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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이번 호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서는 특집기획 ‘김현의 비
평과 글쓰기 – 김현 30주기 특집’에 김현 연구의 깊이를 더하는 세 편의 논문
을 싣는다. 이 논문들은 2020년 8월 12일 본 학회가 한국불어불문학회, 연세
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와 함께 주최
한 학술대회 ‘김현 30주기 추모 학술대회 – 김현의 프랑스문학 연구와 한국
문학 비평’에 발표된 글들이다. 한국문학 비평과 프랑스문학 연구에 막대한
유산을 남긴 김현의 30주기를 맞아 기획된 이 학술대회에서는 프랑스문학자
이자 한국문학 비평가이며, 동시에 한국문학사가이자 문학이론가였던 김현
을 프랑스문학과 한국문학 양쪽에서 동시에 접근함으로써 김현 연구의 총체
성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서는
지난 호에 이은 연속 특집기획으로 이 학술대회 발표문들을 연이어 수록한다.
정명교의 ｢비판의 요건으로서의 교양과 실증 그리고 윤리 – 곽광수 교수
의 김현 비판 검토, 혹은 김현의 서양이론 변용 알고리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샘풀이｣는 김현의 서거 3개월 후 발표된 곽광수의 김현 비판을 검토하
면서, 해당 저작이 김현의 외국문학 이해에 대한 잘못된 접근은 물론이려니
와 김현의 문학 이론 자체를 곡해하는 풍토를 조장하는 데 한몫을 한 셈이
되었다고 논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곽광수의 김현 비판 속에 나타난
논증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반박함으로써 김현의 문학이론 전반
에 대한 온당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자 했다.
오형엽의 ｢문학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상호 침투적 종합 – 김현 비평 방법
론의 방향성｣은 김현 비판의 성좌를 전체적인 구도에서 조망하여 세부를
관통하는 비평 방법론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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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국문학 연구와 한국문학 연구 사이의 상호 침투적 종합, 문학이론, 문학
사, 실제비평의 상호 침투적 종합이라는 두 가지 층위의 논의를 매개로 삼아
김현 비평의 초기-중기-후기에 대한 순차적 고찰을 수행함으로써 중요한 특
이성들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상호 침투적 종합이라는 핵심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조강석의 ｢문학의 고고학적 귀납과 보편 – 김현 초기 시 비평 연구｣는
김현 초기 시 비평의 위상과 면모를 당대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현재적 관점에 투영하고자 하였다. 김현 초기 비평의 중요한 문제의식들이
선험적, 경험적인 것에 대한 사유로부터 촉발된 귀납적 보편에의 요청, 그리
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문학의 고고학에 초점을 맞추어 1967년 발표된
｢시와 암시 – 언어파의 시학에 관해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김현의 여러 논의가 결국은 귀납적으로 구체적 실천들에 주목하
고 이를 통해 실천들로부터 추상되는 보편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시도의 일
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은 2015년 하반기부터 ‘비교한국학의
쟁점과 전망’란을 통해 비교 연구의 관점에서 한국학 연구를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논문, 혹은 한국학 연구의 전망을 갱신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기획
하거나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 ‘비교한국학의 쟁점과 전망’의 주제는 ‘식민
지기 한국학과 혼성성hybridity’으로, 육령의 ｢이시카와 다쿠보쿠 ｢끝없는 토
론한 뒤｣의 한중 수용양상 – 김기진과 주작인의 경우를 중심으로｣와 허의
진･안숭범의 ｢뺷영화조선뺸 창간호에 나타난 ‘조선영화’ 담론의 “혼성성”｣
이라는 두 편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육령의 논문은 다쿠보쿠의 ｢끝없는 토론
한 뒤｣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수용양상 비교를 통해 김기진과 주작인의 시
속에 나타나는 브나로드 운동에 대한 이해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번역과 수
용, 나아가서는 변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성성을 섬세하게 추적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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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였다. 허의진·안숭범의 논문은 1930년대 영화인들이 세계영화계와
의 상상적 관계를 통해 조선영화의 가능성과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추적
함으로써 조선영화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논의 속에서 반영되는 혼성성의
양상을 논증하였다. 상기 두 편의 논문은 식민지 시기 한국학 연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와 수용, 변용과 창조라는 외래적 요소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식과 그를 통해 창출되는 다양한 층위를 들여다보는 데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비교한국학 리뷰’란에 실린 박성태의 ｢화병의 고고학 – 박성호, 최성민
저 뺷화병의 인문학뺸에 대하여｣는 학제간 연구를 통한 인문학의 확장과 심화
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통합의료인문학’을 표방하는 성과로 출간된 뺷화병
의 인문학뺸(2020, 모시는사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뺷
화병의 인문학뺸이 수행하는 한국학 연구 대상의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화병과 그에 관련된 대중문화 현상의 분석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
는지를 검토하면서, 이러한 시도가 지니는 의미를 높게 평가하는 한편으로
학제간 연구를 통한 새로운 방법론의 확보라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 한국학의 영역이 인문학 내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라는 새로
운 주제에 주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를 한국학의 ‘통합적인’ 주제
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어울리는 새로운 방법론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 뺷화병의 인문학뺸과 같은 시도가 지닌 의미와 한계를 섬세하
게 논증하였다.
이 외에 이번 호에 투고된 일반 논문들도 ‘비교한국학’이라는 본 학회의
문제의식에 여러 고민할 지점을 제기하고 있다. 백석의 산문과 시 속에서
만주 체류 시기의 영향관계를 분석해낸 고재봉의 논문, 노천명의 초기 시
속에 나타나는 세계관에서 식민지인이 겪는 정체성의 문제에 접근한 곽효환
의 논문, 고시조의 영어 번역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한국문학의 확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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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집중한 박진임의 논문, 채만식의 해방 직후 서술에서 나타난 사죄와
용서의 정념을 짚어낸 서희원의 논문, 조지훈의 학문 세계를 구성하는 한국
학의 성격을 정밀하게 고찰한 이재복의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풍부하게
재구성하는 데 많은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 소중한 원고를 투고해 주신 선생
님, 기획과 편집 과정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학술대회 ‘김현 30주기 추모
학술대회 – 김현의 프랑스문학 연구와 한국문학 비평’을 기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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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가 김현의 작고(1990년 6월) 3개월이 지난 후, 곽광수의 김현 비판이 발표되
었고, 여러 번 매체를 달리 하며 보완되었다. 곽광수 비판의 핵심 내용은 김현의 바
슐라르 이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곽광수가 바슐라르 연구의 권위자라는 평판에
힘입어서 이 비판은 국어국문학계에 널리 유포되었으며 김현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필자는 곽광수의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으나, 두 학자 모두에게 배운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니, 이 침묵이 결국은
김현의 외국문학 이해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넘어서 김현의 문학이론 자체를 곡해하
는 풍토를 조장하는 데 한몫을 한 꼴이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곽광수의
김현 비판이 잘못된 추론과 부족한 지식, 그리고 실증적 훈련의 미흡 등 기본적인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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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능력의 미달로 인해 잘못 출발하고 잘못 전개되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반박이 궁극적으로 김현의 문학이론 전반에 대한 온당한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국어국문학계의 외국이론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 김현, 곽광수, 바슐라르, 비판의 요건, 서양이론의 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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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성격과 발단
이 논문은 앞으로 이어질 연속적 연구의 빗장을 여는 역할을 한다. 우리
연구의 취지는, 김현의 변용 알고리즘, 즉 김현이 서양이론들을 수용하고
변용하여 자신의 비평이론 안에서 재편하는 논리 구조를 탐구하겠다는 것인
데, 그가 참조한 무수한 서양이론들 중, 김현이 공개적인 차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인용한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의 수용－변용을 첫 번째 탐구 제재
로 삼고자 한다.
한데 오늘의 글은 아주 사소하고도 예민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김현의 바슐라르 이해에 있어서 오독 혹은 자의적 해석이 있다
는 지적이 김현 사후 동년배 연구자에 의해서 제출되었는데, 그에 대한 해명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그것은 곽광수 교수
의 「외국문학 연구와 텍스트 읽기－김현의 바슐라르 연구 성과에 대하여1」
를 가리킨다. 이 논문은 김현 사후 낙성대 근처의 어느 장소에서 발표되었다
가2 뺷사대논총뺸에 실렸고, 다시 뺷문예중앙뺸 1992년 겨울호에서 대중 독자
들과 만났으며, 최종적으로 그의 저서 뺷가스통 바슐라르뺸(민음사, 1995)에 수
록되었다.
이 논문에서 곽광수 교수는 김현의 바슐라르 수용이 오독과 오역에 기인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상대방의 기본적 자질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고 있는 이 비판에는, 왜 이렇게
까지 해야만 했을까 라는 의심이 생길 정도로, 감정적인 격렬함이 넘쳐났다.
1
2

곽광수, 뺷가스통 바슐라르뺸, 민음사, 1995.
필자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곽광수 교수의 해당 발표에 토론자로 참여했었기 때문이다.
중앙대 영문과의 정정호 교수가 주관했던 1993년 8월의 어떤 심포지엄으로서, 낙성대 근처에서
있었던 것만 기억한다. 나의 토론문은 보관 중인 게 발견되어, 졸저, 뺷문신공방 둘－한국문학을
처 읽고 뜯어 읽고 스스럼 있이 꾀꾀로 새겨 넣다뺸, 역락, 2018에 「어떤 토론」이라는 제목으로
수록(385∼387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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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광수 교수의 극렬한 반응의 단초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다.
김현과의 공저인 뺷바슐라르 연구뺸(민음사, 1976)에 대해 박이문 교수가 쓴 서
평, 「自然과 意識과의 辦證法 ―뺷바슐라르 연구뺸를 중심으로3」에서 김현의
집필 부분을 서평자가 고평한 데 비해, 자신의 집필 부분을 주관적 감상의
차원으로 격하(그렇게 곽교수는 읽었다)시킨 데 대한 서운함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았던 것이다. 곽 교수는 그 서운함을, 그의 바슐라르 번역서 뺷공간의
시학뺸에서 ‘현상학’에 관한 각주를 달면서 무려 40쪽이 넘는 반박문을 쓰는
것으로 해소한 바 있다4.
그러나 필자는 이 반박문 자체는 다루려 하지 않는다. 문제의 세 분은 모
두 필자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들이다. 스승들 사이의 감정적인 문제
에 끼어든다는 것은 어쭙잖은 무례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곽광수
교수가 큰 선배가 되는 박이문 교수를 반박하면서, 그 불가피한 사정을 들었
던 것과 마찬가지로5 이 글 역시 불가피한 이유에 의해서 씌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곽광수 교수6의 김현 비판이 나온 이후, 국어국문학 쪽 연구자들
이 불어 독해 능력의 부재로 인해, 곽광수의 판단을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해
왔으며, 그러한 수용에 근거해서 김현의 서양이론 이해에 대해서 뿐만 아니
라 한국문학비평에 대해서까지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
문이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국어국문학계의 이상한 무람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이론에 대한 맹종과 외국어 해독 능력의 부재라는 엄청난 괴리
3

4
5
6

이 글은 『신동아』 1977년 4월에 발표되었다. 곽광수는 박이문의 저서, 『하나만의 선택』(문학과지
성사, 1978)에서 읽었다고 되어 있다. 박이문 사후 출간된 『전집』(미다스 북스, 2016)에서는 제
2권 『나의 문학, 나의 철학. 문학과 철학 넘나들기』에 수록되었다.
가스통 바슐라르, 뺷공간의 시학뺸, 곽광수 옮김, 민음사, 1989, 33∼73쪽.
같은 글, 같은 책, 73쪽.
이하, 논문의 객관성을 위하여, 호칭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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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자각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 괴리 속에서 국문학자들은 국내
에 나와 있는 번역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데, 번역과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발생하면,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된 가장 권위 있는 서양문학 연구자의
의견을 맹신하게 된다. 이런 태도가 전혀 학자적인 태도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외국이론의 내용을 점검하고자 한다면 그 외국어를 배우는 게 가장
좋다. 기초라도 익혀야 한다. 충분한 독해력을 쌓지 않았다 하더라도 논란이
되는 번역과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스스로 내려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외국어를 모른다면, 최소한 세계어의 역할을 하는 언어
들의 번역본을 참조해야 한다. 오늘날 학문장에서 세계어의 역할을 하는 가
장 힘 있는 언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의역 중심이라는 영어 번역의 관행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면서 직접 판단을 할 의무
가 연구자에게 있는 것이다. 또한 영어만큼은 영향력이 없지만, 세계에 널리
통용되는 작은 세계어들도 여럿 있다.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
어(프랑스어도 물론 여기에 포함된다) 등의 번역본 또한 참조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런 세계어 중 어떤 하나의 언어에 대한 능력도 없다면, 이는 실로 연구자로
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양쪽에는 경제
와 정치에 있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언어로도 엔간한 서양문학 이론서는 거의 번역된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언
어들만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 조사해 볼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이
중 어떤 방법도 응용해 볼 수 없는 국문학자라면 외국이론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될 경우, 그저 침묵하는 게 도리다. 외국이론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까지야 말릴 수 없다 치더라도, 그 논란에 관해서는 개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술을 갖추지 못한 국문학자들이 여기저기
끼어들어 마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다.7 게다가 국문학에 관한 자부심으로

비판의 요건으로서의 교양과 실증 그리고 윤리 | 정명교 19

가득 차서 고성이기 일쑤이다. 필자는 옛날에 ‘자본주의 이행 논쟁’이 일어났
을 때, 거기에 참여한 일본인 학자, 다카하시 고하지로(高橋幸八郞)의 논문에서
발휘된 인용방식을 보고 크게 감동한 적이 있다. 그는 텍스트의 원어본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서양의 독자를 배려하여, 자신이 쓴 일본어는 서양어
발음 표기와 서양어 번역을 병기하였다. 아래는 그 예이다.

Georges LEFEBVRE. 《 Les Recherches relatives à la répartition de la
propriété et de l’exploitation foncières à la fin de l’Ancien Régime 》, Revue
d’histoire moderne, n° 14. Paris, 1928, p. 108 et passim : cf. Marc BLOCH,
Annales d’histoire économiqlle et sociale, vol. I, Paris, 1929, p. 100 ; Paul
RAVEAU, L’Agriculture et les Classes paysannes : la transformation de la propriété
dans le Haut-Poitou au XVle siècle, Paris, 1926, p.39-40, 116-118 ; Lucien
FEBVRE, Philippe Il et la Franche-Comté, 1911, p. 200 ; Henri SÉE, Histoire
économique de la France, vol. l, 1939. p. 125-126 ; J. LOUTCHISKY. La Petite
Propriété en France avant la Révolution et la vente des biens nationaux, Paris,
1897, p. 17-25. Sur tout ce qui précède, voir mon article. « Iwayuru nodo
kaïbo ni tsuité 》 (《 Essai historique sur l’affranchissement des serfs 》), Shigaku
Zasshi (Zeitschrift für Geschicluswissenschaft : après la guerre, Jounal of Historlcal
Science), vol. LI, Tokyo, 1940, nos 11-128.
7

필자는 그 사례들을 일일이 지적하지 않으려 한다. 특정인에 대한 지적이 나중에 몰고 오는
다양하고도 황당한 파장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이다. 신동재의 「김현의 ‘한국문학의 이념형’ 구체화
작업 연구－1971∼1977년의 저작을 중심으로」(뺷비교한국학뺸, 28-2, 국제비교한국학회, 2020.09)에
문제의 진술들이 다수 인용되어 있으니, 필요한 분은 참고 바란다. 덧붙여, 곽광수의 김현 비판의
출발점이 ‘감싸기’ 개념이었던 만큼 김현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에 대한 검토는 그의 ‘문학사론’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런 상식적인 순서도 모른 채로 뜬금없이 세상에
대한 고통을 ‘감싸는’ 비평적 태도에 대한 얘기로 나아가는 것은 해당 국문학자들이 김현의 글

8

전체에 대한 독서는 차치하고, 곽광수의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H. K. Takahashi, “La place de la révolution de Meiji dans l'histoire agraire du Japon 일본 농업사에
있어서 메이지 혁명의 위치”, Maurice Dobb et Paul-M. Sweezy (Ed), Du féodalisme au capitalisme:
problème de la transition II, traduit par Florence Gauthier et Françoise Murray (coll.: petit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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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용법은 세계의 모든 연구자들이 따를만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문학 연구자들의 인용 수준은 이 모델과는 상극의 위치에 있다.
이런 풍토 속에서, 김현의 프랑스 문학 연구의 바탕 자체를 의심하는 곽광수
교수의 견해는 아무런 비평적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되었고, 그로부터
희한한 추정적 해석들이 들쭉날쭉 솟아나고 있는 것이다.
김현의 프랑스 이론 수용 알고리즘을 분석하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해명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필자는 한국적 지식사회
의 관행에 비추어 선학이자 스승인 분들에 대한 언급을 삼가야 한다고 생각
했기 때문에 김현 서거 직후 제출된 곽광수의 일방적인 질타에 침묵을 지키
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방금 언급한 이상한 해석들이 남발되는 걸 방치
한 꼴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3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 비틀어진 상황을
계속 내버려 둔다면, 향후 김현의 서양 이론 수용이 중요한 밑받침을 이룬
김현의 문학이론은 확고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창조된 공상의 산물 혹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그럼으로써 김현
비평의 구체적 사례들만이 비평가 김현의 감각적 성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즉 김현의 실제 비평들에 작용한 이론들의 길항작용이 삭제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은 김현 비평의 모든 곳에서 작동한 그의 문학이론,
더 나아가 삶의 철학이 간단히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필자는 복잡한 인간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필자 역시 조만간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처지라서 필자마저 이 의무를 몰각하면, 나중에 이런 작업을 할 후학이 누가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불가피하게 붓의 방향을 이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독자 제현께서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maspero No. 197), Paris: Maspéro, 1977, p.36. 각주 18번.

비판의 요건으로서의 교양과 실증 그리고 윤리 | 정명교 21

2. 곽광수 비판의 출발에서의 문제
곽광수의 김현 비판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환원을 연역으로 혼동하였다.
둘째, 바슐라르의 과학철학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감싸기’를 바슐라르
의 핵심개념으로 내세우면서, 바슐라르의 과학철학과 상상력 이론을 똑같은
원리로 이해하는 왜곡을 범하였다.
셋째, 이러한 오류의 바탕에는 김현의 오독 혹은 오역이 놓여 있으며, 그
의 오역은 사방에서 발견된다.

필자는 이 세 가지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추찰(推察)의
순서를 위와 같이 정한 내역을 밝힐 필요가 있다. 곽광수 교수의 출발점은
김현이 바슐라르의 ‘감싸기’ 개념을 특별히 내세웠다는 데에 있다. 한데 곽교
수는 ‘감싸기’ 개념이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에 비해 모호한 데가 있다면서,
그것을 김현이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근거를 찾아가기 위해,
연역/환원의 문제에 착안하였다. 따라서 곽광수의 김현 비판은 연역(환원)의
착오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다루기 전에 짚고 나갈 것이 있다. 곽광수 문제제기의 출발
점이 명쾌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 곽광수는 ‘감싸기’ 개념부터 거론했을까? 필자의 짐작으로는, 그가 생
각하기에 그 개념이야말로 김현식 바슐라르 수용의 기본 약점이었지만, 막
상 그 개념을 살펴 보니 딱히 비판할 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걸
김현의 약점이라고 생각한 것은 ‘감싸기’가 바슐라르의 핵심 개념이 아니라
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것이 바슐라르의 핵심 개념이든 아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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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싸기에 대한 김현의 풀이에서 특별한 오류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감싸기를 풀이하기 위해 동원된 도구 개념들에 눈을 돌렸고,
거기에서 오류를 찾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개념을 놓아 두고 도구 개념으로 바로 가는 건 불가능하므로,
그는 일단 감싸기 개념이 ‘모호하다’는 모호한 단서를 달고 그것에 의지한다.
그는 김현이 설명하는 감싸기 개념이 쿤의 패러다임에 비해 ‘모호하다’고
전제한 후9 김현의 설명이 부실하다고 비판한다. 곽광수가 인용한 김현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그는 과거의 모든 생각을 그것 나름의 이유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귀납적
관점에서는 그것은 현대사상과 단절되어 있지만 연역적 관점에서는 현대사상
은 과거의 것을 확장ㆍ포함하는 것이다10.

이 인용을 두고 곽광수는 두 가지 지적을 한다. 첫째, “과거의 모든 생각
[이] 그것 나름의 이유를 갖는”다는 진술은 “다분히 예지적인 명제, 가치판단
적인 명제”로서, 이 명제가 “논리적 추론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논리적 오류의 함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연역’이라는
용어가 오류라는 지적이다. 두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잠시 후 살필 예정이니
유보하고 첫 번째 지적만 보자.
곽광수의 이 지적은 비판자의 ‘맥락 이해력’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자아낸
9

그가 무엇을 가지고 모호하다고 생각한 건지 확실하지 않다. 쿤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반면, 이중의

10

아니면 그는 실제로 그 복잡성에서 이해의 곤란에 봉착한 것일까?
곽광수의 글 「외국문학 연구와 텍스트 읽기」, 뺷가스통 바슐라르뺸, 민음사, 1995 215쪽; 곽광수ㆍ김
현 공저, 뺷바슐라르 연구뺸, 민음사, 1976, 142쪽; 김현 전집 제9권, 뺷행복의 시학/제강의 꿈뺸,

작용을 가진 감싸기가 더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그 복잡하다는 것에 대해 잘못 용어를 쓴 것일까?

문학과지성사, 26∼27쪽. 앞으로 빈번히 인용하게 될 위 세 책을 다음과 같이 약기하기로 한다.
곽광수의 뺷가스통 바슐라르뺸=‘곽’; 곽광수ㆍ김현 공저, 뺷바슐라르 연구뺸 중, 김현의 뺷행복의 시학뺸
=‘김행’; 김현 전집 9권 중 뺷행복의 시학뺸=‘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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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문장은 전체 문단을 고려할 때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진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곽광수는 위 인용문의 앞을 잘라 없앰으로써, 김현의 진술
을 그 스스로(거의 고의적으로) 모호하게 만들었다. 실제 인용문을 다시 들여다
보면 앞을 보충해서 이렇게 읽어야 맥락이 보인다.

바슐라르 과학사상의 특이성은, 그 비유크리트 기하학과 비뉴우톤 物理學이
유크리트 기하학과 뉴우톤 기하학[=물리학의 오기로 보임－인용자]의 이론에
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전연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다시 말해서
그 사이에 斷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기하학과 物理學이 전연
과거의 것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의 확장이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는 데
있다. 그는 과거의 모든 생각을 그것 나름의 이유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귀납
적 관점에서는 그것은 현대사상과 단절되어 있지만 연역적 관점에서는 현대사
상은 과거의 것을 확장ㆍ포함하는 것이다.

이 진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현대 사상은 과거 사상으로부
터의 단절이면서 동시에 과거 사상의 확장이다; (2) 과거 사상과 현대 사상은
각자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3) 각각의 자율적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두
사상 사이에는 단절이 있다; 그러나 확장된 우월 체계의 관점에서 내려다
보면, 과거 사상은 현대 사상의 하위 단위로 포함된다.
이런 이해에 근거하면, “그는 과거의 모든 생각을 그것 나름의 이유를 갖
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결코 “다분히 예지적인 명제”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상들은 저마다 자율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율적 체계에는 그
존재의 까닭이 있다, 는 사실판단적인 진술이다. 따라서 이는 당연히 “논리
적 추론”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바슐라르의 이런 관점을 그만이 창안한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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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비슷한 아이디어가, 바슐라르가 자신의 정신적 스승으로 삼았던
프로이트에게서 이미 있었다. 다만 그 당시만 해도 프로이트의 혁명적인 생
각이 거의 이해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바슐라르는 그것을 명석하게 간파하
여, 자신의 과학 철학에 응용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의 제자인 알튀세르에게
전수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프로이트의 혁명적 창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 기관의 존재태를 ‘이드’, ‘자아’, ‘초자아’로 나누
고, 그 각각의 부문들을 공히 ‘인스턴스instance’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프로이
트는 처음 이 세 부문에 체계system라는 용어를 붙였는데, 그것은 그가 각각
의 부문들이 자율적인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런데 곧 이어서 각 부문 사이에 길항관계가 작동하고 있으며, 그 길항작용을
통해 그 부문들이 계층적인 영향 관계에 놓인다는 사실을 유념하게 되면서,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가령 이드의 충동이 초
자아의 검열에 걸려서 좌절하게 되자, 이드로부터 자아가 튀어나와, 초자아
의 검열(현실원칙)을 수락해서 이드의 충동을 변형하되, 그 변형 속에 이드의
쾌락원칙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계층적 길항 작용에 착안한
이후 프로이트는 ‘시스템’ 대신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더 사용하게 되는데,
인스턴스는 바로 법원의 3심 제도(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각 심급)의 용어였
던 것이다.11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슐라르는 프로이트의 이 가르침으로부
터 각 체계들의 자율성과 동시에 이 자율적 체계들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
11

Freud, Le moi et le ça(1923), Sigmund Freud, Œuvres complètes, Psychanalyse－1921-1923: Psychologie
des masses/ Le moi et le ça/ Autres texte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1. 특히 마지막 절 「자아의
의존관계 Relations de dépendance du moi」 (pp.292-302) 참조. 프로이트는 그의 대표적 저서,
뺷꿈의 해석뺸(1900)에서부터 ‘시스템’과 ‘인스턴스’라는 두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가 1923년 위의 글에 와서부터 시스템보다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Roger Perron, “Instance” in Alain de Mijolla (direc), Dictionnaire Internationale de la Psychanalyse
(A-L), Paris: Calmann-Lévy, 2002, pp.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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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주고 받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상관성을 배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 상관
성을 사상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과거 사상의 주요 요소들을
취득해서 재배열하는 현대 사상의 작동을 머리 속에 선명히 그려볼 수 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이러한 바슐라르의 생각은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구조적 마르크스주의자 알튀세르의 사상에 영향을 미쳐, 그가 빈번히 사용
한 “최종 심급에서 à la dernière instance”, “정치적 심급instance politique은
지배하고dominer 경제적 심급instance économique은 결정한다déterminer.” 등의
발언에서의 ‘심급instance’이 바로 프로이트에게서 연원했던 것이다.
또한 곽광수가 ‘감싸기’의 모호성을 지적한 후에, 그에 대한 김현의 설명이
저 절단된 인용문 밖에 없다고 했지만, 실은 아주 여러 번의 설명이 이미 있었다.
김현은 앞의 인용문이 있기 10쪽 전에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객관적 진리는 그러나 언제나 다시 교정된다. 그것이 교정된다고 해서 그것
이 완전히 무용하게 invalide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보다 큰 체계 속에 새롭
게 흡수된다.* 하나의 예를 들겠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그러나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그것은 오히려 곡선이다.
그 경우 유클리드 기하학의 그 공리가 완전히 무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
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극히 축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공리이다.12

이 대목은 감싸기에 대한 정확한 사례 설명이다. 김현은 *표 부분의 각주
에서 “후에 기술될 감싸기 개념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김현의 감싸
기 개념에 대한 본격적 설명은 앞의 곽광수 인용 다음에 바로 이어져 있다.
김현은 비유크리트 기하학/유크리트 기하학에 대한 바슐라르의 설명을 인용
한 다음, 바슐라르가 그것을 “發展développement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감싸기
12

김행:132쪽; 김9: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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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eloppement라고 부른다13”고 부연하고 있다.
그에 해당하는 바슐라르의 진술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on voit qu’il n’y a pas développement des anciennes doctrines vers les nouvelles
mais bien plutôt enveloppement des anciennes pensées par les nouvelles14.

뺷신과학 정신뺸에서 명사로서의 ‘감싸기’는 이 사례가 유일하다. 그리고
동사형으로 표시된 경우가 한 차례 있다. 즉 이 저서에서 이 어휘는 드물다.
그러나 위 문장의 내용은 의심할 나위 없이 바슐라르의 과학철학적 입장의
핵심을 명료하게 가리키고 있다. 저자는 développement vs. enveloppement으로
운율을 맞춤으로써, 그 어휘에 대한 느낌을 생동화하고 있기까지 하다. 더욱이,
그의 다른 과학철학서에서도 이 단어는 발견된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뺷과학 정신의 형성15뺸에서 10회, 뺷현대 물리학에서의 공간체험16뺸에서 8회,
뺷농의 철학17뺸에서 4회, 뺷근사적 인식에 관한 에세이18뺸에서 4회, 뺷합리주의적
가담19뺸에서 2회, 뺷지속의 변증법20뺸에서 2회, 뺷순간의 직관21뺸에서 1회, 뺷합리
적 물질론22뺸에서 1회 나온다. 또한 이 어휘는 그의 상상력 이론에서도 아주
13
14

김행:143쪽; 김9:27쪽.
Gaston Bachelard, Le nouvel esprit scientifique (coll.: Quadrige No. 47),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34; 10e édition; 1968, p.48. 여기에서 인용된 판본은 P.U.F, 1934년간 원본을 모태로
한 1968년 10쇄본이다. 김현이 참조한 책은 Alcan, 1934년을 원본으로 한 1973년 제 12쇄 본이다

15

16
17

18
19
20
21
22

(김9:166쪽). 쪽수에서 차이가 있다. 김현 인용에서는 62쪽으로 나온다.
Gaston Bachelard, La formation de l’esprit scientifique. Contribution à une psychanalyse de la connaissance
objective., J. Vrin, 1967(1934)(괄호안은 초판본 연도, 이하 같음.)
Gaston Bachelard, L’expérience de l’espace dans la physique contemporaine, Librairie Félix Alcan, 1939.
Gaston Bachelard, La philosophie du non: Essai d'une philosophie du nouvel esprit scientifique, P.U.F.,
1966(1940).
Gaston Bachelard,
Gaston Bachelard,
Gaston Bachelard,
Gaston Bachelard,
Gaston Bachelard,

Essai sur la connaissance approchée, J. Vrin, 1969.
L'engagement rationalist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2.
La dialectique de la duré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0(1950).
L'intution de l'instant, Éditions Gonthier, 1932.
Le matérialisme rationnel, P.U.F., 197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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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쓰인다. 뺷대지와 휴식의 몽상23뺸에서 14회,뺷물과 꿈24뺸에서 12회,뺷공
기와 꿈25뺸에서 11회,뺷꿈꿀 권리26뺸에서 10회, 뺷불의 정신분석27뺸에서 7회,
뺷공간의 시학28뺸에서 7회, 뺷대지와 의지의 몽상29뺸에서 6회, 뺷시학과 몽상30뺸에
서 1회, 뺷‘불의 정신분석’ 낙수31뺸에서 1회 나온다.
이 회수는 ‘감싸기’가 바슐라르적 사유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바슐라르를 많이, 여러 번 읽었을
곽광수는 이러한 사실에 눈감은 것일까? 아니, 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뺷신
과학 정신뺸에서 ‘감싸기’ 개념이 명료히 설명되고 있는데도, 곽광수는 그건
외면하고 조금 엉뚱한 대목을 자의적으로 잘라서 인용함으로써, 이 감싸기
개념이 모호하다고 왜 강변했던 것일까? 요령부득이다.

3. 곽광수 비판의 요목
이제부터 앞의 순서에서 정한대로 곽광수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연역인가 환원인가?
앞에서 김현이 동원한 감싸기 개념이 모호하다고 한 후 그에 대한 김현의,

23
24

25
26
27
28
29
30
31

Gaston Bachelard, La terre et les rêveries du repos, Paris: Librairie José Corti, 1948.
Gaston Bachelard, L'eau et les Rêves-Essai sur l'imaginaire de la matière, Paris: Le Livre de Poche,
2012(José Corti, 1942).
Gaston Bachelard, L'air et les songes: Essais sur l'imagination du mouvement, José Corti, 1990(1943).
Gaston Bachelard, Le droit de rêver,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0.
Gaston Bachelard, La psychanalyse du feu, Gallimard, 1992(1949).
Gaston Bachelard, La poétique de l'espac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7.
Gaston Bachelard, La terre et les rêveries de la volonté, Paris: José Corti, 1948.
Gaston Bachelard, La poétique de la rêveri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0.
Gaston Bachelard, Fragments d'une poétique du feu,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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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또한 모호하다고 그가 주장한 인용문을 들고는, 곽광수는 난데없이 인용
문 속의 ‘연역’이라는 어휘에 시비를 걸고 나왔다. 그 시비는 두 개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역déduction’이라는 어휘는 뺷신과학 정신뺸에서 나오
지 않는다. 둘째, 문맥상으로 보아, ‘연역’이 아니라 ‘환원’이 맞다. 첫 번째
비판에 해당하는 곽광수의 진술을 인용한다.

뺷신과학정신뺸, p.46의 기타 부분, 그리고 그 전후의 p.45, p.47을 모두 살펴
보아도, déduction〔연역〕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32.

그리고 환원을 연역으로 오독했다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필자[=김현을 가리킴-인용자]는 아마 réduction 〔환원〕을 déduction 〔연역〕
으로 잘못 읽은 것으로 생각된다. / 문제의 참조처는 뺷신과학정신뺸의 p.46인데,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따라서 고전 물리학의 사상에서 상대성이론의 사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초월적인 귀납 induction transcendante 을 따라가는 것이지 범위를 확대하는
귀납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물론 그러한 귀답이 있은 다음에, 환원에 의해 par
reduction 뉴턴의 과학을 되찾을 수는 있다. [… 중략 …] (졸역[=곽광수－인용자)

짐작건대, 귀납에 대구적으로 연역을 연상하고 reduction을 déduction으로
읽었을 것 같은데, 〈귀납〉에 단절을 뜻할 수 있는 〈초월〉이 바로 붙어 있고,
〈환원〉(즉 필자의 오독으후는 〈연역〉)에 〈확장ㆍ포함〉의 뜻(〈아인슈타인의 범
천문학〉)이 문맥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 짐작은 틀림없을 것 같다33.
32
33

곽: 218쪽.
곽: 216∼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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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술은 앞서의 김현의 인용문 중, “귀납적 관점에서는 그것은 현대사상
과 단절되어 있지만 연역적 관점에서는 현대사상은 과거의 것을 확장ㆍ포함
하는 것이다”에서 귀납/연역의 개념 대칭이 맞는지 의심하다가 곽광수가 짐
작한 내용이다. 그래서 가운데에 인용된 바슐라르 저서 중의 대목34은 김현
이 참조한 것이 아니라 곽광수가 김현이 참조했으리라 짐작하고 인용한 것
이다. 그가 그렇게 짐작한 것은 ‘연역’이란 단어를 뺷신과학 정신뺸에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앞의 주 32)번 인용문).
그렇다면 정말 연역이 나오지 않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곽광수는 아마도
뺷신과학정신뺸에서 자신이 문제 삼은 대목의 앞 뒤 한 두 페이지만 겨우 읽은
것 같다. 왜냐하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연역déduction’은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일반적인 사유구성에 있어서나 이처럼 특별한 지점에 대해서나,
우리는 고전 물리학의 재료들을 상대론적 재료의 특별한 예로서 쉽게 재발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전물리학 자체의 수학을 제거하고 그것이 짜놓은 복
잡한 논리가 제공하는 촘촘한 이론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제거를
통해 단순화된 실재, 단순한 논리rationalisme가 남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거를 통해서 아인슈타인 역학으로부터 뉴톤 역학을 ‘연역’해내게déduira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의 연역la déduction inverse은, 전체적으로나 세목
에 있어서나, 결코 구축해볼 수가 없다.35

또한 이러한 방식의 연역에 대해서 바슐라르는 책의 앞부분에서 ‘열린 연
역’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34

35

이 대목은 곽광수가 인용한 텍스트에서는 p.47로 되어 있는데, 필자가 가진 책에서는 p.37에
나온다.
Gaston Bachelard, Le nouvel esprit scientifique, op.cit.,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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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우리는 [로바체프스키의 ―모순되는 것을 포괄하는― 연역의 연쇄를 통
한 확장 작업에서] 모순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체없이 ‘열린 연역une
déduction ouverte’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제
가 모순적으로 다루어지면 곧바로 모순성이 표출되기 마련인데, 로바체프스키
변증법으로부터 도출된 연역적 작업oeuvre déductive은 [오히려] 점차적으로 독
자의 정신 속에서 단단히 굳어진다. 심리적으로, 로바체프스키의 모순도, 유클
리드의 모순도 짐작할 이유가 이제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평화
équivalence는 나중에 클라인과 푸앙카레의 작업 덕택에 정당한 것으로 자리잡
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심리의 영역에서는 그것은 이미 작동하는 것이다36.

이 인용문에서 우리는 연역이 ‘신과학 정신’의 핵심 작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더군다나 위 인용문에서도 이미 전제된 것이지만 이 연역은 계속
되는 연쇄를 통해서 점점 더 인식의 수준을 확장시키게 된다. 다음과 같은
바슐라르의 진술은 그런 관점을 정확히 보여준다.

왜 데카르트와 모든 내적 필연성의 옹호자들은, 결정적 계기가 벽에 갈고리
를 단단하게 박는 순간이 아니라, 거기에 연역들의 연쇄la chaîne des
déductions의 첫 고리를 거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까?37

어느 한 체계가 그 자체로서 완결성을 굳히는 것이 아니라, 그 완결성을
발판으로 새로운 체계들이 생성되는 계기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생성
의 과정 자체가 ‘연역들의 연쇄’가 발생하는 과정이다. 이 구체적 과정은 김
현이 바슐라르에게서 발견한 또 다른 용어, 즉 “계속적인 끼워맞추기les
emboîtements sucessifs38”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계속적인 끼워맞추기야말로
36
37

ibid., p.25.
ibid.,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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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싸기의 연속성, 역동성을 가리킨다. ‘감싸기’가 문학사의 이론으로 나아가
게 되는 필연적인 소이가 여기에 있다.
이상으로 바슐라르에 뺷신과학 정신뺸에 ‘연역’이 나오지 않는다는 곽교수
의 실증 조사가 허구임을 충분히 밝혔으리라 생각한다. 오히려 연역은 바슐
라르 사상의 핵심 개념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제 곽광수가 뺷신과학 정신뺸에 연역이라는 어휘가 부재한다고 오해한
후에, 김현이 ‘환원réduction’을 ‘연역déduction’으로 잘못 읽었다고 주장한 대
목을 살펴보자. 연역을 그가 못 찾아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발생했다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 그것은
바슐라르 인식론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가리킨다. 그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곽광수는 연역이라는 단어에 의심을 품은 상태에서 상식적인 귀납/
연역의 정의를 살핀다. 그리고 이런 대비가 바슐라르 인식론을 부각시키는
일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39. 그리고 이 단언에 이어, 김현이 환원을 연역
으로 잘못 읽었다는 억측을 하게 된다.
우선 곽광수가 말한 ‘환원’이 바슐라르 ‘연역 작업’의 당연한 절차임을 지
적하기로 하자. 우선 곽광수가 인용하고 있는 바슐라르의 대목을 다시 한
번 읽어보자.

고전 물리학의 사상에서 상대성이론의 사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초월적인
귀납 induction transcendante 을 따라가는 것이지 범위를 확대하는 귀납을 따라
가는 게 아니다. 물론 그러한 귀납이 있은 다음에, 환원에 의해 par réduction
뉴턴의 과학을 되찾을 수는 있다.40

38
39
40

ibid., p.48; 김행:143쪽; 김9:27쪽.
곽:216쪽.
곽:217쪽. 앞의 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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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다음과 같다.

On suit donc une induction transcendante et non pas une induction amplifiante
en allant de la pensée classique à la pensée relativiste. Naturellement, après cette
induction on peut, par réduction, obtenir la science newtonienne.41

이 원문을 읽어보면 곽광수의 번역에 약간의 왜곡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제대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고전 물리학의 사유에서 상대론적 사유로 나아가는 것은, 초월하는 귀납이지
확대하는 귀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이런 귀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환원을 통해 뉴톤 과학을 (재)포획obtenir할 수 있다.

번역상의 차이의 핵심은 이렇다. 곽광수는 ‘초월’이란 어휘를 거의 이해하
지 못한 것 같다. ‘초월적’이라는 형용사로 번역하면 이 개념이 좀처럼 머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여기서의 transcendant(e)은 그 어원 그대로 “올라가며
뛰어넘는다franchir en montant, surpasser42”의 뜻을 가진 라틴어 transcendere에
서 온 동사 transcender의 현재분사(라틴어 어원: transcendens)로서 읽어야 한다.
즉 induction transcendante은 “단계를 뛰어넘으면서 이루어진 귀납”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단계를 뛰어넘는 작용은 어떻게 가능한가? 바
로 연역déduction의 개입에 의해서이다.
이 과정은 주 35)에 해당하는 바슐라르의 진술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 건
너가시기 불편한 독자를 위해 다시 한번 인용하겠다.
41
42

Le nouvel esprit scientifique, op.cit., p.37.
https://grandrobert.lerobert.com, (© 2017 Dictionnaires Le Robert-Le Grand Robert de la langue
française) transcendant(e)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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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도 일반적인 사유구성에 있어서나 이처럼 특별한 지점에 대해서나,
우리는 고전 물리학의 재료들을 상대론적 재료의 특별한 예로서 쉽게 재발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전물리학 자체의 수학을 제거하고 그것이 짜놓은 복
잡한 논리가 제공하는 촘촘한 이론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제거를
통해 단순화된 실재, 단순한 논리rationalisme가 남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거를 통해서 아인슈타인 역학으로부터 뉴톤 역학을 ‘연역’해내게déduira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의 연역la déduction inverse은, 전체적으로나 세목
에 있어서나, 결코 구축해볼 수가 없다43.

그리고 이 인용문에서의 ‘제거’가 곽광수가 인용한 대목의 ‘환원’과 동의어인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덧붙여, obtenir도 그 어원 obtinere의 뜻 그대로,
즉 “occuper, tenir fermement44”으로 읽어야 의미가 정확히 들어온다.
곽광수의 오류는 그가 귀납/연역의 바슐라르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개념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그
개념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연역의 개입을 통해서 귀납에 모순 요소들이 끼
어들기 때문이다. 이 사정을 간단히 풀이하면 이렇다.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에 의하면 각 과학 사상들은 자율적 패러다임들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
에는 연속성이 없다. 따라서 그것들은 저마다 다른 체계들이다. 그러나 그렇
다면 뉴톤 물리학과 상대성론의 차이는 그저 관점의 차이일 뿐인 게 된다.
혹은 둘의 적용 분야가 다른 것이 된다. 실제로 구체적인 적용분야는 많이
다르다. 편하게 말해, 고전물리학은 일상세계를 다루고, 상대성론은 거시 세
계를 다루며, 양자역학은 미시세계를 다룬다. 하지만 오늘날의 지식에서 볼
때, 상대성론이 일상세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대론이 계산
한 결과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너무나 미세해서 영향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43
44

Gaston Bachelard, Le nouvel esprit scientifique, op.cit., p.41.
https://grandrobert.lerobert.com, obtenir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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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거나, 몇 광년 거리를 이동하
면 그 효과가 나타난다. 표준 시계를 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수정하는가?
라는 점만 생각해도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상대론이
고전 물리학보다 더 앞서 나간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바슐라르의 감싸기 개념은 진보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필자는 생각
한다. 다만 진보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뿐이다. 즉 바슐라르식으로 보면
진보는 지식의 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생각의 관점과 구
조의 변환, 즉 토마스 쿤이 얘기했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 달라진 패러다임은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 패러다임과 단절을 긋는
다. 그 점에서 옛 패러다임과 새 패러다임 사이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
그것이 김현이 “귀납적 관점에서는 그것[=과거사상－인용자]은 현대 사상과
단절되어 있다”라고 기술한 대목의 의미이다. 그러나 새로운 관점이 더 앞서
나간 해석을 보여주면서 옛 패러다임의 재료들을 재편성한다는 점에서 보
면, 그 두 사상 사이에는 극복과 감싸기가 있다. 바로 이것이 김현이 “연역적
관점에서는 현대 사상은 과거의 것을 확장․포함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의
의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귀납적이라는 것은 “저마다 자체의 논리틀 안에서 보
자면”이라는 뜻이고 연역적이라는 것은 “상위 차원에서 확립된 고등 이론으
로 보자면”이라는 뜻이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b, c라
는 세 개의 이론이 있다고 하자. 각 이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마다 자기의
자율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이론은 각각 동떨어져 있다. 따라서 이론
의 분포를 우리는 이론={a, b, c}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중
c이론이 a, b이론의 결함을 해결한 상위 단계의 이론이라면, c에 의해서 a,
b가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때 이론은 현재의 수준에서 c가 대표적 이론이
되며, 이론의 분포는 이렇게 된다: 이론=c{a, b}. 요약하자면, 이론={a, b,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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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납적 관점에서 본 이론의 분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론=c{a,b}는 연역적으
로 세 이론을 재구성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작동을 귀납induction/연역déduction이라고 할 수 있을
까? 그것은 김현이 아니라 바슐라르가 직접 쓴 용어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원을 좇아 개념들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바슐라르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다만 이 자리는 바슐라르를 논하기에는 부적당하니, 더 이상의 논의는
중단하기로 한다.
여하튼 이로써 귀납과 연역에 대한 의문이 모두 해명되었다고 생각한다.
곽광수가 주장한 것처럼 ‘연역’은 부재하지 않고 오히려 바슐라르 인식론의
핵심 개념이며, 이를 김현은 정확히 포착하였다. 바슐라르가 의도한 바를
충분히 수용함으로써, 그 당시에는 아주 낯설었을(바슐라르의 정통 이해자인 곽광
수가 거의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그의 새로운 인식론을 완벽하게 해설하였다는

것이 “정확히 포착하였다”는 표현의 의미이다.

(2) ‘감싸기’는 범주 혼동인가?
지금까지의 논의로서 곽광수 비판의 부당함이 충분히 밝혀졌으리라 생각
된다. 여기에서 그만 중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나 이어지는 문제들은
바슐라르에 대한 이해에 약간의 도움이 될 듯하여 부연하기로 한다.
이미 앞에서 곽광수가 출발점에서 문제 삼은 ‘감싸기’의 모호성이 자의적
인 절단에 의한 상당히 고의성이 의심되는 곡해임을 밝혔다. 그런데 곽광수
는 ‘연역’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이어서 ‘감싸기’의 모호성을 좀 더 자세히
따지고 있다. 그의 문제 제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김현은 감싸기가 “바슐라르의 과학철학과 상상력”에서 똑같이 작용
한다고 보는데, 이는 범주 착오이다, 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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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김현은 감싸기 개념을 문학사 이론에 적용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모호성을 다시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
그런데 첫 번째 문제제기에서 곽광수는 두 가지 얘기를 혼동하여 뒤섞어
쓰고 있다. 그것을 구별하면 실제로 그의 문제제기는 세 가지가 된다.
(1) 첫째 중 하나. 과학철학은 “객관화” 작용이고, 상상력은 “가치부여 작용”
인데, 그 둘 사이에 감싸기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범주 착오이다, 라는 주장.
(2) 첫째 중 둘. 과학철학과 상상력 모두의 영역에서 감싸기가 일어난다고
김현은 주장하는데, 이는 범주 착오이다, 라는 주장.
(3)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문제 제기.
이제 이 세 가지 비판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1)에 대해서: 상상력이 과학적 진리를 감싼다는 말을 김현이 한 적이 있
는지 확실치 않다. 김현의 기본 생각은, 일반적인 과학적 사유가 오류로 본
것들을 바슐라르는 풍요한 상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발견이
다. 아마도 이 논지를 좀 더 밀고 나가면, 풍부한 상상력은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서의 과학적 인식을 낳을 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때 감싸는 것은 상상
력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상상력은 과학적 인식에 있어서 매개일
뿐이다. 김현이 거기까지 말했는지는 좀 더 꼼꼼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곽광수 스스로가 인용하듯이,45 과학적 인식과 상상력의 차이를
분별하는 선에 김현의 생각이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치부
여작용이 객관화를 감싸고 있다고 김현이 생각했다는 억측은 곽광수 스스로
가 부인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한 얘기를 할 수 있다. 바슐라르
자신이 상상력과 과학적 활동 사이에 ‘감싸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45

곽:220쪽; 김행: 188쪽,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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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관계는 나누기의 변증법이 아니라 감싸기의 변증법이
다. 가장 원초적 형태들 속에서 본 무의식이 자웅동체인 것은 바로 이러한 방향
에서다.46

아니무스(이성)와 아니마(감성) 사이에 감싸기의 변증법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바슐라르 스스로 범주를 넘나들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를 두고 곽광수의 비판을 단김에 반박했다고 말하지는 말자. 필
자가 보기에 여기에 작동하는 감싸기는 각 영역에서 일어날 차후의 감싸기
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이기 때문이다. 바슐라르의 이 진술의 의미는

사각형에 상징으로서의 가치들을 부여하며 사각형을 그리는 자는 한 도피처
를 건설한다.47

라는 진술을 통해서 짐작해 알 수 있다. 이 진술이 말하는 바는, 기하학적
사유는 상상력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여 새로운 인식을 낳는다는 것이다.
즉 여기에서의 감싸기는 각 영역에서의 고등 이론에 의한 감싸기를 위한
전작 단계로서 주어진 ‘근거 마련’을 뜻한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즉 영역들 각자에서 전개될 감싸기가 시작하기 위해서, 다른 영역에 의한
상대 쪽 이론의 질료들에 대한 재구성이 일어난다는 것이며, 이 재구성 작업
을 바슐라르는 차후에 일어날 감싸기 작업에 포함시켰으리라는 것이다. 사
후 결과를 미리 가정하고 감싸기라는 표현을 썼으리라는 것이다. 그 점에서
본다면 김현의 진술이 훨씬 명료하다.

46

47

가스통 바슐라르, 뺷대지와 휴식의 몽상뺸, 정영란 옮김, 문학동네, 2002, 167쪽; Gaston Bachelard,
La terre et les rêveries du repos, Paris: Librairie José Corti, 1948, p.148.
한역본, 불어본 모두 앞과 같은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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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철학에서 얻어진 성과는 상상력 연구에서 폭넓게 수용되며, 상상력 연구
에서 얻어진 결과는 과학철학에 섬세하게 적용된다. 그가 아니무스의 작용이라
고 부르고 있는 이성과 아니마라고 부르고 있는 상상력은 서로 대립ㆍ상호 배
제적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투ㆍ상호보족적 역할을 하는 인간의식 활동
acte de conscience 의 안팎인 것이다48.

이 삼투ㆍ상호보족이 없으면 실제 감싸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중
에 푸코가 ‘바깥으로부터의 사유’라고 명명할 활동이 과학적 인식과 상상력
양 부면 각각에서 상대방을 향하여 작동할 때만 각 영역의 자율적 체계들은
저의 고집스러운 폐쇄성으로부터 벗어나 더욱 진전된 패러다임을 향하여 도
약을 하는 것이다.
(2)에 대해서: 곽광수의 ‘감싸기’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곽광수의 견해는 단호하고 단순하다. 그는 ‘감싸기’ 개념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김현의 진술을 들여다보다가 김현이 “과학철학과 상상력 연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칙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것을 범주착
오라고 비판한다.

여기서 어떻게 사실과 가치라는(이 두 말의 가장 탁월한 의미에 있어서) 아
주 다른 두 분야가 같은 원칙에 지배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이 의문이 풀리지 않고서는 그 유추관계는 언제까지나 경험척인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원자물리학에서 그가 얻어낸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행복」,
p.189, p.74) 라는 그 원칙이, 즉 사실 분야에서 이끌어낸 그 원칙이 논리적으로
가치 분야를 수렴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범주 오류를
마주하고 있으며, 그 두 분야의 간극은 변함없이 존채하는 것이다.
48
49

49

김행:187쪽; 김9:72쪽.
곽:221-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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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현이 이 원칙을 자연과학과 상상력에 골고루 통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곽광수의 판단은 올바르다는 점을 적기하기로 하자. 그러나 사
실과 가치를 구별하는 곽광수의 생각은 김현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치 않다.
곽광수의 반론은 매우 상식적이다. 사실은 불변하는 경험적 실체이고 가
치는 주관적 의미부여, 라고 생각하는 것 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로 답변해
야 할 것이다.
첫째, 바슐라르가 뺷신과학 정신뺸에서 다루고 있으며, 김현이 수용하고 있
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과학적 인식론이다. 과학적 인식론은 사실에
대한 주관적 관점이다. 가령, 곽광수가 인용하고 있는 세 가지 원칙을 보자.
일일이 설명할 수 있으나, 마지막만 들겠다.

물질은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만 존재한다.50

이 문장은 물론 사실에 대한 기술이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한 기술은 특
정한 과학적 인식론에서 도출된 개념이다. 즉 인용된 문장을 P라고 축약해보
면, 위 문장은 “P는 사실이다”라고 명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 새로
운 과학적 인식은 “P가 사실이다”라고 본다; (나) 그리고 이 주장은 사실에
대한 이전의 관점에 비해 인식론적으로 우위에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더욱 진전된 과학적 인식이 솟아나면, 위 인용문은 다시 수정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다는 얘기는 ‘과학적 인식’, ‘과학 정신’이라는 것은, 사물에 대한 과학
적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사이의 우열ㆍ위계ㆍ포함 관계를
다룰 때 분석되는,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집단에 의한 사실들에 대한 주관적
관점이라는 것을 뜻한다. 당연히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50

곽:221쪽; 김행:189쪽,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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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관점들 사이에는 감싸기 작용이 있는데, 이러한 주관적 관점들의 연
속적인 끼워 넣기는 사실의 문제도, 가치의 문제도 아니라, 인류의 정신 활동
의 문제이다. 이 정신 활동이 인식의 점진적인 고양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정신 활동은 모두 인류의 정신적 진화에 포함된다. 그 점에
서는 과학과 상상력은 다를 바 없다. 다만 기능과 목적이 다를 뿐이다.
둘째, 사실의 불변성을 믿는 입장은 오랫동안 인류의 정신을 지배해 왔으
나, 과학적 발견이 풍요로워지면서 그런 생각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을 사람들은 점점 깨달아 왔다. 실로 그 역사는 인류가 절대적 진리를 포기한
이래 계속 성장해 온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은 불변의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이라는 진화 운동에 따라 사실들이 부단히
변형의 방식으로 구축된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에 대해 필자가 이미
쓴 글이 있으니 간단히 인용하기로 한다.

케플러에서 다윈에까지 이르는 진리에 대한 상대론적인 생각과 그 생각의
발전으로서의 진리의 끊임없는 요동성의 발견[이 가져온 새로운 인식에 대하
여] “악마의 복음51”이라고 불린 다윈의 진화론은 생명의 탄생과 번식과 확장이
신의 섭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물들의 자연 선택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 생각은 비슷한 시기의 철학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데, 다윈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시인이었던 그의 할아버지 에
라스무스였다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다윈이라는 계기는 어쩌면 인문학의
요동으로부터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하게 한다. 여하튼 저 미물들의
생명 과정에 대한 이해는, 칸트가 물 자체에 대한 인식을 포기하듯, 절대론의
포기를 대가로 얻어졌는데,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으로 불완전한 생명체들의
삶의 과정은 결국 결코 도달하지 못할 완성에 강박된 부단한 변화로 이루어지

51

다윈이 토마스 헉슬리Thomas Henry Huxley에게 보낸 1860년 8월 8일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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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한 그러한 부단한 변화만이 유의미하다는 생각을 낳게 하여, 생명체의 존
재론 자체를 끝없는 운동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요컨대, “근본적으로 생각하려
한다면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환상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52”되는 것이다53.

과학적 사유는 점점 이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마지막의 리 스몰린의 발언
을 진지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 자연과학은 존재하는 사실을 찾아서 해명
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고 요동치는 환상들을 사실로 구축하는 작업이다.
그것을 두고 스몰린은 “우주는 사물이 아니라 과정이다54”라는 말로 간명히
요약한다. 그렇다면 그건 상상력 이론과 같은 건가? 인류의 정신적 진화를
북돋는 정신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다만 과학이 상상을 사실로 구축
한다면, 상상력은 상상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해방시킨다. 사실로 구축되
는 것은 인류의 실생활을 비롯 삶의 장소들인 ‘현실’에 쓰이며, 정신을 해방
시키는 상상력은 우리의 존재를 격상시키고 무한한 미래로 나아가도록 부추
긴다. 간단히 말해, 태도와 활동의 기본 원칙은 사실상 같다; 반면, 기능과
목적이, 따라서 방향(자연과학자라면 스핀이라고 하리라)이 다르다.
(3)에 대해서: 아마도 문학의 영역에서, ‘감싸기’ 개념이 가장 분명하게
적용되는 분야는 문학사일 것이다. 그것은 과학철학에서 ‘감싸기’가 인식론
52

리 스몰린, 뺷양자 중력의 세 가지 길뺸, 김낙우 옮김, 사이언스 북스, 2007, 111쪽; Lee Smolin,
Three Roads to Quantum Gravity, New York: Basic Books, 2001, p.53. 덧붙이자면 이 대목은 원어본을
참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준다. 역자가 ‘존재’라고 번역한 단어는 원본에서는 ‘is’이
다: “we must not lose sight of the essential fact that ‘is’ is an illusion.” 번역본의 문장으로는 의미가
명확하기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원문은 ‘현재 사실이라고 인식된 것들’은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뜻임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즉 오로지 변화를

53

54

통해서만 정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Motion and change are primary. Nothing is, except in a
very approximate and temporary sense.”(loc.cit.)
졸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만남의 방식」, 졸저, 뺷뫼비우스 분면을 떠도는 한국문학을 위한
안내서뺸, 문학과지성사, 2017, 534쪽.
리 스몰린 위 책의 제 4절(103∼131) 제목; 영어원본, pp.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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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화와 연관된 것과 상응한다. 실제로 김현은 그의 저서 뺷한국문학의 위
상뺸의 제 6장 「한국문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서 ‘감싸기’ 개념에 근거
해 한국문학의 통사를 역동적으로 구성하고 있다.55 필자는 그 기본 구조에
대해 이미 분석한 바가 있다.56
김현의 문학사론에 대한 곽광수의 비판57은, 애초에 ‘감싸기’ 개념이 모호
하다는 불평과 사실상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핵심 대목을 인용하기로
한다.

유클리드 기하학이 전통 1이라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전통 2인가 전통 2-1
인가? 만약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전통 2-1이라고 한다면, 전통 2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 문제는 김현이 〈감싸기〉개념을, 앞서 우리들이 살펴본 것
처럼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모호한 상태로 두면서, 일반적으로 모호하게 쓰이게
된 〈변증법적〉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려고 한 데에 있었던 게 아닐까?58

이와 같은 비판은 앞에서 필자가 ‘귀납/연역’에 대해, 그리고 과학철학과
상상력 이론의 동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던 만큼 더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김현의 설명에는 전혀 모호한 게 없다. 곽광수의 몰이해가
그런 감정을 자아낸 것일 뿐이다.
다만 우리는 (2)의 연장선상에서, 문학 분야에서의 바슐라르의 ‘감싸기’
논의 사례를 하나 들고자 한다. 곽광수가 그렇게 사실과 가치는 엄격히 범주
가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바슐라르 자신이 그렇다면 ‘가치 부여 분야’
55

56

57
58

김현, 뺷한국문학의 위상뺸, 문학과지성사, 1977, 76∼165쪽.; 김현 전집 제1권, 뺷한국문학의 위상/문
학사회학뺸, 문학과지성사, 1991, 93∼163쪽.
졸고, 「문학사가로서의 김현－「한국문학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중심으로.」, 뺷현대비평뺸,
제2호, 역락, 2019.12, pp.156∼171.
곽:225-226쪽.
곽: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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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 분야)에서는 감싸기를 부인했단 말인가에 대한 반증이 될 것이다. 이미

앞에서 ‘감싸다envelopper’, ‘감싸기enveloppement’라는 어휘가 상상력 분야 저
서들에서 무수히 등장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것만으로도
바슐라르가 ‘감싸기’를 과학철학과 상상력에 공히 적용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의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나는 오늘 저녁 내 테라스에서 명상하고자 한다. 나는 밤이 일하는 것을 볼
것이다. 나는 밤의 감싸는 형태들ses formes enveloppantes, 그의 자락들, 모든
모난 것들을 메꾸는 은근한 질료들에 집중할 것이다. 나는 이 가을의 매 순간들
을 하나하나 느낄 것이다. 과실을 무르익게 하기 위해 여전히 활동적인 이 순간
들, 그러나 나무에서 잎새들이 떨어지는 걸 방지할 힘을 차츰 잃어가는 순간들.
이 시간은 한꺼번에 삶이자 동시에 죽음이다.59

이 대목은 몽상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바슐라르가 볼 때 몽상은 낮과
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것은 밤이 낮을 감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단, 낮의 활동(생명의 확장 활동)과 밤의 활동(안식과 소멸의 진행)은
서로 변별적이다(앞에서 쓴 용어로 보면 귀납적으로). 그러나 밤은 낮을 제 안에
끌어안아, 소멸 속에 생의 감각이 파동치게 하고, 낮의 생명 활동으로 하여
금, 그저 격렬한 운동만으로 존재케하기보다, 더 큰 존재안으로 들어가는
안식에 대한 기대로 편안함, 혹은 즐거움을 느끼며 운동케 한다(연역적으로
보면, 밤이 낮의 의미를 재부여한다.)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것이다.

밤에 떨어지는 잎새 하나, 그것은 망각을 소망하는 추억일[이 아닐]까? 망각
을 소망하기, 그것은 가장 첨예하게 추억하는 방식이다. 색조를 잃은 잎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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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아픔은 진실로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된다는 증거일[가 아닐]까? 테라스
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보리수나무 높이에서, 가지들의 속살거림 곁에서, 나는
내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과제들과 낮의 근심들을 잊는다. 나는 내 안에 망각하
는 명상이 조성되는 걸 느낀다. 대상들 안으로 안개가 밤의 시각에 그야말로
무심히 스며들도록 하는 명상을.60

반문법을 써야 할 종결부들을 직문법으로 대체해서 긍정을 강화하는 절묘
한 솜씨는 따로 음미하더라도, 이 밤(망각)의 감싸기가 궁극적으로 인간을 휴
식 속으로 그냥 끌고 간다기보다 대자연(보리수나무로 상징되는)의 숨결 속으로
용해되도록 인도하는 과정임을 생생히 인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밤이 낮을 감쌀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대자연으로의 격상이다.
상상력의 영역에서 감싸기의 기능은 무엇보다 존재의 비상인 것이다.

(3) 번역 오류의 문제
곽광수의 김현 비판은 세목들의 번역 오류를 잡다히 지적하는 것으로 마
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다. 아마도 곽광수의 지적 부분이 아니라 김현의
번역 자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리라. 필자는 지금 그것마저 해낼 여력이
없다. 언젠가 별도의 작업을 통해 좀 더 포괄적으로 진행해 보겠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적어두기로 한다.
김현의 번역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은 옛날부터 자주 있었다. 랭보
Rimbaud 시에 대한 김현의 번역을 두고 스승인 이휘영 선생이 꼼꼼히 신칙했
다는 얘길 들은 바 있다. 필자의 검토에서도 세목에 있어서 거친 번역들이
눈에 띠었다. 그러나 이 번역상의 문제점이 김현의 오독 때문인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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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특유의 ‘속도’ 때문인지 분명치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전체
적인 맥락에 있어서 김현의 번역은 거의 완벽하게 텍스트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은 김현은 외국어 텍스트를 읽을
때 거의 사전을 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현의 번역에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실제로 외국어 텍스트를 읽어 본 사람은 사전을 찾지
않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체험적으로 깨닫는다. 사전을 일일이 찾아 읽다
보면, 단편 하나 읽는데 몇 개월이 소모될 수도 있다. 발자크의 뺷인간극뺸은
평생을 다해도 못 읽을 것이다. 사전을 찾지 않고 읽을 때는 맥락을 먼저
찾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낯선 타자와 호환성을 조율하는 즐거운 발견의
경험도 할 수 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오독이 있다면 그래
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김현의 ‘사전없이 읽기’에서 결정적인 오독을 필자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상의 얘기는 여전히 미진함을 남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에 부합
한다고 필자는 믿는다. 이 믿음을 필자는 언젠가 재검토해 볼 것이다.

4. 글을 마치며
이상의 논지를 통해 곽광수의 김현 비판이 허구였음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이건 불필요한 해프닝이었다. 자칭 원고는 침을 튀기
고 삿대질을 해대면서, 몸을 상실해 대답할 수단을 잃은 피고를 난도질하는
듯 보였지만, 지식에 있어서도 산자는 죽은 자를 능가하지 못했으며, 논리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열등한 수준에 놓여 있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
졌을까? 바슐라르의 가장 정통한 이해자로서 인정받고 있는 분의 논리가 이
렇게 도식적이고 빈약한 까닭은 무엇인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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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의 납득이 안 된다. 게다가 이런 괴상한 논지가
프랑스어를 모르거나 혹은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후학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전승되었다는 것은 해프닝을 넘어서 한국 학계의 수준을 비참
하게 곱씹게 한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필자가 생각하기엔 적어도 다음 세 가지가 진지하게 성찰될 때만, 밑바닥
에서 탈출할 수가 있다.
첫째, 자연과학에 대한 무지이다. 곽광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나 상대
성 이론이 유클리드 기하학이나 고전 물리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거의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유클리드 기하학이나 고전 물
리학에 대한 지식 자체도 의심하게 만든다. 아마도 이러한 무지가 바슐라르
의 과학철학을 제껴 놓고 오로지 상상력 이론에만 매달리게 한 것이 아닐까?
여기에서 C.P. 스노Snow가 한탄하였던 ‘두 문화’의 괴리61를 처연하게 바라
보게 되거니와, 이 문제의 책임은 문과와 이과를 분리하고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 교육을 단절시킨 한국의 교육 제도에 우선적으로 있다. 서양의 인문
학자들이 수학과 자연과학에서의 최신 성과들을 자기 분야에 풍부히 응용하
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그런 인문학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제도 개혁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문과/이과를 통합해
가르치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한다 한들
학생들이 그럴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제도 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인이 갖추어야 하는 교양의
문제로 이어진다. 즉 삶과 현실의 모든 부분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통해서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자신의 정신적 양식으로 삼는 일이 나날의 실천으로
자리잡아서 그 열매들이 머리 속에 건포도처럼 촘촘히 박혀야 한다는 것이
다. 그 점에서 보면 한국인은 시방 교양이 무척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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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통계에서도 한국인은 거의 책을 읽지 않는다. 미지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것이다. 대신 현재를 향락하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기형적으로 비
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존감을 외치고, SNS에 함몰되고, 모든 일을
정치적 문제로 환원하다 못해, 온갖 고함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모두
향락주의의 여파이다. 난감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둘째, 실증적 엄격성에 대한 훈련이다. 앞에서 보았듯, 곽광수는 김현의
글도, 바슐라르의 글도 정밀히 읽지 않았다. 특정 부분만 골라 읽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절단해서 인용하였다. 이것이 실증에 대한 훈련이 거의 되어
있지 못한 한국 인문학 연구풍토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를 제발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연구자의 세상 공부와 지식 사랑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발휘되어야 하는 성실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식
에 대한 탐구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기능하면, 취득한 정보들을 편의적으
로 활용하게 마련이다. 당장은 그런 활용이 이득을 줄 지 모르겠으나, 결국
시간은 모든 것을 밝혀 놓고야 만다. 윤리는 지식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최종
적으로 심판하는 자리이다. 게다가 단순한 성실성은 윤리적 자세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학자의 윤리에는 논리적 치열함이 항상 동반된다. 논리적으로
취약하면 지식의 진정성을 바랄 수가 없다. 논리는 윤리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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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n Examination about the Kwak kwang-soo’s Criticism Against
Kim Hyun
Jeong, Myeong-kyo | Yonsei

University

Three months later of the death of Kim Hyun(June 1990), Kwak Kwang-soo, one of
companions of the deceased, have criticized the Kim Hyun’s way of the recep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literary theory and the philosophy of the science of Gaston Bachelard.
The main point of his criticism was that Kim Hyun’s comprehension of bachelardian theory
had distorted it, caused by the misreading of the arguments of our great philosopher of the
imagination. Kwak’s criticism has influenced broadly on the researchers of Korean
Literature grounded on the reputation that Kwak was the one who knows most about
Bachelard. Furthermore, it has led to the negative evaluation about Kim Hyun’s literary
theory. I have not agreed with the Kwak’s assertations even from the first. But considering
the properly Asian attitude not to put in the problems between persons that equally had
taught me in School, I have kept the silence. However, looking backward last 30 years, I
realize, my humble attitude has let the misunderstanding about Kim Hyun’s literary theory
spread recklessly and there is an urgent need to rectify this atmosphere. So in this article,
I try to prove that Kwak’s insistence against Kim Hyun is absolutely wrong, through three
stages of investigation: (1) Wrong construction of the problem by the defective citation
from Kim Hyun’s statements; (2) ignorance or misunderstanding of the Key concepts of
Bachelardian theory, i.e. ‘déduction’, ‘induction’, and ‘enveloppement’; (3) ignorance about
the abundant examples which Bachelard had applied himself of the concept
‘enveloppement’ both in the theory of imagination and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in
Bachelard’s works. I hope that this demonstration serves as momentum where the misunderstanding about the Kim Hyun’s reception of Bachelard would be resolved and the researchers’ weird attitude towards the Occidental theory would be corrected.
Key words : Kim Hyun, Kwak Kwang-soo, Bachelard, the priciple of criticism, Ethics of
literar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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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상호 침투적 종합
김현 비평 방법론의 방향성
오형엽*
43

1. 서론
2. 초기 비평- 절대적 순수와 초월적 실재, 기호와 상상 체계
3. 중기 비평- 양식화와 이념화, 이미지ㆍ상상력과 구조 분석
4. 후기 비평- 폭력을 낳는 욕망과 권력-언어, 의식의 현상학
5. 결론

| 국문초록 |

이 글은 김현 비평의 성좌를 전체적인 구도에서 조망하여 세부를 관통하는 비평
방법론의 큰 방향성을 고찰하려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외국문학 연구와 한국문학
연구의 상호 침투적 종합, 문학이론(원리론)ㆍ문학사(단계론)ㆍ실제비평(현장비평)의
상호 침투적 종합이라는 두 가지 층위를 논의의 매개로 삼아 초기 비평, 중기 비평,
후기 비평으로 전개되는 질적 변화의 양상을 고찰하면서 김현 비평의 특이성을 포착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내재비평과 외재비평의 상호 침투적 종합이라
는 새로운 층위의 논의를 추출하여 문학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상호 침투적 종합이라
는 중심 논지에 도달하고자 한다.
김현은 기존의 한국문학을 지배하던 샤머니즘과 허무주의를 비판하면서 비평적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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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을 모색하는 시기인 196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의 초기 비평에서 주로 프로
이트 및 사르트르의 정신분석학, 말라르메의 프랑스 상징주의 시와 시론, 발레리의
순수시 이론, 초현실주의 시와 시론 등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한국문학에서 개인의
내면적 상상력의 세계를 탐구한다. 그런데 김현은 언어와 풍습 등의 기호를 사회의
독특한 상상 체계의 현실태로 간주하고 그 기호를 통해 사회의 상상 체계에 접근하
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초기 비평에서부터 문학을 개인적 상상력의 영역으로 한정
하지 않고 시대적ㆍ사회적 상상 체계에 접근하는 기호로 간주하는 문학관을 확보한
다. 김현은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를 종합하면서 극복하려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프
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서 사르트르나 바슐라르의 정신분
석을 탐구하고, 마르크스의 토대 결정론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서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 아도르노의 비판적 미학, 마르쿠제의 욕망론 등을 탐구한다. 더
나아가 김현은 문학비평에서 정신분석과 친연성을 가지는 개인의 내면적 상상력 이
론을 역사적ㆍ사회적 의미 연관으로 확장시키는 방향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마르크스
주의와 친연성을 가지는 역사적ㆍ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문학사회학적 이론을 문학
적 양식화나 장르의 이론과 접목시키는 방향성을 추구한다.
김현은 고유의 문학론과 방법론을 체계화하는 197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의 중
기비평에서 주로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 마르쿠제의 욕망론, 아도르노의 비판
적 미학 이론, 바슐라르의 문화 콤플렉스ㆍ원형ㆍ물질적 상상력ㆍ역동적 상상력 개
념, 롤랑 바르트의 구조주의 문학이론 등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유토피아적 꿈이라
는 문학의 초월적 관점을 토대로 산업사회ㆍ소비사회 속에서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탐색하는 논의를 전개한다. 문학을 역사적ㆍ사회적 의미 연관에서 고찰하는 방향성
을 외재 비평 혹은 문학의 타율성 이론이라고 명명한다면, 중기 비평에서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의 방법론, 마르쿠제의 욕망론, 아도르노의 비판적 미학 이론 등을
중심으로 김현이 설정한 외재 비평 혹은 문학의 타율성 이론은 뺷한국문학사뺸(민음
사, 1973)에서 ‘문학사’ 연구로 전개되는 한편, 이러한 탐구가 축적되는 후기 비평의
뺷문학사회학뺸(민음사, 1983)에 이르러 ‘문학사회학’ 연구로 체계화된다. 이 글의 논
지 중 하나는 1980년대 광주의 비극 이후인 후기 비평에서 비로소 김현이 문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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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ㆍ사회적 의미 연관을 천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1967), 「한국문학의 가능성」(1970), 「소외와 고통의 언어」 등에서 이미
이러한 탐구가 시작되었고 사유의 심화와 축적 과정을 거쳐 후기 비평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김현은 폭력과 욕망의 구조 분석에 집중한 1980년대 이후의 후기 비평에서 주로
지라르의 폭력론, 푸코의 권력-언어론, 제네바 학파의 의식 비평ㆍ주제비평ㆍ현상학
적 비평을 수용하여 폭력의 뿌리인 욕망의 구조 분석을 통해 폭력성을 해체하고 비
판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비평을 전개한다. 지라르의 폭력론과 푸코의 권력-언어론은
1980년 광주의 비극을 경험한 이후 김현이 폭력의 뿌리인 욕망을 분석함으로써 폭력
성을 해체하려는 이론적 화두의 중심부에 놓여 있다. 중기 비평과 후기 비평에서 김
현의 문학사회학적 범주에 속하는 이론 탐구는 그 연장선에서 불문학 연구를 철학,
인류학, 사회학 등 인접 학문으로 확장하는 방향성과 조응하면서 르네 지라르 연구를
거쳐 미셀 푸코 연구에까지 도달하면서 사회적 폭력 및 욕망의 문제, 지식과 권력의
문제 등을 천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현 비평에서 외재 비평 혹은 문학의 타율
성 이론이 ‘시대→이념→문학 장르’의 방향성을 가지고 거시적 영역에서 미시적 영역
으로 진행한다면, 그 반대 극단에서 ‘문학 작품→이미지와 상상력→작품의 구조’의
방향성을 가지고 미시적 영역에서 거시적 영역으로 진행하는 내재비평 혹은 문학의
자율성 이론을 추출할 수 있다. 이 방향성의 대표적인 방법론이 ‘이미지 분석’과 ‘상
상력 연구’이고, 바슐라르의 문화 콤플렉스ㆍ원형ㆍ물질적 상상력ㆍ역동적 상상력
개념이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러한 탐구가 축
적되는 후기 비평에서 뺷제네바 학파 연구뺸(문학과지성사, 1987)에 이르러 제네바 학
파의 의식 비평ㆍ주제비평ㆍ현상학적 비평으로 체계화된다.

주제어 : 절대적 순수, 초월적 실재, 기호, 상상 체계, 양식화, 이념화, 이미지ㆍ

상상력, 구조 분석, 폭력을 낳는 욕망, 권력-언어, 의식의 현상학, 김현의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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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학비평가로서 김현의 위상은 4․19 세대나 한글세대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비평적 자장(磁場)
을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 현대비평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특별하
고 독보적이다. 필자가 이러한 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가 세계문학을 주체적
으로 수용하여 한국문학을 천착함으로써 주변성을 벗어나 보편성에 이르는
길을 선구적으로 개척했다는 점과, 한국문학을 개인의 내면적 상상력을 중심
으로 탐구하는 비평과 사회적ㆍ역사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탐구하는 비평을
왕복 운동을 통해 동시에 추구하면서 독자적인 비평적 깊이와 넓이를 확보했
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김현의 비평 세계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좌표축을
형성하므로 평면적인 고찰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의 입체적인 고찰을 통해서
도 온전히 포착하기 어려운 성좌(星座)를 형성하고 있다. 그의 비평적 좌표는
“시기적으로 향가로부터 키치의 문학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여
성주의와 남성주의, ‘주관적 낭만주의’와 ‘객관적 현실주의’, 섬세한 감성과
뜨거운 의지, 구축하는 작업과 파괴하는 작업을 두루 아우”르고, “상상력 이
론(사르트르에서 바슐라르에 이르는)과 문학사회학(프랑크푸르트학파에서 알튀세르, 지라
르와 푸코까지) 사이에 점점이 놓인 그 멀고 먼 입장들의 거리, 주제 구성(프로이
트로부터 융을 거쳐 제네바 학파를 향하여)과 구조 분석(바르트와 골드만) 사이에 펼쳐진

그 드넓은 방법론의 지평을 횡단”1한다. 이처럼 복잡다기하며 깊고 넓은 김
현의 비평 세계에 접근하는 데에는 수많은 방법과 방향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진행된 김현 비평 연구의 방법과 방향을 정리하면, 대체로 시기별
로 김현 비평의 특성을 탐색한 연구,2 김현 비평의 주제를 중심으로 탐색한
1
2

정과리, 「못다 쓴 해설」, 뺷김현-전체에 대한 통찰뺸, 나남, 1990, 466∼467쪽.
임영봉, 「비평가 김현의 삶과 문학」, 뺷어문논집뺸 제44집, 2010; 유성호, 「김현 비평의 맥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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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3 외국이론이 김현 비평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탐색한 연구,4 세대론
적인 관점에서 김현 비평의 특성을 탐색한 연구,5 1980년대 이후 김현 비평
의 전환적 특성을 탐색한 연구,6 김현 비평을 문학의 정치성이라는 관점으로
탐색한 연구7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관점들 중에서
일차적으로 이 글이 주목하는 부분은 김현 비평을 시기 구분하는 방법, 각
시기별 비평의 특성, 김현 비평의 질적 변화의 양상 등이다. ‘김현 비평을
시기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한 시도가 있는데, 이 글은 기존의 한국문학을
지배했던 샤머니즘과 허무주의를 비판하면서 비평적 방법론을 모색하는 시
기인 196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를 초기 비평, 김현 고유의 문학론과 방법
론을 체계화하는 197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를 중기 비평, 폭력과 욕망의
구조 분석에 집중한 1980년대 이후를 후기 비평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
하고자 한다. ‘각 시기별 비평의 특성’은 대체로 등단작인 「나르시스 시론」
(1962)과 첫 평론집 뺷존재와 언어뺸(1964)를 비롯하여 김현의 초기 비평이 초

월적 실재에 대한 절대적 추구라는 상징주의적 문학관을 중심으로 전개되
고, 중기 비평은 유토피아적 꿈이라는 초월적 관점을 기초로 산업사회․소비
사회 속에서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후기 비평은 1980년
대 광주의 비극을 경험한 이후 폭력의 뿌리인 욕망을 구조 분석함으로써
폭력성을 해체하고 비판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논지가 연구자

3
4

지향」, 뺷한국언어문화뺸, 제48집, 2012.
곽상순, 「김현의 소설비평에 나타난 자유와 진실 의미 연구」, 뺷국제어문뺸 제56집, 2012.
한래희, 「김현 비평의 아도르노 미학 수용 양상 연구」, 뺷비교한국학뺸 제22권 2호, 2014; 「김현의
지라르 이론 수용과 폭력 비판」, 뺷현대문학의 연구뺸 제56집, 2015; 「김현의 마르쿠제 수용과

5

기억의 문제」, 뺷한국학연구뺸제37집, 2015.
박연희, 「1960년대 외국문학 전공자 그룹과 김현 비평」, 뺷국제어문뺸 제40집, 2007; 하상일, 「김현

6

의 비평과 ‘문학과 지성’의 형성 과정」, 뺷비평문학뺸 제27권, 2007.
한래희, 「김현 중ㆍ후기 비평에 나타난 비평 전략의 변화 양상」, 뺷우리어문연구뺸 제50집, 2014;

7

「김현 후기 비평과 고백의 형식」, 뺷한국문학과 예술뺸 제21집, 2017.
박혜원, 「김현 비평의 미학적 정치성 연구」, 뺷상허학보뺸 제52집, 2018; 한례희, 「김현 비평과
문학의 정치성」, 뺷비교한국학뺸 제2권 2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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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김현 비평의 질적 변화의 양상’은
1970년대 초반 이후 문학의 자율성 옹호를 토대로 사회비판적 역할의 정당
화를 당면 과제로 삼아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과 아도르노의 부정성의 미
학을 수용하는 과정, 1980년 광주의 비극 이후 폭력 비판과 욕망의 구조
분석을 당면 과제로 삼아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을 중심으로 문학의 자율
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르네 지라르의 폭력론, 마르쿠제의 욕망론, 미셸 푸코
의 권력-언어론 등을 수용하는 과정이 질적 변화의 계기로 작용하여 시기
구분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김현 비평 방법론의 방향성 측면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이러한 기존 논의를 보완하거나 보충하고자 한다. 김현 비평 세계의 전체적
구도에 근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망원경적 조망을 통해 김현 비평 방법
론의 향방을 탐색하려고 하는데, 광범위한 범주와 층위들을 종횡무진 가로
지르는 김현 비평의 성좌를 전체적인 구도에서 조망하여 세부를 관통하는
비평 방법론의 큰 방향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김현 비평의
중요한 전체적 특성은 고정된 형태ㆍ지형ㆍ유형에 머물지 않고 극단과 극단
의 양극 사이를 끊임없이 운동하는 역동성(dynamics)에 있는데, 그것의 동력은
크게 세 가지 층위에서 작동하고 있다. 첫째 층위는 외국문학과 한국문학
간에 작동하는 역동성이고, 둘째 층위는 문학이론ㆍ문학사ㆍ실제비평 간에
작동하는 역동성이며, 셋째 층위는 이 글이 주로 고찰하려고 하는 내재비평
과 외재 비평 간에 작동하는 역동성이다. 김현은 프랑스 문학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을 독자적인 관점으로 수용하여 한국문학을 풍부하고 깊이 있게 분
석ㆍ해석하는 작업을 시종 일관하였고,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한
국문학과 프랑스 문학의 경계를 허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김현은
문학 연구의 영역으로서 원리론에 해당하는 문학이론, 단계론에 해당하는
문학사, 현장비평에 해당하는 실제비평을 심층적 연관성을 가지고 교차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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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왕복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상호 침투적 종합을 추구했다. 따라서 이 글은
김현 비평의 역동성 중에서 첫째와 둘째 층위, 즉 외국문학 연구와 한국문학
연구의 상호 침투적 종합, 문학이론(원리론)ㆍ문학사(단계론)ㆍ실제비평(현장비
평)의 상호 침투적 종합이라는 두 가지 층위를 논의의 매개로 삼아 초기 비

평, 중기 비평, 후기 비평으로 전개되는 질적 변화의 양상을 고찰하면서 김현
비평의 특이성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김현 비
평의 셋째 층위에 해당하는 내재비평과 외재비평의 상호 침투적 종합이라는
논의를 추출하여 문학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상호 침투적 종합이라는 중심
논지에 도달하고자 한다.

2. 초기 비평- 절대적 순수와 초월적 실재, 기호와 상상 체계
김현은 기존의 한국문학을 지배하던 샤머니즘과 허무주의를 비판하면서
비평적 방법론을 모색하는 시기인 196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의 초기 비평
에서, 주로 프로이트 및 사르트르의 정신분석학, 말라르메의 상징주의 시와
시론, 발레리의 순수시 이론, 초현실주의 시와 시론 등을 주체적으로 수용하
여 한국문학에서 개인의 내면적 상상력의 세계를 탐구한다.
첫 평론집 뺷존재와 언어뺸(가림출판사, 1964)에 수록된 등단작 「나르시스 시
론－시와 악의 문제」(1962)는 ‘만남’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말라르메, 쥘리
앙 그린, 사르트르, 하이데거와의 만남의 흔적을 담고 있고, 「초현실주의 연
구」(1964)는 ‘자유’의 개념을 중심으로 초현실주의의 의미와 양태, 혁명과 모
순, 인식의 출현, 브르통의 전인(全人)과 니체의 초인의 비교, 욕망의 해방으
로서 디오니소스교의 재현, 자유와 객관적 우연, 자유의 타락으로서 시적
변증법을 논의한다. 「절대에의 추구-말라르메 시론(試論)」과 「말라르메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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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로 사유되는 부재」는 말라르메 시와 시론에 대한 경사를 통해 절대적
순수 및 초월적 실재를 추구하는 김현 비평의 원형질을 담고 있다. 뺷존재와
언어뺸이후 1977년까지 씌어진 프랑스 문학 관련 글들을 수록한 뺷현대 프랑
스 문학을 찾아서뺸(홍성사, 1978)에 수록된 평론들 중에서 초기 비평에 해당하
는 「폴 발레리의 시와 방법」(1965. 8), 「자아의 분열과 그 회복」(1966), 「셀린과
사르트르에 나타난 구토 연구」(1967), 「바다의 이미지 분석ㆍ서」(1968), 「요나
콤플렉스와 환상」(1969) 등은 김현의 관심이 발레리와 사르트르 등에 집중되
어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 평론들 중에서 특히 「바다의 이미지 분석ㆍ서」와 「요나 콤플렉스와
환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현은 「바다의 이미지 분석ㆍ서」에서 샤토브
리앙의 바다 이미지가 심적 갈등의 표현이고 선택과 결단의 한 표상이자
내용물이며 인간학적인 바다라고 분석하면서, “르네는 수도원으로 상징되는
위대했던 구시대의 흔적과 바다로 상징되는 불안한 새 시대의 도래 사이에
끼어 있”으며, “중세기의 대립 없는 인간, 신이라는 지주를 갖고 있었고 그
보호 밑에서 안심하고 교회의 ‘종소리’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인간,
종교인은 르네의 우수, 바다와 수도원 사이에서 찢겨 있는 르네의 고통을
통해 세속으로 내려온다”라고 해석한다. 이 평론은 김현 초기 실제비평에서
‘이미지 분석’이 방법론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미지 분석’이 단순
히 개인적 상상력을 통해 초월적 실재를 추구하는 내재비평의 영역, 혹은
문학의 자율성의 영역에서 벗어나 ‘시대적ㆍ사회적 상상 체계’와 긴밀히 연
결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김현은 언어와 풍습 등의 기호를
사회의 독특한 상상 체계의 현실태로 간주하고 그 기호를 통해 사회의 상상
체계에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초기 비평에서부터 문학을 개인적
상상력의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대적ㆍ사회적 상상 체계에 접근하는 기
호로 간주하는 문학관을 확보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김현 비평 방법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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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이미지 분석’과 ‘시대적ㆍ사회적 의미 연관’이 대비적 구도를 이루는
양극이라고 간주하지만, 초기 비평의 중심 방법론인 ‘이미지 분석’의 내부에
이미 ‘시대적ㆍ사회적 의미 연관’을 고려하는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간과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비평적
특이성은 중기 비평에서 시대적ㆍ사회적 상상 체계에 접근하는 풍속적 인간의 개념, 현실의
양식화 개념, 한국문학의 이념형 개념 등으로 이어진다).

김현은 「요나 콤플렉스와 환상」에서 사뮈엘 베케트의 소설 뺷몰로이뺸를
분석하면서 사랑에 대한 거대한 욕망, 어머니 뱃속에서 쫓겨나온 데 대한
후회는 어머니 자궁 속의 편안함, 보호받고 있다는 강렬한 환희를 지칭하는
바슐라르의 ‘요나 콤플렉스’와 연관된다고 언급한다. 문화 콤플렉스․원형․물
질적 상상력․역동적 상상력을 비롯한 바슐라르의 개념들은 김현이 초기 비평
에서 중기 비평을 거쳐 후기 비평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겪으면서도 기본
토대로서 일관되게 견지한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요나 콤플렉스
와 환상」은 「행복의 시학」(뺷바슐라르 연구뺸, 민음사, 1976)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
는 바슐라르 이론의 정초가 초기 비평에 이미 배태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김현은 「행복의 시학」에서 바슐라르의 문화 콤플렉스 개념을 아르파공 콤플렉스, 프로메
테 콤플렉스 등에서 요나 콤플렉스, 상상력 콤플렉스, 라오콘 콤플렉스 등에 이르는 23가지 콤플
렉스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김현이 초기 비평에서

프로이트의 고전적 정신분석학을 수용하는 동시에 거리를 두는 이중적 관계
를 형성하면서 사르트르의 실존적 정신분석이나 융의 정신분석과 조응하는
바슐라르의 원형 개념과 친연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를
종합하면서 극복하려는 목표를 가지는 김현의 오랜 비평적 추구8는 중기 비
평 이후 프랑크푸르트 학파인 아도르노의 비판적 미학, 마르쿠제의 욕망론,

8

김현은 뺷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뺸(나남, 1987)의 서문에서 자신이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를
종합ㆍ극복해보려는 오랜 시도를 해 왔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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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라르의 폭력론, 푸코의 권력-언어론 등의 이론 수용을 통해 시도되
기도 하지만, 초기 비평에서부터 정신분석학 자체의 영역에서도 프로이트의
고전적 정신분석학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르트르의 실존적 정신분석이나
바슐라르의 문화 콤플렉스 및 원형 개념에 대한 경사를 통해서도 시도된다
고 볼 수 있다(마르크스의 토대결정론이 가지는 도식성에 저항하면서 루카치보다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에 경사되는 경우도 유사한 방향성을 가진다). 김현은 프로이트와 마르

크스를 종합하면서 극복하려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서 사르트르나 바슐라르의 정신분석을 탐구
하고, 마르크스의 토대 결정론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서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 아도르노의 비판적 미학, 마르쿠제의 욕망론 등을 탐구
한다. 더 나아가 김현은 문학비평에서 정신분석과 친연성을 가지는 개인의
내면적 상상력 이론을 역사적ㆍ사회적 의미 연관으로 확장시키는 방향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와 친연성을 가지는 역사적ㆍ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문학사회학 이론을 문학적 양식화나 장르의 이론과 접목시키는 방
향성을 추구한다. 김현 비평의 중요한 전체적 특성은 고정된 형태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하는 역동성(dynamics)에 있는데, 그 핵심적 동력은 개인의
내면적 상상력으로 대표되는 문학의 자율성과 문학사회학으로 대표되는 타
율성이라는 양극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 침투적 종합에의 견인력(牽引力)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3. 중기 비평- 양식화와 이념화, 이미지ㆍ상상력과 구조 분석
김현은 고유의 문학론과 방법론을 체계화하는 197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
지의 중기비평에서 주로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 마르쿠제의 욕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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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르노의 비판적 미학 이론, 바슐라르의 문화 콤플렉스ㆍ원형ㆍ물질적 상
상력ㆍ역동적 상상력 개념, 롤랑 바르트의 구조주의 문학이론 등을 주체적
으로 수용하여 유토피아적 꿈이라는 문학의 초월적 관점을 토대로 산업사회
ㆍ소비사회 속에서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탐색하는 논의를 전개한다. 이 글
은 김현이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 이론, 마르쿠제의 욕망론, 아도르노
의 비판적 미학 이론 등을 수용하여 수행한 한국 문학비평을 외재 비평 혹은
문학의 타율성 이론의 유형으로 간주하고, 바슐라르의 문화 콤플렉스ㆍ원형
ㆍ물질적 상상력ㆍ역동적 상상력 개념, 롤랑 바르트의 구조주의 문학이론
등을 수용하여 수행한 한국 문학비평을 내재비평 혹은 문학의 자율성 이론
의 유형으로 간주하고, 그 상호 침투적 종합에의 의지와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문학과지성 동인 4인의 공동 평론집 뺷현대한국문학의 이론뺸(민음사, 1972)
은 4․19 세대 비평가들이 문학이론의 정립, 방법론의 탐색, 실제 작가론의
적용 등 세 영역에서 한국문학을 재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김현의 「한
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종교와의 관련 아래」(1967)와 「한국문학의 가
능성」(1970)은 ‘양식화’ 및 ‘이념화’라는 개념을 통해 문학의 자율성에 토대를
두고 그 역사적ㆍ사회적 의미 연관을 천착하는 방법론을 보여준다는 점과,
이러한 방법론을 이론적으로 수용하는 계기를 레비-스토로스의 구조주의적
사유와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
다.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은 김현이 문학사적 고찰의 층위에서
고대로부터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면서 한국문학의 내
적 논리를 정립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그는 문학을 전체적인 면에서 파악
하는 일이 통시적인 문학 연구와 공시적인 문학 연구의 모순된 문제를 종합
하는 일과 연관되고, 문학사에 나타난 사실형, 즉 현실을 양식화하는 능력이
표현된 형태를 찾고, 그것을 하나의 장(場)으로 파악하며, 그 장이 다른 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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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이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향가와
여요(麗謠), 시조와 장가(長歌), 현대시와 소설 등을 사실형으로 간주하고, ‘현
실의 양식화’는 곧 ‘문학의 양식화’이며 ‘정신의 양식화’라는 도식에 따라
한국인의 양식화가 ‘신라ㆍ고려－향가와 여요－불교적 양식화’, ‘조선－시조
와 장가－유교적 양식화’, ‘1890년대부터 지금－현대시와 소설－기독교적
양식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여기서 김현이 채택한 ‘양식화’ 개념은 역사적 사회상과 문학의 장르와
인간 정신의 총체인 종교를 일종의 상동성으로 간주하는 구조주의적 사유를
내장하는데, 이러한 사유는 이후 「한국문학의 가능성」에서 ‘이념형’ 개념을
통해 ‘발생론적 구조주의’로 진전된다. 김현은 한 시대의 문화, 한 사회의
문화를 지배 계층의 이념과 결부시켜 이해하려는 태도를 ‘문화의 고고학적
태도’라고 부르고, 이것이 문학 창조의 집합적 성격이 작품 세계의 구조가
어떤 사회 집단의 심리적 구조와 대응한다는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의
방법론과 결부된다고 설명한다. ‘이념형’은 골드만의 ‘세계관’ 및 그 하위 범
주인 ‘사회역사 의식’을 변형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을 듯하다. 김현은 이
방법론을 한국문학사에 적용하여 ‘향가－신라시대 지배층-불교적 이념’, ‘여
요－고려시대 지배층의 균열-불교와 유교적 이념의 대립’, ‘시조와 장가－조
선시대 사대부－유교적 이념’ 등을 설정하고, 병자수호조약 이후의 새로운
이념형의 설정이 일본을 통한 서구의 이식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피상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당대 한국인이 설정해야 할 이념형을 문화의 고고학적 태
도에 입각하여 의식인의 윤리에서 추출해 낼 수 있다고 피력한다. 이 두 평론
에서 김현이 채택한 ‘양식화’ 및 ‘이념화’ 개념은 역사적ㆍ사회적 의미 연관
속에서 문학의 양식적 측면이나 장르적 측면을 탐구하는 방법론적 지렛대가
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점을 문학사 연구와 연결시켜 이후 김윤식
과 공동 집필한 뺷한국문학사뺸(민음사, 1973)에서 통시적 문학 연구 방법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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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문학 연구 방법의 모순을 지양하는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는 점에서
도 김현 비평의 중요한 특이성이라고 볼 수 있다
김현은 마르쿠제의 욕망론과 아도르노의 비판적 미학 이론을 수용하여
산업사회ㆍ소비사회 속에서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유토피아적 꿈
이라는 문학의 초월적 관점을 탐구한다. 이 이론들은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
조주의의 방법론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광의의 문학사회학의 범주에 포함
시킬 수 있다. 김현은 「소외와 고통의 언어–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예술관을
중심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도전」(1975. 9) 등의 평론에서 산업사회의
사물화 및 소외 현상과 그 원인인 욕망의 획일화, 세계와 예술의 고통스러운
화해 등을 언급하면서 마르쿠제와 아도르노의 예술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다. 김현은 「소외와 고통의 언어」의 ‘마르쿠제와 쾌락 원칙의 수락’에서 마르
쿠제의 욕망론을 중심으로 소외와 예술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산업사회에서
예술은 그 낭만적인 부정과 대립의 힘을 상실하고, 역승화로 인해 사회가
억제하는 것이 적을수록 예술적인 전이가 불필요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다
고 본다. 아도르노의 고통의 언어와 대립되면서 벤야민의 유토피아적 예술
과 동궤에 있는 마르쿠제의 사유는 유토피아에서 예술이 과학 기술이 맡는
합리적 역할과 유사한 조절과 방향 제시의 역할을 맡으리라는 낙관적인 전
망을 보여준다.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예술과 과학 기술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결합되리라 전망하는 마르쿠제의 욕망론은, 쾌락 원칙을 현실 원
칙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문명에 대한 프로이트의 비관주의적 정신분석과 거
리를 두고 한편으로는 바슐라르의 유토피아적 상상력 이론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김현은 「바슐라르와 마르쿠제의 두 문단의 설명」(1977)에서 상상
력의 해방이라는 명제와 소외의 극복이라는 명제의 화해와 결합을 시도한
다. 그에 의하면, 바슐라르의 뺷불의 정신분석뺸과 마르쿠제의 뺷에로스와 문
명뺸은 모두 정신분석을 문제 삼고 있는데, 바슐라르가 추구하는 객관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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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분석은 과학적ㆍ객관적 인식을 가로막는 인식론적 방해물들을 걷어
내고 그 오류를 정신분석하려는 인식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마르쿠제가 추
구하는 사회학적 정신분석은 문명이 에로스의 억압에 의거한다는 프로이트
의 주장을 본능의 긍정적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극복하려는 이념적인 성격을
가진다. 여기서 김현은 바슐라르와 마르쿠제의 이론이 프로이트의 비관주의
적 정신분석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점에서 공통점을 확인한다.
바슐라르의 인식론적 정신분석을 수용하여 완전히 승화되어 억압이 없는 순
수 이미지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마르쿠제의 이념적 정신분석을 수용하여
억압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문명이라는 개념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김현의
비평이 개인적 상상력을 중시하는 문학의 자율성 관점과 역사적ㆍ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는 문학의 타율성 관점 사이에서 상호 침투적 종합을 시도한
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현은 「소외와 고통의 언어」의 ‘아도르노와 고통의 언어’에서 아도
르노의 비판적 미학 이론을 중심으로 소외와 예술의 문제를 논의한다. 그는
예술이 산업사회가 조장하는 거짓 화해를 드러내는 고통의 언어이고, 현대
예술이 표현하는 고통은 공식 문화 속에 편입되지 않으려는 모든 노력의
결과라고 간주한다. 참여문학론과 경향 문학론의 최대의 약점은 예술의 내
용과 형식을 구별하고, 혁명적 내용을 쉽게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있는데,
왜냐하면 예술에서 형식이란 침전된 내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
르면 내용과 형식의 구분이나 참여문학과 순수문학의 구분도 거짓 설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김현은 “한 작품의 경향성이란 그것이 문학적으로 옳을
때에야 정치적 옳다”라고 주장하는 발터 벤야민의 파시즘 비판과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비판 사이에 유사성을 발견한다. 그는 “작품
이란 그 모습과 형식 구조에 의해 비화해가 살아남아 있는 세계의 고통을
증언하는 법이므로, 그것의 약속은 직접적일 수 없고 가능한 행동의 약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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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이다”라는 아도르노의 예술론을 통해 문학의 형식이 사회 비판의 기능
을 할 수 있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은 직접적 참여가 아니라 간접적인 저항이
라는 자신의 비평적 이론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문학을 역사적ㆍ사회적 의미 연관에서 고찰하는 이러한 방향성을 외재
비평 혹은 문학의 타율성 이론이라고 명명한다면, 중기 비평에서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의 방법론, 마르쿠제의 욕망론, 아도르노의 비판적 미학
이론 등을 중심으로 김현이 설정한 외재 비평 혹은 문학의 타율성 이론은
뺷한국문학사뺸(민음사, 1973)에서 ‘문학사’ 연구로 전개되는 한편, 이러한 탐구
가 축적되는 후기 비평의 뺷문학사회학뺸(민음사, 1983)에 이르러 ‘문학사회학’
연구로 체계화된다. 이 글의 논지 중 하나는 1980년대 광주의 비극 이후인
후기 비평에서 비로소 김현이 문학의 역사적ㆍ사회적 의미 연관을 천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1967), 「한국문학의
가능성」(1970), 「소외와 고통의 언어」등에서 이미 이러한 탐구가 시작되었고
사유의 심화와 축적 과정을 거쳐 후기 비평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김현 비평
에서 외재 비평 혹은 문학의 타율성 이론이 ‘시대→이념→문학 장르’의 방향
성을 가지고 거시적 영역에서 미시적 영역으로 진행한다면, 그 반대 극단에
서 ‘문학 작품→이미지와 상상력→작품의 구조’의 방향성을 가지고 미시적
영역에서 거시적 영역으로 진행하는 내재비평 혹은 문학의 자율성 이론을
추출할 수 있다. 이 방향성의 대표적인 방법론이 ‘이미지 분석’과 ‘상상력
연구’이고, 바슐라르의 문화 콤플렉스ㆍ원형ㆍ물질적 상상력ㆍ역동적 상상
력 개념이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러한
탐구가 축적되는 후기 비평에서 뺷제네바 학파 연구뺸(문학과지성사, 1987)에 이
르러 제네바 학파의 의식 비평ㆍ주제비평ㆍ현상학적 비평으로 체계화된다.
김현의 초기 비평에서부터 등장하는 바슐라르 이론으로서 문화 콤플렉스
및 원형 개념은 곽광수와 공동 집필한 뺷바슐라르 연구뺸(민음사, 1976)에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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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정리된다. 김현은 「행복의 시학」에서 바슐라르 이론을 연구하면서
문학을 행복 추구 및 꿈과 연결시켜 억압 없는 사회를 향한 문학의 기능이라
는 문제를 탐구해 나간다. 이러한 관점은 그가 유년 시절의 정신적 트라우마
가 미친 영향, 억압된 무의식의 승화 등을 따르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거를 절대적으로 승화하고
다른 존재를 탄생시키는 현실 초월적이고 긍정적 관점을 가지는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을 수용하는 것과 연관된다. 김현의 바슐라르 이론 탐구는 「바슐
라르와 마르쿠제의 한 문단의 비판」(1977), 「바슐라르와 파농의 두 문단의
비판」(1980) 등에서 꾸준히 이어지다가 뺷프랑스 비평사–현대편뺸(문학과지성사,
1981)에서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김현은 바슐라르의 4원소에 기

초하는 물질적 상상력이 역동적 상상력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바
슐라르가 프로이트의 영향 하에서 진행된 초기의 상상력 이론에서 공격성
및 콤플렉스를 승화시키려 노력하지만, 프로이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점차
로 융과 만나는 과정에서 물질적 상상력과 역동적 상상력으로 전이하면서
개방성, 순수성, 창조성 등을 확보한다고 설명한다.
김현 비평에서 ‘문학 작품→이미지와 상상력→작품의 구조’의 방향성으로
진행하는 내재비평 혹은 문학의 자율성 이론에 해당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롤랑 바르트의 구조주의 문학이론도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김현은
「한국문학의 가능성」에서 ‘양식화’ 개념을 설명하면서 레비-스토로스의 ‘구
조주의’적 사유를 언급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롤랑 바르트의 구조주의 문
학이론의 방법론을 자신의 실제비평에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김현은 초기
비평에 해당하는 「구조주의의 확산」(1967)에서 구조주의와 그 도움을 받고
있는 기호학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면서, 소쉬르의 랑그/빠롤, 야콥슨의 전언/
약호, 옐름스레우의 관행(usage)/도식(sche'ma) 등으로 대표되는 형식적 구조주
의가 롤랑 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구조주의 문학이론에 의해 확산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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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그리고 「문학적 구조주의」(1978)에서 구조주의와 기호학의 대두를
소쉬르의 구조 언어학, 야콥슨ㆍ프로프 등의 러시아 형태주의, 롤랑 바르트
ㆍ츠베탕 토도로프ㆍ제라르 쥬네트 등의 문학적 구조주의 등을 중심으로 서
술한다. 김현이 엄격한 의미의 문학적 구조주의자로서 바르트, 토도로프, 쥬
네트를 언급하면서 특히 바르트를 고위 구조주의자라고 명명하고, 문학/기
술의 대립적 이해, 기술의 사회와 창조 사이의 관계, 작가/서사의 대립적 이
해, 일상생활의 기호학적 이해, 책읽기/비평/문학과학 등의 층위적 이해 등
에서 그를 구조주의 선구자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김현 비평에서 바르트 이
론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구조주의와 문학적 구조주의라는 전체적 범주에서 이루어진 김현
의 롤랑 바르트 이론 탐구는 뺷프랑스 비평사-현대편뺸(1981)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김현은 바르트의 문학적 구조주의를 문학, 언어와 문체,
잠재태(degre' ze'ro), 신화, 기호학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바르트의 기호학에
대해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수사법을 통해 그 실체를 과학적으로 드러냄
으로써 현대사회의 상상 체계를 보여주는 전복적 학문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다. 그리고 바르트가 이야기의 세 가지 층위로 제시한 기능 단위의 충위,
행위 단위의 층위, 서술의 층위 등을 제시하고, 기능 단위를 배열적 계층과
통합적 계층으로 구분한 후 전자는 러시아 형태주의자들이 그냥 기능 단위
라고 부른 것이고 후자는 징조 단위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또한 바르트가
기능 단위를 다시 주기능 단위(핵 단위)와 촉매 작용 단위로 분류하고, 징조
단위는 순수한 징조 단위와 정보 단위로 분류한다고 언급한다(작은 무리를 이루
는 기능 단위들을 시퀀스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시퀀스는 핵 단위의 논리적인 연속이다). 김현

은 이러한 바르트의 기호학적 하위 범주의 개념들을 실제비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김현은 「깃발의 시학: 유치환」(1981)에서 유치환의 상
상적 세계를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는 「깃발」을 이미지 분석을 통해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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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원초적 경험의 뛰어난 예술적 치환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시가 ‘바
람’－‘기’－‘사랑(순정ㆍ애수)’이라는 유치환 시의 구조를 그대로 압축해서 보
여준다고 말하는데, 바람은 기의 외로움을 강조하는 촉매 단위이고, 사랑은
기의 시원 지향적인 것을 보여주는 징조 단위라고 부연 설명한다. 결국 김현
은 ‘문학 작품→이미지와 상상력→작품의 구조’의 방향성으로 진행하는 내재
비평 혹은 문학의 자율성 이론에 해당하는 이론적 토대로서 ‘이미지 분석’
및 ‘상상력 분석’ 단계에서 바슐라르의 문화 콤플렉스ㆍ원형ㆍ물질적 상상
력․역동적 상상력 개념과 제네바 학파의 의식 비평ㆍ주제비평ㆍ현상학적 비
평의 방법론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활용하고, ‘작품의 구조’ 분석 단계에서
는 바르트의 기호학적 하위 범주의 개념인 핵 단위, 촉매 단위, 징조 단위,
정보 단위 등을 창의적으로 수용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4. 후기 비평- 폭력을 낳는 욕망과 권력-언어, 의식의 현상학
김현은 폭력과 욕망의 구조 분석에 집중한 1980년대 이후의 후기 비평에
서 주로 지라르의 폭력론, 푸코의 권력-언어론, 제네바 학파의 의식 비평ㆍ
주제비평ㆍ현상학적 비평을 수용하여 폭력의 뿌리인 욕망의 구조 분석을 통
해 폭력성을 해체하고 비판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이 글은 김현이
지라르의 폭력론, 푸코의 권력–언어론 등을 수용하여 수행한 문학비평을 외
재 비평 혹은 문학의 타율성 이론의 유형으로 간주하고, 제네바 학파의 의식
비평ㆍ주제비평ㆍ현상학적 비평을 수용하여 수행한 문학비평을 내재비평
혹은 문학의 자율성 이론의 유형으로 간주하고, 그 상호 침투적 종합에의
의지와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김현이 후기 비평 시기에 간행한 프랑스 사상가에 대한 연구서는 뺷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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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뺸(나남, 1987)와 뺷시칠리아의 암소-미셀 푸코뺸(문학과
지성사, 1990)이다. 김현은 뺷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뺸에서 폭력의 뿌리

가 욕망이고 폭력이 종교 탄생의 계기가 된다는 전제하에 폭력 비판을 주로
욕망의 폭력성에 초점을 맞추고 폭력의 기원, 희생양 기제, 폭력의 탈신비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김현 폭력 비판의 주요 개념인 일인에 대한 만인의 폭
력, 나쁜 폭력 등도 지라르의 폭력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라르는 뺷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뺸에서 소설 인물들의 욕망이 매개된 욕망으로서 삼각형
의 욕망이라고 보고, 욕망의 주체와 대상 간에는 그 대상을 욕망하게 한 타자
가 숨어있다고 간주한다. 모든 욕망은 중개된 욕망이므로 욕망이 자발적이
고 그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는 것은 낭만적 환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지라
르의 욕망론은 한례희가 지적한 대로, 타인의 욕망에 대한 모방이라는 개념
을 토대로 하지만, 김현의 욕망론은 욕망이 생득적 충동이라는 명제에 기초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지라르가 좋은 폭력과 나쁜 폭력을 구분
하고 전자를 사회 질서 성립을 낳는 기제로 보는 반면, 김현의 사유에서 폭력
은 언제나 나쁜 폭력의 형태로만 존재한다는 점도 폭력에 대한 가치판단의
관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폭력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에 대
한 견해 차이로서 지라르에게 모방 욕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호 폭력을 극복
하는 방법은 희생제의를 통한 폭력인 반면, 김현에게 욕망으로 인해 발생하
는 폭력을 줄인다는 목표 달성을 명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폭력의 문제 해결 기능에 대해서도 지라르가 질서 파괴적 폭력과
질서 구축적 폭력을 구분하고 후자를 통해서만 질서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보고 소위 ‘희생양 기제’라는 ‘성스러운 폭력’에 의해 폭력의 악순환을 극복
하고 질서를 재건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김현은 모든 형태의 사회적 폭력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입장 차이를 보인다.9
9

지라르 욕망론과 김현 욕망론의 차이는 한래희, 「김현의 지라르 이론 수용과 폭력 비판」,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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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은 뺷시칠리아의 암소-미셀 푸코뺸에서 푸코의 초기 문학비평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푸코의 에피스테메에 의한 시대 구분, 계몽주
의와 현대성의 문제, 권력과 언어의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한다. 김현은
푸코 초기 문학비평의 주된 특징을 ‘금지된 것을 넘어가기’와 ‘가능한 한도까
지 가보기’라는 ‘전복적 전위주의’에서 찾는데, ‘금지된 것을 넘어가기’를 인
간 육체의 유한성의 한계까지 가보려는 시도로, ‘가능한 한도까지 가보기’를
그것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로 부연하고, 이것을 역사성과 초
월성이 결합되어 하나를 이룬 시도라고 설명한다. 인간 육체의 극한까지 가
보려는 시도를 대표하는 작가는 사드인데, 푸코는 18세기 사드의 소설에서
촉발된 고전적 에피스테메에서 근대적 에피스테메로의 변화에 대해 역사의
불연속적 단절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여기서 김현은 푸코가 에피스테메
개념을 버리고 주제 개념을 확대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푸코
의 주제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사유의 사유’인데, 사유하는 주체 대신 사유
의 사유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면 근대적 보편주의나 권력에 종속되지 않
고 사유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복적 전위주의’와 ‘사유의 사유’ 개념
은 ‘권력－언어’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 수렴되는데, 김현은 권력에 대항하는
방법으로서 담론의 언어를 분석하고 그 안에 내재된 권력과 통제 기제를
드러내는 방법에 주목한다.10
지라르의 폭력론과 푸코의 권력-언어론은 1980년 광주의 비극을 경험한
이후 김현이 폭력의 뿌리인 욕망을 분석함으로써 폭력성을 해체하려는 이론
적 화두의 중심부에 놓여 있다. 2장에서 언급한 대로, 문학을 역사적ㆍ사회
적 의미 연관에서 고찰하는 이러한 방향성을 외재 비평 혹은 문학의 타율성

10

글, 399∼411쪽 참고.
푸코의 권력 언어론에 대한 논의는 한래희, 「김현 후기 비평과 고백의 형식」, 앞의 글, 302∼30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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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라고 명명한다면, 중기 비평에서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의 방법
론, 마르쿠제의 욕망론, 아도르노의 비판적 미학 이론 등을 중심으로 김현이
설정한 외재 비평 혹은 문학의 타율성 이론이 뺷한국문학사뺸(민음사, 1973)에서
‘문학사’ 연구로 전개되는 한편, 이러한 탐구가 축적되는 후기 비평의 뺷문학
사회학뺸(민음사, 1983)에 이르러 ‘문학사회학’ 연구로 체계화된다. 이러한 김현
의 문학사회학적 범주에 속하는 이론 탐구는 그 연장선에서 불문학 연구를
철학, 인류학, 사회학 등 인접 학문으로 확장하는 방향성과 조응하면서 르네
지라르 연구를 거쳐 미셀 푸코 연구에까지 도달하면서 사회적 폭력 및 욕망
의 문제, 지식과 권력의 문제 등을 천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재 비평
혹은 문학의 타율성 이론이 ‘시대→이념→문학 장르’의 방향성을 가지고 거
시적 영역에서 미시적 영역으로 진행한다면, 그 반대 극단에서 ‘문학 작품→
이미지와 상상력→작품의 구조’의 방향성을 가지고 미시적 영역에서 거시적
영역으로 진행하는 내재비평 혹은 문학의 자율성 이론을 김현 비평에서 추
출할 수 있다. 이 방향성의 대표적인 방법론이 ‘이미지 분석’과 ‘상상력 연구’
인데, 이 연구는 중기 비평에서 바슐라르 이론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탐구가
축적되는 후기 비평에서 제네바 학파의 의식 비평ㆍ주제비평ㆍ현상학적 비
평으로 체계화된다.
김현은 뺷프랑스 비평사-현대편뺸(1981)의 「제네바 학파의 문학비평」에서
보여준 관심의 연장선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연구를 축적하여 뺷제네바
학파 연구뺸(문학과지성사, 1987)를 간행한다. 그는 뺷프랑스 비평사뺸의 「제네바
학파의 문학비평」에서 마르셀 레이몽, 알베르 베갱, 조르주 풀레, 장-피에르
리샤르, 장 스타로벵스키, 장 루세, 힐리스 밀러 등 7명의 문학 연구가를 제
네바 학파로 분류하고, 의식의 비평, 동화의 비평, 발생론적 비평, 주제 비평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그들이 폭넓게 합의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다. 문학은 대상이 아니라 행위ㆍ경험이고, 장르 사이의 엄격한 구분은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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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험에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며, 개개의 작품은 자율적 총체가 아니라
작가의 문학적 경험의 단편들이고, 비평이 탐구해야 할 것은 문학 내의 주제
와 충동의 내적 유형이며, 단어란 특이한 인간적 전압을 운반하는 에너지의
마디이다. 이 항목들을 종합하면, ‘문학은 인간의 경험이 드러나서 그것을
읽는 자의 경험과 합치되기를 바라는 마주침의 자리이다’라는 것이 될 것이
고, 이런 측면에서 작가의 경험과 비평가의 경험의 동화가 요청되는 의식의
비평, 동화의 비평은 가장 주관적인 비평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평론에서
김현은 이를 전제로 마르셀 레이몽, 알베르 베갱, 조르주 풀레, 장 루세, 장
스타로벵스키, 장-피에르 리샤르 등의 비평 세계를 개관하는데, 뺷제네바 학
파 연구뺸에서는 마르셀 레이몽의 도둑 콤플렉스, 제네바 학파의 형성, 제네
바 학파의 몇몇 업적들, 바로크 개념의 의미 변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김현이 리샤르가 가장 영향을 받은 비평
가로서 바슐라르와 풀레를 언급하는 대목이다. 김현은 리샤르가 물질적 상
상력을 제시한 바슐라르에게서 물질의 내면에서 양가성을 찾는 방법과 인간
은 행복하게 숨 쉬게 되어 있다는 행복의 시학을 배우고, 기하학적인 도형(원
ㆍ직선ㆍ곡선ㆍ수 등)을 제시한 풀레에게서 인간적 사유의 기본 범주와 작가의

표현에 동화되어 가는 독자의 즐거움을 배운다고 지적한다. 이 부분은 제네
바 학파가 가지는 의식의 비평, 동화의 비평, 주제 비평 등의 특성이 바슐라
르의 물질적 상상력 및 역동적 상상력이 가지는 유토피아적 행복의 시학과
모종의 연결고리를 가짐을 시사한다. 김현의 후기 비평에서 바슐라르 이론
이 제네바 학파의 동화 및 공감의 개념을 보충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과,
두 비평 세계가 의식의 비평, 발생론적 비평, 주제 비평 등의 특성을 공유하
는 친연성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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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 글은 김현 비평의 성좌를 전체적인 구도에서 조망하여 세부를 관통하
는 비평 방법론의 큰 방향성을 고찰하려 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외국문학
연구와 한국문학 연구의 상호 침투적 종합, 문학이론(원리론)ㆍ문학사(단계론)
ㆍ실제비평(현장비평)의 상호 침투적 종합이라는 두 가지 층위를 논의의 매개
로 삼아 초기 비평, 중기 비평, 후기 비평으로 전개되는 질적 변화의 양상을
고찰하면서 김현 비평의 특이성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
서 내재비평과 외재비평의 상호 침투적 종합이라는 새로운 층위의 논의를
추출하여 문학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상호 침투적 종합이라는 중심 논지에
도달하고자 했다.
김현은 기존의 한국문학을 지배하던 샤머니즘과 허무주의를 비판하면서
비평적 방법론을 모색하는 시기인 196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의 초기 비평
에서 주로 프로이트 및 사르트르의 정신분석학, 말라르메의 프랑스 상징주
의 시와 시론, 발레리의 순수시 이론, 초현실주의 시와 시론 등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한국문학에서 개인의 내면적 상상력의 세계를 탐구한다. 「바다의
이미지 분석ㆍ서」은 ‘이미지 분석’이 단순히 개인적 상상력을 통해 초월적
실재를 추구하는 내재비평의 영역, 혹은 문학의 자율성의 영역에서 벗어나
‘시대적ㆍ사회적 상상 체계’와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김
현은 언어와 풍습 등의 기호를 사회의 독특한 상상 체계의 현실태로 간주하
고 그 기호를 통해 사회의 상상 체계에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초기
비평에서부터 문학을 개인적 상상력의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대적ㆍ사
회적 상상 체계에 접근하는 기호로 간주하는 문학관을 확보했다. 또한 김현
은 초기 비평에서 프로이트의 고전적 정신분석학을 수용하는 동시에 거리를
두는 이중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르트르의 실존적 정신분석이나 융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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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조응하는 바슐라르의 원형 개념과 친연성을 가진다. 김현은 프로이
트와 마르크스를 종합하면서 극복하려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서 사르트르나 바슐라르의 정신분
석을 탐구하고, 마르크스의 토대 결정론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서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 아도르노의 비판적 미학, 마르쿠제의 욕망론
등을 탐구한다. 더 나아가 김현은 문학비평에서 정신분석과 친연성을 가지
는 개인의 내면적 상상력 이론을 역사적ㆍ사회적 의미 연관으로 확장시키는
방향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와 친연성을 가지는 역사적ㆍ사회
적 역할을 강조하는 문학사회학적 이론을 문학적 양식화나 장르의 이론과
접목시키는 방향성을 추구한다.
김현은 고유의 문학론과 방법론을 체계화하는 197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
지의 중기비평에서 주로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 마르쿠제의 욕망론,
아도르노의 비판적 미학 이론, 바슐라르의 문화 콤플렉스ㆍ원형ㆍ물질적 상
상력ㆍ역동적 상상력 개념, 롤랑 바르트의 구조주의 문학이론 등을 주체적
으로 수용하여 유토피아적 꿈이라는 문학의 초월적 관점을 토대로 산업사회
ㆍ소비사회 속에서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탐색하는 논의를 전개한다. 문학
을 역사적ㆍ사회적 의미 연관에서 고찰하는 방향성을 외재 비평 혹은 문학
의 타율성 이론이라고 명명한다면, 중기 비평에서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
주의의 방법론, 마르쿠제의 욕망론, 아도르노의 비판적 미학 이론 등을 중심
으로 김현이 설정한 외재 비평 혹은 문학의 타율성 이론은 뺷한국문학사뺸(민
음사, 1973)에서 ‘문학사’ 연구로 전개되는 한편, 이러한 탐구가 축적되는 후기

비평의 뺷문학사회학뺸(민음사, 1983)에 이르러 ‘문학사회학’ 연구로 체계화된다.
이 글의 논지 중 하나는 1980년대 광주의 비극 이후인 후기 비평에서 비로소
김현이 문학의 역사적ㆍ사회적 의미 연관을 천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1967), 「한국문학의 가능성」(1970), 「소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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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의 언어」 등에서 이미 이러한 탐구가 시작되었고 사유의 심화와 축적
과정을 거쳐 후기 비평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김현은 폭력과 욕망의 구조 분석에 집중한 1980년대 이후의 후기 비평에
서 주로 지라르의 폭력론, 푸코의 권력-언어론, 제네바 학파의 의식 비평ㆍ
주제비평ㆍ현상학적 비평을 수용하여 폭력의 뿌리인 욕망의 구조 분석을 통
해 폭력성을 해체하고 비판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지라르의 폭력
론과 푸코의 권력-언어론은 1980년 광주의 비극을 경험한 이후 김현이 폭력
의 뿌리인 욕망을 분석함으로써 폭력성을 해체하려는 이론적 화두의 중심부
에 놓여 있다. 중기 비평과 후기 비평에서 김현의 문학사회학적 범주에 속하
는 이론 탐구는 그 연장선에서 불문학 연구를 철학, 인류학, 사회학 등 인접
학문으로 확장하는 방향성과 조응하면서 르네 지라르 연구를 거쳐 미셀 푸
코 연구에까지 도달하면서 사회적 폭력 및 욕망의 문제, 지식과 권력의 문제
등을 천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현 비평에서 외재 비평 혹은 문학의
타율성 이론이 ‘시대→이념→문학 장르’의 방향성을 가지고 거시적 영역에서
미시적 영역으로 진행한다면, 그 반대 극단에서 ‘문학 작품→이미지와 상상
력→작품의 구조’의 방향성을 가지고 미시적 영역에서 거시적 영역으로 진
행하는 내재비평 혹은 문학의 자율성 이론을 추출할 수 있다. 이 방향성의
대표적인 방법론이 ‘이미지 분석’과 ‘상상력 연구’이고, 김현의 중기 비평에
서 바슐라르의 문화 콤플렉스ㆍ원형ㆍ물질적 상상력ㆍ역동적 상상력 개념
이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러한 탐구가
축적되는 후기 비평에서 뺷제네바 학파 연구뺸(문학과지성사, 1987)에 이르러 제
네바 학파의 의식 비평ㆍ주제비평ㆍ현상학적 비평으로 체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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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Interpenetrating Synthesis of Autonomy and Validity of Literature
Direction of Kim Hyun’s Criticism Methodology
Oh, Hyung-yup | 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look at the constellation of Kim Hyun’s criticism from the overall
composition and examine the overall direction of the criticism methodology that penetrates
the details. To this end, this article is the premise of discussion on two levels, that is the interpenetrating synthesis of foreign and korean literature studies, and the interpenetrating synthesis of literary theory(principle), literary history(step theory), and actual criticism(current review). Using Kim Hyun’s criticism as a medium, it proceeds in a way that captures
important critical peculiarities through sequential review of early criticism, mid-term criticism, and late criticism. In this process, the discussion of a new level of interpenetrating synthesis of intrinsic criticism and extrinsic criticism is extracted to reach the central point of
interpenetrating synthesis of autonomy and validity of literature.
In his early criticism, Kim Hyun is mainly in the psychoanalysis of Freud, Sartre, Valery’s
theory of pure poetry, surrealist poetry and poetry are subjectively accepted to explore the
world of individual’s inner imagination in korean literature. Kim Hyun regards signs such
as language and customs as the reality of the unique imagination system of society, and
adopts a method of approaching the imaginary system of society through the signs, so that
literature was not limited to the domain of personal imagination from early criticism. We
secure a literature view that is regarded as a sign to approach the periodic and social imaginary system. In literary criticism, Kim Hyun pursues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theory
of an individual’s inner imagination, which has affinity with psychoanalysis, into a connection with historical and social meanings, while emphasizing the historical and social role
of marxism and affinity. It pursues a direction that combines the theory of anger or genre.
In his mid-term criticism, Kim Hyun mainly embraced Goldman’s developmental structuralism, Markuse’s theory of desire, Adorno’s critical aesthetic theory, Bachelard’s cultural
complex, prototype, concept of material imagination and dynamic imagin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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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and Barth’s structuralist literary theory. Based on the transcendental point of view of literature as a dream, the discussion explores the social role of literature in industrial and consumer society. If the direction of examining literature in relation to the historical and social
meanings is called external criticism or the theory of validity of literature, Goldman’s methodology of ‘generational structuralism’ in the medium term criticism, Markuse’s desireism,
Adorno’s critical aesthetics The external criticism or the theory of validity of literature set
by Kim Hyun with a focus on such research is developed as ‘literature history’ in 뺷Korean
Literature History뺸(Minumsa, 1973), while in later criticism where such inquiry accumulates 뺷Literature Sociology뺸(Minumsa, 1983) and systematized as ‘literature sociology’.
In his later criticisms after the 1980s, which focused on analyzing the structure of violence and desire, Kim Hyun mainly accepted Girard’s theory of violence, Foucault’s power-language theory, Geneva consciousness criticism, subject criticism, phenomenological
criticism, etc. It develops around the perspective of deconstructing and criticizing violence
through structural analysis. Kim Hyun's literary and sociological search for theories in the
category of literary and sociology, in line with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study of French
literature to neighboring disciplines such as philosophy, anthropology, and sociology,
reached the study of Michel Foucault through the study of Rene Girard. It can be seen as
a persecution of problems of violence and desire, and of knowledge and power.
In Kim Hyun's criticism, if external criticism or the theory of validity of literature proceeds from the macroscopic domain to the microscopic domain with the direction of ‘era→
ideology→literary genre’, the direction of ‘literary work→image and imagination→work
structure’ at the opposite extreme. The theory of autonomy of literature can be extracted
from the microscopic domain to the macroscopic domain. Representative methodologies
of this direction are ‘image analysis’ and ‘imagination study’, and Bachelard’s concepts of
cultural complex, prototype, material imagination and dynamic imagination provide an
important theoretical foundation. In addition, from the late criticism in which this inquiry
accumulates, it is systematized into Geneva School’s consciousness criticism, subject criticism, phenomenological criticism, etc., to 뺷Geneva School Research뺸(Literature and
Intellectual Company,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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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고고학과 귀납적 보편*
김현 초기 시 비평 연구
조강석**
1143

1. 경험적인 것을 선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2. 1960년대의 한국 시단과 두 개의 앤솔로지
3. 암시의 시학과 수직적 이원론의 토착화 가능성
4. 이미지 계보학
5. 나오며

| 국문초록 |

이 글의 목적은 김현 초기 시 비평의 위상과 면모를 당대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일지를 상고하여 현재에 비추는 것이다. 초기 김현 비평의 중요한 문
제의식들은 “경험적인 것을 선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라는 질문으
로부터 비롯되었다.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에 대한 사유로부터 촉발된 귀납적
보편에의 요청,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문학의 고고학을 논의의 초점에 놓고
보자면, 1967년에 발표된 「시와 암시－언어파의 시학에 관해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말라르메의 암시의 시학을 통해 1967년 당시 한국의 시단을 조망하되,
암시의 시학이 한국적 조건에서 성립되기 어려운 이유를 천착하는 글이다. 김현이
보기에 언어파의 도래는 1967년 현재 이미 한국 시단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들의 시
* 이 논문은 2019년도 연세대학교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2019-22-0045).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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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징은 암시의 시학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는데 암시의 시학이 한국적 상황에서
타당한 존재 이유를 가지고 이해를 구하려면 그 구성적 조건인 수직적 이원론이 필
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이때의 수직적 이원론은 플라톤으로부터
기독교적 전통에 이르기까지의 서구에서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한국적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현은 이를 “수직적 이원론의 토착화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미 도래한 언어파의 시는, 한국의 제반 문화적 근저가 수직적 이원론의
토착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가장 설득력 있고 절실한 호소력을 얻으며 한국시의 한
이념형에 가닿게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한다면, 구조로부터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
식만을 ‘선험적으로’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이 이 대목에서의 김현의
진의로 읽힌다. 김현이 이런 맥락에서 궁구한 문학(문화)의 고고학은 얼마간 바로 이
찢긴 위치의 좌표들로 구성되어갈 성질의 것이었다. 김현의 시 비평 초기에 엿보이는
흥미로운 양상 중 하나인 ‘이미지 계보학’은 바로 그런 좌표들을 그러모으는 예비작
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입에 이르는 동안 우리 시단은 양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실험을 거듭하며 활로를 새롭게 모
색하고 있었다. 바로 이 시점에 김현은 한국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도 연역적
재단을 피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문에서 살펴본 김현의 여러
논의들은 결국 귀납적으로 구체적 실천들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실천들로부터 추상
되는 보편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문학
활동 초기의 자신의 태도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한국적 상황에서의 정신사적 맥락과
결락을 토대로 당대에 다방면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한국시의 이념형들의 성과와 가
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결국 한국시의 이념형을 추상하기 위해 고고
학적 태도와 귀납적 방법에 기초한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반추하게
한다. 2020년대의 오늘을 위해서도 바로 그런 귀납적 감각에 기초한 한국시사의 사
후 재구성 작업은 새삼 절실해 보인다.

주제어 : 김현, 비평, 암시의 시학, 수직적 이원론, 고고학, 귀납적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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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험적인 것을 선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이 글의 목적은 김현 초기 시 비평의 위상과 면모를 당대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일지를 상고하여 현재에 비추는 것이다.1 이를 달리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이 연구가 개시되
었다는 것이다: “1960년대 초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동안 한국
시단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당대 논자들의 관점은
무엇인가?”, “19660년대 초중반에 본격적으로 비평 활동을 시작한 김현은
당대의 시단을 어떤 관점에 의해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 요체는 당대의 다른
비평가들의 관점과 어떻게 변별되는가?”, “이 변별점은 당대의 한국 시단을
조망하는 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 시기 김현이 시 비평에서 전개한 관점
은 한시적인 것인가 혹은 김현 비평의 지속적인 기저를 형성하는 것인가?”
연관된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하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만을 유보하며
위의 질문들에 포괄적으로 답해보려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 우선 김현의
비평을 본격적으로 추동하는 계기가 되고 줄곧 김현의 비평의 기저에 놓여
있었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다음 대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 여하튼 20세기의 초기에 얻어진 유럽 대륙의 불온한 공기를 나는 내 자
신의 내부 속에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거기에 추호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중략)… 유럽 문학, 특히 내가 도취되
어 있었던 프랑스 문학을 나는 나의 정신의 선험적 상태로 받아들였고, 그
상태 속에서 모든 것은 피어나냐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1

여기서 김현의 초기 시 비평이라 함은 주로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씌어진 비평을
지시하는데 이 글들은 주로 뺷상상력과 인간뺸(일지사, 1973)과 뺷시인을 찾아서뺸(민음사, 1975)에
실렸다가 이후 구성상 약간의 편집을 거쳐 김현 전집 제3권(뺷상상력과 인간/시인을 찾아서뺸에
수록되었다. 이하에서는 필요한 경우 글의 제목과 원출처를 표기하고 인용은 주로 김현 전집
제3권(이하 뺷전집뺸 3)에서 하되 김현의 글인 경우 필자 이름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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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령 말라르메와 서정주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시를 쓰고 있다는 사실
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2

(2) 나는 프랑스 문학도 한국 문학도 다만 문학이라고 생각했었다. 이러한
나의 태도가 어느 정도 수정을 받게 된 것은, 역설적이지만, 말라르메를 통해
서였다. …(중략)… 이 말라르메가 준 교훈은 대체로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외국 문학을 선험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방향의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자기가 공부하는 것만
옳다고 주장할 때 진실은 스스로 숨어버린다는 그것이다.3

(3) 선험적으로 들어온 외국의 풍속이 아직 이 땅에 정착되지 못한 반면에,
여기의 풍토 아래 자라온 풍속들은 점점 그 시효를 잃어가고 있다.4

(4)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썩지 않고, 경험적인 것을
선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착란된 문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5

(강조는 인용자)

김현은 3년 후인 1970년에 쓴 다른 글에서 이 ‘고백’을 두고 “1967년에
씌어진 이 센티멘틀한 고백은 그러나 나의 진실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6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왜 글을 쓰는가? 나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답하기 위해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할 작정이다”7라고 이 문제를
재차 상기한 바 있다. 이처럼, 위에 인용된 대목에 담긴 문제의식은 불문학
2
3
4
5
6
7

「한 외국 문학도의 고백」, 뺷시사영어연구뺸 100호, 1967년 6월호, 뺷전집뺸 3, pp.15-16.
위의 글, 뺷전집뺸 3, pp.16-17.
위의 글, 뺷전집뺸 3, 19쪽.
위의 글, 뺷전집뺸 3, 22쪽.
「글은 왜 쓰는가－문화의 고고학」, 뺷예술계뺸, 1970년 봄호, 뺷전집뺸 3, 27쪽.
위의 글, 뺷전집뺸 3,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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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이자 한국 문학 비평가 김현에게 있어 중요한 출발점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그 요지는 무엇인가? 불문학에 심취하여 프랑스 문학, 나아가 유
럽 문학의 특수성을 문학 일반의 보편성으로 간주하던 태도를 지양하고 한
국 문학의 구체성으로부터 착수해야 한다는 자기인식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경험적인 것을 선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라는
질문에 단적으로 압축되어 있다. 이 묵중한 질문은 초기부터 김현 비평의
기저에 자리잡으며 이후 그의 전 생애에 걸쳐 탐구될 성질의 것이었다. 1970
년에 김현은 이 질문에 답해보기 위한 방법이자 과제로서 “문학의 고고학”을
상정한다.

이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성찰한 끝에 나는 문화의 고고학이라는
내 나름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중략)… 한국 문학은 근대화의
초기에 왜 판소리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시조 부흥론은 왜 자주 거론되
는가? 한국어로서 시와 산문을 과연 구별할 수 잇는 것일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아니 유럽식의 시, 유렵식의 소설이 한국문학에서는 가능할까? 새것
콤플렉스에서 기인하는 외국 작시법의 암송과 적용은 과연 바람직한가? 이 모
든 질문은 외국의 문학 사조를 선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
들에겐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그 질문에 대답하려는 태도를 나는 문학의 고고
학이라고 부른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는 한, 한국 문학은 계속 혼돈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글을 쓴다는 개성적인 행위는 글을 쓰는 자의 자리에 대한
탐구가 없는 한, 도로(徒勞)에 그쳐버릴 우려가 많다. 자기 문화의 특수성을 깨
닫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자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문화의 고고학은, 그러므로, 자기가 서 있는 상황을 투철히 인식하고, 그것을
고려하여 극복해나가려는 태도를 말함이다.8

8

「글은 왜 쓰는가－문화의 고고학」, 뺷전집뺸 3,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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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인 것을 선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 김현 스스로 제출한 답변은 “문학(문화)의 고고학”이다. 김현은 이를 자
기 문화의 특수성, 즉 자기가 서 있는 상황을 투철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해나
가려는 태도로 정식화한다. 달리 말하자면, 문학(문화)의 고고학이란 보편을
지향하되 특수성에 대한 귀납으로부터 연원하는 태도, 즉 귀납적 보편의 방
법으로 문학(문화)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김현의 초기 문학
비평은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에 대한 사유로부터 촉발된 귀납적 보편
에 대한 요청을 중요 의제로 설정한다. 우리가 그의 초기 비평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빈번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한국 땅에
서, 그렇다면 글은 왜 쓰는가?”,9 “왜 우리 시에서는 원초적 감정의 광맥이
정서적 긴장을 얻어 단단한 질서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일까?”10, “한국어로
씌어진 시가의 총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현대의
한국시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문제”11, “한국 현대시와 암시력은 어떤
함수 관계에 있는가?”12 등등.

2. 1960년대의 한국 시단과 두 개의 앤솔로지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에 대한 사유로부터 촉발된 귀납적 보편에의
요청,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문학의 고고학을 논의의 초점에 놓고
보자면, 1967년에 발표된 「시와 암시－언어파의 시학에 관해서」에 주목하지
9
10
11

12

위의 글, 26쪽.
「감상과 극기」, 뺷한국 여류 문학 전집뺸, 제6권, 1967, 뺷전집뺸 3, 41쪽.
「시와 암시－언어파의 시학에 관해서」, 현대 한국 문학 전집, 제18권 뺷52인 시집뺸, 뺷전집뺸 3,
53쪽.
「한국 현대시에 대한 세 가지 질문－‘평균율 동인’에 대한 소고」, 뺷현대문학뺸, 1972년 6월호,
뺷전집뺸 3,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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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없다. 그의 ‘기본계획’의 밑그림이 이 글 안에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
다. 이 글은 본래 1967년에 신구문화사에서 간행한 《현대한국문학전집》의
제18권인 뺷52인 시집뺸에 발표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 시를 개괄하는 총론
들 중 하나로 발표 당시 원제는 「암시의 미학이 갖는 문제점－언어파의 시학
에 관해서」이다. 원제가 암시하듯, 이 글은 말라르메의 암시의 시학을 통해
1967년 당시 한국의 시단을 조망하되, 암시의 시학이 한국적 조건에서 성립
되기 어려운 이유를 천착하는 글이다. 그 구체적 면모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1960년대의 한국 시단에 대한 당대의 관점들을 잠시
확인해 보자.

2-1.
1967년에 출간된 뺷52인 시집뺸(이하 뺷52뺸)은 1960년대 한국 시단의 전체적
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앤솔로지 중 하나이다. 이 앤솔로지는 1960년
대 초반에 출간된 뺷한국전후문제시집뺸(1961, 이하 뺷전후뺸)과 더불어, 1960년대
한국 시단에서 활동한 주요 시인들의 작품이 망라된 작품집이다. 1961년에
신구문화사에서 발간한 뺷전후뺸는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
지의 한국 시문학의 흐름을 집대성하여 보여주는 앤솔로지이다. 백철, 유치
환, 조지훈, 이어령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이들은 책의 앞머리에
서문 격으로 실은 「이 책을 읽는 분에게」에서 “어쨌든 ‘앤솔로지’로서는 이
것이 최대규모의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전후시인들이 공동의 광장 속에 이
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믿는다”13라고 말하고
있다. 해방 이후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해 온 30여명의 시인들의 작품과 간단
한 시론을 싣고 있는 이 책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해방 이후 한국 시단
13

「이 책을 읽는 분에게」, 뺷한국전후문제시집뺸, 신구문화사, 1961,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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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을 정리하는 세 논자의 글을 일종의 총론격으로 싣고 있다는 것이다.
김춘수의 「전후 십오 년의 한국사」, 박태진의 「구미시와 한국시의 비교」,
이어령의 「전후시에 대한 노오트 2장」이 그것이다. 여기서 그 양상을 세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14 세 명의 논자들이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한
국시의 흐름을 기술하는 양상과 준거들을 잠시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김춘수는 통시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해방 이후의 시단을 3기로 구분
하고 각각의 시기에 주목되는 시인들을 열거한 후 인상적인 작품을 인용하
고 분석한다. 우선 1945년 8월부터 1950년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의 수확
으로 청록파와 신시론 동인들의 사화집 뺷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뺸을
언급한다. 다음으로 1950년부터 1955년 1월 뺷현대문학뺸 창간에 이르는 기
간에는 후반기 동인들에 주목하는 한편, 전봉건의 작품을 이례적으로 고평
한다. 여기서 뺷현대문학뺸 창간이 시기 구분의 기준이 된 것은 1955년 1월에
뺷현대문학뺸 이 창간된 것을 기점으로 뺷문학예술뺸(1955년 8월 창간), 뺷자유문학뺸
(1956년 7월 창간)이 연이어 창간되고 뺷사상계뺸와 신춘문예를 통해서도 시인이

배출되는 등 문인들의 수가 대폭 증가하고 발표 지면이 확장되었기 때문이
다.15 끝으로 1955년 뺷현대문학뺸 창간에서 1961년에 이르는 동안 새로운 성
취를 얻은 시인으로 송욱, 신동문, 김구용, 김수영, 성찬경 등을 꼽고 있다.
박태진은 해방이 비로소 한국인들에게 통상의 인생경험을 가져다 주었고
이에 따라 시인들 역시 체험에 기반하고 한국어의 실정에 맞는 시들을 쓰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박태진에게 해방 이후 시의 성취를 변별하는 중
요한 기준이 되어준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인생의 문제성”16이다.
14

15

그 세세한 양상에 대해서는 「1960년대 한국시의 이미지-사유와 정동의 정치학」(뺷한국학연구뺸
제52집, 2019, 2)에서 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뺷현대문학뺸의 창간을 기점으로 시인들의 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하며 김춘수가
“이년 전(-1959년도로 추정) 신년호 뺷현대문학뺸에 실린 「현역문단인 주소록」을 보니 147명이나
된다. 그 이후를 가산한다면 이 수는 더 붇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대목은 흥미롭다. 뺷한국전후문
제시집뺸, 신구문화사, 1961,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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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맥락에서 그는 “산수적(山水的) 이미쥐가 현대의 인텐시티와 야합하기
어렵다”17는 관점에서 ‘청록파의 아류’들을 비판하고 상대적으로 후반기 동
인을 위시한 소위 모더니스트들의 시운동에 주목하고 있다.18
이어령은 “행동이 끝나는 데서 언어가 시작된다”와 “언어가 끝나는 데서
행동이 시작된다”라는 두 개의 명제를 통해 현실에 대한 시인의 두 태도를
변별적으로 설명한 후 전자의 대표주자로 서정주를, 후자의 대표주자로 전
봉건을 꼽으며 후자의 시 경향의 분발을 촉구한다. 또한 시적 딕션(poetic
diction)의 변화에 주목하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ex: “도라무통”, “할로”,
“오강뚜껑”)를 파격적으로 시 속에 도입한 전영경과 전쟁용어를 도입한 전봉

건, 신동문의 시를 설명한다.
정리하자면, 김춘수는 문학 외적 상황 변화에 따른 통시적 기술을 택했고
박태진은 새로운 생활 체험을, 이어령은 언어와 행동 그리고 시적 딕션을
시적 경향을 변별하는 준거로 삼았다. 편집위원들의 설명처럼 뺷전후뺸가 해
방 이후 한국시의 흐름을 폭넓게 전시하고 여러 경향을 집대성한 최초의
본격적인 앤솔로지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면, 총론을 실은 세 논자의 글은
대체로 한국시의 흐름에 대한 전체적 조망의 시야를 독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의도로 인해 다소 평이한 개괄에 그치고 있어 한국시의 보편적 구조와
특이점들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에 대한 시도가 나타나는 것은 1960년대의 중반이 지난 시점
에, 다시 말해 1960년대의 시단의 흐름까지 포괄하며 다시 등장한 앤솔로지
인 뺷52인 시집뺸의 총론들에서라고 할 수 있겠다.

16
17
18

박태진, 「구미시와 한국시의 비교」, 뺷전후뺸, 317쪽.
박태진, 위의 글, 뺷전후뺸, 322쪽.
박태진 스스로가 「후반기」 동인의 일원이었으며 사화집 뺷현대의 온도뺸(1957)에도 참여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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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967년에 간행된 뺷52인 시집뺸에는 52인의 작품 각 10여편과 시인들의
짧은 시론들(「작가는 말한다」)이 실려 있고 유종호, 김주연, 조동일, 김현의 평론
이 「문제의 주변」이라는 부제 하에 묶여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네 편이
각기 일정한 의도하에 구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네 편의 평론의 제목에
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전후시 십오 년－그 개관과 문제를 위한 시안」이
라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유종호의 글이 그중에서도 일종의 총론의 성격을
띤다고 한다면, 김주연의 글(「자연과 서정－서정파의 현대적 양상」)은 “서정파”를,
조동일의 글(「시와 현실참여－참여시의 시적 가능성」)은 ‘참여파’를, 그리고 김현(「암
시의 미학이 갖는 문제점－언어파의 시학에 관해서」)의 글은 “언어파”를 초점에 두고

있다. 아마도 이는 뺷52인 시집뺸 의 편집위원(백철, 황순원, 선우휘, 신동문, 이어령,
유종호)들이 1960년대 시단의 지형을 서정파, 언어파, 참여파라는 구도 속에

서 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편의 평론은 말하자면
총론과 각론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각각
의 평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종호는 글의 서두에서 이 글이 “‘나는 왜 오늘의 시를 사랑할 수 없는가’
라는 점에 의탁해서 한 독자가 본 현대시의 문제점을 소박하게 기록해 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우선, “해방 후의 많은 시들이 썩 불투명해지고
직선적인 감동을 거부하고 있다”19며 시가 소수의 전문가들의 향유물이 되
어 가고 있다는 비판으로 글을 시작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난해시ㆍ
실험시들이 십여 년을 실험에 몰두했다면 “납득할 수 있는 새 정식(定式)의
공표쯤인 있어야 할 것”20이나, 사회적, 역사적 문맥 속에서 현실적으로 요청
된 결과, “내적 사상의 필연적 전개로서의 <기법>이 그 현장성에 대한 고려
19
20

유종호, 「전후시 십오 년－그 개관과 문제를 위한 시안」, 뺷52인 시집뺸, 신구문화사, 1967, 423쪽.
유종호, 위의 글, 같은 책, 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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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직수입되어 공허한 소동을 첨가할 뿐”21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생활에서 유리되면 유리될수록 시가 풍부해지리리가 믿으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시선(詩仙)에의 꿈을 좇는 초속(超俗)주의, 리리시즘과 유행가를 동일시
하는 천박한 고식(固式)주의, 시선을 내면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심각을 위장하
는 내향의 자세는 새로운 가치의 변혁이라는 관점에서 비판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22라고 초월적 지향을 담은 상투적 서정형의 시 역시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대두된 소위 난해시와 실험시
뿐만 아니라 재래의 상투적 서정시에 아쉽게 결여된 바를 지적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아가 유종호는 개별적 평가를 통해, 탁월한 성취를
이룬 시인으로 서정주, 유지환,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을 곱고 서정주와 청
록파의 영향권에 놓인 시인으로 이기형, 박재삼, 김관식, 구자운을 꼽고 있다.
또한 전후 모더니즘을 계승하는 시인으로 김수영, 박인환을, 전쟁 소설의 시
적 대응물로 전봉건, 신동문의 시를, 모더니즘의 중간 지점에서 내면 응시를
지속하는 시인으로 김춘수, 김윤성을, 신고전파로 박희진을, 파격적인 실험가
로 김구용을 꼽고 있다. 이처럼 이 글은 개괄적 총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주연은 “리리시즘의 시풍은 한마디로 자연에의 편성(偏性)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현대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갖 실험과 언어의 문제에도 불구하
고 대부분의 우리 시의 중요한 기본 심리로 남아 있다”23고 설명하며 소위
서정파 시인들의 시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선 현상을 기술
한다. 그러나 이 현상을 두고서는, “우리의 서정시인들이 가진 표정들은 대
강 몇 개로 그 특징이 드러나고 있으나 시적 본질에 있어 시인에 따라 상이
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24고 회의적 진단을 내리고 있다.
21
22
23
24

유종호,
유종호,
김주연,
김주연,

위의 글, 428쪽.
위의 글, 430쪽.
「자연과 서정－서정파의 현대적 양상」, 뺷52인 시집뺸, 434쪽.
위의 글, 4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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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일의 평론은 참여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평문의 요지는 다음
과 같은 단락으로 거의 내용의 손실 없이 요약된다: “비현실적인 언어유희가
시를 대변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시기가 있다. 무리하게 요약하기는 힘들지
만, 진취적인 기백이나 문화적 창의력을 잃은 지배층을 위해 시가 봉사할
때면 대개 그렇다. 생생한 생활과 감동을 가진 민중이 시를 잃고 있을 때면
그렇다. 이정권(李政權) 때도 그런 시기의 하나였다. 그러다가 숨어 있던 힘이
새롭게 역사의 전면으로 뛰쳐 나오면 시는 필연적으로 달라진다.”25 이런
맥락에서 황동규의 「태평가」를 ‘초보적인 각성 단계’의 시로, 김수영의 「어
느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사태의 현상과 본질을 파악했지만 아는 대로 행동
하지 못한다는 자책 단계에 머무는 시로 비판하고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
라」를 개별적인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잘 시적으로 잘 집약시
킨 작픔으로 높이 평가한다. 말하자면, 4·19 이후 시에 요청되는 참여의 수위
가 달라졌다는 판단하에 시의 현실 개입 정도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참여
시를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뺷52인 시집뺸에 실린 네 편의 평론 중에 유종호의 글은 총론적 개
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김주연과 조동일의 평론은 서정파와 참여파의
시들을 평면적인 유형화에 의해 분류하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미리 말하자
면, 김현의 글이 한국시의 바탕을 이루는 보편적 구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다.

25

조동일, 「시와 현실참여－참여시의 시적 가능성」, 뺷52인 시집뺸, 4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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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시의 시학과 수직적 이원론의 토착화 가능성
3-1
앞서 언급한 것처럼 4편의 글의 성격상 김현에게는 소위 난해파, 서정파,
참여파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향의 시인들의 시 세계 조망에 대한 요청
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현은 이 시인들을 ‘언어파’로 분
류했다. 그리고 소위 언어파의 범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시인들로 김종삼,
박희진, 김광림, 김영태, 신동집, 김춘수, 전봉건, 김구용, 박태진, 황운헌,
김종문, 성찬경, 박인환, 마종기 등을 꼽았다. 물론 이때 중요한 것은 분류
자체가 아니라 이들을 ‘언어파’로 묶일 수 있게 만드는 저 범주화의 구조
원리일 것이다. 김현은 앞서 살펴본 세 편의 평론과는 달리 수평적 유형 분류
가 아니라 언어파라는 범주를 형성하는 보편적 구조에 관심을 기울이며 한
국적 상황에서 그것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을 글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 양상을 들여다보자.
「암시의 미학이 갖는 문제점－언어파의 시학에 관해서」(이하 「암시」)의 기
본 전제는 전통의 단절 이후 내적, 정신적 질서가 아직 확고하게 서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시의 혼돈과 혼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판
단에 따라 김현은 문제의식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한국시가 당면하고 있는 혼돈과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의 한국시가 가져야 할 어떤 틀을 찾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한국시라
고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한국어로 씌어진 시가의 총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현대의 한국시에서 나타나고 있는냐 하는 문제를
말한다. 이러한 문제는 매우 천착해가기 힘들고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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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사고하고 그것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중략)… 한국시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의
성찰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시가의 총체를 지배하는 어떤
것에 대한 것이다.26

이 글에서 김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앞서 살펴본 다른 평론에서 동시
대 시문학에 접근하는 관점과는 어떻게 변별되는지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대
목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김현의 관심사는 양적 계량에 기초한 기술(旣述)
이 아니라 한국시의 질적 바탕을 이루는 구조에 대한 분석이다. 그것은 “한
국 시가의 총체를 지배하는 어떤 것”이라는 말로 지시된다. 「암시」는 ‘언어
파’의 시를 시계(視界)에 넣고 그 근저를 이루는 공통 구조에 대해 통찰하는
글이다. 김현은 편집위원들의 요청에 응하되, 단지 언어파의 작품 세계를
일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시세계에 대한 관심 속에서, 이를 기화로 당대
한국 시의 기저에 놓인 구조쪽으로 시선을 옮겨놓고 있다. 즉, 요청에 부응하
되 이를 계기로 삼아 한국시의 기저에 대해 말하는 쪽으로 글을 전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전개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한국시에서는 의미와 주장이 중요한가, 혹은 그 반향과 마력이 본질인가,
…(중략)… 여하튼 한국시가 이 두 개의 경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
실한 듯하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 하는 문제는 한국어에 어느 것이 보다 올바
르게 접촉되고 밀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중략)…
이 두 가지의 태도 중에서 김춘수, 전봉건, 김구용, 김종삼, 신동집, 박희진,
김광림, 김영태, 마종기 등은 한국시의 본질이 ‘반항과 마력’에 있다고 믿는 부
류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시적 본질로
26

「암시의 미학이 갖는 문제점－언어파의 시학에 관해서」(이하 「암시」), 뺷52인 시집뺸, 신구문화사,
1967, 4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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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가 시의 유일한 합법적인 영역”이라는 저 포오의 명제에 대한 굳은 신앙
과, 그 미가 흔히 상정하듯이 “하나의 질이 아니라 효과”를 의미한다고 하는
말라르메적인 명제에 대한 찬동에 있는 듯이 생각된다.27

우선, 김현은 송욱이 뺷시학평전뺸에서 리차즈(I.A. Richards)와 본느프와(Yves
Bonnefoy)를 원용하며 ‘주장과 의미’가 중요한 영미시적 경향과 ‘반향과 마력’

을 지닌 노래를 강조하는 프랑스적 경향으로 시의 흐름을 대별한 것을 수용
하며 당대 한국시 역시 대체로 이 두 개의 범주에 의해 설명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편집진의 요청에 의해 ‘언어파’를 시
계에 두고 있는 김현은 ‘언어파’를 반향과 마력에 시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
부류로 재규정하고 그들의 공통분모를 포우와 말라르메의 명제를 통해 추출
한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김현은 논의의 두 번째 단계로 진행한다.

단순한 서정주의자들이 자기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동한 자연적 감정을
그대로 묘출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 시인들은 이 감동을 얻은 혼에 의해 느껴진
감정을 묘출하고 있다. 이 말은 매우 주의력 있게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서정풍의 시인들은 “시는 항상 묘사해야 한다”라는 리바놀의 시학
에 입각해서 언어를 다루고, 우리가 ‘마력과 반향’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파라고 부를 수 있는 시인들은 “시는 절대 묘사해서는 안 되고, 항상 곁에
서 그리고 멀리서 대상에 교감하는 감정을 야기시킬 것을 암시해야 한다”라는
말라르메의 시학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말을 보다 더 쉽게 하면 이 언어파의 시인들이 노리는 것은 효과와 암시에
의한 작시(作詩)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8

27
28

위의 글, pp.443-444.
위의 글, pp.4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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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의 본질이 반향과 마력’에
있다고 믿는 시인들을 “언어파”로 명명한다. 둘째, 그들의 대타항에 “단순한
서정주의자들”을 위치시킨다. 셋째, 이때 ‘언어파’는 “효과와 암시에 의한 작
시”를 강조한 말라르메의 시학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암
시」 의 두 번째 단계의 핵심이다.29 여기서 말라르메의 시학을 자세히 설명
할 여력은 없다. 말라르메의 시학에 ‘언어파’ 시인들의 시가 실제로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순분증명하는 방식으로 논하는 것에는 실익이 별로 없다. 오
히려 중요한 것은 ① 당시에 김현이 파악하고 있는 말라르메의 시학의 요체
가 무엇이며 ② 그 요체가 당대의 한국시를 얼마나 요령 있게 설명하고 있는
가, ③ 말라르메의 시학을 설명의 핵심틀로 가지고 올 때 김현이 궁극적으로
의도한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①은 이 시기 김현이 발표한 다른
평론들 속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으며 ②와 관련해서는 김춘수론인 「존재의
탐구로서의 언어」(뺷세대뺸, 1964년 7월호)와 김구용의 구곡(九曲) 연작 중 하나인
「삼곡(三曲)」을 다룬 「현대시와 존재의 깊이」(뺷세대뺸, 1965년 3월호)가 충분한 논
거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③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암시」의 후반부, 즉,
세 번째 단계의 논의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자.

3-2.
김현은 이 시기에 씌어진 여러 평론에서 상징주의와 말라르메의 시학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김현은 상징주의의 요체에 대해 “언

29

나아가 김현은 피에르 미셸이 말라르메의 말을 인용하여 암시의 미학과 관련된 여섯 가지 방법을
설명한 것에 비추어 그 방법에 가까운 한국의 시인들을 분류해 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효과를 그릴 것: 김영태 2) 암시할 것: 김종삼 3) 유사(類似)에 의해 행할 것: 전봉건, 김춘수,
김구용 4) 어휘를 혁신할 것: 성찬경 5) 말들을 산문적 논리에서 해방시킬 것: 김영태, 박휘진,
김광림, 전봉건, 김구용, 6) 멜로디를 찾을 것: 박희진, 송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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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질감을 확인하려는 미학적 노력, 절대에 대한 타는 듯한 갈망, 세계의
이원론적 파악”30이라고 간명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말라르메의 시학에 대해
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한 한 산문적인 요소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나
는 생각한다. 시는 말라르메가 말하듯이 ‘암시’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31라고 말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여기서 상징주의와 말라
르메의 시학에 대한 자세한 검토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를 정돈하는 김현의
관점과 그것의 의의이다. 김현이 상징주의와 말라르메의 시학을 설명하는
것은 네 가지 키워드와 결부되어 있다. 언어의 질감, 절대 혹은 무한, 이원론
적 구조, 그리고 암시가 그것인데 아마도 이 키워드들을 통해 한국시를 설명
하려는 시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난 것은 「존재의 탐구로서의 언어」와
「현대시와 존재의 깊이」일 것이다.

(1) 김춘수의 무한은 말라르메의 그것과 거의 동가인 것처럼 나에게는 보인
다. 역사적 사건으로 떨어져나간 무성하던 잎과 열매의 중추이었던 나목을
통해, 그 예민한 가지를 통해 시가 무한에 접근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의 시는 다만 “대문자로 씌어진 책을 한 권 쓰기 위해” 노력한 말라르메의
시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어를 통하지 않고는 무한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말라르메의 실패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중략)… 무
한이란 말을 바꾸면 절대이며, 사물의 실재이다. 플라톤적인 표현으로 바꾸
면 그것은 사물의 이데아이다. 시는 이 무한으로 가는 통로이다. 이 통로를
통해 인간 조건은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는 초극이며 해설이다.
사람이 무한, 사물의 실재에 도달할 때, 의식의 때가 완전히 벗겨질 때 사람
들은 해탈한다. 죽음까지도 그때는 하나의 초극의 대상인 것이다32

30
31
32

「시와 톨스토이주의」, 뺷시인뺸, 1969년 10월호, 뺷전집뺸 3 124쪽.
「산문과 시」, 뺷세대뺸, 64년 7월호, 뺷전집뺸 3, pp.334-335.
「존재의 탐구로서의 언어」, 뺷전집뺸 3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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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가 한 사물을 인지한다고 말할 때, 혹은 그 이미지를 그린다고 말할
때, 사실 우리는 그 이미지 혹은 사물의 외면을 둘러싸고 있는, 그리하여 정
확히 그곳으로 들어가 그것을 인지하려는 것을 막고 있는 언어를 만난다.
실재에의 차단이다. 그리하여 정말 잘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 언어의
부정확성에 놀라고 …(중략)… 그들은 언어가, 그들이 선택한 언어의 양태가
사물의 실재와 너무나도 떨어져 있음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사물을
잘 인지했을 때에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말라르메가 그러
했듯이 김춘수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33

위에 인용된 것은 김춘수의 「나목과 시」 연작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34
김현은 김춘수의 「나목과 시」 연작과 「꽃」, 「분수」 등에 대해, 언어를 통해
무한 혹은 절대를 지향하지만 언어는 실재에의 통로이자 동시에 접근을 차
단하는 오염된 사물이라고 설명하며 김춘수의 시가 말라르메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절대에의 지향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때 절대는 지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암시되고 환기될 수 있을 따름인데 이런 절대 지향
이 명백하게 드러내는 바는 절대나 무한 혹은 실재나 이데아의 실체가 아니
라 존재의 수직적 이원 구조일 따름이라고 김현은 강조하는데 절대 지향의
시에서 수직적 이원 구조를 발견하고 이를 강조하는 양상은 김현이 “깊이의
시”35로 명명한 김구용의 「삼곡」을 다룬 평론에서도 명료하게 드러난다.

33
34

위의 글, 뺷전집뺸 3, pp.181-182.
대표적으로 「나목과 시ㆍ서장」은 다음과 같다. “겨울 하늘은 어떤 不可思議의 깊이에로 사라져
가고,/있는 듯 없는 듯 無限은/無花果 나무를 裸體로 서게 하였는데,/그 銳敏한 가지 끝에/닿을

35

듯 닿을 듯 하는 것이/詩일까,/言語는 말을 잃고/잠자는 瞬間,/無限은 微笑하며 오는데/茂盛하던
잎과 열매는 歷史의 事件으로 떨어져 가고,/그 銳敏한 가지 끝에/明滅하는 그것이/시일까.”
「현대시와 존재의 깊이－김구용의 <삼곡>에 관하여」, 뺷세대뺸, 1965년 3월호, 뺷전집뺸 3,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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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김구용은 이렇게 이미지를, 혹은 어휘를 다룰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
도 그것은 그가 낡고 닳아진 언어로써는 도저히 표현하지 못할, 언어 없이
경험된 어떤 의식의 질을 언어로써 표현하려 한 데 있었을 것이다.36
(2) 시는 행위를 언어 속에 이끌어들이고 그 속에서 녹이고 용해시키는 반면
에 산문은 행위가 언어를 학대하고 이끌고 다니기 때문이다(딴사람들은 어
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시와 산문의 구별점이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된다).37
(3) 사실상 「삼곡」에 무게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은 주인공의 이러한 외적
생활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내적인 삶, 그의 부재에서 존재로 넘어오려는
그 부단한 노력에 「삼곡」의 중요성은 있다.38
(4) 「삼곡」은 보다 본질적인 것－무의미에서 의미를 끌어내려는 인간의 한
절망적인 노력이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실패한다.39
(5) 이것이 「삼곡」의 전부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주저하고 당
황하기까지 한다. 이것은 산문이고 「삼곡」은 시이기 때문이다. 시라는 점에
서 「삼곡」은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유리 저편에 응결된 행위이다.
우리는 다만 멀리서 바라볼 수 있을 따름이지 그것을 확인할 도리는 없다.40
(6) 「삼곡」은 구조의 시이다. 그런 뜻에서 그것은 존재에 대한 하나의 태도이
다. …(중략)… 이 시는 확실히 읽을 만한 시이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인간이
며, 그래서 우리의 불안이 끝나지 않는 한 「삼곡」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깊은
성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41

36
37
38
39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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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5-226.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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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우리는 김현이 서정파와 참여파의 바깥에 놓인
시인들을 왜 ‘언어파’로 명명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때 ‘언어’라는 기호의
지시대상에 무엇이 한정되는지를 존재론적 시학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위에 인용된 요지가 간명하여 새삼 부연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삼곡」에 대한 김현의 평론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읽고 독서를 마치기 직전
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하나 있다. 위에 인용된 바와 같은 정치한 분석
의 끝자락에 김현은 우리가 「삼곡」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묻고서는 “「삼곡」에서는 행위가 항상 언어를 뛰어넘으려 하고 있기 때문인
지도 모른다”42고 스스로 답하고 있다. 나아가 송욱의 「해인연가」가 「삼곡」
보다 더 시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것의 행위가 항상 언어 속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43라고 설명하고 있다. 말하자면, 「삼곡」은 우리를 문제의 입구에
까지 끌고 가지만 개방과 차단의 양의적 통로가 되어주는 바로서의 시적 언어
로 모든 것을 걸고 잠그는 대신 이내 행동으로 자꾸만 나아가려 하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 대목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남겨 놓는다.

우리에게는 깊이의 시가 없는 것이 치명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동
양인의 사고가 분열을 모르기 때문인지 어쩐지 나는 모르지만,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분열을 통해서 인간은 성장하고 문학 역시 자란다는 그 사실뿐이다.44

김구용의 「삼곡」에 대한 평론의 마지막 단락은 글을 맺는 군말이 아니라
이후의 과제를 미리 보여주는 또 다른 문이 된다. 1964년에 발표된 김춘수론
에서 언어－무한(절대)－수직적 이원 구조－암시라는 키워드로 상징주의 시
학의 요체를 시연해 보인 김현은 1965년에 발표된 김구용의 「삼곡」론에서
42
43
44

위의 글, 뺷전집뺸 3, 226쪽.
위의 글, 뺷전집뺸 3, 226쪽.
위의 글, 뺷전집뺸 3,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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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주의 시학이 한국적 ‘풍토’에 고스란히 포개어지지 못하고 어그러지는
지점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어그러짐이 발생하는 장소는 1967년에 발표된
「암시의 미학이 갖는 문제점－언어파의 시학에 관해서」에서 보다 자세하게
고시된다. 방법이 숙제가 되는 현장, 「암시」로 다시 돌아가 보자.

3-3.
우리는 「암시」를 읽는 데 있어 세 번째 단계를 남겨둔 바 있다. 여기가
거기다. 말라르메의 시학이 한국 문학에 고스란히 연역되지 않는 자리가 불
거지자 ‘토착적’ 구조 혹은 구조의 토착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다.

(1) 이 암시의 미학은 이원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미학의 근저에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실재계와 현상계의 이원론이
숨어 있다. 이 암시의 미학이 가장 바라는 것은 주술적 언어를 통해 실재
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그것을 항상 좌절시키는 육체
나 이데아 자체인 무, 심연 등에 대한 탐구가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에서는 이처럼 단순하지는 않다.45

(2) 이원론의 전통은 우리에게는 없었던 듯이 생각된다. 가령 음양의 이원
론은 매우 평면적인 것이고 상호대립적인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이원론
은 수직적인 것이고 상호 침투 혹은 상호 종속 관계에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의 시에서는 깊이의 리얼리즘이라고 서구의 비평가들이 부른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평면적인 대립에서 확산이 있을 뿐이지 깊이는 없
기 때문이다.46
45

「암시」, 뺷52인 시집뺸, 4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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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어도 암시의 미학이 한국에서 그 타당한 존재 이유를 얻기 위해서는
수직적 이원론의 토착화가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신의 태도에 따르는
것이 확실한 예술에 있어서 새 술을 옛 부대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렇다. 반향과 마력을 그 본질로 삼고 있는 언어파의 암시
의 미학이 한국시의 바람직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수직적 이원론의 전면적
인 팽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수직적 이원론의 전면적 확산이 불가능하다면
이 언어파의 시들은 어쩌면 영영 이해되지 않을지 모른다.47

위에 인용된 대목들의 요지는 이렇다: ① (언어파 시인들이 기대고 있는) 암시
의 미학은 언어를 통해 실재에 도달하고자 하는 수직적 이원론 구조를 가지
고 있다. ② 한국의 상황에서는 평면적 대립에서 오는 확산은 있지만 수직적
이원론에 기초한 깊이의 리얼리즘이 성립되지 않는다. ③ 언어파 시인들의
미적 준거가 되는 암시의 미학이 한국시의 이념이 되어 폭넓은 이해를 구하
기 위해서는 수직적 이원론의 전면적 확산이 필수적이다.
이 대목의 함의를, 오해를 피해 읽는 것은 중요하다. 이 글은 서두에서
살펴본 ‘센티멘탈한 고백’ 즉, ‘경험적인 것을 선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라는 질문이 본격화되던 1967년에 발표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김현이 말하고 있는 확산과 깊이의 문제, 즉 한국에 수직적 이원론이 존재하
지 않았다는 진단은 서구라는 표준에 비추어 결여되고 결격된 바를 비판하
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대목의 요지는 ‘경험적인 것을 선험적으로 받아들이
지 않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건넌 이의 구조 진단에 가깝다. 김현은 위에
인용된 대목들 바로 뒤에 “이러한 결론 밑에서 소위 언어파의 범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몇 사람들”48에 대해 언급하겠다고 하면서 김종삼, 박희진,
46
47
48

위의 글, 뺷52인 시집뺸, pp.449∼450.
위의 글, 뺷52인 시집뺸, 450쪽.
위의 글, 뺷52인 시집뺸, 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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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김영태, 신동집, 김춘수, 전봉건, 김구용, 박태진, 황운헌, 김종문,
성찬경, 박인환, 마종기의 시세계에 대해 앞서 살펴본 ‘암시의 시학’이라는
설명틀에 입각해 각기 짧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말하자면, 김현이 보기에
언어파의 도래는 1967년 현재 이미 한국 시단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들의
시적 특징은 암시의 시학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는데 암시의 시학이 한국적
상황에서 타당한 존재 이유를 가지고 이해를 구하려면 그 구성적 조건인
수직적 이원론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이때의 수직
적 이원론은 플라톤으로부터 기독교적 전통에 이르기까지의 서구에서와 같
은 방식이 아니라 한국적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현은
이를 “수직적 이원론의 토착화 문제”49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조금 더 적극
적으로 해석하자면, (그것이 작풍의 모방이건, 언어에 대한 자각이건) 이미 도래한 언
어파의 시는, 한국의 제반 문화적 근저가 수직적 이원론의 토착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가장 설득력 있고 절실한 호소력을 얻으며 한국시의 한 이념형
에 가닿게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한다면, 구조로부터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을 ‘선험적으로’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이 이 대목에서
의 김현의 진의로 읽힌다. 김현이 이 글의 말미에 “김종삼의 「앙포르멜」에서
하나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50고 말하며 “이 매우 아름다운 시는
정신적ㆍ수직적 이론이 토착화되어가는 도중에 살고 있는 한 시인의 찢긴
위치를 노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정확히 그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찢긴 위치, 그것이, “선험적으로 들어온 외국의 풍속이 아직 이 땅에 정착되
지 못한 반면에, 여기의 풍토 아래 자라온 풍속들은 점점 그 시효를 잃어가고
있는‘51 ‘착란된 문화’ 속에서 최선을 다해 경주해야 할 태도, 곧 “새로운 이

49
50
51

위의 글, 뺷52인 시집뺸, 451쪽.
위의 글, 뺷52인 시집뺸, 451쪽.
「한 외국문학도의 고백」, 뺷시사영어연구뺸 100호, 1967년 6월호, 뺷전집뺸 3,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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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한국 사회의 자연적인 형성 과정에서 유출하여 논리화시켜 한국 사회
의 상징적 기호로 만드는 어려운 노력”52이 발효하는 정확한, 그리고 정직한
좌표이기 때문이다. 김현이 이런 맥락에서 궁구한 문학(문화)의 고고학은 얼
마간 바로 이 찢긴 위치의 좌표들로 구성되어갈 성질의 것이었다. 김현의
시 비평 초기에 엿보이는 흥미로운 양상 중 하나인 ‘이미지 계보학’은 바로
그런 좌표들을 그러모으는 예비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53

4. 이미지 계보학
(1) 30년대 이미지즘의 대두로 회화적인 아름다움, 이미지의 조소성(彫塑性)
이 한국시의 주류를 이룬다. …(중략)… 이미지즘의 대두로 말미암은 이미지
의 조소성은 대상을 외관에 치중하여 관찰하게 만든다. 이 태도는 풍자의
시에서도, 묘사의 시에서도 그대로 보여진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60년대의
내면 탐구의 시가 발생하게 된다. 대상을 외관보다는 시인의 시적 공간 속에
투영된 그림자로 파악하겠다는 태도는 내면의 시를 공격하고 있는 저항의
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상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태도는
대상을 의식의 동굴에 투영된 그림자로 파악하겠다는 태도로 바뀐 것이며,
그러한 태도의 시적 대상이, 60년대에 넓게 회자된 ‘바다’이다. 대상을 단순
한 외관에 의해 파악하는 태도의 한 극명한 시적 표현이 ‘꽃’이라면, 그 반대
의 경우가 ‘바다’인 셈이다. 김춘수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시적 대상은 꽃과
바다이다. 정현종이 시인으로 자신을 정위시키려 한 것은 꽃과 바다의 변모
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던 65년경이다.54
52
53

54

「글은 왜 쓰는가」, 뺷예술계뺸, 1970년 봄호, 뺷전집뺸 3, 26쪽.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지면을 통해 상세히 논해야 할 주제 중 하나이므로 아래에서는 그 단초만을
짧게 살펴보고자 한다.
「바람의 현상학」, 뺷월간문학뺸 1971년 2월호, 뺷전집뺸 3,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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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현대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의(-고은, 인용자주) 뺷바다의 무덤뺸은
60년대말의 한 조류를 이룬 바다시의 진정한 방향을 제시한다.55

(3) 김춘수ㆍ박남수 등의 시적 탐구의 한 결정으로 한국 현대시에 그 중요한
한 페이지를 담당하게 된 ‘새’의 이미지는, 50년대의 ‘꽃’과 60년대의 ‘바다’
와 함께 이제 일대 유행의 이미지가 됨으로써, 김춘수ㆍ박남수의 시적 노력
의 가치를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 “새가 새가 날아든다. …… 씨 뿌려라 재촉
을 한다”는 유의 계절의 오감을 나타내던 재래의 새는 위의 두 시인에 의해
비상과 좌절이라는 상징주의적 특성을 부여받는다. 그러한 탐구의 결과는
순수시의 가능성에 집착한 김춘수나 조소적 이미지의 구축에 매달린 박남수
의 경우, 무리 없는 내적 필연성을 보여준다. 사물과의 대결, 혹은 자체로
충족되어 있는 어떤 것에 대한 탐구가 일상적인 삶에 의해 잔인하게 도전받
을 때 오는 결과란 비상과 좌절의 두 측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새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김춘수의 경우는 삶의 비속성이, 박남
수의 경우는 날아갈 곳을 날아갈 수 없다는 일종의 문화사적ㆍ세계사적인
갈등이 주된 톤을 이룬다. 그리고 그것은 “새의 못 날음”이라는 시적 표현을
얻는다.
그러나 최근 유행되고 있는 새의 못 날음은 위의 두 시인의 시적 탐구와는
무관한 자리에서 행해져, 일종의 상투형으로 변모해 있다.56

김현의 초기 시 비평에서 눈에 띄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미지 계보학
이다. 최근의 일련의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듯이 문학 이미지는 단지 재현의
도구나 표상의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원본보다 저열한 모사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W.J.T. 미첼은 이렇게 말한다: “이미지의 삶은 사적인 것 혹은

55
56

「뺷바다의무덤뺸에 대하여」, 월간문학, 1970년 5월호, 뺷전집뺸 3, 363쪽.
「시와 상투형」, 뺷월간문학뺸, 1971년 4월호, pp.36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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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삶이다. 이미지는 계보학적인 혹은
유전적인 계열 속에서 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를 재생산하고 문화들
사이를 옮겨 다닌다. 이미지는 또한 다소 분명하게 구분되는 세대나 시대
속에서 집단적으로 동시 현존하면서, 우리가 ‘세계상’(world picture)이라고
부르는 몹시 거대한 이미지 형성물의 지배를 받는다.57 이처럼 미첼은 이미
지 스스로가 계보학적 계열 속에서 사회적 삶을 산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본고의 맥락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문학의 고고학에 입각한 접근
이 구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곳 중 하나가 이미지 계보학을 통해 한국시의
흐름과 그것이 기반한 문화적 관습을 짚어내는 대목들이다. 범박하게 말하
자면, 이는 문학 내적ㆍ외적 상황 모두를 상관적 관계 속에서 귀납적으로
아우르는 시선이 만드는 문학 고고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인용된
글들은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김현은 꽃과 바다 이미지가 그 자체로 한국
근대시사의 한 양상을 계통적으로 대변하고 있음을 여러 평론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1930년대에 대두된 이미지즘 이후로 회화적 조소성과 외관 묘사
에 치중하던 한국시가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내면 탐구의 시로 변모하
는 양상을 여러 시인들의 작품에 나타난 꽃 이미지와 바다 이미지를 통해
귀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꽃의 이미지 분석」(뺷문학춘추뺸, 1965년 2월호), 「시인
의 상상적 세계」(뺷사계뺸 3호, 1968), 「식물적 상상력의 개발」(뺷현대시학뺸, 1970년
4월호) 등의 평론이 그 예가 된다. 그 단적인 면모를 위에 인용된 대목들에서

도 여실히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김현은 꽃과 바다 이미지를 시적 기교의
양상으로부터 상상력의 패턴과 문화적 이념에까지 결부시키며 이 이미지들
의 계보학을 통해 1965년을 기점으로 하는 한국시의 변모를 통시적으로 기
술하는 한 요령을 얻고 있다. 위에 제시된 ‘새’의 이미지 역시 그런 맥락에서
57

W.J.T.미첼 지음, 김전유경 옮김, 뺷그림은 무엇을 원하는가－이미지의 삶과 사랑뺸, 그린비, 2010,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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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될 수 있다. 김현은 새 이미지가 김춘수와 박남수에게 있어 “비상과 좌
절이라는 상징주의적 특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설명하면서 단순히 이 이미
지를 피상적으로 답습한 상투형들을 솎아내고 있다. 이런 대목은 귀납적 이
미지 계보학에 의해, 이미지가 어떻게 관습적 패턴, 통시적 변화, 그리고 문
화적 이념에 의해 여러 겹으로 읽힐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1930년대로부터 1960년대 후반으로 이어지는 꽃과 바다 이미지가
어떻게 1970년대의 정현종의 ‘바람’ 이미지에 인계되는지, 또 그것의 중층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바람의 현상학」은 이미지 계보학의 요령과 의
의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5. 나오며
본고의 논의의 출발점은 초기 김현 비평의 중요한 문제의식들이 “경험적
인 것을 선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라는 질문으로부터 비롯
되었다는 것이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입에 이르는 동안 우리 시단
은 양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실험을 거듭하며 활로를 새롭게 모색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 많은 논자들이
일종의 총론 격인 글을 통해 해방 이후 한국 시단의 전개를 정리하고 그
양상을 설명하는 가운데 당대 시단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던 것은
1960년대 중반 무렵이 해방 이후의 한국시 전개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바로 이 시점에 김현은 한국시를 전체적으로 조
망하면서도 연역적 재단을 피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문에서 살펴본 김현의 여러 논의들은 결국 귀납적으로 구체적 실천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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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고 이를 통해 실천들로부터 추상되는 보편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시도
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문학 활동 초기의 자신의 태도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한국적 상황에서의 정신사적 맥락과 결락을 토대로 당
대에 다방면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한국시의 이념형들의 성과와 가능성을 설
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현의 이 태도가 1970년대를 경과하며 어떻게 보존
되며 동시에 끌어올려지는가에 대해서는 1970년대 이후의 김현의 시 비평을
세세히 살펴보는 일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한국시
의 이념형을 추상하기 위해 고고학적 태도와 귀납적 방법에 기초한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반추하게 한다. 2020년대의 오늘을 위해서
도 바로 그런 귀납적 감각에 기초한 한국시사의 사후 재구성 작업은 새삼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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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rcheology and Inductive Universality of Literature
Critical research on Kim Hyun’s early criticisms on poems
Cho, Kang-sok |Yonsei

Univ.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tatus and aspects of Kim Hyun’s early criticisms on poems and to reflect on the present by pondering what the meaning would be.
The important agenda of early Kim Hyun’s criticism was derived from the question, “How
can we accept the universality of Korean literature without accepting empirical things as
a priori?” In “On Poetry and Allusion-Poetics of the Poets Who Put Special Emphasis on
the Usage of Language in Poetry” published in 1967, Kim Hyun suggested the archeology
of literature as a response to the request for inductive universality triggered by thoughts of
a priori and empirical things. This article looks at the Korean poems in 1960s through
Stéphane Mallarmé’s poetics of allusion, but explores the reason why poetics of allusion is
difficult to establish under Korean conditions. In Kim Hyun’s view, the advent of the
‘linguistic group’ has already occurred in Korea as of 1967. Their poetic characteristics are
best explained by the poetics of allusion. However, in a Korean situation, vertical dualism,
which is a constitutive condition of the poetics of allusion, was missing until the mid 1960s.
Kim Hyun argued the vertical dualism would inevitably arise in the Korean context, not
in the same way as in the West from Plato to Christian tradition. Kim Hyun defines this
as “the matter of indigenization of vertical dualism”. Eventually, the poetry of ‘linguistic
group’ that had already arrived would gain the most persuasive and desperate appeal if the
cultural foundation of Korea was progressed in the direction of vertical dualism, and it
would reach an ideological form of Korean poetry. If not, it is read as Kim Hyun’s sincerity
in this passage, it would be nothing more than borrowing only the form ‘a priori’.
From the 1960s to the beginning of the 1970s, Korean literary world not only grew rapidly in terms of quantity, but was also searching for new ways by repeating new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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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is point, Kim Hyun looked for a way to avoid deductive explanation of Korean poetry.
In that sense, Kim Hyun’s early criticisms on poems can be seen as a part of an attempt to
inductively focus on concrete practices and to explain a universality of Korean poetry abstracted from them. And this was to explain the achievements and possibilities of Korean
poetry, which began to unfold in many different ways in that time. Eventually, Kim Hyun’s
early endeavor reflects the meaning that a work based on archaeological attitudes and inductive methods must be premised to abstract the ideological pattern of Korean poetry.
Even for today in the 2020s, the post-reconstruction work of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poetry based on such an inductive sense seems to be most demanded.
Key words : Kim Hyun, criticism, poetics of allusion, vertical dualism, archeology, inductive univers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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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기 한국학과 혼성성(hybridity)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시 「끝없는 토론 뒤」의 한ㆍ중 수용양상 비교
김기진과 주작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육령

뺷영화조선뺸 창간호에 나타난 ‘조선영화’ 담론의 혼성성
허의진ㆍ안숭범

10.19115/CKS.28.3.4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의 시 「끝없는 토론 뒤
(はてしなき議論の後)」의 한ㆍ중 수용양상 비교
김기진과 주작인(周作人)의 경우를 중심으로

육령*
5843

1. 서론
2.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끝없는 토론 뒤」
3. 김기진의 「백수의 탄식」: ‘민중’과 프로문학의 전개
4. 주작인의 경우: ‘민간’과 ‘인간의 문학’으로의 귀환
5. 결론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시 「끝없는 토론 뒤」(1911)의 한ㆍ중 수용양상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로 한국의 김기진의 시작품 「백수의 탄식」
(1924.6), 그리고 중국의 주작인(周作人)의 시 번역 「無結果的議論之後」(1921)를 연
구대상으로 삼았다. 원시의 창작배경과 의미를 분석한 다음에, 각자의 수용배경과 수
용목적, 그리고 수용방법 및 영향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다쿠보쿠 시 속의
“브나로드”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하나의 번역사건으로 인식하여 그 자체의 독자적
인 의미를 고찰했다. ‘브나로드’ 운동은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러시아의 사회운동이
지만, 크로포트킨의 자서전을 통해 전파되어 전 세계의 지식인의 지적 생산물에서
끊임없이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시카와 다쿠보쿠는 대역사건(大逆事件)으로 인해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시 「끝없는 토론 뒤」의 한ㆍ중 수용양상 비교문학의 고고학과 귀납적 보편 | 육령 117

죽은 일본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품으면서 브나로드운동을 당대의 지식
인들에 대한 권고로 제시한다. 이에 창작된 것이 그의 「끝없는 토론 뒤」란 시이다.
다쿠보쿠의 이 시를 읽은 김기진은 「백수의 탄식」이란 시를 창작했다. 일본에 의해
피식민화된 조선의 현실, 특히 관동대지진 때 일어난 조선인 학살사건을 통해 느꼈던
조선 사람으로서의 무기력함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생활의 예술’이라는 이념과 결합
하여 프로문학자의 길을 간다는 의지도 굳히게 되었다. 그 뒤에 그는 조선의 농촌계
몽운동을 적극적으로 주창했다. 주작인의 경우, 1907년부터 이미 ‘브나로드’운동과
무정부주의에 대한 글을 발표했고 노신(魯迅)과 함께 러시아문학작품을 읽고 또한
번역해서 중국에 소개했다. 그는 일본 유학 시절에 일본의 대역사건을 비롯한 사회상
황과 일본문단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봤다. 그리고 다쿠보쿠의 사상과 문학적 가치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오사운동과 신문화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당시 중국의 시대적 분위기는 더욱 급진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갔다. 그러나 아직 많
은 청년들이 입으로만 주의를 떠들고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주작인은 1920년에 다쿠보쿠의 「끝없는 토론 뒤」를 번역했다. 이는 또한
그의 ‘브나로드’와 ‘신촌운동’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다. ‘브나로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김기진은 이를 민중에게로 간다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민속학과 문화인류학
의 영향을 받은 주작인은 그것을 민간으로 간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서도 그들
은 20세기 초의 문학청년으로서 러시아문학에 대한 애독, 생활과 예술(문학)의 밀접
한 관계를 강조하는 경향, 그리고 문학으로 사회의 개혁에 참여하려는 의지 등 많은
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 차이점과 유사성에 대한 규명을 통해 20세기 전반
기 한ㆍ중 양국의 신문학의 발전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제어 : 이시카와 다쿠보쿠, 김기진, 주작인, 「끝없는 토론한 뒤」, 「백수의 탄식」,

브나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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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김기진의 「백수의 탄식」(1924)과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의 「끝없는 토
론 뒤」(1911)의 연관성에 대해 처음에 김윤식1, 김용직2에 의해 밝혀지고 나
중에 아베 가즈미3, 하야시 요코4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로 「백수의 탄식」과 「끝없는 토론 뒤」의 시의 구성과 창작기법에 있어
서의 유사성, 다쿠보쿠와 김기진의 수필의 유사성을 위주로 김기진의 다쿠
보쿠 수용에 대해 검토했다. 그리고 윤재석5은 김상회가 번역한 다쿠보쿠의
이 시를 대상으로 하여 1930년대 한국의 농촌계몽운동에 대해 고찰했다.
이 논문은 다쿠보쿠의 「끝없는 토론 뒤」의 한ㆍ중 수용양상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여기서는 주로 한국의 김기진의 「백수의 탄식」,
그리고 중국의 주작인(周作人)의 이 시에 대한 번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동일한 텍스트를 수용한 서로 다른 국가의 작가들을 비교분석을 진행할 때
비교대상의 유사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김기진을
중국의 좌익 작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이 시를 중국에서 처음으로 번역하고 또 체계적으로
소개한 사람은 프로작가가 아닌 주작인이라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한다. 다
른 한편으로, 출발점이 같으나 나중에 서로 다른 문학의 길로 나아간 두 작가
에 대한 비교작업은 오히려 각자의 특징을 더욱 돋보이게 드러내줄 수가
있다. 또한 당시 양국의 사회적 배경이나 역사적 조건과 결합하여 그 차이의
1
2
3
4

김윤식, 「민족아와 학문, 예술의 참여」, 뺷사상계뺸 6월호, 1967.
김용직, 뺷한국 현대경향시의 형성/전개뺸, 국학자료원, 2002.
아베 가즈미(安倍和美), 「“호루라기와 휘파람”에 관한 고찰」, 뺷일본문화연구뺸 제6호, 외대출판부.
하야시 요코, 「近代 韓國文壇에 있어서의 石川啄木 受容에 대한 소고찰－김기진의 경우를 중심
으로－」, 뺷일본어문학뺸 49집, 일본어문학회, 2010; 「‘끝없는 토론한 뒤 ’와 ‘백수의 탄식’ 재고찰」,

5

뺷일본언어문화뺸 18집,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1.
윤재석,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번역시 「끝없는 토론한 뒤」 일고찰－한국의 브나로드운동을 중심
으로」, 뺷일본문화학보뺸 35집, 한국일본문학학회, 2007.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시 「끝없는 토론 뒤」의 한ㆍ중 수용양상 비교문학의 고고학과 귀납적 보편 | 육령 119

원인을 밝힘으로써 20세기 전반기 양국의 신문학의 발전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본고의 취지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필자
는 김기진과 주작인을 연구대상으로 채택했다.
다음으로, 논문 구성에 있어 본고는 연구대상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따
라 장을 배분하지 않고 연구대상의 문화적 배경, 지식맥락과 역사적 조건
등 요소를 유기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세 작가의 경우를 각각 한 장씩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는 또한 작가와 관련된 전기적 사실과 문학사와 관련된
디테일을 보충할 여지를 주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본
고는 한국과 중국의 작가가 일본작가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텍스트에 대한
수용사건을 다루고 있으나 일본문학의 우월성이나 일본문학이 한중문학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비교문학이란 원래 서로 다른
국가의 문학이 평등하게 소통하는 것이 그 원칙이며 특징이다. 또한 동아시
아의 비교문학은 서구중심주의적 사유를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는데 동아시
아 내부에 진행된 비교문학 작업 자체는 또 다른 ‘중심’을 세우는 것의 위험
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시카와 다쿠보쿠는 수용대상이지만 그
자체도 러시아의 문학과 사상의 수용자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따라서 본고
는 이 수용사건을 일방향의 영향관계로 보지 않고 다중적인 대화로 보고자
한다. 우선 김기진과 주작인의 전집 속의 시작품, 수필, 일기, 회고록 등을
주요한 텍스트로 삼아 이 수용사건에 대해 실증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시
카와 다쿠보쿠의 「끝없는 토론 뒤」의 창작배경과 의미를 분석한 다음에, 두
작가의 수용배경과 수용목적, 그리고 수용방법 및 영향에 대해 검토해보고
자 한다. 또한 그들이 수용과정에서 “브나로드”에 대한 이해를 하나의 번역
사건으로 인식하고 그 자체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20세기 전반기 러시아문학의 번역, 소개와 수용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식계의 하나의 현상이다. 그리고 ‘브나로드’운동은 국제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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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져 있는 러시아의 사회운동이자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크로포트킨의 자서전 등을 통해 전파되어 전 세계의 지식
인의 지적 생산물에서 끊임없이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시카와 다쿠보쿠
의 경우, 대역사건으로 인해 죽은 일본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품으면서 50년 전의 러시아 청년들의 ‘브나로드’운동을 당대의 지식인들에
대한 권고로 사용했다. 이에 쓰여진 것이 다쿠보쿠의 「끝없는 토론 뒤」란
시이다. 다쿠보쿠의 이 시를 읽은 김기진은 「백수의 탄식」이란 시를 창작했
다. 1923년, 일본에서 귀국했던 김기진은 일본에 의해 피식민화된 조선의
현실, 특히 관동대지진 때 일어난 조선인 학살사건을 통해 느꼈던 조선 사람
으로서의 무기력함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생활의 예술’이라는 이념과 결합
하여 프로문학자의 길을 간다는 의지도 굳히게 되었다. 그 뒤에 그는 조선의
농촌계몽운동을 적극적으로 주창했다. 「백수의 탄식」은 바로 작가가 일본이
란 교육장에서 배운 문학ㆍ사회사상을 조선 땅 위에 씨를 뿌리겠다는 선언
이며 또 그러한 이상의 실천이다. 주작인의 경우, 일본유학시절에 즉 1907년
부터 이미 ‘브나로드’운동과 무정부주의에 대한 글을 발표했고 일본의 대역
사건을 비롯한 사회상황과 일본문단의 변화를 열심히 지켜봤다. 그리고 다
쿠보쿠의 사상과 문학적 가치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오사운동과 신문화운동의 전개됨에 따라 당시 중국의 시대적 분위기
는 더욱 급진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갔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입으로
만 주의를 떠들고 있고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주작인은 1920년에 다쿠보쿠의 「끝없는 토론 뒤」를 번역했다. 이는 또한
그의 ‘브나로드’와 ‘신촌운동’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다. ‘브나로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김기진은 이를 민중(民衆)에게로 간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
면, 민속학과 문화인류학의 영향을 받은 주작인은 그것을 민간(民間)에로 간
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러시아문학에 대한 애독, 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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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문학)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강조, 그리고 문학을 통한 사회참여 등 많은
면에서 비슷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모두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이
시에 대한 문학적 수용으로부터 시작하여 러시아의 브나로드운동에 대한 상
이한 이해를 드러내며 브나로드운동의 영향을 정치의 영역에서 문학의 영역
으로 확산시키고 자신의 문학의 발전방향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수용
사건은 1920년대 문학과 정치 사이의 역학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볼 수가 있다.

2.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끝없는 토론 뒤」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1886-1912)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시대에
살았던 일본 시인이다. 27세의 젊은 나이에 극단적인 생활난과 폐병으로 세
상을 떠난 그는 단가(短歌)로 문단에 이름을 알렸다. 또한 그의 작품들은 그가
“그 시대의 대표적인 고난자(苦難者)”6로 살아왔다는 증거로 남았다. “가족제
도ㆍ계급제도ㆍ자본주의제도ㆍ지식매매제도”에 의해 희생된 자신의 삶의
현실을 변혁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을 품으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시를 “슬픈 장난감”이라고 부른다.7 이는 또한 그의 마지막 시집의 제목이기
도 하다.
자연주의 시인의 부류에 속한 다쿠보쿠는 1910년 6월에 일어난 고토쿠
슈스이(幸德秋水)의 소위 ‘대역사건’을 비롯한 일본정부의 무정부주의자 탄압
에 충격을 받아 「시대폐색의 현상(時代閉塞の現狀)」(1910.8.22.∼23.)이란 글을 발
6

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 위진(魏晋) 역, 「선구시인 이시카와 다쿠보쿠를 기억하며」, 뺷금대문예(今

7

代文藝)뺸 36호, 1936, 620-621쪽.
이시카와 다쿠보쿠, 「노래의 여러 가지」(「歌のいろいろ」), 뺷이시카와 다쿠보쿠전집뺸, 개조사(改造
社), 1929, 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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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했다. 이 글에서 그는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지식인들이 국가권력에 대항
하지 않는다는 점을 크게 비판했다. ‘시대폐색’이라는 사회현상을 지적하면
서 그는 이것을 타파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학창작
에 있어 보다 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후
그의 작품들은 바로 이러한 사상의 연장선에 서 있었다. 그는 1911년 7월에
뺷창작뺸지에 6편의 시를 발표하였다. 원제목은 “끝없는 토론 뒤 ”이다. 나중
에 각 시에 제목을 따로 덧붙였다. 그리고 「집」과 「비행기」란 두 시를 추가
하여 이 여섯 편의 시와 함께 뺷호루라기와 휘파람뺸이란 시집을 냈다. 이후
그의 유고8 중에 다시 세 편의 미발표된 시가 발견되었는데 원고의 표기에
따르면 이 세 편의 시는 ‘끝없는 토론 뒤’ 계열의 시의 첫 번째와 여덟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의 시이었음이 확인된다.
다음은 1930년대 조선의 김상회(金相回)가 번역9한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시 「끝없는 토론 뒤」 번역문이다.

우리가 읽고또한 토론하는것이
그리고 우리의 눈이 번득임이
오십년전 러시아청년에게 질배업다
우리는 무엇을하야할지를 토론한다
그러나 누구하나 주먹을쥐여 책상을치며
「VNAROD!」라 부르짓는이업서라

우리는 우리가구하는것이 무엇임을안다
또는 민중이구하는것이 무엇임을안다
8
9

1913년 5월에 뺷다쿠보쿠유고집뺸이 일본의 동운당(東雲堂)서점에서 간행되었다.
다른 번역문보다 김상회의 번역은 이 시의 창작시기와 가장 가깝고 또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기 때문에 이 번역문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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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오십년전 러시아청년보담도만히안다
그러나 누구하나 주먹을쥐여 책상을치며
「VNAROD!」라 부르짓는이업서라

이곳에모힌자는 모다젊은무리
항상 세상에 새로운것을지여내는 젊은무리
우리는 늙은무리가일즉죽으며 그리고
우리가 필경늙을것을안다
보라 우리의 눈의 번득임을 또한 그토론의격렬함을
그러나 누구하나 주먹을쥐여 책상을치며
「VNAROD!」라 부르짓는이업서라

아아 촛불은벌서 세차레나 갈엇스며
마시는차ㅅ잔에는 적은날벌네가죽어떠잇스며
젊은부인의 열심스러운 태도에는 변함이업스나
그의눈에는 끝업는토론후의 괴롬이보인다
그러나 누구하나 주먹을쥐여 책상을치며
「VNAROD!」라 부르짓는이업서라

10

제목 ‘끝없는 토론 뒤’ 속의 ‘토론’은 당시 일본 지식인들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일반적 토론을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시 다쿠보쿠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문제연구모임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토론을 가리키기도 한
다. 「끝없는 토론 뒤」 계열의 「격론(激論)」이란 시를 보면 1911년 5월의 어느
밤의 토론을 언급하고 있다. “나는 그날 밤의 격론을 잊을 수 없다,/ 새로운
사회에서 ‘권력’의 의미에 대해서,/ 뜻밖에도 동지의 한 사람인 젊은 경제학
10

김상회(金相回) 역, 「끗업는 討論한 뒤」, 뺷신동아뺸 제2권 제2호, 1932.2,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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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N과/ 나 사이에 벌어진 격론을,/ 다섯 시간에 걸쳐 벌어진 격론을,/ ‘자네
가 말하는 것은 철두철미 선동가의 담론이네.’/ 그는 결국 그렇게 말해 버렸
다.”11는 것이다. ‘권력의 의미’ 즉 국가권력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다섯
시간에 걸쳐 다쿠보쿠와 경제학자 “N” 사이에서 벌어진 이 논쟁도 그가 말
하는 ‘끝없는 토론’ 중의 하나이다.
한편으로, 시인의 유고 속 이 계열의 첫 번째 시에서 화자가 자신의 머릿
속의 혁명에 대한 생각은 늘 번개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그리고 있는데,
혁명에 대한 번개처럼 격렬한 열정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또 행동에 옮기
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자기반성의 태도를 드러낸다.
또한 이 계열에 속한 「묘비명」이란 시에서 1911년 4월에 죽은 기계공 동
지에 대해 “그의 눈은 항상 토론자의 비겁함을 질책하고 있지.”12라고 표현
하는 바와 같이, 다쿠보쿠는 「끝없는 토론 뒤」에서 세 번 반복되는 “그렇지
만 누구 하나 주먹을 쥐고 테이블을 치며 ‘브나로드’라고 외치는 이가 없
다”13는 후렴구를 통해 토론자들의 나약함을 비판하면서 지식 청년들에게
실천의 길로 나아가자고 호소하고 있다. “브나로드”를 꼭 외쳐야 하는 이유
는 다쿠보쿠가 「끝없는 토론 뒤」 계열의 시를 창작하기 한 달 전에 쓴 「브나
로드 시리즈: 감옥에서 온 편지(V NAROD SERIES: A LETTER FROM PRISON)」에
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의 전반부는 고토쿠 슈스이(幸德秋水)의 자기 변론 전문
이며 후반부는 크로포트킨의 자서전 뺷어느 혁명가의 회상(A memoirs of a
revolutionist)뺸 속의 일부 내용 ―러시아 무정부주의자의 특징과 ‘50년 전의 러

시아 청년들’이 참여한 ‘브나로드’운동(Vnarod: to the people; be the people)의 전개
과정과 관련된 내용― 에 대한 직접 인용이다. 고토쿠 슈스이의 글은 무정부
11

「격론」,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 지음, 윤재석 옮김, 뺷이시카와 다쿠보쿠 시가선뺸, 지식을만

12

드는지식, 2019, 10쪽.
위의 책, 15쪽.
위의 책, 5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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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들의 운동을 테러리스트의 활동과 반드시 구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비슷하게 다쿠보쿠가 크로포트킨의 자서전에서 가져온 부분도 니힐리
즘과 테러리즘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니힐리즘의 특징과 1860년대 러시아
청년(인텔리)들의 ‘브나로드’운동에 대해 설명한 것이었다.

니힐리즘은 개인의 권리를 긍정하고 모든 위선을 부정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자유라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훨씬 고귀한 남녀로 성장하기 위한 첫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니힐리스트들은 예술적으로는 훨씬 뒤떨어지는
체르니셰프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묘사되는 니힐리스트들 속에서 자
신의 보다 훌륭한 자화상을 발견했다.14

다쿠보쿠는 「브나로드 시리즈: 감옥에서 온 편지」의 마지막 부분 “편집자
의 노트”에서 일반 민중들의 대역사건(大逆事件)에 대한 몰이해를 지적했다.
이는 일본의 무정부주의자들이 “민중 속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쿠보쿠가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끝없는 토론 뒤」 계열의
시 속에는 무정부주의자 자신들에 대한 비판과 무정부주의자의 비극을 만들
어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중적으로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15
이 점은 다쿠보쿠가 「끝없는 토론 뒤」 계열의 시들에서 대역사건의 인물들
을 러시아 혁명당의 인물들로 전유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끝없는 토론 뒤」 속의 “우리가 읽고또한 토론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눈이 번득임이/ 오십년전 러시아청년에게 질배업다”는 말은
다쿠보쿠가 인용한 크로포트킨의 자서전의 내용으로부터 시상을 얻었다고
추측된다.
14
15

크로포트킨, 뺷어느 혁명가의 회상뺸, 박교인 옮김, 한겨레, 1985, 228쪽.
袁先欣，「“到民间去”与文学再造：周作人汉译石川啄木《无结果的议论之后》前后」, 뺷中国现代文学
研究丛刊)뺸 4호, 2017,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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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모든 도시와 성 페테르스부르크의 모든 지역에서 자신을 고양하고
교육시키기 위한 작은 그룹들이 수없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 그룹들에서는 철학
자와 경제학자의 책, 젊은 러시아 역사학파의 연구 성과 등을 열심히 읽고 토론
을 벌였다(밑줄은 인용자). 그들은 점차 유일한 해결 방법은 민중과 함께, 민중
과 같은 생활을 하는 길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16

또한 “우리는 무엇을하야할지를 토론한다”라는 시구도 뺷무엇을 할 것인
가?(what is to be done?)뺸를 쓴 체르니셰프스키와 같은 러시아 청년들의 토론과
관련이 있다.
요컨대, 위에서는 ‘끝없는 토론 뒤’ 계열의 시에 대한 상호텍스트적 분석
을 통해 이 시들이 당시의 일본 사회주의사상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 사이에
이루어진 실제적인 토론과 ‘대역사건’, 그리고 크로포트킨의 자서전과의 관
계를 밝히면서 시인이 “끝없는 토론 뒤”에 바라는 것이 국가권력에 대한 대
항으로서의 “브나로드운동”(실천)에 대한 강조임을 고찰했다.
1920년대에 이르러, 다쿠보쿠의 이 「끝없는 토론 뒤」는 한국(당시는 ‘조선’)
과 중국(당시는 ‘중화민국’)의 두 일본 유학생에 의해 수용되었다. 바로 일본의
릿쿄(立敎)대학교에 유학했던 선ㆍ후배인 주작인(周作人)과 김기진이다. 주작
인은 1920년 7월에 처음으로 뺷신보(晨報)뺸에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끝없는
토론한 뒤」를 번역했다. 1921년에 「끝없는 토론 뒤」가 포함된 다섯 편의
시를 번역하여 신문화운동의 대표적인 잡지 뺷신청년뺸에 발표했고 그 후 다
쿠보쿠의 시(단가)와 사상을 여러 번 중국에 소개했다. 김기진은 1924년 6월
에 다쿠보쿠의 「끝없는 토론 뒤」를 바탕으로 하여 「백수의 탄식」을 창작하
여 발표하였다. 아래에서는 “번역도 반－창작”이라고 주장한 주작인과 김기
진의 이 시에 대한 수용상황을 분석하여 비교해보고자 한다. 우선, 수용배경
16

크로포트킨, 앞의 책, 229쪽.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시 「끝없는 토론 뒤」의 한ㆍ중 수용양상 비교문학의 고고학과 귀납적 보편 | 육령 127

에 있어 그들의 이시카와 다쿠보쿠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에는 인생을 위한 문학을 선호하는 러시아 문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예술과 인생(생활)’을 중요시한다는 공통점을 지
닌 이 두 지식인의 다쿠보쿠 수용과정에서 생겨난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이 시 속의 ‘Vnarod’에 대한 번역을 하나의 번역사건으로 간주할 때,
두 작가가 ‘Vnarod’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필자는 이 차이의 원
인－즉 ‘Vnarod’에의 의미부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수용과정에서 일
어난 역사ㆍ사회ㆍ정치와 문학의 관계를 둘러싼 사상적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3. 김기진의 「백수의 탄식」: ‘민중’과 프로문학의 전개
김기진(1903-1985)은 1920년 초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1921년에 도쿄의
릿쿄대학 영문학부 예과에 입학했다. 그에 의하면, “1921년부터 1922년까지
는 문학사조상으로는 신낭만주의사상을 가진 예술지상주의자였고, 시 작법
에 있어선 상징주의를 따르는 문학도였지만, 1922년 가을부터 사상이 좌경
하기 시작했다”17고 한다. 「나의 문학청년 시대」 속의 자술은 그의 일본 유
학 시절의 문학에 대한 이해와 태도의 변화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다. 첫째,
이 시기에 그는 순수한 감동에서 출발하여 작품이 표현하는 인생관과 생명
론을 이해하려고 힘쓰면서 문학에 대한 철학적 접근에 이르렀다.18 둘째, 이
때부터 러시아 문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17

18

김기진, 「나의 회고록」(뺷세대뺸, 1964.7-1966.1), 홍정선 엮음, 뺷김팔봉문학전집Ⅱ뺸, 문학과지성사,
1989, 189쪽.
김기진, 「나의 문학청년 시대」(뺷신동아뺸, 1934.9), 위의 책, 420-4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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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立敎)대학 영문과 예과 2년(1920년), 이때부터 시로부터 소설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불어와 독어를 배우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베를렌, 서조
팔십(西条八十)에서 투르게네프, 도스토예프스키, 고리키, 입센 등을 선생님으로
바꾸었다.19

셋째, “예술을 위한 예술”에서 “인생을 위한 예술”로 진전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예술을 위한 예술”에서 “인생을 위한 예술”로 진전한 나는 점점 사회 사상
에로 주의를 가져갔다. 계리언(堺利言)ㆍ산천균(山川均)ㆍ대삼영(大森榮)ㆍ마생구
(麻生久)ㆍ좌야학(左野鶴) 등의 평론을 주어읽기를 좋아했다.20

아소 히사시(麻生久)와 직접 만났던 김기진은 그의 “투르케네프처럼 처녀
지에 씨를 부리시오. 소로민이 되십시오.”라는 권고를 듣고 문학을 버릴까
실지로 달아날까라는 고민이 생겼다가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의 뺷너
희들의 배후에서(汝等の背後より)뺸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조선 사람에게 모
두 이 소설을 읽혀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역시 문학은 내버릴 수 없다”고
결심했다. 즉 문학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 문단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대두는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뺷백조뺸 잡지를 뺷씨뿌리는 사람(種蒔く人)뺸처럼 만들어보고 싶다는 포부를 갖
게 했다.

이 무렵 일본 문단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라는 것이 표면화되기 시작해
서 뺷신흥문학뺸이 발간되고 뺷씨뿌리는 사람(種蒔く人)뺸이 꾸준히 간행되고 소
19
20

위의 글, 422쪽.
위의 글, 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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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근강(小牧近江)이 파리에서 돌아와서 폴 필립을 소개하고 앙리 바르뷔스를
소개하고 청야계길(靑野季吉)ㆍ촌송정준(村松正俊)ㆍ평림초지보(平林初之輔)
등의 새로운 유물사관적 견지에서 하는 문학 평론이 우세하였었다. 뺷클라르테뺸
가 번역되고 뺷씨뿌리는 사람뺸에 바르뷔스 대 로망 롤랑의 논쟁 전문이 게재되
고 나서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더욱 활발하였다. 나는 이때에 이것들에게
서 큰 영향을 받았다.21

김기진은 일본에서 귀국해온 1923년 여름부터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쓴
「프로므나드 상티망탈」(1923.7)과 「클라르테 운동의 세계화」(1923.9) 등을 비
롯한 세계적 사조로서의 사회주의사상을 소개하는 글을 발표했다. 다쿠보쿠
의 수용도 이러한 사상적 배경 아래 전개된 것이다. 김기진은 다쿠보쿠의
시를 자신의 글에서 여러 번 인용했다. 특히 수필 「떨어지는 조각조각－붓은
마음을 따라」(1923)와 「추풍기(秋風記)」(1941)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1) “푸른 하늘을 뚫어지도록 보고 있으면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노래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굶어가면서 이와 같은 노래를 쓰던
일본 시인을 생각한다.22 －「추풍기」에서

2) 탁목啄木의 노래가 생각난다.

(일본어 원문 생략－인용자)

(내가 가지는 생각은 모두
돈이 없어서 이러함인 듯
21

22

위의 글, 424쪽(원문에서 ‘뺷종시시인(種蒔蒔人)뺸’으로 표기된 것은 ‘뺷씨뿌리는 사람(種蒔く人)뺸’의
착오이므로 고쳐서 인용함).
김기진, 「추풍기(秋風記)」, 홍정선 엮음, 뺷김팔봉문학전집1뺸, 문학과지성사, 1989, 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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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이 부누나.

백성들은 거진 다 술을 끊었다네
더 형편이 어려워지면
무엇을 끊으려나.)23
－「떨어지는 조각조각―붓은 마음을 따라」에서

김기진이 「추풍기」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각각 자기의 깨
끗한 영혼”이라고 주장하며 또한 “고결한 가을은 우리의 영혼의 시절”이라
고 인식한다. 바로 이때 김기진은 다쿠보쿠의 노래를 떠올린다. 주지하다시
피 ‘가을’은 다쿠보쿠의 시 속에서도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하고 있다. “처참
한 생활을 가운데서도 외롭고 높은 정신을 굽히지 않고 이 같은 노래를 읊으
며 고고히 살다가 짧은 인생을 마친 시인의 영혼이야말로 사랑스럽고 그러
므로 그가 살아 있을 때 천대를 받았건만 죽은 뒤에는 오늘날까지도 거의
전 국민에게 그의 시가 사랑을 받고 있는 까닭이 이에 있다.”는 진술과 같이,
김기진은 다쿠보쿠를 고난의 생활을 겪으면서 훌륭한 시를 창작한 일본 시
인으로 인식한다. 한편, 위의 인용문을 보면, 김기진은 다쿠보쿠의 시를 무엇
보다도 현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의 예술”로 받아들였다.
다쿠보쿠의 「조각조각으로 마음에 떠오른 느낌과 회상」(뺷스바루(すばる)뺸 제
1권 제12호, 1909년 12월 1일)24란 글의 제목에서 발상을 얻어 「떨어지는 조각조

각―붓은 마음을 따라」(1923년 9월)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김기진의 이 수필
23

24

김기진, 「떨어지는 조각조각―붓은 마음을 따라」(뺷백조뺸 3호, 1923.9.), 뺷김팔봉문학전집Ⅳ뺸, 앞의
책, 338쪽.
하야시 요코, 앞의 논문, 310쪽. 제목 속의 ‘떨어지는 조각조각’은 붓의 검은 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마음의 조각조각”을 은유적 표현이기도 하다. 그리고 “조각조각으로 마음에 떠오른 느낌
과 회상”이라는 표현은 다쿠보쿠의 시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으며 주작인도 이를 “찰나 찰나의
감각의 마음(刹那刹那的感覺之心)”으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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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경을 떠나 귀국한 지 얼마 안 된 적의 “감상의 하루”를 그대로 기록한
글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김기진은 “하루살이”로부터 인생에 대한 여러 가
지 생각을 기술했다. 생명의 취약함에 대한 사색과 거짓을 내쫓아야만 하는
참된 삶에 대한 추구, 생명은 “엄숙한 실재”인 이상 예술도 유희가 아니라
참되고 세계의 백성들의 생활과 일치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삶
을 인도할 예술가의 선각자로서의 사명 등을 밝히고 ‘생활의 예술화’와 ‘예술
의 생활화’라는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어서 “인생의
문학”인 러시아문학에 대한 선호를 나타낸다.

‘How to live’를 가르치던 영국의 문학보다는 ‘What is life’를 찾는 노서아의
문학이 우리의 머릿속에 무겁게 들어오는 것이다. 생이란 도무지 무엇이더냐?
부르짖고 내려온 노서아의 문학사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25

그 다음에 “지금의 조선 사람은 마스크를 쓴 도깨비”라고 하며 ‘새빨간
영혼’에 가려진 것들을 없애버려만 하는데 “그러나 우리들 총중에서 용감한
이와 같은 부르짖음을 들은 일이 없다.”고 하며 다쿠보쿠의 「끝없는 토론
뒤」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오랫동안 논쟁에 피곤한 청년들이 이같이 모여 앉았으나,
마치 50년 전의 노서아의 청년들과 다름이 없으되,
그 중에서, 이를 깨물고, 주먹을 쥐고서, 책상을 치면서, 힘있는 소리로,
브나로드 VNAROD! 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25

김기진, 「떨어지는 조각조각－붓은 마음을 따라」, 뺷김팔봉문학전집Ⅳ뺸, 앞의 책, 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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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의 일본의 시인은 이와 같은 시를 썼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조선은 ‘브나로드’라고 부르짖을 만큼이나 된 계단 위에 섰느냐? 아! 서 있지
못하다. 60년 전의 노서아 청년들이 두 팔을 걸어붙이면서 힘있게 부르짖던
‘브나로드!’는 지금의 조선에는 아직껏 이른 모양이다!26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듯, 김기진은 60년 전의 러시아 청년들처럼 조선의
청년들이 조선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삶을 갖게끔 용감하게 “브나로드”를
외치면서 나서야 하는데, 조선에는 아직까지 그런 바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탄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김기진이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낡은 관념을 버리고 세상에 다시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를 드러내면서 “갱생의 충동이 그윽히 보이는 서울”에서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9월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이 일어났다. 김기진이 곧바로 “마음의 폐허” 상태에 빠졌다. 피식
민지인 조선의 황량함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동시에 인민에게로 간다는 의지
와 문학이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욕망도 커졌다. 두 달 뒤(1923년 11월)에 씌어
지고 12월에 발표된 「마음의 폐허－겨울에 서서」라는 글에서 그는 조선부업
품공진회 때문에 자리를 옮긴 구조선의 경북궁을 지켰던 해태를 대지진 때
학살당한 조선인, 시베리아나 만주에 쫓겨나간 조선인, 흰옷 입은 빈약한
조선인에 비유하고 유물사관적인 관점에서 지배 계급과 유산 계급의 이중
학대를 받고 있는 조선의 무산 계급들의 생활을 인도하는 예술가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한다. 즉 그가 말하는 “지금 투르게네프의 뺷아버지와 아들뺸의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이다.

26

위의 글, 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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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량한 조선에 있는 우리의 가질 예술은, 인민에게로 가지 않으면 거짓말이
다. ”Aller aux Peuple”이다. “Pour Peuple”이다. 인민에게로 가자, 우리의 할 일
이 그곳에 있다. 인민을 위한 것을 만들어내자. 우리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
우리의 하는 일이 잘못되고, 우리의 마음과 인민이 격리되거든, 투르게네프의
처녀지를 또다시 들여다보고 오자.27

폐허인 까닭에 힘의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28

이처럼 김기진은 조선 땅에 사회주의사상 및 프로문학이라는 씨를 뿌리는
필요성과 긴박감을 느끼게 되었고, “감각의 혁명”과 “내일의 문학(프로문학)”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감각의 혁명은 금일에 앉아서 제일착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
지 꾸부러진 교화를 받아오던 우리들이 기성 지식으로부터 양념받은 우리의
감각을 하루라도 바삐 씻어 없애야만 할 일이다. 그리하여, 완전한 생명에서
흐르는 문학을 작성할 수 있고 병적으로 발달된 우리의 미각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성의 본질로 돌아가면 감각의 혁명을 먼저하고 그런 뒤에
인간 개조를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것은 타일의 기회로 미루어두고 다만 이
일문은 이러한 문제에 서설로 적어둘 뿐이다.29

무산 대중과 악수하다, 동일한 생활을 전민족이 생활한 일, 즉 무산 대중과
동일선상에 설 일, 그리하여 감각을 혁명하고 건전한 감각을 가져야 할 일, 그리
고 신흥문학은 개성에 철저ㆍ보편화ㆍ신주류의 표현으로 중심점을 가지고 있
으니까 세계의식에 눈을 뜰 일, 그러면 자연히 프로와 악수하게 된다.30
27
28
29

김기진, 「마음의 폐허－겨울에 서서」, 뺷김팔봉문학전집Ⅳ뺸, 앞의 책, 251쪽.
위의 책, 251쪽.
김기진, 「금일의 문학, 명일의 문학」(뺷개벽뺸, 44호, 1924.2), 뺷김팔봉문학전집Ⅰ뺸, 앞의 책,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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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진의 「백수(白手)의 탄식」(1924.6)은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 창작되었
다. 김기진이 다쿠보쿠의 「끝없는 토론 뒤」를 읽었고 또 그의 일부를 직접
번역하고 인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백수의 탄식」과 「끝없는 토론 뒤」의
연관성이 자명하다. 특히 이 시 속의 “50년 전의 노서아 청년”과 “브나로드”
를 입으로 외친다는 것도 「끝없는 토론 뒤」에서 시상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의 구상뿐만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두 시는 후렴구의 반복이라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카페 의자에 걸터앉아서
희고 흰 팔을 뽐내어가며
브나르드! 라고 떠들고 있는
60년 전의 노서아 청년이 눈앞에 있다……

Café Chair Revolutionist
너희들의 손이 너무도 희구나!

희고 흰 팔을 뽐내어가며
입으로 말하기는 ‘브나로드!’
60년 전의 노서아 청년의
헛된 탄식이 우리에게 있다―

Café Chair Revolutionist,
너희들의 손이 너무도 희구나!

너희들은 ‘백수(白手)’―
30

위의 글,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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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자 하는 농민들에게는
되지도 못하는 ‘미각’이라고는
조금도, 조금도 없다는 말이다.

Café Chair Revolutionist,
너희들의 손이 너무도 희구나!

아아! 60년 전의 옛날
노서아 청년의 ‘백수의 탄식’은
미각을 죽이고서 내려가 서고자 하던
전력을 다하던 전력을 다하던 탄식이었다.

Ah! Café Chair Revolutionist
너희들의 손이 너무도 희어!31

이 시의 첫 연은 카페 의자에 걸쳐 앉아서 희고 흰 팔을 뽐내어 가며 ‘브나
로드!’라고 떠들고 있는 60년 전의 노서아 청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화자가 포착한 이미지는 CaféㆍChairㆍRevolutionist(카페ㆍ의
자ㆍ혁명가)이다. ‘카페’는 근대에 생긴 부르주아적인 향락의 장소이고, ‘의자’

는 행동과 대조되는 휴식을 위한 장치이며, ‘혁명가’는 사회운동을 이끌어주
고 또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외국어로 표현되고 병치된 이 세 개의
명사가 이 이미지들에 대한 사유의 전개와 새로운 질서를 구성해내는 시간
을 제공해준다. 그 뒤에 화자가 나온 말은 “너희들의 손이 너무도 희구나!”라
는 한탄이다. 이어서 이렇게 희고 흰 손을 가진 노서아 청년들이, 즉 카페
의자에 앉아서 노동을 하지 않는 백수 인텔리들이, 아무리 브나로드를 외쳐
31

김기진, 「백수의 탄식」(뺷개벽뺸, 1924.6), 뺷김팔봉문학전집Ⅳ뺸, 앞의 책, 377∼3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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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용이 없고 그들이 외치는 ‘브나로드’는 입으로만 하는 헛된 탄식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고 화자가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의 지식 계급을 가리킨 것이다. 그리고 이 백수들과 대
조되는 농민들에게는 ‘미각’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미
각’은 일차적으로 백수들이 카페에서 향유하는 음식(카페/맥주)을 가리킨다.
기본적인 생존을 유지하고 배부르게 하는 양식조차 구하기 힘든 농민들에게
는 ‘미각’이라는 개념이 조금도 없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경
제적 기반이 그들의 상부구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
을 가리는 ‘미각’은 인간의 관능 중의 하나이지만 식욕이라는 생의 본능 그
이상의 것이다. 이는 김기진이 “끼니에 쫓기는 민중에게는 무슨 미(美)가 있
느냐?”32라고 말한 것과 일치하다. 또한 김기진은 그때 영문학과에 다녔는데
영어에서 ‘미각’이란 뜻을 표현하는 단어 ‘taste’의 관능적 미각(味覺)과 취향을
의미하는 미각(美覺)이란 이중적 의미를 활용한 가능성도 있다.33 뿐만 아니
라, 「감각의 혁명」에서 김기진은 “우리들이 기성 지식으로부터 양념받은 우
리의 감각을 하루라도 바삐 씻어 없애야만 할 일이다. 그리하여, 완전한 생명
에서 흐르는 문학을 작성할 수 있고 병적으로 발달된 우리의 미각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성의 본질로 돌아가면 감각의 혁명을 먼저하고
그런 뒤에 인간 개조를 해야만 한다.”34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지식인들이
이미 기성의 지식이나 관념에 길들여진 감각(미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농
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상부구조에 속한 이것들을 가질 조건조차 마련되지 못
한다. 여기서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횐 손으로 상징된 지식 계급과

33

김기진, 「클라르테운동의 세계화」, 뺷개벽뺸 39호, 11쪽.
이 점에 대해서 김진영도 비슷한 관점을 앞의 논문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김기진의 이

34

데, 영어의 taste, 프랑스어의 goût, 러시아어의 ВКУС에 해당하는 ‘취향’으로 바꿔 읽으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한다(김진영, 앞의 논문, 253쪽.).
김기진, 「금일의 문학, 명일의 문학」, 앞의 책, 25쪽.

32

미각은 “단순한 맛의 감각”이 아니라 사회 계층의 문화적 제도에 의해 형성된 판단 기준을 일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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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가고자 하는 농민들 사이에 거대한 거리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세
번으로 반복되는 이 “Café Chair Revolutionist/너희들의 손이 너무도 희구
나”라는 후렴구는 이 사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어
서 화자는 ‘60년 전의 노서아 청년’들은 그래도 그러한 미각을 죽이고 전력
을 다했고 그들이 외치는 ‘브나로드’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전력을 다하던
탄식이었다고 한다.
마지막 연의 “Ah! Café Chair Revolutionist/ 너희들의 손이 너무도 희어!”
― 는 60년 후 오늘의 현실을 다시 강조했다. 조선의 인텔리 청년들에게는
민중 속으로 가서 그 거리를 좁혀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다쿠보쿠는
‘브나로드’라는 구호를 처음으로 외친 50년 전의 노서아 청년들을 모범으로
삼았다. 그러나 김기진의 시는 ‘흰 손’을 지식인들과 민중 사이의 거리를 상
징하는 중요한 모티프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다쿠보쿠의 시와 차이가 드러난
다. 다쿠보쿠가 실천/행동력을 강조한다면, 김기진은 러시아청년들의 탄식
이 헛된 탄식인 이유가 본질적으로 그들의 흰 손, 민중과의 거리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앞에서 필자는 김기진이 다쿠보쿠의 이 시를 부분적으
로 번역하고 인용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 김기진은 후렴구를 “그 중에서,
이를 깨물고, 주먹을 쥐고서, 책상을 치면서, 힘있는 소리로,/브나로드
VNAROD! 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번역했다. 그는 상상력
을 동원하여 원문에 없었던 일련의 동작을 부가하면서 러시아청년들이 ‘브
나로드’를 외치는 열정적이고 힘 있는 모습을 그려낸 것이다. 이는 행동력을
강조하는 다쿠보쿠의 창작의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번역을 통해 아직 브나로드를 외치는 조건이 마련되지 못한
조선 땅에 사회주의사상을 전파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백수의 탄
식」에 이르러 ‘브나로드’를 외쳐야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계급 간의 거리
를 줄일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수의 탄식」과 같이 뺷개벽뺸에 실린 「화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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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김기진은 ‘화강석’과 같은 인민의 편에 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
두 편의 시와 위의 수필을 통해 김기진의 계급의식이 강화된다는 것을 읽어
낼 수가 있다. 우선, 텍스트 안에서 그는 인민과 지식인을 모두 노동자의
범주로 귀속시켰다. 김기진은 「지식 계급의 임무와 신흥 문학의 사명」
(1924.12.)에서 “백수(白手) 노동자인 인텔리겐차의 임무는 이것뿐임을 알아두

어야 한다.”라고 한다.35 이 진술에서 검은 손을 내미는 일하는 노동자와 대
조되는 ‘백수 노동자’는 인텔리겐차 또는 지식 계급을 가리킨다. 여기서 「백
수의 탄식」 속의 ‘백수’를 “백수 노동자”로 확장했다. 즉 일반 노동자와 지식
계급을 모두 노동자 계급으로 규정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하나 지적
해야 할 점은 ‘백수’란 개념의 유래이다. 러시아 작가 투르게네프의 「노동자
와 백수」(1878.4)라는 산문시가 있는데 ‘백수 노동자’의 개념은 러시아에서
유래되고 영국 또는 일본을 경유하여 번역된 명사일 가능성이 높다.36 또한
1920년대 일본에서는 ‘창백한 인텔리’라는 유행어가 있었다고 한다.37 뒤에
언급하겠지만 주작인도 투르게네프의 「노동자와 백수」를 글에 인용한 적이
있다. 그러나 김기진과 달리 주작인은 지식인과 민중 사이의 갈등과 부조화
를 지적하기 위해 이 시를 인용한 것이었다.
문학에 있어 민중으로 가고 예술가와 민중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프로문
학을 주장하면서 김기진은 현실의 측면에서는 민중으로 가야 한다는 지식계

35

김기진, 「지식 계급의 임무와 신흥 문학의 사명」(뺷매일신보뺸, 1924.12.24.), 뺷김팔봉문학전집Ⅳ뺸,

36

앞의 책, 414쪽.
김기진의 「백수의 탄식」이 발표하기 전에, 투르게네프의 이 시에 대한 번역에 대해 김진영이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순성 진학문, 「노동자와 손흰사람」, 뺷공제뺸, 1920.9,127,124쪽’과 ‘김동진,
「노동자와 손흰사람」, 뺷동아일보뺸, 1923.11.4.’가 있다. 진학문의 경우, 시 안에서 손흰 사람을
‘백수인’으로 번역했다. 1933년에는 김상용에 의해 시 제목이 아예 「노동자와 백수인」으로 바꾸었
다. (김진영, 「거지와 백수－투르케네프 번역의 문화사회학」, 비교한국학, 24권 3호, 국제비교한국

37

학회, 2016년, 17-52쪽, 또는 김진영, 뺷시베리아의 향수:근대 한국과 러시아 문학 1846-1946뺸,
이숲, 2017, 247-249쪽. 참고)
하야시 요코, 「끝없는 토론 뒤와 백수의 탄식 재고찰」, 위의 논문, 2011, 6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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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임무와 신흥문학의 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지식 계급의 임무는 민중으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문필과 친한 그대들의
임무도 민중으로 가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알레 오 푀플’이다. 민중으로 가거
라. ‘푸르 푀플’이다. 민중을 위한 것을 지으라. ‘브나로드’가 1870년대의 러시아
지식 계급의 임무가 아니었더냐?
지식 계급과 신흥문학과의 관계는 이러하며 또한 그 문학의 사명이 이곳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일을 위한 금일의 문학이다.38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김기진은 피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한 성찰로
부터 다쿠보쿠의 이 시를 개작하고 민중으로 간다는 지식 계급의 임무를
강조하여 신흥문학－프로문학을 적극적으로 주창하기 시작했다. 또한, 1925
년에 이르러 그의 이러한 의도는 더욱 실질적인 농촌계몽운동으로 나아간
다. 예컨대 “향당(鄕堂)의 지식 계급으로서의 임무를 말하고자 하”39는 「향
당의 지식 계급 중학생」(1925.4)이란 글에서 그는 조선의 중학생 또는 중학
졸업생들에게 ‘농민을 교화하라’고 권고한다.
민중에게로 간다는 것은 민중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민중과
악수한다는 것에 대한 강조함은 김기진이 기왕의 예술가의 특권 및 그들의
물질적 삶과 분리된 예술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농민ㆍ노동자 계급과의 연합을 도모한다는 입장은 근본적으로 개인주체에
입각한 주작인의 민중 관념과 차이가 나타난다.

38

39

김기진, 「지식 계급의 임무와 신흥 문학의 사명」(뺷매일신보뺸 , 1924.12.24.), 뺷김팔봉문학전집Ⅳ뺸,
앞의 책, 414쪽.
김기진, 「향당의 지식 계급 중학생」, 뺷김팔봉문학전집Ⅳ뺸, 앞의 책, 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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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작인의 경우: ‘민간’과 ‘인간의 문학’으로의 귀환
주작인(周作人, 1885-1967)은 1906년부터 1911년까지 6년의 일본 유학 생활
을 지냈다. 1906년에 법정대학에서 예과를 마치고 1908년에 릿쿄대학에 들
어가며 그리스어를 공부했다.40 그는 일본의 생활방식과 문화, 그리고 일본
문단에 대해 매우 익숙하며 일본문인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
는 1920년 7월 20일에 뺷신보(晨報)뺸에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끝없는 토론
뒤」(「無結果的議論之後」)를 번역하여 처음으로 중국에 소개했다.41 1921년 8월
에 주작인은 신문화운동의 대표적인 잡지인 뺷신청년(新靑年)뺸에 다쿠보쿠의
「끝없는 토론 뒤」계열의 시 5수42와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ㆍ무샤노코지
사네아쓰(武者小路實篤)ㆍ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 등 총 13명의 일본 근대 시
인의 시를 번역했다. 그 다음 해 즉 1922년 5월에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단가(短歌)」(뺷시뺸, 1922.6.20.)란 글을 발표하고 다쿠보쿠의 삶과 문학을 중국 독
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소개했다. 이와 동시에 호적(胡適)이 편찬한 뺷노력주보
(努力周報)뺸에서도 다쿠보쿠의 시 17수를 번역하여 발표했다. 그리고 1922년

8월부터 다쿠보쿠의 소설 「두 줄의 혈흔」(1908)을 번역했고 1924년에 뺷근대
일본소설집뺸에 수록했다.
주작인에게 번역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가 주장하는 “인간의 문학”의 연장
선상에 있다. 톨스토이의 인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인간을 하나의 운
명공동체로 인식하며 “중외(中外)”를 구분하지 않고 즉 민족과 국가의 한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주작인의 외국문학작품에 대한 번역과 소개는 중국 독자의

40

41
42

주작인은 당시 제국대학 문과에도 그리스어를 가치고 있지만 자신의 수준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예상하며 릿쿄대학을 지원했다고 회고한다. 주작인, 뺷주작인자선집－지당회상록 상(周作人自编
集 —— 知堂回想录上)뺸,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13, 282쪽.
주작인의 번역문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격론」, 「끝없는 토론한 뒤」, 「코코아 한 스푼」, 「비행기」, 「낡은 가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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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넓혀주고 그들에게 ‘세계적 인간’을 보여주고 인간의 도덕을 양성하
며 인간의 생활(이상적 생활)을 실현하려는 목적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43 주
지하듯이 주작인은 노신(魯迅)과 같이 러시아문학작품과 소위 “약소민족문학
작품”을 적극적으로 번역했다. 하지만 그가 다쿠보쿠를 번역하고 소개한 것
은 몇 가지 독자적인 이유와 특징이 있다.
첫째, 이 시를 번역한 직접적인 동기에 대해 주작인은 번역 후기에서 다음
과 같이 고백했다. “이 시는 이쿠라 슌게츠(生田春月)가 편찬한 뺷일본근대명시
선집뺸(다이쇼 8년 3월)을 참고하여 번역한 것이었다. 19세기 러시아 청년들이
하는 ‘민간으로 간다(到民間去)’ 운동은 역시 탄복할 만한 일이다. 메이지시대의
끝없는 토론만 하는 청년들이 도저히 그들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만이 또는 러시아 청년들만이 그들을 질책할 권력이 있다.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 지금 우리도 입으로만 하고 있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쿠보쿠의 시를 읽고 나서 나는 안 부끄러울 리가 없다.
남의 채찍으로 자기 자신의 등을 후려치라는 의미에서 나는 이 시를 번역했
다”44고 말한 것이다. 이 번역시가 발표되고 나서 한 달 반 뒤에 소년중국학회
(少年中國學會), 각오사(覺悟社), 인도사(人道社), 서광사(曙光社)와 청년호조단(靑年
互助團)

등 북경과 청진 지역의 청년단체들이 같이 모아서 “개조연합(改造聯合)”

이란 단체를 조직했고 “브나로드”를 구호로서 「개조연합선언」에 넣었다.45
둘째, 다쿠보쿠의 문학적 가치다. 주작인은 1918년에 북경대학 문과연구
소 소설연구회에서 「최근 30년 일본소설의 발전」을 제목으로 강연을 한 바
43

周作人, 「人的文學(인간의 문학)」(1918.12.7), 뺷周作人自编集－艺术与生活뺸,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13, 19쪽. (人类命运同一，所以我要顾虑我的运命，便同时须顾虑人类共同的运命。所以我们只

44
45

能说时代，不能分中外。我们偶有创作，自然偏于见闻较确的中国一方面，其余大多数都还须绍介
译述外国的著作，扩大读者的精神，眼里看见了世界的人类，养成人的道德，实现人的生活。)
周作人(필명 仲密), 「無結果的議論之後」, 뺷晨報뺸, 1920.7.20.
袁先欣，「“到民间去”与文学再造：周作人汉译石川啄木《无结果的议论之后》前后)」, 뺷中国现代文
学研究丛刊뺸 4호, 2017,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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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강연에서 그는 일본이 서양에 대한 “창조적 모방”을 긍정하면서
중국의 지식인들이 중화중심주의사상을 버리라고 주장하며 외국작품에 대한
번역과 연구 작업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비교문학의 안목46을 가진 주작
인은 일본문학이 중국의 신문학에 대한 참고 가치를 언급했는데, 주로 일본의
자연주의 부류의 작가들을 소개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주작인은 다쿠보
쿠의 작품들은 신문화운동 또는 중국의 신문학을 개척하는 시기에 중국의
신체시의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은 주작인의 「이시
카와 다쿠보쿠의 단가(短歌)」란 글에서 규명되었다. 이 글에서 주작인은 다쿠
보쿠의 작품들 중에서 단가가 가장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의 단가는
이른바 “생활의 노래”이며 내용에 있어서는 실생활의 표현을 중요시하고 형
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형식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토착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행의 구분도 기존의 규칙을 파괴하는 다쿠보쿠에
비해, 당대의 일반 시인들이 시를 이렇게 쓸 용기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다.47 그는 다쿠보쿠가 1910년(메이지43년) 12월에 쓴 「노래의 여러 가지」(「歌の
いろいろ」)의 3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다쿠보쿠의 위와 같은 문학적 주장과

사회사상을 소개했다. 주작인은 「소시(小詩)를 논하여」(1922)에서 “마음에 솟
아올라 사라져버린 찰나의 감각지심(感覺之心)”(다쿠보쿠의 표현)을 드러내기 위
해 짧은 행수로 구성된 소시가 가장 적합한 도구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작
인이 적극적으로 다쿠보쿠를 비롯한 일본시인의 시론과 시를 번역하고 소개
한 시기인 1921-1923년은 마침 중국 문단에서 “소시운동(小詩運動)”이 유행한
시기였다. 소시운동은 바로 언어의 귀족화를 반대하여 시의 언어와 형식의

46

일반적으로는 1919년에 장석침(章錫琛)이 일본문학이론가 혼마 히사오(本間久雄)의 뺷新文學槪論뺸
을 번역함으로써 처음으로 ‘비교문학’이란 개념을 중국으로 가져왔다고 한다.(乐黛云, 뺷比较文学

47

与中国现代文学뺸，北京: 北京大学出版社, 1987, 189-198쪽. 그러나 주작인의 1918년의 이 강연문
에서 이미 일본의 신소설의 발전양상을 중국의 신소설과 비교한다는 의식을 드러냈다.
周作人, 「石川啄木的短歌」, 뺷詩뺸 1권 5호, 19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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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타파하고 개인의 감각과 정서를 중심으로 시를 창작한다는 것을 취지
로 한다. 당시 뺷신보(晨報)뺸, 뺷시사신보ㆍ학등(時事新報ㆍ學燈)뺸, 뺷민국시보ㆍ각오
(民國時報ㆍ覺悟)뺸 등 유명한 신문잡지에는 소시 창작란을 만들기도 했다.48

셋째, 주작인의 다쿠보쿠에 대한 이해는 일본문단과 정치ㆍ사회상황에 대
한 관찰의 기반 위에 있다. 특히 대역사건과 관련이 있다.
다쿠보쿠의 「끝없는 토론 뒤」의 창작배경이 된 ‘고토쿠 슈스이(幸德秋水)
대역사건’은 주작인이 일본에서 유학했을 때 직접 경험했다. 이에 대한 견문
은 그가 “대역사건”을 제목으로 한 글에서 회고하고 있다. 메이지 44년(1911
년) 1월 24일, 학교 정문을 지나간 그가 ‘대역사건’의 심판과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신문을 우연히 보게 되고 무척 놀랐다고 한다. 그는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 처음에 서양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모방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봉건적이고 독단적인 정치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었고 지금 와
서는 표면적으로 유지해온 민주와 자유의 흔적마저도 사라져 버렸다고 한
다. 이 사건은 일본 국내 사상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이시카와 다쿠보쿠는 정면으로 혁명적인 사회주의자로 변
모하게 된다.49 1919년 이후 신문화운동과 오사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중국
48
49

崔琦, 「石川啄木在中國的飜譯與影響」, 뺷魯迅硏究月刊간뺸 1권1호, 2006, 81쪽.
周作人, 「大逆事件」, 뺷周作人自编集 —— 知堂回想录上뺸,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13, 312-313쪽. “回
忆明治四十四年（1911年）一月廿四日，那时正在大学赤门前行走，忽然听见新闻的号外呼声，我
就买了一张，拿来一看，不觉愕然立定了。这乃是“大逆事件”的裁判与执行。这时候我侨居异国，据
理说对于侨居国的政治似别无关心之必要，这话固然是不错的，但这回的事已超过政（312쪽）治
的范围，笼统的说来是涉及人道的问题了。日本的新闻使我震惊的，此外还有一次，便是一九二三
年九月一日大震灾的时节，甘粕宪兵大尉杀害无政府主义者大杉荣的夫妇，并及他的六岁的外甥橘
宗一的这一件事。日本明治维新本来是模仿西洋的资本主义的民主，根本是封建武断政治，不过表
面上还有一点民主自由的迹象，但也逐渐消灭了。这一桩事在他们本国思想界上也发生不少影响，
重要的是石川啄木，佐藤春夫，永井荷风，木下杢太郎（本名太田正雄，杢太郎的杢字本从木工二
字合成），皆是。石川正面的转为革命的社会主义者，永井则消极自承为“戏作者”，沉浸于江户时
代的艺术里边.(…)现在虽云时代全已变革，要之只是外观罢了，若以合理的眼光一看破其外皮，则
武断政治的精神与百年以前毫无所异。”写这文章的时候为大正二年（一九一三）正月，即是“大逆事
件”解决两年之后也。(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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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식인들의 사회참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문학으로 사회에
참여하려는 주작인의 경우는 대역사건 이후의 다쿠보쿠의 사상적 변화의 경
로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다.
넷째, 중국사회를 개혁하려는 사회적 이상에서 출발하여 주작인은 일찍이
‘브나로드’운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1907년에 「러시아혁명과
니힐리즘의 차이」란 글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그는 크로포트킨의 자서전을
읽었다고 고백하며 책 속의 ‘브나로드’를 “취민간(趣民間)”50, 즉 ‘민간으로 간
다’는 것으로 번역했다. 또, 1918년 5월 15일에 뺷신청년뺸에 「무샤노코지 사
네아쓰(武者小路實篤)의 「한 청년의 꿈」51을 읽고 나서」란 글을 발표했다. 그는
무샤노코지 사네아쓰(武者小路實篤)가 이 글에서 말하는 “인간이 서로를 이해
하려면 민중으로부터 각성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답
은 vnarod에 있다”는 말에 공감되었다. 그리고 이 글 속에 나타난 ‘브나로드’
를 “到民間去”로 번역했다. 무샤노코지 사네아쓰는 1918년에 미야자키현(宮
崎県)에

땅을 사서 아타라시키무라(新しき村)라는 상호부조적 공동체를 만들었

다. 1919년, 오사운동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7월에, 주작인은 일본에 가서
무샤노코지 사네아쓰의 인도를 따라 이 마을을 직접 구경했다. 그 후 「일본
의 신촌」, 「신촌의 이상과 실제」, 「일본신촌방문기」등 많은 글을 썼다.52
50

‘취(趣)’자는 ‘去’자와 똑같고 고대한어에서 ‘간다’의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주작인, 「러시아혁명과
니힐리즘의 차이」(论俄国革命与虚无主义之别), 뺷천의보(天义报)뺸 11·12호합집, 1907년 11월 30일.
참고. (近读俄人克罗颇特庚自叙传，见所言国中革命及虚无论者情状，颇异世俗传闻，意有足备
考览者，因为据拾论比之如下./俄国革命至今日而极急，然溯其原始，发端甚微。十九世纪中叶，文
章正盛，多著书言农民疾苦，读者感之。又被西欧潮流，浸润于黑格尔Algele俾昔纳尔Buechner学
说，渐成《父与子》Otsiidycti（俄国文学家都介涅夫名著，详见下）之冲突，少年士女不堪家庭之
制，多走出就学，大都刻苦自养。至一千八百七十年后，社会主义渐盛，于是有“趣民间”Vnarod之
语，少年率自置身农民工人间，宣布社会主义，顾了无害札勒（俄帝之称）意，亦无畔迹。克氏熟知

51
52

情状，言七十至七八年间，党人运动故尚无他，苟能容与农民为伍，相与教导将助之，斯已意足。
即如却珂夫斯奇Chaikovski之会，虽力被三十八省，亦不过广布书论无他图（原传四章十三节）也.)
이 소설은 1917년에 일본의 뺷백화뺸잡지에 실렸다.
한편으로, 호적이 주작인의 독선적 개인주의와 신촌운동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
서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논쟁은 주작인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신촌운동을 전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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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에 영국학자 안젤로 라파포트(Angelo S.Rappaport)가 쓴 「러시아혁명의
철학적 기반」(1917)을 번역하고 1920년에 「문학에 있어서의 러시아와 중
국」53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서 그는 ‘브나로드’를 ‘往民間去
(민간으로 간다)’로 번역했다. 주작인이 1907년, 1918년, 1920년을 걸쳐 ‘브나

로드’에 대한 여러 번역들은 글자가 약간 다르지만 모두 ‘민간’으로 간다는
뜻을 지닌다. ‘민간’이란 귀족이나 통치자와 상대되는 백성(평민)들이 사는 곳
을 가리킨 것이다. 주작인이 ‘브나로드’를 민간으로 간다는 것으로 번역한
것은 그가 민속학과 문화인류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에
의하면, 주로 일본의 향토연구자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國男), 영국의 민속학자
인 제임스 프레이저(James Frazer) 및 우생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해브록 엘리스
(Havelock Ellis)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54 그러나 호적(胡適)과 논쟁이 벌어지

고 나서 주작인은 스스로 신촌운동이라는 유토피아적 구상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신의 반대 하에 그는 다수의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외에, 주작인은 자신의 연구에서 도교사상에 침윤된 중국의 ‘민간’의
야만성과 부정적인 면을 비판했다. 또한, 톨스토이의 무저항주의 혹은 평화
주의를 주장하며 급진적 혁명을 피하고자 하는 그는 계몽된 민중의 폭력성
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는 당시 민간을 사회혁명사상의 선전의 공간으
로 보는 지식인들의 민간관념과 구별된다. 1920년에 그는 뺷신보뺸에 발표한
「선전(宣傳)」이라는 글에서 민중과 혁명가 사이의 모순적 관계를 제시한 노신
의 단편소설 「약」을 언급하면서 “백성은 물과 비슷하며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전복시킬 수도 있다(民犹水也，水能载舟，亦能覆舟)”라는 순자(荀子)의 말

53
54

것의 한계성을 느끼게 만들었다.
周作人, 「文学上的俄国与中国」, 뺷周作人自编集－艺术与生活뺸,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13, 73쪽.
周作人, 「讀書的經驗」, 뺷周作人自编集－藥堂雜文集뺸,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13,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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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용하여 민중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보여준다. 주작인과 노신이 민간에
대한 태도는 지식인과 민중의 관계를 계몽－피계몽이라는 이항대립적 관점
으로 바라보는 다른 지식인들에 비해 더욱 복잡한데, 그들은 민간을 계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편, 민간의 우매와 미신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주작인은 이 글의 말미에서 노동자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사로잡혀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잃은 백수 인텔리들에 대한 냉혹한 태도를 보여준 투르게네
프가 1878년 4월에 발표한 「노동자와 흰 손」55이란 산문시를 부록으로 첨부
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는 김기진의 「백수의 탄식」 속의 ‘흰
손’과 관련이 있다. 주작인은 김기진과 비슷하게 투르게네프를 애독하였다.
그가 일본에 있었을 때 도쿄에 있는 마루젠서점(丸善書店)에서 영어판 투르게
네프전집(Constance Clara Garnett 옮김)을 샀다는 기록이 있다.56
1921년 1∼9월까지의 신병57은 ‘브나로드’를 외치고자 하던 주작인으로
하여금 공상적 사회주의 이상인 신촌운동을 포기하고 다시 문학으로 귀환하
게 만들었다. 즉 ‘자신의 정원’58으로 돌아갔다. 1921년 7월에 이시카와 다쿠
보쿠의 시를 다시 번역하고 게재했지만 복합적이고 취향이 다른 시인들의
시들을 함께 묶어서 발표한다는 것은 그의 사상적 혼란 혹은 정신적 위기를
암시해준다.59 이때 주작인에 있어 ‘민간’은 학술연구와 문학의 자원이 되었
다. 즉 그의 관심사는 사회적ㆍ현실적 민간에서 학술적ㆍ문학적 민간으로
55

56

당시 중국어로 번역된 제목은 ‘공장노동자와 백수인(工人與白手人)’이다. 주작인이 인용한 판본은
1920년에 「신보」에 번역된 것이다.
周作人, 「小說飜譯 下」, 뺷周作人自编集 —— 知堂回想录上뺸,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13, 269쪽. 신문학
을 소개하고자 하는 노신과 주작인은 자료구입비를 얻기 위해 소설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처음
받았던 원고료를 기다리면서 지인한테 돈을 빌러 주작인은 마루젠서점에서 영어판 투르게네프전집을

57
58
59

구입했다. 이 서점을 통해 영국에서 나온 유럽작가들이 쓴 책들을 접하게 되고 예약하기도 했다.
당시 주작인은 늑막염(肋膜炎)으로 인해 오래 입원되었다.
“自己的園地”란 주작인이 1922년 1월 22일에 뺷신보뺸에서 개설한 개인창작란이다.
주작인은 톨스토이의 사랑관념과 니체의 초인정신, 공산주의와 선종학, 기독교정신ㆍ공자와 노자
의 사상과 과학의 정신 등을 모두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그것들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자신의
고민을 고백한 적이 있었다(袁先欣, 앞의 논문,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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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갔다. 인간의 소박하고 참된 감정의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발로인 민요
와 인간의 본연적 소망을 드러낸 신화 등을 수집하고 연구하며 신문학의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그리고 민속연구를 통해서 대다수의 민중의 생
활을 표현함으로써 민족문학을 건설하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이, 주작인의 이시카와 다쿠보쿠 수용은 신문학운동과 사회적 실
천에 대한 관심에서 기인하였고 문학 활동을 실천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삼
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브나로드운동의 영향을 받고 또 다른 방식
으로 전개된 일본의 ‘신촌운동’을 적극적으로 웅호했다가 실패한 주작인은
마지막으로 다시 문학의 영역으로 돌아왔다. 1920년대 초반은 한국문학이든
중국문학이든 다 근대문학을 개척하는 시기였다. 당시 세계적 사조인 사회
주의사상의 형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작인은 자유로운 개인의 욕망 즉
개성을 옹호했다. 이에 비해, 유물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계급문학을 도
모하는 김기진은 “계급적 동일성 안에서 다른 자아와의 연대를 모색”60한
것이었다.

5. 결론
일본에 유학했고 심지어 같은 학교에 입학했던 ‘문학청년’ 김기진과 주작
인은 모두 일본이라는 교육장에서 자기 나라의 신문학을 개척하는 길에 대
해 고민했다. 그들은 일본의 서점에서 전 세계의 서적을 접하면서 새로운
문학사조와 사회사상에 대한 인식을 키웠고, 그중에서 특히 러시아문학을
선호했다. 20세기 초반, 러시아문학과 사회주의사상이 동아시아 문학청년들
60

이철호, 「신경향파 비평의 낭만주의적 기원」, 뺷영혼의 계보－20세기 한국문학사의 생명담론뺸,
창비, 2013, 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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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유행하였다. 이시카와 다쿠보쿠, 김기진과 주작인, 이 세 명의 문학청
년은 사회에 대한 관심과 비판과 탄식을 문학이란 장치를 통해서 표현했다.
그들은 모두 ‘생활의 예술’을 주장하며 또 그것을 실천했다.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시 「끝없는 토론 뒤」는 1911년에 창작되었다. 필자
는 다쿠보쿠의 「끝없는 토론 뒤」에 대해, 당시의 일본 사회주의사상의 영향
을 받은 청년들 사이에 이루어진 실제적인 토론과 ‘대역사건’, 그리고 크로포
트킨의 자서전과의 관계를 밝히면서 시인이 “끝없는 토론 뒤”에 바라는 것,
즉 “실천”에 대한 강조를 고찰했다. 1920년대에 이르러, 다쿠보쿠의 이 「끝
없는 토론 뒤」는 한국(당시는 ‘조선’)과 중국(당시는 ‘중화민국’)의 두 일본 유학생에
의해 수용되었다. 바로 일본의 릿쿄(立敎)대학교에 유학했던 ‘선ㆍ후배’인 주
작인(周作人)과 김기진이다. 주작인은 1921년에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끝없
는 토론 뒤」가 포함된 다섯 편의 시를 번역하여 신문화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잡지 뺷신청년뺸에 발표했고 그 후 다쿠보쿠의 시(단가)와 사상을 여러 번 중국
에 소개했다. 김기진은 다쿠보쿠의 「끝없는 토론 뒤」를 바탕으로 하여 「백수
의 탄식」을 창작하였다. 김기진과 주작인은 모두 인생을 위한 문학을 선호하
는 러시아 문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예술과 인생(생활)’을 중요시한
다. 특히 다쿠보쿠의 이 시 속의 ‘Vnarod’에 대한 번역을 하나의 번역사건으
로 간주할 때, 두 작가는 ‘Vnarod’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필자는
그 차이의 원인, 즉 ‘Vnarod’에의 의미부여과정을 살펴봤다. 사회주의사상
혹은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민중에게로 간다는 의지를 보여준 김기진은 인민
의 편에 섰고 프로문학을 적극적으로 주창했다. 주작인은 민속학에 대한 관
심에서 출발하여 브나로드운동을 민간으로 간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는
민간의 문학적 가치와 민중과 지식인 사이의 갈등, 민간의 부정적 면 등 민간
에 대한 양가적 관념을 가졌다. 현실 실천에서 ‘신촌운동’과 같은 유토피아적
사회운동을 포기한 다음에 그는 문학이란 자신만의 정원으로 돌아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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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시카와 다쿠보쿠에 대한 번역과 소개는 이러한 사상적 변화의 과정을
관통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고는 중국과 한국의 문학적 경향이 서로
다른 작가들의 동일한 일본작가에 대한 수용과정을 검토하면서 그들의 공통
점을 발견했고, 또 수용과정에서 “브나로드”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자기
나라의 신문학을 개척하려는 각자의 문학관을 갈라지게 만든 관건이 되었다
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수용과정에 대한 검토와 비교작업은 타자라는 거울
로 자국문학을 비춰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세 나라의 문학사
에 대한 이해의 한계 때문에 주장을 더 확장하지 못한 점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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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1. 「無結果的議論之後」(이시카와 다쿠보쿠 시 「끝없는 토론 뒤」의 주작인(周作人) 번역문)
我们且读书且议论，
我们的眼睛多么明亮，
不亚于五十年前的俄国青年，
我们议论应该做什么事，
但是没有一个人握拳击桌,
叫道：“到民间去！”
我们知道我们追求的是什么，
也知道群众追求的是什么，
而且知道我们应该做什么事。
我们实在比五十年前的俄国青年知道得更多。
但是没有一个人握拳击桌，
叫道：“到民间去！”
聚集在此地的都是青年，
经常在世上创造出新事物的青年。
我们知道老人即将死去，胜利终究是我们的。
看啊，我们的眼睛多么明亮，我们的议论多么激烈！
但是没有一个人握拳击桌，
叫道：“到民间去！”
啊，蜡烛已经换了三遍，
饮料的杯里浮着小飞虫的死尸。
少女的热心虽然没有改变，
她的眼里显出无结果的议论之后的疲倦。
但是还没有一个人握拳击桌，
叫道：“到民间去！”
一九一一年六月十五日，东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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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Accaptence of Takuboku's “After an Endless Discussion”
in China and Korea
Ling, Lu |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examining the aspects of the acceptance of Takuboku’s “After an
Endless Discussion” in East Asian. Especially Kim Ki-jin’s “Sigh of the White-hands” in
Korea and the translation of this poem by the Chinese main author Zhou Zuoren. After
analyzing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this poem, I reviewed the background and different purposes, and the methods and effects of acceptance. As a translation case, their various
understanding of “Vnarod” in the poem is considered to have its own independent value.
The “Vnarod” movement is a historic event known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Russia’s
social movement, but it has been propagated through Kroportkin’s autobiography and continues to play its role in intellectual products around the world. In the case of Takuboku
Ishikawa, it serves as a recommendation to intellectuals of the time, with the sorrow for the
Japanese anarchists who was kill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akuboku created this poem, “After an Endless Discussion”. However, Kim Ki-jin, who read Takuboku’s poem, created a poem called “Sigh of the White-hands.” Starting from the reality of Joseon, which
was eroded by Japan, especially the Korean people’s helplessness felt through the massacre
of Koreans during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Later, it actively promoted the rural
enlightenment movement of Joseon. In the case of the Zhou Zuoren, he has already published articles on the “Vnarod” movement and anarchism since 1907, and he has been eagerly watching the social situation, including Japan’s incidents, and changes in the Japanese
literary world. And he had full knowledge of Takuboku’s ideas and literary value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movement and the New Cultural Movement, the atmosphere
of the times in China at that time bacame amore intense. Yet many young people are still
only talking and not getting into action. Pointing to this reality, the author translated
Takuboku’s “After the Endless Discussion” in 1920. It also has to do with his interes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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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arod’ and ‘Sinchon Movement.’ In terms of understanding ‘Vnarod’, Kim Ki-jin understands that it is going to the people, but Zhou was influenced by folklore and cultural
anthropology. At the same time, they have many similarities in their fondness for Russian
literature, their tendency to emphasiz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life and art
(literature), and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reform of society through literature.

Key words : Ishikawa Takuboku, Kim Ki-jin, Zhou Zuoren, “After an Endless Discussion”,
“Sigh of the White-hands”, Vna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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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영화조선뺸 창간호에 나타난 ‘조선영화’ 담론의 혼성성
허의진*ㆍ안숭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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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뺷영화조선뺸의 구성과 ‘조선영화’에 대한 자의식
3. 불완전한 대타적 욕망과 혼성성
4. 결론

| 국문초록 |

뺷영화조선뺸 창간호에는 1930년대 영화인들이 세계영화계와 상상적 관계를 맺으
며 ‘조선영화’의 가능성과 진로를 찾아가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들
이 주장하는 ‘조선영화’의 비전은 자기 안의 타자성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인다. 일
본과의 관계에서는 피식민자이고, 서구 영화에 대해서는 후발주자라는 입장이 ‘혼성
성(hybridity)’의 담론장을 만든 것이다. 뺷영화조선뺸이 말하는 조선영화계의 가능성
과 한계는 비교적 명확하다. 서구 영화산업과 시스템에 비교할 때, 자본 부족은 현격
한 난제였고, 이는 조선영화의 산업적 취약성, 미학적 조악함으로 이어졌다. 그 연장
선에서 보면, 뺷영화조선뺸에 등장하는 분업 시스템을 갖춘 영화의 기업화 논리, 향토
영화 추구의 논리는 대안 모색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영화’
에 대한 관념적 자의식, ‘조선에서 영화를 한다는 것’에 대한 현실적 자의식은 식민지
* 제1저자,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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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영화 지식인의 내적 모순과 특수한 혼성성을 드러낸다. 이는 당대의 영화인들이
가지고 있던 불완전한 대타적 욕망을 함축한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뺷영화조선뺸, 조선영화계, 혼성성, 양가성, 향토영화, 영화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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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19년 10월 27일 <의리적 구토>가 개봉하고 얼마 뒤에 조선 최초의 영
화잡지인 뺷녹성뺸이 창간된다. 이후 1928년 뺷문예영화뺸, 1931년 뺷영화시대뺸,
1932년 뺷신흥영화뺸, 1936년 뺷영화조선뺸과 뺷조선영화뺸, 1939년 뺷영화보뺸 등
영화 매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들이 출간된다. 잡지 간에 전문성 수준
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영화잡지는 영화를 부수적인 것으로 다
루는 여타 잡지들과 달리 영화를 산업적 파급력을 가진 대중예술로 바라보
고 있다. 즉 조선인의 일상에 영화가 끼치는 정치적ㆍ미학적ㆍ오락적 영향
력을 인지하고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영화잡지는 영화가 문화에 있
어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조선영화가 세계영화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
게 위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1을 강하게 던진다.
1930년대는 조선의 영화인들이 가상의 ‘조선영화계’를 스스로 탐문하려
는 욕망과 경제적ㆍ미학적 출구를 찾으려는 실천이 착종되던 시기였다. 기
술의 발전과 제작방식의 다각화는 물론이고 실제 개봉되는 영화 편수 등에
서도 양적인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 시기에 경성촬영소에서만 9편의 영화가
제작된다.2 특히 1935년에는 조선 최초의 발성영화인 <춘향전>이 개봉되었
다. 이외에도 1936년에 자본금 50만원이 투입된 조선영화주식회사가 설립
되었으며, 1937년에는 일본 영화사와의 협업의 산물인 <나그네>가 개봉한
다. <나그네>는 일본에서도 흥행을 하며 상품으로서 조선영화의 가능성을
내보인다. <나그네>의 성공은 조선영화계의 해외시장 진출과 성공에 대한

1
2

이현경, 「한국 근대 영화잡지 형성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2, 15쪽.
1934∼1938년 사이, 경성촬영소에서는 9편의 영화가 제작된다. 소장은 이필우였고 촬영, 연출,
편집 등 제작 전반에 걸쳐 전문 인력에 의해 운영되었다. 문예봉, 임운학 등 연기자들과 전속
계약을 맺고 영화를 제작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순진, 「1930년대 영화기업의 등장과 조선의
영화 스타」, 뺷한국극예술연구뺸 (30), 한국극예술학회, 2009, 134∼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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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처럼 인용된다.3 이처럼 1930년대의 조선영화계는 제작에 있어서
의 역동성이 점증하는 시기였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영화’에 대한 관념적
자의식, ‘조선에서 영화를 한다는 것’에 대한 현실적 자의식이 영화를 둘러싸
고 매우 구체적인 수준으로 발화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영화제작에 관한 환경적ㆍ산업적 제약은 분명했다. 상대적으로
조선영화주식회사와 같이 대자본이 투입된 회사가 설립되긴 하지만 조달할
수 있는 제작비의 규모를 놓고 보면, 서구는 물론 일본에 비해서도 턱없이
모자랐다. 일제의 검열로 인한 표현의 제약은 질적 변화를 막는 상수였다.4
조선영화는 식민지 상황 아래에서 기획ㆍ제작 공정 전반의 규제를 감당해야
했으며, 자율적ㆍ능동적으로 세계영화계와의 상상적 관계를 구축할 수 없었다.
영화인들의 ‘조선영화’에 대한 수동적 자화상도 일정 부분 당연한 것이었다.5
이러한 제약 속에서 1930년대 조선의 영화인들은 세계영화계로부터 인정
을 받기 위해 두 가지 자구책을 강구한다. 먼저는 변화된 제도를 적극 활용함
으로써 활로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당시 총독부가 새로 제정한 ‘활동
사진영화취체규칙’(1934)은 조선 관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되었다.
예컨대 국내 조선영화 소비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영화를 둘러싼 기업화 논의가 촉발된다. 두 번째는 상상적으로 구성된
‘세계영화계’에 틈입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예술성의 확보다. 발성영화 시대의
도래는 제작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영화 수출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조선의 영화인들은 ‘세계영화계’라는 상상적 타자의 인정이 필요했
으며, 안정적인 소비 구조 구축을 논외로 하더라도 ‘조선적인 것’에 대한 탐색
이 요청되었다. 영화의 기업화 방식에 대한 논의, 예술성 제고를 위한 세대교
3

이화진, 「스턴버그(Josef von Sternberg)의 경성 방문(1936)과 조선영화계」, 뺷대중서사연구뺸 22(1),

4

대중서사학회, 2016, 23쪽.
이규환, 「영화강좌 한 개의 영화로 되어 나오기까지」, 뺷영화조선뺸, 영화조선사, 1936, 37쪽.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사연구소, 뺷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1뺸, 한국영상자료원, 358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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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론, 향토색 구현론6 등은 그 같은 당대 담론장 내 지류에 해당한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뺷영화조선뺸 창간호(이하 ‘뺷영화조선뺸’)는 위에서 약술한
두 가지 자구책에 대한 담론이 가장 선명하게 펼쳐진 잡지 중 하나이다.7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잡지의 간행과 함께 영화 제작사가 함께 건립
되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뺷영화조선뺸 창간에 관여한 영화인들은 조선영
화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영화제작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영화 배급 방안을
고민한다. 당시 영화잡지는 관객과 영화, 영화산업과 비평을 잇는 가교의
임무를 감당한 것으로 보인다.8 특히 뺷영화조선뺸은 세계영화계와의 관계 안
에서 조선영화계의 위치를 냉정하게 점검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피식민자,
후발주자라는 열등감을 딛고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일부 필자들
의 자의식은 미묘한 “혼성성(hybridity)”9을 노출시킨다. 세계영화계라는 상상
6

이용관ㆍ이지윤, 「영화신체제 전환기 조선영화의 이정표－<반도의 봄>에 드러나는 조선－일본－

7

서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뺷영상예술연구뺸 18, 영상예술학회, 2011, 203쪽.
뺷영화조선뺸은 1936년(소화11년) 8월 20일에 인쇄 되었으며 1936년(소화11년) 9월 1일에 발행되었
다. 발행사는 영화조선사, 발행인 및 편집인은 신량(辛樑)이고 주필은 박루월(朴樓越)이다. 남아있
는 자료로 볼 때, 2호까지 출간된 후 폐간된 것으로 보인다. 이현경은 창간호가 폐간호라고 말하고
있지만(앞의 논문, p.5. 이현경, 「한국 근대 영화잡지 뺷문예영화뺸 연구」, 뺷한국전통문화연구뺸
21, 한국전통문화연구학회, 2018, 172쪽.) 뺷아단문고 미공개 자료 총서 2013뺸에도 2호까지 확인된
다. 한편 창간호가 수준있는 비평담론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면이 채워진 반면에, 2호는 비키니
를 입은 서양여배우들 화보를 비롯하여 영화소설과 시나리오를 비롯한 다양한 문예작품 소개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지가 맞지 않는” 경제적인 이유와 “통속적인 읽을거리에서
재미를 찾는 독자들을 포괄”하고자 했던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석반을 갗이하든 날밤」,
뺷영화조선뺸 2호, 1936, 94쪽. 이화진, 「영화를 읽는 시대의 도래, 영화시대(1931-1949) 한국 근대

8
9

영화잡지와 토착적 영화 문화」, 뺷한국극예술연구뺸 63, 한국극예술학회, 2019, 22∼23쪽) 그런
까닭에 본고는 본격성과 깊이를 담보한 창간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현경, 앞의 논문, 22쪽.
호미 바바가 도입한 “문화적 혼성성”은 피식민자들이 지배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정형에서 미끄러져 끊임없이 분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분열은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
과 순응 모두에서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피식민지에서 지배문화와 피지배문화는 동화되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충돌하면서 동시에 겹쳐진다. 이 과정 속에서 “경계선적 상황” 혹은 ‘전이의 장’이
출현한다. 이렇게 출현한 “제3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문화들은 전이되고 새로운 문화로 나타난다.
결국 ‘혼성성’이란 문화 간 동질화의 불가능성을 지칭하는 동시에 불균질한 권력관계로 성립되어
끊임없이 분열되고 불안을 야기시키는 속성을 의미한다.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뺷문화의 위치뺸,
소명, 2018, 3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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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타자를 향한 인정 투쟁 과정에서 조선영화계를 대상화시키는 경우도 빈번
하게 발견된다. 요컨대 당대의 조선영화인들이 논의한 ‘조선적인 것’의 면면
을 보면, 조선영화계가 불균질한 히스테리의 작동 공간으로 상상될 수 있다.
최초의 영화잡지로 분류되는 뺷녹성뺸과 일제 강점기에 창간되어 1950년대
까지 발행된 뺷영화시대뺸, 상대적으로 대자본이 들어간 뺷조선영화뺸 등은 그
간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에 비해 뺷영화조선뺸은 학술적 조명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의 영화잡지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이현
경의 논문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독자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다.10 잡지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영화제작
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담아낸 뺷영화조선뺸의 가치를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소외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뺷영화조선뺸 창간호를
대상으로 당대 영화인들이 조선영화계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
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잡지의
전반적인 구성과 ‘조선영화’에 대한 담론에 스며있는 자의식을 살펴볼 것이
다. 3장에서는 2장을 바탕으로 조선영화계의 욕망을 읽어가며 혼성성의 내
막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읽어내고자 한다.

10

최초의 영화잡지인 녹성에 관한 논문으로는 서은경, 「예술(영화)잡지 뺷녹성뺸 연구」, 뺷현대소설연
구뺸 5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최정온의 「할리우드 영화의 조선적 전유로서의 영화소설－잡지
뺷녹성뺸을 중심으로」, 뺷비교문학뺸 73, 비교문학회, 2017.이 있다. 뺷문예영화뺸에 관한 논문으로는
이현경, 「한국 근대 영화잡지 뺷문예영화뺸 연구」, 앞의 논문이 있으며, 뺷영화시대뺸의 관한 논문으로
는 이화진의 「영화를 읽는 시대의 도래, 영화시대(1939-1949)－한국 근대 영화잡지와 토착적
영화 문화」, 뺷한국극예술연구뺸 63, 한국극예술학회, 2019. 등이 있다. 김종원은 한국 최초의 영화잡
지인 녹성에서부터 한국 근현대의 영화잡지인 영상시대까지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김종원,
「영화잡지의 역사 1919∼1978 : 연속사진 시대의 녹성에서 영상시대까지」, 뺷공연과리뷰뺸 20(4),
2014. 한편 이현경의 논문인 뺷한국 근대 영화잡지 형성 연구뺸는 일제강점기의 조선 영화잡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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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뺷영화조선뺸의 구성과 ‘조선영화’에 대한 자의식
뺷영화조선뺸은 기존 영화잡지들과 달리 조선영화계의 다양한 입장과 식견
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본격 영화잡지에 해당한다. 1929년부터 1941년까지
1930년대를 관통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중잡지인 뺷삼천리뺸와 비교해보면,
뺷삼천리뺸는 사회ㆍ정치ㆍ경제ㆍ문화 등 주제와 내용 면에서 매우 폭넓은
관심사를 포용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영화 관련 글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평이한 소개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11 반면 뺷영화조선뺸은 사회전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직 영화를 대상으로 하며 심층적인 본격 비평문들을 싣
고 있다. 뺷영화조선뺸은 크게 본문과 부록으로 나뉘며 본문의 경우 감독론,
배우론 등의 비평문과 영화인들의 근황을 전하는 기사 및 가십으로 구성되
어있다. 부록의 경우 단신들과 더불어 영화계를 향한 독자들의 짧은 단평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와 문예작품 등을 수록하고 있다. 본문에만 주목하면
감독론, 작품론, 수필, 영화강좌 시리즈 등 전문성을 갖춘 글들이 뼈대를 이
루고 있다. 매체로서 영화의 특징에 집중하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글들
을 수록했다는 점에서 뺷영화조선뺸은 여타 대중잡지와 구별되며, 영화잡지들
사이에서의 개성도 뚜렷한 편이다.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 이전의 영화잡지는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글이
충분치 않거나, 시선의 입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본
어 영화잡지는 지식이 얕았고 편집 수준도 조악한 편이었다. 조선어 잡지의
경우에도 사정이 다르지 않아서 전문 비평문은 영화잡지보다 신문이나 종합
잡지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12 또한 기존 영화잡지들은 사실상 문예
11

김남석, 「1930년대 후반 뺷삼천리뺸에 나타난 영화 담론 연구」, 뺷우리어문연구뺸 43, 우리어문학회,

12

2012, 361쪽.
이화진, 「영화를 읽는 시대의 도래, 영화시대(1939-1949)－한국 근대 영화잡지와 토착적 영화
문화」, 앞의 논문,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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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영화 매체에 대한 집중성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영화잡지로서 성격이 부여되었던 기준점은 잡지에 수록된 영화소설, 영화
시나리오 등 영화와 관련된 문예작품의 양적 비중이 높기 때문이었다.13 반
면 뺷영화조선뺸은 영화 관련 문예물이 「씨나리오 신가정ABC조(제1회)」등에
한정되며 시, 소설 등의 문예물이 부록 뒤쪽에 배치되어 있다. 대신 본문은
본격 비평에 무게를 두고 섬세하게 기획되었다. 이는 뺷영화조선뺸이 지향하
는 바가 유희나 오락을 목적으로 한 영화소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
한다. 영화가 잠재력이 있는 대중산업이면서 한편으론 진지한 예술이라는
인식이 기입되어 있는 것이다.
뺷영화조선뺸 속 게재 글을 종합했을 때, 담론의 층위는 크게 3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조선영화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원인분
석이며 두 번째는 원인분석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 ‘기업화’에 대한 논의, 마
지막 세 번째는 영화를 미학적 관점에서 톺아보려는 시도이다.
먼저 뺷영화조선뺸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인 신량은 창간사에서 조선영화계
가 가진 문제들 속에서 자신의 창립 이유와 사명을 밝힌다. 신량은 뺷영화조
선뺸의 창립 목적을 세계영화와의 맥락 안에서 제시한다. 그는 서구중심의
현대문명에서 문화의 의미를 논하는 중 한 사회의 발전척도로서 영화가 차
지하는 위치에 대해 서술한다. 영화를 둘러싼 문화를 두고 조선의 현재 상황
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조선영화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가감없이
서술한다. 그는 외국 영화를 “맹목적으로 환영하는”것에 대해 경계하며 “우
리의 것”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조선영화를 둘러싼 사회의
시선 안에서 영화의 위치와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실천이 곧 뺷영화조선뺸의 정기발행과 영화 제작을 위한 영화
조선사 설립이었다.14 이처럼 신량의 창간사에는 영화의 지위, 성격에 대한
13

이현경, 「한국 근대 영화잡지 뺷문예영화뺸 연구」, 앞의 논문,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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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시각이 나타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영화의 위치와 조선영화계
에 대한 비판 그리고 대안으로서의 실천의 근거가 서구 영화에 대한 동경과
불안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신량의 사유는 뺷영화조선뺸에 게재
된 기사들 전반의 정서를 요약하는 것은 물론, 당대 조선 영화인들의 의식세
계15에 대한 모종의 거울이 된다.
영화인들이 조선영화계를 두고 공유하는 문제 의식은 신량, 박루월, 김한
(金漢, 본명 金寅圭), 김연실(金蓮實), 복혜숙(卜惠淑) 등 14명의 영화인들이 참석해

성사된 ‘영화인 좌담회’에서도 드러난다. 좌담회는 “현재의 조선영화계”에
대한 진단과 “미래의 조선영화계”에 대한 제언으로 이어진다. 영화인들은
공통적으로 조선의 영화계가 “혼탁”한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이들은
“문단과 영화계의 관계”, “씨나리오 제작문제”, 발성영화와 무성영화의 선택,
기업가와 영화인의 태도 등을 축으로 영화계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영화계 혼탁 문제의 원인으로 일제가 시행한 영화통제정책을 지적하기도 하
지만, 그보다 자본의 결핍이 근본적인 원인임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자본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화인끼리 “합동”하여야 하지만, 눈앞의 이익에
치우쳐 영화사의 난립과 파산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 사실도 지적한다. 자본
의 부족과 단기적인 이익 추구의 악순환이 조선의 영화 제작환경을 불안정하
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실제로 자본의 결핍은 1930년대 중반까지 영화사의
난립, 방치, 파산의 연쇄에 핵심적인 이유였다. 안정적인 영화제작사의 부재
는 조선영화 제작에 관한 중장기적 비전을 무효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였다.16
이외에 상설관의 운영, 시설의 낙후와 부족 그리고 청결하지 못한 상영관
환경, 그리고 영화인의 불우한 생계17 등도 조선영화계의 난제였다.18 이러한
14
15

16

신량, 「창립에 잇어서」, 뺷영화조선뺸, 21쪽.
백문임, 「임화(林和)의 조선영화론－영화사의 좌표와 “예술성과 기업성”의 변증법을 중심으로」,
뺷대동문화연구뺸 7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 2011, 316쪽.
이용관 외, 앞의 논문,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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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두고 박루월도 잡지에 실린 다른 글에서 다음과 같이 한탄한다.

그런대 현하 우리 조선에 있어서 우리 촬영소가 있는가? 우리의 손으로 건설한
촬영소가 한 개라도 있는가? 생각하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전선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영화를 만들어낼 만한 촬영소라고는 한 개도 갖이지 몯하엿다.
만일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무슨 영화 제작소이니 무슨 키네마 무
슨 푸로덕손이니 하여서 겨우 한 개의 영화를 만들어낸 다음에는 고만 유야무
야로 마치 우후에 무지개와 같이 그의 자최조차 얻어볼 수가 업게 되고 마는
것이 우리 조선영화계의 현상이라고 말하겟다.19

박루월은 “우리의 손으로 건설한 촬영소가 한 개”가 없는 조선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한다. 잘 알려진대로 1934년 상설촬영소로 출범한 경성촬영소조
차 일본의 자본으로 설립된 것이다. 조선인이 세운 조선 촬영소가 전혀 부재했
다고 볼 순 없지만 대부분 “일시적으로” “겨우 한 개의 영화”만을 제작하고
파산하는 임의 단체에 가까웠다.20 영화제작 환경의 열악성 혹은 중장기적
전망 부재의 현실은, 앞서 서술했듯이 단기적인 이윤만을 바라고 영화 제작
후 파산하는 제작자들로부터 비롯된 문제였다. 이를 박루월은 “이윤만을 목적
하는 그네들의 종속물에 불과한 자유 없는 인간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17

당대 영화인 차상은에 대해 “기우러저가는 한 한영연화사는 맛침내 문을 닫게 되엿으며 목적을
달치 못한 차군은 과연 섭섭히 도라스게 되엿다. 그 후 다시 영화를 촬영한다는 소문은 잇스나
사실화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라고 서술하는 등 생계로 곤란을 겪는 영화인들의 소식이 실려
있다. 여러 영화인들이 다른 직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도 다룬다. 「조선영화인의 그림자」,

18

19
20

뺷영화조선뺸, 68-71쪽.
한편 조선영화계가 직면한 문제로 영화계와 기술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의 수준(복혜숙),
“너무 흥행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영화계자체에 대한 반성과 비판 등도 제기된다.(강홍식) 「좌담
회」, 뺷영화조선뺸, 49쪽.
박루월, 「영화촬영소 건설을 제창함－특히 조선기업가들에게－」,뺷영화조선뺸, 119쪽.
김남석, 「1930년대 ‘경성촬영소’의 역사적 변모 과정과 영화 제작 활동 연구」, 뺷인문과학연구뺸
33, 2011, 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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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화계의 경제적 혼탁은 자율적인 영화미학의 확립과 추구에 치명적
인 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한탕주의에 물든 제작사의 난립과 파산의 반복
은 조선영화계에 경제적인 어지러움을 초래했고, 이러한 상황이 영화에 대
한 진지한 투자를 꺼리게 한 것이다. 1930년대 활발하게 영화소설을 집필했
던 박루월21은 투자의 부족이 작품의 질 저하로 이어졌으며, 경제적 악순환
은 영화의 예술성 훼손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창의적이고 미학적인 영화
연출 시도가 난관에 부딪히면서 영화는 수익을 노리고 만든 오락물22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루월은 작금의 열악한 영화 환경이 기성세대 영화인의
모자란 지식과 인격에도 책임이 있음을 강하게 발언한다.23 영화 매체에 대
한 이해 부족과 비체계적인 영화 제작의 관습을 수용해 온 기존 조선영화인
들이 조선영화에 대한 기업가와 대중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본 것이다. 기성
영화인의 제작 관행에 대한 조혜백(趙惠伯)의 비판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그
는 영화제작 과정 중 한 명의 제작자 혹은 감독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
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특히 나운규(羅雲奎) 등으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의 태
도를 신랄하게 지적한다. 조혜백은 “영화에 출연식혀 준다는 조건과 만흔
이익이 잇다는 구실로 기분에 취한 자들을 이용”했다며 기성 영화인들을 비
판하고, 단기 이익만을 노리는 불안정한 영화제작 세태를 비판한다.24 나아

21

영화소설의 출현은 1930년대로, 1926년 뺷매일신보뺸에 연재된 김일영 작의 「삼림의 섭언」이다.
1930년대는 박루월이 가장 활발하게 집필활동을 하던 시기이다. 딱지본 대중소설과 영화소설로
총 22편을 발표했으며 이외에도 시, 아동극, 대중문화론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김영애,

22

23

24

「박루월 소설 연구」, 뺷한국문학이론과 비평뺸 17(4), 2013, 182∼183쪽.
영화인들이 기대했던 영화 기업화의 효과 중 하나는 회사에 고용된 시나리오 전속작가였다. 시나
리오만을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작가가 고용되고 영화가 안정적으로 제작된다면, 영화를 예술로
인정하는 시각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화인 좌담회」, 뺷영화조선뺸, 52쪽.
이하 인용문은 다음 지면 참고. 박루월, 「영화촬영소 건설을 제창함－특히 조선기업가들에게－」,
뺷영화조선뺸, 119쪽.
조혜백, 「조선영화 기업화 문제」, 뺷영화조선뺸,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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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대로 된 대본도 갖추지 못한 채, 한 사람이 각본, 감독, 주연 등 모든
과정을 뭉뚱그려 맡는 비체계적인 영화제작 풍토를 강하게 비판하며, 그 관
습으로부터 단절될 때 조선영화가 도약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비체계적인 관습의 혁파를 위해 박루월이 제시한 대안은 영화기업
화론이다. 즉 체계적이며 분업화된 촬영소의 건립, 곧 ‘기업화’에서 그 탈출로
를 찾는다. 이때 박루월이 주장하는 영화기업화론의 핵심은 “우리의 손으로”
촬영소를 건설하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의 자본이 들어간 촬영소
건립을 강조한다. 폭넓게 조망해 보면, 영화기업화론은 1930년대의 조선영화
인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던 문제의식 중 하나다. 조혜백 역시 영화기업화론
을 주장하는 바25, 바람직한 기업화의 방식으로 ‘분업’을 강조하며 “중역”,
“지배인”, “계획부”, “각본부” 체제로 영화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각각의
부서는 각자 맡은 임무에만 매진하며, 영화는 세분화된 과업이 종합되어 제작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어 “소규모” 영화사라도 분업화 된 체계를 따를
것을 촉구한다. 만약 소규모의 제작사들의 기업화가 실현된다면, “대영화 사
회” 출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는 기업화를 통해 자본가와 대중
의 신뢰를 회복해 안정적인 투자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조선영
화계의 혼탁한 사정을 전환하는 계기도 그렇게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화사의 기업화는 오락으로 치부되는 영화의 정화과정이자, 영화의 예술
성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했다. 1930년대 조선영화계가 상상한 영화
의 산업적ㆍ미학적 모델은 서구를 향하고 있었다.26 바꿔 말하면 영화인들은
영화가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진 산업 환경 내에 안착할 때, 대중성과 예술성
을 동시에 성취하는 영화들이 생산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영화의

25
26

위의 글, 66쪽.
하승우,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초반 조선영화 비평사 재검토」, 뺷비교한국학뺸 22(2), 국제비교
한국학회, 2014, 4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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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야말로 조선 문화사가 서구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
명하는 길이라 믿었다.27 발성영화가 등장하고, 영화의 기술적 발전과 필요
자본의 증가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조선영화계의 현실은 여전히 나운규의
<아리랑>으로 대표되는 무성영화의 전형적인 스토리와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천편일률적인 신파적 내용과 과장된 연기에 의존하는 특징
은 영화보다는 일회적이고 통속적인 공연에 더 가까웠다.28 따라서 젊은 조
선영화인들은 근본적인 영화제작의 혁신이 없다면 서구의 영화 스타일을 허
술하게 모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시선은
이익(李翼)29의 글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그 큰 원인의 하나는 영화작가들의 사회적 무비판성과 외국 영화가
가진 내용의 모방이 비현실적인 뺷테－마뺸로 유도한 겄이다. 여기에서 조선영화
의 비극이 있다. 여기에서 허수애비적 조선영화가 존재한다.
오늘날 조선영화가 아미리가적인 점이 농후한 겄의 절대원인은 지금까지 조
선에서 상영된 외국영화의 양적관계여하를 보아 정확히 그 우위에 잇섯다는
아메리카 영화의 모방을 피치 못햇든 것에 잇지 않을가?30

이익은 조선영화가 무비판적으로 할리우드의 활극 형식을 모방하면서 대
27

이러한 연관성에서 박루월은 기성 영화인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구를 “우리의 손으로”
촬영소를 건립하는 것에서 찾는다. 촬영소 건설은 단순한 영화제작 기반조성의 의미를 넘어서,
조선의 문화와 역사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박루월, 「영화촬영소건설

28
29

을 제창함－(특히 조선기업가들에게)－」,뺷영화조선뺸, 117쪽.
문재철, 「1930년대 중반 조선영화 미학의 변화에 대한 연구」, 뺷영상예술연구뺸 10, 2007, 142쪽.
본명은 이순재(李順載)로 영화계에서는 이익을 필명으로 사용했다. 이후 1940년대에 연극과 악극
에서 활동하면서 김화랑(金火浪)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기도 한다. 1938년 방한준 감독의 <한강>과
<성황당>의 각색을 맡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국기 앞에서 나는 죽으리>의 감독을 하기도 했었으
며, 김유영 감독의 <수선화>, <라미라 가극단>에서 극작 및 연출 등 일제강점기 시절 영화와

30

연극을 오가며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다. 김유미, 「김화랑의 여성국극 작품 연구－<백년초>를
중심으로－」, 뺷한민족문화연구뺸 28, 한민족문화학회, 2009, 284∼286쪽.
이익, 「영화시감－조선영화의 현실에 관해서－」, 뺷영화조선뺸,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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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익은 충분한 자금 없이 제작된 영화로
큰 수익을 바라는 환경과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기계적 모방의 관습이 조선
영화계에 “비극”임을 주장한다. 물론 그는 기술의 낙후와 값비싼 발성영화
제작비용, 언어의 제약 등이 조선영화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
하고 있었다. 조선영화의 제작비 회수는 오로지 조선 관객이 지불하는 입장
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동시대에 흥행한 할리우드 스타일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진다.31 그러나 이익이 볼 때 문제적 사안은 훨씬 복잡하다.
할리우드 영화의 허술한 모방 풍토와 함께, 적은 숫자의 프린트에 의지한
순회공연, 그리고 나운규가 직접 무대에 등장하는 관습 등은 영화를 공연
형식 내 보조적 수단32으로 전락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부족한 자본과 예술성 추구의 어려움 속에서 조선의 영화인들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절충점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조선적인 것’ 혹은 “독자성”
추구 담론은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논구될 필요가 있다.
먼저 이익은 조선영화의 “독자성(조선적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리즘” 혹은 “전체의 통일된 분위기”를 중심으로 영화를 제작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관객들이 영화를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몰입하게끔 “묘사 수법”을
강조한 영화를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이익은 “현실에 대한 오인
과 너무나 근시적인 조선의 평면인식”적인 영화 풍경을 배격한다. 그러면서
그는 <반도의 무희>를 비판의 대상으로 놓는다. 조선적인 것의 부재를 강하
게 비판하면서 “민족의 표현”이 “결핍”되고, “조선 정경과 같은 그림 엽서적
가치”만 남았다고 주장한다.
조명감독으로서 활동한 김성춘(金聖春)33은 이익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
31

김승구, 「1920년대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식민지 관객의 반응」, 뺷정신문화연구뺸 33(4), 한국학중앙

32

연구원, 2010, 127쪽.
이순진, 앞의 논문, 119쪽.
김성춘은 조선 영화에서 조명 디자인에 관한 담론이 왕성할 무렵에 일본과 조선에서 조명감독으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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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한다. 그는 조선영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극복 방향에 대한 제언을
서술하는데, 여기서 그는 “향토영화”에 대하여 설명한다. 향토영화란 “농촌을
배경으로 삼은 향토미가 풍부한 영화”를 의미한다. 김성춘은 조선의 영화가
조선인의 생활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조선의 영화가 “우리
들의 현생활 상태”를 강조하여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익과 마찬가지
로 “타락적 소산물”로 전락한 조선영화의 원인을 조선영화 제작의 관습에서
찾는다. 조선영화가 외국영화를 단순히 모방하고 있기에 “향토미가 풍부한”
조선영화가 제작되지 않음을 비판한다. 그러므로 조선의 영화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현생활 상태를 그대로 영화에 이식”할 것을 말한다.34
조혜백도 향토영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그는 기업화의 모델을
제시하던 중 “각본부”의 과업을 “씨나리오 선택을 엄밀히 하는” 것이라고
서술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나리오 선택을 해야 할 당위성을 이야기하
며, “향토적 색채가 농후한 씨나리오 생산을 다량으로 힘써야 할 것”을 서술
한다.35 김중희(金仲喜)도 「영화시평 아리랑 제3편을 보고」에서 <춘향전>,
<강건너마을>, <춘풍>, <역습> 등의 작품들이 조선영화의 성장을 자극하긴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전혀 발전이 없다며 비판을 가한다. 김중희는 조선영
화가 추구해야 할 예술성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먼
저는 비현실적 요소의 배제와 기존 활극적 요소의 거부를 주장한다. 더 나아
가 조선 농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주의와 낭만주의의 결합이 조
활동했던 영화인이다. 그는 1935년 <살수차>의 조명감독으로 참여하고 이후에도 여러 작품에
조명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조선영화계에 조명 활용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김남석, 「<반
도의 봄>의 미장센 분석－조명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뺷현대영화연구뺸 31, 현대영화연구
34

소, 2018, 111쪽.
김성춘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김성춘은 “시대물 대중문학의 영화화”는 “시기상조”임을

35

조건”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것이다. 김성춘, 「조선영화제작의 주요문제」,
뺷영화조선뺸, pp.56-59.
조혜백, 「조선영화 기업화 문제」, 뺷영화조선뺸, 65쪽.

주장한다. 전통적인 배경이나 화술, 배우의 연기 무엇보다 “현대 영화 제작에 비하여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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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인 영화, 혹은 “좋은 영화”라고 언급한다.36 정하보(鄭河普)도 다른 기자
들과 더불어 조선의 영화가 사실주의로부터 빗나가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그는 배우, 연기, 의상, 분장, 배경 등이 사실적이지 않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37
이처럼 ‘조선적인 것’을 영화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짐에 따라
활극적 요소, 과장적 상황극을 중심으로 하는 할리우드 영화 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커진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론 내지 대안으로서의 조선 현실을 재현
대상으로 놓고 사실성과 낭만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영화미학의 담론이 활발
해진다. 과거 나운규 등을 위시한 무성영화가 ‘감각－운동’적 효과에 의존했던
반면, 뺷영화조선뺸의 영화인들은 영화의 미적 기준을 조선의 맥락이 반영된
이미지와 그 활용법에서 찾는다. 그들이 고민했던 조선의 ‘향토미’란 등장인물
들의 내면을 조선적인 상황, 서정적 풍경에 빗대어 표현하는 포토제닉한 방법
이 주를 이룬다.38 이러한 주장들은 논의의 깊이를 따지기 전에, 자금 부족의
상황에서도 조선영화의 출구를 찾던 젊은 영화인들의 내면을 환기시킨다.
여기서 언급한 ‘젊은 영화인들의 내면’은 좀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 이
를테면 뺷영화조선뺸의 영화인들은 정치사회적 피식민자라는 의식을 기본적
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한 현실적인 한계에 더해 영화산업 후발주자로서
세계영화계에 대한 선망과 좌절 등을 동시에 품고 있다. 이는 ‘조선적인 것’
을 둘러싼 담론 안에 ‘양가성(ambivalence)’의 불안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짐작
케 한다. 이러한 불안은 결국 상품으로서 소비되어야 할 ‘조선적인 것’ 안에
36

김중희는 <역습>을 할리우드를 모방한 오락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춘향전>은 현실과
거리가 멀고 영업에 목적이 있음을 지적한다. <홍길동전>에서는 판타지와 같은 세계를, <강건너마
을>은 농촌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을 그리고 있다고 서술한다. <춘풍>의 경우 비문예적영화라고
평가하고, <아리랑 제3편>은 대사, 음악, 내용 등 총체적으로 비판하며 “얻은 것, 배운 것이라고는

37
38

하나도 없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김중희, 「아리랑 제3편을 보고」, 뺷영화조선뺸, 75∼79쪽.
정하보, 「화가로서 본 조선영화계」, 뺷영화조선뺸, 87쪽.
문재철, 앞의 논문, 137-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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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된‘혼성성(hybridity)’의 징후와도 연결된다.39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논의하고자 한다.

3. 불완전한 대타적 욕망과 혼성성
주지하듯이 영화기업화론은 뺷영화조선뺸만이 갖는 독특함은 아니다. 조선
적인 것에 관한 담론은 뺷영화조선뺸이 발행될 무렵 조선의 영화인들이 공통
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해결책 중 하나였다. 「조선영화론」과 「조선영화발
달소사」에서 임화는 “기업화의 길”을 조선영화의 예술성을 획득하는 방법으
로 서술하고 있으며40 이외에도 조선영화령을 전유하고 기업화를 통하여 어
떻게 예술성을 성취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하였다.41 이처럼
식민시기 조선영화인들은 영화가 서구의 결실이며, 특히 산업화 시스템을
토대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뺷영화조선뺸은 그러한 논지를 연장하되, 영화예술의 기술적 발전과 자본
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42를 좀 더 전면적으로 다룬다. 그런데 앞 장에서
다룬 그들의 결론, 곧 ‘영화의 기업화’에 대한 모색과 ‘조선적인 것’의 추구는
역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조선적인 것’이라는 대안적 출구가 기업화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자본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면도 있기 때문이다.
39

여기서의 ‘양가성’이란 불균질한 욕망이 빚어낸 ‘조선적인 것’의 이상 안에 세계적 표준으로서
서구영화 이미지, 일본인에 대한 대타적 자기 인식, 명확한 한계에 놓인 조선영화와 조선인에
대한 이해 등이 길항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욕망의 ‘혼성성’을 시사한다. 젊은 조선인들의

40
41

42

내면엔 ‘모방/거절’이 동시에 작동하고 ‘초극/종속’의 논리가 역설적으로 혼재한다. 호미 바바,
앞의 책, 167쪽.
임화, 「조선영화발달소사」, 뺷삼천리뺸, 1941, 205쪽.
백문임, 「조선영화의 존재론－임화의 「조선영화론」(1941)을 중심으로－」, 뺷상허학보뺸 33, 상허학
회, 2011, 179쪽.
백문임, 앞의 논문, 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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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까닭에 영화의 기업화 방식에 대한 논의는 뺷영화조선뺸에서도 구체
성을 띤 방안으로 제출되지 않는다. 기업화의 문제를 당위적 선언처럼 던져
두고, ‘조선적인 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내면의 히스테리를 봉합하려는 혐
의가 있는 것이다. 기업화를 위한 방안 중에는, 전문성을 가진 영화인들이
분업화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43도 있지만 이 역시 피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논의에서 의미를 찾자면, ‘조선적인 것’을 향한 젊은 영화인
들의 변화된 욕망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먼저 ‘조선영화’에 대한 젊은 영화인들의 담론은 그 배면에 서구를 중심으
로 한 세계영화계의 인정에 대한 욕망을 내재하고 있다. 기술과 자본, 숙련된
영화인의 부족 문제를 최대한 감추면서 세계영화계의 인정을 받기 위해‘조
선영화’담론이 개발된 것이다. 이는 ‘조선영화’가 추구해야 할 심미적 덕목이
“타자의 장소/지위와 연관되어 분절된”44 불균질한 욕망의 산물일 수 있음을
환기시킨다. 그래서 다분히 의도를 감춘 퇴행적인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당대 영화인들 중 일부는 발성영화 시대로의 전환이 ‘조선적인 것’을 드러내
는 조건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발성영화로의 전환은 가속화되기에 이른다. 주지하듯, 그 무렵 세
계영화계는 각 나라의 독특한 ‘민족어’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에 봉착한다.
민족어를 사용한 영화는 해당 언어를 공유하는 언중에게 메시지 전달이 용
이하다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영화의 수출입 과정에서 이전
에 없던 고민을 양산한다. 다시 말해 민족어가 해석되는 배경으로서 “민족문
화”를 다루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다.45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의
풍경으로 즉물화되는 ‘조선적인 것’의 이미지는 민족어의 사용과 더불어 ‘낯
43
44

45

위의 논문, 319쪽.
김현식, 「바바의 해체주의적 파농 읽기에 대한 비판적 논고」, 뺷중앙사론뺸 46, 중앙대학교 중앙사학
연구소, 2017, 425쪽.
최장, 「조선영회기업론」, 뺷조선영화뺸 1집, 1936,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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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개성’을 판매하는 가능성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46 이로부터 나운규 등
으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의 활극 중심 제작 관습, 공연 중심 상영 문화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탐색된다.47 결과적으로 조선만의 향토성과
서정성을 찾는 담론은 발성영화의 출현과 더불어 더욱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뺷영화조선뺸은 그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중층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조선적인 것’에 대한 담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조선영화에 대한 혼성성48이 일본이라는 식민
지 상황보다는 독일로 대표되는 유럽과 미국 할리우드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적인 것’의 성격화 과정은 일본과의 비교가 아니라,
서구의 응시로부터 진행된다. 향토성이 할리우드를 비판하는 형식적 대안으
로 제시된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49 한편으론 할리우드에 반하는 차별성
확보를 논하면서도, 최종지향점이 할리우드 중심의 세계영화계라는 점은 주
목을 요한다. 당대 젊은 영화인들 내면에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혼성성의 균
열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뺷영화조선뺸에 등장하는 ‘조선영화’에 대한 혼성성의 욕망이, 외관상 긍정
적인 결과로 나타난 사례가 <춘향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최초의 발성영
화로 알려진 <춘향전>의 성공과 이후 <나그네>의 흥행은 세계영화계를 향한

46

47
48

이화진, 「식민지 영화의 내셔널리티와 ‘향토색’－1930년대 후반 조선영화 담론 연구」, 뺷상허학보뺸
13, 상허학회. 2004, 370쪽.
문재철, 앞의 논문, 134쪽.
호미 바바가 도입한 “문화적 혼성성”은 피식민자들이 지배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정형에서 미끄러져 끊임없이 분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분열은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
과 순응 모두에서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피식민지에서 지배문화와 피지배문화는 동화되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충돌하면서 동시에 겹쳐진다. 이 과정 속에서 “경계선적 상황”이 출현한다. 이렇게
출현한 “제3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문화들은 전이되고 새로운 문화로 나타난다. 결국 ‘혼성성’이
란 문화 간 동질화의 불가능성을 지칭하는 동시에 불균질한 권력관계로 성립되어 끊임없이 분열되고

49

불안정을 일으키는 속성을 의미한다.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뺷문화의 위치뺸, 소명, 2018, 37∼38쪽.
홍효민은 조선의 영화가 할리우드의 형식을 따라가는 것을 비판하며 소련의 영화제작을 근거로
삼기도 한다. 홍효민, 「근대문명과 영화예술－(한개의 단상을 중심으로)－」, 뺷영화조선뺸,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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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투쟁의 장에서 자신감을 얻는 변곡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 영화를
이유로 젊은 영화인들은 ‘조선영화’가 이색적인 판매상품으로 세계 무대에서
소비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된다.50 흥미로운 것은, ‘조선적인 것’을 소재
화했다고 볼 수 있는 일본영화 <반도의 무희>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조선의
정경만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례도 공존한다는 사실이
다. 그로부터 ‘조선인의 시각과 의식’으로 조선의 정경을 담아야 한다는 논리
가 구체화된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세계영화계로의 편입을 향한 열망, 일본
영화에 대한 질투와 극복의 의지, 대타적 위치에서 존재감을 인정받으려는
욕구 등이 뺷영화조선뺸 속 다양한 비평문에 이미 편재한다는 사실이다.
부연하면 뺷영화조선뺸에 두드러지는 ‘조선적인 것’에 관한 담론은 조선영
화계의 자본과 산업적 기초를 쥐고 있던 일본에 대한 ‘질투/거부’를 미묘하게
깔고 있다.51 또한 세계영화 ‘주류’, 곧 기술적ㆍ미학적 전범에 해당하는 서
구 영화에 대한 ‘모방/단절’의 모순적 욕망을 암시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뺷영화조선뺸 필자 상당수는 ‘조선인’이자 ‘조선의 영화인’으로서 이중의 피식
민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서구와 일본의 영화산업과 그 내부에서 생산
된 동질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차이’에 의해 타자화 되는 존재였다. 즉 일본
에 의해 주도되는 영화산업에 비춰볼 때 조선의 영화인들은 ‘외부인’이면서
동시에 ‘내부인’인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52 특히 일본 유학파 조선
영화인들은 ‘서구 영화－일본 영화－조선 영화’ 간의 상상적 위계 아래 성립
된 담론과 권력에 대하여 ‘대타적’ 강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본
유학파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조선적인 것’에 대한 담론은 기성세대

50

51
52

임다함, 「1930년대 후반의 조선영화가 그린 「조선다움」의 의미－영화 뺷나그네뺸(1937)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뺷일본언어문화뺸 (44),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8, 258쪽.
함충범, 「식민지 조선영화와 일본인의 관계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55쪽.
김지영, 「조선적인 것의 변주, 그 속에 감춰진 식민지 지식의 내면 : 장주혁의 일본어 소설을
중심으로」, 뺷한국현대문학연구뺸 39, 한국현대문학회, 2013,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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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판하는 무기이자 대안의 성격이면서53, 한편으론 극복할 수 없는 벽
앞에서 발명된 정신적 도피의 흔적이기도 하다.
결국 젊은 영화인 내면에 자리한 불균질한 욕망은 영화제작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 조건과 섞이면서 문제적인‘조선영화’담론장을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여기서 ‘문제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조선인 관객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서 왜곡이 일어나게 된
다. 발성영화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뺷영화조선뺸의 필자들의 결론은 대부분
‘조선적인 것’의 추구였다. 김유영(金幽影)54의 경우 발성영화의 제작을 옹호
하며, “뺷올－토키뺸라야 되겟다는 선입견만 가지고 뺷토키뺸니 뺷무성뺸이니”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래의 것을 수입해 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서광제(徐光霽)의 경우 발성영화를 반대한다. 그
러나 그 근거는 경제보다는 조선적인 것으로 대표되는 예술성에 토대를 둔
다. 말하자면 미국이 발성영화를 제작하지만 유럽에서는 “아즉도 무성판이
많이 제작”됨을 근거로 들며 무성영화의 예술성이 결코 떨어지는 것이 아님
을 옹호한다.55 흥미로운 것은 ‘조선적인 것’의 귀결이 향토영화라는 점이다.
그가 향토영화의 제작을 주장한 이유는,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
민을 관객으로 끌어 모으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는 예술성과 실리를 모두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다음 김성춘의 주장은 향토영화 제작의 이유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53
54

문재철, 앞의 논문, 142쪽.
김유영은 영화감독이자 비평가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1928년 <유랑>을 통해서 감독으로 데뷔하였
다. 영화에 입문함과 함께 카프(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KAPF)에서 활동하였던 김유영은,
카프 1차 검거(1931) 시기까지 조선 계급영화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이효인, 「카프의 김유영과

55

프로키노 사사겐주(佐元十) 비교연구－프롤레타리아 영화운동론을 중심으로－」, 뺷영화연구뺸
(57), 한국영화학회, 2013, 325쪽.
「영화인 좌담회」, 뺷영화조선뺸, 5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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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미에 맛는 향토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조선영화 발전 상에 있어서 제
일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중략)…
그리고 일즉히 외국영화에서도 보왓지만 외국영화도 그 초기에 있어서는 향
토영화, 또는 건설영화에 주력하엿음을 뚜렷이 엿볼 수가 잇지 안는가? 우리가
향토영화를 제작함에 주로 착안하는 그 점은 농민과 접간하야써 영화에 대한
보급화 또는 농민생활을 이상화하려는 이것이라고 보겟다.

김성춘은 향토영화를 크게 두 가지의 이유에서 옹호한다. 우선은 “우리
구미에 맛는” 영화의 필요성이며, 그 다음으로는 “영화에 대한 보급화 또는
농민생활을 이상화”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1930년대에 조선에서 농민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김성춘은 농촌을 배경으
로 한 향토영화 제작이 조선 민중 대부분을 구성하는 농촌과 농민의 삶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단순 목적에 기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영화 보급이라
는 표현을 썼지만, 흥행의 측면에서 그들을 관객으로 유입시킬 수 있느냐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드러낸다.56 따라서‘조선적인 것’의 정
수로서 향토영화 담론은 순수한 민족애의 발로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둘째, 안정적인 수출 경로를 확보해 제작비 증가를 감당할 목적에서 찾은
출구가 ‘조선영화’라는 점도 문제적이다. 여기서의 ‘조선영화’ 속 향토색은
상품으로 팔릴 만한 “타자성의 형식”57이 된다. 실제로 발성영화 전환 이후
일부 영화 속 조선 풍경은 ‘바깥’의 응시에 의해 굴절된 이국적이고 원시적인
공간으로 변질되어 가게 된다.58 다시 말하면 조선영화에서의 ‘조선적인 것’은
판매를 위한 낯선 공간으로 탈성화 내지 “상대적 탈영토화”의 운명을 맞는

56

任ダハム, 「1930年代後半の朝鮮映画が描いた 「朝鮮らしさ」の意味 －映画뺷ナグネ(旅路)뺸(1937)を

57

めぐる論争を中心に－」, 뺷일본언어문화뺸 44, 한국일본어문화학회, 2018, 263쪽.
호미 바바, 앞의 책, 162쪽.
任ダハム, 앞의 논문, 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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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9 그렇게 보면 뺷영화조선뺸 속 ‘조선영화’에 대한 지향은, 의식적으로 의도
하진 않았지만 일본인의 식민자적 시선과 우월자의 욕망에 부응하는 방식60
의 영화 만들기와 관련된다. 가장 유력한 수출창구가 일본이었기 때문이다.
뺷영화조선뺸에 나타난 ‘조선적인 것’의 추구가 불완전한 대타족 욕망의 산
물이라는 사실은 다른 관점으로도 확인 가능하다.뺷영화조선뺸에 나타난 ‘조
선영화’에 대한 예술적ㆍ미학적 차원에서의 욕망을 살펴보면, 이데올로기적
ㆍ정치적 맥락과 연결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특히 홍효민(洪曉民)의
다음 글은 미국과 소련 사이, 더 정확히는 미국 영화와 소련 영화 사이에서
영화제작 방향에 관한 절충적 대안을 찾으려는 시각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러므로 영화는 오늘 날 시대적 문제인 것은 물론이요 봉건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를 낳게 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로동자 농민게급을 낳게함과 같이 근대적
물질문명이 아메리카적 영화로 낳게하였고 소비에-트적 영화로 낳게 한 오늘의
이른 겄이다.
…(중략)… 그러나 오직 한 개에 남은 문제는 아메리카에의 한 문명 그대로
근대문명의 연장인 근대문명의 종합적 표현이오 호사하고 경쾌한 다시 말하자
면 명랑성을 띄는 아메리카라는 찬사를 올리어 아메리카 영화제작에 잡은 바
태도이겟는가? 혹은 맑스 철학에 의하야 움즉이는 가장 력학적, 통제적, 계획적
의 소비에-트 영화재작의 또는 감상을 갖이야하겟는가?하는 데에 있는 겄이다.
그렇다고 신흥소연은 신흥이라고 하여서 모-든 겄이 반듯이 좋다고하는 맹
목적 태도와 아메리카는 낡은 겄이라고하야 그대로 이것도 맹목적으로 대척한
다고 하면 이겄은 군맹점상이상의 잘못한 편견일 것이다.61

60

고현철, 「탈식민주의 문화전략과 패러디의 상관성 연구」, 뺷한국문학 논총뺸 36, 한국문학회, 2004, 8쪽.
이러한 영화 제작 욕망은 동시기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이집트 미이라’를 소재화할 때의 욕망과 결과적

61

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안숭범, 「유니버설 클래식 호러 <미이라> 시리즈에 대한 탈식민주의
적 일고찰: 초창기 미이라 캐릭터의 활용 양상」, 뺷영화연구뺸(76), 한국영화학회, 2018, 79쪽.
홍효민, 앞의 글,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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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민은 미국과 소련 영화의 특징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
다. 그에게 ‘조선적인 것’의 추구는 양자의 가능성을 제3의 방식으로 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통했다. 순수하게 보면, 미국과 소련 영화에 대한 창조적인
상호텍스트적 참조는 ‘조선적인 것’의 형식적 완성도를 높이려는 목적이었을
수 있다. 조선영화의 경제적ㆍ산업적ㆍ미학적 현실에 대한 대타적 재인식
과정에서 자구책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영화계로의 편입과 ‘조선적인
것’의 추구가 이율배반적이란 점은 그에게서 간과되고 있다. 미국과 소련
영화의 장점을 균형적으로 수용하자는 주장은 낙후된 영화산업 환경에 갇힌
가난한 피식민자의 열등감을 비약적으로 은폐하는 주장인지도 모른다.
뺷영화조선뺸의 창간호가 발행되고 하루 뒤인 1936년 9월 2일, 할리우드
영화감독인 조셉 폰 스턴버그(Josef von Sternberg)가 조선에 방문한다. 이때 조선
영화주식회사 창립 회원들은 스턴버그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러
나 그들이 할리우드의 제작 시스템을 배우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로선
획기적인 50만 원의 자본금으로 탄생한 조선영화주식회사조차 동향과 동문
등에 기반해 전근대적 운영을 하고 있을 때였다.62 그럼에도 스턴버그를 만
난 후 일부 영화인들은 조선적인 색채를 앞세운다면, 자본, 기술의 부족을
넘어 세계영화계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애적 상상에 빠져든
다.63 이처럼 당대 영화인들은 ‘조선인이 보는 영화’와 ‘조선을 보여주는 영
화’ 사이에서 방황하며 비관론과 낙관론을 오간다. 그 연장선에서 돌이켜보
면, 뺷영화조선뺸은 이중의 피식민자64였던 당시 조선 영화인들의 대타적 욕
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텍스트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2
63
64

위정혜, 「식민지 엘리트의 ‘상상적 근대’」, 뺷한국극예술연구뺸 49, 한국극예술학회, 2015, 24쪽.
이화진, 「스턴버그(Josep von Sternberg)의 경성 방문(1936)과 조선영화계」, 앞의 논문, 45∼46쪽.
일본 혹은 일본영화 산업으로부터는 직접적ㆍ수동적 식민상태였다면, 미국 혹은 할리우드로부터
는 문화적ㆍ자발적 식민상태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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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 글은 내용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간 독자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뺷영
화조선뺸 창간호를 연구한 데 의의가 있다. 뺷영화조선뺸에 실린 모든 글을
연구대상 삼아 1930년대 조선영화계의 형편을 살피면서 당대 영화인들의
‘조선적인 것’을 둘러싼 담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들은 영화가
서구로부터 출발했고, 기술적인 산물이며 영화의 제작과 완성이 자본에 크
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뺷영화조선뺸의 필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
나는 영화의 기업화였으며, 다른 하나는 ‘조선적인 것’을 담은 향토영화의
제작이었다.
그러나 뺷영화조선뺸의 필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룬 ‘조선적인 것’의
내용엔 1930년대 젊은 영화인의 불완전한 대타적 욕망이 잠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뺷영화조선뺸의 필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룬 ‘조선적인 것’의
내용엔 1930년대 젊은 영화인의 불완전한 대타적 욕망이 잠재되어 있었다.
‘타자의 형식’으로서 조선영화에 대한 추구는 세계영화계로의 편입을 향한
열망과 자본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내수 시장을 확보하고 일본 등으로
수출의 활로를 찾으려는 욕구 등이 착종된 결과물이었다. 종합하면, 당대의
조선 영화인들은 세계영화계 내에 위치되는 상상을 숨기지 않았지만, 열악
한 제작 환경에 억눌린 피식민자의 정체성 사이에서 문제적 ‘혼성성’의 영역
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이 서구로부터의 인정과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이
율배반적 욕망을 자각하지 못한 채 ‘조선적인 것’의 예술적 가치를 논하는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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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Hybridity Shown in the Discourse of ‘Chosun Cinema’ in the First
Issue of “YounghwaChosun”
Hur, Eui-jinㆍAhn Soong-beum |

Kyunghee University

The first issue of “YounghwaChosun” clearly depicts that filmmakers in the 1930s are
seeking the possibility of Chosun cinema and finding their careers through their imaginative relationship with the world cinema. However, the vision of Chosun cinema which
they claim seems to originate from the otherness found in themselves. Since Chosun cinema
was positioned as the Colonial in relation with Japan, and a latecomer in connection with
the western cinema, These conditions created the discourse of “hybridity.”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Korean Cinema which “YounghwaChosun” refers to are relatively clear.
Compared to the western cinema, Chosun cinema was in the lack of capital leading to the
industrial vulnerability and aesthetical crudity in its film. From that extension, the logic of
film industrialization discourse with the division of labor featured in “YounghwaChosun”
and the pursuit of local-themed films was the result of the search for alternatives.
Nevertheless, the ideological self-consciousness of Chosun cinema and the realistic
self-consciousness of “making films in Chosun” do not harmonize. This implies imperfect
and substitutive desire between the majority of young film makers who studied in Japan
in 1930.
Key words : “YounghwaChosun”, Colonial Korean Cinema, Hybridity, Ambivalence,
Local-themed Films, Cinema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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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의료인문학은 ‘보다 인간적인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진료 및 의학 교육에 예술과
인문학을 접합시키면서 파생된 학문이다. 의료인문학 중에서도 특히 문학과 의학이
융합된 사례로는 서사의학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서사의학은 의사의 감상주의, 이론
의 서구편향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문학자 박성호, 최성민의 공저 뺷화병의
인문학－근현대편뺸은 문학과 의학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삼지
않기에 역설적으로 인문학의 도구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므로 서구 편향적 경향성을 강화시키지도 않는다. 그러나 환자
치료라는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이 책을 과연 의료인문학의 성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본고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논제에 대한 토론을 예비한다.
주제어 : 의료인문학, 박성호, 최성민, 화병의 인문학, 화병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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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의료인문학은 ‘보다 인간적인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진료 및 의학 교육에
예술과 인문학을 접합시키면서 파생된 학문이다. 영국의 의학자 앨런 블리
클리(Alan Bleakley)는 뺷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뺸에서 “의학 교육이 그 방법론
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의과대학생들의 무감각(insensibility)과 무신경함
(insensitivity)을 계속 유발하고”1 있다고 진단하고, 보다 인도적인 의사 양성은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의료인문학이 의학 교육에 결합될 때 가능하다”고 말했
다. “의료인문학이 더 나은 의사를 만드는 방법”라는 책의 부제만 보더라도
뺷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뺸을 통해 제시되는 의료인문학의 목적을 파악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몇몇 의사들이 인체 실험이라
는 명목 하에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언급하지 않
더라도, 비인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의료체계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
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료인문학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인문학의 탄생에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
인 에드먼드 펠리그리노(Edmund D.Pellegrino)를 꼽을 수 있다.2 “의학은 가장
인간적인 과학이고, 경험적인 예술이며, 가장 과학적인 인문학이다”라는 선
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의학이 과학과 인문학의 결합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의학이 과학에만 방점을 찍는 것을 경계했다. 뺷의철학의
재탄생뺸(The philosophy of medicine reborn)에서 그는 의학과 철학의 관계를 네
가지 범주로 정리하여 의철학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의학과 철학이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1

앨런 블리클리, 뺷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의료인문학이 더 나은 의사를 만드는 방법뺸, 김준혁

2

옮김, 학이시습, 2018, 1∼2쪽.
펠레그리노의 뺷의철학의 재탄생뺸에 대한 내용은 ‘황임경, 「코로나19와 의료인문학」, 뺷작가들뺸
74, 인천작가회의, 2020, 187∼189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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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 채 상호 소통하는 것, 논리학과 같은 철학적 방법론을 의학에 적용하
는 것, 의학자들이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행위에 대해 철학적으
로 성찰하는 것, 이것들은 펠레그리노가 정립하고자 했던 의철학이 아니다.
의철학은 이러한 세 경우와 달리 ‘환자 치료’라는 목적을 가지며 바로 그
점 때문에 다른 철학 분과와는 다른 별도의 연구 영역과 방법론을 가진다고
펠레그리노는 주장했다.3
의료인문학 중에서도 특히 문학과 의학이 융합된 사례로는 서사의학
(narrative medicine)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내과 의사이자 문학 전공자인 리타

샤론(Rita Charon)은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서사적 역량을 갖추었을 때 의사가
환자에게 보다 깊이 공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
다고 주장했다. 임상 및 의학 교육 등에서 시간성, 인과성과 같은 서사적
요인들을 발견하고 개념화하여 서사의학을 정립한 것 역시 이러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서사의학은 환자의 대상화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료인문학의 문제의식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서사
의학은 환자의 발화 의도를 명확하게 읽어낼 수 없다는 점, 의사가 감상주의
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서구 텍스트를 통해 서사의학을 발전시킴에 따라 서사
의학이 문화적 편견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등과 같은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4 서사의학이 인문학을 도구화할 뿐만 아니라, 기실 서사의학은
과학이 주도하는 의학을 보다 부드러워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
하다는 비판 역시 서사의학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국문학자 박성호, 최성민의 공저 뺷화병의 인문학－근현대편뺸은 이러한
의료인문학의 역사를 고려할 때 여러모로 논쟁적이다. 머리말에서 두 저자가
3

펠레그리노가 정립한 의료인문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현수, 「펠레그리노를 통해 본

4

의료인문학」, 뺷인문학연구뺸 42,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을 참조할 수 있다.
서사의학 비판에 대해서는 ‘황임경, 「서사에 대한 의철학적 비판－서사 의학에 대한 찬반 논의를
중심으로」, 뺷의철학연구뺸 19, 한국의철학회, 2015, 133∼1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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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된 경희대학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의 박윤재 단장은 “뺷화병의
인문학－근현대편뺸은 의료인문학에 인문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5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의료인문학자들이 이
러한 견해를 쉽사리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책의 저자
들이 의학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이 책이 인간적인 의사를 양성한다거나
인도적인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식의 목적의식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료인문학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가치가 있다. 서사의학
과 관련지어 보자면 이 책은 문학과 의학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
를 목적으로 삼지 않기에 역설적으로 인문학의 도구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로
울 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므로 서구 편향적
경향성을 강화시키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민간에서 사용되던 병명이
기도 한 ‘화병’의 당대적 병증 혹은 발병 원인을 한국 근대문학 작품을 통해
고고학적으로 규명하는 이 책은 추후 의료인문학의 장에서 완전히 배제되거
나 아니면 의료인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책으로 기억될 것이다.
한편 뺷화병의 인문학－근현대편뺸은 1990년대 이후 한국 근대문학 연구
현장에서는 이미 익숙한 방법론인 문화사적 연구의 한 사례이기도 하다. 문학
에 대한 문화사적 연구는 문학의 고유하고 내재적인 자질을 탐구하는 과정에
서 놓치기 쉬운 사회문화적 맥락에 주목한다. 물론 문화사적 연구 방법론이
문학을 당대 풍속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여 결국 문학 연구의 정체성
을 훼손시키는 일이라는 비판도 가능하겠지만, 시대적 맥락으로부터 문학을
소외시킬 때 오히려 당대와 긴밀하고 복잡하게 작용하는 문학의 고유성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책은 ‘근대적 화병’의

5

박성호, 최성민, 뺷화병의 인문학－근현대편뺸, 모시는 사람들, 2020, 7쪽. 이하 이 책을 인용할
때, 본문의 맥락상 이 책을 인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기에 어렵지 않다면, 본문에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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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과정을 고구할 뿐만 아니라 소설의 인물들이 앓고 있는 ‘화병’을 6.25와
베트남 파병 및 1960∼70년대 산업화 과정 등의 이면에서 발견되는 역사적
증상으로 의미화 함으로써 문학의 역사성을 복원하는 데 기여한다.
여기서는 뺷화병의 인문학－근현대편뺸이 근대적 화병의 형성 과정을 어떻
게 설명하고, 화병을 역사적 사건의 증상으로 의미화 하는 양상을 살펴봄으
로써 추후 이 책의 의료인문학적 가치를 온당히 평가할 수 있는 논쟁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근대적 화병의 형성
(1) 고난의 근거로서의 화병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뺷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뺸에 따르면 화
병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한스런 일을 겪으며 쌓인 화를 삭이지 못해
생긴 몸과 마음의 질병”6이다. 인생사에 예고 없이 닥치는 온갖 억울한 일은
사회문화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여 울분이 쌓일
때 그 화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
로든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을 측정한다.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거나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끊임없이 상해의 위협에 노출될 때 쌓이는 화는 결코 그 시대의
정치경제학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어떤 이는 절대적 빈곤으로 생존의 위
협을 느낄 때 울분을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이는 상대와 자신 사이의 경제적
6

「화병」, 뺷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뺸,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D%99%94%EB%B3%91&ridx=0&to
t=15, 접속일자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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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로 인해 상대적 빈곤을 느껴 울화를 겪기도 한다.
뺷화병의 인문학－근현대편뺸의 2장, ‘근대를 만난 화병, 고난을 만난 여성’
에서 박성호는 화병이 “고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27) 말하면서 이
십세기 초에 유행했던 신소설 속 여성인물들의 고난에 주목한다. 1906년
뺷만세보뺸에 연재된 대표적 신소설인 이인직의 뺷혈의 누뺸는 청일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옥련이 일본에서 고초를 겪던 중 구완서를 만나 미국으로
건너가고 거기서 아버지와 재회하며 결국 어머니 최씨 부인과도 연락이 닿
는다는 이합의 서사를 골자로 한다. 가족이라는 안온한 삶의 터전을 상실함
에 따라 최씨 부인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착란을 경험하며 자살
을 시도하기까지 한다. 뺷은세계뺸에서 탐관오리 강원감사의 학정에 의해 최
병도가 희생된 후 본평댁은 유복자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만 미쳐버리고
만다. 최씨 부인과 본평댁은 모두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타의로 인해 육체
적, 정신적인 건강을 상실한 경우이다. 열강들의 침략과 관직자들의 타락으
로 인해 발생한 국내외적 혼란 속에서 고난을 겪었던 당대의 수많은 여성들
이 자신들의 가슴에 맺히는 한을 견디지 못해 신체가 파괴되는 병증을 겪었
음을 뺷혈의 누뺸와 뺷은세계뺸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신소설의 고난당하는 여성들에게는 적절한 병명이 주어지지 않는다. 박성
호는 신소설의 작가들이 인물들에게 왜 명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
였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나름의 대답을 제시한다. 첫째로 당시에는 진단과
처방의 방식이 익숙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로 병리학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병명의 사용이 당시에는 일상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 대답들이다. 분명한
것은 이인직과 이해조 등 신소설 작가들이 당시에 억울함이 쌓이면 신체에
장애가 생긴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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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감각은 마음속에 억울함이 쌓이면서 신체의 기능장
애를 낳고, 그러한 기능장애가 누적되어 다시 마음의 질병의 형태로 표출된다는
인과관계 구조였다. 그것을 표현한 술어가 ‘화병’이었을 뿐, 화병 자체가 구체적인
병명으로서 특정한 질환에 대한 기표를 담당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38)

고난으로부터 병이 발병했다고 이해했다면 마땅히 그 고난의 원인이 사라
질 때 병도 같이 치료되리라 여길 것이다. 신소설의 인물들에게서는 고난의
원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병증이 사라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뺷은세계뺸의 본
평댁은 여러 약을 먹어도 효능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유복자 옥남이 미국
유학을 다녀와 “어머니가 저런 마음으로 병이 들으셨소구려. 지금은 백성의
재물 뺏어먹을 사람도 없고 무죄한 백성을 죽일 사람도 없는 세상이오”7라고
말하자, 본평댁은 비로소 “정신이 번쩍 나서”(113) 옥남이와 옥순이를 붙들고
감격을 표한다. 물론 상담이나 약 복용과 같은 적절한 치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아들이 돌아와 문명담론을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이 나았다
는 설정은 과학과 함께 발달한 오늘날의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납득
하기 어렵지만, 이를 통해 당대 사람들이 화병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명확
히 드러난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당시에 화병은 고난의 발생과 함께
발병했다가 고난의 해소와 더불어 치료되는 병으로 여겨졌다.

(2) 신경쇠약으로 번안된 화병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 과정에서 신소설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번역 및 번안소설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번안소설로는 한국 최초의 전
문 번안 작가인 일재 조중환이 번안한 뺷쌍옥루뺸와 뺷장한몽뺸을 꼽을 수 있다.
7

이인직, 뺷은세계뺸, 뿔, 2008,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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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쿠치 유호의 뺷나의 죄뺸를 번안한 뺷쌍옥루뺸는 1912년 중반에 뺷매일신보뺸
에 연재된 직후 여러 극단이 무대에 올려 연극으로도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
다. 1913년 중반부터 뺷매일신보뺸에 연재된 뺷장한몽뺸은 미국의 뺷여자보다
약한 자(Weaker Than a Woman)뺸를 이와야 사자나미가 번안한 뺷곤지키야샤뺸를
다시 조중환이 번안한 작품인데, 이수일과 심순애의 이야기로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당시의 작가와 독자들은 일본을 경유해 들어오는 근대적 문화와 문학을
학습했고 그 과정에는 번역과 번안의 과정이 있었다.8 소설을 번역하는 일은
단순히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기계적인 과정에 그치지
않는다. 작가는 무엇을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한 고민은 곧 한국어와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게다가
타문화권의 생소한 용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은 곧 그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하물며 서사를 그
대로 두되 시대적 배경이나 풍속 등을 일부 수정하는 번안 작업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청춘남녀의 연애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번안소설 뺷장한몽뺸에
는 근대 사회의 여러 풍경들이 다채롭게 묘사된다. 뺷번역과 번안의 시대뺸의
저자인 박진영은 뺷장한몽뺸을 “근대 한국의 만화경”이라 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번안 소설 뺷장한몽뺸은 근대 사회의 흥미로운 풍경들을 한가득 망
라하고 있다. 오갈 데 없는 천애 고아부터 은행 부호까지, 서양인 고리대금업자
의 애첩부터 교회 전도사까지, 대보름 윷놀이 판이 벌어지는 서울 부촌 골목의
기와집에서부터 애급 궐련을 피우며 술과 카레라이스를 먹는 요릿집, 사이다와
샴페인을 파는 경부선 야간열차, 실연으로 상처 입은 귀족이 칩거하는 한강 변
의 호화 별장과 가난한 젊은이들이 정사를 시도하는 청량리 절간, 그리고 국립
8

박진영, 뺷번역과 번안의 시대뺸, 소명출판, 2011, 13∼15쪽 참조.

192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8 No.3

병원의 정신과 병실에 이르기까지. 이수일과 심순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에워
싼 온갖 군상들이 펼쳐 보이는 세태는 말 그대로 근대 한국의 만화경이다.9

뺷화병의 인문학－근현대편뺸의 3장, ‘욕망에 눈을 뜬 여성과 ‘신경쇠약’’에
서 박성호는 뺷쌍옥루뺸와 뺷장한몽뺸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의 성격과 그들이
겪는 병증에 주목한다. 신소설의 여성인물들은 대체로 가정과 정절 등 전통
적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번안소설의 인물들은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경
향을 보인다. 박성호가 강조하는 것은 여성인물들이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
는 과정에서 좌절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병증이 유발된다는 사실이
다. 뺷장한몽뺸의 미인 심순애는 오래도록 정답게 지낸 정혼자 이수일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부자이자 유명한 신사인 김중배에게 끌려 그와 결혼하지만
이후에 이수일을 잊지 못하고 반성한다. 심순애는 한편으로는 신성한 연애
를 희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속물적 욕망을 가졌다. 뺷쌍옥루뺸의 여주
인공인 이경자는 장래가 촉망되는 여학생인데, 소설의 초반부부터 호남자
의학생 서병삼과의 연애문제에 휘말린다. 비록 그녀는 육체적 욕정보다는
고상한 즐거움과 낭만적인 연애를 꿈꿨지만 서병삼은 연애의 핵심을 육욕으
로 보았기에 그녀의 소망은 좌절되고 만다. 그녀는 서병삼과의 관계로 임신
을 하고 이후 미혼모가 된다.
뺷장한몽뺸의 심순애는 이수일이 아니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즉 재력을
추구했다는 점을 뒤늦게 반성하고 김중배와의 결혼 이후에도 마음의 남편은
이수일이라 여기며 순결을 지키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심순애는 정
신상에 이상이 생겨 시도 때도 없이 웃거나 울거나 착란을 일으키거나 발작
하다가 결국 총독부 의원 정신병 환자실에 수용된다. 이때 의사가 등장하여
심순애의 “병명은 ‘멜랑콜리아’의 급성”10이라고 진단한다. 뺷쌍옥루뺸의 이경
9

박진영, 「다시 쓰고 새로 읽는 그녀들의 시대」, 박진영 편, 뺷장한몽뺸, 현실문화, 2007, 568∼5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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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역시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다. 의사는 이경자에게 실성과 관련된 가족력
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이경자가 출산하기 전부터 ‘히스테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근심으로 마음을 수고로이 하여 ‘히스테리’가 변하여 지금은 우
울증”11이 된 것이라 말한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자면 미혼모가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속앓이를 하다 산후우울증을 앓게 된 것
이다. 의사는 환자의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며 피접을 가는 것을 권한다.
심순애와 이경자는 전통적 가치관에 얽매이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의식
하며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새로운 여성인물들이지만, 그러한 욕망의 추
구가 좌절됨에 따라 정신질환을 앓는다. ‘히스테리’, ‘멜랑콜리아’ 등 당대에
정신질환을 지칭하는 단어가 단일하게 정돈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신경쇠약’이었으며, 이는 ‘화병’을 설명하기 위한 의학적 개념
으로 차용되었다고 박성호는 말한다.

신경쇠약의 모호함은 다양한 ‘번안’을 가능하게 했다. 문명병이자 지식인병
으로서의 신경쇠약이 일종의 박래품이라면, 부인병으로서의 신경쇠약은 말하
자면 조선에서의 번안물이었던 셈이다.(76)

신소설에서는 착란을 겪고 울화가 쌓여도 그것이 ‘히스테리’라 명명되지
않았지만, 번안소설에서는 그러한 병증을 다름 아닌 ‘신경’과 관련된 문제로
명확히 인식한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생긴 몸과 마음의 병이 ‘화병’이라면,
‘신경쇠약’은 자신이 원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정신적 곤란이 육체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화병이 신경쇠약으로 명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10
11

위의 책, 472쪽.
박진영 편, 뺷쌍옥루뺸, 현실문화, 2007,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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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화병을 정신적 질환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박성
호는 화병이 신경쇠약으로 번안되는 과정에 뇌와 신경이 정신을 주관한다고
보는 서구의 뇌주설과 근대의학이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추정을 제기한다.
‘신경쇠약’으로는 ‘화병’을 대체할 수 없다. 신경쇠약을 앓는 환자는 마르
고 핏기가 없는 이미지이지만, 화병을 앓는 환자는 바닥과 가슴을 쾅쾅 두드
리는 모습이 떠오른다. 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만성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으로 쇠약해지는 것이 신경쇠약이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화를 풀지 못해
생긴 몸과 마음의 질병이 화병이다. 박성호의 논의대로 당시에 화병이 신경
쇠약으로 번안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과정 속에서 울화가 치미는 사람들을
환자로 여기고 치료해야 한다는 인식은 자연스레 약화되었을 것이다. 그로
인해 부쩍 얼굴이 수척해진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의 여지가 많아진 반면,
분기충천하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만 여기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3) 남성의 자랑이 된 신경쇠약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다지 자랑스러
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알리기
를 꺼린다. 그런데 20세기 초반의 남성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특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바로 자신의 신경쇠약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다. 뺷화
병의 인문학－근현대편뺸의 4장, ‘“나는 신경쇠약을 앓고 있소”’에서 박성호
는 육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가 자신이 신경쇠약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모습에 주목한다. 이들의 경우를 통해 박성호는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한다.
첫째, 신경쇠약을 앓는 주체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점, 둘째, 자신의
신경쇠약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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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았듯 신소설에서 고난을 겪고 정신질환을 앓는 최씨 부인, 본평댁
등과 같은 여성인물들은 병증이 너무 심각해 스스로 그 사실을 감출 수 있을
만한 정신적 여력조차 없었다. 번안소설의 심순애와 이경자 역시 발병의 원
인은 다를지언정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최남선은 달랐다. 뺷소
년뺸을 발간했던 최남선은 「집필인의 문장」에서 자신이 작년 여름부터 신경
쇠약에 걸려 걱정이 많고 의원이 요양을 권하기도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
고 읽고 쓰는 일에 골몰한다며 자조적인 어투로 자신의 심경을 밝힌다. 하지
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최남선 자신의 신경쇠약이 아니라, 신경쇠약임에
도 불구하고 읽고 쓰는 일을 놓지 않는 자기 자신이다. 최남선의 신경쇠약은
과로와 결부되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즉
자신은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굳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토록
자신을 혹사시키는 우국지사라는 것이다.
「집필인의 문장」에서 최남선은 자신의 고단함을 피력하지만 신소설의 여
성인물들만큼 치명적인 육체적 고통을 앓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화병에 동
반되는 육체적 증상은 어디로 갔는가? 박성호는 이광수의 경우를 예로 들어
과도하게 신경을 소모하여 육체에 병이 생기는 양상을 설명할 다른 병으로
‘폐결핵’이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1918년 4월에 뺷청춘뺸 13호에 실린 글 「아
관」은 이광수의 근황을 다루는 글이다. 여기서 말하기를 이광수 역시 최남선
과 마찬가지로 독보적인 감수성을 지녔으므로 민족의 억압적 현실로 인해
괴로워하는데, 그것이 폐결핵의 발병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사실 결핵은 결
핵균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병이므로 위생 상태나 영양 부족 등과 관련
될지언정 신경쇠약과는 인과적 관계가 없다. 하지만 김유정, 임화, 이상 등
폐결핵을 앓았던 문인들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그들의 청결 상태가 어떠했는
지 묻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들의 폐결핵을 근거로 그들의 지적
능력과 감수성이 특별했으리라는 비논리적인 기대감을 가지기도 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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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폐결핵은 의학적 병명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문화적 코드이다.
이십세기 초반에 신경쇠약과 폐결핵이 각각 화병의 정신적, 육체적 요인
을 담당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병명들은 의학적 용어라
기보다는 차라리 문화적 용어에 가깝다. 오늘날에도 몇몇 사람들은 의사의
진단을 받기 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의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자신과 타인의 병증에 적절한 이름을 붙이려 한다.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현상은 의학 및 의사의 진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치료에 해악을 끼치므로 지양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과학
과 함께 발달한 현대의학의 관점을 적용하기에 앞서 문화적 관점으로 이러
한 현상을 바라본다면 그 전에 포착하지 못했던 병과 관련된 사람들의 감성
의 분화 양상을 목격할 수 있다. 문화적 관점에서 근대적 화병의 형성과 전복
의 과정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것이 당대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 만약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된다면 이 책에서 수행한 화병의 고고학
작업은 종래의 의료인문학의 한 성취로 자리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3. 역사적 사건의 증상으로서의 화병
뺷화병의 인문학－근현대편뺸은 박성호, 최성민의 공저다. 책의 2, 3, 4장을
박성호가 썼고, 뒷부분은 최성민이 작성했다. 한 권의 책으로 묶이기는 했지
만 두 저자가 화병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박성호가 2, 3, 4장에
서 시도한 것은 화병의 고고학이다. 한국에서 20세기 초반에 형성된 근대적
화병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기 위해 박성호는 이십세기 초반의 화병을 현대의
학의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문학에 나타나는 화병의 발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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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그리고 젠더적 전복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그 시대의 화병의 특수성
을 도출한다. 반면에 최성민은 화병을 트라우마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이를
당대의 강렬한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킨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감정적 충격인 트라
우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번역되는데 주로 “심각한 충격을 받거나 생
명이 위협받는 사고를 겪은 후에 발생”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
는 대표적인 경험은 전쟁, 재난, 성폭행 등을 들 수 있는데, 모두 개인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적이고 위험한 상황들이다. ‘화병’은 이러한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열거한 것과 같은 불가항력적 충격
이 영문을 알 수 없게 다가올 때, 합리적인 이성으로 자신이 처한 고통스런 상황
이 이해되지 않을 때 찾아온다.(115)

화병을 트라우마의 일종으로 본다면 중요한 것은 화병의 양상이 아니라
화병을 발병케 한 계기이다. 최성민은 외상의 계기에 역사적 사건들을 기입
하고자 한다. 6.25, 베트남전쟁, 급격한 경제성장 등이 그것들이다. 여기서
급격한 경제성장은 전쟁이 아니지만, 국부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고 수많은 도시빈민들이 양산되었다면 그들의 경험에서 봤을 때 경제
성장 역시 외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화병을 연구하는 두 저자의 접근 방식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까닭 중
결정적인 것은 연구 대상이 되는 텍스트들의 발표 시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십세기 초반의 소설과 산문들을 다루는 박성호의 경우는 문명화
의 욕구가 표출된 당대 개화기의 상황으로 인해 화병의 형성을 분석하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했을 것이다. 반면에 최성민은 전후에서부터 80, 90
년대 작품들을 포괄한다. 전후 한국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한 것은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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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 시기에 화병의 성격이 인상적으로 변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최성민은 화병에 대해 고고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6.25 전
쟁과 같은 참혹한 역사적 사건과 화병을 병치함으로써 화병에 역사적 의미
를 부여하고자 한다.
최성민이 화병에 접근하는 방식은 그가 선우휘의 「망향」과 화병을 연결시
키는 부분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망향」은 실향민의 향수병을 다룬 소설
이다. 이장환의 아버지는 이북에서 내려 온 실향민인데, 고향을 너무나도
그리워하여 충청도에서 고향 집과 똑같은 집을 짓고자 한다. 고향 집에는
쥐가 있었는데 왜 여기에는 쥐가 없냐고 불만을 표하다가 쥐를 잡아 집 지붕
에 풀어놓기까지 할 만큼 이장환의 부친은 고향에 대해 집착적인 면모를
보인다. 하지만 충청도는 이북이 아니므로 이장환의 부친은 고향을 그리워
하며 가슴이 옥죄어오는 갑갑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그는 고향에 대
한 그리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마는데, 최성민은 이를 “‘화
병’으로 인한 죽음”이라(125) 해석한다. 6.25가 민족의 분단을 낳았고 그것
이 이장환 부친에게 한이 되었으며 그 한은 그의 화병이 되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 과정에서 6.25는 자연스레 실향민의 화병
즉 외상의 계기로 의미화 된다.
또한 최성민은 뺷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뺸의 난장이 아버지를 화병 환
자로 해석하고 그 발병 원인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계급격차와 노동
자 소외 현상을 언급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강의 기적, 즉 1960년대 이후 한
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군인 통치의 유산인 정치적
억압과 권위주의를, 도시 중심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농어촌 소외 현상을,
극도의 중압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피폐한 삶을 유발한 것이
다. 특히 중압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언제든 화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성민은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로 몰려든 이방인들을 기다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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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귀영화가 아니라, ‘화병’이었는지도 모른다”고(149) 하며, 난장이 아버지
역시 오갈 데 없이 내몰리다 “화병에 걸렸을 것이라 해도 무리한 추측은
아닐 것”이라(158) 주장한다.

열심히 일만 했지만,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공장에서 다치거나, 해고를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는 일들이 일상으로 벌어지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산업
화’였고, ‘도시 생활’이었다.(160)

산업화의 부작용이 화병의 발발 원인이라면 대안은 무엇인가? 최성민은
치료책으로 공감과 연대를 제시한다.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노동자들이 산
업화의 과정 속에서 자본가들이 독차지한 막대한 잉여가치를 회수하기 위해
서는 공감과 연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의 과정에서 동료들, 이웃
들과 나누었던 우애를 회복하는 일 역시 공감과 연대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화병을 역사적 사건의 증상으로 의미화 하는 최성민의 논의는 질병을 개인
의 책임으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4. 나가며
앞서 말했듯 의료인문학은 ‘보다 인간적인 의사’를 양성하는 학문이다.
뺷화병의 인문학－근현대편뺸은 일반적인 의료인문학이 그러하듯 진료상의
편의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연구 성과가 아니다. 하지만 서사의학이 가지고
있는 고민, 즉 작가의 감상주의나 이론의 서구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
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본 서평은 환자 치료라는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이 책이 과연 의료인문학의 성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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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하는 목적에서 쓰였다.
뺷화병의 인문학－근현대편뺸은 그간 의료인들이 주도했던 의료인문학에
국어국문학 전공의 인문학자가 참여한 한 사례이면서 동시에 1990년대 이후
한국 근대문학 연구에서 주로 등장한 문화사적 연구의 일환이다. 후자의 관
점에서 보자면 이 책은 문학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결시키는 또 하나의
성과라는 점에서 익숙하다. 반면에 전자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이 책은
‘진료’와 ‘의학 교육’이라는 목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나치리만큼
야심적이다. 모험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 의도가 동시에 읽히는 이 책은 향후
근대문학 연구와 의료인문학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안정이 아닌 모험의 결과이다. 앞서 말했듯 이 책은 ‘진료’와
‘의학 교육’의 수단으로 기획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이 내는 길이 ‘진료’와
‘의학 교육’을 위한 지름길이 아니라 해서 그 길이 에움길이 될 가능성도
전혀 없노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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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Medical humanities is a discipline that fosters human doctors. Medical humanities combine arts and humanities with medical and medical education. Among medical humanities,
an example of fusion of literature and medicine is narrative science. However, narrative science faces problems such as sentimentalism of doctors and western bias of theory. The
co-author of Korean literature scholars 뺷Humanities in Hwabyeong-Modern and
Contemporary뺸 does not aim to treat patients. For this reason, it is free from criticism that
it is instrumentalization of humanities. This is because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Korean literature, so it does not strengthen the tendency toward Western bias. However,
can this book, which does not pursue patient treatment, be recognized as an achievement
of medical humanities? This paper prepares a discussion on these topics by introducing the
contents of this book.

Key words : Medical Humanities, Park Sung-Ho, Choi Seong-Min, Hwa-byung,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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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이 연구는 백석의 재만 시절 《만선일보》에 게재한 산문, 「슬픔과 진실」ㆍ「조선인
과 요설」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흰 바람벽이 있어」가 어떠한 사회적 맥락과 창작
과정을 거쳤는지를 밝혀보았다. 백석은 1940년 3월에 내선만 문화좌담회에 참석하
여 작가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수모를 당한다. 일본어 창작에 대한 종용이 그것인데,
이 과정에서 조선 작가들은 선계－일본인이라는 어중간한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이
좌담회 이후 그는 두 편의 산문을 썼는데, 그중 「조선인과 요설」은 좌담회 내내 의기
소침하였던 백석의 태도와 사뭇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이른바 요설꾼으로 아첨을
일삼으며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담보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감
없는 비판을 한 것이데, 여기서 백석이 당시에 감지하였던 정체성의 위기 문제를 읽
어낼 수 있다. 그는 민족이 감내하는 수모나 비애를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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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그는 시인 박팔양의 시집 뺷여수시초뺸에 대
한 감상문을 《만선일보》에 게재한다. 감상문인 「슬픔과 진실」에는 시인으로서의 자
세를 말하며 박팔양을 상찬하다. 그런데 이 산문에서는 슬픔과 비애를 높이의 차원으
로 승화시키는 표현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백석이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
을 자기방어적으로 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년 후 발표한 「흰 바람벽이 있어」
에도 유사한 표현이 등장한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슬픔과 진실」에서 인용한 박
팔양의 시 「가을밤」의 표현이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 원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국 「슬픔과 진실」은 상시적으로 모욕과 수모를 당해야 하였던 상황
에서 제작된 산문이며, 박팔양의 시를 독해하는 과정에서 「흰 바람벽이 있어」를 구상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글이 된다. 백석은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흰 바람벽이 있어」를 창작한 것이기에 그의 작품을 단순히 외로움을 토로하는 내향
적 작품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백석은 조선인이 처한 사회적 위치로 인하여 사회적
인간관계가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까닭에 그의 작품은 쓸쓸
한 방안에 홀로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며, 최소한의 품위와 시인으로서의 정체성
을 지키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를 야기한
것은, 사회적 등급이나 계열이었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는 작품 안에서 이러한 종류의
계열화를 무화시키려 하였다. 그것이 「흰 바람벽이 있어」의 말미에 나오는 열거 즉
‘의도된 무질서’의 의미이다.

주제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슬픔과 진실」, 박팔양, 만주국, 의도된 무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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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비록 분단 이후 백석의 재북시기 활동이 조금씩 그 베일을 벗고 있다고는
하나, 그가 시인으로서 온전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해방직후까지라고 보
아야 타당하다. 왜냐하면 재북시기 백석의 삶이란 시인으로서는 거의 전폐
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까닭의 백석의 작품을 일별하는데 있어서 가
장 중요한 기준은 그의 첫 번째 시집인 뺷사슴뺸(1936)과 1939년 하반기의 만
주행 중에 창작된 대략 10여편의 시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1948년 《학풍》에 발표한 「남신의주유동박씨봉방」을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
상 자유로운 창작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남신의주유동박씨봉방」 역시 만
주 경험의 회오가 묻어난 작품이기에, 결국 그의 시적 성취는 ‘만주행’이라는
사건의 자장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만주행이라는 시기적 구분이 그의 작품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되는 까닭은
그 당시 많은 작가들이 여행가적 시선으로 만주를 한낱 소재주의의 차원으
로 떨어뜨린 값싼 작품을 생산한 것과는 사뭇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이 만주행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은 소재적 측면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뺷사슴뺸 시기에 쓴 작품들과 형식적으로 완연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욱 돌출된다.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평북 사투리와 유아적 상상력
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그의 초기 시인 뺷사슴뺸의 언어라면, 만주행 이후의
작품은 평이한 언어로 천의무봉의 단계에까지 올랐다고 말한 한 평자의 말1
처럼 형식적 차이로서 그 질적 변화를 맞이한다. 한 작가가 작품 사이에서
소재를 갈아타며 경향을 쇄신하려는 것은 그래도 일반적인 일이지만, 사용
하던 언어와 문법 형식을 바꾸는 일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다. 특히
말의 뜻보다, ‘낯설게 하기’라는 표현의 우세를 인정하는 시 장르에서, 독특
1

유종호, 시 읽기의 방법, 삶과 꿈, 2005, 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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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북 방언을 버리고 도리어 생활어로 회귀하여 더 높은 시적 성취를 보였
다는 점은 근대 시사에서도 특기할만한 사건이라 할만하다.
이 글은 이러한 백석의 재만在滿 시기 작품 중에서도 소재적으로나 언어적
으로 가장 평이하면서도 시적 성취에 있어서 오히려 돋보이는 작품인 「흰
바람벽이 있어」를 대상으로 작품의 창작 배경과 의미를 따져보려 한다. 재만
시기 백석의 작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온 바 있다.
「흰 바람벽이 있어」 역시 개별 작품론으로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작품
의 내재적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2 백석의 만주 행적을 맥락으로 한 사회적
의미3까지 논의되어 왔다. 다만 이 작품 자체가 뿜어내는 특유의 분위기로
말미암아 작품이 다소 내성적으로 해석된 부분이 있다. 이러한 해석적 경향
에는 그가 만주에서 영위한 삶 속에서 겪은 불편이나 부당이 침윤되어 있다
는 ‘추정’ 역시 포함된다. 이 글에서 시도하는 해석 역시 이러한 작품론의
성격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는 백석이 재만 시기에 《만선
일보》에 발표한 산문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작품의 주요한 맥락을 되
짚어볼 것이다. 만주국에서 조선어로 발표가 가능하였던 유일한 매체인 《만
선일보》에 백석은 두 편의 산문을 발표하였다. 만주국 수도 신경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 대하여 노골적 불만을 드러낸 「조선인과 요설」, 그리고 박팔양
의 첫 번째 시집 뺷여수시초(麗水詩抄)뺸에 대한 평문인 「슬픔과 진실」이 이에
해당한다. 이 두 편의 글 역시 기존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으나
여기서는 백석의 작품 창작 과정에서 위의 산문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
는다는 가정하에 이를 작품해석의 마중물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슬픔과
진실」의 경우 박팔양의 작품에 대한 백석의 소감을 담은 글이기에 기존 논의
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아 왔다. 이 글에서는 박팔양의 작
2
3

신주철, 「백석의 만주 생할과 「힌 바람벽이 있어」의 의미」, 우리문학 연구 25, 우리문학회 2008.
김재용, 「만주 시절의 백석과 현대성 비판」, 만주연구 14, 만주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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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과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밝혀내
기 위해 「슬픔과 진실」을 비중 있게 다루려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은 두 가지 면에서 유용한 지점을 마련해 줄 것이다.
첫째, 백석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 배경과 방법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재만
시기 백석 시의 시적 개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 작가의
작품세계는 작가로서 연면하는 의식도 존재하지만, 생활의 질적 변화나 계
기적 경험으로 인하여 전환점을 맞기도 한다. 이 글은 물론 후자의 측면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흰 바람벽이 있어」에 막연하게 배경으
로 추정되었던 ‘만주사회의 현실’을 좀더 부각시킴으로써 작품이 지니는 사
회적ㆍ정치적 의미를 도드라지게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이 작품은 내향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다. 하지만 이 작품이 내향적 성격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
던 사회적 원인을 살펴본다면, 재만 시기 백석이 창작한 작품을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2. 본론
(1) 내선만 문화 좌담회와 작가로서의 수모
백석은 1941년 4월 뺷문장뺸 및 다른 매체에 6편의 작품4을 발표하였는데
적어도 이중 「국수」를 제외한 다섯 편은 1940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국수」의 경우 재만 이전의 작품 경향－생경한 평북 사투리를 근
간으로 한 유아적 상상력의 세계－을 뚜렷하게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

4

「호박꽃 초롱 서시」( 호박꽃 초롱), 「귀농歸農」 (조광), 「국수」, 「흰 바람벽이 있어」, 「촌에서
온 아이」(문장), 「조당澡堂에서」,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이」(인문평론)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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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나머지 작품들의 경우 작품 안에 직간접적으로 만주 체험이 드러나 있으
며 종전에 구사하였던 시적 언어와 확연히 구분되는 평이한 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백석이 1939년 말경에 만주로 이주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면 1940년에 이들 작품이 창작되어 한꺼번에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능히 짐
작 가능하다.
그렇다면 1년 남짓 된 짧은 기간의 체험이 작가로서 의식에 강렬하게 작
용하였으며 작품 경향의 전환을 야기하였다는 사실 역시 추단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땅과 사람이 설은 만주국으로 이주하였다는 점이 전제된다.
하지만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논의되었던 바, 가일로로 치달았던 식민지 통
치의 폐색성으로 말미암아 조선을 떠나 만주국으로의 이주는 작가로서 일종
의 해방감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주국은 건국 이념으로 오족협
화(五族協和)를 표방하였기에, 다민족 구성원의 고유성을 적어도 표면상으로
는 인정해주었기 때문이다.5 따라서 한글문학의 전망이 비관적이었던 조선
에 비하여 만주국은 상대적으로 작가적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만주국에서의 가능성과 기대감이 적어도
백석에게는 크게 작용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만주에서 창작을 하던
와중에도 작품을 한사코 조선에서만 발표하였고, 1941년 뺷문장뺸의 폐간 이
후에는 이듬해 두 편의 시를 발표하는 것6으로 식민지 시기 작품활동을 마감
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만주 내 조선인 문단7에서는 백석이 《만선일보》에
5
6
7

김재용, 「만주 시절의 백석과 현대성 비판」, 만주연구 14, 만주학회, 2012, 164쪽 참조.
「당나귀」(《매신사진순보》, 1942.8.11.), 「머리카락」(《매일신보》, 1942.11.17.).
“만주내 조선인 문단”에 대한 실체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1941년 1월부터
“만주조선문학건설신제창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唱”이라는 기획 아래 만주국에서 활동하는 조선인
문인들의 기획 기사가 21편에 걸쳐 《만선일보》에 연재되었으며, 안수길의 경우 훗날 회고에서
당시를 굳이 “망명 문단 시대”로 명명하려 하였다.(안수길, 「용정ㆍ신경시대」, 김동인 외, 한국문
단이면사, 깊은샘, 1983.) 다만 여기서는 당시 《만선일보》 문예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문예활동
이 개진된 것은 사실인 바 포괄적 의미에서 “만주내 조선인 문단”이라는 단어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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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한 박팔양에 대한 평문, 「슬픔과 진실」을 대단히 고평하면서8, 만주 내
에서 기왕의 작품이라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9 끝내 백석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비록 삶의 터전을 만주국의 수도인 신경新京으로 옮겼다고 할지라도, 그
에게 있어 문학은 어디까지나 ‘만주국 선계문학이’이 아니라 ‘조선문학’이었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여기에는 그가 만주국에
건너오자마자 환멸을 느끼게 할만한 사건이 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백석
의 만주 행적과 관련되어 자주 거론되는 ‘내선만 문화좌담회內鮮滿文化座談
會’(1940.3.20.)가

그것이다. 조선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작가와 문화계 종사자

들이 모여 만주국 내 선계문학鮮系文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백석
역시 조선 문인의 대표자 격으로 참여하였다. 여기에는 백석 외에 백석과
함께 신경에서 생활하였던 이갑기(필명 초형楚荊)와 시인 박팔양, 극작가 김영
팔, 그리고 이마무라 에이지今村榮治로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의 《만주낭만》
등에 작품 발표를 하였던 장환기가 참석하였다.
기존의 논의에서 이미 밝힌 바, 이 자리는 일본과 중국 측 작가들이 조선
의 문학을 알고 싶다는 구실로 조선 측 작가들에게 일본어 창작을 종용하는
자리였다. 참고로 이마무라 에이지(장환기)는 시종일관 이런 일본과 중국 측
작가들과 의견을 함께 하였다. 그리고 이 좌담회에서 백석은 만계滿系문학의

8

당시 《만선일보》에서 근무하였던 안수길의 상반기 문학계 결산 관련 글에 나온 것이다. “박팔양씨
朴八陽氏의 처녀시집處女詩集이 발간發刊된 것과 백석씨白石氏의 동시집同詩集 독후감讀後感을 기록
紀錄하지 안을 수 업고 가람의 <습수가拾穗歌>와 <농부가農夫歌>의 게재揭載는 의미意義가 중대重大

9

하다 할 것이다.” (안수길, 「상반기上半期 문학계文學界 개관槪觀」, 《만선일보》, 1940.8.14.).
“잡지雜誌의 간행刊行으로서는 손損을 볼 우려憂慮가 잇다면 조선문단朝鮮文壇에서 활약活躍하다
가 도만渡滿한 기성문인旣成文人 횡보橫步, 여수麗水, 강경애姜敬愛, 백석白石, 이갑기李甲基 등等
제씨諸氏의 전작소설全作小說이나 시詩 등等을 간행刊行하도록 시험하야 봄은 어? 그러타면
만주滿洲에 와 잇는 작가作家라서 조선朝鮮 내內서의 독자讀者의 주목注目도 적지 안흘 것이고
만주滿洲에서도 한 커다란 반향反響이 잇슬 것이다.”(「대망大望 출판업자出版業者」, 《만선일
보》, 1940.3.4.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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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을 묻는 질문 하나만을 던지고10 침묵을 지켰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백석이 이 자리에 불만을 느껴 침묵을 지켰다고 해석해왔다.11
이는 대체로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한다. 이 좌담회의 참석자 중에는 당
시 만주국 내 문화운동의 중심이었던 “만일문화협회滿日文化協會” 소속 스기
무라 이사무杉村勇造 상무주사나 신경일일신문사新京日日新聞社의 주필이었던
오우치 타카오大內隆雄와 같은 사람이 참석하였다. 또한 중국 측 작가로 참석
한 줴칭爵靑은 만주국 민생부 소속의 작가로 3년 뒤인 1943년 뺷황금빛 쪽문
黃金的窄門뺸으로

대동아 문학상을 받는 만계 문단의 거물이었다.12 이러한 면

면의 인물들이 일본어 창작을 종용하였을 때 당시 조선 측 참석자들은 상당
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더군다나 만주국 내에서 문학인으로 행세하기
위해서는 만일문화협회滿日文化協會나 그 하부 기관인 만주문활회滿洲文活會에
소속되어야 했지만 조선 측 대표 중에 여기에 소속된 사람은 이마무라 에이
지 한 명뿐이었다. 즉 여기 모인 조선 작가들의 입지란 만주국 문화계에서는
변방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덧붙여 단지 일본어로 작품활동을 한다는 이
유로 자신들에 비하여 문학 경력이 한참 못 미치는 이마무라 에이지를 추켜
세우는 좌담회 분위기 역시 백석 등에게는 거북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백석이 단지 이 자리에 불만을 가졌기에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것일까? 기실 이 자리는 만주국 안에서 조선 작가들
의 일본어 창작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선의 어문 생활 전체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갑기나 박팔양 등은 여기에 전전긍긍하며 변명에 가
까운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었음을 기억해두어야 한다.

10

백석 : 그러면 지금 만주인 문단滿洲人文壇의 현장現狀을 말하자면 현세現勢나 문학 경향文學傾向

11

이 엇덧습니?, 「내선만 문화좌담회」, 《만선일보》, 1940.4.10.조간.
김재용, 「만주 시절의 백석과 현대성 비판」, 만주연구 14, 만주학회, 2012, 168쪽 참조.
https://www.sohu.com/a/318331697_713945, 2020. 11,13. 검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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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갑기

무엇보담 지나 문학支那文學이기에는 먼저 지나어支那語 문학文學임

이 필요必要함과 가티 조선문학朝鮮文學이기에는 우선爲先 조선어 문학朝鮮語
文學임이 제일第一의 조건條件이겟습니다. 그런 점點에서 조선작가朝鮮作家가

조선문학朝鮮文學을 한다는 의미意味에서 조선어朝鮮語로 쓰게 되는 것이며,
둘재는 역시亦是 제 언어言語에 대對한 애착愛着으로 그런 것이 아니겟습니?
그러치만 내지어內地語로도 안 쓰는 것은 절대絶對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회期會만 잇스면 내지어 문단內地語文壇에 진출進出을 귀하며 이효석李孝石,
유진오兪鎭午, 이무영李無影 등等은 내지어內地語로도 아마 장혁주張赫宙와 류
類가 아닐 마큼 숙련熟練한 것을 쓰고 잇는 모양입니다.

② 박팔양

이점은 악가도 말햇지만 결국結局 상호 연락相互連絡의 부족不足

으로 그러켓지요. 조선인작가朝鮮人作家도 이런 것을 바라지 안는 바가 아니
니요.

③ 이갑기

소학교小學校의 조선어 교육朝鮮語敎育은 강제 금지强制廢止가

아니라 자유적 형식自發的形式으로 삼학년三學年 이상以上인가부터 교육敎育
을 밧지 안습니다.
(「내선만 문화 좌담회」, 《만선일보》, 1940.4.5.∼4.11. 발췌. 이후 강조는 인용자.)

위의 대답을 보면 당시의 곤란함이 어떠하였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①은 일본 측 참석자 나카마레仲賢禮가 조선 작가들이 일본어 창작을 이단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이갑기의 대답이다. 그는 ‘조선어 문학’의
당위성을 굳이 중국문학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한다. 어찌하였든 만주
국 안에서는 ‘오족협화’가 국시였기에 조선어 사용에 대한 일말의 주장이
가능하다는 논리이고, 그렇기에 같이 참석한 중국 작가들을 끌어들이려 한
것이다. 그런데 이갑기는 여기에 구태여 ‘내지어 사용’이나 ‘내지 문단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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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부러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을 변명처럼 덧붙인다.
이갑기의 말을 곱씹어보면 지금 이 대화는 단지 만주국 안의 문필활동만
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조선 문인 전체의 일본어 사용 문제
에 대해 이갑기는 저처럼 이도 저도 아닌 방식으로 가까스로 대화를 이어가
고 있는 것이다. 이는 ②에 인용된 박팔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어로
문필활동이 뜸한 것에 대해 그는 “상호 연락의 부족”이라는 핑계에 가까운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 게다가 ③의 경우는 아예 만죽국 내의 이야기가
아닌, 조선에서 이루어지는 조선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기에 대한
이갑기의 대답은 “강제 금지가 아니라 자유적 형식으로” 소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이 폐지되었다고 하였으니, 좌담의 자리가 흡사 사상검증을 방불케 한
다. 이상의 대화로 미루어보건대, 이 자리에서 조선 작가들에게는 만주국의
국시인 오족협화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내선일체의 논리가 강박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반면, 질문을 주도하였던 일본과 중국 작가들에게 이갑기는 ‘만주국 국민
문학’의 탄생을 위해 언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작가들은 이러한 질문에 한사코 자신들의 언어를 고수할 것이라고 대
답하였다. 즉 오족협화의 논리란 일본과 중국 작가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인
식을 가감 없이 드러낸 셈이다. 반면 이들에게 조선 작가의 정체성이란 조선
인이 아니라 다름 아닌 ‘선계 일본인鮮系日本人’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이러
한 측면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조선 작가들의 대답이나 백석의 침묵을 해석
해야 한다. 여기에 참석한 조선 작가들은 선계 일본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실은 이도 저도 아닌 정체성을 강요받고 있었다. 까닭에 이들
은 말과 행동에 대한 명확한 준칙이나 규준이 있을 수 없었다. 내선일체의
강고함과 그나마 이를 거부하기 위해 기대려 하였던 오족협화의 공허함 사
이에 끼어있는 형국이었기에 이들의 대답은 갈팡질팡을 모면키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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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규준의 부재. 이것이 이 자리에 참석한 조선 작가들이 처한 가장 큰
난점이었다.13
그렇다면 백석의 침묵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백석의 침묵을
‘불만’으로 해석해온 기존 논의는 백석의 자존심이나 혹은 도덕성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자존심이나 도덕성으로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그
전제는 결국 ‘행위할 수 없음’에 기인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기준이 부당하거나 혹은 그 판단이 혼란스러울 경우, 결국 남게 되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 판단인데 이는 결국 내면의 침잠과 실질적 행위의 부족으로
귀결된다.14 선계 문학을 논의하는 좌담 말미에 갑자기 ‘만계 문학의 동향’을
묻고서 다시 침묵하는 백석의 행위는 바로 이러한 일종의 ‘의기소침’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더군다나 이 불만스러운 좌담에서 곤혹스럽게 대화
를 이어가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갑기와 박팔양이었다. 이갑기는 백석과 동삼
마로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벗이었고, 박팔양은 한 달 후 백석 본인이
「슬픔과 진실」이라는 평문을 통해 시인으로서의 품성을 상찬한 선배 시인이
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처한 곤란과 별개로 백석만이 어떤 특별한 불만이나
비판의식을 가졌다기 보다는 그 난처함을 공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이 좌담 기사가 《만선일보》에 연재되고 나서 약 한 달 후, 그는
13

이는 비단 어중간한 정체성으로 ‘대우’ 받았던 조선작가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좌담에 참석한
소설가이자 신경일일신문의 주필인 오우치 타카오는 《만선일보》에 조선에서 조선어 사용을 탄압
하는 분위기에 비판적인 글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즉 만주국에서는 내선일체가 아닌 오족협화의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일본 작가들조차 조선인의 지위나 조선어 사용 문제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朝鮮서 조선어朝鮮語에 대對하여 어
제한制限을 과課하고 문학발전文學發展에 다대多大한 조치 못한 경향影響을 주고 잇는 듯한데 이는
정치문제政治問題인만큼 나의 알 배 아니지만 우리 가튼 의미意味에서 나는 의견意見을 좀 달리하고
잇는 것이다. 보담 더 개성적個性的인 발전發展에의 계기契機 부여賦與와 독자적獨自的 개성個性에의
부축이 잇서야 할 것이다. 이곳에서 국민문화國民文化는 원만圓滿히 발전發展하여 갈 줄 안다.”

14

오우치 타카오, 「국민문학의 수립을 목표로」, 《만선일보》, 1940.6.2.
이러한 법과 도덕 사이에서 갈등을 하며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를 헤겔은
‘비규정성의 고통’이라고 하였다. 악셀 호네트가 해석한 헤겔의 이론인데, 여기서는 그 발상을
끌어다 썼음을 밝힌다. 아셀 호네트, 비규정성의 고통, 그린비, 2017, 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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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면에 「조선인과 요설」(1940.5.25.∼26.夕)이라는 글을 게재한다. 《만선일
보》에 조선인의 품위에 대해 문제 삼는 기사는 흔하지만, 백석과 같은 유명
작가가 민족을 직접 거론하며 전례 없이 강한 논조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
다. 더군다나 《만선일보》에서 작품을 전혀 발표하지 않았던 백석이 이런 강한
논조의 글을 썼다는 점은, 앞의 좌담회에서 수모를 겪는 와중에도 침묵하였던
장면과 그대로 조응되기에 주목을 끈다.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그 무슨 요설饒舌인고. 허튼 수작인고. 실업는 우슴인고 그것은 코춤이요
구역이다. 나는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는다. 그러하지 안흘 수 업는 것이다.

② 조선인朝鮮人의 요설饒舌을 나는 안다. 그것은 고요히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이다. 생각하기 실혀하는 것이다. 가슴에 무거운 긴장緊張이나 흥분興奮이
업는 것이다.  무엇인가 분노憤怒할 줄 모르는 것이다.  무엇인가 적막寂
寞을 느지 못하는 것이다. …(중략)… 멸망滅亡의 궁극究極을 생각하면 그

것은 무감無感한 데 잇슬 것이다.

③ 조선인朝鮮人이 요설饒舌인 것을 생각하고 남이 조선인朝鮮人을 말하야
게으르고  피고 무실행無實行하다는 것을 생각하자. 이 남의 말을 탓할 수
잇슬 것인가. 허튼 우슴이란 아첨阿諂의 쟁기다. 그 중에도 가장 비굴卑屈한
방편方便이다.

④ 비록 몸에 남루襤褸를 걸치고 굶주려 안색顔色이 창백蒼白한 듯한 사람과
한 민족民族에 오히려 천근千斤의 무게가 업슬 것인가. 입을 담으는 데 잇다.
입을 담을고 생각하고 노하고 슬퍼하라. 진지眞摯한 모색模索이 잇서 더욱
그러할 것이요, 감격感激할 광명光明을 바라보아 더욱 그러할 것이다.
(「조선인朝鮮人과 요설饒舌(상),(하) 」, 《만선일보》, 1940.5.25.∼26.夕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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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이 수다스럽다는 것을 ‘코춤(비굴한 웃음)’이며 ‘구역’이라고 비유하며
시작하는 백석의 글에는 감정적인 날이 한껏 서있다. 반면 그가 조선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흥분과 긴장, 그리고 분노와 적막이다. 흥분과 분노와 같은
감정에 ‘무감’하였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하였다. 그런데 기실 이
미 조선은 망국의 상태였기에 굳이 만주에서 ‘멸망의 궁극’을 따져보자는
언설은 다소 엉뚱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 글의 부제가 “서칠마로西七馬路 단
상斷想”임을 생각해 보면 ‘멸망의 궁극’이라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김응교의
실증적 연구에서 지적하였듯 서칠마로는 조선인들의 집거 지역이었던 동삼
마로東三馬路와 대비되는 지역이었다. 실제로 백석이 이갑기와 함께 거주하였
던 동삼마로는 거주 시설도 열악하였을 뿐더러15 조선인들의 상당수가 빈민
이나 부랑자로 취급받아 상시적 모욕을 받고 있었다.16 반면 서칠마로의 경
우 비교적 부촌이었으며 조선인 학교까지 따로 있었다.17 까닭에 서칠마로에
서 윤택한 삶을 영위하거나 혹은 이곳 사람들에게 붙어 생활하던 사람18을
15

이갑기는 백석과 동삼마로 조일통에서 생활하며 겪은 불편으로 인해 새 거주지를 알아보는 과정을
심가기(尋家記－집 구하기)라는 수필로 남겨 놓았다. “나는 언제나 이러케 부억간을 지나는 것과
그 부억간에서 욱덕으리는 녀자들의 엉둥이에 쓰치지 안으면 드러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도 불쾌하
다. 아마 이것은 장래에도 적응되지 못할 것 갓다. …(중략)… 나는 원체가 생활生活이 방만放漫한
축이며 그러케 결벽潔癖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잇으나 그래도 그 부억간에서 우덕으리
는 것을 여간 성가시런 것이 아니어든 매금하게 몸차림을 하여야 사는 일종一種의 기벽奇癖을
가진 백석白石으로서는 더욱 말하지 못할 일인 모냥이다. 그는 기회機會가 잇슬 마다 고충苦衷을

16

말한다.” 이갑기, 「심가기(二)」, 《만선일보》, 1940.4.17.조간.
“이 중中에서 조선의복朝鮮衣服을 착용着用치 못하는 주원인主原因으로 …(중략)… 타인他人에게서
선계鮮系라고 지탄指彈을 밧고 차별差別을 밧게 된다든지 마차馬車를 탈 수 업다던지 하는 이
외外에 여러 가지 비자주적非自主的인 기우杞憂로 드디여는 가면假面을 쓰는 것으로 천박淺薄한
목전생활目前生活의 공리功利를 획득獲得하여 보는 소아적小我的인 비굴卑屈한 행위行爲라 할 것이

17

18

다.” 《만선일보》, 1940.5.16.조간.
김응교, 「신경에서 지낸 시인 백석 – 만주국 경제부, 백석 거주지, 조선인의 요설지역, 창씨개명」,
외국문학연구 6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화연구소, 2017, 162∼165쪽 참조.
가령 서칠마로의 부호였던 만주인 하우위더郝裕德는 장작림 시기 비적으로 몰렸지만 조선인들이
만주사변을 기회로 일본 헌병대에 신고하여 풀려나게 된다. 이후 하우위더는 서칠마로에 조선인들
에게 다수의 가옥을 빌려주는데, 조선인들은 하우위더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기고가 실린다.
만주사변과 일본 헌병대를 매개로 조선인들이 중국인 부호와 우정을 맺고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이른바 ‘협화미담’의 한 전형이었던 셈이다. “궁천극지窮天極地라고 피차彼此에 닛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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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은 ‘요설꾼’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한석정의 연구에 따르면 1940년 만주국 인구조사에서 조선인 관리의 비
중이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징집된 일
본 관리를 대체하기 위하여 조선인 고학력자들에게 만주국 관리로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었던 것이다.19 (이는 조선인이면서 일본인이라는 독특한 지위, 즉 ‘선계
일본인鮮系日本人’이라는 역설적 정체성과도 무관치 않다.) 백석 역시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 만주국 경제부에 취직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서칠마로에서 일본인이나
중국인의 비위를 맞추며 호의호식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은 상당히 조악한 감
정을 일으켰을 것이다. 까닭에 위에서 말한 ‘흥분과 분노에 무감’한 “멸망의
궁극”이란 수치나 모욕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조선인이 이제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한다. 몸에 “남루”를 두를지언정 노하고 슬퍼하
면 광명이 올 것이라는 말 역시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내선만 문화좌담
회에서 일본 측 입장을 적극 두둔하며 백석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던 이마무
라 에이지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취지의 글은 쉽게 납득이 간다. 더군
다나 백석 본인 역시 만주국 경제부에 취직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그의 내적
번민은 더하였을 것이다.

나는 이제 귀치않은 측량測量도 문서文書도 싫증이 나고 / 낮에는 마음 놓고
낮잠도 한잠 자고 싶어서 / 아전 노릇을 그만두고 밭을 노왕老王한테 얻는 것이다.
(백석, 「귀농歸農」, 뺷조광뺸, 1941.4. 中)

은의恩義를 학씨郝氏는 오날지 잘 보존保存하여 만주滿人들이 조선인朝鮮人들에게 가실조차家
屋租借함을 질겨하지 안는 풍조風潮를 배격排擊하고 서칠마로西七馬路에 잇는 학씨郝氏의 집 수백

19

간數百間에는 모다 조선인朝鮮人들이 가득히 차 잇다. ” 이홍조, 「협화미담 삼등 당선작, 불멸不滅
의 은의구망恩義救亡」, 《만선일보》, 1940.9.12.
한석정, 만주 모던, 문학과 지성사, 2016, 117∼1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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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이 자신의 처지를 ‘아전’이라고 표현한 것이 눈에 띈다. 보통 아전이
라고 하면 관리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구실아치를 의미한다는 점에
서 자신의 처지를 자조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물론 이 작품에서 나온 것처럼
백석은 백구둔이라는 지역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는 않았다.20 단지 “측량
도 문서도 싫증이 나”는 하찮은 일로부터 정신적 도피를 위해 현실과는 유리
된 낭만적 농촌을 그렸다는 점에서 당시 그가 느낀 피로를 가늠할 수 있다.
그가 「조선인과 요설」에서 슬픔이나 비애, 적막과 같이 통상은 부정적으로
여기는 감정이나 상태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기술하였는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 가능하다. 자신이 감내하는 수치나 사회적 소외를 직시하고 이를 통렬
히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적어도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편이었던 셈이다. 그가 위의 글에서 요설과 비굴의 정점을 “아첨”으로 규
정하고, 아첨을 일삼는 이들에 대해 혐오의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이 글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글임에도 이처럼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난해하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물론 ④에 인용한 글의 말미처럼, ‘감격
과 광명’이 모종의 정치적 함의21를 지니고 있기에 《만선일보》의 검열 체제
를 피하려는 방편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글을 애정의 발로에
기인한 쓴소리로 해석하기에는 글의 주된 뉘앙스가 실망과 염오의 감정임을
감출 수는 없다. 게다가 이상숙의 지적처럼 이 글은 뚜렷한 근거나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매우 격앙된 어조로 말하고 있음에도 그 뜻이 한눈에
20

이에 대해서는 왕염려가 실증적 연구를 통해 거의 확정적으로 밝혀냄으로써 백석의 ‘귀농’에

21

대한 실제 여부는 더이상 논란이 되지 않게 되었다. 왕염려, 「백석의 만주시편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10, 34∼39쪽 참조.
가령 고형진의 경우 이를 ‘광복에 대한 전망’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백석의 글에는 조선인에 대한 비난에 가까운 감정적 비판이 있기에
저와 같은 말미의 표현이 여전히 독자들로서는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고형진, 정본 백석 소설ㆍ수
필, 문학동네, 2019, 1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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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지 않는다.22 난삽한 글이지 결코 명문이라 할 수 없으며 읽기에 따라
서는 《만선일보》에 수시로 게재되는 조선인 폄훼 기사와 크게 다르게 보이
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이 글에서도 앞의 내선만 문인 좌담회에서 조선 작가
들이 경험한 ‘행위 규준의 부재’가 드러난 셈이다. 이 글을 최대한 ‘좋게’ 해
석하기 위해서는 백석의 도덕성을 전제 해야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
신이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싶지만, 그 사회적 발화가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실제 정세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모든 조건들이 어중간한 자신의 지위,
선계－일본인이라는 처지와 맞물려있는 것이다. 까닭에 백석은 이 글에서
스스로 ‘침묵’을 권하고 있음에도 정돈된 논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감정적이고 난삽한 문장으로 자기모순을 노출하였다.
한편 내선만 문화좌담회에 백석과 동석한 박팔양 역시 민족의 위신이나
품위 등의 문제에 대해 그와 유사한 글을 남겼다. 백석이 「조선인과 요설」을
게재하고 일주일 뒤인 1940년 6월 6일과 7일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만선일
보》에 「생활과 문화」라는 짧은 글을 발표한다. 두 사람의 교감은 이후 논의
에 상당히 중요하므로 일부를 옮겨놓는다.

만주滿洲, 북지北支의 조선사람들이 너무 “돈! 돈!” 하고 그 이외以外의 모든
것을 괘념掛念하지 안는다면 우리는 마츰내 도덕道德도 염치廉恥도 문화文化도
아모 것도 가지지 아니한 가장 천박淺薄하고 가장 비루卑陋하고 가장 타기唾棄
할 수전노守錢奴밧게 될 것이 업지는 안켓습니? 나는 그것을 걱정합니다. …
(중략)… ‘돈’에만 사색思索하고 노력努力할 것이 아니라 그 이외以外의 것도 좀
생각하고 노력努力할 필요必要가 잇지 안을요? 이것이 나의 천박淺薄한 독단
獨斷이라면 오히려 우리 자신自身을 위爲하야 천행千幸일 것입니다.

(박팔양, 「생활生活과 문화文化(二)」, 1940.6.7. 中)

22

이상숙, 백석의 만주 통신, 우리어문연구, 64, 우리어문학회, 2019, 1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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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만주국 안에서 조선인 고유의 문화와 문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기 위해 박팔양이 게재한 것이다. 하지만 문학의 필요성을 차치한다
더라도 이 글의 저의는 위의 인용문을 통해 단박에 확인 가능하다. 조선인들
이 지나치게 돈을 밝히고 도덕과 염치를 모른다는 외부자적 시선에 대한
불쾌감이 이 글에도 역시 짙게 침윤되어 있다. 시기적으로 백석과 박팔양의
글이 바투 잡혀 게재되었다는 점과 두 사람 모두 내선만 문화좌담회에서
곤혹을 치른 공통의 이력이 있기에 각기 다른 성격의 글임에도 근친의 관계
로 읽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2) 산문 「슬픔과 진실」의 게재와 「흰 바람벽이 있어」의 창작
이상 살펴본 사실들을 바탕으로 「흰 바람벽이 있어」를 논의해 보자. 상당
히 유명한 작품이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굳이 전문을 싣도록 한다.

오늘저녁 이 좁다란방의 힌 바람벽에 /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
이 힌 바람벽에 / 히미한 십오촉十五燭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 때글
은 다낡은 무명샷쯔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
나 한잔 먹고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 이 힌 바람벽에 /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씿고 있다 /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 어늬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 그의 지아비
와 마조 앉어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 벌서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늬사이엔가 / 이 힌 바람벽엔
/ 내 쓸쓸한 얼골을 쳐다보며 /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어가도록 태어났다 / 그리고 이세상을 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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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데 /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
로 가득찬다 /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듯이 나를 울력하듯이 / 눈질을하며
주먹질을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눌이 이세상을 내일적에는 그가
가장 귀애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속에 /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 그리고 또 「프랑시스ㆍ쨈」과 도연명과 「라이널
ㆍ마리아ㆍ릴케」가 그러하듯이
(《문장》 3권4호, 1941.4.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강조는 인용자.)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지친 일상을 끝내고 혼자 사는 방에 돌아와, ‘흰
바람벽’을 마치 영화의 스크린처럼 사용하면서 지난날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23 까닭에 이 작품은 영화나 회화와 같은 효과를 획득하며
시각적 우세가 도드라진다. 하지만 이것만이 이 작품의 시적 개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작품의 후반부는 회상하는 장면이 아니라, 스크린인 흰 바람벽에
글자들이 그대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화자의 생각이 어떤 은유의
장치를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시됨으로써 앞의 행들이 보여주는 시각
적인 장면과 대비를 이룬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상적 묘사와 자신의 처지
에 대한 진술적 차원의 독백이 형식적 대비를 이루면서, 이 작품은 ‘시인을
다루는 시’ 즉 메타 시로서의 독특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특히 산문에 가까운 일상적 문장을 시 안에 직접 삽입한 것은 다소 이례적
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낯설게 하기’가 생경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스크린
역할을 하는 흰 바람벽으로 인해 마치 자막이 흘러가듯 글자의 기표가 시각
적으로 돌출되기 때문이다. 스크린 앞에 떠오르는 메세지는 화자가 자기 독
23

김응교는 이 작품이 지닌 영화적 수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여기서도 이 글의 논법을 참조하였
음을 밝혀둔다. 김응교, 「신경에서,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인문과학 48, 성균관대학교인문
과학연구소, 2011, 45∼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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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을 하는 과정에서 공간의 정적으로 인해, 흡사 소리가 울려 퍼지듯 분위기
를 고조시킨다. 시적 이미지와 산문의 효과를 대단히 예리하게 파악하여 시
행을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적 장치로 인하여, 이 작품은 사람이 없는 영화관에 들어온 듯한
인상을 준다. 정련되지 않은 듯 무심한 산문의 독백체는 시적 화자가 느끼는
피로 감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준다. “희미한 십오촉 전등”의 불빛에 화자의
피로감이 전이 되면서, ‘지치운 듯 내어던지는 불빛’이 지난 시절의 회오를
담아내는 영사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그런데 이러한 영화
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각각의 시적 장치는 시인이 만주국에 있다는 사실
과 무관하지 않다. 영화는 만주국에서 국책을 선전하고 사회의 명랑성과 계
몽을 선도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었다.24 ‘만영’으로 더 잘 알려진 만주영화
협회를 이끈 아마카스 마사히코甘粕正彦가 무려 협화회協和會를 운영하였던
만주국 내 최고의 막후 실력자였다는 사실은 오락물로서의 영화가 만주국에
서 어떠한 위치를 점했는지를 가늠케 한다.25 까닭에 현대의 독자들이 읽기
에는 단순히 관객이 없는 극장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시대적 맥락
에서 보자면 이는 오히려 상당히 낯선 장면이 된다. 영화관은 관객으로 만원
이 되어야 하고, 영화의 오락성은 국책에 순응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자동
화된 사고를 주입하는 것이 만주의 일상이다. 하지만 이 시의 첫 장면은 그런
영화관의 상투성에서 멀찌감치 일탈함으로써, 작품에 담긴 회오가 값싼 자
기 넋두리가 아님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이 관객 없는 쓸쓸한 영화관
을 연상시키는 것은 표현상의 새로움을 담보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만주사회
의 현실적 분위기와 시적 화자의 정서가 매우 동떨어져있음을 부각시킨다.
24
25

한석정, 만주 모던, 문학과 지성사, 2016, 424쪽 참조.
특히 아마카스 마사히코는 만주국에서 대대적인 오락영화 생산에 열을 올리는데, 이는 대중이
공통된 감각을 느낌으로서 ‘하나의 국민 됨’을 느끼도록 하는 방편이기도 하였다. 강태웅, 「만주국
극영화의 제상」, 한국문학연구 33, 동국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2007, 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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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영화적 장치로 인하여 인상적으로 남는 후반부의 산문형 메시지는
이 작품에서 새롭게 창안된 것이 아니다. 작품의 주제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
는 후반부는 기실, 백석이 박팔양의 첫 번째 시집인 뺷여수시초뺸의 감상문을
쓰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

사람이 한 일을 오래 두고 일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 더욱히 그
일이 놉고 참되고 아름다운 일일  얼마나 어려운 일이겟습니. 일즉히 진실
眞實로 놉고 귀貴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에 마음을 제사들오어 이것이

아니면 안심安心하지 못하고 입명立命하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면 즐겁지 안은
에 박그로 얼마나 큰 간난艱難과 고통苦痛이 오는 것입니. 속俗된 세상에서
가난하고 핍박을 밧어 처량凄凉한 것도 이 문입니다. 우리 시단詩壇의 존경尊
敬하는 선배先輩 여수麗水 박팔양씨朴八陽氏는 이러한 혼魂입니다. …<중

략>… 놉은 시름이 잇고 놉흔 슬품이 잇는 혼魂은 복福된 것이 아니겟습니.
진실眞實로 인생人生을 사랑하고 생명生命을 아는 마음이라면 어케 슬프고
시름차지 아니하겟습니. 시인詩人은 슬픈 사람입니다. 세상에 온갓 슬프지
안흔 것에 슬퍼할 줄 아는 혼입니다. “외로운 것을 즐기는” 마음도 세상 더러운
속중을 보고 “친구여”하고 불르는 것도…
(백석, 「슬픔과 진실眞實(상)」, 《만선일보》 1940.5.9.夕. 강조는 인용자)

백석의 작품에 익숙한 독자라면 위의 인용문에 강조된 구절이 「흰 바람벽이
있어」의 시행과 유사성의 관계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어가도록 태어났다

가장 귀애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
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속에 /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흰 바람벽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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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나 슬픔, 외로움과 같은 상황을 오히려 ‘높음’의 차원으로 승화시키
는 백석 특유의 시적 표현이 이 글에도 고스란히 묻어 있다. 게다가 이 글은
시인 박팔양에 대한 평(評)을 겸하고 있기에 자연스레 시인의 자격이나 정체
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인을 들어 “슬픈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위의 글은,
메타 시로서 시인에 대한 백석 특유의 인식이 드러난 「흰 바람벽이 있어」와
포개어진다. 그런데 이 글이 백석의 작품과 맺는 관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
다. 그의 시적 발상이 기실은 박팔양의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사실
을 이 글은 알려준다. 백석은 「슬픔과 진실(하)」에서 박팔양의 작품 중 「가을
밤」의 마지막 연을 인용하는데, 논의를 위해 작품의 전문을 소개해 본다.

가을밤의 적료寂廖가 나의 심장心臟으로 / 찬 물과 같이 스며 든다. // 힌
연蓮꽃의 한 조각이 소리도 없이 / 찬 돌 포도鋪道 우에 떨어지는 / 전에 없던
꿈을 꾸고 깨인 가을밤 // 새로운 예지叡智가 나의 머리속에 / 투명透明한 수정
水晶과 같이 펴 오르는듯도 하다. // 이맘때쯤 가난한 지붕밑에 밤새여 앓른

/ 어느 외로운 홀어머니 아들의 더운 머리도 / 싸늘하게 식고 비로소 정신을
차려 눈을 뜰 때다.
(박팔양, 「가을밤」, 뺷여수시초뺸, 박문서관, 1940.)

백석이 「슬픔과 진실」에 굳이 마지막 연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그 영향
관계를 알기 어려울 만큼 「흰 바람벽이 있어」와는 성취도에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작품의 표현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작품이 「흰 바람벽이 있어」의
모티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첫 연의 “가을밤의 적료寂廖가 나
의 심장心臟으로 / 찬 물과 같이 스며 든다.”는 백석 작품의 서두와 유사하다.
적료(寂廖)라는 한자어를 풀면 “쓸쓸함과 적막함”이 된다. 가을밤 빈방에 시
적 화자가 홀로 있다는 상황적 동질성을 염두에 두고 두 작품을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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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가을밤의 쓸쓸함과 적막함이 나의 심장으로 / 찬물과 같이 스며 든다.
(「가을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흰 바람벽이 있어」)

이러한 유사성은 백석 작품에 나오는 어머니에 대한 돌연한 회상 장면과,
그가 「슬픔과 진실」에 직접 인용한 박팔양 시의 마지막 연에서도 발견된다.
박팔양의 작품에서도 빈방에 있던 화자가 말 그대로 ‘불현듯’ 멀리 떨어진
“어느 외로운 홀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상기시키는데, 여기서
는 어머니의 사랑을 아픈 아들의 뜨거운 머리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과정으
로 표현한다. 이는 백석의 다음과 같은 구절과 유사한 발상이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 이 흰 바람벽에 /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 백석 역시
갑자기 떠오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냉온의 촉각으로 표현하는 점에서도 박팔양 작품의 마지막 연과 발상이 닮
아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산문 「슬픔과 진실」에서 반복적으로 슬픔이
나 외로움, 가난을 오히려 “높다”라고 예찬하는 구절 속에서 직접 인용한
박팔양 시의 마지막 연을 함께 읽는다면 「흰 바람벽이 있어」가 어떻게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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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백석은 박팔양의 작품을 읽고 그 감상문을 쓰는
과정에서 「흰 바람벽이 있어」의 시적 구상을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백석의 「슬픔과 진실」은 「흰 바람벽이 있어」를 해석하는데 어떠
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백석의 시와 산문에서 단연 도드라지는 의식은 슬픔
을 높이의 차원으로 환원시켜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이것을 시인의
의지나 품성과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식은 「슬픔과 진실」에 나오
는 다음 구절과 조응해볼 때 뜻이 더욱 명료해진다.

이러한 놉고 참되고 겸손한 시인詩人의 시집詩集이 시인詩人의 연세年歲 사십
四十을 거이 바라볼  나왓기로니 시집詩集을 이루운 시품詩品이 겨우 마흔하

고 일곱박게 아니된다기로니 이것 무엇입니. 더럽고 낫고 거즛되고 겸손할
줄 모르는 우리 주위周圍에서 시인詩人 여수麗水와 시집詩集 《여수시초麗水詩抄》
에는 존경尊敬을 들일 것박게 업습니다.

위의 서술은 박팔양에 대한 예찬이기도 하지만, 얼마간은 시인으로서의
자기위안적 성격도 지닐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시인의 품성을 “높다”라
고 말하는 데에는 상대적인 비교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더
럽고 낮고 거짓되고 겸손할 줄 모르는 우리 주위”라는 말을 통해 백석은
자신이 생활하는 만주사회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거짓되고 겸손
할 줄 모르는” 존재가 “우리 주위”에 있다는 말은 앞서 소개한 「조선인과
요설」에 나오는 서칠마로의 조선인들과도 대응이 된다. 조선인으로서의 정
체성을 저당 잡히고 ‘아첨’으로 반지빠르게 사는 이들의 모습과 반면 동삼마
로의 가난하면서도 상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통상의 조선인의 모습 역시
대비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 동삼마로에는 백석 자신도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추정은 《만선일보》에 실린 글의 순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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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좌담회 기사가 4월 초순경(4.5∼11)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이 무렵 이갑기
의 수필 「심가기」(4.16∼23)를 살펴보면 그는 벌써 동삼마로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집을 찾으러 다녔다. 「조선인과 요설」의 게재가 5월 25일이기에 5월
9일에 게재된 「슬픔과 진실」은 백석이 좌담회에서 당한 모욕과 거주지의
격차에서 오는 조선인들의 생활상의 차이가 주는 불쾌감이 고스란히 배어있
는 셈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슬픔과 진실」이 「흰 바람벽이 있어」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다면, 결국 백석 시에 나오는 ‘높음’의 시적 표현은 그
가 1940년경에 경험한 조선인으로서의 곤란과 그 곤란으로부터 품위와 자존
감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3) 「흰 바람벽이 있어」의 해석과 박팔양의 시적 변용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학파 철학자인 악셀 호네트는 헤겔의 뺷법철학뺸 이론
을 빌려 ‘비규성의 고통’에 대하여 논한 바 있다. 그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타인 안에서 자기 자신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
다.26 우정의 관계가 이를 잘 예시해주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제약하면서도 오히려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즉 상호 주관적
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서로에 대한 인정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반면 인정이 결여된 사회에서는 행위의 기준을 지나치게 형식적인
법이나 공소하기 짝이 없는 도덕에 의존한다27 이 둘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26

호네트는 이를 “서로를 강요 없이 확인한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대상을 도덕적으로 대우해주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 악셀 호네트, 비규정성의 고통, 그린비, 2017, 85쪽 참조. 그런데 만주국
수도 신경의 조선인들이 모욕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불령선인이라는 낙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조선인들의 ‘강요된’ 지위가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선인의 대량
입식은 기실 농지개척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들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당국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만선일보》에는 조선인들의 쌀 생산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도시로 유입하는 ‘양복쟁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수시로 실린다. 「문제는 생활태도 여하」, 《만선일
보》, 1940.3.20.朝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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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부자유의 상태를 헤겔이나 호네트는 ‘비규정성의 고통’이라 명명한
바, 즉 사회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존재는 행위 규준이 없어 고통당할 수밖
에 없다는 것이다. 백석이 이제 막 이주하였던 만주국이 바로 이러한 비인정
의 공간이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내선만 문인좌담회만 보더라도 명백하다.
선계－일본인의 지위를 강요하는 만주국에서 내선일체를 거부하는 방법은
공소하기 이를 데 없는 오족협화의 논리에 기대는 것이 아나라, 사회관계의
단절과 내면에 있는 양심으로 침잠하는 방법밖에 없다. 까닭에 위의 이론이
지적한 것처럼 비인정이 만연한 사회는 행위 규준의 불분명으로, 의기소침
하고 ‘실질적 행위가 부족’한 고독한 사회가 된다고 한다. 위의 이론은 그
정합성을 떠나, 「조선인과 요설」에서 통렬한 비판을 하였던 백석이, 왜 정작
자신을 대상으로 한 작품에서는 골방을 배경으로 하거나, 쓸쓸한 영화관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였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점은 시의 서두에 특히 잘 드러난다. 시적 화자가 시인으로서의
의지를 다잡기 전에, 먼저 환기하는 것은 고향의 어머니와 헤어진 옛사랑이
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 이전에 개인적 차원에서 처음 인정을 경험하는데,
부모ㆍ자식 간의 관계가 그것이다. 또한 이성과의 사랑을 통해 자식을 갖고
가족을 재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연인과의 사랑 역시 이러한 사회적 인정 이
전의 단계에 해당할 것이다.28 그러므로 화자는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 자
신의 처지를 말하기 위해, 굳이 고향의 어머니와 추억의 옛 여인을 소환하였
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움이나 회한의 감정을 매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작품 후반부의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하는
장면과 의미상 동떨어져 보이기 때문이다.
백석이 작품에서 어머니와 옛사랑을 떠올리는 것은, 자신을 아낌없이 제
27
28

악셀 호네트, 비규정성의 고통, 그린비, 2017, 42쪽 참조.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사월의 책, 2011, 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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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면서도 그 안에서 안정적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적 절박성이 이들의 부재를 ‘무의식적’
으로 소환하였다. 까닭에 그는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라는 말로서
이들을 자신도 모르게 시적 상황으로 삽입시켜 놓았다. 물론 사회가 아닌
개인적 인정으로의 이러한 돌발적 회귀는 일종의 퇴행이라 할 수 있다. 하지
만 이 작품의 분위기가 내향적이라 하여, 그것을 순전히 개인의 문제로 환원
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이 내향성이 사회적 비인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강제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흰 바람벽이 있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는 대표적인 관계가 우정이라는 점에서, 그가 만주로 자신을 찾아온 친구
허준을 예찬하는 시를 쓴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그 맑고 거륵한 눈물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여 / 그 따사하고 살틀한 볕살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여 // 눈물의 또 볕살의 나라에서 당신은 이 세상에 나들이
를 온 것이다. / 쓸쓸한 나들이를 단기려 온 것이다
(백석, 「허준」, 뺷문장뺸, 1940. 11. 中)

슬픔으로 대변되는 “눈물”의 의미가 거룩함이나 높이로 치환되는 하늘의
“살뜰한 볕살”과 함께 놓인다는 점에서 이 작품 역시 「흰 바람벽이 있어」와
유사하다. 또한 소설가 허준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과정 역시 메타 시인 「흰
바람벽이 있어」와 닮아 있으니, 백석이 허준을 노래한 것은 기실 만주에서
경험한 인정의 결여와 쓸쓸함을 달래기 위한 자기 연민의 투사물에 가깝다.
더불어 이러한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박팔양 시집의 감상문인 「슬픔과 진실」
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박팔양을 ‘선배’ 시인으로서 상찬하는 과정에서 그
가 「흰 바람벽이 있어」를 구상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셈이다. 만주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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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을 격렬히 비판한 「조선인과 요설」과 박팔양 개인을 슬프고 외롭지만
높다고 상찬하였던 「슬픔과 진실」, 이 둘의 까마득한 낙차는 모두 백석 자신
이 만주사회에서 느낀 정체성의 위기가 투사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백석의 만주시편이 조선에서 사용하였던 생경한
평북 방언이 아닌, 일상어로 회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왜냐하면
백석이 당면한 문제란 정체성의 문제인데 이는 결국 사회적 보편성의 획득
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개성의 발현이란 타인에게서 인정을 받고, 사회적
성원권을 획득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으로의 진입이 가
로막혔기에 그는 개성적 시어가 아닌 일상적 산문에 가까운 진술들을 작품
에 삽입한 것이다. 백석의 만주시편 중, 그의 개성적 어휘가 가장 도드라진
작품이 「귀농歸農」이라는 점은 이를 잘 방증해준다.

노왕老王은 집에 말과 나귀며 오리에 닭도 우울거리고 / 고방엔 그득히 감자
에 콩곡석도 들여 쌓이고 / 노왕老王은 채매도 힘이 들고 하로종일 백령조百鈴
鳥 소리나 들으려고 / 밭을 오늘 나한테 주는 것이고 …(중략)… 노왕老王은

나귀를 타고 앞에 가고 / 나는 노새를 타고 뒤에 따르고 / 마을 끝 충왕묘蟲王廟
에 충왕蟲王을 찾아뵈러 가는 길이다 / 토신묘土神廟에 토신土神도 찾아뵈려 가
는 길이다
(백석, 「귀농歸農」, 뺷조광뺸, 1941.4. 中)

자신이 생활하던 도시가 아닌, 낭만적 시골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조선
인과 중국인이라는 민족적 차이나, 으레 있을 법한 지주 소작인 사이의 갈등
이 모두 무화 되어 있다. 반면 이 작품에서 강조된 것은 중국인 지주와 화자
의 우정에 가까운 친밀한 관계이다. 나귀와 노새를 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저 장면이 대표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친밀함을 상정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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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입에서는 스스럼없이 자신의 방언이 터져 나온다. “타인 안에서 자신
임”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가장 근원적 정체성에 해당하는 고향말이 나오
는 장면인데 흡사 이곳이 중국인지 백석의 고향인 평북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이다. 「흰 바람벽이 있어」에 사용된 일상적 언어나 고독한 분위기
와 모두 불일치되는 이 작품은, 물론 이 공간이 ‘가상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흰 바람벽이 있어」의 상황을 지지한다.29 그렇다면 왜 백석이 한사
코 만주에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지 않고, 조선에서만 발표하였는지도 자
명해진다. 자신을 포함한 조선인에 대한 인정이 선계－일본인이라는 지위로
말미암아 무한히 유보된 곳에서 그는 작품을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선 안에
서는 모두가 같은 식민지인일지언정 적어도 조선인 집단이라는 자기동일성
은 확보할수 있었기에, 그의 작품활동은 만주라는 외부에서도 조선의 바깥
을 초과할 수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흰 바람벽이 있어」는 완벽한 좌절이나 패배로 끝을 맺
지는 않는다. 앞에서도 논하였듯, 작품의 쓸쓸한 영화관과 같은 분위기는
당시의 사회적 흐름과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는 일종의 ‘이의제기’적 소산에
가깝다. 비규정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자세, 즉 정체성이 인정되지 않음
에도 그 정체성의 문제를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자세로 인하여 작품은 의지
적으로 결말을 맺는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듯이 나를 울력하듯이 / 눈질을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눌이 이세상을 내일적에는 그가 가장 귀애
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29

가상적 공간이라 함은, 백석이 실제로 이 시의 배경인 ‘백구둔’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왕염려의
연구에 기반하여 진술한 것이다. 까닭에 실제 경험과 동떨어져 있는 작품의 농촌 풍경은 오히려
원만하고 화해롭기 그지 없는 것이다. 왕염려, 「백석의 만주시편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10, 34∼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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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사랑과 슬픔속에 /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 그리고 또 「프랑시스ㆍ쨈」과 도연명과 「라이널ㆍ마리아
ㆍ릴케」가 그러하듯이

논자에 따라서는 이 구절을 들어 시인으로서의 천명 의식을 말하기도 하
는데30, 천명의식은 직분에 대한 소명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크게 논점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는 굳이 사회에 버성기려 하는 시인의
‘의지’를 좀 더 강조하고 싶다. 시적 화자가 빈방에서 하늘과의 관계를 이야
기하는 것은 인간소외의 복판을 지나는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선택한 시적
상상에 의해서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음으
로써 비루함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의지, 흡사 자신은 요설꾼으로 전락하
지 않겠다는 자기 다짐일 것이다. 소외에 대한 외면은 결국 타자에 의한 자기
규정의 승인이며, 만주에서 조선인은 규정되지 않는 어중간한 존재이기에
결국 영원히 고통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까닭에 그는 소외를 감내하되,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이나마 지키려 하였다. 물론 이는 사회적 인정의 포기
를 대가로 삼아야 한다. 시인의 위치란 그러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기에 ‘쓸쓸
함’은 ‘높음’이라는 자부심과 일치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의 국면이 시적 형식으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부분
이 바로 시의 종지부인 ‘대상의 열거’에 있다. 「흰 바람벽이 있어」에도 백석
특유의 열거법이 쓰이는데, 이 열거는 계열의 해체라는 측면에서 매우 독특
하다. 그믐 뒤에 이제 막 나타난 초생달이나, 밤에만 피는 박꽃, 보잘것 없는
뱁새. 그리고 고관들이 타고 다니는 말과 대비되어, 전통적으로 시인의 동물
로 노래 된 당나귀는 모두 어떤 대상들에 비하여 작거나 크게 인정 받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공통점을 제외하면 그 나열이 대단히 산만하
30

서준섭, 「白石과 滿洲」, 한중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회, 2006, 28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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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 어떤 계열을 만들어 체계를 이루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바로 다음 행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프랑시스 잠 ―도연명― 라이넬 마리
아 릴케의 순서는 통상 생각하는 계열을 무시한다. 서양 시인들 사이에 먼
과거 중국의 시인을 삽입하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계
열을 나누어 말하는 습관과 어긋나있다. 즉 백석의 이러한 배열은 ‘의도된
무질서’이다. 마치 무심한 듯한 평이한 산문체의 문장을 구사하는 듯하지만,
백석은 이 시행의 배열에서도 정교하게 ‘무질서’를 구성한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백석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납득이 간다. 백석을 고통스
럽게 한 것은 사회적 무시이며 조선인 정체성의 몰락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야기한 것은 결국 일종의 계열화였다. 엄연히 등급과 차등이 존재하
고, 심지어 조선인은 어떠한 등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상황을 소위 오족협화
라는 도덕적 슬로건으로 기만하려 한 것이 백석이 경험한 만주국이었다. 그
래서 백석은 저 시행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물과 생물, 동물과 식물, 혹은
동양인과 서양인의 계열을 무시하고 하나의 열거로서 나열하였다. 엄존하는
계열을 무시하고 해체하는 것, 그리고 대상과의 관계를 자신의 처지에 비겨
극히 친밀하게 재배열하려 한 것은 필경 강한 의지의 소산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백석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다”는 시
적 메세지가 아니어도, 백석 스스로가 선택한 문법적 형식으로 인해 시의
주제와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적 개성을 살피는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피
고 가야할 것이 있다. 흔히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에 나온 열거법을 말
하면서 왕왕 거론되는 작품이 있는데, 바로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이다. 윤동
주가 유학을 위해 창씨를 하였던 뒷이야기가 담긴 「별 헤는 밤」은, 이름의
문제 즉 정체성의 문제 앞에서 백석의 시를 인유하였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윤동주 외에도 이 작품을 의식하여 창작된 작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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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팔양의 「사랑함」이 그것인데 그 마지막 구절을 백석의 것과 대비시켜 볼
필요가 있다.

그뿐이랴 이 모든 것을 길르시는 / 하누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 그분의
뜻으로 일우러지는 인류와 모든생물 / 사자와 호랑이와 여호와 이리와 너구리
와 / 소, 말, 개, 닭, 그외의 모든 즘생들과 / 조고마한 새와 버러지들 까지도
사랑하며
(박팔양, 「사랑함」, 뺷만주시인집뺸, 제일협회구락부문화부, 1942)

백석이 박팔양의 첫 번째 시집을 상찬하는 「슬픔과 진실」을 썼기에, 그
글의 여러 구절과, 인용된 자신의 작품이 「흰 바람벽이 있어」에 녹아 있다는
것을 박팔양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여수麗水 역
시 백석 시의 마지막 구절을 자신의 작품에 끌어다 썼다. “하누님”을 호명하
며 여러 대상을 나열하는 방식이나, 이를 통해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를 시적
으로 구현하려 한 점, 그리고 그 구절이 시의 맨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점
등이 여로모로 백석과 닮아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백석이 구현한 ‘의도적
무질서’를 다시 철저한 계열화로 환원시키는 실수를 범하였다. 사자와 호랑
이에서부터, 이리, 너구리, 그리고 온갖 초식 동물과 벌레까지 약육강식의
일반적 범주가 단순 나열된 것이다. 물론 저러한 열거 안에서 ‘사랑’이 관철
되기 위해서는 사자나 호랑이로 대변되는 강자의 관용이 필요하다. 아시아
의 맹주이자 리더인 일본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 이끈다는 ‘대동아공영권론’
도 이러한 논리라는 것을 굳이 여기서 상기하는 것은, 이 작품이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한 사화집에 실려 있으며 편집자가 박팔양 본인이기 때문이
다. 비록 이 작품이 발표되기 2년 전 백석은 박팔양을 선배 시인으로서 상찬
하였지만, 저 열거의 형식에서 비롯되는 의미의 낙차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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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이상으로 백석이 만주국 시절 발표한 산문을 바탕으로, 「흰 바람벽이 있
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백석의 행적이나 글들을
도덕적 동기로 추정하려는 해석의 막연함으로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그의 만주 시편에 대한 성격에 대해 짤막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할까 한다. 결국 백석은 사회적 정체성의 문제
로 말미암아 이전 시기와는 사뭇 다른 작품을 쓴 것으로 판단된다. 만주국으
로의 이주는 필경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보다, 자신이 이
도 저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실존적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그
가 참석한 내선만 문화좌담회의 행적이나 그 무기력한 좌담회 뒤에 전에
없이 강한 논조로 글을 쓴 「조선인과 요설」을 통해 짐작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는 난해한 평북방언이 아닌 평이한 일상
어의 세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일상어의 지향은 결국 ‘인정’을 받거나
시민권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보편으로 진입하고 싶다는 욕망의 투사인 것이
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백석은 시적 개성을 오히려 쇄신시킨다. 그의
초기시보다 만주 시편을 더욱 고평하는 것은 인간소외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슬픔과 진실」에서 백석이 다룬 시인의 자세는 결국 품위나 품격을 잃지
않는 것인데, 그 근간은 바로 자신의 가난이나 비애를 직시하는 데서 시작한
다. 「흰 바람벽이 있어」 역시 그 특유의 내향적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곤란을 바라보는데 주저함이 없다. 비록 사회적 제조건에 의한 관계의 불가
능성이 그의 시적 공간을 빈방으로 한정시켰지만, 백석은 그 곤란을 “넘치는
사랑과 슬픔”으로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가 사용한 영화를 연상케 하는 시적
장치나 계열을 무시하는 열거법 등도 이러한 사회적 제약에 대한 백석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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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응임을 상기해보자.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그의 만주 시편은 값싼
감상의 나락이나 혹은 체제협력의 위험으로 부터 자신의 시를 오히려 한
차원 높이는 성취를 획득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점은 백석의 작품에 대한 평가이지, 그의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도 굳이 밝혀두고 싶다. 사회적 인정의 결여와
행위 규준의 부재에서 백석은 충분히 혼란스러워 하였다. 그 혼란의 발로가
결국 내면을 향하게 한 것이기에, 백석의 도덕성을 넘겨 짚기 보다는 당시
조선인이 처한 사회적 조건에 근거하여 작품에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 더
욱 타당하다.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던 백석의 산문이 결코 명문이 아니
고, 산만하고 난삽한 글임에도 「흰 바람벽이 있어」의 성취와 명백히 유관하
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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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Creation Method of Baekseok’s
“There is a White Wall ”
Ko, JaeBong | Inha

University

The study tried to reveal how Baekseok’s work “There is a White Wind Wall” was created.
Baekseok moved to Manchuria and lived there from 1939. He was attended a conference
for writers as the most famous writer in Choseon. This literary conference was held by the
Manseon Ilbo, which was attended by writers from Japan, China, and Choseon.Here, however, Baekseok was recommended to write by Japanese and Chinese writers to write his
works in Japanese. This was a very insulting remark from the poet’s point of view.
However, this insult was not Baekseok’s own problem. At that time, most Koreans who
lived in the capital of Manchuria were being insulted situation. Because by and large many
Koreans were urban poor. Therefore, Koreans were ridiculed for being unusually talkative
and undignified. Baekseok came to write for the Manseon Ilbo because of this complaint.
In the article, he argued that Choseon people should know sorrow and anger.
Meanwhile, Baekseok published another article in the Manseon Ilbo. It was an appreciation of Park Pal-yang’s first volume of poetry. But in this article, he also emphasized that
“Sadness” and “Truth” are important in life. In particular, the expressions he used in this
article were found later again in “There is a White Wind Wall.” In other words, the two articles
published in the Mansun Ilbo were the creative motif of “There is a White Wind Wall.” In
addition, Park Pal-yang’s poems, which he cited in his book of appreciation, served as an
important motif for his poems.
After all, “There is a White Wind Wall” is not just a poem about loneliness and sadness.
This work tells the stories which his own story of being insulted as a poet, and at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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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he discriminated Koreans’ situation. So he expressed the importance of sadness and
loneliness. Additionally, many of the materials in the work were deliberately arranged in
disorder. Because discrimination against ethnicity is, after all, a matter of grade or
arrangement. He deliberately arranged the materials in disorder because he was dissatisfied
with this hierarchy. So to speak, his work embodies ‘Intended disorder.’
Baekseok’s method of expression was discovered later again in the works of Yun Dong-ju
and Park Pal-yang. But there was no such ‘Intended disorder’ in their works. In particular,
Park Pal-yang’s works are based on the ‘Logic of Power’ well thorough out. Park Pal’s work
was contained in a collection of poems commemo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Manchuria. In the end, the logic of power and domination was embodied in the work,
so it became completely different from Baekseok’s intention.
Key words : Baekseok, Manchukuo, Manseon Ilbo, Ethnic Discrimination, <There is a
White Wind Wall >, Intended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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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명 시세계 연구
뺷산호림뺸과 뺷창변뺸 등 전반기 시 중심으로
곽효환*
43

1. 서론 : 노천명과 1930년대 시문학사
2. 신여성의 자아탐구 그리고 고독과 슬픔의 세계
3. 고향의 심상, 향수와 풍물의 세계
4. 식민지 여성시인의 현실인식과 세계관
5. 글을 맺으며

| 국문초록 |

노천명은 ‘최초의 본격적인 여성시인’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1930년대 시문학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1920년대 등장한 여성 시인들이 갖는 희소성, 파격적이
고 비극적인 생애와 행적이 남긴 ‘화제성’과는 달리 작품의 질과 양, 양면에서 당당한
여성시인의 등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천명은 시적 대상에 대한 거리감 확
보, 절제된 감정과 언어 등을 통해 여성 특유의 내면지향의 시세계를 보임으로써 ‘여
성 시인’이 아닌 ‘시인’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그런데 노천명의 시세계에 대한 논의는 첫 시집 뺷산호림뺸과 두 번째 시집 뺷창변뺸
을 대상으로 몇몇 주제에 집중되고 있고 명백한 과오에 해당하는 친일시와 애국전쟁
시에 대한 비판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최초의 본격적인 여성시인’ 노천명의 시

*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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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를 위해서는 노천명 문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전반기의
두 시집을 중심으로 심도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작품에 나타난 시적 특성
과 지향점, 문학적 성취 등 본질적인 면을 살펴 그 자리를 매김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목 받는 식민지 지식인 여성시인으로서 가진 현실인식과 세계관
을 살펴봄으로써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친일시와 애국ㆍ전쟁시편의 뿌리와 배경
확인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노천명의 지식인 신여성으로서의 자아인식, 고향과 풍물시
편의 특성 그리고 식민지 여성시인으로서의 현실인식과 세계관을 차례로 살폈다.

주제어 : 노천명, 최초의 본격적인 여성시인, 산호림. 창변, 자아인식, 고향탐구,

풍물시, 현실인식, 세계관, 주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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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노천명과 1930년대 시문학사
노천명은 ‘최초의 본격적인 여성시인’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1930년대 시
문학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1920년대 등장한 김명순, 김일엽, 나
혜석, 김탄실, 김원주 등의 여성 시인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작품의 질적, 양
적 수준이 동시대에 활동한 남성 시인들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습작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발표지면을 갖게 되고 문학사적으로 남게 된
것은 남성중심의 시단에서 ‘여류’시인이 갖는 희소성과 1920년대에 눈에 띄
는 파격적이고 비극적인 생애와 행적을 남긴 ‘신여성의 화제성’에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들은 성별에 의한 특별우대의 혜택을 받고 女流詩人
이 된 셈이다. 그런데 毛允淑과 盧天命은 이런 단서 조항을 붙이지 않은 상
태에서 시단등장을 한 여류다”1라는 면에서 노천명과 모윤숙의 등장은 시문
학사에 작품의 질과 양, 양면에서 당당한 여성시인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들
여성시인의 등장은 “남성 시인들의 영향과 斗護 아래 아무것이나 써서 발표
한다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는 여류시인이 아니라 실로 작품다운 작품을 쓰고
그 작품으로 가치를 묻는 詩的 自覺과 아울러 뚜렷한 주제의식, 詩語의 彫琢
등에 부심하는 성숙기”2로 여성시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내면을 드러내는 다양한 언어, 그리고 대상과 감정을 조율하는 균형적
언어감각의 실천은 1930년대 초반 시단에서 모색된 현대적 언어 감각과 연
장선상에 놓임으로써 현대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 여성 시인의 감
상성이라는 젠더적 평가를 극복하고 있다”3는 면에서 노천명의 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노천명의 시사적 위치는 앞선 여성
1
2
3

김용직, 「두 女流詩人, 毛允淑과 盧天命」, 한국현대시가2, 한국문연, 1996, 266쪽.
허영자, 「노천명 시의 자전적 요소」, 노천명, 문학세계사, 1997, 265쪽.
김진희, 「낭만주의적 시의식과 현대적 시학탐구」, 이산과 귀향－한국문학의 새 영토 2011 탄생
100주년문학인 기념문학제 발제문집, 대산문화재단 한국작가회의, 2011,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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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들뿐만 아니라 1920년대 범람했던 감상주의 시편들에 견주어 시적 대상
에 대한 감정절제와 거리감 확보, 정서의 균형과 절제, 여성 특유의 섬세한
언어, 객관화한 시적 자아 탐구 등을 통해 현대시와 모더니즘이 요구하는
수준에 일정하게 부응하고 있다는 데 있다.
노천명의 시세계와 문학적 성과에 대한 논의는 최재서를 필두로 한 백철,
김광섭 등의 긍정적인 평가와 김윤식, 정태용 등의 부정적인 평가로 압축되
며 이후의 논의도 두 축을 중심으로 고독, 향수와 고향의식, 여성성, 미의식,
작가적 기질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4
긍정적인 평가는 첫 시집 뺷산호림뺸에 대해 최재서가 “초기 작품엔 문학소
녀다운 센티멘탈리즘이 없는 것도 아니나 그들에서 흔히 보는 空疎한 感情
의 遊戱와 虛榮된 言語의 誇張을 發見할 수 없다. 그의 가슴 속엔 늘 알뜰
살들한 感情의 湖水가 고여있고 그의 詩語는 이 秘密을 表示하기에 수다스
럽지 않다”5며 높이 평가한 데서 시작된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노천명이 앞
선 여성시인들의 미숙함과 감상성을 상당한 수준 극복하고 순화된 정서와
여성의 섬세한 서정을 절제된 언어로 담아낸 점은 당시 지성과 이성을 중시
한 서구 주지주의 시론을 주도한 최재서의 지향점과 상당부분 부합한 것으
로 보인다.
김광섭은 1961년에 재판한 시집 뺷산호림뺸의 서문에서 “그 때 천명에게
4

김진희는 노천명에 대한 기존 연구의 갈래를 ‘고독’과 향수에 관한 연구, ‘페미니즘과 여성성’에

5

19쪽 참고).
최재서, 「시단전망」,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76. 240∼243쪽. 이 글에서 최재서는 “情緖를 率直
하게 吐露하는 것이 詩의 任務라면 情緖를 절제함은 그 修練이다. 나는 盧天命의 珊瑚林을 읽으며

관한 연구, ‘미적 의식이나 작가적 기질’에 관한 연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김진희, 앞의 글,

아리스ㆍ메이넬을 늘 聯想하였다. 情緖를 감추고 애껴서 美化하고 純化하랴는 점에 있서 이 두
女流詩人은 氣質的으로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초기 작품엔 문학소녀다운 센티멘탈리
즘이 없는 것도 아니나 그들에서 흔히 보는 空疎한 感情의 遊戱와 虛榮된 言語의 誇張을 發見할
수 없다. 그의 가슴 속엔 늘 알뜰 살들한 感情의 湖水가 고여있고 그의 詩語는 이 秘密을 表示하기에
수다스럽지 않다. (…) 이 詩人의 自制가 憧憬하고 彷徨하는 그의 情緖로 하여금 아담한 古典的 形式에
服從시키려고 한 푸로쎄스는 亦 즐겨 쏘넷트를 쓴 아리스․메이넬을 聯想케 한다”고 상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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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은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잦아드는 눈물이었다. 그러므로 천명은 정서
를 범람시키지 않았다. 어디로 샐까봐 둑으로 쌓으면서 구멍이 있을까 걱정
하며 또 막았고, 이 소극성은 천명의 꿈에 절제를 주었다”6고 최재서와 같은
관점에서 노천명의 시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어 백철은 뺷조선신문학사조
사뺸에 “감상과 과장을 절제하고 순화했다는 데서 일보 현대적인 시로 전진
한 여류시인”7이라고 언급하면서 드물게 현대시다운 시를 쓴 여성시인으로
노천명을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부정적 평가는 최재서가 높이 평가 한 노천명의 ‘순화된 정서’와
‘절제된 언어’에 대해 “방법론적 자각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기질
적인 문제였을 따름이다”8라고 반론을 제기한 김윤식의 글을 꼽을 수 있다.
노천명의 시적 특성이 주지주의 모더니즘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바탕을 두
고 이루어진 것이 아닌 ‘식민지 인텔리 여성의 裝飾的 화려함’과 ‘강한 허영
심’이 만들어낸 ‘시의 特異性’에 속은 것9이라는 것이다.
정태용은 전체적으로 언어감각이 무디고 정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어
사용에 있어서도 의도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수필적인 발상
의 시가 많고 시의 주제가 모순된 것이 흔하다10며 노천명 시의 미숙함과
6
7
8
9

김광섭, 「서문」, 산호림(재판), 천명사, 1961.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백양당, 1947, 342쪽.
김윤식, 「예술의 방법론과 개인의 기질 문제」, 한국현대시론비판, 일지사, 1975.
김윤식, 앞의 글, 114쪽. 김윤식은 노천명의 시에 대한 최재서의 평에 대해 “…… 장미와 산나물의
對應이 시 구조의 기본항으로 되어 있다. 서양문학을 알고 멋장이 식민지 인텔리 여성의 裝飾的
화려함과 이에 대한 강한 허영심과 식민지의 가장 前近代的인 한국 풍물을, 즉 가장 촌놈적인
것을 對比시킴으로써 시의 特異性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실상 시골 산나물의 기억은 그녀의
시의 한 방법적 트릭이지 그것에 애착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 트릭이 모더니티 혹은 舶來的

10

사상이나 이미지를 한층 생생히 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崔載瑞가 속은 것은 이 詩的 트릭을
분석해 보지 않은 데서 연유되었으리라 판단된다”고 기술하였다.
정태용은 노천명에 대해 “…… 言語의 音調에 제법 유의한 것 같은 印象을 풍기기는 하나 전체적으
로 볼 때엔 言語感覺이 굉장히 무딘 女子이다. 코머, 피리어드 하나 제대로 찍은 詩가 없고 ……
解放前의 작품은 거의 한글로 썼고 마지막 作品에서는 漢字말이 많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意識的으로 한 노력 같지는 않다. 土着語를 많이 쓰기는 썼으나 土着語의 意義를 살리고자 노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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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성(非詩性)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와는 다른 층위의 부정적인 평가로 노천명의 친일행적과 친일시에 대해
사회역사적인 방법론에 입각해 고찰한 신경림, 박수연 등의 연구11와 노천명
초기 시세계에서 잘 나타난 자의식의 특성을 바탕으로 친일시와 애국전쟁시
라는 양극단을 통과한 시편들을 살핀 연구12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천명 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논의는 첫 시집 뺷산
호림뺸(천명사, 1938.)과 두 번째 시집 뺷창변(窓邊)뺸(매일신보 출판부, 1945.)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향수와 고향의식, 여성성, 작가적 기질 등 몇몇
주제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천명의 과오와 치부에 해당하
는 친일시와 애국ㆍ전쟁시 및 감옥 시편들은 일관된 비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문학적 성취에 대한 평가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초의 본격적인 여성시인’ 노천명의 시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탐
구를 위해서는 노천명 문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전반기 두 시집을 중심으로
깊이 천착할 필요가 있다13. 또한 문학작품이 한 시인이나 작가의 세계관
또는 현실인식에 기초한다고 볼 때 역사적 격랑에 휩쓸려 들어가 쓴 문학적
성취도가 떨어지는 친일시와 애국ㆍ전쟁시를 살피기보다는 그것이 발생한
것 같지는 않다. 盧天命 詩의 두드러진 특징은 隨筆的인 發想의 詩가 많고, 詩의 主題가 모순된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흔하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하였다(정태용, 「盧天命論」, 韓國現代詩人硏
11

究, 어문각 1976, 191∼192).
신경림, 「노천명의 문학과 인간」,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사슴은, 지문사, 1981; 허영자, 「노천명
시의 자전적 요소」, 한국현대시사연구, 일지사, 1993; 김삼주, 「노천명의 삶과 문학」, 노천명,
문학세계사, 1997; 박수연, 「노천명 시의 서정적 내면과 파시즘－노천명 일제 말기시에 대해」,

12
13

CPMPARATIVE KOREAN STUDIES17권,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등
곽효환, 「노천명의 자의식과 친일ㆍ애국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4, 한국근대문학회, 2011.
노천명은 산호림(천명사, 1938.), 창변(매일신보 출판부, 1945.), 별을 쳐다보며(희망출판
사, 1953.)를 생전에 펴냈고 작고한 이듬해에 유고 시집 사슴의 노래(한림사, 1958.)를 발간하는
등 4권의 시집을 상재하였다. 노천명의 시세계를 구분하자면 초기 문학적 지향점이 나타나 있는
산호림과 초판에 실려 있던 친일시편들을 제외한 창변까지를 전반기로, 한국전쟁과정에서
북에 부역한 혐의로 수감된 이후 쓴 애국전쟁시편과, 감옥시편들이 주로 수록된 별을 쳐다보며
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슴의 노래를 후반기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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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되는 시인의 세계관 또는 현실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노천명 시의 본질적인 면을 살필 수 있는
전반기의 두 시집 뺷산호림뺸과 뺷창변뺸을 중심으로 그가 지향한 시세계를 고
찰하고 나아가 식민지시대 주목받는 지식인 여성시인으로서 가진 현실인식
과 세계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신여성의 자아탐구 그리고 고독과 슬픔의 세계
노천명의 초기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신과 내면을 탐구하는 작품
들이다. 첫 시집 뺷산호림뺸의 「자화상」을 비롯하여 「반려」. 「사슴」, 「귀뚜라
미」 등이 그것이다. ‘자화상’이란 제목의 시편들은 이상, 서정주, 윤동주 등에
게서도 보이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시적 대상으로 삼는 자기탐구는 1930년
대 한국근대시의 주요한 특징14이기도 하다. 개인의 내면을 토로하는 내면지
향적인 태도는 근대적 서정시인의 중요한 면모로 외부세계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거나 관계를 맺기 전에 자아를 객관적으로 정립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여러 편에 걸쳐 자신을 직접적인 관찰대상으로 삼거
나 나아가 동물에 투사하여 정의하려 한 자아성찰과 내면고찰은 노천명 초
기시의 주요한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다.

도모지 길드릴수없는 내 나귀일래
오늘도 등을 쓰러주며
노여운 눈물이 핑 도랏다
14

신범순은 시인의 내면성, 즉 자기탐구의 문제는 그 이전의 경향과는 달리 1930년대의 한국 시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전환점으로 볼 수 있는 요소로 들고 있다(신범순, 「정지용의 시에서
‘시인(詩人)’의 초상과 언어의 특성」, 한국현대문학연구 6집,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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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너와함께 가야한다지……
「斑驢」 일부 (뺷산호림뺸, 천명사, 1938.)15

몸둔곳 알녀서는 드을 좋아
이런모양 보여서도 안되는까닭에
숨어서 기나긴밤 울어 새웁니다
「귀뜨라미」 일부(뺷산호림뺸)

목아지가 길어서 슬푼 짐승이여
언제나 점잔은편 말이 없구나
冠이 香그러운 너는
무척 높은 族屬 이였나 부다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듸려다 보고
일헛든 傳說을 생각해 내곤
어찌 할수 없는 鄕愁에
슬푼목아지를 하고 먼데山을 처다본다
「사슴」 전문(뺷산호림뺸)

노천명은 시집 뺷산호림뺸의 맨 앞에 배치한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얼굴
과 외모, 성격과 기질 등을 진술한데 이어 나귀, 사슴, 귀뚜라미와 같은 동물
에 자신을 투사하여 여러 측면에서 자아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다양하게
자아를 정립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외모와 예민하
15

인용한 시의 표기는 시집 산호림과 창변의 원문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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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심한 성격 등으로 인한 분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반려」는 노여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도무지 길들일 수 없지만 그래도
함께 가야만 하는 자신의 비타협성과 이로 인한 숙명적인 고통을 나귀를
통해서 토로하고 있다. 이 울음은 길들일 수 없고 타협하지 않는 나귀(나)의
존재론적 슬픔에서 비롯하는 것이자 그런 운명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데서
오는 것이다. “나귀 한 마리에 스스로를 동일시하여 자기 응시의 모습을 형
상화하고 있는 이 시야말로 노천명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작품
이라 할 수 있다”16는 지적처럼 노천명은 ‘길들여지지 않는 비타협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공존하기 어려운 자신과의 대립과 긴장이면서 동시에
어쩔 수 없는 화해와 동반을 의미하는 것이며 “스스로의 고독의 성곽에 칩거
하는 내향적 폐쇄성”17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귀뜨라미」는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긴 밤을 울어 새우는 존재로 자신
을 비유하고 있다.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성격이 다른 대상과 타협하
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협하기 어려운 성격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
고 어둠과 그늘 뒤로 점점 더 깊이 숨어 밤 새도록 슬피 우는 귀뚜라미와
같은 존재라는 비관적인 자기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숨어서 기나긴 밤을
우는 것은 자신의 성격과 기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모양 보여서도 안되
는까닭에” 스스로 몸 둔 곳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자폐적인 자의식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반려」가 길들여지지 않는 자신의 비타협성을, 「귀뜨라미」가 긴 밤을 숨
어서 우는 고독한 슬픈 존재로 자신을 토로하고 있다면 「사슴」은 자신을
고독한 존재로서 사슴에 투사시키면서 존재론적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목
16
17

이명찬, 「고향에 이르는 길－노천명론」, 문학과교육 10, 1999 겨울호, 138쪽.
이숭원, 고독과 자의식 그리고 절제의 미학 노천명,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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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가 길고, 언제나 점잖은 편이어서 말이 없고, 관이 향기로운 사슴은 ‘무
척 높은 족속’이라고 정의되지만 뒤따르는 ‘이었나보다’라는 서술형 어미로
인해 주관적 과거형 추측으로 귀결된다. 즉 높은 족속이었을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현실은 목아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인 데서 아니 그것을 인식한 데에
서 존재의 슬픔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슬픔은 존재론적인 슬픔이 아니다.
물속 그림자를 바라봄으로써 자신이 높은 족속이었을 것이라는 ‘잃었던 전
설’과 그렇지 못한 현실, 그리고 그 향수를 어찌하지 못하고 슬픈 목아지를
하고 막막하게 먼데 산을 쳐다보는 것에서 오는 슬픔이다. 즉, “‘잃었던 전설’
을 떠올리는 화려한 과거회상적 요소와 “먼데 산을 바라보는” 서글픈 미래지
향성이 서로 모순과 갈등을 이룬다”는 면에서 “이 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뿌리깊은 상실감이며, 모순의 운명론”18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척
높은 족속’이라는 과거 상실과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 끼여 슬픈 모가지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점잖고 향기롭고
높은’ 고고한 존재로서의 자아이상을 체념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향수’에
빠져 있는 운명론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길들여지지 않는 비타협적인 존재(「반려」)’, ‘긴 밤을 숨어서 우는 고독한
존재(「귀뜨라미」)’ ‘고고한 존재로서의 향수에 빠져 있는 슬픈 모가지와 같은
존재(「사슴」)’로 변주되어 나타나는 자아인식은 “대(竹)처럼 꺽거는 질지언정
/ 구리(銅) 처럼 휘여지며 꾸부러지기가 어려운성격”의 「자화상」에서 비롯되
는 것이다. 1930년대 인텔리 신여성으로서의 지적 우월감과 함께 자존감
높은 자아인식이 ‘고고한 신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수반되는 갈등, 고독,
불안, 슬픔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18

김재홍, 「실락원의 시 또는 모순의 시」, 노천명, 문학세계사, 1997, 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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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尺一寸五分키에 二寸이 부족한 不滿이있다. 부얼 부얼한 맛은 전혀 잊어
버린 얼골이다 몹시 차보여서 좀체로 갓가히 하기 어려워 한다.
거린듯 숫한눈섭도 큼직한 눈에는 어울리는듯도 싶다만은……
前時代 같으면 환영을 받았을 삼딴같은 머리는 클럼지한손에 藝術品 답지
않게 언쳐저 간얄핀몸에 무게를 준다. 조고마한 꺼릿김에도 밤잠을 못자고 괴로
워 하는 性格은 살이 머물지 못하게 虐待를 했을게다.

꼭담은 입은 괴로움을 내뿜기 보다 흔이는 혼자 삼켜버리는 서걸푼 버릇이있
다 三온스의 「살」만 더 있어도 무척 생색나게 내얼골에 쓸데가 있는 것을 잘
알것만 무데지 못한 성격과는 妥協하기가 어렵다.
처신을 하는데는 산도야지 처럼 대담하지 못하고 조고만 유언 비어에 도 비
겁하게 삼간다 대(竹)처럼 꺽거는 질지언정
구리(銅) 처럼 휘여지며 꾸부러지기가 어려운성격은 각금 자신을 괴롭힌다.
「自畵像」 전문(뺷산호림뺸)

「자화상」은 표면적으로는 다소 부정적인 시선을 통해 자신의 외모와 성격,
생래적인 기질 등을 객관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촌이 부족한 오척일촌오분의
키, 몹시 차보여서 좀체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부얼 부얼한 맛은 전혀 잊어버린
얼굴’, 큼직한 눈에는 어울리는 듯도 싶은 그린 듯 숱한 눈썹, 삼단 같은 머리,
클럼지한 손, 꼭 다문 입, 삼 온스의 살만 더 있어도 무척 생색이 날 얼굴
등의 외모에 대한 불만은 개성적 인식을 가진 인텔리 신여성의 눈에 비친
결과이다. 전시대 같았으면 환영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전통적인 여인이라면
별다른 불만을 느끼지 못하거나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운 면면들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외모에 대해 불만스러운 인식은 자신의 성격과 타고난 기질을 설명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그만 거리낌에도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성격, 괴로움을 내뿜기보다 혼자 삼켜버리는 서글픈 버릇, 무디지 못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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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타협하기가 어려움, 산도야지처럼 대담하지 못한 처신, 조그만 유언비어
에도 삼가는 비겁함 등이 그것이다. 이는 ‘대(竹)처럼 꺾어는 질망정 구리처럼
휘어지며 구부러지기가 어려운’ 가끔 자신을 괴롭히는 성격으로 귀결된다.
“자신의 자아(EGO)의 나르시즘적 이상화와 부모 및 부모가 대표하는 이상과
의 동일시가 결합되어 만들어”19지는 자아이상을 담는 것이 ‘자화상’ 시편이
라고 할 때 노천명은 자학적이고 비타협적이며 소심하고 꺾어는 질지언정
구부러지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세상과는 섞이기 어려운 고고한 존재로 스스
로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윤동주의 자화상이 우물로 표상되는 내면
세계의 흔들림에 관한 것이고, 서정주의 자화상이 피와 생명력으로 채워진
그림이라면, 노천명의 자화상은 자기 존재에 대한 맵찬 이름을 부여하는 명명
행위”20라 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과거와 현재, 현실과
이상 사이에 있는 인텔리 신여성이자 최초의 근대 여성시인으로서 자아이상을
정의하고 그것이 현실에서 겪게 될 불화와 괴로움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천명의 자아인식이 “자아와 타자, 자아와 시대 등의 관계에 대한
인식 또는 그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나타나고 형성되는 자기인식이 아닌
자기 존재에만 집중된 결과물인 것이다. 높고 향기롭고 고고한 자아이상을
담고 있지만 현실과 유리된 슬픈 존재가 되고 그 감정은 ‘고독’으로 표출되고
있다”21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비사회적인
유폐성과 그에 따른 고뇌”22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한 폐쇄적인 자아인식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고 현실에서 유리된
슬프고 고독한 존재가 되어 새로운 미지의 것을 막연히 갈망하고 동경하는
19

20
21
22

조셉 칠더즈(Joseph Childers)ㆍ게리 헨치(Gary Hentzi) 역음, 황종연 역, 현대문학․문화 비평 용어
사전, 문학동네, 1999, 167쪽.
김현자, 「식물적 상상력과 절제의 미감(美感)」, 사슴 노천명 전집 1, 솔, 1997, 306쪽.
곽효환, 앞의 글, 15쪽.
김종태, 「노천명 시에 나타난 여성성의 발현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28, 한국현대문예비평학
회, 2009,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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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로 나타난다. 무엇을 향해선가 늘 타고 있는 그의 마음이 닿을 실체를
찾기는 어렵다. 갈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허나 아득한 저 곳에 / 무엇이
있는것만 같애 / 내 마음은 그칠줄 모르고 타고 또타오”(「憧憬」)와 같은 막연
한 기대와 낭만적 동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어디선가 피리소리가 들려오
지만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근원은 무엇인지 모를 뿐더러 손과 발이 매어
있어 숨 가쁘게 허덕일 뿐이다. 향수 또한 떠나온 곳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낭만적 이국 취향과 동격화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퍼덕이는 기빨에 異國情
景이 아롱진다 / 지향없는 곳을 마음은 더듬었다”(「校庭」)며 꿈틀거리는 향수
는 이국소녀를 응시하며 뜨거운 손을 내미는 ‘푸른 포푸라나무’, ‘흰 양옥’,
‘붉은 기빨’, ‘내制服’, ‘이처지지 안는 情景’으로 남는 이국적인 비현실의 세
계이다. 전통과 현대, 과거와 현재, 이상과 현실 사이에 흔들리고 갈피를 잡기
어려운 근대 인텔리 신여성의 취약한 자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노천명의 고고한 자아이상과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오는 괴리와 괴로움은
뺷산호림뺸에서 고독으로 수렴되어 나타난다. “변변치 못한 禍를 받든날 / 어
린애 처럼 울고나서 / 孤獨을 사랑하는 버릇을 지었습니다 // …(중략)… //
孤獨은 오히려 사랑시러운것 / 함부루 친할수도 없는것 / 아무나 갓가히하기
도 어려운것인가봐요”(「孤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고고한 이상이 상처를 받게 되면 스스로 ‘고요한 사색의 호수가’로 가서 고독
이라는 자기만의 내면의 세계로 침잠하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 수반되지 못한 노천명에게 꺾어는 질지언정 휘어지며 구부러지기가 어려
운 상태는 고독, 즉 스스로 고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리 네린
집웅 집웅엔 밤이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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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안엔 다운이 딩굴고

뉘집인가 窓이 불빗을 한입 물엇(含)다

눈 비탈이
하늘 가는길처럼 밝고나

그속에 수탄 얘기들을 줍고잇스면
어려서 이저버린 「집」이 사라낫다

窓으로 불빗이 나오는집은 다정해
볼쑤록 정다워

저안엔 엄마가 잇고
아버지도 살고
그리하야 형제들은 多幸하고―

마음이 가난한이는 눈을 모하
고흔 情景을 한참 마시다―

안윽한 「집」이 왼갓시간에 빌어젓다
「窓邊」 일부(뺷창변뺸, 매일신보 출판부, 1945.)

뺷창변뺸은 낭만적 이국취향의 그리움과 동경, 자폐적인 고독의 세계로 고
립된 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성숙한 내면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친일시를
제외한 뺷창변뺸에 수록된 시편들이 회고적 향토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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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막연한 동경심과 유폐된 내면의 세계에서 따뜻하고 안온한 정주처를
모색하는 것으로 뺷산호림뺸의 세계보다 성숙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제작 「창변」은 차창 밖 서리 내리고 어둠에 싸여 불빛을 머금은 집의
풍경을 보며 그리운 감정에 젖는 전반부와 가족과 가정이라는 안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열차 안의 풍경을 담은 후반부가 대비되고 이는 다시
안온하고 따뜻한 집, 가정의 풍경과 그렇지 못한 화자의 내면 풍경이 대비된
다. 여기서 “저안엔 엄마가 잇고 / 아버지도 살고 / 그리하야 형제들은 多幸”
한 ‘불빛을 머금은 아늑한 집’에 주목하고 ‘마음이 가난한 화자가 눈을 모아
그 다정하고 볼수록 정답고 고운 정경을 한참 마신다는 태도는 뺷산호림뺸과
는 달라진 면모이다. 후반부의 급행열차 밤찻간의 풍경도 ‘친정에 간다는
새댁’, ‘나비넥타이를 찾는 중년 신사’, ‘물건을 왼종일 고르는 유복한 부인’,
‘피곤에 밀린 잡담을 하는 백화점 소녀’ 그리고 ‘어느 조그만 집의 명절 떡치
는 소리’ 등으로 이어진다. 이 모습에서 “기댈데 업는 외로움이 박쥐처럼
퍼덕이면 / 눈 감ㅅ고. // 가다가 / 슬프면 하늘을 본다”고 그렇지 못한 화자
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조심스레 내비치며 ’가족, 가정, 집‘의 안온하고 따듯
한 정서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는 고독하고 쓸쓸한 내면의 풍경이 전면화 되는 뺷산호림뺸의 시편들과
는 달라진 조심스럽고 신중해진 그러나 중심에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주변
인 또는 경계인의 면모이다. “라일락 숩에 / 내 젊은 이 나븨처럼 안는
正午 / 季節의女王 五月의 푸른 女神아페 / 내가 웬일루 무색하구 외롭구나”
(「푸른 오월」 일부)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는 젊은 시절의 꿈이 내려앉은 계절의

여왕 오월에 적극 동화되는 것 아니라 무색하고 외로움을 느끼며 움츠러드
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풀냄새가 물큰 나고 청머루 순이 뻗어 나오고 어디선
가 꿩 우는 소리가 들리는 길섶과 “활나물 흔닙나물 적갈나물 참나물 찻든－
/ 일허버린날이” 그립지 않느냐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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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의 변화는 보이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유폐적인 태도에서 기인하는
행위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맘속 붉은 薔薇를 우지직 거
보내 노코― / 그날부터 내 안에선 煩惱가 자라다 // 늬 水晶가튼 맘에 /
나 / 한點 티되여 무겁게 자리하면 어하랴”(「薔薇」 일부)에서 볼 수 있듯이
나와 타자, 나와 세계 사이의 관계 맺기에 있어서 내면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얼음같이 얼어버리거나 나무모양 우뚝 서버리는 모
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 고향의 심상, 향수와 풍물의 세계
‘고향’은 1930년대 시인들의 공통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고향은 혈연
과 지연을 얼개로 한 존재 또는 존재들을 끌어안는 자리이기 전에, 그 육체와
정신을 길러주고, 의식을 세상과 첫 대면하게 하여 그 토대를 형성하고, 자아
와 타자를 연결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장소이자 힘이라
는 점에서 확대된 자아와도 같다”23는 점에서 근대화와 도시화로 고향을 상
실하고, 식민지배로 인해 나라를 잃은 1930년대 시인들에게 고향은 중심적
주제로 자리 잡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다.
노천명의 전반기 시에도 고향의 심상과 고향의 풍물 및 풍경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확대된 자아 또는 자아의 연장으로서의 고향에 대한 노천명
의 심상은 뺷산호림뺸의 「생가」와 뺷창변뺸의 「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23

황현산, 「고향의 발견」, 이산과 귀향－한국문학의 새 영토 2011 탄생100주년문학인 기념문학제
발제문집, 대산문화재단 한국작가회의, 2011,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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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가에서 개(江)비린내가 유난이
품겨 오는 저녁엔 비가 온다든
늙은이의 天氣豫報는 틀닌적이없엇다

도적이 들고난 새벽녁처름 호젓한 밤
개짓는 소리가 덜 좋아
이불속으로 드러가 무치는 밤이있었다
「生家」 일부(뺷산호림뺸)

솔밧 사이로 솔밧 사이로 거러드러 가자면
불빗이 흘러나오는 古家가 보였다

거기―
버레 우는 가을이 잇섯다
벌판에 눈 더핀 달밤도 잇섯다

흰 나리이 香을 吐하는 저녁
손길이 흰 사람들은
술을  문 屛風의
사슴을 이야기 햇다

솔밧 사이로 솔밧 사이로 거러 가자면
지금도
傳說처럼―
古家엔 불빗이 보이렷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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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탄 이야기들이 생각 날봐
몸을 소스라침은
비닭이가치 순한 마음에서…
「길」 전문(뺷창변뺸)

「생가」는 어린 시절 고향 생가를 둘러싼 풍경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다.
생가의 풍경은 뒤울에 보루쇠 열매가 익어 가면 앞산(山)에서 뻐꾸기가 울고,
해마다 다른 까치가 찾아와 집을 짓는 앞마당에는 키 큰 아라사버드나무가
있다. 생가가 있는 마을은 단오가 즐겁고 “모닥불에 강냉이를 퉤먹든 아이
들”이 곧잘 하늘의 별 세기 내기를 하는 곳이고 “江가에서 개(江)비린내가
유난이 / 품겨 오는 저녁엔 비가 온다”는 마을에 사는 늙은이의 천기예보는
틀린 적이 없는 토속적인 마을이다. 생가와 마을, 마을 아이들과 늙은이로
확대되었던 심상은 마지막 연에서 ‘나’로 모아지면서 이런 마을에 “도적이
들고난 새벽녁처름 호젓한 밤”이면 “개짓는 소리가 덜 좋아 / 이불속으로
드러가 무치는 밤이있었다”고 호기심과 두려움의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노천명의 고향과 풍물 시편들은 여러 측면에서 백석과 상당한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생가」는 백석의 「고야」와 흥미롭게 비교된다. “날기
멍석을저간다는 닭보는할미를차굴린다는 땅아래 고래같은기와집에는언제
나 니차떡에 청밀에 은금보화가그득하다는 외발가진조마구 뒷山어늬메도
조마구네나라가있어서 오줌누러깨는재밤 머리맡의문살에대인유리창으로
조마구군병의 새깜안대가리 새깜안눈알이들여다보는때 나는이불속에자즐
어붙어 숨도쉬지못한다”(「고야」)며 동화세계에서 볼 수 있는 갈등 없는 맑은
두려움의 세계를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백석은 “유년의 화자를 내세워
동심의 세계를 그리는 데 머물고 있지 않다. 평화롭고 따뜻하고 갈등과 대립
이 없는 고향 북방마을의 삶을 생생히 재구함으로써 이상공간을 복원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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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24는 것이다. 반면에 「생가」는 같은 유년의 화자를 내세우고 있지만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여 회상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적인 풍경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나놀든 그옛집이 하그리워 찾아드니
/ 터는 옛터로되 벗은 옛벗 아니로다 / 푸르른 梧桐나무만 옛빛지녀 섯드라”
(「술회」 일부)와 같이 뺷산호림뺸의 다른 시편에서도 고향은 정적인 회상과
그리움의 풍경으로 나타난다.
「길」은 그리워하는 고향마을의 집을 “솔밧 사이로 솔밧 사이로 거러드러
가자면 / 불빗이 흘러나오는 古家가 보였다”고 신비롭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흰 나리이 香을 吐하는 저녁 / 손길이 흰 사람들은 / 술을
 문 屛風의 / 사슴을 이야기 햇다”는 고가는 “어떤 별세계의 사람들이 비
현실적이고 공허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생의 현실로부터 절연된 듯한”25 비현실적인 전설의 공간이다. 또한 숱한
이야기들이 생각날까봐 몸서리치는 사람이 살지 않거나 접근할 수 없는 전
설과 환영의 공간일 뿐이다. 어쩌면 “어려서 나는 곧잘 앓아 어머니는 늘
병풍친 방안에서 나를 간호해 주셨다. 병풍의 그림을 보고 어머니가 말해주
시는 제갈양이며(……) 순임금의 이야기는 늘 들어도 싫지 않았다”26는 그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고향 병풍 속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백석의 고향이 “무한하게 펼쳐지는 무속과 민담, 방언이 살아 숨쉬는 드넓
은 공간”이라면 노천명의 고향은 “주로 생가를 중심으로 하여 환기”27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향을 재구하는 체험의 폭과 상상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천명의 고향은 신비하고 아름답지만 현실감이 없고, 적극

24
25
26
27

곽효환, 「한국 近代詩의 北方意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82∼83쪽.
이숭원, 앞의 책, 126쪽.
노천명, 「自敍小傳」, 女流短篇集, 조광사, 1939, 249쪽.
정구향,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토속의 세계－백석과 노천명의 시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51, 한국국어교육학회, 1995,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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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복원되거나 회귀할 대상이 아닌 생기 없는 기억만 남아 있는 정적인
공간에 그치고 있다. “언제든 가리라 / 마지막엔 돌아가리라” 그리고 “언제
든 가리 / 나종엔 고향가 살다죽으리”라고 ‘언제’ ‘마지막’ ‘나중’에 꼭 돌아가
리라고 다짐하지만 끝내 가지 못하는 그래서 서울 구경이 소원인 “나무ㅅ짐
에 함박을 거 오던 총각들”만이 끝내 “차를 타보지못한채” 지키는 곳이
자 “욱어진 덤불(叢)에서 / 레순을 다”(「望鄕」) 깨면 꿈인 공간인 것이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자 하지만 끝끝내 돌아가지 못하는 주변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향수로 남은 고향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토속적인 풍물과 풍경을 그린 시편들이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
로는 뺷산호림뺸의 「장날」 「연자ㅅ간」 「보리」, 뺷창변뺸의 「望鄕」 「男사당」 「저녁」
「수수부기」 「촌경」 「잔치」 「돌잽이」 「저녁별」 「夏日山中」등을 들 수 있다

삼밭 울바주엔 호박꽃이 히안한 마을
눈가린 말은 돌방아를 메고
한종일 연잣간을 속아 돌고
치부책을 든 연자직이는 잎담배를 피엇다
「연자ㅅ간」 일부(뺷산호림뺸)

책에 붓에 쌀에 은전 금전
가진 보화를 그 싸논 돌床우에
할머니는 사리사리 국수를 노시며
命福을 비시고
하라버진 청실 홍실을 느려 활을 놔 주섯다
「돌잽이」 일부(뺷창변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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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시골마을의 방앗간과 그 주변의 평안한 풍경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
는 「연자ㅅ간」은 토속어를 사용해 그 풍물과 풍경을 살려내고 있다. 제목을
비롯해 ‘삼밭’, ‘울바주’, ‘돌방아’, ‘치부책’, ‘연자직이’ 등의 토속어는 연자간
의 풍정을 오롯이 살려낼 뿐만 아니라 연자간에서 “밀을 찌여가지고 오늘친
정엘 간다는 새댁 / 대추나무를 처다보고도 일없이 좋아했다”는 것으로 귀결
되면서 안온하고 따뜻한 풍경을 완성한다. 이는 대추를 안준다고 우는 딸아
이를 떼어놓고 추석을 위해 대추, 밤을 팔러 나갔다 오는 비감한 심정이 “선
황당 사시나무 그림자가 무시 무시한 저녁 / 나귀방울에 짓거리는 소리가
고개를 넘어 가차워지면 / 이뿐이 보다 찹쌀개가 먼저 마중을 나갓다“는 정
감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환되는 「장날」과 같은 맥락에 있다.
「돌잽이」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한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것을
비는 돌잡이 풍속을 섬세하고 그리고 있다면, 「잔치」는 인륜지대사인 전통
적인 결혼식의 풍속과 정취를 되살리고 있다. 「수수부기」는 배고픔을 달
래기 위해 놀이 중에 수수밭으로 들어가 수수깜부기를 먹는 아이들의 모습
을, 「저녁별」은 모닥불을 놓고 옥수수를 먹으며 하늘의 별을 세던 유년의
기억을 복원하는 등 뺷창변뺸에 수록된 풍물, 풍속을 시편들은 뺷산호림뺸보다
양과 완성도 면에서 보다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고향과 풍물 시편은 노천명 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점이 덜 보이는
지점이다. 지식인 신여성으로 자기탐구에 관한 시들이 자아이상에 집중된
결과 비사회적인 유폐성과 그로 인한 고독에 노출되었고, 친일시와 애국ㆍ
전쟁시가 미숙한 세계관과 안일한 현실인식으로 근대사의 격랑에 휩쓸려 들
어간 참담한 결과물이라면 고향과 풍물에 관한 시편들은 당시 시인들이 보
편적으로 다룬 소재이고 백석의 뺷사슴뺸이 발간되는 등 이미 훌륭한 모델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노천명의 해당 시편들은 ‘최초의 본격적인 여성시인’으로서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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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취를 보이지만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 생동감이 없고 정적인 풍경으로
남는 한계를 보인다. 이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일찍 서울에 상경했기 때
문에 구체적인 체험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세
계관과 현실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더 크다. 북방마을의 토속적인
삶과 풍속 등을 관서지방의 방언으로 재구하고 있는 유년체험이 담긴 백석
의 시편들이 “향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이상적인 공간을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를 꿈꾸고 있”28다는 점에서 향수와 풍경의 재현에 그치고
있는 노천명의 풍물시편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나는 얼굴에 粉을 하고
삼가티 머리를 네리는 사나이

초립에 쾌자를 걸친 조라치들이
날라리를 부는 저녁이면
다홍치마를 둘르고 나는 香丹이가 된다

이리하야 장터 어늬 넓운마당을 빌어
람프불을 도둔 布帳속에선
내 男聲이 十分 屈辱되다
山넘어 지나온 저村엔
銀반지를 사주고 십흔
고흔 處女도 잇섯것만

다음날이면 남을 짓는
處女야
28

곽효환, 앞의 글,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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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집시의 피 엿다
내일은  어늬洞里로 들어간다냐

우리들의 道具를 실은
노새의 뒤를 라
山기의 이슬을 털며
길에 오르는 새벽은

구경군을 모흐는 날라리소리 처럼
슬픔과 기이 석겨 핀다
「男사당」 전문(뺷창변뺸)

「남사당」은 노천명의 시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면서 가장 높
은 완성도를 보이는 작품이다. 여성시인으로 남성 화자를 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화자가 얼굴에 분을 바르고 다홍치마를 두른 여장 남자라는 점
등 이색적인 소재로 인해 노천명의 유년사와 연결 지어 화자와 시인이 동일
인일 수 있다29는 가능성과 함께 시가 복잡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같은 시집의 「첫
눈」에서 남성 화자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남성 화자와 남성성
수용은 노천명이 이룬 새로운 영역이었으며 여성시의 체험을 확장시킨 의의
가 있다”30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 작품은 남사당에서 여장 향단이를 맡은 남성의 굴욕과 “山넘어 지나온
29

허영자는 “시인 자신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유년기에 男裝女兒로서 자라났던 것이다.
여장 남성과 남장 여성의 자리가 바뀌었을 뿐 위장된 異性으로서 느꼈던 倒錯된 심리, 내면과

30

외면간의 위화감과 갈등, 그리고 그 변장이 불러온 思考와 行爲의 奇形性을 드러내는데 있어서는
「男사당」은 노천명과 동일인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허영자, 앞의 책, 1997, 275쪽 참조).
김현자, 「노천명 시의 양가성과 미적 거리」, 한국시학연구 2, 1999,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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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村엔 / 銀반지를 사주고 십흔 / 고흔 處女도 잇섯것만”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집시의 피로 정주하지 못하는 슬픔과 애환을 여성시인이 남성 화자를
통해 뛰어나게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굴욕과 정주하고 싶지만
떠돌 수밖에 없는 ‘슬픔’과 떠돌이 놀이패로 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쁨’이
“구경군을 모흐는 날라리소리처럼” 섞여 핀다고 경계의 삶을 사는 주변부의
그늘진 삶과 그 삶에 순응하면서도 흥을 잃지 않는 남사당패의 숙명을 승화
시키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천명의 자아인식과 고향탐구 시편들에서 계속해
서 나타나는 주변인 혹의 경계인으로서 겉도는 삶과 머뭇거리는 정체성이
‘남사당 여장 향단이의 굴욕’ 그리고 ‘떠돌 수밖에 없는 집시의 피’로 발현되
고 있는 점은 이 시기 노천명 시세계의 본질적인 면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사당」은 노천명 시세계에서 돋보이는 성취와 함께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동시대 시인들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 고향에 대한 인식과
백석의 영향관계에 있지만 정적인 모노톤에 머물던 자신의 풍물 시편들의
한계를 넘어 자신만의 시적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또한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4. 식민지 여성시인의 현실인식과 세계관
노천명의 후반기 애국ㆍ전쟁시편과 감옥시편은 노천명이 일제 말 발표하
고 두 번째 시집 뺷창변뺸에 일부 수록한 친일 시편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의
친일시는 맹목적인 내용과 도식적 형식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후 한국전쟁과
피난가지 못함으로 인한 부역과 감옥생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표된 일련
의 애국ㆍ전쟁시편 또한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이형의 쌍둥이 모습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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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같은 축의 현실인식과 세계관에서 비롯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경림은 노천명의 친일에 대해 “유치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원인을 “사춘기 소녀적 센치멘탈리즘 내지 꿈에의 함몰에 연유한
민족의식의 망각 때문”31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노천명이 어떻게 현
실을 인식하고 친일의 길로 나아가게 됐는지를 전반기 두 권의 시집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 시집 뺷산호림뺸(1938년 1월)이 발간되기 직전인 1937
년 7월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남경대학살을 자행하였으며 한반도에서
는 1936년부터 식민통치를 전시동원체제로 전환하면서 조선사상범 예비구
금령, 조선사상범 예비관찰령 등을 통해 옥죄었다. 또 1938년에는 신교육령
을 제정하여 ‘국체명칭ㆍ내선일체ㆍ인고단련‘이라는 3대 강령을 내세우며
황국신민화를 적극 도모하였다. 두 번째 시집 뺷창변뺸(1945년 2월)은 그가 몸담
았던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조선매일신보 출판부에서 발간하였으며 「승전의
날」, 「출정하는 동생에게」, 「진혼가」, 「흰 비둘기를 날리며」 등의 친일시를
초판본에 실려 있다. 한편, 1942년 조선 총독부의 어용 문인단체 조선문인협
회의 간사로 활동하며 친일행적을 시작하였다.
노천명의 친일시에 대한 고찰은 박수연의 「노천명 시의 서정적 내면과
파시즘」, 곽효환의 「노천명의 자의식과 친일ㆍ애국시 연구」에서 이미 다루
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전반기 두 시집의 시편들을 통해 노천명의 현실인식과
세계관을 살펴본다.

31

신경림, 앞의 글, 1981, 316쪽. 이 글에서 신경림은 노천명의 친일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
고 있다. “첫째 생존을 위해 그가 친일했다는 변명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수긍할 수
있다. 둘째, 그의 친일을 인텔리 신여성의 허영심, 장식취미, 바람기 같은 것에 기인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여류시인으로 사회명사가 되어 분별없이 사회활동을 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친일 인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다. 셋째, 또한 그것이 유치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것은 그의 시에 드러나는 사춘기 소녀적 센치멘탈리즘 내지 꿈에의 함몰에 연유한 민족의식의
망각 때문이다. 이러한 세가지 가능성은 당시의 다른 여류문인 모윤숙, 최정희 등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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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ㅅ가에서도 그는 말이 적었다
아라사어듸메로 갓다는 소문을드른채
올해도 수수밭 깜부기가 패여버렷다

샛노란 강냉이를 보고 목이 메일제
울안의 박꽃도 번잡한 우슴을 삼갓다
수국 꽃이 향그롭든 저녁
處女는 별처럼 머언얘기를 삼켯드란다
「玉黍蜀」32 전문(뺷산호림뺸)

비ㅅ바람 자욱이 아롱진 기인담
깨여진 기와우를 담쟁이 넝쿨이
꺼－머케 기는 흰 낮
「上下人皆下馬」의 碑石은 서있기 열적어하고

화려한 꿈이 흘러간 뒤 더 寂寂한 네거리
丹靑도 낡은 궁궐 앞엔
병문 人力車ㅅ군들의 午睡가 깊고
지나는사람중에는 아모도옛날을 얘기하는이없다
「古宮」 전문(뺷산호림뺸)

「玉黍蜀」은 깜부기병에 걸려 황폐해진 옥수수 밭을 버리고 아라사 어드메
로 떠난 우물가에서도 말이 적은 그에 대한 소문을 통해 유랑농민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와 연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처녀는 샛노란 강
냉이를 보고 목이 메여 “별처럼 머언얘기를 삼켯드란다”며 현실의 비극성을
32

玉蜀黍[옥수수]의 오식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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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한다. 이는 1930년대 후반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유이민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노천명은 당시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을 적극적으
로 응시하거나 전면화하지는 않고 있다.
「古宮」은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김으로써 역사의 유물이 되어버린 조선
시대 궁궐의 모습을 담쟁이 넝쿨이 꺼멓게 기는 “깨여진 기와”와 “丹靑도
낡은 궁궐”로 묘사하고 있다. 그 궁궐은 하마비조차 서있기 열적어 하고 궁
궐 앞은 인력거꾼들이 오수를 취하는 곳으로 쇠락했으나 아무도 옛날을 얘
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침묵하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임금이
정사를 돌보던 정전(正殿)이었으나 국권상실로 지금은 벌레 먹은 둥근 기둥과
빛바랜 단청의 추녀 끝에 새들이 마구 둥지를 치고 있는 서글픈 현실 앞에서
목 놓아 슬피 우는 조지훈의 「봉황수」와는 사뭇 비교되는 태도일 뿐만 아니
라 비극적 현실에 대한 반응 또한 여기까지이다.
「박쥐」에서 “해가 박귀는밤 늙은 어머니는 / 아들의 일흠을 중얼거리며
눈물짓다 / 젊운이가 떠난 뒤 이런밤이 세 번째”라고 비극적 현실을 암시하
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다음 연의 “조국(祖國)을 원망하나 미워하지 못하는”
에 미루어 볼 때 낯선 땅으로 떠난 것은 전쟁과 같은 국가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그 국가가 일제임이 명백한데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못하고 ‘정(情)의
칼에 에어지는 아픈 가슴이 있으리’라고 별다른 저항감 없이 수용하는 태도
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36년 조선중앙일보를 사직하고 유이민을 떠난 우리
민족이 대거 살고 있고 독립운동의 핵심지역이었던 북간도 일원을 둘러보고
돌아온 이듬해 4월 뺷삼천리뺸에 발표한 「幌馬車」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고 있다. “汽車가 허리띄만한 江에걸친 다리를 넘는다 / 여기서부터는
내땅이 아니란다 / 아이들의 세간 노름보다 더 싱겁구나”이후의 “카츄 ― 샤의
수건을쓰고 이러케 달니고싶구나 / 오늘의公爵은 따러오질 안어 심심할게다”
나 “호인(胡人)의관(棺)이 널린 벌판을 마차(馬車)는 달리오”, “시가 ― 도 피울

노천명 시세계 연구 | 곽효환 269

줄을 모르고 / 휘파람도 못불고” 등 요령부득의 시행은 실소를 자아낸다.
이 같은 현실인식은 “뺷앞으로! 앞으로!뺸의 軍號가 서리같다 / 行軍들은
일제히 다거슨다 // 心血로 색인 뺷어제뺸가있다 / 집웅을 흔드는 讚辭와 꽃다
발이 뺷오늘뺸에있다 / 그러나 뺷내일뺸을爲해 또 말을 몬다 ― 달린다“는 「驀
進」에 이르면 별다른 저항감 없이 황국신민을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좌우를 돌아볼 겨를이 없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의 ‘맥진’에
는 ‘앞으로 앞으로!’라는 서리 같은 군호에 담긴 내일을 위해 말을 몰고 달리
는 맹목적인 황국신민이 있을 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타자 부재의 상황 ― 주체상실의 상황에서 그 위기를 큰 타자라는
절대적 힘을 지녔다고 믿어지는 존재에 전면적으로 의지하는 상황”33에서
오는 것이다. 즉 현실과 자아의식이 객관적인 현실인식과 타자와의 관계망
속에서 대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기 내면으로 유폐된 채 이루어진
취약함 때문에 “거대하고 초극적인 외부 타자를 만날 때 쉽게 무너지거나
내면의 신념으로 대체”34되는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저 푸른 하늘과
太陽을 볼수잇고

大氣를 마시며
내가 自由롭게 散步를 할수잇는限

나는 充分히 幸福하다
이것만으로 나는 神에게 感謝할수잇다
「感謝」 전문(뺷창변뺸)
33
34

박수연, 앞의 글, 252쪽.
곽효환, 「노천명의 자의식과 친일ㆍ애국시 연구」,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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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록되었던 친일 시편을 걷어냈음에도 뺷창변뺸에 수록된 「感謝」를
비롯한 몇몇 시편에서 일제 말 노천명의 현실인식은 쉽게 발견된다. 식민통
치가 가장 고도화되고 2차 세계대전이 최정점에 오른 이 시기에 민족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직접
적인 친일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푸른 하늘과 태양을 볼 수 있고 대기를 마시며
자유롭게 산보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태도는 당시 민족이
처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취약한 현실인식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해 늬는 / 수탄 기맥힌 歷史를 삼켯고 / 위대한 歷史를 腹中에 뱃”기에
푸른 희망과 아름다운 꿈을 건다는 「새해맞이」와 “나 이제 湖水가튼 마음자
리를 하고 / 조용히 南窓을 열어 水仙과 함 / 뺷새날뺸의 다사로운 날빗을
함 밧으렵니다”는 「새날」은 민족현실과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처한 현실에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자족적인 그러나 고립된 현
실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5. 글을 맺으며
노천명은 앞 세대 여성시인들과는 달리 시적 대상에 대한 거리감 확보,
절제된 감정과 언어 등을 통해 여성 특유의 내면지향의 시세계를 보임으로
써 한국 근대시사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여성시인’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노천명의 시세계에 대한 논의는 전반기 시집을 중심으로 몇몇 주제에 집중
되고 있고 친일시와 애국ㆍ전쟁시들에 대한 비판으로 한정되어 있다. 노천
명에 대한 논의는 최초의 본격적인 여성시인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그의 시
세계의 본령이라 할 시편들을 대상으로 시적 지향점을 고찰하는 한편 식민
지시대에 주목받는 지식인 여성시인으로서 가진 현실인식과 세계관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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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살펴본 노천명 시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의식과
자아탐구인데 이는 1930년대 지식인 신여성의 치열한 내면탐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노천명의 자아인식은 자아와 타자, 세계, 시대와의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기 존재와 내면에만 집중됨으로써 높고 향기롭고
고고한 자아이상을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과 유리된 폐쇄성으로 귀결되고 그
감정은 ‘고독’과 ‘슬픔’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비사회적이고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한 유폐된 자아인식은 거대한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고 점점 내면화하여 슬프고 고독한 존재로서 미지의 것을 막연히 갈망
하는 이국취향의 비현실적인 동경과 향수로 나타나 있다. 이 같은 태도는
뺷창변뺸에서 다소 성숙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얼음같이 얼어버리거나 나무모양 우뚝 서버리는 주변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향과 토속적 풍물을 다룬 시편은 1930년대 시인들이 보편적으로 다룬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노천명 전반기 시 전체를 비중 있게 관통하고 있다.
이 시편들은 고향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평북 정주 출신인 백석과 상당한
영향관계에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백석의 고향이 ‘무속과 민담과
방언이 무한히 살아 숨 쉬는 드넓은 공간’이라면 노천명의 고향은 생가를
중심으로 환기되는 신비하고 아름답지만 현실감이 없고 생기 없는 정적인
기억만 남아 있는 공간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나중’에 꼭 돌아가리
라고 다짐하지만 끝끝내 돌아가지 못하는 주변인으로 남아 있다.
향수로 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대신 고향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풍물과 풍경을 다룬 시편들인데 「남사당」은 여장한 남성의
굴욕과 정주하고 싶지만 떠돌 수밖에 없는 ‘슬픔’ 그리고 떠돌이 놀이패의
본능인 흥에 취한 ‘기쁨’이 섞여 승화되어 있다. 또한 그늘진 주변부의 삶에
순응하면서도 흥을 잃지 않는 남사당패의 숙명을 탁월하게 담는 높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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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일뿐만 아니라 남성 화자와 남성성을 수용함으로써 여성시의 체험을
확장시키고 있다.
노천명 전반기 시의 두 축인 자아인식과 고향탐구 시편들에는 주변인 혹
의 경계인으로서 겉도는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여장한
남사당의 굴욕’ 그리고 ‘떠돌 수밖에 없는 집시의 피’로 발현되고 있는 점은
이 시기 노천명 시세계의 본질적인 면모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비판의 대상이 되는 친일시와 애국ㆍ전쟁시편을 제외하고서도 노
천명의 현실인식과 세계관을 가늠해 볼 수 있 시편들을 살펴 본 결과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과 일부 맞닿아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응시하거나 전면화하
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거쳐 맹목적인 현실
수용과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고립된 현실인식으로 옮겨 가면서 친일
의 길을 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굴절은 아직 전근대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식민지시대에 주목받는 독신 여성시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
운 거대한 현실에서 기인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는 현실인식과 자아의식이 타자와의 관계망 속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면으로 유폐된 채 이루어진 취약함 때문에 절대적 힘을 지녔다고
믿어지는 거대한 존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의지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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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f Noh Cheon Myeong’s Poetry World
Focusing on the poems of first half period such as
“Sanhorim ” and “Changbyeon ”
Kwak, Hyo Hwan | Korea University

Noh Cheon Myeong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e history of poetry in the 1930s
as the emergence of “the first full-fledged female poet”. Unlike the scarcity and the
“talkiness” left behind by their unconventional and tragic lives and deeds of the female poets
that appeared in the 1920s, this means the emergence of confident female poets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of their works. In particular, Noh Cheon Myeong established herself
as a “poet”, not a “female poet,” by securing a sense of distance from the poetic object, and
by showing a unique perspective of women through restrained emotions and language.
However, the discussion of Noh Cheon Myeong’s poetry world is focused on several topics in the first collection “Sanhorim” and second collection “Changbyeon,” as the subject
and just limited to a criticism of pro-Japanese poems and patriotic war poems, which is an
obvious mistake. Therefore, in order to explore essentially about the poetry world of Noh
Cheon Myeong the “first full-dressed female poet,” it is necessary to take an in-depth look
at the two collections poems of the first half period, which can be called the essence of Noh
Cheon Myeong’s literature. Because it is reasonable to place their position by considering
the essential aspects of these works, such as their poetic characteristics, orientation, and literary achievements. And by looking at her awareness of the reality and worldviews as a noticed
female poet of the colony, the roots and background of pro-Japanese poetry, and patriotism
ㆍwar poetry need to be checked which are the main targets of criticism.
To do so, this article examined the self-awareness of Noh Cheon Myeong as a new women, characteristics of hometown and pungmul poetry, and her awareness of the reality and
worldview as a colonial female poet, one by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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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조 영역 양상 고찰
강용흘, 케빈 오룩, 데이비드 맥켄 번역본을 중심으로
박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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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시조 영어 번역 방법론 검토
3. 고시조 영어 번역 양상
― 강용흘(Younghill Kang), 케빈 오룩(Kevin O’Rouke), 데이비드 맥켄(David McCann)의 경우
4. 결론

| 국문초록 |

본고는 바람직한 시조 번역의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번역시 유의할 점들을 제시하
고 기존의 고시조 영어 번역 양상을 고찰한다. 내용을 충실히 번역하면서도 가능한
한 형식적 요소까지 함께 번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번역이다. 시조 번역은 자유
시의 경우보다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시조 번역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시의 번역
조건에 하나의 요소가 더하여진다. 시조 고유의 형식적 특성을 번역을 통해 어느 정
도까지 살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바람직한
시조 번역 텍스트를 찾아보기 위하여 고시조 번역에 관한 다양한 번역 담론과 번역
의 실제 사례를 고찰한다. 고시조 영어 번역의 경우 내용과 이미지의 번역에 있어서
는 대체로 무난한 번역본을 다수 발견할 수 있으나 시조의 형식적 특징까지 번역 텍

*

평택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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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에 드러나도록 유념한 경우는 드문 편이다.
강용흘은 시조 번역의 선구자격 인물이라 할 수 있으나 시조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둔 번역 텍스트를 보였다. 케빈 오룩과 데이비드 맥켄의 경우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음악성이 감지될 수 있도록 배치하면서 시조의 행 배열에 있어서도
시조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하는 번역 텍스트를 보여준다. 다양한 고시조 번역의 양상
을 고찰하고 그 공과를 검토하는 것은 시조 번역의 틀을 확립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번역에 우선하여 시조 형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번역을 위한 선결 과제이다. 또한 역으로 시조의 특징을 잘 살린 번역 텍스트를 검토
함으로써 시조의 고유한 특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주제어 : 시조, 고시조, 영어 번역, 번역, 강용흘, 데이비드 맥켄, 케빈 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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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지구화 시대에 번역, 그 중에서도 특히 문학 번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문학 번역에 있어서 번역자는 기본적으로 원전에 충실하게 번역
해야 한다. 원전의 주제나 의미, 그리고 문화적 정황까지 충실하게 전달하려
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번역된 텍스트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적 완성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전의 내용과 특징을 잘
전달하면서도 번역본 또한 원전에 가까운 미학적 구조를 지녀야 하고 독자
적인 특성을 드러내어야 한다. 문제는 번역본에서 양자가 조화롭게 병존하
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원전에의 충실성이 더 중요하냐 번역물의
가독성이 더 강조되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번역의 논쟁점이 되곤 한다. 풀러
(Fuller, Frederick)는 “번역자는 원전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까지도 비슷하게 하

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풀러, 1984: 61, 유영난 13). 반웰(Barnwell,
Katharine) 또한 번역자의 임무는 사실적인 정보뿐 아니라 원전과 비슷한 감흥

을 느낄 수 있게 번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뜻의 단어라도 두 언어에서
쓰이는 폭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반웰, 1980:64, 유영난
23). 그러므로 번역자는 번역 텍스트의 맥락을 잘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단어

를 찾아 번역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웰과 풀러가 주장한 바와 같이 문학
번역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내용과 형식의 양면에서 원전에 근접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학 장르 내에서는 소설보다 시의 번역에 있어서
충족시켜야 할 까다로운 조건들이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소설 번역에
서도 내용과 함께 원작의 문체까지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1 그러나 시에
1

문학 작품은 가장 세련된 언어 구사의 결정체이고 문학 번역은 최고난도의 번역이기 때문에
문학 번역에는 번역 불가능한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소설 번역의 경우를 예로 들 때 방언의
번역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주 없이는 그 문화적 의미 전달이 불가능한 번역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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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내용, 이미지, 어조와 함께 언어 자체의 리듬감 등도 훼손하지 않도
록 번역해야 한다. 더구나 시의 어휘는 기본적으로 애매성(ambiguity)을 지니
는 경우가 많으므로 번역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더욱 많다. 번역을 통하
여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고 주장하
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유영난은 “좋은 번역자가 되려면 언어지식도 필요하고 문학 번역인 경우
문학적인 감수성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14). 번역자가 번역 대상
물의 언어에 능숙해야 할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감수성도 지니고 있어야 한
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문학 작품의 번역은 단순하고 실용적인 문서를
번역하는 기술적 번역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문학번역가에게는 언어가
지니는 단순한 소통의 기능을 넘어서서 아이러니, 역설, 컨텍스트성등을 정
확히 파악하는 능력, 즉 문학 담론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훈련과정이
요구된다. 안질로티(Anzilotti)가 “언어적, 문화적, 수사학적 능력이 큰 사람이
한 번역일수록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안질로티
1983: 4, 유영난 13).

시는 가장 정교하고 세련된 언어로 빚어진 문학 작품이다. 어휘 하나 하나
가 높은 함축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시 텍스트는 매우 세심하고 정교한
분석의 자세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번역자가 원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때 좋은 번역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번역자는 이상적인 독자
인 동시에 작가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원작자만큼이나 빈틈없
이 원전을 읽어야 하고 작가로서 최소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유영난은 지적했다(13). 원작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그것을 효과
적으로 번역해 내는 작업에 선행해야 하는 일이다. 번역자가 번역 대상물을
선택하는 것부터가 일종의 비평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번역할만한
충분한 가치와 장점이 있음을 지각한다는 점, 그것은 바로 비평가의 첫 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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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것이다. 원작의 숨은 장점과 매력이 부각 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그 뒤를 이을 것인데 그 또한 비평가의 또 다른 덕목이다. 더 나아가 원전에
서 소략하게 처리되었거나 필요한 것이 결락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히
그 결핍을 보완하는 것도 번역가에게 요구되는 작업이라 볼 수 있다. 그 또한
비평가의 능력에 해당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바람직한 시조 번역의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시조의
영어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시조 번역의 경우에도 풀러가 주장한
바와 같이 내용을 충실히 번역하면서도 가능한 한 형식적 요소까지 함께
번역할 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조 번역은 매우 지난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소설이나 자유시는 세계인이 공유하는 문학 양식
이므로 형식 번역의 문제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 소설의 번역 과정에서 서구 소설이나 시 독자의 기준이나 기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그 이질적 요소를 그대로 둘 것인지 혹은 번역 과정에서
첨삭의 요소를 개입시켜 가독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2
시를 번역하는 일의 어려움은 전술한 바 있거니와 시조 번역은 자유시의
경우보다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시조 번역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시의
번역 조건에 하나의 요소가 더하여진다. 시조 고유의 형식적 특성을 번역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살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더 나아가 현대 시조의
번역은 고시조의 경우보다 더욱 고려할 요소가 많고 따라서 어렵다고 볼
수 있다.3 현대 시조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이미지와 음악성을 모두 살리는
것이 바람직한 번역의 모델이기는 하나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
2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어 번역본에 대한 김인규의 논문은 번역자가 지나치게 첨삭을 하여 원전
과 달라진 부분들을 자세히 분석하여 보여준다. 채식주의자에 대한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본을
두고 일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번역자의 문체에 의하여 원전보다 미려하게 번역된 바를 보여

3

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원전에의 충실성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자세한 것은 김인규를 참고할 것.
고시조 번역과 현대 시조 번역에 대한 대조적 검토는 박진임, 2007 논문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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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4 따라서 음악성과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한 요소를 희생시키는 번역이 불가피할 경우가 많다. 텍스트
의 핵심적 요소가 이미지나 전언에 있는지 음악성에 있는지를 살펴 판단한
다음에 그 핵심적인 요소를 취하고 부차적인 요소를 버리는 것이 현실적인
번역 방안이다. 본고에서는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바람직한 시조 번역 텍스
트를 찾아보기 위하여 고시조 번역에 관한 다양한 번역 담론과 번역의 실제
사례를 고찰한다.

2. 시조 영어 번역 방법론 검토
시조는 한국의 고유한 정형시 양식으로서 3행의 단시조를 그 원형으로
삼는다. 민족 고유의 정형시형이라는 점과 간결하다는 점이 특징인 까닭에
시조는 일본의 하이쿠와 연관되어 세계에 소개되기도 한다.5 본고에서는 바
람직한 시조 번역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시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번역 텍스트를 살
펴보기에 앞서 시조 번역 방법론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시조 번역
방안을 제시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대시의 경우 번역의 어려움은 시조보다는 덜한 편이
다. 내용을 충실히 번역하면서 텍스트의 이미지를 적절히 재현하고 언어의
내재적 음악성을 감지하여 그 등가물을 목적어에서 찾아 대입한다면 훌륭한
번역물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시조의 경우, 가능한 한 시조의 형식이
4

박진임 비교문학과 텍스트의 국적, 34쪽의 김기태 시조 번역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텍스트의

5

리듬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미지와 내용의 일부를 삭제한 경우를 보여준다.
미국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East Carolina University)의 시조 세미나 포스터에는 시조를 한국의
하이쿠라고 소개한 문구가 있다. 자세한 것은 박진임 두겹의 언어, 13쪽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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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형식의 번역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상술하겠지만 고시조의 경우 형식이 단순하고 시상도
간결하고 단순한 텍스트가 주를 이룬다. 그러므로 고시조 번역은 현대 시조
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할 수 있다.6
시조 번역의 문제는 내용상 원전에 충실한 번역물을 도출하는 데에 한정
되지 않는다. 시조 형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형식을 적절히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또한 모색해야 한다. 시조가 정형시이므로 번역에
있어서 형식의 번역 문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
고 시조 형식에 대한 적절한 번역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는 시조 형식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느냐 하는 원론적인 문제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
야 한다. 역으로 다양한 시조 번역본을 검토하는 것은 시조 형식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구실도 할 수 있다. 번역본에 반영된 시조 형식
이해의 공통 요소들을 추출하면 번역자들이 시조 형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중 공통된 요소를 추리면 시조의 형식을 보다 적절하
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에서 시조 형식의 특징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원전의 음악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번역 텍스트에서도 그 음악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이다. 그리고 시조의 음악적 요소는 다름이 아니라 비슷한 음절수로 이루어
진 어휘들을 원전의 율마디에 맞게 배치함으로써 경쾌한 느낌을 갖도록 하
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구조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
에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린다 수 박(Linda Sue Park)이 제시한 ‘강세’
개념에 따라 강세가 들어간 음절만을 음절 수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6

고시조가 현대시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한 시상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번역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본들이 존재한다. 단순해 보이는 고시조라고 해도 번역가의 다양한 시각에 따라 텍스트
는 사뭇 다르게 이해되고 전달될 수 있다. 황진이 시조의 여러 번역본을 검토해보면 그 점이
분명해진다. 황진이 시조의 영어 프랑스어 번역본에 대해서는 박진임, 2020 논문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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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방법이라고 본다.7
종장의 첫 3음절이 시조의 핵심적 요소이고 번역에 있어서도 그 3음절에
유의하여 번역함으로써 시조의 형식성을 적절히 살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
다. 조태성의 경우 종장의 첫 3음절은 대부분 상투어에 해당하므로 그 점이
시조 번역의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조 종장의 첫 구에 나타
나는 “투어”에 주목하여 그것을 보존할 것을 제안한다. 조태성은 투어를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투어란 일반적으로 시조에서 종장 첫 음보에 위치한 시어를 가리키며, 그것
이 이미 상투어화 되었다는 것을 전제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의 시조문학적 가
치에 대한 논의를 접어두고라도 그것이 시조를 시조답게 만드는 필수 요소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가 되었다. 형식적 측면에서든 내용적 측면에서든 그것이
종장의 첫 음보로 자리잡음으로써 시조는 비로소 시조다워진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적어도 ‘투어’로 인정할 수 있는 범주의 종장 첫 음보는 번역상 정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207).

조태성의 논리는 ‘상투어’가 시조의 핵심적 요소라는 것인데 논자는 그
주장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그 논리대로라면 시조는 문학의 한 장르이기
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모든 예술은 익숙해진 것, 즉 상투성을 극복하고
창의성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문학도 예외가 아니다. 언어 예술에
서 상투어, 즉 클리셰cliché를 강조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더구나 조태
성은 시조 종장 첫 구가 시조 형식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으며 현대시조가
이를 잘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이에 대해서는 박진임, 2020 논문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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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투어가 시조를 넘어 한국 고시가 전반에 나타나는 전통 형식의 계승이었
는지의 여부를 떠나 시조의 형식적 성격과 내용적 구성 방식을 가장 적실히
드러내어 주는 구실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투어의 활용은 시조의
번역에 앞서 창작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현대시조의 창작에 있어서만큼은 투어의 활용이 반드시 계승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208∼9).

고시조에서 상투어가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김
동준의 연구결과가 그 점을 보여준다.

그 중 (청구영언의 580수, 시조유취의 1405수 중: 논자 주) 시조유취의 경우
“총 1405수에서 10회 이상 쓰인 것이 539수이고 최다빈도가 ‘아마도’의 114회,
최소빈도가 ‘지금에’ ‘다만지’ ‘이몸이’의 10회이다(90).

조사 대상이 된 시조 작품의 3분의 1에서 상투어의 반복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듯 고시조에 상투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사실
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상투어가 지배적으로 등장했다고 해서
상투어의 사용이 고시조의 규범이었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상투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훌륭한 고시조로 평가받은 작품들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
다. 계랑의 시조 종장에 등장하는 “천리에” 황진이의 “명월이” “님 오신”
성혼의 “그 안에” 등만 들어도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상투어가
빈번히 사용되었다는 것은 창작자의 어휘력 빈곤을 노정하는 사실이라 볼
수 있다. 고시조 창작인 중에는 문학적 감수성은 부족하고 교술적인 주제를
다룬 시인이 많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논자는 고시조에 빈번하게 상투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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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사실에 대한 원인 분석은 달리한다. 상투어는 그것을 뒤따르는 5-8
음절의 시어가 그 의미를 극대화하는 데 동원되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본다.
즉, 결론과 교훈이 곧 등장할 것이므로 독자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신호로 ‘투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본다. 의미가 거의 없
거나 누구나 발화할 수 있는 상투어를 두어 일종의 숨쉬기 혹은 숨 돌리기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시조의 형식에서 가장
유의미하지 못한 요소가 바로 그 도입 부분이라고 본다. 종장의 도입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감탄사와 상투적인 반복 어휘는 시상의 전개에 있어서 일
종의 빈 간, 즉 휴지를 드러내는 요소인 것이다. 부연하자면, 시조가 45자
내외의 어휘를 배치하여 그 제한된 어휘 속에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집약
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문학 양식인 까닭에 일종의 ‘숨쉬기’를 위한 창구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럴 때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것이 ‘허사’에
해당하는 ‘상투어’ 혹은 ‘투어’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시조의 번역에
서 그 투어가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간주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상투어의 존재가 고시조의 필수 요건이라거나 고시조의 문학성을
드높이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조태성의 주장에서 논자가 동의하는 점은 “시조를 시조답게 번역
하기 위해서 —번역된 작품이 시조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곡창의 노랫말 배열 방식이었던 5행의 방식을 차용해야 할 것이다”라는
주장이다(218). 이 점은 이후 상술할 바와 같이 케빈 오룩(Kevin O’Rouke)의 주
장과도 일치하는 바이다.
본고에서는 시조의 형식적 특징을 “투어”와 같은 특정 요소에서 찾기보다
는 텍스트에 포함된 어휘들의 특징과 그 어휘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하
는 데에서 발생하는 음악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시
조 형식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여러 가지 시각에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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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물을 종합하여 시조 형식의 문제를 간단히 요약
하자면 다음과 같다.

시조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음수율론과 음보율론으로 나누어진
다. 음수율 논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조윤제로 보인다. 조윤제는 한국 시가의
음보가 3.4조 또는 4.4조를 기본 단위로 하는 자수율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정병욱 또한 조윤제의 논의를 이어 받아 3.4조와 4.4조를 가장 보편적이고 규범
적인 것으로 제시한다(정병욱, 19∼20). 율마디에 대해서는 논자들은 한결같이
4율마디가 시조의 특징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이능우, 조창환, 성기옥, 김학성
등은 더 나아가 시조 형식 내부의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불균등
4 율마디론을 주장한다. 초, 중장과 종장은 근원적으로는 다른 구조를 지닌 것
이며 시조 형식은 이러한 차이를 변증법적으로 봉합하여 더욱 정밀한 시형식으
로 발전한 것이라고 본다. 특히 김학성은 시조는 초장과 중장에서는 4음 4보격
으로 반복의 미감을 살리고 종장에서는 변화를 주어 변형 4음보격을 보여줌으
로써 ‘전환’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조 3장 구조는 ‘반복－전환’의
미적 구조라고 본다(김학성, 118∼9).8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시조 번역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가능한 한 3행에서 원전의 ‘율마디’가 지닌 리듬감이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종장의 번역에는 특히 주의하여 종장에서 반전의 요소가 분명히 드러
나게 해야 한다. 셋째, 종장의 도입 부분에서 감탄사나 명령어 등이 전환의
신호로 등장하면 번역에서도 그 점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야 한다. 넷째,
원작에서 반복되는 어휘가 있거나 리듬감이 느껴지게 하는 다른 요소가 있
다면 그 점을 잘 재현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논자는 충돌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원 텍스트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리기 위한 번역자의 선택이 필요하
8

박진임 2007 논문 161∼2쪽에서 재인용. 보다 자세한 것은 박진임과 김학성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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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시조 번역의 다섯 번째 조건으로 들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미지
나 사상, 그리고 시조의 형식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 중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원작의 핵심이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번역자가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내용이나 이미지를 충실하게 전달할 것인
지 아니면 그 일부를 생략하더라도 시조의 형식적 특징을 살려서 음악성을
전달할 것인지는 번역가가 판단할 몫이다. 부연하거니와 굳이 일부 요소를
희생하지 않고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하는 번역 텍스트에 이를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번역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매우 어렵다. 그 점은 현대 시조
와 고시조 번역 모두에 해당한다.

3. 고시조 영어 번역 양상 ― 강용흘(Younghill Kang),

케빈 오룩(Kevin O’Rouke),

데이비드 맥켄(David McCann)의 경우

이제 이상에서 요약해 본 바를 바탕으로 하여 시조 번역의 실제를 살펴보
자. 다양한 시조 번역본들은 시조의 형식적 특징에 대하여 각각의 번역자가
이해한 바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번역본의 형식적 특징을 검토하여 역으로
시조의 형식적 특질을 파악하고 시조의 정체성을 재규명할 수 있다. 먼저
성혼 시조의 경우를 들자면 강용흘과 케빈 오룩등이 번역한 바 있다. 원전과
함께 다양한 번역본을 살펴보자. 먼저 뺷청구영언뺸에 수록된 원전과 함께 강
용흘의 영문 소설 뺷초당(The Grass Roof )뺸에 수록된 강용흘의 번역본을 보자.

말업슨 청산이오, 태업슨 유쉬로다.
갑업슨 청풍이오, 임자압슨 명월이라
이 중에 병업슨 이 몸이 분별업시 늙으리라(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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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ains are green, sans words;
Brooks run, sans etiquette, down;
Winds are clear, sans being sold;
The moon is bright, sans being owned.
Sans sickness, with them I dwell;
Sans thought of age, I grow old.

강용흘은 뺷초당뺸에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한시, 그리고 수십 편의 시조
를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뺷초당뺸이 미국 문학의 중요한 텍스트로 인정받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강용흘이 보여준 사상의 우수성과 문체의 힘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산문 문체의 풍취를 드높이는 데에 번역을 통하
여 삽입된 한국의 전통 시가가 큰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강용흘의 경우 나름대로 시조의 형식까지 번역본에 드러나
도록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3장 6구의 형식으로 시조 형식을 이해하고
영어 번역 또한 그 형식에 부합하도록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강용흘의 특징
은 프랑스어 표현을 텍스트에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sans etiquette”등의 경
우를 예로 들 수 있다.9 그러므로 강용흘 번역본의 경우, 문체에까지 주의를
기울인 번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유영난의 표현대로 “비슷한 의미,
의도, 문체를 목표어로 재현시키는 작업”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11면).
“without pretense”라는 영어로 표현했을 때보다 “sans etiquette”라는 프랑스
어 표현이 개재되어 시조의 ‘시조적 특성’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용흘의 그런 의도와 시도가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시의 리듬감이나 텍스트의 완결도를 살펴
볼 때 원전의 음악성이 약화된 면이 있고 말놀이(jeu de mots)의 특성이 잘 드러
9

강용흘 번역 텍스트에 대한 자세한 것은 박진임, 두겹의 언어 42~51쪽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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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기 때문이다.
케빈 오룩(Kevin O’Rouke)의 경우, 그는 독자적인 시조 형식론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번역가이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고시조의 형식적 특성을
번역 텍스트에 구현하고 있다. 오룩은 고시조가 기록된 바를 직접 검토한
결과 현재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은 3장 6구씩 배열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라 시조의 행을 배열함에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달리
없었으므로 시조의 내적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행을 배열해야 한다고 본
다. 그리하여 그는 5행 배열을 원칙으로 삼는다. 특히 그중 4행에 유의하여
감탄사등으로 구성된 짧은 구절을 4행에 단독으로 배치한다. 결과적으로 오
룩의 번역 텍스트는 번역가가 종장의 도입 부분에 특히 유념하여 번역하였
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오룩의 시조 번역본은 거의 예외 없이 5행 배열
방식을 보여준다. 위에 든 성혼 시조의 오룩 번역본을 보자.

Wordless the blue mountains,
formless the flowing waters;
priceless the fresh breeze, ownerless the bright moon.
Amid all this,
free of sickness, I shall grow gracefully old.
(O'Rouke 2002, 63쪽)

종장의 첫 3음절, “이 중에”를 “Amid all this”로 번역한 것은 내용과 형식
상 탁월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혼 시조 전편을 통하여 일관되게
반복하여 등장하는 “없는”이라는 표현을 “-less”로 번역해 나가다가 종장에
서만 그 반복성을 파기해버리는 것은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원
텍스트의 텍스트성이 온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성혼 시조가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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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음악성을 재현하는 데에는 미달한다고 볼 수 있다.
박진임 번역본은 동일한 음가의 반복을 통해 감지되는 음악성을 드러내
기 위해 반복되는 요소인 “없는”을 번역을 통하여 살리고자 한 시도의 결과
물이다.

Speechless is the green mountain,
Shapeless is the running river,
Chargeless is the fresh wind,
Ownerless is the bright moon.
Achless and mindless in all these
Do I hope to grow old.10

강용흘이 번역한 시조 텍스트들을 계속 살펴보자. 성혼 시조 번역에서는
강용흘은 시조 형식이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번역하고자 했고 그 시도가
대체로 성공적으로 드러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시조 번역
본에서는 강용흘이 시조 형식의 번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형식보다는 내용에 충실하게 번역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 절로 물 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Green mountains are natural, natural,
Blue water is natural, natural!
Natural mountains, natural streams,
10

박진임 비교문학과 텍스트의 국적,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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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ains above me, rivers around me,
(I too am natural, natural!)
Here where a natural body was grown,
Even old age will be natural, natural!

위의 경우 괄호 속의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면 여전히 3장 6구 형식까지
번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나도 절로”는 사실상 위 시조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제외하게 되면 원전의 특징이 훼손될 수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괄호로 시행을 처리한 것은 시조 형식의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바람직한 결과물로 보기 어렵다. 시의 텍스트에서 괄호라는 부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완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 초장에서
“청산”과 “녹수”라는 어휘를 통해 ‘푸른 산(green mountains)’과 ‘푸른 물(blue
water)’이 충분히 묘사되어 있고 중장에서는 그 “청산”과 “녹수”가 단순화되

어 “산”, “물”, “산수”라는 축약된 형태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중장의 번역에
서 강조되어 마땅한 것이 바로 “나도 절로” 구절이라 할 수 있다. 강용흘이
구현한 “Mountains above me, rivers around me”는 번역자가 원문에 없는
요소를 첨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구하고 나름대로의 음악성을 추구한 결과라
고 볼 수 있는 구절이다. 그와 같은 ‘첨가’가 바람직한 번역의 모델에 해당한
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더욱 문제적인 것은 원전에서 단순화된 바가 번역에
서는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장은 “In between the mountains
and waters, I too am natural, natural”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Mountains above me, rivers around me”를 삭제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이미 “Natural mountains, natural streams”라는 표현이 존재하므로 “산수간
에”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략되더라도 독자는 자연스럽게 “I too am natural,
natural”의 시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번역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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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강용흘의 경우 소설 문체의 우수성과는 대조적으로
시어에 대한 감수성은 부족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의 번역 양상을 살펴
볼 때 그가 언어의 음악성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용흘이 번역한 시조 한 편을 더 살펴보자. 다음 시조의 번역본은 강용흘
이 시조 형식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번역하였음을 보여준다. 장
문평 한글 번역의 뺷초당뺸에 등장하는 원전과 강용흘의 영문 소설 뺷초당뺸의
5장에 삽입된 번역본을 함께 살펴보자.
꽃이 진다 하여 슬퍼마라!
바람에 흩날리니 꽃의 탓 아니로다.
가노라 휘젓는 봄을 새와 무삼하리오.
(74쪽)11
Birds, oh birds, don’t grieve for fallen flowers!
Flowers are helpless when the winds assault.
If the Spring too swiftly vanishes,
Is it a bird’s fault?

위의 번역 텍스트에서는 강용흘의 다른 시조 번역본에서 보이던 4 율마디
의 음악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의미의 전달에 치중하여 휴지(caesura)를 통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각 장의 균등한 어휘수 배치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가노라 휘젓는 봄을 새와 무삼하리오” 종장에 이르면
11

강용흘의 영문 소설에 삽입된 시조를 장문평이 다시 번역한 바이다. 청구영언 수록본을 위
시하여 보편적으로 알려진 시조 원전은 장문평 번역본과는 초장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꽃이 진다고 새들아 슬퍼마라!/ 바람에 휘날리는 것은 꽃의 탓 아니로다./ 가노라 휘젓는
봄을 새와 무삼하리오.” 정병욱 편저, 시조문학사전에 수록된 바는 다음과 같다. “꽃이 진다
하고 새들아 슬허마라/바람에 흩날리니 꽃의 탓 아니로다/가노라 희짓는 봄을 새와 무슴하리오”
(정병욱,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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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가로서의 강용흘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텍스트 의
미 파악에서 그가 오류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봄이 떠나느라 바람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것을 안타까와 한다고 무엇하겠
느냐?”의 의미로 해석될 구절인데 강용흘이 이해한 바는 “봄이 너무 빨리
가버리면 그것이 새의 잘못이겠느냐?”로 드러나 있다.
강용흘은 그 밖에도 작자 미상의 시조를 번역하여 소설에 수록했다. 다음
시조 번역본 또한 의미 전달에 치중하여 시조의 형식성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번역 텍스트에 해당한다.
In a grass roof idly I lay
a kumoonko for a pillow:
I wanted to see in my dreams
Kings of Utopian ages:
But the faint sounds came to my door
Of fishers’ flutes far away,
Breaking my sleep…

12

위에서도 대체로는 4 율마디에 의해 드러나곤 하는 시조 특유의 음악성이
번역에서도 잘 실현된 편이다. 그러나 종장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음악성이 상실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음악성은 생략과 함축을 통하여
일정 수준까지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그러므로 종합적으
로 살피자면 강용흘은 시조의 내용과 이미지를 번역을 통해서 대체로 잘
재현하고 있으나 시조 형식의 번역까지 시도해 보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에 한국적 정서를 담은 문학 텍스트를 창

12

정병욱, 2110쪽에 나타난 시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초당에 일이 없어 거문고를 베고 누워/
태평성대를 꿈에나 보려터니/문전에 수성어적이 잠든날을 깨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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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함으로써 미국 문화계에 한국 문화의 특징을 전파한 소설가가 강용흘이
다. 강용흘의 문학사적 성취에는 텍스트에 삽입된 번역 시조가 큰 역할을
담당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소설 속에서 전개되는 정황이나 인물의 내면
에 적절히 부응하는 시가 등장하여 정서를 고조시키면서 시적인 소설 텍스
트를 이루어내기 때문이다. 요컨대 강용흘은 소설가이면서 동시에 한국 문
학 영어 번역사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소설 속의 삽입
시 형태로 한국의 전통 시를 번역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시조의 영어 번역에 공헌한 이로 데이비드 맥켄(McCann, David)을
들 수 있다. 그는 케빈 오룩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조의 형식성을 번역 과정에
서 살리고자 한 번역자로 볼 수 있다. 그는 3장 6구라는 보편화된 방식으로
시조 형식을 번역에서 재현했다. 강용흘과는 달리 음악성을 잃지 않고 번역할
수 있는 텍스트를 주로 선택하여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균등 4
율마디라는 음악적 요소가 번역 시조의 형식성 속에 잘 구현되고 있는 텍스트
를 보여준다. 다음에 드는 황진이 시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Dear blue stream, don’t boast so loud
of your passing through these green hills.
Though your way runs swiftly down to the sea
there is no such easy return
While the bright moon floods these lonely hills
why not pause? Then go on, if you will.13
13

McCann 1988, 117 쪽. 맥켄 번역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박진임 2020 논문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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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이의 엇시조를 영역함에 있어서도 데이비드 맥켄은 균등 4 율마디의
음악성을 잘 재현한 텍스트를 보여준다.

어져,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이시랴 하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Alas, what have I done?
Didn’t I know how I would yearn?
Had I but bid him stay,
how could he have gone? But stubborn
I sent him away,
and now such longing learn!
(McCann 1988, 22쪽)

맥켄의 번역 텍스트에서는 균등한 4 율마디를 갖춘 3개의 장이 영어를
통해 구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린다 수 박의 제안대로 강세를 가진 음절을
헤아릴 때에도 한국어의 음절수에서와 유사하게 45음절 정도를 크게 벗어나
지 않는 범위에서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용흘의 번역 텍스
트가 의미의 전달에 주력하였으나 시조 형식에 의해 생겨나는 음악적 요소를
구현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에 반해 시조 번역의 양상에서 발전적 변화
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케빈 오룩의 경우처럼 5행으로 시조를 번역하
는 것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번역상의 실험이라 할 수 있다. 행의 배치라는 형식성을 통하여 시조의
요체가 종장이라는 점을 직접적이고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조태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종장의 전환구는 시조 텍스트 내에서 매우 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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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전환구는 텍스트에서 시적 화자가 주제에 해당
하는 전언을 전달하기 직전, 곧 주제가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는 기능을 지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오룩의 모범을 따라 번역시의 행 배치를 하게
되면 독립된 전환구를 통해 시조의 특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종장
전환구에 독립적인 한 행을 허용할 때 시조 종장의 중요성이 선명하게 부각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룩과 맥켄의 번역 텍
스트는 현존하는 고시조 번역 텍스트 중 바람직한 번역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시조 번역의 경우에도 참고가 될만한 텍스트이다.

4. 결론
번역된 문학 작품은 독자적인 한 편의 문학 작품처럼 읽힐 수 있어야 한
다. 그럴 때에만 그 번역은 성공적인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시조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시 말해 시조의 형식적 특징을 살리면서 시조의 내적 속성
을 살릴 수 있는 번역이란 그 자체로 한 편의 외국어 시조로 존재할 수 있어
야 하는 것이다. 고시조 번역 양상을 살펴 각 번역 텍스트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서 도출된 결론은 현대 시조의 번역에 있어서도 활용해
볼 수 있다. 성공적인 번역 텍스트의 예는 원전의 내용에도 충실할뿐더러
원전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도 훼손되지 않게 재현하고 더 나아가 형식적
특징까지도 드러나게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시조 영어 번역의 경우 내용과 이미지의 번역에 있어서는 대체로 무난
한 번역본을 다수 발견할 수 있으나 시조의 형식적 특징까지 번역 텍스트에
드러나도록 유념한 경우는 드문 편이다. 강용흘은 시조 번역의 선구자격 인
물이라 할 수 있으나 시조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둔 번역 텍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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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케빈 오룩과 데이비드 맥켄의 경우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음악
성이 감지될 수 있도록 배치하면서 행을 형성하는 번역 텍스트를 보여준다.
시조 형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바람직한 번역을 위한 선결 과제이다. 또한
시조의 특징을 잘 살린 번역 텍스트를 검토함으로써 시조의 고유한 특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현존하는 고시조 번역의 텍스
트는 다양하다. 그 번역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앞으로의 시조 번역
에 활용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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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classic Shijo poetry into English
Park, Jin-im | Pyeong-taek

University

Shijo is a uniquely Korean poetry, which is considered roughly equivalent to Japanese
Haiku in the West. This paper examines the ways classic Shijo has been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the purpose of finding out desirable ways of its translation. Based upon notions
of diverse scholars of translation, this paper argues that both its form and content should
be equally considered when one attempts to translate Shijo poems. Concerning the form,
some argue that Shijo’s essence lies in the proportionate laying out of syllables so that the
musicality of its language can be transmitted whereas others believe that the third line plays
the most significant role in the entire shijo poem.
This paper examines Shijo texts in English translation by Younghill Kang, Kevin
O’rouke and David McCann and concludes that O’rouke and McCann’s approaches should
be recognized as examplary in terms of translation. The two both succeed in rendering the
formalistic specificity of Shijo as well as its content in translation. The findings of this paper
can be also applied to the translation of modern Shijo.

Key words : Sijo, Shijo, Classic Shijo, Translation, Younghill Kang, Kevin O'Rouke,
David McC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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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하지 못한 자들의 사회
채만식 그리고 용서와 공동체
서희원*
43

1. 친일, 용서할 수 없는
2. 분노와 무질서, 그리고 두려움
3. ‘참회’라는 치욕, 그리고 용서
4.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회

| 국문초록 |

「민족의 죄인」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텍스트에 기술된 ‘나’의 회고가 민족에게
사죄를 표하는 진정한 반성인지, 아니면 자기변명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이분법적
인 구분에 중점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에 의거한 연구의 지속은 의미
있는 담론을 생산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만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논쟁의 연속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채만식은 「민족의 죄인」이란 단편을 통해 스스로 밝힌 것처럼 ‘반민족행위자’이
다. 채만식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고 솔직히 시인하였다. 그렇기에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과의 다음 단계인 ‘용서’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
는 「민족의 죄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읽기를 통해 태평양전쟁 시기와 해방기를 살
아간 인간들의 정념, 그중에서도 분노를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분노는 반민족행

*

동국대학교 강의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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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를 향해, 그리고 속죄하거나 용서받을 수 없다는 반민족행위자들의 앙갚음을 이
해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사유될 수 있는 정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용서’라는 사회
적 화해의 개념을 통해 채만식을 한 번 더 사유하려는 과정을 진행한다.

주제어 : 채만식, 민족의 죄인, 친일반민족행위자, 고백, 분노, 용서, 공동체,

아이스퀼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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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일, 용서할 수 없는
채만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그에 대한 표준적 이해를 먼저 살펴
보자.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렇듯이 그에 대한 표준적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문학 전문가들이 작성한 텍스트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나 판단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의 교육에 활용되는 서적이나 언론 ―때론 자극적이고, 대중의 나쁜
취향을 호도하는― 의 뉴스나 평가, 그리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
는 정보가 될 것이다. 그중 일반 대중의 접근성이나 노출도를 고려하자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표준’이라는 의미에 제일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러 포털 사이트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네이버>에 ‘채만식’을
검색하면, <근현대사 인물>이라는 항목으로 두 개의 설명이 대표적으로 이
용자에게 제공된다. 하나는 권영민의 뺷한국현대문학대사전뺸1이고, 다른 하
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작한 뺷한국민족문화대백과뺸2이다. 뺷한국현대
문학대사전뺸에서 ‘채만식’을 설명하는 평가의 ‘요약’은 작가로서의 특징에
해당한다. “채만식의 소설은 계급적 관념의 현실 인식 감각과 전래의 구전문
학 형식을 오늘에 되살리는 특유한 진술 형식(을) 창조하였다.” 저자인 권영
민은 채만식의 전기적 약력에 의거하여 출생에서부터 성장, 그리고 사망까
지를 기술한다. 주의 깊게 볼 것은 채만식의 친일을 논하는 방식인데, 그는
1

<네이버>에서 제공되고 있는 한국현대문학대사전은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2004년에 출간되

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3953&cid=41708&categoryId=41737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작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채만식’ 항목은 1995년 이주형에 의해 집필
이 되었고, 2016년 성주현에 의해 지금의 설명으로 개정되었다고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1995년

었다. <네이버_한국현대문학대사전_채만식> 2020년 11월 20일 접속.

이주형의 해설과 2016년 성주현의 개정이 어떠한 구체적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없다. 필자에 대한 소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열람이 가능하다.
<네이버_한국민족문화대백과_채만식> 2020년 11월 20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3953&cid=41708&categoryId=4173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_채만식> 2020년 11월 20일 접속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채만식&ridx=0&tot=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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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1936년, 인용자) 태평양전쟁 말기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작가적
존재 방식을 추구해갔던 채만식은 그런 만큼 많은 소설적 결실과 함께 친일
부역작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며 이러한 궤적은 「민족의 죄인」(1948)
을 통해 엿볼 수 있다”고 쓴다. “작가적 존재 방식을 추구”, “소설적 결실”,
“친일부역작가라는 오명”이 별다른 설명 없이 연결되어 있기에 일제 말기에
글을 쓴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친일이라는 반민족적 행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를 주는 설명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친일부역작가”라는 표현
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일협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주의를 기
울이고 있지 않다.
뺷한국민족문화대백과뺸의 설명은 채만식의 문학적 업적과 함께 친일반민
족행위자라는 판단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뺷한국현대문학대사전뺸의 설명을
읽은 후 뺷한국민족문화대백과뺸를 열람하게 된다면 한국이라는 공동체 내에
서, 완전히 상반된다고 말할 순 없지만, 서로 합의할 수 없는 판단이 채만식
이라는 작가에게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 뺷한국민
족문화대백과뺸에서 제공하는 요약적 설명 중 흥미로운 것은 ‘성격’이라는
항목인데, 여기에서 채만식이란 인물의 캐릭터는 “소설가, 극작가, 친일반민
족행위자”로 요약된다. 이는 채만식의 삶이 “작가”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두 좌표 사이에서 길항하고 있다는, 아니면 문학적 평가와 민족적 평가로
엄격히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보여준다. 뺷한국민족문화대백과뺸
의 또 다른 특징은 채만식의 <생애와 활동사항>을 기술하는 항목에서 1945
년부터 그가 사망한 1950년까지가 ‘거의’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생애’에서 이 시기는 “1945년 임피로 낙향했다가 다음해 이리로 옮겨 1950
년 그곳에서 폐결핵으로 사망했다”3고 되어 있고, 해방 후에 발표한 작품으
3

이 부분은 채만식의 연보와도 맞지 않는다. 채만식전집 10권, (창작과비평사, 1989, 602; 603쪽)
에 수록된 연보에 따르자면, 채만식은 1945년 “4월 향리인 전북 임피로 하향”하여 해방을 맞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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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맹순사」(1946)”와 “「미스터 방」(1946)”이 제시되어 있지만, 활동에 대
한 설명은 1944년 ―“1942년 조선문인협회가 주관한 순국영령방문행사에
참석하고, 그 결과로 뺷춘추뺸 등에 발표한 산문과 1943∼1944년에 뺷매일신
보뺸 등에 발표한 산문과 소설을 통해 징병, 지원병을 선전, 선동했다. 또한
1943∼1944년에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주관하는 예술부문 관계자 연성회, 보
도특별정신대, 생산지 증산 위문 파견 등 친일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으로
끝난다.
채만식의 생애와 문학적 업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해방기’라는 시기가
갖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4 채만식은 이 시기에 친일문학인 중 유일하
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의 ‘반성’과 ‘자기 평가’를 통렬하게 담아내고 있는
「민족의 죄인」(1948)을 썼고, 「역로」(1946), 「도야지」(1948), 「낙조」(1948) 등을
통해 해방기의 혼란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기회주의자들의 득세에 대한 신
랄한 풍자를 실행하였다. 또한 채만식 사후 유작으로 발표된 「소년은 자란
다」(1949) 등은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과 풍자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하
지만 뺷한국민족문화대백과뺸 ‘채만식’ 항목에 그의 해방기 활동에 대한 설명
이나 「민족의 죄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를 알려준다
고 생각한다. 하나는 뺷한국민족문화대백과뺸가 의미 있는 사전적 설명으로
유통되는, 민족이란 공동체를 중심에 놓는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 해방 후
채만식이 행한 자기 반성과 사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학적 활동 등이 그의

4

고, “해방 후 서울”로 이주,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다가, 1949년 “이리시 주현동으로 이거”, 1950년
“봄에 이리시 마동 269번지”로 이사 후 6월 11일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채만식은 ‘해방기’에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한 작가 중 한명이고, 그의 반성과 사죄가 담긴 「민족의
죄인」을 비롯한 여러 작품이 다양한 의미에서 검토되었다. 2000년대 이후 발표된 채만식 연구의
상당부분은 ‘해방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박인성, 「채만식 해방기 소설의 아나크
로니즘 연구」, 현대소설연구 79, 2020; 박수빈, 「해방기 채만식 문학의 자기풍자와 시대감각
연구」, 현대소설연구 75, 2019; 류보선, 「해방 없는 해방과 귀향 없는 귀환－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 읽기」, 현대소설연구 49, 2012; 박상준, 「「민족의 죄인」과 고백의 전략, 해방기 채만식
소설세계와 관련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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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전 성과나 친일이라는 죄과에 비해 거론할 필요 없이 미흡하거나, 사과
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죄나 반성을 하였음
에도 여전히 채만식은 분명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이고, 그를 용서하거나 그
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어느 곳에서는 채만식
의 1939∼45년까지가 소략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어느 곳에서는 1945∼50
년까지가 생략되어 있다는 점은 채만식의 표준적 이해에서 읽을 수 있는
갈등과 충돌, 평가의 상반 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채만식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신의 글에 기술한 것처럼 “친일반민족행위
자”이다.5 이 글의 목적은 식민지 말기 채만식이 발표한 텍스트를 통해 그를
변호하고, 이를 이해할 만한 것으로 재인식하는 것에 맞춰져 있지 않다. 이
글은 먼저 해방 이후 채만식이 발표한 텍스트, 그중에서도 「민족의 죄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읽기를 통해 태평양전쟁 시기와 해방기를 살아간 한 인간의
정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채만식의 사죄와
반성의 의미 ―그것이 속칭 ‘악어의 눈물’인지, 아니면 진짜 눈물인지― 를 분석하
고, ‘용서’라는 사회적 화해의 개념을 통해 이를 한 번 더 사유하는 것이다.

2. 분노와 무질서, 그리고 두려움
고대부터 현재까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대표적 감정 중 하나는 분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문명은 분노를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5

채만식의 친일에 대해서는 그의 분명한 반성과 고백이 「민족의 죄인」이란 작품으로 발표가 되었
고, 채만식 친일의 내적 논리나 자발성, 인식 구조 등을 면밀히 살핀 논문들도 다수 발표가 되었다.
김재용, 「채만식－‘멸사봉공’을 통한 근대 초극」,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김재용, 「세계질
서의 위력과 주체 부재의 저항」,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문학과사상연구회편, 소명출판, 1999;
한수영, 「주체의 분열과 욕망－「냉동어」와 친일의 구조」,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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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소모적인 감정인 동시에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그릇된 열정으로
판단하며 이를 통제하고 제어할 것을 철학적으로, 법적으로, 문학적으로 설
파하였다.6 하지만 분노가 수호하는 사회적 정의나 개인적 윤리를 의미 있게
말하는 사유의 전통도, ‘분노의 억제’ 못지않게 중요하게 존속하고 있다. 분
노를 사회나 인간들 사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인과응보’의 시발점으
로 말하는 사람들은 “분노는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혹은 그 둘 모두에게 부
당행위가 발생했다는 신호로서, 그 잘못된 행위를 공표하겠다는 동기의 원
천으로서, 다른 사람의 공격 의욕을 꺾는 억제책”7이라 지칭한다.
분노에 담긴 이 상반된 견해와 파국적 충돌을 문학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작품 중 하나는 아이스퀼로스의 뺷오레스테이아뺸 3부작이다.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는 아가멤논은 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 자신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
물로 바치고, 아가멤논의 아내인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자신의 딸을 죽인 남
편에게 피의 복수를 실행한다. 또한 아가멤논의 딸 엘렉트라와 아들인 오레
스테스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어머니인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살해한다. 분
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복수심에 미쳐 날뛰는 인간들의 끝날 것 같지 않은
연쇄적 살육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3부작의 마지막인 「자비로운 여신들」인
데 여기서 아테나 여신은 죄를 추궁하고, 이에 대한 변론을 실행하는 조리
있는 언어와 다양한 증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 독립적이며 제3자적 입장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판사의 도입, 아테네 시민들 가운데 선발된 신뢰할 수
있는 배심원들을 통해 인류사에 기록될 만한 아가멤논 가문의 유혈 복수극
을 마무리 짓는다. 아테나 여신은 “내 행동이 옳았는지 아닌지”8 판결을 해
달라고 오열하는 오레스테스에게, 그리고 그에 대한 끔찍한 저주를 실행하
6

분노의 통제를 통해 문명과 문학의 발전과 변화를 살핀 예로는 윌리엄 V. 해리스, 분노의 문화사－

7

고전고대의 분노 통제 이데올로기(박희라 옮김, 숲속여우비, 2017)가 있다.
마사 C. 누스바움, 분노와 용서－적개심, 아량, 정의, 강동혁 옮김, 뿌리와이파리, 2018, 29∼30쪽.
아이스퀼로스, 「자비로운 여신」, 아이스퀼로스 비극 전집, 천병희 옮김, 도서출판 숲, 2008, 170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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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복수의 여신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선서하되 결코 불의한 마음으
로 선서를 어기지 않을 사건의 재판관들을 뽑을 것이고, 그러한 법규를 영원
토록 확립할 것이니라. (오레스테스와 복수의 여신들에게) 그대들은 재판에서 그대
들을 도와줄 조력자로서 증인과 증거를 모으도록 하시오. 나는 이 사건을
공정하게 심판하기 위해 내 시민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들을 선임하여
돌아올 것이오.”9 이 비극 작품에 담긴 아이스퀼로스의 비전은 인류사의 전
면적 변화를 말해준다고 지칭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데, 그는 정치적 정의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혼란이나 충돌, 파국을 조율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통제하는 제도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을 통한 법의
집행이 인간의 원한, 분노, 불공평을 조율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등장한 것이다.
채만식이 1948년에 발표한 「민족의 죄인」10을 말하기에 앞서 2,500년 전
의 아이스퀼로스를 언급하는 것은 「민족의 죄인」에 담긴 여러 인간들의 정
념 중 많은 것이 분노 ―식민지라는 특권적 관계와 지위를 유지하려는, 식민
지의 폭압에서 살고 있는, 그것에서 해방된 시기가 오자 과거의 고통에 복수
를 하고 싶은, 과거의 행적을 사죄해야 하는 하지만 그 치욕을 고백해야 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선사하는 감정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로 설명될 수
있고, 이를 통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정치적 정의가 상실된 시대적 상황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공포가 텍스트에 깔려 있는 주된 배경이기 때문이다. 하
지만 「민족의 죄인」이 지닌 문제적 성격이 일찍부터 주목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방기 인간들의 정념과

9
10

아이스퀼로스, 같은 책, 171쪽.
채만식은 「민족의 죄인」을 1948년 백민 16호와 17호에 분재하여 발표하였고, 이 작품의 말미에
탈고한 날짜를 1946년 5월 19일이라고 적어놓았다. 이 논문에서의 인용은 채만식전집 8권(창작
과 비평사, 1989)에서 하였다. 동일한 판본에서의 인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인용한 문구
옆에 쪽수만을 병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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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세심한 주목은 별반 없어 보인다. 한 연구자의 정리에
따르자면, 「민족의 죄인」에 담긴 문제적 성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
로 연구되어 왔다. “첫째, 식민지시기를 겪은 한국 역사에서 대일협력의 문
제에 대한 문학적 보고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 있다. (…중
략…) 둘째는 대일협력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 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의 의미
가 반성과 변명의 경계에 애매하게 걸쳐 있다는 점이다. (…중략…) 셋째는,
해방기 채만식 소설세계에서 「민족의 죄인」이 갖는 문제적 성격이다.”11 첫
번째 지적은 일제 말기 친일에 대한 고백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광수의 뺷나
의 고백뺸(1948)이나 김동인의 「망국인기」(1947) 등에 비해 「민족의 죄인」이
담아내고 있는 진정성에 대한 비교 우위를 논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적은
「민족의 죄인」이 담아내고 있다는 진정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시도
한 보고이며, 세 번째는 해방기 채만식 문학의 성과를 설명하는 대표적 작품
인 「민족의 죄인」이 가진 의미에 주목한 결과이다. 범박하게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 모두 「민족의 죄인」에 담긴 고백이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냐, 아
니면 민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준엄한 비판과 처벌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냐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김윤식은 채만식이 「민족의
죄인」에서 펼친 반성을 “모두가 민족의 죄인이라면 아무도 죄인일 수 없다
는”12 ‘죄인의 민족’이라는 궤변으로 읽어내고 있고, 류보선은 “그 복잡미묘
한 현실 속에서도 채만식 스스로는 자신이 민족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
다는 사실만은 부인하지 않는” “한마디로 ‘민족의 죄인’이기가 싫어 ‘죄인의
민족’이라는 명제를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죄인의 민족의

11

박상준, 「「민족의 죄인」과 고백의 전략－해방기 채만식 소설세계와 관련하여」, 한국현대문학연

12

구 27, 2009, 278∼280쪽 참고.
김윤식, 한국근대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349쪽. 김윤식은 「민족의 죄인과 죄인의 민족」
(수필문학 46, 1976, 184쪽)에서 더욱 명확하게 “대수롭지 않은 듯 혹은 달관한 대인풍으로
죄의식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변명 중에도 가장 저질의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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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으로 위치”13시켰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방기
문인 중 진정한 자기반성의 윤리를 구현한 유일한 예로 보고 있다.
앞선 연구자들의 통찰이 보여주는 것처럼 「민족의 죄인」은 “대일협
력”(416)이란 과오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를 반성(또는 변명)하는 ‘나’의 회고
와 이를 집요하게 추궁하고 “숙청”(448)까지 거론하는 ‘윤’의 강경한 입장,
‘나’의 과거 행적을 변호하는 동시에 자신을 변명하는 ‘김’의 변론이, 그리고
이 회고와 논쟁이 벌어지는 유사 법정과 같은 ‘P사’의 사무실이, 서사의 핵심
적 내용과 공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를 좀더 세밀하게 읽기 위해서는,
반성과 변명의 판별을 위해서는,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정념,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정치적 무질서, 그리고 분노와 치욕이 충돌하고 난
이후의 변화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민족의 죄인」 말미에 1946년 5월 19일이라는 탈고의 날짜를 병기한 채
만식의 기록을 신뢰한다면, 이 텍스트의 시간적 구조는 1946년 “사월 그믐
의 저녁 무렵”(415) “김군의 P사”(414)에서 벌어진 사건 이후 “보름”이 지난
현재가 소설의 발단과 결말을 이루고 있고, 그 사이 “보름” 전 P사에서 ‘윤’
과 ‘김’을 만난 일, 그곳에서 회고하게 된 1938년부터 1946년까지의 시기로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를 용이하게 읽어나가기 위해 과거에서부터 현
재까지로 ‘나’의 회상을 정리하자면, 그 시작은 “태평양전쟁이 일던 전전해
인 1938년”(422)이다. 잠시 서울에 출타하고 돌아온 ‘나’는 “개성경찰서의 형
사 두 명”(423)이 거처하는 방을 수색, 문헌을 압수하고 경찰서로 출두할 것
을 명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 이전의 유치장 경험과 통상적인 “치안
유지법”(423)의 적용, 그리고 지역 경찰의 전형적인 행태를 상기하며 대수롭
지 않게 그곳으로 간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나’가 맞이하게 된 것은 죄가
13

류보선, 「반성의 윤리성과 탈식민성－해방직후 채만식 문학의 한 특성」, 민족문학사연구 45,
2011,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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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검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거를 한 후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전도된
사법질서이다. 경찰의 폭력과 강압적인 심문, 함께 체포된 사람들에게 행해
지는 가혹한 고문, 물과 음식을 조절하며 인간을 일종의 “도야지”(426)로 전
락하게 만드는 폭압적 규율체계를 경험한 ‘나’는 출소 후 점차 대일협력을
탐닉하는 동물이 되어간다. “저네의 소위 ‘도야지울’에서 과연 도야지의 대
우를 받으면서 나 자신 역시 도야지 이상이질 못하는 채 한 달을 무료히
썩었고 한 달 만에 비로소 취조실로 불리어나갔다.”(429) ‘나’는 “황군위문
대”(432)에 참석하라는 엽서가 신분을 보장하는 증명서처럼 사용되며 유치장
을 나오게 되고, 이를 통해 “대일협력이라는 주권(株券)의 이윤”(433)을 알게
된다. “나는 하루 아침 잠이 깨어 수렁(無底沼) 가운데에 들어섰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한정 없이 술술 자꾸만 미끄러져 들어가는 대일협력자라는 수
렁.”(440) 이후 ‘나’는 “대일협력의 수렁으로부터의 도피행”(441)을 하려는 마
음과 “일본의 패전, 그 다음에 오는 것의 불안과 공포”(441)로 인해 낙향을
선택하고 해방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나’가 낙향을 결심한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인 “일본의 패전, 그 다음에
오는 것의 불안과 공포”는 조금 세밀하게 읽어야 하는데 그 공포는 일제와
식민지 조선 양방향에서 오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일본의 패망 이후 맞이하게 될 해방공간의 무질서이며, 대일협력자라는 공
분의 죄목이다. “일본이 패전을 하는 그날 그 순간부터 치안과 질서가 무능
한 것이 됨을 따라 칼 찬 순사와 기관총 가진 패잔 일병과 주먹심 있는 평민
파가 강도와 폭도질을 함부로 하고 일변 필연적인 사태로써 식량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의 기근이 오고 하여 거리는 삽시간에 살육과 약탈, 능욕과 방화,
질병과 기아의 구렁으로 변하고 그 죽음과 공포의 거리에서 아무 구원의
능력도 주변도 없는 약비한 아비를 그래도 아비라고 떨면서 울고 매어달리
는 나의 어린것들을 데리고 서서 속절없이 죽음을 기다리기나 할 따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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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의 그림자를 환상할 적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함을 금치 못하였
다.”(418) 비록 식민지이지만 제국의 일부로 누리고 있는 최소한의 사법적
시스템, 정치적 제도가 일거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나’가 낙향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고, ‘나’는 해방 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판단이
든 후 다시 서울로 올라온 것이다.
P사에서 ‘나’와 마주한 ‘윤’의 감정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대일협
력을 하지 아니한 사람”(416)인 ‘윤’은 ‘나’에게 처음부터 강렬한 민족적 분노
를 표출하지 않는다. 그는 시골로 이주한 ‘나’가 “식량증산운동”(443)에 이바
지한 모범 농민으로 소개된 기사를 “시니칼”하게 거론하며 “아주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417)을 던진다. 하지만 ‘윤’은 새로운 잡지를 창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대일협력 문인인 ‘나’와 함께 맡아줬으면 한다는 ‘김’의 제안에 서서
히 분노하기 시작한다. 일종의 “편집회의”(446)인 만남에서 ‘김’은 창간호에
실릴 “짤막하구두 썩 이쁘장스런” 소설 한 편을 ‘나’에게 청탁하고, ‘윤’에게
는 “패전을 통해 본 일본인의 민족기질”이란 요식적 주제의 비평문을 요구한
다. ‘윤’은 통찰하는 민족기질의 범위를 조선으로 변경하거나 확장할 것을
주장하지만 ‘김’은 “너무 과격”(446)하다는 말로 이를 가볍게 거절한다. ‘윤’은
이에 분노하며 시니컬한 조롱의 태도를 버리고 맹렬한 분노를 표출한다. “윤은
나를 힐끗 돌려다보면서 ―그것은 차마 정시하기 어려운 적의와 증오로 찬 얼
굴이었다― 그런 얼굴로 나를 돌려다보면서”(443) 예술적 아름다움이나 진리
를 추구하지 않고 “멀쩡한 거짓말루다 황국신민 소설, 내선일체 소설을 쓰
고, 조선 청년이 강제모병에 끌려나가 우리의 해방에 방해되는 희생을 하구
한 걸 감격하고 영웅화”(446)했던 대일협력 문인들, 해방 후 빠르게 기회주의
적으로 입장을 변모해 민족의 이름으로 반민족행위자를 처단하자고 외치는
“개도야지만두 못한 것들”(447)에 대한 거친 비판과 “숙청”(448)이란 처분을
쏟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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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의 분노는 “대일협력자”인 ‘나’를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고 있다는 상황
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때의 심리상태는 “경멸과 조롱”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벼운 감정의 흔들림이다. 하지만 ‘윤’을 격노하게 한 것은 1938년
이후 자발적으로 절필하고 서울을 떠난, 민족적 절개를 지킨 자신이 그렇지
못한 ‘나’와 잡지 창간의 주도적 역할을 함께 맡게 되었다는 사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설가인 ‘나’가 중심이고, 자신은 들러리 같은 뻔한 주제
의 평론이나 청탁받고 있다는 점이다. ‘윤’의 분노는 일종의 ‘복수심’으로 “피
해를 오직 피해자 자신의 ‘지위－격하’로만 보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입은 피해를 가해자에게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를 회복하
려는 정념의 요구이다. 복수심에 휩싸인 인간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모욕
을 주어 부당행위자의 지위를 격하시키면 실제로 내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
아지”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고 판단한다.14 하지만 이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인간의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 ‘김’의 변론 아닌 변명이 있은 후 냉담해진
사무실의 분위기처럼 ‘윤’의 지위는 전혀 높아지지도 않고, 잡지 창간에서
맡게 된 역할의 비중도 확대되지 않는다.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이는 복수라
는, 존중받고 때론 명예롭게 취급되는 인간의 원시적 정념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내는 허망한 결과에 불과하다. 복수의 정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속삭이며, 내 눈을 멀게 한 상대의 눈을 뽑을 것을 명하지만, 상대의
눈을 뽑아도 내 눈은 결코 복구되지 않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
의 ‘비례 보복(proportional payback)’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이것이
상처 입은 과거를 의미 있게 복구할 것이라는 믿음은 완전한 허상이며, 이는
윤리적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해방 이후 한국의 현대
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명한 것처럼, 또 다른 보복의 폭력이 끝을 모르고
반복되는 끔찍한 무질서와 피에 젖은 미래만을 만들 뿐이다.
14

마사 C. 누스바움, 분노와 용서－적개심, 아량, 정의,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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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회’라는 치욕, 그리고 용서
앞에서도 인용하였지만, 류보선은 「민족의 죄인」을 독해하며, 채만식이
“한마디로 ‘민족의 죄인’이기가 싫어 ‘죄인의 민족’이라는 명제를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죄인의 민족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으
로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치열한 반성’을 행한 “유일한 경우”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과거의 행적을 회상하는 ‘나’의 상념은 반성 또는 변명이라고 판단하
기에는 그 형태가 기이하다. ‘윤’의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을 받을 때도 그
렇지만, 대일협력을 문학에 대한 훼절과 민족에 대한 패악질로 거칠게 비판
하는 ‘윤’과 그 시기를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든 작든 대일협력을
한 것이라는 ‘김’의 변론이 벌어진 이후에도 ‘나’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가 ‘나’의 과거에 대해 읽은 것은, 그것을 참회라 인식하건 고백이라고
표현하건 간에, ‘윤’도 ‘김’도 들을 수 없는 ‘나’의 상념이기 때문이다.
“숙청”, “민족의 심판”(450), “처단”(451)이란 거친 말들이 오고가는 P사의
사무실은 마치 유사 법정처럼 표현된다. 누가 처단해야 할 민족반역자인지
를 묻는 ‘윤’에게 ‘김’은 이렇게 말한다. “많지. 그렇지만 벌이라는 건 그 범죄
가 끼친 영향을 참작하구 범죄자의 정상을 참작하구, 그리구 범죄 이후의
심리와 행동을 참작하구, 그래가지구 처단에 경중이 있어야 하는 법이지,
자네 같을래서야 3천만 가운데 장정의 태반은 죽이자구 할 테니, 그야말루
뿔을 바루잡으려다가 솔 죽이는 격이 아니겠는가?”(452) 이에 ‘윤’은 “웬만한
놈은 죄다 쓸어 숙청은 해야지, 관대했다간 건국에 큰 방해야. 38 이북에서
하듯이 해야만 해”(452)라고 응답한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심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나’는 자신의 상념을 통절한 후회, 상대의 관
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성, 사면이 가능한 서사로 조합해 ‘윤’과 ‘김’에게
진술하지 못한다. 대일협력자를 놓고 벌어진 이 유사법정은 어떠한 의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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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호도, 판결도 내리지 못한 채, ‘나’의 퇴장으로 휴정되고 만다. “김군의
대일협력자에 대한 변호는 윤의 말이 아니어도, 억지 엣 형식논리에 기울어
진, 그래서 대체가 모두 옹색스럽고 공극투성이였었다. 가사, 완전히 변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격인 내가 우선 “아니 검사의 논고가 옳고, 변호인
의 주장은 아모 소용도 없어.” 이런 심리상태인데야 더욱 말할 나위도 없었
다.”(452) ‘나’가 건물을 나서면서 ‘김’에게 할 수 있는 것이란 “죽기만 많이
못한가 보이”(453)라는 참담한 심정을 “울음같이”(452) 토해내는 일 뿐이다.
「민족의 죄인」의 독자는 읽을 수 있지만, 서사에 등장하는 논쟁적 인물들
은 들을 수 없는 상념, 이 침묵의 두꺼운 포장지에 둘러싸인 참회를 어떻게
의미 있는 ‘고백’으로, 혹은 ‘자기변명’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윤’이 맡은
“검사의 논고”도, ‘김’이 자임한 “변호인의 주장”도, 해방기의 무질서한 공간
에서 발화되고 있는 담론이며, 논리이다. ‘김’의 그것이 옹색하고, 억지스런
형식논리에 불과할 지라도 그것은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게 말해지고 논
리로 교환된다. 하지만 ‘나’의 과거는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발화할 수 없는
넋두리이며 상념에 불과하다. 그것이 소설의 문장과 문학의 언어로 정련되
어 기술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대일협력자인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무기
력한 푸념에 불과하다. 미셸 푸코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배려
하는 핵심적인 행위로 글쓰기를 거론하며 이러한 일련의 기술을 ‘자기의 테
크놀로지’라고 명명한 바 있다. 푸코는 그중 고백의 글쓰기를 이렇게 설명하
였다. “참회는 변화의, 즉 자기나 과거나 세계로부터의 단절의 겉꾸밈이다.
참회는 자신이 인생과 자신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죽음에 직면
하여 죽음을 수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방법이었다. 죄의 참회는 자기 동일
성의 확립을 그 목표로 삼지 않으며, 대신 자기의 거부, 자기로부터의 탈출을
특징으로 설립하고자 한다. 즉, Ego non sum, ego(과거의 나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
며, 존재하는 것은 새로운 나이다)이다. 이 정식은 ‘자기 공개’의 핵심이다.”15

용서하지 못한 자들의 사회 | 서희원 317

몇몇 연구자들은 ‘고백’이란 글쓰기 형식이 지닌 이러한 기능을 거론하며
「민족의 죄인」을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드러내는 자기고백 속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재구축하고자 한 욕망”의 발현으로 독해하거나,16 고백양식에
서 중요한 것은 “고백 내용의 진정성이 아니라 고백 주체가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한다는 사실”이며, “이런 의미에서 「민
족의 죄인」이 보이는 고백은 그 이전 작품들의 풍자를 계승하고 지양하는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다.17 하지만 이것은 채만식의 넋두
리가 서사 속에서 의미 있는 언어로 발화되지 못한 반쪽짜리 참회임을 읽어
내지 못한 섣부른 판단이다. 이는 P사의 건물을 나서는 ‘나’가 죽음만 못한
삶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나 이에 “때가 묻어가지구 괴사라니 더욱 치
사스러이”(453)라고 대답하는 ‘김’의 말에서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나’의
회상은 고백으로 발화되지도 못했으며, 그 상념이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
축하는 신생을 약속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P사의 사무실에서 경험하게 된 일, 그때 자신을 강하게 압박하는 “경멸과
조롱”, “분노”를 통해 자극에 노출된 “양서동물”(439)의 무조건적인 반응처럼
하게 된 회상이 그를 새로운 주체로 재건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은 소설의
서두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동안까지는 단순히 나는 하여
커나 죄인이거니 하여 면목 없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이 골똘할 뿐이더니
그날 김군의 P사에서 비로소 그 일을 당하고 나서부터는 일종의 자포적인
울분과 그리고 이 구차스런 내 몸뚱이를 도무지 어떻게 주체할 바를 모르겠
는 불쾌감이 전면으로 생각을 덮었다. 그러면서 보름 동안을 머리 싸고 누워
병 아닌 병을 앓았다.”(414) ‘나’가 앓고 있는 “병 아닌 병”은 정확하게 말하자
15
16

17

미셸 푸코, 자기의 테크놀로지, 이희원 옮김, 동문선, 1997, 77쪽.
오태영, 「자기의 테크놀로지와 기억/망각의 정치학－해방기 기억서사 연구」, 팰럼리스트 위의
흔적들, 소명출판, 2018, 65∼66쪽.
박상준, 같은 글, 283쪽, 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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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화병이다. 그동안의 자신을 사로잡았던 과거에 대한 “면목 없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은 P사의 일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상기되었지만 이는 그를
새로운 주체로 탈바꿈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의미 있는 참회의 서사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좌절은, 누구도 자기의
변명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은, “울분”과 “불쾌감”이라
는 분노로 표출된다.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이 복수할 대상을 찾지 못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분노는 낙향이라는 방식으로 아내에게 표현된다.
적반하장 ―역사적으로 통찰하자면 친일파가 친미파나 반공주의자가 되
어 자신을 공격했던 해방공간의 주체들에게 피의 보복을 했던― 이라고 비
판할 수 있는 ‘나’의 분노에 극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공동체에 합류할
동기를 부여하며,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힘으로 이 어두운 정념을 전환시
킨 것은, 발화하지 못한 반쪽짜리 고백이 아니라, ‘나’의 아내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사법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과거 행적과 심정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 아내의 냉혹한 판결이다. 낙향을 말하는 ‘나’에게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 죄지섰잖아요? 그 죄, 지신 채 그대루, 저생 가시구퍼요?”
안해가 나를 죄인이라 부르기는 처음이었다. 그는 울면서 그 말을 하였다.
나를 죄인이 아니라 여기려고 아니하는 이 낡아빠진 안해가, 나는 존경스럽고
고마왔다.
“당신야 존재가 미미하니깐 이댐에 민족의 심판을 받지두 못하실는진 몰라두,
가사 받아서 벌을 당한다구 하더래두, 형벌이 죌 속량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이를 악물구, 다른 것 다 돌아볼랴 말구서 저것들 남매 잘 길러 잘 교육시키
구, 잘 지도하구 해서 바른 사람 노릇 하두룩, 남의 앞에 떠떳한 사람 노릇 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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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 해줍시다. 아버지루써 자식한테 대한 애정으루나, 죄인으루써 민족의 다음
세대에 다 속죌 하는 정성으루나.” (455∼456)

아내는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며 “민족의 심판”이 당연한 처벌임을 말
한다. 아내는 더욱 더 가혹하게 그 벌이 ‘민족의 죄인’이 저지른 대일협력이
라는 죄를 속량해 주진 않는다고 분명하게 표현한다. 하지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제시하는 마지막 판결은 중요하다. 아내는 공동체에서 스스
로를 탈사회화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를 악물구” 살아가라고, 부모의
노릇을 하며, “죄인으루서 민족의 다음 세대에 다 속죌 하는 정성”으로 살아
가라고 말한다. 아내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처럼 미래 범죄의 가능성을
억제하는 처벌을 내리거나 사회의 복수심을 상쇄시킬 응보주의의 처분을 말
하지 않는다. 그가 내린 판결은 분노를 자신을 배척한 공동체에게 표출하지
말고, 사회로 복귀해 자식을 기르는 마음에서 기인한 자애로운 감정으로 승
화시켜 민족의 후속 세대에게 의미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내의 판결은 어떠한 조건을 통해 주어지는 제한적 또는 교환적 용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속죄에 깊게 뿌리를 내린 용서이며,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
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과 믿음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이스퀼로스의 「자비로운 여신」에서 오레스테스의 무죄방면을 결정한
재판이 끝난 후에도 오레스테스를 향한 분노와 원한의 감정을 누그리지 못
하는 복수의 여신들에게 그 어두운 정념을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보복의
방식이 아니라 번성과 발전을 위해 활용할 자리를 만들어주는 아테나 여신
의 제안 ―“그대가 이 도시에 어떤 분노나 원한을 품거나 백성들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것은 옳지 못한 짓이오. 영원토록 정당한 명예를 누리며 이 나라의
공동 소유주가 되는 것은 그대의 자유니까요.”18― 처럼 아내는 ‘나’에게 공
18

아이스퀼로스, 앞의 책, 187∼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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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로 귀환할 것을 명한다. 이를 통해 ‘나’는 가슴에 응어리지어 있는 “도무
지 어따 대구 풀 길이 없는 울분”(456)을 동맹휴학을 거부하고 온 조카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훈계로 승화한다. “가슴에 뭉친 그 울분의 애꿏은
폭발”(457)이라는 ‘나’의 표현처럼 그것은 강렬하며 분명한 삶의 자세를 말한
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선 불 가운데라두 뛰어들어갈 용기. 옳지 못한 길에
는 칼을 겨누면서 핍박을 하더래두 굽히지 않는 절개. 단체를 위한 일이면
개인을 돌아보지 않는 의협. 그런 것이 인격야. 그러구서야 학문도 필요한
법야. 알겠어, 이놈아.”(458) 이는 조카를 향한 외침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하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
은 아내의 용서를 통해 분노를 “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으로 이행시
키려는 변화의 순간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무엇인지 모
를 속 후련하고, 겸하여 안심되는 것 같은 것이 문득 느껴지고 있음을 나는
스스로 거역할 수가 없었다.”(458)
‘나’에게 주어진 거역할 수 없는 의무. 소설 속 아내는 ‘나’에게 문학은
하지 말고 “영리회사 같은 데 취직”(456)해서 자식을 기르는 것으로 속죄를
하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채만식은 더욱 가열차게 소설에 매진하였다. 「민
족의 죄인」을 탈고했다고 적고 있는 1946년 5월 19일 이후부터 1950년 폐
결핵으로 죽기 전까지 채만식은 작품 연보를 기준으로, 미완의 작품과 희
곡, 서평, 수필 등을 제외하고도, 11편의 단편, 2편의 중편과 1편의 장편을
탈고하였고, 과거의 작품을 재독하고 교정한 다수의 작품집과 선집을 출판
하였다.19 「민족의 죄인」에 적힌 ‘나’의, 그렇기에 채만식의 것으로 읽히는,
후회로 가득한 회고와 다짐이, 의미 있는 반성인지 아니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자기변명인지를 판명하기 위해서는 해방기에 발
표된, 전기적인 사실을 참조해 약간의 과장된 수사로 말하자면, 그의 마지
19

채만식의 작품 연보는 채만식전집 10권(614쪽, 615쪽)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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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생명의 잉크로 적어간 작품들을 세밀하게 읽는 것이 필요하다.20 그것들
은 “죄인으루써 민족의 다음 세대에 다 속죌 하는 정성으루” 쓴 작품이라고
채만식은 ‘나’를 통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좀더 다르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족의 죄인」이 반성인지 변명인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 그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사실여부를 판정하고 점수로 매기는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말이다. 공동체의 정치적 영역은 명명백백한 정의와
윤리의 영역이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정을 눈감아주자는 말이 아
니라 이러한 치욕과 자기비하를 동반한 참회와 거래의 형태를 띠는 용서는
공동체의 분노를 해소시키는 진정한 화해이기는커녕 분노에 깃든 복수심을
앙갚음하겠다는 은밀한 욕망의 다른 표현방식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동
체를 위한 노력의 장으로 죄지은 인간을 이끄는 힘은 반성인지 변명인지를
세세하게 구분하는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용하는 공적 영역
의 넓은 아량에서 출발한다. 「민족의 죄인」에서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것
은, 채만식이 지닌 과거에 대한 후회와 회한이며, 이를 공적 영역의 담론으
로 발화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채만식은 자족
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아내의 용서를 통해 겨우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었
고, 속죄의 심정으로 소설을 쓰며 민족의 용서를 간절하게 바랐다. 「민족의
죄인」이 발표되고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자들의 사
회 속에서 살고 있다.

20

해방기 채만식 소설에 대한 재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민족의 죄인」과 함께 읽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역로」(1946), 해방 후 한국사회의 사법적 무질서를 우화적 기법으로 다룬 「맹순
사」(1946), 장편의 구상 속에서 출발한 것이 분명한 매력적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도야지」(1948),
해방기 한국 소설 중 가장 빼어난 작품 중 하나인 「낙조」(1948) 등은 반성과 변명의 좁은 시시비비
를 넘어선 독자의 시선을 기다리고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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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다양한 역사적 경험이 퇴적된 지반 위에
건설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과거는 반듯한 벽돌처럼 이루어져 있지 않다. 채만
식이 「민족의 죄인」에서 “혼란과 무질서의 구렁”(418)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해방기 한국사회의 모습처럼 과거는 결코 하나의 방식으로 통합되지 않는
갈등과 정념들의 거대한 집산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과와 용서’는 중요
하게 언급되는 공적 덕목이다. 물론 존중할 수 있는 정치적 정의와 신뢰할
수 있는 사법적 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면 개인적 수양과 용기를 요구하는
‘사과와 용서’의 과정은 보다 간소하거나 수월했겠지만, 2020년인 지금까지
‘과거사 청산’이라는 과제가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한국
사회의 정의와 질서는 과거의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21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법’에 의거해 조직되었고, 1949년 1월부
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실패와
와해가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22처럼 해방 이후의 한국사회를 “혼란과 무질
서의 구렁”으로 만든 주된 갈등 중 하나인 일제 강점기에 대한 법적 처분은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족의 죄인」과 창작 시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작중인물 또한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역로」(1946)에서 ‘친일부역
자’임을 순순히 시인하는 ‘나’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21

‘과거사 청산’이라는 용어가 지목하고 있는 시기와 사건은 대략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식민지 시기 친일행위와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된 일, 두 번째는 해방기와 한국전쟁 중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발생한 갈등, 세 번째는 권위주의정권하에 일어난 국가권력의 학살, 불법행위,
인권침해이다. 이에 대해서는 엄찬호, 「과거사 청산과 역사의 치유」(인문과학연구 33, 강원대학
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안병욱, 「한국 과거청산의 현황과 과제」(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10

22

년 겨울호) 등을 참조.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에 관해서는 오익환ㆍ김민웅ㆍ김언호, 반민특위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묻는다(한길사, 2019)가 유익하게 참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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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난 절절히 생각인데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죄랄지 과오를 범을 했을지
면 고즈너기 일정한 형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작죄의 경위를 밝히구 죄에 상
당한 증계를 받구 그래야만 떳떳하구 속두 후련한 법이지, 걸 불문을 당하구서
남의 뒷손꾸락질만 받구 살아야 한다는 것은 견델 수 없는 불쾌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한 거야. 마치 몸에서 고약한 체취가 나는 사람이 늘 마음에 남의 앞에
나가면 남들이 돌려세워놓구 얼굴을 찡기리구 코를 쥐구 하려니 하여 우울해하
구 비관하구 해야 하는 것처럼23

정치적 정의와 사법적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사회, 반민족행위에 대해 추
궁하고 심판하여야 할 공적 제도가 미비하여 개인적 복수와 원망, 혐오가
만연한 사회는 일제의 피해자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에게도 불만족스럽지만
처벌을 받고 공동체로 복귀할 “속죄”의 과정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스러운 공간이다. 인용한 ‘나’의 진술은 이러한 ‘죄인’의 솔직한 심리와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친일’과 같은 ‘반민족행위’는 사과와 용서가 이
루어질 수 있는 명확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쉽게 알려주지 못한다. “신문기자
가 신문을 맨드는 건 대일협력이구, 농민이 농사해서 별 공출해서 왜놈과
왜놈의 병정이 배불리 먹구 전쟁을 하게 한 건 대일협력이 아닌가?”(450∼451)
라고 ‘윤’에게 반문하는 ‘김’의 논리는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군수용품으
로 동원되었던 총동원 체제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혼돈이다. 「민족의 죄
인」에서 ‘나’가 ‘윤’과 ‘김’의 격한 대화를 들으며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윤’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나’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윤’이 아니라 전쟁의 정당성과 참여를 독려하는
23

채만식, 「역로」, 채만식전집 8권, 277쪽. 작품의 말미에 채만식은 1946년 4월 24일 탈고했다고
적고 있다. 「민족의 죄인」의 주된 사건인 “P사”의 일이 1946년 “사월 그믐의 저녁”에 일어났으니,
「역로」의 탈고와 “P사”의 일은 일주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간적 근접과 함께 채만식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주인공 ‘나’의 형상화는 「역로」와 「민족의
죄인」을 연결시켜 읽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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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일 강연을 듣고 숙소로 찾아와 진솔한 의견을 듣고자 했던 “젊은이
들”, 그 순수한 용기에 진심을 감추고 “비겁함”과 “용렬스럼”(437)으로 대답
할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으면서 목멘 소리로
숨가쁘게”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신 말씀 명심하겠읍니다. 믿겠읍니
다”(439)를 외치던 조선의 청년들이기 때문이다.
마사 C. 누스바움은 찰스 그리스월드의 정의를 참조해 용서 ―누스바움은
용서를 기독교적 전통을 경유해 신을 모방하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회적
으로 주고받는 ‘교환적 용서’로 구분한다. 이는 ‘교환적 용서’의 정의에 해당
한다― 를 “분노의 중화 및 복수 계획의 중단에 관하여 두 사람이 벌이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정의한다.24 채만식이 「민족의 죄인」에서 ‘윤’에게
용서를 구하는 참회를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속죄를 문학을 통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나’가 “동맹휴학”에 참여하지 않고 피
신 온 조카에게 용기, 절개, 의협을 폭발하듯 외쳤던 것처럼 “민족의 다음
세대”(456)가 그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채만식은 1950
년 생을 마쳤다. 그후 70년이 지났고, 용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그
과정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채만식의 ‘친일행위’에 대
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고, 이러한 연구에서 촉발된 비판은 여전하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글은 이를 못 본 채 하거나, 누군들 죄인이 아니냐는
논리로 희석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민족의 죄인」을 비롯한 해방기의 소설
은 분명히 채만식이 “민족의 다음 세대”에게 보낸 속죄에서 출발하였다. 이
를 보다 주의 깊게 읽으며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이, 채만식의 사과를 통해
용서를 조심스럽게 논하는 일이, 공동체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서로 함께하
는 자리의 말석에 채만식을 위한 작은 의자를 하나 놓아두는 일이, 이제는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24

마사 C. 누스바움, 앞의 책,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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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면, 이러한 인용은 어떨까. 김수영은 한국전
쟁이 휴전된 다음해인 1954년에 「나의 가족」이란 시를 쓴다. 자연스럽게
‘가족’이란 단어는 전쟁을 겪고 분열된 한국으로 확대하여 읽을 수 있는 여지
를 준다. 그 마지막 세 연은 이렇다. “제각각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 그래도 조금이나 부자연한 곳이 없는 / 이 가족의 조화와 통일을 / 나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냐 // 차라리 위대한 것을 바라지 말았으면 / 유순
한 가족들이 모여서 / 죄 없는 말을 주고받는 / 좁아도 좋고 넓어도 좋은
방안에서 / 나의 위대의 소재를 생각하고 더듬어보고 짚어보지 않았으면 //
거칠기 짝이 없는 우리 집안의 / 한없이 순하고 아득한 바람과 물결― / 이것
이 사랑이냐 / 낡아도 좋은 것은 사랑뿐이냐”25 김수영이 강조하는 “사랑”이
복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서 나오는 감정임은 말 할 것도
없지 않을까.

25

김수영, 「나의 가족」, 김수영 전집1_시, 민음사, 2003, 6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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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ociety of Unforgivable People
Chae Man-sik and forgiveness and community.
Suh, Hee Won | Dongguk

University

Previous research on The sinner of the Nation has focused on the dichotomous division
of whether Chae Man-sik’s repentance described in the text was a true reflection of an apology to the people or just a self-evident excuse. However, the continuation of research based
on this dichotomy only creates a series of arguments that repeatedly assert their respective
positions rather than produce meaningful discourse.
Chae Man-sik is an ‘anti-national activist’, as he revealed himself through The sinner of
the Nation. Chae Man-sik did not deny it and admitted it honestly. Therefore,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proceed with the next step of the apology, ‘forgiveness’. To this end, through
a more detailed reading of The sinner of the Nation, we will examine in detail the sentiments
of humans who lived during the Pacific War and the liberation period, especially anger.
Because anger is a spirit that can be considered important to the anti-nationalist and to understand the revenge of the anti-nationalists that they cannot be punished or forgiven. And
through the concept of social reconciliation, ‘forgiveness’ the process of trying to think of
Chae Man-sik once more.

Key words : Chea Mansik, The Sinner of the Nation, Pro-Japanese Act, Confession, Anger,
Forgiveness, Community, Aeschy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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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발견과 국학의 탄생*
조지훈 학문 세계의 해석 원리와 지적 형상을 중심으로
이재복**
43

1. 매개와 전체에 대한 통찰
2. 국학의 성립 원리와 지적 형상
3. 전통의 발견과 국학의 지평

| 국문초록 |

조지훈의 학문 세계는 ‘국학’ 혹은 ‘한국학’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범주
내에는 ‘역사학’, ‘철학’, ‘종교학’, ‘문학’, ‘어학’, ‘인류학’, ‘지리학’, ‘민속학’ 등이 내재
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학의 정체성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이 각각의 차이
를 국학이라는 범주 내에서 살아 있게 하면서 그것을 전체의 차원에서 아우르는 일
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그의 학문적 저작들을 모두 읽고 그 전체를 가
로지르는 흐름 혹은 논리를 찾아내야 한다. 그의 저작에서 이 흐름은 크게 네 차원으
로 드러나는데, 첫째 기원과 발생, 둘째 존재와 생성. 셋째 중용과 혼융, 넷째 정신과
생명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의 학문의 세계는 이 네 개의 의미 차원을 기반으로 탄생한 것이다. 국학이라는
범주 내에 있는 ‘역사학’, ‘철학’, ‘종교학’, ‘문학’, ‘어학’, ‘인류학’, ‘지리학’, ‘민속학’
등은 기본적으로 이 네 개의 의미 차원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매개하여 이루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양대학교 교내일반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201800000003262).

**

한양대 한국언어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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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체(국학)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다. 물론 이 네 차원이 모든 학문의 영역에 균질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학
문의 성격에 따라 이것들 중 어떤 것이 더 두드러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이것들 중 어떤 것은 심층에 자리할 수도 있고 또 표층에 자리할 수도 있다. 가령
‘첫째 : 기원과 발생’과 관련하여 그의 학문 영역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는 것은 ‘어원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과 ‘샤머니즘’처럼 우리 본래적인 것에 대한
탐색을 들 수 있고, ‘둘째 : 존재와 생성’과 관련해서는 ‘문화사’ 서술의 과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셋째 : 중용과 혼융’과 관련하여 그의 학문 영역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채근담’ 주해와 ‘동학’, ‘통일신라’에 대한 해석, ‘아름다움’과 같
은 미적 범주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고, ‘넷째 : 정신과 생명’ 관련해서는 ‘지조론’과
‘시론(문학론)’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네 차원의 흐름 혹은 논리가 그의 저작을 가로지르면서 하나의 방대한 학
문적 체계인 국학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 네 차원이 저작들 내에서 서로 교차하고
또 재교차하면서 저자의 세계를 보는 태도와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방식까지 드
러내고 있다는 점은 그것이 저자의 의식과 무의식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것의 ‘총체’
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 네 차원의 흐름 혹은 논리 하에 전개되는 그의 다양하고 폭
넓은 국학에 대한 논의는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차원을 넘어 일정한 방향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국학의 방향성
과 지속 가능한 영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네 차원
의 흐름이 그의 저작들 내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각각의 학문 혹은 그 학문
의 하위 세목들을 통해 증명할 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그의
국학의 전모를 파악하고 그것이 국학으로서의 어떤 보편타당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기원, 발생, 중용, 존재, 생성, 혼융, 정신,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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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개와 전체에 대한 통찰
한 인물의 인간 됨됨이와 그가 남긴 정신적ㆍ물질적 유산에 대한 평가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이것은 평가자의 관점과 의식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
라 그것들조차도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의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이
다. 과거에는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된 인물과 그들의 저작들이 해금되어
새롭게 그 가치를 평가받는 예들은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근현대사
를 되짚어 보는 것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그것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인물의 됨됨이와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한 평가에서 단선적이고 결정론
적인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비단 인물에 대한 평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현상이나
사건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가령 한국 전쟁의 경우 그것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하고 7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미증유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어떤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온전한 평가와 해석은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러
니하게도 그 불가능성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대상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적화된 가설과 검증 방식을 고민하고
또 일정한 틀을 고안해내면서 그 불가능을 가능의 영역으로 바꾸어 놓는
일에 도전해 온 것이다. 이런 과정의 진지함과 진정함이 대상의 은폐된 진실
을 드러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드러난 진실을 우리는 믿으며 그것을
하나의 지식 체계 내에서 구체화하여 보존하려 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
리가 여기에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해석과 가치
평가의 대상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다. 우리는 그 대상에 이르는 방법

전통의 발견과 국학의 탄생 | 이재복 331

에는 ‘직관’과 ‘의식’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중 직관은 대상에 이르는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하기가 어렵다.
이에 비해 의식은 그것을 일정한 ‘매개’를 통해 드러내기 때문에 구체화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확보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이 매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상과 만나려고 한다. 이것은
학문의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어떤 대상에게서 받은 감각적인 인상을
매개 없이 드려내려다 보니 지식에 기반 한 학적 체계가 성립되지 않은 채
변죽만 울리는 형국으로 그치게 된다. 이것은 어떤 대상을 낡고 고정된 개념
이나 이론에 꿰어 맞추는 일만큼이나 위험하고 부질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장황하게 직관과 의식 그리고 매개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조지훈
의 학문 세계를 해석하고 또 평가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학문의 세계는 ‘국학’ 혹은 ‘한국
학’으로 범주화할 수 있지만 그 범주 내에는 ‘역사학’, ‘철학’, ‘종교학’, ‘문학’,
‘어학’, ‘인류학’, ‘지리학’, ‘민속학’1 등이 내재해 있다. 국학이 하나의 ‘학’으
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이 총망라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학문적 외연은 넓고 다양함에 기초해 있다. 식민지와 해방 전후에 걸쳐
국학 운동을 전개한 나철, 박은식, 신채호, 장지연, 정인보, 주시경, 안호상
등의 경우 이들의 학문적 외연은 종교학, 어학, 역사학 중 어느 특정 분야에
국한되거나 또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그의 이러한
면모는 남다른 데가 있다.
조지훈이 드러내는 이 학문들은 모두 국학이라는 범주 내에 있기는 하지
만 이들 사이에는 각각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 차이는
국학의 정체성을 보다 다양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
지만 그것이 과도하면 이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수도
1

인권환, 「조지훈 학문의 영역과 특징」, 어문논집 39권, 안암어문학회, 1999,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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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학의 정체성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이 각각의
차이를 국학이라는 범주 내에서 살아 있게 하면서 그것을 전체의 차원에서
아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분이 모여 전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전체는 부분과 부분을 매개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까지를 아우르는 세계를 말한다. 그가 다양한 학문을
매개로 국학을 정립하려고 했을 때 가장 염두에 둔 것도 이것이었으리라고
본다. 그의 이러한 고민은 직접적으로 언술화 되어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그의 학문적 저작들2을 모두 읽고 그 전체를 가로지
르는 흐름 혹은 논리를 찾아내야 한다.3
이 ‘전체’에 대한 통찰의 중요성은 그의 방대한 저작들을 9권의 전집 형태
로 간행한 편집위원회의 서문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편집위원들은 “지훈은
항상 현실을 토대로 하여 사물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 하였고 멋을 척도로
하여 인간을 전체적으로 포착하려 하였다. 지훈은 전체가 부분의 집합보다
큰 인물이었다. 지훈의 면모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전체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4라고 하여 그의 인물 됨됨이와 학문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체 혹은 전체성에 대한 통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저작
2

3

조지훈의 저작들은 모두 9권(나남출판사, 1997)으로 잘 정리ㆍ편집되어 있다. 1. 시 2. 시의 원리
3. 문학론 4. 수필의 미학 5. 지조론 6. 한국민족운동사 7. 한국문화사서설 8. 한국학 연구 9.
채근담 등이 바로 그것이다.
조지훈의 학문 세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논의로는 김윤태의 「한국 현대시론에서의 ‘전통’
연구－조지훈의 전통론과 순수시론을 중심으로」(한국전통문화연구 13, 한국전통문화대학 한국
전통문화연구소, 2014), 김태곤의 「조지훈의 민속학 연구」(민족문화연구 22, 고려대 민족문화연
구소, 1989), 최철의 「조지훈의 국문학 연구」(민족문화연구 2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9),
김정배의 「조지훈의 역사관 연구」(민족문화연구 2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9), 홍종선의
「조지훈의 국어학 연구」 (어문논집 39, 안암어문학회, 1999), 김인환의 「조지훈론」(조지훈
연구 2, 고려대출판부, 2020), 김기승의 「조지훈의 민족문학사 인식과 동학관」(동학학보 6,
2003) , 이선이의 「조지훈의 민족문화 인식 방법과 그 내용」(한국시학연구 23, 한국시학회,

4

2008), 류시현의 「1940∼60년대 시대의 ‘불안’과 조지훈의 대응」(한국인물사연구 17, 한국인물
사연구소, 2012) 등을 들 수 있다.
조지훈, 「조지훈 전집 서문」, 조지훈 전집 1권∼9권, 나남출판사, 1996,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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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드러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전체성은 부분만
보아도 안 되고, 표층에 드러난 의미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드러나지 않는
다. 그것은 그가 구상한 전체성, 다시 말하면 그의 저작을 매개하고 아우르는
흐름 혹은 논리를 찾아낼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그의 저작에서 이 흐름
은 크게 네 차원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을 의미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기원과 발생
둘째 : 존재와 생성
셋째 : 중용과 혼융
넷째 : 정신과 생명

그의 학문의 세계는 이 네 개의 의미 차원을 기반으로 탄생한 것이다. 국
학이라는 범주 내에 있는 ‘역사학’, ‘철학’, ‘종교학’, ‘문학’, ‘어학’, ‘인류학’,
‘지리학’, ‘민속학’ 등은 기본적으로 이 네 개의 의미 차원을 내재하고 있으
며, 이것들이 매개하여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체(국학)로
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네 차원이 모든 학문의 영역에
균질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학문의 성격에 따라 이것들 중 어떤
것이 더 두드러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이것들 중 어떤 것은
심층에 자리할 수도 있고 또 표층에 자리할 수도 있다. 가령 ‘첫째 : 기원과
발생’과 관련하여 그의 학문 영역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어원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과 ‘샤머니즘’처럼 우리 본래적인 것에 대한
탐색을 들 수 있고, ‘둘째 : 존재와 생성’과 관련해서는 ‘문화사’ 서술의 과정
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셋째 : 중용과 혼융’과 관련하여 그의 학문 영역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채근담’ 주해와 ‘동학’, ‘통일신라’에
대한 해석, ‘아름다움’과 같은 미적 범주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고,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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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생명’ 관련해서는 ‘지조론’과 ‘시론(문학론)’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네 차원의 흐름 혹은 논리가 그의 저작을 가로지르면서 하나의
방대한 학문적 체계인 국학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 네 차원이 저작들 내에서
서로 교차하고 또 재교차하면서 저자의 세계를 보는 태도와 그것을 이해하
고 판단하는 방식까지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그것이 저자의 의식과 무의식
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것의 ‘총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 네 차원의 흐름
혹은 논리 하에 전개되는 그의 다양하고 폭넓은 국학에 대한 논의는 산발적
이고 단편적인 차원을 넘어 일정한 방향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영역을 제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국학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한
영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네 차원의 흐름
이 그의 저작들 내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각각의 학문 혹은 그 학문
의 하위 세목들을 통해 증명할 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드러난 사실을 토대
로 그의 국학의 전모를 파악하고 그것이 국학으로서의 어떤 보편타당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학의 성립 원리와 지적 형상
(1) 기원과 발생의 원리와 지적 형상
조지훈의 학문 세계를 구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기원과 발생’의 논리이다. 이 논리는 우리의 민족 전통의 형식과 내용을
통해 국학을 정립하려는 그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어떤 하나의 개념과
형식에 대해 그 기원과 발생을 구명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전통의 면모가 드러
나게 된다. 어떤 개념과 형식이든 여기에는 역사적인 흔적과 계보가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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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흔적과 계보는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은폐되어 있거나 원래의 것과는 다르게 변형된
형태로 존재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 역사적 흔적과
계보, 다시 말하면 기원과 발생을 ‘어떻게’ 구명하는가 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이 ‘어떻게’에 대한 고민 없이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형식과 내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어떻게’ 혹은 어떤 하나의 개념과 형식에 대한 기원과 발생을 구명하
는 방법이란 곧 그 구명 대상에 관계하는 ‘매개물’을 발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어떤 매개를 통해 대상에 관계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한 도구의 차원
을 넘어서는 존재 일반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매개(매개물)는 세계
에 대한 인간(사유 주체)의 관계를 함께 구성하고 규정하면서 현실의 근거제시
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개 내에 이미 사유 주체가 목적으로
하는 대상의 세계와 의식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으로 결정하느
냐의 문제는 실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지훈의 저작에는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그가 우리의 전통에 이르기 위해 그 매개
로 선택한 것은 ‘어원학(語原學ㆍetymology)’이다. 어원학은 단어의 역사, 즉 그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단어의 형태와 어미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
게 변화하였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어원학의 이러한 특성은 기원과 발
생의 논리를 통해 우리 전통을 구명하려는 그의 학문적인 의도와 잘 맞아떨
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구명하려는 전통이 언어의 형식과 내용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의 역사에 대한 정치한 분석과 깊이 있는 해석
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어원학(etymology)은 어의학(語義學) 곧 의미론(semantics)으로 더불어 우리 어
학 연구에 가장 미개척의 분야이지만, 한국의 제분야의 연구에 기초적 출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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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이 어원학적 해명이다. 우선 한 예로 생명(生命)이란 말의 우리말은
‘목숨’인데 그 목숨이란 말의 어원은 ‘목의 숨’ 곧 후(喉)의 기식(氣息)이다. 이
말에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은 생명의 실재(實在)를 목숨 곧 호흡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말에선 그것은 ‘이노치’요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을 ‘치[혈
(血)] 곧 ’피‘로 보는 것이다. 남쪽을 ’앞‘이라 하고 북쪽을 ’뒤‘라고 하는 고어는

우리 민족이 북방에서 떠나 북을 뒤에 두고 남쪽으로 물결쳐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간단한 두 마디 어원에서도 우리는 중대한 문제를 찾아
풀이해낼 수 있다. 방위수사(方位數詞)ㆍ친족어휘ㆍ신앙어휘ㆍ관직명ㆍ도구명
등 중요한 어휘의 어원적 해명은 사상사, 사회경제사, 과학기술사 등 제분야에
불가결한 기초적인 문제이다.5

모든 학문 연구의 기초가 ‘어원학’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에 기초해
서 보면 언어는 각각 기원과 발생의 내력을 지닌다. 어원학적인 차원이 아닌
단순히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남북’은 남쪽과 북쪽이라는 방위를 드러
내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원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남북은 “앞”과 “뒤”
의 뜻을 지닌다. 남북이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북방에서 남방으로의 이동’이
라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북은 우리 민족의
특수한 지형적 역사성를 내재한 말이 되는 것이다. 어원학적인 차원으로 보
지 않으면 포착해낼 수 없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원과 발생의
내력을 지닌 언어의 은폐된 매력에 다름 아니다.
언어의 내력이 남북처럼 한 단어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인용문에서 “생명”
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의 “생명”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호흡”의 의미
로, 일본에서는 “피”의 의미로 쓰인다. 이 차이는 이 각각의 말의 내력이

5

조지훈, 「어원수제(語原數題)」, 조지훈 전집 8권 : 한국학연구, 나남출판사, 1996, 179∼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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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낸 차이이다. 그런데 이 차이란 언어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그것은 언어가 기원해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의 사회, 문화적인 기반과 조
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가 순수한 음성과 음운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ㆍ문화적인 산물의 한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언어가 인간 삶의 지각장 내에서 살아 꿈틀대는 역사적인 생명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언어의 기원과 발생 내력을 탐색해가면서 거기에
서 흥미진진한 역사의 한 장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데에는 그것이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다양한 의미를 파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의 내력이 드러내는 이러한 파생력을 「어원소고(語源小考)」와 「어원수
제(語原數題)」의 “절(寺)”, “부처(佛)”, “중(僧)”, “명색”6 등과 “켜다”, “섣달”,
“노다지”, “따라지”, “슬장(실컷)”, “방물장수”7 등의 어원을 풀어내는 과정
에서 보다 자세하게 엿볼 수 있다. 이 각각의 단어들 역시 다양한 기원과
발생 내력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의미를 발견하는 데서 오는
지적 쾌감을 안겨준다. 하지만 우리가 체험하는 지적 쾌감은 그것이 역사적
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거나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경우에는 배가 되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사뇌가”와 “아름다움”, “고움”, “멋” 등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사뇌가”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행해 졌지만
논란의 여지를 많이 지니고 있는 단어로 이것을 해석하는 일은 곧 이두식으
로 표기된 신라 향가의 성격을 구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름다움”, “고움”, “멋” 등의 어원에 대한 해석은 그것이 한국의 미를
구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에 값한다. 한국의 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6
7

조지훈, 「어원소고(語源小考)」, 조지훈 전집 8권 : 한국학연구, 나남출판사, 1996, 169∼177쪽.
조지훈, 「어원수제(語原數題)」 앞의 책, 180∼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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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동안 적지 않은 논의가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주로 한국학에 관심을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한, 신명, 그늘 같은 개념을 우리의 전통적인 민중문화
양식으로부터 도출해내 한국의 미 혹은 미학으로 정립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서구 미학의 기세에 눌려 거의 질식할 것 같은 우리 미학을 어렵게
살려낸 것만으로도 이들의 공로는 주목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조지훈의 “아
름다움”, “고움”, “멋”에 대한 어원학적 관심과 탐구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아름다움”을 “고움”과 “멋”의 바탕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을 “한국적
미의식을 대표하는 말”8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아름다움”의 고어
원형(古語原形)으로 “아다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아다옴”에서 “아
”은 “사(私)의 고훈(古訓)”9이라는 것이다. “아다움”을 이렇게 보는 근거
로 그는 뺷두시언해(杜詩諺解)뺸, 뺷내훈(內訓)뺸, 뺷명률(明律)뺸, 뺷유합(類合)뺸 등에
표기된 것들을 예로 들고 있다.
“아다움”을 “사(私)”의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그는 이미 “우리 말은 어원
자체로서 애초부터” 미적 체험이 “개인의 개성적 판단”10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우리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그 안에 이미
“개인의 개성적 판단”이라는 근대적인 미의 이념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은 우리 미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근거 논리를 제공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미와 관련하여 그가 어떤 것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논증하고 있는 말은 “멋”이다. 그는 이 “멋”을 “정신미의 한 양상”11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멋”이 “모든 미의 안에 깃들여 있는 초월
미”12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멋”과 “맛”의 어원을

8
9
10
11
12

조지훈,
조지훈,
조지훈,
조지훈,
조지훈,

「멋의 연구」, 조지훈 전집 8권 : 한국학연구, 나남출판사, 1996, 180쪽.
위의 책, 375쪽.
위의 책, 376쪽.
위의 책, 387쪽.
위의 책, 3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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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고, 또 “멋”에서 파생된 15종의 말을 하나하나 분석해낸다. 이를 통해
그는 “멋의 형태”, “멋의 표현”, “멋의 정신” 등 “멋의 미적 내용”13을 밝혀내
고 있다.

첫째, 멋의 형태는 이를테면 멋의 현상이요, 둘째, 멋의 표현은 멋의 작용이
며, 셋째, 멋의 정신은 곧 멋의 본질이다. 우리는 여기서 멋의 현상이 멋의 작용
의 결과란 것과, 멋의 작용이 멋의 본질의 형식화임을 알았고, 동시에 멋의 본질
은 멋의 현상을 떠나서 파악될 수 없음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멋이란 명사의
관념내용은 ‘멋지다’ 등의 형용사들과 ‘멋내다’ 등의 동사에서 추상된 개념이란
말이다. (……)
특히 마지막 대목인 ‘멋의 미적 내용(三)에서 멋의 정신, 미의 이념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미적 범주로서의 멋이 어느덧 생활일반의 이념으로 미적
범주를 뛰어넘은 더 고차의 범주화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에 이르러 멋은 이미 도의 경지임을 알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적 가치
의 하나인 멋은 특수미로서 도리어 진(眞)의 가치, 미(美)의 가치를 종합하고
넘어서 성(聖)의 가치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다. 미로 들어가 미를 벗어나는
‘멋’은 미 이상 곧 선이미(善而美)ㆍ진이미(眞而美)이면서 또한 그대로 미의 범
주인 셈이다.14

우리의 “멋”이라는 말이 지니는 의미가 “미”이면서 “미”를 초월해서 존재
한다는 해석은 그것의 심원함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멋”의 이러한
한국적인 특성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온 것이다. 이것은 분명
“멋”이 우리의 미의 세계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멋”
의 어원 탐구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기원이나 발생에 대한 관심과 탐구는
13
14

조지훈, 위의 책, 441쪽.
조지훈, 위의 책, 441∼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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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견고한 방법론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그의 어
원학적인 방식이 언어에 대한 차원을 넘어 하나의 의식화된 형태로 존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의 ‘샤머니즘’과 ‘단군신화’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깊이 있는 탐색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샤머니즘과 신화에 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각각 한국의 종교
와 국가의 기원을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우리의 문화와
사상의 기원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샤머니즘을 불교, 도교, 유교, 천주교 같은 외래 종교보다
먼저 이 땅에 존재한 신앙으로 보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샤머니즘이 우리
고유의 신관과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는 우리의 샤머니
즘에서의 신에 대한 관념을 기반으로 한국인의 신에 대한 관념을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한국인의 주신은 유일신적이기도 하나 다신(多神)을 초월한 유
일신이 아니요 다신 가운데 있는 일신(一神)이며, 일지상신적(一至上神的)이기
도 하나 다신을 통솔하는 일신이 아니요 다신에 분화된 일신이며, 다신이
교체되는 일신이 아니요 일신이 변화하는 다신”15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
구 기독교에서의 유일신 개념과는 다른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럿인 신, 다시
말하면 이 “일이다신(一而多神)”16으로서의 신관을 우리의 샤머니즘의 기원과
발생의 내력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샤머니즘에
이러한 고유의 독특함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우
리의 샤머니즘은 도교ㆍ불교ㆍ유교의 공통된 인자(因子)를 가졌고, 그 공통된
인자로서 자기동화의 계기와 요소를 삼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상을 분석
하면 용이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여 샤머니즘의 범종교적인 보
편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15
16

조지훈, 「한국사상사의 기저」, 조지훈 전집 7권 : 한국문화사설, 나남출판사, 1996, 96쪽.
조지훈, 위의 책,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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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머니즘 못지않게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군신화’의 기원과 발생의
내력이다. 그는 신화를 “인간이 발견한 정치와 사회와 과학과 문학과 역사의
원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그것을 “신화라는 공통된 본질의 민족적
표현과 민족적 변성과 민족적 소장(消長)에 지나지 않는다”17고 인식하고 있
다. 이것은 샤머니즘처럼 신화 역시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양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단군신화를 비롯한 우리의 신화를 “실제
사실”18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신화” 혹은 “신화학”19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화의 차원에서 “학적으로 분석하
여 하나의 통일된 해석체계를 세우”20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는 것은 단
군신화의 기원과 발생의 내력을 통해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우리 민족의 신앙
과 사상 그리고 사회ㆍ문화적 이상을 보다 풍부하고 심층적인 차원에서 해
석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것이 언어든 아니면 샤머니즘이나 신화든
그것의 기원과 발생의 내력에 대한 빈곤은 우리의 전통에 대한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대한 그의 진지한 모색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존재와 생성의 원리와 지적 형상
조지훈의 학문 세계 구명에서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 중에 존재
와 생성의 원리가 있다. 하나의 세계를 존재의 차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생성의 차원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차이를 드러낸다. 전자의 경우는 세계를 본질 혹은 영원하고 보편적이며 이

17
18
19
20

조지훈,
조지훈,
조지훈,
조지훈,

위의 책, 57쪽.
「한국정신사의 문제」, 조지훈 전집 7권 : 한국문화사설, 나남출판사, 1996, 232쪽.
위의 책, 229쪽.
위의 책,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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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존재로 보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세계를 흐름, 우연(우발), 변화의
차원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형이상학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
식되는 세계는 존재에, 그리고 끊임없이 차이들을 드러내는 경험적으로 만
나는 세계는 생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존재와 생성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근대 이후 존재에서 생성
으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사회ㆍ문화에 대한 해석도 이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지훈은 세계를 볼 때 존재와 생성을 아우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두
개의 관점이 양립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쉽게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존재에서 생성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우리가 생성의 관점에서 세계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지
만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을 존재의 언어로 표상하고 구체화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이것은 일종의 존재의 아상(我相) 같은 것이며, 그것을 인
위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것보다 생성의 차원에서 그것을 성찰하고 반성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훈은 존재와 생성의 차이보다는 그것을 동등
하게 동시적으로 세계 내로 가지고 들어와 자신의 학문, 특히 ‘한국문화사’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방법론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그가 드러내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되리라고 본다.

우리는 민족성(民族性)을 고구(考究)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가
지고 있다. 그 하나는 민족성을 존재(存在)의 측면에서 보려는 견해요. 다른 하나
는 민족성을 생성(生成)의 측면에서 보려는 견해이다. 역사를 존재의 측면에서
보는 이들은 한 민족이나 문화의 특성을 역사적으로 항구 불변하며 사회적으로
절대 보편된 고정적ㆍ개체적ㆍ심적 존재로 보고 그것을 설명하려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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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좇으면 민족성이나 민족문화의 가변성(可變性)을 처리할 수 없으며, 더구
나 이미 추출 설정한 것이 정반대되는 성격의 발현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관념적 존재론은 어느 의미에서 자연적ㆍ인과율적 입지와
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방법인 생성(生成)의 측면에서 보는 이들은 한 민족이나
문화의 특성을 단순히 시대적인 것으로만 보고 생성 전변(轉變)의 유동태(流動
態)로서 그것을 설명하려 한다. 이와 같은 견해에 좇으면 그 생성과 전변의 주

체, 곧 ‘무엇’이 변하고 흐르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해명도 줄 수는 없다. (……)
만일 민족성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민족성이란 이름에 값하지
못할 것이요, 이는 참된 민족성의 개념으로서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으니,
민족성은 일시적 성향이 아니고 통시적인 영항성향(永恒性向)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과 공간 안의 생활 주체인 인간 곧 민족을 빼어 버리고서 민족성을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민족성은 역사적으로 생성되지만 그것은 다시 역사의 주체로서의
고유소(固有素), 곧 기본소(基本素)를 지님으로써 역사를 움직이는 범이다. 바꿔
말하면, 민족성은 생성과 존재의 어느 한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의 통일에서
체득되고 파악되어야 한다는 말이다.21

그의 존재와 생성의 원리는 “민족성”을 “고구(考究)”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는 “민족성”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존재”와 “생성”의 방법
이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만일 존재의 원리로만 그것을 판단할 경우
“민족성이나 민족문화의 가변성(可變性)”과 “정반대되는 성격의 발현을 설명
할 수 없게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만일 그것을 생성의 원리로만 판단할
경우 “생성과 전변의 주체, 곧 ‘무엇’이 변하고 흐르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해명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느 하나의 원리만으로는 “민족성”
21

조지훈, 「한국문화사 서설」, 조지훈 전집 7권 : 한국문화사서설, 나남출판사, 1996,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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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을 “통일”해서 “체득되고 파악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생성의 “가변성(可變性)”과 존재의 “주체성”을 모두 포괄할
때 “민족성”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그의 논리는 ‘본질과 현상’, ‘보편과 특수’,
‘정신과 육체’ 같은 명제들을 환기한다. 어느 한쪽에 대한 강조보다는 둘을
아우르는 균형 감각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의 태도는 급진적이고 해
체적이기보다는 온건하고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민족성”을 구명하는 원리로 작용한 존재와 생성은 다시 “기본적
인 것”과 “파생적인 것”으로 변주되어 드러난다. 그에 의하면 전자는 “사람
의 자율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적 성격을 띠고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환경과의 조화를 통하여 얻는 문화적 속성을 띠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원리에 입각해 그는 민
족성을 넘어 한국문화의 성격을 구명하는데, 그에 의하면 한국문화는 우리
의 자연환경 혹은 풍토에 큰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즉, “해양적
이고 대륙적인 지리적 특징”은 “다린(多隣)적”이면서 “고립적”인 정치적 환경
과 “주변적”이고 “중심적”인 문화적 환경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환경이 우리 민족에게 “평화성(平和性)”과 “격정성(激情性)”, “낙천성”
또는 “향락성”과 “감상성”이라는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자질로 나타났을 뿐
만 아니라 “원효(元曉)ㆍ의상(義湘)의 불학(佛學)”, “퇴계(退溪)ㆍ율곡(栗谷)의 유
학(儒學)”, “세종대왕과 정다산(茶山 丁若鏞), 최수운(水雲 崔濟愚)” 그리고 “꿈”,
“슬픔”, “힘”, “멋”, “끈기”, “은근”, “맵짭” 등을 낳았다고 보고 있다.
그의 논의는 존재와 생성에서 비롯된 원리가 기본적인 것과 파생적인 것
으로 변주되고, 다시 그것이 자연적인 환경과 문화적인 환경으로 변주된다
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특히 자연적인 환경을 강조한다.
이 환경이 우리 민족의 기질, 성격, 정서는 물론 정치, 종교, 문화, 예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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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의 지리적인 자연 환경을 매개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없이 다양한 인간 환경과 사회ㆍ문화적인 제도의 차원
으로 확대 적용한 감이 없지 않지만 둘 사이의 개연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분명 반도라는 지리적 환경은 우리의 의식과 그것에 기반 하여 성립된
우리의 문명과 문화의 양식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온 것이 사실이
다. 그가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반도로서의 지리적 환경은 “관계(多隣)”와 “고
립”, “중심”과 “주변”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세계 사이의 긴장이 첨예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도적 환경의 영향으로 탄생한 것 중에 ‘예술’은 특별한 관심을
끈다. 다양한 곳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중심 → 주변), 그것들과는 다른 독창
적인 예술을 창조해내는(주변 → 중심) 이러한 일련의 플렉서블(flexible)하고 역
동적인 흐름은 반도가 드러내는 속성과 다르지 않다. 가령 “고려 청자”를
예로 들어보자. 고려의 자기는 “송(宋)ㆍ원(元)의 영향을 받았”22지만 그것을
넘어선다. 중국 자기는 “중후한 양감(量感)”과 “좀 무딘 선”의 형태미를 드러
내지만 우리의 고려 청자는 “알맞은 양감”, “유려한 선”, “우아한 모습”, “전
체와의 균형과 조화”, “세련된 구성” 등의 형태미를 드러낸다. 또한 고려 청
자는 중국의 자기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상감(象嵌)”23이라는 독창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고려 청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독창성은 신라의 “불국사”와 “석굴
암”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불교와 불교적
양식들은 신라에 와서 일정한 변주를 거쳐 새롭게 탄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국사와 석굴암인 것이다. 불국사의 석탑 계단은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볼 수 없”는데 그 “기교함이 인공미의 극치”24를 보여주고 있다.
22
23

조지훈, 「한국예술의 흐름」, 위의 책, 151쪽.
조지훈, 「한국예술의 흐름」, 위의 책,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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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굴암은 “중국의 석굴불상을 본뜬 것”이나 “궁륭상(穹隆狀)의 원개(圓蓋)를
가진 구성은 다른 곳에 유례”가 없으며, 석굴암 불상의 모델은 “인도ㆍ중국
ㆍ일본의 어떤 불상보다도 특이하고 원만한 풍모”25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석굴암의 독창성은 불상 그 자체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의 정수는
“불국사 뒷산 동해를 바라보는 단애(斷崖)의 옆에 있어 아침해 뜰 무렵 햇빛
이 굴 내를 비출 때의 기관(奇觀)”26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석굴암의 변주 혹은
독창성은 반도 내로 들어온 외래적인 양식들이 지향해야 할 궁극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불교와 불교적 양식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기 전 신라는 고립되고
한낱 주변부에 위치한 그런 존재성을 지닌 국가였다. 하지만 불국사와 석굴
암 같은 독창적이고 심원한 건축물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신라는 더 이상
외부와 고립되지도 또 주변부에 위치한 국가도 아니게 되었다. 이제 신라는
외부와 관계성이 확보되고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반
도라는 지리적인 환경 내에서 잉태된 예술이 어떤 식으로 반도성을 드러내
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있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그것은 예술을 통해 존재와
생성의 문제를 구명하고 있는 것이다. 반도의 특성상 이 땅의 예술 혹은 문
화, 종교, 정치, 철학, 사상 등은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동시에 그것을 잉태한 사회 혹은 역사적 전통
내에서 각각의 정체성이 정립되어져야 하는 운명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운명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며, 그것은 또한 우리의
민족성과 민족문화의 정립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4
25
26

조지훈, 「한국예술의 흐름」, 위의 책, 147쪽.
조지훈, 「한국예술의 흐름」, 위의 책, 148쪽.
조지훈, 「한국예술의 흐름」, 위의 책,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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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용과 혼융의 원리와 지적 형상
조지훈의 학문에 대한 태도에서 주목을 끄는 원리 중이 하나가 바로 중용
과 혼융이다. 중용과 혼융은 단순한 인식 차원을 넘어 실천과 행위 차원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먼저 중용이란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에서 혹은 관계를 통해 삶을 영위한다. 이 과정에서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 다시 말하면 말, 행동, 감정 표현이 지나치지도 또 부족하지
도 않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중용(中庸)’이다.
갑골문에서 이 중(中)은 깃대를 뜻하며, 이 깃대가 움직이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바람에 깃발이 날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중용이 어느 쪽으로 치우침 없이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잘 대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용에 대한 지훈의 관심은 그의 저작 곳곳에 드러나 있지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뺷채근담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중국 명나라 때
홍자성이 저작한 것이고, 지훈은 그것을 역주한 것이다. 역주란 책의 내용을
단순히 축어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이 책을 누가 역주하느냐에 따라 그 맛과 결은 달라
지게 된다. 지훈의 역주는 ‘채근(菜根)’의 담박(淡泊)한 미를 잘 살린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채근담을 읽고 동양의 생리를 알았고 동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가 말하는 “동양의 생리” 혹은 “동양의
마음”이란 “한 가지 공식과 논리만으로 모든 사람을 율(律)하려 하지 않고
때와 자리와 사람에 따라 그 잘못되기 쉬운 약점을 지적하”는 그런 “융통자
재(融通自在)의 현실적 윤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뺷채근담뺸의 논리는
“전후(前後)가 모순되는” 듯이 보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조금도 모순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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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 그 모순이 바로 생활에 즉(卽)한 논리의 바탕”27이 되기도 한다.
뺷채근담뺸에서 중용의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은 ‘수신과 성찰’
편 46장과 47장이다.

기상(氣象)은 높고 넓어야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되고, 심사(心思)는 빈틈이
없어야 하되 잘게 굴어서는 안 된다. 취미는 담박(淡泊)한 것이 좋으나 고조(枯
燥)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지조(志操)를 지킴에는 엄정해야 하지만 과격(過激)
해서는 안 된다.

[原文] - 前 81
氣象은 要高曠이되 而不可疎狂이며 心思는 要縝密이로되 而不可瑣屑이며
趣味는 要冲淡이되 而不可偏枯며 操守는 要嚴明이로되 而不可激烈이니라28

청백(淸白)하면서 너그럽고 어질면서 결단을 잘하며 총명하면서 지나치게
살피지 않고 강직하면서 너무 바른 것에 치우침이 없으면, 이를 꿀 발라도 달지
않고 바다 물건이라도 짜지 않음과 같다 하리니 이것이 곧 아름다운 덕(德)이
된다.

[原文] - 前 83
淸能有容하며 仁能善斷하며 明不傷察하며 直不過矯면 是謂蜜餞不甛하며
海味不鹹이니 裳是懿德이니라.29

사람이 취해야 할 ‘중(中)’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장이다.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상호모순성을 띠고 있다. 이 모순된 것을 아우르고 그것을 인식을
27
28
29

조지훈, 「머리말」, 조지훈 전집 9권 : 채근담, 나남출판사, 1996, 13∼15쪽.
조지훈, 「修省篇 46」, 위의 책, 247쪽,
조지훈, 「修省篇 47」, 위의 책, 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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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실천의 장에서 실현할 때 비로소 중용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용을 실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공자조차도 중용의 길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중용(中庸)을 ‘중도(中道)’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의 ‘도(道)’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정진할 때
비로소 성취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중용인 것이다. 공자 이래 많은 유학자들
이 중용을 통해 실천궁행의 길을 모색했으며, 타인 또는 만물과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도의 차원에서 보면 만물이 함께
살아도 서로 해치지 않고, 도(道)가 병행해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이처럼 중용이 삶의 큰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훈 역시 중용의 도를
따르려고 했던 것이다. 중용에 대한 그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살던 시대와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가 살던 시대는 이념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시대에 중용의
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회피와 허무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와
함께 자신의 진의가 왜곡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는 중용의
길을 회피하지 않았고 그러한 그의 모습이 뺷지조론뺸을 비롯하여 뺷한국민족
운동사뺸, 뺷한국학연구뺸 등에 잘 드러나 있다. 특히 뺷지조론뺸에서 그가 취한
태도는 당대의 혼란과 격동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소신 있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궁행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는 ‘젊은이와 현실’, ‘선비의 도(道)’, ‘혁명에 부치는 글’, ‘민족의 길’, ‘문화
전선(文化戰線)에서’30 등을 통해 중용의 관점에서 시대적 현실을 넘어 우리
민족의 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비의 도(道)’에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지조(志操)”31라든가 “지성인의 사명(자세)”32은 우리의 유학 전통에서 선비

30
31
32

조지훈, 조지훈 전집 5권 : 지조론, 나남출판사, 1996, 9∼13쪽.
조지훈, 「지조론(志操論)」, 위의 책, 93∼101쪽.
조지훈, 「선비의 직언(直言)」, 위의 책, 102∼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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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녀야 할 중용의 길을 다시 현대의 장으로 불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에 값한다.
그가 제기한 중용의 원리는 “멋”을 구명하는 데에도 활용되는데, 그는 여
기에서 “멋의 중절성(中節性)”을 강조한다. 이것은 “변조의 절도”를 말하는
것이다. 멋이 “정감의 상태나 제작의 형태에 따라 표현된 것”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 “절도”와 “조화”와 같은 “중절”33이 개입되어 멋이 탄생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절도와 조화로서의 중절성은 우리의 음악, 미술, 문
학, 무용, 건축, 조각 등에 작용하고 있는 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용이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수양하기 위한 원리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의 사회ㆍ문화ㆍ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쉽게 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며, 우리 혹은 우리 삶의 심층 어딘가에 자리하
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용이 지니는 이러한 특성은 그것이 분리와 배제보다는 통합과 포괄의
원리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용의 도가 살아 있으면 어느 한쪽이 배제
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각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
나로 어우러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타인 또는 만물과 더불어 함께 살 수밖
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어우러짐의 방식일 것이
다. 어떻게 어우러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일까?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특성상 문화와 문명의 흐름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온 우리의 경우 이 고민은
많은 갈등과 혼란을 통해 정립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종교, 사상, 문화
의 차원에서 이 문제는 첨예하게 드러났고 또 치열하게 모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고민과 모색의 결과가 어떤 경우에는 기계론적인 결합이나 형식
적인 통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식적이고 정신적인 융
합이나 혼융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혼
33

조지훈, 「멋의 연구」, 조지훈 전집 8권 : 한국학연구, 나남출판사, 1996, 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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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혼융이란 온전한 융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온전한 융화란 존재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인식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온전한 융화 다시 말하면 혼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지훈은 “샤머니즘”과 “동학”을 주목
한다. 이 둘은 외래적인 것을 우리화한 대표적인 사상들이다. 하지만 전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후자와는 차이가 있다. 그는 “한국 사상과 한국 문화는 도ㆍ불ㆍ유는 물론
기독교까지도 샤머나이즈해서 받아들인 것”34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한국
사상과 문화의 기저”에 샤머니즘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샤머나
이즈하”는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기독교와 샤머니즘)
우리의 경우는 외래 종교와 샤머니즘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융화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리라고 본다.
외래 종교의 “샤머나이즈화”처럼 외래 종교 혹은 서학을 “천도” 혹은 “동
학”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한 예도 있다.

또 하나의 한국 사상의 특질은 모든 대립된 것을 한 솥에 넣고 끓여서 별다른
하나의 세계를 창출해 낸다는 절충(折衝)과 융섭(融攝), 수용과 환원의 성격이
농후하다는 점입니다. 원효의 화쟁사상(和諍思想)이나, 지눌(知訥)의 정혜쌍수사
상(定慧雙修思想) 휴정(休靜)의 선교융섭사상(禪敎融攝思想) 등이 모두 다 그 좋은
예입니다. 최수운(崔水雲)의 사상 같은 것도 유ㆍ불ㆍ도를 하나의 솥에 넣어 끓
여서 새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의 사상은 3교를 융합했다고 일컬어지면서도
유ㆍ불ㆍ도가 합쳐서 천도(天道)가 된 것이 아니고 천도의 일부가 나뉘어진 것
이 유ㆍ불ㆍ도라고 해석했습니다. 당시 천주교의 자극을 받아 그를 섭취하고
도리어 그의 도를 서학(西學)에 반립하는 동학(東學)으로 설정한 것 같은 것도

34

조지훈, 「한국 사상 논고」, 위의 책, 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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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원성이 두드러진 표현인 것입니다. 최수운의 사상에 강력한 영향을 준 것
은 그의 가학(家學)인 유학이요, 그의 선조인 최고운(崔孤雲)의 선행(仙行)과 원효
의 민족불교사상이었습니다.35

조지훈은 우리의 “동학” 혹은 “천도교”를 동양의 “유ㆍ불ㆍ도”와 서양의
“천주교”, 그리고 “최고운(崔孤雲)의 선행(仙行)”과 “원효의 민족불교사상” 등
을 “하나의 솥에 넣어 끓여서 새로 만들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행간에
들어난 의미대로라면 “동학”은 최고의 “융합” 종교인 것이다. “동학”이 “융
합” 종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온전한 융화’
혹은 ‘완전한 융화’로서의 종교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동학”이 하나의 온전한 혹은 완전한 융화의 종교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이것은 “유ㆍ불ㆍ도를 하나의 솥에 넣어 끓여서 새로 만들어 낸 것입
니다.”라는 표현과 “그의 사상은 3교를 융합했다고 일컬어지면서도 유ㆍ불
ㆍ도가 합쳐서 천도(天道)가 된 것이 아니고 천도의 일부가 나뉘어진 것이
유ㆍ불ㆍ도라고 해석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잘 드러난다. 분명 이 표현
들에는 과장된 면이 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데에는 그 나름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서학”과 대비되는 차원으로서의 “동학”에 대한 강조는 단순히 우
리 것에 대한 강조를 넘어 그것이 내재하고 있는 개방성, 주체성, 평등성,
다원성 같은 것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잠재된 가능성을 동학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동학은 “수운”이 만든 종교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 우리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상징으로 그 범주가 확대되
기에 이른다. 그가 동학을 이야기하면서 “수운” 이전의 “원효”, “지눌”, “휴
정”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한국 사상의
35

조지훈, 「한국 사상 논고」, 위의 책,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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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위에 있는 인물들이며, 이들의 사상은 모두 한국 사상의 특질 즉 “모든
대립된 것을 한 솥에 넣고 끓여서 별다른 하나의 세계를 창출해 낸다는 절충
(折衝)과 융섭(融攝), 수용과 환원의 성격”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상의

특질을 구명하기 위해 그가 찾아낸 이 인물들과 그들의 사상은 언제나 온전
한 융화 다시 말하면 ‘혼융(渾融)’의 세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정신과 생명의 원리와 지적 형상
조지훈의 학문 세계를 논할 때 정신과 생명을 빠트리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수양으로서의 정신을 강조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
다. 시(詩)ㆍ서(書)ㆍ화(畵)가 단순 기능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됨됨
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지니는 정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의 예술 혹은
학문이 ‘예(禮)’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이 예는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도리로서 ‘제사의례(祭祀儀禮)’가 대표적인 것이다. 우리가 제사의례
를 중시한다는 것은 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달리 말하면 ‘역사’
에 대한 중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전통 하에서는 역사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런데 이 역사는 변하지 않는 것(經典)과 변하는
것(歷史)이 서로 교차하면서 전개된다는 ’경경위사(經經緯史)’ 정신을 근간으
로 한다.
이 경경위사의 정신에 입각하여 생각하고 행동한 지식인들 중에 ‘선비’가
있다. 이들은 경전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는 논리와 정신을 치열하게 탐색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사람들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정신은 늘 변화와 혼란의 시기에
빛을 발해왔다. 지식인으로서의 선비 혹은 선비 정신은 서구적인 근대 정신
과 윤리가 수용되면서 약화되거나 망각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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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은 인문학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대 이후 우리 지식인들 중에서 누구보다 이 선비 정신을 강조한
이가 바로 조지훈이다. 일찍이 그는 “조부 조인석(趙寅錫)과 부친 조헌영(趙憲
泳)으로부터

한학과 절의(節義)를 배워 체득”36하였다. 그의 이러한 내력과 배

움을 통한 체득은 ‘지조론(志操論)’으로 집약되어 드러난다.
그런데 그의 지조론은 지조 자체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도 제기되지만 그
것과 대척점에 놓이는 ‘변절(變節)’이라는 말과의 대비를 통해 제기되기도 한
다. 지조와 변절의 대비는 지조의 개념과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조가 함의하고 있는 시대나 역사와의 관계를 더욱 선명
하게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근대 이후 우리에게 더욱
민감하게 느껴지고 인지된 말은 지조보다는 변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근대 이후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식민지,
분단, 개발 독재로 이어지는 시기에 우리는 주권 상실, 이념 과잉, 경제 우선
등으로 인해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할 여유도 또 어떤 제도화된 척도로 가지
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조와 변절이 내재하고 있는 윤리에 대한 자각
없이 말하고 행동한 결과의 참혹함은 사후에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강하게 환기되고 있다.

변절(變節)이란 무엇인가. 절개를 바꾸는 것, 곧 자기가 심신으로 이미 신념하
고 표방했던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철이 들어서 세
워놓은 주체의 자세를 뒤집는 것은 모두 다 넓은 의미의 변절이다. 그러나 사람
들이 욕하는 변절은 개과천선(改過遷善)의 변절이 아니고, 좋고 바른 데서 나쁜
방향으로 바꾸는 변절을 변절이라 한다.
일제 때 경찰에 관계하다 독립운동으로 바꾼 이가 있거니와 그런 분을 변절
36

조지훈, 「조지훈 전집 서문」, 조지훈 전집 5권 : 지조론, 나남출판사, 1996,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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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욕하진 않았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파(親日派)로 전향한 이는
변절자로 욕하였다. 권력에 붙어 벼슬하다가 야당이 된 이도 있다. 지조에 있어
완전히 깨끗하다고는 못 하겠지만 이들에게도 변절의 비난은 돌아가지 않는
다.(……)
자기 신념으로 일관한 사람은 변절자가 아니다.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치욕에 김상헌(金尙憲)이 찢은 항서(降書)를 도로 주워 모은 주
화파(主和派) 최명길(崔鳴吉)은 당시 민족정기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으나 심양(瀋
陽)의 감옥에 김상헌과 같이 갇히어 오해를 풀었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진 얘기

다. 최명길은 변절의 사(士)가 아니요 남다른 신념이 한층 강했던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무런 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 간판은 족히 변절의 비난을 받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좌옹(佐翁), 고우(古愚), 육당(六堂), 춘원(春園) 등
잊을 수 없는 업적을 지닌 이들의 일제 말의 대일협력(對日協力)의 이름은 그
변신(變身)을 통한 아무런 성과도 없었기 때문에 애석하나마 변절의 누명을 씻
을 수 없었다. 그분들의 이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이 컸던 것은
우리의 기억이 잘 알고 있다.37

“변절”의 정의와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우리
는 여기에서 “변절”에 대한 그의 관점이 단선적이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단 대상이 된 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입장을 고려하고, 표층
과 심층에 나타난 의미를 분석하여 변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가 판단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방향성’, ‘일관성’, ‘행동성(실천성)’
등이다. 방향성에서는 대상자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일관성에서는 꺾이지 않는 강한 신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37

조지훈, 「선비의 도」, 위의 책, 97∼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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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성에서는 행동하는 지성 혹은 지식의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다. 변절에
대한 그의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 곧 지조에 대한 그의 생각과 태도에 다름
아니다. 지조를 지키지 못한 결과가 변절이고, 그 변절은 반성과 성찰을 요구
하며, 지식인(선비)이라면 그에 걸 맞는 시대적인 책무를 지고 보다 나은 세상
을 위해 실천하는 지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생각과 태도인 것이다.
그가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샌님 스타일의 선비가 아니라 융통성과 일관성
그리고 방향성과 열린 시각을 지닌 선비를 이상적인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선비 정신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것은
과거는 물론 오늘날에도 요구되는 선비 상이다. 선비 혹은 선비 정신에 대해
과거의 낡은 유물로 치부해버리는 이들이 있다. 이것은 선비들이 지니는 이
런 점들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무지의 소치이다. 뺷지조론뺸에서
그가 보여준 시대와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개입은 선비 정신이
지향해야 할 바를 잘 말해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를 지조 있는 학자로 기억하기도 하지만 또 그를 지조 있는 시인
으로 기억하기도 한다. 이때 여기(시)에서의 지조는 그가 일관되게 추구했던
시의 원리가 될 것이다. 그를 흔히 ‘청록파’ 시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자연
파’ 시인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가 주로 노래한 대상이 자연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 자연은 어떤 자연을 말하는 것일까? 범박하게 그것을 산,
강, 바다, 숲, 꽃과 같은 그런 자연이라고 말하면 잘못된 답변일까? 사실 이런
의문은 그의 시를 이해하는데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약이 될 수도 있다. 기본
적으로 시는 언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이때의 자연은 언어를 매개로 한
자연이 된다. 그렇다는 것은 언어의 비밀을 풀지 않고는 그 자연을 해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혹은 시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의 시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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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생각인 것이다. 시에 대한 그의 생각은 뺷詩의 원리뺸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저작은 그의 시론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저작은 그의 학문 세계
의 부분이면서 전체이고 또 전체이면서 부분인 것이다. 이 저작에서 말하는
시의 원리는 다른 원리 이를테면 기원, 발생, 존재, 생성, 중용, 혼융, 정신
등의 원리와의 관계 내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의 원리는 다른
원리 혹은 다른 원리들과 ‘부분－전체’라는 구도를 형성한다. 뺷詩의 원리뺸에
서 그가 제시하고 있는 원리는 저작의 제목에 드러난 것처럼 그것은 시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목은 그 이면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드러나 있지 않은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詩의
원리’에서 그 ‘詩’를 대체해도 무방하다. 어쩌면 이 대체된 말이 더 이 저작의
원리를 잘 드러내 보인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들 전통이란 무슨 공중에 매달린 두엉박처럼 생각한 나머지,
따 오려면 아무나 쉽게 따 올 수 있고 버리려면 언제든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으
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참뜻의 전통은 언제나 자기 안에 숨어 있는 생명을
고심참담한 노력 속에서 창조적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생명(詩生命)
의 비의(秘義)를 체득하려면 먼저 시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말로 말하면 시생명의 본질은 ‘시를 사랑하는 인생 속에 내재(內在)하여 생성
(生成)하는 자연(自然)’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대자연은 사물의 근본적인 원형으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 대
자연의 일부인 사람은 그 자신 자연의 실현물(實現物)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창조적 자연을 저 안에 간직함으로써 다시 자연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대자연은 자연 전체의 위에 그 ‘본원성(本原相 Urphanomen)을 실
현하지만 반드시 개개의 사물에 완전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의
미에서 시인은 자연이 능히 나타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시에서 창조함으로써
한갓 자연의 모방에만 멈추지 않고 ‘자연의 연장(延長)’으로서 자연의 뜻을 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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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現)하는 하나의 대자연일 수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시는 시인이 자연을

소재로 하여 그 연장함으로써 다시 완미(完美)한 결정(結晶)을 이룬 ‘제2의 자연’
이라고도 할 수 있다.38

그가 말하는 시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는 글이다. 그는 시를 “자연”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자연은 “시를 사랑하는 인생 속에 내재(內在)
하여 생성(生成)하는 자연(自然)”이다. 단순히 감각적으로 인식되는 자연이 아
니라 “시를 사랑하는 인생 속”, 다시 말하면 “시를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인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실을 고려해서 정리해 보면 ① 사람
이 있다 ② 그 사람은 시를 사랑한다 ③ 시를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이 있다
④ 그 인생 내에서 생성하는 것이 있다 ⑤ 그 생성의 정체는 자연이다. ①∼
⑤의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자연의 탄생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 ‘생성’은 의미
를 상실한다. 이 사랑이 인생 내에서 키워낸 것이 자연인 것이다.
이처럼 시는 시인의 사랑으로 키워낸 자연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그는
시의 원리로 사랑을 내세우고 있는 것일까? 이 물음은 시 혹은 시의 원리를
구명하면서 사랑을 내세우고 있는 그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 대해 그는 “시생명(詩生命)의 비의(秘義)를 체득하려면 먼
저 시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결국 시인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시 생명의 비의”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시인)
안에 숨어 있는 생명”이다. 이 생명의 발견이 곧 그의 시의 원리에 대한 발견
이 되는 것이다. 이 논리에 입각해서 보면 시에서 그가 노래한 자연은 ‘시인
안에 숨어 있는 생명’ 혹은 ‘시인 안에 숨어 있는 생명에 대한 투사로서의
자연’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시인이 노래한 자연은 그
38

조지훈, 「시의 원리」, 조지훈 전집 2권 : 詩의 원리, 나남출판사, 1996, 2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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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시생명(詩生命)의 비의(秘義)”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의 시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원리이고 또 인생
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3. 전통의 발견과 국학의 지평
조지훈의 학문 세계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아우르는 원리를 찾아내
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넓고 다양한 그의 학문 세계를 가로지르는
원리는 크게 네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원과 발생의 원리, 둘째, 존재와
생성의 원리, 셋째, 중용과 혼융의 원리, 넷째, 정신과 생명의 원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원리들은 그의 학문의 세계 내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하고 또 재교차하면서 존재한다. 이렇게 네 영역의 원리들이 궁극
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전통에 대한 발견이다. 그동안 전통에
대한 탐색은 많이 있어왔지만 대부분 변죽을 울리는 차원에서 그친 것은
그것을 보는 자신만의 구체적인 논리 혹은 원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전통에 대한 넓고 심원한 차원의 이해와 접근법은 그동안 국부
적, 관념적 방식으로 다소 느슨하게 전개되어온 전통 논의에 구체적이고 전
체적인 시각과 통찰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우리
전통의 형상을 드러내는데 일정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기원과 발생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 말의 어원을 탐색하고 또 우리 문화,
종교의 기원이 되는 샤머니즘에 주목한 것, 존재와 생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 역사와 문화사를 서술한 것, 중용과 혼융의 원리에 입각해서 ‘채근담’,
‘동학’, ‘통일신라’를 해석하고 또 ‘아름다움’과 같은 미적 범주에 대한 태도를
구명한 것 그리고 정신과 생명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지조론적 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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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혹은 생명의 문제를 구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 문화, 종교, 역사, 예술,
문학, 철학, 미학 등의 전 분야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전통에 대한 발견
은 물론 그것을 토대로 ‘국학’ 혹은 ‘한국학’의 성립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그의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은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문제는 그의 학문적 저작들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취하고 또 어떤 것들을 버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국학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과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요
구되는 국학은 그의 생각과 일정한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학문 저작들이 드러내는 이 네 원리들
은 하나의 학(學) 특히 국학의 정립과 관련해서 볼 때 지나치게 특수하다거나
예외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을 강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네 원리들은 어느 특정한 시기와 대상들을 넘어
과거는 물론, 현재, 미래에 이르는 긴 시간에도 견딜 수 있는 의미 체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의 학문 세계를 논하면서 그것을 내용보다는 원리와
방법에 초점을 두고 살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국학에 대한 관심은
내발적(內發的)이기보다는 외발적(外發的)인 요인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우리
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K-Pop 등 한류문화가 널리 확산되면서 국학,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학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국학이
그런 유행만으로 성립될 수는 없다. 국학은 하나의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적
인 절차와 방식을 필요로 한다. 국학은 학문적으로 온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국학의 정의, 개념, 범주, 영역, 분류 등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학은 학문의 성격상 우리의 전통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
가와 민족의 경계가 해체되고 있는 글로벌한 시대에 전통에 대한 강조는
시대착오적이고 국수주의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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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통을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판단해 온 것이 사실이
다. 근대 이후 우리의 전통적인 것이 중심이고 외래적인 것이 주변이었던
적은 흔치 않다. 전통이 늘 주변화 되고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전통을
학문의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도 주변적인 것 혹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
어 왔다. 이렇게 된 원인을 학문 바깥으로 돌리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이지도 않다. 우리는 그것을 학문 밖이 아닌 안에서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성찰해야 하는 것은 전통의 계승이다.
전통은 계승되어져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계승하는 방법을 궁구해야 한다.
이때 우리가 주의 깊게 떠올려보아야 할 것이 바로 ‘전통이 과거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능을 통해서 재창조되는 것’이라는
엘리어트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전통은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이다. 이것은 현재가 과거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 현재는 과거
를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지훈이 과거의 전통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자신의 학문적 체계를 정립
하였듯이 우리는 다시 그의 전통 개념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넓고 심원한 학문의 세계를 우리의 재능을 통해 수정ㆍ보완하여 보다
발전된 형식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그의 학문적 저작들은 하나의 지평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그의
저작 내로 끊임없이 의식을 투사할 때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어떤 거대한
것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전통에 대한 우리 의식의 자각 같은 것인
지도 모른다. 전통에 대한 역사 의식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
에서 그의 학문 세계를 구명하기 위해 제시한 네 개의 원리들(기원과 발생의
원리, 존재와 생성의 원리, 중용과 혼융의 원리, 정신과 생명의 원리)은 중요한 매개 역할

을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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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Finding Tradition and the Birth of Koreanology
Focused on interpretation principle and intellectual shape of
Jo Ji-Hoon’s academic world
Lee, Jae-bok | Hanyang

University

Jo Ji-Hoon’s academic world is categorized as Koreanology. But it includes history, philosophy, religion, literature, language, anthropology, geography, and folklore. In this perspective the difference among those studies should be alive in the category and they should
be embraced in the total scope for the identity of Koreanology. Therefore his academic writings are to be read in order to find the flow or logic throughout the whole. The flow is found
in his writings as four levels. The first is origin and birth, the second is being and generation,
the third is moderation and hybrid, and the fourth is the spirit and life.
His academic world was born based on those four meanings. The history, philosophy,
religion, literature, language, anthropology, geography, and folklore in the category,
Koreanology, include the four meanings basically. As the world is mediated by those studies,
the total Koreanology can maintain its own identity. Of course the four levels are not included equally in all the studies. Some of them can be prominent or not by the characteristic
of the study. Also some of them can be in the depth or the surface.
For example, in his studies the approach with etymology and search for the human origin
like shamanism are the prominent in the first level, origin and birth. The process of describing cultural history is also outstanding in the second level, being and generation. And the
explanatory note on ‘Chaegeundam’, interpretation on ‘Joohae’, ‘Donghak’, and ‘Unified
Silla’, and the attitude on the aesthetic category such as ‘beauty’ are also prominent in the
third level, moderation and hybrid. Finally the ‘Jijoron’, and ‘theory of poetry(literature)’
are outstanding in the fourth level, spirit and life.
As the four levels as a flow or logic is across all his writings, the Koreanology as a vast
academic system can be born. The four levels intersect each other again and again in his
writings. And they show his attitude on the world and the method how he understan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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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s. It reflects his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as the whole. His various and vast
argument on the Koreanology is developed within the flow or logic of the four levels. It proposes a specific direction and sustainable scope above simple and sporadic levels. What the
direction and sustainable scope of Koreanology is specifically, that he proposes, is revealed
only if how the flow of four levels are realized in his writings are proved through each studies
or the studies’ lower categories. This article aims at figuring out the whole aspect of his
Koreanology based on the facts found such above and reviewing how it has universal validity
has as Koreanology.

key words : Jo Ji-Hoon, Koreanology, four levels, origin, birth, being, generation, moderation, hybrid, spirit,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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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영(파리대학교 한국학 박사과정 수료)

1992. 5

프랑스 법에 따라 학회 등록 및 로고 창안 (법인 대표 : 김필영)

1992.10.22-26 제2회 국제학술대회 (카자흐스탄 알마티 과학아카데미)

공동개최: 카자흐스탄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약 80여 명이 참가했으며 구소련 붕괴 후 개최된 최초의 대규모 한국학 학
술대회
1993. 7.12-16 제3회 국제학술대회 (벨기에 루벵 카톨릭대학교)
1994

국제비교한국학회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mparative Korean
Studies : IACKS)로 학회 명칭 변경

1995. 7.24-26 제4회 국제학술대회 (카자흐스탄 크질오다 사범대학)

크질오다 사범대학 당국으로부터 “쌀알 위에 그려진 홍범도 장군의 영정”을
기증받아 귀국 후 독립기념관에 희사함
1995.12.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권 발간

1996. 8.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권 발간

1996.10. 4- 5 제5회 국내학술대회 (부경대학교)
1997. 7.29

제6회 국제학술대회 (몽고 울란바토르대학교)

1997. 8.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3권 발간

1998.10.24

제7회 국내학술대회 (경기대학교)

1998.12.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4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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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7.26

제8회 국제학술대회 (터키 이스탄불대학교)
“21세기 한국문화의 전망과 과제”

1999.12.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5권 발간

2000. 6. 9

제9회 국내학술대회 (경북대학교)
“21세기 한국학의 전망과 과제”

2000. 6.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6권 발간

2000.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7권 발간

2001. 6.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8권 발간

2001. 7. 3

제10회 국제학술대회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USA)
“Korean Studies in the 21st Century”
후원 : 한국번역금고, 한국교류재단, 뉴욕 버팔로대학교 아시아연구전공

2001.12.31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선정

2001.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9권 발간

2002. 6. 7

제11회 국내학술대회 (서울대학교)
“Korean Studies at the Crossroads”
후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2. 6.29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0권 1호 발간

2002.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0권 2호 발간

2003. 5.23

제12회 국제학술대회 (서울대학교)
“Diaspora in Korean (Immigrant) Literature”
후원 : 대산문화재단
한인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로 UC Berkeley, Korean Studies
Center와 공동 기획하였으나 SARS로 인하여 각각 따로 개최하고 단행본은
공동 발간함

2003. 6.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1권 1호 발간

2003.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1권 2호 발간

2004. 6.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2권 1호 발간

2004.11.30

단행본 뺷Diaspora in Korean (Immigrant) Literature뺸 발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12.10-11 제13회 국제학술대회 (UC/Berkeley, USA)
2004.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2권 2호 발간

2005. 6.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3권 1호 발간

2005. 9.23

제14회 국내학술대회 (서울대학교)

2005.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3권 2호 발간

2006. 6.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4권 1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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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2-23 제15회 국제학술대회 (Tottori University, Japan)

“Cultural Exchange and Hallyu in Northeast Asia”
후원 : 고려대학교 BK21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2006.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4권 2호 발간

2006.12.31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선정

2007. 6.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5권 1호 발간

2007.08.24-25 제16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세계 속의 한국현대문학”
공동주최: 한국현대문학회,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5권 2호 발간

2008. 6.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6권 1호 발간

2008. 7. 1- 2 제17회 국제학술대회 (Burapha University, Thailand)

“Korean Studies throughout the World : Language, Literature and Education”
2008.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6권 2호 발간

2009. 4.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7권 1호 발간

2009. 8.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7권 2호 발간

2009.10.30-31 제18회 학회 및 연구소 연합학술대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 연구와 디아스포라”
공동주최: 한국비평문학회, 현대문학이론학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후원: 동국대학교 BK21 인재양성사업단
2009.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7권 3호 발간

2010. 4.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8권 1호 발간

2010. 5.08

제19회 국내학술대회 (전남대학교)
“이상과 모더니즘” (이상 탄생 백주년 기념 학술대회)
공동주최: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2010. 8.19

제19차 국제비교문학대회 (ICLA)에 패널 구성 참가

2010. 8.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8권 2호 발간

2010.10.15-17 제20회 국내학술대회 (제주대학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공동주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8권 3호 발간

2011. 4.21

창립 20주년 기념 제21회 국제학술대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
USA)
“Colonial Modernity and Cultural Politics in 1930s Korea/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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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 Korean Studies Institute, USC, LA, USA, 후원: 대산문화재단,
USC East Asian Studies Center, USC Korean Studies Center, USC Korean
Heritage Library, NEAC(North East Asian Council) in 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2011. 4.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9권 1호 발간

2011. 6.11

창립 20주년 기념 제22회 국내학술대회 (서강대학교) “고정희와 여성문학:
여성적 글쓰기와 시적 언어” (주관: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8.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9권 2호 발간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호)

2011.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9권 3호 발간

2012. 4.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0권 1호 발간

2012. 6.15-16 제23회 국내학술대회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문화 속의 아리랑, 세계 속의 아리랑”
공동주최: 문화관광부
2012. 8.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0권 2호 발간

2012.10.13

제24회 국내학술대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근현대 한국문화와 미국”
공동주최: 경희대학교 미국학연구소

2012.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0권 3호 발간

2013. 4.23

제25회 국제학술대회 (Rutgers University,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Politics of Korean Literature :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후원: 한국문학번역원

2013. 4.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1권 1호 발간

2013. 6.15

제26회 국내학술대회(서강대학교)
“미국한국학에 관한 질문과 모색: 문학, 영화, 번역의 문제”
후원: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8.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1권 2호 발간

2013.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1권 3호 발간

2014. 4.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2권 1호 발간

2014. 6.21

제27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후원: 한국연구재단

2014. 8.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2권 2호 발간

2014. 9.19-20 제28회 국제학술대회 (일본 도시샤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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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타자 인식과 담론의 과제”
공동주최: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도시샤대학교 코리아센터
후원: 대산문화재단
2014.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2권 3호 발간

2015. 3.28

제29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비교문학의 현황과 과제”

2015. 4.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3권 1호 발간

2015. 7. 4

제30회 국내학술대회 (연세대학교)
“문학･문화 연구의 탈경계적 지평과 재구성”
공동주최․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8.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3권 2호 발간

2015.12.12

제31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2015.12.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3권 3호 발간

2016. 4.30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4권 1호 발간

2016. 7. 2

제32회 국내학술대회 (상명대학교)

2016. 8.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4권 2호 발간

2016.10.29

제33회 국내학술대회 (인하대학교)

“폭력의 정동과 노모스”

“한국과 외국의 상호 문화수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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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4권 3호 발간

2017. 4.30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5권 1호 발간

2017. 7. 8

제34회 국제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한국의 사회문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재성찰”

2017. 8.30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5권 2호 발간

2017.12.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5권 3호 발간

2018. 2. 3

제35회 국제학술대회 (릿쿄대학교 이케부쿠로 캠퍼스)
“윤동주 문학과 동아시아의 미래적 가치”

2018. 4.30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6권 1호 발간

2018.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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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6권 2호 발간

2018.12.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6권 3호 발간

2019.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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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30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7권 1호 발간

2019. 8.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7권 2호 발간

2019.10.26

제 39회 국내학술대회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사옥)

2019.12.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7권 3호 발간

2019. 4.30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8권 1호 발간

2020. 8.12

제 40회 국내학술대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2020. 8.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뺸 제28권 2호 발간

2020.12.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뺸 제28권 3호 발간

“한국에서의 외국문학연구, 그 역사와 전망”

“김현 30주기 추모 학술대회－김현의 프랑스문학 연구와 한국문학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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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회장 목록

제1대

1991-1992

고송무
1947-1993

카자흐스탄 알마티 사범대학교 한국어 교수

제2대

1992-1993

Baasanjav
Lakhva

국립몽골대학교 교수,
현재 몽고 울란토르대학교 한국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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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복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역사학 교수

1993-1995

193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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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한국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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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민

Georgetown University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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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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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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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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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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선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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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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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지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및 뉴스레터의 발간
2. 연 1회 국내/국제학술회의 개최 (격년으로 해외 개최)
3. 한국학 및 주변학 관련 학술서적의 출판
4. 한국학에 공헌한 인사에 대한 포상 및 표창
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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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상
3. 상임이사(총무, 편집, 연구, 재무, 섭외, 출판) 약간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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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관리 및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2.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발행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3. 연구이사는 학회의 학문적 발전 전반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4. 재무이사는 학회의 회계 관리 및 재정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섭외이사는 학회의 대외관계 업무를 전담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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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와 15명 내외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한국학의 제 분야를 대표할 수 있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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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선출
2. 정관변경
3. 예ㆍ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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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ㆍ결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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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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비교한국학회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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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등)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으로 한국학의 제분야 및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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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투고는 학회JAMS 홈페이지(http://iacks.jams.or.kr)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5. 논문 투고자는 연구윤리서약과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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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조판 25면 이내의 경우 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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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 논문의 분량은 한국어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며 영어 논문의 경우
6,000∼8,000 단어 내외로 한다. 다른 외국어 논문의 경우, 이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한글이나 영어번역문(번역자는 투고자가아니어도 됨)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 논문 작성

8. 투고논문의체재는 ① 논문제목, ② 성명과 소속, 직위, ③ 한국어초록과 주제어, ④ 본문,
⑤ 참고문헌, ⑥ 서양어초록(서양어제목과저자명, 소속기관명포함)과 주제어의순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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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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초록의 분량은 공백 포함 200자 원고지 4매 내외로 하며 서양어 초록의 분량은 200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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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논문은 미국 현대어문협회(MLA)에서 발간한 뺷연구논문 필자를 위한 핸드북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뺸에 제시된 규정을 따른다.
14. 한국어 논문의 경우 다음의 규정을 참조하되,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의 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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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ꠓꠗ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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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의 주석에서 다루어진 문헌을 다시 언급할 때는 ‘저자명, 앞의 책/글, 쪽 ’의 형식
으로 쓰되 서양서의 경우 ‘저자명, op. cit., p.(pp.)’를 쓴다. 다만 동일한 문헌을 언급
한 주석이 연이어 쓰일 경우 저자명을 생략하고 ‘위의 책/글, 쪽 ’의 형식으로, 서양
서의 경우 ‘Ibid., p.(pp.)’의 형식으로 쓴다.
⑤ 참고문헌은 한, 일, 중, 기타의 순서로 배열하며, 인용면을 밝힌다.
15. 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학제 간 융합 연구의 특성상 특정 학문 분야에서 통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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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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비교한국학회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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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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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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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투고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 및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최종 판정을 ‘게재불가’로 확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추가 통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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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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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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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알파벳순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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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항목

10

8

6

4

2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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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10)

유(0)

총점
논문 제목
심사 요지
게재 가능 ( )
평가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 ( )

게재 불가 ( )

심사구분: 게재가(80점이상), 수정후게재(79∼60점), 수정후재심(59∼50
점), 게재 불가(50점미만) * 심사항목별 점수의 총점을 각 최종판정의 해당
범위와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직급

소속
입금은행 (

월

일
심사위원

은행)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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뿼

)

국제비교한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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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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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을 제목만 변경해 발표하거나 논문 내
용 의 일부를 아무런 표시 없이 다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
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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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제안ㆍ강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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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ㆍ의결한다.
① 연구윤리ㆍ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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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ㆍ서면ㆍ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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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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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
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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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에 직ㆍ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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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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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ㆍ조사위원ㆍ참고인ㆍ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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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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