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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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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韓國의 많은 作家 중에서 廳想涉과 갇이 文學意識을 분명히 표명하면서 創作生活을 계속
한 작가도 그리 많지 않다.

사싶 文學意識이 文明批評에 까지 鍵大되 는 경 우가 있는가 하면， 제 시 한 文學;훨、識을 작품
으로 形象化시 키 지 못하고 空念佛이 되 거 나 退化되 는 경 우가 많다.

전자는 春園이

「나의

共和國J， r子女 中心論J ， r民族改造論」 등 志土的인 文明批評에 까지 그의 文學意識을 확대 한
경우이고， 후자는 金東仁이 反春園論으로 文學의 獨自性과 純뽑性을 주장하면서도

野談에

까지 장료를 확대 하여 小說의 文學↑生을 흐리게 한 경 우와 카포작가들이 과잉 된 文學意識에

비해 창작적 수확은 보갈 것 없었을 뿐만 아니라 風洛性￡로 退化한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廳想涉온 첫 作品 「標本室의 좁개구리 J (I 921)에서 마지막 작품인 「疑훌fJEJ (l 96l)
에 이르는 40 1윤 동안에 長篇 28篇， 短篇 150篇을 발표한 창작생활에서
표명하면서 창작을 계속한다.

운학의식을 분명히

自然主義와 個性文學論을 펼친 「個性과 藝術J (I 922)， 文學은

아무것에도 예속될 수 없는 독자적인 것이라는 「階級文學是非論J (I 925)， 文學과 生活의 相

關性을 말한 「文藝와 生活J (I 927)， 小說의 本質을 追求한 「現代A과 文學J (193l)등의 批評
을 발표하면서도 小說의 風倚性을 觀察하는 자세로 얼관하여 어느 作家보다 많은 작품을 발

표하고 있다. 그는 A生의 藍督者이 거 나 設計者이 기 를 피 하고， 外的 狀況의 變化에 별다른
觀心을 보이 지 않고 應民의 生活과 世情을 zrs:面的으로 그리 는 勞動者로서 부지 런히 창작을

해 온다. 그러 묘로， r三代」 나 「二心」과 같이 그런대 로 歷史意、識이 投影된 작품이 없지 않￡
나， 廳想涉은 植民地時代의 民族的 受難이나 8·15解放 이후의 社會f生과 時代↑生을 중요시한
「朝雖文學 再建에 對한 提議J (1 948) ， r 나의 小說과 文學觀J (1948) , 階級文學과 대립되는 民

族文學을 옹호한 「民族文學樹立의 理念J (l 950)，

自然主義에 대한 見解블 분명히 한 「나와

自然主義J (l 955)， 사실주의로 -賞한 것을 회고한 「나의 創作餘談J 0 96}) 등 수많은 批評
으로 文學意識을 표명하고 作品에 대한 변호와 批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투철한 文學意識을 가진 題想涉은 사실주의적 技法과 서만생활과
소용돌이， 6·25의 民按悲劇의 격동 등 外的 狀、況의 變化에 따른 새로운

時代의 理念的

人生의 解釋이나，

닮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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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狀況을 초극하려는 삶의 指標를 모색하는 처절한 對決은 나타나지 않는다. 시종 일관하

여 應民의 生活에 얽힌 A情世界의 哀歡을 사실적으로 形象化하여 A聞 生活을

평면적으로

再現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慶想涉의 小說은 그 作品의 올바른 접근부로 共時的 意味를 밝히고， 그것을 繼時
的 昭究로 확대할 때 비로소 그 文學的 意味가 定立되게 될 것이다. 물론 그의 文學意識과
작품과의 相關性을 밝히면서 廳想涉小說의 總、體像이 수립될 때 近代小說史에서의 慶想涉의
座標가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廳想涉의 f'F家 像 이 나 小說據은 考究되면서도 그의 作品論은 크게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이것은 作品論이 先行되지 않고 蘭想涉小說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싣

「三代」나 「두 破옳J， r臨終J ， r-代의 遺業J ， r萬歲前」 등을 中心ξ로 嚴想涉小說을 論評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도 본격적 A로 탐구한 것이 많지 않음을 보면，

文學昭究가 뿐리 없눈 데서 섯돌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여기에 薦想涉小說의

우리

意、珠를 분

명히 하기 위하여 作品昭究가 先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萬歲前J (l 923)은 「養地」로 발표되었다가 出版될 때 그 제목이 「萬歲前J..2..로 바뀐

廳想

涉의 최초의 長篇이다. 또한 「萬歲前」은 「標本室의 좁개구리」 등과 같이 초기의 小說로 廳
想涉小說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작품이다.
「萬歲前」의 짧究는 그 技法的인 分折과 內容t\!:界의 첩근오로

「萬歲前」의 文學性을 점검

한 .fi:昌煥의 「廳想涉의 萬歲前 小考」가 있을 뿐 廳想涉論이 나 그 小說論을

전개 하면서 단

평적으로 言及하고 없는데 지나지 않다. 그 論評은 대체로 두 方向오로 압축된다.
첫째는 다음과 같은 당대 파t會의 觀察이 요， 요사라는 견해 다.
時代와 社會를 꿰 뚫는 作家의 批判이 하나의 우범 으로 縮約된 社會를 성 실하게 抽破했다.

-申東旭， r薦想涉의 「三代JJ
自我批判과 民族的 悲運을 빼저리게 느낀 나머지 社會의 훨相을 銀利하게 觀察하고 分析함.
-金鍾均， 용용想、涉 lilt究
-金柱演， r現實主義의 한 昇華」

당대의 거리， 당대의 風景을 보여준다.

1 A.稱 觀察者 視點jζ로 3'1 운동 만세전의 암담한 植民地 現‘寶을 觀察항.
-抽橋， r薦想、涉小說 꼈」

또 하나는 精神的 변요과정을 돋보려는 경향이 있다.
植民地時代에 의해 전통적인 것과 외래척인 것이 급격한 속도로 교차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한국

인이 경험하게 되는 청신적 변화의 -面을 보여줌-金治洙， r 自 然主義再考 ， 廳想涉」

作家의 寫實的 抽寫法이 크게 向1:되 었음은

물론，

事物을 보고 思考하는 眼 目 과 筆力 및 A間 的

成熱度 또한 급격히 上昇되었다는사실로 쉬이 感、知할 수 있다-蔡轉， 1920代 韓國作家짧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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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견해들 ( 1)은 어마까지나 短評에 지나지 않고， 本格的인

연구에

의한

결흔이

아니다.

여기에 「萬歲前」의 內的 훨件에 의한 정근우로 構造블 분석하고，

내용세계를 투시할 펼

요가 있다. 또한 그것은 社會意、識的인 照、明에 의해 그 文學性이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n.

小說의 風洛性과 歷史性

(1) 小說과 現寶
小說은 現實을 反映하면서도 새로운 세계를 다양하게 形象化한다‘
하는 近代小說은 물론이요， 內的 獨白이나

自由聯想法 등의

리얼리즙을 바탕으로

心理主義小說이

狀況에

寶存的 삶의 意底를 追求하는 寶存主義小說， 일체의 小說美學을 否定하는 누보로망 등

의해
現‘

代小說은 실로 다양한 小說世界블 形象化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小說은 A生의 本質을 추구하여 그 意味를 정립하려는 A間存在의
解明과 그러한 人閒이 지향하는 삶의 指標의 제시로 集約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앞의 것은

묘라비 아의 「應息」나 李範宣의 「誤發彈」과 같이 인간의 本質的인 추구요，

뒤의 것은 까뭐

의 「페스트」나 金東里의 「ζ火」와 같이 주어진 狀況을 克服하고 인간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영원한 유토펴어 追求의 지향성으로 나다난다. 그러기에 전자는 歷史와 社會와의 관련성보

다 삶의 現場에서의 인간의 본질의 追求로 나타나고， 후자는 역사와 사회의 力動 속에서의
인간의 主體的 作用과 個體에서의 解放을 지향하게 된다. 여기에 서、說의 人間探究와

歷史

意識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小說은 사실의 제시나 說話的 사건의 나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作
家의 인생과 역사적 현실의 透m명에 의한 想像的 體驗을 小說技法.9..로 文體化하는데서 가능

해진다. 말하자면， 사상과 생활감정￡로 파악된 현실의 美的 構造에 의한 形象化로 藝術로
서의 서、說이 창조되어진다.

現寶이 바로 小說의 作中現賢은 아니다. 小說이 인생의 표현이요 사회의 反映이라고
지만， 인생이나 사회의 現實이 그대로 소설의 세계는 아니다. 그것은 아우리 실제의

(l) r萬歲前」 을 批評한 것 중 다음의 것들이 注目원다.

£i:昌煥

: r薦想涉의 萬歲前 小考」 韓國言語文學 創刊號 1963
1972) pp. 88"'91
金鍾均 : 慶想涉昭究 (高大出版部， 1974) pp. 97"'100
金柱演 : r現實主議의 한 昇華」 文學思想 (6) 1973年 3 月 號
金治洙 : 韓國小說의 空間 (뾰話堂， 1976) p. 122
蔡 轉 : 1920年代 韓國作家陽究 (-志社， 1976) p. 78
쐐 著 : 韓國近代小說E다究 (르英社， 1977) p. 223
申東旭 : 韓國現代文學論 (博英社，

하
A物

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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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델로 하고 社會블 背景￡로 했다고 해도 소설의 現寶은 작가의 想像에 의해 독창적우
로 再構造된 현싣이다.

I三代」 나 「常綠樹J ， I젊 은 이 의 獅子」 또는 戰後小說 들이 당대의 社

會的 關聯↑生이 짙다고 해도 그것이 그대로 歷史나 風洛史가 될 수 없다.
사회적 현싣에 비슷하면서도 小說의 현싶은

그것은 인생이나

소설 자체의 새로운 질서에 의해

세계이기 때문이다. 사르트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自然의 模做說을 부정하여

創造되어진

소설 자체의

리얼려티를 창초해야 한다고 小說의 자유블 말한 것도 小說이 現寶의 예속에서 解放되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小說의 現寶은 존 록웹(J. Rockwell) 의
사회적 사설은 아주 널리 불가능한 小說이라도 소설에 나타나게 된다. 小說에서

얻어칠

사실에는 두 가지 類型이 있다. 즉 하나는 小說이 創作되어졌던 社會에 어떤 社會制많나

수

있는

慣習이 존

재하고 또는 존재하고 있었느냐에 관한 정보얀데， 그것은 科學技術， 法律， 宗敎의 금지， 또 다른 여
과 상태다. 다른 하나는 보다 중요한 것으로 小說의 人物의 태도나 행동에서 抽出할 수 있는 社會에
있어서의 價{直와 規範， 期待에 대한 情報다 (2)

라는 見解에 서 볼 수 있듯이

0. Rockwell: Fact in 펴ctioη 1974, pp. 117rv134) 當代的인 風洛性

과 그것의 變化가 指向하려는 歷史性의 두 면 6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 小說의 空間性과 時間性
小說이 아무려 技法에 수용된 想像的 體驗의 세계라고 해도 現實과의 關聯을

철연할 수

는 없다. 그것은 幻想的 세계는 물론이요， 새로운 移序에 의한 리얼리티의 세계라고 해도，
그것은 어다까지나 現寶 세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小說에 나타난 現實은 두 類型으로 구별되어진다. 그 하냐는 當代의

風l倚性을

나타내는， 있었던 現實이요， 또 하냐는 새로운 變化에 의한 指向性을 보여주는， 있어야 하

는 現實이다. 앞의 것은 정지적 의마에 그쳐 당대의 社會相을 反映하여 小說의

空間的 의 /

미로 歸結되고， 뒤의 것은 未來 指向的인 變휠으로 歷史意識이 말현되는 小說의 時間的 의
미로 集約되어진다.

小說의 이 러 한 空間性과 時間性을 죠 • 록크웰 이 小說이 社會 現實의 表現뿐만이
社會統制의 펠요한 기본적 部分이며 週說的으로 말하면， 社會變化의 중요요소이기도

아니 고
하다

는 前提를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는 것도 小說의 時空間性을 말한 것이다.
小說은 幻想의 社會化에 서 부터 法과 宗敎와 같은 公的 基準의 表現， 政治家들의 척 도， 일반적 으로
는 大꿨의 生活의 設計와 상징 , 특히 規範과 價뼈， 그리 고 個人과 個A 相互間의 行動 등 쉽 게 규정
될 수 없는 기초분야 등 많은 범위플 보여 준다.

여기에 함축환 의미는 社會에 대해 두 가지 類型의 情報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科學技術

(2) R. Scholes:

Strμctιralisη2 iη

literature (N.Y.: 1974) p. 117

「萬歲前」의 小說美學
과 法律， 慣習， 社會構造와 制度의 樣相의 事實의 묘사요，

고 쉽게 얻어질 수 없는 情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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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째 는 가치 나 상태 에 대 한 보다 마 묘하

그리고， 후자는 거대한 變化가 社會의 기초제도에서

었던 中世紀 文學의 主題와 갚아 그 변화가 表面化되었을 때 잘 나타난다.

얼어나고 있

그 변화는 이블헤연， 가

청의 二F조나 조직이나 경제적 生活에 있어서 文學에서 表現‘되여지는 價個의 갈둥을 일 S 키 는 변화를
말한다 .

(Ibi d p. 4)

여기서 小說의 空間性은 社會性을 表現하는 風洛性으로 귀결되고， 小說의 時間性은 時代
性을 표현하는 歷史意識과 관련된다.

小說의 空間性은 리얼리즙을 技法으로 風洛性을 나타내어 정지된 당대 社會률 反映한다.

표로벨의 「보바리夫AJ은 19世紀 중엽의 많、民社會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고， 모파상
의 「비게 덩어려」나 「女子의 一生」 등 많은 作品에는 당대의 모습이 浮刻되어 있음을 본다.
트르게네표는 「父子」에서 허무주의에 젖어 있는 帝政러시아 말엽의 社會相을， 그리고 체호
포는 「정초」 등 여러 作品을 통하여 무너져 가는 러시아의 힘陽族을 잘 묘사했다.

• 하다는 운명의지에 기울어져 가는 웨섹스 地方의 社會相을， 드라이저는

토마스

「아메리카의 悲

劇」에서 物質文明이 가져오는 A間의 다락과 비극적 인 미국의 社會現l寶을 그리고 있다.

특히 빨작은 「人間喜劇」이 라는 大河小說을 통하여 19세 기 전기의 프랑스

上流社會의 모

습을 年代記的4로 요파하고， 졸라는 「루공마까르 盡書」략는 20卷 에 달하는 大河小說을 써
서 프랑스 第二帝政時代의 社會를 背景 A로 社會現‘實을 낱낱이 파헤치며 大家族史률

그리

고 있다.

한국 문학에서 「春香傳」에는 暴政에 시달리는 朝解後期 社會가 여실히 그려지고，’廳想涉

의 「三代」에는

植民地下에서 살아가는 封建的 • 開化的 • 植民地的언 年代가 살아가는 社會

相야 갈 그려져 있다. 또한 朴泰遠의 fm邊風景」 에 는 청계천을 무대로 生活하는 당시의 風

i짝을 피카레스크적 o로 그리고， 蔡萬植의 「落照、」에는 解放된 狀況에서 살아가는

社會相과

人間現寶을 찰 보여 주고 있다. 70年代의 4、說도 애로와 商業性ξL로 저락하면서도 당대 사
회의 風洛性의 反映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小說의 時間性은 강열한‘ 歷史意識에 의 한 社會률 變化시 키 고 유토피 아 指向을 나타
내게 된다. 툴스로이의 「復活」에는 인도주의에 의한 A生구제 의 方向을제시하고， 도스토에
프스키의 「罪와 뽑」에는 A 間의 罪意識을 자각하고 회개하여 새로운 세계롤 指向하려는 것

이 보이며， 해밍웨이의 「바다와 老AJ 에 는 위대한 자연과 대결하는 人間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또한 빅폴 유고의 「레 미제라불」에는 당시 社會가 짙게 나타나면서도 새로운 세계률
추구하는 人間救濟의 方向을 제 시 했 ξ며 , 까뭐의 「페 스트」는 極限狀況에 처 해 있는 오랑市
흘 중심으로 류 醫師에 의한 /、‘閒救濟의 새로운 方向을 제시하여 變童시키는 文學의

면모

를 여싣하게 보여주고 있다.

李光洙의 「無情」이나 「흙」에는 당대 社會의 여러 樣相을 보이면서 金東仁이

비난하려만

치 社會改造어] 의한 새로운 民族의 方向을 제시되어 있으며， 薦想涉을 「二心」에서

植民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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狀況에서 서식하는 만족의 삶의 指向性을 보여주며， 李箕永의 「故劉」에는 당대 社會의 風If짝
性이 짙게 나타나면서도 포로러l타려아 운동에 의한 社會의 변동을 교시하고 있다.

蔡萬植

의 「少年음 자란다」 같은 作品도 강력 한 歷史意識에 의 한 삶의 方向을 제 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小說은 社會를 風倚圖的무후 보여주면서 歷史意、識-에 의한 미래 指向性오로 나

타난다. 전자는 풍속도와 같은 객관적 요사로 文學의 現場性을 보여주는 것 o 로 있었던 現l
寶의 反映이요，

후자는 調刺， 폭로， 批判的 현실묘사로 文學의 指向性을 나타내어 있어야

하는 現寶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萬歲前」에서는 있었던 社會률 反映하여 植民地下에서의 空間的 現實을 보여주고 있다.

m.

萬歲前의

共時的 意味

「萬歲前」은 廳想涉이 첫 作品 「標本室의 좁개구리 J (l 92l)률 발표한 2年 뒤에 발표한
長篇이 다. r훌地」 라는 제 목￡로 밥표하리 만치 납덩 이 처 럼 무접 게 내 려 앉은 萬歲前의

첫
植民

地下의 韓國社會룰 객 관적 인 요사로 浮쳤j시 킨 作品이 다.3:.權을 박탈당한 植民地社會의
동묘지와 같은 칩통한 第圍氣와 수탈과 감시속의 처참한狀況을觀察者의
「萬歲前」은 廳想涉小說에서

공

위치에서 表現한

個j、意識이 社會意識￡로 據張되어감을 보여주는 作品이다.

우선 「萬歲前」의 構造와 그 作品이 浮刻시킨 意味롤 진단하여

「萬歲前」이 지난

共時的

意味률 抽出해 보자.

(1) 作品構造
「萬歲前」은 조선에 만세가 일어나기 전 겨울， 아내가 위독하다는 消息을 듣고 경성(서울)

까지 오는 과정과 아내가 죽어 東京오로 돌아가려는 사이에 술에 逃避하기도 하면서

암담

한 朝解社會률 觀察하고 批判한 風f짝圖的안 小說이 다.

l 人稱觀察者視點으로 單純構成으로 짜여진 「萬歲前」은 女A과 술을 모티르로 H 響의 감
시， 처참한 現實을 交又的 o로 삽입하며 사건이 進行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륜 받은 東京 대학의 (李寅華)， 단골 술집에 가서 좋아하는 靜子

룰 만나 선물을 주고， 神戶 A 카페 의 낯익은 계집의 폭팔정사， 작년 여름에 마음에 끌렀던
z羅와의 만남， 下關에서의 감시， 쏠山에서 金렸， 서울에서 보는 植民地에서의 궁핍과 암담
한 社會現寶을 觀察하여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다. 짓굿게 尾行하는 官憲의 눈초리， 곳곳에

서 당하는 審問， 어다서나 당하는 民緣的 모욕， 의기가 양양한 日 A에 벼해 너무나 뽑혔한

조선사회 , 아직 도 封建的 夢味에서 깨 어 나지 못하고 共同흉地에 묻힌 것 같은 植民地 社會，
부유한 접에선

아침부터 술이 아니면 첩이나

理， 逢信에 젖어 있는 舊習 등을 관찰하여

얻어대는 망국적 氣風，

大家族制度의 不合

‘나’ 후 하여 금 뚫慣據獅케 히며，

특려

民族的

「萬歲前」의 小짧美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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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츠품을 꽃같은 나이에 가엽게 죽어간 ‘아내’로 상정하여 나타나고 있다. 또한 靜子와의 만

남에서 시작하여 靜子의 펀지와 答뼈으로 끝나고 있는 것도 득이한 首尾雙關의 구조다.
그 사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며， 그것의 의미를 또 抽出해 볼 수 있다.
@ 아내 가 위 독하다는 전보를 받음 (事件의 發端)
@ 靜子블 만냐고 헤어짐.
• 靜子의 펀지 (잣간) (個A意識의 서술)
@ 女人과의 폭팔情事.z..羅와의 만남 (近代意識과 道德意識의 서 술)

@ 下關에서 배탈 해 형사의 審問
• 짐을 수색 당하여 서류 뭉치 빼앗김 (植民地狀況)
• 목욕탕에서 조선의 노동자를 쿠리로 매매하는 일본의 사기 상인의 악랄함을 暴露 (農民의 悲
慘相)

·知性，\， °1 아는 農村의 비참상이 皮相的염을 痛感함.

@ 船內에서 우월감이 個λ、과의 關係、를 벗어냐서 集團的 背景에서 오면 척개성￡로 변한다는 思索
(批抗精神)

·쏠山에 닿아 下船애 시달렴

@ 옳山의 거리， 큰 칩은 日 A의 집
• 日 A을 아버지로 둔 女給과의 대화 (日帝의 수탈과 植民地相 폭로)

@ 金果도착

왜 놈이 차지

• 형념 색씨 얻음 (舊習에 대한 批判意識)
• 아버지는 산소 자리에만 머리블 씀
•

일경의 감시

&

@ 서울行 汽車 내에서의 비분
·商A들의 참상
·植民地下에서의 궁핍상

• 일갱의 검문， 상인의 심문

·이것이 산다는꼴인가? 모두둬져라. 우법이다! 구더기가끓는 우덩이다. (民族意識의 자각)
@ 서울 도착과 아내의 병
• 아내의 병(￥L睡) ...... 병원과 한약방 (無知에 대한 批判)
• 아버지와 낌의관의 결탁
• 종로서의 순경 尾行

@ 병화의 집에 감 (애정의 갈둥)
.z..羅와의 대면

• 김의관 일본말 흉내 (主體性의 결여)

@ 아내의 죽음
• 女A플의 숙명 (，\，生無常)
·을라의 조문

@靜子의 펀지 答뼈

• 다시 공부하겠다는 靜子에게 돈 100원 과 격려의 답신

@ 東京으로 떠남
• 큰집 형념의 “내념봄 續雄아야기에 “겨우우멍에서 빠져 나가는데요 •.••.. 짜뜻한
서 ..•.•. 거드럭거렬 째가 되거든요”라고 웃어버립

봄이나 만나

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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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事件 構造가 II頂列法에 의해 進行한다. 作中現實에 나타난 植民地 狀況은 客離的 顆
察로 져술되어 있을 뿐 o 로 나와는 밀착되지 뭇한 것이다.

후망보다는 피카레스크적￡로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어， 푸라이가

「小說의 形態」에서 말

한 로망 (romance) 노불 (novel) 告白 (confession) 解월J (anatomy) 에 서

아나토비가 點짧된 노

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作中現實에 또 다른 現寶이 있는 二重構造로 구성된 것

이다.
그러나， 作品의 構造가 긴밀하고 統-性있게 構造의 完結美를

보이지 옷하고， 散漫하게

zp.面的으로 짜여져 있다. 더구나 主A公 나의 {生格이 투철하지 못하고 視覺의 zp.面性과 女
λ、과 술로 도피하려는 것은 「萬歲前」을 觀察者의 액자소설로

그치게 한 주된 훨因이 되고

있다.

암담하고 비참한 植民地下의 現實이 단지 背景의 역할 이상을 뭇하고 있는 것도

構造의

미완을 들어내는 것이다.

이 러 한 「萬歲前」의 구조는 「臨終」이 나 「一代의 遺業J， r三代」 와 같은 作品에 이 르러 리 얼
려즘의 技法이 成熟펀 藝術的 構造로 나타난다. 그것은 「標本室의 좁개 구리」의 移動寂述法

이 다르면서도 事件의 構造를 空間的￡로 정약시키는 小說의 空間性의

藝術化라고

할 수

있다.

그러요로，

r萬歲前」 은

劇的方法 (dramatic method) 이

缺如된

흉흘約的

方法 (Summary

method) 에 의한 피카레스크的인 構造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2) r萬歲前」 으l 文體
다른 小說이 그러 하듯이 「萬歲前」은 산만하고 긴박감이 缺如된 表現즈L로 一貴되 어 있다.
그것은 劇的 方法에 의 한 場面의 짧寫가 아닌， 흉§約的 方法에 의 한 寂述이 그 表現의 大部
分이 기 때문에 주는 文體印象이 다.

초기 작품인 「萬歲前」에 서 도 44.6字의 長文型임 과 單文과 複文을

32:

68로 쓰는

複文型

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靜子의 전송을 받고 東京을 떼난 車안을 그린 다음 場面은 그것을
여실히 나타낸다.
반찬 찬합과 같이 각타구니를 여기저기 합부로 벌여 놓고 꼭꼭 끼어 앉았는 틈에서 겨우 장이락시

고 붙였다 깨니까， 아직 동이 트려면 한두 시간이나 있어야 할 모양，

잣간은 야기에

업낌과 담배 연기에 흐렸다. 다시 눈을 감아 보았으나， 좀처령 장이 틀 것 같지도

선선하면서도

않고 외투자락을

걸친 어깨가 으스스하여， 일어나 앉S 며 담배블 펴어불고 나서 선반에 얹힌 정자가 준 보자를
내렸다. 아까 받아 얹을 때에 잠깐 보니까 괴자

상자 위에 술병 강은 것이 두두룩이

끌어

얹혀 있는 것

갇아서 긴하게 생각이 든 것이다. 네 귀를 살짝 접어서 싼 보자의 귀를 들치고 보니까 과연 갑에 넣

은 위스키병이 얹히어 있다. 어한으로 한 잔 할 작정으로 병을 쑥 빼려니까 가름한 연보라빛 양봉투
가 끌리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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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歲前」의 小說美學
(별안간에 펀지는 우슨 펀지인구?)

그래서 나중에 펴보라고 한 것이라고 나는 흔자 속￡로 생각하며 그래도 반갑지

않을 수 없었다.

펀지는 포켓에 집어넣고 술부터 따라 한숨에 컸다.

어느 곳을 읽어 보거나， 이같이 건조하고 산만한 표현 6로 일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平面的이기는 해도 사실적인 表現을 한 것이나， 自由聯想法에 의한 內的 獨自에까
지는 미치지 못해도 回想이나 사색에 의한 獨自體， 거친 듯하면서 批判的인 對話，

대상을

批判하는 아나둥미적인 寂述 등은 廳想涉의 表現‘의 特異性을 말해준다.
이 런 表現樣式으로 보면 로버 트

숍레 스의

「文學에 서 의

Strμctμralisηz iη literature, 1974 , p. 136) 歷史 (history)에서

構造主義」에 서

말한(R. Scholes:

로망 (romance)과 調刺 (satire)로

指向하는 세계에서 코에다 (comedy) , 피카레스크 (picaresq ue) , 調刺의 方向으로 발전하는 법

주에 「萬歲前」이 속한다고 볼 수 있다.

roman

satire

history
이 것은 「萬歲前」이 植民地狀況의 現l實과 한 家族의 現實 (history)을 感傷的， 悲慶j 的 인 로
망으로 形象化하지 못하고， 그런 現實을 觀察者의 업 장에 서 피카레 스크적 우로 表現하여 째

로는 喜劇的 印象을 가지게 形象化 한 것을 말한다‘

(3) 備觀的 知性
「萬歲前」은 薦想涉이 「標本室의 좁개구리」에서 作品活動을 시작하여

「二心J (l928)을 지

나 「三代」에 이어지는데 중요한 거점이 되는 作品이다. 그것은 「標本室의 좁개구리」의 個人
意識이 「萬歲前」에서 社會意識의 각성 으로 나타나 「二心」에서 植民地下의 狀況의 처 참함을
부각시키고 「三代J， r無花果J ， r 白 鴻」 에 서

植民地狀況에서 살아가는 三代의 의식우조를 보

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合뺨 후 B 帝의 악랄한 植民地 통치를 상정하는 세개의 건물 곰 총

독부， 제務所， 遊願에서

벌어지는 비통한 現寶， 제務所에서 나온 이창호는 아내를 유곽에

팔아넘기고， 아내는 日本 유곽에서 죽는 등 植民地 狀況에서 l활待 발고 타락하기 쉬운 조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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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實을 독자에게 보여주면서 地鐵을 이겨내는 방볍은 아무리 두려워도 그 地鐵을 直

視하는 수밖에 없다고， 역사의식￡로 現寶을 투시하고

그 克服의 方向을 제시한 「二心」은

「萬歲前」에서 자각한 社會意識의 鍵大인 것이다.

李南永은 「植民地 條件에의 挑戰」에서

「二心」을 論評하면서

홉흉想涉의 作品系列을 첫째

日帝가 강요하는 植民地 條件에 대 한 挑戰을 시도한 〈萬歲前〉系列， 둘째 〈除夜)， <新婚記〉
등 20年代의 個性이 강한 新女性의 性格을 취급한 작품1 세째는 〈電話)，

<金半指〉부터 시

작되 어 量的으로 가장 많은 市井風洛小說을 들고 있다. 또한 .IT:昌煥은 「廳想涉의 萬歲前小
考」에서 韓國小說의 主簡를 밝허고， r萬歲前」 이 創作되 어진 社會와 不安意識， 구더기가 끓
는 우덤， 逃避主義인 內容世界와 視點， 構造， 文體 등의 技法을 分折하여 「萬歲前」을 本質
的인 면과 外的안 면에서 批評하고 있다.

그러나， r萬歲前」 은 植民地下의 처참한 現實을 大學生인

인댈리의

눈에 비친 風힘性을

보여주면서 歷史意、識이 자각되는데， r萬歲前」의 空閒的 意味를 찾아 볼 수가 있다. r萬歲
前」의 意味블 몇 가지로 훨約해 볼 수 있다.

먼저 現寶을 즐기려는 生活意識을 볼 수 있다.
그것은 學期末考훌 중 아내가 위독하다는 電報를 받고 나서의 行動에서 비롯된다.

은 없다고 해도 아내의 위독을 알고 나서 곧바로 歸國하는 것이
靜子와 휘롱하고， 미리 준비한 목도리를 주는 것이나，
것， ζ 羅를 만나는 일，

아니라 단골술집에

애정

들려

神戶에서 내려 아는 카페접에 들린

옳山에 내 려 술집 찾아 가는 것 등 모두가 生活을 享樂하려 는데서

낙온 행동이다. 더구나， 가는 곳마다 술과 女人을 가까이 한다. 그것이 식만지의 知識A오
로 처참한 時代를 감지하고 앓는 고만을 해소하거나， 아내의 위독이 검동허 여겨 그것을 해

소하기 위한다는 적극적인 動機도 없이， 평소의 習慣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個A

的 生活의 快樂을 추구하는 것 o로 볼 수 있다.
원래 언댈리는 個끼“을 더 중요시하고 모든 것의 優位에 個人的인

것을 둔다.

형넙과의

대화에서 “인생의 이상이란 것을 생각해 본 일도 없읍니다마는 구태여 말하자면 자기를 위

하여 산다 할까요. 하지만， 결코 천박한 이기주의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

듯이 主人公〈나〉는 個A的 욕구를 추구하려 는 것 이 다. 그것이 生活에서 는 女A과 술이 다.
靜子의 선물에 情을 느끼기 전에 보자기의 위스키부터 바시는 것오로도 그것이 證明된다.
둘째는 佛觀者로서의 R朝 笑 가 짙게 나타나 있다.

<나〉의 視點의 設定부터가觀察者의 입장

에 선다. 作中現實과視點人物 (V . P character) 과는 同一體가 될 수 없다. 거기에는客顆的언
거리에서 作中現實을觀察하고再現하여 社會相을보여주는小說의 風f깝的空間性만이 나타날
뿐이다. 나가 겪는 現寶과 〈나〉가 顧察하는 또 하나의 現實은 거리를 둔 平行的인 것이다.
연락선의 목욕탕에서 일인 상인이 조선의 노동자를 쿠리로 판다는 얘기나，

의 모습，

서울가는 차중에서 반궁과 감시의

학정에 시달리는

쫓山의 女給

서민을 보는 것 등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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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察者의 차가운 視野에 비 치 는데 불과하다. 그러 기 에 「萬歲前」의 주제가 暗示되 어 있는
車中에서의 독백에서도 〈나〉와 유리된 他A 에 대한 批判에서 볼 수 있는 爛笑기- 서려 있읍
을 볼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들은 배추잎 같고， 주녹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연 벌

붙은 듯한 천한 웃음이다 ‘헤헤’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없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

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웨져 버려라! ) 차간 안으로 틀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범이다

!

(공동묘지다

구더기가 끓는 우범이다

!

!)

공동묘지 속에 살연서 죽어서 공동요지에 갈까 봐 애가 말라하는 가룩한 백성이다

1)

하고 혼자 코웃음을 쳤다.

(공동묘지 속에서 사니까 죽어서냐 시원스런데 가서 파묻히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하여간에 주

더기가 득시글득시글하는 우템 속이다. 모두가 구더기다. 너두 구더기， 나두 구더기다. 그 속에서도
진화론적 모든 조건은 한 초 동안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겠지 ! 생존 경챙이 있고 자연 도태가
네가 잘냥느니 내가 잘냥느니 하고 으르령댈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구더기는 낱낱이

있고

해체가 되어

서 원소가 되고 흙이 되어서 내 업으로 들어가고 네 코로 들어갔다가， 네나 내가 꺼꾸러지연 미구에
또 구더기가 되어서 원소가 되거나 흙。l 될 것이다. 에잇

!

웨져라 움도 싹도 없이 쓰러져 버려라

망할 대로 망해 버려라! 사태가 나든지 망해 버리든지 양단간에 끝장이 냐고 보면

!

그 중에서 흑은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나은 놈이 생길지도 모를 일아다 ......)

--냐는 차가 떠나기 전에 자기자리로 와서 드러누웠다. 어느덧 난로 옆a로 둥 너머에 와서

누

운 기생의 머리에서 가끔가끔 끼쳐 오는 머릿내와 향긋한 기릅내， 분내를 코로 은은히 맡아 가며 눈

을 감고 누웠었다.
(이것도 구더기 썩는 냄새이기는 일반이다 ! )

처 참한 植民地의 現實에 대 한 〈나〉 아닌 조선민족에 대 한 客觀的인 批判이 면서 個A.9-로
서의 爛笑가 서려 있다.

‘이게 산다는 것인가! 모두 뒤져 버리자’라고철규하는것은자기

에 대한 組叫가 아니다.

‘모두 뒤저 버리자’가 아니고，

‘모두 뒤저 버려라’ 라고 獨白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그런 침통한 철규를 하면서 옆자리의 기생의

머리의

기름내를

은은히 맡아가며 잠이 드는 것은 現實을 透視하려는 社會意識이 體質化되지 못한 소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우트사이더는 對象보다 內的 世界에 藝居해 들어가며 끝내 孤獨의 深淵으로

빠진다. 그러나， <나〉는 이런 自省도 별로 없이 버참한 현생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뿐이고，

그렇게 되어질 수 밖에 없는 要因이나 그러한 狀況을 克服할 수 있는 삶을 認知하고 그 指
標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있었던 現寶을 風洛的3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는 視
界의 限界가 있는 것이다.
셋째로 日帝에의 振抗을 볼 수 있다.

植民地의 留學生이 감시를 받는 것은 知性人이 〈나〉와 民族을 인지하고 그 狀況을 克服하
려는 來日을 추구하기 째운이다. <나〉는 民族意識을 짙게 자각하지는 못하고 있 A나， 감시
와 수색에 자연발생적으로 批抗意識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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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關에서 乘船할 때 검문을 받아， 가방에 있는 서류 뭉치 를 압수당하고， 下船할 때 감시

를 받고， 김천이나 서울에서 尾行당하는 등 식만지하에서 지성안이 당하는 압박에 힐난조로

말하는데 비 로소 社會意、識을 자각한 저 항의 식 을 볼 수 있다. 앓명察者의 視界에 버 친 식 먼지
의 비참한 現實은 生活意識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三代」에서 김병화 등을 등장시켜 日帝에 저항하는 것이나 쏠山， 金황이 왜놈의

된 것을 비판하고 일경이나 형사에게 내뱉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식의

발로다.

차지가

優越感이

個A과 個A의 關係를 벗어나서 집단적 背景이 있을 때는 순전한 적개심￡로 변한다는
을 省察하며 日帝의 악랄한 학정을 비 난하기 도 한다.

것

그러 나， 그것이 主題로 上乘하게 필

연적이고 투철한 의식으로 一웰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狀況에 직면해서야

*民抗意識을 감

지하게 된다. 그러묘로， 지라르 (Rene Girard) 가 그의 「허위， 욕망과 소설」에서 主體와對象
欲졸의 갈등구조를 말한 대로 접요하게 추구하는 欲뿔을 달성하기 위한 갈등이 없이， 顧察
者로서 風倚性을 보여 주어， 있었던 社會를 再現하는데 그치고 있다.

오히려 現實을 즐기

려는 것이 欲뿔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넷째는 因靈을 批判하고 있다.

「萬歲前」의 현실에서 잔재하고 있는 因聲에 대한 批判이 신랄하게 나타난다.
金뚫 형의 새댁을 처음 대하는 대목을 보면 〈나〉의 비판적 의식을 엇볼 수 있다.
인사가 끝난 뒤에 형닙은 우슨 생각을 하는 눈치로 벙벙이 있다가
“건넌방에서도 나와 보라지

!"

하며 형수를 쳐다보다. 형수는 아수말 아니 하고 섰더니
“얘

! 너 가서 건넌방 어며니 오라:구 해라‘

하며 딸을 시키었다. 나는 어리둥절하며，

“건넌방 어머니가 누구에요?"
하며 형수를 쳐다 보았으나 머리에는 즉각적으로 이는 생각이 떠올랐다. 형수는 애를 써서 헛웃음을
업가에 띠며 참자코 말았다.

“네게는 이야기를 한다면서도 후환도 있고 해서 자연 업째껏 알리지플 못하였다만 작은 형수가 하
나 생겼다”

하며 형닙에 웃는다. 단 형제가 사는 집안에 작은 형수라는 말도 우슴지만， 나는 대개 짐작하면서도
“작은 형수라니오?"

하고 되물으니까 웃목에 섰떤 형수가，
“그 동안에 나는 죽었 답니 다”
하며 풀없는 웃음을 일부러 보인다.

또한 @ 아내의 명의 치유를 둘러싼 다툼이나 f='=:代」 에 서 조의관의 병의 치유를

다툼，@ 察禮와 묘지에 대한 비현실성，@ 大家族制度上에서 파생되는 재산 분배의

둘러싼

非合

理性，@ 金흙 형넘이 새댁을 얻고 조의관이 수원칩을 얻는 훌훌 등에 대한 批判이 나타난

다. 이런 의식은 조션의 현실과 서만의 생활을 비판하는 것으로 鍵大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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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歲前」의 空閒的 의 미 는 이 같이 現實을 즐기 려 는 生活意識， 觀察者록서의 R朝笑，

日帝

에의 振抗意識， 因聲에 대 한 批判 등()로 압축되 어 나다난다. 그러 나， 이 란 意、味가 한 頂點
εL로 集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分散되어 응고되지 옷한데 「萬歲前」이 風倚性을 넘어
向性을 浮짖I시 키지 옷한 意志의 缺如가 있다. 그것은 主題意識의 결 여 로 素材主-義로

指
정체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N.

萬歲前의 繼時的 意味

(1) 廳想涉小說의 變形
명흉想涉은 B 常性을 추구하여 서、說의 팩H~的 空閒많을
It'家 다. 그는 應民의

려 열리즘의 技法‘」즈로

B 常的 生活속에 서련 個人的언 生活意識을

平面的￡로

形象化하는
作品化하고

있다.

그러나， r萬歲前」 에 서 그것이 社會意識의 각성오로 據大되고 「三代」에서 그 現‘場을 보여
준다. 그것은 「三代」와 「萬歲前」의 A物과 그 相互關係의 樣相을 보면 분명해진다.
상훈과 경애와 德基 : 아버지 청안 경애는 德基와 동창생
金果 형념과 금순이와 나 : 어렬때

‘경만에게 시집가라’고 말하던 나의 어렬 째의 친구

병화와 경애와 역기 : 아벼지 청이면서 병화의 얘안관계
병화와 을라와 나 : 나의 형인 병화와 을라와 애인관계
조부의 죽음 : 漢醫와 洋醫의 대결에서 前近代相
아내 의 죽음 : 낡은 것의 갈등

그래서 「三代」는 「萬歲前」에서 자각된 社會意識이 발현되는 現場이라고 일결어지는 것야
다.

r三代」 와 「無花果J r 白 鴻」 의 「三代」 三部作에서 식 만지 상황을 살아가는 긍代의

階層

의 의식이 生活에 침투된 現‘場性을 면밀히 밝혀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小說內의 繼時性
또한 「萬歲前」을 反春園論오로 美意識올 추구한 金東仁의 小說과의

相關陸을 照明하는

것도 그 계시적 의미블 分明히 하는 作業이 된다 다음과 같은 망상의 조명도 그런

it'業의

일단이 될 것이다 (3 )

金東仁의 小說

「萬歲前」을 위 시 한 顧想涉小說

美意識의 집요한 追求

日常的 生活意識의 追求

現寶과 괴려펀 想像的 A 閒 像

실제척이고 zp.面的 A 間 像

單一構成에 集約的 했果를 노리 는 短篇

zp:面的 構成에 의 한 日常生活相을 보이 는 長篇

(3) d.

崔基洪， 東仁의 美意識과 想涉의 歷史意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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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

論

講 (1 8)

蘭j 的 方法의 제 시 와 훨約的 方法의 균형

흥§約的 方法이 우선하고 劇的 方法을 混用

明快하고 簡짧한 文體

難避하고 만연체의 文體

個A 意 識에 치중

다소 社會意讓을 나타냄

對象的 ):In我的 自我的 體즙型

狀態的 耶物的 社會的 用言型

이 것은 펀의 적 인 對照이 기 는 하지 만， r萬歲前」 을 비 롯한 廳想涉小說은 春園의 民族 指向

的인 社會意識을 日常的언 많民生活로 限定시킨 風{장性으로 변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愛情의 美意識을 추구한 羅積香小說，

生活의 美意識을 定立하려는 玄鎭健小說과의

相關性에서 당대의 의미블 추출해 볼 수 있다.
그러나， r萬歲前」 은 社會意識이 깃든 觀察者의 視野에 照、明된 만셰전의 조선사회를 風洛
的으로 反映하고， 그것이 「二心j， r三代」 와 같은 作品에 據充되어 있다는데， 그 계시적 의
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V.

結

小說은 다양한 樣相￡로 변모된다. 그러 나， 그것은 風洛性의 反映과 歷史意、識의

으로 壓縮된다.

앞의 것은 小說 청체와 空間性이요

指向性

둬의 것은 변모 승화되는 時間性을 의

미한다.

「萬歲前」은 「標本室의 좁개쿠리」에서
라는데 관심이 集中된다.

CD

비롯된 慶想涉의 새로운 변모를 가져 오는

서、說이

이제까지 論뼈한 것을 몇 가지로 要約해 볼 수 있다.

廳想涉은 文學意識을 분명 히 밝히 고 創作을 하는 作家로， 그의 「萬歲前」의 本格的얀 맑究가 없

는 것은 文學짧究의

虛實을 말하는 것이다.

@ 小說의 空間뾰은 風‘倚뾰파 社會意훌짧은 指向性으로 냐타난다.
®r萬歲前」은 아내의 위독으로 서울에 와 東京으로 돌아가기까지를 順列法에

의한 單純構成으로

주로 要約的 方法에 蘭l的 方法을 佛朋해서 植民地狀況에서의 風‘洛的 現寶을 反映한다.
@A物은 觀察者에 머 우는 2p:面的 A物로서 술과 女A 에 의 한 生活의 欲望을 궁핍 한 現寶에 照明
하여 뽑觀的 위치에 선다. 난삽하고 長文이면서 複文을 구사하는 文體는 긴밀성과 박진감이

결여되

어 산만한 印像을 준다.

®r萬歲前」의 作品世界는 生活을 즐기려는 生活意、識， 佛觀者의 爛笑，

日帝에의 振抗， 因靈의

批

判으로 縮約펀다.

®r萬歲前」은 社會意짧의 自覺이 나타나 蘭想、涉의 새로운 변모를 보여주어 「二心J. r三代」에 서 그
것 이 확충펀다. 또한， 그것은 金東仁의 美意識의 추구와 羅휩香의 愛情의 美意識，

玄鎭健의

美意識을 추구와 대 응되 는 小說의 空間뾰의 風倚的 現寶의 反映。1 며 ,

투영 이 라는데

社會意識의

生活의
그

繼時的 意味 7} 있다.

시종일관하여 應民生活의 哀歡을 리얼리즘의 技法으로 形象化한 廳想涉은 「三代」의 三部
作과 「廳雨」의 三部ft， r두 破塵j ， r臨終j ， r一代의 遺業」 등 단펀우로 空間性에 펀향된 作

「萬歲前」의 小說美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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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을 창조한다. 그 作品의 근저를 이루는 風洛性은 있었던 現寶을 反映하는 小說의 空間性

을

확대 하며， 희미 한 社會意識은 있어 야 하는 文學의 指向性￡로 深化되 어 韓國小說의 새

로운 指標를 形威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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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 Aesthetics of “ M a n sa e jeon"

Koo , In-Hwan
(Dep.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bstract
Novel reflects manners and heads for historical consciousness. Manners means space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does time.

‘Mansaejeon’ is a literary work written by Yeum Sang-seub , which assumes a
different aspect from ‘ A Tree Frog of Specimen Room'.
Literary meanings of ‘Mansaejeon ’

are summerizedas followed.

1. ‘ Mansaejeon’ wrote simple construction. The story arranges that writer came to

Seoul because of critical condition of his wife and returned to Tokyo.
It reflected the situation of colonization with summary method.
2, With flat character of observer , it illuminated a life with wine and woman and the

poor reality of the colony.
3.It’s style impressed diffuseness because that it is lack of closeness and force in
difficult, long and complex sentence.
4. The realms of the novel are life consciousness, ridicule of observer , criticism of
convention and resistance to Japanese colony.
5. Self-consiousness of social reality expanded to “ T wo Minds" and “ T hree Generations".
As confro~ted with pursuit of aesthetic by Kim Dong-In , aesthetic of love by La DoHyang aesthetic of life by Hyeun Jin-Keon , it has apocalyptic meaning of reflection of
customs and sociol-consciousness in terms of space.
Ryeum Sang-seup gives a figure to sadness and joy of commoner’s life with realistic
techniq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