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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자기(自己)’와 ‘인간화humanzation’를 통하여 김남천 소설에 나타

난 여성 인물들의 역동성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성 작가의 여성 인

물은 작가의 여성관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자리매김되어온 바 있다. 본고

의 논의는 여성 인물이 역사적 작가와 공적 화자가 지닌 서술자적 권위의 

제약을 넘어 재구조화되고 다시금 평가받을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논문은 온전히 작가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인물의 고유성을 설명하기 위

해 김남천의 평론에서 발견되는 ‘자기’ 개념을 전유하고자 한다. 김남천에 

따르면 ‘개인’이나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성을 지닌 ‘나’를 의미하는 

‘자기’를 인물에 적용하는 것은 인물이 작가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단독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인물의 ‘자기’는 공적 화자

에 의하여 매개되지 않는 인물의 시선과 목소리, 그리고 중·장편 소설에 남

겨진 자취로서의 서사를 통하여 축조된다. 나아가 본고는 작가의 서사 전략

을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인간화’된 인물에 대해 논한다. 이때 ‘인

간화’는 주디스 버틀러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는 개념으로, 인물이 편집자적 

작가의 특정한 목적에 복무하는 것에서 그치는 ‘인격화’와는 구별된다는 특

징을 지닌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2장에서는 ‘인격화’에서 ‘인간화’로 이행하고 있는 

여성 인물들을 살펴본다. 먼저, 1절에서는 먼저 30년대 중후반 이념적 기반

을 상실했던 김남천의 작품 세계에 나타난 처·누이의 형상을 살펴본다. 이

때 작가는 이념적 상실뿐 아니라 개인사적 상실을 겪은 바 있다. 결코 재현

될 수 없는 아내에 대한 기억은 부채감을 기반으로 한 여성 인물들의 형상

화로 이어지며 이른바 고발 문학의 기반이 된다.

 2장 1절을 통하여 본고는 김남천이 자신의 취약성을 기반으로 하여 타자

를 응시하던 작가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이 시기의 여성 인물들은 

제한적으로 ‘자기’의 시선과 목소리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작가의 ‘자

기 고발’에 복무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즉, ‘인격화’된 인물이라는 점에



서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여성 인물이 거듭 형상화됨

에 따라, 처·누이와 같은 육친성을 지니고 있던 인물들은 점차 보편 여성의 

형상으로 확대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인물에 대한 논의가 단지 김

남천이라는 작가를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타자에 대한 논

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반면,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성 인물들은 

1절에서의 여성 인물보다 더욱 서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아

울러 그들의 성性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서사화되

고 있어 작가의 여성에 대한 시선과 사회주의자로서의 의식이 교차되고 있

음을 보여주는 데 기여한다. 

 3장에서는 ‘직업 부인’들에 대하여 논하며, 특히 주목되는 것은 3장 2절에

서 다루어질 「경영」, 「맥(麥)」 연작의 최무경이다. 1절에서는 이와 같은 

무경을 예고하는 듯한 「바다로 간다」의 영자와 『사랑의 수족관』의 현순

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여성 인물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고투하는 모습과, 타인의 낙인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명명하는 과정

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절에

서는 “동일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변화하는 존재자un être à la fois 

identique et changeante” 최무경을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그녀는 특히 어두

운 시대를 삶의 낭비를 통하여 견뎌내던 이관형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

여 주목을 요한다.

 4장에서는 ‘인간화’된 여성 인물들이 남성 인물들뿐 아니라 공적 화자와 

역사적 작가의 서사 전략을 넘어설 수도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4장 1절에서는 10여년 간 만들어진 인물인 이경희를 살펴보며, 그녀가 

축조되는 과정에서 연작 소설에 남겨진 욕망의 알리바이를 확인한다. 나아

가, 이를 통하여 해방 후 ‘타락’이라는 낙인이 찍혀야 했던 식민지 시기의 

신여성들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본고는 연작 소설에서 

축조된 그녀 고유의 서사와 더불어 공적 화자에 매개되지 않는 시선, 목소

리가 지닌 역동성이 공적 화자의 낙인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욕망을 기반으

로 하여 인물을 재의미화할 수 있는 데 공헌함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

로 4장 2절에서는 『1945년 8·15』의 박문경을 통하여 이성/감정의 이분법

을 넘어서는 인간의 조건에 대하여 사유하고, 타자와의 조우를 통해 변화하

는 인물에서 비롯된 미완의 서사가 지니는 윤리를 논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은 김남천을 자신의 취약성을 바탕으

로 하여금 타자에 관심을 지녔던 작가라는 연속선상 하에 독해하고자 한다. 

그와 같은 관심은 마르크시즘으로, 또한 지속적인 여성에 대한 관찰과 여성 

인물의 축조로 발현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본고는 ‘인격화’된 여성 인물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기보다 ‘인간화’된 여성 인물들이 보이는 고유성과 생

명력을 살펴보며, 여성의 삶을 반영할 뿐 아니라 구성해내는 데 일조하기도 

하는 문학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물의 ‘인간화’를 통하여 인간

의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당대에 실존했던 여성들에 대한 논의이자 

오늘날 성애화sexualization, 혹은 탈성화desexualization를 통하여 인간의 

자격을 쉬이 박탈당하고 있는 여성들에 관련한 논의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독법을 통하여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을 읽어내

는 작업은 카프 문학에 대한 접근법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당사자성이 부

재한 여성 서사와 여성 문학이 지니는 전복성에 대한 논의로 하여금 여성 

서사와 여성 문학의 경계를 넓히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어 : 김남천, 여성 인물, 역동성, 자기, 단독성, 주디스 버틀러, 인격

화, 인간화, 여성 서사, 여성 문학, 전복성  

■ 학번 : 2018-2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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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사 검토

  ‘나’ 아닌 존재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자 하는 작가에게는 그 존재를 묘

사해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현

은 언제나 미완과 어긋남으로 점철될 것이다. 작가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지

점에서는 ‘나’로 환원되지 않는 ‘너’의 흔적들이 나타난다. 이때 작가로 환원

되지 않는 ‘너’, 곧 타자로서의 인물들이 출현하는 것은 이들을 작가의 예속

된 존재로 볼 수 있는가를 묻게 한다. 아울러 그들이 서사에 만들어내는 균

열은 역사적 작가를 경유하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해석의 가

능성을 만들어내며 주목을 요한다.1)

 현실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곧 리얼리즘의 문제를 치열하게 모색하였던 

작가 김남천(김효식, 1911~?)의 소설 역시 서사의 편집자적 작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 본고는 소설 속의 인물들이 고유함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는 이 영역에서 서사의 안팎을 넘나들 수 있는 가

능성을 담지하는 역동적인 인물이 출현하리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린 헌트는 『인권의 발명』에서 고문, 소설, 초상화 등이 상상된 공감을 

만들어내며 ‘인권’을 발명하는 데 기인하였음을 밝힌다. 저자가 주목하는 것

은 남성 작가들이 쓴 여성 서간체 소설들이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 소

설들은 서간체라는 형식으로 하여금 남성 작가들의 존재를 흐릿하게 만드는 

동시에 생생한 현실감을 만들어 등장인물들이 실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

1) “재현이 인간적인 것을 전달하려면 재현이 실패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실패를 드
러내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재현하고자 하나 재현불가능한 무언가가 존
재하며, 우리가 하는 재현은 이 역설을 간직해야 한다. (…) 현실은 그 이미지 
안에서 재현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현실이 잘 재현되지 않음을 전함으로
써 전달된다.” (주디스 버틀러, 윤조원 역, 『위태로운 삶』, 필로소픽, 2018, 
207-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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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여성들의 “내적 자아에 관한 새로운 감각을 낳음으로써” 상상된 

공감을 창출했다.2) 여성 초점화자와 여성 인물의 목소리가 부각되는 김남천

의 소설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시 독해될 필요가 있다.

 김남천의 소설은 서술자가 서간체에서처럼 완전히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작

가적 권위를 드러내고 있으나, 그로 인해 서술자와 긴장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 인물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역사적 작가 김남

천과 김남천의 작가적 권위를 이어받은 공적 화자3)가 자신을 규정짓는 방

식에 저항하고 균열을 야기하는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긴장 관계를 주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을 공들여 만들어 놓은 작가마저도 여성 인

물들을 낙인에 가까운 언어로 명명하는 순간, 바로 그 지점에서 다른 언어

와 시선으로 그들을 복원해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관점으로 김남

천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편집자적 

작가를 초과하는 인물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문학의 힘

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양상이 드러나는 김남천의 문

학으로 하여금 당사자성이 부재한 여성 문학의 가능성을 묻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일레인 쇼왈터에 따르면 남성들이 생산한 문학의 소비자로서의 여성들에 

관한 페미니스트 비평feminist critique은 작가로서의 여성과 관련된 여성 중

심 비평gynocritics과 구별된다. 일찍이 전자는 “과거의 죄악과 실수들을 찾

는 구약”에, 후자는 “상상력의 은총을 찾는” 신약에 비유된 바 있는데, 일레

인 쇼왈터는 ‘구약의 비평’이 여성들의 전형과 성차별주의, 문학의 역사에 

허용된 여성들의 제한적인 역할만을 다루므로 결국 남성에 대해서 말하는 

남성중심적 비평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즉, 남성적 전통을 벗어나서 여성

2) 린 헌트, 전진성 역, 『인권의 발명』, 돌베개, 2009, 39-50면 참고.
3) “공적 화자가 스토리 내의 인물이든 아니든 그 혹은 그녀는 작가-화자이며, 허

구적 세계에 존재를 드러내고, 그럼으로 하여 공적인 소통행위를 수행한다. 공적 
화자는 피화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공적 화자의 담
론의 수용자는 함축적으로 독자-인물이거나 텍스트의 “외부”에 있는 청중이다.” 
(수잔 랜서, 김형민 역, 『시점의 시학』, 좋은날, 1995, 143면.) 또한, “작가적 
화자는 허구적 인물보다도 이데올로기 전달자로서 더 많은 작가적 권위를 가지
고 있으며; 초점화자는 특정 목소리가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는 미량의 작가적 
권위를 가지는 한 비초점화된 페르소나보다 더 높은 작가적 권위를 가진다.” 
(수잔 랜서, 앞의 책,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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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틀을 구성하는 여성 작가 중심의 비평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4) 이

때, 김남천의 소설을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읽어내는 작업은 “페미니스트적

인 비전이 보이는 약속의 땅”과 “상상력의 은총을 찾는” 작업이 반드시 여

성 작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혹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

문과 궤를 같이 한다.

 김남천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자는 김윤식으로, 『한국근대문예비

평사연구』5)에서 고발문학론을 “심장과 두뇌를 종합한 평론”이라 소개하며, 

이를 창작과 결부시켜 전개한 김남천의 독자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사

회 및 일반 대중 생활과의 관계에서 과학적 인식을 통해 빚어지는 ‘모랄’과, 

그러한 ‘모랄’이 역사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 ‘풍속’과 ‘관찰’로 넘어가는 과

정이 모색기로서 깊은 의의가 있음을 밝혔다. 『한국근대문학사상사』6)에서

는 사회주의적 리얼리즘론과 루카치 소설론의 수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서술

하고, 전향 문제를 다룬 소설로서 「경영」, 「맥」을 소개하며 “작자가 최

무경에게 갖는 애착”을 밝혔는데, 이는 자신의 여성 인물에 대한 김남천의 

시각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1987년 해금 이후 월북 작가에 대한 관심 아래 김남천에 관한 일차적인 

성격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김남천의 전기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연

구7)와 창작방법론8)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근대

와 주체에 관한 연구9), ‘실천’과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10), 신문연재소설에 

관한 연구11), 지식인12)·소년13)·여성14) 등의 인물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졌

4) 일레인 쇼왈터, 신경숙·홍한별·변용란 역, 「페미니스트 시학을 향하여」, 『페미
니스트 비평과 여성 문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159-163면 참고.

5)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6)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7) 김재남, 『김남천문학론』, 태학사, 1991.
8) 이덕화, 『김남천 연구』, 청하, 1990.
9) 채호석, 「김남천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곽승미, 『1930년대 후반 한국 문학과 근대성-김남천의 경우』, 푸른사상, 2003.
10) 이수형, 「김남천 문학 연구 : 이데올로기와 실천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11) 손미란, 「김남천의 신문연재소설 연구 : 중일전쟁기와 해방기에 나타난 사상

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12.
12) 하응백, 『김남천 문학연구』, 시와시학사, 1996.
13) 이재인, 『金南天 文學』, 문학아카데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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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중 본고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 여성 인물에 관한 연구는 특히 주목

을 요한다. 김남천의 여성 인물이 지닌 주체적 면모에 관한 연구와 그 여성 

인물이 남성 작가의 폭력적인 시각에 의하여 그려지고 남성 인물과 남성 작

가의 주체화에 복무한다는 연구가 길항하고 있는 연구사는 그 자체로 김남

천의 소설 속 여성 인물이 지닌 문제적 위치를 징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임철균은 김남천의 수필에 주목하여 역사적 작가의 남녀동권주의적 면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김남천과 그의 작

품을 ‘여성주의’라는 정해진 결론 하에서만 독해하고자 하면서, 작품 내에서 

작가 개인의 가치관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에 무리하게 ‘여

성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14) 조미숙, 「김남천 전향소설에 나타난 여성 자각 과정 연구」, 인문과학논총 
38, 2002. 

 정성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김남천 소설 연구-중․단편 소설의 여성 인물을 중
심으로」, 교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박찬효, 「이상과 김남천 소설 비교 연구 : 주체의 시선과 욕망의 관계구조를 중
심으로」, 대학원 연구논집 2005. 

 한은형, 「김남천 장편소설의 연애문제 연구」,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
위논문, 2005. 

 나경아, 「김남천 전향소설의 탈식민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
사학위논문, 2007

 한민주, 「19390년대 후반기 전향소설에 나타난 남성 매저키즘의 의미-김남천과 
한설야를 중심으로」, 『낭만의 테러-파시스트 문학과 유토피아적 충동』, 푸른
사상사, 2008.

 김진영, 「1930년대 후반 김남천 소설의 여성 인물 연구」, 계명대학교 국어교육
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이양숙, 「해방기 여성과 정치헌신과 속죄를 통한 정치적 갱생-『1945년 8.15』
와 『동방의 애인』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9, 2011.

 임철균, 「김남천 문학의 여성주의 연구」,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1.

 배상미, 「김남천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여성인물과 "생활"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나병철, 「사회주의 서사의 위기와 여성이 어른이 되는 길」, 『탈식민주의와 근
대문학』, 문예출판사, 2004.;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이념적 대화와 감성적 타
자의 응시」, 여성문학연구 8, 2017. 

 김나라, 「김남천 여성 인물 연구」,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황지영,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여성 경제적 인간' 연구」, 구보학보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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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여성 인물을 대상화하는 남성 인물과 작가의 시선에 주목한 연구는 

시선에 담긴 젠더의 위계화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김남천

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이 지니는 고유한 특질과 잠재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일례로 공임순은 『사랑의 수족관』에서 김

광호를 바라보는 강현순의 시선의 우위가 단지 신청년인 광호를 정당화하는 

기제로만 사용되며, 이와 같은 시선의 우위가 단지 찰나에 불과하다고 논한 

바 있다.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가 얽히고 있는 김남천의 소설이라 할지라도 

젠더의 위계화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순간적인 초점화는 오히려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위치와 남성의 대상으로서

의 위치 사이에서 투쟁하고 있는 여성을 입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

서 그 역할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15)

 여성 인물을 카프를 대신하는 새로운 상징계나 ‘비어 있음’으로 보는 일련

의 연구는 여성 인물이 지니는 의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주목할 만하

다. 김나라는 라캉을 통하여 김남천의 여성 인물들을 읽어낸다. 연구자는 김

남천이 카프라는 상징계가 무너졌을 때 그 상징계의 외부인인 여성을 통하

여 새로운 상징계를 모색하려 하였다는 나병철의 논의에 기대어 김남천 소

설 속 여성 인물들은 ‘비어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고 밝힌다. 나아가 이와 

같은 ‘비어 있음’을 주체성의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의 실정적인 조건

으로 보고, 이와 같은 여성의 ‘비어 있음’이 남성이 여성을 점유하는 데 실

패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은 여성 주체의 조건을 논의한다

는 점에서 유의미하나 여성을 ‘비어 있음’으로 고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여

성을 단지 남성의 안티테제로만 독해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

을 남긴다.16) 

15) 수잔 랜서, 앞의 책, 198-199면.
16) 다음과 같은 논의는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1929-30년대 경성의 여성 

산책자, 모던걸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담론의 구성물로서 ‘모던걸’의 
이미지 너머, ‘모던걸’의 실제적 존재 양태와 더불어 그들의 목소리와 직접적으
로 대면해야 한다. 여성을 이미지로, 상징으로, 남성 욕망의 은유로 재현하는 것
이 가부장적 책략이었음을 밝히고, ‘결핍’, ‘부재’, ‘텅 빈 기표’로서의 여성을 확
인하는 작업에만 그치는 것은, 그들을 역사 속의 타자로 계속 머무르게 하는 소
극적인 시도이기 때문이다.” (서지영, 『경성의 모던걸』, 여이연, 2013,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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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인물의 자각 과정, 정치적 주체로 형상화되는 모습, ‘생활’을 보는 연

구는 김남천 소설의 여성인물이 지니는 주체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좋은 실례이다. 조미숙은 「妻를 때리고」, 「생일 전날」, 「경영」, 

「맥」을 통해 자연발생적 형태를 지닌 구여성의 의식 자각, 동반자를 극복

하며 발전하는 신여성의 사회와 사상에 대한 안목을 다루었다. 이는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자각 과정을 상세하게 밝혀냈다는 의의가 있다. 

이양숙은 『1945년 8·15』, 『동방의 애인』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여성들

이 해방기에 정치적 주체로 형상화되는 모습에 주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배상미는 김남천 평론에서의 ‘실천’과 ‘생활’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예리하게 추적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생활’하는 여성 인물들에게서 김남천이 추구하는 ‘모랄’을 찾을 수 있음을 

논했다. 이 연구는 김남천이 여성 인물들을 작품 속에서 전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를 작가의 글에 자주 등장하는 비평 언어를 활용하여 설득력 있게 밝혀

냈다는 의의가 있으나, 소설 분석에서 여성 인물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생

활’은 각자 다른 함의로 도출되며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

고 있다. 상술한 연구들은 인물을 작가의 서사 전략 내에서 완결되는 존재

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진척시킬 여지를 남긴다.

 한편,「祭退膳」과 「생일 전날」의 ‘이중적 타자’인 하위주체 여성 인물을 

다루며, 그들의 저항이 야기하는 균열에 대해 주목하는 나경아, 해방기 여성

서사의 행위성을 통하여 탈식민주체의 젠더전략을 살펴보고자 했던 류진

희17), 여성 인물이 서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소설 속의 다층적인 결을 활

용하여 읽어내고자 했던 배상미(2019)18)의 연구는 본고의 논의와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19)

17) 류진희, 「해방기 탈식민 주체의 젠더전략 : 여성서사의 창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18) 배상미, 「식민지 조설의 프롤레타리아 소설에 나타난 여성들의 남성 지식인 
지양」,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19.

19) 최근 구자연의 채만식 연구는 이러한 맥락과 관련해 특기할 만하다. “채만식의 
소설 속 여성인물은, 식민지 남성 지식인이라는 작가가 놓인 위치에 의해 한정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작가의 손을 떠나 움직이고 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구자연, 「채만식 소설에 나타난 근대여성주체와 모성의 
문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8면.) 채만식 역시 당시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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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 김남천이 여성 인물들을 

자체의 시선과 목소리, 서사를 지닌 존재로 축조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작업이 인물들을 작가의 서사 전략에 따라서만 기능하지 않고 자신의 

서사를 드러내는 독자적인 존재로 만들어냈음을 확인한다.20) 여성 인물이 

서사 내에서의 도구적 위치를 넘어 그 나름의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러한 여성 인물의 모습이 김남천의 창작에 변화를 야기하는 것

을 살펴보는 작업은 해석의 영역에서도 작가의 예속물로 읽혀왔던 존재들을 

다시금 위치 짓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1) 아울러, 선행연

구에서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의 논의가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

에서 나아가,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이 지닌 역동성이 드러나는 

소설을 가능한 한 많이 분석함으로써 여성 인물에 대한 논의가 김남천 문학

의 중추를 설명할 수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이 겪어야 했던 처절한 삶과 기구한 운명에 대해 연민과 동정의 시선을 보내며 
사회현실을 예리하게 비판하였음(조홍매, 「채만식과 라오서(老舍)의 소설에 나
타난 여성상 비교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이 연구된 바 있는 작가이자, “이념서적을 탐독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여 계급 문제에 눈을” 떴던 작가로서(최정윤,「채만식 문학 담론에 나타난 
젠더의 양상연구」,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58면.) 이와 
같은 김남천과 채만식의 여성 인물 간의 상동성 역시 주목을 요한다. 

20) 이와 관련하여 마하스웨타 데비의 「젖어미」를 분석하며 “진술로서 「젖어
미」에는 엄밀하게 작가적인 아이러니를 벗어나는 다른 틀들이 있”음을 지적하
는 스피박의 논의는 음미할 만하다.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 역, 「하위주체의 
문학적 재현: 재3세계 여성텍스트」, 『다른 세상에서』, 여이연, 2008, 540면.) 
아울러, 이와 같은 독해가 지니는 생성적 성격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포스
트식민주의 서사론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포스트식민주의적 해석은 구성주
의 문학관에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텍스트는 현실을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 아
니라 문화적인 자기이해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현실에 대한 구성물의 생성이라
고 파악되며 이에 따라 포스트식민주의 해석은 “세계생성방식”(Goodman 1984)
을 내러톨로지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네 비르크·베르기트 노이
만, 송민정 역, 「GO-BETWEEN 포스트식민주의 서사론」, 『서사론의 새로운 
연구 방향』, 한국문화사, 2018, 174면.)

21) “팸 모리스는 남성의 정전들에 재현된 여성들을 다시 읽으면서, 여성의 재현 
안에서 이데올로기적 환상 속에 내재하는 불일치나 모순들을 읽어내는 작업은 
남성들의 재현에 대한 지배 역시 불안정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주장
한다.” (팸 모리스,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37면; 
배상미, 「식민지 조설의 프롤레타리아 소설에 나타난 여성들의 남성 지식인 지
양」,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19, 166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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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연구의 시각

 

  카프 출신의 작가이자 비평가 김남천은 1931년 「공장 신문」부터 1951

년 「꿀」에 이르기까지 20년간 60여 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이때 기생, 직

업부인, 청신한 맹아, 데카당스, 유한부인, 혁명의 주체 등 다양한 면모를 

지닌 여성 인물들22)이 나타나고 있어 그 양과 깊이로 하여금 김남천의 문

학에서 여성 인물이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하게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여성 

인물들은 작가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호명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

한다. 김남천의 문학이 소시민적인 ‘자기’를 넘어서기 위한 고투의 흔적이었

음을 전제할 때, 이와 같은 여성 인물의 축조는 곧 그의 문학을 관통하는 

주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남천의 소설 속 인물은 소설 속의 인물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재계의 다

양한 레퍼런스와 피화자들을 참조하여 형성되고 다시금 피화자들에게 상상

된 공감을 자아내는 역동적인 관계를 맺는다.23) 여성 인물과 관련지어 이와 

같은 과정을 살펴볼 때 그가 신문과 잡지, 그가 현실의 풍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재현하는 것에 천착하였던 리얼리스트, 특히 여성지를 통하여 

소설을 연재하며 여성 독자들을 강력하게 의식했던 작가였음을 그의 소설에

서 드러나는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맺고 있는 상호텍스트적, 패러디적 관계

의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그가 소설 내에서는 

22) 인물이란 “텍스트 전체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암시로부터 독자가 결합한 
구성물”이라는 리몬 케넌의 정의(리몬 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
과지성사, 1985, 59면.)를 참고하여, 본고에서의 여성 인물은 직·간접적으로 여
성이라는 젠더가 암시된 인물을 의미한다. 나아가 본고는 인물을 단순한 기호로 
보지 않고자 한다는 점에서 포스트 내러톨로지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밝힌다.

23) 이와 관련하여 1930년대 여성문단, 여성작가들이 당시 카프 계열의 계급문학, 
리얼리즘 문학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으며 여성 독자들을 향한 설문조사를 통
해 마르크시즘, 유물사관과 관련된 서적들에 대한 독서 체험이 나타나고 있다는 
김양선의 논의를 주목할 만하다. 선행 연구에서 이화전문, 경성보육학교 여학생
들의 독서체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1934년 『신가정』의 ‘그들의 하휴 
독서과 그 독후감’은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는 예시로 쓰이고 있다.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소명출판, 2012,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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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등을 통하여 드러내는 여성상보다 다양한 모습과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여성 인물들을 만들어낸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요컨대, 그의 인물들과 

1930-40년대의 실재하는 여성들의 삶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김남천은 자신의 소설 속 여성 인물들과의 거리감을 몇몇 수필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낸 바 있다. 작가와 인물의 성차를 통하여 작가가 자신의 타자

인 인물들과 관계를 맺고, 그에 영향 받으며 보다 다채로운 여성 인물들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일은 작가와 인물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기여한다. 이에 더하여 당시 남성 작가가 여성 인

물을 바라보고 구성하는 관점을 확인하는 것은 성차에 담긴 위계를 고려했

을 때 더욱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다채로운 여성 인물 형상의 중심에는 식민지의 소시민으로 살아가

며 계급과 민족의 문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던 작가의 취약성이 놓여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작품 세계에서 여성 인물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

하는 것이 카프의 해체 이후이자 카프의 해체에 이어 그의 ‘생활’ 또한 무

너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선처의 죽음 이후, 곧 그가 사상적으로도 개

인사적으로도 상실24)을 겪은 이후이다.25) 이때 여성 인물들의 만듦새는 억

압 받는 여성들에 대한 김남천의 시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마르크시스트였던 그의 이력과 김남천이 타자의 고통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 작가였음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의 작품에서 후기로 갈수록 전면화 되는 여성 인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특기할 만하다. 초기 단편에서 남성 인물들에 의하여 받

은 피해와 억압을 드러내는 역할에 머물렀던 여성 인물들이 서사화가 진행

됨에 따라 점차 서사의 중심으로 그 자리를 옮기는 양상을 드러낸다. 이때 

24)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상실은 희박한 ‘우리’를 구성하여 누가 인간으로 간주
되고, 누구의 삶이 삶으로 간주되고, 무엇이 애도할만한 삶으로 중요한지를 ‘우
리’에게 묻도록 만든다. 우리는 욕망과 물리적 취약성을 지닌 채 공공적으로 노
출된 신체의 사회적 취약성을 통해 정치적으로 구성된다. (주디스 버틀러, 양효
실 역, 『불확실한 삶』,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46면.)

25) 이와 관련하여 “만주사변과 카프 검거사건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억압 국면이 
역설적으로 1930년대 문학의 번성을 야기했다”는 선행 연구의 언급은 주목을 
요한다. (손유경, 『슬픈 사회주의자』, 소명출판, 20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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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천의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은 ‘개인’이나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성

을 지닌 ‘나’, 곧 ‘자기’26)의 시선과 목소리, 그리고 서사를 지니고 있음에서 

기인한 생동감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과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다. 

 여성 인물들이 지닌 시선과 목소리는 단지 서사의 전개만을 위하여 복무하

지 않고, 무엇인가를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고발의 대상이 되는 것

은 그들과 마주한 남성 인물, 그 남성 인물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작가와 

작가적 화자, 그리고 그 작가가 위치한 세계 그 자체이다. 식민지 현실에서 

이중적인 타자로서 고통 받고 있는 존재로서 소시민 지식인을 드러내기 위

한 초기의 고발은 작가의 의도된 설계 하에서 일어나며, 작가는 효과적인 

고발을 위해 남성 인물 혹은 작가와 맞설 수 있는 생명력을 여성인물에게 

부여한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생명력이 부여된 이후

의 여성 인물이다. 여성 인물에게 부여된 생명력은 작가의 설계를 벗어나는 

또 다른 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본래 김남천의 고발은 ‘자기 초극’을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바 있다. 보편

적인 언어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성을 지닌 ‘자기’는 자신의 이념에 부합하

지 않는 부끄럽고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자기’에 대한 인

식은 소시민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프로 문학 

작가 김남천을 낳았으며,27) ‘자기 초극’은 그의 계급적 위치뿐 아니라 남성

26) “개인은 하나의 개성이고 특수물이다. 그러나 이 ‘개인’도 또한 ‘사회’와는 별
개의 의미에서 일종의 일반성이고 보편성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개인’이나 혹은 ‘주체’는 결코 ‘내’가 아니고 ‘자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기’, ‘자아’는 과학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 ‘개인’을 아무리 특수화하여도 ‘자
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리하여 과학의 개념과 공식은 인식추구를 종료하고 도덕
은 ‘자기’의 것으로 되어 비로소 문학의 영역으로 넘어온다.” (「일신상(一身上) 
진리와 모랄」, 『조선일보』, 1938.4.24; 정호웅·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1』, 
박이정, 2000, 360면, 이하 전집1로 표기한다.) 김남천의 ‘자기’ 개념과 관련하
여 주목할 만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방민호, 「「등불」과 일제 말기의 김남천」,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
스트』, 예옥, 2011.

 손유경, 「프로문학의 정치적 상상력: 김남천 문학에 나타난 "칸트적인 것"들」, 
민족문학사연구, 2011.

 나병철,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이념적 대화와 감성적 타자의 응시」, 여성문학
연구 8, 2017.

27) “나는 물론 나 자신이 소부르주아 출신이고 동시에 나의 세계관이 불확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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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위치에 대한 자각으로부터도 촉발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남녀

의 동권을 이론적으로 주장하던” 김남천이 아내에게 “흉폭한 언행을 취하고 

난 뒤”에 “한없이 적막”함을 느끼고, “그가 단지 여자이라는 단순한 이유에 

의하여 내가 그의 앞에 ‘타이랜트(폭군-인용자)’로 임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유가 어디 있을 것이냐”28)고 자문하는 이유는 그 때문일 것이다.

 김남천의 ‘자기’ 비판은 자신의 비겁함에 갇히지 않기 위한 ‘자기 초극’의 

노력이었고, 이에 따라 김남천은 ‘자기’에 갇히지 않고 ‘초극’할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하게 된다. 이때 ‘초극’은 ‘자기’를 완전히 저버리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시민성을 고백함으로써 부끄러운 자신과 마주서는 것이다. 

요컨대, ‘초극’을 지향하는 것은 온전히 ‘자기’를 떠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 ‘자기’를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

다.29)

 ‘자기 초극’의 노력은 작품 속에서 타자를 호명하는 것에 이른다. ‘유다적

인 것’으로 비유되는 소시민성이 유다의 자살을 통해서만 극복이 될 수 있

는 것과 같이, 현재의 ‘자기’에 머무른 채로는 ‘초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를 잊는 상태인 ‘몰아沒我’에 이르러야 한다는 김남천의 말30) 역시 이

는 것을 누구의 앞에서라도 감추고자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매일같이 말과 행동
과 작품에 상호 모순되는 곳이 없지 않음을 조금도 숨기고자 하는 자는 아니다. 
아직 ‘나이 어리고’ ‘경험이 없는’ 김남천은 자기의 고민을 숨기고 자기의 모순
을 숨기는 박승극적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기에 나는 임화에게 항의하
는 글 속에서 「물」의 오류를 동지 유인의 논문과 관련시키지 말고 모순과 고
민에 차 있는 나의 실천과 관련시켜서 논평하기를 희망한 것이 아니었던가? 나
는 나의 고민을 자백한다. 소부르주아 출신 그리고 미완성적인 인테리겐차의 일
(一)분자인 김남천 자신의 세계관의 불확고를 대중의 앞에 발표함에, 그리고 그
것을 엄격한 자기비판에 의하여 청산하고자 노력함에 아무러한 수치도 또한 정
치가적 불안도 느끼지 않는다.” (김남천, 「문학적 치기(稚氣)를 웃노라.-박승극
의 잡문을 반박함」, 『조선일보』, 1933.10.12.; 전집1, 57면.)”

28) 김남천, 「어린 두 딸에게」, 『우리들』, 1934; 정호웅·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2』, 박이정, 2000, 28면, 이하 전집2로 표기한다.

29) 이와 같은 ‘자기 초극’과 선행 연구의 ‘진정한 동정’은 맞닿는 지점이 있다. 
“진정한 동정은 자아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한계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간주체적間主體的이고 맥락의존적인 존재로 위치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
진다.” (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23면.) 

30) 김남천, 「체험적인 것과 관찰적인 것(발자크 연구4)」, 『인문평론』, 1940.5; 
전집1, 6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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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수사로 독해될 수 있다. 나의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존재

들31)이라는 타자의 개념은 보편적인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김남천의 

‘자기’ 개념과 그 고유성의 강조에서 맞닿는다.

  김남천의 ‘자기’ 개념은 선행 연구에 의하여 헤겔의 변증법적 존재론에 

베르그송의 단독자적 존재 원리를 도입하려 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32) 

김남천의 비평 「도덕의 문학적 파악」(『조선일보』, 1938.3.10.)과 소설 

「麥」(1940)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베르그송에 대한 언급은 이

를 뒷받침한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이어받아 단독성singularité
과 변화를 담지하고 있는 ‘자기’ 개념을 작가 김남천만이 아닌 인물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유하고자 한다. 이때 여성인물들이 보이는 변화

는 극단적인 사건을 겪은 후 자신의 기억, 혹은 과거를 저버리고 ‘갱생’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김남천 소설의 여성인물들이 『고향』의 갑

숙과 같이 과거의 자신을 버리는 통과 의례를 거쳐야 했던 여성인물들과 차

이점을 지니며 고유성과 생명력을 드러내게 한다.

 김남천은 ‘관찰’을 ‘세태소설가’의 ‘고현취미’와 구별하며 자신의 ‘관찰’은 

시선의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자리에 가 

“그들의 구두를 신”는 것이라 밝힌 바 있다.33) 그렇기에 ‘관찰’의 결과로 빚

어진 인물들을 소설 속에서 묘사할 때 ‘관찰’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들이 보

고, 듣고, 말하는 것들을 그들의 감각을 매개하여 그려내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일신상의 과제로 하여 풀어버릴 수 있는 

입장에 이르러야 도덕, ‘모랄’이 비로소 하나의 문학적 관념이 된다34)는 입

장과도 이어진다. 

 이처럼 김남천은 자신의 여성인물들의 초점과 목소리를 빌려 그 자리에 서

고자 하는 미메시스를 수행한다. 이때의 ‘미메시스’는 ‘객체의 모방’이라는 

전통적인 의미가 아닌, 아도르노적 의미로서 ‘객체에의 동화(同化)’라 할 수 

있다.35) 그러나 그 초점과 목소리는 본래 작가의 것이 아니므로, 남의 옷을 

31) 엠마누엘 레비나스,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역, 『전체성과 무한-외재성에 대한 
에세이』, 2019, 36면.

32) 방민호, 앞의 글, 379면.
33) 김남천, 「체험적인 것과 관찰적인 것(발자크 연구4)」, 『인문평론』, 1940. 

5; 전집1, 606면.
34) 김남천, 「일신상(一身上) 진리와 모랄」, 『조선일보』, 1938. 4.24.; 전집1, 

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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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것처럼 어색한 모습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과잉, 혹은 결

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작가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인물들의 고유함은 응집

되고, 여성인물들은 하나의 존재자로서 출현한다. 이러한 과정은 자기고발에

서 모랄론, 풍속론, 로만개조론, 관찰문학론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작가의 

치열한 문학적 방향 모색과 상호 침투하며, “쓰면서 자신을 구체화하며 진

보해야 할”36) 것이라는 김남천의 언급은 글쓰기를 통해 ‘자기’를 넘어서고

자 했던 김남천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때 작가의 타자이자 ‘자기’

의 주체인 여성인물들은 점차 ‘자기’의 주체성을 획득해나가며 자신의 이중

적인 위치를 드러내게 된다.

 이때 편집자적 작가 김남천과 그런 작가적 권위를 이어받은 서술자의 서술

이라는 틀(혹은 누명)을 빠져나가는 여성인물은 때로 ‘인격화

personification’를 넘어, ‘인간화humanization’37)된다.38) 버틀러는 오사마 

빈 라덴, 야세르 아라파트, 사담 후세인, 그리고 부르카를 빼앗긴 아프리카 

소녀들의 예를 들며 틀에 맞추어져 상연되는 얼굴의 생산이 불변의 편향성

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처럼 탈인간화를 행하기도 하는 ‘인격화’와 

‘인간화’는 차이를 지닌다.39)

 ‘Personification’이 ‘의인화’로 번역되기도 한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35) 신형철, 「그가 누웠던 자리-윤동주의 「병원」과 서정시의 윤리학」, 『몰락
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9, 510면.; 테오도르 아도르노,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지성사, 2017.

36) 김남천 외, 「조선문학의 지향-문인좌담회 속기록-」, 『예술』 3호, 1946.1; 
전집 2, 509면. 

37) 김남천이 주창한 문학의 본질도 이와 관련하여 독해될 수 있다. “문학을 인식
론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을 하나의 인식수단으로 설정하는 문예학적 입장에 있어
서는 과학적 인식이 모랄라이즈되고 휴머나이즈된 것, 다시 말하면 개념이나 과
학적 정식이 도덕적으로 표상화된 것을 가리켜 문학의 본질이라고 부른다.” (김
남천 「세태·풍속 묘사 기타-채만식 『탁류』와 안회남의 단편-」, 『비판』 
62, 1938.5; 전집1, 362면.)

38) 루카치는 발자크의 소설에서 인물을 “역사 추세의 추상적 인격화”가 아닌 “그 
자체 살아있는 완전하고rounded 충만된 인격체”로 보며, 발자크를 “인간을 역사
의 객체인 동시에 창조적인 주체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작가로 본다. 
김남천이 발자크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작가였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발자
크의 인물이 지닌 풍성함은 김남천 소설의 인물들이 지니는 특징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유진 런, 김병익 역 『마르크시즘과 모더니즘』, 문학과지성사, 
1986, 95면.) 

39) 주디스 버틀러, 윤조원 역, 『위태로운 삶』, 필로소픽, 2018, 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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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기어 표현함”을 의미하는 ‘의인

화’된 인물은 그 인물의 종kind을 사물로 내포한다. 종은 구체적 개체 안에

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보편자이므로, ‘인격화’된 인물은 그러한 

사물을 예화exemplify하는 반면 ‘인간화’된 인물은 ‘인간’을 예화한다. ‘인간’

과 같이 살아있는 보편자들은 더 이상 분석되거나 환원될 수 없음을 특징으

로 한다.40) 한편, 버틀러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인간’의 범주, 곧 애도할 수 

있는 이들이자 재현되지 않음이나 재현 그 자체를 통해 삭제되지 않을 수 

있는 이들의 범주는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버틀러의 논의를 참고하여, 본고에서 ‘인간화’는 여성이 당대에 

여성이라는 기표에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넘어 보편 ‘인간’의 범주를 넓힌

다는 의미로 정의된다. 이때의 “보편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 특

수성이 경합하는 ‘구성된 보편성’으로 존재”41)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김남천의 소설에서 자신의 고유한 시선과 목소리, 서사를 통하여 인간화되

며 인간의 범주를 넓히고 있는 여성 인물들의 모습은 ‘인간’이라는 보편자

의 외연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시선, 혹은 목소리를 통

하여 자신의 고유한 서사를 보여주는 여성 인물은 제한적으로 고정된 ‘여

성’의 기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들의 모습은 왜곡되고 고정된 채 ‘여성’

에게 요구되는 양태를 넘어, 동일시할 것을 부탁받는 얼굴로 나타나며 보편

적으로 사유되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대의 남

성 시민에게 부여되던 ‘인간’의 지위는 이들로 하여금 그 외연을 넓힐 수 

있게 된다.42)

 안네마리 피퍼에 따르면 이중논리는 대립구도 안에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차별하면서 통일을 논리적 이상으로 내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통일은 

강요에 의한 관철, 굴종의 전략이 될 수 있으며 통일을 위해서 차별되는 것

은 무의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다. 다양한 언어권

40) 마이클 루, 박제철 역, 『형이상학 강의』, 2010, 아카넷, 228면-240면 참고.
41) 조현준, 「옮긴이 해제」,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18, 21면. 
42) 이는 스피박의 페미니즘이 상정하는 다면적이며 복잡하고, 단편적이며 모순적

인 주체와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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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어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인간’은 ‘남

자’와 동일시되어왔으며, 이와 같은 ‘인간’의 규정에는 ‘이성’이 중심을 차지

했다. 이러한 구도에서 여성은 결코 보편 인간의 범주에 들어설 수 없다. 

 이는 질, 혹은 자궁 중심으로 여성 우월성을 보이는 여성중심주의를 통하

여 보충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관계를 통해 여성은 “홀로 방치된 채 

차이가 드러나서 남성 아래 예속되어 소외된 개체가 아니라, 연관관계 안에

서 활동하는 주체가 되고 그 관계들을 잇는 일에 공헌”(89)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공헌은 상술한 이중논리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며, 이때의 이중 논

리에는 비단 남성/여성의 이분법 뿐 아니라 이성/감성, 공적/사적 등의 이

분법 또한 포함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상적으로 보편화된 타자가 아닌, 

관계 속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타자’가 필요하다.43)

 김남천의 소설에서 타자로서 호명되고 구체적인 타자로서 구상된 여성인물

들은 ‘자기’의 시선과 목소리, 그리고 서사를 지니게 되었다. 이는 ‘자기’가 

지닌 육체,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나의 몸(自己)’으로서의 육체가 지니는 

고유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자기’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여성 인

물들의 축조는 지금 유언을 한다면 “이즈음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 자기를 상실치 말라고라도 해두겠”44)다는 김남천의 평소 문제의식과 

공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자기’ 개념이 개별 존재자의 고유성이 강조되는 것에 주목하여 

여성 인물이 남성 인물의 카운터파트로 기능하거나, 혁명과 같은 특정 과업

을 완수하는 주체일 때에야 고평될 수 있었던 관습에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한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젠더가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 구성되는 것이라면, 

이때의 관계는 반드시 외재적, 대립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남천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은 남성 인물과 마찬가지로 ‘생활’에서 

벗어나 이념에 치중하는 모습이나 타자를 대상화하는 시선을 지니고 있기도 

하며, 작품 내에 설정된 남성 인물의 한계를 넘어서기도 한다.

 한편, 여성 인물에게 과업의 주체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은 당위에의 

43) 안네마리 피퍼, 이미원 역, 『페미니즘 윤리학은 있는가?』, 서광사, 2004, 
55-94면 참고.

44) 김남천, 「명사만문만답(名士漫文漫答)」, 『조광』, 1938.12; 전집2, 5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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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착으로 인하여 여성 인물이 보이는 ‘인간적인’ 모습을 주체성에 미달된 

상태로 규정하며 해석을 제약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인격화’된 여성 인물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기보다 ‘인간화’된 여성 인물

들이 보이는 고유성과 생명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여성의 권리와 관련

된 공론장으로 기능하며, 단지 여성의 삶을 반영할 뿐 아니라 구성해내는 

데 일조하기도 하는 문학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인물을 

통하여 인간의 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당대에 실존했던 여성에 대한 논

의가 되는 것에서 나아가 오늘날까지도 성애화sexualization, 혹은 탈성화

desexualization를 통하여 인간의 자격을 쉬이 박탈당하는 여성들과 관련하

여 시의성을 지닐 수 있다.

 또한, 김남천의 지속된 여성 인물 축조를 살펴보는 것은 김남천 문학이 지

닌 연속성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여성에 닿는 김남천의 시선이 타자

에 대한 의식으로서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체성과 공명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면 변화하였던 창작방법론에 따라 혹은 카프의 해체와 해방을 경계로 하여 

단절적으로 인식되었던 김남천 소설은 여성 인물을 구체화하고 전면화하는 

과정으로 연속선상에서 독해될 수 있다. 

 김남천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은 그가 ‘이데로 된 인물’보다 높은 예

술로 지향한 ‘인물로 된 이데’보다 한 발 나아가, ‘이데를 넘어서는 인물’, 

‘이데를 넘어서는 이데’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

한 독법을 통하여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을 읽어내는 작업은 카

프 문학에 대한 접근법을 다양화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으로 남성 

작가의 여성 인물을 독해하는 것은 당사자성이 부재한 여성 서사와 여성 문

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성 인물의 전복성을 논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2장에서는 여성 인물이 작가의 자기 고발을 위하여 

‘인격화’되는 양상과 그로부터 ‘인간화’되어가는 이행 과정을 다루고, 당대 

여성이 처한 사회구조적 억압에 대한 김남천의 의식이 사회주의자로서의 그

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밝힌다. 먼저 2장 1절에서는 「어

린 두 딸에게」(1934), 「妻를 때리고」(1937), 「춤추는 男便」(1937), 

「祭退膳」(1937), 「瑤池鏡」(1938), 「생일 전날」(1938), 「녹성당」

(1939), 「철령(鐵嶺)까지」(1938), 「기행(起行)」(1941)을 통해 선처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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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서사화에서 점차 작가와 육친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온전한 타자

로서의 인물이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본다. 이후 2장 2절에서는 「남매」 연

작(1937), 「이런 안해 (或은 이런 남편)」(1939), 「노고지리 우지진다」

(1940) 「오듸(桑椹)」(1941)를 통해 성과 노동의 교차 지점에 있는 여성 

인물들을 통해 김남천의 타자 인식이 사회주의와 공명하고 있음을 확인하

고, 아울러 이 작품 속의 여성 인물이 드러내는 시선과 목소리의 효과를 논

한다.

 3장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자기’의 서사를 지니는 ‘인간

화’된 여성 인물들이다. 중·장편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은 2장에서 살펴본 단

편 소설에 비해 확보된 분량을 통하여 고유한 서사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

다. 이때 서사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인물들은 3장 2절에서 살펴 볼 「경

영」, 「맥」 연작의 김남천 문학의 가장 독보적인 여성 인물 최무경을 비

롯하여 무경의 등장을 예비하는 듯 보이는 3장 1절의 ‘직업 부인’들이다. 이

들은「바다로 간다」의 영자와 『사랑의 수족관』의 현순으로, 탈성화와 비

규범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위협을 통한 예속에서 벗어나는 이들은 각각 주

체적 삶과 자기 명명을 보여준다.  

 4장에서는 이처럼 고유한 감각과 서사를 드러내며 ‘인간화’된 인물들이 작

가의 서사 전략을 초과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4장 1절에서는 김남천이 「세

기의 화문」(1937), 『사랑의 수족관』(1939), 『1945년 8·15』(1946)을 통

해 10여 년 동안 반복적으로 그려낸 인물인 경희를 살펴보며 그녀의 욕망

이 알리바이로 작용하며 작가가 의도한 서사 전략에 균열을 만들고 있음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4장 2절에서는 해방 공간의 소설 『1945년 8·15』에

서 문경이 타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본 후, 그녀가 다

른 이들과 조우하는 우발적인 순간이 서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만들

었으리라는 추정을 통하여 김남천의 미완 소설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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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격화’에서 ‘인간화’로 이행하는 여성 인물들

 2.1. ‘실천’의 어려움과 처·누이의 형상화

 2장에서는 ‘인격화’에서 ‘인간화’로 이행하는 여성 인물들에 대해 다룬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인격화’는 인물이 형상화될 때 도구적이고 기능적으로 

쓰이는 것을 전제하는 반면, ‘인간화’는 인물이 그의 고유성으로 이와 같은 

서사 전략이 지닌 한계 너머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 30년대 중

후반에 쓰인 단편 소설에 나타난 김남천의 여성 인물은 대체로 김남천의 

‘자기 고발’을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으며, 이와 같은 형상화는 여러 선행 

연구에 의하여 비판 받은 바 있다. 예컨대 2장 1절에서 다뤄지는 사회주의

자의 처, 애인들과 2장 2절에서 살펴볼 소년들의 기생 누이들이 그러하다. 

이와 같은 재현은 여성 인물을 향하는 가학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여성 인물의 양태도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먼저, 김남천의 여성을 향한 시각에 대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이

는 그의 여성 인물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서 촉발되어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

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 유의미한 맥락을 제공한다. 아울러, 이러한 초기의 

여성 인물 역시 제한적이나마 자신의 시선과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어 특기

할 만하다. 두 번째로, 여성 인물이 ‘인간화’로 이행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인간화’되어 ‘자기’를 드러내는 여성 인물이 지니는 생명력을 살펴보

기 위해서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이 시기의 여성 인물들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장 1절에서는 먼저 카프의 해산 이후 이념적 ‘실천’이 곤란해진 시기에 

등장하고 있는 타자로서의 여성 인물들을 확인하고, 사회주의자의 아내와 

처, 그리고 누이와 같은 육친적인 여성 형상들이 사회 보편의 여성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인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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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 시절 손에 잡히는 대로 가리지 않고 책을 읽던 문학소년 김남천은 반 

친구들과 함께 『월역』이라는 잡지를 만들며 창작을 시작하였다. 훗날 그

는 이때 함께 동인으로 활동하던 평양고보 동창생 한재덕과 함께 훗날 카프

의 동경 지부에 가입하게 된다. 김남천은 당시 공산단원이었던 고경흠 아래

에서 볼셰비키 조직 이론과 공산주의 이론을 습득했으며, 이때 그는 임화, 

안막 등과 합숙하며 ‘무산자’ 조직에서 활동하며 동명의 좌익 계몽 잡지를 

발행하기도 했다.45)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계급의식을 고양한 김남천이 

1930년 8월의 평양 고무공장 직공 대파업에 관여하며 이른바 ‘실천’을 목적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1933년 그의 평론 「문학시평-문화적 공

작(工作)에 관한 약간의 시감(時感)」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김남천은 1931

년 문학부 소설연구반의 연구회에서의 비평으로부터 카프 작가들이 유형화

된 인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문제적으로 사유하며 ‘구체적인 인간’을 그

려내고자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카프가 해체된 1935년46)으로부터 중앙일보에 근무하던 2년간의 공백 후 

45) 김재남, 앞의 책, 13-31면 참고.
46) 카프의 해산계를 경기도경에 제출한 것이 김남천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

음과 같은 김기진의 회고에서 이때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매일신보에 입사해 가지고 두달쯤 다니고 있을 때 카프의 문학부 책임자로 있던 
김남천은 병도 낫고 해서 평양서부터 서울에 올라와 있었는데, 경기도 경찰부의 
호출을 받고서 그가 출두했더니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이라는 단체를 정식으
로 해산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하라더라도 나한테 찾아와서 의논이었다. 임화는 
아직도 평양에 드러누워 있고 다른 사람은 죄다 전북 감옥에 있고, 몸 성히 서
울에 있는 사람이라곤 김기진과 남천뿐인데 김기진은 이미 매일신보사 기자로 
있으니까 카프의 책임자 자격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남천이 네가 책임자의 자격
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다. 경기도 경찰이 이렇게 말하면서 해산계를 내라는 것
이라 한다. 해산계를 안낸다손치더라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전엔 집회 
한번 못해볼 것이고 맹원이라곤 한 사람도 받을 수 없고 들어올 사람도 없고 사
실상 해산된거나 다름없는 조직체이고 보니 저놈들이 하라는 대로 할밖에 별 수 
없지 않겠는가? 남천과 나는 의논 끝에 이렇게 합의하고서 저놈들의 주문대로 
김남천 명의로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해산계’라는 서류를 경기도 경찰부에
다 제출해 버렸다. 이것이 1935년 6월인가 7월인가의 일이었으니 그동안 꼭 10
년의 세월을 두고서 이 땅에 좌익 문학의 바람을 일으켜 오던 카프는 명실과 함
께 사라져버린 것이다. 남천이 경찰부에 가서 제출한 다음에 매일신보사로 나를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쓸쓸이 웃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 
근육은 웃음 짓는 모양이 아니고 우는 모양이었던가 싶다.” (김기진, 「나의 회
고록(12)-카프의 자연소멸」, 『시대』 26, 1965.9; 권영민, 『한급계급문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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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1937.3)와 「妻를 때리고」(1937.6)가 발표된다. 이후 쓰인 소설들

에는 「공장 신문」(1931), 「공우회」(1932), 「나란구」(1933), 「생의 고

민」(1933), 「문예구락부」(1934)에서와 같이 대의를 위하여 고민하고 ‘실

천’하는 이데올로기의 주체가 사라진다. 그들을 대신하는 것은 소시민적인 

모습을 보이며 방황하고 있는 과거의 사회주의자들이다. 일본의 억압과 통

제로 인하여 내부의 동력을 상실하고, “어쩔 수 없었던” 전향 후에 남겨진 

자기 몫의 죄책감을 곱씹으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47)이 형상화될 때, 여

성 인물과 소년인물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음은 주목을 요한다. 타자로서의 

소년과 여성이 등장하는 이 작품들은 ‘자기 초극’이 평론으로 언어화되기 

불과 몇 달 전에 발표되었으며, 이후 김남천의 소설에서 소년 인물과 여성 

인물은 점차 전면화되기에 이른다.

 김지형에 따르면 김남천의 모럴은 마르크시즘을 대중에게 가져가도록 하는 

실천으로서의 윤리이다. 즉, 조선 대중의 자기표현의 요구를 대상화하고 사

물화한 것에 원인이 있는 도식성 문제에 “자기표현을 요구하는 타자로서의 

대중이 호명에 기꺼이 응답”하는 태도인 것이다.48) 이러한 태도는 카프 문

인들이 배웠던 문학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고

민하고 풀어나가는 것”49)이었음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소년에 대한 의식과 더불어 평론을 통

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천은 「조선은 과연 누가 천대하는가-안재홍 씨

에 답함」(1935)에서 안재홍이 민족적 억압을 이유로 표출한 분노가 다다르

는 곳이 소년들과 여성들임을 비판한 바 있다. 그의 글에서 표면적으로 강

조되고 있는 것은 ‘과학적 시각’이지만, 이때의 소년과 여성에의 주목은 김

남천의 시선이 ‘계급’에 대한 의식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존재인 

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재홍 씨의 이 간결하고도 원숙한 풍경의 묘사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바

사』, 문예출판사, 1998, 340-341면 재인용.)
47) 손유경, 앞의 글, 126면.
48) 김지형, 『식민지 이성과 마르크스의 방법』, 소명출판, 2013, 228면.
49) 이현식, 「정치적 상상력과 내면(內面)의 탄생 -문학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1930년대 후반 김남천의 문학-」, 한국근대문학연구, 2011, 4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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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엇인가? 과연 안씨와 한가지로 민족적 차별과 조선 천대의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몇 푼 안 되는 돈에 꽃같이 처녀 시절과 불타는 소년의 한때

를 아침 새벽부터 밤 열두 시까지 전차에 까불리고 먼지와 사람에 시달리

는 가련한 어린 교통 노동자의 볼치를 후려치기 위하여 때 아닌 장사의 

기상을 가슴속에 안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벽력같은 노호(怒號)

로 ‘고약한 놈’을 절규하며 차장에게 향하여 ‘너는 조선놈이 아니냐?’ 하고 

질문을 발(發)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안재홍 씨보다는 좀더 점

잖아야 하고 좀더 냉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들 경박하기 짝이 

없는 ‘일부의 청년’들은 민족적 의분에 어깨숨을 쉬고 있는 오십 가까운 

노장부의 어깨를 두드리며 ‘선생이여!’ 하고 그에게 한 개의 새로운 안경

을 권할 것이다. “선생이여, 선생의 안경은 색이 있습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이 과학적인 안경으로 바꾸어 끼소서!”50) (강조-인용

자)

 이와 같은 시선은 점차 여성,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들에서 그들이 겪

어야 하는 세계의 폭력으로 구체화되기에 이른다. 김남천의 소설에서 여성 

인물은 특히 김남천이 평소 평론 등을 통하여 거듭하여 강조한 바 있는 ‘생

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51) 과학적 시각을 중시했던 사회주의자 김

남천을 고려한다면 ‘생활’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52)로서 여성 인물이 그려

50) 김남천, 「조선은 과연 누가 천대하는가?」, 『조선중앙일보』, 1935. 10. 22.; 
전집1, 134-135면.

51) 배상미에 따르면 ‘생활’을 고발하는 창작방법론은 실천이 어려워진 시기에 등
장했으며, ‘생활’에는 사적인 의미 뿐 아니라 ‘실천’의 공적 의미까지 부여된다. 
(배상미,  배상미, 「김남천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여성인물과 "생활"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14면.) 김남천이 자
신의 창작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생활’이 작가의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서술은 주목할 만하
다. (배상미, 위의 글, 19면.)

52) ‘생활’의 중요는 김남천의 문학에서 계속해서 중요시되었던 것으로, 그는 후일 
최정희의 소설에 대한 창작평에서도 그와 관련된 부분을 고평한 바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모든 중심적인 테마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이 소설에서 가치 있는 
부분으로생각한 것은 두 아이를 가진 미망인의 생활에 대한 굴할 줄 모르는 투
쟁력이다. 모든 간난(艱難)과 다투며, 생활을 위하여 싸워나가겠다는 의기와 생
활인다운 열의, - 그것의 실천으로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정신적 물질적인 문
제가 마지막에 종교의 문을 두드림에 의하여 해소되어 버렸음에 불구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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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던 것은 여성 인물이 계급과 젠더의 이중 억압에 시달리는 존재들로 인식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남천의 소설에 있어서 많은 여성 인물들은 

노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

의 이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글을 쓸 수 없었던 시기에 여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서사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김남천에게 있어 계급에 대한 의

식과 여성에 대한 의식이 공명하는 것이었음을 방증한다. 이에 더하여 그가  

계속해서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드러내던 작가였음을 고려한다면 이

때의 여성은 단지 피지배계급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은유 이상이었

을 것으로 짐작된다. 

 후술될 소설들, 곧 ‘사회주의자’였던 과거에 붙들려 있음을 정체성으로 하

고 있는 남성들의 폭력에 희생되는 여성들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그려내는 

김남천의 소설은 그러한 구성이 지니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모종의 부채감이 반영된 것으로 독해될 수 있다. 아울러 『사랑의 수족관』

에서와 같이 부르주아 가정에서도 나타나는 여성 억압에 대한 묘사 등을 생

각한다면, 김남천은 여성억압을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로 인식하고 노동계급

을 해방시키면 그 물적 기반 위에서 여성도 평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

하는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53)과는 사뭇 다른 관점을 지닌 것으로 보인

다.54) 이러한 시선이 ‘자기 초극’의 문제의식과 맞닿았을 때, 여성은 적극적

도정은 역시 우리에겐 귀중한 선물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남
천, 「동시대인의 거리감」, 『인문평론』, 1939. 10. ; 전집1, 521면.)

53) 태혜숙, 앞의 책, 16면.
54) 맑스주의는 여성억압을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의 결과가 아닌 자본주의에 

의한 것으로, 생산관계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전통적 맑스
주의의 여성억압에 관한 사적 유물론적 접근은 재생산에 있어서 가사노동의 문
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생식(reproduction)은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
상으로 설명하고 만다는 비판을 직면해야 했다. 아울러, 여성은 자신이 속한 계
급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억압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 역시 전통 맑시즘의 관
점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가 어려웠다. (손애리,「맑스주의 여성해방론」, 여성
연구논집3, 1992, 40-41면.) 이와 같은 맑스주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
은 후자가 전자에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결합하여 가부장제의 문제 또한 제기한
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1970년대에 본격적
으로 논의된 것으로써,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나
타났던 담론들은 엄밀히 말하여 맑스주의 페미니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명
희, 「잡지 『삼천리』와 사회주의 페미니즘 담론 연구, 『비평문학』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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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형상화된다. 

 「妻를 때리고」(1937), 「세기의 화문」(1938), 「생일 전날」(1938), 

「바다로 간다」(1940)과 같이 여성 초점화자가 두드러지는 소설 외에도, 

소시민적 남성 인물이 부각되는 소설에서 역시 주인공들이 여성들과의 관계

를 통해 자신의 소시민성을 내보이거나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고발되고 있

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 인물에 대한 

시각은 1935년 이전부터 김남천에게 잠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3년 

『신여성』지에 발표된 「남편 그의 동지(긴 수기의 일절)」에서의 여성 초

점화자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초점화자는 옥살이를 하

고 있는 남편으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는 도중에도 그를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던 도중 그녀는 남편의 동지라던 사람들은 그가 보내는 도

움 요청은 무시한 채 향락을 즐기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남편에게 전하

지만 도리어 남편은 화자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다. 이러한 줄거리의 소설에

서 여성 인물은 후술될 소설들보다는 수동적이고 관찰자적인 모습을 보이지

만, 초기 작품에서부터 그의 소설에서 여성 초점 화자가 고발을 위하여 활

용되었음은 주목을 요한다.

 김남천의 ‘생활’하는 여성에 대한 의식은 1934년 24살의 나이로 김남천과 

어린 두 딸을 둔 채 “사색(思索)과 감각(感覺)”하기를 영원히 끊어버렸던 

선처先妻의 형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어린 두 딸에게」(1934)는 전

집에도 수필로 분류된 자전적 성격이 강한 소설이다.55) 이 소설은 발표된 

이후 「그 뒤의 어린 두 딸」(1936)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김남천을 “체면

도 아무것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애처가”로 불리게 하고, “아내 잃더니 

사람 버렸다”는 소리를 듣게 할 정도로 그의 전기적 사실과 일치하는 작품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소설적 특징은 김남천의 아내를 환기하게 

하는 마지막 작품인 「녹성당」(1939)에서 작가가 소설의 내용과 자신을 분

2010; 구자연, 앞의 글, 32면 재인용.) 
55) “잡지 『우리들』 종간호에 「어린 두 딸에게」라는 소설을 쓴 지 벌써 1년 

반이 훨씬 넘었다. (…) 내가 잡지 위에다 소설이라는 이름을 빌려 어미 잃은 
두 딸의 기록을 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각도로 그것을 비판하였다.” (김
남천, 「그 뒤의 어린 두 딸」, 『중앙』, 1936.3; 전집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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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구분 짓고 있는 것과 분명한 차이를 지닌다. 

 이 소설에서 아내는 “어린 비둘기 같은 가슴속에 인생의 적막을 안게 되”

어, ‘나’와 함께 “사람의 생활의 가장 진실한 곳을 탐구하려는” 태도를 지니

고 있었으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생활의 위대한 고민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또한 아내는 ‘나’와 “고귀한 공통점”을 가지며 동지적 결

합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 연애론56)을 체현했던 여성이자, “그가 바치는 

사랑과 힘을 훌륭하게 이용치 못한 어리석을 만치 무능력한 인간”이었던 자

신을 위하여 희생하였던 존재로 묘사된다. 이처럼 아내는 ‘나’와 같은 이데

올로기를 체현하고 있는 존재이자, 생활의 중심에 서있는 존재로 두드러진

다.

 ‘나’는 그러나 이와 같은 아내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해낼 수 없다.  “위

대하였던 생활의 기록을 지키기 위하여” ‘나’가 옥중에 있을 당시 “위대한 

생활의 용사”였던 아내에 대한 서술을 글을 읽을 아이들의 상상력에 맡기겠

다는 것이다. 지키기 위하여서는 글로 재현해낼 수 없다는 인식은 실패를 

통해서만 인간적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재현불가능성과 관련지을 수 있으

며, 이와 같은 재현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이후의 수필에서도 그 흔적을 

드러낸다.

 내 선처에 관한 기록은 이 곳에 적는 것은 쑥스러울 뿐 아니라 또한 그 

기회도 아니다. 이는 오랫동안 나의 생활의 반려이었고 청년기의 상반을 

점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때문에 회상은 단편적으로 또렷하게 나타나

서 원고지 십여 매에 대상이 되기보다는 광범하고 포착할 수 없어 오히려 

지난 날의 생활기록으로서만 재현(再現)할 수 있을 성질에 속한다는 느낌

이 강하다. 어떠한 한 폭의 사건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 

한 시절의 광활하고 막막한 분위기와 함께 나의 속에 우러난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특수한 정황과 표정과 행동을 수반하고 나의 눈앞에 또렷하

56) 사회주의 연애론은 자유연애 사상의 소부르주아적 발상을 비판하며 연애를 행
복한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아닌 ‘혁명의 투혼’을 향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
주의 연애론에 따르면, 연애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녀의 계급적 위치를 인식
하는 것이 필요했다.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新女性 : 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한겨레신문사, 2005, 201-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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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다기보다는 안개와 같이 자욱하게 나의 전신을 둘러싸서 시각보

다도 오히려 촉각을 번거롭게 압박하는 느낌을 준다. 자막이 봄과 함께 

고요히 나타나서 눈이 펄깍 부시도록 누구라고 똑똑히 가리킨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 뒤 영상은 결코 확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눈과 귓등에 

뱅뱅 돌면서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뿌리치

기도 힘들다. 나는 이를 기록할 수는 없다. 무엇이라고 글자를 희롱하여 

이것을 독자에게 전할 수는 없다.

  한 시대의 분위기로만 나타나 기록할 수는 없는 아내에 대한 기억은 김남

천에게 ‘고발’하는 여성과 무력한 지식인 남성을 반복해서 써내도록 했을 

것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대상을 상실한 후, 리비도를 철회시켜야 한다는 

반발심은 무능력하고 타락한 자아를 내보이며 자신을 향한 사디즘 속에서 

만족을 느끼는 우울증으로 나타난다. 리비도가 새로운 대상을 찾는 대신 자

아 속으로 들어가 자아를 포기된 대상과 동일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

이다.57) 김남천의 분열된 주체는 강제적 전향 요구라는 한 축 외에도 이와 

같은 선처의 상실이라는 축과도 관계를 맺고 있으며, 차마 써낼 수 없는 고

통스러운 기억과 온전히 재현될 수 없는 선처의 모습은 그의 작품에서 계속

해서 전면화되는 여성 인물에게서 그 흔적이 나타난다.  

 이후 전향한 사회주의자의 아내 혹은 애인으로서의 여성 인물은 「妻를 

때리고」(1937), 「춤추는 男便」(1937), 「祭退膳」(1937), 「瑤池鏡」

(1938), 「녹성당」(1939)을 통해서 나타난다. 「妻를 때리고」의 정숙은 

남편 남수의 부부 싸움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정숙과 남수의 시점이 자

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 소설은 선행연구에 의하여 

타자의 관점이 주인공의 관점과 동등한 자립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 바 있다.58) 정숙이 남편의 친구인 준호와 한 산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을 계기로 하여 불거지는 부부 싸움59)에서, “애는 운동에 방해가된다구 

57) 지그문트 프로이트, 「슬픔과 우울증」, 『프로이트 전집 11-정신분석학의 근
본 개념』, 열린책들, 2007.

58) 권보드래, 「1930년대 후반의 프롤레타리아 작가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국
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채호석, 앞의 글, 97면 재인용.

59) 선행연구는 전향자인 남성들이 아내의 성 문제를 생활문제보다 초점을 맞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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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해서 너는 나를 불구자를 만드렀지.”60)와 같이 자신을 향한 남수의 

폭력을 ‘고발’한다. 이어서 이어지는 것은 정숙이 남편의 친구인 허창훈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으러 갔던 날 그에게 겪어야 했던 성추행에 대한 폭로이

다.

 정숙은 ‘생활’을 위하여 남편의 친구인 창훈에게 돈을 빌리러 갔었으며, 그 

자리에서 성적 위협을 받으면서 받아온 봉투로 “배추를사고 무를사고 고추

를사고 소금을 샀다. 아니 마늘도사고 미나리도사고 굴도샀다. 젓국도삿다. 

오늘저녁 짠김치는 너도먹었고 나도먹었다.”61)고 이야기한다. 정숙에게서 

발화된 바와 같은 처절한 ‘생활’을 초래한 것은 감옥에 나온 지 3년이 넘도

록 쌀 한 말을 사오지 않았던 남편의 경제적 무능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겪

어야 했던 성적인 위협의 상황은 그녀에게 성추행을 행했던 창훈과 아내를 

“더러운 년놈들”62)로 묶어 보게 하는 계기로 작동할 뿐이었다. 이는 사회주

의자들의 아내들이 수절을 통해서만 동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63)과 무

관하지 않을 것인데, 자신의 무능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남수의 열등감이 

그와 같은 폭력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설에서는 남수가 아내를 자신 대신 허창훈에게 보내면서 성적 위협에 노

출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운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술을 시켜 직접

적으로 정숙에게 물리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진다. 그러나 정숙은 이에 

대한 남수의 사과 내지는 해명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부부의 대화에서는 

정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며 상술한 피해 뿐 아니라 정숙의 첩이라는 문제적 

지위와 남수가 사회주의자라는 이름 아래에서 자행하였던 위선들을 고발하

것을 사회적 남성성의 부재와 관련지어 독해하고 있다. 사회적 남성성의 부재는 
심리적인 박탈감과 신경성 질환 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한민주, 앞의 책, 264
면.) 또한, 정숙이 준호를 통하여 타인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선행연구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배상미, 
김남천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여성인물과 "생활"의 관계를 중심으로, 2011, 고
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33면.) 

60) 김남천, 「妻를 때리고」, 『少年行』, 學藝社, 1939; 이주형·권영민·정호웅 
편, 『韓國近代短編小說大系 3』, 太學社, 1988, 157면.

61) 김남천, 앞의 글, 161-162면.
62) 김남천, 앞의 글, 167면.
63) 장영은, 「아지트 키퍼와 하우스 키퍼―여성 사회주의자의 연애와 입지」, 大

東文化硏究 64, 2008, 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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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소리에 대한 답은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야, 사회주의자 참 훌륭하구나. 이십 년 간 사회주의나 했기에 그 모양인 

줄 안다.

 질투심. 시기심. 파벌 심리. 허영심. 굴욕. 허세. 비겁. 인치키. 브로커. 네 

몸을 흐르는 혈관 속에 민중을 위한 피가 한 방울이래도 남아서 흘러 있

다면 내 목을 바치리라.

 정치담이나 하구 다니면 사회주읜가. 시국담이나 지껄이고 다니면 사회주

읜가. 백년이 하루같이 밥 한술 못 벌고 십여 년 동안 몸을 바친 채 여편

네나 때려야 사상간가. 세월이 좋아서 부는 바람에 우쭐대며 헌 수작이나 

지껄이다가 감옥에 다녀온 게 하늘 같아서 백년 가두 그걸루 행셋거릴 삼

아야 사회주의자든가.64)

 그런 채 남수는 오히려 정숙을 자신의 포용력과 관대함으로 용서해줄만 하

한 사람으로, 더 나아가 동성 사회에서 자신이 모욕을 느꼈을 때 폭력을 다

시금 저지를 수 있는 존재로 여긴다. 그는 아내를 때린 것을 자기 자신을 

때린 것과 다름없다고 되뇌지만, 그것은 비겁할 뿐 아니라 아내가 자신과 

구분되는 단독자적 인간임을 알지 못하는 자의 독백일 따름이다.「妻를 때

리고」와 유사한 부부를 중심인물로 설정한 「춤추는 男便」에서 역시 남

편을 위하여 갖가지 희생을 해왔음에도 여전히 첩의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아내가 나온다. 남편은 아내의 불안정한 지위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처의 아들에게서 온 원망어린 편지를 본 후 아내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준 돈을 술을 마시느라 탕진하기까지 한다. 

「祭退膳」은 아편 중독에 걸린 기생 향난을 구원하고자 하는 경호를 중심

으로 한 소설이다. 향난이 자신을 필요로 할 것이라 생각하는 그의 심리는 

결국 향난을 통해서만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의 처지에서 비롯된다. 독서

회 사건으로 인하여 의학전문대학에서 중퇴해야 했던 그는 재학 시절에 함

께 공부하던 친구의 병원에서 변변찮은 일을 하고 있다. 사회 구조를 변화

시키는 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64) 김남천, 「처를 때리고」, 『맥』, 문학과지성사, 2006, 136면-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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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가 택하는 것은 한 여성의 삶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을 지닌 존재로 여길 수 있게 

된다.

 경호는 총명하고 아름다운여자를 이렇게만든 현실에대하야 항의한다고 

생각해본다. 기생이니까 글렀다. 「아펜쟁이」니까 죽일년이다. 이렇게보는

눈은 속된관찰이다. 적어도 경호는 이들보다 한발자죽 앞설랴고한다. 그들

을 그렇게 만들어논 현실에 대하야 항의하는 방법은 이불상한 가련한여자

를 옹호하고 그를 구해주는것 이외에는 있을수없다. 사랑속에서 이를 완전

한인간으로 돌려보내준뒤에는 자기의 사명은 끝난다. 이때까지는 아무런 

조소도 경멸도자기는 참고 나가야한다.65)

 이와 같은 구원 서사가 실패하는 것은 향난이 경호 모르게 계속해서 모르

핀을 투여하고 있음을 알게 됐을 때이다. 향냔의 뺨을 연거푸 두 번 때리는 

경호의 모습은 그가 해오던 노력이 결코 향난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

한 인정투쟁이었음을 보여준다. 향난은 경호가 그와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원되지 않는 타자

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라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경호는 「瑤池鏡」

에서 위 질환을 고치려다 아편쟁이가 된 인물로 등장하는데, 자신과 같은 

처지의 기생 운심이 금단 현상을 보일 때 훔친 마약을 투여한다. 이때 고통

스러워하는 운심의 육체를 묘사하는 초점화자 경호의 시선은 향난-운심이 

그에게 철저히 대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妻를 때리고」, 「춤추는 男便」, 「祭退膳」, 「瑤池鏡」에서 볼 수 있

듯 이 시기의 김남천의 소설에는 무능력한 남성들과 ‘생활’하는 여성 인물

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사는 소시민 지식인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

는데, 이때 여성 인물의 형상은 그것이 남성 인물들을 폭로라는 방식을 통

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한다는 면에서 여전히 주변적 위치를 벗

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출현할 여성 인물의 ‘자기’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

65) 김남천, 「祭退膳」, 『少年行』, 學藝社, 1939; 이주형·권영민·정호웅 편, 
『韓國近代短編小說大系 3』, 太學社, 1988, 220-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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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의를 지닌다. ‘양심’은 부정적 양태의 나르시시즘에 불과하지만, 타자

의 얼굴은 외부에서부터 나에게로 와 나르시시즘에서 ‘나’를 불러내어 궁극

적으로 더 중요한 무언가를 향하게 하는 이유에서다.66)  

 앞서 살펴본 소설들과 같이 전향한 사회주의자와 그의 아내 혹은 애인이 

중점적으로 등장하는 마지막 단편 소설로 볼 수 있는 「녹성당」은 제목과 

동명의 약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약제사 경옥이 더욱 

고통 받는 이유는 남편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이용하려고 하는 친구들 때문

이다. 노동을 신성하게 생각한다는 말만 하며 노동을 하지 않는 룸펜 철민

은 맡겨 놓은 듯이 성병을 치료할 약을 가져가고, 영호는 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 한 후 돈을 받으러 간 아이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소설에서 성운의 프로/경향 작가로서의 이력이 작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과 더불어, 아내 경옥은 약제사라는 직업67)과 산욕열으로 죽음에 이르렀

다는 것으로 하여금 김남천의 선처를 환기시키는 인물이다. 이와 동시에 

「남편 그의 동지 (긴 수기의 일절)」, 「妻를 때리고」, 「춤추는 男便」에

서 볼 수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을 고발하는 아내의 목소리와도 접점을 지닌

다. 그러나 이 소설은 글의 도입부에서 이것이 김남천 자신의 이야기가 아

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야기 바깥

의(extradiegetic) 목소리68)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서술은 다층적인 의미를 

만들어낸다.

 “김남천”이라고 한다면 「응 바루 이 녹성당이라는 단편소설을 쓰고 앉

었는 이 화상말인가.」하고 적어도 이 글을 읽는 이루선, 그 이름만이래도 

모른다군 안 할테지만, 인제 다시 “박성운”이라는 석짜를 내가 써 보았자, 

그게 어이된 성명인지를 아는 이는 퍽이나 드물 것이다. 드덜기박짜 이룰

성짜, 구름운짜, 한문짜루 쓰면 「朴成雲」, 이래도 모르겠느냐고 물어도, 

66)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198면. 
67) “너의 엄마는 약제사였는데 나이가 어려서 면허증이 아직 나오지를 않았었다.”

는 서술과 “그때 너희 엄마는 어떤 약국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라는 서술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다. (김남천, 「어린 두 딸에게」, 『우리들』, 1934; 전집2, 
13-19면.)

68) 제라르 즈네뜨,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217-221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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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응 그사람, 참 김남천이와 한께 한 육칠년, 아니 한 십년전인가 더

러 소설 비슷한걸 쓰든 사람 아닌가」고, 간혹 박성운이와 목노라도 드나

들던 사람이라야, 아니 그 중에서도 기억력이 제법 월뜽 하다는 이라야 

생각해 낼것이지, 이 지음처럼 건망증이 유행하는 시절에는 그것 쪼차 딱

히는장담할 수가 없다.(잊어버린다는건 대단히 좋은 물건 이다. 십년전, 아

니 오년전 일을 날마두 밤마두 잊지 않고 회상하고 반성하고 흥분한다면

야 대체 신경쇠약 란리가 나서 견데 백일수가 있는가.) 그래서 모두들 잘 

잊어 버린다.

 누구 생각있는 이는 곰곰이 새각하면 알 일이지 마는, 박성운이는 소화

칠년에 그러므로 서력으로 따지자면 일천구백삽십이년, 그 전후해서, 그러

니까 다시 또한번 따지자면 경향 문학인가 푸로문학인가 가, 한참 성할 

때 신진 작가루 소설을 쓰던 사람이다. 그러나 곧 이 소설(녹성당)과는 별

반 관계없는 사껀으로, (허기는 전혀 관계가없다고도 말할수없겠지만, 어

쨌든 어떤 사껀으로)얼마간 영오의 생활을했고, 그뒤는 평양으로 가서 장

사를 하다가, 얼마전에 장질부사로 저이 시굴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안해

도 아해 낳다가 산후의 산욕열루다 남편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으니, 인젠 

그의 유아 밖에는 남어 있지 않지만, 지금 중학에 다니는 그의 동생이 한

분 있다. 그 동생두 이 소설과는 별반 관계가 없고, 또 현재 학도의 신분

으루 있는 분이므로 이름을 내걸려군 않지만, 얼마 전에 내에게로 편지와 

한께 박성운군의 유고 한편을 보낸 것이 있다. 이 유고가 말하자면 「녹

성당」이라는 제목을 붙여놓은 글인데, 박군이 소설을 쓰던이인 만큼, 이 

수기는 그대로 소설이 될수 있는 그러한 글이였다.

 (…) 부득이 원고는 원고대로 간직해 두기로 하고, 내가 소설을 직업으루 

하는게 할 바가지라, 그 원고를 뜯고 고쳐서 인제 소설을 한편 맹그렀다. 

그래 사리를 쫓아 따지구 볼지경이면, 원작에 박성운, ―이리 되고, 그대

음엔 이 지음 유행을 따라 각색이라든가, 윤색이라든가, 개작이라든가 김

남천이가 될겐데, 시끄러워 그냥 내 이름만을 걸었다.69)

 

 앞서의 자기고발 소설들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서

술로 하여금 층위가 하나 더 생기며 이는 온전히 다른 이들의 이야기로 읽

힐 것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자기고발을 넘어서는 이 작품은 어느 시대와 

69) 『文章』, 1939. 3, 68-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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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겪으며 일어나는 곤란들이 빚어낸 타자들이 출현하고 있음을, 작가 

자신으로 환원되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김경옥’이라는 인물은 김남천이라는 역사적 작가의 실재하

는 아내를 지시하는 것을 넘어, 그와 같은 이들로 인하여 고통 받았던 불특

정 다수의 여성들 중 하나로서 나타나며 당시 여성들의 처지와 시선, 목소

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여성 인물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은 김남천이 아내의 상실에 대

한 집착과 부채감을 떠나 타자를 타자로서 의식하며 새로운 인물의 형상을 

축조해나가고 있음을, 여성 인물들의 ‘자기’가 서사적으로 예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명아에 따르면 죽음을 육친적 근친성의 형식으로만 감응하는 

것은 ‘너’를 ‘너’가 되지 못하게 하여 타자의 타자성을 잃도록 한다. 아울러 

자아 안에 납골당을 만드는 애도가 성공한 애도인지 실패한 애도인지 구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타자의 타자성을 존중하고 타자와 정의로운 관계

를 맺는 일이다.70)

「생일 전날」(1938)은 사회주의자의 누이가 나타나는 작품이다. 선처에 대

한 김남천의 인식을 사소설적 성격을 지닌 「어린 두 딸에게」를 통해 엿볼 

수 있었듯, 역시 사소설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일본어 소설「惑る朝
(어떤 아침)」(1943)을 통해서는 ‘남녀평등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그의 

누이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사실을 말하면 나도 열너덧 살부터 남녀평등론자이며, 지금도 공공연하

게는 남녀에 차별을 두거나 하지는 않는다. 또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일상

생활에서건 기분 상으로건 별로 차별을 두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 명의 누이를 위에 두고, 밑으로도 몇 사람인가의 누이를 가진 나는 크

게 우대 받고 자라왔으며, 나를 그렇게 길렀던 내 부모는 지금도 고향에 

건재하시다. 그리고 누이들은 그 차별 대우에 대해 농담 반으로 불평을 

말하면서도 지금도 옛날의 습관대로 어른이 된 나를 자기들과 구별해 대

접해 준다. 그 누이들이 자기 아이들에게도 역시 그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시골에서건 도시에서건, 남자건 여자건, 이런 사상에 사로잡혀 

70) 권명아,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갈무리, 20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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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 주위에 복닥거릴 만큼 많이 있는 것 같다. 과장

해 말하면 남존여비의 사상이 주위에 미만했다고 해도 조금도 과언은 아

닌 듯하다.

 그러고 보면 이런 환경에 반발해 인도(人道)의 마땅함을 깨달은 후 남녀

평등론에 공명한 이래 이십 년 가까운 세월, 그 동안에 끊임없이 인습타

파를 위해 힘을 쏟았으며 윗사람 아랫사람 묻지 않고 조그만 꼬투리만 있

으면 싫증내지 않고 남녀평등을 말했다. 최근에는 여자 전문학생도 나오게 

되었고 딸 셋이면 기둥뿌리가 흔들린다는 따위의 치사한 속담도 들리지 

않게 되었으므로 상당한 효과를 올렸다고 약간 자부하며 그 긍지를 금할 

수 없었던 나였다. 그런 나도 어느새 자기가 싸움의 대상으로 삼았던 많

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어 버렸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남녀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상마저도, 또한 

나의 젊음이 초래한 청춘의 과오에 지나지 않았던 것일까.71) (강조-인용

자)

 인용한 텍스트에서 누이들을 향한 부채감과 더불어 주목을 요하는 것은 마

지막 문장이다. 태어날 아이가 아들이길 바라며 자신 안의 남존여비사상을 

발견하고 있는 ‘나’는 남녀 평등론에 공감하여 인습타파를 위해 끊임없이 

힘을 썼던 과거의 자신을 반추한다. 그러나 아이러닉하게 읽히도록 구조화

된 이 소설에서 “남녀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상마저도 청춘의 

한 과오에 지나지 않았던 것일까” 하고 자문하는 모습은 남녀 평등론과 더

불어 자신에게 과오가 되었을, 혹은 과오라는 가면으로 위장한 채 여전히 

지속 중일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환기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김남천은 검열과 같은 정치적 탄압에 전략적으로 맞서기 

위해 주체 고발이라는 가면을 쓴다. 그런 점에서 그가 반복적으로 역설하는 

‘가면박탈’의 전략이야말로 하나의 뚜렷한 가면일 수 있다. ‘주의자’ 탄압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진실을 그리라는 말은 오히려 기만적인 슬로건에 불과하

다는 주장은 여기서 비롯된다. ‘가면박탈’이라는 가면(전략)을 쓰지 않고는 

진실을 표현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는 선행 연구의 언급은 주목을 요한

71) 김남천, 이경훈 편역,「惑る朝(어떤 아침)」, 『한국 근대 일본어 소설선』, 역
락, 2007, 246-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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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2) “청춘의 과오”라는 표현 역시 이처럼 전도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문학적 치기(稚氣)를 웃노라.-박승극의 잡문을 반박함」에서 볼 수 있듯 

김남천에게 ‘나이 어림’은 양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가 ‘모순

을 감출 수 없는’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하는 특징으로, ‘모순을 감출 

수 없어’ 자신을 폭로하는 스스로를 일종의 자부심을 담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남천에게 있어 ‘남녀 평등론’ 혹은 ‘남녀

동권주의’는 사회주의와 함께 호명되고 있는 이데올로기로, 이와 같은 이데

올로기들의 기반이 된 작가의 타자 인식은 김남천 문학의 중추가 된다.

 다시 「생일 전날」로 돌아오면, 이 소설 역시 실제 작가의 사적인 경험이 

서사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의식이 사

회 전반의 폭력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요컨대 「생일 전날」은 두 명의 여성이 등

장하며 남성에 예속되는 여성의 삶에 대한 작가의 의식이 드러나는 작품이

자 여성 인물이 초점 화자로 등장하는 소설로서 특기할 만한 것이다.

 「생일 전날」에서 사상 문제로 쫓기고 있는 동생을 숨겨주었던 초점 화자 

서분은 자작농에게 시집을 가 가난한 살림을 하고 있다는 부끄러움을 느낀

다. 반면에 “인군 경찰서 사법주임으로 있는 박경부(보)의 부인”이 된 동생 

인숙은 그런 서분을 업신여길 만큼 잘 살고 있으며, 쫓기던 인호와 그런 인

호를 숨겨준 서분의 남편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 당시에 승진하기 어려웠음

을 토로하는 이기적인 인물이다. 이와 같은 두 인물의 차이는 서분에 의해 

‘팔자’의 소관으로 이야기되는데, ‘팔자’ 역시 결국 남성과의 관계 맺음과 무

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성 인물의 정체성이 남성과의 관계에 의하여 형상

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아울러 사회주의자인 동생을 대하는 태도 또한 두 

인물의 성격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데, 김남천의 소설에서 보기 드물게 분

명한 선인과 악인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이 자매의 모습은 여성 인물을 향한 

작가의 이분법적인 시선과 남성을 설명해주는 도구로서만 호명되는 여성 인

물들의 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72) 손유경, 앞의 글,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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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보면 서분이의 신세는 타고난 팔자 같이도 보이었다. 그는 세상

에 나오던 첫날 그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에게 실망을 주어 이름

이 서분이가 되었다. 보통 학교가 생겼건만 그가 학령이 될 무렵엔 여자

의 교육이란 마땅ㅎ지 않은 풍습이었다. 집도 가난하여 물려받은 반날갈이

론 겨우 녹량이나 되었다. 호적이 정비되면서 인숙이는 제법 항렬을 따라 

신식 이름을 붙이면서도 어찌 된 판국인지 그는 그대로 서분이로 있었다. 

학교 교장과 교장 부인이이 조선 선생을 앞세우고 생도 모집을 다닐 때에 

이주사는 군청 교원이었고 인숙이는 바로 열 한 살이었다. 이렇게 하여 

인숙이는 사년제 보통 학교를 나왔고 인호가 보통 학교를 졸업할 무렵엔 

이주사도 속관이 되었고 집안도 제법 피워서 그는 순서 대로 평양을 거쳐 

동경 유학을 하였다.

 밑도 없는 월급장이에게 주는 것보다 시골이라도 반난갈이나 가지고 있

는 풍성한 농가에 시집 보내는 것이 낫겠다고 하여 서분이는 삼밭이 경주 

김씨네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러나 지내 보니 농가에보다는 역

시 월급장이가 낫겠다고 하여 그 다음엔 고보 삼학년을 중도 페지하고 순

사를 다니던 박시에게 인숙이는 출가 시켰다. 이 결과가 서분이를 가난한 

자작농의 처로 만들고, 인숙이를 박경부의 부인으로 만들엇다. 그리고 다

시 이 결과가 친정에 오면 으레히 서분이는 부엌으로 내려 쫓고, 인숙이

는 방 안에 그대로 도사리고 앉아 입방아를 찧게 만들었다고 서분이는 막

연하게나마 생각한다.73)

 인숙의 딸 명자가 서분의 아들 복손을 괴롭히고, 복손이 이에 저항하자 명

자는 울음을 터뜨린다. 이를 본 인숙은 복손에게 고함을 지르고, 이러한 상

황에 서분의 분노는 폭발하여 자신의 아들에게 주먹질을 하며 분풀이 하는 

것에 이른다. 이를 무력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 인호는 그가 이러한 갈등을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외따로 떨어져 있다. 이념의 

상실로부터 비롯된 무력함으로 하여 생활공간에서 누구를 해하지도, 누구에

게 피해 받을 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호와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 인물들

이 남성 인물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하여 박해자 혹은 피해자로 형상화되며, 

73) 김남천, 「생일 전날」, 『麥』, 乙酉文化社, 1947; 이주형·권영민·정호웅 편, 
『韓國近代短編小說大系 3』, 太學社, 1988, 590-5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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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주어진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여성 인물의 처절한 고투를 보

여주고 있다.  

 무능한 과거의 사회주의자가 여성 인물들에게 직, 간접적인 폭력을 행사하

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폭력적인 장면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분명 이와 같

은 계열의 소설이 지닌 한계점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일련의 소설들에서

와 같이 점차 작가가 자신과 인물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감에 따라, 여성 인

물이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저항의식이 보다 사회적인 것으로서 확대되어

가며 구체성을 지니게 되고 있음은 유의미하게 평가될 수 있다. 

「철령(鐵嶺)까지」(1938)와 「기행(起行)」(1941) 또한 여성 인물이 관찰

되는 위치로 제한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김남천의 보

편 여성의 삶에 대한 의식이 드러나는 소설로서 의미를 지닌다. 여로형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이 소설들은 화자의 자아와 내적 고민이 두드러지기보

다는 관찰자로서의 화자가 우연히 마주하게 된 가난한 부인들이 처한 척박

한 현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철령(鐵嶺)까

지」(1938)에서 양덕을 떠나 성천으로 떠나는 길에 화자는 한 젊은 부인을 

두 번에 걸쳐 조우하게 된다. 역으로 가는 길에 화자가 타고 있던 차를 얻

어 타려고 했던 스물 남짓의 젊은 여자는 다음날 기차에서 화자의 옆 자리

에 앉게 된다. 여자는 시아버지인 노인과 어린 자식과 동행하며, 만주국에 

있는 철령의 공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연을 밝힌다. 화자와 함께 사이다, 

비스켓, 사과와 같은 주전부리를 주고받으며 나누는 온기는 그들이 처한 암

울한 시대적 현실로 인하여 더욱 애상감을 자아낸다.

 「내 작은 자식놈이 철령가 있는지 오래외다. 지난봄에내 맛아들놈이 죽

고……」 

 여기서 한참 말을 더듬더니,

 「이애가 내 맛메눌아이고 이것들이 내 손자외다. 오래 소식이 끈쳤다가 

얼마전에 여비하구 펜지가 와서 지금 길을 떠나는길이외다.」

 내가 아모말 못하고 덤덤히 앉어있으니 한참만에 숨을 내쉬드니, 

 「거기는 살기 좋다지요.」

 한다. 나는 그의얼골을 바로보지않고, 

 「좋다구들 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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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대답하였다.74)

 “거기는 살기 좋다지요.”라는 노인의 말에 화자가 “그의얼골을 바로보지않

고” 대답하는 것은 소설에 나타난 대화의 이면에 화자가 차마 말할 수 없었

던 식민지 현실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고향에서 더 이상 살아

갈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한 채, 겨우 여비를 마련하여 만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75) 여자는 화자가 건넨 사이다 등 친절에 대한 사례인 비스킷을 낯

선 남자인 화자를 의식하여 자신이 직접 건네지 않고 시아버지를 통하여 전

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화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

라 소설은 화자와 노인의 대화로 계속 진행되지만 며느리이자 어머니인 젊

은 과부는 계속해서 화자의 시선에 잡힌다. 

  차는 신성천역에 다었다. 노인의 조력으로 가방을내려놓고 잠시동안 서

있을려니 차는 다시 기적을불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기차가 저만큼 간뒤에

도 차창에선 낡은 매꼬자 흔드는 것이 보이었다. 나는 혼자 푸랫드폼에 

서있었다 가만이 손을 호주머니에 넣어 과자를 만저보고 나는 입속으로

「철령까지」

 하고 중얼거려보았다.76)

 우연한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화자는 신성천에 도착하지만 젊은 부인이 

건넸던 비스켓을 만지작거리며 철령이라는 먼 길과 그들의 처지를 더듬어보

는 화자를 확인할 수 있다. 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의 ‘만주’라는 공간이 

내포하는 식민지인들의 애환을 이와 같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사실적으로 

74) 대계3, 145면.
75) 1930년대 중반부터 수많은 한반도의 이농민들은 만주로 향했으며, 만주국의 

임시 국세조사에 따르면 1940년에 총인구 4,300만 명 중 조선인은 150만 명에 
해당했다. (오양호, 「1940년대 만주이민문학 연구-『만주조선문예선』,  여로형 
만주이민소설을 중심으로 한 문학지리학적 접근」, 현대문학의연구 34, 2008, 
1-2면.) 만주로 향하는 이들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일련의 텍스트에 나타난 만
주라는 지역은 후술할 『사랑의 수족관』에서 만주 개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
는 김광호에 대한 김남천의 시각과 관련지어 살펴볼 만하다.

76) 대계3,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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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인의 형상은 「기행(起行)」을 통해서도 반복되는데, 이때에

는 더욱 구체적인 비극적 서사를 확인할 수 있어 주목을 요한다. ‘京義線
(경의선)’, ‘檜倉(회창)’, ‘鑛山附屬病院(광산부속병원)’이라는 제목이 붙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단편은 「철령까지」와 마찬가지로 여로형 구조의 

소설이다. 조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전보를 들은 화자는 평양에서 성천

으로 향한다. 기차에서 겨우 자리를 얻게 된 화자는 자신의 옆에 선 모자를 

계속해서 의식하게 된다. 화자가 먹고 버린 귤 껍질을 들고 있는 아이와 그

것을 머리에 이고 선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아이의 어머니를 보며 화

자는 눈 둘 데 없어 한다. 물을 달라고 보채는 아이의 모습 역시 「철령까

지」에서 나온 어린 아이의 모습과 유사하다. 화자는 그들을 보며 “노동을 

팔러 초산, 북진같은 국경 지대에 가있는 남편을 찾아 멀리 길을 떠난 부인

네”(423)가 아닌지 생각한다.

 회창에 도착한 화자는 삼우제를 지낸 후 회창의 광산에 구경을 가게 된다. 

김남천의 소설에서 광산은 「가애자(可愛者)」(1938),「미담(美談)」(1938), 

『사랑의 수족관』(1939)에서와 같이 광산 노동자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공

간이다. 화자는 회창의 여관에서 자신의 어릴 적 친구인 여관집 둘째아들을 

만나게 된다.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군청 직원에서 동경 유학으로, 

사립 학교 교원으로, 금융조합으로 직업을 몇 차례씩 바꾸던 그는 최근 의

사시험에 거의 합격한 상태이다. 화자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든 

환경을 개조해보고자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친구의 모습을 격려하곤 했다. 

그러나 오랜만에 조우한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뜻밖에도 “사람을 지배하

는 환경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나를 지내간 팔년동안에 절실히 느꼈”(431)

다는 말이다.

 이처럼 의미심장한 말을 뒤로 한 채 이들은 광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설비를 잘 갖춰놓아 광산의 자랑거리라는 광산부속

병원에 들른다. 그곳에서 화자는 회창에 오는 기차에서 마주했던 여인이 울

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은 광산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치명상을 입은 노동자였음을 알게 된다.



- 38 -

 멍하니 서서 기차안에서 보든 광경과, 아까 여관에서 이야기하든 환경설

과, 그리고 생명의 신비한 성질같은것을 두서없이, 그러나 그실 어느것이

나 뚜렷하나 의식은없이 생각해 보고 섰든 나를 재촉하며, 

 「인간의 상사지」

 순시는 빨던 담배를 휙 시군차에 던지고 성큼 성큼 큰길을 쪼차 골짜구

니로 발을 옮겨 놓았다. (438)

  소설은 이와 같은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자신의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부

단히 노력하였던 친구의 모습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과 함께 그를 둘

러싼 냉혹한 세계를 짧은 일화 속에 고스란히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기차에서 자리를 얻지 못한 채 서서 가는 부인이 다시 서사에 드러나 노동 

계급의 비극이 극적으로 겹친다. 기차에서 내내 화자가 아이와 동행한 부인

의 고단한 모습에 모종의 부채감을 느꼈음은 소시민 인텔리겐차로서 계속해

서 김남천이 느껴야 했을 부채의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화자는 그녀에

게서 시선을 뗄 수 없고, 그녀는 그가 가는 곳마다 자리하고 있다. 물론 이

때 그녀가 겪어야 했던 세계의 폭력은 화자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가 기차에서 차지한 자리 역시 그녀의 자리를 앗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화

자는 자신이 결코 온전히 알 수 없을 타자의 취약성에서 눈을 돌릴 수 없

다. 이때 여인의 처절한 모습은 그 자체로 ‘얼굴’의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

에 과거 주의자의 직접적 폭력에 시달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남천

의 확장된 타자 인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여성의 형상은 점차 구체적으

로 서사화되며, 또한 초점화자로서 그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하여 더욱 생

명력을 얻게 된다.  

 

 2.2. 성-노동의 교차 지점에서 나타나는 시선과 목소리

 김남천의 소설에서는 생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낙인의 형태로든 실질적

인 위협이든 계속해서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문제를 마주하는 여성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태혜숙에 따르면 섹슈얼리티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일반작

용과 얽혀 있으면서도 여성억압의 독립적인 특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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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다.77) 김남천의 소설에서 여러 여성 인물들은 그러한 자본주의의 폭력

과 여성억압이 교차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이와 같은 

형상화는 김남천이 여성과 계급, 곧 성과 노동의 문제의 긴밀한 관계를 의

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지하고 있던 작가였으리라 추정해볼 수 있도

록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인물들의 모습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그들이 생

생한 ‘자기’의 시선과 목소리의 존재/부재로 자신을 둘러싼 억압에 대한 저

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안해 (或은 이런 남편)」(1939)는 무능력한 남편과 그런 남편의 폭

력적인 시선을 폭로하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앞선 소설과 연장선상에서 독해

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 작품은 전향한 사회주의자와 그에게 예속되어 

있는 아내/애인이 아닌 무명 극작가 남편과 인기 여배우인 아내를 다루고 

있어 이전의 소설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이 소설은 여성 인

물의 적극성이 강조되는 작품으로 주목을 요하는데, 특히 ‘목소리’가 소거된 

남편과, 계속해서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는 아내78)가 나온다는 점에서 특징

을 지닌다.79) 이와 같은 아내의 목소리는 그녀가 여배우라는 표상에 갇히지 

77) 태혜숙, 앞의 책, 76면.
78) “발화자는 누구인가, 그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그는 어떤 종류의 사회에

서 살고 있는가, 그는 믿을 만한가, 그는 그 자신과 그의 대담자 사이에 어떤 
관계를 수립하려고 노력하는가 등등 (…) 독자는 언표내적 행위를 위한 관습에 
대한 그의 무언의 지식-과거와 현재, 현실적인 것과 가능한 것-을 구축한다. 그
리고 그가 구축하는 것은 작품을 구성하는 행동에 의하여 암시되는 세계의 이미
지이다. 내가 믿기로 작가와 독자 사이의 이러한 상당히 복잡한 示談transaction
은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모방mimesis”이 의미하는 바라고 말할 수 있다.” 
(Ohmann, “Literature as Act” pp.98-99; 수잔 랜서, 앞의 책, 86면 재인용.)

79) 복수초점화를 활용한 소설 「장날」 역시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서두
성’은 자신의 아내 ‘보비’가 ‘김종칠’과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확신하여 ‘김종칠’
과의 칼부림 끝에 사망하게 되는 인물이다. 이때 세 인물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
는 양상을 띠고, 사건의 진실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보비의 에누다리에서 
특징적인 면은 서두성이 자신에게 의심을 품고 있는 동안 자신에게 아무 것도 
묻지 않았음에 대한 원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련한것이 어
째 내겐 한마디 말두 안하구”, “네가 만일 그때부터 나를 잘못 생각하구 있거들
랑, 어째서 열흘이 넘는동안 내게 일언반구가 없었단 말가.” (김남천, 「장날」, 
이주형·권영민·정호웅 편, 『韓國近代短編小說大系 3』, 太學社, 1988, 400면, 
이하 괄호 안에 쪽수 표기.), “너는 내게는 말한마디 않고”와 같은 원망은 “진정 
네 혼넋이 있거들랑, 내말을 들어봐라.” (402)와 같은 요청으로 이어진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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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일조하고, 더 나아가 작품 전체를 지배하며 남성 인물의 자기 연민

이 아닌 여성 인물의 서사 그 자체를 주목하게끔 하는 역동성을 지닌다. 이

를 논하기 위하여 먼저 당대의 여배우가 지닌 표상적 의미를 그 때의 현실

에 비추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교적인 가치관이 팽배했던 식민지 조선에서 여배우가 된다는 것은 ‘매음

녀’와 동일시되며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직면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다. 

1928년 토월회의 배우 모집과 관련된 기사를 쓴 백시라에 따르면 여배우는 

“아주 천하고 쌍스럽고 더러운 여자로 생각”되어 문제적이었고, 이에 토월

회는 인물보다도 품격을 선발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불량소년들이 30여명씩 

모여들"어 난황을 겪었다고 한다.80) 이처럼 여배우는 “특정한 사회나 개인, 

집단이 성적인 존재로 정체화되는”, 곧 성애화되었던 직업으로81), 「이런 

안해 (或은 이런 남편)」에 나타난 부부의 모습은 이와 같은 여배우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난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처한 모양이다. 나의 시선을 끌어볼려고 가

만이 기침을 기처본다. 내가 그대로 움지기지 않으니 그다음은 나를 건드

려 볼영으로 흥하고 코방구를 뀌어 본다. 펄쩍 얼굴을 돌리고 지금 코를 

흥하고 올린건 무슨 버르장머리냐고 대들기를 난주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

다. 뭐라고 하면, 댓바람에 노발대발하야 소반우에 놓인 찌개그릇 이라도 

던질 듯이, 험상구진 표정을 지어 주기를 그는 히망하고 있는 것이 분명

하다. 

 (…) 난주는 이윽고 춤을 추듯이 몸을 한번 장판우에서 핑 돌고, 속치마

에 주름살이 구기지 않게 양손으로 치키듯하면서 댓자곧자로 나를 향하야 

달려 들었다. 나의 손에서 책을 빼앗고, 무릎을 눌르고 그우에 가로 올라

럼 특정 상황에서 남편의 침묵은 대화의 부재로, 아내의 말 할 수 없음으로 이
어지고 있다. 

80) 백시라, 「부인기자 암행기」, 『별건곤』 16집 7호, 1928, 114-121면; 김정
은, 「일제시대 기생과 여배우와의 관계 : 대표적인 여배우를 중심으로」, 숙명
여자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47-48면 재인용.

81) 이명선, 「근대의 ‘신여성’ 담론과 신여성의 성애화」, 한국여성학 19, 2003, 8
면; 김수진, 「한국 근대 여성 육체 이미지 연구 : 1919~30년대 인쇄미술을 중
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52면 재인용.



- 41 -

탄다. 양손으로 귀를 쥐고 내 얼굴을 비쩍 치켜든다. 머리 뒷데석이 바람

벽에 탕하고 부드친다. 나의 두눈은 정색한 난주의 표정을 힐끗 보았으나, 

곧 눈시울을 내려 깔고, 속치마가 절반이나 미끄러진 난주의 가슴팍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다시 나의 눈을 따른다. 그러나 나의 눈을 붓

잡지는 못한다. 

 (…) 드디어 나의 시선을 붓잡아 세우기에 실패한 난주는, 두손으로 나의 

얼굴을 바짝 지치고, 바른 손으로 보기 좋게 파닥지(얼굴-인용자)에 반지 

낀 손바닥을 하나 갈겨 부쳤다. (…) 난주는, 드디어 송두리째 들어내인 

기다란 두팔로 나의 동체를 껴안고 울기 시작하였다. 그의 눈물이 나의 

볼편에 묻을때에, 나는 비로소 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말」이라고 생

각해 볼수있었다. 난주는 나의「목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웃음이

든, 우름이든, 욕이든간에, 그는 나의 무표정만 허물어 버리는, 언성이 나

오기를 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드디어 말하였다.

 「내가 출세허는걸 왜 질거워 헐수가없수.」

 이 한마디를 겨우 더듬 더듬 뱉어 놓은 난주는, 다음은 에누다리처럼 지

절대었다.

 「시굴로 쏘댕기는 순희극단에서 중앙공연을 할 수 있는 일류 흥행극단

으로, 그리고, 오늘 처음, 찬란한 스크린에서 불꽝을 쏘이게 된걸, 어째 당

신은 진심으로 질거워 해 줄수가 없수.」82)

 남편 ‘나’의 반응을 요구하던 난주는 결국 ‘나’를 때리며 왜 자신의 출세를 

즐거워하지 않느냐고 묻기에 이른다. 그러한 아내의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지만, 발화되지 않은 속마음은 “진심으로 질투한다”, “너는 내 것이 아니

었다”, “스캔달이 너에게 있을 것을 나는 일순간이라도 생각지 않은적이 없

었다”와 같이 나타난다. 결정적인 것은 “너는 (…) 당대의 인끼배우, 나는 

그대로 무명 극작가”(148)라는 대조이다. 순회극단에도 “절반은 벌거숭이로” 

춤을 추던 아내였으나, 그때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의 육체에 대한 “불순한 

감각”(149)을 느끼게 된 것이 아내의 성공과 자신의 제자리걸음 때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남편의 속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난

82) 김남천,  「이런 안해 (或은 이런 남편)」, 『鑛業朝鮮』, 1939.4; 이주형·권영
민·정호웅 편, 『韓國近代短編小說大系 4』, 太學社, 1988, 147-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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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그에게 목소리를 요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시선을 내포한 비겁한 침묵

을 깨고자 하는 이유에서다. 또한, 나의 성공을 왜 즐거워하지 않느냐는 질

문은 그러한 시선이 품고 있는 난주의 직업에 대한 불온한 시각에서 벗어나

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처럼 폭력을 고발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나를 압

도하는, 엄습하고 압도하는 타자로서의 여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83)

 김남천의 문학 세계에서 타자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소년 인물들과 

관련된 소설 역시 그들의 누이이자 기생으로 형상화된 여성 인물과 관련하

여 살펴볼 만하다. 김남천이 소년을 이상적인 존재로 여겨 그의 주인공으로

써 활용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남천은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통일성

을 상실하지 않고 자기분열을 경과하지 않은 인물”84)로서 ‘소년’을 기대하

였던 것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애초에 분열되지 않

은 ‘자기’는 허상에 불과했으며 이와 같은 소년/어른의 이분법은 실패를 내

포할 수밖에 없었다.85) 소년 주인공이 사라진 이후로 나타나는 여성 주인공

83)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2018, 86면 참고. 이에 더하
여「어린 두 딸에게」의 끝 부분 역시 김남천을 압도하는 타자와 관련하여 주목
할 만하다. 김남천은 이 글에서 딸들에게 자신을 넘어설 것을 준엄한 어조로 요
청하고 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걸어나가야 한다. 용감하게 전진하여야 한다. 
너의 눈이 앞을 보지 못할 때엔 아빠가 단 하나의 길을 찾으려고 애쓰기도 하자 
너희들이 눈앞에 구렁치를 모를 때엔 너희들의 팔을 잡아끌기도 하자 그리하여 
조금도 지각됨이 없이 용감하게 걸어나가자! 그러나 나의 어린것들이여! 만일 
너희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무능력한 아빠가 너희들의 전진에 둘 없는 장
애가 될 때엔 나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기도 하여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쫓아 
올 때엔 나를 다시 너희들의 대오 속에 넣어주기도 하여라! 그러나 뒤떨어지는 
아빠를 마음에 생각하고 뛰던 다리를 멈추고 뒤를 돌려다 보아서는 아니 된다. 
장애물이 되어버린 백 개 천 개의 『나』를 떨구고 넘어서 너희들은 전진하여야 
한다.” (김남천, 「어린 두 딸에게」, 『우리들』, 1934; 『전집 2』, 29면.)

84) 김남천, 「현대 조선소설의 이념」, 『조선일보』, 1938.9.17.; 전집1, 402면. 
85) “그와 같은 이분법을 자명한 것으로 또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관념을 

추적해 가다 보면 결국 ‘백지상태(tabularasa)’의 순수했던 ‘과거’와 순수성을 상
실한 ‘현재’라는 식의 형이상학적 세계관과 마주친다. 또는 현재를 부정(심판)하
고 오염되지 않았던 과거(이상)로 회귀한다는 신학적 관념과 유사한 퇴행적 사
유와 만나게 된다. 따라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리스적 명랑성과 완결성(인
류의 유년시절)에 대한 멜랑콜리(melancholy) 또는 낭만적 동경을 모티브로 소
설의 역사를 사라져버린 서사시에 대한 충동과 강박(대리보충)의 역사로 풀이했
던 루카치(G. Lukács)를 김남천이 자신의 이념전 전범('별이 빛나는 창공')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명중, 「김남천 소설 속의 누이 표



- 43 -

들이 초기의 여성 인물들과 같이 남성의 안티테제로만 볼 수 없는 다양성을 

지니는 것은 김남천이 이상적인 존재를 설정하는 것의 한계를 자각했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던 것은 상

술한 바와 같이 계급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폭력이 그들에게 가해지

는 것에 대한 김남천의 타자 의식에서 촉발되었던 것으로도 짐작해볼 수 있

다. 그의 소설에 나타난 소년 인물들은 폭력적인 세계를 막연하게나마 인지

할 수 있었으나, 정확한 표적을 세우거나 균열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다. 소

년들은 동전을 내던지고 콤팩트를 깨트리며 세계에 대한 분노를 표하거나

(「남매」 연작) 서러움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릴 뿐(「누나의 사건」 연작), 

끝내 무엇도 묻거나 요구하지 않은 채(「무자리」86)) 소년 시절을 떠나보낸

다. 작가가 그들에게 낙관적인 전망을 선사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일이

었으므로87) ‘소년’들은 자라 세계와 타협하거나 무력한 어른이 될 것이었다.

상-소년 주인공 계열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1, 2010, 168면.)
86) 「무자리」의 운봉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동급생들과 선생

님을 놀라게 한다. 마약에 중독된 아버지로 인하여 변변찮은 가정 형편이 그를 
경성으로 유학 보낼 수 있을 만큼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운봉이 남몰래 믿고 있는 것은 자신을 서울에서 공부시키기 위하여 서울로 일을 
하러 간다던 누이 담홍의 존재이다. 그러나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돌아
온 누이는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초라하고 가난한 남자의 아이를 가진 상태이
다. 이에 따라 운봉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된다. 

87) “그러나 털어놓고 말하면 「소년행(少年行)」의 봉근이나 「무자리」의 운봉이
에게 사상을 의탁하는 그러한 천박한 문학의식으로부터도 나는 떠나고 싶었다. 
봉근이는 제가 품었던 인간적 신념의 닻줄이 끊어져 버렸어도 자전거를 타고 약 
배달을 나갈 때엔 다시 희망을 품을 수가 있었다. 운봉이는 자기가 꿈꾸던 모든 
환영(幻影)이 깨어져 버릴 때, 그러나 자기를 소년 직공으로 재생시켜서 살리려
고 하는 희망은 다시 그의 어린 마음에 용솟음쳤다. 이곳에 나타난 것은 혹은 
불요불굴(不撓不屈)의 정신이나 사상일는지 모른다. 나는 그것을 부둥켜 잡고 
세상은 아직도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강성을 획득할 수 있었는지 모른
다. 이것은 나에게나, 또는 이것을 읽고 사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행복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감을 낚기 위하여 무엇이 감
행되었는가. 현실의 왜곡이었다. 봉근이와 운봉이의 희망과 불요(不撓)의 정신은 
가난한 모든 살림살이에 대한 작자의 모독과 현실왜곡의 소산인 것이다. 현실은 
좀 더 험준하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학사상은 귀여운 환상임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 (김남천, 「체험적인 것과 관찰문학적인 것(발자크 연구 노트4) -
속·관찰문학소론-」, 『인문평론』, 1940. 5; 전집1, 60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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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무력한 소년 인물들을 통하여 전망을 제시하는 일은 김남천에게 있

어 “가난한 살림살이에 대한 작자의 모독과 현실 왜곡”, “귀여운 환상”으로 

느껴졌고, 김남천은 이러한 “천박한 문학의식”에서 떠나고 싶다고 느꼈다. 

또한, 전향한 사회주의자의 아내·애인을 통하여 소시민 지식인을 고발하고자 

했던 시도 역시 “시니컬한 내성 심리에 시종하고”88) 마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성 인물을 전면화한 소설의 확산이 일어나는 시기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불거진 때와 맞물린다. 본 논문에서는 여성 인물이 인간화되는 과정을 드러

내기 위하여 주로 소년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되어왔던 소년 연작 중 

「남매」 연작을 누이 계향(봉희)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소년 주인공 소설에서 소년은 기생인 누이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집안에서 유일하게 ‘생활’하고 있는 누이들은 소년의 

유일한 희망으로 그려진다. 그런 한편, 그러한 누이들의 수입이 그녀들의 성

을 판매함으로써 얻어졌다는 사실은 소년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도 하다. 이에 따라 소년들은 누이들과의 관계를 떠나 자신의 삶을 모색하

기에 이른다. 이때의 기생 누이들은 이상적인 주체로 내세워진 소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는 후에 조

선일보에서 연재되었던 「바다로 간다」(1939)에서 여급 영자가 중심인물이

자 주된 초점화자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는 이와 같은 누이에 대한 소년 주인공의 애증의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남매」 연작을 살펴보고, 후에 3장에서의 「바다로 간다」 의 분석

을 통하여 자신의 성을 판매하고 있는 여성 인물의 형상이 그와는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소년 주인공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소설 「남매」 연작에서 부각되는 것은 

계향(봉희)의 타락한 육체이다. 「남매」에서 계향(봉희)는 자식을 돌보기는

커녕 딸의 신체를 활용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부모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기생이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애인 인상을 향한 순정을 지키고자 그

와 “좋아 지내게 된 다음부터는 결코 다른 사나이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

88) 김남천, 「현대 조선소설의 이념」, 『조선일보』, 1938.9.17.; 전집1, 4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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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므로 봉근에 의해 “숭고하고 신성한”, “마음이 깨끗”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었다. 그러던 봉희가 어머니와의 다툼 이후, ‘인상’이 아닌 다른 남자

에게 몸을 맡긴 것을 확인한 순간은 봉근에게 있어 “세상에는 숭고하고 신

성한 것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것”을 느끼고 집을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된

다.

 이때 계향(봉희)이 봉근에게 있어서 용납할 수 없이 타락한 존재로 느껴지

는 것은 “결국 돈 때문에 몸을 단 한 번이나마 맡기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식주를 누이의 수입에 기대고 있는 집안의 형편상, 결국 이는 불

가피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와의 다툼 후에 누이가 선택한 손님이 

여태껏 의붓아버지 학섭이 누이에게 계속해서 권했던 젊은 식료품 주인이라

는 것에서도 이를 방증한다. 그러한 누이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집

을 나가 한 번도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은 봉근의 모습은 누이 계향(봉희)

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이와 같은 봉근의 시선은 소년의 

순수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작가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세속적

인 삶을 초극하기 위하여 순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와 같은 ‘누

이 콤플렉스’89)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과 그러한 사건을 추동하는 동생의 시선은 

무엇보다 누이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 어머니와의 다툼 역시 계향(봉희)

이 준 돈을 바닥에 내팽개친 봉근으로 인하여 촉발된 것이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인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안기게 되는 것도 결국 부모의 지속적

인 강요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누이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봉근이라는 

초점화자를 통하여 이야기가 전개되며 누이를 향한 혐오의 감정이 작품에서 

부각되고 있지만, 누이의 “독살 오른 목소리”는 누이가 그날 밤 식료품 가

89) 김윤식은 『무정』의 ‘형식’에서 보이는 ‘누이 콤플렉스’를 “순결성·순수성에 근
거된 것”이자 “새로운 세계의 우주관을 여는 열쇠”로 본다. 세상살이에 연연하
느라 가려진 순진성을 초극하기 위하여 순진성·순수성을 회복할 필요성이 요청
되고, 이에 따라 “여성이되 범할 수 없는 기품을 지닌 것, 여성이되 가장 잘 보
호해야 할 존재, 오빠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아니고는 아무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정결함과 순수함의 상징”인 누이를 호명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윤식에 따르면, 이는 오빠라는 존재의 소년적 순수성과 정비례하며, 동정(童
貞)과 같다. (김윤식, 앞의 책, 55-56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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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의 젊은 주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애비라구 가갸 잘 변변히 가르쳐줬단 말인가. 밥을 알뜰히 멕여서 남처

럼 호사를 시켰단 말이냐. 기생질해서 양식 대구 몸 팔아서 술 멕인 게 

이붓자식 된 큰 죄가 돼서 술독에 넣어 치닥거릴 못 시켜 죽일 년이란 말

이냐. 할 거 다하구 틈틈이 내 좋은 서방하구 즐기는 게 원수가 돼서 술 

먹었노라고 아우성이요 술 안 먹은 건 정신이 말짱하다구 애미 애비 된 

자세루 사람을 졸라대니 나가라문 나가지. 엄매 그늘 밑에서 흔하게 잡은 

물고기 한 마리 먹어본걸?”90)

 의붓아버지 학섭이 어린 봉근을 고생시켜 가며 잡아온 물고기를 가족들이 

먹을 것도 남기지 않은 채 모두 팔아 자신의 술값으로 만드는 모습은 어린 

봉근을 “어이가 없어 멍하니 서 있”게 하고, 계향(봉희)에게도 “엄매 그늘 

밑에서 흔하게 잡은 물고기 한 마리 먹어본걸?”이라 묻게 만드는 일이 된

다. 의붓아버지가 자식의 노동력에게서 이익을 취하고 정작 자식에게는 아

무런 공도 돌아가지 않는 것은 이 한 번의 사건 뿐 아니라 그간의 세월 동

안 숱하게 반복되어 왔던 일일 것이다. 이러한 세월 속에서 계향(봉희)이 

유일하게 자신을 위안하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린 동생에 대한 책임감과 

인상을 향한 선택뿐이었다. 그러나 망연자실한 동생에게 호떡이라고 사 먹

으라며 건네준 돈은 그 동생 봉근의 손에 의하여 하잘것없는 것처럼 내팽개

쳐지고, 그와 같은 봉근의 행동은 계향(봉희)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의심

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이러한 동생을 향한 분노를 표했을 때, 

어머니는 왜 동생에게 분풀이를 하느냐며 “네 맘에 드는 서방 데리구 맘대

루 치탁거리면서 살”(88)라 말한다. 이러한 발언은 계향(봉희)이 자신을 지

킬 수 있었던 마지막 보루인 인상과의 관계를 위협하며 결국 위의 인용문과 

같은 분노를 토해내도록 만든다. 

 「소년행」에서 7년만에 재회하게 된 누이는 ‘봉근’의 시선에서 더욱 타락

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 그것은 모진 세월을 겪으며 더욱 여위었을 것

이라 생각했던 누이가 “능청맞게 비둥비둥하게 살진” 몸으로 나타나 만나기 

90) 김남천, 「남매」, 앞의 책,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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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봉근’에게 보냈던 편지에서의 안타까운 사연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징글징글한 염증”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이는 누이가 사회주의자였다가 

금광 브로커가 된 박병걸과 맺고 있는 모종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누이는 소년 주인공에 의하여 단죄된다. 작가가 분열되지 않은 주

체를 위하여 내세웠던 소년은 성적이면서도 성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누이를 

향한 이중구속적 명령을 내세우며 분열한다.91) 오갈 곳 없는 분노를 누이에

게로 투사하는 주인공의 시선 아래에서 그녀는 불쌍하고도 청신한, 숭고한 

누이가 아니고서는 용서 받을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자신의 누이를 향한 이

와 같은 봉근의 시선은 누이가 지닌 사연을 무화하는 역할을 하고 순진하고 

청신한 어린 기생 연화에게로 주의를 돌리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봉근의 기

억 속에 떠오르는 과거 박병걸의 모습은 누이가 왜 그를 의탁할 수밖에 없

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봉근이는 병걸이를 잘 알고 있었다. 내지 가서 학교에 다닐 때엔 안경도 

안 쓰고 또 코 위에 오뚝하게 기른 수염도 없었다. 긴 머리칼을 하고 방

학 때에 오면 노 천도교당에서 연설을 하였다. 연설회가 끝난 밤엔 어데

서 술을 처먹었는지 청년회 친구 두서넛과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자기 누

이를 끼고 봉근이가 자고 있는 집으로 몰려왔다. 그리고는 다시 칸즈메해

서 술을 컵으로 마시며,

 “기생도 학대받는 계급이다”

 하고 주먹으로 술상을 울리고 야단을 쳤다.

 그러면 감격하여 누이도 우는지 웃는지 모를 소리를 올리고 으악 하곤 

고함을 치며 손을 두드렸다.92)

 병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채 “누이를 끼고” 있었다. 계향(봉희)에 대한 

인간적인 존중을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으로 그의 신체를 유린하고 있으면서

도 “기생도 학대받는 계급”이라 말하는 모습은 사회주의자의 위선적 면모를 

91) 정명중, 앞의 글, 177면.
92) 김남천, 앞의 책,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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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낸다. 그러나 7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계향(봉희)이 그와 함께하는 

것은 그에게서 술장사의 밑천을 빼는 것과 같은 표면적인 이유를 제하고도 

그에게서만 들을 수 있었던 언어 때문이었을 것이다. 별 볼 일 없어진 병걸

의 모습은 그러한 공허한 말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던 계향(봉희)의 절실한 

처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자신이 희생하여 먹여 살리는 

가족에게서조차 천대를 받던 그는 “학대받는 계급”이라는 언어에 의탁해야

만 자신의 서러운 신세를 호소할 기회라도 주어졌던 것이다.

 한편, 「오듸(桑椹)」(1941)는 기생의 목소리가 두드러지는 또 다른 단편 

소설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 소설에서 술자리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것은 오

디 나무로 인해 환기된 박진사댁의 불행과 더불어 어린 기생 ‘창엽’ 때문이

다. 어린 시절 박진사댁의 오디를 훔쳐 먹던 ‘나’는 박진사댁의 막내딸에게 

들키지만, 혼이 나기는커녕 복숭아를 얻어먹는다. 그때부터 가세가 기울고 

있던 박진사댁의 막내딸은 술주정뱅이에게 시집을 가 모진 매를 살며 기구

한 삶을 살게 된다. 

(1) 나는 창엽이를 무릎 가까이 오래서 그의 손을 만져 주었다.

 「바르타자아르가 무슨 소리냐.」나는 다시 듣는다. 부끄러움이 잠시 눈

가상에 끼치는 듯하였으나 이윽고 창엽이는,

 「십 년 전 제가 아홉 살 날 때 옛말 시간에 들려 주시지 않았어요.」하

고 말하였다.

 「십 년 전?」이라면,, 내가 지금 수물 여덟째 잡히니까 열 칠팔 세, 중

학 삼사 학년 때이라고 나는 곧 속으로 주먹구구를 하였고, 아아 참, 중학 

삼 학년 겨울 방학 때, 예수교 예배당에서 두 주일 동안 아이들을 모아 

놓고 야학을 하였다고, 나는 드디어 무릎을 딱 쳤다.93)

(2) 사무실에서 잠시 전화를 걸었다고 속이고 나는 비인 방석 위에 앉았

다. 방석이 차거온 것이 뼈에 사무치었다. 가려고 하던 참인데 김군이 자

리에 돌아 왔으니 마지막으로 한 순배 돌면서 노래나 부르자고 한다. 나

도 취해서 돌아 가고 싶었다. 창엽이가 술을 따른다. 술이 차겁다. 혀가 

93) 김남천, 「오듸(桑椹)」, 『文章』, 1941.4,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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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다. 그래도 꿀꺽 삼키니까 가슴 밑이 다사로운 것 같다. 나는 거피 석 

잔을 마시었다. 그리고는 그 때에 나이 지근한 해중월이가 노랫가락에 맞

추어 부르기 시작한 승도 기생의 옛 시조에 가만히 귀를 기우렸다.

 ―산은 옛 산이로듸 물은 옛 물아니로다. 주야로 흐르나니 옛 물이 있일

손가. 인걸도 믈과 같아여 가고 아니 오더라.94)

 이러한 박진사댁이 있던 자리에 생긴 요릿집에서 만난 창엽은 10년 전 공

적 화자가 야학에서 자신에게 알려주었던 “바르타자아르”라는 문학 작품의 

제목을 발화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그가 따르는 술이 차갑고 화자

의 혀를 시리게 만드는 것은 젊은 기생이 자신이 가르쳤던 어린 소녀로 보

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별을 따라 베들레헴을 쫓아가던 마음으로 지금 

뭇 사내 앞에서 술을 따르는 신세”(605)가 된 창엽에 대한 화자의 시선이 

연민에 가깝고, 그러한 연민이 “십 년 전의 푸른 꿈을 아무 데서 이루어 보

지 못하고 쭉지가 부러져서 뜻을 잃고 고향에 돌아 온”(605)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맞닿아 작동하고 있음은 이와 같은 여성 인물의 비극을 자신의 

비극과 동일시하고 있는 화자로 인한 한계가 분명한 이 소설 역시 작가를 

환기시키는 ‘나’라는 인물을 통해 사회 변혁에 성공하지 못한 사회주의자와 

여성 인물들이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착취 당하는 현실이 교차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주목을 요하는 것은 자신이 ‘나’에게 배웠던 언어를 전유하여 ‘나’에게 시

대와 젠더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여성 인물의 목소리가 화자로 하여금 당연

하게 여겨졌던 세계를 낯설게 보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바르타자아르”를 

발화하는 창엽은 과거의 창엽과 같은 존재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만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화자에게 존재자로서의 자신을 알리며 ‘나’를 각

성하게 한다. 화자 앞에 마주한 자신이 도구적 존재가 아니라 문학을 공부

하던 바로 그 소녀임을 알리는 창엽은 ‘나’를 과거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 

창엽을 인식하도록 만든다.

 한편, 목소리는 그 존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노고지리 우지진다」

(1940)에서와 같이 부재를 통해서도 일종의 균열을 만들어낸다. 「노고지리 

94) 김남천, 위의 글,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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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진다」에는 성적 착취가 일어났던 노동 공간을 떠나지 못한 채 그곳에

서 일해야 하는 여성 인물의 공적 화자 ‘나’를 향한 뜨거운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여성이 공적 영역에 진출할 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는 흐려

지고,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노동은 분리되지 않은 채 작동한다. 이에 따라 

여성 인물은 노동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섹슈얼리티의 위협에 노출되지만,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

해서도 여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95) 

 이 소설에서 화자가 인부들의 품삯이 적은 것에 대한 고민하는 것에 대해

서 “라디칼한 묘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삼촌의 모습은 화자가 인부들

에게 지니는 피상적인 안타까움이 ‘R’을 향한 죄의식과 함께 위선으로 드러

나게 한다. 즉, 이 소설은 김남천의 계급의식과 여성 인물의 ‘생활’에 대한 

의식이 함께 나타나는 작품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소설은 일기라는 형식의 특성상 작품 외부의 서술자(作者)가 짧게 등장

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농장의 젊은 주인인 ‘나’(이상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는 K양(박계옥)과의 결혼을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하던 도중, 사라

졌던 R(필레)과 마주하게 된다. R은 ‘나’의 농장에 일을 하러 왔던 젊은 여

성으로, 약 반 년 전 ‘나’가 “정조를 빼앗았(630)”던 인물이다. 옻이 올라 

앓아누웠다는 R의 삯전을 계산하러 온 어린 여동생에게 십 원짜리 두 장을 

약값으로 쥐어 보낸 후 ‘나’는 R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R은 다시 

‘나’의 눈앞에 나타났고, R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나’를 K양에게도 연

락을 취할 수 없도록 만든다. ‘나’는 R과의 결혼까지 고민하지만, R은 글자

도 읽지 못하고 신식 문물이나 따라하는 여성이 될 것 같아 자신의 결혼상

대로 부적절하다는 판단96)을 내린다. 결국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한 채로 

95)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배상미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수향은 모든 노
동을 소외된 노동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진짜 모습과 노동과정 속의 자신의 모습
을 분리시키고 직업으로 환원되지 않는 자신의 독자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직업은 그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일터는 한 사람이 하
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한 사람의 개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다.” (배상미, 「1930년대 프롤레타리아 소설 재론 –여성, 노동, 섹슈얼리티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26면.)

96) “R은 제 이름자 한 자도 벤벤히 못 쓴다. R은 가정상 교양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그런 대로 수수하게 가축들이나 돌보고 아이나 낳았으면 문제 없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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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밝는 것으로 소설이 끝나는데, R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나’의 고민은 

인부들을 향한 그의 고민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인부들이 자신이 주는 삯전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해

야 한다는 ‘나’의 고민은 이 소설을 여는 도입부로, ‘나’의 이중적인 시각을 

잘 드러내준다. 삼촌은 ‘나’의 몫을 줄일 것을 제안하지만, ‘나’는 자신이 꼭 

큰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그럴 수 없음을 피력한다. 또한 

그는 인부들을 점심시간이 되면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가고, 점심시간이 끝

나도 30분이나 늦게 오는 존재들로 묘사한다. R을 향한 ‘나’의 시각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R이 가난한 노동 부인이라는 것을 농장 주인인 내가, 의식

하고든 안하고든, 이용하였다는 것만이 엄연한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는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97)이다. 이처럼 R과 인부

들을 향한 그의 생각은 시혜적이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

다.

데, 그가 나의 아내가 된 뒤에도 그러한 생활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시골서 
자라서 읍내로 들어 온 색씨들처럼, 선멋이 들어서 세월이 없는 월급쟁이 마누
라들처럼, 화장품을 사 들여다간 상판을 온통 분 투성이를 만들고, 지렁이처럼 
무지스럽게 눈섭을 그리고, 축음기엔 꼴불견 타령이나 걸어 놓고, 시절 없이 몰
려 앉으면 신식 말 하노라 시시덕거리고, 아!나는 그러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억제할 줄 모르는 질투, 절제할 줄 모르는 욕망, 조절할 줄도 
분별할 줄도 모르는 심정을 한 방에 몰아 넣고 나는 어떻게 나의 생활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김남천, 「노고지리 우지진다」, 『麥』, 乙酉文化社 , 1947; 
이주형·권영민·정호웅 편, 『韓國近代短編小說大系 3』, 太學社, 1988, 641면, 
이하 괄호 안에 쪽수 표기.)

97) “나도 동정을 제공하였으니까, 라든가, R이 처녀가 아닐런지도 모를 터이니까, 
라든가 등등은 나 자신의 저지른 일과는 무관계해야 될 것을 나는 인정한다. 누
가 먼저 유혹하였는가. 이런 것도 나 자신의 양심과는 교섭 시킬 필요가 없다. 
R은 옻을 타면서도 옻 나무 밭으로 들어 섰다. 그리고 그는 나의 집 부근을 밤 
깊이 배회하였다.―이런 것은, 만약 법률이라면 모두 훌륭한 증거로서 나에게 유
리한 변호를 하러 들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법적 처리가 아니고 나의 마음의 
처리라는데 있다. 그 일로 하여 앞으로 R의 생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이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지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서 그것은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판국에 내가 그에게 십 
원짜리 두 장을 약값으로 보낸 것은 지극히 비렬한 행동이었다.” (639-640) 
‘나’는 R에게 저지른 죄를 참회하고 책임지려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그의 
입장은 이미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그가 결국 인부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않은 것처럼, R의 ‘생활’ 역시 책임 지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52 -

 그러한 ‘나’에게 삼촌은 “라디칼한 것으로 묘책이 꼭 하나 있기는 하지만 

너에게 알려줄 수는 없다고”(620) 말한다. 삼촌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성 

고치는 이야기”를 나눌 때 다시 한 번 환기되는데, “그놈이, 옙병을 할 놈

이, 제놈은 이가가 아니구 무슨 돌 틈에서 나왔는지 문중이 모여서 종중 회

의를 여는데 사람을 몇 번을 보내두 오지 않었다! 호주가 제 마음 대루 각

각 지어 붙이는 게 당국의 방침이니 종중 회의는 다 무어냐구, 망할 놈 같

으니……”(644)와 같은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성을 고치는 일’에 대해 비협

조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이처럼 사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

던 인물인 삼촌이 화자에게는 말할 수 없었던 인부들의 품삯에 관한 “라디

칼한 묘책”이 무엇인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도 정황상 사회주의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오늘부터 옻 나무 묘포의 제초에 손을 대었다. 여느 때처럼 옻을 타지 

않는 부인네가 선발되었다. 열 명이었다. 그 중에 R이라는 젊은 처녀가 

섞였다. 웃동네에서 온 처녀다. 벌써 우리 농장에 일하러 오는지는 오래지

만 나는 오늘이야 그의 얼굴을 똑똑이 보았다. 아침에 인부들이 모인 곳

에서, 오늘은 옻 나무 밭에 들어 가야 할 텐데 옻 타지 않는 분만 따로 

나서 주십시오, 하고 말했더니, (…) 돌아 보다가 나는 문뜩 한 젊은 여자

의 얼굴 위에서 눈을 멈추었다.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얼굴이었다. 

나의 눈초리는 무엇에게 붙들린 듯이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 

때의 그의 얼굴과 표정이 그토록 인상적이었던 것이다. 그 처녀는 아무 

말도 안하고 많은 사람들의 틈에서 빠져 나왔다. 그리고는 아홉 사람 축

에 끼어 서는 것이다. 너 옻 타지 않니, 하고 장손이 할머니가 묻는 데는 

까닭이 없지도 않다. 옻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삯전이 십 전씩 더한 것

이다. 이 십 전 때문에 무리를 할려는 게 아니냐, 는 그런 속심으로 물었

던 것이다. R은 나직히, 일없어요, 하고만 대답한다. (633-634)

 이 작품에서 ‘R’은 눈에 띄는 외모와 “달빛에 이글이글 타는 듯한 두 눈

(637)”으로만 재현될 뿐이며, 목소리가 소거되어 있다.98) 그러나 이와 같은 

98) “R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그는 그 날 밤에도 정렬에 불탄 몸을 나에
게 맡겼을 뿐,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 뒤에 그는 한 번도 나의 앞에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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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의 부재는 도리어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R’의 입장에서 사건이 어

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는 소설 속에 나타나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나’의 농

장에 나와 일하고 있는 ‘R’의 모습은 그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다. 이는 R이 옻을 타면서도 십 전을 받기 위하여 “옻 나무 묘표

의 제초”를 자원했던 경제적인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R이 반 년 

후 다시 ‘나’의 농장에 나와 일을 해야 하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R의 절

실함에서 비롯되었을 회귀는 눈빛으로만 재현되는 R의 존재와 아직 터져 

나오지 않았기에 더욱 두려움을 자아내는 목소리로 하여금 ‘나’가 그토록 

원하던 결혼을 진척시킬 수 없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나’는 R과 관련

된 딜레마에서 벗어나고자 그녀에게 말을 걸고자 하지만, “눈에 파고 들 듯

하던, 불끼가 이글이글한 두 눈”(645)에 부딪히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곳을 지나치고 만다. 

 ‘나’는 이윽고 삼촌에게 찾아가 의논을 할까 하다 단념하는데, 이와 같은 

생각은 자신이 이혼을 두 번씩이나 하고도 꿈쩍 않던 삼촌과 같이 행동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화자는 삼촌과 같은 이들이 “이러한 문

제를 이렇게 구구하게 따지고 망설이면서 결단성이 없이 고민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며, 자신은 “그렇게 결단성 있게, 그렇지만 가벼웁게 처리해 버

릴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노고지리 우지진다」는 이와 같은 이상필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거리를 두고 있는 ‘작자’의 말로 마무리된다.

 아침이 되었다. 평양 율의 파종, 둘쨋 날을 맞이하는 사 월 초사흘. 해는 

동창을 밝히고 종달새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하늘 높이 재재거리고 있었

으나, 이상필이는 아직도 눈을 뜬 채 자리 속에 멍청하니 누워 있다. 

(647)

 

 여성 인물들이 이와 같은 자신의 목소리 뿐 아니라 ‘자기’의 서사를 충분

히 가질 수 있는 장이 풍요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에는 중·장편 

소설의 창작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3장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않았다. 올랐던 옻은 그 뒤 다 나았는가?약 값에 대해서도 일언 반구의 말이 없
으니 웬 일일까?”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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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기’의 서사를 구성하는 ‘인간화’된 여성 인물들

 3.1. 예속에서 벗어나는 ‘직업 부인’의 서사

 3장은 중·장편 소설을 통하여 구성되는 여성 인물들의 서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장에서 다뤄지는 인물들은 ‘직업 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특

징으로 한다. 요컨대 이들은 김남천의 노동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체현된 

인물로, “그러므로 부인들의 성품과 기질 속에 새로운 ‘모랄’이 확립되는 날

은 다른 노동 여성의 영거 제네레이션에 의하여 초래(招來)될 수 있을 

것”99)이라 말하였던 김남천을 떠올리게 한다.

 ‘직업 부인’으로서의 면모가 가장 두드러지는 최무경과 관련해서는 일찍이 

김윤식이 「경영」, 「맥」 연작을 언급하며 “작자가 최무경에게 갖는 애

착”을 서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무경의 만듦새는 단지 무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 전에 존재했던 여성 인물들의 양태를 통해서도 그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3장 1절에서는 「바다로 간다」의 영자와 『사랑의 수족관』의 현

순을 통하여 주체적인 삶과 자기 명명을 통해 무경의 등장을 예고하는 여성 

인물들에 관하여 논하고, 2절에서는 함께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다층적인 관

계 아래에서 무경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바다로 간다」는 김동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휴재된 「정열은 병인

가」를 대신하여 조선일보에 연재된 소설이다.100) 현실의 시간과 연재되는 

소설의 시간을 맞추고, 실제 인물과 사건을 반영하는 등 신문에 소설을 연

재할 때 독자와 현실 세계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던 작가였던 전제했을 때

「바다로 간다」는 그의 초기 신문 연재 소설을 보여주는 작품으로도 주목

할 만하다. 아울러 신문 연재라는 형식에서 기인한 분량은 기존의 단편 소

설에 비하여 풍부한 여성 인물의 서사를 보여주기에 적합했을 것으로 보인

99) 김남천, 「당대조선여성기질」, 『사해공론』, 1938.8; 전집1, 108면.
100) 김재남, 앞의 책,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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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다로 간다」의 최영자는 “십여년 전 활동사진 초창기에 여배우”로 유

명했었던 여급이다. 그녀는 소년 인물들의 기생 누이, 「이런 안해(或은 이

런 남편)」의 여배우인 난주와 직업에서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남성 인물과

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보여주는 주인공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같은 영자의 모습은 이후 『사랑의 수족관』의 

양자와 현순 자매로 각각 여급이라는 직업과 연애 감정이 나뉘어 형상화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처럼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영자

라는 인물을 통하여 「남매」 연작에서 순수한 소년과 그의 ‘누이 콤플렉

스’를 내세웠던 김남천이 여성 인물의 내면을 그려내는 방식을 통하여 그의 

작품 세계에서 여성 인물의 지평을 넓히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김남천은 자신의 글을 통하여 여급을 기생이나 창기와는 구분되는 근대적

인 직업으로 인식하고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101) 직업 부인으로서의 여급, 

곧 노동자로서의 여급에 대한 인식은 김남천이 기생 누이들과 여급을 다른 

방식으로 그려내게 한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기생 누이들과 “기생의 다

양한 근대적 변형태”102)인 여급 영자는 연속선상에 놓여있다. 특별한 기술

을 요하지 않아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영위한 직업이었던 여급은 그만큼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며 “직업부인과 ‘매춘부’의 모호한 경계”에서 

논란을 야기하는 직업이었다.103)

 아울러 직업 부인들의 등장 자체가 여성의 육체가 대중 잡지에서 지속적으

로 다뤄지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자본주의 하

에 여성의 성적 매력 또한 일종의 서비스로서 상품화되었던 것이다.104) 

1930년대 도시공간에서 카페는 여성의 몸을 매개로 친밀성을 상품화하던 

101) “김남천의 경우, 여급이라는 직업은 기생이나 창기와는 달리 고용주와의 관계
가 근대적이라는 점을 들어 일종의 직업부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
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당대 사회는 기생이나 카페여급을 ‘도색전사’, ‘매춘
부’로 범주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교원이나 기자, 간호원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부인들 내부에서도 이들은 배척되었다.” (서지영, 앞의 책, 173면.) 

102) 정혜영, 「여성노동공간의 다양화와 식민화」,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
공간』, 여이연, 2004, 323면.

103) 서지영, 앞의 책, 197-206면 참고.
104) 김수진, 앞의 글, 5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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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었으며, 이때 교환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것만이 아닌 연애 감정이

기도 했다. 

 한편, 영자에게는 금광업자 천사익과의 결혼이 계속해서 권유된다. 이때, 

“인제 다섯(서른 다섯-인용자)만 넘어서면 누가 당신을 여자로 취급”하겠느

냐는 위협을 결혼 권유의 전략으로 활용하는 강주사의 모습은 주목을 요한

다.

 「아니헐말루, 그래, 언제 까지던, 에이꼬상 고안나이루 늙을테란 말야! 

또 늙구 시프면 늙으라구 누가 그대루 바다는 준다누. 이러케 말하면 혹

시 오해헐는지두 모르지만 물실호기란 말이 잇쟌나 말야. 기회를 노치지 

말라는 말. 응? 알지. 인제다섯만 넘어서면, 누가 당신을 여자루 취급하겟

냐 말야. 알아 듯겟서?」

 (…)

 (이대로 몃년이나 더 현상유지가 되어 갈것이랴!)

 생각하면 막연하다 막연할 뿐이아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울고 시픈일이

다. 그러나 영자의 입술에는 다시 또 「씨니칼」한 웃음이 지나간다.

 「사람들이 나를 여자루 취급해주건 짐승으루 취급해주건 그게 무슨 당

헌 수작이유. 가마타구 시집갈 신세는 애초부터 아니엇구 시집이라든 살림

이라든 그런걸 도시모르구 살아온것두 아니구. 오늘일을알지 못하는 세상

에 무슨정신에 뒷일을 생각하구 살아가우」105)

   

 영자는 자신의 불안정한 처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강주사의 결

혼 제안을 끝내 거절한다. 이것은 일견 그녀가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된 손님

인 준호 때문인 것으로도 보이기도 하지만, 그가 영자에게 청첩장을 보내오

며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은 이후에도 지속되는 결심이라는 점에서 비단 준

호만을 이유로 촉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106) 아울러, 준호와 영자의 

105) 김남천, 「바다로 간다」, 『조선일보』, 1939.5.20.
106) 준호는 일본제국의 팽창과 성장을 목적으로 한 만주 철도 부설 사업의 토목

기사로(배상미, 앞의 글, 134면.), 영자에게 사진의 모델이 되어줄 것 등을 제안
하며 그녀와의 만남을 이어나간다. 이와 같은 준호의 직업은 「길 우에서」의 K
기사, 『사랑의 수족관』의 김광호와 일치하며, 영자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
야기하는 준호의 모습 역시 광호의 모습하고 겹치는 지점이 있다. 한편, 준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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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직업적 서비스와 자발적 유희 행위의 경계가 모호한”107) 여급의 문

제적인 노동을 가시화하는데, 준호와의 만남은 영자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를 혐오하도록 만드는 종류의 것으로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자기혐오는 특히 영자가 젊은 여급인 몽자와 자신을 거듭 비교

하는 것에서 선명해진다. 강주사에 의하여 위협의 요소로 쓰이는 ‘서른다섯’

이라는 나이는 영자에게도 수치심을 자아내는 것으로써 인식된다. 특히 젊

은 여급인 몽자와 자신을 비교했을 때 이는 심화되는데, 몽자가 자신과 마

찬가지로 준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영자에게 연적이 된 몽

자의 어린 나이가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영자의 괴로움은 준호와 함께 간 덕수궁에서 구관조와의 대화를 

통해 더욱 극적으로 가시화된다. 구관조는 ‘어머니’라는 의미의 “오까아 상”

이라는 말은 금세 따라하지만, ‘애인’을 뜻하는 “고이비도”라는 말은 몇 번

을 거듭해도 따라하지 않으며 “오까아 상”을 되풀이하고, 이러한 구관조의 

반응은 영자에게 준호와 자신을 모자처럼 의식하게 하며 수치심을 야기한

다. 이처럼 나이는 여성을 탈성화하는 위협으로 작동하며, 성애화를 통해서 

뿐 아니라 탈성화를 통해서도 자신의 가치를 평가 받으며 인간의 범주에서 

벗어날 위험에 처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드러낸다.

 한편, 영자를 천사익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경숙은 남편을 위원으로 당선시

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남편의 일과 관련된 언어를 습득하고 발화하는 모

습을 보인다. 경성부의 부회의원 선출과정에서의 문제의식과 같이 변화된 

지식과 생각을 보이는 경숙의 언어는 영자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 순간적으

로 긍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전반기까지 조선총독부는 중추원 내에서 조선인들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을 지

나며 전시체제가 강화되자 중추원의 참의, 부회의원, 정동총대들은 파시즘을 

영자와의 관계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결말은 「경영」, 「맥」 연작의 전향자 오
시형이 지닌 부정적 면모를 환기시킨다. 이처럼 신의 없는 인물로서 형상화된 
준호는 훗날 광호라는 인물에 대해 작가 김남천이 취하였던 거리를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독해될 수 있다.

107) 서지영, 앞의 책,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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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며 정치적 출세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경성부회는 

주민들의 공공적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었던 기구보다는 식민 권력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전파하거나 주민들을 전쟁에 동원하고자 하는 기구로서

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108) 소설이 쓰인 것이 1939년임을 고려할 

때, 부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남편에 관한 경숙의 발화는 문제적이다. 

 『금년엔 호별방문을 금지해서 신인은 여간 불리허지 안헛다 원체 이름

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면 선전이 여간해서 잘 되겟니니?』

 (…) 『조선인은 입후보 사십명중에 신인이 이십삼명 재출마가 십칠명이

다 그런덴 내지인들은 정회나 방호단가튼걸 통하든가 현인회(縣人會)가튼

걸 통해서 지반이 협정이되엇지만 우리야어디 그럿니? 그래참 고래에드믄 

대혼전이엇다.』

 (…) 『그리구 이런것 헐말두아니지만 아직 부회의원이 뭔지두모르구그냥 

행세나헐령으루입후보하는 여석이 대부분이군그래…토지장사나광산가튼걸

루 돈냥이나 모 놈에집장사해서 알돈푼이나 잡은놈에 정회총대나됏노라 

우쭐거리는 작자에 잡아가지구 따지면 어데 정견하나 벤벤헌가…들은풍월

루주택문제니 교육문제니 위생시설이니허지만 말한마디벤벤히못하는 위

인…』

 (…) 물론 영자는 그러한것을 알턱이 업다 부회의원이잇는것, 요즘 부회

의원 선거가 잇는것가튼건 알고 잇섯스나 그것이 어떠케 된 수작인지는 

부끄러우나 별로 관심하지 안헛다. 그러니까 그는 오히려 성경숙이가 그것

을 그처럼 잘 알고잇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말투까지 유식하고 연설쪼로 

된것이 수상하게 생각되기 까지 하엿다.

 (사람은 이러케 변하여 지는 것인가?그는 무대에나 『라디오드라마』에

서 극작가가 지어준 대사를 외이듯이 그방면에 유식해 젓다. 그지식이나 

정열이 결코 빌려온것이 아니고 어느정도까지 제자신의 혈육을 거처 나오

는것이라면 성경숙이의 지금생활은 확실히 행복된것이 아닐수업다.)109) 

(강조-인용자)

108) 이승렬, 「경성지역 중추원 참의들의 關係網과 식민권력의 지역 지배」, 鄕土
서울, 2007, 141면 참고.

109) 김남천, 「바다로 간다」, 『조선일보』, 1939.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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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적으로 경숙은 부회의원이 뭔지도 모르고 입후보한다는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있으나, 그녀 또한 제국의 파시즘에 이바지하는 부회의원의 본질

적 성격에 대하여 별다른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

숙의 언어가 수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백화점에서 데파트걸로 일하고 있는 

영자의 이전 동료 ‘카나리아’의 언어가 몇 달 동안에 유식하고 당돌해진 것

이 영자에게 웃음이 나오도록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근대의 자본주의는 유통의 메카니즘에 여성 판매원을 동원하여 소비를 촉

진시키고자 했다. 이른바 ‘데파트걸’, ‘숍껄’은 중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자였

으며, 백화점이라는 노동 공간은 그녀들이 결혼 시장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적은 수입으로 하여금 백화점의 화려한 도시 상품

으로부터 소외되는 노동자들이었다.110) 백화점에 들른 영자는 보통 학교도 

나오지 못한 ‘카나리아’가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화장술을 가르치고 있

는 장면을 재미있어하며 바라보는데, 이는 ‘카나리아’의 발화가 자신의 지식

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소비를 조장하는 자본주의의 메시지를 전달

하고 있는 것임을 무의식중에 영자가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장면을 부회의원으로 출마했던 남편의 일에 대해 논하는 경숙과 

나란히 배치한 것을 보았을 때, 경숙의 연설조의 발언이 영자에게 “수상하

게 생각되기까지 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만약 그와 같은 발언이 “자신의 

혈육을 거쳐 나오는 것이라면” 그녀의 생활은 행복할 것이리라는 영자의 생

각은 역설적으로 경숙의 행복이 진정한 것이기 어려움을 암시한다. 

 아울러, ‘이호 부인’의 처지에 있는 경숙에게 본부인에 대한 미안함이 없느

냐는 영자의 질문에 경숙은 미안하다는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대답한다. “또 이런 판국에 미안하다는 감정가튼게 무슨 일

을 할수있니?”111)라는 경숙의 물음은 비단 사적인 관계에서 결여된 윤리 

의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별다른 성찰 없이 제국의 파시즘 권력에 

봉사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부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110) 서지영, 앞의 책, 123-127면 참고.
111) 김남천, 「바다로 간다」, 『조선일보』, 193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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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경숙과 카나리아의 형상은 자본주의와 제국주

의에 공모하는 ‘신여성’을 향한 당대의 의식이 비판 없이 반영된 형상화라

는 점에서 김남천의 여성 재현이 지닌 한계를 보여준다.

 경숙의 모습을 통해 영자는 일시적으로 안정적인 결혼 생활에 매력을 느끼

지만, 경숙과 헤어진 그 순간에 등장하는 준호로 인하여 생각은 다시 전환

된다. 준호는 영자에게 있어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대상으로 묘사

되고, 영자는 그의 데이트 신청에 자신이 아직 청춘을 잃지 않았음을 생각

하며 청춘을 되찾을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준호의 욕망에 비추어 자신의 

가치감을 확인하는 과정은 한동안 연락이 뜸하던 준호가 청첩장을 보내오며 

금세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청첩장을 받은 후 괴로워하던 영자는 자신을 번민하게 했던 이들로부터 떠

나 홀로 될 것을 선택하고, 자신이 “잊고 살아 왔던” 바다로 향한다. 영자는 

일하던 곳에서 그만둔 영자는 이전부터 그녀를 원하던 새로운 가게에 출근

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그녀의 선택과 변화를 바다에 가며 그녀가 드러내

는 내면 심리와 함께 보았을 때, 자신의 직업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

면서도 그러한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살아가려 하는 모습이 엿볼 수 있다. 

그녀가 ‘자기’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책임지고자 하는 모습은 “성경숙이도 

강주사도 이저버리자…몸 성한턱까지는 내몸으로 생활을이어나가는 것이 떳

떳하고 일생이라고 멧살까지나 살아 갈런진 몰라도 아무러케나 후뚜루 마뚜

루 살아가다가 죽으면 네나 내가 매한가지 한줌의 흙이 아니냐!”112)라는 내

적 독백을 통하여 나타난다. 

 아울러 바다에 가 어린 시절 고향 원산에서 조개껍데기를 주우며 놀던 ‘자

기’를 만나고자 하는 영자의 바람은 여타의 관계에서 벗어나 스스로와 마주

하고 있는 여성 인물을 보여준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바다를 얼마

나 잊고 살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기반이 되었던 과거를 인식하

고 있는 순간이다. 이는 김남천의 소설에서 여성 인물의 ‘자기’가 구체적으

로 출현하고 있는 장면으로 특기할 만하다. 작용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

고 있는 그녀의 과거는 바다를 보고 느끼는 감각을 통하여 구체적인 현재의 

112) 김남천, 「바다로 간다」, 『조선일보』, 193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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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 속에 삽입되며 작용하게 된다.113) 

 이윽고 영자는 해변을 걸으며 준호에게 붙일 결혼 축전에 대하여 생각한

다. 자신에게 고통을 준 준호의 결혼을 축복하고자 하는 모습은 영자가 자

신의 삶을 “깨끗이 씻어내는” 일련의 의식이 과거를 부정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과거를 나름의 방식으로 소화하며 삶을 견뎌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촉발된 것임을 보여준다. 자신과 관계되었던 사람들을 창밖으로 놓아주는 

영자의 모습에서 다른 이들과 거리를 둔 상태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바다로 

가는 영자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자신을 미워하도록 만들

었던 모든 이들을 떠나보내며 여타의 관계에서 벗어나 비로소 홀로 되는 순

간에 그녀는 비로소 단독자적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영자는 잠시 바다에 

몸을 맡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억누르고 묵묵히 앞

으로 나아가는 모습에서 엿보이는 삶의 의지는 이와 같은 홀로됨이 선사한 

것으로 보인다. 

 

 차창을 바라다 보며 두달동안의 일을생각해 본다. 그러나 마음은 답답하지 

안헛다. 

 그는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차차에서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하나 하나 뿌려 

버리며 다라낫다. 성경숙이를 뿌리고, 강주사를 던지고, 몽자를 팽겨 첫다. 마

지막에 그는 인천가까운 푸른 논우에 준호마저 고이 노하 주엇다. 준호의 환

영이 차창으로 비둘기처럼 나타나는것가타 그는 한참동안 그의 그림자가 나라

서 업서지는 물위를 바라다 보앗다.

 기나긴 일생동안의 단 두달 봄도 가고 여름도 지금은 중턱에 가깝다. 기다란 

「필름」 적은 한토막 「컷트」―그것마저 그는 깨끗이 바다에 씻어 버리려 

한다.114)

 금광업자 천사익과의 결혼 제의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하의 여성에게 쉽

게 거절할 수 없는 유혹처럼 그려진다. 그것을 택하면 성경숙과 같은 편안

113) 앙리 베르그손, 박종원 역,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16, 394-395면.
114) 김남천, 「바다로 간다」, 『조선일보』, 193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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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삶이 약속되는 것처럼 보임에도 영자는 그와 같은 길을 거부한다. 이와 

같은 인물의 형상은 물론 여전히 이후로의 삶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

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근대 자본주의 하에 계급적으로, 성적으로 

착취 받고 있는 여성 인물이 자신의 삶과 대면하고자 하는 시도를 형상화해

낸 작품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때 영자가 누리는 자유는 “타자의 간섭을 벗어나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소극적인”115) 자유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한다. 이 소설

은 영자의 결심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면서 여성 인물에게 “상황 속으로 뚫

고 들어가”서 많고 깊은 행동을 하는 적극적인 모습은 할당하지 않는다. 그

러나 소년들의 시각에서 주로 묘사되며 제한적으로만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

내던 기생 누이들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면 심리

가 주로 묘사된 영자로의 변화는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자의 모습은 비슷한 시기의 수필에서 신여성들이 신은 구두를 보면서 구

두 형태의 기원이 성적 매력과 관련된다는 글을 떠올리며 “현세에서 여성의 

존재 가치를 노골적으로 상징하는 것 같아 재미도 있지마는”이라 말하다가

도 “신여성의 지적 풍모를 생각하여 일말의 우수가 없음도 아니”라고 문장

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작가를 떠올리게 한다.116) 수필에 표면적으로 드러

난 것은 “지적 풍모”라는 특성 하나이지만, 그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김남

천으로 하여금 여성을 단지 하나의 성적인 표상으로 볼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여급이라는 직업적 정체성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자신의 서사를 지니면서도,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자기’

를 지켜나가는 영자의 모습은 오늘날의 성노동 담론과 관련지어 봤을 때에

도 의미를 지닐 수 있다.117)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바다로 간다」의 영자와 「경영」, 「맥」의 무경

을 잇는 듯한 『사랑의 수족관』의 현순이다. 그녀는 청의양장점의 양재사

115) 최화, 「해제 : 베르크손의 생애와 철학, 그리고 『시론』」,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아카넷, 2017, 318면.

116) 김남천, 「풍속 시평(風俗時評)」, 『조선일보』, 1939.7.11.; 전집2, 147면.
117) 이와 관련해서는 성노동에 관련한 자신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글을 

모은 이소희 외, 『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이연, 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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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력과 성실함을 갖춘 독신 여성이다. 현순은 작품 내에서 초점화자로 

자주 나타나며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다. 수잔 랜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순간적인 초점화는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위치와 남성의 대상으로서의 

위치 사이에서 투쟁하고 있는 여성을 입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또한 초점화는 ‘이중 목소리 담론’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데, 소위 일인

칭에서 삼인칭으로의 대명사 교체를 통해 여성의 주체적 위상과 객체적 위

상 간의 긴장 영역이 주제화될 경우118)가 그렇다. 김남천의 소설에는 여성 

문학이 남성지배적 문학전통과 규범에 종속되려는 표면적이고 의식적인 측

면과 그에 저항하려는 무의식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는 양상인 ‘이중 목소

리의 담론’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중 목소리 담론은 양극 사이

에서 부유하는 글쓰기 방식으로서 전환기의 김남천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

에, 여성 서사와 여성 문학의 경계를 재고하게 한다.

 직업 부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던 현순은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신주

사와 경희에 의하여 변화를 강요받게 된다. 신주사는 현순을 거짓말로 꾀어 

둘만의 자리를 만든 후, 자신과의 결혼을 제안한다. 이때 신주사가 현순에게 

자신이 적절한 결혼 상대임을 이야기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 것은 현순의 처

녀성이다. 실제로 현순에게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한 번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은 그의 경제적 여건과 더불어서 현순이 마음에 품고 있는 광호에게 적

극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이유로 작동하는 것일 수 있다. 이는 처녀성과 경

제적 여건에서 모두 제약이 없는 경희가 광호에게 현순과 함께 보았던 넥타

이를 손쉽게 선물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언제까지나 이러케 마주안자서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들엇스면…….

118) Gutenberg, Andrea. 1999, “Schielender Blick, double-voiced discourse und 
Dialogizität: Zum Dopplungskonzept in der feministischen 
Literatur-wissenschaft.” In: dies. & Ralf Schnieder (Hgg). 
Gender-Cultur-Poetics: Zur Geschlechterforschung in der Literatur- und 
Kulturwissenschaft. Festschrift fur Natascha Wiirzbach. Trier: WVT. 249-76. 
(가비 어레스·마리온 짐니히, 김현진 역, 「페미니즘 내러톨로지」, 『서사론의 
새로운 연구 방향』, 한국문화사, 2018, 86-87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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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들이 듯고잇는 음악은 『운명곡』이엇다. 『운명곡』이건 무엇

이건 현순은 그런것을 넘어서 자기의 행복을 차즐수 잇슬것가튼 착각을 

느낄수 잇는것가탓다. 

 차ㅅ잔을 놋코 머리를 들엇다 비로소 처음으로 광호의 얼굴을 마주 바라

보는것이다.

 (광호의 얼굴을 마주 처다볼 권리는 나에게는 업는것일까? 과연 이러한 

행복은 나에게 허용되어도 마땅한것이 아니런가?)

 모자를 벗지안코 그대로 썻다 면도한 수염자리가 파랏다. 그미테 입술.

 광호도 처다보는 현순이의 눈낄을 피하지 안하서 두 사람의눈은 마즈쳣

다.

 현순은 당황히, 그러나 부끄럼을 느끼며 눈초리를 사나이의 목으로 떨어 

뜨렷다.

 『넥타이!』

 현순이의 눈은 그순간 광호의 목에매인 『넥타이』를 보앗다.119) 

 

 광호와 현순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찻집에서 배경으로 깔리고 있는 운명’

은 영화에서 주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거나 사건의 분위기를 보조하고자 음

악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자아낸다. 또한 장면 전체를 한 번에 묘사

하지 않고 부분으로 나누어 묘사하며 부분과 부분은 철저히 시선의 이동에 

따라 연결되고 있는데,120) 이러한 방식으로 클로즈업되는 넥타이는 쇼윈도 

안에 위치하고 있었을 때 현순과 경희 모두에게 광호를 떠올리게 했던 물건

이었다. 그러나 결국 경희에 의해 광호에게 선물되며, 광호와 마주하고 있는 

행복이 결코 현순에게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아직 

경희와 광호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현순이지만, 넥타이에 머무르는 시선은 

그 자체로 안타까움을 자아내며 무엇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그의 내면을 효

과적으로 그려낸다.

 이처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의식으로 인하여 언제나 광호를 안타깝게 바라

볼 뿐 다가가기를 망설이던 현순이지만, 그녀는 자신을 향한 신주사의 규정

119)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39.12.6.
120) 이러한 묘사 방식은 프레임으로 고정된 카메라 렌즈의 이동에 따라 촬영된 

장면을 순서대로 지면에 옮긴 것에 가깝다. (전우형, 『식민지 조선의 영화소
설』, 소명출판, 2014, 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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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완강히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신주사는 현순이 “처녀 행세”를 할 수 

있다는 말로 자신과 결혼할 것을 제안하는 말의 운을 떼는데, 이러한 발화

는 현순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인 광호와의 삶을 꿈꾸는 것이 그가 그 아닌 

무엇인가로 “행세”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내포하고 있다. 현순이 과거에 결

혼했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독신으로 지내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비규

범적인 섹슈얼리티로 여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신주사의 말

에 현순은 격렬한 분노를 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선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처녀이건 그렇지 않건 “너같은 여석에게 무슨 상관”이냐 대꾸한다. 

이러한 현순의 물음은 ‘처녀’라는 말이 출현한 “권위적인 맥락을 넘어서고 

맥락들을 교란”121)하는 효과를 지니는 수행적인 담론으로서 작동한다는 점

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 후 현순은 미친 듯이 자신이 “어엿한 처녀”임을 스

스로에게 되뇌며 자리를 떠난다.

 현순이는 드디어 착잡한 여러갈피의 감정에 부들려서 잠시 어떠케 제 자

신을 수습할는지 알수 업섯다. 나츤 새파라케 질리고 입술은 경련에 떨고 

잇섯다. 북바치는 우름에 노염에질리어서 배미트로 까라지며 마치 그것은 

커다란 구렁이처럼 설레고 돌앗다.

 『그랫스면 어쩌란 말야!내가 처녀건 처녀 아니건 너가튼 여석에게 무슨 

상관이냐 말야!』

 그는 겨우 감정의 한가닥에 적은 문을 열어노코 이러케제의 노염을 털어 

보앗다. 

 그러나 그것으로써는 가슴속에 설레대는 감정의 범람과폭포가 세력으로 

쏘다지려는노염을 조종할수가 업는지 와락한다리를 들어 아페 노힌술상을 

아무러케나 한번 거더차고 사나이의 놀래어 어리둥절한 표정은 보는듯 마

는듯그는 미다지를 열어제치고 마루로 뛰어나갓다.

 『현순이…』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엇스나,

 『내가 왜 처녀가 아니냐?이 염병할…』
 그러나 이것도 적당한 형용사는 아닌 듯이 그다음은 그저 

 『나는 처녀다…어엿한 처녀다!』

121) 주디스 버틀러, 유민석 역, 『혐오 발언』, 알렙, 2016, 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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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만 미친 사람처럼 지저기고 잇섯다.122)

  현순이 “어엿한 처녀”로 자신을 명명하는 것은 여전히 규범적인 섹슈얼리

티와 비규범적인 섹슈얼리티의 이분법적 언어 안에 갇혀 있다는 한계가 있

다. 그러나 그러한 이분법적 언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주사가 자신을 평

가 절하하기 위하여 활용하였던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언어를 약점으

로 수용하며 굴복하지 않고자 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현순은 이전 

경희와의 대화에서 “결혼에서 쓴 경험을 맛본 이”도 있을 수 있다며 남의 

얘기를 하듯 말을 꺼낼 뿐, 자신이 독신 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언급하

기를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나는…”이라는 말 뒤에 끝내 완결되

지 못한 자신을 향한 명명에의 망설임은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러서 “어엿

한 처녀”로 완결이 된다. 

 그와 같은 ‘자기’ 명명은 처녀/비처녀에 담긴 이분법적 성 규범을 같은 언

어를 활용하여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체성과 관련된 기의를 담는 일종

의 전유로서 독해할 여지를 지닌다. 이러한 수행은 편차가 있는 반복 인용

으로서 기존관행을 탈맥락화하며 정치성을 지닌다.123) 이때 현순의 “어엿한 

처녀”는 「세기의 화문」에서 경희, 혹은 『낭비』에서 연이가 자신의 자존

심을 지키기 위해 되뇌이는 “어엿한 처녀”와의 그 용법의 차이에서 주목을 

요한다. 「바다로 간다」의 영자, 『사랑의 수족관』의 현순은 자신을 규정

하고자 하는 타인의 언어에 위협 받고, 그러한 위협에서 스스로를 재명명하

고자 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나는 상처를 받은 몸도 아니다. 나는 어엿한 처녀, 자랑과 아름다움을 가

지는 깨끗한 처녀라고 당당히 누구에게 선언이래도 하고 싶은 생각이 고

지낙히 그의 마음을 흥분에 취하게 한다. (…) 깊은사색이나 자기를 괴롭

히는 의식가운데 세워보기를 본능적으로 싫여하는 젊은 여자는, 적당한 센

티멘탈을 준비해 가면서 그자신을 안욱한 기슭으로 안내해 주는, 그에게 

122)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40.2.2.
123) 임옥희,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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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알맞은 음악을 부르기에 주저치 않는다. 마침 밖에는 폭풍우가 바다

와 육지를 미뜻이 헤매고 돈다.124)

 

 이후 현순은 자신을 찾아온 신주사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경희에게로 가

서 신주사의 계략으로 인하여 멀어지게 된 경희와 광호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위기의 상황에서 현순이 얻어 타게 된 이신국 회장의 차

를 엿본 신주사로 인하여 현순의 섹슈얼리티는 다시금 협박의 도구로 쓰일 

뻔한 위기에 처하지만, 현순은 이를 내버려두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대처하

는 모습을 보인다.

 현순은 이와 같은 섹슈얼리티를 통한 규정 뿐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통째

로 바꾸어 놓으려는 경희에게도 계속해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경희는 자신이 단골로 있는 청의양장점의 성실한 직업 부인 현순에

게 호감을 가진다. 그리고 그가 기획하고 있는 탁아소 사업에 동업해줄 것

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이윽고 음침하고 무서운 “이국의『토인부락

』”125)과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현순을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 시키는 것

으로 이어진다. 현순은 내내 그러한 경희의 제안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

다. 현순이 경희와의 동업에서 손을 떼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광호에 대한 

감정을 떨칠 수 없는 이유에서였지만, 그 과정에서 “까닭 없이 남의 원조를 

받지 않”으려는 현순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보기에 적절한 ‘생활’을 강요하는 

경희의 모습은 그들 사이에 진정한 우정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임을 예고한

다. 

 경희의 현순을 향한 감정이 우정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현순이 지닌 

성실성과 명랑성, 신념이 차별성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126) 이와 더불어 

124) 김남천, 『낭비』, 『인문평론』, 1940.7, 209-210면.
125)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39.10.24.
126) 환대는 우정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며, 환대가 우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특별히 대우하는 차별성의 원리가 작동한다. 이러한 
우정은 정신적인 것이지만, 정신적인 특징 역시 환경의 산물일 수 있다. 우정은 
동등성을 전제하지만, 이를 만드는 교환은 누군가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 사람 사이의 균형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인 소외가 사
회적인 소외와 이어지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김현경, 『사람, 장소, 환
대』, 문학과지성사, 2019, 174-181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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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순 또한 동경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는 사실 역시 그들 사이의 우정을 위

한 공통분모로 작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업을 위한 것으로 현순을 

이사시키려는 당위를 포장하려 한들, 경희가 현순이 꾸려왔던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 의도가 담겨있는 이상 현순에게 자신에게 새로운 집과 일자

리를 제공하는 경희는 “일천만원『대흥체른』”으로만 환기될 뿐일 것이다. 

이처럼 그들은 결코 동일한 위치에 설 수 없으나, 『사랑의 수족관』의 결

말부에서 경희와 광호가 이상적인 부르주아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부부로 

맺어지는 데 현순이 크나큰 공헌을 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이러한 게획과 설게가 단시일안에 아무런 장애도 업시 이루어지는것의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것일까?) 

 하고 막연히 생각해 보앗다.

 (…) 이경희의 배후에 잇는것 이경히의 설게에 토대를 이루고잇는것―그

것은 틀림업시 황금정에 잇는『크림』빗갈의 육중한 사층건물 저-일천만

원『대흥체른』이 아니냐!그것을 아버지로 모시지 안헛던들 어디서 이러

한 게획이 설수 잇엇을것이냐―

 일용품 한가지 심지어는 찬ㅅ거리 한가지를 사는데도 오랫동안 망사리고 

주저하다가야지갑을 여는 현순이엇다. 구두한켤레를 새로 장만하기 위하여 

두달 석달씩 머리ㅅ속 궁리를 게속하여야 하는 현순이엇다. 제 손으로 만

들어 입는 양복이라도 질박한 『스-츠』한 벌을 마련하기 위하연 몃달을

두고 잡용을 절약하고 먹는것까지를 군색하게하지 안코는 마음대로 되지

안던 현순이엇다.

 십오만원―그것을 엇기에, 그러나 이경히는 하룻저녁 저이 아버지와 조선

『호텔』에서 저녁을 먹는 것으로 충분하엿다.127)

 결국 현순은 여급으로 일하고 있는 언니 양자와 함께 만주로 떠나는 것으

로 소설에서 퇴장한다. 이와 같은 선택은 신주사와의 관계에서도, 광호와의 

관계에서도, 더 나아가 이전의 결혼 생활에서도 벗어나고자 하는 그녀의 모

습을 보여준다. 만주로 떠나는 현순 자매의 앞날은 「바다로 간다」의 영자

의 미래와 마찬가지로 불투명할 것임에도, 그들이 남성과의 관계에 예속되

127)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3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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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은 김

남천의 소설에서 새로운 여성 인물들이 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여성 인물들은 물론 김남천이 관습적인 결혼 제도를 개성의 말살과 유

린이자 일종의 매매 계약으로 보는 것에서 기인했을 것이다.128) 그러나 유

물사관에 기초하여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주창한 김남천의 가치관129)이 소

설로 형상화되며 구체적인 시선과 목소리, 서사는 경제적 독립과 같은 사회

적 조건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고유성을 지닌 ‘자기’를 만들어내며 

‘인간화’되는 인물을 보여준다.

 3.2. 삶의 낭비에서 나아가는 맹아의 결의

  「경영」, 「맥」은 최무경이라는 중심인물을 공유하는 연작 소설이

다.130) 뿐만 아니라 이 연작은 야마토 아파트라는 같은 공간을 주된 배경으

로 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지닌다. 무경과 야마토 아파트가 지나간 시간

의 자취를 그대로 품고 있으며 그것을 거듭 환기해낸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

다. 무경의 거처로 거듭난 방 안에서도 여전히 전 애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같은 공간이기 때문이 아닌, 무경이 간직한 기억 때문이

다. 소설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무경의 24살 여름부터 겨

128) 서지영, 앞의 책, 172면.
129) 이와 같은 가치관은 「인형의 집을 나와서」의 노라 등을 통하여 여성이 자

아 각성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이 경제적 자립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던 채만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최정윤, 앞의 글.) 채만식 
역시 여성의 모성 신화, 욕망 등을 형상화하며 비단 유물사관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여성 인물을 그려낸 바 있다. (구자연, 앞의 글.) 아울러 채만식의 소설
에는 『냉동어』, 『過渡期』에서처럼 성적 욕망에 대하여 남성과 대등한 입장
에서 고민하는 여성 인물, 『탁류』의 계봉과 『아름다운 새벽』의 나미와 같이 
작가의 이상적 여성상을 투영된 인물이 나타나기도 한다. (박명순, 채만식 소설
의 페미니즘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30) “타인에게 복속된 몰주체적인 ‘나’가 아닌,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체로서의 
‘나’라는 것은 <경영>, <맥> 연작 이전의 프로 소설사 전체와 맞서는 전복적인 
이념소이다. (...) 이렇게 본다면 <경영>, <맥> 연작은 일제 말기 지식인과 지식
인 집단에 대한 가장 깊은 탐구를 수행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정호
웅, 『그들의 문학과 생애, 김남천, 한길사, 2008, 64-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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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까지의 시간을 넘어 무경의 2년을, 어머니의 20년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한 시절이 다른 시절 옆에 병치하는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어느 시절

이 다른 시절의 속에 있는 식으로 소설 속 시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때 과거의 시간은 또한 타자와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시간과 함께 그들

의 존재 역시 무경의 삶에 틈입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경의 서사에서 그

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로는 오시형과 어머니, 그리고 이관형을 들 

수 있다. 무경은 사상범이 된 시형을 2년간 옥바라지하지만, 시형은 출소한 

후 그를 찾아온 아버지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 연락이 두절된다. 이처럼 

무경이 연속성을 담지하고 있는 인물이라면, 시형은 갑작스러운 단절을 보

여주는 인물이다. 이 와중에 20년간 무경을 홀로 키워온 어머니는 재혼을 

하겠다 말하는데, 중심이 되는 연애 서사와 함께 일어나는 이 새로운 결합

을 통해서도 무경의 현재를 구성하는 시간의 겹을 살펴볼 수 있다.

 시형의 떠남과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하여 무경은 자신이 시형을 위해 마

련해두었던 방을 사용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무경은 자신을 버린 

남자의 흔적을 지우지 않으며, 장래의 행복을 위하여 “일체의 과거와 그것

에 부수되었던 사물이 희생당하고 유린을 당하여도 그것은 또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일”131)이라 말하는 연인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지우기는커

녕 오히려 그를 위해 준비했던 공간을 적극적으로 자기화하는 무경은 ‘너를 

따르고 너를 넘는다!’132)는 다짐에서 드러나듯 그의 변화를 따라 철학을 공

부하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때 무경의 과거로 볼 수 있는 시

형의 흔적들은 곧바로 무경의 미래로 직결된다. 모든 감각이 과거에 갇혀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그것을 무한한 가능성

을 지닌 미래133)로 연결 짓는다. 

 두 인물이 보여주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시형이 서울을 떠

나기 전에도 시계, 구두, 책과 같은 오브제를 통하여 가시화되는데, 이처럼 

외부 대상과 맞닿아 있는 무경의 표면적 자아는 “느끼고 열정을 발하며, 숙

고하고, 결정하는 내적 자아”134)와 공명한다. 시형이 학생 시절부터 차고 

131) 김남천, 「맥」, 『맥』, 문학과지성사, 2006, 294면.
132) 앙리 베르크손, 앞의 책, 296면.
133) 위의 책, 28-29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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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시계는 그가 수감되던 순간부터 ‘무경’의 손에 들어간다. 시형이 사

상범이 되기에 이르렀던 세월 동안 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시계가 그가 

부재 동안 무경의 핸드백 속에 담겨있게 된 것이다. 이는 시형이 지나온 시

간을 기꺼이 체화하고 있는 무경을 드러내준다. 한편, 이 시계를 돌려주는 

장면의 직전에 시형은 2년 전 자신이 신던 구두에서 곰팡이를 발견한다. 구

두 역시 시형의 것이지만 낡은 구두의 곰팡이를 닦아내는 것은 무경으로, 

정작 주인인 시형은 훗날 아버지가 맞춰주시는 새 구두를 기쁘게 맞아들일 

뿐이다. 이들은 책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과거에 존재했던 

인물들의 대화라고도 볼 수 있는 독서에서도 시형은 철저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 그가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이유도, 불쾌함을 느끼는 이유도 

그 거리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135) 반면에 무경은 독서를 통해, 지나간 시

간에 존재했던 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어른이 되어 가는 것을 느

낀다. 

 무경에게서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뒤에 남겨진 기억에 호소하는 

어떤 반응136)을 엿볼 수 있다. 그 기억에 무경이 빚져있음을 생각한다면, 

무경의 변화 혹은 성장은 고립되고 독자적인 것이 아닌 “동일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변화하는 존재자un être à la fois identique et changeante”로서의 

순수지속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지속의 순간들 서로가 스며드는 지속은 

곧 감정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지속으로, 감정을 살아있게 한다.137) 이와 같

은 생생한 감정은 그의 풍부한 기억과 더불어 자기 동일성을 가진 존재

자138)인 무경을 탄생하게 한다.

134) 위의 책, 161면.
135) “소크라테스의 사정이 나의 그때 환경과 비슷한 탓이라구도 말할 수 있겠지

만, 오히려 글의 내용에서 오는 감명은 그런 것과는 달리, 나의 환경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는 데 있는 것 같기도 해. 읽고 나서 나의 정신이 나의 환경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그 훌륭한 태도는 나의 경우에는 직선적으
로 통하지 않는 것 같애 불쾌한 느낌까지 주었으니까…….” (김남천, 「경영」, 
『맥』, 문학과지성사, 2006, 256면.)

136) 앙리 베르크손, 최화 역,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아카넷, 
2017, 115면 참고.

137) 위의 책, 169면.
138) 위의 책,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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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토 아파트는 또한 무경이 어머니와 맺고 있는 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간이다. 이 아파트의 사무원으로 취직을 하고 집을 마련하는 동안 

그는 사별 후 20여 년간 딸 하나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어머니와 분리

된다. 그리고 어머니는 “너희들 사일 허락하구 나니 마음이 갑재기 탁 풀려

버리는구나(267)”와 같은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와 같은 딸과의 분리 

이후 재혼을 결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재혼은 다시 무경에게 영

향을 미치며 순환적인 구조를 보이는데, 시형과의 결혼이 가망 없어진 이후

에도 그가 어머니와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어머니의 재혼139)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에게 상호 침투하는 42세의 어머니와 24세의 딸은 무척 닮아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들은 모두 한 사람을 위해 오랜 시간을 헌신하

며, 그 헌신을 위하여 궁색하지 않은 형편에도 직업 전선에 뛰어든다. “모든 

잡념을 떨어버리고 유혹의 손을 물리쳐버리기 위해서, 젊은 감정과 정서를 

송두리째 뜯어서 파묻어버리기 위해서”(237)로 묘사되는 이와 같은 헌신은 

굳은 의지와 일종의 욕망으로 독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향은 타자를 향

하는 것임과 동시에 곧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무경이 자신의 신념에 

충실함을 통해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며 그는 과거를 소화해

낸 존재인 동시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씨앗으로 그려진다. 이는 

땅에 묻혀 꽃을 많이 피우는 보리가 되겠다는 그의 다짐에서 엿볼 수 있는

데, 이때 무경이 되겠다고 하는 씨앗은 물론 시형의 “가슴속에 자라나고 있

는 새로운 맹아(294)”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

은 질적인 차이는 시형이 자신의 가슴 속에 자라나는 맹아에 관해 언급하며 

139) “‘내가 왜 이럴까. 어머니와 나와의 평화하고 행복한 생활을 먼저 파괴하고 
나선 것은 내가 아닌가. 어머니의 고백에 의하면 어머니는 십 년 동안 나와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정일수 씨에게 고집을 세웠다고 한다. 나는 어머니를 위
해서 무엇을 했나. 기독교의 신앙과 풍속 가운데서 안온한 생활을 이어나가려는 
어머니의 마음을 슬프게 교란시킨 것은 내가 아닌가. 기독교율에 의탁해서 젊은 
열정을 희생하고 속세적인 행복에서 자기를 격리시킨 뒤, 그 가운데서 성실한 
생활을 설계해보려던 어머니에게 있어, 딸이, 단 하나의 딸이 예수교의 교율을 
거역했다는 것은 얼마나 타격적이고도 슬픈 일이었을까. 어머니의 결혼이 만약 
유쾌치 못한 성사라면, 그것의 원인을 이룬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아닌
가?’” (김남천, 앞의 책, 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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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무경이라는 석 자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부터 오는 기억속에서 해방

되겠다고(295)”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무경이 자신을 고통스

럽게 하는 기억을 저버리지 않고 그것에 깊이 침윤하고 있는 인물인 것에서 

비롯된다.

 서로의 연인에 적지 않은 거부감을 느끼던 모녀가 결국에는 사랑하는 딸 

혹은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그 사랑을 응원하게 된다는 점 또한 공통점을 

지닌다. 이때, 어머니에게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적잖은 충격을 받

던 무경이 어머니를 삶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하나의 여자로 자각해가

는 과정은 그가 새로운 언어를 익혀가는 과정과 맞물린다. 무경이 자신의 

생활을 갖자고 결심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나의 입으로 표현할 만한 자립

성을 가져보자!(295)”라는 다짐과 이어진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헌신했던 시

간을 당연한 것이 아닌 시간으로 소화해나가는 때, 그는 새로 익힌 언어를 

더듬더듬 발화하며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게 된다.140) 유창하지 않은 그의 

발화에 담긴 의지의 표명은 그것이 단순히 남성 지식인의 언어를 맹목적으

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실패한 지식인인 관형은 구라파의 낡은 문명과 문화를 조선이 청신하다고 

받아들였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와 같

은 관점은 무경에게 그의 비위생적인 생활 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가 될 뿐, 비극적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지나간 것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두 남자는 닮아 있다. 무경은 관형과의 조우에서 시형

과 그의 말들을 떠올린다.141) 관형의 말들 또한 시형이 무경에게 남긴 것처

140) “무경이는 가만히 듣고 앉아 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오시형이의 이론을 그
대로 옮겨서 또 한 번의 질문을 던져본다. “앞으로의 현대의 세계사를 구상해보
는 데 있어서 서양 사학에서 떠나 다원 사관에 입각하여 여러 개의 세계사를 꾸
며놓는 것은 어떨까요?” 학문적인 술어가 마음대로 입에 오르지 않아서 그는 더
듬더듬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놓는다. (김남천, 「맥」, 『맥』, 문학과지성사, 
2006, 329면.)

 141) “사내들 세계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라 한다. 사실 그는 오시형이가 평양으
로 내려간 뒤부터 그를 이해하고 있달 자신이 없어졌다. 지금 그의 앞에 앉아 
있는 이관형이라는 사내 역시 정체를 붙들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면 교양 있고 얌전한 지식인 같다. 그러나 한편으론 문란주와 
같은 나이 먹은 여자와 강 영감의 말은 아니지만 심상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놓
고 질서 없는 비위생적인 생활도 버젓하게 벌여놓을 수 있는 사람.”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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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자취를 남기게 되는데, 이는 소설의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형이 

자신을 완전히 떠났음을 알게 된 재판 이후, 그는 돌아오는 길에 관형과 모

종의 관계가 있는 여인인 문난주를 마주하게 된다. 이때 무경이 난주를 ‘데

카당스의 상징’으로 명명하는 것은 관형과의 대화를 통한 학습에 의해서이

다. 그러나 난주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문경의 모습은 그러한 명명을 넘

어서는 난주의 개별성에 대한 관심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난주를 

새롭게 명명할 언어를 지니게 될 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낸다.

 이처럼 무경은 지속되는 시간을 담지한 기억을 보존함으로서 성숙하여 동

일하면서도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거듭난다. 누군가의 딸, 연

인이라는 단일한 정체성만으로는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풍부한 내면과 미래

를 지닌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다. 과거의 기억을 놓지 않고 도리어 그것에 

천착하는 그의 모습은 고통에 탐닉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체 하지 않고 소화시키려는 의지의 소산이

자 일종의 책임감일 것이다. 이는 무경을 자신 안의 ‘유다적인 것’을 초극해

야 한다고 역설하며 고발문학론을 주창했던 김남천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무경이 자신이 보리라면 갈려서 빵이 되기보다는 흙에 묻혀 꽃을 피

우겠다는 맹아적인 다짐을 하는 것은 관형과의 대화에서이다. 이와 같은 다

짐은 관형이 자신의 본능 역시 흙에 묻혀 있는 것이었음을 드러내게 만든다

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자신이 꽃 피우길 희망하는 존재였음을 고백하는 

관형의 모습은 무경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조차 묻어두려고 하였던 바람이 

발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무경이라는 맹아적 존재는 비단 자기 

자신만을 위할 뿐 아니라, 다른 인물의 변화에 있어 촉매의 역할을 하는 모

습을 통해 김남천이 이러한 인물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었

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326면.), “이관형이의 이러한 생각을 듣고 있으면 그가 비위생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는 데도 어딘가 이해가 가는 듯이 느껴졌다. 동양인으로서 동양을 저토록 
폄하(貶下)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하나의 비극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였다. 
그는 잠시 오시형이의 편지를 생각해보았다. 비판만 하면 자연히 생겨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지식인들의 하나의 통폐라고 말하면서 비판보다도 창조가 
바쁘다고 한 것은 이러한 것을 두고 말하였던 것일까.” (위의 책, 3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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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형은 부르주아 무역상 이규식의 장남으로 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후 

강사 임용을 위하여 헨리 제임스의 부재의식과 관련된 논문을 써낸 바 있

다.142) 관형을 주인공으로 한 미완의 소설 『낭비』의 마지막 화라 볼 수 

있는 11화에서 그는 자신의 논문을 심사한 심리학과 교수 사끼자까(向坂)에 

의하여 사회학을 심리학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려 하였으며 문학이 

아닌 사회학을 하려 하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임용

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형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문에서 핵이 되는 것이 헨리 제임스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임은 틀림없다.143) 이후, 임용에 실패한 관형은 자신이 데카당스의 상징으

로 여기던 문난주와 함께 「맥」에 등장한다.

 헨리 제임스를 빌어 ‘사회학’적인 논의를 하고자 했던 관형의 모습은 소설

을 통하여 은밀한 방식으로 세계와의 긴장감을 지키고자 했던 김남천과 닮

아있다. 사회적 시각을 통해 헨리 제임스의 부재 의식에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과학적 시각을 통하여 사회를 보고자 하였던 김남천의 문제의식

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었다. 일찍이 와다 도모미는 이관형의 경

력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최재서를 관형의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를 이어 받은 선행 연구는 관형의 전기적 사실은 최재서를 모델로 하고 

있으면서도, 헨리 제임스로부터 제임스 조이스로 이어지는 심리 문학에 대

한 관심은 김남천의 것이었으리라 논한다.144) 김남천은 코야마 이와오(高山

142) “이관형이가 착수한 논문의 테-마와 모티-브는 이러한 아카데미스트들의 기
정된 연구적업적과 평까를 뒤집어 놓고, 헨리·젬스의 이른바 국제적무대, 인터내
슈낼·시튜에-슌과 심리주의를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이러한 각도에서 그를 재검
토하고, 시대와의 연관성에서 그의 소설방법과 기술적특성을 추구하고 이리하여 
그의 존재를 전혀 사회적으로 규정할려는 데 있다.” (김남천, 『浪費』, 《인문
평론》, 40.2, 218면.)

143) “그는 「아무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느끼지못하는」상태를 지금 뼈아프게 경
험하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공감이 없이 사는 생활, 그것의 반영인 문학, 그것
은 곧 헨리·젬스였다. 그리고 이것이 「부재의식」의 사회적인 근원이 되어야 할
것같다. 푸로이드의 정신분석학처럼 성욕과 잠재의식만으로만 「부재의식」을 
천명하려는 태도에는 커다란 잘못이 있을것같다.” (김남천, 『浪費』, 《인문평
론》, 40.3, 199-200면.)

144) 김철, 「근대의 초극, 『낭비』, 그리고 베네치아(Venetia) : 김남천과 근대초
극론」, 민족문학사연구, 2001, 3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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岩男) 등이 주창한 ‘다원사관’145)을 오시형에 할당하였고, ‘동양주의’에 비판

을 제기하는 서인식의 논리의 일부를 이관형에게 할당했다.146) 

(1) 유럽의 제국민은 근대 이전부터 ‘세계 문화’라는 한 개의 통일된 문화

권을 형성하고 살아왔지만 동양의 제국민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기 독립

한 문화권을 형성하여 가지고 문화사적으로도 서로 깊은 내면적 연관 없

이 각기 고립하여 살아왔다.147)

(2) 동양에는 동양으로서 완결되는 세계사가 있다. 인도는 인도의, 지나는 

지나의, 일본은 일본의, 그러니까 구라파학에서 생각해내 고대니 중세니 

근세니 하는 범주를 버리고 동양을 동양대로 바라보자는 역사관 말이지요. 

또 문화의 개념두 마찬가지 구라파적인 것에서 떠나서 우리들 고유의 것

을 가지자는 것. 한번 동양인으로 앉아 생각해볼 만한 일이긴 하지요마는 

꼭 한 가지 동양이라는 개념은 서양이나 구라파라는 말이 가지는 통일성

을 아직껏은 가져보지 못했다는 건 명심해둘 필요가 있겠지요.148)

 서인식은 당시 최재서와 함께 『인문평론』의 정신을 대표하고 있는 철학

자였다. ML파 마르크시스트로 활동하던 그는 5년 간의 투옥 후, 니시다 기

타로(西田幾多郎), 코야마 이와오(高山岩男), 미키 키요시(三木淸) 등 교토

학파와 동아협동체론과 관련된 글을 발표하였다.149) 서인식은 특히 일본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둔 채로 당대의 파시즘 철학에 대응하며, 자본주의의 

세계사적 문제와 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을 물었다는 점150)에서 특기

145) 코야마는 ‘역사성=시간성’에 구체적이고 특수한 삶의 내용을 결합시키는 ‘공
간성’을 끌어들여 근대·유럽 중심의 일원적 세계사를 비판하고, 동양과 서양이 
대등한 다원적 세계사의 시대를 열고자 한 바 있다. 이러한 ‘세계사의 철학’은 
서구적 근대를 극복하고 동양적 통일로 향하는 ‘근대적 초극(近代の超克) 담론
의 핵심이었다. (차승기, 「‘근대의 위기’와 시간-공간 정치학: 교토학파 역사철
학자들과 서인식」, 한국근대문학연구 4, 2003, 248면.)

146) 김철, 앞의 글, 378면.
147) 서인식, 「동양 문화의 이념과 형태」(1940.1); 차승기·정종현 엮음, 『서인식 

전집 Ⅱ』, 역락, 2006, 155면.
148) 김남천, 「맥」, 앞의 책, 329면.
149) 위의 책, 5-8면.
150) 조관자, 「세계사의 가능성과 <나의 운명>-서인식의 역사철학과 교토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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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하다. 서인식은 유럽의 원리였던 자본주의가 세계사의 원리가 될 수 

있었던 보편성에 주목하여, 동양이 세계사적 의의를 지니기 위하여 세계적 

보편성을 지녀야 할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예속되어 있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넘어설 원리를 도출해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미키 

키요시의 이론에도 언급되었으나 현실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자본주의의 극

복보다는 일제의 공간적 확장만 이루어지고 있던 현실을 비판하는 효과를 

수행했다.151) 

 『조광』 1941년 1월에 실린 김남천의 비평 「전환기와 작가」에는『동아

일보』에 1940년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연재되었던 서인식의 「동양

문화의 이념과 형태-그 특수성과 일반성」의 흔적이 나타나며, 이는 소설 

속에서 오시형에게서 들은 다원사관에 대하여 묻는 무경에 대한 이관형의 

대답의 형태로 발화되고 있다.

  미키 키요시의 글에서도 이처럼 과거 동양의 통일성이 부재하였음이 지적

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일본이 주도하는 새로운 문화 창조를 

통해 동양의 통일성을 새롭게 실현할 것을 제시했다. 반면 식민지 지식인으

로서의 위치에서 서인식의 동양주의에 대한 비판은 동일성 담론이 “현실적

인 억압과 차별을 은폐하는 문화주의적 담론”, 곧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152)

 정종현에 따르면 서양의 자본주의 세계와 구분되는 동양의 세계를 구축했

던 동양론은 새로운 보편과 주체를 성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당시의 식

민지 지식인들에게 자신을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주체로 정립할 수 있으리라

는 품게 했다. 특히 동아협동체론153)과 같은 전시기 사회사상은 자본주의의 

혁신과 반제국주의를 토대로 하며 좌파 지식인들을 매료시켰다. 곧, 협동체

론은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제어할 수 있었던 최

소한도의 기제를 지닌 논리”154)로서 받아들여진 셈이었다. 일본제국 내부의 

일본연구, 2008, 46면.
151) 차승기, 앞의 글, 254-255면.
152) 차승기, 앞의 글, 256면.
153) 일본과 중국의 충돌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억제시키고, 그로 인해 일본 

국내의 변혁이 촉진되어 아시아 전체의 해방을 실현하리라는 비전을 함축한 논
의로 미키 키요시에 의하여 제창되었다. (차승기, 위의 글, 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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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좌파가 몰락한 시점, 곧 이러한 규제 원리로서의 담론을 더 이상 펼칠 

수 없었을 때, 서인식은 칩거하기에 이르며 『인문평론』의 폐간과 함께

『낭비』 또한 연재가 중단된다.

 김남천은 선행 연구자에 의하여 “동양론을 매개로 한 근대문학의 모더니티

의 모색에서 다른 작가들이 가보지 않은 극한에 도달했던 작가”155)로 평가

된 바 있다. 작가가 물론 이관형에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에도, 관형의 

고민과 방황이 식민지 지식인 김남천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관형의 논문은 쓰이고, 누군가의 앞에 보이

는 이상 독해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했다. 그렇게 쓰지 않을 수 없

었기에 그렇게 썼지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글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읽힐 것이라는 불안감은 작품 내내 관형을 짓누르고 있다. 식민지 지식인의 

자의식이 사회적 현실을 문제적으로 자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낭비』는 관형의 그와 같은 불안에서 기

인한 무거운 분위기로 뒤덮여 있는 작품이다. 

 헨리·젬스에 있어서의 「국제적무대」라는것은, 아메리카적인 관습에나 

구라파적인 관습에나 조화될수 없는 헨리·젬의 심정상의 괴리(乖離)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작품이 점점 고독한 심리속으

로 난삽하고 해삽스럽게 파고 들어간 것은, 그 자신의 심정과 조화되는 

관습을, 박의 사회와 인간생활에서 찾어 볼수 없게 된데긔인하는 것이다. 

그의 심정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사회적인 관습을, 구라파나 아메리카

에서 발견할수 있었다면, 그 자신도 행복될수 있었을것이고, 그의 문학도 

결코 난삽한 심리세계로 끌려 들어가진 않었을는지 모르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부재의식이 어째서 단순히심리학의 형식상문제임에 

끄칠수 있을것인가. 푸로이드의 리비도-도, 또는 이십세기에 들어 와서 갈

턱까지 가본 죠이쓰의 심리적세계도 결국은 이러한 사회적인데 구경의 원

인을 둔 부재의식이 아니랄수는 없을 것이다.156)

154) 정종현, 「식민지 후반기(1937-1945) 한국문학에 나타난 동양론 연구」, 동
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50면.

155) 정종현, 위의 글, 124면.
156) 김남천, 『낭비』, 『인문평론』, 1940.11,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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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관형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막다른 골목과 같다. 여름 동안 별장

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 관형을 중심으로 한 소설 『낭비』에서 관형의 동생 

이관덕은 김연이와 가까운 친구 사이이다. 관형은 연이를 남몰래 마음에 품

고 있지만, 그녀가 동생 관국을 좋아하는 것을 눈치챈 관형은 연이를 포기

한다. 훗날 연이를 우연하게 만나게 되지만, 그녀는 이미 실업가의 재처가 

되어있다. 연이를 애정의 대상으로, 난주를 성욕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던 관

형의 태도는 소설에서 우회적으로 비판된다. 이는 ‘여류 소설가’ 한영숙과 

연애하는 관국157)으로 인하여 비탄에 잠긴 연이의 꿈에서 관국을 향해 던지

는 연이의 목소리를 통해서이다.

 「그게 무슨 말슴이세요? 그럼 이선생께선 연애와, 결혼과, 성적유히와, 

실생활을 모두 분리해서 생각하십니까. 연애는 연애대로의 길, 결혼은 결

혼대로의, 그리고 성적유히는 또 별개의 다른 길, 그러면서 이런 것은 실

제생활과도 또 다를수 있는 별개의 길들……저는 그런 알지 못할 생활태

도의 히생이 될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도 자기를 짓밟으며 당신에게 

마음을 의탁할 수는 없습니다. 문단에 나갈 진출책과 뒤늦은 결혼에대한 

성적처리의 대상, 한영숙이면 그만이지 거기에 나가지 무슨 상관이십니

까」158) 

 

 「맥」의 말미에서 관형에 의하여 ‘데카당스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묘사

되었던 문난주와 마주한 무경은 그녀와 차를 마시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이것은 관형과 맞닿아 있는 서술자에 의하여 퇴폐의 상징으로 불리는 난주

에 대한 틈을 남겨 놓는다. 기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듯 난주를 데

카당스의 상징으로 설정하고 있는 관형-서술자의 시각 자체가 관형의 낭비

적 삶의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일 것이다.

157) 이처럼 김남천의 연작 소설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동생들은 대체로 학생 신분
에 연상의 여인과 연애 모티프를 보이고 있어 특기할 만하다. 이는 추후 분석할 
『1945년 8·15』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희와 박무경의 불륜, 그리
고 『동방의 애인』에서의 방혜련과 안영남의 관계에서도 반복적으로 형상화되
고 있다. 

158) 김남천, 「낭비」, 『인문평론』, 1940.7,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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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천의 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문제를 주목하며 30년대의 정치성에 대

해 논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김남천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일상의 묘사와 “데

카당스와 허무의 체계”는 김남천의 서사 전략으로 볼 수 있다.159) 무한한 

발전과 민주주의, 고른 분배 등을 제시하며 사람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는 

부르주아 모더니티로부터의 대항160)으로서 데카당스의 풍경은 『사랑의 수

족관』에서 김광호의 형인 김광준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광준은 여급인 양자와 데카당스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그들의 모습을 

이해해주는 것은 어린 동생 광신뿐이다. 광신은 “생명의 낭비자”161)인 광준

이 입원한 병실에 온 광호에게 “큰형을 이해하는 사람은 나하고 그 여급뿐”

이며, “두 사람은 성격파산을 가지고 습관과 세태에 역행해서 하나의 시대

적 항거를 하고”162)고 있는 것이라 이해한다 말한다. 이처럼 관형과 광준은 

어찌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삶의 낭비를 통한 자기 파괴적인 저항으로 버

티고 있다. 

 관형은 자신의 낭비적 삶의 태도의 원인을 구라파의 근대가 수입될 때부터 

이미 낡고 회의적인 것이었던 것과 가족사를 연결 지어 설명한다. 이와 같

은 시대적 문제의식은 이미 37년의 평론 「조선적 장편소설의 일(一) 고

찰」에서 김남천이 서술한 것과 동궤에 있다. 이와 같은 관형의 문제의식에 

대해 무경은 “찬성을 하건 안 하건 이해는 가질 수가 있다.”(336-337)고 

생각하는데, 이는 역으로 그의 비위생적 생활을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이와 

같은 시대를 다른 방식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무경의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시민적 이데올로기가 노쇠를 초래하여 세계적으로 시민작가의 

인식수준이 이미 저하된 뒤이었다. 산업자본의 개화는커녕 임페리얼리즘의 

방문에 의하여 비로소 문호를 개방한 것이 이 땅의 특수성이다. 이러한 

동양적 후퇴성과 그 뒤의 역사적 운명은 이곳에 있어서의 장편소설 발전

159) 한은형, 「김남천 장편소설의 연애문제 연구」,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
사학위논문, 2005, 6면.

160) M.칼리니스쿠, 이영욱 외 역,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각과 언어, 1998, 
200면.

161)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39.8.19.
162)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3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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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대적 제약성이 되었다. 로만이 시민적 양식을 갖추고 이 땅에 등장

할 때 그것은 벌써 인생의 광범한 기념비적 정경을 묘사한다든가 정경이 

싸고도는 주요한 모순을 포착하여 그것을 광범하게 개괄한다든가 하기에

는 너무도 왜곡되어 있었다.163) 

 이러한 관형은 무경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본성을 마주하고, 표면적으

로 허무주의적 태도를 보이며 데카당스적으로 삶을 낭비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시 무엇인가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데카당스는 통상적으로 몰락과 관계되

지만 더 진전된 단계에서는 발생, 발아 등등과 연결되기도 한다. 아울러 진

보의 결과물들이 사람들을 상실감, 소외감으로 이끌기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진보와 데카당스는 서로를 낳으며 순환하는 모습을 보인다.164) 관형은 

퇴폐적인 삶을 청산하고 여행을 떠나며 그가 집에 둘러댄 명분이었던 여행

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관형의 변화는 김남천이 「등불」에

서 제시하였던 성실한 삶과 관련지어 해석될 수 있다. 

 부여된 환경, 자기의 주위를 이루고 있는 환경의 조건을 냉철히 판단하

여,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현명한 태도입니다. 자기를 퇴폐에서 구하고 정신적 이완(弛緩)으

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의 심적 태도는 이렇게 해서 발견되는 길을 헛

눈을 팔지 않고 성실히 걸어나갈 만한 굳은 결의와 용단입니다. 그 다음

에 남는 것은 실행뿐.165)

 일제 말기라는 시대적 배경에 쓰인 이 연작에서 관형과 무경을 통하여 ‘실

행’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 인물의 모색은 김남천

이 어두운 시대에도 자신의 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희구하고 있었던 것

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른바 ‘전환기’의 새로운 시대의 원리를 체현

하고 있는 인물을 여성에게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

163) 김남천, 「조선적 장편소설의 일(一) 고찰」, 『동아일보』, 1937.10.21.; 전
집1, 282면. 

164) M.칼리니스쿠, 앞의 책, 194면 참고.
165) 김남천, 「등불」, 『맥』, 문학과지성사, 2006, 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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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무경의 모습을 연상하도록 하는 독백이 훗날 자전적인 소설 「등불」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여성 인물이 지닌 태도에 힘입어 다시금 세상을 살

아가고자 했을 김남천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식은 그로 하여금 해방 직후에 

곧바로 『1945년 8·15』의 문경을 그려내고, 해방 공간의 마지막 작품 『시

월』에서 혁명을 예비하는 동원을 내세우도록 했다. 무경이 결단까지의 인

물을 보여준다면, 『1945년 8·15』의 문경은 타자와의 조우로 인해 변화하

며 결단 이후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처럼 회의하는 인물과 맹아적인 결의를 보여주는 여성 인물이라는 구도

는 이중의 위계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머뭇거리는 주

체는 오히려 시대를 민감하게 의식하며 회의하는 근대적 주체에 합당한 모

습이고, 여성 인물들의 모습은 그러한 회의하는 주체에 미달하는 모습으로 

독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혁명과 연애 등

은 명확히 구분되거나 위계를 지녀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분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4장 2절에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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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사 전략을 초과하는 ‘인간화’된 여성 인물들

 

 4.1. 도식화된 낙인을 넘어서는 욕망의 알리바이

 앞서 김남천의 소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인공인 맹아 무경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 장에서는 「경영」, 「맥」 연작 이후 김남천이 축조해낸 다양한 

여성 인물들이 ‘인간화’됨에 따라 작가의 서사 전략을 초과하는 모습을 확

인하고자 한다. 4장 1절에서는 그중 김남천이 10여 년에 걸쳐 거듭 형상화

했던 인물로 이경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격적으로 소설에 나타난 인물 양상을 확인하기에 앞서, 김남천이 꿈에서 

소설 『대하』의 ‘정보부’를 만났던 일화를 소개한 수필 「내가 정보부(鄭寶
富)다」(1939)를 김남천의 자신의 소설 속 여성 인물에 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텍스트로 참조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먼저 소설 속에서 모델

이 된 고향의 기생들에 대한 친근함을 서술한 후, 그와 “차도 같이 안 먹으

려” 들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여성 인물들과의 거리감에 대해 논한다. 

 (1) 대체로 내가 썼다는 소설이란 게 단편 소설 10여 편과 중편 하나와 

장편이 하나이니 작중에 설정된 여주인공도 그리 신통한 게 있을 턱이 없

다.

 더구나 내가 쓴 단편 소설의 거개는 작품의 테마 때문에 여자가 주인공

이 된 것이 적고 여자가 등장은 되어도 모두가 조연격인데다가 또 기류

(妓流)에 속하는 분들뿐이다. 그래 실상인즉 꿈에 만날까 겁이 나는 그러

한 계집들뿐이다. 여자를 그리되 커다란 매력을 느끼고 창조하는 성격이든

가 그런 것이 아니니 (…) 166) (강조-인용자)

 (2) 단편 소설 말고도 중편이 하나 장편이 하나 있는데 중편은 여성 잡

166) 김남천, 「내가 정보부(鄭寶富)다-상」, 『동아일보』, 1939. 1. 10; 전집1, 
128-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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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실리는 관계상 부득이 신여성 두 분(경희, 애덕-인용자)이 주인공이 

되었으나 이 양반들은 어떻게도 건방지고 깍정인지, 나 같은 놈하고는 차

도 같이 안 먹으려 든다. 다마나 치든가 골프나 하든가, 승마, 보팅, 드라

이브, 이런 것을 않고 어째 당신은 부엌 구석 같은 목로나, 공설 숙박소 

같은 냉면집만, 궁상스리 찾아다니느냐고 야단인 판이니, 이런 분들을 꿈

에서 만난다면 종로 네 거리에서 롤라스케이트라도 타자고 덤벼들 터이니 

나처럼 심장이 약한 축이 또 뇌빈혈이나 일으키지 않을까 모르겠다. 나보

다는 이런 축을 잘 다루는 효석이나 현민에게 혹 모두 싫다면 채만식에게

나 소개해서 실컷 속물성에 대한 풍자나 당해보라고 맡겨 버리겠다. 제군

에게 미리 당부해 두니 꿈속에서 나의 여주인공들이 찾아가면 과히 푸대

접이나 말아주소.167) 

 김남천은 “여성 잡지에 실리는 관계상” 주인공이 되었다는 신여성 경희와 

자신의 거리감을 서술한다. 그러나 경희는 이후 『사랑의 수족관』(1939), 

『1945 8·15』(1946)을 통해 거듭 형상화되는 동안 작가가 위의 수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속물성” 이상의 것을 보여주며 작가의 여성 의식을 넘어선

다. 이와 더불어 흥미로운 것은 이 수필이 쓰인 이후 김남천의 소설에서는 

「바다로 간다」(1939), 『사랑의 수족관』(1939), 「경영」(1940), 「맥」

(1941), 『1945 8·15』(1946), 『동방의 애인』(1946), 『시월』(1947)과 

같이 여성 주인공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경희와 같이 ‘자기’를 드러내는 여성 인물은 작가, 혹은 작가적 화자

에게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정치적인 이유 등에 의하여 “타락”이라는 이름으

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연작 소설에서의 인물들의 존재는 확장 지속 이론가

들의 시공간적 연결, 유사성, 인과성 관계에 의해 묶인 단일한 집적체로서의 

존재자 개념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168) 이때 여성 인물의 ‘자기’를 만들

167) 김남천, 「내가 정보부(鄭寶富)다-하」, 『동아일보』, 1939. 1. 11; 전집1, 
130면.

168) 로크에 따르면 “의식은 아무리 과거의 시대에도 미칠 수 있는 한 시간적으로 
먼 존재와 행동을, 직전의 순간의 존재나 행동과 마찬가지로 같은 인물로 합일
하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 및 과거 행동의 의식을 지닌 것은 모두 같은 인물이
고 과거와 현재의 행동은 모두 그 인물에 속하는 것”이라는 언급과 같이 ‘인물 
동일성’은 실체의 동일성이 아닌 의식의 동일성에 있다. 따라서 주체의 동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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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연작의 서사는 그와 같은 작가의 낙인으로 포획되지 않는 알리바이를 

남겨 놓는다. 이러한 여성 인물의 알리바이는 그녀가 보이는 ‘자기’에 대하

여 규정하는 작가의 폭력적인 언어를 폭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시대를 드러낼 수 있는 인물들을 그려내기 위하여 「이리」, 「장날」과 

같은 작품에서 폭력과 살인을 형상화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던 김남천이므

로, 그런 그의 손으로 그려진 여성 인물들은 그가 지향하는 리얼리즘을 목

적으로 그려진 존재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전형적 인물을 자본주의를 체

현하고 있는 인물을 통하여 그려내고, 자신의 소시민성을 경험이나 지향을 

배제한 채 “현실 속의 인물을 창조”하여, “그 인물들이 현실과 최대한 유사

한 텍스트적 상황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변화하는가를 주시”하고자 했던 

작가이기 때문이다.169) 그러한 과정에서 내면 공간이 서술되며 개인의 성격

과 서사가 잘 축조된 인물로 형상화될 때 독자들이 인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그들의 구체적인 내면 풍경은 여성 

인물의 욕망과 같은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다.  

 여성 초점화자와 여성 인물의 목소리가 부각되는 김남천의 소설은 이와 같

은 관점에서 다시 독해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하여 『사랑의 수족관』 연작

의 경희는 다층적인 인물 형상을 보여주는 인물로 특히 주목된다. 미모와 

부, 지성을 갖춘 것으로 그려지는 경희170)는 『세기의 화문』, 『사랑의 수

족관』171), 『1945년 8·15』에서 나타난다. 같은 인물의 반복적인 등장의 

기억의 주체여야 가능하다. (양승국, 앞의 책, 93-94면 참고.) 본고에서는 『사
랑의 수족관』, 『1945년 8·15』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이경희라는 인물의 기억
을 재구하고자 한다. 경희는 작품 내에서 이와 같은 자신의 기억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1945년 8·15』의 경희의 행동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
어 『사랑의 수족관』의 전사가 일종의 무의식 속의 기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9) 차성연, 앞의 글, 428면.
170)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의 이상적인 근대적 여성미는 서구의 것을 기반으

로 한 스포츠, 화장, 패션의 건강미였다.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은 육체의 건강미, 
곧 활달함이나 적극성은 퇴폐미로 간주되기도 했다. (김수진, 앞의 글, 55면.) 경
희는 이와 같은 부르주아적 건강미와 퇴폐미의 경계를 재현하는 인물로서 문제
적이다.

171) 와다 도모미에 따르면 이 작품은 연재되는 날자와 실제 날짜가 거의 일치할 
뿐 아니라,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흡수하며 연재하고 있다. 이경희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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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는 먼저 김남천의 발자크 수용을 들 수 있다. 30년대 초반 일본에서 

유행했던 인물 재현의 방법인 ‘인물의 회귀Procede de retour des 

personages’는 김남천의 전반적인 소설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

다.172) 그러나 단지 발자크의 수용만으로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경희는 여러 작품을 통하여 서사의 전개를 도맡는 인물로 나타나

고 있고, 인물의 만듦새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희는 『사랑의 

수족관』, 『1945년 8·15』에서는 주인공으로 작품의 전면에 배치되는데, 

친일 재벌인 대흥콘체른 이신국 사장의 딸이라는 지위, 비판적인 시각, 적극

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사건을 전개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지

위, 성격과 더불어 아버지의 애첩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아버지의 비서에 

의하여 연애 대상으로 욕망되나 성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애자」

(1938)의 박확실을 환기시킨다.173) 이와 같은 ‘아가씨’ 인물의 형상이 여러 

번의 다시 쓰기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세기의 화문」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경희의 모습은 현상 공모에 당

선된 이른바 ‘여류 소설가’의 모습을 띠고 있어 『낭비』에서 형상화된 여

류 소설가 한영숙과 더불어 주목을 요한다. 이와 같은 경희의 모습은 이미 

1930년대 중반 10여 명을 넘기기에 이르며174) 변화하고 있는 위상을 드러

내던 여성작가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김남천은 자신의 평론 「여류 작

가의 난관과 「흉가」 검토의 중점」(『조선일보』, 1937.4.8.),「여류 문학 

저조의 문제」(『여성』, 1939.6) 등을 통하여서도 여성 문학과 여성 문학

가에 깊은 관심을 가진 바 있다. 김남천은 당대 문학 장에서 여성 작가가 

그 작품보다 여성이라는 성별로 하여금 주목받는 것에 관하여 비판적인 시

각을 드러냈는데, 이와 같은 시각은 「세기의 화문」의 첫 화에서 학예부장

이신국 사장은 화신(和信)백화점을 창립한 박흥식(朴興植)을 연상하게 한다. (와
다 도모미, 「김남천의 취재원(取材源)에 관한 일고찰」, 冠嶽語文硏究 23, 
1998, 221-222면.)

172) 와다 도모미, 앞의 글, 223면.
173) 또한,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듯 ‘경희’는 「동방의 애인」의 ‘방혜련’을 

통해서 그 인물 유형을 이어 나가고 있다. (차성연, 「해방 전후 김남천 문학의 
수행성과 연속성」, 한국문학의 연구 46, 2012.) 두 인물은 계급, 성격, 어린 청
년과의 연애 등의 면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174) 김양선, 앞의 글,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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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구체화되기도 한다.

 우리 여류 문단이 이러한 저조에 빠져 있는 것은 무슨 까닭으로 인연한 

것일까. (…) 도덕이나, 인습이나, 가족 제도나, 그런 것이 딴 곳과 달라서 

부인의 지위가 향상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 문학이나 문학

적 활동에도 영향하고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문단에선 거

꾸로 부인 작가나 시인들이 지나친 귀여움을 받아 왔다. (…) 문단은 금후 

그들을 차별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피차에 불쾌한 일이다. 적어도 문학의 

권내에서만은 여성이라고 우선권을 주거나, 또 여자를 애완물처럼 취급하

거나, 그래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것은 첫째 여성에 대한 모욕이다. 그리

고 둘째로는 남존여비 사상의 치사스러운 고집이다. 부인 작가는 문학과 

단판 씨름을 할 만한 명예와 야심과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 없이

는 그들이 현대와 문학적으로 교섭할 날은 당분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

는다.175)

 불순이라니 천만에. 그러나 속된 범인은 이런 경우를 당하면 그가 남성

이 아니고 여성이라는 데 대하여 특수한 흥미를 가지는 것이 보통이니까 

말하자면 송현도 씨는 범인이 아니니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탈속하

지 못한 범속한 위인이란 의미겠지요. 그러나 이건 농말이구 송군이 한 

사람의 비평가의 입장에서 그 소설의 가치를 그렇게 고집한다면 아마 규

칙도 다소간의 양보는 할 수 있겠지.176)

 경희의 구체적인 주변 관계는 작품에 따라 변화가 있다. 가령 『세기의 화

문』에서 경희가 투고한 소설을 통해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학예부 기자 송

현도는 『사랑의 수족관』에서 아버지의 비서로 등장하여 경희와의 결혼을 

도모한다. 또한 『사랑의 수족관』에는 경희의 여동생 덕희가 나타나지만, 

『1945년 8·15』에서는 남동생만 확인된다. 이와 같은 차이점보다 눈에 띄

는 것은 세 장편 소설을 관통하고 있는 공통점이다. 경희는 세 작품을 통틀

어 다른 여성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기의 화

175) 김남천, 여류 문학 저조의 문제」, 『여성』, 1939.6; 전집2, 501-502면.
176) 김남천, 「세기의 화문」, 『여성』, 1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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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경희는 자신의 친구 애덕과의 연애 고민을 털어놓는 남수와 마주

하며, 남수가 애덕과의 연애를 위하여 아내와의 이혼의 의지를 밝히는 부분

에서 그와 같은 자신의 시선을 드러낸다. 이때 경희는 남수의 아내가 겪고 

있는 취급에 대하여 같은 여성으로서 불쾌함을 느낀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

에 결말부에서 애덕이 현도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을 향한 

긍지를 느끼는 모습으로 하여금 그 만듦새에 의문을 품게 하기도 한다. 이

와 같은 모습은 김남천이 밝힌 바 있듯, 「세기의 화문」이 “편집자의 모든 

주문을 받아들이고 써보는 최초의 통속소설”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여성』에 연재중인 「세기(世紀)의 화문(花紋)」은 편집자의 모든 주문

을 받아들이고 써보는 최초의 통속소설인데, 처음엔 4회를 쓰라기에 아무 

사건도 없이 청년남녀 수삼인(數三人)을 데리고 이럭저럭 산보나 시키던 

중 그 뒤에 길어져서 다시 상(想)을 좀 늘렸다.

 빈약한 작가가 편집자의 주문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실

험하는 데에는 호개(好箇)의 한 작품인가 한다. 통속소설의 일보전진을 항

상 염두에 두기는 하나 잘 되지는 않는다.177)

 「신문과 문단」(『조광』, 1940.10)을 통하여 저널리즘과 문학의 관계에 

대해 논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 김남천은 지속적으로 인용한 “통속소설의 

일보전진”에 대하여 의식했던 것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세기의 

화문」의 주인공 ‘경희’는 2년 후 장편 소설 『사랑의 수족관』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게 된다. 양적·질적으로 전작보다 풍부해진 『사랑의 수족관』에

서 경희는 직업부인들의 삶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노동하는 여성들을 

위한 탁아소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는 인도주의적 면으로 치부되며 『사랑

의 수족관』에서 광호를 통해서 줄곧 비판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1945년 8·15』에서 시대의 변화에도 일상에 타격을 느끼지 못하는 그녀

의 부르주아적 면모 역시 친일 자본을 활용하여 탁아소를 세울 계획을 가지

고 있었던 『사랑의 수족관』에서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

177) 김남천, 「자작안내(自作案內)」, 『사해공론』, 1938.7; 전집2, 3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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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

는 경희의 열정이 광호에 의하여 감탄할 만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다. 첫 회부터 광호는 경희의 열정을 “유치한 사회정책”, “순정에 가까운 인

도주의”178)로 치부하지만 결국 그러한 경희에게 매료되며, 경희 역시 그러

한 광호의 평가에 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평가에 자극 받아 더욱 적극

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이처럼 경희의 열정은 인물을 구성하는 하나

의 성격으로만 기여할 뿐 아니라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주된 역할을 하고 있

다.  

 『1945년 8·15』에서 경희는 여성 운동179)을 하고 싶어 하지만 남편 광호

에 의하여 제지당한다.180) 광호는 사회주의자였던 죽은 형과 재벌 장인의 

178)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39.8.3.
179) 이와 관련한 김남천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는 언급으로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수립과 자주독립 촉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야 한다는 치열한 정치적 기치를 내걸고 전조선 148개 단체 대의원 458명의 참
집(參集)으로 작(作) 12월 22, 3, 4일에 걸쳐서 조선부녀총동맹의 결성대회가 
개최된 것은 여성 해방운동의 전국적 조직화의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그 의의 중차대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 일본 제국주의 치하 이중삼중의 압제
로 인하여 완전한 예속생활을 살아오던 천 오백만 조선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완전해방을 기(基)하여 모든 부녀자로서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 부녀 
문제의 관념적인 인도주의적인 전개가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과
거의 종교적 부인운동이 하 등의 정치적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을 보아도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근로부인을 싸고도는 제종(諸種)의 봉건적 자본가적 악조건과 
투쟁하는 것이 실질상으로는 부인운동의 가장 중요한 초점의 하나가 되어야 하
며 그의 해결이 정치적 해결의 과반(過半)의 추진력이 되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조선일보』, 1945.11.24.~25; 전집2, 256면.) 김남천이 언
급한 종교적 부인운동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인 여성 운동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0) “이경희가 맨 먼저 꿈꾸었던 것은 여성운동이었으나 그런 것에 발벗고 나서
는 데 대해선 남편 광호가 절대 반대하였다. 참정권이니 여자끼리만 정당을 꾸
미느니 하는 건 물론이오, 일체의 운동 제일선에 경희 자신이 나서는 것은 이유 
없이 한사코 반대였다.”(168)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건국부녀동맹(1945.8.16. 이후 조선부녀총동맹으로 개칭) 결성준비에 들어가고, 
대한여자국민당이 창단되고(1945.8.18.), 연달아 한국애국부인회와 여권실천운동
자클럽(1945.9.10.), 그리고 조선여자청년동맹(1945.11.10.) 등이 조직되었다. 이
는 민족국가 성립에 있어 여성인구의 중요성을 목도하고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여성 자신이었음을 보여준다.” (류진희, 앞의 글,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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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무엇도 되지 못한 채 회의를 일삼는 인물이다. “공산은 좌익이요, 

무정부는 우익이오. 김광호는 아무것도 아닌 일개 토목기사. 내 형의 아우이

기보다는 내 장인의 사위이기 쉬운 존재.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장인의 그

늘에서 살고 있으니까.”(188)와 같은 대사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광호의 

형상은 「바다로 간다」의 준호, 「길 우에서」의 K기사, 『사랑의 수족

관』, 『1945년 8·15』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사회주의 운동 

후에 폐인이 되어 죽은 형, 파시즘적 세계에 동원되고 있는 토목 기사로서

의 직분 윤리181),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소극적인 저항감으로 인한 내

적 갈등이 두드러지는 회의주의적 인물로서 복잡한 의미망을 지닌다. 

 「길 우에서」의 공적 화자 박영찬은 우연히 들른 공사장에서 한때 사회운

동을 함께 하던 죽은 친구의 동생인 K기사를 마주친다. 영찬을 먼저 알아

본 토목기사 K는 그를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데려가 극진히 대접한다. 기

술자라는 직업은 영찬에게 선망과 질투를 반반씩 일으키고, 동시에 영찬은 

그가 자신과 4, 5년의 차이에도 “우리와는 딴 세대(世代)를 이루고 있는것

은아닐까. 우리와는 아무런 공통된 사색도 경험하지 않으면서, 다른 개념(槪
念)과 범주(範疇)를 가지고 세계를 해석하고, 통하지 않는 술어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거리를 느낀다. 화자가 의식하는 K기사와의 

거리감은 ‘새끼 자라’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자라를 장난감 삼아 

뒤집어놓는 것을 즐기는 K기사의 모습은 소설의 마지막에서 쏟아진 자라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영찬과 대조된다. ‘새끼 자라’는 영찬에게도 처음에는 장

난감 삼아 가볍게 생각되었던 것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생명에 대한 인식은 

K기사의 말에서부터 촉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부들의 생활 상태를 묻는 

‘나’에게 K기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181) 김윤식에 따르면 김남천은 서인식이 「문학과 논리」에서 생활인이 직업인으
로서 갖는 직분의 윤리문제를 강조한 것에 관심을 가진 바 있으며, “직분은 사
상이나 이데올로기와 관계없는 곳에서 성립되는 직업 윤리”이므로 작가는 이에 
거리를 두고자 한다.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256면.); 1940
년 6월 1일 서인식은 「현대가 요망하는 새윤리」를 통하여 직분윤리가 민족과 
집단을 윤리적 실체로 설정하며 개인을 통제와 동원하고자 함을 논했다. (조관
자, 앞의 글,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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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컨대 인도주의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일종의센티멘탈리즘이 아

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피할 수는 없는 사정이였겠지만, 내 종형같

은이는 비극의 주인공 이겠지요. 박선생님 앞에서 이런소리 하기는 무엇 

허지만……」

(…) 「처음 얼마는 몹시 신경에 거실려서 제깐으론 고민도 해 봤으나, 지

금은 청년다운 센티멘탈이라고 집어치웠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가끔 있

습니다. 턴넬의 천정이 문허지던가, 화약이나 폭발물에 부주의하야 사고가 

일어나는 경웁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지금 확실이 부상자보다도 사망자를 

히망합니다. 사망자에겐 장례비나 또 유족이 있으면 일이백원 주어버리면 

그만이지만, 한달 두달식 걸리는 중상자는 아주 질색입니다. 돈 뿐만이 아

니라 성가시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런때에 심중을 오락가락하는 인도주의

적 의분이란 그리 높이 평가할것이 못 되는줄 알었으빈다. 언제나 큰 사

업을 위하야 사람의 목숨이란 초개같은 히생을 받어 왔고, 또 그것 없이

느 넠다란 사업이란 완성되지 않는게 아닙니까. 이런경우에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보는건, 결코 사람의 가치 그자체를 대스릅잖게 여기는거와 혼동 

할 수는 없을줄 압니다. 이 자라를 보시지요,……」 182)

 이후 K기사는 자라를 가지고 노는 것이 우리에겐 즐거우나 그들에겐 유쾌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것을 모르지 않음에도 인도주의를 따질 수 없지 

않느냐고 묻는다. 이때 장난감과 같았던 자라들은 영찬에게 있어 인도주의

와 맞닿게 되고, 흔히 널려 있는 새끼 자라들은 더 이상 무심히 넘길 수 없

는 존재로 영찬에게 다가오게 된다. 인부들의 작업 환경에 대한 염려를 인

도주의와 센티멘털리즘으로 치부하는 K기사의 모습은 『사랑의 수족관』의 

도입부에서 경희와 광호의 대화와 흡사하다. 가족 관계와 직업, 성격에서도 

광호와 같은 K기사는 이후 길녀라는 어린 아이에게 과자를 주며 보기 드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인품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큰 사업을 위하야 사

람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인물

이기도 하다.

  『1945년 8·15』에서 경희는 결혼한 여성, 권태로운 유한부인이라는 점에

서 앞 작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어린 학생 박무경과의 불륜이라

182) 김남천, 「길 우에서」, 『文章』, 1939.7, 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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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격적인 전개가 두드러지는데, 이를 살펴보기 위해 경희라는 인물의 성

격을 구성하는 열정과 욕망의 연속성이 먼저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 인물

은 특히 성격적인 측면에서 전작들과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자신이 바라는 남성상이 분명하며 그것이 지성과 육체미라는 것 역시 

세 작품 동안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무경과의 불륜 역시 이러한 연속성 하

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일종의 일탈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그것을 촉발시킨 광호와의 관계성 속에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때 

무경에게로 수렴되는 경희의 욕망은 그것이 ‘비판적 리얼리즘’의 연장으로 

행해진 것이라 하여도 작품 내에서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며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183) 이와 같은 욕망은 경희의 서사에서 볼 수 

있듯 고뇌와 불행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욕망을 가질 
수 있고 발화할 수 있음이야말로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조건일지 모른
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한편, 경희의 불륜은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촉발된다는 점에서 

『대하』, 『동맥』에서 정보부와 쌍네를 떠올리게 한다. 이와 같은 불륜은 

마치 보부와 쌍네가 자신의 남편에게 불만을 가지면서 『대하』, 『동맥』 

연작의 주인공 형걸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기 때문

이다. 무경은 외모와 성격, 명민함으로 인하여 시선을 받는 인물로 형상화되

고 있다. 아울러, 그의 범 같은 외모는 일견 「妻를 때리고」(1937)에서 형

상화되었던 준호를 환기시킨다. 남수의 아내인 정숙과 산보를 하여 부부 싸

움을 촉발시킨 준호는, 다툼이 있었던 다음 날 집에 찾아와 자신이 남수와 

함께하는 사업에서 손을 뗄 것임을 이야기하며 기회주의적인 청년으로 형상

화되는 인물이다. 이러한 준호는 뭇 여성들의 마음을 끄는 젊은 남성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무경과 공통점을 지닌다.

183)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푸코의 입장에 따르면 성 
혹은 성적 욕망은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
다. 그렇게 볼 때, 근대사회에서 성은 자아의 지형학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요
구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더불어 성적 욕망 및 그것과 필연적으로 결부
되어 있는 제반 사회·심리적 조건은 근대적 주체의 내면을 형성하는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심진경, 『한국문학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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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妻를 때리고」에서도 『사랑의 수족관』에서도 권태로운 중년 부인의 시

선이 향하는 젊은 청년들은 그 부인과 함께 남성 인물 혹은 사회의 비판의 

대상으로 기능하도록 구조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부부 사이에서 일어

나는 억압에 관한 여성 인물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비가시적으로 만드는 역

할을 한다. 그러나 경희의 경우, 남수의 입장이 발화됨에 따라 목소리가 사

라져갔던 「妻를 때리고」의 정숙과는 달리 그의 시선과 목소리를 보다 많

은 작품을 통하여 남겨 놓고 있어 그 연속성을 통하여 독해될 수 있는 점이 

주목된다.

 경희는 자신의 시선과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며 내면을 보이고 있는 인물

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목소리가 사라졌던 정숙과 차이를 지닌다. 

경희는 전작 『사랑의 수족관』에서 그가 결혼을 “완전한 희생”으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남편에 대한 애정뿐이라는 것을 주창한 바 있던 

인물이다. 경희에게 있어 애정이라는 최소한의 조건마저도 위배될 때, 경희

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지탱해나가기 어려운 것이 된다. 

 언젠가 본 소설에 결혼생활은 형식적으로만하고 실제에잇어서는 독신생

활을 시켜줄 조건으로 결혼을 승낙하는 경우를 그린것이 잇엇다.

 그러나 소설이니 말이지 그런 것이 제의 경우에 가능할것갓지가 안헛다. 

그는 또 독신주의를 상당히 경멸하던 사람이엇다. 그래서 그런 것이 머리

에 떠올랏달뿐 기피 고려하지는 안헛다.

 (…) 이런 것을 저처노코보면 고려해볼 아무것도 남지는 안헛다 가정생활

에 잇어서의 안해의 자유가튼 것?이런것도 공연한 수작이고 그박게 사나

이의행동을 제한하고 견제하는것가튼 그런 맹랑한 소린철부지 기독교여학

생이나 생각할이고… 그러자니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결혼조건이라고 내

세울만한 것은 아무것도 업섯다.

 (그저 완전한 히생!)

 이것이 히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위하여는 그는 송현도에게 대하여 애

정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엿다 에네르기―실무주의 실용주의 행동가 실

업가적수완―그것은 물론 하나의매력일것이오 여기에서 새로운 애정의 원

천을 구해야될 것이다―184)

184)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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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연인 광호와의 결혼 역시 그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었음이 『1945년 8·15』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개인

과 개인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질서 아래에서 공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여성의 구조적 처지와 연관된다.185)

 

 반대면 반대로 어째서 용감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의 취미나 기호

(嗜好)인 것처럼 비판만 늘어놓고, 그 비판 끝에 하나로 창조되어 나오는 것

이 없다. 그것을 가리켜 지식인의 고고(孤高)한 비판 의식이라 일컫는 것인가. 

(…)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은 행동 아닌 행동과 적극성 없는 실천 그리고는 

피곤과 신경질과 독설(毒舌)만이 남을 뿐인 것이다.

 경희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저이란 그다지 예리한 비판이나 신경질적인 분

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을 모르지는 않으면서도 그것을 뒤엎고 용

감하게 돌진하는 것, 행동하는 것, 쑤시고 뚫고 정신없이 매진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나간다 하고 작정이 되면 

무슨 고난과 장애와 박해가 닥쳐와도 불요불굴 돌진과 강력한 우둔스런 실천

이 요청되는 것―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편 김

광호는 얼마나 불쌍하고 또 비창조적인 사람이냐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186)

 남편을 배웅하며 이러한 생각을 한 직후 경희는 무경을 마주하고 바로 그

날 밤 그와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된다. 이와 같은 경희와 무경의 관계는 스

탕달 소설 『적과 흑』의 레 날 부인과 쥘리앵 소렐을 환기시킨다. 특히 경

185)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노동자들은 생산물, 그들 자신, 타인, 자연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한다. 앤 포어맨에 따르면, 여성은 사적영역인 가정에 주로 머물며 
가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자신을 경험하여 남성의 경우보다 심한 
소외를 경험하며 이것이 여성 억압의 본원적인 구조로 설명된다. (R. Tong, 
「Feminist Thought」, Boulder, Westview Press, 1989, p.44; Ann Foreman, 
「Feminity as Alienation」 : Women and the Family in Marxism and 
Psychoannalysis, London : Pluto Press, 1977, p.101~102; 손애리, 앞의 글, 
38면 재인용.)

186) 김남천의 장편 소설 『1945년 8·15』는 『자유신문』에서 1945년 10월 15일
부터 1946년 6월 28일 165회까지 연재되었다. 본고는 2007년에 나온 단행본(김
남천, 『1945년 8·15』, 작가들, 2007, 192-193면.)을 인용하였다. 이하 본문의 
괄호 안에 쪽수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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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와 무경의 불륜이 일어나는 8장 「여름밤의 꿈」은 『적과 흑』의 15장 

「닭 우는 소리」187)와 유한부인에게 쪽지를 건네는 가정 교사, 그들이 만

나기로 한 새벽 2시, 질책하는 부인 앞에 엎드려 우는 가정 교사, 저항과 

내맡김이 섞인 부인의 반응 등이 정확히 일치한다. 무경의 자존심 강한 성

격과 계급에 대한 의식 또한 쥘리앵의 그것과 닮아 있다.

 스탕달의 『적과 흑』은 ‘1830년의 연대기’라는 부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회현상을 총체적으로 담아내고자 했던 작품이었다.188) 작품이 쓰인 당시

의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실각 후 루이 18세, 샤를 10세, 루이 필립의 7월 

혁명 등의 정치적 변화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극왕당파, 공화당, 

자유당으로 나뉘어 권력다툼을 하고 있던 귀족들의 모습189)은 해방 공간의 

무질서를 환기시킨다. 김남천 또한 ‘작가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

이, 『1945년 8·15』를 통하여 해방 공간의 혼란을 그려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쪽·북쪽이 갈리고 정당이 45개나 생기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떠들어 

대고, 도무지 어찌된 일인지 머리가 뒤숭숭하다고 사람들은 곧잘 말한다. 

더구나 젊은 학생이나 청년들에게서 이런 말은 더 자주 듣게 된다.

 혼란! 그러나 이 복잡하고 뒤숭숭한 현상의 포말 밑에 굳세게 흘러내리

고 있는 역사의 커다란 진행에 대해서 우리는 고요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젊은이들이여! 어디로 가려는가? 청년의 불타는 정열과 냉철

한 진리를 안고 그대들은 어디로 향하려는가?

 이 소설은 그 물음에 대한 말하자면 하나의 대답이다. 혼란 가운데서 가

장 진실한 그러나 가장 곤란한 길을 걷고 있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다.

 

  쥘리앵은 레날 부인의 우아하고 값비싼 의상을 느낄 때마다 그녀를 정복

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는 야망을 꿈꾸는 인물이다.190) 

187) 스탕달, 임미경 역, 『적과 흑-상』, 열린책들, 2014. 
188) 조미영, 「<적과 흑>에 나타난 Julien Sorel의 <사랑의 양상>에 대하여」, 단

국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6, 1면. 
189) 윤미영, 앞의 글, 29면.
190) 윤미영, 「적과 흑의 주인공들을 통해 살펴본 열정의 문제」, 한국프랑스학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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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시카 출신의 비천한 신분을 딛고 황제가 된 나폴레옹을 동경하는 쥘리

앵 소렐은 자신의 신분을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한 청년이다. 군인

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시대가 나폴레옹의 실각으로 지나간 시대의 사람

인 그는, 출세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 사제를 택하고 라틴어를 자신의 무기

로 활용한다. 

 무경은 부인들의 놀림에도 자존심이 훼손되었다 느낄 정도로 계급에 대한 

의식이 강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쥘리앵과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한편, 그

에게는 쥘리엥에게 부재하는 존경스러운 아버지가 있어 주목된다. 아버지를 

따르겠다는 그의 결심은 누나 문경과의 언쟁191)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그

가 좌익으로 기운 학도대를 탈퇴한 후 임시정부 지지를 위한 청년단을 조직

하도록 이끌며 아버지 박일산의 존재는 그에게 있어 동력이자 동시에 한계

로 작동한다. 아울러, 징병을 염려하던 무경이 훔친 총을 소유함으로써 남성

성을 회복하는 것192)과, 독립 운동의 상징 그 자체인 아버지를 뒤따르며 민

족적 주체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욕망은 동궤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과 흑』의 불륜 장면에서는 오로지 쥘리앵의 성취감만이 나오는 

데 비하여 『사랑의 수족관』에서는 같은 구도에서 경희의 적극성이 가시화

되고 있어 특기할 만하다. 울고 있는 무경의 머리를 쓰다듬던 경희는 나직

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무경의 눈물을 닦아준다. 

 “울면 뭘 해. 누가 들어두 숭허구.”

 “그럼 무엇 땜에 모욕을 주는 거유?”

 “모욕.”

집 94, 2016, 32면.
191) 문경은 “아버지가 옳다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254) 한다는 무경의 주장에 대하여 “아버지의 빛으로 자식이 빛나는 것은 
고맙고 행복된 일”이지만 “아버지의 빛만으로 빛날 수 있고 아버지의 빛이 없어
지는 날 그대로 깜깜한 하나의 흙덩이일진대 차라리 그 자식은 저주를 받으라, 
욕된 행복이 되라, 자식이기를 그만두라.” 말한다. 문제는 무엇을 ‘지지하는 것’
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문경은 이윽고 자신 역시 “임시정부 반대를 섭섭히 생
각”하지만 “임시정부 절대 지지만으로 한몫을 차지하려는 정당이나 정객을 더욱 
미워하고 경멸”한다 밝힌다. (255)  

192) 이혜령, 19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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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은 가만히 웃는다.

 “모욕이 그렇게 무서워.”

 그러고는 그대로 무경이를 치켜세우고 눈물에 젖은 그의 얼굴에 뜨거운 

입을 대는 것이었다. (228)

 쥘리앵이 언뜻 남장한 소녀와도 같은 모습으로 울고 있었던 것이 레 날 부

인의 시선을 끌었듯 같이 무경 또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통하여 경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이러한 침실에서의 장면 이전 무경은 총을 들고 나

타나 장미를 쏴 꺾으며 경희의 눈길을 끈 바 있다. 그는 “모든 것을 모르지

는 않으면서도 그것을 뒤엎고 용감하게 돌진하는 것, 행동하는 것, 쑤시고 

뚫고 정신없이 매진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192)라는 경희의 물음을 체

현하고 있는 청년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여 “김남천이 본 바 우익청년의 성

격”193)으로 논해진 바 있는 이와 같은 무경의 모습은 그가 지닌 열정과 그 

이면의 혼란으로 하여금 눈길을 끈다. 경희가 이와 같은 혈기에 끌렸던 것

은 그에게 있어 자신의 것과 닮은 들뜬 혼란과 열정을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는 경희에게 있어 “불쌍하고 또 비창조적인 사람”(193)으로 묘사

되는 광호에게서 결여된 속성이기도 하다.

 아울러 경희의 만듦새는 부수적으로 <무도회의 수첩>의 주인공인 미망인 

크리스틴(마리 벨)을 통해 그 단서를 얻을 수도 있다. 여성 인물들이 지닌 

욕망과 무의식이 나타나는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 김남천의 영화에 대한 

관심이 하나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남천의 글에는 영화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194)하여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에 대한 그의 생

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영화에의 관심이 김남천의 창작에 적극적

193) 이혜령, 앞의 글, 34면. 
194) 김남천은 김외곤에 의해 이타미 만사쿠(伊丹万作), 도요다 시로(豊田四郞), 

우치다 도무(内田吐夢) 등이 제작한 일본 영화와 뒤비비에, 페데 등의 시적 리
얼리즘 영화를 관람한 일종의 ‘준영화광’으로 설명되고 있다. (김외곤, 「김남천
의 프랑스 시적 리얼리즘 영화 수용 연구-「페페 르 모코」와 「이리」의 관련
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6, 2007.) 또한 르네 클레르의 <The 
Ghost Goes West>(『사랑의 수족관』)와 조셉 폰 스텐베르그의 <모로코> 
(『세기의 화문』) 등이 소설 속 인물 들의 대화에서 레퍼런스로 등장하고 있는 
것에서도 영화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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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된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195) 문학은 영화에 의해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받아도 와야 한다196)는 김남천의 문제의식은 ‘영화소설’에 

대한 그의 서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남천은 비평을 통해 ‘영화소설’을 

“추락된 문학적 장르”로 규정하고, 문학이 이로 인하여 “영화의 밑을 씻어

주고 있다”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문학하는 사람들의 영화에 대한 

관심이 영화소설로 표현되는 것은 적지 않은 불행”이라는 언급197)은 다시 

문학이 무엇을 어떻게 영화에서 “받아도 와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한다. 이

와 같은 관점을 지녔던 김남천은 특히 프랑스 시적 리얼리즘 영화198)에 관

심을 가졌는데, 이는 <페페 르 모코(망향)>에 대한 인상이 소설 「이리」에 

직접 구현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페페 르 모코(망향)>와 같은 감독의 작품이자 위의 수필에서도 직접 

195)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표정옥, 「1930년대 소설의 기호론적 담론 양상」, 국어국문학, 142, 2006.
 김외곤, 앞의 글.
 박진숙, 「김남천의 「장날」 연구-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덤불 속」과의 관계

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7, 2012.
 임희현, 「김남천 연작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2015.
 이소영, 앞의 글.
196) “소위 문예영화의 성과를 검토하였을 뿐으로 영화가 문학에게 끼치는 영향 

현상은 그리 논구하지 않았습니다. 문학이란 쓴물 단물 다 보아 마신 예술 형식
이므로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받아도 와야 하겠는데 우리 조선 문단의 현상으론 
별로 이렇다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국서는 헉슬리 같은 분이 곧잘 영화
적 수법을 문학 속에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나 자신으로 말하면, 신여성과의 접
촉이 없는 신세인지라 가끔 여성의 기질이나 풍속이나 심리를 배워올 뿐, 안티
클라이막스의 방법과 몽타주론과 「무도회의 수첩」의 수법 등을 잠시 고려해 
보았을 정도입니다.” (김남천, 「영화인에게 보내는 글」, 『문장』, 1940. 6, 앞
의 책, 196면 재인용.)

197) 김남천, 「문장·허구·기타」, 『조선문학』, 1937. 4. (전집1, 200면.)
198) 시적 리얼리즘은 "일상적 삶을 다루되 이를 시적으로 그려내고, 정확한 구성

과 인상주의적인 조명, 정적인 쇼트 등 미장센을 강하게 활용함으로써 밀도 있
는 분위기와 사색적인 감성을 보여주는 영화(김광칠·장병원 편, 『영화 사전』, 
media2.0, 2004, 227면, 김외곤, 「1930년대 프랑스 영화 「무도회의 수첩」의 
수입과 그 영향」, 우리춤 연구, 2007, 3면 재인용.)"이다. '거리'를 작품의 배경
으로 삼되, 서정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흐릿한 조명이나 안개와 같은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인공적 무대를 사용했다. 뤼미에르 형제에 이어 프랑스 영화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만들었으며 훗날 이탈리아의 네오 리얼리즘 영화와 미국의 필
름 누아르에 영향을 미쳤다. (김외곤, 위의 글, 4-5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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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었던 영화인 <무도회의 수첩>이다. 플래시백을 통한 과거 회상, 로드 

무비적 요소, 르포르타주 구조의 편린을 갖춘 독특한 내러티브 구조를 가진 

이 영화는 중년의 여성이 과거에 함께 춤을 추었던 남자들을 찾아간다는 내

용을 통해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199) 김남천이 이와 같은 영화에 

주목했다는 사실은 김남천이 여성을 그려내는 과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

다.

 영화에 대한 관심과 여성 인물의 축조가 맞닿는 부분 역시 동일한 수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영화를 통해 “가끔 여성의 기질이나 풍속이나 심리를 

배워올 뿐”이라는 언급을 통해 김남천의 영화 체험과 감각적인 생생함과 풍

부한 내면 공간을 가진 여성 인물들의 관련성을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영화라는 매체는 김남천에게 하여금 여성의 기질이나 풍속, 심리를 배

울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감각과 목소리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을 수 있다. 또한, 이는 김남천이 재현해내는 여

성 형상의 기원 중 하나로도 독해될 수 있다.

 <무도회의 수첩>에서 크리스틴은 과거의 남자들 중 가장 잘 생겼던 제라

르를 마지막으로 찾아가는데,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의 집에는 제라르

의 아들만이 남아있다. 이 영화는 크리스틴이 그 아들과 함께 무도회에 가

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해방기 김남천의 소설에서 반복되는 유한부인들이 

어린 청년을 욕망하는 화소는 이와 같은 구도를 환기시킨다. 이와 같은 시

적 리얼리즘 영화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전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만연했던 프랑스 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암울하고 허무주의적인 분위기가 특

징이라는 점에 주목해 보았을 때, 이를 『1945년 8·15』에서의 경희와 겹쳐 

읽는 것은 경희의 욕망과 일탈이 단순한 개인의 도덕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임을 논하는 데 이바지할 수도 있다.200)

 여성 인물의 남성 인물을 굴절한 지향은 『사랑의 수족관』, 『1945년 

199) 김외곤, 위의 글, 12-14면 참고.
200) 이와 관련하여 “정욕이나 육욕은 실현 가능성이 상실되거나 억압된 리비도가 

지향하는 지점”, “참사람으로서의 자기 완성이 좌절되면서 이에 대한 반향으로 
분출된 파멸의 증후”라는 선행 연구의 언급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박현수, 
「1920년대 초기 소설의 근대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
문, 1999, 115면; 심진경, 앞의 책, 23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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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과 연작인 『낭비』의 ‘관덕’201)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바람소리가 갑자기 나무를 뒤 흔들고 지붕을 뒤집어 놓을 듯이 요란스럽

게 들려진다. 번개ㅅ불, 우레소리, 와-하는 비의 함성―우렁찬 자연의 벽

력속에 뜬다, 뜬다, 뜬다……. 그리고 그것의 폭음소리가 드디어 우주를 

뒤흔들듯이하며 하늘을 덮어 버린다. 자연과의 항쟁. 드디어 자연은 침묵

한다. 융카-, 콘들, 멧사-슈밋트, 하리-켕, 데파이안트…… 그 뒤로 아성

층권 여객기의 보-잉그, 스트라트라이나-, 탑승대에 앉은사람은 구웅걸(具
雄傑)씨. 그것은 아름다운 날개를 번뜩이며 까맣게 구름속을 향하여 관덕

의 시야를 벗어저 나가고, 관덕은 그안에 탄 조종사의 얼굴조차 점점 히

미하게 느껴가다가, 드디어 비행기도 사나이의 얼굴도 그대로 구름속에 가

리어저서 안타까히 눈을 비집어 보나 도무지 맹막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었다.(강조-인용자)202)

 『낭비』의 이관덕은 낮잠을 자던 도중 자신의 약혼자인 구웅걸에 관한 꿈

을 꾼다. 그의 불행한 결말을 암시하듯 시야 밖으로 사라져버리는 구웅걸으

로 인해 일종의 예지몽으로도 독해될 수 있는 이 꿈 속에서 그를 향한 관덕

의 마음은 단순히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상상적으로 재현된다. 작품 

속에서 구웅걸은 단지 그의 약혼자로서만이 아니라 거듭하여 그의 비행기 

조종사라는 정체성을 통해 환기된다. 관덕 역시 음악이라는 자신의 전공과 

무관하게 비행기라는 근대적 기술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있는 인물로 

나타나는 인물이다. 이때 ‘비행기-구웅걸’은 단지 약혼자, 혹은 그와 만들 

가정뿐만 아니라 관덕이 자신의 욕망이 현실적으로 좌절되었을 때 향한 곳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덕의 욕망은 꿈속의 감각이라는 내

밀한 방식으로 재현된다. 

「나 지금 엉뚱한거 생각하구 있었서. 가령말이야, 여자란거 공부하면 무

엇에 쓰는건가? 그런 의문을 잠시 생각하구 있었서. 우습지 언니」

201) 이관덕은 『낭비』에서의 만족스럽고 행복한 결합이 없는 엇갈리는 애정 관
계에서 예외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 바 있다. (김철, 앞의 글.) 

202) 김남천, 『浪費』, 『인문평론』, 40.7, 208-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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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거야 머, 그렇게 생각하면 못할것두 없겠지만, 공부가 많아서 못쓸거

야 있나. 나두 음악을 할때는, 이정도루 우물쭈물 그럴려구 시작한건 아닌

데, 졸업하구 돌아와서 독창회 한번 열구나니 무슨 자극이 있어야지? 그

까짓 유행가수와 어울려서 방송이나 하자구야 무슨 음악이야. 그렇다구 아

이들께 교과서나 가르키기두 열적구……」

 (…) 「아니, 그러니 말이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걸 그저 교양이라구 

생각해야지,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길것처럼 그러는게 되려 우습다는거야. 

음악가라고 누구 누구 하지만, 우물안에 올차이지 무슨 별수가 있었나. 시

집가면 시집사리해야지 아이 길러야지, 남편 시중들어야지…… 그러니까 

예술이란게 모두 그저 그러그러해서 지루하기만 하구……」

 「그래서 언닌 방향을 바꿔서 구(具)선생한테루 취미를 돌렸군 그래」

 관덕이는 연이의 말엔 대꾸하지 않고, 

 「음악은 교양!」 그렇게 지저기듯 하고는,

 「좀더 놀랍구 찰란한 일이 있어야 돼! (강조-인용자)203) 

 “여자란거 공부하면 무엇에 쓰는건가”를 묻는 연이에게 관덕은 “그런걸 그

저 교양이라구 생각해야지”라고 대답한다. 예술이란 것이 지루하다는 관덕

을 향해 연이는 “구선생한테루 취미를 돌렸군 그래”하고 장난스럽게 말하는

데, 관덕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은 채 “좀더 놀랍구 찰란한 일이 있어야”라

고 대답한다. 추후 묘사되는 관덕의 꿈으로 보아 그 “놀랍구 찰란한 일”은 

비행기로 대표되는 근대적 기술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김남천의 줄거리 

요약에 나타난 “음악학교를 나와 독창회까지 열었으나 그뒤 그의 갈길을 예

술에서 찾지못하고 오히려 비행기의 찬란한 기계미와 모험성에 심취하고 있

는 觀德이는 그의 『피앙세』 비행사 具雄傑(二五)을 공상하며 제의 세계

를 마음속에 만들고 있다.”204)와 같은 묘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주

목할 것은 “제의 세계를 마음속에 만들고 있다”와 같은 서술이다. 이 작품 

속에서 ‘관덕’은 고등 교육을 받아도 그것을 활용할 곳이 없는 현실을 분명

히 자각하고 있는 인물임과 동시에, 그러한 자각으로 하여금 그저 현실에 

203) 김남천, 앞의 글, 『인문평론』, 40.4, 294-295면.
204) 김남천, 앞의 글, 『인문평론』, 40.7, 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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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웅걸을 굴절하여 비행기라는 근대적인 기

술을 욕망하고 있는 내면 세계를 지닌 인물인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희의 억눌린 열정이 가닿는 곳으로 욕망되었을 무

경은 경희와의 짧은 일탈 이후 곧 작품에서 퇴장한다. 이에 따라 해방기를 

맞이하여 부정되어야만 했을 식민지 신여성의 표상 경희 역시 평화로운 일

상을 되찾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경희는 다시금 도덕적 가책과 

애욕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하지만 군정고문관이 된 오빠의 집에 열린 파

티에 초대받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심정에서 벗어난다. 미국 장교들과 춤을 

출 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경희의 모습은 다시금 그녀의 욕망을 가

시화한다. 이때 그녀의 욕망은 미국이라는 표상과 함께 나타나는데, 미국은 

『사랑의 수족관』에서 경희가 송현도와의 원치 않는 결혼을 미루고자 할 

때 유학을 결심했었던 곳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처럼 ‘타락’한 경희의 모습은 해방기를 맞이한 작가에게 요구되었을 식

민지 시기와 차별되는 서사 전략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권력자

들이 단죄되는 서사에서 그들과 관계된 여성들이 손쉽게 무너지며 보는 이

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작가의 정치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

이는 것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더군다나 식민지의 모더니티 그 자체인 

신여성이라면 그 육체성과 함께 처단 당해야 마땅했다.205) 그럼에도 그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전까지의 연작들이 그의 알리바

이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이 소설에 작은 틈새를 만들 수 있게 되

는지도 모른다.206) 

 이후 경희는 미군의 꼬마차를 탄 채 그들과의 교제를 하러 떠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인다. 이는 주인공이자 맹아의 역할을 하는 문경의 시선을 통

해 비춰지며, ‘타락’으로 단죄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단죄는 당시의 사회적 

시각과 더불어 작가 김남천의 여성관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205) 류진희, 앞의 글, 96면 참고.
206) 이와 같은 경희의 모습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은 희곡에서 전쟁미망인과 같

은 위험한 여성을 가부장제 내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여성 인물을 적극적으로 형
상화하는 과정에서 남성 중심적 공간의 폭력성이 부각되는 전복적 효과가 나타
난다는 조서연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조서연, 「1950년대 희곡에 나타난 여
성성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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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부정적인/긍정적인 인물로서의 상대적인 위치 짓기를 넘어, 여러 

번에 걸쳐서 축조된 이 인물이 열정과 욕망의 입체적인 서사로 ‘자기’를 드

러내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경희는 끝내 부정적으로 

그려지기에 이르렀고, 그 인물의 퇴장이 초라하다고 하여도, 이 인물이 여태

껏 서사를 이끌어오던 생명력, 곧 역동성은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

 『조치 못한 습관인줄은 알지만, 공연히 한번씩 빈정거려보고 십거나 비

꼬아 보고시퍼서 큰일이여요』

(…) (광호) 『그건 이선생께서 정신이 건강하시다는 표적입니다』

(…) 『건강한 정신이 추잡한 세태가운데 살때엔 언제나 독설(毒舌)을 즐

기니까요』

 『저의 버릇은 어데 독설이나 역설(逆說)의 재격인들잇서야죠, 그대로 빈

정거려 보는게니까요, 허구 난뒤엔 후회하지만 좀처럼 고쳐지질 안하 걱정

이여요』

 『걱정도 만흐시지,』

 광호가 아무러케나 던지는말이 경히에겐 몹시 반가웠다.

 (걱정도 만흐시지…)

 하고 입속으로 노여 볼만큼 그말이 반가웁게 들리는것이 어쩐 까닭인진, 

그러나 경히도 알지 못하엿다.207) 

 경희의 비판적인 시각은 광호에 의해 “건강한 것”에서 결혼 후 “주정도 푸

념도 아니오 트집도 아닌 빈장대시기만 일쑤인 까다로운 성미”(179)로 평가

된다. 경희는 계속해서 여러 인물들과 작가적 화자에 의하여 “건방진” 존재

로 평가 절하되어 온 바 있으며, 특유의 적극적인 성격과 열정, 비판적인 

시각 등은 때때로 “사내처럼”이라는 수식어로 ‘고평’되기도 했다. 이러한 수

식은 그 수식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내”와 같은 성정을 지닐 수 

있음을 드러내며 이분법적 성에 대한 교란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젠더에 가

해지는 억압에 의하여 뜻을 펼치기 어려운 경희의 젠더를 가시화하는 역할

을 한다. 

207)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3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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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작품에서도 경희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만 머물고자 하지 않으며 적

극적으로 행동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세계에 균열을 만들어낸다. 와

다 도모미의 논의에서와 같이 경희가 자신의 계급(혹은 아버지)을 벗어나고

자 하는 인물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계급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김남천이 ‘자기 초극’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과정에

서 아름다움을 느꼈듯,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고자 한다면 그의 인도주의 역

시 무가치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광호의 회의주의는 결국 노동자들에게 위

선과 무능으로 치부되며 도리어 분노를 야기할 뿐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

는 것과는 달리, 그가 만든 탁아소가 다른 이들에게 결국 넘겨졌다208) 해도 

작품에서 나온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는 할 수 없었던 사업을 실현시켰다는 

것209)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탁아소 사업은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에서의 부담을 덜어주고

208) “이신국 씨 딸인 이경희가 하던 자선사업이 머리에 떠올랐다. 탁아소(託兒所)
를 꾸민다고 한참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더니 얼마 아니해서 누구에게 넘겨버
리고 그는 가정 안에 파묻히고 말았었다.” (김남천, 『1945년 8·15』, 작가들, 
2007, 124면.)

209) 「아직 막연히 동대문박게다 설치할까하는 생각뿐이지 장소도 딱히 착정된건 
아니야요. 경인일체(京仁一體)에 따라 노동자의 부락이 새로생길것뚜갓고… 그
래서 처음은 아버지의 대흥공작의 공장도 영등포에 잇구해서 거기다 세워 볼까 
햇서요. 그런데 알아 보니까 우리집공장은 중공업이 위주가 돼서 그런지 여공은 
업다 시피 적두군요 그박게 영등포엔 방적공장이 잇서서 부인노동자가 만키는 
한데 독신여자가 대부분, 또 거개가 시골서 올라온 처녀들이어서 그대로 기숙사
안에 가처잇더군요. 그러니 뜻박게 탁아소를 이용할 가정이나 부인네는 적지 안
하요?그래서 인사드할겸 부청 사회과를차자가 볼려고요 방면사업(方面事業)에 
대한 상황도 알아 보고 또 부청의 계획가튼것도 참고의견으로 들어오고 무엇보
다도 노동부인의 거주밀도(居住密度) 가튼 조사통게를 어더볼려고요.」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39.10.27.), 「경성부처에두 차자가 보앗는
데 뭐 이러타할 사업이라구 잇습디까. 이런소리하면 관처에 대한 방이 될지두 
모르겟지만 방면사업이란것두 아무 보잘것 업는 유명무실이구 그 박게 다른 구
제사업으론 겨우 초보적인, 그야말루 체면이나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 두군
요, 게원의 말이 예산은 적고 금후 당신과 가튼 독지가가 생겨서 인보사업(隣保
事業)이나 방면사업에 기부도 하고  또스스로 나서서 활동하는분들이 만히 나타
나기를 바란다고요 그래 노동부인의 거주밀도에 대해서 통게를 구햇더니 작년치
는 잇지만 장차론 경인일체 관게로 동쪽보다 서남(西南)이 중요하게 될테니까 
그방면을 유의해서 조사해보라고요.」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
보』, 193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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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경희의 이러한 인도주의적

인 마음이 현순과 마주했을 때 시혜의 형태로 일어나는 것은 현순을 모욕하

는 경멸로 작동할 수 있지만, 얼굴을 아는 상태의 개인과 개인에서 이루어

지는 자선을 넘어 탁아소라는 복지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독해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적 관점의 탁아소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김남천이 동경 유학을 결

심하게 만들었던 저자들 중 한 명인 러시아의 여성 혁명가 알렉산드라 콜론

타이와도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콜론타이는 러시아 사회주의 여성운동

의 핵심인물이었다. 러시아 최초의 공산주의정부에서 여성으로서는 유일하

게 인민위원을 역임했으며, 레닌에게 직언을 고할 수 있는 위치와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자유로운 성관계를 주장하는 등 여성의 내적 자율성과 사회

구조적 여성의 해방에 앞섰으며, 여성들이 노동자·농민 등과 같이 하나의 

정치적 집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월한 혁명가이자 뛰어난 이론가

로서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 최초로 공산당 내에 ‘여성국(Zhenotdel)’을 

설치하여 서구 여성 운동의 부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콜론타이는 

남녀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사회 구조적으로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때야 비로소 여성이 남편에게 심리적으

로 종속되지 않아 진정한 상호존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210)

 이러한 콜론타이의 영향을 짐작해볼 수 있는 것과 더불어 그가 돌봄 노동

을 지원하는 복지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인지하고 있음은「여성의 직업 문

제」라는 수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수필에서 그는 모성을 여성의 

생물학적 본능으로 설정하고, 모성이 직업과 양립하기 어려움을 논한다. 그 

후, 외국의 경우를 참조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국 이 모순(모성과 

직업-인용자) 될수록 적게 하는 사회 정책이나 시설이 고작이 아닐까. 산전 

산후에 대한 적의(適宜)한 처치, 육아에 대한 사회 시설, 아동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격별(格別)한 배려”211)를 나열한다.

 물론 경희의 탁아소 사업은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총후 부인’212)

210) B. 판스워드, 신민우 역,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볼셰비키혁명과 여성해방』, 
풀빛, 1986, 21-25면 참조; 임철균, 앞의 글 재인용.

211) 김남천, 「여성의 직업 문제」, 『여성』, 1940.12; 전집1,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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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읽힐 여지가 충분하여 주의를 요한다. 일제는 중일전

쟁 이후에 조선의 가정부인을 동원하고, 가정의 물자를 공출하기 위해 조선

여성단체를 활용하고자 한 바 있다.213) 그러나 한편으로, 그와 같은 탁아소 

사업이 관제로 이루어졌다면 경희의 사업은 관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

우는 사적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버지의 자본을 이용하고자 하

며 경희가 활용하는 명분은 아버지의 위신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복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경희가 등장부

터 광산 노동자들의 생활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인물이었다는 데 있다.214) 

광호에 의하여 유치한 인도주의로 치부되는 이러한 시선은 자본의 출처가 

지닌 문제적 성격의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그녀를 사회사업에 공헌하도록 만

든다. 

 탁아소를 세우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경희가 의식하는 것 또한, 자신이 평

소 관심 있어 하던 직업 부인과 무관하지 않은 노동 부인들이었다. 이미 존

재하는 노동 부인을 조력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젠더로서 느끼는 공감과  

계급적 부채감에서 기인한 마음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희가 설립한 

탁아소는 가정 부인의 잠재적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지어졌던 탁

아소와는 사뭇 다른 목적으로 독해될 수 있다. 요컨대, 이러한 경희라는 인

물은 일제에 의하여 권장되던 총후부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그와 

같은 국가의 어머니상에 위배되는 신여성의 정체성으로 인하여215) 그와 같

212) “대일본부인회의 조직목표는 일본부덕을 갖춘 총후부인상이었다. 다시 말해, 
대일본부인회는 일본여성에게 국가의 전쟁 상황을 인식하고 모든 가정생활을 정
비하고, 자신의 자녀를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로 양육하고, 군인원호활동에 힘쓰
는 여성상을 요구하였다.” (박윤진, 앞의 글, 12면.)

213) 박윤진, 「大日本婦人會 朝鮮本部(1942~45년)의 결성과 활동」, 이화여자대
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7면.

214) “내가 말하는 시설이란건 채광시설이라든가 근대적인 기게 시설이라든가 그
런 의미의 시설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광부나 종업원을 위한 일상생활상의 시설
을 말하는겁니다.”, “그 광산이 누구의 것이란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내 
아버지 해든 내 자신의 소유든 어쩜 사람들이 일반 인부들의 생활 가튼데 그러
토록 무관심 할수 잇는가가 저로서는 퍽 괴이쩍엇습니다 그리구 어째서 회사의 
체면을 봐서라도 채광제도가 그러케 진부하구 원시적입니다 이누들이 캔것을 팔
아서 공전을 따진다는건 어떠케 되는 형편일까요.”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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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파시즘적 정치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탁

아소라는 상징을 통하여 지향하게 되는 것은 가부장제적 질서를 통하여 긍

정되던 일제의 지배 구조가 아닌, 직업 부인의 보다 나은 노동 조건일 따름

이다. 총독부는 친일세력이라 할지라도 조선여성의 세력화는 경계 대상이라 

인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선여성에 의한 여성동원정책은 1942년 10

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216) 그렇다면 경희의 활동에도 또한 친일 재벌의 

총후 부인 지향으로만 독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217)

 아울러 이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에 있는 재생산 노동의 사업화

는 한편으로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의무를 의식하며 점진적으로 공

적 영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의 전략으로 독해될 수 있다. 경희가 가

정에 매인 몸이 되며 자신의 열정을 멈추어야 했던 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여성 해방 운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물이었음은 그녀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 시대를 이끌어갈 지원과 문경에 의하여 경희

는 단죄 받지만, 경희가 따라가고 있는 미국이라는 기표가 그가 한때 원치 

않는 결혼을 유예할 수 있게 하는 탈출구였다. 경희의 사교를 지원과 문경

의 시선을 통하여 ‘타락’으로 규정해야 했던 것은 “여성이 조선민족의 정수

를 보존해야한다는 식민지적 믿음이 미군정이라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공포

로 다시 출현”218)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

다.

 『사랑의 수족관』에서 고래로 비유되는 무소불위의 부와 권력을 지닌 이

신국의 딸 경희는 작가에 의하여 타락으로 이름 붙여지며 퇴장 당해야 했

다. 김남천은 수필 「현대여성미」(1940)를 통하여 현대 여성에게는 ‘허무

215) 식민지 모더니티를 체현하고 있는 신여성 경희의 모습은 “사회 시스템을 ‘가
족’ 모델로 정형화하고, 모든 개인의 자기 서사를 ‘가족 서사’ 속에서만 구현하
도록 하는 정형화된 자기 서사의 모델”(권명아,『역사적 파시즘-제국의 판타지
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189면.)을 벗어난다.

216) 박윤진, 앞의 글, 7면.
217) 호미 바바에 따르면 식민권력에 의해 제국에 동화되는 피지배자는 식민통치

에 필요한 자원인 동시에 지배자/피지배자 사이의 차별성과 위계질서와 식민권
력을 와해시키는 양면성을 지니며 피식민주체의 저항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태혜숙, 앞의 글, 37면.)

218) 류진희, 앞의 글,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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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회의미’가 없음을, 그들은 그토록 “성실된 사색”을 하지 않는다고 단

정한다.219) 하지만 경희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 현대 여성은 시시각각 닥

쳐오는 예속화의 위협을 대처해야 하므로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느라 고군분

투해야 했으므로 허무와 회의에 빠져 있을 겨를이 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른

다.220) 이처럼 경희의 열정과 타자를 향한 인식이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과 

공적 화자로 인해 평가 절하되어 온 것과 경희의 타락은 다시 의미화를 시

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4.2. 타자와의 조우에서 기인하는 미완의 서사

 1941년 잡지 『춘추』를 위해 썼다가 검열에 통과하지 못해 1946년 7월 

『인민평론』에 실렸던 짧은 소설 ‘원뢰’에는 ‘나’와 인력거 차부의 대화가 

나온다. 잘못도 없는 차부에게 고함을 지른 후 ‘나’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

며 한때 자신이 천민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과거를 회상한

다. 미안한 마음에 차삯을 두둑하니 줘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인력거꾼에게 

막걸리 값이라도 하라며 2원을 주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술에 취한 사람은 

적어도 3원이라는 뜻밖의 대답이다. 이에 ‘나’는 말없이 2원을 더 주며 마태

복음 6장, “삼가 남에게 보이랴 사람 앞에셔 의를 행하지 말라. 그리면 하

날히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급을 얻지 못하나니라”221)를 떠올리고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219) 김남천, 「현대여성미」, 『인문평론』, 1940.1; 전집2, 177면.
220) 이와 관련하여 ‘경희’의 발언을 살펴볼 만하다. 「신념이란건 처음부터 마련되

어 잇는건 아니겟지오. 어느것이고 열을 가지고 실천하는가운데서 그것은 생겨
나는것 가타요. 제의 하는 행동과 사업의 한계성(한계성)만 명확히 인식하고 잇
스면 자선사업도 또는 그보다도 더 소극적인 행동도 무가치하지는 안흘겁니다. 
마음속에 “에아·포켓”을안고 다니는건 견딜수 업는일이 아니여요?그건 무엇으로
든지 메워야 할것으로 생각되어요. 반드시 그것을 메우는 유일의 행위가 자선사
업이라는건 아니겟지오. 그러나 신념만 확립될수잇다면 사람의 마음의 진공상태
만은 면할수 잇겟지오.」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39.11.10.)

221) 김남천, 「원뢰」, 『人民評論』, 1946.7,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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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분량의 이 소설에서 ‘나’는 죄없는 인력거 차부를 함부로 대하고 있

는 자신을 반성하며 그에게 응당한 대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력

거 차부는 결코 ‘나’에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모습을 보이며 그의 입장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나’에게서 언어를 앗아가 버린다. 이처럼 타자와의 

조우는 주체에게 있어 고통스러움과 말할 수 없음을 남기며 변화를 야기한

다. 이처럼 ‘너’를 통한 ‘나’의 실패는 새로운 윤리를 야기하는 것인지도 모

른다.222) 실패의 윤리는 곧 인간의 조건이 될 수 있으며, 특수성으로 인하

여 보편의 외연을 넓히는 ‘자기’와 ‘인간화’의 관계를 논하는 데 기여한다. 

3장 2절에서 살펴볼 『1945년 8·15』는 이처럼 타자와 조우하는 여성 주인

공으로 인하여 특기할 만한 소설이다. 아울러 주인공 문경은 변화하는 모습

으로 하여금 시선을 끄는 인물로, 이때 그녀의 변화는 유일한 인간의 조건

처럼 여겨져 왔던 이성의 영역만이 아닌 감정의 영역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

려지며 인간의 범주에 대한 문제의식을 촉발시킨다.

 『1945년 8·15』는 해방기의 혼란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주인공 ‘문경’

은 애인 ‘지원’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자각한 후, 소시민으

로서의 모습을 탈피하고 대의를 위하여 일하고자 한다. 우연히 참여하게 된 

집회에서 여공들의 목소리와 하나가 되는 자신의 목소리를 느끼던 문경223)

은 동생 무경에 의하여 그곳에서 끌려나오며, 독립운동을 하느라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아버지가 우익 인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혼란에 빠진다. 고민 끝

에 아버지를 따르는 길이 아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고자 결심

한 문경은 지원에게 청하여 공장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문경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애인인 지원만으로 볼 수 

없는데, 옥살이를 하다 죽은 창현의 여동생 정현이 그녀의 성장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경은 정현이 읽었던 서적을 읽는 한편으로 그

222) 양효실, 「역자의 말」, 『윤리적 폭력 비판』, 인간사랑, 2013, 237면.
223) “처음은 제 목소리가 뚜렷이 제 귀에 들렸으나 이윽고 들리는 것은 천지를 

뒤흔드는 군중의 소리뿐, 그것이 제 목소린지 옆에 서 있는 여직공들의 목소린
지 구별할 수 없다.”(159)와 같은 ‘문경’의 초점을 통한 군중과 하나 된 자신의 
목소리에의 인식과 연대 의식은 눈길을 끈다. 이는 「공장 신문」(1931)년에 나
타나는 “가늘고 높은 여직공의 목소리가 날 때에는 조금씩 웃는 사람이 있었
다.”와 같이 군중을 웃길 뿐인 목소리의 묘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힘을 지닌다.



- 110 -

녀에게 어떤 조직들이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 또한, 문경이 자신의 계급적인 

위치를 자각하는 방식은 행랑에 거주하고 있는 순이와 자신을 비교하는 과

정을 통해서이다. 정현에 비하여 부족한 자신의 식견을 의식하고 순이의 처

지224)에 대하여 생각해오지 않았던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들에 그녀가 느끼

는 것은 부끄러움이다.

 문경이 느끼는 부끄러움의 감정은 선행 연구에 의하여 지원의 자기비판과 

구분되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225) 연애감정에서 비롯된 부끄러움과 정치

적 주체로서의 자기비판이 엄밀히 구분될 수 있다는 논의는 여태껏 자신의 

삶을 추동해왔던 모든 사사로운 것들을 버려야만 정치적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1930년대 남성 사회주의자들의 명제와 공명한다.226) 부끄러움은 

문경의 생활에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적절한 계기로 정당히 평가 받을 필

요가 있다. 문경의 성장은 지원을 향한 믿음에서 뿐 아니라 그가 지원의 문

제의식에 공감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었던 같은 계급이었음에서 기인한

다. 아울러 이는 서울로 귀환하던 그가 마주한 이들의 모습에서 느끼던 문

경의 문제의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해에 그을고 먼지와 땀이 까맣게 탄 젊은 부인네의 얼굴 속에 불면 탓에 

오히려 더 반짝이는 두 눈동자. 굴뚝쑤시개처럼 된 중년부인네의 머리카락

을 쥐어뜯는 등에 업힌 젖먹이의 빨간 두 손. 등골이 찢어진 베적삼 속에 

224) “‘나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여학교를 나와서 전문학교를 대익는데 행랑방집 
순이는 열일곱의 한창인 시절을 어째서 공장에서 보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러한 
데 대해선 한 번도 의심스럽게 생각해본 적이 없지 아니하냐.’”(122) 이러한 의
식은 물론 지원의 “문경을 공격하고 규탄하는” 듯한 고백인 “좀 과격하게 말하
면 나의 장구한 시일 동안의 생활비와 학비가 같은 조선 사람의 고혈(膏血)로써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와 박첨지의 
손자와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121)에서부터 촉발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의 
고백에 대하여 공격의 화살을 피할 길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생각하는 문경의 강직함은 그의 성격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225) 이양숙, 앞의 글.
226) 이와 관련하여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혁명"이라는 이념을 연애라는 이해관심

/이해관계(interest)의 영역 안에서 구체화시켰음”을 논하였던 장영은의 논의는 
주목을 요한다. (장영은, 앞의 글.)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동방의 애인』
(1946)의 ‘방혜련’ 또한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는 아지트 키퍼/하우스 키퍼로서의 
사회주의자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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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럼도 없이 드러내놓은 젊은 처녀의 빨갛게 탄 살결. 등에 걸친 누더

기조차 없어서 송두리째 발가벗은 나이든 여인네의 양 가슴. 같은 여성의 

눈으로선 자기 자신이 당하는 모욕 같아서 차마 그런 것을 눈여겨 볼 수

가 없었다.

 매일처럼 남북에서 몰려드는 이 수천수만의 전재동포들을 대체 어떡하면 

좋단 말인가! 문경의 단순한 머리에는 너무나 벅찬 큰 문제로 생각되었다.

 어디로 안내하고 어디다 수용하고 장차 어느 곳에다 영주할 거처를 장만

한다는 것일까. 아니 당장 저 뜨거운 폭양 밑에다 저 젖먹이, 저 머슴애, 

병든 부인네, 헐벗고 굶주린 노인네들을 어쩌면 저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

다는 것일까. (21-22)

 다른 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자기 자신이 당하는 모욕”처럼 생각하던 그녀

였기에 지원의 과학적 언어를 금세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과학적 언어를 

통하여 변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생 무경이 아버지를 무작정 

따르는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던 문경이 고민 끝에 지원을 따르기도 한 것

은 이러한 평소의 문제의식과 지원의 사상이 공명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이때 문경이 겪는 변화는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아버지

에게 가까워지는 것으로 의미화된다. 그녀는 우익 인사인 아버지가 공산당

과 “커다란 점에선 일치헐 줄 믿는”(228)다고 말한다. 동생 무경과의 대화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 그녀가 지양하는 것은 친일행각을 하던 인사들

이 문경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었

다. 이처럼 문경은 자신의 신념을 버리기보다 지원과의 만남을 통하여 더욱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변화는 물론 문경에게 있

어 쉽지 않은 일이었음이 지원과의 대화를 통하여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성장 중에 문경이 취하는 시혜적인 태도는 분명 문제적이다. 

이 소설이 단순한 계몽의 서사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중심인물 문경에게 일

어나는 변화가 다른 인물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으면서 생기는 

균열이 존재하는 이유에서다. 작품의 말미에 문경은 공장에 들어가 마주하

게 된 여공들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당혹스러움을 느끼

고, “노동자계급 여직공의 생활과 의식 정도, 그런 것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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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이 소시민적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선 것”(331)이 잘못

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낀다. 지원과의 대화에서 “과거의 자신을 죽여버리고 

전혀 새 사람을 만들어내”(276)고 싶다 말하던 문경은 여공들의 냉담함을 

마주하고서야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새 사람’이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 유의

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장면은 그들이 위치한 곳을 “자

기 자신이 당하는 모욕”으로 생각하는 것은 계기로는 충분할 수 있지만, 구

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그것 이상의 앎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내용의 일기를 끝으로 『1945년 8·15』는 미완인 채로 마무리된다. 

이 소설이 더 이상 전개될 수 없었던 것은 작가의 월북과 같은 외부적 요인 

외에, 문경이 직면한 상황 자체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광복을 맞이하여 

다시 ‘실천’과 ‘혁명’을 논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음에도, 문경의 결심 

에는 수많은 고민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한때 계몽의 대상처럼 여겨졌던 

존재들 역시 “직공이나 노동자나 하는 명칭으로 자기네들이 불리어질 때 확

실히 그것을 싫어하는 눈치”(330)를 보이며 손쉽게 그러한 대의에 포섭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장면은 문경이 공장에 들어가기 전, 행방을 감추었던 지원과 

오랜만에 대면하고자 나선 한강 다리에서 나타난다.

 다리 밑에 그늘을 의지하여 이재민인지 차라리 거지라고 하고 싶은 두세 

가족이 거적으로 막을 치고 으슬어트리고 옴직거린다. 흔한 물로 낯도 씻

지 않은 부인네가 허리괴춤을 풀어헤치고 이 사냥을 하고 있다. 그 옆에 

아이가 달려서, 젖을 시끄럽게 쥐어 뜯고 있다.

 (…) 해방 직후 기차를 타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때의 기억이 살

아났다. 청량리역에서 본 전재동포의 무리들, 그들이 갈 곳은 구경 이러한 

곳이었더냐 싶었다.

 (…) 문경은 다시 그 여인네를 살펴본다. 깡통, 냄비 등속이 옆에 나뒹군

다. 그의 남편인지 요대기를 말아 베고 잠을 자고 있다. 문경이가 눈여겨

보는 것을 눈치 챈 여편네는 이 잡던 손을 멈추지도 않고 문경의 시선을 

펀뜻 바라본다. 그러나 아무런 표정도 그의 얼굴엔 나타나지 않았다.

 동정을 구하는 기색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수치심도, 증오를 감춘 눈동자

도, 그러한 인간다운 아무런 표정도 문경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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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65)

 문경은 약속 장소에서 우연히 마주하게 된 전재민 여성을 통하여 소설의 

도입부에서 문경이 자신이 모욕을 받는 양 느끼게 했던 전재 동포들을 떠올

린다. 전재민을 바라보며 “도탄 속에서 민중을 갱생”(265)시킬 개혁에 대해 

절실히 느끼고 있는 문경의 시선에 담긴 시혜적 시선은 여공들의 외면을 예

고한다. “마비된 인간성과 생활감정과 비위생의 구렁텅이 속에서 저들을 완

전히 구해내는 방책”(266)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문경의 일방적인 시각일 

뿐이다.

 전재민 여성의 무표정은 시적 리얼리즘 영화의 계보를 잇는 다르덴 형제의 

영화에서 관객의 응시를 되돌려주지 않는 등장인물들의 모습과 유사한 역할

을 한다. “스크린에 슬픔이나 기쁨, 고통을 훤히 드러냄으로써 보는 이에게 

잠정적으로 소통했다는 착각을 허락하지 않는”227) 이들처럼, 낯선 타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전재민 여성은 자신의 고통을 명명하려는 문경의 시선에 

서늘한 표정으로 벗어난다. 이와 같은 낯선 타자의 모습은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하고자 하는 명명들이 각 존재자들의 ‘자기’를 위협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1945년 8·15』는 소시민 지식인이자 남성으

로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나타나는 동시에, ‘인간화’된 여성 

인물의 ‘자기’와 더불어 그녀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낯선 타자들의 ‘자기’

가 나타나는 문제작으로 볼 수 있다. 

 문경이 마주한 전재민 여성, 그리고 여공들의 얼굴은 예기치 못한 접촉으

로서 우발성의 성격을 띠며, 이 우발성으로 인하여 부딪힌 주체의 벡터가 

꺾이는 것228)은 작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1945년 8·15』는 ‘인

간화’된 여성 인물의 ‘자기’뿐 아니라 그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낯선 타자

들의 ‘자기’ 또한 나타도록 하는 문경과 전재민 여성, 여공들의 만남은 역사

적 작가 김남천에게도 침투하며 더 이상 글을 이어나갈 수 없도록 하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 

 김남천의 『1945년 8·15』를 포함한 다수의 소설들은 미완으로 마무리된

227) 김혜리, 『나를 보는 당신을 바라보았다』, 어크로스, 2017, 37면.
228) 양승국, 앞의 책,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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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그가 놓여있던 현실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른바 

분열된 주체와도 관련된다. 임희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미완의 연작 소설들

은 영화의 몽타주 이론을 연작 소설의 형식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열된 서사들이 허술하게 연결”229)된 김남천의 소설은 “개인과 사회가 일

원적으로 통일될 수 없는 현실을 우의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재건되지 않은 근대적 주체와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새로운 의미망을 형성해낸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자신이 중심으로 내

세웠던 인물들과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자들의 생명력으로 인

하여 변화되고 있는 주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 침투하는 

복수의 ‘자기’들은 이와 같이 작가적 주체에게 틈입하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처음 김남천의 여성 인물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발화할 수 없었던 시기

에 구체화되었다. 이는 여성 인물이 작가가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던 세계를 

그려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은 전면화

된 여성 인물은 이전의 카프 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들은 극단적인 사건을 겪으며 갱생하지 않았고, 무조건적으로 이념에 헌신

하지도 않았다. 이념을 발화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온 후에도 이러한 인물 

형상이 달라지지 않았음은 도구적으로 소비되지 않는 인물에 대하여 사유하

도록 만든다. 이처럼 ‘인간화’된 인물의 배경에는 타자와의 조우가 있었다. 

 요컨대, 김남천의 소설에는 인물에 틈입하는 타자, 그리하여 작가에 틈입하

는 인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제 말기의 파시즘과 해방공간에서의 섹

트화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던 김남천을 떠올리게 한다. 아울러, 김남천

의 주체를 재건하는 것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분열된 주체의 틈을 통

해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여성 인물은 그 전복성을 통하여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229) 임희현, 앞의 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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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본고는 소설 속 인물이 작가에 예속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 세계와의 관

련성을 기반으로 하여 작가의 서사 전략을 넘어설 수 있는 지닌 존재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역동성을 살펴보

고자 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 사용하였던 개념은 김남천의 문학에서 

그 단독성singularité으로 인하여 주목을 요하는 ‘자기(自己)’와 주디스 버틀

러의 논의에서 차용한 ‘인간화humanization’였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자

기’는 작가 김남천이 아닌 인물들의 단독성을 설명하고자 활용되었으며, ‘인

간화’는 인물이 작가의 서사전략에 복무하는 것에서 그치도록 하는 재현 방

식인 ‘인격화personification’를 넘어서 서사에 틈을 만드는 가능성을 담지한 

인물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 설정되었다.

 이 논문에서 ‘자기’는 김남천의 평론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용어인 ‘자

기’, 곧 ‘개인’이나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성을 지닌 ‘나’를 인물을 설

명하기 위하여 전유한 것이다. 아울러, 본고는 여성 인물의 ‘인간화’가 인물

에게 이러한 ‘자기’의 시선과 목소리, 서사가 축조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인간화’되는 여성 인물들이 그 생명력을 

기반으로 하여 성애화sexualization/탈성화desexualization를 통하여 자신을 

구속하는 표상적 틀을 넘어서며 보편 인간의 외연을 넓힐 수 있음을 밝히고

자 했다. 아울러, 본고는 ‘인간화’된 인물들이 현실 세계와의 관련성 아래에

서 역동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처럼 ‘인간화’되는 여성 

인물들은 당대 부상하고 있던 실재의 여성들과 더불어, 김남천이라는 작가

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었다.

 먼저, 김남천은 현실 세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신이 그려내고자 하는 

이들의 자리에 서기 위해 노력했던 리얼리스트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발

자크의 ‘리얼리즘의 승리’를 경유하며 작가를 넘어서는 텍스트, 혹은 인물에 

대하여 사유할 수 있었다. 아울러 김남천의 여성에 관한 의식은 사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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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의식과 공명하고 있었던 것으로, 자신의 취약성과 타자에 대한 인식

을 기반으로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2장 1절에서는 「어린 두 딸에게」(1934), 「妻를 

때리고」(1937), 「춤추는 男便」(1937), 「祭退膳」(1937), 「瑤池鏡」

(1938), 「생일 전날」(1938), 「녹성당」(1939), 「철령(鐵嶺)까지」(1938), 

「기행(起行)」(1941)을 통해 김남천의 ‘인격화’된 여성 인물들, 곧 30년대 

중후반 김남천이 자기 고발을 위하여 활용하였던 여성 인물들을 살펴보았

다. 이에 더하여 김남천의 여성 인물들이 작가와의 육친적 근친성을 암시하

는 인물상에서 머무르지 않고 점차 사회 보편의 문제를 체현한 인물로 확대

되어가는 것을 확인하며 여성 인물의 ‘인간화’에 대하여 사유하였다. 이후 2

장 2절에서는 김남천의 성과 노동에 대한 의식이 교차되는 지점을 단편 소

설들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이때의 여성 인물들은 자신이 처한 구조적 억

압에 대하여 시선과 목소리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특징으로 했

다. 공적 화자를 통해 중개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시화되는 여성 

인물의 시선과 목소리는 여성 인물의 고유성, 곧 ‘자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며 인물의 ‘인간화’에 기여하였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여성 인물들이 서사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잡지에 게재된 단편 소설이 아닌 신문 연재를 통해 등장하게 

된 중·장편 소설의 분량은 여성 인물들이 ‘자기’의 서사를 충분히 축조할 수 

있게끔 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아울러 3장에서는 김남천이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던 ‘직업 부인’들을 다루었다. ‘직업 부인’에 대한 작가의 긍정적 시

각은 김남천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여성에 대한 의식이 지닌 관련성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당시에 부상하던 실재의 여성들을 환기시켰

다.

 3장 1절에서는 3장 2절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맹아적 인물인 최무경을 

예고하는 듯한 ‘직업 부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예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삶의 방향을 결정하였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명명함으로써 정체성을 형성

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3장 2절에서 살펴본 여성 인물 최무경은 

김남천의 소설에서 가장 ‘직업 부인’으로의 성장이 돋보이는 인물이었다. 그



- 117 -

녀는 암울한 현실에 데카당스, 곧 삶의 낭비로 대응하고 있던 관형을 나아

가게 하는 인물이자 암흑기의 김남천이 실낱같은 희망을 할당한 인물로서 

주목된다. 아울러 무경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껴안고 

나아가는 ‘자기 초극’을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요컨대, 그녀는 “동일하면서

도 또한 동시에 변화하는 존재자un être à la fois identique et 

changeante”로서 새로운 미래를 희구하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4장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인간화’된 여성 인물의 서사가 작가

의 서사 전략에 균열을 내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

여 년간 세 편의 연작 소설을 통하여 축조된 인물인 이경희는 전작과의 연

속성 아래에서 타락이라는 낙인의 이면을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경희의 욕

망은 그녀를 둘러싼 남성 인물들인 김광호, 박무경과의 관련성 아래에서 분

석될 필요가 있었으며, 타락이라는 낙인은 해방 후 식민지의 모더니티를 체

현하고 있던 신여성에게 부여되던 것으로 작가의 시대 의식에서 기인한 것

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그녀의 ‘탁아소 사업’은 일제의 ‘총후 부인’ 상을 

지시하면서도 경희라는 인물의 신여성적 성격으로 하여금 그러한 표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틈새를 지니고 있었으며, 여성 연대를 내포하기도 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2절에서는『1945년 8·15』의 주인공 문경을 살펴봄으로써 이성/감성의 이

분법으로 구획된 인간의 조건을 넘어서며 보편 인간의 외연을 넓히는 인물

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었다. 아울러 문경이 타자와의 조우를 통하여 변화

하고, 이와 같은 타자와의 우발적 만남이 서사를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도

록 만드는 것은 실패로 인해 야기되는 윤리, 곧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윤리

임을 논하였다. 요컨대, 김남천의 작품 곳곳에서 나타나는 분열된 주체에 대

한 언급 및 그의 미완된 소설들은 타자와의 만남에서 비롯된 모종의 윤리 

의식을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독해될 여지를 지니고 있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여성 인물에 대한 김남천의 관심과 인물들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살펴보며 김남천 문학의 연속성을 밝히고자 했다. 아울러, ‘자기’ 개

념과 ‘인간화’를 통하여 김남천의 소설을 독해함으로써 여성 인물이 이성/감

정과 같은 이분법적인 위계에서 우위를 차지해야만 긍정적인 여성 인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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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을 수 있었던 관습에서 나아나고자 했다. 또한, 현실 세계와의 역동적

인 관계를 통하여 인물을 독해해냄으로써 인물이 작가의 의도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존재일 수 있음을 살펴보며, 카프 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인

물들이 작가의 서사 전략에 복무하는 것을 넘어서는 입체성을 지녔음을 확

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카프 문학에 대한 접근법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하고

자 했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이와 같은 독법으로 하여금 당사자성이 부재한 

여성 서사와 여성 문학이 지닐 수 있는 문학적 전복성을 사유하며, 여성 문

학의 경계를 넓히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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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ynamism Characteristics of 

Female Characters in Kim Namcheon’s n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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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dynamism of the female characters who 

appear in Kim Namcheon’s novel through ‘self’ and ‘humanization’. The 

female character of a male writer has been positioned restrictively by 

the writer's view of womanhood. The discussion of this thesis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such  characters can not be restructured 

and re-evaluated beyond the limitations of the narrative authority of 

historical writers and public speakers.

 This thesis seeks to appropriate the concept of ‘self’ found in Kim 

Namcheon’s review to explain the uniqueness of a character that cannot 

be fully explained by a writer’s values. According to Kim Namcheon, 

‘Self’ means ‘I’, who has a singularity that cannot be reverted to an 

‘individual’ or a ‘subject.’ It can serve that each character has an 

individuality that cannot be explained through a writer. In addition, 

such ‘self’ can be built through eyes and voice of a character that are 

not mediated by a public speaker, and the narrative as a vestige left 

behind in medium-length stories and full-length novels. Furthermore, 

this study wants to discuss ‘humanized’ characters have the potentia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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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beyond the author’s narrative strategy. ‘Humanization’ is a concept 

Based on Judith Butler's discussion, It distinguishes from 

‘personification’, which stops at serving a specific purpose of the writer 

as an editor’s.

 For this discussion, in Chapter 2, this research looks at the female 

characters who are shifting from ‘personification’ to ‘humanization.’ In 

first verse, this thesis looks at characters of wives and sisters in Kim 

Namcheon’s world of artwork in the mid- to late 30s when he lost his 

ideological base. At this time, the author is noted for having suffered 

not only ideological loss but also personal loss. Also, memory of his 

wife, that can be never recreated, leads to the shape of female 

characters based on sense of debt. Those characters serve as the basis 

for so-called literature of accusation. Through Chapter 2, verse 1, this 

study intends to reveal that Kim Namcheon was a writer who was 

staring at The other based on his vulnerability. In addition, the female 

characters of this period have their eyes and voice restrictively, but they 

are basically characterized as serving in the author’s self-accusation and 

have the limits of revealing ‘personification.’ However, as such female 

characters are repeatedly shaped, the character who had a writer’s 

immediate relationship like wives and sisters gradually expand into 

universal women. It moves from contributing to explaining the author, 

Kim Namcheon, to discussing The other authentic. On the other hand, 

the female characters shown in the second verse are more at the center 

of the narrative than the female characters in the first verse. In 

addition, their sexuality is closely related to their identity as laborers. It 

contributes to reveal that the writer's view of womanhood and his sense 

of socialism intersect.

 In Chapter 3, this study discusses ‘women in the profession’, and what 

is particularly noteworthy is Mukyung of the series of 「Gyun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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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c(麥)」 to be dealt with in verse 2. In the first section, 

Yungja of 「Going to the Sea」 and Hyunsoon of  『The aquarium of 

love』, who seem to herald of Mukyung, figure struggle to lead their 

lives on their own, and to create their own identity through the process 

of naming themselves unabated by other people's stigma. In the second 

section, Choi Mukyung, who is also a “Identical and changing being(un 

être à la fois identique et changeante)” and who lives as hugging her 

life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of her impact on Gwanhyung who 

endured through the waste of his life during the dark ages.

 In Chapter 4, this thesis seeks to reveal that ‘humanized’ female 

characters may go beyond the narrative strategy of not only male 

characters but also public speakers and historical writers. To this end, 

In verse 1, this research examines Lee Kyunghee, a character created for 

more than 10 years, and verifies the alibi of desire left as a vestige of a 

series of novels in her composition. Through this, we will discuss the 

desire of the modern woman during the colonial era who had to be 

branded as ‘depravity’ after liberation. From this discussion,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dynamic that is caused by her unique narrative, 

which is built in a series of novels, as well as her unmediated eyes and 

voice. And it can track down the desires of her despite the label of the 

public speaker and redefine her. Finally, In verse 2, this thesis consider 

the condition of human beyond a dichotomy of reason/emotion through 

Munkyung in 『August 15, 1945』, and discusses the ethics of an 

unfinished narrative resulting from characters who change through 

meeting other people.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research tries to read Kim Namcheon 

under the continuous line, as a writer who was interested in The other 

based on his vulnerability. Such interest would have been expressed in 

Marxism, also in constant observation of women an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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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ng of female characters. In addition, rather than emphasizing 

the function and role of ‘personified’ female character, this thesis 

examines singularity and vitality of ‘humanized’ female characters. It 

can reveal that the role of literature that not only reflects women’s lives 

but also helps to organize them. In addition, discussing human 

conditions through the ‘humanization’ of a character can be discussion 

about women who are existed, and women existing whose condition of 

human is easily deprived through sexualization or de-sexualization 

nowadays.

 Also, reading the female characters shown in Kim Namcheon's novels 

through these method of readings can diversify the approach to KAPF 

literature. And finall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expanding 

the boundaries of female narrative and female literature through 

discussions on an overthrow caused by female narratives and female 

literature, which lack the identity of the parties.

■ Keyword(s) : Kim Namcheon, female character, dynamism, self, 

singularity, Butler Judith, Personification, Humanization, Female 

narrative, Female novel, Overthrow  

■ Student Number : 2018-2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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