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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김동인은 기 소설인 ｢약한 자의 슬픔｣이나 ｢마음이 은 자여｣와는 달리 죽음을 

모티 로 한 소설을 다수 발표한다. 죽음을 소재로 한 소설은 ｢배따라기｣ 계열인 심미  

죽음과 ｢감자｣ 계열인 실 인식에 바탕한 죽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감자 

계열의 원류에 해당하는 ｢ 을 겨우 뜰 때｣를 심으로 주인공인 기생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해 고찰하 다.

｢ 을 겨우 뜰 때｣와 련하여 주목할 이 있다. 하나는 근  문물에 길들여가던 동인

이 보여  방랑벽과 바람기이다. 기생들과 펼쳐 보 던 바람기와 방랑기를 동인은 포

한 행동이라 지칭하며 이를 미를 구성하는 요한 인자로 생각했다. 다른 하나는 이 소설

의 창작에 직 으로 향을 미친 기생 김옥엽과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기생 강명화의 

자살사건이다. 김옥엽은 동인에게 기생에 한 원망과 미움의 감정을, 강명화는 기생에 

한 허무의 감정을 만들어 낸다. 이 양가  감정은 소설에서 기생 패로 창조되면서 

미  상으로 승화된다.

 * 이 논문은 2011년 남 학교 교비연구과제(211A380003)에 의한 것임.

** 남 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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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겨우 뜰 때｣는 두 가지 심 서사가 교직하여 죽음의 근  의미에 해 밝

히고 있다. 하나는 죽음사건을 심으로 한 서사이고, 다른 하나는 근 를 상징하는 인

물과 통을 상징하는 인물( 패)의 근 서사가 그것이다. 이 두 심서사 속에서 패

의 죽음이 어떻게 근 성에 항하는 숭고한 가치로 화되는지를 본고는 집 으로 

탐색하 다.

주제어 :김동인, 기생, 죽음, 내면발견, 신문학, 근대, 전통

1. 서론

김동인은 ‘최 주의라고나 할 환상’ 때문이건 ‘사조주의의 환상’1) 때문

이건 우리 문학사에서 요한 작가임에는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

생  술은 실일탈의 낭만  질주 끝에 불모상태에 락하고 말았다”2)

다거나, 그에 한 명성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지라도 동인문학이 차

지하고 있는 질량감은 어들지 않을 것이다. 

동인은 스스로의 문학세계를 지칭하여 ‘  흥미 없는 문학’3)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춘원의  추수  문학, 즉 계몽문학이나 통속문학에 한 

반발과 변별을 한 발언이긴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자신의 문학에 한 

자부심이 스며있다. 그 자부심은 동인문학을 지탱하는 근거이기도 했다. 

문학의 길과 정치의 길을 표 나게 구분하던 동인의 심산은 매우 간명하다. 

동인은 조선에 새로운 문학을 세우고자 했으며, 거기에 정치의 길에 버

가는 질량감을 부여하기도 했다. 동인은 자신의 문학을 ‘청 ’ ‘고결’이라는 

 1) 김흥규, ｢황폐한 삶과 웅주의｣, 이재선 편, �김동인�, 서강 학교 출 부, 1998, 

147쪽.

 2)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하, 1993, 85쪽.

 3) 김동인, ｢문단삼십년사｣, �김동인 집� 6, 삼 당, 1976,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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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신문소설 같은 것을 쓰고 싶

어 하지 않았다. 그리하는 것은 훼 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동인도 그 세계

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없었다. 산과 실처(失妻)가 그 이유 다. 

동인의 삶은 선 굵은 굴곡의 삶이었고 그 굴곡만큼이나 문학 한 선이 

굵다. 문학의 선이 굵은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동인의 말을 

빌리면 “�개벽�도 좌경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조차도 ｢진보  사상｣

에 기울 동안 우익의 진용을 견지한 자는 오직 신생문단의 �창조� 뿐”이

었으며, “지주의 자제, 부자집 도령들로 조성된 �창조�만이 ｢좌익｣을 떠난 

생 술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4)는 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문학의  

생애를 거쳐 춘원과 다른 길, 즉 생 술의 길을 걸으려 한 것, 그리고 우익

의 길을 걸으려 한 것에서 동인문학의 변별력은 뚜렷해지는 것이다. 그런 

만큼 ‘지주의 자제, 부자집 도령’이라는 경제  지 에 버 가는 문학  자

부심은 동인문학을 지탱해주는 뿌리 다.

이런 자부심은 ‘타도 춘원문학’을 기치로 내건 이후 춘원문학과 자신의 

문학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단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다. 춘원이 문학

을 하게 된 동기가 “한 가지로는 문학  창작욕이나,  한편으로는 약소한 

고료로나마 학비를 좀 벌어 보겠다는 욕망”5)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는 동

인이 추구해 간 문학은 첫 출발부터 달랐다. 동인은 산 까지 고료를 

받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소설을 ‘설교기 ’6)으로 삼으려 하지

도 않았다. 아울러 춘원문학을 ‘과도기로서의 조선의 모양’7)이라고 규정함

과 동시에 ‘우리 문학은 1918년에 발족’8)하 다고 천명함으로써 스스로 자

 4) 의 , 63쪽.

 5) 김동인, ｢춘원연구�, �김동인 집� 6, 삼 당, 86～7쪽.

 6) 의 , 87쪽.

 7) 의 , 87쪽.

 8) 김동인, ｢문단삼십년사｣, 77쪽. 1918년을 우리 근 문학의 시작으로 삼는 것은 �창

조� 창간을 염두에 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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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문학에 근 성을 부여하 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작가  한 분명

했다. “소설가는 인생의 회화는 될지언정 그 범 를 넘어서서 사회교화기

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될 수도 없는 것”9)이다. 

이런 동인에게서 심 가는 것은 문학의 출발지 이다. 그의 첫 문학인 

｢약한 자의 슬픔｣, ｢마음이 은 자여｣도 문학사에서 요하지만 그 작품들

을 배태할 당시의 동인의 삶을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삶이 문학과 동떨어

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두 작품의 세계가 그려내던 문학의 지형

도가 그 로 지속되었는지 여부에도 심이 간다. 그것은 동인문학의 변모 

양상을 밝히는 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본고는 ｢창조� 창간부터 

폐간을 즈음한 동인의 삶을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동인문학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특히 �창조� 폐간 이후 달라진 동인 문학의 양상을 

죽음이라는 모티 를 통해 동인이 그려내고자 한 ‘인생’에 해 살펴보려 

한다. 죽음을 모티 로 한 동인의 소설이 여러 편이지만 본고에서는 ｢ 을 

겨우 뜰 때｣10)를 텍스트로 삼으려 한다.11) 그 이유는 �창조�가 폐간된 이후 

개될 동인의 작품세계를 감해 볼 수 있다는 과 동인 소설에 등장하는 

죽음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요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인의 소설에서 죽음을 본격 으로 다루기 시작한 작품은 ｢배따

라기｣(1921)인데, 그것은 ｢ 염소나타｣(29. 1. 1～1. 12), ｢ 화사｣(1935. 

12)로 연결되는 탐미  세계와 련이 있다. 이 말은 본고에서 다루려는 

텍스트가 탐미  문학에서 다루는 죽음의 세계와는 다른 가치 역에 속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창조  생성으로서의 죽음’12)과는 거리가 있는 것

 9) 김동인, ｢조선근 소설고, �김동인 집� 6, 삼 당, 1976, 149쪽.

10) �개벽�, 1923년 7～8월, 10～11월.

11) 김동인이 죽음을 다룬 소설로는 ｢ 제자｣(1921), ｢배따라기｣(1921), ｢태형｣(1922～

1923), ｢이 잔을｣(1923), ｢거칠은 터｣(1924), ｢딸의 업을 이으려고｣(1927),  ｢감자｣

(1925), ｢명문｣(1925), ｢ 염소나타｣(1929), ｢증거｣(1930), ｢죄와 벌｣(1930), ｢거지｣

(1931), ｢붉은 산｣(1932), ｢ 화사｣(1935), ｢가신 어머님｣(193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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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 바람기 충만한 근 의 길, 신문학의 길

동인에게 근 는 꿈이고 동경이며 한시라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림자

던 것 같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빛이 없으면 한순간에 사라지듯 허망한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어쩌면 동인에게 근 는 허무, 망, 좌 이었는지

도 모른다. 근 가 그에게 허무이고 허망이었다면 그것을 화형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어떤 죽음은 바로 근 의 화형식이었는지도 

모른다.

주지하듯이 춘원의 문학을 거부하고 나선 동인이 염두에 둔 신문학은 

‘문학을 일종의 사회 개 의 무기’13)로 간주한 춘원의 길을 답습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 방침은 창조 , 특히 동인이 양보할 수 없는 신문학의 이념이

었다. 그랬기 때문에 “춘원이 �창조� 동인으로 있는 2년 나마 �창조�에서

는 춘원에게 소설을 부탁하지 않았다”14)는 동인의 고백은 가능했다. 춘원

의 길과 동인의 길은 달라야 한다는 믿음이 문단 선배 혹은 스승에 한 

이런 무례를 가능  했던 것이며, 그 무례함이 창조 의 존재의의이기도 

했다.15) 권선징악을 목 으로 한 구소설이나 사회개 을 목표로 한 춘원의 

12) 유 호, ｢김동인소설의 생사  고구｣, 원 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연구� 

13, 1990, 112쪽.

13) 김동인, ｢문단삼십년사｣, �김동인 집� 6, 삼 당, 1976, 29쪽

14) 의 , 29쪽.

15) 이경훈은 “�창조�는 3ㆍ1운동이나 문화정치와는 본질 으로 립되는 활동과 제도

를 구성했다”고 말하면서 �무정�이 모든 분과 학문을 ‘정치’에 귀속시키는 것과 달리 

김동인은 “민족이나 운동과 련해서가 아니라 개인 인 욕구  근  체계에 한 

호기심으로부터 문학에 근”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 수식 문학의 개념과 김동

인식 문학의 개념은 근원에서 차이 난다는 지 이다. (이경훈, ｢한국 근 문학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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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이 매 한가지로 간주되는 곳에서 동인의 신문학은 출발하고 있었다. 

동인식으로 표 하면 ‘미를 동경하는 마음과 선을 쫓으려는 바람’16) 사이

에서 춘원은 선을 쫓아 실패했으니 자신은 철 하게 ‘미’를 쫓는 문학을 

조선의 신문학으로 건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유연애나 사회개조

의 길과는 거리가 있어, 인생의 문제나 번민의 문제에 화두가 모인다. 이런 

고민은 동인만의 것은 아니었다. ｢창조｣ 의 공동 심사 다.

｢ 는 엇재 죽음만 쓰 냐｣ 하실 이가 이슬 듯하나 무슨 비  사상을 

가진거슨 아니외다. 다만 인생 그거슬 그 로 표 해보노라고 하엿습니다.

(春)17)

인생을 그리고자 한 ｢창조｣ 의 순수한 의도는 한국문학사에서 획기

인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창조 의 바람과는 달리 신문학에 한 

의 반응은 아팠다.

우리가 그때 산출한 소설이라는 것은  흥미는 아주 무시한 생경하고 

까다롭고 싱거운 것뿐이었다.

우리는 이 생경한 ｢이야기｣를 소  ｢문학｣이라 하여 에게 ｢맛있게 먹

기｣를 강요한 것이었다. 

3ㆍ1후 반항 기분과 신흥 기분으로 일부의 은이들은 이 생경한 문학을 

맛있는 체하고 억지로 받아먹었지만, 일반 은 우리의 노력의 결정인 신문

학을 아주 무시하여 버렸다.18)

과 김동인｣, 연세 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135호, 2006, 309～314쪽 참조.

16) 김동인, ｢조선근 소설고｣, 151쪽.

17) ｢나믄말｣ �창조� 2호, 1919. 3, 59쪽. 춘은 長春을 말하며 장춘은 늘  택의 

호이다.

18) 김동인, ｢문단삼십년사｣,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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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사랑받지 못한 ‘신문학’의 길은 ‘생경’해서 험난했다. 어쩌면 창

조 에게도 신문학은 생경했을 것이다. 창조  스스로 “  흥미는 아

주 무시한 생경하고 까다롭고 싱거운” 작품을 산출하여 독자들과 멀어진 

것은 고려하지 않고 동인은 “문학을 냉 하는 사회에 무슨 문학이랴”는 불

만을 노골 으로 드러내면서 못난 독자를 비난하지만 기실 동인의 ‘신문학’

이 외면당한 것은 독자만의 탓은 아닌 듯하다. ‘지주의 자제, 부자집 도령

들’이 문학을 함에 있어서는 춘원처럼 악착같지 않았던 것 같다. 춘원은 

문학이 아니면 생활의 방편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악착같아야 했지만 ｢창

조｣ 도련님들은 그 지 못했다. 춘원이 문학을 여기(餘技) 쯤으로 생각했

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창조� 가 더 문학을 여기쯤으로 생각

한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궁핍한 생활을 핑계 삼아 악착같이 

을 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탓이겠지, 그들은 바람이 났다.

동인은 �창조� 동인들이 폐간 후 오입장이로 돌아섰다고 말했지만 사실

은 그 지 않다. �창조�가 9호로 종간 되는 내내 기생과의 바람은 숙지지 

않았다. 이미 그 부터 동인을 비롯한 얼치기 근 남들은 문학을 민족운

동과 같은 척 에 두고 민족운동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지만19) 

동인의 기 ‘신문학’은 후 의 고평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표본실의 청

개구리’ 같은 것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동인류들은 문학을 목숨 걸고 하는 

신에 바람기 충만한 그 삶의 언 리쯤에서 그것을 기생처럼 희롱했는지

도 모른다.20) �창조� 동인의 바람기에 해 동인은 이 게 자술하고 있다.

19) 이 부분에 한 자세한 내용은 이경훈의 논문을 참조할 것.

20) ｢문단삼십년사�에서 동인은 신문학 정립을 해 고민한 흔 을 강한 어조로 밝히고 

있다. 이인직을 넘어 이 수의 문학을 통속이라 규정하면서 자신의 문학을 ‘리얼’이라 

말하는 동인의 내면의식에는 ‘새로운’ 문학형식에 한 자부심으로 충만했던 것도 사

실이다. 그러나 언문일치라는 틀에 갇  일본소설을 어떻게 한국말로 옮길까에 매달

려 괴로워했던 동인의 신문학은 ‘일본 근 소설의 묘사법ㆍ작법과 동일한 수 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동인의 신문학은 ‘한갓 일본소설의 모방꾼에 지나지 않다’는 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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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창조사｣의 불입할 불입금을 ｢안금향｣이라는 기생에게 통 부

어 넣고, 그 때문에 김환은 면목이 없어 말을 더듬는 떼, 떼, 떼 하는 변으

로써 연해 시골(진남포 다) 자기 집 논을 팔아서 변상하겠노라고 쫓아다니

며 변명하 지만, 나도 그때 바람이 나서 몇 천원쯤은 생각도 안하던 때라 

아주 개의치 않고 나 놀 로 놀아났다.21) (강조:인용자)

余는 주식회사 창조사 발기의 건으로 수차 경성 왕복을 하는 동안 바람이 

났다. 한 얌 한 청년 신사 던 여는 차차 오입장이화하 다. 창조사의 제일

회 불입을 하여둔 분도 다시 돌아보려고도 안하 다. 그러는 동안에 白岳도 

바람이 났다. 바람이 난 백악은 맡아 두었던 제일회 불입 을 거의 유흥에 

소비하여 버렸다. 여는 그것을 힐책치도 않았다. 바람난 여에게는 그런 시끄

러운 문제는 돌보기조차 싫었다. 바람이 난 동인들은 모두 제멋 로 놀았다. 

서로 만났다 할지라도 서로 자기의 게으름을 감추고자 �창조�에 한 이야기

는 일  안하 다. 이리하야 �창조�는 유야무야 에 폐간이 된 것이었다.22)

바람기가 �창조� 폐간에 직 인 향을 미친 것이 아닐지라도, �창조�

가 폐간(1921. 5.)될 즈음에 동인이 바람이 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

고 동인의 바람기는 그의 문학을 구성하는 요 인자이기도 했다. 그 이유

는 이 바람기를 동인은 미의식으로 미화하려 했기 때문이다.

나의 행동은 미다. 왜 그러냐 하면, 나의 욕구에서 나왔으니까……이리

하여 나의 광포한 방탕은 시작되었다. 아직껏 동경은 하 지만 체면 때문에, 

혹은 도덕 념 때문에 더럽다 하던 무수한 포  행동이 시작되었다. ｢배따

라기｣를 발표하고 �창조�도 폐간하 다. �창조�가 던져 놓은 커다란 渦紋은 

곱씹어 볼 만한 목이다.(김윤식, ｢김동인 문학의 세 가지 형식｣, �한국학보� 39호, 

일지사, 1985, 8쪽)

21) 김동인, ｢문단삼십년사｣, 30쪽.

22) 김동인, ｢문단회고｣, �김동인 집� 6,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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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구체  신문 운동의 시 다. 신시와 신소설의 

初提示 다. 구어체 문장의 완성이었다. 새로운 표 방식의 수립이었다. 그리

고 한 그의 향으로 속은 반동으로 조선문학 만년의 기 는 담아졌다. 

그러는 동안에 나의 포성은 날로 더하 다. 평양, 진남포, 경성, 구, 경

주, 동경, 안동 , 나의 포  방탕의 발은 리 퍼졌다. 이리하여 一産을 

얻지 못하고 一作을 발표치 못하는 사이에 일년여가 지났다. 나는 방탕에 피

곤한 몸을 가정에 쉬었다. 쉬면서 �개벽�에 ｢ 을 겨우 뜰 때｣의 서편을 썼다. 

이듬해 에 ｢거칠은 터｣를 썼다.23) 

바람기와 미의식을 동궤에 놓는 특이한 발상은 동인만의 ‘ 포  행동’

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인이 포한 행동을 미의식으로 승화

시켰다는 은 기발하다. 동인문학이 간단치 않은 이유이다. 

그런데 여기서 여겨 볼 것은 동인이 말한 포한 행동이 방랑기와 

련이 깊다는 것이다. 사실 포한 행동이라고 동인은 표 하고 있지만 평

양, 진남포, 경성, 구, 경주, 동경, 안동 으로 이어지는 방랑은 바람기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 동인이 거명한 부분의 장소에는 어김없이 ‘동인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24) 바람기와 방랑기는 동인의 문학을 키

23) 김동인, ｢조선근 소설고｣, 158쪽.

24) 김동인은 김혜인과 첫 결혼(1918. 4) 후 일본으로 건 가서 아끼코와 인연을 맺는다. 

1918년 가을부터 1919년 2월 사이 아키코와의 이 잦았으나 육체  갈등과 민족  

감정의 갈등을 맛본다. 1921년 부터 여름에 걸쳐 명월  기생 김옥엽을 만나 깊은 

사랑에 빠진다. 서울, 진남포, 경주 등지를 여행하기도 하고 한 때 동거하다가 헤어진

다. 옥엽과 헤어진 후 1921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16세 소녀 기생 황경옥을 소요산 

단풍놀이에서 만난다. 그 후 ‘패 리호텔’에서 잠시 동거를 한다. 다시 나타난 김옥엽

으로 인해 황경옥과 헤어진 동인은 김옥엽과 1921년 겨울부터 1922년 2월까지 재동거

를 하다 이별의 아픔을 심하게 겪는다. 어쩌면 죽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동인의 불면증

은 여기서 시작되었던 것 같다. 옥엽과 헤어진 후 1922년  일본인 기녀 세미마루를 

만나 수개월간 사랑하다 헤어진다. 1923년 부터 1925년 에 이르기까지 김산월, 

원산월, 소김연화 등 기생과 방탕히 지내다가 노산홍이라는 기생을 1925년 여름에 

만나 1926년 까지 깊은 육체  탐닉에 빠진다. 그리고 진남포 화 흥행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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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자양분이었다. 그래서 동인도 여성 편력을 고백하면서 “여의 이 솔직한 

고백은 여의 자람을 그 에게 알게 할 것이요, 여의 자람은 여의 사상, 혹

은 작품의 변화를 알게 할 것”25)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람기와 방랑기는 동인 문학의 동면기를 가져왔다. 

동면기에 동인은 ‘패 리호텔에서 놀기’를 1년 가까이 했으며, 그 놀이가 

피곤하고 염증이 나면 ‘동경산보’를 즐겼다.26) 산보가 끝나면 귀국 후 귀향

하여 동강에 매생이를 띄워놓고 세월을 죽이기도 했다. 이를 일러 동인

은 포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우선 ｢배따라기｣(�창조� 

1921.5)를 발표한 이후 ｢태형｣(�동명� 1922.12.17～1923.1.7.)을 발표하기

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지속된다.27) 그 동면기는 피곤하기도 했지만 지루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포성이 반복 이었다는 이다.

나는 마침내 동인만의 문체, 표  방식을 발명하 다. 그리고 거기 한 

충분한 지와 의식하에 ｢명문｣과 ｢감자｣를 발표하 다.

그 뒤에 ｢정희｣를 썼다. ( 략) 그러나 2, 3년간의 휴양은 다시 나로 하여  

포성을 발하게 하 다. 

방탕은 다시 시작되었다. 정오쯤은 요리집에 출근하여 제1차회, 제2차회, 

3차회, 어떤 때는 4차회까지 끝난 뒤에 새벽 네시쯤 돌아와서 한잠 자고는 

1928년부터 1930년까지 김백옥이란 기생과 사귀게 된다. 이런 방탕한 생활은 1930년 

4월 김경애와 두 번째 결혼을 할 때까지 지속 으로 반복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동인

의 자  소설인 ｢여인｣을 참조할 것.)

25) 김동인, ｢�여인� 후기｣, �김동인 집� 4, 279쪽.

26) ‘다이쇼(大正)난숙기’의 일본의 수도 도쿄는 동인에게 ‘만보자의 기분으로 간간 들여

다보기는 흥미있는 일’이었고, 그런 만보자의 유흥은 ‘ 산의 비극을 겪고 경제 인 

여유를 잃기 이 ’까지 1년에 한두 번씩, 한 번에 두세 달에 걸쳐 취미요 습 처럼 

되었다.(�문단삼십년사�, 40쪽 참조) 

27) 이 사이에 ｢동산지기 노인｣(�청년�, 1922. 4)을 발표하나 동인은 �문단삼십년사�에서 

�창조� 이후 동면기를 �태형�을 발표할 때까지로 잡고 있다. 자세한 것은 �문단삼십년

사� 29～33쪽 참조할 것.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한 양상  553

정오쯤 다시 요리집으로 출근하고―이러한 포한 생활은 다시 시작되었다. 

가정은 다만 수면을 하여서지, 나의 생활은 요리집과 요리배에서 포성을 

발휘하는 것이었다.28)

1928년에는 아우 동평의 ｢춘희｣라는 화의 제작을 도와 평양의 金千代座

(긴요치좌), 진남포의 港座(미나도좌), 정주ㆍ선천 등지를 돌아다니며 화를 

흥행하는 데 힘썼다. 처음 진남포에서의 상 에는 성공하 으나 후에 몇 편의 

양화를 들여왔다가 크게 실패하 다.29)

2번째 결혼을 하는 1931년까지 이런 생활은 반복ㆍ지속되었다.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다. 그의 포성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그 

해답의 일단을 그의 술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인은 술의 발생이 지

독한 에고이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에고이즘이 한 번 변화한 

것이 참사랑이고, 이 사랑이 술의 어머니라고 단했다. 그러면서 동인

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세계에 만족치 못한 ｢사람｣은 국가를 만들었고, 여기도 못 만족한 ｢사람｣은 

가정을 만들었고, 여기도 만족치 못하여 마침내 자기 일개인의 세계이고도 

만인 함께 즐길 만한 세계― 술이란 것을 창조하 다.30)

술론  입장에서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발생

론  차원에서 동인의 술 을 추 해볼 필요가 있다. 동인의 주장 로라

면 세계, 국가, 가정에 만족치 못한 ‘사람’이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싶어 

28) 김동인, ｢조선근 소설고｣, 159쪽.

29) 이어령 편, �한국문학연구사 �, 우석출 사, 1990, 57쪽. 이것과 련된 자세한 사항

은 김동인의 소설 ｢여인｣(�김동인 집� 4)  ‘7. 김백옥’ 장을 참조할 것.

30) 김동인, ｢자기의 창조한 세계-톨스토이와 도스토 스키를 비교하여｣, �김동인 집� 

6, 삼 당,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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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그것이 만인과 공감 를 형성할 술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이 목

에서 여겨 볼 것은 바로 ‘만족’이라는 단어와 그것이 가리키는 상이다. 

동인의 주장 로라면 동인은 세계, 국가, 가정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

고, 이러한 불만에 한 통 한 요구가 그로 하여  소설가의 길을 걷게 

한 것이다. 문제는 에고이즘의 정도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자아의 불만 

정도이다. 이 목에서 기 동인 술의 핵심이랄 수 있는 ‘인형조종술’이 

산출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동인은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확 하

여 삶의 장에 용했거나 아니면 왜곡되게 용했다는 것이다. “자기의 

창조한 인생, 자기가 지배권을 가진 인생”31)을 최고의 술가를 친다고 하

지만 동인이 창조하고 지배한 동인의 문학 창기 삶이 지나쳤던 것은 사

실이다. 사실 동인이 흠모해마지 않던 톨스토이가 세상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은 것이 그의 “귀족  교만과 자기밖에는 세상에 사람이 없다는 자만심

에서 나온 것”32)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동인이 스스로 포한 길을 택

한 것은 어쩌면 톨스토이를 무 닮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는지도 모를 일

이다. 사실 동인이 말하는 포함은 ‘귀족  교만과 자기밖에는 세상에 사

람이 없다는 자만심’의 다른 이름이었다. 포함=자만심은 기실 그의 경제

 여유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것은 동인의 근  문학 을 구축하는 근

간이기도 했다. 따지고 보면 인형조종술이나 일원묘사론이니 하는 소  

‘신문학’도 작가  포함이나 자만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소설론이었던 

것이다.33)

신문학에 한 한 동인이 청교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부

인할 수 없다. 그것은 한국 신문학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자부심에서 연유

31) 의 , 267쪽.

32) 의 , 268쪽.

33) 이런 ‘작가  포함’이 염상섭과의 작가와 비평가의 역할에 한 논쟁을 낳는 계기

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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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런 자부심은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족쇄가 되어  안 쓰는 이유

가 되기도 했다. �동아일보�에 열심히 을 연재하던 춘원에게 ‘신문 잘 

팔리도록’ 하는 어릿  놀음쯤으로 창작을 하고 있으며, �동아일보� 사

장인 송진우의, 기생 출신 아내가 재미있어 하는 신문소설만을 써 다고 

비난하는 동인의 내심에는 자신의 문학에 한 지나친 자부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런 자만은 동인의 성장 환경과 그가 경험한 근 가 낳은 배설물

이다. 동인은 근 체험이 재미도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맛에 

길들여져 갔다.

우리스타에 들러서 차를 한 잔씩 마시고 커피시럽을 한 병 사 가지고 

함께 내 하숙으로 온 것이었다.34)

모두 동인 되마는 쾌락을 듣고 요한, 택, 나 셋이서 어떤 양식 에 들러

서 함께 런치를 먹을 때35)

하학하고 등에 조그만 가방을 진 학생은, 일부러 걸어서 아오야마(靑山)연

병장 뒤로 휘돌아서 연병장 어구에 있는 찻집에서 모 (혹은 야끼이모) 2 어

치를 사서 먹으면서 한가로이 나까시부야(中澁谷) 하숙까지 돌아오고 하

다. 공일날은 빠지지 않고 아사쿠사(淺草)에 화를 보러 갔다.( 략) 한 조그

만 이름 없는 조선 소년은 공일날마다 아사쿠사 화 (국제 , 기  등의 

양화 문 만 다녔지 일본 화는 보지 않았다. 일본 화는 아직 무 극의 

구투 그 로 오노에 마쓰노스께(尾上松之助) 독무  시 이며, 아직 여배우

라는 것은 일본에 없던 태고 시 이었다)에서 채 린에게 허리를 끊기며 혹은 

하리ㆍ핫취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리고 돌아올 때는 나카미세 뒤에서 십 짜

리 덴동에 를 채며…36) (강조 : 인용자)

34) 김동인, �문단삼십년사�, 9쪽.

35) 의 , 10쪽.

36) 의 , 17쪽.



556  韓民族語文學 第62輯

‘커피 시럽’과 ‘런치’로 먹은 ‘양식’은 동인의 코와 입맛을, ‘아사쿠사 화

’에서 본 ‘양화’는 동인의 과 귀를 근 로 감염시키기에 충분했다. ‘

우리스타’와 ‘양식 ’, 그리고 양화 문인 ‘ 화 ’은 동인의 앞에 우뚝 

선 근 으며, 그것들이 쏟아내는 달짝지근한 근 의 산물들은 동인의 일

상을 모자이크해 갔다. ‘카페 울리스타에서 발매하는 커피시럽의 병을 

곁에 놓고 연하여 물을 풀어 마시면서’ ‘외국소설에서나 혹은 화에서 보

았을 뿐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는 ‘트럼 를 하고 있었다’37)는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인에게 근 는 우선 ‘호기심 천국’처럼 다가왔

다. 시간이 지날수록 근 의 실체를 구체 으로 구성해갔겠지만 �창조� 발

간을 후한 동인에게 근 는 달콤한 솜사탕 같은 것이었다. 거기에 양념

으로 구색을 맞춘 ‘모 ’ ‘야끼이모’ ‘십 짜리 덴동’ 같은 근 의 모조품 

한 동인에게는 근 의 딴이름으로 각인되었다. 그런 매혹에 흠뻑 빠져들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동인의 ‘동경산보’도 불가능했으리라. 동인은 갈 때마다 

두세 달씩 근 를 주유했다. 근 의 거리를 활보하면서 근 가 쏟아내던 

수많은 부산물들을 으로 익히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면서 동인

은 행복했다. 근 가 아닌 일상은 동인에게 지루함이었고, 피곤함이었다. 

그에게 ‘신문학’도 이 범주에서 그리 멀리 있지는 않았다.

“조선 신문학 운동의 화는 기묘하게도 3ㆍ1운동과 함께 진행하 다.”38)

라고 단언할 만큼 동인은 자신의 신문학에 해 스스로 단한 가치를 부여

하고 있다. 익히 알고 있듯이 동인이 말하는 신문학의 모양새는 구어체화, 

과거형 종결어미의 사용, ‘느 다’ㆍ‘깨달았다’ 등과 같은 형용사의 새로운 

활용, 3인칭 명사 ‘그’, ‘그녀’의 사용 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

에서는 �폐허� 와의 구분 짓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7) 김동인, ｢문단십오년 이면사－여를 주인공으로 삼고｣, �김동인 집� 6, 289쪽.

38) 김동인, ｢문단삼십년사｣, �김동인 집� 6, 삼 당, 1976, 10쪽. ‘조선 신문학 운동의 

화’는 1919년 2월 �창조� 창간을 염두에 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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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는 다 제 밥술이나 먹는 집 자제들로서 생활이 안정되니만치 자연 

창조 이요 명랑하고 생기발랄하고 용감하 다.

거기 반하여 ｢폐허 ｣는 폐허  퇴폐 기분에 싸이어서 침울하고 암담하고 

보헤미안  생활을 경 하 다.39)

신문학의 길과 정치의 길, �창조�와 �폐허�의 구분을 통해 동인은 자신

의 문학  울타리를 만들어 갔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제 밥술이나 먹는 

집 자제들’의 안정된 생활에 근거한 근 의 세례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었

다. ‘빅터어’를 틀어놓고 “그 정교한 기계에서 울려 나오는 카루 의 웅장

한 소리며, 깰리 쿨치의 아름다운 소리에, 혹은 패데류스키의 혼을 움직

이는 피아노며 하이폐츠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비올롱”40) 소리에 동인의 

근  감수성은 속 없이 젖어들고 있었다. 근 는 나날이 동인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갔던 것이다. 그리고 동인의 미의식도 단단해져 갔다.

나는 선과 미, 이 상반된 양자의 사이에 합치 을 발견하려 하 다. 나는 

온갖 것을 ｢미｣의 아래 잡아넣으려 하 다. 나의 욕구는 모두 다 미다. 미는 

미다. 미의 반 의 것도 미다. 사랑도 미이나 미움도 한 미이다. 선도 미인 

동시에 악도 한 미다. 가령 이런 범한 의미의 미의 법칙에까지 상반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존재다. 이러한 악마  사상이 움돋기 시작하

다. 나의 포한 사상과 그 사상의 향인 포한 생활양식이 이에 시작되었

다. 지  있고 재산이 있고 명  있는 청년이었다. 시각은 약속하면 이, 삼분의 

차이가 없었고 얼굴을 붉히면 신용을 히 여기는 신사 다. 단정한 의복과 

단정한 행동의 주인이었다. 이러하던 나의 의외의 포한 생활에 평양시민은 

경이의 을 던졌다.41)

39) 의 , 15쪽.

40) 김동인, ｢여인｣, �김동인 집� 4, 250쪽.

41) 김동인, ｢조선근 소설고｣,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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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일별할 수 있는 동인의 삶은 ‘ 포’라는 단어로 압축된다. 바람기와 

방랑기의 다른 이름인 ‘ 포한 행동’은 동인을 ‘신사’로 알고 있던 평양시민

들마 도 ‘경이의 ’을 던질 만큼 사실은 방탕한 삶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동인은 그것이 비록 ‘악마  사상’으로 비난받더라도 거기에서 미를 

발견하려 노력했음도 사실이다. 그래서 동인에게 바람=방랑=미는 등질의 

것이다.42) 이런 동인의 삶과 미의식은 근 로 수렴된다. 그리고 그것이 문

학으로 구체화된 것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궁극  질문이었다. 동인에게 죽

음은 미 으며, 바람이었고, 포한 생활의 결과물이었다.

3. 기생 ‘ 패’가 죽음에 이르는 도정

｢ 을 겨우 뜰 때｣는 기생 김옥엽과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기생 ‘강명화

자살사건’43)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정혜 은 강명화자살사건이 “연애의 

42) 김윤식 교수는 김동인의 방탕을 세 가지 형태에서 찾은 바 있다. “기생집 출입, 향락 

추구, 소설에로 되돌아오기”가 그것이다.(김윤식, �김동인연구�, 민음사, 2000, 220쪽.)

43) 기생 강명화는 재력가의 아들과 사랑에 빠지나 신분의 차이를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부딪  자살하고 만다. 강명화가 음독자살한 것은 1923년 6월 11일이며, 6월 15일에 

�동아일보�는 ‘강명화의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기사화했다. ｢강명화의 자살

-내막은 매우 복잡｣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이 다. “기명을 명화라 하야 일시 경성 

화류계에서 일흠이 잇다하든 평양태생의 강도텬(姜道天)(25)은 경북 재산가 장길상

(張吉相)씨의 아들 장병텬(張丙天)의 애첩이 되어 동경으로 경성으로 그 남편과 가치 

왕래하더니 최근 온양온천에 그 남편과 함 가서 류숙하든  십이일 온천려 에서 

남편의 업는 틈을 타서 자살할 결심으로 독약을 먹엇슴으로 직시 의사의 치료를 바닷

스나 회생치 못하고 인하야 명하얏는데 시톄는 작일 경성으로 운반하야 매장할 터

이며 자살한 원인은 장씨의 가뎡 사정과 기타 복잡한 내막이 잇다더라.” 그리고 다음 

날 ｢가튼 몸이 생명을 키지에 그네의 생활에는 엇더한 비 이 잇섯던가―강명

화의 애화｣라는 제목으로 후일담이 실려 있다. 그 기사에 따르면 10일 하오 11시경에 

｢쥐 잡는 약｣을 마시고 다음 날 하오 여섯시 반에 장병천의 무릎에 에서 강명화는 

죽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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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  환 에 빠져 있던 당시 조선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

다”44)고 지 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당  기생의 주소를 돌아보게 했다

는 에서 심사이다. 모던걸의 표주자 던 나혜석은 이 사건을 하고 

기생의 생활을 ‘노 ’이며 ‘비인도 ’이라고 평가한 뒤, ‘악’, ‘추(醜)’, ‘지

옥불’이라는 극단 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기생들의 삶을 폄하한다.45) 그러

면서 기생으로 표되는 구여성들의 삶이 무미건조하고 허 이라면서 

나혜석은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여학생’을 제시한다. 나혜석에게 ‘머리 올

리고 구두 신은’ 여학생은 ‘선’이고 ‘미’ 던 것이다. 나혜석의 이런 분석이 

나름 타당하지만, 동인의 견해는 달랐다. 그 차이가 ｢ 을 겨우 뜰 때｣를 

낳는 근거 다.

그런데 동인이 강명화자살사건을 신문지상을 통해 뉴스로만 했다면 

범인(凡人)과 다를 바 없이 그에게도 그 사건은 그냥 가십거리 을 것이다. 

하지만 동인에게 강명화는 생면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가십으로만 바라

보는 군 의 시선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강명화와의 특별한 인연을 동

인은 이 게 고백하고 있다.

내가 올라간 날 밤으로 질탕한 놀이는 명월 에 열렸다. 그리고 그때에 첫 

번 김옥엽을 만났다. 그때에 사내로는 김억, 김환, 김찬 , 고경상 군 등이 있

었고 기생으로는 죽은 강명화, 안 향과 김옥엽이 있었다고 기억한다.46)

생애 처음 외도를 하게 되는 운명  여인인 김옥엽을 만난 날 그 자리에 

강명화도 동석하고 있었다. 강명화가 우연히 스쳐지나간 그 고 그런 기생

44) 정혜 , ｢근 문학에 나타난 기생의 이미지 고찰｣, 한국 문학회, �한국 문학연

구� 15, 2004, 189쪽.

45) 나혜석, ｢강명화의 자살에 하여｣, 서정자 엮음, �정월 라혜석 집�, 국학자료원, 

2001, 341쪽.

46) 김동인, ｢여인｣, �김동인 집� 4, 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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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랭이 다면 동인이 ‘죽은 강명화’라고 기억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

인의 심리  기 에는 강명화가 어떤 방식으로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살사건이 강명화에 한 숨어 있던 기억의 편을 선명하게 부각시켰으

며, 강명화는 ｢ 을 겨우 뜰 때｣에서 ‘기생’이라는 당  의미망 속에 수렴

되는  의미로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강명화자살사건이 1923년 6

월 15일에 기사화 되고, ｢ 을 겨우 뜰 때｣가 1923년 7월에 발표된 것을 

보더라도 동인에게  충격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강명화자살사건

은 ｢ 을 겨우 뜰 때｣를 창작  하는 직 인 이유 으며, 기생을 좀 더 

애정 어린 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즈음의 동인에게 

기생은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으며, 물이었다. 김옥엽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러했다. 기생 ‘ 패’의 자살은 강명화의 죽음이며, 죽이고 싶도록 미운 김

옥엽에 한 간  살인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목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동인의 자  소설 ｢여인｣이다. 이 

｢소설｣을 두고 동인은 스스로 ‘여의 한 상화’47)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말의 진실됨은 다음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自傳—그 가운데도, 여인에 한 부분을 쓰기는 힘든다. 먼 과거의 일은 

그다지 어색치도 않지만, 가까운 과거의 일이 되자, 붓은 움직이지 않았다. 

余는 그것을 쓰는 동안 몇 번을 붓을 내어던지려 하 다. 그러나 30년을 1기로 

한 과거를 청산하려고 쓰기 시작한 붓인지라, 좀체 내어던질 수가 없었다.48)

사업 실패, 아내 김혜인의 출분, 그리고 새 아내 김경애와의 결혼으로 

이어지는 동인의 삶의 시간표에서 인생 한 막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에 ｢여인｣이 놓여 있었다. 나이 서른,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

47) 의 , 279쪽.

48) 의 ,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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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쓰기 시작한 붓인지라 동인은 스스로에게 진실하고자 했다. 굳이 이 

을 표 나게 강조하는 것은 ｢여인｣의 진실성에 기 어 다음의 인용에 

을 가져가기 함이다.

연령의 변화, 환경의 변화, 성격의 변화, 여기서 생겨나는 사상의 변화—이 

때문에 여인에 한 태도며 념도  변하 다. 돌아보건  그 변화도 여

에게는 재미있다.

여를 알고자 하는 이, 혹은 사랑하는 이에게 이 책을 한다. 여의 이 솔직

한 고백은 여의 자랑을 그 에게 알게 할 것이요, 여의 자랑은 여의 사상, 혹은 

작품의 변화를 알게 할 것이니까. 이 작은 책자와 그 사이의 여의 소설과를 

조하여 볼진 , 여라는 인물은 자연히 그 의 마음에 솟아오를 것이다.49)

스스로 고백하듯이 여인에 의해 ‘사상의 변화’가 동인에게 일어났고, 그것

은 다시 쓰기의 변화를 추동하 다. 그 변화를 동인은 ‘재미있다’고 말했다. 

과거지사이니 ‘재미있다’고 말했겠지만, 어떤 여인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아  생채기를 남겼다. 사상 변화가 작품의 변화를 래했다면, 동인의 말처

럼 ｢여인｣과 ‘여의 소설과를 조하여’ 보는 일은 재미있을 것이다. ｢ 을 

겨우 뜰 때｣의 주인공 ‘ 패’의 죽음이 사롭지 않은 이유다. 즉 ‘ 패’의 

죽음은 동인을 둘러싸고 일어난 ‘여인’들과의 역학 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럴 경우 은 강명화를 넘어 ‘김옥엽’에게로 모아진다.

강명화가 동석한 명월 에서의 그날 밤, 동인은 김환의 소개로 김옥엽의 

집에서 꿈을 키운다. “한잠을 못 이루고 날이 밝기까지 속살거림으로 보낸 

그 밤”은 동인의 생애에 잊지 못할 날이었다. ‘ 수교식 교육과 도학  교

훈 아래에서 길러난’50) ‘참한 은이’ 동인이었지만 그날 밤은 참한 은이

49) 의 , 279쪽.

50) 의 , 236쪽.



562  韓民族語文學 第62輯

를 벗어던진 < 포한> 밤이었다. 한 순간 찾아온 ‘압착된 정열, 펴지 못하

는 긴장, 발표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동인은 스스로 비장하여 그 마음을 

‘순교자’에 비겼다. 김옥엽은 불쑥 동인에게 종교에 버 가는 신앙의 존재

가 되고 만 것이다. 옥엽을 해서라면 기꺼이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구하기 힘든 품질 좋은 돌’ ‘알 산델을 박은 

반지’를 하나 사서 “마음 하나는 이 돌과 같이 변함이 없기를 바란다”는 

연서를 곁들여 선물할 정도 다. 그리고 평양과 진남포를 넘나들며 애정행

각을 벌이던 둘은 아내에게 발각되고 만다. 사죄하는 동인에게 아내가 제

시한 타 안은 ‘옥엽과의 계를 끊을 것’이었다. 신 아내에게 ‘장래 구

히 이번의 이 불유쾌한 사건을 입 밖에 내지 않아서 장래의 공연한 충돌을 

피할 것’을 동인은 요구했다. 동인은 아내의 요구를 수락하지만 그것이 실

행할 수 없는 맹세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아내와 귀가 후 사흘 뒤 

옥엽과 함께 동인은 경성으로 애정의 도피 행각을 벌인다. 바로 동거에 돌

입한 옥엽과의 생활은 포하고 질펀했다. 그리고 동인의 두 어깨에는 옥

엽에 한 애착과 번민이 선물로 내려앉는다. ‘일생을 통하여 가장 시 인 

한 막’51)을 옥엽과 실연(實演)하면서도 마음 한 쪽에는 ‘ 픔’이 있었다. 

“기생과 근한다 하는 것은 나의 집안뿐 아니라, 온 평양에 로 비 히 

하지 않으면 안 될 만치” 동인의 “집안은 수교회에 자리잡은 집안”이었

기 때문이다. 

양가  감정은 이내 생활에서도 드러난다. 집안 몰래 도망쳐 나온 애정

의 도피 행각은 경제  궁핍함으로 이내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 생활을 책

임질 수밖에 없었던 옥엽은 기생의 업을 이어가야 했고, 동인은 그것을 모

른 척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 라우드한’ 동인에게 그것은 큰 상처

다.

51) 의 , 238쪽.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한 양상  563

옥엽에게 한 나의 감정도 차차 야릇하게 되어갔다. 기괴한 증오―여기서 

생겨나는 불유쾌, 반감, 이런 감정이 어느덧 나의 마음에 움돋아서 자라났다. 

그가 어 하여 객석에라도 불리는 때는 나는 몹시 괴로웠다. 그것은 자존심을 

유린당하는 것과 같은 괴로움이었다.52)

반목과 질시, 그리고 기괴한 애착은  동인을 피곤  만들었다. 옥엽

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그를 버릴 수가 없다는 양가  감정은 동인

을 자살 충동으로 내몰 정도 다. 출구가 필요했다. 어머니가 구원해 주었

다. “평양에 있을 것, 아내와 소생을 버리지 않을 것, 옥엽을 가정 안에 들

이지 않을 것”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옥엽과의 첩살이를 어머니가 허락하

자 동인과 옥엽은 ‘터질 듯이 기뻤다.’ 먼  평양으로 내려간 동인이, 약속

한 이틀 뒤 평양역에서 옥엽을 기다리나 옥엽은 나타나지 않는다. ‘배반함

을 받은 노여움과 자존심을 꺾인 불쾌함’으로 동인은 ‘마음속에 박  있는 

<옥엽>이라는 뿌리를 칼로 잘라 버렸다.’

동인은 기생 옥엽을 그 게 <죽여 버렸다.>53) 그리고 다시 마음의 아픔

을 속이기 한 질탕한 놀음에 몰두하 다. 옥엽과의 생활을 버리자고 작

52) 의 , 241쪽.

53) 사실 동인은 옥엽의 배신으로 번민과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 아직 끊을 수 없는 옥엽

에게 미련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동인은 옥엽과 1차 헤어진 후 소요산 단풍놀이에서 

만난 기생 황경옥과 경성 패 리호텔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던  제 발로 찾아

온 김옥엽과 재회한다. 그러나 그 재회는 옥엽의 배신으로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옥엽에 한 미움이 싹트면서 기생에 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동인은 황경옥과 헤어진 지 2년이 지난 여름, 즉 1923년 여름에 우연히 그녀를 재회한

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가 난산 끝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런 경험은 기생의 

박명한 인생에 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체험이 ｢ 을 겨우 

뜰 때｣의 발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동인의 심경에는 기생의 기구한 

삶에 한 안타까움이 드리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옥엽과의 만남과 이별, 

강명옥자살사건이 겹쳐 있는 것이다. 동인에게 기생의 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로 삶

의 자리 깊숙이 똬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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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자 동인에게는 술 생활로 회귀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인다. ‘천분’ 

‘양심’을 핑계 삼아 동인은 술과 기생놀이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싶어 졌

다. 비로소 동인에게 문학은 천직으로 분명히 각인되고 있었다. 그러자 동

인에게 있어 옥엽의 지 도 추락하게 된다. 비록 첩이긴 하나 부인의 지

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회심한 동인에게 옥엽은 노리개, 안물로 락하

고 만다. 기생의 삶이 다다르게 될 마지막 종착역을 동인은 이 게 견하

다.

인생이라는 커다란 물결에 닦이고  닦이어서, 다 거칠고 더럽게 된 한 

<인생의 껍질>을 발견하 다. 거기는 형  <기생의 말로>의 표 이 있었

다. 인생이 마땅히 가져야 할 아무런 <감정>도 다 잃어버린 허수아비를 발견

하 다. 입 하나만 살아 있고, 다른 온갖 양심이며 아름다움이며 흥분을 잃어

버린, 한 <산송장>을 발견하 다.54)

헤어진 후 남의 첩이 된 옥엽을 평양에서 우연히 재회한 느낌을 동인은 

의 인용처럼 어 놓았다. 이제 동인에게 기생 옥엽은 ‘산송장’에 진배없

었다. 기생의 삶은 허무한 것이며, 옥엽과의 계에 마침표를 어야 할 

때가 왔다. 동인은 ‘ 패’를 죽임으로써 옥엽을 마음속에서 거둬낼 수 있었

다. 패의 죽음은 정된 것이었다. 거기에 소설 속의 ‘여학도’는 불쏘시개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을 뿐이다.

그러나 패의 죽음이 옥엽에 한 원망을 그 로 체한 것은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 을 겨우 뜰 때｣는 주인형이거나 주술  부 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원망을 미  상으로 승화시켜야 했다. 그럴 때에야 동인이 

강조했던 포한 방탕이나 질펀한 바람기가 미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동인이 고민했던 ‘하므 트’식 다민다한은 패의 죽음을 통해 비로

54) 김동인, ｢여인｣,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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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구체  실체를 갖기 시작하 다. 기생 김옥엽과의 2번에 걸친 만남과 

이별, 그리고 기생 강명화의 자살사건에 자극받은 동인이 옥엽이라는 ‘산송

장’을 어떻게 구체 인 미  상으로 승화시켰는지 그 과정이 궁 해진다.

4. 자살 머에 있는 죽음의 진실

동인에게 죽음은 창작의 요한 모티 다. 그리고 죽음은 창조 의 

심사이기도 했다.55) 창조 에게 죽음은 인생이라는 미학 으로 연결된다. 

이런 미학 은 동인의 기 작품인 ｢약한 자의 슬픔｣이나 ｢마음이 은 

자｣에서 도드라진다. 죽음이 문학에서 차지하는 비 의 일단은 다음의 인

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결과로서 여주인공의 자살을 집어넣으려 한 것이었다. 묘사는 일원

묘사 다. 그러나 그 작(｢약한 자의 슬픔｣:인용자)의 결말은 뜻밖으로 필자는 

그 주인공을 죽이지 못하 다. 

제2작 ｢마음이 은 자｣에서도 결말로서 주인공 K를 죽이려 하 던 것이 

마침내 죽이지 못하 다.56)

주인공을 죽이려 했으나 죽이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동인 자신

의 말 로 하면 ‘하므 트식 다민다한’이 아직 부족했던 것이다. 그런 동인

에게 염상섭의 출 은 충격이었다. “필자는 상섭의 출 에 몹시 불안을 느

55) 택의 다음 말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창조 의 분 기를 확인할 수 있다. “｢ 는 

엇재 죽음만 쓰 냐｣ 하실 이가 이슬 듯하나 무슨 비  사상을 가진 거슨 아니외다. 

다만 인생 그거슬 그 로 표 해보노라고 하엿습니다.” ( 택, ｢나믄말｣ �창조� 2호, 

1919. 3, 59쪽.)

56) 김동인, ｢조선근 소설고｣, �김동인 집� 6,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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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면서도 이 새로운 하므 트의 출 에 통쾌감을 할 수 없었다.”57)라고 

고백한 바 있다. 불안과 통쾌감이라는 양가  감정은 동인에게 문학에 

한 변화를 자극한다. 그 변화는 염상섭의 출 이라는 외재  요인에서 

발된 것이지만 문학 내 으로는 내면의 발견으로 이 모인다. 주인공을 

죽이는 것, 그것은 주인공의 내면 발견이 상당한 수 에 도달했을 때 가능

한 일이다. 동인은 ｢ 을 겨우 뜰 때｣에서 드디어 자신의 소설에서 정말 

주인공을 죽이는, 자신의 문학에 한 유를 단행한다. ‘ 패’라는 기생의 

내면 발견을 통한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서 동인은 ‘하므 트식 다민다한’

의 한 유형을 만들어낸 것이다. 옥엽과의 이별, 강명화의 자살은 환 의 

자리에 있지 않고 실체가 되어 ｢약한 자의 슬픔｣이나 ｢마음이 은 자｣에

서 죽이려다 만 주인공을 실제 죽임으로 인도하며, 그를 통해 동인은 ‘인생’

을 제 로 그려내게 된다. 그것이 ｢약한 자의 슬픔｣이나 ｢마음이 은 자｣

와의 변별 이다.58)

1918년이라는 시간과 동강이라는 공간, 그리고 불놀이라는 모티 를 

가지고 있는 ｢ 을 겨우 뜰 때｣는 <죽음사건>과 <근 >라는 두 가지 축

으로 수렴되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기생 ‘ 패’의 내면 발견 과정과 

그 최후를 그리고 있다. 죽음사건과 련된 에피소드는 자기를 짝사랑 하

던 사내 ‘A’의 죽음과 ‘청류벽 소녀’의 죽음이 핵심이며, 근  서사는 ‘여학

도’와 패를 찾아온 ‘Y와 동행한 새 손님’의 에피소드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 축이 교직하여 만들어내는 의미망은 패가 내면 풍경을 발견하게 되

는 과정에 한 설명이며, 죽음으로 종지부를 는 패의 행 에 한 정

57) 의 , 152쪽.

58) 김동인이 ｢약한 자의 슬픔｣과 ｢마음이 은 자｣에서 주인공을 죽이지 못한 이유를 

김흥규는 “황폐한 삶의 비  확인을 거부하려 하면서도 그 압도  무게를 벗어버리

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김흥규, ｢황폐한 삶과 웅주의｣, 이재선 편, 

�김동인�, 서강  출 부, 1998,) 153～1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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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을 확보해 다. 그런데 <죽음사건>은 패에게 내면 발견의 과정에 

장치해 둔 사건이지만 패의 죽음을 결정하진 못한다. 오히려 패의 죽

음을 결정하는 열쇠는 ‘여학도’와 ‘새 손님’이다. 그 자세한 과정을 따라가 

보자.

패는 사이다, 맥주 등의 근  산물과 방아타령, 장고 등 통의 교유 

속에서도 “아홉 살에 기생의 빛나는 살림을 그리어 기생 서재에 붙여 달라 

하여 성공”59)하 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기생의 삶, 즉 통에 연을 고 

있는 삶의 방식에 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의 당당함은 사월

일 동강 불놀이라는 통놀이에서 더욱 빛났다. 기생 두 명을 동행한 불

놀이 배에서 ‘방아타령’을 주고받던 패가 스스로 ‘자랑스러운 듯한 얼굴’

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당당함 때문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마주친 ‘여학도’

들이 기생이라고 손가락질하여도 ‘성내주고 싶은 듯한, 자랑하고 싶은 듯한 

마음으로 코웃음’을 칠 수 있었다. 패는 ‘여학도’들의 근 에 발을 들여놓

기는 하나 여학도라는 근  산물을 부러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 

｢약한 자의 슬픔｣의 강엘리자베트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그는 낮고 더럽고 답답하고 덥고 시시한 냄새나는 집보다 높고 정한 서울

집이 낫고, 목 바지 입고 상투 틀고 낯이 시커먼 원시 인  무지 이들보

다 맥고모자에 궐련 물고 가는 모시두루마기 입은 서울 사람이 낫다. 굵은 

당포 치마보다가는 모시치마가 낫고, 다 처진 짚신보다 맵시나는 구두가 

낫다-기름머리에 맵시나게 차린 후에 파라솔을 받고 장안 큰거리를 팔과 

궁둥이를 저으면서 다니던 자기 모양을 흐린 하늘에 그려볼 때에는 엘리자

베트는 자기에게도 부끄럽도록 그 그림자가 예뻐 보였다.60) (강조:인용자)

패는 아직 여학생들의 시집간 뒤의 살림을 엿본 이 없었다. 그러므로 

59) 김동인, ｢ 을 겨우 뜰 때｣, �김동인 집� 5, 148쪽.

60) 김동인, ｢약한 자의 슬픔｣, �김동인 집� 5,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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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온 히 그를 몰랐다. 그러나 패의 짐작으로써 바르다 하면, 그것은 

에 뫼에 핀 진달래와 같은 것이었다. 연한 자주빛으로 빛나는 것-그것이 여학

생들의 이 뒷살림에 다름없었다. 피아노, 책을 보고 있는 마 라, 양복한 어린

애, 여행, 그것이 그들의 살림에 다름없었다.61)

‘맵시나는 모시치마’에 ‘맵시나는 구두’를 신고, ‘ 라솔을 받고’ 장안 ‘큰

거리’를 활보하던 자기 모습이 ‘ 뻐보 다’는 엘리자베트의 고백에서 드러

나듯 그에게 근 는 뻤다. 엘리자베트의 근 는 ‘연애-결혼-행복의 경

로’62)여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자베트의 쁜 <근 >가 패에게

는 그다지 큰 지배력을 갖지 못했다. 고작 ‘뒷살림’에 지나지 않았다. 패

에게 피아노나 양복한 어린애, 여행 같은 근 의 속성들은 ‘첩, 병, 매음, 

싸움’과 같은 부정어들로 연결된다. 엘리자베트와 패의 립, 그리고 그 

교차지 에 동인이 체득해간 근 의 맨얼굴이 자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근

를 바라보는 패의 시선은 다음의 인용에서도 확인된다.

여학생이라는 것이 차차 변하여졌다.

에는 서른 살 이상의 늙은 여학생들이 많더니 차차 어린 여학생이 보이

게 되었다. 그와 함께 여학생의 풍조가 차차 사치하게 되었다. 패는 이것을 

｢여학생이 기생을 본받는다｣ 부르고 이긴 자의 쾌락을 맛보는 마음으로 이를 

보았다.63)

때때로 여학생들이 기생을 경멸하는 것을 볼 때에는 그는 분하기는커녕 

도리어 통쾌하 다. 그들(여학생들)은 자기네 기생과 같이 마음껏 <거드럭거

리>지 못하므로 시기함이라 패는 이 게 생각하 다. 그리고 노래하라, 놀

61) 김동인, ｢ 을 겨우 뜰 때｣, 150쪽.

62) 권보드래, ｢‘풍속사’와 문학의 질서-김동인을 통한 물음-｣, 한국 소설학회, �

소설연구� 27, 2005, 32쪽.

63) 김동인, ｢ 을 겨우 뜰 때｣,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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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웃으라, 즐기라, 거드럭거리라 하여 끝까지 음을 즐기려하 다.64) 

‘여학생이 기생을 본받는다’고 단정하고, ‘이긴 자의 쾌락’에 도취되어 여

학도들에게까지  주  들지 않고 거드럭거릴 수 있었던 패의 감각은 

인상 이다. 그래서 패의 음은 즐겁다. 이런 패가 방아타령 한 곡조 

불러 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다. 패의 청춘은, 그리고 기생의 삶은 빛이 

났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하 다. 여학생들이 “옷이나 잘 닙으면 뭘해. 

 이제 십년만 디내 라. 데것들의 꼴이 뭐이 되나. 미처 시집두 못 가구 

구주주하게”65)라며 비난하자 그 소리가 패에게는 ‘날카로운 송곳보다 

뾰족한 끝’이 되어 가슴 을 고들었던 것이다. 찰나의 소리 지만 손님

들의 가벼운 화도 놓치지 않는 기생의 직감이 돋보이는 순간이다. 지

의 ‘거드럭거림’이 <10년 뒤> ‘구주주함’으로 변할 지도 모른다는 < 픔>

이 패의 내면에서 돋아나기 시작한다. 즉, ‘모란 , 부벽루, 청류벽, 능라

도, 반월도, 모래섬’으로 상징되는 평양, 그 에서도 동강이라는 통의 

공간과, 기생의 삶으로 표상되는 통의 삶이 10년 뒤에는 유지될 수 없을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여학도들을 매개로 드디어 패의 내면에 풍경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패는 ‘여학도들’의 말이 ‘참말’일 수 있다고 깨달았

고, 그래서 ‘성이 났다.’ 여학도로 표되는 근 와 패로 표되는 통의 

맞섬에서 패배는 감되었다. 기생의 삶이 여학도(신여성)의 삶보다 우

에 있다고 내면에 속삭여보지만, 그것은 거짓된 자기 안이다. 여학생들

이 꿈꾸는 뒷살림, 즉 근 를 얕잡아 보고 패는 외면하지만 그것이 부질

없음을 알아차리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자문하는 패에게 있어 기생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니

64) 의 소설, 148쪽.

65) 의 소설,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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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근 와 교유하긴 했으나, 애시당  ‘강엘리자베트’와는 달라66) 근

를 동경하여 온몸으로 체득하고 싶지는 않았던 패 기에 상처는 컸다. 

이 마음의 틈새를 비집고 <죽음 사건>이 패에게 구체 으로 체감되

기 시작했다. ‘10년 뒤’라는 시간성은 패에게 압 이었으며, 거부할 수 

없는 실이었다. 자신감의 상실, 그와 동시에 발생한 내면의 균열을 비집

고, ‘A’의 죽음이 스멀스멀 기어든 것이다. 죽음이 실체를 갖기 시작한 것

이다. 그리고 패의 의식에 지배자로 군림한다. ‘A’라는 사내는 패에 

한 사랑 고백을 하고 푼푼이 모은 50원을 하룻밤 열정을 불태우는 가로 

패에게 모두 소진한다. ‘A’는 “다시는 돈이 안 생겼다. 패는 그를 물리

쳤다.”67) A는 유서를 남기고 얼어 죽는다. 이 사건을 계기로 패는 두 가

지 사실을 깨닫는다. 하나는 ‘죽음’이라는 커다란 그림자가 자기 앞에 어른

거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과 멋’ 외에 ‘참과 참사랑’이 있다는 사실

이다. 이런 깨달음은 자아 분열의 징표이고, 분열이 심해질수록 패의 내

면풍경은 오히려 단단해 진다. 기생의 재  가치에 한 성찰이 내면풍

경의 한 폭을 차지하나 패는 아직 성찰의 결과에 소환될 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다. 자아 분열이 더 강도 높게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패는  기생의 삶을 회의한다. 그런 패의 손에 쥔 기생의 존재증명

서는 기생의 주소를 다각도로 압축해 보여 다.

손님은 그들(기생)을 ｢업신여길 수 있으므로 사랑스러운 동물｣로 알았다. 

부모는 ｢돈벌이 하는 잡은 것｣으로 하 다. 수교인은 마귀로 알았다. 도

학자는 요물로 알았다. 어린애들은 ｢ 문 앞의 도상｣이라고 비웃어  곱게 

66) 엘리자베트의 근 지향성에 한 더 자세한 내용은 권보드래의 ｢‘풍속사’와 문학의 

질서-김동인을 통한 물음-｣(한국 소설학회, � 소설연구� 27, 2005) 29～41쪽

을 참조할 것.

67) 김동인 ｢ 을 겨우 뜰 때｣,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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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린 동물로 알았다. 노동자는 ｢자기네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물건｣으로 

알았다. 늙은이나 은이나 한결같이 그들을 다만 춘정을 는 아름다운 동물

로 알 뿐, 한 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는 보지 않았다.68)

기생은 ‘사랑스러운 동물’, ‘돈벌이 하는 잡은 것’, ‘마귀’, ‘요물’, ‘곱게 차

린 동물’,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물건’ ‘아름다운 동물’일 뿐이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아주지 않는 세태를 패는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실에 패 자신이 고스란히 소환될 지도 모른다는 불가항력이 두려웠다. 

그것은 공포 으나 의식의 확장이자 재탄생이기도 했다.

실체의 탐색 과정에 기를 박는 사건이 발생한다. 어느 날 패는 부

터 알고 지내던 ‘Y’, ‘Y’와 동행한 ‘새 손님’, 그 게 셋이서 자리를 같이 

한다. 기생집이 처음인 ‘새 손님’은 <기생> 패가 얼굴은 쁘지만 ‘암탉

이나 암캐와 마주선 것 이상 마음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둥 일본어를 

앞세워 패를 조소한다. 일본어란 무엇인가? 제국 일본이 앞세운 근 의 

억압  상징이 아니던가? ‘새 손님’이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분명치 않지

만 이 마당에 민족이 그리 요하지는 않다. 다만 일본어가 갖는 표상의 

력이 단했다는 것이 요하다. 패는 묵묵부답 당하고 있어야 했다. 

일본어의 력을 앞세운 ‘새 손님’의 다음의 인용은 압권이다. 

｢나두 실상은 사람이 아니라군 안해. 가만! 그래 사람이 아니야! 확실히 

사람이 아니야! 박쥘세, 박쥐!｣

｢박쥐? 밤에 밥벌이한다구?｣

｢음, 오히려 박쥐는 새이구두 조류에 못드는 것처럼, 기생은 사람이구두 

인류에 못 든다는 편이 옳을 테지……｣

( 략)

68) 의 소설,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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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 그것, 껌 발춘기, 그것이야. 소  손님네라는 자기네들두 그것으로 

알지 않나? 기생의 부모두 그것 매인으로 자인하구. 어때, 내 말이 거짓말인

가?｣69)

박쥐나 껌발춘기로 호명되는 기생의 실체에 패는 ‘찢어지는 것 같이’ 

무 져 내린다. 의식의 재탄생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형국이다. 사람이면서 

사람의 을 받지 못하는 두 부류가 기생과 ‘징역군’이라는 ‘새 손님’의 

야멸찬 목에 오면 기생은 범죄자의 수 으로 락하고 만다. 결국 패

의 성격-내면풍경-은 “노 와 같이 늙고 도학자와 같이 까다로워졌다.” 

“ 동문이나 연 정에서 하루 종일 패수가 흐르는 것을 들여다보고 앉아

서도 조 의 갑갑함도 깨닫지 않던 선조의 피를 받은” 패 지만, 답답했

다. 답답함으로 나선 동강의 ‘마상이’ 배 에서의 깨달음, ‘사람은 참으

로 더럽고 불 한 것’이라는 내면에 도달하는 과정이 안타깝다. 허무가 

려든 것이다, 무서움과 함께. 그리고 죽음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분명한 실

체로 패를 맴돈다. ‘새 손님’에게 당한 모욕이 죽음의 진혼곡으로 변주되

어 패의 오감을 자극할 즈음 패는 색다른 죽음의 장을 목격한다.

뱃놀이에 불려갔던 패가 돌아오는 길에 배로 청류벽을 따라 내려오는

데 열 서넛쯤 되는 ‘계집애’가 벽에서 떨어져 죽는 모습을 본다. 그런데 

묘하게도 떨어져 죽은 장소가 ‘正慰 鄭觀朝’70)라고 새겨진 벽 아래다. 

69) 의 소설, 154쪽.

70) 1880년 무과에 합격했으며, 1897년 9월 평양 진  장, 1901년 3월 진  제4

연  제3  장, 1902년 6월 궁내부 참령으로 복무했다. 1907년 11월 장 원 

사로 임명되었고 1917년 10월 제국군인후원회 특별 원에 추천되었다. 1918년 평

안은행 발기인(1918년 11월), 평양 기성다화회(箕城茶話 ) 상임 원, 평양 공회당

(公 )건설 원회 실시 원(1918년 12월), 1919년 조선농사개량회사 발기인(1919

년 9월), 1920년 1월 평양은행주식회사 발기인 등을 역임했으며 1920년 12월 25일과 

1924년 4월 1일, 1927년 4월 1일, 1930년 4월 1일 네 차례에 걸쳐 평안남도 선 도평

의회원으로 선출되었다. 1925년 11월 조선불교단 평양지부 고문으로 선임되었고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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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죽음을 본 패는 계집애가 ‘아직 살아가는 데 한 아무 픔이며 두려

움을 모르고 죽었겠다’고 동료에게 말한다. 그 말에는 픔이며 두려움을 

모르고 죽었으니 행복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 죽음이 있던 날 밤, 

패는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죽음을 기억해낸다. 

몇 해  자기에게서 쫓겨나가서 길가에서 얼어죽은 A며 자기와 친하던 

기생 몇의 죽음, 더욱(무엇에 만족치 못하 는지 그 당시에 한창 말썽이 많았

던)<네꼬이라스(쥐약)>를 먹고 죽은 화선의 죽음이며, 는 를 친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던 O라 하는 손님의 죽음이며, 술좌석에서 갑자기 뇌일 로 

거꾸러져 죽은 N이라는 손님의 죽음을 순서없이 생각하 다. 그리고 그는 한

숨을 쉬었다.( 략)

이리하여 그의 머리에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성장하기 비롯하 다.71)

드디어 죽음은 분명한 실체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패는 자신이 

떨어져 죽은 단오날의 그넷 을 움켜쥐둣이 죽음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

다. 어떤 것도 패의 죽음을 말릴 수는 없었다. 그것이 패의 운명이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 ‘정  정 조’란 씨가 쓰인 벽과 ‘계집애’

가 죽은 장소말이다. 한제국의 군인이었던 자가 소설을 발표할 시 에 

평양은행주식회사 발기인을 거쳐 평안남도 선도평의회원으로 화려하게 

년 평안남도 도평의회원 표로 국민 회의 참정권 청원 건백서에 서명했다. 1933년 

6월 3일부터 1936년 6월 2일까지 조선총독부 추원 참의를 역임했으며 1933년 7월 

추원 시정연구회 제도부 원으로 활동했다. 1935년 제16회 추원 회의에서 조선

의 징병령 실시를 제안했고 1928년 11월 16일 일본 정부로부터 쇼와 례기념장, 1935

년 10월 조선총독부로부터 시정 25주년 기념표창  은배를 받았다. 친일  708인 

명단의 추원 부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  수록자 명단의 추원 부문, 친

일반민족행 진상규명 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  704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http://ko.wikipedia.org/wiki/%EC%A0%95%EA%B4%80%EC%A1%B0)

71) 김동인, ｢ 을 겨우 뜰 때｣,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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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한 인물을 소설 속에서 어떤 부연도 없이 끌어들 으니 묘한 소설  

장치이다. ‘정 조’가 보란 듯이 목숨을 던진 계집애, 근 가 가져온 죽음이

라고 보면 지나친 과장이거나 왜곡일까? 그리고 단오라는 통 명 에 그

네에서 떨어져 자살한 패의 죽음은 근 에 등 떠 려 죽음으로 내몰린 

통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동인은 여성에게 “ 혼의 씨가 있을 뿐, 혼 그것은 없다”72)라고 단정

한 이 있지만 패에게는 외 다. 패는 통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

으나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단되자 실을 폐쇄하는 극단  방

법을 취하 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었던 것이다. 여학도

와 ‘새 손님’과의 면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패는 실을 직시

함으로써 ‘자생 인 내면’73)을 만들었고, 죽음에 이르 다. 패를 죽임으

로써 동인은 햄릿식 고민의 앙을 통할 수 있었으며, 내면발견이라는 

새로운 문학장(場)의 한 축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인형조종술로 

변되는 자아 심주의  쓰기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를 마련하

게 된다. 그리고 이런 쓰기 방식은 동강이 ‘타인 없음, 무아지경’의 속

살을 드러내는 허무의식의 상징으로 체되는 1926, 7년경의 마생이의 삶

이 시작될 때까지 이어진다.74) 아울러 ｢유서｣, ｢명문｣, ｢감자｣로 이어지는 

객 화된 작품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게 된다.

삶과 죽음, 재와 미래의 이  가치에 한 정합성에 의해 패의 내

면세계는 발견되고 구체화되었다. 그 결과가 ‘삶’과 ‘ 재’에 해 마침표를 

는 것이었고, 내면의 발견은 미  가치로 승화되었다. 결국 스스로 택한 

72) 김동인, ｢ 혼(여자운동을 본)�, �창조� 9호, 1921. 5. 43쪽.

73) 김윤식은 염상섭의 ｢만세 ｣을 설명하면서 이 용어를 쓴 이 있다.(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1993, 하, 106쪽.)

74) 김동인의 동강과 허무의식에 해서는 김윤식의 �김동인연구�(민음사, 2000) 28

7～293쪽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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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길은 ‘ 패’가 근 성에 의해 유린당한 통  가치를 미  가치로 

치환하는 방식이었다. ‘옥엽’과의 기생놀음이 동인에게 기생에 한 오를 

배태  하 다면 강명화의 죽음은 그 오를 근 성에 항하는 숭고한 가

치로 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생> 강명화와 옥엽은 ‘ 패’라는 허

구  인물을 통해 다시 단단한 결속력을 부여받게 되었던 것이다. 

동강이라는 통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평양의 표  통놀이인 불

놀이를 배경으로 한 패의 서사는 기생의 삶을 훨씬 근 화 될 10년 후의 

< 재>에 견 으로써 내면 풍경이 만들어졌고, 그럼으로써 통과 기생은 

유기  체로 성립되었다. “내  고뇌와 갈등으로부터의 자살을 통해 진

정한 자기 회귀를 꾀한”75) 패의 행동은 통과 근 의 맞섬이라는 결

구도 속에서 패배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죽음으로 인도하는 근

의 속성을 히 드러냈다는 에서 패로 표상된 기생의 삶은 진정한 

자아를 획득했다는 에서 승리자로 부각될 수 있다. 패라는 기생을 죽

임으로써 비로소 동인은 그의 문학에서 새로운 미의 한 형상을 주조하게 

된 것이다.

5. 결론

생경해서 험난했던 동인의 신문학의 길은 바람기 충만한 삶과 유 하다. 

포한 행동으로 지칭되던 바람기를 동인은 미와 등질의 것으로 간주했다. 

그 바람기의 연장선상에 여인들이 놓여 있었으며, 특히 기생들과의 만남과 

이별 속에서 배태된 의식의 한 자락은 동인의 문학에 균열을 가져온다. 그 

균열은 ｢약한 자의 슬픔｣이나 ｢마음이 은 자여｣에서 죽이지 못한 주인공

75) 장병희, ｢김동인문학의 갈등과 죽음의 문제｣, 국민  어문학연구소, �어문학논총� 

1, 1981.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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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 을 겨우 뜰 때｣에서 보듯이 죽이는 문학으로 변주되는 과정을 보

여 다.

그런데 ｢ 을 겨우 뜰 때｣에서 보여주는 주인공 패의 죽음은 기생 김

옥엽과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강명화의 자살 사건이 교직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런 에서 패는 김옥엽과 강명화가 빚어낸 ‘잘 빚어진 항

아리’라 할 수 있다. 김옥엽에게서 느껴야 했던 원망, 강명화에게서 깨달은 

허무, 그 둘을 미  상으로 승화시켜 주조한 패는 철 히 죽음이라는 

외길을 향해 치닫는다. 패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그래서 안타깝다. 하

지만 패의 죽음은 단순한 망이 아니라, 동인문학에서 내면발견이라는 

새로운 장을 만들어내는 메타포이다.

패의 자살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인이 보여  통과 근 의 립에서 

통이 힘없이 허물어지고 마는 모습은 신문화운동 세 의 작가들이 “

통과 환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해방감을 만끽하”려는76) 태도와

는 다르다. 동인은 통을 면 부정할 수 없는 생래  한계를 가지고 있었

다. 평양이라는 공간은 그에게 선험  고향이었다. 그것을 면 부인한다

는 것은 자신의 뿌리에 한 부정을 의미한다. 공간에 한 부정은 그곳을 

구축하고 있는 문화나 정신세계를 부정할 때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해야 

할 분명한 명분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명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

름 아닌 근 에의 의지이고, “개인의 자율성을 성취하고 새로운 문화를 건

설하려”77)는 의지이다. 물론 동인은 그런 의지를 표 나게 천명한 근 주의

자 다. 주지하듯이 �창조� 창간 동기에서, 그리고 그가 보여  기 창작

품들에서 그런 모습은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인은 통을 면 

부정하거나 무시할 만큼 획기  근 주의자는 아니었다. “겸증 없이 장청

76) 정재원, ｢동인 문학에서 ‘여(余)’의 의미｣, 상허학회, �상허학보� 7집, 2001, 204쪽

77) 정재원,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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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동강만 내려다보고 집안도 잊고 처자도 잊고 주림도 잊고 앉아 있

는 허다한 무리를 한 마음으로 용서하기는커녕 일종의 존경의 마음까

지 생기겠지”78)라고 말하는 동인에게 있어 동강으로 집약되고 있는 평

양은 오의 상이기보다는 존경의 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평양이라는 

공간이 구성하고 있는 통에 바탕하여 재  삶을 재구성하겠다는 의지

가 없다면 “평양 사람인 여는 수천년래로 우리의 조상이 하던 일을 본받아

서”79)라는 고백은 어려웠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양의 명승이라는 청류

벽의 웅(雄), 부벽루의 미, 모란 의 (絶), 을 의 기(奇), 능라도의 묘

(妙) 등을 역사  념과 완상”80)의 상으로 부각시킬 리 만무하다. 이런 

이유로 동인은 스스로를 ‘고답 인 취미’81)의 소유자로 명명할 수 있었다. 

평양과 동강은 동인에게 있어서는 근 의 진면목을 비쳐보는 거울이었

다. 그 거울의 스펙트럼 속에 옥엽과 강명화, 그리고 패가 포섭되었다.

‘ 패’의 죽음은 동인의 문학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 동인이 처음 의도했던 신문학은 한국소설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이 분

명하다. 그러나 근 에 의해 훼손당한 상처를 죽음이라는 모티 로 새로이 

승화시킨 ｢ 을 겨우 뜰 때｣는 동인에게 새로운 신문학의 길을 열어줬다. 

동인의 신문학은 죽음을 통해 가능했고, 그것이 동인문학의 심미성을 담보

하는 근거가 되었다. 신문학이 죽어 새로운 신문학의 싹을 틔웠으니 동인

에게 죽음은 숭고한 것이었다. 스스로 ‘동인만의 문체, 표 방식을 발명’82)

하 다고 자평한 ｢유서｣ ｢명문｣ ｢감자｣가 보여  ‘동인미’는 패의 죽음

을 딛고 일어설 때 가능했다.

78) 김동인, ｢ 동강｣, �김동인 집� 6, 456쪽.

79) 김동인, ｢무지개｣, �김동인 집� 6, 456쪽.

80) 김동인, ｢ 동강의 평양｣, �김동인 집� 6, 502쪽.

81) 김동인, ｢문단삼십년사｣, �김동인 집� 6, 38쪽.

82) 김동인, ｢조선근 소설고｣,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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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spect of Death in Kim Dong-In's Novels

-focused on When the Eyes were Hardly Opened

Noh, Sang-rae

Unlike his earlier novels such as The Sorrow of the Weak and 

Weak-minded You, Kim Dong-In published a lot of novels taking death as 

a main motif, which can be divided into the aesthetic death as in some novels 

like Baettalagi and the death under the recognition of actual reality as in some 

novels like Potatoes. This study inquires into the course in which Korean 

geisha, the main protagonist, leads to death and the meaning of death in Kim 

Dong-In's novels, focused on When the Eyes were Hardly Opened 

corresponding to the orignal protype of the novels like Potatoes.

  There are three points which claim our attention. One is the wandering 

disposition and womanizing of him, who accommodates himself to the new 

modern culture. He called the womanizing with some Korean geishas and 

wandering disposition an outrageous behavior, which he thought as an 

important factor composing of beauty. Another point is the meeting and 

parting with Korean geisha, Kim Ok-Yup who influenced directly on the 

writing of this novel. And the other is the suicide of Korean geisha, Kang 

Myung-Hwa. Kim Ok-Yup get Kim Dong-In to formulate blame and hatred 

for Korean geishas and Kang Myung-Hwa get him to formulate a sense of 

futility for Korean geishas. This ambivalent feelings were sublimated into 

aesthetic object by way of Korean geisha, Geumpae in this novel.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 death in Kim Dong-In's novels is a metaphor 

to create a new chapter, that is, inner discovery. And also, it is notable that 

When the Eyes Hardly Opened sublimated the wounds by modern to the 

inner discovery with the motif of death, and then opens a new way of 

Neo-literature for Kim Dong-In. When the eyes were hardly opened, i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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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main narratives are weaved combinedly, illustrated modern meaning of 

death. One is the narrative focused on the incidents of the suicide, the other 

is the modern narrative of the character symbolizing modern and the 

character(Geumpae) symbolizing tradition. Especially, this study is examine 

out intensively how the death of Geumpae is transferred into a sublime value 

which resists the modernity in the two main narratives.

Key-words : Kim Dong-In, Korean Geisha, Death, Inner discovery, 

Neo-literature, Modern,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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