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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

2019년 4월 국제비교한국학회는 중국 산동성 산동대학교에서 산동대
학교 및 중국비교문학학회 중한문학과 문화비교연구회와 공동주최로 ‘한
중 인문학적 전통과 근대적 전형’이라는 주제의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
다. 3개국(한, 중, 일) 연구자 34명이 발표 및 토론을 하였고 언어, 문학,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교류가 이루어졌다. 추후 한국과 중
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의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겠다는 데
에 의견을 모으고 다짐을 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한국학의 국제적 교류
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번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27권 2호 특집기획 ‘한중 인
문학적 전통과 근대적 전형’에는 2019년 4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2
편과 새롭게 투고된 논문 1편이 실렸다. 이 특집기획을 통해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은 한국과 중국의 인문학적 전통이 형성된 양상을

재조명하려고 했다.
윤인현의 ｢중국과 한국의 굴원론－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는 전국시
대 초나라 충신 굴원이 중국과 한국에서 문인과 유학자들에 의해 대체적으
로 높이 평가되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폄하되기도 했음을 지적하며 그 배
경과 이유를 살피고 있다. 이 논문은 두 나라의 문인에 의해 소환된 굴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 중국과 한국의 굴원상, 문인과 유학자들이 처한
역사적 환경과 처지에 따라 그들이 소환하고 변용한 의미에 조금씩 차이가
났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동시에 이 논문은 중국인과 한국
인에 의해 흠모되고 있는 굴원상의 핵심이 충절가 굴원의 모습이었음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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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있다.
류수연의 ｢실험실과 상상된 과학－이광수의 ｢개척자｣ 연구｣는 이광수
의 소설에서 근대적 장소들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그대로 인물을 하나의
성격으로 살아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류수
연은 1917년 발표된 ｢개척자｣ 역시 이러한 장소성이 뚜렷하게 드러난 작품
이며 ｢개척자｣에서 서사를 이끄는 장소는 다름 아닌 실험실임을 강조한다.
류수연의 논문은 ｢개척자｣ 속 실험실이 근대과학이라는 구체적인 학문을
환기하는 한편, 성재와 성순 남매의 근대적 성취와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인 공간으로 형상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장소성과 근대과학이
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그간 이광수의 작품세계에서 제대로 조명되
지 못했던 ｢개척자｣의 지평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박성호의 ｢식민지 초기 역사전기소설의 사실(史實) 변용 양상 연구－매
일신보 소재 ｢구주열국지｣를 중심으로｣는 매일신보에 1914년 8월 14
일부터 147회에 걸쳐 연재된 서사물 ｢구주 열국지｣가 당시 한창 벌어지던
제1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하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허구적 재구성을 통
하여 소설의 성격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지적한다. 박성호는 매일신보가
거의 동시적으로 전쟁에 대한 보도를 내고 있었으므로, ｢구주열국지｣는 일
반 보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전쟁을 다루면서 독자에게 접근코자 했음을 지
적한다. 따라서 ｢구주열국지｣는 독자의 흥미 유발을 위한 장치만이 아니
라, 당시 매일신보가 전쟁을 바라보던 관점도 함께 반영되고 있었음에
착안하여 ｢구주열국지｣가 허구적 서사물로서 전쟁이라는 동시대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양상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얻고자 한 효과가 무엇이었
는지를 탐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비교한국학의 쟁점과 전망－개방기 CIS 지역 고려인 문학의 재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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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가영의 ｢개방기 CIS 지역 고려인 소설에서 서정의 의미와 욕망의 형
상｣이 실렸다. 이 논문은 CIS 지역 고려인 소설이 주제의 층위를 넘어서는
서사와 문체 층위의 미학적 특성과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CIS 지역 고려인 소설에서 정체성을 구축하는 선택과 배제의 형식 및 과정
을 밝힐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
로, 정체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욕망 실현의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형식
으로서의 서정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이 논문
은 CIS 지역 고려인 소설의 문학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
‘비교한국학 리뷰’란에 실린 김남혁의 ｢번역문학의 수행성과 동아시아
의 근대－번역가의 탄생과 동아시아 세계문학에 대한 서평｣은 박진영의
번역가의 탄생과 동아시아 세계문학(소명출판, 2019)이 한국문학사에서 주
목받지 못했던 번역가들과 그들의 번역 방법론(중역), 그리고 이를 통해 수
행됐던 세계문학에 대한 상상과 복수의 동아시아 근대성을 탐구하는 양상
을 논평하고 있다. 김남혁의 논문은 박진영의 저서에 드러난, 번역가와 번
역문학을 감싸고 있는 역사적 조건과 맥락, 그리고 그것들이 발생시킨 효과
들을 동아시아라는 시좌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은 박진영의 저서가 한
국 근대문학과 세계문학에 대한 한국인의 관념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
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문학사 안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번역주체들
을 탐구했고, 그들의 번역 방식이 대개 일본을 경유한 중역의 형태를 지녔
음을 분석하고 있다. 김남혁의 논문은 박진영의 저서가 중국문학의 번역과
연동되어 있는 역사적 맥락을 상당히 진진하게 논구하는 반면, 일본문학 번
역과 관련된 식민지 시기의 현상을 검토할 때 검열을 포함한 법역의 관점에
서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 논문은 박진영 저서가 번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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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에 내장된 수행성을 번역 주체의 차원에 대입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일국
의 범위를 벗어난 동아시아라는 시좌에서 검토했다는 의의를 분석하면서
도 그 한계를 함께 논했다는 점에서 독자적 가치를 지니는 논문이다.
이번 호에 실린 여러 논문들도 ‘비교한국학’이라는 본 학회의 문제의식
에 여러 고민할 지점을 던져주고 있다. 영화 <동주>에 나타난 남성성을 연
구한 권은선의 논문, 신동섭의 초기작을 중심으로 전후 한국시에 나타난
존재론적 탐구의 한 양상을 검토한 김나래의 논문, ｢소나기｣와 ｢톰 소여의
모험｣ 비교를 통해 교육적 관점을 고찰한 김민주의 논문, 김기림 시의 근대
와 공간 체현을 분석한 박주택의 논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연구동향－자료’란에는 파리 7대학 한국학과에 오랫동안 근무하
시다가 2013년에 돌아가신 최승언 선생님의 미발표 불어 논문 ｢황순원의
｢소나기｣에 대한 주제 비평적 분석｣을 번역하여 수록했다. 황순원의 ｢소나
기｣를 프랑스의 주된 비평방식 중 하나인 주제비평 방식으로 분석한 논문
이며 미완성 유고이지만 흥미로운 논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수록했다. 번
역을 해주신 문경훈 선생님, 그리고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27권 2호 편집 과정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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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

전국시대 초나라 충신 굴원은 역대로 중국과 한국에서 문인과 유학자들에 의해
대체적으로 높이 평가되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폄하되기도 하였다. 본고는 그 배경
과 이유를 살피면서 두 나라의 문인에 의해 소환된 굴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
한 것이다. 이는 굴원을 알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
한나라와 송나라 때의 굴원상은 충절과 청렴함으로 일월처럼 빛났다. 다만 後漢
의 반고는 굴원의 투신에 의문점을 표했다. 당․송 시대 유배객들은 자신들의 심정
을 투영하여 굴원을 소환하였다. 이들은 굴원처럼 충언을 고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
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중국 근대 변혁기의 굴원 소환은 불의에 항거하는 투쟁가 굴
원이었다. 외세에 의해 민족적으로나 사상적으로 흔들렸던 근대의 중국은 충절로 뭉
친 불굴의 의지를 지닌 굴원이 필요했다.
한국의 신라시대 굴원은 충절가였다. 하지만 당나라에서 벼슬하던 최치원은, 굴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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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현실 타협적인 어보(漁父)의 삶에 초점이 맞춰 있어, 타국의 고단함을 읽히게 하
였다. 또한 고려 무신정권 시대를 살았던 이규보는, 굴원이 죽음으로써 군왕의 악만
을 드러내는 꼴이 되었다고 혹평하였다. 하지만 고려 말기 충신 정몽주는 굴원의 외
교적 능력을 높이 샀다. 원나라와 명나라 교체기의 고려는 풍전등화의 길을 걷고 있
었기 때문이다.
조선전기 굴원상은 훈구세력과 사림파에 의해 차이를 드러냈다. 훈구세력은 현
실 지향적인 태도로 자신의 삶에 안주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굴원의 마지막 행
적인 추방된 삶을 따르고 싶지 않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반해 사림파는 굴원의 충절
을 본받으면서 굴원처럼 추방되어도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생육신들도 굴원의 충절을 예찬하면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낼 수 없는 상태에서는 굴
원이라는 문학적 소재를 빌려와 우국충절의 뜻을 표현하였다. 사화기(士禍期)의 일부
유학자는 굴원의 지조보다는 세상인심에 따라 처신할 것을 은연 중에 비치기도 하였
다. 조선후기는 실학자들 중 유배와 관련된 인물들이 굴원을 소환하였는데, 대체로
우국충절의 소유자로 예찬하면서 숭모의 대상으로 삼은 점이 사림파와 비슷하였다.
다만 정약용은 道가 서지 않은 시대에 출사한 굴원이 비극을 자초하였다고 평하였다.
구한말 독립운동가 최익현은 굴원처럼 혼자 죽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였으며, 황
현은 굴원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였으며, 행동화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한
결과 자결로 이어졌다. 이는 굴원의 변함없는 우국충절을 계승하면서 조선 유학자의
선비정신을 드러낸 경우이다. 나라가 망함에 대한 선비로서의 책임감에 통감했기 때
문이다.
이처럼 중국과 한국의 굴원상은 문인과 유학자들이 처한 역사적 환경과 처지에
따라 그들이 소환하고 변용한 의미는 조금씩 차이가 났다. 하지만 중국인과 한국인
에 의해 흠모되고 있는 굴원상의 핵심은 충절가 굴원의 모습이었다.

주제어 : 굴원, 중국, 한국, 충절가, 소환, 시대적 차이, 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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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序論)
본고는, 중국(中國)의 굴원론을 통해 굴원의 원형을 고찰한 후, 중국과 한
국(韓國)의 문인들은 굴원(屈原)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였으며, 굴원에 대
한 평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
이다. 그러면 시대에 따라 궤(軌)를 같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음을 논의함
으로써 중국과 한국 역대의 문인들에게 굴원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날 것
이다. 굴원은 한중(韓中) 지성인의 흠모 대상이기에 존재 가치를 살피는 일
도 의의 있을 것이다.
굴원(B.C. 339～B.C. 277)은 이름이 평(平)이고, 자(字)는 원(原)이며, 초(楚) 위
왕(威王) 원년(元年) 정월(正月) 14일에 출생하였다.1 초(楚)나라의 종실(宗室)과
동성(同姓)이며 삼려대부(三閭大夫)로서 초 회왕(懷王)의 좌도(左徒, 좌습유(左拾
遺)와 같은 벼슬)

노릇을 하였다. 박람강기(博覽强記)하고 역대의 치란(治亂)에

밝으며 사령(辭令, 문장. 글)에 익숙하여, 들어와서는 왕과 더불어 국사(國事)를
도모하고 의논하여 호령(號令, 임금의 명령)을 내고, 나가서는 빈객(賓客)을 접
견하고 제후(諸侯)들을 응대(應對)하니, 회왕이 신임하였다. 상관대부(上官大
夫)와

더불어 반열(班列)을 같이하였는데, 총애를 다투어 마음속으로 그 재

주를 해롭게 여겼다. 회왕이 굴원으로 하여금 헌령(憲令, 헌법․호령)을 만들
게 하였더니 굴원이 초고(草稿)를 작성하여 다 이루지 못하였을 때에, 상관
대부 근상(靳尙)이 먼저 보고자 했으나 보여주지 않았다. 근상이 그로 인해
헐뜯어 말하기를, “왕께서 굴평으로 하여금 헌령을 짓게 하신 것은 누구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매양 한 번 헌령을 지어낼 때마다 평(平)
이 그 공(功)을 자랑하여 ‘내가 아니면 능히 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하

1

蒲江淸, ｢屈原生年月日的推算問題｣, 楚辭硏究論集, 台北, 學海出版社, 民國74년, 3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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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회왕이 노하여 굴원을 멀리하였다. 굴원이 왕의 청정(聽政)이 총명하지
못해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만 좋아하는지라, 근심하고 깊이 생각하여
｢이소(離騷)｣를 지어2 회왕이 깨달아 바른길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돌아오기
를 바랐다.
그 후에 진(秦)나라가 장의(張儀)로 하여금 회왕을 속여서 더불어 무관(武
關)

땅에서 회맹(會盟)하자고 꾀어내거늘, 굴원이 왕에게 가지 말기를 간(諫)

하였으나 회왕이 듣지 않고 자란(子蘭)의 권고로 갔다가3 협박당하여 끌려
가는 바가 되어 마침내 진나라에서 객사하고, 경양왕(頃襄王)이 즉위하자 다
시 영윤(令尹) 자란의 참소하는 말을 받아들여 원(原)을 강남 땅에 귀양 보내
니, 원(原)이 다시 ｢구가(九歌)｣․｢천문(天問)｣․｢구장(九章)｣․｢원유(遠游)｣․
｢복거(卜居)｣․｢어보(漁父)｣ 등의 글을 지어 자기의 뜻을 펴서 임금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랐는데 끝내 반성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조국[宗國]이 장차
망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마침내 멱라수(汨羅淵 : 호남성(湖南省)의 상강(湘江)
4

5

물)에 빠져 63세의 일생 을 마쳤다.

남방 문학의 대표작은 초사(楚辭)이다. 초사는 굴원의 작품을 비롯하
여 몇 명의 초나라 작가의 작품까지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초사는 전국
2

3
4

5

18

｢離騷｣의 창작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劉向은 ｢新序｣ ｢節士｣篇에서는 懷王 때 작품이라고 하였으며,
｢九歎｣의 ｢思古｣篇에서는 頃襄王 때 작품이라 하였다. 王逸은 楚辭章句, ｢離騷序｣에서는 懷王 때
굴원이 추방되었을 때 지었다고 했으며, ｢世溷濁而嫉賢兮, 好蔽美而稱惡｣의 註에서 頃襄王 때 지어
졌다고 하였다. 劉向과 王逸 모두 굴원이 추방되었을 때 ｢이소｣가 창작되었다고 하였다.

유성준 교수는 楚辭란 무엇인가에서 ｢이소｣의 창작 시기는 초나라 회왕과 경양왕 두 시기의
설이 있지만 그 어느 설도 정설이 못된다고 했다.(楚辭, 문이재, 2002, 141쪽) 그리고 범선균은 굴
원이 ｢이소｣를 지을 때는 6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경양왕 시절이라고 하였다.(범선균, ｢屈賦硏
究｣, 연세대 박사논문, 1988, 62쪽) 司馬遷은 史記, ｢屈原賈生列傳｣에서 ｢이소｣를 회왕 때 지었다
고 하였다. 어째든 굴원의 ｢이소｣는 유배시기에 지은 작품이라는 것에, 의견이 일치한다.
史記, ｢楚世家｣ (…中略…) 懷王子子蘭勸王行, 曰 (…中略…) “秦何絶秦之驩心.’”
范善均은 ｢屈賦硏究｣에서 繆天華의 ｢離騷淺釋｣과 王宗樂의 ｢屈原與屈賦｣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굴
원이 B.C. 343에 출생하여 B.C. 277년 5월 5일에 67세의 나이로 죽어 단오절이 생겼다고 하였다.
(범선균, 앞의 글, 27쪽)
司馬遷, 史記 卷84, ｢屈原賈生列傳｣과 ｢楚世家｣, 朱熹, ｢離騷經｣의 朱子 序 참조.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7 No.2

시대(戰國時代) 후기 남쪽 지방인 초(楚)나라의 고유한 언어와 음악을 이용해
지은 새로운 시체로, 북방 문학의 진수인 시경(詩經) 시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초사는, 시경의 현실적 내용의 시들과 달리 개인의
고뇌와 번민을 비유와 대구로 표현하여 중국 고대문학에 환상성과 낭만성
을 더했다. 형식적으로는 매구의 중간 혹은 끝에 “兮” “些” “只” 같은 어조사
를 두어 운율미를 갖게 하였으며 문장 끝에 “亂曰”이 있어, 작품 전체를 요약
하는 역할이면서 가창의 형식이었다. 전하는 초사는 굴원의 작품이 25편
으로 다른 작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실려 있다.6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
은 굴원의 작품만 떼어 ‘굴부(屈賦)’ 또는 ‘굴소(屈騷)’라고 칭하기도 한다.
초사는 굴원이 활동할 당시 새로운 시체였지만 ‘초사’라는 말이 처음
으로 등장한 것은 한(漢)나라 때였다. 전한(前漢) 성제(成帝) 때 류향(劉向, B.C.
77～B.C. 6)이 옛 문헌을 정리하면서 초나라의 굴원과 송옥(宋玉)의 작품을 비

롯한 한나라의 가의(賈誼)․회남소산(淮南小山)․동방삭(東方朔)․류향(劉向)․
왕포(王褒)․엄기(嚴忌) 등의 작품들을 한 곳에 엮어 초사(楚辭)라고 명명(命
名)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후한(後漢) 안제(安帝) 때 왕일(王逸)은, 유향이 엮은 초사에 주석을 달고
자신이 직접 쓴 ｢구사(九思)｣를 넣어 초사장구(楚辭章句)라는 책을 펴냈다.
후대로 오면서 유향이 엮은 초사는 실전(失傳)되고, 왕일의 주석서인 초
사장구만 전해졌다. 지금 우리가 초사의 작품을 볼 수 있게 된 것도 왕
일의 초사장구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굴원에 대한 연구는 중국 및 한국에서의 굴원 작품과의 영향
관계를 주로 연구한 단편적인 논문7과 굴원의 사상과 전기적 배경을 바탕
6

班固의 漢書 ｢藝文志｣ ‘詩賦略’에는 “屈原賦二十五篇”으로, 기록되어 있다. 후대의 연구자에 따라

작품 명의 차이를 보이지만, 범선균은 ｢屈賦硏究｣에서 굴원의 초사 작품 수는 九歌 10편, 九章 9편,
離騷․天問․遠遊․卜居․漁父․招魂 등 25편이라고 했다.
7

서수생, ｢송강의 전후 사미인곡의 연구－특히 굴원의 초사와 비교해 가면서｣, 경북대 논문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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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연구8 그리고 대비 문학적 차원에서의 연구9 등이 있었다. 학위논
문으로는 굴원 문학이 한국시가에 끼친 영향 관계10와 굴원의 작품 연구11
그리고 곽말약의 희곡인 굴원 연구12 등이 있다. 여기서는 중국의 경우 사
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굴원열전(屈原列傳)｣,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양웅전(揚雄傳)｣과 주희(朱熹)가 지은 ｢이소경(離騷經)｣의 ｢주자서(朱子序)｣ 및

8

9

10

11

12

20

경북대, 1962; 윤주필, ｢楚辭收容의 문학적 전개와 비판적 역사의식｣, 한국한문학연구 9, 한국한
문학회, 1987; 범선균, ｢한국고전시가에 끼친 굴원의 영향｣, 중어중문학 10, 한국중어중문학회,
1988; 金蓮洙, ｢梅月堂詩에 나타난 屈原 思想의 受容 樣相｣, 개신어문연구 9, 개신어문연구회,
1992; 유창교, ｢왕국유의 굴원예찬론｣, 중국문학 17, 한국중국어문학회, 1997; 고진아, ｢굴원과
두보의 유사성｣, 중국인문과학 27, 중국인문학회, 2003; 김은아, ｢유우석과 굴원－유우석의 굴
원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27, 한국중문학회, 2003; 김진욱, ｢굴원이 정철 문학에
끼친 영향 연구｣, 고시가 연구 11,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정일남, ｢徐居正 詩의 楚辭 受容 樣
相｣漢文學報 21, 우리한문학회, 2009; 정일남, ｢圃隱 鄭夢周 詩의 楚辭 수용 一考｣, 韓國漢文學硏
究 44, 韓國漢文學會, 2009; 신두환, ｢茶山의 유배 漢詩에 나타난 屈騷의 美의식｣, 한문학논집 28,
근역한문학회, 2009; 신두환, ｢朝鮮士人들의 楚辭 수용과 그 미의식｣,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
학회, 2010; 정일남, ｢茶山 丁若鏞의 屈騷 수용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김보경, ｢容齋 李荇의 굴원 수용과 문학적 변용－동일화와 거리두기 그 긴장과 공존｣, 東方漢文
學 56, 동방한문학회, 2013; 이황진, ｢사마천의 苟活과 굴원의 死節에 대한 고찰｣, 인문논총 34,
경남대 언론출판국, 2014; 金保京, ｢김시습과 남효온, 추방된 비전과 굴원․초사 수용－조선전기
정신사의 한 조망대로서｣, 동방한문학 67, 동방한문학회, 2016; 김보경, ｢조선전기 초기사람파
문인의 굴원․초사 수용 연구－세계와의 대결과 고독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硏究
69, 韓國漢文學會, 2018.
金忠烈, ｢굴원의 생애와 사상－비세의 선비상｣, 啓明 2, 계명대, 1968; 박영환, ｢굴원사상의 현대
적 의의｣, 교타나 7, 둥국대 교육대학원, 1999; 선정규, ｢애국주의 시인 굴원론에 대한 소고｣, 중
국학 논총 13, 고려대 중국학연구회, 1999; 송재소, ｢“온 세상이 혼탁한데 나만 홀로 맑아서” 고결
한 선비의 자세, 굴원 ‘어부사’｣, Chindia Plus 120, 포스코경영연구원, 2016.
샤오리화(蕭麗華), ｢唐代 漁父詞와 한국 어부사의 비교｣, 수행인문학 40-1, 한양대 수행인문학연
구소, 2010; 이희현, ｢중국 현대시로 만나는 굴원－離騷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25, 경기대 인
문과학연구소, 2013; 조희정, ｢어부 형상을 통해 본 고독의 서사와 문학 치료－굴원의 ｢어부사｣와
이별의 ｢장육당육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치료연구 3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4.
金正範, ｢ 송강가사와 굴원의 이소 사미인의 비교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1993; 유선원, ｢굴원 문
학이 한국시가에 끼친 영향｣, 서강대 석사논문, 2012; 호아남, ｢ 송강가사와 굴원 九章의 비교 연
구｣, 부산대 석사논문, 2013; 馮智, ｢鄭澈의 전후미인곡과 굴원의 이소의 비교연구｣, 서울대 석사논
문, 2018.
梁承根, ｢ 離騷 硏究｣, 명지대 석사논문, 1987; 범선균, ｢屈賦硏究｣, 연세대 박사논문, 1988; 선정규,
｢楚辭硏究在韓國｣중국어문논총 30, 중국어문연구회, 2006.
郭樹競, ｢ 郭沫若의 굴원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1; 孫僖珠, ｢ 郭沫若의 굴원 연구｣, 고려대 석
사논문, 1995; 金兌洪, ｢ 郭沫若의 歷史劇 屈原 연구｣, 경상대 석사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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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집주(朱子集註)｣ 등에서 굴원의 원형을 고찰하고, 후대의 몇몇 작가가
그린 굴원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삼국
사기(三國史記)의 기록과 최치원, 고려시대 이규보(李奎報)의 ｢굴원불의사론
(屈原不宜死論)｣과 정몽주의 시, 조선시대 유학자(儒學者)이면서 문장가들이

문학작품에서 굴원을 형상화한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면 관계로 유학자
모두를 논할 수는 없어 문학사적 혹은 시대적으로 중요 유학자이면서 굴원
의 삶 또는 사상과 문학적 특징의 수용이 불가피했던 문인의 작품을 그 대
상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작가 개인별 굴원의 수용 양상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 논문의 성과는 필요시 반영할 것이다.

2. 중국과 한국의 굴원론(屈原論)

(1) 중국의 경우

① 굴원의 원형과 굴원상
먼저 사마천의 ｢굴원열전｣에서 굴원에 대해 평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굴평(屈平)이 도(道)를 바르게 가지고 행실을 곧게 가져서 충성을 다하고 지
혜를 다해서 그 임금을 섬겼으되 참소하는 사람들이 이간질을 하였으니, 가히
‘곤궁했다’고 이를 만할 것이다. 신의(信義)를 다했으나 의심을 받았고, 충성을
다했으나 비방을 들었으니, 어찌 원망함이 없겠는가?13

13

司馬遷, 史記 卷84 ｢屈原賈生列傳｣ “屈平正道直行, 竭忠盡智以事其君, 讒人閒之, 可謂窮矣. 信而見
疑, 忠而被謗, 能無怨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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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는 굴원의 인물평으로, 충신이었다는 것이다. 상관대부 근상
의 시기와 참소로 굴원이 추방당함에 대해 사마천은 어찌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하면서 그의 심정을 헤아렸다. 사람이 극한적인 고통을 받을 때
는 하늘을 찾고 아프고 슬플 때는 부모를 부르듯이 곤궁해지면 먼저 하늘
과 부모를 찾기 마련이다. 굴원도 충심을 다하여 왕을 섬기려 하였는데, 간
신들이 참소하여 왕으로부터 의심을 받아 비방을 들었으니, 참으로 곤궁하
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굴원에 대한 사마천의 평가는 “더러운 진흙 속에
씻기고 씻겼으되 혼탁하고 더러운 데서 허물을 벗어서 티끌세상 밖으로 부
유(浮游)하여 세상의 더러운 땟국을 얻지 않아, 깨끗하게도 진흙 속에서 더
럽혀지지 않은 자라고 하겠으니, 이 뜻을 미루어 나갈진댄 비록 일월(日月)
과 더불어 빛을 다투더라도 좋을 것이다”14라고 하여, 굴원이 불의에 타협
하지 않은 태도는 마치 진흙 속에 핀 연꽃 같은 존재로 일월과 함께 빛난다
고 하였다.
후한 초 인물인 반고가 한서 ｢양웅전｣에서 굴원에 대해 평을 한 부분
이 있다.
앞 시대 촉나라 사마상여가 있었는데, 부(賦)를 넓고 아름답고 따뜻하며 맑게
심히 잘 지었다. 양웅은 마음이 굳세어 매양 부를 짓는데, 항상 본받기를 좋아하
였다. 또 굴원의 글이 사마상여보다 나았지만, (조정에서) 용납되지 않자, 이
소를 짓고 스스로 강에 몸을 던져 죽은 것을 괴이하게 여겼다. 그 글은 슬퍼
읽는데 일찍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군자는 때를 얻으면 큰일을 행
하고, 때를 얻지 못하면 제 몸을 보존하는 것이다. 때를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인데, 어째서 반드시 물에 빠져 죽어야 하는가? 그리하여 글을 짓는데,
14

위의 책 “濯淖汙泥之中, 蟬蛻於濁穢, 以浮游塵埃之外, 不獲世之滋垢, 皭然泥而不滓者也, 推此志也, 雖
與日月爭光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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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이소의 글을 주워 모아, 글의 뜻이 반대되게 하여, 민산(㟭山)으로부
터 강의 흐르는 물에 굴원을 조상하는 글을 던져 이름 왈(曰), ｢반이소｣라고 했
다. 또 이소를 모방하여 다시 1편을 짓고 이름하여 ｢광소｣라고 하였으며, 또
석송 이하 회사까지의 1권을 모방한 것을 이르기를 ｢반뢰수｣라고 하였다.15

반고는 ｢양웅전｣에서 군자는 때를 얻으면 나아가 벼슬하고 얻지 못하면
물러나 제 몸을 닦고 보존하면 되는데, 왜 굴원이 투신까지 해야 하는지 그
의 죽음을 의아해하였다. 그리고 때때로 이소의 글을 주워 모아 그것에
반대되는 내용을 펴고 굴원을 조상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반고가
굴원을 조상한 것이나 굴원의 작품을 모방한 것을 보면, 굴원의 죽음을 안
타까워한 것 같다.
반고보다 후대 사람인 후한의 王逸도 ｢초사장구｣에서 굴원의 인물됨을
소개하였다. ｢원유서(遠遊序)｣ 한 편만 살펴보자.
｢원유｣는 굴원이 지었다. 굴원은 바야흐로 바르고 곧은 행동을 실천하였지
만,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고 위로는 헐뜯고 아첨하는 사람들에게 참소당하고,
아래로는 속인들에게 심히 시달려 산천과 못가를 방황하였는데, 호소할 곳도 없
었다. 마침내 만물의 근본을 깊이 생각하고 편안함과 고요함을 가다듬어 세상을
구제하고자 생각하나, 곧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들어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하
였다. 마침내 묘한 생각을 말했는데, 선인과 짝이 되어 함께 즐겁게 놀고 천지를
15

班固, 漢書 卷 87上, ｢揚雄傳｣ 第57上(네이버 통합 검색, https://ko.wikisource.org/wiki 참조) “先是
時, 蜀有司馬相如, 作賦甚弘麗溫雅, 雄心壯之, 每作賦, 常擬之以爲式. 又怪屈原文過相如, 至不容, 作離
騷, 自投江而死, 悲其文, 讀之未甞不流涕也. 以爲君子得時則大行, 不得則龍蛇, (應劭曰 : ｢易曰龍蛇
之蟄, 以存身也.｣師古曰 : ｢大行, 安步徐行.｣) 遇不遇命也, 何必湛身哉!(師古曰 : ｢湛讀曰沈. 謂投水而
死.｣) 迺作書, 往往摭離騷文而反之, (師古曰 : ｢摭, 拾取也, 音之亦反.｣)自㟭山投諸江流以弔屈原, 名
曰反離騷 ; 又旁 離騷作重一篇, (師古曰 : ｢旁, 依也, 音步浪反. 其下類此. 重音直用反.｣ 名曰 廣
騷 ; 又旁 惜誦以下至懷沙一卷, 名曰畔牢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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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두루 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초나라를 생각하고 예부터
잘 아는 사람을 그리워한 것은 충신의 마음이 독실하고 인의의 마음이 두텁기
때문이다.16

굴원이 조정에 출사하였지만, 참소하는 무리들 때문에 정사를 펼치지
못하고 추방당한 후, 그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산천을 유람하기도 하
였지만, 허전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굴원이 왕에 대
한 충성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왕일은 평하였다.
서한(西漢)의 가의(賈誼)는 상강 가를 지나면서 굴원을 조상하는 부를 남
겼는데, 그중에서 “소문을 듣건대, 굴원이 멱라수에 몸을 던졌다 하니, 나
는 가서 상강에 기탁하여, 삼가 선생을 애도하노라”17라고 하여, 자신과 굴
원을 동일시하면서 굴원을 애도하였다. 젊은 나이에 출세한 가의는 권신(權
臣)들의 비방으로 좌천되어,

마침 굴원이 몸을 던진 상수 가를 지나게 되었

고 그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불우하고 억울한 심정을 가탁하여
굴원을 애도하는 글을 짓게 된 것이다. 가의는 굴원의 ｢이소｣ 작품에서 보
이는 악과 선의 대비를 통해 감정의 선명함을 드러냈다. 이는 굴원이 어지
러운 현실에 타협하지 않은 것처럼, 가의 자신도 부패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청렴결백함의 굴원상이다.
주자는 ｢이소｣를 경(經)으로 칭했다. ｢이소경(離騷經)｣의 ｢주자서｣도 살펴
보자.

16

“遠遊者, 屈原之所作也. 屈原履方直之行, 不容於世, 上爲讒佞所讚毁, 下爲俗人所困極, 章徨山澤, 無所
告訴. 乃深惟元一, 修執恬漢, 思欲濟世, 則意中憤然, 文采鋪發. 遂叙妙思, 託配仙人, 與俱遊戱, 周歷天
地, 無所不到, 然猶懷念楚國, 思慕舊故, 忠信之篤, 仁義之厚也.” 王逸, 楚辭章句, ｢遠遊序｣台北, 黎明

17

24

文化事業公司, 1973.
賈誼, ｢弔屈原賦｣ “仄聞屈原兮, 自湛汨羅. 造托湘流兮, 敬弔先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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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原)이 다시 ｢구가｣․｢천문｣․｢구장｣․｢원유｣․｢복거｣․｢어보｣ 등의 글
을 지어 자기의 뜻을 펴서 군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를 바랐는데 끝내 반성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조국이 장차 망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마침내 멱라수에
빠져 죽었다.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말하기를, ‘국풍(國風)은 색(色)을
좋아하되 넘치지 않았으며, 소아는 원망하고 비방하되 어지럽지 않았으니, 이를
테면 ｢이소｣와 같은 작품은 이(풍(風)․아(雅))를 겸(兼)하였다고 이를 만하
다. 매미가 탁하고 더러운 데서 허물을 벗고 나와 티끌세상의 밖에 떠서 노니,
이 뜻을 미루어 나간다면 비록 일월(日月)과 더불어 빛을 다투더라도 좋을 것이
니라’ 하였다.18

위의 글에서 주자는 군주에게 충간한 굴원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였다.
충간의 글을 지어도 끝내 깨닫지 못하고 간신배들의 아부성 말만 듣는 초
나라 왕 때문에, 결국 조국이 망하게 되자 그 망국의 모습을 차마 볼 수 없
어 멱라수에 몸을 던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남왕 유안은 ｢이소경｣을 평
하기를 “불음원비(不淫怨誹)” 곧 ‘즐거워하되 음란하게 넘치지 않고 원망은
하되 비방은 하지 않았다’고 평하면서 그 경지는 일월과 더불어 빛을 다툴
수 있다고 하였다. ｢이소경｣의 주자집주(朱子集註)에서도 “(주자(朱子)가 말하기
를,) 굴원의 사람됨은 그 뜻과 행실이 비록 혹은 중용(中庸)의 도에 지나쳐서

법(法)이 될 수 없으나, (그의 ｢이소경｣에 나타난 생각이) 모두 군주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성에서 나왔다”19라고 하여, 굴원의 충절을 높이 평가
하였다. 그러면서도 굴원의 행위는 중용의 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18

｢離騷經｣의 朱子 序. “原이 復作九歌․天問․九章․遠游․卜居․漁父等篇하여 冀伸己志하여 以悟
君心이로되 終不見省하니 不忍見宗國이 將亡하여 遂自沈汨羅淵死하니라. 淮南王安이 曰, 國風은 好
色而不淫하고 小雅는 怨誹而不亂하니 若離騷者는 可謂兼之矣라 蟬蛻於濁穢之中하여 以浮游塵埃之

19

外하니 推此志也인댄 雖與日月爭光이라도 可也니라.”
｢離騷經｣의 朱子 集註. “(朱子曰,) 原之爲人, 其志行, 雖或過於中庸, 而不可以爲法, 然皆出於忠君愛國
之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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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용의 도’는 지극한 것이라서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도리에 딱 들어맞는 도’가 중용의 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도를 ‘시
중(時中)’ 또는 ‘권도(權道)’라고 하는데, 일을 처리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때
그때마다 옳은 길이 되는 것으로 ‘저울추처럼 융통성 있게 행한다’는 말이
다. 그래서 공자와 같은 성인께서도 중용의 도를 행하는데 어렵게 여겼다.
주자가 중용의 장구(章句)를 집주(集註)하면서 이르기를, “중(中)은 치우치
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으며 불과급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이름이요, 용(庸)
은 평상이라는 뜻”20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일러 중이
라 하고, 바꾸지 않는 것을 일러 용이라 한다”21고 하였다. 그리고 주자는
주자대전(朱子大全)․주자어류(朱子語類) 등에서 한퇴지(韓退之)․구양수
(歐陽脩)․소동파(蘇東坡) 등을 다소 부정적으로 논평한 구절과 관련지어, 지

고지순(至高至純)을 추구해 온 유학자들의 선비정신에서 굴원을 바라보면
굴원의 삶의 태도 역시 중용의 도에서 지나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굴원의
청렴결백하고 지조 있는 삶은 해와 달 같이 빛날 것이라고 칭송했다.
오늘날 단오 명절은 굴원의 죽음에서 시작되었다. 다소 원울함을 품고
죽은 굴원을 추모하기 위해 초나라 사람들이 굴원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일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 단오와 관련 있는 후대의 시 1편을 살펴
보자.
당(唐)나라 유우석(劉禹錫, 772～842)은 덕종 때 감찰어사(監察御史)가 되어,
왕숙문과 개혁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덕종이 붕(崩)하고 순종이 등극하
자 개혁정치는 실패로 돌아가 왕숙문과 함께 개혁정치에 몸담았던 대표적
인 관료 8명이 실각 또는 좌천되었는데, 유우석도 호남성 낭주로 좌천되어
그곳에서 단오를 맞이하였다. “오월 원강 물 불어 제방과 맞닿아 흐르고,
20
21

26

朱子, 中庸의 章句를 集註. “中庸, 不偏不倚無過不及之名, 庸, 平常也.”
위의 책, “不偏之謂中, 不易之謂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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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사람들 서로 아름다운 비단배를 띄운다. 굴원의 한 서린 노래가락은
언제 그쳤던가? 슬픈 노래와 노 젓기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네”22라고 하여,
경도(竸渡) 곧 용선경주가 당나라 유우석 시대에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노
젖는 사람들은 물에 빠진 굴원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외치면서 굴
원의 혼백을 부른다고 하였다. 이는 애국자 굴원이 초나라가 망했다는 소
식을 듣고 멱라수에 투신하여 생을 마감하니, 이를 슬퍼한 백성들이 굴원
의 시신을 찾고자 앞 다투어 배를 저은 데서 경도의 풍속이 생겨났다는 것
이다. 그래서 이날은 굴원의 시신을 찾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배를 빠르게
나아갔고, 굴원의 시신을 물고기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강물에 물고기 밥
을 던져주었다. 이를 기념하는 날이 단오이다. 그래서 지금도 단옷날이 되
면 용선 경기도 하고 쫑즈를 강물에 던지기도 한다.
위의 시에서 유우석은 당나라 당시의 단옷날 모습을 잘 묘사하였다. 5
월 단옷날을 맞이하여 배를 띄우면서 굴원을 애도한 후, 북을 치고 환호성
을 지르면서 강가로 모여든다. 무지개 빛이 날 정도의 화려한 비단으로 장
식한 용선은 강물에 비치어 배와 강물이 맞닿은 듯하다. 승부가 정해지면
구경꾼들은 마음껏 즐긴다. 그런데 좌천되어 온 유우석은 마치 굴원과 같
은 처지가 되어 고독감을 느낀다. 충언을 간하다 쫓겨난 굴원을, 개혁정치
를 실행하다가 좌천된 유우석 자신의 처지와 동질감이다.
송(宋)나라 소식(蘇軾)도 “초나라 사람들 굴원 죽음 슬퍼해서, 천년이 지
나도 그 마음 식지 않네. 깨끗한 영혼 어디에 떠도는지, 어른신들 공연히
목이 메네. (…중략…) 굴원은 옛날 당당한 선비였고, 죽음에 임해서도 뜻
이 매우 장렬하였네. (…중략…) 이런 이치 안 대부 굴원이, 죽음으로 절개
22

劉禹錫, 劉賓客文集 卷26 ｢競渡曲｣ 自註－競渡始於武陵, 至今擧楫而相和之. 其音咸呼云何在. 斯招
屈之義(경도는 무릉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노를 들고 서로 화답하면서 ‘어디 있는가?’라고 모두 외

친다. 이는 굴원을 부르는 뜻이다). “沅江五月平隄流, 邑人相將浮綵舟. 靈均何年歌已矣, 哀謠振楫從
此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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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켜낸 것이다”23라고 하여, 단오를 맞이하여 굴원의 충절을 노래하였
다. 굴원의 절개는 천년이 지나도 식지 않아 지금 부로들은 굴원을 생각만
해도 목이 메고, 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창랑강에 쫑쯔를 던져준다고 하
였다. 그러면서 굴원은 ‘장사(壯士)’이기에 한순간의 부귀영화는 헛되다는
것을 알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택했다고 칭송하였다. 당나라 유
우석은 단옷날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면, 송나라 소동파는 단옷날
의 유래와 굴원의 절개까지 형상화하여 후대인들이 영원히 따를 장사의 모
습으로 그렸다.
위의 인용된 시의 유우석과 소동파는 모두 굴원처럼 유배를 당한 사람
들이다. 그 행적 면에서 굴원과 유사한 점, 곧 억울하게 유배를 당하거나
좌천된 경우이다. 대체로 굴원을 소환하는 경우는 억울한 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시적 소재와 경모 혹은 동일화된 대상으로 소환되어 자기의 심
적 고통을 달래는 대상이 되었다. 그들에 의해 형상화된 굴원상은 충언을
고하다 억울한 일을 당한 인물이다.
근래의 인물인 양계초(梁啓超, 1873～1929)는 굴원을 극단적 모순을 지닌
인물로 평가하였다.
굴원 자신은 정반대로 모순되는 사상을 함께 포함하였다. 그는 당시 사회를
극단적 사랑과 또 극단적 혐오로 대하였다. 그는 냉철한 두뇌로 능히 철리를 분
석하고 또 열정적 감정이 있어 종일토록 마음을 졸이고 번민하였으며, 그는 절대
적으로 악한 사회에 동화되지 않았고 그 힘이 또한 악한 사회를 감화시킬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 몸이 종신토록 악한 사회와 싸웠으나, 최후에는 힘이 다하
여 자살하였다. 그의 두 가지 모순성은 매일 가슴 안에서 싸웠으나 그 결과 생겨
23

蘇軾, ｢屈原塔｣(네이버 통합 검색 https://blog.naver.com/tursa/ 참조) “楚人悲屈原, 千載意未歇. 精魂
飄何處, 父老空哽咽. (…中略…) 屈原古壯士, 就死意甚烈. 大夫知此理, 所以持死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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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번민을 감당할 수 없어 자살하였다. 그의 자살은 실질적으로 가장 맹렬하고
가장 순결한 개성의 총체적 표현이었다. 이 같은 기이하고 특별한 개성이 없었다
면 이 같은 문학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최후의 죽음이 있음으로써 그의
인격과 문학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24

양계초는 굴원 자신이 머무는 사회에 대해서 애착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사회가 이미 타락한 뒤에 굴원 자신이 그 타락한 사회를 개혁할 힘이 없
음을 알고 매일 같이 번민하다가 죽음을 택했다는 것이다. 자기가 속한 사
회에 대한 애착과 타락한 사회상에 대한 번민, 그래서 그 사회를 위한 그의
죽음은 순결하면서도 개성적인 죽음이라 하였다. 그런 순간에 남긴 문학도
불멸의 문학이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항일(抗日)시대 때, 애국 시인 굴원을 모델로 한 곽말약(郭沫若, 1892
～1978)은 40년대 역사극 <굴원>에서 굴원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펴보자.

굴원 : 왕 (…중략…) 당신께서는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중국
의 백성들을 위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백성들은 모두 사람의 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중국이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통일된 산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
왕께서 소신의 말로 백성을 사랑하시고, 관동제국과 화친하신다면 조금도 잘못
되실 것이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신다면 중국의 대통일은 대왕의 두 손에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25
24

“屈原一身, 同時含有矛盾兩極之思想, 彼對於現社會極端的戀愛, 又極端厭惡. 他有氷冷的頭腦, 能剖析
哲理, 又有滾熱的感情, 終日自煎自焚. 彼絶不肯同化於惡社會, 其力又不能感化惡社會, 故終其身與惡
社會鬪, 最後力竭而自殺. 彼兩種矛盾日日交戰於胸中, 結果所産煩悶爲自身所不能担荷而自殺, 彼之自
殺, 實其個性最猛烈最純潔之全部表現. 非有此奇特之個性不能産此文學, 亦惟以最後一死能使其人格

25

與文學永不死也.” 梁啓超, 中國文學發展史 卷上, 台北, 中華書局, 1958, 81～82쪽.
“屈原 : 大王 (…中略…) 你要多替楚國的老百姓設想, 多替中國的老百姓設想. 老百姓都想過人的生活,
老百姓都希望中國結束分裂的局面, 形成大一統的山河. .你聽信了我的話, 愛護老百姓, 和關東諸國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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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원>의 5막 중 제2막의 한 부분이다. 굴원이 간신인 남후(南后)와 정수
(鄭袖)에 의해 모함 받은 후 회왕에게 충언을 고하는 장면이다. 간신배에 휘

둘리는 회왕에 대한 원망은 없고 오로지 애민정신과 중국통일을 염원하는
모습으로 그렸다. 곽말약이 ｢굴원｣을 창작하게 된 이유를 밝힌 부분에서
“내가 이 극본을 쓴 것은 1942년 1월이었는데, 이때는 국민당 통치가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다. 특히 그들의 통치 중심지(가장 부패해 있던 중경(重慶))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중국 사회는 또 다른 변화의 시기에 있었는데, 나의 눈에
는 크고 작은 수많은 시대의 비극이 보였다. 무수한 애국 청년들과 혁명 인
사들이 실종되고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인민들의 힘을 대표하는 중국공산
당은 섬북(陝北)에서 봉쇄를 당하였고, 또 강남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에 저항하여 큰 공로를 세우고 중국을 이끈 팔로군(八路軍) 외의 또 다른 형
제부대[신사군(新四軍)]가 국민당의 포위를 받아 큰 손실을 당했다. 전국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은 모두 분노를 느꼈고, 이로 인해 나는 이 시
대의 분노를 굴원 시대 속에서 부활시키고자 했다. 다시 말해 나는 굴원의
시대를 빌려 우리 앞의 시대를 상징하고자 하였다”26라고 하여, 굴원의 충
절을 빌려 중국인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곽말약은 국민당이 애국 청년과 혁명 인사를 탄압하는 시기에 애국 시
인이면서 충절가인 <굴원>을 창작하였다. 격변기이면서 혼란기를 살았던
곽말약이기에 충절가 굴원의 애국심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곽말약이 애국
親, 你是一點也沒有着. 你如果照着這樣繼續下去, 中國的大一統是在你的手裏完成的.” 郭沫若, ｢屈原｣
26

30

제2막, 郭沫若劇作全集 1, 中國戲劇出版社, 1982, 412～413쪽.
“我寫這個劇本是在一九四二年一月, 國民黨反動派的統治黑暗的時候, ,而且是在反動派統治的中心
― 黑暗的重慶. 不儘中國社又臨到階段不同的蛻變時期, 而且在我的眼前看見了不的大大的時代悲劇.
無數的愛國靑年革命同志失踪了, 關進了集中營. 代表人民力量的中國共産黨陝北遭受着鎖. 而在江南
抵抗日本帝國主義的侵略崔有功勞的中共領的八路軍之外的另一支兄弟部 / 隊 ― 新四軍, 遭了反動派
的圍剿而受到很大的損失. 全中國進步的人民都感着憤怒, 因而我便把這時代的憤怒復活在屈原時代
里去了, 換句話說,我是借了屈原的時代來象徵我們當前的時代.” 藍海,, 中國抗戰文藝史, 山東文藝出
版社, 山東省, 1984, 251～25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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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굴원을 통해 부패한 시대상과 애민정신의 <굴원>을 그렸던 것이다. 곽
말약의 굴원상은 5막의 굴원 독백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굴원은 “끝
없는 분노의 불꽃을 배설하여 이 어두운 우주, 음침한 우주를 폭발시켜 버
려라! 폭발시켜 버려라!”27라고 분노를 드러내었다. 항일시대의 투쟁가 굴
원은 반대파에 대한 분노도 거침없다. 중국의 정치가 모택동은 “굴원이 그
해 ｢초사｣를 지었을 때, 손 안에 살인도를 쥐고 있었지. 쑥은 무성하고 산
초와 난초는 적지만, 한 번 도약하여 만 리 파도를 향해 돌진하네”28라고 하
여, 혁명가로서의 굴원을 노래하였다. 여기서의 ｢초사｣는 굴원의 대표작이
라 할 수 있는 ｢이소｣를 이르는 말이다. ｢이소｣는 굴원이 유배지에서 쓴 작
품이다. 모택동이 1958년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으면서 1961년에 발
표된 시이다. 여기서는 굴원이 손안에 살인도 곧 정치적 이상을 품고 있듯
이 모택동도 굴원과 일치하여 반대파인 쑥은 무성하고 우리 편인 난초는
적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 한 번 크게 도약할 것을 다짐하였다. 모택동이
바라본 굴원은 정치적 포부를 안고, 쑥 곧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무리들과
한 판 겨루기를 할 형세를 보였다. 변혁기인 근대의 굴원은 다소 투쟁적인
인물로 그려졌다. 이 같은 모습은 아마도 굴원이 충절의 대명사이기에 가
능했던 일이다.

(2) 한국에서의 굴원상

①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먼저三國史記를 살펴보자. 한국에서 굴원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27

28

“屈原 : (…中略…) 發泄出無邊無際的怒火把這黑暗的宇宙, 陰慘的宇宙, 爆炸了吧! 爆炸了吧!” 郭沫若,
｢屈原｣ 제5막, 郭沫若劇作全集 1, 中國戲劇出版社, 1982, 470쪽.
毛澤東, ｢屈原｣. “屈子當年賻楚騷, 手中握有殺人刀. 艾蕭太盛椒蘭少, 一躍沖向萬里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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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책으로, 김부식의 삼국사기 권48 ｢열전(列傳)｣ 제8 ‘실혜(實兮)’편
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옛날 굴원이 홀로 정직하다가 초나라에서 내쫓기
게 되었고, 이사(李斯)가 충성을 다하다가 진나라의 극형을 받았다”29라는
부분이다. 이 ｢열전｣의 ‘실혜’편에 나오는 인물 실혜는, 할아버지 때로부터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집안으로 그려졌다. 그런데 아랫사람인 진제(珍堤)가
신라의 진평왕(眞平王)에게 참소하여, 멀리 죽령 밖 냉림(冷林) 고을 원으로
강등되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참소 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아뢰지 않고 외
직살이를 왜 하는가?’라고 묻는 말에 ‘굴원과 진나라 이사도 충성을 다하
다가 배척당했는데, 무엇이 억울한가?’ 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긴
노래를 지어 자기의 뜻을 표시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마치 굴원의 ｢어보사
(漁父辭)｣의 내용과 구성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주역(周
易) ․상서( 尙書) ․모시( 毛詩)․예기( 禮記) ․춘추좌씨전( 春秋左氏
傳)․문선(文選)

등을 국학(國學)에서 가르쳤다30는 내용도 나온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자면, 이는 삼국시대는 중국의 오경(五經)과 굴원의 ｢어보
사｣를 비롯한 초사 등이 식자층 사이에 애독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문
선에는 굴원의 작품도 다수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일신라의 최치원(崔致遠, 857～?)은 구관시(求官詩)에서 굴원의 ｢어보사｣
를 점화(點化)31하였다. “중국의 누가 이방인을 예뻐하겠소만, 어느 곳이 통
진인지 나루를 물었지요. 본래 목적은 식록이지 명리(名利)가 아니었고, 다
만 어버이 영광 원할 뿐 이 몸 위함이 아니었소. 나그네길 이별의 수심은
강변의 빗발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은 고국의 봄날이라. 제천(재상)의
29
30
31

32

三國史記 卷48 ｢列傳｣ 8 ‘實兮’. “昔, 屈原孤直, 爲楚擯黜, 李斯盡忠, 爲秦極刑.”
三國史記 卷38 ｢雜志｣ 7 ‘國學’ “敎授之法, 以周易尙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文選, 分而爲之業.”
｢초사｣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것은 用事가 아니라 點化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초사｣
의 수용을 용사라 하였다. 용사는 고사나 옛일들을 인용하는 것이고, 남의 시구를 주체적으로 수용
하여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점화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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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은혜 물결 다행히 만나, 십 년 묵은 갓끈의 먼지 씻고 싶소이다”32라고
하여, 굴원의 ｢어보사｣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태위는 당나라 실
권자인 고병이다. 당나라 천지에서 이방인 자신을 어느 누구 관심 가져 줄
사람 없어, 권세가 고병을 찾아갔다는 것이다. 자신이 찾아온 뜻을 고하고,
좋은 시절이기에 출사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 이는 ｢어보
사｣“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으리라”33고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최치원의 이런 표현을 보면 통일
신라시대는 굴원의 청렴함보다 어보의 현실 타협적인 면이 부각되었다.
고려의 무신정권 시절에 살았던 이규보(李奎報, 1168～1241)는 ｢굴원불의
사론(屈原不宜死論)｣에서 굴원이 “죽을 자리에 죽지 못하고 다만 (죽음으로써)
임금의 악함만을 드러냈을 따름이다”34라고 하여, 은(殷)나라 주왕(紂王)에게
직언하다 살해당한 비간(比干)과 주(周)의 무왕(武王)에게 폭군 주왕(紂王)을
치는 것은 인의(仁義)에 위배된다고 만류하다가 수양산에서 채미(採薇)로 굶
어 죽은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는 절의를 이룬 분으로 칭송하였다. 그러면
서 굴원을 평하기를 “굴원이 모나고 바르고 단아(端雅)하고 곧은 뜻으로써
왕의 총애와 대우를 받아서 국정을 오로지 하여 맡았으니, 같은 반열(班列,
동열(同列) : 벼슬을 같이하는 동료)의 질투를 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상

관대부의 참소를 받아 왕으로부터 소외당했으니 이는 진실로 평범한 이치
요, 족히 한스러워할 것이 못된다”35라고 하여, 마치 바른 말하면 당연히 질
투 받아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바른 말하지 말고 적당히 세류
에 영합하는 삶의 태도를 지닐 것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을 하였다. 그러면
32

33
34
35

崔致遠, 桂苑筆耕集 卷20 ｢陳情上太尉詩｣ “海內誰憐海外人, 問津何處是通津. 本求食祿非求利, 只
爲榮親不爲身. 客路離愁江上雨, 故園歸夢日邊春. 濟川幸遇恩波廣, 願濯凡纓十載塵.”
屈原, ｢漁父辭｣ “滄浪之水淸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
李奎報, ｢屈原不宜死論｣ “死不得其所, 祗以顯君之惡耳.”
위의 글, “原以方正端直之志, 爲王寵遇, 專任國政, 宜乎見同列之妬嫉也, 故爲上官大夫所譖, 見疏於王,
此固常理, 而不足以爲恨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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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굴원이 이때에 마땅히 왕이 깨닫지 못할 것을 헤아리고서 자취를 감추
고 멀리 숨어서 일반의 추세(상류(常流))에 뒤섞여 행여 그 왕의 악(惡)으로 하
여금 점차 날이 오랠수록 차츰 사라지기를 바랐어야 할 것이거늘”36이라고
하여, 세상이 맑아지면 그때 바른 말을 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이규보는 굴
원이 ｢이소｣를 지어 왕의 악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멱라수에 몸
을 던져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경도곡(競渡曲)｣을 지어 그 빠져 죽은 것을
위로하게 하고, (뒷날) 가의로 하여금 물에 던진 글을 지어 그 원통함을 슬퍼
하게 하여, 더욱 왕의 악으로 하여금 만세(萬世)에 크게 드러나게 하였으니,
상강의 물은 다할 때가 있으나 이 악이 어찌 없어지리오?”37라고 하여, 한
나라의 가의와 당나라의 유우석 등과는 달리, 굴원은 단지 군주의 악을 세
상에 드러내는 인물로 그렸다. 맹자(孟子) ｢만장(萬章)｣장(章)에 “겉으로 나
타난 글로써 ‘글쓴이가 말하려고 한’ 말을 해쳐서는 안 되고 말로써 글쓴이
의 뜻을 해쳐서는 안 된다”38라는 구절이 있다. 이규보는 굴원이 행하지도
않은 말을 해서 글쓴이의 뜻을 해쳤다. 그리고 충간(忠諫)해도 듣지 않던 왕
의 악이 저절로 없어지기를 기다렸어야 한다고 한 것도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
그리고 나라가 혼란하던 고려 말기 충신들의 글에는 다소 굴원을 찬양
한 글이 보인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1392)로,
공민왕 때 관직에 나간 후 공양왕 4년에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에 의해 살해
당한 인물이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대외적으로는 원(元)․명(明) 교체기와
대내적으로는 고려와 조선의 교체기로 주변 정세가 혼란했던 때이다. 이런
시기를 살았던 포은은, “올해는 단오를 우정에서 지내니, 창포주 한 병인들
36
37

38

34

위의 글, “原於此時, 宜度王之不寤, 滅迹遠遁, 混于常流, 庶史其王之惡, 漸久而積滅也,”
위의 글, “乃復投水而死, 使天下之人, 深咎其君, 乃至楚俗爲競渡之曲, 以慰其溺, 賈誼作投水之文, 以
吊其寃, 益使王之惡, 大暴於萬世矣. 湘水有盡, 此惡何滅.”
孟子 ｢萬章｣ 章 “不以文害辭, 不以辭害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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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내주겠나? 각서(쫑쯔)를 오늘 물에 던져보지 못하니, 내 도리어 깨어
난 굴원인 듯하여라”39고 하여, 중국 사행시 단옷날을 맞이하여 쓴 시로, 깨
어 있는 굴원의 모습40이다.
고려 말기는 국내적으로 혼돈의 시기였다.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주도권을 쥐던 시기로 고려에서도 외교적으로 중요한 때였다. 친명 노선을
걷던 공민왕이 갑자기 시해된 후 고려 조정에는 친원파가 득세하기 시작하
였던 것이다. 그리고 명나라 사신까지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고려와
명나라와의 관계는 심각한 상황까지 갔고, 마침내 명나라 태조가 고려를
침략할 뜻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고려 사신의 볼기를 치고 유배 보내는 일
까지 생겼다. 이런 일이 있는 상태에서 명나라 태조의 생일이 다가오자, 선
뜩 사신으로 갈 신하가 없었다. 이때 친원파가 정몽주를 추천하였다.
나라의 위기 상황에 사신의 책임자로 가면서 지은 시이기에 정몽주의
결의는 굴원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초나라 회왕은 상어 땅 6백 리를 바치
겠다는 진나라 장의(張儀)의 말만 믿고 제(齊)나라와 단절하고 진나라와 외
교 관계를 맺었다. 결국 장의의 속임수에 빠진 것을 안 초나라 회왕은 군사
를 일으켰지만, 오히려 진나라 군대에 패해 한중(漢中)의 땅까지 빼앗기게
되었다. 또 위(魏)나라가 초나라를 습격하였으나 제나라는 노하여 도와주지
않아 마침내 초나라는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회왕은 크게 뉘우치
고 굴원을 제나라에 파견하여 우호적 관계를 맺게 하였다.41 사행단 포은도
굴원의 외교적 능력을 생각했던 것이다.
상강 가로 유배 간 굴원이 조국 초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멱
라수에 빠져 죽은 것을 후세인들이 그를 기리는 단옷날, 포은은 오히려 전
39

“今年端午在郵亭, 誰送菖蒲酒一甁. 此日不宜沈角黍, 自家還是屈原醒.” 鄭夢周, ｢端午日戲題｣, 圃隱

40

鄭先生文集 1, 回想社, 2007.
정일남, ｢圃隱 鄭夢周 詩의 楚辭 수용 一考｣, 韓國漢文學硏究 44, 韓國漢文學會, 2009, 33쪽.
범선균, ｢屈賦 硏究｣, 연세대 박사논문, 1988, 25～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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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戰國) 시절의 외교적 능력이 뛰어난 초나라 굴원을 생각해 내고 자신도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처한 조국 고려를 위해 깨어 있는 굴원이 될 것
을 다짐하였다. 포은의 바람은 현실이 되어 명나라에 바치던 조공도 면제
받고 유배되었던 사신들도 귀국시키는 공을 세웠다.

② 조선전기의 굴원상
여기서는 조선 초기 훈구관료 문인과 생육신, 그리고 초기사림파가 굴
원을 어떻게 형상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은 이성계를 도운 조선 건국의 일등 공신이다. 그
의 굴원상은 “영균(靈均)은 강개(慷慨)한 선비였기 때문에 난초의 향기롭고 고
결한 것을 취하였다”42라고 하여,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의기가 북받쳐 원통
하고 슬픈 모습의 굴원과 난초와 같은 고결한 인품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
었다. 훈구관료의 대표적인 인물인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6,000여 수
의 시를 남겼는데, 굴원과 관련 있는 시도 많다. 어떤 사람이 당나라 현종
때 금수저를 하사 받은 일과 송나라 때 구준의 일을 용사(用事)하여 글을 지어
와서 품평을 요하기에, 서거정은 그 글을 붓으로 뭉개버리고 뒷면에 시 3편
을 지어주었다. 2번째 수에 “공명에게는 ｢출사표｣가 있고, 굴원에게는 ｢이
소부｣가 있어. 천년에 규범이 되니, 삼가서 함부로 날뛰지 말라”43고 하여,
문장의 전범으로 삼을 대상은 제갈량의 ｢출사표｣와 굴원의 ｢이소｣라고 하
였다. 두 작품은 모두 ‘우군우국(憂君憂國)의 충정과 절실한 감정’44이 잘 드러
난 명작이기에 본보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권장하였다. 그러면서 서거정
은 “강머리서 취하던 두보만 항상 생각할 뿐, 못가에서 깨었던 영균은 배우

43

鄭道傳, 三峯集 ｢君子亭記｣ “靈均慷慨之士. 故取蘭之香潔.”
徐居正, 四佳詩集 卷9 ‘詩類’, ｢有擧子, 將所製宋璟金筯賦. 寇準請幸澶淵表, 求題品, 僕旣批抹之, 仍

44

書紙背. 제2수｣. “孔明出師表, 屈子離騷賦. 千載有規範, 愼勿浪馳騖.”
정일남, ｢徐居正 詩의 楚辭 受容 樣相｣, 漢文學報 21, 우리한문학회, 2009,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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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노라”45라고 하여, 현실에 고민하는 두보만 생각할 뿐 정신이 깨어 있지
만 추방된 굴원은 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두보의 시 ｢애강두(哀江頭)｣
와 ｢곡강(曲江)｣에 나오는 두보의 고민하는 모습과 술 취해 곡강지를 방황하
는 두보상(杜甫像)으로, ｢어보사｣의 나 홀로 깨어 있는 굴원의 모습과 대비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서거정은 술 취한 채 벼슬을 유지하는 두보는 생각하
고 싶지만, 바른소리하다 쫓겨난 굴원은 현실적으로 원하지 않음으로써, 훈
구관료의 현실지향적 태도를 드러내었다. 서거정이 굴원상을 잘 드러낸 ｢침
류조(沈流操)｣에 “나는 나의 베개가 없음이여, 나는 흐르는 물을 베개 삼았다.
내 머리를 감고 내 갓끈을 씻고, 감고 또 씻어 가을볕에 말리도다. 내 이미
혼탁한 세상 멀리했음이여, 몸 깨끗이 하여 내 생을 마치리로다. 이미 근원
이 하늘에 근원했음이여, 이 물의 흐름이 지극히 맑도다. 나를 먹고 마시게
해줌이여, 내가 다시 무엇을 구하리요, 그대 군자에게 고하노니. 진흙탕을
휘젓지 말 것이며, 흙탕물을 일으키지 말지어다”46라고 하여, 서거정이 조정
의 요직에 머물고자 하는 심리를 들어냈다. 자신의 요직은 하늘의 뜻이기에
주변인들에게 흙탕물을 일으키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이미 내가 먹고 마시
는 물은 충분히 깨끗하기에 조정의 신하에게 다시는 물을 흐리게 하지 말라
는 것이다. 주변의 그대가 물을 흐리게 하는 것처럼, “허리 가득 쑥을 찬 건
곳곳에 보이고”47라 하여, 자기 주변인 일부를 간신배로 그렸다. 이는 ｢어보
사｣에서 온통 흐리고 술에 취해 있어 굴원 자신만 홀로 깨어 있는 모습을,
서거정 자신에 비유하여 청렴한 굴원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배객 굴원은
싫다. 처음부터 깨끗한 조정에서 호의호식할 것만 다짐하였다.
45
46

徐居正, 四佳詩集 卷9 ｢日休敍昨日江樓之會, 作詩以寄, 次韻｣ “常思杜甫江頭醉, 不學靈均澤畔醒.”
徐居正, 四佳詩集 卷1, ‘操類’ ｢枕流操｣“我無我枕兮, 我枕我流. 濯吾髮兮濯吾纓, 濯復濯兮曝陽秋. 吾
已遠夫濁世兮, 庶潔身以終吾生. 夫旣源之源於天兮, 斯其流之至淸也. 飮我食我兮, 吾復求何. 告爾君子

47

兮, 毋掘其泥. 毋揚其波.”
徐居正, 四佳詩集 卷28 ‘詩類’ ｢重午｣ “艾帶盈腰隨處見, 菖醪滿眼爲誰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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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成俔, 1439～1504)은 1456년 일어난 단종 복위운동을 ‘병자지란(丙子
之亂)’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훈구파의 입장이다. 굴원을 어떻게 바라보았

을까? 다음은 성현이 지은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실려 있는 고려 시대 광
대인 영태에 대한 이야기 중에 나오는 굴원에 관한 재미있는 내용이다.
영태가 충혜왕(忠惠王)을 따라 사냥을 갔을 때도 늘 광대놀이를 하니, 왕은 그
를 물속에 던져버렸다. 영태가 물을 헤치고 나오니, 왕은 크게 웃으며, ‘너는 어
디로 갔다가 지금 어디서 오느냐’ 하니, 영태는 ‘굴원을 보러 갔다가 옵니다’ 하
였다. 왕이 ‘굴원이 뭐라고 하드냐’ 하니, ‘굴원이, ‘나는 어리석은 군주를 만나
강에 몸을 던져죽었지만, 너는 명군(明君)을 만났는데 어찌 되어 왔느냐’ 하였습
니다’ 하니, 왕은 기뻐서 은구(銀甌) 하나를 주었다.48

비록 고려 시대 이야기를 기록하였지만, 성현이 생각하는 굴원은 어리
석은 왕을 만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절영론｣에서 “그
런데 무슨 까닭으로 근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우울하게 지내면서 ｢이소(離
騷)｣와 ｢회사(懷沙)｣편 등을 지어 조정을 원망하고 비방하여 자신의 왕이 간

언을 거절했다는 악평을 후인의 입에 전파되게 하였단 말인가. 비록 웅장
한 말과 뛰어난 필력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더불어 그 빛을 다툰다 하더
라도 어찌 취할 만한 것이겠는가”49라고 하여, 굴원의 행위는 왕의 잘못된
행적을 드러낼 뿐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 부분에 “맹자가
말하기를 ‘백이는 도량이 좁다’라고 하였는데, 굴원이 바로 도량이 좁은 자
48

成俔, 慵齋叢話 卷3 “泰又從忠惠王獵, 每呈優戱, 王投泰于水中, 泰撇裂而出, 王大笑問曰, 汝從何處
去, 今從何處來, 泰對曰, 往見屈原而來 (…中略…) 王曰屈原云何, 對曰原云我逢暗主投江死,, 汝遇明君

49

底事來, 王喜賜銀甌一事.”
成俔, 虛白堂文集 卷10 ‘論’ ｢絶纓論｣ “何故憂思幽鬱, 作離騷, 懷沙等篇, 怨誹詆訾於朝廷, 其使其君
拒諫之惡, 播於後人之口, 雖宏詞逸筆, 與日月爭光, 何足取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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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굴원은 취할 만한 점이 없었는가?’라
고 하기에 ‘아니다. 원망한 것은 그 왕을 원망한 것이 아니요, 그 도가 쓰이
지 않은 것을 원망한 것이며, 비판한 것은 그 세상을 비판한 것이 아니요,
그 나라가 장차 망하려고 하는 것을 슬퍼한 것이며, 비난한 것은 그 정치를
비난한 것이 아니요, 그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을 비난한 것이다. 그 일신
은 비록 당대에 용납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 소리는 만대에 찬란하게 빛나
아첨을 일삼는 소인배들이 혼비백산하여 스스로 움츠러들게 하였으니, 명
교(名敎)에 보탬이 된 것이 어찌 크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50 한 것은, 굴
원의 행적이 지나쳐 왕의 잘못된 행적을 세상에 드러나게 한 것을 비판적
으로 보면서도, 그가 남긴 글과 소리는 후세의 소인배를 징계하고 유학의
가르침에 도움 되는 면이 있다고 하였다.
生六臣이 바라본 굴원상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
時習, 1435～1493)의

굴원상을 살펴보자. 매월당의 시 중에는 굴원을 소재로

한 시가 의외로 많다.51 굴원을 소재로 한 시가 많은 이유를, 조동일 교수는
‘현실적 어려움이 닥치거나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자신은 불가항력을 느
낄 때 굴원이 강하게 소생한다’52라고 하였다. 생육신의 삶을 살았던 매월
당도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이라는 불가항력적인 현실을 목도하고 자신의
신념이 달성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일찍이 충언을 고하다가 추방된 충절의
대명사 굴원을 생각했던 것이다. 반고가 ｢양웅전｣에서 양웅이 ｢이소｣를 짓

50

위의 책, “孟子曰, 伯夷隘, 原是隘者也. 或曰, 然則原無可取歟, 曰非也, 其所以怨者, 非怨其君也, 怨其道
之不庸也, 其所以誹者, 非誹其世也, 痛其國之將亡也, 其所以詆訾者, 非謗其政也, 詆訾其讒佞之人也.
其身雖不容於當時. 而其聲耀於萬祀. 使小人佞倖之徒褫魄而自輯. 則其有補於名敎豈不大哉.” ｢絶纓
論｣ 원본에는 ‘孔子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백이가 도량이 좁다’는 말은 孟子 ｢公孫丑｣ 上에, “孟
子曰, 伯夷隘, 柳下惠不恭, 隘與不恭, 君子不由也”로 되어 있다. 그래서 상고하여 ‘孟子曰’로 바로잡

았다.
51

金蓮洙, ｢梅月堂詩에 나타난 屈原 思想의 受容 樣相｣, 개신어문연구 9, 개신어문연구회, 1992, 100쪽.

52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91, 2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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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물에 투신한 굴원을 비난한 것에 대하여, 매월당은 “굴원은 이미 왕을
만나지 못하여 소상강 남쪽으로 추방되었으므로 스스로 그 정과 뜻을 진술
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음사(淫祀)의 노래에 기탁하고 충신의 밝은 왕을 만
나지 못한 심정을 서술하여 왕의 마음을 깨우치려 했으나 끝내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 노래에는 ‘원(沅)에 지초가 있고, 풍(灃)에 난초가
있네. 공자를 생각함이여! 말로 감히 할 수 없네’라고 하였는데, 가히 왕에
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 음사에 빠
져 그 황탄함을 돕고 부추긴 것이 있는가?”53라고 하여, 자기의 뜻을 나타
낼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소｣와 ｢어보사｣ 등의 노래를 지어 우국충절의
뜻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맑은 향기는 쇠했어도 아직도 꽃답게 여기는데,

淸香到老猶芬馥,

냉랭한 꽃 끝내는 말라 꽃가지에 붙어 있네.

冷蘂終枯附花枝.

삼려대부 아직도 초나라 잊지 못하는 듯,

還似三閭猶戀楚,

원수와 상수 못가에서 근심에 잠기네.

沅湘澤畔守憂思.54

마치 국화가 서리를 맞고 시들어도 사람이 꺾기 전에는 꽃봉우리가 떨
어지지 않듯이 삼려대부 굴원도 상강가에 추방되어왔지만, 여전히 초나라
를 잊지 못하고 있다. 매월당에 있어 굴원은 가을 서리의 시련에도 지조를
굽히지 않는 국화와 같은 절개가 있는 숭모의 대상인 것이다.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1454～1492)도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김종직의
문인이며, 김굉필․정여창 등과 함께 수학하였다. 단옷날 굴원을 생각하면
53

金時習, 梅月堂詩集 卷17 ‘雜著’ ｢鬼神第八｣ “屈原旣不遇若主, 放遂湘南, 自不能陳其情志. 乃托淫祀
之歌, 以抒忠臣不獲明主之情, 冀悟君心, 而終不省也. 故其歌有云, 沅有芷兮, 澧有蘭, 思公子兮, 未敢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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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以見忠君愛國之心矣. 焉有昵於淫祀, 以助揚其荒誕乎.”
金時習, 梅月堂詩集 卷3 詩, 節序, ｢十月初吉. 見殘菊寒蜂有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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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를 지었는데, “굴자가 추란을 허리에 찼건만, 왕은 그의 충정 알지 못
했구나”55라고 하여, ｢이소｣에 “강리와 벽초를 몸에 두르고, 가을 난초 엮
어 허리에 찼다오(扈江離與辟芝兮 紉秋蘭以爲佩)”를 점화하여, 굴원의 변함없는
지조를 예찬하면서 무능한 왕에 대한 원망이 담겼다. 역시 추강의 충절과
마땅치 못한 왕에 대한 나무람이 보인다. 추강은 ｢귀신론(鬼神論)｣에서 비명
에 죽은 굴원이 여귀가 되지 않은 이유를 말하면서 “그렇다면 굴자의 근심
은 바로 나라를 근심한 것이고, 굴자의 즐거움은 바로 생사를 하나로 여긴
것이다. 옛사람은 순박해서 선을 말하고 악을 말한 것이 모두 성정(性情)으
로부터 나왔으니, 이러한 말이 어찌 자신을 위해 도모한 것이겠는가? 돌아
보건대 어찌 여귀가 될 이치가 있겠는가?”56라고 하였다. 굴원이 물에 빠져
죽어서 비명인데도 여귀가 되지 않은 이유가 굴원의 죽음이 초나라를 위한
근심에서 비롯되었으며, 생사의 초월관으로 인해 자신의 죽음에 한 맺힐
것이 없기에 여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굴원의 충절과 예찬에 초
점이 놓여 있다.
훈구세력에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사림파였다. 사림파이면서 성리학자
였던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은 굴원을 어떻게 바라보았을
까? 김종직은 정몽주와 길재의 도학사상을 이어받아 절의와 명분을 중시
하였다. 또한 그의 문학세계는 명분․절의․수기에 근간을 두면서도 경(經)
을 근본으로 하는 문학관이었다. 동년(同年) 민수(閔粹)가 제주도로 유배되었
다는 소식을 듣고 쓴 시에 부연하기를 ‘민수가 세조실록을 수찬하는데,
집필자의 이름을 쓰게 하였다는 말을 듣고, 직서(直書)한 것이 마음에 걸려
사초를 고치고 보충하였다. 그 일로 인하여 장일백(杖一百)에 제주도 관노가
55

南孝溫, 秋江集 卷1 ｢五月五日, 浮江酣暢, 有懷屈原, 時, 妹壻崔季思從歸｣ “屈子紉秋蘭, 王不知忠

56

誠.”
南孝溫, 秋江集 卷5 ‘論’ ｢鬼神論｣ “然則屈子之憂, 便是憂國, 屈子之樂, 便是一死生. 古人淳朴, 言善
言惡, 發自性情, 此等語豈爲身謀. 顧安有爲厲之理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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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라고 하였으며, 38세의 점필재는 “역사 짓는 건 사람의 화를 부르
나니, 생명을 보전함은 성상의 은혜로다. 해산의 아름다운 곳에 살면서, 초
인(굴원)의 넋을 흩어버리지 말게나”57로, 위로하였다. 1469년 일어난 민수
사옥(閔粹史獄) 사건이다. 세조실록에 실릴 내용을 직필하였다가 사초를
기록한 사관(史官)은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말에 대신들이 혹 직서를 보고
간신들의 미움을 살까봐 사초를 수정하였다. 이 일로 제주도 관노에 처해
졌다. 이 소식을 들은 점필재가 그나마 목숨의 부지는 임금의 은혜라고 하
면서 억울하지만 굴원처럼 신하로서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지라고 하였
다. 민수는 8년 동안 관노로 있었다.
10년 후 선산 부사로 있을 때 지은 시로, “더위, 먼지는 자주 시 짓는 일
도와주고, 창랑정에 한 번 올라 푸른 물굽이 굽어보네. 새끼 먹이는 백로
소리는 붉은 여뀌꽃 곁이고, 배를 부르는 중(스님)의 그림자는 푸른 바위 사
이네. 먼 길 가려면 발 씻어도 좋으련만, 우선 갓 벗고 먼 산을 바라보네. 포
철로는 어보의 비웃음 면할 수 있겠다만, 천년을 사이에 두고 영균을 어찌
따라잡으랴”58가 있다. 이 시는 제목이 ｢창랑정(滄浪亭)｣이다. 굴원의 ｢어보
사｣에 나오는, 어보가 부른 창랑가에서 온 말이다. 어보는 ‘물이 맑으면 갓
끈을 씻고 물이 흐리면 발을 씻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세류에 적당히 영합
하면서 살겠다는 뜻이다. 경상도 초계군(합천군) 황둔진 남쪽 언덕에 위치한
창랑정에 올라 주변의 풍경을 아름답게 그렸는데, 정적이면서 동적 표현이
다. 실경을 그린 풍경에서 떠올린 것은 ‘탁족’과 ‘포철’ 등으로, ｢어보사｣에
나오는 말이다. 이는 ‘세류에 영합한다’는 것과 ‘술지게미와 술을 배불리
먹는다’는 의미이다. 모두 세상사에 적당히 어울린다는 뜻으로, 어보가 제
57

金宗直, 佔畢齋集 卷5 詩 ｢駒興驛聞閔同年粹流濟州｣ “作史須人禍, 全生是聖恩. 海山佳處住, 莫散楚
人魂.”

58

金宗直, 佔畢齋集 卷14 詩 ｢滄浪亭 在草溪郡黃芚津南岸｣ “炎塵故故助詩斑, 一上滄浪俯碧灣. 哺子
鷺聲紅蓼側, 喚船僧影翠巖間. 未妨濯足驅長道, 且要科頭看遠山. 餔歠免敎漁父笑, 靈均千載可能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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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與世推移’의 의미가 담겼다. 그러나 점필재는 ‘어보의 조소 정도는
면할 수 있으나, 천년 세월을 이어온 굴원의 지조는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김보경은 ｢조선전기 초기사림파 문인의
굴원․초사 수용 연구｣에서, ｢창랑정(滄浪亭)｣의 7구와 8구 해석을 “술지게
미 묽은 술로 어부 조소 면했거니, 천 년 전의 굴원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석하면서, ‘어보의 與世推移 권유를 마음에 재고 있다’59고 하였다.
하지만 사림파의 시초인 김종직은 적당히 세류에 어울린다고 보기보다는
굴원이 지켜온 지조를 잃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논리로, 천년 세월 속에 영
균(굴원)을 가히 따라 잡을 수 없다는 의미로 노래하였다. 훈구세력의 견제
를 받던 김종직이고 보면, 그가 왜 굴원의 지조를 높이 평가했는지를 짐작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종직이 바라본 굴원상은 충절과 지조의 이미지이다.
김종직의 제자 濯纓 金馹孫(1464～1498)은, 굴원의 ｢어보사｣에 나오는 ‘탁
영’을 호로 삼았다. ‘갓끈을 씻겠다’는 것은 고결한 정신적 자세를 보인 것
이다. 그가 사관으로 있을 때 훈구세력인 이극돈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기
록한 것이 빌미가 되어 권세가 유자광까지 가세하여 탁영을 사지로 몰았
다. 훈구세력은 소릉의 복위 상소와 스승 김종직의 글 ｢조의제문(弔義帝文)｣
의 사초화를 문제 삼아, 무오사화(戊午士禍)를 일으켰다. 탁영의 시에 나타난
굴원의 모습은 ｢질풍지경초부(疾風知勁草賦)｣에 “초나라에 참소하는 자들이
많아, 도성으로 가는 길이 황폐화되었네. 향초가 티풀이 되고, 난초 또한
겉모습만 좋을 뿐이네. 못가를 거닐며 연잎 옷 지어 입으니, 북풍에 그 서
늘함을 느끼도다”60라고 하여, 참언으로 쫓겨난 굴원의 모습으로 ｢이소｣의
내용인 “연잎으로 옷을 만들고, 연꽃을 모아 치마를 만들리라”61를 점화하
59

60

김보경, ｢조선전기 초기사림파 문인의 굴원․초사 수용 연구－세계와의 대결과 고독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硏究 69, 韓國漢文學會, 2018, 150～151쪽.
“楚國多讒, 郢路將荒. 荃蕙爲茅, 蘭亦容長. 澤畔製荷. 北風其凉.” 金馹孫, 김학곤․조동영 역, ｢疾風知
勁草賦｣, 탁영선생문집, 동국문화․탁영선생숭모사업회, 2012,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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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하여도 굴원 자신은 절개를 지키며 자신의
성품을 더욱 깨끗이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북풍의 서늘함을 느
끼게 한다. 이 시가 연산군 즉위 후 사직하고 낙향해서 쓴 시이기 때문일
것이다. 제목의 ‘질풍지경초’도 세찬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강한 풀을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역경을 겪어야만 그 의지의 강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굴원처럼 추방되어도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
정도로 들린다.
용재(容齋) 이행(李荇, 1478～1534)은 김종직의 문하였던 최부에게 글을 배
웠다. 연산군 1년(1495) 병과로 급제하여 출사의 길로 들어섰다. 연산군 9년
(1504) 폐비 윤씨의 복위를 적극 반대하였으며, 또 김일손의 ｢조의제문(弔義
帝文)｣의 필화 사건에 연루되어 충주로 유배되었다가 함안으로 이배되었다.

그 다음 해인 1506년에는 거제도로 유배되어 위리안치 되었다. 남천록(南
遷錄)은 함안에 유배되었을 때(1505)

지은 시들을 모은 책이다. 그 중 ｢독이

소(讀離騷)｣는 “일찍 일어나 바쁜 일 있나니, 향 사르고 초사를 읽는 것이
지. 문장은 변풍(變風)에 버금가지만, 충의는 후인들이 슬퍼하누나. 세월은
날 기다려 주지 않고, 초란은 시속 따라 바뀌었도다. 순 임금 다시 만나기
어려운데, 상수에는 맑은 물만 출렁이누나”62라고 하여, 초사에 대한 애
착을 드러냈다. 용재는 유배지에서 일찍 일어나 먼저 하는 일이 굴원의 초
사 곧 ｢이소｣를 읽는 일이다. ｢이소｣는 시경의 ‘변풍’과 버금가지만, 충
의는 더 낫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월은 날 기다려주지 않듯이 초나라 대부
(大夫) 자초(字椒)와 초 회왕의 동생 사마자란(司馬子蘭) 곧 소인배는 시속에 따

라 변절하고, 순 임금 같은 성군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굴원이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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屈原, ｢離騷｣ “製芰荷以爲衣兮, 集芙蓉以爲裳.”
李荇, 容齋集 卷5 南遷錄｢讀離騷｣ “早起有忙事, 焚香讀楚辭. 文章變風亞, 忠義後人悲. 歲月莫吾
與, 椒蘭從俗移. 重華難再遌, 湘水但淸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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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죽은 상수는 실속 없이 맑은 물만 출렁인다고 하였다. 용재는 매일 읽
는 ｢이소｣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었다. 3번째 연은 ｢이소｣의 “진실
로 시속에 물 흐르듯 따라감이여. 또 누군들 능히 변화가 없을손가? 신초(申
椒)와 난초(蘭草, 향초들)를 살펴봐도 그 이와 같음이여.

하물며 그만 못한 게

63

거와 강리(향초들)인들 변하지 않을손가?” 를 점화한 것이다. 세상인심이
란 본시 대세를 따르는 것이니 누가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화초와 난초
를 봐도 이렇거늘 하물며 그만 못한 게거와 강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
다. 용재가 굴원에 대해서 탁영과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다음은 1506년 거제도에 위리안치되었을 때 지은 해도록(海島錄)에 있
는 시로, “굴원이 강가로 쫓겨나서는, 홀로 술이 깨어 초췌했다네. 나는 굴
원과 같은 재주 없고, 뜻이 굴원과 다르다네. 쌀을 얻으면 단지 술을 사고,
술을 얻으면 단지 취할 궁리라. 취한 뒤에 머리 푼 채 잠자니, 만사가 내게
累가 되지 않네”64라고 하여, ｢어보사｣에 나오는 굴원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다. 바른 말 하다가 상강가로 쫓겨난 굴원이지만 끝까지 초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물에 빠져 죽지만, 이행 자신은 그런 굴원의 뜻과 다르다고 하였
다. 술을 멀리한 굴원이지만 이행 자신은 오히려 여건만 되면 술을 사 마시
겠다고 하였다. 이는 중종반정 이후 이행의 행적과 관련이 있다. 중종반정
후 복직한 이행은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때 조광조 제거에 참여하
지는 않았지만 관망의 태도를 취했고, 1524년 권력 남용으로 유배된 외척
김안로의 석방 때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런 이행의 처세관은 이미 함안
과 거제도 유배시 굴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짐작할 수 있었다. 사화기의 인
물 이행은 굴원의 삶과 다르게 행동할 것을 암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선조

63
64

屈原, ｢離騷｣ “固時俗之流從兮 又孰能無變化 覽椒蘭其若玆兮 又況揭車與江籬.”
李荇, 容齋集 卷6 海島錄 ｢醉後｣ “屈子還江潭, 獨醒自憔悴. 我無屈子才, 意與屈子異. 得米但沽酒,
得酒但謀醉. 醉後被髮眠, 萬事莫吾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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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관료인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1542～1607)도 “굴원의 ｢이소경｣․｢구
가｣․｢구장｣ 등도 시(시경)의 뜻을 물러 받았지만, 삶을 버리고 못에 뛰어들
어 죽은 일은 심하였다”65라고 하여, 굴원의 죽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
이면서 “주자도 굴원의 잘못은 지나친 충에 있다”66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서애의 주장처럼, 주자가 굴원을 세상이 본받아야 할 가장 철저한 유자
(儒者)로는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조선전기 생육신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사마천과 주자가 굴원을 높이 평가한 것은, 때에 따라서 언제든지 과
감하게 충간(忠諫)할 수 있다는 선비정신에 비추어 굴원의 그 애군우국(愛君
憂國)의 충절(忠節)을 고상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③ 조선후기의 굴원상
조선후기의 실용적인 학문을 중시했던 실학자와 구한말 우국지사인 면
암 최익현과 매천 황현은 굴원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호(星湖) 이익(李瀷, 1681～1763)은 유학에서 실용성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고 실천하고자 했던 초기 실학자이다. 실학이라 하
여, 이전까지 조선 사회 유학자들의 사상을 지배하던 성리학적 가치관과
완전한 결별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계승해오던 유학의 이념 속에서 민생을
도모하고 실용적인 실천을 중시한 당대 유학자들의 자기 반성적 고뇌와 노
력이 깃든 사상이었다. 남인이었던 아버지 이하진은 숙종의 남인 축출 사
건인 경신대출척으로 인해 진주 목사로 좌천되었다가, 결국 평안도 운산에
유배되어 죽음을 맞는다. 성호 이익은 부친이 죽기 1년 전 유배지에서 태
어났다. 그리고 성장기에는 20여 세 많은 형님 이잠에게 학문을 배웠다. 그
런데 이잠도 노론 세력이 세자(훗날 경종)를 해하려 한다는 상소를 올렸으나,
6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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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成龍, 西厓集 卷15 ‘雜著’ ｢詩敎說｣ “若屈子離騷九歌九章等篇, 亦詩之遺意, 而至於捐生赴淵則甚矣.”
위의 책, “朱子謂屈子之過, 過於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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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노론계를 두둔하던 숙종을 진노케 하여 곤장을 맞고 죽었다. 이런
당쟁의 희생 속에 자란 성호 이익은 굴원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굴자(屈子)가 추방되어 ｢이소｣를 지었다. ｢이소｣에는 난초․전초(荃草)․균계
(菌桂)와 같은 향기로운 초목들이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는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족한 감이 있다고 여겼다. 내가 찬영(餐英)과 관예(貫蘂)의
구절을 읽고 나서, 그 향초들의 화려한 때를 놓아두고 유독 떨어지고 초췌해진
다음의 상태를 취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의문을 가졌다. 만약 자신이 버림당한
것이라면 원망하고 비방하는 마음을 숨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미루어
본다면, 그의 마음이 일찍이 당대를 걱정하지 않은 적이 없어 혹 곧은 도를 주장하여
나아가기를 바란 것이다. 그러므로 꽃이 밝고 고우면 세상에 아첨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기(氣)가 위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향기가 멀리까지 퍼지지 못하
는 법이다. 모든 것을 싣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67

성호는 굴원을 곧은 도를 지닌 인물로 보았다. 세상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굴원이 ｢이소｣라는 작품에서 굳은 절개를 드러낼 수 있는 향초를
많이 서술하지 않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호는 ｢이소｣ 구
절인 ‘찬영’ “저녁에는 가을 국화에서 떨어지는 꽃잎을 먹습니다”와 ‘관예’
“벽려의 꽃술을 이어 화환을 만듭니다”는 실로 제 마음의 고결한 모습이면
서 전대의 선현들을 공경하고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였
다. 그러면서 굴원은 자신이 버림받은 원망의 심정을 숨기기 어려웠을 것
이라고 하면서, 이는 개인적인 원망이 아니라 그 시대상을 걱정하고 나라
67

李瀷, 星湖全集 卷56 ‘題跋’ ｢四友帖跋｣ “屈子放逐離騷作. 其用物芳馨, 蘭荃菌桂之屬, 無不搜羅, 說
者猶有遺憾在. 余讀餐英貫蘂之句, 舍其華盛, 獨有取於摧落憔瘁之餘何哉. 抑遭罹廢棄, 怨誹難揜也, 因
是推之, 其心未嘗不在當世, 或庶幾以直道進. 故花有明豔則嫌於媚世, 氣無昇霏則香不遠聞, 皆所不載,
非外此無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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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랑하는 곧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우국충정의 소유자로서의 굴
원의 모습을 그렸다.
18년간 유배 생활을 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굴원을 “밝
기는 나라의 기미를 통찰하였고, 지혜는 하늘의 뜻을 꿰뚫었네. 해와 달이
무색하였는데, 흙비는 자욱하였다. 난초로 옷 지어 입고 향초로 끈 매고,
구름 타고 바람 몰고, 온 세상을 주유하면서, 몽매한 무리를 흘겨보았다.
현묘한 그의 문장은, 노자에게서 근원하였다”68라고 하여, 굴원의 안목과
지조를 예찬하면서도 초월적인 세계관은 노자의 영향이라고 비판하였다.
인용시는 유배당한 인물들을 찬한 것으로, ｢謫中의 六夫子의 화상찬｣이다.
초의 굴원․한의 가의․당의 이백과 한유, 북송(北宋)의 소식․남송(南宋)의
채원정 등 6명의 인물을 칭송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로 초나라 굴원을 찬
한 부분이다. 다산이 생각하는 굴원은 나라의 정사에 밝고 지혜가 출중하
여 늘 소인들의 참소에 시달려야 했지만, 그 능력은 일월과 빛을 다툴 정도
라 하였다. ｢이소｣의 내용을 모방한 것처럼 늘 자기 수양에 게으르지 않았
고, 천하를 주유하면서 현명한 군주를 찾고자 하였지만, 세속적인 부귀영
화는 흘겨보았다. 그리고 다산은 “굴원이 성질이 강직하고 곧으면 몸을 망
친다는 것과 뛰어난 재능은 끝내 화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다”69라고 하였다. 그리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는데도 임금이 돌보지 않
기를 마치 懷王이 屈平을 대하듯이 한다면 원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70라
고 하면서, “근심과 슬픔을 안고 맴돌고 또 돌아보고, ｢이소｣․｢구가｣․
｢원유｣ 등을 짓는 일은 천리”71라고 하였다. 따라서 다산이 생각하는 굴원

68

69
7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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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若鏞, 茶山詩文集  卷12 贊 ｢謫中六夫子畫像贊｣ ｢湘水謫客屈先生 諱平｣. “ 明炳國幾, 知達天衷. 日
月其晦, 霾雨濛濛. 被蘭紉茝, 乘雲馭風. 周流八極, 睥睨群蒙. 玄妙之文, 源出苦翁.”
丁若鏞, 茶山詩文集 卷13 記 ｢醉夢齋記｣ “不知悻直之必亡身, 而修能之卒致禍.”
丁若鏞, 茶山詩文集  卷10 怨 ｢原怨｣ “臣盡其忠, 而君不恤, 如懷王之於屈平, 怨之可也.”
위의 책, “故憂傷惻怛, 彷徨眷顧, 爲離騷九歌遠游之賦, 而莫之知止者, 天理也.”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7 No.2

은 충신이기에 원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애석도 하지 굴대부
그 사람, 처음 잘못 든 길 끝내 못 깨치네. 지나간 일은 별 수 없다 치고, 끝
마무리 잘했던들 탈을 면했을 것이네”72라고 하여, 처음 벼슬길로 나아간
것이 잘못된 길이었지만 지나간 일이기에 별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데 마지막에 지난 일을 깨닫고 마무리를 잘했다면 강물에 뛰어들어 물고기
밥이 되는 비극은 자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산이 생각하는 굴
원상은 결국 비극을 자초한 인물인 것이다.
구한말 우국지사인 최익현과 황현이 바라본 굴원상은 어떤 모습일까?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고종의 부친인 흥선대원군의 정치
참여가 실정에 맞지 않음을 들어 상소문을 올려 그를 정치 일선에서 물러
나게 하였지만, 그 결과 제주도 유배길에 올라야 했고, 서양과의 화의를 주
장하는 개화론자들에게 지부상소문을 올려 흑산도로 또 유배를 당했다. 그
리고 73세에 의병을 일으켜 망국의 조선을 구하고자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마도에 유배되어 결국 순국의 길을 택한 인물이다. 면암이 73세
의 고령에 의병을 모집하면서 ｢倡義檄文｣에 “멱라수의 의관(衣冠)을 슬퍼하
니 한갓 죽기만 하는 것은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73라고 하여, 끝까지 왜적
과 싸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곧 굴원처럼 혼자 죽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
지 않는다는 뜻이다. 의병장 면암이 생각하는 굴원의 모습이다.
매천(梅泉) 황현(黃玹, 1855～1910)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당하자
9월 8일 절명시 4수를 남기고 56세의 삶을 마감하였다. “노부처럼 그저 밤
중에 휘파람만 불었고, 초신처럼 십년 동안 술 깬 것만 부질없이 읊었네”74
라고 하여, 매천이 생각하고 있는 굴원상은 나라가 어려울 때, 굴원처럼 자
72

丁若鏞, 茶山詩文集  卷5 詩, ｢五月七日, 余在寶恩山房, 藏公携酒相過, 厚意也. 拈周易坎六四韻, 與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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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신세만 한탄하는 시문을 읊었다는 것이다. ‘노부’는 노나라 목공 때의
부녀자로, 기둥에 기대어 휘파람을 불었는데, 이웃집 여자가 그 소리를 듣
고 ‘왜 그리 슬피 휘파람을 부는가?’라고 물으니, ‘지금 왕이 늙었는데 태
자가 어린 것이 걱정되어 그렇다‘라고 답했다’ 한다. 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라의 현실이 걱정된다는 의미이다. 면암이 49
세 때 지은 시인데, 자신도 노부처럼 역량도 안 되면서 괜스레 나라의 현실
이 걱정되어 10년 동안 나라의 운명을 근심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시문을
읊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면암이 생각하는 굴원상은 실천적인 행동은 못하
고 초야에 묻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는 글들만
지은 인물로 그려졌다.

(3) 중국과 한국에서의 굴원의 변용
고대 중국에서 충절의 상징인 굴원이 중국뿐만 아니라 고려와 조선, 그
리고 구한말로 이어지면서 그 모습은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었을까? 충절
의 굴원도 시대의 여건과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차이나는 면이 있었다.
중국 현대시 중 해자(海子)의 시 중에 “물이 굴원을 품네. 두 눈은 불빛처
럼 수면 위 천년의 양 떼를 맑게 비추네. 나는 이때 세계에서 그림 같은 아
름다움을 들었네. 물이 굴원을 품은 것은 나지 이처럼 시체 거두기 어렵구
나”75라고 하여, 굴원이 강물에 뛰어 든 것이 아니라, 물이 굴원을 품어주는
양상이다. 그 수중 세계는 그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의 이미지를
드러내었다. 이처럼 중국의 현대시에 나타난 굴원은 전통적인 굴원상과는
차이가 난다. 개인적인 성향과 시대적 요구로 그럴 수 있다. 고대 중국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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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원의 원형은 충절과 청렴의 이미지였다. 그런데 후한의 반고는 굴원의
죽음을 괴상하게 여기기는 하였지만, 글을 지어 그를 조상하여 유배객 가
의의 심정과 상통하는 면을 보였다. 그리고 사마천과 주자․유안은 굴원의
｢이소｣를 일월과 빛을 다툴 정도라고 극찬하였다. 이것이 굴원의 원형에
대한 평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당송 시대 좌천되거나 유배된 문인들은 대체로 굴원의 처지와 충
절의 심정에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굴원을 노래하였다. 굴원의 자기화가 이
루어졌던 시기이다. 근대의 작가인 양계초는 굴원이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사랑이 컸기에 악한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순결한 죽
음을 택했다고 하여, 그의 죽음에 가치를 부여하였다. 곽말약은 항일시대
투쟁가로서의 굴원의 모습이 형상화하였다. 작품 속의 굴원상은 조국에 대
한 근심으로 방황하는 굴원과 무능한 왕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있지만 왕
에 대한 그리움은 변함없는 굴원을 보였다. 또한 성품이 청렴결백하여 적
당히 세속적인 것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고결한 성품의 소유자로 자기 삶의
방향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굴원의 원형은 충절의 뜻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구국을 위해
투쟁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소극적 자세의 소유자였다면, 당송 시대
의 불우한 삶을 살았던 유배객들에 의해 형상화된 굴원은 예찬의 대상이면
서 연민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굴원상은 애국충절의 뜻을 지
닌 투쟁가의 모습으로 적극적 자세의 소유자였다. 이는 시대적 상황과 작
가가 처한 현실에 따라 굴원의 모습이 수용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문헌 중 굴원에 대한 서술이 처음 보이는 삼국사기의 굴
원상은 고대 중국에서 인식했던 충절의 이미지였다. 통일 신라 시대 당나
라 유학가서 벼슬살이하고자 했던 최치원의 굴원은 어보(漁父)의 타협적인
모습이 그려졌다. 아마도 타국에서의 삶이 녹녹하지 않았던가 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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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고려 무신 정권하의 이규보가 생각하는 굴원은 왕의 실정만 드러내는
나쁜 신하로 그려졌다. 하지만 이규보 말년의 시76에, ‘굴원과 가의의 곧은
마음을 책망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 것을 보면, 그 역시 굴원을 충절의
신하로 인식하였다. 젊은 시절 작(作)으로 생각되는｢굴원불의사론｣은 아마
도 무신정권 하의 보신용의 글로 지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나라
가 혼란한 고려 말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충절이 요구되던 시기였다. 그런 시
기에 문학적 소재로 적합한 인물은 굴원 같은 충신이었을 것이다. 고려 말
만고의 충신으로 이름 난 포은 정몽주는 굴원을 찬양하는 시가 유독 많다.
포은이 밝힌 굴원상은, 그의 외교적 능력을 배우고자 깨어 있는 굴원이었
다. 고려 말기 국내외 정세의 혼란으로 인해 외교적 능력이 필요했던 시기
이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 전기의 굴원상은 훈구관료와 생육신 그리고 사림파에 의해 차이가
났다. 이는 그들이 처한 여건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각기 수용하고 변용하
였기 때문이다. 조선초 개혁가 정도전은 강개한 굴원이었다. 고려 말 불의
에 대한 의기가 조선초 개혁가로 이어지는 굴원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훈
구관료의 대표격인 서거정은, 벼슬에 쫓겨난 굴원보다는 벼슬살이를 유지
하면서 술에 취한 두보이기를 원했다. 무엇보다 안정된 조정에서 청직을
두루 거치는 관료이기를 희망하였다. 그의 바람은 현실이 되어 한 번도 좌
천되지 않았다. 그리고 성현은, 굴원이 물에 빠진 것은 못난 왕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의 행위는 왕의 잘못된 행적만 드러낼 뿐이라고 하였다. 다만
그의 문학은 만대에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하여 행적과 문학을 분리하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성현은 잘못된 정치를 두둔하는 듯한 면을 보이면
서 아첨하는 무리만을 비난하였다. 잘못된 정치가 있기에 아첨하는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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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마치 말로 잘못된 논리를 감추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어쨌든 각
자의 처세에 따라 굴원의 모습이 변형되고 수용되었다.
생육신은, 굴원의 충절과 변함없는 지조를 예찬하였다. 김시습은 국화
와 같은 절개를 지닌 굴원이었고, 남효온은 굴원의 충절을 높이 샀다. 아마
도 그들의 삶의 일면을 투영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사림
파의 시초라 할 김종직과 무오사화(戊午士禍, 1498) 때 희생된 탁영 김일손은
굴원의 지조와 청렴함을 택했으며, 사화기를 살았던 이행은 유배의 삶을 겪
은 후 깨어 있기를 원했던 굴원보다 경우에 따라 술도 마실 수 있다고 하였
다. 유성룡은 출사의 길을 가면서 굴원의 마지막 행적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시대의 분위기와 개인의 행적에 따라 굴원의 소환은 달랐다.
조선 후기 당쟁에 희생된 실학자는, 굴원의 충절을 예찬하거나 그의 삶
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희생된 인물로 그렸다. 아버지는 유배지
에서 돌아가시고 형은 참형을 당한 성호 이익도 우국충정의 소유자로 굴원
을 기리기는 했지만 출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한 다
산 정약용은 선비정신에 입각하여 굴원의 현실도피적 삶의 형태를 비난하
면서도 벼슬길에 잘못 들어 비극을 자초한 인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다
산 자신은 굴원처럼 나약한 선택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였다. 그리고 구
한말 우국지사 최익현은 혼자 죽는 것보다 투쟁하다 순국하는 편이 더 나
은 삶으로 규정하였으며, 황현은 혼란기에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인물로
그렸다. 굴원이 유배지에서 조국 초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상강의
물에 투신했던 것처럼, 매천도 망국의 순간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
을 찾지 못해 죽음의 길을 택했다. 망국의 시대이기에 굴원과의 동질감에
서 그를 소환하였다. 모두 자신의 처지와 시대적 배경과 관련시켜 굴원을
해석하고 형상화하였다.
고대 중국의 굴원상과 공통점인, 충절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굴원론(屈原論) | 윤인현 53

차이점은 작가가 살던 정치적 환경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소극적 인물에서
적극적 인물로 변용되기도 하고 혹은 투쟁가로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하였다. 충절가 굴원은 시대상과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살아 움직였다.

3. 결어(結語)
굴원의 원형은 충절의 애국 시인이었다. 그래서 근대 중국의 곽말약도
<굴원>이라는 희곡을 통해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외세
가 침략하여 중국 본토가 누란지위(累卵之危)의 위기에 처하던 시기이기에
투쟁적인 굴원이 필요했다. 소극적인 굴원이 적극적인 굴원으로 화(化)한
것이다.
한국에서의 굴원상도 대체로 애국 청렴결백의 충신상으로 그려졌다. 다
만, 고려 무신정권 하의 이규보는 굴원이 마땅히 죽을 자리에 죽지 못하고
죽음의 시기를 잘못 선택하여 군왕의 욕을 드러내는 꼴이 되었다고 하였
다. 조선시대 훈구세력인 성현도 이규보와 비슷한 논조의 견해를 밝히기는
하였지만, 도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아
첨하는 무리는 비난하였다. 생육신과 사림파인 김종직과 김일손은 굴원을
높이 평가한 사마천이나 주자의 역사의식과 상통하는 면을 보였다. 사화기
의 일부 굴원 소환자는, 단지 보신용으로의 출사의 길을 택한 이도 있었다.
조선후기는 성리학 중에서도 실용적인 학문을 중시하는 학풍으로 발전되
어 후대인들이 그들의 이론이나 문학을 실학이라고 칭하는 성리학자이면
서 실용적인 학자였던 일명 실학자들은, 굴원을 그리기를, 그들이 처한 여
건과 환경에 따라 그들의 문학에 굴원을 소환해 내었다. 다산 정약용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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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시기에 굴원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이 많았다.
구한말 우국지사인 면암 최익현과 매천 황현은 굴원을 소재로 한 시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심경을 드러내는데 굴원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였
다. 면암 최익현은 망국의 상태에서 홀로 죽어간 굴원을 나무라는 글을 남
겼다. 이는 구한말 나라가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굴원처럼 홀로 죽을 것이
아니라, 항일 운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투신은 큰 의미가 없
다는 것이다. 무장투쟁을 위해 의병을 일으키다가 체포된 면암이고 보면,
그의 주장은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유학의 가르침을 전했다는 면에서는 다
소 억측스런 점도 있다. 면암보다 22세 적은 매천 황현은 굴원이 행했던 것
처럼 ｢절명시｣를 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매천이 소환한 굴원은, 조국
애로 죽을 수밖에 없는 굴원이었다.
중국의 반고나 고려의 이규보, 그리고 조선의 성현은 굴원이 죽을 자리
에 죽지 않아서 왕의 악만 드러냈다고 하였다. 이는 아전인수( 我田引水)격인
평이기에 올바른 평가가 아닐 수 있다. 판단의 기준은 의(義) 곧 도덕이 기
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평가는 자가당착(自家撞着)적인 면이 있
는 반면에, 곽말약과 면암의 경우는 그가 처한 상황으로 보면 당연히 투쟁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가 처한 상황이
누란지위(累卵之危)의 조국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굴원에 대한 평
은 시대적 환경과 개인의 성정과 처한 상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그 주장은 불멸의 충신이라는 원류의 굴원상이 중국인이나 한국인
들에게 면면히 이어지면서 그의 충절과 문장은 예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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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Qu Yuan in China and Korea
Focused on Some Cases

Yun, Inhyun | Inha University

A faithful subject Qu Yuan(屈原) of Chu State in the age of civil wars is most highly respected by writers and Confucianists in Korean and Chinese history but he is sometimes
disparaged. This study research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while researching its background and reasons. That is the way to learn Qu Yuan.
The loyalty and integrity of Qu Yuan brightly shone throughout Han dynasty and Song
dynasty. However, Bango raised a question why he jumped to his death in later Han dynasty.
Exiles in Tang․Song dynasty recalled him by reflecting their feelings. They have in common in that they were in trouble by a false accusation of giving counsel like Qu Yuan.
Recalling Qu Yuan was a fighter in the age of innovation of modern China. Modern China
was precarious in ethnicity and thought because of foreign influence so they needed faithful
Qu Yuan with indomitable will.
Qu Yuan was a faithful subject in Silla Dynasty of Korea. Choi Chi-won, who took up
a public office in Tang Dynasty, said that Qu Yuan focused on complacent life as a fisherman, leading to revealing exhaustion in foreign country. Also, Lee Gyu-Bo criticized in that
Qu Yuan revealed the evil of king by killing himself in Goryeo military age. However, Jeong
Mong-ju thought highly of him for the ability in diplomacy in the late Goryeo dynasty. It
is because Goryeo lay in an extremely precarious state during the transition of Yuan Dynasty
and Ming Dynasty.
The image of Qu Yuan in the early of Chosun Dynasty was different depending on
Hungu-pa and Sarimpa. Hungu-pa was reality-oriented and seemed to settle for the present,
and did not follow exilic life as Qu Yuan’s last life. Hungu-pa follow the loyalty of Qu Yuan
and stuck to their convictions although they were purged from public life. 6 loyal vassals who
survived(Saengyuksin) admired the loyalty of Qu Yuan and expressed patriotism and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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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rowing literary subjects because they could not disclose their real intention. Some
Confucian scholars implied that they would behave following public mind rather than fidelity of Qu Yuan in the period of massacre of scholars. Silhak scholars recalled Qu Yuan as an
exile in the late of Chosun but they admired him for his patriotism and loyalty and yearned
for him, which is similar to Sarimpa. However, Jeong Yak-yong said that Qu Yuan brought
misfortune upon himself because he entered government service in the period of unstable
Tao. The independence activist Choi Ik-hyun regarded Qu Yuan’s death as meaningless because he killed himself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Hwang Hyeon reflected Qu Yuan onto
himself and killed himself, lamenting his indecision. It indicates he inherited constant patriotism and loyalty of Qu Yuan and the spirit of Confucian scholar in Chosun. He took it
hard that a country perished.
To sum up, the image of Qu Yuan in Korea and China is a bit different depending on
historical environment and circumstances of writers and Confucianists in that they transformed and recalled the meaning. However, the essence of Qu Yuan image is a patriot that
Chinese and Koreans adored.

Key words : Qu Yuan, China, Korea, loyalist, recall, difference in period,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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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과 상상된 과학

*

이광수의 ｢개척자｣ 연구

**

류수연

1

1. 서론
2. 중앙시험소와 공업국가의 꿈
3. 골방의 과학자, 그리고 미흡한 광기
4. 근대적 각성의 공간이 된 실험실
5. 결론

| 국문 초록 |

이광수에게 있어서 근대성은 그의 문학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였으며, 소설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허구적 세계의 본질이었다. 이러한 그의 소설에서 근대적 장
소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그대로 인물을 하나의 성격으로 살아나게 만드는 핵심
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물들은 그 장소에 속함으로써 근대적인 관계망
안에 놓이고, 결국 근대적으로 사유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이게 된다.
1917년 발표된 ｢개척자｣ 역시 이러한 장소성이 뚜렷하게 드러난 작품이다. 그런
데 ｢개척자｣에서 서사를 이끄는 장소는 다름 아닌 실험실이다. 그 중심에는 화학실
험을 통한 발명이 있다. 화학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적인 욕망과 맞닿아 있는 학문
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수산업과 비료생산이라는 전쟁의 필요와 직간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일반교수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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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일상 속에 실험실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등장하는 데는 또 다른 요소가 필요했다. 1912년에 설립된 중앙시
험소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이광수가 ｢동경잡신｣에서 제시했던 공업국이라는 지향
과 맞닿은 구체적 현실이었고, ｢개척자｣는 그 문학적인 형상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계망 속에서 ｢개척자｣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실험실은
근대과학이라는 구체적인 학문을 환기하는 한편, 성재와 성순 남매의 근대적 성취와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형상화되었다. 이에 본고는 장소성과 근대과학
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그간 이광수의 작품세계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
던 ｢개척자｣의 지평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이광수, ｢개척자｣, 장소성, 중앙시험소, ｢동경잡신｣, 근대화학, 근대과학,

과학서사, 제국주의, 군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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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국주의 하에서 근대과학, 그 중에서도 화학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무엇보다 화학은 제국주의의 토대로서 다양한 산업을 기반하는 것이었다.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화학은 ‘직접적으로 화약을 제조하는 군수산업의 토
대였으며, 비료 생산을 통해 필수적인 식량 확보까지 책임지는’1 총체적으
로 제국주의 확장을 견인하는 기반산업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산업으로서 화학의 중요성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생
필품 영역에 이르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화학적인 발견과 발명은 의
약품이나 화장품과 같은 생필품을 아우르는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였기 때
문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성과만이 아니라 산업 영역에서 그 중요성이 더
욱 두드러졌음을 인식할 수 있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사회에서
대중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일본의 기술적 발전은 화학분야에서 보다 부각되
었다. 각종 제약회사나 생활화학 관련 기업들이 식민지 조선을 시장으로
삼아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고, 이는 당대의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된 광고
의 내용만 보아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광수의 ｢개척자｣는 바로 이러한 과학자, 그 중에서도 화학을 전공한
주인공 김성재를 통해 근대과학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
서 흥미롭다. 특히 작품의 핵심적인 사건이 실험실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 때문에 이 작품 속에서 실험실은 단지 공간적인 배
경만이 아닌 직접적으로 사건을 견인하는 동력까지 내재하게 된다. 그 자
체로 작중인물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광수의 서사에서 근대적 장소는 사건의 인과를 부여하는 요소로 활용

1

이행미, ｢두 개의 과학, 두 개의 문명｣, 한국현대문학연구 44, 한국현대문학회, 2014, 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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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배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는 다분히 의도적으
로 근대적 장소를 서사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그곳을 통해 인물 사이에 나
타나는 필연적 인과관계를 견인한다. 그의 소설에서 주요 사건이 발생하는
근대적 장소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그대로 인물을 하나의 성격으로 살
아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 장소에 속함으로써
한 인물은 근대적인 관계망 속에 놓이고, 자연스럽게 근대적인 감각 속에
서 대상을 사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근대적 장소 자체가 사건을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광수의 장소성은 무엇보다 근대학문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고
찰과 이해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무
정에서 이광수는 접객공간으로서 응접실을 작품 주제와 직결되는 사건을
이끄는 장소로서 적극 활용하였다.2 그런데 이러한 근대적 장소로서 응접
실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근대 건축에 대한 이광수의 관심과 조망
이 있다.
1900년대 조선에서는 경성가정박람회(1905)를 필두로 다양한 건축 관련
박람회가 이어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근대적인 주택과 공간구조에 대한 대
중들의 이해 폭을 넓혔다. 무엇보다 이광수가 무정에서 그려낸 응접실은
단순히 사랑(방)을 대체한 장소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접객’이라는 기
능성이 강조된 장소였고, 바로 그 때문에 성별뿐만 아니라 신분과 나이에
따른 위치 구분조차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장소가 될 수 있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인간관계를 이끌어냈고, 더 나아
가 세계를 인식하는 사고체계에까지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통

2

필자는 류수연, ｢응접실, 접객공간의 근대화와 소설의 장소｣, 춘원연구학보 11, 춘원연구학회,
2017에서 무정에 드러난 장소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무정과 관련해서
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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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무정의 응접실은 조선의 전통 가옥에서 나타나는 사랑(채)과는 다른
근대적인 장소로서 인식될 수 있었다.
이러한 근대적 장소의 특이점은 ｢개척자｣3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된다.
그런데 ｢개척자｣의 장소성은 무정보다 한층 더 뚜렷하다는 점에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응접실이 그 근대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접객이라는 측
면에서 전통적인 가내 공간과도 맞닿는 지점이 있었다면, 실험실은 그야말
로 그 어떤 전통적인 장소와도 비견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장소였기 때
문이다.
무정에서 응접실이라는 공간이 인물들의 관계를 결정해주었던 것처
럼 ｢개척자｣에서도 실험실이라는 근대적 공간이 인물들 간의 관계망을 정
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개척자｣의 경우 주요 서사가 이루어지
는 공간적 배경이 주로 실험실에 한정되어 있고 작품 내의 핵심적 사건들
역시 대부분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이미 무정을 초
과한다. 이에 본고는 장소성과 근대과학(화학)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통
해 ｢개척자｣의 지평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2. 중앙시험소와 공업국가의 꿈
이광수에게 있어서 근대성은 그가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였으며, 소설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허구적 세계의 본질이었다. 따라서 그의 소설은 이
러한 계몽적 열정의 집약체로서 근대성이라는 화두를 가장 능동적으로 사

3

이광수의 ｢개척자｣는 1917년 11월 10일부터 1918년 3월 15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 본
고에서는 이광수 전집 1, 삼중당, 1971의 수록본을 인용하였다. 이하 ｢개척자｣에 대해서는 제목
과 인용면수만 표시하고자 한다. 원문은 그대로 인용하되 띄어쓰기만 현대표기법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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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실천하는 인물들을 형상화했다. 무정에서 그것이 ‘연애’였다면,
｢개척자｣에서는 ‘과학(화학)’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과학은 ‘science’의 개념보다는 ‘technology’에 가까웠
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916년 매일신보에 연재한 ｢동경잡신｣4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그는 조선의 발전을 견인할 모델로 ‘공업국’을 제시하
고 있는데, 이는 이광수가 생각하는 근대과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
여준다.
加之 朝鮮은 將來 工業으로 第二 本業을 삼아야 할 境遇라. 人口가 日로 增加하

여 極度에 耕地를 整理하고 耕作의 方法에 學理를 應하여 最大限度의 農業을 出
한다 하더라도, 此로써 衣食은 僅得할지언정 富는 得키 不能함이 明瞭하니, 萬一
朝鮮으로 하여금 今日의 貧窮을 棄하고 榮光스러운 富名을 得하려 할진대 不可
不 工業에 賴하여야 할지며, 兼하여 朝鮮은 工業地의 資格이 足하다.5

이 글에서 이광수는 공업이야말로 조선이 제2의 본업으로 삼아야 할 산
업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제2의 본업이라는 말은 언표일 뿐 그가 진정
주장하고자 하는 본질은 아니다. 그것은 그가 공업이 단지 제1 본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제시하고 있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광수는 농업은 아무리 부흥해도 결국 의식(衣食)의 곤궁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 근본적인 의미에서 빈궁을 벗어날 수는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조선이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오직 공업의 발전뿐

4

5

66

｢동경잡신｣은 1916년 9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 본고에서는 이광수
전집 10, 삼중당, 1971을 판본으로 삼았다. 띄어쓰기는 현대표기법을 따랐다.
이광수, ｢동경잡신｣, 이광수 전집 10, 삼중당, 1971, 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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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역설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이광수에게 있어서 공업은 제2
의 본업으로 시작되어 제1의 본업이 되어야 할 가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이 글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업에 투신하기를 요청하
면서, “기수와 직공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설”6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가 말하는 공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1917년 발표된
｢개척자｣는 어쩌면 그에 대한 일종의 문학적 답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성재는 빨리 탁자 앞으로 걸어가서 그 시험관을 쳐들어서 서너번 쩔레쩔레
흔들어 보더니, 무슨 생각이 나는지 의자에 펄썩 주저앉으며 주정등(酒精燈) 뚜
껑을 열고 바쁘게 성냥을 그어서 불을 켜 놓은 뒤에, 그 시험관을 반쯤 기울여
그 불에 대고 연해 빙빙 돌린다. 한참 있더니 그 황갈색 액체가 펄럭펄럭 끓어
오르며 관구(管口)로 무슨 괴악한 냄새 나는 와사(瓦斯)가 피어오른다. 성재는
고개를 반만치 기울이고 한참 비등하는 액체만 주시할 때에, 그 눈은 마치 유리
로 하여 박은 듯이 깜박도 안한다.7

동경에서 공업학교를 졸업한 뒤 귀국한 주인공 김성재는 자신의 집에
실험실을 차려놓고 자신의 “계획이 성공이 되어 목적한 발명품이 여러 나
라의 전매특허를 얻고 경성에 그 특허품을 제조하고 큰 공장이 서는 날”8만
을 꿈꾸며 7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실험에 매진한다. 그는 조선의 ‘신생(新
生)’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생명적으로 분해한 화학적 원소는 넉넉히 신

생명의 영양이 될 수 있다”9는 신념으로 화학실험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재라는 인물은 1910년대 조선의 현실을 고려해보았을 때, 상
6
7
8
9

위의 글, 305쪽.
｢개척자｣, 210쪽.
｢개척자｣, 216쪽.
｢개척자｣, 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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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낯선 인물이다. 당시까지 조선에서 근대과학은 위생 및 신체 담론의
장 안에서 주로 문제 제기되었고, 따라서 생물학이나 의학 등이 주 논의 대
상이었다. 이것은 모두 산업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학술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었다. 더구나 동경의 공업학교를 졸업한 후 일시 귀국한 성
재의 7년간의 행보는 사실상 ‘룸펜’에 가깝다. 실제로 작품 내에서 그가 추
구하는 발명의 진짜 목표는 드러나지 않으며, 그는 자신의 추상적인 목표
조차 다른 이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스스로 내세운 ‘첨단’에 사로잡
힌 채 타인에게 일방적인 이해와 배려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개척자｣의 전반부에서 화학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성재의 모
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상화된다.
그것은 무엇보다 성재라는 인물이 작가 이광수의 계몽적 의도 안에서
창조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광수는 학술에서 산업에 이르는 근대과학이
야말로 조선이 근대로 도약하기 위해 선취해야 할 계몽적 과제라고 인식하
고 있다. 이는 이광수의 계몽적인 지향점을 서사적인 성취로 이끌었던 무
정에서도 그리고 후속작인 ｢개척자｣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개
척자｣의 경우에는 화학자인 주인공을 내세움으로써 이러한 성격은 보다
명징해진다. 당시 조선사회의 담론장 안에서는 아직 큰 주목을 받지 못했
던 화학을 조선의 미래를 위한 동력으로 적극 의미부여하고자 했던 이광수
의 계몽적 전략이, 그대로 성재라는 인물을 둘러싼 허구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추기에는 경성 공업전문학교의 초빙함을 받았고, 금년 사월에는 연희전
문학교의 초빙을 받았다. 더구나 신설되는 연희전문하교에서는 실로 비사 후폐
(卑辭厚幣)를 가지고 청하였건마는 실력이 부족하다 함과 교수에 뜻이 없다는
이유로 다 사퇴하였다. 성재의 뜻은 결코 백 원이나 이백 원의 월급에 잊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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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가 칠년 전에 정한 목적으로 더불어 일생을 마칠 것이다.10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개척자｣에서 주인공 성재가 공업교육에 뜻
을 두지 않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동경잡신｣에
서 이광수는 조선의 공업화를 위해 공업교육기관 설립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개척자｣의 주인공 성재는 엄밀히 말해서 공업교육의 현
장에서 헌신할 것을 거부하는 인물이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실험을 위해
공업과 관련한 여러 교육기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개척자｣는 무엇보다 근대과학을 향한 이광수의 계몽적 가치를 서사적
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러한 ｢개척자｣에서 이광수는 어쩌면 자신의 가
치에 가장 모순되는 성재라는 인물을 주인공을 내세웠다. ｢동경잡신｣과
｢개척자｣, 두 글 사이의 간극은 불과 1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한
다면,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귀국 후 이광수가 포착한 조선사회의 정황 속
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1912년 조선총독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중앙시험소는 이에 대한 유의미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明年度에 新設 中央試驗所 南滿鐵道會社가 經營 中인 其 成績이 極

히 良好을 鑑고 今回에 總督府에셔도 工業傳習所의 事業으로  터인 織
物染物陶磁器의 竈業及釀造, 應用化學, 有機無機의 分析 等을 行다더라11

“중앙시험소는 식민지 시기 유일한 공업 시험연구기관으로서, 공업 종
사자들이 의뢰한 공업원료를 분석, 시험, 감정하거나 현재 공장을 방문하

10
11

｢개척자｣, 216쪽.
｢중앙시험소 조직｣, 매일신보, 1912.1.14. 가독성을 위해 띄어쓰기는 현대적 표기법에 맞추어

인용하였다.

실험실과 상상된 과학 | 류수연 69

여 기술지도 및 강습 등의 사업을 전개”12했던 “조선의 공업을 대표하는 하
나의 상징적 존재”13이었다고 평가된다. ｢개척자｣가 발표된 시기가 1917
년이고, 이 발표 시기를 기준으로 주인공 성재의 귀국시기를 가늠해보면
1910년 무렵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성재라는 인물을 형상화할 수 있었던
배경은 분명해진다.
1912년 중앙시험소의 전격적인 설립 이후, 시험소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설립 1년만인 1913년에는 시험소의 확장이 이루어졌으며,14
공업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전람회가 열리기도 했다.15 또한 1914년에는
조선총독부에서 공업전문학교위원회를 세웠는데 중앙시험소의 구성원들
이 대거 포함되었다.16 1915년부터는 중앙시험소와 공업전습소가 함께 발
명자표창위원을 구성17하였고, 이윽고 발명가를 표창하겠다는 공고로 이
어진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我朝鮮은 從來로 發明者를 優待치 안이  안이라 工藝와 技術이 少히 巧妙

 者가 有면 貪官汚吏의 驅使에 眠에 暇日이 無얏스니 此等 發明家의 出
이 無은 理勢의 固然 바이로다 倂合 以來로 新政이 普及 今日에 發明
者 表彰委員의 設을 見은 一般 發明者를 獎勵 端倪 示이니 從此로
我朝鮮에 發明家가 續出야 工業이 振興고 國家에 供獻이 多을 期待
同時에 其表彰範圍를 擴張야 一般的으로 發明者를 優待獎勵 道를 備을
望 바로다18
12

13
14
1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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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1930년대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의 위상 변화｣, 한국과학사학회지 31-1, 한국과학사
학회, 2009, 104쪽.
위의 글, 104쪽.
｢중앙시험소의 확장｣, 매일신보, 1913.4.16.
｢공업소의 전람회｣, 매일신보, 1913.5.9.
｢공업전문학교 위원회｣, 매일신보, 1914.12.23.
｢발명자표창위원｣, 매일신보, 1915.4.10.
｢발명자의 표창｣, 매일신보, 19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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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을 고찰하면 ｢개척자｣에서 등장한 성재 역시 다분히 조선총
독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촉발된 식민지 조선의 공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서 탄생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설 속에서는 자세히 다루
어지지 않았던 성재의 귀국 배경 역시 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중앙시험
소의 설립과 확장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귀국이 권유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재라는 돌출적인 인물에 따른 개연성
도 확보된다. 발명가를 존중하고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그대로, 성재
라는 인물이 7년 동안이나 실패를 거듭하는 실험 속에서도 일정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소설적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시험소의 존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명은 제국의 요청이
고, 제국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마땅히 그 요청에 응답해야 할 의무와 책
임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애초에 식민지 조선의 필요는 반영되지 않은 것
이다. 또한 동시에 그것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가진 허위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총독부의 이러한 조선 공업화 정책은 조선의 실질적인 공
업화가 아니라 “가내 수공업에 기여하는 시험연구 활동과 공업 현황 및 자
원에 관한 기초 조사연구 활동”19에 국한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룸펜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성재의 7년은 뜻밖의 개연성을 획
득한다. 그가 실험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는 조선의 산업구조에도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도 포섭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9

이태희, 앞의 글, 134～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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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방의 과학자, 그리고 미흡한 광기
｢개척자｣는 그것이 무정의 후속작이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화학과
발명이라는 당시 조선 소설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소재를 선택했다는 점
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개척자｣의 본격적인 연재를 예고하면
서 매일신보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孤單 化學者의 發明事業과 그 家庭의 波蘭과  그 學者와 時代를 갓치
諸方面의 學者, 事業家의 生活과 心理 ｢開拓者｣의 骨子요 여러 種類의 戀愛와
嫉妬와 富豪의 不倫敗德, 冷酷은 ｢開拓者｣의 肉과 血이라
春園君의 緻密 觀系과 極巧 筆致 讀者의 定評이 自在 바어니와 다

시 讀者로 야곰 얼마나 울게 며 웃게 며 깃브게 며 슯흐게 지 來月初
旬을 苦待시오! 苦待시오!!20

이 글에는 ｢개척자｣의 서사가 지닌 두 가지 특징이 모두 예고되어 있다.
첫째, 이 작품은 화학자를 주인공을 하여 그의 발명사업을 담아낸 작품이
라는 점. 둘째, 연애와 질투를 담아낸 작품이라는 점. 이를 본다면 작가 이
광수나 매일신보는 이 작품을 근대과학과 연애 양자를 모두 다룬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이 발표된 이후 실제 당시 독자들
은 ‘이 작품의 핵심 주제를 연애로 인식하고 있고 그 결과 성순과 민을 주
인공으로 인식’21하였다고 한다. 이는 후반부로 갈수록 여동생 성순의 사랑
과 그로 인한 비극성이 보다 핵심적인 서사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오늘날 ｢개척자｣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속성 모두에 주목하고 있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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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1917.10.27.
김영민, ｢｢개척자｣(開拓者)｣ 다시 읽기｣, 사이 18,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5, 89～9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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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부분의 논자들은 이 작품의 핵심인물을 성재와 성순 남매로 보고, 그
들의 근대적 지향과 실패를 담아낸 서사로서 ｢개척자｣를 분석한다. 그럼에
도 실질적으로는 성재보다는 성순의 연애에 보다 많은 논의들이 집중되는
데, 그 이유는 근대적 성취라는 면에서 성재의 과학보다는 성순의 연애가
더 극적인 변모과정을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중은 사실상 이 작품의 서사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앞에서 주
지했듯이 ｢개척자｣는 화학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
적인 성격을 띤 작품이었다. 그러나 이는 소재적인 차원에 국한된 것이었
다. 초반에 주인공 김성재가 자신의 포부를 그려내는 부분 외에, 화학자로
서 김성재의 세계 인식은 오직 ‘발명의 성공’이라는 추상적인 목표에만 집
중된다. 그 발명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학문적 토대
에 대한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로 성재의 책임은 너무 중하다. 수다한 식구의 활계(活計)가 이제는 전혀
성재의 손에 달렸다 할 수밖에 없다. 가족이 일생에 먹을 것을 성재의 손으로
온통 시험관에 넣고 말았으니 이제는 그것을 시험관에서 다시 찾을 수밖에 없이
되었다. 만일 성재의 계획이 성공이 되어 목적한 발명품이 여러 나라의 전매 특
허를 얻고 경성에 그 특허품을 제조하고 큰 공장이 서는 날이면 서재의 몽상한
바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마는, 만일 아주 실패하는 날이면 성재의 일가
족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성재는 몇 번이나 심화를
내었으며, 몇 번이나 장래에 대한 공포에 눌려 시험관을 온통 깨뜨려 부수고 온
다 간다는 말없이 달아나려는 생각을 가졌으랴.22

22

｢개척자｣, 215～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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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의 실험실에서 묘사되는 화학은 본질적이기보다는 기능적이다. 성
재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실험실에서 보낼 만큼 자신의 실험에 열중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개척자｣의 서사 안에서 성재의 실험은 단
한 번도 구체화되지 않는다. 독자는 물론, 서술자조차도 성재가 무엇을 발
명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발명의 과정에서 필요한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토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이는 이 작품이 과학자를 주
인공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과학적 세계관도 구체적으로 보
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매일같이 무엇인가를 실험하고 있지만,
그 ‘무엇’의 본질도 그에 따른 인물의 변화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근대과학에 대한 작가 자신의 미흡함에서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그에게 과학은 구체적인 학문이라기보다는 근대성에 따른
일종의 당위에 가까웠다. 무정에서 형식이 조선의 부흥을 위해 막연하게
생물학을 전공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처럼, ｢개척자｣에서 성재 역시 크게 다
르지 않다. 그가 화학을 전공하였다는 전제 외에 화학자로서 그의 자질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이해가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때문일까? 오히려 이 작품에서 묘사되는 성재의 실험은 화학 그 자체
라기보다는 연금술에 가까운 느낌마저 준다. 중세 유럽에서 널리 유행했던
연금술은, 인공적인 힘을 가함으로써 값싼 물질이 금이나 보석과 같이 값
비싼 물질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 위에서 시작된 주술적인 성격의 자연
학이다. 비록 과학의 발전과 함께 도태되었지만, 물질에 대한 관심과 다양
한 실험이라는 연금술의 요소들이 근대화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개척자｣에서 성재의 실험 장면은 화
학자라기보다 연금술사의 그것과 더 비슷하다. 그의 실험이 구체적인 물질
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완전히 바꿀 새로운 물질의 드라
마틱한 탄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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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개척자｣의 서사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그 어떤 화학적인 지식이
나 관점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 작품이 화학적인 발명과 발견에 따른 세
계의 변화나 그 변화를 상상하는 아이디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
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개척자｣를 과학서사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개척자｣에서 성재의 실험실이 생산의 공간이라기보다 유폐의 공
간에 가깝다. 7년이나 이어온 실험. 그 시간은 한때나마 새로운 가능성으
로 가득 찼던 그의 실험실을 현실도피의 장소로 변질시키고 만다. 그리고
성재의 내면은 늘 과도한 책임감과 사명감,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그의 실험실을 세상으로부터 더욱 더 고립되도록 만든다. 더구나 그는 “내
가 만일 성공만 하면, 만인에게 이익을 줄 것이지만 실패하는 날에는 곯을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23라고 토로할 만큼 사회적인 존재로서 자
신의 책무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는 역설적으로 성재라는
인물을 한 ‘개인’으로서 성립될 수 없게 만든다. 그가 끝없이 환기하는 사
회적인 책무는 오히려 그로 하여금 화학실험과 발명이라는 행위 자체에 완
전히 함몰될 수 없게 만드는 한계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개척자｣의 서술시간 위에서 그려진 성재의 모습 역시 사실 7
년이나 자기만의 실험에 몰두한 과학자라기엔 어쩐지 허술하다. 앞서 언급
한 대로 이 작품 속에서 김성재의 직업은 반드시 화학자가 아니어도 괜찮
을 만큼 ‘화학’ 자체가 작품 서사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
문이다. 작품의 서사는 성재가 반복되는 실험으로 인해 가산을 탕진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지만, 굳이 이러한 실험이 아
니어도 인물을 7년이나 유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23

｢개척자｣,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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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순은 ‘네 시 반보다 오 분이 지났네’ 하고 혼자 생각하였다. 네 시 반은 성재
가 실험을 그치고 삼십분 동안 산보를 하거나 성순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
이것은 삼년 내로 일정불변하는 가규라.24

성재를 둘러싼 미흡성은 그가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실험을 통해 보다
명징하게 드러난다. 이 장면은 7년간 이어진 성재의 실험이 상당히 규칙적
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재의 실험이 반복적으로 실패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발명이라는 목표를 위해 스스로를 실험실에 유폐시킨 과학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겐 대단히 전형적인 것이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떠올려 보라.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과학적 호기심에 사로잡혀 몇날
며칠을 자지도 먹지도 않는 실험 끝에 인공의 생명을 가진 괴물을 탄생시
킨다. 모든 과학자가 미치광이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7년을 스스로 유
폐시킨 과학자라면 그에 준하는 열정과 광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
나 성재의 실험은 지나칠 정도로 규칙적이고, 너무나도 평온하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실험에 완전한 열정으로 함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시간에 맞추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성재의 모습은 열정적인 과학
자라기보다는 철학자 칸트의 모습에 더 닮아 있다.
그것은 성재의 “과학자 내지 발명가의 삶의 원천은 사실상 조선사회의
외부에 있”25기 때문이다. 성재가 가진 사회적 책임감과 상관없이 당대 조
선에서의 발명은 ‘일본 제국주의에 복무할 것으로 요구받는 가치였고, 더
구나 그조차도 ‘첨단’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공업적인 성격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26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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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자｣, 211쪽.
황종연, ｢신 없는 자연｣, 상허학보 36, 상허학회, 2012,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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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이 작품을 평가절하하기엔 이르다. 이 작품의 진정한 주제
가 과학서사로서의 성취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
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작가 이광수 내면에서 꿈틀거리던 근대성에 대한 당
위와 그 현실적인 좌절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성재
를 유폐시킨 그 실험실이라는 장소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
한참 이 모양으로 시험관을 돌리더니 다시 그것을 세워 놓고는 탁자 위에 놓았
던 조그마한 병에서 백색 분말을 좀 떠내어서 천평에 단다. 조그마한 숟가락으로
병의 것을 더 떠서 천평에 놓기도 하고 천평의 것을 도로 떠서 병에 넣기도 하더
니, 얼마 만에 천평이 평형을 얻어 가만히 서는 것을 보고 얼른 천평 접시를 들어
그 백색 분말을 시험관에 집어넣는다. 그 분말이 들어가자 시험관 속에서는 푸시
시 하는 소리가 나며 수증기 같은 것이 피어오른다. 성재는 수증기가 그치기를
기다려서 다시 그 시험관을 주정등에 대고 아까 모양으로 빙빙 돌린다. 그 황갈색
액체는 아까보다 조금 담(淡)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황갈색대로 부글부글 끓으
며 잠시 쉬었던 악취를 발한다. 열심히 시험관을 보고 앉았든 곁에서는 그 팔각종
이 똑딱똑딱 가면서 주인의 실험하고 앉았는 양을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주인의 얼굴에는 기쁜 듯한 미소와, 걱정스러운 듯한 찡그림이 몇 분간을 새
에 두고 번갈아 왕래한다.27

｢개척자｣의 주인공 성재는 화학자이고, 가내에 마련된 실험실은 그가
직접적으로 여러 화학물질을 발명하는 공간이다. 그곳은 단순히 취향을 드
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주인공 성재의 일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이다. 실험이라는 실질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기능적 성격을
26
27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제2장 하반부에서 논의한 바 있음.
｢개척자｣, 210～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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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이 공간에 대한 실감은 묘사가 아닌 인물의 행
위를 통해 구체화된다. 작가는 실제로 그 장소에서 주인공 성재가 실험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 장소와 인물의
관계를 조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실이라는 장소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주인공 성재 자신이
고, 그러므로 응접실이나 서재에서 보였던 취향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결
을 가진다. 이 장소에는 별도의 장식적인 요소가 특별히 없다. 이 실험실에
서 실험도구 외에 성재와 일상을 함께하는 유일한 사물은 팔각목종뿐이다.
화학자 김성재(金性哉)는 피곤한 듯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리 넓지 아니한
실험실 내를 왔다갔다한다. (…중략…) 방 한복판에 우뚝 서며 동벽에 걸린 팔각
종을 본다. 이 종은 성재가 동경서 고등 공업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오는 길에 실
험실에 걸기 위하여 별택으로 사온 것인데, 하물로 부치기도 미안히 여겨 차중이
나 선중에 손수 가지고 다니던 것이다. 모양은 팔각목종에 불과하지만 시간은
꽤 정확하게 맞는다. 이태 칠년간 성재의 평생의 동무는 실로 이 시계였었다.28

성재가 동경에서 귀국할 때 가지고 온 팔각목종은 그대로 성재의 삶을
상징한다. 스스로를 실험실 안에 유폐시킨 성재의 유일한 벗은 바로 그 목
종이다. 그것은 성재와 마찬가지로 실험실이라는 사각의 공간에서만 오롯
이 제 소임을 다하는 존재이다. 매순간의 실험과 생활습관까지 모두 목종
과 함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것은 성재라는 인물이 가진 화
학에 대한 강박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성재에게 화학이란 가장 정
밀하고 정확한 계량의 세계이고, 실제로 성재는 매시간 자신이 해야 할 일

28

78

｢개척자｣, 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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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는 일종의 강박에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화학실험을 향한 성재의 열정은 지독하리만치 순수하다. 심지어
그는 생업을 갖고 돈을 버는 것조차 자신의 순수한 열정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여긴다. 그는 발명이라는 자신의 목표야말로 월급이라는 물질
로 평가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러한 순수가 사실상 맹목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외면하고자 한다는
데 있다.
실험실 속에 어찌 실사회가 들어오랴 마련마는 지구를 버리고 천상으로 날아
올라 가기 전에야 어디를 간들 실사회의 풍파가 아니 미치랴. (…중략…) 성재의
실험실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사회의 고민 번뇌가 창틈과 벽 틈으로 꾸역꾸
역 들어온다. 시험관을 들고 앉았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주정(酒精)불이 턱 새지자 세상의 천사만려(千思萬慮)가 성재의 가슴을 누른
다. 성재의 피난처는 실로 시험관과 성순과 둘뿐이다.29

이처럼 ｢개척자｣에서 성재의 실험은 열정이라기보다는 맹신에 가깝다.
따라서 그의 실험은 광기에조차 이르지 못하는 실패로 귀결되고 만다. 그
것은 무엇보다 실험에 대한 그의 태도가 반성 없는 지속으로 이어졌기 때
문이다. ｢개척자｣의 서사가 후반부에 이르러 성재가 아닌 성순에게로 넘어
간 것은 필연적이다. 근대적 성취를 추구하는 작가 이광수의 계몽적 열정
을 담아내기엔 성재의 화학실험은 너무나 협소한 그릇이었기 때문이다. 이
제 ｢개척자｣의 후반부 서사는 성재가 아닌 그의 여동생 성순을 통해 새로
운 근대적 가치를 향해 변주하게 된다.

29

｢개척자｣,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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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대적 각성의 공간이 된 실험실
성재의 실험이 밀려난 실험실, 그러나 ｢개척자｣의 서사 안에서 이 장소
의 효용성은 실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성재의 실험이 끊어지고 그의
실험실은 새로운 장소적 의미를 부여받는데, 이 장소의 근대성을 새롭게
계승하는 주체는 바로 성순이다.
성재에서 성순으로 서사의 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은 사실 이광수의 작품
세계 안에서는 그리 모순적이지 않다. 무정의 서사가 형식에서 영채로
옮겨가는 과정처럼 ｢개척자｣의 서사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
이다. 그 때문일까? 연속적으로 발표된 두 편의 작품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전환은, 근대성의 문제가 어떻게 확산되고 또한 그 한계가 어떤 방식으로
극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서사적 장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무정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개척자｣의 성재 역시 지독한 자기애와 순
결주의에 함몰된 인물이다. 그것은 선구적인 근대인으로서 그들의 독보적
인 매력인 동시에, 동시대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자가당착의 한계로 작용
하기도 한다. 따라서 서사적 주체의 전환은 선구적인 근대인의 모순이 후
발적인 근대인의 성장을 통해 극복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심
장하다.
이렇게 서사적 주체가 전환되면서, 이제 실험실은 무정의 응접실이
가진 성격을 직접적으로 계승한다. 근대적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장소
가 되는 것이다. 성순에게 이제 그곳은 민과의 구체적인 만남을 야기하는
연애의 장소가 된다. 성재의 부재로 인해 실험실이 오직 성순만의 독립된
장소가 되면서, 성순이 다른 가족에게 부속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으로서 민과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지게 된다. 무
정에서 응접실이 근대적인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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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실험실 역시 같은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래서 여덟시 경에 오빠가 나가고 자기가 오빠의 방을 치우고 한참 앉았다가
팔각목종의 시침이 아홉을 가리 킬 때가 되면 민이 기다려지게 되고, 오후 한시
나 두시쯤 하여 문에서 민을 전송하고 나면 서운한 듯한, 적막한 듯한 생각도
나게 된다. 그래서 방에 들어와 앉았다가 다시 들창 밖으로 민의 돌아간 방향을
바라보기도 하고, 혹은 민의 하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도 하여 보고, 또는 그
이야기 중에 재미있던 구절을 혼자서 반복도 하여 보게 되었다.30

성재의 실험을 관장하던 팔각목종이 민에 대한 성순의 기다림으로 대체
되는 이 장면은, 이 소설 안에서 근대성의 주체가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순간을 포착해낸다. 오직 실험을 위해 존재했던 팔각목종이 이제 애정의
대상에 대한 기다림을 상징하는 것으로 변모되는 것이다. 이로써 실험실의
오롯한 주인은 이제 성재가 아닌 성순으로 변주된다. 장소의 주인이 바뀌
면서, 근대인으로서 성재의 인식이 퇴보하는 것 역시 순식간이다.
모친과 성재와 변과 삼인이 성재의 방에 모여 앉아서 약 한 시간 만에 결말이
났다. 성재는 성순의 의향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모친은 성순
이가 결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추정적 보증에 병여(病餘)의 성재는 심하게 반
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만일 성순이가 반대하거든 오빠인 자기의 권위로 족히
수무(綏撫)하리라고 생각하였다.31

성재의 이러한 태도는 여동생 성순의 혼담이 오가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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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자｣, 240쪽.
｢개척자｣,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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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그는 성순이 자신의 친우 중 한 명인 민(민은식)에게 호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성순과 변(변영일)과의 결혼을 밀어붙인다. 혼담이 오
갈 때 성순의 의향을 묻겠다는 언급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제스처
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동생의 의향을 존중하겠다는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오빠의 권위로 동생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
로써 ‘성재는 자신을 조혼시킨 아버지 김 참서의 모습을 답습하면서 계몽
주의자이자 근대인으로서 자신의 어제와 완전한 이별을 고한다. 부양에 대
한 책임이 근대인으로서의 반성적 태도마저 무화시킨 것이다’.32 이는 더
이상 성재의 실험에 그 어떤 가능성조차 남아 있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개척자｣의 서사가 기사회생하는 전복의
순간이기도 하다. 성재를 통해 근대성을 각성하고 민과의 사랑을 통해 자
유연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넓혔던 성순은, 이 작품 속에서 가장 능동적
으로 근대적 자아를 각성해가는 인물로 그려진다. 여기서 성순의 변화를
이끈 힘의 원천은 다름 아닌 끊임없는 거리두기를 통해 자기 자신의 내면
을 되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이다.
변이 아닌 민과의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면서, 성순은 “성재의 시험
관의 실패가 죄가 아니라면 내가 설혹 실패를 한들 무슨 죄가 되랴”33라는
말로 성재의 실험과 자신의 연애가 동등한 근대성 위에 놓인 것임을 확인
한다. “성순은 자신의 이성을 통해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어떠한 권
위에도 복종할 수 없는”34 명실상부한 근대인으로 자각한 것이다. 이 각성
이야말로 성순을 근대적인 연애의 주체로 거듭나게 만드는 힘이다.
성순의 인식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오빠인 성재와 연인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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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흡수하였던 근대적인 진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반성적인 태도로 분석하고 사유하고자 노력한다. 성순은 민에
대한 애정 그리고 변과의 강요된 혼담으로 갈등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
게 종속되어 있던 과거를 떨쳐내고 새로운 근대적 자아로 각성해 나간다.
모친의 슬픈 눈물과 오빠의 비분하는 용모가 목전에 보일 때에 성순은 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러나, 한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비록 그가 부모나 형제라도)
의 체면이나 명예의 희생이 될 것이 아니다. 나는 내다. 내 사람이다. 모친의 성
순도 아니요, 성재의 성순도 아니요, 오직 성순의 성순이다.35

이제 한 개인으로서 자기의 선택이 가진 무게와 가치를 알게 된 성순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재와 민은 그녀에게 근대라는 새로운
가치를 열어준 사람들이지만, 가장 인습에 눌려 있기에 오히려 더 적극적
으로 그 인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성순은 그들보다 한층 더 성숙한
근대적 인식을 갖게 된다. 그것은 성순의 근대적 자각이야말로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싹튼 것이었고, 자기 삶을 내건 실천으로 이행된 것이었기 때
문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순의 이러한 각성을 가능하게 한 것 역시 성재의
실험실이다. 성순에게 실험실은 단지 오빠의 공간이 아니라, 그녀 자신 역
시 익숙했던 관계로부터 벗어나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고독’을 가능하
게 만들어주는 곳이었다. 고독은 한 사람을 근대적인 개인으로서 각성하도
록 만드는 힘의 원천이다. 그것은 가족과 가문이라는 견고한 관계망 속에
갇혀 있던 사람이 그로부터 벗어나 스스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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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철학적인 사유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성재에게 실험실이 유폐의
공간이었다면, 성순에게 그곳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성장의 공간
이 된 것이다. 이는 이광수 소설에서 근대적 장소가 단순한 배경이 아닌 구
체적으로 인물의 근대적 사유와 성장을 견인하는 장소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근대적 각성 앞에서 사실상 연애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 된다.
민과의 사랑은 성순으로 하여금 근대인으로서 자기 ‘개인’을 각성시키는
계기는 되었지만, 성순이라는 인물이 도달하고자 했던 최종의 목표는 아니
었다. 따라서 성순의 자살이 갖는 의미 역시 변주되어야 한다. 그녀의 자살
은 단순히 사랑의 실패로 인한 파국이라고 평가될 수 없다. 오히려 그녀의
자살은 성순이라는 한 개인의 존재론적 인식과 근대적인 성취와 좌절 안에
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성순에게 연애는 단순한 애정 관계만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
려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속박되었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독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성순이 연애의 과정에서 중
요시 한 것은 애정 그 자체라기보다 자기 ‘선택’의 당위성과 도덕성이었다.
그녀는 매순간 이것이 진정 자기 자신의 오롯한 선택인지를 고뇌했고, 그
녀의 고통은 애정 그 자체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선택이 강
요되는 현실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녀의 자살은 단순히 연애의
실패에 따른 결과로 치부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
이 좌절되었을 때, 스스로 자기 선택을 책임지고자 하는 의식의 발로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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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개척자｣에서 실험실이라는 장소는 조선이라는 사회의 일상 영역으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근대의 또 다른 면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
나 실험실이라는 공간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 달리, ｢개척자｣를 과학서사로
보기는 어렵다. 이 작품 속에 드러난 과학의 모습은 사실상 관념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세계관이 이 작품의 서사를 견인하
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척자｣가 과학자를 주인공으로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일정하게 선구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을 인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 작품 속에서 형상화되는 과학은 아직은 추
상적인 담론 차원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 작품 속에서 과학은 하나의 계몽적 개념어로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그것이 작품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지
만, 인물의 형상화와 공간 구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임은 부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주인공 성재의 인생 전체를 이끄는 실질적인
목표가 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사건이자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더 나아가 그러한 과학에 대한 열망을 담는 상징적인 공간
으로 등장한 실험실은, ｢개척자｣의 서사 안에서 인물들의 근대적인 관계망
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실제로 ｢개척자｣의 서사적 장소가 된 실험실에서 작가 이광수가 진정
실험한 것은 발명품이 아니라 인물들의 내면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골방의 실험실에 갇혀버린 것이기도 하였다. 바깥의 현실과 차단된 실험실
은 그 실험을 위한 가장 완벽한 공간이었지만, 인물들은 실험실이라는 골
방 밖으로 나가는 순간 무너지고 만다. 실험실 안에서는 완벽하게 충족되
었던 그들의 이상은 그 바깥에 존재하는 수많은 변수에 대한 그 어떤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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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개척자｣의 서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무정의 근대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이 소설의 모든 사건을 직접
적으로 견인하는 근대적 장소, 바로 실험실의 존재 때문이다. 무정에서
의 응접실과 마찬가지로 ｢개척자｣에서도, 이광수는 근대적으로 꾸며진 가
내의 장소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각 인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를 서사의 중요한 동력으로 삼았다. ｢개척자｣에서 골방에 스스로를 유폐한
화학자 성재의 삶도, 자유연애를 통해 근대적 개인으로서 각성한 성순의
삶도, 모두 실험실이라는 장소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것은 한 사
람의 근대적 각성은 단순히 그의 의지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일상
적 조건의 변화 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결국 무
정에서부터 ｢개척자｣까지, 이광수가 주목한 근대적 장소들의 가치는 식
민지 조선의 ‘개조’라는 당위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음이 여기서 분명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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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Laboratory, Modern Science and Narrative Experiment
A Study of Lee Kwang-soo’s “The Pioneer”
Ryu, Suyun | Inha University
For Lee Kwang-soo, ‘modernity’ was the best goal his literature was aiming for, and the
essence of the fictional world he wanted to embody through his novels. Modern places where
major events take place in his novels are not just background, but are essential elements that
bring a person back to life as a character. By belonging to the place, the characters are placed
in a modern network of relationships, and are eventually placed in a condition that requires
modern thought. Announced in 1917, “The Pioneer” is also a work that clearly shows modern locus. But the place which leads the narration of “The Pioneer” is none other than the
laboratory. At its center is the invention of chemical experimentation. It is worth noting that
chemistry is in contact with the imperialist desires. This is because it is directly or indirectly
linked to the need for war between the munitions industry and fertilizer production.
However, it took another factor to have a concrete place called a laboratory in the daily lives
of colonial Korea. It is the Jung-ang testing station, which was established in 1912. This was
a concrete reality that Lee Kwang-soo presented in the article “The Tokyo Jabshin” in which
he faced the direction of an industrial nation, and one could say that the “The Pioneer” is
its literary form.
This thesis considered “The Pioneer” with this network. Here, the laboratory has been
shaped as a symbolic space that shows the modern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Seong-jae
and his younger sister Seong-sun, while evoking the concrete modern science. In this regard,
this thesis will actively attach meaning to Lee’s “The Pioneer” through the two key-words
of the locus and modern science, and sheds new light on the value of Lee’s work, which has
been poorly illuminated in the world of the past.

Key words : Lee Kwang-soo, “The Pioneer(開拓者)”, the locus, Jung-ang test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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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kyo Jabshin(東京雜信)”, modern chemistry, modern science, scientific narration, imperialism, munition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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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초기 역사전기소설의
사실(史實) 변용 양상 연구
뺷매일신보뺸 소재 ｢구주열국지｣를 중심으로
*

박성호

36

1. 들어가며
2. ｢구주열국지｣에 나타난 동시대적 사실의 재구성 양상과 의미
3.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구주열국지｣의 변모
4. 유럽에서 일본으로－｢구주열국지｣의 이탈과 연재 중단

| 국문 초록 |

｢구주열국지｣는 뺷매일신보뺸에 1914년 8월 14일부터 147회에 걸쳐 연재된 서사
물이다. 당시 한창 벌어지던 제1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하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허구적 재구성을 통하여 소설의 성격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는 뺷삼국지뺸를 거론하며
‘역사소설’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언급했던 ｢구주열국지｣의 연재 취지에서
도 엿보이는 바다. 당시 뺷매일신보뺸는 거의 동시적으로 전쟁에 대한 보도를 내고 있
었으므로, ｢구주열국지｣는 일반 보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전쟁을 다루면서 독자에게
접근코자 했다. 따라서 ｢구주열국지｣는 독자의 흥미 유발을 위한 장치만이 아니라,
당시 뺷매일신보뺸가 전쟁을 바라보던 관점도 함께 반영되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
한 점에 착안하여 ｢구주열국지｣가 허구적 서사물로서 전쟁이라는 동시대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얻고자 한 효과가 무엇이었는지를 탐구

*

경희대 HK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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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주제어 : 매일신보, 구주열국지, 제1차 세계대전, 역사소설, 연재서사, 신문연재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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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구주열국지｣1는 매일신보에 1914년 8월 14일부터 1915년 3월 11
일까지 147회에 걸쳐 장시간 연재된 서사물이다. 연재가 시작되던 1914년
8월은 한창 제1차 세계대전이 격화되던 무렵으로, 당시 전황은 매일신
보에 연일 보도될 만큼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구주열국지｣는 이러한
독자의 관심에 부응하여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서부터 주요 전투에 대
해 서술하되, 흥미를 위한 소설적 요소들을 가미하여 서사물의 형태로 연
재된 기사였다. 비록 ‘소설’이라는 표지를 직접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으
나, 연재 첫 회에 삼국지를 거론하면서 “력쇼셜”이라 지칭하고 이에 빗
대어 연재 취지를 설파했음을 보건대 소설에 준하는 연재 서사물로 간주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보의 1910년대 서사물에 대한 연구는 풍부하게 이루어져온 데
비해,2 아직까지 ｢구주열국지｣에 대한 뚜렷한 연구성과는 나온 바 없다. 동
시기 매일신보는 이미 별도의 연재소설란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다가,3
｢구주열국지｣의 성격이 동시대의 실제 사건에 대한 보도와 중첩되었던 까
닭에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서는 주목을 받기 힘들었던 때문이리라 추정된
다. 그러나 ｢구주열국지｣는 단순 사실 보도나 역사 서술보다는 소설적 요
1

2

3

연재 당시의 제목은 ｢구쥬렬국지｣ 또는 ｢歐洲列國誌｣로 표기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구주열
국지｣로 통칭한다.
매일신보 1910년대 연재서사에 대한 관심은 주로 이해조와 조중환을 중심으로 한 연재소설 또
는 1912년 무렵 공모 형태로 수집ㆍ게재된 단편소설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희정,
｢1910년대 매일신보 소재 소설 연구－근대소설 형성과의 관련양상을 중심으로｣, 경북대 박사
논문, 2006; 함태영, ｢1910년대 매일신보 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9; 이주라, ｢1910～
1920년대 대중문학론의 전개와 대중소설의 형성｣, 고려대 박사논문, 2011; 권문경, ｢구로자와 루
이코의 수용과 1910년대 한국의 번안소설｣, 인하대 박사논문, 2014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같은 시기 매일신보 소설란에서는 조중환의 ｢비봉담｣이 연재 중이었으며, 연재 도중 조중환의
병환으로 인해 잠시 연재가 중단된 동안에는 심우섭의 단편소설 ｢술｣이 실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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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가미한 허구적 서사물에 가까웠으며, 이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
하고 전쟁과 관련된 감발(感發)을 꾀하고자 한 흔적이 역력하다. 매일신
보의 연재소설란이 주로 가정, 연애 문제를 중심으로 한 번안소설에 주력
하던 것이 당시의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구주열국지｣의 존재는 매일신
보의 연재서사에 대한 연구를 더욱 폭넓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근대계몽기에 한정되어 있는 역사전기소설에 대한 연구의 범
주를 확장하는 데에도 유용한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래의 연구에
서 역사전기소설은 망국의 위기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등장했다가 한
일합방과 더불어 존립 기반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4 그러나 역사
전기소설을 등장케 했던 시대적 요구가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특정 시대의
사실(史實)을 바탕으로 허구적 서사를 구성하는 방법론의 흐름조차 단절되
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후대의 역사소설과의 문학사적 연결고
리를 찾는다는 측면에서도 ｢구주열국지｣의 존재는 눈여겨볼 법하다.
하여 본 논문에서는 ｢구주열국지｣에 나타나는 소설적 요소들을 중심으
로 하여, 해당 연재서사물이 제1차 세계대전을 어떤 형태로 재구성하여 독
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발하고자 했던 효과가 무엇이었는
지를 보고자 한다. 특히 매일신보가 동시대의 사실을 허구적으로 재구성
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던 방식을 중점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2. ｢구주열국지｣에 나타난 동시대적 사실의 재구성 양상과 의미
｢구주열국지｣는 총 147회5에 걸쳐 연재되었으며 미완으로 끝을 맺었다.
4

94

문성숙, 개화기 소설론 연구, 새문사, 1994; 김영민,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출판,
2005; 김찬기,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傳, 소명출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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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내용
1부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과 제1차 세계대전 발발

해당 연재분
1회～31회

2부

독일의 벨기에 침공과 리에주 전투와 두 장군의 대결

32회～72회

3부

영국과 독일의 해상전과 독일의 소년병

72회～79회

4부

프랑스와 독일의 전투와 불시착한 조종사의 이야기

79회～101회

5부

일본의 참전과 칭따오 점령

102회～146회

연재를 중도에 그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은 없으나, ｢모란봉｣ 등
의 전례를 감안컨대6 별도의 해명 없이 연재를 중단하는 것은 1910년대 초
ㆍ중반 당시의 매일신보에서는 그다지 특이한 사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연재분마다 연재 내용의 핵심을 알리는 별도의 소제목이 달려 있기
는 하지만, 연재 내용 전반에 대한 구분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단 내용
의 진행에 따라서 ｢구주열국지｣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이 다섯 부분을 각기 1～5부라고 칭하기로 한다.
1～4부는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으나, 5부의 경우에는 시점을
시모노세키 조약 때부터 되돌려서 일ㆍ독 관계와 칭따오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마지막 5부를 제외한다면 리에주 전투를
다룬 2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후술하겠지만 이는 두 명장의 지
략 대결로 재구성되었다는 측면에서도 ｢구주열국지｣에서 가장 핵심을 차
지하는 부분이다. 물론 칭따오 점령을 소재로 한 5부가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겠지만, 적어도 ｢구주열국
지｣의 연재가 시작되었던 시점에서 보건대 5부는 추후에 삽입되었을 가능
5

6

마지막 연재분은 146회로 기록되어 있는데, 매일신보 측의 오식으로 인해 136회가 중복되어 게
재되었으므로 실제 연재된 분량은 147회다.
매일신보에 연재된 ｢모란봉｣은 1913년 2월 5일부터 6월 3일까지 65회에 걸쳐 연재 후 중단되었
으며, ｢혈의누｣의 하 편, 즉 옥련의 귀국 이후를 다루는 작품이었다. 강현조, ｢이인직 소설연구－텍
스트 및 작품 세계의 변화 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논문, 2010,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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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다.
연재가 시작된 8월 14일 시점만 해도 일본은 아직 대독(對獨) 선전포고
를 시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물론 협상국의 주축인 영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에 있었으므로 독일과의 군사적 충돌은 예견된 것이기는 하였으나, 개
전 초기의 일본은 전쟁 참여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7 일본은 이 전
쟁을 일단 유럽 대륙의 열강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식했다. 따
라서 일본은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보다는 영일동맹의 논리와 독
일 황제의 황화론(黃禍論)에 대한 대응으로서 제한전을 정당화하는 데 주력
했다.8 이런 상황에서 ｢구주열국지｣가 일본의 정치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거나 전쟁의 당위성을 논하는 선전(宣傳)의 역할을 담당할 여지는 그
리 많지 않았다. 그보다는 전쟁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동시대
의 사건들을 소설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죠션 사의 안목에 삼국 에 류비 죠죠 손권 등 셰 사이 각々  디방식
을 웅거야 한나라 젼폭원을 앗스려고 싸홈던 삼국젹 싸홈을 아동쥬졸이
라도 모다 알  안이라 력쇼셜 즁에 가쟝 미잇고 쾌활 것으로 알아 삼
국지々々々 고 그 일홈이 놉핫도다 그러나 몃년을 지여 오날에 일으러
 구라파라  셔양 각국 즁에셔도 가쟝 강고 용 다셧 나라 영국 법국
아라사 덕국 오디리 등이 셔로 병쟝긔 들고 안검상시 모양이 되엿스니 예
젼 한나라 의 삼국지와 흔 싸홈에 비지 못 셰계에 큰 싸홈이라 그럼으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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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7월 28일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시점에서 일본은 중립을 선언하지만 이후 8월 7일 동맹국인
영국의 요청에 따라 ‘지나해’에서 활동하는 독일 위장순양함을 수색, 격퇴하는 한정적 지원요청에
응하는 형태로 군사행동을 시작한다. 선전포고는 8월 23일, 본격적인 군사행동은 9월 2일부터 이
루어졌다. 이태훈, ｢1910～1920년대 초 제1차 세계대전의 소개양상과 논의지형｣, 사학연구
105, 한국사학회, 2012, 191쪽.
매일신보는 1914년 8월부터 전쟁에 관련된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다가 칭따오 공략이 완수
된 그해 말부터 전쟁 관련 기사를 축소하기 시작한다. 위의 글, 1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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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졔 구쥬렬국지라 일홈여 긔록고  우션 이 싸홈이 엇지야 시쵸
를 지엇지 셜명 안이치 못할지라9

위의 인용문은 ｢구주열국지｣ 1회에 게재된 연재 취지문이다. 이를 보더
라도 ｢구주열국지｣의 목적은 일단 삼국지와 같이 독자들에게 인지도와
기호성이 높은 소설에 빗대어 당대 유럽에서 벌어지는 열강 간의 전쟁을
소개하려는 것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연재물은 ‘현대판 삼
국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력쇼셜”이라든가 “류비 죠죠 손권”과 같은 서술에서도 이런 관점을 엿
볼 수 있다.
이는 ｢구주열국지｣가 동시대의 사실을 재구성하는 방식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18세기 후반부터 상업출판물로 성행한 삼국지연의의 양상은
조자룡전이나 공명선생실기, 황부인전 등에서 엿볼 수 있듯이 독자
들에게 인기가 있는 화소를 중심으로 한 축약과 개작 등이 널리 이루어지
고 있었다.10 ｢구주열국지｣ 역시 당대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쪽보다
는 독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소설적 요소를 가미한 변형이 이루어질 것이었
다. 특히 부녀자나 아동의 이해력을 감안하여 전쟁의 복잡한 전말을 시간
순서대로 일일히 서술하는 방식보다는 “각 방면에셔 일어 유명 싸홈을
쥬쟝으로 야 미잇고 알기 쉽도록” 서술하겠노라고 부연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나 전국시의 렬국지나  초 시졀의 삼국지”
가 이에 적합한 모범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11
독자를 상대로 소설적 요소를 가미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은 이미
9
10

11

｢구주열국지｣ 회차, 매일신보, 1914.8.14.
이은봉, ｢한국과 일본에서의 ｢삼국지연의｣ 전래와 수용｣, 동아시아고대학 23, 동아시아고대학
회, 2010, 668～671쪽 참조.
｢구주열국지｣ 72, 매일신보, 19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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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의 3면 기사를 중심으로 상용화된 방식이기도 했다. 사건 기록
을 토대로 하되 등장인물의 대화를 허구적으로 재구성하는 등 신소설의 방
식을 차용하여 기사화하는 식이었다.12 단순한 정보 전달의 차원을 넘어서
독자들의 현실적 감각에 부응하는 ‘실감’의 차원으로 넘어갔던 매일신
보의 방식은 ｢구주열국지｣와 같은 시사적 사건 소재의 연재서사에도 충
분히 활용될 수 있었다.
실제로 ｢구주열국지｣의 연재 중에는 이러한 변형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사라예보에서 저격당한 페르디난트 황태자가 유언을 남기는 장면(6회)이
나13 오스트리아의 스파이가 베오그라드에 침투했다가 골탕만 먹고 돌아
온 이야기(10～11회), 신분을 숨기고 프랑스에 왔다가 도둑으로 몰려 경찰에
체포된 빌헬름 황제의 이야기(14～17회) 등이 그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인물
의 언행이나 성격 묘사를 가미하기도 하고, 항간에 유행하는 화소에 실존
인물의 이름만 대입하여 허구적인 이야기를 삽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부의 내용 중에서도 핵심에 해당
하는 ‘리에주 전투’에서 독일군의 지휘를 맡았던 ‘슈립푸 장군’이다. ｢구주
열국지｣의 서술에 따르면 그는 원래 독일군의 참모총장이었으나 군사연습
와중에 황제와 의견 충돌을 빚은 결과로 체임(遞任)당하고 그 후임으로 ‘모
루도계’14 장군이 총장 자리를 맡으면서 한직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능력만큼은 황제로부터 인정받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전쟁 발발과 더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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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1910년대 초기 매일신보의 미디어적 변모와 ‘소설적 실감’의 형성｣, 한국문학연구
3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194～194쪽 참조.
사라예보 사건 당시 페르디난트 황태자와 황태자비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그러나 연재분에서는
황태자비를 향하여 “아못됴록 …… 죽지 마오 …… 어린 것들 …… 보아셔 죽지마러 ……”라며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묘사되었다. 여러 정황을 보건대 이는 ｢구주열국지｣ 집필자의 창작일 가능
성이 크다.
헬무트 폰 몬트케(Helmuth von Moltke).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참모총장으로 ｢구주열국
지｣에서도 동일한 직위로 등장한다. 작중인물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모루도계’, 실존인물을 지칭
하는 경우에는 ‘몰트케’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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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서부전선 총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되었다.15 그리고 벨기에군의 유능
한 지휘관 ‘루만 장군’16과 리에주 전투에서 치열한 지략 대결을 벌이는 것
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는 허구에 가깝다. 일단 리에주 전투 당시의 사령관은 오토 폰
엠미흐(Otto von Emmich) 대장이었다. 그는 ｢구주열국지｣에도 ‘엔미흐(엔미피,
엔미히) 중장’으로 등장하는데, 총사령관이 아니라 일종의 선봉대장인 것처

럼 묘사된다. 그는 리에주 전투 초창기에 잠시 등장하였다가 기록적인 패
배를 당한 후 슈립푸 중장에게 지휘권을 넘기고 전면에서 물러난다. 슈립
푸 중장의 유능함에 대비되는 존재로서, 엔미흐는 전황에 자만하여 무리한
공격을 감행했다가 큰 피해를 입는 우장(愚將)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오토 폰 엠미흐 대장은 독일군 참모총장인 몰트케의 지휘를 받았
으며, 그의 자리를 대신하여 ‘루만 중장’과 지략 대결을 펼치는 ‘슈립푸 중
장’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리에주 전투가 벌어지던 당시
의 매일신보 기사에서는 독일군을 지휘하던 것이 엠미흐 장군이라는 점
을 정확하게 보도한 바 있다.17
하지만 ‘슈립푸 중장’은 완전한 허구의 인물은 아니다. ｢구주열국지｣
45회분에 서술된 슈립푸 장군의 이력을 감안컨대, 이 사람의 정체는 몰트
케 이전 참모총장이었던 알프레트 폰 슐리펜(Alfred von Schlieffen)을 지칭한다
15

16
17

이 대목에서 황제는 “그 사을 젼에 쓰기 위야 여러 동안 그 몸을 편안히 쉬우도록 허락
야 쥬엇으니”라며 슈립푸를 사직케 한 것이 전쟁을 대비한 인선이었다는 식으로 해명한다. 슈립푸
역시 이러한 황제의 말에 대해 “간담을 셔로 빗최이사은 폐하와 나이라”며 호응한다. ｢구주
열국지｣ 46, 매일신보, 1914.10.22.
제라르 르망(Gerard Leman) 장군. 실존인물이며 리에주 전투 당시 벨기에군 사령관이었다.
다만 세부적인 오류는 있었는데, 그의 계급을 ‘원수’라고 표현한다든가, 리에주 전투의 서전에서
총탄을 맞고 전사했다는 식이었다. 이는 서전에서 독일군 지휘관 중 한 명인 폰 부조프 중장이 기관
총탄을 맞아 전사한 사실이 와전되어 전해진 듯하다. 심지어는 다음날 다른 보도에서는 엠미흐 장
군이 리에주 공격에 대한 실패를 자책하여 자살했다는 상반된 소식이 전해지기도 한다. ｢獨國 軍司
令官 戰死｣, 매일신보, 1914.8.18; ｢獨 司令官 自殺｣, 매일신보, 19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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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된다. ‘슈립푸’라는 이름이나 모루도게의 전임 참모총장이었다는
점, 고지식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점,18 그리고 사임 이후 명예 승진이 추
진되었다는 점19은 사실과 일치하지만, 그가 특별히 황제인 빌헬름 2세와
의견차를 빚었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슐리펜의 몰년은 1913년20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1년 전이었다.
즉 ｢구주열국지｣의 서술 시점인 리에주 전투 당시 슐리펜은 이미 사망
한 상태였다. 그런데 ｢구주열국지｣에서의 슈립푸는 죽기는커녕 중장의 계
급으로 총사령관이 되어 리에주 포위전을 지휘하고 적장인 루만 장군과 대
결을 벌인다.
그에 ‘리예지’ 요 령관은 유명 ‘루만’이라  쟝군이니 이의국
즁에셔 명쟝으로 지목 이 안이라 포슐과 요젼슐에 야 셰계에셔 인
졍여쥬 쟝슈이라 (39회)

칠일 아참에 일으러 각 방면으로브터 군야 온 덕군의 큰 군가 비로소
도챡하니 이 군의 총령쟝관은 ‘슈리-후’ 즁장이라 이 즁쟝은 원 덕국 참
모총쟝으로 실젼에 일으러셔 그 쟝군의 군략이 덕국 륙군 부에셔도 유슈
으로 지목 터이라 (45회)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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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쟝군은 셩질이 굿셰이고 긍심이 만아 아모리 황뎨의 명령이라 야도 리치에 합당치 안이
면 죠금도 념녀치 안이고 비평고로” ｢구주열국지｣ 45, 매일신보 1914.10.21. 슐리펜에 대
한 회고록 등에서도 이와 같은 성격에 대한 서술이 발견된다. Hermann von Stein, A war minister and
his work : reminiscences of 1914～1918, London : Skeffington, 1920, pp.40～42.
｢구주열국지｣에서는 후속 장교들의 진급 문제를 위해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시키자는 건의를
‘모루도계’ 참모총장이 건의하지만 황제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역사에서
의 슐리펜은 이미 대장 계급이었으며 퇴역 5년 후인 1911년에 원수로 명예 진급한다.
Harry Roskolenko ed., Great Battles and Their Great Generals, 1974, Chicago : Playboy Press,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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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개전 전에 죽은 슐리펜이 ｢구주열국지｣에서는 “이의국 즁
에셔 명쟝”인 루만과 대결을 벌이는 슈립푸 장군으로 등장한다. 이는 리에
주 전투의 양상을 두 명장의 대결, 즉 영웅 간의 결전이라는 형태로 재구성
하는 데 핵심을 이룬다. 슈립푸는 요새 아래 땅굴을 파서 폭약을 터뜨리려
고 하고(54～55회), 이러한 계략에 대응하여 루만은 “도론토 산협 이길”에
군대를 보내는 등(55회) 실제의 리에주 전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군
략 대결이 ｢구주열국지｣에서는 슈립푸와 루만 두 인물을 통하여 펼쳐진다.
심지어는 이 과정에서 슈립푸 중장보다 상급자인 ‘쏘엘 대장’이 부장으
로 임명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연출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두 장군 사
이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 쏘엘 대장은 이미 리에주 전투 당시부터 대장
인 자신을 제치고 중장인 슈립푸를 총사령관으로 삼은 인선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그려진다.21 결국 리에주 점령 이후에는 총사령관인 슈립푸 중장의
뜻을 어기고 안트워프 쪽으로 진군하면서 참모총장에게 증원군을 요청하
는데, 몰트케는 슈립푸를 무시하고 부장인 쏘엘 대장에게 증원군을 보냈다
가 황제로부터 무능하다는 일갈을 듣는다.22 이 쏘엘 대장은 슈립푸 중장과
는 달리 완전한 허구의 인물로, 슈립푸 중장의 영웅적인 면모를 더욱 돋보
이게 함과 동시에 그를 둘러싼 빌헬름 황제와 몰트케 참모총장 사이의 갈
등을 표면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존하는 인물을 모델로 하되 그 행적은 물론 생몰년도까지 뒤집어버린
슈립푸 중장이 등장함으로써 ｢구주열국지｣에서의 리에주 전투는 양군의
21

22

“젼지에 남아잇‘쏘예루’ 쟝군은 스로 각되 자긔대장의 몸으로 즁쟝의 부관이 되여 부
하로 잇지 안이면 안이될 경우이라” ｢구주열국지｣ 52, 매일신보, 1914.10.30.
“덕황이 그 말을 듯고 ‘몰도게’ 참모쟝을 나물여 말되 ‘엇지여 후원군을 즁쟝의 말로 보
지 안이얏냐’ 그에 ‘몰도게’ 참모쟝의 답이 가관이라 ‘한 사은 즁쟝이오 한 사
은 쟝이닛폐하셔 신임시대쟝의 말을 듯고 보슴니다’ 그 말을 드른 덕국 황뎨노
려 야도 노 수도 업고 긔가 막혀 한참 잇다가  말이 ‘너 일홈이 조아 참모쟝인가보다’”
｢구주열국지｣ 65, 매일신보, 19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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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 사이에 벌어지는 지략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가공의 인물인 쏘엘 대장을 넣어서 슈립푸 중장이 전임자이자 상관인 모루
도계 참모총장과 빚게 되는 갈등을 표면화시킴으로써 ‘유능하지만 고립되
어 제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없는 영웅’의 면모를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이
처럼 사실 관계와는 상충되는 인물이나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구주열국
지｣는 “미잇고 쾌활” “력사쇼셜”의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종류의 사실관계 오류는 비단 ｢구주열국지｣와 같은 연재 서
사물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었다. 언문 독자를 상대로 하는 매일신보의
3면 기사 중에는 이와 비슷한 오류들이 여럿 보인다. 예컨대 1914년 10월
10일 자 기사 중에는 “법국의 륙군 총령관 (…중략…) 곰파리 쟝군 ‘포
-’ 원슈”를 삽화와 함께 다루는데,23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당시 프랑스군
의 총사령관은 조르주 조프르 장군이었으며 보불전쟁의 전상자도 아니었
다. 아마도 당시 마른 전투로 유명해진 페르디낭 포슈 장군을 모델로 한 것
으로 보이나,24 그 역시 전상자 출신은 아니며 원수로 진급하는 것도 1918
년의 일이므로 기사의 행적과는 사뭇 다르다.
어차피 매일신보의 3면 기사는 국문 독자들의 흥미 위주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했고, 이는 전쟁에 대한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 2면의 국한
문 기사가 전황이나 각국 및 군의 움직임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력한
반면, 3면의 국문 기사는 전쟁과 관련된 인물들의 내력이나 전쟁과 관련된
각종 소문, 혹은 그 와중에 전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앞서 언급한 ‘｢포-｣ 원슈’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한 각 나라의
국민성이나25 전란으로 인한 유럽 내 황실 간의 골육상쟁,26 전쟁 와중에 황

24

｢世界의 名將 곰파리 將軍｣, 매일신보, 1914.10.10.
｢구주열국지｣ 중에서도 ‘포-’ 장군을 언급한 대목이 등장하는 것을 보건대 이것이 포슈를 지칭함

25

은 명확하다고 판단된다.
｢交戰 各國의 男女 性質－덕국과 영국의 려숑연－덕국과 아라사의 슐－덕국과 법국의 부인－향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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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들이 벌이는 활약상27 등 특정 인물의 영웅적 행적이나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내용을 다루는 게 일반이었다.
｢구주열국지｣의 지향점은 이러한 3면 기사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당시
매일신보가 슐리펜이나 몰트케 등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
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언급한 ‘포- 원슈’를 다룬 기사나, 엠미흐 중장의
전사 소식 등의 세부적인 오류를 범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의식적으로 가공
된 허구를 내세우는 경우는 드물었다. 반면 ｢구주열국지｣는 군웅(軍雄)의
대결이라는 구도를 바탕으로 당시의 전쟁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실존
인물의 행적을 허구적으로 재구성하거나,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내세우는 등의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구주열국지｣가 굳이 엠미흐나 몰트케를 제치고 이미 사망한 슐리펜을
모델로 한 허구적 인물 슈립푸 중장을 독일군의 중심에 내세운 것은 그러
한 이유 때문이었다. 슈립푸 중장이 명장으로 묘사될 수 있는 것은, 몰트케
의 전임 참모총장이었던 슐리펜이 유럽에서의 전쟁, 특히 프랑스와 러시아
에 대한 양면전쟁(兩面戰爭)에 대비하여 독일군의 군사 전략을 수립한 인물
이었던 까닭이다. 이른바 ‘슐리펜 계획(Schlieffen Plan)’으로 불리우는 이 전략
은 그의 사후에 후임자인 몰트케에 의해 일부 수정되기는 했어도 제1차 세
계대전 발발과 더불어 그대로 실행된다.28 그만큼 슐리펜이라는 존재는 당
시 독일군을 설명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26
27

28

의 오국 셔울｣, 매일신보, 1914.8.11.
｢骨肉相殘의 歐洲皇室｣, 매일신보, 1914.8.12.
｢戰時 病院長의 白耳義 皇后－의슐이 고명 이의 황후 간호부가 되야 군인을 구호｣, 매일신
보, 1914.8.13.
몰트케는 전임자인 슐리펜이 세운 작전계획 중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의 병력 비율을 수정하기는
했어도 서부전선에 대한 선제공격 후 동부전선에 대응한다는 기본 골자는 고치지 않았다. 정상수,
｢1914년 7월의 위기－발칸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의 길목에서｣, 역사교육 125, 역사교육연구회,
2013.3, 328～330쪽 참조.

식민지 초기 역사전기소설의 사실(史實) 변용 양상 연구 | 박성호 103

물론 매일신보가, 특히 ｢구주열국지｣가 슐리펜 계획과 같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군사지식을 전달할 일은 없었다. 단지 뛰어난 전략가로서 벨기에
군의 루만 장군과 각축전을 벌일 인물이 필요했고, 그 결과 슐리펜을 모델
로 한 슈립푸 장군이 등장하게 된 것뿐이다.
리에주 전투 당시 전황을 시시각각으로 전달하던 매일신보의 기사 속
에서는 실존 인물로서의 슐리펜은 물론이려니와 ｢구주열국지｣의 슈립푸
장군과 연결될 만한 장군은 거론되지 않는다. 만일 ｢구주열국지｣의 슈립푸
와 같은 명장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매일신보에서 기사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엠미흐 장군이 종종 거론된 것과는 달리 슐리펜, 혹
은 슈립푸와 연계될 법한 인물은 1, 2면의 전황 보도 기사나 3면의 가십성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구주열국지｣는 이처럼 사실을 토대로 소설적 요소를 가미하여 이야기
의 흥미 요소를 보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재하는 인물과 실재했으나
허구적으로 가공된 인물, 그리고 가상의 인물을 모두 등장시켜 이들 사이
의 대결과 갈등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성함으로써 독자들의 흥미에 부합하
려는 전략을 택했다. 이것이 비록 동시대의 사실과 어긋나는 정보라 할지
라도 ｢구주열국지｣가 사실관계의 전달 그 자체보다는 전쟁을 소재로 한 흥
미 중심의 서사를 구성하는 데 더 큰 무게를 두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이러한 구성 방식은 ｢구주열국지｣를 바탕으로 독자들의 감정
을 유발하는 역할, 즉 감발(感發)을 유도하는 역할까지도 추구하게끔 되었
다. 리에주 전투가 종료되는 2부의 종반부에서부터 이러한 면모가 두드러
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구주열국지｣의 방향성이 겪게 되는 변화와도 무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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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구주열국지｣의 변모
주지하다시피 ｢구주열국지｣는 삼국지와 비슷한 형태의 “미잇고 쾌
활” 소설을 표방하며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동시대 초유의 사건을 독자
들에게 전달하는 데에서 시작한 연재물이었다. 연재를 시작하던 시점만 해
도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 다소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기에, ｢구
주열국지｣ 역시 후한말의 영웅들을 다루는 듯한 입장에서 유럽의 대규모
전쟁을 흥미롭게 묘사하는 데 주력했다. 2부의 리에주 전투에서 슈립푸와
루만의 허구적 대결을 중심으로 삼은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연재가 지속되는 와중에 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은 많은 변
화를 겪는다. 1914년 8월 23일에는 일본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고, 동년
10월 17일부터 독일의 조차지였던 자오저우만(膠州灣)의 칭다오(靑島)에 대
한 해상봉쇄를 실시했다. 이어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포위전을 벌여 최
종적으로는 칭다오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11월 8일에는 매일신
보 지면을 통해 칭따오 점령 소식이 전해졌고, 다음날에는 이를 축하하는
행사가 경성 시가지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진다.29
이러한 정세 변화의 와중에 ｢구주열국지｣의 내용도 다소의 변화를 보인
다. 1부에 해당하는 오스트리아의 세르비아 침공 및 러시아군의 참전을 다
룰 때만 해도 동맹국의 일원인 오스트리아에 대해 그다지 부정적인 서술을
하지 않았다. 사건의 중심이 되는 페르디난트 대공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위인을 칭송하며 암살당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할 정도였다.30 그러나 일
29
30

｢國旗의 海｣, 매일신보, 1914.11.9.
“그에 참혹히 도라가신 황태열네 살부터 녜젼 문학을 능통시고 그 외에 시와 노와 음악
이며 슈학 물리학 등의 여러 가지도 능통샤 (…중략…) 이것을 보아도 그 위인의 엇더은 감히

짐작겟스며 이 날의 흉보를 드르신 덕국 황뎨경악 실사 ‘아－ 이졔 나나의 한 팔을 일
헛도다’ 시며 탄식얏더라” ｢구주열국지｣ 6, 매일신보, 19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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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행보가 독일에 대한 적극적 군사행동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동맹국을
바라보는 ｢구주열국지｣의 관점도 사뭇 달라진다. 리에주 전투에서 벌어진
독일군의 악행을 부각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표한무법 덕군의 일 대 일시에 몰녀나려오며 시즁으로 돌격야 보
로 국 사은 칼로 르고 총으로 노아 참혹히 시민들을 학살고로 덕군
은 들즘이나 혹은 밋친와 치 면으로 헛허져 좌츙우돌고로 시즁에
 피가 흘너 쟝강에 흐르듯 고 비린 음 코 르며 신톄 싸히여 언
덕을 일우엇스니 그의 광경은 이 셰상으로 디옥을 보 듯얏더라 (60회)

덕국 군의 이와 치 참혹 동은 ‘리예지’ 시가의 도쳐마다 업 가
업시 셔々 잇 쟈 슨 로 총 노아 죽이고 안져 잇 사은 안쟈 잇 로
칼질여 죽이고로 도망다가 죽 샤 집에 잇다가 쥭 샤 형언야 참
혹 그 경샹은 볼 슈 업 (61회)

｢구주열국지｣는 60화에 이르러 독일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이 연재분에서는 요새의 저항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리에주 시의
민간인들을 볼모로 내세움으로써 요새수비군이 스스로 항복을 택하도록
하자는 계책 하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와중에 창고 속에 숨었다가 발각되어 살해당한 부인(61회)이나 열 살
이하의 아이 40여명을 줄로 엮어 아직 저항 중인 벨기에군 앞에 볼모로 세
우는 등(63회) 다양한 화소가 제기된다. 심지어는 한 선교사의 입을 빌려
“덕국은 세계 인류의 도적이오 악 마귀라 (…중략…) 세계 인류 위
야 이와 흔 도적놈은 멸망게 하님 츅원다”31는 극단적인 논평을
내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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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러한 독일군에 맞서 싸우는 벨기에 시민군의 모습은 장렬하게
묘사된다. 63회 ｢줄로 역근 들｣에서 언급된 벨기에 시민군은 아이들
을 볼모로 내세운 독일군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멸
한다. 이러한 벨기에 시민군의 모습은 독일군의 악랄함에 대비되는 애국자
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포 안에 드러잇 신민들은 셔로 머리 모으고 의론이 분々 회답 긔한
은 다만 십분 동안이라 란만히 샹의 수 업고 여러 사의 의견을 한 마식
간단히 무러보니 모다 말이 ‘국가를 위 일에 무엇을 도라보며 식이 무엇이뇨
죽기지 이곳을 직히고 잇 것이 국민의 의무’라 며 용스러운 결심을 각각

사이 한마 한으로 엿스니 이것이 이의 군의 가샹 곳이라32

항복하지 않으면 볼모로 잡은 아이들을 전부 죽이겠다는 독일군의 최후
통첩에 대해 리에주의 시민군들은 인용문과 같이 “국가를 위 일”, “국
민의 의무” 등을 내세우며 저항의 의지를 다진다. 그리고 이러한 대목은 기
사 본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더 큰 활자로 강조된다. 이러한 강
조 표시는 매일신보 기사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방식이었지만 ｢구주열국
지｣에서는 거의 사용된 바 없다. 그러나 독일군의 민간인 학살을 언급한 부
분, 특히 벨기에 시민군의 애국심을 강조한 대목에서부터는 이러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33 일반 기사의 통례를 감안컨대, “국가를 위
여  일에 식이 다 무엇이냐 고 굿게 결심”(63회)하는 벨기에 시민
31
32
33

｢구주열국지｣ 63, 매일신보, 1914.11.13.
｢구주열국지｣ 64, 매일신보, 1914.11.14.
제61회 ｢광 속에 피란부인｣까지만 해도 이러한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으나, 제63회 ｢줄로 역근
들｣에서부터는 이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62회는 누락된 관계로 확인할 수 없
으나, 63회의 시작 부분에 “젼에 야 미잇실을 긔록것이로다”라는 편집자의 논평

이 들어간 것을 보건대 63회부터 이와 같은 강조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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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애국심이 매일신보 편집자 입장에서는 ｢구주열국지｣의 중요한 화
소로 간주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독일군의 악행과 관련된 정보가 ｢구주열국지｣의 연재를 통해 처음
전해진 것은 아니었다. 리에주 전투를 둘러싼 민간인 학살은 이미 동시적
으로 매일신보 지상에 소개된 바 있었다. 그리고 이에 맞서 분전하는 벨
기에 시민들의 용감한 모습 역시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34 하지만 이 당시
에는 아직 일본이 명확한 참전 의사를 밝히기 전이었으며, 전술한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 열강들 사이의 전쟁이라는 식의 태도가 바탕에 깔
려 있었다. 애초에 이 연재서사물의 제목이 ‘구주열국지’로 설정된 것, 그
리고 연재 첫머리에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5개국을 지목
했던 것도 이런 관점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재 와중에 일본이 선전포고를 행하고 칭따오 점령에 성공하면
서 그간 “구주대전쟁”이라 칭해온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매일신보의 관
점은 다소간의 수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구주열국지｣ 또한 마찬가지여
서, 리에주 전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금 연재의 방향성에 대한 편
집자의 서술이 노출된다.
대져 구류 렬국이라 은 영국 불란셔 로셔아 오디리 이의 쎠비아 등 졔국
인 그 외에 일본도 참예얏스니 이 동셔양 렬국지라 야도 가지라 그럼
으로 인야 셰계의 큰 젼이 일어낫고 일은바 벌의 집 흔들어노은 모양이 되여
면팔방에셔 불질이 일어나고 연긔 셰계 하을 가리여 텬디벽 이로 쳐
음 보 싸홈이라35

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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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女를 銃殺｣, 매일신보, 1914.8.11; ｢凄慘 禮市의 苦戰奮鬪｣, 매일신보, 1914.8.15; ｢悽慘
禮市의 苦戰奮鬪－국심에 운 남녀로쇼｣, 매일신보, 1914.8.15.
｢구주열국지｣ 72, 매일신보,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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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구주(歐洲)를 지칭할 때 언급되었던 5개국 외에 벨기에나 세르비아
가 추가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애초에 유럽과 관계가 없는 일본이 전쟁
에 참여한 열국의 일부로 거론되었다는 점은 연재 초반과는 상당한 차이
다. 심지어는 “동서양열국지라 해도 가능할 것”이라는 부연까지 붙어 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서게 된 상황에서 연재 초반과 같은 흥미
중심의 관조적 태도는 불가능할 터였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다 시피, 이미
“일본도 참예”한 전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구주열국지｣의 서사 구성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위의 72
회부터 시작된 3부에 이르러서는 슈립푸나 루만과 같은 명장, 즉 “류비 죠
죠 손권”(1회) 같은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다. 상술했듯이 ｢구주열국지｣는
원래 영웅들의 대결이라는 요소를 부각시킴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연재서사물이었다. 그런 까닭에 몰트케나 슐리
펜, 르망, 엠미흐 등의 실존인물을 모델로 하거나, 혹은 ‘쏘엘’이나 어느 독
일군 공작과 같은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서 이들의 행적을 서사의 중심에
두었다. 그러나 2부의 막바지에 벨기에 시민군의 애국심을 강조한 이후부
터는 유명한 장군들보다는 이름 없는 일반인들의 범상치 않은 행적을 중심
에 두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3부의 ‘독일군 소년병’에 대한 이야기다. 벨기에군의 루
만 장군이 포로로 잡혀가면서까지 독일군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
으로 2부 내용이 마무리된 72회 중반부터 ｢구주열국지｣는 다시금 연재의
방향성을 설파하고 유럽 대륙의 형편을 정리한 뒤 영국의 대독 선전포고를
언급한다. 여기까지는 이전의 서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영국의
선전포고 후 도버 해협에서의 해상 교전을 다루는 76회부터는 이전과 다
른 양상이 엿보인다.
영국 해군 구축함에게 격침당한 독일군 기뢰부설함의 생존자 중 ‘이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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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14세 소년이 구조되어 포로로 잡힌다. 이 소년은 군인이 아니라 심
부름하는 ‘이’라고 언급되는데,36 자기가 탔던 군함이 침몰한 데 대하여
“분푸리”를 하겠다며 다른 포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나선다. 이
소년은 여러 해 상선의 ‘이’로 있어서 영어도 능통하며, 군인도 아니고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자신의 처지를 활용하여 계책을 꾸밀 정도로
영리한 거것으로 묘사된다. 그리하여 화장실을 가는 척 하고 영국 군함의
석탄 창고에 숨어들어가서 배를 폭파시킬 계책을 세운다. 그러나 운이 없
어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에 비관하여 석탄 창고 안의 기둥에 목을
매어 자결하고 만다.
영국 군들은 그 쇼년의 용감 동을 보고 비록 뎍군이나 감탄기 마지안
이야 영국 함쟝 이하로 모든 군 그 쇼년을 위야 동졍의 눈물을 금치 못
얏스며 쇼년의 시톄 ‘트바’ 항구에셔 샹에 더지여 물에 장얏 이
리약이 그 군함에 슈군으로 잇던 사의 실견담을 긔록 것이러라37

인용문에서도 “실견담을 긔록 것”이라고 했듯이 3부의 배경이 되는
사건, 즉 독일군 기뢰부설함의 침몰은 실제 사건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
소년을 구조했던 영국 군함 “남후히온”은 순양함 앰피온(HMS Amphion)을 가
리키며, 이 군함에 의해 격침당한 독일군 기뢰부설함은 기존의 여객선을
개조하여 만든 SMS Königin Luise였다.38 “이 배는 일반 상선이나 다름없
는 것”이라는 77회 연재분 중의 언급을 감안컨대 3부의 내용이 위 사건을
36

3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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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통 군함이 안이오 일죵 슈뢰침치션인고로 보통 샹션이나 다름이 업시 아것이라 그러
고로 삼인의 이를 두고 잇셧더라” ｢구주열국지｣ 77, 매일신보, 1914.12.1.
｢구주열국지｣ 80, 매일신보, 1914.12.3.
James Goldrick, Before Jutland : The Naval War in Northern European Waters, August 1914～February
1915, Maryland : Naval Institute Press, 2015,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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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에 두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앰피온은 해당 사건 직후인 다음날 오
전 6시 경 기뢰에 접촉하여 침몰하였고, 이때 자신이 구조했던 독일군 기
뢰부설함의 승조원 역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39 이런 사실 관계를 감
안컨대 14세 독일군 ‘이’의 이야기는 허구적으로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앰피온은 귀항하는 도중에 격침되었으므로 “쇼년의 시톄 ｢트바｣
항구에셔 샹에 더지여 물에 장”는 결말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다루었듯이 ｢구주열국지｣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허구적 화소를
삽입하는 방식을 자주 취했다. 하지만 앞선 1, 2부의 경우에는 보통 독자의
흥미를 끌거나 혹은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
여 전달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 반면 3부의 독일군 소년병 이야기는 2부
의 슈립푸와 루만처럼 두 영웅의 지략 싸움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요, 1부
의 독일 황제 체포담처럼 흥미 위주의 이야기를 다룬 것도 아니었다.
그 아 물론   몸은 에 이바지지연뎡 나라를 위야 원슈 갑흐
리라  용스러운 결심이라 (…중략…) 그 쇼년은 그졔야 안이될 줄 알고
‘인졔 의 바라던 마암이 어졋도다 임의 이 모양이 된 이상에 의 조그
마 목슘으로 살아셔 공연히 우리나라 여러 군에게 허물을 밧게 은 불가
니 라리 나 나라 위야 죽으리라’ 결심고 셕탄창고 안 텰기동에 목을
이고 참혹히 죽엇지라40

독일군 소년병의 행동은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위해 원
수를 갚으려는 애국심의 발로로 표현된다. 심지어는 석탄 창고 폭발 시도
39
40

Ibid., pp.86～87.
｢구주열국지｣ 79, 매일신보, 1914.12.3(강조－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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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위로 돌아간 뒤에도 다른 자국 포로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려고
“나라를 위하여 죽으리라”는 결심과 함께 목을 메어 자결한다. 이에 대해서
는 영국군들조차 “함쟝 이하로 모든 군 그 쇼년을 위야 동졍의 눈물
을 금치 못”한다.
이처럼 무명의 인물을 토대로 한 애국심의 강조는 4부에서도 반복된다.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개전에 대한 대략적인 배경이 서술된 후, 곧이어 독일
군 지역에 추락한 프랑스군 조종사의 생환담이 등장한다. 여기서 프랑스군
조종사는 알자스-로렌 지방에 불시착하는데, 그를 도와주는 지역 주민들은
하나같이 알자스-로렌이 과거 프랑스의 땅이었으며, 그러하기에 목숨을 걸
고 프랑스군 조종사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한다.41
조종사들의 탈출을 도운 사실이 독일군에게 발각되어 가족들이 살해당
한 와중에도 이 조력자는 독일군을 향하여 “이놈 덕국 놈들아 나와 불공대텬
지슈의 덕국 놈들아 어셔 니 내 목지라도 버혀라 내 목슘을 어라 내 살을
어여고 를 불살너라 덕국의 이 원슈를 엇지면 갑겟냐 우리 랑 법
국이여”(93회, 강조―원문)라고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1, 2부에서와 마찬가지로 3, 4부에서도 전쟁 전반을 서술하는 내용이
등장하나, 이는 독일군 소년병이나 프랑스인 조력자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
지는 않는다. 4부의 조종사 탈출과 조력자의 희생 이후에는 2부의 주인공
격이었던 ‘슈립푸 장군’이 다시 등장하고, 그 대항마로 프랑스군의 ‘포-’,
‘좃푸루’ 장군 등이 나타나지만42 2부에서와 같은 명장들의 지략 대결은 드
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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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러면 조곰도 념려마시요 로레과 알사쓰 두 고을에 거쥬셩들은 한 사일지라도
법국을 모 안이쟈ㅣ 업고 덕국을 야원슈치 실여야 젼쟝에 나아갈 사은 고고
한 마리 쌀 한 톨 보여 군즁에 쓰게 일도 업더욱이 나으로 말면 농다여놋코
가을로브터 겨을 동안에산양으로 업을 짓사인고로 어던지 길을 셔히 알기참모본
부의 디도보다도 더 셔하오” ｢구주열국지｣ 89, 매일신보 1914.12.15.
‘포-’는 각주 20번에서도 언급된 페르디낭 포슈 장군을 가리킨다. 또한 “침묵장군”이라는 수식이
붙은 ‘존푸루 장군’ 역시 프랑스군의 지휘관이었던 조제프 조프르(Joseph Joffre)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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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지 않는다. 그 대신 알사스 지방이 원래는 프랑스령임을 강조하면서
병사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장군의 전령문이 제시(75회)되며, 이를 들은
병사들이 의기충천하여 독일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76회) 장면이 서술
된다.
이처럼 3～4부는 유명한 영웅의 행적이나 일화보다는 실재 여부를 확
인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그 핵심에는 애
국심 내지는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칭따오 점령으
로 전쟁 참여국이 된 일본의 입장을 선전하고 국민들의 정신을 독려하기
위한 매일신보의 입장과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구주열국지｣는 원래의 ‘구주’ 즉 유럽대륙의 전투에서 벗어나, 5부에 이
르러서는 일본의 칭따오 점령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다.

4. 유럽에서 일본으로－｢구주열국지｣의 이탈과 연재 중단
72회의 편집자 서술에서 언급된 것처럼, ｢구주열국지｣는 더 이상 ‘구
주’, 즉 유럽에서만의 전쟁을 다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이 대독 선
전포고를 발하고 칭따오를 강습ㆍ점령함으로써 일본 또한 ‘열국’의 일부가
되었던 것이다.
｢구주열국지｣의 마지막인 5부는 일본의 칭따오 점령을 배경으로 삼는
다. 이를 위해 5부에서는 시대 배경을 청일전쟁 직후로 되돌려서 삼국간섭
당시의 상황에서부터 독일이 자오저우만을 조차받아 경영하게 되는 과정
까지를 약 9회에 걸쳐 다룬다. 다른 전투에 비해 배경 설명에 할애한 분량
이 많은 이유는 칭따오가 위치한 산동반도(山東半島)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과 대독(對獨) 선전포고의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해서다. 일본이 삼국간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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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억울하게’ 산동반도를 포기하게 되는 과정이나 독일이 강제적으
로 자오저우만을 조차받은 사건, 그리고 일본이 독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목적 등이 상세하게 기술된다.
이후 112회부터는 칭따오에 대한 일본의 군사행동이 연재된다. 하지만
2부의 슈립푸와 루만이 보여준 영웅 간의 대결이나 3ㆍ4부에 나타난 무명
애국자들의 장렬한 희생 같은 이야기는 이 5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다. 특히 2～4부에서 드러나는 실존인물의 허구적 재구성 또는 아예 허구
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주제를 설파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독일
군을 상대로 일본군이 얼마나 잘 싸웠는지를 역설하는 데 주력할 뿐이다.
‘모루도게’ ‘비스막’ 영문에셔 군들이 싸훔을 못겟다 언론이 일어나
‘이런 싸홈을 엇지 랴고 노 우리 독 안에 든 쥐나 다이 업 싸와도
승젼기 바랄 슈 업스니 아모리 황뎨의 명령이라 야도 진시 긔 들고
일본 군에게 항복 일이 지당겟다’ 야 만구일담으로 그 언론을 찬셩니

엇지야 그와 갓흔 군 가지고 일본군을 향여 싸호기로 익임을 바라리요43

5부에서 부각되는 것은 정당하고 유능한 일본(군)과 여기에 대비되는 부
당하고 무능한 독일(군)의 대조적인 면모다. 구축함 시로타에(白妙)가 격침
되는 상황에서 승무원들이 보여주는 일사불란함44이나 적십자 깃발이 달
린 곳에는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는 군기정연한 모습45과 대비되어 독일군
43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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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열국지｣ 118, 매일신보, 1915.1.24.
“두 안의 사들은 아도 상쟈가 업고 안젼히 두 쳑의 군함 압흐로 갓가히 다다라 올나

가며 먼져 어진을 봉안고 각원은 두 쳑의 구츅뎡으로 옴겨 타게 얏다히 와 물결이 심
얏슴으로 구츅졍 묘 한 쳑은 일허바리엿스나 봉쇄 임무에 죠곰도 샹치가 업셧더라”
｢구주열국지｣ 129, 매일신보, 1915.2.6.
“젼시가 이와 치 쇼요야 창황히 덤비모양은 사이 볼 슈 업건만은 그 즁에도 지혜 잇쟈
가 한 사잇셔 ‘올치 됴흔 슈가 한가지 잇다 일본 군 인심이 대단이 만타 니 젹십의 긔호를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7 No.2

은 지리멸렬한 상태로 묘사된다. 이런 까닭에 5부에서는 다른 연재분에서
나타났던 치열한 전투의 긴장감이나 비극적인 희생 같은 요소는 별로 드러
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칭따오 전투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구주열국지｣는 연재가 중
단되고 말았다. 일본군이 상륙한 뒤의 지상전을 서술하던 도중, 1915년 3
월 11일 자의 146회를 끝으로 연재는 중단되었다. 146회가 해당 서술 부
분, 즉 “쳑후 복 계획”을 온전히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건대 이
는 연재 종료라기보다는 중단으로 봐야 한다. 매일신보는 다른 연재서사
물, 예컨대 이인직의 ｢모란봉｣에 대해서도 연재 중단에 대한 해명을 따로
밝힌 경우가 없으므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구주
열국지｣ 연재를 둘러싼 정치적 배경의 변화에 따라 독자의 관심에서 멀어
진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46
1915년 3월 무렵 매일신보는 전쟁 관련 보도를 큰 폭으로 축소한 상
태였다. ｢구주열국지｣ 마지막 회가 연재된 3월 11일 자의 경우 2면의 1, 2
단 정도만이 “歐洲大戰亂 及 其他 情報”라는 제하에 전쟁 관련 소식을 전했
고, 그나마 그 중의 절반은 “日支交涉의 經過”라 하여 칭따오 점령 이후 일
본과 중국 사이의 교섭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데 그쳤다. 3면은 ｢交戰國
帝王의 財産｣이라 하여 영국 국왕의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2단에 걸쳐

다루었을 뿐, 전쟁과 관련된 보도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구주열국지｣ 연재가 시작되던 1914년 8월 중순과 비교해본다면 이 차
이는 매우 컸다. 연재 첫회분이 게재되었던 8월 14일 자에는 1면의 경우
연재소설 ｢비봉담｣과 광고란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전쟁 관련 기사였고,
달고 잇스면 그 집에 셜마 폭발탄을 더지지 안이겟지’” ｢구주열국지｣ 129, 매일신보, 1915.2.6.
46

｢모란봉｣의 경우에도 초창기 이인직에 대한 매일신보 측의 기대와 대우가 남달랐던 것과는 달

리, 당시의 대중들에게 이전만큼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인직의 생존 당시 단행본으
로도 발행되지 않았다. 강현조, 앞의 글,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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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은 5단까지 전쟁 보도로 채워졌다. 3면은 아예 특별부록으로 전면에
｢歐洲戰局地圖｣를 수록했고 5면은 상부의 4단에 전쟁 관련 보도와 하부 2
단에 ｢구주열국지｣를 실었다. 사실상 6면 대부분을 전쟁과 관련된 기사나
연재물, 특별부록 등으로 채웠던 셈이다.
이미 매일신보는 칭따오 점령이 완결된 시점부터 전쟁 관련 기사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었다.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는 전황 자체보다는 전쟁
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선전성 기사나 전후 중국과의 처리 문제 등을 다
루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47
이런 상황에서 ｢구주열국지｣에 대한 매일신보 독자들의 관심은 줄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칭따오 점령과 관련된 선전성 기사는 ｢구주
열국지｣가 아니더라도 매일신보의 일반 기사를 통해 널리 전파된 바였
고,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관심도 연재 시작 무렵과는 판이
하게 달랐다. 삼국지와 같은 역사소설로 기록하여 독자에게 읽히게끔 한
다는 연재 취지는 이미 무색하게 된 셈이었다.
5부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구주열국지｣는 칭따오 점령 이후의 상황도
계속하여 다룰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부의 알자스 로렌 지방 전투
이후 일본의 참전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말은 다시 구쥬젼 리약이 
에 쳠부야 말 것이오”라고 한 것을 보건대 칭따오 점령이 ｢구주열국
지｣의 마지막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전쟁 자체에 대한
매일신보의 지면 할애가 줄어들면서 ｢구주열국지｣ 또한 지속되어야 할
이유를 잃었고, 그 결과 별다른 예고나 해명 없이 연재는 중단되었다.
｢구주열국지｣의 연재 중단 이후 매일신보 지면에는 이와 비슷한 성격
의 연재물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소설에 대한 수요는 이미 연재소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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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충족되는 상황이었고, 전쟁에 대한 관심도 이전과 같지 않았던 이상 굳
이 “력소셜”을 표방하면서 당대의 사건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하여 독자
에게 전하는 연재물을 존속시킬 이유는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중환이나
이해조의 연재소설과는 다른, 동시대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소설의 계보를
수립하지 못한 채 미완의 기획으로 끝을 맺었다는 점에서 ｢구주열국지｣는
명확한 한계를 보인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 동시대적 관점
에서 매일신보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
고자 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구주열국지｣는 문학사적 의미를 지
닌다고 판단된다. 총독부 기관지이면서도 상업성에 민감했던 매일신
보가 연재소설의 대부분을 번안물 가정소설 혹은 연애소설로 충당했던
1910년대 초중반48에 사실(史實)을 매개한 서사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구주열국지｣와 같은 연재서사의 존재는 특징적이라 할 것이다.
물론 ｢구주열국지｣와 문학사적 계보의 연관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더
욱 면밀한 탐구가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특히 비슷한 시기 매일신보에
연재된 ｢김태자전｣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1910년대 초반 매일신보가 마
련하고자 했던 역사 소재 서사의 지형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는 사실(史實)의 재현을 위하여 채택한 영웅 중심의 서사화 방식이 전대의
역사전기소설이나 후대의 역사소설과 어떤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문학사 내에서 역사소설이 가진 통사적 흐름을 보다 구
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김태자전｣과
같은 동시대의 역사전기소설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48

김병길, ｢한국근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기원과 계보｣, 연세대 박사논문, 2006, 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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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juryulgukji”, or “a romance of european nations in WWI”, serialized in Maeilshinbo
from august 14 in 1914. This narrative, or romance, has been written about the incidents in
World War I, but many subjects had been reconstructed fictionally. It had been shown in
some paragraphs explicating the effects of historical romances and the purpose of serializing
“Gujuryulgukji”. At that time, it had been reported about the news of WWI in Maeilshinbo
frequently. So the purpose of “Gujuryulgukji” had some differences with that reports, considering concerns of readers who wanted some interests in romances. Also, it had been reflected the perspective of Maeilshinbo about WWI. So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hat to look
over aspects being reconstructed fictionally in “Gujuryulgukji”, and the effects in this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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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

1990년 구 소련 개방기 CIS 지역 고려인 소설에 대한 논의는 주로 소설의 주제
범주에 대한 정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제들은 다시 대체로 정체성과 언어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었다. 그동안 CIS 지역 고려인 소설은 한국 문학에서 비교적 낯선
영역이었던 이유로, 주제에 대한 정리와 소개는 유의미하고 필요한 논의였다. 그러
나 CIS 지역 고려인 소설은 주제의 층위를 넘어서는 서사와 문체 층위의 미학적 특성
과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여 CIS 지역 고
려인 소설을 분류하려는 시도는 언어와 정체성을 벗어나 다양한 국면에서 복잡하게
발생하고 작용하는 욕망과 사회를 보여주는 소설을 모두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
는다. 더 나아가서는 정체성이 고정된 실체를 갖지 않으며, 문화 전반과 관련된 의미
화 쟁투의 과정이라는 스튜어트 홀의 견해를 참고할 때, CIS 지역 고려인 소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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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정체성을 구축하는 선택과 배제의 형식과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 본 논
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체성에 대한 추구로 환원될 수 없는 욕
망 실현의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형식으로서의 서정성을 분석하였다. 서정성을 정
체성에 대한 추구로 환원되지 않는 욕망을 재현하는 형식으로 보고, 자연 교감의 서
정으로 재현되는 욕망의 세계를 노년 욕망의 좌절과 청년 욕망의 균열로 나누어 분
석하고, 인물 집중의 서정과 회상의 세계를 이상의 과잉과 욕망의 파국으로 나누어
파악함으로써, CIS 지역 고려인 소설이 문학으로서 서정의 발달의 보편성과 이념의
강고라는 특수성을 함께 보여줌을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형식의 분석을 통해 이 시
기 고려인 소설들이 담지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추구로 환원되지 않는, 미시의 복
잡한 욕망과 그에 대한 결정들을 밝혔다. 이와 같은 논의는, 앞으로의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CIS지역의 특수한 정치, 경제, 역사의 다층적인 국면들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을 반증한다.

주제어 : CIS, 고려인 소설, 뺷행복의 고향뺸, 자연 친화의 서정, 감각의 서정, 정체성,

언어, 민족, 서정, 서정의 양상, 디아스포라, 량원식, ｢락엽이 질 무렵｣, 강태수,
｢기억을 뚜지면서｣, 김광현, ｢명숙 아주머니｣, 정장길, ｢빨간 완렌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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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0년대 중반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연구가 촉발된 이후로, 현재 한
국 문학에 대한 연구는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산되고 발전하는 전환적 시기
를 맞고 있다. 문학 연구 방법의 측면으로는, 문학 구조의 분석에서 문학의
학제적 문화사적 연구로의 확대로, 문학 연구 범위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는 디아스포라 문학을 한국 문학의 범주로 포섭하고 그 의
의를 가늠하는 연구로 본격적으로 진전하고 있다. 재미, 재일 한인 문학과
더불어 CIS 고려인의 문학에 대한 논의도 이에 해당하는데, 한국 문학 범
위의 담론에서 쟁점을 생산하며 그 특수성으로 한국 문학의 혼종적 가능성
을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고려인 문학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문학사적 시기의 구분에 대한 논의
와 정체성과 관련하여 작품들의 주제를 분류하고 심화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1 고려인이 갖는 역사적, 정치적 특수성과 이에 따른 정체성의 특수성
은 이들 문학에 대한 논의에서 주요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2 정덕준은 재
1

2

이들의 연구는 대체로, 연해주에서 시작된 고려인문학은 1937년 스탈린의 이주정책으로 인하여
단절되는데, 이후 1940∼1950년대의 글쓰기는 본격문학이라고 할 수 없는 초보적인 수준의 문학
적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노동의 신성성, 조국애호전(독소전쟁)사업에의 헌신, 개인의 희
생과 공공성의 강조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계몽을 주요 주제로 분류하며, 1960년대는 1950년
대의 연장이자 확장으로, 전대와 같은 교육을 통한 계몽이 중심을 이루며 소비에트 사회에의 정착
을 목표로 하는 실존적 차원의 글쓰기, 러시아혁명을 전후로 한 고려인들의 이데올로기적 삶에 대
한 기록이 주를 이룬다는 구분에 동의하고 있다. 이후 1980년대에는 이데올로기의 약화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정체성 탐구, 1990년대 무렵의 소련붕괴로 급격한 자본주의 소설로의 전환을 경향으
로 제시하고 있다. 장사선․김현주, ｢CIS 고려인디아스포라소설연구｣, 현대소설연구 21, 한국
현대소설학회, 2004; 정덕준․이상갑, ｢민족어의 자장, 민족의 경계 넘기｣, 현대문학이론연구
28,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임환모, ｢중앙아시아 고려인 단편소설의 지형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참조.
정덕준․이상갑, 앞의 글; 정덕준․정미애, ｢CIS지역러시아고려인 소설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정덕준, ｢CIS 지역 고려인 소설 연구｣, 한국문학이론
과 비평 3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우정권․임형모, ｢고려인문학의 성격과 전개 양상｣,
현대소설연구 4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우정권․임형모, ｢고려인문학의 성격과 전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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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일, CIS 한인 문학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이후로 김 아나
톨리와 강 알렉산드르의 소설에서 언어에 대한 인식으로 형성되는 정체성
을 분석하여 이들이 각각 세계인과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언어와 정체성과 관계에 대한 발전되고 심화된 논의로써 의
의를 지닌다. 이상갑과 김영미는 단편 소설집 행복의 고향3과 오늘의
벗4의 소설을 대상으로 CIS 고려인 문학의 주제적 측면을 분류하였는데,
이 또한 정체성에 천착하는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이들의
논의는 지금까지 비교적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CIS 지역의 소설을 국내
문학계가 인지하고 담론의 장으로 포섭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했으며, 주
제와 정체성에 대해 개괄하고 심화하는 논의들을 통해 CIS 지역의 역사적,
정치적 특수성을 부각시키며 한국 문학에서 이들이 의의와 가치를 해명하
였다.
자료 수집에서부터 그 전체적인 주제 분포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논의에 대해 다음의 두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
다. 우선 논의의 대상에 대해서, 한진의 ｢공포｣와 ｢그 고장 이름은?｣, 강 알
렉산드르의 ｢놀음의 법칙｣, 송 라브렌찌의 ｢삼각형의 면적｣, 강태수의 ｢기
억을 뚜지면서｣ 등의 작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체적인
작품에 대한 논의의 부족과, 다른 한편 논의의 주제에 대해서는 정체성의
혼란과 그 CIS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에 집집중되어 왔음을 지적할 수
있다.5 그러나 개방기의 소설을 담고 있는, 1989년과 1990년에 발간된 합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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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60년대 레닌기치 문예면에 나타난 고려인문학의 특징 고찰｣, 현대소설연구 44, 한국
현대소설학회, 2010; 송명희․이상갑, ｢CIS 지역 고려인 소설의 정체성과 언어｣, 현대문학이론
연구 50,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이상갑․김영미, ｢CIS 지역 고려인 소설의 주제 연구｣, 한국
문학이론과 비평 35,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행복의 고향, 사수싀출판사, 1988.
오늘의 벗, 사수싀출판사, 1990.
정덕준․이상갑, ｢민족어의 자장, 민족의 경계 넘기｣, 현대문학이론연구 28, 현대문학이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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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집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CIS 지역 고려인들의 문학은 정체성 추구의 담
론으로 포섭할 수 없는 서정적인 서사와 이들에 의해 드러나는 미시적인
욕망들을 담지하고 있다.
CIS 지역의 1990년대 대표적인 합본집인 행복의 고향과 오늘의
벗에 각각 9편과 5편의 단편이 있으며, 주로 논의되지 않은 소설들은 섬
세하고 서정적인 서술을 다수 그리고 주요한 경향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
체성에 대한 담론이 표면적으로 명료하게 서사화 되지는 않는 경향 또한
다수의 소설에서 나타나고 있어, 개방기 CIS 지역 고려인 소설이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추구의 담론으로 포섭되지 않는 큰 여백을 갖고 있음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정체성 담론의 시각 또한 재고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정체성에 대한 시각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 채로, 고려인 문
학에서 정체성의 갈등과 혼란이 논의되어 왔다. 정체성을 인위적인 공동체
가 생산하는 산물로 파악할 때, 정체성은 정체성 자체의 유지와 확립을 위
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복잡한 의식과 무의식이 작용하는 선택과 배제를 통
해 이루어진다. 베네딕트 앤더슨에 따르면, 정체성이란 “특수한 종류의 문
화적 인공물”을 뜻한다.6 문화적 인공물로서의 국민과 민족―우리나라에
서 ‘nation’은 국민과 민족 모두로 번역되나 엄밀히는 민족에 가깝다7 ―
은 인쇄매체들 덕분에 가능해진 근대의 고유한 시간 곧 공허하고 동질적인
시간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8 이 맥락에서 민족을 주로 “상상의 공동체”
로 번역하지만, 본 논의에서는 진태원의 논의를 따라 상상이 환상이나 공

6
7
8

2006; 정덕준․정미애, ｢CIS지역러시아고려인 소설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4,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학회, 2007; 송명희․이상갑, 앞의 글; 이상갑․김영미, ｢CIS 지역 고려인 소설의 주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5,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전파, 나남, 2002, 21쪽 참조.
진태원, ｢어떤 상상의 공동체? 민족, 국민 그리고 그 너머｣, 역사비평 96, 2011, 191쪽 참조.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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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자 “특수한 종류의 문화적 인공물”로 번역
하고자 한다. 이런 이유로, 정체성은 고정적이지 않고 생존과 욕망의 실현
을 위한 쟁투의 장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스튜어트 홀은
여기서 더 나아가, 헤게모니를 통해 포스트 식민주의 시대의 민족, 인종의
정체성의 형성을 구조를 해명하여, 본 논의의 근거가 된다. 그는 그람시의
헤게모니를 설명하며, 한 사회 구성체 내의 헤게모니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심급 이전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국면들이 복잡하게 서로 절합하
여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경제와 이념의 순간적인 접합을 고려하는
스튜어트 홀의 이와 같은 방법론은 CIS 지역의 문학을 논할 때 특히 유효
하다. 정체성이 형성되는 복합적인 문화적 과정을 분석하여 정체성이 가로
지르는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구조와 우연적이고 상황적인 계기들을 밝히
고 집단으로 해석될 때 배제되기 쉬운 집단 내의 분화와 그들 간의 차이와
모순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9
앤더슨과 스튜어트 홀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때, 정체성은 인
물들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축조된 우연적인 결과이며, 지속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산물이다. 따라서 문학 작
품의 연구는 우연과 상황의 복합적 작용을 통해 파악한 정체성의 고정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정체성을 생산하는 의식과 무의식의 작동 원
리인 것이다. 이에 더해서 그 대상이 문학 작품이라면, 그에 대한 분석이
우연과 상황의 복합작용에 기반하는 의식과 무의식일 때, 그 결과는 정체
성에 국한될 수 없으며 일상에서 소외되고 억압되었던 미시적인 욕망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해 또한 정체성과 같은 거대

9

128

스튜어트 홀, 임영호 역,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컬처 룩,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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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으로 인해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분열적인 욕망들을 밝히기 위해, 본
논의에서는 개방기 CIS 지역 고려인 소설에서 욕망을 형상화하는 형식으
로 서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의는 서정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시
정체성의 확립을 결론으로 삼는 담론과 거리를 갖는다. 본고에서 서정성이
정체성의 내용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정체성을 해체하는 동시에 형성하는,
미시적이고 개인적이고 분열적인 욕망을 재현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서정성이 재현하는 욕망에는 중심에서 인정받고 옹호받는 논의에서 오히
려 배제되고 간과되었던 욕망들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간
과되었던 고려인들의 미시적인 욕망들이 정체성 담론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정체성을 해체하며 스튜어트 홀의 개념을 빌자면 재접합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 결과로 우리는 연구자들이 어떤 욕망을 정체성이라 구
분하여 왔는지, 그리고 작품의 욕망이 결국 특정한 접합에서 정체성의 내
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식적으로 추구된 경우와 무의식의 경로를 거
친 경우를 구분하여 이해함으로써 고려인 소설과 고려인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보다 온전히 할 수 있다.
본 논의는 지금까지의 주요 논의에서 포섭하지 못한 개방기 CIS 지역
고려인 소설의 대표적인 합본집인 행복의 고향과 오늘의 벗 중 행복
의 고향이 보여주는 서정의 양상을 분석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초기 연구
에서 정덕준과 이상갑은 행복의 고향은 의 소설 중 강태수의 ｢기억울 뚜
지면서｣, 량원식의 ｢락엽이 질 때｣를 소련과 소련이 내세운 사회주의 이념,
그리고 그것들에 의한 고려인사회의 변화를 그린 작품으로 분석하고 있
다.10 레닌 기치에 실렸던 문학 형식의 글에 대한 논의는 고려인 소설 연
구에서 이와 같은 접근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소설 등의 논의에서도 개

10

이에 대해서는 정덕준․이상갑, 앞의 글, 240～241쪽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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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 이후의 합본집인 행복의 고향과 오늘의 벗에 대해서, 이념에 치
우쳤던 이전 시기와 달리, 이념의 억압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11
고 평가되기도 하였지만, 여기서 더 진전된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정국과 임환모의 논의는 레닌 기치12를 분석하고 있어, 고려인
문학사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0～1960년대 레닌 기
치에 실린 문학 형태의 글들은 합본집 이전 고려인의 문학사를 잠작하게
하는데, 이에 대한 이들의 분석은 고려인 문학 연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역
사적 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 시기 고려인들은 스탈린 정책의 가혹한 억
압을 받았으며, 이주 후 당시의 고난을 서술하기 보다는, 연해주 시절 조선
인들의 공산주의 혁명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이념적 정당성을 얻으려 철저
히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개방기 이후 실린 소설들의 강한 서정적
경향과 이념과 관계 없는 욕망들은 고려인 문학의 문학적 의의와 문화사적
의의를 밝히는 주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 고려인 문학의 이와 같은 변화와
그 변화의 내용이 담지하는 의미는 문학과 정치적 억압, 당대 문화/문학이
유통되고 향유되었던 방식, 고려인 안의 여러 계층의 사회적 관계가 고려
될 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기억을 뚜지면서｣는 사랑하는 사 람
을 잃었지만 새로이 맞이한 조국 소련에 헌신을 주제로, ｢락엽이 질 때｣는
효(孝) 같은 전통적 가치가 사라져가는 고려인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
하고 있으나, 이 두 소설이 이와 같은 이념과 사회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
는지 의문이다. 송명희․이상갑의 논의에서는 행복의 고향 합본집이 본
격적으로 다뤄지지는 못했으나, “민족 정체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
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민족 정체성에 대한 본격 소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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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 225쪽.
레닌기치, 1938.5.15.∼1970.12.31. 연해주 시설 선봉이었던 것이 강제 이주 후 바뀌어 발간된 잡
지, 이후 CIS지역 한인 문학의 지속과 발전이 이루어졌던 주요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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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로 평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13 서정은 필연적으로 국가, 민족, 정체성
과 같은 거대 담론이 포섭하지 못하는 미시 욕망을 포섭하며, 이를 분석함
으로써 고려인의 내면과 역사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영역에 대한 이해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학성에 대한 확신이 어렵다는 대체적인 인상
으로 인해 간과되어온, 고려인 소설의 보편적 문학성에 대한 이해를 시작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정의 발달이 보여주는 강한 경향성을 통
해 정체성 확립으로 환원되지 않는 삶을 포섭할 수 있는 문학으로서의 의
의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프리드만(Ralph Freedman)에 따르면, “인과관계나 시간에 기초를 둔 장르에
서정적 요소를 들여움으로써 작가들은 소설에 신선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장르의 형식으로까지 이어진다. 인과관계나 시간에 기초를 둔
소설이 서정적 요소를 활용하여 서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서정은 시적인 것으로 서정적(Lyrisch)인 것, 혹은 서정적 정신이나, 서정적
요소를 밝혀 서사를 분석할 수 있다. 가령, 헤겔이 서사시가 인간의 외부세
계를 객관적으로 들어내는 주요 수단임에 비하여 서정시는 특수화한 개인
들의 내부세계를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수단 인간의 외부세계를 작가가 주
관적으로 들어내는 것이 내용적 개념이 될 것이며 서술에 독백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형식적 개념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프리드만은 서정적인 것
과 서사적인 것 (즉 이야기적인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세계의 위치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통적인 이야기에서는 외부적 세계가 그 자체 객관이지만, 서
정적 형태에서는 그런 세계는 사람이 그들의 행위를 나타내는 우주로서의
세계가 아니고 시인이 시도한 대로의 시인적 비전이라고 주장한다. 즉, 우
주로서의 세계를 주관화하여 재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415
13
14

이에 대해서는 송명희․이상갑, 앞의 글, 2012, 240～241쪽을 참고할 수 있다.
랄프 프리드먼, 신동욱 역, 서정소설론, 현대문학, 1989,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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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그는 서정적 소설이란 ‘내적 독백’과 ‘의식 흐름의 소설’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며 “자신의 내적 상태의 연장선상에 외적 세계가
존재하고 그것은 좀 더 높거나 정신적인 자아 안에서 주관적 감수성과 종
국적으로는 합일하게 되어 세계는 주인공의 내적 세계의 일부분이 되며,
또 주인공은 외적세계와 그 모든 많은 모습들을 반영한다”고 보고 ‘내적 세
계’와 외적 세계‘를 융합하려는 도전이 서정적 소설의 연구가 되는 것이라
단언한다.16 국내 논의에서는 서정을 목가적이고 섬세하고 통일된 내면으
로 이해하지만, 프리드먼의 서정은 이와 같은 이해와 겹쳐지지 않는 영역
을 갖고 있다. 그의 서정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를 포함하여, 외부에
대한 내면의 투사의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단, 역사성와 사회성을 주되게
기대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 서사성과 구분짓는다. 본고에서는 내면의 투
사에 중점을 두고 한계를 설정한, 서정적 소설에 대한 프리드먼의 이와 같
은 견해를 따른다.
서정적 단편소설들은 대개 묘사, 정조, 이미지 등과 같은 “서정적인 요소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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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먼은 이 책에서 헤르만 헤세, 앙드레 지드, 버지니아 울프의 장편소설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
고 있어, 서정적 소설이 한국적 단편소설에서의 서정소설의 개념과 다른 형식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하섭, 이익성, 최은영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서구 유럽에서 시작된 서정소설의 개념과
한국적 서정소설의 개념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에서의 서정 소설의 개
념으로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서정성은 대체로 목가적이며, 통일적인 반면, 프리
드먼의 서정을 버지니아 울프의 심리 소설까지 포함할 정도로 극도의 분열적 내면까지도 포하한
다. 앞선 논자들과 달리, 본고는 서정이 이와 같이 인물이나 서술자의 분열젹 내면이 감각으로 서
술되는 소설로 본다는 프리드만의 견해에 기반 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 이와 같이 내면이 반영된
감각을 통해 인물과 서술자의 무의식과 욕망이 서정성을 통해 드러남을 보이고자 한다. 송하섭,
한국현대소설의 서정성 연구, 단국대 출판부, 1989; 이익성, ｢1930년대 서정적 단편 소설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4; 최은영, ｢환상과 기억의 세계－황순원 초기 소설의 서정적 특질을 중심으
로｣, 비교한국학 25-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7 참고.
송하섭, 한국현대소설의 서정성 연구, 단국대 출판부, 198, 99쪽에 따르며, 랄프 프리드먼의 논
의와 한국의 서정성을 거리를 갖는다. 한국 소설문학에서의 서정성은 향토성, 순수성, 원시성 등
을 표현한 소설들을 지칭하고 있다. 이효석이나 김유정, 황순원, 오영수 등의 소설이 가지는 다소
감상적이면서 순수한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작품이나 인정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그 표현이
시적 분위기 속에 싸여 있는 작품들을 서정적이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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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활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서정적 요소들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것들의 집합과 누적이 창출하는 효과에 있다. 프리드먼은 이것을
“서정적 과정”의 “좀 더 강렬함을 향한 출렁임”이라고 표현했다. 이 요소들
의 지속적인 작용과 그 총합이 이루어내는 효과, 바로 그것이 서정적 특징
이 가져오는 ‘힘’과 관련된다고 본 것이다. 즉 각각의 소설 속 작은 요소들
은 그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지만 각 요소가 반복
되고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소설 내부에서 ‘정서적 파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것은 소설 전체의 흐름과 인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서
사의 방향과 흐름을 이끌게 된다. 프리드먼은 이것을 “서정적 과정”이라고
명명한다. 이로써 “서정적 과정”은 미미한 감정의 움직임들 하나하나에 의
미를 담을 수 있을 만큼 소설 안에서 독특한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17
본 논의는 소설에서 정체성과 서정성에 대한 위와 같은 이해를 전제로
CIS 지역 소설에서 서정의 양상을 살핌으로써 CIS 지역 소설의 형식적, 내
용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앞선 정리에서와 같이 서정은 객관을 매개
로 하는 정조의 표현이다. 량원식의 ｢락엽이 질 무렵｣, 강태수의 ｢기억을
뚜지면서｣,18 김광현의 ｢명숙 아주머니｣, 정장길의 ｢빨간 완렌끼｣의 네 단
편을 대상으로, 제2절에서는 자연 교감의 서정이 의식과 무의식의 층위로
재현하는 욕망의 세계를, 제3절에서는 인물 집중의 서정이 동반하는 회상
의 세계로 표출되는 욕망으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19 제2절에서는 ①감
17

18

19

아일린 볼데쉬와일러, 최상규 역, ｢서정적 단편소설｣, 단편소설의 이론, 정음사, 1983, 312쪽; 최
은영, 앞의 글 참고.
행복의 고향에는 ｢기억을 뚜지면서｣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어감으로 미루어보아 “뒤지면서”로
추측된다. 김필영은 이를 “기억을 더듬으면서”로 표기하였다.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
려인 문학사, 강남대 출판부, 2004 참고) 본고는 “뚜지면서”의 어감과 의미에 가까운 “뒤지면서”
가 더 적합한 단어라고 본다. 단, 표기는 “뚜지면서”로 한다. 여전히 “뒤지면서”와 “더듬으면서”가
모두 불확실하며,“뚜지면서”는 외래어라기보다는 방언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네 편은 행복의 오늘 합본집에 실린 것이지만, 그 전에 레닌 기치 등 다른 곳에 먼저 실린 것
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 레닌 기치에 실린 해는 각각 다음과 같다. ｢락엽이 질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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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외면화와 노년 욕망의 좌절, ②자연의 상징화와 청년 욕망의 균열으
로 서정이 서사를 추동하고 있음을 밝히고, 제3절에서는 ①숭고의 묘사와
이상의 과잉을, ②감각의 묘사와 욕망의 파국감각의 묘사를 통해 신경증
적 욕망이 맞게되는 파국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과정에서 정체성
추구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고 CIS 지역
고려인들의 정체성 추구와 의식의 살피고자한다. 외부의 억압에 의한 것인
지 아니면, 자율적인 것인지, 억압이 있다면 어떻게 작용하는지 문학과 정
체성 연구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서정은 필연적으로 정체성과 같은 거대 담론이 포섭하지 못하는 미시
욕망을 포섭하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고려인의 내면과 역사에 대한 이해에
서 소외되고 배제된 영역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
학성에 대한 확신이 어렵다는 대체적인 인상으로 인해 간과되어온, 고려인
소설의 보편적 문학성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정의 발달이 보여주는 강한 경향성을 통해 정체성 확립으로 환원되지 않
는 삶을 포섭할 수 있는 문학으로서의 의의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1986.10.30), ｢기억을 뚜지면서｣(1984.11.2), ｢명숙 아주머니｣(1971.7.17), ｢빨간 완렌끼｣(레닌
기치의 1991년 12월 25일 자까지는 실린 이력을 찾지 못했다) 김필영, 앞의 책,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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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 교감의 서정과 욕망의 세계
20

(1) 감정의 외면화와 노년 욕망의 좌절
이 항에서는 자연 친화의 서정과 이를 통해 표출되는 소외된 노인의 욕
망이 소설의 서사를 추동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량원식의 ｢락엽이 질
무렵｣에서는 세대간의 단절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물질에
경도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의 서정이 소설을 추동하고 있음
을 보이고자 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서정이 노인의 관계에 대한 욕망을 반
영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락엽이 질 무렵｣에서 노인의 내면을 통해 서사가 추동되며, 그 가운데
에서도 소외로 인한 노여움과 외로움 그리고 슬픔이 주를 이룬다.
①팔순이 될 날도 몇 해 남지 않아 물론 귀청도 그전 같지 않고 건망증도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지내 늙어빠진, 아무에게도 소용없는 귀신이나 다름없는 사람
이 되였다고 자신만은 아직 생각하지 않지만 드문드문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그 비슷한 말을 들을 때면, 또 그런 눈치라도 느낄 때면 어린애처럼 노여워지고
분해지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이젠 마흔 살이 넘은 아들을 이전처럼 꾸지람도
할 수 없고 부끄러워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으며 또 그런 말을 들어줄 사람도
이제는 없다.21

20

21

‘노년’은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에 객관성이 부족한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합본집 행복의 고
향에 노인에 대한 서사가 다수 수록되었으며, 그들의 불안과 좌절, 운명이 서사이 중심이 되고 있
고,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세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행복의 고향, 사수싀출판사, 1988, 14쪽(행복의 고향 원문의 표기를 최대한 따르며 이해가기
어색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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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그 어덴가 하느님이 있다는 말을 홍 로인은 언제도 믿지 않았다. 만일 그런
가장 정의롭고 거룩한 하느님이 정말 어덴가 있다면 자기만 남겨두고 먼저 안해
를 데려갈 수야 있으랴? 그러나 옛날 법은 다 낡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언제도 동의하지 않아왔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봐도 그렇다.
옛날엔 자식들이 부모를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늙은 부모가 자식을 어려
워하게 되였으니 어느 것이 더 옳단 말인가?22

③홍 로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한 것은 자식을
많이 둔 사람들이였다. 그의 자식들이 다 살아있으면 지금 아들이 셋, 딸이 하나
일 것이라고 손자, 증손자들도 이제는 수두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제 팔자는
독안에 들어가 앉아도 피하지 못한다고 3대에서 내려오는 독자의 집 안이니 하
는 수가 없었다.

④홍 로인은 또 생각하여 보았다. 손자에 대한 말이 나오자 마음이 좀 진정되는
것 갈았다. 홍 로인온 손자 둘을 몹시 사랑하였고 그들도 할아버지를 따랐다.23

①와 ②에서 존재를 위협당하는 지경에 이르는 관계의 단절과 고립으로
인한 심한 좌절감과 원망과 분노를 초점화한 화자인 홍 노인을 통해 토로
하며, ③과 ④에서는 관계에 대한 애착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①와 ②에
서 분노와 좌절감은 그 강도에 비례하는 관계에 대한 욕망과 같다. ①에서
홍 노인은 자신의 늙은 신체와 퇴화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을 관계에서 배
제시키는 아들 부부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자
신의 분노를 공유할 관계 또한 모두 차단되었다는 현실에 절망한다. 홍 노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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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책,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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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고독은 완벽한 고립 속에서 맞닥드리게 된 좌절, 분노, 외로움인 것이
다. 이는 아들 부부와의 관계, 자신의 사념과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대상
과의 관계에 대단히 애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한 애
착은 ③과 ④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③과 ④는 자신의 자손에 대한
애착으로 가부장적 의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홍 노인의 노여움과 좌
절감은 가부장의 권위를 유지하고자하는 욕망과는 거리를 둔다. 자손이 많
았으면 하는 바람은 지금 홍 노인이 보여주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완벽한
무시에 대한 무저항에 가까운 소극적인 대응과, 그에 이어서 서사를 추동
하는 정서가 외로움과 고독임을 상기할 때,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수호보
다는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애착과 그에 대한 결핍이
홍 노인의 욕망에 보다 가깝다고 하겠다. 홍 노인에게 가부장의 권위나 전
통의 수호에 대한 욕망이 컸다면 홍 노인의 분노는 보다 격렬한 형식이여
야 한다. 그는 며느리로부터 자주 몸을 씻으라는 면박을 받고, 돈을 훔쳐갔
다는 누명을 쓰지만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자신을 변호하
지 않으며, 자신을 집에서 내쫓을 때에도 그 모든 원망을 속으로 삭이며 흐
르는 눈물의 슬픔으로 대응할 뿐이다. 무시와 불신 그리고 배제에 대한 노
인의 반응은 슬픔과 외로움에 가까워 자신의 정서를 공유하고 소통할 대상
의 부재와 결핍을 가리킨다. 부재와 결핍에 대한 분노, 슬픔, 외로움은 그
와 같은 강도의 관계에 대한 애착과 욕망이다. 관계에 대한 홍 노인의 욕망
은 서사에서 번번이 좌절, 무시, 배제되며 종국에는 파국을 맞는다.
이와 같은 노인의 서정은 소외를 가장 강렬하게 전달할 때 종종 자연에
대한 애정과 동일시로 연결되며 이것은 서사에서 노인의 서정을 선명하고
강렬하게 전달한다.
⑤며느리는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안든 것이 지금까지 그냥 속에 남아있다.

개방기 CIS 지역 고려인 소설에서 서정의 의미와 욕망의 형상 | 양가영 137

그러나 이런 속셈도 안해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었고 그런 기색조차
며느리에게는 물론 아들에게까지도 보이지 않았다.
제 집인데도 제 집 같지 않은 집에서 살아가면서 눈치밥을 먹으나 다름없이
되였으니 무슨 온전한 생활이란 말인가?24

⑥ (…전략…) 벌써 4월 달에 들어섰는데도 날씨는 조만간 풀리지 않던 비가
새벽녘에는 눈으로 변하군하였다. 홍 로인은 심심 할 때마다 력서를 들여다보기
좋아하였다. 설명절. 정월대보 음, 단오, 추석 등 큰 명절이 닥쳐올 때마다 기뻐
하던 어린 시절이 기억에 떠오르곤 하였기 때문이다. 금년에도 한식날이 휴일이
아니니 로친의 산소를 찾아갈 사람 온 또 제밖에 없으리라고 머리말 벽에 붙여놓
온 력서를 들여다보면서 생각하였다.25

⑦ (…전략…) 집뜰락의 살구나무들과 앵두나무들은 하루아침에 활짝 피였
다. 다 제 손으로 심어놓은 나무둘이여서 꽃이 필 때나 열매가 맺힐 때마다 인간
들에게처럼 정이 들었다.
해가 져 어스름하여졌을 때 홍 로인은 밖으로 나와 그 나무들과 말이라도 하
듯 차례로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아래 우를 찬찬히 보기도 하며 흔자말로 무엇인
가 중얼거리기도 하였다. 가을에 심어놓은 마늘싹도 새파랗게 솟아올라왔다. 이
리저리 왔다갔다 하다가 심심할 때마다 나와 앉아 담배를 피우군하는 장의자에
걸터앉았다. (…중략…)
― 할아버지? 어째서 눈이 젖었어요. 울어요?
― 울긴 뭘 울겠니, 어른이 (…중략…) 그저 눈이 좀 아파서 눈물 나온 모양이구나
― 그리고는 손녀의 팔을 끌어 앞으로 오거 하고는 머 리를 쓰다듬어주었다.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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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로인은 정말 울고 있었다. 집 때문도 아니고 안해 때문도 아니였다 (…중
략…) 그해 늦가을 단풍이 무르익고 락엽이 질 때 손자 꼴랴는 뜻하지 않았던
며칠간의 휴가를 맞게 되였다. 가을청 군사훈련에서 모범을 보여 표창으로 휴가
를 받았던 것이다.26

⑧ ― 이렇게 인사인지 무엇인지 하고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지나가던가
돌아서서는 저들끼리만 야단법석이였다.
손자나 손녀를 찾아오는 청소년들은 자기가 보이지도 않는지 그런 인사도 없
이 거저 지나가던가 “즈드라쓰째?” 하고는 지나가군 하였다.

⑤은 소설의 도입으로, 노쇄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좌절감과 허무함을
그리고 있으며, 노인으로 하여금 이것을 더욱 괴로움으로 느끼게 하는 아
들 내외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울분과 서운함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부끄러움이 직접적으로 서술되면서 소설의 시작에서부터
노인의 정서가 서사를 장악하도록 한다. 자신의 생활을 극단적으로 ‘눈치
밥’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가정 안에서의 삶을 완전히 소외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단절과 소외에 대한 노인의 절망은 ⑧에서와
같이 아들 내외와 다른 가족들 사이의 사건들과 함께 제시되며, 이와 사건
들에서 노인이 느끼는 분노, 소외, 모멸감이 직접적으로 서사를 추동한다.
⑥, ⑦에서는 이와 같이 서사를 추동하는 노인의 서정이 자연과 결합할
때 선명하고 강렬하게 전달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⑥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해서 각 절기와 명절에서 어린 시절 자신이 경험하였던
추억을 떠올린다. 절기와 명절은 인간이 자연을 인식하는 가장 주요한 계

26

위의 책,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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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들로 절기에 대한 추억에서 깊은 그리움을 토로하는 노인으로 인해, 여
기서의 절기가 환기시키는 자연들은 노인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현실에
서 느끼는 소외감, 서러움으로 변화한다. 이것을 다시 경험할 수 없기 때문
에 느끼는 노인의 그리움과 그 그리움을 공감할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상
황으로 인한 소외감, 서러움, 외로움의 정서적 과정이 자연으로 외면화되
고 확장되면서 선명해지고 더욱 강렬하게 전달되는 것이다. ⑥와 같이 자
연으로 확장된 정서적 과정은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라지지 않고, 노인
이 아들 부부내외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계기들의 이면에 잔존하며,
⑦과 같이 정서적 과정이 자연으로 다시 확대되는 서술에서 노인 정조의
외면화는 강화된다. 며느리는 냄새가 난다며 노인을 면박 주고, 노인이 텔
레비전을 같이 보려고 할 때도 텔레비전을 꺼버려서 우회적으로 노인의 존
재를 거부하며, 급기야 며느리는 노인이 돈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우며
화를 내고, 결국에는 노인의 집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고, 노인을
시골의 낡은 집에서 혼자 살게 만든다. 이와 같은 서사에서 노인의 정서는
지속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⑥에서와 같이 자연으로 강화된다. ⑦에
서 노인은 아들 내외로부터 시골에서 혼자 살라는 통보를 받은 후, 뜰에서
나무와 꽃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또한, 살구나무와 앵두나무가 꽃을
피우는 이 뜰은 노인이 무시로 와서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자신의 감
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대상으로 제시된다. 이를 통해 꽃과 나무가 있는 이
뜰은 서사에서 노인의 정서적 과정이 외면화 되어 조응하는 공간이 된다.
이를 통해, 노인의 정서적 과정은 물질화되고 객관화되면서 선명하고 강렬
해지면서 서사를 추동하는 힘이 되는 동시에, 자연과의 교감이 담보하는
순수함으로의 고양되는 고조를 갖는다. 노인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아름답
게 고양되는 원인이며, 이후 노인의 죽음이 더욱 비애감을 갖게되는 계기
가 된다. 이와 같이 ｢락엽이 질 무렵｣은 노인의 소외와 고립으로 인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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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과 고독의 서정이 서사를 추동하고 진행한다. 노인을 초점화 화자로 외
면화되는 정서는 외로움, 좌절, 고독 그리고 슬픔으로, 이는 노인으로 하여
금 자신의 고립을 반추하도록 만드는 관계에 대한 욕망의 이면이다. 이와
같이 노인의 관계에 대한 욕망은 번번이 좌절되고 소설의 결말에서 완전히
차단되며, 자연과 교감할 때 더욱 선명하고 강렬해졌던 홍 노인의 서정인
슬픔, 외로움, 분노는 관계에 대한 홍 노인의 강렬한 욕망으로 비애를 고조
시킨다. 또한 서사를 통해 홍 노인도 서술자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의
식적 노력은 관심사가 아니며, 정체성 추구 보다 가족간의 연대감과 우정
을 더욱 주요하게 여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사가 홍 노인의 내면에만 집중하여 홍 노인과 핵심적인 갈등을 일으
키는 며느리와 아들의 내면이 전혀 직접적으로는 제시되지 않아 서사의 설
득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자연과 교감하는 서정의 양상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2) 자연의 상징화와 청년의 욕망의 균열
이 항에서는 강태수의 ｢기억을 뚜지면서｣에서 서정의 양상이 자연을 상
징화 시키는 과정과 연결됨을 밝히고, 이와 같은 서정이 이념에 충실한 청
년의 욕망을 강렬하게 전달하며 서사를 출렁이게 하고 추동하고 있음을 살
피고자 한다.
｢기억을 뚜지면서｣에서 “나”는 사회주의 이념에도 충실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풍부한 예술적 감수성을 지닌, 아쌰라는 여자를 만나고 몇 달을 함
께 바닷가에 앉아 시를 읽곤하면서 대단히 강렬한 사랑에 빠지고 파국을
맞는다. 이들의 사랑은 예술과 이념에 대한 공유와 신뢰로 형성되고 서로
에 대한 열망으로 발전한다. 이를 분석을 통해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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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나는 주위를 살피다가 바위 뒤에 가서 처녀의 곁에 내려앉았다. 별안간 전
기에 다친 듯 온몸이 찌르륵하였다. 나는 처녀의 손에서 원하던 책을 받아보면서
놀래여 제 눈을 비비기까지 하였다. 그때에 내가 아나 모르나간에 마야꼽쓰끼
나메스멘쓰끼의 시들을 좀 읽었다. 그런데 예제닌의 시집이 아닌가. 공청원이
예쎄닌의 시들을 좋아하면 그때 시절에는 치하하지 않았다. 시기가 물론 그런
시기였다. 건설의 첫 걸음을 내디디면서 아직 사회주의 사회를 희망의 노래로
부르던 시절이였다.27

⑩하루는 아쌰가 약속한 시간을 어기고 벼랑으로 늦게야 나왔다. 나는 조마
조마한 마음을 두 손바닥으로 비비며 뭉개면서 기다렸다. 마침내 다가서는 걸음
걸이는 여느 때보다 달랐으며 풀이 죽어있었다. 그의 뎅그런 콧대도 식어 보였
다. 내 가슴에서는 어떤 불안이 등지를 틀었다.28

⑪나는 예정한 날에 아쌰를 보지 못하면 속이 막 뒤번져졌다. 아쌰도 그런
날이면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실토하였었다. 그러나 다행으로 그런 날
들이 아직은 드물었다. 그야말로 우리는 벌써 사랑에 ‘중독’되여 버렸다. 하지만
아싸도 ‘사랑한다’, ‘사랑하겠다’느니 그따위 말 한 번도 입 밖에 내여보지 못하
였다. 그러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할 지경으로 매우 사랑하는
줄을 둘이 서로 똑같이 잘 알고 있었다. 우리의 정열은 불덩이보다 더 뜨거웠으
며 정분은 샘물처럼 맑았고 바다보다 깊었다. 이것은 아무런 과장도 아니며 자랑
도 아니다.29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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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마침내 나의 슬픔은 눈물을 거두고 굳어지며 점점 무거워가더니 내 어깨
우에서 떳떳한 집으로 변해 버렸다. 이제부터 나는 조국 앞에서 더욱 이런 시기
에 아쌰의 몫까지 담당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한충 정신을 차리며 기운을 내여보
자. 그러자 그 어떤 새 힘이 팔과 다리에 아니 온 몸에 꿈들거렸다.30

⑨, ⑩, ⑪에서는 열정적인 이들의 사랑이 서정적 독백으로 제시됨을 확
인할 수 있다. ⑨, ⑩, ⑪은 각각 두근거리는 사랑의 시작과 대상을 보지 못
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랑의 심화,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최고조에
이르는 열정의 사랑을 보여준다. ⑨에서 “나”는 평소 지나는 길에 호기심을
갖고 보던 아쌰의 곁에 처음으로 앉게 되고 몸에 전기가 오는 듯한 “찌르
르”함을 느낀다. 이는 “나”의 아쌰에 대한 욕망의 강열함를 처음부터 보여
준다. ⑩에서는 일정한 약속 없이 바닷가에서 아쌰를 만나오던 중, 평소 만
남의 시간 보다 늦게 바닷가로 나가게 된 “나”가 아쌰를 보지 못하게 될 것
을 걱정하는 안타까움 마음으로 느끼고 아쌰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인식하
게되는 개기를 갖는다. 이와 같이 “나”의 감정에 대한 서술에 치우쳤던 서
사는 ⑪에서 “나”와 아쌰의 감정이 함께 사랑으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그들의 사랑은 만나기로 예정한 날 보지 못하면 속을 끓여 잠을 잘 수
없으며, 서로의 사랑에 “중독”되어 말을 하지 않아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불덩이 보다 뜨겁고” “샘물처럼 맑고” “바다보다 깊은” 열정적이고 순수하
며 성숙한 사랑으로 비약한다. “나”의 독백을 주축으로 형성되는 사랑의 정
서라는 한계로 인해 감정의 비약이라는 인상이 있기도 하지만, “나”의 서정
적 독백으로 이루어지는 “나”와 아쌰 사이의 사랑이 정서적 과정으로 일으
키는 파장은 서사에서 지속되며 서사를 추동한다. “나”와 아쌰의 사랑이 보

30

위의 책,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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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높은 강도의 강열함, 순수함, 성숙함은 비약을 낳기도 하지만 동시
에 그 강렬함으로 비약을 해소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서의 과정은 모두
“나”의 직접적인 독백으로 제시되며, 이를 통해 형성된 정서적 파장의 서정
은 서사 전체에 잔존하며 서사를 추동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⑨와 ⑫는 “나”와 아쌰의 사랑이 처음부터 이데올로기와의 긴장 관계에
서 시작하였고, 아쌰의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이 사랑이 끝날 때에도 이데
올로기가 사랑의 정조와 결합함을 보여준다. 예쎄닌31은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서정의 아름다움에서 큰 성취를 거둔 시인으로, 이를 이유로 엄격한
사회주의 혁명의 시기에는 배격되었다. 따라서 ⑨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예세닌을 읽고 있는 아쌰는 연애의 대상으로는 꺼려지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예쎄닌에 대한 “나”의 이러한 반응을 보고 아쌰는 오히려 “나”의 이
데올로기에 대안 제한적 이해를 비판한다. 그녀는 사회주의가 인민의 해방
을 위한 것이라면, 그 해방은 우주와의 조화 속에서만 가능하며 예쎄닌의
시는 인간과 우주의 조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자신의 뜻을 막힘없이 전달한
다. “나”는 예술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아쌰의 성숙한 이해에 감화되고 열정
적인 사랑에 빠진다.32 이들의 사랑과 이와 같은 성숙한 정신의 상관 관계
를 이자리에서 명료하게 할 수는 없으며, 서사에서도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서사를 통해, 아쌰와의 만남에서도 주요인물이 원정
을 가서 하게 되는 집단 노동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고 본
다. 특히 ⑫는 아쌰의 갑잡스럽고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인해 이들의 사랑
이 현실적인 이별에 이르렀을 때, 이루어진 독백으로 “나”가 아쌰와의 사랑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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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쎄닌은 러시아의 시인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 예세닌(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Есени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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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인과 관계는 본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으나, 서정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예술
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이 서사의 가장 독특한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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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압축적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⑫에서 서술되는 “조국 앞에서 더욱
이런 시기에 아쌰의 몫까지 담당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한층 정신을 차리며
기운을 내여보자”는 조국에 대한 의무감은 이들 사랑의 형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⑨, ⑩, ⑪에서 “나”의 서정은 감정과 조국에 대한 의무라는 이성
의 혼재로 보여진다. 이 혼재는 사랑의 시작에서는 긴장 관계를 형성하지
만, 이후 이들의 사랑들 더욱 강렬하고 순수하고 성숙하게 만든 계기로 작
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⑨～⑫를 통해 살핀 서사를 추동하는 “나”의 이데올로기와 혼재하는 사
랑의 서정은 아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다시 한번 더 자연과의 조화를 지
향하는 사랑으로 변화하며 제시된다. ｢기억을 뚜지면서｣의 서사의 서정에
서 자연은 서정 형성에 적극 기여하며 동시에 상징성을 획득하며 이념을
지향하는 청년의 욕망을 보여준다.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⑬공원의 그늘 깊은 구석에 숨었던 솜갈은 눈찌그러기마저 녹아버렸다. 땅
은 추드럭추드럭 말라가면서 여기저기에 푸름푸름한 햇풀들이 쏙쏙 들이밀고
나무조리들은 벌써 하늘보다 더 푸르렀다. 겨울내 사람이 보이지 않던 연곤에
늙은이가 나앉아 해별을 쪼이면서 하품을 하고 기지개률 켰다. 날은 꽤 길어지고
거리에는 사람둘이 차차 불어갔다. 그러나 아침저녁 외무를 벗어던지기는 아직
일찍한 봄날이였다.33

⑭ ―새들과 하늘, 먼 산줄기와 검푸른 나무숲 (…중략…)
―춘일이는 제일 중요한 것을 빼놓았어요. 그대와 나. 호호호 (…중략…) 춘
일야 당신의 생각에는 우리나 저것둘이 저가끔 따로따로 떨어져있으며 저마다

33

위의 책, 40쪽.

개방기 CIS 지역 고려인 소설에서 서정의 의미와 욕망의 형상 | 양가영 145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애요? 하늘은 하늘대루 물새는 물새대루 (…중략…)
그리고 얼른 보기에는 오로지 험한 모순의 그물에 걸린 듯하지요. 아닙니다. 절대
로 아니예요.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손잡고 힘을 합하 여가면서 우주라는
큰 집을 꾸리며 거룩한 가르모니야를 창조하여 그에 한층 보태려하며 우리도 스
스로 그의 품에 안기려고 합니다. 춘일이, 지금 나는 그런 대문 앞에 이르러 열쇠
를 찾으며 얻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이에서 시가 나한테 큰 도움을 줄 것입니
다. 우리로 하여금 삶의 값과 우주의 아름다움과 세상에서 온갖 보람진 것을 옳바
로 느끼며 깨닫게 함에 있어서 시는 큰 매개물입니다. 그리고 가지각색 고생도
불행도 슬기롭게 넘어 드디게 하며 가장 인간적인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맞보게
한다고 나는 믿어요. 춘일이. 나는 당신과 더불어 참으로 사람이 되며 참으로 행
복하려고해요.34

⑮나는 오래 아샤의 고운 얼굴을 눈지켜 보다가 머리를 바다 쪽으로 돌렸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곳에서 나무배 하단가 나타났다. 그것도 아샤가 말하는
가르모니야의 창조자인지 모르겠다. 점점 커가며 나중에는 돛대가 보였다. 돛이
펄럭이면서 우리를 향하여 달아오며 마치 우리를 싣고 물결도 바람도 숨차하는
가없이 드넓은 곳으로 가보려고 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인연 깊은 우리의 벼랑
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불시에 높아갔다. 물새들이 불안에 몰려 하늘로 날아오
르면서 떠들썩하였다.
이때 문득 내입에서 얼토당토않은 말이 나왔다.
―물결을 날싸게 차면서 달음질하는 저 배여, 그대의 슬기로움 (…중략…)
참으로 부러워라 (…중략…) (말이 더는 내려가지 않아서 잠간 숨을 둘리다가)
아샤, 이것은 나의 그 어떤 허영심이 아닐가? (…후략…) 35
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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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아쌰 아쌰 그대는 재집 제방을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슬프게도 한길 날
땅에 파묻혔는가 눈물을 얼마나 흘리던 그대의 옷자락까지 적시겠는가. 또 그대
가 이렇게 노래하며 동경하던 가르모니야의 세계는 땅속에 있다는 말이 요? 아
니면 거기서 더 가까운가요 …… 이제부터 나는 누구 와 더불어 책을 읽으며 누
구와 함께 정을 나누며 도래굽을 거닐란 말이오 (…후략…) 36

⑬, ⑭, ⑮에서 “나”의 서정은 모두 자연과 교감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통
해 서술되어 “나”와 아쌰 사이의 사랑의 감정과 욕망을 보여준다. 자연과
교감하는 서정을 통해 이들의 사랑은 더욱 아름다고 선명하게 제시되며 청
년들의 이념적 욕망을 상징으로 포섭하게 된다. ⑬에서 이른 봄의 공원 그
늘 깊숙이 숨어있는 “솜같은 눈”, 푸름푸름한 햇풀, 푸른 나뭇잎이 이른 봄
의 자연을 서사에 서정으로 유입시키고 있다. 본문에서는 인용문에 이어
한참 자연에 대한 묘사가 계속된다. 물결로 하얗게 가시여진 모래, 그 위에
찍힌 발자국, 잔잔한 물결 위에 아롱거리는 햇살, 자맥질한는 물새, 바다풀,
조개껍은 이른 봄의 생기와 순수함 그리고 생명의 열정이미지를 환기하며
“나”의 서정을 직조한다. 여기서 인용된 자연들은 자연에 그치지 않고 “나”
의 내면에 대한 반영으로 잔존하여 서사에서 이어지는 “나”의 서정들과 합
류하며 서사를 추동한다. ⑭에서는 새들, 하늘, 먼 산줄기와 검푸른 나무숲
이, ⑮에서는 바다와 하늘이 이들의 서정을 반영하는 자연물로 제시되며,
자연으로 제시되는 정서적 과정은 지속적으로 순수함과 생명력을 갖는다.
여기에 제시된 자연물을 서사를 통해 상기되는 다른 자연물들과 함께 “나”
와 아쌰의 사랑, 열정, 순수함의 일부가 된다. 특히 자연과의 가르모니아(조
화)에 대해 대화하며 멀리 보이는 나뭇배가 아쌰가 말하는 가르모니아(조화)

36

위의 책,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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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도 모른다고 짐작하며, 그 배가 나와 아쌰를 먼 바다로 데리고 나갈지
도 모른다고 상상할 때, 자연은 이들의 사랑의 일부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
에 이들은 자연의 일부가 된다. 여기서 자연과 교감하는 서정은 극대화되
는 것이다. 서사 전체를 생각할 때 다소 지속되지 못하는 지점이 있으나,
이와 같이 자연을 자신들의 사랑의 일부로 만든 “나”와 아쌰의 서정은 ⑯에
서 명료해진다. ⑯은 아쌰의 죽음으로 인해 “나”가 아쌰와 이별하는 순간으
로, “이제부터 나는 누구 와 더불어 책을 읽으며 누구와 함께 정을 나누며
도래굽을 거닐란 말이오”라고 슬퍼한다. 사상과 감정을 나누었던 사랑일
뿐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을 함께 했던 사랑으로 아싸와의 이별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별의 정서는 자연과의 교감이 이들의 사랑에서
주요한 의미소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며 서사에서 서정의 추동성이 주요
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⑭와 ⑮는 자연과 교감하는 서정이 정서의 과정을 확대하는 데에서 그
치지 않고 상징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어 앞장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서정과
구분된다. 아쌰는 “우주라는 큰 집을 꾸리며 거룩한 가르모니야를 창조”하
고 그 일부가 되어야함을 “나”에게 밝히며, 그것이 삶의 가치와 우주의 아
름다움 그리고 세상의 보람과 옳음을 느끼며 깨닫는 길이며 시를 통해 가
능하며,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랑임을 밝히고 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
는 삶은 이후에도 시를 읽는 행위를 통해 반복해서 환기되며, 서사의 중반
에는 다소 감소되기는 하나 ⑯에서와 같이 아쌰의 죽음에 이르러 다시 한
번 자연과의 조화는 사랑의 이상으로 의미를 갖는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
은 “나”와 아쌰의 사랑의 정서의 과정의 일부에서 그치지 않고, 자연과의
조화와 그것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나”와 아쌰의 사랑으로 상징을 부여받
는다. 이와 같은 상징은 비록 “나”의 서정적 독백을 통해서 주로 성취되기
때문에 서사를 관통하는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우나, 서사를 추동하는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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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와 그것이 성취하는 상징의 의미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하다. 이와
같이, 자연 교감의 정서와 그것의 상징화는 청년들의 이념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것이 야기하는 모순을 극복하는 조화의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에로스로서의 사랑에 대한 욕망을 서사의 추동력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다른 형식의 욕망들은 서사의 전
개 과정에서는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나”와 아쌰 사이의 갈등으로 균열을
보인다. 종국에서, 아쌰의 죽음은 이와 같은 욕망의 균열이 이성적으로 설
명할 수 없는 균열의 형태로 제시된 것이다. 아쌰는 “나”에서 어떠한 물질
적인 호의도 거부했으며, 육체적인 접촉도 극도로 거부했다. 아쌰는 결혼
을 해서 한 집에 살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반면에 나는 아쌰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고,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 아쌰와
의 사랑을 전개하고 싶어 한다. 이는 이념, 조화, 그리고 에로스라는 세 욕
망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균열을 보여준다. 이 균열은 종국에는 아쌰의 갑작
스러운 죽음으로 상징된다.
이와 같이, 자연 교감의 서정은 량원식의 ｢락엽이 질 무렵｣에서는 소외
에 대한 외로움과 소통에 대한 갈망을, 강태수의 ｢기억을 뚜지면서｣에서는
에로스에 대한 욕망과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인물들의 욕망은
정체성을 찾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서사 또한 정
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구성으로 보기도 어렵다. 자연 교감의 서정을 통해
인물과 서사의 욕망이 드러나고, 이 욕망들이 일시적인 접합점에서 인물들
의 정체성에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정체성을 국가적, 민
족적 의미로 한정한다면 이 욕망들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해체하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는 보다 세밀하게 다루어
져야 정체성에 대한 환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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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물 집중의 서정과 회상의 세계
앞장에서 자연과 교감할 때 서정의 선명함이 부각되는 다루었다면 이 절
에서는 인물에 집중하는 서정의 양상을 숭고한 인물에 대한 묘사와 인물의
감각에 치중하는 묘사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정의 양상이
각각 이상의 불완전성과 욕망의 파국을 보여주고 있음을 살피고자 한다.

(1) 숭고의 묘사와 이상의 과잉
이 항에서는 ｢명숙 아주머니｣에 나타난 서사를 추동하는 서정이 숭고한
인물에 한 묘사와의 관계 하에 이루어짐을 살피고, 이상을 서사 안에서 완
성하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완성은 불완전성을 가짐을 밝히고자 한다.
｢명숙 아주머니｣에서 서술자는 명숙 아주머니와 명숙 아주머니에 관련
된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명숙의 일대기를 반추하
고 현재에까지 이르러 명숙의 삶이 꼴호스 당원으로서의 이상적 형태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이와 같은 서술자는 애정어린 기억들을 서정으
로 서술하여 서사를 이어나간다. 이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⑰명숙 아주머니는 내 이돌이한테로 놀려 들어가게 되면 어느 때나 웃는 낯
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때에 엿장사가 오면 엿을 사서는 똑같이
나누어주면서 아모쪼록 서로 다투지 말고 재미있게 놀라고 우리를 타이르군 하
는 명숙의 부드러운 말소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정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하긴 우리가 같이 놀다가도 혹시 다루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명숙 아
주머니 보게. 되면. 내 잘못했더라도 제 오라비역을 드는 것이 아니라 ‘경철이
일부러 그랬겠느냐’고. 명-라서 그랬지 하는 등 말로 분해서 씩씩거리며 달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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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돌이를 좋게 말리군 했습니다. 그러면 어쩐지 이돌이는 분이 차츰 내려가는
지 인차 씩 웃고마는 것이였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도리여 자신아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차츰 싸움질도 드물어졌습니다.37

⑱명숙 아주머니 나룰 그렇게까지 사랑해주던 일이 지금도 잊어 지지 않습니
다. 한번은 명숙 아주머니 안날에 캐여 깨끗이 씻어두었던 세두리나물(산나물)
광주리를 들고 마을 길을 벗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중략…) 때는 해뜰 무렵이
였습니다. 때마침 바깥에 나온 내 눈에는 명숙의 멋모습이 띄였습니다, 나는 별
다른 생각은 없이 그저 주먹을 부르쥐고 명숙의 뒤를 쫓았습니다. 한참 잘 달았
습니다. 나의 가쁜 숨소리를 들은 명숙 아주머니 는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
러지 않아도 둥그런 그의 눈 은 더 커졌습니다. 나는 헐떡거리며 명숙에게로 다
가가서 그의 팔에 매여달리다 싶이 하였습니다. 명숙 아주머니는 내 하는 잡도리
를 보고 무슨 말온 못하고 한참 서서 그 어떤 생각을 하던 끝에 나의 적삼깃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의 시 선은 나의 벗은 발길에로 돌아졌습니다. 명숙 아
주머니는 눈섭이 찌프러지더군요. 그러나 마음이 너그러운 그의 얼굴에는 또다
시 웃음빛이 어리어 마침내 나는 암을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38

⑰과 ⑱에서 서술자는 어린 시절 옆집에 살던 친구 이돌의 누이인 명숙
에 대한 기억을 자신의 섬세한 감정 변화를 따라 서술하고 있다. ⑰에서 어
린 시절 명숙은 언제나 웃는 낯으로 맞아주었고, 엿을 사주고, 싸우지 말라
고 부드럽게 타이르는 서술자에게 이상적인 애정을 제공한 인물이다. 명숙
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해 나는 이돌과의 우정의 씨앗을 마음 속에 심을
수 있었고, 이돌과 싸울 때에 조차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말을
37
38

위의 책, 4쪽.
위의 책,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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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아주머니 들려줌으로써 싸움을 스스로 멈출 수 있었다. 명숙의 이상
적인 애정이 작은 순간들을 통해 섬세하게 나열되고, 그에 따라 그러한 명
숙의 행동이 나의 내면에 끼친 영향 또한 섬세하게 묘사되어 서정을 형성
하고 있다. 그녀의 이상적인 애정으로 인해 서술자는 세계에 대한 우정을
키울 수 있었고, 세계와의 불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발견하고 부끄
러워할 수 있었다. 그녀의 애정에 대한 서술자의 반응이 가장 서정적인 지
점은 ⑱으로, 서술자는 명숙 아주머니 멋진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보고 무조
건 뒤따라 달린다. 명숙에게 이것이 발견되었을 때 명숙 아주머니 자신의
행동에 화를 내지 않고 웃음을 보이자 서술자는 비로소 마음을 진정하는
데, 이는 명숙의 반응에 대한 나의 미세한 심리 변화에 대한 서술이다. 이
것은 서술자가 명숙에 대해서 갖는 심리적 연대를 서정으로 전달하고 있음
이다. 이와 같은 심리의 변화는 커다란 사건과 관계된 것이 아니며, 현실적
이익 때문도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순수하고 강
한 정서의 표출이다. 이와 같이, 서사의 시작인 이 어린 시절의 회고에서
명숙 아주머니라는 인물에 대해 가장 선명하고 세부적인 정서를 제시하고,
이것은 이후의 서사에도 잔존하여 이후에 이어지는 명숙 아주머니라는 인
물이 갖는 이상으로서의 인물을 형성하는 서술들과 연결되면서 서사 전체
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위와 같은 서정은 명숙의 우월하고 숭고한 면모를 제시로 이어지는데,
이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⑲더우기 이 둘이 누이는 동네 처녀들 중에서도 으뜸간다는 처녀였습니다.
얼굴색이 회고 눈에 부드러운 빛이 어리여 어느 때나 상대방의 마음을 이끄
는. 동네 우리 또래들의 모두의 손우누이였습니다. 참말 명숙 아주머니는 우리
형님의 마음을 사로 잡울 수 있는 모든 품성이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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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명숙아주머니는 시동생들도 여간 사랑해주지 않았지요. 또 한 시부모들을
잘 보양하고 거리에서 마을의 어린이들을 만나면 그저 지나지 않고 머리를 만져
준다. 옷것을 바로 잡아준다 했습니다.
그분은 시집간 그 해에 인차 공청동맹에까지 둘어사 회사업에서도 모법이 되
었답니다. 그러니 동네 어른들의 환심을 샀지요.40

㉑그 동네 사람들은 명숙아주머니에 대해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마치
그 어떤 전설 같기도 합데다.
하긴 사람이 남과 갈이 한동네에 살자면 그렇게 인심 을 얻어야지요. 나는 그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적에는 실로 반갑
습데다.
그때에 둘은 이야깁니다.
명숙아주머니는 오래 동안 꼴호스 당단체 비서로 사업하였는데, 이건 바로
그때에 있은 일입니다.

⑲, ⑳, ㉑의 순서로 진행이 되면서 명숙은 동네에서 “으뜸 가는 처녀”라
는 소박한 이상의 형태에서, 시동생과 시부모 등 가족 우수한 구성원으로,
그리고 자신이 속한 마을에서도 집단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인물로, 종국
에는 공청 동맹에서도 모범이 되는 인물로 서술된다. 즉, 작은 단위의 이상
적인 구성원으로 시작하여 가장 큰 단위인 공청 동맹과 꼴호스 당단체에서
도 이상적인 구성원으로 규정되며, 더 나아가서 꼴호스 당단체의 일원으로
는 전설과 같은 일화를 남기는 숭고한 인물로 제시된다. ㉑의 뒤에 이어지
는 본문에서 명숙은 몸져 누워가며 삶의 의욕마저 잃고 있어 모두에게서
39
40

위의 책, 6쪽.
위의 책,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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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받고 있는 노인을 설득하여 병원으로 모시고 가 진료를 받게 하고 병
을 이게 내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논물 경비를 보는 일에서도 생산성을
높이도록 일을 지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자가 잘 하지 않는 일을 앞장서
서 해낸는 영웅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자신을 희생하는 숭고한 영웅의
모습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서술에서도 “아름다운 처녀”, “사랑해주다”, “반
가운 일” 같은 서정의 개입으로 숭고한 영웅에 대한 이해가 서정을 통해 가
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명숙의 숭고함에 대한 서정은 명숙의 내면이 극히 제
한적으로만 제시됨으로써 서사 전반에 걸쳐 단면적인 인물에 그쳤다는 한
계를 지울 수 없다. 노인 환자를 간호하는 어려움, 논물 보는 일의 어려움
과 같은 면이 전혀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단면적인 명숙에 대
한 서사는 이상적인 인물이 인간으로써 가질 수 있는 모든 결여와 흠결을
삭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인물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해치며, 영웅적인
인물에 대한 이상의 지나친 과잉으로 해석된다.

(2) 감각의 묘사와 욕망의 파국
이 항에서는 ｢빨간 완렌끼｣의 서정이 인물에 대한 감각적 묘사를 통해
서술되며, 이 서정이 욕망의 파국을 서사로 구성함을 밝히고자 한다. ｢빨간
완렌끼｣은 남편인 니꼴라이가 술에 심취하여 자주 심하게 취하게 되고, 급
기야 술에 취해 다른 여성을 범하고, 사랑하는 어린 아들인 유라에게 자신
이 굉장히 기뻐하며 사다 준 빨간 왈렌끼(장화)마저 술값을 내기 위해 유라
에게서 몰래 빼앗아 달아나려하고, 이것을 막으려던 유라가 겨울의 추운
눈밭에서 다리에 동상이 걸려 다리를 자르게 되는 파국을 맞는다. 이 소설
에서 서정은 니꼴라이, 유라 그리고 부인인 웨라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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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이 서정은 니꼴라이, 웨라, 유라의 신경증적 욕망에 대한 징후
로 읽히며, 서사를 추동한다. 유라와 웨라의 경우, 그리고 니꼴라이의 경우
로 나누어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㉒삼천궁녀 간 곳 어디야 (…중략…) 봉급을 받은 김니꼴라이는 종이꾸레미
를 겨드랑이에 끼고 나지막한 반코노래. 반업노래를 흐리멍텅하게 얼버무려 넘
기면서 어처링어치렁 걸어 들어왔다. 문소리에 달려나온 아들은 어둑컴김한 현
관에 서 신을 벗는 아버지를 보자 ‘아빠!’ 하고 반갑게 소리를 치면서 와락 달려
들어 끌어안으려다가 문뜩 멈춰서서 량팔을 짝 벌린채 아버지를 우두커니 바라
보았다. 미소가 사라 진 그의 얼굴은 시무록했졌다. 술내가 났던 것이다.

㉓ ―아야 고마와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예요
―그는 되는대로 주어붙이면서 아버지의 량귀를 잡아당겨 아직 찬기가 도는
입술에 입을 맞주었다. 문뜩 소년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에! 술냄새!41
야단법석소리에 히죽 웃으면서 객실로 들어오던 웨라는 가슴에 팔짱을 끼고
문룹에 어깨를 맥없이 기대고서서 수그러진 아들의 얼굴표정을 서글프게 훑어
보았다.
장앞에 다가선 녀인은 깊은 생각에 잠겨버렸다 (…중략…)
―업마, 울지 말아요…… 위로했다—이제 조금만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있으
면 아빠가 깨나요.
―아무람 …… 아니. 어디 내가 우니 ?―어머니는 얼굴을 돌리지 않은채 아들

41

농담, 말실수, 거짓말을 신경증적 징후에 해당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본 논의에서는, 이 세 가지 중
거짓말에 집중하여 ｢빨간 완렌끼｣를 분석하고자 한다. 브루스 핑크, 이성민 역, 라캉의 주체, 도
서출판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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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그룰 꼭 끌어안았다.
아빠는 업마를 사랑해요.

㉔이 말을 듣는 웨라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평 돌았다. 그는 밖을 내다보는
체했다. 제 생각에 사로잡혀 어머니의 얼굴표정을 보지 못한 아들은 어느덧 지완
에서 드르링 드르링 코를 고는 아버지를 못본 체하고 계속 중얼거렸다.
우리 아빠는 참 망이 좋죠. 다른 아빠들은 아이들에 게 눌음감을 그렇게 많이
안사줘요. 그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중략…)―이젠 유라의 얼굴이 흐렀다.
― ‘그런데’라니 ?―녀인은 아들의 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으나 철부
지가 속에 있는대로 툭 털어놓고 하는 말을 듣자는 심사였다―그런데 뭣이 맘
에 안들어?
는 심사였다―그런데 뭣이 맘에 안들어?
유라는 입을 꾹 다물고 한 손으로 어머니의 잘룩한 진허리를 꽉 끌어안고 그
에게 딱 붙어서서 다른 손으로는 추위가 유리에 아로새겨놓은 얼업꽃을 녹이고
있었다.
유로츠까, 우리는 여태껏 비밀이 없었지, 응 ? 아니면 어머니룰 더는 믿지 않니?
―왜 우리 아빠는 워드까를 그렇게 많이 마셔요?아빠가 취하여 들어오면 업
마가 정지칸에서 우는걸 내가 모르는가 해요?―소년은 단숨에 퉁명스럽게 내뱉
돗 말했다. 그리고는 나직이 덧붙였다―알료나 네 아빠는 절대로 술을 안 마시는
데. 아빠가 취하기만 하면 아빠하고 호께이장에 가려해도 부끄러워요. 알료나가
비웃지 않아요?
철부지의 말은 어머니 마음속의 상처를 더욱 쓰라리게 허적여놓았다. 그의
가슴은 칼로 에이는듯했다.4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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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책,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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㉕웨라는 눈시울이 뜨거워났고 가슴이 싸늘해졌다. 어머니 에제는 아들의
무의식적인 흐느낌 소리가 외기러기 울음에서 장차 흘러나을 종말적화음의 비
극적인 전주곡으로 둘렀던 것이다. 어린이의 눈물어린 눈을 바라보는 녀인도 따
라서 온 몸을 들먹거리며 꺽꺽 흐느끼고 말았다 (…후략…) 43

㉒～㉕에는 유라와 웨라의 서정은 신경증적 징후에 대한 묘사를 포함한
다. ㉒에서 유라는 아버지를 보고 와락 안겨들 정도로 반가워하다가, 술냄
새를 맡고 완전히 반대되는 반응을 보이면 시무록해진다. ㉓에서도 부츠를
보며 기뻐하다가도 술냄새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술을 마신 아빠 때문에
울고 있는 엄마를 달래고, 엄마의 기분을 위해서 아빠를 칭찬하기도 하고,
아빠는 왜 보드카를 많이 먹냐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한다. 더 직접적으로
는 아빠 때문에 엄마가 우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낸다. 아이로서 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니꼴라에 대한 유라의 반응에는 과장된
면이 있다. 서사에서 니꼴라는 술이 많이 취해서 집으로 와 쓰러지기를 반
복하고, 유라가 가고싶어하는 스케이트장에 가지 못하는 것 이외에, 이 이
후로 니꼴라가 술이 취해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나쁜 언사나 행동은 없
었다. 따라서 니꼴라의 음주에 대한 유라의 반응의 원인은 음주 그 자체에
있기 보다는,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반응의 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웃고 있던 유라의 기분을 그와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우울한 기분으
로 바꾸게 하기 때문에며 더 나아가서 인용문 이후에는 니꼴라의 음주 때
문에 울기까지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라의 반응은 아이에게 가
장 많은 영향을 주는 엄마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㉓에서 유라는 아빠의
음주를 확인하자마자 엄마의 낯빛을 살피면서 엄마를 위로하고, ㉔에서는

43

위의 책, 70～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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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아빠와 함께 스케이트장에 가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다. 그리고 인용문 이후에는 엄마 품에 안겨서 아빠가 술에 취해 자신의 침
대에 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엄마에게 안겨서 운다. 니꼴라의 음주에
대한 유라의 반응은 니꼴라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데 비하여, 즉각적
이고 과장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며, 특히 마지막 니꼴라가 자신의 침대에
쓰러질 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상황은 과장된 반응이라는
해석을 확신하게 한다. 유라의 이와 같이 즉각적이고 과장된 불만과 불안
의 정서는 신경증적44이며 서사 내내 지속되면서 서사를 긴장시키고, 부츠
를 뺏기게 되는 후반부에서부터는 서사를 이끌어가는 강한 추동력이 된다.
인과를 설명할 수 없고 언어의 인과에 균열이 발생할 때 이를 강박이나 히
스테리와 같은 신경증의 징후로 파악할 수 있다.45
웨라가 보인 신경증적 정서는 우울증의 양상을 강하게 보인다. ㉓에서
니꼴라의 음주를 알고 우울한 생각에 잠기고, ㉔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들
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듣기를 원하고46 ㉕에서는 니꼴
라 때문에 심심해하는 유랑에 대해 자신이 죄책감을 느끼고 이후에 니꼴라
가 술에 취해 집으로 왔을 때에도 연약해진 심리를 드러내며 ㉖에서는 울
고 있었다.47 이와 같은 웨라의 반응은 모두 상황을 탓하는 리비도를 자기
자신에게도 돌리는 우울증의 경향을 보이며, 특히 ㉕에서 니꼴라 때문에
심심해하는 유랑에 대해 자신이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은 우울증의 전형적
인 형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웨라의 신경증적 서정은 유라의 그것과 함
께 서사를 긴장시키고 추동한다.
44
45
46

47

158

브루스 핑크, 이성민 역, 라캉의 주체, 도서출판비, 2010.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인순 역, 꿈의 해석, 열린책들, 2004.
유라의 솔직한 마음을 듣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엄마를 의식하는 아이로부터 엄마의 심
리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태도로 해석할 수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히 웨라
와 같이 강한 우울증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외역,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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㉗ (…전략…) 새벽에 잠을 깬 니꼴라이는 머리가 꼬쟁이르 쑤시듯했고 구토
가 났다. 속이 쓰릿쓰릿한가 하면 배속에서 뱀장어가 휘적거리는듯 했다. ‘제길
할, 또 아침까지 뜬눈으로 고 동해야 해? (…중략…) 아차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그는 전과 같이 또 량심의 가책을 느꼈다. 자신의 비결단성과 의지력의
나 약성이 저주로왔고 처신이 원망스러웠다. ‘의지력의 나약성 (…중략…) 아!
셔사라는 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울거야.’ 처를 위로하고
안심시켜 주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하지만 이번은 별다르다고 믿어줄
가?’－선의의 순간적인 불꽃은 그대로 꺼지고 말았다. ‘워라, 용서하오’ ―입속
말로 중얼거렸다

살아갈 수 없다는건 나도 알고 있소. 숨을 당장 끊고 말테니

(…후략…)48

㉘밤손님은 슬그머니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왔다. ‘어쨌으면 좋아?’ 손은 스
스로 꼬냐크 병을 잡아당겼다. 한잔 들이켰다. 안주 생각도 없었다. ‘어쨌으면
좋을가?’ 또 한잔 들이댔다.
어쨌으면 ? (…중략…) ‘‘독약’은 온 몸에 퍼졌다. 에라, 제길할!’ 병 바닥에
남은 것을 다 빨아넘겼다. ‘하늘이 무너저도 살아날 구멍이 있겠지’. 이것은 벌써
그의 말이 아니였다. 술이 시 키는 군소리였다.49

㉙신도 속에서 술불이 활활 타올랐다. (…중략…)
‘휘청 껑충이’가 유라에게 헌 눌음감을 고쳐주는 체했다. 애비는 왈렌끼를 내
려다보았다. 손이 무거웠다. 땀들은 손바닥을 배에 썩썩 문대다가 돌아보았다.
‘차던…… 석한방울 악바리’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환멸을 표현했다. ‘수리
사’는 곁눈질로 벽시계를 가리켰다. ‘이려다가 나긴 사람이 들어오면……’ -니
48
49

행복의 고향, 사수싀출판사, 1988, 72쪽.
위의 책,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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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라이는 특락거리는 가슴으로 숨을 길게 들이킨 후 왈렌끼를 냉큼 들어 외투
속에 감쪽같이 감추었다.50

㉗에서 니꼴라는 자신의 음주를 후회하고 있으나 이를 중단하겠다는 자
신의 다짐을 웨라가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걱정하고, ㉘는 충동적으로 같
은 직장동료를 범하고 난 후의 반응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없으며 단지 어려운 상황만을 벗어나려 하고 있고, ㉙에서는 술을 마실 돈
을 마련하기 위해, 같이 술을 마시는 친구들의 부추김을 따라 자신이 유라
에게 선물을 도로 유라에게서 훔치고 있다. 이와 같은 니꼴라의 행동은 욕
망의 대상이 환유적으로 옮겨하는 형식을 보여준다. 술에서 여자로 다시
술과 술친구들에게로 니꼴라의 욕망은 불안하게 미끄러지며 신경증적 정
서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니꼴라의 신경증적 서정은 유라의 다리를 절단
하게 되는 극단적인 파국으로 서사를 이끌게 된다.
이와 같이, 인물 집중의 서정은 자연 교감의 서정은 김광현의 ｢명숙 아
주머니｣에서는 이상에 대한 과잉의 기대를, 정장길 ｢빨간 완렌끼｣에서는
욕망의 분출과 그로 인한 질서의 파국을 보여주고 있다. ｢명숙 아주머니｣
의 경우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품의 전형을 보임
으로써 서사는 정체성의 구축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는 서사의 표면에서 볼 때이고, 명숙 아주머니를 어떠한 결여도 없는 완
벽한 인물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체성 추구라는 서사 표면의 의도와는 달리
서사는 이념적 정체성에 균열을 내고 있다. ｢빨간 완렌끼｣의 경우 인물들
의 감정에 대한 섬세하고 과도한 감정의 서정은 욕망의 분출과 교차하며
갈등을 심화시키고 파국을 더욱 비극적으로 제시한다. 이념을 중심으로 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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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책,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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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체성을 생각할 때,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와 선명하게 거리
가 먼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파국은 정체성의 새로운 접합점으로 해
석되어야 한다. 정체성에 대한 환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이상에서 ｢락엽이 질 무렵｣,51 ｢기억을 뚜지면서｣,52 ｢명숙 아주머니｣,53
｢빨간 완렌끼｣54에서 서정의 양상을 각각 감정의 외면화, 자연의 상징화,
숭고의 묘사, 감각의 묘사로 살피고, 그것이 서사를 추동하는 요인이 됨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네 단편에서 서정은 각각 소외된 노인의 욕망이 파국
으로 가는 과정으로, 이념과 사랑을 추구하는 청년의 욕망에서 균열이 파
생되는 과정으로, 이상을 추구하는 욕망이 이상의 과잉으로 결론 맺음을,
끝으로, 신경증적 욕망이 파국에 이르는 과정을 인물의 욕망과 무의식을
전달하며 이끌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서정이 부각되는 양상은 위의 네 소설뿐만 아니라 행복의 고
향에 수록된 다른 작품들에서도 모두 찾아볼 수 있는 특성으로 CIS 지역
고려인의 소설에서 주요한 논점이 될 필요가 있다. 서정은 내면과 외부세
계, 주관과 객관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상징과 질서가 욕망과 관계 맺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의 서사는 인물들의 강렬한 욕망을
표면화시키고 적극적으로 객관화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첫째, 자연과 교
51
52
53
54

위의 책.
위의 책.
위의 책.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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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는 서정은 자연이라는 매개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보편인 차원으로 확
대시켜 전달하며 노년의 좌절과 청년의 균열을 보여주었고, 둘째, 인물에
집중하는 서사는 인물 내면의 회상과 욕망에 집중함으로써 이데올로기의
과잉과 욕망의 파국을 보여주었다. 우선 이와 같이 서정이 적극적으로 작
동하는 소설의 구성은 CIS 지역 고려인의 문학이 갖는 보편적인 문학성을
담보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특수성을
보여주는데, 전자인 자연 교감의 서정은 인물들의 욕망이 개인의 분열적인
욕망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후자인 인물 집중의 서정 또한 부정적
인 형태로이지만 개인의 욕망에 대한 집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거대
담론 단위의 국가, 민족, 이념의 층위에서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구축하고
자 하는 시도와 구분되며, 정체성을 그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과 결정
을 통해 보여준다.
자연 교감의 서정을 통해 인물과 서사의 욕망이 드러나고, 이 욕망들이
일시적인 접합점에서 인물들의 정체성에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정체성을 국가적, 민족적 의미로 한정한다면 이 욕망들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체하고 있다. 인물 집중의
서정에서도, 서사는 이념적 정체성에 균열을 내고 있다.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을 생각할 때,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와 선명하게 거
리가 먼 것으로 치부되기 쉬운 욕망의 파국은 고려인의 정체성이 보여주는
새로운 접합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집중에 대한 선택은 서정이 보여주는 욕망의 내용이 아니라
그 욕망의 선택으로 정체성의 형성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홍웅호에 따르
면,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 주도되었던 구소련의 민족주의 정책은, 민족 자
결을 중시 여겼던 레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이 정권을 잡게 되면
서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민족억압정책으로 진행되었다.55 그러나, 김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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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따르면 1953년 스탈린의 사망 이후에는 각 민족들에게 많은 자치와
자유가 주어서 민족들의 권위가 신장되었으며, 오히려 민족에 구분 없이
대등한 소련인으로서의 지위를 모두가 누릴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또
다시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독립국가연합 CIS이 형성되면서, 소수민족들
의 지위는 비대표 민족으로 격하되었다고 한다.56 이와 같은, 정치적인 변
화는 그들의 생명과 생계에 직결되는 주요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
은 국면들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살펴본 소설들이 보여주는 개인의 욕망
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때와 완전히 다른
의미와 강도를 갖는다. 이러한 조건들은 앞으로의 논의에서 더욱 세밀하게
분화하여 분석해야 한다. 본 논의는 이와 같은 서정을 통해 드러나는 분열
하고 분화하는 욕망을 분석함으로써, 여러 층위의 권력과 관계들이 복잡하
게 접합하는 상황이 반영된 논의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밝혔다. 정치적인
권력관계들에 대한 세밀한 반영이 전제될 때, 서정을 통해 소설에서 제시
되는 욕망에 대한 집중과 결정들은 배제되었던 것을 포섭할 수 있는 가능
성을 갖고 고려인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55
56

홍웅호, ｢레닌과 스탈린시기 소비에트러시아의 민족정책 변화｣, 사림 46, 수선사학회, 2013.
김게르만, ｢CIS(독립국연합 : 러시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역사성과 정체성｣, 전남대 세계한상
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8,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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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Meaning of the Aspect of Lyricism and Form of
Desire in the Short Stories in
the Opening Period of the CIS Region
Yang, Gayoung | Pukyong University

The debates about novels in the CIS area in the opening period of the Soviet Union were
mainly focused on the classification of subject of the novels. And the subject were often closely
related to language and identity. As in the meantime, novels were an unfamiliar area in Korean
literature, summarizing and introducing them focusing on subject have been meaningful and
necessary discussions. However, the novels in the CIS region show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and completeness of narrative and stylistic forms beyond the dimension of the subject. In addition, attempts to classify novels in CIS region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language and identity have limitations that can not include both novels that show desire and society other than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identity. Furthermore, in Stuart Hall's view of the process
of semantic controversy related to the culture, he reveals that there could not be a fixed identity
and the form and process of choice and exclusion establish an identity in an articulation. In
this discussion, based on the concept of identity in an articulation, I analyzed the lyricism
as a conscious and unconscious form of realization of desire that could not be reduced to
identity. The analysis was divided by sympathy with nature and concentration on a character.
As a result, the CIS region's novels show that the literature shows both the universality
of lyricism and the uniqueness of ideology. This type of analysis also revealed the intricate
desires and decisions among minor dimension, which are not reduced to the pursuit of identity, depicted in the novels of this period. This argument disproves that the discussion of
identity in these novels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e multifaceted aspects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historical aspects of the CI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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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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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문학사의 보이지 않는 주체들
3. 횡단과 전환의 세계문학
4. 동아시아의 근대성
5. 결론

| 국문 초록 |

박진영의 뺷번역가의 탄생과 동아시아 세계문학뺸(소명출판, 2019)은 한국문학사에
서 주목받지 못했던 번역가들과 그들의 번역 방법론(중역), 그리고 이를 통해 수행됐
던 세계문학에 대한 상상과 복수의 동아시아 근대성을 탐구하는 책이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번역가와 번역문학을 감싸고 있는 역사적 조건과 맥락, 그리고 그것들이 발
생시킨 효과들을 동아시아라는 시좌에서 살펴본다. 이에 따라 저자는 원본과 사본의
위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왕의 비교문학과 번역학의 관점들과 절연하고, 원본과
사본 간의 접촉과 횡단 그리고 그것들의 파생 결과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파헤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한국근대문학과 세계문학에 대한 한국인의 관념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문학사 안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번역주체
들에 대한 탐구로 연결된다. 홍난파, 이상수, 양재명, 진학문, 김동성, 김억, 임학수,
*

고려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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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식 등의 생애와 그들이 남긴 번역문학들, 그리고 그들의 번역 방식들이 본문에
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검토된다. 한편 이들의 번역 방식은 대개 일본을 경유한 중역
의 형태를 띠곤 했는데, 저자는 이러한 중역을 선험적인 이분법에 의거해 가치 판단
하는 대신, 주체와 타자의 인식들이 다양하게 대립하고 중첩되기도 하는 복잡한 교
차로로 인식한다. 이 때문에 중역은 문학사에서 감추고 은폐해야 할 부끄러운 한계
가 아니라 다양한 사상들이 만나고 분기되는 이채의 흔적으로 여겨진다. 바로 여기
서 동아시아의 시좌 혹은 방법론은 번역(중역)과 관련된 문학적 실천과 수행성을 일
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으로 확장시켜 준다. 세계문학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번역
이란 실천을 통해 상상됐으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연속과 단절의 부침을 드러냈고,
이 때문에 세계문학에 대한 관념과 동아시아 근대성은 복수성을 지니게 됐다.

주제어 : 번역문학, 번역, 중역, 번역가, 세계문학, 근대성, 수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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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이후 한국근대문학연구는 풍속, 제도, 매체, 검
열, 문화 등과 같이 그간 문학 외적 요소들이라고 여겨졌던 범주들을 바탕
으로 문학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문학이란 관념과
문학사의 논리에 대한 다른 인식을 제시했다. 이 같은 연구 경향들은 근대
문학이 형성된 조건과 과정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효과를 두루 검토함으
로써 ‘문학적인 것’을 규정하던 관념을 성찰하고, 그와 연결되어 있던 근대
성 자체를 재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요컨대 ‘문학 연구의 역사주
의적 전환’은 ‘문학’, ‘민족’, ‘근대’의 이념들을 탈신비화하고, 문학이 놓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되살려 냈다.1
물론 이러한 연구 경향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 연구들
이 중심과 주변, 주체와 타자, 지배와 피지배 등 근대성을 받치고 있는 이
분법적 도식을 해체하고자 했던 탈근대적 사유들의 성취와 더불어 그것들
의 한계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비판들이 언급된 바 있다. 이를테면 문학의
장 안에서 풍속론적 문학연구와 같은 탈근대적 연구 방법론은 문학을 특권
화시키고 문학중심적인 연구를 산출했던 근대적 사유를 해체하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문학을 풍속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취급함으로써 문학의 고
유한 자질을 해명해내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른바 ‘탈근대
적 문학담론’이라고도 언급되기도 했던 새로운 경향의 근대문학연구들이
한국문학의 물적 토대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던 담론적 질서를 규명하는 단
계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학 고유의 자질을 놓침으로써 문학 연

1

김동식, ｢21세기에 구상하는 새로운 문학사론－풍속, 문화, 문화사｣, 민족문학사연구 19, 민족
문학사학회, 2001; 천정환, ｢문화론적 연구의 현실 인식과 전망｣,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7;
하재연, ｢식민지 문학 연구의 역사주의적 전환과 전망｣, 상허학보 35, 상허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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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2
그런데 문학의 관념과 분과 학문의 경계를 의심하고 해체하고자 하는
탈근대적 문학방법론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문학 연구의 정체성을 놓칠 수
있다는 비판은 오히려 그것의 성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으로 여겨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에서 중요한 점은 문학 연구의 역사주의
적 전환이 문학 연구의 정체성을 잃게 되면서 이와 함께 역설적이게도 문
학과 주체의 역사성을 탈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탈근대적 문학방법론은
문학 장 안에서의 민족주의와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지만,
문학과 주체의 고유하고 복잡한 운동성을 단순하게 처리할 우려가 있기 때
문이다.3 이 같은 비판들을 고려할 때 탈근대적 문학방법론의 지향은 타자
를 억압하는 문학과 주체의 자기동일성을 거부하면서도 타자와 관계 맺어
온 문학과 주체의 역사적 운동성에 대한 탐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한편 탈근대적 문학방법론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이것이 다다르지 못한
지점들을 언급하고 그것의 시좌를 확대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제
안되기도 했다. 한국근대문학이 번역문학과 관계 맺어 왔던 역사적 맥락과
의미에 대한 탐구가 그간 공소하게 이루어졌으며, 번역문학을 통해 문학과
근대성의 경계를 국가의 경계 너머로 확장시키는 데 소홀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왜냐하면 번역문학은 한국근대문학의 관념을 해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좌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것을 일국의 범위 밖, 이를테면 동아
시아의 관점으로 확대할 경우 문학과 근대성에 대한 탐구가 갱신될 수 있
기 때문이다.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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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단의 내용은 민족문학사연구의 ‘탈근대 문학담론비판’ 특집호를 참고했다. 하정일, ｢탈근
대 담론－해체 혹은 폐허｣, 민족문학사연구 33, 민족문학사학회, 2007; 박수연, ｢포스트식민주
의론과 실재의 비평｣, 민족문학사연구 33, 민족문학사학회, 2007; 차혜영, ｢지식의 최전선－‘풍
속-문화론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족문학사연구 33, 민족문학사학회, 2007.
박수연은 이 같은 탈근대적 문학방법론이 “역사를 진공으로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
다. 박수연,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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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의 번역가의 탄생과 동아시아 세계문학은 이 같은 탈근대적 문
학담론이라 불리던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연구 경향의 성과들을 이어받
으면서도 앞서 언급했던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한 노작이다. 박진영의 저서
는 근대 번역문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대상에 한정적으로 침잠하는 대신 번
역문학을 경유하여 한국문학을 사유하고, 이를 다시 동아시아라는 새로운
시좌로 이동시켜 세계문학과 근대성을 성찰한다. 이를 위해 번역문학의 독
자성과 역사성, 그리고 주체들의 실천과 효과가 두루 검토된다. 그렇기에
한국문학사에서 배척되어 온 중역은 박진영의 연구에서 한국의 열등한 근
대성을 드러내는 표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대한 전통이 계승되지
못하게 한 장애도 아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중역은 수신자와 발신자 사
이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에서 벗어나기에, 원본의 진위성에 포
섭되지 않는 문학의 새로운 수행성을 이끌어낸다. 이처럼 번역문학, 그리
고 그것을 이끌어낸 중역이라는 방법론은 문학의 수행성을 바탕으로 탐구
되는데,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세계문학이란 관념과 근대성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함께 드러낸다는 점이 본 저서를 통해 증명된다.
이처럼 문학의 수행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박진영의 연구에서 중역은 번
역의 한 방법으로서 제한되지 않고 글쓰기와 읽기 행위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대된다.5 왜냐하면 나의 글쓰기와 읽기가 타자의 글쓰기와 읽
기와 겹쳐지면서 새로운 다시 읽기와 다시 쓰기의 실천으로 변화되기 때문
이다. 이 같이 중역의 개념을 다르게 이해할 경우 주체와 타자 혹은 원본과
사본 사이에서 일방향적이거나 전파론적인 방식의 소통은 성립될 수 없게
되며, 두 대립물들은 하나의 동질적인 형상으로 수렴되지도 않게 된다. 중

4
5

구인모, ｢번역연구라는 시좌의 보람｣, 현대문학의 연구 58,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중역의 복잡한 작동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조재룡, ｢중역의 인식론－그 모든 중
역들의 중역과 근대 한국어｣, 아세아연구 54-3,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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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글쓰기와 읽기 행위 전반으로 확대시키는 이 같은 생각은 박진영의
연구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으나 근대의 매체를 통해 형성되는 ‘상상의 공
동체’를 언급했던 베네딕트 앤더슨의 연구에 대해 메리 루이스 프랫이 제
기한 비판적 견해를 연상케 한다. 18세기에 발표된 유럽인들의 여행기들
이 유럽과 식민지 사이의 복잡한 소통 체계를 만들어낸 맥락과 효과를 연
구한 탈식민주의 연구자 메리 루이스 프랫은 신문 혹은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 동질적인 민족이 상상될 수 있었다는 앤더슨의 견해가 다양한 언어적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차이를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프랫은 소통의 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른 문화, 다른 계급, 다른 젠더, 다른 언어적 질서에 놓
일 경우 인쇄와 언어 매체를 통해 접촉하게 되는 상호 관계는 하나의 관념
과 원리로 통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언어와 매체는 동질적인 상상
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조건이자 그것을 배반하는 조건이기도 하다는 것이
다.6 이와 비슷하게 박진영의 연구 역시 번역문학을 통해 하나의 상상된 공
동체가 구성됐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번역문학을 통해 접촉하게 되는 사
람들의 차이를 밝혀내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효과들을 검토한다. 그렇기
에 번역의 주체(who), 번역의 시기(when), 번역의 장소(where), 번역의 계보
7

(what), 번역의 태도와 방식(why, how)이 그의 연구에서 빠짐없이 검토된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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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ando Gómez, “Re/Visitation of (Latin) American Geographies : An Interview with Mary Louise
Pratt”, Revista de Estudios Hispánicos 38-3, 2004; 김남혁, ｢제국주의와 여행서사－메리 루이스 프랫
의 연구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0,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Park Jinyoung, “East Asian Unconscious of Translation and World Literatur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9-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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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학사의 보이지 않는 주체들
한국에서 근대문학과 세계문학 등의 개념이 이제 막 태동하고 그 내포
와 외연을 설정하기 시작한 191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번역가는 마치 유
령과도 같은 존재였다. 근대의 공간에서 번역가는 괴테가 제시했던 자유롭
고 보편적인 문학 실천의 수행자이자 자본주의 시장에서 생산-유통-소비
되었던 문화상품의 전달자였지만, 그들이 문학사의 문면에 주어로 등장하
지는 않았다. 종종 원저자의 이름만 기억될 뿐 번역가의 이름은 사라지기
일쑤였고, 대개 그들이 실천했던 중역이란 번역 방식은 번역의 흔적마저
지우곤 했다.
하지만 번역문학이 한국문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한국근대문
학의 성립에 큰 문을 열어젖힌 이광수의 평론 ｢문학이란 하오｣(1916)에서부
터 언급되었다. 박진영에 따르면 ‘번역문학’이라는 용례가 역사적인 개념
으로 처음 등장한 이 평론에서 이광수는 번역문학이 자국의 근대문학의 발
전과 연결되어야 하고, 국문학 성립에 기여해야 하는 목적성을 지닌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광수는 “번역이야말로 타자화를 통한 자국어에 대한
상상, 자국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각성의 기원인 동시에 효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표현했다”.8 그런데 이 같은 번역문학의 목적과 필요는 이광
수가 독점한 생각은 아니었다. 그의 평문이 발표되고 일 년 정도가 지난 시
기에 양건식은 같은 지면에 평문 ｢지나의 소설 급 희곡에 취하여｣를 발표
했고, 이 글에서 번역문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건식은 번역문학에 대
한 이광수의 언급과 유사하게, “대저 외국문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자국문
학의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8

박진영, 번역가의 탄생과 동아시아 세계문학, 소명출판, 2019, 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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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처럼 번역문학의 필요성을 함께 공유했던 이광수와 양건식이
지만, 이들은 자국문학의 발달에 활용될 수 있는 번역의 대상인 외국문학
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중국문
학을 외국문학으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광수가 한
문과 중국문학을 국문과 국문학의 성립 시기를 늦춘 장애로 여긴 반면, 양
건식은 조선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중국의 소설과 희곡과 같은 평민문학을
번역하여 조선문학의 발달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이광
수와 양건식은 중국문학을 조선문학의 타자로 설정했지만, 양건식만이 중
국문학을 번역의 대상으로 인식했으며, 그것의 번역을 서양문학을 번역하
는 일과 동일한 실천으로 파악했다.
한국번역문학사에서 양건식의 번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범위는 상당하
기에 박진영의 저서에서도 양건식은 각별한 연구 대상이다. 양건식이 중국
의 백화문학, 당대의 신문학, 서양 근대문학이라는 폭넓은 대상들을 번역
했으며, 외국문학을 번역함으로써 자국문학의 발달에 기여해야 한다는 자
신의 번역관과, 중국문학과 서양문학을 함께 번역하여 그 목적을 성취하겠
다는 자신의 방법론을 동시에 실현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양건식에 대한
집중된 연구는 능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박진영의 연구가 양건식에 대
해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는 것은 한국번역문학사에 놓인 그의 위치와 무게
에서 비롯되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말(번역관)과 행동(번역)을 일치시키고자
분투했던 양건식의 부단한 실천과 열정에서 비롯된다. 박진영은 세계문학
이라는 것이 번역이란 실천을 통과하지 않고서 성립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번역이란 실천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문학은 복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박진영에게 양건식은 이 같은 세계
문학의 복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번역이란 실천을 수행한 인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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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박진영의 연구는 번역문학 연구라기보다 번역문학의 수행성
연구라고 말해야 좀 더 정확하다. 그의 연구는 번역과 번역문학에 천착한
다는 점에서 비교문학이나 번역학의 연구와 비슷한 영역에 놓이지만, 그것
들이 번역문학의 수행성보다 진위성에 기반을 둔 연구라는 점에서 다른 길
을 간다. 이를테면 후자의 학문들이 ‘어떤 텍스트(번역문학)가 진짜인가, 혹
은 가짜인가’를 묻는다면, 박진영의 연구는 ‘텍스트(번역문학)가 어떤 행위
를 이끌어내는가’를 묻는다. 그런데 언어의 진위 판단적 기능을 따져보듯
특정 번역문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묻는 연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케 하
는 권력과 지식의 배치에 대해 질문하지 못한다. 이와 다르게 번역문학의
수행성에 주목하는 박진영의 연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권력을 문제
삼고, 텍스트가 시대의 담론과 어떤 영향관계를 맺고 있는지 역사적인 관
점에서 파악한다.
이처럼 번역이라는 실천 행위와 그것의 수행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박진
영의 연구에서 주목되는 번역가들은 일본어 중역을 거부하고 원문 직역을
고집한 해외문학파가 아니라 중국어를 모르는 중국문학 전문 번역가 양건
식이라든가, 스스로 말한 바 죽도 밥도 아닌 방식으로 19세기 중반의 유럽
문학과 일본 장편소설을 활달히 오갔던 진학문, 그리고 번역 대상을 자의
로 선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시대의 압박 속에서도 영문학 연구와
번역을 고집했던 임학수와 같은 열정적인 번역의 실천가들이다. 중역의 혐
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에 비해 원문과 직역이라는 가치를 역설하며 세
계문학이라는 고정된 관념과 위계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김진섭, 이하윤,
정인섭 등의 해외문학파들은 실제로 소수의 번역문학 작품들만을 생산해
냈으며, 번역의 일선에서 어느 정도 물러난 자세를 고수했다. 박진영의 연
구가 치열하게 가닿는 대상은 원문의 무게에 주눅 들지 않았던 전자의 번
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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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번역의 진위성보다는 번역의 수행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박진영
의 연구는 어떤 번역가의 번역이 중역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대신, 그러
한 번역 방식이 만들어진 역사적 맥락과 효과를 살펴본다. 그런데 번역이
란 실천은 그것의 결과물을 수용한 독자뿐만 아니라 번역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해서 “식민지 시기 최초의 번역가요 최고의 세계문학 번
역가”9라고 일컬을 수 있는 홍난파의 경우를 언급할 수 있다. 홍난파는 삼
광, 음악계 등의 매체를 발행하고 아직 출간되지 않은 책의 목록을 ‘홍
난파 저역서’라는 난을 만들어 자신의 책에 광고할 정도로 출판과 매체를
활용하고 그것들을 확장해 나간 번역가이자 창작자이다. 그렇기에 “1920
년대 초반 홍난파의 번역 출판은 문학 시장의 확대와 세계문학에 대한 열
기, 그리고 전문 번역가의 출현 장면까지 한눈에 목도할 수 있는 드문 거
점”이라고 할 정도이다.10
홍난파는 식민지 시기 동안 유일하게 도스토옙스키를 번역한 인물이기
도 했는데, 그가 선택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번역의 대상으로 선정할 정도로 홍난파가 이 작품에서 주목한 것은
가난으로 대변되는 사회의 구조적 조건과 인간 심리의 연관성에 있지 않았
고, 오히려 작품의 서사를 추동해내는 연애와 편지라는 소재와 서사 장치
에 있었다. 연애와 편지에 주목한 홍난파의 번역은 그가 원작의 핵심을 정
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원작에 대한 그의 ‘오독’은 실로 막대했다고 보이는데, 급기야 그는
원작을 모방했다고 보일 정도로 유사한 서사의 세부적 장치들을 활용한
｢사랑하는 벗에게｣란 창작 소설을 발표했다. 즉, 하나의 번역은 지금의 관
점에서 보면 미숙한 오역일 뿐이지만, 새로운 창작 소설을 이끌어냈으며,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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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번역가의 탄생과 문학청년 홍난파의 초상｣, 근대서지 8, 근대서지학회, 2013, 192쪽.
박진영, 앞의 책,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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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의 것들을 번역해냈다. 그런데 홍난파가 창작자와 번역가로서 문학
의 언저리에서 활동한 시기는 1919년에서 1924년까지이다. 그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출판되지 않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8종의 창작문학과 12종의 번
역 작품을 생산해 냈고, 음악 부문 저술을 포함하면 26살의 나이에 33종
35권의 저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그는 1924년 6월에 에밀 졸라의 나
나를 번역한 이후로 번역을 그만두고 문학을 저버린 채 음악의 세계로 달
려갔다.
홍난파의 돌연한 태도 변화는 실로 의문을 자아낸다. 번역가의 탄생과
동아시아 세계문학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술지 근대서지에 발표한
글에서 박진영은 문학청년 홍난파의 열정을 좌절시키고 “번역가의 꿈을 사
그라뜨린 범인은 역설적이게도 세계문학일지도 모른다”11는 의견을 조심
히 건넸다. 이때 ‘세계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다르게 말해, 홍난파를
문학의 장으로 이끌어낸 번역이란 실천이 역설적이게도 홍난파를 문학의
장 밖으로 몰아냈다면, 그 같은 역설적인 번역의 수행성이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기 위해 박진영은 홍난파와 같이 1920년대 초반
에 열정적으로 번역문학을 생산하다가 돌연 이 장에서 벗어난 이상수, 양
재명과 같은 번역가들을 함께 살펴본다. 이를 통해 박진영은 일련의 문학
청년들이 번역의 장에 들어섰다가 퇴각한 데에는 개인의 문제만으로 해명
할 수 없는, 세계문학과 번역을 둘러싼 외적 조건과 맥락들이 있었을 것이
라는 잠재적인 답변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 이들 문학청년들이 품었던 ‘번
역가의 꿈을 사그라뜨린 범인’인 바로 그 ‘세계문학’은 단순히 자국 문학을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 아니라 문역과 법역 그리고 출판시장과 연결되어 있
는 복합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개념이었다.12
11
12

박진영, 앞의 글, 202쪽.
법역(法域)과 문역(文域)은 한기형의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법역은 법과 규칙 등 검열 수단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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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횡단과 전환의 세계문학
세계문학은 근대 인쇄 매체의 발달과 연결되어 있으며, 번역의 실천을
통해서만 등장하게 된다. 그렇지만 앞서 메리 루이스 프랫의 견해를 통해
언급했듯이, 인쇄 매체와 번역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상상된 공동체라
는 동질적인 관념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그러한 관념을 배반하는 계기로
도 작동했다. 그렇다면 근대적 매체가 탄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번역의
실천과 그 결과물로서의 세계문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
해 전근대와 근대, 서양과 동양, 필사본과 인쇄본 등의 대립적인 조건들을
통과한 텍스트인 유옥역전(1895)이 적절한 탐구 대상이 된다.
유옥역전은 사산 조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삼는 아라비안 나이트를
번역한 텍스트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아라비안 나이트는 저자가 불분
명한 텍스트로 여성을 불신하는 페르시아 왕에게 현명한 여성 셰에라자드
가 천 하루 밤 동안 여러 이야기를 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옥역
전은 천로역정과 함께 서양문학이 순 한글로 처음 번역된 사례이지만,
천로역정과 다르게 그간 근대문학 연구자의 눈길에 들지 못했다. 유옥
역전이 연활자 인쇄 방식이 아닌 필사의 형태를 띠면서 근대의 물질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원천 텍스트에 대해 원작만큼이나 모호하고 불확정한 형
태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특징은 유옥역전의 전근대적이
고 열등한 속성으로만 취급하기보다 근대 이전의 번역문학이 품고 있던 이
야기의 민중적 가치를 재고하게 하는 계기로 음미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정 지역과 인구집단에 미치는 효력 범위를 뜻하고, 문역은 법역 안에서 허용되는 서술가능성의 임
계를 뜻한다. 이와 관련해서 법역의 차이가 문역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논의한 다음의 글들
을 참고 할 수 있다. 한기형, ｢법역과 문역－제국 내부의 표현력 차이와 출판시장｣, 민족문학사연
구 44, 민족문학사학회, 2010; 한기형, ｢중역되는 사상, 직역되는 문학－개벽의 번역관에 나타난
식민지 검열과 이중출판시장의 간극｣, 아세아연구 54-4,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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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역전은 지금까지 이노우에 스토무(井上勤)의 전세계일대기서(全世界
一大寄書)를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박진영에 따르면 이노우에 스토

무의 번역서와 나가미네 히데키(永峯秀樹)의 아라비아 모노가타리(暴夜物
語)를

동시에 반영한 텍스트이다. 번역의 원천이 개방적이고 혼란스럽지

만 유옥역전은 유옥역이라는 여성 인물을 표제로 내세울 정도로 아라
비안 나이트의 서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작의 복잡
한 얼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유옥역전은 메이지 시기 아라비안
나이트의 대표적인 두 번역서를 활달하게 오가며 원본의 권위에 위축되
지 않은 희귀한 번역문학의 사례이다. 박진영은 유옥역전를 전근대 번역
문학의 특수한 속성으로 환원시킬 것이 아니라 번역문학이 갖고 있던 개방
성과 이로부터 형성되는 횡단과 전환의 세계문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한다. 즉, 세계문학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일방향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횡단적 실천인 번역을 통해 연속적이면서도 불연속적인
형태로 재생산됐다. 요컨대 세계문학은 번역이란 실천을 통해 구체화됐으
며, 바로 그 번역이란 실천 때문에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존재하게
됐다.
그런데 복수의 세계문학이 출현하는 풍경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당연히
앞선 번역본들 간의 거리를 따져보는 계보학과 일국의 범위를 벗어나는 동
아시아적 시좌가 요청된다. 계보학과 동아시아적 시좌를 통해 세계문학이
복수적인 형태로 드러난다는 점은 오랫동안 국어교과서에 실렸던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다. 알퐁스 도데의 ｢마지
막 수업｣은 원작 식민지에 대한 억압적인 수탈과 주민들의 모어를 말살한
역사를 은폐한 작품이지만 특이하게도 식민지 시기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환영을 받은 작품이다. 이 작품이 어떤 의미를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동아
시아에 수용됐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일군의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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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전에 둔 마지막 수업 장면에 주목하는 것이다. 독일의 침략으로 프랑
스어라는 국어를 잃게 될 위기 앞에서 프랑스인 아멜 선생은 마지막 수업
을 끝내며 칠판에 “프랑스 만세”라는 글자를 남기고 교실을 떠난다. 이 ‘프
랑스 만세’가 동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들렸는지 살펴보는 일은 세계문학이
역사적 실천의 산물이자 복수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일본에서 ｢마지막 수업｣은 러일전쟁과 제1차세계대전 직후에 번역됐으
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까지 오랫동안 교과서에 수록됐다. 군국주
의의 맥락에서든 패전 후의 상황에서든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를 고취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작품에 오랜 생명력을 부여했다. 한국에서는 1923년에 최
남선에 의해 번역된 이후 무명의 번역자, 천득, 권명수 등 다양한 역자들에
의해 번역되었고, 일본만큼이나 오랜 기간 동안 교과서에 게재됐다. 한국
어 번역본은 일본어 번역본을 저본으로 삼은 중역들이었지만, 원작의 ‘프
랑스 만세’를 일본어 번역본들이 자신들의 애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맞게 독
해했듯이, 한국어 번역본들 역시 3․1운동과 식민통치라는 역사적 맥락과
연동하여 번역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역이 한국어 번역본의 정치적
독해 방식이나 오독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역보다 중요한
것은 타자와 모어를 배척하는 민족주의적 폭력을 드러내는 원작의 서사 구
조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개별적인 역사적 조건과 연동하면서 이루어진 독
해 방식이다.
이처럼 ｢마지막 수업｣은 동아시아에서 세계문학이 개별 국가들의 역사
적 맥락에 따라 다른 형태로 생산되고 존재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마지막 수업｣은 그 자체로 세계문학이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깊이 연루되어
있는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수업｣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사람들
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아멜 선생과 같은 프랑스인들이 마치 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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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같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알자스 로렌 지방의
현지인들을 억압한 식민지 지배자라고 주장하곤 한다. 그런데 박진영은 민
족의 성립과 민족주의의 배타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이 같은 비판적인 독해가 놓치는 부분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알자스 로렌
지역의 주민들의 국어가 식민지 지배자의 언어였던 프랑스어에서 독일어
로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모어였던 알레만어(Alemannish)는 또 다시
억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동아시아에서 번역된 세계문학 ｢마지막 수업｣에 대입해 볼 때, 그것들은
모두 자국의 애국 이데올로기에 편승해 있으며, 알레만어와 같이 그러한
민족주의가 억압한 타자를 살펴보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해 민족주의, 그
리고 그것과 깊이 연루되어 있는 세계문학이라는 것이 타자를 은폐한 흔적
을 망각한 채 작동되고 형성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관점
에서 보면, 세계문학은 복수적으로 존재하지만, 모두에게 평등할 수 없는
장치이기도 하다.
동아시아 안에서 형성된 세계문학들의 중첩과 분절을 짚어내는 박진영
의 연구는 역사적이면서도 계보학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실증적
이고도 다양한 자료들이 제시되고 분석된다. 앞서의 사례들처럼 톨스토이
역시 동아시아에서 번역이란 실천이 지닌 역사성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대
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톨스토이 작품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와 그것들의 역사적 의미는 고찰되지 못했다. 식민지 시기 홍난파에
의해 단 한 번 번역된 도스토옙스키와 다르게 톨스토이는 한일 병합 이전
부터 최남선의 소년을 통해 소개된 이래로 근 100여 년간의 한국번역문
학사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다. 특히 1920년대에는 부활과 민화가 대거
번역됨으로써 톨스토이에 대한 한국적 관념을 형성하는 기원으로 작동했
다. 이 무렵 한국에 소개된 톨스토이는 정부의 폭력성을 비판했던 평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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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의 면모가 생략된 정신적 구도자의 형상을 드러냈다. 이 같은 기조는
부활의 번역과도 연동되었는데, 이를테면 박현환의 해당화는 원작을
참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애달픈 이별의 이야기로 통속화 시켰고, 이 때문
에 작품의 초점은 네플류도프가 아닌 카추샤에게 맞춰졌다. 박현환 번역이
보여준 이 같은 변화는 당시 카추샤의 노래를 유행시킬 정도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연극의 열기와 결합하여 이후로도 원작 부활을 이국적인
로맨스를 보여주는 카추사의 이야기로 왜곡시켰다. 그런데 이 같은 열기는
실로 막대했다. 원작에 충실한 완역본 부활이 춘계생에 의해 발표됐지만
대중들은 해당화와 같이 통속화된 서사에 열광했고, 그것은 이후 네플류
도프와 카추샤의 후일담을 보여주는 부활한 카추샤(흑조생, 1926), 부활
후의 카추샤(이서구, 1926)와 같이 원작에도 없는 창작물들이 등장할 정도로
강렬했다. 이로써 러시아 하층민 문제가 언급되는 부활은 한국에서 통속
적인 연애 서사로 뒤바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톨스토이 번역의 계보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이유
는 무엇일까. 톨스토이의 번역 텍스트들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우리 시
대의 동아시아에서 번역된 것은 어떤 역사성을 은폐하고 있으며, 번역되지
않은 것의 계보는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가?”13 번역 및 세계문학이란 시좌
를 통해 동아시아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흐름과 무의식적 욕
망을 읽어낼 수 없을까. 동아시아 문학사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문학의 중첩
과 분절을 낳은 역사적 조건들은 무엇일까. 이 같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박진영은 두 가지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지금까지 3
장에서 살펴봤듯이 동아시아에서 세계문학을 공유한 방식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동아시아 삼국 내부에서 상대의 근대문학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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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식되고 번역됐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본문학과 중국문학
이 한국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왔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동아시아의 근대성
박진영을 포함한 대다수 번역문학 연구자들이 인정하듯이, 한국번역문
학사는 김병철의 선구적인 작업에 크게 빚지고 있다. 번역 연구가 번역 주
체, 경로, 방법, 맥락과 의의를 평가하는 작업을 요청받는다고 볼 때, 이에
답하기 위해서 세계문학과 동아시아 근대문학을 아우르는 방대한 자료 수
습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절차이다. 아직까지 김병철을 넘어서는 문
헌학적 연구가 시도되지 못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그의 성과는 상당하며,
번역연구에 요구되는 원전비평과 자료 수집 및 정리는 그 자체로 지난한
일이기도 하다.14 물론 지금의 시각에서 볼 때 김병철의 연구에 한계가 없
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김병철은 한국의 번역문학사가 중역에서 완역으
로, 혹은 아마추어리즘에서 전문성 획득이라는 도정을 따라 발전적으로 진
화해 왔다고 봤다. 이처럼 번역문학사를 발전적인 도식에 의거해서 파악할
때 중역은 완역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나 실수로 여겨질 뿐 중역
에 내포되어 있는 그 자체의 의미와 맥락을 탐구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중역은 번역문학의 수행성을 드러내는 실천이지 원본의 진위
성을 망가뜨리는 장치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번역에 대한 김병철의 인식
론적 한계는 근대성의 발전적 도식이 압도적이었던 시기를 통과했던 연구
자가 지닐 수밖에 없는 한계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압도적인 문헌학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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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앞의 글,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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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과들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한계는 비판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후대
연구자들이 적극적이 보완해야 할 지점들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박진영에 따르면 김병철의 연구가 보지 못한 사각 지대는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 내부에서 상대의 근대문학을 파악한 내
용들과 관련된다. 이를테면 한국이 일본문학과 중국문학을 번역하고 해석
한 맥락들이 특히 식민지 시기를 다룬 김병철의 연구에서 논구되지 못했
다. 김병철은 중국문학이나 일본문학보다 서양문학의 번역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박진영은 이것이 김병철 개인의 한계라기보다는
이 시기 세계문학을 둘러싸고 있던 동아시아의 역사적 조건과 관련된 문제
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다소 놀라울 정도로 식민
지 시기 동안 일본과 중국의 근대문학은 한국에서 거의 번역되지 않았는
데, 그 원인과 관련된 역사적 맥락과 인식론적 배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번역은 서양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세계문학이란 관념
역시 프랑스와 러시아 문학을 중심으로 이해됐다.15 19세기까지 중국문학
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과 연결되었지만, 한일병합 이후 한국의 법역이
일본의 통치성에 직접적으로 맞물리게 되는 시점부터 두 국가의 문학적 접
촉은 줄어들게 됐다. 한편 일본문학의 경우 놀라울 정도로 식민종주국의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문학에 대한 한국의 관념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근대의 시장과 통치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번역문학 역시
발표되기 어려웠다. 이는 “전근대와 근대의 상상력 사이에 통시적 단절, 동
아시아 각국 근대문학사의 공시적 분할이라는 복잡한 번역 여건을 반영하
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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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국문학이 식민지 시기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중국문
학에 대한 번역은 중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과 같이 중국과 중
국문학에 대한 사회적 허용범위의 변화와 맞물려 부침을 거듭했다. 이를테
면 사대기서와 같은 중국 고전은 식민지 시기 내내 번역되었지만, 오사운
동 이후의 중국의 근대문학과 사상은 양건식과 같은 소수의 번역자에 의해
간간이 번역될 수 있었다. 해방 이후 중국문학은 민국 초기의 신문학운동
의 실천성이 활발히 번역되었지만 곧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그 열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일본문학은 중국문학과 다른 역사적 조건과 맥락 위에 놓여 있었
고, 당연히 번역의 실천도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민지 시기 출판 매체
와 관련된 지식인들은 대부분 일본 유학생 출신이었지만 이들은 일본문학
을 회고하거나 번역을 시도하지 않았다. 일본문학사나 일본의 근대문학은
한국의 번역문학 장 안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한국 내 세계문학
이 일본의 번역문학을 중역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식민지 시기의 한국에서 일본문학이란 번역되지 않은 것이자 번역의 잉여
로서만 은밀하게 작동했다”.17 하지만 일본문학이 완전히 번역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일본문학은 연애와 사랑과 연결된 통속적인 문화의 대상으
로 번역되거나, 번안이나 창작과 같은 방식으로 실체를 감춘 후 한국에 전
달됐다. 다시 말해 일본문학은 한국의 세계문학 관념을 형성하는 데 마치
유령과도 같이 중역이나 번안의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었고, 불여귀(1912)
와 같은 통속적인 문화생산물이나 보리와 병정(1938)과 같은 관제 전시문
학의 형식을 띠지 않은 일본 근대문학은 한국에 번역되지 않았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의 근대문학은 한국에서 세계문학 관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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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었고, 그것들은 전근대적인 것(중국문학)이나 상업적인 것(일본문학)으
로만 소비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세계문학은 중국과 일본의 근대문학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성립됐다. 이는 세계문학을 둘러싼 한국의 근대성이 중역과 같은
번역 실천을 통해 중국이나 일본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서
양의 근대성에 과도히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식민지 시기 한중일 삼국이 공유하는 근대 작가가 루쉰을 제외하고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한국에만 국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본과 중국 역시 비슷한 경로를 따랐다고 여겨진다. 결국
동아시아 삼국에서 상대의 근대문학을 번역한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는 동
아시아의 근대성이 서로 단절과 중첩의 방식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
면서도 상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형성됐다는 점을 성찰하게 해준다.
그런데 박진영의 저서는 중국문학의 번역과 연동되어 있는 역사적 맥락
을 상당히 진진하게 논구하는 반면, 일본문학 번역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회피가 “종주국의 근대문학과 맺고 있는 기묘한 중합과 단층을 무의식적으
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파헤칠 필요가 있다”18고 말하고 있을 뿐,
실상 그 중합과 단층을 깊이 있게 파헤치고 있지 않다. 이는 연구자 스스로
인식한 한계이기도 하고 향후 연구과제로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다.19 그렇
다면 박진영의 저서에서 일본문학의 번역과 관련된 식민지 시기의 현상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사실 박진영의
저서에서 검열과 같이 문학 외부에서 번역과 상상력의 범위를 제한했던 법
역에 대한 탐구는 번역 주체에 대한 탐구보다 공소하다. 이는 아마도 한국
번역문학사에 유령과도 같은 존재로 사라져버린 번역 주체를 다시 문학사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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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소환해내고 그들의 주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데 어떤 갈증과 시급
함을 느끼는 저자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역과 연결
된 법역이 내지와 식민지에서 다르게 전개되었고, 이 때문에 일본책을 식
민지 안으로 유입하거나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일본근대문학이 식민지 시기 한국에서 번역된 문제도 검열을 포함한 법역
의 관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20

5. 결론
박진영의 번역가의 탄생과 동아시아 세계문학은 한국문학사에서 주
목받지 못했던 번역가들과 그들의 번역 방법론(중역), 그리고 이를 통해 수
행됐던 세계문학에 대한 상상과 복수의 동아시아 근대성을 탐구하는 책이
다. 그에게 번역과 세계문학은 문학 실천의 가치를 가지며 그 자체로 고정
된 관념을 지니지 않는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 같은 그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요컨대 세계문학은 자국어 번역에 의해 실현되는 이념이자 가치이며, 번역되
지 않은 외국문학은 결코 자국문학의 안과 밖을 자유롭게 오가지 못할뿐더러 세
계문학을 구성하지도 못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계문학이라는 것은 역사적 실
천이며, 또한 역사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과제임이 틀림없다.21

20

21

이와 관련해서 식민지 시기에 일본문학이 번역되지 않은 이유를 법역과 문역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보는 다음의 연구를 언급할 수 있다. 한기형, ｢법역과 문역－제국 내부의 표현력 차이와 출판
시장｣, 민족문학사연구 44, 민족문학사학회, 2010, 334～335쪽.
박진영, 앞의 책, 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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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번역문학사에 길게 드리워진 중역이란 부채의 그림자를 번역
문학의 수행성에 기대어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역을 거부하고
직역을 지향했던 해외문학파가 자신들의 번역관에 비해 초라한 번역 생산
물들을 제출했던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불꽃처럼 짧은 시간 동안 강렬하
게 타다 사라진 김억, 홍난파, 진학문 등의 번역가들이 한국근대문학의 장
에 만들어낸 파장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의 재바른 아
마추어리즘은 직역과 원전을 고집하던 학자들의 진중한 전문성과 다르게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에 대한 더 큰 갈증을 느끼게 하는 원천이었다. 신소
설을 문학의 장 밖으로 퇴출시킨 번안소설의 창작자였던 이상협이 아라
비안 나이트를 번역했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번역가들은 새로운
이야기와 문학에 대한 갈망이 그 누구보다 컸다. 박진영의 저서는 중역과
직역에 내재한 진위성과 위계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야기를 향한 이들의
열망 속으로 파고든다. 그렇기에 엄격하고 정밀한 고증을 드러내는 학술서
에 속하지만 박진영의 저서에는 중역이란 번역의 방법론을 손에 들고 이리
저리 뛰어다닌 번역 주체들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다.
그들 중 양건식은 박진영의 저서에서 각별히 검토되는 번역가이다. 중
국인과 필담을 나누는 데 실패해 진땀을 흘리기도 하고, 젊은 날로 되돌아
간다면 중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하던 양건식은 중국어를 모르는 중국문
학 전문 번역가였다. 그런데 중국어를 모르기에 오히려 중국문학 전문 번
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번역이란 것이 수행적인 활동이기 때문이
다. 한시나 한문학과 같은 오래된 문학이 아니라 소설과 희곡과 같이 평민
이 읽고 즐기는 중국문학을 번역해야 한국의 문학이 발달될 수 있다는 탁
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도 당대 최신의 중국학을 일본을 경유해 구득하
게 했던 중역 덕분이었다. 그렇다고 양건식의 번역이 당대 최고의 성과를
드러낸다는 식의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다. 그와 같은 판단은 중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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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얻은 수행적 판단을 다시 진위적 판단으로 돌리는 일이기도 하다. 입
센의 ｢인형의 집｣을 번역한 ｢노라｣의 경우에서 보듯 양건식은 원본의 전위
성을 이해하고 있던 중국의 번역문학 대신 일본의 번역문학을 중역함으로
써 원본의 정신까지 번역하지 못한 결과물을 제출하기도 했다. 요컨대 중
역에 의해 “번역의 정치성과 기술적인 충실성 사이에 모순”22이 발생하기
도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후 어우양위첸(歐陽予倩)의 ｢말괄량이(潑婦)｣를
번역한 것에 알 수 있듯이, 여성해방에 대한 그의 보수적인 견해 역시 바로
그 번역을 통해 수정될 수 있었다.
박진영의 저서는 이 같이 번역이라는 실천에 내장된 수행성을 번역 주
체의 차원에 대입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일국의 범위를 벗어난 동아시아라는
시좌에서 검토해본다. 이를테면 서양문학이 동아시아 삼국에서 수용된 역
사적 맥락과 계보, 그리고 그것들의 효과를 두루 살펴본다. ｢아라비안 나이
트｣, 헨리크 입센, 알퐁스 도데, 톨스토이 등은 동아시아 내부에서 서양문
학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두루 검토해 볼 수
있게 하는 대상들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듯이,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세
계문학은 역사적 조건과 번역의 수행성에 의해 만들어진 복수의 세계문학
이었다.
한편 박진영은 동아시아 내부에서 삼국의 근대문학이 번역된 내용들을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근대성을 성찰한다. 그의 저서에 따르
면 한중일 삼국은 상대 국가의 근대문학을 세계문학으로 인정하지 않았으
며, 그에 따라 번역 실천도 미비했다. 한국의 경우 중국문학 번역은 중일전
쟁, 제2차세계대전,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적 조건에 영향을 받았고, 이에
따라 중국문학은 소수의 번역자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번역될 수밖에 없었

22

위의 책, 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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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일본문학은 통속화된 문학 혹은 전시문학과 같은 관변문학으로만
번역이 됐고, 서양문학을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만을 수행했다. 이처럼 한
국에서 중국과 일본의 근대문학이 배제되는 방식으로 세계문학이 형성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의 근대성은 서로 중첩과 단절의 방식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형성
됐다. 이처럼 번역문학의 수행성을 탐구하는 박진영의 저서는 “번역문학과
한국문학,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세계문학과 번역문학의 공교한 연쇄를 재
음미”해볼 수 있는 기회를 독자에게 제공한다.23

23

194

위의 책, 4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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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ast Asian Modernity and the Performativity of
Literature in Translation
Book Review of The Birth of a Translator and East Asian World Literature by
Park Jin Young
Kim, Namhyuk | Korea University

The Birth of a Translator and East Asian World Literature explores many translators who
have not been dealt with significantly in the Korean literary history and their method of
translation : the double translation. This study also covers the Western literary imagination,
the notion of world literature, and East Asian modernity. The most important point of this
book is that it considers translation and the double translation as literary activities. So the
double translation in this book means not inferior features of literature in translation in
modern Korea but different ways to produce literary effects. So, if you take translation as performativity, the hierarchical order of original/translation, source/copy, and so forth can be
questioned. According to this book, the methodology in translation studies and comparative
literature studies has supported that order of rank and has evaluated the perfection of
translation. While those studies place a priority of authenticity, this book pays attention to
performativity. Because of such differences, this study could investigate so many korean
translators who has been passed unnoticed : Nanpa Hong, Hakmun Jin, Eok Kim, Geonsik
Yang, Haksu Im, Namsun Choi, and so on. They often depended on the double translation
from japanese. However that was the unique way how they could produce so many translated works. In addition to that, the notion of world literature could be extended by their
translation activities. Consequently, the world literature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East Asia
has revealed both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So we may call it the plurality of world
literature.

Key words : Literature in translation, Translation, Double translation, Mod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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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동주>의 남성성 연구

*

권은선

24

1. 들어가는 말－이준익의 브로맨스의 세계
2. 고백하는 남자－다중적으로 여성화된 자아
3. 브로맨스, 그 너머
4. 나가는 말

| 국문 초록 |

동시대 한국영화의 남성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이준익 감독은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범주를 아우르는 그의 영화는 배타적일 정도로 남성 인물들
을 주인공으로 하여 남들의 세계와 남성들 간의 관계를 다룬다. 특히 ‘남자유원지’를
향한 소망충족적 서사라 할 수 있는 <왕의 남자>, <라디오 스타>, 그리고 <즐거운 인
생>은 모두 헤게모니적 남성성에서 탈각된 주변화된 남성들 간의 관계를 다루면서
남성들 사이의 친밀성의 영역을 탐사 한다. 요컨대, 이준익 감독의 작품 세계를 압축
하는 가장 중요한 비평적 키워드는 ‘브로맨스’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동주>를 통해 이준익의 브로맨스의 세계가 어떤 의미화
작용을 거쳐 구축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했다. <동주>에서 동주와 몽규의 브로맨
스적 관계는, 근대적 고백 장치 혹은 제도라 할 수 있는 취조실 장면을 통해 구성된

*

중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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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털어놓아야 할 고백/자백의 내용은 고백 제도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고백하기라는 행위 과정 속에서 구성된다. 영화 속에서 동주는 고백하는 주체
로 등장하며, 이것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영화적 서사장치는 플래시백이다. 영화에서
고백하는 주체로서 여성화되는 동주는 식민지 남성이자 여성적인 시적 자아로서 다
중적으로 여성화된다. 또한 이러한 동주의 다중화된 여성적인 위치는 민족적 저항
투사인 근대적 남성 주체 몽규와의 관계에서도 중첩되고 재생산된다. 그러나 마지막
｢자화상｣이 보이스오버되는 장면 이후 동주는 몽규와의 브로맨스 혹은 그 너머의 관
계에 균열을 낸다.

주제어 : 브로맨스, 동주, 식민지 남성성, 여성적 자아, 고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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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이준익의 브로맨스의 세계
동시대 한국영화의 남성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이준익 감독은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시대로 보자면 사극과 시대극에서 현대물까지, 장
르적으로는 전쟁영화에서 멜로드라마와 코미디까지, 산업적 규모의 측면
에서는 저예산 영화에서 블록버스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를 아우르
는 그의 필모그래피(filmography)에서 <님은 먼 곳에>(2008)와 <소원>(2013)을
제외하면, 그의 영화는 배타적일 정도로 남성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남성들의 세계와 남성들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준익이 감독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한국영화’ 속에 각인시킨 <황산벌>(2003)과 그 후속편인
<평왕성>(2001)은 남성성/들의 경연장인 전쟁영화이다. 또 다른 대표작인
<사도>(2015)는 영조와 사도세자의 가족멜로드라마라 할 수 있다. 그의 필
모그라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극영화 중 <왕의 남자>(2005)는, 특히
한국영화사 내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동성애 코드를 활용한 영화로서 큰
화제를 모았음을 물론 흥행에도 크게 성공하였다.
한편, ‘IMF체제’ 이후의 ‘위기의 남자들’을 그린 <라디오 스타>(2006)와
<즐거운 인생>(2007)은 80년대 대중문화 록 씬(Rock Scene)을 회고적으로 바라
보며 ‘루저 아재’의 유대를 다룬다. 세기 전환기 이후 한국영화를 관통하는
특질 중의 하나로 언급된 것이 바로 남성중심적 서사였다. 블록버스터와
작가영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범주의 영화들이 남성중심적 서사를 매개로
친연성을 맺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로의 반강
제적 편입과정을 거치면서 다수의 한국영화가 실패한 남성의 재현을 통해
그동안 국가/사회와 동일시되어 온 남성 주체의 분열과 상실의 서사화에
몰두 해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남성중심적 서사는 주로 과거에
대한 향수를 통해 상실의 경험을 정당화하며, 정체성의 분열을 주체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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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혹은 소멸로 이끄는 경향1을 가진다.
남성들의 상실의 경험과 80년대로의 회고주의 등 그 소재나 제재의 측
면에서, <라디오 스타>와 <즐거운 인생>은 이 남성중심적 서사 영화들과
지반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영화들은 회고적이되 향
수주의에 매몰되지 않으며, 퇴행적 남성성을 드러내되 그것을 비장미가 덧
씌워진 남성 주체의 소멸로 이끌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영화들이 동시대
의 남성중심적 서사와 결정적으로 분기하는 지점은 남성 주체성의 모색이
민족/국가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의 영화의
남성들은 고결함을 지닌 민족적이고 영웅적인 남성상과는 거리가 멀다. 오
히려 그들은 현재의 일상에서 작고 소소한 성찰의 계기를 통해 퇴행적 남
성 판타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작은 틈새들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그들은 일
상적 규범성에 붙들어 매어져 있으나 그것에서 일탈하여 록 음악이라는 대
중문화예술로 대변되는 ‘남자유원지(Guyland)’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
인다. <라디오 스타>나 <즐거운 인생>은 여성의 배제와 주변화로 비판 받
았는데,2 일상적 규범성과 더불어 이성애 규범성에서 벗어나 남성유대의
‘남자유원지’를 꿈꾸는 남성 인물들의 추구는, 많은 경우 서사에서의 여성
의 배제를 동반하며, 또한 가족주의 역할 규범에 매여 ‘잔소리하는 부인’
유형의 여성 인물에 의해 서사적 위기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사극과 현
대물이라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차례
로 발표된 <왕의 남자>, <라디오 스타>, 그리고 <즐거운 인생>은 모두 헤게
모니적 남성성에서 탈각된 주변화된 남성들 간의 관계를 다루면서 친밀성
1

2

황혜진, ｢새로운 남성 정체성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라디오 스타>와 <즐거운 인생>을 중심으
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2, 한국콘텐츠학회, 2008, 131～132쪽.
예를 들어, 황혜진은 <라디오 스타>와 <즐거운 인생>이 미시사적 개념인 ‘이름 없는 사람’, 80년대
에 대한 개인적 기억, 일상의 재발견을 통해 새로운 남성 정체성 구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성의 일상은 주변부로 밀려나 성별관계를 고착시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남성 정체성의 모색은 그 한계를 지닌 것이라고 논한다. 위의 글, 131～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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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을 탐사 한다.
요컨대, 이준익 감독의 작품 세계를 압축할 수 있는 가장 요긴한 비평적
키워드는 ‘브로맨스’로 판단된다. 1990년대 미국에서 비평적 개념으로 등
장한 브로맨스는 브라더(brother)와 로맨스(romance)의 조합어로서 한국에서는
2010년대 이후 영화 비평과 마케팅 영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주로
2010년대 생산된 특정한 경향의 한국영화, 특히 복수(複數)의 남성 스타들
을 캐스팅하고 남성 신체를 전면화하면서, ‘남-남 케미’를 주요한 서사화,
시각화 전략으로 채택하는 액션(코미디)영화의 남성중심성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3 이처럼 그 자체로 브로맨스는 남성성과 남성 관계의 스펙트
럼의 확장을 지시한다.
사전적으로 브로맨스는 남자와 남자 간의 애정을 뜻하는 단어로 우정에
가까운 사랑을 의미하는데, 진한 우정에서부터 더 나가서는 로맨틱한 분위
기가 가미되기도 하지만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
하면 남성 간의 짙고 미묘한 감정이 중심이지만, 성적인 관계는 배제된 친
밀감을 뜻한다. 미국 학계에서 전개된 논의들을 토대로 백문임은 브로맨스
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로 이성애자 남성 간의 관계라는 것
을 전제로 내세운다는 것, 둘째로 이들은 동성사회적(homo-social) 관계에서
는 허용되지 않는 매우 강한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 즉 브로맨스에 있
어서는 친밀성이 남자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 핵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애자 남성들 사이의 강한 친밀성을 표현하되 그것이 결단코 성적인 것
은 아니라고 표명해야 하기 때문에 브로맨스는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따라
서 백문임은 브로맨스가 필연적으로 동성사회성과 동성애, 그리고 이성애
와도 밀고 당기는 복잡한 놀이일 수밖에 없다고 논한다.4
3

백문임, ｢브로맨스 vs ‘형제’로맨스－포스트 밀레니엄 남성은 친밀성을 꿈꾸는가｣, 연세대 젠더연
구소 편, 그런 남자는 없다－혐오사회에서 한국 남성성 질문하기, 오월의 봄, 2017, 241～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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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저항시인’이라고 알려져 온 윤동주의 삶을 그린다. 그런데
<동주>는 일제 강점기를 블록버스터의 문법으로 담아낸 동시대 영화들, 즉
<암살>이나 <밀정>, <군함도> 같은 영화들에 강하게 침윤 되어 있는 민족
주의 프레임과 상투화된 영웅담에서 빗겨나 있다. <동주>에 대해 이준익
감독은 “한 집에서 같은 해 같이 태어나고 자란 고종사촌 송몽규와의 건강
한 우정과 경쟁을 그린다,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주가 된다”5고 밝힌 바 있
다. <동주>는 문자 그대로 브라더와 로맨스의 조합에 가장 순수한 형태로
부합한다. 브라더가 피를 나눈 혈육, 형제를 가리킴과 동시에 ‘남자들 사이
에서 뜻을 같이하거나 마치 친형제처럼 가까운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때,
혈육인 고종사촌 지간이자 평생을 함께한 동주와 몽규는 브라더의 이중적
뜻 모두에 완벽하게 들어맞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동주>는 ‘동주와 몽
규’라는 제목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질 만큼, 영화서사
에서 몽규가 차지하는 부분은 절대적이다.6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동주>를 통해 이러한 이준익의 브로맨스의 세계
가 어떤 의미화 작용을 거쳐 구축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것이 식민지 상황과 맞물려 들어가며 구축하고 있는 남성성에 대해 질문
하고 답하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식민 제국의 진실 산출 제도인 고백
장치에 주목할 것이다. 이 영화에서 고백 장치는 의미의 전도 과정을 통해
동주와 몽규의 브로맨스적 관계의 경계를 질문하며 동시에 허무는 데 기여
한다.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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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 241～246 쪽.
김에리, ｢이준익 감독이 이야기한 동주｣,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5.9.14(https://www.huffingtonpost.kr/eri-kim/story_b_8129394.html).
이 영화의 대표적인 포스터 역시 앉아있는 동주와 살짝 뒤에 서있는 몽규가 나란히 포즈를 잡고 있
는 사진이다. 초점의 부여나 화면 내 비율에 있어 둘의 비중은 어느 쪽으로 기울임이 없다. 통상적
으로 주인공이 더 크게, 더 중앙에서, 더 명확한 초점으로 잡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문자 그대로
두 인물은 재현의 영역에서 동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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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백하는 남자－다중적으로 여성화된 자아
<동주>의 서술 구조는 <사도>의 그것과 유사하다. 영화의 서사는 영화
적 현재와 과거를 오고가며 구성된다. 시대물인 만큼 현재의 관객들에게
그것은 과거와 대과거를 오고가는 구성이다. 즉, 서술된 영화적 시간에서
현재는 과거이며, 과거는 가까운 대과거로서 플래시백으로 구성된다.
‘1943년 일본’이라는 자막과 함께 영화가 시작되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취조를 받고 있는 동주가 보인다. 고등형사로부터 몽규와의 관계를 털어
놓길 요구 받는 동주의 얼굴에서 ‘1935년 북간도 용정’으로 영화는 서술의
시공간을 옮겨간다. 이때부터 후쿠오카 형무소의 현재와 동주와 몽규의 가
까운 과거가 교차된다. 다시 말해 <동주>의 서술된 전체 이야기는, 현재 심
문/취조에 응답하는 동주의 언술 행위와, 언술된(혹은 언술되지 않고 다만 동주
가 떠올린)것의 재현으로 구성 되어 있다. 영화적 현재에서 취조실이 아닌 형

무소 복도나 감방 내부가 보여 지기도 하지만, 영화를 시작하고 맺는 공간
은 취조실이다. 여기서 취조실이 중요하다.
취조실은 푸코(Foucault)가 이야기한 대표적인 고백 제도 혹은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중세 이래 진실 산출의 의식(ritual)으로서 고백의 계보를 좇고 있
는 그는, 13세기 고해성사의 법제화 이후 여러 요소들이 얽혀들면서 권력
의 영역에서 고백이 중심적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논한다. 그런데 그 과정
에서 고백이라는 말과 그 법률적 기능의 변화가 발생했다. 이를테면 이전
까지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신분이나 정체성에 대한 가치보증을 의미했던
고백이 자신의 행위와 생각을 자인(自認)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었다.
이전까지 개인은 타인의 신원보증과 유대에 대한 표명을 통해 자신의 존재
를 인정받아 왔으나, 점차로 자신에 관해 말할 수 있거나 말해야 하는 진실
담론을 통해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권력의 영역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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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고, 진실의 고백이 권력에 의한 개인
화 절차의 핵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서양에서 고백은 진실을 산출하
는 중요한 기법이 되었고, 고백을 좋아하는 사회가 되었고, 고백의 효력은
일상적인 영역에서부터 가장 엄숙한 의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확산되었
다.7 푸코가 강조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고백이라는 형식
에 실은 억압적인 권력관계가 온통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가장 피비린내 나는 권력은 고백을 필요로 한다. <동주>의 취조실은 제국
의 진리 산출을 위한 식민 권력의 고백 장치이다. 고백이란 늘 항상 패배자
의 몫이었다. 승리한 자는 고백하지 않으며, 늘 패배자만이 고백한다. 고백
이라는 제도가 말할 것을 강요할 때 고백은 고문과 가까이에 위치한다. “고
문은 고백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고문과 고백은 적의에 가득 찬 쌍둥
이”8이다.
동주는 이처럼 식민지 상황에서 고문과 분리되지 않는 고백의 명령에
마주하게 된 피식민 주체로 등장한다. 가라타니 고진에 따르면, 이때 털어
놓아야 할 고백의 내용은 고백 제도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
백하기라는 행위과정 속에서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애당초 드러내
야 할 내면 혹은 자기란 것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백
이라는 제도 속에서 발견되고 산출되는 것이다. 고백이 개인들에게 의무가
될 때, 고백의 제도가 고백해야 할 ‘내면’ 혹은 ‘진정한 자기’를 만들어 낸
다. 정신분석이라는 고백 기술이 심층의식을 실재화한 것처럼, 고백이라는
행위에 앞서 고백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내면이란 주시함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다.9
7
8
9

208

미셀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앎의 의지, 나남출판, 1996, 74～82쪽.
위의 책, 76쪽.
가라타니 고진은 일본근대문학이 ‘고백의 제도’와 함께 시작했다고 본다. 고백의 형식이 ‘내면’을
발견케 했으며, 그것이 일본근대문학의 시작에 있는 사소설의 번성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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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에서 이러한 고백 장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플래시백이
다. 플래시백은 무엇보다 영화에 주관적인 순간을 기입한다는 의미가 있
다. 그것은 곧 주체가 그리고 개인의 역사가 텍스트에 새겨진다는 의미다.
플래시백은 서사가 주체에게 던져놓은 하나의 수수께끼에 답하는 형식이
다. 주체에게는 반드시 답해야 할 혹은 풀어내야 할 수수께끼가 던져져 있
다. 따라서 플래시백은 본질적으로 탐색적이고 자기고백적인 내러티브 약
호이다. 이러한 플래시백 고유의 자기고백적 특성과 수수께끼에 답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 연대기적 이야기보다 플래시백이 훨씬 더 진정성 있다고
여겨지게끔 한다.10 그렇게 보자면, 플래시백은 고백 제도를 영화서술로 제
도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플래시백의 서술 주체 대부분이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러한 수수께끼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첫 장
면에서 취조실의 동주는 혼란스런 얼굴을 하고 있다. 그가 할 수 있는 소리
란 “무슨 소리인지 …… 모르겠어요”라는 말 뿐이다. 이 고백 장치에서 고
등형사는 동주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를 던진다. (징집령을 이용해무장봉기를 계
획한건) “너의 생각인가? 송몽규의 생각인가? 송몽규는 언제부터 알고 지냈

지?” 이어진 “대답해!”라는 명령어에 반응하듯이 혼란스러운 동주의 얼굴
에서 시간은 과거로 편집된다. 잘게 나뉘어져 중층적으로 배열되는 <동주>
의 플래시백은, 따라서 ‘지금 동주는 왜 형무소에서 취조를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몽규와는 어떤 상관인가’라는 수수께끼에 답하는 형식이다. 영화
전체를 관통하여 우리는 마침내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흥미로운 의미의 전도가 발생한다. 분명 식민 제국의

10

일본근대문학에서 표현해야 할 ‘내면’ 혹은 ‘자기’는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문일치
(言文一致)라는 제도의 확립, 그리고 고백의 제도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다. 즉 감추어야 할 것이 있
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다는 의무가 감추어야할 것 혹은 ‘내면’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2007, 103～109쪽.
수잔 헤이워드, 이영기 외역, 영화사전-이론과 비평, 한나래, 2012, 642～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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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기술로서 자백을 강요하는 고등형사는 동주에게 반역죄를 심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반역죄의 내용이 아닌 ‘몽규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정치적 약호체계는 사적관계에 대한 약호체계로 전환되
었다. 결국 <동주>의 서사는 고백 장치를 통한 동주의 자아 탐색, ‘내면의
발견’ 과정에 다름 아닌데, 그것은 송몽규와의 관계성에 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주가 마주하고 있는 고백의 제도는 식민 권력의 통치 장
치이다. 이 식민 제국의 고백 제도 내에서, 그리고 식민 심문자와의 대면에
서, 고백하는 위치에 놓인 피식민 지식인 남성 동주는 여성화된 위치를 점
하게 된다. 이는 식민 상황에서 피식민 조선인 남성이 처한 전반적인 여성
화를 한층 더 강화한다. 피식민 남성의 여성화는, “식민지 조선 남성의 ‘근
대적 남성-되기’ 기획에 발생하는 균열과 관계되는데, 식민지 조선 남성에
게는 남성성 형성의 핵심인 남자와의 동일성 확보와 여자와의 차이라는 두
측면 모두 불가능한 것”11이기 때문이다. 식민지 남자들은 제국의 남성성
과 동일시 할 수도 없고, 식민지배의 동학과 젠더 동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제국의 여성과 차이를 만들어 내기도 힘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제국
남성들의 통제권 안에 들어 있는 자국 여성들을 타자화할 수도 없다. 한국
영화사에서 자고로 고백하는 위치는 주로 여자들의 것이었다.12
동주의 고백적이고 여성화된 특성은 시인 윤동주의 시를 낭독하는 주인
11
12

권김현영, ｢근대 전환기 한국의 남성성｣, 권김현영 편,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교양인, 2017, 83쪽.
1950～1960년대 범죄 멜로드라마에서는 법정에서, 취조실에서, 그리고 일기와 서간문을 통해 자
기의 내면을 드러내는 여성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이 여성들은 식민지 시기 신여성의 고백을 계승
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근대화 시기의 여성 고백 장치의 계보를 새롭게 구성했다. <어느 여대생의
고백>(1958), <그 여자의 죄가 아니다>(1959), <어느 여배우의 고백>(1967)이 대표적인 이 계열의
영화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고백영화’의 계보 속에서, 식민지시기를 배
경으로 한 <현해탄은 알고 있다>(1961, 김기영)는 변형을 가지게 된다.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제
국의 여성과 식민지 남성으로 젠더 위계가 바뀜에 따라, 동시대의 영화들과는 달리, 남성을 고백하
는 자리에 놓게 됨으로써 식민지 남성의 여성화를 보여주게 된다. 김소영, 파국의 지도－한국이
라는 영화적 사태, 현실문화, 2014, 110～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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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내레이션의 기능과 중첩된다. 서사적 진행에 따라서, 그리고 몽규와
의 관계적 변화 맥락에 따라, 과거 회상과 현재 이미지 위로 윤동주의 시
13편이 보이스오버(voice-over)된다. 시는 동주의 내면의 풍경을 암시한다. 이
초월적 목소리를 통해서 이미지 표면 위로 떠오르는 시적 자아는 동주의
여성화에 기여한다. 자고로 중국과 한국의 유교 문화권에서 문(文)의 전통
은 무(武)와의 대비 속에서 유약함, 나약함, 남자답지 못함, 성적 절제와 의
미적으로 연결되어왔다.13 동주는 몽규와의 관계에서 실로 여성적인 위치
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가 그와 같은 여성화에 기여하는 방식은
이러하다. 영화 내에서 첫 번째로 내레이션 되는 시는 ｢흰 그림자｣다. 이
시는 1935년 용정 명동학교 시절, 공산주의자 면모를 보이던 몽규가 학교
스승인 명의조의 영향을 받아 김구가 이끄는 무장단체에 합류하기 위해 몰
래 떠나는 장면에서 흘러나온다. 책상에 앉아 시를 쓰는 동주와 원고지의
클로즈업 쇼트들과, 어두운 언덕을 넘으며 야반도주하는 몽규를 잡은 쇼트
들의 교차 편집 속에 ｢흰 그림자｣가 낭독되기 시작한다. 짧은 인용의 끝부
분에 이르러 카메라는, 마지막으로 마을전경을 뒤돌아보는 몽규의 모습에
서 움직임을 멈춘다. 그리고 그 때 잠시 쉬고 있던 목소리가 이미지 위로
덮여진다. “……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던가요 ……”
이미지와 음성의 조합 속에서, 그리고 그 이후 밖을 응시하는 동주의 클로
즈업에 의해서, 이 장면은 떠나는 몽규와 그의 발자취 소리에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이는” 동주로 의미화 된다. 순종적으로 떠나보내는 위치는 물
론, ‘-가요’라는 어미의 활용이 가져오는 여성적 어조가 여성적 자아로 여
겨지게 한다.

13

크리스 베리, 이은주 역, ｢스타의 횡단－초국적 프레임에서 본 리샤오룽의 몸 혹은 중화주의적 남
성성｣, 김소영 편저, 트랜스-아시아 영상문화－텔레비전과 스크린을 통해 아시아를 횡단하고 통
과하기 그리고 넘어서기, 현실문화연구, 2006, 376～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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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일제 강점기의 월경(越境)의 지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
운 영화이기도 하다. 공간적으로 보자면 동주와 몽규는 북간도의 용정, 경
성, 교토, 도쿄, 그리고 후쿠오카를 횡단한다. 이 모든 월경과 이주의 경험
을 동주와 몽규는 늘 함께 한다. 그러나 시를 쓰는, 행동하지 않는 동주와
달리, 총을 드는, 행동하는 몽규는 행동하기 위해 떠난다. 영화에서 떠나는
자는 늘 몽규이며 기다리는 자는 늘 동주이다. 떠나는 자와 기다리는 자.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의 신화 이래, 가부장적인 문화의 지배적 서사에서
떠나는 자, 행동하는 자, 모험하는 자는 늘 남성이며, 기다리는 자, 정박하
는 자는 늘 여성으로 의미화 된다. 몽규는 명동학교 시절 군관학교로, 그리
고 연전 시절 광복군 자금 조달책으로 짐을 싼다. 동주는 떠나가는 몽규의
발자취를 듣고자 애쓰거나 짐을 싸는 그에게 “넌 왜 항상 이런 식이냐”며
항변할 뿐이다. 두 사람의 남성적/여성적 위치의 할당은, 임시정부 군사자
금 조달을 위해 활동하다 형무소에 갇힌 몽규를 동주가 면회하는 장면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이 장면은 마치 이전 일제강점기를 다룬 한국영화들
에서 옥살이를 하는 독립투사 남편을 면회하는 아내를 떠올리게 한다. 여
진을 군자금 동원에 이용하려는 몽규의 말에 동주가 반감을 표하자 몽규는
“니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애 같니”라며 철창 너머로 손을 뻗어 동주의 뺨을
쓰다듬는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동주야, 이제 어딜 가든 나랑 같이 가자
응”이라며 동주를 달랜다. 카메라는 그 말을 듣는 동주의 상기된 얼굴 클로
즈업에서 멈춘다. 동주의 이상적 순수함은 몽규에게는 유아적인 성질로 받
아들여짐을 보여준다. 영화의 중반부 취조실에서 고등형사가 “송몽규가 돌
아온 날, 같은 날에 창씨개명하지 않았느냐”며 다그칠 때, 마치 동주와 몽
규는 평생을 약속한 커플처럼 느껴진다.
또한 몽규는 늘 동주에게 명령하듯 말하며, 동주는 몽규의 말을 따른
다.14 <동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사는, “동주야 니는 계속 시를 쓰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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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가 들꺼이까”라는 몽규의 명령어이다. 이 명령어에는 전통적인 문(文)
과 무(武)의 대립에 기초한 두 남성성이 내재되어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문’의 남성성은 당파싸움 등에 매달려 나라를 잃게 한 주범으로 여겨졌으
며, 시인은 병약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한편, 근대적 남성성은 처음부터 19
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민족주의와 함께 탄생하고 진화했으며, 민족주의 운
동에 포섭되었다. 민족주의는 이상적인 남성 스테레오 타입을 자신의 표현
수단으로 채택했던 것이다. 동시에 범세계적인 계몽주의의 배경을 지닌
‘이상적 남성성’은 고결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며 굳건한 자유의지와 자유에
대한 헌신을 진정한 남자다움의 구성요소로 인식했다. 민족주의와 계몽주
의의 기반 위에서 보편적인 인류애와 조국에 대한 사랑이 짝을 이루었다.15
그리고 1차 대전을 거치면서 민족주의와 남성성은 더욱 긴밀하게 결합하
게 되어, ‘전사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용기와 희생, 우정이라는 이상이 남
자다움을 정의했다. 모스(Mosse)가 주장하는 바, 군국주의와 남성성의 결합
은 근대적인 이상적 남성이미지에서 핵심이며 늘 존재해왔던 것이라는 점
이다. 개인보다는 숭고한 대의를 위해 복무해야한다는 것이 곧 남자다움의
이상형과 남성성을 정의했는데, 국가가 이러한 요건을 채워주었다. 국민성
에 대한 추구는 국가수호를 자신의 목표로 하는 강한 남성성을 창조했다.16
그러나 문제는 식민지 조선에서 남성성은 민족주의의 발흥과 함께했으
되, 남성 주체가 동일시할 만한 이상적인 민족/국가도, 이상적 남성성도 부

14

15
16

동주가 첫눈에 반한 것처럼 보이는 여진이 늦은 밤 동주에게 바라다 달라고 요구하지만 동주는 “여
진이 바라다 주고 오거라”는 몽규의 허락 후에야 행위에 옮긴다. 동주가 교토제대 입시에 탈락했
을 때에도 동주는 몽규 자신이 교토제대 떨어졌으면 가려했던 학교라는 말을 덧붙이며 “릿교대에
가라. 동주야 내 믿으라”라고 한다. 영화 속 현실에서 동주는 결국 몽규의 권유대로 릿교대에 입학
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몽규는 동주에게 시종 명령어를 쓰는데, 동주는 줄곧 그의 말
을 수행한다.
조지 L. 모스, 이광조 역, 남자의 이미지, 문예출판사, 2004, 10～30쪽.
위의 책, 184～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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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식인들에게는 새로운 이상적 남성상을 구축하
는 작업이 요구되었다.17 그것은 제국에 맞서 위기의 조선을 구할 저항적
남성성의 전통을 창안해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무인들이 민족영웅으로
상상되고 호명되었다. 신채호가 저술한 을지문덕, 이순신전, 최도통
전 같은 전기 소설이 이러한 작업의 대표적 예인데, 이것은 다른 근대국가
의 구국영웅전의 전사 이미지를 빌려온 것이다.18 나라를 잃은 식민지 상황
에서 근대적인 민족적 전사 이미지의 남성성이 전통적인 ‘무’의 남성성으
로 번역되고 협상되었던 것이다. “동주야 니는 계속 시를 쓰라. 총은 내가
들꺼이까”라는 명령어는 몽규가 근대 민족주의적 남성성을 동일시하고 저
항의 무기로 전유했음을 보여준다. 이 명령어 앞에서 동주는 숭고한 대의
를 앞두고 있는 연인에게 애원하듯 “나랑 같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라고 항
변한다. 취조가, 다시 말해 동주의 고백/자백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고등
형사는 동주를 향해 “너는 몽규의 그림자 밖에 안 되는 인물이니, 모든 일
을 송몽규에게 돌려도 이상하지 않지. 부끄럽지 않나”라고 묻는다. 시인 윤
동주의 시 세계를 요약하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인 ‘부
끄럽다’는 말이 아이러니 하게도 고등형사의 입을 통해 발화된다. 이때 고
백의 억압적인 청자인 고등형사의 기능은 마치 프로이드(Freud)의 초자아와
도 같다.
영화의 결말부에 동주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만 해서, 부끄러워서,
서명 못하겠다”고 말한다. 물론 이 말은 시에 대한 고백과 이어지면서 훨씬
더 다의적인 해석의 의미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림자’란 수사 혹은 비유
는, 젠더를 기입한 해석적 맥락에서 보자면, 여성적 존재, 수동적 존재, 후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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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섭, 한국/남자, 은행나무, 2018, 91～93쪽.
송명진, ｢민족영웅의 발명과 저항적 남성성의 전통 만들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8,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학회, 2010, 144～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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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존재임을 함축한다. 이처럼 고백하는 주체로 설정된 동주는 고백의
장치 자체, 여성적인 시적 자아, 그림자의 수사학, 그리고 식민지 지식인
남성의 여성화라는 중층적인 의미소 들을 통해 다중적으로 여성화 된다.
이는 몽규와의 친밀성의 관계에서 반복되며, 민족적 저항 주체인 몽규의
근대적 남성성과 대비된다.

3. 브로맨스, 그 너머
다른 이준익의 브로맨스 계열의 영화들처럼, <동주> 역시 명백히 도드
라진 동성애의 묘사나 직접적인 동성애적 언설 등은 재현 영역 밖에 존재
한다. 그러나 이 남성세계는 동성애와 구별되는 남자들끼리의 동료애와 두
터운 우정, 친밀성을 묘사하기 위해 세지윅(Eve K. Sedgwick)이 사용한 동성사
교성(homo-sociality)19과도 다르다. 호모소셜(homo-social)은 경쟁적이고 서로를
동일시하는 남성 주체 간의 연대로서 서로를 성적 주체로서 승인하는 과정
을 통해 성립된다. 남성이 자신의 성적 주체성을 확인하는 장치는 여성을
대상화하는 것으로, 호모소셜은 여성의 교환과 성적 대상화를 통해 구축되
는 남성들 간의 유대 연속체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 주체 간의 연대인
동성사교성 속에는 사실 동성애적(homosexual) 욕망과 호모에로틱(homo-erotic)
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둘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바로 그 이
유 때문에, 그리고 동질성 유지를 위해 동성애는 강력하게 억압된다.20 여
19

20

‘homo-sociality’는 흔히 동성사회성으로 번역되나, 본 글에서는 이 개념에 내재한 남성들 간의 친
밀성의 영역을 강조하기 위해 동성사교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맥락에 따라 ‘동성사교적임’,
혹은 ‘동성사교적인 것’을 나타내는 ‘homo-social’은 원어대로 호모소셜로 표기한다. 존 베이넌, 임
인숙․김미영 역, 남성성과 문화, 고려대 출판부, 2011, 271쪽.
우에노 치츠코, 나일동 역,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3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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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중요한 것은 동성사교성의 동성애 억압이 사실은 강력한 동성애적 욕
망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브로맨스는 동성사교성과 동성애로 이분화
된 남성 관계모델 양자와 협상하며 그 사이에 로맨스라는 새로움을 부여한
다. 그러나 동성사교성에 동성애가 억압의 형태로 내재되어 있고, 브로맨
스가 이성애 제도 내에서 동성애를 억압하면서 흡수하는 것이듯, 사실 동
성사교성과 브로맨스 그리고 동성애는 남성 관계 및 유대에 관한 연속체로
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이원제가 확고한 이성애 중심 사회의 상업영화에서 동성애 재현은
위협적이다. 물론 <동주>의 경우 저예산 상업영화이고, 이준익이 비교적
분명한 동성애적 약호를 사용한 <왕의 남자>를 이미 발표했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동주>에서 이성애적 브로맨스의 세계는 종종 호모에
로틱한 에너지로 파열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브로맨스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혹은 가장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이성애의 확증’이다. <동주>
에는 동주의 첫 사랑으로 의미화되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한다. 디제시스
내에서 부여출신으로 이화여전에 다니는 이여진의 존재가 그것이다.21 동
주는 교회에서 여진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그것은 동주가 여진을 멍하니
넋 놓고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 의미화 된다. 멍한 시선을 매개로 방안의 동
주에게 커트되면 그곳에 처중, 몽규가 함께 있고, 여진의 존재에 대해 몽규
가 말하는 순간, 실물 여진이 방안으로 들어온다. 그 사이 카메라는 형무소
로 커트했다가 감방 창문으로 내보이는 별과 ｢별헤는 밤｣의 보이스오버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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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물은 일차적으로 윤동주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초판 발문에서 동주의 연전
동기인 강처중이 언급한 것과 관련된다. <동주>에도 등장하는 강처중은 그 발문에서 “또 하나 그
는 한 여성을 사랑하였다. 그러나 이 사랑을 그 여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끝내 고백하지 안했다.”
라고 적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2157)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동주를 그린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의 허구적 여성인물에서 온 것이기
도 하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7 No.2

매개로 다시 방으로 돌아온다. 몽규와 동주가 ‘시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등에 관해 논쟁한 후, 여진은 집에 돌아가면서 동주에게 “같이 가줄래?”라
고 제안한다. 동주는 잠시 머뭇거리는데, “바람 좀 쐬고 오라. 다녀오라”는
몽규의 허락이 있고 나서야 여진을 따라나선다. 여진을 바래다주는 길은
별이 쏟아지는 하늘배경과 더불어 로맨틱한 분위기로 재현된다.
그런데, 여진이 동주의 또 다른 시를 보았다고 하자 동주는 “남들 보여
줄 만한 시가 아닌데”라고 말하며, 여진이 그 시의 쓸쓸함에 대해 이야기하
자 갑자기 돌아선다. 주목할 것은 동주의 대사다. “나 몽규에게 돌아가야겠
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음 장면에서 밝혀지는 동주의 급작스런 행동의
이유는, 남들에게 보여주길 원치 않았던 자신의 시를 몽규가 여진에게 보
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대사와 장면을 잘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해석이 가
능하다.동주에게 여진은 ‘남’, 타인이다. 반대로 몽규는 ‘남이 아닌 자’이
다. 여진에게 자신의 내면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워서 급히 발을 돌리는 거
라면, “나 집에 가야겠어” 정도가 자연스럽다. 오히려 가능한 해석은, 그 순
간 여진이 ‘자신-몽규’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즉
여진과의 관계, 이성애적 관계가 몽규와의 관계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두
려움 때문에, 동주는 ‘몽규에게’ ‘돌아’가야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
다. 마찬가지로 동주가 몽규에게 진정 화난 것은, 자신의 시를 ‘타인-여진’
이 읽어서가 아니라, 몽규만 읽기를 바랐던 동주의 소망을 몽규가 어겼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여진이라는 존재는, 몽규와 동주의 동성애적 관계
를 브로맨스의 외피로 가장하려는, 이성애적 안전판으로 보인다. 여진과
동주의 관계는 연애로 유의미하게 발전하지 않는다.22 오히려 여진이라는

22

방학식날 “몽규는 안 기다릴게, 고향 잘 다녀와요” 라는 말로 넌지시 기다림을 약속하는 여진에게
덤덤하게 반응하던 동주는, 바로 후 짐을 싸는 몽규에게 “왜 나한테 같이 가자는 말을 안해?”라며
야속함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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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은, 그녀와 동향이라는 이유로 정지용 선생과의 만남을 매개함으로써,
동주의 소망을 충족시켜주는 서사적 도구에 머문다.
이러한 ‘안전핀으로서의 이성애와 그 실패’의 서사구조는 후반부에 다
시 한 번 반복된다. 도쿄 릿교대 강의실에서 후카다 쿠미가 동주를 응시한
다. 천황제에 비판적인 다카마쓰 교수를 매개로 동주는 그녀와 가까워진
다. 주의해서 봐야할 장면은 동주와 쿠미가 함께 전차를 타는 장면이다. 쿠
미는 동주의 시가 좋다며, 동주의 조선어 시를 번역해 주겠다고, 출간해 주
겠노라고 말한다. 동주는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그녀가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처다 보느냐)고 묻자, 동주는 “겁이 없는 게 제 친구를 닮아서요”라

고 말한다. 순간 로맨틱한 분위기는 깨진다. 동주가 응시했던 건 쿠미가 아
니라 쿠미의 얼굴을 통해 떠오르는 몽규였던 것이다. 거기에 쿠미는 의미
심장한 말을 덧붙인다. “그 친구도 동주씨의 시를 좋아하나보죠.” 그 다음
쇼트가 재미있다. 쿠미는 고개를 돌려 동주를 보고 웃는데, 동주는 그녀의
시선에 응시로 답하고 않고, 시선을 앞으로 둔 채 웃고 있다. 시선이 엇갈
린다. 쿠미는 동주를 그리고 동주는 시선 너머로 내면의 풍경, 즉 몽규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주>에서 이성애 실천은 발전하지 않는다. 오
히려 그 실패의 지점이 역으로 동주-몽규의 관계를 브로맨스 그 이상으로
향하게 한다.
동주와 몽규의 브/로맨스가 절정으로 치닫는 장면은 두 사람이 검거되
기 직전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다. 고등형사의 “부끄럽지 않냐”는 질책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이다. 몽규의 재일조선인유학생 규합집회가 적발되
어 강제 해산된 이후, 그 곳에서 도망친 몽규가 동주를 찾아와 같이 고향에
가자고 한다. 다음 날 ‘시집 번역본’을 가지고 교토로 온 쿠미와 약속이 잡
혀 있는 동주는 몽규의 제안을 거절한다. 한 번도 몽규의 제안이나 명령을
거절해 본 적이 없는 동주의 반응에 몽규는 당황한다. 그리고 “동주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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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래 내랑 같이 가자”고 거의 애원한다. “와 이러니, 내는 지금 같이 갔으
면 좋겠다.” 그러나 동주는 단호하게 먼저 가라고 말한다. 좌절한 몽규는
“시모노세키에서 기다릴 테니 날래오라”며 돌아선다. 일종의 관계의 역전
이 일어난다. 그것을 명시적으로 시각화하려는 듯 동주는 이층에서 창문으
로 몽규를 내려다본다. 동주의 시선에서 부감으로 내려다보이는 몽규는 무
척이나 작고 위축되어 보이도록 촬영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몽규가 동주에
게 거절당한 후 쓸쓸히 걸어가는 이 장면에 덧 씌워지는 보이스오버 내레
이션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윤동주의 ｢자화상｣이다. 저자는 왜 이 장면에
｢자화상｣을 배치했을까. ‘자화상’이라는 것은 동주가 성찰하는 동주,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다보며 반영된 자기 이미지를 들여다보는 행위, 그 내면
의 성찰의 소리를 함의 한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동주의 시선은 자신을 들
여다보지 않으며 아래 걸어가는 몽규를 바라본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
엇일까. 일차적으로 이 시선의 향방이 암시하는 것은 몽규가 동주 자아의
일부라는 것, 혹은 두 사람의 자아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 더블(double)과 같
은 존재라는 것, 문자 그대로 몽규는 동주의 거울상이라는 것, 몽규에 비춰
보지 않고 동주는 자신의 동일성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이미지와 구술된 시 언어의 병치를 따져보면, 이
장면에서 다른 의미가 생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몽규의 얼굴이
보이는 정면이 아니라 뒷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구술된 시가 전체 시에서
일부분이 생략 혹은 삭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온다. 자화상의 전문과 내레
이션으로 구술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괄호처진 부분이 내레이션에서 생략
된 문구이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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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 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23

둘을 비교해 보면 5행의 “그리고” 까지, 그리고 8행이 생략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생략은 시의 시점과 의미를 확연하게 바꾸어 놓는다. 무
엇보다 이것이 자화상일 수 있는 것은 ‘우물을 들여다본다’는 행위로 가능
해진다. 그래야 그 우물 속 비춰지는 이미지인 ’한 사나이’가 시적 서술 주
체인 ‘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영화의 내레이션은 우
물을 ‘들여다본다’는 행위가 묘사된 행들을 소거한다. 따라서 흥미로운 의
미의 전환이 발생한다. 돌아가는 몽주의 뒷모습 롱쇼트를 배경으로 이 시
어가 들릴 때, ‘사나이’는 화자인 ‘나’로 의미가 고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자동적으로 몽규 역시 나의 자아의 일부라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
미지 내에서 주체가 바라보는 시선의 대상인 ‘뒷모습의 몽규’는 나의 또 다
른 자아라기보다는 시선의 주체 ‘나’가 바라보는, 연모하는, 양가적인 감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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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자화상｣,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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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대상으로서의 사나이로 읽히게 된다. 더군다나 ‘-습니다’ 어미를
사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이 화자는 여성적으로 느껴진다. 이미지와 언어를
병치시키면, 사실 이 시에서 ‘여성적 화자 나’가 어떤 ‘사나이’와 맺는 관계
는 마치 오래되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연인과의 관계처럼 비춰진다.
그리고 디제시스에서 ‘나’인 동주는 몽규와의 관계보다 시를 선택한다. 그
것은 마치 단호하게 선언된, 가부장적인 억압적 관계에서 해방된 여성적
자아처럼 보인다. 동주에게 같이 떠나자며 애원하던 몽규의 애처로운 뒷모
습은, 오히려 상대에게 삶을 의존 했던 존재는 바로 몽규였음을, 그가 민족
과 해방을 외치며 어디론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늘 제 자리에서 늘 기다리
던 동주가 있었기에 가능했었음을 보여준다.
<동주>의 고백 장치를 통해 동주 내면의 초자아적 인물인 고등형사가
취조한 것, ‘죄’로서 인정하라고 심문한 것은, 다름 아닌 몽규에 대한 동주
의 로맨스적 혹은 호모에로틱한 감정이기도 한 것이다. 동주의 기독교적
배경 역시 이러한 ‘죄’의 배음으로 작용한다. 동주가 마지막에 몽규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면의 응시를 통해서, 그리고 억압적인 제국주
의 심문자와 길항하는 과정에서, 그림자로서의 삶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몽
규로 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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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는 말
이준익은 영화 <동주>에서 그의 브로맨스 세계를 이식할 최적화된 서식
지를 식민지 상황에서 발견한다. 식민제국의 통치기술인 고백 장치 앞에
놓인 동주는 식민지 지식인 남성의 여성화라는 전반적인 조건에 덧붙여,
고백하는 위치, 여성적인 시적 자아, 그리고 그림자의 수사학 등에 의해 다
중적으로 여성화된다. 이는 몽규와의 친밀성의 관계에서 중첩되고 반복되
며, 민족적 저항 주체인 몽규의 근대적 남성성과 대비된다. 두 사람의 대조
적인 남성성은 극의 절정 국면에서 각기 다른 감정 반응을 불러 온다.
고등형사는 동주와 몽규 각각에게 허위 진술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강요
한다. 이에 동주와 몽규는 굳이 “왜 이런 요식 행위를 하는가”라고 질문한
다. 이에 고등형사는 “이것이 문명국의 합법적 절차”라고 항변한다. 몽규가
진술서에 쓰인 대로 독립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이 한스러워서”,
“안타까워서” 서명한 반면, 동주는 문명의 이름을 한 야만의 시대, 즉 “시를
쓸 수 없는 시대에 시를 쓰고자 하고 시인이 되고자 한 자신이 부끄럽다”며
진술서를 찢는다. 몽규와 달리 동주는 마지막 순간 그 행위를 통해 법의 폭
력 앞에 저항한다. 식민지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민족 모욕과 수치를 견디
는 일이며, 개인적으로도 일상적인 모욕과 수치를 감내해내야 하는 것이
다. “자기 통제력의 상실과 연관된 감정으로, 자기가 가진 힘이 상대에 비
해 열세라는 사실을 지각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감정이 모욕이라면, 자아에
대한 감정으로 자신이 욕망하고 소망하는 자아와 실재의 자아 간의 격차가
클 때 발생하며, 명예, 자긍심, 자기 존중의 감정과 연관되는 것이 수치”24
라고 할 때, 독립투사 몽규의 한스러움의 감정은 모욕에 가깝고 동주가 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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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부끄러움의 감정은 수치에 근접한다.
동주와 몽규의 관계를 브로맨스로 안착시키려는 이성애 실천이라는 의
미 고정점은 항상 실패로 귀착함으로써, 오히려 그 관계에 균열을 내며 브/
로맨스로 의미를 전환시킨다. <동주>에서 이성애적 브로맨스의 세계는 종
종 호모에로틱한 에너지로 파열된다. 이렇듯 <동주>에서의 남성성의 탐사
는, 식민지 시기 저항적 민족투사의 남성성 영역의 의미 독점 혹은 과잉 대
표화를 해체하는 동시에, 동성사교성과 동성애로 분절된 남성 관계 모델의
스펙트럼을 확장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동결된 이미지(freeze frame)인데, 영화의 시제 상으
로는 이미 사망한, 동주의 삶에서 한 순간으로 돌아가 멈춘다. 이준익의 영
화에서 이러한 마지막 쇼트의 종결은 처음이 아니다. 그의 영화에서 마지
막 프리즈 프레임은 가장 행복한, 혹은 행복했던 순간을 서사적 연쇄, 삶의
연속성으로 부터 구출해 내어 동결시키고 한다. 그것은 그리 거창하지 않
지만 찬란한, 소망충족적 미장센이다. <라디오 스타>의 두 남자, 록 스타와
매니저가 빗속에서 한 우산을 받쳐 들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이 그러하고,
<즐거운 인생>에서 옛 친구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밴드를 만들어 사람들
의 환호 속에서 공연하는 순간이 또한 그러하다. 그런데, <동주>의 마지막
동결 이미지는 그가 체포되기 직전 쿠미가 내민 시집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마주한 순간이다. 요컨대 마지막 쇼트는 동주와 몽규가, 둘이, 혹은
둘이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동주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 그가 바랐던 것은 ‘시’였다. 이 영화의 제목이 ‘동주와 몽규’
아닌 ‘동주’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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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Masculinity of the Film
<Dongju : The Portrait of a Poet>
Kwon, Eunsun | Joongbu University
Director Lee Jun-ik has a unique position in discussing the masculinity of contemporary
Korean films. In his filmography covering a wide range of categories, his films are exclusively
films that deal with the men’s world and men’s relationships, with male characters. In particular, the <The Clowns> <Radio Star>, and <Happy Life>, which can be described as a desire
for a Guy land, And explores the area of 
intimacy between them. In short, the most important critical keyword to compress Lee Jun-ik’s work world is the ‘bromance’.
In this paper, firstly, I tried to find out what kind of semantics the Lee Jun-ik’s ‘world
of the bromance’ is constructed through <Dongju : The Portrait of a Poet>. In the film, the
bromance relationship between Dongju and Mongkyu is formed through the scene of interrogation room, which can be called a modern confessional device or apparatus. The contents
of the confession to be confided at this time do not exist in advance of the confession apparatus but constitute in the process of confession. Dongju appears as a subject to confess, and
the effective narrative device that responds to it is flashback. As a male subject confessing in
the film, Dongju is a colonial man and a feminine poetic self. Also, the duality of feminized
position is overlapped and reproduced in relation to the modern male subject Mongkyu, a
national resistance protector. However, after the scene where the last ｢Self Portrait｣ is
voice-overed, Dongju breaks the romance with Moongkyu.

Key words : Bromance, <Dongju : The Portrait of a Poet>, Colonial masculinity, Feminized
self, Confession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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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한국시에 나타난 존재론적 탐구의 한 양상 검토
신동집의 초기작을 중심으로

*

김나래

25

1. 들어가며
2. 전후 ‘단절’ 의식의 체험과 존재론적 탐구의 출발
3. ‘운동’하는 ‘시간성’에 대한 인식과 시적 대상의 전향
4. 메타적 시선[複眼]의 발명을 통한 시작(詩作) 방식의 변모
5. 나가며

| 국문 초록 |

뺷한국전후문제시집뺸(1961)은 해방 이후에서부터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전후
한국 시단에서 전통 서정시 계열의 시인과 모더니즘 계열 시인 등을 포함한 비교적
넓은 시적 경향을 집약해 놓은 ‘앤솔로지’이다. 뺷한국전후문제시집뺸에서 문제 작가
30여 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별된 신동집은 전후에 등단한 신진시인이자, 존재론
적 탐구를 실천했던 작가로 검토된다. 기존 연구는 신동집의 시적 주체에게 존재론
적 위기를 야기하는 원인이 전쟁 체험에 의한 불안과 죽음의식에 있는 것으로 추정
한 뒤, 극복 양상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신동집의 존재론적 탐구 과
정을 단선적으로 해명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신동집의 존재론적 탐
구를 단순히 ‘자기의식’을 갱신해나가는 ‘나’의 문제로 한정짓지 않고, 연구의 시각
을 초기 시에서 끊임없이 호명되는 ‘너’라는 시적 대상과 시적 주체와의 관계성을 탐
*

연세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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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으로 확장해 신동집의 초기시를 재독(再讀)하고자 한다.
전후 문학장에서 존재론적 탐구를 수행했던 신동집의 시적 고유성을 도출해내기
위해 이 글은 뺷한국전후문제시집뺸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같은 시기에 발표한
시집(뺷抒情의 流刑뺸(1954), 뺷第二의 序詩뺸(1958), 뺷矛盾의 물뺸(1963)) 전반을 연구 대상으
로 삼았다. 시적 주체가 타자와의 만남을 지향하는 과정 자체가 어떤 시적 경로를 통
해 이루어지는 지 면밀하게 살핌으로써, 이 글은 첫째, 신동집의 시적 주체의 존재론
적 탐구가 ‘나와 너’의 관계성을 ‘사유’하는 가운데 실천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너’라는 대상을 향해 의지적인 만남을 호소하는 시적 주체의 태도가 시론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고 변모해나간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신동집이 자기와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던진 물음들을 통해 그려놓은 궤적을 입
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글은 공시적으로 유치환, 김춘수 등과 같은
시인들이 전후시기 문학장 내부에서 수행했던 존재론적 탐구 양상을 두텁게 드러내
보이고, 통시적으로 허만하, 오규원 시인 등이 실천했던 존재론적 탐구 양상과의 ‘차
이’를 조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전후
시기의 존재론적 탐구에 대해 넓은 전망을 획득했을 때, 비로소 전후의 문학적 공간
에서 스스로의 존재 양식을 모색해 나가며 시적 세계를 구성하는 당대의 ‘공동적’이
면서도 ‘불균질’한 시적 주체들의 움직임을 감지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신동집, 뺷한국전후문제시집뺸, 전후, 전후 세대, 존재론적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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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한국전후문제시집(1961)은 “전후의 한국시를 통틀어 결산하고 그 업적
을 추려낼 정리기”에 들어섰다는 인식으로 말미암아 해방 이후에서부터
60년대 초반에 이르는 전후 한국 시단의 비교적 넓은 시적 경향을 집약해
놓은 ‘앤솔로지’이다.1 “수백의 시인들 가운데 한 세대의 흐름을 대표할 수
있는 문제작가를 선택”하여 당대의 시적 경향을 집약해내고자 하려는 기획
의도를 바탕으로,2 한국전후문제시집은 “소위 전통 서정시 계열의 시인
들과 ｢후반기｣동인들이 주축이 된 모더니즘 계열 시인”3 등을 포함해 당대
한국 시단의 흐름을 비교적 넓은 스펙트럼으로 아우르고 있다.4 한국전후
1
2

3

4

｢이 책을 읽는 분에게｣, 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1, 2～3쪽(이하 전후).
책의 서두에서 편집위원은 앤솔로지를 구성하는데 “1945년부터 1960년 12월말까지 십년동안 시

단에 데뷔하여 시작활동을 해온 사람”으로 수록 시인의 범위를 설정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위의 책, 2～3쪽.
조강석, ｢1960년대 한국시의 이미지-사유와 정동(情動) 의 정치학－한국전후문제시집(1961)의
이미지-체제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2,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9, 486～488쪽.
기존 선행 연구는 전후 한국 문단의 미학적․언어적 지평의 확대, 당대 시인들의 현실 인식과 시사
적 의미 등에 주목하여 한국전후문제시집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김양희는 한국전후문제시
집에 수록된 산문에 드러난 “전후신진시인들의 시와 언어에 대한 인식”에 대해 주목하여 당대의
시인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어의 미학적 가능성”을 선취하려고 했음을
밝혔다. 김양희는 후속 연구를 통해 세계전후문제시집(1962)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당대
시인들이 세계시의 번역을 통해 “현대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시적 언어로서의 모국어의 가능성”
을 개진해나갔음을 밝혀내었다. 남진숙은 한국전후문제시집에 나타난 ‘몸’의 표상과 그 의미에
주목하여 당대의 시인들이 “전쟁으로 인해 훼손된 몸과 생존의 관계”를 어떻게 시적으로 형상화
했는지를 분석했다. 송승환은 두 편의 논문을 통해 전봉건, 김종삼, 조향의 시의 “수사학을 탐구함
으로써” 전후 한국시인들이 어떻게 “한국어의 언술 방식과 시적 표현을 습득하고” “미적 현대성”
을 선취하려 했는지를 구체적인 시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명찬은 수록 시인과 시의 초점이 한
국 전쟁 후로 맞춰져 있는 한국전후문제시집의 기획 의도에 주목한다. “수록 작품의 질적 수준
이 매우 고르”기에 “미당의 관점에서 벗어나” 문학적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임지연은 전
후 시기 문학장에서 “50년대 주체들의 보편적 자기 인식”이 “코스모폴리탄적 감각”에 말미암아 구
성되었으며, “세계사적 개인주체”라는 “상상적 표상”을 가능하게 했음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있
다. 조강석은 전후 시단의 “현실 인식과 언어의식, 시인들 각자의 미학적 전략” 등이 “내재적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감수성의 변화와 이를 통한 행동
의 개시”를 이끌어내는데 주요 역할을 하는 “정동과 이미지의 차원”에서 시를 분석하고 당대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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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집에서 당대의 문제 작가 30여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별된 신동
집5은 50년대 중반 현대문학과 자유문학의 창간, 문학예술의 복간
과 더불어 등장한 전후의 신진시인이자,6 “존재론적 탐구”를 실천하였던
작가로 검토된다.7
전후 신동집의 작품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시적 인식8과 시작 방식,9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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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시적 경향을 살피고 있다. 김양희, ｢전후 신진시인들의 언어인식과 ‘새로운 시’의 가능성｣,
인문연구 72,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 64～101쪽; 김양희, ｢전후 신진시인들의 ‘세계’인식과
‘시’의 이념｣, 어문론총 68,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213～214쪽; 남진숙, ｢한국 전후시에 나타
난 몸에 대한 표상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91쪽; 송승환, ｢전봉건과 김종삼 시의 수사학｣, 우리문학연구 32, 우리문학회, 2011; 송승
환, ｢조향 시의 수사학｣, 어문론집 47, 중앙어문학회, 2011, 213～214쪽; 이명찬, ｢1960년대 시단
과 한국전후문제시집｣,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2011, 311～314쪽; 임지연, ｢1950년대 시
의 코스모폴리탄적 감각과 세계사적 개인주체｣, 한국시학연구 34, 한국시학회, 2012, 210쪽; 조
강석, ｢1960년대 한국시의 이미지－사유와 정동의 정치학｣, 한국학연구 52, 인하대 한국학연구
소, 2019.
신동집(필명 : 申瞳集, 본명 : 신동집(申東集))은 1924년 3월 5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그의 작품 활
동은 1948년(25세)에 첫 시집인 대낮을 교문사에서 500부 한정판으로 출간한 것으로 시작되었
다. 그러나 이후 신동집은 그의 시집이 예술성이 미달한 것 같다 생각하고 고심 끝에 책들을 전부
파기한다. 대신 1954년(31세)에 출간한 서정의 유형(抒情의 流刑)을 첫 시집으로 삼기 시작한다.
이후 시집 제2의 서시(1958), 모순의 물(1963), 들끓는 모음(1965), 빈콜라병(1968), 새
벽녘의 사람(1970), 귀환(1971), 송신(1973), 행인(1975), 해뜨는 법(1977), 세 사람의
바다(1979), 진혼․반격(1981), 암호(1983)의 시집을 발표하며 왕성한 시작 활동을 꾸준하
게 펼쳐나갔다. 1983년 8월 고혈압으로 건강이 잠깐 악화되었지만, 이후에 송별(1986), 여
로(1964), 귀환자(1988), 자전(1989), 백조의 노래(1990), 귀향․이향(1991), 안드로메
타(1992), 시인의 출판(1993), 그리고 숲이여(1994) 등의 시집을 계속해서 발표했다. 이후 신
동집은 2003년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해 그의 나이 8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000여 편의 작품을
담아낸 24권의 시집과 더불어 영학출판사에서 간행된 신동집 시전집(1984, 1992)과 회고록 겸
시론서인 나의 時論 나의 팡세(1992)이 현재 간행되어 있다. 신동집, 앞의 책, 11～49쪽 참고; 오
윤정, 앞의 책, 189～191쪽.
이남호, ｢1950년대와 전후세대 시인들의 성격｣, 1950년대의 시인들, 나남, 1994, 14쪽.
앞서 한국전후문제시집에 관해 주목한 여러 선행 연구 가운데서, 남진숙은 신동집의 시 ｢악수｣
에 대해 분석하며 “‘죽은 사람’과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이 몸을 통해 “공존과 소통”하는 측면에 관
심을 기울인다. 이를 신동집이 “현실을 모티프로” “전쟁이라는 실존 혹은 존재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의미화하고 있다. 한편, 조강석은 ｢샌드윗치｣에 대해 분석하며 신동집이 “존재론적 사유를
보여주는 시인”이라 칭하며 “사색적 태도와 어조”를 통해 “형이상학적 탐구”를 보여주었다고 밝
힌다. 남진숙, 위의 글, 82～84쪽; 조강석, 위의 글, 499～503쪽.
이성영은 신동집이 파기한 대낮(1948)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시적 주체가 전후 상황에서 경험
한 “시적 인식”의 전환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통해 신동집의 시적 주체가 “죽음에 대한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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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형식10 등에 주목하며 신동집의 시세계에 대한 해석을 확장하고자 하
는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왔다. 기존 연구는 공통적으로 신동집이 시작(詩作)
활동을 통해 ‘존재론적 탐구’를 개진해왔다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
지만, 선행 연구는 시적 주체에게 존재론적 위기를 야기하는 원인이 전쟁
체험에 의한 불안과 죽음의식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 뒤, 극복 양상을 검토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신동집의 존재론적 탐구 과정을 단선적으
로 해명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신동집의 존재론적 탐구를
단순히 ‘자기의식’을 갱신해나가는 ‘나’의 문제로 한정짓지 않고, 연구의
시각을 초기 시에서 끊임없이 호명되는 ‘너’라는 시적 대상과 시적 주체와
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것으로 확장해 신동집의 초기시를 재독(再讀)하고자
한다.11
의 불안”을 “죽음에의 선구”를 통해 극복해 간 것으로 평가한다. 홍정숙은 “죽음의식을 주제로 한
시”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해 신동집이 “자연에서 생명력을 발견하고 화해와 사랑으로 새로운 세
계”를 개시함으로써 한국전쟁으로 인한 “불안의식”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 온 것으로 분석한
다. 박진환은 신동집의 시세계가 “존재의 고향에 대한 치열한 몰입과 필사적 탈출”이라는 궤적에
따라 구축되었음을 지적하며, 그의 초기시가 “생애의 번뇌와 이의 극복”을 모색하는 “인식론적 존
재에의 추구”였음을 주장한다. 장윤익은 초기 시가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의 문제 및 죽음의 의미를
존재론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주장하는데, 신동집의 시가 “관념적이고 철학적”이지만 “감성을

9

10

11

바탕으로 한 의미”를 구축했기 때문에 개성적이라 평가한다. 박진환, ｢귀향과 탈향, 그 회귀의 미
학｣, 신동집 시전집 2, 인문당, 1991, 624～628쪽; 이성영, ｢신동집 초기시 연구｣, 울산대 석사논
문, 2009, 61～63쪽; 장윤익, ｢존재와 즉물세계의 새로운 인식｣, 신동집 시전집 2, 인문당, 1991,
648～651쪽; 홍정숙, ｢신동집 시의 죽음의식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2002, 2～75쪽.
오윤정은 신동집의 “시작 전반을 대상으로 시적 변이과정”을 고찰하는 가운데, 초기 시편에 관해
전쟁에 의해 절망한 “실존적 자아”가 분열된 자기를 “재조직”해 나가는 과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영호는 신동집이 “현실에 대한 숙명적인 관심”과 “초월”사이의 “중간 세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한다. 시에 구축된 중간 세계가 “지각된 주관적 인식으로 창조된 현실”이기에 “현실과 밀
착”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신동집의 “관념적인 시작 행위”(184)를 해명하고자 한다. 오윤
정, ｢사물시와 ‘무(無)’의 시학｣, 한국 전후 문제시인 연구 6, 예림기획, 2007, 159～166쪽; 최영호,
｢신동집의 1950년대 초기시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32,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169～186쪽.
채수영은 시인의 시적 인식과 방식, 시적 소재 등을 아우르며 시작 전반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초기시와 관련해서는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죽음과 삶을 왕래”하며 “존재자체의 근본”에 대
해 물음을 던지는 시도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채수영, 신동집시연구, 대일, 1987, 30쪽.
한국전후문제시집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구자운의 시적 대상은 “차라리 멀어어진 아득한 아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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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후 문학장에서 존재론적 탐구를 수행했던 신동집의 시적 고유
성을 도출해내기 위해 한국전후문제시집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같
은 시기에 발표한 시집(뺷抒情의 流刑뺸(1954), 뺷第二의 序詩뺸(1958), 뺷矛盾의 물뺸(1963))
전반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12 시적 주체가 타자와의 만남을 지향하는 과
정 자체가 어떤 시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 면밀하게 살핌으로써, 이
글은 신동집의 시적 주체의 존재론적 탐구가 ‘나와 너’의 관계성을 ‘사유’하
는 가운데 실천되고 있음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때 이 글은 특별히 시적 주체
가 지속적으로 호명하는 ‘너’라는 시적 대상이 이미 규정된 타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미지가 탈각된 ‘보이지 않는’ 대상이었다는 점을 문제적으로 바
라보고자 한다. 이는 신동집이 시론을 통해 ‘단절’(알 수 없음)의 관점에서 지
속적으로 ‘나’와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관계성을 고민하며 시적 사유를 발
전시켰던 것과 관련 깊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나’와
‘타자’(대상)과의 관계성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했던 신동집의 시론과 초기시
에서 발견되는 시작 방식의 갱신 과정과의 관련성을 고찰하려한다. 이를 통
해 ‘너’라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호명하며 의지적인 만남을 호소했던 시적
주체의 태도가 시론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고 변모해나간다는 점을 조명할
것이다.
시, 존재, 언어, 현실에 대한 사유를 기반으로 신동집이 자기와 세계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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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옛날의 누이의 얼굴” (｢葡萄圖｣)로, 박인환의 시적 대상은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목마
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木馬와 淑女｣)라는 표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한편, 신동집
의 시적 대상은 타자를 재현하거나 상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미지가 탈각된 ‘보이지 않
는’ 대상으로 호명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신동집이 호명하는 ‘너’라는 시적 대상의 특징이
존재론적 탐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핵심적으로 논구되어져야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지점에
해당한다. 구자운, 전후, 53쪽; 박인환, 전후, 22쪽.
한국전후문제시집에 실린 신동집의 작품들은 그가 첫 번째 시집으로 여기는 서정(抒情)의 유
형(流刑)(1954)에 수록된 ｢목숨｣, ｢얼굴｣, ｢악수(握手)｣, ｢풍경(風景)｣, ｢표정(表情)｣, ｢눈｣, ｢참새
II｣와 제이(第二)의 서시(序詩)(1958)에 수록된 ｢샌드윗치｣, ｢둔주곡(遁走曲)｣, ｢어떤 시(時)｣,
｢오전팔시(午前八時)｣, 모순(矛盾)의 물(1963)에 수록된 ｢변신(變身)｣, ｢너의 이름은｣, ｢나는 무
엇을｣, ｢모순의 물｣에 해당한다. 이들 작품 15편이 ‘존재의 모음’이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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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끊임없이 던진 물음들을 통해 그려놓은 궤적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글은 공시적으로 유치환, 김춘수 등과 같은 시인들이
전후시기 문학장 내부에서 수행했던 존재론적 탐구 양상을 두텁게 드러내
보이고, 통시적으로 허만하, 오규원 시인 등이 실천했던 존재론적 탐구 양
상과의 ‘차이’를 조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성격
을 갖고 있다. 전후 시기의 존재론적 탐구에 대해 넓은 전망을 획득했을 때,
비로소 전후의 문학적 공간에서 스스로의 존재 양식을 모색해 나가는 시적
세계를 구성하는 당대의 ‘공동적’이면서도 ‘불균질’한 시적 주체들의 움직
임을 감지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전후 ‘단절’ 의식의 체험과 존재론적 탐구의 출발
어디에서나 나의 그늘을 따르며 나의 安住를 지켜 준 모나리자의 微笑, 너의
영원한 悲願은 어쩌면 끝나 버린 音樂과도 같은 것이다.

만나 보지도 못한 혹시는 어디에서 만나 본지도 모르는 한 사람의 精이 고운
肖像이 내 마음의 房 안 흰 壁에 걸리어 있었으나 지금은 그이의 맑은 肉體와
肉體안에 고운 白骨이 빛날 것을 빌 따름이다.

나는 일어서 訣別의 인사를 올린다. 그러나 누구를 향한 希望은 아니었다. 이
미 끝난 나의 房의 마지막 時間을 祝福하여, 나는 敬虔한 마음으로 盞을 올린다.

나의 마음에 倒影하는 數많은 나의 대스․마스크. 모두 한 번씩은 날뛰며 舞
臺위에 올라섰으나 假面이 드덜하게 벗겨지는 瞬間엔 이미 한 사람의 觀客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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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누구를 향하여 나의 俳優는 獨白을 하는 것이냐.

나의 房은 戰爭에 무너졌다. 廢墟 구석진 모롱이 깨어진 유리 조각엔 어느 날
의 나의 房과 肖像과 모나리자의 微笑가 비취이고 있었다.
13

―｢房｣전문

신동집이 소위 “전후 세대”14라 일컫는 작가군에 속한다고 할 때, 인용
한 작품 5연의 “나의 방(房)은 전쟁(戰爭)에 무너졌다”라는 시적 발화에 주목
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적 전쟁을 경험한 후에 시적 주체
의 내면은 무너져 폐허가 되어버린 상태가 되었으며, 존재론적 조건은 ‘살
아있다는 것’에서 “잔존자”15로서의 “좌절”과 “굴욕”을 견디며 “살아남는다
는 것”16으로 변경된다.
이와 같이 변경된 시적 주체의 존재론적 조건을 바탕으로 전쟁 이전 나
의 방에 걸려 있던 “나의 그늘을 따르며 나의 안주(安住)를 지켜 준 모나리자
의 미소(微笑)”는 전쟁 이후 나의 방 깨어진 어느 유리 조각에 비친 “어느 날
13
14

15

16

234

신동집, ｢房｣, 신동집 시전집 1, 영학출판사, 1984, 56쪽.
전후 세대의 범위에 관해서는 “1920～1930년대에 출생하여, 식민지 시기에 초․중등교육 혹은 대
학교육을 받고, 한국전쟁을 전후(前後)한 시기에 등당한 문인들을 ‘전후세대’”로 정의한 한수영,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03, 100쪽을 참고. 전후 세대의 세계 인식 감각과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의 논문 참고. 박연희, ｢전후, 실존, 시민 표상-청년 모더니스트 박인환을 중심
으로｣, 한국문학연구 34,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2, 156～161쪽; 임지연, ｢1950년대 시의 코
스모폴리탄적 감각과 세계사적 개인주체 ｣, 한국시학연구 34, 한국시학회, 2012, 187～198쪽.
신동집의 시론을 참고할 때, 그에게 “잔존자”란 죽지 않고 살아남아있는 자로써 “좌절”과 “굴욕”
을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해당한다. “시의 진정한 성숙은 소수의 잔존자에게만
기대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잔존자란 좌절이 무엇인지를, 굴욕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
이다. 잔존자에겐 영광과 비참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아, 차라리 요절한 자는 행복하다.” 신동
집, 나의 시론(時論) 나의 팡세, 청학사, 1992, 113쪽.
“잔존자”로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신동집은 잔존자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좌절과 굴욕에도 불구하
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고 ‘자기’로서의 존재양식에 관해 끊임없이 물음을 던진
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젊을 대부터 나는 살아 남는다는 것이 나의 필생의 과제였다고 생각된다.”
위의 책,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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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의 방(房)과 초상(肖像)과 모나리자의 미소(微笑)”(강조―인용자)로 형상화

되며 시적 주체와의 거리감이 강조된다. 이는 나와 함께 ‘살아있던’ 것에
속해있었던 모나리자의 초상과도 같은 대상이 전쟁 후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시적 주체가 인식하게 된 데에서 연유한 표현에 해당
한다. 이때 대상의 사라짐은 “끝나 버린 음악(音樂)”으로 표현된다. ‘영영 보
이지 않는 상태’이자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비가역적인 상태’인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시적 주체는 전쟁이 야기한 대상과의 ‘단절’을 받아들이고, “이미 끝난
나의 방(房)의 마지막 시간(時間)을 축복(祝福)하여”(강조―인용자) “결별(訣別)의
인사를 올”린다. 살아남게 된 자로서 시적 주체는 ‘어느 날에는 살아있었
던’ 존재들이 전쟁 이후 더 이상 ‘살아있지 않게’되었다는 존재적 조건을
인식하게 된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나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너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 물음을 던지며 존재론적 탐구를 실천하기 시작한다.
목숨은 때묻었나,
절반은 흙이 된 빛깔
荒幣한 얼굴엔 表情이 없다.

나는 무한히 살고 싶더라
너랑 살아 보고 싶더라
살아서 죽음보다 그리운 것이 되고 싶더라,

億萬 光年의 玄暗을 거쳐

나의 목숨 안에 와 닿는
한 개의 별빛,

전후 한국시에 나타난 존재론적 탐구의 한 양상 검토 | 김나래 235

우리는 아직도 砲煙의 追憶 속에서
없어진 이름들을 부르고 있다,
따뜻이 體溫에 젖어 든 이름들

살은 者는 죽은 者를 證言하라
죽은 者는 살은 者를 告發하라
목숨의 條件은 孤獨하다,

바라보면 멀리도 왔다만은
나의 뒤 저 편으로
어쩌면 신명나게 바람은 불고 있다,

어느 하많은 時空이 지나
모양할 수 없이 지워질 숨자리에
나의 白鳥는 살아서 돌아오라.
17

― ｢목숨｣ 전문(1954)

이 시에서 시적 대상으로 등장하는 ‘너’라는 존재는 절반은 흙이 되어
때가 묻고, “표정이 없”는 “황폐한 얼굴”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너’와 내
가 함께 ’살아 있던 때‘에는 시적 주체가 대상을 “모나리자의 미소”(｢방(房)｣)
와 같이 선명한 ’얼굴‘의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던 반면, 지금 시적 주체에
게 대상은 반쯤은 ‘보이지 않는’ 희미한 이미지에 가깝기에 “억만 광년의
현암을 거쳐”서 나의 목숨 안에 “한 개의 별빛”으로 감지될 뿐이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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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집, 전후,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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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주체는 “살은 자”로서의 ‘나’와 “죽은 자”로서의 ‘너’로서 존재적
조건을 양분하며 두 존재 사이에 놓인 “억만 광년의 현암을 거쳐”야 할 만
큼의 시간적 거리를 강조한다. 그렇지만 시적 주체는 ‘너’라는 대상이 시간
의 흐름 가운데 풍화되어 점점 ‘보이지 않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포연(砲煙)의 추억(追憶) 속에서 없어진 이름들”(강조는 인용
자)을 호명한다.

다만 나는 살아 있었고, 나는 너를 불렀다. 얼마동안인지 기억이 없다.
어디선지 너를 닮은 목숨이 나를 불렀다. 과히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소리였다.

어느 노을에 물든 시간時間, 분명히 있었던 그 時間과, 그 時間 속에 서 있는 너의
全身과, 全身에서 울어나는 너의 全部와 (…중략…)

이것만은

두번 다시 빼앗기진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남아 있는 한
아직도 살아 갈 수가 있다

나의 出發이 커질 그 때까지.
18

― ｢碑｣ 부분(1954)(강조―인용자)

시적 주체가 호명하고 있는 ‘너’라는 대상은 구체적인 인물의 모습으로
상기되거나 의식적으로 재현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시적 대상이 ‘죽은
자’라는 ‘사실’ 그 자체가 기술되어 있을 뿐 대상의 죽음에 대해 구체적인

18

신동집, ｢碑｣, 신동집 시전집 1, 영학출판사, 1984,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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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부여되어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적 주체는 “따뜻이 체
온에 젖어”있는 이름들을 호명하고 있다. 너와 함께 했던 “시간”과 “그 시간
속에 서 있는 너의 전신”과 “너의 전부”가 시적 주체의 육체에 의미화 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시적 주체는 육화된 채로 남아 있을 너와 함
께 했던 ‘시간’의 흔적들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어느 얼굴의 가능”(｢表情｣)
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갖고 있다. 그러나 이름으로만 기억할 수 있고, ‘보이
지 않는 너’라는 대상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끌어내
지 못했다. “죽은 자”와 “살은 자” 사이의 존재론적 간극을 강조하는 가운
데, 시의 말미에 “나의 목숨 안에 와 닿는 한 개의 별빛”이 “백조로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며 너의 얼굴의 가능성에 대해서 예감하고 있을 뿐이다.

3. ‘운동’하는 ‘시간성’에 대한 인식과 시적 대상의 전향
많은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죽어 갔고
죽지 않은 사람은
여러 모양으로 살아 왔고
그리하여 서로들 끼리
말 못할 握手를 한다.
죽은 사람과
죽지 않고 남은 사람과,

握手란, 오늘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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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한 편 팔은
땅 속 깊이 꽂히어 있고
다른 한 편 팔은
짙은 密度의 空間을 抵抗한다,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를
그리워하며
살은 사람이 죽어 갈 때를
그리어 보며 (…중략…)
19

― ｢握手｣ 전문(1954)

｢목숨｣에서와 같이 이 시에서도 “죽은 사람”과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이
등장한다. 이때 ‘너‘와 ’나‘는 생(生)과 사(死)라는 기로에서 존재가 처한 “모
양”새가 달라졌기에, ‘나’는 ‘너’의 모습을 대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시적 주체는 ‘보이지 않는 너’에 도달하기 위해 “한 편 팔은 땅 속 깊
이 꽂히어”있는 채로 “다른 한 편 팔”을 “짙은 밀도의 공간”을 향해 높이 쳐
들어 “말 못할 악수”를 건네려 한다. ‘나’의 ‘절반’은 “아직도 포연의 추억
속에서” “따뜻한 체온에 젖어있는 이름들”(｢목숨｣)을 부르며 “땅 속 깊이 꽂
히어 있”으며, 또 다른 나의 ‘절반’은 손을 뻗어 너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이다.
자신의 육체에 남아 있는 흔적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너’에 도달하려 하
려는 시적 주체의 태도는 단순히 대상을 그리워하거나 타인의 죽음을 애도
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하늘로 뻗은 나의 절반을 통해 시적 주체는 너의
‘존재’에 가까이 다가가는 동시에, 땅 속 깊이 꽂히어 진 깊이만큼 확보한

19

신동집, 전후, 206～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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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를 통해 세계에 드리워진 ‘나’의 존재를 그림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
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육체에 남아 있는 흔적들을 통해 ‘너’
에 도달하려 하려는 과정은 동시적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을 동
반한다. 나의 육체 안에 너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한”, ‘너’에 도달하려는
가능성을 찾아 헤매는 가운데 시적 주체인 ‘나’는 “살아 갈 수가 있”(｢비
(碑)｣)게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너’에 도달하기 위한 시적 주체의 “저항”

의 궤적은 결국 ‘나’의 존재를 모색하는 행위를 동반하기에, 시적 주체로 하
여금 결국 ‘어떻게’ 너와의 만남이 가능할 수 있을지를 사유하게 한다.
참으로 많은 表情들
가운데서
나도 一種의
表情을 지운다,20

네가 좋아하던 나의 表情이
어떤 것인지
내가 좋아하던
너의 表情이 어떤 것인지
다 잊어버렸다고 하자,

우리에게 남은
단 하나의 告白만은
20

240

“참으로 많은 표정(表情)들 / 가운데서 / 나도 一種의 表情을 짓는다”로 이후 개작. 신동집, ｢表情｣,
신동집 시전집 1, 영학출판사, 1984, 55쪽. 개작 과정에서 이후 “지운다”가 “짓는다”로 변경된 것
으로 볼 때, 표정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으로 ‘너’에 도달하려는 태도와 표정을 지어보이는 방식
으로 ‘너’에 도달하는 방식은 ‘너’에 도달하려는 시적 주체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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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아름다운
約束 안에 살아 있다,

風化하지 않는

어느 얼굴의 可能을 믿으며,
참으로 많은 表情들 가운데서
나도 任意의 表情을 지운다,

表情이 끝난 時間을랑

묻지를 말라,
窓살 속에 갇히인

나의 노래를 위하여.
21

―｢表情｣ 전문(1954)

인용한 시에서 역시 시적 대상의 얼굴은 가시화되어있지 않다. 시적 주
체는 너와 나 사이에 놓인 단절로 말미암아 “네가 좋아하던 나의 표정이 어
떤 것인지 내가 좋아하던 너의 표정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럼
에도 시적 주체는 4연에서 “풍화하지 않는 어느 얼굴의 가능”을 믿고 있다
고 발화한다. 시적 주체의 육체 안에 남겨진 흔적들로, 다시 말해 잊어버린
너의 표정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너’에게 도달할 수 있다
는 믿음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시 ｢목숨｣, ｢악수｣에서 역시 시적 주체의 ‘보이지 않는 너’
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동력으로 ‘너’와의 만남을 희구하는 시적

21

신동집, 전후,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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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인용한 시의 2연에서 시적 주체가 “네가 좋
아하던 나의 표정이 어떤 것인지 내가 좋아하던 너의 표정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너의 표정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린 상황에서 현실에서의 너의 얼굴은
끊임없이 풍화해가고 있는데, “풍화하지 않는 어느 얼굴의 가능”을 믿어야
너와의 만남이 성립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풍화하지 않는 얼굴의 가능성”(｢표정｣)을 믿고 너의 ‘현재’에 도달하려
는 시적 모색은 시적 주체로 하여금 네가 지을 수 있는 표정의 가능성들을
전부 생각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시적 주체가 육체에 남은 흔적으
로부터 그려보는 너의 모습은, 어제의 너의 모습일 수 있어도 그것이 ‘오
늘’ 너의 모습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차이가 발생하며 변화하는 것
은 ‘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너’에 도달하고자 하는 ‘나’ 자신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적 주체가 고려해야하는 것은 함께 변화해나가는 ‘너와 나’
의 운동성 그 자체이다.
이와 같은 인식적 토대로부터 시적 주체에게 ‘보이지 않는 너’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사유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이 심화된다. ‘나’와
‘너’ 사이에 놓인 시간이 “표정이 끝난 시간”, 다시 말해 어떠한 차이도 발
생할 가능성이 소거된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차이를 발생시키는
운동하는 시간이라는 점에 대해 자각하고 ‘운동하는 시간성’을 어떤 방식
으로 돌파해서 너와의 만남을 성사시킬 수 있을 지에 관해 사유해야하는
지점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점에서 시적 주체는 자신에게 남
은 “참으로 많은 표정들 가운데서” “일종의 표정을 지”워 나가는 방식을 모
색한다. ‘보이지 않는 너’를 보기 위해 자신이 기억해낼 수 있는 가능의 범
위 안에서 너의 표정의 가능성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며 너의 ‘현재’에 도달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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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젖어드는
말 못할 意味를 헤치고
그날
내가 戰爭을 向하여 걸어간
다리목까지 오면
나의 앞 뒤에
수없이 흐르는 것이 있다.

다리 너머 저 쪽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개와 거러지가 비슷한 모양으로 걸어온다
넥타이를 날리며
전 날의 나와 같은 사람이 걸어온다
한 때는 나와 친했던 그이가 걸어온다
그이는 나를 알아채리지 못한다
나는 내가 변했다고 생각한다.

잃어버린 나의 眞珠
그것은 어느 江물 속으로 없어진 것인지,
그것은 어느 도야지가 앗아간 것인지,
‘아쁘레’가 나의 앞을 질르며 비웃는다
‘아방’은 나의 뒤를 저만치 욕질한다,
몇 해 전에 먹은
‘샌드윗치’의 追憶이
너무나 오늘 新鮮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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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黃昏이다, 그러한 黃昏이 내린다,
여기 저기 燈불에 어서 밤은 켜져라
무거운 날개는 기다리고 있다.

어느 새 戰爭은 아버지가 되었다,
아버지의 아들은 어차피 자라나고 있다,
그들의 기억엔 어머니의 얼굴이
아버지의 고향이 없다
그들은 제마다 이리저리 자라나고 있다.
22

―｢샌드윗치｣ 전문(1958)

인용한 시의 1연에서는 “말 못할 의미를 헤치고” 전쟁이라는 “그 날”을
향해 “다리목”으로 걸어가는 시적 주체가 등장한다. 시적 주체의 ‘현재’로
부터 전쟁이라는 과거의 한 순간으로 시간의 축이 이동하고 있는 때, “다리
너머 저 쪽”에서도 과거의 “그 날”을 향해 누구인가 걸어오고 있다. 그 누군
가는 “전 날의 나와 같은 사람”으로서, 전쟁이라는 과거의 한 순간보다 훨
씬 과거에 해당하는 한 순간에서부터 걸어오는 ‘과거의 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전쟁을 향하여 걸어간 다리목”에
서 마주치는 순간, ‘현재의 나’는 ‘너’를 상기하고 있던 ‘과거의 나’와 질적
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나’는 “한 때는 나와 친했”어도 “그이는
나를 알아채리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너’는 나의 기억 속에서만
상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의 나’는 ‘과거의 너’가 현재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없다.

22

244

신동집, 전후,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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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전후 ‘차이’를 발생시키며 운동하는 거대한 시간축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자각한 시적 주체는 “‘아쁘레’”와 “‘아방’”이 나의 앞뒤로 흐르
고 “그 날”의 나를 앞지르며 비웃고, 욕질하며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형
상화한다. 이는 전쟁 이후 질적으로 변화하고 갱신되어 온 자기가 놓여있
는 “오늘”이라는 시간으로부터 전쟁을 통해 계속해서 변해가는 ‘너와 나’
의 관계성을 사유해야한다는 시적 주체의 인식적 전환과 맞물려있다. “오
늘”의 시점에서 전쟁을 바라보았을 때야 비로소, 전쟁이 아버지가 되고 아
버지의 아들이 자라나서 아버지가 되어가는 시간의 흐름과 운동성을 함께
고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쟁 전후의 시간성’에 대한 사유를 통해 도출된 이러한 인식적 변화는
나의 기억 속에 남은 흔적들을 통해 너의 오늘에 도달하려는 시적 모색 그
자체에 대해 재고(再考)하도록 만들며,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너와 나의 가능
성을 “오늘”로부터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시적
주체로 하여금 ‘도달’해야 했던 ‘보이지 않는 너’라는 시적 탐구의 대상을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로서 ‘보이지 않는 너’를 만나기 위해 일련의 시적 모
색을 거듭해왔던 ‘나’로 전향해 탐구를 지속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

4. 메타적 시선[複眼]의 발명을 통한 시작(詩作) 방식의 변모
네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면서
너를 따라 여까지 오고 말았다
하나씩 둘씩 다 버리고
내대로 내가 오고 말았다
어디엔들 네가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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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엔들 네가 있을
可能은 있었던 게다

올 대로 온 여기서
나는 어제를 향하여 할 말이 없다
나의 앞 벽에는 한 장의 肖像이
나를 複眼으로 凝視하고 있다
네가 던지는 눈 빛의 意味를
참으로 오랜 날이 지난
오늘은 알고 있다
대수롭지도 않은 고향이라
아니면 그런 데와 비슷한 곳이라
짐작은 하면서
너를 따라 여까지 오고 말았다
그러면 來日이여 안녕히
상한 목에 마후라를 감으면
나의 옆대기로 바람은 맵다.
삘딩 屋上 흔들리는
旗 없는 깃대를

나부껴 還元하는 煙突의 연기를
상해버린 胃腸의 헐은 자리를
괴어오는 먼 날의 잊은 記憶을
X레이처럼 透視하면서
‘후우가’는 나의 暗流를 달리고 있다.
23

―｢遁走曲｣ 전문(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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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에서 시적 주체는 ‘보이지 않는 너’를 찾던 자신의 여정이 “네가 무
엇인지를 도무지 모르면서”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고백하고 있다. ‘너’를 찾
기 위한 방식은 먼저 “어디에고 네가 없어도 어디에도 네가 있을 가능”이
있다는 시적 주체의 믿음에 기반을 둔 것이었으며, ｢표정｣에서 암시하였듯
너에게 도달하기 위한 방식은 임의의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의 가능성을
“하나씩 둘씩 다 버리”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
은 아무리 시적 주체가 너의 가능에 대해 굳은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너와
나의 ‘단절’이라는 치명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실천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
와 나의 질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다 포섭할 수 없다는 한계를 내장하고 있
다. 이와 같은 한계는 시적 주체로 하여금 ‘너와 나’ 사이의 운동성을 염두
에 두고 ‘보이지 않는 너’와의 만남을 모색해야한다는 시적 탐구의 전환을
요구한다.
인용한 시에서 시적 주체는 자신을 “복안으로 응시하고”있는 “한 장의
초상”의 시선을 발견한다. 나를 응시하고 있는 “한 장의 초상”은 앞서 살펴
보았던 ｢방(房)｣에 등장했던 “내 마음의 방(房) 안 흰 벽(壁)에 걸리어” 있던
“모나리자”의 초상과 같은 것인데, 이 시에서 초상은 단순히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안으로 응시”하고 있다. 한편, 나의 내면을 응시하고 있는
“한 장의 초상”과 더불어 시의 말미에는 “나의 암류를 달리고 있”는 “‘후우
가’”가 등장한다. 이 시의 제목인 ｢둔주곡｣이 ‘푸가(fuga)’를 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후우가’는 “X레이처럼 투시하며” 나의 내면을 달리고 있는
메타적 시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후우가’는 먼저 “기 없는 깃대”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부껴 환원”
하는 “모순의 연기”를 “X레이처럼 투시”한다. 이는 ‘보이지 않는 너’를 ‘보

23

신동집, 전후,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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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으로 환원하며 ‘너’에 도달하고자했던 시적 주체의 시도 자체를 메
타적으로 꿰뚫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후우가’는 “상해버
린 위장의 헐은 자리”와 그 육체로부터 “괴어오는 먼 날의 잊은 기억”을 투
시한다. 이 역시 나의 육체에 남은 너의 기억의 흔적들로부터 ‘보이지 않
는’ 너의 가능성들을 모색했던 시적 주체 자신을 응시하는 것과 관련있다.
시작은 하나의 의식(儀式)이다. 시인은 이 의식의 사제(司祭)인 동시에 자기
가 행하는 의식을 말똥히 지켜보아야 한다. 시인의 이중성(二重星). 이 이중성에
철저히 견딜 것, 시인의 눈은 복안(複眼)이다.24

이와 같이 시적 주체는 복안(複眼)의 시선에 대해 의식하게 된 후에 ‘너’
라는 대상을 향한 탐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너의 가능에 대해
하나씩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내 몸으로부터 ‘미지의 것’으로 변형된 ‘보
이지 않는 것’의 흔적들을 두루 살핌으로써 ‘너’를 노래와 시의 형태로 ‘생
성’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메타적 시
선’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시작(詩作) 방식의 가능성을 예비하는 것이다.
鮮明한 것은 나의 안에서

모르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름 있는 것은 나의 안에서
이름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름을 벗어버리고 나면
너는 정다운 것이 되어

24

248

신동집, 나의 時論 나의 팡세, 청학사, 1992,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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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로 돌아온다.
그 때, 잊었던 나의 밤은
별 많은 하늘가로 피어 오르고
나는 너의 온 몸에
나의 숨을 불어 넣는다.
나의 숨은 피와 熱이 되어
한 없이 너를 살고 싶게 한다.
그 때 나의 보람은 바다가 되고
나의 秩序는 자유로운 飛翔이 된다.
25

― ｢나의 안에서｣(1958)전문

신동집에게 시작(詩作)은 “실재(實在)를 잃어버리는 일이다. 실재의 얼굴
을 잃고 지향없이 헤매이는 방황이다”.26 이 시의 초반에는 “나의 안에서”
① 선명하고, 이름 있는 것이 ② 모르는 것, 이름 없는 것이 되는 과정이 기
술된다. 이를 통해 시적 대상이 너의 모습, 너의 이름 등 선명하고 이름 있
는 것으로서의 “실재”를 잃어버렸기에, 시적 주체가 언어화하거나 가시화
할 수 없도록 육체 안에서 변형된 ‘보이지 않는 너의 모습’들 가운데 방황
하게 되는 상태가 그려진다.
사실 세계의 사물들을 다 지워버리고 무화하고 난 뒤에 그 잊음 속에서 비로
소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 마치 막막한 바다 속에 몇 점 떠 있는 섬들과도 같은
기억들, 이 기억들이야말로 시의 가장 본원적인 이마쥬가 되는 것이 아닐까.27

25
26
27

신동집, ｢나의 안에서｣, 신동집 시전집 1, 영학출판사, 1984, 89쪽.
신동집, 나의 時論 나의 팡세, 청학사, 1992, 118쪽.
위의 책,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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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고향이 아니라 고향의 ‘이마쥬’가 남아 있을 따름이며 고향의 흔적
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 고향의 ‘이마쥬’로부터, 고향의 흔적으로부터 향수는
시작된다. 다시 말하자면 고향의 부재로부터 시의 자기 운동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고향의 무화상태를 플러스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요소야말로 향수가 지
니는 잠재력이 될 것이다.28

인용한 신동집의 시론에서 “고향의 부재로부터 시의 자기 운동은 시작”
된다는 발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형으로서의 실재에 회귀함으로써가
아니라, 실재가 “무화”하고 난 뒤에 실재의 “흔적”으로부터 또 다시 실재를
향해 끊임없이 ‘도달’하려는 행위 자체가 시의 궤적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적 인식을 바탕으로 시적 주체는 ① 선명하고, 이름 있는 것이 육신
안에서 ② 모르는 것, 이름 없는 것으로 변형된 뒤에, ③ “정다운 것”이 되
어 돌아왔을 때, “너의 온 몸에 나의 숨을 불어 넣는”것으로 ‘너’를 “노래”29
와 시적 “언어”30의 형태로 소생시키고자 한다.
출렁이는 나의 바다, 나의 살 후미 끝에서
뜨겁게 솟아난 塔이 하나,
塔은 밤마다 눈이 큰 불을 달고

침몰한 나의 기억의 파편들을 두루 살핀다.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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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책, 226쪽.
“노래가 지나간 뒤에도 / 지나간 그 자리는 남아 있어라 / 얼굴이여 / 어디까지나 자라 나의 노래가
되라” 신동집, ｢蘇生｣(1958) 부분, 신동집 시전집 1, 영학출판사, 1984, 76쪽.
“아직도 생겨나지 않고 / 머뭇거리며 있는 저 모든 것들을 / 나는 언제부턴가 / 사라지고 만 그것들
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 // 어느 날 눈 맺아 / 터 올 것인가 / 形姿없는 言語여 / 저것들이 걸어나올
길을 어서 열어라.” 신동집, ｢나의 원주(圓周)가에서｣(1958) 부분, 신동집 시전집 1, 영학출판사,
1984, 74～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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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塔 속의 사나이, 塔지기는
소라의 귀를 한 곬으로 모우며
塔에든 나의 꿈을, 주야

포도주로 삭히고 있다.

훤히 열린 어느 달밤,
철럭이며 일어선 열띈 바다가
나의 塔에 부딪쳐 솟구쳐 오를 때
塔 속의 사나이는 종내 숨을 걷고 말았다.

그가 빚은 포도주는 한 때
塔 속을 채운 나의 꿈이었니라,

출렁이는 바다, 나의 살의 후미 끝에서
그가 빚은 포도주를 나는 마신다.
31

―｢나의 塔 속의 사나이｣(1963) 전문

이 시에서는 ‘복안複眼의 시선’을 통해 시적 대상이 “나의 살 후미 끝에
서” “이름 있는 것” → “이름 없는 것” → “정다운 것”이 되어 가는 일련의 과
정이 시화(詩化)되고 있다. 시의 1～2연에 걸쳐 “나의 꿈”들로 채워진 탑이
밤마다 “나의 기억의 파편들을 두루 살”펴, “탑 속의 사나이”에 의해 “포도
주”로 삭혀지는 과정이 서술된다. 탑이라는 ‘심연’ 속에서 ”실재를 잃어버
리는“ 망각의 과정을 거친 뒤, “정다운 것”으로 변환되는 일련의 과정에 해
당한다. 시의 마지막 연에는 “나의 살의 후미 끝에서” 나의 기억들을 재료

31

신동집, ｢나의 塔 속의 사나이｣, 신동집 시전집 1, 영학출판사, 1984,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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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빚어놓은 포도주를 마시는 시적 주체가 등장한다. 이때 등장하는 ‘나’는
‘이름 있는 것’이 육화되어 ‘이름 없는 것’이 되고 또 다시 ‘정다운 것’으로
되돌아올 때에, 그 ‘미지의 것’들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너’의 모습을 감지
하며 ‘노래’와 ‘시’로 다시 변형시키는 시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전까지의 시작(詩作) 활동은 ‘보이지 않는 너’라는 실재에 어떻게 도
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유가 동력이 되어 수행되어왔다. 이때 육체에 남
은 기억의 흔적으로부터 너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적 모색은 단절된 너와
나 사이의 운동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육
체에서 ‘보이지 않는 너’가 ‘미지의 것’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의식하는 ‘복
안의 시선’에 의해 시적 주체는 주변의 대상에 스며든 ‘미지의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너’의 모습을 감지해낸다. “나무들의 수많은 부분 속으로”
“잠잠히 스며든지도 모”(｢그때도 나의 새는｣)32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에서부
터 ‘정다운 것’으로 변형된 너의 흔적들을 느끼고, 그 미지의 것들에 대해
노래하는 것이 시작(詩作)의 핵심 원리가 된다. 대상에 스며든 ‘미지의 것’은
나의 육체로부터 변형된 것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너’의 육체로부터
언젠가, 어디에서 스며든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적 발상은 시적 주체로
하여금 주변의 대상에 스며든 ‘미지의 것’과 ‘보이지 않는 너’와 ‘내’가 교
감한 흔적들을 통해 ‘너’와 시와 노래를 함께 ‘생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준다.

32

252

신동집, ｢그때도 나의 새는｣, 신동집 시전집 1, 영학출판사, 1984,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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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
이 글은 신동집의 존재론적 탐구가 ‘나와 너’의 관계성을 ‘사유’하는 가
운데 실천되고 있음을 그의 시적 모색과 시론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고 변
모해나가는 것을 증명하는 가운데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신
동집의 존재론적 탐구가 어떤 존재적 조건에 기인하는지, 그 탐구의 전제
로부터 어떤 시적 모색들을 도출하게 되었는지를 따져보면서 ‘자기’로서의
존재 양식을 모색해나가는 신동집의 고유한 시작(詩作) 태도를 이끌어내고
자 했다.
한국 전쟁에서 살아남은 “잔존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신동집의
시적 주체는 전쟁 이전에 함께 ‘살아있던 것’에 속해있던 대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되었다는 비극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이지 않는 너
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 바탕으로 존재론적 탐구를 실천했다.
이때 ‘보이지 않는 너’에 도달하기 위한 시적 주체의 “저항”의 궤적은 결국
‘나’의 존재를 모색하는 행위를 동반하기에, ‘나와 너’의 관계성을 사유하
며 자기’로서의 존재 양식을 모색해나가는 신동집의 고유한 시작(詩作) 태
도를 이끌어낸다고 할 수 있다.
‘타자’는 시인의 매스크다. 시인의 매스크는 시인의 과열과 연소, 소진을 막아주
는 방패이며 또한 동결하려는 가슴에 숨을 불어 넣어주는 재생의 허구인 것이다.33

신동집이 시작(詩作)을 통해 실천했던 ‘보이지 않는 너’에 관한 탐구는
한국전후문제시집에 수록된 작품 속 “차라리 멀어어진 아득한 아득한 옛

33

신동집, ｢시인의 매스크｣, 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4, 3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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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의 누이의 얼굴”,34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35 등의 표
현과 같이 특정 타자를 재현한다거나 의식적으로 상기하는 방식으로 실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신동집에게는 이미 규정된 ‘타자적인 것’이 존재한
다기보다 구체적인 이미지가 탈각된 ‘보이지 않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호
명하는 태도가 특징적이다. 특히 ‘복안의 시선’을 통해 ‘너와 나’가 함께 변
화해가는 ‘운동성’자체에 관해 사유하는 자신을 메타적으로 응시하는 신동
집의 시적 태도는 대상을 향한 의지적 만남의 호소 그 자체가 ‘자기’의 존
재 양식을 모색하는 것과 동궤를 이르고 있기에 주목할 만하다.
신동집은 이후의 시작(詩作) 활동을 통해 “사물 고유의 특성을 ‘암호’로
인식하며 ‘사물의 문제’에 천착”하는 ‘사물시’를 통해 ‘대상’과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켜나갔다.36 신동집이 초기시에서 탐구하였던 ‘너’
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으며, 알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이후 신
동집이 탐구해나간 ‘사물’이라는 대상은 ‘보이지만, 알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를 고려해보았을 때, 신동집이 지속적으로 ‘단절’(알 수 없음)의
관점에서 ‘나’와 ‘타자’(대상)과의 관계라는 문제의식을 발전시켜나갔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동집이 후속 활동을 통해 지속한 존
재론적 탐구 양상은 이후의 한국 문학장 내부에서 전개되어온 존재론적 탐
구 양상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추적되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동집의 존재론적 탐구의 고유성을 밝히는 작업은 전후의 문학적 공
간에서 스스로의 존재 양식을 모색해 나가며 ‘너’와 ‘나’의 관계성을 탐구
하는 다양한 사유들의 결을 지향성과 차원성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34
3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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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운, ｢葡萄圖｣ 전후, 53쪽.
박인환, ｢木馬와 淑女｣, 전후, 22쪽.
오윤정, 위의 글,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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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Ontological Inquiry of Post-war Korean Poetry
Focusing on the early works of Shin Dong-jip
Kim, Narae | Yonsei University
The Korean poetry of postwar Poetry(뺷한국전후문제시집뺸, 1961) is an anthology that
complements a relatively wide poetic tendency such as the poet of the traditional lyric poetry
and the poet of the modernism in postwar Korean poetry from liberation to the early sixties.
Shin Dong-jip, who has been selected as one of the 30 problematic writers in The Korean
poetry of postwar Poetry, is considered a young poet who started his career after the war and
practiced his ontological inquiry.
The article aims to re-read the early poems of the Shin dong-jip by extending the research’s view to exploring its relationship with the poetic object of “you”, which is constantly
called “you” in the early poems, rather than simply limiting the ontological inquiry of the
Shin dong-jip to “me” updating its “self-consciousness”. In order to derive the poetic
uniqueness of Shin Dong-jip, who carried out his ontological inquiry in the post-war literary
field, this article focused on the works contained in the book Korean poetry of postwar
Poetry and targeted the overall collection of poems published at the same time.
The article will first reveal that the ontological inquiry of Shindongjip’s poetic subject is
being carried out in the midst of reas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 and you’. Second,
I want to prove that the attitude of the poetic subject, appealing for a purposeful meeting to
the object of ‘you’, is formed and transformed with interaction with his criticism of poems.

Key words : Shin Dong-jip, Anthology of Korean Post-war Poetry, post-war, postwar generation, ontological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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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와 뺷톰 소여의 모험뺸 비교를 통한
교육적 관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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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

이 연구의 주제는 ‘첫사랑 담론’인데, 첫사랑이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감정이다. 이 감정은 어린 시절의 한 때를 지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글에
서 집중적으로 비교할 두 개의 작품은 황순원의 ｢소나기｣와 마크 트웨인의 뺷톰 소여
의 모험뺸이다.
황순원의 ｢소나기｣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한번쯤 읽어보고 들어본 순수하고 아름
다운 첫사랑의 이야기이다. 특별히 중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정교하면서도 간결하고 서정성이 넘치는 문장 속에서 피어나는 이 첫사
랑 담론에 친숙하다. 그에 비해 마크 트웨인의 뺷톰 소여의 모험뺸은 장편소설로 그 스

*

한신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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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의 분량이 많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톰 소여와 베키 대처의 첫사랑 이야기도
전체 구조 가운데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그럼에도 이 소설과 ｢소나기｣를 비교하
는 이유는, 비슷한 나이대의 어린 소년이 겪는 첫사랑을 다룬 담론이 미국문학사에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미문학의 첫사랑 소설 비교에 있어서는 이 두 작
품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두 작품의 첫사랑이 가진 성격과 유형을 비교 분석하고, 그
이후에 이 작품들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살펴
보려 한다. 두 작품 모두 소년기의 체험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 교육과정의 교
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 소년이 청년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학습해
본다면, 교육적인 의미 또한 찾아볼 수 있다.
두 소설에 등장하는 첫사랑 행위의 주체는 각각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배경과 더
불어 여러 가지 공통점과 상이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는 두 나라의 문학 사이의 차
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황순원과 마크 트웨인 두 작가가 가진 개성의 차이를 말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들과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두 소설이 아동기의 독
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교육적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히고, 긍정적인 결과로
서는 창의적 상상력과 합리적인 사회의식을 이야기하였다.

주제어 : 황순원, ｢소나기｣, 마크 트웨인, 뺷톰 소여의 모험뺸, 첫사랑 담론, 교육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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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한미 소설 비교와 교육적 관점
한국 현대문학의 시작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으나 대체로 1917
년 이광수의 무정1을 이야기한다. 즉, 현재까지 그 연륜이 100년을 넘긴
시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수많은 소설 작품들이 발표되고 창작집이나 장편
소설들이 등장하여 한국문학의 영역을 확장해 왔다. 이 연구에서 비교 대
상으로 하려는 미국 현대문학, 특히 소설의 경우에는 개척지의 삶을 낭만
적으로 표현한 제임스 쿠퍼(James F. Cooper, 1789～1851)의 ‘프런티어 문학
2

(Frontier Literature)’ 을 그 시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20세기 이

후의 미국 소설은 대체로 자연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표출하는데, 이는 물
질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이 자연의 지배를 받는 환경의 산물이라는 인
식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8만 리 떨어진 한국
과 미국의 문학, 그리고 각 문학이 발전해온 상황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다. 두 문화의 역사와 전통, 문학적 관습이 전혀 다르
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문학사의 흐름도 그러하고, 작가와 작품 상호
간에도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한미 양국은 정치․경
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양국의 문학을 비교 및 고찰하는 것은 실질적인 삶의 모습뿐만 아
니라 학문적인 의의에서도 그 의미가 깊다.
본 연구는 주제론적 분석을 중심 과제로 하고, 그 주제를 ‘첫사랑 담론’
1

2

이광수, 무정. 1917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4일까지 126회에 걸쳐 당시 조선총독부의 기관
지이며 유일한 국한문 신문이던 매일신보에 연재.
그 첫 작품인 “The Pioneers”(1823)는 미국 문학사상 최초의 소설로 평가되며, 이 소설의 주인공 나
티 범포(Natty Bumppo)는 미국 소설의 원형적 인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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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첫사랑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
인 감정인데, 이 감정은 어린 시절의 한 때를 경과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
감정에 포함된 동심과 순수함, 아름다운 추억이나 잊을 수 없는 기억 등은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과 미국 두 나
라의 문학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가 된다.

2. ｢소나기｣와 뺷톰 소여의 모험뺸 담론 비교

(1) ｢소나기｣의 첫사랑 담론, 그 구조와 의미
황순원은 1915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났다. 1919년 3․1운동 당시, 숭
덕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부친이 평양 시내에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포
한 책임자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유년시절 부친의 부재
는 그의 소설 세계에 주요한 정서인 모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다.3 그는 또한 작가 이전에 시인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했으며, 17
세가 되던 1931년 ｢나의 꿈｣을 동광에 발표하며 문인으로서의 이름을
알렸다. 일본 유학 중인 1935년 첫 시집 방가를 일본에서 출간했다. 그
해 여름에는 고향에 나왔다가 조선총독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서
시집을 출간했다는 혐의로 평양경찰서에서 29일간 갇혀있기도 하였다.4
광복과 6․25전쟁 등 연이은 근대사의 흐름을 몸소 경험하면서, 황순원
의 문학은 궁극적으로 인본주의와 인간중심주의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가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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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남긴 작품은 시 104편, 단편 104편, 중편 1편,
장편 7편으로, 시에서 출발해서 단편을 거쳐 장편으로 나아간 그의 문학세
계는 ‘해방 이후 한국소설사의 전부와도 같다’라는 평가에 받게 된다.5 그
는 작품 속에서 시종일관 인간의 순수성에 대한 신뢰와 그 회복을 위한 노
력을 이야기하였으며, 일제강점기 및 전쟁 전후의 황폐한 시대 속에서도
이 신념을 지켰다. 자신의 삶과 문학을 일치시킨 보기 드문 작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한 그의 글쓰기 태도는 한국문단에서 ‘국민단편’이란 이름으로 불
리는 단편소설 ｢소나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황순원의 ｢소나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고향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시골 소년과 서울에서 전
학 온 외지의 소녀가 나누는 아름답고 가슴 아픈 첫사랑 이야기이다. 황순
원의 농촌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 대체로 경기도 북부의 풍경을 그리고 있
지만, ｢소나기｣에서는 그 지역이 경기도 양평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
하면, 이 소설은 양평 소년과 서울 소녀의 애틋한 사랑 담론인 것이다. 소
녀는 소년이 사는 마을, 곧 서당골의 윤 초시 네 증손녀이며 몰락해가는 집
안의 병약한 후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어린아이들의 가슴 설레는 관계에 대한
서술이지만, 그 내면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복합적 구조가 잠재
되어 있다. 근대화의 길로 변해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계급적, 경제적 측면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지역적 편차, 건강한 소년과 병약한 소녀의 대비, 전
쟁 시기에 외진 시골에서 인간미와 인간애를 드러내는 등의 숨겨진 의미망
들이 이 소설 속에서 다각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 위에
스토리의 중심을 끌고 가는 주제는 한 폭의 수채화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5

권영민, ｢황순원의 문체, 그 소설적 미학｣, 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지성사, 1985,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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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첫사랑이다. 이야기의 끝은 비록 소녀의 죽음과 홀로 남은 소년의
힘겨운 성장통이지만, 비극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 전달이 더
강하게 다가온다.
따라서 ｢소나기｣는 하나의 성장소설(buidunsroman)인 셈이며, ｢소나기｣ 이
외에도 황순원의 초기소설 중 ｢별｣, ｢산골아이｣, ｢닭｣ 등은 농촌을 무대로
하고 소년 소녀들을 주요 등장인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어린
시절에 부여받은 그 낙원과 같은 환경에서 추방을 당해야 하는 운명론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런 점에서 황순원의 소설들은 한국의 당시 시대상을
간접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소나기｣ 첫사랑 담론의 구조적 의미를 몇 가지 논점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이 소설이 우리가 차마 사랑이라
부르기에는 조심스러운 어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하고 미묘한 감정적 교류
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사실 한 사람의 생애
에 있어 이처럼 아름다운 과거의 한 챕터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일생을 두
고 추억할 수 있는 행복한 자산이다. 문학의 연구와 분석에 동원되는 심리
주의나 정신분석학 등의 이론을 응용한다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
만 무의식의 심층 세계와 소설 속에 녹아있는 정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소녀가 소년의 등에 업혀 개울을 건너는 장면은 일종의 성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소녀가 죽기 직전에 물이 묻은 스웨터
를 그대로 입은 채 묻히기를 바랐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년이 그녀를 업
어주었을 때 그의 등에 있던 물이 소녀의 스웨터에 묻게 된 것인데, 찰스
몽고메리 교수에 의하면, 미국 학생들은 이 애틋하고 순수하며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미국식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개울가에서 업어
주고 업히는 장면이라든지 소나기를 피해 소년과 소녀가 들어간 수숫단 속
에서는 당연히 성적 접촉이 있었을 거라는 의견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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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 소설 속에는 근대화가 진행 중이었던 한국사회를 상징적으
로 보여주는 대립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근대화는 곧 자본주의 사
회로의 편입을 말하며, 그것은 계급적․경제적 측면의 차별성과 그것이 삶
에 실제로 반영된 모습을 소설 속에서 보여준다. 우선 윤 초시 네 증손녀와
평범한 집안의 소년이 서로 다른 계층적 층위를 가지고 있고, 소녀가 살던
서울과 소년이 살고 있는 시골 또한 이러한 사회적, 지역적 구별을 가능하
게 한다. 소설의 주제는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이지만, 그 시대 현실 또한
직,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소설의 무대가 되는 시골의 자연 속에서 건강한 소년과 병약한 소녀가
이루는 차별성도 하나의 대조로서 그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자연 환경 속
에서 덜 인위적인 조건에 처해 있는 소년의 집안과 도시의 자본주의적 삶
의 구조에 휘말린 소녀의 집안을 서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다. ｢소나기｣의 여러 장면과 그 장면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소년, 소녀의
언어 및 행동이 감성적이며 또 감동적인 이유는, 바로 그처럼 인위적인 환
경 조건을 떠나서 자연친화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소나기｣는 인간과 자연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며
독자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작가의 작품 연대기에서 볼 수 있듯이, ｢소나기｣는 아직 한국전쟁이 휴
전협정에 이르기 전인 1953년 5월에 발표된 소설이라는 점 또한 중요하다.
아직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작가가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순수한 사랑의 이야
기를 썼는지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전쟁의 직접적
인 상황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이 소설의 무대이긴 하지만, 그렇

6

김성곤, ｢한국문학, 황순원, 그리고 번역｣, 황순원학회 황순원문학 세미나 발표, 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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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서 전쟁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할 때, 이 부분은 작가
의 집필 의도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삶의 막다른 길인 전
쟁과 삶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사랑 사이에서 작가가 독자에게 이야기하고
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인간성 및 인간애를 최고조의 수준으로 끌어 올린 소설로서 ｢소나기｣는
당시에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강한 저항의 정신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 중에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될
인간의 순수성, 인간다움, 그리고 동심의 세계를 이 소설은 소년과 소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을 되짚어 본다면, ｢소나기｣의 주
제를 그저 어린 아이들의 사랑 이야기로만 볼 수는 없고, 복합적이고 계층
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소설이 당시 한국사
회의 구조적 측면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과의
비교 대상으로써 적절하다. 동시에 성장소설을 선호하는 교육적 측면의 연
구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한다.

(2) 뺷톰 소여의 모험뺸의 첫사랑 담론, 그 구조와 의미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은 1835년 미주리에서 태어나
1910년에 사망했고, 본명은 사무엘 랭혼 클레멘스(Samuel L. Clemens)였다. 그
의 생애는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과 방랑의 연속이었는데, 사업가였던 아버
지가 파산하면서 트웨인은 어린 나이에 인쇄소 직원으로 일하며 집안을 부
양했다. 당시의 소년들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증기 기선의 선원이
되기를 꿈꾸었었는데, 트웨인도 잠시 선원 생활을 했으며 그의 필명 ‘마크
트웨인’도 이 선원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배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깊이를 뜻하는 ‘트웨인’을 ‘마크’한다는 뜻으로, 선원들이 배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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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외치던 ‘마크 트웨인’을 본인의 필명으로 선택하였다.7
트웨인은 자신의 경험, 특히 선원 시절의 수상 체험을 소중히 여겼으며
그 체험들은 소설 속 여러 장면들에서 심심찮게 등장한다. 남북전쟁으로
인해 증기선 운행이 전면 중단되자 트웨인은 서부의 캘리포니아로 이주했
다. 1849년 제임스 마샬이 금광을 발견한 후 확산된 금광 대열에 참여했다
가 실패한 후,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걸었다. 실패와 낙오의 쓰디쓴 경험들
이 그를 작가가 되도록 이끈 것이다.8 이후 작가이자 강연자로 명성을 얻었
고, 자신의 과거 체험과 모험을 소설의 재료로 사용하며 대중의 이목을 끌
었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그에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명예박
사 학위를 수여할 정도로 그의 작가로서의 재능을 인정하였다.
그의 대표작 허클베리 핀의 모험도 1884년 영국에서 먼저 출간된 후,
이듬해 미국에서 출간되었다. 이것은 작가로서 그의 가치가 이미 미국 국
내의 수준을 넘어서 세계적인 반열에 섰음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그가
작품 활동을 했던 1800년대 후반은 남북전쟁 이후 백인과 흑인의 인종 관
계가 정치사회적으로 크게 논쟁거리가 되던 시기였었다. 이 시기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흔한 문학적 주제였는데,9 이러한 사회 현실도 그의 문학작
품 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웨인이 겪은 다양한 경험들은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모하는
당대의 여러 모습들과 현실적인 삶의 모습들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 경험
들은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재미와 감동 이전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
며 지지층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이전까지의 미국 문학은 귀족 계층이나
고급 교육을 받은 인물들이 주인공이었다면, 트웨인의 작품에서는 부랑아

7
8
9

김봉은, 마크 트웨인의 모험, 태학사, 2007, 14쪽
위의 책, 15쪽.
정정미, 흑백문제와 Mark Twain의 작품세계, 한국학술정보, 2004,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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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소외된 인물들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면서, 당시의 변화하고 있는 근
대사회 그리고 근대성의 새로운 문학적 성격을 보여주게 되었다.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은 톰 소여와 베키 대처라는 소녀의 사
랑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으나, 장편소설의 분량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것처
럼 이는 전체 스토리의 일부분에 그친다. 오히려 소설의 제목처럼 톰 소여
의 모험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서정적이고 풋풋한 첫사랑 이야기
가 드문 미국 문학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소설에 나타난 톰 소여의 첫사랑
은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가치는 본 연구에서 한미문학의 첫사랑
담론을 비교하기 위하여 톰 소여의 모험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영문학에서 첫사랑 이야기를 논하라고 하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작품
이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의 폭풍의 언덕(Wuthering Heights)(영국, 1847), 찰
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위대한 유산(The Great Expectations)(영국, 1861), F.
스콧 피츠제럴드(F. Scott Fitzerald)의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미국, 1925)
등 이다. 그러나 이 작품들을 황순원의 ｢소나기｣와 상호비교하기에는 주인
공들의 나이와 성별에 차이가 있다. 브론테의 작품은 여성이 주인공이고
디킨스의 작품은 소년이 주인공이기는 하지만 소설의 초반에만 어린 소년
에 머무르고 중반이후부터 성인으로 성장을 하여, ｢소나기｣의 소년처럼 어
린아이로만 남지는 않기 때문이다. 피츠제럴드의 주인공 또한 이미 성장하
여 성인으로서 첫사랑의 열병을 겪고, 때문에 순수한 사랑이기 보다는 결
혼의 가능성과 이미 결혼한 옛 사랑을 다시 찾아오는 등 ｢소나기｣의 주인
공과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트웨인의 작품을 포함한 이 모든 소설
들은 당시 시대의 부, 계층 그리고 인종적 정체성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스토리 안에서 밀접하게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트웨인의 관한 논의들은 ｢소나기｣와 비교하기
에 왜 톰 소여의 모험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논리적 접근이고, 실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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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읽은 독자들은 소설 속 첫사랑 담론을 떠올리기 위해 전체적인 줄
거리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소설 전
체가 사랑보다는 톰 소여의 모험 이야기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좀 더 주의 깊은 시선으로 작품을 읽어본다면, 톰 소여의 모험
에 원인을 제공하고 그 모험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베키 대처를 향한 톰
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나기｣가 당대 사회의 구조적 측
면을 소설 안에 내포하고 있다면, 이 작품은 당시의 사회상을 소설의 수면
위로 밀어 올리고 있는 형식이다.
소설 속 무대인 세인트 피터스버그는 흑백 인종의 차별과 노예제도가
존재하지만, 주인공 톰은 이러한 사회적 관습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한다.
허클베리 핀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계층적 구분을 넘어서는 그의
자유로운 태도를 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톰의 태도는 트웨인의 사회적 인
식인 것이다. 실제로 마크 트웨인은 아동문학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세
우려는 목적으로 이 작품을 썼다고 한다.10
연구의 논의 주제인 톰과 베키의 사랑은, 이러한 여러 사회적 의미들과
도 결부되어 있다. 톰은 베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의
약속을 받아내지만, 이 사실에 대해 무심코 한 발설이 그녀의 음을 닫게 하
고 절연에 이르게 한다. 냉담한 반응을 넘어 두 아이 사이에 견고한 관계가
다시 형성되는 것은 인디언 조를 목격하는 동굴체험 사건 때문인데, 이로
인해 톰은 마을에서 영웅과 부자가 되고 무엇보다 베키의 확실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소설은 미국 아이들에게는 동경에 가까운 체험담과
성장통을 보여주었고, 사랑의 성취를 가져온 그 이면에는 미국적 낙관주의
와 아이들의 꿈이 숨어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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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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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소설의 비교 분석 및 교육적 관점

(1) 문화적 배경의 공통점과 상이점
지금까지 살펴본 황순원의 ｢소나기｣와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
험은 그 스토리 전개와 담론 구조에 있어서 어린 시절의 부대조건 없이 대
상에 집중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추억은 성장
기 소년과 소녀의 성장통을 형상화 하고 있으며, 이 시기의 체험이 일생을
두고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소설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체험은 세상의 관습에 익숙해진 어른들의 세계 또는 성인의 인식
으로부터 분리된 영역이다.
이러한 성장소설이 어린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유익은 소설을 읽음으로
써 간접적으로 경험을 얻고, 현실적인 적응력을 길러준다는 것이다. 소설
과 같은 이타적인 관계, 즉 타인에게 순정을 바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
지 않는 관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어린 시절 경험은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해질 것이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William
Wordsworth)의 ｢내 가슴은 뛰누나(My Heart Leaps Up)｣라는 시에서 “어린이는 어

른의 아버지(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라는 문장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어
른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임을 말하는 대목이다.
｢소나기｣와 톰 소여의 모험, 두 작품은 발표 시기에 있어 70여 년의
편차가 있고 작품 생산의 환경도 매우 판이하지만,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바탕으로 인간의 공통된 감정인 첫사랑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공통
점과 상이점을 문화적 배경과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전자가 현실과의
상관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소년, 소녀의 감성과 감정적 반응에
충실한 반면, 후자는 사회의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으로부터 톰과 베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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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라는 새로운 소재로 넘어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각 작가의 작품
성향임과 동시에 작품이 생산된 시대와 사회적 현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
는 것이기도 하다.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의 탈사회적 경향은 익히 알려져 있는 바이지
만, 톰 소여의 모험의 작가 마크 트웨인에게는 황순원이 가졌던 순수성
이나 완결성의 미학을 지향하는 성향이 강하지는 않다. 그는 시대적 상황
또는 자신의 경험적 사실에 순응하면서 이를 소설 속에 수용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썼다. ｢소나기｣가 단편소설로서 구조적 완결성과 견고함을 장점으
로 하고 있는 반면, 톰 소여의 모험은 장편소설로서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향해 나아가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상이점은 각 소설 속에
녹아있는 첫사랑 담론의 성격이나 분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 각 소설에 있어서의 교육적 관점
｢소나기｣와 톰 소여의 모험을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이유는 어
린 독자들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해서이다. 소설 속 주인공들과 비슷한 나
이대의 독자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삶 속의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답들을 소설 속에서 주인공에게서 찾으려고 할 수도 있다. 특별히, 사춘
기의 예민한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이성과의 첫사랑, 그 경험이 녹아있는 소
설들을 대할 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어린 독자들이 작품 속의 인물과 자
신을 동일시하며 그들의 행동을 답습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행동할 수
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 소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교
육적 측면을 두 가지 시각에서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첫째로 이 두 소설은 아동기의 독자들에게 모험심, 상상력, 그리고 창의
력의 증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성장과정의 아동이 신체적 성숙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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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정신적 성숙을 보이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그 내면의 가능성을 키우
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나기｣의 소년, 소녀 중 적극적인 관계를 형
성해 나가는 것은 소녀이고 이에 비해 소년은 비교적 수동적으로 대응한
다. 그러나 개울가나 수숫단과 같은 시골 마을의 배경 위에서는 소년이 새
로운 행동을 이끈다. 물론, 그 무대가 소년의 고향이기 때문에 소녀보다는
그에게 더 친숙해서 일 것이다. 이렇게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살펴보고 그
들의 행위를 분석하는 일은 실제적인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법
이다.
톰 소여의 모험의 경우에는, ｢소나기｣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교실에
서 활용될 수 있다. 어려운 가정 상황 가운데서도 창의적 상상력으로 모험
의 개척해 나가는 톰 소여는, 그 캐릭터에 있어서 ｢소나기｣의 소년 소녀보
다 더 활달하고 진취적이며 이는 미국 문화와 젊은이들의 사고를 반영하기
도 한다. 이야기의 전개 또한 단편소설인 ｢소나기｣보다 더 넓은 범주와 분
량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한국의 교육적인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한국의 아
동이 서구를 대표하는 미국 아동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로 이 두 소설은 각 작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의식을 바탕
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등장인물들의 공간 또한 그에 부합하는 성격을 띠
고 있다. 한 인간이 성장하면서 체득하게 되는 객관적 상식, 도의적 사회의
식,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대한 새로운 눈은 작품을 읽으면서 확보
될 수 한다. ｢소나기｣의 소년, 소녀는 둘만의 은밀한 만남을 정기적으로 지
속하면서 마을 주민과의 만남이나 가족들과의 접촉을 보여주는데, 이와 같
은 사회성은 톰 소여의 모험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다양하게 산출된다.
부모를 잃고 친척 집에 얹혀살면서 톰 소여가 마주치게 되는 새로운 가족
관계의 체험은 그가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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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만 하는 성장통을 의미한다. 때로는 톰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
고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지만, 그것은 어린 소년의 짓궂은 장난정도로 해
석되고 사회적인 도덕성을 훼손할 수준은 아니다. 이러한 소설 속의 장치
들은 성장기 아동들의 교육적인 자료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첫사랑 담론을 주제로 한미 소설의 비교 분석이라는 새로운
학술적 영역의 개척하고자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서 황순원의
｢소나기｣와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을 선택했고, 이 두 작품이 서
로 다른 공간과 주제의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분량에 있어서도 차이는 있
었으나, 한미 문학의 첫사랑 문제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작품이라고 앞서 서술하였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주제론적 검증
을 중심으로 했고, 동시에 두 작품이 배경으로 했던 사회현실과의 관계성
을 검토하였다.
첫사랑 담론은 세계 어느 나라의 문학에서나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적 공감대이므로 서로 다른 국가들 간의 문학적인 비교 연구가 가능한
새로운 연구 분야가 될 수 있다. 작가의 생애와 작품의 서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도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겠지만, 본 연구의 주요 논지는 아니었으므
로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황순원이 살았던 20세기 격동기의 한국 사회와
마크 트웨인이 살았던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친 근대화로의 미국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새로운 학술적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소나기｣의 첫사랑 담론은 정신주의의 지향과 도덕적 완전주의에 입각
해 있는 작가와 한국 전통사회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표면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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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시골 소년과 서울에서 전학 온 소녀의 순수하고 애틋한 사랑 이야기
이다. 이러한 서정적 감각은 어린 독자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아동 및 청소
년기의 소중한 독서 경험으로 간직될 수 있겠다. 톰 소여의 모험의 첫사
랑 담론은 근대화 과정에서 팽창한 미국식 실용주의와 당시에도 여전히 잔
존해 있었던 전근대적 분위기를 동시에 고찰해야 하는 경우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소설의 전개는 ｢소나기｣에서 보이는 두 등장인물 내면과 심리
중심적인 표현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첫사랑 형성의 구성원 중 더 능동
적인 캐릭터로 등장하는 톰 소여의 경우, 그 대상인 베키보다 그리고 비교
대상인 ｢소나기｣의 소년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인 태도와 인간관계에 있어
서의 다양성이 강화되어 등장한다.
두 소설 그리고 소설에 등장하는 첫사랑 행위의 주체는, 각 문화적 배경
과 더불어 여러 가지 공통점과 상이점을 함께 갖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들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소설이 어린 독자들에게 효율적인 교육적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혔다. 창의적 상상력 그리고 합리적인 사회의
식이 그 결과로서의 요지들이다.
언어와 문화적 환경이 전혀 다른 두 나라의 문학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
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노력은 많이 들고 도출되는 성과는 크지가
않다. 이는 비교문학의 특징적 성격이기도 하다. 창작 주체와 수용 층 모두
가 다양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는 확고한 결론의 도출보다
는 비교 과정상의 작품 분석과 이해에 더 큰 의미를 두는 편이다. 이미 언
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하나의 실험적 방향성이며, 어떤 나
라의 문학이나 주제와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국문학의 주요 작품들과 미국문학의 주요 작품들을 주제별로 비교 분석해
보려는 것이 미래의 연구계획이다. 그렇게 된다면 비교문학 연구에 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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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oughts on Educational Perspective in Comparison of
“Sonagi” and The Adventure of Tom Sawyer
Focusing on the First Love Discourse
Kim, Minjoo | Hanshin University

The theme of this study is on the discourse of one’s first love. Falling in love for the first
time is general feeling universally. It sometimes stays longer than the childhood; for some
people, it influences on adulthood as well. The two novels this study would examine in comparison is Hwang Soon-won’s “Sonagi” and Mark Twain’s The Adventure of Tom Sawyer.
“Sonagi” by Hwang Soon-won is a story of naive first love that any Korean would have
heard at least once in lifetime. It is especially included in junior-high textbook so most
Koreans would probably have read it while attending the formal education. In contrast,
Twain’s The Adventure of Tom Sawyer is a full-length novel; the first love of Tom for Becky
is only a part of the whole story. Yet it would be the best to compare these two in terms of
the first love of a young boy since there has not been much works written about the same
theme especially in American literature.
This study will first examine the character and type of the first love of the two novels respectively, then discuss how to apply those into the classroom setting. Both works are written around the experience of a young boy growing up, and also used to be an educational text
in school. If students read these buidunsroman (a novel about a young boy or girl growing-up to be an adult), they would be able to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main
characters from their own lives.
How the two boys in these two novels build up their life and go through the feeling of
first love depend on the societal and cultural difference of Korea and the US. These come
from the different literary background of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the distinguished writing styles of the authors. Along with these perspectives, this study would reveal the effectiveness of these two novels being educational texts for young readers, and the positive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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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would be creative imagination and reasonable social consciousness.
Key words : Hwang Soon-Won, “Sonagi”, Mark Twain, The Adventure of Tom Sawyer, first
love discourse, education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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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림 시의 근대와 근대 공간 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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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택

11

1. 서론
2. 뺷太陽의 風俗뺸－속도와 근대 풍경
3. 뺷氣象圖뺸－전파(電波)와 게시판(揭示板)
4. 뺷바다와 나비뺸－텅 빈 공간의 공동체
5. 뺷새노래뺸－틈과 사이, 견고한 바닥
6. 결론

| 국문 초록 |

김기림은 1930년대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이다. 그는 1920년대 감상적 낭만주
의와 카프(KAPF)에 대해 각각 감정적이며 편내용 중심적이라 비판한다. 마찬가지로
1930년대 이미지즘과 초현실주의에 대해서도 시의 부분적 완성이라며 유기적 통일
을 내세우는 전체시론을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기교주의를 비판하고 시정신
과 시의 일치를 내세운 것은 다분히 헤겔적이다. 또한 지성을 바탕으로 과학주의를
내세운 것도 미적 인식에 바탕을 둔 정신의 한 표징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근대에 대한 자각과 근대성에 천착한 시인이었다. 1936년부터
1948년까지 4권의 시집을 출간하면서 그가 지속적으로 천착한 것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도시(경성)는 그에게 전문명의 역학(力學)이 존재하는 공간이었
*

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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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공간을 통해 김기림은 장소의 가능성과 운동성에 주목하였으며 자신의 중심
으로 삼고자 했다. 공간이 생명력이 있는 장소로 변화하여 그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한다고 볼 때 문명에 대한 염원과 국민국가 회복에 대한 김기림의 통
찰과 저항은 새로운 현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한다.
시간과 공간을 압축하는 속도와 광활한 공간 지향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에
서 비롯하였다. 또한 그는 상상 공간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인식하고자 했으
며 르네상스적인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고자 했다. 김기림에게 있어 공
간은 현실의 의지를 계몽하는 곳이자 자유와 해방을 위한 시민 사회의 풍속 지도로
서의 근대를 체현하는 곳이었다. 다만 그의 입론들이 시 속에 잘 형상화되어 미적 모
더니티를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구해야할 문제로 남는다.

주제어 : 김기림, 모더니티, 근대, 근대성, 공간, 장소, 새로운 현실, 새로운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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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30년대는 전년대보다 문학적 상황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을 둘러싼
제반 여건이 달라지는 시기였다. 문학적으로는 백조의 낭만주의적 색채
가 퇴조를 보이고 카프의 경향문학 역시 모더니즘에 밀려 흐름이 약화된
상황이었다. 정치적으로는 수탈과 동화, 전쟁과 같은 제국주의적 혼란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시기 김기림은 ｢詩에 잇서서의 技巧主義의 反省과 發
展｣1에서 기교주의 발생과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감상(感傷)과 시(詩)를 혼동

하는 로맨티시즘을 구식(舊式)이라 비판하고, 이것의 복장을 바꿔 입은 내용
주의 역시 소박한 사상이나 감정의 자연적 노출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순수시파’, ‘형태시(포말리즘)’, ‘초현실주의 시’가 ‘한 개의 혼돈한 상
태’를 편향되게 시화(詩化)하는 ‘야만(野蠻)’이라 규정하고, 기술과 정신의 각
부분이 통일되고 종합된 전체시론(全體詩論)을 주장한다. 이에 임화는 ｢技巧
派와 朝鮮詩壇｣2에서 김기림이 제기하고 있는 기교주의와 전체시론에 대해

1930년대 이전의 프로시가 내용 편중 공식주의(公式主義)에 있었다는 주장
은 정당하며, 내용과 형식의 통일이 양자가 등가적으로 균형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며 완성을 향해 가는 ‘푸로
레타리아 시’를 조선 근대시의 가장 옳은 계승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용철은 ｢技巧主義說의 虛妄｣3에서 김기림 자신의 시가 자신이 규정한 기
교주의에 속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없다고 비판하고, 임화에
대해서도 일반 문학사에서 구체적인 역사를 갖지 않은 기교주의라는 개념
을 자명한 개념으로 통용하는 것은 온당한 것도 아닐뿐더러, 기교(技巧)라는

1
2
3

조선일보, 1935.2.10～2.14.
中央 28, 1936. 2.
동아일보, 1936.3.1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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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수련과 체험의 결과로 얻어진 목적과 완성에 도달하는 도정(道程)의 충
동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김기림이 이제부터 시인은 기교주의를 탈피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종합하여 한 개의 전체로서의 시를 파악하여야4 한다고
주장했을 때, 그것은 종합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술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시 정신과 생활 속의 행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
정신에 있다5는 것을 의미했다.
김기림이 주로 활동했던 1930년대 조선은 ‘근대’의 지속 과정 중에 있
었다. 근대가 국민국가의 성립이나 자본주의 발전과 체제의 공고화 등 정
치 경제의 영향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율성이나 시민 정신의 발양과 같은
문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일제 강점기의 근대는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식민지적 근대 혹은 반식민지적 근대가 착종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 ‘경성’
으로 대변되는 도시화와 문명화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발견으로부터 출발
하였다. 시간에 있어서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전통적 시간관과는 단절되
고 공간적으로도 전통 건물과 대비되는 새로운 양식의 건물들로 채우기 시
작했다. 전근대와 근대가 혼재한 경성은 이제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기대
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는 근대문학과 근대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
다. 김기림이 지성과 객관을 바탕으로 과학주의를 내세우고 임화가 계급분
화에 따른 자본과 노동의 세속화와 대립해 새 국가 건설을 위한 해방의 정
치를 내세운 것도 바로 ‘근대’의 얼굴을 발견하고자 했던 주체의 결과였다.
이 같은 시기 세계정세나 국내정세에 밝을 수밖에 없었던 기자로서의 김기
림은 경험이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계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말하자면 식민지 근대 속에 겪게 되는 식민지 주체의
고민과 가능성을 거느렸던 것이다.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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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림, 김학동 편저, 김기림 전집 2, 심설당, 1988, 107쪽.
위의 책,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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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체, 통일, 종합과 같은 전체성을 강조하여 예술
과 개인이 지닐 수 있는 개별화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은데 이
는 아방가르드에 속하는 시파에 대해서 일관된 부정과 비판에서도 드러나
듯이 발생론적인 것을 소거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사회, 문화, 경
제, 정치 등과 같은 복잡한 세계 질서 속에서 ‘근대 공간’과 ‘시’에 대한 뚜
렷한 자각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이 점에서 지식으로서, 시인
으로서, 기자로서 악전고투(惡戰苦鬪)에도 불구하고 과연 시 속에 그가 상상
한 미적 근대가 잘 형상화되어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 이 점은 시
적 성취도뿐만 아니라 최소한 그의 산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근대(modern)에
대한 의미가 잘 체득(體得)되었는지도 마찬가지다. 그가 내세우고 있는 지성
(이성), 진보, 과학과 같은 보편적 규범들이 이미 모더니즘(모더니티)의 극복

의 대상이 되는 시기였고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근대’ 역시 극복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근대 문학 이행
기에 김기림의 역할은 세계 문학 속에 우리 문학을 대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을 마련하고 시간의 내재성 속에 미래의 문학을 구성하려
했던 것은 중요하게 평가된다. 더욱이 ‘근대’와 ‘공간’의 모범들을 자신만
의 상상으로 구축하려 했다는 점은 단연 선구자적이라 할 수 있겠다.
김기림의 ‘공간’에 대한 인식은 이처럼 ‘근대’와 관련한 것이었다. 그가
내세우고 있던 모더니티 역시 ‘근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에
게 있어 모던(근대적)은 하나의 태도였다. 시에 있어서 과학과 지성을 강조
6

두 번에 걸친 일본 유학과 일본 경험을 체증한 결과로서, 조선을 바라보는 근대 주체의 시선이 기자
와 시인으로서의 지식 계층의 교양이 복수적으로 겹쳐 서양과 일본, 일본과 조선, 근대와 전근대,
전통과 모더니티 등의 대립적 개념들이 가치의 분화를 일으켰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처 김기림
이 깨닫지 못한 것은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특수성이었다. 일본의 근대가 서양을 본질화했듯, 조
선에 대한 일본의 근대 이식은 일본 내의 서양에 대한 반성만큼 조선에 있어서도 저항의 담론이 필
요했던 것이다. 조선의 근대(성)의 수용은 서양을 본질화하지 않고, 저항과 협력, 모방과 창조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식민지 근대’라는 복잡한 구도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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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도 ‘경성(도시-조선)’이라는 의미 공간을 문화적인 공간으로 채우려는
의지에서 비롯했고 의심할 바 없이 미적 모더니티와 모더니즘을 옹호한 것
도 근대적 주체의 미적 표명이었다. 인간이 구역, 장소, 곳, 위치, 자리 등과
같은 공간 영역과 함께 삶을 관계 맺는 방식으로 존재한다7고 할 때, 김기림
이 복잡한 근대 질서 속에서 시인으로서 기자로서 시 속에 자신이 상상한
근대를 미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도 ‘근대’와 ‘근대 공간’에 대한 자
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8 비록 김기림이 내세우고 있는 진보와 과학
과 같은 보편적 규범들이 국민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주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상실된 공간 속에 제대로 투영되고 있는가가 의심의 여지를 남기고는
있지만, 식민지 지식인으로의 근대 공간 체현은 1930년 모더니즘 형성기
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은 하나의
공간이 아니었다. 공간이 수많은 관계들로 이루어진 다양체이고9 ‘조선’은
이런 다양체가 혼합을 이루며 시끌벅적한 번화가와 백화점과 같이 활기찬
움직임이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
으로 김기림의 시가 ‘근대’와 ‘근대 공간’ 속에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김기림 펴낸 4권의 시집10의 시와
산문을 통해 시적 주체가 공간을 어떻게 표상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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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17～21쪽.
이 과정에서 김기림 자신 식민지 근대의 특수성을 모더니즘 문학과 깊이 있게 매개하지 못한 것은
과도한 계도 의식과 모더니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부족을 드러낸다. 유기체, 통일, 종합과 같은
전체성을 강조하여 예술과 개인이 지닐 수 있는 개별화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것과 아방가르드에
속하는 시파에 대해서 일관된 부정과 비판이 단적인 예다.
마르쿠스 슈뢰르, 정인모․배정희 역,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8, 25쪽.
氣象圖(1936); 太陽의 風俗(1939); 바다와 나비(1946); 새노래(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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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뺷太陽의 風俗뺸－속도와 근대 풍경
김기림은 근대시사에서 자신의 시론을 바탕으로 시를 쓰고 평론집과 문
학 이론서 등의 논저를 펴내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문학의 르네상스라 불
러도 좋을 만큼 많은 시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1930년대는 정지용, 김
광균, 김영랑, 이상, 백석, 임화, 이용악, 오장환, 서정주, 신석정 등과 같은
시인이 전 시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다양하게 시적 세계를 펼쳐 보였다. 이
가운데 정지용은 김기림과 함께 모더니즘 시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고 평
가할 수 있다. 김기림이 시를 언어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시의 미적 인식
에 천착하며 비옥한 정신을 구현하고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지용 역시
언어의 감각을 통해 문명과 현실의 문제를 환기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이
처럼 30년대 모더니즘을 논급함에 있어 정지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모더니즘이 최재서, 이양하, 백철, 김기림 등에 의해 소개되기는 했
지만11 1926년 일본 유학생 잡지인 학조(學潮) 창간호에 정지용의 시 ｢카
페 프란스｣에 의해 그 서막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1

최재서는 ｢현대 주지주의 문학이론의 건설｣에서 영국 비평의 주류를 살피며, 리챠즈, 엘리오트, 리
이드, 루이스를 광명과 길을 찾는 건전하고 진지한 비평가라 칭하며, 흄의 불연속적 실재관을 살핀
다. 그에 따르면, 흄은 과거 전통에 대한 시대적 불만을 이론적으로 인식하고, 낭만주의에 대한 대
립적 시각으로 과거의 종교성에 대응할 만한 과학적 절대 태도와 반인본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명
언한다. 엘리오트에 대해서도 최재서는 ｢전통과 개인의 재능｣에서처럼, 낭만주의와는 정반대의
이지적 경향의 문학관을 건설을 기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최재서는 객관적 규준에 의해 개개
의 작품을 판단할 것을 언명하며 사실(事實)에 대한 감각을 문명의 진보로 등치시킨다. ｢현대 주지
주의 문학이론의 건설｣ 의 속편에 해당하는 ｢비평과 과학｣에서도 최재서는 현대 정신이 과학에 기
대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리이드와 리챠즈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글에서 리이드의 정
신분석학 비평을 살피며, 시인이란 보편적 환상을 창조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며, 예술은 원시적 이
메지와 본능적 감정의 샘물과 외부 세계의 현실기구를 생명의 통일적 흐름 속에 용해시키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리챠즈의 ｢시와 과학｣을 논급하며 시와 과학은 결코 대립하는 모
순개념이 아니라 가장 밀접히 연관되는 개념이며 이 두 개념을 연관시킴으로써 현대의 혼돈은 위
대한 질서를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최재서는 서구 문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에 있어서
김기림과 마찬가지로 지성과 과학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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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지용에 의해 촉발된 모더니즘은 사조로서 자리 잡기에는 1920년대
의 감상적 문학과 프로시의 편내용주의적 경향이 주를 이루었고 이들 문학
이 조선의 현실에서 비롯한 감정과 재현의 문제에 착목하고 있었다.
김기림이 미적 가치를 내세우며 언어에 그 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
다면 그것은 전 시대의 문학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한다. “한 시대의 시대정
신 즉 그 시대의 ‘이데’(이데아―인용자 주)는 그것에 가장 적응한 구상작용으
로서의 양식을 요구한다”12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데’와 양식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것이며, 시대정신을 올바르게 획득했을 때 시의 혁명이 완성
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시의 혁명은
무엇일까? 많은 논자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다.
그것은 의식에 떠오르는 (주관적)상념을 정돈하여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객
관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어를 통해 현실의 숨은 의미를 부단히 발
굴하여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시의 기술13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내세
우고 있는 시의 방법으로서 기술은 무엇일까? 그것은 발생적 동기로서의
미를 “한 개의 목적=가치의 창조로 향하여 활동하는 것이”14다. 즉 센티멘
탈한 리듬이나 현실을 재생하는 리듬이 아니라, 섬광(太陽)이 있는 엑스터시
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며 주지적 태도에 입각한 의식과 목적적 방법에 의
한 가치 창조다. 이 점은 김기림이 아폴리네르의 입체시 ｢비｣를 형태에 치
우친 시로 취급하거나, ‘다다이즘’을 파괴가 목적이라고 언명하거나 ‘쉬르
리얼리즘’을 인공적 분열로 몰아세우거나 하는 것에서 확인된다.15
이런 의미에서 太陽의 風俗은 김기림 자신이 세운 시작 상의 입론에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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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림, 김학동 편저, 앞의 책, 73쪽.
위의 책, 75쪽.
위의 책, 78쪽.
이들의 시나 유파가 생겨난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미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이
유로 또한 리얼리즘을 일상과 만나는 현실과 다름없다는 뜻에서 ‘의미의 결여’로 비판하고 있는 것
은 본질적이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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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창작된 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시집에서 드러난 언어적 감각은
도시(경성)의 ‘전문명의 역학(力學)’16과 지평과 수평을 통해 의식을 확장하
는 공간의 넓힘이다. 이 시집은 시사적인 언어는 물론 외래어와 문명어 등
이 시집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는 동시대 여타의 시인과 비교할 때에
도 확연하게 두드러진다. 언어는 그것이 환기하는 공간을 가지고 의미 연
상을 통해 의식을 지배한다. 즉, 언어는 언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언어의
관계들 속에서 의미 공간을 생성한다. 시인은 언어를 사용할 때 정향(定向)
을 지니며 미적 가치를 구성한다. 이런 점에서 시는 언어가 그려내는 지형
학이다. 김기림이 “조선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신문화의 코스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근대’의 추구”17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변경의 가능성을
내재한 것이었다. 모더니즘, 휴머니즘, 행동주의, 주지주의 등이 구라파의
하잘 것 없는 신음이었고, ‘근대’의 말기적 경련이었으며 파산의 국면에 소
집되었을 뿐18인 까닭이다. 이 이면에는 김기림의 시대적 감각이 깔려 있
다. 모방과 수입 형식을 빌은 근대와 근대정신(근대성)은 동양의 후진성에서
비롯한 비정상적 근대화 과정19이었다는 날카로운 통찰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930년대 신문학 운동을 “르네상스” 운동이라 평
가하며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명을 위해 구라파라는 현란한 표본을 끌어
들여 이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의미에서(라도) 우리(자신)
는 문화주의자요 이상주의자20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파하고 있는 것도 바
로 이 같은 시대적 해석에 기인한다.
이렇게 본다면 太陽의 風俗은 언어를 통해 기획된 조선 내의 ‘근대’와

16
17
18
19
20

위의 책, 81쪽.
위의 책, 43～52쪽.
위의 책, 43～52쪽.
위의 책, 47쪽.
위의 책, 121쪽.

김기림 시의 근대와 근대 공간 체현 | 박주택 285

‘근대 공간’의 구상물이다. “살림의 깨어진 地上”(｢午後의 꿈은 날줄을 모른다｣)
이나 “地下室”(｢屋上庭園｣)은 언어가 만든 조선의 현실 공간을 환기하기도 하
지만 그러나, 太陽의 風俗에서 보이고 있는 공간은 비탄의 공간이 아니
다. 그것은 “窓 살을 흔드는 汽笛”(｢첫사랑｣)이 울려 퍼지고, “‘뿌라질’의 ‘커
피’잔에서 푸른 水蒸氣에 젖은 地中海의 하눌빛을 마시며 世界의 모-든 구
석으로 向하야 날아”(｢호텔｣)가는 전진과 비행의 속도가 있는 공간이다. 속
도는 관계들의 장소인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느리거나 빠르거나 하는 운동
성을 지니며 삶의 가능성과 관계한다. 그러나 속도는 시간이 그렇듯 객관적
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주관적 경험과 지각에 따라 다르게 느껴
지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 레일, 천로(天路), 바닷길과 같은 길의 탄생은 다
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공간의 열림을 통해 새로운 속도를
경험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길은 속도와 매개하며 생활과 문화라는 활동
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30년대는 시․공간을 압축하는 기기(機器)들이
경성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보급되었으며, 이는 공간의 고립성을 해결하고
사고의 고립성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김기림이 “(내가) 차라리 貨物自動車라
면 꿈들의 破片을 걷어실고 저 먼-港口로 밤을 피하야 가기나 할 터인데
……”(｢貨物自動車｣)라고 했을 때 그것은 속도를 동반하며 종착지에 닿는 것
이었다. 이처럼 기차와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와 관계하며 시․공간의 압축
을 하는 것이라면, 비행기는 천상의 공간을 통해 시․공간을 압축한다.
근대가 속도와 매개하며 시․공간의 압축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이라 했을 때 기차와 비행기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비행기는 근
대 문물의 상징이자 물질적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식의 자유로움
을 표상한다. “할닥할닥 숨이 차서도 이슬에 젖은 靑葡萄의 하눌을 분주히
돌아댕기며 도망하는 구름의 치맛짜락을 주름잡”(｢飛行機｣)는 ‘날개 돋힌 비
행기’는, 김기림이 근대를 상상하는 발전의 대유(代喩)이자 근대 풍속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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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는 속도를 표현한다. 도보가 길을 통해 경관과 위치, 지역과 장소를 경
유하며 천천히 공간을 살피며 걷는 것이라면, 기차(열차)와 비행기는 빠른
속도를 동반하며 앞쪽으로 이동한다. 앞쪽은 방위적으로 전진을 의미한다.
김기림이 시선을 앞쪽에 고정시켜 놓고, 太陽의 風俗에서 ‘가다’, ‘오전’,
‘해상’, ‘새로운’ 과 같은 시작과 앞쪽을 의미하는 어휘를 많이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과 관련한다. 이 욕망이 근대를 향
한 욕망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공간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살피며21
‘깃발’과 ‘분수(噴水)’, ‘오전(午前)’과 ‘행진곡’과 같은 ‘새로운 생활(生活)’
과 ‘출발(出發)’을 꿈꾸었다. ｢스케이팅｣에서 “太陽의 느림을 비웃는 두 칼
날……”이라고 하며, 나는 “全혀 奔放한 한 速度의 騎士다”라고 했을 때 그
것이 전진과 진보를 향한 속도의 선언으로 읽히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
이다.22 김기림은 자신이 딛고 있는 중심 공간에 상상의 경관을 펼치며 근
대 공간을 열고자 했다. ｢씨네마 風景｣ 연작시와 ｢三月의 씨네마｣ 연작시
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듯이 太陽의 風俗은 김기림이 꿈꾸고 있는 상상적
모델에 의한 근대의 풍경이었다.

3. 뺷氣象圖뺸－전파(電波)와 게시판(揭示板)
김기림이 시에 있어 과학적 태도를 중시한 것은 사실에 대한 면밀한 관
찰과 분석23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기교주의 논쟁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는
특정 경향에 맞춰 쓰는 일면적 편향을 부정하며 음악성을 강조하는 ‘시문
21
22

23

위의 책, 43～52쪽.
“우리는 世界의 市民 世界는 우리들의 ‘올리피아-드’”라며 언술하고 있는 것도, 김기림이 근대를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旅行｣)
위의 책,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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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나 회화성을 강조하는 ‘이미지즘’을 모두 형이상학적 관념론으로 치
부해 버린다. 또한 ‘감상적 낭만주의’와 ‘경향파’의 문학을 형식과 내용이
유기적 전체성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김기림이 주장하
고 있는 과학은 실재에 대한 인식을 주관적 경험과 결합하여 일반적 정식
(定式)으로 종합하여야 한다는 보편론에 입각한 것이었다. 시인이 현실을 뚫

어지게 노려보고 각각으로 변하는 현실에 대한 예리한 비판자가 될 때 과
학자 이상의 냉철한 분석과 인과 관계의 추구24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결국
김기림이 말하는 과학이란 ‘통일된 현실의 정체’25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김기림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사물을 공간적으로 인식할 때 평면적임에 그치는 것
을 인식의 不具라 비판”하며 “평면 저편에 숨어 있는 비밀”26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각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氣象圖는 이 점에서 김기림이 현실을 바라보는 각도와 시선의 위치가 잘
드러난다. 이 시집은 太陽의 風俗보다 뒤늦게 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먼
저 발표된 시집이다. 따라서 氣象圖는 김기림의 의도와 신념이 배어 있
는 시집이라 할 수 있다.
각도의 지향성은 시선 주체의 의식을 반영하고 공간과 매개할 때 보다
생생한 무한성의 공간과 마주한다. 김기림의 시가 내부보다는 외부, 잠듦
보다는 깨어남, 거주보다는 활동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은 ‘바깥과 먼 곳’에
상관한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다. 시에 유독 동사가
많이 등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氣象圖의 공간은 광활한 공간
이다. 이 공간은 太陽의 風俗과 마찬가지로 상상된 공간이다. 이 상상의

24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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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책, 125쪽.
위의 책, 125쪽.
위의 책,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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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김기림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지도를 펼쳐 놓는다.27 氣象圖의
배경은 세계이다. 국제 열차, 비행기, 여객선 등은 경계를 넘나드는 속도의
도구들이다. 라디오, 전파, 수화기 등은 근대 매체로서 국가와 인간을 이어
주는 뉴스, 통신, 소통 등의 연결망을 표상한다. 또한 아라비아, 스마트라,
이태리(伊太利), 파리(巴里), 화란(和蘭), 남미(南米), 아시아(亞細亞), 맥도날드 등
과 같은 어휘는 이 시집이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자의
위치는 지도를 바라볼 때처럼 위(上)에서 아래(下)로 내려다보는 각도를 취
한다. 옆과 뒤, 앞과 밑의 각도가 아니라, 위(上)에서 아래(下)를 내려다보는
각도라는 점은 주체의 사회적 위치와 위계로 전이된다.28 氣象圖에서 그
려져 있는 지구의 모습은 태풍이 몰아쳐 난파되기 직전의 배처럼 폭우에
휩싸여 있다.
이 사실은 국제 정세나 조선의 현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기인
한다. 풍자적 어조가 단적인 예이다. 정상성의 측면에서 풍자는 각도의 뒤
틀림이나 의식의 뒤틀림을 뜻한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국가나 사건
등은 모두 풍자의 대상이 된다. 즉 광활한 세계의 공간은 종교, 인종, 계급
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곳이며,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이며, “등불도
별도 피”지 않는 “썩은 歎息”이 있는 ｢病든 風景｣이 있는 곳이다. 세계는 곧
바다처럼 태풍에 휩싸인 채 기상 상황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형국에 놓여
있다. 말하자면 “中央氣象臺의 기사의 손”이 “世界의 1500餘 구석의 支所
에서 오는 電波를 번역하기에 분주”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 세계적 현
실이다. 이것은 S.O.S(｢海上｣)의 공간이다. 근대를 생각함에 있어 김기림에
27

28

그러나 이 지도는 치열하게 현실과 싸워 얻어진 지도가 아니다. 근대 주체로서 근대(성)에 대한 열
망이 강했던 김기림을 생각한다면 이 그림은 초라하기까지 하다.
여기에 등장하는 공간은 1930년대 세계이다. 이 때문에 이 시는 신문을 펼쳐 기사를 읽는다는 느낌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국제란, 정치란, 경제란, 문화란을 차례차례 펼치며 읽어내려가듯 위
(上)에서 아래(下)로 내려다보는 각도의 개입은 주체가 우위(優位)에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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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서구는 그다지 호감 가는 것이 아니었다. 일본에서도 서구 근대에 대한
반성으로 아시아(亞細亞)의 단결과 결속을 강조하는 논리가 조선 내에서도
팽배해져 있을 때, 氣象圖가 서구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것은 이상할 것
이 못된다. 그러나 氣象圖는 치열한 현실 인식 끝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시사적(時事的)인 의미가 짙고 미적 형상화에 있어서도 인식의 부족을 드러
내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세계의 현실을 조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근
대에 대한 반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장시(長詩)는 현실과 의식의 개진을 전
제하며 새로운 공간의 구축을 요구한다.
氣象圖에서 “電波”와 “揭示板”은 알림과 경고의 뜻을 지니며 공간을
점유한다. 전파는 공간의 확대와 축소의 기능을 한다. 전파는 가시적인 것
이 아니다. 그러나 이 전파를 통해 인간의 의식 공간과 행동 공간을 이끌어
낸다. 이를 통해 저기압(低氣壓), 북상(北上)중인 태풍 등 세계가 처한 현실 공
간과 마주한다. 전파는 근대의 산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
데올로기적 환경과 공간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이 점에서 전파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속도, 양, 배분 등과 관련하며 의식을 결정짓는다.
속도의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정보를 운반하고, 이로 인해 공간을 단축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근대 사회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전파는 초국가적 정보
를 공유하며 근대 주체로서 인식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사실상 시간과 공
간의 정복이다. 氣象圖가 근대의 위기와 서구 근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을 이른 바, “지구호(地球號)”라는 배를 통해 경계, 각오, 책임, 의지 등을 반
영하는 것이라 할 때, 세계(世界)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전파는 청각 공간
을 시각 공간으로 변환시킨 김기림의 시선을 반영한다. “揭示板”은 “電波”
와 같이 정보 양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고정된 공간을
통해 의사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보다 공간적이다. 게시판은 태풍 상황 속
에서 시민(市民)이 취해야 할 행동과 지침 사항을 알려준다. 상황과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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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짓는 게시판은 이점에서 공간의 축소판이다. 氣象圖에서 점유하고
있는 ‘두 개의 게시판’은 각각 경고(颱風)와 경고 해제(太陽)의 의미를 지닌
다. 엘리오트의 ｢荒蕪地｣와 영향 관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氣象圖는 그
러나,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며칠간의 기상 상태에 비유함으로써, 복
잡한 세계적 현실을 단순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가 안고 있는 여
러 문제를 과정이 생략된 채로 해결된 방식을 취한다. “우울과 질투와 분노
와 끝없는 탄식과 원한의 장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대의 문제를 감정의
문제로 치환하고 있다.
김기림은 “시 속에서 시인이 시대에 대한 해석을 의식적으로 기도할 때
에 거기는 벌써 비판이 나타난다. 나는 그것을 문명비판이라 불러 왔다”며
“이 비판의 정신은 ‘새타이어(풍자)’의 문학을 배태할 것”29이라고 선언한다.
이 같은 발언의 바탕에는 인간성의 결핍과 근대 문명 자체의 병폐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 “시인에게 그가 호흡하고 있는 현실 그것에 肉迫하기를
요구하며, 현실의 순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명령한다”30고 했을
때 그것은 현실을 다각도로 통찰하고 종합하는 지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
설하는 것이었다. 氣象圖는 바로 언어를 통해 개진하고자 하는 세계와
공간의 풍경이다. 이 풍경은 세계와 현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끝없는 탐험
과 새로운 인식을 발견하여 질서와 생명을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김기림이
“시는 언어의 건축이다”31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질서를 공간적으로 인식하
고 있는 시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29
30
31

위의 책, 157쪽.
위의 책, 157쪽.
위의 책,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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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뺷바다와 나비뺸－텅 빈 공간의 공동체
太陽의 風俗과 氣象圖는 ｢첫사랑｣과 ｢아츰 飛行機｣와 같은 ｢출발｣
을 꿈꾸는 것이었다. 비록 현실을 ‘파선(破船)’으로 인식하고 있고 ‘병실’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죽음을 노래하지는 않았다. 김기림이 저항한 것은 허
무, 비탄, 감상과 같은 비극적 충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기림이 문
학에 관한 뛰어난 지식과 탁월한 미적 모더니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시가 관념으로 흐르고 만 것은 역사 인식에 대한 깊이 부족 때문이었다.
또한 형식과 내용의 유기적 전체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용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것도 지적 계몽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미적 형상화에 있어서
의미 단위의 한자어나 생경한 일상어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도 미적 감응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측면을 반증한다. 이런 까닭에 도저한 그의 산문에 비
해 오히려 시가 투박한 인상을 주는 것은 모두 이 같은 간극에서 발생한다.
근대가 국민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면 김기림의 시는 주거 상실이나
고향 상실과 같은 정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는 동시대 정지용, 백석,
임화, 이용악 등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실감된다. 김기림이 근대에 대한 인
식과 미적 주체로서 근대성을 드러내긴 했었어도, 국민국가를 인식하고 염
원하는 발언은 아니었다. 해방이 되어서야 민족과 국가에 대한 논급을 하
고 있는데. 김기림은 1946년 2월 ‘전국문학자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의 강연을 한다.
민족문화의 가장 적절 유효한 전달표현의 수단이었던 우리말은 다시 우리 손
에 돌아왔다. 적의 무장과 압력이 하루아침 결정적으로 무너진 이 땅 위에는 우
리들의 자유와 행복과 정의의 실현을 약속하는 새로운 공화국의 희망이 갑자기
찾아왔던 것이다. 정치도 산업도 문화도 모든 것이 우리들 앞에 새로운 건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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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야로서 가로놓여지게 되었다. 지식인과 평민과 학생은 이 위대한 창의와 이상
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흥분과 감격에 휩싸였으며 적의 무모한
침략전쟁의 노예였던 대중은 그들의 팔 다리에 감겼던 쇠사슬이 녹아 물러남을
따라 막연하나마 그들의 끝 모르던 굴욕과 착취의 역사는 벌써 끝났고 새로운
희망에 찬 시대가 시작되면서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32

이 강연 원고 초입에 김기림은 일본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내며 문화의
‘침략, 말의 ‘약탈’, 시정신의 ‘학살’과 같은 제국주의에 의한 희생을 말하
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치를 기피한 이유를 시의 “피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기 위하여, 정치로부터 비통한 대피와 퇴각을 결행하는 일을 가졌
던 것이다”33라고 주장한다. 이유야 어떻든, 김기림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1930년대는 국가 사회주의의 전면적 등장과 일본의 대륙 침략, 세계적 공
황과 전쟁의 시기였다. 이 시기 김기림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논리는 미적
근대성과 같은 저항이었다. 이 점에서 ‘근대’와 ‘주체’에 대한 인식을 남다
르게 인식하고 있던 임화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임화가 계급적
관점에서 민족과 주체,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펼치는 것에는 ‘근대’가 개인
을 넘어 공동체적 ‘주체’와 관련하는 것이었다. 이 점은 임화가 국가 사회
주의의 등장과 함께 좌절을 겪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김기림
은 일본에 의해 제기된 근대 초극의 논리를 수용하는 한편 문명, 진보, 과
학, 지식과 같은 근대의 서구 모델을 받아들이는 한에서 ‘근대’와 ‘개인 주
체’, ‘미적 모더니티’를 논급해왔던 것이다. 김기림이 바라 본 현실은 어둠
과 오후였다. 이 과정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계몽의 빛을 비추는 일이
었다. 太陽의 風俗을 부재 공간 속에 채우는 일이었고, 氣象圖를 확인
32
33

김기림, ｢‘전국문학자대회’ 강연 원고｣, 1946.2.8, 위의 책, 136쪽.
위의 책, 136～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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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태풍을 대비하는 일이었다. 결국 그의 시에서 곳곳에서 발견되는 “어
린”이라는 어휘가 뒷받침 해주듯이, 그는 조선의 현실에서 ‘근대’의 이름으
로, ‘모더니티’의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미성숙한 아이와 같은 조선
의 변화 가능성을 위해 보호자를 자처했던 것이다.34
해방 후 펴낸 바다와 나비에서 김기림은 “찬란한 自由의 새나라 첩첩
한 가시덤불 저편에 아직도 머”니 “가시冠 달게 쓰”고 “즐거히 거러가”(｢모
다들 도라와 있고나｣)자고 하고 있다. 그러나 김기림이 꿈꾸었던 새 나라의 모

습은 이 시집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이 시집이 太陽의 風俗과 氣象
圖 이후 1939년까지의 시를 대부분 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다와

나비에는 김기림이 상상한 모델로서의 공간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 오히
려 세속적 공간으로 전화되어 우울한 성취감이 차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공간이 인간의 정체성과 관계하는 것이라면, 공간의 회복은 안도감을 준
다. 그것은 위치의 회복이며 방위(方位)의 회복이다. 다시 말해, 주체와 타자
가 분리된 낯선 곳이 아니라, 근원으로서의 평온과 삶의 중심이 있는 공간
이다. 그러나 김기림이 꿈꾼 “새 나라”는 “첩첩한 가시덤불 저편에 아직”
멀어 “가시冠”을 쓰고 가야 새 나라이다. 휴식과 기쁨을 맛보기 전, 다시 더
먼 곳으로 떠나야 하는 정처 없음의 길 위에 서 있었다. 인간은 떠남과 돌
아옴,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길 위의 운명적인 존재이다. 따
라서 “오-우리들의 八月로 도라가자”(｢우리들의 八月로 도라가자｣)라고 했을 때

34

294

바다와 나비에서 김기림은 “‘非’近代的 ‘反’近代的인 雰圍氣와 作詩上의 風俗(센티멘탈리즘과 카
프의 편내용주의－인용자 주)을 휩쓸어버리지 않고는, ‘近代’라는 것에조차 우리는 눈을 뜨지 못
한 시골띠기요 半島의 개고리가 되고 말 것을 두려워했다. 이 두 가지의 低氣壓과 不連續線을 휩쓸
어 버리기 위한 가장 힘 있는 武器는 다름 아닌 知性의 太陽이 필요하였던 것이다”라며 “黎明의 前哨
에 눈을 뜬 사람 또 먼저 먼 기이한 발자취에 귀가 밝은 사람들의 꾸준하고도 끈직한 努力만이 새로
운 世界의 門을 열어 제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것이 일본 근대이든, 서구 근대이든,
대극성에 대한 간극을 동질화하려는 근대(성)에 대한 노력을 타자 인식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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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벌거숭이’와 ‘눈물’과 ‘착한 마음’이 있는 ‘곳’이었다.35 새나라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없었다. 공간은 회복되었지만, 낯선 공간은 텅 빈
공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김기림의 공간 인식은 그것을 긍정적 인식으로
환원하는 데 있다. “거짓 많은 고약한 都市”(｢전날밤｣)처럼 인간의 추악이 북
적거릴지라도, 또한 내부에 공간을 둔 채 어두운 현실을 담아내더라도, 낙
관적 미래를 담보한 과정으로서의 공간이었다. 이는 자신이 설계한 세계에
대해 자신 스스로 책임을 다하며 공간을 창조하는 윤리에 대한 압박감에
다름 아닐 터이다.
김기림 시는 개인 공간 체험을 드러낸 시보다는 공동체 공간을 노래한
것이 많다. 자신의 존재 내부의 공간보다는, 외부를 향해 열린 공간이 많다
는 것은 공간의 사회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 시 속의 이미지들은 공유
공간으로 확산된다. 개인적 관계 속에서 파생될 수 있는 신념을 공동체적
관계로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요소들
의 총합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과학적 전체시론을 그가 끊임없이 역설했음
을 상기할 때 더욱 분명해지는데, 이는 그의 시론을 장악하고 있는 시적 인
식이 사회적 관계로서의 시적 형식과 내용에 투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바다와 나비는 공적 정체성으로서 열린 외부성에 깊이 관여한
다. 김기림에게 있어 전체는 관계 속에 있는 존재를 뜻한다. 그런데 개별적
존재가 이상을 가질 때는 당연히 동경을 지니게 된다. 동경은 결핍에서 비
롯한다. 따라서 개별적인 것이 전체의 보편에 포함될 때 보다 안전한 이상
체를 갖는다. 김기림이 끊임없이 그의 시론에서 전체성을 강조한 것도 바
로 ‘근대’라는 이름의 충족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였고, ‘앞쪽’과 ‘오전(午
前)’을 향한 전진의 행보도 이상을 향한 것이었다.
35

이런 뜻에서 ‘간다’, ‘솟

극복해야 할 의미로서의 ‘앞쪽’과 해방의 감격과 기쁨으로서의 ‘뒤쪽’이 서로 길항하며 ‘또 다른 곳’
으로 위치를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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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른다’, ‘일어나다’ 등의 운동성이 강한 시어들은 모두 그의 동경의 충
동을 반영하며 새로운 세계의 공간 진입을 과제로 하는 것이라 하겠다.
해방의 기쁨과 함께 부정을 통해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방향이지만 존재해야만 하는 미래의 방향과 연결된다. 김기
림의 시가 회상하는 시가 드물고, 앞으로 기대되는 현재에 천착한 시가 많
다는 것은 연속성에 포함된 보다 나은 세계에 관한 믿음에서 비롯한다. 이
렇게 본다면, 바다와 나비에 나타난 공간은 민족, 국가, 공동체 등과 같
은 내용들과 결합하여 완전성을 향하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가 ‘근대’ 공
간을 인식함에 있어 “황량한 ｢근대｣의 남은 터”(｢知慧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부정을 동반한 지속이었다. 또한 “그늘에 감춰온 마음의
財産 / 우리들의 오래인 꿈 共和國이어 / 음산한 ｢근대｣의 葬列에서 빼앗은
奇蹟”(｢어린 共和國이여｣)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채워진 이상(理想) 공간을 노

래하는 것이었다. 김기림이 바다와 나비에 ｢殉敎者｣, ｢두견새｣, ｢共同墓
地｣ 등의 시를 수록하고 있는 것은 지나간 시대에 대한 헌사였다. 특히 이

상(李箱)의 영전에 바친 ｢쥬피타 追放｣은 ‘근대’를 절망적으로 살다간 이상
을 애도하고, “焚香도 없”는 추모지만 이러한 제의(祭儀)를 통해 역사는 새
로운 생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5. 뺷새노래뺸－틈과 사이, 견고한 바닥
김기림이 펴낸 4권의 시집 증 太陽의 風俗과 氣象圖는 해방 이전이
고, 바다와 나비와 새노래는 각각 1946년과 1948년에 펴낸 것이었다.
해방을 기점으로 나눌 수 있는 김기림 시집의 전․후기는 시대가 주는 양단
(兩斷)식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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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두 시집이 ‘근대’의 착목과 관련한 초조와 불안을 “知性의 太陽”과 연
결하며, 제국주의 하에서 조선 내의 이상적 세계를 관념화하고 있다면, 뒤
의 두 시집은 전망이 도래한 희망을 견인하고 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앞
의 두 시집이 ‘앞쪽’을 향해 있다면 뒤의 두 시집은 ‘옆쪽’을 향해 있다. 즉
식민지 체제 하에 근대의 문제가 국민국가의 건설과 자본주의적 체제, 자율
적인 삶 등을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의 일차적인 문제와 더불어, 조선의 현
실에서 길항할 수밖에 없는 절망과 패배의식을 “太陽”과 “午前”을 통해 전
진하고자 했다면, 해방 후 근대의 문제는 국민국가의 실질적 건설을 위해
실천적인 정치성이 강하게 띠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바다와 나비와
새노래는 그간 견지하고 있던 냉정하고 차가운 시선과 음성 대신, 감정을
자유롭게 분출하는 기쁨의 감각을 드러낸다. 이 같은 점은 그가 이제껏 주
장해 온 지적 태도와는 다른 실재를 보여준다. 원근법의 측면에서도 앞의
두 시집이 무한한 먼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면, 뒤의 두 시집은 정지된 공간
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 거리의 이동은 심리적 거리이지만, 존재적인 정체
성과 상관한다. 저기에서 여기로의 이동, 내일에서 오늘로의 이동을 통해
공간 속에 여러 상황을 세워 놓고 공간이 처한 주관성을 표출한다.
바다와 나비가 시의 반 이상을 해방 전 시들을 시집 속에 수록하여,
시대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에 비한다면, 새노래는 해방 후에 쓴 시
라는 점에서 김기림 시의 변모를 잘 살필 수 있는 시집이다. 이 시집의 가
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조국(祖國), 나라, 인민, 백성, 등과 같은 동시
대를 반영하는 정치적 어휘들이 빈번해졌다는 점이다. 인간이 특정한 입장
을 중심으로 제한된 시야에 갇혀 벗어날 수 없는 지평에 묶여 있다는 면에
서 본질적이다36라는 지적은 김기림이 ‘근대’와 관련하여 그 자신의 위치를

36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 앞의 책,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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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각도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려는 시선에서도 발견된다. 해방 후
현실에 자신을 위치시켜 놓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이해하고 해
석하고 있는 점은 그가 끊임없이 공간을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기
림은 새노래 후기에서 “저 野獸的인 時代에 살기가 싫었고 좀 더 透明하
게 살고 싶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實踐의 慧知와 情熱 속에서 統一
하는 한 全 人間의 소리라야 했”듯이 “떳떳하게 살아갈려는” 방향 감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비록 김기림이 ‘쎈티멘탈 로맨티시즘’과 ‘편내용중심주의’
를 공격하고, 기교주의 논쟁에서 드러나듯 어떤 주의를 천명할 때 확고한
신념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이 역설적으로 독단론에 흐르기 쉽다는 오류의
가능성을 포함하고는 있었더라도, 김기림이 새노래에서 보여준 실천적
인 정치성의 ｢이데(이데아)｣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공간은 실제로 경험되고 인지되기도 하지만 상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
다. 김기림이 ｢午前의 詩論｣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도 건강하고 활기찬 시
의 공간이었다. 이 공간을 통해 상상된 조선의 현실과 상상된 근대는 문명
의 정체를 응시하고, 본질을 발견함으로써 새로 향하여 할 방향까지를 찾
아보는37 것이었다. 김기림이 지닌 현실 인식이 두드러지는 것은, 문명이
행복과 자유와 같은 인간적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전제된 통찰이었
다. 또한, 인간(영혼)과 육체(물질)가 협동에 의해, 생명적인 것에로 앙양되어
야 한다는 모든 가치들의 종합과 역사의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확신38했다
는 점이다. 말하자면, 30년대를 둘러싸고 있는 기술과 문명에 대한 조선 내
의 현실을 통각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상상된 현실을 ‘낡은 것에 대한 결벽
(潔癖)’을 통해 ‘새로운 것에 대한 정열’을 조감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 점

에서, 새노래는 상상된 현실이 어떻게 현현되었는지를 살필 수 있고, “詩
3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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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책, 165쪽.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7 No.2

를 읽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고, 歷史를 만들어가는 民族의 노래를 부
르고 싶었다”39라는 후기(｢새노래에 대하여｣)에서 드러나듯이, 문제를 인식하
고 그것을 조정하여, 성장과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은 김기림의 윤리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서투른 내노래 속에서 / 헐벗고 괄시받
던 나의 이웃들 / 그대 우룸을 울라 아낌없이 울라 / 憤을 뿜으라”(｢나의 노
래｣)는 한 인간으로서의 음성이자, ‘수직’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열정의

각도였다. “넓고 푸른 하늘, 바다에 연이은 초록빛 들판, 海棠花를 수놓은
白沙場, 넘실거리는 보리이삭은 우리 모두의 것이었다”(｢우리들 모두의 꿈이 아
니냐｣)라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사론 땅”을 만들어,

“아모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녹쓰른 軌道에 우리들의
機關車”(｢새나라頌｣)를 달리고자 하는 것이었다.

일찍이 김기림의 ‘우리’에 대한 인식은 ‘바닥이 없는 현실’이였다. 그러
나 “支配와 屈辱이 좀먹던 部落”에다 “새나라 굳은 터 다져가자”(｢새나라頌｣)
했을 때 그것은, ‘바닥이 있는 현실’이었다. ‘바닥’은 이런 의미에서, 삶의
희망이자 노래이며, 실천하는 생활의 공간이었다. 바닥없는 삶에서, 바닥
있는 삶으로 변화는 그가 꿈꾸었던 진보하는 문명과 문화가 있는 ‘우리들
노래’가 울리는 곳이었다. 따라서 “아스팔트 고루다저 물을 뿌려” 두고 “노
래 부르며 / 어깨걸고 나가기 좋은 길”에는 “支配者의 軍隊와 그들의 앞재
비” 대신 “人民의 行列”과 “백성의 行列”이 “勝利로 가는”(｢부풀어 오른 五月달
아스팔트는｣) 아스팔트길이어야 하는 것이었다. 서 있는 ‘곳’과 어디로 가야

하는 지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지면은 견고한 지표라는 의미를 갖는
다. 땅의 견고함과 수평의 안정은, 집을 세우거나 건물을 세우는 물질적인
안정감 뿐 아니라, 대지 상실이라는 불안을 안도의 감정으로 바꾼다. 바닥

39

위의 책,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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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삶은 불안을 동반한다. 동시에 지표면의 부재는 추락의 공포를 동
반한다. 이런 뜻에서 ‘새나라’ 회복은 길이와 넓이 공간의 획득이자, 정신
내부 공간의 획득이다. 이 공간은 떠나간 것들이 돌아오는 공간이다. 신기
한 音樂, 장미꽃과 眞珠, 가슴마다 기른 노래가(｢다시 八月에｣) 돌아오는 공간
이다. 太陽의 風俗과 氣象圖가 언젠가는 다가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가상적 시, 공간을 추상하고자 했다면, 새노래는 실제적 여기
의 공간을 감각한다. 그리하여, 떠나가고 부재하였던 다른 곳이었던 곳이
이제 모든 것이 되어 노래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 돌아옴은 먼 곳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유성을 잃은 낯이 선 타자 공간을 자기 공간
으로 인식하는 사유의 전회와 관계한다. 김기림이 “八月”을 새노래 곳곳
에 경이와 기쁨을 지닌 채 출발의 “旗빨”로 묘사하고, 장미(薔薇) 빛깔의 시
간으로 전화한 것도 바로 ‘바닥’ 공간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공간은 과
거의 공간이라 해서 단순히 기억과 망각의 공간으로 인식되지도 않고, 미
래의 공간이라고 해서 진보와 희망의 공간이라고도 볼 수 없다. 이런 측면
에서 바닥없는 세계에서 바닥 있는 세계로의 변모, “八月”에 의해 떠나가고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공간은, 당연히 분열과 틈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 분열과 틈은 김기림이 사유하고 있던 의식뿐만 아니라, 공간을
장면적으로 바라볼 때 생기는 사이이다. “八月”이전과 이후의 틈과 사이는
그러므로, 공간은 비호감적인 공간이 된다.
‘근대’를 사유함에 있어 김기림은 과학과 기술, 지식과 문화와 같은 지
(知)적인 표상과 함께 ‘르네상스’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였고, 시 또한 구성

의 상호 관계 속에 통일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헤겔의 변증법적
사유를 받아들였든, 받아들이지 않았든 공간을 구성할 때에는 삶과 현실의
비균질성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매개할 수밖에 없었다. ‘근대의 위기’를 인
식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친숙한 공간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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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는 공간이 인식과의 관계 속에서 틈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공간성이
존재했다. 이와 같은 판단 하에, 바닥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환대
공간으로 전회할 수 없는 까닭은 공간의 위험성 때문이었다. 이는 도식과
대한 실재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었다. 따라서 새노래에서 빈번하게 보이
고 있는, ‘가다’, ‘오다’라는 시어는 분열과 틈이 거느리고 있는 부정과 긍
정의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태를 상정한다. 결국, 상상적인 공
간들이 위상적(位相的)인 공간들과 부딪치며 ‘헤테르토피아’적 공간을 예기
하는 일일 수 있다. “묺어져 가는 帝國 / 關節이 부은 資本主義 / ‘피샤’의 塔
을 지탱하는 物理學도 / 드디어 건질 수 없는 / 기우러지는 것들의 運命” 속
에서도, “萬 가슴 萬萬 가슴을 견딜 수 없이 구루는 것은 / 未來로 뻗은 두
줄기 빛나는 鋼鐵 / 보랏빛 未明에 감기운 길이”(｢우리들의 握手｣)있었기 때문
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저, 하도, 다시, 새로 등과 같은 어휘는 불안, 포기, 망설임, 결단과 같
은 김기림 내부 공간의 분열과 틈을 드러낸다. 동시에 “民族과 歷史와 원한
과 소원을 한 데 묶은 터질 듯”한 “것잡을 수 없는 소리”(｢萬歲 소리｣)가 외부
공간을 충격하는 것은, “개방의 한 결과”이며, “무제한한 건설의 가능성”과
“민족 공동 복리의 실현”40을 위한 책무에서 비롯됐다. 진정한 시작은 현실
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한다. 이럴 때, 천직(天職)으로서 순교자를 자처할 수
있다. “壁을 헐자 / 그대들과 우리들 사이의 / 그대들 속의 작은 그대들과
또 다른 그대들 사이의 / 우리들 속의 작은 우리들과 또 다른 우리들 사이
의 // 아마도 그것은 金과 銀과 象牙로 쌓은 恥辱의 城일지라도 / 모른다 그
러면 더욱 헐자”(｢壁을 헐자｣)라는 외침은 “가난과 不潔과 懷疑와 연기 / 모두
가 倭敵이 남기고 간 상채기뿐”(｢아메리카｣)은 분열과 틈에 대한 통찰을 통해

40

위의 책, 150～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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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한 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새노래는 공
간을 소리로 채우고 있다. 소리는 부정과 긍정이 뒤섞여 있는 방향을 갖는
소리로, 이 속에서 김기림이 “門이 아니라 壁인 것 같다”(｢오늘은 惡魔의 것이
나｣)며 “별”과 “薔薇와 무지개”를 바라보았던 것은 새노래가 울려 퍼지는 공

간에 대한 성장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6. 결론
김기림은 근대 계몽기의 이행기인 근대시를 지나, 1930년대의 도시 형
성기에 ‘근대’의 의미와 ‘근대’의 자각을 일찍이 인식한 이론가이자, 자신
이 체증한 지적 경험을 시로 체화시킨 시인이었다. 그는 도회 공간에 주목
하여 그 속에서 변화되고 있는 삶의 양태들을 지적 언어로 담아내고자 했
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까지 김기림 시에 있어 소홀
히 다루고 있었던 공간 연구를 통해 그의 시적 기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4권의 시집은 시간상의 거리만큼 공간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고 특히 마지막 시집인 새노래의 경우, 그 이전에 나타났던 근
대 공간에 대한 몰입이 해방된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의미적인 성찰이 더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근대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인식을 ‘시론’ 곳곳에 편
재(遍在)하고, 문명에 대한 가치를 우선적 가치를 두고 서구 근대를 상상하
고 있었다. 서구 근대가 ‘황혼’을 맞이하여 이미 쇠퇴의 국면에 들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太陽의 風俗과 氣象圖에서 보여주고 있
는 세계는 여전히 서구 근대를 상기하는 주체 인식을 보여준다. 국민국가
에 대한 통찰이나 미적 근대성으로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저항이 해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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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김기림이 근대를 인식하는 시선과 각도
가 그 자신 강조하고 있는 입체성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
내는 것이었다. 그가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센티멘탈 로만티시즘’을 감정의 분출로 단순
화하여 그 속에 내밀화되어 있는 민족 감정이나 정념(情念)을 외면시하거나,
‘신경향파를 편내용주의라고 몰아붙이며 ‘근대성’에 대한 통찰을 ‘미적 주
체’의 결락으로 파악한 채, 해방 후의 시집인 새노래 후기에까지 지속적
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인식의 편협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의 시를 옹
호하고자 그의 시론이 씌어져 있다는 시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림의 시와 시론이 근대시사에 두드러지게 기여
한 것은 ‘근대’의 기제로 시민과 민중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자각이 있었고
시민사회의 풍속 지도를 그리려 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미적 주체로
서 언어에 대한 감각적 이해와 모더니티로서의 아포리아를 양식(養殖)했다
는 점이다. 자신의 시를 위해 입론 성격의 시론을 의장(意匠)시키고 있지만
30년대 근대시 이행기에 시의 근대적 감수성을 요구하는 강령들은 분명
교의(敎義)에 해당했다. 그는 앞날을 내다보며 아직 도달하지 않은 세상에
대해 낙관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太陽의 風俗에서와 같이 ‘앞’과
‘동쪽’을 향한 시선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전진의 욕
구를 멈추지 않았다. 다분히 헤겔적인 정합적 진보 원리, 과학 기술에 바탕
을 둔 문명, 르네상스적인 휴머니즘의 추구, 자유를 향한 신념 등은 ‘근대’
를 향한 투쟁 의지에서 비롯했다. ‘午前’의 시간을 통해서는 활기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다. ‘각도’에 있어서 그는 입체를 강조하며 전체성과 통
일성을 내세웠다. 그가 기교주의 논쟁에서 일관했듯이, 시의 특정 부분을
양식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았다. 30년대를 꽃
피우고 있었던 ‘시문학파’, ‘이미지즘’ 시와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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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방가르드 시는 철저하게 부정의 대상이 되었으며 혁신성과 지성으로서
의 주지주의를 옹호하며 승인받고자 했다. 그에게 미적 모더니티란 ‘근대’
를 상상하고, 세련된 지적 교양으로서 이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지만, ‘경성’
을 기반하고 있던 자본과 소비에 대해서 관대했다는 점에서는 ‘미적 근대
성’으로서 인식이 부족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점은 氣象圖에서 서구 근대의 쇠락을 냉소하며 새로운 세계의 도
래를 설계하고자 했지만, 과정을 생략한 채 근대 이후를 태풍의 ‘몰아침’과
‘갬’이라는 기상에 전유함으로써 예정론을 벗어나지 못한 것에서도 발견된
다. 해방 후 김기림이 보여 준 ‘근대’와 ‘근대 공간’에 대한 인식은 ‘옆’의
상상력으로, 그것은 공동체와의 연대를 끌어내는 것이었다. 그가 해방 전
까지 민족과 국가와 같은 표지를 구성한 바가 없었다는 사실은 ‘미적 자율
성’으로서 그의 시적 자질을 함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바다
와 나비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계는 역사의 균열과 파행을 명시하는 것이
었고 애써 도피했던 시선을 조선 내부의 공간에 투시하는 것이었다. 이 공
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근대적이라고 느끼기에는 낯선 불행이었으나 이
공간 안에서 그는 민족과 국가의 현실을 모사하고 재현하는 정부(政府)적인
사유를 보여준다. 김기림에게는 모더니즘 시 혹은 모더니즘 예술에서 볼
수 있는 ‘소외’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고독, 허무, 분노 등과 같은 감정의
탐닉을 극도로 적대한 개인적인 성격에서 기인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학,
객관, 전체 등에 대한 공리적인 태도는 그를 계몽의 완고한 수호자로 보이
도록 한다. 이러한 층위에서, ‘옆’은 ‘앞’과 달리 공간의 내부를 새롭게 채
우고자 하는 의미에서 재건과 건설이라는 氣象圖의 신화를 상기시킨다.
그러나 이 시집의 상당 부분의 구성이 해방 전에 발표한 시를 1946년에 수
록하는 차원에 그치고 말아 해방 후의 심회를 깊이 있게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해, 氣象圖의 빈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채우고자 했던 신화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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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나비에서 지속하지만 근대의 건설이 또 다르게 유예되는 공간의 분
열과 틈이 발생한다. 그것은 부수고, 짓고, 세우는 과정들 속에서 갈등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차이로 신화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김기림이 자신만의 내부 공간이 외부 공간과 결합을 이루고 그 흔적들
을 노래로 바꾸어 묶은 새노래는 제목 그대로 시집 곳곳에서 노래가 울
려 퍼진다. 이 노래는 합창이다. 이 합창은 먼 곳이 아니라 이곳, 미래가 아
니라 ‘지금’이라는 의미를 획득하는 공간 지정(指定)을 통하여 바다와 나
비에서 보이고 있던 틈새와 균열은 새노래에서 ‘바닥의 견고함’으로 변
화한다. ‘바닥’은 다른 곳을 이곳으로 고정시켜 지평을 확대한다. 이런 의
미에서 太陽의 風俗, 氣象圖, 바다와 나비에서 모티프로 작동했던
‘바다’는 먼 곳, 먼 훗날이라는 공간적 의미가 확장되어 비로소 ｢새노래에
와서 우리 땅, 우리나라라는 공간의 정신성을 획득한다.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으로의 공간의 흡인력을 통하여 ‘가다’에서 ‘오다’로, ‘개인’에서 ‘공
동’이라는 전화된 윤리를 보여준다. 이는 공간의 탄생에서 기인한다. 이 탄
생을 통하여 부재했던 공간 없음의 공간은 공간 있음의 공간으로 변모하
고, ‘깃발’, ‘태양(太陽)’, ‘오전(午前)’, ‘경보(警報) 해제(解除)’, ‘장미(薔薇)’, ‘행
진곡(行進曲)의 파토스’를 담지한다. 하지만 상상과 현실의 차이가 공리(公理)
가 될 때 성취는 불가역적인 것이 되고 역설적이지만 이 간극에 합창이 울
려 퍼진다. 이 때문에 합창은 다시 공간의 연가(｢戀歌｣)가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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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Modernity and Modern Space Embodiment in
Kim Ki-rim’s Poetry
Park, Jutack | Kyunghee University

Kim Ki-rim is a poet who represent 1930’s Modernism. He criticizes emotional romanticism and KAPF in the 1920s, respectively, as being emotional and one-sided. Similarly, the
imageism and surrealism of the 1930s are also called the partial completion of poetry and advocate the whole theory of organic unification. Likewise, the 1930s imageism and surrealism
are also called the partial completion of the poem and insist on the whole poetic theory of
organic unification. In this sense, it is hegel’s to criticize the artistry and to put forward the
harmony between poetic theory and poetry. Also putting forward scientificism, based on intellect, was a sign of spirit that based on aesthetic sense.
He was the poet who, more than anyone else, was obsessed with the awareness of mordernity and modernism. Publishing four books of poetry, from 1936 to 1948, He was constantly obsessed with creating new reality. City(Kyung-sung) was a space where exist whole
civilization’s epidemiology to Kim Ki-rim. Through this space, Kim Ki-rim paid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and mobility of the place and wanted to be his center. Given that space has
been transformed into a place of vitality, and that human being embodies his own identity,
Kim Ki-rim’s desire for civilization and his insight and resistance to the recovery of the nation stem from his love of new reality.
The speed and vast spatial orientation of compressing time and space resulted from a desire for a new world. He also wanted to recognize the aspiration of the community through
imaginative space and open the future based on Renaissance humanism. For Kim Ki-rim,
space was a place that enlightened the will of reality and established modern times as a map
of the customs of civil society for freedom and liberation. However, it remains to be argued
more about whether his opinions are well-shaped in poetry and warranting aesthetic
mod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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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원의 ｢소나기｣에 대한 주제 비평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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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원의 ｢소나기｣에 대한 주제 비평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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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층 구조, 담화체, 서사적 제약－대지, 내밀함, 충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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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묘사와 은유

1. 서론
우리는 황순원의 ｢소나기｣를 하나의 구조화된 전체로 여기고, 이 작품
에 나타난 주요 테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테마들은 작품의 서로 다른
층위와 단계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가 같지는 않다.
첫째로 내용(contenu)과 표현(expression)을 구분하자. 여기서 표현이란 소설
텍스트의 기능을 가리킨다. 내용이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récit)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한다. 이야기는 두 층위를 가지고 있는데, 심층과 표층이

* 본 원고는 필자의 미완성 미발표 유고임.
** 서울대학교 불문과 교수. 프랑스 파리7대학 한국학과 교수 역임. 2013년 10월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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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 표층은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그대로의 담론이다. 심층은 여러
개의 근본적인 의미체(意味體)들이 생성되는 층위이다. 아직은 의미의 잠재
태로 남아 있는 의미체들은 각각의 요소들 사이에 논리적 관계를 형성한
다. 텍스트의 표층에서, 의미체들은 우리가 실제로 인지하는 그대로 담론
의 구성 요소로서 구현된다. 바로 이 단계에서 논리적 관계들은 서술되는
사건들을 특징짓는 시간적 관계들로 변환된다.

2. 심층 구조－자연과 문명, 생명과 죽음
의미작용의 총체로 간주되는 이야기의 전반적인 이해는 단순하고 기본
적인 하나의 구조에 따라 내용을 유기적으로 구성한다. 이런 관점에서, ｢소
나기｣는 시골 소년과 도시에서 온 소녀, 이 두 청소년의 만남과 싹트는 사
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심층적 의미가 어
떻게 구조화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인데 그 심층적 의미 구성이 이야기의
표층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포섭하기 때문이다. 소설 속 인물들의 특징
화(caractérisation)는 심층에서 의미론적으로 대립하는 요소들의 배분에 의존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소설은 의미론적으로 근본적인 두 대립으로 구성
되는데, 하나는 자연과 문명의 대립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대립이다.

(1) 자연과 생명
이 소설에서 자연은 텍스트의 핵심적인 얼개이다. 자연은 자신을 구성

312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7 No.2

하는 요소들과 생명이라는 기본 원칙과 함께 텍스트에 등장한다. 하늘(해,
빛, 구름), 땅(밭, 논, 들판, 산, 길), 물(다리, 둑, 갈대밭), 식물계(나무, 식물, 꽃), 동물계
(물고기, 조개, 가축, 새, 곤충) 등 자연을 구성하는 여러 형상들은 그 물질성을 구

현하기 위해 연쇄적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자연은 생명의 근원이자 조정자이다. 계절은 바뀌고 풍광의 색
채 또한 그렇다. 가을의 햇살 아래, 강물은 날마다 줄어들고, 단풍나무의
잎들은 마지막 붉은 빛을 토해낸다. 이들 주위에는 향기와 열기가 있다. 대
지는 가냘프지만 자르기는 힘든 식물의 줄기로 아프게도 하지만, 대지는
가을의 수확으로 식량을 가져다준다. 진리의 담지자이기에 자연의 힘은 조
용하다.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연을 잊는 것은 죽음에 가깝다. 자연 역
시 변화하고 죽지만 그것은 다시 태어나기 위함이다. 자연의 품 안에서 죽
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서울에서 온 소녀는 소설의 결말에서
죽는다. 폭우로 개울물이 불었다. 개울을 건너기 위해서 소년이 소녀를 등
에 업는다. 이것은 죽음의 강의 뱃사공인 카론(Caron)1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소나기 때문에 병에 걸린 소녀는 며칠 뒤 죽는다. 그러나 앞으로 변
화를 겪게 될 소년의 가슴 속에서 소녀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시 태어난 것이다.

(2) 문명과 죽음
소녀는 다른 세상에서 왔다. 그 세계는 외부의 먼 곳에 있다. 소설 속에
서 그 세계를 묘사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사실, 저 멀리 떨어진 그 곳은 또
다른 가치관의 세계라기보다는 안정된 가치관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다.
1

[역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죽음의 강인 스틱스 강에서 죽은 영혼을 실어 명계로 데려가
는 뱃사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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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가 온 세계는 매우 불안하고, 위협적이며 실패와 죽음을 내포한 세
계이다. 그리고 소녀는 소년의 인생에 최초로 큰 시련을 준다.
이 의미론적인 대립은 이야기의 표층에서 두 가지 섭리, 혹은 두 가지
운명의 대결로 해석된다. 이러한 대립의 갈등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두 인물의 우정 혹은 결합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이다. 이것이 이 소설의
역동성이며,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사랑에 부여된 의미이다.
논리적 체계로서의 의미단위들의 배치가 이루어지는 이야기의 심층에
서 자연과 생명이라는 두 의미체는, 나중에는 실현돼야 할 잠재적인 가치
들의 체계로 작용한다. 작가는 이러한 가치들을 소설에 투여하고, 주인공
으로 하여금 그 가치들의 실현에 관여하는 사건의 중재자로 만든다.

3. 표층 구조, 담화체, 서사적 제약－대지, 내밀함, 충만함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미체들은 서로 결합해서 담론(discours)이라는 더
큰 집합체들을 구성한다. 그런데 이런 의미체들 역시 서사적 제약을 따른
다. 단어들의 결합만으로는 문장을 만들지 못한다.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서 단어들은 문법 규칙에 따라 조직되어야 된다. 이야기의 연쇄 과정에서
는 이 의미체들의 잠재태들 중에서 오직 일부만이 사용된다. 왜냐하면 담
론의 일관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의미체들은 그것들이 이야
기구조 속에서 상호모순되거나 양립불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만 서로 연결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앞서 살펴본 자연의 형상들은 중심 주제에 의해
일관성 있게 조직된다.
시골 세계라는 주제는 서로 다른 의미단위들에 어떤 동질성을 부여하는
공통분모이다. 대지에는 밭, 논, 과수원이 있다. 벼, 과일나무, 가축, 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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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 참새, 농부 등도 마찬가지로 대지에 속한다. 소년은 이것들을 대표하
는 존재이다. 이러한 시골의 개념은 많은 다른 가치들과 연결된다. 이야기
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의미체는 다른 의미체를 불러들인다.
이 시골 세계는 우선 닫혀 있다. 소년은 마을의 경계를 넘은 적이 없다.
그곳은 부동(不動)의 세계이기도 하다. 그곳은 식물들과 반추(反芻)동물들의
세계이다. 그 대지의 인간은 정주하는 자이다. 들을 뛰어다닌 것은 소년이
아니다. 언제나 소녀가 소년을 이끌고 다녔다. 소녀는 모든 것이 너무 느리
고 고요한 이 작은 세계 속에서 지루해 한다. 그러나 그 곳은 모든 풍요로
움이 손에 닿는 곳에 있는 풍족한 세계이다. 소년은 채워야 할 쓸데없는 호
기심이 없다. 그는 소녀보다 덜 달리지만, 어디에 꽃이 많이 있는지 안다.
소년은 우둔하고, 서투르고, 소심하지만, 그는 일종의 전원(田園)의 신(神)인
목신(牧神)이다.
도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울은 가장 물질적인 형태의 문명을 상징
한다. 소녀의 옷은 소년의 것과는 다르다. 소녀는 부정적인 가치들을 표현
한다. 마을 위를 돌고 있는 독수리처럼, 공기처럼 가벼운 지식이 소녀의 장
난기와 함께 소란과 동요로부터 벗어난 이 세계에 침투한다. 밭을 휘젓는
참새 떼가 들판에 소란을 일으키듯, 소녀는 개울의 잔잔한 물을 흩트린다.
소녀가 바보 취급한 소년은 현기증을 느낀다.

4. 이야기(récit)－사랑과 자연
서사적 제약들 속에서 의미체들은 소설의 사건들이 전개될 준비를 한
다. 인물들은 자신들에게 걸맞은 자질을 갖추고 대면한다. 일반적으로 이
러한 대면을 통해서 인물들이 처했던 초기 상황은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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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의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미체들이 이야기의 선적(線的)인 진행에 따라 연
쇄될 때, 이들 의미체의 확장된 잠재태들은 부분적으로만 사용된다. 그런
데 이 의미체들은 종종 다의적이다. 이로부터 하나의 의미체는 하나의 담
론에서 중첩된 여러 의미들의 발생을 야기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의미체는 공존하는 여러 이야기들의 기원일 수가 있다. 여기서 이야기들을
구성하는 의미 요소들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모순적이지 않아야 한다.
｢소나기｣는 우리에게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설
에서 동시에 다른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재)발견이
다.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이미 서울을 떠났던 소녀의 부모님이 다시 마을
을 떠나야 할 때, 소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왜 그런지 난 이사 가는 게
싫어졌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2) 발견, 입문, 희생
대다수의 소설에서, 등장인물은 자신의 목표를 어떤 가치체계로 설정하
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인다. 게다가 종종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작
가는 등장인물과 동화되어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표현한다. 이런 경우, 행
위의 의미는 소설의 시작부터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가 아주 결정
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에야 드러나기도 한다. 따라서 소설은 의미화
과정에 대한 탐색으로 읽혀야 하며, 그 자체로 의미있는 실행과정이다.
소녀의 그림자는 소년을 따라다닌다. 소년은 왜 자신이 그렇게 소녀에
게 관심을 갖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런데 소설의 결말에서 소년은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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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생각만을 가지게 된다. 소녀를 반드시 다시 보는 것. 그게 마지막일지라
도, 소녀를 위해 훔친 호두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라도. 소녀는 죽기 전에
소년과 함께 소나기를 맞았을 때 입었던, 그때 흙탕물이 배었던 그 옷을 그
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부탁한다.
소년과 만나면서 소녀는 자연을 발견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의미의 발견은 이렇게 자신의 고유한 진실의 발현과 상응한다. 이런 소설
에서 등장인물들의 몸짓과 행위는 입문과정에 해당한다. 소년은 소녀에게
자연을 알려준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산보는 두 인물 사이의 애정이 점차
드러나는 과정이다. 이러한 입문의 절차는 희생적인 측면이 있다. 소년은
소녀를 피하다가 개울가 돌에 미끄러져 코피를 흘리게 된다. 소녀는 비탈
길에 핀 꽃의 줄기를 꺾으려다 넘어져 무릎을 다친다. 그 다음 이 둘은 소
나기로 고생하게 된다. 산보와 연관된 이런 작은 사고들은 두 주인공들을
서서히 가깝게 만들지만, 결국 소녀의 죽음, 소녀의 상실로 끝을 맺는다.
이 사고들은 이렇게 희생의 징후이다. 그러나 이 결말은 양가적이다. 소녀
는 죽었지만 소년에 가슴에 내면화된 이미지로 되살아난다.

4. 묘사와 은유
담론은 내용이자 동시에 표현이다. ｢소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
로 텍스트 구성 작업이다. 심층의 의미체들은 텍스트의 표층에서 바로 포
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랑을 의미하는 모든 상징체계들이 그렇다. 소
녀의 하얀 피부. 소녀는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긴다. 소년은 소녀가 그에게
던진 조약돌을 주머니에 간직하고 있다. 소년은 소녀가 나타나길 기다리며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소녀가 넘어졌을 때 소년은 소녀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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릎에 생긴 생채기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빤다.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숨어
든 좁은 수숫단 속에서 그들은 서로 몸을 바짝 붙여 앉는다. 소녀는 소년의
몸에서 나오는 냄새와 열기를 느낀다. 소년은 불어난 개울물을 건너기 위
해 소녀를 등에 업는다. 그리고 흙탕물은 소녀의 분홍 스웨터에 지워지지
않는 검붉은 얼룩을 남긴다.
이러한 묘사는 특별한 힘이 있다. 묘사는 서사에서 결정적인 순간들을
담당한다. 풍경 묘사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을 얘기한다. “먹장구
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
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이
런 묘사는 플로베르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보바리 부
인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그녀는 너도밤나무 숲까지 가곤 했다 (…중
략…) 들판을 향해 벽 모퉁이를 드러낸 버려진 정자 가까이 (…중략…) 그
녀는 지난번 왔을 때와 달라진 것이 없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중략…) 때로는 돌풍이 불어 오기도 했고, 단숨에 코(Caux) 지방의 고원
전체를 지나 저 멀리 들판을 휩쓸어오는, 신선하고 짭짤한 바다 바람이 불
기도 했다. 등심초는 땅에 바싹 쓰러져 휙휙거렸고, 너도밤나무 잎새들도
정신없이 떨면서 살랑거렸고, 나무 끝 가지들도 쉬지 않고 흔들거리며 윙
윙거렸다.”
｢소나기｣에서 자연은 단지 이야기의 진실다움을 위해 소설의 사건들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틀이 아니다. 극적 사건의 원동력이자 글쓰기의 매체
인 자연은 소설의 내용과 표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작가는 자연을 통
해서 자연을 이야기하고 있다. 작가의 입장에서 화자(話者)로서의 자연이 인
간들 운명의 중심에 있다면, 기록자로서의 자연은 작가에게 자연 요소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한다. 자연은 이중적으로 은유화한다.
문경훈(서울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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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e Thématique de l’Averse de Hwang Sun-Won

Choi, Seung-Un

1. Introduction
2. Organisation fondamentale－Nature et civilisation, vie et mort
3. Organisation de la surface, entités discursives et contraintes narratives

－terre, intimité et plénitude
4. Récit－Amour et nature
5. Descriptions et métaphores

1. Introduction
Nous tenterons de dégager les principaux thèmes dans l’Averse de Hwang
Sun-Won en considérant cette œuvre comme un ensemble structuré. Cela signifie que ces thèmes interviennent à des étages et étapes différents de l’œuvre et
donc n’ont pas la même portée.
La première distinction est celle entre le contenu et l’expression. L’expression désigne ici le travail du texte romanesque. Quant au contenu, il s’agit
essentiellement de ce que l’on appelle récit. Le récit comprend deux niveaux :
niveau fondamental et la surface. La surface est le discours tel que nous le l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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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terprétons. Le niveau fondamental est celui où un certain nombre d’entités
sémantiques de base se conçoivent. Ces entités sémantiques qui restent encore
en tant que virtualités de signification entretiennent entre elles des relations
d’ordre logique. Dans la surface du texte, les entités sémantiques se réalisent en
tant qu’éléments du discours tels que nous les percevons effectivement. C’est à
ce niveau aussi que les relations logiques se transforment en relations temporelles qui caractérisent les événements racontés.

2. Organisation fondamentale－Nature et civilisation, vie et mort
La compréhension globale du récit, considéré comme un tout de signification, articule le contenu selon une structure élémentaire simple. Dans cette
perspective, nous posons que l’Averse est l’histoire d’une rencontre, d’un amour
naissant entre deux adolescents, l’un garçon de campagne et l’autre fillette venue de la ville.
Mais ce qui est plus important pour notre propos, c’est de savoir quelle est
l’organisation sémantique fondamentale, car elle subsume tout ce qui se passe à
la surface du récit; la caractérisation des personnages du récit dépend de la distribution générale des oppositions sémantiques au niveau fondamental. De ce
point de vue, notre récit semble s’organiser selon deux oppositions sémantiques
de base : nature et civilisation d’un côté et vie et mort de l’au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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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ure et vie
La nature semble être la trame essentielle du texte. Elle est présente avec ses
éléments et son principe qui est celui de la vie. Les figures de la nature s’organisent en séries pour constituer sa matérialité; tels sont ciel (soleil, lumière, nuage),
terre (champs, rizières, plaines, montagnes, chemins), eau (pont, berges, marais de roseaux), règne
végétal (arbres, plantes, fleurs) et règne animal (poissons, coquilles, animaux domestiques, oiseaux, insects).

Mais la nature est plus encore source et régulatrice de la vie. La saison change
et les couleurs du paysage aussi : sous le soleil d’une luminosité automnale, l’eau
de la rivière décroit de jour en jour et les feuilles d’érables jettent leurs derniers
feux. Il y a l’odeur et la chaleur qui enveloppent. La terre est âpre avec ses frêles
tiges de plantes que l’on n’arrive pas à couper, mais elle est nourrcière avec ses
moissons d’automne. Sa force est tranquille, car détentrice de la vérité. S’en
éloigner, l’oublier, c’est mourrir un peu. Mais la nature aussi change, donc
meurt mais c’est pour renaître. La mort en son sein est régénérescente. La fille
venue de Séoul meurt à la fin du récit. Après l’orage, l’eau de la rivière se gonfle.
Pour la traverser, le garçon porte la fille dans le dos. C’est l’image de Caron faisant traverser la rivière de la mort. La mort de la fille tombée malade à cause de
la pluie survient quelques jours plus tard. Mais elle ne sera pas complètement
morte dans le coeur du garçon qui lui aussi aura changé. Ils sont de nouveau
enfant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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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ivilisation et mort
La fille est venue d’un autre monde. Ce monde est à la fois extérieur et
lointain. Peu de mots dans le texte pour le décrire. En fait, ce lointain est vu plutôt comme une absence de valeurs stables que comme un autre système de
valeurs. Ce monde d’où elle vient apparaît comme angoissant, menaçant, porteur d’échecs et de mort. C’est elle qui apporte au gaçon le premier choc de la
vie.
Ces oppositions sémantiques se traduiront à la surface du récit par la confrontation de deux desseins, de deux destinées. La suppression ou du moins l’atténuation du caratère conflictuel de ces oppositions sera le prix à payer pour
l’amitié ou l’union des deux personnages. Telle est la dynamique du récit. Et tel
est le sens à donner à cet amour qui se découvre.
A ce niveau fondamental du récit où s’effectue la mise en place des unités sémantiques en tant que système de caractère logique, les deux entités nature et
vie fonctionnent comme un système de valeurs virtuel, donc à réaliser. L’auteur,
en investissant ces valeurs dans le récit, les destine en quelque sorte au héros qui
devient ainsi le médiateur événementiel de leur réalisation.

3. Organisation de la surface, entités discursives
et contraintes narratives－terre, intimité et plénitude
Comme nous venons de le voir, les entités sémantiques s’associent pour constituer les grands ensembles discursifs. Mais ces entités sont également soumises
à des contraintes narratives. L’assemblage des mots ne fait pas une phrase. Il f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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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re qu’ils soient organisés. Selon les règles grammaticales. Dans cet enchaînement narratif, seule une partie des virtualités sémantiques de ces entités
sont exploitées, car, il y a le problème de la cohérence discursive. Les entités différentes les unes des autres ne peuvent se relier entre elles que si elles ne sont pas
contradictoires, incompatibles, dans le cadre d’un récit. C’est ainsi que les figures de la nature dont on vient de parler seront coordonées par une idée
centrale.
C’est l’idee d’un monde rural qui sera le dénominateur commun à des unités
sémantiques disparates pour leur donner une certaine homogénéité. La terre
sera champs, rizières, verges. Il en sera de même pour les plantes de riz, arbres
fruitiers, animaux domestiques, épouvantails, moineaux, paysan, etc. Le garçon
en est le représentant. Cette idée de ruralité est reliée à un certain nombre d’autres valeurs. Répondant à la nécessité de construire le récit, une entité en appelle
une autre.
Le monde rural est vu d’abord comme clos. Le garçon n’a jamais dépassé les
limites du village. C’est aussi un monde immobile. C’est un univers des végétaux et des ruminants. L’homme de la terre est sédentaire. Ce n’est pas le garçon
qui court la campagne. C’est toujours la fille qui l’entraîne. Elle s’ennuie dans
ce micro-univers où tout est trop lent, trop calme. C’est aussi un monde de
plénitude avec toutes ses richesses à la portée de la main. Le garçon n’a pas de
curiosités futiles à satisfaire. Il court moins longtemps que la fille, mais sait où
trouver d’abondantes fleurs. Malgré ses lourdeur, maladresse et timidité, il est
en quelque sorte le Faune, dieu champêtre.
C’est la ville, précisément Séoul, qui incarne la civilisation dans ce qui est le
plus matériel. Les vêtements de la fille ne sont pas ceux du garçon. Elle rep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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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e les valeurs négatives. Avec l’espièglerie de la fille, c’est l’intelligence légère
et aérienne qui, tel le rapace tournoyant au dessus du village, fait irruption dans
cet univers à l’abri des agitations. La fille trouble l’eau calme de la rivière et,
comme une nuée de moineaux s’abattant sur les champs, apporte la zizanie à la
campagne. Le garçon qu’elle traite d’idiot en a le vertige.

4. Récit－Amour et nature
En épousant ainsi les contraintes narratives, les entités sémantiques préparent le terrain pour les événements du récit proprement dits; affublés des qualités
qui leur sont propres, les personnages s’affrontent. De cet affrontement résulte
en général une modification des situations initiales des personnages.

(1) Polysémie
Comme nous l’avons déjà indiqué, lorsque les entités sémantiques s’enchaînent les unes aux autres sur l’axe linéaire du récit, leurs virtualités en général très
étendues ne sont exploitées que partiellement. Mais elles restent souvent
polysémiques. D’où une entité sémantique donne lieu à des développements de
signification superposés dans un seul discours. Ainsi une entité unique peut être
à l’origine de plusieurs récits qui cohabitent sans se renier, à condition, encore
une fois, que les éléments sémantiques retenus par le récit en soient pas
contradictoires.
L’Averse nous raconte une histoire d’amour. Mais rien ne nous empêche 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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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re parallèlement une autre histoire : celle de (re)découverte de la nature.
Lorsque les difficultés matérielles obligent ses parents à quitter le village après
avoir déjà abandonné Séoul, la fille dit : “Je ne sais pas pourquoi. Mais je n’ai
plus envie de partir d’ici. Evidemment, ce sont mes parents qui décident……”
Cette parole se prête à une double lecture.

(2) Découverte, initiation et sacrifice
Dans un grand nombre de récits, le personnage agit pour atteindre le but
qu’il s’est fixé en faisant sien un système de valeurs. C’est d’ailleurs souvent par
ce biais que l’auteur, en s’identifiant au personnage, exprime ses propres
pensées. Dans ce cas, le sens de l’action est donné dès le départ. Mais il arrive
aussi que ce sens ne se découvre qu’au terme des événements les plus
déterminants. Le récit se lit alors comme une quête de signification et constitue
en soi une pratique signifiante.
L’ombre de la fille poursuit le garçon. Il ne sait même pas pourquoi il s’intéresse tant à la fille. Pourtant, à la fin, le garçon n’a qu’une idée : la revoir, absolument, même pour une dernière fois et lui faire goûter les noix qu’il a volées pour
elle. La fille demande avant sa mort à être ensevelie dans les vêtements qu’elle
portait au moment où la pluie l’a surprise avec le garçon et qui gardent encore
des taches d’éclaboussure.
En rencontrant le garçon, la fille découvre la nature et elle se découvre
elle-même. La découverte du sens correspond ainsi à la révélation de sa propre
vérité. Dans un tel récit, les gestes et faits des personnages relèvent de
l’initiation. Le garçon apprend la nature à la fille. La promenade à traver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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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gne est un cheminement lent dans lequel l’attachement qui lie les personnages se précise progressivement. Cette pratique initiatique a son côté sacrificiel.
En fuyant la fille, le garçon glisse sur une pierre de la rivière et saigne du nez. La
fille tente de couper une tige de fleurs sur le talus et, tombant, se blesse au genou.
Ensuite, il y a l’épisode de l’orage. Ces petits accidents de la promenade qui rapprochent insensiblement les personnages se terminent par la mort, la perte de la
fille. Ils sont autant d’indices du sacrifice. Mais ce dénouement est ambigu.
Morte, la fille revit en tant qu’image intériorisée.

5. Description et métaphores
Le discours est un contenu et en même temps une expression. Le travail du
texte prend toute son importance dans l’Averse. Souvent, les entités sémantiques
du niveau fondamental ne sont pas directement repérables à la surface du texte.
Par exemple, toute cette symbolique pour signifier l’amour. La blancheur de
peau de la fille. Une fossette se creuse dans son sourire. Le garçon garde dans sa
poche le galet que la fille lui a jeté un jour. L’habitude lui vient de le toucher en
guettant l’apparition de la fille. Quand elle a fait une chute, il suce la blessure de
son genou. Ils se blotissent l’un contre l’autre sous un abri de meules pour se
protéger de la pluie. La fille sent l’odeur et la chaleur que dégage le corps du
garçon. Le garçon la porte dans le dos pour traverser la crue de la rivière et le torrent laisse sur le pull rose de la fille une tache rougeâtre qui ne s’efface pas.
La description a une vertu particulière. Elle assume les moments critiques de
la narration. C’est le paysage qui raconte l’événement lourd de conséquence :
“Un gros nuage noir est venu là, au dessus du village. Subitement, tout au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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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x a l’air de bruire. Une rafale de vent passe en sifflant. En un clin d’oeil, tout
le ciel est devenu violet”. Un procédé souvent relevé chez Flaubert. Voici une
description dans Madame Bovary : “Elle allait jusqu’à la hêtrée (…중략…) près
du pavillon abandonné qui fait l’angle du mur, du côté des champs. (…중략…)
Elle commençait par regarder tout alentour, pour voir si rien n’avait changé
depuis la dernière fois qu’elle était venue. (…중략…) Il arrivait parfois des rafales de vent, brises de la mer qui roulant d’un bond sur tout le plateau du pays
de Caux, apportaient jusqu’au loin dans les champs, une fraîcheur salée. Les
joncs sifflaient à ras de terre et les feuilles des hêtres bruissaient en un frisson
rapide, tandis que les cimes, se balançant toujours, continuaient leur grand
murmure”.
Dans l’Averse, la narture n’est pas seulement un cadre nécessaire pour placer
les événements racontés, pour la vraisemblance du récit. A la fois moteur du
drame et support de l’écriture, elle joue ainsi le rôle d’un connecteur entre le
contenu et l’expression. L’auteur parle de la nature au moyen de la nature. Si la
nature est pour lui, en tant que narrateur, au coeur du destin des hommes, elle
lui fournit, en tant que scripteur, la fécondité imaginaire de ses éléments. La nature est doublement métaphoris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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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문화 연구의 탈경계적 지평과 재구성”
공동주최․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08.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3권 2호 발간

2015.12.12

제31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폭력의 정동과 노모스”
2015.12.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3권 3호 발간
2016.04.30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4권 1호 발간

2016.07.02

제32회 국내학술대회 (상명대학교)
“한국과 외국의 상호 문화수용과 쟁점”
2016.08.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4권 2호 발간
2016.10.29

제33회 국내학술대회 (인하대학교)

“인문주의와 인문교육의 현황 및 과제”
(공동주최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후원 : 한국연구재단
2016.12.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4권 3호 발간

2017.04.30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5권 1호 발간

2017.07.08

제34회 국제학술대회 (고려대학교)

2017.08.30

“한국의 사회문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재성찰”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5권 2호 발간

2017.12.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5권 3호 발간

2018.02.03

제35회 국제학술대회 (릿쿄대학교 이케부쿠로 캠퍼스)

2018.04.30

“윤동주 문학과 동아시아의 미래적 가치”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6권 1호 발간

2018.07.07

제36회 국내학술대회 (경희대학교)
“문학의 정치사회학의 국제적 변화 양상－문학연구와 인문사회과학의
새로운 접점을 모색하며”

2018.7.13-20 제37회 국제학술대회, (Adam Mickiewicz University, Poznan,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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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st International Asian Congress－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공동주최 : Adam Mickiewicz University, King Sejong Institute, Poznan
2018.08.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6권 2호 발간

2018.12.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6권 3호 발간

2019.04.20

제38회 국제학술대회(중국 산동대학교)
“한중 근대화 및 근대화 담론”
(공동주최 : 중국 산동대학교 동북아대학(한국학원))

2019.04.30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7권 1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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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한국학회

역대 회장 목록

고송무

카자흐스탄 알마티 사범대학교 한국어 교수

제2대

1992-1993

Baasanjav
Lakhva

국립몽골대학교 교수,
현재 몽고 울란토르대학교 한국학 교수

제3대

이여복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역사학 교수

제4대

김남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한국학 교수

제5대

현종민

Georgetown University 정치학 교수

제6대

김보희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제7대

김성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제8대

권영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9대

최동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0대

손종호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1대

이소희

한양여자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제12대

김승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3대

정명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4대

이철의

상명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교수

제15대

홍정선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대

1991-1992

1993-1995
1995-1997
1997-1999
1999-2001
2001-2003
2003-2005
2005-2007
2007-2009
2009-2011
2011-2013
2013-2015
2015-2017
201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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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한국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제비교한국학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실무를 관장하는 집행부가 있는 국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학제적 협조를 통해 한국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비교학적 측면에서

한국학의 독자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2.
3.
4.
5.

학회지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및 뉴스레터의 발간
연 1회 국내/국제학술회의 개최 (격년으로 해외 개최)
한국학 및 주변학 관련 학술서적의 출판
한국학에 공헌한 인사에 대한 포상 및 표창
기타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회원은 세계 각처에서 한국학 및 비교한국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명예회원) 본회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제7조(고문)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한국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
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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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 관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2.
3.
4.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상
상임이사(총무, 편집, 연구, 재무, 섭외, 출판) 약간명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는 회장단이 협의 지명한다.
2.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사업전반을 총괄한다.
제12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특히 총무이사
와 함께 해외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제13조(이사의 업무)

1.
2.
3.
4.
5.
6.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관리 및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발행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연구이사는 학회의 학문적 발전 전반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재무이사는 학회의 회계 관리 및 재정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섭외이사는 학회의 대외관계 업무를 전담한다.
출판이사는 학회지 배포 및 도서관 연계사업을 담당한다.
제14조(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제위원회) 본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이
사와 15명 내외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한국학의 제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국내외 학자들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요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회 의
제16조(구성)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제17조(총회)

1. 정기총회는 격년으로 (회장 임기만료 1년전) 한국에서 개최하고 차기회장과 감사
를 미리 선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 및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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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2.
3.
4.
5.

임원 선출
정관변경
예․결산의 승인
사업계획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19조(이사회)

1. 이사회는 제9조의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2.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
한다.
제20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사항

제5장 재 정
제21조(수입)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후원비
(3) 기타수입
2.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정관은 개정된 직후부터 시행한다.
3. 2015년 12월 1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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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작성 및 투고 규정

국제비교한국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의 논문
작성 및 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논문 투고 절차

1. 논문은 다른 출판물(단행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으로 한국학의 제분야 및 이
와 관련된 비교학적, 학제적 연구 내용이어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국제비교한국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게재는 회원당 연 1회로 제
한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회원의 논문도 게재
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 마감은 학회지 발행 2개월 전인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4. 논문투고는학회 JAMS 홈페이지(http://iacks.jams.or.kr)로접수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5. 논문투고자는연구윤리서약과논문저작권이양동의서의내용을확인하고동의해야하며
이를 포함한 국제비교한국학회 논문 투고 신청서를 학회 메일함(newiacks@empas.com)
으로 제출해야 한다.

6. 논문 투고자는 투고와 동시에 당해년도 연회비와 편당 6만 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평생회원(평생회비 : 300,000원)의 경우, 입회비, 연회비가 면제되며 심사료가 50%
감면된다. 게재가확정된논문은조판25면이내의경우게재료(비전임) 100,000원 / (전임)
150,000원을 납부한다. 교내․교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게재료 300,000원을 납
부한다. 조판 25면을 초과하는 경우, 1면당 10,00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7. 투고논문의분량은한국어논문의경우200자원고지120매내외로하며영어논문의경우
6,000～8,000 단어 내외로 한다. 다른 외국어 논문의 경우, 이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한글이나 영어 번역문(번역자는 투고자가 아니어도 됨)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 논문 작성

8. 투고 논문의 체재는 ① 논문제목, ② 성명과 소속, 직위, ③ 한국어초록과 주제어, ④ 본문,
⑤ 참고문헌, ⑥ 서양어초록(서양어 제목과 저자명, 소속기관명 포함)과 주제어의 순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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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며 각 주제어(Key-Words)는 5개 이상으로 표기한다. 서양어 논문의 경우, 서양어초
록을 앞에, 한국어초록을 뒤에 작성한다. 다른 외국어 논문도 서양어초록을 앞에, 한국어
초록을 뒤에 작성한다.

9. 한글초록의분량은공백포함200자원고지4매내외로하며서양어초록의분량은 200단
어 내외로 한다.
10. 투고 논문의 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11. 연구비 수혜사실은 투고 논문에는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첨가한다.
12. 원고 작성 시 글(HWP) 2002, MS Word 2003 또는 상위 버전을 사용한다.
13. 외국어논문은미국현대어문협회(MLA)에서발간한뺷연구논문필자를위한 핸드북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뺸에 제시된 규정을 따른다.
14. 한국어논문의경우다음의규정을참조하되, 그밖의사항은일반적인논문작성의관행을
따른다. (자세한 논문 작성의 예는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① 본문의 제목 번호는 1－(1)－①－㉠의 순서로 붙인다.
② 외국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준하여 한글을 적고 괄호 안에 원어를 적는다.
③ 논문, 작품은 ｢ ｣로, 저서, 학술지, 잡지, 신문은 뺷뺸로, 인용문은 “ ”로, 강조할 때는 ‘

’로 표시한다.
④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항목들에 맞추어 작성한다.
㉠ 저서는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쪽 순으로 표시한다.
㉡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연도,

쪽 순으로 표시하며, 단행본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서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쪽 순으로 표시한다.
㉢앞의주석에서다루어진문헌을다시언급할때는‘저자명, 앞의책/글, 쪽’의형식으

로 쓰되 서양서의 경우 ‘저자명, op. cit., p.(pp.)’를 쓴다. 다만 동일한 문헌을 언급한
주석이 연이어쓰일경우저자명을생략하고‘위의 책/글, 쪽’의형식으로, 서양서의
경우 ‘Ibid., p.(pp.)’의 형식으로 쓴다.
⑤ 참고문헌은 한, 일, 중, 기타의 순서로 배열하며, 인용면을 밝힌다.

15. 본 학회지에 수록된논문중에서 학제 간융합연구의 특성상특정학문분야에서통용되고
있는 각주 및 참고문헌의 형식에 따라야 할 경우 이를 존중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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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논문 심사를 통해 연구 활동의 질을 높이고, 학회
차원에서 한국학 및 제 학문 간 비교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제2조 심사 대상

1) 학회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2) 특집 및 기획 등 학회의 의뢰에 의해 투고된 논문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제3조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

1)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주제와 관련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3) 심사의뢰 시 심사자가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한다.
제4조 심사

1) 심사 위원은 논문 심사서에 명시된 아래의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 이를 종합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 상세 의견을 기재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반려 이유가 포함된 학문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5일 이내, 재심의 경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게재 여부 결정 및 조정

1)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 최우선 순위로 한다.
2) 심사위원 3인 중 1인 이상이 ‘게재 가’로,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이
1항의 차순위가 된다.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택한다.
3)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2항의 차순위가 된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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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게재’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택한다.
4)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로, 1인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이 3항의 차순위가 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가 검토하여 판단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택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은 새로운 심사위원이
재심하여 판단한다.
5)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로,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재심하여 판단한다.
6)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하지
않는다.
7) 수정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서를 참조하여 수정을 이행하고, 이행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결정한다.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와 투고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이월
게재할 수 있다.
8)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최종 판정이 ‘수정 후 재심’으로 내려졌을 때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는데, 이때투고자가10일이내에수정보완및재심청구의사를밝히지않는다면편집
위원회는 해당논문의 최종 판정을‘게재불가’로확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추가 통보한다.

제6조 이의 신청

1) 투고자는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게재 여부를 통고받는다. 논문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를 거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진행한다.
제7조 교정 및 학회지 발간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을 위해 1회 교정쇄를 전달받는다. 이때 투고자는 출판에 필요
한 교정 처리를 하는데, 원 논문의 내용을 새롭게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
이한 경우 할당된 지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
2)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은 연 3회 발행하며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3) 논문은 외국어 작성 논문, 한국어 작성 논문의 순으로 게재하며, 전공별로는 언어학, 문학,
사학, 철학, 사회학, 정치학, 기타 전공의 순으로 한다. 외국어 간이나 기타 전공 간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동일 전공 안의 게재 순서는 필자 이름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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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내 다른 학회들의 일반적인 관행과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부칙

(시행 및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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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요지서

10

8

6

4

비고

2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작성의 성실성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논문주제의 창의성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 (기대효과)
논문초록의 적합성
기타 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무(10)

유(0)

총점
논문 제목

심사
요지

게재가능 ( )
평가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 ( )

게재 불가 ( )

심사구분 : 게재가(80점이상), 수정후게재(79～60점), 수정후재심(59～50점), 게재
불가(50점미만) *가급적 심사구분 기준총점을 참조해 평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 년
소속

직급

월

일
심사위원

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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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비교한국학회(I.A.C.K.S)의 학회지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
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
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
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을 제목만 변경해 발표하거나 논문 내용
의 일부를 아무런 표시 없이 다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
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
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국제비교한국학회에게
알린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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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국제비교한국학회의 위원회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과 자문에 응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소속 및 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학회장이 위촉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 예비조사
④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본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의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

345

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
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고자의 출신 학부 및 소속 학교가 아닌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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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

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
는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학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
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

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3. 해당 게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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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증거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판정)

위원회는최종 보고서의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이를 제보자와피조사자에게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
여 논문 취소 및 투고 제한 조치를 취하고,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및 국제비
교한국학회(I.A.C.K.S)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① 부정행위
②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자문
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장 기 타
제18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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