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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섭의 ｢만세 ｣연구
― 탈식민주의 시각에서 본 ‘나’의 자리 찾기와 

‘일본인의 표상’을 심으로 ―

노 연 숙 *
1)

≪目    次≫

1. 들어가면서, 탈식민주의 담론과 제국에
서 이탈하는 개인의 출현

2. 식민 제국 내부시스템inter-system의 균
열과 은폐된 ‘나’의 발견 

  1) 모방mimicry의 불가능성, 日本이라는 
‘국가의 욕조’속의 이방인 

  2) 혼성(된 정체)성hybridity, 反식민담론
의 가능성과 ‘나’의 자리 찾기 

3. 제국 신민으로의 편입 좌절과 불완전한 
‘일본인의 표상’ 넘어서기

  1) 살아있는 공동묘지, 이질적인 
자국민의 모습과 낯선 풍경이 주는 
괴리감 

  2) 원한 ‘이방인-되기’, 망국 백성의 
운명 초극과 자기 구원을 위한 탈주

4. 결론

1. 들어가면서, 탈식민주의 담론과 제국에서 이탈하는 개인의 
출현

염상섭의 ｢만세전｣1)은1)크게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서, 각각 ‘여로형 구성’과 ‘지식인 내
면의 표출’이라는 것으로 사회현실을 리얼하게 묘파한 작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즉 화자
이자 주인공인 이인화는 크게 ‘동경→조선→동경’이라는 코스를 밟으며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출발해서 돌아오는 ‘여로형 구성’으로 정리되며, 일명 “원점 회귀형 여로”에 
* 서울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염상섭의 ｢만세전｣은 총 4개의 판본이 있다. 1922년 신생활지에 <묘지>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실시하

던 도중, 3회를 마감으로 중도 하차한 것이 있고, 1924년 시 일보로 옮겨 연재하여 완결을 본 것이, 
같은 해 ‘고려공사’에서 출판된다. 해방 후 1948년에 와서 ‘수선사’본이 다시 출판되었다.(이에 관한 사항
은, 한기, 1995 ｢한국 근 소설의 길｣ 한국소설문학 계5, 동아출판사.) 본고에서는 편의상, 해방 이전의 
작품으로는 민음사 판(염상섭, 1987 廉想涉全集, 민음사.)과 문학과지성사 판(염상섭, 2005 만세전한
국문화전집 9, 문학과지성사.)을, 그리고 개작된 해방 이후의 작품으로는 문학사상사 판(염상섭, 2004 만
세전한국문학 표작선집 22, 문학사상사.)을 참조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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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석은 김윤식에 의해 출발되었으며,2)2)이 도식은 차후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그 로 답습된 
바 있다.3)3)‘나갔다가 돌아오는’ 여행서사는 민족에 한 자각이 없었던 지식인이 자아 각성을 하
는 과정으로,4)4)혹은 생활과 개성이 발견되는 과정으로 읽히기도 했으며,5)5)최근에는 원제인 ｢묘
지｣에 착안하여 소재적인 접근을 통해 ｢만세전｣의 의미를 추적하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으며,6) 
탈식민주의6)시각에 착안하여 ｢만세전｣을 새롭게 독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7)7)

또한 염상섭 문학에 한 지속적인 관심은 방 한 연구의 양을 축적해 놓았으며, 이러한 연구
사에 한 연구가 나오는 등,8)8)염상섭 문학을 둘러싼 다양한 관심사는 쉽게 끊이지 않을 전망이
다. 이러한 연구경향 속에서, 염상섭의 표작 가운데 ｢만세전｣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여, 기존 
연구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서는 일이란 쉽지 않다. 본고는 최근 새롭게 문학적 독해 수단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호미 바바의 ‘모방’과 ‘혼성(된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원용하여, 그동안 지식인
의 정신적 분열이나 식민지 지식인의 이중상으로 간주되어왔던 이인화의 정신세계를 세 하게 
재검해 봄으로써, 염상섭이 본래 말하고자 했던 의미, 즉 이인화라는 중간자적 존재가 지향하는 
세계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만세전｣의 주인공인 이인화가 어떠한 인물
이며, 어떠한 시 적 표상인지에 한 또 다른 답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 된다.

위의 논점과 관련하여 문학의 역은 아니지만, 염상섭의 ｢만세전｣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권

2) 김윤식, 1987 ｢작가의 탄생-<만세전>의 세계｣ 염상섭 연구, 서울 출판부.
3) 김상태, 1987 ｢염상섭 문학의 날과 씨｣ 염상섭 문학 연구(염상섭 전집 별권, 권 민 편), 민음사, 49면. 

덧붙여 이 저서에 실린 염상섭 ｢만세전｣과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만세전｣의 일인칭 시점의 의
도성에 해서는 조남현, ｢염상섭 소설의 문학사적 자리매김을 위한 시론｣, 80면. ｢만세전｣이 지식인의 
소설이라는 특수성에 해서는 김원우, ｢염상섭 소설로 가는 길｣, 100면. ｢만세전｣에 나타난 현실 인식
의 태도에 해서는 유병석, ｢염상섭의 초기 장편 소설｣, 122면. ; 송하춘, ｢염상섭의 장편소설 구조｣, 
218면. ｢만세전｣에 투 된 작가 염상섭의 전기적 사실과 관련시켜 보는 연구로는 김용균, ｢현실인식의 
비상과 추락｣, 168면. 외 다수.

4) 조선의 현실과 식민지의 근 성이 투 되어 있다는 사실에 해서는 이현식, 1998 ｢식민지적 근 성과 
민족문학｣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깊은 샘. 

   지식인이라는 강한 자의식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 해서는 이보 , 2003 ｢염상섭 소설의 민중적 성격｣ 
염상섭 문학론, 금문서적. 

   만세전에 일제와 전근 적 현상에 한 항거가 드러나 있다는 사항은 김종균, 1999 ｢민족현실 응의 
두 양상-만세전과 두 출발｣ 염상섭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5)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1998 염상섭 문학의 재조명, 새미.
6) 최태원, 2001 ｢<묘지>와 <만세전>의 거리 - 묘지와 신석현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채호석, 2001 ｢염상섭 초기 소설론 : ｢만세전｣과 ‘무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 나병철, 2001 ｢염상섭의 민족 의식과 타자성의 경험｣ 근 서사와 탈식민주의, 문예출판사. 
   김병구, 2003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성 - <만세전>과 <삼 >를 중심으로｣ 현 소설연구18. 김병구는 

<만세전>이 표상으로서의 ‘조선’과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식민지 상황을 극복하려는 욕망을 드러냈다고 본다.
   서재길, 2003 ｢만세전의 탈식민주의적 읽기를 위한 시론｣ 한국 근 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149면. 

서재길은 일본 제국에 의해 형성된 조선인상이 이인화 내면에 자리하여, 역으로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으
로서의 민족적 담론”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한 바 있다.

8) 박상준, 2006 ｢<만세전>연구를 통해 본, 한국 근 문학 연구의 문제와 과제｣ 현 문학의 연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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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관계에 해서 언급된 것으로 이 진의 논문이 눈에 띈다. 그는 ｢만세전｣에서 지배-피지배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주체의 균열에 주목하고, 이는 “정형화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욕망의 
환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파악한다.9)9)즉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응시를 통해 정형화라는 환상을 
깨뜨리며, 식민담론은 “중층적 헤게모니”10)가10)교차하고 있는 복합적인 지 를 구성하게 된다. 이 
속에 속하는 인물인 이인화가 순응과 저항이라는 코드에 잡히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탈식민주의에 한 논의는 ‘post-colonialism’이라는 용어의 번역에서부터 어떻게 이 개념을 받
아들일 것인가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제기되어 온 바 있다.11)11)탈식민주의와 관련
된 논의 가운데 가장 모호성을 지닌, 그리고 최근까지 많은 논란이 일었던 이론이 바로 호미 바
바의 탈식민담론이다.12)12)호미 바바의 이론은 ‘혼종성’과 ‘양가성’으로 압축되는데,13)13)기존의 지배담
론(특히 이분법으로 채색된 사이드와 파농의 논의)과 다르게, 결코 일방적으로 단일하게 양분될 
수 없는 식민지 지배구조 체제가 지닌 모순성을 폭로하고 있다.

즉 견고할 것 같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위치가 때로는 전복되어, 역으로 피지배자가 지배자
에게서 받은 시선으로 지배자를 응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되돌려주기’의 방식은 식민지 지배구조
에 틈새를 가져오며 지배자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한다. 더 나아가 바바는 이러한 관계, 경우
에 따라 역전될 수 있는 모호한 지배 체계는, 식민담론이라는 체계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속
성으로, 피식민층 또한 모순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고 말한다. 요컨  식민담론의 전략으로 모
방을 권장했던 지배자들은 어디까지나 피지배층이 따라올 수 없는 경계를 미리 쳐놓고 있는 것
이다.14)14)이 과정에서 너무나 능숙한 모방을 하는 피지배층은 지배층에게 있어 일종의 위협적인 
 9) 이 진, 2004 ｢상처 입은 제국주의｣, 서울  인류학과 석사논문. 13면.
10) 윤해동, 2000 ｢식민지 인식의 ‘회색지 ’ : 일제하 ‘공공성’과 규율 권력｣ 당 비평13, 겨울호. 159면.
11) 이 논의의 진척 과정에 해서는 윤 석, 2004 ｢한국에서의 포스트콜로니얼 연구｣ 문학동네 여름.
12) 민승기, 1996 ｢바바의 모호성｣ 현 시사상 봄. 민승기는 바바의 이론을 다루면서, 바바의 모호성

(ambivalence)은 자기동일성과 동일시가 드러내는 틈새로, 즉 “자기와 같아지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자
신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식민주체의 모호성이 자기를 모방하는 동시에 모방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오이디푸스 구조의 아버지를 반복”하는 것이라 본다. 

13) 박상기, 2003 ｢탈식민주의의 양가성과 혼종성｣ 탈식민주의, 문학과 지성사, 226면. 바바에 의하면 전
통적 식민 담론은 본질적 우월성에 기초한 지배자의 “통일성”을 전제한다. 또한 그것은 지배 주체가 피
지배자에게 행사하는 식민 권력의 “의도성”과 “일방성”을 보인다. 이런 주장에 반 하면서 그는 ‘양가성’과 
‘혼종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피지배자가 식민 권력의 일방적 지배를 해체적으로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
주려 한다. ‘양가성’은 식민 담론의 ‘내적 일관성’을 부정하는 식민 담론의 ‘내적 모순’을 드러낸다. 또한 
‘혼종성’은 식민 지배의 기반인 식민 주체의 ‘통일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식민 주체의 ‘분열’을 일으킨다.

14) 윤 석, 2002 ｢일본의 그늘｣ 작가 여름, 48면.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제국으로서의 일본이 통합적 성
격을 가지고, 민족으로서의 일본이 배제적 성격을 가진다고 이분화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호미 바바가 
말한 식민지 종주국이 가진 양가성과 일치한다. 식민지 종주국은 식민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모방하도
록 권장하지만, 동시에 모방할 수 없는 차이는 항상 설정해 둔다.

    미즈노 나오키, 2007 ｢일본의 식민지주의를 생각한다｣ 생활 속의 식민지주의(정선태 역), 산처럼, 26
면. 일본의 식민지지배 정책은 차이를 남긴 채 동화함으로써 또는 동화를 강화하면서도 차이를 해소하
지 않음으로써 식민지 주민을 차별적으로 취급한다는 기본을 마지막까지 무너뜨린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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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된다. 피지배층 또한 모방을 해도 지배층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는 모순을 간파하며, 식
민지 전략인 모방을 위장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방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혼성으로, 혼성된 주체는 식민담론에 잠입하여 그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서기도 한다.15)15)결국, 바바의 이론에서 모방이나 혼성은 지배자
보다 피지배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일종의 거부와 저항의 통로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많
았던 것이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한 반면, 바바의 혼종성은 스테레오
타입을 불완전하고 유동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균열이 보이는 틈새에서 저항이 가
능해진다. 이미 식민정책 자체가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민담론의 내부적 분열 및 이를 해체/균열시키는 주체는, 염상섭 작품에 있어 제국에서 이탈하는 
개인들이라 볼 수 있다. 식민지라는 ‘가상의 토/지도’는 이러한 모순적인 존재들을 양산해서 
운 되는 체계인지도 모른다.16)16)그 개인들은 제국에서 이탈하려 하지만, 원히 “해소”17)될17)수 있
는 제 3의 길은 찾지 못한 채, 현실로부터 괴리되거나 고립되는 제 3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이다.

미리 말하자면 ｢만세전｣(시 일보1924.4.6－6.7)의 이인화는 문화적 혼혈이 된 상태로, 실
질적으로 인종적 혼혈 상태를 보이는 ｢남충서｣(동광9-10, 1927.1-2)의 남충서와 ｢사랑과 죄｣(
동아일보, 1927.8.15－1928.4.30)의 류진이와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협력(동질화)과 
저항(배격)의 세력에 속하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들’로 분리된다. 만세 전후 20년  식민지 조선
의 풍경은 이러한 혼성의 도가니로, 문화적·인종적으로 혼혈된 존재들은 새로운 조선의 상징으
로 군림한다. 

2. 식민 제국 내부시스템inter-system의 균열과 은폐된 ‘나’의 
발견 
1) 모방mimicry의 불가능성, 日本이라는 ‘국가의 욕조’속의 이방인 

호미 바바의 이론에서 모방mimicry18)은18)식민담론의 기본적인 기반으로, 지배자는 피지배자에
15) 이에 관해서는 이경원, 1998 ｢탈식민주의론의 탈역사성-호미바바의 ‘양면성’이론과 그 문제점｣ 실천문

학, 여름.
16) 호미바바, 2002 문화의 위치, 나병철 역, 소명출판, 180면. 식민지적 적응의 성공은, 그 전략적인 실

패임에 분명한 부적응한 상의 증식에 의존하며, 따라서 모방은 닮은 것과 동시에 위협이기도 하다. 
17) 위의 책. 229면. 혼성성은 결코 그 같은 깊이나 진리를 제공하려는 전망을 갖지 않는다. 그것(혼성성)은 

두 가지 문화들이나 책에 한 두 가지 장면들 사이의 긴장을, ‘인식’의 변증법적 놀이를 통해 해소하려
는 제 3항이 아니다. 

18) 호미바바, 앞의 책, 178면. 여기서 모방은 식민지적 모방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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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자신들을 따라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곧 순종과 복종의 체계를 정형화stereotype19)하기19)위한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형화는 결코 달성될 수 없으며,20)20)피지배자는 식민담론이 지닌 양면
성을 목도하면서 이러한 모방을 역으로 이용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으로 쓰거나 지배
자에게 배웠던 시선을 되돌려줌으로써 식민담론의 체계를 전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술은 앞서 
언급했던 것으로, 여기서는 먼저 이러한 모방이 ｢만세전｣의 첫 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다음의 인용문은 ｢만세전｣을 표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인화는 
자신을 규정하는 조선인 신분증과 조선의 외관을 벗어놓고, 인종을 분간할 수 없는 알몸으로 일
본인의 틈새에 끼어든다. 일종의 위장이다.

아스할트漆한桶에 石灰炭水를 담고, 썩은生鮮을 저리는듯한 形言할수업는惡臭에, 구역질이날듯한
것을 참으며, 제各금 압흘스랴고 우당통탕 이는틈을 저서, 겨우 三等客室로 드러갓다. 참외원두
막으로서는, 너모도 沒趣味하고 더러운 二層寢臺에다가, 짐을언저노코 옷을 가라입은後에, 나는 爲
先 沐浴湯으로 어드러갓다.

내가 第一着이려니하얏더니, 벌서 三四人 의 浴客이 浴湯속에 드러안저서 든다.
(…) 
“그러나 朝鮮사람들은 엇 요?”
“요보말씀에요? 젊은놈들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만, 村에드러가면 臺灣의 生蕃보다낫다면 나흘. 

인제 가서보슈 ……하々 ”々
‘臺灣의 生蕃’이란 말에, 그浴湯에, 드러안젓든사람들이, 나만어노코는모다 킥々 우섯다. 나는 가

만히안젓다가, 無心코 입살을악물고 치어다보앗스나, 더운김에 가리워서, 厥者들에게는 仔細히 보이
지안은 모양이엇다.

(…) “그래 그런훌융한職業이 무엇인데, 어데잇세요”
(…) “實上은 쉬운일이예요. 나도 이番가서 해오면, 세番나되오만은, 內地의 各會社와 聯絡하야

가지고, 요보들을 붓드러오는것인데……卽朝鮮쿠리(苦力)말슴이얘요. 勞動者요. 그런데 그것은 大槪
慶尙南北道나 그러치안으면 咸鏡 江原, 그다음에는 平安道에서 募集을하여야하지만, 그中에도 慶尙
南道가 第一쉽습넨다. 하々 ”々 (강조는 인용자, 36쪽.)

이의 주체로서 개명된reformed 인식 가능한 타자를 지향하는 열망”을 뜻한다.
19) 호미바바, 앞의 책, 146면. 고착성은 엄격성과 불변의 질서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무질서·퇴화·악마적 

반복이라는 함의를 지닌다. 마찬가지로 고착성의 주요한 담론적 전략인 정형화stereotype는, 항상 이미 
알려진 ‘제 자리’에 있는 것과, 불안하게 반복되어야 하는 어떤 것 사이에서 동요하는, 인식과 정체성 구
성의 형식이다. 

20) 존 맥클라우드, 2003 탈식민주의 길잡이(박종성 역), 한울아카데미, 89면. 피식민주체의 위치를 고정
시키는 일은 그를 확고히 자리매김하는데 언제나 실패한다. 따라서, 정형은 피식민주체를 식민주의 담
론에 확보해 넣으려는 불안하고, 불완전한 시도 속에서 종종 반복되어야만 한다. … 식민지 정형의 반
복은 식민지인들을 고정된 위치에 확고히 하려는 시도이지만 또한 이 시도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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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을 상징하는, 조선인이 우글우글한 더럽고 냄새나는 공간(배의 입구/삼등객실)을 
벗어나 ‘나’는 그 찝찝한 기분을 씻어내기 위해 재빨리 깨끗한 목욕탕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목
욕탕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일본인으로 그득한 ‘제국의 욕조’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한다. 그곳에
서 그는 짐짓 조선인과 일본인이 구분 안 되는 알몸으로, 짐짓 우월한 권력을 행사하는 일본인
의 열에 낀 일분자로 행세하는데, 이 모방의 과정은 이인화 그 자신이 처음부터 일본인 행세
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즉 이인화 자신 내부의 심리적인 변화 과정, 지금까
지 일본에서 제국의 학문을 답습하고 제국의 취향과 교양에 길들어진 그의 신체가 아무리 진보
하고 앞으로 나아가도 결국은 ‘한낱 조선인에 불과하다’는 외부적인 시선의 범주를 서서히 인식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자각 이후, 그의 심리는 돌연 불안해진다. 아무런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목욕탕에 들어간 
이인화 자신은, 곧 자신이 벌거숭이의 다른 일본인과 ‘전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점점 1)조선인을 ‘ 만의 원주민’으로 빗 어 비하하는 인종차별과 2)조선인 노동자
를 속여서 그들을 갈취하는 일본인의 행태에 반감을 품게 하는데, 벌거벗은(그동안 벌거벗은 정
신 상태 던) ‘나’는 이 모든 것이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울 뿐이다. 

일순간 나는 그들과 다른 ‘나’를 자각하게 된다. 이인화 자신은 자기 자신이 우국지사는 아니
지만, 이 순간만큼은 욕조속의 일군처럼 ‘조선인이 만의 생번과 같으며, 온순해서 써 먹기 좋
다’는 말에 호응하며 맞장구칠 수 없다. 그는 일본인이 아니만큼 조선인이며, 요보로 불리는 조
선 하층민에 속하지 않지만, 조선인을 구제해야 하는 바깥에 선 엘리트이다.21)21)‘나’는 조선민의 
구제나, 민족의 운동 추진 등 민족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 인물로 무엇보다 정치에 관심이 
없으며 자신이 조선인이기에 당하는 피해나 모멸이 없는 이상, 조선인으로서 느끼는 피지배민족
의 정서를 공유하지 않는다. 초반에 ‘나’는 민족 구제의 의지나 자기 구원의 의지도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목욕탕에서 ‘나’는 천 를 받고 있는 조선민족에 한 자각과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무얼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의식을 보다 심각하게 인지하게 된다.22)22)나는 일순간 “내
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하는 자기 존재에 한 허탈함과 무능력
21) 이와 관련해서 윤 석은 식민지 지식인인 엘리트 계층은 제국의 하수인이라기보다 오히려 위협적인 요

소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윤 석, 2004 ｢한국에서의 포스트콜로니얼 연구｣ 문학동네 여름, 
390-391면. 체적으로 ‘문화적 혼종성’은 식민지와 비교적 접촉이 많고 식민지 교육을 받은 식민지 엘
리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 엘리트가 모두 식민지의 하수인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
다. … 어떨 때는 지나친 모방조차 식민자에게 위협이 될 때도 있다. 

22) 이 부분에서 지식인은 결코 정치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인화는 ‘일본문
화·일본어·일본국적’이라는 삼위일체와 거리를 둔 인물로 점차 ‘(조선) 민족에 한 애착’을 지닌 지식
인의 모습을 보이나(균열), 적극적으로 민족의 역으로 뛰어들지 못한 채 ‘주변부’와 그 경계에 서는 
‘중립성’의 틀에 갇히게 된다. 이러한 지식인상에 한 사항은 本橋哲也, 2006 ポストコロニアリズム,
岩波新書, 110-113면, 참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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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그리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의 방향이나 삶의 의지에 한 “의문과 불안”을 느낀다. ‘나’
는 그동안 자신이 지닌, 그리고 내보인 감상과 지식은 그 누구도 구제할 수 없는 무용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지었던 ‘흙의 노래’는 소작농의 굶주림을 미화한 것이자 그들에게 잔
혹한 제스처 다는 것을 자각한다. 이러한 조선인에 한 자각과 일본인에 한 장벽은 그를 늘 
쫓고 있는 검사관과의 면에서 극 화된다. 

나는, 몸을다흠岩치고 옷입는터전으로 나왓다.
나는사람 드는사람, 한참복작 는틈에서, 부리낙히 洋服바지를 이며섯스랴니가, 엇던보지못하든

親舊가, 門을半열고 中折帽子를쓴 가리를 불숙듸 며, 荒唐한眼色으로 房안을 휘々 둘너보더니,
“失禮올시다만, 여기 李寅華란이가 계십니”하고 뭇는다.
“네岩, 나요. 웨그러우?”
나는 厥者의압흐로 두어발자국나스며 이러케對(을하얏다. 厥者는 한참 차저단이다가, 겨우 만난

것이 반갑다는듯이 빙글빙글우스며, 門을 활여러제치고서서 이리 좀나오라고 命令하듯이 소리를친
다. 學生服에 만도를둘은體格이며, 제은 流暢하게한답시는 日語의語調가, 뭇지안어도 朝鮮사람이 
分明하나, 그래도 짓구지 日語를使用하고 돌이어 自己의本色이 綻露될가보아念慮하는듯한沈着치못한
行色이, 나의눈에는 더욱殊常적기도하고, 근질근질하야보이기도하얏다. 나의姓名과 그사람의語調를듯
고, 우리가 朝鮮사람인것을 斟뛰한여러日本의視線은, 나에게서 그者에게, 그者에게서, 나에게로 올지
갈지하는모양이엇다. 말하자면 우리두사람은, 日本사람압헤서 喜劇을演作하는 鸚鵡새의格이엇다. (강
조 및 밑줄은 인용자, 41쪽.)

‘나’는 이제 막 오랜 잠에서 깨어나듯이 자각된 상태로 욕조에서 나온 순간, 자신의 이름을 호
명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조선식으로 표기된 이름인 이인화. 이 세 글자의 이름은 방금 같이 
목욕탕에 들어앉았던 한 동양인이 일개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그리고 ‘나’를 
호명했던 이 또한 일본인 행세를 하는 ‘일본인으로 위장된 조선인’이다. 자신을 줄곧 주시해 온 
검사관은 일본인 척 ‘뻔히 보이는 조선식의 어조로’ 일본어를 구사하며 일본인인 척 흉내를 낸
다. 검사관은 이 와중에도 일본인들 앞에서 혹시 자신이 ‘조선인으로 보일까봐’ 전전긍긍하는데, 
그의 모방mimicry은 일본인들의 시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어설픈 어조와 자의식으로 인
해 철저히 실패하고 만다.

발음만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는 조선식의 일본어로, 일본인인양 자신을 검문하기 위해 일본인 
순찰을 동하고 자신을 불러내는 ‘일본인으로 위장된 조선인’은 그 스스로가 조선인이라는 정체
성을 이미 버리고, 조선인 이인화에게 일본식으로 말을 건다. 일본인이 보는 앞에서 일본어로 
말을 거는 조선인에게, ‘나’는 이도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본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일본
인인양 일본어를 흉내 내는 앵무새가 되고 만다.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미처 수습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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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지 ‘앵무새처럼 입을 벙긋거리는 희작’으로 끝나고 마는데, ‘나’는 이 과정이후 그 자신 스
스로가 걷잡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낀다.23)23)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낀in-between ‘나’의 분열은 곧 식민 담론 내부의 균열과도 맞닿아 
있다.24)24)일본인이 보낸 경멸의 시선을 통해 ‘나’는 일본인처럼 일본인들을 적 하는 응시를 획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일차적으로 이 시선의 싸움에서 지고 만다. 검문이 끝나고 나서 
‘나’의 눈에서 새어나오는 눈물은 ‘아니꼬워도 두려운’ 일본인의 시선과 검문에 한 무기력함을 
드러낸다. 

그는 일본인이 일컫는 조선인도, 조선인이 일컫는 내지인도 아니다. 일본 내지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나’의 어중간한 위치는, 정면에서 ‘나’를 향해 쏟아지는 무수한 ‘경멸의 시
선’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일본인들의 수군거림과 곁눈질 속에서 나의 자존감은 갈가리 
찢어진다. 나는 극도의 수치감 속에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하는 자의식도 버리고, ‘나는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이탈의 열망을 강화하게 된다.

여기에는 세 개의 층위가 있다. ‘나’는 일본인과 다르지만, 조선인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 겉으로는 조선인이지만, 그는 조선인의 일반 계층과 다른 일군, 일명 엘리트이자 지배층이 
될 수도 있는 “내지말을 구사할 줄 아는” 자이다. ‘나’의 위에는 그를 “내려다보는 높으신 분”들
이 있으며, ‘나’의 아래에는 도저히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하층민이 놓여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하층민 또한 그 자신이 비록 일본 관리층이나 간부에게는 꼼짝할 수 없으나, 선원 같은 하급
직이나 자신과 같은 부류에게는 동등한 의식을 지니며, 자신들은 적어도 “요보”와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요컨  ‘나’는 그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나’는 그야말로 나약
23) ｢만세전｣에 나타난 ‘흉내내기’가 사랑과 죄에서는 검열과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동시에 주변의 시선

에 의하여 ‘집단적인 흉내내기’가 펼쳐진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목의 일부이다. 
    ｢おい　ウヰスキーを持つて來い｣ 해춘이는 안가 무섭게 <휘스키->를 청한다. 
    ｢まああんなきついのお……(에이참 그런 독한 술을)｣- 하며 마리아는 눈살을 흐려 보인다. 
    ｢けうは何うしたんだ？宜い加減にせい｣-(오늘은 웬 일인가? 웬만큼 하게) 호연이도 무심코 일본말로 말

리엿다. 저편 구석에는 상인 갓흔 일인이 일본 기생을 데리고 안젓고 이으로는 얼골이 살문 계지
가치 되어서 두어패나 들고 안젓다. 모다 일본 사람들이다. 일본 사람들이기 문에 이 사람들도 일
본 말로 수작을 하는 것이다. 일본말 몰으는 기생들은 한구석에 치고 안젓슬 수밧게 업다. 더욱히 마
리아의 일녀 볼 쥐어지를 만한 일본말에는 남자들이 돌려다보고 웃기지 하엿다. 그 웃음은 웃는 사람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긔네에게 무례히도 보내는 그 웃
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는 얼마나 그로 인하야 자존심이 기는지를 알면서도 역시 일본말을 
쓰지 안흐면 안 되는 것은 무슨 닭이엿든가? 호연이는 불쾌하엿다. 그러나 나직하게 조선말로 이야기
할 에도 자긔가 지금 조선말을 쓰거니- 조선옷을 입엇거니 하는 생각을 일치 안핫다. (206-207면)

24) 박주식, 2003 ｢제국의 지도 그리기- 장소, 재현 그리고 타자의 담론｣ 탈식민주의, 문학과 지성사, 280
면. 타자의 담론은 타자라는 미지의 상에 투 된 식민 주체의 자기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호미 바바가 제기한 양가성의 원리에 의한 식민 담론의 
내적 균열이라는 논지를 끌어낼 수 있게 된다. 식민주의자들의 지배 담론은 타자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담론 내에 스스로의 권위에 한 불안을 담게 된다.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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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나약한 나 자신은 그 스스로를 구제해야 한다는 ‘자기 생존의 의식’을 중간 중간 내보이는
데, 이는 나 자신이 어디에 속하며, 어디에 서야 하는가 하는 ‘자기 위치 찾기’라는 본질적인 문
제에 부딪히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2) 혼성(된 정체)성hybridity, 反식민담론의 가능성과 ‘나’의 자리 찾기

피지배층이 느끼는 좌절감은 지배층이 속국을 “ 토로서 파악하지 결코 국민으로 파악하지 않
는다”25)는25)점에 있으며, 지배층의 모순은 이들을 제국의 국민으로 포섭하려는 전략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더라도 끝까지 혈연/인종적인 경계를 추구했다는 데서 빚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순을 전복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층은 혼성된 자들이다. 혼성된 이들
은 이미 저항을 내재하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 로 혼성은 모방보다 위협
적이다. ｢만세전｣의 이인화는 문화적으로 혼혈된 상태로, 외면적으로 전형적인 식민지 지식인 
계층을 표상한다. 그러나 식민지 지식인 계층이 일괄적으로 협력이나 저항의 노선에 서지 않는 
것처럼, 중간자의 위치에서 자기만의 포즈를 취하는 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향은 혼혈아들이 
보이는 냉소주의(시  초월주의)와 닮아있다.

제국의 세례를 받은 인종적 혼혈아들이 내보이는 ‘스스로를 향한 조소’는 식민지 위치 체계와 
서열을 냉소하는 것으로 나아간다.26)26)｢남충서｣와 사랑과 죄에서 개인사적으로 서자의 위치에 
자리한 혼혈아들은 제국이나 집안의 적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없다.27)27)제국의 지배층의 자리에
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의 소유자가 되는 열망이나 특정한 서열에 ‘올라가기’ 위한 
집념은 이들과 무관하며, 오히려 이러한 열망이나 집념을 보이는 부류(그들의 부모)는 비판적으
로 경시된다. 이들은 식민지라는 공간속에서 정신적인 훼손을 당한 상태이며,28)28)기형적인 관계맺

25) 호미바바, 앞의 책, 200면.
26) ｢하지만 말하자면 나는 ‘야노’도 아니요 ‘미나미’도 아니요 남가도 아닐새마는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적절

히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미나미’라고 부르는 것이겟지! ‘야노’도 아니요 남가도 아닌 거긔에 내 
운명은 긔묘한 전개를 보여 주는 걸세｣하며 진담도 아니요 자조하는 농담도 아닌 소리를 할 여러 사
람은 걸작일세 걸작야! 하고 웃었다. (｢남충서｣, 1987 염상섭 전집9, 민음사, 286면)

    ｢사실 내 피가 오 분은 감투로 되고 오 분은 <게다>으로 되엇다는 뎜으로 보면 아닌게 아니라 현
의 조선의 상징(象徵)으로 태어낫다고도 할 걸세. 우리 아버니의 설명을 들으면 류진이란 이름은 일본
말로 <야나기, 스스무>라고 닑도록 애를 써 지엇다네. 허허허…… 이름만 보아도 현 의 조선 사람답지 
안흔가!｣하며 자긔를 조소하듯이  픽 웃는다. (사랑과 죄, 1987 염상섭 전집2, 민음사, 268면)

27) “려행권은 나왓나?” “려행권? 나가치 국적이 업는 놈이 려행권은 해서 무얼 하나!” 하며 해춘이는 코웃
음을 친다. “그 위 소리가 그러케도 하고 십흔가?” 해춘이는 다소 힐책하는 듯이 거리를 하엿다. 

    “국적이 잇서서 조흘 것도 업지만 비국민도 아니요 비국민 아닌 것도 아니니 말일세” “그럼 자네는 
무어란 말인가?” “나는 나(我)라는 존재일 름이지!” 해춘이는 더 캐어 들어가서 론전을 하랴고는 아니
하엿다. 부모의 국적이 달으다는 것 그리고 가뎡뎍으로 행복스럽지 못한 분위긔 속에서 자라낫다는 것
이 부지 중에 이 사람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게 한 것이라고 해춘이는 동정하지 안흘 수 업섯다. 
(사랑과 죄, 134-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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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방식에서 배출된 식민지의 상징을 담당한다.29)29)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면모이외에도, 이러한 혼혈아들의 보이는 자조와 냉소가 ‘식민지 체계를 균열시킬 수 있는’ 잠재
적인 저항의 요소와 맞닿아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혼혈아의 등장을 예고해주는 ｢만세전｣의 이인
화라는 존재는, 정신적인 혼혈아로서 더욱 문제적이라 볼 수 있다. 

망국의 일분자라는 인식이나 민족의식을 깊게 가질 계기가 없었던 ‘나’는 목욕탕에서 주워들은 
일본인들의 비열한 상술과 조선인에 한 경멸을 듣고 나서 “원래 정치문제에 무취미한” 나는 
정치적 의식이 없는 조선인 전체가 이 소리를 듣고 각성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가 선동할 생각
은 없다. 모멸 속에서 자연히 반감이 조성되리라는 기본적인 인과원리를 이성적으로 지니고 있
기 때문이다. 요컨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란 것은 압박과 학 에 정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한다. 조선에서 그가 만나는 조선인은 이미 ‘그러한 압박과 
학 ’에 적응해 버린 것이다. 적절한 순응과 그들의 요구에 따른 호응, 더 나아가 그들이 바라는 
생활양식의 모방과 그들의 언어를 배워 그들의 명령에 더욱 복종하는 체계를 꾸리고 있는 것은 
‘나’를 더욱 충격 속으로 몰아넣는다.30)30)

“東京서 下關지 올동안은 일부러 日本사람행세를하랴는것은안이라도  애를써서 朝鮮사람 행
세를할必要도업는고로, 그럭저럭 마음을노코, 지낼수가잇지만, 連絡船에드러오기만하면 웬세음인지 
空氣가 險惡하야지는것갓고 어한氣分이 덜미를집는것가튼것이 普通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携帶品

28) 정호응, 1987 ｢식민지현실의 소설화와 역사의식｣ 사랑과 죄(염상섭 전집 2), 민음사, 465면. 류진은 
일제에 유착되어 있던 당  상류계층의 전형적 인물인 류택수와 일본인 첩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남충서｣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한일관계의 모순과 비극성을 상징하는, 상 적으로 훼손된 인물인 것
이다.

29) 식민지의 소설에서 일본인과의 관계맺음의 방식은 체로 기형적이다. 일본인은 조선인을 감시 및 처벌
하는 적 적인 기관이거나 ‘위에서 아래로’ 사회문화 및 교육을 전수하는 모범 기관이거나 자본으로 거
래되는 장사치나 첩의 관계로 나타난다. 사랑과 죄에서 유창한 조선말을 구사하며 조선의 문화에 애
착을 보이는 인물인 심초씨는 주인공 이해춘과 친분이 있는 조력자이다. 일본인이 적 자나 교활한 장
사꾼으로 등장하는 일반적 관계망이 폭 확장된 경우라 하겠다. 일본인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묘사된 ｢
남충서｣의 경우, 미좌서의 생리적 욕망과 좌절이 리얼하게 그려지며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전직 기생
출신의 일본인 여성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사랑과 죄에서 단지 본부인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류진이의 생모가 집을 나가버렸다는 것으로 축소되어, 이미 사회 속에 일반화된 혼혈아의 가족상을 암
시해준다.

30) ‘나’가 조선에 들어와 경험하게 되는 충격들 : 급증한 일본세력의 행태와 굴복한 조선인들.
   1) 부산의 시가, 조선사람 집을 어내고 들어선 일본식 이층집과 건물들
   2) 일본인 아버지를 찾아가려는 혼혈아 기생 소녀
   3) ‘요보’라고 자칭해서 차라리 무시를 받되 매라도 덜 맞는 게 낫다는 갓 장수
   4) 조선말을 모르는 척 일본어로만 꾸하려는 조선인 역원
   5) 땅값이 오르는 추세를 타서 일본인에게라도 집을 팔아버릴 작정인 형
   6) 일본인 상사에게 서툰 일본어로 상황을 보고하는 역원들과 이들을 바보 취급하는 사무원
   7) 수시로 검문을 당하는 조선인과 함부로 결박된 조선인 여성, 그들의 굴종하는 눈빛 
   8) 총독부 세상이라도 편승하여 벼슬자리를 얻으려는 아버지와 부추기는 김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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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搜索을當하고나니 不快한氣分이 한層더하지 안을수업었다. 눈을감고 드러누워서도 憤한생각이 
줄지 치미러올러와서 無心코입살을 악무러보앗다. 그러나 四面을 도라다보아야 憤푸리를할데
라고는업다. 設或 處地가갓고 境遇가가튼同行者를 만난다하드라도 하소연을할수는업다. 웨 그러냐하
면 여긔는 배ㅅ속이니 그러타는말이다. 나를 한손접고 나려다보는 나보다 훨신 나흔兩班들이 타
신배이기문이다.”(강조와 밑줄은 인용자, 47쪽)

조선에 도착한 ‘나’는 또 한 차례 검문을 받는데, 나는 속으로 “될 수 있으면 일본 사람으로 
보아” 이 감시망을 살짝 비껴나가길 바란다. 그러나 아무리 속으로 “될 수 있으면 일본 사람으
로 보아 달라고” 기도하고 갈망해도 여지없이 조선인으로 호명될 뿐이다. 여기서 이러한 바람은 
실제로 일본과 일본인을 동경해서가 아니다. 단지 검문을 받는 과정이 귀찮기도 하고 수치스러
울 때가 있어, 이 모든 것이 모욕이고 불쾌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인처럼 보 으
면 좋겠다는 바람은 제국 국민으로의 편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탈된 피식민지국의 
민족으로서 자기 보호의 심리상태를 보여줄 뿐이다. 

‘나’에 해 이미 알고 있는 듯 한 순사는 기어이 파출소로 끌고 가, 예의 형식적인 검문을 
한다. ‘나’는 검문을 당할 때마다 불안과 공포, 그리고 자신의 내부에서 기어 나오는 비겁함(어느
새 몸에 밴 수그러짐)에 심사가 복잡해진다. 검문이 끝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얼른 자리를 뜨
는 ‘나’는 선실에서 느꼈던 높은 강도의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되씹기도 전에, 그의 눈앞에서 펼
쳐지는 “조선 사람의 팔자(=구차한 놈의 갸륵한 팔자)”에 입이 다물어진다.

부산의 시가에 접어든 ‘나’는 “김치가 먹고 싶고 숟가락질이 해보고” 싶은 생리적인 욕구에 따
라 조선의 음식점을 찾아 나서지만, 이미 퇴색되어 버리고, 거의가 일본식 건물에 조선 가옥일지
라도 일본식 창틀을 끼어놓은 형태로, 부산은 이미 ‘허술하게 모방된 제국 소유의 도시’ 일부임
을 보여준다.31)31)‘나’는 일본인들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조선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합리적인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팔자소관’이라 돌려버리고 체념하
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깝다. ‘나’의 눈에 일본인들의 술수에 쉽게 동화되어 그들의 생활양식(이층
집, 다다미, 유곽)에 따라가는 조선인의 무의식이 걱정스럽다. 신생활의 양식(양복, 요리, 전등, 
신문, 담배, 전차)에 맛을 들인 이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시골로 외곽으로 
그러다가 압록강을 건너 낯선 타지로 유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불 보듯 뻔 한 행로가 눈에 
보이는 ‘나’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일본인의 상술에 휘말려가는 조선인들의 운명
이 애처롭다. 
31) ｢만세전｣에서 언급된 이러한 풍경은, 염상섭의 사랑과 죄에서 “틔기”(=1924년 조선의 풍경)라는 말로 

극 화된다. 심초씨는 젊은 조선청년을 보면 ｢당신네들은 <정말 조선>이 어한 것을 아시오. 지금 조
선은 <틔기>입넨다. 진 조선은 거의 다 헐려 나가고 지금 남은 것은 조선인지 일본인지 서양인지 
닭을 몰를 반신불수가 되엇소. 인제는 조선에 더 살 흥미조차 일헛소｣하며 무연히 탄식하는 일이 만타. 
(3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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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상도 잠시, ‘나’는 서둘러 되돌아 나오는 길목에서 이제 막 세수를 마친 계집애에게 
이끌려 일본국수집에 들어가게 된다. ‘나’는 그곳에서 세 명의 계집애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술잔을 비우는 이들의 행태가 혹시라도 자기를 ‘만만한 조선인’으로 보아 “내가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술병을 축내는 건 아닌가하는 불쾌감을 느낀다. 다
만 이들 중에 기가 죽어 가만히 있는 계집애를 보게 되는데, 그 아이는 다른 계집애들과 달리 
일본인이 아니라, 일본인 아버지와 조선인인 어머니를 둔 혼혈아이다. 줄곧 조선인 어머니 밑에
서 자라난 계집애는 일본인 아버지를 찾을 량으로 집을 나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터이다. 
‘나’는 어머니가 조선인이기에 제 로 기를 펴며 생활하지 못하는 계집애의 형편이, 결국은 조선
이 일본만큼 덜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조선말보다 일본말을 쓰려하고, 조선옷보다 일본옷을 입
고, 일본인 아버지를 찾아 나서려는 것이라 생각한다. 

‘돈이 아니라 금을 주어도 조선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은 싫다’는 계집애의 말에서 ‘나’는 조선
이라는 두 글자가 곧장 민족적 열등감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경험한다. ‘나’는 이때 동경의 정자
를 생각하는데, 일본인 여성 정자는 자신과 어울리면서 한번도 ‘나’에게 그 어떤 열등감이나 경
멸을 준 적이 없다. 그녀가 ‘나’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지 않은 데에는, 그녀 자신이 
일개 여급이라는 신분적 제약을 떠나,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사랑해주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하지만, ‘나’는 정자를 사랑이나 연애의 상으로 보지 않는다. 말동무 이상의 존재로 
자리하게 허용하는 일은, ‘나’에게 ‘민족’이나 ‘책임’이라는 머릿살 아픈 일을 자초하게 만들기 때
문이다. 

김천역에 도착한 ‘나’는 창밖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서있던 형을 만나게 되는데, 형의 권유로 
잠시 김천에 들러 가기로 한다. 이 부분에서부터 ‘나’의 가족관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데, 나는 
정치열이 높은 아버지와 보수적인 형님을 사이에 두고, 순수 문학을 추구하는 몽상가로, ‘나’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형님사이의 벽을 마치 “무덤 안과 밖”의 서로 다른 세계에 놓
인 사람들이라 비유하며, 서로 다른 세계에 놓여있기에 전혀 그 내막을 알지 못하며 소통 또한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이후부터 ‘나’는 가정이 주는 위안과 따뜻한 정을 붙이지 못하는데, 집은 
‘세상에서 제일 맘에 들지 않는 여관’이며, 가족은 자신에게 학비를 주는 은행창고이거나 법률
로 제정된 형식적인 구성원일 뿐이다. 가정에 정을 붙일 시간이 없었던 ‘나’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형님의 집으로 들어서는 길에, ‘나’는 예전에 없었던 일본인 상점과 일본인 집을 발견한다. 일 
년 만에 달라진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가정사에 있어, 형님은 둘째부인을 들어놓았고, 총독부에
서 설정한 공동묘지 제도와 산소문제로 인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해질 무렵, 서울로 가는 기
차를 타기위해 길을 나선 ‘나’는 역에 도착하여 일본인 사무원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곳에서 
‘나’는 기이한 현상을 목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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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務員과 愉快히 이약이를 주거니밧거니하며섯스려니, 外套에, 帽子벌備지 푹뒤집어쓴 젊은
朝鮮사람驛夫가 그란琉璃燈을들고 蒼惶히드러오며, 日本말로,

“불이암만해두안이켜저요.” 하고 울상이다. …
“가! 안켜지면 어한단말이야. 時間은 다되 는데.”
이지 웃는낫흐로 나하고 이약이를하며섯든事務員이 눈을부르 이며 소리를 질르고 나서, 저

구석으로向하더니,
“李書房, 李書房, 어서어서, 가치가서 켜고오오.” 하며, 朝鮮말半, 日本말半의 얼치기로, 李書房에

게 命하얏다. 나는 事務員의殺氣가등등한뚱한얼굴을바라보고 짝놀랏다. (강조는 인용자, 72쪽.)

이서방이 일본어에 무지하기 때문에 사무원이 조선어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일본인 사
무원의 “조선말 반 일본말 반의 얼치기”는 언어가 자연스럽게 뒤섞인 언어의 감화현상이라 볼 
수 있다. 서로 중첩되고 뒤섞이는 현상은, 단순히 혼혈아만이 아니라 일종의 “혼혈어”32)가32)생겨
나는 지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개작판에서는, “이서방, 오소오소, 같이 가서 켜고 와요!”하고 “조
선말”로 이서방에게 명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역시나 “어서어서”를 “오소오소”라고 하는 일본식 
발음은 부자연스러운 표기로 체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조선인에게 호령하는 사무원을 “외면”
한다. ‘나’는 겉으로 조선인을 호통 치며 비웃는 사무원의 말에 반박하지도 않지만, 속으로는 눈
보라에 허둥 며 불을 붙이려 나가는 조선인이 가엾다는 연민을 보인다. 일본인이 “조선 사람보
다 친절한 때”가 있다고 생각했던 ‘나’는 갑자기 태도가 급변해서 살기가 있는 표정으로 역부들
을 몰아세우는 사무원에게서 역시나 같을 수 없는 거리감을 확인한다. 이 장면은 일본 지배자의 
정형화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인화의 응시 속에 일본 “지배자의 
정체성(그리고 권위)이 분열”33)되어33)있는 것이 폭로되는 것이다. 

동역에 정차한 기차 안에, 새로 탑승한 장사꾼들. ‘나’는 이들의 무리에 실려 올라탄 갓 장
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처음에 ‘나’가 “일본 사람인가 아닌가”하고 염려를 했던 갓 장수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자 금세 경계를 풀고 먼저 인사를 건넨다. 

“그러나 老兄부터 웨 머리는 안이그슈? 世上이 밧귀엇슬안이라 구치안코 돈도 더들지안소?”
“웬걸요. 村에서 머리를그랴면 더弊롭고 實上돈도더들지요…… 게다가 머리를그면 兄丈네들

모양으로 ‘內地語’도할알고 時體學問도잇서야지요. 머리만고 內地ㅅ사람을만나도 對(한아큼큼히

32) 고종석, 1999 감염된 언어, 개마고원, 69면.
33) 바트 무어-길버트, 2001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이경원 역), 한길사, 277-278면. 바바는 정형을 

지배자의 ‘감시하는’ 시선과 자아 개념의 견고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피식민 ‘타자’
에 한 모순된 심리적 반응으로 인해 지배자의 정체성(그리고 권위)이 분열되고 불안정해지는 증거로 
해석한다. … 정형은 지배자로 하여금 자신을 자신이 아닌 것과 동일시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지배자
를 언제나 불안정한 상태에 노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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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官廳에가서든지 巡査를만나서든지더구치안은가만치요. 이러케 망근을 쓰고 잇으면 ‘요보’라
고해서 좀잘못하는게잇서도 웬만한것은 容怒를해주니, 그것만하야도 글必要가업지안어요.”…

“그러치만 가튼朝鮮사람리라도 洋服을입으면, 待接이다른것가티, 亦是머리라도는것이 저 사람
들에게 덜賤待를밧지안소. 언제지든지 함부로 훗리는 로 적적하고 ‘요보’ㅅ소리만 드르랴
우?” ……

“흣리거나 ‘요보’라고하거나 賤待는바들이지요만, 머리나고 帽子를쓰고, 開化杖이나 집고
단여보슈. 가는데마다 시달리고 조금만하면 귀나어더맛고, 留置場구경을한달에 한번씩은 할데
니! 老兄네들은 內地語나 能通하시지요? 하지만 우리가튼놈이야 마지면마젓지別수잇나요. 허허허.”
(강조는 인용자, 78쪽.)

조선 관리에서 일본 관리로, 지배층의 변화를 경험하는 하층민은, 일본 관리층에 맞은 처세술
과 응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일부러 ‘요보인 척’ 하는 것이다. 자신이 요보라서 요보인 것
이 아니라, 일단 요보라는 이유로 천 를 받아도 공연한 뺨따귀나 유치장 출입은 피할 수 있다
는 것이 그의 논리다. 좀 더 잘나고 우월한 것을 따라하려는 모방의 기본적인 패턴이, 이 경우
에는 역전된다. 일부러 모자란 척 모르는 척 해가며 자신에게 덮쳐올지 모르는 공연한 화근을 
피해가는 것이다.

순사의 검문에 걸려 황급히 기차에서 내리게 된 갓 장수는 그만 우산을 두고 내리는데, ‘나’는 
그의 우산을 역부에게 맡긴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 역부는 일본인 척 일본어를 구사하는데, 그
의 서투른 일본어는 ‘일본인으로 위장하려는 조선인’임을 보여준다. 모국어인 조선어를 일부러 
모르는 체하고, 끝까지 일본말로 물어보는 역부를 보며, ‘나’는 ‘조선어의 사용이 곧 요보’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보다 어설픈 모방을 통해, 뻔히 보이는 조선인 자신을 은닉하려는 과도한 처세술
에 기가 질린다. 

이러한 일련의 충격과 놀람 속에서, ‘나’는 은연중에 식민주의 정책에 반감을 품게 되고, 혹시
나 총독부를 비방했다는 말로 오해는 사지 않을까 주변을 경계하면서도, 일본인의 상점이 늘어
가고 일본인의 소유지가 급증해가는 현실이 못마땅하기만 하다. ‘나’는 일명 민족투사라는 열
에 끼어들 생각도 없지만, 제국의 신민이 될 생각은 더 더욱 없다. 청년기에 제국의 도시로 무
작정 건너와 줄곧 제국의 교육을 받았던 ‘나’는 식민지의 체제에 길들어지지 않은 ‘균열된 식민체
제의 전형적인 표본’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제국의 신민을 양성해내기 위한 제국의 교육방책은 
‘나’에게 있어 철저히 미끄러지며, ‘나’는 나의 의지 로, 제국의 의도 로 식민지 체제에 훈육되
어 정형화되는 행로에서 비껴 선다. 그렇지만 그가 보이는 정체성의 혼란岩“정신적인34)혼혈”34)상
34) “정신적인 혼혈(mental miscegenation)”이란, “혈액과 피부색은 인도인이지만, 취향과 의사와 도덕성과 

지성은 국인인, 인간의 계층”(Ania Loomba, 1998, Colonialism/ Post colonialism, London ; New 
York : Routledge, p.173.)에게서 발견되는 것으로, 제국의 교육을 받은 피식민지의 지식인층에서 발견
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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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岩은 그가 결코 식민지 체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식민지인인 이상, 지
배자와 피지배자라는 립구도를 오가며,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혼성된 정체성hybrid 
identity을 보이고 있다. 그 와중에, ‘나’는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아직 확실히 결단내리지 못했
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찾는다. 

3. 제국 신민으로의 편입 좌절과 불완전한 ‘일본인의 표상’ 
넘어서기
1) 살아있는 공동묘지, 이질 인 자국민의 모습과 낯선 풍경이 주는 

  괴리감 

｢만세전｣의 차기작인 ｢남충서｣와 사랑과 죄에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경계, 그리고 혼혈아의 
내면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으나, 일본인의 지배 체제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는 상황은 ｢만
세전｣에서 강하게 부각되어 있으며, ｢남충서｣에 드러난 혼혈아의 가족사는 사랑과 죄에서 한 
인물의 개인사로만 간결하게 축소되어 있다. 요컨  식민지 체제 속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일개 
식민지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자각한 이인화의 세 는, 어느새 지배체계에 정착해버린 (친일
적인)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첩 사이에서 태어난 남충서와 류진이의 세 로까지 나아간다. 특
히 사랑과 죄에서 이인화의 초상은 비교적 저항적인 김호연, 절충적인 이해춘, 그리고 방관적
인 류진이의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세 인물의 모습이 혼합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인화의 내부에는 저항도 순응도 아닌,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으나 자유로울 수 없는 복합적인 
내면의 각축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인화를 비롯하여, 이들은 각각 조선과 일본(제국), 그 어느 쪽에도 융합될 수 없는 제 3의 
길을 가고자 한다. 겉으로는 가정의 화목을 중시하는 척 하는 남충서는 아버지 몰래 p.p 사단에 
가입하여 이들을 후원하며, 얼마든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류진이는 지독한 회의주의
에 빠져 그의 아내를 비롯하여 그와 관계한 친우들을 뒤로하고 러시아로 떠나고자 한다. 남충서
는 독립운동을 주동하는 지하조직인 p.p 사단에 가입하여 일종의 자기만족을 누리나, 그 안에서
도 친일파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두었다는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절 적인 고립감을 
느낀다. 

류진이 또한 결혼 당시, 일본인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출신 성분에 한 질타를 
장모에게서 받은 바 있으며, 민적상 서자 던 자신의 불안한 위치와 본실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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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집을 나간 생모, 그리고 이에 무관심한 채 오로지 자신의 욕정만 채우려하는 아버지를 보며,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이 일단 러시아로 가고자 한다. 류진이는 자신에게는 “暗い宿命(컴컴한 숙
명)”(148)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말하는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이들의 행태는 ‘혼혈된 부류’를 
양산하여 운 해가려는 식민담론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고립’과 ‘이탈’의 형태는 
이미 ｢만세전｣에서 시작되어 있었다. 

수시로 행해지는 일방적인 순사의 검문도 그러하지만, ‘나’는 순사의 위협적인 눈초리나 발소
리에도 깜짝 놀라고, 자신을 주시한다는 것을 의식할 때면 오금이 저려온다. 선실에서 그리고 
정거장에서 일본인들의 행태에 놀라고 주눅이 들었던 ‘나’는 전역 임시 합실에서 그야말로 
몸서리가 쳐지는 광경을 목도한다. 자신의 눈이 의심될 정도로, 결박된 상태에서 나무의자에 걸
터앉은 범인들의 군상은 참혹하다. 특히 젖먹이 아이가 딸린 조선인 여성이 헝클어진 머리와 옷
매무새를 제 로 가다듬지도 못하고 결박되어 있는 형국은, 그가 연상할 수 있는 조선의 모습과 
통제된 상태에 한 상상을 초월한다.

‘나’는 주체할 수 없는 연민과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목도하면서, 내심 조선인의 생
활에 한 저주를 퍼붓는다. ‘나’를 압박해오는 식민지라는 상황은 일상에서 철저하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나’는 이에 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것이 생활이라는 것인가? 모두 뒈
져버려라!”,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라고 속에서 외치는 ‘나’의 분노는, 지속되는 충
격의 여파 속에서, 그가 돌아다 본 조선이 파멸과 몰락 속으로 가고 있다는 현실에 한 걷잡을 
수 없는 감정과 연민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온 것이다. 

‘나’의 절망감은 조선에 한 개선의 의지 또한 무너뜨린다. 그 스스로가 말한 바 로, 타인에 
한 구제나 더 나아가 민족에 한 구제는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면, 나 자신에 한 구제뿐

이다. ‘나’는 이러한 조선의 현실이 곧 헤어 나올 수 없는 무덤 속이라 바라본다. 익명의 시체들
이 아무렇게 묻혀있는 곳. 기차간 안 또한 시체들이 우글거리는 공동묘지다. 총독부의 통치와 
칼을 찬 순사는 그들의 명분 로, 조선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으나, 동시에 
통제하고 내리누르려 하는 것이 더욱 많다. 그들에게 숨통이 눌린 조선인들은 모두 구더기와 같
은 공동묘지의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그 생활을 위하기 위해 ‘요보인 척’하거나 일본인에게 
들려 붙기 위해 ‘일본인 척’한다.

‘나’는 줄곧 지금 현재 살아있는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죽은 뒤의 사후 처리 문제를 
가지고 운운하는 조선인의 형편이 한심하게 느껴진다. ‘나’는 갓 장수와의 화중에 아까 형에게 
못다 했던 말을 설파하듯이, 공동묘지의 도입에 한 거부의식이 모두 다 쓸데없는 일이라 말한
다. ‘나’의 눈에 이미 조선인의 삶의 무 는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속이기 때문이다. ‘나’는 “공동
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 봐 애가 말라”35)하는35)꼴이 답답하다. 절박한 현실의 
35) 해방이후의 개작판으로, 본고에서 참조한 작품은 염상섭, 2004 만세전(한국문학 표작선집 22),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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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고 난 뒤의 문제를 미리 걱정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살
고 있는 형편이 공동묘지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으면서, 죽어서는 정말로 공동묘지에 들어가기 
싫다고 발악하는 것일 뿐이다. 여기에는 이인화 자신이 민족이라는 코드와 무관하게, 개인의 세
계로 침전하게 되는 이유가 간접적으로 투 되어 있다. 이인화는 ‘무덤=조선=민족’이라는 그물망
에서 ‘바깥=동경=개인’의 길로 나아가, 자신의 눈을 의심케 하는 참혹한 조선의 어두운 현실로부
터 그리고 자신을 억누르는 제국의 그늘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거리’를 두고자 한다.

2) 원한 ‘이방인-되기’, 망국 백성의 운명 극과 자기 구원을 한  

  탈주

서울에 오기까지 조선인의 실상에 염증을 느끼고, 그들의 냄새와 존재가 구더기와 일반이라 
생각한 ‘나’는 일종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드디어 아내가 누워있는 집안에 들어선다. 집안에는 
뜻밖에 김의관이 와 있고, 김의관의 꼬임에 휘말려 아버지는 늘 밖으로 쓸데없는 출타를 하고, 
병인의 약시중에 지친 어머니와 형제들은 이 모든 가정사에 익숙해져 있다.

‘나’는 답답한 심중에 정자의 안부가 궁금해진다. 예정된 절차처럼 아내는 죽고, ‘나’의 주장으
로 공동묘지에 묻히게 된다. 정자와 한 차례 서신을 주고받았던 ‘나’는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정리를 하면서, 초상 중에 온 정자의 편지를 불살라버린다. 편지를 쭉 찢어 없애 버리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말소하려는 것과 통한다. ‘나’는 정자의 편지에서 깊은 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는 의도를 읽고, 정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려 한다.

“靜子樣!
그러나 나는스스로를救하지안으면 안이될責任이잇는것을 다랐습니다. 스스로의길을차자내이고 

開拓하야나가지안으면안이될 自己自身에게 스스로 賦課한義務가잇는것을다랏습니다. 나의妻는 期
於코 모진목숨을엇습니다. 그러나 그는 決코 죽엇다고는생각할수업습니다. 웨그러냐하면 그男便되
는나에게, ‘너를 스스로救하여라! 너의길을 스스로開拓하여라!’는 貴엽고重한敎訓을 주고가기문이올
시다. 果然그럿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의一生中에 第一有情하여야할테이면서도 第一無情하게굴든나
에게 이러한敎訓을 남겨주고 이 世上을낫습니다. 그것을생각하면 그는 決코 죽엇다고는 생각할수
업습니다. 그의 肉體는 흙에改嫁하얏스나 그리함으로말미암아 精神으로는 나에게 永遠히 거듭시집왓
다고하겟지요. (강조는 인용자, 105쪽.)

‘나’는 정자의 학비까지는 어 줄 수 있지만, 정자를 데리고 살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것
은 정자를 ‘구더기가 들끓는 조선’으로 데려올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정자는 ‘나’자신이 개인적·

사상사. 로, 이하 개작판으로 칭하여 페이지 수를 밝히는 것으로 한다. 위의 인용문은 개작판,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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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풍파를 일으켜서까지 데려고 있어야 할 연애의 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사랑한다고 해도 ‘나’는 정자에 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할 수 없다. 그는 우회적으로 긴 
장문의 편지를 쓴다. 그것은 정자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기 위함이며 그 자신의 감정을 최 한 
있는 그 로 드러내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 편지의 시작과 끝은 “아무래도 데리고 살 수는 
없어!”하는 그의 외침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해방 이후 개작에서는 이 문구의 의미가 변모한다. 
초기작에서 ‘정자를 책임지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녀를 거부한다는 것이라면, 개작에서는 
‘정자를 아내로서 취하고도 싶으나’ 민족적 풍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녀를 보내주어야 한
다는 논리다. 

아내가 죽자 자식을 종가의 양자로 보내고 난 후, ‘나’는 이 순간 “자유로운 천지”에 들어서는 
기분을 맛본다. 그 세계에는 더 이상 병화와 을라에 얽힌 일이 자리할 이유도 없고, 그의 가족
들도, 그가 종종 생각하는 정자도 발을 디딜 수 없다. 그 세계는 오직 그 자신의 구원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선포한다. 이제는 각자의 갈 길을 가야 할 때이다. 
‘나’는 정자로부터 완연한 도피를 꾀하고 있다. 그는, 아내에 한 의리, 책임져야 할 자식,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들, 당장에는 시험 준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까지 정자에게 늘어놓는다. 
나는 정자를 취하는 것이 귀찮고 머리 아플 수 있거나, 정자를 취할 처지가 아니라고도 생각한다.

결국 아내의 죽음은 ‘나’에게 절 적인 자유를 주었다. ‘나’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가족의 
굴레라는 속박에서 자연스레 벗어나며, 조선의 땅으로부터 발을 떼어놓을 수 있다. 게다가 정자
를 비롯하여 ‘나’는 아내의 죽음을 방패막이로 그네들과 거리를 둘 수 있다. ‘나’는 이미 ‘아내의 
병환’으로 인해 제국과 시험 기간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로부터 한 차례 벗어나온 터이다. 그리고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나는 조선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과 그와 관계하려는 사람들부터 또 한 
번 벗어난다. 이러한 이탈은 그 스스로 자신을 절 적인 자유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무덤처럼 
썩어가는 조선의 실정을 뒤로 하고, 나는 자유를 찾아 그에게 다른 방식으로 새로워진 동경으로 
길을 떠난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매사에 덜 흥분하고 덜 간섭하려는 경향을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나’는 오히려 늘 그를 미행하는 감시관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건을 관조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현실로부터 벗어나 원한 자유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는 모두에게서 벗어나고자 한다. ‘나’는 이것을 각자의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할 
때라고 돌려 말한다. 요컨  그를 둘러싼 이 모든 관계와 상황은 그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내
년 봄에 돌아올 무렵에는 어떻게 성례를 올려야 하지 않겠다는 형의 말에, ‘나’는 이제 겨우 무
덤 밖으로 나왔다는 말로 일축해 버린다. 그에게 조선이라는 무 와, 조선에서의 결혼생활 자체
는 구속이자 무덤이었다. ‘나’는 정자의 편지에서도 자신은 공동묘지에 있는 것과 같다고 기술하
고 있는데, 자신이 느낀 절망을 통해 정자에게서 애정보다는 동정에 치우친 감정을 얻어내어 그
녀로부터 원한을 사지 않고 벗어나려는 포즈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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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 개작된 ｢만세전｣이 초기작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정자에 한 묘사와 태도이
다. 해방 이후 개작된 작품에서 ‘나’는 조선유학생으로서 상당한 자존감을 내부적으로 지니고 있
는 인물이며, ‘정자’는 순수한 소녀의 이미지라기보다 세상 물정을 아는 카페여급으로 차후에 이 
생활을 그만두고 교토에 있는 동지사 학에 들어간다. 특히 ‘정자’에 한 신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정자는 사이가 좋지 못한 부친과 계모의 슬하에서, 남자에게 실연을 당한 경험
이 있으며, ‘나’는 정자가 일본 남자에게 실연을 당했기 때문에 일본 남자에 한 반감을 가지고 
자신과 결합하고자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는다.36)36)‘나’는 줄곧 자신이 조선 사람이기에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 로 자신이 조선 사람이기에 특수한 과거사를 지닌 정
자에게서 호감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선 민족의 출신 성분에 한 일종의 콤플렉스(‘조선
인이라는 무의식’의 집요함)를 보이고 있다.

어찌되었든 동경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나’는 정자가 있는 카페에 들려 그 분위기가 주는 안
락함을 누리곤 한다. 그가 카페를 즐겨 찾았던 이유로, 그곳에서만큼은 “무차별이요 노골적 멸
시”를 받을 일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 ‘나’의 출신성분이 식민지 백성이라는 사실은 카페라
는 “자유의 세계”에서 은폐되고, ‘나’는 이러한 안전지 와 그곳의 사람들에게 서서히 침전되기 
시작한다.37)37)그러나 그는 완전한 정착을 이들과 함께 누릴 수 없다. ‘나’는 정자와 p양을 동시에 
가지고 놀면서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는 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나’의 행태는 정자의 첫 번
째 편지에서 비판되는데, ‘나’는 그러한 비판에도 ‘그 누구를 사랑하고 그 누구를 책임지고 한 쪽
으로 기울어지는’ 일에 회의가 들고 겁이 난다. 

‘나’는 그곳에서 일본인 여급들과 어울려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자유롭게 그네들을 어루만지
기도 한다. 개작판에서 ‘정자’와의 스킨쉽은 보다 범하게 그려지는데, 정자는 순결한 여성의 이
미지보다 “언제나 같은 애무를 바라는 표정”을 가진 여급으로 강조되어 있다.38)38)그러나 후반부의 
편지에서, ‘나’는 정자를 이같이 했던 것을 후회한다.39)39)모든 것은 나의 착각일 수도 있으며, 
36) “사랑이니 무어니 머릿살 아픈 노릇이다마는, 세상이 경멸하는 조선 청년에게 그런 호소를 하고 오는 

것은 실연을 한 일본 남성에게 한 반항이라는 것인가?”(개작판, 42면)
    “일본의 남자들은 너무나 괴로움을 모릅니다. 역시 륙적이라 할지?… 연애에 실패하고 집안에서는 쫓

겨나고 하니까 보통 여자와는 다르겠지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나라 남성-일본 남성에게 반기를 들
고 내게로 오겠다는 사연인가도 싶다.”(개작판. 155면)

37) “아직까지도 조선 유학생이라면 돈 있는 집 자질이요, 인물 좋다고 동경바닥서 평판이 좋은데, 문과 
학생이 이런 데에서는 장을 치는 태평시 다. 나는 동창생들에게 끌려 우연히 와본 뒤로 벌써 반년 가
까이 드나드는 동안에 이만큼 친숙하 다. 이런 자유의 세계에서만도 얼마쯤 무차별이요 노골적 멸시를 
안 받는 데에 감정이 눅어지고 마음이 솔깃하여 내 발길은 자연 잦았던 것이다.”(개작판. 23면) 

38) “내가 앉았던 안락의자의 등덜미에 한 손을 걸쳐놓으며 무릎이 맞닿도록 다가서며 생글하는 것은 언제
나 같은 애무를 바라는 표정이다.”(개작판, 25면)

    “불의에 난폭한 습격을 받은 정자는 어쩔 줄을 모르면서도 생글 웃는 낯을 본 법하 다.”(개작판, 26면)
39) “경도에 가서 동지사 학에 들어갈 준비를 할 터이라는 말을 듣고 보니, 나는 동경서 떠나올 제 목도리

를 사다가 함부로 허리춤에 찔러주고 온 것을 생각하고 혼자 속으로 찔끔하는 생각이 들며 혼자 얼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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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제 정자는 더 이상 여급이 아니라 제국의 학생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그가 동
경으로 돌아간다 해도 다시 정자를 면한다 해도 예전처럼 실없는 농짓거리나 아무렇지 않게 
해댔던 스킨쉽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어설픈 객기로 카페 여급들과 놀았으며, 객기로 오래전부터 알던 을라를 찾아 일부러 
고베에서 내린다. 후반부에서 ‘나’는 죽은 아내를 신하여 자신과 결혼할 상으로 을라와 정자
를 떠올려 보지만, 이내 고개를 내젓고 만다. 을라는 자신과 병화를 사이에 두고 간교한 양다리
를 펼치려 했으며, 고베에서의 카페여급이나 조선에서의 기생을 볼 때 문득문득 생각나는 정자
는 이제 겨우 여급생활을 청산하고 바른 길로 가려하고 있다. 을라에 한 마음은 식은 지 오래
이며, 정자에 한 마음은 단순한 연인으로 삼기에 여러 장애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여러 장애
는, 초기작에는 정자를 ‘사랑하지 않으며, 떼어버리고 싶다’는 책임 기피증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신의 고뇌를 나열하는 것으로 정자에게 각자의 길을 가자고 설득해버리는 반면에, 개작에서는 
정자를 애틋한 존재로 여기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자신이 제국의 여 생과 마주하고 연애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둘 다 정자를 거부하고 회피하기는 마찬가지이나, 개작에서 
‘나’가 정자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결코 깨뜨리기 어려운 현실적/민족적인 
장벽이 가로놓여있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삽입해 놓았다. 

정자는 교토로 내려가 학생이 되기로 결심을 하면서, 이제야 겨우 “제 길”, “살 길”, “새 길”
을 찾았다는 기쁨과 환희에 찬 심정을 토로하며, ‘나’에게 교토에 꼭 들려줄 것을 당부한다. ‘나’
는 정자를 만나는 일이 “어색도 하고 겁도 나는”것을 숨길 수 없다. 장래문제나 민족적 문제만
을 생각해 보아도, 나와 정자의 결합은 불가하다. 초기작에서 나는 정자를 진정한 사랑을 구한
다는 명목으로 ‘기꺼이 보내준다’는 사랑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답장을 쓴다. 그러나 개작에서 
‘나’는 감히 사랑이라는 단어도 입에 담지 못한다. 나는 이미 기꺼운 마음으로 정자를 놓아주는 
것이나, 그 명분은 구구한 자신의 신변사나 개인적인 이유에 천착하지 않고, 서로 다른 두 민족
의 사정과 앞으로 각자가 서로 어떠한 방식으로 교유되어야 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 들어간다. 
여기에는 초기작에서와 같이 정자에게 섭섭함을 사지 않도록, 자신은 일개 식민지 나라의 백성
이라는 의도된 자격지심은 배제되고, 정말로 “질식”할 것 같은 ‘나’의 감정적 혼란과 비애를 진솔
하게 고백하고 있다. 

“소학교 선생님이 사벨(환도)를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나
라 백성이외다. 고민하고 오뇌하는 사람을 존경하시고 편을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은 반갑고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성하는 고민이요 오뇌가 아니라, 발길과 채찍 밑에 부 끼면서도 

뜨뜻해 왔다. 물론 보통 카페 걸로 여긴 것은 아니지마는 좀 너무 함부로 한 것 같아서 열적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저의 집이 얼마나 잘살거나 그거야 알 바 아니지마는 학까지 가려는 생각인 줄은 몰랐
던 것이다.”(개작판.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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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죽어 엎디어 있는 거세된 존재에게도 존경과 동정을 느끼시나요? 하도 못생겼으면 가엾다가도 
화가 나고 미운증이 나는 법입넨다. 혹은 연민의 정이 있을지 모르나, 연민은 아무것도 구하는 길
은 못 됩니다. … 이제 구주의 천지는 그 참혹한 살육의 피비린내가 걷히고, 휴전조약이 성립되었
다 하지 않습니까. 부질없는 총칼을 거두고 제법 인류의 신생을 생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학교 교원의 허리에서 그 장난감 칼을 떼어놓을 날은 언제일지? 숨이 막힙니다……. 

우리 문학의 도는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이것을 세우는 것이 그 본령인가 합니다. 
우리의 교유, 우리의 우정이 이것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이 나라 백성의, 그리고 당
신의 동포의 진실된 생활을 찾아나가는 자각과 발문을 위하여 싸우는 신념 없이는 우리의 우정도 
헛소리입니다…….”(개작판, 158-159쪽.)

 
｢만세전｣에서 조선 땅의 일본인은 ‘감시자’이고 ‘침입자’일 뿐이다. 동경 뒷골목 술집에서 마주

한 여급 정자는 타국 생활의 위로이자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이내 여 생
이 될 것을 선언한 편지 이후로는, 다시 한 지배자 일본인 여성으로 재인식된다. ‘장난감 칼을 
찬 교원이 있는 나라를 보셨습니까? 나는 이런 나라의 백성이외다.’ 이인화는 자신을 높여주고 
유일하게 소통이 되는 듯이 위안을 주었던 여급 정자의 편지에 이러한 답장을 쓴다. 자신은 어
디까지나 식민지 일국의 백성이라고 그 스스로를 규정해 버리는 자의식은,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운명과의 결에서 처절히 패배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나’는 자신을 가두고 있는 
식민지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기 위해 일부러 ‘철저한 이방인’이 되는 길을 택한다.

작품 초반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면 질식할 것 같다는 구절은,40)40)작품 말미에서 다시 
나오는데, 이러한 ‘자기 구원’이란 ‘철저한 홀로서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피식민
지민이라는 울분과 자국민/아내에 한 연민과 제국이라는 기표가 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구
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그는 자신을 억압하는 장애를 초극하고, 진정한 사랑이든 진
솔한 우정이든 그 자신 스스로가 정한 새로운 명분에 따라, 식민지도 제국도 아닌 ‘그만의 세계’
로 진입하고자 한다. 그에게는 이것이 “진실된 생활”을 위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어쩌면 
이를 통해 ‘위선·가면·거짓·위장·모방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태를 견디는 힘을 얻
는 것이다. ‘나’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일본사람이 조선 사람을 내려다보거나 감시하는 눈길
이 아니라, 서로가 동등하게 ‘友人’으로서 어울릴 수 있는 절 적인 평등이다. 

40) “이렇게 겁겁증이 나서, 몸부림을 하는 일종의 발작적 상태는, 자기의 내면에 깊게 파고들어 앉은 ‘결박
된 자기’를 해방하려는 욕구가, 맹렬하면 맹렬할수록, 그 발작의 정도가 한층 더하 다. 말하자면, 유형
무형한 모든 기반, 모든 모순, 모든 계루에서, 자기를 구원해내지 않으면 질식하겠다는 자각이 분명하면
서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자기의 약점에 한 분만과 연민과 변명이었다.”(개작판,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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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고는 기존의 연구에서 무수하게 반복되어 온 일명 ‘지식인의 여로’에서 벗어나 지식인의 자

리에서 모방자(행위자), 관찰자(초점화자), 서술자를 담당하는 ‘나’의 위치location, 즉 식민제국에 
온전하게 포섭되지 못한 불완전한 주체의 자리 찾기에 주안을 두고, 탈식민주의 이론인 호미 바
바의 모방과 혼성성이라는 개념을 원용하여, ｢만세전｣에 나타난 일본인의 표상과 제국 속에서 
충돌/해체되었던 인물인 ‘나’(열등감/우울증)의 존재의미를 고찰해 보는데 일차적인 의의를 두고
자 했다.

｢만세전｣의 주인공이자 서술화자인 이인화는 조선유학생으로서 일명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는 피식민지 국가의 지식인이라는 중간자적 위치에 놓여있는데, 이러한 위치, 즉 제
국과 식민지 사이에 낀in-between 자리에 놓여있는 이인화는 불가피하게 제국의 언어와 제국민
의 모습을 따라하게 되는, 제국 속에 은폐되었던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혼혈 상태를 인지하게 
된다. ｢만세전｣에서 모방mimicry은 피식민지인에게 제국의 방책을 주입하려는 식민지 전략으로
서, 역으로 자신들을 지배하는 제국의 속성을 답습하려는 피식민지민의 적응방식으로서, 둘 다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욕조 속에 들어선 이방인은 일본이라는 거 한 국가의 그림자를 보고 그 
속에서 배제된, 조선인에 속하는 ‘나’를 발견한다. 일본인척 결국 일본인을 모방했던 ‘나’는 또 다
른 앵무새 관리에 의해 위장이 들통 나고, 결국 씁쓸한 광 극을 펼쳐야 했던 자기 자신에 해 
모멸감을 느낀다. 이 모멸은, 일본이라는 제국에 한 작은 반감을 전제로 한다. 넓은 시각에서, 
‘이인화라는 존재 자체’는 ‘반식민담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인화는 제국의 도시에서 제국의 
교육을 받는 엘리트 지식인이지만, 제국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자질이 보이지 
않는다. 그가 민족투사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둘째로 치고, 일단 제국의 적자
로 포섭될 수 없는 운명에 이어, 제국에 따르는 신민/주구로서의 기능을 그 스스로 거부하고 있
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이렇듯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위치에 놓인 이인화는 동시에 불
안한 식민담론의 틈새, 그 균열을 폭로한다.

제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 그 일원으로 편입하기 위해 일본으로까지 건너와서 유학생활을 하
고자 했던, 당시 유학 추세를 탔던 세 들은 결국 제국으로 편입되기보다, 이탈되는 운명을 겪어
야 했다.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방된 자국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의미하며, 부정적으로 아무
리 노력해서 그들, 제국의 국민이라 불리는 이들과 같은 위치에 서기 위해 애를 써도 결국은 도
달할 수 없다는 좌절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절망감은 민족적인 비애로 환원
되지 못한 채, 각기 다른 개인으로서의 고독을 지니게 한다. 결코 내면을 보이거나 공유할 수 
없는 상태를 지닌 세 가 출현하는 것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관찰의 상(피지배자)이자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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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배자)라는 상반되는 두 입장을 동시에 가지며, 그 어느 쪽에도 자신 있게 서지 못하는 중
간지 를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세전｣은 익히 알려진 바 로, 내지에서 조선으로 진입하는 여정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으
며, 이 과정에서 이인화 자신은 피식민지인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게 된다. 문제는 
이 자각이 ‘이인화 자신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가’하는, 일종의 ‘자기 자리찾기’라는 안의 
모색에 있을 것이다. 이인화의 눈에 식민화된 조선과 조선인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점차 
상실하고 제국 통치의 한 구역에 속하는 부속품으로서 제국의 생활패턴을 따라하거나 그들의 문
화에 경도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혼혈아가 나오고, 피가 섞이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혼종되는 
문화적 혼종성hybridity을 낳아가며, 조선의 모습은 현실적인 살 방도와 살아갈 생기를 잃은 ‘무
덤’, 익명의 시체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공동묘지’로 비춰진다.

이인화는 절망적인 시 에서 자신을 구원해내기 위해, 자기 존재의 연명과 재구성을 위한 자
기만의 윤리를 설계한다. 그것은 자기 존재를 최 한 긍정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인
화가 지닌 윤리성은, 사랑을 가장하거나 민족이라는 명제를 동반하여 적절히 위장된 형태로, 이
기적인 자신을 최 한 합리화한다. 이인화 자신의 선택들(아내를 삼일장하고 공동묘지에 묻는 
것. 정자와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는 마음을 우회적으로 돌리는 것. 일본인에게 호되게 당하는 
조선인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질식할 것 같다는 위기감으로, ‘나’라는 존재는 ‘나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명제를 세
우고 있다. 나는 그 스스로 최소한 천박한 이기주의자는 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세
상을 향한 그의 방관을 비롯하여, 집안일은 물론 자식의 건사나 사적인 연애사업도 모두 다 그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식민지 지배자와 피식민지인간의 격차는, ‘유학생 이인화와 여급 정자’라는 내
한 관계 속에서 세 하게 그려지고 있으며, 이인화는 병화를 사이에 두고 자신을 유혹하려는 을
라의 본심 파악, 아내의 죽음 그리고 여 생이 된 정자의 변모를 통해, 내부적으로 자기 자신이 
걸어가야 할 방향성을 찾기 시작한다. 그것은 자신의 동반자로서 을라를 비롯하여 정자를 취하
지 않음으로써, 그 자신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의 고립과 개인적 공간이 주는 고독은 절체절명의 ‘자유의 세계’와 맞닿아있다. 그는 혼자라는 
씁쓸함이나 외로움이 주는 고독을 거쳐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 믿고 있다. 그의 문
학적 기질과 심성은 그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바쳐지며, 그가 사회의 현상을 바라볼 때는 냉소적
인 지식인, 냉혈한 인간으로 비춰지게 된다. 여기에서 냉소와 ‘숭고한 개인주의’의 추구는 제국의 
편승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지배자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차기작 ｢남충
서｣와 사랑과 죄로 이어지며 식민 담론의 중층적인 성향과 모순성을 보여준다. 

요컨  이인화는 그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킴으로써 그만의 평형감각으로 일종의 균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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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성하고 있다. 이 균형은 제국과 식민지라는 두 공간에 양가적인 감정을 걸치고 있는 자의 
위태로운 심정을 평온하게 지켜주는 힘이다. 그러나 사태를 ‘방관해 버림으로써’ 취하는 이 균형
은 어디까지나 불완전하고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사선에 선 이인화 자신의 줄타기는 ‘균형을 잡
은 척’하는 위장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자신의 세 에서 꿈꿀 수 없는 해방공간의 도달 불가능성
을 그 스스로가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균형 그 자체는 ‘제 3 세계’를 지향하는 또 다
른 모방( 원한 ‘중간자’의 위치)으로 남게 된다.

주제어 : 모방, 제국의 언어, 혼종성, 정신적인 혼혈, 탈식민주의 

투고일(2008. 6. 25), 심사시작일(2008. 6. 26), 심사종료일(200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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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Yeom Sang-Seop’s novel, ‘Man Se Jeon’ 
Roh Yeon Sook *

41)
This thesis focuses on the specialty of post-coloniality found in Yeom Sang-seop’s 

novel, ‘Man Se Jeon’ using Homi Bhabha’s concepts of mimicry and hybridity. Lee 
In-wha, who is the main character and narrator in ‘Man Se Jeon’, belongs to a 
so-called of elite state as a foreigner student from Joseon. He stands in an intermediate 
position of an intelligentsia in a colonial country. This position, that is to say, Lee 
In-wha who belongs to the location in-between the imperial and colony, is the 
realization of the state of mental miscegenation, imitating imperial language and 
appearance, eventually, becoming hidden in the imperial.

The mimicry in ‘Man Se Jeon’ thoroughly failed them as a colonial strategy to 
inject an imperial policy into colonials, on the other hand, was also an adaptative 
method of colonials to accept the attribute of imperial ruling themselves.

In addition, Lee In-wha who was educated in an imperial educational system in 
Japan, did not have a thoroughly nationalist spirit ; he, however, is not a stereotyped 
character who accepts all aspects of Japan’s policy absolutely. And the appearance 
which ‘Chosenjin were disguised as Japanese’, colonials who imitated the behaviors 
of Japanese, is throughly broken up by the gaze of watcher/observer. 

‘Man Se Jeon’ was famous as a novel which clearly shows the process of moving 
from Japan to Joseon. In this process, Lee In-Wha realized his position as a colonial 
himself. The problem is that this recognition leads against Lee In Wha, “to bring 
himself somewhere”, to grope for a kind of an alternative plan against the loss of a 
location where he believes he must stand. 

In Lee In-wha’s gaze, colonized Joseon and Chosenjin were increasingly losing 
their national identity, then imitating a Japanese life pattern or pressed by Japanese 
culture as a fragment belong to a part of imperial control. In the midst of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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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rth of a mixed-blood baby exposes a cultural hybridity which has domesticated 
imperial taste, moral and spirit. Eventually, the appearance of Joseon is craved as a 
community cemetery which consists of anonymous corpses. 

In the novel, the difference between colonizer and colonist is described throughout 
an intimate relationship of Choson foreign student Lee In-wha and Japanese waitress 
shizuko’. Lee In-wha starts to find a way to overcome his complicated situation, 
changed through the death of his wife, Eulla’s cheating and shizuko’s change as 
undergraduate. He determined that he would choose neither Eulla nor shizuko, 
rather living alone and isolated himself. Here, his isolation can be read to mean his 
“freedom”. He entered into his own free square which mean ‘true freedom’ without 
headache. 

Lee In-wha transcends the relation of family and the destiny of Chosenjin as 
leaving Chosen, and he is willing to stand in the world of an individual, a third 
world, and not return to shizuko.

Key Words : mimicry, imperial language, hybridity, mental miscegenation, post-colon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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