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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김동인의 각 시기별 단편 소설에 나타나는 기법적 특색을 

이야기와 서술자의 층위로 나누어 분석했다. 기법적인 측면에서 지금까
지 김동인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체로 「감자」가 
발표된 1925년을 전후로 한 시기를 정점으로 보고, 그 이후의 작품들
은 퇴보 혹은 연장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함께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시기를 김동인 문학의 기법적 완성기로 보는 연구사에서 
탈피하여, 작품 활동을 재개한 1929년 이후에도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
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이야기를 서술하는 서술자의 태도와 접한 관련
이 있다. 1925년에 김동인이 『조선문단』에 발표한 「소설작법」에는 
인물과 서술자의 관계를 다룬 시점의 원리가 소개되어 있다. 그가 제안
한 일원묘사, 순객관묘사, 다원묘사 등은 제라르 쥬네트(Gérard 
Genette)의 초점화 이론(focalization)에서 다루는 내적 초점화(internal 
focalization), 외적초점화(external focalization), 비초점서술
(non-focalized narrative)과 상응한다. 이는 인물에 한 서술자의 정
보량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서술자가 가지는 정보량에 따라서 서
술의 형식이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서술하기
(narrating)’의 층위, 즉 음성(voice)의 문제를 고려할 때 이야기에 
한 종합적인 서술자의 태도가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2장에서는 김동인의 초기 작품들을 상으
로 하여 이야기와 서술자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 시기(1919~1924) 작
품의 서술자는 일원묘사의 방법을 취하여 인물이 가진 정보량만큼만 서
술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물이나 사건에 한 객관적인 평가
를 내릴 수 없다. 그렇기에 사건과 허구 세계에 한 묘사는 모두 인물
의 내면에 의해 주관화되어 있으며, 인물의 지성, 성격, 상황, 교육 수
준 등의 요소에 의해 왜곡되어 나타난다. 독자는 사실상 인물의 시각
(vision)만을 쫓고 있으면서도, 서술된 텍스트가 서술자에 의한 객관적
인 설명과 해석이라는 환상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야기에 한 서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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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도는 인물의 허위를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인물에 한 강력한 비
판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인물과 서술자는 반어
(irony)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신뢰하기 어려운 서술자임이 드러
난다. 

3장에서는 서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원묘사에서 벗어나 서술자가 
인물, 사건, 허구 세계와 같은 이야기의 요소를 자유롭게 서술하게 되
는 시기(1924~1927)를 분석했다. 「자기의 창조한 세계」(1920)에 
따르면, 김동인은 허구세계를 창조하여 그 세계에 한 완전한 지배권
을 획득한 톨스토이의 소설관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김동인은 인물
의 성격과 사건을 단순화함으로써 오히려 소설의 리얼리티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럼으로써 서술자의 이야기 장악이 실현된다. 인물
의 복잡한 내면 심리는 더 이상 묘사되지 않고 서술자는 인물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인물과 인물 주변의 환경, 상황 등에 한 설
명과 해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사건의 주체로서 인물을 행위 하도록 
만드는 가난, 환경, 종교, 이념과 같은 ‘행위제공자(power)’가 새로운 
행위의 주체로서 등장한다. 서술자는 이야기에 한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배따라기」(1921)에서 등장하는 ‘운명’과 같은 절 적 지위
를 누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물의 타락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결정론
적 세계관이 형성된다. 

4장에서는 김동인이 문단으로 복귀한 1929년 이후부터 해방 이전까
지의 작품들을 분석했다. 1930년을 전후로 이미 한국 문단의 중견 작
가가 된 김동인은 한국의 문단 전반을 조망할 관록과 식견을 가지기 시
작했다. 한편으로는 문단의 최전선에서 려남으로써 한국 문학계를 견
인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기도 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서술자는 이미 결정된 이야기를 담담히 서술해 나가던 이전
의 서술자와 달리, 갑작스럽게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accident)에 인물
과 함께 놀라고, 그 의미에 해서 고민하는 태도를 취한다. 사건의 인
과적 연결고리가 해체되고 서술자조차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야기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다소 불
명료해지지만 독자에게 인생과 존재의 의미에 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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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원인과 결과가 일 일 응을 이루는 사건
과 달리 결과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이러한 서술자의 태도는 서술 방식의 다양한 변화를 낳게 된
다.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을 서술한 「광화사」(1935)는 가능한 여러 
가지 결말을 제시하고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서술자를 등장시킴으
로써 이미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소설의 환상을 뒤집는 표적인 
예다. 이러한 메타 픽션은 이야기를 장악하는 권위적인 서술자의 태도
에서 벗어나 독자와 함께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을 공유하고자 하는 기
획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술자에 의한 서사의 폐쇄적인 구조를 벗어나
오자 한 시도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각 시기별로 김동인 작품들의 서사적 변화 양상
을 살펴볼 수 있다. 이야기와 서술자의 관계, 특히 정보량과 서술자의 
태도 측면에서의 분석은 김동인이 초기부터 추구해왔던 인생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소설로 형상화되는가를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김동인 
연구사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1930년 의 작품들은 근 소설양식의 확
립이라는 문단적 과제에서 벗어남으로써 오히려 다양하고 파격적인 형
식의 변화를 낳았으며, 인생이 던지는 질문을 독자와 함께 고민하는 태
도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문학의 수준’이라는 초기의 목표를 
넘어 김동인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내발한 것으로, 한국 문
학의 자생적 변화 양상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핵심어: 서사이론, 이야기, 서술자, 제라르 쥬네트, 초점화, 행위제공자, 
우발성

학번: 2015-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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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김동인(金東仁, 1900~1951)에 한 긍정적/부정적으로 엇갈리는 평
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근  문학을 논함에 있어 그 시작점으로 김동
인에 한 언급은 피할 수 없다. 김동인은 조선에서 근  문학을 확립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문단의 중심으로 뛰어들었으며, 이는 그 
의지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지식과 자본, 그리고 오만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자신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무엇보다 당  문단에서 최
고의 인기와 평가를 누리고 있던 이광수를 비판하며 진정한 근  문학
의 실천을 주장하여 세간의 관심을 모았고, 그 결과물로 최초의 순문예 
잡지 『創造』를 1919년 2월 1일에 창간했다.

근  문학 확립이라는 목적의식 하에 창간된 『창조』
(1919.2~1921.5)는 의식 있는 문인과 작품을 모으는 창구와도 같은 
역할을 하여 시, 소설, 희곡, 평론 등 문학에 관련된 다양한 작품을 모
으고 발표했다. 한편으로는 이후 창조파에 반발하는 문인들 혹은 그들
과 개인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문인들로 하여금 『폐허』
(1920.7~1921.1), 『장미촌』(1921.5), 『백조』(1922.1~1923.9) 등 
새로운 기치를 내세운 문예잡지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최초의 본격적 문단 형성에 기여했다는 문단사적 업적 외에, 김동인 
개인의 문학적 성과 또한 한국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 스스로가 여러 잡문을 통해 수차례 반복적으로 언급했듯이, 문체 확
립과 시점 개념의 도입은 부정할 수 없는 공로(功勞)로, 이후 수많은 
김동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김동인은 그 자체로 초기부터 한국 근  문학사의 일부로 함
께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화1), 김태준2)은 이광수로 표

1) 임화, 「朝鮮新文學史論序說-李人稙으로부터 崔曙海까지」, 『朝鮮中央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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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민족주의적이고 낭만적인 경향의 작품이 불러일으키던 희망적 전
망이 기미(己未) 이후 불안해진 조선의 현실과 만나며 희망에 한 환
멸로 변화하며 김동인과 같은 자연주의 작가군을 낳았다고 보았다. 김
태준은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創造』, 1919.2~3)을 두고 “이
미 자연주의를 벗어난 성격소설의 작품”이라는 호평을 남겼지만, 이 역
시 자연주의라는 맥락 아래에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임화는 1920년  초의 자연주의자들이 “문학을 언어 문자의 기
술로 환원시키는 형식주의”와 “예술을 위한 예술” 발전 혹은 전화(轉
化) 되었음을 지적하는데, 이 두 가지 양상은 자연주의와 함께 김동인
의 문학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골자가 된다. 이 외에도 조연
현3)은 김동인의 문학의 특징으로, 서로 상반되는 다양한 경향이 동시
에 발견되고 있음을 든다. 그는 심리주의, 탐미주의, 자연주의, 인도주
의, 민족주의 등 다섯 가지 경향으로 작품들을 분류하여 그에 해당하는 
작품을 열거한다. 

조연현이 지적한 ‘경향의 다양성’은 김동인의 문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다섯 가지 경향으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
고 각 항목에는 중복되어 언급되는 작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작품이더라도 여러 가지 경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
다. 백철4)이 김동인의 예술지상주의를 심리주의와 유미주의를 합친 개
념으로 설명하고, 김동리5)는 “결정적인 시기에 자연주의의 세례”를 받
아 그의 작품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 또한 해석의 다양성 문
제와 결부된다. 

김동인 문학에 한 다양한 해석은 특히 자연주의와 유미주의를 두 
축으로 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된다. 자연주의의 관점에
서 김동인을 분석한 표적 연구자인 강인숙6)은 에  졸라의 자연주의 

報』, 1935.10.9.~11.13.
2) 김태준, 『(增補)朝鮮小說史』, 학예사, 1939.
3) 조연현, 『韓國現代文學史』, 人間社, 1961.
4) 백철, 『新文學思潮史』, 민중서관, 1963.
5) 김동리, 「自然主義의 究竟-金東仁 論」, 『신천지』, 1948.6.
6) 강인숙, 「에밀 졸라의 이론으로 조명해 본 김동인의 자연주의」, 『건대학

술지』, 1982, 57~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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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김동인의 자연주의를 비교하여 둘의 향관계와 차이점을 분석
했다. C. 베르나르의 『실험의학서설』 이론을 문학으로 전용(轉用)한 
졸라의 자연주의는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한 진실의 발견에 그 목적이 
있으며, 과학적 분석 방법이란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해부를 통해서 이
루어지는 것이다. 졸라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박탈하는 원인으로 환경
과 유전을 내세웠던 만큼, 그로 인한 비관적 결말을 도출할 수밖에 없
다. 김동인의 작품에서 자연주의적 요소라 할 만한 것은 ‘사실’을 중시
하는 그의 태도와 리얼리즘에 추구, 그리고 현실을 추구하는 객관적이
고 냉정한 시선이다. 「태형」(『동명』, 1922.12.17.~1923.4.22.)에서 
보여준 감옥에 한 사실적인 묘사와 「감자」(『朝鮮文壇』 4, 
1925.1)에서 보여준 냉정한 태도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졸라식 자연주의에서 강조하는 철저한 사실 묘사에 한 김동인의 거부
감과 그가 갖고 있는 미에 한 추구는 오히려 자연주의와 치되는 양
상을 보인다. 강인숙은 김동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상반되는 태도로 인
해 그를 완전한 자연주의자가 아니라 ‘자연주의적 징후’가 나타나는 작
가로 규정한다. 

같은 맥락에서 김시몽7)은 졸라의 자연주의가 일본에 의해 변형된 후 
한국에 소개되었다는 점을 들어 의미의 착종 양상을 밝힌다. 그에 따르
면, 일본 작가들에게 있어서 자연주의는 과학의 의미보다 자연의 의
미에 가까우며, 그로 인해 사소설이라는 일본 근  문학의 표적 양식
이 성립되었다. 김동인은 졸라의 자연주의와 일본의 자연주의를 함께, 
일종의 기법으로서 자연주의를 수용하여 소설의 자연스러움을 보장하는 
장치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백철이 김동인을 한국의 ‘오스카 와일드’라 칭한 이래로8) 오스
카 와일드의 예술지상주의와 김동인의 작품을 비교 연구한 논문9)들도 
7) 김시몽, 「김동인에 의한 복합적 자연주의」, 『비교한국학』, 2013, 

203~224면.
8) 이병기·백철, 『한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75, 284면.
9) 오스카 와일드와 김동인을 비교한 논문으로는 구창환, 「谷崎潤一部 및 

Oscar Wilde와 比較해 본 金東仁의 眈美主義」, 『語文學論叢』, 조선대학
교 국어국문학연구소, 1968, 50~64면; 김상규, scar-Wilde와 金東仁硏
究:主로 作品에 나타난 唯美性을 中心으로」,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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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되었다. 김은전10)은 오스카 와일드의 댄디이즘(Dandyism)이 자신
의 가면을 만들고 그것을 완전히 연기하는 ‘연기적 유미주의’라는 점에
서 김동인이 자처하는 위악(僞惡)적 면모와 유사하다고 파악한다. 그는 
“일견 유미주의·악마주의와는 극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주
의·자연주의적 작품 역시 모두 유미주의·악마주의의 소산임을 알 수 있
다”고 주장하며, 이전까지 자연주의로 해석되어 오던 작품들조차 유미
주의 경향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을 밝히고 김동인의 삶과 작품들이 
보여주는 지배적인 경향은 유미주의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외에도 김동인과 일본문학의 향관계를 김동인이 언급한 일본 문
학가들을 통해 연구한 김춘미11)는 김동인이 오히려 자연주의자들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일본의 예술지상주의 계열 
작가들에게 향을 받았음을 비교문학적으로 고찰한다. 이러한 향 관
계는 일본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와 김동인의 비교연구 경
향으로 이어진다.12) 

이처럼 김동인의 문학에 한 사조적 연구들은 유미주의와 자연주의
를 두 축으로 하여 전개되었으나 다수 연구자들이 논문의 서두에 지
적하듯이 김동인의 작품들에는 일관된 색채나 사조를 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경우도 발견된다. 가령, 「약한 자의 슬
픔」(『創造』, 1919.2~3)이나 「마음이 여튼 자여」(『創造』, 
1919.12~1920.5.)와 같은 초기 작품 이후부터 발표된 일련의 작품들
은 휴머니즘, 자연주의, 예술지상주의, 민족주의 등과 같이 주제론적인 
측면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이 또한 산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개
별 작품에서 독특하게 드러나는 특징으로서의 의의가 두드러진다. 다시 
말해, 문학사의 흐름에 몇몇 작품을 맞추어 설명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김용남, 「김동인과 오스카 와일드의 유미주의」, 『비교문학』, 한국비교문학
회, 1995, 5-27면.

10) 김은전, 「東仁文學과 唯美主義」, 先淸語文, 1976, 147-170면.
11) 김춘미, 『金東仁 硏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12) 고영자, 「예술지상주의: 김동인의 「광염소나타」와 芥川龍之介의 「地獄

變」 小考」, 용봉인문논총, 1997, 203-227면; 남은미, 「아쿠타가와 류노스
케(芥川龍之介)와 金東仁의 藝術至上主義 對比: 「地獄變」과 「狂畵師」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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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문학사적 흐름을 견인했다거나, 전체 작품을 관통하는 일관성 있
는 사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김동인이 1930년을 
전후하여 생활의 곤란과 함께 역사소설에 매진하기 시작했다는 점, 야
담과 같은 소위 하위 문학 장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무
관하지 않다. 

반면에, 서사학적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는 연구13)는 관점의 차이가 
있으나 큰 맥락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들은 체로 
기법적인 완결성을 전제로 하여 최초 작품인 「약한 자의 슬픔」에서부
터 략 「배따라기」(『創造』, 1921.5), 「태형」(『東明』 16~34, 
1922.12.17~1923.4.22), 「감자」(『朝鮮文壇』 4, 1925.1) 등의 초
기작까지를 연구 상으로 한다. 물론 이후의 작품도 분석의 상으로 
삼고 있지만 초기의 완결된 기법적 특색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며 
변모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연구는 이재선에 의해서 한국근 단
편소설 양식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문체, 구성, 시점, 서술자 유형, 액자 형식 등으로 세분화된 연구가 이
루어져 왔다. 

우선 이재선14)은 김동인의 「배따라기」를 단편소설 양식의 확립으
로 보고, 그 이전의 작품들은 단형서사(單形敍事)로 분석한다. 그 이유
로 문체의 혼합으로 인한 시점의 난조를 표적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아직 미숙하더라도, 「목숨」(『創造』, 1921.1)이라는 작품에서 액자 
형식을 도입한 후, 그 시도의 성과로 「배따라기」라는 단편소설이 탄
생했다고 본다. 또한 「배따라기」의 특성으로, 액자형식을 통해 작가
의 개성에서 거리를 둔 “비개성적 객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액자 내
부의 이야기에 사실성을 부여한다는 점, 한국적 전통을 계승하고 재구
(再構)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광염소나타」

13) 이재선, 『한국단편소설연구』, 한국학술정보, 1975; 김용재, 『한국 소설의 
서사론적 탐구』, 평민사, 1993.; 최시한, 「김동인의 시점과 시점론」, 『김
동인 문학의 재조명』, 새미, 2001; 손정수, 『텍스트의 경계』, 태학사, 
2002; 장수익, 「1920년대 초기 소설의 시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8.

14) 이재선,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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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外日報』, 1930.1.1.~1.12),  「광화사」(『野談』 1, 1935.12)와 
같은 작품이 「배따라기」의 특성을 이어받으며 변형된다고 분석한다.

김용재15)는 이재선의 논의에 동의하며 「배따라기」를 근  단편소
설 양식의 확립으로 보면서 논의의 내용을 보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
다. 그는 「배따라기」 이전의 작품들을 “내면지향적 서술”로 분류하고, 
이재선이 지적한 ‘시점의 난조’를 서술자 위치의 유동성으로 분석했으
며, 내면지향적 서술자의 특징으로 인해 작품의 플롯이 허술해지고 추
상적인 내용만을 다루게 된 한계를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효
과적으로 극복한 것이 「배따라기」인데, 액자구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서사의 간접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시한16)은 김동인이 「소설작법」(『朝鮮文壇』, 1925.4~7)에서 
소개한 시점 이론을 치 하게 분석하여 당  김동인이 보여준 선구적 
업적을 짚어내는 동시에 그 단점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김동인은 
“일인칭서술, 삼인칭서술, 둘의 결합 형식 등을 고루 시험하다가 삼인칭
서술 쪽으로 옮아”갔으며, 3인칭 서술 방식 중에서 특히 액자소설로 관
심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30년 이후에 발표된 액자소설들에 
해서 그 성과가 미미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

손정수17)는 액자소설 양식을 김동인 기법의 정점으로 보는 기존 연
구에서 나아가 삼인칭 시점을 사용한 「감자」를 정점으로 보고 있다. 
그는 근  초기의 텍스트가 자율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살핀다. 김동인
의 경우, 텍스트의 외부 요소, 즉 실제 공간을 허구의 세계로 끌어들이
고 있는 초기 작품의 미숙함에서 액자 구성을 취한 「배따라기」를 통
해 서술자의 객관적 인식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여전히 「배따라기」에서는 외화와 내화의 긴 한 연관 없이 독립된 두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음을 문제 삼고 그 근거로 서술자가 텍스트를 완전
하게 장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든다. 이러한 문제는 「피고」(『時代日
報』, 1924.3.21.~4.1)와 「유서」(『靈臺』, 1924.8~1925.1)를 거쳐
서 「감자」에 이르러 극복 되는데, 서술자가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면
15) 김용재, 앞의 책.
16) 최시한, 앞의 책.
17) 손정수,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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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텍스트만으로 인물이 자신의 주체를 구성해 나가기 때문이다. 다
시 말해, 서술자가 강압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의 자율화 과정은 “서사 형식과 관련한 여러 요
소들이 안정적으로 텍스트에 자리 잡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실제 세계
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독립적인 세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효
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장수익18)은 서사학의 시점론을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재구성한다. 이전 논의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의 표현(고백적 담
론)-액자 형식을 통한 안정화라는 연구의 구조를 취하면서도 액자 형
식의 구성에서는 “탈-현실적인 기호적 공간”을 작품화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태형」에 이르러 다시 당  현실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며 
‘광포한 현실’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광포한 
현실’에 억압당하는 인물은 이후의 작품들에 향을 끼친다. 장수익은 
강인숙19)이 주장했던 것처럼 김동인 문학의 축을 두 가지, 즉 자연주
의와 유미주의로 보고 그것이 각각 현실세계와 허구적 공간으로 표현된
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태형」 이후의 작품들은 이데올로기적 진
전이라기보다는 “사실주의적 시점이 나타나기 위한 필연적인 전 단계”
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보았을 때, 김동인에 한 연구사는 비교적 미숙한 시
기의 초기작을 거쳐 내면을 고백하는 일인칭시점을 취하고, 액자구성을 
통해 어느 정도 기법적 안정성을 취득한 뒤 삼인칭시점으로 돌아오며 
현실에 한 문제를 다루는 자연주의적 경향, 그리고 허구 세계를 다루
는 예술지상주의적 경향으로 나누어진다고 개략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사에서는 김동인의 「감자」 이후 작품에 
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하는데, 이는 ‘반역사주의적 과오’라는 김윤
식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20) 즉, 사회주의 리얼리즘, 민족주의 등으
로 양분되는 1920년  중후반의 인식과 모더니즘으로 이어지는 30년

18) 장수익, 앞의 글.
19) 강인숙, 「동인 문학의 두 개의 축-유미주의와 자연주의」, 『문예운동』, 

2011.
20) 김윤식, 「반역사주의 지향의 과오」, 『문학사상』, 19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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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의 문단 경향을 김동인으로부터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동인의 작품이 유미주의와 자연주의 계열로 이어지며 당  현실을 반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은 리얼리즘으로부터 멀어
진다는 인식이다.

2000년에 들어 이러한 평가를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가 유승환과 이
지훈에 의해서 발표된다. 유승환21)은 유미주의자로 평가되는 김동인이 
사실상 리얼리즘을 소설의 중요한 가치로 표방하는 ‘리얼리스트’ 음에 
주목하고, 신문, 의학, 법률, 과학 등 근 적인 공론을 은폐/폭로함으로
써 그의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이지훈22)은 이러한 문제를 
법률로 예각화 시켜, 법에 의해 지배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 역설
적으로 근  법 제도에 한 비판을 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처럼 김동인 문학에 한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풍부하게 전개되었
으며, 또 그만큼 많은 업적이 쌓이고 새롭게 해석되어 왔다. 특히 김동
인에 한 서사학적 연구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
를 이루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부적 논의가 확장되었다는 점
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1920년  중반에 확립된 근 단편소설 
양식을 김동인 문학의 정점으로 보고, 이후의 작품들을 퇴보, 혹은 연
장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1930년을 전후로 이미 
한국 문단의 중견 작가가 된 김동인은 한국의 문단 전반을 조망할 관록
과 식견을 가지기 시작한다. 한편으로는 단의 최전선에서 려남으로써 
한국 문학계를 견인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기
도 한 시기이다. 이는 문학가로서 절박함과 치열함을 잃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오히려 근  소설, 혹은 정통 문학이라
는 딱딱한 틀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 김동인은 그간 거부하던 신문소설을 연재
하고, 이와 함께 역사소설에 한 관점을 달리 하는 등 장르의 벽을 허
물고 문학의 외연을 크게 넓혀갔다. 이러한 변화는 작가 층위에서만 이

21) 유승환, 「김동인 문학의 리얼리티 재고-비평과 1930년대 초반까지의 단
편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2, 2007.8.

22) 이지훈,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법의 의미 연구」, 『한국현대문학
연구』 42, 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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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발표한 작품들 속에서도 발견된다. 이 시기 
김동인의 활동은 그가 가장 정력적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다양한 기법
적, 형식적 실험을 시도하던 1920년  초반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 내
용과 형식의 양 측면에서 풍부한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예컨 , 메타서사의 형식을 보여준 「광화사」, 공상과학적 요소가 
첨가된 「K박사의 연구」(『新小說』 1, 1929.12), 하나의 주제 아래 
짧은 에피소드들을 나열하는 「죽음」(『每日新報』, 1930.6.9~6.19)
과 「큰 수수께끼」(『每日新報』, 1931.4.2.~5.5), 사회주의 이데올로
기를 비판하는 「벗기운 금업자」(『新民』 57, 1930.4), 「배회」
(『 조』 1~4, 1930.3~7), 예술가의 광기를 다루는 「광염소나타」 
등 실로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가진 작품들이 자유롭게 창작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초기 단편소설 양식의 확립이라는 거 한 업적의 
그늘 아래,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1930년  이후의 작품들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내용과 형식 양 측면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 
시기 폭넓은 변화의 근간(根幹)에는 초기 작품에서부터 이어지는 창작 
원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바, 김동인의 초기부터 시작하여 말기
까지의 전 시기를 분석의 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1930년

 이전의 작품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후기로 넘어가는 변화의 
양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작품에 있어서는 단편소설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는 장편소설이나 야담에 비해 단편소설
의 형식에서 서사의 변화 양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연구의 목적을 
선명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편소설과 야담의 경험이 김
동인의 문학적 외연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김동인에 한 작가론적 연구사에만 국한되지 않
는다. 김동인 문학의 형식적 실험이 1920년 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선
행 연구들은 한국근 문학의 형식적 완성이 이미 1920년 에 이루어졌
다는 보다 큰 범주의 선행 연구들을 전제하고 있다. 한국의 문학을 서
사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23)은 체로 1910년 를 근  소

23) 김용재, 앞의 책; 구수경, 『한국소설과 시점』, 아세아문화사, 1996;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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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형식의 ‘준비기’로, 1920년  초반을 ‘형성기’로, 그리고 1920년  
중반에서 후반까지를 ‘정착기’로 규정짓고 김동인, 염상섭, 현진건 등의 
작가를 형성기와 정착기의 표적 작가로 간주한다. 이들은 특히 소설 
형식의 정착이 1920년 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화기부터 시작하여 준비기인 1910년 를 거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업적이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소설 형식의 발전 혹은 변화에 한 연속성을 부여하는 작업
은 1930년 에 이르러 단절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이 시기 
소설의 기법적 실험은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적 향 아래에서 연구되는 
경향이 짙다. “모더니즘 소설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법은 소설의 형식을 
치장하도록 고안된 의장이 아니다. 그것은 상에 한 인식의 방법이
며, 소설의 장르적 규범을 새로이 정립해 보고자 하는 노력”24)이라는 
진술은 모더니즘의 기법과 소설의 형식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강
조하는 한편, ‘모더니즘의 기법’이 형식보다는 사상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본고는 김동인의 초기부터 후기까지 서사적 변화의 양상을 밝혀나가
며, 변화의 양상이 1920년 에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1930년  이후의 
소설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김동인이라는 
한 작가의 특수성에 국한되는 양상이 아니며, 문학사에서 그간 주목받
지 못 했던 소설의 형식이 1920년을 넘어 1930년 로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 소설의 형식 
변화 혹은 발전의 양상으로까지 확 될 수 있는 계기로서 의의를 갖는
다.

1.2. 연구의 시각
(전략)물론 문제는 그가 톨스토이를 정당히 파악했는가의 여부에 있지 않

실, 『한국근대단편소설론』, 공동체, 1991; 이재선, 앞의 책; 장수익, 앞의 
글; 손정수, 앞의 책.

24)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1993, 4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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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와 같이 소설관(작가는 신의 입장에서 선다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고, 
이 방법론에서 작품을 썼다는 점에 있다(서구 작가의 사상이 아니라 작법 
향인 점은 東仁과 여타 작가의 구별점이 된다). 이 선명한 의식은 문학사적으
로는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보이며, 그 향력이 문제될 수 있으리라.25)(밑
줄은 인용자) 

김동인의 창작 원리를 밝히면서 그에 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던 
김윤식의 「反歷史主義 指向의 과오」에서는 김동인이 서구작가의 사상
이 아니라 작법으로부터 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작가
가 “신의 입장에 선다”는 것 또한, 작품의 내용보다 창작의 행위 자체
에 김동인이 방점을 두고 있다는 수사적 표현으로, 실제로 김동인은 
「자기의 창조한 세계」(『創造』 7, 1920.7), 「소설작법」, 「신문소
설은 어떻게 써야 하나」(『조선일보』, 1933.5.14.), 「근 소설의 승
리」(『조선중앙일보』, 1934.7.15.~24), 「창작수첩」(『매일신보』, 
1941.5.25.~31) 등 여러 평론에서 ‘소설을 쓰는 방법’에 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중에서 특히 「소설작법」은 김동인의 창작원리를 상세하게 밝히
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다. 「소설작법」의 내용은 김동인 
스스로가 지적하고 있듯이 자신만의 독특한 창작 방법이라 볼 수 없으
며, 오히려 작가를 막론하고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정”26)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작법」을 재고해야하는 이유는 김동인의 분석적 
방법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인은 소설 창작의 기본
적인 요소를 구상과 문체 두 가지로 나누고, 구상을 다시 플롯(사건), 
성격(인물), 배경(분위기)으로, 문체는 일원묘사체, 다원묘사체, 순객관
적 묘사체 세 종류로 나눈다. 구상과 문체의 구분 기준은 텍스트화의 
전과 후이다. 즉, 구상은 ‘무엇을 쓸 것인가’, 문체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의 문제 제기를 담고 있다. 

한편, 김동인의 창작 원리를 연구할 때 고려해야할 또 다른 글은 
「자기의 창조한 세계」(『創造』 7, 1920.7)로, ‘인형조종술’에 한 

25) 김윤식, 앞의 글.
26) 김동인, 「小說作法」, 『朝鮮文壇』, 1925.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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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이 실려 있다. 「자기의 창조한 세계」는 1920년 7월에 쓰인 글로, 
초기작인 「약한 자의 슬픔」과 「마음이 여튼 자여」 이후에 발표되었
다. 김동인이 후에 「소설작법」에서 고백하기를, 앞의 두 작품이 자신
이 애초 기획한 의도와 다른 결말로 끝났다고 말한다. 이는 그가 주장
한 ‘인형조종술’의 창작법과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이 발표된 시기 
이전까지 ‘인형조종술’이란 그의 창작 원리가 아니었거나, 확립되지 않
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 직후에 「자기의 
창조한 세계」를 발표한 이유는 자신의 실패를 바로 잡고 스스로를 채
찍질하기 위함이며, ‘인형조종술’이란 일종의 작가적 선언인 것이다. 

그렇다면 김윤식의 주장 로 ‘인형조종술’을 신의 위치에 있는 작가에 
의한 ‘인물 조종’으로 읽을 수 있는가? 일반적인 소설에서 작가는 표면
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작가는 반드시 서술자를 매개로 하여 작품 속
에서 드러나며, 이 경우에도 ‘작가=서술자’라는 등식은 여러 가지 증거
를 필요로 한다. 서술자조차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거나, 실험적 
소설이 아닌 이상 인물과 사건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 개 서
술자의 간섭은 오히려 독자의 작품해석과 연관되어 있다. 

인물에 한 작가 층위의 구상은 이미 만들어진 텍스트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구상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물 하나에 국한
된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창조한 세계」에서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하는 용어는 ‘인형 조종’이 아니라 ‘인생 창조’다.27) 인물과 인
생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로, 인생이라는 말 속에는 인물, 사건, 
배경 등 소설의 요소들에 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고려가 포함된다. 

작품 속에서 활약하는 인물들도, 어떤 성격과 인격을 가진 유기체이매 아무
리 그 작자라 할지라도 마음 로 그들을 처분할 수 없다. 작품 중도에서 작자

27) 김윤식은 「자기의 창조한 세계」를 분석하며 “작가는 신인 만큼 자기가 
창조한 인물(세계)을 인형 놀리듯 지배해야 된다는 것”(김윤식, 『김동인 
연구』, 민음사, 2000, 214면)이라 언급하며 그의 창작법에 ‘인형조종설’ 
혹은 ‘인물조종설’(김윤식, 「反歷史主義 指向의 과오」, 『문학사상』, 
1972.11)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러나 「자기의 창조한 세계」에 ‘인형’이
라는 언급은 단 한 번 나타나고 있으며, 글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오히려 ‘인생 창조’임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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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작품 내에 활약하는 인물의 의지에 반하여 제 뜻 로 붓을 돌리면 거기
서는 모순과 자가당착 밖에는 남을 것이 없다. 

그런지라, 톨스토이의 말을 본받아서 두 번 세 번 사건과 인물과 배경을 결
합시키고 결합시켜서 집필 중에 작품 내의 인물로써 반역적 행동을 취치 않게 
하는 데 구상의 필요가 있다.28)(밑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소설작법」에서 김동인이 반복하여 강
조하는 것은 인물, 사건, 배경의 유기적 결합이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것 하나가 어긋나면 「약한 자의 슬픔」과 「마음이 여튼 자여」
에서처럼 작가의 기획을 거부하는 인물의 ‘반역적 행동’이 나타나게 된
다. 따라서 세 요소의 “통일, 단순화, 연락”29)이야말로 김동인이 주장하
는 ‘인형조종술’의 진정한 의미이며, ‘인생 창조’의 첫 단계인 것이다. 

‘통일, 단순화, 연락’의 창작 원리는 김동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반복
적으로 주장하는 소설 창작의 기본 원리이다. 특히, ‘단순화’는 인생 전
반의 문제를 하나의 사건으로 압축시키는 단편소설에 적합한 원리로, 
“직접 간접 간 필요 없는 구는 한 마디도 삽입되는 것을 허락지 않”30)
는 문장에 한 김동인의 감각을 알려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구분이 1930년 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구
조주의 이론가들의 서사물에 한 관점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구조주의
자들은 서사가 언어의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하나
의 서사를 이야기(story)와 담론(discourse)으로 구분한다.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을 받아들인 인식은 초기 구조주의 서사학자들을 통해 
서사의 기초로 확립되었다. 언어의 이원론적 구분법을 그 로 서사에 

입한 표적 서사학자는 러시아의 형식주의자들과 프랑스 구조주의자
들로,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서사를 파블라(fabula)와 수제(syuzhet)
로, 프랑스 구조주의자들은 서사를 스토리와 담론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랑그(langue)에, 후자는 빠롤(parole)에 상응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28) 김동인, 앞의 책.
29) 위의 책.
30) 김동인, 「近代小說의 勝利-小說에 대한 槪念을 말함」, 『朝鮮中央日報』, 

1934.7.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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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과 문체의 구체적인 분류에 있어서도 김동인과 구조주의 서사학
자들의 친연성을 찾을 수 있다. 미케 발에 따르면 인물, 사건, 배경, 장
소, 시간 등은 서사의 파블라, 즉 이야기 성분이며, 서술자의 시점은 텍
스트의 층위, 즉 담론의 층위에 존재한다. 김동인이 말한바 문체의 내
용은 서술자의 시점론과 명백히 일치하고 있으며 “일원묘사의 주인공물
을 ‘나’라는 이름으로 고쳐서 일인칭소설을 만들 것 같으면 조금도 거
트집 없이 완전한 일인칭소설로 될 수가 있는 것이다”31)라는 진술은 
「이야기의 구조적 분석 입문」에서 롤랑 바르트가 제시한 시점론의 진
술32)과도 일치한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서사를 구축해나가는 창작
자의 입장과 완성된 서사를 분석해 나가는 연구자의 입장일 것이다. 

체로 서구에서 서사 이론에 한 연구가 본격적인 분과 학문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츠베탕 토도로프(Tzvetan Todorov)로부터 기
원을 찾을 수 있다. 그는 ‘내러톨로지(narratology)’라는 용어를 만들어 
‘서술의 과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했다.33) 그러나 서사학 이론의 
원시적 형태는 20세기 초반까지도 거슬러 올라가 추적될 수 있다. 예컨

, 기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러복(Percy Lubbock)34)과 워렌 비치
(Joseph Warren Beach)35)는 ‘잘 만들어진 소설(well-made novel)’이
라는 용어를 통해 기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포스터(E.M. 
Forster)36)는 내용의 측면에서 서사 방법을 개진해 나갔다. 이들은 특
히 헨리 제임스(Henry James)가 최초로 소개한 시점 논의의 전통을 

31) 위의 글, 71면.
32) 롤랑 바르트는 순수한 의미에서 서술은 인칭적 체계와 탈인칭적 체계밖

에 없다고 주장하며, 3인칭으로 쓰여 있으면서도 진정한 화자의 구현이 1
인칭인 이야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혹은 그 구절)에서 3인칭
은 「그」를 1인칭인 「나」로 바꾸어서 「다시 써보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
한다. (Roland Barthes, 김치수 역, 「이야기의 구조적 분석 입문」, 김치
수 편,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홍성사, 1980, 125면.)

33) James Phelan, Peter J. Rabinowitz 편, 최라영 역, 『서술이론Ι』, 소명
출판, 2015, 51면 참조.

34) Percy Lubbock, 송욱 역, 『소설기술론』, 일조각, 1975.
35) Joseph Warren Beach, The Twentieth Century Novel: Studies in 

Technique,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32.
36) E.M. Forster, 이성호 옮김,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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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37) 무엇보다 김동인이 반복적으로 언급하
는 ‘로망스와 근 소설의 특징과 차이’가 20세기 초 미 비평가들이 
‘소설과 로망스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
은 미 소설 비평계에 한 김동인의 관심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겠다. 

본고는 김동인이 서사 이론의 원형을 이른 시기부터 받아들여 왔으
며, 그것을 창작의 원리로 삼고 있다는 전제 아래, 그의 작품을 ‘이야
기’와 ‘서술자’의 층위로 나누어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김동
인의 용어로 ‘구상’과 ‘문체’에 상응하는 것이지만, 서술자의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단순히 시점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엄

한 방법론을 요구한다. 쥬네트(Gérard Genette)에 의하면 서사
(narrative)는 기의, 혹은 서사 내용으로 구성된 ‘이야기(story)’와 기
표, 진술, 담론, 혹은 서사 텍스트 그 자체로서 ‘서술(narrative)’, 서술 
행위를 생산해 내는 것에 해 ‘서술하기(narrating)’로 구분된다. 이 중 
‘서술’과 ‘서술하기’는 서술자의 층위와 관련되어 있다. 즉, ‘서술’이 이
야기를 표현하는 서술자의 방법이라면, ‘서술하기’는 이야기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태도를 알려준다. 서술자의 서술법(Mood)과 음성(Voice)은 
이야기를 포함한 각 요소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이야기의 주제를 부각시
킨다.

37) Wallace Martin, 김문현 역, 『소설이론의 역사-로망스에서 메타픽션까
지』, 현대소설사, 1991, 23-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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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네트의 이론 중 특히 서술법은 소설의 인물과 서술자의 관계를 유
형화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의 주제에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이야
기에서 서술자가 정보를 규제하는 한 방식으로서 관점(perspective)은 
이전까지 서사학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되어 왔으
나, 쥬네트가 판단하기에 이 용어는 ‘누가 보는가’와 ‘누가 말하는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왔다. 예컨 , 소설 이론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슈탄젤의 ‘전지적 서술 상황’, ‘일인칭 서술 상황’, ‘삼인
칭 서술 상황(등장인물의 시점을 채택하는)’의 구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결국 한 등장인물에 의한 제한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다. 쥬네트는 이 점을 지적하며 서술자의 정보량을 기준으
로 관점을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아래는 쥬네트가 제시한 관점의 세 
가지 유형이다. 

① 서술자 > 등장인물(서술자가 등장인물보다 더 많이 말하는 경우)
② 서술자 = 등장인물(서술자는 주어진 등장인물이 알고 있는 것만

을 말하는 경우)
③ 서술자 < 등장인물(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적게 

말하는 경우)

첫 번째 유형은 ‘비초점 서술(non-focalized narrative)’ 혹은 ‘제로 
초점화(zero focalization)’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다
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a)초점이 한 사람에게 고정된 경우, b)초점
이 여러 등장인물에게 순차적으로 옮겨가는 경우(가변적variable), c)여
러 등장인물에 의해 사건이 여러 번 서술되는 경우(복수multiple)다. 세 
번째 유형은 ‘외적 초점화(external focalization)’로 등장인물의 생각이
나 감정을 독자에게 일절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초점화 사이의 구분은 실제 소설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한 인물에게 있어서 외적 초점화는 다른 인물에 
의해 내적 초점화로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가변적 초점화와 비초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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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별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내적 초점화 또한 실제 
소설에 적용되기 어렵다. 엄격히 말해, 내적 초점화는 서술자가 등장인
물의 관점을 통해서만 서술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서술자의 해석이
나 묘사가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쥬네트는 내적 
초점화가 필연적으로 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며, 롤랑 
바르트가 말한 “문법상 명사를 제외하고는 담론 구성 요소 중 어느 
것도 바꾸지 않고, 일인칭으로 쓰이지 않은 문장이라도 일인칭으로 다
시 고쳐 쓸 수 있다면”38) 내적 초점화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쥬네트의 이론을 토 로 하여, 본고의 각 장은 두 개의 절로 구분하
여 구성한다. 각 1절은 김동인의 소설을 ‘이야기’의 층위에서 분석한다. 
쥬네트는 이야기를 시간의 양상(tence) 측면에서 순서(order), 길이
(duration), 빈도(frequency)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는 김동인의 작법 
기교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데, 김동인은 이야기의 구성에서 시간
을 교란시키는 방법보다 인물, 사건, 배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의 양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김동인의 소설에서 또한 마찬가지지만 특정 작가의 소설을 
분석함에 있어 두드러지는 특징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야기의 성분들을 분류/분석한 미케 발의 
논의와 각 요소 간의 구조적 연결을 다루는 롤랑 바르트의 구조분석이
론이 유용하다. 먼저 롤랑 바르트는 「이야기의 구조적 분석 입문」에
서 이야기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배열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기서는 ‘기능단위’라는 이름을 붙인다. 권총을 손에 넣
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후에는 반드시 권총을 사용하는 이야기가 나와
야 한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기능단위라 한다. 또 다른 단위는 ‘징조단
위’라 불리는 통합적 관계다. 다소 산만할 수 있는 것들의 집합으로, 인
물의 성격, 신분, 분위기를 나타내는 기호표기들은 하나하나에는 커다
란 의미가 없지만 그것이 통합되었을 때 이야기의 의미를 푸는 단서가 
된다. 이때 징조단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 자체의 배열만으로
는 불가능하며, 상위 층위로 넘어갔을 때 비로소 의미를 알 수 있다. 

38) Gérard Genette,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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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자는 행위의 기능성을, 후자는 존재의 기능성을 보여준다.
이야기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 바르트는 각 계층의 하위 계

층을 다시 분류한다. 먼저 기능단위는 이야기에 미치는 중요성에 따라
서 ‘주기능 단위(cardinal functions)’와 ‘촉매작용단위(catalyses)’로 분
류된다. 전자는 어떤 의혹을 풀어주거나 결말지어 주는 형식으로 나타
나며, 후자는 주기능단위에 달라붙어 그들 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는 방
식으로 나타난다. 촉매단위는 순전히 시간적 순서를 알려주는 기능이기
도 하다.

주기능 단위는 이야기에 있어서 위험의 순간이다. 주기능 단위는 선
택의 갈래를 만들고, 그 갈래들은 예견 가능한 위험으로, 다음 단계의 
단위로 인해 결정된다. 이때 촉매단위들은 이 위험 지  사이에 있는 
휴식공간으로 일종의 사치구역(luxuries)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촉매단위는 끊임없이 담화의 의미론적 긴장을 
고무시키고, 화자와 수신사 사이의 접촉을 유지하는 친교적 기능을 수
행한다.

두 번째 계층인 징조단위는 인물의 층위나 서술의 층위에서만 충족
될 수 있다. 이들은 ‘순수한 징조단위’와 ‘정보단위’로 다시 구별될 수 
있는데, 전자가 성격, 감정, 분위기, 인생관 등과 관련되어 있다면, 후자
는 삽화적 사건, 인물, 혹은 작품 전체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확인하고 
그 속에 위치시키는데 사용된다. 징조단위가 언제나 함축적인 기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정보단위는 단순히 주어진 것으로서만 활용된
다. 징조단위는 독자가 그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
지만, 정보단위는 정해진 정보만을 알려주기 때문에 지시 상의 현실
성을 부각시키고, 허구를 현실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한편, 미케 발은 바르트의 주기능단위와 촉매작용단위를 일종의 사건
으로 받아들이고, 전자를 기능적 사건, 후자를 비기능적 사건이라 명명
한다. 그는 사건이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오로지 연쇄 속에서만 가능하
다고 주장하고, 독립된 한 가지 사실을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을 명백히 
거부한다. 즉, 미케 발에게 있어 사건은 인물이나 사물의 변화를 반드
시 동반한다. 그렇기에 기능적 사건은 롤랑 바르트의 용어로 주기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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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응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진술은 배열적으로 열려 있기 때
문에 다음 단계의 진술로 이행한다. 변화와 함께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
는 다음 행위의 선택과 인물과 상의 면이며 이들 세 요소는 사건을 
하나의 연속체로 완성시키고 플롯의 일부나 전체에 기여하게 된다. 

롤랑 바르트의 이론에서 나아가 김동인의 작품 분석에 함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미케 발의 행위자(actor) 개념이다. 미케 발은 쥬네트, 리몬 
케넌, 채트먼, 러시아 형식주의자 등의 서사 구분법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파블라라는 새로운 층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하나의 서
사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들을 다룬다. 미케 발은 파블라의 성분을 
사건, 시간, 장소, 행위자로 나누어 각각의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서사에
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 설명한다. 이 중에서 행위자에 한 분석은 
김동인 연구에서 이제껏 주목받지 못한 ‘추상적 존재’를 설명하기에 유
용하다. 프롭(V. Propp)의 논의를 확  발전시킨 수리오와 그레마스의 
행위자 이론을 수용/변형한 미케 발은 서사의 행위자를 특질과 역할에 
따라서 구분한다. 그는 스토리 층위에서 개별화되는 인물과 파블라 층
위에서 특질을 보이는 행위자를 분명하게 구별하고자 하는데, 이는 행
위자가 반드시 사람(의인화된 동물이나 사물을 포함)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행위자를 “나름 로 의도를 갖고 있으며 목적
을 향한 열망을 품고 있”39)는 존재로 정의하면서도, 한편으로 주어가 
“목적어에 이르도록 허용하거나 혹은 그것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40)이
라는 또 다른 주체를 도입한 것은 미케 발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다. 
특히 후자는 관점에 따라서 사회, 운명, 시간, 이기심 등과 같은 추상적
인 개념 또한 서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주의 리얼리
즘 소설에서 계급 문제, 빈부 격차 등이 인물의 행위를 추동하는 요인
으로서 행위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예로 든다. 인물을 행위 하도록 
만드는 이 새로운 주체는 ‘행위제공자(power)’라 명명되며, 서사의 표
면에서 주체의 지위에 있는 행위자와 함께 또 다른 주체로서의 지위에
까지 오른다.

39) Bal, Mieke, 한용환·강덕화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40)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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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의 2절은 쥬네트의 논의 중 서술법과 음성을 중심으로 다루도
록 하겠다. 명백히 서술자와 연관되어 있는 두 개념은 서술된 스토리와 
스토리를 서술하는 행위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다. 김동인의 작품들은 
서술자의 시점과 서술법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바, 이야기와 서술
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 변화 양상을 추적할 수 있다. 이때 주목해야할 
점은 근 단편소설의 확립 차원에서, 그리고 이를 넘어서고자 하는 이
야기에 한 서술자의 장악력, 즉 정보량과 구상의 완결성이 드러나는 
방법이다. 서술자의 장악력과 정보량은 쥬네트의 이론 중 이야기와 서
술의 관계(서술법)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서술법은 주로 서술자와 이
야기의 ‘거리’와 ‘관점’을 통해 분석된다. 관점은 쥬네트에 의해 ‘초점화
(focalization)’라는 용어로 체되어 서술자 혹은 인물이 누구를 중심으
로 이야기를 진행시키느냐와 관련된다. 한편, ‘음성’은 서술자가 이야기
를 ‘서술하는 시간(time of the narrating)’, ‘서술의 차원(the narrative 
level)’, ‘인칭(person)’으로 구분되어,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의 태
도와 상황을 짐작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 시각을 바탕으로 2장에서는 김동인의 초기 작품들을 
상으로 이야기와 서술자의 양상을 살펴본다. 그의 초기작들은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일원묘사의 방법을 철저히 지키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1919년 2월에 발표된 「약한 자의 슬
픔」부터 1924년 2월에 발표된 「거츠른 터」(『開闢』 44, 1924.2)
까지 이어진다. 다만, 「배따라기」의 경우, 비교적 초기인 1921년에 
발표되었음에도, 서술의 시점(時點)과 서술 주체의 측면에서 다른 작품
들과 기법상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경우라 하겠다. 

3장에서는 김동인의 중기 작품들을 상으로, 이야기의 요소(인물, 
사건, 세계)들이 서술자에 의해 통제되어 서술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이 시기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근 단편소설 양식이 확립되었다고 평
가되는 「감자」를 전후한 시기로, 일원묘사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피
고」(『時代日報』, 1924.3.21.~4.1)부터 김동인이 작품 활동을 일시적
으로 중단하기 전 마지막 작품인 「딸의 업을 이으려―어떤 부인기자의 
수기」(『朝鮮文壇』 20, 1927.3)까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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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정통문학’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난 김동인이 내용과 형식 
양 측면에서 파격적인 변모를 보이는 양상을 살펴본다. 이 시기는 미완
으로 끝난 「태평행」(『文藝公論』 2, 1929.6, 『中外日報』, 
1930.5.30.~9.23)부터를 상으로 하여, 이전까지 정교하게 통제된 이
야기 세계를 추구하던 서술자가 이야기 세계의 논리 자체를 부정하고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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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적 초점화의 주관적 서사 양상
2.1. 허구세계를 바라보는 인물의 관점들

김동인을 비롯한 전 택, 김환, 주요한, 최승만 등 『창조』의 동인들
은 문학을 취급하고 사용하는 재래의 논리에 맞서 문학을 하나의 예술
로서, 창조의 정신으로서 바라보고자 하는 기치 아래 모 다. 『창조』
의 창간호에는 별도의 창간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이념이나 
방향성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호의 말미에 실려 있는 「남은 
말」 란과 그들의 창작활동을 통해서 창조 동인들이 지향하는 바를 유
추할 수 있다. 특히 창조 동인의 핵심인물이라 할 수 있는 김동인이 
『창조』가 발행되기 한 달 전에 『학지광』에 남긴 「小說에 한 朝
鮮 사람의 思想을」(『學之光』 제 18호, 1919.1)은 시기적으로나 내
용적으로나 『창조』지의 창간 이념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창조』지는 주요한의 권유로 김동인의 주도 하에 창간되었으나, 이
광수와 함께 동경 조선유학생학우회 동인지인 『학지광』의 편집부원까
지 역임했던 전 택과 최승만을 창립멤버로 들어왔으므로 상 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김동인이 독단적으로 잡지의 이념을 결정했으
리라 믿기는 어렵다. 더욱이 김동인은 1918년 가을에 『학지광』에 투
고했던 글이 몰서(沒書)를 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후 처음으로 실린 
글이 「小說에 한 朝鮮 사람의 思想을」이라는 사실은 전 택과 이승
만의 직간접적 도움을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창조』 동인들
에게 있어서 일종의 출사표이며, 한 달 후 세상에 발표될 『창조』의 
이념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 김동인은 기존 조선 사람의 소설관이 “몇 백 년 전 서부 
유럽”이나 마찬가지이며, 더욱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소설이란 사
람을 타락시키는 것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비판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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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소설 가운데서 소설의 생명, 소설의 예술적 가치, 소설의 내용의 미, 
소설의 조화된 정도, 작자의 사상, 작자의 정신, 작자의 요구, 작자의 독창, 작
중의 인물과 각 개성의 발휘에 한 묘사, 심리와 동작과 언어에 한 묘사, 작
중의 인물의 사회에 한 분투와 활동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 한 흥미를 구하
오. 기적에 근사한 사건의 출현을 구하오. 내용이 점점 미궁으로 들어가는 것
을 구하오. 꼭 죽었던 줄 알았던 인물의 재생함을 구하오. 善者必興 惡者必亡
을 구하오(이것도, 일찍이는 선자가 악자에게 고생을 받다가 어떠한 1기회 ―
위기일발의 찰나―를 응용하여 장면을 일전시킨). 善者必才子佳人 惡者必愚男
奸女임을 구하오. 인생 사회에는 있지 못할 로만스를 구하오.41)

위의 인용문에서 김동인이 비판하는 소설에 한 ‘현금 조선’의 요구
는 재자가인형 인물과 권선징악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통속소설이다. 
이에 반하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곧 자신들이 이룰 소설이란 
“소설의 예술적 가치, 소설의 내용의 미, 소설의 조화된 정도, 작자의 
사상, 작자의 정신, 작자의 요구, 작자의 독창, 작중의 인물과 각 개성
의 발휘에 한 묘사, 심리와 동작과 언어에 한 묘사, 작중의 인물의 
사회에 한 분투와 활동 등을 구”하는 것으로, 리얼리즘의 정신을 밝
히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술가로서 작가의 능력까지도 요구한다. 

이후 『창조』에 발표된 김동인의 초기 작품들인 「약한 자의 슬
픔」, 「마음이 여튼 자여」, 「전제자」, 「목숨」, 「거츠른 터」, 
「눈을 겨우 뜰 때」 등은 한 개인의 인생과 번민을 다룸으로써 “벌써 
자연주의를 벗어난 성격 소설의 작품”42)이라는 극찬까지 받게 된다. 선
인이 흥하고 악인이 망하게 되는 기존의 통속 소설적 성격을 지양하고 
선악의 문제 이전에 한 개인의 번민을 다루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김동인 개인의 특성이라기보다 오히려 『창조』의 동인들 모두가 갖고 
있던 특성으로, 같은 시기에 발표된 김환의 「신비의 막」(『창조』, 
1919.2)이나 전 택의 「혜선의 사」(『창조』, 1919.2), 「운명」

41) 김동인, 「小說에 대한 朝鮮 사람의 思想을」(『學之光』 18, 1919.1.3., 
45-47면), 『김동인전집』 16, 조선일보사, 1988, 138-141면.

42) 김태준, 앞의 책,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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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1919.12)과 같은 작품들 또한 개인의 번민을 주제로 한 성
격 소설로 분류될 수 있다.  

『창조』 동인들의 이러한 경향은 다분히 도스토예프스키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인물의 행위나 중요한 사건이 이야기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
니라, 인물의 성격이 행위를 만들고 사소한 사건이라도 민감하게 반응
하는 인물의 심리(즉 번민) 자체를 소설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의 創造한 世界-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比較」(『창
조』 7, 1920.7)에서 “톨스토이의主義가 암만暴惡하고, 스터예스키
-의 主義가 암만 尊敬할만하더라도, 그들을예술가로써評할때는 스터
예스키-보담 톨스토이가 아무래도 眞짜”43)라던 김동인 개인의 평과
는 반 되는 경향으로, 동인(同人)의 일원으로서 김동인과 개인으로서 
김동인의 괴리를 보여준다. 

문제는 동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번민’이 그 자체로 근
 소설의 형식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윤식은 이를 일본을 통해 

들여온 ‘고백체’라는 근 적 제도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번민을 만들어
낸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44) 그러나 여기서 고백이란 단순히 내면의 
풍경을 보여주는 무 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의무가 감추
어야 할 무언가를, 혹은 <내면>을 창조”45)한다는 점에서 사회와의 분
리 혹은 금기와 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고백체, 혹은 사
소설이 표현하는 내용과 1920년을 전후한 조선의 문인들이 고백체를 
통해서 말하는 내용을 같거나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김환, 전
택, 김동인 등 『창조』의 동인들은 편지라는 형식을 빌려 인생의 번민
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내면이란 오히려 세상
에 드러내고 싶은 작가의 사상과 관념이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고백체 
혹은 내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창조』의 동인들이 편지의 형식을 가져오면서까지 표현하고자 했던 

43) 김동인, 「자긔의 創造한 世界-톨스토이̇ ̇ ̇ ̇ 와 스터예스키̇ ̇ ̇ ̇ ̇ ̇ ̇ -를 比較하여」, 
『創造』 7, 1920.7., 52면.

44) 김윤식, 『김동인 연구』, 민음사, 2000, 141면 참조. 
45)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b, 2010,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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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인생의 번민’이다. 이는 세계 근  문학의 한 흐름 중 하나로, 도
스토예프스키로 표된다. 

다른 文豪보다도 事象의 徹底한 方面을 描寫하는데는 比할이업슬줄 생각하
며. 一層深奧하고 一層 痛切하게 人心의 不安이라든가 人生의苦悶을 그리는데
는 果然 近代 文學界에 先驅가 되리라고 하는바올시다. 露西亞 文豪中에 가장 
愛他的이오 犧牲的이오 人道的인 色彩를 띄엿슴으로 多大한 人衆에 不少한成
化를 준것도 事實이 올시다.46) 

『창조』의 창간 멤버 던 최승만은 1919년 12월호에 도스토예프스
키의 『죄와 벌』을 소개하고, 그의 소설이 “근 문학계의 선구”임을 
주장한다. “인심의 불안”, “인생의 고통”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도스토예
프스키는 선구적이었으며, 이는 인간 내면의 세계를 묘사하는 방법이
다. 『죄와 벌』은 사건의 연쇄를 요약하는 것만으로 작품의 의미를 전
달할 수 없으며, 그 핵심은 죄를 저지른 인물이 그에 하 번민하고 고
뇌하는 것이다. 근사하거나 점점 미궁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없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근 문학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내적인 삶
에의 침투”47)인 것이다. 

실제로 김동인은 동경유학생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소설 이론에 한 
글을 쓸 때 일본의 문학자를 언급하지 않고 서양의 문학사와 문학자들
만을 참고의 상으로 삼는다. 조선의 문학과 세계의 문학을 비교한 글
에서는 노서아 문학, 문학, 불문학, 미문학 등을 비교의 상으로 삼
으면서도 일문학이나 중문학은 고려의 상으로 삼지 않는다.48) 이 중
에서 노서아 문학은 “굵은 선과 침울과 다민”으로 규정하면서, “「표본
실의 청개구리」는 로문학의 윤곽을 쓴 것”이며, “필자의 선망과 경이
가 여기 있다”는 고백을 한다.49) 『창조』의 동인들은 세계문학의 흐름
46) 극웅(최승만), 「露國文豪떠스토예스키氏와及 그이의「罪와罰」」, 『창조』 

3, 1919.12., 61-62면.
47) Rimmon-Kenan, Shlomith,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5, 67면.
48) 김동인, 「조선근대소설고」(조선일보, 1929.7.28.~8.16.), 「김동인전집」 

16, 조선일보사, 1988, 25면 참조.



- 26 -

에 발 빠르게 진입함으로써 “몇 백 년 전 서부유럽”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조선 문학계를 견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창작의 과정에서 어떤 번민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세계문학의 흐름에 뛰어드는 것만으
로는 뒤따르는 실천의 문제, 창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 기본적
으로 인칭이나 문체부터 시작하여 작가의 사상, 리얼리즘적 현실 반 , 
인물의 개성과 묘사법 등 광범위한 의미의 형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
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사건의 흥미로운 전개보다 사건을 바라보는 인물의 번민
이 강조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창조』의 동인들은 인생의 번
민이라는 인물의 내면을 소설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지만, 각자가 문제 삼고 있는 번민의 모습은 다양하
다. 예컨 , 김환은 「신비의 막」(『창조』, 1919.2.)에서 자유, 예술, 
연애 등과 관련된 인물의 번민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 택은 「혜선의 
사」(『창조』, 1919.2.)와 「운명」(『창조』, 1919.12)에서 연애에 

한 번민을 그린다. 이들이 여전히 신구 도덕의 갈등, 자유, 연애 등을 
소재로 삼아 번민을 제시하는 동안 김동인은 번민 그 자체의 참과 거짓
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동인들과 구별된다. 

초기 김동인의 소설들은 “主要人物의눈에 버서난일은 아모런것이라도 
쓸 권리가 업”50)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한 일원묘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한 인물의 내면을 추적하고 그를 통해서 개인의 내 한 심
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벌써 자연주의를 벗어난 성격 소설의 작품”51)
이라는 극찬을 받을 만큼 개인의 내면세계를 잘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
러나 인물의 시각(vision)52)만으로 재현된 세계의 인물, 사건, 배경은 

49) 위의 책, 25면
50) 김동인, 「小說作法」, 『朝鮮文壇』, 1925.4, 70면.
51) 김태준, 앞의 책, 235면.
52) ‘vision’이란, 간단히 말해 ‘인물의 시점’을 의미한다. 사건들은 반드시 

어떤 vision에 의해 제시된다. 한 사람은 빛의 전도(顚倒), 거리, 사전 지
식, 대상에 대한 심리적 태도 등의 의해 대상을 지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보는 사람’을 염두에 둔 표현이며, 실제로 텍스트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그 vision을 ‘말하는 사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vision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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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인물의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등장인물, 세계, 사건, 배경 등은 인물에게 종속되어 독립적인 위상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남는다. 

「약한 자의 슬픔」은 『창조』에 2회에 걸쳐 연재되었지만, 내용은 
총 열 두 개의 장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장은 혜숙의 방에
서 혜숙, 동모S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 단위이며, 2장에서 9장
은 K남작과의 관계와 그로부터 이어지는 법정공방까지를 다룬다. 마지
막으로 10장에서 12장은 오촌모의 집에 돌아온 엘리자베트의 내면을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각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첫 번
째와 두 번째 단위는 사실상 사건 간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있다. 첫째 
단위에서 엘리자베트와 다른 등장인물들의 화, 행위를 통해 엘리자베
트의 성격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두 번째 단위는 본격적인 사건의 발
단과 진행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기능적이다. 두 단위를 하나의 서사로 
인식시켜주는 유일한 가교는 엘리자베트라는 인물의 존재로, 두 단위는 
인물의 동일성에 의해 연속성이 보장된다. 

두 번째 단위와 세 번째 단위의 관계는 다소 복합적이다. 남작과의 
관계, 그리고 사산(死産)은 엘리자베트가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사건의 논리적 연속을 만든다. 그러나 전
자는 두 인물의 갈등관계가 포착되어 엘리자베트의 외면에서 실제로 일
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고, 후자는 엘리자베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야기의 층위에서 인물의 시점(단지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인물이 느끼고 
지각하는 내면을 포함하여)으로, 이미지의 형태로 머물게 된다. 이것을 텍
스트로 서술하는 것은 서술자의 역할이며, ‘보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은 
일치할 수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용어는 ‘시각(視角)’, ‘전
망(展望)’, ‘비전(vision)’ 등으로 번역되지만, ‘전망’은 미래시제를 포함한
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왜곡될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며, 
‘비전’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vision’을 뜻이 비교적 분명하게 전달되는 ‘시각’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도록 한다. 물론 ‘시각’이라는 용어 또한 ‘눈으로 보다’라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표현상 한계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을 포
함하여 대상에 대한 지각, 인상, 감상 등 내적인 요소까지 함께 고려하도
록 하겠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본고에서 ‘시각’은 ‘vision’의 의미로 
다루도록 한다.(Mieke Bal, 앞의 책, 181-185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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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변화를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향을 달리한다. 이는 소설의 
유형을 사건 소설과 심리 소설로 분류하는 중요한 구분점이다. 

사건적 요소가 짙은 두 번째 단위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흥미롭다. 
그러나 엘리자베트의 내면에서 이들 사건은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
고 내면의 문제로 흡수되어 버린다. 예컨 , 남작에 의한 정조유린 사
건은 그 자체로 당 의 법적 문제를 상기시킨다. 엘리자베트는 “‘정조유
린에 한 배상 및 위자료, 서생아 승인, 신문상 사죄 광고 게재’ 등에 
관한 소송을 경성지방법원에 청구”함으로써 당 에 “급증하는 민사재판
은 법이 권리를 지켜준다는 생각의 확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엘리자
베트의 주관에 의한 세계가 아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의 규칙을 
암시한다. 나아가 이는 근 화와 함께 재편되기 시작하는 권력관계의 
위상으로 인해 여전히 제도가 권력자에 유리한 상황이었음을 암시한다
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53) 그러나 등장한 일련의 인물과 사건들은 그 
자체로 존재론적 위상을 획득하지 못 한 채 엘리자베트의 내면을 보여
주기 위한 기능으로 소비되어버린다. 

소설에서 인물은 “복합적인 의미론적 단위”이며, 그렇기에 한 인물은 
다른 인물들과 구별되는 성격, 외관, 직업, 가치관, 사상 등을 통해 제
시되고 개별화된다. 그러나 「약한 자의 슬픔」에서 엘리자베트를 제외
한 인물들은 직업과 성별 외에 어떠한 개별화도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유일하게 명시된 정보는 K남작에 한 것으로, “조선의 선각
자”, “남존여비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 뿐이다. 

성격의 부재는 인물이 가진 개별적 존재감을 희박하게 만들어 단지 
서사를 위해 인물이 소모되어버렸다는 인상을 준다. 혜숙, S를 비롯하
여 엘리자베트가 참 사랑을 느끼고 있는 이환까지, 등장한 인물들은 모
두 갑작스럽게 퇴장하고 결말에서 ‘엘리자베트의 허위’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통합된다. 특히, 주제와 관련하여 이환은 K남작에 한 거짓 
사랑과 치되는 참 사랑의 상으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
고 실제로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들의 개별적인 행위는 이야기에서 객관적으로 서술되지만 행위의 

53) 이지훈, 앞의 글, 42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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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엘리자베트의 주관에 의해 제시된다. 예컨 , 엘리자베트는 혜
숙과 S가 “무슨 니야기를 熱心으로하다가 자긔온거슬알고 치는”54) 
모습을 목격한다. 이 행위는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채로 엘리자베
트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장면의 마지막에서는 엘리자베트에 한 
모욕으로 의미화된다. 이처럼 주요인물에 의한 주관적 의미화는 인물과 
사건 모두에 향을 끼치고 이야기의 주제와 함께 통합된다.

약한자긔는, 李煥의게사랑을告白치못하고 S와혜슉의게서참말을듯지못하고 
男爵의게뎌항치를못하고 재판셕에서좀더굿세게변론치를못하여 지금이지경에
니르지아낫느냐?!

「그러치만 이거슨, 밧긔약한거시다. 좀더기피― 안으로!」 그는 생각하엿
다.

自己의아직까지한일가운데서 하나이라도自己게서나온거시어듸잇느냐? 反動
안닙고한일이어듸잇느냐? 男爵집에서나온것도필경은 夫人이좀더이스래는反動
에서나온거시아니냐? 病院안에 드러간것도필경은 집으로도라올電車가안뵈임
에잇지아느냐? 病院으로向한것도그러타. 재판을시작한거슨? 五寸母가말니는
反動을바닷다!55)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엘리자베트는 그간 자신에게 일
어났던 사건들을 자신의 내면에서 재구성한다. 엘리자베트의 회상에서 
각 사건들은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나열된
다. 일련의 사건들은 귀납적으로 정리되어 결국 엘리자베트의 마음에서 
“반동”을 일으키는 약자의 자질, 즉 허위를 드러낸다. 각 인물들은 사건
의 인과와 경중에 관계없이 엘라제트의 내면에서 허위로 통합/제한되
며, 그에 따라 인물들의 의미와 성향도 ‘엘리자베트의 허위를 드러내는 
존재들’로 단일화된다.
 엘리자베트의 내면을 다루는 마지막 이야기 단위는 이처럼 모든 사건
들을 하나의 주제로 수렴시켜 서사를 효과적으로 종결시키고 있지만, 
이제껏 진행되었던 사건들에 한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하

54) 김동인, 「약한者의 슬픔」, 『創造』 1, 1919.2, 53면.
55) 김동인, 「약한 자의 슬픔」, 『創造』 2, 1919.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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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가 개인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세계의 갈등이라 할 때, 
「약한 자의 슬픔」은 개인의 내면을 통해, 제시된 세계의 일부만을 조
명하고 해석한다. K남작에 의한 정조유린, 그로 인한 잉태, 불합리한 
법원의 판결, 낙태 등 소설에서 소재로 끌어오는 요소들은 엘리자베트
의 ‘약함’에서 비롯되는 것들 외에도 수많은 사회 문제를 담고 있다. 개
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주의 문제들까지 모두 인물의 내면으로 
수렴됨으로써 이야기는 개인의 좁은 시야 속에서 맴돌게 되며 해석의 
방향조차 결정되어 버리는 양상을 보인다. 

두 번째 작품인 「마음이 여튼 자여」의 전반부는 이야기의 주요 인
물인 K가 친구인 C에게 보내는 편지와 그 속에 동봉된 일기 및 유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K가 여행을 떠나고 함종에 있는 집까지 돌아가
는 이야기가 후반부다. K가 직접 쓴 편지와 일기, 유서로 구성된 전반
부는 「약한 자의 슬픔」과 비교하여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성격 묘사
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Y는 외관을 비롯하여 부
모의 성격과 집안의 내력, 그리고 과거 사람의 행적까지 다루고 있으
며, 함종에 두고 온 K의 부인 또한 “좀써두지안코는 못견듸겠다”56)는 
핑계로 구체적인 성격 묘사에 지면을 할애한다. C의 성격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가 쓴 논설이나 문단에 한 평가를 ‘보여줌’으로써 
암시적으로 인물의 사상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C의 말을 자유직접화법
으로 그 로 제시함으로써 그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K자신에 해서는 그가 직접 쓴 글과 행위를 통해서 유추해야
만 한다. 

나는 내일과비슷한小說을求하여 거긔서위로을엇으려고 몬져 눈치오의 
란채스카를보왓다. 파오ᄰᅩ의 愛人란체스카가 슬혀하면서도 파오ᄰᅩ의兄의게
싀집갓다가 마즈막에 파로ᄰᅩ와情死히든것. 거긔서 내煩悶에 한解決은 손톱눈
만치도 못엇엇다. 그다음에나는 스터예스키의불샹한사람을보다마. 마―칼
의愛人봐랑칵가 自己가사랑하지안는 어사람의게 맘없이싀집을가고 마―칼
의부르지짐으로난것. 란체스카보다번민은좀잘그려서도 이도亦是不滿으로
도라갓다.57)

56) 김동인, 「마음이 여튼 者여」, 『創造』, 192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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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서 드러나듯, K는 자신과 Y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 
사랑에 한 위로를 얻기 위해 그가 읽어온 소설과 비교/ 조하여 유사
한 내용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를 살펴보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성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심화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다. K는 Y와의 사랑을 자신이 읽은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에 
투 시킴으로써 그 자신의 내면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기에 이른다. 

K에 의한 이야기의 재구성은 「양산백여축 (梁山伯與祝英台)」라
는 중국의 민간 전설을 골격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양산백여축 」
의 서사는 양산백과 축 라는 두 남녀의 사랑, 여성의 원치 않는 혼
인, 그리고 그리움으로 인한 남성의 죽음으로 종결된다. 축 는 후에 
양산백이 죽은 무덤을 찾고 옛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를 따라 죽음을 
선택한다. 두 남녀의 비극적 사랑 서사는 Y의 가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로맨틱한 전설’에서도 반복된다. 음악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혼인을 약속했던 두 남녀는 결국 부모의 간섭으로 인해 사랑에 실패하
게 된다. 여성은 부모의 명령으로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게 되고, 남성
은 상사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여성은 홀로 거문고를 타며 외로움
을 달래다 결국 남성의 뒤를 따른다. 

K에 의해 쓰인 편지와 일기, 유서는 남녀의 사랑, 여성의 혼인으로 
인한 이별까지 「양산백여축 」와 ‘Y가문의 로맨틱한 전설’의 서사
를 충실히 이행한다. K와 Y가 만나 서로 사랑하지만 이미 약속된 Y의 
결혼으로 인해 두 사람의 사랑은 좌절된다. 그리고 K는 자신의 죽음과 
그로 인해 Y에게 닥칠 비극을 상상하며 유서를 남긴다. 

작은물결은 찰삭― 나의왼편을와서친다.― 이에 나는 空相의世界로 드
러섯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Y는싀집간다.
그에는? Y는엇지될고?
―Y夫婦는 나를비웃는다.

57) 김동인, 「마음이 여튼 者여」, 『創造』, 19219.1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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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죽어도孤魂이된다.
안되엿다 하고 나는空相을밧고엇다.
―나는 죽는다.
그의Y는?「나로因히여 죽엇고나. 내가싀집을간다고 죽엇고나. K氏! 웨? 

도라가셔요! 나는 싀집안갈터이니 다시 사라나주시요!」
―Y는울녓다. 그리고 내무덤에와서 자복을하고 自決을하렷다.58)

편지에 쓰인 K의 사랑 이야기는 죽음 직전의 순간까지로, 이야기의 
개요가 ‘낭만적이고 비극적인 사랑 서사’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 이
야기의 일치는 인용문에서 K가 공상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 그
리고 그에 뒤따르는 Y의 죽음을 통해 완성된다. 그러나 K는 결국 유서
까지 써서 편지를 보낸 후 자결하지 않은 채 C와 함께 금강산으로 여
행을 떠나게 된다. 이 과정은 K가 스스로를 낭만적이고 비극적인 서사
의 주인공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지가 된
다. 이와 함께 그 서사는 상상 속에서만 실현될 뿐인,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지 못 하면서 ‘비극’이라는 감성에 매몰되어 있는 한 인간의 허
위만을 드러내게 된다. 

사건을 온전한 형태로 전달하지 않고 인물의 내면을 통해 제한시키거
나 왜곡시키는 서사는 「목숨」에서 매우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목숨」은 곤충학자인 ‘나’가 시인인 M의 병상일기(조각글)을 읽고 그
에 한 감상을 나누는 이야기를 다룬다. 이야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M
이 과학과 인간 정신을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59) 단적인 
예로, M은 “담배를 위생에 해롭다 어떻다 하는 의사들은 바보다. 그런 
자들은 위생이 무엇인지를 분변치 못 하는 천하  바보다. 위생에는, 
생리학상의 위생과 심리학상의 위생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과
학적인(생리학상) 위생만큼이나 심리학상의 위생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식 아래에서 M의 조각글은 병자의 심리와 그의 눈으로 본 
58) 김동인, 「마음이 여튼 者여」, 『創造』, 19219.12, 34면.
59)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김동인이 인간정신과 비교하여 과학을 비판하

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같은 시기에 『창조』에 발표했던 김동
인의 글에는 과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조차 예술품이며 과학과 예
술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그의 생각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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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다. 이전에 발표한 두 작품 「약한 자의 슬픔」과 「마음이 여튼 
자여」가 주인공에 한 객관적 서술이 아닌, 심리 묘사에 중점을 뒀던 
것처럼 「목숨」에서는 병자의 내면을 통해 그가 바라보는 세상을 묘사
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을 목전에 둔 병자가 보는 세상은 건강한 사람
들이 보는 세상과 다르다. 그들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세
상이 어두워 보이고 환상까지 보게 된다. 병자의 상태에서 쓴 M의 조
각글은 악마와 지옥에 한 묘사가 환상의 차원에서 현실의 차원으로 
올라서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야기의 결말에 이르러 ‘나’는 조각글을 통해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많은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지만, 조각글의 상당한 비중
을 차지하는 것은 과학에 한 비판이 아니라 목숨에 한 환자의 개념
적 인식 변화다. 특히 죽음의 상징인 악마의 모습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제 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악마가 처음 등
장했을 때, M은 그를 두려워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부하가 되라는 악마의 권유를 거절하는 모습도 보인다. 죽
음에 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그는 삶을 붉은색, 죽음을 파란색이라 
하며 죽음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물에 기름 한 
방울을 섞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관념이 살아있는 자신에게 와 닿지 
않는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액 생활에서 태내(胎內) 생활루 들 때에, 정액이란 것은 죽어 버리고 정
충만 태(胎)와 태아로 변하지 않았나? 또 그것이 인간 생활로 변할 때엔, 태는 
죽어 버리구 태아만 사람으루 되지 않았나. —속에 (靈)이란 것을 간직해 가
지구…. 그게 또 이제, 몸집을 벗어 버리구 (靈)만 내세루 갈 것은 정한 일이
지…. 그 뒤엔, 또 내내세(來來世)로 가구. 하하하하.”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자네 말은 믿을 수가 없네.”
“아뭏게 생각해두 좋으네!”
“그럼, 자넨 무엇인가? 천국두 없구 지옥두 없으면 자네가 있을 필요는 무엔

가?”
“나? 우리 악마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우린 울겠네. 우리는 즉 사람의 

정(精)이구 사람의 본능이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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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악마와의 만남이 반복되고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인식
은 변화한다. 그 계기는 악마와의 문답에서 찾을 수 있다. 죽은 후에 
자신은 어떻게 되냐는 M의 물음에 악마는 죽음 후에는 천국도 지옥도 
없으며 단지 내세만이 존재한다고 답한다. 여기서 M은 사후세계와 
같은 초월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 또한 삶의 다른 형태이자 
연속일 뿐임을 깨닫는다. 이와 함께 죽음의 상징이라 여겼던 악마가 사
실은 그의 본성이자 정(精)임을 알게 된다. 죽음과 삶을 반  항으로 
보던 인식에서 죽음이 본성일 뿐 아니라 삶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새
롭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M은 자신이 살아있는 상태인지 죽어있는 상태인지, 삶과 죽음
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태로 남게 된다. 

한편, M이 건네준 조각글을 읽고 M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 사연을 
알게 된 ‘나’는 “의사의 조고만誤診”61)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인간 목숨
의 허망함만을 말한다. 곤충학자인 ‘나’의 과학적 세계관은 시인인 M이 
말하는 정신적 깨달음을 인식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 이 인물 간 인식
의 괴리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M의 무의식과 환상으로 충만한 조각글
의 의미”를 ‘나’가 “미리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
시킨다”는 해석62)으로 이어진다. 선행 연구에서는 특히 「목숨」과 같
은 작품을 예로 들며 이러한 문제들을 서사에 한 작가의 장악력 부
족, 혹은 김동인의 습작기 작품이기에 생긴 미숙함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목숨」에서 M의 조각글이 가지는 가치는 이야기에 한 작
가의 ‘장악력 부족’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목숨」이 발
표된 1921년에는 같은 잡지에 전 택이 「독약을 마시는 여인」(『창
조』 8, 1921.5)과 「K와 그 어머니의 죽음」(『창조』 9, 1921.6)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두 작품은 각각 자식과 어머니의 ‘죽음’을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남겨진 이들이 병적인 상태에 이르러 환상을 
보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K와 그 어머니의 죽음」에서는 「목
60) 김동인, 「목숨」, 『김동인전집 1』, 조선일보사, 1988, 172면.
61) 김동인, 「목숨」, 『創造』 8, 1921.5, 50면.
62) 손정수, 앞의 책,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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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과 마찬가지로 ‘악마’가 등장하고, ‘악마’에게 “너슬너슬 황토ㅅ빗 
머리털”, “소래업는 불근우슴”, “분홍우슴”63)과 같은 회화적 이미지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김동인과 전 택 두 사람이 ‘죽음’이라는 소재를 갖
고 소설적 형상화를 꾀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들보다 앞선 시기에 염상섭 또한 ‘죽음’과 ‘병자’에 한 글인 「저
수하에서」(『폐허』 2, 1921.1)를 발표한다. 이 글에서 염상섭은 삶이
란 의미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죽음을 예술로 만드는 일이 의미가 있
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막상 병에 걸려 죽음에 직면하니 삶에 한 
욕구가 생긴 경험을 고백한다. “‘사의 애’가 반 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
게 한다는 역설, 다시 말해 삶의 의미는 죽음을 소원함으로써만 찾을 
수 있다는 역설을 염상섭은 발견”64)하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 염상섭
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 꿈에 한 작가
의 논평을 인용한다. 니체의 “병자의 광학”65) 개념을 떠올리게 하는 이 
장면은 「목숨」의 ‘조각글(병상일기)’ 분석에 이용될 수 있다. 즉, 죽
음을 눈앞에 둔 병자는 오히려 정신이 명징해지며, 건전한 정신으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인식적 세계를 제시한다. 이 속에서 병자는 삶에 
한 의지를 갖게 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목숨」의 ‘조각글’은 동인들의 향과 
문단의 관심사까지 염두에 둔 목적의식이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조각글’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그 의미를 제 로 파
악하지 못 하는 서술자이자 등장인물인 곤충학자 ‘나’의 태도에 있다. 
작가로서 김동인은 M의 조각글이 갖는 의미를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술자인 ‘나’의 인지능력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두고 독립적인 의미를 파악
하지 못 한 채 인물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해석은 김동인의 초기 작품
들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고 있다. 「약한 자의 슬픔」에서 엘리자베트

63) 전영택, 「K와 그 어머니의 죽음」, 『창조』 9, 1921.6., 22면.
64) 이경민, 「염상섭의 자기혁명과 초기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60권 0호, 

2016.4., 238면.
65) 니체, 백승영 역, 「이 사람을 보라」, 『바그너의 경우 외』, 책세상, 2013, 

33ᅟᅵᆷ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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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 
또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
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에 비극적 낭만성
을 부여하고 있는 「마음이 여튼 자여」 또한 사건 자체를 편지를 통해 
재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반복되는 이야기의 왜곡과 축소는 인물의 성향, 교육수준, 계
급, 사건에 한 정보량 등에 의해 주관적으로 재현된 세계의 모습을 
있는 그 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원묘사
의 특성상 이야기 속의 세계는 인물의 시각을 통해서 제시될 수밖에 없
다. 이때 초점화된 인물이 갖고 있는 세계에 한 인식 수준은 제시된 
정보의 수준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다. 허위적인 인물로 표되는 「약
한 자의 슬픔」과 「마음이 여튼 자여」의 인물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
는 세계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능력이 되지 않으며, 「목숨」의 
인물은 시인인 M이 쓴 병상일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과학
자라는 사실이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인물에 의해 주관화
된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와 주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층위의 
분석과 함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서술자 층위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2.2. 내적 초점화의 양상과 인물에 의한 허구세계의 종속
흔히 일본의 고백체 소설을 언급할 때 호출되는 다야마 가타이의 

『이불』은 고백이라는 제도로 인해 감추어져 있던 ‘성(性)’을 발견하
게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66) 중요한 것은 소
설의 내용이 사회에 주는 교훈이나, 작가의 사상, 메시지 등을 담고 있
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매우 내 한 사생활,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앞 절에서 『창조』의 동인들과 ‘고백체’의 문제에 해서 논의한 바 
있다. 고백체라는 제도적 장치가 고백해야 할 번민을 만들었다는 것이
다. 특히 「마음이 여튼 자여」는 본격적인 편지 형식을 사용하고 있으
66) 가라타니 고진, 앞의 책, 11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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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마츰내 告白할날이 왓슴니다”67)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고백체 소
설의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로 꼽힌다. 김윤식은 “메이지, 다이쇼 시
의 일본의 근 소설”과 “이광수와 창조파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고백체
를 제도적 장치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두 가지를 같은 선
상에 놓는다. 그러나 앞 절에서 밝혔듯이 창조파가 늘어놓는 번민은 근

의 제도적 장치로 인해 사회와 격리된, 오롯이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는 점에서 일본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 ‘고백체’라는 형식의 문제에 있다. 편지나 일기라는 장치를 
통하지 않더라도 ‘고백체’의 글쓰기는 성립할 수 있다. 앞서 예로든 
『이불』의 경우에는 심지어 일인칭 ‘나’를 사용하지 않고 삼인칭 ‘그’
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체 소설의 표적인 작품으로 간주된다. 
이는 실제로 진실이든 허구든 상관없이 “허구임에도 마치 진실인 것처
럼 꾸미기 위해 고백이라는 형태가 사용”68)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백체’의 요건은 그것을 담보하는 진실성이며, 서술자가, 나아가 작가
가 자신의 이야기를 사실 로 전달하고 있다는 ‘환상’을 일으키는 형식
인 것이다. 

그렇다면 김동인의 초기 작품들은 ‘고백체’의 역에 들어갈 수 있는
가? 전자의 문제가 소설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후자는 소설의 형식, 특
히 서술자와 접한 관련이 있다. 반드시 일인칭 명사를 쓰지 않더라
도 김동인이 내세우는 일원묘사의 원리는 ‘그’를 ‘나’로 바꿔 쓸 수 있
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서술자와 등장인물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단정
할 수 없다. 이번 절에서는 김동인의 초기 작품들의 서술자를 연구하고 
서술자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고백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서술에 한 
신뢰성에 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토도로프가 제안하고 후에 쥬네트가 채택하고 있는 시점의 세 가지 
유형은 특히 인물과 서술자의 정보량과 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다룰 필요가 있다. 쥬네트는 서술의 시점을 ‘서술자>등장인
물(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말하는 경우)’, ‘서술자

67) 김동인, 「마음이 여튼 자여」, 『창조』 3, 1919.12., 27면.
68) 가라타니 고진, 앞의 책,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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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알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경우)’, ‘서
술자<등장인물(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적게 말하는 경
우)’로 나눈다. 쥬네트는 이를 ‘초점화(focalization)’라는 용어를 통해 
새롭게 정의하고, 첫 번째 유형을 ‘비초점 서술(non-focalized 
narrative)’ 혹은 ‘제로 초점화(zero focalization)’이라 이름 붙인다. 두 
번째 유형은 ‘내적 초점화(internal focalization)’이라 불린다. 이는 다
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a)초점이 한 사람에게 고정된 경우, b)초점
이 여러 등장인물에게 순차적으로 옮겨가는 경우(가변적variable), c)여
러 등장인물에 의해 사건이 여러 번 서술되는 경우(복수multiple)다. 세 
번째 유형은 ‘외적 초점화(external focalization)’로, 등장인물의 생각이
나 감정을 독자에게 일절 알려주지 않는다. 이는 위의 구분에서 볼 수 
있듯이 본질적으로 정보량과 연관되어 있다.69) 김동인의 일원묘사는 
이 세 가지 유형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술자는 등장인물이 
알고 있는 것만을 말 할 권리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서술자는 행위의 단순 전달 외에 해석, 판단, 일반화의 
역할을 함께 수행70)한다. 그러나 내적 초점화의 서술자는 인물의 내면
69) Gérard Genette, 앞의 책, 177면 참조.
70) 시모어 채트먼, 김경수 옮김, 『영화와 소설의 서사 구조』, 민음사, 1990, 

290-302면.
    채트먼은 ‘해석’을 어떤 상대적인 의미 — 이야기 자체의 관점에서 이야

기 밖으로 나가는 일 없이 무엇을 설명해보려는 자유로운 시도 —로 제한
한다. 해석하고 있는 화자는 단순한 미래의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
날 수 있는 일을 어림짐작하면서 기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 
직접적인 성격 묘사는 ‘해석’과 서로 뒤섞일 수 있다. 해석의 형태는 ‘그
래서’,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분명한 해석상의 
간단한 인과 관계처럼 사용된다. 또는 화자의 해석은 수화자에 의하여 제
기된 질문을 반복하기도 한다. 해석은 무지와 섬세하지 못함, 극적 부적
절함, 또는 다른 이유들 때문에 어떠한 등장인물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를 설명할 수 있다. 또는 해석은 ‘전조’로서의 역할을 한다.

    ‘판단’은 도덕적 가치평가에 근거한 설명이다. 어떤 형용사는 직접적으로 판단
적이고, 다른 것들은 내포적이고 환유적인 뜻이 있다. 또는 일반화가 소극적인 
판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일반화는 플롯상 그럴듯하지 못하지만 매우 필요한 행
동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한편, ‘일반화’는 이야기상의 사건이나 인물들을 비허구적인 실제 세계의 것들
과 비교하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행해지는 ‘일반적 진실’에 한 빈번한 인용은 
어떠한 절 적 의미에서의 진실성이 아니라, 작품의 허구적 문맥 속에 그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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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행위만을 초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술자 자신의 해석, 판단, 일
반화가 제한되어 있다. 「약한 자의 슬픔」은 일원묘사라는 김동인의 
원칙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원칙과 창작활동의 분열 양상이 두드러진
다. 

「약한 자의 슬픔」의 서술자는 그 역할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
다.71) 첫째는 소설의 지배적인 서술자로, 엘리자베트의 시점을 따르는 
내적 초점화의 서술자다. 이 서술자는 엘리자베트가 보고 느낀 것만을 
서술할 권리를 가진다. 둘째는 서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야기
를 생략 또는 요약하여 제시하는 서술자로, 해석하는 서술자의 범주에 
들 수 있다. 셋째는 전체 서사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엘리자베트가 
알 수 없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서술자다. 세 번째 서술자 또
한 해석하는 서술자의 범주에 들 수 있겠지만 정보량의 측면에서 서술
자가 인물이 가진 정보량을 뛰어넘고 있다는 점에서 초점화의 층위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소설에서 세 부류의 서술자는 분열되어있다고 느
껴지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 서사의 가속과 감속을 조절하고, 이야기
의 중요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야기의 시간과 서술자의 ‘말하
는 시간’(서사 시간)을 일치시키는 ‘장면’을 이용하는 것은 서술자 고유
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스토리 시간과 서사 시간이 일치되는 ‘장면’과 
반 로 서사는 얼마든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나 「약한 자의 슬픔」
은 이야기 시간과 서사 시간이 거의 일치되는 등시간적 진행이 서사의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서사를 요약하는 서술자의 목소

얼마나 적합하게 들어맞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화의 과도한 사용
은 분명히 문학사에서의 불안정한 과도기를 나타낸다. 전통적 규범이란 항상 역
사에 의하여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
확실하거나 비이성적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작가들은 이미 알려진 규범으로는 
자신의 의도가 분명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일반화는 
행위와 성격 묘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화의 전형적인 문
장은 지시적인 의미가 강화된 명사로 구성되며, 그 지시어를 분명하게 해주는 
수식절을 거느린다.

71) 「약한 자의 슬픔」에서 서술자의 분열 양상은 손정수(『텍스트의 경계』, 
태학사, 2002), 류승환(「김동인 문학의 리얼리티 재고」, 『한국현대문학연
구』 22, 2007.8)에 의해서 연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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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낯설게 느껴진다. 세 번째 범주의 서술자는 류승환에 의해서 “전
체 소설의 의미를 잡아나가기 위한 작가의 간섭”72)73)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간섭은 작품에서 총 4회 등장하며, 그것을 통해 ‘참 번민’과 ‘허
위적 번민’을 구분할 수 있다. 

소설의 서술자가 세 가지로 분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서술자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야기에 개입을 하고 있으며, 첫 
번째 서술자는 해석, 판단, 일반화와 같은 전통적인 서술자의 권한조차 
행사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일인칭 소설의 주인공만큼이나 엄격한 형
식적 제한으로 인한 것이다. 그렇기에 내적 초점화의 서술자는 그 원칙
을 파괴하는 서술자의 분열이나 갑작스러운 개입이 없을 경우, 서사 내
에서는 그 권위가 주요 인물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하의 수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서술자와 인물의 정보량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의 소설에
서 서술자는 “경험상 그저 좀 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 적인 의미
에서 ‘다 알고 있고’ 진리를 이해”74)한다. 반면에 이야기의 인물은 무지
의 역에서 출발하여 다가오는 사건에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고 오류와 
시련을 통해 정보를 조금씩 얻어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의 진술
은 체로 절 적이며 확정된 사실들이다. 서술자의 서술을 받아들이는 
수화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술자를 신뢰할 수밖에 없으며 그
를 통해 인물과 사건을 이해한다. 

그러나 주요 인물 한 명의 권위가 서술자의 수준까지 닿아있는 소설
은, 바꿔 말해 인물이 가진 정보량만큼만 서술자가 진술할 수 있다는 
72) 류승환, 앞의 글, 101-143면, 120-121면. 
73) 서술자와 작가는 서사학에서 명백히 다른 용어지만, 이는 일관적이지 않

은 목소리를 서술자로 인정하느냐, 살아있는 작가인 김동인의 개입으로 
보느냐와 같은 근본적인 연구 시각의 차이다. 류승환이 지적한 총 4회의 
간섭 중, “엘리자베트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삽입을 역할을 하는” 개입
은 의도적으로 분석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술자의 역할로 볼 수
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손정수가 서술자의 의미를 다소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면, 류승환은 독자를 직접 상대하는 서술이라는 의미에서 작가를 끌
어온다. 이는 연구 시각에 따른 용어 규정이기에 본고에서는 ‘서술자’로 
규정하도록 하겠다. 

74) Gérard Genette, 앞의 책, 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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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미 설정된 인물의 지적 수준, 성향, 계층 등에 
따라 세계에 한 서술자의 인식 수준 역시 좌우된다. 

「약한 자의 슬픔」에서 엘리자베트는 교육 수준이 높지만 허 심이 
강한 여성으로, 그를 둘러싼 세계에 한 식견이 부족한 인물로 묘사된
다. 엘리자베트를 매개로 하여 다른 인물과 사건을 보고하는 서술자는 
원칙적으로 엘리자베트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와 그의 관심사만을 서술
할 권리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트를 제외한 인물들은 소설 
속에서 독립된 인물로서 위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엘리자베트의 주관에 
의해 매개된 시각을 통해 재현된다. 이때 수화자는 알 수 없는 미래와 
선택의 순간에 주저하는 인물의 심리에 가깝게 다가간다. 

이와가튼, 사람의秘密을 혜슉이는S의게알게하엿다 할에 그는셩이낫다.
處女가學生의게사랑을한다하는거시 그의게는붓그러웟다.
둘―혜슉과S―에셔 내슝을실컷보앗겟거니 할에 그는侮辱을當햇다생각하

엿다―혜슉과S가서로낫츨보고우슬에 이생각이더甚하엿다.
그러고, 이와가튼비 을혜슉의게고백하엿다 할에, 엘니자벳트는 자기의게
하여서도셩을안낼수가업섯다.
「이자기를밋고通事情을하엿더니 이런말을廣告가치들춘단말인가 이世

上에미들만한사람이누구인고?아, 父母가사라게시면……」
사라이슬는, 자기를壓迫하는거스로唯一의娛樂을삼ㅅ든부모를 니죽기를

기다리든그도,부모의게 하여,지금은 唯一의미들만한사람이고唯一의依賴할만
한사람이라는생각이낫다.그러고혜슉의게對하여서는無限한憎惡의念의난다.75)
 
다가오는 미래에 한 불안과 선택의 주저는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

하는 시간에 의해 그 효과가 극 화된다. 「약한 자의 슬픔」에서 엘리
자베트의 종잡을 수 없는 기분은 독자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느낌을 
준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의 유쾌했던 엘리자베트의 기분은 별다른 이
유도 없이 갑자기 갑갑증으로 변화한다. 기분을 풀어보고자 혜숙의 집
에 방문했으나 S와 이야기하는 혜숙의 모습에 “이유 없는 질투”가 끓어
오르고, 뭐하고 있었느냐는 엘리자베트의 질문에 혜숙이 “네 이야기를 

75) 김동인, 「약한者의 슬픔」, 『創造』 1, 1919.2, 54-55면.



- 42 -

하댔지”라고 답하자 마음속에 노기가 일어난다. 혜숙이 곧 이환의 이
야기를 했다고 답하자 노기는 다시 “노기와 부끄러움과 모욕”이라는 복
합적인 감정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다시 증오로, 애정과 친 함, 
부끄러움, 모욕감, 이환에 한 사랑, 모욕감으로 차례 로 변화한다.76)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물의 내면은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는 시간과 최
한 일치시킴으로써 인간의 내면을 자연적 본성에 근접한 인물로 형상화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동시적 서술(simultaneous)’77)은 엘리자베트가 
정제되지 않은 정신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외부의 자극과 그 자신의 
욕망에 의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반응들
은 체로 매우 모순적이고 일회적이며, 휘발성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
다. 예컨 , 남작에 의해 모욕당한 사건을 두고 엘리자베트는 남작에 

한 증오와 애정을 동시에 느끼거나, 곧 그 사실을 잊게 되거나, 이환
과의 사랑을 떠올리는 행위가 그것이다.  

혜숙과의 만남, 남작과의 사건에서 외부적 자극과 그에 한 엘리자
베트의 즉각적인 반응을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에 나오는 엘리자베트의 
내면은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의 관점을 통해서 재구성하고 있
다. 동시적 서술하기는 서술법의 특성상 시간의 교란이 일어나지 않기
에 아주 단순한 구성을 갖고 있지만 서술자가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담
론(discourse)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동시적 서술은 순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에 따라서 최
고조에 오른 객관적인 전달력을 담보한다. 그러나 인물의 내적독백과 
같은 담론이 강조된 동시적 서술은 담론 자체가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
으며, 그로 인해 행위는 축소되어버린다.78)

76) 김동인, 「약한 자의 슬픔」, 『창조』, 1919.2~3.
77) 제라르 쥬네트는 서술하기(narrating)의 시간적 위치의 관점에서 서술하

기의 네 가지 유형을 변별하여 ① 사후적(subsequent) 서술하기(과거 시
제 서사의 고전적 위치. 가장 빈번한 유형). ② 사전적(prior) 서술하기(예
언적 서사. 일반적으로 미래 시제. 그러나 현재로 활용될 수도 있다). ③ 
동시적(simultaneous) 서술하기(행동과 동시에 발생하는 현재의 서사). 
④ (행동의 순간들 사이에) 삽입된(interpolated) 서술하기로 구분한 바 
있다.(Gérard Genette,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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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의 강조에서 담론의 강조로의 이행은 소설의 주제가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단순 분석의 의미를 뛰어넘는다. 전반부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은 일어난 현상과 그에 한 반응들로서 전달의 객관성이 강조되
었다면, 후반부는 사건들을 재정립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의 말미에 이르러 인물의 정보량은 서술자의 정보량에 
근접해 간다. 이야기에 한 간섭을 통해 분열된 모습을 보이던 서술자
는 엘리자베트의 독백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목소리와 동화되어 간다. 

(1) 엘니자벳드는 자긔생각만련속하여하엿다— 스서로알지논못하여스나엇
던廻轉期危機아페선그는산후의날카로운머리를써서한해결을어들수가이
섯다.— (밑줄은 인용자)79)

(2) 「萬一약한者는, 마즈막에는엇지되노?…… 이 나! 여긔 표본이잇다. 표
본生活二十年《그는 생각난 듯이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나는참 약햇다. 일하
나이라도 내가하고시퍼서한거시 어듸잇는가! 世上사람이이러타하니 나도이러
다, 이일을하면 남들은나를엇지볼가 이런걱정으루두룩거리면서지나스니 어찌
이 지경에니르지아나스리오! 하고시픈일은自由로해라 힘써서 ᅳᆻ지! 거긔서우
리는 사랑을발견하고眞理를발견하리라!

(중략)
『내가너희의게 새게명을주노니 사랑하라!』《그는 깃븜으로눈에빗츨내

다》 그러타! 강함을배는胎는사랑! 강함을낫―는者는사랑! 사랑은강함을나흐
고, 강함은모―든아름다움을낫―는다. 여긔, 강하여지고시픈者는― 아름다움
을보고시픈者는― 삶의眞理를알고시픈者는― 人生을맛보고시픈者는 다― 참
사랑을 아러얀다. 

‘萬若참강한者가되랴면은? 사랑안에서사라야한다. 宇宙에널녀잇는사랑, 自
然에퍼저잇는사랑, 천진란만한 어린아해의사랑! (밑줄은 인용자)80)

(1)의 인용문에서는 엘리자베트가 스스로 알지 못 하는 어떤 깨달음
에 해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그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 시

78) 위의 책.
79) 김동인, 「약한 자의 슬픔」, 『創造 2』, 1919.3., 20면.
80) 위의 책, 20-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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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서술자는 인물보다 진리에 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으며, 그
렇기 때문에 엘리자베트가 “한해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할 수 있다. 인물은 서술자가 알고 있는 진리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 했
지만 어느 정도 그에 근접해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2)의 인용문에서는 인물의 생각임을 표시하는 부호, 즉 낫표
(「」)가 점차 사라지고 인물의 생각은 자유간접화법으로 서술되기 시
작한다. ‘참 사랑’에 한 깨달음, ‘천진난만한 어린 아해의 사랑’에 
한 깨달음까지 서술된 역은 더 이상 인물의 생각과 서술자의 서술을 
구분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인물과 서술자의 역은 서로 뒤섞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이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수준이 합쳐지게 되는 결과
를 가져온다. 

외부 자극에 한 반응으로서 엘리자베트의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을 
표현한 전반부의 내용과 그간의 사건들을 재해석하며 강한 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후반부의 내용은 엘리자베트가 일련의 사건을 거쳐 세계
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81)을 갖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엘리자베트는 
20년간 자신의 삶을 “표본生活二十年”이라 칭하고, 삶에 한 가치 평
가의 기준을 세운다. 그 동안 스스로의 결정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반응과 유행에 따라 움직이던 인물이 하나의 표본을 설정
하고 그것이 약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사건에 한 재해석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일회적이고 모순적이던 인물의 카오스적 내면이 관점을 설
정함으로서 정제되고, 더 나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한편, 「약한 자의 슬픔」에 이어서 발표된 「마음이 여튼 자여」는 
서간체, 일기체, 평서문체를 혼합하여 “시점의 난조를 보이고 있다”82)

81) “인식 과정이나 행위에서의 ‘관점’의 역할은 15세기 중반에 이미 알베르
티(L. B. Alberti)가 핵심 관점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이래, 니콜라우스 
폰 쿠에스(Nikolaus von Kues)의 형이상학적-신학적 논의를 거쳐 슈펭
글러(Oswald Spengler), 데카르트, 파스칼, 라이프니츠 메를로퐁티
(Maurice Merleau-Ponty) 등이 관점성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현대에
는 카울바흐의 관점주의 철학이나 아벨과 렝크(H. Lenk) 등의 해석처락
에서 다시 관점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니체에게
서는 슈펭글러가 주제화한 ‘지배’와 ‘권력’ 혹은 ‘힘’이라는 요소가 힘에의 
의지와 관련되어 재등장해 보편화되어 있다.”(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
적 긍정의 철학』, 책세상, 2005, 430-4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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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관점을 달리 하면 정리되지 않은 액자구조의 
형식으로 읽을 수 있다. 

일반 서술
편지

일기/유서

K는 편지를 쓰고, 그 편지에 일기와 유서를 동봉한다. 그리고 일기와 
유서가 끝난 후부터 K를 주요 인물로 설정하고 서술자가 서술하는 내
적 초점화의 방법으로 전환한다. 전반부는 이미 쓰인 일기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술자는 인물의 행위와 이야기, 그리고 텍
스트에 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는 말 그 로 인물의 편지
와 일기를 수집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편집자’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
이다. 다만, 편지에서 일기로 전환하는 순간에 삽입된 “K의日記의여긔
저긔”83)와 “K의日記에부친C의편지”84), 유서로 전환될 때 “K의 遺
書”85)라는 서술을 통해 서술자의 존재가 암시된다. 이러한 서술자의 부
재는 C와 함께 금강산 여행을 떠나는 후반부부터 일원묘사의 원칙을 
잘 따르면서 인물의 시각만을 서술하는 ‘서술자=등장인물’의 내적 초점
화를 유지한다.

이 점에서 「마음이 여튼 자여」는 「약한 자의 슬픔」과 같은 초점
화의 규약을 어기는 변조(Alterations)86)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

82) 이재선, 앞의 책, 159면. 
83) 김동인, 「마음이여튼者여」, 『창조 3』, 1919.12., 36면.
84) 김동인, 「마음이여튼者여」, 『창조 5』, 1920.3., 23면.
85) 위의 책, 27면.
86) 러보크는 작가가 “일관성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택한 원칙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지만, 쥬네트를 비롯하여 E.M. 포스터, 부스 등은 시
점의 변화 혹은 초점화의 변화(changes in focalization)를 옹호한다. 그
러나 초점화에서의 변화(change in focalization-부분적임을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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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초점화의 측면에서 서사 전체가 일관성 있는 내적 초점화를 채택하
고 있으며, 일시적인 서술자의 개입도 발견할 수 없다. 「약한 자의 슬
픔」의 서술자는 때때로 인물이 알지 못 하는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이
야기 전체의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지만, 서술자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 「마음이 여튼 자여」는 인물이 지각하는 것만으로 
이야기를 서술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 인물인 K가 
갖고 있는 성격이 서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다. 

앞 절에서 설명했듯이 K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객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이야기들에 투 함으로써 ‘비극적 낭만성’을 획
득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것조차 그가 자살하지 않고 금강산 
여행을 떠남으로써 실패로 돌아간다. 주요한은 이러한 K의 성격을 두
고, “一時의 感情의 發作에도, 또는 在傍者의 一動一靜에도, 마치 바람
에 흔들리는 갈  모양으로 東浮西流하는 性格의 所有者”87)라 평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임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심지어 K의 연애 감정
과 자살을 하려는 시도, 그리고 결말의 참 삶을 살겠다는 결심까지도 
허위라 의심한다.

주요한의 인물평은 K라는 인물에 한 중요한 평가기준을 제공한다. 
K가 자살에 해 어떠한 언급도 없이 Y의 결혼식까지 기다렸던 사실과 
함종에 두고 온 부인과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에 그 동안 집착하던 Y에 

한 사랑을 저버리고 자신을 ‘약한 자’라 규정, 다시 부인에 한 사랑
으로 돌아선 지점까지 그의 행위에는 일관성을 찾을 수 없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의 내면은 「약한 자의 슬픔」의 엘리자베트
를 떠올리게 한다. 

그렇다면 K의 내면과 행위만을 서술하는 서술자는 어떤가? 「약한 
자의 슬픔」과 달리 인물의 무지를 지적하고 주제를 부각시키는 서술자

듯)는 지배적인 문맥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약호의 배반으로 
간주된다. 쥬네트는 ‘문맥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면서도 그것이 전체 문맥
을 해치지 않는’ 부분적 배반을 두고 변조(alteration)이라는 이름을 붙인
다.(Gérard Genette, 앞의 책, 183면 참조.)

87) 주요한, 「性格破産-東仁君의 「마음이 여튼 者여」를 봄」, 『창조』, 
19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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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소리조차 존재하지 않는 「마음이 여튼 자여」에서는 인물에 한 
신뢰가 결국 서술자에 서술에 한 신뢰와 직결된다. 일반적인 소설에
서 서술자의 말은 이야기 세계에서 ‘문자 그 로’ 진리이며, 기본적으로 
서술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야기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는 정보량의 측면에서 서술자가 절 적으로 인물보다 우위에 있으며, 
그가 서술하는 이야기 세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
이 여튼 자여」의 서술자는 인물과 동등한 정보량을 갖고 있다는 점에
서 인물을 신뢰할 수 없다면 서술자조차 신뢰할 수 없다. 

서술자의 말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가정할 때, 이 소설은 ‘약자
로서의 자각과 강자로의 이행’이라는 표면적 주제 신에 ‘허위적 자아
를 가진 인물과 그로 인한 비극’의 서사로 읽히게 된다. 엘리자베트가 
자신의 20년 삶을 표본으로 하여 참 자아를 확립하는 관점을 세웠다면, 
K는 그 표본으로 「양산백여축 」라는 비극적이고 낭만적인 허구의 
서사를 표본으로 삼음으로써 그 자신의 삶을 허위로 만들어버린 것이
다. 허위적 사랑의 결말은 참 사랑(함종의 부인과 자식)의 상실이라는 
진정한 비극으로 마무리된다. 

이처럼 서술자가 정보량을 제한함으로써 인물의 주관을 조명하는 방
식은 「목숨」과 「거츠른 터」에서도 나타난다.  「목숨」에서는 친구
인 M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기사회생하는 과정을 ‘조각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술자의 권리를 등장인물인 M에게 양도한다. 「거츠른 터」에
서 ‘나’는 친구인 애의 유서를 공개하여 애의 비극적 자살에 숨겨
진 진실을 들춰내고자 한다. 그러나 “ 애의 글”이라는 소제목까지 서
술자가 소개한 후, 본격적인 이야기는 애가 쓴 유서를 있는 그 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여튼 者여」의 전반부 서술자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서술자의 권위가 최소화된 다른 소설들은 이야기를 서술하는
(narrating) 서술자의 태도가 주제를 암시하기도 한다. 「약한 자의 슬
픔」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술하기’, 즉 음성(voice)의 층위에서 이 시
기 소설들의 특징은 사건과 서술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즉, 
서술자가 서술하는 시점(時點)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매우 근접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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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현재시제적 서술은 “그 순간을 철저히 지키기에”88) 매우 객
관적인 인상을 주며, 인물의 모습을 ‘있는 그 로’ 보여준다. 그러나 인
물과 사건의 현재를 생생하게 전달할 뿐인 제한된 서술자는 이야기가 
끝난 이후의 결과에 해서는 보증하지 않는다. 

이러한 서술자의 태도는 「약한 者의 슬픔」, 「마음이 여튼 者여」, 
「목숨」 등의 소설에 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앞의 
두 작품은 ‘인물의 자아가 각성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술자
의 층위에서 고려해보면 이야기의 층위에서 K가 제공하는 있는 정보는 
무엇 하나 객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서술자의 설명과 
해석이 부재하는 서사물에서 정보에 한 신뢰성은 결국 인물의 성향과 
인식의 수준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다.

「마음이 여튼 者여」에 한 해석은 같은 맥락에서 「약한 者의 슬
픔」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으로도 유효하다. 또한 「목숨」의 불분명
한 결론의 의미를 재고(再考)하게 한다. ‘M의 조각글’의 의미를 해석하
고 있는 서술자 ‘나’는 이야기의 서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해석의 신
뢰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시인인 M과 과학자인 ‘나’는 이미 직업상의 
특성으로 인해 서로의 세계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암시
되어 있다. 즉, ‘나’는 서술자의 권위를 갖고 있지만 자신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인 M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
라서 ‘나’는 서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
며, 그 결과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임이 밝혀진다. 이야기의 층위에서 
「목숨」의 주제는 ‘M의 조각글’을 통해 드러나는 죽음에 한 철학적/
환상적 고찰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서술자의 층위에서 「목숨」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이해불가능성을 알리고 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작법상의 미숙, 혹은 자각의 단계에서 종결되는 
서사 구조로 인해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제까지 지
적되어 왔다. 그러나 인물과 서술자의 정보량이 같다는 일원묘사의 기
법과 이를 사용하는 서술자의 태도는, 오히려 서술자가 다루고 있는 허
위적 인물들을 있는 그 로의 모습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인물이 가진 

88) Gérard Genette, 앞의 책,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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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에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한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
실은, 김동인이 이야기의 인물을 통해 자아의 각성을 보여줌과 함께, 
그 과정 자체로 당  신여성이나 청년의 허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다. 또한 「목숨」에서는 과학자와 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를 보
여줌으로써 각자의 인물이 갖는 세계관의 차이를 알려준다. 이는 세계
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 변화하여 나타나는 것
이며, 각자가 갖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그 자신만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서술자의 신뢰성 문제는 고백체의 성립 기반 자체를 흔든다. 인물-
서술자-작가의 일치, 혹은 일치된다는 환상이 리얼리티를 보장하고 ‘고
백’이라는 형식을 성립시킨다면, 인물에 해 아이러니한 태도를 취하
고 있는 서술자는 인물과 언제나 거리를 유지한다. 특히 「약한 자의 
슬픔」의 서술자는 몇 차례의 개입을 통해 번민의 참과 허위를 가치판
단하고 있으며, 「마음이 여튼 자여」의 서술자는 인물의 성격 제시와 
행위를 통해 그의 삶과 번민의 허위를 드러낸다. 

근 적인 의미에서 ‘내면’과 ‘내면의 고백’이란 순수하게 개인적인 것
으로, 누군가의 가치판단이나 보편의 문제와는 확연히 다른, 개별성의 

역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미 번민의 ‘참과 거짓’이라는 진리의 문제, 
그리고 가치 판단의 문제를 고백체 소설의 역으로 끌고 왔다는 것은 
서술자의 층위에서 ‘고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내적 초점화를 사용한 
‘허구적 인물’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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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물과 허구세계를 장악하는 우월한 서술자
3.1. 허구세계의 독립성과 선악 이분법적 인식의 거부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동인을 비롯한 『창조』의 동인들은 사
건의 흥미보다 인물이 갖고 있는 인생의 번민과 심리를 표현하고자 했
다는 점에서 그 형식적 표현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색채를 띠고 있다. 그
러나 같은 시기, 김동인 자신은 「자기의 創造한 世界-톨스토이와 도
스토예프스키를 比較」에서 도스토예프스키를 두고, “그는, 自己가創造
한人生을支配치를안코,그만自己自身이 그 人生속에저서,엇절줄을모르
고 헤매엿다”89)고 평하며,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중 톨스토이가 
더 위 하다는 결론을 낸다. 

톨스토이가 자기가 창조한 자기의 세계를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종했다는 다소 인상 비평적인 평가 외에도 김동인이 그에 해서 높
이 평가하는 점은 성격묘사에 있다. 

예를 톨스토이의 명작 「전쟁과 평화」에서 들자면그 소설 중의 인물인 안
드레 공작은 톨스토이 자신의 총명한 형의 일면이요, 피에르 백작은 음울한 면
의 자신이요, 러스토프 소백작은 열정적인 면이요, 등등 주요한 청년들은 전부
가 톨스토이 자신을 해부하여 소개의 면으로 나누고 그 일면씩을 부여한 것이
다.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면을 그 로 
소설에 나타내면(이건 기술도 불가능하거니와) 독자는 도저히 갈피를 차리지 
못할 것이다. 1인에게는 1성격씩을, 성격의 단순화한 일면씩만을 주어야할 것
이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의 각 인물들을 다시 생각해보자면 가장 자연적
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작중 인물들이 독자의 머리에 들어오고 추호도 부자연
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再考再思하여보면 체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일면의 성격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사람의 성격이 그렇게 단순

89) 김동인, 「자긔의 創造한 世界-톨스토이̇ ̇ ̇ ̇ 와 스터예스키̇ ̇ ̇ ̇ ̇ ̇ ̇ -를 比較하여」, 
『創造』 7, 1920.7.,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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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면만 가졌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피에르의 성격에도 안드레의 일면이 
있고, 러스토프의 일면에도 피에르의 성격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자연적 현상
이다. 

그러나 그 자연적 현상은 소설 상에는 부자연한 것이 된다. 성격을 단순화하
고야 비로소 ‘소설적 자연성’을 이룰 것이다.90)

김동인이 주장하는 바 로라면, 톨스토이의 작품의 인물들은 인간의 
일면만을 부각시켜 단순화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통일, 단순, 연락’
이라는 「소설작법」의 원리를 실현한 것으로, 김동인이 톨스토이의 창
작 방법에 공감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동인 초기 작품들의 주인
공 심리는 단순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복잡하고 모순적이기까지 하다. 
「약한 자의 슬픔」의 엘리자베트는 K남작에게 치욕을 겪으면서도 자
신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 하며, 혹 자신이 남
작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복잡한 심리 상태를 가진다. 

인간의 번민하는 심리를 묘사하겠다는 시도는 그가 “기술도 불가능”
하다고 지적한 인간의 복잡한, 자연적인 심리를 묘사하려는 시도나 마
찬가지다. “소설 창작을 바라보는 김동인의 기본적인 관념이 이상과 같
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가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에서 받아들일 수 없
었던 것이 무엇보다 ‘모순’의 측면”91)이었을 것이다. 작가조차 통제하지 
못 하는 인간의 모순은 하나의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해야 하는 예술가
에게 있어서 실패로 보인 것이다. 

김동인이 이처럼 소설에서 번민하는 인물을 다루지 않기 시작한 시기
는, 흥미롭게도 『창조』가 폐간한 이후부터다. 『창조』가 폐간 된 후 
처음으로 발표된 단편 소설인 「태형(옥중기의 일절)」(『동명』 
16~34, 1922.12.17.~1923.4.22.)은 이제까지 인간의 번민하는 심리를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선택의 
갈등 문제를 다룬다. 이후 다시 「눈을 겨우 뜰 때」(『개벽』 37~41, 

90) 김동인, 「창작수첩」(『매일신보』, 1941.5.25., 28~31), 『김동인 전집』 16, 
조선일보사, 1988, 432-433면.

91) 조시정, 「1930년대 후반 한국문학의 모색과 도스토예프스키」,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 논문, 2015.8, 55면.



- 52 -

1923.7~11)와 「거치른 터」(『개벽』 44, 1924.2)에서 심리의 문제
를 다루는 모습을 보이지만 「유서」(『 』 1~5, 1924.8~1925.1) 
이후부터는 인간의 심리에 집중하기보다 인물, 사건, 서술 세계를 염두
에 두면서 이야기를 진행한다. 

1924년 8월에 이전 <창조>의 잔당들이 모여서 < >를 발행하 다. 거
기 「유서」를 썼다. 처음에는 무의식하게 써 나아가던 나는 어떤 때에 우연히 
그 「유서」 가운데서 강렬한 동인미를 발견하 다. 

지금 보기 싫은 작품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계획하는 일이 무의식중에 발아 
생장한 의미로 「유서」는 결코 내게는 잊지 못할 작품이다.

나는 마침내 동인만의 문체 표현 방식을 발명하 다. 그리고 거기 한 완전
한 긍지와 의식 하에 「명문」과 「감자」를 발표하 다.92)
 
「유서」는 김동인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작품으로, 

그는 이 작품을 발표한 이후 발견한 ‘동인미’를 의식하며 「감자」와 
「명문」까지 창작하게 된다. 여기서 ‘동인미’의 발견이란 작가로서 자
신만이 갖는 개성을 발견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김동인은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개벽』, 1921.8~10)를 읽
고 강적이 출현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김동인은 이 「표본실의 청
개구리」가 “로문학의 윤곽을 쓴 것”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파악하고, 
그것을 “선망과 경이”로 바라보았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염상섭은 
곧 로문학을 벗어던지고 조선 문학을 발견하 으며, 그 가운데 염상섭 
개인의 길까지 발견한다. 염상섭은 “유성(類性) 가운데 개성(個性)을 
발견”한 것이다.93)

조선의 문학을 세계 문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기치로 모 던 
『창조』 동인의 해산은 김동인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으며, 
이미 자신들의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자신감이 함께한 결정이
었다. 그러나 이 과정 동안 김동인은 작가로서 자신만의 개성, 즉 ‘동인

92) 김동인, 「朝鮮近代小說考」(『조선일보』, 1929.7.28.~8.16.), 『김동인전집』 
16, 조선일보사, 1988, 33-34면.

93) 김동인, 위의 책,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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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발견하지 못 하고 있었으며, 염상섭을 시야에 두고 있던 김동인
으로서는 그만의 문체를 확립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 다. 

이 절에서는 『창조』의 동인으로서 조선 문학을 건설하려던 시기를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을 발견, 그것을 단서로 시작한 창작 활동의 양상
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생의 번민을 묘사하던 이전 시기에서 벗어나 
내면 밖의 세계, 즉 소설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와 인물의 
갈등이 나타난다. 통일, 단순, 연락의 창작 원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시기이며, 서술자가 서사 전체를 장악한 잘 짜인 서사가 진행된
다.

인물의 내면을 경유해 이야기하는 내적 초점화의 서술자는 결국 인물
이 가진 세계에 한 인식과 정보의 한계로 인해 제한된 서술만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주어진 딜레마를 파괴하고 외부의 세계로 나아가는 웅
적인 주인공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이야기는 결국 인물의 내면에서 시
작되어 내면으로 끝나는 구성으로 귀결된다. 「약한 자의 슬픔」에서 
사회 권력에 의해 짓밟히는 개인을 보여주었으면서도 이야기의 결론이 
개인의 나약함과 허위의 문제로 귀결된 것이나, 「마음이 여튼 자여」
에서 문단의 허위, 여인의 인권을 멸시하는 악사조(惡思潮)와 같은 사
회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마음이 여튼 자’는 자신이라는 개인의 차원으
로 모든 문제가 수렴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면의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실질적인 움직임은 1923년 「어즈러
움」(『開闢』 35, 1923.5)이라는 작품에서부터 발견되기 시작한다. 
「어즈러움」은 같은 해 발표한 단편소설집 『목숨』에서 ‘소설’로 분
류되어 실려 있지만, 개작되기 전 『개벽』에 실렸던 원문에는 김동인
의 친구인 ‘요한’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개작되기 이전에 「어즈러움」은 허구의 세계가 아닌 실
제 작가의 자전적 고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자신의 교만하던 자아가 파괴되고 ‘남’을 의식하
게 된 사연을 요한에게 전한다. 지니고 있던 재산을 탕진하고, 물려받
은 집마저 팔아버린 ‘나’는 마주치는 학생들의 비웃음을 피하기 위해 



- 54 -

큰 길보다 작은 길을 택하는 등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싹트는 것은 절 적으로 신뢰하던 자아에 한 의심이다. ‘나’는 
의심의 원인을 개인으로부터 찾아보고자 절 적 권세를 지닌 개인을 상
상한다. 그는 “日氣와 별의 運動에까지 밋는” 전지적 권세를 상상하고, 
“數十의 愛人”과 백억의 돈을 가진 인물을 공상한다.94) 그러나 공상의 
끝은 결국 불행이 존재하고, 불만족한 개인만이 남는다.95)

「어즈러움」의 고백은 개인의 경험 수준에서 머물지 않는다. 자아로 
구축된 견고한 성채에서 벗어나 인간이 놓여 있는 공간으로서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껏 인물의 내면을 매개로 하여 주관화되
었던 세계와 타인은 그 자체로 객관화되어 인물과 갈등하고 립하는 
또 다른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작품들은 인물을 경유
해야 했던 내적 초점화의 방법을 버리고, 외부의 요소들을 객관화 하면
서 새로운 주체를 확립시키는 과정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각에서 밝혔던 것처럼, 「배따라기」는 1921년에 발표된 
작품임에도 이야기와 서술하는 시간의 거리가 멀고, 서술의 주체를 등
장인물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시의 다른 작품들과 기법상의 
차이가 있다. 이 절에서는 「배따라기」가 중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변
화의 징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살피고자 한다. 

「배따라기」는 ‘배따라기’ 노래에 묻어 있는 뱃사공의 애환을 통해 
초월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 ‘운명’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뱃사공의 애
환이라는 분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가는 뱃사공, 뱃사공의 아내, 뱃
사공의 동생과 함께 이전 작품에서 등장하지 않던 추상적 개념인 ‘운
명’을 등장시킨다. 「배따라기」의 운명은 뱃사공의 아내를 죽음에 이
르게 하고 동생을 떠돌게 만든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은 사건의 진실
을 은폐함으로써 뱃사공이 감정적 혼란의 상태에 원히 머물도록 한 
것이다. 실상 「배따라기」의 서사는 죄의식을 갖고 유랑하는 뱃사공의 

94) 김동인, 「어즈러움」, 『개벽』, 1923.5, 146-147면. 
95) 신범순은 「어즈러움」을 김동인의 “현저하게 위축된 자아의 파탄된 모

습”을 찾을 수 있으며, “자유의지가 아니라 복종하는 의지의 미묘한 내면
심리가 드러난” 글로서 평가한 바 있다.(신범순, 『이상 문학 연구-불과 홍
수의 달』, 지식과 교양,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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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재생산된 것으로, 인물의 묘사부터 사건의 선택까지 스스로를 
죄인으로 몰아넣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아내가 죽고 동생이 유랑한 이
후 뱃사공의 상태는 20년이 지나도록 변화하지 않고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 뱃사공의 서사가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모든 진
실을 알고 있는 동생과의 만남을 통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 
그러나 운명이 뱃사공과 동생의 만남을 방해하기 때문에 종결은 끝없이 
지연된다. 

「배따라기」에서 개인을 초월해 이야기 전체를 지배하던 ‘운명’은 
「유서」에서 ‘나’로 인물화되어 서사에 직접 뛰어들어 사건을 조율하
는 배후의 존재로 육화(肉化)된다. 「유서」는 아내에 한 의심으로 
번민하고 있는 천재 화가 O를 돕고자 하는 ‘나’의 시점에서 서사가 진
행된다. ‘나’는 화가의 아내인 봉선과 부정의 상 자인 A를 뒷조사한 
끝에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계략을 세운다. ‘나’는 봉선에게 A가 
병으로 죽었다는 거짓 정보를 알린 뒤 남편에게 돌아가기 위해 유서를 
쓸 것을 종용한다. 그리고 봉선이 유서 쓰기를 마치자 허리띠를 이용해 
봉선을 목 졸라 죽이고 그 장소를 떠나는 것으로 서사가 종결된다. 서
사의 층위에서 「배따라기」와 유서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별개의 이
야기처럼 보이지만 이야기의 층위에서 인물의 행위자적 특질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배따라기 유서 행위자의 특질
운명 나(화자) 진실을 은폐

뱃사공(화자) 화가 O 아내를 의심함
아내 봉선 부정을 저질 다는 의심의 상
동생 A 부정의 상 자이자 질투의 상

각 인물의 공통적인 특질을 정리한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따라기」의 내화(內話)를 이야기 구상의 층위에서 다룰 때, 각 인
물의 특질을 그 로 가져오면서 시점을 변화시키고 있는 작품이 「유
서」다. 「배따라기」의 뱃사공과 「유서」의 화가 O는 아내를 의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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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편으로서의 특질을 공유하고 있으며, 각자의 아내는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의 상이 된다. 뱃사공의 동생과 「유서」에서 
아내의 친척인 A는 질투의 상이자 아내가 부정을 저지른 상 자로서 
같은 특질을 공유한다. 

「배따라기」 행위자의 특질을 모티프로 가져온 「유서」는 개별 서
사로 구성되면서 전혀 다른 서사로 변화한다. 첫째로, 각 행위자의 특
질은 새로운 서사에서 개별적인 인물로 구체화된다. 특히 서술자이자 
인물인 ‘나’는 진실을 은폐하고 이야기 전체를 장악하고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배따라기」의 ‘운명’과 같은 특질을 공유한다. 이러한 이야기 
단위의 교란은 ‘운명’이라는 초월에 개념에 인물의 특성을 부여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배따라기」의 ‘운명’은 「유서」에서 인물로 개별화되었지만, 여전
히 사건 전체를 지배하고 인물(화가)을 행위 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초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소설의 등장인물이 또 다른 
인물을 자신의 뜻 로 희롱하는 이야기는 흥미로운 소재는 될 수 있지
만 인간과 세계에 한 깊은 통찰까지는 이르지 못 한다. 이는 결국 개
인과 개인의 문제일 뿐이며 한 개인의 유희이면서 일방적인 승리로 종
결되기 때문이다. 

아내인 봉선의 죽음은 부정을 저지른 여인에 한 보복의 차원에서 
성립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화가 O에게 새로운 고뇌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O의 예술가로서 기량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목
적이다. 기 층위에서 한껏 지연되었던 이야기의 서스펜스는 악마적 미
를 추구하는 결말로 인해 독자를 충격에 빠뜨리고, 그 결과 작품의 미
적 가치를 획득한다. 

이때 양자의 립된 가치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을 뛰어 넘는다. 선
이 사회 보편적 가치인 도덕을 의미한다면 악은 그에 립하는 개인의 
사적 욕망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와 개인의 립이며, 나아가 세계와 
자아의 결 구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듯 선과 악을 ‘미(美)’라는 가
치 아래에 합치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감자」와 「명문」(『開闢』, 
1925.1)의 서사로 더욱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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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은 「유서」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 ‘살인’에 한 모티프를 
재고찰 한다. 살인은 물론 법률에 따라 죄악으로 구별되며, 특히 어머
니를 살해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재고(再考)의 가치도 없는 거 한 죄
악이다. 이야기가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으로, 도덕 논리가 지배
하는 사회의 가치에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립 가치를 세워보고 그 

립이 선악의 이분법적 구분을 허물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명문」의 서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전 주사와 아

버지의 갈등, 둘째는 어머니 살해와 그로 인한 처벌, 셋째는 천당에서
의 재판이다. 첫 번째 서사에서 아버지는 조선의 전통적 도덕과 가치를 
상징한다. 반면에 전 주사는 기독교의 교리와 도덕에 감화되어 아버지
를 설득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독교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전 주사의 행
위는 작위적이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전달된다. 이 서사를 통해 나타나
는 것은 전 주사의 기만적 도덕 논리다. 그의 행위는 기만적으로 서술
되기는 하지만 관점에 따라 독실한 기독교인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기독교의 교리를 등에 업은 전 주사의 행위
는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성실한 생
활을 보이고 있다.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한 첫 번째 서사는 두 번째 서사에 이르러 본격
적인 갈등으로 변모한다. 정신병에 걸린 어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었
던 전 주사의 행위는 ‘효도’라는 이름하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
는 도덕적 허용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이때 전 주사는 이미 아버지와
의 갈등을 통해 전통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자신이 믿는 신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용서를 통해 자신이 믿는 가치가 옳다는 믿
음을 확보한 상태다. 그가 어머니 살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
었던 경험적 근거는 아버지와의 갈등과 그에 한 승리 다. 

전 주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선악에 한 기존의 가치판단은 그 
절 성을 상실하고 만다. 그에게 있어서 어머니 살해는 완전무결한 선
이며, 기독교를 믿지 않던 아버지의 행위는 회개해야 할 악이다. 도덕
에 한 사회 보편적 기준과 개인의 기준은 관점에 따라서 그 모습을 
완전히 달리한다. 결국 세 번째 서사에서 여호와에 의해 전 주사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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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받음으로써 이야기는 개인적 도덕보다 사회적 도덕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명문」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선악을 빗겨보는, 혹은 뒤집어 
보는 상상력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선악의 경계 허물기, 혹은 다
른 관점에서 선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선과 악을 초월한 미의식 아래, 「감자」는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어 
도덕의 허위를 폭로하고 한 개인이 타락해 가는 과정을 다룬다. 도덕이 
제 로 기능할 수 없는 현실을 이야기에서 전경화(前景化)시킴으로써 
도덕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취한다. 이야기 속에서 
배경처럼 등장하는 인물들, 예컨 , 송충이를 잡는 ‘빈민굴의 여인들’이 
하나의 등장인물로서 의미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처
럼, 소설의 공간(space) 또한 서사와 긴 하게 연결되거나, 의미 부여
가 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배경(frame)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감자」
에서 ‘빈민굴’이라는 공간은 전경화되고 주제화(thematized)되어 표현
된다. 이때 공간은 그 자체가 상이 되어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the place of action)’가 아니라 ‘행동하는 장소(acting place)’가 되어 
이야기에 향을 미친다.96) 장소가 이야기에서 기능을 갖고 능동적으
로 행위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해 행위자의 하나로서 지위를 획득한 것이
나 다름없다. 

미케 발에 따르면 이야기는 ‘주어가 목적어를 이루려는 욕망’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주어는 이야기의 주요 인물이며, 목적어는 그가 
이루려는 목적이다. 이는 이야기의 층위에서 행위자 간의 역할을 알려
준다. 그는 인물인 행위자와 함께 “목적어에 이르도록 허용하거나 혹은 
그것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가진 주체를 행위제공자(power)라 명명
하고, 행위제공자를 주어의 자리에 위치시킨다. 이때 목적어의 자리에
는 행위수용자(receiver)가 위치한다. 행위제공자는 주로 사회, 운명과 
같은 추상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행위수용자는 주로 이야기의 주요 인
물이 된다.97) 가령, 계급, 가난과 같은 문제로 인해 사회의 변혁을 꾀
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에서 행위제공자는 계급, 가난이 

96) 미케 발, 앞의 책, 173면.
97)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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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고, 행위제공자는 사회 혁명을 일으키려는 주요 인물이 되는 것
이다. 

표적인 자연주의 소설로 분류되는 「감자」는 도덕적이고 선한 성
품을 지니고 있던 복녀가 가난이라는 환경적 문제로 인해 타락해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서사화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인생의 한 
부분만을 포착해 서사화하던 이전의 작품들과는 달리, 복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20살이 되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야기
의 범위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서사의 층위에서는 요약, 생략
되어 제시되기는 하지만 이야기 시간은 유례없이 길다. 이는 만나기 어
려운 특수하고 강렬한 사건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깝게 체험할 수 있고 
지속적인,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 널
리 일반화된 문제는 도는 낮지만 거 한 규모의 사회 문제임을 알려
준다. 

따라서 「감자」의 주요 사건은 복녀의 죽음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
쳐 이루어지는 ‘복녀의 변화’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의 사건을 
‘복녀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으로 보면, 주어는 복녀이고 목적어는 
‘왕서방이 가진 돈’이 되어 표면적인 층위에서밖에 분석할 수 없다. 그
러나 사건을 ‘복녀의 변화’로 보면 주어의 자리를 복녀가 변화를 일으
키게 된 원인으로서 ‘가난’이 차지하게 되고, 복녀는 행위수용자의 자리
에 놓이게 된다. 이때에 비로소 ‘가난으로 인해 타락하는 복녀’라는 이
야기가 완성된다. 

이처럼 인물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위 하는 것이 아니
라 행위제공자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하거나 곤경에 처하게 되
는 이야기는 좁은 감옥을 참지 못해 노인을 죽음에 이르도록 종용하는 
「태형」의 ‘나’와 도시 생활에 실패하고 다시 시골로 돌아가는 「시골 
황서방」에서도 나타난다. 이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겪게 되는 지엽적인 
사건들은 이야기의 구조상 다음 단계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기능적 역할
을 수행하지 않고 감옥과 도시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분위기와 특성을 
지시하는 징조적 역할98)을 수행한다. 

98) 이야기에서 징조란 주로 인물의 층위에서 인물의 성격, 감정,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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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기의 작품들이 개인이 갖는 관점과 그 관점이 어떻게 나타나
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다면, 중기의 작품들은 관점의 형성이 오롯이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
황에 의해 형성되어간다. 거 하고 보편적인 세계 내에는 개인이 살아
가는 환경으로서 ‘장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
미에 그치지 않고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가치판단을 위한 정신적 
표본으로 기능한다. 

또한, 삶의 기본 조건으로서 관점은 원히 변하지 않는 절 성을 담
보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
이 관점이며, 이는 「명문」에서 전 주사가 기독교를 접하면서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된 것과 같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태형」의 ‘나’가 감옥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서 기본적인 인간
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 또한 관점을 만들어내는 힘을 개인이 아닌 환경
으로부터 찾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 

김동인은 「유서」, 「명문」, 「감자」 등의 작품을 통해 완전한 긍
지와 의식 하에 자신만의 동인미를 드러내는 작품을 기획했다. 여기서 
미(美)는 소설의 형식적인 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작품을 통해 드러내
고자 하는 예술가로서의 사상에 방점이 놓여 있다. 

나는 선과 미, 이 상반된 양자의 사이에 합치점을 발견하려 하 다. 나는 온
갖 것을 ‘미’의 아래 잡아넣으려 하 다. 나의 욕구는 모두 다 미다. 미는 미다. 
미의 반 의 것도 미다. 사랑도 미이다. 미움도 또한 미다. 선도 미인 동시에 
악도 또한 미다. 가령 이런 광범한 의미의 미의 법칙에까지 위반되는 자가 있
다 하면 그것은 무가치적 존재다. 이러한 악마적 사상이 움돋기 시작하 다.99)

인생관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징조들은 개별적으로는 특별한 의미
를 형성하지 못 하지만 인물의 층위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종합적인 인물
형을 완성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작품들은 오히려 인물의 특성이 환경/
장소의 특성에 의해 포섭되어 그 구성원의 일부로 변질하거나 소외되고 
마는 현상을 보인다. 

99) 김동인, 「조선근대소설고」(조선일보, 1929.7.28.~8.16.), 「김동인전집」 
16, 조선일보사, 1988, 3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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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있어서 미란 사회의 모든 가치들을 예술이라는 용광로에 녹인 
단 하나의 가치다. 「유서」의 ‘나’가 살인을 감행하고 자신을 믿고 있
던 예술가 O를 기만하는 행위는 예술이라는 이름하에 정당화된다. 톨스
토이가 “‘악마여’, ‘사회의 죄인이여’, ‘그의 교훈은 모두 노파의 헛소리
로다’ 등으로 惡罵”100)를 받았던 것과 같이 김동인 또한 예술가의 광포
한 사상 아래 모든 가치들을 허물어버리는 시도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으로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가치들을 녹여버
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가 소설을 통해 형상화하고자 했
던 것은 ‘예술적’이라는 결과에 있다. 「유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예술
을 소설에 등장시키며 자신의 사상을 독자들에게 주입시키는 방식은 예
술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예술 자체를 호출하여 자신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던 「유서」
를 통해서 김동인은 선과 악의 가치판단 기준 자체를 무화시키는 새로
운 유형의 서사를 떠올리게 된다. 그에게 있어서 선악의 분명한 구분이 
있고 교훈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서사는 이미 구시 의 것이다. 『창
조』를 창간할 때 그들 동인(同人)이 가장 먼저 거부하고자 했던 것 또
한 선자필흥 악자필망(善者必興 惡者必亡)의 전형적인 서사 패턴이었
다. 사회도덕에 기반한 선악의 이분법을 관통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이
야기를 만드는 일이 미라는 매개를 통해서 실현된 것이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선과 악, 도덕과 비도덕의 절 적인 가치에 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난으로 인해 타락하게 된 「감자」
의 복녀, 도덕에 한 개인과 사회 가치관의 괴리를 보여주는 「명
문」, 봉선의 부정을 살인으로 징벌하고 그를 통해 예술가의 감각을 고
무시키는 「유서」 등이 작품은 은연중에 가치의 이분법을 붕괴시키려
는 시도를 보여주면서도 전통적인 권선징악의 이야기로 종결된다. 「유
서」의 ‘나’가 봉선을 살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악이지만, 그 행위가 
사회도덕의 경계에 가까스로 걸치는 까닭은 봉선의 도덕적 타락에 한 
징죄(懲罪)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종결이 타락에 한 

100) 김동인, 「자긔의 創造한 世界-톨스토이̇ ̇ ̇ ̇ 와 스터예스키̇ ̇ ̇ ̇ ̇ ̇ ̇ -를 比較하
여」, 『創造』 7, 1920.7.,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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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로 끝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금기에 한 경계의 의미도 있겠으나, 
서사를 완결성 있게 전개하기 위한 형식의 역이며, 서술자의 가치 판
단에 걸쳐 있는 문제로 보인다. 

3.2. 서술자의 이야기 구성 장악과 폐쇄적 서사 구조 
견고하게 구축된 이론은 작가에게 하나의 지향점과 기준을 제공한다

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 엄격성으로 인해 작가 자신의 자
유로운 창작 활동을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내적 초점화는 반드
시 인물의 시점을 경유해야하기 때문에 서술자의 권한이 엄격하게 제한
된다. 이 절에서는 인물의 시각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서술자가 
스스로의 권위를 확립하고, 서사 전체를 조감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의 중요한 문체적 변화는 순객관적묘사 방식과 액자구조에 있
다. 순객관적 묘사는 쥬네트의 용어로 ‘외적 초점화(external 
focalization)’에 해당하는데, 이는 서술자가 등장인물보다 정보량이 적
은 경우를 의미한다. 서술자는 인물의 내면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
물의 생각이나 감정에 해서는 관찰하고 추측만 할 뿐 정확하게는 표
현할 수 없다. 

그러나 쥬네트의 외적 초점화 개념은 인물과 서술자 둘 사이에서 정
보량의 차이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세계’에 한 서술자의 
‘앎’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인물이 알지 못 하는 정보, 어떤 장
소의 역사적 의미나 사건에 한 판단, 해석 등을 제공하는 서술자는 
인물보다 적게 아는 것인가, 많이 아는 것인가? 「배따라기」에서 ‘운
명’을 말하는 뱃사공은 이미 자신에게 일어났던 ‘운명적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는 서술자다. 그것이 이야기되는 순간, 즉 과거의 뱃사공
은 모르지만, 말하는 현재의 뱃사공은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고
려하여 정보량의 측면에서 인물과 서술자에 추가하여 ‘이야기 세계’라
는 새로운 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전 시기의 작품들에서 ‘세계’란 인물의 내면에서 주관적으로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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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기에 인물을 분석하는 것 속에 세계에 한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 절에서 밝혔듯이 이 시기부터는 세계가 인물과 독립
적으로 존재하며 서술자에 의해 묘사되기 때문에 세계라는 새로운 항이 
인물과 립하는 갈등의 주체로 등장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서술자는 
‘세계’에 해 더 알 수도, 적게 알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여튼 자여」에서 편지와 일기를 동봉하는 액자식 구조는 서
술자의 서술 권한을 인물인 K에게 양도하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서술자의 권한이 최소화된다. 반면에 「배따라기」, 「딸의 업
을 이으려」의 서술자는 인물의 이야기를 서술자가 재서사화함으로써 
서술자의 권한을 양도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이때 서술
자는 작중 인물로, 다른 인물의 내면까지는 관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며 부분적으로 외적초점화의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서술자는 인물의 내면을 관찰할 수 없는 신 사건에 한 나름의 의
견과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사건의 전
후와 정황을 입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한다. 이러한 변화
는 이 시기 작품들에서 파편적으로 드러나지만 내적 초점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징후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배따라기」는 인물로 등장하는 서술자를 전면에 내세우고 뱃사공의 
이야기를 재서사화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야기의 전반부는 ‘나’가 서술 
주체로 등장하면서 그의 시각과 사상 등을 알려준다. 인칭의 서술자와 
일원묘사의 서술자가 ‘나’와 ‘그’라는 인칭 외에 다른 표현법은 동일하
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김동인 소설의 일인칭과 일원묘사는 표현상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일인칭 소설과 달리 
「배따라기」의 주인공은 ‘나’가 아니라 뱃사공을 주인공으로 하는 액
자구조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술자는 이야기의 내부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뱃사공의 사연을 듣
고 다시 그 사연을 수신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그는 뱃사공의 심경을 
표정을 통해서 짐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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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내인 그의눈에는 저녁해에 반샤여, 몃방울의 눈물이 반득인다.
나는, 한참잇다가 겨우무럿다―
「로형의 뎨수는?」
「모르디요, 二十년을 유는 안가바스니요」
「로형은 이제 어듸루갈테요?」
「것두 모루디요. 뎡처가잇나요? 바람부는 루 몰녀댕기디요」
그는, 한번다시, 나를위여 배락이를 불넛다. 아아, 그속에잠겨잇는쌕이

지못뉘우침, 바다에  애처러운그리움.
노래를내인다음에, 그는, 니러서서, 싯벌건저녁해를 잔 등으로밧고, 을

로향여 더벅버덕 거러간다. 나는, 그를 말릴힘이업서서, 눈이 멀—거니 
그의등을 바라보고이슬다름이엇다.101)

뱃사공의 사연을 모두 들은 후, ‘나’는 뱃사공을 바라본다. 뱃사공은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로 배따라기 노래를 한 번 더 부르고 을 를 
향해 걸어간다. 이 장면은 기본적으로 내적 초점화로 서술되고 있으나 
이야기의 주요 인물인 뱃사공의 심경을 서술자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외적 초점화의 요소가 가미102)되어 있다. ‘나’는 뱃사공의 어조와 표정
을 통해 그의 심경을 추측할 뿐이다. 

서술자가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인 뱃사공과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
려는 경향은 내화에서 서술자가 자신의 서술 권위를 뱃사공에서 양도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마음이 여튼 자여」와 「목숨」은 
같은 액자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서사 주체의 권위를 이야기의 주체에게 
넘김으로써 인물의 내면에 집중한다. 반면 「배따라기」의 내화는 서술
101) 김동인, 「배따라기」, 『창조 9』, 1921, 5., 13면.
102) 초점화(focalization)는 쥬네트가 처음으로 서사학에 도입한 용어로, 서

술자가 작중 어떤 인물의 시각(관념, 생각, 감각 등을 포괄하는)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가를 분명히 해준다. 그러나 미케 발은 쥬네트의 
초점화가 서술자의 시각만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부족함을 지적하고, 초점
의 대상이 되는 ‘초점화 대상’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 인물이 다
른 인물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초점화되는 대상 또한 이야기의 중요한 
요소라는 지적이다. 초점화 대상의 개념을 작품 분석에 대입할 경우, 주
의해야할 점은 주인공의 확정 문제다. 이야기의 주요 시각을 제공하는 초
점화자가 주인공인가, 초점의 대상이 주인공인가는 개별 작품에 따라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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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직접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야기의 목적이 뱃사공이 
유를 떠나게 된 경위를 밝히는데 있으며, 인물의 내면 풍경을 묘사하기
보다 사건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감자」는 인물과 함께 그 립쌍으로서 ‘환경’이라는 외부적 요소가 
새로운 주체로서 자리 잡게 된다. 인물의 내면에서 한 걸음 물러섬으로
써 인물이 행위하고 생활하는 외부 세계를 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감자」에서 서술자는 내적초점화를 버리고 외적 초점화를 통해 인물
과 환경을 묘사한다. 외적 초점화, 다시 말해 순객관적 묘사는 “作者는 
절 로 中立地에 서서 作中人物의 行動 뿐을 描寫하는 것으로서 作中에 
나오는 人物의 心理는 直接描寫치 못 하며, 다만 그들의 行動으로 心理
를 알아내이게 하는 것”103)으로, 서술자가 서술할 수 있는 인물에 한 
정보는 적어진다. 그러나 인물의 외부에서 인물을 관찰함과 동시에 인
물을 둘러싼 환경까지도 묘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인전 어디로 가나? 그들은 할일없이 칠성문밖 빈민굴로 리어 나오게 되었
다.

칠성분밖을 한 부락으로 삼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업은 거라
지오, 부업으로는 도적질과 (자기네끼리의) 매음, 그밖에 이세상의 모든 무섭
고 더러운 죄악들이었었다. 

복녀도 그 정업으로 나섰다.104)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칠성문 밖 빈민굴’은 단순히 사건이 일어나
는 배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화되어 이야기에 향을 미치는 
‘행동하는 장소’다. 서술자는 이야기의 주요 요소로서 빈민굴이 가진 속
성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설명해준다. 이때 서술자는 
공간 전체를 부감(俯瞰)하고 그 특성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
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는 지점에 빈민굴에 한 설명을 
배치하여 앞으로 복녀에게 일어날 사건들이 빈민굴이 가진 특성과 접
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해준다. 거러지, 매음을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103) 김동인, 「小說作法」, 『朝鮮文壇』, 1925.4, 74면.
104) 김동인, 「감자」, 『감자』, 한성도서주식회사, 193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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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고 더러운 죄악”으로 표현되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복녀의 단계적인 
타락은 서술자에 의해 예견되어 있다. 

그들은 이 칠성문밖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ㅅ가운데 드는 편이었었다. 그
가운데서 잘 수입되는 사람은 하로에 五리짜리 돈뿐으로 一원 七八十전의 현
금을 쥐고 돌아오는 사람까지 있었다. 극단으로 나가서는 밤에 돈ㅅ버리 나갔
던 사람은 그날밤 四百여원을 벌어가지고 와서 그 근처에서 담배장사를 시작
한 사람까지 있었다. 

복녀는 열아홉살이었었다. 얼굴도 그만하면 빤빤하 다. 그동리ㅅ녀인들의 
보통하는 일을 본받어서 그도 돈버리 좀 잘하는 사람의 집에라도 간간 찾어가
면 매일 五六十전은 벌수가 있었지만, 선비의 집안에서 자라난 그는 그런일은 
할 수가 없었다.105) 

서술자는 인물의 내면을 알지 못 하는 신 인물의 행위와 상황에 
한 해석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서술자는 복녀의 부처
(夫妻)가 “칠성문밖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ㅅ가운데 드는 편”이라는 
상황을 알려주고, 복녀의 외모에 한 평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복녀가 처해 있는 상황과 복녀 자신에 한 객관적인 평가는 내적 초
점화의 서술자가 서술할 수 없는 범주의 ‘해석’이다. 예컨 , 「약한 자
의 슬픔」의 엘리자베트나 「마음이 여튼 자여」의 K는 스스로 자신의 
허위를 자각하기 전까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없다. 인
물에게 부여된 무지, 허위성 등의 속성으로 인해 스스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자」의 서술자는 인물이 가진 지적 한계에 
연연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서술을 할 수 있을 만큼 인물과 충분한 거
리를 확보하고 있다. 독자는 복녀를 통해서는 획득할 수 없는 빈민굴의 
경제 상황에 한 정보를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획득하고, 복녀의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내적 초점화에 외적 초점화가 가미되면서 「감자」와 같이 서술자의 
정보량이 인물보다 우위에 있는 작품으로 「유서」와 「딸의 업을 이으

105) 김동인, 위의 책,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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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를 들 수 있다. 두 작품은 모두 인물인 ‘나’가 서술자로 등장하면서 
또 다른 인물이 중심이 되는 사건을 서술한다. 특히 「유서」는 액자 
구조 형식이 아니면서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서술자 ‘나’가 
예술가 O에게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며 그를 초점 

상으로 삼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유서」와 「딸의 업을 이으려」는 모두 서술자가 인물로 등장하는 

‘동종서사(homodiegetic)’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건이 만들어지거나 은
폐되었던 비 이 밝혀진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서술자와 직
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초점 상이 되는 또 다른 인물이 사건
의 중심이 된다. 이와 같은 초점 상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는 서사는 독자의 직관에 따라 초점화자가 주인공이 되거나, 초점 

상이 주인공이 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서사 내에 두 가지 이야기가 
공존하게 되고 주인공 또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유서」의 이야기는 앞 절에서 분석한 것처럼 「배따라기」의 인물
과 사건의 구조를 그 로 따른다. 서술자의 인격과 사상이 부각되고, 
그에 의해서 사건이 만들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사건의 당사자는 화가인 
O이며, 서술자는 O의 사건에 조작을 가하는 과학자와 같이 O를 관찰하
고 조작의 결과를 보고한다. 

나는 웬 셈인지 몰랐다.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이 그로 하여금 이렇듯 슬픔
에 빠지게 하 을까? 그에게는 과연 ‘불만’이라 하는 것이 있었을까. 그는 육신
상의 만족으로 아무 일이라도 할 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었다. 아무 데를 
가든 머리를 휘두를 만한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었다. 게다가, 작년에 나의 중
매로써 결혼한 사랑하는 아내까지 있는 사람이었었다. 그에게 만약 불만함이 
있다 하면 그것은 만족함에 겨운 사람의 헛소리로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었었
다. 그러한 O의 오늘 태도에는 나는 무어라고 원인을 찾아 낼 수가 없었다….

인물인 서술자는 이야기 전체에 걸쳐서 초점화 상인 O를 관찰하고 
그의 심경을 알아내고자 한다. 그러나 고뇌의 원인을 알려주지 않는 O
로 인해 이야기의 초반에 서술자는 인물이 알고 있는 사실을 자신은 모
르는, 무지한 서술자의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나 서술자는 O의 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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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그림을 통해서 그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아내고, 그 문제를 밝혀내
고자 한다.

서술자가 인물보다 정보량이 적은 경우는 주로 탐정소설에서 발견된
다. 서술자는 무지의 상태에서 점차 앎의 상태로 나아가며, 은폐되었던 
비 은 단계적으로 밝혀지고 결말에 이르러 해결된다. 「유서」가 탐정 
소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서술자의 정보량이 무지에서 앎으로 
이행한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그러나 소설에서 서술자는 비 을 밝히는 
과정을 뛰어넘어 자신의 정보를 토 로 사건을 조작한다는 점에서 일반
적인 탐정소설과 다르다. 

일단 서술자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자 이야기는 급변한다. 그는 O와 
봉선이 처한 상황을 알아내고, 그들과 관련된 여타 인물들을 끌어들여 
자신이 원하는 로 이야기의 판을 만들어 낸다. 이 시기부터 서술자는 
인물 O보다 우월한 정보량을 확보하고, 정보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O
를 무지의 상태로 끌어내린다. 

O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는 동안 서술자의 활동범위는 더
욱 넓어진다. 그는 봉선의 내연남인 A의 집, T군의 책방, 동래 온천, B
의원과의 통화 등 가용한 모든 장소와 인물을 동원하여 이야기의 무
를 확장시킨다. 화실, 집 외에는 서술자가 마련한 장소에만 머물고 있
는 O와 비교했을 때, 서술자의 인식은 보다 넓고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서술자가 인물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건과 인물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다. 

단히 아파하는 병인에게, 아편 주사를 하는 것은, 고식적 치료법은 될지라
도, 결코 완전한 치료법은 안 된다. 임시로 아픔 뿐을 멈춘단들 무엇하랴. 그 
뒤에 다시 일어날 아픔은 결코 덜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무얼, 무  감독이 이 나인데…. 여러분, 이 무  감독 ○○씨가 지휘하는 일
장의 희극을 보아 주십시오. 사건이 교묘하게 끝이 막거든, 박수갈채를 원합니
다. 닭 쫓던 개 모양으로 지붕만 쳐다볼 A씨, 무의식히 일장의 희활극(喜活劇)
을 연출할 O, 자, 어떻습니까?’(밑줄은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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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서술자는 사건을 진단하는 의사이자, 무
 감독의 역할을 자처한다. 그는 ‘아픔’이라는 상태 이상을 올바른 상

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에게 있어서 O에게 일어난 사건은 
‘비정상’이며, 자신만이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고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서술자가 O보다 정보량이 우월할 뿐만 아니
라, 의사와 환자의 관계처럼 절 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이제껏 O를 위해서 자신의 수고를 감수한다고 여겨졌던 
서술자의 태도는 두 번째 인용문에서 A와 함께 O마저 자신이 감독하는 
‘희극(喜劇)’의 배우로 소개한다는 점에서 위선임이 밝혀진다. 

인물의 무지를 조롱하거나 은폐된 진실, 범인(凡人)은 알 수 없는 세
계의 비 을 알려주는 서술자는 이 시기 김동인의 작품 전반에서 발견
된다. 「딸의 업을 이으려」는 재산과 명예를 겸비한 최 판서의 집에 
시집간 봉선이 남편의 음모로 외도를 했다는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
난 사연을 다룬다. 서술자는 작중에서 부인기자(婦人記者)의 직업을 갖
고 있으며, ‘귀족가내(貴族家內)의 추문(醜聞)’, ‘미인(美人)의 말로(末
路)’, ‘세 겹 문 안의 비 ’ 등의 제목으로 이미 신문에 기재된 사건
을 취재코자 지방을 방문한다. 그러나 의외로 사건의 진실은 신문에 기
재된 내용과 다르며, 외도를 했다고 알려진 봉선은 오히려 사건의 피해
자 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 소설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병존(竝存)한다. 하나는 신문 기사로 
발표되어 사회 일반이 알고 있는 봉선의 외도고, 다른 하나는 봉선이 
침묵함으로써 밝혀지지 않은 사실, 즉 봉선에 한 모든 소문이 누명이
며, 봉선은 사건의 피해자라는 이야기다. 이 두 이야기는 서술자에 의
해서 명백한 참과 거짓으로 나뉜다. 서술자는 봉선의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인물로, 봉선의 진정한 성품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신문의 독자와 
비교하여 봉선에 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게다가 그는 봉선의 집
을 직접 방문하여 봉선이 겪은 일을 전해 들음으로써 사건의 진실에 더
욱 근접해 들어간다. 

여타의 일반적인 소설들과 달리, 「딸의 업을 이으려」는 작품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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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야기의 수신자가 설정되어 있다. ‘어떤 부인 기자의 수기’라는 소
설의 부제와 ○○ 잡지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서술자의 진술은 이 글이 
어느 잡지에 실리는 기사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즉, 이 글의 수신자는 
잡지의 독자들이며, 서술자는 잘못 알려진 사건의 진실을 바로 잡기 위
해서 수기를 쓴 것이다. 

병존하는 두 이야기는 중들이 보편적으로 접하는 신문 기사와 서술
자가 개인의 자격으로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듣는 이야기다. 서술자는 
두 가지 이야기 중 봉선의 이야기를 진실로 간주, 그를 동정하는 어조
를 보이는 한편, 신문 기사와 심지어 자신이 쓰고 있는 잡지의 기사까
지 신뢰할 수 없으며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사건은 그때 신문에도 다치키리(たちきる- 갈라 붙인 기사)로 한 비극으로 
몇 회를 연하여 발표된 주지의 사실인지라, 특별히 방문까지 안 하더라도 넉넉
한 일이지만 그때는 마침 다만 하루라도 교외의 시원한 공기를 마셔 보고 싶던 
때에 겸하여 함흥까지 가는 친구를 전송도 할 겸 거기까지 가 보기로 하 습니
다.(사실을 자백하자면 신문을 참조하여 가면서 벌써 방문도 하기 전에 기사까
지 모두 써 두었던 것으로서 말하자면 이 ‘방문’이란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읍
니다.)

봉선의 사건은 이미 몇 회 분량의 기사로 그 전말이 중에게 공개되
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할 가치도 없는 “주지의 사실”로 간주되어 있다. 
그러나 알려진 사실과 사건의 진실은 도덕적 비판의 상을 뒤집을 만
큼 커다란 거리가 있다. 잡지의 독자들은 이제껏 자신들이 진실이라 믿
고 있던 신문·잡지의 기사가 신뢰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공개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서술자는 뒤집어진 사건의 진실을 또 다른 기사를 
통해 알린다.

이야기의 주제가 ‘은폐된 진실’과 ‘알려진 거짓’을 밝히는 것일 때, 서
술자는 반드시 이야기의 진실과 거짓 양면을 모두 알고 있어야만 한다. 
그는 기자이면서도 동시에 봉선과 개인적 인연을 맺고 있다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두 이야기 모두에 깊숙이 관련된 이중적 인물이며, 신
문 기사의 허위를 직시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다. 



- 71 -

서술자의 층위에서 일원묘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방편으로 순객관묘사
와 액자식 구성, 혹은 초점화 상을 이야기의 주체로 올려놓음으로써 
인물의 내면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기법을 취한다. 인물과 거리를 둔 서
술자는 인물을 둘러싼 환경, 주인공 외에 다른 인물들의 관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진실을 서술할 수 있는 객관적 시선을 갖게 되
며, 이는 서술자가 가진 정보량이 이전과 비교하여 월등이 높아짐을 의
미한다. 

「감자」는 단계적으로 타락해 나가는 복녀의 비극을 다루며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개인의 삶을 비판하고 있으며, 「유서」에서는 개인에 
의해서 또 다른 개인이 비극적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과정을 다룬다. 
「딸의 업을 이으려」에서는 알려진 사실과 립하는 은폐된 진실을 밝
힘으로써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공인된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술자는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설명하게 
된다. 인물=서술자는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이야기의 층위 내에서 피
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서술자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자신의 가
치관에 따라 판정해야하는 작품에서 주로 등장한다. 그들은 타인이 모
르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상 를 올바른 
길로 이끈다는 도덕적 우월감을 갖고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간다. 따라
서 이 시기의 서술자는 정보량의 측면에서 인물 혹은 이야기의 수신자
보다 우월할 뿐 아니라, 절 적 의미에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세계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태도를 취한다.

「배따라기」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운명’의 존재도 이러한 맥락에
서 이해가 될 수 있다. 이야기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운명’은 이야기 
층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후로 이어지는 작품들과의 연관성
이라는 측면에서 서술자 층위에서 다루어 봄직한 소재다. 앞 절에서 언
급했듯이 「배따라기」의 ‘운명’은 뱃사공을 원히 떠돌게 만드는 초
월적인 위치에 서있다. 근  소설을 주장하며 운명과 같은 초월적인 존
재를 서사의 핵심적인 자리에 위치시키는 것은 다시 전근 의 소설로 
역행한다는 인상을 준다. 

「유서」 이후 김동인의 창작적 지향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한 



- 72 -

완전한 지배권을 갖고 인물 하나하나를 뜻 로 조종하는 광포한 예술가
의 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배따라기」의 운명이 갖는 초월적인 위치
는 이야기의 서술자, 그리고 작가의 위치이기도 하다. 

서술자가 이야기를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이야기가 허구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의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실의 모방, 존재로
서의 사람을 재현하고자 하는 리얼리즘의 문제가 김동인에게는 현실성
(reality)의 문제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렇기에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인물의 성격은 복잡한 것보다 일면만이 부각된 형태로 단순해진다. 인
물이 가지고 있는 개성은 부각되지만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번민의 문
제는 오히려 축소되어 버리는 방식이다. 이러한 형식의 소설에서는 서
술자의 권한이 상 적으로 강해진다. 서술자는 존재 자체로 인물이 결
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 굴레가 된다.

그렇기에 서술자는 이야기의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반면, 이야기 속
에서 사건과 직접 마주하는 인물은 오류와 시련에 부딪치게 되고 자신
에게 다가온 사건을 무지의 안개 속에서 면한다. 인물은 자신에게 일
어난 사건의 원인과 궤적을 찾을 수 없으며, 사건의 인과는 이야기의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가려진다. 「유서」의 화가 O는 서술자이자 사건
의 조종하는 ‘나’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폐된 서사 속에서 갑작스럽게 
부인의 죽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물과 서술자가 가지는 정보량
의 낙차(落差)는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물고 이들을 “‘미’의 아래 잡아넣
으려”106)던 김동인의 지향을 이루지 못 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이 시기 작품에서 인물들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인해 타락하게 된다. 이들의 행위는 선악
의 가치판단에 한 관점을 새롭게 정립하거나, 혹은 변화시켜나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하지만 새롭게 정립된 가치 판단의 기준은 이야기의 
종결에서 그에 한 징죄로 끝나면서 악행으로 마무리된다. 

작가로서 김동인은 절 적이고 신성한 것, 예컨  신이나 운명과 같

106) 김동인, 「朝鮮近代小說考」(『朝鮮日報』, 1929.7.28~8.16), 『김동인전집 
17』, 조선일보사, 1988, 3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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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추상적인 존재를 지상의 것, 혹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 표현하기 위
해 노력해왔다. 1921년부터 『창조』의 동인들은 관념을 형상화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전 택(1894~1968)은 이 시기에 「독약을 마시는 여
인」(『창조』, 1921.1.)과 「K와 그 어머니의 죽음」(『창조』, 
1921.6.)을 발표하여 “부활을 위한 순교적 죽음”107)을 환상적이고 비유
적인 방법으로 형상화하고자 한다. 김동인 역시 같은 시기에 「목숨」
(『창조』, 1921.1.)이라는 단편을 통해 ‘죽음’을 환상과 비유를 통해 
형상화한다. 두 작가는 인간의 죽음과 죽음을 맞이하러 오는 악마를 미
술적 색채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서로 간의 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유서」가 창작된 1924년을 전후로 김동인은 신성화(神聖化)된 추
상적 상에 인간의 특성을 부여해 초월적인 존재를 개별화된 인물로 
격하시키는 작품들을 창작한다. 이러한 경향은 자의식이 강한 작가 개
인의 성향과도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김동인은 1942년 일제 강점기 
하에서 천황을 두고 “법률상 천황의 권한은 개인인 천황자신에 있는 것
이 아니고 천황이란 국가기관에 속하는 것으로 하제 것”이라 설명한 다
음, “그런 것은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108) 이는 미
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가 주창한 천황기관설109)을 그 로 받아들
인 주장이지만, 천황기관설이 1910년  초기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1935년 이후 그의 저서가 출판 금
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미 오래 전부터 김동인은 
신성화된 천황을 부정하고 사회의 구조적 체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
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알 수 없는, 혹은 신성한 세계를 자신에게 익숙한 세
계로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소설에 반 된다. 이때 서술자는 세계에 

107) 이현숙, 「전영택 소설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15면.
108) 김동인의 이 발언은 곧 발각되어 형법 제 74조 제 1항을 근거로 징역 

8개월 형에 처해진다.(「판결 소화 17년 형 제 226호」, 『독립운동사자료집 
12:문화투쟁사자료집』,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7, 1053면 참
고).

109) 美濃部達吉, 「一身上の弁明」, 1935.2.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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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인물보다 많은 정보량을 갖게 되고 인물을 둘러싼 사건들을 모두 
알고 서사 전체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물과 세계에 한 서술자
의 절 적 우위는 서술자에 의해서 서술되는 인물의 행위와 사건조차 
서술자가 선택하고 인과에 따라서 나열하도록 한다. 20년  이르는 복
녀의 이야기 시간과 그간에 일어난 일들은 선별되어,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 복녀의 비극적 죽음의 원인과 과정을 알려준다. 이러한 사건의 선
택은 결과적으로 복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이미 결정된 결
말로부터 시작하여 결말로 이르는 서사를 재구성한 것이다. 선악의 경
계를 허물어보려는 이야기 층위의 내용과는 달리, 서술자는 이미 복녀
의 행위를 악으로 규정짓고, 그 타락의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펼쳐
놓았을 뿐이다. 이와 같은 서술자의 결정론적 인식은 선악의 경계를 벗
어나려는 인물들을 다시 선악의 이분법으로 끌어들이고, 각 인물들을 
‘불행한 인물’, ‘타락한 인물’이라는 가치 판단의 틀 속으로 묶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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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발성으로서의 세계 인식과 탈권위적 서술자
4.1. 사건의 우발성과 존재의 의미 탐구

김동인은 1927년 「딸의 업을 이으려-어떤 婦人記者의 手記」(『朝
鮮文壇』 20, 1927.3)를 마지막으로 1929년 「太平行」(『文藝公論』 
2, 1929.6;『中外日報』, 1930.5.30.~9.23)을 발표하기 전까지 2년 이
상의 기간 동안 작품 활동을 중단한다. 사업의 실패와 아내와의 이혼 
등 잇따른 가정 문제로 인해 창작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1929년
에 이르러 김동인은 ‘생활’을 위해서 신문연재소설에 매진하는 등 왕성
한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 

또한 김동인은 문단 복귀와 동시에 「朝鮮近代小說考」(『朝鮮日
報』, 1929.7.28.~8.16.)를 발표하여 조선 근  소설의 성립과 발전을 
자신과 주변 지인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이인직의 「鬼의 聲」을 조
선 근  소설의 시초로, 자신을 비롯한 <창조> 동인들, 그리고 <백
조>, < >, <폐허>의 동인 등 1920년  초반을 풍미했던 작가들
과 그들의 관계를 기억에 의존하여 서술함으로써 문학사에서 그들의 위
치를 정립한다. 문단의 외인(外人)이 되어서야 당  문단을 조감(鳥瞰)
할 수 있게 된 그는 자신이 활동하던 시기 문단의 규모와 수준을 어느 
정도 객관적 시선으로 살필 수 있게 되었고, 그와 비교해 현재의 문단
(1920년  말)이 어느 수준에 이르 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갖
게 되었다. 특히 그가 이 시기에 강력하게 의식하면서 동시에 비판하고
자 했던 작품군이 프로문학이다. 프로문학에 한 김동인의 평은 상당
히 혹독한데, 조선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선 문학의 수준이 떨어진 
이유로 “프로 문학이 그 방해자 중 하나”110)이며, 현 문단은 이광수의 
『무정』 수준에 머물러 거나 혹은 그보다 떨어진 상태라 말한다. 이러
한 평에 해서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가 말하

110) 김동인, 「「無情」水準에서 再出發해야 한다」, 『朝鮮中央日報』, 
1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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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 바, 요지는 문학을 이데올로기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광수가 「무정」을 통해 중의 계몽과 각성을 꾀하던 것과 달리 
이데올로기 문학은 하나의 정치적 아젠다를 문학의 장에 본격적으로 끌
어들 다는 점에서 인간의 성을 억압하는 구조적 문제를 구체화한다. 
김동인은 이러한 정치 구조에서 벗어나 다시 문학의 본령을 찾을 것을 
촉구하 고, 그 시작점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배회」와 「벗기운 
금업자」 등과 같은 작품이다. 이 시기의 작품들에서 인물은 단지 사회
와 치되어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편견, 심지어 사
회적 구조를 의심한다. 한편으로는 인물이 갖고 있는 본질적 성격과 인
물이 환경과 만남으로써 이어지는 결정론적 필연조차 전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우연에 의한 불연속적 사건 전개는 이미 이학 111)에 의해 ‘복잡성’
이라는 과학용어를 통해 분석된 바 있다. 이학 은 김동인의 작품들을 
예측불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했으며, 이는 당 에 팽배하던 과학
주의적 담론에 한 항마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태평행」(『文藝公論』 2, 1929.6, 『中外日報』, 1930.5.30.~9.23)
의 ‘서편’에서 김동인이 보여준 나비의 소여행은 에드워드 로렌츠가 주
장한 ‘나비 효과’와 유사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김동인 연구에 한 새
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물과 사건, 사건과 사건 간에 인과적 
연속성이 배제되고, 우연에 의한 사건의 불연속적 전개와 인물 속성에 
모순되는 행위들은 전형적인 이야기의 서사 구조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근 과학비판의 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야기의 전형성, 혹은 전
형적인 구조는 김동인의 작품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 및 사회 구조에 

한 비판적 인식까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창조된 세계로서 서사가 갖
고 있는 구조적 한계 너머까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29년 「태평행」(『文藝公論』 2, 1929.6, 『中外日報』, 
1930.5.30.~9.23)과 함께 문단에 복귀한 김동인은 그간 거부해왔던 신

111) 이학영, 「김동인 문학에 나타난 복잡성의 인식 연구」, 『한국현대문학연
구』 41, 2013.12, 265-4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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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설을 연재하고, 이와 함께 역사소설에 한 관점을 달리 하는 등 
장르의 벽을 허물고 문학의 외연을 크게 넓혀갔다. 김동인은 리얼리즘
과 정통문학의 틀에서 벗어나 「광염소나타」와 같이 예술을 범죄의 
역까지 어붙이는 과감성을 보여주고, ‘똥’을 재료로 인간의 양식을 만
드는 공상과학적 소설을 발표하기까지 한다. 이 시기 김동인의 활동은 
그가 가장 정력적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다양한 기법적, 형식적 실험을 
시도하던 1920년  초반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 내용과 형식의 양 측
면에서 풍부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번 절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된 이 시기 작품들을 ‘인과(因果)’와 ‘우발성(contingency)’이라는 키워
드를 통해, 이야기의 주제와 서사 구성의 차원에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자, 여기 어떤 상점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마침 주인도 없고 사환도 없고 
온통 비었을 적에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던 신사가- 그 신사는 재산도 있고 
명망도 있는 점잖은 사람인데- 그 신사가 빈 상점을 들여다보고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통 비었으니깐 도적놈이라도 넉넉히 들어갈 게다, 
들어가서 훔치면 아무도 모를 테다, 집을 왜 이렇게 비워 둔담… 이런 생각 끝
에 혹은 그- 그 뭐랄까 그 돌발적 변태심리로써 조그만 물건 하나(변변치도 
않고 욕심도 안 나는)를 집어서 주머니에 넣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
습니까?” 

“글쎄요.”
“있습니다. 있어요.”112)

 「광염소나타」는 점잖은 신사가 저지르는 사소한 절도에 한 가정
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짧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재산도 
있고 명망도 있는 점잖은 사람”으로, 물건을 훔칠 동기는 없지만, 우연
히 생긴 기회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가정이다. 음악 비평가 K가 
주장한 이 ‘기회론’에 해 사회교화자 모씨는 판단을 보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이야기는 백성수 이야기의 강력한 인상으로 인해 작품 분석
에서 종종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김동인의 소설들에서 삽입된 토막 이

112) 김동인, 「광염소나타」(『中外日報』, 1929.1.1~12), 『김동인전집 2』, 조
선일보사, 1988, 3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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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들은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암시하거나 고정된 이야기의 틀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의 절도’ 이야기 역
시 「광염 소나타」의 주요 이야기와 서사 흐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주제와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광염 소나타」는 특별한 인물의 천재성을 다룬다. 백성수는 아버지
로부터 “광포스런 야성”과 음악적 재능을 동시에 물려받는다. 이 유전
적 자질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야성이 발휘될 때에야 비로
소 음악적 재능이 발휘되어 함께 존재한다. 음악적 재능은 백성수를 위

한 음악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한다. 그와 함께 발휘되는 야성
은 백성수를 도덕적 타락자, 범죄자로 만든다. 이야기의 분량이나 갈등 
양상의 측면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명백히 백성수의 타락과 천재성이다. 
그러나 인용된 ‘신사의 절도’ 이야기는 오히려 광포성과 천재성이 발휘
되기 시작한 경위, 즉 시작점을 다루고 있다. 

두 이야기가 공유하고 있는 서사의 구조는 ‘도덕적인 인물이 우연한 
기회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이 서사는 인물의 성격과 행
위의 속성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간극은 ‘우연’에 의해 봉
합된다.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의 백성수는 어진 어머니의 교육으로 “아
주 온량한 사람”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병든 어머니의 약값으로 돈
이 차차 줄게 된 백성수는 ‘우연한 기회’로 주인 없는 담배 가게를 발
견한다. 백성수는 자기도 모르게 담배 상자 위에 놓인 돈을 훔치게 되
고 얼마 가지 않아 붙잡혀 감옥으로 가게 된다. 감옥에서 나온 백성수
는 또 다시 ‘우연히’ 담배 가게를 발견하게 되고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
으로 방화를 저지른다. 

「광염 소나타」에서 ‘우연’은 인물과 사건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역
할을 하는 동시에 기능적인 면에서 두 요소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 
우연은 일상보다 비일상의 역에서 나타나며, 합리적이지도, 필연적이
지도 않다. 인용문에서 사회교화자가 답을 보류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점잖은 신사가 절도를 하는 행위는 일상과 상식의 역에서 찾기 
어렵다. 전형적인 이야기에서 ‘점잖다’는 속성이 부여된 인물은 상반되
는 속성의 행위를 하기 위해 다른 속성의 징조 단위로 이어질 행위를 



- 79 -

암시하거나, 인물과 사건을 연결시켜주는 또 다른 사건을 삽입한다. 그
러나 K는 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신 인물과 행위의 모순을 방치하
고 그 사이에 우연을 놓는다. 

한편, 백성수의 과거에서 우연은 인물과 사건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요소의 인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한
다. 백성수는 “아주 온량한 사람”으로 자라왔다는 성격이 부여되어 있
지만,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유전적 자질을 품고 
있는 인물이다. 이는 이야기의 징조단위로 기능하여 백성수가 광포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 돈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위독해진 어머니의 병은 이야기의 기능단위에서 
백성수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그러
나 두 요소를 이어주는 접속사처럼 삽입된 ‘우연’은 인물과 행위가 필
연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accident)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두 요소 사이의 인과성은 부정된다. 인과
성의 제거는 인물과 인물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event)의 유기적 
연결을 파괴하고 각기 독립된 상태로 존재하도록 한다. 

인과성이 제거된 사건의 성격은 더 이상 원인과 원리를 탐구할 수 없
는 사건의 우발성을 의미한다. 하나의 현상에 한 원인을 탐구하다보
면 궁극적으로 닿는 곳은 신(神)이다.113) 신의 역은 인간의 지성으로
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역이다. 비평가K는 백성수의 광
포함이 표출된 계기를 우연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의 우연은 무지
의 역이라기보다 오히려 갑작스럽게 돌출된, 원인이 없는(혹은 설명
할 수 없는) 우발성에 가깝다. 

인물과 사건의 인과적 연결을 제거하는 서사 형태는 「포플라」(『新
小說』, 1930.1, 원제 「아라삿버들」)와 「붉은 산」(「삼천리」 25, 
1932.4)에서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두 작품은 전혀 다른 사건
을 다루고 있지만 인물 속성의 변화 측면에서 조되는 거울상을 보이
고 있기 때문에 함께 비교하며 분석할 때 그 의미가 두드러진다. 

「포플라」의 중심인물인 최 서방은 타고난 성품이 바보스러울 정도

113) 이정우, 『개념-뿌리들』, 그린비, 2012, 56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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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직하고 성실하여 도회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 하고 어느 시골집의 
머슴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는 특유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김 장
의의 집에 받아들여졌고 그 일 에서는 정직한 인물로 소문까지 자자하
다. 그러나 김 장의로부터 장가를 들라는 제안을 받은 후부터 그간 없
던 성욕이 무섭게 치솟아 마을의 부녀자들을 강간 살해하는 범죄자가 
된다. 얼마 후, 죄가 드러난 최 서방은 경찰에 잡혀 사형을 당하고, 마
을 사람들은 그간에 보여준 최 서방의 성실함을 잊고 “색마”, “고약한 
놈”으로 그를 규정한다.

반면, 「붉은 산」의 중심인물인 ‘익호’는 “생김생김이 벌써 남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게다가 하는 행동조차 변변치 못한 일만이라” 조선
인 마을의 주민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는 싸움, 칼부림, 부녀 희롱을 
일삼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해 다닌다. 그러나 송 첨지가 중
국인 지주의 손에 죽고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익호가 
복수를 하러 떠났다가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온다. 그는 붉은 산과 흰 옷
이 그립다 하고 애국가를 들려 달라 요청한 후 죽게 된다. 이제껏 삵을 
두려워하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애국가를 부르며 그의 죽음을 조
상(弔喪)하고 이야기는 종결된다. 

두 인물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변의 평판’이다. 「붉은 산」의 
경우, 의사인 ‘여(余)’가 익호의 삶을 초점화하며 그에 한 마을 사람
들의 평판과 자신의 감상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포플라」에서는 서
술자가 직접 최 서방에 해 서술하지만, 그의 성실함과 천진난만함을 
부각시키고 주변의 평판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 
둘에 한 주변의 평판은 각각 ‘긍정→부정(「포플라」)’, ‘부정→긍정
(「붉은 산」)’으로 이어진다. 주목할 점은 긍정과 부정이 역전되는 계
기가 단 하나의 치명적인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 순간
에 주변인들은 그들의 과거 삶과 행적을 언급하지 않고, 결국 하나의 
사건으로 인물의 선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취한다. 

도횟 친구들은 그의 너무 솔직함을 웃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 나가기에
는 오 할(五割)의 부정직함과 오 할의 비위가 있어야 한다 함을 가르쳤다. 그
것이 리함이라 하 다. 그리고 그도 그것의 진리임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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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삶은 살 수가 없었다. 그러한 삶을 살아 보려고 노력까지 하여보았으나 
못 하 다. 얼굴이 뜨거워 오며 스스로 속으로 불유쾌하여 할 수가 없었다.

천성을 어쩌나 그는 단념하 다.114) 

일반적으로 인물의 자질 부여는 서술자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드러나
거나 자질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빈도에 의해 결정된다.115) 「포플
라」에서 최 서방의 성격은 서술자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
다. 최 서방의 행위는 ‘최 서방’ 혹은 ‘그’라는 명칭으로 묘사되며, 서술
자는 작중 등장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암시나 언급이 없는 이상 
그의 서술은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로, 최 서방
은 근면할 뿐 아니라, 정직하며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출 줄 모르는 인
물이다. 이는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김 장의의 집은 최 
서방이 머슴으로 들어온 후로 늘 말끔한 모습을 유지한다. 이러한 자질
은 작품의 원제(原題)인 ‘아라삿 버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나타나기
도 한다. 김 장의는 최 서방의 성품을“아라삿버들 같이 직하”다고 평가
함으로써 아라삿 버들의 곧게 뻗은 가지의 특성을 최 서방의 성품에 부
여한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부녀자 강간과 살해로, 정직, 성실한 최 서방의 
성품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나타난다. ‘정직’과 ‘성실’의 
자질이 부여된 최 서방과 ‘색마’, ‘고약한 놈’으로 규정된 최 서방은 극
단적이라 할 만큼 모순된 두 자질이 병립하고 있다. 이 두 자질을 연결
하는 인과는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 사십 년간 숨어있던 그의 
성욕은 갑작스럽게 터져 올랐고, 그에 한 징조는 최 서방에게 부여된 
성격과 행위에서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발견할 수 없다. 

두 요소를 아슬아슬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근거는 장가를 보내주겠다
는 김 장의의 약속과 그 의미를 증폭시키는 장치로 이용되는 버드나무
의 번식, 그리고 성욕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보는 인식이다. 
이 중 세 번째 근거는 이야기의 세계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현실 세

114) 김동인, 「포플라」(『新小說』, 1930.1, 원제 「아라삿버들」), 『김동인전집 
2』, 조선일보사, 1988, 123-124면.

115) Bal, Mieke, 앞의 책, 163-164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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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인식을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엄 하게 말해서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는 여가 ××촌에 가기 일 년 전쯤 빈 손으로 이웃이라도 오듯 후덕덕 ××
촌에 나타났다 한다. 생김생김으로 보아서 얼굴이 쥐와 같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으며 눈에는 교활함과 독한 기운이 늘 나타나 있으며 바룩한 코에는 코털이 
밖으로까지 보이도록 길게 났고 몸집은 작으나 민첩하게 되었고 나이는 스물
다섯에서 사십까지 임의로 볼 수가 있으며 그 몸이라 얼굴생김이 어디로 보든 
남에게 미움을 사고 근접치 못할 놈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116)

한편, ‘여(余)’에 의해 평가된 「붉은 산」의 익호는 행위 뿐 아니라, 
외모 또한 삵과 같이 교활하고 독하게 생겼다는 점에서 ‘악인’의 특성
을 두루 갖추고 있다. ‘삵’이라는 별명을 가진 익호는 마을의 아무 집이
나 들어가 잠을 자고, 밥을 얻어먹는다. 동네의 젊은 여자들은 삵에게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 그를 피해 다니고, 남자들에게는 트집을 잡고 칼
부림까지 하는 인물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동리의 ‘암종’으로 보고 
피하고 저주한다. 

그렇기에 중국인 지주에게 항의하러 간 후 죽어가는 익호는 마을 사
람에게도, ‘여’에게도 의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순간 익호는 
‘여’에게 고국과 동포를 보고 싶다고 호소하고, 창가를 불러 달라 부탁
한다. 이 순간 익호에게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 혹은 민족
주의자로서의 자질이 부여되고 익호가 얼른 죽기를 바라던 마을 사람들
은 엄숙한 마음으로 모두 함께 익호의 죽음을 조상(弔喪)한다.

송 첨지의 죽음을 경계로 하여 익호에게 부여된 성격적 자질은 극단
적으로 변화된다. 이전에 묘사되었던 익호의 성격과 행위는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의 편린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한 악인이었다. 그러나 송 
첨지의 죽음 이후 익호의 행위와 발화는 「포플라」의 이중적 인격만큼
이나 모순된 형태를 보인다. 정연희는 「붉은 산」의 결말이 익호의 행
동에 의외성을 부여하는 한편, 만주 이주민들의 현실, 조국애의 보편성, 

116) 김동인, 「붉은 산-어떤 醫師의 手記」(『三千里』, 1932, 4), 『김동인전집 
3』, 조선일보사, 1988,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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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 이분법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인물 형성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117) 

이처럼 「붉은 산」의 결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분석될 수 있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악인으로 알려졌던 인물에 한 평가가 선인으
로 뒤집혔다는 사실이다. 「포플라」와 「붉은 산」의 서사는 모두 사
건의 기능적 측면에서 인물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선인이 악인이 되거나, 악인이 선인이 되는 극단적 변화는 인물에게 내
적 동기가 마련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외부의 사
건이나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작품은 인물의 내적 동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인물의 행위가 변화된다. 무엇보다 두 작품은 
각각 선에서 악으로, 악에서 선으로 변화하는 인물이 나타난다는 점에
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악에 내재한 선, 선에 내재한 악의 속성
을 공정하게 드러낸다.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인물의 자질을 평가하는 주변인들의 
인식이다. 사실상 「광염소나타」를 비롯하여 「포플라」, 「붉은 산」
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이들이 주인공의 행위를 평가하는 
‘평가자’들이다. 「광염소나타」의 사회교화자와 음악평론가는 한 인물
에 해 각기 다른 관점을 갖고 백성수가 선인가 악인가, 혹은 긍정해
야할 상인가 부정해야할 상인가를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포플
라」와 「붉은 산」의 최 서방과 익호는 모두 마을이라는 공간을 거점
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평가하는 목소리가 끊임
없이 상기된다. 두 인물은 이야기 층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각
각 선인과 악인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하나의 결정적 사건으로 인해 정 
반 의 속성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는 세계가 바라보는 인물에 한 가
치판단이 사실상 매우 표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치평가
의 절 성이 다시 한 번 부정된다. 

이러한 규정은 인물의 속성이 선과 악 중 어디에 가까운가, 혹은 선
과 악이 공존하는가와 같은 질문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하나의 인물에 

117) 정연희, 「김동인 소설의 서술자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2,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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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악의 속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가정과 별개로 주변인들에 의해서 
하나의 속성이 규정된다는 것은 인물이 가진 자질의 전복으로 볼 수 있
다. 선악의 경계를 허물어가는 두 소설의 이야기는 앞 절에서 분석한 
소설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 시기의 소설들의 이
야기는 타락해가는 모습을 인과를 통해 단계적으로 드러나고, 이 시기
의 소설들은 인과가 제거된 채 우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독자에게까지 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술자가 쌓아온 반복
적 언급은 상 적으로 권위를 잃게 되고 속성의 속성과 절 성은 쉽
게 파괴되는 결과를 낳는다.

견고하게 짜인 구조에 한 불신은 김동인의 소설에서 인물 요소뿐만 
아니라 사건의 요소에서도 발견된다. 「태평행」의 서편(序篇)은 범나
비의 여행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 점차 확 되어 열차의 전복으로 이어
지고, 열차로 전복으로 인해 무수한 비극을 낳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내가 무심히 강물을 향하여 돌을 하나 던진다.
그때에 그 강물에 생긴 물결이 퍼지고 퍼져서, 넓은 바다까지 이르러, 거기 

일어나는 커다란 뫼와 같은 물결에 만분 일의 방해, 혹은 조력을 할는지 그것
은 결코 예측도 못할 일이다. 그리고 또한 그 돌이 강바닥까지 내려져서 강바
닥의 모래를 움직여 그것이 몇 만 년 뒤에 그 강으로서 십 리쯤 동으로 혹은 
서로 옮겨가게 할 동기가 될는지도 예측도 못할 일이다.118)

결말이 정해진 이후, 결말에 맞는 원인으로서의 사건을 배치하던 이
전 시기의 소설과 달리 인용된 「태평행」의 서편은 매우 작은 원인으
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여 서사를 확 시킨다. 흥미로운 점은 원인으로
부터 확 되는 사건이 종결을 만들지 않고 끊임없이 확 되기만 한다는 
사실이다. 결정론적이었던 서사의 구성에서 사건은 서술자의 손을 떠나 
스스로 확 되고 심화된다. 이와 함께 인물들의 존재감은 사건의 연속
과 확 의 강렬한 인상으로 인해 희박해진다. 화로에 쓰러진 어린아이

118) 김동인, 「태평행」(『文藝公論』 2, 1929.6, 『中外日報』, 
1930.5.30.~9.23), 『김동인 전집』 3, 조선일보사, 198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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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복된 열차의 기관수는 사건의 연속 속에서 단지 거쳐 갈 뿐이다. 
인용문의 ‘나’는 어떠한 의도도 없이 ‘무심히’ 강물에 돌을 던졌으며, 그
가 돌을 던진 순간 사건은 돌과 함께 인물의 손을 떠난다. 작은 물결이 
넓은 바다로 이어져 커다란 물결로 되기까지의 행위와 사건의 주체는 
더 이상 인물이라 할 수 없다. 사건은 인간의 의도, 행위, 지각, 예측의 

역 너머에서 ‘발생’하게 되며 이야기의 주체가 되어 오히려 인간에게 
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사건은 인물의 성격으로부터 나오고, 일단 사건

이 발생하면 인물의 성격이 변화된다.119) 그러나 「태평행」에서 사건
은 인물(범나비를 인물로 간주한다면)의 행위로부터 시작되기는 하지만 
어떠한 동기도, 의도도, 자각도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우리는 
인물과 사건의 주종관계가 파괴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인물의 행
위가 있어야만 사건이 존재한다는 의존적인 관계는 사건이 독립성을 획
득하고 스스로 다음 사건을 발생시킴으로써 깨어지고, 사건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는 사라져버린다.  

인물이 배제된 독립된 사건은 가치중립적이다. 재판관은 열차 사고를 
낸 기관수에게 부주의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기관수의 도덕성을 비
난할 수 없다. 이 시기 김동인의 소설에는 이러한 가치중립성을 띈 사
건을 이야기의 전면에 배치되고, 상 적으로 인물의 지위는 약화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1930년 1월에 발표된 「구두」(『三千里』, 1930.1.)는 비교적 짧은 
서사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압축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한
다. 소설의 중심인물인 수철은 자신이 사모하는 여성 K를 위해 구두를 
하나 짓는다. 그러나 자신의 연적인 T가 먼저 구두를 주고 있는 장면
을 목격하고 마음이 상해 버리기로 마음먹는다. 수철은 구두를 두 번이
나 버리지만 그때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구두를 찾아준다. 결국 자신
의 주인집 딸에게 구두를 강요하듯 넘기고는 구두를 처분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만족한다. 그러나 다음날, 그의 누이로부터 구두를 하나 지어달
라는 편지가 도착하고, 수철은 처분해버린 구두를 다시 찾지만 이미 도

119) E.M. 포스터, 앞의 책,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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둑맞아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다. 
이 서사에서 구두는 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스스로 돌아오고, 스

스로 사라진다. 마치 물건이 인간을 조롱하는 듯한 기묘한 유희를 독자
들에게 선사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창조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것은 인
간의 주체적 지위 상실이라는 근 의 비극과 연관되어 있다. 이때 ‘구
두’는 서사에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태평행」과 
같이 ‘의도 없이 발생한 사건’으로 다뤄진다.

김동인의 작품 중에서 이처럼 사건의 주체가 부재하는 가장 표적인 
소설은 「송동이」(『東亞日報』, 1929.12.25.~1930.1.11., 원제 「盜
賊을 잡으면」)다. 「송동이」가 다루고 있는 스토리의 기간은 전근
에서부터 근  초기까지로 볼 수 있다. 송동이가 모셔온 주인은 처음 
황 진사에서부터 마지막 어린 주인에 이르기까지 4 에 이르는 긴 시
간이며, 그것은 곧 ‘진사’가 ‘주사’로 변화하는 시간이다. 변화란 시간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 작품의 배경에는 
시간성이 부여되어 있다. 예컨 , 「감자」의 복녀는 환경에 의해서 성
격이 변화하는 변화 주체다. 변화의 주체가 인물이기 때문에 시간성은 
20년이라는 긴 스토리 시간 동안의 변화를 보여준 복녀에 의해서 환기
된다. 반면 외부적 환경은 ‘가난’이라는 변화 없는 상태를 지속한다. 

이미 고정되어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감자」의 행위제공자와 달
리, 「송동이」에서 시간의 흐름은 변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역동
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이 때문에 송동이는 서사의 주요 인물임에도 불
구하고 객체의 지위만을 가지면서 시간의 흐름이 일으키는 사건에 휘말
리게 된다. 시간은 흐름은 주변 인물들의 죽음에 의해서 환기된다. 첫 
번째 주인의 죽음, 두 번째 주인의 죽음, 그리고 세 번째 주인의 죽음
과 잇따른 춘심이(송동이의 아내)의 죽음은 시간의 흐름을 암시하는 동
시에 송동이를 둘러싼 배경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때 송동이는 표면상 
행위의 주체지만, 심층의 이야기 차원에서는 “ 향을 주는 자가 아닌 

향을 받는 서사적 객체”120)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 아래, 송동이를 비극적 결말로 몰아넣는 원인이

120) 시모어 채트먼, 앞의 책,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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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서사를 진행시키는 기능적 사건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는 어린 주인이 송동이가 선물한 장난감 총을 분해하며 놀다가 크게 다
친 사건이다. 둘째는 집안에 들어온 도적을 붙잡아 경찰서에 넘겼다가 
도적의 동생이 보복으로 어린 주인을 죽이고 달아난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인과 관계로 엮여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인물의 행위가 사건의 단계를 거쳐 예상치 못한 결과
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같은 속성을 공유한다. 

송 서방은 밤이고 낮이고 그 문밖에 웅그리고 서 있었다. 때때로 늙은 눈을 
섬벅거리면서 그 총을 사 준 것이 자기의 실수 었나 생각하여 보았다. 자기 
딴에는 그래도 도령님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 준 것이었다. 그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으리라고는 뜻도 안하 다. 그는 이 풀지 못할 수수께끼를 눈을 섬벅
거리면서 생각하다가 정 기가 막힐 때는 또한 까맹이를 찾았다.121) 

「태평행」과 마찬가지로, 어린 주인에게 선물한 총은 인물의 의도와 
관계없이 예상치 못한 사건을 불러일으킨다. 총을 분해하다가 어린 주
인이 다친 사건은 인물의 동기나 목적이 부재한 우발적 사고(accident)
로, 가치중립적인 속성을 가진다. 그러나 사건의 가치중립성은 인물의 
시선을 거치면서 가치판단의 상이 된다. 송동이의 행위는 아씨(어린 
주인의 어머니)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선행은 악행으로 역전(逆
轉)된다. 이러한 사건의 이중성은 송동이에게 있어서 “풀지 못할 수수
께끼”로 남는다. 

“선산님한테, 말씀 한 마디 여쭈어 보레 왔솨요.”
“무슨?…”
“도적놈을― 부란당을 잡으믄, 따귀깨나 때레서 놔 줘야 할까요, 경찰소에 

잡아넣어야 할까요?”
선생은 이 뜻밖엣 질문에 놀란 듯하 다. 잠깐, 송 서방의 얼굴을 본 뒤에 웃

었다―.

121) 「송동이」(『東亞日報』, 1929.12.25.~1930.1.11., 원제 「盜賊을 잡으면」), 
『김동인 전집』 2, 조선일보사, 1988,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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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야, 도적놈 나름이지요. 말로 얼러서 들을 놈이면, 놓아 주구 그렇디 못
한 놈은 징역을 시켜야구….”

“못된 놈이와요.”
“경찰서로 보내야디.”
“글쎄요.”
그는 그 집을 하직하 다. 
그의 외로운 그림자는 다시 쓸쓸하고 찬 자기의 방으로 돌아왔다. 
“오―누, 오―누.”
“야―ㅇ.”
“이리 온.”
그는 고양이를 잡아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강도를 잡으면, 놓아 주는 것이 옳은가. 선생님의 말도. 경찰서로 보내는 것

이 옳다고는 하 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이라 다 바를까. 혹은 따귀깨나 때려
서 놓아 보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때에 그 강도를 따귀깨나 때려서 놓아 보
냈던들, 오늘날 이러한 모든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기지를 않을 것을…. 그는 
고양이를 움켜쥐고, 높이 쳐들었다.122)

소설의 원제 ‘도적을 잡으면’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번째 사건은 「송
동이」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송동이
는 주변의 모든 인물로부터 고립되고, 집을 떠나 자취를 감춘다. ‘도적
을 잡으면’이라는 가정적 제목은 두 가지 행위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 
첫째는 “따귀깨나 때려서 놓아 보내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로 보내
는 것”이다. 송동이는 후자의 행위를 선택했고, 그 결과 어린 주인은 살
해당한다. 

이 사건은 선행이 악행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앞의 사
건과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어린 주인이 살해당한 사건은 
‘도적을 잡으면’이라는 가정으로 인해 사건의 선후와 인과의 관계를 재
고하도록 한다. 첫 번째 사건에서 송동이가 선택할 수 있는 행위는 장
난감 총을 사주는 것과 사주지 않는 것이다. 만약 총을 사주지 않았다
면 어린 주인이 다치는 결과는 성립이 불가능하다. 행위가 없으면 사건

122) 김동인, 「송동이」(『東亞日報』, 1929.12.25.~1930.1.11), 『김동인전집 
2』, 조선일보사, 1988, 103-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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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도적을 잡으면’이라는 가정적 전제와 그에 따른 두 가지 가정

적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든 도적의 보복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
다. 그렇기 때문에 “따귀깨나 때려서 놓아 보내는” 행위와 “경찰서로 보
내는” 행위의 결과는 사건의 선후로 성립되는 인과라 보기 어렵다. ‘A
가 발생하고 그로인해 B가 발생했다’라는 진술과 ‘B가 발생한 원인은 
A이다’라는 진술은 논리적으로 같은 진술이라 할 수 없다. 전자는 원인
으로부터 결과를 도출하고 후자는 결과로부터 원인을 도출한다.

우선 원인이 있다. 그 후에 결과가 있다. 우선 모기 한 마리가 어떤 사람의 
팔을 물어야 팔이 가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연속 과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수사적 작용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고 니체는 말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려
움을 느끼고 나서야 원인을 찾으려 한다. ‘실제’ 인과의 연쇄는 ‘가려운데! 이
건 모기 때문이군’ 하는 식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원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
름 아닌 결과이다. 그러므로 전의적인 작용에 의해서 가려움-모기로 이어지는 
연쇄의 순서는 모기-가려움(인과적 연쇄)을 재배열된다. 후자의 연속 과정은 
추론하는 힘의 산물이지만, 그것은 고정된 진정한 질서로 받아들여진다.(밑줄
은 인용자)123)

위의 인용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송동이」에서는 어린 주
인의 죽음이라는 결과에서부터 원인을 도출한다. 마님은 “송 서방이, 우
리 칠성이 잡아먹을 줄을 뉘가 알았나―.”라고 말하며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인 ‘도적’을 제쳐두고 사건의 원인을 송동이에게 돌린다. 도적을 잡
은 후, “송 서방 장수야”하며 송동이를 치하하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도적을 잡은 송동이의 행위는 이야기의 올바른 순서를 따를 시 
긍정적이고 선한 행위로 규정되었으나, 역순으로 다시 인과를 인식하면
서 부정적이고 악한 행위로 규정된다. 

이 지점에서 원인과 결과가 일 일로 응되며, 원인 이후에 결과가 
나온다는 순서의 환상은 깨어진다. 송동이가 도적을 잡은 순간, 즉 원
123) Jonathan Culler, The Pursuit of Signs, p.183.(H. 포터 애벗, 우찬

제 외 옮김, 「서사학 강의-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지성사, 2010, 
95면, 각주 4의 출처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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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발생한 순간 두 가지 극단적인 결과의 형태가 나타난다. 하나는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칠성이의 죽음으로 인한 
비극적 결말이다. 「태평행」에서 무심히 던진 돌이 어떤 결과를 불러
일으킬지 알 수 없던 것처럼, 하나의 원인에 따르는 결과는 긍정과 부
정 사이의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경우의 수를 선
택하여 서사화하는 것은 결국 서술자의 가치 판단에 달려 있다. 

4.2. 탈권위적 서술자와 서사의 해방
이야기와 플롯을 비교할 때 자주 인용되는 예로 E. M. 포스터가 든 

“왕이 죽자 왕비도 죽었다”와 “왕이 죽자 슬픔에 못 이겨 왕비도 죽었
다”라는 두 문장이 있다. 전자는 이야기고 후자는 플롯이다. 이야기는 
단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사건을 나열하지만 플롯은 인과관계를 중요
시한다는 점에서 나온 예이다.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 “왕비가 죽었다. 
사인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니 왕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때문이라
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예문은 “시간의 연속을 유보하고 가능한 데까
지 이야기를 떠나 멀리 이동한다.”124)는 점에서 고도로 발전된 플롯이
다. 

세 번째 예문이 고도로 발전된 플롯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원인과 결
과의 순서를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다. 서술에서 결과를 앞에 배치함으
로써 서술자는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한다. 이는 이야기의 서스펜스로 
기능하며 그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지연될 때 서스펜스는 그만큼 증

된다. 앞 절에서 분석한 「송동이」에서 작은 주인이 다친 후에야 송
동이가 사준 장난감 총이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아씨의 통곡을 
보고 난 후에야 도둑이 보복으로 작은 주인을 죽 다는 사실이 밝혀지
는 것 또한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뒤바꿈으로 인해 생겨나는 서스펜스
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의 층위에서 원인과 결과의 시간 교란은 사건의 내용과 결합하
여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지만 서술자의 층위에서 이러한 교란은 서스펜
124) E.M. 포스터, 앞의 책,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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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일으킨다는 효과 외에 원인을 탐구하는 서술자의 태도를 보여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인과 결과의 선후를 따질 때, 인간이 먼저 인식하는 것은 결과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결정론적 사고는 특히 과학과 철
학에 많은 감을 주었고, 그것은 이야기에서도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
는 핵심적인 요소로 취급된다. 이야기에서 사건의 원인을 찾는 행위는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건의 직접적 원인과 그에 따
른 결과를 밝혀내는 것에 그친다. 사건의 원인을 끊임없이 탐구해 나갈 
때, 그것은 결국 궁극적 원인인 신(神)에 한 탐구로 이어진다. 

「태평행」에서 ‘나비의 소여행’은 인과에 따라 점점 더 큰 비극으로 
확장되지만, 이는 이야기의 본편에서 밝혀질 더 큰 비 의 전조로 기능
한다. 

나비의 아무 뜻도 없는 여행은 여기서 무서운 비극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것
으로 온전히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었었다. 그때의 그 기차에 조선 학생 서
인준(徐仁俊)이라는 사내와 그의 약혼자 신함라(申咸羅)라는 여자가 있었다. 

삼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 다.
그 동안에 인준이는 미국으로 건너가 있었다. 전니쇼우라는 이름으로서 세

계 자연과학계의 상당한 이름까지 얻은 학자가 되었다. 
그의 약혼자이던 신함라는 그의 고향 인천서 최모(崔某)라는 의사에게 시집

을 갔다.
함라는 왜 인준이를 버리고 최모에게 시집을 갔나. 범나비의 아무 뜻도 없는 

여행은 이 서로 사랑하던 두 남녀로 하여금 뜻에 없는 파경의 설움에 울게 하
다.125)

소설이 미완으로 중단되고, 일부 내용의 유실(遺失)로 전체 이야기를 
파악할 수 없으나 인용문을 미루어 볼 때, 본편의 이야기에서 서인준과 
신함라 사이에 생긴 비극의 원인으로서 나비의 이야기가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서술자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서사의 이야기의 

125) 김동인, 「태평행」(『文藝公論』 2, 1929.6, 『中外日報』, 
1930.5.30.~9.23), 『김동인 전집』 3, 조선일보사, 1988,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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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편에 두어 먼저 밝히고 있으나,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거리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숨기고 있다. 결국 본편의 이
야기는 다시 나비의 이야기로 환원하게 된다. 

서술자의 층위에서 인과를 역행하는 서술 방식은 사건의 궁극적 원인
을 밝히고자 하는 서술자의 태도를 알려준다. 사건의 미시적이고 파편
적인 원인과, 나아가 근본적인 원인까지 밝히고자 하는 서술자는 누구
도 알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전지적이고 초월적이기까지 
하다. 이처럼 인과의 가장 작은 단위, 혹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까지 장
악하고 있는 소설은 이 시기 다른 작품에서 찾아보기 어렵지만, 결과로
부터 원인을 밝혀나가는 원리를 보이는 이야기는 이 시기 작품 전반에 
드러나는 서술자의 유형이다. 

이러한 서술자의 태도가 소설의 주제와 함께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소
설이 「죽음」(『매일신보』, 1930.6.9~6.19)과, 「큰 수수께끼」(『매
일신보』, 1931.4.25.~5.5)다. 이 두 작품은 각각 ‘죽음’과 ‘여인’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나열한다. 「죽음」의 서
술자 ‘여(余)’는 벗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신을 매장하는 자
리를 찾아 간다. 그 곳에서 목격한 것은 “죽음을 모욕하기 위해서 만들
어 놓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만큼 참담한 공동묘지의 광경이었다. 매장
을 참관하고 난 후 ‘여’는 죽음의 가치에 해서 탐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내세운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생활난
을 이기지 못 하고 동반자살을 하게 되는 내용이다. 여기서 ‘여’는 생활
보다 가벼운 죽음을 본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형수가 목이 매달리기 
전에 벗겨진 신발을 찾아 다시 신고 죽는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여’는 
관습이 죽음보다 무거움을 본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구혼을 하던 남자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겪은 
후, 사랑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여’는 사랑보다 강한 
죽음을 본다. 이 외에도 ‘여’는 미모보다 가벼운 죽음, 자존심보다 가벼
운 죽음 등 죽음의 여러 가지 유형을 이야기를 통해 살핀다. 여러 유형
의 죽음을 나열한 서술자는 결국 “죽음이란 풀지 못 할 커다란 수수께
끼”라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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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큰 수수께끼」는 여인의 심리를 탐구의 상으로 삼는
다. 이 소설은 여인의 심리에 한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첫째
는 남편을 사랑하고 생활에 부족함이 없던 여인이 베장수의 유혹으로 
집을 나갔다가 다시 남편에게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돌아온 여인은 여
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집을 나간 동안에도 매일같이 남편을 꿈
에서 봤다고 말한다. 두 번째는 의무적으로 남자와 결혼한 여인이 몇 
건의 살부사건(殺夫事件)을 듣고 자신도 이유를 모른 채 남편에게 양잿
물을 먹여 죽이고자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에 갑
작스런 애정이 치솟고, 그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
인의 살인미수는 곧 경찰에 의해 발각되고 “나는 아무렇게 되든 당신이
나 얼른 쾌차해요”라는 말을 남긴 채 감옥으로 향한다. 

여인에 한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서술자는 그들이 사건을 일
으키게 된 원인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첫 번째 이야기의 여인은 왜 
달아났으며, 두 번째 이야기의 여인은 왜 남편을 죽이려 했는가? 서술
자가 던지는 이 질문은 이야기 층위에서의 사건 종결과 별개로 서사를 
부유하며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게 된다. 

예로든 두 작품과 같이 서술자가 자신이 서술자임을 자각한 채로 이
야기에 직접 등장하는 방식은 서술하는 행위(narrating) 자체가 주제와 
맞닿아 있다.126) 「죽음」과 「큰 수수께끼」는 서술자가 자신의 의문
을 제기하기 위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로, 마치 『천일야화』에서 
세헤라자데가 자신의 죽음을 연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
를 만드는 것과 같은 행위다. 『천일야화』에서 세헤라자데는 이야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측면에서 이야기와 다른 
126) 중층서사(metadiegetic narrative)에서 겉 이야기와 속 이야기를 연결 

짓는 유형은 쥬네트에 의해 세 가지로 구분된 바 있다. 첫째는 두 이야기
가 직접적인 인과 관계로 연결된 경우로, 속 이야기가 겉 이야기의 부족
한 부분을 설명해주는 경우다. 둘째는 주제와 연결되어 공간적 시간적 연
속성은 없으나 대조와 유추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셋째는 두 이야기가 전
혀 관계가 없는 경우다. 마지막 유형은 『천일야화』에서 세헤라자데가 자
신의 죽음을 연기시키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다. 『천일야화』에서 세헤라자데는 이야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시된다.(Gérard Genette, 앞의 책, 
222-224면 참고.)



- 94 -

층위, 즉 서술행위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 
「송동이」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도적놈을 잡으면, 따귀깨나 때려서 

놓아 주는 것이 옳은가”라는 인물의 독백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다. 이
러한 질문은 송동이의 내면적 독백이지만 직접 인용의 부호 없이 자유
간접화법으로 나타난다.

그는 고양이를 잡아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강도를 잡으면, 놓아주는 것이 옳은가. 선생님의 말도. 경찰서로 보내는 것

이 옳다고는 하 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이라 다 바를까. 혹은 따귀깨나 때려
서 놓아 보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때에 그 강도를 따귀깨나 때려서 놓아 보
냈던들, 오늘날 이러한 모든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기지를 않을 것을…. 그는 
고양이를 움켜쥐고, 높이 쳐들었다.127)

위의 인용문은 직접화법의 인용 부호가 존재하지 않지만 인물의 내면
이 드러나는 ‘서술된 독백(narrated monologue)’128)의 형식에 가깝다. 
서술자는 특별한 표지 없이 인물의 내면을 그 로 서술함으로써 인물의 
질문을 직접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한다. 실제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은 
서술자지만 서술된 내용을 인물의 내면과 최 한 가깝게 연결함으로써 
독자와 인물의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은 인물의 
독백이라는 직접적인 지표가 없다는 점에서 인물과 서술자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인물인 송동이와 함께 서술자가 같은 질문
을 던지고 있는 경우, 그것은 인물과 서술자가 동시에 독자에게 던지
는, 두 가지 층위가 결합된 질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같은 목소리의 동조는 앞서 언급한 결과를 선행하고 결과에 
한 원인을 지연시키는 교란과 함께 사건의 원인을 강조하는 효과를 극

127) 김동인, 「송동이」(『東亞日報』, 1929.12.25.~1930.1.11), 『김동인전집 
2』, 조선일보사, 1988, 104면.

128) 시모어 채트먼은 자유간접화법이 인물로부터 비롯되는 것과 서술자로
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분류한다. 애매성의 정도에 따라 이 두 가지 분류 
사이에 다양한 진술들지 존재할 수 있지만, 명백히 인물의 것이라 판단되
는 언어를 ‘서술된 독백(narrated monologue)’이라고 한다. (시모어 채
트먼, 앞의 책,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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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다. 칠성이(도령님)가 도적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송동이는 집을 떠나고 닷새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온 
송동이는 마님에게 불려가지만 아씨의 통곡만을 보게 될 뿐, 그가 부재
중에 있었던 사건은 언급되지 않는다. 이야기의 층위에서 앞서 일어난 
사건인 칠성이의 죽음은 서술자가 송동이를 초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지연된다. 송동이가 부재한 동안의 일은 서술자도 서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로 연결되는 결과와 원인은 생각지도 못한 의외성으로 다
가온다. “왕비가 죽었다. 사인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니 왕의 죽음
으로 인한 슬픔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E.M. 포스터의 예문은 
시간의 연속을 유보한다는 점 이외에도 몰랐던 정보(왕이 죽었다는 사
실)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그 인과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송동
이」에서 독자가 얻게 되는 의외성과 같은 효과를 낸다.  

「거지」에서 ‘나’는 굶주린 표랑객(漂浪客)을 위해 음식과 은전을 준
다. 그리고 거지가 죽는다. 이 두 가지 사건 단위는 서술자에 의해 명
시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두 사건 사이의 공백을 채울 수 없으며, 서
술자에 의해 원인이 밝혀질 때에야 비로소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
나 이러한 놀라움은 독자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거지」의 서술
자는 표랑객의 놀라운 죽음을 목격하고 밝혀진 사건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의식의 수준에서 사건의 원인을 조작하고자 한다.

 무서운 세상이다.
목적과 겉과 의사와 사후(事後)가 이렇듯 어그러지는 지금 세상은 말세라는 

간단한 설명으로 넘겨 버리기에는 너무도 무서운 세상이다.
여(余)는 살인을 하 다. 한 표랑객(漂浪客)을….

―그 의 장래에는 암담이 놓여 있을 뿐이외다. 삶이라 하는 것은 그 에게 
있어서는 고(苦)라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사외다. 낙(樂)? 희(喜)?, 안(安)? 
그 는 그 의 장래에서 이런 것을 몽상이라도 할 수 있을까? 여는 단언하노
니 그 의 장래에는 암(暗)과 고(苦)와 신(辛)이 있을 뿐이외다. 이 문간에서 
저 간으로 또 그 다음 문간으로, 한 덩이의 밥을 구하기 위하여― 혹은 한 푼
의 동전을 얻기 위하여, 그 의 그 해어진 신을 종신토록 끄으는 것이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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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이겠사외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의 죽음조차 모욕하는 행동이외다―. 여는 
이러한 동정심으로 그 표랑객을 죽 던가.

―그 의 존재는 세상의 암종이외다. 그 가 뉘집 문간에 설 때에 그집 주부
는 가계부에 일전 한 닢을 더 적어 넣지 않을 수가 없사외다. 그 가 어느 집
을 다녀간 뒤에는 그 집에서는 그 가 먹은 그릇을 부시기 위하여 소독약의 얼
마를 소비하지 않을 수 없사외다. 그 가 잠을 잔 근처에는 무수한 이가 배회
합니다. 많은 며느리들은 그 를 위하여 두 벌 설거지를 합니다. 그 의 곁은 
사람들이 피하는지라 그  한 사람의 존재는 가따기나 좁은 이 지구를 더욱 좁
게 합니다. 존재하여서 세상에 아무 이익도 주지 못 하는 그 는 존재하기 때
문에 세상에 많은 불편을 줍니다. 따라서 그 의 ‘존재’는 ‘소멸’만 같지 못 하
외다. ―여는 이러한 활세적(活世的) 의미로 그 표랑객을 죽 던가.129)

 
인용문은 「거지」의 도입부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서

술자는 자신이 살인을 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한다. 시간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을 소설의 첫머리에 배치함으로써 독자의 궁금증
을 유발하는 동시에 이야기의 주제를 강렬하게 암시한다. 이어지는 두 
가지 독백은 살인의 원인을 서술자의 의식 내부에서 허구적으로 ‘만들
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표랑객이 죽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내가 쥐를 잡기 위해 쇠고기 찌개에 섞은 아비산(亞砒酸)으로, ‘여’의 
살인은 아무런 목적도 의도도 없는 우발적 사고 던 것이다. 그러나 서
술자는 표랑객의 의미 없는 죽음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고자 동정심에 
의한 살인과 활세적 의미라는 살해 동기를 허구적으로 만들어 낸다. 

서술자는 “자기 동일자의 세계에 기준해서 현실을 측정하지 않고는, 
수(數)에 의해 세계를 부단히 위조하지 않고는”130) 살 수 없는 인간이
기에 행위의 주체가 부재하고 행위의 목적도 의도도 없는 가치중립적인 
사고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지만 단지 일어났을 뿐인 ‘현상’에 
사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인간이 만든 질서와 인지를 초월

129) 김동인, 「거지」(『三千里』, 1931.7), 『김동인전집 2』, 조선일보사, 1988, 
289면.

130) Friedrich Wilhelm Nietzsche, 김정현 역, 「선악의 저편」, 『선악의 저
편·도덕의 계보』, 책세상, 20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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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저편’을 부각시킬 뿐이다. 
이는 실제 벌어진 사건의 순서와 관계없이 결과로부터 원인을 도출하

는 가장 극단적인 예다. 그러나 두 원인은 의문형 종결어미인 “죽 던
가”로 끝나면서 서술자조차 의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서술자의 혼란은 
이야기의 사건과 결합하면서 실제 원인의 의외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서술자가 인식함으로써 역설적
으로 사건의 신빙성을 확보한다.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장악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의 인과를 되짚
는 방식은 결과를 도출하는 명확한 원인에 한 의심에서부터 비롯된
다. 서술자가 서사의 인과를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또 다
른 예로, 「광화사」(『野談』, 1935.12)를 들 수 있다. 「광화사」는 
근 소설답지 않은 우연적 요소와 과장된 인물로 인해 야담으로서의 특
징이 두드러진다는 평가131)를 받고 있지만, 서술자가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메타서사 기
법을 도입한 작품으로 주목할 만하다. 

「광화사」의 서술자인 ‘여(余)’는 인왕산(仁王山)에 올라 자연경관을 
즐기다 문득 공상에 빠지기 시작한다. 서술자는 직접적으로 “한 개 이
야기를 꾸미어” 보겠다는 앞으로 서술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완전한 허
구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그는 구체적인 인물의 이름과 직업을 정하
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 를 설정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 속 인물인 솔거는 화공(畫工)으로, 뭇사람들
이 놀랄 만큼 흉한 얼굴의 주인이다. 그는 사람들을 피하며 수 천 점의 
그림을 그리다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그려보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된다. 그는 궁녀들이 다니는 뽕밭에 숨어 자신이 찾는 미녀를 발견하고
자 하 으나 “철철 흘러넘치는 사랑”의 눈빛이 없는 궁녀들은 그저 보
통의 미녀일 뿐 솔거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러다 화공은 우연히 앞
을 보지 못 하는 놀라운 미녀를 발견하고 그 매력에 끌려 미녀를 꼬인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 
131) 노태훈, 「세계문학으로서의 조선근대문학 기획-김동인 단편소설을 중심

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8권 0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55-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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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이 지점에서 잠시 중단되고 다시 서술자인 ‘여’가 등장한다. 
이야기를 진전시켜가던 여는 그 결말을 어떤 방식으로 끝맺을지 고민한
다. 서술자는 그림 속 미녀의 얼굴을 완성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솔거를 상상한다. 혹은 솔거의 용궁 이야기에 흥미를 못 처녀가 아무런 
표정을 띄우지 않아 그림을 완성하지 못 하는 솔거를 상상한다. 혹은 
그림은 집어던지고 처녀를 아내로 삼아버리는 솔거를 상상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결말의 가능성들은 모두 싱겁고 무의미하여 모두 버려지고 또 
다른 결말로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처녀를 집으로 데려온 솔거는 용궁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림의 얼굴
을 완성시켜나간다. 눈동자를 제외하고 그림을 완성한 솔거는 그날 밤 
처녀를 아내로 맞이한다. 다음 날 솔거는 다시 그림의 눈동자를 완성하
려 하지만 여인의 눈은 이미 전날의 눈이 아니요, 애욕에 물든 눈이 되
었다. 그림을 완성하지 못 해 분노한 솔거는 실수로 여인을 죽여 버리
고 그 자신 또한 미쳐버리며 이야기는 끝난다. 

이러한 서술자의 태도는 자신의 이야기가 허구의 세계임을 명시함으
로써 이야기 밖의 세계, 즉 서술자가 위치해 있는 세계가 실제 세계와 
매우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실제와 관계없이 실제에 매우 가깝게 묘사
된 서술자의 세계는 속 이야기보다 높은 층위에 자리 잡음으로써 두 세
계 사이의 위계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세계의 창조자라는 위상과 반

로, 텍스트의 장악력 측면에서 서술자의 전지성은 오히려 감소해 있
다. 1935년 한성도서에서 간행된 소설집 『감자』에 실린 「눈을 겨우 
뜰 때」의 서두는 본래 “이것은 午年前에 생긴 조고만일이다.”라는 문
장에서 “이것은 一千九百十八년에 평양에서 생긴 조고만 비극의 하나이
다.”라는 문장으로 개작된 바 있다. 이는 서술자가 사건의 전말을 모두 
파악한 후, 소설의 시작과 결말을 정해두고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장
악력이 강화되었다는 증거가 된다.132) 

그러나 「광화사」의 서술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이야기의 결말
을 제시하고, 또 다른 결말을 서술하는 행위를 통해 결말이 미리 정해
지지 않은, 즉흥적인 이야기임을 강조한다. 이 소설은 겉 이야기와 속 

132) 손정수, 앞의 책, 73-75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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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연결 짓는 세 가지 유형 중 세 번째인 두 이야기가 전혀 관계
가 없는 경우로, 겉 이야기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은 새삼 
주목을 요한다.

「광화사」의 이야기는 사건의 시간순서에 따르는 비교적 단순한 플
롯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말로 이어지는 순간 서술
자가 갑작스럽게 틈입하는 것은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종결할지 ‘현
재로서는’ 서술자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지시한다. 가장 권위적인 
형태의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장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혹은 안 하
고 있다는) 모순은 권위적이고 전지적이었던 서술자의 태도에서 벗어남
으로써 이분법적인 가치 판단에서 벗어나며 이야기를 해방하고 여러 가
능성을 열어놓는, 탈권위적인 서술자의 태도를 보여준다. 

김동인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기독교계 중학교인 숭실 중학교에 
입학한 경험까지 있지만, 독실한 신자가 아니며, 오히려 종교를 다루는 
그의 소설들은 반(反)기독교적이기 까지 하다. 신을 불신하는 그의 성
향으로 인해(그리고 근  문학의 특성 상) 그의 소설들은 신에 의지하
기보다 사건의 개연성을 철저히 지키고자 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사건의 원인을 이전의 사건으로부터, 그리고 더 이전의 사건으
로부터 찾아내고, 급기야 가장 작은 사건이자 근본 원인이 되는 사건을 
밝혀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특히 김동인의 소설들은 원인을 유보함으로써 얻는 의외성이 매우 강
렬한 인상으로 다가온다. 채트먼이 지적했듯이, 두 가지 사건이 나열되
어 있을 때 독자들은 서술자에 의한 특별한 지시가 없더라도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인과가 있으리라고 가정하게 된다. “왕이 죽고 왕비가 죽
었다”라는 문장과 “왕이 죽고 그 슬픔으로 인해 왕비가 죽었다”라는 문
장은 표면적 차원에서 명확성의 정도만 다를 뿐이지, 후자의 예문처럼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독자는 내적 일관성을 찾으려는 선천적 감각을 통
해 인과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동인의 소설은 명시적인 
인과 관계를 알려주지 않으면 원인을 유추하기 어려울 만큼 의외성의 
정도가 강하다. 

이전 시기의 서술자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세계에 한 모든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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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시기의 서술자는 인물보다 
많은 정보량을 가지되, 세계에 한 이해는 서술자조차 무지의 역에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시기 김동인 소설의 서술자들은 사건의 원
인과 결과를 역순으로 배치하여 시간의 연속을 유보시킴으로써 이야기
의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한편, 사건의 원인을 질문하고, 탐구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인과를 명확히 하고 사건을 단계적으로 진행시키
던 1927년 이전 소설의 서술자들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비유컨 , 이
전 시기의 서술자는 하나의 가설을 세워두고 통제된 시험관 내에서 가
설을 검증하는 과학자라면, 이 시기의 서술자는 자신의 가설을 통제되
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실험하고 검증하는 과학자라 할 수 있다. 후자
는 예상치 못한 수많은 변수들로 인해 오류와 시련에 부딪히고 의외의 
결과에 놀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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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는 김동인의 소설을 이야기 층위와 서술자의 층위로 구분한 후, 

두 층위의 관계와 변화 양상을 살피고자 했다. 특히 1920년  중반에 
확립된 근 단편소설 양식을 김동인 문학의 정적으로 보고, 이후의 작
품들을 퇴보, 혹은 연장으로 바라보는 기존 연구의 관점을 재고함으로
써 1930년  이후의 작품들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김동인은 
한국 소설의 형성기부터 근  소설 양식의 확립을 위해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창작해 왔다.

그러나 본고는 초기 실험적이고 미숙했던 시기를 거쳐 「배따라기」, 
「감자」와 가튼 작품들이 창작된 중기에 이르러 단편소설 양식이 확립
되었다는 그간의 연구사에서 암묵적으로 합의된 결론에 해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김동인의 초기 작품들은 주로 일원묘사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인물의 
내면을 경유한 주관적 세계와 관점의 문제를 보여준다. 이야기 속의 인
물은 그가 속한 세계에서 자신만의 주관적인 세계를 가진다. 그러나 한
편으로 그들은 세계에 속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의 모순과 부딪치
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원묘사의 문체는 인물의 관점으로 사회
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개인의 편협한 인식 속에
서 재구성되어 왜곡되거나 축소되어버린다. 그렇기에 개인을 초월한 거

 담론들, 혹은 개인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 한 
인식이 부재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으
로서의 개인이 아닌, 하나의 인식 주체로서 개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
점주의적 인식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김동인의 목적이 드러난다.

중기에 이르러 김동인은 엄격했던 일원묘사의 문체를 벗어난다. 이러
한 형식의 변화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에서 벗어나 인물의 외부에 독
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세계를 인식하고, 개인과 사회, 사회 속의 개
인에게 일어나는 갈등을 부각시킨다. 이 시기의 소설들은 이야기의 층
위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선과 악의 이분법적 가치 판단에 해 재고하



- 102 -

도록 만든다. 사회에 확립된 보편적/도덕적 가치 판단에 립되는 다양
한 관점을 가진 인물의 유형을 만들고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른 
행위를 통해 이분법적 가치 판단의 곁에 제 3의 항을 제시한다. 인물들
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만으로 재단할 수 없으며, 각자의 삶, 상황, 혹
은 가치관에 따라서 선악이 아닌 다른 인식 방법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야기의 종결에 이르러 도덕적 금기를 범한 인물들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인물과 종결의 불일치는 서
술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형식상의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소설의 형식 
하나만 놓고 본다면 서술자는 이야기 전체를 장악하고 있으며 결말까지 
이어지는 명확한 인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소설
(well-made novel)처럼 느껴지지만, 기존의 가치 판단을 넘어서고자 
하는 내용과 가치 판단을 넘어서지 못 하는 서술자의 태도는 결국 내용
과 형식 사이에 미세한 균열을 남기게 된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이분법적 인식 아래에서 인물의 행위를 판단하
는 서술자는 인물들의 행위가 비도덕적이라 판단을 내린 후, 비도덕적 
개인의 결말, 즉 징죄(懲罪)되는 개인의 서사를 인과적으로 배열함으로
써 이분법적 인식으로부터 벗어나려던 인물들을 다시 가치 판단의 세계
로 돌려놓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선악 양자를 모두 미(美)라는 가치 아
래 놓아두겠다던 김동인의 지향과 치되는 현상으로, 소설의 내용과 
형식이 호환하지 못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후기에 이르러 형식에 한 강박에서 벗어나게 된 김동인은 오히려 
이전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발표한다. 가치 판단이 전
제되어 결과로부터 원인들을 배열하던 이전 시기와 달리, 이 시기 서술
자는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알 수 없는 미지의 결말을 향해 나
아간다. 서술자는 인물보다 많은 정보량을 갖고 있지만 이는 결코 절
적이지 않으며 세계와 진리를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인물과 함께 사건과 그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기에 
서술자가 갖고 있는 이야기에 한 총체적인 정보들조차 초월적인 지위
를 보장하지 않는다.

「배따라기」에서 등장한 ‘운명’이라는 개념이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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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과정은 결과를 향하 나아가는 단계일 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면, 
이 시기의 ‘우연’과 ‘우발성’은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그 근본을 알 수 
없고, 사건의 의미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치평가 이전의 문
제가 된다. 선악의 이분법에 의문을 품던 중기의 시도는 이 시기에 이
르러 비로소 내용과 형식의 양면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는 사건
의 인과를 자유롭게 배치하던 이전의 서술자에서 벗어나 세계에 한 
자신(서술자)의 무지를 인정하고, 발생하는 사건들을 존재론적 ‘현상’으
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다.

본고는 김동인의 소설 양식 확립이 1920년 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
라, 1930년  이후로도 끊임없이 모색의 과정을 거치고 변화하고 있다
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김동인에 한 작가론적 연
구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동인은 한국근 소설 확립기의 가장 표
적인 작가로, 이 시기 문학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김동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소설의 양식이란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함께 끊
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1920년  이전에서부터 이후의 시기까지 종
합적으로 고려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한국 문학의 내재적으
로 자생적인 변화 혹은 확 를 살피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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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pects of Narrative Change
in the Short Stories of Kim Dong-in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ory and narrator-

Chunkyu Kim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nalyses the different technical aspects found in 
each period of Kim Dong-in’s short-fiction writing by separating 
layers of the story and the narrator. From a technical standpoint, 
there has been a wide variety of research conducted about Kim 
Dong-in, but these studies generally views his works circa 1925, 
culminating in the publication of “Sweet Potato“, as the peak of his 
literary achievement, and the works published after this point as 
regressive works or extensions of previous work. However, this 
study breaks from that research trend and intends to bring to light 
the never-ending trans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im’s work 
from 1929 onward. 

The transformation found in these later works is closely related 
to the attitude of the narrator telling the story. In 1925, Kim 
Dong-in published an essay, “How to Write Narrative”, in 
Joseonmundan which introduced his principles of viewpoint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rrator and characters. H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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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s of ‘singular viewpoint description(ilwonmyosa)’, ‘pure 
objective description(sungaekgwanmyosa)’, ‘multiple viewpoint 
description(dawonmyosa)’ etc., correspond to techniques discussed 
by Gérard Genette in focalization theory; internal focalization, 
external focalization, and non-focalized narrative. These are 
categorized on the basis of how much information the narrator has 
about the characters, and imply that the narrative form can change 
according to the amount of information possessed by the narrator. 
In accordance with this, when considering the narrative layer, or 
the question of voice, the overall attitude of the narrator about the 
story is unveiled. 

Using this as the frame of research, chapter two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story and narrator in Kim Dong-in’s early 
works. In this period, 1919~1924, his narrators employ singular 
viewpoint description, and therefore cannot make objective 
assessments of the characters or events due to their only having 
the ability to narrate with the same amount of information as the 
characters. In accordance with this, all descriptions of events and 
the fictional world are subjective to the interiority of the 
characters, and are distorted through the character’s intellect, 
personality, circumstances, level of education, and other such 
elements. Even if the reader actually only tracks the character’s 
vision, they are under the illusion that the text is narrated with 
objective explanation and interpretation by the narrator. However, 
through the exposure of the character’s deceptions by way of the 
narrator’s attitude toward the story, it is possible to see that the 
narrator is severely criticizing the characters. As su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rrator and characters takes the form of 
irony, and shows the narrator to be unreliable.

Chapter three analyzes the period from 1924~1927 wher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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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in departs from the restrictive single viewpoint description 
technique, and his narrators become able to freely narrate elements 
of the story including the fantasy world, events, and characters. If 
one reads his essay “The World You Create”, it is understood that 
Kim Dong-in creates a fictional world and seeks to have complete 
control of that world in the vein of Tolstoy’s narrative perspective. 
By simplifying his characters’ personalities and the events in the 
story, Kim believes that it a narrative’s reality can be obtained, 
and as such the narrator comes to seize control over the story. 
The complex internal psychologies of the characters are no-longer 
described and the narrator exercises a certain distance between 
themselves and the characters while offering explanation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context etc. The narrator of 「배따라기」
(1921) has the entirety of the related information and has an 
absolute power equivalent to that of ‘destiny’ that appears in the 
story, and effectively takes a deterministic world view that stems 
from the characters’ corruption and death.

Chapter four discusses the works produced after Kim Dong-in’s 
return to the literary sphere in 1929 until 1945 and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Kim was already a mainstay of the 
Korean literary world by the 1930s when he began to take on a 
greater significance. On one hand, it could be considered the period 
during which he escaped from under the enormous pressure of 
spearheading the entire Korean literary sphere. The narrators of 
this period differ from the previous narrators who steadfastly told 
an already decided story, to ones who get surprised along with the 
characters by sudden accidents that occur, and show an attitude of 
contemplation about these events. The casual tale of an event is 
deconstruct, and by taking the position of the narrator not knowing 
the cause or meaning of an event, the message being passed a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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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s less clear, but by way of posing questions on the meaning 
of life and existence to the readers, it is significant. Unlike the 
events whose causes corresponded one-to-one with effects, a 
narrator attitude in which the causes cannot be deduced from the 
effects and vice versa, allows for a variety of changes in the 
method of narration. The best example is in 「Kwang Hwa Sa」
(1935), Kim narrates the process of making a story, suggests 
multiple possible endings, and flips convention of the fantasy of a 
complete story by creating a narrator who choses one of the 
multiple endings. This attempt at metafiction is significant for 
breaking free of the closed narrative which relies on the narrator, 
does not prescribe to the attitude of all-knowing narrator, and 
attempts to work at questions of life together with the reader.

By way of the above-stated discourse, the aspects of narrative 
change throughout different periods of Kim Dong-in’s literary work 
can be observed. By breaking free of the idea that Kim’s 1930s 
work were part of the establish modern novel form, it is possible 
to see the varied, impactful changes to form that they birthed, and 
that they show an attitude of contemplating life’s questions 
together with the reader. These changes surpass his initial goal of 
reaching a ‘level of world literature’, to exploring his own literary 
path, and can hope to bring to light aspects of spontaneous change 
in Korean literature.

Keyword(s): Narrative theory, Story, Narrator, Gérard Genette, 
Focalization, Power, Contin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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