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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20년대 전반기 한국문학에 나타난 불안의 전개 양상 연구

이 은 지

  이 논문은 1920년대 전반기 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불안의 

역할과 기능을 밝히고자 했다. 이 시기 문인들이 드러낸 부정적 감정은, 선

행 연구에서 적극적인 의미 부여가 다수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편

으로는 여전히 폐쇄적인 엘리트의 ‘자부심 섞인 고뇌’라는 인상을 용이하게 

탈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흔적들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면, 그 근저에서

는 ‘생(生)’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충동과 그것이 이미 실패하고 있

다는 위기감을 광범위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불안은 이 시기에 

특히 두드러진 지배적 심성에 해당한다. 다만 문인들이 불안에 대응하는 방

식은 각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대응 양상은 그들이 동인지 시기에 

서로 비슷한 이론 및 소재를 제출하다가 점차 각자의 작품세계를 형성해 갔

던 과정과도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불안과 고유한 정체성 형

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증상’으로서의 불안과 

‘증상에의 동일시’ 개념이 효과적인 설명 방법을 제공해 준다.

  이 논문의 각 장은 불안에 대한 대응에서 특히 어떤 측면에 부각되느냐에 

따라 설정되었다. 2장은 상상적 측면, 3장은 상징적 측면, 4장은 실재적 측

면이 부각된 사례들을 다루었다. 본래 증상은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 모두

와 관련되지만, 그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특정 영역과 관련된 측면이 더 

두드러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불안에 대한 대응에서 상상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의 인물들은 기독교나 ‘정의 인도’ 담론과 

같은 도덕과 충돌하면서 ‘생’의 실현이 좌절될 위기에 처하고, 그로부터 가

치론적 갈등으로서 불안을 느낀다(2장 1절). 그러나 이와 연계된 또 다른 

작품에서, 인물들은 기독교 및 ‘정의 인도’ 담론을 부정하고 ‘악마, 죽음’ 등

의 소재를 본격적으로 내세우면서, 그 불안을 위악적이고도 빠르게 해소한

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양심’ 개념이 부각되기도 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일반명사와 같은 도덕의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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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울인다는 진정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2장 2절). 한편 ‘악마, 죽음’이 

담지하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자유는, 그 파괴성 자체만을 지나치게 강조

한 경우와, 파괴성 이후에 전제된 진정성의 함의를 주의 깊게 간직하는 경

우로 다시 나뉘었다. 후자의 경우 작품 속 인물들은 자신이 겪은 파멸의 위

기를 돌아보고,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참된 것’을 더듬어 나가고자 했

다(2장 3절). 

  3장에서는 불안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상징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때 인물들은 ‘생’의 실현을 여전히 원하면서도 생활인으로서 

일상을 지탱하고 있는 사회적 질서를 무시하지 못하여,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한 채 불안 속에 머무른다. 실로 일련의 작품들이 보여주는바 ‘생’의 실현

은, 당대 사회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주변의 누구도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

하는 그저 무의미한 것으로서 비로소 출현하였다(3장 1절). 이러한 환경에

서 스스로의 이념을 의심하기 시작한 인물들은, 이제 자신이 ‘생’의 실현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점을 자책하면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처한 여건을 직시하는 것 또한 스스로에게 진실한 태

도라고 여김으로써, ‘양심적’인 태도의 범위를 확장하려 하기도 한다(3장 2

절). 문예론에서도 문인들은 그 같은 ‘고뇌’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

다. 단 이때의 ‘고뇌’는 앞으로 자신이 처한 여건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일

어나는 것으로서, 그러한 전망 없이 단순히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센티멘털’과는 구분되었다(3장 3절).

  4장에서는 불안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 실재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경우

를 살펴보았다. 이에 해당하는 문인들은 ‘생’의 실패에 대한 위기의식이 극

대화된 나머지, 현재의 여건 속에서는 ‘생’의 실현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판

단했다. 그래서 ‘생’의 실현 자체를 목표로 하기 전에 우선 그것이 가능해지

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것이 곧 계급적 

문제의식으로 연결되었다. 작품 속에서 이러한 양상은, 인물들이 자신에게 

가해진 억압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울음을 터뜨림과 동시에 계급적 각

성을 얻는 것으로 형상화된다(4장 1절). 이러한 맥락에서 환멸에 대한 대응

은 한편으로는 그 고통을 대대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고

통의 표현 자체보다는 ‘제2의적 운동’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크게 나

뉜다(4장 2절). 이러한 가운데 잡지 생장은 계급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견

해를 매개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생장의 주변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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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운동마저도 회의적으로 보는 관점과, 이를 비판하며 계급운동의 의의를 

강조하는 관점과, 계급운동과 양립 가능하면서도 그 문제의식의 범위를 초

과하고자 하는 ‘생장’ 개념이 공존했기 때문이다(4장 3절).

  이상과 같이 불안을 중심으로 1920년대 전반기 문학을 설명해 보았을 

때, 이 시기는 ‘생’의 실현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좌초할 위기에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에 대해 문인들 각자가 다양한 대답을 제시해 나간 과정으로 이해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미적 주체나 낭만적 자아와도 다른 고통의 

주체가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과정으로서 문학의 분화를 새롭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동일한 사회구조적 영향 속에서도 다양하게 제출된 반응들

을 통해 감정의 능동성을 보다 적확하게 예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불안, 증상, 감정, 주체, 정체성, 동일시, ‘생(生)’, 예술, 연애, 진정

성, 양심, 악마, 고뇌, 고민, 센티멘털

학  번: 201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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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이 논문은 1920년대 전반기 한국문학에 나타난 불안의 위상과 역할을 밝

히고자 한다. 당시 작품들에서 폭넓게 관찰되는 부정적 감정들을 불안 상태

의 산물이라고 보고, 당시 문인들이 널리 공유한 ‘생(生)’의 이념과 불안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부정적 감정들이 이념의 수정 및 발전 과정과 긴밀하

게 맞물려 있었음을 설명할 것이다. 실로 1920년대 전반기 문학 작품으로

부터 슬픔, 번민, 괴로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관찰하기란 어렵지 않다. 

임화의 언급대로 당시의 문학은 “오뇌와 불안이 가로놓여 있을 따름”인 상

태를 타개하고자 하였음에도 사실상 그러지 못한 “무력(無力)의 예술”로 자

주 평가되며,1) 당시 문인들 또한 “근대의 생을 누리는 이로 번뇌, 고민의 

춤을 추지 아니하는 이”2)가 없다는 데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면서도 그들은 그 같은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인생을 희롱하

며 자기를 자기(自欺)”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삶을 위함이며, 생을 광열

적으로 사랑함”이라고 여겼다.3) 이런 지점들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낸 

부정적 감정들을, ‘생(生)’ 개념 또는 ‘산다는 것’의 의미와 밀접하게 연계하

여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한다.

  1920년대 전반기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지만, 이처럼 당시 문인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낸 부정

적 감정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초창기 연구에서 

이 부정적 감정들은, 주지의 ‘병적 낭만주의’ 또는 ‘소심한 회의주의에 불과

한 퇴폐주의’라는 평가4) 이래로 오랫동안, 식민지 제도 하에서 조산(早産)

된 근대적 주체의 내면이라거나,5) 부르주아 계급 또는 책상물림 청년으로서

1) 임화, ｢백조(白潮)의 문학사적 의의｣, 춘추22, 1942.11(임규찬 편, 임화문학

예술전집 2: 문학사, 소명출판, 2009, 465쪽). 

2) 염상섭, ｢｢오뇌(懊惱)의 무도(舞蹈)｣를 위하여｣, 김억 역, 오뇌의 무도, 광익서

관, 1921, 6쪽.

3) 위의 글, 6쪽.

4)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수선사, 1948, 202쪽; 275쪽.

5) 김윤식, 한국근대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 예하출판주식회사, 1993, 96~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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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적 허약함을 드러낸 것이라거나,6) 낭만주의・퇴폐주의 등 서구 문예

사조를 수용한 점에서 제한적인 의의를 지닌다는7) 정도의 평가 속에서 주

변적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1920년대 전반기 문인들을 둘러싸고 형성돼 있

는 엘리트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인상은 현재까지도 널리 작용하고 있어서8) 

이들이 표출하는 부정적 감정들은 다소 손쉽게 자부심 섞인 “포즈”9)로 치

부되어 왔다. 이러한 판단 자체에는 물론 충분한 근거가 있으나, 중요한 것

은 필요할 경우 그러한 판단을 괄호 치려는 시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래서 문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발생했고 무엇을 해

소하고자 한 것인지 면밀하게 추적한 성과 또한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

이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은 특정 문예 사조를 중심으로 했을 때10) 1920년대

6) 백철, 앞의 책; 김흥규, ｢20년대 초기시의 역사적 성격｣, 문학과 역사적 인간, 

창작과비평사, 1980; 김용직, 한국근대시사(상), 학연사, 1986, 211~218쪽; 김

재용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355~361쪽.

7)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인간사, 1961, 294~295쪽; 양애경, 한국퇴폐적낭만

주의시연구, 국학자료원, 1999.

8) 이에 해당하는 언급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문인들의 계층

적 지위를 부정적 감정과 관련지은 경우를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

컨대 조영복은 1920년대 초 동인지 문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주위로부터 

단절되고 불행한 의식에 사로잡힌 자아는 사실은 지극히 영웅주의적이고 귀족주

의적인 의식의 소유자에 다름아니다.”라고 했다(조영복, 1920년대 초기 시의 이

념과 미학, 소명출판, 2004, 323쪽). 차혜영의 경우 창조, 폐허, 백조로 

대표되는 동인지 문인들이 자비유학이 가능했고 문화정치의 혜택을 받은 첫 세

대로서 인맥으로 운영되는 매체와 ‘문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누린 집단임을 전제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이 예술의 가치를 고창하는 한편으로 권위를 부정하는 

‘패배와 우울의 정서’를 보인 것 또한, 당대 인접한 다른 지식인 집단과의 헤게모

니 경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다(차혜영, ｢1920년대 초반 동인지 문단 형성 

과정 ─한국 근대 부르주아 지식인의 분화와 자기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상

허학보7, 2001).  

9) 김윤식・정호웅, 앞의 책, 110쪽; 김행숙, 문학이란 무엇이었는가: 1920년대 동

인지 문학의 근대성, 소명출판, 2005, 108쪽.

10) 1920년대 문학을 상징주의, 자연주의, 낭만주의 등의 문예사조를 중심으로 설

명한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이건청, ｢초창기 한국현대시에 끼친 상징주의의 영향: 

주요한과 황석우의 시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1978; 오세영, ｢1920년대 

한국시 연구: 민요시의 낭만주의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1980; 

전봉관, ｢1920년대 한국 낭만주의 시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상화․김소월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96; 허혜정, ｢근대 낭만주의 시에 나타난 미의식

과 불교적 정서 연구: 백조 동인들의 시와 시론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200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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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이는 지극히 복잡한 양상을 정리해내고, 특정 사조의 원천을 의식하는 

데서 불가피하게 전제되는 서구 중심적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연구들은 1920년대 초기 문학이 예술의 자율성을 내

세우고 기성사회의 질서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고

자 했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그 성과를 ‘미적 근대성’이라고 정리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 차원의 근대성과는 다른 층위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했다.11) 

그러나 ‘미적 근대성’ 개념에 근대적 성격과 그것을 벗어나는 성격이 공존

한다는 점은 이미 서구 낭만주의 이론에서부터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거니

와,12) 실로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도 ‘미적 근대성’ 개념이 1920년대 조선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은 이어져 왔다.13)

  이 시기를 반드시 ‘미적 근대성’이라는 용어로 정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

도, ‘근대적 개인의 내면’이 부상했다는 점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14) 

11) 차혜영, 앞의 글; 김춘식, 미적 근대성과 동인지 문단, 소명출판, 2003; 나병

철, ｢미적 근대성의 두 가지 길: 탈주의 욕망과 에로티즘｣, 현대문학의 연구20, 

한국문학연구학회, 2003; 여태천, ｢1920년대 초기 시의 수사와 감정｣,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24, 2004; 김행숙, 앞의 책; 박승희, ｢1920년대 데카당스와 동인지 

시의 재발견｣, 한민족어문학47, 2005; 김옥성, ｢1920년대 동인지의 신비주의 

수용과 미적 근대성｣, 한국현대문학연구20, 2006 등.

12) 낭만주의의 ‘미적 근대성’ 개념은 미와 예술을 학문과 도덕의 영역으로부터 분

리한다는 점에서는 근대적이지만, 미와 예술을 중심으로 그러한 “가치의 분화를 

다시 통합하여 더욱 높은 삶의 통일성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근대적이

지 않다(김진수, 우리는 왜 지금 낭만주의를 이야기하는가, 책세상, 2001, 111

쪽). 나아가 피히테의 낭만주의 예술론은 ‘자아’ 개념을 자아와 세계가 맞닥뜨리

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활동성으로 설정하여 마치 ‘미적 근대성’이 자체적

으로 안고 있는 모순을 정식화한 것처럼 보인다. 한편 슐레겔은 이 순수한 활동

성마저도 실제 작품으로 온전히 구현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낭만적 아이러니

(romantische Ironie) 개념을 마련함으로써 자아가 절대성만을 유지하고 있을 때 

누락하게 되는 지점들까지도 짚고자 했다(최문규, 독일 낭만주의, 연세대학교출

판부, 2005). 이렇게 보면 서구 중심의 근대성으로부터 비판적인 거리를 두기 위

해 ‘미적 근대성’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의문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으며, 반대로 이성 중심의 근대성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미적 근대성’ 개념

을 비판하는 일도 결코 용이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13) 박현수, ｢미적 근대성의 혼종성과 숭고시학｣, 어문학96, 2007; 이경돈, ｢동인

지 문우와 다점적 혼종의 문학｣, 상허학보28, 2010.

14) 황호덕, ｢1920년대 초 동인지 문학의 성격과 미적 주체 담론｣, 성균관대 석사

논문, 1997; 오문석, ｢1920년대 초반 ‘동인지(同人誌)’에 나타난 예술이론 연구｣, 

상허학보6, 2000; 조영복, ｢동인지 시대의 담론과 ‘내면-예술’의 계단｣, 앞의 

책; 노춘기, 근대시의 주체와 감정의 인식, 서정시학, 2014 등. 소설 연구의 경

우, 개인의 내면이 근대적 제도로서의 고백 양식과 함께 출현했다는 논의가 오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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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면’을 변별해주는 대립항으로서는 가령 이전 시기 유학생들의 계몽주

의나 다음 시기 계급문학에서 말하는 ‘현실 인식’ 등이 상정되게 된다. 이는 

시기별 담론의 굵직한 변화를 짚어준다는 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일

견 내밀하고 주관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대별에 무게중심을 붙잡아

둠으로써, ‘내면’이라 불리는 영역의 내적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따르게 한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내면성을 부각한 문학

이 “내면화된 경험이나 일상적인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집단・역사・
본질 등을 매개로 한” 리얼리즘 등의 분석기준들과는 “미학적인 차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15)는 지적은, 여기에서도 상기해 볼 만하다고 여겨진다.

  또 다른 최근 연구들은 ‘미적 근대성’ 개념이 포괄하지 못하는 1920년대 

문학의 자체적인 지형도를 복원하기 위해, 문인들의 인적 네트워크나 독서 

및 교육의 편력을 추적함으로써 정치미학으로서 당대 시학의 가능성을 선명

하게 보여주기도 했고,16) 한편으로는 당시 텍스트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죽

음, 거리감, 허무’ 등의 요소를 꼼꼼히 살핌으로써 부정적 뉘앙스의 수사 속

에 ‘창조, 건설, 생명’을 함의하는 적극적 사유의 지평이 존재했음을 부각하

기도 했다.17) 사실 당시 문학에서 부정적 수사 속에 긍정과 생성의 시학이 

존재한다는 지적 자체는 초창기 일부 연구에서부터도 있어 왔다. 그럼에도 

후대의 연구들이 보이는 뚜렷한 변별점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로 비애, 우

울, 허무 등 부정적인 감정들의 맥락을 보다 섬세하게 포착했다는 점이고, 

동안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윤식, 앞의 책; 박헌호, 식민지근대성과 

소설의 양식, 소명출판, 2004; 우정권, 한국근대고백소설의 형성과 서사양식, 

소명출판, 2004; 임병권, ｢고백을 통해 본 내면성의 정착과 주체의 형성｣,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등 참조.

15) 이철호, 영혼의 계보 ─20세기 한국문학사와 생명담론, 창비, 2013, 16쪽.

16) 조영복, ｢장미촌의 비전문 문인들의 성격과 시 사상｣, 한국문화26,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2000; 조두섭, ｢1920년대 한국 상징주의시의 아나키즘과 연속성 

연구｣, 우리말글26, 우리말글학회, 2002; 정우택, ｢문우에서 백조까지 ─

매체와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제어문47, 국제어문학회, 2009; 안용희, 

｢1920년대 소설의 공동체 의식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3; 유병관, ｢한국 근

대문학 형성과정에서 아나키즘이 갖는 의미와 영향: 일본의 문예사상과 관련하여

｣, 국제어문71, 2016 등.

17) 조은주, ｢1920년대 문학에 나타난 허무주의와 ‘폐허(廢墟)’의 수사학｣, 한국현

대문학연구25, 2008; 권희철, ｢1920-30년대 시에서의 죽음의 문제｣, 서울대 박

사논문, 2014; 최호영, ｢1920년대 초기 한국시에서의 숭고시학과 생명공동체의 

이념｣, 서울대 박사논문, 2016; 안지영, 천사의 허무주의: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계보, 푸른사상, 20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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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이때 부정(否定)과 파괴의 대상이 단순히 이전 사회의 관습이나 선

배 문인들의 계몽주의였던 것만이 아니라 개인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도덕 

일체였다고 본다는 점이다. 이는 본고에서 후술하는바 불안과 밀접하게 결

부되는 ‘생’ 개념을, 내밀하고 주관적이면서도 윤리적 성격을 띤 것으로 파

악하는 데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다만 1920년대 전반기 텍스트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부정적 감정들은, 자

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생’의 실패 및 개인의 실패로부터 촉발된다는 점을 

좀 더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18) 예컨대 황석우는 시 작품 ｢눈으로 애인아 

오너라｣(1920)에서 멀리 있는 애인의 음성을 ‘생’의 화음으로서 듣는다고 

함으로써, 애인과의 격리로 인한 눈물과 회의(懷疑)도 궁극적으로는 사랑과 

‘생’에 대한 지향 속에 자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필 ｢영구(永久)의 환멸─

포(泡)와 연기의 인형｣(1922)에서 그는 자신이 그 무엇에서도 생의 의의를 

찾지 못하고 “허무라는 큰 협위(脅威)에 눌려” “생명을 참으로 살릴 길이 

없”다고19) 탄식했다. 전자의 ‘눈물, 회의’와 후자의 ‘허무’는 분명 성격이 다

르다. 전자는 사랑과 ‘생’의 성취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가운데 감내하는 것

으로서 거기에 여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후자는 그러한 믿음마저 

흔들리면서 겪게 되는 불안한 고통으로서 그것을 감당하는 일에 어떤 과정

적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염상섭은 사람의 삶이 본래 “심각한 생의 충동”20)에 따라 

전개되어야 할 것임을 전제하고, 개인이 그러한 ‘생’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달을 때에는 기존의 세계에 대한 ‘환멸의 비애’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난 후 염상섭 자신

에게 남은 “생명은 일종의 가책이요, 악형(惡刑)이라고 생각”되었으며, 그 

무렵 이미 “희망의 날개가 서리 맞은 박잎이 되었”다고 고백했다.21) 이때 

18) 이런 점에서 최호영이 1920년대 초기 시로부터 숭고시학을 도출하면서 ‘실패하

는 표박’과 그에 수반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룬 점은 특기할 만하다. 다만 여기

서도 ‘창조, 생명’을 지향하지조차 못하는 보다 심각한 위기는 본격적인 논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가령 김억의 ‘표박’이 뚜렷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허

무와 우수(憂愁)만을 확인케 한다는 설명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최호영, 앞의 

논문, 95쪽).

19) 황석우, ｢영구의 환멸──泡와 연기의 인형｣, 아세아공론1, 1922.5, 65~66

쪽.

20) 염상섭, ｢자기학대에서 자기해방에──생활의 성찰｣, 동아일보, 1920.4.8.

21) 위의 글, 동아일보, 1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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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에서 언급된 ‘환멸의 비애’와 후자에서 언급된 절망은, 얼른 보기에 모

두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실상은 그 성격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 즉 1920

년대 전반기 문인들이 드러낸 부정적 감정 가운데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하

였듯이 궁극적으로는 ‘창조, 건설, 생명’ 추구의 일환인 것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파괴와 창조의 에너지 자체를 좀먹는 자기부정

의 결과인 것들도 있었다. 당시의 부정적 감정들의 양상과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파괴할 대상에 대한 부정’만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부정’이 드러난 지점 또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생’

을 실현하겠다는 이념과 어떻게 여전히 관련지어지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

다.22)

  이에 본고는 먼저 1920년대 전반기 문학에서 부정적 감정들을 두드러지

게 한 불안이, 오늘날에도 일반명사로 지칭되는 하나의 보편적 기분인 것만

이 아니라, 그 시대만의 독특한 함의를 지닌 것이었다고 전제하고자 한다. 

1920년대 초기는 외부적 권위에 속박되지 않는 자율적인 개인의 상(像)이 

널리 고창된 시기였고, 그 배경에 ‘생’ 또는 ‘생명’이라는 용어가 대전제로서 

자리했다.23) 이러한 ‘생, 생명’과 이 시기의 불안이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었

다면, 이 불안 또한 단연 ‘생, 생명’만큼이나 특수한 함의를 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특정 시기에 두드러지게 공유된 감정으로부터 당대를 조망하는 작

업은, 한 시대의 지배적 심성을 탐구하는 망탈리테(mentalités)적 시각이 한

국문학사 연구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24) 그 착안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설득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힘입는 가운데, 본고는 한편으로 한 시대

와 특정 감정을 연계하여 이해하는 작업이, 사회사적인 변화의 서술 차원에 

그치거나 문화연구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오히려 그 외연을 확장하는 셈이 

22) 사랑과 이상을 잃고 생의 무의미를 호소하는 인물들은 1910년대의 작품에서도 

이미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색채는 일견 3․1운동 및 개조론의 영향으로 1920년

대 초 “신생에의 의지”로 전환되기도 하나(권보드래, 3월 1일의 밤, 돌베개, 

2019, 495쪽). 사랑과 이상으로 고양되는 ‘생’의 이념이 1910년대 초부터 공유

되었음을 상기하면, 그것의 성패를 둘러싼 문제에는 또 한편으로 1910년대 말의 

중대한 사건이나 개조론의 확산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맥락 또한 존재한

다고 볼 수 있다.

23) 이에 관해서는 이철호, 앞의 책, 16~17쪽; 106~193쪽 참조.

24) 손유경,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동정’의 윤리와 미학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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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일단 사회사적인 변화에

는 시기상으로나 인과관계상으로나 문인들의 사유 변화와 정확하게 맞물리

지 않을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도 하거니와,25) 실상 작품에서 관찰되는 불안

과 그 주변 개념들의 내적 원리를 추적하는 작업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이

미 사회학적 관찰의 영역을 벗어나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근 감정사회학이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문학연구에서는 이러한 구

성주의적 관점을 경계하면서, 감정을 일종의 독립변수처럼 다룬다는 맥락에

서 ‘감정(emotion)’ 대신 ‘정동(affect)’이라는 용어를 부각하기도 했다.26) 

다만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이들은 감정을 “집합적 마음”27)이나 “집합감

정”28)으로 한정하면서, 감정에 의해 추동되는 변화 또한 어떤 사건으로 일

어난 공분(公憤)이나 추모 열기 등과 같이 반드시 집단적으로 드러날 것이

라고 상정하는 경향이 있다.29) 하지만 감정에 문화적 규정력만으로 설명되

지 않는 자체적 동학이 존재한다면,30) 그 결과로 나타나는 개개인의 반응들

25) 예컨대 권유성은 ‘감정’을 강조한 동인지 문단이 당대 사회로부터 감정과잉의 

부작용을 지적받고 ‘신경쇠약’ 담론을 발생케 하면서 붕괴해 갔다고 논의했다(권

유성, ｢1920년대 동인지문단 붕괴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일 고찰: 감정통제 

동학으로서의 신경쇠약 담론을 중심으로｣, 배달말60, 배달말학회, 2017). 이는 

문인들의 부정적인 감정의 문제로부터 동인지 문단의 한계가 노정되었음을 지적

한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신경쇠약 담론의 비중을 높인 결과, 동인지 문단 붕

괴의 시기와 요인을 다소 부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 논의는 신경쇠약 

담론이 계급문학이 부상하는 1924년경에서야 전면화됐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염

상섭이 이미 1921년에 효능감 저하로 ‘폐허’ 동인 탈퇴를 고려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문인들 스스로는 더 이른 시기부터 무기력감과 슬픔을 호소하고 있었다. 

본론에서 후술하겠지만 그 원인 또한 단순히 세간으로부터 비난받았다는 것 자

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활동과 삶에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있었다.

26) 박형신・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공포 감정의 거시사회학, 

한길사, 2015; 소영현, ｢감정연구의 도전: 흐르는 성찰과 은폐된 미래｣, 한국근

대문학연구17(2), 한국근대문학회, 2015 등. 

27)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7쪽.

28) 소영현, 앞의 글, 383쪽.

29) ‘정동’ 개념이 실질적으로는 ‘감정’ 개념과 비슷하게 기능하게 되는 것도 이 점

에 기인하지 않을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호는 ‘감정’과 ‘정동’을 질적으로 뚜

렷하게 구분하기보다, 양태의 차이로 볼 것을 제안했다(이명호, ｢문화연구의 감정

론적 전환을 위하여: 느낌의 구조와 정동경제론 검토｣, 비평과 이론, 한국비평

이론학회, 2015).

30) 바바렛은 감정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방식을 비판하면서, 감정은 “감정경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구조적 동학”을 지닌다고 보았다(J. 

M. 바바렛, 박형신・정수남 역, 감정의 거시사회학, 일신사, 2007, 51쪽).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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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드시 뚜렷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모이리라는 법이 없다. 오히려 동일

한 문화적 영향 하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응들이야말로 문화적 영향 

자체를 상대화할 수 있으며, 그것의 결여를 드러내는 기제로서 감정의 지위

를 효과적으로 짚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1920년대 전반

기 문학에서 부정적 감정들이 폭넓게 관찰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그것

을 해소하려는 문인들의 대응 방식은 각기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설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애초에 ‘정동’ 개념이 목표로 했던 감정의 능동성을 방증하

는 한 방법을 예시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대상으로는 1920년대 초기에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면서도 부

정적 감정을 두드러지게 드러냈다고 알려져 있는 창조, 백조, 폐허 
등 주요 동인 및 그 주변 문인들을 설정한다. 단 동인 소속 여부나 교류관

계 자체가 절대적인 대상 선정 기준이 되지는 않으며, 작품 속에서 슬픔, 

괴로움, 무기력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꾸준히 부각한 사례에 해당한다면, 

같은 동인 내에서도 특정인을 더 비중 있게 다루기도 하고, 동인지 시대 전

이나 후의 글을 추가로 검토하기도 하고, 어느 한 동인에 속하거나 교류관

계에 있지 않은 작가라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한편 텍스트는 

특정 장르를 제한하지 않고, 시, 소설, 수필, 평론, 문예론 등을 골고루 독해

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특히 주제론 연구에 있어, 특정 장르의 텍스트

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경우에 비해 한층 풍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그 분석 또한 입체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연구가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당시 

부정적 감정들의 표현이 공통적으로 ‘생’의 위기에 따른 불안을 표면화한 

것이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문인들이 견지한 각기 다른 문예관과 각기 다른 

창작 방향들도 넓게 보아서는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고투의 과정

에 해당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1920년대 전반기 문인들의 문학적 성과

는, ‘생’의 이념을 제시하는 것 자체로부터가 아니라 그 이념의 실패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거두어진 것이다. 그들이 낭만적 예술론과 연애론을 통

해 정립하고자 했던 새로운 주체 또한, 실질적으로는 그 이론의 제출이나 

화낸 것에 대해 부끄러워한다든지, 사랑에 빠진 것에 대해 행복해 하는 경우와 

같이, 감정은 연속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서 비(非)문화적 토대를 갖는다는 것이

다. 이러한 논의는 감정의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나, 

궁극적으로 “사회질서의 구조와 조화로운 사회변화”의 설명을 목표로 한다는 점

에서는 기존 감정사회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도 한다(위의 책,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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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주체가 출현하지 못하는 그 빈자리를 응시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출현한 것이다. 가령 이 시기 자유연애를 다룬 소설

들 대부분은, 실상 자유연애의 이념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

를 더욱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로부터 출현하게 되는 것은 정확히 말해 

자유연애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유연애에 실패한 주체다. 부정적 감정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유연애에 실패한 인물이 느끼는 고통은, 자유연애라는 특정한 양식과 자유

연애가 지닌 궁극적인 함의 사이의 간극을 벌려 놓고, 바로 그 간극을 통해 

새로운 양식의 모색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1920년대 초기 여러 문인들이 

서로 비슷비슷한 소재와 구도의 작품들을 제출하다가 이후 점차 각자의 특

색 있는 작품세계를 찾아간 것 또한, 이러한 과정과 맞물린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논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첫째, 1920년대 

전반기 문학으로부터 미적・낭만적 주체와는 또 다른 유형의 주체를 찾아낼 

수 있다. 위 문단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시기 문인들은 이론상으로는 대체로 

미적 주체 혹은 낭만적 주체를 내세웠지만, 실상 창작을 통해서는 실패로 

인해 분열되고 고통 받는 주체를 등장시켰다. 이는 단순히 미적 주체의 부

정(否定)형이거나 낭만적 주체의 변형인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과 마주

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제하고자 하는 또 다른 유형의 주체이다. 자신을 지탱

할 가치론적 토대가 없다는 두려움과 불안함은 “낭만주의만의 소유가 아닌 

두 테마”인바,31) 이때의 주체는 낭만적 자아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존

재이기 때문이다. 이 주체는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던 낭만적 주체로서의 스

스로에게, 현실적인 질서 속에서의 정체성(identity)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

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생’의 이념은 주체를 둘러싼 생활세계 속에서는 

아직 어떠한 형태나 의미도 부여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것을 추구하는 자의 

고통을 통해서만 비로소 생활세계 속에 등장할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주체

는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까닭이다.

  같은 맥락에서 동인지 문단의 붕괴 과정 또한 ‘생’의 실현이라는 모호한 

이념의 정체화(正體化, identification)32)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언

31) 페터 슬로터다이크, 이진우・박미애 역, 냉소적 이성 비판, 에코리브르, 

2005, 119쪽.

32) 정신분석학 용어로서 identification은 ‘정체화’로도 번역되지만 더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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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했듯이 동인지 시기에 서로 유사한 이론을 제출하고 유사한 소재의 작품

을 창작했던 문인들이, 실패의 불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고유한 정

체성을 찾아 나아갔다고 할 때, 표면적으로 이들은 서로 간의 접점을 잃으

면서 각양각색으로 분화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정체화를 진행해 갔다

는 점에서는 여전히 공통된 층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

조나 이데올로기에 기대지 않으면서도 이 시기 문학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

류해 볼 수 있다. 불안에 대한 대응 방식에 따라 그 유형은 ‘불안의 극복, 

불안의 유지, 불안의 전면화’로 나뉜다. 본론의 장절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

로 소개하는 부분에서 드러나겠지만, 이 분류의 결과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조 중심의 분류 기준을 탈피하더라도 여전히 설득력 있는 

분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큼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익상, 김형원 등 그 동안 문학사에서 아주 주요하게 다루어

지지는 못했던 몇몇 문인들의 자리 또한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을 것이

다.

1.2. 연구의 시각

   1920년대 전반기 문인들의 ‘생’ 개념

  변영로는 1920년에 발표한 논설 ｢현대생활의 불안｣에서 당대인들이 느끼

는 불안과 고뇌가 “완전한 자기발전과 개성의 신장”이 가로막힌 데 있으며, 

그 원인으로 “경우의 구속과 노쇠사상의 발호(跋扈) 도량(跳梁)과 양성(兩

性)문제의 미해결”을 들었다.33) 그리고 스스로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

을 성찰하면서, “모든 것에 구속되고 모든 것에 잡혀서” “불충실한 나의 ｢
‘동일시’로 번역된다. 양자가 호환될 수 있는 이유는, 정신분석학에서 개인의 정

체성이란 거울단계의 ‘상상적 동일시’와 사회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징적 동일

시’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캉은 이 같은 동일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동일시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의미의 동일시를 

제시하는데, 이것이 곧 주체가 겪는 ‘증상과의 동일시’이자 주체의 고유한 정체성

을 찾는 ‘정체화’이다(딜런 에반스, 김종주 외 역, 라깡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

랑, 1998, 112~114쪽). ‘증상과의 동일시’에 관해서는 1장 2절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33) 변영로, ｢현대생활의 불안｣(2), 동아일보, 19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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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대한 태도를 생각할 때에 회한과 내 자신에 대한 분노가 나의 전신을 

전율케 하였다”고도 고백하였다.34) 이와 비슷하게 전영택은 현대인이 저마

다 “자신이 사람이 되며 사람다운 생활을 하겠다는” “인생의 정당한 요구”

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이 좌절되면서 고통과 번민이 생기고, 사회 전반이 

“불안과 혼란 가운데 빠진 것”이라고 진단한다.35) 이 같은 사례들로부터, 

문인들이 감지하고 있었던 당대의 불안은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의 본연한 

요구에 충실한 삶으로서의 ‘생’을 구할 수 없다는 데서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조혼제도를 포함한 각종 인습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궁극적인 이

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20년대 전반기에 폭넓게 관찰되는 불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

저 그 불안이 회복하고자 했던 목적으로서의 ‘생’ 개념을 명확히 설명할 필

요가 있다.36) 다음과 같은 당시의 용례들은 이 시기 문인들이 대전제로서 

공유하고 있던 ‘생’ 개념의 의미역을 상당히 일관성 있게 드러내 준다.

㈎ 도취하여야 한다! ‘생의 성배’를 마시고 끝없이 도취하여야 한단 말이다.

 도취하지 않은 생활은 건조, 평범, 단조, 지리, 환멸. 사악의 생활이다!

 벗들이여! 시에 취하고 애에 취하며 진리와 높은 이상에 취하여 하루에 억 

년을 사는 상징적의 생활을 살자!

 여기에 비로소 ‘인간구제’가 있다!37)

㈏ 현대인은 생의 진리를 철저히 깨달은 결과에 그 진리를 정치도덕, 과학철학, 

문예종교에 응용하였으며 살자 하는 강렬한 요구로 인하여 그 요구를 실현하

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실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저들은 말합니

다. ‘나의 본심에서 나오는 대로 행하는 것이 곧 도덕이요, 정의요, 나의 본심

에 거슬려 행하는 것이 부도덕이요, 악이다. 왜 그런고 하니 본심은 곧 내가 

살기 위하여 나의 생을 더욱 빛내고 뜻있게 하기 위하여 발하는 것인 까닭이

34) 변영로, ｢주아적(主我的) 생활｣, 학지광20, 1920.7.6, 55쪽.

35) 전영택, ｢현대인의 요구와 종교의 사명｣, 표언복 편, 늘봄 전영택 전집2, 목원

대학교 출판부, 1994, 348쪽(이하 전집으로 약칭).

36) 1920년대 초기 문인들이 공유한 ‘생’ 개념의 기원을 면밀하게 추적한 연구로 

이철호, 앞의 책이 있다. 이 연구는 당시의 ‘생’ 또는 ‘생명’ 개념이 기독교적 ‘영’ 

개념의 맥락에서 유래했고, 한편으로는 일본 다이쇼 생명주의와도 관계되었음을 

논했다. 본고에서는 ‘생’ 개념의 기원보다는 문인들이 사용한 용례를 분석함으로

써 그 내적 구조나 원리를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37) 변영로, ｢상징적으로 살자｣, 개벽, 1922.12.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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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략…) 

  그러므로 과거의 헛된 생활을 벗어 버리고 이제부터는 참생활 신생활을 하

자 함이 저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외다.38)

㈐-1 나의 표준하는 ‘가인(可人)’은 ‘악착 모지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란 일언

(一言)에 진(盡)한다. (…중략…)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중략…) 항상 

무슨 의문을 가지고 전 노력을 다하여 이 의문을 해결하려 하여야 한다는 조

건이다. 무슨 의문?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슨 까닭에 사나? 어떻게 살아야

만 정말 사는 것인가?’ 하는 의문! 이것이다. 옳다! 옳다! 참 정말 살아야 하겠

고 또 ‘잘’ 살아야 하겠다.39)

㈐-2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기의 생활을 위선(爲先) 정도(正道)로 인도하

여 (…중략…) 자기의 영혼의 생장욕(生長慾)과 확충욕(擴充慾)을 만족케 할 

수 있으면, 그것은 곧 선(善)이다.40)

  위의 인용문 ㈎, ㈏, ㈐-1는 공통적으로, 당시의 ‘생’ 개념이 단순히 생물

학적 의미에서의 목숨이나, 시간의 분절 단위로서 한 개체의 일생이나, 끊

임없는 운동성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 핵심임을 말해준다. 이 질의 고하(高下)나 긍정

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이다. 가령 ㈎에서 변영로는 높은 질의 

생이란, 건조하거나 평범하지 않고, 시와 사랑과 진리에 도취하는 생이라고 

말한다. 즉 예술을 통해 느끼는 감격, 사랑의 기쁨, 진리를 발견하는 환희 

등의 긍정적이고 강렬한 감정들이 생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에서 전영

택은 “나의 생을 더욱 빛내고 뜻있게 하기 위하여” 개인이 “나의 본심에서 

나오는 대로 행”하고자 한다고 썼다. 여기에는 개인의 ‘본심’이 이미 ‘빛남’

과 ‘뜻있음’의 느낌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 삶의 질을 가늠하는 신뢰할 

만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또한 ㈐-1에서 염상섭은 그저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을 구분하면서, 후자는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왜 살

38) 전영택, 앞의 글(앞의 책, 346~348쪽). (강조는 인용자)

39) 염상섭, ｢현상윤 씨에게 與하여 ｢현시 조선청년과 可人不可人을 표준｣을 更論함

｣, 기독청년, 1918.4.16(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전집1, 소명출판, 

2013, 35쪽). (강조는 인용자)

40) 염상섭, ｢地上善을 위하여｣, 신생활, 1922.7(위의 책, 222~223쪽).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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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스스로 만족스러운 답을 찾

음으로써 성취된다고 했다. 이러한 예시들은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 

기준에 비추어 질 높은 생을 판별할 수 있고, 그런 ‘생’을 실현하는 것이 당

대 널리 공유된 목표였음을 알게 한다.

  이렇듯 질적 기준이 주관적이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이 기준을 파악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가장 진정으로 원하는 것, 가장 긍정적이

고 강렬한 감정을 가져다주리라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문(自問)하고 

그에 대해 가장 솔직하게 대답하는 일과 같았다. 달리 말해 질 높은 생은 

스스로에게 진실한 태도, 즉 진정성(authenticity)을 기본 조건으로 하는 것

이었다고 할 수 있다.41) ㈏, ㈐-1, ㈐-2가 이를 예증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 ㈏에서는 “나의 본심대로 행하는 것”이 자신의 생을 뜻있게 할 수 있다

고 했었고, ㈐-1에서도 질 높은 생에 대한 답을 스스로에게 끈질기게 물음

으로써 찾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와 더불어 ㈐-2에서도 염상섭은 “자신

을 속이지 않”는 것이 곧 자기의 생활을 “정도(正道)로 인도”하는 일이자 

자신의 “생장욕(生長慾)”을 확충하는 일이라고 쓴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문인들이 질 높은 생을 ‘참되다’는 표현으로 자주 수식한 점 또한 자연스러

워 보인다. 실로 ㈏와 ㈐-1에서도 각각 “참생활”이나 (거짓이 아니라) “정

말 사는 것”이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거니와, 주지하듯이 김동인 또한 자

기의 만족으로부터 정초한 사랑과 예술과 인생이 각각 ‘참사랑, 참 예술, 참 

인생’이라고 말한 바 있다.42)

41) 라이오넬 트릴링(Lionel Trilling)은 대표저서 성실성과 진정성(Sincerity and 

Authenticity)(1971)을 통해 성실성(sincerity)과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진정성

(authenticity)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성실성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동시

에 타인에게도 정직한 것으로서, 여기서는 개인이 사회로부터의 요구를 내면화하

고 있음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비해 진정성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것이 더욱 중점적으로 부각된 개념으로, 이때 개인은 자기의 요

구가 사회로부터의 요구와 불일치할 가능성과, 그래서 사회와 대립하게 될 가능

성을 기꺼이 감수한다(Lionel Trilling, Sincerity and Authentici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찰스 테일러는 이러한 트릴링의 개념을 활용하면서도, 

그 도덕적 이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오늘날의 천박한 개인주의 및 원자주의

를 경계하면서, 진정성 개념의 본의를 되짚고자 했다(찰스 테일러, 권기돈・하주

영 역, 자아의 원천들, 새물결, 2015). 그 외 진정성 개념의 기원 및 역사에 관

해서는 구윤정, ｢진정성의 자유주의: 찰스 테일러의 진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서

울대 석사논문, 2012; 김세원, ｢진정성의 의미를 찾아서: 윤리적 함의를 중심으

로 한 스케치｣, 철학과 문화24,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문화연구소, 2012 참

조.



- 14 -

  한편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생’ 개념은 그 자체로서 윤리적인 성격을 띠

었다. ㈎에 따르면 기쁨과 환희에 찬 생은 그 개인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인간구제”의 방편이다. ㈏에는 개

인이 자기의 본심대로 행동하는 것이 곧 “도덕이요, 정의”라는 주장이 직접

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2로부터는 자신의 ‘생장욕’과 ‘확충욕’을 만족시

키는 것이 곧 “지상선(地上善)”이라는 단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지점

과 관련하여,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오늘날 사람들이 스스로가 무

엇을 원하는지에 귀 기울이고 본연한 자기 자신에게 접촉하는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느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신이 아무것도 성취하

지 못했다거나 인생을 허비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현대 사회

에서 강력한 도덕적 이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다.43) 이는 목표로서의 

‘생’ 개념을 추구하는 1920년대 문인들의 태도와도 적지 않은 상동성을 보

이는바, 이 지점에서 질 높은 생에서 느끼리라 기대되는 강렬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낭만주의 이론에서 지적해 왔듯이 미(美)만이 아니라 ‘마땅함[善]’

과도 연계돼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4)

  단, 테일러가 비판한 현대의 나르시시스트들과 이들 문인은 구분되어야 

한다. 테일러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명령 자체는 도덕적 이상으로서 

42) 김동인, ｢자기의 창조한 세계｣, 창조, 1920.7.

 ‘참 인생’과 ‘참 사랑, 참 예술’을 나란히 제시하는 이 진술은, 한편으로 ‘참된 

삶’을 예시하는 주된 경로로 사랑과 예술이 손꼽혔음을 가늠케 해 준다(1920년

대 초기 문인들이 열정을 쏟아 부을 대상으로서 연애와 예술을 나란히 거론했다

는 점에 대해서는 김지영, 연애라는 표상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사랑, 소

명출판, 2007, 108~113쪽 참조). 실로 이 시기 ‘생’의 실패로 인한 불안을 드러

낸 작품들의 가장 주된 소재가 바로 연애의 실패와 예술의 실패였다. 이때 실패

를 겪는 인물들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을지언정 늘 ‘양심’적 태도를 견지하려 하

는데, 당시 문인들이 사용한 이 ‘양심’ 개념은 진정성의 당대적 용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43) 찰스 테일러, 송영배 역, 불안한 현대사회, 이학사, 2001, 24~39쪽.

44) 이런 점에서 1920년 전후 신진 문학가들의 문학관이 “계몽적 욕망을 문학 장

으로 견인해 미적으로 재구성”하려 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장동석, ｢한국 현대

문학에서 ‘계몽’과 ‘감정’의 관계성, 그리고 미적표지(美的標識)──1920년 전후 

신진 문학가의 문학론과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60, 2019, 253쪽). 같

은 맥락에서 이 논의는, 김동인이 말하는 ‘참예술과 참문학’을 추구하는 ‘자기’ 속

에,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나’와 이성적이고 공동체적인 존재로서의 

‘나’가 공존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지적은, 이 시기 ‘생’ 개념의 바탕이 되는 진정

성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지지하면서도 도덕적 이상으로서도 

작용한다고 본 본고의 분석과도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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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를 지닌다고 보면서도, 사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 상대주의 

및 정치적 무관심에 젖어 각기 원자처럼 떠돌면서, 진정성의 윤리적 가능성

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그는 진정성이 타인과 나눌 수 있는 

‘의미의 지평(horizons of significance)’에 닿았을 때에야 도덕적 이상으로

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원자적 상태가 되돌려주는 소외감과 

부담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그러한 ‘지평’을 더듬어 찾으려는 싸움

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한다.45) 이로써 그는 진정성 개념을, 결론적으로는 

내면적 갈등과 충돌의 기제로서 제시하고 있다.46) 이로 미루어 본다면 

1920년대 초기 문인들은, 개개인의 ‘생’의 실현이 ‘인간구제’라고 했던 사례

로부터도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세계에 펼쳐놓고자 하는 ‘새로운 지평’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분명 원자적 나르시시스트는 아니다. 한편으로 문

인들이 ‘생’의 위기로 인해 겪은 불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테일러가 말하

는 ‘마음속의 싸움’을 세분화해 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테일러는 

이미 개인주의와 자본주의가 굳게 자리 잡은 현대 사회를 전제하고 ‘지평 

속에서의’ 싸움을 강조하느라,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싸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게 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는 진정성이 폐쇄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들 가운데 

하나로 낭만주의적 예술관을 꼽으면서, 그러한 사고방식은 도덕적인 것과 

미적인 것의 대립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설령 쉴러의 주장처럼 

도덕적인 것과 미적인 것이 미적 전체성 속에서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낭만주의적 예술관은 “자기 나름의 목표, 즉 자기대

로의 선과 만족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47) 이미 그 속에는 양자의 대

립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테일러는 ‘훌륭한’ 낭만주의 

예술이 예술가의 진정성을 더 넓은 질서와 접속시켰다고도 한다. 방식

(manner)의 주관화와 내용(matter)의 주관화는 서로 다른 것이며, 훌륭한 

낭만주의 예술은 그중 전자를 취하면서도 후자를 경계하였다는 것이다.48)

  이렇게 보면 그는 진정성이 접속해야 할 ‘더 넓은 질서’ 또는 ‘지평’이라

는 것에 반동적 성격의 혐의를 남겨두게 된다. 왜냐하면 개인이 제시한 어

45) 찰스 테일러, 앞의 책, 101쪽.

46) 김홍중,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앞의 책, 34~35쪽.

47) 찰스 테일러, 앞의 책, 87쪽.

48) 위의 책, 116~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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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이상이 그저 “자기대로의” 주관성에 함몰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것

을 전달하고 의미화하는 충분한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누구도 속단할 수가 

없으며, 그 과정이 얼마만큼 오래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누구도 명확히 정해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1920년을 전후하여 성행한 자유연애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랑의 기쁨을 통해 개개인을 고양하겠다는 ‘생’의 이념이 전

제돼 있었으나, 사회적인 여론은 이를 대체로 이기적이고 방종한 유행으로 

취급했다. 이 경우 자유연애는 여론상으로는 단지 ‘자기대로의 선과 만족의 

형식’을 고집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주창한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때의 여론은 당대의 상식이나 관습이 주는 안정

감을 ‘지평’의 보편성과 혼동하고 있으며, 개인의 주관성으로부터 세워진 이

상은, 다수가 이미 공유하는 상식이나 관습과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타인과

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테일러는 대화의 실패 원인

이 언제나 주관적인 개인 쪽에 있는 것은 아님을 짚을 필요가 있었으며, 낭

만주의 예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스스로 제시했던 ‘하느님과 대화하는 

은자(隱者)’나 ‘작품의 예상 감상자와 대화하는 고독한 예술가’의 사례를49) 

더 분명하게 상기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진정성 있는 개인이 겪는 ‘마음속의 싸움’은, 정확히 말해 (종종 

상식・관습 등과 혼동되는 좁은 의미의) ‘지평’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

니라, ‘지평’ 아닌 것을 새로이 ‘지평’으로 만들려는 데서도 일어난다. 일단 

진정성이 도덕적 이상으로서 타당할 수 있는 이유가, 개인의 주관성에서 출

발한 어떤 이상을 통해 “개개인들의 삶에서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

기 때문이라면,50) 그 ‘질적인 차이’의 최고도(最高度)가 어디까지인지는 계

속해서 탐구될 필요가 있으며, 그로부터 발견되는 것들은 때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낯선 것일 수도 있다.51) 앞서 살펴본 자유연애의 사례와 같

49) 찰스 테일러, 앞의 책, 52쪽.

50) 위의 책, 39쪽.

51) 이런 점에서 게리 콕스는 진정성을 니체(Nietzsche)의 ‘초인(Übermensch)’ 개

념과 연결 지어 설명하기도 했다. 초인은 자신이 창조한 가치에 대해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악이라 규정하는 것조차 후회하지 않

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이다(게리 콕

스, 지여울 역, 실존주의자로 사는 법, 황소걸음, 2012, 191쪽). 또한 야곱 골

롬은 니체가 직접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진리(Wahrheit)와 

진실성(Wahrhaftigkeit) 사이의 관계로부터 진정성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Jacob Golomb, “Nietzsche on Authenticity,” Philosoph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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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개인이 ‘지평’과 단절돼 있음을 지적하지만, 

반대로 그 개인은 ‘질적인 차이’를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

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지적을 부정한다. 이때에 개인이 겪는 ‘마음속의 싸

움’이란 단지 ‘내가 사회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성찰과 같

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평으로서 공유해야 할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하

는 고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논한 1920년대 초기의 ‘생’ 개념 및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명사로서의 생이 아닌 당대의 용법에서의 ‘생’은 그 단어 

자체로서도 질적으로 우수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뜻했다. 

둘째, 이때 그 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스스로가 얼마나 강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가에 있었으므로 주관적이었다. 셋째, 여기에는 감정을 직접 

느끼는 존재로서의 ‘나’와,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그런 감정임을 확인하

는 존재로서의 ‘나’가 함께 관여했다. 때문에 ‘생’ 개념은 스스로에게 진실한 

태도인 진정성을 기본 조건으로 했다. 넷째, ‘생’ 개념은 당시 문인들이 사

람들에게 마땅히 적용돼야 할 ‘정의’이자 ‘도덕’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윤리적인 성격을 띠었다. 진정성 개념 자체가 주관적이면서도 윤

리적 성격을 띤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생’의 실패로서의 ‘불안’ 개념

  본고에서 주목하는 불안은, 앞서 변영로와 전영택의 글에서도 드러났듯

이, 특히 ‘생’이 실현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촉발된 것을 말

한다. 따라서 1920년대 초기 문인들에게서 포착되는 불안은, 오늘날의 우리 

역시 느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대 사용된 ‘생’ 개념과 결부된 독특한 성격을 띠는 것이기도 하다. 상기하

건대 ‘생’은 주관적으로 질 높은 삶을 의미했고, 그 질을 판단하기 위한 진

정성을 조건으로 했다. 그러므로 ‘생’이 실패한다는 것은, 내가 무의미한 존

재로 전락한다는 것이자,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생’의 실패로부터 촉발되는 불안이란 기본적으로 실존적 성격을 띠면서도 

진정성 관념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Vol.34, Iss.3, DePaul University, 1990, p.1).



- 18 -

  본래 ‘불안(Anxiety, Angst)’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및 인도 게르만어 

‘angh’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어원상 의미는 ‘꽉 조여 있음’ 혹은 ‘압박에 

의해 무너짐’이라고 한다.52) 초기 심리학에서는 이 ‘불안’을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간주해 왔지만, 현대 심리학 연구들은 ‘불안’에 이전까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했던 다양한 측면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 먼저 불안은 ‘두려움’

과 구별되는 것이다. 두려움은 가령 맹수를 맞닥뜨렸을 때와 같이 특정적이

고 인식 가능한 위협에 대해 일어나는 생리적이고 행동적인 반응이다. 이에 

비해 불안은 가령 여행 중에 ‘혹시나’ 다칠까 봐 걱정하는 경우와 같이 주

관적이거나 불확실한 위협에 대해 일어나는 반응으로, 사고의 방해, 부정적

인 감정, 신체적 증상, 행동적 반응 등을 수반한다.53)

  심리학자 스필버거(Spielberger)는 이 불안을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나누었다. ‘상태불안’은 어떤 상황에 마주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위협

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앞서 설명한 두려움과 구별되는 불안 개념은 

상태불안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특성불안은 일부 사람들이 지닌 하나의 안

정된 성격 특성으로, 남들보다 쉽게 불안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 특성불안

은 상태불안에 의해 좌우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54) 이상의 불안은 모두 

정상적인 불안(normal anxiety)에 속한다. 그러나 불안이 위협이나 사건과 

관계없이 막연하고도 강렬하게 일어나거나, 거미나 뾰족한 물건 등 특정 자

극에 대해 일어나거나, 어떤 무서운 사건 후 지속적으로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 이는 ‘병적인 불안(pathological anxiety)’ 및 ‘불안장애(anxiety 

disorders)’로서 일반적인 범위의 불안과 다른 층위에서 다루어진다.55)

  문학에서 불안이 두드러지게 다루어졌던 주요 사례로는 셰스토프

(Shestov)를 중심으로 한 전후 불안, 영미문학에서 오든(Auden)의 문명 비

판적 불안과 블룸(Bloom)의 영향에 대한 불안을 들 수 있다. 먼저 셰스토

프는 러시아혁명기의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과 러시아문학의 분석 작업을 통

해, ‘이상주의’라고 통칭되는 이성에 대한 신뢰, 과학적 낙천주의, 관념론적 

윤리 등이 모두 허위이며, 비극의 철학자들은 그러한 허무와 불안을 거쳐 

인간의 새로운 운명을 가리켜 준다고 주장했다. 그의 대표작 비극의 철학
52) P. J. Tyler, Anxiety: A multidisciplinary review, London: World Scientific 

Publications, 1999.

53) Moshe Zeidner, 이태선 역, 불안 101, 시그마프레스, 2013, 20~27쪽.

54) 위의 책, 26쪽; 온기찬, 교육심리학, 교육과학사, 2015, 471~472쪽.

55) 권석만, 현대 이상심리학, 학지사, 2013,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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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허무와 불안 자체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운명’이 형성되는 ‘신념 재생’의 문제인데, 이 ‘신념 재생’이라는 용어는 도

스토예프스키 문학의 독해로부터 이끌어내어진다. 거칠게 말해 이는 의심할 

바 없이 자명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각을 가리키는 말로, 기존의 

시각과 이러한 회의적인 시각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을 부조한 것이 도스

토예프스키라는 것이다.56) 근대문학사에서 이러한 셰스토프의 ‘비극의 철학’

은 1930년대 중후반 일본과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특히 사회주의 운

동이 난항을 겪던 시기에 신념을 갖는다는 것 자체의 의의를 재고하는 사고

틀로서 수용되었다.57)

  오든의 불안은 1930년대의 대공황, 스페인 내전, 파시즘의 부상 등 세계

사적 갈등으로부터 촉발된 것이었다. 이에 그는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에 공

히 영향 받아, 문제적 정치 상황은 심리적 차원에서의 병리현상이 표출된 

것이라고 보고, 그 해결책으로서 ‘사랑’을 제시했다. 1940년대에 이르러서

는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철학 및 기독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인간이 기

본적으로 지닌 불안에 대한 분석을 불안의 시대(The Age of Anxiety)
(1947)라는 작품에 담기도 했다.58) 한편 블룸은 창작의 동력을 정신분석학

으로 탐구하면서, 시인이 선배 시인들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느끼는 불안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 따르면 시인들은 이미 발표된 훌륭한 작

품들을 보면서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업이 남아 있지 않을지도 모른

다는 불안을 느끼게 되며, 그 불안을 해결하고자 투쟁하는 과정에서 무의식

적으로 선대 시인들의 작품을 오독하고, 그로부터 자신의 창조성을 발휘하

56) シェストフ, 河上徹太郎, 阿部六郎 共訳, 悲劇の哲學, 新潮社, 1954; 정종, 
철학과 문학의 심포지엄, 고려원, 1992, 57~59쪽; 조시정, ｢1930년대 후반 한

국문학의 모색과 도스토예프스키｣, 서울대 박사논문, 2015; 황종연, ｢기술 이성

의 관념론｣, 동악어문학73, 동악어문학회, 2017, 22쪽.

57) 이에 관해서는 신범순, ｢1930년대 문학에서 퇴폐적 경향에 대한 논의 ─불안사

조와 니체주의의 대두｣, 한국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신구문화사, 1998; 

왕신영, ｢1930년대 일본에 있어서의 ‘불안’ 논쟁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47(2), 2003; 정주아, ｢불안의 문학과 전향시대의 균형감각 ─1930년대 평양의 

학생운동과 단층파의 문학｣, 어문연구39(4), 2011; 조시정, 위의 논문 참조.

58) W. H. 오든, 봉준수 역, 아킬레스의 방패, 나남, 2009; 홍성숙, ｢현대 영미 

시에 나타난 문명에 대한 성찰｣, 영어영문학연구45(3),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2003; 조한식, ｢오든의 불안의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불안의식과 그 해결

책으로서의 신앙 모색｣, 기독교와 어문학7(1), 2010; 김철수, 현대 영미시 연

구, 한신문화사, 1999, 273~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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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시가 사실상은 다른 시의 전용(trope)이라는, 

해체주의적 상호텍스트성 개념과 연결되기도 한다.59)

  철학사에서 ‘불안’을 전면에 내세워 논의한 주요 사상가로는 셰스토프 이

외에도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와 하이데거(Heidegger)를 꼽을 수 있

다.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적 맥락에서 인간의 불안을 다루었다.60) 그는 주

요 저서인 불안의 개념(1844)에서 불안을, 죄를 저지를 ‘가능성’ 및 죄를 

저지른 이후의 ‘가능성’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흔히 아담의 원죄설화에서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김과 동시에 생기는 것인데, 키에

르케고르는 그 지점보다도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다는 자유의 가능성을 

부여받”으면서 아담이 느낀 불안에 주목하여,61) 불안과 죄가 밀접하게 관련

된다고 보았다. 이 죄 개념은 구체적으로 인간의 왜곡된 종합을 가리킨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원죄 이후의 인간은 육체와 영혼, 필연성과 가능성, 

유한성과 무한성의 양극을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써 종합하는 존재인데, 

이때 무한성과 가능성으로만 도피하거나, 유한성과 필연성 안에만 갇히는 

것은 모두 왜곡된 종합이자 죄에 해당한다.62) 인간은 늘 이러한 양극 사이

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자유의 가능성 앞에 계속 서게 되며, 이 ‘기로에 

선 상태’로 인해 느끼는 현기증이 곧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불안이다. 이

때 불안은, 죄의 가능조건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구원의 가능조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올바르게 배움으로써 성장하는 것’을 

언급한다. 이는 곧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불안을 없앨 수 없고, 오직 신

앙의 도움으로만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63)

  하이데거는 불안 논의에 있어 키에르케고르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59) 해럴드 블룸, 양석원 역, 영향에 대한 불안, 문학과지성사, 2012; 양석원, ｢텍

스트와 주체: 해롤드 블룸의 문학이론과 정신분석｣, 비평과 이론16(2), 2011 

가을/겨울; 아힘 가이젠한스뤼케, 박배형 외 역, 문학이론 입문, 서울대학교출

판문화원, 2016, 223~226쪽 참조.

60) 그는 불안의 개념의 서문에서부터 이 논의 전체가 심리학이 아닌 ‘교의학(敎

義學)’의 영역에 속함을 명시했다(키에르케고르, 이명성 역, 불안의 개념, 흥신

문화사, 1996, 9~21쪽).

61) 이경옥,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과 실존의 3단계의 관점에서 리어왕 읽

기｣, 셰익스피어 비평49(3), 한국셰익스피어학회, 2013.9, 427쪽.

62) 박찬국, ｢키에르케고르와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 시대와 철

학 10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99, 192~193쪽.

63) 키에르케고르, 앞의 책, 147~155쪽; 위의 글, 201~202쪽; 이명곤, 키에르케

고르 읽기, 세창미디어, 2013, 282~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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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신학적 맥락 대신 존재론적 맥락을 부각시켰다.64) 그에 따르면 인간은 

평소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세인(世人)’으로서 살아간다. 그래서 부나 명예

를 얻겠다거나, 아름다워지겠다거나,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거나 하는 등, 

사회로부터 주입된 가치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가치인 것처

럼 추구한다. 주입된 가치를 자기 자신의 가치라고 믿고 있다는 점에서, 하

이데거는 세인으로 살고 있는 상태를 ‘비본래적(uneigentlich)’이라고 부른

다. 이때 자기 자신의 삶, 즉 ‘본래적(eigentlich)’ 삶은 은폐되어 있다. 불안

은 이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이 일상세계에 침입하면서 ‘비본래적’인 세인들

의 세계가 흔들릴 때 느끼게 되는 것이다. 즉 불안은 끊임없이 인간의 삶으

로 침입하여 ‘본래적 자기’가 잊힌 채로 있음을 알리려 한다. 이런 점에서 

하이데거는 불안이 단지 부정적이기만 한 기분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고유

한 존재가능성을 찾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기분이라고 본다.

  불안을 자기의 ‘본래성’의 신호로 본 하이데거 논의는, 이대로라면 ‘생’이 

실패할 것 같다는 위기의식 속에 사실은 ‘이대로’의 상태를 벗어나야만 하

겠다는 능동적인 생각이 자리하고 있음을 설명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본고

에 효과적인 분석 틀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하이데거는 그 ‘본래성’과 

‘양심’ 개념을 관련 지어, ‘양심’이란 일상성에 젖은 현존재를 부름으로써 현

존재가 그로부터 빠져나와 본래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65) 이러한 설명은 개인이 자기의 주관으로써 ‘본래성’을 회복한

다고 보는 점에서 ‘생’의 이념을 뒷받침하는 진정성 관념에 적절한 참조점

이 된다.

  다만 1920년대 전반기 문인들의 사례에는 하이데거의 불안 논의만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는 문인들이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이념

적 소수자66) 집단이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하이데거의 불안 논의에서 불안

64) 이하 하이데거의 불안 논의에 관한 설명은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역, 존재

와 시간, 까치, 1998, 251~260쪽; 334~357쪽; 마르틴 하이데거, 최동희 역,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서문당, 1999; 구연상,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 

청계, 2002; 김유중, 김수영과 하이데거, 민음사, 2007, 185~189쪽; 박찬국, ｢
초기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가톨릭 신학과 사상62, 신학

과사상학회, 2008 참조.

65) 하이데거의 양심 개념에 관해서는 홍석영, ｢하이데거의 양심론｣, 진교훈 외, 
양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261~281쪽; 한상연, 공감의 존재론, 세

창출판사, 2018, 293~397쪽;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357~4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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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닌 핵심적인 속성은 내가 젖어 있었던 세인들의 세계, 즉 일상성을 뒤

흔든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소수자 집단은 이미 주류의 질서에서 다소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세인들의 세계는 언제나 ‘내가 젖어 있

는’ 세계와 일치하지는 않으며, 세인들의 일상성 또한 나의 일상성과 언제

나 일치하지는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소수자가 느끼는 불안 또한 정확히 

세인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이때 세인들의 세계

는, 오히려 평소의 일상생활에서 늘 어느 정도는 나의 일상성과 대립해 온 

타자의 일상성인 것이다.67)

  이러한 지점과 관련하여 지젝(Žižek)은, 하이데거 논의가 세계와 대립하

66) 물론 기본적으로 이들은 남성-엘리트로서 주류 집단에 속하지만, ‘생’을 추구한

다는 이념이 사회에 충분히 수신되지 못했고, 때로 경제적 무능력자나 부랑자로 

취급되기도 했다는 점에서는 이념적 소수자에 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소수자

(minority)는 한 사회에서 수적으로 열세에 있고, 그래서 권력이 결핍되기 쉬우

며, 다수자의 의견 아래 이해관계가 주변화되는 집단을 말한다. 이때 수적으로 

열세라는 점보다는 이해관계가 주변화되어 있느냐의 기준에 무게중심이 놓인다. 

예컨대 여성은 수적으로만 보면 다수지만 권력구조 속에서 억압받는다는 맥락에

서는 소수자로 분류되는 것이다(앤드류 에드거・피터 세즈윅 편, 박명진 역, 문

화 이론 사전, 한나래, 2003).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장애인, 왼손잡이, Rh- 혈액형 등을 포함하는 신체적 

소수자, 둘째는 성적 소수자, 셋째는 문화적 소수자이다. 문화적 소수자에는 주로 

소수민족, 외국인, 전과자 등이 포함되지만, 특이한 문화적 취향을 가진 사람도 

이에 속할 수 있다. 외국인이 원주민의 텃세에 시달리듯이, 특이한 취향을 가진 

사람은 바보나 괴짜로 취급되기 때문이다(남경태, 개념어 사전, 들녘, 2006).

67) 이와 관련하여 김광기는 다음과 같이 ‘이방인’이 특히 ‘불안’에 쉽게 노출되는 

존재임을 논했다. “그(이방인──인용자주)의 의식은 늘 이곳과 저곳의 모습을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며, 무엇이 그에게 더 유익하고 편리하며 ‘만족’을 제공하는

가를 ‘반성’하게 되는 것이다. ‘반성’과 ‘숙려’를 동반한 ‘비교’라는 행위가 때론 

‘희열’을 안겨주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희열’은 곧 채워지지 않는 ‘만족’으로 

싸늘하게 식고, 그 결과 또 다시 ‘불안’이 엄습해 온다(김광기, 이방인의 사회학

, 글항아리, 2014, 169쪽).”

  한편 조직이론에서는 한 집단 내에 생소한 경험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공통

의 이해수준을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서 ‘센스메이킹

(sense-making)’이라는 개념을 마련해 두고 있다(K. E. Weick, Sensemaking 
in Organizations, CA: Sage Publications, 1995). 이 ‘센스메이킹’이 실패했을 

때 ‘넌센스(nonsense)’가 발생하는데, 이때의 심리적 갈등을 하이데거의 불안 개

념과 관련지은 논의 또한 존재한다(Massimiliano Cappuccio, Tom Froese 

eds., Enactive Cognition at the Edge of Sense-Making: Making Sense of 
Non-sens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4). 이는 ‘넌센스’를 유발하는 

쪽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집단 내에서 몰이해로 인해 발

생하는 갈등이 불안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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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그것의 결함을 지적하는 경우와 같은 현존재의 자발성에 대해서는 충

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라캉의 용어 체계를 

활용하여 세계에 필연적으로 복속돼 있으면서도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철회

하고 세계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주체성을 얻는 독특한 주체 개념을 내세운 

바 있다.68) 그에 따르면 주체는, 우리가 언어를 배워야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듯이, 상징계로 편입해야만 존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텅 빈 것이

다. 그러나 이 비어 있음이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말하는 끊임없는 해체를 의

미하지는 않는다. 대타자 또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구성해내지 못하는 결여

를 지니고 있는데, 주체는 바로 그 결여 지점에서 ‘증상(오작동)’을 통해 결

여를 드러내는 하나의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례

가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 등장하는 안티고네이다. 그녀는 죽음을 무릅

쓰고 반역자로 지목된 오빠의 시체를 수습하여 적절한 장례를 치르도록 한

다. 이는 처벌이 따를 것을 알면서도 기존의 질서와 무관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냥 해 버리는, 자칫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짓에 해당하는데, 지젝

은 바로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점 때문에 그녀의 행동이 진정한 

‘행위’라고 본다. 앞서 언급한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철회한다’는 표현 또한, 

이같이 자신의 상징적 죽음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69)

  이와 같은 지젝의 논의는 상징적 질서 속에서 좌초하는 인물이 오히려 그 

상징적 질서를 흔들게 되는 지점을 분명하게 짚는다는 점에서, 조선 사회에

서 이념적 소수자임을 자각하고 좌절하는 그 지점에서 오히려 각자의 작품

세계를 정립한 1920년대 초기 문인들의 지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지젝의 주체와 이들 문인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

다면, 전자에게서는 ‘행위’를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내적 갈등을 찾아보

기가 어렵고, 후자에게서는 그러한 갈등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지젝이 라캉에게서 다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과, 라캉이 제시한 대타

자의 결여, ‘실재’, ‘행위’ 등의 개념들이 분명 불안이나 트라우마와 긴밀하

게 연관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젝이 일관되게 불안에 대한 논의를 

피하는 것은 의아하게 보일 정도다. 추론컨대 그것은 그가 ‘행위’하는 주체

68) 박현정, ｢혐오의 시대, 주체와 타인: 레비나스와 지젝의 대화를 통하여｣, 현대

유럽철학연구48, 2018, 106쪽; 109쪽.

69) 지젝의 주체 개념에 관한 내용은 슬라보예 지젝, 이성민 역,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b, 2005; 토니 마이어스, 박정수 역, 누가 슬라보예 지젝을 미워하는가

, 앨피, 2005; 김현강, 슬라보예 지젝, 이룸,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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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단력과 단호함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무언가를 위해 기꺼

이 목숨을 걸지 않는 근근한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역설하기도 했

고, 실례로 쓰레기에 가까운 물건들을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자본주의 논리

를 비껴가는 쿠바 사람들의 가난하고 무력한 생활을 ‘혁명에 대한 충실성’

이라고 상찬하기도 했다.70)

  그러나 그 ‘충실성’의 면면이 갈등과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보

다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충실성’을 유지하는 당사자에게 있어 그의 

일상은 단지 혁명적이거나 숭고한 것만이 아니며, 오히려 상징적 질서와 불

화하는 하루하루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버티어 내려는 고민을 통과해야만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의연함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그렇

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의 갈등과 고통을 누락하고 그 의의만 지나치게 부각

하는 것은, 자칫 지젝 본인도 경계했던 ‘타자성 없는 타자’를 다시 만들어낼 

위험을 수반할 수 있어 보인다. 그가 말하는 ‘증상(symptom)’은 상징적 질

서의 오작동으로서 ‘증상’이기 이전에, 먼저 배제된 자 본인의 고통으로서 

‘증상’인 것이다.

  오히려 지젝이 참조한 라캉(Lacan)의 논의는 실제 정신적 상처의 치유 

과정을 염두에 두었던 만큼, 상징적 질서와 불화하는 자 본인이 스스로의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먼저 라캉이 말하

는 불안은 욕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주의할 것은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불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작동하는 현실이 붕괴되면서 욕망 자

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할 때 불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상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주체가 상징계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대타자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과 연동해 놓음으로써 유지된다. 이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

다거나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고 싶다거나 하는 등, 대타자의 욕망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채로 살아간다. 사실 욕망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

님에도 우리가 자신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라캉은 이 같은 조화로운 

상태를 ‘환상’이라고 부른다. 불안이 발생하는 것은 환상이 깨어지는 위기가 
닥칠 때이다. 이 경우 주체의 욕망은 더 이상 타자의 욕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주체는 타자의 욕망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고 느끼게 된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70) 슬라보예 지젝, 김상환 외 역,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이데올로기, 철학과현실

사, 2005,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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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지를 궁금해 하거나, 스스로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방
식으로 불안을 완화한다. 그래서 불안은 일상적 삶이 붕괴되지 않도록 욕망 

자체를 유지하게 해 주는 경고 신호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71)

  그러나 주류에서 배제된 소수자처럼, 주체가 도저히 부적합한 상징적 질

서에 복귀할 수 없고, 그래서 도저히 ‘증상’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라캉은 이 ‘도저히 해소될 수 없는 증상(sinthome)’을 해소 가능한 일반적

인 증상(symptom)과 구분하고,72) 전자의 경우에 주체는 타자의 욕망과의 

조화를 되찾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자신만의 충동과 향유를 더듬어 

찾음으로써 ‘증상과의 동일시’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이때의 ‘증상’

은 표면적으로는 주체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심층적으로는 상징적 질서로 

포괄되지 못하는 주체의 고유한 향유를 암시한다. 따라서 이때 불안은 주체

가 상징적 질서와의 조화를 회복하면서 완화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익숙해져야 할 것이 된다. 실로 정신

분석의 종료 시점에서 환자는 자신의 ‘증상’에 익숙해지면서 이전까지 연동

하고 있었던 타자의 욕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한 조각 실재

적 대상(비정체성)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며, 그러한 결여 가운데서 

자신의 고유한 향유를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73) 이렇게 되기까지 

분석가는 환자가 추구하는 욕망의 대상의 역할을 맡으면서도 그 욕망이 충

족되지 못하도록 환자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반대로 환자가 호소하는 불안 

속에 향유가 숨어 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부각시킨다.74)

71) 이상 라캉의 불안 개념에 관한 설명은 Jacques Lacan, Anxiety: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X, Cambridge: Polity, 2014; 맹정현, ｢불안과 불안의 

운명｣, 문학과사회22(1), 문학과지성사, 2009.2; 레나타 살레츨, 박광호 역, 
불안들, 후마니타스, 2015; 숀 호머, 김서영 역, 라캉 읽기, 은행나무, 2006 

참조.

72) 프랑스어에서 sinthome과 symptôme은 동음이의어라고 한다. 라캉에 따르면 

sinthome은 현대 프랑스어 symptôme의 고어(古語)이자, 언어유희로 

synth-homme(합성-인간)이나 saint homme(성자)로도 발음될 수 있는 것으로, 

상징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주체의 즐거움의 중핵을 의미한다. 라캉은 그 대표적

인 사례로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창작활동을 든다. 조이스는 언어의 파

괴적인 변용으로써 증상을 드러냈고, 그것이 그의 사적인 향락을 조직화하는 새

로운 방식을 창출했다고 보는 것이다(딜런 에반스, 앞의 책, 146~149쪽).

73) 정신분석의 종료에 관해서는 홍준기, ｢정신분석의 끝(목표): 환상의 통과, 주체

적 궁핍, 증상과의 동일화｣, 조엘 도르, 홍준기 역, 프로이트・라깡 정신분석임

상, 아난케, 2005 참조.

74) 브루스 핑크, 맹정현 역, 라캉과 정신의학, 민음사, 2014, 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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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분석의 끝’에 도달한 주체는 일견 하이데거가 말한 ‘본래적’ 존재

나 지젝이 말한 ‘행위’의 주체와 근접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불안

을 견디는 ‘결단성’이나 단호함을 강조함으로써, 주체가 ‘증상’에 익숙해지는 

데 매우 길고 힘겨운 시간을 요한다는 점을 분명 간과하고 있다. 특히 지젝

의 경우 지배적 질서 내에서의 ‘실재’의 출현 자체에 방점을 둠에 따라, 그 

출현의 매개체가 되는 당사자의 삶이 어떻게 지속되는가 하는 문제에 상대

적으로 소홀했다. 실로 라캉은 ‘분석의 끝’과 주체의 고유한 향유를 다루는 

데 있어, 그 실재적인 측면만이 강조되는 것을 경계했다. ‘증상과의 동일시’

가 이루어진 후에도 주체는, 인간이 언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듯이, 상징계 자체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다. 같은 맥락에서 ‘분석의 끝’

에 주체가 누리는 고유한 향유 또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상징계와 일정 정

도 접속되어 주체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부분적 향유이다. 이 거리가 유지

되지 않으면 주체는 너무 강한 불안과 고통을 느낀다. 이러한 지적은 ‘특정

한’ 상징계가 폐기될 수 없다는 주장과도 다르다. 상징계 또한 그 자체적인 

결여를 지닌 것으로서 계속해서 변화하며, 그 상징계의 결여를 드러내는 것

이 곧 주체의 ‘증상’인 것이다.75)

  이상과 같은 논의들을 고려하면 1920년대 전반기 문인들이 ‘생’의 실패로

부터 느낀 부정적 감정들은 실로 ‘증상’으로서의 불안과 닿는 면이 있다.76) 

이들의 부정적 감정들은 애초에 주체가 자신의 본연한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한 데서 기인했고, 그로 인해 상징적 질서와의 불화를 일으켰고, 쉽게 해소

될 수 없는 지속적인 고통으로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라캉의 논의와 

달리 조선의 문인들이 불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가장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생’의 이념에 조건이 되었던 진정성이 불안을 다루는 기제

75) 홍준기, 앞의 글, 37~38쪽. 한편 신범순은 정지용의 ｢황마차｣를 분석하면서 정

지용이 근대도시의 삶에서 얻은 불안과 우울을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여행을 시

작했으며, 한편으로는 바로 그 불안을 통해 “근대적인 도시라는 괴물에 맞서서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했다고 보았다(신범순, ｢동백, 혈통의 나무──신경증과 

불안의 극복: 정지용론｣, 계간 시작2(4), 천년의시작, 2003.11, 269~270쪽).

76) 백상현은 ‘증상’으로서의 불안과 그 해방적 함의를 설명하는 데 나혜석의 사례

를 언급한 바 있다. 나혜석 스스로는 예술적 창조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했지만, 사회의 지배적 관념 속에서 그러한 시도는 사회적 ‘타락의 징후’로 간주

될 뿐이며, 오히려 그 지점에서부터 정체성의 진정한 추구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백상현, ｢라캉과 바디우, “참아야 하는 정체성의 가벼움”｣, 르몽드 디플로마티

크76, 르몽드코리아, 2015, 3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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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본론에서 보다 상세히 논해야 하겠으나, 진정성에 

내재하는 ‘나를 보는 나의 시선’은 ‘생’의 이념에서 삶의 주관적 질을 확증

하는 것이었다가, ‘생’의 실현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실패를 끊임없이 문

제 삼으면서 ‘나’로 하여금 불안과 꾸준히 대면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실로 주체의 불안을 다루는 분석가 역할의 핵심은 주체의 눈과 시선(충

동)을 분리하여 주체와 충동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라캉은 예술작품 또한 주체의 증상을 주체로부터 분리된 형태로 드

러내고 감상자에게 그것을 되돌려준다는 점에서 ‘분석의 끝’에 도달한 분석

가 담화와 유사하게 언급했다.77) 이를 고려하면 1920년대의 문인들은 ‘분

리된 시선’을 이미 진정성 관념 속에 내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채를 띤

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점검하는 ‘나를 보는 나의 시선’은, 불안이 촉발되

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미 불안의 해방적 함의를 직감하고 주체 스스로 고통

과 대면하도록 했다. 이러한 진정성은 또한, 진정성 개념에 관한 주요 논의

들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특징적이다. 진정성 논의들이 주로 자기동일성을 

경계하고 나와 타자가 소통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78) 여기서의 

진정성은 주체가 스스로의 충동과 고통을 다룸으로써 스스로를 구제하는 데 

그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1920년대 전반기 문학의 불안 대응 유형

  문인들의 독특한 진정성 관념 및 불안 대응 양상에 대해서는 본론의 각 

장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 장에서 다루어지는 문인과 

77) 이에 대해서는 홍준기, ｢르네 마그리트 회화 분석──라깡 예술론의 관점에서｣, 

철학과 현상학 연구40, 한국현상학회, 2009 참조.

78) 이는 앞서 언급한 찰스 테일러뿐만 아니라, 진정성 논의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찰스 귀논(Charles Guignon)이나, 최근 또 한 번 진정성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

룬 앤드류 포터(Andrew Potter) 등, 대부분의 진정성 논의에서 일관되게 유지되

고 있는 견지이다(찰스 귀논, 강혜원 역, 진정성에 대하여, 동문선, 2005; 앤드

류 포터, 노시내 역,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마티, 2016).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

대사회의 진정성 관념이 자기동일성의 비윤리적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하

면서, 동일한 자기(idem) 대신 타자와 대화할 수 있는 비동일적 자기(ipse)의 존

재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견지는 진정성 관념을 ‘타자를 향한’ 윤리와 연결

해 주기는 하지만, 그 윤리가 자아를 고통스러운 상태로부터 끌어내는 일과도 결

부돼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지 않는다. 테일러가 언급한 진정성의 ‘도덕적 이상’

은 이 점을 짚어야만 보다 입체적인 함의를 지닐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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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은, 불안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어떤 성격이 두드러지느냐에 따라 상

상적, 상징적, 실재적 대응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분류는, 가령 상상적 대응

이 주체를 오로지 상상계 내에만 머무르게 했음을 뜻하지 않는다. ‘증상’은 

세 영역 모두와 관계하면서 그들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79) 각 

장에서 살펴볼 문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증상’을 드러냄으로써 세 

영역의 균형점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어느 영역과의 

관련성이 특히 두드러지는가에 따라서는 그 유형을 대별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생’의 실패와 관련된 맥락에서 각 유형별 문인들의 작품세계의 

특징 또한 정연하게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장에서는 불안에 대한 대응에서 상상적 성격이 두드러진 경우로서 주로 

임노월, 박종화, 김동인을 살펴본다. 이중 임노월과 박종화는 작품 속에서 

인물의 ‘생’의 실현이 가로막히려 할 때, 그 방해 요인으로서 종교나 사회적 

도덕들을 부정하면서 악마나 죽음 소재를 대대적으로 내세운다. 이는 ‘생’의 

실패에 대한 불안을 위악적인 방식으로 빠르게 해소한다는 점에서 상상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김동인은 악마, 죽음의 소재나 ‘마음 약한 자’의 불안

을 주요하게 다루면서도, 불안의 손쉬운 해소를 경계하는 한편 망망한 불안

의 끝에 숨어 있는 불분명한 쾌락을 지적한다. 그럼으로써 ‘상상적인 것’의 

실재적 가능성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앞의 두 사례와 구별된다.

  2장 1절에서는 임노월의 소설에서 ‘생’의 실현을 위한 예술 활동이나 자

유연애 등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도덕과 충돌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단 이때의 도덕에는 1920년대 초기 논설에서 흔히 공격되었던 ‘구습’으로서

의 구도덕만이 아니라, 기독교나 ‘정의 인도’ 담론과 같은 신도덕도 포함된

다. 당시 문인들에게 있어 구도덕은 이미 명확하게 부정된 대상이었지만, 

신도덕은 그들의 사유 영역에 훨씬 근접한 것으로서, 그들에 의해 부정되기

까지 적지 않은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었다. 2장 2절에서는 임노월과 박종화

의 작품에서 신도덕이 부정되면서 ‘악마, 죽음’ 등의 소재가 전면화하는 지

점을 살핀다. 흥미로운 것은 ‘악마, 죽음’이 사용되는 맥락과 더불어 ‘양심’ 

개념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때의 ‘양심’은 본래 기독교적 맥락에서 출발

한 단어이지만, 신도덕이 부정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개인이 자신의 본연

한 요구만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진정성에 가깝게 사용되었다. 2장 3절에서

79) 홍준기, ｢정신분석의 끝(목표): 환상의 통과, 주체적 궁핍, 증상과의 동일화｣, 

48~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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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악마, 죽음’ 등의 부정적인 수사에서, 그 부정적 속성 자체가 강조되어 

간 경우와, 부정적 속성과 긍정적 함의를 분리하여 인식하고자 노력한 경우

를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임노월의 작품에서 인물들은 극

단적으로 자유를 추구한 끝에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고 다시금 가치의 혼란

을 겪는다. 후자에 해당하는 김동인의 작품에서 인물들은 개인적 자유로움

의 추구가 다른 힘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으나, 그런 만큼 진정한 

자유란 아주 희소하고 귀중하게 발견된다는 점을 짚어준다. 

  3장에서는 불안에 대한 대응에서 상징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경우로서 이

익상, 염상섭을 비롯한 여러 문인들의 작품을 볼 것이다. 이들이 부조하는 

인물들은 ‘생’을 실현해야 한다는 이념은 여전히 공유하지만, 일상의 여건 

속에서는 사실상 그것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떤 결단도 내리지 못한다. 이러한 태도는 인물로 하여금 불안 상태에 고착

되게 하는 대신, 사회적 질서를 막무가내로 무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현실

적 감각을 북돋운다는 점에서 상징적 성격을 띤다.

  3장 1절에서는 일련의 작품들을 통해 ‘생’의 이념이 일상생활의 지평 속

에서 무의미로 전환되는 장면을 확인할 것이다. 이때 인물은 누구에게도 이

해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자신의 이념을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

한다. 3장 2절에서는 이러한 의심이 인물의 기본적인 태도로 자리 잡으면서 

‘생’의 실현에 몰두하지 못하는 인물들을 볼 것이다. 이들은 ‘생’을 실현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밥벌이를 해야 하는 생활인으로서, 두 가지의 층위 사이

에 낀 스스로를 조소하고 책망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듯 괴로움을 느

끼는 상태 또한 ‘양심적’인 것으로 볼 가능성을 제기한다. 생활인으로서 생

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해야만 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어떤 사

업에 뛰어드는 것 또한, 생활인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3장 3절에서는 그 같은 고착 상태에서 느끼는 괴로움 자체에 본

격적으로 의의가 부여되는 지점을 조명할 것이다. 이때 문인들은 고뇌를 그

리는 것이 문예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그들의 용법상 이때의 

고뇌는 ‘센티멘털’과 구분되는 것이었다. 생활난에 따르는 부정적 감정 가운

데서도, 센티멘털은 어떤 전망을 더듬어 찾기보다 불행 자체만을 강조하게 

되는 충동적이고 소모적인 것이었고, 고뇌는 불행한 가운데서도 향후 여건

을 개선하려는 고민이 함께하는 것이었다.

  4장에서는 불안에 대한 대응에서 실재적 측면이 두드러지는 경우로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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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박영희, 김기진에 주목한 후, 이들과 대비되는 사례로서 김형원을 살펴

볼 것이다. 3장에서 다루는 인물들에게 여전히 ‘생’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면, 4장에서 살펴볼 인물들은 현재와 같은 사회에서라면 ‘생’의 실

현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불안이 ‘생’의 실현의 위기에서부터 촉

발되는 것임을 상기했을 때, ‘생’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는 지점에 이르러 

불안은 그간의 믿음이 분명하게 깨어지는 환멸에 이른다. 이러한 전면화된 

불안은 인물을 죽음, 폭력, 도주 등의 극단적 상태로 몰아넣음으로써 인물

의 삶 자체보다는 지배적 질서의 결여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실재적 

성격을 띤다.

  4장 1절에서는 신경향파 문학이 근본적으로는 ‘생의 본연한 요구의 문학’

이 불가능함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했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작

품들 속에서, 인물이 울음을 터뜨리고 자신의 고통을 대대적으로 드러내는 

지점은 계급적 각성의 순간과 결부돼 있다. 4장 2절에서는 ‘생’이 불가능하

다는 환멸 이후, 작품들로부터 관찰되는 두 종류의 대응 방식을 확인할 것

이다. 하나는 슬픔을 두드러지게 표현함으로써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

던 센티멘털에 일정한 기능을 부여한 경우고, 다른 하나는 ‘생의 본연한 요

구의 문학’이 가능해지도록 그 사회적 여건을 먼저 조성하자는 ‘제2의적 운

동’을 내세우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 슬픔은 다시금 장기적 운동을 방해

하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 된다. 4장 3절에서는 ‘제2의적’ 차원에 계속 머무

르는 것이 아니라, ‘제1의적’ 목적이었던 ‘생’ 개념을 다시금 상기하는 사례

로서 잡지 생장을 다룰 것이다. 흔히 생장은 1인 잡지로서 운영자 개인

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상 그 주변에는 계급운동마저

도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무기력한 허무주의, 계급운동의 전망과 결부된 적

극적 허무주의, 그리고 계급적 문제의식을 초과하는 ‘생장’의 윤리학이 다양

하게 포진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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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안의 극복과 반(反)도덕적 형상들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독자적인 창조성이 부각되는 ‘생’ 개념은, 기독

교 및 범신론에서의 신과 개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관념을 배경으로 등장했

다.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질서를 뛰어넘는 존재로서 스스로를 인식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생’의 추구가 현실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자꾸

만 실패로 돌아갈 때, 그러한 창조적 시도들은 죽음이나 악마의 이미지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작품 속 인물들은 신을 사회적 도덕과 같은 것으로 취

급하여 부정한 후 반도덕의 상징으로서 악마를 긍정하거나, 이 세상은 도저

히 자신의 ‘생’을 실현할 공간이 아니라는 단정 하에 죽음을 찬양하고 사후

세계를 대안적 공간으로 여겼다. 따라서 이때의 죽음이나 악마 소재가 ‘생’

의 종말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았으며, 그보다는 세계의 불모성과 ‘생’의 

새로움 및 정당함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듯 ‘생’의 실현

을 가로막는 세계에 반발하는 인물상은, 당시 ‘강함’과 ‘약함’의 가치론적 평

가 구도 속에서 ‘강한 자’로 인식되었다. 이들에게는 ‘생’의 위기로부터 발생

하는 불안 또한, 기성의 질서에 짓눌리면서 느끼는 ‘약한 자의 불안’이 아니

라, 질서의 결점을 인식하면서 느끼는 ‘강한 자의 불안’이었다.

  그런데 이 ‘강한 자’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억압적 질서

에 대한 부정과 그로부터의 탈주 자체를 부각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탈주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새롭게 정립할 자신만의 가치척도에 중점을 두

는 경우이다. 이 장에서는 전자의 주요 사례로 임노월과 박종화를, 후자의 

주요 사례로 김동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로 전자의 문인들에게 있어 질서

에 대한 부정은 가령 정사(情死)와 같은 소재를 통해 다소 지나치게 강조되

었다. 때문에 일련의 작품들에서 등장한 반도덕의 형상은 점차 ‘도덕이 아

니라면 이제 무엇에 따라 나의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혼란으로 이

어졌다. 그러나 김동인은 문예론에서 창조적 개인의 지위를 강조하고 작품 

속에서 죽음이나 악마의 소재를 다루면서도, 개인의 자유로움이 죽음이나 

악덕 자체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어려운 삶 속에

서도 죽어 버릴 수 없고 악마를 따라갈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인물의 헤맴

을 그리고, 그 가운데 섬광처럼 발견되는 기쁨을 포착함으로써, 진정한 자

유의 희소함과 귀중함을 부조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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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유와 도덕의 양립 문제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 전반에 두드러지게 내세워진, 공동체적 질

서와 별개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개인은, 그를 둘러싼 구습・구도덕과 대별

되는 가운데서 부조되었다. 그의 입지는 특히 부모 세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관습과 거기에 전제된 무비판적 관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확보되

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기의 문학작품들 또한, 가령 자아실현을 위해 

예술 공부나 자유연애를 하려는 청년과 그에 반대하는 부모의 구도를, 일일

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다루었다. 시기나 필자에 따라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이 시기 제출된 논의에서 구습・구도덕

은 일관되게 타파하고 반역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을 둘러싼 자유와 도덕의 대립 관계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으로서 등장한 세대에게 있어 이

들 ‘낡은 것’은 오히려 비교적 부정하기 쉬운 대상이었다고 사료된다. ‘낡은 

것’을 대하는 논자들의 단호한 태도가 예증하듯, 이때 부정한다는 것은 어

떤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쾌하게 생각”되는 것이었다.80) 

보다 주된 갈등을 일으킨 것은, ‘구도덕’이 아니라 당대 자유로운 개인 관념

과 일정 부분 관련성을 갖기도 했던, 말하자면 ‘신도덕’들과의 관계였다. 이 

‘신도덕’에 포함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을 

신과 직접 연결된 존재로 봄으로써 개인이 사회적 질서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해온 기독교이고, 다른 하나는 1차 세계대전 이후 확산된 평화적 분위

기를 반영한 ‘정의 인도(正義 人道)’81)이다.

80) 전영택, ｢구습의 파괴와 신도덕의 건설｣, 학지광, 1917.7(앞의 책, 293쪽).

81) ‘정의 인도’ 또는 ‘인도 정의’는 당시 확산되었던 개조론의 맥락에서 쓰인 용어

다. 개조론은 제1차 세계대전이 노정한 근대 문명의 폐단을 반성하면서 자본주의

와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평화롭고 평등한 세계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당시의 시

대사조였다. 조선의 논자들은 개조를 다시 정신적인 차원의 ‘내적 개조’와 물질적

인 차원의 ‘외적 개조’로 나누었는데, 1919~1922년경까지는 전자를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과제로 여기는 경향이 우세했다(이러한 경향의 배경에 관해서는 허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이경구 외, 개념의 번

역과 창조, 돌베개, 2012, 76~85쪽 참조).

  ‘정의 인도’ 또한 이 ‘내적 개조’의 구호 가운데 하나로서, 정의가 명확히 통

일・정리된 적은 없으나, 그 용법이 대체로 “강약의 차별이 없고 빈부의 현격이 

없고 계급과 계급 간에 우열이 없”어야 한다는 도덕론을 전제하고 있었음은 분명

해 보인다(｢인도주의 發展史로 觀한 금일 이후의 모든 문제｣, 개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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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가치들은 ‘구도덕’과 달리 문인들의 사유 영역의 근거리에서 영향

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구도덕’만큼 수월하게 타자화되거나 부정

될 수 없었다.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움과 ‘신도덕’들 가운데 하나가 충돌할 

경우, 전자를 우위에 둔다고 단언하는 일은 일정한 심사숙고의 과정과 불안

을 수반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로 자유연애와 이혼 문제를 다룬 수

많은 소설작품들 가운데, 이혼하려는 인물이 부모와의 대립 때문이 아니라, 

교회나 청년회 등으로부터의 비난 때문에, 또는 죄 없는 아내나 자식이 불

쌍하다는 생각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충돌하

는 것은 분명 ‘구도덕’과 개인이 아니라, 기독교적 윤리나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관념과 같은 동시대적 도덕과 개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신도덕’과 개인의 갈등을, 주로 학지광으로 대

표되는 1910년대 유학생 지식인 세대와 1920년대 초에 등장한 동인지문학 

세대의 경쟁으로 설명해 왔다.82) 양자를 비교한다면, 주지하듯이 전자는 개

인의 자유로움을 강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수양’을 통한 ‘인격’의 도야와 

개인의 사회적 기여에 방점을 두었고, 후자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을 도외시

한 것은 아니나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아실현과 창조력 발휘가 그것을 포괄

하는 심활(深豁)한 필요조건적 과제라고 보는 편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볼 때 가장 간과되기 쉬운 것은, 후자가 겪어야 했던 방황

과 불안이다. 개인의 자유로움을 무엇보다 중시한 1920년대 초의 문인들은, 

단순히 무조건적인 부정과 무제한적인 자유 자체만을 고창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정의 인도’도 아니라면 그보다 나은 가치판단의 척도가 무엇인가

1920.9.25. ‘정의 인도’ 및 주변 개념에 관해서는 장인성, ｢3・1운동의 정치사상

에 나타난 ‘정의’와 ‘평화’｣, 대동문화연구6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442~451쪽 참고). 즉 사고방식과 태도의 변화를 통칭했던 내적 개조론의 

내용 중에서도, ‘정의 인도’는 특히 약자를 배려하고 평화를 이룩함으로써 구현되

는 보편적 가치로서 언급되었다. 이것이 개인의 자유로움을 중시하던 문인들에게 

문제적이었던 이유는, 자유로운 개인은 곧 ‘강한 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

다.

  한편 기독교와 ‘정의 인도’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기도 했다. 예컨대 기독교계 

논자였던 신흥우와 이대위는 ‘정의 인도’의 가치를 모든 인민의 평등 관념으로 

연결 지어, 국가주의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이것이 기독교

의 가르침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보았다. 이에 관해서는 김권정, ｢1920-30년대 

기독교계의 민주주의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8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참조.

82) 노춘기,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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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다. 이 지점은 1910년대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1920년대 초의 주조를 ‘문화적 계몽주의’83)나 ‘미적 계몽주의’84)로 명명하

더라도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다. 후술하겠지만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내면

의 요구만을 따른다는 것, 그 이념은 제출되자마자 이내 ‘정당하고 진실한 

감정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하는 고민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눈을 뜬 현대인은 만사에 불평을 품고 반항의 태도를 가집니다. (…중략…) 요

새 청년들이 종교에 대하여 특히 교회에 대하여도 적지 않은 불평과 반항심을 

가진 것은 다 이러한 연유에서 나온 것이외다. (…중략…)

  ‘나는 나의 생을 빛내고 기름기 있게 하기 위하여 진리를 배워야겠다. 자아

를 표현하여야겠다. 모든 미를 맛보고 모든 쾌락을 누려야겠다.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나의 길을 열어 다오, 나에게 기회를 주어라. 곧 이러한 것을 얻

으려고 나아갈 때에 내 길을 막지 말고 나의 기회를 빼앗지 말아라.’ (…중

략…) 그러나 이와 같은 이상을 두고 나아가는 저들의 앞길에는 몹쓸 고통이 

있고 심한 번민이 있습니다. 이 고통과 번민이 있음으로 현대사회는 불안과 

혼란 가운데 빠진 것이외다. 그러면 이 고통이며 번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적이외다. 곧 저들의 이상과 요구를 방해하는 

외부적 노동으로부터 받는 것이외다. (…중략…) 다음에는 내부적으로 받는 것

이외다. (…중략…) 사상과 요구는 있으면서 진실로 실행할 수 없는 일, 즉 자

아의 인격적 불통일로 일어나는 모순이외다. 자신이 사람이 되며 사람다운 생

활을 하겠다는 요구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리하도록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

중하고 기회를 주어야 할 터인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85)

  실로 전영택은 1920년대 초 당시 청년들에게 있어 자기의 내면적 요구를 

충실하게 따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시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점이 가

치판단의 문제와 충돌하면서 불안을 야기했다고 진단한다. 그는 현대인들이 

‘생’의 요구에 충실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모든 권위를 부정하기 때문에, 기

독교를 포함한 종교에 대해서도 불평과 반항심을 갖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고통과 번민에 시달리는데, 전영택이 보기에 그 이

유는 크게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으로 나뉜다. 외부적 요인은 그들의 

83) 김행숙, 앞의 책, 31~66쪽.

84) 황정산, ｢1920년대 낭만주의 시의 계몽주의적 성격──백조파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20, 2003, 295쪽.

85) 전영택, ｢현대인의 요구와 종교의 사명｣(앞의 책, 346~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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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신을 방해하는 환경적 제약들이고, 내부적 요인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존

중하고 스스로에게 기회를 부여하려는 일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인격과 가

능성을 간과하게 된다는 데서 오는 딜레마이다. 전영택이 정리한 외부적 요

인과 내부적 요인의 구분은, 각성한 개인과 갈등하는 요소로서 앞서 언급한 

‘구도덕’ 및 ‘신도덕’과도 대응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영택은 두 가지 요인 가운데 내부적인 것을 더 까다롭고 근본적인 문제

로 취급했다. 위의 인용문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서 나와 타인 사이의 딜레마를 겪는 ‘인격적 불통일’의 원인이 신과의 단절

에 있다고 보았으며, 그러므로 해결책은 “사람만 알고 사람만 되려”86) 할 

것이 아니라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나의 ‘생’의 요구와 타

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정의 인도’적 윤리가 충돌하여 가치판단 상 혼란이 

생겨날 경우, 그는 양자 중 특정한 한쪽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기보다, 진리

와 선의 절대적인 담지자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현

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전영택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듯이, 당시의 ‘현대인’들에게 신이

란 이미 나를 통제하려는 여러 가지 도덕들 가운데 하나로서 부정할 대상이

었고, 이후에 불안과 혼란에 빠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지 그것을 면

하기 위해 어떤 권위를 찾아 다시 기대고자 할 수는 없었다. 여기서 두 가

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짚을 수 있다. 하나는 기독교, ‘정의 인도’ 등 비교

적 새로운 도덕들이 ‘현대인’들에게 있어 ‘그다지 긍정되지도 않았지만 결코 

마음 편히 부정되지도 않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 

불편함이 이후 새로운 가치판단의 척도를 모색하는 과정에 늘 함께했을 것

이라 추론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일련의 갈등 양상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임노월의 작

품들이다. 문학사에서 임노월은 흔히 예술지상주의자로서 상당히 분명하고 

일관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의 작품 면면을 살펴보면, 

기독교나 ‘정의 인도’와의 갈등 속에서 그의 악마주의가 탄생했으며, 그 악

마주의마저도 가치판단의 혼란 속에서 다시 끊임없이 흔들렸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그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예술’이나 ‘악마’뿐만 아니라 불

안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었을 때에도 통일성 있는 독해가 가능하다고 

86) 전영택, 위의 글(위의 책, 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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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그러한 독해는 나아가, 임노월 외에도 비슷한 시기 악마, 지옥, 

죽음 등의 키워드를 두드러지게 등장시킨 다른 문인들의 전후맥락을 가늠하

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먼저 임노월의 소설 ｢춘희｣(1920)는 개인의 꿈과 사랑이 ‘신도덕’들과 대

치하는 지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작품이다. 초점 인물인 춘희는 미술학

교에 입학할 예정인 여학생으로, 조혼하여 아내가 있는 병선과 연애 관계에 

있다. 이들은 연애를 “대자연의 영원한 생명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의미화

하는 동시에, “대자연의 비밀 앞에는 상식과 도덕이 다 가치가 없”다고 여

김으로써 자신들의 교제를 정당화한다.87) 그러나 병선의 이혼 문제를 두고 

그들은 갈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때 그들이 번민하는 정확한 이유

는, 이혼이 병선의 아내에게 대한 ‘비인도적인 행위’라는 데 있다.

암만 해도 내 처와 이혼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도(非人道)의 행동이다. 아! 조

화옹은 우리에게 왜 한 사람만 사랑하게 하고 일남(一男)이 이녀(二女)나 삼녀

(三女)를 사랑하게 못하였는가?88)

“(…중략…)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의 뜻을 봉전(奉傳)함이 되겠다. (…중략…) 그러면 남의 생을 빼앗아서라도 

살아야 옳은가? (…중략…) 자기 생을 위하여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인도 

정의에 위반되는 일이다. 즉 자기의 생을 색채(色彩) 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행동이다. 아!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하나님이시여! 당

신께서는 기천만 년부터 우리들의 사랑을 허락하였습니다. (…중략…) 그 후에 

몇 백만 세기를 신운표묘(神韻縹緲)한 허공으로 방황하다가 우리들이 차생(此

生)에 와서 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요. 그 동안 현실이란 

악마의 악희(惡戲)로 우리들의 사랑을 방해함인가요? 아, 이 괴로운 현실과 비

통 속에서 저희 두 사람을 건져 주세요……”89)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 병선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너무나 비인도의 

행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조화옹에게 어째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사랑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는가를 질문한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춘희 

87) 임노월, ｢춘희｣, 매일신보, 1920.1.26(박정수 편, 춘희(외), 범우, 2005, 57

쪽).

88) 위의 글, 매일신보, 1920.1.27(위의 책, 59쪽).

89) 위의 글, 매일신보, 1920.1.28(위의 책, 6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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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선과 유사한 죄책감을 느낀다. 병선이 이혼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

기의 생을 살리기 위해 남의 생을 파괴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의 인도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그는 ‘자기의 생을 살린

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째서 그런 하나님이 자신과 병선의 사랑을 

위기에 처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괴로운 의문을 던진다. 즉 이들은 애초에 

‘상식과 도덕’에 비해 ‘생’의 실현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정의 인도”라는 또 다른 도덕 앞에서는 ‘자기 

생을 살리는 행위’의 정당함을 재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사랑을 위해 

‘비인도적인 사람’이 되기를 쉬이 감수하지 못하며, 이혼을 감행하는 것까지

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한

다.90)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여기에서 연애를 통해 표상된 ‘생의 실현’이라는 

이념은, 기독교 윤리로도 “정의 인도”로도 설명되지 않는 어떤 고유한 정당

함의 영역을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작품의 결말도 이를 뒷받침

한다. 결말 부분에서 병선은 청년들 사이에 외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청

년회에서 축출당하고, 춘희는 유행성 독감으로 죽게 된다. 하지만 오히려 

춘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병선은 춘희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선

언하고, 춘희 또한 장차 병선과 함께 극락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 두 인

물이 ‘정의 인도’라는 덕목이나 청년회의 여론을 감안해 헤어지는 것이 아

니라 죽음으로써 사랑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이전까지 얼마간 결

부돼 있었던 개인의 자유로움과 ‘신도덕’이 결정적으로 분열되는 순간을 보

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엄밀히 말해 이때 춘희와 병선은 연애하는 주체라고 할 수 없

다. 왜냐하면 연애라는 인간관계 양식은 이들이 속한 사회적 질서 속에 자

리 잡지 못했으며, 연애하는 자로서 이들의 존재 또한 그 사회 내에서는 결

국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죽은 자, 축출된 자’의 모습으로만 등장할 수 있

90) 이와 유사한 구도를 보이는 소설로 석란생(石蘭生)의 ｢임상순(林相淳)｣(개벽, 

1921.6)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주인공 임상순은 ｢춘희｣의 병선과 마찬가지로 애

인과의 관계를 위해 아내와 이혼하고자 하지만, 아내가 불쌍하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 이에 임상순의 한 친구는 “하지만 그것이 다 약자의 

소리니 할 터이면 딱 해 버리”라고 말하고, 다른 한 친구는 이혼하면 “人道 上 

죄인”이 되니 하지 말라고 말한다. 즉 여기서 약자를 배려하고 인도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약자’와 연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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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다. 춘희와 병선이 되고자 하는 존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취

급되고 있으며, 이 ‘없는 것’의 자리에 놓이기로 할 때 이들은 배제당하는 

고통과 사랑을 완성하는 기쁨을 동시에 느낀다. 즉 ｢춘희｣는 사랑의 주체가 

추방당한 무의미한 존재로서만 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사랑의 기쁨은 

‘신도덕’을 위반하는 데서 오는 불안 속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임을 또한 

말해준다.

  임노월은 불안 속에서만 얻어지는 기쁨을 ‘비애환락’이라고 불렀다. 본래 

｢춘희｣에서 그는 단순한 기쁨과 그에 수반하는 불안을 각각 ‘환락’과 ‘비애’

라고 반복적으로 명명한 바 있었다. 전자는 애초에 사랑이 늘 아름답고 즐

거울 것이라고만 기대했던 춘희의 마음을 가리키고, 후자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서 고통스러워진 춘희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환락’과 ‘비

애’는 흥미롭게도 ｢춘희｣ 이후 발표된 임노월의 시 작품들에서 ‘비애환락’이

라는 하나의 단어로 결합되어 등장한다. ‘환락’은 이제 그 자체로서는 긍정

되지 못하고, ‘비애’를 그 속에 포함하면서 보다 지속적이고 명료한 것이 된

다. ｢춘희｣와 연계하여 이해했을 때 이 같은 변화는, ‘생’을 추구한다는 것

이 많은 경우 괴로움과 슬픔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어떤 부정될 수 

없는 정당성이 있음을 확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친구야

환락은 찰나요 비애는 항구일러라

환락은 허식이요

비애는 진실인 줄을 알았다

오냐 환락은 아무 흔적이 없되

비애는 동정과 정열의 종자가 있다

환락은 피상적으로 무경륜하되

비애는 반드시

이타적 동정이 있구나

(…중략…)

동경도 탄미도 다

비애의 상징이 아닌가

그러고 비애 속에서야

자기 자아를 알 수가 있지 않은가

- 임노월, ｢비애환락｣(1920.2.27) 일부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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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시에서 화자는 청자인 ‘친구’에게 환락과 비애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말한다. 그에 따르면 환락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고, 비애는 지속

적이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자는 환락이 ‘무경륜’한 것이

고, 비애는 “반드시 이타적 동정이 있”는 것이라고도 말한다. 실로 ｢춘희｣
에서 그려진 춘희와 병선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아무런 갈등 없이 즐겁기

만 했던 사랑은 금세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숱한 비난에 시달렸지만, 춘희

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 사랑은 ‘영원’하며, 이혼 문제를 비껴간다는 점에

서 도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즉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실패

한 개인의 ‘생’의 추구를, 다른 차원으로 전환시키면서 ‘신도덕’까지도 통과

할 수 있는 것으로 재탄생시키는 논리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패는 개인이 품었던 동경의 크기와 위상을 대조적으로 부각시켜 주고, 비

애는 그 동경의 현실성이나 성패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을 기억하도록 해 준

다. ‘비애 속에서야 자기를 알 수 있다’고 한 화자의 진술도, 이렇듯 개인이 

실패한 가운데 자기 ‘생의 추구’의 내용을 더욱 또렷하게 간직한다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임노월은 이후 작품들에서 비애의 참됨과 중요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부조

해 나갔다. 가령 아래와 같은 시에서 비애는 이제 화려하지만 덧없는 것들

에 가려지기 쉬운 “우주의 실재며 인생의 비밀”로 격상되며, 화자는 어두운 

세계를 비틀거리며 걸으면서도 스스로 “비애의 순례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다.

여인(旅人)아

달은 청공(靑空)에 솟아오르고

사음(絲陰)은 지상에 파사(婆娑)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산보할 때도

보석상의 장식을 보지 않고

천애의 유묘한 청광의 한정(寒情)을 탄미하며

병목(竝木)에 얼닌얼닌하는 그림을 보자

아! 비애는 이같이 

우주의 실재며 인생의 비밀이다

91) 임노월, ｢비애환락｣, 매일신보, 19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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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나는 저 풀밭도 지나서

높은 산 깊은 골짝도 넘어서

가물가물하는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제애(際涯)에 유거(幽去)를 의식하면서

그래도 인간에 오예(汚穢)가 있을까 해서

반산(蹣跚)히 또 앞을 향하여 나가다가

만일에 유취(幽趣)와 안정(安靜)에 끼운

비애향(悲哀鄕)이 있거든 나는 나는

거기서 비애의 순례자 되고자

- 임노월, ｢비애환락｣(1920.2.28) 전문92) 

  화자에 따르면, 비애의 참됨과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호화롭고 떠들썩한 

시장을 지나면서도 보석상이 내놓은 장식품에 눈을 돌리지 않으며, 시장 위

로 펼쳐진 밤하늘의 한정(寒情)을 느끼고 숲에 스치는 그림자를 포착하고자 

한다. 여기서 비애는 당장 눈앞에 드러나 있는 화려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도 남아 있을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것들을 포착

하려는 마음 상태로 다루어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화자는 단순한 환락을 

‘인간의 오예(汚穢)’로까지 격하시키고, 비애를 예비하는 태도를 ‘순례’로 격

상시킴으로써, 비애를 ‘현실의 이런저런 여건들과는 아예 다른 차원으로 넘

어가도록 해 주는 것’으로 의미화하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비애는 현실적

인 질서와 규범을 능동적으로 벗어 나아가는 기제가 된다.

  이 시의 내용은 소설 ｢예술가의 둔세｣(1920)에 고스란히 삽입되어 있어, 

비애가 임노월의 시와 소설을 아우르는 주된 테마로 다루어지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예술가의 둔세｣는 ｢춘희｣와 마찬가지로 남성 인물의 이혼 문제

로 곤경에 처한 연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춘희｣의 인물

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이들은 이혼 문제로 숱한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죽거나 헤어지지 않고 결국 먼 곳으로 함께 도주한다는 점이

다. 이러한 결말이 가능했던 것은, 두 연인이 처음부터 비애에 관한 생각을 

공유했고, 그럼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갈등 상황도 사랑을 추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92) 임노월, ｢비애환락｣, 매일신보, 19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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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씨는 안동 예배당에서 종로까지 걸어올 때에 혼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병목(竝木)의 파사(婆娑)하는 그림자며 공간에 무수히 나열한 별만 보지 야시

(夜市) 구경은 하려 하지 않는다.

  “춘희 씨, 자, 저 사람들 보시오. 다 허영심에 떠서 보석상을 기웃기웃 하며 

혹은 난봉 비슷한 녀석이 제멋에 남의 처녀를 훑어보지 않소? 한 사람이나 하

늘을 우러러 월광의 표묘(縹緲)한 감정을 맛보려 하며 백양엽 그림자의 신비한 

생명을 감득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이같이 다 타락하였구려. (…

중략…)”93)

춘희는 (…중략…) 병호에게 얻은 소설책(참회록)을 펴 들고 수십 페이지를 내

리 읽었다. (…중략…) 주인공 되는 처녀의 감상적 낭만적 성격과 또는 연애에 

열렬한 것과 결심 굳은 것이 모두 다 불사의(不思議)하게도 자기와 일치하였

다. 더구나 꼭 같은 것은 그 주인공 되는 처녀가 남의 처 있는 남자와 연애한 

것이다. 종국에 두 연인은 사회 도덕의 박해로 인하여 고향을 떠나 부모 형제

를 떠나 멀리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유랑하며 다닌 일로 끝을 마쳤다.94)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 남성 인물 병호는 연인 춘희와 함께 야시(夜市)

를 산책하는데, 그러면서도 시장의 화려한 물건들을 구경하지는 않고, 밤하

늘과 숲의 그림자만을 바라본다. 그리고 춘희를 향해, 보석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은 허영심에 가득 차 있어서 그보다 가치 있는 관찰과 감응을 할 줄 

모른다고 비판하는 발언을 한다. 이는 앞서 ｢비애환락｣(1920.2.28)의 내용

과 뚜렷한 상호텍스트성을 보이는 대목으로서, 병호가 임노월의 관점을 대

변하는 인물이며, 이 소설의 서사가 그러한 관점을 형상화하는 방향으로 구

성돼 있음을 알려준다. 

  상기하건대 ｢비애환락｣ 연작의 주제의식이 표면적이고 순간적인 환락보다 

궁극적이고 지속적인 비애의 참됨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이것이 

비극적인 연애 서사에 적용되었을 때, 비애를 염두에 둔 연애란 더 이상 무

력한 병사(病死)로 끝맺는 것일 수 없을 터이다. 실로 병호는 연인 춘희로 

하여금 비난받는 사랑에 관한 책을 읽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사랑이 비극적

인 것임을 처음부터 예상하게 하고, 그럼에도 그 사랑은 지킬 가치가 있고 

지킬 결의가 필요한 것임을 인지해 두도록 한다. 위의 두 번째 인용문을 보

93) 임노월, ｢예술가의 둔세｣, 매일신보, 1920.3.17.

94) 위의 글, 매일신보, 19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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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춘희는 병호가 준 책 참회록을 읽고 그 주인공에 자신의 처지를 이입

하는데, 그 주인공의 처지란 이미 결혼한 남자를 사랑한 여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종내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연인과 함께 멀리 떠나게 된

다는 것이다. 춘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쩐지 자신도 그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병호가 책을 통해 그렇게 하기를 암시한다고 생

각하기도 한다.

  실제로도 작품은 두 사람이 부모의 반대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도 축출당한 후에 울면서 봉천행 기차를 타고 떠나는 것으로 끝맺는다. 그

런데 이때 두 사람이 단지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도주를 결심

하는 시점에서, 병호는 자신이 “이 허위의 인정도 갈등의 사회도 죄악의 소

굴도 다 떠나서 먼 세계로 가서 살다가 요행 기회가 있으면 내 독특한 주의

와 능력을 가지고 조선을 한번 마음대로 새롭게 창조하여 보리라”고95) 전

망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소설들과 달리, 이 소설의 병호는 ‘정의 인도’나 

기독교적 윤리보다도 자신의 선택이 더욱 “새롭고 신성한 역할”96)을 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러한 자신의 선택을 지탄하는 세상 전체가 도리어 천

박하다고 판단한다. 앞서 ｢춘희｣가 사랑의 완성으로 끝맺는 가운데서도 죽

음과 추방이라는 불안 요소를 상대적으로 부각했다면, 이 소설은 추방당한 

자가 오히려 더 강하게 갖게 되는 불안 속의 긍지와 만족을 상대적으로 부

각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술가의 둔세｣의 인물들은 상상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방식

으로 불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갈등이 일어나는 사회 속

에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도주해 버린다는 점에서 상

징적 질서와의 연결성이 약하다. 그리고 도주를 통해 내적 갈등을 빠르게 

해소하는 동시에 자신의 ‘새롭고 신성한 역할’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점

에서, 자신의 실재보다는 스스로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통합적 이미지를 더 

적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불안의 상상적 극복 방식은 임노

월의 이후 작품들에서 계속 반복되고 심화되는데, ｢예술가의 둔세｣는 그 초

기 형태를 보여준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미지의 세계｣(1921)에서 이러한 태도는 더욱 공고해진다. 이 글은 주로 

찬호와 병선이라는 인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임노월의 생각을 잘 

95) 위의 글, 매일신보, 1920.3.18.

96)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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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쥔 인물은 병선이다. 그는 사람이 마음대로 지어

낸 공상이 결코 허위가 아니며 어떤 사실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서, 예술작품은 지어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정신을 

뒤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연(失戀)과 편연(片戀)이 실제 

사랑보다도 더── 우리의 열정을 고조케”97) 한다는 점 등을 든다. 상식적

으로 ‘허위’나 ‘실패’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움직인다는 

이 진술 속에, 비애의 부정적 자유가 한층 적극적인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찬호는 병선을 가리켜 “진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이단자”라고 

한다. 그러나 병선은 그에 대해, 인류사회에서 진리와 도덕이란 항상 다음 

시대에 부정되게 마련이고, 영원한 것은 예술작품을 통해 남겨지는 사상뿐

이라고 답한다. 또한 예술의 세계에서는 어떤 죄악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

것을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 ‘경이로움’의 잣대로 보게 되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맥락에서 가령 불과 같은 정열을 발견할 수 있는 정사(情死)나 간통도 

찬미한다고 말한다. 사회적으로는 악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도리어 찬

미한다고 단언하는 악마적 인식이, 이 지점에서 비로소 정연한 형태로 등장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임노월의 악마주의는, 기성세대가 부과한 ‘구도덕’만이 아니라 다

양한 ‘신도덕’들과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특히 애초에 개인의 

자유로움을 부각하는 데 공히 일조하였던 기독교나 ‘정의 인도’의 윤리와 

경합하다가, 마침내 그들의 윤리적 지평보다도 개인의 ‘생’의 요구가 산출하

는 경이로움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면서, ‘경이로움’ 즉 감정적 자극의 척

도를 새로이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질서 일체를 부정하면서 

이내 ‘새롭고 신성한 역할’ 또는 ‘악마’로서의 자아상을 정립하고 그로부터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상상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갈등 해

소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97) 임노월, ｢미지의 세계｣, 개벽, 1921.6(박정수 편, 앞의 책,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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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악마적 자유와 감정의 진실함

2.2.1. ‘참된 것’으로서 악마와 죽음

  일체의 도덕적 잣대보다 악마적 자유가 더 정당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이

유는, 그것이 도덕규범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

끼게 해 준다는 데 있다. 1920년대의 어법상 ‘생’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렇

듯 나에게 희열을 주고 나를 고양시키는 생각과 행위를 취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가령 연애나 예술이 사회적으로는 부도덕하다는 평가를 받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간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더라도, 그 사회의 틀을 넘어서 새로

운 영역에 가 닿는 커다란 기쁨이 발견될 때, 거기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불

고(不顧)에 부칠 만큼의 정당함이 부여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임노월은 대

화 ｢경이와 비애에서｣(1922)에서 “모든 악덕이며 죄악은 우리 감정에 대해

서는 위대한 매력을 가졌”다고 하였으며, 대화 ｢불멸의 상징｣(1922)과 소설 

｢지옥찬미｣(1924)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본격적으로 악마, 지옥, 죽음 등의 

소재와 연결 지었다.

  ｢불멸의 상징｣에서는 시인과 악마의 대화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여

기에 등장하는 시인은 새롭고 인상 깊은 예술에 대해 고민할 때마다 악마에

게 강렬한 공포와 매력을 동시에 느낀다고 고백하며, 이에 악마는 자신이야

말로 시인이 찾는 쾌락을 줄 수 있는 존재이므로, 죽음과 추(醜)에 대한 거

부감을 극복하고 자신과 동화될 것을 시인에게 권한다.

시인: 악마여, 너를 사모할 때 나의 혈관은 육(肉)에서 비등(沸騰)하여 혼(魂)

은 소사(燒死)할 듯이 부르짖는다.

마녀: 그러나 사(死)와 절망은 새로운 해탈이다.

시인: 일체의 사물의 망각하는 것이 사(死)가 아니냐.

마녀: 일체의 사물을 잊는다 함은 일체의 사상(事象)을 다시 창조한다는 말이

다. 지금 네 감관으로 보고 듣고 식별하는 것보다는 아주 별다른 것을 

보며 듣는단 말이다. 사(死)는 네게 대하여 지고지상의 쾌락인 동시에 장

엄장중한 양식일다. (…중략…) 애인이여, 나는 너를 위하여 많은 독을 

장치하여 두자. 그리고 고통과 신비를 친밀케 하기 위하여 음일(淫逸)과 

마취(麻醉)를 가지고 너의 권태병을 낫게 하겠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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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망령된 시인아. 왜 너는 나를 존경치 않느냐? (…중략…)

시인: 신아, 너의 환락과 평화도 오래지가 않으니 어서 빨리 전비(前非)를 회

한하고 나와 같이 울어 다오.

신: !!!

시인: 너는 아직까지 천국의 허영을 몽상하느냐. 선인(善人)과 너의 자식 되는 

예수까지도 평화와 만족과 환락에 대하여는 벌써 권태가 된 줄을 모르느

냐?99)

  예컨대 위의 첫 번째 인용문과 같이, 시인은 악마에게 이끌릴수록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고 영혼이 불타 없어질 것 같은 동요를 느낀다고 토로한

다. 이때 악마는 그 같은 죽음과 절망이 실상 새로운 해탈이라고 말하며, 

죽으면서 일체의 사물을 잊는다는 것 또한 달리 보면 일체의 사물을 다시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시인이 느끼는 동요와 공포의 의미를 전환

시키고자 한다. 악마의 말에 따르면, 이처럼 혼란과 공포의 의미가 전환되

어도 좋은 이유는 그것이 “권태병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악마는 ‘덕의(德義)는 겨우 선입(先入)의 소극적 능력밖에 이끌어내지 못하

지만, 해독(害毒)은 마음을 개벽하게 하기 때문에’ 덕의보다 해독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한다. 궁극적으로 권태를 느끼지 않도록 해 주는 것, 선입(先入)되

지 않고 무언가 스스로 창조해내는 것이 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은 

곧 악마의 형상을 통해, 그리고 죽음이나 추함에 대한 긍정을 통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렬한 감정적 자극의 위상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100)

98) 임노월, ｢불멸의 상징｣, 개벽, 1922.9(박정수 편, 앞의 책, 195쪽).

99) 위의 글(위의 책, 201쪽).

100) 실로 권태에 관련된 개념 중 가장 오래된 고대 그리스의 ‘아케디아(acedia)’ 

개념은 중세 기독교에서 악마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졌다. 당시 수도사들은 사막

에서 오랜 기간 고행을 해야 했는데, 이때 무엇보다 물리치기 어려운 것이 고요

한 한낮에 찾아오는 따분함이었던 것이다. 이 따분함은 일시적인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되면서 수도생활의 목적과 신의 뜻에 대한 의문으로

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었다. 때문에 중세의 ‘아케디아’ 개념은 ‘한낮의 악마

(daemon meridianus)’라고도 불리며 도덕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받았고, 이후 파

스칼(Pascal), 칸트(Kant) 등의 사상가들에게서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지루함이나 

게으름이 다소 부정적으로 여겨지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라르스 Fr. H. 스벤

젠, 도복선 역, 지루함의 철학, 서해문집, 2005, 88~92쪽; 피터 투이, 이은경 

역, 권태, 그 창조적인 역사, 미다스북스, 2011, 154~159쪽).

  그러나 니체는 지루함을 창조의 행위에 앞서서 나타나는 ‘잔잔한 영혼의 고요’ 

상태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범인들은 이 지루함을 없애기에 바쁘지만,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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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말미에서는 이같이 악마에 감화된 시인이 신에게 정면으로 도전

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신은 글의 말미에 등장하여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다

며 시인을 꾸짖는다. 그러나 시인은 오히려 신이 지금까지 인간을 괴롭게 

했을 뿐이며, 신이 만든 천국의 평화도 이미 권태로운 것이 되었다고 반박

한다. 이러한 항변을 연달아 듣던 신은 결국 당황하여 기절하고 마는데, 이

를 목도한 악마는 ‘신이 기절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는다. 

이 대목에서, 이제 악마는 단순히 신(神)이나 선(善)의 안티테제로서 존재하

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덕의의 지평과 아예 다른 종류의 질서를 

구축해 두고 있음이 명확해진다.

  ｢지옥찬미｣는 이 같은 관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소설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존의 질서에 대한 부정 자체가 필요 이상으로 부각되기 시작

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주된 내용은 정사(情死)하기로 결심한 남녀가 정사 

직전까지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특이하게도 이들은 주변의 반대에 

부딪힌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이 구원이고 승리이기 때문

에’ 죽고자 한다. 그래서 이들의 정사는, 사회적 고립에 처한 끝에 죽음의 

무게로써 사회적 인정을 되찾기 위한 종류의 자살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행동은 기존 질서로부터 인정받는 데 매달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

명 약자가 아닌 강자의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결국 인물 스스로를 죽음으

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그로써 인물의 갈등을 처참하고도 손쉽게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처음에 여자는 남자를 향해, 자신에게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으며, 남

자와 함께 천당에 갈 생각을 하면 즐거울 뿐이라고 말한다. 이에 남자는 천

당이란 “소담(小膽)한 자와 쾌락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건조무미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며, 오히려 지옥이 천당보다 “예술적 가치가 풍부한 곳”이자 “사

랑의 불꽃”이 피는 곳이라고 하여 여자의 생각을 수정한다.101) 또 남자는 

과거 하나님이 지상에 지었던 낙원이, 늘 웃고만 지내는 데 지친 사람들의 

권태병으로 몰락하고 말았기 때문에, 이후로도 최후로 승리하는 것은 악마, 

“즉 우리”일 것이라고 말한다.102) 이 같은 남자의 진술들은 ｢불멸의 상징｣
이 넘치는 정신은 이것을 충분히 견딘다(위의 책, 105쪽; 프리드리히 니체, 안성

찬・홍사현 역, 즐거운 학문・메시나에서의 전원시・유고(1881년 봄~1882년 

여름), 책세상, 2005, 112~113쪽).

101) 임노월, ｢지옥찬미｣, 동아일보, 1924.5.19.

102)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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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등장했던 악마의 관점을 환기하기도 하고, 인물들 자신이 곧 악마임을 

직접적으로 선언하고 있기도 하다. 지옥과 죽음이 권태를 없애고 강렬한 감

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보는 인식이, ｢불멸의 상징｣에 이어 

이 작품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 작품은 

｢불멸의 상징｣의 문제의식을 더 극단적인 형태로 바꾸고 있기도 하다. ｢불

멸의 상징｣은 반도덕적 사유의 활력 자체를 다루었지만, 이 소설은 인물들

이 실제적으로 목숨을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라야 “참으로 결합이 될 터”임

을 말하기 때문이다.103)

  이와 유사하게 1920년대 전반기 박종화의 작품들에서도 죽음을 통해 ‘참

됨’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흔히 박종화의 대표작으로는 

1930년대 이후 발표한 역사소설들이 손꼽히지만, 1920년대 전반기에 그는 

주로 시 작품을 통해 허영에 찬 세상을 비관하고 죽음만이 참된 것이라고 

보는 주제의식을 드러내었다. 이 같은 박종화의 작품들은 앞서 살펴본 임노

월의 작품들과 상당히 비슷한 의의 및 한계를 노정한다. 박종화 작품에서의 

‘죽음’ 또한, 시 작품에서 부정의 수사로서 사용되었을 때에는 기존 질서로

부터의 탈피를 강조하는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수필 등에서 인물

의 실제적인 죽음과 결부되는 데 이르러서는 부정성 자체에 지나치게 기울

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전자의 측면을 확인케 해 주는 사례들로, 시 작품 ｢
흑방비곡(黑房秘曲)｣(1922), ｢사(死)의 예찬｣(1923), ｢밀실로 돌아가다｣
(1922)를 들 수 있다. 

형제야 길 걷는 모든 형제야

이 몸도 처음엔

당신네같이 당신네같이,

고요한 성결의 미지의 나라로서

가슴에 불 붙는 바람의 싹을 감추지 못하여

생의 동경의 열정을 참지 못하여,

스스로 인간의 순례자── 되었으나,

인간의 시절이란 거짓의 시절!

죄악의 시절, 고뇌의 시절!

이것이 이 생의 있는바 그것뿐이어이다.

이것이 이 생에 들려는 첫 서곡이어이다.

103) 위의 글, 동아일보, 192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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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이러한

이 인간으로 향하려 하시나이까.

- 박종화, ｢흑방비곡｣ 일부104)

  ｢흑방비곡｣은 ‘생’을 추구하는 데 실패한 화자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향하느냐고 절망적으로 묻는 작품이다. 화자는 저녁의 거리에 쏟

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은 무엇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찾으러 

어디로 가느냐’고 반복적으로 묻는다. 그러면서 자신 또한 처음에는 그 사

람들처럼 의욕을 갖고 “생의 동경의 열정”으로 “순례자”가 되었으나, 인간

이라는 존재에게는 그저 거짓과 죄악과 고뇌가 있을 뿐임을 깨닫게 되어, 

이제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화자의 시선에는 

각자 어디론가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회의 섞인 우려가 담겨 있

다. 자신은 이미 인간의 세상에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깨닫지 않은 사람들의 활기 또한 나중에는 자기처럼 

슬프고 괴로운 상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화자는 내다보고 있

다.

  이 같은 “이 생”에 대한 회의감은 죽음의 가치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사(死)의 예찬｣의 화자는 제목 그대로 죽음을 예찬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흑방비곡｣의 화자와 유사하게 이 세상에서 ‘새로운 것’

을 세우려는 노력이 어떠한 결실도 맺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의 무리야

모든 새로운 살림을

이 세상 위에 세우려는 사람의 무리야,

부르짖어라, 그대들의

얇으나 강한 성대가

찢어져 폐이(廢弛)될 때까지 부르짖어라,

격분에 뛰는 발간 염통이 터져

아름다운 피를 뿜고 넘어질 때까지

힘껏 성내어 보아라,

그러나 얻을 수 없나니,

그것은 흐트러진 만화경 조각

104) 박종화, ｢흑방비곡｣, 백조, 1922.5,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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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 못할 한때의 꿈자리이다.

(…중략…)

아! 돌아가자

살과, 혼,

훈향내 높은 환상의 꿈터를 넘어서,

거룩한 해골의 무리

말없이 걷는

칠흑의 하늘, 주토의 거리로 돌아가자.

- 박종화, ｢사(死)의 예찬｣ 일부105)

  화자는 먼저 ‘모든 새로운 살림을 이 세상 위에 세우려는 젊은 사람의 무

리’를 부른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힘껏, 성대가 찢어지고 심장이 터질 만큼 

열심히 원하는 바를 추구해 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곧이어 화자는 아무리 

그렇게 애쓰더라도 원하는 바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화자가 

보기에 이 세상은 “한때의 꿈자리”와 같이 허위로 가득 찬 것이어서, 비유

하자면 마치 마른 나뭇가지에 곱게 물들인 종이로 꽃을 만들어 걸어놓고 봄

이라 노래하며 춤추는 곳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자는, 바람이 불면 종

이꽃이 쉽게 떨어지듯이, 이 세상의 불모성은 이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

때에는 ‘젊은 사람의 무리’가 가진 의욕과 노력도 금세 스러질 것이라고 전

망한다.

  이 같은 허약한 세계 대신에 화자가 제시하는 것은 ‘칠흑의 하늘’과 ‘주토

빛 땅’이다. 이들 소재는 아름답고 화려한 “한때의 꿈자리”와 대비를 이루

는 것으로, 제목에서도 암시되는바 지금의 세계를 벗어났을 때 마주하게 되

는 죽음의 세계를 가리킨다. 이 ‘칠흑의 하늘’과 ‘주토빛 땅’ 사이를 걸어가

는 자들은 ‘젊은 사람의 무리’가 아니라 ‘해골의 무리’다. 화자는 이러한 공

간, 이러한 무리에게서 역설적으로 “생명”과 “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곳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이렇게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은 ｢흑방비곡｣에서 거리를 활보하던 사람들

과 연계되어 읽힌다. 이 시에서 화자가 ‘젊은 사람들’의 의기가 결국 좌절될 

것이라고 보고 있듯이, ｢흑방비곡｣의 화자 또한 자신이 절망한 경험에 근거

105) 박종화, ｢사의 예찬｣, 백조, 1923.9, 95~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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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람들의 활기찬 움직임을 미리부터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흑방비곡

｣의 화자는 그럼에도 회의 속에만 머무를 수 없어 방황하는 것을 ‘스스로 

미친 경역을 뛴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사의 예찬｣에서 ‘해골의 무리가 걷

는 것’과 대응된다. ‘해골의 무리’는 이미 ‘젊은 사람들’이 지닌 의욕과 노력

의 허무함을 깨쳤으면서도 여전히 ‘참’을 찾아 어두운 거리를 걷는 존재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점들로 미루어 보면 박종화가 예찬하는 죽음은, 임

노월이 악마와 지옥을 통해 형상화하고자 했던 바와 유사하게, 개인의 동경

을 좌절시키는 세계의 질서를 허위적인 것으로 보고, 그 바깥에서 또 다른 

질서를 꿈꾸는 일과 잇닿아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밀실로 돌아가다｣에 등장하는 죽음과 ‘참 삶’의 연계성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시의 화자는 ｢흑방비곡｣이나 ｢사의 예찬｣과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활력 넘치는 사람들 틈에서 홀로 그 사람들의 회의적으로 바라본

다.

달 먹는 거리에 피리소리 같은

저 젊은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그것이 참 삶의 노래리까,

퍼런 곰팡내 나는 낡은 무덤 속에

썩은 해골과 같은

거리거리마다 즐비하게 늘어선 그것이,

삶의 즐거움이 흐르는 곳이리까

아─ 나는 돌아가다, 캄캄한 내 밀실로 돌아가다.

(…중략…)

오─ 검이여 참 삶을 주소서,

그것이 만일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다 하거든

열쇠를 주소서

죽음 나라의 열쇠를 주소서

참 ‘삶’의 있는 곳을 찾으려 하여

명부(冥府)의 순례자─ 되겠나이다.

- 박종화, ｢밀실로 돌아가다｣ 일부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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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자에 따르면 동네 사람들은 모두 곱게 단장하고 떼를 지어 웃으며 노래

하고 있고, 동네에는 고혹(蠱惑)의 달콤한 냄새가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화

자는 그러한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쓸쓸히 만수향 냄새가 떠도는 자신의 밀

실로 돌아온다고 한다. 이어서 화자는 ‘검님’을 부르며, 그렇듯 겉보기에 화

려한 사람들의 삶이 과연 ‘참 삶’인지를 묻는다. 자신의 눈에는 그것이 곰팡

이 낀 무덤에 썩은 해골이 늘어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즉 사람들은 겉보

기에 그럴싸해 보일 뿐 결국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아무런 의미

가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화자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밀실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어서 화자는 ‘검님’에게 ‘참 삶’을 달라고 기도한다. 만약 그 ‘참 삶’이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 하면, 죽음의 나라로 기꺼이 가겠다고

도 말한다. ‘참 삶’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이 결심을 말하는 대

목에서, 화자는 “명부(冥府)의 순례자”가 되겠다고 한다. 즉 ｢흑방비곡｣이나 

｢사의 예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에서도 죽음과 ‘참됨’은 허위에 찬 세

계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긴밀하게 관련지어지고 있다.

  한편 박종화의 수필 ｢영원의 승방몽(僧房夢)｣(1922)은 시 작품에서 자주 

다루어진 죽음과 ‘참됨’의 주제의식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

기에는 임노월이 ｢지옥찬미｣에서 제시한 것과 비슷한 성격의 적극적인 정사

(情死)관도 제시된다. 이 글에서 박종화는 “가식으로 반죽한 이 세상, 고뇌 

비참으로 엉키운 이 인생”보다는 “차라리 영원의 진리의 죽음 나라로 돌아

가는 것이 나을 것”107)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관점에 부합하는 인상적인 사

례를 단눈치오(d'Annunzio)의 죽음의 승리(Trionfo della morte)108)와 시

엔키에비치(Sienkiewicz)의 쿠오바디스(Quo Vadis)109)로부터 찾아낸다. 

106) 박종화, ｢밀실로 돌아가다｣, 백조, 1922.1, 12~13쪽.

107) 박종화, ｢영원의 승방몽｣, 백조, 1922.1, 58쪽.

108) 가브리엘레 단눈치오는 이탈리아 데카당스 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니체와 바

그너의 영향을 받아 초인(超人)에 대한 긍정의 시학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그러

나 일본과 조선에 소개될 당시 그의 작품들은 주로 ‘정사(情死)’라는 소재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수용되었다. 1920년대에 박종화 외에도 단눈치오의 작품을 언

급한 사례로는 김동인이 소설 ｢마음이 옅은 자여｣(1920)에서 프란체스카 다 리

미니(Francesca da Rimini)(1901)를 언급한 것, 염상섭이 소설 ｢표본실과 청개

구리｣(1921)에서 죽음의 승리(1894)를 언급한 것이 있다. 이 두 사례에서 인

물들은 모두 단눈치오 작품 속에 나타난 ‘정사’가 자신의 고뇌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관해서는 한성철, ｢1920년대 한국문학에 끼친 이

탈리아 데카당스 영향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96, 100~1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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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가 이들 작품으로부터 뽑은 장면에는, 공통적으로 호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누렸으면서도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애인과 

동반자살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중 쿠오바디스에 등장하는 페트로니우스의 경우, 애인이 자신을 따라 

정사(情死)를 감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애인이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느

냐의 여부와 관련된다. 박종화의 소개에 따르면 페트로니우스가 애인 에우

니케에게 자살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에우니케는 선뜻 자신도 함께 죽겠

다고 하는데, 이에 페트로니우스는 “너는 참으로 나를 사랑하도다.”며 그 

사랑의 ‘참됨’을 확인한다. 임노월의 ｢지옥찬미｣ 또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

해 능동적으로 죽고자 함으로써 사랑을 완성한 연인이 등장했던바, 박종화

와 임노월에게 있어 죽음은 ‘참된 세계, 참된 삶, 참된 사랑’ 등의 관념과 

두루 연결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이르러 박종화는, ‘죽음’이라는 소재를 인물의 실제적

인 죽음과 동일시하면서, 지배적 질서에 대한 부정의 수사가 지니는 역설적 

함의를 오히려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그는 ‘죽음’이라는 소재를 ‘참

됨’을 가리켜 보이는 지침으로 보고자 노력하기는 하였다. 예컨대 그는 

1922년 1월 노초(路草) 정백(鄭栢)을 수신자로 작성한 일기에서 “생이란 얼

마나 거룩한 것”이라 하면서도 “인생이란, 얼마나 얄미운 가식”인가 하고 

탄식하여, ‘생’과 ‘인생’을 구분하고 전자의 거룩함과 후자의 비루함을 극명

하게 대비시켰다.110) 또한 인간에게 허위를 떠나 ‘참 삶’을 찾도록 호소해 

109) 헨릭 시엔키에비치는 190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 작가이다. 그의 대

표작 쿠오바디스(1896)는 박해받는 기독교인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식민 지배

를 받고 있던 폴란드인의 고통과 희망을 그려냈다고 평가된다(최성은, ｢쿠오바

디스에 나타난 애국적 알레고리 연구｣, 동유럽발칸학7(2), 아시아・중동부유

럽학회, 2005). 조선에서는 홍난파가 1920년 3월 20일부터 1920년 5월 5일에 

걸쳐 매일신보에 ｢어대로 가나｣라는 제목으로 번역 소개한 바가 있다고 한다

(윤경애, ｢홍난파의 쿠오바디스 번역 양상과 번역의 계보 고찰｣, 번역학연구
20(2), 한국번역학회, 2019).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박종화는 이 소

설 또한 주제의식보다는 ‘정사’라는 소재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0) “이 인생이란, 얼마나 얄미운 가식이냐! 이 우주란 것이 하나의 허위 덩어리라

면, 그리하여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하나의 허위를 표현하는 것이라 한

다면, 아! 나는 독한 약을 마시고 영원히 미지의 참나라로 돌아가려 한다.

  그러나, 우주에는 진(眞)이 있지만 인생의 때에는 허위로 수를 놓았다. 확실히 

우주에는 영항(永恒)의 참이 있건만 인생의 때에는 간사와 예지로 채워져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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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도 끝내 듣지 않는다면 자신은 홀로 “내 ‘삶’의 ‘삶’이나 내 참의 경지

에 들어가”겠다고 쓰기도 했다.111) 그럼에도 그의 ｢영원의 승방몽｣이나 임

노월의 ｢지옥찬미｣가 공히 이러한 죽음의 수사를 작품 속 인물의 자살이라

는 소재로까지 연결 지은 점은, 실제적으로 주체를 파괴할 뿐 세계에 어떤 

생산적인 가치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참된 삶’을 찾는다는 궁극적

인 목표와는 크게 어긋나 있다고 보아야 한다.112) 실로 임노월에게는 강렬

  생이란 얼마나 거룩한 것이냐?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그러나, 인간의 비루함!” (윤병로, 박종화의 삶과 문학: 미공개 월탄일기 평설

, 한국학술정보, 2004, 36쪽.)

111) 위의 책, 37쪽. 이 지점에서 박종화는 노초와 자신의 행로가 결정적으로 갈라

진다고 쓴다. 자신은 홀로라도 자신만의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노초에게는 노초

만의 길이 있다고 진술한 것이다. 노초 정백은 학창시절부터 여러 잡지에서 박종

화, 박영희, 홍사용과 함께해온 인물이자 사회주의적 경향을 지녔던 인물이었으

나, ‘백조’ 동인이 결성될 무렵 이들과 결별하고 1922년 3월에 창간된 사회주의 

경향의 잡지 신생활의 편집을 맡았다. 박종화의 편지는 이 무렵에 쓰인 것으

로, 초기 백조의 지향과 사회주의적 색채가 분화하는 지점을 잘 보여준다. ‘백

조’ 동인과 정백의 관계에 관해서는 정우택, 앞의 논문 참조. 정백의 신생활지 

활동에 관해서는 김경연, ｢1920년대 초 ‘공통적인 것’의 상상과 문화의 정치: 
신생활의 사회주의 평민문화운동과 민중문예의 기획｣, 한국문학논총71, 한국

문학회, 2015.12; 권보드래, 앞의 책, 487~492쪽 참조.

112)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당시 ｢사(死)의 찬미｣를 불렀던 가수 윤심덕의 

실제 정사(情死)를 상기해 볼 수 있다.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설움”과 

같은 가사를 포함한 이 노래는, 윤심덕이 직접 작사한 것으로서 박종화의 시편들

과 상당히 유사한 비관적 인생관을 보인다. 윤심덕은 실제로도 1926년 8월 기혼

자이자 애인이었던 김우진과 정사하는데, 그 직전에 이 ｢사의 찬미｣를 부르며 눈

물을 흘렸다고 알려져 있다(유민영, 윤심덕과 김우진, 새문사, 2009, 262~300

쪽). 그러나 박종화가 시를 발표했던 1922년과 달리, 윤심덕이 정사하던 1926년

경은 이미 연애나 정사를 둘러싼 담론상의 열기가 식은 시기로, 이 정사 사건은 

허영스럽고 천박한 것으로 비난받았다(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187~193쪽). 이는 실제적인 죽음으로까지 연계되는 죽음의 수사가 지닌 

짧은 수명을 보여준다. 이익상의 경우 윤심덕이 죽기 전 눈물을 흘렸다는 점을 

두고, 그 또한 “우리 보통 사람이 가지는 생의 의식을 가졌던 것”이라고 보았으

며, 그렇다면 “이 세상이 참으로 허무하고, 또한 저주할 만하였다면, 윤으로도 그 

허무한 것과 저주함직한 것을 뵈여 줄 다른 도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 한

계를 지적했다(이익상, ｢윤심덕 정사에 대하여｣, 신여성, 1926.9).

  이를 고려하면, 임노월과 박종화가 사용한 죽음의 수사는, 니체가 비판한 “진

리에 대한 열정과 허무주의의 결합체의 사례”로서의 혐의가 짙다(권희철, 앞의 

논문, 27쪽). 다만 박종화가 여전히 ‘생’ 개념 자체를 폐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 

임노월 또한 후속 작품에서 죽음 자체로 귀결되지 않는 가치척도의 문제를 고민

했다는 점은, 이들 각각의 작품세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얼마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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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정의 추구나 허위적인 세계에 대한 부정이, 실제로 목숨을 끊는 일이

나 사회적 낙오 자체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 구현되어야 할 것인가 하

는 탐구의 과제가 남아 있었다. 이러한 과제가 그의 후속 작품들에서 가치

론적 파산에 이른 인물들을 통해 표면화됨을, 이 장의 3절에서 살펴볼 것이

다.

2.2.2. 악마와 ‘양심’의 친연성

  그렇다면 임노월과 박종화가 꾸준히 강조하는 ‘참됨’이란 정확히 무엇이

며, 누가 그 진위를 판별하는가.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애초에 악마, 지

옥, 죽음 등의 소재는 개인의 동경을 좌절시키는 도덕적 질서에 반발하면서 

등장했고, 그 중요성과 정당함이 보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가 가르쳐준 

적 없는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데 있었다. 이 점을 상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참됨’이란, 강렬한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것, 달리 말해 내 감정의 

종류와 강도가 (나에게조차 매우 낯선 것일지라도) 실로 그러함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 즉 진정성(Authenticity)과 근접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당시 문인들이 위와 같은 진정성 개념을 

가리키는 말로 ‘양심’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당시에 사용된 ‘양심’이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일반명사와 같이 스스로를 규율하는 내면화된 도덕의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가장 원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충실히 추구하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앞서 논하였듯이 바로 그러한 추구가 

사회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일련의 텍스트에서 악마와 죽음의 수사로 거듭났

던바, 이 시대의 ‘양심’과 악마・죽음의 소재는 언뜻 어울리지 않는 듯이 보

이지만, 실상은 주어진 도덕적 질서를 초과하는 개인의 자유로움을 강조한

다는 면에서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때의 ‘양심’ 개념은 기독교적 맥락에서 등장했다. 양심

(Gewissen)은 종교개혁 시기 가톨릭교회의 권위와 경직성에 반발한 사람들

이, 제도로서의 교회 및 신과 인간의 매개자로서 성직자의 역할을 약화시키

고, 개개인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도 충실히 신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고 

여기는 데서 사용되었다.113) 따라서 처음에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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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기보다, 정확히는 “하나님과의 가까움”114)에 따

라 개인이 개별적으로 인도된다는 성격이 강했다.

  이로부터 개인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 종교를 포함한 자기 삶의 방식을 선

택한다는 관념이 발전하면서,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한편으로 정치적 자유

와 개인주의로,115) 또 한편으로 낭만주의적인 ‘고유한 덕(Tugend)을 창조하

는 자유’로116) 파생되어, 종교와는 별개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1920

년 전후 조선의 문인들은 후자의 의미에 가까운 ‘양심’을 언급하기 시작한 

셈인데, 그 발단을 전영택의 언급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서 드디어 로마법황을 대항하여 세계 역사상의 절대

사업을 성취하였습니다. (…중략…) 이것은 곧 눌렸던 인류생명의 힘, 갇혔던 

양심의 자유가 폭발한 것이외다.

  조선에서도 오래 어두운 가운데 있던 생명, 썩어졌던 양심이 기독교의 은택

으로 겨우 소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사회의 현상을 깊이 살펴볼 때 완

연히 문예부흥 이전, 종교개혁 이전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략…) 사람의 영성의 존중함과 양심자유의 힘을 모르고 일교회, 일교

리, 일교법하여 영성의 자유발전을 막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의 길을 막는 

경향이 있습니다.117)

113) 리하르트 반 뒬멘, 최윤영 역, 개인의 발견, 현실문화연구, 2005, 27~40쪽.

114) 위의 책, 40쪽.

115) 이에 관해서는 임영빈, ｢종교개혁과 평등, 그리고 개인의식의 확산｣, 현상과

인식42(2),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8 참조.

  1920년 전후의 조선에서도 이처럼 종교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연관성에 기

반한 논의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신교 자유의 국민적 필요｣(동아일보, 

1921.8.30)라는 글의 논자는 국가적 통합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위에 놓고 조선

사회의 종교적 관용을 요청하면서, 당대가 “개인의 양심이 사회의 인습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향락하기를 희망하며 독립의 행동을 요구하게 되는 소위 개인

적 자각이 울흥(鬱興)”한 시대라고 썼다.

116) 노발리스는 ‘도덕적 감정’이라는 표현을 ‘양심’으로 세심하게 대체하면서, 양심

이란 “이러저러한 것이 아니며 보편적인 구호로 명령하지 않는다. 그것은 개개의 

덕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 하나의 덕(Tugend)만이 존재할 뿐이다──결정의 

순간에 스스로 결심하고 선택하는 순수하고 가장 진지한 의지만이 존재할 뿐이

다.”라고 언급했다(파울 클루크혼, 이용준 역, 독일 낭만주의 이념, 지식을만드

는지식, 2017, 88~89쪽).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프리드리히 슐레겔은 양심이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관계에 대한 근본 감정’이라고 설명했다(위의 책, 90

쪽). 1920년대 조선에서 언급된 반도덕적이면서도 창조적인 ‘양심’의 성격을 가

늠하는 데 이러한 언급들을 참조할 수 있다.

117) 전영택, ｢종교개혁의 근본정신｣, 학지광14, 1917.2(전집4,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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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는 종교를 개혁하여 참으로 생명의 광명을 세계상생에 다 주라는 대포부

와 계획을 가지고 하였도다. 오인은 여하한 의미로 각자 대철을 만들어 가지

고 누누이 쌓여 있는 묵은 것을 대대적으로 파괴할지로다. (…중략…)

  우리는 굳세고 풍부한 개성들을 건설하여야 하겠도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나’를 건설하며 완전한 인격을 건설하여야 되겠도다.118)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 전영택은 종교개혁이 “눌렸던 인류생명의 힘”과 

“양심의 자유가 폭발”한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 또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도정에 있다고 진단한다. 조선은 기독교를 통해 개인의 ‘생명’과 ‘양

심’을 겨우 돌아보게 되었지만, 여전히 제도로서의 조선의 교회는 그것의 

존귀함을 간과하고 개인과 신의 교통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개혁은 ‘파괴와 건설’의 원리 가운데 파괴의 좋은 사례로 자

주 언급되기도 한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그는 종교개혁이 그러했던 것처럼 

조선사회도 묵은 것을 대대적으로 파괴해야 하며, 그 위에 우리의 “굳세고 

풍부한 개성”을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그가 강조한 개인의 ‘생명’과 

‘양심’은 두 번째 인용문에서 ‘개성’의 형태로 산출되는데, 이 ‘개성’은 세상

에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개개인이 지닌 가능성과 그 결과를 통칭하는 것이

며, 한편으로 그러한 개개인의 ‘개성의 왕국’은 한데 모여 보다 크고 조화로

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룬다.119)

  이 같은 진술들로 미루어보면, 전영택은 어디까지나 신앙심을 다지기 위

한 논의의 일환으로서 ‘생명’과 ‘양심’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 

본위의 추동력이 일체의 사회적 질서와 도덕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본 점에

서는, 이후 기독교적 지평 또한 뛰어넘는 ‘양심’ 개념의 토대를 제공한 사례

로도 볼 수 있다. 남궁벽(南宮璧)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양심’ 개념을 언급하는데, 예컨대 그는 수필 ｢S양에게｣(1918)에서 학

교 뒷산에 올라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를 고민했

던 경험을 언급한다. 이 질문을 반복한 끝에 그는 무엇을 하든 “다만 하나

님의 의지 곧 양심의 명령만 좇아 살면 고만”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120) 

118) 전영택, ｢구습의 파괴와 신도덕의 건설｣, 학지광13, 1917.7(전집2, 294쪽; 

297쪽).

119) 전영택, ｢개성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진생24, 1928.6(전집4, 278~27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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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묵도를 마친 후 다시 눈을 떴을 때, 하늘의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는 

“아아 암만하여도 시(詩)다.”라고 경탄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남궁벽의 글

에서도, 개인의 ‘양심’이 곧 하나님의 의지와 잇닿아 있다는 인식과, 그러한 

의미의 ‘양심’보다도 예술이 때로는 개인에게 더 큰 경이로움을 안겨 준다

는 인식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렇듯 당초의 ‘양심’ 개념에 기독교적 맥락과 더 넓은 범위의 해방적 의

미가 중첩돼 있었음을 고려하면, 백악(白岳) 김환(金煥)의 소설 ｢신비의 막｣
(1919)은 중첩돼 있었던 양자가 결정적으로 분리되는 지점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세민은 미술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

생이다. 본래 그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지닌 아버지의 반대로 미술공부는

커녕 고등보통학교도 진학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학교를 졸업한 후 동경에서 고학(苦學)을 하기에 이른다.

  세민이 이처럼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진로를 정해 나아간 데

에는, 그가 접한 기독교의 영향이 컸다. 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

를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싶은 종교

를 믿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전도사의 말에 감화되면서, 부모의 말

을 따라야 한다는 기존의 도덕규범에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경으로 간 이후 세민은 이 기독교로부터도 멀어지며, 한편으로 법률(도

덕)을 공부하는 또 다른 유학생 친구와도 일정한 견해 차이를 확인한다. 이

러한 가운데서도 ‘양심’만은, 특히 기독교에서 멀어진 이후에도 여전하고 유

일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중요하게 언급된다.

마음이 퍽 인자하여 불쌍한 사람을 볼 때에는 동정의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았

다. 그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뒤에는 자기 부친이 극력 반대하는 회당에를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다니었다. 참말 진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인 고로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말을 실행하려고 한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에 한 번도 누구와 싸운 일이 없었다.121)

그가 동경 오기 전에는 아주 진실한 교인이었으므로 천당지옥설을 깊이 믿었

으나 예술에 취미를 얻은 이때에는 신이 있다는 것까지 의심하게 되었다. 그

는 항상 누구를 대하여서나 자기는 자기를 위하여의 자기요 남을 위하여의 자

120) 남궁벽, ｢S양에게｣, 기독신보, 1918.12.25.

121) 백악, ｢신비의 막｣, 창조, 1919.2,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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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아닌 고로 자기는 무슨 일이나 자기 양심의 시키는 대로 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는 자기의 양심이 한번 善이라는 판단을 내리면 도덕상 죄악이 된다고 

남들이 是非하는 일이라도 기탄없이 행한다.122)

  

  위의 첫 번째 인용문은 동경으로 향하기 전의 세민이 기독교와 동정 담론

을 받아들이면서 ‘구도덕’에 반발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서술자에 따르면 

세민은 기독교 신자로 지낸 이 시기에, 성실하게 회당이 출석하는 한편으로 

“마음이 퍽 인자하여 불쌍한 사람을 볼 때에는 동정의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았다고 한다. 앞서 2장 1절에서 기독교와 ‘정의 인도’는 ‘신도덕’으로서 

개인의 자유로움과 일정한 접점을 지녔었거니와, 이 작품에서도 기독교와 

동정의 윤리는 “부친이 극력 반대하는” 새로운 도덕들로서 세민을 포함한 

청년 세대에게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인용문에서 서술자는 세민이 동경으로 간 이후 예술에 대

한 흥미가 깊어지면서 신의 존재도 의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

는 자기를 위한 자기’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양심의 시키는 대로” 살기

로 하여, 일단 스스로의 양심상 옳은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사람들로

부터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라도 망설임 없이 감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양심’은,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자

유’로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었으나,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를 위하는 자기’의 목소리로서 독립하게 된 것이다. 세민은 이러한 변

화와 더불어 같은 청년 세대의 친구와도 견해차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친구보다 자신의 관점이 더 정당하다고 확신하는 기준 또한 자신이 ‘양심’

에 더욱 충실하다는 데 있다.

희경은 춘광의 소개서를 가지고 세민을 찾아왔다. (…중략…) 희경도 자기 오

빠에게 늘 듣던 도덕이니 법률이니 하는 말보다는 세민의 자연이니 미적이니 

하는 말이 더욱 재미가 있다고 생각한다.123)

“선생님! 저는 세상에서 도덕이니 법률이니 하는 소리는 참 듣기 싫어요. 선생

님 말씀과 같이 사람이 자연히 나고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아

요! 자기 양심의 판단이면 그만이지요. (…중략…)”124)

122) 위의 글, 30쪽.

123) 위의 글, 3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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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인용문에 등장하는 세민의 친구 춘광은 법률을 전공하는 인물이다. 그

는 세민과 가까이 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세민이 도덕과 법률을 무가치하

게 여기고 자연과 미를 찬미한다는 점에서 세민을 ‘미친 사람’이라고 여긴

다. 희경은 춘광의 여동생으로, 춘광과 달리 세민의 관점에 동감하고 이후 

세민의 연인이 되기도 하는 인물이다. 희경은 반복적으로, 춘광이 하는 ‘도

덕이니 법률이니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세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흥

미롭고 공감된다고 하면서, 그러한 맥락에서 세민에게 “자기 양심의 판단이

면 그만이지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앞서 본 기독교적 맥락에서의 ‘양심’ 

개념이 세민의 부친으로 대표되는 ‘구도덕’과 대립했다면, 이 지점에서 부각

되는 독립적인 ‘양심’ 개념은 기독교는 물론 춘광으로 대표되는 ‘신도덕’과

도 대립하고 있다. 대신에 그것은 ‘자연, 미, 예술’ 등과 연관되어, 철저하게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하면서도 개인의 가능성을 보다 넓고 영속적인 지평에 

안착시키는 기능을 더하게 되었다.

  ‘양심’ 개념의 이 같은 용법은 당대 다른 글들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가령 황석우(黃錫禹)는 ｢연애｣(1923)라는 수필에서 연애의 신성함

을 강조하고 당시 실제로 연애 때문에 비난받던 인물을 적극적으로 옹호했

는데, 이때에도 그 연애의 정당성은 ‘당사자의 양심이 허락했다’는 점을 통

해 확보된다.

  감정은 청춘의 그 생명의 배양되는 일개의 비옥한 밭일다, 대지일다. (…중

략…) 

  연애는 청춘의 감정의 오좌에 재한 일개의 ｢산신｣일다. 이곳에서 연애는 종

교와 동일한 지위를 점령한다. (…중략…) 

  연애는 실로 일종의 인간의 피 속에 피인 산종교일다. 애에서 느끼는 법열

은 피(彼) 종교에서 느끼는 그 모든 것과 조금도 다름없다. 때에 의하여는 애

의 법열이 피(彼) 보통의 종교에서의 그것의 몇 층 이상이 될 때가 많다. (…

중략…)

  연애의 앞에는 그를 견제하며, 명령하며, 압박할 하등의 권위자도 없다. 연

애의 앞에는 ｢사랑한다, 사랑이 냉각하면 헤어진다｣ 하는 그 자신의 간단한 

법률과 윤리가 있을 뿐일다. (…중략…) 연애는 여하한 형식에 재(在)한 자됨

을 막문(莫問)하고 그것이 그 당사자의 양심이 허락하는 자일진대 신성불가침

124) 위의 글, 35쪽.



- 60 -

일다.125) (강조는 인용자)

  먼저 황석우는 개인의 감정이 개인의 생명을 배양하는 비옥한 밭과 같다

고 하면서, ‘생’을 추구한다는 대전제 하에서의 감정의 중요성을 이 논의의 

전제로 마련한다. 그 후 그는 연애가 그같이 중요한 감정을 고조케 하는 일

종의 종교와 같은 것이라 설명하고, 연애를 통해 느끼는 법열 또한 종교적 

법열과 동일한 성질을 띤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황석우

는 연애를 할 때 느끼는 법열이 때로 종교적 법열보다도 강력하다고 한다. 

그래서 연애란 더 이상의 어떠한 권위로도 재단될 수 없는 것이며, 사랑의 

기쁨을 좇는다는 하나의 기준, 즉 내가 나의 강렬한 감정을 스스로 인정한

다는 의미의 ‘양심’ 이외에는 무엇으로도 제한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황석우의 논의 속에서, 연애는 처음에 종교와 동등하다는 언설을 통해 그 

지위를 확보했다가, 이어서 종교보다도 강렬한 법열을 준다는 점에서 종교

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격상되었다. 그로써 연애는 당사자의 ‘양심’이 아

닌 그 무엇으로도 판단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것이 되었으며, 기성의 종

교보다 개인의 삶에 더 적확한, “인간의 피 속에 피인 산 종교”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황석우가 말하는 ‘양심’은, 일반적으로 종교가 

갖는 권위를 활용하면서도 다시 종교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정당성

을 획득한다는 점, 그리고 자기 감정의 강렬함을 자인하는 것으로써 청년들

에게 요구되는 일체의 도덕규범들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

에서, ｢신비의 막｣에서 부조된 세민의 ‘양심’과 일치한다.

  이러한 ‘양심’ 개념은 연애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강조할 때에도 폭넓게 사용되었다. 예컨대 당시 마하트마 

간디의 인도 독립운동을 다룬 한 기사는, 간디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자기 

양심에 종(從)”하는 태도를 설파했고, 그 자신 또한 그에 입각하여 비협

동・비폭력적 운동을 전개했다고 소개했다.126) 한편 이익상의 경우 평론 ｢
125) 황석우, ｢연애 ──어느 愛에의 박해를 받는 二二의 젊은 영혼을 위하여｣, 개

벽, 1923.2.

126) 간디가 언급한 사례에는 매번 ‘양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이제 간디 씨의 

言을 借하여 此를 설명하면 다니엘이 그 양심에 도전적인 메디아인과 波斯인의 

법률을 무시하고 그 무시에 대한 형벌을 무저항으로 受한 것은 彼가 가장 순수한 

형태에 在하여 진리의 把持를 행함이요 (…중략…) 풀라─라드는 그 父의 명령이 

양심에 불가한 것을 인정하므로 그를 무시하고 此 무시로 인하여 生한 父의 가책

을 감수하였으며 미라파이는 자기 양심에 從함으로 그 良人의 怒念을 買하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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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양심이 결여한 우리 문단｣(1921)을 비롯한 여러 글에서 예술작품의 

의의를 생각하는 작자의 진지한 태도로서 ‘양심’ 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

  우리들의 혈관에는 과도한 공명과 영예욕이 전통적으로 창일한 듯하외다. 

그래서 문예의 본질인 창조 창작의 감정, 내부 생명력의 진전하려는 자기의 

표현이라든지의 진실하고 焰焰한 광휘를 발하려는 자기의 예술의 충동보다도, 

그 천박하고 가증한 영예나 공명을 요구함이 더욱 간절치나 아니한가 합니다. 

(…중략…)

  먼저 자신이 예술에 대한 요구가 여하한 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의 생명의 奧底에서 타서 오려는 요구와 그에 대한 오뇌가 어떠한 것을 한

번 탐구하여 볼 것이외다.127)

  이익상은 이 글의 서두에서 그 무렵 이광수가 발표한 평문 ｢조선 문사와 

수양｣(1921)을 읽고 크게 동감했다고 쓴다. 그가 보기에 당시 조선에서 문

예를 한다고 자임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창작으로써 표현해야만 하는 강

렬한 감정과 절실한 요구가 있어서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사라는 지

위로 획득할 수 있는 영예와 공명을 탐하여 빈약한 내용을 마구잡이로 써내

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익상은 문예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먼

저 자신이 예술에 대한 요구가 여하한 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창작물은 그 사람의 “내부 생명력”의 표현으로서, 자신의 ‘생’을 충실히 하

고자 하는 요구와 그로 인해 느끼는 오뇌를 전달해야만 하는 것이므로, 우

리들 각자는 과연 스스로가 그만큼 원론적인 의미를 숙지하고 진지한 자세

로 창작에 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이 글의 제목에서 드러나는바 ‘예술적 양심’을 지닌 

태도다. 즉 이익상이 말하는 ‘양심’은 앞서 살펴본 여러 사례들에서와 마찬

가지로, 스스로가 스스로의 원하는 바를 알고 정확하게 그것을 추구하는 진

정성으로 의미화되고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양심’의 대립항이 

종교를 포함한 ‘신도덕’이었다면, 여기에서 ‘양심’과 대립하는 것은 부귀공명

과 같은 부차적인 가치들이다. 이 부귀공명은 종교나 ‘정의 인도’ 담론에 비

국 그 良人과 별거하였으나 此에 單히 만족할 뿐 아니라 (…중략…) 각종 해악에 

대하여 정숙한 위엄과 인욕으로써 耐하였도다.” ｢진리의 파지(把持)｣, 동아일보

, 1922.8.6. (강조는 인용자)

127) 이익상, ｢예술적 양심이 결여한 우리 문단｣, 개벽, 1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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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윤리적 지평을 벗어나 있고 권위에 의해 선입(先入)되었다는 인상도 상

대적으로 옅다. 후에 이익상은 자기 자신 또한 생활을 꾸리느라 ‘양심’만을 

따르지 못한다고 자책하는데,128) 이때 그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어째서 나

는 물질적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은, 일견 그가 ‘양심’의 

대립항을 ‘신도덕’이 아닌 부귀공명으로 본 지점에서부터 예비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김동인의 경우 소설 ｢약한 자의 슬픔｣(1919)에서 단편적으로 ‘양심’을 언

급했다. 엘리자베트가 남작의 아이를 잉태한 후 남작으로부터 떠나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는 “양심이 싫다는 것을 억지로” 떠났다고 한다.129) 

이 소설에서는 시종 자신의 주관대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영향

력에 휘둘리는 엘리자베트의 심약함이 문제가 된다. 결론적으로도 엘리자베

트는 자신이 늘 주변 사람들의 의사에 대한 반동으로 행동해 왔을 뿐 무엇 

하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없었음을 통렬하게 반성하는데,130) 이를 

고려하면 이 소설에서 사용된 ‘양심’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의

미에서의 ‘강함’과 닿아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0년 전후에 사용된 ‘양심’ 개념은 비도덕

적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먼저 귀 기울임으

로써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를 가리켰다. 그런 점에서, ‘양심’은 앞서 

임노월 및 박종화를 통해 주로 살펴보았던 악마나 죽음이라는 소재와 상당

히 근접한 기능을 했다.131) 그럼에도 악마와 ‘양심’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

면, ‘양심’에는 악마라는 소재가 지닌 파괴적이고 위악적인 성격이 소거돼 

있다는 점이다. 악마나 죽음이, 현재 세계의 지배적인 가치질서 내에서는 

도저히 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가치들의 고투를 위악적으로 형상화한

다면, ‘양심’은 그러한 고통보다는 한층 드높아진 자부심을 드러내고 기존의 

신앙과 경쟁하는 ‘새로운 신앙’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생’의 자유로

움을 맥락화한다.

128) 이에 관해서는 3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29) 김동인, ｢약한 자의 슬픔｣, 창조, 1919.3, 1쪽.

130) 위의 글, 21쪽.

131) 김동인의 경우 소설 ｢목숨｣에서 직접적으로 악마와 ‘사람의 정(情)과 본능’을 

동일시하기도 했다. ｢목숨｣에 관해서는 본고의 2장 3절 2항에서 분석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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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치척도로서 감정의 난점

2.3.1. 불분명한 감정과 타율성

  임노월과 박종화는, 악마 및 죽음의 수사를 인물의 실제적인 자살 행위와 

연결 지음으로써, 그 역설적 함의를 도리어 축소하였던 바 있다. 이 지점은 

실로 임노월 자신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탐구 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후 발표한 문예론에서 꾸준히 예술지상주의와 개인주의를 강조하면서 유

사한 논지를 유지했으나, 실상 작품들에서는 일체의 도덕규범을 넘어서서 

악마성을 띤다는 것이 곧 어떤 행위든 무제한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인가 하

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부정한 도

덕규범을 다시금 도입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아니다. 임노월에게 문제가 되

었던 정확한 지점은, 내가 나의 강렬한 감정에 따라 자유로운 행위를 했는

데, 그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생각될 경우, 그것이 나의 감정을 더 이상 강

렬하고 명료하지 않게 만든다는 데 있었다. 이 절에서는 임노월이 작품을 

통해 이러한 혼란을 호소했다는 점, 그에 비해 나도향은 쉽게 혼란에 빠지

지 않는 깊이 있는 감정의 실마리를 제시했다는 점, 나아가 김동인은 부정

적 감정과 방황 속에서 포착되는 실재적인 큰 기쁨을 선명하게 포착했다는 

점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임노월은 앞서 살펴본 작품들 이후의 발표작들을 통해, 자신이 제시

한 악마성이 그 함의와 실제 사이에 부조화를 안고 있는 것임을 드러내었

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작품 속 인물이 겪는 가치론적 혼란을 통해 이루어

졌다. 가령 소설 ｢악마의 사랑｣(1924)에서 주된 서사를 이루는 갈등은, 자

유연애를 하는 연인이 이혼 문제에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애초

에 연애하는 남성 인물이 애인과 아내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다. 그(‘나’)는 애인 영희와 만났을 때는 영희와의 사랑

이 비로소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면서도, 집으로 돌아가면 

“여기가 내 세계”132)라고 느끼고 아내 정순이야말로 자신의 삶에 안정감을 

부여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영희와 만날 때는 영희와 헤어지는 것

이 두렵고, 아내와 마주할 때는 아내와 헤어지는 것이 두렵다.

132) 임노월, ｢악마의 사랑｣, 영대, 1924.9,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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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태로 ‘나’는 영희에게는 영희만을, 정순에게는 정순만을 사랑한다

고 믿게 하려 애쓰다가,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속마음을 들키면서 버림받

는다. 그럼에도 둘 중 하나와의 관계라도 회복하고자, 두 사람 모두에게 돌

아오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고, 먼저 돌아온 영희와 동거를 시작한다. 

그런데 영희와 함께 있던 중 뜻밖에 정순 또한 집으로 돌아오고, 이에 크게 

당황한 ‘나’는 영희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다급한 마음에 정순을 우물로 밀

어 넣어 버린다.

돌연히 나는 정순이한테 달려들어 우물을 향하고 발길로 찼다. 정순이는 풍덩 

하고 깊은 우물 속으로 차여 들어갔다. 뒤에서 “에그머니!” 하는 소리가 들렸

다.

  나는 뒤를 힐끗 돌아보았다. 그때 영희가 파랗게 질린 낯빛으로 “악마!” 하

고 부르짖으며 나를 뚫어지도록 들여다보았다. 나는 흑흑 느끼었다. 정순의 시

체를 안고 나는 하루 종일 울었다.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울음뿐이다. 아! 

모든 일이 다 허무다. 우선 내가 내 마음을 알 수 없다. 사실상 나는 미친 것 

같다. 마음이 자꾸 어지러워만 진다. 땅과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다. (끝)133)

  이러한 결말에서 두 가지 지점에 주목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내’가 정순

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한 영희가 ‘나’를 향해 “악마!”라고 소리친다는 점

이다. 이전까지 임노월의 작품들에서 악마는, 개인의 ‘생’의 자유로운 실현

을 위해 일체의 도덕률을 벗어나는 존재로 상정되었다. 그런데 이 작품에 

이르러, 제목에서 내세워지는 단어이자 작품 본문에서 영희가 유일하게 언

급하는 ‘악마’는, 실상 그저 살인자의 악랄함을 가리키는 단어로 일변해 있

다.

  두 번째로 주목할 지점은 ‘내’가 자기도 자기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털어

놓았다는 점이다. ‘나’는 늘 영희와 정순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왔으며, 심지

어 정순을 살해한 순간까지도 영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과 정순의 죽

음을 슬퍼하는 마음 사이를 오간다. 이에 결국 ‘나’는 “내가 내 마음을 알 

수 없”고, “마음이 자꾸 어지러워만 진다”며 주저앉는다. 이는 이전까지 임

노월의 소설에서 연애하는 인물들이 정사(情死)를 감행할 정도로 자신의 사

랑에 대해 확신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본래 그러한 강렬한 사랑의 기쁨

133) 위의 글, 158쪽.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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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곧 모든 사회적 제약을 초월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인데, 누군

가를 잃는다는 두려움 속에서 이 근본적인 동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제 ‘내’가 하는 비-도덕적 행위는 초월이 아니라 그저 악랄한 행위에 불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작품에서 ‘악마’의 의미가 크게 변질됐다는 

점과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털어놓는 점은 일정한 정합성을 띠고 나

타난 변화라 할 수 있다.

  곧이어 발표된 ｢악몽｣(1924) 또한 같은 맥락에서 독해할 수 있다. 이 소

설의 주인공 O군은 ｢악마의 사랑｣의 ‘나’와 마찬가지로 어지러움을 호소하

고 불안에 떨며 지낸다. 그 이유는 자신 및 S라는 여성과 더불어 삼각관계

를 이루고 있던 연적(戀敵) H군이 얼마 전 사망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자신

이 H군을 죽인 범인이라고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O군은 체

포되어 유치장에 갇히지만 한 달 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다. 때문에 실제

로 O군이 H군을 살해했는지는 소설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로 죽은 H군이 임노월의 이전 소설들의 인물상에 

가깝다는 점이고, 둘째로 O군이 이제 S와의 사랑을 완성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안과 어지러움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세상이 선생님한테 의심을 둔다니 그런 못된 놈들의 비판이 어디 있어요. H

선생으로 말하면 어차피 자살하여야 될 성격이지요. 그렇게도 인생을 부정하

고 나중에는 자기까지 부정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어른이니까 자살할 수

밖에 없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죽음이 유일한 실재니 승리니 하는 선생이니

까”하고 S가 말했다. 

  (…중략…)

  “글쎄 H선생은 애인을 구해도 자기와 함께 죽어줄 사람을 구했다니까요

……” 하고 S가 대답했다.134)

  H군의 소식이 알려진 후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만

약 타살이라면 O군의 소행은 아닌지를 둘러싼 의심이 퍼지고 있을 때, S는 

O군을 위로하며 ‘H는 본래 자살할 성격이었다’고 말한다. S가 그렇게 생각

하는 이유는 H군이 평소 “죽음이 유일한 실재니 승리니” 하는 말을 자주 

했고, 애인을 구할 때도 정사(情死)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드러냈기 때문이

134) 임노월, ｢악몽｣, 영대, 1924.10, 9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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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이처럼 죽음의 수사로써 ‘실재’와 ‘승리’를 역설적으로 선취하고

자 하고, 그런 맥락에서 정사 또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정확히 임노월이 

｢불멸의 상징｣이나 ｢지옥찬미｣에서 부각했던 관점에 해당한다. 그런 인물이 

S와의 사랑도 정사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임

노월이 이전 작품까지 유지한 관점을 H군을 통해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즉 H군의 존재는, 과연 죽음의 수사가 실제적인 죽음과 같이 단순히 파

멸적이기만 한 결과로써 구현되어도 좋은가를 질문하고 있다. 그리고 그 후

폭풍을 감당하는 O군의 불안과 어지럼증은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사랑 하나만으로 기꺼이 죽음을 감수했던 ｢지옥찬미｣
의 인물들과 달리, O군은 S를 독차지하게 되었음에도 H군의 죽음을 의식하

느라 S와의 사랑에 기뻐하거나 행복해하지 못한다. 상기하건대 여기에서 방

점은 단순히 살인이 부도덕한 일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죽음

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연애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상쇄해 버린다는 데 있다. 

이처럼 ｢악마의 사랑｣에서도 ｢악몽｣에서도, 감정은 더 이상 강렬한 것이 아

니라 모호하고 변덕스러운 것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서 인물이 느끼

는 불안은, 사실상 감정의 강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내고 지지할 

만한 더 큰 가치척도를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반도덕적 악마의 형상을 해방의 기제로서 등장시킨 후에, 다시금 

불안에 맞닥뜨리면서 더 큰 가치척도를 절실하게 요청하는 인물을, 오영휘

의 소설 ｢돌아간 이단자｣(1923)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A는 우울증에 걸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다. “나는 이 세상

에 무엇 하러 났을까? (…중략…) 나는 어찌해서 위대한 사람도 못 되고 극

악(極惡)한 사람도 못 되고 농부도 못 되고 시인! 시인도 아마 못 되지. 그

만 범용한 한 덩어리 살에 불과하니 아마도 인세(人世)의 관문에서 소임장

을 치탈(褫奪)된 모양이야.”135)라고 자조하는 것으로 보아, 시인이 되고자 

했지만 시 쓰기도 여의치 않은 처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A 또한 임노월 소설의 인물들과 유사하게, 애초에는 반도덕적 관점에서부

터 개인으로서의 자각을 얻었다. 그가 괴로움을 안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로 들어갔을 때, 그곳의 목사는 A에게 영혼의 배부름을 얻어야 몸의 고

환(苦患)이 나을 것이라며 교회에 나오기를 권한다. 그러나 A는 도리어 목

135) 오영휘, ｢돌아간 이단자｣, 개벽, 1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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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향해 은혜도 자선도 남을 위해 베풀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베풀

라고 쏘아붙이고, 자신은 오히려 교회에서 “이단자니 사탄이니 악마니”136) 

하며 배척하는 유다를 숭배한다고 소리친다. 실로 그는 꿈에서 유다를 만나

기도 한다. 꿈에서 유다는 A에게 자신의 피를 발라주며 ‘더 강해지라’고 격

려하고, 이에 A는 자신의 몸 속에 “반역의 끓는 피”가 순환했다고 서술한

다. 즉 A는 명백히 기독교 및 동정 담론(자선)과 대립하는 동시에, 반도덕

적 자유의 형상으로서 악마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A는 여전히 공허하고 우울하다. A에게 있어 악마 숭배 자체가 최

종적인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A가 죽은 이후에 남은 장면을 통해 확인된

다. A는 교회를 뛰쳐나온 후 방황하다가 결국 자신에게는 죽음만이 남았다

고 생각하고 골짜기로 몸을 던진다. 그러나 이때 서술자는 A의 혼이 “빠져 

죽은 물속을 뚫고 땅을 파고 이 지구의 지각을 파헤치고 앞으로 앞으로 끊

이지 않고 달아날 것”137)이라고 하여, 죽음 자체로는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또 한편으로 서술자는, 언젠가 A가 눈여겨보았던 처녀

가, 비로소 A의 무덤에 찾아와 꽃을 꽂아 주었다고도 한다. 이는 어떤 해결

책으로서 죽음의 불충분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음 때문에 A가 

놓치게 된 지점까지 짚어주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처녀를 관심 있게 지켜볼 당시 A는, 이전까지 분명 ‘애인

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으면서도, 단순히 이 처녀와 연애하고 싶

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칼이 자기 목을 감아서 죽여주면 유

쾌하겠다고 생각한다. 이때의 죽음은 A가 그 처녀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그로부터 환희를 느끼는 가운데 떠올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실제로 목숨

을 버리는 일과는 성격이 다르며. 그보다는 자기 존재를 스스로 내려놓을 

정도로 처녀에게 이끌리고 빠져드는 일의 메타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실상 A가 궁극적으로 바란 것은, 기독교적 도덕이나 동정적 윤리는 

물론 아니거니와, 파괴와 죽음 그 자체도 아니며, 파괴성을 감수하게 하는 

이유로서의 강렬한 사랑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임노월의 ｢악마의 사

랑｣이나 ｢악몽｣과 비교했을 때, 오영휘의 ｢돌아간 이단자｣는 이처럼 파괴성 

자체가 아니라 파괴성의 목적이 되어야 할 자신의 기쁨을 단편적으로나마 

다시 한 번 짚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136) 위의 글.

137)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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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작품들에 비하면 나도향의 ｢젊은이의 시절｣(1922)은 기독교 도덕

과 같은 선입(先入)된 가치도 아니고, 파괴성에 머무르는 것만도 아닌, 새로

운 가치의 출현을 ‘감정적인 여신’의 형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소설은 음악가가 되기를 지망하는 철하와 그의 누나 경애가 겪

는 좌절을 담고 있다. 남매는 각기 다른 국면에서 ‘생’의 실현이 가로막히는

데, 철하는 아버지가 음악공부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경애는 애인

인 영빈에게 유린당한 후 버림받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문제를 어떻게도 해결하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린다. 그리고 철하는 울다가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는 예수와 악마와 ‘감정적인 여

신’이 차례로 등장한다.

  2천 년 전에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돌아간 예수의 인자한 얼굴이 나타

났다. 웃지도 않는 얼굴에는 측은하여하는 빛과 사랑의 빛이 찼다. (…중략…) 

그러나 아무 위안을 주지 못하였다. (…중략…) 마음은 여전히 괴롭고 두려웠

다. (…중략…)

  어디서인지 장구와 피리 소리가 들리었다. 그 소리는 아주 향락적 음악을 

아뢰었다. 그때 저쪽 어둠 속에서 아주 사람이 좋은 듯이 싱글싱글 웃는 마왕 

하나가 피리와 장구의 곡조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이리로 가까이 왔

다. (…중략…) 멀리 새벽을 고하는 종소리가 들리었다. 마왕과 그 여자는 깜

짝 놀라서 손을 마주 잡고 여명 속에 숨어버리었다. (…중략…)

  그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길고도 그윽한 정신을 취하게 하는 바이올린 소리

를 들었다. (…중략…) 그 보이지 않는 소리는 처음에는 아지랑이같이 희미하

게 보이게 변하고 또 그 다음에는 여름에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흰 구름 같은 

것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육체를 가진 여신으로 변하였다. (…중략…) 그 여신

은 감정적인 여신이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자꾸자꾸 흘렀다. (…중략…) 

철하는 여신의 사라진 손만 쥐고 있었다. 그는 다시 엎드려 울었다.

  철하가 눈을 떴을 때에는 그 여신을 잡았던 손에 자기 누이의 고운 손이 잡

혀 있었다. 자기 누이는 자기 손을 잡고 그 위에 눈물을 뿌리고 있었다.138)

  꿈속에서 예수는 철하를 측은히 여기며 그의 머리에 붉은 피를 떨어뜨리

고, 예수와 함께 온 천사들은 철하를 위해 찬송한다. 그러나 그것은 철하에

게 아무런 위안을 주지 못하고, 그가 여전히 괴로워하는 가운데 예수와 천

138) 나도향, ｢젊은이의 시절｣, 백조, 1922.1, 4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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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은 사라져 버린다. 다음으로는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며 악마가 등장

한다. 악마는 철하에게 파란 피를 먹여서 그가 근심을 잊고 함께 춤추며 즐

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나 새벽이 밝아오려 하자 그 또한 도망치듯 

사라져 버린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한 여신인데, 그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자 “감정적인” 존재이며, 철하 앞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기만 한다. 

여신도 사라지려 할 때 철하는 그의 손목을 붙잡는다. 그런 상태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여신의 손목을 잡았던 손에는 누나 경애의 손이 잡혀 있다.

  철하의 꿈속에 나타난 예수와 악마와 여신은, 이처럼 각기 다른 방법으로 

철하의 괴로움을 해소해 주고자 시도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실상 철하가 

갈등을 겪을 때 의지할 만한 정신적 지주들 가운데 한 선택지로서 차례차례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점은 철하가 예수에

게서도 악마에게서도 온전한 위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노월의 작품

에서처럼, 여기서도 악마는 철하가 신앙의 힘을 의심하는 지점에서 등장하

는데,139) 그럼에도 철하는 악마적 인물로 화하거나 그 파괴성에 역점을 두

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도 악마도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한다. 이러한 구

도는 아래와 같이 다른 부분에서도 반복된다. 이로 미루어보아 이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이 소설의 중요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속마음으로 

  천사여, 하고 불렀다. 또 마녀여, 하고 불렀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가? (…중략…) 혹은 지나간 세상에서 나에게 실연을 

당한 자가 천사가 되고 마녀가 되어 나를 괴로웁게 하는 것이면 누구든지 그

중에 힘센 자는 나를 가져가라. (…중략…)

  그렇지 않고 둘이 다 세력이 같거든 나를 둘에 쪼개 가라. 아니 아니, 잠깐 

가만히 있거라. 나는 조그마한 희망이 있다. 나의 누님이시다.140)

  그런데 ‘제3의 길’이 이 소설에서 명료한 형태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철하

에게 있어 그 모색의 과정은 아직 눈물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것이다. 앞서 

139) 철하가 종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인물임은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잘 드

러난다. “하느님을 믿을까? 의지할까? 도와주심을 빌까? 그러나 만일 신이 실재

(實在)가 아니라 하면? 그렇다, 하느님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었다. 그의 

가슴속에는 신앙이 없었다.” 위의 글, 35쪽.

140) 위의 글,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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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인용문에서도 ‘제3의 길’로서 등장한 여신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

는 존재였고, 위의 인용문에서도 철하는 ‘제3의 길’을 떠올리기까지 괴로움

에 울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다투는 천사와 악마를 향해 “누구든지 그중에 

힘센 자는 나를 가져가라,” 혹여 “둘이 다 세력이 같거든 나를 둘에 쪼개 

가라”고 외치기 때문이다. 특히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명확히 하지 못

하는 괴로움에 ‘누구든지 그중에 힘센 자’에게 마음을 의탁하려 하는 철하

의 태도는, 앞서 임노월의 ｢악마의 사랑｣이나 ｢악몽｣에서 자신의 불분명한 

감정에 혼란스러워하던 인물들을 환기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 하나만을 

바라보고 돌진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가장 문제였듯이, 철하에게 있

어서도 문제는, 천사와 악마 중 누구도 자신을 사로잡을 만큼 ‘충분히 힘센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말미에 등장하는 ‘감정적인 여신’에는 한층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다. 이 여신의 의미는 그녀가 철하의 누나 경애와 동일시된다는 점을 

통해 추적해 볼 수 있다. 앞서 철하가 꿈속에서 잡은 여신의 손은 꿈밖에서 

경애의 손으로 바뀌어 있었고, 위의 인용문에서도 천사와 악마의 다툼을 벗

어날 ‘조그마한 희망’으로서 경애가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경애가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철하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경애 또한 연애의 실패를 

겪은 후 철하와 마찬가지로 눈물 흘리며 괴로워할 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인물이다.141) 그러나 경애는, 철하가 강렬하지만 일시적인 감정에 

휩싸여 엇나간 행동을 저지르려 할 때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

다”142)며 말릴 수 있는 인물로서, 보다 긴 호흡을 가진 판단기준의 단초를 

보여준다. ‘감정적인 여신’의 존재와 ‘그렇게 감정적이면 안 된다’는 말은 어

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 이 양립은 예술과 연애가 궁극적으로 함의하는 강

렬한 감정의 자유로움을 변함없이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도, 갖가지 좌절을 

겪게 되는 현실세계 속에서 그저 파멸해 버리지는 않아야 함을 의미할 터이

다. ‘감정적인 여신’이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과 ‘눈물을 흘린’다는 것 

또한 이와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즉 강렬한 감정의 향유는 죽음 너머의 

세계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질서 속에서 주어진 모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물’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것이 경애가 나타내 주는 일시적 감정 

141) 위의 글, 42쪽.

142) 위의 글,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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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척도에 관한 설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젊은이의 

시절｣은 비슷한 시기 가치의 혼란을 다룬 여타의 작품들에 비해, 강렬한 감

정이 지니는 함의를 되짚고, 혼란을 헤쳐 나가기 위한 유의점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특징적인 작품이다.

2.3.2. 운명과 ‘마음’의 힘겨루기

  김동인의 경우 개인이 스스로 보증하는 강렬한 감정과 그 ‘참됨’을 강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자꾸만 뒤흔드는 또 다른 힘들과의 관계를 일

찍이 고민했다. 1920년대 초기 소설 가운데 악마가 등장하는 것으로 그의 

단편 ｢목숨｣(1921)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고통스러운 

삶을 비관하면서 악마로부터 죽음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권유를 받게 되지

만, 결국에는 악마를 뿌리친다는 점에서 임노월 소설의 인물들과는 확연히 

다른 궤적을 보인다. 이 ｢목숨｣을 비롯한 1920년대 초기 일련의 김동인 소

설들은, 이처럼 ‘참된 생’의 정확한 의미를 더듬어 찾는 이야기들을 풍부하

게 펼쳐 보인다.

  먼저 ｢목숨｣은 서술자의 친구 M이 소생불가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심한 병

을 앓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M은 그 과정에서 쓴 

일기를 서술자인 ‘나’에게 보여주는데, 그 내용은 주로 병세가 악화될 당시 

M이 꿈속에서 악마와 나눈 대화들로 이루어져 있다. 

  “(악마의 말──인용자주)언제나 죽을 것 같던?”

  “그거야 하느님이 알지.”

  “흥, 하느님? 그것은, 참말루는 내가 안단다. (…중략…) 그래서, 자네가 이

담에 우리나라에 오면, 난, 자네에게 훌륭한 권세를 줄 테니.”

  (…중략…)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그럼, 또 무어로 사노?”

  “자기의, 발랄한 힘으로! 삶으루!”

  “그 발랄한 힘, 그 발랄한 삶을, 네가 ‘다스리는 권세’를 잡았을 때에 쓰면 

오죽 좋으냐?”

  “난 네 권리 아래 깔리기가 싫다!”



- 72 -

  “그것이다…… 사람이란 것의 제일 약한 점은. 사람은, 다만 한갓 권리 다툼

에 자기의 모든 장래와 목숨을 희생한다. 너두 역시 약한 물건이다.”143)

  “(M의 말──인용자주)그럼, 자넨 무언가? 천국두 없구 지옥두 없으면 자네

가 있을 필요는 무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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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구 사람의 본능이지.”

  그럴듯하다.

  즉, 무엇이 기쁜지 차차, 차차 기뻐온다. 나는 일어서서 춤을 추기 시작하였

다. 발이 땅에 붙지 않는다. 한참 재미있게 출 때에, 누가 내 발을 잡아당긴다.

  “누구냐!”

  “자네 아닌가?”

  악마가 대답하였다.

  “술이나 먹고, 춤추게.”

  나는 그에게 술을 실컷 먹인 뒤에, 어두운 길로 나섰다. (…중략…)

  누가 와서 발을 잡아당긴다. 나는 벌떡 일어서서, 도로 어두운 데로 향하였

다.144)

  애초에 악마는 M이 삶을 비관하던 차에 등장했다. 그 무렵 M은 이 세계

가 생지옥과 같다고 생각했었다. 가령 자신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둘러보면

서 그는 제각기 고통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이 모두 “생과 살던 사람을 저주

하고 있다”145)고 생각했고, 자신 또한 차라리 이곳으로부터 죽음을 향해 달

아나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이 소설에서의 악마 또한, 

‘생’의 실현이 여의치 않은 개인 앞에 죽음의 수사로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는 앞서 살펴본 여타 작품들의 악마와 공통점을 보인다.

  이 악마와 꿈속에서 처음 마주했을 때, M은 그에 대해 거부감을 보인다. 

악마는 죽음의 세계로 넘어와 자신이 부여하는 권세를 누리라고 권하지만, 

M은 사람이란 누구의 권리 아래에도 눌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

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답한다. M이 이같이 대답하는 이유는, 

이 시점에서 그가 ‘생’을 비관하면서도 여전히 하느님/악마, 천국/지옥과 같

143) 김동인, ｢목숨｣, 창조8, 1921.1, 38쪽.

144) 위의 글, 48~49쪽.

145) 위의 글,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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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분법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너는 언제 죽을 것 같으냐’

는 악마의 질문에 그가 ‘하느님이 알 것’이라고 대답한 점, 후에는 그가 악

마에게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 너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후자의 질문에 대해 악마는, 자신은 지옥의 상징이 아니라 “사람의 정이

구 본능”이라고 답한다. 이 말을 들은 M은 어쩐지 기쁨에 차올라서 춤을 

추기 시작한다. 춤추는 그의 발이 땅에서 떨어질 때, 악마가 계속 그의 발

을 잡아당기지만, M은 계속 그 손을 뿌리치고 악마가 있는 곳에서 다른 어

두운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 M이 기적적으로 회생한 것은 이 꿈을 꾼 직후

다. 반대로 M의 병세가 현저하게 악화된 것은 악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발버둥치는 꿈을 꾼 직후였다. 이렇게 보면 M은 “사람의 정이구 본능”이 

천당/지옥의 구분을 넘어선 것임을 깨달으면서 분명 어떤 해방적인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마와 동화되고 죽음의 세계로 향하지는 않는 

인물이다. 임노월이 악마와 동일시되거나 자살하는 인물을 등장시켰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가치론적 혼란을 호소하는 인물을 등장시켰던 것과 달

리, 김동인은 처음부터 도덕률을 벗어나 감정의 해방을 맞이하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를 악마 자체나 죽는 일 자체와는 구분 짓고 있는 것이다.

  실로 M에게 있어 악마는 자꾸 거짓말을 하는 존재기도 했다. 악마가 M

의 죽음에 대해 하느님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고 했을 때, M은 “거

짓말이다, 거짓말이야!”라고 소리친다. 또 M이 죽음의 세계로 오면 큰 권세

를 쥐어 주겠다고 했던 악마의 말을 기억하고 그에 관해서 악마와 협상하려 

하자, 악마는 그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며, 악마 사회에서는 속이는 자가 영

리하고 속는 자가 미욱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M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악마에게 질문하고, 악마는 내세가 이어질 뿐이라고 답하는데, 이

때 M은 이제 악마의 말이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나는 살아났다, 거짓말 같다.

  나는 퇴원한다, 더욱 거짓말 같다.

  내 죽은 혼이, 그래도 아직 인간 사회에 마음이 있어 헤맨다. 이것이 겨우 

정말 같다. (…중략…)

  ‘맨날 죽음과 삶 사이에 떠돌며, 무서운 소리로 부르짖는 저 무리들에게도 

하루바삐 나와 같은 기쁜 경우가 이르기를 원하여 마지않는다.’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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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이 소설에서 악마와 거짓말이 결부돼 있음을 고려하면, 결말의 위

와 같은 장면은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인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M은 자신

이 살아난 것도, 퇴원한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 같다고 한다. 즉 악마의 말

도, 자기가 산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 같은’ 가운데, 유일하게 “겨우 정말 

같”은 것은 “내 죽은 혼이, 그래도 아직 인간 사회에 마음이 있어 헤맨다”

는 것이다. 이 진술에 따르면 M은 인간 사회를 지옥으로 여겼던 그 순간부

터 이미 한 차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악마와 동화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죽지도 않았다는 점이 보여주듯, 여전히 살아 있기도 하다. 

죽은 동시에 살아 있는 M은, 말하자면 기존 삶의 세계에도 죽음의 세계에

도 없는 ‘다른 삶’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다른 삶’은 아직 두 

세계 사이에 끼어 헤매는 것으로서, ‘확실한 정말’은 되지 못하고 ‘겨우 정

말’인 것이다.

  이러한 구도를 통해 김동인은 파괴성 자체를 넘어 ‘참된 삶’을 찾아낸다

는 것이 얼마나 지난하고도 미묘(微妙)한 일인지를 말해준다. 실상 M은 병

을 앓기 전에도 이미 생에 대한 남다른 집착을 지니고 있었고, 사람이란 

“자기의 힘으로! 발랄한 삶으루!” 사는 존재라는 견지도 갖고 있었다. 그럼

에도 세상의 황폐함은 그런 그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생을 비관하게 만들

었고, 악마는 악마대로 그를 자기 세계로 끌어들이고자 발을 잡아당겼다. 

이처럼 사람의 ‘생’은 때로 “이렇게까지 철저한 자기로서는 보증할 수가 

없”147)는 것이다. 세상의 힘, 악마의 힘, 그 가운데 흔들리는 M의 ‘자기의 

힘’ 사이의 긴장이, 이 소설 ｢목숨｣이 부조하는 정확한 지점일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의 ‘생’의 추구와 그것을 뒤흔드는 힘 사이의 긴장이라는 

주제에 주목했을 때, ｢마음이 옅은 자여｣(1919)와 ｢배따라기｣(1921) 또한, 

뉘우치는 인물을 통해 시행착오 속에서 ‘참 삶’의 의미를 더듬어 가는 작품

으로 읽을 수 있다. 먼저 ｢마음이 옅은 자여｣는 아내와 애인 Y 사이에서 좀

처럼 ‘참 사랑’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교사 K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처

음에 K는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고 5년간 홀로 처가에서 지낸 아내에게 

146) 위의 글, 49쪽.

147) 위의 글, 50쪽. 이것은 작품의 결말에서 서술자 ‘내’가 M의 일기를 다 읽고 나

서 하는 말이다. ‘나’는 일기에 등장하는 악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자기의 

힘’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만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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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하여, 아내가 ‘마음이 옅은 자’라고 비난한다. 그 후에는 가족들의 거처

를 먼 곳으로 옮겨 두고 혼자 살면서 Y라는 동료 교사와 연애하기 시작한

다. 그러나 얼마 후 Y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정해 둔 혼처가 있었음을 

K에게 털어놓는다. 별다른 반발도 없이 결혼 준비를 해 가는 Y를 보면서, 

K는 이번에는 Y야말로 ‘마음이 옅은 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아내와 Y 어느 

쪽에게서든 늘 ‘참 사랑’을 찾고자 하지만, 이렇듯 누구도 그것을 K에게 주

지 못한다. 아내의 경우 거처를 옮긴 후부터는 K의 마음을 돌리고자 갖은 

고생을 감수하고, K도 때로는 그것이 Y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참 사랑’이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Y를 만나면 이런 생각은 이내 사라져 버

린다.

  주목할 것은 K가 낙담했을 때, 문득 사방의 사물들이 오케스트라와 같이 

함께 노래하면서 갑자기 K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 주는 부분이다. 전체 이

야기 가운데 이러한 부분은 두 번 등장하는데, 이때 K는 매번 자신이 얼마

나 조그만 존재인가를 깨닫는 동시에, 아내나 Y가 자신에게 주는 사랑이 아

니라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을 생각하게 된다.

그때에── 내 눈에 비친 것은 깎아 세운 듯한 청류벽(淸流壁)의 천국 담장을 

연상̇ ̇시키는 바위들이다. 이 경치는 이유 없이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내 머

리에 넣어 주었다.

  그 다음 순간 내 눈에 비친 것은 청류벽 아래 그늘로, 작은 물결들을 타고 

떠가는 청년남녀 철학자들을 실은 요리배이다. (…중략…)

  그 배 가운데 여철학자가 목청̇ ̇을 높여 사랑가를 부른다.

  ‘그렇다! 사랑!’ (…중략…)

  ‘나는 살았다’고 갑자기 기뻐졌다. (…중략…)

  톨스토이̇ ̇ ̇ ̇의 전쟁과 평화̇ ̇ ̇ ̇ ̇에 안드레̇ ̇ ̇─가 전장에 넘어져서 푸른 하늘을 쳐다보

면서 저 하늘에 비하면 나폴레옹̇ ̇ ̇ ̇은 참 조─그만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맘이 나의 지금과 같지 않았을까── 

  (…중략…) 강물은 쌀쌀 모래 위를 걸어 다닌다.

  그 ‘쌀쌀’ 소리가 차차 변하여 싸르럭 싸르럭 하다가 마지막에는 살아라 살

아라 한다.

  그렇게 듣고 보니 강물만 그러지 않는다. 바람도 풀 틈을 꿰고 달아나면서 

살아라 살아라 한다. 능라도(綾羅島) 다리 아래로 나오는 바람도, 바람과 싸우

는 물결도, 청류벽의 바위도, 모란봉의 작은 솔도, 을밀대(乙密臺) 앞의 늙은 

솔도, 모두 내게 ‘살아라 살아라’ 한다.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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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는 이것을 내다보면서, 그의 즐기는 베̇─토벤̇ ̇의 ‘월광소나─타’를 휘파람̇ ̇ ̇으
로 불면서 발로 곡조를 맞추고 있었다. 몇 번 거푸하고 거푸하고 할 때에, 그

는, 기차의 덜, 덜, 덜컥, 덜, 덜, 덜컥 하는 바퀴소리에서도 이 음악이 울리어 

나오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오̇─케스트라̇ ̇ ̇ ̇  합주이다. (…중략…)

  이 음악은, 차차, 기차 바퀴에서만 나지 않고, 좌우편의 넓은 논과 밭과, 그 

끝에 있는 뫼와 삼림에서까지 일어나서, 그 소리는 뫼를 울리울 듯─이 굉장

히 K의 귀로 날아 들어온다. (…중략…)

  그의 허파에는, 기쁨으로 찼다. ─그는, 전에 반월도에 누웠을 때에 처음으

로 이 기쁨을 맛보고, 오늘이 두 번째이다………. 

  (…중략…) K 자기가 서 있는 곳은, 무어라고 말하기 어렵도록 아름다운 음

악과 향기로 찼으며, 거기 비치는 빛은, 인간엣 그 누─렇고 붉은 햇빛과는 다

르고, 참 사랑의 분홍빛 빛이, 동그랗게 빛나고 있다……….149)

  위의 첫 번째 인용문은 K가 Y의 결혼 문제로 상심한 나머지 죽기로 결심

했을 때, 죽기 위해 찾아간 반월도에서 뜻밖에 어떤 깨달음을 얻고 기쁨을 

느끼는 장면이다. 이때 K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한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떠올린다. 그 작품에서 나폴레옹을 늘 존경하던 인물 안드

레이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 이르렀을 때 문득 나폴레옹보다도 훨씬 드넓은 

지평을 발견한다. K는 지금 자신의 심정이 그 안드레이의 심정과 비슷할 것

이라고 한다.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 K를 둘러싼 반월도의 자연물들은 K에

게 ‘살아라 살아라’ 하고 속삭이기 시작한다. 즉 이 지점에서 죽지 않고 산

다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과, 보다 넓은 지평을 발견한다는 것은 서로 긴

밀하게 연관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후 두 번째 깨달음의 장면에서 그대로 반복된다. K는 

Y의 결혼 날짜가 닥쳐올 때 또 한 번 죽음을 생각하고, 이번에는 어머니에

게 유서를 남기기까지 한다. 이러한 호소를 들은 친구 C는 K에게 금강산으

로 함께 여행하기를 제안한다. 두 사람이 떠나는 기차 안에서 K는 또 한 

번 반월도에서 느꼈던 바와 같은 기쁨을 느끼게 된다. 이때에도 K를 둘러싼 

사물들은 K와 함께 노래하기 시작한다. 이에 K는 삶의 어떤 철저한 철리

(哲理)를 안 것같이 생각되었다고도 하며, 인간 세상의 햇빛과는 다른 “참 

148) 김동인, ｢마음이 옅은 자여｣, 창조3, 1920.2, 35쪽. (강조는 원문)

149) 위의 글, 창조5, 1920.3, 3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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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분홍빛 빛”을 보았다고도 한다. 여기에서도 죽지 않는 것과, “참 사

랑”과, 모든 사물들과 감응하는 확장된 K의 존재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K가 말하는 ‘사랑’은 아내나 Y에게서 받는 사랑

이 아니라, K자신이 품거나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의 반응에 

귀속되는 것만도 아닌 사랑이다. 왜냐하면 서술자는 Y 때문에 일어나는 K

의 번민이 “참 마음의 번민”이 아니라 “타발적 번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바 있고,150) 앞서 등장한 안드레이의 사례 또한 나폴레옹이라는 한 대상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지평에 안드레이 자신이 직접 접촉할 것을 암시했기 때

문이다. 이렇듯 타발적이지 않고 자발적인 사랑, 특정한 대상에 귀속된 것

이 아니라 나에게서 솟아나는 사랑은, 가령 Y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해

서 곧장 존폐의 위기에 처하지 않는다. 이처럼 눈앞의 사안보다 광범위하고

도 오래일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을 K는 어렵게 가늠해 가는 것이다.

  ‘참 사랑’을 이렇게 이해했을 때, K가 아내의 죽음을 겪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장면 또한 같은 맥락에서 독해할 수 있다. 그는 여행을 끝내고 가

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 비로소 아내가 병사(病死)했다는 소식을 접한

다. 이에 그는 뒤늦게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사실 ‘마음이 옅은 자’는 

아내도 Y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고 털어놓는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때 

그가 반성하는 것은 아내를 버려두고 Y와 연애했다는 점이 아니라 “여자의 

인권을 멸시한 악사조(惡思潮)에 취하였던”151) 점이다. 이는 얼핏 보면 사

죄의 초점이 빗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K가 깨달은바 특정한 대상에 귀

속되지 않는 ‘참 사랑’의 관념을 염두에 두면 일견 정합성이 있다.

  일단 위의 반성을 뒤집어 생각하면, 그가 아내를 ‘참’으로 사랑하는 방법

은 Y와 헤어지고 아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불행하게 만든 ‘악

사조’에 맞서는 것이 된다. 그런데 애초에 연애라는 것 또한 근본적으로는 

‘악사조’와 맞선다는 데 기초하여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K의 잘못

은 정확히 말해, ‘악사조’에 맞서는 것과 연애를 분리시키지 못했다는 점, 

그뿐 아니라 도리어 후자를 더 근본적인 것으로 착각했다는 점에 있다. 이

렇게 보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향후 K가 얻겠다고 다짐하는 ‘참 삶’이

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안으로 전도되지 않는 자신의 근본적인 가치

150) 위의 글, 창조5, 1920.3, 40쪽.

151) 위의 글, 창조6, 1920.5,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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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세운 삶, 즉 ‘옅지 않은 마음’을 지키는 삶이 될 것이다.

  한편 소설 ｢배따라기｣에서도 ｢마음이 옅은 자여｣에서와 같이 감정에 휩싸

인 채 했던 행동들을 뉘우치는 인물이 등장한다. 서술자 ‘내’가 대동강변의 

기자묘에서 만난 남자는 ‘나’에게 ‘그저 운명이 제일 힘세다’고 말하면서, 그

렇게 생각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한다. 남자는 늘 아내가 뭇 남성들에게 친

절하게 대하는 것을 질투하여 아내를 괴롭혀 왔는데, 결국 아내와 아우의 

관계도 의심하고 두 사람을 심하게 매질하면서, 아내는 죽고 아우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남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아우를 찾아 각지를 헤맸

다. 그러나 딱 한 번 아우를 만났을 때, 아우는 ‘그저 다 운명이다.’라는 말

만 남기고 다시 사라져 버렸다. 서술자 ‘나’는 이러한 남자의 이야기가 자꾸

만 귀에 울리어 그날 밤 잠을 설친다. 다음날 다시 남자를 만나러 기자묘로 

찾아가지만, 남자는 사라지고 대동강변의 나뭇잎과 풀잎들만이 모두 그가 

부르던 배따라기를 부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소설에서 남자는 사실 아내와 아우를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어떤 의심

이 일어나고 분노에 휩싸이면 그런 마음과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를 일삼는

다. 궁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랑을 사랑으로서 유지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행동들로 결국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남자는 ｢마음이 옅은 

자여｣의 K와 연결점을 보인다. 두 사람의 또 다른 연결점으로는 사물들이 

들려주는 ‘소리’가 있다. 앞서 K가 반월도에서 자연물들의 소리를 듣고 기

찻간에서 음악을 들었듯이, ｢배따라기｣에서도 대동강변의 자연물들은 남자

가 부르던 배따라기를 오래도록 이어 부른다. K가 소리를 듣고 깨달은 ‘참 

사랑’은 이후 아내의 죽음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는 기준이 되었었는데, 남

자의 배따라기 또한 “끝없는 뉘우침”152)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두 작품의 

‘소리’는 모두 뉘우침과 관련된다.

  이 같은 연결점들을 고려하여, ｢배따라기｣의 노래를 K가 모색하기로 마

음먹었던 ‘참 삶’과 관련 지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상 뉘우침은 

‘이미 저질러 버린 일’과 ‘바로 됐어야 할 일’ 사이의 간극을 채우고 있는 

것이자, 보다 정확히는 ‘바로 됐어야 할 일’에 대한 영원한 향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배따라기｣의 남자에게 있어 ‘바로 됐어야 할 일’은 아내와 

아우에게 자신의 사랑을 오롯한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었을 터이다. 이 또한 

152) 김동인, ｢배따라기｣, 창조9, 1921.5,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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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유형의 ‘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

면, 뉘우침을 담은 배따라기는, 뒤늦게나마 ‘참 사랑’을 회복하고 그로써 이

루어질 ‘참 삶’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노래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마음이 옅

은 자여｣와 ｢배따라기｣를 연계해 읽어 보면, 김동인은 인물의 치명적인 실

패와 그 뉘우침의 노래를 통해 개인이 꿈꾸는 ‘생’이 실제로 구현되는 지점

을 끊임없이 가리켜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모색의 과정은, 남자가 이미 저지른 참담한 사건들과 배따라기 

노래의 긴 수명이 암시하듯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 ｢배따라기｣의 남자는 

그 어려움의 크기를 ‘운명이 제일 힘세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처럼 실패

와 비극이 어떤 힘에 끌려가면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은, 앞서 ｢목숨｣에서 

세상의 힘과 악마의 힘이 ‘자기의 힘’을 뒤흔들었던 점을 환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목숨｣의 인물이 고비를 넘기면서 “겨우 정말”인 삶을 시작했다

면, ｢마음이 옅은 자여｣와 ｢배따라기｣의 인물들은 오랜 뉘우침으로써 자신

의 ‘겨우 정말’인 마음을 되짚어 나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53) 이렇게 보

면 김동인에게 있어 개인의 자유로움은 실상 아주 희소하고도 귀중하게 발

견되는 것이다. 임노월이 악마적 자유를 무제한적인 방종에 가까운 형태로 

펼쳐 보였다가 이후 가치론적 혼란을 호소했다면, 김동인은 일찍부터 ‘참됨’

을 추구하는 자유의 실현이 극도로 힘겹고 까다로운 것임을 인물들의 방황

으로써 적확하게 지적했다.

153) 이런 점에서 김동인이 부조하는 유토피아가 단지 해방적인 것만이 아니라 “붙

잡기에는 모호하고 거부하기에는 매력적이며 그것에 빠져들었다가는 파멸하고” 

마는 곳이라는 설명은 타당해 보인다(권희철, ｢속삭이는 목소리로서의 ‘대동강’과 

어머니 형상의 두 얼굴: 김동인 소설의 정신분석적 읽기 시론(試論)｣, 한국근대

문학연구17, 한국근대문학회, 2008, 233쪽). 위 논문에서 권희철은 김동인 소설 

속 대동강변의 목소리를 지젝의 ‘대상-목소리(the object voice)’로 파악하고, 이 

목소리가 시적 영감의 원천이자 상징적 질서 너머의 세계를 가리키는 지침이라

고 보았다. 또한 ｢마음이 옅은 자여｣에 대한 주요한의 평을 인용하여 K를 성격

파산자로 만드는 존재(악마)가 대동강의 목소리를 내는 존재이자 운명 자체라고

도 보았다(위의 논문, 235쪽). 이러한 해석은 대동강변의 소리가 인물에게 ‘참 

삶’의 단서를 제공한다고 보고, ‘악마’ 및 ‘운명’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본고의 시각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인물들이 궁극적으로는 악

마나 운명 그 자체에 이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견디면서 어렵게 자

기의 향방을 더듬어 간다고 본다. 앞서 논했듯이 ｢목숨｣에서 인물이 결국에는 악

마를 뿌리친 점, ｢마음이 옅은 자여｣와 ｢배따라기｣의 인물들이 뉘우침을 간직한

다는 점이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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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안의 유지와 ‘생’ 개념의 전도

  1920년 전후 문인들의 용법상 ‘양심’은, 내가 느끼는 강렬한 감정이 실로 

그러함을 확인하는 것, 그럼으로써 나로 하여금 도덕규범이 아닌 강렬한 감

정을 기준으로 행동하도록 해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군의 문인들은, 그

렇듯 강렬한 감정을 따른다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세계에서는 상당히 곤란하

다는 인식에서부터 ‘생’의 문제에 천착했다. 이들은 개인이 각자의 ‘생’을 추

구해야 하며, 그것이 어떠한 권위나 제도도 넘어서야 한다는 관념을 분명히 

공유했다. 그럼에도 한 생활인으로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는, 결국 

자기 혼자만 사회적으로 낙오되거나 배제되기가 쉽다는 점, 반면에 세계는 

좀처럼 달라지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미리 헤아렸다. 그래서 이들이 작품을 

통해 부조하는 인물들은, 과감하지 않지만 지속가능한 행보를 유지하려 하

고, 한편으로는 그같이 늘 미적지근한 자신을 조소하며 괴로워한다.

  개인이 이처럼 강렬한 감정을 원하면서도 실상은 미지근한 감정에 머무를 

때, ‘양심’은 전자를 요청하고 후자를 꾸짖는 것으로 변한다. 2장에서 살펴

본 인물들처럼 개인이 강렬한 감정에 휩싸이고 거기에 투신할 때, ‘양심’은 

그 적합함을 확인하고 ‘참됨’을 선언할 수 있었으나, 강렬한 감정을 잃어버

린 개인에게, 이제 ‘양심’은 ‘참됨’의 부재를 끊임없이 상기하고 개인의 ‘비

양심적’임을 이르집으며 불안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익상과 염상섭은 여러 글에서 이러한 ‘비양심적’ 상태의 괴로움

과 자책감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상태를 직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양심’적인 태도일 수 있음을 제기한다. 실로 생활상의 

여건을 고려한다는 것은 단지 강렬한 감정에 대한 배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감각을 잃지 않고 생활의 기반을 확보함을 의미하기도 한

다. 따라서 ‘비양심적’ 상태에서 오는 불안 속에는, 강렬한 감정의 추구와 

현실적 여건이 조화를 이루는 형태의 삶에 대한 지향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물들이 불안에서 얼른 벗어나려 하지 않고 불안 속에 머무르는 

것은, 단지 벗어날 방법이나 능력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불안 속에서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익상과 염상섭이 각자의 문

예론에서 고민이나 고뇌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 것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강렬한 감정의 자인을 의미했던 ‘양심’은 이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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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으로 분류되었던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게 되

며, ‘양심’을 통해 성취되는 ‘생’ 또한 그 실패로부터 드러나는 현실적인 지

향을 포괄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된다.

3.1. ‘참된’ 감정의 보류

3.1.1. 무의미한 사랑과 자기의심

  사업이나 사랑에 대범하게 빠져들지 못하는 ‘비양심적’ 인물들의 미지근

한 태도에는, 개인의 마음을 휩쓰는 선명한 감정에 대한 일차적인 의심이 

이미 전제돼 있다. 어떤 시점에서 느낀 긍정적인 감정이, 나의 ‘양심’에 부

합하는 ‘참된’ 감정인지 아니면 결국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스러질 일시

적인 감정인지를 개인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염두에 

두고 보면, 1920년대 초기 작품들 중 특히 연애관계에서의 속임수를 다룬 

사례들은 그 의문을 둘러싸고 마치 하나의 군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 이들 작품에서는, 인물이 처음에 ‘참되다’고 느꼈던 감정과, 그것이 이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의 긴장을 뚜렷하게 부각한다. 많은 경우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고 인물은 ‘참된 사랑’을 잃으면서 자신의 ‘생’을 비

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때 개인의 사랑과 동경은, 현실적인 지평 속에

서 아무런 의미도 부여되지 않은 ‘증상’으로 전환되어 출현하기 시작한다. 

이 장의 2절에서 살펴볼 ‘생’을 비관하는 생활인과 고뇌자 유형의 인물들은, 

어쩌면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해서 등장한 것이 아닐까 한다.

  속임수를 다룬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연애의 실패는, 오늘날에 존재하는 

짝사랑의 실패나 연인의 이별과는 결이 다르다. 흔히 생각하는 짝사랑의 실

패나 연인의 이별은 근본적으로 자유연애나 연애감정에 대한 인식 및 가치 

지평이 널리 공유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러한 가치 지평이 사회

적으로 채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애인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경우, 그

것은 애초에 자유연애나 사랑 같은 것이 존재하기나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

러일으키면서 그 지평의 존폐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때 실

패를 겪는 인물은, 단순히 연애상대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확신했던 사랑의 관념 자체가 무의미로 전환되는 사건을 겪는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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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 느끼게 되는 고통 또한, 그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세계와 불화하

는 ‘증상’으로서의 고통이 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박영

희의 ｢이중병자(二重病者)｣(1924)와 현진건의 ｢타락자｣(1922) 및 ｢그리운 

흘긴 눈｣(1924)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중병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뇌병환자 윤주가 자신의 간호를 담당한 

간호사 운경과의 연애를 꿈꾸다가 실패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윤주는 본

래 한 출판사의 편집인이었으나, 회사에서 사장과 편집인들이 대립하고 동

맹파업이 시작되면서 불면증을 얻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과

학’이라는 것에는 생명의 가치나 힘을 이해할 만한 역량이 없다고 생각하

여,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을 무시해 왔다. 그런데 윤주의 담당 의사가 바

뀌면서 새로이 김운경이라는 간호사가 윤주를 돌보게 되고, 운경은 특히 친

절한 태도로 윤주의 사고방식에 잘 맞는 언행을 한다. 그래서 윤주는 치료

받는 태도를 바꿀 뿐만 아니라, 점차 운경과 자신이 업무상의 관계를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애정을 쌓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고, 병이 완치된 후에

도 운경과 계속 함께하리라는 기대까지 갖게 된다. 운경이 점점 윤주의 담

당 의사인 박 의사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느낄 때에도, 윤주는 운경이 자신

만을 사랑하며, 박 의사에게는 직업적 의무를 다하는 것뿐이라고 애써 믿는

다. 그래서 운경이 간호부장과 싸워서 일을 그만둘 것 같다고 귀띔해 왔을 

때, 그는 운경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동맹파업을 깨고 회사 측과 타협하

여 임금을 가불받기까지 한다. 그러나 운경은 일을 그만둠과 동시에 박 의

사와 도피한다. 그리고 윤주에게는 ‘당신과 나의 연애는 서로 사기였다’는 

내용의 편지만을 남긴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의 동료들은 윤주에게 ‘환자로

서의 너는 용서하지만 동지로서의 너는 용서할 수 없다’는 편지를 보내온

다. 이에 윤주는 모든 믿음이 깨어져 버렸음을 깨닫고, 자신이 몸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의 병까지 지닌 ‘이중병자’라고 자조한다.

  이 작품에서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윤주와 운경의 관계가 오늘날 

흔히 생각하는 어긋난 연애관계들과 매우 다른 성격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지점은 운경이 윤주에게 쓰는 속임수의 특징과, 그 속임수를 깨달았을 때 

윤주가 받게 되는 영향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운경은 단순히 

윤주를 좋아하는 척한 것만이 아니라, 윤주가 ‘사랑’이라는 것에 부여하는 

함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에게 맞춰주

었다. 이런 맞춰주기는 두 사람이 동일한 전제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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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사고나 행동에 어떤 전제를 깔고 있지

만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을 때, 후자가 어떻게든 전자와 어울리기 위해 

그 전제의 표지들을 엇비슷하게 따라할 때 발생한다. 운경과 윤주의 관계가 

바로 그러함을,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경 씨는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장 새로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더욱이 남자를 말하면─”하고 좀 얼

굴이 붉어지면서 운경이가 말하였다.

  “새 것이면 어떠한 것을 말이에요?”

  “자기의 옛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 말이에요.” 할 때 윤주는 속으로 자기의 

뜻에 맞음을 즐거워하였으나 겉으로 발표하기 전에

  “운명을 개척하다니요.”하고 운명의 지식을 시험이나 해서 보는 듯이 물어

보았다.

  “괴로운 자기의 현재의 운명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뛰어나와 새 것

을 건설하는 사람 말이에요.”하고 대답할 때에 윤주는 자기의 뜻과 뜻이 부합

함을 매우 기뻐하면서 속으로 “사람이란 이와 같이 그 정신과 정신이 우선 부

합하여야 한다.”하고 부르짖었으나 표면으로는 다만 운경의 손만 붙잡고 고개

만 끄덕끄덕하였다. 그러나 운경이의 말이 자기의 말에 배워져서 그대로 흉내 

내는 줄을 몰랐다. 그 말이, 운경이에게는 병자를 치료하는 한 수단인 것도 몰

랐다. 다만 윤주는 “그것이 참사랑이다.” 할 뿐이었다.154)

  윤주가 운경에게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고 물었을 때, 운경은 자신의 운

명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대답한다. 

이 대답을 들은 윤주는 운경이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매우 기뻐한다. 그리고 “참사랑”이란 이처럼 두 사람의 정신과 정신

이 부합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윤주가 자신과 운경의 관계를 

매우 이상적인 관계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주의 입장에서 이는 또한 자신의 이념을 구현할 드문 기회이기도 하다. 

작품의 서두에서 서술자는 윤주가 “심장 속에서 굽이치는 피가 식어가는 지

가 오래였고 마음이 시들기 시작한 지도 오래였”지만, 그럼에도 이념을 포

기할 수는 없어 “참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되풀이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한

154) 박영희, ｢이중병자｣, 개벽, 1924.11(박영희, 이동희・노상래 편, 박영희 전

집1, 영남대학교출판부, 1997, 148~149쪽. 이하 전집으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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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5) 이러한 가운데 윤주의 생각을 알아주는 운경의 존재는 윤주에게 “희

망 없이 쫓겨 다니는 외로운 자기의 낙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156) 즉 윤

주에게 운경은 단순히 마음에 드는 여자 한 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이 중시하는 ‘참사람 됨’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유함으로써 ‘참사랑’의 관계

를 실제로 성취하게 할 거의 유일한 존재이다. 때문에 이 관계의 성패는 사

실상 윤주가 겨우 지키고 있던 이념의 성패를 결정짓고, 그 이념에 전부를 

걸었던 윤주의 삶 전반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운경과의 관계가 이처럼 무거

운 의미를 지게 된 것은, 윤주가 생각하는 연애의 함의가 일반적으로 공유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연애라는 교제방식과 연애감정의 문법이 널리 받아

들여지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관계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운경의 배신은,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히 상대방을 좋아하

는 척 거짓말을 한 것과 다르다. 물론 운경은 윤주가 좋아할 만한 말들만 

일부러 골라서 하고, 사실은 간호사 업무의 일환으로 친절을 베풀 뿐이면서

도 윤주가 둘의 관계를 오해하도록 내버려두었다. 그럼에도 이때 윤주가 

‘거짓말에 속았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거짓말이란 기본적으

로 거짓이 아닌 것, 즉 ‘참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두 사람 이상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157) 만약 운경과 윤주 모두가 연애의 함의나 ‘참사랑’

의 의미를 당연한 것으로 공유했다면, 운경의 언행은 일반적인 의미의 거짓

이다. 그러나 운경은 윤주가 그들의 관계에 부여하는 함의를 완전히 이해하

지 못한 상태에서 윤주에게서 주워들은 말들을 따라했다. 즉 윤주가 믿는 

‘참’은 처음부터 운경과 공유된 적이 없고, 따라서 운경의 배신을 깨달았을 

때 윤주가 입게 되는 손실은 그저 ‘속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참이 허위였다’는, 보다 근본적인 위기에 해당된다. 그저 속은 경우 ‘참’의 

가치는 그대로 보존되고 상대방의 거짓됨만을 비난할 수 있지만, ‘참’에 대

한 합의 자체가 무산된 경우 피해자는 ‘나 혼자만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었

155) 위의 책, 143쪽.

156) 위의 책, 149쪽.

157) 베테티니는 어떤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일어난 사실 그 자체

를 기준으로 할 수도 없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만을 기준으로 할 수도 없는 곤란

함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최소한 거짓말이 반드시 필요조건으로 하는 것은 ‘참’에 

대한 두 사람의 이상의 합의라고 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거

짓말 또한 성립할 수 없음을 걸리버 여행기의 후이넘 세계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험프티덤프티의 사례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리아 베테티니, 

장충섭 역, 거짓말에 관한 작은 역사, 가람기획, 2006, 50~62쪽 참조.



- 85 -

던가.’ 하는 자기의심과 자기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소설의 말미

에서 윤주가 스스로를 ‘이중병자’라고 자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중병자｣에 나타난 속임수는, 속는 쪽의 신념이나 정체성을 

전반적으로 뒤흔드는 것이 된다. 이러한 구도는 비단 ｢이중병자｣에만 등장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진건이 초기에 발표한 일련의 연애소설들에도 자주 등

장한다. 그 가운데 ｢타락자｣와 ｢그리운 흘긴 눈｣은 현진건 연구에서도 많이 

다루어지지는 않은 작품들이다. 여기에서는 두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속임수

로 유지되다가 실패하는 연애가 등장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특이하게도 

이들 속임수 또한 ｢이중병자｣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속는 쪽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당대 작품들에서 연애의 실

패가 개인의 존재론적 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논하고자 한다.

  ｢타락자｣에 나타나는 주인공 남성 인물과 연애상대인 여성 인물 사이의 

관계는 ｢이중병자｣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지식인인 주인공 남성 인물이 

스스로의 이념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회의하고 있으면서도, 여성 인물과의 

관계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결국 여성 인물이 관

계를 저버리면서 남성 인물의 삶 전반이 파멸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구체적으로 작품의 줄거리는, 주인공 ‘나’가 조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

생 춘심과 새로운 사랑을 꿈꾸다가 배신당하면서 비극적인 결과를 맞는 과

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인공 ‘나’는 유학생이었으나 집안 사정상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

로 돌아온다. 그때부터 실망에 빠져 술・담배도 시작하고, 친구들과 기생집

에도 드나든다. 그러다 ‘나’는 춘심이라는 기생을 알게 되어 마음을 주게 된

다. 춘심은 어떤 때에는 다른 손님을 맞느라 ‘나’를 뒷전으로 밀어두고, 또 

어떤 때에는 ‘나’와 금전문제를 뛰어넘는 사랑을 바라는 듯이 행동하여 ‘나’

를 혼란스럽게 한다. 결국 ‘나’는 빠듯한 형편에도 많은 돈을 주어 가면서 

춘심과 동침을 이어 간다. 그러던 끝에 아내와 크게 싸우면서 아내 앞에서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춘심뿐’이라고 단언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 

직후 춘심은 부유한 김 승지 영감의 첩으로 들어가고, ‘나’에게는 아내와 태

중 아기에게까지 옮긴 임질만이 남는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소설에서 ‘나’와 춘심의 관계는 일견 ｢이중병자｣의 

윤주와 운경의 관계와 유사한 구도를 보인다. 운경이 의도적인 친절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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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이라고 여기면서 윤주에게 혼란을 주었듯이, 춘심 또한 기생으로서 

적정한 성애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로 하여금 사랑에 대한 환상을 연명하

도록 한다. ‘내’가 춘심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혼란스러워한 끝에 마침내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춘심뿐’이라고 선언하는 바로 그 순간, 역설적

으로 춘심은 돈이 많은 남자에게로 가면서, 긴 혼란의 시간을 거쳐 사랑을 

확신하기까지의 ‘나’의 수고는 단숨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 실상 ‘내’가 생각

하는 사랑의 지평이 이렇듯 ‘나’의 삶과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은, 춘심에 대한 서술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나’의 아내는 처음부터 견

지하고 있던 것이다.

아내는 근심스러운 가운데에도 비웃는 빛을 보이었다. (…중략…)

“내 말이 옳지요? 춘심이 때문이지요?”

하고 아내는 어서 그렇다 하라는 듯이 나를 들여다보다가 웃음의 가는 물결이 

그 까만 눈썹 언저리를 흔들더니 고만 자지러져 웃으며,

“그만 일에 진지를 못 잡술게 무어야요? 탈기(脫氣)할 게 무어야요? 정 그러시

거든 한번 가셔서 정을 풀면 그뿐이지.”158)

아내는 요강에 걸터앉아 온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다. 차마 볼 수 없어 새빨

갛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그 눈에서는 고뇌를 못 이기는 눈물이 그렁그렁하였

다.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병독은 벌써 그의 순결한 몸을 범한 것이다. (…중

략…) 춘심의 사진을 처음 볼 때에 웃고만 있던 그로서 그것을 찢게 된 신산한 

심리야 어떠하였으랴!159)

  아내에게 있어 ‘나’와 춘심의 관계는 본래 전혀 진지하게 고려될 소지가 

없는, 웃어넘길 만한 것이었다.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 아내는 ‘내’가 춘

심을 만나지 못해 실의에 빠진 것을 보고, 크게 웃으며 놀리듯이 왜 그만한 

일로 밥까지 못 먹느냐고, 한번 정을 풀면 그만이 아니냐고 말한다. 즉 아

내는 자신과의 혼인관계 이외에 남편에게 진지한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할 

리 없음을 확고하게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춘심을 한 번 만난 이후

158) 현진건, ｢타락자｣(이강언 외 편, 현진건 문학전집2, 국학자료원, 2004, 41

쪽. 이하 전집으로 약칭).

159) 위의 책,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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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또 만나려고 하는 시점부터는 그 관계에 대해 정색을 하고 반대하기 시

작한다. 이렇게 보면 ‘내’가 춘심과 얽히고설키는 과정 전체는, 춘심이라는 

존재에 대한 ‘나’와 아내의 해석이 점점 극명하게 달라져 가는 과정과도 맞

물린다. 가령 ‘기생은 그저 정 주고 돈 받는 존재일 뿐인가. 어째서 정 주고 

정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춘심의 반문에, ‘나’는 자신과 춘심의 관계가 조

금 더 특별하다고 여기게 된다. 하지만 아내는 춘심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

든 기혼 남자와 기생의 관계는 진지한 사랑일 수 없고, 혹여 그렇게 발전한

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결혼관계의 진지한 사랑을 무너뜨리는 악덕이라

고 여긴다.

  소설의 결말은 아내의 해석에 손을 들어 준다. 물론 춘심은 김 승지 영감

에게로 가기 직전에 ‘나’에게 울면서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고, 차라

리 ‘나’를 모른 채 살았더라면 괴롭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소설의 서술자가 ‘나’이기 때문에 춘심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는 전혀 밝혀지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춘심이 김 승지 영감의 살림으로 들

어갔다는 점은, 춘심과 ‘나’의 관계가 기생과 손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고 판단할 근거를 충분히 제공한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라고 확신한 강렬

한 감정들은 그에 맞는 제도적 틀을 찾지 못하고 쉬이 착각이나 일탈로 치

부되며, 나아가 ‘나’는 아내와 아기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안겨주게 되면서 

일종의 징벌도 받게 된다.

  이로써 ‘나’의 감정은 정확히 말해 ‘빗나간’ 것이 아니라 아예 ‘헛된’ 것으

로 취급된다. 즉 이 소설은 결혼제도와 별개로 강렬한 감정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지평이란 사회적으로 아예 존재할 수 없음을 부조하고 있다. ‘나’에

게 있어, 사랑이라는 합의된 관념은 사회적으로 공고한 가운데 춘심이라는 

한 사람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춘심은 ｢이중병자｣의 운경이 

그러했듯이 이 희소한 관념을 ‘나’와 함께 실현해 나갈 중요한 의미를 담당

했던 인물이다. 그런 춘심이 ‘나’를 배신하게 되고, 춘심에 대한 아내의 해

석이 옳았다고 판정되면서, ‘나’는 춘심 한 사람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랑

이라는 지평의 가능성 전부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듯 사랑이라는 지평 자

체가 사회적으로 공유되기 어렵다는 메시지는, ‘나’의 마음만 괴롭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다는 결말로부터도 분명하게 전달된

다.

  현진건의 또 다른 초기소설 ｢그리운 흘긴 눈｣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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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다. 이 소설은 속는 남성과 속이는 여성 가운데 후자를 서술자로 

내세워, 사랑의 함의를 공유하지 않는 쪽의 시선에서 그것이 얼마나 허약하

고 우습게 보이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서술자 채선은 본래 기생 출신으

로, 그 노릇이 지겨워질 때쯤 자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부잣

집 외아들과 결혼했다. 그러나 그가 사치를 많이 부리기도 하고 남편이 사

기를 당하기도 하면서 가세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기운다. 그래서 채선이 

열아홉 살 되던 해, 남편은 괴로워하던 나머지 그에게 함께 죽자고 한다. 

이때 채선은 남편이 혹시 감옥에 가더라도 수절하고 기다릴 것이며, 같이 

죽기를 원한다면 같이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그

럴 마음이 없고, 여차하면 다시 기생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

만 채선의 말을 굳게 믿은 남편은 정말로 독약을 나눠먹기로 하고, 자신의 

몫을 삼킨다. 반면 채선은 독약을 입에 넣기만 하고 삼키지는 않는다. 독약 

때문에 고통스러워진 남편은 채선이라도 살리기 위해 채선의 입을 열게 한

다. 그리고 삼키지 않은 독약을 발견하자, 충격에 빠진 채 무섭게 눈을 흘

기며 죽어간다. 서술자 채선은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남편이 자신을 살리고 

싶어 했으니 오히려 좋아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독자에게 항변하다가도, 그 

흘기던 눈을 떠올리면 어째서인지 정답고 그리운 생각이 든다고 한다.

  이 소설의 채선은 ｢이중병자｣의 운경과 유사하게 상대방 남성이 둘의 관

계를 규정하는 대로 맞추어준다. 처음에 그의 남편은 자신이 옥살이를 하게 

될 경우 채선이 자신을 버리고 다시 기생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자 

채선은 그렇지 않다고 우기면서, 자신은 남편의 기대대로 수절하고 기다리

거나 따라 죽을 것이라고 호언한다. 이에 남편은 채선 또한 자신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관계에 임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상 

채선은 단순히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남편과 동일한 사랑의 

지평을 공유한 적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채선이 남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기는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채선이! 네나 내나 이 세상에 더 구차히 산다 한들 또 무슨 낙을 보겠니? 

차라리 고만 죽어버리는 게 어떠냐?”

  하겠지요. ‘미쳤나, 죽기는 왜 죽어.’ 하면서도,

  “그래요, 고만 죽어 버려요.”

  라고 쉽사리 찬성을 하였습니다.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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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살림살이에 물려서 그렇지 않아도 기생생활이 그립던 나인데 아직 나

이 어리고 남에게 귀염 받던 일, 호강하던 일이 어제 일같이 역력히 기억에 

남아 있는 나인데, 앞길에도 기쁨과 호강이 춤추며 기다리고 있는 줄 믿는 나

인데, 왜 죽자는 마음이 추호만친들 생기겠습니까? 내 몸뿐만 아니라 그이가 

죽는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중략…)

  그러나 어찌해요! 그이는 나의 물 마시는 것을 보더니 매우 안심된 듯이 내 

손에서 자리끼를 빼앗아 꿀떡 마셔 버렸습니다. (…중략…)

  이 뜻밖의 일에─그이로 보면 조금도 뜻밖의 일이 아니겠지만─나는 더할 

수 없이 놀래었습니다.161)

  그렇게 성을 내고 나를 흘길 일이 무엇이에요? 내 그른 것은 어찌겠든지 그 

때에는 그이가 야속한 듯싶었어요. 야속하다느니보담 의외이었어요.162)

  위의 세 인용문에서는, 공통적으로 남편이 전제로 하는 사랑의 지평을 채

선이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 남편

은 채선에게 같이 죽기를 제안하는데, 이때 채선은 겉으로 그러자고 하면서

도 속으로는 그런 행동이 ‘미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그는 자신에게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음을 설명함과 동시에, 남편 또한 실

제로 죽을 리는 없으리라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이 정말로 약을 삼

켰을 때, 채선은 이 일이 남편에게는 뜻밖이 아니었겠지만 자신에게는 뜻밖

이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용문에서, 그

는 남편이 죽어가면서 자신을 원망한 이유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

한다. 자신이야 물론 잘못한 것이 많지만, 그와 별개로 남편이 죽는 순간까

지 배려해줄 정도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왜 화를 내느냐고 질문한다. 즉 채

선에게 있어 죽음까지 함께할 정도로 깊은 사랑은 ‘미친’ 것이거나 ‘뜻밖의’ 

것이거나 ‘야속하면서 의외인’ 것으로서 충분히 내면화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대강 장단을 맞추어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는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

다.

160) 현진건, ｢그리운 흘긴 눈｣, 전집1, 116쪽.

161) 위의 책, 117~118쪽.

162) 위의 책,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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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채선의 남편은, 얼른 보면 ｢이중병자｣의 윤주처럼 스스로 사랑에 부

여하는 의미를 이론화해서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윤주와 같이 ‘참’의 지

평을 잃어버리거나 정체성에 위기를 맞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처럼 보

이기도 한다. 그러나 정체성과 직결된 가치관을 매도당하는 것이 ‘상징적 

죽음’이라고 할 때, 채선의 남편은 실제로 죽음을 맞이했을 뿐 아니라, 채선

의 배신을 알아차리는 순간 상징적인 죽음까지 같이 맞이했다고 할 수 있

다. 만약 채선이 함께 죽었거나, 남편이 채선의 배신을 끝까지 알지 못했더

라면, 적어도 남편에게 있어 죽는 행위는 본인이 부여한 의미 그대로를 지

닐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채선이 배신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은 가장 무거운 함의를 지녀야 할 자신의 죽음조차도 채선에게는 그다

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전부를 내건 죽음

의 의미가 너무도 쉽게 휘발되었다는 점에서, 윤주가 ‘이중병자’였다면 채선

의 남편은 ‘이중의 죽음’을 맞이한 셈이다.

  실로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정사(情死)는 1920년대 연애 담론의 

내용들 가운데서도 사랑의 진정성과 강렬함을 드러내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자주 언급되었다. ‘사랑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언설은, 통념상 가장 

무겁게 여기는 생명의 무게에 사랑의 무게를 견줌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가

치로서 사랑의 지위를 드높이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맥락이 있었음을 고려

할 때, 연인이 정사하기로 한 약속을 깨트릴 뿐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이라

는 것 자체를 이해한 적도 없었음을 깨닫는 이야기는, 실상 당대 문인들이 

공유했던 사랑의 가치가 허위로 치부되고 실생활에서 가치지평으로 자리 잡

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163)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식은, 연애관계가 이미 목숨까지 걸 만한 것으로서 자

아의 존립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단연 개인의 존재론적 위기와도 직

결됐던 것이라 여겨진다.

  상기해 두어야 할 것은, 이들 소설에서 그린바 사랑의 가치 지평이 형성

되지 않은 조선 사회에 사랑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등장하는 방식이다. 그

것은 분명 문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의식적인 자각과 그 충실한 

163) 이 지점은 정사를 둘러싼 젠더 관계 면에서도 독특한 국면을 보여준다. 실로 

당시 정사에까지 이르는 비극적 사건의 당사자는 가난하고 젊고 ‘부도덕’한 여성

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천정환, 자살론, 문학동네, 2013, 140쪽), ｢그리운 흘긴 

눈｣과 같은 작품은 정사를 둘러싼 환상과 더불어 그 같은 젠더 관계 또한 배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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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을 통해 등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의식적인 실천을 시도했던 

인물이 완전히 실패하고, 타자에 의해 그 인물의 사랑이 ‘알 수 없는 것, 뜻

밖의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비로소 등장했다. 즉 자유연애가 함의하고자 했

던 사랑은, 기성사회의 관습을 탈피한 개인의 자유로움 자체로써는 오롯이 

실현되지 못했으며, 대신 당시 조선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남녀관계 관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패 지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나서야, 

그 사회의 ‘증상’으로서 비로소 등장할 수 있었다. 온전한 형태의 사랑이란 

사실상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불안이, 연애 담론 

자체가 아닌 새로운 주제를 작품 속에 등장시켰다. 차후 3장 2절에서 살펴

보는바 이 같은 불안 상태를 미리부터 염두에 두는 인물들은, 동경과 사랑

이 쉽게 성취되리라는 순진한 기대를 일단 경계하며, 그러한 태도가 비관론

이나 냉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3.1.2. 의심과 비관론의 관계

  시 작품의 경우, 홍사용의 글들이 애인의 속임수 및 화자의 고통을 반복

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앞서 살펴본 작품들과 비교하여 홍사

용에게서 특히 두드러지는 점이 있다면, 화자가 자신을 속인 애인을 비난하

면서 자신의 진실됨을 강하게 내세운다는 점과, 그럴수록 화자의 고통 또한 

지속된다는 점이다. 즉 홍사용의 작품들은 사회적 질서와 불화하는 충동을 

그대로 추구하는 경우, 주체에게 지속적인 고통이 야기되며, 바로 그 고통 

자체로서만 사회적 질서 속의 주체의 자리가 마련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

다.

나는 나의 벗 누영(淚影) 군을 불행이란 불행을 알뜰히 모아 가진 그를 늘─ 

옆에도 두고 보나이다. (…중략…) 그가 화정이라는 한 여성의 “사랑 좀 하여 

주오!”하고 애걸하는 듯한 어여쁜 소리를 들을 때에 “영구히 서로 믿자. 허영

이라는 그 속에서는 맛보지 못한 새로운 행복에서 살아 보자. 슬픔과 기꺼움

을 모두 묶어서 될 수만 있으면 우리만 아는 향락의 나라에서 꿀같이 알뜰히 

살아 보자” 하였었나이다. 그의 가슴은 기쁨과 희망으로 한껏 마음껏 퍼지고 

벌어 버리었었나이다. 그는 애인이 있는 그 동안에는 침착하고 진실하여졌었

나이다. 그러나 그의 바라던 그 사랑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허튼 주정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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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었어요. 아마 화정의 모진 발길이 여지없이 그를 박차 버리었는 게지요. 

그가 처음에 누영을 얼싸안았을 때에는 “항용 있는 기생의 사랑으로는 알지 

말아 주셔요” 하였다 하더이다. 그러나 어느 때까지 기생은 그대로 기생이던

가 보아요. 요 사이는 어느 부잣집 자식이 미쳐서 결국 팔백 원 사기사건을 

만들어내었다 하는 어느 신문기사를 보았나이다. 동시에 누영 군은 실연을 당

하였지요. 군은 자기도 어리석은 줄을 알면서도 말 못하는 가슴을 남 몰래 혼

자만 태우나 보더이다. (…중략…)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이리 오너라” 부를 때에 한 겹 중문 안에서 소근소

근 속살거리는 화정과 그의 동무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가슴이 뻐개지는 듯

한 불쾌한 감정이 불 이듯 하더이다.

  “또 속이는구나─” 한 마디 부르짖고 어두운 골목길로 숨어서 나왔나이다─ 

몰래 다니는 도둑질꾼의 가만한 자취와 같이164)

  홍사용은 한 수필에서 실제로 애인의 배신으로 인해 사랑이 깨어진 벗의 

사례를 다루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홍사용의 서술에 따르면 그의 벗 누영은 

화정이라는 기생과 사랑에 빠지면서 화정과의 관계에 당대 연애관계가 지녔

던 중대한 함의를 부여했다. ‘허영과는 다른 새로운 행복을 찾겠다’거나 ‘두 

사람만이 아는 향락의 나라에서 살겠다’고 했던 당시 누영의 말이 이를 짐

작케 한다. 그러나 홍사용은, 화정이 누영을 버리면서 누영의 사랑이 “지나

가는 나그네의 허튼 주정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처음에 화정은 누영에게 

자신의 사랑이 흔한 기생의 사랑과 다르다고 강조했으나, 이후 누영과 이별

할 뿐 아니라 다른 남성을 유혹하여 재산을 탕진하게 했다. 그래서 누영이 

‘새로운 행복’이라고 믿었던 사랑은 실상 처음부터 누영의 착각이었던 것, 

달리 말해 “허튼 주정”처럼 아예 존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부정당했다는 것

이다.

  이 사례는 기생과의 연애에 해당한다는 점, 기생이 남성에게 일반적인 손

님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게 한 점, 그러나 결국 상대를 

배신함으로써 상대가 갖고 있던 사랑의 이념 또한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점

에서, 앞서 살펴본 일련의 소설들을 상기시킨다. 이 사례에서 화정은 누영

에게 있어 바람으로만 존재했던 ‘새로운 행복’을 구현할 드물고 소중한 존

재였을 것이나, 결국 그는 누영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간의 연애관계 전체

가 속임수였다는 점까지 알게 한다. 이에 따라 누영의 사랑은 어차피 구현

164) 홍사용, ｢노래는 회색 ─나는 또 울다｣, 동아일보, 1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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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었던 것, 추구한다는 일 자체가 우스운 것으로 치부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홍사용은 혹시나 화정이 누영에게 어떤 오해를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하고, 훗날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화정과 대화하기 위해 그를 따라갔다고 

한다. 그때 화정은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집으로 향하는데, 홍사용이 그곳

에 도착해 ‘이리 오너라’하고 인기척을 냈을 때, 화정과 친구는 자기들끼리 

집안에서 무언가를 속삭였다고 한다. 이에 불쾌해진 홍사용은 “또 속이는구

나”라고 외치고 그곳을 빠져나온다. 여기에서 화정이 누영을 속이고 홍사용 

자신도 속이려고 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 또한 속임수 및 사랑이라는 것의 허위 문제임이 드러난

다. 실로 홍사용은 이 글의 서두에서 속임수에 관한 짧은 시를 삽입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군소리’라는 소재나 속임수에 대한 비판 등은 비

슷한 시기 홍사용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아기의 울음을 달래려 할 때에

속이지 아니하면은 어머니의 사랑으로도

웃지 말아라. 미친 이의 이야기를

참말로 믿으면 허튼 그 소리도

커다란 빈 집을 일없이 지키는 젊은이 과수의 끝없는 시름은

한 마음밖에 또 다른 뜻을 모른다 말아라.

속 모르는 이의 군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사나이 젊은 중 염불이 아니었더면

밝은 눈동자 목탁이 아니거든 모를 수 있으랴. 

가사(袈裟)를 입을 때에 붉은 비단 수놓은 솜씨를 

어여쁜 보살! 관세음보살을!

                   - 홍사용, ｢노래는 회색 ─나는 또 울다｣ 삽입시 전문165)

  

  이 시의 화자는 속임수를 경계하고 있다. 3행에서 그는 미친 사람의 이야

기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 말을 듣고 “웃지 말”라고 한다. 이 웃지 말라는 

서술어는 1~2행의 내용과도 이어지는데, 이때에 화자는 아기의 울음을 달

래려 할 때 진심으로 그러고자 한다면 그 울음을 보고 웃지 말라고 한다. 

그 웃음이 어머니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웃지 말라고 한다. 

165)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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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자는 쓸쓸히 빈집을 지키는 젊은 과부의 마음속에 오로지 절개를 지

킨다는 한 뜻만 있다고 하지 말라 말한다. “사나이 젊은 중”의 염불이나 밝

은 눈동자, 목탁을 통해 다른 뜻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전체적으

로 보아 이 시에는 아기의 울음, 미친 사람의 이야기, 과부의 속마음을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드러내라는 일관된 요구가 담겨 있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이어지는 수필의 내용이 상대방을 속인 채 유지되다가 배신으로 끝

난 사랑을 다루고 있었음을 상기하면, 이렇듯 속임수로써 속뜻을 감추지 말

라고 요구하는 시는, 단연 부정당한 사랑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맥락과

도 연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랑이라는 관념 자체

가 허위로 치부되는 환경에서, 그러한 사랑의 지위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환경에 대한 탐구 없이 사랑의 진실함만을 주장할 때 화자의 고통은 

경감되지 못한다.

  시 ｢꿈이면은?｣(1922)과 ｢비 오는 밤｣(1922)에서도 속임수와 사랑의 실

패가 관련지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작품에서는, 

속임수가 사랑의 지평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꿈’이라는 소재와 연결되

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꿈’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관념이 허위

임을 화자가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화자가 품었던 사랑과 화자를 

둘러싼 세계가 여전히 불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꿈이면은 이러한가, 인생이 꿈이라니

사랑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허튼 주정

아니라, 부숴 버리자

종이로 만든 그까짓 화환

지껄이지 마라, 정 모르는 지어미야

날더러 안존치 못하다고?

귀밑머리 풀으기 전 나는

그래도 순실하였었노라

이 나라의 좋은 것은, 모두 아가 것이라고

내가 어릴 옛날에 어머니께서

어머니 눈이 끔적하실 때, 나의 입은 벙긋벙긋

어렴풋이 잠에 속으며, 그래도 좋아서

모든 세상이 이러한 줄만 알고 왔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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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지 마라, 웃는 님이여

속이지 마라, 부디 나를 속이지 마라

그러할 터면, 차라리 나를

검은 칠 관에다 집어넣고서

뾰족한 은정(銀釘)을, 네 손으로 처박아 다고

(…중략…)

아! 이게 꿈이노? 이게 꿈이노!

꿈이면은, 건넌산 어슴푸레한 흙구덩이를

건너다보고서, 실컷 울었건마는

깨어서 보니, 거짓이고 헛되구나, 사랑의 꿈이야

실연의 산기슭 돌아설 때에

가슴이 미어지는 그 울음은

뼈가 녹도록 아팠건마는

모질어라 매정하여라

깨어서는, 흐르는 눈물 일부러 씻고서

허튼 잠꼬대로 돌리고 말고녀

                          - 홍사용, ｢꿈이면은?｣ 일부166)

  ｢꿈이면은?｣에는 자신을 속이는 애인을 향해, 속는 쪽의 아픔과 분노를 

한층 분명하게 드러내는 화자가 등장한다. 첫 연부터 화자는 청자인 애인을 

향해 “정 모르는 지어미”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더러 안존치 못하다고 말하

지 말라고, 그래도 자신은 사랑에 진심을 다했다고 항변한다. 이러한 진술

에서 청자인 애인은 화자의 진심어린 태도를 점잖지 못하고 불안정한 것으

로 보았으며, 화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지적받고 

있다. 화자는 이 실패한 사랑이 꿈처럼 허망해져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허

튼 주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앞서 ｢노래는 회색｣에서 홍사용이 친구 

누영의 실패한 연애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등장했던 표현과 정확히 일치한

다. 화자는 다시 이 거짓 사랑에 대해 “종이로 만든 그까짓 화환”은 “부숴 

버리자”고 하면서, 애인의 배신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166) 홍사용, ｢꿈이면은?｣, 백조, 1922.1, 18~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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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에서 화자는, 청자인 “웃는 님”을 향해 반복적으로 “속이지 말라”고 

하면서, 속이려면 차라리 자신을 관 속에 집어넣고 못을 박으라고 말한다. 

이때 “웃는 님”의 웃음은 2연에서 아기를 보는 어머니의 웃음과도 연결된

다. 화자는 어릴 적 어머니가 세상의 좋은 것은 모두 아가의 것이라며 웃을 

때, 어렴풋이 “잠에 속아” 모든 세상이 그러한 줄 알았다고 한다. 즉 화자

는 세상을 평화로운 곳으로만 여기게 했던 어머니의 웃음마저도 ‘속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머니의 웃음마저도 불신하는 이 시선은 앞서 ｢노래

는 회색｣의 첫머리에 삽입된 시에서도 다루어졌던 것이다. 이 시와 ｢노래는 

회색｣은 동일한 구절과 동일한 소재를 포함하여 선명한 상호텍스트성을 보

인다.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사랑을 가리켜, 깨어

서 보니 헛되다는 의미에서 “꿈”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꿈이라고 했을 때, 

자신은 꿈속에서 실연을 겪고 아프게 실컷 울었는데, 꿈을 깨고 나니 “흐르

는 눈물 일부러 씻고서/ 허튼 잠꼬대로 돌리고” 만다고 한다. 여기서 화자

는 거짓 사랑으로부터 이중의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인데, 그 하

나는 실연의 아픔으로 인한 상처이고, 다른 하나는 ‘꿈’에서 깨었을 때 그 

아픔과 눈물의 지평 자체를 ‘잠꼬대’로 치부당한 데서 받는 상처이다. 이는 

앞서 연애의 실패를 다루었던 일련의 소설들 및 ｢노래는 회색｣에서 볼 수 

있었던 애인의 배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구도다. 애인이 연애관

계에 있을 때에는 진심이었으나 후에 단순히 변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음을 깨닫는 상황에는, 사랑의 지평 자체가 헛된 것으

로 사라져 버리는, 보다 근본적인 위기가 닥쳐 있는 것이다.

1

한숨에 무너진

설움의 집으로

혼자 우는 어두운 밤

또 다시 왔구나

2

잠 속에 어린 꿈

눈물에 젖는데

님 없는 집 혼자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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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이 누구냐

3

귀여운 음성은

님이라 했더니

애처로운 그림자는

헛꿈이로구나

            - 홍사용, ｢비 오는 밤｣ 일부167)

  한편 ｢비 오는 밤｣의 화자는 사랑의 지평을 부정당한 이후 실망한 상태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님 없는 집”을 혼자서 지키는 인물이며, 어

두운 밤이 찾아오자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러다 “잠 속에 어

린 꿈”에서 “귀여운 음성”을 듣고 순간 “님”인가 생각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것 또한 “헛꿈”이었다고 말한다. 이 시의 화자는 애인의 음

성이 들리는, 그래서 혹시나 애인이 돌아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 또

한, 일관되게 “꿈”이라고 표현한다. 이미 ‘본래 사랑이란 없는 것’을 기본값

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따금씩 ‘헛꿈’이 찾아

올 뿐이라는, 그런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헛꿈’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순실함을 강하게 주장했던 ｢꿈이면은?｣의 화자와 정반대의 태도를 

지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참된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그것을 잃

은 고통이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상 두 작품의 화자는 동일

한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비 오는 밤｣에서는 ｢꿈이면은?

｣의 자조적인 반어(反語)가 보다 지속적인 회의적 태도로 자리 잡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참된 사랑’의 상(像)을 유지하는 한 고통은 지속되며, 

그처럼 고통이 지속되리라는 예상은 ‘참된 사랑’의 미래를 비관하게 한다.

  박영희의 ｢생(生)｣(1923) 또한, 속임수를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회의적인 

태도가 비관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연애관계를 

소재로 하지는 않지만, 삶 전반에 대해 의욕을 잃은 인물이 어쩌다 발견하

는 희망의 단초를 가리켜 미리부터 ‘또 속는 것’으로 자조한다는 점에서 눈

길을 끈다.

167) 홍사용, ｢비 오는 밤｣, 동명, 1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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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은 어떤 사건의 뚜렷한 전개가 있다기보다, 생활 전반에 대한 권태와 

어머니의 죽음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한 ‘내’가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삶을 이

어가고자 스스로를 다잡는 과정을 주로 보여주는 소설이다. ‘나’는 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겹게 느껴질 정도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러한 증세는 악화된다. 가난한 어머니는 

‘나’에게 복덩이를 담은 금 궤짝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그 꿈을 유산으로 

남기겠다고 말한 후 숨을 거둔다. 이후 ‘나’는 자신도 죽어야겠다고 생각하

기도 하고, 잠깐 금 궤짝 꿈을 떠올리다가도 이내 배고픈 현실만이 남은 것

을 깨닫고 수시로 눈물을 쏟기도 한다. 한편으로 ‘나’는 ‘살기만 살면 복을 

가질 수 있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며, 어떻게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

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한 나절 후에 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탄식을 

반복한다. 그러던 중 ‘나’는 아랫방에 사는 광인 옥순과 대면하게 되고, 광

인으로서 옥순이 추구하는 열정적인 ‘생’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옥순과 마주

친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나’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자신을 속임으로써 자신의 ‘생’을 연명케 하는 장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속는다는 것이 싫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로 죽겠다

고 결심한다. 그런데 그때 우편배달부가 옆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나’는, 

자신에게도 어떤 우편물이 오지 않을까 하고 배달부를 기다린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작품에서 먼저 눈여겨 볼 만한 점은 주인공 ‘내’가 

사용하는 ‘속는다’는 말의 용례이다. 작품의 초반부터 결말까지 ‘나’는 기본

적으로 자신의 생에 아무런 경이로울 것도 의미 있을 것도 없다고 여기는 

무기력하고 음울한 상태를 유지한다. 다만 때때로 아침의 상쾌함을 느끼거

나, 어머니의 금 궤짝 꿈 이야기를 생각하거나, ‘살기만 하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상기하거나, 옥순과 마주쳤을 때, 그러한 무기력을 잠깐 잊고 아침 

풍경에 감탄하거나,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거나, 결혼을 상상하거나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잠깐 동안의 흥미가 지나가고 나면, ‘나’는 방금 전까

지 흥미로움을 느꼈던 자신을 보고 ‘또 속았다’고 말한다.

영화스럽던 아침의 꿈은 말끔 깨고 말았다. (…중략…) 어제 저녁의 서늘한 바

람과 오늘 아침에 맑은 새벽 하늘, 어젯밤 하늘에서 반짝거리는 수없는 별과 

오늘 새벽에 우주를 둘러싼 안개는, 모두 다 큰 사기(詐欺)임을 깨달았다. 나

의 생은 이 큰 사기에 속아서 왔다…….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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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저께 속고도, 내가 또 오늘 속았구나!｣하고 탄식할 때는 또 오후가 넘었던 

때이다. 어제 저녁에 얻은 새로운 ｢생｣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다시 서으로 지

는 붉은 해처럼 나의 마음은 괴로움에 찼었다.169)

  위의 첫 번째 인용문과 두 번째 인용문에는 공통적으로 ‘속았다’는 ‘나’의 

깨달음이 등장한다. 첫 번째 인용문은 소설 서두의 한 대목으로, 여기에서 

‘나’는 간밤의 반짝이던 별들과 이른 새벽 바다와 들의 풍경을 보고 그 아

름다움에 감탄하며 까닭 모를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어나 활

동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갑자기 “영화스럽던 아침의 꿈은 말끔 깨고 말았

다”고 하면서, 살아야 할 의미도 모르는 삶을 또 하루 살아야 한다는 사실

에 벌써부터 힘겨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때 ‘나’는 간밤의 별들과 새벽의 

맑던 하늘이 모두 다 “큰 사기”임을 깨달았으며, 자기의 생이 줄곧 “이 큰 

사기에 속아서 왔다”고 탄식한다. 실상 무의미한 삶의 무게는 변함없이 ‘나’

를 짓누르고 있는데, 별과 바다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동안에는 잠깐 

그러한 무게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가,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전의 

고뇌가 돌아오는 지점에서 ‘나’는 실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나’는 또 자신이 ‘속았다’고 말한다. 인용된 부분의 

바로 앞 대목에서 ‘나’는 자살하겠다는 생각으로 길을 나섰다가 배고픔을 

느껴, 밥값을 꺼내려고 돈을 끼워 둔 노트를 편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죽

음, 금 칠한 복궤. 기갈(飢渴) 십칠 일”이라는 자신의 메모가 적혀 있다. 이

를 보고 ‘나’는 ‘참아라’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계속 살

아나가면 너도 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

를 되뇌면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밥집으로 들어가고, 어찌되었든 살기는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후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다음날 저녁이 되었을 

때, ‘나’는 두 번째 인용문에 드러난 바와 같이 자신이 ‘또 속았다’고 한다. 

이는 첫 번째 인용문에서 ‘속았다’고 한 말의 뜻과 정확히 일치한다. 어머니

의 유언과 그 뜻을 생각하고, 죽지 않고 살아나가기로 결심한 순간이 잠시 

있었으나, 그 순간이 지나자 또 여지없이 ‘나’를 괴롭히던 권태와 우울이 찾

아온다. 이처럼 잠시 동안 삶의 의미와 의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것

168) 박영희, ｢생｣, 백조, 1923.9(전집1, 79쪽).

169) 위의 책, 88쪽.



- 100 -

이 또 한 번 착각으로 판명 난 것을 가리켜, ‘나’는 자신이 ‘또 속았다’고 말

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권태와 우울 및 속았다는 의식은, 식민지적 현실이나 사회

의 인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문제의식과는 확실히 다른 층위에 있다. 

우선 ‘나’를 둘러싼 세계로부터 식민지적 현실은 그것이 읽힐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사회의 인습의 경우 ‘나’는 이미 그로부터 분명히 거리

를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태와 우울을 느끼기 때문이

다. 오히려 ‘나’의 갈등은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쩌

다 느끼는 희미한 삶의 의욕 또한 자신이 부정한 인습만큼이나 허위적인 것

일지도 모른다는 데서 온다. 

｢그, 복 담은 금 궤짝을……｣ 어머니의 기쁜 말소리는 떨리어 나왔다. (…중

략…) 나의 마음은 무거운 돌로 내리누르는 것 같았다. 답답한 내 가슴은 스며 

타는 불과 연기에 터질 듯하였다. 어머니는 미신이었다고 나는 속으로 말하였

다. 그러나 나에게도 어느 때든지 복이 오기는 올 터이겠지……? 미래에 무슨 

큰 복이 나를 위하여 있기는 있을 터이다. 그런 고로 나는 어머니의 꿈을 미

신이라고 하기는 하면서도 또한 있으면 있으려니 하였다.170)

  위 장면에서 ‘나’의 어머니는 죽기 직전 ‘나’에게 꿈에서 본 금 궤짝을 유

산으로 남기겠다고 말한다. 지난밤 꿈에 흰 옷 입은 젊은이가 꽃마차와 금 

궤짝을 가지고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는 어머니에게 복이 담긴 금 궤짝을 

‘나’에게 준 후 꽃마차를 타고 함께 가자고 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혹시 

그동안 숨겨둔 유산을 물려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나’는 꿈 이야기를 듣자 

점점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꿈 이야기가 모두 “미신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어머니의 꿈 이야

기를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문제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어머

니가 상서롭게 느낄지라도 그것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 장면에서 ‘나’는 ‘속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신은 속았

다’고 깨우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어머니의 꿈 이야기가 미신임을 지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에게도 어느 때든지 복이 오기는 올 터이겠지”하고 은근히 그 꿈의 암시

170) 위의 책,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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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믿으려 한다. 이 지점에서 ‘나’ 또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미신에 기대는 

사람, 즉 얼마든지 ‘쉽게 속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내’가 권태와 우울에

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이 같은 불신에 기

인한다. ‘나’는 얼마든지 쉽게 속을 수 있는 사람이므로, ‘내’가 확신하는 어

떤 삶의 목적이나 의욕이라도, 한낱 속임수나 착각으로 뒤바뀔 가능성을 얼

마든지 갖고 있다. 이 가능성을 경계하느라, ‘나’는 더 이상 무엇에도 공고

한 믿음을 갖고 마음을 쏟지 못하며, 앞으로의 삶 또한 공허할 것이라고 비

관하게 된다. 자신이 무엇에도 마음을 쏟지 못하는 인물임이라고 자조하는 

‘나’의 직접적인 언급을 아래와 같은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옥순에 두려운 소문을 들었다. 옥순이는 성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미친 

계집애다. 미친 계집애…… 내가 다시 사람의 미쳤다 함을 생각할 때에, 미쳤

다는 것은, 미친 사람은 알 수도 없이 다르고 이상한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

을 알았다. 불굴, 자유, 철리……… 여러 가지를, 미치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 

자유롭게 가진 것을 알았다. (…중략…) 미쳤다 함은 ‘생’을 긴장시키어서 그 

열도를 최고에 달하게 할 때에 비로소 터져 나오는 초리적(超理的) 방산임을 

생각하였다. 그런 고로 열도 이상의 열을 가진 미친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까

지 한다는 말도 들었다.

  그러나 그도 나와 같은 ‘생’이란 것을 시간과 한가지로 경험하는 것일 것이

다. 다만 미쳤다 하는 것은 ‘생’의 변체(變軆)인 것 같았다. 그가 가진 ‘생’은 

열(熱)한 것이고 내가 가진 ‘생’은 냉각되어 가는 것이다.171)

  소설 중반 지점에서 ‘나’는, ‘미친 계집애’라는 소문이 있는 옥순이 별안간 

자신의 방에 들이닥치면서 그와 대면하게 된다. 처음에 ‘나’는 옥순이 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두려움에 떨지만, 다음 순간에는 ‘미쳤다’

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점차 옥순을 긍정적으로 여기게 된다. 그

에 따르면 미쳤다는 것은 미치지 않은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철리를 자유

롭게 가진 것이자, ‘생’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열기를 적극적으로 

방산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생’이란 것의 의미를 찾고자 애써 왔듯이, 

옥순 또한 자신의 ‘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을 따름인데, 다만 옥순은 앞뒤 

가리지 않고 자유를 추구하므로 그의 ‘생’은 뜨거운 것이고, ‘나’는 그 같은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생’은 냉각되어 가는 것이라고 

171) 박영희, ｢생｣, 전집1, 91쪽.



- 102 -

한다. 즉 미치지 않고 속지도 않는 ‘나’는, 유감없이 ‘생’의 실현을 향해 달

려 나간다는 점에서 오히려 미친 옥순, 속았다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옥

순을 부러워하고 있다.

모든 것이 도무지 내가 허구도 알 수 없이 허무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 아

는 것이 있다. 모든 사건 모든 생기는 일은 다 사람의 ｢생｣을 계속시키는, 연

결시키는, 한 소개물인 것을 깨달았다. 그런 고로 어제와 오늘을 계속하게 한 

옥순이의 사실과, 그저께와 저저께를 연접시킨 어머니의 꿈이 나의 죽음을 없

이한 것을 지금 다시 큰 진리와 같이 알았다. 그런 고로 나는 모든 사람들의 

날마다 살아가는 그것은 또한 나 같으려니 하였다. (…중략…) 나는 이 모든 

것을 속기가 싫었다. ｢고만 죽고 말리라.｣하는 생각이 불 일듯이 일어난다.172)

  소설의 말미에서 ‘나’는,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사람의 삶이란 본래 

‘속은 상태’와 ‘실망한 상태’를 오가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른다. 윗글에서 ‘나’는 자신이 어제도, 그저께도, 그끄저께도 매번 죽어야겠

다고 결심했으나, 그끄저께는 어머니의 꿈 이야기가 자기로 하여금 죽지 않

고 남아서 그저께를 맞이하도록 했고, 어제는 옥순과 대면하게 된 일이 자

기로 하여금 오늘까지 살아남아 있도록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

를 일반화하여, 사람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이, 삶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죽

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결론짓는다.

  이어서 ‘나’는 이처럼 ‘속아서’ 삶을 연명하는 것이 싫다고 말한다. 그래서 

인용한 부분의 바로 다음 대목에서 이제는 정말로 죽겠다고 결심하고, 마지

막으로 친구 집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자신의 집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둘러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의 결심 또한 이전의 죽겠다는 결심과 마찬가

지로 실행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것임을, 그래서 ‘나’는 계속 ‘속은 상태’

와 ‘실망한 상태’를 오가면서 삶을 이어갈 것임을, 마지막 장면은 충분히 암

시하고 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내’가 자신의 집에 작별을 고하는 마

음으로 집안을 둘러보고 있을 때, 마침 골목에 우편배달부가 나타난다. 이

에 ‘나’는 자신의 연락을 기다리라는 듯이 말했던 친구의 모호한 언질을 떠

올리고, 혹시 배달부가 친구의 편지를 가져오지나 않을까 하고 자기 집의 

순서를 기다리기 시작하면서, 소설은 끝을 맺는다. 즉 이전에 죽으리라 했

172) 위의 책, 95~96쪽.



- 103 -

던 ‘나’의 결심들이 어머니의 꿈 이야기나 옥순의 출현으로 흐지부지되었듯

이, ‘이제는 정말로 죽겠다’는 이번의 결심 또한 우편배달부의 등장과 함께 

이미 흐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결말은 이후로도 ‘내’가 죽지 못하고 

‘속은 상태’와 ‘실망한 상태’를 반복적으로 오갈 것임을 분명히 암시한다.

  이 ‘속은 상태’와 ‘실망한 상태’의 반복은 사실상 이 소설의 전개 과정 자

체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다른 작품들의 속임수 소재가 ‘사랑

의 지평은 착각이고 허위였다’라는 깨달음의 충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

다면, 소설 ｢생｣은 그러한 깨달음을 이미 기본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인 자의 

고통의 지속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단계에 이른 인물에게 있어 ‘깨달

음의 충격’은, 더 이상 배신하는 애인에게서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

신에게서 촉발된다. 즉 타인이 나의 착각을 깨우침으로써 실망하게 되는 것

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무언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검열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실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인물의 고통은 더 이상 

특정한 사안의 해결을 통해 쉽게 해소될 수 없는 것으로 자리 잡으며, 세계 

속에서의 인물의 지위를 고통 자체로서 지정해 준다.

  이상과 같이 일련의 속임수 서사들과 소설 ｢생｣으로부터, 상상적 사랑의 

관념이 상징적 질서와 접속하면서 무의미한 것, 고통을 주는 것으로 전환되

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속임수 서사들에서 사랑의 관념을 이해하지 못

하는 애인들은 상징적 질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배신을 통해, 주

인공이 지닌 사랑의 관념이 지극히 상상적이며, 그래서 상징적 질서 속에서

는 그것이 온전히 실현될 수 없음을 주인공에게 명확히 깨우친다. 소설 ｢생

｣은 주체가 상상적 관념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깨우침(실

망)이 반복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으며, 주체의 고통 또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생｣의 주인공은, 위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내

가 품는 모든 희망은 결국 일시적인 속임수가 아닌가’ 하는 고정적인 의심

을 갖게 되었다. 이렇듯 실망과 의심이 일회적인 것에서 고정적인 것으로 

바뀌는 지점은, 주체의 주된 관심이 비로소 자신과 상징적 질서의 관계로 

옮겨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생｣의 주인공에게 ‘내가 무언가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자기

검열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별도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질문

은 달리 말해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내 주관적 기준에 비추어 참인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는 것이므로, 진정성을 유지하려는 태도에 해당하기 



- 104 -

때문이다. 즉 ｢생｣의 주인공은 점차 상상적 희망을 포기하고 자신과 상징적 

질서의 관계로 초점을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스스로의 내면을 솔직하

게 서술하려는 태도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체로 하여금 상상

적 관념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진정성은 앞서 2장

에서 살펴본 낙관적인 ‘양심’과는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다. 실로 염상섭과 

이익상에 이르러, ‘양심’ 개념 자체가 이와 같은 성격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3.2. ‘양심’ 개념의 확장

3.2.1. 생활인의 자조와 자책

  염상섭의 초기작들은 회의와 냉소를 가장 기본적인 태도로서 무덤덤하게 

견지하는 인물들을 다수 내세운다. 이는 인물들이 지닌 ‘생’의 이념과 그들

을 둘러싼 생활 여건의 부조화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염상섭은 

문필활동 초창기부터 개인이 모든 권위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개성

을 발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으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주장을 

구현하는 데에는 개개인이 영위하는 생활의 차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자가 깨이고 수양이 있어야 하겠다고는 누구든지 하는 말이외다. 그러나 부

인네들이 깨이려면 (…중략…) 집 속에서라도, 하루에 몇 시간씩 조용히 들어

앉아서, 혹 잡지를 본다든지 혹 신문을 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할 

것이요, 그러한 시간의 여유를 얻으려면, 첫째에 살림살이를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하여, 한 시간 걸릴 일을 반 시간에 하도록 가정을 개량하여야 하겠

고, 가정생활을 개량하려면 산업이 흥왕하여서, 일반이 먹고 입는 데는 그리 

노심・노력치 않게 하여야 하겠으며, 또 그와 같이 하자면 자본량이나 가진 

소위 부자라는 자들의 머리를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널리 이용

하여 회사를 세우고 광산을 파고 큰 농장을 만들어 개척을 하게 하고 (…중

략…) 겨우 연명만 해 가고 자질의 교육도 변변히 못 시키는 오늘날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부인의 각성을 말해야 쓸데없다 생각합니다. (…중략…) 하

므로 순리로 말하면 여러분더러 깨이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깨일 만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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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만들어드리고 나서, 재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173)

  위의 글은 염상섭이 당시 개조론의 일환으로 널리 공유되었던 여자 해방 

문제에 관하여 쓴 것이다. 개조론 가운데서는, 여자도 아내나 어머니 역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자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된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염상섭은 그에 일단 동의하면서도, 여성들을 둘러싼 

생활환경이 변화하지 않고는 그러한 구호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리라고 보았

다. 여성이 자각을 얻으려면 독서와 사색을 할 시간적・심리적 여유가 확보

되어야만 하는데, 그러한 여유를 확보하려면 산업이 전반적으로 더 발달하

여 사람들이 보다 적은 노동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

는 것이다. 이 글의 제목이 ‘머리의 개조와 생활의 개조’인바, 염상섭은 개

인의 각성과 해방을 꿈꾸는 것 자체를 ‘머리의 개조’로, 그리고 그것을 실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하는 것을 ‘생활의 개조’로 구분

하고 있다.

  때문에 염상섭에게 있어 개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른 글에서 

그는 당시를 풍미하던 세계개조의 희망이 자칫 공허하고 기만적인 것일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해방을 전제로 하는 진정한 개조를 요구하였다. 개조는 

구호를 함께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에 걸맞는 해방적 변화가 

일어나야만 의미를 지니는 것인데,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열강들

의 전후처리는, 이미 그가 보기에 전쟁을 반성하며 등장했던 개조론의 본의

와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이 끝났다. 파리의 소위 미증유하다는 세계개조의 회의도, 푸르락불그락 

하면서도 하여간 무사히 최후의 막이 내린 모양이다. (…중략…) 그러나 ‘해방’

은 없었다. ‘해방’을 의미하는 개조는 없었다. (…중략…)

  내적 해방과 외적 해방, 영(靈)의 해방과 육(肉)의 해방, 정치생활의 해방과 

경제생활의 해방, (…중략…) 이것으로만 능히 진정한 개조를 기도할 수 있

다.174)

  

  이러한 이유로 그는 “내적 해방과 외적 해방, 영(靈)의 해방과 육(肉)의 

173) 염상섭, ｢머리의 개조와 생활의 개조｣, 여자시론, 1920.1(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전집1, 소명출판, 2013, 64~66쪽. 이하 문장전집으로 약칭).

174) 염상섭, ｢이중해방(二重解放)｣, 삼광, 1920.4(위의 책, 7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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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을 공히 요구한다. 당시 개조론을 제시한 많은 논자들이 대체로 성향

에 따라 정신적 변화를 의미하는 ‘내적 개조’와 물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외

적 개조’ 가운데 어느 하나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다면, 염상섭은 양자 모

두를 불가결한 것으로 보는 동시에, ‘개조’라는 용어를 세심하게 ‘해방’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분명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강조한 것이다.

  한편으로 염상섭은 앞서 여자 해방 문제에 있어 여성들이 영위하는 생활

이 관건이라고 보았듯이, 한 개인으로서 염상섭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문제

에 있어서도 자신이 영위하는 생활이 관건임을 직시하고 있었다. ‘생활의 

성찰’이라는 부제가 붙은 다음 글에서, 그는 자신이 이론상으로 개성과 해

방을 강조했으면서도, 실상은 그 스스로도 생활상의 이러저러한 여건을 극

복하지 못하고 살아지는 대로 살아왔음을 뼈아프게 고백한다. 그리고 그 같

은 ‘여건’의 위력에 지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유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이것이 “자기해방의 출발점이요, 생활개조의 제1조건이며, 또 그 과정”175)

이라고 한다.

자기학대 개전(改悛)의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중략…) 그러나 이것은 결

코 광명과 희망과 심각한 생의 충동이 있어서 순간순간의 명맥을 연시(延施)하

고 있는 것은 아니외다. (…중략…) 이미 인생을 저주하고 부정하면서도 오히

려 ‘Yes’라고 하는 것─은 큰 모순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도리어 연석에 더 오

래 앉아 있으려는, 즉 인생을 긍정하려는 유력한, 아니오, 유일한 이유가 됩니

다.176)

  제군은 날더러 약한 자, 낙오자, 무주견(無主見)・무정심(無定心)한 자라고 

책하지 마시오. 그럴 권리가 제군에게는 없습니다.

  신불(神佛)더러 마귀가 되라고 하고, 악마더러 신불이 되라고는 못하는 법입

니다. (…중략…) 내가 늘 사상과 및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긍부(肯否) 

양로(兩路)에서 방황하다가 금일의 입각지에 도달한 것을, 선악으로 해석치는 

못할 것이외다. 이와 같은 금일까지의 불순한 동요는 ‘경우’, 사위(四圍), 생리

적 과정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없지 않지만, 그 배후와 근저에는 성격의 위력

이 있음을 간과치 못하겠기 때문이외다.177)

175) 염상섭, ｢자기학대에서 자기해방에──생활의 성찰｣, 동아일보, 1920.4.6(위

의 책, 79쪽).

176) 위의 글, 동아일보, 1920.4.8(위의 책, 81쪽).

177) 위의 글, 동아일보, 1920.4.9(위의 책,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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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스스로를 꾸짖는 염상섭의 목소리가 곧 ‘양심’의 목소리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다. ‘양심’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여건 때문에 자기를 포기해서

는 안 된다. 마치 살림을 꾸리느라 독서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음에도 어떻

게든 책을 읽는 여성처럼, 혹은 임노월이나 박종화가 부조한바 사랑을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연인처럼, 어떠한 곤경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양심’은 이 가능성을 계속해서 돌

아보게 한다. 그러므로 다시금 자기를 살리겠노라고 하는 염상섭의 다짐은, 

달리 말하면 앞으로 ‘양심’을 거스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도 같다.

  그런데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은, 이 다짐이 개성의 발현을 강조했던 당

초의 주장과 완전히 동일한 성격을 띠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가 궁극적으

로 ‘개성의 발현을 위해서’ 여건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맞지만, 이 

다짐의 주체는 생활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을 개조’하려는 자로서, 

결코 본래 자신이 놓여 있는 생활의 지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사실 이 다짐은 더 이상 “광명과 희망과 심각한 생의 충동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생을 저주하고 부정하면서도” 기어이 하는 것이다. 즉 

이 다짐은 생활의 위력에 휩쓸려 개인으로서의 비전이 꺾이던 그때에 이미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서, 정확히 말하면 “생의 충동”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

니라, 더 이상 이렇다 할 “생의 충동”이 없더라도 지리한 암중모색의 삶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염상섭은 자신이 독자들에게 일견 “약한 자, 낙오자, 무주견(無主

見)・무정심(無定心)한 자”라고 평가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그 같은 비난을 거부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든 권위를 단

호하게 부정하고 자유로운 개인으로 선뜻 거듭나지 못하는 데는, 여건뿐만 

아니라 자신이 타고난 성격 탓도 있는데, 이 타고난 성격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신불(神佛)더러 

마귀가 되라고 하고, 악마더러 신불이 되라고는 못하는 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보면 그는 분명 ‘양심’의 가책을 달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가책에 항변하며 ‘비양심’적인 상태를 유지하기도 한다.

  실로 염상섭 초기소설의 인물들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면

서, ‘양심’만을 따를 수도 없고 그것을 폐기할 수도 없는 생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끈질기게 질문한다. 앞서 언급한 ‘신불은 악마가 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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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신불이 될 수 없다’는 비유는, 염상섭이 초기 3부작을 묶어낸 단행

본 견우화(牽牛花)(1923)의 자서(自序)에서 다시 등장한다. 이 점은 위에

서 살펴본 ｢자기학대에서 자기해방에──생활의 성찰｣에서의 문제의식이 초

기소설들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계됨을 뒷받침한다.178)

야차(夜叉)의 마음을 가진 보살이나, 보살의 마음을 가진 야차나 그 모순에 고

뇌・번민하는 것은 같을 것이다. 야차에게 야차의 마음이 있고, 보살에게 보살

의 마음이 있을진대, 자기의 개성 그대로가 정당히 완성되고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진대, 자기를 자기대로 온전히 살릴 수가 있을진대 아무 모순도 없고, 

따라서 아무 고통과 오뇌도 없을 것이다. (…중략…)

  소설이란 것이 (…중략…) 이 모순과 분열에 고민하는 양(樣)을 그대로 묘사

하여 강한 인상을 줌으로써 인생에게 대하여 일개(一個)의 제안을 하든가, 혹

은 거기에 해결을 주어서 인격과 사상의 통일과 완성을 기획함에 그 대부분의 

사명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179)

  윗글에서 염상섭은 개성을 마음껏 발현할 수 없어 고통과 오뇌에 시달리

는 개인을 “야차의 마음을 가진 보살” 또는 “보살의 마음을 가진 야차”라고 

비유한다. 야차가 야차의 마음을 가졌거나, 보살이 보살의 마음을 가졌다면 

아무런 갈등도 할 필요가 없겠으나, 자기 존재와 마음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상태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견우화에 실린 작품들이, 

그 같은 고민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하나의 선택지나 해결의 단서를 제안하

려 한 것이라고 염상섭은 설명한다. 이 지점에서 ‘야차의 마음을 가진 보살’

이, 개성의 발현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감행하지 못하는 염상섭 자신이기

도 했음을 고려하면, 이들 초기작에서의 갈등은, 염상섭이 토로한 존재론적 

고민을 십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보면, 견우화에 수록된 그의 첫 작품 ｢표본

실의 청개구리｣(1921)는 회의감에 시달리는 청년이 광인 김창억의 자기 확

178) 실로 염상섭에게 있어 자아관과 예술관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특히 그는 작

품을 비평할 때 ‘예술가적 양심’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으며, 그러기 

위해 작가 개인의 인격이나 그를 둘러싼 개인적 정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도 생각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최현식, ｢유학생 문예잡지에서 비평 담론의 형성

과 분화 ─창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33,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420~421쪽.

179) 염상섭, ｢자서(自序)｣, 견우화, 박문서관, 1923(문장전집1, 275~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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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행동력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서사로 읽힌다.180) 이 소설에 등장하는 

김창억은 자신이 세운 이상을 따르고자 진지하게 노력하지만 주변 사람들로

부터는 광인 취급을 받는다. 그는 원두막을 지어 놓고 그것을 ‘하느님의 도

움으로 지은 삼층집’이라고 주장하고, 스스로 ‘동서친목회’라는 조직의 회장

을 자임하며 세계 각국을 경찰(警察)해야 한다는 사명을 드러내기도 하는 

인물이다. 청년 X군은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이 김창억을 방문하게 된다. 

이때 친구들은 여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김창억을 그저 구경거리로 여기

고, 짐짓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의 진지한 계획을 비웃는다. 

그러나 X군의 반응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는 김창억을 알게 된 후 또 다

른 친구 P군에게 편지를 보내어, 김창억을 가리켜 ‘실신자’(失神者)라고 표

현했다가 다시 ‘자유민’이라고 고쳐 말한다. 또한 김창억이 “우리의 욕구를 

홀로 구현한 승리자” 같아서, 아무리 해도 김창억의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고 한다.

  

3원 50전으로 삼층집을 짓고, 유유자적하는 실신자(失神者)를──아니오, 아니

오. 자유민을 이 눈앞에 놓고 볼 제,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소. (…중

략…) 우리의 욕구를 홀로 구현한 승리자 같기도 하여 보입디다…… 나는 암

만하여도 남의 일같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181)

  이 진술로부터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하나는 사실 X군을 포함한 청

년들의 욕구와 김창억의 욕구가 비슷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김창억의 욕구 구현 방법은 청년들도 동의할 만한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청년들은 김창억을 보고, 한편으로는 동질감을 느끼고 그 실행

력에 감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삼층집이나 동서

친목회 건립에 완전히 감화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이중적 태도는 X군이 친구 Y군에게서 받은 편지에서도 드러난다. 소

설의 말미에서 Y군은 김창억이 삼층집을 불태우고 사라졌다는 소식을 X군

에게 전하면서, 이 내용을 ‘원두막 한 채가 불에 탔고 집주인은 종적을 감

180) 이하 염상섭 작품에 관한 분석은 이은지, ｢다이쇼기 ‘개인’ 담론의 지속가능한 

발전: 염상섭 초기 소설에 나타난 낭만적 아이러니｣, 일본비평16,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2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81) 염상섭, ｢표본실의 청개구리｣, 개벽, 1921(인용문의 현대어역은 김경수 편, 

두 파산: 염상섭 단편선, 문학과지성사, 2006,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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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었다’고 정리한다면 “사실은 지극히 간단할 것”이라고 한다. 또 X군이라

면 김창억의 행동을 ‘현실 폭로의 비애’ 때문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예상한

다. 그러나 Y군은 이 사건을 ‘지극히 간단한 사실’ 혹은 ‘현실 폭로’로 정리

하기를 거부하며, 김창억이 어떤 신념에 따라 금강산으로 이동하고자 3층 

위에서 뛰어내려왔고, 건축물은 신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해석한다.

유곽 뒤에 지어놓았던 원두막 한 채가, 간밤 바람에 실화하여 먼지가 되어, 날

아간 뒤에, 집주인은 종적을 감추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극히 간단할 것

이오. 그러나 불은 왜 놓았나? (…중략…) 추위에 못 견디어서……라고, 세상 

사람들은 웃고 말 것이오. 그리고 군더러 말하라면 예의 현실 폭로라는 넉 자

로 설명할 것이오. 그러나 (…중략…) 현실 폭로의 비애를 감(感)하여 그리하

였다 하면, 방화까지는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오…… 신의에 따라서만 살 수 

있다는 신념을 확집(確執)한 그는, 인제는 금강산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3

층 위에서 뛰어내려온 것이오. 그리고 그 건축물은, 신에게 돌린 것이오. (…중

략…) 아── 그는 얼마나 위대한 철인이며, 얼마나 행복스러운가…… 반열(半

熱) 반온(半溫)의 자기를 돌아볼 제,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매도치 않을 수 없

다…….182)

  이때 Y군이 사용하는 ‘현실 폭로’라는 용어는 실제 염상섭의 문학론에서

도 자주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본래 일본 자연주의 평론가 하세가와 덴케

이[長谷川天溪]가 제시한 비평 용어로, 주로 ‘개인’의식에 눈뜬 사람이 기성

사회에 대해 갑작스럽게 느끼게 되는 회의감과 실망을 가리킨다.183) 염상섭

은 이 ‘현실 폭로’가 개인으로 하여금 ‘환멸’을 느끼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과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된다고 

보았다.184)

182) 위의 책, 65쪽.

183) 長谷川天渓, ｢現實暴露の悲哀｣, 自然主義, 博文館, 1908.

184) ‘환멸’ 또한 덴케이의 용어로, ‘현실 폭로’와 함께 기성사회의 질서와 ‘개인’ 간

의 거리를 강조하는 맥락을 담고 있다. ‘환멸’과 ‘현실 폭로’가 공히 기존 권위의 

부정 및 개성의 자유로움과 연결되는 지점을, 다음과 같은 염상섭의 언급에서 구

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일언(一言)으로 폐(蔽)하면, 모든 권위와 우상이 환멸된 생활, 자기의 내

면에 미만파식(瀰蔓播殖)된 제2천성 혹은 성벽(性癖)(속어(俗語)의 의미가 아니

요)의 뇌각(牢却)을 탈각한 생활,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방해치 않는 생활……. 

일체로부터 해방된 생활을 이름이외다(염상섭, ｢지상선(地上善)을 위하여｣, 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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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이 ‘현실 폭로’라는 용어는 기성사회의 인습이 아

니라 김창억의 계획을 향하고 있다. 기존의 인습과 김창억의 계획에 대해 

동일한 용어를 적용했다는 점으로부터, 김창억의 계획이나 그와 일견 동일

시되었던 청년들의 이념 또한 환멸의 대상이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발견

할 수 있다. 청년들이 기성사회의 질서를 그토록 수월하고 단호하게 부정할 

수 있었다면, 김창억과 청년들의 비전 또한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함의도 전

달하지 못하고 단호하게 부정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실상 Y군은 김창

억의 집이 조잡한 원두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보이는 그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간단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사실 그대로 말하기를 피하면서 굳이 그 원두막을 신에게 바쳐진 삼층

집으로 보려 한다. 이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웃고 말 것”임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고, 그 같은 시선을 전연 부정할 수 없으면서도, 끝내는 ‘세상 사람

들’의 태도와는 다른 태도를 유지하려는 Y군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로 염상섭은 자신들에 대한 ‘현실 폭로’를 이미 목도하면서도 그것을 

면해 보려는 작품 속의 청년들처럼, 염상섭 자신 또한 ‘현실 폭로’에 절망하

면서도 어떻게든 그것을 헤쳐 나가고자 했다고 말한 바 있다.185) 이를 고려

하면 작품 안에서나 밖에서나 염상섭이 줄곧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어떤 새

로운 이념을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실상은 그 스스로도 더 이상 그 이념

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미적미적한 태도, 즉 ‘비양심’적 상태다. 김창억이 

자기 뜻대로 사업을 실행하는 위대하고 행복한 철학가인 데 반해, 자신들은 

“반열(半熱) 반온(半溫)”186)한 태도에만 머물러 있다고 반성하는 청년들은, 

결국 “끓는 충동이 없음”187)을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염상섭 자신의 모습과

도 겹쳐지는 것이다.

활, 1922.7).”

185) “선미(善美)하리라고 몽상하고, 선미케 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바라던 인성

(人性)의 모든 추악, 모든 간악, 모든 약점을 볼 때, 가장 통절한 현실폭로의 비

애에 울 제, 사회현상의 근저적(根底的) 불합리와 권위의 압도, 개성의 무시를 분

개할 제, 나는 아아, 나는 관목(官木)에 대패질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

략…) 요 적은 힘으로 무엇을 하리요. 요 적은 힘으로 소위 인류를 위하여, 문화

의 궁전의 역사(役事)에 한줌 흙을 부을 수도 없거니와, 설혹 그리할 수 있다 하

기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목덜미를 어루만지던 다음 순간에는 이미 희망의 

날개가 서리 맞은 박잎이 되었습니다(염상섭, ｢자기학대와 자기해방에｣, 문장전

집1, 80쪽).”

186) 염상섭, ｢표본실의 청개구리｣(김경수 편, 앞의 책, 66쪽).

187) 염상섭, ｢저수하(樗樹下)에서｣, 폐허, 1921.1(문장전집1,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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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상섭 초기소설에서는 청년남녀의 연애 소재 또한 이처럼 섣불리 빠져들 

수도, 아예 포기할 수도 없는 요소로 다루어진다. 예컨대 ｢암야(暗夜)｣
(1922)의 주인공 ‘그’는 글 한 편 써내지 못하는 스스로를 조소하고 진정성

과 성실함이 결여된 예술가 친구들을 비판하는 한편으로, 약혼자인 N에 대

해서도 진심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비판한다. 즉 여기서 연애라는 

것은, 진정한 예술가가 해야 할 예술과 같이, 진정한 애정을 품은 자가 마

땅히 했어야 할 일로 전제되어 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약혼자에게 

서먹한 감정만 지닌 ‘그’는, 글을 써내지 못하는 작가로서 스스로를 책망할 

때처럼 사랑에 빠지지 못하는 스스로를 책망한다.

요사이 그의 또 한 가지 고통은, 의식적이 아니고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불쌍한 여자다. 자기의 불순으로 상대자의 순결을 더럽히는 죄악의 대

상(代償)으로라도, 그를 사랑하여야 하겠다는 의식이나, 조건이 없고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그에게는 일종의 고통인 동시에 비애였다.188)

  연애에 관한 이 같은 태도는 만세전(萬世前)에서도 관찰된다. 이 작품

에서 주인공 이인화와 시즈코[靜子]의 관계는, 작품의 처음과 끝에 적지 않

은 분량으로 서술되어 이인화의 성찰을 일으키는 요소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관계에 임하는 이인화의 태도는 앞서 살펴본 다른 작

품 속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미적지근하고 타산적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는 시즈코에게 새로운 결심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고 다시 일본으로 떠나기

에 이르는데, 이 점에서 서울에 다녀가는 그의 여로 전체는, 실상 회의적이

고 수동적인 태도로부터 결단력 있고 능동적인 태도로 전환되는 과정과도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

편지까지 받게 되고 보니, 불쾌할 것은 없으나 다소 예상외인 감이 없지 않았

다. 물론 어떠한 정도의 애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 생명

의 내용인 연애도 아니려니와, 설혹 연애에 끌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공연히 자기의 생활에 파란을 일으키고, 공연한 고생을 벌여가며, 안

가(安價)한 눈물과 환멸의 비애를 사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중략…) 옆에 

앉았을 지경이면, 그대로 답삭 껴안고, 네 눈(四眼)에서 흘러나오는 쓴 눈물을 

같이 맛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그 순간뿐이었다.

188) 염상섭, ｢암야｣, 개벽, 1922.1(김경수 편, 앞의 책,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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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집애하고 키스를 하면서도 침맛을 분석하는 놈에게, 애(愛)가 있다는 것

부터 틀린 수작이다.’189)

  우선 미적지근하고 타산적인 이인화의 면모를 위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여기서 이인화는 아내와 시즈코를 두고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고민한

다. 여기서 아내는 애초에 조혼의 풍습으로 맺어진 터이므로, 사랑의 대상

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이인화의 아버지가 한방치료를 고집하는 바람

에 양의(洋醫)를 한번 써 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점에서, 이인화의 아내는 

흔히 해석하듯이 분명한 구시대적 질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

해 시즈코는 유학지에서 알게 된, 이인화에게 얼마간 연애감정을 일으키는 

사람이자 ‘반역자’로도 평가되는 사람이다.190) 그러나 이인화는 작품의 서두

에서, 시즈코와도 본격적인 연애를 할 수는 없다고 못박는다. 시즈코에게 

어느 정도 애착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내용인 연애”는 아니며, 

연애하기로 한다 치더라도, 그 때문에 공연한 파란을 일으켜 “환멸의 비애

를 사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인화는 ｢암야｣의 ‘그’와 유

189) 염상섭, ｢만세전｣, 고려공사, 1924(김경수 편, 만세전: 염상섭 중편선, 문학

과지성사, 2014, 31~34쪽).

190) 시즈코를 지칭하는 ‘반역자’라는 표현은 막스 슈티르너(Max Stirner)의 용어로

서, 염상섭의 개성론과 초기 소설들 속 인물의 관점이 긴밀하게 관련돼 있음을 

알려준다(염상섭과 슈티르너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최인숙, ｢염상섭 문학의 개인

주의｣, 인하대 박사논문, 2013; 이경민, ｢염상섭의 자기혁명과 초기 문학｣, 민족

문학사연구60, 2016 참조).

  슈티르너는 사회로부터 주어진 도덕과 진리 등을 무(無)로 간주하고, 개인이 

오로지 자신의 이해(利害)와 의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에고이스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영원한 관념이나 가치에도 기대지 않고, 그러한 관념의 

굴레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자신의 유일함을 향유함으로써 적극적인 의미의 자

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슈티르너의 ‘반역(Empörung)’ 개념은 이렇듯 고정관

념으로 인해 소외된 현실 속에서 개인이 감행하는 에고이스트로서의 자기확인이

다. 따라서 이는 ‘혁명’과 구별된다. ‘혁명’이 특정한 상황이나 사회적 조건을 전

복하여 실질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반역’은 제도에 어떤 희망도 걸지 

않으며, 제도의 전복 자체보다도 제도를 뛰어넘는 데서 일어나는 나의 고양에 초

점을 둔다(김은석,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우물이있는집, 2004, 110~133쪽).

  염상섭이 참조한 이 ‘반역’ 개념을 고려하면, ‘반역자’인 시즈코는 염상섭이 정

립한 개성론의 구현자이자, 세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연애의 상대로서 

더없이 적합한 인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인화가 이런 시즈코와의 연애에

도 자신 없어 한다는 점이다. 이 지점은 염상섭에게 있어, 개인의 자유로움을 강

조하는 일련의 담론들이 제출된 후에도, 그것이 실현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

안의 문제가 대두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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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자신이 “일 여성을 사랑할 수 없을 만치 타락하였다”191)고 자조한

다.

유형무형한 모든 기반(羈絆), 모든 모순 모든 계루에서, 자기를 구원해내지 않

으면, 질식하겠다는 자각이 분명하면서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자기의 약점

에 대한 분만(憤懣)과 연민과 변명이었다.192)

하고 보면 결국 사람은, 소위 영리하고 교양이 있으면 있을수록(정도의 차는 

있을지 모르나), 허위를 반복하면서 자기 이외의 일체에 대하여, 동의와 타협 

없이는, 손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기적 동물이다. (…중략…) 위선 어떠한 

표준하에, 선인이나 악인이 될 것이요, 한층 더 철저히 그 양안의 사이에 흐르

는 진정한 생활이라는 청류에, 용감히 뛰어들어가서 전아적(全我的)으로 몰입

한다 하면, 거기에는 세속적으로 낙오자에 자적(自適)하겠다는 각오를 필요조

건으로 한다……193)

  시즈코와의 연애가 공연한 파란을 일으킬까 봐 걱정한다는 것으로 보아, 

이인화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진심어린 사랑도 또 다른 관점에서는 아

무 함의도 없는 방종으로 여겨지는 일이다. 그는 이런 걱정을 하는 스스로

를 보고, 사람은 영리하고 교양 있을수록 허위를 반복하면서, 타인과의 동

의 및 타협 없이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이기적 동물이라고 하면서, 자

신이 바로 그런 이기적인 인간임을 자조한다. 자신이 바라는 바를 마음껏 

실행하는 ‘진정한 생활’에 몰입하려면, 세속적으로는 낙오자가 되겠다는 각

오를 해야만 하는데,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 자기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 부족으로, 이인화는 

자신의 연애감정에서 거리를 두면서 시즈코의 조건을 따지고, 이렇게 조건

을 따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확신이 더욱 부족해지는 악순환을 

겪는다.

  여기에서 줄곧 대립하는 것은, ‘진정한 생활’에 몰입해야 한다고 다그치는 

‘양심’과,194) 그 정도의 확신은 도저히 갖지 못하는 ‘비양심적’인 마음이다. 

191) 염상섭, ｢만세전｣(만세전: 염상섭 중편선, 35쪽).

192) 위의 글(위의 책, 24쪽).

193) 위의 글(위의 책, 27쪽).

194) ‘진정한 생활’과 ‘양심’ 개념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진술로부터도 확인된다.

“‘내 처’가 죽어가는데 술을 먹다니? 하는 소위 ‘양심’이 머리를 들지만,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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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김창억을 보면서 그와 같이 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는 누군가의 눈에 광인으로 비칠 것을 두려워했던, ｢표본실의 청개구리｣의 

청년들과도 유사한 구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염상섭은 당대의 자유롭

고 창조적인 개인 관념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얼마

나 뚜렷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괴롭고도 침착하게 질문했다. 그리고 

이 같은 초기 작업들을 통해 ‘비양심적’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생활인의 

불안을 부조했다. 상기하건대 이러한 불안은 ‘양심’에 부합하지는 않을지언

정 인물이 처한 생활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데서부터 발생한 것이다. 

때문에 앞서 살펴보았듯이 염상섭은 ‘비양심적’인 불안에 일견 정당성을 부

여하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미 부여는 아래에 서술하는바 이익

상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다.

3.2.2. 생활고의 ‘양심’적 면모

  이익상의 ｢연(戀)의 서곡(序曲)｣(1924)은 염상섭 초기소설에 나타난 미온 

미열의 연애관을 강하게 환기한다. 이 소설은 연애관계로 엮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관한 사이도 아닌 남녀 학생 간의 신경전을 주된 서사로 

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주인공 남학생이자 서술자인 ‘내’가 다른 남

학생들의 열렬한 연애를 유치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 그리고 

이성적 호감을 포함한 자기 자신의 감정 일체를 수시로 자기의 ‘양심’에게 

확인받으려 한다는 점이다. 

나는 마음에는 그 여자가 나에게서 멀어질까를 두려워하며 또는 모처럼 오늘

까지의 호감을 저버리는 것을 아까워하면서도, 하루라도 속히 문제의 중심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기뻐하였다. 사실 그만큼 비겁하였었다. 그것은 나의 현실

진정한 양심이 아니라, ‘관념’이란 악마가, 목을 매서 끄는 것이다. 사람은 그릇된 

관념의 노예다. 그릇된 도덕적 관념으로부터 해방되는 거기에 진정한 생활이 있

는 것이다(위의 글, 위의 책, 22쪽, 강조는 인용자).”

  이는 2장 2절에서 살펴본 ‘양심’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염상섭 또한 ‘양심’

을 도덕적 관념에서 해방된 개인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장에서 논

했듯이 실상 이인화가 주목하는 것은 ‘양심’이나 ‘진정한 생활’ 자체가 아니라 거

기에 미달되는 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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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케 한 까닭이었다.195)

  나는 이때에 양심에 여러 번 물어보고, 또는 장래에 대한 여러 가지의 보장

을 헤아려본 뒤에 용기를 내어

  “나는 당신을 누이동생이나 다름없이 여기니 말이지, 남자란 것은 여성에 

대하여 모두 악마라고만 생각하면 큰 실패는 없을 것이오. S! 나도 악마인지 

알 수 없소. 당신과 같은 아무 경험 없는 처녀들은 극히 조심하여야 합니

다…….” 말하였다.

  나는 나의 주장인 연애는 운명이란 생각과는 저어되는 말이라 깨달을 때에, 

나는 나의 무책임한 설교하는 것 같은 태도를 스스로 비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나의 욕망의 한구석에 숨겨 있던 K양의 마음을 어디까지든지 나의 마

음에 품어두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예사로 설명하게 한 것이었

다.196)

  우선 ‘나’는 일본의 한 기숙사에 살고 있는 유학생이다. 그리고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 드러나듯이, 기숙사의 유일한 여학생 K와 자주 이야기를 나

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사생들로부터 뒷말을 듣고 있던 처지에 있었다. 그

런데 노래와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는 새로운 남학생이 기숙사에 등장하고, 

K의 관심이 그에게로 기울어지면서, ‘나’는 사생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벗어

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 ‘나’는 한편으로 불필요하게 주목받지 않게 된 

것에 안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K와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를 두려워한

다. 그 같은 이중적인 마음을 스스로 비겁하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는 자신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성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한

다.

  이러한 자신과 달리,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모르고 아주 사소한 계기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다른 남학생들을, ‘나’는 어리고 순진하다고 평가한다. 대

표적으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K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C군을 두고는 ‘철없

고 동정을 못 뗀 어린 학생’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구애로 고민하는 K 또한 

‘단꿈을 꾸는 어린애’라고 생각한다. 즉 이 소설에서 청년남녀의 연애는 어

리고 순진한 사람들이나 빠져드는 유치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고, 서술자 

195) 이익상, ｢연의 서곡｣, 개벽, 1924.4(최명표 편, 이익상 단편소설 전집, 현

대문학, 2009, 76쪽).

196) 위의 글(위의 책, 84쪽). (강조는 인용자)



- 117 -

‘나’는 스스로가 그런 일에 엮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K와 멀

어지는 것을 섭섭하게 느낀다는 데서 이미 드러나듯이, 실상 ‘나’ 또한 연애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나’의 마음속에 은근히 연애를 기대하는 마음과, K의 

기숙사 생활을 현실적으로 내다보는 마음과, 양자 사이의 부조화를 직시하

며 자조하는 마음이 모두 공존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는 자기의 “양심

에 여러 번 물어보고” 나서 K의 장래를 걱정하며 연애를 경계하라고 K에게 

조언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에는 사실 이 조언조차도 K를 계속 가까이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왔음을 깨닫고, “스스로 비웃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자조 또한 ‘양심’적인 것이라고 추론하고 보면, 흥미롭게도 이 지점에서 

‘양심’은 현실적인 여건을 헤아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일과도 관련되고, 사

실은 연애하고 싶음을 인정하고 이성적 판단을 비웃는 일과도 관련된다.

  즉 이익상은 염상섭과 유사하게 사랑에 빠지지 못하는 현실적인 인간의 

성정을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 염

상섭이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양심’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스스로를 매섭게 다그쳤던 데 비해, 

이익상은 애초에 ‘연애하고 싶은 마음’과 ‘자기의 여건을 헤아리고 조심하는 

마음’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이 ‘양심’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이익상은 염상섭이 ‘비양심’적이라고 분류했던 미적지근한 태도들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여건에 결부된 자기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의 진정

성 있는 태도, 즉 확장된 의미의 ‘양심’적인 태도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더 분명하게 제기한다.

  물론 ｢연의 서곡｣의 ‘내’가 잘 보여주듯이, ‘양심’의 의미역을 그처럼 재설

정한다고 해도 내적 갈등이 결코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확장된 의미의 

‘양심’은, 분명 그 내적 갈등 속에 그것을 유지할 만한 일정한 이유가 있음

을 분명히 감지케 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로 이익상이 쓴 ｢생활의 

괴뢰｣(1924)라는 글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이익상은 문인으로서 자기 자

신의 ‘양심’을 언급했는데, 이때 그의 ‘양심’은 그가 현실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이상(理想)만을 쫓기도 허락하지 않고, 현실적인 여건에 얽매여 근근

한 삶만을 이어가기도 허락하지 않아,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서

술된다. ‘양심’이 이처럼 어떤 선택지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실상 ‘양심’

이 현재는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은 다른 특정한 선택지를 이미 상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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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항상 철석같은 이지(理智)가 없는 것이 한이다. 나에게 그와 같은 이

지가 없었거든, 아주 기분에 생활할 소질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것을 한한다. 

나는 자신 생활의 부조화로 고뇌할 때마다, 나는 섣부른 앎과 미즉한 양심이 

있는 것을 도리어 한한다. 나에게 그러한 아무것도 없었더면, 따뜻한 밥 한 숟

가락과 훌은한 국 한 모금이 족히 나에게 환희와 위안을 줄 것이다. 나는 모

든 것을 몰각하고 본능적 생존에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그도 할 수 없다. 왜? 

조그만 앎과 미즉한 양심이 허락지 않으니까. 나는 본능적 생존을 떠나 법열 

삼매의 경에 들어가려 한다. 그러나 본능적 생존의 모든 조건이 허락지 않는

다. 아! 고민!” 

  그는 소리쳐 꾸짖으며 “이 생활의 괴뢰여! 비겁자여!”

  나는 부르짖으리라. “네! 그렇소이다. 생활의 괴뢰이외다. 비겁자올시다. 나

는 이러하므로 고민이란 형벌을 받소이다. (…중략…) 그러나 나는 억지로 무

슨 자취를 남기려고 노력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미즉한 양심이 그것조차 허

락지 않습니다.”197)

  먼저 이 글에서 이익상은 창작에 임하고자 했던 의욕과 생활의 문제가 충

돌한 가운데, 본인의 뜻은 전자에 두었으면서도 그에 전념하지 못했던 자신

을 질책한다. 스스로 문학자가 되고자 한 이유를 생각할 때면 으레 자기 

“내부의 열렬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다가도, 냉정하게 돌아보고 

“네 경정(經程)이 내부 생명의 열구(熱求)와 저어(齟齬)된 바가 없는가”를 

자문한다면 ‘모순뿐이고 저어뿐이다’라고 대답해야만 한다고 한다.198) 그러

한 대답이 나오는 것은 자신의 이상과 현실에 큰 간극이 존재하고, 그럼에

도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라고 한다. 즉 이익상은 문인으로서 스스

로도 ‘비양심’적 상태에 있음을 토로한 것이다.

  위의 언급에 이어서, 이익상은 자신이 ‘철석같은 이지’와 ‘아주 기분에 생

활할 소질’ 중 어느 쪽도 가지지 못했다고 한탄한다. ‘철석같은 이지’를 지

녔더라면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하며 안락하게 사는 것에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을 터이지만, 쓸데없이 “섣부른 앎과 미즉한 양심”을 지닌 탓에 그

197) 이익상, ｢생활의 괴뢰｣, 개벽, 1924.4(최명표 편, 이익상 문학전집4, 신아

출판사, 2011, 51쪽). (강조는 인용자)

198) 위의 글(위의 책,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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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삶에 만족하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결연하게 떠나지도 못하는 비겁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이익상의 “미즉한 양심”이, 내부 생

명의 열구를 따르지 못한다고 꾸짖을 뿐만이 아니라, “억지로 무슨 자취를 

남기”지도 못하게 한다는 점이다. 본래 ‘생’의 실현을 추구하고 확인하는 

‘양심’이라면, 단연 주체에게 ‘내부 생명의 열구를 따르라’는 명령만을 했을 

것인데, 이익상이 가진 ‘미즉한 양심’은 ‘내부 생명의 열구’가 있다 하더라도 

여건상 무리를 해 가며 억지로 그것을 따르지는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

건상 무리를 해 가며 억지로 ‘내부 생명의 열구’를 따르려 할 때에는, 생활

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어긋나는 데서 오는 다른 차원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미즉한 양심’은 이런 종류의 불편함 또한 ‘양심의 가책’ 속에 포함시킴으로

써, ‘양심적인 태도’의 범위를 확장해 놓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 이전에 ‘비

양심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던 불안 또한, 여기에 이르러서는 ‘양심적’인 태

도에 포함된 것이다. 이는 앞서 염상섭이 ‘비양심적’ 태도에 일정한 정당성

을 부여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직접적으로 ‘양심’

의 의미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처럼 확장된 의미의 ‘양심’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부 생명의 열구’를 따른다는 것과 생활을 꾸려 가는 일의 조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물론 현재 이익상에게 있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조화는 다른 형태가 아닌 불안과 괴로움으로서만 그의 앞에 출현

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그가 토로하는 불안과 괴로움 속에는, ‘생’의 실

현과 생활세계의 유지가 반드시 양립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청이 숨어 있다. 

따라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일은, 사실 ‘생’의 실패 그 자체를 부각하는 것만

이 아니라,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현실적인 생’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포착하고자 하는 일과도 같다. 후술하겠지만 그가 문예론에서 ‘고뇌’의 표현

을 꾸준히 강조한 점, 그리고 문필가의 생활여건 문제를 면밀하게 다룬 점

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실로 이익상은 문필가의 생활 여건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생’의 실

패의 원인이 자신의 성정에만이 아니라 문학자를 둘러싼 여건에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 점에서도 그는 염상섭과 상당히 유사한 접근 방식을 보인

다. 염상섭이 여성 해방 문제를 논함에 있어 여성들의 생활 여건을 먼저 지

적했듯이, 이익상은 신문학 건설을 논함에 있어 문인들의 생활 여건을 지적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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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선에는 신문이나 잡지가 아직 상품화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중

략…) 그러므로 생활의 보장을 얻을 수 없는 장래가 유망한 문인이나 예술가 

중 아주 근기 있는 사람이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업을 구하게 됨이 아닌가? 붓 잡았던 손으로 괭이도 들고, 펜 잡던 손으로 산

반(算盤)도 긁적거리게 된다. 문사로서 가장 이상에 가까운 문필의 직업은 신

문이나 잡지이지마는, 그 속에 들어가면 역시 자기의 창조 생활과는 연이 먼 

타협 굴종뿐이다.199)

  그는 조선에 독서 수요가 적고 신문이나 잡지 등의 매체가 상업적으로 활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가 유망한 문인이나 예술가도 대개는 생계를 

위하여 적성과 무관한 직업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익상이 보기에 이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 폐단을 낳는데, 하나는 생계를 걱정할 필요

가 없는 부르주아만이 문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과 무관한 

문학을 양산하게 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생계전선에 뛰어들면서 생활

의 실상을 취재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문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글을 쓰는 사람에게 그나마 관련성 높은 직업은 신문이나 잡지사 

직원이지만, 그 또한 ‘자기를 창조하는 생활’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궁극

적으로는 현실에 굴종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이익상은 말한다.

  이익상의 진단처럼 생활 여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양심’과 분

열된 채로 살아가는 문인의 심정은, 김형원의 시편들로부터 뚜렷하게 확인

할 수 있다. 김형원은 1920년대 초 여러 작품에서 밥벌이로 ‘하기 싫은 일’

을 해야만 하는 괴로움을 토로했다. 이론상으로 그는 동시기 여러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와 창조력을 중시했다. 가령 ｢문학과 실생활의 관계

를 논하여 ──조선신문학건설의 급무를 제창함｣(1920)에서 “우리의 실생

활은 감정이라는 원동력 하에 지배”되기 때문에 “감정을 예술화”하는 문학

은 생활에 한층 활력을 더해 주며, 나아가 “위대한 인물이란 자기의 생의 

세력을 한껏 확장한 인물이요, (…중략…) 찬란한 역사의 페이지를 꾸미는 

사실은 가장 우아하고 가장 열렬한 감정의 발자취”라고 주장했다.200) 개인

199) 이익상, ｢건설 도중에 있는 우리 문단을 위하여｣, 매일신보, 1923.7.18~19

(위의 책, 39~40쪽).

200) 김형원, ｢문학과 실생활의 관계를 논하여 ──조선신문학건설의 급무를 제창

함｣, 동아일보, 19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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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정과 그 표현으로서 예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것이 인류 역사에 기

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 시기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김형원 또한 

당대 담론의 자장 안에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시 작품에서도 그는 ｢이향

(離鄕)｣, ｢노후한 요람에서｣ 및 ｢묘지｣1, ｢묘지｣2 등의 초기 작품들을 통해 

인습과 전통을 비판하고 ‘감정’과 ‘생명’이라는 키워드를 그 대척점에 내세

웠다. 그러나 다른 다수의 시들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먹고살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상태를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이때 시의 화자는 그

런 자신을 ‘미라’, ‘수인(囚人)’ 또는 병을 앓는 환자로 표현한다.

하기 싫은 일을 종일토록 하고

시가(市街)에 등불이 켜진 뒤에야

흐너진 옛 성을 바라보면서

내 집이라고 바삐 찾아들면

병중의 아내는 훌쩍훌쩍 울고

두 살 된 자식은 ｢아빠!｣ 하며

반기어 뛰어나와 나를 잡고

어서 올라오라고 지절대인다

아! 생활에 덜미를 눌린 나!

아! 건강을 파괴한 아내!

아! 고독에 우는 어린 것!

아! 이것이 무슨 상징일까!

- 김형원, ｢알 수 없는 상징｣(1922) 전문201)

살기 위하여 무덤을 파는 인생!

하기 싫은 일을 자원하는 대중!

너희는 너희의 얼굴을 보았느냐.

모든 직업의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

땅 위에 발붙인 모든 유상무상,

오! 너희는 무엇이 소원이냐, 구극(究極)의 목적은.

오! 나는 수인이다, 자유를 잃어버린,

201) 김형원, ｢알 수 없는 상징｣, 개벽, 1922.12(주근옥, 석송 김형원 연구, 월

인, 2001,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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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무것도 싫다, 나는 아무것도 싫다.

- 김형원, ｢수인의 생활｣(1922) 일부202)

  ｢알 수 없는 상징｣의 화자는 자신이 ‘생활에 덜미를 눌렸다’고 탄식한다. 

화자 자신은 밥벌이를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루 종일 해야만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병을 앓으며 울고 있고, 어린 자식은 외로움에 젖어 있다. 

화자는 가족 중 누구도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은데, 그럼에도 어떻게든 생활

을 꾸려 가려고 애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되묻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층위의 괴로움이 있다. 하나는 돈을 버느라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는 

괴로움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여전히 생활이 여의치 않은 탓에 자기 

뜻을 포기한 대신에 얻는 보람마저도 별로 없다는 괴로움이다. 이 두 가지 

괴로움은 화자가 들이는 노력에 대해 어떤 방면에서도 뚜렷한 의미를 부여

할 수 없게 만든다. ‘내 생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탄식

은 여기서부터 도출된다.

  ｢수인의 생활｣에서 동일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의 화자는 교도

소 근처를 지나면서 수감자들이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노역하는 장면을 목

격한다. 수감자들은 매여 있는 몸으로서 지시받는 일을 해야만 하지만, 딱

히 원해서 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며 힘없이 움직이고 있

다. 이에 화자는 이 수인들이나, 먹고살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자원하는 

대중”이나, 거기에 포함되는 자기 자신이나 모두 똑같은 처지라고 생각하

고, 작품의 후반부에서 ‘나는 수인이다’라고 단언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

런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자신은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싫다”는 말을 반복한다. 

  ｢백협조(白鵊鳥)｣(1922)라는 작품에서도, 김형원은 ‘살림’에 얽매인 처지

를 한탄하며 스스로를 ‘환자’로 인식하는 화자를 내세운다. 이때 화자는 창

가에 날아온 백협조에게 약을 물어와 자신의 병을 고쳐 달라고 부탁하며 반

복하여 백협조를 부른다.

열아홉 살 가을철에

사랑으로 앓을 적에

아침마다 아침마다

202) 김형원, ｢수인의 생활｣, 개벽, 1922.8(위의 책,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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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창머리 와서 울던

백협조야 정든 새야

(…중략…)

그렇지만 그때 병은

향기 나는 꽃밭 속에

꿀을 찾던 나비 장난

너도 실컷 맛을 알았으리

백협조야 정든 새야

싸게 타는 나의 가슴

재만 앙상 남아 있고

갈팡질팡 부는 바람

재나마도 쓸어가랴

백협조야 정든 새야 

어린 혼은 크기 전에

살림중독 병이 되고

외꽃 같은 얼굴에는

광대뼈만 앙상하다

백협조야 정든 새야

- 김형원, ｢백협조｣ 일부203)

  

  화자는 ‘살림에 중독’되어, 즉 먹고사는 문제에 짓눌려 사랑 같은 것은 생

각할 수조차 없어진 데서 병을 얻었다. 그래서 화자는 현재 자신의 가슴속

에 불이 꺼진 후 재만 앙상하게 남아 있으며, 갈팡질팡 부는 바람에 그 재

마저도 흩어진다고 말한다. ‘불’을 의욕이 샘솟는 상태에 붙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가슴속에 재만 남았음은 물론 그 재마저도 바람에 흩

어진다는 표현은, 본래 자신이 지닌 어떤 가치를 실제로 추구하지 못하고 

생각 속에서만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상태, 나아가 고된 생활이 계속된 나

머지 그렇게 ‘생각을 간직하는 것’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203) 김형원, ｢백협조｣, 개벽, 1922.11(위의 책, 221~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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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생각을 간직하는 것’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 “갈팡질팡”한 상태는, 

앞서 염상섭이나 이익상이 문제시한 미온미열의 태도, 즉 어떤 선택지도 마

음 편히 고를 수 없는 가치론적 고착 상태를 상기하게 한다. 이처럼 1920

년대 초 문인들 가운데 일군은, 개인의 창조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개인을 

둘러싼 생활의 문제가 간과될 수 없음을 직시했다. 그리고 생활의 문제로 

내적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양심’이란 ‘참된’ 상태의 기쁨을 부여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지 못한’ 자신을 꾸짖는 것으로 변주되었다. 그런데 

특히 이익상에게 있어서 ‘양심’은 단지 생활난에 얽매이는 개인을 가책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난에서 느끼는 고충 자체도 그 진정성의 범위 속에 포

괄하는 것으로 의미화되었다. 이 지점에 이르러 ‘생’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불안은, 더 이상 ‘비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진정성에 부합하는 

‘양심적’인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불안은 ‘생’의 실패 자체만을 드러

내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생’의 실현과 생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간

접적으로 드러내게 된 것이다.

3.3. 고뇌로서의 ‘생’의 지속

3.3.1. 고뇌와 센티멘털의 구분

  생활난으로 인한 불안에 맞닥뜨리면서, 강렬하고 만족스러운 감정이란 사

실상 좀처럼 느껴보기가 어려운 것임을 인식한 문인들은, 강렬한 감정을 느

끼게 될 때에도 그것이 일시적으로 마음을 휩쓸었다가 이내 지나갈 것이라

는 의심을 먼저 품게 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에게 있어 보다 지속

적이고 신뢰할 만한 감정은, 도리어 그러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데서 오

는 괴로움이었다. 그런데 문인들의 용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괴로움 

또한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것’과 ‘지속적이고 진지하게 고려될 만한 것’으

로 구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자는 ‘센티멘털’이고 후자는 ‘고뇌’다. 

두 용어의 대조를 통해, 우리는 당시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한다는 것 자체

가 모두 센티멘털리즘으로 귀결되지는 않았다는 점, 그리고 생활난을 호소

하면서 감정을 드러낸 사례들 가운데서도 당시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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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평가된 것이 각각 존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문인들의 언급으로 미루어 보면 ‘센티멘털’이라는 용어는 주로 생활

난에서 느끼는 착잡하고 괴로운 감정을 가리켰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차근차근 모색하기보다는 충동적으로 미봉

책을 감행하게 만드는, 강렬하지만 일시적인 감정을 의미했다. 나도향의 ｢
십칠 원 오십 전｣(1923)과 이익상의 ｢생을 구하는 마음｣(1922)은 상당히 

일관된 구도로 이 ‘센티멘털’의 용례를 보여준다.

  ｢십칠 원 오십 전｣의 주인공 A는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로, 처자

식을 둔 동시에 장애인 여성 SO와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그는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자신의 삶이 인습과 환경의 제약에 짓눌리어 이미 우울과 실

망과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그 양상은, 현재의 생활에서

는 자신의 노동과 ‘참된 감정’이 결국 일정한 월급 액수로 환산될 뿐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저런 여건을 감안하면 SO와 결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점으로 나타난다. 이때 A는 이익상이나 김형원이 그려낸 인물들처럼 

자신의 모든 활동이 밥벌이를 위한 것으로 수렴한다는 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또 염상섭의 인물들과도 유사하게, SO와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

는 스스로에 대해 자책감을 느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등장하는 기분이 

바로 ‘센티멘털’이다.

  “그러면 저를 절대로 사랑하여 주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A씨의 가슴

에는 저를 위하여서는 절대의 사랑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중략…)

  저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는지 몰랐습니다. 참으로 저에게 절대의 사랑이 

그때 있었습니까? 참으로 없었습니다. (…중략…) 타산이 있었으며 주저가 많

았습니다. 어떠한 때에는 불구자라는 근지러운 대명사가 진저리치게까지 하였

습니다. (…중략…)

  SO의 집에서 나온 저는 학교를 향하여 갔었습니다. 아직까지 청징하던 심신

은 웬일인지 불구인 여성의 집을 다녀 나온 후부터는 흐릿하고 몽롱할 뿐만 

아니라 침울하고 센티멘털로 변하였습니다.

  저는 학교에를 갑니다. 한 시간의 도화를 가르치기 위함보다도 그 보수를 

바라고 갑니다. 세상에 제일 불행한 범죄가 있다 하면 아마 이와 같은 자이겠

지요. (…중략…) 남의 물건을 도적한 자의 양심이 떨린다 하면 그만큼 비례한 

저의 양심도 떨리었을 것이며, 박두하는 기한(飢寒)에 못 이겨 다른 사람의 물

건을 도적한 사람의 생을 갈구한 것을 동정할 것이라 하면 생명을 잇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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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이 A라는 화가도 또한 동정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일

는지요?204)

  SO가 자신을 사랑해 주겠느냐고 물어왔을 때 A는 차마 그 질문에 대답

하지 못한다. 다만 서술자로서, 자신에게 처자식이 있다는 점과 SO가 불구

자라는 점 때문에 SO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었으며, 그래서 사실 마음

속에는 타산과 주저가 많았음을 고백한다. 이 장면 이후부터 A는 가벼웠던 

심신이 센티멘털한 상태로 변했다고 말한다. 이어서 학교로 출근하는 것 또

한, 업무에 보람을 느껴서가 아니라 단지 보수를 받기 위해서라고 토로하

고, 그런 자신은 “생명을 잇기 위하여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자라고 자조

한다.

  이렇게 보면 센티멘털한 기분은 분명 밥벌이만 생각하는 진정성 없는 태

도와 사랑에 빠지지 못하는 비겁한 성정을 성찰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는 이후 장면부터 지속적으로 이 같은 기분에 시달린다. 그가 이

런 상태를 극적으로 타개하는 것은, 작품의 말미에서 자신이 받은 월급 십

칠 원 오십 전을 SO에게 모두 주어 버리면서다.

  아! 선생님, 저의 손에는 십칠 원 오십 전이 있습니다. 일 개월 노력한 대가

는 십칠 원 오십 전이외다. 불쌍한 젊은 화가의 양심을 부끄럽게 한 대가가 

십칠 원 오십 전이외다.

  (…중략…) 회색 봉투에 집어넣은 그 돈을 들고 SO 집까지 무의식중에 왔습

니다. 하늘의 구름장 사이로는 가리었다 보였다 하는 작은 별들이 이 우스운 

젊은 A를 비웃는 듯이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색의 감정이 공연히 저의 마음

을 울분하고 원망스럽게 하였습니다.205)

저의 들어가는 대문 소리를 듣고 다른 날보다 더 반가이 맞아주는 젊은 아내

에게 그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자식의 기뻐 뛰는 마

음을 도리어 풀이 죽게 할 뿐이겠지요.

  그러하오나 어둠 속으로 파고들어 가듯이 암흑한 동리를 걸어가는 이 A의 

마음은 웬일인지 만족한 기꺼움이 있었으며 싱싱한 생의 약동이 있었습니

다.206)

204) 나도향, ｢십칠 원 오십 전｣, 개벽, 1923.1(나도향, 벙어리 삼룡이: 나도향 

중단편전집, 애플북스, 2015, 125~127쪽). (강조는 인용자)

205) 위의 글(위의 책,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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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이달 월급이 평소보다 적은 십칠 원 오십 전밖에 되지 않음을 의아

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곧이어, 학교 측에서 동료에게 문상(問喪)하러 갔던 

기간을 월급에서 제했음을 깨닫고, 이 같은 냉정한 계산법에 또 한 번 참담

함을 느낀다. 그 직후 A는 자신도 모르게 SO의 집 앞까지 간다. 이때 그는 

하늘의 별들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다고 서술한다. 이 비웃음 또

한 자기 ‘양심’의 가책의 변주로 본다면, 이 지점에서도 우리는 모든 용심

(用心)과 활동이 밥벌이로 환산되는 점, 그리고 SO를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다는 점, 두 가지가 계속해서 A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이 괴로움을 느끼는 상태가 앞서 확인한바 ‘센티멘털’한 상태이

다.

  이때 A는 문득 월급으로 받은 십칠 원 오십 전 전부를, 집세가 밀려 집에

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SO 모녀의 마루 위에 몰래 놓아두고 돌아와 버린

다.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크게 실망할 것임을 A도 충

분히 짐작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어쩐지 자신의 행동에 만족스러움을 느끼

고 “싱싱한 생의 약동”을 느끼기까지 했다고 말한다. 이 행동이 그토록 통

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십칠 원 오십 전을 통째로 기척한다는 것이, 자신

의 노력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환산법에 반항하는 일이기도 하고, 밥벌이의 

굴레로부터 일탈하는 일이기도 하고, SO 앞에 부끄러웠던 자신의 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상하는 일이기도 해서일 터이다. 즉 A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모든 여건을 거스르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간 잃어버렸던 기꺼움

과 “생의 약동”을 되찾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효과는 사실 일시적이고 소모적이다. 이후로도 A가 

가족들과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한다고 할 때, 월급 전부를 SO에게 기척하는 

행위는 지속되기가 어려우며, 또 그러한 행위가 SO와의 사랑을 필연적으로 

완성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행위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

결책이 아니라 일탈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A를 추동한 센티멘털한 감정이란, 정확히 말해 근본적이고 지속가능

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침착함이 아니라, 즉시 문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초조함과 무모함이 섞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센티멘털은 ‘양심’의 

206) 위의 글(위의 책,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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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책으로 인해 느끼는 착잡함과 괴로움의 감정 전반이 아니라, 그중에서 상

황을 일시적으로라도 얼른 무마하려는 충동적인 속성도 포함하는 것을 가리

킨다.

  이 같은 ‘센티멘털’의 의미역은 이익상의 ｢생의 구하는 마음｣에서도 공통

적으로 확인된다. 이 소설은 청년 준경이 어촌에 사는 친구 최우(崔愚)를 

찾아가는 여로와, 친구 최우의 인생관 및 생활 태도를 주로 그리고 있다. 

작품의 앞부분에서 준경은 기차에서 내린 후 인력거를 타고 우의 집으로 향

하는데, 이때 인력거꾼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센티멘털’을 느낀다. 그 인력거

꾼은 손님인 준경 자신과의 관계에서 피지배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러한 계급 구분의 존재를 문제적으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경은 더 할 말이 없었다. 한 사람은 끌면서 생각하고, 한 사람은 타고 가

면서 생각하였다. 준경은 평일의 센티멘털한 기분이 왈칵 나왔다. 타는 사람, 

태우는 사람? 자기의 생각의 천지와 실행의 세계와의 모순을 생각하매, 자기

의 포켓에 있는 모든 것을 인력거꾼에게 내어주고, 어서 그대로 돌아갑지오 

하고 싶었으나, 자기의 목전의 불안과 선천적으로 존재한 참혹성이 그 순간의 

정열을 식혀 버리고 말았다.207)

자신도 그 인간으로서의 본의를 몰각한 무리를 그대로 맹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혹사하는 특권을 잡은 무리의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의 그

림자에도 일종의 증오를 느끼었다. 

  준경은 무의식적으로 성낸 소리를 내었다.

  “당신들이라고 나에게 해라나 허게만 늘 받으라는 것이 어데 있겠소? 관계

치 않소. 당신들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래는 허게 할 때가 있겠지요.”  준경

의 가슴에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감정이 물굽이 쳤다. 이러한 일시의 흥분이 

지난 뒤에는 어떠한 고적한 감정이 떠돌았다. 다시 침묵하였다.208)

  인력거꾼은 준경이 인력거를 ‘타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존대 받아야 함

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반대로 자신은 인력거를 ‘태우는 사람’으로서 준경에

게 존대해야 함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인력거꾼과의 대화를 통해 그러한 생

207) 이익상, ｢생을 구하는 마음｣, 신생활, 1922.9(최명표 편, 이익상 단편소설 

전집, 37쪽).

208) 위의 글(위의 책,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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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알게 된 준경은, 그가 이전부터 느껴 온 모순을 다시 한 번 선명하게 

상기하게 된다. 그 모순이란 “생각의 천지와 실행의 세계와의 모순”이다. 

본래도 준경은 자신의 신념이 실생활 속에서는 “인간으로서의 본의를 몰각

한 무리”들 때문에 수월하게 구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는

데, 자신의 권위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인력거꾼은, 준경으로 하여금 그

러한 실생활에서의 신념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단적으로 확인하게 한 것이

다.

  준경은 이 인력거꾼을 안타까워 한 나머지, 자신이 가진 돈 전부를 인력

거꾼에게 내어주고 이전까지 인력거를 타고 왔던 길도 다시 돌아가자고 하

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젊은 준경에게 존대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력거꾼에게,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여 ‘늘 나만 존대 받으라는 법

이 어디 있겠느냐’고 소리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지점을 가리켜 서술자

는 준경의 “센티멘털한 기분이 왈칵 나왔다”고 표현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십칠 원 오십 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소설에서도, 센티멘털이란 생활 여

건에 구애받는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자, 그 중에서도 정확히는 초조하고 

갑갑한 나머지 미봉책을 취하고 싶은 충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인력거꾼에게 가진 돈을 다 주어 버리는 행동이나, 순간적으로 ‘당신도 

나에게 존대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소리치는 행동은, ｢십칠 원 오십 

전｣에서 A가 SO에게 월급을 통째로 주어 버리는 것과 상당히 근접한 유형

의 반응이기 때문이다.

  다만 준경은 A와 달리, 그 같은 충동이 금세 지나가는 것을 느끼기도 한

다. 서술자는 준경이 인력거꾼에게 가진 돈을 모두 내어주고 싶다고 느꼈다

가도, 다시 자신이 놓인 여건과 타고난 성격 때문에 그 같은 정열이 식어버

렸다고 한다. ‘당신도 나에게 존대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소리친 직후

에도, 그러한 “일시의 흥분이 지난 뒤에는 어떠한 고적한 감정이 떠돌았다”

고 한다. 즉 ｢십칠 원 오십 전｣이 센티멘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식인의 

복잡한 환경을 한 사례로써 제시했다면, ｢생을 구하는 마음｣은 인물이 센티

멘털에 빠지게 되는 지점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다시 그로부터 거리를 두는 

침착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인의 마음가짐을 제시한다.

  후자를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준경보다도 그의 친구 최우다. 작품의 후반

부에서 서술자는 최우가 어촌에 내려가 살게 된 경위와 그의 심경을 상세하

게 소개한다. 그에 따르면 최우는 여러 가지 좌절의 겪으며 ‘생’을 비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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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생을 끝내거나 유기하지는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를 숙고하고 있는 인물이다.

남국의 어촌에서 그 일생을 보낼 계획을 세운 것은 그의 사상의 변동에서 나

온 것이었다. 그는 외국으로 방랑하는 동안에 어린 그의 가슴에는 많은 상처

를 받았다. 물질의 곤란이며, 사상의 착오로 무수한 파란이 젊은 우의 짧은 생

애에 다부분을 점령하였었다. 수차의 실연과 다년의 방랑 생활은 그의 정예발

랄한 성격을 서리바람에 핀 꽃처럼 무기력하게 만들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타성적으로 계속하는 생을 여하히 할까를 생각하였었다. 어떠

한 때에는 생이란 것을 극히 부인하였다. 그래서 괴로움을 계속하는 것보다도, 

순간의 고통을 이기고 영원의 고통 없는 적멸의 세계로 가려고도 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살고자 하는 생의 애착, 생명의 힘에 어찌할 수 없었다. 그는 생

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내부에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여하히 큰 것을 

알았다. 어쩌든지 살려는 힘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우는 자기의 생을 

어떻게 충실히 할까를 생각하게 되었었다.209)

  최우는 무사기한 아동을 접하는 때에는 항상 기쁨이 가슴에 차오르고 위안

이 있었다. (…중략…) 뒷짐을 지고 두루두루 거닐면서 사색에 침감(沈憾)하는 

것이 자기의 생을 충실히 함이 아닌가 늘 생각하였다. (…중략…) 그러나 현실

을 초월할 수 없이 그 환경에서 시시각각으로 첩생(疊生)하는 사실에는 하나일

지라도 그의 신경을 자격(刺激)치 아니하는 것이 없었다. 이러한 때를 당할 때

마다 그의 평온을 열구하는 가슴에 우수와 고뇌가 그 반대로 가득하였다.210)

  서술자는 가난에 시달렸던 일, 사상에 착오가 있었던 일, 실연을 겪은 일 

등이 최우로 하여금 생을 비관하고 타성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생을 버리려고도 생각하였으나, 그럼에도 어떻게든 살고자 하

는 “생의 애착, 생명의 힘”이 자신에게 남아 있음을 생각하고, 그렇다면 앞

으로 어떻게 해야 자신의 ‘생’을 충실히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끝에 최우는 현재 거창한 꿈을 버리고 어촌에서 소학

교 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신여성과의 화려한 사랑 또한 포기하고 이 어촌

에서 자란 시골 처녀와 가정을 꾸리고 있다. 이 같은 생활에 대해 그는 때

209) 위의 글(위의 책, 41쪽).

210) 위의 글(위의 책,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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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만족하고 때로는 아쉬워한다. 어떤 때에는 천진한 아이들을 대하고 사

색에 잠기는 것이 자신의 생을 충실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

내의 순박함 자체가 어떤 지식이나 조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한

다. 그러나 또 어떤 때에는 “현실을 초월할 수 없이 그 환경에서 시시각각

으로 첩생하는 사실”을 새삼 의식하고, 아내에 대해서 또한 ‘좀 더 산 개성

이 있는 여성이었다면……’211) 하는 아쉬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처럼 가능한 여건 속에서 생을 이어가면서도 문득 그 환경의 제약을 인

식할 때 최우가 느끼는 것이 ‘고뇌’다. 앞서 준경이 느꼈던 것이 ‘센티멘털’

이었음을 상기하면, 그에 비해 이 ‘고뇌’는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지속가능

하고 침착한 속성을 띤다. 양자 모두 한 개인이 여건의 제약을 받아 자신의 

‘생’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데서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임은 동일하지만, 

센티멘털이 앞서 보았듯이 단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반면, 

고뇌는 개인의 살림살이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는 않으면서도 삶의 개선을 

꾸준히 꾀하게 하기 때문이다. 준경이 최우를 방문하면서 그의 생활을 접하

게 되는 이 소설의 흐름은, 이처럼 준경의 ‘센티멘털’과 최우의 ‘고뇌’가 대

비되도록 하고 있다. 실로 이익상은 자신의 문예론에서 “추상적의 연애나 

피상적의 센티멘털한 기분”212)만이 문예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

고 ‘고뇌’의 표현이 문예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보았다.213) 이를 고려하면 

이익상은 센티멘털을 지양하고 고뇌를 유지하는 것이, 생활인으로서 ‘생’을 

추구하는 자의 최소한의 미덕이자, 문인이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라

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당시 관찰되는 여러 용법에서 ‘센티멘털’은 일관되게 지양해야 

할 것으로 다루어졌다. 예컨대 이익상은 평론 ｢빙허(憑虛) 군의 ｢빈처(貧妻)

｣와 목성(牧星) 군의 ｢그날 밤｣을 읽은 인상｣(1921)에서 ｢빈처｣가 센티멘털

을 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염상섭은 현진건의 ｢할머니의 죽음｣
(1923)이 센티멘털로 흐르지 않는 정련된 감정을 보여준다고 상찬했다.214) 

김기진은 김낭운의 소설 ｢가난한 부부｣(1925)를 평하면서, 등장인물 부부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독자는 다소간 작품이 센티멘털리즘으로 흐르는 면도 

211) 위의 글(위의 책, 43쪽).

212) 이익상, ｢건설 도중에 있는 우리 문단을 위하여｣, 매일신보, 1923.7.17.

213) 이에 대해서는 3장 3절 2항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14) 염상섭, ｢문단의 금년, 올해의 소설계｣, 개벽, 1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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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지만, 센티멘털리즘은 본디 속정적(俗情的)으

로 되기 쉬우므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심적 노력이 

더 드러나야 한다고 썼다. 박영희의 경우 안톤 체호프의 희곡을 소개하는 

글에서 체호프가 그리는 비애는 “고전문학에 있던 비장미도 아니었고 로맨

틱이나 센티멘털리스트의 눈물의 무대도 아니”215)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용례들을 종합해 보면, 문인들은 공히 ‘센티멘털’을 생활난과 관

련된 부정적인 감정 상태, 그러나 그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동력이 

되기보다는 인물의 불행함 자체만을 강조하거나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미봉

책으로 귀결되기 쉬운 상태로 상정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계급 문

제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해서 생활난을 호소하는 모든 감정의 표현

을 유의미하게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고, 반대로 어떤 감정을 호소한다는 것

이 모두 센티멘털리즘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시한 것은 개인의 감정 중에서도 ‘생’의 추구와 생활 여건이 

충돌하면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그 중에서도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기능

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여건의 개선을 고민하는 과정과 맞물리는 감정이

었다.216)

  불안에 대응하는 방식 면에서 말하자면, 센티멘털은 불안의 상상적 해결

과 연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센티멘털에 빠져서 하게 되는 행동들은, 현

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징적 질서로부터 도피하는 면이 있으

며, 일시적이나마 불안한 주체에게 통쾌함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환상으로써 

불안을 손쉽게 해결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이, 작품 속의 센티멘털한 인물들은 센티멘털한 행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스스로 잘 알고 있었고, 이익상을 비롯한 여러 문인들 또한 센티멘털

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상상적 해결책이 궁극

적으로는 불안을 해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전제하였으며, 상징적 질서와 지

속적으로 씨름하는 데서 오는 ‘고뇌’를 센티멘털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현실

215) 박영희, ｢체호프 희곡에 나타난 러시아 환멸기의 고통｣, 개벽, 1924.6.

216) 이 점을 전제하고 보면 1924년경 김기진과 박영희의 문예론은 독특한 면을 

지닌다. 앞서 서술했듯이 그들은 공통적으로 센티멘털리즘을 부정적으로 언급했

으면서도, 실상 박영희의 경우 인물의 계급적 각성에 있어서의 눈물의 역할을 부

각했고, 김기진의 경우 ｢Promenade sentimental｣(1923), ｢눈물의 순례｣(1924) 

등을 통해 과도하고 소모적인 감정의 표출을 자신의 문예관과 연계했기 때문이

다. 이에 관해서는 4장 1절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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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지속가능한 불안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3.2. 고뇌 표현의 의의

  이익상과 염상섭에게 있어 고뇌는 1920년대 전반기 문예론의 핵심적인 

키워드이기도 했다. 이익상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생을 구하는 마음｣을 통

해 “타성적으로 계속하는 생”217)을 고뇌 속에 이어 가면서 생활을 개선해 

보려는 인물을 부각시켰거니와, 창작 이외의 여러 글들에서도 고뇌의 내용

을 표현하는 것이 문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
생활의 괴뢰｣에서 그는 밥벌이에 급급하여 ‘참된’ 예술과는 거리가 멀어졌

음을 자책하고, 이 같은 ‘비양심적’ 상태에 고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한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러한 괴로운 과정으로서의 ‘고민’을 자신

의 사업으로 삼게 되었다고도 말했다. 자신이 겪는 부조화, 모순, 저어(齟

齬)가 자신의 “인격적 생활에 고민이란 형식으로 표현”되며, 그같이 “고민

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 있다 하면, 우연히 얻는 바가 있다 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업”이라는 것이다.218)

  이익상이 고뇌를 보다 본격적인 문예론의 키워드로 제시하는 것은 ｢예술

적 양심이 결여한 우리 문단｣에서다. 앞서 2장 2절에서 살펴보았던바 이 글

은 문필 활동에 대한 문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

었다. 이익상은 조선의 문사들이, 부귀공명을 탐내서 문사연(文士然)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강렬한 감정과 절실한 요구를 표현해야겠다는 동기에서 출발

하여 창작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이익상이, 그 

같은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문예의 목표로서 “진실한 감정의 표현”을, 곧이

어 ‘고뇌’로 환치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예술은 제일의(第一義)적으로 우리 진인생(眞人生)의 참 감정의 유로가 아닌

가요? 이러므로 그 시대의 진실한 감정의 표현이야말로, 그 시대의 예술이라 

할 것이외다. 그런데 현금 우리 문사들의 작품에 표현된바 감정이 그와 같은 

진실한 시대고(時代苦)나 인생의 고뇌를 표현하였는지,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

217) 이익상, ｢생을 구하는 마음｣(최명표 편, 이익상 단편소설 전집, 41쪽).

218) 이익상, ｢생활의 괴뢰｣(최명표 편, 이익상 문학전집4,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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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219)

  우리 민족은 여러 세기 동안을 두고 구윤리, 구도덕 하에서 무한한 압박을 

받았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운 세계를 본 적이 소(少)하였습니다. 우리

는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해본 일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에는 울분

한 것과 고뇌한 피의 덩어리가 뭉쳐 있을 것이요, 사지에는 반항적인 피 조수

가 물결쳐야 할 것이외다. (…중략…)

  그러면 문예는 감정의 표현이요, 고뇌의 상징으로서 되었다 하면 우리 문단

에는 피가 끓는 듯한 사람에게 감격한 기분을 주지 않고는 말지 아니할 작품

이 다산(多産)할 것이요, 바늘처럼 살을 찌를 듯한 인간성에 하소연하는 예술

이 발흥할 것이외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유탕적 기분이 물결치는 경향이 

문사들에게 있음은 참으로 괴상한 현상이외다.220)

이상에 구진(屨陳)한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의 부르짖는바 모든 소리는 수만 근

의 중(重)으로 눌린 강압 하에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비명과 절규가 아니면 

아니 될 것이외다. 따라서 시대사조의 반영이요, 내부 생명력의 진전하려는 고

민이 상징인 문예에도 반항적 색채가 부지중에 표현되어 있어야만 자연함이요 

진(眞)이라 할 수 있습니다.221)

  위의 인용문들은 이익상이 ‘참된 감정’을 사실상 ‘고뇌’로 상정했음을 보

여준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 그는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진인

생(眞人生)의 참 감정의 유로”이자 “진실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그

런데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는, 당시 제출되고 있는 글들 가운데서는 

아직 “그와 같은 진실한 시대고(時代苦)나 인생의 고뇌”를 발견하지 못했다

고 한다. 즉 여기에서 ‘우리 진인생의 참된 감정’은 곧 ‘고뇌’와 등치되어 있

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이익상이 생각하는 고뇌의 배경이 조금 더 구체적

으로 언급된다. 그에 따르면 우리 민족은 특히 다른 민족에 비해 구도덕의 

억압이 많았고, 정치적으로 부자유한 때도 많았다. 이 같은 배경에서라면 

“감정의 표현이요, 고뇌의 상징”인 문예에서도 단연 우리의 “울분한 것과 

219) 이익상, ｢예술적 양심이 결여한 우리 문단｣(최명표 편, 이익상 문학전집1, 

22~23쪽). (강조는 인용자)

220) 위의 글(위의 책, 24쪽). (강조는 인용자)

221) 위의 글(위의 책, 30~31쪽).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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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뇌한 피의 덩어리”가 관찰되어야만 할 것인데, 그가 관찰하기로 근자의 

작품들은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익상은 우리의 문예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비명과 절

규”를 표현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같은 문예가 곧 “내부 생명력

의 진전하려는 고민이 상징인,” 그 본의에 적합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 다른 지점에서는 문예가 반드시 최근 유행하듯 연애만을 소재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도 한다. 연애사건이 아니더라도 “오인(吾人) 생활의 전(全) 

노정과 환경에 매일 환멸하는 사상(事象)이 모두 제재 되지 않을 것이 

없”222)다고 한다. 이 지점에서도 이익상은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갖게 되는 

부정적 감정을, 사실상 문예로써 제시해야 할 주된 문제의식의 지표로 상정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익상에 이르러서는 ‘양심’뿐만 아니라 ‘참된’ 감정의 의미

역도 변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3장 1절 2항에서 논하였듯이, 이익

상은 ‘양심’적 태도의 범위에 강렬한 감정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

지 못했을 때의 자책 및 분열적 고통도 포함시키고 있었다. 비슷한 구도로 

그는 ‘참된’ 감정의 범위에도, 나를 고양시키고 만족시키는 강렬한 감정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의 고뇌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현실에 발 

묶인 생활인에게, 강렬한 감정이란 항상 얻지 못하였다는 상처의 형태로만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그가 실패의 상처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도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소설 ｢흠집｣(1923)을 통해 큰 흉터를 남긴 상처에 일

정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소희는 어떠한 좌절을 겪

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다행히 살아남은 인물인데, 그 대신 그의 목에는 누

구나 바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큰 흉터가 남게 되었다. 소희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흉터가 마치 자신을 향해 ‘나는 죽고 너만 살았다’고 말하는 듯

하다고 생각한다. 흉터가 죽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그래서 흉터의 말을 

‘죽음은 죽고 소희만 살았다.’는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본다면, 이 말은 소

희가 좌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 이후의 

삶이 끝나 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짚는다고 여겨진다.

  실로 소희는 흉터를 보면서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어떤 면

222) 위의 글(위의 책,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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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도리어 자신의 생을 순화(馴化)”하는 것만 같고, 또 “항상 어느 동

경이 떠나지 않는 것이 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도 같았다”고 한다.223) 이 

같은 진술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실패로 인한 고뇌를 통해서만 ‘생’의 실현

을 여전히 꿈꿀 수 있는 생활인의 처지를 정확하게 짚어 준다. 소희가 병원

을 찾아가 흉터를 지우고자 하지만, 병원에서는 도리어 위험할 수 있으니 

흉터를 그대로 두라고 권장한 점, 그래서 소희가 계속 그 흉터를 안고 사는 

것이 한 운명처럼 생각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도, 꿈꾸는 ‘생’과 제한적인 

현실 사이에 고착된 생활인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이것은 본래 꿈꾸던 

형태의 ‘생’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활인이 자신의 발 

디딘 환경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아가 생활세

계와 결부되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고뇌의 형태로만 등장하는 것으로서 ‘생’ 

개념의 속성 또한 변화돼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듯 ‘생’을 꿈꾸던 자

가 생활세계 속에서 견디는 고뇌로부터, 이익상은 ‘양심’, ‘참됨’, ‘생’ 개념 

일체를 보다 현실적인 성격으로 차례차례 바꾸어 놓고 있다.224)

  이익상이 제시한 고뇌의 문예론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만한 점

은, 위 인용문에서 그가 사용한 “고뇌의 상징”, “고민이 상징인 문예”라는 

표현이, 구리야가와 하쿠손[厨川白村]의 고민의 상징(苦悶の象徴)(1924)

을 환기한다는 것이다.225) 한국문학과의 관계 속에서 구리야가와는 흔히 서

양문학 입문서 근대문학 10강(近代文学十講)(1912)의 저자, 또는 당대의 

연애 붐을 이끈 근대의 연애관(近代の恋愛観)(1922)의 저자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조선의 문인들에게 일정한 참조가 된 것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저서로 고민의 상징을 꼽을 수 있어 보인다.

  제목이 암시하듯, 이 책은 문예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무의식 속에 축적된 

223) 이익상, ｢흠집｣, 매일신보, 1923.11.25(최명표 편, 이익상 단편소설 전집, 

48쪽).

224) 이행미는 전영택의 작품에서 그려지는 ‘예술’과 ‘사랑’ 또한 개인이 직면하는 

고통을 담은 것으로서 상상적 성격을 깨친 ‘진정’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행미, ｢3․1운동과 영어(囹圄)의 시간: 1920년대 소설에 나타난 자아와 정치｣, 

춘원연구학보16, 춘원연구학회, 2019, 97~98쪽).

225) 단행본이 발간된 것은 1924년이나, 마쓰바라 칸[松原寛]은 1921년에 발간한 

단행본 현대인의 예술(現代人の芸術)에서 잡지 개조(改造)의 그해 신년호에 

구리야가와가 ｢고민의 상징｣을 발표했다고 쓰고 있다(松原寛, 現代人の芸術, 民

衆文化協会出版部, 1921, 285쪽). 따라서 이익상이 고뇌의 문예론을 제출할 무렵

은 이미 구리야가와의 논의 또한 발표되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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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을 구상화(具象化)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러한 문예관을 광의의 상징주

의로 규정한다. 인간이 지닌 개성 표현의 욕망과 창조성은 이러저러한 사회

적 여건에 억압을 받으면서 인간의 무의식 속에 인간고(人間苦)로서 축적되

는데, 이 고민이 문예를 통해 갖가지 인물과 사건으로 표현될 때, 그 속에

서 우리는 작가의 진정한 생명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226) 구리야가와는 

이 같은 관점을 취하고 보면 작가가 관찰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객관주의와 작가의 내면을 펼쳐 보이려는 주관주의가 결국 만나게 된다고 

주장한다.227)

  이 같은 논의는 괴로움을 토로한다는 것이 단지 현실사회의 문제점을 지

적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작가의 생명의 표현과 연계될 수 있는 것임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이 지점에서도 ‘생’은 그 자체로서 실현

되는 것이 아니라 고뇌를 표현함으로써 추구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이익상뿐만 아니라 김형원과 김기진 또한 고민의 상징을 참조한 바 있다. 

김형원은 그가 주도한 잡지 생장(生長) 3호에서 이 책의 한 구절을 인용

했으며, 김기진은 ｢Promenade sentimental｣에서 조선 문단의 침체를 한탄

하면서 “문학이 고민의 상징이라는 말은 하필 廚川白村의 입을 기다리지 않

아도 알고 있던 일이다. 그러면 고민의 상징이라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우

리의 글로 우리의 고민을 상징한 것이 있느냐.”고 썼다.228) 이들이 공통적

으로 작품을 통해 생활의 고통을 호소했으면서도 ‘생’이라는 개념을 폐기하

지 않았음을 주시할 때, 이 같은 참조관계 또한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염상섭 또한 고뇌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앞서 

살펴보았던 단행본 견우화의 자서(自序)에서,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거기

에 응전하는 때에 비로소 사람의 생활이 활기를 띨 수 있다고 하면서, 수록

된 세 편의 작품이 바로 그러한 ‘응전하는 번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스스

로 해설했다.229) ｢고뇌의 갑자를 맞자｣(1924)라는 글에서는 고뇌와 ‘생’의 

226) 厨川白村, 苦悶の象徴, 改造社, 1924, 36~77쪽.

227) 위의 책, 66쪽.

228) 김기진, ｢Promenade sentimental｣, 개벽, 1923.7(홍정선 편, 김팔봉 문학

전집1, 문학과지성사, 1988, 414쪽. 이하 전집으로 약칭).

229) “만일 사람에게 고뇌가 없었더라면 사람에게는 ‘생활’이라는 것이 없었을 것이

다. (…중략…) 뿌리가 빠지도록 고민하고 번뇌하는 거기에만 생명이 늘 새로워

지고 생활의 모든 키가 교향적(交響的)으로 뛰노는 것이다. / 그러나 그 고민과 

번뇌를 그대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빈틈없이 긴장한 태도로 저항하며 대전(對

戰)하여 전아적(全我的) 중심생명으로 하여금 개가(凱歌)를 부르게 하여야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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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생에 끌려가는 자에게 고뇌란 그저 고뇌일 

따름이지만, 생을 조종할 수 있는 자에게 고뇌는 괴로운 것이면서도 개인의 

생명을 늘 새롭게 하는 것이다. 본디 ‘생’은 그 자체로서는 아름다움이자 기

쁨이지만, 그 ‘생’을 받은 자의 주관으로는 영원한 고뇌라고 한다. 때문에 

그러한 고뇌 속에서 발견한 행복은 ‘생’이 간직한 아름다움과 기쁨에 잇닿

은 진정한 행복이라고도 한다.

생에 끌려가는 자에게는 고뇌가 고뇌대로 남는다. (…중략…) 그러나 생을 조

종할 만한 용자(勇者)에게 대한 ‘생’은 다만 활기와 광희(狂喜)에 찬 아름다운 

예술이다. (…중략…) ‘고뇌’는 생에게 준 영원한 운명이요, 명명(命名)이다. 

‘생’ 자체로 보면 철두철미 ‘아름다움’이요, ‘기쁨’이요, ‘빛’이요, ‘음악’이요, 

‘우주의 송가’이다. 그러나 생을 받은 자의 주관으로 보면 영원한 고뇌다. (…

중략…) 고뇌에서 발견된 행복이 아니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그 속

에만 광명이라 할 만한 광명과 환희다운 환희가 있는 것이다.230)

  즉 염상섭이 보기에 생활을 꾸리는 인간에게 있어 고뇌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생은 고뇌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

냐에 따라 생은 고뇌하는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보람과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삶에서 맞닥뜨리는 고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

고 “생을 조종”할 것, 견우화에서의 표현으로는 “빈틈없이 긴장한 태도로 

저항하며 대전(對戰)하여 전아적(全我的) 중심생명으로 하여금 개가(凱歌)를 

부르게” 할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이익상과 염상섭은 공통적으로, 

‘생’ 관념이 근본적으로 기쁨과 만족스러움을 함의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지

만, 사실상 인간의 생은 고통과 번민으로 채워져 있다는 데 주목했다. 또한 

그럼에도 인간이 생을 이어가고 고통과 번민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도록 

‘생’과 고뇌의 긴말한 관련성을 지적하고자 했다.

  특히 염상섭이 말하는, ‘생에 끌려가지 않고 생을 조종한다는 것’과 관련

해서는, 그 무렵 그가 발표한 작품들로부터 그 구체적인 사례를 찾을 수 있

다. 먼저 ｢만세전｣에서 이와 상당히 유사한 언급이 등장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소설에서 이인화는 조선 사회의 참담한 모습들을 목도하고 나서, 조선이 

고민하고 번뇌하는 보람이 있고, 자기의 생명은 성장하여가는 것이다.” (염상섭, 

｢자서(自序)｣, 견우화(牽牛花), 박문서관, 1923; 문장전집1, 275~276쪽.)

230) 염상섭, ｢고뇌의 갑자(甲子)를 맞자｣, 동아일보, 19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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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구더기가 끓는 무덤과 같다고 표현했는데, 이인화의 용법을 추적해 보

면 이 ‘무덤’이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에 끌리”는 생활

을 하는 곳, 즉 능동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없고 그저 현실적인 

문제에 하루하루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생활만이 가능한 곳을 말한다.

그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사실에 끌리는 것이다. ‘To live’가 아니라 

‘To compel to live’이다. 능동이 아니라, 피동이다. 그들에게 과거에 인생관

이 없고 이상이 없었던 것과 같이 현재에도 또한 그러하다.231)

나의 주위는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중략…) 그러나 나는 스스로를 구하

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략…) 어떻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서 나가십시다. (…중략…) 현실을 정확히 통찰하며 스스로의 

길을 힘 있게 밟고 굳세게 살아나가야 할 자각만을 스스로 자기에게 강요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외다. (…중략…) 그러나 사랑이란 것은 간섭이나 소유에 있

는 것이 아닌 것을 당신은 아시겠지요. 피차의 생활을 간섭하고 그 내부에 들

어가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랑의 극치가 아닌 것은 더 말할 것 없습니

다.232)

  작품의 말미에서 이인화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겨우 

무덤에서 빠져나간다”고 표현한다. 이에 앞서 그는 아내의 임종을 지킨 후 

얼른 일본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즈코가 보냈던 편지에 답장을 쓴

다. 3장 1절에서 살펴본바 이전까지 시즈코와의 사랑을 회의했던 그는,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시즈코에게 새로운 사랑의 기대를 내비치기 시작한 것이

다. 편지에서 그는 비록 자기가 있는 이곳이 ‘공동묘지’와 같은 곳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서로를 소

유하려 하지도 않고 결혼제도로 엮으려 하지도 않는, 자기 식의 ‘진정한 사

랑’의 초안(草案)을 제시하기도 한다. 물론 그가 제시하는 방식이 실제로 진

정한 사랑에 해당하는 것인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겠으나, 중요한 

것은 앞서 논하였듯이 그가 스스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자라고 판단했으면

서도, 다시 한 번 자기 식의 사랑을 그려보려 한다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무덤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사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사랑을 꿈꾸는 

231) 염상섭, ｢만세전｣(김경수 편, 만세전: 염상섭 중편선, 142쪽).

232) 위의 글(위의 책, 159~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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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자, ‘살아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인 여건을 초월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 여

건에 짓눌리지도 않는 태도로서, 여건에 묶인 자신이 여전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계속 질문하는 일에 해당한다. 자신의 고뇌를 유지하고 불안을 들

여다본다는 것은, 이처럼 현실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자신의 충동을 유지한

다는 것이다.



- 141 -

4. 불안의 전면화와 ‘생’의 명맥

  1924년경 김기진은 조선에서 ‘생의 본연한 요구의 문학’이란 불가능하다

고 단정 지었으며, 시를 통해서는 ‘마음의 죽음’을 꾸준히 다루고, 평문을 

통해서는 자신을 통곡하게 하는 조선의 형편을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영

희는 체호프의 ‘환멸기(幻滅期)’라는 용어를 빌려 조선이 현재 ‘환멸기’에 있

다고 진단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들은 ‘생의 본연한 요구’ 자체만을 생

각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가능해지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운동으

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같은 판단의 과정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 이들은 계급적 문제의식을 갖게 되기까지 스스로 ‘생’의 실현의 불가능

성을 인정하고 ‘마음의 죽음’을 선고해야만 했다. 때문에 1924년경 이들이 

써낸 일련의 글들은 실상 투사의 열정과 의기보다는 눈물과 고통의 호소로 

점철되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그러한 부정적 감정을 계급적 각성을 일으

키는 바탕으로서 다루고자 했다. 신경향파의 “낭만주의적 기원”233)을 정확

하게 지적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계급적 문제의식 자체가 ‘생’을 실현해야 

한다는 낭만적 이념의 철저한 좌절로부터 촉발되었음을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다. 또한 ‘생’의 실현이 일단 유보된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상황임을 

깨닫는 상태로서의 전면적인 불안, 즉 환멸의 중요성도 상기할 필요가 있

다.234)

233) 이철호, 앞의 책, 285~313쪽.

234) 환멸이 문자 그대로 환상의 소멸을 가리킨다고 보고, 이때의 ‘환상’을 정신분

석학적 의미에서 대타자와 주체의 안정적인 조율 상태로 이해한다면, 환멸은 그

러한 조율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르기까지 일

상적이고 관습적인 삶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점점 커진다. 라캉은 

불안이 더 이상 억압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주체가 ‘행위로의 이행

(Passage à l'acte)’을 통해 실재계로 탈주하거나, ‘행동화(Acting-out)’를 통해 

상징적 권력으로부터의 인정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행위’들과 별도로 ‘진정한 행위’ 혹은 ‘정신분석적 행위(psychoanalytic act)’ 또

한 존재한다. 앞의 두 ‘행위’들이 주체를 상실케 하고 상징적 질서를 그대로 남겨

둘 뿐이라면, ‘진정한 행위’는 상징계 자체를 바꿈으로써 상징계 내 주체의 자리

를 스스로 재설정한다(Jacques Lacan, op. cit., pp.114~130; 우찬제, 앞의 책, 

33쪽; 브루스 핑크, 앞의 책, 363~369쪽; 딜런 에반스, 앞의 책, 424~430쪽). 

  이러한 설명은 이 장에서 살펴볼 작품들 속 인물들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설명

해 준다. 여기에서 인물들은 ‘생’의 실현과 계급적 한계 사이의 괴리로 인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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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박영희와 김기진이 ‘생의 본연한 요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능

한 여건부터 조성하는 ‘제2의적 운동’을 선결과제로 받아들였다면, 김형원은 

비슷한 시기 ‘생’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금 강조하면서 ‘제1의적 운동’의 

맥을 잇고자 했다. 그는 잡지 생장(1925년 창간)을 통해 ‘생장’으로 변주

된 ‘생’ 개념을 다시금 강조하고, 그것의 보편성은 계급의식과 얼마든지 양

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희와 김기진은 이러한 생장과 대립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무기력과 회의주의를 드러낸 원고를 비판하기

도 하고, ‘참된 회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생장은 

‘생’의 이념을 공통분모로 하고 이어져 온 1920년대 전반기 작업들 가운데

서도 특히 다채로운 관점을 확인케 해 주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4.1. 환멸과 계급적 각성의 관계

4.1.1. ‘생’의 실패와 무산자의 고통

  박영희는 그의 계급적 문제의식이 ‘생’의 실현의 실패로부터 기인했음을 

잘 보여준다. 그는 초기 여러 소설을 통해 개인의 예술 활동이나 연애가 경

제적 여건으로 인해 좌절되는 모습을 그렸으며, 바로 그러한 계기로 인물이 

계급 문제에 눈 뜨는 과정을 담아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먼저 ｢결혼 전

일｣(1924)은 원치 않는 결혼을 앞둔 주인공 영순의 내적 갈등을 주된 내용

으로 하여, 그의 예술과 사랑이 모두 경제적 문제로 인해 실패함을 보여준

다. 또한 이를 계기로 영순의 마음속 한켠에 경제적 지평을 결코 무시하지 

못하는 지점이 생겨남을 보여준다.

  영순은 고등교육을 받는 여학생이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탓에 학업을 

중단한 인물이다. 그러던 중 영순을 짝사랑하는 김상호는 영순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중매인을 통해 영순의 부모에게 혼인 허락을 구하면서 큰돈

한 고통을 느끼고, 그로부터 사회적 질서와 자신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려는 주체

로 변하기 때문이다. 지젝이라면 이러한 인물들을 ‘진정한 행위’의 주체로 보리라 

생각되나, 실상 초기 계급문학에서 많은 인물들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음, 폭력, 도주 등으로 귀결되므로, 이들의 행위는 ‘행위로의 이행’에 가까워 보

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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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내기도 한다. 이후 영순의 부모는 영순에게 상호와 결혼하기를 권하

고, 영순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혼 날짜를 정한다. 이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을 때, 영순은 돈 때문에 억지로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에 비참함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곤궁한 형편 속에서 돈의 필요함 또한 절실하게 느끼

고, 상호가 보낸 돈으로 갖가지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기도 한다. 영순

의 남동생 영철 또한 슬프고 혼란스러운 영순의 마음에 공감하면서도, 그를 

위로하기 위해 영순이 쓰고 남은 돈으로 음악회 티켓을 구한다. 한편 영순

은 결혼식장에 갈 때 입을 새 옷을 입어보고, 좋은 옷이 주는 만족감을 느

끼기도 하고, 그 옷을 입고 아주머니댁에 심부름을 다녀오기도 한다. 그러

나 이내 새 옷에 만족스러워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음악회에 가지 않고, 음악회에 가자고 했던 친구 혜순과 영철까

지 세 사람이 모여 울며 이야기한다. 그리고 다음날, 영순은 구매한 물건들

과 남은 돈과 새 옷을 그대로 남겨둔 채 영철과 함께 자취를 감추고, 결혼

식은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 소설의 영순과 영철 남매는 본래 함께 시를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시와 음악이 인간에게 큰 위안을 준다는 데 서로 깊이 공감하기도 하

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음악회에 마음껏 다닐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데서 

오는 불편함과, 그로부터 절감하게 되는 돈의 중요성 또한 공유하는 인물들

이기도 하다. 이렇듯 예술을 향유하려는 의욕과 경제적 여건 사이에서 줄곧 

있어 왔던 갈등은, 영순의 결혼이 예정되면서 전면에 떠오르게 된다. 특히 

영철에 비해 영순은 예술을 향유하는 자기와 돈 문제에 제약을 받는 자기의 

양립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누님을 나무라지는 않을 테입니다. (…중략…) 우

리의 생활은 결코 편안하고 웃음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늘 이와 같은 불안

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명철하게 생

각하는 사람이 이 고통을 잘 지배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중략…)”

그러나 영순의 생각이 이치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영철이의 진리가 영웅

적 혹 타협성을 이용해서 무슨 다른 생활을 생각한다 하면 영순이의 진리는 

생활 전체를 통해서 결점 없는 초인적(超人的)이라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

러나 영순의 초인적이라는 것이 학설이라면 고상하다 할 수 있으나 실행이라

면 또한 약점도 없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실행하면서 스스로 고통하는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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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순의 약점이었다.235)

  위 인용문에서 영철은 사람을 둘러싼 생활 속에 늘 불안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 속에서 명철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고통에 대응해 나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누나를 위로한다. 그러나 생활 전체에 결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순의 입장에서 이러한 말은 ‘타협성’이 있는 것이다. 이

에 서술자는 영순의 생각이 생각 자체로서는 고상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고통

을 자초할 여지가 많은 것임을 지적한다. 결정적으로 영순 자신도 새 옷을 

입었을 때의 만족감을 부정하지 못하고, ‘돈이 있어야 음악회에 갈 수 있다’

는 자명한 사실 앞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점에서, 영순의 고통은 극대화

된다. 자본의 논리는 영순의 주위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영순의 내면에 이

미 자리 잡고 있으며, 따라서 ‘전쟁터’는 영순의 생활세계일 뿐만 아니라 영

순의 머릿속이기도 한 것이다.236)

  ｢결혼 전일｣은 이처럼 예술을 향유하려는 개인의 내면에, 그 향유를 가능

케 하는 필요조건으로서의 경제 문제가 틈입하여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하는 

지점을 부조하고 있다. 물론 영순과 영철이 결국 도망쳐 버린다는 결말은 

작가가 ‘예술’과 ‘생활’ 가운데 전자의 손을 들어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불안한 미래를 불문에 부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말은 ‘예술을 포기하지는 못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 영순이 생계 문제를 초월하고 그간의 고민을 떨쳐낼 수 있게 되었음

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전투｣(1925)에는 ｢결혼 전일｣의 영순과 마찬가지로 가정형편 때문에 학

업을 중단하게 된 주인공 순복이 등장한다. 그는 본래 학교에서 촉망받고 

쾌활하게 지내던 아이였으나, 가세가 기울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만주 장사

에 나서야만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장사를 해본 적이 없던 터라 일을 

요령 있게 해내지도 못하고,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만주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며, 실제로 학교에서 만났던 아이들

은 순복을 심하게 놀리고 괴롭히기도 한다. 이처럼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

235) 박영희, ｢결혼 전일｣, 개벽 1924.5(전집1, 110쪽).

236) 영순은 상호의 돈으로 갖은 물건들을 충동구매한 후, 다시 그 행동을 후회하

면서 물건들을 버릴까 고민한다. 그러나 “그것조차 마음속의 전쟁 없이는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박영희, ｢결혼 전일｣(위의 책,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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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순복의 생각과 감정도 함께 급변한다.

순복이도 전과 같은 순복이었고 그의 부모도 전과 같은 부모이었고 그의 동무

들도 전과 같은 동무이었으며 그의 동네도 전과 같은 동네이었는데 무엇이 그

렇게 다르게 만들었는지를 순복이가 생각하려 하였으나 찾지를 못하였다. 다

만 순복이가 현저히 발견한 것은 다른 아이들이 아침밥을 먹고 동무들하고 학

교에 가는 시간에 자기는 뜨끈뜨끈한 만주통을 메이고 홀로서 길가로 다니면

서 ‘만주노 호야 호야’ 하고 외치는 것이 다르며 다른 아이들이 저녁이면 더운 

방에서 동생들하고 복습을 하는 시간에 자기는 주머니의 때 묻은 돈을 헤이면

서 길 위에서 떠는 것이 다를 뿐이다. (…중략…) ‘너희들이 나를 업수이 여기

면 나도 너희를 업수이 여기겠다. 너희들이 나를 놀리면 나는 힘과 주먹으로 

너희를 놀려 먹겠다!’ 하는 것이 요사이에 얻은 것이다. 그러나 순복이는 어른

한테 얻어맞을 때에는 늘 반항하지 못하고 울고 말았다. 그에게는 눈물이 반

항의 모든 것이었다.237)

  순복은 만주 장사를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전혀 다

른 곳으로 바뀌었음을 인식한다. 그의 부모는 본래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신

을 따뜻하게 맞아 주는 사람들이었으나, 만주 장사를 시작하고는 ‘몇 개나 

팔았느냐’는 질문을 인사로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친하게 지내던 학교 아

이들은 순복이 만주 장사를 한다는 사실을 모를 때에는 단지 ‘왜 학교에 오

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장사 흉내를 내며 놀리거나 

시비를 걸기도 한다. 이에 순복은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사는 동네도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무엇이 이토록 달라졌는가 하는 의문을 품는다.

  그 가운데 순복이 가장 분명하게 발견한 것은, 다른 아이들은 여전히 즐

겁게 공부하고 따뜻한 가정의 보호를 받는데, 자신은 더 이상 그렇지 못하

며, 그것이 부당하다는 점이다. 이 발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순복은 다른 

아이들이 누리는 유복하고 따뜻한 생활을 “그 아이들의 나라”로, 고생스럽

고 괴로운 자신의 생활을 “순복이의 나라”로 구분하고, 두 나라가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후부터 자신은 부당한 일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맞서겠다고 결심하는데,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이 지점

에서, ‘나라’와 ‘나라’를 구분하는 순복의 계급적 문제의식이 더 이상 공부할 

237) 박영희, ｢전투｣, 개벽, 1925.1(전집1, 168~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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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자아를 실현할 수 없다는 데서 촉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혼 전일｣과 이 ｢전투｣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연결점은 인

물들이 흘리는 눈물이다. 이들의 눈물은 공통적으로 이들이 경제적 차원의 

한계를 통감하면서 흘린다는 점에서, 계급 문제의 지평 속에서의 자기 존재

를 새롭게 인식하는 일의 표식이 된다. 먼저 ｢결혼 전일｣에서 서술자는 영

순의 눈물을 ‘생을 동경하는 눈물’과 ‘괴로운 눈물’의 두 가지로 분류한다. 

전자는 예술을 향유하는 주체의 감격적인 눈물이고, 후자는 가난한 자로서 

흘리는 눈물인데, 영순에게 있어 후자는 전자에 비해 새롭게 발견된 것이

다.

그때의 그의 마음은 괴로웠으나 알 수 없이 맑은 시상이 마음 가운데서 구름

처럼 떠올라 온다. 이때의 영순의 눈물은 바로 시의 정력(精力)을 말하는 아름

다운 마음의 회복하는 순간이었다. 이 순간이야말로, 이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야말로, 또 다시 얻기 어려운 영순의 가장 아름다운 시의 나라였었다. 또 다시 

영순은 일 년 전에 어떤 사나이에게서 받은 시구가 생각이 났다.

   마음은 구슬픈 밤의 나라로

   달과 같은 그네의 밝은 빛을 따라가노라.

   구름이 달을 가려 내 나라 어두우나

   내 마음엔 없어지지 않는 달이 있노라.

  이 같은 시를 써 주던 열정으로 사랑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달’이 영순이라고 생각할 때에 영순은 얼마나 그 시로 

말미암아 여성의 아름다움을 자기까지 맛볼 수 있었다. (…중략…) 그러나 지

금 이 눈물과 그때의 그 눈물이 같기는 하나 실상은 아주 달랐다. 그때의 눈

물은 ‘생을 동경’하는 눈물이었고, 지금 눈물은 전선에 선 전사가 고향을 그리

우던 눈물과 같았다. 피치 못할 눈물이며 반드시 괴로움을 거쳐야 할 그것이

다.238)

  위 인용문에서 영순은 과거 시를 읽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던 기억을 떠

올린다. 그때 마음이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맑은 시상이 떠오르

면서 아름다운 마음을 회복했다고 한다. 이어서 영순은 과거에 받은 어느 

238) 박영희, ｢결혼 전일｣(전집1, 112~113쪽). (강조는 인용자)



- 147 -

연시(戀詩)에서 자신이 ‘마음의 구슬픈 밤에도 사라지지 않는 달’이라고 표

현되었던 기억도 떠올린다. 그리고 그때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린다. 이때 서술자는 “지금 이 눈물과 그때의 그 눈물이 같기

는 하나 실상은 아주 달랐다”고 하면서, 과거에 흘린 눈물은 ‘생을 동경하

는 눈물’이지만, 지금 눈물은 전쟁터로 나간 병사가 고향을 그리며 흘리는 

것과 같은 눈물이라고 한다. 영순이 시와 음악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인

물임을 고려했을 때, 영순에게 있어 전자의 눈물은 예술을 향유하고 연애를 

하는 자유로운 개인의 표현이지만, 후자의 눈물은 그러한 자유를 잃었다고 

생각될 때부터 흘리게 되는 눈물로서, 양자는 서로 다른 층위로 구분되어 

있다.

  후자의 눈물은 ｢전투｣의 순복이 흘리는 눈물과도 상통할 것이다. 순복 또

한 영순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생’의 실현이 가로막혔으며, 

주변에서 그러한 자신을 무시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

다면 순복은 영순에 비해 사회의 계급적 차별구조에 대해 뚜렷하게 인식하

고, 자신의 눈물을 유산계급에 대한 반항의 의미로까지 연결 짓는다는 점이

다. 이처럼 박영희 소설에서 눈물, 울음 등은 인물이 새로운 지평 속의 자

기에 눈뜨는 과정과 함께 등장한다는 점에서 재조명해 볼 만한 소재다.

  ｢정순이의 설움｣(1925)에서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과 무산자

로서 자기에 대한 인식은 서로 맞물린다. 이 소설은 행랑으로 일하는 정순

이 아픈 자신을 친절하게 진료해 준 의원을 사모하게 되었다가, 그로 인해 

비웃음을 사면서 집을 떠나게 되는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의 서두에

서 정순은 몸이 아픈데도 집안의 그 누구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자 서러움에 

크게 운다. 이 울음을 듣고 다가온 주인집 아들이 의원을 불러 주고, 의원

은 정순을 친절한 태도로 진료해 준다. 이에 감동한 정순은 병이 나은 후 

의원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한껏 치장을 하고 의원으로 찾아간다. 그러

나 그 의원은 집을 방문했을 때와 달리 무덤덤한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정순이가 들어서자마자 ‘무슨 심부름으로 왔느냐’고 물음으로써 기본적으로 

정순을 어느 집의 하인으로만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마음이 불쾌해져서 집

으로 돌아온 정순은 식구들로부터 의원을 좋아한다고 비웃음을 사게 된다. 

  정순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웃는 까닭을 몰랐다. 그러는 판에 별안간 개똥어

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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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까짓 행랑년이 어이구 주제넘게─｣ 하고 악의에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장

난말처럼 떠들었다. 그때에 모든 집안사람들은 그것의 말이 옳다는 듯이 ｢하하｣
하고 웃었다. 인제야 정순이는 그들의 웃음의 뜻을 알았다. ｢행랑년?｣ 속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다. 무엇보다도 정순이는 이 ｢행랑년｣이라는 말이 뼈 속에 사무치

게 아프고 쓰렸다.239)

  처음에 정순은 식구들이 왜 웃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다 개똥어멈

이 농담조로 ‘너까짓 행랑년이 어이구 주제넘게─’라고 말하자, 곧 웃음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큰 아픔을 느낀다. 이에 정순은 울분을 견디지 못하고 

개똥어멈의 뺨을 치면서 ‘너는 행랑년이 아니냐!’라고 항변한 후 방으로 도

망쳐 버린다. 서술자는 이후 정순이 집을 떠나려고 짐을 싸 두었다고 하면

서, “그 ｢행랑년｣ 소리를 듣지 않으령으로 어디인지 자유로 가려 하였던 

것”240)이라고 한다.

  이 장면에서 개똥어멈을 비롯한 식구들은 정순이 느낀 사모의 감정을 근

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는 정순과 의원을 대등한 관계로 전제하고 ‘서

로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어느 한쪽은 마음이 없다’거나 하는 식으로 상황

을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다. 식구들의 부정은 계급이 크게 차이나는 사람끼

리는 애초에 ‘사랑 같은 것이 아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

다. 즉 정순에게 있어 사랑은 그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계급적 구조 속에서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정순이 식구들이 웃는 이유를 깨닫는 과

정은, 자신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계급적 질서를 인식하는 과정과

도 같다.

  이 깨달음의 순간에 튀어나오는 것이 정순의 울음이다. 서술자는 정순이 

‘어찌해서 나는 이렇게 천대를 받나’하고 생각할 때, 그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다고 한다. 이어서 정순은 크게 울면서 개똥어멈에게 반항하게 된다. 

이는 ｢전투｣의 순복이 자신의 눈물에 계급적 자각과 반항의 의미를 부여했

던 것을 상기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눈물은 단순히 사회적 문제를 감상적

으로 그려내기 위한 장치인 것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인물 자신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지평에 놓인 자기 존재의 발견과 결부된 것이다. 이들 작

품에서 눈물은 공통적으로 개인이 사회의 지배적 질서로부터 밀려나 있음을 

239) 박영희, ｢정순이의 설움｣, 개벽, 1925.2(위의 책, 194~195쪽).

240) 위의 글(위의 책,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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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함과 동시에 그의 몸으로부터 저절로 솟아났는데, 이 지점에 주목하면 

눈물은 사회의 지배적 질서 속에서는 자리 잡지 못하는 무정형한 것, 그러

나 실재적으로 존재함은 물론 계속해서 솟구치고 흘러넘치는 것으로서의 개

인의 생명 자체를 형상화한다고 볼 수 있다.

4.1.2. 영원한 고통으로서 환멸

  박영희는 평론 및 문예론을 통해서도 눈물과 고통을 통과하는 각성의 과

정을 일정한 논리로 정리했다. ｢번뇌자의 감상어(感傷語)｣(1926)에서 그는 

눈물과 고통에 관한 독특한 언급을 하는데, 그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로움이 

그 생활과 합일되지 못하여 개인의 힘과 정열이 마음껏 표출되지 못할 때 

눈물이 나오게 되며, 사람은 이 눈물의 짠맛을 스스로 맛보는 순간부터 끓

는 물과 같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한다.

  태앙보다도 뜨거운 정열과 지구를 깨트릴 만한 큰 힘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

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는 하루살이처럼 무능한 것과 어린애처럼 눈물이 있다. 

눈물은 비애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비애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힘과 정열이 

마음껏 표출되지 못하며 자기의 생활과 자유가 합일되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가능화(可能化)하려는 심적 요구가 그 이상 가는 힘이 눌리우며 짓밟힐 때에 

생기는 소극적 반항이 이 슬픔이다. (…중략…)

  그러나 세상에는 울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으나 마음속으로 우는 사람

이 있다. 그 사람은 우는 사람처럼 몰의식적 호읍(呼泣)은 아니다. 다만 그는 

밖으로 터져 나올 울음의 세력이 내재적으로 터지는 것이므로 밖으로 터져 버

릴 그 힘이 터지지 못하는 대신으로 그 반동적 세력을 가속도로 사람의 머릿

속에 불을 붙이는 것이니 이것이 일반으로 말하는 고민 혹은 고통인 것이다. 

울음을 울어본 사람은 그 눈물의 맛(味)을 알 것이다. 그 눈물의 말을 러시아

의 시인 넥과소프는 그의 시 염가(鹽歌)에서 보면 그 맛이 짜다고 하였으니 

소위 How salt the tear!가 그것이다. 그 눈물의 짠맛으로부터 고통이 시작되

는 것이다. 눈물의 맛을 아는 때에 고통은 비로소 출생한다. 모든 약한 자가 

울음을 우는 것과 같이 모든 울음 울던 자가 고통한다. (…중략…)

  고통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없다. 우는 사람이 발성하는 대신에 고통하는 사

람은 침묵한다. 그리고 자기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갖은 

노력을 하여 본다. 밤에는 잠도 자지 않고 낮에는 거리에도 잘 나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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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고통을 분해도 하여 보며 그 대책을 생각하여서도 본다. 그러나 표면으로 

발표되지 않는다고 울음처럼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밖으로 보이지만 

않을 따름이니 마치 큰 가마 속에 끓고 있는 물과 같이 불덩이처럼 씻붉은 고

통이 사람의 몸 속에서 용솟음치고 있다.241)

  이런 면에서 박영희는 눈물이 약한 자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소극적 반

항의 기제에 불과하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눈물로부터 출발하여 개

인이 “불덩이처럼 씻붉은 고통”과 그 전투적 동력을 얻게 된다고 봄으로써, 

눈물에 제한적으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흘린 눈물의 짠맛을 

아는 데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는 설명은 흥미롭다. 앞서 여러 작품들을 통

해 분석한바 눈물 자체를 사회의 지배질서로부터 배제된 자 자신의 존재 양

태로도 볼 수 있었음을 고려하면, 그처럼 솟아나온 눈물을 스스로가 다시 

맛본다는 것은, 이 세계에서 나라는 존재가 실상 무정형하고 무의미한 것임

을 뼈저리게 체감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앎은 지식

의 축적과도 다르고 일상적인 경험의 축적과도 다르다. 미각이 감각 가운데

서도 특히 주관적이고 육체적인 것이라면, 미각으로써 나의 무정형함과 무

의미함을 지각한다는 것은, 그 아픔이 내밀한 주관성의 영역에까지 근본적

인 영향을 미치고, 몸에 아로새겨졌다고 하리만큼 치명적인 상처를 내었다

는, 그런 정도의 변화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242)

  박영희에 따르면 이 짠맛을 통해 고통을 느끼게 된 자는, 더 이상 소리 

내어 울지 않고 속으로 운다. 이 ‘속울음’이 곧 앞서 언급한 “불덩이처럼 씻

붉은” 전투적 동력이 된다. 고통은 개인으로 하여금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구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하게 하는데, 박영희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암흑기’, ‘고민기’, ‘환멸기’, ‘활동기’에 이르는 

241) 박영희, ｢번뇌자의 감상어｣, 개벽, 1926.6.

242) 특히 서양에서 형성된 감각의 역사 속에서, 미각은 다른 감각들에 비해 주관

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소래섭은 이에 비해 백석의 시가 음식과 

미각 경험을 공동체의 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미각의 주관성과 육체성을 극복하

고 서구적 감각의 역사를 비판했다고 보았다(감각의 역사 속 미각의 지위 및 백

석 시에 나타난 음식에 관해서는 소래섭, ｢백석 시에 나타난 음식의 의미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8, 83~114쪽 참조). 이를 고려하면 박영희가 제시한 눈물

론에서는 도리어 억압적인 계급질서가 이전에 맛본 적 없는 짠맛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사회적 경험이 주관성과 육체성의 영역에까지 침투하는, 위 논의

가 완전히 뒤집힌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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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시기들로 정리해 놓고 있었다. 이를 그의 다른 평문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이바노프는 희망이 많은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케 할 만한 환경을 

갖지 못하였다. 그는 무거운 부채와 처의 폐병으로 이중의 고난을 갖게 되었

다. (…중략…)

  현실로부터 생긴 고통이 오직 마음 속 깊이 시대와 시대를 이어서, 뜨거웁

게 접촉케 하는 냉각 없는 고통일 것이다. 고통이라면 현실적과 영구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를 소극적이라면 후자는 적극적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적은 현실의 고통이 적은 현실의 위안으로 만족케 되는 것 말고, 위대한 현실

의 고통으로서 위대한 비통을 가진 사람은 적은 만족에 취하지 않고 오직 겨

울의 송림처럼 침착과 우수에 심연이 열리어 있을 것이다. 그 심연 속에는 ‘영

원’이 잠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햄릿의 연애가 그의 위대한 성공을 막지 

못하였고 파우스트의 마술의 향락이 그를 전멸케 못하였던 것이다. 이바노프

는 체호프의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다.243)

  먼저 ｢체호프 희곡에 나타난 러시아 환멸기의 고통｣(1924)을 통해 우리

는 박영희가 상정한 ‘환멸기’라는 시기의 특성 및 ‘환멸’과 고통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박영희는 체호프 희곡 및 그것이 러시아 사회에

서 지녔던 함의를 상세히 소개한다. 당시 러시아가 ‘환멸기’에 있었듯이 현

재의 조선 사회가 ‘환멸기’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를 위해 조선의 문학이 해

야 할 역할의 중요한 참조점으로서 체호프의 작품을 검토하고 있다.244)

  여기서 박영희는 체호프의 작품 ｢이바노프｣의 주인공인 이바노프를, 그가 

말하고자 하는 고통의 한 사례로 꼽는다. 그가 보기에 이바노프는 무거운 

부채, 아내의 폐병 등 지극히 개인적인 갈등 상황으로부터 희망이 꺾이고 

243) 박영희, ｢체호프 희곡에 나타난 러시아 환멸기의 고통｣, 개벽, 1924.6(전집

3, 31~32쪽).

244) 박영희의 체호프 소개는, 당대 일본의 대표적인 러시아문학 연구자 노보리 쇼

무[昇曙夢]의 노국현대의 사조와 문학(露國現代の思潮及文學)(개조사, 1915)에 

수록된 체호프 소개와 그 항목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이원동, ｢조선적 환

멸과 환상 해체의 방법론──박영희 초기 문학 담론에 나타난 자기 구성의 문제

｣, 어문론총65,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280쪽). 노보리 쇼무는 도쿄의 러시

아정교 신학교에서 중등교육을 마친 독특한 이력의 번역가, 비평가 및 문학연구

가로서, 특히 1920년대에는 소비에트 문단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속하는 주요 

저자들의 연구 및 비평을 번역했다(조시정, ｢한국 근대문학 속에 나타난 고리끼 

신화의 해체와 재구성｣, 서울대 석사논문, 2009, 69~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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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받기 시작하여, 그 고통을 “시대와 시대를” 잇는 더 심원한 범위의 

고통으로 인식하기에 이른 인물이다. 만약 무거운 부채를 진 고통이 부채의 

탕감으로 사라진다면 그것은 “적은 현실의 고통이 적은 현실의 위안으로 만

족케 되는 것”일 따름이겠으나, 이바노프와 같이 그 부채가 의미하는 이 세

계의 결함을 직시하고 그것을 고통스러워 할 때, 그 고통은 부채의 탕감으

로도 사라지지 않는 “위대한 현실의 고통”이라는 것이다.

  박영희는 적은 만족으로는 사라지지 않는 이 지속적인 고통의 시기, 즉 

지배적 사회질서의 문제점을 깨치고 그것을 부정하게 되었으나 그 대안을 

찾아내지는 못한 시기를 ‘환멸기’라고 부른다. 따라서 박영희의 용법상 ‘환

멸’은 지속적인 고통을 수반하며 세계를 문제적으로 조망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인식의 전환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박영희는 이 논의를 1924년 

6월 개벽지상에 처음 발표한 이후, 1925년 2월 8일 파스큘라 강연회의 

주제로 다시 한 번 다루었으며, 그 강연의 내용을 다시금 1925년 3월 생

장지에 정리하여 게재했다. 이러한 정황은 박영희가 체호프론 및 체호프로

부터 차용한 ‘환멸기’라는 진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말해주며,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에서부터 계급적 문제의식을 얻게 되는 과정 또한 매

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박영희의 또 다른 언급들을 추적해 보면, ‘환멸기’ 이전에는 ‘암흑기’와 

‘고민기’가 있다. 생장지에 발표한 체호프론 ｢환멸기에 있는 체호프의 일

면｣(1925)에서 그는, 개인이 자신의 권위를 자각하지 못한 탓에 노예생활을 

하면서도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르고, 앞

서 언급했듯이 이전까지 자신의 생활이 노예와 같았음을 비로소 깨달았으나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지 못한 단계를 ‘환멸기’라고 불렀다. 

아래의 첫 번째 인용문이 두 용어의 그 같은 관계를 보여준다.

이리나는 부르짖기를 ‘모스크바로! 모스크바로 가요. 집을 팔고 모든 것을 팔

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스크바로 가요!’ 하면서 집착 없는 생과 위안 없는 

생활을 이리저리로 표랑하여 진리를 얻으려 하였다. 이것이 암흑기에서 환멸

기에 이른 사람들의 생활이다. 노예생활을 계속하며 학대를 여지없이 받으면

서 다만 자기 자신의 아무러한 변동의 불행이 없는 것만을 무상(無上)의 행복

과 평화로 여기던 때는 그것이 암흑시대이었다. 그러나 동쪽에서 해가 돋으려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비로소 참된 진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

것이 환멸의 비롯되는 때이다. (…중략…) 참된 고통이 참된 진리를 찾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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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리를 찾으려면 먼저 비탄하여야 하며 비탄뿐이 아니라 고통하여야 한다. 

불같은 고통에 가슴을 무너야 한다. 그것이 참된 환멸인 것이다. 체호프는 이 

환멸의 선각자이었다.245)

그 작품에 나타난 주인공은 모두가 새 사회를 동경하는 개척아(開拓兒)이었으

며 그가 부르짖는 선언은 모두가 생활에 대한 진리의 계시이다. 그들은 스스

로가 현 사회 제도에서 고민하여 그곳에서 생기는 불법과 폭행에 대한 파괴와 

또는 불평을 절규하며 (…중략…) 최종은 파괴, 살인, 조소, 선전… 등의 답변

이 있었다.

  이에서 우리는 고민기에서 환멸기로, 환멸기 활동기에 이르렀다.246)

  그런데 두 번째 인용문으로 미루어 보면, ‘암흑기’와 ‘환멸기’ 사이에 ‘고

민기’가 상정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영희가 언급하는바 고민한다는 것은 

“현 사회 제도에서 고민하여 그곳에서 생기는 불법과 폭행에 대한 파괴와 

또는 불평을 절규”하는 것이다. 이 다음 단계가 ‘환멸기’로 언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고민기’란 앞서 이바노프의 사례에서 논의되었듯이, 개인이 

특정안 사안으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면서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획

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단계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노예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암흑기’, 어떤 특정한 사안으로 인해 노예상태의 괴로움을 느

끼기 시작하는 것이 ‘고민기’, 그러한 괴로움을 계기로 이 세계에 대해 실망

하고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환멸기’, 그로부터 어

떤 행위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 ‘활동기’이다. 상기하건대 이러한 단계 설

정이 주목에 값하는 이유는, ‘고민, 환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의 상태가 계

급적 각성 과정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로 박영희는 신경향파 문학을 ‘고민기’의 문학으로 봄으로써 그 의의를 

짚었으며,247)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도 “참된 고통이 참된 진리를 찾을 

것”이므로 “불같은 고통에 가슴을 무너야 한다”고 주장하여 고통에 적극적

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고통은 ‘생’의 실현을 실패한 기억 속에서나

245) 박영희, ｢환멸기에 있는 체호프의 일면｣, 생장, 1925.3, 53쪽.

246) 박영희, ｢신경향파의 문학과 그 문단적 지위｣, 개벽, 1925.12(전집3, 121

쪽).

247)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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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생’의 실현을 형상화하고자 했던 1920년

대 초기 문학의 주제의식과 여전히 연결돼 있다.248)

  이 시기 박영희의 작품들 가운데 ‘암흑기’에서 ‘활동기’에 이르는 개인의 

변화를 특히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피의 무대｣(1925)이다. 이 소설은 

연극배우로서 생계를 꾸려 가던 숙영이 자신의 일이 갖는 함의에 반발심을 

느끼고, 무대 위에서 이에 대해 항변하는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숙영은 부모도 잃고 애인에게 배신당한 후 가난한 생활을 

이어 가던 인물로, 생계를 위해 극단에 들어가 배우가 되었다. 처음에 극단 

사람들은 숙영이 고등교육을 받은 데다 미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환영했으

나, 숙영이 울어야 할 장면에서 제대로 울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자 답답해

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울어야 할 장면에서 너무 길게 울어서 그 점

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무대에 오른 숙영은 변심한 애인에게 아

이를 빼앗기는 장면을 연기하면서, 실제로 겪은 동일한 경험을 떠올리고 대

본과 다르게 자신의 실제 울음과 실제의 심경을 쏟아낸다. 이에 주연배우는 

교체돼 버리고, 이후 다른 작품의 무대에 오른 숙영은 또 다시 자신의 실제 

경험을 떠올리고 예정에 없던 연기를 한다. 이때에 숙영은 이 연극이라는 

것이 돈 없고 약한 사람의 고통을 돈 있는 사람에게 오락거리로 제공한다는 

생각에 이르고, 공연 중에 무대 위에서 이를 항변한 후 피를 토하고 죽는

다. 이후 극단 사람들이 숙영의 말을 늘 마음에 새기고 활동했다는 것으로, 

작품은 끝을 맺는다.

  이 작품을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겠으나, 박영희가 상정

한 ‘암흑기’에서 ‘활동기’에 이르는 단계 구분을 염두에 두고 볼 경우, 이 작

품은 한 개인의 고통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과 결부된 문제임을 부각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개인의 

고통은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또 다른 층위의 고통으로 발전한다.

248) 이원동은 박영희가 말한 조선의 ‘환멸기’를 ‘낭만주의적 미적 가공성에 대한 

비판’과 ‘실제적인 것’의 강조로 연결 짓고, 그러한 맥락에서 ｢결혼 전일｣, ｢이중

병자｣ 등의 초기작을 독해하였다(이원동, 앞의 논문). 그러나 이 장에서 살펴보았

듯이 박영희가 ‘생’의 실패 및 그 고통을 주요하게 다루었고, 이후 문예론에서도 

‘생’의 이념을 꾸준히 언급했음을 고려하면, 그에게 있어 낭만주의적 ‘환상’은 단

지 비판하고 해체해야 할 것만이 아니라, 상실되었다는 아픔을 주는 것이자 향후 

다른 형태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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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는 사 년 전에 감옥에서 죽었다. 그의 

어머니도 그 후로 숙영이 아버지 죽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죽었다. 그

의 아버지는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은 아니었다. ××운동에 주요 인물로서 감옥

에를 가게 되었다. 그 후로는 자기는 고생을 하다가 그의 아주머니 집에서 희

준이란(아주머니 아들의 친구) 청년을 만나서 두 달 동안 살다가 결국은 어린

애만 배게 되고 고만 내버리어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 많은 희준이를 책하

지 않고 숙영이의 품행을 시비하려 하였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어찌하

여 세상에는 약한 자를 구박하며 경멸히 보며, 권리 있는 자를 칭찬하려 하는

가 하는 생각이 났다. (…중략…) 

  또한 이 연극까지도 어디까지든지 약한 자를 짓밟고 가난한 사람을 괴롭게 

하며, 처녀의 정조를 돈 몇 푼에 팔게 하는 연극을 한다. (…중략…) 모든 사

람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한다. 그것은 귀족들이 노예를 학대하는 것으로 쾌락

을 삼는 것이나 한 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유린하며 약한 자의 목숨

을 빼앗는 것을 흥미 있게 보는 까닭인 것을 깨달았다.249)

  먼저 숙영의 개인적인 고통은 앞 항에서 살펴본 ‘생’의 실현의 실패로 인

한 고통에 해당한다. 숙영은 고등교육을 받고도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한 

점, 부유한 애인에게 농락당하고 혼전임신으로 낳은 아이까지 빼앗겼다는 

점에서, 신교육과 자유연애가 모두 경제적 문제에 부딪혀 실패하고 있음을 

또 한 번 보여준다.

  그러나 숙영이 더욱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정확히 말해 그 

같은 일을 겪었다는 점 자체로부터가 아니라, 그러한 자신의 고통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보인 반응으로부터다. 위 인용문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은, 

분명 자신을 버린 애인이 비난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 애인은 

책하지 않고 숙영의 품행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이로부터 숙영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방조하는 불합리한 곳이었음을 인

식하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약한 자”나 “가난한 사람” 일반이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일반화하게 된다. 이에 숙영의 고통 또한, 박영희가 

이바노프의 사례를 통해 논하였듯이, 더 이상 개인적인 고통인 것만이 아니

라 ‘적은 만족으로 사라지지 않는’ 지속적인 고통으로 전환된다.

  이를 고려하면 숙영의 직업이 연극배우로 설정된 점 또한 한층 의미심장

하게 보인다. 그에게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냉연함이 조실부모한 일이나 애

249) 박영희, ｢피의 무대｣, 개벽, 1925.11(전집1,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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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배신 자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바, 숙영의 울음을 하나의 

구경거리로 관조하게 되는 연극무대라는 장치는, 그 같은 문제의식을 지적

하기에 매우 적절한 구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극무대

를 망쳐놓는 숙영의 행위는, 숙영이 발견한 지속적인 고통의 지평에서 관객

들 누구도 그 방조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선포하는 일과 같다. 그

리고 이 같은 선포가 이루어지는 신호탄은 공연 중에 자꾸만 실제로 터져 

나오는 숙영의 울음이었다. ｢결혼 전일｣이나 ｢전투｣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서도 울음과 눈물은 억압받던 개인의 자기 존재를 실체화하고, 지배적인 계

급 질서의 바깥으로 흘러넘치는 운동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피의 

무대｣는 개인의 고통이 계급적 문제의식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그림으로써 

박영희가 상정한 ‘고민기’와 ‘환멸기’ 단계 및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구현하

고 있다.

4.2. 환멸에 대응하는 두 가지 자세

4.2.1. 슬픔의 표출과 ‘생’의 애도

  앞서 3장 3절에서, 일군의 문인들이 고뇌와 센티멘털을 구분하고 있었고, 

그 중 센티멘털은 충동적으로 미봉책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자, 그래서 변화

의 전망보다는 불행함 자체만을 강조하기 쉬운 것으로 상정되었음을 논했

다. 이때 언급하였던바 김기진 또한 문학 작품의 센티멘털리즘을 속정적(俗

情的)으로 흐르기 쉬운 부정적인 요소로 파악하였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김기진은 여타의 문인들처럼 센티멘털을 비판했으면서도, 오히려 그 자신의 

글에서 그것을 뚜렷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김기진에게 있

어 센티멘털이란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지양해야 할 요소가 아니라 제한적이

나마 일정한 기능을 하는 요소에 해당했다고 여겨진다.

  김기진의 글 가운데 센티멘털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사례로는 ｢
Promenade sentimental｣(1923)과 ｢눈물의 순례｣(1924)를 들 수 있다. 이

들은 제목이 유사한 만큼이나 그 주제나 구성 방식 또한 상당히 유사하다. 

간략히 말해 양자가 담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은, 산책을 통해 낙후되고 침

체된 조선의 풍경을 일별해 본 후, 어디로 가든 무엇을 보든 견딜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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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만이 발견되었음을 토로하는 것이다. ｢Promenade sentimental｣에서 

김기진은 처음에 ‘서울의 봄을 찾아보려’ 발걸음을 떼었으나, 결국 찾은 것

은 여전히 구시대적 사상에 함몰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아무것

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무력하고 기만적인 지식계급의 모습뿐이었다고 한

다. 이처럼 “혼돈과 오만과 허위”250)의 잠에 빠진 서울을 보고 느끼게 되는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 그가 제목에서 내세운 센티멘털이다.

  바로 이 글에서 김기진은 현재의 조선에서 ‘생의 본연한 요구의 문학’이

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면서, 현실과 유리된 상아탑 속의 예술만을 해온 예

술가들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조선인의 생활의식은 조선인의 생활조직이 

결정하게 되는데, 현금 조선인의 생활은 아직도 “구도덕 구습관과 인종과 

타협” 속에 놓여 있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산출되는 문학 또한 “비굴과 

인종과 타협과 기만과 도피와 절망의 문학”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251)

  예술의 소유될 세계를 좁히고, ‘예술’이라는 명제의 인텐션을 졸라매놓은 사

람이 누구냐? 문학이라고 떠들고 예술이라고 한숨짓는 글 쓰는 당신네들이 아

니고 누구냐. 빛바랜 탑 속에다 예술을 잡아넣어 놓고서 도피의 노래만 부르

는 당신네들이 아니고 누구냐.

  이와 같이 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현금의 조선과 같이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분명하게 구분된 곳에서 정당한 의미의 ‘생의 본연한 요구의 예술’을 

바란다는 일은 가망도 없는 일이다. 어째 그러냐 하면 현금의 조선인의 생활

조직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의식을 결정하고 있는 까닭이다.252)

  이로 미루어 보면, 김기진 또한 그가 비판했던 ‘상아탑’의 문인들과 마찬

가지로, 기실은 ‘생의 본연한 요구의 예술’을 그의 궁극적인 목표로 상정하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4장 1절에서 살펴본바 박영희가 ‘생’을 실현

하고자 했던 인물들의 좌절로부터 계급적 문제의식을 촉발시켰던 것과도 상

통하는 지점이다. 여기에다가 센티멘털이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변화보다는 

현재의 불행함 자체에 무게중심이 있는 부정적 감정이었음을 상기하면, 이 

글에 드러난 김기진의 센티멘털은, 조선에 ‘생의 본연한 요구의 문학’이 불

가능하다는 데서 느끼는 슬픔과 초조함의 강도 그 자체를 두드러지게 내세

250) 김기진, ｢Promenade sentimental｣, 개벽, 1923.7(전집1, 424쪽).

251) 위의 글(위의 책, 423쪽).

252) 위의 글(위의 책, 414~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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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김기진에게 있어 슬픔과 초조함을 강도 높게 드러내는 일은, 궁극적 

목적이었던 ‘생’의 실현이 실패했음을 애도하는 일로서 일견 주요하게 취급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3장 3절에서 살펴본 ‘고뇌’가 ‘생’의 실현의 지난함

을 말하고 그 성패를 유보한 데 비해, ‘센티멘털’은 ‘생’의 완전한 실패를 선

고하고 한층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렇듯 ‘생’의 실패에 따른 슬픔의 표출이, 김기진이 

생각한 ‘시’라는 양식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우선 위의 글 ｢Promenade sentimental｣에서 그는 투르게네프의 소설 처

녀지에 등장하는 시인 네지다노프를 언급했다. 이때 그는 시인으로서의 네

지다노프와 주의자로서의 네지다노프를 구분하면서,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식계급이 느끼는 좌절감 및 무력감과 결부시켜 놓았다.

  러시아에 붉은 깃발이 날릴 때 러시아의 시인들은 그 깃발 아래로 달려간 

것이다. 시인은 시만 짓는 것으로 능사가 아니다. 처녀지에 나오는 네즈다노

프는 시인인 까닭에 자살까지 하였다. 한 사람인 네즈다노프의 속에는 두 개

의 네즈다노프가 있었던 것이다. 주의자의 네즈다노프와 시인의 네즈다노프가 

있었던 까닭이다.253)

  김기진의 언급에 따르면, 시인은 사람들의 삶이 비참할 때 시만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이 말에는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돌아보는 일’과 ‘시를 

짓는 일’은 근본적으로 유리돼 있다는 인식이 전제돼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기진은 처녀지의 네지다노프가 시인인 까닭에 자살했다고 판단한다. 네

지다노프는 주의자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했으나, 특히 시인으로서는 더 

이상 시가 불가능한 세계를 견디지 못하여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실로 처녀지에서 네지다노프는 이론상으로만 구상했던 사회운동이 실제

로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낙망해 버리는 인물이다. 그는 나로드니키 

운동 시기의 주의자 청년으로서, 처음에는 농민들을 계몽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들의 생활세계에 섞여들어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기회를 틈

타 삐라를 나눠주려 하기도 한다. 그러나 책상물림인 그는 그들의 생활세계

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요령이 없다고 멸시받으며, 

253)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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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을 하거나 전단을 나눠주어도 냉담한 반응만을 얻는다. 운동을 시작조

차 할 수 없는 현실에 크게 실망한 그는, 사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바라는 

미래를 믿지 못한다고 털어놓으며 자살하기에 이른다.254)

  김기진은 이러한 네지다노프의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한

편으로는 조선의 현실을 탄식하는 자신과 러시아의 현실을 탄식하는 네지다

노프를 겹쳐 놓는다. ｢Promenade sentimental｣의 또 다른 부분에서 김기

진은, 처녀지에 삽입된 네지다노프의 시를 인용한 후, 시 속에 드러난 네

지다노프의 진단을 자신이 조망하는 조선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

다. 즉 네지다노프와 그의 센티멘털함은 김기진에게 중요하게 참조되고 있

다. 센티멘털이 분명히 한계점을 지닌 것이지만 ‘생’의 실패를 슬퍼하는 데 

있어 그 슬픔의 강도를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었듯이, 시인으로서 네

지다노프 또한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 인물이지만 사회의 현실을 탄식하는 

맥락에서는 그 참담함의 강도를 드러내는 사례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나는 나의 나라에 있지 않았었다…… 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조금도 변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가는 곳마다 송장과 같은 느낌이 없는 침대 ○○에는 지붕이 떨어지고 벽이 

흐너졌다. 변함없는 때투성이의 내음새와 가난뱅이의 게으름아!

  겸손하지 못할 것과 비굴 속으로 오고 가는 변하지 않는 노예의 눈찌야!

  (…중략…)

  재판하는 놈도 졸고 있고 재판 당하는 놈도 졸고 있다.

  송장같이 잠자는 백성들은 졸면서 땅을 파고 있다.

  잠자면서 나락을 두드리는 사람들아! 잠자는 아버지야 어머니야 아들아…

  모든 것이 졸고 있다! 때리는 놈도 졸고 맞는 놈도 졸고 있다!255)

  비 오고 개인 밤이 얼마나 맑으냐. 얼마나 씩씩하냐. 그러나 서울은 졸고 있

다. 혼돈과 오만과 허위의 서울은 숙면에 빠지고 있다.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종로를 꿰뚫고 북악산 밑까지 보이는 것이 도깨비뿐이다! 구도덕 구습관과 인

종과 타협의 옷자락을 쓴 아랫동아리 보이지 않는 도깨비가 전 시가에 횡일하

였다.256)

254) 투르게네프, 김학수 역, 처녀지・루딘, 범우사, 1998, 5~327쪽.

255) 김기진, ｢Promenade sentimental｣(전집1, 411쪽).

256) 위의 글(위의 책, 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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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첫 번째 인용문은 김기진이 삽입한 네지다노프의 ｢잠｣이라는 시다. 

이 시의 화자는 오랫동안 먼 곳을 방황하다가 오래간만에 자신의 나라로 돌

아왔지만, 실상 변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여전히 사람들은 

더럽고 가난하고 게으르고 비굴하며, 누구도 이 사회의 문제를 깨치고 나설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모두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실상 김

기진이 ｢Promenade sentimental｣ 전체를 통해 전달하려는 주제 또한 바로 

이것이다. 그는 이 글의 서두에서 오랫동안 동경에 머무르면서 서울을 늘 

그리워했다고 썼고, 기대를 품고 드디어 서울로 돌아왔으나, 발견하게 된 

것은 게으름과 가난과 허위뿐이라고 썼다. 위의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서울 

또한 “숙면에 빠지고 있다”고 하였고, 사람들을 허위에 빠지게 하는 도깨비

들만이 기승을 부린다고도 하였다. 

  즉 김기진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 버린 ‘시인으로서의’ 네지다노

프적 측면을 스스로 분명하게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위의 글뿐만 아니라 

다른 글들에서도 그는 ‘생’의 철저한 실패와 그 비탄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시’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예컨대 김낭운의 소설 ｢귀향｣(1925)

에 대한 평론에서, 김기진은 우울과 무기력에 빠진 주인공이 천박한 허무주

의를 보인다고 혹평했으면서도, 글의 말미에는 “다만 나는 이 작자에서 ‘시’

를 발견하였다는 것만 말해 둔다.”고 썼다.257) ｢신록｣(1924)이라는 글에서

는 과거에 번성했으나 현재는 사라져 버린 어떤 것을 ‘시’라고 불렀다. 이 

글은 과거 굳건하고 위엄 있었던 건물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무너지고, 

그 폐허로부터 다시 이름 없는 풀들이 솟아나는 과정을, 혁명에 대한 은유

로서 제시한 것이다. 이때 과거의 웅장했던 건물을 둘러싸고 자라났던 무성

한 초목과 꽃을 김기진은 ‘시’라고 부른다. 그러나 집이 쇠락하면서 “그 시

가 죽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그 집이 흐너진 후에는 다시 돋아난 “이름도 

모르는 풀들이” “제2기의 운동을 일으키었다”고 한다.258)

  이 같은 용례들로 미루어 보면, 김기진은 개인이 궁극적인 목표로서 간직

했던 이상(理想)이나 동경을 고통과 서글픔 속에서 기억한다는 맥락에서 

‘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실로 김기진은 스스로 창작한 시 

작품들에서도 계급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이나 분노보다는 ‘마음의 죽음’이

라는 주제와 그 슬픔을 더 꾸준히 다루었다. 이를 고려하면 ‘생의 본연한 

257) 김기진, ｢1월창작계총평｣, 개벽, 1925.2(전집1, 208쪽).

258) 김기진, ｢신록｣, 개벽, 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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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의 문학’을 기억하며 슬픔을 표출하는 작업은, 김기진의 창작에서 계급

적 문제의식 자체를 강조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의 뚜렷한 맥을 이루고 있

었다고도 할 수 있어 보인다.

파묻어 버리자!

입술을 깨물고─

쓰림과 괴롬을 도무지 잊고서

어여쁜 사랑을 파묻어 버리자

괭이를 들고서

가슴을 파헤쳐─

쓰림과 괴롬을 도무지 잊고서

어여쁜 사랑을 파묻어 버리자

파묻어 버리자 가슴 속 깊이

이 몸이 늙기 전에 나오지 못하게

쓰림과 괴롬을 도무지 잊고서

어여쁜 사랑을 파묻어 버리자

파묻어 버리고 돌아서 가자

어여쁜 사랑을 파묻어 버리고!

- 김기진, ｢파묻어 버리자｣ 전문259)

  위 시의 화자는 자신이 품었던 사랑의 죽음을 인정하고 쓰라린 심정으로 

그 사랑을 파묻어 버리자고 되뇐다. 그는 반복적으로 “쓰림과 괴롬을 도무

지 잊”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반복은 오히려 그가 사랑을 완

전히 잊고 돌아서지 못하고 있으며, 쓰라림과 괴로움을 떨치고자 하여도 도

저히 떨칠 수가 없는 상태임을 반증한다. 그만큼 사랑의 완전한 죽음을 선

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랑이 개인의 ‘생’의 실현을 담당하는 중

추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였음을 상기하면, 사랑의 죽음을 단언하고 고통을 

떨치고자 애쓰는 화자의 자세는, 다음 항에서 후술하는바 ‘생’의 실패를 인

정하고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생활여건의 변혁에 먼저 착수해야 한다고 주

장했던 김기진의 입장과도 상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화자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듯이, 김기진 또한 앞서 일련의 글들이 보여주었던바 

‘생’이 실패했다는 고통을 한옆으로 밀어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59) 김기진, ｢파묻어 버리자｣, 개벽, 1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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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저녁에 비치던 거울

내 마음부터서 보이던 거울

그이의 생각에 병들던 얼굴

얼굴을 비추던 사랑의 거울

사랑의 거울의 깨어진 조각

부서져 흐르던 슬픈 한숨이

영원히 영원히 잊히지 않아

영원히 영원히 잊히지 않을

마음의 거울의 깨어진 한쪽

마음의 깨어진 거울의 한쪽

- 김기진, ｢깨어진 거울｣ 일부260)

  또 다른 시 ｢깨어진 거울｣에서도 김기진은 사랑의 실패와 영구적인 마음

의 상처를 다루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본래 사랑의 거울

이 있었으며, 그것이 사랑하는 상대를 생각하는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고 

있었으나, 사랑이 실패하면서 그 사랑의 거울 또한 깨어졌다고 진술한다. 

사랑의 거울은 마음속에 있었던 것으로서, 사랑이 실패함에 따라 그 마음 

또한 거울과 같이 깨어졌다고 표현된다. 그리고 이 상처가 “영원히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화자는 말한다. 이 같은 내용은 사랑의 실패와 그 

지속적인 고통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파묻어 버리자｣와 선명하

게 연결될 수 있어 보인다.

너를 파먹는 버러지들이

너의 몸속에 가득히 찰 땐

오오 마음아! 너와 나와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오랫동안을 아무 말 없이

추위, 괴로움, 싸워 가면서

벌레에게 파먹혀 가면서

여기까지 더듬어 왔다

260) 김기진, ｢깨어진 거울｣, 개벽, 1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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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을

나는 이 길을 더듬을 터이다

한량도 없는 이 가슴속의

한 갈래인 오직 이 길을.

- 김기진, ｢한 갈래의 길｣ 일부261)

  ｢한 갈래의 길｣이라는 작품의 경우, 앞의 두 시와 동일하게 영구적인 마

음의 상처를 제재로 다루고 있으나,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부터

의 화자의 각오 또한 언급한다는 점에서는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이 시의 

화자는 본래 오랫동안 자기 앞에 놓인 한 갈래뿐인 길을 묵묵히 걸어왔으

나, 그 동안 자신의 마음은 서서히 벌레에게 파먹혀 왔다고 말한다. 추위와 

괴로움과 싸우며 여전히 그 길을 걷고는 있으나, 실상 그러한 싸움의 과정

에서 점점 힘겨움이 더해지고 싸움을 계속할 의기도 사그라짐을 느꼈다는 

의미일 터이다.

  화자는 종내 마음을 파먹는 벌레들이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게 되었으

며, 이제는 자신과 마음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앞으로 계속 ‘이 길을 더듬을 것’이라고 말한다. 자기 

자신과 마음의 죽음을 야기한 길을, 그 죽음 이후에도 더듬어 걷겠다는 이 

진술은, 앞서 ｢파묻어 버리자｣와 ｢깨어진 거울｣에서 사랑의 죽음 이후에도 

화자에게 이어지고 있었던 긴긴 고통의 시간을 상기하게 한다. 또한 ‘사실

은 나 역시도 더 이상 나의 이념을 믿지 못한다’고 절규했던 자살 직전의 

네지다노프를 상기하게 한다. 김기진은 네지다노프와 같이 ‘생’의 실패를 죽

음이라는 관념과 연결 짓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네지다노프와 달리 마음의 

죽음 이후의 막막한 행로를 고통 속에서 이어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눈

물의 순례｣에서 말한바 “눈물의 꽃에도 열매가 있으며 생장이 있다”262)는 

절박한 믿음을, 일련의 글들은 일관되게 붙들고 있다.

261) 김기진, ｢한 갈래의 길｣, 백조, 1923.9, 62~63쪽.

262) 김기진, ｢눈물의 순례｣, 개벽, 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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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목표의 망각 또는 제2의적 운동

  김기진이 투르게네프의 소설 처녀지의 등장인물 네지다노프를 참조함으

로써 ‘생’의 실패와 그 극심한 고통을 부각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가 

향후의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 보다 적절한 마음가짐의 사례로 꼽은 것은, 

네지다노프가 아닌 다른 등장인물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김기진의 언급을 

통해 우리는 김기진이 슬픔과 고통의 기능을 어디까지로 한계 지었는지, 그

러한 인식과 ‘생’ 개념은 어떻게 다시금 관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 ‘참말로’ 살아야 

한다, (…중략…) 러시아의 문학은 우리에게 깊은 사색을 던져 준다. How to 

live를 가리키던 잉글랜드의 문학보다는 What is life를 찾는 러시아의 문학이 

우리의 머릿속에 무겁게 들어오는 것이다. 생이란 도무지 무엇이더냐? 부르짖

고 내려온 러시아의 문학사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생명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중략…)

  현실폭로의 비애는 지금 와서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것이다. 계단을 밟지 않

고 결론만을 찾기를 급히 하지 말자.263)

  다른 여러 글들을 통해 ‘생’의 실패와 마음의 죽음을 단언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윗글에서 김기진은 다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참다운 삶이 이미 불가능한 세계에서 계속해서 산다는 것이

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이어지지 않을 수 없는데, 실로 김기진은 

그 의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러시아 문학이 던져 주고 있다고 말한다. 윗글

에 따르면 영국의 문학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답하고자 하는 반면, 러시

아의 문학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답하고자 한다. 김기진에게는 처

녀지 또한 그 같은 의문에 한 대답을 제공하는 작품으로서 검토되고 있었

던 것이다.264) 그가 얻은 답은 간략히 말해 “결론만 찾기를 급히 하지 말

263) 김기진, ｢떨어지는 조각조각──붓은, 마음을 따라｣, 백조, 1923.9. (강조는 

인용자)

264) 참고로 김기진은 자신의 투르게네프 독해가 일본 사회주의자 아소 히사시[麻

生久]에게서 영향 받은 것이라고 회고했다(김기진, ｢한국문단측면사｣, 전집2, 

100쪽). 아소 히사시는 도쿄대 출신의 사상가이자 소설가로서, 1918년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후쿠다 도쿠조[福田德三] 등과 함께 ‘여명회(黎明會)’로 활동

했고, 1919년에는 ‘여명회’와 ‘신인회(新人會)’ 운동을 바탕으로 잡지 해방(解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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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와 관한 추가적인 설명은 다음의 글로

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의 일은 지식계급자가 하지는 못한다.

  처녀지에 나오는 솔로민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지식계급자들은 무엇을 하여야 하겠느냐? 글을 쓴다는 문학

자들은 무엇을 하여야 하겠느냐. 과연 우리의 현하 생활 상태에서 ‘생의 본연

한 요구’의 문학이 출생될 수 있겠느냐? 비굴과 인종과 타협과 기만과 도피와 

절망의 문학 이외의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한 문자는 필요치 아니하다.

  생의 본연한 요구의 문학──이것이 필요하다. 생명 있는 문학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대의 선구로 자임하는 동무야. 황막한 ‘처녀지’는 너희들의 손으로 

갈아붙여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갈고 너희들의 뒤에 오는 사람

이 뿌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거두어야 한다. 결론을 찾기를 급히 하지 말

아야 한다.265)

  윗글은 김기진이 네지다노프를 주요하게 참조했던 ｢Promenade 

sentimental｣의 또 다른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인용문과 마찬

가지로, 여기에서도 김기진은 “생의 본연한 요구의 문학”이 여전히 조선 문

단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밝히는 동시에, “결론을 찾기를 급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일관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의 설명에 따르면 ‘결론 찾기를 급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어

떤 목표를 추구하는 자가 막연히 그 목표 자체를 부르짖기만 할 것이 아니

라, 황막한 처녀지를 조금씩 개간한다는 마음으로 착실하고 긴 호흡의 활동

을 구상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생에 걸쳐 노력해도 그 목표가 실현되는 것

을 목도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그러할 경우 다음 세대가 그 과

업을 이어갈 것을 예비할 정도로, 미래 전체를 쉽게 비관하지 않으면서 까

마득하리만치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을 발간하기도 했다. 김기진은 실제로 아소 히사시의 글을 읽고 그를 실제로 찾

아가기도 했으며, 그로부터 다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술회했다. 이를 토대로 박현

수는 김기진이 그에게서 받은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일본 사회주의 운동의 

주도권이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에서 볼셰비즘으로 넘어갈 때 아소 히사시가 중도

파인 일본노동당을 선택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현수, ｢
프로문학의 제도적 연원──김기진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60, 민족문학사연

구소, 2016, 275~277쪽).

265) 김기진, ｢Promenade sentimental｣(전집1, 423쪽).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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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진은 당대 조선의 지식계급자들에게 이 같은 마음가짐을 요구하면서, 

그 모범사례로서 처녀지의 또 다른 등장인물 솔로민과 마리안나를 언급한

다. 실로 처녀지 속에서 이들은 쉽게 낙망하고 자살에 이르렀던 네지다노

프와 달리 침착하고 묵묵하게 운동을 이어가는 인물들로 그려진다. 네지다

노프 자신 또한 전망의 완전한 상실을 토로하던 그 순간에, 자신이 솔로민

이나 마리안나와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함을 탄식한 바 있다.

  “마리안나, 난 당신에게 말해 둘 의무가 있소. 우리 두 사람을 결합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집을 뛰쳐나오게 한 그 사업을 난 이미 믿지 않고 있소. 솔

직히 말해서, 당신의 그 마음의 불길이 나를 뜨겁게 하면서 불타기 시작했을 

그때부터, 난 이미 싸늘하게 식어 가고 있었던 거요. 난 믿지 않소! 믿지 않는

단 말이오! (…중략…) 그래 당신은 믿고 있소, 마리안나?”

  마리안나는 몸을 똑바로 펴고 머리를 들었다. “네, 믿고 있어요, 알렉세이. 

전 마음으로부터 믿고 있어요. 전 이 사업에 제 생명을 바칠 테예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중략…)

  “그런데 솔로민은,” 네지다노프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하긴 그 사람도 

믿고 있진 않지만…….”

  “뭐라구요?”

  “믿질 않아요! 그 사람도 믿질 않는단 말이오. 그러나 그 사람에겐 그런 것

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사람은 조용히 앞으로 전진하고 있을 뿐이니까. 한

길을 따라 도시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그 도시의 존재 여부 같은 것엔 조

금도 의심을 품지 않는단 말이오. 그저 걷고 또 걸을 따름이죠. 그밖엔 아무것

도 필요가 없어요.”266)

  위 처녀지의 한 장면에서, 네지다노프는 마리안나에게 “우리 두 사람을 

결합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집을 뛰쳐나오게 한 그 사업을” 자신은 “이미 

믿지 않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애초에 마리안나는 부유한 귀족 가문으로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였었고, 네지다노프는 마리안나가 살

던 집의 가정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사상과 부조화

하는 귀족 생활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그 점을 통해 서로 공감하면서 함께 

집을 뛰쳐나왔던 바 있다. 이후 네지다노프는 운동 현장의 실상에 절망하여 

위와 같이 고백하기에 이른 것인데, 이와 반대로 마리안나는, 귀족 출신으

266) 투르게네프, 앞의 책, 305~3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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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네지다노프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생활세계에 익숙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운동의 미래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당장의 실패에 절망하지

도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도 우리의 사업을 믿느냐’는 네지다노프의 

질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이에 네지다노프는 이미 자신과 마리안나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확인

하고, 본래 연인으로서 미래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리안나

와 자신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고 판단한다. 이어서 그는 솔로

민을 언급하면서, 솔로민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운동의 미래를 믿지 않지만, 

그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솔로민은 운동의 목표가 

언제 달성되는가를 아예 망각한 듯이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한다.

  실로 이 솔로민은 이미 농민들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 왔고 그들로부터 두

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인물로, 네지다노프와 마리안나가 집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농민들 사이에 섞여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는 운동가의 계몽으로 사람들

이 현저하게 바뀔 것이라 기대하지 않으며, 그래서 당장 변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더라도 그리 놀라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한다. 네지다

노프는 이 같은 솔로민의 성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금과 같이 변화가 

난망한 세계에서는 슬퍼하고 초조해하는 자신보다 침착하고 묵묵한 솔로민

이 더 적합한 운동가임을 괴롭게 시인한 것이다.

  네지다노프가 죽음을 맞이한 후 그의 연인이었던 마리안나는 솔로민과 결

혼하게 된다. 이 같은 결말은 이 소설이 제시하는 전망 자체도 궁극적으로 

그 두 인물과 결부되어 있음을 추론케 한다. 이상과 같은 인물관계를 고려

했을 때 김기진은, 네지다노프를 통해서는 실망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는 슬

픔을, 솔로민과 마리안나를 통해서는 실망 속에서도 살아나갈 자세를 참조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박영희와 비교했을 때 김기진은,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더라도 고통에 주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점

을 지닌다. 앞서 박영희가 피지배계급이 느끼는 고통과 그로부터 촉발되는 

계급적 각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 고통을 일종의 각성과 투쟁의 에너지

원으로 파악했다면, 김기진은 이미 계급적 문제의식을 갖춘 지식인이 피지

배계급의 삶을 목도할 때의 과도한 고통을 부각하면서, 지속적인 운동을 전

개하는 데는 때로 과도한 고통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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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실로 김기진에게 있어 과도한 고통에 시달리지는 않는 솔로민과 마리안나

는, ‘생’이 실패한 이후에도 이어가야 할 생에 대한 한 단서를 제공한다. 김

기진은 애초에 ‘생의 본연한 요구의 문학’ 산출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그

것이 불가능한 조선 사회를 참담한 심정으로 일별했으면서도, 그럼에도 목

표 자체만을 성급하게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렇게 보면 그는 개인의 본연한 요구를 실현하

는 목표로서의 ‘생’과, 그것이 실패한 이후에도 꾸려가야 할 ‘실질적인 생’을 

나누어 놓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그가 러시아 문학으로부터 ‘생이

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한 대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음을 상기하면, 솔

로민과 마리안나의 묵묵하고 느린 행보는, 후자의 실질적인 생에 대한 중요

한 참조점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해 보면 목표로서의 ‘생’이 실패

한 후 이어가야 할 생이란, 솔로민이나 마리안나의 태도처럼 ‘본연한 요구

의 문학’이 이내 산출되지 않더라도 초조해하지 않으며, 그 목표 자체를 거

의 망각하다시피 할 정도로 오랜 준비의 과정을 각오하는 생이다.

  다음 글을 보면 그 목표를 향하는 침착하고 오랜 움직임이, 바로 계급운

동에 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인용문은 김기진에게 있어 계급운동이 

최종적으로 ‘생의 본연한 요구의 문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최고의 이상일 것은 아니다.

  『예술이 제한 당하는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 모든 사회를 부정

하고서, 예술을 생의 본연한 자유의 길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제일 첫째 먼저 

현대사회조직과 데카당, 부르주아 문화의 근본적 파괴를 하고자 하는 실제적 

현실 혁명주의』(개벽 9월호 15쪽 참조)는 즉 바르뷔스 예술운동이다. 이 곳

에서 예술운동과 사회운동과의 제휴가 되는 것이다.

  예술운동, 그것은 미래 추측의 고원한 오성(悟性)과 미(美)의 영구를 탐색하

는 길이 현존사회제도-경제조직을 풀러 버리고서 예술을 생의 본연한 길로 해

방시키고자 하는 운동 이것과, 부정당한 이익의 분배와, 불합리한 특권의 소유

를 가진 현시 사회제도를 근저로부터 파괴하고자 하는 사회운동과의 일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일은 사회운동의 일 계단 위에 섰다. 우리들이 

갈망하는 예술이라는 것은 결론일 뿐이다.

  바르뷔스의 예술운동은 즉 프롤레타리아와 제휴한 사회운동 속에 있다.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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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김기진은 부르주아 문화를 파괴하는 사회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최고의 이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술을 생을 본연

한 자유의 길로 해방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우리들이 갈망하는 예술이

라는 것은 결론일 뿐”이므로, 그 결론만을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회운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기진은 이 지점에서 사회운동과 예술운동이 제휴해 있다

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주지하듯이 그가 여러 편의 글로써 두드러지게 내

세웠던, 바르뷔스의 클라르테 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김기진이 주목하는 ‘실패 이후의 실질적인 생’과 계급문학은, 

각각 ‘목표로서의 생’과 ‘본연한 요구의 문학’에 비해 일종의 도구적인 위치

를 차지한다. 김기진 스스로도 이 점을 인식한 바 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도구적인 위치 자체도 ‘목표로서의 생’ 개념과의 관계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서 연결성을 갖는다고 본다. 가령 아래와 같은 글에서 그는 ‘第一義的인 것’

과 ‘第二義的인 것’을 구분한다. 그리고 현재는 ‘제1의적인 것’을 가능케 하

기 위한 혁명을 준비할 시기라고 단언하고, 그러한 준비기의 문학을 ‘제2의

적 문학’이라고 하면서 그에 의미를 부여한다.

  ×× 後에 교육이 있다.

  ×× 前에도 교육이 있다.

  ×× 後에 本然한 문학이 있다.

  ×× 前에도 本然한 요구의 문학이 있다.(누구냐? 감히 그렇지 않다고 하는 

者가?)

  ×× 前의 교육은 프롤레트아트컬 교육운동이다. ×× 前의 문학은 프롤레트

컬트의 문학이다. 여기에 문학의 第二義的 가치가 발생되는 것이다. (…중

략…)

  과거의 사회조직에서 결정된 생명의식에서 출발된 그릇된 미의식 위에 입각

한 부르주아의 문학에 대항해서 일어난 오늘의 프롤레타리아의 문학은, 프롤

레타리아의 미학 위에서 있는 동시에 그 문학은, 프롤레타리아의 문학으로서

의 이유로 존재해 있는 것이다. ×× 後에 있을 本然한 문학과, ×× 前에 있을 

本然한 요구의 문학은, 다만 가치론에 있어서만 틀리는 것이다. 즉, ×× 後에 

267) 김기진, ｢또 다시 클라르테에 대해서｣, 개벽, 1923.11(전집1, 478쪽). (강

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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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문학은 그 문학 자체로서 第一義的 가치로 존재할 것이요, ×× 前에 있

을 문학은 ××을 위한 第二義的 가치로서 존재할 이유를 갖는다.268)

  윗글은 평문 ｢지배계급 교화 피지배계급 교화｣(1924) 가운데 ‘문학의 제2

의적 가치’라는 소제목을 단 부분이다. 여기에서 김기진은 ‘혁명 전의 문학’

과 ‘혁명 후의 문학’이 각기 존재하며, 이들 각각이 ‘제2의적 가치’와 ‘제1의

적 가치’를 지닌다고 말한다. “혁명 후에 있을 문학은 그 문학 자체로서 제

1의적 가치로 존재”하나, 그것은 말 그대로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산출될 

수 있는 문학이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 과거의 

사회조직이 형성한 그릇된 미의식에 대항하고 ‘혁명 전에 존재하는 본연한 

요구’를 표현하는 문학이 산출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김기진은 “혁명을 위

한 제2의적 가치”를 지니는 문학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생’의 실현이 실패한 이후의 실질적인 생과 계급문학 또한, ‘제2

의적’ 의미에서의 개인의 본연한 요구를 일으키고 표현하는 것이며, 그러한 

우회적인 경로로 이들은 다시금 ‘생’ 개념과 관련지어진다. 김기진은 “혁명 

후에 있을 본연한 문학과, 혁명 전에 있을 본연한 요구의 문학은, 다만 가

치론에 있어서만 틀리는 것”이라고 썼다. 이는 두 종류의 문학이 각기 초점

을 맞추는 가치의 층위가 다를 뿐이지, 개인의 본연한 요구를 표현한다는 

점과, 그로써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동일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4.3. 생장을 둘러싼 운동의 스펙트럼

4.3.1. 무기력과 적극적 허무주의

  김기진이 ‘제2의적 운동’을 선결과제로 단정하였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 

내적 갈등과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개인이 문학을 통해 자신

의 본연한 요구를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 사회에 놓여 있음을 슬퍼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 착수한 운동마저도 결코 수월하게 진

268) 김기진, ｢지배계급 교화 피지배계급 교화｣, 개벽, 1924.1(전집1, 

492~493쪽).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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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지 않는다는 데 또 한 번 좌절했다. 이에 그는 데카당이 되어 고통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거나, 테러리스트가 되거나, 자살하거나 등등의 다른 극

단적인 선택지를 하나씩 떠올려 보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유사한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 김기진뿐만이 아니며, 이미 1920년대 중반부터 그 

같은 피로감과 회의감을 호소한 사례를 여럿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태어났으며 무슨 필요가 있어서 살아 있느냐. 콩 껍질

만 한 나 한 몸이 이 세상에 있으면 무엇이며 없으면 무엇이냐? 한량없이 작

은 조그만 존재가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사라진들 무슨 중대한 사실이겠느냐. 

(…중략…)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열도 없는 이 저주받은 굼벵이와 같은 존재를 어찌

하나! 어느 때까지 이 알뜰한 딜레마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다가 일생을 마치겠

느냐! (…중략…)

  그래도 살아야 하겠다. 참말로 아직껏 좀 더 살아야 하겠다. (…중략…)

  딜레마에 떨어진 것이 생활의 방편이냐? 굴곡 있는 탁크틱크냐? 하는 것은 

구구한 시비(是非)다.269)

  나의 생활이 절름발이였었다. (…중략…) ‘생활의 딜레마’를 통절히 느낄 때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무명의 영웅’을 단단히 붙들었다. (…중략…)

  그리하여 내가 안 것은 생활의식의 개조요, 내가 붙잡은 것은 굴곡된 전술

이다.  (…중략…) 그러므로 타협도 전술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굴곡 있는 전

술을 취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더구나 조선과 같은 환경 안에서는 아무 

일도 못 한다. 환멸이 있을 뿐이다. (…중략…)

  어떻게 하느냐. 테러리스트가 되어가지고서 가로(街路)에 나서겠느냐? 이상

주의를 고집하여가지고서 자살하겠느냐? 혹은 그렇다고 데카당스로 달아나겠

느냐?

  테러리스트로서 성공한 전례가 없다. (…중략…) 데카당이 된다는 것은 문제

도 안 된다. 이상을 고집하여 아귀와 정사(情死)하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못할 

일이다. 그러면 무엇이냐?

  타협이냐? 전술이냐? 매명(賣名)이냐? 실제냐?270)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 김기진은 자신이 추진하고자 했던 ‘제2의적 운

269) 김기진, ｢통곡｣, 개벽, 1924.12.

270) 김기진, ｢환멸기의 조선을 넘어서｣, 개벽, 1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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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마저도 자신이 놓인 생활의 여건 때문에 제대로 실천될 수 없음을 탄식

한다. 그러한 상태를 ‘딜레마’라고 부르며, 이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 앞으로

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급급한 살림살이의 연속일 뿐인지, 아니면 미미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우회적 전술인지를 스스로 물어본다. 혹

여 전자일 가능성 앞에, 그는 자기 한 사람의 하찮은 삶이 무슨 의미를 지

니겠는가를 괴롭게 질문하기도 한다.

  또 다른 글에서 김기진은 자신이 이러한 ‘생활의 딜레마’에 붙들려 있음

을 다시 한 번 문제 삼으면서, 그 같은 고착을 느낄 때마다 “무명의 영웅”

을 단단히 붙들었다고 한다. 이 ‘무명의 영웅’이란 특별히 가시적인 수확이 

없더라도 꿋꿋하게 활동을 유지하는 운동가를 가리키는 말이다.271) 따라서 

‘무명의 영웅을 단단히 붙들었다’는 김기진의 진술은, 첫 번째 인용문에서 

가시적인 수확이 없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자꾸만 하찮게 여기게 되는 데 

대해, 무덤덤하고 꿋꿋한 자세를 되새기는 말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어서 김기진은, 이처럼 생활의 딜레마를 스스로 ‘굴곡 있는 전

술’, 즉 우회적인 운동 방법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보면 그는 이미 아무 의미

도 없는 삶과 ‘굴곡 있는 전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생활의 여건 그 자체보다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꾸만 무너

지는 의지와 옅어지는 전망을 더욱 문제적인 것으로 여겼다고 생각된다. 더 

이상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김기진은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도, 

데카당이 되는 것도, 그렇다고 자살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언급

을 한다.

  김기진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회의감과 권태를 드러내는 운동가의 모습을, 

이 무렵 1920년대 중반의 다른 글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셩태’라

는 필자는 ｢광란｣(1924)이라는 수필에서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동아시아 

271) ‘무명의 영웅’에 관한 언급은 ｢마음의 폐허｣에서 더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에

서 김기진은 조선사회에 추진력 있게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며 

조선이 ‘환멸기’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김기진은 살림살이를 

돌아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강철의 감정’을 가질 것과, 그로 인한 낙오를 감

수하는 ‘무명의 영옹’이 될 것을 강조한다(김기진, ｢마음의 폐허 ─겨울에 서서｣, 

개벽, 1923.12). 비슷한 맥락으로 다른 글에서도 그는 처녀지의 등장인물 가

운데 “네지다노프를 끝끝내 사랑하던, 주의(主義)에 충실한” 마슈리나를 언급하

면서, 특히 그가 ‘익명의 러시아인’임을 자처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김기진, ｢
TWILIGHT｣, 동아일보, 19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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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를 돌아다니며 열심히 일했으나, 모두 부질없는 일이었으며, 결국 현재

에 남은 것은 “적막과 허무”뿐이라고 한다.

나는 방랑자이다. (…중략…) 아직 나이야 젊었지마는 그래도 나는 늙은이같이 

곤비되고 권태되고 실연의 치명상을 받은 것 같은 죽지 부러진 날개를 가진 

새와 같이 힘없이 늘어지고 말았다. (…중략…)

  4년 전에 상해(上海) 갔던 것이 생각난다. 머리 기르고 신경쇠약에 얼굴이 

노랗게 마르고 지향 없이 들뛰던 4년 전의 생활이 회상된다. 맘 둘 곳 없이 

발붙일 곳 없이 일본으로 대만으로 지나(支那)로 떠돌아다니던 것이 추억된다. 

(…중략…)

  모두 지나간 옛일이다. 모두가 꿈이었다. 모두가 부질없는 사람들의 지나간 

비인 쓸쓸한 발자취였다. 그 곳에 무엇이 있을까. 꿈이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적막과 허무가 있다. (…중략…)

  도취할 대로 도취하고 광열할 대로 광열하고 싶다. (…중략…) 혁명가도 좋

다. 니힐리스트도 좋다. 데카다니스트도 좋다. 육(肉)의 광열적 포옹도 좋다. 

강렬한 자격(刺激)! 음침하고 생기 없는 것을 불살라 버릴 만한 열정! 이것이 

없이 어떻게 살까.272)

  이 글의 필자는 김기진보다도 명확하게 자신의 행적이 모두 “부질없는 사

람들의 지나간 비인 쓸쓸한 발자취”였다고 판단한다. 한편으로는 그 같은 

자인(自認)을 괴롭게 생각하면서, 다시금 자신을 도취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

는 믿음과 열정을 얻고 싶다고도 말한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혁명가’이든 

‘니힐리스트’이든 ‘데카다니스트’이든 상관없으니, 무엇이든 자신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줄 강렬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지점은, 앞서 김기진이 생활의 딜레마를 탄식하면서 ‘테러리스트가 되

겠느냐, 자살하겠느냐, 데카당이 되겠느냐’며 사실상 취하기 어려운 선택지

들을 되짚어 보았던 부분을 상기하게 한다. 또한 피로하고 권태로운 마음속

에 강렬한 자극 자체가 생겨났으면 하는 위 필자의 바람은, 김기진의 시 ｢
누구나 왔으면｣에서 확인되는바 ‘허무에 싸인’ 마음에 미움, 고움, 선, 악을 

묻지 않고 무엇이든 왔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는 화자를 상기하게 한다.

아아 아무나 와 다고

272) 셩태, ｢광란｣, 개벽, 1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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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움과 고움과 착하고 악함을 묻지 않고서

허무에 싸인 거칠은 벌판인 나의 마음에

미쳐서 달리는 무서운 바람을 잡아 누르겠다

- 김기진, ｢누구나 왔으면｣ 일부273)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도, 운동의 한계와 회의감을 느낀 운동가의 

막막하고 절박한 심정을 확인할 수 있다. 1926년에 발표된 아래 글의 필자

는 동경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고 운동에 투신하였다가, “기분운동에서 

실제운동으로 들어”가자 동지들에게 실망하고, 나아가 인간이라는 존재 일

반에게 실망하고, 그로부터 스스로가 ‘니힐리스틱’하고 ‘테러리스틱’한 경향

을 띠게 되었다고 말한다.

동경(東京) 생활은 별 생활이 없었네. 다만 나의 생활의 큰 전환을 준 것뿐일

세. 그것은 말하자면, 사상생활(思想生活)이 전환이겠지. 그때는 한참, 일본 천

지에 사회사상이 물 끓듯 일어날 판에 나 역시 지식 상으로 또는 생활의 경험

으로부터 새로운 사상이 나의 피를 끓게 하던 때일세. 나는 또한 같은 동지를 

모다 열렬한 선전운동에 착수하였네. (…중략…)

  이것이 동경시대(憧憬時代)의 풋 정열이라고 할는지. 그러던 것이 이 기분운

동(氣分運動)에서, 실제운동(實際運動)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같이 미덥던 동지

들에게나 환멸이 닥쳐오데. (…중략…) 그때부터 나는 모든 인간이란 것을 다 

의심하고 미워하게 되었네. 내 사상의 「니힐리스틱」하고 「테러리스틱」한 

경향을 띠게 된 것도, 그때부터일세. 닥치는 대로 죽이고, 없애고 싶은 생각이 

나데. 그뿐 아니라 내 자신도 미운 생각이 났네. 나도 남과 같이 약한 데가 있

고 불순한 곳이 있음을 인제서야 발견하고……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눈 흘

겨보게 되었네.

  앞서 김기진과 셩태의 글 또한 실제적인 수확을 얻지 못해 회의감에 빠진 

운동가의 입장을 드러냈었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일별해 볼 수 있는 불충분

한 선택지로서 니힐리즘이나 테러리즘을 거론했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글

과 김기진 및 셩태의 글은 모두 일정한 공통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1924년 무렵에 이미, 계급운동의 난항으로 인한 피로와 회의감의 문제

를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가가 운동가들 사이에서 일견 화두로 떠올랐던 것

273) 김기진, ｢누구나 왔으면｣, 동아일보, 19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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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가 짐작해 보게 한다. 이는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김기진이 운동

가에게 있어 과도한 고통을 지속적인 운동의 방해물로 생각하였던 점과도 

상통한다고 여겨진다.

  위의 글들과 유사하게, 다른 나라를 방랑하며 계급운동에 투신했던 운동

가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과거 행적을 모두 부질없는 것이었다고 판

단하는 모습을, 김낭운의 소설 ｢귀향｣(1925)으로부터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소설은 운동가 청년인 주인공 강문희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고향에 돌아오

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옛 집에는 낯선 

사람이 살고 있고, 이에 문희는 더욱 깊은 회의감에 빠져 가족들을 더 수소

문해 보려 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앞날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

한다.

그의 머리에는 과거의 지나간 생각이 자연히 떠 나왔다. 학자금 얻을 양으로 

여러 가지로 애쓰던 일, 어떤 부자에게 직접으로 담판하던 일, 동경으로 가서 

고학생 노릇 하던 일, 은둔소를 찾아 통도사, 석왕사, 금강산 등 산속으로 돌

아다니던 일, 만주벌 시베리아 벌에 헤매던 일, 배고파 길거리에 한참씩 누웠

던 일──그러한 자기의 형용이 차례로 나타나 보이었다.

  ‘흥, 내가 무엇을 구하여 그렇게 돌아다니었던고?’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늙은 부모와 따뜻한 고향을 다 버리고 이제까지 찾고 

구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곳에는 또 내가 무엇을 찾아 왔는가…… 그러고 

이제까지 찾고 구하고 하던 것을 나는 얻었는가? ……아! 나도 꽤 미련한 자

이다.’

  그는 또 생각하였다. ‘쓸데없는 동경, 쓸데없는 노심(勞心)──실로 무의미한 

일이다. 그렇다. 인생이란 그 자체부터 무의미한 이상 그것이 주출(做出)하는 

모든 짓에 의미가 있을 리 없다. 이상, 희망──그것은 이제까지 나를 꿀같이 

달게 속여 넘겼다. 아! 우스운 일이다…….’274)

  작품의 서두에 등장하는 위 장면에서, 문희는 자신의 과거 행적들을 차례

차례 떠올린다. 그에 따르면 그는 동경으로 건너가 고학생 생활을 하였고, 

어떤 이유로 은둔하기 위해 통도사, 석왕사, 금강산 등지로 숨어 지내기도 

했으며, 만주와 시베리아를 헤매기도 했다고 한다. 후에 문희가 우연히 마

주치는 친구 이호석의 말로 미루어 보면, 그가 만주 및 시베리아로 간 이유

274) 김낭운, ｢귀향｣, 생장, 1925.1,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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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러시아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온 현재, 문희는 결국 부모도 고향도 버려 

가면서 자신이 얻고자 했던 것은 하나도 구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나아

가 무언가를 동경하고 그에 애쓰는 인생 자체가 애초부터 무의미한 것이라

고도 생각한다. 이러한 지점들에 주목하고 보면, 이 소설은 1920년대 중반

에 이미 계급운동의 전망에 대한 짙은 회의감을 표출하고 있었던 또 하나의 

사례라는 점, 그뿐 아니라 1920년대 전반기 조선인과 러시아공산당의 관련

성을 암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그런데 이 소설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이것을 쓴 김낭운이 잡지 

생장(生長)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며, 이 소설 또한 생장 창간호에 발

표되었다는 점이다. 생장은 1925년 1월 1일 창간되어 같은 해 5월까지 

총 5권으로 발간된 문예지이다. 인쇄인 노기정(魯基禎), 인쇄소는 한성도서

주식회사, 발행소는 생장사, 그리고 편집 및 발행인이 김형원으로서, 흔히 

김형원의 개인잡지라고 알려져 있다.275) 이를 주요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은 

생장에 관한 김기진의 회고다. 김기진은 김형원이 비슷한 시기에 파스큘

라 결성을 주도한 데다 생장 발간도 진행했기 때문에, 혹시 생장이 파

스큘라의 동인잡지가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생장은 어디까지나 석송(石松)의 개인잡지”라고 진술했다.276) 김억이나 

김기진이 김형원에게 기고 독촉을 받았던 흔적277) 또한, 기획 및 원고 섭외

를 김형원이 주로 담당했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생장 필진들의 논지나 기

획의 내용은 대체로 조선문단과 개벽이 주도하던 문단 가운데 ‘민중’과 

보편성을 중시한 김형원의 독특한 예술관을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

가된다.278)

  그러나 이러한 ‘김형원의 개인잡지’라는 통념과 달리, 김낭운이 요절한 후 

275)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92~93쪽.

276) 김기진, ｢40년간의 문예지｣, 사상계, 1960.1.

277) 김억은 생장 2호에 시를 게재하면서, 부기를 통해 김형원이 자신에게 과도

하게 원고를 독촉한 데 대한 불만을 표했다(김억, ｢이것도 시라면｣, 생장2, 

1925.2, 9쪽). 김기진 또한 친분관계에 기반하여 김형원으로부터 원고를 독촉받

았다고 회고했다(김기진, 위의 글).

278) 이에 관해서는 홍현영, ｢1920년대 전반기 시문학에서 ‘민중’의 의미──박종화

와 김형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2, 76~82쪽. 총목차 및 기획의

도, 필진의 성향 등에 관한 해제는 서은경, ｢문예지 생장 연구｣, 근대 초기 잡

지의 발간과 근대적 문학관의 형성, 소명출판, 2017, 360~38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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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이 발표한 추모 글을 보면, 김형원은 대표와 경영을 맡았을 뿐 생장

의 실무는 그의 처남이었던 김낭운이 전담했다고 한다.279) 필진으로서도 

김낭운은 생장의 매호마다 소설이나 시 작품을 발표했으며, 이들 발표작

에 대해서는 김기진, 박영희, 이상화 등이 즉각 다음 달 월평으로써 응답했

다. 이렇게 보면 그 제호만큼이나 건강하고 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했던 생

장의 주변에는, 실상 김낭운의 회의적 색채나 김기진, 박영희 등의 비교적 

선명한 계급적 색채가 다양하게 존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공

존하는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 ｢귀향｣에 드러난 허무주의에 관

한 언급이리라 생각된다.

  “이런 말은 소용없겠지마는 자네 그 허무사상 좀 버려야 하네.”하고 李는 

걱정스러운 듯이 말하였다. “자네의 그 만 리 같은 앞길이 아깝지 않은가.”

  “흥, 고마운 말일세. 그러나 나는 ‘아! 모두 다 헛되어라. 바람을 잡음 같아

라.’ 한 솔로몬의 句가 가장 진리라고 생각하네.”

  “그러니까 오해란 말일세.”하고 李는 힘 있이 말하였다. “왜 삼라만상이 모

두 나로 인연하여 나열하였다 하면 못 쓰겠나?”

  “그래 그렇다 하면?”

  “그러니까 세상은 기쁘단 말일세. 기쁘니까 헛됨이 아니라 참됨이 아닌가?”

  “글쎄 그것은 자네 생각 아닌가?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자네도 결국 한 줌

의 흙이 되고 말 걸! 하하……자아, 어서 가자게.”하고 문희는 손을 내밀었

다.280)

  문희의 친구 호석은 사람에게 결국 죽음만이 남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문

희에게 ‘허무사상 좀 버리라’고 충고한다. 대신 자신의 인생관을 간략하게 

제시하는데, 그것은 “삼라만상이 모두 나로 인연하여 나열하였”으며, “그러

니까 세상은 기쁘”다고 보는 것이다. 이 이상으로 자세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아 호석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일견 ｢귀향｣과 나란

히 생장 창간호에 게재된 김형원의 시 ｢생장찬미｣를 연상케 한다. 이 시

에서 화자는 세상의 모든 유형무형의 존재들과 인연을 맺고 있다고 보고 있

으며, 우리들 각각이 삶이 다한 후에도 그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279) 김형원, ｢오호(嗚呼) 박명(薄命)의 문사들｣, 삼천리, 1929.9.

280) 김낭운, ｢귀향｣, 생장, 1925.1,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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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형무형의 개념아!

오너라 오너라 나의 사랑의 잔치에

다 같이 노래하고 춤추자 지금 이때에

아! 우리는 다시 못 만날 나그네 팔자

이때에 이 자리에 다 같이 만남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느냐?

아, 아, 생명의 잔에 사랑의 술을 부어라

취토록 마시고 깨이지 말자.

(…중략…)

그러나 동무야 나의 동무들아!

오기도 같이 오고 놀기도 같이 하고,

가기도 또한 같이할 동무들아!

우리의 가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역사의 책장 속인가 허무의 어둔 방인가.

아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곳은

언제든지 생명의 꽃이 만발하는

모든 개념이 한데 뭉쳐지는

지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낙원이다.

- 김형원, ｢생장찬미｣ 일부281)

  이 시의 화자는 모든 남녀노소의 사람들, 동식물들은 물론 “유형무형의 

개념”들까지 “나의 사랑의 잔치”에 초대한다고 말한다. 또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서로 “다시 못 만날 나그네 팔자”임에도 이 세계에서 이처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고맙고 기쁜 일이라고 진술한다. 이와 같이 화자는 

작품 전체에 걸쳐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 대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을 

드러낸다.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자신과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오기도 

같이 오고 놀기도 같이 놀지만, 가기도 같이 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돌아가는 곳은 역사 속이나 허무가 아니라, “언제든지 생명의 

281) 김형원, ｢생장찬미｣, 생장, 1925.1,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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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만발하는” 곳이자 “모든 개념이 한데 뭉쳐지는” 낙원이라고 한다. 즉 

화자가 보기에 죽음이란 종결 그 자체이거나 허무함이 아니라 각각의 개체

로 분리되었던 존재들이 그 분리를 벗어던지게 되는 기점이자, 언제나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과정의 일환이다.

  앞서 ｢귀향｣의 문희가 삼라만상과의 인연을 부정하고 죽음을 단지 허무한 

것으로 여겼음을 상기하면, ｢생장찬미｣의 화자는 어느 지점에서나 문희와는 

정반대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실상 김형원 또한 더 이른 시기

에 발표한 시편들에서는, 무엇 하나 여의치 않은 생활로 인한 고통을 호소

하고, 결국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의지와 열정은 싸늘하게 식어 버렸다고 

탄식하며, 그래서 자신은 시체나 미라와 같은 상태임을 반복적으로 써낸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김형원과 김낭운은 뜻을 펼칠 수 없는 불여의한 삶 속

에 죽음만이 남았다고 생각했던 데서 공통점을 보이기도 하지만,282) 1920

년대 중반에 이르러 각각이 내놓은 소결(小結)은 그처럼 극명하게 달라져 

있었고,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두 사람은 잡지 생장을 함께 펴 나간 것이

다. 이렇게 보면 생장은 김형원의 ‘생장’론만으로 그 성격이 충분히 설명

되는 것이 아니라, 김형원이 해결하고자 했던 실패와 고통의 문제에 대해, 

또 다른 방향으로 제출되는 답변들까지도 직・간접적으로 공존하고 대화하

는 장으로서 조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는 김기진도 관련된다. 먼저 김기진은 ｢귀향｣이 발표된 후, 그 다

음 달의 월평에서 이 작품을 거론하면서 주인공 문희를 가리켜 “대단히 그

의 허무사상은 천박하다.”고 말했다. 비록 짤막한 언급이지만 이는 김기진

이 허무주의에 대한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으리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실로 그는 자신의 문예론에서 “적극적 허무주의”를 언급하기도 했고, ｢귀향

｣과 유사하게 운동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러시아 공산당원의 이야기

를, ｢귀향｣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282) 김낭운은 ｢미련한 어부｣(1922), ｢낭인(浪人)의 노래｣(1923) 등의 시편에서도 

목적 없이 헤매는 자의 피로함과 권태를 부조하였고, 생장3호에 발표한 소설 ｢
어느 회사원｣(1925)에서도 ｢귀향｣의 문희처럼 죽음만을 바라보며 “풍타죽낭타죽

(風打竹浪打竹)”으로 산다는 주인공을 내세웠다. 따라서 그가 ｢귀향｣에서 드러낸 

허무주의적 관점은 ｢귀향｣ 한 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김낭운의 여러 작품에 

걸쳐 관찰되는 주제의식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바 김낭운에 대한 

연구는 그의 번안소설 최후의 승리(1928) 판본 연구 한 편뿐으로(김영애, ｢최

후의 승리 판본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54,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그의 

작품을 보다 폭넓게 수집하고 작가론을 제출하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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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와 우울과 혼돈과 고뇌의 붕익(鵬翼)이 날개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중

략…) 세계는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중략…) 나는 생각한다. 인류사회가 퇴

폐기의 극점에 달할 때에 반드시 상반된 두 개의 조류가 출생하는 것을. 그것

은 니─체가 설파한 소극적 허무주의자와 적극적 허무주의자이다. (…중략…) 

소극적 허무주의자는 분명히 마흔 기독교도와 같은 현실의 약자이요. 적극적 

허무주의는 건설적 허무주의자이다. 그것은 분명히 강렬한 파괴적 충동과 건

설적 충동을 포함하는 강매(剛邁)한 강자이다.283)

  위 인용문은 김기진이 클라르테 운동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글의 일부이

다. 이 글에서 김기진은 니체가 허무주의를 소극적 허무주의와 적극적 허무

주의로 구분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적극적 허무주의는 허무함 자체에 함몰

되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파괴적 충동과” 동시에 “건설적 충동을 포함하

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클라르테 운동이 바로 그러한 적극적 허무주

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상정한다. 앞서 4장 2절에서 살펴본바 김기진에게 

있어 클라르테 운동은 ‘생의 본연한 요구의 문학’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2

의적 운동’이자, 예술운동과 사회운동의 제휴였다. 이를 상기하면, 그는 적

극적 허무주의를 ‘생’의 실현이 불가능한 현실 전반을 부정적으로 조망하면

서도 ‘제2의적’ 차원에서나마 다시금 그것이 가능해질 것을 꿈꾸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아래의 글에서도 유사한 인식이 확인된다. 여기에서 김기진은 현재 조선 

땅은 물론 자신의 마음까지도 모두 폐허가 되고 말았다고 단언한다. 그러면

서도 이 폐허가 그저 폐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허인 까닭에 “준동이 

있”고 “힘의 부르짖음”이 있다고 말한다.

  폐허다! 마음속이 폐허가 되고 말았다. 가슴 속이 폐허가 되고 말았다. 우리

의 향토, 이 조선 폐허가 되고 말았다. 황량한 겨울에 있는 우리의 땅이 폐허

다! 그러나 폐허면 폐허일 따름이냐? 아니다. 폐허인 때문에 준동이 있다. 폐

허인 까닭에 힘의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위대한 혼연한 창조의 교향악이 

폐허의 그 밭에서 해산될 것이다.

  ──러시아의 허무당원의 하나가 외국으로 망명을 했다. 그가 외국에서 병

283) 김기진, ｢클라르테 운동의 세계화(2): 바르뷔스 대 로맹 롤랑 간의 쟁론｣, 개

벽, 19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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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리어서 다 죽게 되었다. 그는 자기를 쫓아낸 자기의 고향을 보고 싶었다. 

(…중략…) 그가 겨우 호수를 하나 건너서 저편 언덕에 더듬어 왔을 때 그의 

숨은 끊어져 버렸다. 그는 머리를 자기의 고향의 땅에 대이고서 죽어 버렸다.

──

  이와 같은 이야기가 러시아의 소설에 있다. (…중략…) 자기를 내어쫓은 고

국, 러시아제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토(故土)인, 땅뎅이의 러시

아를 그는 진심으로 사모하였던 것이다. (…중략…) 그 사람의 마음을 나는 이

해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인 까닭이다…….284)

  곧이어 그는 러시아의 한 소설을 사례로 드는데, 이 사례는 타국을 떠돌

며 운동에 투신했던 러시아 공산당원이 실패를 겪은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기본 설정으로 하고 있어, 김낭운의 ｢귀향｣과 공통점을 보인다. 그

러나 차이점 또한 뚜렷하게 관찰된다. 김낭운의 ｢귀향｣에서 주인공은 운동

의 실패로 인해 짙은 회의감을 갖게 되었었고, 이는 고향 땅이나 가족에 대

한 냉소나 도피로도 연결되었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음에

도 불구하고 그곳을 여전히 “구시대의 유물”이 들어찬 곳으로 여기거나,285) 

고향에 온 것을 “무슨 큰 원수 진 땅에나 온 것같이” 느끼기도 한다.286) 그

래서 옛 집에서 사라진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지도 않고, 심지어 

친구 호석이 누나의 거처를 알고 있다고 하여도 그곳이 어디인지를 물어보

려 하지조차 않는다.

  반면 김기진이 언급하는 소설의 주인공은 중병으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향을 보고자 하여, 어렵게 고향까지 찾아온다. 그리

고 고향 땅에 겨우 닿으려 하는 그 지점에서 숨을 거두고 만다. 이 주인공

을 두고 김기진은, 그가 자신을 내쫓았던 고국으로서 ‘러시아제국’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길러낸 땅덩이로서의 러시아를 사랑한 것이라고 해설

한다. 김기진이 이 글 전체에 걸쳐 폐허가 된 조선을 둘러보고 크게 탄식했

음을 상기하면, 김기진 또한 ‘생’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낙후된 사회로

서의 조선과, 자신을 길러낸 땅덩이로서의 조선을 분리하고, 후자로부터 다

시 새로운 운동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물론 김기진은 앞서 살펴본 ｢통곡｣이나 ｢환멸기의 조선을 넘어서｣를 통해 

284) 김기진, ｢마음의 폐허──겨울에 서서｣, 개벽, 1923.12.

285) 김낭운, ｢귀향｣, 생장, 1925.1, 7쪽.

286) 위의 글,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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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운동조차 여의치 않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 

김낭운과 같이 모든 전망과 운동을 죽음으로 귀결시키기만은 한사코 거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로 그는 생장에 여전히 문예론 ｢감각의 변혁｣
(1925.2)을 발표하여 우리 주변 도처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고통을 기민하게 

포착할 것을 요청했고, 시 작품으로서도 ｢지렁이의 죽음｣(1925.5), ｢까뭉개

어진 얼굴｣(1925.5) 등을 발표하여 너무도 허망하게 죽어 버리는 생명이나 

고통 받는 조선인의 한 대표적인 모습을 문제적으로 부조하고자 했다. 이처

럼 김낭운, 김형원, 김기진 등은 실패와 고통의 경험에 대한 각기 다양한 

반응을 생장을 통해 제출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생장은 김형원 한 

사람의 기획물인 것만이 아니라, 김형원이 ‘생장’ 개념으로써 해결하고자 했

던 실패와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답들이 서로 마주치고 대화하는 장이

었다고 할 수 있다.

4.3.2. 계급을 초과하는 ‘생장’

  박영희나 김기진이 ‘제2의적’ 문학으로 관심을 전환하면서 개인이 실현해

야 할 목표로서의 ‘생’을 우회적으로 추구하려 했다면, 김형원은 ‘생장’ 개념

을 대대적으로 내세움으로써 그 목표로서의 ‘생’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1920년대 초기에 발표한 작품들 다수는, 

앞서 3장 1절에서 확인하였듯이 밥벌이에 허덕이느라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생활인의 절망과 자괴감을 담고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그가 1923

년 시 작품 ｢생장의 균등｣에서 처음으로 ‘생장’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이래 

1925년 잡지 생장을 발간하고 ｢생장찬미｣ 등의 연계 작품들을 쏟아내기

까지는, 분명 이전 시기에 다뤄 온 생활난의 문제를 극복할 만한 사상적 전

회의 과정이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대응으로서 ‘생장’론의 정립 과정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난에서 ‘생장’론으로의 전회는 김형원이 인간의 ‘소유욕’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1923년경까지 그의 

작품들은 생활난을 호소하는 것들이 주조를 이루었으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생장의 균등｣이 발표될 무렵에는, 인간의 ‘소유욕’이라는 것 자체를 탐구한 

글들이 몇몇 등장하여 이채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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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친구가 내게 말하기를

사람은 무엇이나 오래 가지면

아무리 보배라도 싫어진다

이상의 애인도, 제가 낳은 자식도,

값진 옷이고, 훌륭한 제도이고,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법이다

내가 다시 그에게 묻기를

그래도 소유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한결같이 있지 않나

백만장자라도 돈은 좋아하니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짓이 아니다

싫어하는 제도가 즐겨하는 짓이요

새로운 제도를 원하는 그들은

그 애착 많은 소유욕까지 싫어한다

아! 이것이 사람의 상사요

생명의 당연한 진로인가

- 김형원, ｢사람의 상사(常事)｣ 전문287)

  ｢사람의 상사(常事)｣(1922)라는 시는 화자와 친구의 대화 및 그를 통한 

화자의 깨달음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친구는 화자에게, 사람이란 늘 

변화하는 존재기 때문에, 무엇이든 오래 가지면 싫증을 낸다고 말한다. 이

에 화자는 그렇더라도 무언가를 ‘가진다’고 하는 소유욕만큼은 언제나 그대

로이지 않느냐고 질문하는데, 친구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 늘 새로운 

것을 원하는 사람은 소유욕 자체에 대해서도 싫증을 내게 마련이라고 말한

다.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친구의 대답을 수용하면서, 이것이 곧 사람이 지

닌 생명의 당연한 진로가 아니겠는가를 자문한다.

  이 시에서, 화자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지점은 ‘사람이 늘 지니고 있는 

것’의 범위에 관한 부분이다. 화자는 친구의 말을 듣기 전까지 본래 사람이

287) 김형원, ｢사람의 상사｣, 개벽, 1922.11(주근옥, 앞의 책, 220~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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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누구나 언제나 소유욕만큼은 지니는 존재라고 생각해 왔으나, 친구는 소

유욕 또한 싫증을 일으키는 대상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함으로써 그것을 상

대화하고, 이에 화자는 사람에게 있어 소유욕보다도 더 항상적이고 보편적

인 요소로서 “생명”을 언급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다는 관념을 탈피하는 일은, 김형원이 이전까지 문제적으로 다

루었던바 밥벌이와 살림살이에 짓눌렸던 삶을 해방시키는 일과도 분명 연관

되는 것이다. 고통에 대한 대응 면에서 보았을 때, 이는 나의 존재가 밥벌

이하는 자로 축소된 데서부터 고통이 야기되었음을 명확히 짚으면서도, 실

상은 나의 존재가 그 축소된 틀로만 재단되지 않음을 인식함으로써, 스스로

를 고통 앞에 의연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때 주체는 고통의 원인을 초월하

지는 못하지만 초과할 수는 있다. 시구에서 도출되는바 ‘보배도 싫고 애인

도 싫고 소유욕마저 싫다면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는 질문이, 그러한 

초과 지점을 보여준다.

  사람의 삶을 ‘소유욕’보다 심원한 것으로 보고자 하는 더 본격적인 논의

로는 수필 ｢자물쇠｣(1923)를 들 수 있다. 이 수필이 발표된 직후에, ‘생장’

이라는 키워드가 처음 등장하는 시 ｢생장의 균등｣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

황은 소유욕을 초과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김형원의 탐구가 ‘생장’이라는 

키워드의 등장과 연관되리라는 가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먼저 현재의 나의 생활──무서운 성격파산의 생활이 일막(一幕)을 차린다. 

하기도 싫고 취미에도 맞지도 아니하는 일을, 억지로 억지로 호구(糊口)를 위

하여 하며, 보기 싫은 일,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겉으로만 좋은 체하고 대

하는 괴로운 나의 위선, (…중략…)

  자물쇠는 한결같이 반짝인다. 다소간 흥분된 듯한 나는 자물쇠의 내력을 생

각하여 보았다. 저것은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만들었을까. 그가 만들 때에 무

슨 필요로 만들었을까. 처음부터 ‘소유를 보장’하기 위하야 만들었다 하면, 소

유욕이라는 것은 인생의 본능이 아닌가. (…중략…) 그러나, 자물쇠를 많이 가

진 사람은, 자물쇠의 자물쇠가 되고 마는 것도 사실이다. 본능의 표현인 자물

쇠가 본능의 주인인 인생을, 저의 노예를 삼는 것도 사실이다. (…중략…) 아

아 소유의 본능! 이것이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인가.

  나는 곳 소유(본능)에 X를 가한 것이라 하면, X는 곧 나에서 소유(본능)를 

감한 것이다. 그러면 그 답은 과연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소유의 노예에서 

소유의 주인이 되게 하는 무엇’이 곧 그 답이 아닐까. 그렇다 하면 그것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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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무엇일까.288)

  글의 서두에서 김형원은 자신의 현재 생활이 밥벌이를 위해 하기 싫을 일

을 억지로 하는 “무서운 성격파산의 생활”임을 탄식한다. 이는 1920년대 

초기 김형원의 시 작품에서 폭넓게 드러났던 주제로, 해당 시편들이 실제 

김형원의 심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그는 문득 벽

장에 채워진 자물쇠가 마치 자신을 향해 ‘너는 마음을 잃어버린 듯하니 너

의 마음에도 자물쇠를 채우라’고 충고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를 계기

로 자물쇠라는 물건이 환기하는 소유의 문제에 관한 자신의 고민을 풀어놓

기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자물쇠는 애초에 물건에 대한 주인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러한 소유욕은 사람이 가진 한 본능 중의 하나이다. 그

런데 김형원은 한편으로 자물쇠를 가지는 자는 역으로 그 자물쇠에 집착하

면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고도 한다. ‘소유의 본능’은 인생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을 이룰 뿐인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

느새 그 일부가 인생의 전부를 차지하게 되어 버리는 전도현상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에 기반하여 김형원은, ‘소유의 본능’이 인생의 일부일 

뿐이라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엇이겠는가, 나아가 “나로 하여

금 소유의 노예에서 소유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를 질문하

며 글을 맺는다. 사람의 삶의 범위는 무언가 소유한다는 것을 초과한다는 

이 문제의식은, 앞서 살펴본 시 작품 ｢사람의 상사｣에서도 다루어졌던바, 

이로부터 삶 전체와 소유의 관계가 이 무렵 김형원의 주된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사람의 상사｣에서, 소유욕을 하나의 관심사로서 포괄하는 더 근본

적인 지평은 ‘생명’이었다. 김형원의 ‘생장’ 개념은 이 ‘생명’이라는 시어로

부터 발전했다고 여겨지는데, ‘생명’이 아니라 ‘생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어떤 존재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변화한다는 뉘앙스를 강조하게 된다. 

실로 ｢사람의 상사｣에서도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로서, 모든 화려한 

물건들이나 공고한 제도도 결국에는 부정되게 마련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었

는데, 이러한 지점을 강조하기에는 실제로 사용된 ‘생명’이라는 시어보다 이

후부터 사용된 ‘생장’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288) 김형원, ｢자물쇠｣, 개벽, 1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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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녀 같은 해당화가 웃는 동산엔

귀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날과 함께 길이길이 새어납니다.

넌출 벗는 땅찔레가 깔린 강변엔

국거리소리쟁이 캐는 소녀의

살망스런 콧노래가 흘러갑니다.

달착지근한 봄바람의 보드라운 손은

해당의 성장(盛壯)한 어깨를 치며 지나가

그의 입은 가련한 찔레와 입 맞춥니다.

매력의 여주인──어여쁜 해당화

가난한 소녀의 친구──가련한 찔레

나는 이곳에 생장의 균등을 봅니다.289)

  ‘생장’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한 시 작품 ｢생장의 균등｣(1923)에서, 김형

원은 생장이 소유의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을 부각한다. 화자가 바라보는 봄 풍경에는 “귀한 집 아이들”과 가난한 “소

리쟁이 캐는 소녀”가 함께 존재한다. 화자는 이 풍경에 부는 봄바람이 ‘귀

한 집 아이들’의 동산에 핀 해당화에 닿았다가 ‘가난한 소녀’의 친구인 찔레

꽃에 입 맞춘다고 한다. 즉 소유의 정도로 보았을 때 ‘귀한 집 아이들’과 

‘가난한 소녀’는 서로 다른 계급으로 분리돼 있지만, 꽃이 어우러진 공간을 

지나가는 봄바람은 그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와 접촉하여, 계급의 구별이 

사라지는 지평을 열어 놓는다. 봄에 모든 꽃들이 제각기 성장하고 피어나듯

이, 그러한 구별 없는 지평에서는 모든 존재가 스스로 자라나고 꽃피우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를 두고 화자는 자신이 “생장의 균등”을 확인하였다고 

말한다.

  즉 ｢사람의 상사｣에서 ‘생명’이라는 시어가 소유욕과 대비되었듯이, 이 ｢
생장의 균등｣에서도 ‘생장’은 균등한 것으로서 계급의 분리와 대비된다.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은, 가령 ｢생장의 균등｣에서 김형원이 계급의 분리를 극

289) 김형원, ｢생장의 균등｣, 개벽, 1923.2(주근옥, 앞의 책,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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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려는 의식을 보였다고 해서, ‘가난한 소녀’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권익 

보호에 특히 주목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무산계급을 보호함으로

써 계급 간의 격차를 좁히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계급의 구분 자체와 

무관한 층위로서 모든 존재의 고유함과 존귀함에 주목하고자 한 것이다. 때

문에 그의 ‘생장’ 개념은 가난한 자를 소외시키는 불균형한 경제구조와도 

어울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의 입장에 초점을 두는 계급적 

문제의식과 어울리지도 않는다. 실로 생장에 게재된 시편들은 이러한 ‘생

장’ 개념의 위치를 잘 보여준다.

19세기 이래의 과학! 그로부터 나온 철학!

정의와 인도의 새 옷을 떨떠린 날송장의 정강이뼈!

｢사회｣의 저고리에 ｢민중｣의 바지를 입은─

불면 사라질 듯한 가루 같은 뼈들의 난무!

아! 무서운 밤이다!

아! 백골의 세상이다!

(…중략…)

깨어라, 일어나자, 새 날을 맞기 위하여!

그대들은 차림차림이 있는가?

손과 손에 쓰레질할 비를 들었는가?

- 김형원, ｢백골의 난무｣ 일부290)

  위의 시는 생장 창간호에 게재된 것으로서, ‘생장’ 개념과 관련된 김형

원의 기본적인 관점들을 잘 보여준다. 이 시의 화자는 이전까지 사람들의 

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쳐 온 요소들을 하나씩 꼽아보며, 그것들이 모두 ‘백

골’처럼 허위적이고 무가치했다고 단언한다. “19세기 이래의 과학”도, 거기

에서 파생된 철학도, “정의와 인도”도, ‘사회’와 ‘민중’을 외치던 목소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화자는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현재의 세계

가 “무서운 밤”이며 “백골의 세상”이라고 보고, 사람들에게 이후 새로운 날

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290) 김형원, ｢백골의 난무｣, 생장, 1925.1,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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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작품을 통해 김형원은 이 ‘새로운 날’에 적합한 주의(主義)가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다고 단언한다. 아래의 시 ｢러시아 빵과 고무신｣(1925)에

서, 그는 그 사회에 적합한 사상체계를 사람들이 흔히 먹는 음식이나 흔히 

신는 신발의 종류에 비유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선 사람들이 먹

어 온 어떤 음식, 그들이 신어 온 어떤 신발도, 그들에게 꼭 맞는 것은 존

재한 적이 없었다.

1924년 8월의 조선!

이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말하는

｢러시아 빵｣과 ｢고무신｣!

그러나, 흰 옷 입은 사람들아!

｢훗떡이리삽저! 만주노 호야호야｣는,

어느 때 어디로 달아났느냐?

미투리 짚새기 가죽신 목신은,

그대들의 신주와 함께 살라 버렸는가?

거짓이다. 모든 것이 거짓이다!

｢훗떡｣과 ｢만주｣도 거짓이요,

미투리 짚새기도 거짓이요,

｢러시아 빵｣과 ｢고무신｣도 거짓이다!

우리의 몸에 참으로 영양가치가 있을

훌륭한 식량은 하나도 없다!

우리의 몸을 믿고 담을 만한

튼튼한 신발은 생기지도 아니하였다!

- 김형원, ｢러시아 빵과 고무신｣ 일부291)

  화자는 1924년 8월의 조선 땅에서 모두가 ‘러시아 빵’을 먹고 ‘고무신’을 

신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전에는 호떡이나 만주를 먹고, 미투리나 짚새

기를 신어 왔다고 한다. 그럼으로써 러시아 빵과 고무신 또한 시간이 흐르

면 다른 것들로 대체될 것임을 암시한다. 즉 화자가 보기에는 호떡, 만주, 

미투리, 짚새기도, 그리고 러시아 빵과 고무신도, 조선 땅에서 한때 널리 퍼

졌다가 이내 다른 것에 밀려나 버릴 ‘거짓된 것’일 뿐이다. 화자는 그 모든 

291) 김형원, ｢러시아 빵과 고무신｣, 생장, 1925.1,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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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 거짓이며, 정작 조선 땅과 조선인의 몸에 “참으로 영양가치가 있을 

훌륭한 식량”, 또는 “우리의 몸을 믿고 담을 만한 튼튼한 신발”은 아직껏 

생기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앞서 ｢백골의 난무｣의 화자도 ‘사회’나 ‘민중’을 외치는 목소리를 비판적

으로 보았거니와, 여기서도 우리 땅,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요소들 가운데는 

‘러시아 빵’이 포함돼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김형원은 소유욕과 계급의 분

별을 넘어서고자 했으면서도, 그 해결책이 ‘사회, 민중, 러시아 빵’ 등으로 

표상되는 특정 이데올로기에서 도출된다고 보지는 않았음을 다시 한 번 확

인할 수 있다.

  김형원의 문예론에서도 이 같은 관점은 일관되게 드러난다. 그는 생장 
3호에 파스큘라 주최 문예 강연회 원고였던 ｢서적 이전・서적 이후｣(1925)

를 게재했다. 이 글에서 그는 당시 일고 있었던 계급문학시비론에 대한 자

신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흔히 ‘예술을 위한 예술’을 부정하고 ‘인생을 위한 

예술’로서 계급문학을 내세웠던 당대 여러 논자들과 달리, 양자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히룬(Hirn) 교수는 작자의 창작심경 중에 공리적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을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미개시대의 시가를 전쟁이나 종교적 신앙을 위하여 

생긴 것으로 본 까닭이올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이러한 작품을, 우리는 

과연 예술적 태도라 할 수가 있을는지, 진실한 의미의 시인의 취한 태도라 할

는지, 과연 의문이올시다. 순수한 시적 창조의 동기 중에는, 이러한 공리적 의

식은 조금도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올시다. (…중략…)

  만약, 정말로 ‘인생을 위한다’는 의미를 인정하려 하면, 창작심리에서보다도, 

독자에 대한 영향 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한 작품이 사회적

으로 어떠한 공헌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작자는 ‘인생을 위한다’는 말이 

성립될 것이올시다.292)

  윗글에서 김형원은 어떤 공리적 목적을 위해 창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창작을 하는 사람에게 공리적 의식이 존재할 경우, 

그 태도를 과연 예술적 태도라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과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창작된 예술품은 가령 전쟁이나 종교를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

292) 김형원, ｢서적 이전・서적 이후｣, 생장, 1925.3,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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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것으로서, “순수한 시적 창조의 동기”에서 창작이 촉발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형원은 예술이 한편으로 공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하였는데, 그것은 창작 단계에서가 아니라, 작품이 창작된 이후 

감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그러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예술

을 위한 예술’과 ‘인생을 위한 예술’은 각각 창작의 단계와 감상의 단계에 

적용되는 말로서, 양자는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문예론에

서도 그는, 현금의 문학이 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피지배계급

의 고통과 분투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 논자들과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다.

  ‘생장’ 개념의 주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는, 앞서 ｢생장의 균등｣에서 보았

듯이 계급의 구분과 무관하게 어떤 존재에게나 고유함과 존귀함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만물의 동등한 존엄성을 강조하는 맥락은, 만물의 기회균

등을 문예론의 한 가치척도로 발전시킨 ｢민주문예소론｣(1925)에서도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점 이외에, ‘생장’ 개념의 또 다른 중요

한 측면은 ｢그게 누구인가｣(1924)라는 시로부터 찾을 수 있어 보인다. 이 

시의 화자는 누구인지도 무엇인지도 모를 세계의 수없이 다양한 존재가 계

속해서 자신을 부른다고 하면서, ‘그게 누구인가’를 반복해서 묻는다.

그대는 걸인인가, 고학생인가, 지게꾼인가, 차부(車夫)인가,

그대는 창기인가, 매음녀인가, 여학생인가, 주부인가,

그대는 무산자인가, 유산자인가, 독립파인가, 혁명파인가,

그대는 유식자인가, 무식자인가, 병자인가, 건강자인가,

아! 나를 부르는 그대는 도무지 누구인가.

그대는 하늘인가, 땅인가, 새인가, 나비인가, 별인가, 바다인가,

아!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부르는가, 내가 꿈꿀 때까지.

(…중략…)

아무도 부르는 이는 없다, 그러나 지금도 부른다,

너의 갈빗대 밑에서 큰 소리 적은 소리로 꾸준히 부른다,

모든 것은 선이다, 모든 것은 악이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특별한 선이 있다, 그것은

생의 지정(旨定)이다, 생장의 찬미이다.

- 김형원, ｢그게 누구인가｣ 일부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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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부르는 것이 누구인지를 물으면서, 화자는 걸인, 고학생, 지게꾼, 

차부(車夫) 등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비, 별, 바다 등의 자연물,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종족, 모든 신조와 생활과 개념”까지도 일별해 본

다. 시의 말미에서는 결국 자신을 부르는 것이 ‘아무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부름을 받고 있다고 진술한다. 마지막 행을 보면 이 끝없는 부

름이 결국 “생의 지정(旨定)”이자 “생장의 찬미”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시의 화자가 말하는 ‘생’이란 어떤 실체로도 규정되지 않고, 그래서 

다음 순간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의 가능성’ 자체라고 할 수 있다.294) 

｢사람의 상사｣에서도 언급되었던바 사람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바

뀌어 가고 자라나는 것을 본질로 한다고 했다. 이처럼 사람이 바뀌어 가고 

자라나도록 되어 있다는 점 자체가, 위 시의 화자가 말하는 ‘뜻이 정해진 

것’, 즉 “지정(旨定)”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동등함 이외에 ‘생장’ 개념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을 

‘변화의 반복’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위 시의 화자는 실로 “생의 

지정(旨定)”, 즉 ‘변화하도록 정해졌다는 것’을 “오직 한 가지 특별한 선”으

로 보고, 이런 맥락에서 ‘생장을 찬미’한다고 한다. 이것을 앞서 살펴본 시 

｢생장의 균등｣과도 연계하여 이해해 본다면, 현재의 내가 ‘귀한 집 아이들’

이건 ‘가난한 소녀’이건, 걸인이건 고학생이건, 나에게는 새롭게 도래할 다

음 순간이 계속해서 존재하며, 바로 이것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선(善)이라

는 것이다. 이 같은 ‘생장’ 개념은 김기진이 먼 미래로 미루어 두었던 ‘제1

의적’ 요구를 다시금 이끌어낸 것이자, 1920년대 초부터 꾸준히 추구되어 

온 목표로서의 ‘생’ 개념을 당대 담론의 주조와 양립하는 방식으로 변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93) 김형원, ｢그게 누구인가｣, 개벽, 1924.2(주근옥, 앞의 책, 247~248쪽).

294) ‘아무도’ 아니지만 분명 존재하는 누군가가 곧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주체로 

연결되는 이 지점은, 불안의 대상에 관한 라캉의 언급을 환기한다. 프로이트가 

불안을 대상이 존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 데 비해, 라캉은 “불안

이란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딜런 에반스, 앞의 책, 169쪽). ‘대상이 

있다’가 아니라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주체의 고유한 충동

의 대상이 여타의 대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징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

에서 증상은 주체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최종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

적 명명’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홍준기, 앞의 글,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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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 논문은 1920년대 전반기 문인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낸 불안에 특정한 

역할과 기능이 있었음을 논했다. 한국문학사에서 1920년대 초기 문학이 부

정적 감정을 특히 두드러지게 표출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두고는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어 왔는데, 1920년대 

초기를 대상으로 한 초창기 연구가 이를 ‘병적 낭만주의’나 ‘소극적인 현실 

인식’ 등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면,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은, 전대

의 문학에 비해 감정 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강조했다거나, 그럼으로써 미적 

근대성을 획득했다거나, ‘파괴와 생성’의 적극적인 시학을 제출했다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1920년대 초기에 관찰되는 부정적 

감정들과 관련한 많은 지점들이 해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적극적인 조명을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문인들이 스스로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 회의하는 마음, 즉 낡은 것의 ‘파괴’

와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파괴와 생성’의 동력 자체를 좀먹는 차원의 

부정적 감정들이다. 이러한 지점들은 실로 당시의 문인들에게서 폭넓게 관

찰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덧씌워진 폐쇄적이고 엘리트적인 인상 때문에 

‘고뇌를 덧입은 자부심’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들이 공

통적으로 괴로움을 호소했던 이유를 추적해 보면,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생

(生)’이라는 목표가 성취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자리해 있다. 

이런 점에서 불안은 먼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늘 존재해 온 기분이기도 하지

만, 특히 1920년대 초기에는 ‘생’ 개념을 둘러싼 맥락으로부터 촉발됐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이들 문인의 용례로부터 파악되는 ‘생’ 개념은, 질적으로 우수하고 긍정적

인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했다. 이때 우수함과 긍정적임을 판별하는 기

준은 개인이 스스로 얼마나 강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느냐에 있었다. 

이렇듯 기준이 주관적이었기 때문에, 이 ‘생’ 개념은 필연적으로 스스로가 

스스로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솔직하게 점검하는 진정성(Authenticity)을 

조건으로 했다. 한편 문인들이 ‘생’에 대해,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생’ 개념은 그 자체

로 윤리적인 성격을 띠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생’을 구체적으로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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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예술 활동 및 자유연애였다. 

  그러나 당시 문인들은 예술 활동 및 자유연애를 통한 ‘생’의 실현이, 그들

을 둘러싼 이런저런 여건에 의해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태를 감지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당대의 불안이며, 때문에 이때의 불안은 스

스로의 삶과 존재가 무의미해질지도 모른다는 맥락 속에서 나타나므로 실존

주의적 성격을 띤다. 실로 하이데거는 불안이 일상생활에 젖어 지내던 세인

(世人)에게 ‘본래성’의 접근을 알려준다고 봄으로써 불안을 긍정적인 신호로 

파악했다. 1920년대 전반기 문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대로라면 ‘생’이 실패

할 것만 같다는 느낌은 ‘이대로’의 상태를 뛰어넘고자 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은 문인들이 보여준 한 동력으로서

의 불안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이러한 설명으로 충분히 지적할 수 없는 지점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특히 사회의 지배적 질서로부터 배제되어 세계와 불화하는 사람의 경우, 

‘본래성’을 찾기까지의 과정 하나하나가 고통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이

와 관련하여 라캉은 ‘증상’ 개념을 통해 주체가 스스로의 고통과 마주함으

로써 자기의 고유한 향유를 부분적으로 되찾는 과정을 이론화했다. 대타자

의 질서 속에 안정적으로 조율돼 있지 못하여 불안한 주체에게는 ‘해소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주체는 오랜 시간에 걸쳐 대타자가 부여

해준 욕망을 포기하고 불안 속에 숨은 자신의 충동을 포착하는 작업을 계속

함으로써, 점차 ‘증상’으로서만 등장할 수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1920년대 문인들이 추구한 ‘생’의 이념 또한 현실적인 지평 

속에서는 실상 실패의 모습으로만 등장한바, 이 실패를 들여다보는 문인들

의 작품은, 그 불안에 대응하면서 ‘생’의 추구의 보다 실질적인 모습을 더듬

어 찾은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안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1920년대 전반기 문인들의 작

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다. ① 먼저 임노월, 박종화 등은 ‘생’의 

실현이 실패하려는 위기에 대해 ‘악마, 죽음’ 등의 위악적 소재를 내세우면

서 불안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자 하여, 그 대응 방식의 상상적 성격을 부

각했다. 김동인은 같은 맥락에서 ‘악마, 죽음’의 소재를 다루면서도 다시 그

로부터 거리를 두어, 상상적 대응의 한계에 대비하는 면모를 보였다. ② 이

와 달리 염상섭, 이익상 등은 일상생활의 영위가 ‘생’의 실현만큼이나 중요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양자 중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못하여 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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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도록 했다. 현실적인 사회 질서와 생활인의 여건을 직시하는 태도는 

불안 대응 방식의 상징적 성격을 부각했다. ③ 한편 박영희, 김기진 등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생’의 실현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생’의 실

현을 위해 먼저 그것 자체가 가능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고 주장했

다. 작품에서는 철저하게 낙오하거나 파멸하는 인물들이 곧이어 계급적 각

성을 얻는 과정이 그려져, 불안 대응 방식의 실재적 성격이 부각되었다. 이

처럼 1920년대 전반기 문인들이 동인지 시기를 지나 각자의 작품세계를 구

축해 가는 과정은, 불안에 대응하면서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더듬어 가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었고, 그 방식의 성격에 따라 각각 유형화될 수 있었

다.

  이러한 작업이 갖는 의미를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20년대 

초기 문학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파괴와 생성’의 시학에 주목하느라 누락해 

온 자기부정의 지표들을 포착할 수 있었다. 1920년대 초기 문학에서 부정

적 감정의 표출이 두드러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명 또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기 문인들이 직접적으로 호

소한 괴로움에 대해서는 ‘포즈’의 혐의가 벗겨지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들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당대 이념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에 일찍이 반응했을 

가능성 또한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본고의 논의는 1920

년대 초기 문학 가운데 추가로 조명될 필요가 있었던 영역을 조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흔히 1920년대 초기 문학을 통해 등장했다고 설명되는 미적 주체 

또는 낭만적 자아 이외에, 고통의 주체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통스러워하는 존재는 낭만적 이념의 내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현실적

인 사회질서와 접촉하면서 무화되고 가치론적 혼란을 겪는 지점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주체로서, 광범한 낭만주의의 논의 영역을 분명히 벗어나 있다. 

그러므로 이는 계몽의 주체, 원근법적 시선의 주체, 미적 주체 등295)과 다

름은 물론 낭만적 자아와도 다르다. 고통의 주체는 자신의 고통 자체로써 

사회적 질서 속에서의 낭만적 자아의 자리를 짚어 주고, 사회적 질서와 접

해야만 포착될 수 있는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이 형성되는 단초를 마련한다.

  셋째, 1920년대 전반기 동인지 문인들의 분화 양상을 새로운 기준으로 

295) 김행숙, ｢동인지 담론의 주체와 지형｣, 앞의 책, 157~193쪽.



- 195 -

설명할 수 있었다. 실상 관념적인 ‘생’의 이념 자체가 곧바로 개개인의 ‘고

유한’ 정체성이 될 수는 없다. 이 부정할 수 없는 한계를 어떻게 받아들이

느냐에 따라 동인지 시대 이후 문인들 각자의 독특한 작품세계가 전개되어 

간 것인데, 이렇게 보았을 때 동인지 문단의 붕괴 양상은 국민문학, 동반자

문학, 프로문학 등과 같이 사조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생’의 이념의 정체화 유형에 따라 각각 상상적, 상징적, 실재적 특성이 두

드러진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이는 사조 중심적 시각을 덮어쓰기 하고 새

로운 기준을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문인들의 분화를 설득력 있게 정리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넷째, ‘감정’ 연구와 ‘정동’ 이론이 공히 강조하고자 했던, 사회구조에 대

한 감정의 능동성을 예시할 수 있었다. ‘감정’ 또는 ‘정동’ 연구에서는 기본

적으로 감정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그것이 촉발하는 변화의 계

기 또한 집단적인 사건 가운데서 탐색한다. 그러나 감정이 사회구조에 대해 

종속적인 동시에 독립적이기도 한 것이라면, 감정이 가져오는 변화가 반드

시 집단적인 사건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을 터이다. 오히려 동일한 구조적 조

건 하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응들이 감정의 능동성을 보다 적확하게 

예증할 수 있다. 실로 1920년대 전반기 문인들은 ‘생’의 이념의 실패로 인

해 불안에 시달렸다는 점에서는 동일했으나 그에 대응하는 방식 면에서는 

차이를 보였고, 그러한 차이가 곧 각자의 고유한 특성으로 연결되었다. 이

러한 설명은 문인들이 동인지 시대 이후 서로 다르게 분화해 간 사실을 토

대로 하면서도, 거기에 공통된 동력으로서 부정적 감정이 존재했다는 점 또

한 그와 양립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진정성의 윤리적 함의를 재고할 단서를 찾아보았다. 진정성 개념 

논의들은 그것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동일성에 대

한 경계, 성찰적 태도, 타자를 향한 열림 등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그러나 

고통 받는 주체의 고유한 정체성과 그 평안함이 불안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

과 오랫동안 대면함으로써만 얻어진다고 할 때, 스스로를 보는 주체의 그 

시선 속에는 타자를 향한 열림만이 아니라 조각난 자기 자신을 수습하려는 

자기 구제의 열망 또한 포함돼 있다. 이것이 윤리적일 수 있는 이유는, 배

제되고 고통 받는 존재가 ‘연대해야 할 대상’만이 아니라 한 주체라는 점에 

보다 또렷하게 초점을 맞추고, 그로 하여금 가장 지속가능하고 적실한 삶을 

스스로 찾게 하기 때문이다. 지젝의 주장대로 우리가 타자를 향한 손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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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을 넘어 ‘괴물성(monstrosity)’을 띤 이웃들과도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면,296) 실상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은 그 ‘이웃들’이 스스로의 ‘괴물성’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상태임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염상섭은 1920년대 후반 이후 이처럼 각자의 불안을 품은 채로 살아가는 

주체와 주체의 관계를 말함으로써, 그가 직면했던 불안의 한 에필로그를 들

려준다. 가령 고뇌를 통해 ‘생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생을 조종할 수 있어

야 한다’고 했던 그의 주장은,297) 훗날 민중들에게 스며든 자본주의하 생활

양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할 것’을 강조하는 형태로 발전한다.298) 

이러한 견지가 지시적 계몽의 “실패를 품은 채” 민중 스스로를 주체화하는 

염상섭의 새로운 계몽 방식에 해당한다면,299) 여기서 그의 초기 문학에 나

타났던 불안은, 타인의 불안을 지켜보는 조력적인 시선이 만들어지는 데 바

탕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1920년대 전반기라는 특정 시

기의 불안은, 작가론의 차원에서 새로운 맥락을 짚어보게 할 수도 있고, 혹

은 또 다른 시기 다른 이념의 실패를 면밀히 들여다보게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296) 슬라보예 지젝, 정혁현 역, 이웃, 도서출판 b, 2010.

297) 본고의 138쪽 참고.

298) 염상섭, ｢현대인과 문학｣(6), 동아일보, 1931.11.15.

299) 장문석, ｢전통지식과 사회주의의 접변: 염상섭의 ｢현대인과 문학｣에 관한 몇 

개의 주석｣, 대동문화연구8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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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Anxiety 

in Korean Literature in the early 1920s

Lee, Eunj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lluminates the roles and functions of anxiety, that is 

commonly observed from the Korean writers in the early 1920s. 

Although earlier studies have already explained the implications of 

the negative emotions found in the literature of this period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ir explanations on these emotions go beyond 

merely elites' pretentious anguish. However, a closer look at these 

emotions gives us another explanation: there were the idea of "life" 

and a sense of its failure at the bottom of the negative emotions. In 

this regard, anxiety was a dominant mentalité of the writers at the 

time. Only the ways of responding to anxiety varied by person, and 

these different ways were interwound with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each writer's different literary style. To address such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the formation of an intrinsic 

identity, it is effective to use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anxiety 

as 'symptom/sinthome' and that of 'identification with the sinthome.'

   The body of this paper is consisted of three chapters, each of 

which demonstrates the imaginary, symbolic or real way of 

responding to anxiety. Basically 'sinthome' includes all three features, 

but it is possible and useful to categorize the literary works based 

on which feature predominates, in order to view both of what the 

writers thought in common and not in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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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2 examines the cases of the imaginary way of responding 

to anxiety. The work of this type often has anxious characters 

frustrated by Christian ethics or "humanity-justice" discourse which 

obstructed their artistic activities or free love(Yeon-ae), a major 

means to materialize the idea of "life." However, other characters in 

the adjacent work suggest the images of the devil or death as a 

dysphemism against such ethics. This kind of response can be 

considered as imaginary because it relieves anxiety virtually and 

readily. Meanwhile, the concept of 'conscience' also emerges in the 

similar contexts with the image of the devil, because both emphasize 

the free mind of an individual and ignore repressive social order.

   Chapter 3 touches upon the cases of the symbolic way of 

responding to anxiety. Characters in this type of work are also 

anxious because of the livelihood issues, another impediment to 

accomplishing "life." These characters cannot easily deny the 

importance of the livelihood: rather they stay on disquietude failing 

to take any measures. They feel the pang of 'conscience' for not 

being honest with their authentic feelings. However, the concept of 

'conscience' gradually expands from this point on, because it can be 

also 'conscientious' to accept reality in a way. In this vein, the 

writers claimed in their literary theory that literature should express 

especially the anguish of the time. What should be noted here is that 

the anguish mentioned above is on the contrary to 'sentimental' in 

their language. While the former connotes serious concerns about 

improving the conditions, the latter is accounted as being impulsive 

and invalid.

   Chapter 4 addresses the cases of the real way of responding to 

anxiety. The writers in this type clarified that it is impossible to 

realize the idea of "life" under the miserable social conditions at the 

time and considered the movement to reform society as a higher 

priority. This argument developed into the primary form of the 

proletarian literary movement. It was also embodied in the lite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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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in which the characters fall into complete despair with the 

barrier of class and start to vent their anger and sorrow, as well as 

gain the political awakening. This type of response to anxiety can be 

regarded as real because the characters cannot maintain a stable life 

ending up by runaway, violence, or death. Meanwhile, the magazine 

named 'Saengjang(growth)' is also notable in this regard. This 

magazine mediated diverse principles such as vapid nihilism doubting 

even the working-class movement, vigorous socialism, and the idea 

of 'Saengjang' which includes and therefore be compatible with 

socialism. Meaning 'growth' that comes to everyone regardless of 

class, 'Saengjang' suggests an alternative term for "life" and makes 

the idea remain in existence, adaptable to the age of socialism.

   From the above, we can draw the conclusion that the Korean 

writers in the early 1920s commonly suffered from the crisis of the 

idea of "life" and found different solutions to deal with it, forming 

each one's own literary style. Overall, this discussion (1) provides a 

new explanation on differentiation process of the literature in the 

1920s as the identification process of the suffering self and (2) 

exemplifies the proactiveness of emotions through diverse responses 

to anxiety under the same socio-structural condition.

Key words: anxiety, symptom/sinthome, emotion, subject, identity, 

identification, life, art, free love(Yeon-ae), authenticity, 

conscience, devil, anguish, agony, senti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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