논의의 틀을 벗어나는 것을 그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박태원 문학에서 드러난 모더니즘을 다시금 문제
화한다는 것, 역시 그러한 반성적 태도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이 가운데서, 산책자 연구와 고현학의 방법론은 박태원 문학을 해
석하는 중요한 근간이자 그 전반적인 연구의 중심에 놓여 있다. 벤
야민의 ‘산책자’(flâneur) 개념을 최초로 박태원의 문학에 끌어들여온
것은 최혜실40)이다. 근대 도시에 대한 체험과 삶의 문제를 가장 잘
국국어교육학회, 2011.; 고정렬, 「박태원 소설의 멜랑콜리 연구」, 이화여대 석
사논문, 2012.; 민혜숙, 「산책자 구보의 욕망 분석, 경멸과 선망의 이중주」,
『현대문학이론연구』 52,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이수형, 「1930년대 모더니
즘 문학과 도시의 정신생활」, 『현대소설연구』 5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38) 정하늬, 「박태원의 천변풍경과 James Joyce의 Dubliners에 나타난 '도시'의
의미 비교」, 『한국현대문학연구』 23, 한국현대문학회, 2007.; 오현숙, 「1930
년대 식민지와 미궁의 심상지리: 박태원과 이효석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4, 구보학회, 2008.; 박성창, 「모더니즘과 도시-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산책자 모
티브 재고」, 『구보학보』 5, 구보학회, 2010.; 이경훈, 「박태원의 소설에 대한
몇 가지 주석」, 『구보학보』 5, 구보학회, 2010.; 장뢰, 「1930년대 경성과 상
해의 도시공간과 도시인식 비교연구-박태원과 무스잉의 모더니즘 소설을 중심
으로」, 『문예시학』 27, 문예시학회, 2012.; 방민호, 「경성모더니즘과 박태원
문학」, 『구보학보』 9, 구보학회, 2013.; 권철호, 「박태원 소설의 자연주의적
기원: 세태소설의 기원과 모파상 소설과의 비교 연구」, 『구보학보』 11, 구보
학회, 2014.; 변찬복,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도시산책 모티브의 양상」, 『일본
근대학연구』 44, 한국일본근대학회, 2014.
39) 윤대석, 「경성의 공간분할과 정신분열」, 『국어국문학』 144, 국어국문학회,
2006.; 오현숙, 「1930년대 식민지와 미궁의 심상지리: 박태원과 이효석을 중심
으로」, 『구보학보』 4, 구보학회, 2008.; 이희상, 「근대성의 도시에서 시간화
된 흐름과 공간-모더니즘 미술과 문학을 통해 보기: 근대성의 도시에서 시간화
된 흐름과 공간, 문화 역사 지리 20(2)」, 『문화 역사 지리』 20권 2호, 한국문
화역사지리학회, 2008.; 권은, 「식민도시 경성과 트로이의 목마: 박태원의 청춘
송론」, 『구보학보』 7, 구보학회, 2012.; 장성규, 「신체제기 소설의 "경성" 형
상화와 "주변부" 인식」, 『현대소설연구』 5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권은,
「제국-식민지의 역학과 박태원의 '동경 텍스트'」, 『서강인문논총』 41, 서강
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권은, 「경성 모더니즘 소설 연구: 박태원 소설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10, 구보학회, 2014.
40) 최혜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나는 산책자 연구-모더니즘 소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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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할 수 있는 산책자적인 위치는 도시라는 근대 문명과 그 충격
을 받아들이는 모더니즘 문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유효한 이론적 틀로 되었다. 따라서 최혜실의 논문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큰 것이다. 산책자를 통해 해석되는 박태원의 문학은 모더니
즘과 도시, 그리고 근대성의 영향관계를 설명하는 유효한 틀이었지
만, 이와 반대로 박태원의 문학연구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식처
럼 여겨지는 도식화의 문제에 빠져, 박태원의 작가의식을 산책자 주
인공을 통해서만 읽어낸다는 점41)에서 그 한계를 보여주게 된다.
즉, 이러한 ‘산책자의 고현학’과 어떠한 ‘사회와의 접촉’을 상실한 ‘타
락한 산책자’로서의 한계와 부딪치게 되는42) 결과는 산책자의 개념
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보다 정치한 분석과 재고를 필요로 하게
된다. 산책자의 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가 갖는 문제점은 이미 신범
순에 의해 지적되었다. 그는 최혜실과 서준섭의 논의43)와 함께 그들
의 업적을 당시 모더니즘에 대한 과거의 어느 논문보다 치밀한 사
회적 배경탐색과 미학에 대해 고려를 했다는 점에서 고평하였다. 하
지만, 산책자, 특히는 ‘거리 산책가’의 시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
로 인해 모더니즘 미학의 본질에 접근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지
만, 그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선험적 미학의 현상적 차원으로 당시
의 도시적 현실을 환원시켜버려, 산책의 테마에 대한 비역사화가 나
타났다고 비판하였다.44) 조영복 또한 이러한 신범순의 논의를 계승
하면서, 신범순의 연구가 산책자 모티프 연구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전형에 대한 일고찰」, 『관악어문연구』 제13집, 관악어문연구, 1988.
, 「‘산책자’의 타락과 통속성-애경, 명랑한 전망, 여인성장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2권, 상허학회, 1995.
, 「산책자의 타락과 통속성」, 『한국 근대문학의 몇 가지 주제』, 소명출
판, 2002.
41) 오자은, 「박태원 소설의 도시 소수자 형상화 방법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8, 3면~4면.
42) 최혜실, 「산책자의 타락과 통속성」, 『한국 근대문학의 몇 가지 주제』, 소명
출판, 2002.
43) 서준섭, 「모더니즘과 1930년대의 서울-역사적 모더니즘의 재평가를 위한 문학
사회학적 연구 1」, 『한국학보』 12권 4호, 일지사, 1986.
44) 신범순, 『한국현대시사의 매듭과 혼-개화기에서 해방직후까지』, 민지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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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 준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산책자의 ‘산책’의 의미를 명시적
인 것 만으로만 파악해온 기존의 논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다 거시적이고 광범위하며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45)
강조한다. 위의 두 논문은 산책의 의미를 연구하는데 보다 깊이 있
는 천착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본고의 논의는 이러
한 산책자 개념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와 연결된다. 산책자의 개념을
접근함에 있어서, ‘산책가의 산책’46)의 행위가 갖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신범순
은 Flàneur를 해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산책자”라는 번역을 따른
것이 아니라, 거리 산책가로 명명47)한다. 신범순은 산책자의 ‘산책’
이 중요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그는 “벤야민에게 있어서
산책가의 산책은 대도시의 흐름에 발을 맞추는 산책가의 걸음걸이
고, 그것은 그 흐름의 무위적인 게으름 속에 숨겨진 관찰자의 주의
깊은 눈이었다. (…) 그러한 거리산책가라는 역사적 존재와 그 시선
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먼저 문제되어야 할 것이었
다. 때문에, 이러한 벤야민의 관점에서는 굳이 산책과 다방이 구별
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모두 산책가의 거리이자, 그의 내면 공간
적 거주지이다.”48)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산책자의 산책은 시선
을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이다. 그와 동시에, 산책자의 산책은 거리
라는 현실적 공간과 내면적 공간의 합치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행
위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즉, 산책의 문제와 근대 거리의 의미는
함께 논의되어야 하다.
앞서 이루어진 박태원 문학의 산책자 연구를 본다면, ‘산책자에
의한 고현학’이라는 관점으로 산책자와 고현학을 박태원의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서 함께 언급하는 것이 특징적이다.49) 이러한 연구방
45) 조영복,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다운샘, 1997, 18면~19면.
46) 신범순은 해당 글에서 최혜실의 논의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그녀의 논문
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산책자가 아닌 산책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
힌다.
47) 신범순, 위의 책, 149면.
48) 신범순, 위의 책, 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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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근저에는 산책자와 고현학이라는 두 가지 접근방식이 근대 도
시에서의 풍물, 풍속에 대한 관찰과 이동이 존재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된다. 즉, 근대
도시에 대한 관찰(시각), 체험에 대한 반응 양상, 그리고 글쓰기의
새로운 형태라는 범주에서, 선행연구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박태원
문학을 밝힐 수 있는 것으로 그 의의를 긍정할 수 있다. 기존의 이
러한 논의들 중에도 서로 다른 여러 갈래의 연구의 흐름들이 존재
한다. 그 차이는 미묘하게 갈리는 지점도 있고 완전히 반대된 의견
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그 근본적인 차이를 불러오는 가
장 중요한 원인은 결국, ‘산책’이라는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연구에 적용시키느냐에 있는 것이다.
우선, 고현학의 연구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김윤식에 의해서 제기
되었다. 김윤식은 박태원의 「애욕」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통해 고현학을 설명한다. 여기서는 고현학의 가장 중요한 그 방법론
적 특징을, 공적인 인간의 사생활이라는 측면을 드러냄으로써, 그것
을 소설화하는 과정을 통해 소설 작업이 겉으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드러나는 측면이라는 점이다. 그는 이러한 고현학적 방법은 모
더니즘 문학이 보여주는 미학적 자의식을 밝히는 중요한 작업이라
말한다.50) 이 가운데서도,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경우는 바로
49) 최혜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나는 산책자 연구-모더니즘 소설의
전형에 대한 일고찰」, 『관악어문연구』 13, 관악어문연구, 1988.; 김종건,
「1930년대 소설의 공간 설정과 작가의식: 박태원과 이태준을 중심으로」, 『우
리말 글』 19, 우리말글학회, 2000.; 윤대석, 「경성의 공간분할과 정신분열」,
『국어국문학』 144, 국어국문학회, 2006.; 조은주, 「박태원과 이상의 문학적 공
유점」, 『한국현대문학연구』 23, 한국현대문학회, 2007.; 안숙원, 「구인회와
댄디즘의 두 양상: 이태준의 상고주의와 박태원의 고현학」, 『구보학보』 3, 구
보학회, 2008.; 노승욱, 「1930년대 경성의 전차체험과 박태원 소설의 전차 모티
프」, 『인문콘텐츠』 21, 인문콘텐츠학회, 2011.; 전우형, 「구보와 카메라 눈,
다큐멘터리 형식의 문학적 실험: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창작방법 연
구」, 『구보학보』 6, 구보학회, 2011.; 장성규, 「일제 말기 박태원의 파시즘 인
식과 대응: 사소설 연작과 금은탑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7, 구보학회,
2012.; 권은, 「고현학과 산책자: 박태원 창작방법의 비판적 고찰」, 『구보학
보』 9, 구보학회, 2013.
50) 김윤식, 「고현학의 방법론-박태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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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설의 제작 과정을 완전히 드러내보였다는 점, 그리고 그러
한 자체가 하나의 낯선 경험이자 박태원 소설이 갖는 힘이라고 보
는 것이다.51) 이러한 김윤식의 고현학 방법론을 계승하여, 이후의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박태원의 초기 소설인 「적멸」을 중심으로,
고현학적 징후를 드러내는 계기를 밝히거나52), 혹은 그것으로부터
모더니즘의 미적 성취와 기법에 대한 천착을 통해, 고현학의 논의를
더 확장시키는 것으로 나뉜다.53) 그러나 일부 고현학 연구자들의 경
우, 산책자의 모티프를 고현학의 방법론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거부
하거나, 산책의 개념을 그 논의의 범주에서 너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김흥식의 경우, 산책자적 분석에 대한 강한 거부
감을 드러낸다. 박태원 작품을 논의하면서, 그는 고현학의 개념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천착을 보여준다. 즉, 해석학으로서 고현학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단순한 사회학의 보조문학으로 현대인의 생활
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 객관성의 연구태도로만 볼게 아니라, ‘긴
자의 헤게모니’를 가로지르는 전위주의로서 고현학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현학의 방법론은, 박태원의 문학과 연결시킬 때,
텍스트를 차별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된다고 말한다.54) 그러
나 김흥식은 이와 같은 고현학의 방법론에 대한 세밀한 분석에도
더니즘』, 민음사, 1989, 130면.
51) 김윤식, 위의 책, 134면~135면.
52) 안미영, 「박태원 중편 적멸 연구」, 『문학과 언어』 18, 문학과 언어연구회,
1997.; 권은, 「식민도시 경성과 트로이의 목마: 박태원의 청춘송론」, 『구보학
보』 7, 구보학회, 2012.; 박진숙, 「박태원의 <적멸>에 나타난 두 가지 기표와
근대 조선 고현학」, 『현대소설연구』 54, 현대소설학회, 2013.
53) 류수연, 「박태원의 고현학적 창작 기법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2003.; 안숙
원, 「구인회와 댄디즘의 두 양상-이태준의 상고주의와 박태원의 고현학」,
『구보학보』 3, 구보학회, 2008.; 류수연, 「박태원 소설의 창작기법 연구」, 인
하대 박사논문, 2009.; 이경훈, 「박태원의 소설에 대한 몇 가지 주석」, 『구보
학보』 5, 구보학회, 2010.; 이은선, 「박태원 소설과 "재현"의 문제」, 『현대소
설연구』 4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송기섭, 「박태원 소설의 도시풍경과 그
내부」, 『한국문학논총』 56, 2010.; 장성규, 「분열된 모더니티와 고현학의 전
략들: '구보씨'표제 소설의 계보학」, 『구보학보』 15, 구보학회, 2016.
54) 김흥식, 「박태원 소설과 고현학」, 『한국현대문학연구』 18, 한국현대문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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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산책자가 갖는 ‘산책’을 현상적이고 단순한 측면으로 이해
하며, 그 해석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한계를 보여준다.55) 하지만 이
와 반대로 그의 논의는, 기존의 일부 박태원 연구들이 고현학에서
‘관찰’의 주체(서술자 혹은 작중인물)가 갖는 ‘거리 배회’의 행위와
산책자가 갖는 ‘산책’의 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간극을 지적해내
지 못한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에 대해,
안숙원은 김흥식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논의를 제
공하였다. 그는 구인회와 한국 모더니즘의 문제를 “댄디즘”으로 설
명하면서, 이태준과 함께 박태원을 논의한다. 그는 「소설가 구보씨
의 일일」을 고현학을 성취한 소설로 인정하는 동시에, 구보가 단장
을 들고 도시의 거리를 배회하는 행위를 문제 삼는다. 김윤식이 지
적했던, ‘거리배회=소설쓰기’라는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소요학파’
의 계보를 이은, 산책자의 ‘걷기’ 행위에 주목한다. 즉, 현대 도시인
의 일상을 연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구보의 고현학적 현장답사의
행위 항 코드는 ‘걷다/보다’라는 것이다.56) 다시 말해서, 안숙원의 이
러한 논의는 고현학이라는 글쓰기 방식에 대한 박태원의 미적 모더
니티의 문제를 ‘구보의 산책’(산책자)이라는 현상적 차원을 지양하는
데 중요한 지점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책자 혹은 산책자 모티프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산책자
의 시점, 또는 시선, 시각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왔다.57) 이것은
어디까지나 벤야민이 산책자의 개념을 천착한 논의의 결과로서, 여
기서 대두되는 것은, 근대 체험의 주체가 갖는 ‘시선’의 문제이다. 하
지만 이 ‘시선’의 문제는 단순히 산책자가 갖는 관찰의 행위로만 설
55) 김흥식, 위의 글, 353면.
56) 안숙원, 「구인회와 댄디즘의 두 양상-이태준의 상고주의와 박태원의 고현학」,
45면.
57) 류보선, 「이상과 어머니, 근대와 전근대-박태원 소설의 두 좌표」, 『상허학
보』 2, 상허학회, 1995.; 차원현, 「현대적 글쓰기의 기원-박태원론」, 『상허학
보』 3, 상허학회, 1996.; 서지영, 「산책, 응시, 젠더: 1920~1930년대 여성 산책
자의 존재 방식」, 『한국근대문학연구』 21, 한국근대문학회, 2010.; 이광호,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시선 주체와 문학사적 의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5,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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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되기는 역부족이다. 벤야민은 게오르그 짐멜을 통해 사람들이 대
도시 특유의 매우 당혹스러운,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하는
것에 대해 문제되는 것을 정식화하였다고 본다. 여기서 벤야민은 게
오르그 짐멜의 말을 빌려, “대도시에서 인간들이 맺게 되는 상호 관
계들은 청각 활동에 대한 시각 활동의 현저한 우위로 특징지어진다.
그것의 주요 원인은 대중교통 수단이다.”라고 한다.58) 즉, 여기서 산
책자의 시선의 문제는 대중교통 수단이 활발해진, 근대 도시의 발전
에서 돌출되는 하나의 특징으로 드러나지만, 그로 인해 기타 감각들
이 전부 말살되어 버리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이 ‘시선’은 그야말로 “산책”의 한 부분인 것이다. 또한, 이것은
기존의 박태원 문학연구에서 “구보”라는 ‘산책자의 시선’에만 의해
재조직된 근대 도시 경성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삶의 양상이 자칫
하면 한정적인 차원으로 그려질 수 있는 한계를 노정한다. 뿐만 아
니라, 경성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나타나는 문물에 대한 시각적인 관
찰에만(백화점, 카페, 다방, 끽다점, 기차역 등) 치중하다보니 박태원
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근대적 현실에 대한 성찰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문제를 함께 내포한다.
어떠한 사물이나 주위의 현상에 대한 변화를 가장 빨리, 그리고
직접적으로 다가 오는 감각은 일반적으로 ‘보는 것’, 즉, 시각적인 감
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책자에게 있어서 시각은 근대적인 경
험을 포착하는 중요한 감각이지만 그 유일한 방식은 아닌 것이다.
시선을 우위의 감각으로 삼는 산책자에게도 시각에 의한 경험을 하
는 것과 동시에, 육체인 몸이 갖는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에 대한
변화도 함께 따라오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여기서 산책자에게
산책은 거리에서의 이동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산책은 거리를 걷는
행위를 구체화시키고 개념화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으로 작동된
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산책은 일종의 걷기의 행위인 것이다.
58) 발터 벤야민, 김영옥, 황현산 옮김,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2제정기의
파리-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여 외』, 길, 2010,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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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걷기, 즉 산책이라는 의식적인 행위를 실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육체인 몸이다. 조지프 A. 아마토에 의하면, 인류의 역
사는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부터, 걷기는 “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철학적, 심리적, 정치적 시스템과 연결돼 있는” 중요한 행위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59) 여기서의 걷기는 움직이고 이동하는 행위
의 차원을 넘어선 복잡한 의식의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
해서, 걷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모호
한 동작인 동시에 걷기는 일종의 몸의 역사로서 직립 보행의 역사
이고 인체 해부의 역사인 것이다.60) 즉, 걷기는 단순히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물리적인 이동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의 영향
관계 속에 놓여진 몸의 언어이다. 걷기는 두 다리를 옮기고 발이 땅
을 접촉하는 끊임없는 육체의 움직임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감
각) 것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식이자, 의식적 체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걷기는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그렇다면, 본고는 이러한 산책으로서의 걷기를 실현하는
몸과 근대 도시에서의 거리는 어떠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질
문을 던져볼 수 있다. 이 질문에는 인간의 몸과 몸에 의한 걷기의
행위는 “산책”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구성부분이 된
다는 것을 포함시켰다. 즉, 걷기는 육체적 움직임과 그 철학적 사색
의 중요한 형태로서의 “산책”(산책자)에 대해 보다 본질적인 접근을
이루는 중요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산책’이라는 그 철학적 의미를 천명한 벤
야민이 “근대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함께
59) 조지프 A. 아마토는 발자크의 『걷기 이론』을 주목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걷기
라는 행위는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손
과 입의 움직임에 비해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조지프 A. 아마토, 김승옥
역, 『걷기, 인간과 세상의 대화』, 작가정신, 2006, 10면~12면.)
60) 레베카 솔닛도 걷기의 역사는 기록된 적이 없지만 은밀한 역사의 파편들을 발견
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로 인식한다.(레베카 솔닛, 김정아 역, 『걷기의 역사-철학
과 예술과 축제, 혁명과 순례와 방랑, 자연과 도시 속으로의 산책』, 민음사, 2003,
9면~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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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본고의 문제의식은 기존 연구에서 “산책
자”를 통해 박태원의 문학을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벤야민은 산책자, 아니 “거리 산보자”가 아스팔트 위로 채집을 하
러 가는 일상적인 걸음걸이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가 지적
하기를, “오스만의 도시 정비 이전에는 넓은 인도가 드물었기 때문
에, 좁은 인도에서는 마차로부터 거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파사주는 만보가 그만한 위력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존재였고, 또
한 상점들이 마주보는 거리는 산보자에게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집이자,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라고 하였다.61) 이러한 벤야민의 논
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산책자의 걸음걸이와 그 기반인 거리이
다. 특히, 근대 거리의 문제는 산책자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벤야민은 산책자라는 개
념을 제시함에 있어서 도시의 ‘거리’를 근대적 삶의 상징으로 간주
한다.62) 도시의 근대화 가운데 백화점, 카페, 영화관, 다방 등은 도
시적인 구성물을 이루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대 거리의 탄
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마샬 버만은 바로 근대 도시에 대한 포착에서 쇄석 포장도로라는
근대 거리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바라본다. 그는 파리적인 보들레
르의 글쓰기는 “나폴레옹-오스망 대로”를 그 대표적인 이미지로 간
주하면서 도시가 조직적으로 해체되고 재건설되었던 역사적인 그
순간에 일치시키고자 한 노력을 포착한다고63) 말한다. 즉, 근대의
거리는 더 이상 현상적인 차원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중요한 ‘현실’
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존재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시화와 더불어 생겨난 근대 도시의 공간에서 ‘거리’는 근대라는
현상적 변화만을 대변하는 공간만이 아닌 빛나는 작가 정신이 드러
61) 발터 벤야민, 위의 책, 80면~81면.
62) 발터 벤야민, 박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 이론』, 민음사, 1983, 164면.
63) 마샬 버만, 윤호병 이만식 옮김, 『현대성의 경험-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버린다』, 현대미학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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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중요한 물적, 정신적인 토대로 작동되는 것이다. 작가 박태원
은 바로 이러한 근대 거리의 문제를 작품 속에 녹여 당대 현실에
대한 예리하고 독특한 감수성을 드러낸 것이다. 즉, 이러한 근대 거
리의 문제는 걷기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몸(육체)을 통해 드러난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는 산책의 행위를
일삼는 “구보”가 걷기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몸으로부터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 근대 거리에서의 사람들과 그 유기적인 관
계를 맺는 것이다. 근대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구보”는 흔히, “군
중”이라고 칭한다. 특히, “구보”는 거리에서의 걷기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한 여러 감각
적인 부분들을 포착해 낸다. 이로부터 근대 거리가 갖는 새로운 변
화에 대한 작가의 예리한 통찰을 보여준다. 즉, 여기서 “구보”가 갖
는 산책의 의미는 전체 거리에서 걷기를 실현하는 사람들인, ‘걷기’
(산책)의 주체들에 의해 그 의미가 확장되고 옮겨진다. 다시 말해서,
거리에서 산책의 행위인 걷기가 가져오는 몸 적 감각은 단순히 구
보라는 하나의 인물에만 고정되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근대의 거
리라는 기반 위에서 걷기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육체를 통해 보다
전면화되는 것이다. 특히, 거리의 산책자와 군중들과의 관계는 걷기
라는 행위가 가져오는, 산책자 “구보”의 몸적 감각을 통해 그 중요
한 단서를 던져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몸적 감각은 근대적
변화의 거센 소용돌이를 나타내는 거리에서, 이동을 실현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드러내는 중요한 근대 의식의 소산이기도 하다.
이때, 거리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한 작가 박태원의 성찰은 가시
화된다. 즉, 이런 걷기를 통해 나타난 몸의 감각은 후기의 소설로
가면서 점차 그 범위가 확장되는데, “구보”라는 산책자형 인물을 통
해서만 확인되던 그 유기적인 관계망을 탈피하여 보다 넓은 차원으
로의 상승을 이룩해낸다.
그렇다면 본고는 기존 연구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박태원 문
학에서의 산책자 연구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확장을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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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판단한다. 하나는 도시에 대한 기존 논의의 확장으로서, 근
대 거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추출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러
한 근대 거리에서의 ‘걷기’가 갖는 의미망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접근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 도시로부터 추출해낸 거리의 문제
를 다시금 제기하면서, ‘산책’에 대한 기존 연구의 시각으로부터 벗
어나 박태원 문학이 갖는 그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따라서 본고는 박태원 모더니즘 문학 연구에서 산책자의
‘시선’을 중심으로, 그 양가적인 태도에 주목한 기존 논의의 틀로부
터 벗어나, 거리와 연결되는 산책의 의미를 재고하여 근대의 거리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산책이라는 행위의
의미를 확장시켜, 산책을 몸과 걷기의 언어라는 새로운 틀로 제시함
으로써, 그것과 근대 경성의 거리와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을 통해,
거리의 문제를 중심으로 박태원 문학이 갖는 문학사적 의미를 밝히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래의 연구의 시각을 통해 본고는 이러한 문
제의식을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한다.

1.2. 연구의 시각
본고는 박태원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근대 거리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입각점을 보여주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근대 도시에서 거리는 근대적인 경험을 드러내는 여러 특징과 양
상들이 집합되어 있는 새로운 공간의 창출이다. 즉, 거리는 보들레
르가 최초로 목격한 근대 도시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경험에 대한
철학적 감수성을 유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상을 제공해주었을 뿐
만 아니라, 이로부터 산책자라는 근대의 독특한 전형을 만들어 낸
벤야민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
니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철학적인 이론 및 관
점을 빌려와, 박태원의 모더니즘 문학을 해석하는 데 많은 의의와
단서를 제공하였다. 박태원 작품에 대한 산책자적인 접근방식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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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근대 도시에서 ‘거리의 배회’라는 그 대표적인 행위를 통해 모더
니즘 문학 단체인 구인회 및 박태원의 문학을 해석해왔다. 이 가운
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1930년대 박태원의 문학을 평가하
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작품이다. 특히, 이 소설에서 주
인공으로 등장하는 “구보”라는 인물은 하루 종일 경성의 거리를 돌
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원점회귀 구조’의 서술방식에 산책자
의 개념을 일치시켜 그 논의를 이어간다. 이는 자연스럽게 산책자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시선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관찰
에 의한 ‘시선’에 중심을 둔 연구들은 산책의 의미가 갖는 보다 다각
적인 접근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박태원의 기타 작품들과의 연결고
리를 스스로 단절시키는 한계를 낳아버리게 되었다. 최근의 연구들
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작업으로 인식할 수 있다. 즉, 박태원의
한정된 몇몇 작품에 대한 논의보다 전체적인 작품세계에 대한 그
수의 확보를 기반으로 산책자 연구에 대한 재고 및 새로운 논의를
끌어들이는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들이라 할 수 있다.64) 이러한 논의
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라는 객관적 현실에 대한 접
근을, 식민지와 제국 사이의 역학적 관계로 인한 주변부 모더니즘65)
이라는 입장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은 ‘산책자’를 무비판적으로 수
용한 기존 연구에 대해 비판, 지양하는 맥락과도 연결된다. 본고는
이러한 최근 연구들을 수용, 비판하면서 본 논문의 연구가 갖는 의
미와 그 연구의 시각을 확보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권은의 경우 이러한 주변부적 모더니즘을
계승하면서 “경성 모더니즘”으로서 박태원 문학을 정의한다.66) 그는
64) 오자은, 「박태원 소설의 도시 소수자 형상화 방법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8.; 권은, 「경성 모더니즘 소설 연구-박태원 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
사논문, 2012.; 송민호, 「도시공간에 대한 미디어적 인식과 소설의 서사: 박태원
의 소설과 공간으로서의 서울」, 『구보학보』 11, 구보학회, 2014.; 신범순,
「1930년대 시에서 니체주의적 사상 탐색의 한 장면(1)-구인회의 "별무리의 사
상"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65) 신형기, 「주변부 모더니즘과 분열적 위치의 기억」, 『로컬리티 인문학』 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66) 권은, 「경성 모더니즘과 공간적 역사-박태원의 <낙조>와 <최노인전 초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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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와 유사하면서도 차별화 되는 경성은 식민지 근대 도시로서, 공
간분할이라는 이중도시화의 문제를 함께 드러낸다고 본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서구 자본주의에 의해 발전된 모더니즘 문학과는 다른,
조선의 특수성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서구적 형식과 조선적 내용 간
의 간극 등에서 파생한 특수한 성격의 문학으로 경성 모더니즘을
규정하는 것이다.67) 본고는 권은의 이러한 논의에서 중요한 시사점
을 발견했다. 우선, 한국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재고를 근대 도시라
는 키워드를 통해 해명할 때, ‘식민지 근대성’ 혹은 ‘대안적 근대성’
의 입장을 따르는 그의 논의68)는 서구 모더니즘 문학과의 차별 및
그 영향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아주 유효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박태원의 문학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이 식민지
모더니즘이라는 범주에 국한되면서, 그것으로부터 근원적으로 탈피
할 수 없게끔 종속시켜버리는 한계를 심어놓게 되는 것이다. 위 논
문에서 제기된 “지오-크리티시즘”에 의한 소설 속 공간에 대한 주목
은, 그 현실적 대응물인 지리학적 또는 지정학적 장소 간의 상호관
련성 및 반영성69)을 통해 박태원의 작품을 해석한다. 따라서 경성을
배경으로 한 박태원의 소설에서 일부 형상화되지 못한 공간에 대해
명쾌한 해석을 제공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다.70) 하지만, 이러한
그의 방법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경성의 거리가 한국 모더니
즘 문학과 박태원의 작품에서 보여주는 경성의 공간 재현에 대한
중심으로」, 『구보학보』 5, 구보학회, 2010.; 방민호, 「경성모더니즘과 박태원
문학」, 『구보학보』 9, 구보학회, 2013.; 권은, 「고현학과 산책자-박태원 창작
방법의 비판적 고찰」, 『구보학보』 9, 구보학회, 2013.; 권은, 「경성 모더니즘
소설 연구-박태원 소설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10, 구보학회, 2014.
67) 권은, 「경성 모더니즘 소설 연구-박태원 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2012.
68) 권은, 「고현학과 산책자-박태원 창작방법의 비판적 고찰」, 『구보학보』 9,
구보학회, 2013, 10면.
69) 권은, 「경성 모더니즘 소설 연구-박태원 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2012, 40면.
70) 권은은 박태원의 소설에서 실재 공간은 모두 균질하게 재현되지 않는 다는 특
성에 대해, 소설의 이러한 공간 재현의 특성을 경성의 ‘남촌’과 ‘북촌’이라는 ‘이
중 도시적’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작가의 고도의 ‘정치적 전략’일 수도
있다고 본다. (권은, 위의 글,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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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동명, 지번, 주소가 갖는 그 의미를 연구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즉, 권은의 논문에서 시도한 박태원 소설 작품에 대한 ‘문학적 지도
그리기’는, 박태원의 소설에서 경성이라는 근대 도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거리라는 현실적 공간의 재현문제가 박태원 문학의 그 중심
적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거리의 재현 문제로부터 보
다 명확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권은의 논의가
갖는 그 의미는 남다르다. 만약, 근대 도시와 모더니즘 사조의 탄생
이 서로 불가분적인 영향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권은
이 주장한 ‘지도 그리기’의 방식에서 드러난 경성의 근대 거리는, 경
성의 이중화 도시라는 물적 토대71)에 대해 보다 유동적이고 의미론
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거리의 문제는 이미 상당히 중
요한 주제로 떠오른다. 따라서 본고는 박태원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경성의 근대 거리가 갖는 의미에 대해 보다 정치한 접근이 필요하
다고 판단한다.
김백영은 근대 경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식민지 도시 개발의
주체로 상정하는 일본인 혹은 식민권력을 존재론적으로 파악할 때,
그 실체는 균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다양한 하위 구성물들의
복합체라고 주장한다. 식민지 도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변하지 않겠지만, 식민권력은 언제나 복수적이고 이질적인
71) 경성에서의 이중도시구조를 이루는 남촌과 북촌은 근본적으로 ‘거리의 점령’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이 ‘거리의 점령’은 시구개정을 통해
실현되었다. 일본인들은 거리의 확장을 통해 경성에서의 세력 확장을 실현할 수
있었고 이것은 경성의 근대 도시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 손정목
은 우세한 경제력과 간선도로변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남촌’과
‘북촌’을 정의하고 있다. 그의 저서에서 인용되고 있는 실증적인 자료와 작성한
도표들은 경성에서 각각 대표적인 ‘거리’를 중요한 기준으로 나누게 된 매개 구
역의 인구수와 득세상황(납세 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①표3(371면), 표4(372면), 표5(375면~376면), 표6(376면~377면)에서는 주요 가
로를 기준으로 하여 정동(町洞)에 따라 구분하였다. ②366면~369면, 『개벽』
(1924년 6월호)에서 인용한 「외인의 세력으로 관한 조선인 경성」이라는 글을
그대로 인용하여 구성과 주거 분포상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용된 글에서도 당
시 공업지대, 상업지대, 관아지대, 유원지대, 주거지대를 모두 ‘가로’(街路)를 기
준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
연구』, 일지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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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복합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배전략도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그 본래의 의도와 일관성과 필연성이 그대로 관철되었다기
보다 상황에 따른 가변성과 우연성이 강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72)
근대 도시 경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동반되는 가변성과 우연성은 경
성으로 하여금 시종일관 종로를 중심으로 한 북촌과 명치정, 황금정
을 중심으로 한 남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그 완전한 형태로 유
지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식민권력의 가
변성과 우연성은 균질적이지 않은 상태의 근대 경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는 식민지적 이중도시 경성을 구성하고 있던
긴장과 균형을 허물어뜨리는 위기를 부단히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
다. 대표적인 사례로, 192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총독부의 북진 경
향이 이를 가장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경성의 즁심세력이북으로향하야 줄
달음하는것을 알수잇는데 더욱 상등디의 표준디는 최근에이르
러 한칭북으로 옴기어바로 종로사가에 이르게 되야 한평에대
한 디가의 최고가격이 실로 일천이백원이나되는데 …(중략)
실로이북부는 조선인부민의최후의 주거디인 동시에 최후의 활
무대라할 것이다. …(중략) 장래에도 더욱더욱 올을터임으로
이것을긔회로 땅장사를하는자까지도 생기는 모양이라는데 이
가치땅갑이올라가면 조선인의 부력이늘어나고 따라서세력도
차차 넓어갈터이나 원악곤궁한 조선인의생활에는 그냥가지고
잇서서는로로혀 세금만더밧치는 손해가잇서 조선인의이가튼
약덤을알아차린 일인의돈푼에 횡리나 어든 듯이 날마다팔아버
리고는보찜을싸가지고고현저동산골로 이촌동모래벌로 광희뎡
성벽그늘로 몰리어나가게되는 애처로운말로를짓게된다.73)
72) 김백영,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 지성사, 2009,
386면.
73) 「上等標準地의 移動方向과 大京城의 中心은 鐘路四街」, 『동아일보』,
192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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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진 현상을 설명하는 이 한 단락의 기사에서는 암묵적이지만 확
연하게 그어져 있던 일본인과 조선인주거지의 공간적 경계가 붕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당시 총독부 청사 이전이라는 상황
에 비추어, 종로 거리를 중심으로 한 북촌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경
성에 있는 일본인 세력들로 하여금 경성의 중심이 점차 북부로 옮
겨가 다시는 남쪽으로 역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더욱 증폭
시켰다.74) 결국, 경성 중심 이전으로부터 드러나는 위기는 경성의
도시구조가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취약점을 더 심
화시킨다. 근대 도시 경성은 이 취약점 때문에 늘 불안한 상태를 유
지해야만 한다. 이 불안한 상태는 표피적으로 남촌과 북촌이라는 이
중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성의 이중도시구조는 식민
권력에서 오는 강력한 외부의 힘으로 인해 부단히 균질적이지 않은
성질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 운명은 경성
의 이중구조의 형태를 부단히 흔들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1930년대
의 경성이 근대 도시화, 특히 거리의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드
러나는 실질적인 모습인 것이다. 즉, 경성은 고정된 형태로 유지되
는 이중구조가 아닌, 단단하지 못한 위기의 이중구조이다. 여기서
경성의 거리는 이중도시 구조의 세력적인 분할과 그 균질적이지 못
한 상태를 드러내는 척도이자, 근대화의 변화를 겪는 도시의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현상적 표징으로서 드러나는 중요한 기호인 것이다.
구인회를 비롯한 당대의 모더니스트들은 그들의 작품에서 ‘거리의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그로부터 당대의 현실적인 변화에 대해
사상적 지형도를 보여주었다. 근대 거리와 아스팔트에 대한 수많은
단상들이 박태원, 이상, 김기림을 포함한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기존
연구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제대로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근대 거리에 대한 논의들은 근대 도시라는 큰 담론의 틀에 이미 포
섭되어 있거나, 도시의 범주와 한데 뭉뚱그린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
74) 김백영,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404면~407면.
27

다.75) 이 가운데, 경성의 근대 거리에 주목한 오세인의 논문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새로운 체제와 질서를 경험하게 하는 ‘거리’에 대
한 관심, 즉 근대적 거리의 문제를 논의한다. 이에 대해, 조선의 현
실적 문제와 관련하여, 거리의 문제는 1920년대 초중반에 이르러서
는 일종의 시대적, 문학적 표상으로서 여러 신문·매체와 문학작품들
에서 등장하게 된다고 밝힌다. 하지만 그의 논의에서는 경성의 거리
가 갖는 문제의식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에 이르지 못하고, 일
제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거리에서 나타난 삶에 대한 현상적 차원
의 통찰76)에만 그쳐 아쉬움을 남긴다.
손유경은 『국민신보』 1939년 7월30일에 발표한 임화의 「경성
산보도-본정」이라는 글과 김남천의 수필인 「가로」에 대해 언급
하였다. 그는 임화와 김남천은 본정통과 태평통의 거리 풍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경성 번화가의 근대 문물을 놀라움과 찬탄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와 동시에,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조야한 건물이니
차라리 초현실적으로 보이는 더럽고 궁색한 경성의 이면을 대위법
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77) 손유경은 김남천의 이
시기의 글들은 도시 순례라는 연습을 통해 문학의 미학적 실천의
양상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계보화 작업으로
박태원의 문학적 성취를 김남천과 연결시키고 있다. 즉, 박태원 문
학에서 식민지 경성을 순례하는 구보로부터 경성이라는 도시를 표
피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결코 볼 수 없는 지저분하고 초라한 것’으
로 보는 작가의 저력에 높은 평가를 주었다는 것이다.78) 이 논문에
75) 대부분 박태원의 산책자 연구와 관련된 논문들에서는 작품의 배경으로 되는,
근대 경성이라는 도시와 거리를 혼합된 상태로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하여 왔
다. 이 가운데 백화점, 다방, 카페, 선술집이라는 근대적 문물에 대한 집중적인
조망을 통해, 경성이라는 근대 도시 담론을 구성하는 그 대표적인 이미지로 간
주하였다.
76) 오세인, 「1920년대 초중반 거리의 문학적 표상화 과정 연구」, 『배달말』 50,
배달말학회, 2012, 121면~125면.
77) 손유경, 「식민지 조선에서 전위가 된다는 것(1)」, 『한국현대문학연구』 41, 한국
현대문학회, 2013, 454면.
78) 손유경, 「식민지 조선에서 전위가 된다는 것(1)」, 454면~457면.
28

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본 박태원의 미학적 성취나 김남천의
경성 도시에 대한 감각 자체가 갖는 그 공통점을 경성의 거리와 그
것에 대한 아주 긴밀한 연결로부터 확인한다. 이로부터 서로 화합할
수 없는 문학적 성향으로 읽혀오던 박태원과 김남천을 새롭게 이해
한다는 데 이 논문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큰 것이다. 이는 경성의
근대 거리의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천착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거리의 문제를 모더니즘 문학 단체로 인식되는 구인회와
연결시켜 논의한 신범순의 논문은 아주 중요한 시사점과 의미를 획
득한다. 신범순은 구인회의 동인지인 『시와 소설』에서 발표한 작
품들이 ‘거리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즉, 이상의 「가외가전」, 정지용의 「유선애상」, 그리고 김기림의
「제야」의 공통된 화두로서 ‘거리’에 주목하여, 박태원의 「방란장
주인」까지 포함하여 ‘거리를 달려가는 예술가’들이 보여주는 사상
적 지형도를 니체주의와 결합시켜 그려 보이고 있는 것79)이다. 위
논문이 갖는 의미는 대체로 아래와 같이 귀납될 수 있다. 이 논문에
서는 당대의 구인회가 1930년대라는 시대가 갖는 문학적인 정신에
대해 새로운 면모를 제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박태원
을 비롯한 당시 구인회의 대표적인 문인들은 근대 거리를 통해, 한
국의 모더니즘 문학이 갖는 의미의 지평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체험적인 기반이 될 수 있었고, 그 사상적 의의를 더 풍부하게 만들
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손유경의 논문에서 확인된 김남천과
박태원의 도시의 순례나, 신범순이 언급한 니체주의에 의한 ‘초인적
질주’로부터 드러낸 이 모든 당대 문인들의 예술적 성취는 어디까지
나 1930년대의 도시화로 인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드러낸 거
리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경성 거리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79) 신범순, 「1930년대 시에서 니체주의적 사상 탐색의 한 장면(1)」, 『인문논
총』 제72권,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33~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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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 버만의 이론을 참고하여 박태원 작품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전개한다. 조영복은 마샬 버만의 논의가 갖는 그 의미에 대해, 근대
도시 생활과 모더니즘 사이에 존재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관계
에 대해 주목하여, 근대성을 어떤 규범이나 범주들의 체계로 파악하
지 않고 근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인간 경험의 차원에서 이를 추적
함으로써 구체성을 획득 한다80)고 평가한다. 이러한 지점은 본고가
박태원 문학을 연구하는 데 마샬 버만의 이론을 응용함에 있어서,
박태원의 작품들의 배경인 경성의 사회제도나 근대화의 발전 수준
을 함께 고려하는 데 유효하다.81) 이와 동시에, 본고는 1930년대의
경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실적인 물적 토대에 기반하고 있는 가
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러한 본고의 입장은 1930년대에 문제적으
로 드러난 모더니즘 사조를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완전히 종속시켜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본고는 도시가 갖는 최초의 현대적 장면이자 그 원초적인 경험을
“쇄석 포장도로”와 연결시켜 논의한 마샬 버만의 흥미로운 견해에
주목한다. 도시의 탄생은 근대적인 포장을 거친 도로의 탄생과 불가
분적인 관계를 맺는다. 여기서 마샬 버만은 근대 거리의 속성으로서
포장된 거리가 가져오는 변화를, 보들레르가 주목했던 현대적인 경
험에 대한 그 철학적 사고를 통해 확인한다. 특히, 그는 파리라는
근대 도시에서도 새로운 번화가에 대한 보들레르의 깊이 있는 통찰
을 끄집어낸다. 이 가운데서도, 보들레르가 1865년에 씌어졌지만 출
판이 거절되고 세상을 떠난 후에야 출판된 「원광의 분실」이 바로
그것이다. 마샬 버만은 이 시가 보들레르의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정
신”을 드러냈고, 또한 그 표현방법이 희극적인 아이러니로서 아주
성공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지한 폭로를 숨기게 된다고 본다.
80) 조영복,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12면~13면.
81) 조영복은 장성만의 논의를 빌려와 각 도시의 근대화 정도의 차이를 근거로 발
전과 저발전의 모더니즘을 구분하는 마샬 버만의 관점이 서구의 근대성과 한국
을 포함한 동아시아 근대성의 차이를 해명하려는 시도에 유효하다고 밝힌다. (조
영복,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13면 각주 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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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시에서 영웅들이 반영웅적인 차림으로 등장하게 되고 또 그
영웅들의 가장 숭고한 진리의 순간들이 어릿광대의 쇼, 음악당 또는
나이트클럽의 평범한 쇼 순서, 즉 상투적인 재주로서 설명한다는 것
이다.82) 비록 이 시에서 보들레르는 마르크스에서와 같이 격렬한 제
스처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시에서 드러난 영웅의 원광이 머
리에서 벗겨져 수렁 속으로 굴러 들어가는 그 파국은 똑같이 충격
적인 것이다. 보들레르는 이러한 (근)현대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을 파리의 번화가에서 사람들의 이동과 그 발걸음을 통해 확인한다.
즉, 「가난한 사람의 눈빛」과 똑같이 새로운 번화가의 모습을 배경
으로 하지만 「원광의 분실」에서는 전혀 다른 정신으로 표출될 뿐
만 아니라, 그 간극은 다름 아닌 인도(人道)에서 수렁으로 옮겨지는
발걸음83)에 있다는 것이다. 인도로부터 수렁으로 옮기는 발걸음에
대한 보들레르의 이 중요한 포착은 번화가로 재탄생한 도시적인 거
리가 그 현대성의 의미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마샬 버만은 보들레르의 시에서 번화가가 존재하게 되는 새로
운 세력이자, 동시에 영웅의 원광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정신 상태를
부여하는 세력으로서의 현대적인 ‘교통량’을, 어디까지나 “쇄석 포장
도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다.
대로에 대한 오스망의 계획이 시작되었을 때, 그가 왜 그토록
넓은 길-그 폭이 수백 피드에서부터 수백 야드에 이르는 길을 원하는지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오스망의 계획이 완
성된 후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화살처럼 똑바로 수 마일을 내
닫는 굉장히 폭넓은 이러한 도로가, 아주 복잡한 교통량이 이
상적인 속도를 낼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
기 시작하였다. 번화가를 포장한 표면인 쇄석은 굉장히 매끄
러웠고 말발굽을 위해서는 완벽한 마찰력을 제공하였다. 마차
를 탄 사람과 말을, 모는 사람 보두가 처음으로 도시의 한 복
82) 마샬 버만, 『현대성의 경험』, 193면.
83) 마샬 버만, 『현대성의 경험』, 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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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서 전력으로 질주할 수 있도록 말에게 채찍을 가할 수 있
게 되었다. 개선된 도로와 그 조건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교통
량의 속도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20세기의 고속도로가
보다 큰 규모로 그렇게 하듯이-오스망과 그의 기술자들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
른 새로운 교통량의 흐름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중략) 그 거
리를 걷는 대다수 파리 시민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상황은 특
별히 실험적이었고 끔찍스러운 것이었다. (중략) 쇄석포장도로
는 여름철 건조기에는 먼지를 날렸고 겨울철 눈비 속에서는
수렁으로 변했다. (중략) 따라서 도시생활이 일찍이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찬란하고 더 자극적인 번화가에서의 생활은 걸어
서 이동해야 하는 수많은 남녀에게는 더욱 위험스럽고 위협적
인 것이었다.84)

쇄석 포장도로가 갖고 온 번화가의 새로운 모습은 보들레르에게
있어서 최초의 현대적인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배경이다. 파리의
번화가를 포장한 표면인 쇄석은 그 현대적인 세력으로 떠오르는 교
통량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즉, 근대적 거리의 탄생은 공간적이거
나 시간적인 경계를 알지 못한 채, 모든 도시공간으로 확장되고, 모
든 사람들의 시간 속에 그 속도를 부과하며, 모든 현대화 과정을
‘움직이는 대혼란’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는 “새로운 이동”을 만들어
냈다.85) 이 새로운 이동은 움직이는 혼란을 건너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이동에 스스로 순응하고 적응해야만 하는
현대인의 원형86)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포장된 거리가 갖고 오
는 거대한 교통량은 거리에서의 사람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
어 버리는 그 물적 토대를 제공해 준 것이다. 마샬 버만은 이러한
84) 마샬 버만, 위의 책, 193면~194면.
85) 마샬 버만, 위의 책, 195면.
86) 현대인의 원형은 현대 도시 교통의 쇄석포장 속으로 내던져진 행인, 복잡하고
빠르며 치명적인 군중과 에너지의 집단에 대해서 혼자서 대항하는 사람인 것이
다. (마샬 버만, 위의 책,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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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석 포장도로에 내던져진 거리에서의 현대인은 돌진과 갑작스러운
이동, 갑작스럽고 난폭하며 불규칙적인 요동과 변화에 숙달되어야만
하는데, 그의 다리와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감성도 똑같이
숙달되어야만 한다고87) 지적한다. 이것이 바로 보들레르가 파악한
현대성의 역설 중의 하나인 것이다. 즉, 현대의 시인은 일상생활의
움직이는 혼란-새로운 교통량이 1차적 상징이 되는 생활-속으로 스
스로 내던져, 그 생활을 예술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
통량에 의한 “갑작스러운 이동”이 근대 거리가 갖는 그 본질적인 속
성 중의 하나일 때, 도시의 거리에서는 날마다의 생존을 위해서 그
렇게도 결정적인, 그리고 이러한 갑작스러운 도약과 이탈 또한 창조
력의 원천이 되고, 다가올 세기에서 이들 이동은 모더니스트 예술과
사상의 전형적인 제스처로 되는 것이다.88) 여기서 근대의 거리가 갖
는 철학적인 의미는 훨씬 더 잘 드러나게 된다.
쇄석 포장도로에 대한 보들레르가 갖는 사유는, “수렁”이라는 현
대성의 아이러니를 발견해낸 것에 있다. 여기서 마샬 버만은 시인의
원광이 수렁에 떨어지게 만드는 현대 세계에 대한 이해를, 근대 거
리를 포장하는 주요 원료로 되는 “쇄석”에 부착시킨다. 그는 쇄석의
의미를 수렁과 후광에 대해서 똑같이 근본적으로 파괴적이지만 동
시에 고상한 것과 천박한 것을 똑같이 두껍게 포장해 버리는 존
재89)로 규정짓는다. 비록, 쇄석 포장도로의 수렁 속으로 떨어져 버
린 예술가의 원광은 위험에 처하기는 하지만 부서지지는 않는 대신
에 일반적인 교통의 흐름을 따라가 거기에 협조하게 된다. 더 중요
한 것은, 이러한 쇄석 포장도로가 갖고 오는 “수렁”은 20세기의 새
로운 세계문학이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바탕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90) 즉, 마샬 버만은 이러한 현
대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근대 거리의 문제를 반모더니스트나 모더
87) 마샬 버만, 『현대성의 경험』, 195면
88) 마샬 버만, 『현대성의 경험』, 196면.
89) 마샬 버만, 위의 책, 197면.
90) 마샬 버만, 위의 책, 197면~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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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트 예술가에게 똑같이 그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생명선-물질과
에너지의 1차적 원천-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즉, “모더니
스트와 반모더니스트의 차이점은, 그들이 관계되는 한, 모더니스트
는 스스로 현실에 안주하는 반면, 반모더니스트는 탈출을 위해서 거
리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91)고 말한다. 이러한 최초의 현대적인 장
면을 탄생시킨, 보들레르로부터 보아낸 근대 거리가 갖는 그 의미는
상당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근대 거리”가 가져온 그 파급력은 어
떠한 성질의 자본이 가져온 영향을 받았는지를 막론하고 그것을 경
험하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새롭지만 충격적인 경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마샬 버만의 논의로부터 박태원의 문학을 연구하
는데 필요한 아래와 같은 중요한 지점들을 확인한다.
우선, 포장된 거리에 의해,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경험하는 사람들
은 현대적인 교통량이라는 새로운 세력에 저항하지만 동시에 순응
하는 새로운 상호작용 속에 처하여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인의 원형의 탄생을 보여준다. 버만은 이것을 번화가가 보여주는 자
본주의의 내적 모순의 완벽한 상징으로 정의한다.92) 이와 동시에,
교통량 그 자체가 갖는 자유로움은 사람들이 보도를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어, 생활이 보다 풍부해 지고 새로운 경험 및 활동을
가능케 한다. 즉, 이러한 포장된 근대 거리가 갖는 (근)현대성의 역
설은 현대 세계에서 생활하는 예술가들이 더 평범한 사람이 될수록,
더 권위 있게 시적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93) 여기
서 근대의 포장된 거리가 가져오는 이동의 문제는, 박태원의 작품에
서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육체와 다리, 걸음걸이 등 몸적 행위에 의
해 드러나게 되는 그 구체적인 인물들과 연결시킬 수 있다. 또한,
그들의 몸으로 되는 육체의 여러 감각들은 더욱 구체화되어 작품
91) 마샬 버만, 위의 책, 199면.
92) 마샬 버만, 위의 책, 195면.
93) 마샬 버만, 위의 책,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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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소설가형의 주인공인 「적멸」이나
「피로」의 ‘나’일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거리를 배회하는 “구보”일
수도 있으며, 기타 작품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에 의해 포착된 거리의
사람들, 혹은 주인공 자신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근대 거리를 포장한 원료로 되는 쇄석이 갖는 그 의미도 역
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마샬 버만에 의하면, 쇄석
의 사용이야말로 거대한 교통량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리적 경험을 만들어 낸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버만은 “쇄석”의 의
미를 근본적으로 파괴적이지만, “수렁”과 “후광”을 똑같이 두껍게
감싸버린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통해, 쇄석(존 머캐덤, John
McAdam)94)이라는 어휘는 아주 활기 있고 강요적인 현대화의 국제
어로서 정의한다. 즉, 쇄석은 영어를 프랑스어화한 맨 처음의 어휘
이고, 이러한 새로운 어휘는 생활과 이동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강력한 매개체가 된다. 이들 언어는 불협화음적이고 귀에 거슬릴 수
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점에 저항하는 것은 현대와 그 자체의 여
세에 저항하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새
로운 어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저항이 동반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이룩했던 것은 새로운 문물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
을 자신들의 언어로 창조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부분을 강
조한다.95) 이러한 쇄석에 대한 마샬 버만의 논의는 “쇄석 포장도로
94) 쇄석, 즉 머캐덤공법은 근대 도로의 출현을 상징하는데, 기본적으로 마차 바퀴가
도로를 질주할 수 있는 속도와 근대의 거대한 교통량을 만들어내는 물질적 기초
를 제공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19세기 중기, 프랑스 파리의 쇄석포장도로를 실
례로 들 수 있다. 쇄석포장도로는 밤자갈, 모래, 아스팔트를 섞어서 단단하게 굳
혀 포장한 도로로 정의된다. 실제로 1834년에는 아스팔트 포장의 기원으로 되는
락 아스팔트(rock asphalt)를 최초로 파리의 가로에 이용하였고, 1845년에 레온
말로(Leon Malo)가 이 락 아스팔트(rock asphalt)를 분쇄, 가열하여 현재의 시트
아스팔트(sheet asphalt)와 같은 포장을 파리의 가로(시내)에 시공하였는데 이것
이 근대 가열포장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869년에 델라노(W. H.
Delano)에 의해 영국에 소개되고 런던의 시내에 포장이 이용되었다.(김주원,
「아스팔트 혼합물의 역사 (1)」, 『도로포장공학회지』 제3권 제4호, 한국도로
학회, 2001, 45면~50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95) 마샬 버만, 『현대성의 경험』, 197면~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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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렁은 20세기의 세계문학이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바탕으로 드
러나게 되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데 더 힘을 싣게 만든다. 실제로
당시 근대적인 도시화를 이룩한 경성도 과거의 거리로부터 근대적
인 거리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는다. 당시 근대적인 재정비를 거친
경성 거리의 대해서는 ‘경성부시구개정노선’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노
선계획을 본다면, 조선시대로부터의 기존도로에 따라 노선의 직선화,
소폭확장, 주요도로의 보도, 차도의 구분이었고 교통량이 가장 빈번한
구간에는 아스팔트 또는 머캐덤공법(macadam)96)에 의한 포장을 실시
하였다.97) 경성에서 주요하게 실시한 머캐덤공법은 토사 도로에 쇄석
을 깔고 다진 후 역청처리를 한, 아스팔트 포장의 초기 시공형태이
다.98) 물론, 경성 거리는 전체적으로 쇄석포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경성의 중요한 일부 간선은 어디까지나 아스팔트로 포장되
었다. 그러나 1930년대 경성의 근대 거리와 19세기 중후반의 파리의
근대 거리가 갖는 실질적인 형태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고
96) 머캐덤공법(macadam method)은 1815년에 영국인 머캐덤에 의해 고안된 도로의
노반 공법으로, 동일한 크기의 쇄석을 깔고 서로 충분히 물릴 때까지 다진 후, 사
이의 간극을 채워 마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아스팔트 등의 결합재를 살포하면서
단단하게 굳히는 공법을 아스팔트 머캐덤으로 속칭하는 경우도 있다. 머캐덤 공법
은 크게 두 번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큰 돌덩어리와 작은 돌조각으로 기초를
다진 후, 그 위를 다시 균일한 자갈(쇄석)로 덮는 것이다. 첫 번째 작업은, 자연 상
태의 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고, 두 번째 작업은 교통량에 의한
압력으로 도로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된다. 머캐덤 공법은 쇄석의 규격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 마차 바퀴의 틈새에 자갈이 끼지 않은 채 마차가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경제성과 과학성을 동시에 겸비하였다.(『토목용어사전』, 296
면 참조.)
97) 朝鮮土木事業誌 1036~1046 및 總督府內務局 京城土木出張所 편, 『京城市區改
正事業 回顧 20年』，1930년.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105면, 각주
15 재인용.
98) 경성의 거리에 대한 근대적인 재정비는 『경성부시구개정노선』을 참조할 수 있
다. 당시, 경성의 주요 거리들은 아스팔트 또는 머캐덤공법(macadam)에 의한 쇄석
포장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쇄석포장도로도 경성 내에서도 극히 적은 중요
간선 도로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도로들은 제대로 된 장비가 부족하고, 토
목기술수준의 제한으로 대부분이 자갈길로 되었다.(朝鮮土木事業誌 1036~1046 및
總督府內務局 京城土木出張所 편, 『京城市區改正事業 回顧 20年』，1930년. 손정
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1990, 105면, 각주 15 재인용.;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연구』, 일지사, 1996, 316~320면.; 이덕수, 『길 따라 기록
따라 한국 건설 기네스 길 Ⅰ』, 보성각, 2010, 54면~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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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서, 본고는
포장된 거리의 속성인 쇄석이 갖는 그 철학적인 의미에 주목하여,
근대 거리에 대한 보들레르적인 접근 방식을 박태원의 문학 연구에
적용하는데 그 의미를 둔다. 마샬 버만이 보들레르로부터 보아낸 현
대인의 전형은 근대적인 거리(번화가)에서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
즉 육체의 제스처에 있는 것이다. 즉, 19세기 후반기의 근대 도시
파리이든, 20세기의 경성이든 ‘거리’는 모두 현대적인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물적 기초와 그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데 역점을 둔다.
여기서 버만은 이러한 19세기 도시화의 분명한 징표는 번화가, 즉
물질의 폭발적인 범람과 인간적인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매개체
였으며, 20세기 도시화의 특징은 고속도로, 즉 이들 세력을 산산 조
각내는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그 구분을 이룬다. 즉, 20세기의 거리
는 “교통량의 생산 공장”이 될 새로운 ‘형태의 거리’가 필요할 것이
라고 밝힌다.99) 이러한 20세기의 도시 풍경에서 비롯된 단조로움과
우울은 사상가들에 의해 새롭게 인식되는 현대 생활에 대한 그 의
식으로서 드러난다. 하지만 버만은 보들레르에서 보아낸 거리에서의
새로운 세력으로 인한 거대한 변화, 즉 지난날의 교통량에 의한 “움
직이는 혼란”을 지속적으로 장악해야 하고,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마샬 버만은 이 후의 보들레르의 후계
자들조차 놓치고 있는 것, 즉 근대 거리에 대한 보들레르의 사상에
서 가장 빛나는 것으로, “현대생활의 복잡성 및 모순대립에 대해서
자신의 에너지가 다할 때까지 투쟁해서, 현대의 움직이는 대혼란에
해당하는 교통량과 아름다움의 한 가운데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창
조하고자 하는 의지”100)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보들레르의 ‘시인’은
근대적인 포장도로에 깔린 쇄석에 의하여, 대도시의 엄청난 혼란의
‘수렁’ 속으로 빠져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과 김기림 역시 근대화
된 경성의 거리에서 이러한 ‘수렁’에 빠져 들어갔다.101) 박태원 또한
99) 마샬 버만, 『현대성의 경험』, 202면~205면.
100) 마샬 버만, 위의 책,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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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처럼 점차 근대적인 도시계획 하에서 기하학적인 도로망으로
정비되어 가는 경성의 거리에서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
고 있었던 것이다.102) 본고는 이러한 ‘움직이는 대혼란’을 겪었던
1930년대의 경성 거리가 박태원 창작의 원천으로 작동되고, 그것으
로부터 거리에서 사람들의 움직임과 그 육체적(몸적) 반응 양상들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 경성 거리가 갖는 근대 생활의 새로운 생태학
을 보여주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의 2장에서는 박태원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육체적인 움직임과 근대 거리의 의미적 관계망에 대한 분석을 중심
으로 다룰 것이다. 즉, 기존의 ‘산책’의 의미를 근대 거리에서 이루어
지는 일상적 행위로 치환시켜 그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이것
은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근대적 일상에 노출된 몸의 반응 양
상과 그들의 육체적 행위인 ‘걷기’, 그리고 발(구두)의 기호적 의미를
통해, 근대적 경험에 대한 작가의식을 새롭게 풀이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만 집중된 논의에서 벗어나 초기 작품들을 포함한 보다 많
은 작품들이 새로운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3장에서는 후기 소설로 가면서 거리에 대한 작가 의식의 확장을
보여주고자 한다. ‘산책’의 새로운 공간으로 되는 골목을 중심으로,
그것이 근대 거리와 공유하는 특징을 밝히는 것을 통해, 후기 소설
에서는 근대 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에 대해 밝
히고자 한다. 특히, 박태원의 미완성 작품인 「반년간」을 기점으로,
근대적 ‘어둠’과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사이의 관계 양상을 보여줌
으로써, 근대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의식 형태를 보여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대 거리의 또 다른 형태인 골목에서 등장하는 여성으로부
터 근대적 현실의 근원적인 불안이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다. 또한,
101) 신범순, 『이상의 문한정원 삼차각나비-역사시대의 종말과 제4세대 문명의
꿈』, 현암사, 2007, 107면~109면.
102) 신범순, 위의 책,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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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혹은 골목길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아이라는 기호를 통해, 근
대 초극의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힐 것이다.
이러한 본고의 연구에서는 기존에 박태원의 개별 작품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보다는, 박태원의 「행인」(1930년), 「적멸」(1930년)
을 포함한 초기 작품들부터, 「골목안」(1939년), 「사계와 남매」
(1941년) 등 후기의 작품들까지 30년대의 전반적인 작품을 그 연구
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작품들이 박태원 문학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졌던 작품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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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리와 근대 주체의 상호 관계
2.1. 근대 거리의 의미를 탐색하는 몸
근대 거리가 가져오는 새로운 이동은 사람들이 실현하는 걷기라
는 행위에 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은 근대화의 과정을 겪
은 경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에드문트 후설의 견해에 따르면,
걷기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와 관계하는 우리의 육체를 이
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육체란 항상 여기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다.103) 즉, 육체가 드러내는 반응들은 인간의 경험을 가시화시
키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로 작동된다.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근대
의 도시에서 새로운 변화와 풍경을 제시하는 중심 항으로 되는 것
은 다름 아닌 근대의 거리가 갖는 이동의 문제이다. 새로운 이동으
로 인해, 사람들의 육체가 취하는 그 제스처는 거리가 보여주는 근
대성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일종의 기호로 나타난
다. 이러한 육체의 반응 양상들은, 인간의 몸의 걷기를 일종의 새로
운 경험으로 되게 하는 거리로부터 획득하게 된다.
인간의 몸에 대한 브르통의 논의에서 본고가 주목한 것은 두 가
지이다. 첫째, 브르통은 근대성과 몸의 관계는 생각과 몸의 분리를
이루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의 등장 이전인 카니발 연회의 기괴한 몸
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고 본다. 즉, 개인화의 요인으로 간주되는
근대성의 몸은 인간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개인화의 원칙, 우주와의
분리, 인간과 그의 몸 사이의 단절을 이룬다.104) 특히, 브르통은 근
대 사회에 들어와서 인간의 몸은, 합리성에 의해서 포착될 수 있고
유클리드적 기하학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는 대상으로 되어 버린,
인간성이 제거된 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몸은 부르주아지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근대 시민 사회의 건설 속에서 태동되어 있는 몸
103) 레베카 솔닛, 김정아 옮김, 『걷기의 역사-철학과 예술과 축제, 혁명과 순례와
방랑, 자연과 도시 속으로의 산책』, 민음사, 2003, 46면.
104) 다비드 르 브르통, 홍성민 옮김, 『근대성과 육체의 정치학』, 동문선, 2003,
35면~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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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 17세기 이래로 이러한 인간과 몸의 단절은, 몸에 대한
설명을 기계적 은유에 의존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특별한 존엄성이
없는 여러 물건들 중의 하나로 타락되어 버린다. 즉, 타락의 장소로
되어 버린 몸은 현대의 기술과 과학이라는 탐구의 직접적 연결선상
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반복되는 노동에 종
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정되는 것 자체는 인간성이 제거
된 몸을 반증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이다.105) 이
러한 근대성의 몸에 대한 진지한 폭로는 「피로」(『중명』, 1933년
7월호)에서 경성의 황혼의 거리의 “광고등”에 의해 비춰진 문구를
통해 잘 드러난다.
길 건너편에 서 있는 헤멀슥한 이층 양옥과, 그 집 이층의 창
과창 사이에 걸려 있는 광고등이 보인다. 그 광고등에는,
〈醫療器械 義手足〉 의료기계 의수족
이러한 글자가 씌어 있었다…… 그러나 그 창으로 보이는 것
은 언제든 그 살풍경한 광고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106)

소설에서 “광고등”에 의해 비쳐진 글자들은 마치 근대 기계문명의
위대함을 대변하는 표제어와 같다. 특히, “손과 발을 의롭게 하는 의
료기계”라는 문구는 황혼의 경성 거리에서 그 “살풍경한” 분위기와
기묘하게 어울린다.
둘째, 브르통에 의하면, 일상의 명료하고 친숙한 특성으로부터 태
어나는 안정감 속에서 정제된 방식으로 사용되는 몸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인식된다. 어디까지나 시선의 지각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은 인간의 몸이다. 관습적인 절기를 가진 일상의 흐름은 주위 환경
에 대한 감각의 기능이나 주체의 반응에 비해서 몸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몸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정확히
105) 다비드 르 브르통, 『근대성과 육체의 정치학』, 85면~89면.
106) 박태원, 「피로」, 『중명』, 1933년 7월호. (박태원, 「피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깊은샘, 1989년,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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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길은 외부 세계와 주체 사이에서 등장하는 몸의 중개자적
속성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의 경험은 그 형태가 어찌 되었
건 몸의 사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온종일 차례로 일어나는 의
례적 행위들의 효능은 동작, 감각, 지각들의 조직 방식으로부터 나
온다. 이러한 조직 방식은 큰 노력 없이 행위자에게 몸을 만들어 주
고 그의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주의하도록 만든다. 즉, 이
러한 인간의 몸은 근대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경험을 그대로 반
영하고 현실을 감지하는 센서 같은 존재인 것이다. 브르통은 근대
도시의 성격에서 몸의 지각 중의 한 부분으로 되는 시각이 그 우위
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몸의 감각들로 되는 청각, 후각
들은 그 상대적인 축소를 가져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107)
박태원은 근대 도시가 갖게 되는 가장 지배적인 지각으로서 시
선108)에 의한 거리의 ‘자극’들을 소설에서 여지없이 드러낸다. 하지
만, 이러한 시선의 지배적인 위치를 획득하는 근대 거리의 ‘자극’들
은 다시 몸이라는 매개를 통해 다양한 양상들을 보여주는 여러 인
물들에 의해 재탄생된다. 이러한 지각의 일부로 되는 시선, 즉 시각
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육체로 되는 몸과 불가분적인 관계를 맺는
다. 여기서 산책자의 시선 또한 이러한 인간의 몸적 지각의 한 부분
으로 포함될 수 있다. 몸과 거리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박태
원의 작품들에 대한 그 이해를, ‘산책자 지식인’의 시각에 의한 관찰
만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인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근대 도시에서 거리의 문제를 가시화시키는데 있어서,
작가 박태원은 거리에서의 이동을 실현하는 인물들의 몸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여기서 등장인물의 몸은 인간의 존재의식에 대한 보
다 깊은 성찰이 숨어 있다. 특히, 인간의 총체적인 몸 적 감각들은
107) 다비드 르 브르통, 『근대성과 육체의 정치학』, 119면~143면.
108) 감각의 지위 변동, 혹은 시각의 사회적으로 점차 중요하게 되었다는 생각은
벤야민과 같은 날카로운 도시 분석가의 분석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비드 르
브르통, 위의 글,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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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거리와 일상생활이라는 범주 속에서 가시화된다. 또한, 인물들
이 드러내는 몸의 감각은 그들의 행위적 결과를 가져오는 그 구체
적인 반영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인간의 몸이 드러내는 감각들
에 주목하는 작가 의식의 근저에는 거리의 근대적인 변화를 통해
획득하는 일상성이 갖는 그 타당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 박태원의 소설에서는 이와 같이
거리 위에서의 일상적인 움직임이나 이동을 실현하는 인물들의 몸
의 반응 양상들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통해, 그 중요한 단서를 던져
준다.
「낙조」(『매일신보』, 1933년)는 박태원의 초기 작품들과 비교
해 보았을 때, 대부분 소설들에서 보여준 ‘강한 실험의식’을 찾아보
기 어려운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소설은 실제로 존재한 지명을 그대
로 등장시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다 사실적으로 보
여주는 효과를 갖는다. 작품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최 주사는
“약 가방”을 들고 끊임없이 경성 거리를 걸어 다니는 인물로 등장한
다. 본고는 경성의 근대적인 변화를 가져온 거리와 그것으로부터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몸짓들을 포착해냄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성찰을 제시한 중요한 작품으로
이해한다. 때문에 「낙조」에 대한 분석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소설
적 내용에 대한 편면적인 이해를 넘어 보다 깊이 있는 작가적 성찰
을 담은
특히, 이 소설에서 최 주사라는 인물 설정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 하나는 그가 “노인”이라는 점,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는, 근대화 이전과 근대화를 직접 체험하기까지의 그 과정에 놓여
진 인물이라는 점이다.
우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최 주사의 일상은 이미 “한 발은 관
속에 집어넣은 예순넷의 노인”이라 하더라도 매일 마다 “약 가방을
둘러메고 하루 오육십 리 길을 걸어야만” 하는 “딱한 현실”에 처한
인물이다.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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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다녀야 하는 그의 일상은 “희망” 없는 삶의 연속인 것이다. 여
기서, “희망”은 점차 생명력을 상실해가는 노인의 몸으로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젊은 몸’과 정비례된다.
“사람이 제 몸을 애끼구 오래 살구 싶어 하구 하는 것이 그게
모두 희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 내게 무슨 희망이 있
단 말씀이유?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렌데 무슨 여
망이 있단 말씀이유? 약이나 좀 팔리면 막걸리나 사먹구 담배
나 좀 사먹구 그럴 뿐인걸…… 흥!”109)

그러한 “딱한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최 주사에게 “안주 없는
사발 막걸리” 하나면, 적어도 그것을 마시는 동안이라도 생활에서의
행복을 느끼고 욕망이 채워지는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자
신의 오래된 벗인 윤수경이 갑작스럽게 어제 밤에 심장마비로 죽었
다는 소식은 최 주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끝없는 우울 속으로 빠
져버리게 만든다. 비록 나이는 같지만 보기에는 자신보다 젊어 보이
는 몸을 가진 윤수경의 죽음 자체는, 자신이 이해하는 생활에서의
“희망”에 대한 그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기 때문이다.
기운이 하도 좋대서 어제도 십오 년은 더 사느니 이십 년은
염려 없느니 하는 것이지 그의 얼굴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
미 노쇠한 빛을 감출 길 없었다. 그야 그의 얼굴에 심각하
게 박혀 있는 주름살들은 노쇠로보다도 신산한(辛酸) 생활
고로 생겨났던 것일 게다. 그러나 그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생
겨난 것이든간에 그 수많은 주름살들은 별반 그러한 것을
많이 가지지 않은 윤수경이와 사이에 오륙 년 내지 칠팔
년이나 나이가 차이 있는 것같이 보는 이에게 인상을 준다.
자기와 비겨보아 그렇게도 젊던(?) 윤수경이가 그렇게도 쉽사
리 죽고 말리라고는 과시 뜻밖이었다.110)(강조는 인용자)
109) 박태원, 「낙조」 제2회, 『매일신보』, 1933년 12월 9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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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본다면, 최 주사의 얼굴과 윤수경의 얼굴은 상당히
대조적으로 묘사된다. 최 주사 보다 ‘젊어 보이는 얼굴’을 가진 윤
수경 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윤수경의 “죽음”
은 최 주사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되어버린다. “죽음”을 끊임
없이 상기시키게 만드는 윤수경의 사건으로부터 최 주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있다는 그 공포는 최 주사가 살아 있는 한, 계속 생각하고 그것
을 안고 가야만 하는 우울이다. 이 공포에 뒤섞인 우울한 감정은 최
주사의 일상과 분리할 수 없는 존재로 되어버리는데, 박태원은 최
주사의 몸으로부터 느끼는 감각에 대한 묘사를 통해 보여준다. 즉,
이제 최 주사에게는 거리에서 보고 듣고 감촉될 수 있는 모든 것들
은 전부 불쾌하고 우울한 풍경들로만 가득 들어차게 된다. 이런 일
상으로부터의 “죽음”에 대한 불쾌함과 공포감에 대해 주인공은 우선
자신의 몸을 통해서 확인한다.
젊었을 때에는 별별 일이 다 많았다. (중략) 그러나 그 온갖
별별 일이 모두가 한결같이 아름답게 추상 된다. 참말 모두들
젊었을 때다. 최 주사는 근래에 없이 이 아침에 그 시절이 그
립다고 생각한다. (중략) 젊었을 때는 그래도 꿈이 있었다. 희
망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는 ‘나무시장 표사무’를 보고 있었을
때에도 설마 자기가 그걸로 늙어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
었다. (중략) 그리고 그는 약가방을 들고 다녔다. 그러나 이제
최 주사에게는 꿈이 없었다. 희망이 없었다. 꿈과 희망을 가질
만한 기력이 없었다. 이제 그의 생활의 변화는 죽음으로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최 주사의 울퉁불퉁 푸른 힘줄이 삐
져 보이는 두 손은 약가방만을 어루만지다가 그 생명을 잃
을 것이다. 최 주사는 저 모르게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붉은
쇠가죽 누-런 장식…… 그것들이 노인의 눈에 가장 불길한
110) 박태원, 「낙조」 제13회, 『매일신보』, 1933년 12월 20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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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나 되는 듯이 비친다. 노인은 갑자기 온몸에 그 약가방의
무게를 느꼈다. 삼정목 정류소 앞을 지난다. 우물과 우체통
이 그곳에 있었다. 거기서 얼마 더 안 가 조선장의사 아현
지점이 있다. 최 주사는 그 앞을 지나며 딴때없이 마음이
언짢았다. 윤수경이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다. 그의 문제는 끝
났다. 이제는 자기 차례다.111)

최 주사에게 있어서 “죽음”과 가깝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다름 아
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변해버린 근대라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그 현실은 관비 유학생이었던 그가, ‘나무시장 표사무’를 삼년 동안
한 것과, 현재에는 약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최 주사의 변화된 삶과도 일치하다. 최 주사는 그것을 “신산한
생활고”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생활조차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약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며 약을 파는 일이다. 특
히, “약 가방”은 최 주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
이며, 그는 “약 가방”을 메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만 하는 운명에
처한다. 즉, 경성의 근대화 이전과 근대화 과정을 몸소 체험하는 최
주사에게 있어서, 현실의 생활을 이어나가게 만들어 주는 생계의 수
단이 되는 “약 가방”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생명력을 빼앗아버리
게 만드는 원흉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 주사의 시각
은 그의 생명력을 잃은 손가락들에 그 초점이 맞춰진다. 몸에 대한
최 주사의 시각은 점차 거리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조선장의사
아현지점”과 “아현 공동묘지”,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작로까
지 이어진다.
죽첨정 경찰관 파출소 앞에서부터 서쪽 길은 신작로 닦느
라 한참 어수선하다. 왼손편 쪽 길가의 집들을 말끔 헐고 사
람들은 그곳에서 곡괭이질을 하고 삽질을 하였다. 도라꼬가
끊임없이 흙짐을 나른다…… ‘이것이 모다 수이 죽을 징조
111) 박태원, 「낙조」 제14회, 『매일신보』, 1933년 12월 21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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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징조야……’ 하고 몇 번씩 기운없이 중얼거리며 걸
어오던 최 주사는 주재소 앞에까지 와서 왼손편 쪽으로 꺾었
다.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그의 걸음걸이까지가 풀이 죽어 보
인다.112)

최 주사는 자신의 몸을 통해 “생활의 변화는 죽음으로밖에 일어나
지 않을 것”이라 확인한다. 동시에, 이러한 최 주사의 생각은 “새로
운 신작로”가 만들어지는 경성 거리에 대한 그의 시선과 맞물린다.
새로운 신작로에 대해 “죽을 징조”라고 끊임없이 입으로 중얼거리는
최 주사에게 거리에서 달려가던 자전거 또한 불쾌한 존재로 나타난
다. 그것은 젊은 아이가 자전거를 탄 채, 뱉은 침방울이 최 주사의
뺨에 튀어 느끼게 되는 그 불쾌한 촉감에 의해서 한층 더 선명해진
다. 그 불쾌한 촉감은 거리에서 지나갈 때, “채전에서 풍겨나는 비료
악취”까지 맡게 되는 후각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 주사의 이러한 몸
적 감각들에 대한 묘사는 경성 거리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인
물을 통해 자본의 유입과 더불어 변화하는 근대 거리에 대한 작가
적 의식을 발산하려는 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도는 최 주사의 끊임없는 코웃음을 통해 드러난다. 소설에서는 이
웃음이야말로 “아침에 온갖 보는 것 듣는 것이 자기에게 죽음을 재
촉하는 듯싶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고, 그의 코웃음에는 이러한 안
타까움이 섞여 있다”고 말한다. 최 주사의 “코웃음”은 끊임없이 변
화하고 있는 경성 거리로부터 느껴지는 현실에 대한 우울함과 불쾌
함을 반영하는 몸적 제스처이다. 또한, 이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야
만 하는 그가 몸으로부터 느끼는 여러 감각들은 거리에서 아이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어수룩하게 생긴 개”의 몸에서 다시 한 번 투영된
다.
길가에 아이놈 셋이 막대기를 들고 다 죽게 된 개 한 마리를
112) 박태원, 「낙조」 제16회, 『매일신보』, 1933년 12월 23일 3면.
47

못살게 구는 것을 본 까닭이다. …(중략) 순 조선 종자의 순하
고 어수룩하게 생긴 그 개는 그 아이들의 포위에서 탈출하기
는커녕 그 박해의 하나하나에 비명을 지를 기력조차 상실하고
있었다. 다만 거의 들릴까말까한 낮은 웅얼거림이 이따금씩
그곳에 있을 뿐이었다. …(중략) 또 한 아이가 맨 손으로 그의
귀때기를 잡아당겼을 때 개는 그것에 저항할 힘도 없이 다만
또 한번 그 낮은 웅얼거림이 그곳에 들렸고 …(중략) 역시 몸
을 쉴새없이 떨고 낮은 소리로 웅얼거리고, 그리고 몽롱한
두 눈에는 이제는 거의 아무런 감정의 빛남도 보이지 않았
다. 그것이 최 주사에게는 좀더 애닯게 느껴졌다. (중략) 자
기가 그 앞을 떠나기를 기다려 다시 잔혹은 장난을 시작할 세
놈의 아이들이며 또 그 원한과 고통과 쇠약으로 하여 나오는
웅얼거림만을 들려줄 뿐 몸을 움직일 기력조차 잃고 있는 불
쌍한 개를 생각하였을 때 최주사의 고개는 저절로 뒤로 돌아
간다.113)

거리에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개는 “순 조선 종자의 순하
고 어수룩한” 모습이다. 상징적인 동물로 등장하는 이 “조선 종자”
의 개는 최 주사의 시선을 통해 거리에서 힘없는 존재로서 포착된
다. 거리에서 최 주사는 끊임없이 개의 “낮은 웅얼거림”을 듣게 된
다. 이 웅얼거림은 “순 조선 종자”의 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
이자 그 나약함을 드러내는 소리로 등장한다. “원한과 고통과 쇠약
으로 인해 나오는 웅얼거림만”을 들려주는 개의 소리는 최 주사에게
있어서 점차 생명력을 잃고 언제 죽게 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
과 너무 닮아 있는 것이다. 이 “웅얼거림”을 들은 최 주사는 오직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개의 몸을 쓰다듬어 주는 것과, 아이들의 괴
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잠깐이나마 소리 지르고 노려보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여기서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하
는 “순 조선 종자의 개”와 최 주사의 조우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장
113) 박태원, 「낙조」 제18, 19회, 『매일신보』, 1933년 12월 25일, 4면, 26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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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볼 수 있다. “순 조선종자의 개”와 최 주사는 근대의 거리
에서 모두 그 의미를 잃고 점차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힘없
고 나약한 존재들이다. 거리에서 힘을 잃고 약자로서 생존하는 “순
수한 조선의 개”로부터 느끼는 최 주사의 연민의 마음은 인간의 가
장 본능적이고 부정될 수 없는 소중한 감정이다. 즉, 이러한 연민의
감정의 그 기반으로 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최 주사라는 점차
사라져 버리는 ‘종’과 같은 존재114)인 노인이라는 점이다. 특히, 소설
에서는 이러한 동질감을 느끼게 만드는 두 비슷한 존재를 마주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 최 주사라는 “노인”의 내면이 느끼는 고통으로서
발현되는 연민의 감정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작가가
의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들었다. 즉, 자신과 똑같이 병들고
생기를 잃어버린 육체를 갖는 “개”에 대한 노인 최 주사의 연민의
감정은, 힘없고 쇠퇴해지는 육체를 갖는 근대적 주체가 경험하는 근
대 거리의 절망적인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는 여지
를 찾고자 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
의 존재는 최 주사를 통해, 박태원이 주목한 ‘사라져버리는 존재’ 자
체로서 발현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
까? 하지만 이러한 노인 최 주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던 아
낙네마저 그 어떤 감동도 받지 않은 채, 모멸이 가득한 웃음을 입가
에 띠고 곁눈질하면서 지나갈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육체를
갖는 최 주사로 하여금, 근대 거리의 현실에서 부대끼는 애달픔을
안고 가야만 하는 슬픈 현실과 다시 한 번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는 조선개의 웅얼거림을 외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운
명과 같다.
114) 김효재에 의하면, 이태준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노인”이라는 인물은 사라져
버리는 존재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퇴각하고 쇠락하며 허무함만이 남는 것이 아
닌, 근대 자본주의의 논리를 간파하기 위한 강력한 기호로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식민지 시대의 ‘종적 감각’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
효재, 「식민지 시기 문학의 ‘종의 감각’ 연구」, 『상허학회』 46, 상허학회,
2016, 172면~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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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고개를 들어 강건너 편을 보았을 때 순간에 그의 얼굴에
서 웃음은 거두어졌다. 제방 위의 신작로를 등에 짐 진 사나
이가 말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머리에 보통이를 인 여인네가
역시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눈을 더 먼 곳까지 주었을 때
최 주사는 서산에 걸린 해를 보았다.115)

박태원은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한 번, 최 주사가 끝내 얼
굴의 웃음을 거두어 버리는 것으로 그 결말을 맺는다. 그의 얼굴에
서 사라진 웃음은 신작로와 그 신작로를 걸어가는 짐을 진 사나이
와 그 뒤를 따라가는 아낙네를 보는 시선과 연결된다. 이것은 경성
거리에서 생활을 위해 일상적인 걷기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모습으
로부터 근대적 생활과 그 변화에 대한 작가적 성찰에서 비롯된 것
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본고는 근대의 거리에서 생활을 위해 걷기를 실현하는 인물을 등
장시킨 박태원의 다른 두 편의 소설에 주목한다. 동경을 배경으로
한 두 텍스트로, 「사흘 굶은 봄ㅅ달」(『신동아』, 1933년)과 「딱
한 사람들」(『중앙』, 1934년)이다. 이 두 작품에서는 근원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몸을 가진 인물들로서 조선의 “룸펜”들을
등장시킨다. 실제로 이 시기에 돈을 벌기 위해 동경으로 건너온 수
많은 조선인들은 정규적인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 실업자로 전락된
경우가 아주 많았다.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거리를 돌아
다녀야만 하는 조선인들의 현실은 경성의 거리든, 동경의 거리든 비
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116) 박태원은 이렇게 지독한 생활고에 견
디어 가는 사람들의 몸에 대한 관심을 동경 거리를 돌아다니는 “조
선인 룸펜”이라는 인물형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배
고픔에 찌든 인물들의 몸은 근대라는 일상이 갖는 그 근본적인 문
115) 박태원, 「낙조」 제22회, 『매일신보』, 1933년 12월 29일, 4면.
116) 권은, 「제국-식민지 역학과 박태원의 ‘동경 텍스트’」, 『서강인문논총』 41,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373면~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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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들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기호로 나타난다. 그들이 갖는 배고픈
몸, 건강하지 않은 몸은 작중 인물들이 근대 거리를 끊임없이 돌아
다니는 행위를 기반으로, 몸이 갖는 여러 감각들을 통해 가시화된
다.
「사흘 굶은 봄ㅅ달」에서의 주인공 춘삼이는 끊임없이 동경의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그의 걷기는 밥을 찾기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
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은 첫 시작부터, 끊임없이 거리를
걷는 춘삼이의 입에서 “아 아 밥이다, 밥이다……”라는 중얼거리는
소리만 반복된다.
춘삼이는 고향에서 꼭 한번 먹어 본 일이 있는 닭고기를 연상
하고 헛침을 삼켰다. 그렇기로 말하면, 바로 십 분 전에 전당
포 골목에서 만난 도시마의 몸 냄새에서 시금치나물 생각을,
안 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아 아 밥이다. 밥이다 ……’
그곳 어느 틈엔가 가미나리몽 앞에까지 와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달으며, 그곳 나까미세(상점가)에 잡담하는 군중들을 보았
을 때, 또 한번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봄답게
환한 얼굴들은 결코 단 한끼나마 굶은 듯싶게 보이지는 않
았으니까…… (중략) 춘삼이는 일짜 장사진을 치고 있는 로
덴 앞에서까지 이르러 드디어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덴뿌라,
시루꼬, 오뎅, 야끼도리, 우동, 소바, 이마가와야끼…… 이러한
것들의 혼화된 냄새가 그의 텅빈 창자 속으로 사정없이 스
며든 까닭이다.117)

소설에서는 춘삼이의 배고픈 몸이 갖는 시선은 오직 자신과 다르
게 “결코 단 한 끼나마 굶은 듯싶게 보이지 않은 군중들의 얼굴”에
머문다. 상점 거리에서 잡담하는 군중들의 얼굴은 생활을 하는데 필
요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되는 배고픔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춘삼
117) 박태원, 「사흘 굶은 봄ㅅ달」, 『신동아』, 1933년 4월호,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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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배고픈 몸과 대조적으로 묘사된다. 춘삼이의 몸은 특히 거리에
서 풍기는 냄새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전당포 골목에서 도시
마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물론, “로덴” 앞에서 풍기는 호화로운 여
러 음식들의 혼합된 냄새들은 “맛있게 먹고, 마시고, 들이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춘삼이의 시선과 함께 드러나게 된다.
그러한 시선은 춘삼이의 걷기와 함께 계속하여 거리에서 계집애가
팔고 있는 꽃의 아름답고 생기로운 모습을 지나서, 암캐와 수캐의
랑데부까지 이어진다. 이 모든 시선을 통해 춘삼이가 느끼게 된 것
은 따뜻한 “봄”이다. 하지만 그러한 따뜻함도 잠시, 결국 모든 것은
배고픔을 느끼는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게 된다. 거리의 “카지노 폴
리”에서 들려오는 “째즈 소리” 조차도 춘삼이를 우울하게 만든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춘삼이가 배고픈 몸을 갖게 된 원인을 경성 거
리의 행렬 잔치에 의한 몸적 체험과 연결시킨다. 이때의 경성 거리
는 이미 “왜떡과 그림책이 생겨난”118), 거리의 근대화를 이루고난
뒤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가 정말 본 것은 진고개의 ‘엇사둥둥’ 놀이(거리
의 행렬 잔치)였다. 인간이나 한 사람들이다. 밀고, 밀리고,
넘어질 뻔, 자빠질 뻔……. 그 북새틈을 비집고 울어쌓는 갓
난애를 업은 소년이 춘삼이 눈앞에 나타났다. 춘삼이는 그 아
이가 열네 살 적의 자기 자신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러나 열네 살 먹은 춘삼이 등에 업혀 있는 갓난애의 ‘때때고
무신’이 한 짝 없어진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안타까웠
다. 양복점 주인은 말하자면 노가다였다. 제 어린애 신발 한
짝 가지고 얼마나한 욕을 퍼부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나 매질
을 하였던 것일꼬……. 생각하여 보면, 그 이튿날 하루 종일
춘삼이는 밥을 얻어먹지 못하였었다. 그것이 춘삼이가 굶은
시초였다.119)
118) 소설에서는 춘삼이의 회상을 통해 “왜떡과 그림책 없는 세상이었으나”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기 이전의 추억으로 이해된다.
119) 「사흘 굶은 봄ㅅ달」, 148면~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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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 거리의 화려한 행렬잔치인 “엇사둥둥 놀이”는 동경 거리에서
“환락을 구하여 드나드는 사람들”의 거리와 비슷한 장면을 연출해낸
다. 경성의 거리와 동경의 거리는 모두 봄같이 따뜻하고 배고픔이
없는 풍요로운 거리를 보여준다. 풍요로운 근대 거리를 보는 주인공
의 몸은 행렬 잔치를 이루는 움직이는 사람들의 몸과 끊임없이 부
딪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등에 업고 있던 주인집 어린
아이의 “때때고무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사건은 춘삼이로 하여
금, 배고픈 몸을 갖게 된 “시초”가 되어 버린다. 근대 거리에서의 행
렬잔치가 보여주는 화려함과 풍요로움은 춘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다. 박태원은 이렇게 ‘근대’라는 기만된 외양이 보여주는 “풍요로움”
을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근원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춘삼
이의 몸과 연결시켜 보여준다. 즉, 이것은 조선인 룸펜이 가질 수밖
에 없는 근대적 생활의 진실을 드러내게 만든다.
「딱한 사람들」에서는 두 명의 조선인 룸펜인 순구와 진수가 등
장한다. 박태원은 이 작품에서 “순구”라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지극히 건강하지 않은 육체를 가진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이러한 순
구와 배고픈 몸을 갖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진수를 함께 등장시켜,
그들이 처한 현실의 우울을 「사흘 굶은 봄ㅅ달」의 춘삼이보다 훨
씬 더 극단의 상황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효과를 보여준다. 소설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각각 순구와 진수의 몸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보여준다. 이러한 소설 내용의 배치는 작가가 만들어낸 하나의 전략
으로 읽힌다. 똑같이 배고픈 몸을 갖는 두 명의 인물 설정은 서로
끊을 수 없는 관계로서 이어진다. 즉, 전혀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
이 되지 못하는 순구의 몸은 진수의 우울을 심화시키고 생활고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한다. 작품에서는 이러
한 관계의 고리를 벗어날 수 없는 그 과정을 “순구의 몸-진수의 몸
-순구와 진수의 몸”의 순서를 통해 보여주면서 조선 룸펜들이 갇혀
버린 근대적 현실의 암울함을 심화시켜 드러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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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순구이다. 순구의 경우, 이미 “영양
불량으로 여위고 핏기 없는” 몸을 가져, 완전히 육체적 건강을 상실
한 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자신의 살풍경한 방안에서 하루 종일 누
워 있고 몸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움직일
수 없는 몸은 오히려 몸이 갖는 여러 감각들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이러한 감각들은 인간이 갖는 가장 본능적인 배고
픔을 경함하는 인물의 감정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동된다.
작품에서는 먼저 일어나 담배를 세대나 갔고 집을 나간 진수에 대
한 그 모순되는 감정을 순구의 몸과 연결시켜 보여준다.
그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삼아, 진수가 부당한 이득을 꾀하
였나 하면, 순구에게는 그의 소행이 가증하게까지 생각되었다.
(중략) 문제는 결코 한 개의 담배에 있지 않다. 친구간의 의리
라는 것, 공동생활의 도덕이라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그는
진수의 온갖 결점이며 약점을 찾아내려 들다가, 갑자기 그러
한 자기의 심정이 딱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천박하게까지 생각
되어, 순구는 자리 속에서 팔을 뻗어 바른편 넓적다리를 부욱
북 피가 나게 긁었다.120)

순구는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담배를 세대나 갔고 나간 진수에
대해, 한편으로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
수를 헐뜯으려하는 자신의 심정에 부끄러운 감정을 느낀다. 이러한
그의 모순된 감정은 구인광고판에 시선을 돌리고 나서도 계속 이어
진다. 소설에서는 순구의 몸이 갖는 시각에 대한 그 표현을 “눈을
주는 것”, “순구의 눈은 그 다음을 더듬고 있었다.”, “눈을 멈추고”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구하여도 내게 차례 올 일이란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
고, 단순히 그러한 구실을 얻기 위하여, 그래 순구는 삼행광고
120) 박태원, 「딱한 사람들」, 『중앙』, 1934년 9월호, 127면~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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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듬어 보는 것인 듯싶었다. 까닭에 그가 자기 앞에 던져진
취직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 때마다 그의 입술을 새어 나오
는 한숨은 결코 절망의 것이 아니라, 일종 안도에 가까운 것이
었다.121)

순구가 일을 구하는 것에 대한 진솔한 마음을 보여주는 이 단락에
서도 그의 몸의 일부로 되는 눈과 입술의 행위에 대한 묘사는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소설에서는 순구가 이러한 “흥분과, 감격과, 그
리고 스스로를 매질하는 마음”에 대한 여러 감정들을 드러내는 과정
을 겪고 나서 다시 배고픔을 갖는 몸에 집중한다. 즉, 시각에 의해
포착되는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건들
에 대해 그는 “부동산 목록”이라 말한다. 또한, 순구가 갖는 생활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다른 하나는 바로 집세를 받으러 오는 주인 여편
네의 발걸음 소리이다. 소설에서는 방으로 들어온 계집과 그와 같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순구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대부분
은 순구의 몸이 갖는 청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순구는 성냥을 집어들다 말고 문득 귀를 기울여 본다. 층계를
올라오는 발소리를 들은 까닭이다. 태식이나 아닐까. 그러나
쿵쿵거리며 올라오던 발소리가 장지 밖에 와 뚝 그쳤을 때,
순구는 얼굴을 최대한도로 찡그리고 파이프와 성냥갑을 머리
맡에 소리없이 놓고, 그리고 손과 머리를 이불 속으로 넣었다.
빌어먹을 년이 왜 또 올라 와. 또 방값 재촉이냐. (중략) 마침
내 드드드득하고 장지가 열리고 그리고 다음에 계집의 ‘아라
마’하고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중략) 조금 있다, 무엇인지
유지장이라도 둘둘 마는 듯싶은 소리가 그 편에서 들렸다.
하, 하, 족자로구나. 순구는 직각하였다. (중략) 장지가 다시
드드드득 하고 닫혀지는 동안 순구는 태산명동서일필. 입안
말로 중얼거려 보고 층계가 또 한번 쿵쿵쿵쿵 울린 다음에
121) 「딱한 사람들」,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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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생각난 듯이 이불을 제치고 머리를 완전히 밖에 내어 놓았
다.122)

이 대목에서는 집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는 순구라는
인물이 주인이 들어와도 비겁하게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조선
룸펜이 겪는 굴욕의 감정을 잘 보여준 부분이다. 이 굴욕의 감정은
순구의 청각에 의하여, 주변 인물의 움직임에 대한 소리를 통해 확
인된다.
다음으로는 진수이다. 순구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진수지만, 아
무것도 할 수 없고 방안에만 있는 순구에 대한 그의 감정은 우울함
만이 있을 뿐이다. 그 우울함과 동반된 분노와 증오는 조선인 룸펜
이 근대적인 일상에 대한 진실한 감정의 발설인 것이다.
베개 아래 모로 떨어진 채 잔뜩 찌푸려진 그 굶주린 조그만
얼굴은, 그것 하나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진
수는 불결하나 데서나 같이 그 얼굴에서 시선을 거두고, 그리
고 못마땅하여 하는 으으음 소리를 냈다. (중략) 진수는 그곳
에 분노조차 느끼며, 다시 한번 순구의 얼굴을 돌아본다. 이번
에는 그의 입가에 몽롱한 웃음을 띠고 있다. 그것은, 본래는,
미소였을 게다. 그러나 영양 불량의 얼굴 위에 그것은, 몹
시 천한 느낌을 주었다……123)

순구에 대한 진수의 감정은 이미 피폐해지고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생활을 갖게 된 그 증오와 모멸로 승화되었다. 작가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든 조선인 룸펜이
처한 현실과 진수가 갖는 이러한 내면적 심리 상태를 그의 몸과 연
결시켜 보여준다. 이 가운데, 진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순구의 불
결한 얼굴이다. 순구뿐만 아니라, 그는 방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
122) 「딱한 사람들」, 130면.
123) 「딱한 사람들」,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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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 증오의 감정을 드러낸다. 현실에 대한 이 근원적인 우울은 진
수가 거리를 나와서도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심화된다. 특히, 여기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진수는 어김없이 건강하
지 않은 몸을 가진 순구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 상당히 중
요한 부분으로 된다.
그러나…… 진수는 힘없이 머리를 숙였다. 그는 며칠을 굶더
라도 역시 그 이튿날에 희망을 걸게다. 노동을 할 수 있는
몸, 노동에 견디어 나는 몸, 그 한 몸을 가져 그는 또 거리
를 나서 일을 구할 게다. 그러나 진수는…… 진수는 막연하
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무엇에 그는 희망을 걸 수 있었나.124)

동경 거리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에 견
디어 나는” 건강한 몸이다. 배고픈 몸을 가진 진수는 거리에서 다시
한 번 아무런 사무도 갖지 못하는 우울한 존재로 전락되어 버린다.
거리에서 진수의 의식은 자신의 배고픈 몸으로 인한 생활에서의 절
망감을 순구가 갖는 “불길한 몸”을 끊임없이 떠올리는 것으로 드러
난다. 이때, 순구의 몸은 과거 방안에서 포착된 진수가 목격한 장면
으로 다시 한 번 등장한다. 이러한 배고픈 몸을 갖는 진수의 우울을
더 짙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다름 아닌 작품의 앞부분에서 드러난
순구의 “노동을 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건강하지 않는 몸에
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진수가 순구에 대해, “음식을 먹
을 때에 목구멍에서 내는 소리와 때로 반감을 가져 그를 쳐다보는
그 쾡한 눈”을 떠올리는 장면은 “따뜻한 저녁을 먹고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진수의 의식과 상당히 대조적으로 등장한다. 뿐
만 아니라, 배고픔을 겪는 진수의 몸은 거리에서 퍼지는 냄새와 소
리들에 집중한다.
124) 「딱한 사람들」,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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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는 기운없는 뱃속에다 줄 힘도 없이, 허청허청한 다리를
이끌어 공원을 나왔다. (중략) 그는 이제 단 한 걸음도 더 못
걸을 것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무턱대고 앞으로 갔다. 자기가
어딜 무엇하러 가는 것인지를 그는 몰랐다. 몰라도 그대로 그
는 걸었다. 뱃속에서 가끔 들리는 쭈룩 소리가 딱하고 또 천
하였다. 몽롱한 두 눈 앞에 무턱대소 음식점만 어른거렸다.
흑, 소바집 앞을 지날 때 그 안에서 연해 고명 냄새가 풍겨
나와도 진수는 침을 삼킬 기운조차 없어진 듯싶었다. 두 시간
지나, 어디로 어떻게 와는제, 그는 에이따이바시 위에 있었다.
잇쎈죠-끼가 뽕뽕하고 소리를 내며 다리 밑을 지난다. 진수는
그 안에 응당 자리를 잡고 있을 잡지 장수의 그 주름살투성이
얼굴과 생쥐 같은 두 눈을 생각하였다. (중략) 마침내 진수는
이십 리 길을 터덜거리고 걸어온 자기 다리의 뜻을 알아내고,
그리고 잠깐 망설거린다. (중략) 진수는 그가 학교 다닐 적의
유일한 일본 친구를 찾았다.125)

진수의 몸은 거리 위에서 허청허청한 다리를 갖는다. 이제 다리는
더는 진수의 의식이 아닌 본능적인 몸의 움직임을 따라 그 걸음을
옮기게 된다. 목적 없는 그의 걷기는 뱃속에서 들리는 딱하고 천한
소리와, 음식점 앞을 지날 때의 “고명 냄새”를 통해 배고픈 자신의 몸
의 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박태원은 소설 속에서 진수의 몸에
대한 작가적 관심을 인물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 몸 적 감각들과 일치시킨다. 즉, 이러한 과정은 인물의 내면의식에
대한 그 외적 발현으로서 등장인물의 몸이 갖게 되는 의미를 드러내
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근대적인 거리의 환경과
객관적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의식과 그 성찰을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
서도 중요한 의미를 획득한다. 이 작품에서는 우선 순구라는 노동할
수 없는 건강하지 않은 몸을 소설의 첫 부분에 배치하였다. 배고픈
몸이지만 그나마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진수는 그 뒤에 등장한다.
125) 「딱한 사람들」,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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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거리를 걷는 내내 진수를 괴롭히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우울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순구의 생활도 함께 책임질 수밖에 없는 공동생활의
어려움에 얽힌 것에 대한 불만이 그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또한,
그 불만이 드러나는 지점은 바로 순구의 몸에서 시작된다. 결국, 이러
한 인간관계에서의 모순 폭발은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방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진수와 순구의 두 배고프고 건강하지 않은 몸을 통해 드
러나게 되며 서로에 대한 감정과 묘한 관계의 반영으로 이어진다.
진수는 목구멍을 넘어오는 울홧덩어리를 쓰디쓴 침과 함께 꿀
떡 삼켜 버리고, 그리고 아무 뜻 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진수
는 말이 듣고 싶었다. 종일을, 온종일을, 말에 굶었던 그는 그
렇게 피로하였으면서도 말이 하고 싶었고, 또 말이 듣고 싶었
다. 흐으응. 진수는 역시 창밖을 내다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기를 기다려 살며시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순구의 퀭한 눈을 자기 뺨에 느꼈다.126)

소설에서는 진수가 하루 종일 “말에 굶었던” 자신의 육체적 본능
에 대한 갈구를 “흐으응”이라는 소리로 대체한다. 굶는 몸을 가진
진수에게 이제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욕망도 하나의 사치로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한 욕망을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방에 누워있는 순구다. 하지만 진수의 시선은 순구의 몸이 아
닌 다른 곳으로 내다보아야만 하고, 순구가 진수에 대해 갖는 불만
을 오직 자신의 “뺨을 향한” 순구의 “퀭한 눈”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 소설에서는 마지막 남은 담배 하나를 절반으로 내어 순구에게
건네주는 진수의 말과 떨리는 손끝으로 끝을 맺는다. 담배는 소설
전체에서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인물들이 유일하게 그 육체적 욕
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소중한 물건으로 등장한다. 이 마지막 남은
126) 「딱한 사람들」, 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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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하나는 소설을 시작할 때, 순구가 진수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갖게 만든 장본인이자, 마지막 진수가 다시 순구에 대한 생활의 우
울과 불만을 가시화시키게 만드는 존재이다. 담배가 갖는 그 상징적
인 의미는 단순히 사람의 몸이 그것을 소비하는 물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설의 흐름에서 배고픔의 현실을 드러내는 두
인물 사이의 관계와 그 내면심리까지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기호이
다. 즉, 몸을 통해 표출되는 인물들의 의식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
작가 박태원이 설치한 중요한 소설적 장치인 것이다. 이것을 통해,
박태원은 진수의 떨리는 손끝에 있는 담배의 존재로부터 차가운 현
실을 벗어날 수 없는 보다 절망적인 근대의 일상에 대한 폭로를 가
시화시키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2.2. ‘걷기’의 유형과 생활의 의미

기존의 연구에서는 ‘산책자’라는 벤야민의 철학적 개념에 근거하
여, 박태원 문학을 접근하는 데 ‘산책’이라는 행위에 집중시켜 그 논
의를 이어왔다. ‘산책자’의 산책은 박태원의 소설에서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은 채, 하루 종일 경성을 돌아다니는 “구보”와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인 주체로서의 ‘산책자적
인물’이나 ‘구보형’ 인물들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제외한 기
타 박태원의 소설들에서 등장하였다고 보는 것과, 소설에서 등장하
는 그 인물들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 또한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
운 난제로 된다. 따라서 본고는 근대적인 경험을 문제 삼는데 있어
서, 근대의 주체로서 ‘산책자’가 갖는 ‘산책’의 행위를 ‘걷기’로 치환
시켜 새로운 연구의 시각을 확보하고자 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걷기
는 다리 혹은 발에 의해, 그 몸의 구체적인 이동을 실현하는 과정과
맞물리는 행위로 이해된다. 일제의 자본 유입으로, 근대화라는 거대
한 변화를 겪은 경성은 근대적인 거리라는 새로운 환경을 얻게 되
는데, 이 가운데 ‘걷기’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철학적 감수성을 불러
일으키는 문제적인 행위로 되어 버렸다. 즉, 걷기는 근대적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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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그 풍경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최초의 현대적인 장면을 보아낸 사람이 바로 보
들레르이고, 벤야민은 바로 보들레르의 시에서 드러난 그 사유를
“거리의 산보자”(산책자)로서 그 의미를 승화시킨 것이다. 즉, 걷기
는 산책하는 근대적인 주체가 갖는 그 의미망을 더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몸 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보”의 ‘산책’도 이러
한 ‘걷기’라는 몸 적 행위에 그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지점과 연결되는 논의로, 레베카 솔닛의 벤야민의
산책자 개념에 대한 그 접근과 이해에 주목한다. 솔닛은 ‘산책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걷기(또는 걷는 행위)를 산책자가 갖는 그 중요
한 문화적 행위로 파악한다는 데 있다. 레베카 솔닛이 벤야민에 대
한 평가를 본다면, 도시와 도시를 걷는 기술을 연구한 위대한 학자
이자, 거리의 위대한 방랑자127)라고 말한다. 솔닛의 논의에 의하면,
벤야민이 주장하는 ‘만보객’128)(산책자)이 나타나게 된 것은 19세기
초반에 도시가 너무나 거대해지고 복잡해져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 처음으로 도시를 낯설게 느끼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린다고 본다.
여기서 솔닛이 말하는 산책자의 그 특징은 거대한 도시의 탄생과
그것을 낯설게 느끼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다. 산책
자는 경계를 오가고, 고립적이지 않고 사회적이지도 않은, 그리고
오직 유형으로, 관념으로, 문학작품의 등장인물로만 존재한다.129) 특
히, 솔닛은 도시에 대한 그 이해를 오스만의 도시개조를 기준으로
한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도시의 변화를 가져온
오스만의 새로운 산책로는 벤야민의 아케이트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온 산책자의 개념을 걷기라는 행위와 연결시키는데 필요한 그 타
127) 레베카 솔닛, 『걷기의 역사』, 309면~310면.
128) 번역의 차이로 인해, 『걷기의 역사』에서는 ‘산책자’를 ‘만보객’으로 표현한다.
129) 실제로 벤야민은 이러한 산책자에 대해 명확히 정의한 적이 없으며, 산책자를
특정한 항목들인, 여가, 군중, 소외나 초연, 관찰, 걷기, 특히 아케이드에서 배회
하기에 연결한 것이 전부이다. (레베카 솔닛, 『걷기의 역사』, 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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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지점으로 작용된다. 솔닛은 오스만이
탄생시킨 근대 도시, 즉 포장도로를 만들고 근대적인 재정비를 거친
파리의 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산책로는 공적 공간의 탄생을 의미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스만의 산책로로 인해서 도시
의 더 많은 공간이 산책로가 되었으며, 훨씬 더 많은 시민이 “산책”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130) 따라서 걷기라는 단순
한 육체적 행위에 그 철학적 의미를 부여한 근대적 주체의 인물전
형이 바로 박태원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구보”라고 할 때, “구보”의
시선에 맞물리는 거리에서의 사람들, 즉 거리에서 모든 ‘걷기’를 실
현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박태원의 문학 세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착안점이다. 즉, 몸의 걷기가 갖는 그 의미를 거리
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에 부여하는 것은, ‘산책’하는 근대적 주체에
대한 그 범위를 확대시켜 새로운 연구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것은 도시에 대한 근대의 일상적인 체험을 누구보다 관심 있게 바
라본 박태원의 그 작가적 의식이 가장 빛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근대화의 변화를 겪은 경성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갖는 ‘걷
기’라는 행위에 대해 주목한 박태원의 사유에 대해, 초기 소설들에
서도 그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다. 우선, 「행인」(『신생』,
1930.12)의 경우, 시기적으로 「적멸」(1930)보다 앞서 발표한 짧은
단편소설이다. 이 글은 일반적인 소설의 형태를 갖지 않는, 상당히
문제적인 작품이다. 박태원의 기타 중요한 작품들과 함께 언급된 경
우도 거의 없을뿐더러,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거나, 현실적인
내용을 통해 그 단서를 찾기에는, 작품 자체가 갖는 추상적이고, 작
가의 강한 상상력에 의존한 그 특징 때문에 연구의 진입점을 찾기
가 어렵다. 하지만 본고는 이 작품에서 박태원의 작가 의식의 그 숨
겨진 한 부분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 판단한다.
선행 연구를 본다면, 이 작품은 박태원의 강한 실험의식을 엿볼
수 있는 소설이면서도, 존재론적 탐색’이라는 박태원 소설의 한 특
130) 레베카 솔닛, 『걷기의 역사』, 318면~3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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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 것131)으로 평가된
다. 작품의 제목은 말 그대로 걷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
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은 한 정체불명의 나그네가 끊임없이 “길”을
걷는 과정을 쓰고 있다. 이 “나그네”는 박태원이 글을 쓰기 위해 만
들어낸 상상 속의 인물일 수도 있고, 박태원의 자의식을 대변하는
인물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박태원은 이 작품에 대해 “이 ‘가엾은
나그네’를 이곳에서 그만 주저앉혀 버리든 다시 신을 신기고 감발을
감기던 모두 독자의 임의로 남길 것”132)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
는 이 작품이 드러내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특징은, 목적도 없고
원인도 모른 채,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그네의 ‘걷기’를 통해서, 인간
의 삶과 존재에 대한 보다 깊은 작가적 성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작품은 “길”을 걷는 행인의
경험에 대해 쓰고 있다. 비록, 작품에서 “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미지의 세계와도 같은 길을 걷는 행인
의 몸에 주목한 작가의 의도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길을 이어서 걷고 있는 동안에 그는 하룻날 그의 길 앞에
벌어진 한층 더 이상한 풍경에 피곤한 눈을 비비었다. 한층
더 이상한 풍경- 그것은 나이 진득이 먹은 햇발말고 무엇이
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풍경이었다. 고마운 빛이 그곳
에 가득히 있는 것같이도 생각되었다. 물론 그 풍경에는 애초
부터 아무 비밀도 없는 것같이도 생각되었다.…… 이야 어떻
든 그는 그곳에 가 보려고 마음먹었다.133)

이 소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행인이 걷는 “길”에 있다. 주인
공 나그네가 ‘걷기’를 실현하는 배경으로 되는 이 “길”은 끊임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이상한 풍경” 그 자체이다. 알 수 없는 세계의 배
131) 이중재, 「박태원 초기 소설론」, 『한국문학연구』 1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
연구소, 1997, 435면.
132) 박태원, 「행인」, 『신생』, 1930년 12월호, 33면.
133) 「행인」,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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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등장하는 길에서 행인은 끊임없는 절망과 방황을 겪어야만
한다. 강력한 지배 권력의 매커니즘에 의해 작동되는 당시 조선의
현실과 연결시킨다고 할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등장하는 “길”은 1930년대 근대적인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게
되는 경성의 거리와 꼭 닮아 있다. 주인공 “그”는 우선 눈을 통해,
“길 앞에 벌어진 풍경”을 인식한다. 작품에서는 눈앞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길”의 풍경이 어떠하든지, 주인공은 오직 걸어가야만 하
는 운명으로 그려진다. 변화하는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는 그
“행인”의 운명은 경성의 근대적인 거리의 변화를 고스란히 경험하
고, 근대 거리를 걷는 박태원과 그의 작품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근대 거리에서의 걷기에 대한 박태원의 생각을 엿
볼 수 있는 「이상적 산보법」(『동아일보』, 1930.4.1, 4.15)에 주목
한다. 이 글은 시간적으로 「행인」과 「적멸」을 발표한 시기와 비
슷할 뿐만 아니라, “산보”라고 불리는 걷기의 행위가 갖는 그 의미
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본고가 언급하려
는 것은, 여기서 박태원이 말하는 “산보”는 ‘산책’이나 ‘만보’라는 그
철학적 의미가 부여된 특정한 단어들이 아닌 일상적인 사람들의 걷
기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이 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을 발견한다. 첫째, 글의 첫머리에서
부터 박태원은 “산보”는 어디까지나 “근대의 시가지”에서 이루어지
는 산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 필자가 이르는바 ‘산보’는 특히 근대적 시가지의 산보
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략) 제군! 제군은 제군이 ‘근대 청년’
인 까닭으로 하여 누구보다도 ‘근대적 시가지’의 산보를 애호
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134)
134) 박태원, 「이상적 산보법」, 『동아일보』 1930년 4월1일 4면.(『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박태원 수필집』, 깊은샘, 2005, 133~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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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거칠게나마, 근대라는 의미가 부여된 “시가지”, 즉 근대
의 거리에서 “산보”라는 가장 일반적인 걷기의 행위는 단순히 사람
의 육체적인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
다.
둘째, 이 글에서는 시종일관 “산보”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에 대한
박태원의 생각을 보여주는데 있다는 것이다. 글의 대부분 내용은
“근대 청년”에게 “이상적인 산보법”에 대한 그 비법을 자세하게 소
개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상적 산보법”의 핵심은 아이러
니하게도 일상적인 생활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묘하게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을 박태원은 “교
묘한 거짓말”이라 부른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근대생
활의 양식을 받아들인 전형적인 인물들인 “활동광”, “댕기머리 여학
생”, 그리고 설교를 하는 교인들이다. 또한 “구세군영의 금주선전신
문”이 앞을 막고 기다리는 상황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이
러한 “근대적인 시가지”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정해진
매커니즘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일종의 무형의 강요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이 글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따라서 오직 “교묘한 거짓말”만이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드는 외피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은 “자유로웁
고 시원스러웁게” 산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대처법인 것이
다. 이것에 대해 그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박태원의 ‘이상적인 산보’
는 결국, ‘일상성의 전복’을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상적
인 생활에서 얻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벗어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로운 산보, 걷기를 이뤄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박태원은 이 글
을 통해, 근대 거리에서의 ‘일상적인 걷기’가 갖는 아이러니를 보여
준다. 근대적인 일상성에 대해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박태원이
줄곧 소설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문제의식 중의 하나이다.
「적멸」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 두 작품에서도 근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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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갖는 걸음걸이의 형태를 그들의 삶과 이
어지는 거리와 연결시켜 보여준다. 걷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것
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반영 형태는 다름 아닌 걸음걸이이다. 또한
걷기의 행위를 완성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리와 발에 의해서이
다. 즉, 다리와 발의 움직임은 사람들의 걸음걸이에 의해 드러나고
표현된다. 걷기 행위에 대한 박태원의 관심은 거리에서 사람들의 걸
음걸이와 연결시킨다. 특히, 박태원의 소설에서는 걷기의 구체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특별한 걸음걸이가 등장한다. 걸음걸이는 경성 거
리에서 사람들의 걷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드
러낸다.
시간적으로 보아도 불과 2개월 밖에 차이나지 않는 「적멸」(동아
일보, 1930년)에서도 박태원의 이러한 일상의 거리에서 사람들의 걷
기에 대한 진지한 탐색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정신
이상자’로 등장하는 “레인 코트 사나이”의 시선에 의해서 포착된다.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인 ‘나’가 창작을 하는 도중에 집으로 나와,
경성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나’는 거리를 나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털어놓는다.
나는 딴때없이 마음이 기뻤다. 이렇게 마음이 기쁘기만 하다면
소설 같은 것은 못 써도 좋다. 내 손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살고 싶다. 생각하는 나의 조그마한 예술의 세계가 설혹 나
를 경원한다 할지라도 나는 넉넉히 현실의 이 거리와 친할
수 있지 않은가 아지 못게라 거리여--- 너와 나 사이에 무
슨 은원이 있길래 내 너를 차마 잊지 못하고 네 또 한 자로
나를 부르는가…… 나는 아무 주저 없이 야시장 군중속에 몸
을 내어 던졌다. (중략) 오래간만에 나온 까닭일까. 나는 그들
을- 이 무리들을, 이 무리들의 갈곳 몰라하는 발길을, 이 무리
들의 부질없는 시간 소비를- 결코 멸시하지 않았다. 아니 도리
어 많은 군중 속에 내 몸을 내어 던지는 데서 깨닫는 비할 데
없이 크나큰 기쁨을 맛보고 있는 내자신을 나는 발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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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5)

여기서, ‘나’는 예술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그 실
망감을 현실의 거리를 나오는 것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느낀다. 또
한, 이 현실의 거리를 잊지 못하는 ‘나’는 조선 박람회 구경을 나온
군중들의 무리 속으로 몸을 내어던지고, 또한 그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는 태도와 연결된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 여
기서는 진정으로 기뻐하는 ‘나’가 아닌 기뻐하고 있는 ‘나’ 자신의 발
견이라는 표현을 쓰는 작가의 서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나중에 ‘나’의 분신과도 같은 “레인 코트 사나이”의 등장을 교묘하게
알리는 작가의 의도적인 장치인 것이다. 여기서 거리를 나온 소설가
의 신분인 ‘나’와 ‘나’의 몸은 ‘몸이 곧 나 자신’이라는 것보다, 오히
려 ‘몸’과 ‘나’라는 주체 사이는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상당히
미묘한 경계를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즉, ‘나’의 ‘몸’은 소설가 ‘나’일
수도 있고, 혹은 “레인 코트 사나이”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는 ‘내’가 저녁 내내 경성의 밤거리와 카페를 끊임없이 옮겨 다
니는 과정 속에서, ‘나’의 분신과도 같은 “레인 코트 사나이”와의 ‘만
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지점과 맞물린다. 또한, 소설은 마지막까지
주인공 ‘나’와 “레인 코트 사나이”라는 두 인물에 대한 완전한 분리
를 이루지 않았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여주다시피, 레인
코트 사나이와 이별 한 후에도 ‘나’는 끊임없이 “내자신의 마음 한구
석에서- 레인 코트 입은 사나이를 발견하였다”고 말한다. 즉, 박태
원은 ‘나’와 “레인 코트 사나이”라는 두 인물 사이에 완전한 분리를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흐릿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나’인지 아니면
“레인 코트 사나이”인지가 분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 효과를 거
둘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적인 설정의 그 목적은, ‘일상
성의 전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레인 코트 사나이”를 통해 직접적으
로 현존하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세
135) 박태원, 「적멸」, 제1회, 제2회, 『동아일보』, 1930년 2월 5일, 7면, 6일,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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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작가적 의식을 보다 과격하게 드러내는데 유리한 지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소설에서는 레인 코트 사나이가 과연 언제부터 ‘새로운 나’를 만들
어야 된다는 그 계기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 ‘새로
운 나’로 태어나는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 그 실천에 옮긴다. 첫
번째 단계로 도시라는 근대적 일상의 매커니즘에 그대로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맞게 그야말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개조’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오히려 “레인 코트 사나이”로 하여금
인간의 삶이 가져야 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어 버
렸다.
까닭에 내가 내자신을 ‘개조’하는데 ‘그것’을 ‘정신이상자’로 하
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정신이상자’에게서 ‘이 세상의 으뜸되
는 행복’을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정신이상자’의
언동- 아무도 꺼릴 것 없이 자기의 하고 싶어 하는 바를
할 수 있는 ‘그점’을 취한 것입니다. 까닭에 만약 ‘정신이상
자’ 아니고도 이러한 부러워할 만한 -?- 심경속에서 소요할
수 있다고만 하면 나는 물론 구태여 ‘정신이상자’라는 ‘삿갓’
을 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신이상자’
외에서 이러한 ‘참말 행복’을 발견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
다.136)

이 단락에서도 보여주다시피, ‘정신이상자’가 갖는 그 의미는 정확
하게 “아무도 꺼릴 것 없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바를 할 수 있는
‘그점’을 취하는 것”이라 말한다. “레인 코트 사나이”에게 진정한 ‘정
신이상자’의 의미는 “삿갓”처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
통된’ 시선에서 바라본 ‘정신이상’이라는 외양이 아닌,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획득하는 ‘참’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정신이상자’의 정신을 갖는 “레인코트 사나이”의 시각을
136) 박태원, 「적멸」 제12회, 『동아일보』, 1930년 2월 18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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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바라본 경성의 거리는 “허위”로 가득 들어찬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그 ‘정신이상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즉, “레인 코트
사나이”는 근대 거리의 질서와 완전히 위배되게, 거리 위의 사람들을
“번롱”하는 행위를 취하여, “허위”로 가득 찬 근대라는 외양을 보여
주는 현실을 부정해 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가 종로네거리에서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옷과 모자와 신발을
위하여 피하지만 그는 오히려 “아이와 같은 철없는 우월감”을 느끼
면서 쏟아지는 소낙비를 그대로 맞고 걷는다. 또한, ‘소방자동차’가
구리개 네거리 위에서 전차, 인력거, 자전거, 길가는 사람, 자동차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나아간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탄복한
것이다. “레인 코트 사나이”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결국 그가
직접 자동차를 몰고 거리를 질주하면서 행로에 나타난 사람을 그대
로 치여 죽여 버리는 데까지 도달한다. 이러한 그의 행위들은 바로
“레인 코트 사나이”가 추구하는 “참말 행복”이자 ‘이상적인 새로운
나’의 상태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그는 이것을 “거리를
휘저어버려 통쾌하고 싶은 충동을 끊임없이 느낀다.”고 표현한다.
또한, 거리에서 레인 코트 사나이가 목격한 것은 “허위”의 인생이
다. 그는 이것을 “희극”이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인생”은
거리에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의 걸음걸
이를 통해 보여 진다. 즉, 소설에서 “레인 코트 사나이”는 경성 거리
위를 걷는 사람들의 그 걸음걸이에서 “재미있는 희극”을 보게 된다
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현실 거리에서의 “희극”은 레인 코트 사나
이에게는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생존욕’을 완전히 잃고 사는 나에게는 아무런 번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아무런 욕망도 아무런 관념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략) 이러한 ‘백지 인생’에 칠을 하여 보면 어떠
할까? 중략 백지에다 칠을 한다는 것-이것은 즉 ‘나’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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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물을 완전히 ‘나 아닌 인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의 나’와는 판연히 틀리는 ‘새로
운 나’를 제조하여 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략) 즉 ‘이
세상에서 참말 행복스런 사람’을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중
략) 정신이상자 말고 참말 행복스러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
하지 않으니까요. 까닭에 나는 ‘새로운 나’를 정신이상자로
만들어 버렸으면 그만 아닙니까? …(중략) 나는 ‘이 세상에서
참말 행복된 존재’라는 수식어를 꼭 가지고 있는 정신이상자가
되기 위하여서 ‘희극만을 연출하는 정신이상자’가 되려는 것
입니다. ‘희극’만을 연출한다는 것이 절대로 중요한 요점인 것
입니다. …… 여기에 내가 ‘희극’이라고 부르는 것은 ‘허식’과
‘허례’로 찬 세상 사람들이 이르는 바의 ‘희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할 것 같으면 ‘허식’과 ‘허례’를 완전히
버리고 나선 새빨간 인간 본래의 ‘알몸뚱이’가 하는 언동에 붙
여 놓은 것이 내가 말하는 ‘희극’이라는 것입니다.137)

“레인 코트 사나이”에게 현실세계에 처한 자신의 몸은 오직 “생존
욕을 완전히 잃고 사는” 인간의 몸으로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는
“생존욕”이 없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신이상자”로 되어버린다.
즉, 이 ‘생존욕이 없는 몸’은 ‘정신이상자’로 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정신이상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희극만을 연출하는 정신이상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현실의 거리
에서는 “허식”과 “허례”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의 “희극”에 의해 들
끓고 있기 때문에 사나이는 이들과 똑같이 ‘희극을 연출하는 정신이
상자’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희극”은 오직 근대의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즉, 경성 거리가 갖는 “허위”를 드러내기 위해, 작가는 “레인 코트
사나이”의 시선을 빌어 경성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걸음걸이에 주목
한다.
137) 박태원, 「적멸」 제11회, 『동아일보』 1930년 2월16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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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장께서는 우리 인생이란 물건이 과연 얼마마한 정도의 ‘허
위’로 꽉! 찬 것인지를 생각하여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중
략) 없는 놈은 있는체, 있는 놈은 없는체 못난 놈은 잘난체,
잘난 놈은 더 잘난체…… 하여튼 가장인형이 즉 우리네 사람
이란 동물이 아닙니까?…… 이만한 예비지식을 가지고서 거
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관찰할 때 나는 과연 얼마나 재미
있는 ‘희극’을 그들의 가장 분망한 걸음걸이에서 구경할 수
있었던 것인지요.
- 발자크의 <인간희극>이 십구세기 블란서의 완전한 사회라
할 것 같으면 내눈에 비친 ‘희극’?은 ‘이십세기 경성의 허위
로 찬 실극’이라고-말이 좀 어색합니다마는-할 수 있겠지
요.138)

발자크의 「인간희극」에서 보여준 “십구세기의 블란서”를 통해
20세기의 경성을 빗대어 말하는 것은 경성 거리의 현실이야말로 훨
씬 더 “허위로 찬 실극”과 같은 존재로 부각되어 드러내기 위함이
다. “레인 코트 사나이”의 시선으로부터 보아낸 경성 거리가 갖는
“허위로 찬 실극”의 효과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존재
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극단의 상황까지 밀고나갈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소설에서는 “레인 코트 사나이”의 ‘정신이상
자’의 몸과 그러한 몸의 시선을 통해, 경성의 근대와 그 일상의 현
실에 대한 두 가지 전도를 실현한다. 하나는, 경성 거리의 의미에
대한 전도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거리를 걷는 사람들에 대한 전
도이다. 이 전도의 실현은 경성 거리의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인
형”들로 되어 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가장 인형”들로 된 사
람들의 특징을 “레인 코트 사나이”는 그들의 “분망한 걸음걸이”에서
찾는다. “분망한 걸음걸이”로 뒤덮인 경성의 거리는 “희극”적인 장
면을 연출한다. 희극에서의 모든 행동은 전부 꾸미는, 가장된 상태
138) 박태원, 「적멸」 제15회, 『동아일보』 1930년 2월21일,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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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경성 거리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분망한 걸음걸이”들은
역시 가장된 상태가 보여지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즉, 박태원은 소
설에서 ‘정신이상자’로 판명 된 “레인 코트 사나이”의 시선을 빌어,
경성의 거리에서 사람들의 “분망한 걸음걸이”에 대한 역설을 이끌어
냈다. 여기서 “분망한 걸음걸이”는 일종의 기호로 나타난다. 이 기호
는 경성 거리에서의 근대가 갖는 그 의미와 그 속에서 적응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풍경에 가장 어울리는 행위이다. 하지
만 소설에서는 이 기호를 통해 “허위”와 “가장”이라는 “근대”의 외
양을 풍자하고 비웃는다. 이것을 통해, 작가는 ‘자기의 존재의 부정’
을 통한 인간상, 즉 “레인 코트 사나이”라는 인물과 이 인물이 근대
적인 삶과 연결되는 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상성에 대한 그 진지
한 물음을 던지는데 다시 한 번 성공하게 된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경우, 박태원은 주인공 “구보”로 하
여금, ‘자기의 존재의 부정’의 방식을 훨씬 더 교묘하게 몸이 갖는
현대적인 질병과 연결하여 등장시킨다. “구보”는 하루 종일 경성 거
리를 걷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갖는 건강하지 않은 몸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된다. 건강하지 않다고 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력
과 청력에 대한 병원에서 내린 병명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구
보”는 자신의 몸에 대한 불신을 이중적으로 드러낸다. 그것은 몸이
앓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와 동시에 건강하지 않
은 몸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원망을 보여준다는 것이
다. 즉, “구보”가 갖는 육체와 그것에 의한 움직임은 온전히 주체의
의지에 의해서라고 하기 보다는 보다 본능적이고 기계적인 움직임
에 가깝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구보”가 스스로 이러한
자신의 몸이 갖는 그 상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특
기할 만한 사실이다.
언제든 수이 전문의를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1
년이나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지내 온 그는, 비교적 건강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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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른쪽 귀마저, 또 한편 귀의 난청 보충으로 그 기능을 소
모시키고, 그리고 불원한 장래에 ‘듄케르 청장관’이나 ‘전기
보청기’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 구보는 갑
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그렇게 우두머니 다리 곁에가 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새삼스러이 깨달은 까닭이다. 그는 종
로 네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구보는 종로 네거리에 아무
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 놓았
던 바른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
다. 구보는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
게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낮에
도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다. 그
의 코 위에 걸려 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
었으나,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다.139)

위의 인용문을 본다면, “구보”라는 주체가 먼저 의식하고 움직임
을 시도하기 전에, 그의 몸의 일부분인 발의 쏠림으로 자연스럽게
걷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즉, 몸은 주체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본능적인 걷기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구보의 귀와
시력에서 이미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을 이미 앞에서 밝
히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구보”의 몸은 ‘듄케르 청장관’이나 ‘전기보
청기’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코 위에 걸려 있는 24도의 안경”에 의
해 근시를 도와주는 것으로서 몸의 지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근대적인 몸’인 것이다. 또한, “구보”라는 주체는 스스로가 이
러한 몸을 가진 것에 대해 정확히 반응하고 인지한다. 이러한 몸을
“구보”는 ‘신경쇠약’이라고 부른다. 즉, ‘신경쇠약’에 의한 “구보”의
몸의 걷기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이어나
가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 언제든지 위압감을 동반한 우울과 피로를
139)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제3회, 제4회,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3일, 3면, 4일 3면.
73

느끼게 되는 것이다.
얼마 있다, 구보는 다시 걷기고 한다. 여름 한낮의 뙤약볕이
맨머리 바람의 그에게 현기증을 주었다. 그는 그곳에 더 그렇
게 서 있을 수 없다. 신경쇠약. 그러나, 물론, 쇠약한 것은 그
의 신경뿐이 아니다. 이 머리를 가져, 이 몸을 가져, 대체 얼마
만한 일을 나는 하겠단 말인고─. 때마침 옆을 지나는 장년
의, 그 정력가형 육체와 탄력있는 걸음걸이에 구보는, 일종
위압조차 느끼며, 문득, 아홉 살 때에 집안 어른의 눈을 기어
춘향전을 읽었던 것을 뉘우친다. …(중략) 자기 전에 읽던 얘
기책들. 밤을 새워 읽던 소설책들. 구보의 건강은 그의 소년
시대에 결정적으로 손상되었던 것임에 틀림없다.140)

소설에서는 “구보”가 근대적인 문물의 상징인 “소설책”, “얘기책”
들을 읽었기 때문에, ‘신경쇠약’을 얻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귀
결시킨다. 이러한 ‘신경쇠약’의 몸은 불결한 고물상들로 가득 들어찬
어수선한 태평통의 거리를 보는 “구보”의 시선에 의해 더 가시화된
다. 이때, 거리에서의 “정력가형인 건장한 몸”이 갖는 그 “탄력 있는
걸음걸이”는 “구보”의 몸과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
“탄력 있는 걸음걸이”는 근대화를 거쳐 넓어진 광화문 거리에서, 각
모 쓴 학생과 젊은 여자의 걷기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탄력 있는
대부분의 걸음걸이는 “하루 동안 속무에 헤매는” 사람들의 것이다.
대낮 동안의 경성 거리는 “탄력 있고 분망한 걸음걸이”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근대 거리의 “복작거리는” 풍경을 연출한다. 「적멸」에서
보여준 “분망한 걸음걸이”는 근대적인 건강성을 대변하는 몸의 “탄
력 있는 걸음걸이”에 대한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대의 포장 거리는 이동에 새로운 속도를 부여하고, 도보를 통해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만든다. 이러한 근대성
이 드러내는 그 실상을 박태원은 소설의 인물들의 몸의 걷기가 보
140)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제11회,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17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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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걸음걸이에 그 기호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근대 거
리의 상징으로 되는 포장도로의 계획된 질서와 정해진 매커니즘에
의한 걷기로, “자유롭고 분망하며 탄력 있는 걸음걸이”로 표현된다.
하지만 박태원은 소설에서 “구보”라는 인물을 통해 이러한 사람들의
걷기, 특히 그들의 걸음걸이에 대해 시종일관 부정적이고 “우울”이
라는 감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구보”가 “바깥
포도에서 들려오는 구둣발 소리에 대한 음울을 갖는 것”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박태원이 소설에서 산책자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구보”의 시선을
빌어, 사람들의 걸음걸이의 양상에 대해 보여준 그 관심은, 보들레
르가 근대적인 거리에서 경험한 ‘수렁’의 의미와 같은 맥락으로 이
어질 수 있다. 즉, 그 ‘수렁’을 경험하지만 완전히 그것을 파괴하거나
뒤엎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것에
맞춰지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의 시선에는 그 완전한
균형을 이루어주는 풍경만이 보이는 것이 아닌, 갑작스러운 이탈,
혹은 도약과 같은 자그마한 균열이나 정도의 차이가 보이게 된다.
즉, 그것들이 나타내는 이 미세한 차이, 즉 ‘틈새’에 대한 포착이야말
로 예술가로 하여금 근대 거리의 ‘수렁’이 갖는 의미를 드러낼 수 있
는 관건으로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술가의 머리 위에 씌워진 ‘원광’이
근대 거리의 ‘수렁’으로 굴러 떨어지는 파국의 경험을 극단으로 드
러내 보이는 이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한 박태원에게 있어서
“구보”의 시선에 의해 보여 지는 황혼의 거리에 대한 풍경은 하루
중에, 가장 미묘하고 근대적인 일상성의 평화로움에서 뿜어져 나오
는 그 ‘틈새’를 드러내는 중요한 소설적 장면으로 등장한다. 박태원
은 근대 거리의 ‘수렁’에 대한 그 성찰을, 포도에서 숙녀화를 신고
걸어가는 여자들의 몸의 걷기가 보여주는 걸음걸이의 양상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통해서 보여준다.
어느 틈엔가, 구보는 종로 네거리에 서서, 그곳에 황혼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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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을 타서 거리로 나와 노는 계집의 무리들을 본다. 노는 계
집들은 오늘도 무지를 싸고 거리에 나왔다. 이제 곧 밤은 올
게요, 그리고 밤은 분명히 그들의 것이었다. 구보는 포도 위에
눈을 떨어뜨려, 그곳에 무수한 화려한 또는 화려하지 못한
다리를 보며, 그들의 걸음걸이를 가장 위태롭다 생각한다.
그들은, 모두가 숙녀화에 익숙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
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들 가장 서투르고, 부
자연한 걸음걸이를 갖는다. 그것은, 역시, ‘위태로운 것’이라
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들은, 그러나 물
론 그런 것을 그네 자신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세상살이의 걸
음걸이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누
구라 하나 인생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무지
는 거의 완전한 그 불안에서 그들의 눈을 가려 준다. 그러나
포도를 울리는 것은 물론 그들의 가장 불안정한 구두 뒤축
뿐이 아니었다. 생활을, 생활을 가진 온갖 사람들의 발끝은
이 거리위에서 모두 자기네들 집으로 향하여 놓여 있었
다.141)

하루의 속무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여자들의 걸음걸이가 함께 공존하는 장
면을 탄생시킨 구보의 시선은 근대와 그 일상성에 대한 작가적 성
찰을 드러내 보이는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으로 된다. 여기
서 포도 위를 걷는 숙녀화를 신은 여자들의 다리가 갖는 “위태로운
걸음걸이”는 그야말로 경성 거리가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기호의 탄
생을 의미한다.

141)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제18회,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28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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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제18회 삽화
위의 그림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제18회에 거재된 삽화이
다. 이 삽화를 본다면, 근대의 포장 도로, 즉 보도를 점령한 숙녀화
를 신은 여자들의 다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삽화에서 보여준
그림의 내용은 바로 소설에서 “구보”의 시각과 맞물리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들은 황혼의 종로 거리에서 “밤이 되면 무지를 싸고 나와
노는 계집들”인 것이다. 이들의 걸음걸이에 주목한 “구보”는 경성의
근대 거리에서 그들의 걸음걸이야말로 가장 위태로운 것이라 말한
다. “구보”는 그들의 걷기가 이토록 위태로운 것은 “절대로 숙녀화
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러함에도 불
구하고, “모두들 가장 서투르고, 부자연한 걸음걸이”를 갖게 되는 그
아이러니함을 드러낸다. “구보”는 계집들의 이 “위태로운 걸음걸이”
는 “불안정한 세상살이”의 걸음걸이라 말한다. 그 불안정한 세상살
이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계집들이 싸고 나온 ‘무지’
이다. 그들의 갖는 이 ‘무지’는 한 층의 보이지 않는 면사포와 같다.
하지만, 그들은 포도에서 갖는 자신들의 “위태로운 걸음걸이”를 인
지하지 못한다. 즉, 이러한 걸음걸이는 경성 거리에서 드러내는 근
대적인 일상들이 그들을 암묵적으로 자본이라는 거대한 지배적인
체제의 흐름에 갇힌 채, 그것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차가운 현실에 대한 반영의 기호인 것이다. 박태원은 바로 이러한
경성의 근대적인 실상을 포도를 걷는 숙녀화를 신은 계집들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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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들의 걸음걸이에 부착시켜, 경성 거리에서 “위태로운 걸음걸
이”가 탄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폭로한다.
이러한 장면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거리 위에서 집으
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걷기의 행렬이다. 이들의 걷기의 행
렬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소설에서는 “구보”가 듣게 되는 또 다른
근대 거리의 울림이다. 위태로운 걸음걸이로 되는 포도의 숙녀화 행
렬은 하루의 속무를 마치고, “생활을 가진 온갖 사람들이 집으로 돌
아가는 발끝들”이 들려주는 근대적인 울림과 상당히 대조적이면서도
교차되는 풍경으로 나타난다. 이 장면에 대한 “구보”의 시선은 상당
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는데, 두 가지 행렬의 걷기가 교차되는 풍경
은 경성의 근대 거리가 갖는 본질에 접근하는 작가의 예리한 감각
과 통찰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생활을, 생활을 가진 온갖 사람들의 발끝은 이 거리위에서 모
두 자기네들 집으로 향하여 놓여 있었다. 집으로 집으로, 그들
은 그들의 만찬과 가족의 얼굴과 또 하루 고역 뒤의 안위를
찾아 그렇게도 기꺼이 걸어가고 있다. 문득,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을 새어나오는 탁목의 단가- 누구나 모두 집 가
지고 있다는 애달픔이여 무덤에 들어가듯 돌아와서 자옵
네.142)

“생활”을 가진 그들은 결국, 사무를 마친 황혼의 시간에 하나의
거대한 행렬을 이루고 포도를 울리는 발걸음 소리가 가득 들어찬
풍경을 만들어낸다.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루의 고역을 마치
고” 돌아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구보”의 시선은 더없이 쓸쓸한 장면
으로 그려내는 애달픔으로 드러낸다. 특히, 이러한 애달픔은 구보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단가로 그 의미를 더 진하게 만든다. 단가에
의하면,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애달픈 것이고 무덤에 들어간다는
142)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제18회,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28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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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매일 똑같은 행렬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
고, 사람들의 생활이 갖는 이 현실은 단 한순간도 경성의 거리에서
멀어진 적이 없다. 이러한 근대 생활이 보여주는 기계적인 흐름과
생활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불안감은 “집으로 향하는 발끝”으로 드러
나는 사람들의 걷기의 행렬을 통해 더 잘 드러난다. 박태원은 이러
한 경성 거리에서의 걷기의 양상에 대한 묘사를 통해, “불안”과 “우
울”이 만연된 근대적인 거리가 갖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현실’이라는 외부세계와 근대성의 관계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의미
에 접근하고자 한 작가적 의식의 소산으로 풀이될 수 있다.

2.3. 발과 구두의 기호학
조용만의 「이상과 박태원」이라는 글을 본다면, 종로 큰 길거리나
진고개를 한 바퀴를 돌면서 활보하고, 다방이나 뒷골목 술집을 들락
거리는 것은 당시의 근대 거리에서의 명물(名物)이자 단짝 친구였던
박태원과 이상에게는 중요한 일과로 되었다고 서술한다.
구보 박태원과 이상 김해경은 30년대 전반기를 통해서 종로 큰
길거리의 한 명물이었다. 두 사람의 집이 다 종로 큰 길거리
근처에 있어서 대낮이고 저녁때이고 둘이 짝을 지어서 멋진 자
태를 나타내는데, …(중략) 그때 빠리에서 이름 날리던 후지다
라는 일본 사람 서양화가가 이런 머리를 해가지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고, 박태원이 흉내를 낸 것이었다. …(중략)
이런 복장을 한 두 청년이 오정 때쯤 광교 큰 길에 나타나서
진고개를 한바퀴 돌고 저녁때 다방 ‘제비’나 우미관 뒷골목 술
집으로 사라지는 것이다.143)

이 글에서 박태원은 시종일관 거리를 활보하기를 좋아하였을 뿐
143) 조용만, 「李箱과 朴泰遠」, 『이상의 비련』, 깊은샘, 199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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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이상과 함께 거리에서의 걷기는 그의 생활에서 중요한
일부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박태원과 이상사이의 곁말
대화에서는 “발목”에 대한 두 사람의 만담을 주목할 수 있다. 조용
만은 두 사람의 곁말 대화는 마치 만담가의 재담을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고 요절할 지경이라 말한다.
‘그 사람 발목 없는 사람이지!’
한다면 그 삶은 빈틈없는 단단한 사람이란 뜻이다. ‘발목이란
말은 일본말로 ‘누께메’, 빈틈이란 말인데 발목이 없으니, 빈틈
이 없단 말이 된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의 곁말은 휘황찬란해
서 한참 있어서 뜻을 알게 된다.144)

여기서는 걷기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발목”은 단순히 곁말
대화가 보여주는 만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박태원의 소설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발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박태원은 거리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다. 걷기의 주체들로 되는 인물들의 발이나 구두는 일종의 상징
적인 의미를 가진 기호로써 소설 속에 등장한다. 발은 인간의 움직
임(걷기/산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중요한 몸의 기관의 한 부분
인 동시에, 거리를 밟고 그 경험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매개
라고 할 수 있다. 걷기는 발과 땅, 인류, 이 세상 사이의 변화무쌍하
고 지속적인 대화라고 할 때, ‘발’은 근대적인 거리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의 흐름 속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취하게 되는 그
육체의 제스처를 표현해 낼 수 있는 중요한 기호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박태원의 소설에서의 ‘발’과 그것을 대변하는 ‘구두’
(장화)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서는 인
물들의 신은 신발(구두, 장화, 짚신 등)이거나 발에 대한 자세한 묘
사가 끊임없이 등장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에 대한 장면
144) 위의 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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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인물들의 의식이나 심리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중요한 소설적 장치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낙조」에서는 평범한 겨울밤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
리의 풍경으로 시작된다. 작가는 그것을 대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
습으로 되는 걸음걸이를 통해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아스팔트 위
를 지나가는 배달부의 모습을, 그의 ‘발’을 통해 보여준다.
이러한 인사들을 주고 받기는 하여도 그래도 겨울날은 역시
겨울날이었다. 한길 위 행인들의 걸음걸이가 추위를 탄다. (중
략) 전차가 지난 뒤면 자동차가 지나나 뒤면 의례히 잠깐 동
안씩은 소리없는 네거리의 아스팔트 위를 신문 배달부의 지
까다비 신은 두 다리가 달려갔다.145)

여기서 신문배달부가 신은 “지까다비”는 버선 모양의 노동자용 작
업화인데, 그 낱말은 직접 땅을 밟는데서 온다는 의미를 갖는다. 본
고는 직접 땅을 밟는 것과 연결되는 발, 즉 발의 대체적인 기호인 신
발의 의미를 근대적인 일상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되는 노동과 연결
시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노동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해가기 위한 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과이고 나아가서 전체적
인 근대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이다. 특히, 이 노동과 연결되
는 근대적인 생활에 대한 그 의미를 끌어내는데 있어서, 박태원은 근
대적 일상의 ‘피로’와 연결되는 노동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신
발에 대한 움직임과 연결시켜 일상의 생생한 현장성을 더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박태원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행렬로 이어지는 황혼의 근대 거리의 풍경을 “구
보”의 시선을 통해서 의미심장하게 보여줬다. 즉, 일제의 폭력적인
자본에 의한 식민지 근대화가 가져온 곧고 넓은 포도는 거대한 교통
의 흐름에 함께 융합되어 같이 따라가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차
145) 박태원, 「낙조」 제1회, 1933년 12월 8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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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넘치게 된다. 작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렬을 통해, 인생의 어떠
한 재미와 기쁨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기하학적인 도시계획이 가져
온 근대라는 테두리에 갇히게 된 차가운 현실을 드러낸다. 여기서,
사람들의 “발끝”은 집으로 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그 행렬과 똑같이
드러나고 상당히 아이러니한 의미를 갖게 된다. 즉, 근대 거리인 포
도는 “사람들의 발끝”이 보여주는 방향과 같은 선의 흐름을 띄게 되
고 서로 합치되지만, 이러한 “발끝”들의 행렬이 갖는 현실의 거리가
나타내는 삶은 오히려 그 고단함과 피로밖에 남지 않는 다는 역설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또한, 그 현실은 산책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구
보”의 우울한 눈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발’에 대한 관찰은 「피로」(『중명』, 1933년)에서도 주인
공 ‘나’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다. 피로의 주인공 ‘나’도 역시 “구보”처
럼 소설을 쓰기 위해, 반일 동안 경성 거리에서 산책을 한다. 경성
거리의 수많은 풍경 중에서, ‘나’는 황혼의 거리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샐러리맨들의 ‘장화의 행렬’을 보게 된다.
어제 한나절을 내려 곱게 쌓였던 눈이, 어쩌면 그렇게도 구중
중하게 녹은 거리 위를, 그들은 전차도 타지 않고 터덜터덜 걸
어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고무장화를 신은
사람조차 있었다. 눈이 완전히 녹아 구중중하게 질척거리는
한 길 위를 무겁게 터벅거리고 가는 고무장화의 광경은, 물
론, 보기에 유쾌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고무장화의 피곤
한 행진을 보며, 그것을 응당 물로 닦고 솔질을 하고 할 그
들의 가엾은 아낙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의 아낙들이 가끔
드나들어야만 할 전당포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곳에 삶의 어
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146)

소설에서 주인공 ‘나’의 눈에 비친 모든 풍경 속에서의 사람들은
146) 박태원, 「피로」, 『중명』, 1933년 7월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깊은
샘, 1989년,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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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피로’한 모습들이다. 이 가운데,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샐러리맨들의 모습에서 ‘나’는 “고무장화의 피곤한 행진” 소리를 듣
게 된다. 여기서, 경성 거리는 “눈이 완전히 녹아 구중중하게 질척거
리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를 확인시켜 주는 고무장화의 “무겁고
터벅거리는” 모양은 그들의 생활에 대한 ‘나’의 안타까운 시선을 통
해 드러난다. 여기서 ‘나’는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집에서 더러워진
장화를 씻어야 하는 아낙네들의 가엾은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것과
연결된다. 소설의 제목처럼 작가는 인간이 갖는 근원적인 삶의 ‘피
로’에 대한 천명을, 거리에서의 평범한 샐러리맨들의 행렬인 피곤한
고무장화의 발걸음을 통해 보여준다. 결국, 이 피로는 경성 거리를
걷는 전체적인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이 갖는 피로이고, 경성 거리의
“고무장화”의 행렬을 통해 가시화된다. 여기서 “고무장화”는 피곤한
생활의 발걸음을 갖는 샐러리맨들을 묘사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호
로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것은 근대의 생활을 대변하는 중
요한 상징으로 된다. 그들의 생활은 어디까지나, 무겁고 터벅거리는
고무화의 걷기를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성의 근대 거리로
부터 근원적인 피로감과 함께 생활을 이어나가야만 하는 운명을 부
여받게 되는 것이다. 소설에서 고무장화는 “질척거리는” 상태를 함
께 드러낸다. 질척거리고 구중중한 상태에 대한 그 유쾌하지 않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작품에서 소설가로 등장하는 ‘나’의
시선에 의해서 확인되는 동시에, ‘나’의 의식으로서 확장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바로 샐러리맨들의 아낙네에 대한 연상이다. 이
러한 “질척거림”의 상태를 갖는 발걸음은 근대 생활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와 맞물리는 하나의 형식으로 파악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이것은 작가가 근대라는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드러내고, 경
성의 현실을 포착하는 중요한 방식이자 그 의거로 될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피로감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중요한 몸
적 감각의 문제로 상승된다. 사실, 박태원은 여러 작품들에서도 삶
의 피로감과 우울 등 주제들을 등장하는 인물들의 “발”의 감각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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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킴으로서, 인간 존재 가치에 대한 그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한
다.
「음우」(『문장』, 1939년)에서는 우울한 주인공 ‘그’가 등장한다.
‘그’는 신부와 애정 없는 결혼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면서, 또한 가난
한 집안의 생활을 영위해야만 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갖는다. 소설에
서의 주인공과 신부는 늘 우울하고 불행한 생활을 이어나가야만 한
다. 주인공은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은 “애정 없는 남녀결합으로 인한
죄악”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그’의 불행은 비오는 날 밤, 매번
친정으로 간다는 신부가 사실은 다른 남자와의 외도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된 사실을 통해 한층 더 극대화된다.
그러나 처갓집 대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집안은 빈 집처럼 소
리가 없었다. (중략) 그는 섬돌 아래가 서서 헛기침을 한번 하
였다. 「누구요?」 안방에서 묻는 것은 분명한 아내의 음성이
다. 「나야.」 하고, 그는 구두를 벗고 마루 위로 올라섰다.
「아!」 뜻하지 않은 일에 한껏 당황한 듯싶은 아내의 낮으나
마 날카로운 부르짖음을 들으며 그러나 그는, 그때까지도 전연
방 안의 사태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대로 안방 미
닫이를 드윽 열었다.147)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는 그 순간에 가기까지, 작가는 전반적
인 소설의 흐름을 이끌어나가는 것을 오직 주인공이 듣게 되는 소
리에 대한 묘사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아내와 ‘그’ 사이의 짤
막한 대화에서는, 아내가 당황한 목소리에 대한 짧은 묘사와 ‘그’가
아무것도 모른 채 안방의 미닫이를 열 때 나는 “드윽”하는 소리들은
모든 극적인 긴장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소설적 장치로 작동되는
것이다. 이러한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는 주인공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사로잡히고 만다. 이제 “그”에게 남아 있는 것
147) 박태원, 「음우」, 『문장』, 1939년 11월호,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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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노”가 아닌 “슬픔”과 “굴욕” 뿐인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이 아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되는 듯싶게, 그는 마치 도망꾼이처럼 남의 눈을 피하여 비오
는 거리를 거의 달음질쳤다. …(중략) 어인 까닭인지도 모르게
그는 코웃음을 한번 쳐 보았으나 마음에는 울음이 샘솟듯하였
다. 철겨운 궂은 비는 추근추근하게도 내리고, 길은─, 그의
걷는 길은 어디까지든 질었다…….148)

주인공 “그”는 신부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 같이 느껴졌고
비오는 밤거리를 달렸다. 소설의 마지막을 본다면, 주인공은 어디까
지나 “질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작품에서
주인공 인물이 어떠한 실질적인 사건의 해결을 보지 못한 채, 끊임
없이 “질척거리는” 거리를 걸어야만 하고, 그 운명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유종의 미를 남기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주
인공 인물인 “그”가 시종일관 느끼는 것은 우울함이다. “그”의 우울
함은 바로 생활에서 오는 것이다. 즉, 아내와의 애정 없는 생활 자
체는 그의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과 같이 불행의 연속으로 다가온다. “그”는 의지적으로 생활의 변
화를 꾀하는 인물이 아닌, 무기력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면의
갈등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소극적인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인물이
느끼는 감정은 “굴욕”과 “슬픔”이다. 이러한 생활이 갖는 우울의 문
제에 봉착할 때마다, 작가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질척거리는” 상태
의 거리를 걷는 발의 경험과 연결시켜 보여준다.
공덕리 자기 집에서 황금정 삼정목에 있는 공장에까지 그는
언제든 도보로 왕복하는 터이었거니와 돌아가는 길은 일부러
진고개 편으로 잡아들어 반드시 책사에를 들렀다. (중략) 어느
겨울밤 그는 참다못하여 남의 눈을 기어 슬쩍 벤또보자기 밑
148) 박태원, 「음우」,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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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감춰들었던 <椿姬>를 다시 슬쩍 책장 틈에 꽂고 도망질치
듯 책사를 뛰어나와 진눈깨비 내리는 길을 울며 돌아간 일조
차 있었다.”149)

소설에서는 주인공은 자신이 갖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그 감정에 대해 자세한 묘사를 통해 보여준다. “그”는 욕심나
는 책을 도둑질하려고 하다가 끝내 실패하고 다시 책장 틈에 꽂고
도망질치듯이 책사를 뛰어나온다. 주인공은 갖고 싶은 책을 가질 수
없는 슬픔과 도적질하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에 굴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진눈깨비 내리는 거리”의 풍경은 소설의 마지막
장면으로 되는 “질은 거리”의 풍경과 비슷한 장면으로 전체 작품에
서는 두 번 등장한다. 이러한 장면은 주인공이 굴욕의 감정이 동반
된 삶의 우울을 느낄 때마다 나타나게 된다. 특히, 박태원은 작품에
서 주인공 “그”가 매일 마다 들르는 책사까지 다니는 구체적인 거리
의 이름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거리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은 그의 기타 소설들에서도 드러나는 하나의 선명한 특징이다. 본고
는 “황금정”과 “진고개”는 근대화를 가장 잘 드러내는 남촌의 일본
인 거리라는 데에 그 의미를 둔다고 할 때, 작가가 그 구체적인 거
리의 이름을 밝히는 목적은 더 잘 드러난다. 즉, 근대라는 자본의
환영을 투시한 매혹적인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리와 그것을
경험하는 인물의 몸의 감각과 인물의 감정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근대적인 삶과 그 일상이 갖는 의미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게 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태원은 인물이 삶의
“우울”을 느끼는 데 있어서, “질척거리는” 상태를 함께 드러낼 수
있는 소설적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즉,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이
스스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인, 생활에서 갖는 “우울”을
“질은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만 하는 그 마지막 장면과 일치시키
는 것이다. 이러한 “질은 길을 걸어가는” 일반적인 발의 감각에 대
149) 박태원, 「음우」,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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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박태원의 통찰은 근대의 가장 일상적인 생활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생활의 한 장면과 연결시켜, 인간 존재와 삶이 갖는 의미에 대
해 깊은 천착을 드러냈다.
「적멸」에서의 주인공 ‘나’는 레인 코트 사나이를 좇아 끊임없이
밤거리를 걸으면서 “질척거리는”그 감각을 끊임없이 환기시킨다.
나는 질척질척한 길거리를 밤이 이슥하도록 거닐며 혼자 중얼
거렸다. 그렇게 중얼거리는 중에도 레인코트 입은 사나이의 기
억이 자꾸 꼬리를 물고 나의 머리에 회생하였다.150)

‘나’의 분신과도 같은 “레인코트 사나이”가 “허위”와 “희극”이라는
가면을 쓴 현실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그 사실은 인생의
우울과 슬픔을 진정으로 느끼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것은
‘나’가 “레인 코트 사나이”의 행적을 따라 경성의 거리를 계속하여
걸어야만 하는 행위의 반복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행위의 반
복으로 되는 ‘나’의 걷기는, “질척질척한” 거리에 대한 몸 적 감각으
로 드러나게 되는 ‘발’의 문제와 연결된다. 특히, 이 작품에서 등장하
는 절뚝발이의 거지는 “인생의 축도”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다. 여기서 “절뚝발이”가 갖는 그 기호적 의미는 상당
히 중요하다.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에게 돈을 뿌려준 것은, “레인
코트 사나이”가 인간의 두 가지 본질을 드러내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라 할 수 있다. 하나는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마음 놓고 모멸하
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다른 하나는 ‘강식약육’이라는 규칙을 여지
없이 드러내 보인 절뚝발이의 거지가 “선봉대장”으로 나타나게 된
모습이다.
결과는 나의 예상하였던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즉 거지 떼는
서로 앞을 다투어 돈 떨어진 내발 앞으로 달려들었던 것입니
150) 박태원, 「적멸」, 『동아일보』 1930년 2월 28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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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절뚝발이’가 ‘선봉대
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중략) 그것을 인생의 ‘축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중략) 아마 그들 중에서도 그 ‘절뚝발이’가- 아
니 그 ‘가짜 절뚝발이’가 몇푼 돈 앞에 아무 거침 없이 ‘탈’
을 벗어 버린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던 게죠.151)

여기서 거지가 갖는 “절뚝발이”의 상태는 ‘가짜 절뚝발이’인 동시
에, 스스로가 ‘절뚝발이라는 탈’을 의식적으로 던져버리려고 하는 이
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돈 앞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줍게 되는 절
뚝발이의 거지는 오히려 “선봉대장”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통해
역설적으로 “절뚝발이”라는 기호가 갖는 전도의 의미를 더 확대시킨
다. 소설에서는 “절뚝발이” 거지를 통해, 화폐의 경쟁에 뛰어들게 만
들어버리는 자본의 물질만능주의와 그것에 의해 물들어 버린 인간
사회에 대한 비판을 보여준다. 이것은 근대 자본의 차가운 ‘돈의 질
서’가 거지의 세계에서 조차도 “허위”를 걸친 모습을 벗어날 수 없
는 것에 대한 그 비판을, “절뚝발이”라는 기호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작가의 의식과 맞물리는 부분이다.
박태원뿐만 아니라, 당시 같은 구인회의 소속으로 활동했던 김기
림의 작품에서도 「피로」에서 보여준 “질척거리지만 정해진 행렬로
이어지는 근대 거리의 풍경”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다. 특히, 「제
야」에서는 ‘소시민적 평온이 넘쳐흐르는 곳이야 말로 광화문 네거
리’임을 강조한다. 신범순에 의하면, 이러한 ‘소시민적 평온’을 보여
준 근대적 거리의 “일상”의 문제는 시에서 보여준 “거리에서의 구두
와 모자들의 정렬된 행렬의 흐름”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임을
꼬집어낸다.152)
151) 박태원, 「적멸」 제15회, 제16회, 『동아일보』, 1930년 2월 21일, 7면, 22일,
5면.
152) 신범순, 「1930년대 시에서 니체주의적 사상 탐색의 한 장면(1)-구인회의 "별
무리의 사상"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년,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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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 네거리에 눈이오신다.
꾸겨진 中折帽가 山高帽가 『베레』가 조바위가 四
角帽가 『샷포』가
帽子 帽子 帽子가 중대가리 고치머리가 흘러간다.
(중략)
光化門 네거리에 눈이오신다.
몬셀卿의演說을 짓밟고 눈을차고
罪깊은 복수구두 키드구두
강가루 고도반 구두 구두 구두들이 흘러간다.
나는 어지러운 安全地帶에서
나를삼켜갈 鱌魚를 초조히 기다린다.153)

특히, 이 작품에서 보여준 “평온한 거리적 일상의 흐름”은 일종의
“예쁜 곡예사의 교양”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양”은
어디까지나 식민지 국가가 제시하는 교양을 흡수해서 그에 맞게 잘
살아가는 삶154)이자, 식민지적 근대에 의한 강압적 외부의 권력에
맞춰진 껍데기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김기림이 작품에 그려놓은
수많은 모자와 구두들이 교양에 맞춰 흘러가는 거리의 풍속화든, 박
태원이 황혼의 거리에서 발견한 고단한 생활에 맞춰 끝없이 이어진
고무장화의 행렬이든, 이들이 보고자 한 것은 역시 근대적 거리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지에 대한 진지한 탐색인 것이다. 특히, 작품에
서 등장한 거리와 그 거리를 누비는 여러 기호들의 나열은 당시 구
인회를 중심으로 한 문인들이 현실과 예술 사이에서 벌어지는 간격
이 결코 완전히 일치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하나의 사상적 고뇌가
담겨져 있다. 특히, 박태원을 비롯한 구인회의 문인들은 괴물같은
식민지 국가155)가 드러낸 평온한 일상에 대해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
153) 김기림, 「제야」, 『詩와 小說』 창간호, 株式會社彰文社出版部刊行, 20면~22
면.
154) 신범순, 위의 글, 50면.
155) 신범순은 김기림의 제야에서 나타난 “교양”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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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그 날카로운 사상적 투쟁의 흔적들을 작품에서 여지없이 드러
내 보였다. 그것은 근대의 거리라는 주제를 필두로 하여 그 위에서
펼쳐지는 “일상”과 “평온함”들의 여러 파편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평범하게 되는 것은 의미 있는 유일한 윤리성인 것”156)이라
고 말한 니체의 근대적인 일상 및 생활에 대한 그 이해와 상당히
유사하다. 즉, 현대인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그 “평범함”은 커다란 부
재와 공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만, 그와 동시에 괄목할 만한 풍부한
가능성의 한 가운데서도 그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157) 하
지만, 이러한 “교양”적이고 “평온”하면서, 그와 동시에 일정한 틀의
흐름에 맞춰 흘러가는 근대적 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
아 뚫고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때문에 당시 박태원
을 비롯한 구인회의 문인들은 계속하여 근대 생활이 보여준 일상적
인 “평온”을 과감히 깨버리는 행위를 일삼는 인물, 혹은 그 이미지
들을 작품에 등장시킨다. 김기림은 「제야」에서 드러낸 근대의 거
리를 박차고 들에 나가 사자의 울음소리를 배우고 싶게 하는 그 충
동을 이미 『태양의 풍속』에서 초인적 기호와 연결되는 ‘올림피아
드적’인 경주를 통해 보여주었다.158) 또한, 박태원은 「적멸」에서
‘나’(혹은 레인코트 사나이)의 거리에서 괴물과 같은 “소방차”를 몰
고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행위로서 “일상”의 모든 것을 제거해버
리려는 진정한 ‘적멸’의 상태를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
대의 거리에 대한 박태원의 진지한 고민은 이미 그의 초기 수필에
서도 ‘발’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기에 발표한 「나팔」(『신생』, 1931년 6월호)에서는 구두와
석한다. 또한, 본고는 박태원의 작품에서 등장한 일상적인 흐름에 맞춰 흘러가는
행렬과 김기림이 「제야」에서 말한 “교양”의 의미가 서로 공유한 것으로 본다.
니체에 의하면 국가, 혹은 식민지 국가는 ‘지옥의 곡예’가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서, 그것에 맞게 잘 살아가는 삶은 진정성을 얻는 창조적 측면이 결여된 원숭이
처럼 모방적인 ‘교양’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된다.(신범순, 위의 글, 49면~50면,
각주 75 재인용. )
156) 마샬 버만, 위의 책, 21면.
157) 마샬 버만, 위의 책, 20면~22면.
158) 신범순, 위의 글, 51면~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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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거리에 대한 그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글로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아스팔트를 밟고 지나가는 병정들의 구두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채 단장을 고치기 전에 이쪽 저쪽에 상처를 입은 아스팔트
가 영글어 터진 종기 구녕의 고름 모양으로 지르르 흐른
‘핏츠’를 상처마다 들어내고 있다. 그 위를 이백열여섯 개의
구두발이 걷고 있다. 엇 둣, 엇 둘…… 일백여덟 명의 병정들
의 행진이다. …(중략)그러나 엷게 몬지 앉은 아스팔트 우에
떨어지는 이백열여섯 개의 구둣발소리는 그 하나하나가 몹
시도 탄력없는 것이다. 피곤한 것이다. 자신없는 것이다. …
(중략) 대낮의 거리는 복작거리고, 아스팔트의 길은 길다. 복
작거리는 군중들을 말없이 말을 잊은 듯이 그들은 아스팔트
우의 행진을 계속한다. 걷고 있다는 것을 아스팔트 우에 떨어
지는 무거운 구둣발소리로 민중에게 알리어주게 되는 것이 마
음 괴로운 듯같이 아주 고양이 사뿐 나려 놓으려다가- 그러
나 거리를 남과 같이 걸어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걸음 한걸음에 이러한 모욕적 관념을
물리칠 수 없는 데서 깨닫는 울분으로 아무렇게나 되어라-하
고 내어던지는 두 발 밑에, 아스팔트가 울고 있다. 그들은
그대로 걸어간다.159)

이 글에서는 아스팔트를 걷고 있는 구둣발 소리를 통해 병정들의
행렬이 갖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박태원은 근대 거
리의 상징으로 되고 있는 “아스팔트”에 대해 주목한다. 아스팔트의
거리는 상처를 입어 “영글어 터진 종기 구녕의 고름 모양으로 지르
르 흐른 “‘핏츠’”를 가진 흉측한 모습이다. 아스팔트는 근대 거리가
갖고 있는 단단한 외형을 보여주지만 박태원이 바라본 아스팔트의
근대 거리는 “상처 입은” 힘없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힘없는 아스
159) 박태원, 「나팔」, 『신생』, 1931년 6월호,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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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트”의 이미지는 근대 거리에서 모든 규칙에 종속된 채, 거대한 교
통의 흐름에 따라 이동해야 하는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내는 근대적
인 환경을 전복시켜 부정하려고 하는 작가의 의도가 숨어있다. 이
가운데, 구두의 소리에 대한 묘사는 “상처 입은” 아스팔트의 거리와
접촉할 때, “탄력 없는” 것으로 변해버린다. 이 “탄력 없는” 구둣발
의 소리는 병정들의 힘 있는 걸음걸이에 대해 아이러니한 효과를
얻게 만든다. 이것을 글에서는 “울고 있는 아스팔트”라고 표현한다.
단단한 아스팔트의 외형이 구두에 부딪히는 특유의 소리는 근대화
를 겪은 도시적인 환경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근대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박태원은 아스팔트와 구두사이에 일어나는 소리가
갖는 소리의 형태를 “울고 있다”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작가가 경성
의 근대 거리에 대한 비판 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목
이기도 하다. 즉, 끊임없이 펼쳐진 “아스팔트의 긴 길”을 행진하는
이 장면을 통해, 구두라는 기호가 갖는 그 부정적인 의미를 한층 더
잘 보여준다. 박태원은 “말없는 군중들”을 등장시켜 축제와 같은 근
대 거리의 장면을 오히려 조용하고, 오직 아스팔트에서 울리는 구둣
발 소리로 가득 메운 장면으로 치환시켜버리는 것으로서, 근대에 대
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적멸」에서는 더러워진 구두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는 “진흙 발
자국”이 등장한다.
그런데 내가 그 이튿날 잠이 깨었을 때 나는 내 자리에 ‘진
흙 발자국’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고 그것으로 말미
암아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즉 그 발자국이 ‘내
자신의 발자국’에 틀림없다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자리
에서 뛰어 일어나 섬돌에 놓인 ‘나의 구두’를 보았습니다. 어
젯밤에 닦아 논 채 한 번도 신은 일이 없는 그것이 흙투성
이었습니다.……160)
160) 박태원, 「적멸」, 『동아일보』 1930년 2월 23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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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적멸」 제17회 삽화
소설에서는, 레인 코트 사나이가 자신의 “몽유보행”을 전혀 인지하
지 못하지만, 이미 깨끗하게 닦아 놓은 구두에 묻은 진흙과 진흙발자
국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 말한다. 여기서 본고는 “레인 코트 사나이”가 인지하는 ‘나’의 존
재에 대해 갖는 그 불확실성에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외출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는 굳게 믿고 있었지만 구두에서 발견
한 “진흙”의 그 증거는 오히려 ‘나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다
는 것이다. 즉, 그는 구두의 “진흙”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부터, “공
포”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신하게 된다. 또한, 근대 거리를 외
출을 한 적이 없지만 그는 구두에 “진흙”이 묻게 된 그 이유를 “몽
유보행”이라는 결론에까지 다다르게 된다. “몽유보행”은 일종의 주체
의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껍데기만 남은 육체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박태원은 구두라는 근대적인 기호에 대한 그 의
미의 천착을 의식 없는 육체의 걷기인 몽유보행을 실현하는 ‘나’가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문으로서 제기된다. 즉, 박태원은
소설에서 “레인 코트 사나이”라는 인간형을 통해, 인간의 몸을 갖고
있지만 ‘나’는 과연 스스로가 의지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
는지에 대한, 인간 존재에 관한 보다 근원적인 질문이라 볼 수 있다.
동시에 이것은 근대라는 의미가 과연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 위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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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는 지에 대해 던지는 작가의 질
문과도 연결된다. 위의 삽화를 본다면, 초현실주의적인 화풍으로 등
장하는 사나이의 “얼굴”이 정면에 배치되어 있고 그 옆에는 “발자
국”, 그리고 “구두”가 있으며, 그 외에도 검게 칠해진 사람의 얼굴
옆면 얼굴과 해골과 같은 손의 모양도 함께 있다. 이 삽화를 자세하
게 본다면, 정면으로 등장한 사나이의 얼굴 좌측에는 검은 음영이 그
려져 있는데, 이 음영부분은 사람의 옆모습을 연상시킨다. 또한 이
사람의 옆모습을 연상시키는 음영부분은 왼쪽에 그려져 있는 검게
칠해진 남자의 얼굴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여 진다. 어둠으로 가득 들
어찬 검게 칠해진 남자의 모습은 이미 그 외피적인 껍데기만 남아있
고, 그 껍데기를 그림자적인 형태로만 드러나는 것은 삽화의 전면을
차지한 “레인 코트 사나이”가 갖는 얼굴, 즉 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몽유보행을 실현하는 인간의 몸은 오직 구두라는 기호를 통
해서만이 “진흙 발자국”의 공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발의 대체
적인 기호로 되는 “구두”는 근대와 그 인간 존재에 대한 커다란 의
문부호인 것이다. 따라서 구두의 “진흙 발자국”으로부터 확인된 공포
스러운 근대적 현실은, 결국 레인 코트 사나이가 무서운 “참극”을 저
지르는 사건의 발단으로 되어버린다. 이 무서운 “참극”은 결국 레인
코트 사나이로 하여금 근대 거리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없애버리려
는 광기로 전락되게 만드는 것이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는 근대 거리로 나선 “구보”의 이러
한 “구두”가 다시 한 번 등장한다. 근대 거리의 산책자로 등장하는
“구보”에게 그의 “구두”는 소중한 존재이다.
구보가 또다시 고독과 피로를 느꼈을 때, 약칠해 신으시죠 구두
에. 구보는 혐오의 눈을 가져 그 사내를, 남의 구두만 항상 살
피며, 그곳에 무엇이든 결점을 잡아내고야 마는 그 사나이를 흘
겨보고, 그리고 걸음을 옮겼다. 일면식도 없는 나의 구두를 비
평할 권리가 그에게 있기라도 하단 말인가. 거리에서 그에게 온
갖 종류의 불유쾌한 느낌을 주는, 온갖 종류의 사물을 저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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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 생각하며, 그러나, 문득, 구보는 이러한 때, 이렇게 제 몸
을 혼자 두어 두는 것에 위험을 느낀다.161)

“구보”는 거리에서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 주는 사나이와 만나게
된다. 거리에서 만난 사나이는 구보의 구두에 “약칠”을 권한다. 하지
만 구보는 자신의 구두에 약칠해 주려는 사나이의 행위에 “불유쾌
함”을 느낀다. 거리의 사나이는 “항상 남의 구두만 살피고 구두에서
결점을 잡아내고야 마는” 사람이다. 약칠하는 사나이에게 있어서 사
람들이 신고 다니는 ‘구두’는 늘 깨끗함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사명
을 갖는데, 이러한 사명은 거리에서 그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유이다. 먼지 하나 묻기 않게끔, 늘 원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
록 만드는 사나이의 이 약칠 행위는 “구보”라는 주체가 갖는 몸이
거리에서의 ‘산책’을 실현하는 그 상태를 확인시켜주는 기제로 되는
구두의 모든 ‘흔적’을 없애버리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
보가 자신의 구두에 약칠하고 그 ‘흔적’을 없애버리려는 사나이에
대해 “불유쾌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적멸」에서도 등장한 ‘구두’의 존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더러운 구두, 즉 ‘진흙이 묻은 구두’는 근대성의 그 계획
적인 틀 속에 갇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몸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게 하는 중요한 기호이다. 따라서 거리에서 약칠하는
사나이의 행위 자체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그 본질적인 접근을 가로
막는 행위와 맞물린다. 즉, 그것에 대한 “구보”의 시선이 불유쾌하고
심지어 분노가 동반되는 것은 근대를 바라보는 ‘산책자’가 자연스럽
게 갖는 시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61)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제14회,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21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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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리와 골목의 변증법
3.1. 밝음과 어둠의 대위법
경성에는 여러 가지의 근대 거리가 존재한다. 아스팔트로 포장되
어 수많은 교통량을 자랑하는 넓은 차도와 그 옆에 있는 보도가 있
는가 하면, 대로를 벗어나 그 옆으로 길이 놓아져 있는 골목이 있
다. 이들은 모두 경성의 근대 거리의 범주에 포함된다. 본고는 3장
에서 ‘걷기’에 의한 산책의 경험을 보다 확장하여, 경성의 거리와 그
연장으로 되고 있는 골목까지 포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는 골목에 대해서 인물들의 관계 속에서 보여
주는 폐쇄적인 공간의 개념으로 등장한다. 즉, 골목은 식민지 근대 경성
에서 잘 드러나지 않다가 점차 가시화되는 공간으로서, 그 곳에서 생활
하는 인물들의 관계와 삶에 천착된 연구가 대부분이다.162) 본고는 골목
을 폐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근대 경성의 거리와 완전히 분리시킨 기
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골목을 거리의 중요한 형태의 한 부분으로 되고,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는 골
목과 거리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서로 다른 공간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지양한다. 즉, 골목은 근대적이 포장을 거친 대로로 되는 넓은
거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외형적으로는 구별되지만 근대의 대로와는
완전한 단절을 이루지 않았으며,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리의 일부
로 되는 것이다. 특히, 박태원의 소설에서 인물들의 ‘산책’은 단순히 대
로나 보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장된 거리를 벗어난 골목
에서도 이루어진다. 골목은 잘 드러나지 않는 존재로, 근대 도시의 화려
함에 감춰져 버린 미지의 세계와도 같은 공간이다. 특히, 대낮의 경우에
는 그 존재는 절대로 사람들의 관심과 시야의 저 편에 머물러 있지만,
사람들은 골목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 오히려, 어둠이 찾아오는 그
162) 박태원의 소설에서 ‘골목’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는 류수
연, 「골목의 모더니티-박태원과 이상, 그리고 에도가와 란포」, 『구보학보』 10, 구보
학회, 2014.; 김근호, 「박태원 소설의 골목 표상과 이웃 생태학」, 『구보학보』 12, 구
보학회, 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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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부터, 골목은 대낮 동안 근대의 대로와 보도에서 사람들이 향하는
새로운 ‘산책’의 목적지로 되어버리는 것이다. 대체로 근대 도시의 주요
한 거리로 되는 포장도로에서 군중들이 들끓고 수많은 교통량을 자랑하
는 근대적인 풍경을 연출하지만 반대로 어둠이 찾아오면 그러한 모습들
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즉, 골목은 거리와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둠이 찾아오면 근대적인 축제의 새로운 장으로 변해 버
리는 것이다. 골목은 가시화되지 못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근대의 거
대한 교통량을 자랑하는 새로운 도시 공간의 후미지고 잘 드러나지 않
은 미로와 같은 미지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후기로 가면서 박
태원의 골목길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작품들에서 등장하고 더 구체화된
다. 골목길은 기하학적인 근대 도로의 확장과 그 새로운 교통량의 세력
의 폭풍 속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삶의 안식처로 될 수
도 있고, ‘어른들의 골목’163)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유곽지대일 수도
있으며, 근대 거리가 가져다주는 가장 된 화려함에 어우러진 생활의 진
실을 폭로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될 수도 있다.
여기서 본고는 골목과 거리가 서로 그 유동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특
징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가 말하는 유동적인 관계는, 우선 지리적으로
곧게 뻗은 아스팔트의 대로나 보도와 완전한 단절을 이루지 않으면서
도, ‘전근대적인 형태’를 구불구불하게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리적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은 근대적인
변화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지만 근대화 개발의 뒷전에 밀린 그 부분
들164)에 대부분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양상은 근대적인 대로와 보도의
풍경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함께 그 변화를 겪는 특
수한 존재로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거리와 골목길의 유동적인 관계에
대한 그 특징을 박태원은 ‘어둠’에 대해 근원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인간
163) ‘어른의 골목’은 이상의 작품 「오감도」의 시제1호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신
범순은 이에 대해 이상의 다른 작품인 「최저낙원」과 연결시켜 경성의 유곽지
대의 지저분하고 복잡한 골목들을 어른들의 매춘행위와 겹쳐놓은 골목길의 의
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신범순, 『이상 문학 연구-불과 홍수의 달』, 지식과교
양, 2013, 475면~476면.)
164) 신범순, 위의 글, 4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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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몸의 감각과 연결시켜 보여준다. 어둠이 공포를 갖고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리 없는 ‘적막’ 때문이다. 소설 「투도」(『조광』,
1941.1)에서는 이러한 적막이 가져오는 공포를 주인공 ‘나’가 생활하고
있는 고립된 집을 통해 보여준다. 이 소설은 작가 자신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연결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다루어져, 작가 스스로가 “자화상”165)
이라고 명명한 작품이다. 소설에서는 이사한 집에 대해 “동과 남은 길
로 면하고, 서와 북은 이웃 기지와 곁한 채로, 우리 집은 명예의 고립상
태를 보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고립 상태의 집은 “낮”에는 아무
런 문제가 없지만, 어둠이 몰려오는 밤이 되면, 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공포”를 경험한다.
불안─내가 견뎌내기 어려웠던 것은, 고독보다도 오히려 이
감정이라 할 수 있었다. 태고적에 우리 조상의 머릿속에 뿌
리를 깊이 박은 ‘어둠’으로부터의 공포관념은, 이십세기에
이르러서도 의연히 나의 마음을 불안을 준다. 나는 가뜩이
나 외따로 떠러진 집 속에서, 이 어둠을 극도로 불안하게, 또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내가 남달리 어둠을 싫어하는 것은, 다
만 내가 남보다 겁이 많은 까닭만은 아니다. 나는 또 밤눈이
어두웠다. 밤눈이 어두웠던 까닭에, 나는 어둠 속에서 늘
자신이 없었고, 불안하였고, 또 막연한 공포를 느끼기조차
하였다. 그래, 나는 언제든 어둠 속에서 행동하기를 꺼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한 까닭에, 나는 으레 불쾌하였다. 어
둠 속에서 나는 곧잘 돌부리를 차고 호방에 빠지고, 남과 부
딪고, 그럴 뿐이 아니라, 실로 몇 번인가, 개새끼 하나 없는
거리 위에서 사람을 피하느라 노력하고, 잘 닦아놓은 한 길
위에서 물구덩이와 돌부리를 비키느라 골몰인 것이다. …
(중략) 이 동리 일대의 이러한 ‘정적’은 도심 지대의 ‘훤소’
속에서만 자라난 우리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
다.166)
165) 자화상 연작으로 되는 작품들은 「투도」를 제외 한 「음우」(淫雨)-자화상
제1화, 「채가」-자화상 제3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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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는 어두운 거리에 대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이
유는 “밤눈이 어두운 까닭”이라 밝힌다. 본고는 “밤눈이 어두운 것”
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밤눈이 어두운
상태를 갖는 ‘나’의 몸의 감각은 “어둠”이라는 “태고”부터 물리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대한 인간의 공포를 드러내는 본능적인 움직임이
라 할 수 있다. 특히, 작품에서는 주인공 ‘나’가 갖는 눈의 감각의 상
실을 근대 거리에서 “잘 닦아 놓은 한길 위”나, “개새끼 하나 없는
거리 위”에서라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위험요소들을 벗어나기 위해
골몰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나’가 “어둠”이라는 존재에
대해, “태고적 조상으로부터 뿌리를 깊이 박은”것으로서, 이 어둠이
야말로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공포를 체험하게 만드는 장본
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어둠에 의해 따라오는 것은 완
벽한 적막이다. 적막은 어둠이 찾아오면 주인공과 주인공 가족이 생
활하는 공간인 동리(집)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다. 주인공은 도심
지대의 “훤소”(喧騷) 속에서만 살아왔다. 이 “훤소”는 근대적 거리가
갖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활의 소리이다. 낮이 되면, 거리의 풍경
은 수많은 자동차와 사람들이 규칙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세력들
로 되는데, 이 가운데 근대의 교통도구들과 사람들의 분망한 발걸음
들이 들려주는 그 수많은 소리들은 영원히 끊이지 않는 근대 생활
이 가져오는 중요한 소리인 것이다. 이것은 흔히 근대적인 소음의
문제와 이어진다. 브르통에 의하면,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오늘날 매우 드물며, 따라서 그것은 일종에 청각적 편안함이라 본
다. 특히, 소음은 근대성이 발생시킨 공해들 중 가장 음흉한 것이고
막아내기가 가장 힘든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인 사회의 삶은 결코
멈추지 않는 소리의 배경이 되는데,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높은 목소
리와 기술적 수단들로 되는 자동차, 버스, 모터사이클, 스쿠터, 지하
철 등의 편재성에 연결된 도시 집중은 이러한 배경을 소음으로 바
166) 박태원, 「투도」, 『조광』, 1941년 1월호, 338면~3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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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는 것이다.167) 이러한 소음의 거리는 「윤초시의 상경」(『가정지
우』, 1939.5)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박태원은 이 작품의 주인공을
단 한 번도 경성이라는 근대 도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근대적
인 노인으로 설정한다. “初試”라는 주인공의 이름처럼, “처음으로 되
는 근대 거리의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의
도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고는 전근대적인 인물인 윤‘初試’가 처음
으로 근대적인 거리의 경험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 장면에 주
목한다. 특히, 주인공 윤노인은 경성 역에서 자신을 마중 나와야 하
는 갑득이를 찾는 거리에서 헤매는 과정을 통해, 근대의 거리가 갖
는 소음의 배경을 가장 잘 드러냈다.
그는 손수건으로 허리를 질끈 동인 박쥐우산을 질질 끌며 전
찻길을 향하여 나섰다. 그러나 그가 ‘서대문’으로만 알고 있는
‘남대문’을 향하여 전찻길을 횡단하려 하였을 때, 바로 그의
앞을 질러 자동차가 홱 가솔린 냄새를 풍기고 지나며, 운전
수가 창 너머로 그를 향하여, 「빠가!」하고, 소리쳤다. 질
겁을 하여 뒤로 물러서려니까, 이번에는 그의 등뒤를 간신히
피하여 자전거가 지나며, 손주뻘밖에 안되는 녀석이 사뭇
또, 「빠가!」한다. (중략) 준절히 꾸짖으러 들려니까, 저편에
서 교통순사가 맹렬하게 손짓을 하며, 「빠가! 빠가!」 하
고 발까지 동동 구른다.168)

“가솔린 냄새”를 맡는 인물의 귀에는 오직, 거리에서 엄청난 속도
를 내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빠가!”라는 욕설만 울리게 되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소음에 노출된 전근대적인 인물의 몸의 감각들
이 받아내는 그 충격들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통해, 혼란스러운
근대 거리의 풍경을 보다 역동적으로 그려냈다.
167) 다비드 르 브르통, 『근대성과 육체의 정치학』, 130면~131면.
168) 박태원, 「윤초시의 상경」, 『가정지우』, 1939년 5월호.(박태원, 『윤초시의
상경』, 깊은샘, 199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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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투도」에서는 이러한 ‘근대적인 훤소’에 적응된 사람들
은 오히려 “어둠”이 갖고 오는 완벽한 적막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작품에서 ‘나’와 ‘나’의 가족들은 언제나 이러한 도시
의 “훤소” 속의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둠”이 몰고 온 “정적”
은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운 존재들로 드러난다. 소설은 그 어둠에
완전히 침식된 골목길, 즉 동리와 그곳에 위치한 집이라는 공간을
도시의 ‘훤소’가 있는 근대 거리의 풍경과 상당히 대조적인 공간으
로 그려낸다. 즉, 어둠이 오면, 완벽한 정막 속에 갇힌 “집”과 동리
에 대한 환경 묘사는 작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통해,
근대의 일상성과 동떨어져 있는 거주 공간인 집은 오히려 공포의
공간으로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특히, 소설에서는 간밤에 갑
자기 집에 든 도적의 사건을 작품의 흐름 속에 삽입하여 인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공포의 감정을 더 극대화시킨다. 그 어둠
에 대한 공포는 밤만 되면 짓는 개들의 소리를 통해 가시화된다.
즉, 어둠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어둠을 타고 집
의 물건을 훔치는 도적이야말로 ‘나’와 가족들의 마음의 평화를 빼
앗아 버린 주범으로 전락된다. 어둠이 사라지지 않은 이상, 도적으
로부터의 공포는 영원히 사라질 수 없다. 어둠에 천착된 작가의 이
러한 인식은 끊임없는 공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근대적인 일상성
이 갖는 의미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양자사
이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다름 아닌 거리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몸과 그것의 감각들에 대한 포착이다. 어둠과 근대성의 관
계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초기의 작품에서도 공공연하게 드러났다.
2장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였다시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는
황혼이라는 시간을 통해 보여준 사람들의 두 가지의 “걸음걸이”의
행렬에 대한 소설적 장면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황혼의 근대
거리에서 “분망한 걸음걸이”와 “위태로운 걸음걸이”가 함께 등장하
는 그 장면은 황혼이라는 시간에 대한 작가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는 황혼이라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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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근대 거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시점으로 된다고 판단한다. 황혼은 대낮과 밤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
령으로 되지만 어둠을 알리는 밤과는 완전한 경계를 이루는 것 자
체가 어려운 “혼화”된 상태를 보여준다. 본고는 “황혼”이 갖게 되는
이러한 독특한 특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황혼의 의미와 그 거리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다른 작품은 바로 「피로」이다.
「피로」에서는 황혼의 거리를 통해 식민지 경성의 근대성이 가
져오는 근원적인 피로에 대해 설명해준다. 소설에서는 “광고등”을
통해 밝혀지는 황혼의 근대 거리에 대해, ‘약간의 밝음’과 ‘약간의 어
둠’이 혼화되어 있는 “명암의 교착”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
인공의 시선에 맞물리는 “명암의 교착”은 근대라는 거리와 연결되
고, 작가는 이것을 “인생의 황혼”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인생의 황
혼”에 대해, 작가는 “인생의 피로”를 이끌고 다방에로 들어오는 사
람들의 몸에 부착시킨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거리는 광고등
이 주는 “밝음”이 함께 어우러진 풍경을 보여준다. 특히, 박태원은
근대 거리의 “광고등”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빛을 발산하는 ‘황
혼의 풍경’에 더 주목한다. 즉, ‘내’가 본 황혼의 거리는 근대 자본의
순수하지 않은 빛으로 만들어진 공간인 것이다. 이때, 외부와 “창”을
사이에 두고 구분되어 있는 다방이라는 공간도 똑같은 성질의 빛을
가진 “등탁자”가 켜진다. 즉, 다방은 황혼의 근대 거리와 함께 인공
적인 빛으로 인해 혼연일체로 되는 풍경을 만들어낸다. 황혼은 어둠
에 전부 침식되어버리기 직전에 보여주는 가장 아름답지만 모든 것
이 사라져버린다는 의미를 지니는 애잔한 풍경으로 드러난다. 이러
한 “황혼”이 가져오는 “밝음”에 대한 작가의 인식은 결코 긍정적이
지 않다. 박태원은 황혼을 밝히는 “광고등”, “등탁자”와 같은 근대적
인 인공의 빛을 작품에 등장시키는데, 이것은 벤야민이 밤의 거리를
비추는 “가스등주”가 보여주는 인공적인 빛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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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박힌 하늘은 대 도시의 모습에서 건물들의 높은 담에 의해
서보다도 가로등주에 의해 더 급격하게 쫓겨났다. … 이제부
터는 가스등 불빛 외에 다른 빛은 보이지 않는다. 달과 별은
더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169)

여기서 나오는 거리의 “가스등”은 근대 도시의 파사주가 가져다준
우아한 발명품으로 되어 파리의 제2제정기의 절정에 중심가의 길거
리들을 비출 수 있는 존재로 된다. 하지만 이는 훗날 파사주의 쇠락
과 더불어 더는 우아한 불빛을 뿜어낼 수 없는 오히려 ‘번들거리는,
불안스러운 불빛을 던지고 있는’170) 존재로 전락되고 만다. 벤야민에
게 있어서 밤거리를 비추는 가스등이 불빛은 마치 ‘몰락된 파사주’
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상징적인 기제로, 어둠이 내린 거리에서는
빠질 수 없는 존재로 된다. 벤야민은 근대 거리의 불안과 공포의 감
정을 “가스등주”라는 인공적인 빛을 통해 확인한다. 여기서 “가스등
주”가 가져오는 이 “밝음”은 마치 모든 어둠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위대한 존재로 어둠에 의해 뒤덮인 근대의 거리에 군림하지만 그
실체는 오히려 반대의 의미를 갖게 된다. 박태원은 소설에서 그 인
공적인 밝음에 의해 섞여진 어둠, 즉 근대의 황혼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느끼는 피로와 연결시켜 보여준다. 동시에 이러한
피로는 다방에서 “축음기의 예술”로 되는 레코드의 소리를 통해서
확인된다. 황혼의 근대 거리는 어두운 밤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아직 그 밝음이 조금은 남아있다. 또한, 대낮 동안에 한껏 달아올랐
던 근대 포장도로의 표면은 황혼이라는 시간을 거쳐 가면서 그 열
기는 점차 사라지지만 완전히 ‘냉각’되지 않은 혼화된 상태를 갖는
다. 박태원은 근대의 황혼이 보여준 이러한 특성을 근대의 포장을
거친 거리에 고스란히 옮겨놓았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되어야 할
점은, 황혼은 어둠과 시종일관 끊을 수 없는 강한 유대관계를 갖고
169) 발터 벤야민,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2제정기의 파리-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여』, 100면.
170) 발터 벤야민,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여』,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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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때문에 박태원은 「피로」에서 인도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음 위를 걸어야만 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등장시킨다. 황혼의 한강
에 “거멓게 칠해진 얼음 발자국들”은 주인공 ‘나’의 시선에 의해 포
착된다. 이것은 박태원이 소설에 설치한 하나의 중요한 장치이다.
이 “얼음 위의 발자국들”이 보여주는 행렬은 근대 경성의 살풍경한
현실을 더 심화시킨다.
나는 그곳에 인생의 마지막─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으로는
당치 않은 어수선하고 살풍경한 풍경을 발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중략) 인도교와 거의 평행선을 지어 사람들의 발
자국이 줄을 지어 얼음 위를 거멓게 색칠하였다. 인도교가
어엿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얼음 위를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었나? 그들은 그만큼 그들의 길을 단축하지 않
으면 안 되도록 무슨 크나큰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그
들의 고무신을 통하여, 짚신을 통하여, 그들의 발바닥이 감
촉하였을, 너무나 차디찬 얼음장을 생각하고, 저 모르게 부
르르 몸서리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중략) 조바위 쓴 아
낙네, 감투 쓴 노인……, 그들의 수효는 분명히 인도교 위를
지나는 사람보다 많았다.171)

얼음 위를 걷는 발자국들은 인도교와 평행선을 지어 거멓게 칠해
진 새로운 얼음길을 만들었다. 이 얼음길을 걷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몸서리치는 차가운 촉감이다. 발이 느끼는 몸서리치는 얼
음길에 대한 그 감각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차가운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살풍경한 시선과 맞물리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하루의 속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인도교 대신 위태로운 얼
음길을 선택한다. 여기서 작가는 주인공의 입을 통해 한 가지 물음
을 던진다. 왜 사람들은 어엿한 인도교가 있음에도 얼음 위를 걸어
가야만 하였을까? 그것은 사람들의 발이 느끼는 차디찬 촉감을 견
171) 박태원, 「피로」,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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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야 하는 것과 같은 질
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이 차가운 촉감의 발
자국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행렬은 ‘나’를 포함한 근대 경성을 살
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운명이다. 즉, ‘나’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 “차가운 촉감의 시커먼 얼음 발자국들”은 근대의 황혼을 보
여줄 수 있는 가장 진실 된 풍경이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근대 생활
의 진실한 한 부분으로 된다. 이렇게 얼음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행렬은 차가운 근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박태원의 소설적 힘을 보여
준다. 박태원은 인도교가 있음에도 인도교를 걷지 않은 얼음 발자국
들의 행렬을 상징적인 소설적 장치로 등장시켜, 근대가 보여주는
“황혼”의 풍경이 갖는 그 의미를 더 두드러지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
다. 다시 말해서, 근대라는 일상이 갖는 본질을 황혼의 특성과 연결
시켜, 경성의 근대 거리가 갖는 살풍경한 인간의 삶과 현실을 드러
낸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근대와 어둠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작가의
의식에 대해 아래와 같은 중요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어둠은 모든 것을 침식해버리고 ‘고요한 정막’의 상태로 만
들어 버리게 되는데, 모든 근대 거리에서의 움직이고 이동하는 존
재172)들이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는 시간이다. 따라서 근대 거리의
172)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와서는 대중교통 시스템, 도시와 시골의 통함, 자본
주의의 성숙, 세계적인 제국주의의 부상, 여러 민족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시키려
는 시도 등으로 인해국민들의 전반적인 움직임과 걷기를 통제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절정에 이르렀다. 특히, 20세기에는 대중교통의 시스템과 자동차의 보
급은 보행자를 승객으로 바꾸어 놓았고, 걷기는 점차 비효율적인 이동으로 간주
되었다. 또한, 고속도로와 근교 도시 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
어냈는데, 인간의 걷기를 완전히 바꾸어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대 거리에서 사람들은 ‘선택’적인 걷기를 실현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성의 경우, 걷기는 여전히 중요한 이동 수단이자 방식이었다.
비록 일부 주요 간선에서 운행하는 전차와 버스 그리고 자동차가 있었다고 하지
만 당시 경성의 자동차교통의 보급은 일본 동경과 비교해보았을 때, 턱없이 부족
하였다. 1934년에는 서울시내에는 고작 130대의 자동차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이
를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본고는 경성의 거리는 ‘걷기’와 ‘선택적인 걷기’가 함께
공존하는 근대성이 갖는 그 특수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경
성의 근대 거리는, 서구의 근대성의 보편적인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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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은 대낮의 이동에 의해 달아오르는 열기가 점차 식고 사라져
버린다. 즉, 쇄석을 두껍게 포장한 근대 거리의 표면이 갖는 원래의
차가운 성질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 따르는
것은 대낮의 근대 거리에서 볼 수 없는 정막도 함께 찾아온다. 이것
은 냉각된 속성을 갖는 거리의 양상으로 드러나게 만든다. 또한, 어
둠은 결코 근대 거리의 이러한 차가움의 속성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근대의 네온과 등불은 어둠을 밝혀주는 새로운 빛으로 등장
하는데, 이러한 불빛에 의한 골목은 근대 거리와 이어져, 차가운 속
성을 가진 근대의 거리와 전혀 다른, 화려한 불야성의 세상을 보여
준다. 이러한 특징들을 박태원은 소설에서의 인물들이 갖는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생활의 표상들을 통해
드러난다. 즉, 박태원은 소설에서 근대성에 대한 그 의미의 천착을,
어둠에 의해 드러나는 인물의 감정 및 일상적인 생활의 여러 면들
과 연결시켜 보여준다. 본고는 이러한 ‘냉각’된 속성을 드러내는 근
대 거리의 양상에 대한 작가적 의식을, 동경 유학을 다녀온 뒤에 발
표된 소설 「반년간」(『동아일보』, 1933)에서 확인한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어둠이 내린 근대의 밤거리에 대한 묘사를
통해 ‘냉각’된 근대 거리가 갖는 차가움을 주인공의 촉감을 통해 직
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어둠이 내린 거리에 대한 주인공
철수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다.
거리는 애달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철수는 아스팔트 위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곳에 주검과 같이 가혹하고 얼음장같이
싸늘한 도회의 외각을 보았다. 허리를 굽혀 손으로 그것을
어루만질 때 사람은 응당 그 차디찬 촉감에 진저리칠 것이
다.173)
식민지 근대라는 또 다른 풍경도 함께 드러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조지프
A. 아마토, 걷기, 『인간과 세상의 대화』, 382면~392면.; 레베카 솔닛, 『걷기의
역사』, 402면~403면.; ; 『朝鮮及滿洲』, 1934년 9월호(통권 322호), 94면~95면,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연구』, 361면, 각주 145 참조.)
173) 박태원, 「반년간」, 『동아일보』 1933년 7월3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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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여주는 근대 거리는 “차디찬 촉감”을 가진 아스팔트이
다. 즉, 아스팔트로 곧게 뻗어 있는 동경의 근대 거리는, 어둠에 의
해 포장된 거리가 갖는 “차가운 촉감”의 성질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대낮의 거리는 그 위에서 내달리는 수많은 인파와 거대한 교
통량으로 한껏 달아오르고 뜨거워져 “환하고 눈부신” 풍경을 보여준
다. 그러나 어둠이 내린 뒤의 거리는, 낮 동안 끓어오른 열기가 점
차 사라져버리고 원래 갖고 있던 차가움의 속성을 드러내는 모습을
띠게 된다. 이러한 ‘냉각’된 근대 거리에 대해, 동경에서 유학하는 조
선인의 신분을 갖는 주인공 철수는 시종일관 현실에 대한 그 애달
픔의 감정과 연결된다. 또한, 근대 거리가 갖는 “차가움”의 속성은
정막이 만연한 “잠자는 거리”로 탈바꿈된다.
철수는 그 마물과 같이 꿈틀거리는 레일을 눈으로 쫓고 있는
중에 거리 위를 달리는 한 채의 인력거를 보았다. …(중략) 그
의 옷자락에 매어달려 몸부림하기까지의 기운이 없는 듯이 밤
깊은 대도시의 거리 위를 달리는 인력거는 그렇게도 기력이
없었고, 또 그렇게도 초라하였다. 인력거는 그래도 그렇게 얼
마를 달려갔다. 그러다가 이 깊은 밤이건만 그렇게도 환하고
눈부시고 또 휑한 길거리 위에 야릇하고 언짢고 또 어울리지
않는 제자신을 새삼그러이 깨달은 듯이, 두어 번 몸을 부르르
떨고 그리고 다음 순간 옆 골목으로 자취를 숨겨 버렸다.174)

근대의 밤거리에서 철수의 시선은 그대로 이어져 거리에서 “외롭
게 혼자 달려가는 인력거”에 머물게 된다. 인력거는 “휑한 길거리
위에 야릇하고 언짢고 또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바
로 골목으로 자취를 감춘다. 근대의 거리는 어둠이 내린 뒤에 그 위
를 굴러가는 “자동차도 조심조심 굴러가야만” 한다. 어둠은 근대의
거리에 절대적인 정막을 선물한다. 또한, 어둠을 통해 드러나는 정
174) 박태원, 「반년간」, 『동아일보』 1933년 7월3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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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은 근대 거리가 갖는 차가움의 속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게 된다.
이 몸적 감각에 의해 구체화는 그 “차가움”은 주인공이 느끼는 근대
적 현실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비량」(『중앙』, 1936.3)에서
는 근대 거리의 “차디찬 촉감”을 경험하는 주인공 승호가 나온다.
눈 오는 거리를 혼자 잠시 헤매었던 것이나, 그러할수록 추위
는 더하였고, 마음은 견디기 어려워, …(중략) 마루 위에 올려
놓을 것을 잊은 구두 속에는, 그 사이에도 끊임없이 내린
눈이, 더러는 녹아, 그 촉감이 오한과 같이 그의 전신을 돌
았으나, 승호는 그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도망질치듯 대문
을 나섰다. …(중략) 가장 추악한 굴욕 앞에 모든 사려 분별
을 잃고, 지금 어디로 향하여 걷고 있는 것인지, 물론 그러한
것을 생각하여 볼 마음의 여유가 있을 턱 없이, 승호는, 눈을
맞으며, 눈을 차며, 얼빠진 듯싶게 거리를 헤맸다. 그러나, 눈
바래치는 깊은 밤거리 위에 흥분은 차츰차츰 식어가고, 승
호가 굴욕에보다도, 오히려 추위에 몸을 더 떨었을 때, 그
는, 거의 문을 닫을 임시의 술집을 찾아들었다.175)

소설의 내용은 승호는 같이 사는 영자의 타락으로 “굴욕”과 “울분”
을 안고 눈 오는 겨울밤의 거리를 나서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묘사
를 중심으로, 소설의 전반적인 흐름을 안고 간다. 특히, 겨울의 밤거
리를 걷는 승호는 신발 속은 이미 “녹은 눈”들 때문에 그 “차디찬
촉감”을 더 잘 느끼게 된다. 거리에서 승호가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
질수록 추운 밤거리를 걷는 승호는 자신이 애초에 느꼈던 “굴욕”보
다 몸이 느끼는 “녹은 눈”이 주는 차가운 그 촉감에 모든 신경을 집
중시킨다. 이 작품에서는 어둠과 눈이 내린 밤거리라는 주변적인 환
경으로 등장시키는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작품은 단순히 근대 생활의 일반적인 인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갈등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넘는다. 다시 말해서, 작품에서는 이러한
175) 박태원, 「비량」, 『중앙』, 1936년 3월호, 80면~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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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이루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주인공 승호가 느끼는 감정을 몸의 감각과 연결시켜 보여준
다. 이러한 주인공의 몸적 감각은 차가운 어둠의 밤거리에 대한 이
동을 통해 점차 가시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특
히, 작품은 그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승호가 느끼는 발의 차가운 촉
감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인물의
따뜻한 온기를 통해 점차 녹아내리는 눈과 그 얼음을 통해 느끼는
몸의 촉감으로서 인물이 감정의 변화를 대변하는 그 기제로 작동된
다. 즉, 작품에서는 영자의 타락과 배신으로 인한 주인공 승호가 갖
는 울분의 감정을 눈 내리는 밤거리를 끊임없이 배회하는 행위를
통해 드러낸다. 이것은 소설에서 얼음이나 눈처럼 차가운 촉감을 경
험하는 인물의 몸 적 감각을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한 가운데 느
끼는 중요한 감정의 흐름으로 작동시켜, 근대 거리에 대한 인물들의
경험을 재조직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물들의 경험은 시종일관 “우
울”을 벗어날 수 없는 양상을 드러낸다.

3.2. 잠자는 거리와 불야성의 골목
본고는 박태원의 작품에서 근대 거리와 골목길은 서로 연결되고
그 성질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박태원의 문학에서 거
리가 갖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된다. 골목길은 단순히 폐쇄
적인 공간이 아니라 근대 거리와 일맥상통하는 성질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거리이다. 즉, 골목길은 새로운 형태로 드러나는
근대 거리의 일부로 되는 것이다. 특히, 골목길은 근대 거리의 어둠
과 연결된 차가움의 속성을 가시화시켜 드러나는 새로운 도시의 풍
경으로 탄생된다. 본고는 근대 도시에서 골목길을 실질적인 공간으
로만 파악하는 차원을 넘어서, 근대적인 인간 생활상에 보다 밀착시
켜 그 생생한 현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작가의 중요한 의도로서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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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반년간」은 박태원이 도쿄 유학을 다녀오고 난 뒤에 쓴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갖는 의미는 아주 크다. 실제로, 박태
원이 도쿄를 유학한 시기는 1929년을 기준으로 1930년까지 도쿄의
도시 형태와 교통상황은 구조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가운데
눈에 띄게 발전한 것은 도쿄의 신도심으로 된 “신숙”(신주쿠)이다.
물론, 도쿄는 당시 그 구체적인 도시계획의 제정과 역전 광장의 계
획으로 인한 가로의 재정비는 박태원이 도쿄에서 돌아온 2년 뒤인
1932년에 실시되었고, 그 뒤인 1934년 4월에 이와 관련된 실제 공사
가 착수하기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1930년대 이전인 1929년 5월의
전차 교통조사에 의하면, 신숙(신주쿠)역의 이용객수는 이미 도쿄에
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교통량과 인구유동수를 자랑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신숙은 새로운 도심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176) 이러한 사실은 소설 「반년간」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177) 즉, 박태원에게 있어서, 도쿄 유학 시기에 근대화
의 변화의 과정에 처한 신숙의 거리가 근대적인 축제의 장이 보여
주는 번화하고 복잡한 ‘이동’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그는
경성으로 돌아온 뒤, 소설의 삽화를 직접 그리는 열의를 보이면서
176) 여기서 한 가지 보충해야 할 부분은, 관동 대진재가 도쿄의 시가지가 팽창하
는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무엇보다도 평소에 도시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는 본
래의 도시계획이 해야 할 모습이 겨우 시작된 것과 맞물린다는 점을 간과하여
서는 안 된다. 즉, 이는 재해라고 하는 비상시가 아닌, 제도의 부흥 사업이 완료
된 쇼와 초기(1927년 8월 이후)가 되어, 드디어 장래의 도쿄 발전을 위한 도시
계획안과 시책의 전개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것은
‘대도쿄’(대도회)가 성립될 수 있는 물적 기초와 그 원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고시자와 아키라, 장준호 편역, 『도쿄 도시계획 담론』, 구미서관, 2006, 54
면~58면.)
177) 신숙이 이렇게 고속도로 발전한 것에는 도시와 근교와 지방의 교류 작용에 힘
입음이 많다. 신숙역 안에 한발을 들여놓아 보라. 정확하게 시분의 간격을 두고
도착하는 중앙선 전차. 멀리 ‘신주’ 갑주 등지에서 객을 끌어오는 열차. 동경 시
외를 순환하는 야마데샌. 그리고 유행가 속에까지 나오는 오다뀨 –이리하여 신
숙역은 하루 십칠만 명의 승강객을 삼키고 토한다. 이십칠만 명의 사람들, 온갖
종류의 온갖 계급의 그들에게, 모두 제각각의 사무가 있었고 비밀이 있었다.
(「반년간」 본문, 340면.)
110

창작과 함께 병행하면서 그 의욕을 불태웠다. 이러한 대도시의 실질
적인 거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의 의식은
「옹노만어」(『조선일보』, 1938.1.26.)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글에
서는 실질적인 거리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 아
래와 같이 언급한다.
창작적 정열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가히 없지 못할 자는 무엇
보다도 어느 정도의 건강이다 - …(중략) 작가로서 건강이 필
요하다면 혹시 나만치 그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도 드물
것이다. 비록 펜을 잡고 원고지를 향하는 것은 그야 역시
실내에서지만 그곳에 이르기까지에 나는 얼마든지 분주하
게 거리를 헤매 돌지 않으면 안 된다. 『남훈조』라든가 하
는 화가는 당당히 일가를 이룬 이건만 간단히 2,3개의 임금을
그리는 경우에도 꼭 실물을 눈앞에 놓고 보아야만 화필을 잡
을 수 있다든가- 이것은 언젠가 죽은 이상이 들려준 말이지
만 나 역시 그 버릇이 있어 이것은 분명히 구찮은 노릇이라고
밖에는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중략) 나의 작품 속에 나
와도 좋음직한 인물이 살고 있는 동리를 가령 나는 내 마
음대로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리고 이를 표현함에 있어 나
는 결코 능한 자가 아니다. 나는 그럴 법한 골목을 구하여
거리를 위선 헤매지 않으면 안 된다. ‘남훈조’씨의 임금은 그
의 서생을 시켜서라도 과실 가가에서 용이히 구하여 올 수 있
겠지만 이것은 역시 작가 자신이 부지런히 거리를 헤매 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178)

박태원은 글에서 밝히기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필
요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귀찮더라도 반드시 거리를 돌아다녀
야” 좋은 작품을 쓸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 대해 단
순한 상상력을 통해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은 뛰어나지 않다고
178) 박태원, 「옹노만어」,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박태원 수필집』, 깊은샘,
2005, 277~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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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남훈조”이라는 화가를 실례로, 간단한 “임금”을 그리더라도
꼭 그 실물을 앞에 놓고 그리는 버릇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거
리를 “부지런히 헤매고 돌아야하는” 박태원의 ‘산보’는 거리와 골목
을 끊임없이 번갈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기에 적합
한 인물들에 대한 ‘물색 작업’을 함께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박태원의 산보는 그야말로 실제의 거리와 끊임없이 접촉하
고 부딪히는 과정인 동시에, 그가 작품을 쓰기 위한 중요한 습관으
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 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이 녹아들
어 있는 소설이 바로 「반년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근
대의 차가움의 속성에 대한 작가적 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위
의 절에서도 자세하게 언급하였다시피, 거리와 골목의 유동적인 관
계는 “어둠”에 대한 작가의 의식과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그것
에 대한 단서는 「반년간」의 제16회의 삽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반년간」 제16회 삽화
제16회의 삽화에 등장한 것은 작품의 인물이 아닌 근대의 거리이
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몸이 느끼는 감각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통해 어둠의 거리를 보여준다. “어둠”의 거리는 삽화의 전면에 등장
하는데, 그 형태는 근대의 기하학적인 곧고 넓게 뻗은 아스팔트 도
로이다. 주인공 철수의 시선에 포착된 근대의 거리는 어둠이 내리면
정막이 흐르는 “잠자는 거리”로 탈바꿈된다. 삽화는 근대의 넓게 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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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도로와 어둠이 내린 하늘을 동일한 색상으로 처리되어 있
어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하지만 삽화의 오른쪽 윗부분
을 본다면, 하얀색 점들로 처리된 불빛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는
대조적인 풍경을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삽화에 나오는
아스팔트의 대로는 그 끝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서 언뜻 보면 불
빛들이 밝게 비춰진 불야성의 모습을 띠는 거리(골목)와 이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준다. 특히, 이 대조적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
한 의미를 함축한다. 즉, “어둠”의 근대 거리와 그 거리의 끝에서 이
어진 밝은 불빛들은 삽화에서 아주 미미하게 드러났지만 이것은 ‘냉
각’된 근대가 갖는 차가움의 속성을 드러내는 “잠자는 거리”가 또
다른 이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로 되는 것이
다. 또한, 삽화에서 어두운 거리를 밝혀주는 이 불빛은 불야성의 골
목을 만들어내는 근대 도시의 네온사인이다. 이 네온사인은 “현대인
의 말초신경 같이 가늘게 경련하는” 불안한 존재이다. 어둠에 의해
드러난 근대 거리의 차가운 표면은 “번들거리고 불안한 빛”과 같은
네온사인에 닿게 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끓어오르게 된다. 불안한
네온사인의 빛과 함께 어두운 근대 거리는 “근대적 불량성”이 만연
한 불야성의 골목길의 형태로서, 그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골목
길은 “밤이면 붉게 푸르게 밤하늘에 반짝이는 찬연한 네온사인”으로
화려한 불야성의 경관을 만들어낸다. 이 불야성의 골목길은 근대 거
리의 또 다른 풍경인 것이다. 즉, “어둠”의 근대 거리는 “잠자는 거
리”를 배경으로 하지만, 그 대조적인 풍경을 이루는 또 다른 형태인
“불야성의 골목길”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박태원은 이것을 “근대적
불량성”이라고 말한다. 이 “근대적 불량성”은 ‘신숙’ 거리가 보여주
는 또 다른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이 “근대적인 불량성”은 근대 도
시인 경성의 거리에서도 똑같이 드러난다. 박태원은 이러한 신숙 거
리가 드러내는 근대 골목의 풍경을 “서울의 본정통을 방불케하는
‘가구라자까’”179)라고 말한다.
179) 현재는 프랑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유명한 골목길로서 일본 신주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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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전찻길을 건너, 가구라자까의 이마 치받치는 고개
를 올라갔다. 서울의 본정통을 높게 고개지게 만들어 놓을
때, 그것은 응당이 ‘가구라자까’를 방불케 하리라 그러나 물
론 이곳은 서울의 본정통보다 좀더 번화하였다.180)

“가구라자까”는 경성의 본정거리를 연상할 정도로 두 곳은 꼭 닮
아 있다. 당시 본정거리는 경성의 중심가이자 대표적인 일본인 거리
로 카페와 여걸로 넘쳐나는 환락유흥가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도 본정 거리의 홍등가들은 자연발생적인 것보다는 일본인을 위한
유곽, 즉 관허의 공창가로 건설된 것이 바로 당시 본정거리의 실상
인 것이다.181) 즉, 경성의 “어둠”을 대신하는 근대의 화려함은 유곽
의 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유곽
의 거리는 도쿄의 ‘신숙’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소설
에서는 “서울의 본정통을 높게 고개 지게 만들어 놓으면 응당이 신
숙의 ‘가구라자까’”, 즉 ”근대적인 불량성“이 만연한 화려한 골목으
로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이 불야성의 골목은 경성의
본정거리와 도쿄의 ‘신숙’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현실의 풍경인 것이
다. 또한, 박태원이 말하는 “근대적 불량성”은 바로 불야성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네온사인”으로 이루어졌다. 네온사인은 불길한 인공의
빛으로서, 그것이 비춰지는 어둠의 근대 거리는 도쿄든, 경성이든
똑같이 불야성의 골목을 연출한다. 실제로 작품에서, “신숙”은 “유
곽”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발전한 근대 거리임을 밝힌다.
밤 깊은 거리는 신숙 역시 쓸쓸하였다. 유곽이 있는 곳이라
사람들은 밤 새기까지 이 거리에 끊이지 않고 또 거의 줄을
숙)에 위치하여 있다.
180) 「반년간」, 『동아일보』 1933년 7월 27일, 4면.
181) 가와무라 미나토, 요시카와 나기 옮김, 『한양, 경성, 서울을 걷다』, 다인아트,
2004, 117면~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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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택시는 달려오고, 달려갔으나 그것들은 도리어 이 거리
의 공기를 한층 더 쓸쓸하고 언짢고 야릇하게 만들어 놓은 것
이다.182)
신숙이 동경의 시민과 교섭이 있다면, 그것은 ‘유곽’을 통항서
의 일이었다. 유곽이 이 동리의 존재를 대표할 만큼 고마한
정도로 신숙은 유명하였다. …(중략) 신숙은 진재에 타지 않았
어도 새로운 건설을 위하여서는 우선 사람 손에 도괴될 필요
가 있었다. 길을 닦는 요란한 곡괭이 소리. 곡괭이 소리 뒤에
일어나는 아스팔트 굽은 연기. 그 연기와 함께 새로운 건물,
광대한 건물은 한층, 두층, 세층, 네층 높게 더 높게 쌓아 올
라갔다. …(중략) 밤이면 붉게 푸르게 밤 하늘을 반짝이는 찬
연한 네온싸인 문자 그대로의 불야성 아래 비약하는 근대적
불량성─ 겨우 10년의 시일을 가지고 이 온갖 근대 도시적 요
소를 구비한 ‘신숙’은, 이미 진재 전의 그것이 아니었다.183)

박태원이 바라본 ‘신숙’은 “유곽”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의해 발전
된 근대 거리이다. 박태원은 ‘유곽’의 현실을 신주쿠가 보여주는 불
야성의 골목길을 통해서 확인한다. 즉, 근대의 유곽의 거리는 불야
성의 골목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획득한 거리를 통해 드러나지만, 그
와 동시에 거리와 골목의 경계를 무화시켜버린다. 이러한 경계를 무
화시켜 버리는 것은 사람들의 움직임, 즉 몸의 이동을 통해서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어둠의 신숙, 불야성의 골목으로 끊임없이
몰려든다. 소설은 전체적으로 어둠의 거리에서의 이러한 몸들의 움
직임에 대한 특징적인 모습을 포착한다.
철수는 잠들어 가는 동리를 몽유병자와 같은 걸음걸이로 걸어
가고 있었다. (중략) 시외의 밤길을 외롭고, 멀었다. 어엿하게
중앙선 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길을 혼자서 터덜터덜
걸어갈 때, 사람은 응당 ‘피로’와 ‘권태’를 아울러 느끼리라.184)
182) 「반년간」, 『동아일보』 1933년 6월29일, 4면.
183) 「반년간」, 『동아일보』 1933년 8월2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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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철수는 어둠의 거리에서 ‘피로’와 ‘권태’를 갖는 걸음걸이를
갖는다. 어엿한 중앙선 전차가 있음에도 걷기를 선택한 주인공의 걸
음걸이를 통해, 근대적 삶에 대한 작가의 회의적인 태도가 다분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면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서도 똑같이 등장하는데, 주인공 “구보”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다.
오전 두시의 종로 네거리-가는 비 내리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
곳에 끊임없다. 그들은 그렇게도 밤을 사랑하여 마지않았는지
도 모른다. 그들은 그렇게도 용이하게 이 밤에 즐거움을 구하
여 얻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일순 자기가 가
장 행복된 것같이 느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 그들의 걸음걸이에 역시 피로가 있었다.185)

어둠의 거리에도 “까페의 여걸”들을 찾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의 걸음걸이에서는 똑같은 ‘피로’가 드러난다. 어둠의 종로 네거리
위에서, 그 ‘피로’의 행렬들은 골목의 유곽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 「반년간」에서도 사람들이 밤늦도록 신숙을 찾아오는 이유는
오직 유곽 때문인 것이다. 특히, 신숙은 계획적인 근대 거리의 탄생
과 더불어 유곽 또한 마찬가지로 그 비약적인 발전을 가졌다. 또한,
이 유곽은 근대적인 면모로 탈바꿈한 신숙이 생겨나면서 사라져버
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방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불야성의 골목
의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되었다. 작가는 이러한 근대적 유곽의 현실
을 주인공의 시선을 빌어 근대 거리의 “가구라자까”, 즉 ‘골목’에서
확인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유곽은 어둠의 거리의 또 다른 형태인
근대의 골목이 갖는 현실이자 그 실질적인 모습인 것이다. 소설에서
는 이것을 “도회의 고민과 죄악”이라고 말한다. 박태원에게 있어서,
어둠과 근대의 거리 사이의 관계가 갖는 이 공통된 항은 근대의 외
184) 박태원, 「반년간」, 『동아일보』 1933년 7월 23일, 6면.
185)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제30회, 『조선중앙일보』, 1934년 9월 19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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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입은 경성과 동경 사이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
게 되는 것이다.
「반년간」을 중심으로 그 이후의 작품에서 박태원은 “유곽”의 거
리를 이루는 근대 경성의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유곽은
1930년대 근대 경성에서는 이미 중요한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1920
년대 중반부터 주요 신문매체에서는 “유곽”에 대한 언급들이 빈번하
게 나왔는데 이는 당시 “유곽”을 통한 유흥문화가 조선인의 일상에
상당히 많이 침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86) 특히, 유곽의 형성
과 발전은 식민지 근대 도시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유승희의 논
의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유곽의 확대와 그곳으로의 편리
한 이동을 위해 정부는 본정과 연결되는 대도로의 건설 등을 실시
하였다. 즉, 유곽은 근대 거리의 재정비에 일정한 부분에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 도로의 개수와 교통시설의 건설을 촉진하
여 경성의 미개발지대의 근대 도시화의 촉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187) 다시 말해서, 경성의 근대 도시화계획에서 근대 거리에
대한 재정비의 그 일부분은 유곽이라는 공창제도 건설을 위해 작동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유곽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공창으로 표현되는 공식화된 매춘이지만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는 밀매음을 하는 사창도 함께 번성하였다. 이것은 경성의 근대
거리는 유곽과 불가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박태원의 소설에서도
이러한 ‘유곽의 거리’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경
성의 거리에 천착된 근대의 의미에 대한 그 접근을 ‘유곽’이라는 특
수한 공간적 배경으로 새롭게 드러나는 골목과 연결시킨다. 실제로
이런 유곽의 거리는 일본인 구역으로 되는 “신정유곽” 뿐만 아니라,
당시, 종로를 중심으로 한 거리와 종로의 뒷골목들에서도 나타난다.
종로의 골목길들은 화려하게 장식한 선술집들이 늘어서있고 저녁이
186) 박현, 「일제시기 경성의 창기업 번성과 조선인 유곽 건설」, 『도시연구』 14,
도시사학회, 2015, 162면.
187) 윤승희, 「근대 경성내 유곽지대의 형성과 동부지역 도시화」, 『역사화경계』
82, 부산경남사학회, 2012, 160면~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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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여염집같이 생긴 으슥한 색주가들이 몰려있는 모습으로 나타
나 술과 함께 색도 파는 공간188)으로 탈바꿈된다. 특히, 이러한 분위
기는 1930년대 중반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일본인
들의 종로 진출189)과 함께 변화된 근대 경성의 골목길이 보여주는
현실적인 풍경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190) 「보고」(『여성』,
1936.9)는 “관철동 삼십삼번지”를 통해 이러한 유곽 골목의 풍경을
잘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관철동 삼십삼번지- 그것은 내가 일찍이 꿈에도 생각하여
볼 수 없었던 서울에서도 가장 기묘한 한 구역이었다. 바른
편 기둥에 ‘대항권번’의 나무간판이 걸려 있는 대문을 들어서
서, 오른편으로 바로 번듯하게 남향한 위치에 서 있는 제법
큰 한 채의 집, 그것이 바로 ‘대항권번’이려니 하고 추측은 용
이하여도, 무릇, 그 권번집과는 조화가 되지 않게, 좁은 뜰
하나 격하여 그 맞은편에가, 올망졸망하니 일자로 쭈욱 이어
있는 줄행랑 같은 건물의 그 하나하나에, 제멋대로 아무렇게
나 경영되어 가고 있는 각양각색의 가난스러운 살림살이와
맞부딪칠 때, 나는 저모르게 가만한 한숨을 토하였다.191)

소설은 시작부터 “관철동 삼십삼번지”에 대한 인상을 “서울에서도
가장 기묘한 구역”으로 등장시킨다. 소설에서 나오는 골목의 “대항
권번”은 식민지 시기 요리점과 극장을 무대로 가무음곡을 연행했던
예인 집안인 일급 기생들의 권번이라기보다는, 1916년 이후 공창 지
역으로 선포된 신정이나 미생정에서 매음을 주업으로 했던 유곽(창
188) 술과 함께 색도 팔았던 이 곳에서는 밤이 되면 연독이 오른 얼굴을 분으로 감
추고 값싼 향수를 뿌린 여인네들이 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남정네들을 유혹하
였다.(「경성의 다섯 마굴」, 『별건곤』 1929.9, 장규식, 『서울, 공간으로 본 역
사』, 혜안, 2004, 각주 25재인용.)
189) 이 가운데서도 종로1가, 서린동, 관철동 등지는 일본인들의 북부 진출에 의한
‘경성 북진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으로 볼 수 있다.
190) 장규식, 『서울, 공간으로 본 역사』, 73면~81면.
191) 박태원, 「보고」, 『여성』, 1936년 9월호. (『윤초시의 상경』, 깊은샘, 1991
년,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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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번)에 가까운 것192)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작가는 “대항권번”이
라는 제법 큰 집들과 “각양각색의 가난스러운 살림살이”들의 그 대
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조화롭지 않는 “권번”과 “살림살이”의 어
울림에 대해, 작가는 “기묘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초라한 골목길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비대해져버린 ‘권번’
의 모습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드러낸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유곽의 현실이 드러내는 아이러니에 대한 작가적 성찰을 골
목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우울한 모습을 통해 설명한다. 다
시 말해서, 유곽의 골목길은 근대성의 우울함을 표출하는 공간으로
된다.
이러한 유곽의 거리가 드러내는 근대적 현실을 박태원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몸에 주목한다. 즉, 거리에서의 이동을 통한 몸
에 대한 주인공적인 시선으로 포착되거나, 주인공 인물 자체가 갖는
몸의 감각들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그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작
가가 주목하는 인물들의 몸은 전부 여성이라는 점이다. 여성의 몸은
어둠으로 이어진 근대 거리의 적나라한 풍경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호적 의미를 갖게 된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는 어둠이 내린 근대 거리에서 “구
보”의 시선을 통해, “부란된 성욕의 거리”를 발견한다. 여기서는 대
로나 보도에서 이동하는 몸과 그 감각들을 여성이라는 인물에 초점
화 시킨다.
이 거리는 언제든 밤에, 행인이 드물었고, 전차는 한길 한복판
을 가장 게으르게 굴러갔다. 결코 화안하지 못한 이 거리, 가
로수 아래, 한두 명의 부녀들이 서고, 혹은, 앉아 있었다. 그들
은, 물론, 거리에 봄을 파는 종류의 여자들은, 아니었을 게
다. 그래도, 이, 밤 들면 언제든 쓸쓸하고, 또 어두운 거리
위에 그것은 몹시 음울하고도 또 고혹적인 존재였다. 그렇
192) 서지영, 『역사에 사랑을 묻다-한국 문화와 사랑의 계보학』, 이숲, 2011, 28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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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갑자기, 부란된 성욕을, 구보는 이 거리 위에서 느낀
다. …(중략) 흥, 하고 구보는 코웃음쳐 보았다. 그 사상은 역
시 성욕의, 어느 형태로서의, 한 발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물론 결코 부정하지 않은 생리적 현상을 무턱대고 업신여길
의사는 구보에게 없었다.193)

구보의 몸이 부딪히는 경성의 거리는 유곽의 거리이다. 어둠이 깔
린 근대 거리에서 구보는 “음울하지만 고혹적인 존재들인” 부녀를
발견한다. 이 부녀들은 거리에서 “봄을 파는 여자”들은 아니다. 하지
만 그들의 몸은 유곽의 거리 위에서 이미 몸을 파는 타락한 존재로
보인다. “부란된 성욕”이 뒤덮인 유곽의 거리에서 거리 위의 부녀
들조차 구보에게 있어서는 음울한 존재들로 보이게 된다. 이러한 근
대 거리에서 구보는 “성욕의 어느 형태로서 발현된” 자신의 몸 을
감지한다. 그의 몸은 이 근대의 거리에서 결코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는 상태를 획득할 수 없다. 이 “부란된 성욕”이 들끓는 거리와
접촉하는 구보의 몸은 그야말로 ‘부자연스러운 성욕의 발현’으로 부
단히 침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즉, 유곽의 거리는 도처에 위
험이 잠복되어 있는 불안의 거리인 것이다. 특히, 이 불안은 근대
거리와 접촉된 여성의 몸을 통해 발현된다. 즉, 구보는 거리의 여성
으로부터 유곽의 거리를 이루는 어둠의 근대 거리에 대한 불안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성의 몸의 등장은 어둠이 내린 근대 거리가 유
곽의 거리로 재탄생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징으로 된다. 「애욕」
(『조선일보』, 1934년)의 경우, 어둠이 내린 거리에서 “타락한 생
활”을 하는 계집이 등장한다.
계집이 그렇게도 쉽사리 그자의 유혹에 빠진 것은, 계집 자신
의 무지 말고, 하웅에게도 책임이 있는 일임에 틀림없었다. …
(중략) 문득 구보는 고개를 들어 좌편쪽 보도를 걸어가는 남
녀를 본다. 남자는, 혹은, ‘그자’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
193)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제24회,『조선중앙일보』, 1934년 9월 10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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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머리 쪽지고 흰고무신 신은 여자는 분명히 하웅을 배반한
계집이었다. 구보는, 쓰디쓴 침을, 삼키지 않고 보기 좋게
페이브먼트 위에 뱉았다.194)

근대 거리에서 계집은 “부란된 생활”을 하는 타락한 존재이다. 구
보는 계집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유혹에 빠지게 한 남자와 하웅의
책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계집이 갖고 있는 “무지” 때문이
라 생각한다. 이 “무지”는 근대 거리에서 타락한 계집들이 갖고 있
는 공통항이다. “타락한 생활”을 하는 계집들은 어둠이 내린 근대
거리를 점령하고 “부란된 성욕의 거리”를 만드는 존재들이다. “구
보”는 이 어둠의 거리인 “페이브먼트” 위에 보기 좋게 침을 뱉는다.
이러한 구보의 “행위”는, “어둠”의 근대 거리가 보여주는 유곽의 현
실에 대한 저항이자 비판이다. 「악마」(『조광』, 1936년)에서는 어
둠의 골목이 “생기로 넘치는” 유곽의 거리로 탈바꿈되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낮에 한껏 피로하고 또 게으르던 그 동리는, 언제나 한가지로
이 밤에 생기를 띠어, 새로 두시가 분명히 지난 이제도 결코
잠잘 턱 없이, 일종 침통하기조차 한 욕정에 타오르는 무수한
눈이, 처마 밑에서 하룻밤 애욕의 대상을 구하여 더듬느라면,
계집들은 또 계집들대로, 생활을 위하여서는 거짓 웃음도 쉽
사리 떠올라, 눈은 또 눈을 쫓기에 바빴다.195)

어둠이 내린 “동리”는 낮에는 피로하고 게으른 모습이었다가, 밤
이 되면 생기를 띠는 풍경을 연출한다. 작가는 어둠의 동리가 ‘생기’
를 갖는 장면에 대한 묘사를 “생활을 위해 거짓 웃음을 띠는 계집
들”의 몸을 통해 구체화시킨다. 하룻밤의 애욕을 해결하기 위한 계
집들의 눈은 불야성의 골목을 누비는 사람들의 몸과 어우러지는 야
194) 박태원, 「애욕」, 『조선일보』, 1934년 10월 13일, 3면.
195) 박태원, 「악마」, 『조광』, 1936년 3월호, 383면~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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릇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계집들의 “눈”이 쫓는 것은 “일
종 침통하기조차 한 욕정에 타오르는 무수한 눈”이다. “욕정에 의한
무수한 눈”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은 근대의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고
유곽의 골목을 지배하는 몸들인 것이다. 작품에서는 계집과 유곽을
헤매는 사람들의 “눈”이 서로 맞물리는 장면 함축적이지만 강렬하
다. 이러한 “욕정의 눈들”이 드러내는 양상은 “눈은 또 눈을 쫓기에
바쁜” 유곽의 현실 풍경을 구성하면서, 어둠의 근대 거리가 드러내
는 실상에 대한 작가의 고발로 이해된다. 「전말」(『조광』, 1941
년)에서는 이러한 작가의 의지를 드러내는 주인공 ‘나’가 등장한다.
하룻밤을 돌아오지 않은 아내에게 어떠한 불행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인공은 아내를 찾으러 거리를 헤맨다.
나는 본정의 좁은 거리를 고개 숙여 걸으며, 갑자기, 아내의
연력과 용모가, 부녀 유괴 단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임
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196)
그 사이 퍽 오랜 시간이 지났었던가 싶다. 나는 문득 이미 그
것이 완전히 황혼임을 깨닫고 몸을 일으켰다. 앞뒷집에 저녁
연기는 자욱하고, 참새들도 제 집 찾기에 분주하다. 이윽이 그
러한 광경에 눈 주고 있을 때, 그것들은 가뜩이나 내 마음에
애달픔을 가져왔다. 참말이지 혹은 아내의 몸 위에 불행이 있
었을지도 모른다.197)

‘나’는 아내의 몸에 닥칠 불행을 어둠의 거리에서 느낀다. 어둠의
근대 거리에서 아내의 몸은 언제든지 “부녀 유괘 단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존재로 되어버린다. 어둠이 시작되는 근대 거리는 도처
에 숨어있는 위험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유곽의 거리로 탈바꿈된
다. 그것은 황혼의 본정 거리에서 ‘나’가 목격한 “저녁연기가 자욱한
광경”들은 생활의 한 장면이 아닌, 아내의 몸에 내리 닥칠 “불행”의
196) 박태원, 「전말」, 『조광』, 1941년 1월호, 53면.
197) 「전말」,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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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을 알리는 신호인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현실의 우울함을 더
한층 밀어붙인 작품은 「길은 어둡고」(『개벽』, 1935년)에서 등장
하는 주인공 향이의 몸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향이는 몸을 파는
계집으로 등장한다. 작품에서는 향이가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와 진
정한 사랑을 이룰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그 절망을 잘 보여준다. 이
러한 인물 설정과 그 인물이 느끼게 되는 생활의 절망을 소설에서
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향이가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는
장면의 설정을 거의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통해 보여준다.
이렇게 밤늦어 등불 없는 길은 어둡고, 낮부터 내린 때아닌
비에, 골목 안은 골라 디딜 마른 구석 하나 없이 질척거린다.
옆구리 미어진 구두는 그렇게도 쉽사리 흙물을 용납하고, 어
느 틈엔가 비는 또 진눈깨비로 변하여, 우산의 준비가 없는
머리와 어깨는 진저리치게 젖는다. …(중략) 겁 집어먹은 발끝
으로 향이는 어둠 속에 길을 더듬으며, 마음은 금방 울 것 같
았다. 금방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목구멍 너머에 눌러 둔 채,
향이는 그래도 자기 앞에는 그 길밖에 없는 듯이, 또 있어도
하는 수 없는 듯이, 어둠 속을 안으로 안으로 더듬어 들어갔
다……198)

이 동일한 장면의 반복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치한 소설적 장치
로 이해할 수 있다. 작가는 작품에서 시작과 끝이 서로 근접한 것으
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을 통해, 그 끊임없는 순환 구조를 만들게 됨
으로써, 여기서는 주인공의 삶에 대한 절망은 애초부터 해결할 수
없는 무한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이러한 여성 인물이 갖는 그 감정을 박태원은 소설의 배경으로 되
는 “어두운 골목길”로 설정하여 주인공의 몸이 느끼는 감각들에 대
한 자세한 묘사를 통해 보여준다. “겁 집어먹은 발끝”이 향하는 이
“질척거리는” 어둠의 골목길은 주인공 향이의 몸이 느끼는 진저리치
198) 박태원, 「길은 어둡고」, 『개벽』, 1935년 9월호,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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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각과 맞물리게 되는데, 이것은 근대적 어둠의 현실을 드러내고
자 하는 작가의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3.3. 골목의 ‘아이’와 근대 초극의 가능성
박태원에게 아이는 중요한 소설적 기호로 되어 작품에 나타난다.
아이라는 기호에 대한 관심은 이상의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경우, 아이만이 소유할 수 있는 순수함은 어른들의 세계를
부정하는 강력한 기호로서 작품에 등장한다.199) 순수한 아이는 이상
과 박태원의 문학 작품에서 공통되게 드러나는 중요한 기호이다. 박
태원은 이 순수한 아이들을 근대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골목에서 생
활하는 존재로 작품에 등장시킨다. 「골목안」(『문장』, 1939년)의
배경으로 되는 골목은 근대의 불안한 상태의 유곽의 모습을 보여주
는 동시에 가난한 경성 조선인들의 삶이 뒤섞여 있는 우울한 근대
거리가 갖는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아이들은 이 근대
의 골목을 순수한 놀이터로 전화시켜 버린다.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란 으레들 그러하듯이, 그 골
목 안도 한 걸음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홱 끼치는 냄새가
코에 아름답지도 않았다. 썩은 널쪽으로나마 덮지 않은 시궁창
에는 사철 똥 오줌이 흐르고, 아홉 가구에 도무지 네 개밖에
없는 쓰레기통 속에서는 언제든지 구더기가 들끓었다. …(중
략) 그러나 그들의 빨래는 오직 냄새를 풍기고 하늘을 가리고
그럴 뿐이다. 달리 놀이터를 갖지 못한 채, 진종일 이 안에는
북적대는 아이들의 옷은 언제든 더러웠다. …(중략) 그래도 아
199) 신범순은 ‘아이’를 ‘소년’과 구별되는 것으로 본다. 그는 아이를 “근대적 원시
인”으로서의 아이로 규정한다. 아이는 반항하며 도전하고 극복하려는 역동성을
지니면서, 작품에서 어른으로 등장하는 주인공 속에 내재된 반어법적인 의미를
갖는 기호로 등장한다. 또한, 아이의 순수함과 연결되는 무지는 어른들의 세계를
떠받치는 지식과 가치, 믿음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총체적 의문부호인 것이다.(신
범순, 『이상 문학 연구-불과 홍수의 달』, 222면~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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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즐거우니 가엾다. 총도 칼도 세발자전거도 가지지 못한
이곳 어린이들은, ‘오오랴아, 이이랴아’며, ‘잇센 도오까아’, ‘열
발에 나가서 여덜 발에 쳐 먹기’와, ‘자치기’, ‘찌께공기’…… 그
러한 놀이로 날이날마다 바쁘다.200)

골목길은 순수한 아이들의 놀이터로 되는 순간, 모든 생활의 어려
움이 사라져버린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아이들의 겉모습은 더러운
골목길의 풍경과 겹쳐지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지저분한 자신의 몸
보다는 매일 여러 가지 놀이로 바쁘게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과로 된다. 즉, 아이들은 지저분한 몸을 가졌지만 순수한 놀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생명력을 가진 활기 찬 존재들이다. 이런
순수한 아이들의 골목길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도 등장한
다. 순수한 골목길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공간이다. 소설에서
는 “구보”가 근대 거리를 걸어 다니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아이와 마
주한다. 근대 거리를 걷는 구보는 아이를 사랑하면서, 아이들이 자
신을 따르기를 원한다. 아이들의 순수함은 근대 거리와 부딪히는
“구보”의 몸이 다시 진정한 건강을 찾을 수 있고 명랑해 질 수 있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201) 이러한 아이의 순수한 건강성은 “구
보”가 만나는 여성의 몸을 통해 더 가시화된다. “구보”가 만나는 거
리의 여자들은 근대적인 “비처녀성”을 나타내는 몸을 갖는 인물들이
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오직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가진 차가운 근
대질서의 수호자로서 경성의 근대 거리를 누비는 불안의 기호들인
것이다. “구보”가 한때 짝사랑했던 벗의 누이도 그러한 여자이다.
200) 박태원, 「골목안」, 『문장』, 1939년 7월호, 3면~4면.
201) 구보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아이들의 사랑을 받기를 좋아한다. 때로, 그는 아
이들에게 아첨하기조차 하였다. 만약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면 ─, 그것은 생각만 하여 볼 따름으로 외롭고 또 애달팠다. 그러나 아이
들은 그렇게도 단순하다.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따랐다. 눈깔
아저씨, 우리 이사한 담에 언제 왔수. 바루 저 골목 안이야. 같이 가아 응. 가 보
고도 싶었다. 그러나 역시, 시간을 생각하고, 벗을 놓칠 것을 염려하고, 그는 이
내 그것을, 단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4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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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골목 안의 아이들을 모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딱지에서
원래의 내 아이 물건을, 가려 내어, 거의 모조리 회수할 수 있
었다는 이야기를, 젊은 어머니는 일종의 자랑조차 가지고 구
보에게 들려 주었었다. 구보는 가만히 한숨짓는다. 그가 그 여
인을 아내로 삼을 수 없었던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 그
러한 여인은, 혹은, 한평생을 두고, 구보에게 행복이 무엇임을
알 기회를 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202)

순수한 아이들의 골목길은 젊은 어머니가 개입되는 순간 어른의
골목으로 변한다. 골목길은 아이들이 순수한 딱지놀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그러나 젊은 어머니는 아이들이 노는 딱지에 자신
의 아이의 물건을 가려내어 회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아이들의 놀
이는 더는 순수한 놀이로 될 수 없다. 골목길은 젊은 어머니로 인해
자본주의 질서의 철저한 “금전” 논리에 지배당하고 만다. 구보는 순
수한 놀이터를 근대의 골목길로 만들어버린 젊은 어머니를 자신의
아내로 삼지 않은 것에 대해 불행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즉, 여기서
여성의 몸은 금전적인 논리로만 재편되는 근대의 차가운 속성을 대
변하는 ‘악마’적인 존재인 것이다.
구보는 말괄량이 소녀의, 거의 울 가망이 된 얼굴을 눈앞에 그
려보고 빙그레 웃었다. 마침 앞을 지나던 한 여자가 날카롭게
구보를 흘겨보았다. 그의 얼굴은 결코 어여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무에 그리 났는지, 그는 얼굴 전면에 대소 수십 편의
삐꾸를 붙이고 있었다. 응당 여자는 구보의 웃음에서 모욕을
느꼈을 게다. 구보는, 갑자기, 홍소하였다. 어쩌면, 이제, 구보
는 명랑하여질 수 있을 지도 모른다.203)

거리에서의 여자는 “구보”가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날카롭게
202)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제8회,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11일, 3면.
203)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제23회, 『조선중앙일보』, 1934년 9월 8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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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겨본다. 이 여자의 얼굴은 “전면에 대소 수십 편의 삐꾸를 붙이고
있는” 흉측한 모습이다. 이러한 여자의 얼굴을 “구보”는 비웃는다.
그 비웃음을 박태원은 “홍소”라고 말한다. 이 “홍소”는 거대한 파도
와 같은 커다란 힘을 갖고 있는 아이의 웃음소리이며, 근대 거리의
“비처녀성”을 가진 여자의 몸(얼굴)에 대한 “홍소”이다. 또한, 여자
에 대한 “홍소”는 근대 거리에 대한 “홍소”이다. 아이와 함께 걷는
“구보”는 근대 거리에서 진정으로 “홍소”를 할 수 있고 명랑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박태원에게 아이는 타락한 근대 거리의 불안으로부
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존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호로
되는 것이다.
또한, 박태원은 작품에서 나오는 아이는 결코 작품의 등장인물들
과 시간을 들여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아이는 스치듯이 지나가 버
리는 순간적인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몸은
건강성을 상실한 근대적인 몸의 주체로 되는 인물들에게 육체의 건
강한 본능을 새롭게 불어넣어줄 수 있는 기호로 된다. 이것은 흔히,
주인공 ‘나’의 시선이나 소리에 의한 청각적인 반응으로서 몸의 건
강성을 획득하는 그 징표로서 드러난다. 이러한 아이의 몸에 대한
박태원의 관심은 「피로」와 「반년간」 두 작품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서로 공유한다. 이 두 소설의 공통점은, 주인공
의 몸이 근대 거리에서 아이가 들려주는 “휘파람 소리”를 확인한다
는데 있다. 「피로」에서의 주인공 ‘나’는 한길 복판에서 “휘파람 소
리”를 듣게 된다.
한길 복판을 전차가 지났다. 자동차가 지났다. 자전거와 함께
휘파람이 지났다. 그 휘파람 소리는 언제까지든 나의 귀에 남
아 있었다. 휘파람은 어린이의 노래이다. 그 휘파람을 불 줄
모르는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노래 모르고 지났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나는 허위로 가득찬 나의 과거를 무기력하게 비
웃음, 몇 번인가 부질없이 입살을 동굴리어 휘파람을 불려 하
였다. 그러나 그곳으로는 단조로운 바람소리만이 새어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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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4)

근대 거리의 복판에서,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오직 “휘파람 소리”
이다. 소설에서 ‘나’의 귀에 들리는 이 휘파람 소리를 “어린이의 노
래”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어린이의 노래인 휘파람을 부를 줄 모
른다. 그 이유는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 휘파람을 모르고 지났기
때문이다. 휘파람을 불려고 노력해도 ‘나’는 이제는 순수한 어린이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순수한 어린이의 휘파람은 이미 어린 시절에
“손상된 건강”으로 인해 부를 수 없게 된 것이다.
자기 전에 읽던 얘기책들. 밤을 새워 읽던 소설책들, 구보의
건강은 그의 소년 시대에 결정적으로 손상되었던 것임에 틀림
없다…….205)

이 “손상된 건강”은 근대 거리에서 위태로운 구보의 걸음걸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대 거리에서 박태원은 건강성을 상실한 근
대적인 육체를 등장시킨다. 소설에서 ‘나’는 ‘어린이의 노래’인 휘파
람 소리를 듣는 것으로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한다. 즉, 이러한
건강성이 상실된 근대적인 몸은 거리에서 전찻길을 횡단하는 아이
와의 만남을 통해 더 가사회된다.
나는 잠깐, 새로운 괴도부설이 아직 끝나지 아니한 ‘구룡산선’
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나의 눈에 전차 선로를
횡단하여 오는 한 어린이의 모양이 보였다. 그 어린아이는
행길을 호떡을 먹으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나
는 갑자기 나도 무엇인지 먹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206)
204) 「피로」, 124면.
205)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제11회,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17일, 3면.
206) 「피로」,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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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시선에 머문 아이의 모습은 전차의 선로를 횡단하면서 호떡
을 먹는다. 여기서 아이의 전찻길을 횡단하는 자유로운 움직임은 규
칙적인 근대 거리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거스르
는 행위로 인식된다. 또한, 그 자유로운 움직임을 갖는 아이가 호떡
을 먹는 행위는 ‘나’로 하여금 “무엇인지 먹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만든다. 아이가 음식을 먹는 이 장면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각
을 자극하고 ‘배고픔의 욕망’을 얻게 만드는 중요한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욕망”은 근대적인 몸을 갖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획득한다. 즉, 이 “욕망”은 배고픔에 의해 건강하지 않은 몸이 다시
건강한 생명력을 갖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아이의 몸을
통한 건강성의 획득은 점차, 아이의 몸에 대한 전도를 실현하는 것
으로 작품을 통해 더 구체화된다. 즉, ‘절름발이 아이’의 등장이다.
「반년간」에서는 아리랑 곡조로 들리는 휘파람 소리를 내는 “절름
발이 아이”가 나온다.
그래 철수는 판장 밖에 금방 풍금 소리라도 들을 듯이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곳으로는 아무 소리도 들려 오지 않았다.
판장 밖은 멋없이 넓은 행길이었다. 그리고 그 행길 저편에는
벌판이 있었다. 그러자 누군지 휘파람을 불며 판장 밖을 지나
갔다. 휘파람 소리는 약하고 은근하였다. 그것은 그것은 ‘아리
랑’ 곡조였다. 철수는 눈을 들어 판장 밖을 내다보았다. 열댓
살이나 그 밖에 더 안되어 보이는 아이가 멋없이 넓고 또 긴
길 위를 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오직 그 아이뿐, 길 위에
도 벌판 위에도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철수는 그 아
이가 오른발을 절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아이는 마치
제 휘파람에 장단이나 맞추는 듯이 오른발을 절며, 절며 점
점 조그맣게 까맣게 사라졌다. 철수는 그대로 그것을 바라보
고 있었다.207)
207) 「반년간」, 『동아일보』 1933년 6월 15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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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동경 거리에서 철수가 듣게 된 것은 역시 순수한 아이의
노래인 휘파람이다. 하지만 여기서 휘파람을 부르는 아이는 오른발
을 절고 있다. 또한, 아이가 부르는 휘파람의 곡조는 “아리랑”이다.
“아리랑”을 부를 수 있는 아이는 조선의 아이이다. 하지만 이러한
순수한 아이는 오른발을 절고 있는 절음발이의 모습이다. 조선인 지
식인으로 등장하는 철수는 현해탄을 넘어 도착한 동경에서도 그 메
트로폴리스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근대 생활의 우울
을 ‘조선 아이’만 갖는 ‘절름발이 몸’에 그 의미를 부착한다. 따라서
조선 아이는 절름발이의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우울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절름발이 아이가 부르는 아리랑의 곡조는 “약하고 은
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절름발이 아이”는 동경의 근대적 삶에
대한 작가의 커다란 의문 기호인 것이다. 조선의 절름발이 아이가
걸어간 뒤의 거리의 풍경은 “몰취미하게 판장을 흔들어놓는 사나운
바람뿐”이다. 아이의 절름발이의 상태는 근대 거리를 위태롭게 걸어
가는 걸음걸이와 똑같은 상태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절름발이
는 어디까지나 아이의 몸과 연결되는 순간, 그 명랑하고 낙천적인
순수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언제든지 건강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절름발이 아이’가 갖는 전도된 기호
의 의미는 「사계와 남매」(『신시대』, 1941년)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절름발이 아이로 등장하는 옥순이이다.
날도 좋은 일요일 아침─거리에는 사람들도 많았다. 모두가
놀러 나온 사람들인 듯싶었다. 모두가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입고, 모두가 즐거운 모양이었다. 더구나 누구라 한 사람, 옥
순이처럼 다리를 절름거리지는 않았다. 이제는 분하고 부끄러
웁기보다도, 차라리, 외로웁고 또 슬펐다. 그래, 옥순이는 한
껏 풀이 죽어, 고개를 푸욱 수그리고 걸어가며 명순이의 부르
는 소리를 등 뒤에 듣고도, 걸음을 멈추지도, 고개를 돌려보지
도 않았다.208)
저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동네에서 반짝이는 전등불들은,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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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는 사람들에게 외로운 생각만 더하여 주었다. …(중략) 옥
순이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직 어둠이 있을 뿐이요, 길에도,
언덕에도, 숲 사이에도, 나다니는 강아지 한 마리 구경할 수 없
다. 옥순이의 가슴 속에 갑자기 불안과 공포가 깃들이었다.209)

소설에서는 절름발이의 몸을 갖는 옥순이가 거리에서 사람들이
갖는 건강한 몸과 대조되는 이질적인 존재임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절름발이의 몸을 가진 옥순이는 언제까지나 외롭고 슬픈 존재이다.
절름발이 옥순이가 겪어야 하는 현실은 오직 어두운 밤 집 밖의 골
목길에서 느끼게 되는 불안과 공포와 같다. 소설에서는 아이가 느끼
는 그 공포와 불안을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오빠 내외가 언제든지
자신을 영자의 집으로 보낼 수 있다는 무서움과 절망감으로 대체한
다. 이 공포의 감정은 끝내 옥순이가 어둡고 추운 밤에 집을 떠나게
만든다.
색시의 눈앞에, 옷도 변변히 두꺼웁게 못 입은 옥순이가, 추위
와 야속한 생각에 울며, 떨며, 바람 찬 밤거리를 절뚝거리고
걸어가는 모양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색시는 온몸이 덜덜덜 떨
렸다. 어쩌면 그 걸음으로는, 아직도 어둡고, 추웁고, 또 머나
먼 길을 옥순이는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다─생각된 까닭이
다.210)

소설의 후반부는 옥순이를 찾으러 다니는 가족들의 감정의 양상
을 자세하게 다룬다. 옥순이를 찾는 과정을 본다면, 색시는 차가운
겨울의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는 모습과 절름발이의 아이의 몸을 연
결시켜 옥순이에 대한 불안과 후회의 감정을 한층 더 극대화시켜
드러낸다. 하지만, 박태원은 절름발이의 몸을 갖는 옥순이는 “아이”
208) 박태원, 「사계와 남매」, 『신시대』, 1941년 1월호, 298면.
209) 박태원, 「사계와 남매」, 『신시대』, 1941년 2월호, 288면.
210) 「사계와 남매」, 3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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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몸을 갖고 있음을 끊임없이 환기시킨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옥순이가 가족들과 극적인 재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이 장면은 ‘절름발이 아이’의 몸을 부축하면서 함께 걸
어가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소설의 끝을 맺는다.
이미 자정도 넘었으리라. 바람조차 자는 밤거리에 추위는 좀
더 독하였고, 어둠 속에 울리는 발소리가 스스로 듣기에 한없
이 외로웁다. 그러나, 셋이서 손들을 꼭 잡고 같은 길을 걸어
갈 때, 사랑은 서로서로의 마음을 껴안아 몸조차 추위를 깨닫
지 못하였고, 발은 비록 어둠을 더듬으나, 생각은 멀리 광명
을 찾았다……211)

이 마지막 장면의 배경은 어둠이 내린 “바람조차 잠든” 정막의 밤
거리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반년간」에서 보여준 ‘절음발이 아이’
와는 다른 결말을 보여준다. 어둠의 정막만 흐르는 근대의 거리에서
는 “발소리조차도 듣기에 한없이 외로운” 것이다. 하지만 절름발이
아이는 더는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의 몸에 의지한 채, 그들과 함
께 어둠을 더듬어나간다. 소설은 시종일관 “어둠”이 가져오는 근대
의 불안에 시달리는 인간의 삶이 보여주는 현실을 끝까지 놓지 않
는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이러한 절름발이 아이의 몸을 갖는 옥순이
가, 혼자가 아닌 세 사람의 몸들이 서로 껴안고 따뜻한 체온을 나눠
주는 과정을 통해 어둠을 더듬으면서 나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즉, 소설은 절름발이 아이의 기호를 통해, 어둠의 거리에서도 ‘광명’
이라는 희망이 존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소설의 결말은 ‘절름발이 아이’가 갖는 운명의 결과에 대한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절름발이 아이’는 더는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과 따뜻한 체온을 나눌 수 있는 것에서, 소
설은 근대적 현실에 대한 완전한 절망의 빛만 보여준 것은 아니다.
211) 「사계와 남매」,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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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원에게 ‘절름발이 아이’는 아이의 순수함과 절름발이라는 건강
하지 않은 몸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이러니의 기호이다. 또한, 이것
은 근대라는 본질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를 내비친 작가의 의도와 맞물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설의 결말에서 내비친 모호함은 ‘절름발이 아이’라는
기호를 통해 어둠의 근대 거리에서 “희망 찾기”에 대한 그 가능성을
내비치는데 보다 유효적인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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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은 근대 거리의 의미에 대한 정치한 접근을 통해, 거리의
문제가 박태원 문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구체적인 양상을 갖고
발현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었다. 본고는 그 새로운 입각점
으로,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몸과 그것의 감각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중심으로 거리와 근대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이루어낸 작가의 의식 양상의 구체적인 형태를 보여주었다. 근대 거
리를 다시금 문제화한 것은 기존의 모더니즘 문학으로 평가받았던
박태원 작품 세계에 대한 본고의 반성적인 입장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도시의 탄생과 함께 대두되는 근대성의 문제를 다
루는 데 있어서, 1930년대의 조선에서 발생한 모더니즘의 문학사조
가 등장한 그 물적 배경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근대 도시를 이루는 포장도로 및 아스팔트는 구인회를
비롯한 당대 문인들로 하여금 근대성에 대한 감수성을 불러일으키
는 철학적 사유의 원천으로 되었다. 박태원에게 있어서, 거리의 ‘산
책자 구보’를 만들어낸 것 역시, 근대 거리에 대한 관심과 근대성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돌출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거리에 대한 작가적 성찰은 근
대 도시와 그 곳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구성해가는 인간의 삶과 인
간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고는 거리에서의 이동을 실현하는 사람들, 즉 그들의 몸과 걷기라는
가장 평범한 일상적 행위에 대한 작가적인 관심을 2장과 3장의 작
품 분석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다루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2장에서는 박태원의 초기 소설들을 중심으
로, ‘산책’이 갖는 행위의 의미를 확장시켜, 등장인물들의 걷기와 근
대 거리와의 관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우선, 2장 1절에서
는 ‘산책’의 구체적인 행위로 되는 ‘걷기’를 실현하는 인물들의 몸에
주목하여 근대성을 경험하는 몸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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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걷기라는 행위를 통해, 육체의 여러 감각들의 발현을 드러낼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근대성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몸
적 감각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작품을 통해 보여주면서, 그것을 문
학적 사유로 치환시키는 박태원의 소설적 전략의 한 부분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2장 2절에서는 인물들의 몸적 감각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으로
드러나는 거리의 ‘산책’을 이루는 주체의 범위를 화장시켜, 근대적
거리에서의 사람들의 ‘걷기’가 갖는 그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 자세
하게 다루었다. 즉, ‘걷기’라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에 그 철학적 의미
를 부여한 근대적 주체의 인물전형이 바로 ‘산책자 구보’라고 할 때,
이 ‘산책’하는 “구보”는 물론 “구보”의 시선에 맞물리는 전체 거리에
서의 사람들의 ‘걷기’는 모두 근대적인 ‘산책’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
체들이라 할 수 있다. 즉, ‘산책’은 걷기를 실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움직임으로 그 의미의 확장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걷기는 그 특유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박태원은 「적멸」과 「소설
가 구보씨의 일일」을 주요 골간(骨幹)으로 하여, 이러한 등장인물
들의 몸이 갖는 ‘근대적인 걷기’를 경성의 거리를 통해 보여준다.
2장 3절에서는 거리를 가장 먼저 접촉하는 ‘발’과 그 대체적인 기
호로 되는 ‘구두’의 문제를 통해 근대 거리에 대한 작가의 현실 인식
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박태원의 여러 작품들과 수필에 산재되어 있
던 단서들을 통해, 근대적인 일상의 흐름 속에 놓인 사람들의 일상
에 대한 현실을 작품 속에 녹아들게 한 작가의 중요한 문제의식을
이끌어냈다.
3장에서는 이러한 근대 거리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골목으로
확대시켰다. 골목길은 기하학적인 근대 도로의 확장과 그 교통량의 세
력에 의해 생겨나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근대 거리이자, 사람들이 어둠
을 타고 새롭게 이루어지는 후미진 ‘산책’의 공간이다. 골목은 거리의
중요한 형태의 일부분으로 될 뿐만 아니라, 양자는 유동적인 특성을 보
여주는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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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골목의 특수한 성질을 드러내기 위해 본고는 박태원의 후기 작
품들을 중심으로 ‘어둠’이 근대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3장
1절의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즉,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는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보여준 몸의 감각과 어둠 사이
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대낮의 근대 거리에서 몸에
의한 청각적인 소음의 환경에 부단히 노출된다. 「윤초시의 상경」에서
는 이러한 근대적인 장면을 잘 나타내 보였다. 이와 반대로, 「투도」에
서는 박태원의 자전적인 요소가 담긴 주인공 ‘나’를 통해, ‘어둠’이 가져
오는 정막에 대한 불안을 주인공 ‘나’의 몸과 연결시켜 드러낸다. 어둠
은 “훤소”(喧騷)에 처한 근대의 거리가 보여주는 장면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완벽한 정막을 드러낸다. 박태원은 이 근대의 ‘어둠’을 통해 보
여준 정막에 대한 접근을 동경 유학의 경험을 기반으로 창작한 「반년
간」을 통해 구체화시킨다. 이 작품을 통해, 「피로」를 포함한 후기의
작품들에서 박태원은 근대 거리의 속성을 드러내는 차가움의 본질을 확
인한다. 또한, 그것과 맞물리는 근대의 일상생활이 드러내는 현실의 문
제를 인물들의 몸의 감각을 통해 표출시킨다.
3장 2절에서는 이러한 근대 거리와 골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대조적인 풍경으로부터 유곽의 거리를 드러내는 근대 경성의 현실을
보여준다. 박태원은 유곽의 골목이 드러내는 현실에 주목하여 「골목
안」, 「악마」 등 작품에서 불안의 기호로 되는 여성의 몸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는 어둠이 내린 근대 거리가
유곽의 거리로 재탄생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징으로서 여성의 몸을
등장시켰고, 「애욕」을 통해 그것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을 보여
준다. 이러한 현실의 불안은 「길은 어둡고」, 「전말」 등 작품에
서 여성의 몸을 통해 더 가시화된다.
3장 3절은 근대의 골목길이 드러내는 가능성을 아이의 몸과 연결
시켜 보여준다. 순수한 아이의 기호는 박태원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근대적인 삶의 틀에 갇혀버린 인물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
는 탈출구로서 작용된다. 근대적인 몸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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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존재는 “절름발이”라는 전도된 의미의 기호로서 등장한다.
특히, 「사계와 남매」에서는 이러한 ‘절름발이 아이’를 주인공을 등
장시켜 근대 거리에서 “희망 찾기”에 대한 그 가능성을 내비치는데
보다 유효적인 방식으로 작동시켰다.
특히, 본고는 이러한 근대 거리의 문제를, 박태원 문학의 분기점
으로 평가되는 작품 『천변풍경』에 새로운 해석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박태원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되는 이 장편소설은, 그 주요한 소설적 배경으로
되는 천변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았다. 기존 연구
에서도 보여주다시피, “천변”은 경성의 이중 도시로 분할되는 그 경
계에 놓여 있는 특수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특
정된 주인공이 없다. 소설은 그야말로 천변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
변에서 생활한 사람들의 삶의 풍경을 하나의 전체적인 화폭에 담아
동시 다발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꾀한다. 그 풍경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 개인적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여러 사람들의 눈과 그 눈
에 의해 포착된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 연결되고 이루어진다. 소설
에서는 “천변 공간”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엄연히 ‘천변길’이라는 표
현으로서 작품에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천변길’은 사람들의 움직임
에 대한 여러 인물들의 시선이 겹치는 역동적인 장면으로 재탄생된
다. 즉, “천변”은 경성의 도시 공간으로 나타나는, 근대의 거리와 골
목들의 집합의 장소로 새롭게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
한 “천변길”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그들의 몸과 연결시켜 드러내고
자 한 박태원의 “세태적 전략”으로서 그 의미를 재풀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논의의 끝머리에 제기해보며, 후속 연구의 작
업으로 남겨둔다.
본고는 이러한 거리의 문제를 중심으로 인물들의 몸과 그것들의
감각에 대한 작가의 의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근대적 삶과 인간의
문제를 박태원의 문학세계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박태원의 작품 세계가 갖는 새로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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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 것으로 그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기존 연구가 보여준 리
얼리즘 대 모더니즘이라는 도식화된 구도에서 벗어나, ‘산책자’ 연구
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박태원의 문학에 대한 재고의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보”를 중심으로
파생된 ‘산책’의 의미망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
들이 드러내는 한계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연구시각의 확보도 가능
하게 되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해, 기존 박태원의 모더니
즘 연구의 제한적인 관점을 극복하고, 박태원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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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rban Ecology of KyeongSeong Street in the Novel of
Park Tae-won
WU JINHUA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 part of research to illuminate the most
fundamental problem of Park Tae-won’s literature who ran
Guinhoe(literature circle) and focus on the problem of streets
deviated from a general awareness of the representative figure in
the epic of Korean modernism of the 1930s. That period serves
as a significant and unique chronological background in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It is particularly noted for
many writers employed Gyeongseong(the old Seoul) characterized
by double qualities of colony and modernity in their novel
background as a source of creative writing. It has been a major
study topic to define Korean modernism literature based on three
key words such as Kyeongseong(city), modernity, and colony.
This paper focused on the meaning of modern Kyeongseong city
where the novelist attempted to reveal in his work and further
aims for presenting the importance of modern streets in his
literature based on reflective attitude towards this theme.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scape from a
narrow interpretation within the influence of “Promenader Gubo”
published in the 1930s that has always been plac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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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of other studies oriented towards a separated structure
called “realism versus modernism” in research on his literature,
and appreciated as modernism or modernism-oriented literature. It
ultimately aims for presenting a proper perspective accessible to
the essence of his literary world.
The fundamental drive force that provokes the most
dynamic scene in modern Kyeongseong city was physical
movements by ordinary people. Modernized streets herein render
the first source of a new modern city and the most fundamental
geographical space. In other words, the presentation of “streets”
composed by physical movements(behaviors) is crucial evidence
for “problemtatic reality” in South Korea of the 1930s. As the
same time, it can function as a common mechanism to subject it
into characters in addition to “ Promenader Gubo.” Furthermore,
Park successfully induced a susceptible emotional reflection on
the reality by applying physical bodies and specific behaviors that
reveal problems associated with streets and explore its modern
implications into his novels. In other words, his consciousness on
modern streets in Kyeongseong is connected with an important
premise that asks us routine lives confined into real institutional
frames, especially what human beings mean in a terrain of
“modern life.”
This paper explored the relationship patterns between
streets and modern subjects based on his early works based on
the awareness of modern street. With this connection, it also
discussed how his problem awareness was specifically expanded
and modified by transferring to latest works.
Chapter 2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s
as modern subjects and streets by replacing the mean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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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ller” behaviors primarily centered into visual advantage
based on his early novels. Instead of avoiding the conventional
frame of overweighing “One day of Novelist Mr. Gubo” and
further discussing other works, literary analysis was largely
focused on his early published works such as “Nakjo(Sunset),”
“Jeokmyeol(Annihilation),” “Eumwoo(Dreary Rain),” and
“Napal(Trumpet),” all of which gained little attention from
previous studies. Therefore, this paper shows his sophisticated
novel strategy to reveal modern reality by matching reactive
patterns on various physical senses of characters considered as
modern subjects to certain types of figures.
In Chapter 2-1, this paper demonstrates both reactive
patterns on a variety of physical sense of characters considered
as modern subjects and his meticulous literary strategy in order
to reveal modern reality by compromising patterns to certain
types of characters. Chapter 2-2 shows the behavior of “walking”
operated by physical sensational movements by modern
characters and was associated with modern routine problems. In
particular, this includes walking patterns in ordinary lives of
people on the street observed by main characters in
“Jeokmyeol(Annihilation),” or “One day of Novelist Mr. Gubo.”
Chapter 2-3 discusses the problem of “shoes” marking a symbol
substituted with an important “feet” in terms of physical walking.
Symbols of body(physical body) and feet(shoes) become
significant components that first contact the surface of streets. It
can be noted that these representations function as influential
marks that express a greater question on human beings in the
face of modern ordinary context through his several early
writings and no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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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pter 3, this paper discussed the expansion of his
problem awaress on modern streets based on alleys. It swerved
from the conventional research which is generally visualized in
late works or interprets these alleys as remote and completely
reclusive. Instead, it discuss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one
of major formations in alleys which are connected with modern
streests and interchangeable, but invisible modern streets. Chapter
3-1 mainly shows physical sense expressed to a contrapuntal
perspective between modern “darkness” and “lightness” of alleys
that share flexible characteristics in streets. An underlying
anxiety on “darkness,” in particular, leads to his contemplative
attitude on living in the frame created by a modern monster. His
consciousness on modern “darkness” was reorganized into brothel
quarters by elaborating alleys in Chapter 3-2. His late works
portray modern dark alleys which were reborn as brothel streets
and they are interpreted as real anxiety in Kyeongseong in
association with female bodies. Searching for an exit to overcome
this modern anxiety, Park found a “child” as an appropriate
solution. The child is a main character and serves as a powerful
representation of “healthy body.” In Chapter 3-3, the writer
connects “discovering hope” in the modern reality with the child
body. The presence of child who continue to appear in his novels
emerge in the alley of filthy and desperate reality and transcends
the world formed by adults who control money and modern
order. This paper examined the possibility of “discovering hope”
in modern streets based on “crippled child” who are a main
characters in “Sagyewa Nammae(Four Seasons and Sibling)”
selected among his late no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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