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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내에 ‘추리문학’이라는 단어가 낯설던 1970년대부터 한길을 걸은
사내가 있다. 코난 도일과 애거서 크리스티, 프레데릭 포사이드,

전인미답의
경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등 외국 문학으로만 접할 수 있던 추리문학을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으로 녹여낸 그는 ‘큰 산’으로 불린다.
국내 추리문학의 영토를 워낙 넓고 깊게 지은 덕분이다.
부산 김성종 추리문학관에서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온

김성종
소설가

소설가 김성종을 만났다.
글 노윤영 플러스81스튜디오스 / 사진 김성재 싸우나스튜디오

추리문학의 큰 산이 되기까지

『최후의 증인』(1977)은 1974년 『한국일보』 창간 20주
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됐다. 소설가 김동리와 유주

부산 달맞이고개에 자리 잡은 김성종 추리문학관은 그 입

현, 문학평론가 김윤식이 심사를 진행한 장편소설 공모에

구부터 범상치 않다. 구멍이 숭숭 뚫린 비석이 제일 먼저

서 추리문학이 당선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례적인 일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보고 있노라면 이 공간은 마치 어떤

다. 심사위원들이 편견을 가질까 봐 비록 ‘추리문학’이라고

사연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 1992년 3월 28일 설립한 이

써 넣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작품을 한국형 추리문

공간에서 김성종은 줄곧 글을 읽고 고민하고 관찰하며 작

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6·25 전쟁의

품을 발표해왔다. 추리소설의 대가로 불리지만 1969년 등

비극을 추리적 기법으로 묘파한 작품이라며 그에게 상을

단작 「경찰관」은 추리 장르 작품이 아니었다.

안겨주었다. 이 수상은 여러모로 그에게 큰 힘이 됐다. 당

“추리문학을 좋아했지만 등단 당시 국내에는 추리문

시 상금 200만 원(지금 가치로 2억 원가량)을 받아 서울

학 작가가 거의 없었어요. 문단에서는 추리문학을 문학

화곡동에 집을 샀고 남은 돈은 결혼 자금에 보탰다. 작가

범주에서 벗어난 장르라고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고

의 인생 역시 바뀌었다. 그의 능력을 확인한 여러 언론사

상한 문학에 감히 추리 따위가?’ 같은 분위기였던 것 같

에서 연재 청탁이 쏟아졌다. 한때는 여덟 개 작품을 동시

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밖을 벗어나면 그렇지 않았다

연재할 때도 있었다고.

는 거죠. 일본은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 같은 작가

“당시 추리만 쓴 건 아니고 『일간스포츠』에서 대하소

가 진즉에 활동하고 미국 및 유럽에서도 에드거 앨런 포

설 『여명의 눈동자』를 연재하기도 했어요. 한번은 당시 『일

(Edgar Allan Poe)나 애거서 크리스티(Agatha Christie)

간스포츠』의 장기영 사장이 날 불러 한 작품 더 연재해달

같은 작가들의 작품이 그 가치를 인정받던 때거든요. 우

라고 하더군요. 한 작가가 한 언론사에 두 작품을 연재하

리나라는 ‘우물 안 개구리’ 같다고 생각되더군요. 그렇다

는 일은 전례가 없었기에 그게 가능하냐고 물으니 ‘추정’이

면 내가 길을 파보겠다는 심정으로 추리문학에 뛰어들었

라는 가명을 지어주며 그 이름으로 연재해달라고 했죠. 결

어요. 『최후의 증인』은 그 시작이었죠.”

국 그래서 추가로 연재한 작품이 『제5열』(19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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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증인』과 『여명의 눈동자』(1977) 등 대하소설

토벌하러 갔던 소년병들이었는데, 웬 사람 머리 하나를 들

에도 일가견이 있지만, 특히 추리문학 분야에서 그의 자

고 오더라고요. 한 소녀의 머리였어요. 여수·순천 사건 이

장은 넓고도 깊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을 비롯한

후 반란군 일부가 지리산으로 숨어들어 빨치산이 되었는

한국 근현대사는 물론 아파트와 열차 등 우리 일상을 배

데, 그때 그들에게 잡혀 끌려간 소녀 중 한 명 같았어요.”

경으로 한 다양한 작품을 써왔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1·4후퇴 전 서울 시절에도 잊히지 않는 강렬한 기억이

홍콩, 프랑스, 스위스 등 그 배경에는 국경이 없었다. 그렇

있다. 당시 그는 집 인근에서 말을 끌고 걸어가는 북한 인

게 쓰인 작품만 수십 편, 권수로는 100권에 달한다. 척박

민군 소년병을 목격했다. 무거운 포를 지고 있던 말의 등

한 토양을 직접 가꾸며 대한민국에 ‘추리문학’이라는 공간

판은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 채찍 자국이 하도 많아 건드

을 마련했다. 수풀이 워낙 울창하게 우거진 탓에 다른 추

리기만 해도 아플 것 같았다. 상처로 가득했던 말의 고단

리작가들이 들어올 틈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스스로도

한 등판, 이유도 모르고 반란군에 끌려갔다가 빨치산으

“내가 워낙 많이 써서 그런지 다른 추리작가들이 쉽게 날

로 오인 받아 목숨을 잃은 소녀의 머리는 이후 김성종의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다”며 쑥스럽게 웃는 그의 모습에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강렬한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이

는 대가로서의 여유와 외길 인생을 걸어온 이에게 느낄 수

때의 경험은 그의 작품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있는 강직함이 동시에 담겨 있다.

『어느 창녀의 죽음』(1977)과 『최후의 증인』 등 그의 초기
작품이 비극적이고 어두운 색채를 띤 건 스스로도 인정하

고단했던 삶과 자양분이 된 근대문학

듯 이때의 경험 때문이다.
파란만장한 한국 근현대사만큼이나, 한국 근대문학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최후의 증인』과 『여명의 눈동자』는

도 그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신문과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최후의 증인』에서 지혜와 바

잡지 등에 실린 김내성 작가의 추리소설을 읽으며 상상력

우의 비극, 『여명의 눈동자』에서 여옥과 하림, 대치의 죽음

을 키운 것은 물론 소설 읽는 재미를 깨달았다. 특히 일본

을 넘나드는 삶 뒤에는 모두 6·25 전쟁이 있다. 그에게도

탐정소설 전문지인 『프로필』과 『모던 일본』 등에 작품이

김내성 작가는 너무 일찍(49세 작고) 돌아가셨어요. 좀 더 사셨다면 국내 추리문학에

동족상잔의 비극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가 있다. 1941년생

당선되며 이름을 떨친 김내성의 존재는 그의 꿈을 키우는

더 큰 존재가 되셨을 거예요. 그 밖에 「광염소나타」에서 극단적인 미의식과 새로운 형식을

으로 당시 열 살 무렵이던 그에게 현실은 가혹했다. 서울

데 큰 힘이 됐다.

보여준 김동인 작가 역시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분입니다. 잡지나 신문을 통해 접했던

에 거주할 때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1·4후퇴가 시작됐

“김내성 작가는 너무 일찍(49세 작고) 돌아가셨어요.

다. 아버지는 징용을 간 상황이어서, 그를 포함한 다섯 명

좀 더 사셨다면 국내 추리문학에 더 큰 존재가 되셨을 거

의 자식들과 어머니가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 부산까지 내

예요. 그 밖에 「광염소나타」에서 극단적인 미의식과 새로

려가 부두에서 잠깐 잠을 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수를

운 형식을 보여준 김동인 작가 역시 저에게 깊은 인상을

거쳐 아버지 고향인 구례로 건너갔다. 그 사이 그의 어머니

남긴 분입니다. 잡지나 신문을 통해 접했던 한국 근대문

는 세상을 떴다. 가마니에 둘둘 말린 어머니 시신은 공동

학이 제게는 좋은 자양분이 되었어요.”

묘지에 묻혔다. 형제들만 남아 구례에서 ‘올망졸망’ 버티며
살아갔다. 그런 그에게 죽음은 항상 곁에 머문 존재였다.
“지리산에 공비가 숨어 살던 시절인데 하루는 소년병
들이 노래를 부르며 산에서 내려오는 걸 봤어요. 공비를

“

한국 근대문학이 제게는 좋은 자양분이 되었어요.

”
김성종
金聖鍾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6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경찰관」이 당선돼 등단했다. 1974년 『한국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에 『최후의 증인』이 당선되며 본격적으로 추리문학의 길을 걸었다. 주요 작품으로 『최후의 증인』과 『여명의 눈동자』,
『제5열』, 『미로의 저쪽』, 『제5의 사나이』, 『아름다운 밀회』, 『국제열차 살인사건』, 『백색인간』, 『비밀의 연인』, 『세 얼굴을 가진 사나이』,
『봄은 오지 않을 것이다』, 『안개의 사나이』, 『후쿠오카 살인』, 『늑대소년 다루』, 『달맞이언덕의 안개』, 『해운대, 그 태양과 모래』 등 50여
편이 있으며, 소설집으로는 『회색의 벼랑』 『어느 창녀의 죽음』, 『고독과 굴욕』 등이 있다. 후학 양성과 추리문학 발전을 위해 부산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세계 최초의 ‘추리문학관’을 세웠으며, 현재는 해운대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한국추리문학대상, 봉생문화상, 부산시문화상,
부산MBC문화대상 등을 수상했고 한국추리작가협회 회장, 부산소설가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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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주제
아직 소년

을 꾸준히 쓸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책이나 신문 같은 매체를 읽으며 좋은 소재를 얻어

인터뷰하기 전 추리문학관 내부를 살펴봤다. 작가의 육

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상력입니다. 남들과 똑

필 원고 및 국내외 출판 도서, 문학 관련 국내외 잡지들

같은 장면, 동일한 기사를 봐도 거기서 남다른 스토리텔

은 물론 그가 평소 좋아하고 즐겨 읽던 작가들의 사진과

링을 떠올리고 작품으로 표현해낼 줄 알아야 해요. 그게

관련 설명이 전시되어 있다.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바로 작가로서의 능력입니다.”

Sartre)와 알베르 카뮈(Albert Camus), 헤밍웨이(Ernest

인터뷰 중 그는 ‘우물 안 개구리’라는 표현을 여러 번

Hemingway), 도스토옙스키(Fyodor Mikhailovich

썼다. 추리문학을 괄시하는 우리나라 문단이 우물 안 개

Dostoevsky),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 등 장르 불문

구리 같았고, 1970년대 자비를 들여 포르투갈까지 건너

다양한 분야의 지성이 한곳에 모여 있다. 1층 서재 공간에

가 참여했던 세계 추리작가 회의에서도 그는 자신이 우물

는 주로 최근 출판된 책들이 꽂혀 있는데 권수는 물론 그

안 개구리 같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탓하기보

종류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민음사와 열린책들의 세계문

다 자신의 두 발과 두 손으로 직접 헤쳐 나가는 길을 택

학선, 다양한 국내외 고전, 철학과 심리학을 넘나드는 책

했다. 혈기왕성한 소년은 쉬지 않고 길을 걸었다. 그가 걷

들을 보고 있으면 그의 원천이 결국 다양한 독서에 있음

는 길은 곧 역사가 됐다. 『후쿠오카 살인』의 작가 후기에

을 깨닫는다. 수많은 책들만큼이나 창작을 향한 그의 열

서 그는 “다음 작품인 ‘오사카 살인’에서 오사카의 뒷골목

망 역시 끝이 없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검은 세계를 보

“고전 추리문학은 반전이나 트릭이 중심이었지만 요즘

여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썼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누

에는 내용이나 스타일이 무척 다양해졌어요. 최근에는 퍼

군가 말할 즈음, 그는 아직 아니라고 말하며 계속 걷는다.

트리샤 하이스미스(Patricia Highsmisth)의 『리플리(The

걸어온 길뿐 아니라 그가 앞으로 내딛을 길도 전인미답임

Talented Mr. Ripley)』(1955)처럼 완전범죄를 소재로 한

을 믿는다. ◎

작품을 쓰고 싶습니다. 범죄 과정 묘사 자체에서 쾌감을
주는 작품 말이죠.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대하소설도 한
편 더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살인』(2011)이란
제 작품이 있는데, 이를 잇는 연작으로 ‘오사카 살인’, ‘삿
포로 살인’ 같은 작품을 구상 중이에요.”
『피아노 살인』(1985)을 읽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아파
트 층간 소음과 인간의 욕망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은 중반
부까지 평이하게 진행되다 종반부 들어 사건의 진상을 드
러내며 소설의 방향을 뒤흔드는 놀라운 전개를 보여준다.
다소 느릿하고 산만하게 글자를 따라가던 두 눈의 뿌리
까지 뽑아내는 느낌이랄까. 『김성종 읽기』(1999)를 쓴 백
휴 작가는 『피아노 살인』이 그의 대표작이라며 한국 최초
의 포스트모던 소설이라 평한 바 있다. 이렇듯 좋은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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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문학,
또 하나의 우리 근대문학
글 조성면 문학평론가, 수원문화재단 지혜샘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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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

장르문학에 대한 오해와 이해

이 일반 문학에나 통용되는 관점과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조금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학의 핵심이 정론성

「강호기협전」, 『동아일보』, 1931. 9. 3.

장르문학은 반려문학으로서 오랫동안 우리의 곁을 지켜왔

(政論性)에 있는 것도, 또 김동리가 말하는 ‘생(生)의 구경

다. 그런가 하면 장르문학은 작가들을 키워내는 문학 교

적(究竟的) 형식’으로서만 존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문

의 살인」에서, SF는 이보다 조금 앞선 1818년에 발표된 메

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화려한 감수성, 문체

학은 이 모두를 포괄하고 또 허용하는 대포무외(大包無

리 셸리(Mary Wollstonecraft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

한동안 한국문학 연구를 주도해왔던 문학사도 절대

미학의 대명사로 통하는 김승옥이 김내성의 추리소설과 연

外)한 예술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언어예술의 총화이기 때

근대의 프로메테우스』에서 시작되었으니 연대상으로만 봐

적인 것이 아니다. 대개의 역사적 글쓰기들이 그러하듯 문

애소설을 보면서 작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으며, 중견 소

문이다.

도 장르문학은 명백한 근대문학이다.

학사는 일종의 특수사로서 근대에 와서 등장-또는 형성된-

최종심급이라는 뜻은 물론 아니다.

설가 은희경도 문학소녀 시절 박계형의 연애소설을 보면서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장르문학은 이른바 본

흔히 문학관(觀)과 문학에 대한 인식을 극명하게 잘

한 문학 담론인 바, 이들이 고수하고 있는 문학 개념이나

성장했다고 한다. 아무리 뛰어난 작가, 문인이라도 또는 정

격문학(문단문학)과 함께 근대문학의 앞·뒷면을 이룬다.

드러내는 문학 담론으로 문학개론과 문학사를 꼽을 수

범주도 동시대의 문학 개념과 관념을 과거로 끌고 올라간

전(正典) 중심의 독서를 고집하는 고급 독자들이라도 이처

장르문학에 대한 오해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가령 작

있다. 문학개론이 문학에 대한 체계적 이해에 해당한다면

것이다. 문학사가 표면적으로는 과거에서 현재로 내려오

럼 장르문학에 대한 독서 경험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품 특유의 시공간 즉 크로노토프(chronotope)1)상의 특

문학사는 문학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 해당하는데, 양자

는 서술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것은 오히려 현재

장르문학은 이미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와 두렷한 가

성으로 인해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무

모두 동시대의 문학관과 일반적 이해를 잘 대변하면서 동

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소급된 글쓰기다. 개념과 서

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유명 작가들의 사례를 들어 존재의

협소설도, 일반적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아주 풋풋한 새

시에 문학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큰 영향을 준다. 문학 교

술이 서로 정반대인 셈이다.

의의를 설명하는 후광효과(halo effect)에 기대야 할 정도

내기 근대문학이다. 중국에서 발원하여 한국에서 꽃을 피

육과 문학 이론의 기축을 이루는 이들 문학 담론은 의도

우리가 자명한 것으로 생각하는 문학의 개념-물론 문

로 인정투쟁(認定鬪爭)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

운 무협소설은 1915년 린수(林紓)의 단편소설 「부미사」(傅

했든 하지 않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본격문학 중심의 서

학 개념에 대한 정확하고 명쾌한 정의는 아직 제시된 바 없

라 장르문학은 근대문학의 일원으로서 문학사는 물론 일

眉社)가 최초이며, 오늘날의 무협소설 형태와 체계를 갖

술과 장르문학의 타자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 모든 문학개론들을 종종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은 2세

상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파적거리용

춘 작품으로는 평강불초생(平江不肖生) 샹카이란(向愷然)

이 같은 차별적 인식을 재생산하고 있다. 그렇다고 문학사

기 정도를 넘긴 근대적 개념이다. 우리 문학사에서 근대문

B급 문학이라는 완고한 인식의 틀 속에 갇혀 있다.

이 1923년 『홍잡지』에 연재한 『강호기협전(江湖奇俠傳)』을

나 문학개론이 모든 책임을 덮어써야 하는 오해와 차별의

학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정의를 시도한 최초의 사례

장르문학은 이른바 문학성(literariness)보다는 즐거

꼽을 수 있다. 또 장르문학 대표 주자인 탐정소설은 1841

움과 재미라는 문학적 유희에 방점을 두고 있기에 이러한

년에 나온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의 「모르그가

1) 그리스어로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chronos)와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topos)가 결합한 말로 시공간을 뜻함. 편집자 주

12

13

는 이광수의 평론 「문학이란 하(何)오」(1916)이다. 그러니

그러면 장르문학은 무엇이며, 무엇을 장르문학이라

기·반전·출생의 비밀 같은 공식을 반복한다. 그래서 장

02

까 장르문학이 장르문학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이광수의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문학 장르도 아니고 장르문학이라

르문학을 공식문학(formula literature)으로 규정하

한국 장르문학의 기원과 전개-

글을 기준으로 삼는다 해도(물론 「문학이란 하오」가 장르

니 생각할수록 장르문학이란 말은 어설프고 엉뚱하다. 통

는 학자들도 있다.

장르문학의 하위 장르

문학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고 있지는 않다) 겨우 100년의

상 문학의 갈래를 뜻하는 ‘장르’란 말을 ‘문학’ 앞에 붙여놓

흔히 작품의 내용이나 결말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을

역사를 조금 넘긴, 후대에 형성된 인식틀이다.

았으니 더욱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침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장르문학에서 최고의 스포일러

통시적 이해를 목표로 삼는 글쓰기에서 가장 난감한 부

필자가 짤막하게 발표한 글(「장르문학이라는 괴상한 용

는 장르문학 자기 자신이다. 빤한 공식과 규칙 그리고

분은 기원을 따지고 밝히는 일이다. 대상이 무엇이든 기원

어」)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직접 인용의 방식으로 제시한다.

예측 가능한 결말 때문에 그렇다. 모든 장르문학이 같

의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정확한 실증 그

은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하면서도

리고 그 기준에 맞는 작품의 존재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한국문학과 인문학의 화두였던 근대성 담론을 통해
서도 장르문학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인식이 어떻게 되
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다. 근대성 담론들은 일일이 거
론하기조차 힘들 만큼 방대한데, 이중 베네딕트 앤더슨

조선의 국법에 따르면 홍길동은 홍 판서의 아들이 아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 구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한다. 한국 근대문학의 기점도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은

(Benedict Anderson, 1936~2015)의 『상상의 공동체』를

니라 노비 춘섬의 아들이고, 춘향이는 성 참판의 딸이

은 이런 속사정 때문이다.2)

데, 대중문학 또는 장르문학의 기점과 기원을 이야기하는

선택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앤더슨은 근대 국민국가

아니라 관기 월매의 딸이다. 상놈은 모계의 성을 따르

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민족을 상상된 공동체, 곧 정치적

라는 종모법(從母法) 때문이다. 장르문학은 작품성을

장르문학이란 용어의 정의·기원·특성은 대략 이러한

허구로 본다. 즉 근대 국민국가가 국민을 통합하고 묶어

보지 않고 무슨 장르냐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문

데, 본격문학과 장르문학의 차별과 구별에 저항하자고 말

놓기 위해 민족이라는 개념을 적극 활용해왔다는 것이다.

학의 종모법을 거부하기 위한 대안적 용어다. 가령 대

하면서 장르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

장르문학의 역사적 전개를 밝히려면 두 개의 기원을

그런데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달리하는 사회 구성원들을

중문학·통속소설·상업주의 문학을 비롯하여 값싼 종

로 본격문학과 장르문학을 구별을 용인하고 반복하는 자

같이 이야기해야 하는데 하나는 장르문학이라는 용어의

통합하고 그들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 중

이소설(pulp fiction)·쓰레기소설(junk fiction)은 너

기모순에 빠지는 게 아닌가? 물론 그렇다. 그러나 이는 마

기원이고 다른 하나는 장르문학 그 자체 곧 장르문학에

하나가 바로 언어다. 사실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만

무 경멸적인 표현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 대중문학

치 말 멈추기 게임처럼 지금부터 말하지 말자고 제안하는

해당하는 하위 장르들의 기원이다. 장르문학의 기원은 다

큼 구성원들의 동일성을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과 통속소설이란 말은 모두 일본산이다.

사람이 먼저 말하는 제안자의 딜레마와 같은 것처럼 장르

시 세계문학적 기원과 한국문학적 기원으로 나눌 수 있으

문학이라는 정의가 지닌 한계로 편의상 이를 ‘장르문학의

며, 두 개의 기원을 같이 다루어야 한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근대 초기 국가권력은 언어의 이 같

통속소설이란 말은 1920년 사토미 돈(里見弴 )의 소

것은 많은 한계와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
가 장르문학 하위 장르들의 시작이 제각기 다르기에 통일
적 서술도 쉽지 않다.  

은 특성과 중요성에 주목하여 표준어 제정과 사전 편찬

설 「동전(桐畑)」에서 처음 등장했고, 대중문학은 1924

딜레마’라 부르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 정의는 본격문학과

우선 장르문학이라는 말의 등장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등에 적극 나서게 되며, 공동체의 이상과 정신 그리고 가

년 일본의 ‘강담잡지’ 봄호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

대중문학을 나누는 문학장의 오랜 관습에서 벗어나기 위

잠깐 언급했는데 실제로 이 용어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실

장 모범적인 언어 사용의 사례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른바

리의 경우에는 소설가이자 평론가였던 팔봉 김기진

해서 이 차별적 구조를 그대로 반복하는 부득이한 모순,

증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용어가 평론가들에게는 대중문

정전(canon, 正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널리 보급(교

(1903~1985)이 통속소설(1928년)과 대중소설(1929

곧 장르문학의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릇

학과 통속문학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되었으나 실제로 이

육)했다. 이 과정에서 장르문학 작품들은 정책 당사자들

년)을 문학용어로 차용해 썼다.

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대립 구도의 반복적 재현이라는

용어는 출판사들이 상업적 목적을 갖고 가장 먼저 이용한

이나 학자들의 정책적 목표와 심미적 기준을 만족시키지

장르문학은 추리소설·무협소설·SF·판타지·호러·로맨스

못했기에 연구와 교육의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여기에서 순

등의 작품들을 가리키며, 고유한 장르 규칙과 관습을

문학 내지 본격문학 중심의 정전 체계가 구축되기에 이른

따른다는 특징이 있다.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작품의

다. 장르문학은 문학으로서의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영주

내용과 성격을 알 수 있는 대중적 작품이 모두 여기에

권만을 지닌 근대문학의 타자(他者)요, 서자(庶子)로 자리

해당된다. 이들 작품은 아주 같지도 않으면서 전혀 다

를 잡게 된다.

르지도 않은 이야기에 권선징악·삼각관계·행복한 끝내

3)

점을 이해해야 한다.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우리의 경우, 장르문학 연구가 본격

2) 조성면, 『장르문학 산책』, 소명출판, 2019. 27~28쪽.
3) 「장르 간의 우열은 없다」, 『서울신문』, 2019. 10. 18.(필자 인터뷰 기사)
4) “대중소설로 알려져 있는 장르문학은, 특정한 문학 장르에 맞춰 쓰인 작품을 도서 시장에서 판매할 요량으로, 또 해당 장르에 익숙해져 있는 독자와 팬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활용되는 개념이다(Genre fiction, also known as popular fiction, is a term used in the book-trade for fictional works written with the intent of
fitting into a specific literary genre, in order to appeal to readers and fans already familiar with that genre).” French, Christy Tillery. "Literary Fiction vs
Genre Fiction". AuthorsDen. Retrieved 10 April 2013, Wikipedia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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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면서 대략 2000년대 초반부터 일부 연구자들과 평론

서는 탐정소설로, 프랑스에서는 경찰소설 혹은 범죄소설로

가들에 의해 학술 또는 비평용어로 적극적으로 채택, 사

불렸다.5) 탐정소설과 범죄문학 모두 미스터리의 제시와 해

용되기 시작했다.

결이라는 기본 구조를 띠는데, 영미 계열에서는 이성적(理

장르문학 자체, 곧 장르문학의 하위 장르들의 기원에

性的) 영웅인 탐정이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

대해서는 세계문학적 기원과 한국문학적 기원, 즉 번역과

라면 프랑스의 경찰소설 내지 범죄소설은 범죄를 성사시키

수용 및 창작이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

는 이야기이다.6) 유명한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

「정협지」, 『경향신문』, 1961. 6. 15.

장르문학은 자기정체성이 뚜렷한 일군의 작품들로서

의 ‘셜록 홈스 시리즈’와 모리스 르블랑(Maurice Leblanc)

탐정소설(추리소설)·SF·판타지·호러·연애소설(로맨스)·무협

의 ‘루팡 시리즈’를 떠올리면 그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00~1951)·박병호(1888~1937)·서동산(1902~1950, 채만

(蔚遲文)의 『검해고홍』이다. 김광주 이후 무협소설은 만화

소설 등의 하위 장르들을 포괄하는데, 작품에 따라 역사

우리의 경우에는 중국 공안소설의 전통과 개화파의

식의 가명)·최독견(1901~1970) 등 여러 작가의 습작과 실

대본소의 대본소설로 각광을 받다 김용(1924~2018)의 『영

소설도 선택적으로 이 범주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념이 결합된 매우 독특한 작품인 이해조의 『쌍옥적(雙玉

험을 거쳐 오다가 1935년 김내성의 단편 「타원형의 거울」

웅문』 시리즈 3부작의 대성공으로 어두침침한 대본소를 벗

장르문학의 각 하위 장르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笛)』(1908)이 한국 탐정소설의 시초로 평가되며, 서구 탐

이 일본의 탐정소설 전문잡지 『프로필』에 게재되면서 한국

어나 서점의 가판대로 진출하였으며, 와룡강·용대운·서효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정소설의 수용은 이보다 한참 뒤인 1918년 코난 도일의

문학사에서도 드디어 본격적으로 창작 탐정소설의 시대가

원·사마달·검궁인·금강·좌백 등의 필력을 갖춘 젊은 작가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추리소설은 에드거 앨

작품을 번역하면서 시작되었다. 『태서문예신보』에 번역된

열렸다. 그러니까 한국의 탐정소설 내지 추리소설의 역사

이 대거 등장하면서 중국의 신파무협소설을 넘어서 반영웅

런 포의 『모르그가의 살인』(1841)에서 시작됐다. 영미권에

‘탐정기담(探偵奇談)’ 「충복」이 바로 그것이다. 이후 김동인

는 전통적인 송사소설, 공안소설의 전통을 한편으로 계승

적 신종 무협소설-이른바 신무협의 발전을 주도하였다.

이해조, 『쌍옥적』, 보급서관, 191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충복」, 『태서문예신보』, 1918.11.16, 영인본, 태학사, 197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서사 전통과 결별하면서 서구

한동안 공상과학소설로 오역되던 SF(과학소설)는 장

탐정소설의 번역과 수용을 거치며 토착화되는 다소 복잡

르문학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본격문학과 장르문학 사

한 경로로 발전했다.

이의 경계를 넘나들었는데,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무협소설은 이른바 개화기(근대 계몽기)의 문학을 포

이 세계 최초다. 한국에서의 SF 수용은 동경 유학생들이

함한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중국 문학의 영향을

만든 종합잡지 『태극학보』에 자락당(自樂堂)·박용희·모험

입증하는 이례에 해당한다. 무협소설을 대중화하고 본궤

생(冒險生)이 번역하여 소개한 『해저여행기담(海底旅行奇

도에 올려놓은 평강불초생의 대표작 『강호기협전』(1923)을

談)』을 시초로 볼 수 있는데 원작은 쥘 베른(Jules Verne)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박건병이 맹천이라는 필명

의 『해저 2만 리』이다. 이 연재물은 불어를 직역한 것이 아

으로 『동아일보』에 번역, 연재한 동명의 소설(1931)이 최초

니라 다이헤이 산지(太平三次)의 『해저여행』(1884)을 중역

이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질 사이도 없이 작가가 백주에 북

(重譯)한 것이다.

경에서 암살을 당하면서 미완에 그치고 말았다. 한국의 무

SF는 장르문학의 차원을 넘어 때로는 둔중한 문제

협소설은 김광주가 『경향신문』에 연재한 『정협지(情俠誌)』

의식과 우주적 비전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은데, SF의 서

(1961)에 이르러 본격화한다. 『정협지』의 원작은 웨이츠윈

막을 연 『프랑켄슈타인』은 고딕소설 또는 호러를 넘어서

5) 탐정소설과 추리소설의 차이에 대해서는 조성면, 「탐정소설에서 추리소설로」, 『장르문학 산책』, 소명출판, 214~216쪽.
6) 김용언, 『범죄소설-그 기원과 매혹』, 강, 2012; 조성면, 「비독과 프랑스 경찰소설」, 같은 책, 208~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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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리보펑크(ribopunk)7) 장

(2020. 10)과 듀나·배명훈 등 현재 한국 SF를 대표하는

르의 효시이기도 한 『프랑켄슈타인』은 생명윤리·여성주

작가 6명의 작품집 『팬데믹』(2020. 9)이 독자와 미디어로

의·오리엔탈리즘 등 다각도에서 조명을 받고 있으며, 나아

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8)

가 인공생명체인 호문클루스(Homonculous) ·갈바니즘

판타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거의 한 세대 이상 동안

(Galvanism)9) 등 19세기 유럽 지식사회에 유행하던 전

현대 장르문학 나아가 청년문학과 동의어나 마찬가지였다.

설과 담론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1815년 4월에 발생

출판 시장을 먹여 살린 효자였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게임·

한 탐보라 화산 폭발과 지구 기후 변화가 긴밀한 관계

영화·유튜브 등으로 인해 문학에서 멀어진 젊은 독자들을

를 가지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서10)도 있을 정

다시 문학의 장으로 끌어들여 책을 읽게 만든 페이지 터너

도로 여전히 주목받는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H.G.웰스

(page turner) 장르였다.

(Herbert George Wells)의 『우주전쟁』은 질병의 은유

환상은 모방과 함께 문학이라는 수레를 지탱하는 두

를 활용하여 제국주의 영국에 대한 비판을, 어슐러 르귄

바퀴로서 그 연원이 길다. 문학 내지 예술의 속성이자 또

(Ursula Le Guin)의 『어둠의 왼손』은 젠더에 대한 전복적

한 장르문학으로서 환상문학의 역사는 그 기원을 따질 수

상상력을 보여준다. 이처럼 SF는 장르문학을 넘어서 깊이

없을 만큼 길고 광대하지만, 오늘날 널리 읽히고 통용되

있는 통찰과 뛰어난 상상력으로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

는 장르문학으로서의 판타지 곧 현대 장르판타지는 톨킨

어왔고, 열어가고 있다.

(J.R.R. Tolkien)이 구축한 세계관과 문법을 따르는 작품

SF의 이 같은 지적 전통은 한국 장르문학에도 고스란
히 반영되었는 바, 대체 역사소설로 한국 SF의 새 장을 연

신화학자이자 언어학자였던 톨킨은 평생 모두 3종의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를 비롯해서 듀나·배명훈 등 젊

판타지를 남겼다. 1937년 이른바 『반지의 제왕』 3부작의

은 작가들의 등장으로 한국 SF는 새로운 전성기를 이어

전편에 해당하는 『호빗』을 시작으로 『반지 원정대』·『두 개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가 김승옥이 1970년 『동아

의 탑』·『왕의 귀환』으로 이어지는 3부작 『반지의 제왕』을

일보』 창간 50주년을 기념하여 이벤트성으로 창작한 「50

1955년에 모두 완성함으로써 현대 장르판타지의 출현을

년 후 디 파이 나인 기자의 어느 날」을 발표했던 것이 새

세상에 알렸다. 장대한 서사가 전개되는 중간계의 역사를

롭게 알려져 주목을 끌었다. 창작 SF는 계속 발표되고 있

다룬 『실마릴리온』(1977)은 톨킨 사후 그의 장남(長男) 톨

어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겠고, 요 근래 김승옥의 소설을

킨이 펴낸 유고작이다.

포함하여 10명의 작가가 참여한 공동작품집 『SF 김승옥』

자락당, 「해저여행기담」, 『태극학보』 영인본, 제15호(1907. 11), 아세아문화사, 197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들로 20세기에 출현한 싱싱한 장르다.

가족이 부재하며 흡사 서양의 중세 기사문학을 방불

7) 리보좀(ribosome) 게놈(genome) 프로젝트 등으로 상징되는 유전공학을 소재로 한 사이버펑크(Cyberpunk)의 하부 장르.
8) 유럽의 연금술사가 만들어내는 인조인간 또는 그 기술
9) 루이지 갈바니(Luigi Galvani)가 발견한 '동물전기' 관련 용어. 동물의 몸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효과 등을 말한다.
10) 탐보라 화산 폭발과 『프랑켄슈타인』 창작과의 연관을 깊이 있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서로 길런 다시 우드(Gillen D'Arcy Wood) 지음 · 류형식 옮김,
『세계사를 바꾼 화산, 탐보라』(소와당, 2017)가 대표적이다.

18

19

케 하는 『반지의 제왕』은 북유럽신화와 초자연적인 존재

면서도 기존 장르문학의 관습과 법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

들이 등장하는 백인 남성 중심의 문학이라는 특징을 보여

는 모순에-아주 같지도 않으면서 전혀 다르지도 않은 이

준다. 그러나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 후대 미친 영향은 실

야기를 무한히 반복해야 하는-직면해 있다. 새롭되 관습

하이데거(M. Heidegger)의 제자로 현대 해석학을 정

이런저런 한계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르문학은 다의

로 지대하여 각종 RPG 게임의 기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적이며, 관습적이되 새로워야 하는 모순이 바로 그것이다.

초한 가다머(H. G. Gadamer)는 우리의 생각과 인식, 특

성과 중층성을 갖는바, 상업적이되 유토피아적이며 관습

일본을 대표하는 판타지, 즉 미즈노 료(水野良)의 『로도

이러한 생득적 자기모순과 싸우면서도 독자의 선택을 받

히 ‘선입견’에 대해 깊은 통찰을 보여준 바 있다. 그의 말대

적이되 창의적이고 또 함량 미달의 작품도 있되 놀라운 성

스도 전기』 의 모델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1992년 인터

아야 하고, 독자들의 열독(熱讀)과 제도권 문학 담론들의

로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는 직장·가족·사회·관습·전통·교

취를 이룬 유의미한 작품도 많다. 무엇보다 장르문학은

넷의 전신인 PC통신 시대 이우혁의 『퇴마록』(1992)을 시

싸늘한 침묵 사이에서, 그리고 온갖 선입관들 ‘사이’에서

육·문화·인종·국가·시대 등 주변의 환경과 맥락에 제한을

우리의 일상과 삶의 곁을 지켜온 우리 문학, 또 하나의 실

작으로 판타지 소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왔고, 이영도의

고투해야 한다.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우리의 세계와 작품에 대한

체적 근대문학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11)

이와 관련하여 다른 접근을 해보자. 현상학적 사유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을 버리고 손쉽게 장르문학의 관습으로 도피하는 일부 작
가들의 사고와 태도도 포함되어야 한다.

『드래곤라자』(1997)·『퓨처 워커』(1999)·『눈물 마시는 새』

더불어 장르문학은 문학장이라는 본격문학 중심의

이해 또한 제약을 받는다. 하이데거가 말한 선이해(先理

선입관과 관습성, 자기모순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고향

(2003) 등에 이르러 정점에 올랐다. 이와 함께 조앤 롤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과 온갖 어려움을

解)나 가다머가 중시하는 선입견 등은 참다운 이해 이전

을 지키는 굽고 못난 소나무’처럼 우리의 반려문학으로서

(Joan K. Rowling)의 『해리포터』 시리즈(1997~2007)의

감내해야 하는데, 가령 항상 잘 팔릴 것-실제로 모든 문

의 이해로서 우리의 인식과 생각에 강한 영향을 끼치나 이

굳건하게 우리의 곁에 남아 있을 것이다. ◎

세계적 유행 또한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판타지 장르의

학작품들이 그러하듯 상업적·대중적 성공을 거두는 작

런 선입견은 성찰과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수정되거나 보

번성과 대유행을 주도하였고, 지금은 예전 같은 열기는 조

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이라는 오해로 인해 국

다 공고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입견이나 선이해가

금 누그러졌으나 여전히 식지 않은 압도적 대중성을 보여

가 정책이나 문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장르문학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을 이해하기

주고 있다.

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문잡지는 아예 없거나 있

어렵기에 선입견이나 전이해가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그밖에 본격문학과 대중문학 사이를 오가는 전통적

다고 하더라도 운영난으로 인해 단명하거나 곧바로 폐간

없을 것이다. 부분을 통해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를 통해

장르문학인 역사소설을 비롯하여 로맨스·호러·칙릿·BL 등

되기 일쑤다. 당연히 전문가나 비평가들의 피드백도 없다.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을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

도 장르문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산 라이트노

화려한 성공 속의 소외요, 또한 대중성을 최고의 목표로

는데, 어쩌면 장르문학에 대한 인식과 통념이야말로 해석

벨 과 함께 국내에서는 네이버·문피아·조아라·카카오톡

삼고 있고, 상업적 이득이 많을 것이라 여겨져 별다른 지

학적 순환이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한다.

등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웹소설이 각광 받고 있다.

원이 필요 없다는 문단 권력이나 정책 입안자들의 판단으

그럼에도 장르문학은 여전히 심미적 만족감을 주지

로 인해 장르문학 작가들 역시 이른바 본격문학 작가들

못하며, 허다한 함량 미달의 작품-이것은 본격문학도 마

03

과 똑같이 늘 생계와 생존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

찬가지다-들로 인해 비평 담론이나 이론적 관심의 대상이

장르문학, 절망과 희망,

한 삼중, 사중고를 뚫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 바로 장

되기가 쉽지 않다. 통상 장르문학에 대한 비판에서 전가

혹은 실망과 전망 사이

르문학인 것이다.

의 보도처럼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윤리성, 미적 완성도

12)

무엇보다 난감한 것은 장르문학에 대한 그릇된 인식,

(작품의 수준), 관습성, 도피주의 등인데, 여기에서 도피주

장르문학은 ‘사이’의 문학이요, 자기모순적 존재다. 한편으

즉 장르문학은 열등하며 작품성이 낮거나 이와 상관없을

의는 독자들의 현실 인식을 마비시키고 현실을 외면하는

로 장르문학은 공식문학(formula literature)이라 불릴 정

것이라는 뿌리 깊은 선입관이다. 예술성과 작품성은 우열

부작용을 말하는데 때로는 치열한 예술정신과 실험정신

도로 권선징악·행복한 끝맺음·삼각관계·반전·조력자의 존

이 분명하고 심지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나 이를 장르

재·이야기의 패턴과 구조 등 예측 가능성과 강한 관습성

간의 우열로 이해하는 것은 개별 작품 간의 차이를 혼동

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하

하는 것이다. 장르 간의 우열이란 없다.

11) 국내에서는 1995년 도서출판 들녘에서 『마계마인전』(전7권)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하였다.
12) 주로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벼운 대중 소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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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추리소설 『마인』의
이국적 풍경과 여성 범죄자

쥬졈에 ᄒᆡᆼ인은 ᄭᅮᆷ을 ᄭᆡ고 놉흔 가지에 오쟉은 소리ᄒᆞᆫ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한다. 착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

ᄉᆞ륜 마차가 번ᄀᆡᄀᆞᆺ치 오ᄂᆞᆫᄃᆡ 그안에 화려ᄒᆞᆫ 외투와

놓느냐에 따라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는 데 영향을 끼친

ᄉᆞ셰나 되엿고 눈에 붉은빗히 은ᄂᆞᆫ 교제샤회에 유명ᄒᆞᆫ

지’의 문제가 당대 이데올로기의 반영에 있어서 중요하다.

다 이ᄯᆡ 파리셩 츈젼리에 남으로좃ᄎᆞ 북으로 향ᄒᆞᄂᆞᆫ

글 최애순 계명대학교 타불라라사 칼리지(Tabula Rasa College) 교양세미나 영역 책임교수

놉흔 모자쓴 한남ᄌᆞ가 안졋스니 년긔는 가히 이십삼

사소야인ᄃᆡ

2)

이해조의 『누구의 죄』는 추리소설이란 낯선 장르가

는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 구도는 악한 위치에 누구를

다. 추리소설 장르도 태생적으로 ‘범인을 누구로 설정하는

근대 추리소설 유입기에 범인은 대개 첩의 아들로 설정된
다. 첩의 아들이 범인으로 설정된 것은 1920년 『박쥐우산』
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국내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당대 감성을 녹여냈는

01

우산』이 이해조의 작품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최

지 들여다보기에 적합하다. 초창기 추리소설 번역가는 주

가정 비극 유형의 신소설에서 근대 추리소설로

근으로, 두 작품이 여러모로 유사한 이유는 같은 작가가

로 이해조, 김교제와 같은 신소설 작가들이고, 1912~13

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쥐우산』의 많은 부

년에 『누구의 죄』, 『지장보살』, 『지환당』 등이 번안됐다.

국내 처음 유입된 과학소설 작가가 쥘 베른(Jules

분이 『누구의 죄』를 차용하고 있어 아쉽지만, 이해조가 추

『누구의 죄』와 『지환당』은 프랑스 추리소설가 에밀 가보

Verne)이라면, 추리소설 작가는 에밀 가보리오(Emile

리소설 도입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리오와 그를 계승한 포르튀네 뒤 보아고베(Fortuné du

Gaboriau)이다. 둘 다 이해조에 의해 이 땅에 발을 들여

한국 최초의 추리소설 『쌍옥적』(1908)도 그의 작품이니 추

Boisgobey)의 작으로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놓았다. 쥘 베른의 『인도 왕비의 유산』이 1908년 『철세계』

리소설 계보에서 그는 첫 시발점의 위치에 있다. 본 논의는

『누구의 죄』의 원제는 『르루주 사건』으로 살인 사건의

로, 에밀 가보리오의 『르루주 사건(L’Affaire Lerouge)』이

『쌍옥적』은 예외로 두고, 이후 국내 추리소설의 경향에 영

희생자(시체)인 르루주 부인이 제목에 들어가 있다. 마찬

1913년 『누구의 죄』로 번역되었다. 『르루주 사건』이 『누구

향을 끼친 첫 장편 추리소설의 번안 『누구의 죄』로 시작하

가지로 번역본에도 『과부 구소사 살인사건』 정도의 제목

의 죄』로 번역되기까지의 틈새는 국내 추리소설에 왜 전근

고자 한다.

이 달릴 것이라 예상하는데, 뜬금없이 『누구의 죄』라는 신

대적인 감성과 끈적끈적한 감정이 묻어나는지 알 수 있게

파적인 제목이 달린다. 식민지 시기 추리소설의 번역(번안)

해 준다. ‘누구의 죄’라는 제목은 비단 식민지 시기 당시 이

불란서 경성 파리부 보기바 근처의 손조촌이라 하는

은 이처럼 ‘제목’에서 당대의 분위기와 정서를 단번에 짐작

해조의 번역에만 붙여진 것은 아니다. 방정환을 비롯하여

동리에서 일천구백팔십육년 삼월 초닷샛날, 한 큰 의

할 수 있다. 『누구의 죄』는 첩의 아들(사도 노무)이 본처의

이효석까지 ‘누구의 죄’란 제목을 가져왔을 정도로 자신의

옥(疑獄)이 일어났다. 원래 이 동리에 구소사라 하는

아들(고현 유덕)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출생의 비밀을

신세를 한탄하는 신파적인 어조의 제목은 어쩔 수 없는

오십칠팔 세쯤 되는 과부가 사는데, 하루는 구소사의

아는 구소사를 살인하고 자신이 본처 아들인 것처럼 행세

시대적인 상황이 개입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집에 문을 열어보려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 이튿날(엿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고전소설부터 이어져 온 권선징악

이해조의 『누구의 죄』는 후에 『박쥐우산』(1920)이라는

샛날)도 여전히 그 문이 걸렸거늘, 동리 사람들이 이상

구도는 낯선 장르에서도 힘을 발휘하여 선한 위치에 본처

작품으로 이어진다. 『박쥐우산』은 『누구의 죄』와 흡사하

히 여기며 보기바 경찰서로 통지하였더니, 경찰서에서

의 아들, 악한 위치에 첩의 아들을 놓음으로써 가부장제

여 순수 창작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누구의 죄』

1)

즉시 파리부 재판소로 보고하였더라.

에서 사용된 증거를 『박쥐우산』에 그대로 가져오고, 단지
과부 ‘구소사’를 ‘황만수’로 바꾸기만 했을 뿐이다. 『박쥐

봄밤이 극히

너 어늬드셰 새벽빗히 희미ᄒᆞ니 외로온

1) 이해조, 『누구의 죄』, 보급서관, 1913, 1쪽.
2) 김교제, 『지환당』, 보급서관, 1912, 1쪽.

은국산인, 『누구의 죄』, 보급서관, 1913, 아단문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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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 유덕은 본처의 자식이었으나 사도 노무의 계획

대하는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하지 않은 비극

02

으로 첩의 자식으로 오인 받아 살인 누명을 쓰게 된다. 고

적 결과의 증거가 아버지라고 맞선다. 고현 유덕이 사랑하

상류 가정의 응접실(홀)과 이국적인 풍경

현 유덕이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도 판사는 귀를 기울이

는 사람과의 혼인을 주장하는 것은 당시 지식인들이 집안

지 않는다. 탐정 지구론은 처음에는 명백한 증거로 고현

끼리의 정혼에 반대했던 상황과 맞아떨어진다. 봉건적인

범죄소설이 등장하기 이전 영국과 프랑스의 고전 추리소

간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파리에서 유학 후, 일본에서 공

유덕을 잡아갔지만, 이후 사노 노무 옆의 사치(奢侈)한 죠

처첩제도의 불합리함을 비판하고 근대적인 일부일처제의

설은 상류 계층의 사회를 공식적인 배경으로 설정한다. 범

연하고 돌아온 유학파가 서구 신문물의 수용자로 등장한

디 낭자, 유덕의 연인 규패 낭자의 호소, 끈덕지게 자신의

도입을 그린 대목은 『무정』의 이광수가 주장했던 ‘자유연

죄는 대부호의 응접실과 백만장자의 대저택, 경영진의 사

다. 당시 유학파 지식인들 사이에서 서구 문화나 신문물

무죄를 주장하는 고현 유덕으로 인해 범인이 유덕이 아니

애론’과 함께 유학파 지식인들의 호응을 얻었을 것이다.

무실에서 벌어진다. 이러한 범죄는 일상적이라기보다 ‘예외

에 대한 동경이 만연했음을 알 수 있다.

한 ‘상류층 가정’에 국한되어 있다.
김내성의 『마인』은 첫 장면부터 요란하고 화려하다.
대서특필한 신문 기사와 함께 공작부인 주은몽에 대한 세

라는 제육감(第六感)을 가진다. 결국 첩의 자식이었던 사

『누구의 죄』는 유산상속을 둘러싼 본처의 자식과 첩

적인’ 것이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범죄 공간은 인적이 드

『마인』은 낯선 장르의 도입에 이국적인 풍경을 넣어 독

도 노무가 모든 것을 꾸미고 살인한 것이 밝혀진다. 여기

의 자식 사이의 갈등, 근대적 일부일처제의 도입, 무죄한

문 으슥한 밤거리, 치안이 되지 않는 빈민가, 사람의 발길

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꿈을 이루기 위해 또는 조선 민족

서 『누구의 죄』는 ‘증거’ 위주의 근대적 재판 과정이 탐정의

사형수, 증거 위주의 재판과 제육감을 믿는 탐정 사이의

이 끊긴 빈집, 지하실, 공사 현장 등이다. 재벌가의 응접실

의 계몽을 위해서도 유학을 떠났던 식민지 지식인들은 신

제육감보다 불합리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갈등, 사랑의 원수에 대한 재판(당대 민감한 소재들) 등이

에서 유산상속 문제로 살인 사건이 나는 경우는 거의 접

문물을 접하고 서구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근대 추

여기에 고현 유덕(본처의 아들)과 규패 낭자, 사도 노

대거 등장하는데, 이후 국내 추리소설의 경향은 『누구의

하기 힘들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 추리소설의 배경은 부유

리소설의 배경은 대부분 상류층의 공간이었다. 독불장군처

무(첩의 아들)와 죠디 낭자 사이의 연인 관계가 얽혀 있다.

죄』에서 나왔던 소재로부터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증거보

착한 본처 아들의 연인인 규패 낭자는 둘도 없는 열녀이며,

다 제육감을 믿거나(『별건곤』에 실린 탐정소설에서 종종

악한 첩의 아들 사도 노무의 연인 죠디 낭자는 절세미인이

보임), 무죄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범인 혹은 희생

지만 사치를 일삼는 팜므 파탈이다. 사도 노무는 본래 정

자와 감정으로 엮인 ‘유정한’ 탐정의 면모는 이후 국내 추

직하고 효성이 깊은 소년이었지만 죠디 낭자와 약혼한 뒤

리소설에서 종종 다시 만날 수 있다.

로 품행이 방탕해져 어머니의 재산까지 탕진하고, 빚쟁이

본처와 첩의 자식 사이의 유산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

가렌디에게까지 마수의 빚을 지게 된다. 사도 노무를 악의

등으로 전개되는 초창기 가정 비극 유형의 번안 신소설은

구렁텅이로 몰고 간 이는 그의 연인 죠디 낭자이다. 하지만

1930년대 국내 창작 추리소설의 갈등구조로 이어지는데,

죠디 낭자도 후에 그의 죄를 알고 나서는 그와 함께 자살

이는 국내 창작 추리소설의 특성 중 하나가 소설 속 범인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함께 죽는 ‘정사(情死)’는 윤

이 여성이라는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부(本

심덕과 김우진을 비롯하여 식민지 지식인 사이에 전염병처

夫) 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봉건적 가부장제가 위협받

럼 번지기도 했다. 당대 대중은 죠디 낭자의 아름다움에

았던 식민지 시기에는 후처나 첩을 범죄자나 살인자로 각

넋을 잃다가도, 돌아서면 사도 노무를 악하게 만든 사치

인시키면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했다. 1920년대 이

하고 방탕한 여자라 싸늘하게 지탄하는 극과 극의 정서를

해조의 『박쥐우산』, 박병호의 『혈가사』, 방정환의 『칠칠단

보여준다.

의 비밀』을 거쳐, 1930년대 등장한 한국 추리소설 채만식

그러나 ‘누구의 죄’라는 제목은 사도 노무 범죄의 원죄
가 결국 사도 부인과 불륜을 저지른 고현 로투에게 있다
고 말한다. 고현 유덕은 가난한 규패 낭자와의 혼인을 반

의 『염마』와 김내성의 『마인(魔人)』에 이르기까지 범인은
대부분 여성이다.
김내성, 『마인』, 진문출판사, 196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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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홀로 우뚝 선 이 공간들이 주변 경관과 이질적으로 보이

뉜 집의 구조는 서양식 집 구조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

밀리면서 춤추는 양은 마치 <파리>의 <캬바레>를
5)

서울에 옮겨온 것과 같은 광경이다.

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으라면 유불란의 ‘밀실 수수
께끼’에 대한 추리가 아니라 가장무도회 장면과 주은몽의

는 것은 추리소설이란 장르가 낯선 만큼 배경 역시 일반 대

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올라서면 바른 편에는 이층으

중과는 거리가 먼 상류 계층에 국한된 장소였기 때문이다.

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복도가 막다른 곳에” 같은 문장

외따로 떨어진 문화주택(김내성, 『사상의 장미』), 신식 양옥

은 집 안 내부로 함께 들어가는 듯 묘사하여, 독자로 하여

그 <세단> 속의 인물- <씰크햇트>에 <택시- 도오>

적이고 서구적인 풍경을 보여준다면, 주은몽의 정체가 밝

벽돌집(채만식, 『염마』), 대부호 저택의 넓은 홀이나 이층 미

금 직접 가보지 않은 곳 또는 가볼 수 없는 곳을 엿보는 느

를 입고 흰 장갑을 낀 손에 흑칠의 단장을 들고 귀밑

혀지는 ‘전설의 고향’ 평안도 x천읍은 전근대적 공간을 대

술품 수집실(『마인』), 셰퍼드가 정문을 지키는 아담한 양옥

낌을 들게 해준다. 마당이 보이는 전통적인 담장과 싸리문

에서부터 턱 아래까지 시커먼 수염을 곱게 기르고 게

변한다. 근대적인 공간과 전근대적인 공간의 대립 구도는

(김내성, 「비밀의 문」) 등으로 묘사되는 이질적인 풍경은 독

과 달리 벽돌담과 철문은 안이 보이지 않아 묘하게 보고

다가 검은 <모노클(외알 안경)>까지 낀 양은 마치 파

『마인』이 국내에서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

자를 낯설게도 하지만 매혹적으로 끌어당기기도 한다.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식민지 시기 추리소설은 이처

리나 런던의 사교계에서 흔히 보는 교양있는 신사다.6)

나이자 김내성의 탁월한 균형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충격적인 정체(반전의 효과)가 아닐까. 가장무도회가 근대

럼 당시 새로운 문화로 형성된 근대적이고 이국적인 풍경을

허나 그처럼 초라한 풍경 가운데 단 한 채 오고 가는
사람의 시선을 멈추는 소위 문화주택이 있는 것을 아

적극적으로 담아내며 독자의 흥미를 끌어당겼다.

‘파리’의 카바레를 옮겨 놓은 듯한 넓은 홀과 밴드는 이국

일본 ‘히비야 음악당’에서 <공작부인> 공연으로 세계

적인 풍경을 여과없이 드러낸다. 실크 모자를 쓰고 세단을

적 인물이 되어 구미 각국을 돌며 조선을 알린 주은몽, 그

탄 아르센 뤼팽(Arsène Lupin)7)의 모습으로 변장한 탐정 유

리고 미술 연구차 ‘파리’에 다녀온 백만장자 백영호의 만

불란의 모습은 마치 귀족 취미 놀이를 즐기는 듯하다. 근대

작년 가을에 영호는 계동 위생계터의 주택지의 동편

남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마인』은 공간

초기 유학파 지식인들에게 ‘파리나 런던의 사교계’에 대한 호

언덕 위에 그중에도 훨씬 남쪽으로 당겨 자신이 손수

배경뿐만 아니라 인물 묘사에서도 ‘유학’하고 돌아와서 서

기심이 상당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인』의 첫 장면은 근대

설계한 양옥을 지었다./ 한 열두어 층 되는 석축을 올

구 문물에 흠뻑 젖은 그들의 취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초기 도입된 프랑스 추리소설 에밀 가보리오나 가스통 르루

라오면 나직한 벽돌담에 역시 나직한 회색 철문이 달

주은몽의 이국적인 서구 취미인 가장무도회는 마치 파리

의 ‘파리 사교계’를 연상시킨다. 더불어 김내성이 프랑스 고전

리어 있다.

귀부인의 사교계 데뷔 무대처럼 화려하게 묘사된다.

추리소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3)

는 사람은 알 것이다.

이층은 층계로 올라가면 한가운데로 복도가 있고 그

이처럼 식민지 시기 도입된 낯선 장르의 추리소설은 이

좌우로 전부 영호가 쓰는 방이 있다. 왼편 큰방이 실

머리를 곱게 가른 젊은 안내인은 넓고도 긴 복도를 한

국적이고 서구적인 풍경으로 독자를 매혹했다. 식민지 지

험실이요, 바른 편으로 첫 번에 있는 것이 응접실 겸

참 앞서서 걸어가다가 음악소리와 웃음소리가 터져

식인들에게 추리소설은 범인의 살인현장을 분석하고 추리

향용 거처하는 방이요, 그 다음 것이 지금까지 아무

나오는 넓은 <홀>로 신사를 인도하였다.

하는 재미보다 낯설고 이국적인 취미로 받아들여졌다고

에게도 보인 적이 없는 서재 겸 침실이다.4)

“허어 훌륭한 이국풍경(異國風景)이로군!”

볼 수 있다.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빌어 묘사한 귀족 취미

입으로는 감탄사를 던지면서도 그는 별로 놀란 기색

는 추리소설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소설적 재미보다 서구

도 없이 서슴지 않고 <산데리아>가 찬연히 빛나는 넓

문화에 대한 ‘전시’처럼 소비되었음을 말해준다. 『마인』에

초라한 풍경 사이에 단 한 채의 문화주택이라든가, 원
래 주택지가 아니라 위생계 터였던 곳에 형성된 ‘신흥주택단

은 <홀>안을 한번 휘 둘러보았다.

지’는 이 공간이 주변 경관과 얼마나 이질적이었는지를 알

가장무도회는 지금이 한창이다. 저편 상단에는 그리

수 있게 한다. 1930년대 추리소설은 근대적 풍경의 경성을

빈약하지 않은 <밴드>가 자리를 잡고 있고 백인백양

카메라에 찍듯이 포착해낸다. 특히 채만식의 『염마』에서 여

가지각색으로 가장을 한 신사 숙녀들이 열정적인 음

러 개의 방이 용도별로 실험실, 응접실, 서재 겸 침실로 나

악에 맞추어 가며 짝짝이 쌍을 지어 이리 밀리고 저리

김내성, 『마인』, 진문출판사, 1964,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3) 김내성, 「이단자의 사랑」, 『비밀의 문』, 명지사, 1994, 51쪽.
4) 채만식, 『염마』(채만식 전집 1권), 창작사, 1987, 308~309쪽.
5) 김내성, 『마인』, 삼성문화사, 1983, 12쪽.
6) 김내성, 『마인』, 삼성문화사, 1983, 10쪽.
7) 소설가 모리스 르블랑(Maurice Leblanc)의 추리소설 아르센 뤼팽 시리즈에 등장하는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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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돌팔매질하는 상반된 감정이 혼재되어 있다. 앞에서 언

도는 추리소설에서 범인을 악한 자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마의 이미지를 씌우는 데 공모한다. 1930년대 추리소설에

부유한 집안의 후처, ‘꽃가튼’ 미인의 여성범죄자

급한 것처럼 1910년대 번안 신소설에서 본처의 자식을 위

정의 구현을 한다는 명분에 따라 독자의 분노가 범인에게

서 범인이 ‘후처’로 등장하는 것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협하는 이는 첩의 자식이었다. 1930년대 소설에서 본처

온통 쏠리도록 유도한다. 그것은 범인이 의외일수록 커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이들의 숨은 공모의 결과이다.

『마인』은 화려하고 이국적인 백영호 저택과 공작부인 주은

의 자식을 위협하는 이는 본처가 죽은 뒤 혹은 본처를 밀

다. 『마인』에서 서사의 클라이맥스가 ‘주은몽의 정체’를 밝

몽의 취미를 그려내면서도, 살인의 동기는 과거로 거슬러

어내고 들어온 ‘후처’이다. 근대적인 일부일처제의 도입으

혀내는 데 집중되는 것 역시 공작부인 주은몽(‘꽃가튼’ 미

04

올라가 ‘두 가문에 얽힌 원한에 찬 복수’로 독자에게 익숙

로 인해 봉건적 첩 제도가 무너질 위험에 처하고, 이로 인

인)과 살인범 주은몽(원한에 찬 복수귀) 사이의 간극이 커

낯선 장르와 익숙한 코드의 결합-

한 전근대적 코드를 들이민다. 전근대적인 살인 동기는 추

해 그동안 첩으로 있었던 여성들이 후처로 들어와 본처의

질수록 독자의 놀람과 분노가 증폭되기 때문이다.

이성보다 감성을 자극

리소설이란 낯선 장르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유효한 장치

자리를 위협하자, 대중소설 속 살인범이 ‘후처’로 등장하기

『마인』은 원한에 찬 복수라는 익숙한 코드에 현실적이

였다. 대대로 내려온 두 가문의 과거 원한에 얽힌 복수와

시작했다. 살인사건 중에서 남성을 제치고 여성이 범인일

고 계산적인 ‘유산상속 문제’를 꺼내 들었다. 독자는 자기

이처럼 김내성의 『마인』은 원한의 복수와 ‘꽃가튼’ 미인에

부르주아 가정의 재산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근대 추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대중소

부모를 죽이고 욕보인 백영호에 대한 주은몽의 복수에 공

대한 연민처럼 익숙한 코드와 이국적이고 매혹적인 풍경

리소설에서 종종 등장하던 소재였다.

설 속 살인범이 여성(후처)으로 설정된 것은 당대 이데올로

감했다가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근대적 살인 동기인 유산

을 동시에 녹여냄으로써, 낯선 추리소설 장르임에도 김말

기가 반영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상속 문제가 개입되면서 그녀를 살인자, 악마라고 손가락

봉의 『찔레꽃』과 함께 1930년대 대중소설의 양대 산맥으
로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마인』에도 두 원수 가문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오상
억이 알아 온 백씨 가문과 엄씨 가문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는 여러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인근의 『마도의

질하는 쪽으로 감정이 돌아서게 된다. 『마인』에서 주은몽

심지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제목의 장을 하나 마련하

향불』(1932~1933)은 당시 신문기사에 종종 오르던 본부

의 정체가 밝혀지기까지의 출생의 비밀, 두 원수 가문에 얽

하지만 『마인』은 자칫하면 독자의 외면을 받을 수도

여 독자에게 익숙한 이야기에 빗댄다. 백문호와 엄여분의

살해 사건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후처 정숙경은 전실 소

힌 원한에 찬 복수, 재산상속 문제를 둘러싼 살인 사건 등

있었다. 막다른 골목에서 갑자기 증발한 이선배(탐정 유

두 원수 가문 자식들의 사랑은 결국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생 애희의 정조를 유린하고 본부 김국현을 독살하려 한다.

은 마치 현대판 막장 소재를 다 모아 놓은 듯 자극적이다.

불란)에 대한 ‘밀실 수수께끼’를 제시하는 그의 소설처럼

비극으로 끝난다. 학자 집안 엄씨 가문과 고리대금업자

채만식의 『염마』에 나오는 서광옥은 돈 많은 노인 이재석

그러다 공범자 오상억의 등장으로 세계적인 무용수 공작

수수께끼 퍼즐 풀이와 추리소설 공식을 강조하는 반 다인

백씨 집안 두 가문의 오랜 원한 관계는 당시 시대상을 반

의 재산을 뺏기 위해 가짜 혼인을 하고 돈을 빼돌려 상해

부인은 오상억에게 시달린 가련한 희생자의 위치에 놓이게

(S.S. Van Dine)의 『벤슨 살인사건』(김유정의 『잃어진 보

영해 준다. 고리대금업을 하던 백씨 집안은 대부호가 되

로 달아난다. 『마인』의 주은몽도 나이 차이가 나는 백영호

된다. 독자는 살인범 주은몽의 정체에 분노했다가 오상억

석』)이나 본격 추리를 시도한 김내성의 첫 장편 추리소설

어 서구 유학을 거쳐 근대적 세련미를 갖춘 백영호 집안으

와 결혼하여 자신의 유학 후원을 받는다. 백영호가 죽은

의 희생자인 ‘꽃가튼’ 미인에게 연민과 동정을 보낸다. 『마

『사상의 장미』(1936)는 대중성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로 이어지고, 엄씨 가문은 학자 집안으로 봉건적이고 전근

후 그의 자식인 백남수와 백정란이 차례로 죽고 주은몽이

인』은 ‘꽃가튼’ 미인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후처’에 대한

가스통 르루의 『노랑방의 수수께끼』가 최서해에 의해 『사

대적인 사상으로 붕괴될 위기에 놓인 곳으로 묘사된다. 과

유산상속인이 된다. 정숙경, 서광옥, 주은몽은 모두 대학

살인범의 이미지를 이중적으로 각인시킨다. 이율배반적인

랑의 원수』로 번안될 때 막상 노랑방의 ‘밀실 수수께끼’가

거 전근대적인 공간은 케케묵은 원한으로 덧칠된 끈적끈

생 정도의 나이에 돈 많은 늙은 남자와 결혼한다. 당시 본

두 감정이 혼재되어 있던 당시 시대 정서를 교묘하게 결합

증발한 것만 봐도 식민지 시기 대중은 본격 추리보다 사

적한 감정으로 ‘살인’을 자행하는 범죄자의 출생지가 된다.

부 살해 사건의 범인인 후처 역시 이보다 더 어린 앳된 여성

하여 반영했던 것이다.

랑 이야기를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당대 신사상과 구사상 사이의 대립 관계는 근대소설의 포

들이었다. 그러나 후처로 들어온 어린 여성들은 대중소설

『마도의 향불』의 정숙경, 『염마』의 서광옥, 『마인』의 주

김내성은 원한에 얽힌 복수, 가문의 비밀과 같은 전근

문을 연 이광수의 『무정』에서부터 1939년 김내성의 『마인』

속에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등장할 만큼 사회적으로 ‘요

은몽에 이르기까지 후처는 본처 자식의 재산을 빼앗은 악

대적인 살인 동기 이외에도 시대를 막론하고 대중의 감성

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반영되어 있었다.

부’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근대 추리소설 속 후처

인의 이미지로 각인된다. 마(魔)가 덧칠된 살인범의 이미지

을 자극하는 ‘사랑의 삼각관계’라는 공식을 활용한다. 유

또한 『마인』은 식민지 시기의 두 가지 모순된 감정을

는 고전소설 『장화홍련전』의 악독한 계모 허씨를 소환한

는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여 위태로운 가부장제 이데올로

불란 탐정은 “보통 사람과 같이 연애할 줄 알고 보통 사람

함께 그리고 있다. ‘꽃가튼’ 미인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듯한 익숙한 설정으로 독자에게 감정이입을 유도한다. 착

기를 지켜내는 데 성공한다. 본부 못지않게 후처에게 자신

과 마찬가지로 질투할 줄 아는 말하자면 피가 도는 인간”

연민을 보내면서도, 순식간에 돌변하여 살인범 후처를 향

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 구

의 자리를 내줄 위기에 몰린 본처(本妻) 역시 이들에게 악

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범인 주은몽과 연애 감정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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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얽혀서 오상억 변호사와 함께 사랑의 트라이앵글의 한

의심하지 않는다. 주은몽과 연애 감정에 얽히지 않은, 백

은 이 응접실에서 모인다. 살인 사건도 이들이 모두 응접

의 남성으로 변모한다. 해방 이후 추리소설이 청계천 골목

축을 담당한다.

정란의 약혼자였던 문학수만 주은몽을 의심한다. 유불란

실에 모여 있을 때 벌어지게 되고,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해

이나 헌책방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청소년 불량도서 목록

은 사건 해결에서 감정이 앞서 중요한 점을 놓쳤음을 시인

모이는 장소 역시 응접실이다. 유불란이 임경부와 오상억

에 올랐던 것을 생각해보면, 근대 추리소설이 얼마나 부르

점점 격해가는 두 사람의 감정이다. 사나이 둘에 계집

하고 ‘탐정은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를 모아 놓고 주은몽의 정체를 밝

주아 계급의 이국적인 취미를 그리는데 치중했는지 알 수

하나- 그것은 어떤 세계에서나 평화를 멀리하는 한

탐정 폐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해방 이후 방인근이 창조한

히는 곳도 이층 응접실이다.

있다. 추리소설 번역이나 창작도 식민지 시기에는 이해조,

8)

개의 비극의 요소일 것이다.

‘장비호 탐정’ 역시 사건 관련자와 애정 관계로 얽혀 있다.

김유정, 최서해, 채만식, 김동인, 김내성 등 유학파나 지식

한국 추리소설에서 탐정은 늘 ‘피가 도는 유정한 탐정’이

이층 응접실에는 여행으로부터 돌아온 남수를 중심

인들이 참여했지만, 해방 이후 허문녕, 천세욱 등은 대중

『누구의 죄』에서 판사 다부톤은 고현 유덕에게 사랑

었다. 『염마』의 백영호 탐정도 산책길에서 우연히 만난 희

으로 하고 오상억, 유불란, 은몽, 정란- 이 네 사람이

통속소설 작가로 문단에서 외면받았다.      

하는 규패 낭자를 빼앗긴다. 법정에서 고현 유덕이 살인범

생자 이학희에게 한눈에 반해 연애 감정에 휘말린다. 셜록

묵묵히 앉아 있는 남수의 심각한 얼굴을 쳐다보고 있

으로 재판받자 원수를 만났다는 생각에 자신이 ‘감정적으

홈스가 사건관련자와 탐정과 의뢰인으로서의 관계만을

었다.9)

로’ 판결하게 될까 우려한다. 다부톤 판사의 이성과 감정

유지했다면, 아르센 뤼팽은 사건 관련자와 사랑과 모험을

사이에서의 줄타기는 『마인』의 유불란 탐정에게서도 보여

즐기는 열혈남이었다. 식민지 시기 한국 추리소설의 번역

어젯밤 급보를 받고 돌아온 임경부 이하 여러 경찰관들

겼다. 그러나 그 ‘꽃가튼’ 미인인 여성 범죄자는 가부장제

진다. “첫째로는 사건을 하루바삐 해결해야 되겠다는, 말

에서 셜록 홈스보다 아르센 뤼팽이 우세했던 것은, 이성보

이 이층 응접실을 임시 수사본부로 정하고 아직도 분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부유한 집안의 후처로 설

하자면 탐정으로서의 초조였고 둘째로는 한 개의 연애자

다 감성이 앞서는 국내 대중 정서 때문이었을 것이다.   

주스러이 활동하고 있는 모양이다. 임경부의 그림자가

정되었으며, 살인 사건의 배경은 상류 가정 저택의 응접실

한국 근대 추리소설의 정점이라고 평가받는 『마인』은
낯선 장르를 이국적인 풍경의 매혹과 ‘꽃가튼’ 미인의 복수
라는 익숙한 코드를 활용하여 식민지 시기 독자를 끌어당

10)

들창 안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인다.

(戀愛者)로서의 번민이었다.” 『마인』에서는 두 개의 형태로

이처럼 식민지 시기 추리소설은 탐정의 추리로 독자를

삼각관계를 이룬다. 첫째는 백영호(희생자), 유불란(탐정),

논리적으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삼각관계 속의 질투와 뒤

주은몽(범인) 구조이고, 두 번째는 유불란(탐정), 주은몽

엉키는 ‘사랑’의 감정으로 매혹했다. 삼각관계 설정은 『누

응접실에는 임경부와 은몽이 마주 앉아 있었다. 오 변

기엔 너무나 ‘귀족적’이었다. 상류 가정의 재산상속을 둘

(희생자), 오상억(범인) 구조이다. 이 중 사랑의 삼각관계

구의 죄』, 『사랑의 원수』 그리고 모리스 르블랑(Maurice

호사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양이었다.11)

러싼 살인과 과거 원한이 얽힌 근대 추리소설은 해방 이후

는 오상억, 유불란, 주은몽에 해당한다.

Leblanc)의 『호랑이 이빨』을 번안한 『2억 만 원의 사랑』에

유불란 탐정이 백영호에게서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다가 오상억에 대해서는 경쟁하는 듯한 질투가 솟아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한국 추리소설의 감수
성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 사랑 혹은 용기(모험)였다.  

나는 것은, 백영호가 얼마나 나이 많은 노인이었는지를 간

던 추리소설 장르는 식민지 시기에는 ‘대중소설’이라고 하

부터 빈민가 고아 출신, 카페 여급, 거지 왕초 등이 범인으
이런 상류 가정의 공간은 한국 근대 추리소설이 식민
지 지식인들 사이에서 ‘귀족적인’ 취미처럼 향유되던 문화
였음을 말해준다. 근대 추리소설의 살인 사건 현장이 부

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준다. 백영호는 재산 상속 문제에

05

유한 가정의 응접실로 제한된 반면, 해방 이후 전쟁기에

서 그의 자식과 주은몽 사이의 은밀한 주도권 싸움의 전

귀족 취미로서의 근대 추리소설:

들어서면 빈민가 소굴이 범죄 현장으로 부각된다. 범인도

제로만 기능하는 인물이자 첫 번째 살인 사건의 희생자로

범죄자 계층이 형성되기 이전

‘꽃가튼’ 미인의 여성에서 추악하게 생긴 빈민가 고아 출신

등장할 뿐이다.
탐정으로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성과 주은몽

『마인』에는 화려한 3층 양옥주택의 넓은 홀과 미술품 수

에 대한 연애 감정 사이에서의 갈등으로 결국 유불란은 탐

집실 못지않게 응접실이 자주 등장한다. 응접실은 상류

정 폐업을 선언한다. 살인의 순서가 백영호, 백남수, 백정

가정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상징되던 곳이다. 백영호가 죽

란으로 명백히 재산 상속자의 순임에도 아무도 주은몽을

은 뒤에도 가정이라는 허울 하에 백남수, 백정란, 주은몽

로 제한되었다. 해방 이후 대중 통속소설이라고 평가받았

8) 김내성, 『마인』, 삼성문화사, 1983, 179쪽.
9) 김내성, 『마인』, 삼성문화사, 1983, 209쪽.
10) 김내성, 『마인』, 삼성문화사, 1983, 223쪽.
11) 김내성, 『마인』, 삼성문화사, 1983, 267쪽.

로 등장하면서 고전적 추리소설의 예외적인 범죄가 아닌
실제 범죄에 근접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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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 과학소설 연대기:
1907-1954

히 쥘 베른(Jules Verne)이나 H.G.웰스(Herbert George

02

Wells)처럼 오늘날 본고장에서조차도 주로 ‘과학적 상상

1907~1919년

력의 시조’들로만 기억되는 작가들의 작품도 원래의 함의
를 십분 담으려고 애쓴 점이 헤아려졌다. 「해저여행기담」의

글 박상준 서울SF아카이브 대표

1907 「해저여행기담(海底旅行奇談)」

원작자 쥘 베른은 식민지를 약탈하는 서구 제국주의를 직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어로 된 최초의 과학

접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팔십만 년 후의 사회」는 웰스가

소설로 추정된다. 원작은 프랑스 작가 쥘 베른의 『Vingt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극단적 분화를 ‘타임머신’이란 도

Mille Lieues sous les mers』(1869)이며 오늘날 한국에

구로 어둡게 전망한 것이다.

서 『해저 2만 리』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 동

이런 번역·번안 작품들이 하나같이 완결을 보지 못

경에서 한인 유학생들이 내던 잡지 『태극학보(太極學報)』

01

계몽적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 과학소설 그 자체만의 독보

하고 이내 연재가 중단된 사실은 당시 일제의 강압적 영

8호부터 21호 사이에 총 11회 연재되었다. 번역자는 1회

들어가는 말

적인 미학을 논하는 20세기 중반 이후의 경지이고 한국 근

향을 짙게 암시한다. 또한 차펙(Karel Ċapek)의 원작 희

부터 5회까지는 박용희, 6~8회는 백락당(白樂堂), 9~11회

대 과학소설 서지 작업에 그대로 적용할 계제는 아니라고

곡을 「인조노동자」로 소개한 박영희 및 에드워드 벨러미

는 모험생(冒險生)으로 나오며, 원작을 끝까지 옮기지 않

SF(Science Fiction), 즉 과학소설이 한국에 도입된 역사

본다. 그 대신 비교적 수월하게 취할 수 있는 입장이 ‘현실

(Edward Bellamy)와 모리스(William Morris)의 미래

고 일부만 소개하다 중단되었다.

를 1차 자료의 서지 작업을 통해 확인하는 일은 그동안 몇

과는 별개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과학기술이 인간과 사회

소설을 번역한 정연규, 정백처럼 당시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몇 사람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미

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주요한 제재로 채택한 소설’이다.

과학소설이라는 형식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도 발달된 과

완인 상태였다. 새로운 자료가 계속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비교적 선명하게 과학소설과 판타지의

학기술을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수용하려는 시도였던 것

신소설 작가인 이해조가 번안했으며 회동서관에서 단행본

본 글은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과

차별성도 드러난다. 현실이 아닌 시공간을 배경으로 삼는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으로 출간했다. ‘과학소설(科學小說)’이라는 전제가 붙어

학소설을 정리한 것이다. 창작, 번안, 번역 상관없이 한글

‘상상 서사’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현실 세계의 자연 물리

근대기 과학소설 창작의 드문 시도였던 김자혜나 김

서 나온 첫 사례로 추정된다. 또한 온전하게 완성된 작품

로 된 작품을 대상으로 삼았다.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근

법칙을 그대로 따르는지에 따라 과학소설과 판타지가 갈

동인의 단편들 역시 서구 과학기술 문물의 관성적 수용이

으로 소개된 것도 처음이다. 원작은 쥘 베른의 『Les Cinq

대적 맥락의 시대적 하한은 1954년이라고 보고 이때를 목

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신채호가 1928년에 발표한

아니라 근대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

록의 마지막으로 잡았다.

「용과 용의 대격전」 같은 경우는 당시의 국제 정세를 풍자

Cents Millions de la Bégum』(1879)이며 지금은 『인도

던 이런저런 불협화음의 장면들을 포착하려 했다는 점에

왕비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어판이 나와 있다.

하는 우화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제외했다.

서 각별히 기억할 만하다.

이런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늘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

1908 『철세계(鐵世界)』

원작이 일본어로 번역된 뒤 그것을 다시 중국어로 옮

기 힘든 문제는 과연 과학소설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 범주

이번 작업을 통해 서구 문명의 유입에 따라 급격한 전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가급적 주관적인 논평보다 해제

긴 판본을 바탕으로 이해조가 계몽적 성격을 강조하여 번

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실 이 논의는

환기를 겪는 한국 근대에서는 과학기술을 보는 다양한 시

작업에 방점을 찍고자 했다. 이 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과학소설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서구 문화권에서도 아

선들이 때로는 계몽으로, 혹은 조심스러운 수용으로 비

1)

시작된 뒤 일제가 금서로 지정했는데, 작중에 들어간 제국

직 진행형이며, 쟁쟁한 평론가들마다 꽤 설득력 있는 이론

교적 폭넓은 스펙트럼을 펼쳐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

을 내놓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영국의 작가이자 평론가였

다. 그러면서 드러난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흔히 근대기

던 브라이언 올디스(Brian Aldiss)의 견해, 즉 “과학소설이

의 과학소설은 대부분 과학기술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

란 우주에서 인간의 그 정의와 그 위상을 변화하는 지식체

키는 계몽의 성격이 강하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인

계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기우는 편인데, 이는

문사회적 성찰을 담은 작품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

논제가 발굴되어 후속 연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의 비판 논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1) 단행본과 잡지, 신문은 『 』, 중단편 및 연재작은 「 」, 고유명사 인용은 ‘ ’으로 묶어 표기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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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비행선(飛行船)』

트 스티븐슨(Robert Stevenson)의 『지킬 박사와 하이

신소설 작가인 김교제가 번역했으며 동양서원에서 단행본

드 씨(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1886)

으로 출간했다. 이 책 역시 ‘과학소설’이라는 전제가 붙어

이다. 번역자 원두우 부인은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있다. 원작은 미국 작가 프레드릭 밴 R. 데이(Frederick

로 한국에 와서 활동하다가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van R. Dey)가 대중소설 주간지인 『뉴 닉 카터 위클리

Grant Underwood)와 결혼한 릴리어스 언더우드(Lilias

(New Nick Carter Weekly)』에 1907년 3월 16일부터 4

Horton Underwood)이다.

월 20일까지 총 6주간 연재한, 닉 카터(Nick Carter)를 주
인공으로 한 연작물 가운데 1~4회분에 해당한다. 1908년

1921 『이상촌(理想村)』

에 발간된 중국어 번역본인 『신비정(新飛艇)』을 중역한 것

‘마부(馬夫)’라는 필명으로 정연규가 낸 미래사회 소설이

으로 추정된다. 이야기는 뉴욕에서 시작되어 히말라야 산

다. 이 작품은 한국 최초의 창작 과학소설이라는 주장이

맥 속에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신비의 나라가 있음이 밝

있으나, 김미연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일본의 사회주의자

혀진다는 일종의 유토피아 소설이다.

였던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가 미국 작가 에드워드 벨

이 작품은 한동안 쥘 베른의 『기구를 타고 5주간』의

러미의 유토피아 SF소설 『뒤돌아보며』(1888)를 번역한

번역이라고 잘못 알려졌다가 2011년에야 원작이 밝혀졌다. 「백 년 후의 신사회」와 역시 사카이 도시히코가 윌리엄 모
그만큼 한국 과학소설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적었다는 방

리스의 『에코토피아 뉴스(News from Nowhere)』(1890)

증이었던 셈이다.

를 축약해 옮긴 『이상향』 등을 접하고 쓴 번안작임이 유력
해 보인다.2)

03
1920~1930년

정백, 「이상향의 남녀생활」, 『신생활』, 1922. 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이광수, 「인조인」, 『동명』, 1923. 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22 「이상향의 남녀생활」
정백이 윌리엄 모리스가 1890년에 낸 미래소설 『에코토피

1920 「팔십만 년 후의 사회(八十萬年後의 社會)」

아 뉴스』를 일부 번역하여 1922년 8월에 잡지 『신생활(新

김백악이 번역하여 잡지 『서울』에 연재하다 도중에 중단된

生活)』에 실은 것이다. 사카이 도시히코의 일역본 『신사회

작품이며 원작은 영국 작가 H.G.웰스의 『타임머신』(1895)

의 남녀생활』을 다시 중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백은

이다. 김백악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동인지로 알려진 『창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 운동가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일

조』(1919)를 김동인, 전영택 등과 함께 만든 인물 중 하나

본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로 추정된다.
1923 「이상의 신사회」
1921 『쩨클과 하이드』

욕명생(欲鳴生)이 잡지 『동명(東明)』에 1923년 1월부터 연

원두우 부인(元杜尤夫人)이 번역하여 조선야소교서회

재했다. 원작은 에드워드 벨러미의 『뒤돌아보며』이며, 김미

(朝鮮耶蘇敎書會)에서 간행했다. 원작은 영국 작가 로버

연의 연구에 따르면 사카이 도시히코의 일역본인 『사회주

욕명생, 「이상의 신사회」, 『동명』, 1923.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 「이상촌(理想村)」에 대해서는 본지 76쪽 ‘새롭게 보는 근대문학’ 지면에 상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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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서회에서 냈으며 원작은 로버트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으려 애를 썼으며 이른바 불온서적도 읽지 못하게 했다. 예를

하이드 씨』이다. 이미 1921년에 원두우 부인이 번역해 낸 것

들어 1930년대에 박정희가 대구사범학교를 다니던 시절 그

과 같은 원작인데, 같은 발행처에서 왜 새로 번역판을 내었

의 동급생 중에 웰스의 저작인 『세계문화사대계(世界文化史

는지는 알 수 없다. 앞선 원두우 부인의 번역본보다 분량도

大系)』를 읽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학생이 있었다. 웰스를

훨씬 적고 번역도 매끄럽지 않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주의자로 보았기에 그의 저작들도 금서가 되었던 것이다.
『세계문화사대계』는 우주와 지구의 탄생부터 시작하

1926 「팔십만 년 후의 사회」

박영희, 「인조노동자」, 『개벽』, 1925. 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김백악, 「팔십만 년 후의 사회」, 『서울』, 1920. 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여 인류의 역사를 서술한 매우 방대한 분량의 저작으로,

영주(影洲)가 번역하여 잡지 『별건곤(別乾坤)』 창간호부

오늘날 주목받는 ‘빅 히스토리’의 효시격이라 할 수 있는

터 연재를 시작했으나 곧 중단되었다. 원작은 영국 작가

역사서이다. 작가 박경리나 종교 사상가 함석헌 등이 젊은

H.G.웰스의 『타임머신』(1895)이다. 여기서 웰스가 우리나

시절 이 책을 읽고 깊이 영향을 받았다고 술회한 바 있는

라에 처음 알려질 당시의 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데, 당시 그들이 본 것은 일본어판이었다. 일제강점기가 이

그의 『타임머신』은 1920년 잡지 『서울』에 실리면서 우리

어지면서 교육받은 지식 청년들은 모두 일본어로 된 책을

나라에 처음 소개되었고 1926년에 잡지 『별건곤(別乾坤)』

읽었던 것이다. 웰스의 『세계문화사대계』는 아직까지 한국

에 다시 연재되어 실리기 시작했으나 단 2회 만에 중단되

어로는 완역된 적이 없으며 그동안 요약판 단행본으로만

고 말았다. 이때 달린 제목은 둘 다 「팔십만 년후의 사회」

선을 보였을 뿐이다.

였다. 시간 여행이라는 과학적 상상력보다는 먼 미래 사회
1929 「K박사의 연구」

의 세상이 되면』을 중역한 것이 유력해 보인다(사카이 도

전공하고 일제강점기에 변호사로 활동한 인물이며 1934년

에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지에 더 주목하고 있음

시히코는 벨러미의 『뒤돌아보며』를 최소 두 차례 이상 각

에는 과학지식보급회 재정위원을 맡은 기록도 있다. 적극

을 번역 제목에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미래 세상의 모습

김동인이 잡지 『신소설(新小說)』 1929년 12월호에 발표한

각 다른 제목으로 번역해 냈었다).

적인 친일 활동을 펼쳐 1949년에 반민특위에 체포되기도

이 미처 나오기도 전에 연재가 중단되고 만 것이다.

단편소설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한국 최초의 창작

했다. 이 작품은 오랫동안 번역자가 신일용(辛日鎔)으로
1923년 「인조인(人造人)」

잘못 알려져 있었다.

소설가 춘원 이광수가 체코의 작가 카렐 차펙의 SF 희곡
『R.U.R.』(1920)을 요약하여 1923년 4월에 잡지 『동명』에

1925 「인조노동자(人造勞動者)」

당시 웰스는 소설가인 동시에 문명비평가로서 사회주

과학소설이다. 대체식량을 개발하려는 과학자의 에피소

의 사상의 소유자였으며 온건한 방법으로 사회 변혁을 추

드를 통해 과학 정신과 전통 정서의 부조화를 모순적 캐

구하는 페이비언협회(Fabian Society)에 들어갔다가 나중

릭터로 형상화한 내용이다.

에 탈퇴하기도 했다. 페이비언협회는 오늘날 영국 노동당의
1930 「오색(五色)의 꼬리별」

소개한 것이다. 원작은 세계 최초로 ‘로봇(robot)’이란 말

박영희가 잡지 『개벽』 1925년 2월호부터 4회에 걸쳐 연재

모태가 된 조직이다. 러시아혁명이 일어난 뒤 웰스는 변화

을 탄생시킨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했으며 원작은 카렐 차펙의 『R.U.R.』이다. 시인이자 소설

한 사회의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자 몇 차례에 걸쳐 러시아

작가이자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민태원이 ‘계명성(啓明星)’

가, 문학평론가로 활동했던 박영희는 일제강점기에 카프

를 방문했으며, 친분이 있는 작가인 고리키(Maxim Gorky)

이라는 필명으로 『매일신보』 1930년 10월 28일자부터

(KAPF)에 가담하여 활동하다 친일파로 변절한 바 있다.

의 주선으로 레닌(Lenin)을 만나보기도 했다. 그때 레닌과

1932년 3월 20일자까지 378회에 걸쳐 연재한 작품이다.

나눈 대담의 내용은 우리나라에도 『동아일보』에 몇 차례에

‘과학소설’이란 전제가 붙은 한국 최초의 일간지 연재 SF소

나누어 소개되었으며 나중에 단행본으로도 출간되었다.

설임이 명백해 보인다. 필명인 ‘계명성’은 샛별(금성)이란 뜻

1924 『월세계여행(月世界旅行)』
신태악이 쥘 베른의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1865)와 『달
나라 탐험』(1869) 두 편의 소설을 전·후편으로 삼아 번역
한 후 박문서관에서 낸 것이다. 신태악은 일본에서 법학을

1926 『일신양인기(一身兩人記)』
게일(James Scarth Gale)과 이원모가 공역하여 조선야소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를 막

이다. 삽화는 이승만이 그렸다. 번역이 아닌 ‘작(作)’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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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삼대관(三大官)의 괴사사건(怪死事件)」
잡지 『과학조선(科學朝鮮)』 1935년 11월호에 실린 단편소

05
1941~1954년

설이며 작가는 나와 있지 않다. 밀실 살인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려는 추리소설의 형식이지만 그 진상은 과학적 신기
술로 밝혀지는 내용이다.
계명성, 「오색의 꼬리별」, 『매일신보』, 1932.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41 「태평양(太平洋)의 독수리」
안전민이 잡지 『신시대(新時代)』 1941년 2월호에 ‘미래전쟁

일본 잡지 『과학화보(科学画報)』 1930년 3호(또는 3월

소설’이라는 전제를 달고 실은 작품이다. 삽화는 김정환

호)에 실린 노부오 지로(信夫次郞)의 「삼대관의 괴사(三大

이 그렸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일본의

官の怪死)」가 원작으로 추정된다.

태평양전쟁 도발을 앞두고 군국주의 이념을 부추기는 친

기되어 있으나 워싱턴을 배경으로 한국인을 비롯한 여러

작가 김자혜는 당시 『동아일보』에서 내던 잡지 『신가정(新

나라 인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원작이 있을 가

家庭)』의 기자였으며, 훗날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작가

능성이 높다. 일간신문에 1년이 넘도록 연재되다가 중단된

주요섭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원래 동아일보사에 근무하

과학소설이지만 지금까지 학계에서 깊이 연구된 바가 없다.

던 직장 동료였지만 사내 연애 금지 방침 때문에 각자 퇴

작가 방인근이 잡지 『과학조선』에 1939년 3월호부터 1940

사한 다음 중국으로 건너가 혼인을 했다고 한다.

년 6월호 사이에 3회에 걸쳐 연재하다 중단한 작품이다.

남산수가 잡지 『신시대』 1941년 5월호에 실은 작품이다.

삽화는 정현웅이 그렸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과학소설’이라는 전제가 붙어있으며 삽화는 임건이가 그

잡지 『어린이』 1930년 11월호에 「화성소설(火星小說)」이라는

1939년 3월호에 1회를 실었다가 4월호부터 다시 1회로 시

렸다. 투명인간 이야기이다.

전제가 붙어 게재된 작품이다. 작가는 허문일인데 소파 방정

작했다. 연재 3회에 ‘과학소설’이라는 전제를 붙였지만 중

환의 필명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서문에 ‘번안자’라는 표기

단되기 전까지 진행된 이야기는 SF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

를 한 것으로 보아 원작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지방에서 교사로 일하던 젊은 남녀가 주인공이며, 학

이봉권이 지어 단행본으로 출판한 작품이며 ‘과학탐정소

교가 문을 닫게 되자 같이 상경한 뒤 각자 거처를 잡고는

설’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 일제강점기가 배경이며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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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로서 앞날을 위해 노력하자고 서로 격려한다. 남자는

공은 만주의 지하 비밀기지에서 일본군의 일원으로 근무

1931~1940년

뭔가 과학기술적인 발명을 하고자 꿈꾸지만 구체적인 묘

하는 한국인이다. 이야기 자체는 과학소설이라고 하기는

사는 나오지 않은 채로 연재가 중단되었다.

어렵고 단순히 주인공이 지하 비밀기지에서 탈출하는 과

1930 「천공(天空)의 용소년(勇少年)」

일적인 내용이다.
1939 「여신(女神)」

1933 「라듸움」

1941 「소신술(消身術)」

1949 『방전탑(妨電塔)의 비밀(秘密)』

정을 스릴 있게 묘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마지막 결

김자혜가 잡지 『신동아(新東亞)』 1933년 2월호에 실은 창

1940 「제삼(第三)의 세계(世界)」

말부에 가서야 주인공이 새로운 과학 무기인 방전탑을 개

작 꽁트이다. 어리숙한 촌부가 귀한 돌멩이를 가지고 상경

시몽루인(詩夢樓人)이라는 필자가 ‘연재 과학소설’이란 전제

발해 위력을 떨친다는 몇 줄의 서술이 나올 뿐이다. 1961

했다가 일본인 상점 주인에게 헐값에 넘기고 만다는 내용

를 달고 잡지 『과학조선』 1940년 7월호부터 연재를 시작했

년에 『일정 시의 비밀의 폭로』라는 제목을 달고 재출간되

이다. 방사능 광물인 라디움으로 밝혀진 그 돌멩이를 일

으나 다음 호인 8·9월 합본호에 2회를 실은 이후로 중단되

기도 했다. 작가의 실체는 방인근이라는 추정이 있다.

본인 상점 주인은 아주 비싼 값에 되판다. 씁쓸한 골계미

었다. 별도의 원작이 있는 번안작으로 추정된다. 진행된 내

가 느껴지는 이 콩트는 엄밀히 따지자면 SF의 범주에 넣기

용이 별로 없어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시작 부분의 설정은

는 곤란하지만 서양 과학기술과 문물이 한창 유입되던 근

미국 SF 작가 존 W. 캠벨(John W. Campbell)의 2세의 단

김복순이 개척사에서 낸 장편 과학소설이다. 1957년에는

편 「Piracy Preferred」(1930)의 초반부와 상당히 유사하다.

『우주전쟁』이라고 제목을 바꿔 재출간되기도 했다. 한때

대 조선의 한 스케치로 부족함이 없다.

김자혜, 「라디움」, 『신동아』, 1933. 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54 『화성마(火星魔)』

38

39

특집

4
창작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일본 작가 운노 주자(海野
十三)의 『火星兵団』(1939~1940)을 번안한 것이다. 이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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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학 속의 딱지본

마치며

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한 뒤 1948년에 재출간되

글 권철호 국립한국문학관 학예사

면서 기존 제목이 군국주의를 연상시킨다 하여 『화성마』

위 내용에 의하면 1940년대 이후로는 주목할 만한 과학소

로 바뀌었다.

설의 출간 기록이 거의 없다. 이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이르

김복순이 『화성마』를 낸 것은 일제가 패망하고서 10

면서 식민지 조선의 교육 체계가 완전히 일본어 위주로 재

년 가까이 지나고 6·25전쟁까지 거친 뒤지만, 작품의 내

편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땅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자란 지

용에는 일제강점기의 근대적 정서가 여전히 짙게 배어있다.

식 청년들은 한국어보다 일본어로 읽고 쓰고 생각하기에

물론 원작이 군국주의 일본 시대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익숙해졌으며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오는 책의 가짓수도 점
차 줄어들었던 것이다.
1950년대 중반에 나온 김복순의 번안작 『화성마』를

01

여기서 양백화가 비하하고 있는 이야기책이 바로 ‘딱지본

딱지본, 울긋불긋한 표지의 이야기책?

소설’이다. 양백화의 견해는 딱지본 소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기본적인 틀이 되며, 이는 1920년대 이후 문단이라

마지막으로 사실상 한국의 과학소설은 근대의 굴레를 벗
고 현대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서양 과학소설을

종로 상 좌우 서율을 관하건대 울긋불긋한 표지의 쌓

는 근대문학의 장이 만들어진 뒤에도 지속된다. 그렇다면

낼 때 일본어판을 중역하는 출판 관습은 1990년대까지도

아 놓은 책자는 모두 소설이라 이를 외국인이 힐끗 보

딱지본 소설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정말 “천편일률의 열작”

이어졌지만 적어도 1950년대 중반부터는 한낙원을 필두로

면 “아! 성하도다 조선문학의 발달이여!” 하리라. 그러

이었던 것일까?

한 본격적인 과학소설 창작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과

나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개항 초두에 모두 대명성

‘딱지본’이라는 명칭은 “울긋불긋한 표지”에서 비롯되

학 잡지나 전집류, 단행본 등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독자들

화년간이라는 구시대 사대사상을 고투하던 산물이오

었다는 속설이 있으나 확인된 바는 없다. 곤란한 점은 학

이 독립된 장르로서 SF를 꾸준히 접할 수 있게 되었고 한

그렇지 아니하면 일부 경박아(輕薄兒)의 고투한 구일

술 용어로서도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분명한 합의점이

국적인 정서와 결합된 SF 창작 시도도 계속 이어졌다. 물

사상으로 무릇 「이야기책」이라는 견해 하에 일견에 구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사정이 있겠으나,

론 한국 창작 SF가 출판 시장에서 유의미한 지분을 차지

토케하는 신소설 즉 무정견 무식견으로 결선한 천편

주된 이유는 딱지본 소설이 고전문학과 근대문학의 경계

하게 된 것은 더 오랜 세월이 흘러 21세기에 접어든 다음이

일률의 열작(劣作) 소설뿐이라 1)

선에 놓여있다는 점 때문이다. 고전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는 딱지본 형태로 유통된 고전소설을 흔히 ‘구활자본’이나

지만, 적어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의 SF 도입 역
1916년 이광수의 『무정』이 연재되자 양백화는 순문학

‘활판본 고전소설’이라 부른다. 이는 근대 연활자2)로 인쇄

이제까지 확인된 최신 정보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

으로 대표되는 『무정』을 “환영”하면서 그 반대편에 “울긋

된 고전소설을 이전 시대의 생산 방식이었던 필사나 목판

으나 여전히 이 목록은 미완이다. 일제강점기의 모든 잡지

불긋한 표지”의 이야기책을 놓는다. 책방에 쌓인 책들은

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해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전소설

며 단행본들을 전수 조사하면 분명히 새롭게 드러나는 과

조선 문학의 활황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실상 구시대 사

연구자들은 1906년 박문국에서 출판한 『주해 서상기(註

학소설들이 더 있을 것이다. 동학 분들의 분발을 권유하

대사상의 산물이자 “무정견 무식견”의 소설이라는 것이다.

解西廂記)』를 최초의 구활자본 고전소설로 꼽는다. 그러

사가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상황은 꽤 달랐을 것이다.

김복순, 『화성마』, 개척사, 1954, 충북대학교 도서관 소장

는 동시에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 ◎
1) 국초, 「춘원의 소설을 환영하노라」, 『매일신보』, 1916. 12. 29.
2) 납으로 만든 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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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제 『주해 서상기』는 ‘울긋불긋한 표지’의 딱지본 소설

서상기』와 같은 근대 연활자로 출판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만 보면 당시 발행되었던 신소설보다 딱지본과 더 유사해

과는 거리가 멀다. 왕실보(王實甫)가 쓴 중국 소설 『서상

‘신소설’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된다. 근대문학은 그 출발이

보이지만, 사실 『금수회의록』의 인상적인 표지는 이 작품의

기』를 현토체(懸吐體)3)로 출판한 이 작품은 개화기 시대

연활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고전소설처럼 이전의 매체와 구

원작인 사토구라 타로(佐藤欌太郞)의 『(금수회의)인류공

발행된 여타 근대 출판물처럼 미농지 표지에 작품 이름이

별하여 부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문학사

격』(1904)과 관련이 있다.

새겨져 있을 뿐이다. 『주해 서상기』는 최초의 연활자 인쇄

의 대표적인 신소설, 이를테면 이인직의 『혈의 누』, 이해조

소설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딱지본 소설은 아니다.

의 『은세계』와 『자유종』 등의 표지를 떠올려 보아도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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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행본 형태로 발행된 최초의 근대문학 작품은

생각하는 딱지본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예외적인 작품

딱지본과 ‘6전 소설’

이인직의 『혈의 누』(1907)이다. 이는 1906년 『만세보』에 연

으로 안국선의 『금수회의록』(1908)을 들 수는 있겠다. 『금

재되었던 동명의 소설을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으로, 신문

수회의록』은 다양한 동물을 의인화해 인간 세태를 풍자

결국 구활자본과 신소설 모두 딱지본 소설과는 범주가

연재 후 단행본 발행이라는 근대 문학작품의 생산 방식의

한 소설로, 표지에 프록코트를 입은 까마귀, 양복을 차려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딱지본은 언제

관행을 최초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혈의 누』는 『주해

입은 호랑이, 중절모를 쓴 개 등의 동물이 등장한다. 표지

시작된 것일까? 게다가 출판 시장에 새로 진입한 딱지본
소설은 어떻게 기존 출판 매체를 제치고 양백화의 걱정을
살 만큼 성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 세창서관의 주인
이었던 신태삼은 1910~20년대 ‘소설 한 권 필사하는 데는
5전, 목판본 소설은 15전, 목판을 각하는 데는 1장에 20
원’ 받았다고 기억한다. 한편,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
由三郎)는 1893년에 발표한 「조선의 문학」이라는 글에서

안국선, 『금수회의록』, 황성서적업조합, 1908, 아단문고 소장

방각본 소설이 3~4전이라고 말한다. 아마 신태삼이 말한
가격은 당시 물가상승에 의한 가격 인상으로 보이며, 목

왕실보 저, 오태환 주해, 『주해서상기』, 박문사, 190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주해서상기』, 판권지

상품이 아니었다.

판본 소설은 일반적으로 10~20전이었던 것으로 추측된

그런데 이러한 출판물 시장의 지형도를 흔드는 일대의

다. 요컨대, 당시 독자들은 필사본 소설은 5전, 방각본 소

사건이 일어난다. 최남선은 근대 인쇄 기술을 활용해 활

설은 10~20전 정도에 구입하여 읽었다는 뜻이다. 한편, 최

자본 소설의 가격을 방각본보다 싸게, 더 나아가 필사본

초의 구활자본 소설인 『주해 서상기』(1906)는 가격이 무려

소설과 비슷하게 맞추는 데 성공한다. 1908년 신문관에

1원 20전이었으며, 이듬해 발행된 『혈의 누』(1907)는 20전,

서 발행한 『한양노래』의 가격은 6전이었다. 같은 해 발행

다시 일 년 후에 발행된 『금수회의록』(1908)이나 『자유종』

된 『경부철도노래』가 10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방각본이

(1908)은 15전 정도였다. 가격으로 볼 때, 활자본 소설은

나 필사본과 경쟁하는 고전문학 서적의 판매 가격을 의도

필사본이나 방각본 소설에 비해 그다지 매력이 있는 문화

적으로 낮추었다고 볼 수 있다. 최남선의 신문관은 1909

3) 한문 문장에 토씨를 단 문장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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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십전 총서’를 기획, 『걸리버여행기』 등을 출판하면서 구

수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1912년부터 1914년까지 딱지본

장된 문학장(文學場), 즉 문단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들

흔하게 나타났던 현상은 동인지에 실린 작품이 판본

매체들과 본격적으로 가격경쟁에 돌입한다. 그리고 1913

신소설은 88편, 딱지본 고전소설은 73편이 발행되었는데,

동인지들은 서구적 문예사조인 ‘낭만주의’와 ‘자연주의’를

(version)을 달리하여 해적판의 형태로 ‘대중문학의 장’에

년 ‘육전소설문고’를 간행하면서 드디어 구 매체를 압도하

1915년부터 1918년 사이에 딱지본 신소설은 24편, 고전소

받아들이면서 ‘미적 근대성’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 근래

서 유통되는 경우다. 가령, 『조선문단』에 발표되었던 이영

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육전소설문고는 『춘향전』, 『옥

설은 179편이 신규 발행되었다. 출판사 간의 가격경쟁도

에는 『창조』, 『백조』, 『폐허』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문학사

섭의 『해혹(解惑)』(1925.11)은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영

루몽』, 『홍길동전』, 『사씨남정기』, 『심청전』, 『장화홍련전』,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조선서적출판조합이 만들어지기

가 아니라, 동인지 문학의 외연을 『신청년』, 『녹성』, 『근화』,

창서관에서 딱지본 『해혹』(1926)으로 발행되었다. 또, 본

『조웅전』, 『남훈태평가』 등 당시 필사본이나 방각본으로

도 했다. 이 조합은 서로의 고전소설 판권을 공유하고 이

『문우』, 『여광』, 『서울』, 『현대』 등으로 확대하여 근대적 문

격 ‘예술잡지’를 표방하며 창간한 『녹성』(1919.11)에는 서구

유통되었던 소설들을 최신 매체로 더 싸게 내놓은 것이었

를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학장의 형성 과정을 다점적(多點的)이고 혼종적(混種的)으

영화를 소설로 번안한 ‘영화 소설’이 실렸는데, 후에 『영원

그런데 언제부턴가 딱지본 소설은 통속적이고 천박한

로 파악하기도 한다. 그러나 근대문학과 문학 제도의 형

의 사랑』(1926)이라는 딱지본 소설로 재탄생한다. 『영원의

문학이라는 인식이 따라붙었다. 사실 ‘통속성’이라는 개

성에 동인지 문학이 기여한 문학사적 의의와는 별개로, 동

사랑』에는 다섯 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한편

최남선이 구 매체들과 공격적인 가격경쟁을 할 수 있

념은 정의 내리기 쉽지 않은데, 이는 어떤 속성이라기보다

인지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이 매우 소수였으며, 동인지들

을 제외하고는 모두 『녹성』 창간호에 실렸던 작품이다.

었던 것은 연활자 인쇄 기술이 대량 생산을 가능케 했기

결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딱지본 소설의 특징이 아니

이 겨우 1~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명맥을 유지할 수

또, 인기 작품이 제목만 바꾸어 반복적으로 출간된

때문이다. 정병설은 경판 20장본 소설의 제작 비용을 약

라 딱지본 소설을 순문학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해 붙인 속

있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동인지 문학이 조

경우도 있었다. 1920년 4월 『서울』의 문예 특집호에 실렸

40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간행하여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성이라는 말이다. 앞서 양백화의 논설에서 살펴보았듯, 딱

선 독자의 미감을 변화시키고 문학장 전반을 변혁했다고

던 김백악의 「악마의 저주」는 무려 세 번이나 제목을 바꾸

려면 15전짜리 책을 300부 정도 팔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본의 통속성에 대한 비판은 근대 순문학의 대표라 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어 딱지본 소설로 출간되었다. 박승엽의 『열정의 불길』(덕

그런데 목판은 내구성의 한계 때문에 한 번에 수천 부씩

수 있는 이광수의 『무정』이 연재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울

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 마모가 심했으며, 판목이

긋불긋한 표지”의 소설에 대한 폄하는 딱지본 소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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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애정』(회동서관, 1927)이 모두 「악마의 저주」를 딱지본

훼손될 때마다 보판을 만들어야 했다. 반면, 연활자는 생

한 부정적 인식의 기본 틀이 되고, 이는 1920년대 이후에

딱지본, 순문학과 대중 독자를 잇다

으로 출간한 것이다. 게다가 총독부의 검열 기록을 살펴

산량 측면에서 목판을 압도적으로 능가한다. 최남선은 연

도 지속된다. 뿐만 아니라 1920년대를 ‘동인지 문학의 시

활자로 『춘향전』, 『심청전』 등 인기 고전소설을 한 번에 수

대’로 기록하고 있는 문학사적 인식에서도 딱지본의 자리

오히려 동인지 문학의 서사가 대중문학의 장에서 흡수·재

으로 출판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는데, 이 또한 김백악의

만 부씩 발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딱지본 소설이 상업 출

는 지워져 있다. 그런데 정말 동인지 문학은 조선 독자들

생산되는 데는 딱지본의 역할이 컸다. 우선, 1922년을 기

「악마의 저주」를 재출간하려 했던 것이었다. 「악마의 저주」

판물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최남선의 ‘육전소설문고’야

의 ‘미적 감수성(aesthetic sensibility)’을 근대적으로 추

점으로 ‘대중문학의 장’을 담당하던 민간 출판사들이

의 다양한 딱지본 버전들은 1930년대까지 7~8판을 찍으

말로 최초의 딱지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하고, 전통적인 조선의 문학장을 변혁시킬 만한 힘을 지

다시 활개를 편다. 3·1운동과 관련한 일제 당국의 통제

며 대중 독자에게 널리 읽혔다.

니고 있었던 것일까?

로 1919~21년 사이에는 민간 출판 시장이 주춤하였으나,

다른 한편, 딱지본 소설은 모방의 글쓰기를 통해 또

1920년대 발행된 동인지들이 한국문학의 근대적 영역

1922년부터 본격적인 출판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들 출판

다른 의미에서 미적 근대성을 완성시켰다. 모방의 글쓰기

을 개시했다는 것은 문학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의 1910년대 주요 수입원은 딱지본 고전소설이나 신소

를 다시 사유하기 위해서는 활판 인쇄술이라는 근대적 테

1910년대 이광수와 최남선 등이 이끈 근대문학의 장이 존

설이었으나, 1920년대에 이르면 기존의 소설뿐 아니라 동

크놀로지가 만들어낸 근대문학이란 과연 무엇이었는지 되

1910년대, 바야흐로 딱지본의 시대가 열린다. 민간 출판

재하긴 했지만, 이들의 작품들은 ‘계몽주의’라는 굴레에

인지에 실렸던 서사들을 ‘모방’한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

짚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근대적 인쇄술은 디

사들이 앞다투어 딱지본 고전소설을 출간하기 시작했

놓여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미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한다. 동인지들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단명하였지만, 동인

지털 미디어의 등장보다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을 수도 있다.

다. 1912년 식민지 조선의 민간 출판사 수는 36개였지만

못했다. 3·1운동을 전후로 김동인, 박영희, 염상섭 등이 이

지에 실렸던 서사는 딱지본으로 몸을 바꾸어 ‘대중문학의

근대적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작가는 육필(肉筆) 텍스트

1918년 62개로 늘어난다. 딱지본 고전소설의 신규 발행

끈 『창조』, 『백조』, 『폐허』가 발표되면서 미적 자율성이 보

장’에 흡수·재생산되었던 것이다.

를 통해 독자와 연결될 수 있었지만, 활판(活版) 인쇄술의

기 때문에, 육전소설의 발행은 구 매체 소설 시장을 크게
뒤흔드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03
(지워진) 딱지본의 시대

창서관, 1926), 백남신의 『열정』(태화서관, 1926), 고유상

보면 노익환이 1929년 신구서림에서 『다정의 루』를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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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박준표의 『운명』은 『백조』에 게재되었던
나도향의 「젊은이의 시절」과 노자영의 「표박(漂迫)」을 짜
깁기하여 낭만주의적 미문투를 모방하고, 이동원의 「피아
노의 울님」(『창조』, 1920.3)과 정백의 「이십 일(卄一日)」(『문
우』, 1920.5)의 서사 구조를 해체해서 조립한 것이다. 다
시 말해, 박준표라는 작가의 개인적 창작물이 아니라 근
대 초기 동인지에 발표된 작품들을 혼성모방한 작품이라
는 뜻이다. 문학을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작품
은 표절이라 할 수 있을 테지만 실상 재조립된 작품을 보
면 상당히 수준이 높다. 『운명』은 초점화자를 한 명으로
설정하는 근대 초기 단편소설과 다르게 다양한 인물들을
초점화하면서 서사구조를 입체적으로 만들어낸다. 또, 원
작과 다르게 자유연애의 상대보다 조혼한 아내를 선택하
는 결말을 취하면서 딱지본 소설의 주된 독자인 구여성
들을 포섭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박준표의 이러한 서
술 전략은 또 다른 딱지본 소설인 『사랑의 꿈』(영창서관,
월파, 『영원의 사랑』, 영창서관, 192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박준표, 『운명』, 박문서관, 1924,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1923)에서도 나타난다. 이 작품은 노자영의 「표박」과 나

철혼, 『사랑의 꿈』, 영창서관, 192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향의 「젊은이의 시절」의 서사에, 새빗의 「장미화」(『여광』,
등장은 텍스트에서 작가의 육체적 스타일과 흔적을 지워

문서관, 1924)의 주인공 이창순은 조혼한 아내인 정희가

1920.1)와 현진건의 「유린」(『백조』, 1922.5)을 혼성모방한

조되었지만, 민간 출판사가 주도했던 ‘대중문학의 장’에서

버렸다. 활판 인쇄술을 물질적 기반으로 등장한 근대문학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내던 여학생 홍영숙과 자유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의 아류가 아니라 새로

는 서사에 대한 형식주의적 분석과 이를 재결합하는 방식

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가의 주체성’이나 ‘내면 의식’

연애를 즐긴다. 이창순은 아내 정희와 이혼하기로 결심하

운 작품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이 보다 중요했다. 조선 문학의 근대화는 다양한 모방의 방

이 강조되는 영역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

고 홍영숙에게 청혼하지만, 그녀는 이창순이 서자(庶子)라

1920년대 동인지 문학들은 미적 근대성을 추구하는

적 의미의 소설이 탄생하는 분기점을 근대적 작가 내면의

는 이유로 청혼을 거절한다. 이창순은 그녀의 심정을 이해

동시에 전대의 신소설이나 계몽주의 문학과 자신들을 구분

발견 속에서 찾고 있지만, 어쩌면 소설의 근대성이란 서사

하지만, 그녀가 부호의 서자인 김용수와 약혼을 했다는

지으며 문단을 형성해나갔다. 하지만 이들이 추구했던 근

를 기능에 따라 화소별로 분석하고 이를 결합하는 기계주

이야기를 듣고는 그녀의 위선적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 그

대 소설의 특성들은 딱지본 소설과 대중 독물에 의해서 대

05

의적 관점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리고 집으로 돌아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는

중 독자들에게 전파되었다. ‘문단’은 딱지본 소설과 자신들

딱지본과 ‘대중소설론’

딱지본 소설을 창작한 철혼(哲魂) 박준표(朴埈杓)의

자신에게 헌신하고 있는 정희임을 깨닫는다. 이창순은 그

을 구분하며 스스로를 출판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운 미적

경우는 동인지에 실려 있는 서사들을 기능(device)에 따

녀에게 신교육을 가르치며 이상적인 가족을 만들어 나가

주체로 자부했지만, 오히려 대중 독자들은 동인지 문학을

대다수의 딱지본 소설이 클리셰를 활용한 천편일률적인

라 각각의 화소로 분석하고 이를 재조립(assembling)하

기로 결심한다. 『운명』은 근대 이행기에 조혼과 자유연애

모방한 딱지본 소설을 통해서 근대적 미적 감수성을 획득

서사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식민지 시대 딱

는 능력을 보여준다. 그가 발표한 딱지본 소설 『운명』(박

를 통해 당대 조선사회의 문제를 보여준 딱지본 소설이다.

해나갔다. 문단 내에서는 작가의 주체적 면모와 내면이 강

지본 소설 중 문제작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딱지본 소설

사선들이 교직하면서 이루어진 복잡한 역학 관계를 기반으
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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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농민

래 신간 서적 중에 문예에 관한 서적이 많이 발행된다

사에서 발행한 『혈루』(1927)이다.

하여도 이삼천 부를 지나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론은 딱지본 소설의 엄청난 파급력에 주목한 결과이다.

지금 인쇄소를 가보면 이름조차 모르는 그야말로 무

소위 『이야기』 책이라는 옥루몽, 구운몽, 춘향전, 조웅

조선농민사에서 『혈루』라는 소설을 발행하였는데 그것이

명 서점에서 고대소설 옥루몽 김태자전 같은 것을 한

전, 유충렬전, 심청전 같은 것은 년년히 수만 권씩 출

단순한 시인의 착상의 산물이 아니요 역사적 소설의 내용

번에 일만부씩 혹은 이만 부씩 인쇄해나가는 것을 보

간되고 이것들 외에도 추월색이니 강상루니 재봉춘이

을 가진 것이니 모씨가 평안감사로 가서 돈 모하오던 방법

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번

니 하는, 이십 전, 삼십 전하는 소설책이 십여 판씩 중

을 적은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독물이 우리 조선사회에

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책을 다른 서점에서도 경

판을 거듭하여오되 이것들은 모두 통속소설의 권내에

여하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로 하고라도 그

쟁적으로 인쇄하여가니 적어도 한 해 가을에 동일한

도 참석하지 못하여왔다. 이것들은 욹읏붉읏한 표지

것이 일반의 호기심을 끌어서 넓히 읽어질 것만은 사실로

소설이 오륙만 부 인쇄되는 것이요. (…중략…) 이러

에 사호활자로 인쇄한 백혈내외의 소설은 『고담책』 『이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조선 재

한 의미에서 좀 무리한 주문일는지 모르나 내용은 현

야기책』의 대명사를 받아가지고 문학의 권외에 멀리

래의 치산계급이 여하히 인민을 착취하였었던가를 알 수

대식으로되 표현방식은 그중에서도 우선 글투를 거

쫓기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문지에서 길러낸

있을 것이다. 그를 볼 때에 혹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거

의 각설이때에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생각

문예의 사도들의 통속소설보다도 이것들 『이야기책』이

든 마음을 니하고 그 가진 것을 다하여 민중의 앞에 회오

됩니다. 오는 겨울밤에 움 속이나 바깥방에 모여서 눕

훨씬 더 놀라울 만큼 비교할 수도 없게 대중 속으로

의 뜨거운 눈물을 뿌리는 것이 가할 것이니 민중은 또한

기도 하고 앉었기도 하여 소설책을 반쯤 접어들고 추

전파되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7)

용서일 줄도 알 것을 믿는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다만

심가청이나 단가청으로 소리 높여 낭독해오는 그들의

그러한 출판물을 사다가 태워버리는 수고로운 일을 한다

입에 순하게 그의 귀에 구수하게 써나가지 않고는 장

그는 딱지본 소설의 대중적 인기에 관심을 갖고 “현

차는 어떻던지 당장 그들과 악수를 할 길이 없을 줄

재 시장에 있는 이야기책과 한 모양으로 보통 백혈내외의

아는 까닭입니다.6)

책자가 되도록 사호활자로 인쇄하여 가지고 표장도 그것

면 엇지 그 우둔함을 웃지 아니할 수 있으랴?

4)

어느 소설가가 어느 부호의 치부하든 사실을 들어서, 소

들과 같이 꾸미어서 정가는 많아서 이삼십 전 되게” 해서

『혈루』, 조선농민사, 1927, 아단문고 소장

설 하나를 지었더니 그 부호가 사천 원에다가, 그 소설의

방정환은 대중 독물로서 딱지본 소설에 관심을 가

계급문학 의식을 밝히는 운동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혈루』는 당대 사회문제를 딱지본 소설이라는 형식을

지고, 이런 형식으로 대중들을 교육하고 계몽하는 방식

그러나 임화는 이를 봉건적이고 비과학적인 운동 방식이

통해 독서 대중에게 알린 셈인데, 이는 김기진이 ‘대중소설

의 서적을 만들어보자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문단과 대

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계급

론’에서 주장했던 것의 실제 사례라 할 수 있다. 익히 알려

중 독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간격을 줄일 수 있다고 본

문학운동 진영에서 딱지본 소설에 주목하였으나, 사실 그

딱지본 소설 『혈루』는 구한말 평양감사였던 민영휘의

져 있듯, 김기진은 1929년 대중소설론에서 계급문학 운동

것이다. 이를 계급문학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고

보다도 전에 사회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딱지본 소설

학정을 고발한 르포인데, 매판자본가로 승승장구하고 있

의 무기로서 딱지본 소설을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런데 사

주장한 이가 바로 김기진이다. 김기진의 유명한 대중소설

이 이미 조선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소

던 민영휘의 이야기가 딱지본 소설의 형태로 출간되자 대

실 딱지본 소설을 활용해 대중운동의 효과를 불러일으키

중에 널리 퍼졌다. 소설이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자

자는 생각을 먼저 한 것은 당대 중요한 문인이자 출판인

민영휘는 『혈루』의 발행을 막기 위해 판권을 4,000원에 사

이었던 방정환이었다.

판권을 사라한다고, 부호의 소설만 지으면, 그렇게 횡재하
5)

나, 그 부호뿐이겠지.

려고 하기도 했다. 위의 신문 기사들은 민영휘의 이러한
방해 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당대 기사들이다.

다만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근

4) 「시평」, 『조선일보』, 1927.2.23.
5) 『조선일보』, 1927.3.1.
6) 방정환, 「農民文藝運動에 對한 諸家의 意見-각설이때 식으로」, 『조선농민』, 1929.3. 9~10쪽.
7) 팔봉, 「대중소설론」(1), 「동아일보」, 192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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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 『혈루』 또한 김기진의 대중소설론보다 몇 해 앞서는

박한다. 벌은 스스로를 “노동전제국” 백성이라 하며, 공

것으로서, 딱지본을 통한 계급의식 고양은 1920년대 중

산주의를 이상적 국가로 여긴다. 이처럼 딱지본 소설은 문

반 조선 사회에 하나의 현상으로 등장하였다.

단 지식인이 주목하기 전부터 계급의식을 선전하는 매체

계급의식이 강하게 투영된 또 다른 딱지본 소설로 송

로서 기능하기도 하였다.

완식의 『만국대회록』(동양대학당, 1926)을 둘 수 있다.
『만국대회록』은 우화소설로서, 『금수회의록』에 등장하는

06

까마귀, 여우, 벌, 파리, 호랑이, 원앙 등 8마리의 동물들

이후의 딱지본 소설

을 포함해 총 21마리의 동물들이 등장해 당대 사회의 문
제를 비판하는 이야기다. 『만국대회록』이 『금수회의록』

문학 대중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했던 딱지본 소설은

을 모방한 작품이긴 하지만, 작품의 주제 의식은 『금수회

1960~70년대까지 잔존한다. 1930년대에는 총독부의 선

의록』과 다르다. 『만국대회록』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서

전에 이용되기도 하고, 일제 말기에는 전쟁으로 발행이 어

구의 인종차별을 비판’하는 소, ‘민족자결주의의 허구성을

려워지는 부침을 겪기도 하지만, 6·25전쟁 이후 딱지본은

비판’하는 모기, ‘무장평화(武裝平和)를 주장하는 제국주

다시 독자와 만난다. 사실 딱지본 소설 중 많은 작품이

의’를 비판하는 비둘기와 호랑이 등이 등장한다.

통속적이고 신파적인 성격을 띠지만, 각 시대마다 그 시대

『만국대회록』과 『금수회의록』의 차이는 ‘벌’의 논조를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는 특이한 작품들이 존재했다. “울

비교해 보면 선명히 드러난다. 두 작품 모두에서 ‘벌’은 구

긋불긋한 표지의 이야기책”이라는 편견을 접어두고, 각 시

밀복검(口蜜腹劍)이라는 사자성어 풀이 화소(話素)를 갖

대의 주요 작품들을 발굴해 읽는 것도 한국문학의 중요한

지만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다. 『금수회의록』에서 ‘벌’

단면을 만나는 일이 될 것이다. ◎

은 창세기를 인용해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졌다고 주장하
고, 자신은 인간과 다르게 임금에게 충성을 다 바친다고
주장한다. 안국선은 ‘벌’을 통해서 충(忠)이라는 유교적
이념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만국대회록』에서
벌은 ‘노동은 우주의 생명’이라는 주제를 설파한다. 벌은
인간의 제1 원리로 노동의 가치를 주장하는데, “조선 사람
은 흰옷을 입고, 친구가 인사말로 요사이 무엇으로 소일
하느냐고 물으면, 논다고 답하는 것도 노동 않는 양반”이
라고 비판하며, 조선이 전통적으로 노동을 천시한다고 이
야기한다. 사람들이 벌을 구밀복검이라고 비판하지만, 자
신은 노동을 항시 열심히 해서 꿀이 입에 남아있고, 제국
송완식, 『만국대회록』, 영창서관, 1926. 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주의에 대한 정당한 방어로써 칼을 품고 있는 것이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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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주제 - 기획 취재

한국 근대 대중소설의 상징,
『추월색』과 『장한몽』

근대 대중소설의 등장      
19세기 말부터 등장한 신소설은 현실적인 소재, 개화사상
(자주 독립과 신교육, 남녀평등 등)으로 가득한 주제의식,

19세기 말 갑오개혁 이후 국내 정세는 크게 변했다. 개방의 흐름은 필연이었고 생활양식은 물론

자유로운 장면 묘사와 언문일치 문체 등 고전소설과는 다

정신세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등장한

른 면모를 보이며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신소설은 주로 신

근대 소설들은 주로 젊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배경과 소재, 인물상, 주제의식 등 내용과

문과 잡지 등의 매체에 연재되며 대중소설(大衆小說)로 자

형식 측면에서 고전소설과 다른 면모를 보였다. 이 시기 대표작으로는 최찬식의 『추월색』과

리를 잡았다. 이 시기 대중소설은 대개 지식과 교양 등이

조중환의 『장한몽』이 손꼽힌다. 이 두 작품을 중심으로 당대 대중문학의 발자취를 좇고,

천차만별인 광범위한 대중을 목표로 인물과 상황, 주제 등

그 밖에 근대 시기에 사랑받았던 작품들도 다룬다.
글 노윤영 플러스81스튜디오스

이 예정된 도식과 유형에 맞춰져 ‘분석할 필요 없이’ 읽히도
록 쓰였다. 주요 인물은 선과 악으로 나뉘는데, 선한 주인
공은 예기치 못한 환경에서 불행하기 마련이다. 모략과 오
해로 고통을 받는 주인공은 구원자의 도움을 받되 스스
로의 힘으로 극복하며 끝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독
자의 소망을 반영한 대중소설 중에서는 특히 연애소설의
인기가 높았다. 1912년 간행한 『추월색(秋月色)』1)과 1913

최찬식, 『설중매·추월색』, 을유문화사, 197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년 『매일신보』에 연재해 같은 해 단행본으로 간행한 『장한
몽(長恨夢)』은 특히 그 시기 대중소설을 상징하는 작품들

룬다. 도입부는 파격 그 자체이다. 강한영이란 사내가 일

로 손꼽힌다. 두 작품 모두 남녀 애정을 기반으로 한 남녀

본 도쿄의 우에노 공원에서 이정임에게 구애하다 거부당

2)

이합담(男女離合談) 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추월색』

하자 칼로 그녀를 찌른다. 이때 다른 사내가 나타나 이정

이 절개를 강조하며 기존 유교 관념에 순응하는 여성상을

임을 구해준다.(뒤에서야 그 사내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어

보여준다면, 『장한몽』은 새로운 여성상과 생각의 변화를

린 시절 이정임과 정혼했던 김영창이었다.) 소설은 이 시점

보여준다.

에서 시곗바늘을 돌려 이정임과 김영창의 어린 시절을 보
여준다. 김영창과 이정임은 어린 시절 정혼한 사이였지만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균열 속에서 만난 근대      

김영창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행방불명된다. 이정임의 부
모는 그녀에게 다른 이와의 혼인을 요구하나 그녀는 이를
거절한다. 정혼자와의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 이

『추월색』은 최찬식이 1912년 3월 회동서관(匯東書館)에서

유. 이정임은 이후 홀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 그러다

간행한 신소설로 이정임과 김영창이란 인물의 애정을 다

가 도쿄의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강한영에게 습격

1) 단행본으로 나오기 전 『조선일일신문(朝鮮日日新聞)』 한글판에 연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 정황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권보드래 외 해제, 『한국 근대문학
해제집 I - 단행본』,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정보센터, 2015.)
2)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는 연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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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당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지는데 그 의

작품에서 이정임은 혼약을 지키려는 욕망 외에는 거의 욕

정치성’을 핵심으로 삼았던 반면, 최찬식의 작품은 그런

이 한곳에 쏠려 있다. “입술은 앵도와 같이 붉고 두 눈에는

인은 바로 김영창이었다. 둘이 결국 결혼하면서 이야기는

3)

망이 없는 인물로 서술된다. 부모끼리 맺은 혼담을 지키

성향이 얕았기 때문에 ‘신소설의 통속화와 양식적 퇴행을

정기가 어리었으며 섬섬옥수는 물속의 은어와 같이”7) 고운

끝이 난다.

려는 이정임의 노력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이는 그

불러일으킨 전형적인 대중소설 작가’로 평가되었다.5) 하지

이 여학생은 바로 심순애요, 그녀와 마주앉아 눈빛을 주고

『추월색』은 근대적 가치와 전근대적 가치가 혼재했던

녀가 조선 중기 이후 더욱 견고해진 가부장제에 깊이 세뇌

만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균열 속에서 근대성의 경험을 나

받는 상대는 이수일이라는 대학생이다. 그런데 이곳에 청

당시 사회상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여성을 주인공으로

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조 이데올로기는

름의 방식으로 재현하며, 개인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

년 부호 김중배가 등장하며 삼각관계 구도가 만들어진다.

내세운다는 점, 근대적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 이정임(일본)

봉건적 가족 제도를 유지하고자 사용된 여성에 대한 규제

냈다는 점에서 『추월색』은 근대 대중소설의 상징적인 작품

‘이수일과 심순애’로 익숙한 『장한몽』의 이야기는 익히

과 김영창(영국)이 유학을 떠난다는 점, 근대적 우편제도

4)

방식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등에서는 근대적 풍속과 가치를 보

당시 사회상과 사람들의 생각을 잘 담아내고, 흥미로

여준다. 반면 젊은 주인공들이 전근대적 가치인 유교 관

운 남녀이합담을 다룬 『추월색』은 신문 연재 때는 물론 단

념(특히 정조 이데올로기)에 얽매이고 그들의 부모에게 보

행본 출간 이후에도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

이는 전통적 가부장제는 그들이 아직 전근대적 가치에 머

았다. 반면 비평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

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권선징악의 서사구조로 흐르는 이

다. 당시 이인직 같은 작가들의 다른 신소설들이 ‘개혁기의

으로 손꼽힐 만하다.

화려한 외양과 부(富)로 그녀를 유혹하고 심순애는 흔들

욕망을 표현하는 여성과      
두 남자의 삼각관계      

린다. 결국 심순애는 배신을 결심하고 김중배를 선택하지
만 머지않아 이 결정을 후회한다. 호화롭지만 남편의 방탕
한 생활 때문에 불행했던 심순애는 결국 정신병에 시달리

1884년 권문세족의 후예로 태어난 조중환(호는 일재)
은 1911년부터 『불여귀(不如歸)』와 『쌍옥루(雙玉淚)』 등 번

최찬식, 「추월색」, 『설중매·추월색』, 을유문화사, 197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잘 알려져 있다. 절세미녀 심순애의 미모에 반한 김중배는

며 고통 받다가 이수일과 다시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리
며 작품은 끝을 맺는다.

안소설을 발표하며 유행을 주도했다. 번안소설이란 원작

『장한몽』은 당대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상중하

의 내용이나 줄거리는 그대로 두고 풍속, 인명, 지명 따위

세 권으로 나뉘어 출간됐는데 1913년에 나온 상권은 1923

를 시대나 풍토에 맞게 바꾸어 고친 소설을 말한다. 1913

년까지 6판을 찍었고, 1916년에 나온 중권과 하권은 각각

년 발표한 『장한몽(깊이 사무쳐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마

2판과 4판을 찍었다.8) 『장한몽』의 대중적 인기는 무수히

음)』 역시 번안소설의 일종으로 일본 가정소설인 오자키

발행된 딱지본9)을 봐도 알 수 있다. 1956년 10월 영화출

고요(尾崎紅葉)의 『곤지키야사(金色夜叉, 황금만을 좇는

판사, 1956년 12월 세창서관, 1964년 10월과 1978년 9월

다는 부정적 의미의 ‘금색 악귀’에서 유래한 제목)』를 번안

향민사에서 각각 간행된 바 있다. 속편 격인 『속 장한몽』이

한 작품이다.6) 조중환은 『곤지키야사』의 주인공 ‘강이치(間

1915년 『매일신보』에 연재되기도 했으니 그 인기가 어마어

貫一)’와 ‘오미야(鴫澤宮)’란 일본 남녀를 이수일과 심순애

마했다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그 밖에도 1920년 이기

로 번안했다. 조중환은 “첫째, 사건에 나오는 배경 등을 순

세 감독에 의해 처음 영화화된 이래 1926년(이경손 감독),

조선 냄새가 나게 할 것, 둘째, 인물 이름도 조선 사람 이름

1965년(영화명: 〈이수일과 심순애>, 김달웅 감독), 1969년

으로 개작할 것, 셋째, 플로트를 과히 상하지 않을 정도로

(신상옥 감독)에 영화화됐고, <장한몽가>10)가 발표되는

문체와 회화를 자유롭게 할 것 등 세 가지”를 고려해 번안

등 대중가요 소재로도 활용됐다.

했다. 36개 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의 도입부는 의미심장하

『장한몽』이 원작과 내용상 다른 점은 크게 두 군데이

다. 젊은 남녀들이 놀이판을 벌이고 있는데 남학생들의 눈

다. 원작에서는 여성 오미야가 강이치를 사랑함에도 자본

3) 김경애, 「신소설의 두 유형과 의미」,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4권 제1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3.4.30.
4) Piao Yuexiang. 「최찬식 신소설 속 성적 폭력 양상과 여성에 대한 이중 억압」, 성균관대학교, 2020.
5) Piao Yuexiang. 「최찬식 신소설 속 성적 폭력 양상과 여성에 대한 이중 억압」, 성균관대학교, 2020.
6) 오자키 고요의 『곤지키야사』 또한 미국작가 버사 클레이(Bertha M. Clay, 1836~1884)의 『여자보다 약한 것(Weaker than a woman)』을 번안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장한몽』은 이중 번안소설인 셈이다.
7) 신태삼, 『연애비극각본 장한몽』, 세창서관, 1948. 원작을 축약해 내놓은 딱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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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다쓰구(富山唯繼)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신하는 심순애는 고전소설에서는 볼 수 없던 인물이다. 돈

달리 『장한몽』의 심순애는 김중배에게 정조를 잃자 대동강

의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의 갈등과 삼각관계 등의 이야기

에 투신한다. 또한 원작은 열린 결말로 끝맺는 것과 달리

구조가 후대에 끼친 영향을 생각해본다면 『장한몽』은 근

『장한몽』은 심순애와 이수일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끝

대 대중문학을 상징하는 작품 중 하나로 봐도 무방하다.

근대를 수놓은 그 밖의 대중소설

이 난다. 『장한몽』 역시 『추월색』이나 고전소설처럼 여성의
정조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전근대적 가치를 지닌 작품
이다. 하지만 심순애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
고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전 소설 속 여자들과는
차별성을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장한몽』은 선악 구도가 명확했던 고전소설과 달리 ‘돈
이냐, 사랑이냐’라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보여주며 주목을
받았다. 유교 관념이 아닌 돈의 유혹 때문에 이수일을 배

01

갈 데까지 간다

방인근, 『방랑의 가인』
1933년 『매일신보』를 통해 1933년 6월부터 10월까지 연재
된 방인근의 『방랑(放浪)의 가인(歌人)』은 당시 유명 성악
가였던 안기영과 제자 김현순의 실제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장편소설로 신문 연재는 물론 단행본으로도 출간돼 대중
의 인기를 얻었다. 작품 속 주인공 강화숙과 윤광우는 자
신의 욕망에 충실한 인물들이다. 강화숙은 부유한 집 딸이
자 촉망받는 성악과 학생으로 자유분방한 연애관을 지녔
고, 윤광우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세계적인 성악가이자 강
화숙의 스승이다. 윤광우는 기혼자임에도 강화숙을 비롯
한 뭇 여학생의 구애를 받고 결국 그중 강화숙과 가까워
진다. 이들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다. 강화숙과 불륜 관계
를 맺고 밀회를 즐기던 윤광우는 처자식을 버리고 강화숙
과 함께 이탈리아에 정착해 산다. 시간이 흘러 오페라 극장
의 삼류 가수로 전락한 윤광우는 병이 들고 강화숙은 주

방인근, 『방랑의 가인』, 계몽사, 193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변 다른 청년들과 어울린다. 이탈리아 주재 중국외교관 오

조중환, 『장한몽』, 조선도서, 1923, 상(좌), 하(우).

봉상과도 관계를 맺는다. 결국 윤광우는 강화숙에게 쫓겨

두 인물은 기존 소설의 신파형 인물에서 완전히 벗어

나고 빈민가를 떠돈다. 하지만 윤광우를 짝사랑했던 거부

나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한다. 가족과의 신의

김보패가 이 사실을 알고는 강화숙을 칼로 찌른다. 강화

도 저버린다.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갈 데까지 가는’ 둘

숙은 윤광우에게 용서를 빌며 죽고, 윤광우는 자신의 과거

은 죽음과 가난 등의 방식으로 처벌을 받지만 작품 속에

를 뉘우치며 오랜 방랑을 청산하고 귀국한다는 내용이다.

서 둘은 악당이 아니라 멋지고 세련된 인물들로 묘사된다.

8) 권보드래, 「베스트셀러, 20세기 한국의 축도」, 『근대서지』 제10호, 근대서지학회, 2014년.
9) 국문 소설류를 신식 활판 인쇄기로 찍어 발행한 것. 표지가 아이들 놀이의 딱지처럼 울긋불긋하게 인쇄되어 있는 데서 유래됐다.
10) 박진영 연세대 강사의 논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견된 <장한몽가>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929년 나온 <<신유행창가>>의 증보판(초판은 1922년 2월)과 1925년
11월에 나온 음반 <<조선소리판>>에 수록된 김산월의 번안가요이다.(박진영, 「“이수일과 심순애 이야기”의 대중문예적 성격과 계보」, 『현대문학의 연구』 제23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11) 이영미,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푸른역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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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시 서양의 근대 문화가 유입되던 시대의 흐름을 반

설이다. 복잡한 애정관계를 다룬 스토리텔링의 시초라 할

주인공 안정순은 ‘찔레꽃’과 같은 자신의 순결을 온전히 간

영한 결과로 보인다. 경성의 청춘들은 재즈와 커피 등 화려

만큼 다양한 인물들이 엮이고 엮인다. 가난한 안정순은 아

직한 채 조만호의 집을 떠난다. 복잡한 애정관계와 도덕적

한 근대적 삶에 도취해 있었고11), 이는 『방랑의 가인』에도

버지가 병으로 입원하자 생계를 위해 은행장 조만호 집에

윤리를 강조하는 권선징악의 스토리텔링이 큰 인기를 끌며

그대로 반영됐다. 이런 화려한 삶은 대도시의 생활방식을

가정교사로 들어간다. 조만호와 그의 아들 경구 모두 그녀

후대 대중소설의 전범으로 평가받았다.

익힌 젊은 고학력자여야 가능했다. 윤광우와 강화숙 모

에게 반하고, 병든 조만호의 처는 그녀를 의심하고 미워한

두 명문대 출신에 부유한 삶을 누리는 인물로 설정된 것

다. 조만호 집 참모의 딸, 예전부터 조만호와 관계를 가져

은 그 때문이다.

온 기생 옥란은 모두 조만호의 후취 자리를 노리며 안정순
을 경계한다. 한편 조만호의 딸 경애는 안정순의 애인 이민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애정관계

03

지고지순한 사랑과 희생

박계주, 『순애보』

수에게 반하고, 옥란은 조만호 말고도 은행원 최근호를 몰

『순애보(殉愛譜)』는 박계주가 ‘박진’이라는 필명으로 1938

래 애인으로 두고 있다. 경애는 백만장자 영환의 짝사랑을

년 『매일신보』 장편소설 현상모집에 응모해 당선된 작품이

받고 있고, 조만호의 아들은 혼담이 오가는 중이다. 이렇

다. 1939년 1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연재된 이 작품 덕

『찔레꽃』은 1937년 3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선일보』

듯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애정관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분에 당시 『매일신보』는 구독자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

에 129회 연재된 장편소설로 1938년 단행본으로 출간된 이

있다. 인물들 대부분이 사랑과 돈 사이에서 갈등하고 대립

고 단행본 초판은 보름 만에 매진되기도 했다. 1945년 해

후 이듬해 초에 3쇄를 발행할 정도로 인기를 누린 대중소

한다는 점이다. 많은 인물들이 욕망에 사로잡히지만 결국

방 직전까지 47쇄를 발행했다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할 만

02

김말봉, 『찔레꽃』

하다.
『순애보』는 ‘희생’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가 가능하다.
최문선과 윤명희는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지만, 최문선의
우연한 사건으로 변곡점을 맞는다. 최문선은 원산해수욕

박계주, 『순애보』, 성문사, 195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장에서 익사할 뻔한 인순을 구해주고 인순의 방에 갔다가
정체불명 괴한에게 습격을 받는다. 이때 인순은 죽고 최문
선은 실명한다. 진범은 이후 나타나 최문선에게 죄를 고백
하지만, 최문선은 그의 사정을 딱히 여겨 죄를 뒤집어쓰며
사형까지 언도받는다. 그러고는 자신과 함께할 윤명희의
미래를 걱정해 스스로 자취를 감춘다. 윤명희는 온갖 청
혼을 다 거절하고 최문선을 찾아 헤매다 결국 해후해 결
혼한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의 사건 전개는 전근대적인 우
연성에 의존하고, 작품 구성이나 기법 측면에서 미숙한 점
이 지적된다. 더불어 진부한 통속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평
단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대중들에게는 큰
사랑을 받았다. 이런 호응은 무대와 스크린으로 이어져
1941년에는 극단 성군이 무대에 올렸고 1957년(한형모 감
독), 1968년(김수용 감독)에는 영화화되기도 했다. ◎
김말봉, 『찔레꽃』 상권, 문연사, 194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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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주제 - 작품 감상

상설 주제
정본 탐색

한국 추리소설 황금기의 기점
김성종의 『최후의 증인』
안혜연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 수료

소장자료 소개

공허한 역사소설 『대도전』
정혜영 / 경북대학교 교양교육센터 초빙교수

새롭게 보는 근대문학

근대 조선, 미래의 경성을 꿈꾸던 남자 이야기
정연규의 『이상촌』
모희준 / 선문대학교 문학이후연구소 전임연구원

영화 <자유부인> 전단지, ©국립민속박물관
정비석, 『자유부인』, 정음사, 195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유부인(自由夫人)』
『자유부인』은 1954년 1월 1일~8월 6일까지 『서울신문』에 연재됐던 장
편소설로, 연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정음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전후 어수선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려 14만 부
가 팔렸을 정도다. 덕분에 『자유부인』은 대한민국 출판계에서 최초로
1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로 기록되었다.
이 작품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내용을 다뤄 사회적으로 큰 화제
가 되었다. 대략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대학교 국문과 교수인 장태
연의 부인 오선영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다 우연히 대학 동창을 만
나 바깥세상에 눈을 뜨고 친구의 소개로 양품점에 취직한다. 이후 남
편의 제자와 춤바람이 나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하지만 남편의 제자는
오선영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미국 유학을 떠나버린다. 비탄에 빠진
오선영은 결국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 후 가정으로 돌아가고, 한때 일
로 만난 미모의 타이피스트(typist)에게 마음이 흔들렸던 장태연은 오
선영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대중은 환호했지만 『자유부인』은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당시 황산덕 서울대학교 교수는 대학교수와 문학자를 모욕했다는 이
유로 정비석을 집중공격했다. 이에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실제 사회
상을 반영한 것이며, 혼란한 시기에 바른 가치관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맞섰다. 휴전협정 조인(調印) 이듬해인 1954년 당시, 전쟁에서 남편
을 잃은 여성들이 직업 전선에 뛰어들며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했
고, 사교춤이 유행하면서 허영·퇴폐풍조가 만연했다. 정비석은 이런 풍
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지성의 힘이라는 의도로 본 작품을 집필했다.

표기법에 학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일제히 반발했고, 정비석 또한 이

황산덕 교수와 논쟁이 이어지면서 『자유부인』은 논란과 화제의 중심

에 반대했다. 『자유부인』 속 남자 주인공을 한글학자로 등장시켜 구

에 있는 작품이었다.

식 기음법의 사용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소설의 인기가 더욱 치솟았다.

또한 당시는 ‘한글간소화파동’이 있던 때로, 이는 이승만 대통령

대중의 인기에 힘입어 『자유부인』은 1956년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영

이 당시 한글 표기법이 까다롭고 어렵다며, 맞춤법을 소리 나는 대로

화 또한 열렬한 호응을 얻어 11만여 명의 관객을 끌어들였으며, 후에

쓰는 신한글철자법인 기음법(記音法)의 사용을 공포한 시기이다. 기

속편인 『속자유부인』이 제작되기도 했다. 이후 『자유부인』은 1969년

음법이란 요약하면 ‘낟, 낫, 났, 낮, 낯, 낱, 낳’은 모두 같은 발음이 나

과 1981년, 1990년까지 계속해서 영화로 제작되며 대중의 높은 관심

므로 글자의 표기도 전부 ‘낫’으로 통일하는 철자법이다. 새로운 한글

을 받은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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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주제 - 정본 탐색

한국 추리소설 황금기의 기점
김성종의 『최후의 증인』

1
『한국일보』 200만 원 현상 당선작
김성종은 1941년 중국 산동성 제남(濟南)에서 태어났다. 전라남도 구례가 고향인 아버지가
식민지 시기 중국으로 건너가 제남에서 가정을 꾸리면서 그의 출생지는 중국 제남이 되었다.

글 안혜연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 수료

해방 이후 김성종의 가족은 서울 필동에 자리를 잡았지만 6·25전쟁이 터지면서 여수로 피난
을 떠나게 된다. 피난지에서 병으로 어머니와 막내 동생을 잃고 아버지와 동생들과 함께 구
례로 돌아가 그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낸다.3) 이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여 졸업하고
196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경찰관」으로 등단한다. 1970년대 초반까지 꾸준하게 「어느
창녀의 죽음」, 「낫」 등 ‘범죄’를 소재로 한 단편소설을 발표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 1974년 『한국일보』가 시행한 창간 20주년 기념 200만 원 고료 장편소설 모집에
『최후의 증인』이 당선되면서 추리소설 작가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 이후 『여명의 눈동자』, 『제
5열』 등 연재한 소설이 모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김성종은 해방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추리소설 작가로 자리 잡는다.
『최후의 증인』은 1974년 7월부터 1975년 9
월까지 300회에 걸쳐 『한국일보』에 연재된 후
1977년 단행본으로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가 되었다. 1977년판 단행본의 도입부에는 김
성종과 함께 무교동 작업실에서 글을 썼던 소
설가 천승세의 서문이, 말미에는 펑론가 백승
철의 평론이 실려 있다. 김성종의 엄청난 작품

김성종 추리문학관에 전시된 『최후의 증인』 초판본 표지와 작가 친필 원고

량과 그가 한국 대중문학사에 끼친 영향력에
비해 그의 소설에 대한 비평이나 평론은 거의
한국 추리소설사에서 1970년대는 중요한 전기(轉機)라 할 수 있다. 한국 추리소설을 대표

전무하기에 이 책에 실린 두 편의 글은 소중하

하는 작가인 김성종이 등장하면서, 김내성 이후 명맥이 끊어지다시피 했던 한국 추리소설

다. 비록 친분이 있는 두 문인이 첫 장편소설

의 계보가 이어지고 다시 한번 황금기를 맞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출간을 축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김성

해방 이후 한국에서 추리소설은 주요 장르가 아니었다. 해방 전 대표적인 추리소설 작가
1)

였던 김내성이 “탐정소설에는 인간성이 있기가 힘들”다며 절필을 선언한 후, 추리소설은 한

종 작품의 특징과 이후 그가 써내려갈 소설의
『최후의 증인』 초고, 김성종 추리문학관 소장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국 문학계 및 출판계의 주요 장르로 자리 잡지 못했다. 또한 1960년대까지 한국의 추리소설
은 “트릭 위주의 이야기나 치정·원한 등에 의한 범죄, 반공 분위기를 갖춘 서사, 그리고 역사
추리소설”2)이 주를 이루었으며, 추리소설 작가로 불릴만한 작가의 꾸준한 활동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김성종이 등장하면서 한국 추리소설은 황금기를 맞이한다. 그
리고 그 기점에 『최후의 증인』이 자리한다.

1) “탐정소설에는 인간성이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탐정소설의 굴레를 벗어버리겠다.” 김내성, 『새벽』 1957.4; 이정옥, 「1950~60년대
추리소설의 구조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15, 현대문학이론학회, 2001, 185쪽에서 재인용.
2) 박광규, 「높아지는 관심, 부작용의 그늘 –1960년대의 추리소설과 그 주변」, 『미스테리아』 25호, 엘릭시르, 27쪽.
3) 김성종의 생애에 대한 요약은 다음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자전 에세이 나의 길<19> “나는 살고 싶다” 고독한 자유인」, 『동아일보』 1990년 8월 19일자,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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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종은 『최후의 증인』을 “추리소설로 발표

결한다”가 기본 플롯이다. 곧 ‘비범한 탐정’이 ‘특이한 사건’(트릭)을 ‘해결한다’는 의미다. 이로

하고 싶었지만, 추리소설임을 밝히면 심사위원들

인해 추리소설은 오락물적 성격을 갖게 된다. 범인의 트릭 혹은 알리바이가 난이도 높은 수수

에게 좋지 않은 선입견을 주어 작품을 읽어보지

께끼로서 독자에게 주어지면 독자는 소설 속 탐정의 시선을 따라가며 마치 게임을 하듯 그것

도 않고 버릴 것 같”았기에 ‘추리’를 빼고 공모를

을 풀어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했다고 한다.4) 하지만 그는 “『최후의 증인』을 쓸

그러나 『최후의 증인』에는 비범한 명탐정도, 기발한 트릭도 등장하지 않는다. 명탐정 대

땐 추리소설을 쓰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

신 발로 뛰는 평범한 형사가, 기발한 트릭 대신 6·25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등장한다. 이

으며, 당선 소감에서도 “추리문학에 특히 관심

러한 김성종의 추리소설은 동시기 일본의 베스트셀러 추리작가였던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

을 가져왔”고 “어떻게 하면 고도의 문학성을 거기

張)의 ‘사회파 추리소설’과 닮아 있다. 마쓰모토 세이초는 추리소설에도 ‘리얼리티’가 필요하

5)

6)

에 부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왔음을 밝힌다.

다고 주장하며, ‘트릭’이 아니라 범인의 ‘동기’가 우선돼야 하며 그 “동기를 사회성과 연결시켜

그리고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이 “추리적 수

야 한다”9)고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마쓰모토 세이초는 추리소설을 특정 마니아층의 오락물

법을 사용했으면서도” “문학적 형상화에도 성

이 아닌 보편적인 읽을거리로 확산시켰으며, ‘일상성(개인)’과 ‘역사성(사회)’을 소설 속에서 구

7)

공” 한 『최후의 증인』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일보』 1977년 2월 2일 자에 실린 광고

『한국일보』 공모전의 심사위원은 평론가 김윤

현하면서 동시대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김성종의 소설 『최후의 증인』 역시 ‘일상성’과 ‘역사성’을 구현한 추리소설이라 할 수 있

식, 소설가 김동리, 유주현으로 순문학계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었다. 그들은 이 소설에 대

다. 사립탐정 제도가 없는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탐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는 공권력

해 “시대와 인생에 대한 해석력에 호감”을 느낀다던가, “밀도 있고 조화 잡힌 구성미”를 보여

을 가진 형사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오병호’라는 형사가 추적하는 사건은 6·25전쟁이라는

준다고 평가한다. 물론 이와 동시에 추리소설적 전개로 인해 “너무 스토리 중심인 것이 흠”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김성종은 명탐정의 비상한 추리력 대신 발로 뛰는 형사 오병호를

며, “철학의 빈곤”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는 역으로 이 소설이 문학성과 재미라는 두

통해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언을 듣고, 그 증언 속에서 감추어진 역사를 들춰내고, 미궁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작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후의

에 빠진 과거사를 추적해가면서 사건의

증인』이 이전의 추리소설들과는 다른 지점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진상에 접근한다.
『최후의 증인』은 억울한 누명을 쓴
인물의 무죄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을

2
새로운 추리소설의 등장

통해 부패한 권력과 인간의 탐욕을 드
러내는 한편, 살인자라는 누명을 쓴 인
물이 어째서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밖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추리소설은 “첫째로 문제가 제시될 것, 둘째

에 없었는지를 6·25전쟁과 빨치산이라

로 아마추어 탐정이나 직업 탐정이 추론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것”8)이라는 두 가지 조건

는 역사적 사건과 연결시켜 동시대 독

을 갖춘 소설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추리소설의 탐정을 떠올려 보자. 아서 코

김종성 추리문학관에 전시된 『최후의 증인』 초고

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

난 도일(Arthur Conan Doyle)의 셜록 홈스(Sherlock Holmes), 애거서 크리스티(Agatha
Christie)의 에르퀼 포와로(Hercule Poirot). 이들이 등장하는 소설들에서는 ‘수수께끼 풀이’
에 중점을 두며 자연히 ‘기발한 트릭’과 (그 트릭을 해결하는) ‘비범한 명탐정’의 활약이 두드러
진다. 이러한 추리 소설을 고전 추리소설로 분류하는데, 『최후의 증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한
국 추리소설계는 고전 추리소설류 소설이 주를 이뤘다. 김내성의 ‘유불란’, 방인근의 ‘장비호’와
같은 탐정들은 천재형 탐정에 속하는 이들이었다. 이러한 추리소설에서는 “탐정이 사건을 해

4) 김성종, 「작가의 말」, 『최후의 증인』, 새움출판사, 2015. 4쪽.
5) 「 추리소설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였다 –김성종 작가 인터뷰」, 『미스테리아』 31호, 엘릭시르, 2020, 86쪽
6) 『한국일보』 1974년 6월 11일자 5면.
7) 백승철, 「우수(憂愁)의 문학 –작가와 작품에 대해」, 『최후의 증인』, 태종출판사, 1977, 440쪽.
8) 줄리언 시먼스 저, 김명남 역, 『블러디 머더』, 을유문화사, 2012. 16쪽.
9) 조영일, 「문학의 기적, 마쓰모토 세이초」, 마쓰모토 세이초 저, 미야베 미유키 편, 이규원 역,
『마쓰모토 세이초 걸작 단편 컬렉션 하』, 북스피어, 2009. 4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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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공감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현실적인 탐정, 형사 오병호의 모습과 6·25전쟁이라
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대중적 기억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손지혜가 적극적으로 황바우를 변호할 수 없는 이유는 그녀에게 ‘빨치산의 딸’이란 낙인
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상이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빨치산들에게 끌려갔다고는
하지만 황바우 역시 부역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황바우의 행위가 정당

3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

방위임을 아는 마을 사람이 여럿 있지만 검사는 아무도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다. 이들은 소
설 속 문구 그대로 공적 영역에서 “말할 자격이 없”는 이들이며, 그로 인해 정당한 심판을 받
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 『최후의 증인』은 “법의 경계에 놓인 자들의 자리에서 한국 전쟁 직후

“오늘의 시각에서 6.25의 저변(底邊)을 캔 문제작”이라는 선정 심사평이 보여주듯 『최후의 증

의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공적 영역에서 발언권 자체를 박탈당해 버린 자들

인』은 6·25전쟁과 지리산 빨치산 토벌 사건을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다. 이는 김성종이 청소

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13)

년기를 보냈던 구례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내용을 소설에 담은 것이기도 하다.

4
‘최후의 증인’

『최후의 증인』이 등장한 1970년대는 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힘입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함께 남북이 일시적으로 화해 무드를 조성하던 시기다. 또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1960
년대 중후반의 고도의 압축 성장으로 본격적인 자본주의 근대화의 성장기에 돌입한 시기이기
도 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간 금기시되던 소재인 빨치산을 다룬 이병주의 소설 『지리산』

추리소설은 태생적으로 보수적인 장르이다. “범인들은 항상 체포되고, 정의는 항상 실현되며,

이 1972년부터 『세대』지에 연재되기 시작한다. 『최후의 증인』 역시 빨치산, 빨치산의 지도자,

범죄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 그렇기에 추리소설은 “범죄나 폭력 그리고 살인을 다루지만, 사

부역자 등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지리산』과 『최후의 증인』 모두 당시로서는 드물게 빨치

람들을 위로하고 사회적으로 통합”14)하는 기능을 가진다.

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병주의 『지리산』이 “지식인 빨치산을 주인공으로 하여 이데올로기 선
10)

또한 추리소설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탐정이며 이러한 탐정의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 독자

택 과정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최후의 증인』은 살아남은 빨치산과 그의 가

는 “범죄자와 동일시하거나 동정적인 시각을 형성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독자는

족, 부역자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범죄자의 과거사에 흥미를 보이거나 범죄행위에서 긴장감을 느끼기보다는 탐정의 추리와 수

『최후의 증인』의 주요 인물인 손지혜는 투철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아버지로 인해 빨치

사과정에 집중하게 된다.”15)

산에 합류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그는 북에 딸을 혼자 두고 올 수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최후의 증인』이 흥미로운 점은 처벌과 정의 실현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결국에는 실패

데리고 온 것일 뿐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는 빨치산 공비들에게

하며, 탐정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언을 듣는 청자의 입장에 선

유린당하는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런 손지혜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인물이 빨치산들에게 끌

다는 점이다.

려와 부역자가 된 황바우다. 소설 속 표현대로 손지혜와 황바우는 “공비들과 함께 다니다 보
니까  공비가 되어버린 것이지, 사실은 공비라고 볼 수 없는”11) 인물들이다.
손지혜와 황바우는 빨치산 지휘관 강만호와 함께 자수를 택하고, 그 과정에서 황바우는
자신과 손지혜를 위협하는 공산주의자 한동주를 어쩔 수 없이 칼로 찌르게 된다. 자수 이후

이 소설은 크게 두 개의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황바우가 누명을 쓰고 살인죄로 감옥에
가게 된 사연, 그리고 양달수의 살인사건을 쫓는 형사 오병호의 수사 과정이다. 오병호는 황
바우가 억울하게 부역죄와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22년이나 복역했음을 알고 그와 그의 부인
손지혜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증명하자고 이야기한다.

황바우와 손지혜는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주의 가족들이 부역죄와
살인죄로 황바우를 고소한다. 손지혜는 남편 황바우의 무죄(정당방위)를 증명하기 위해 변호
사를 선임하고 담당 검사를 만나 하소연도 해보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김 검사의 말은 제 입을 주먹으로 틀어막아 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 같았어요. 한마디로 말해 저는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시끄럽게 굴면 저까지
잡아넣겠다는 거였습니다.12)

10) 김복순, 「지식민 빨치산 계보와 『지리산』」, 『인문과학연구논총』 22, 명지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00, 38쪽.
11) 김성종, 『최후의 증인』, 태종출판사, 1977, 108쪽. (이하 『최후의 증인』으로 표기하고 쪽수만 명기함)
12) 『최후의 증인』, 227쪽.
13) 강용훈, 「소설 『최후의 증인』의 영화화 양상과 한국 추리서사에 재현된 법의 문제」,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43권,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8, 289쪽.
14) 에르네스트 만델(Ernest Ezra Mandel) 저, 이도연 역, 『즐거운 살인』, 이후, 2001. 91쪽.
15) 계정민, 『범죄소설의 계보학』, 소나무, 2018,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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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숨어서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세상에 떳떳이 드러내놓고 법

쟁에서 두 다리를 잃었다. 또 소설 속 악인인 양달수도 여순사건 때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학

의 판결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사회는 그렇게 썩지는 않았으니까...... 모든 것이 정당

살당한 사연이 있다. 이처럼 『최후의 증인』은 한국의 경제발전이 본격화되면서 장밋빛 미래를

하다면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권하는 방법입니다.16)

꿈꾸게 되었지만, 한국전쟁을 그저 과거의 역사로 남겨두기에는 해결되지 않은 사건과 감춰진
이야기가 여전히 존재했음을 말한다.

그런 오병호에게 손지혜는 법을 믿을 수 없으며 경멸한다고 대꾸한다.

그렇기에 이 소설에서 오병호 형사는 사건을 추리해나가는 탐정이자 동시에 이야기를 듣
는 청자이기도 하다. 오병호는 살인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듣는다.

법을 믿으라구요? 법을 믿었기 때문에 이분은 20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

그러면서 남한 사회에서 공론화되지 못한,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의 증언을 하나씩 하

었지요. 더 이상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17)

나씩 들으며 모든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는 ‘최후의 증인’이 된다.
추리소설 속 탐정은 개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과학

이 소설에서 황바우의 사건이 20여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것은 앞서 이야기 했듯 이들은

적 증거를 믿으며, 감정을 배제한 채 수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모두의 증언을 들은 오병호는

공적으로 말할 권리가 없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황바우의 억울한 감옥살이에 대한 진실은 결

황바우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속에서도 그의 억울한 감옥생활을 동정하고, 빨치산의

국 법의 심판이 아니라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밝혀진다. 오병호는 공적인 사법체계를 통해

딸로 손지혜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공감하며 가슴 아파한다. 그리고 결국 살인사

황바우의 무죄를 증명하고자 했지만 황바우와 손지혜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추리소설

건의 진범을 잡고서도 그 진범을 체포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인지를 고민한다.

의 법칙인 처벌과 정의실현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

“추리는 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법을 믿을 수 없을 때 탐정은 존재 기반을 잃고”만
18)

한국전쟁으로부터 2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서술되는 이 소설에는 전쟁을 상기하게 하는 사

다. 오병호는 황바우의 무죄를 법을 통해 증명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만다. 법을 믿었던 탐

람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황바우가 출소해서 처음 만난 주막의 노파는 아들을 잃었다 하

정이 법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결말을 맞이했을 때, 감정을 가진 탐정이 현실의 벽에 부딪

고, 오병호가 양달수 살인사건을 조사하다 만난 용의자의 친구는 아버지가 공비인지 토벌군

혔을 때 그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죽음이다. 유일하게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진실을

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산에서 죽었다고 한다. 황바우 누이의 아들은 상이군인으로 한국전

알고 있는 ‘최후의 증인’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처럼 『최후의 증인』에는 탐정의 활약
보다 허무함이, 기발한 트릭보다 역사성이 강조된다. 탐정이 비범한 능력을 지닌 해결사가 아
니라 공적 영역에서 발화되지 못한 말들을 듣는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 역시 이 소설의 성취
라 하겠다.
『최후의 증인』은 국가 재건과 근대화라는 국가 이데올로기 속에서 대중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추리소설을 대중의 관심권으로 돌아오게 한 소설이자 한국전쟁에서 비롯된 한국
현대사의 비극과 한국사회의 문제를 다룬 추리소설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명탐정의 범인
찾기라는 추리소설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은 소설이기도 하다. 김성종의 등장 이후 한국 추리
소설은 사회고발이나 정치적 문제, 현대사의 사건들을 주요 소재로 받아들이며 성장해간다.
그런 점에서 『최후의 증인』에 대한 재평가뿐만 아니라 김성종의 다른 작품들에 대한 비평 역
시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김성종, 『최후의 증인』, 태종출판사, 1977, 김성종 추리문학관 소장

16) 『최후의 증인』, 353쪽.
17) 『최후의 증인』, 353쪽.
18) 박유희, 「한국 추리서사와 탐정의 존재론」,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추리물』, 이론과실천, 2011,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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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한 역사소설

『대도전』
글 정혜영 경북대학교 교양교육센터 초빙교수

1
식민지 조선의 대중문화 기획자 윤백남
윤백남은 식민지 시기 조선 최고의 대중문화 기획자이다. 대중에 대한 인식이 없던 시절, 그는
대중의 취향에 관심을 가지고 대중의 감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관심과 이해를 경제
적 이윤으로 연결할 수 있는 판단력과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이름조차 생소하지만
식민지 시기 가장 인기 있는 대중문화였던 ‘야담’을 문화상품으로 만든 것이 바로 윤백남이었
다. 그는 야담만을 모은 야담 전문잡지를 발행하여 놀라운 판매 부수를 기록했는가 하면 전
국을 돌아다니며 야담회를 개최하여 수백 명이 넘는 청중을 불러 모았다. 또한 그가 창작한
야담이라든가 역사소설은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들 정도로 인기를 얻기도 했다. 대중의 감성
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대중문화 전문가로서의 활발한 활동과 대중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문학사 구석 한 귀퉁이에 잠깐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대중
문학에 대한 냉담한 문학사적 평가에서 윤백남 역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윤백남 역시 ‘돈’과 ‘흥행’에 가치를 둔 일반 대중작가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
이런 푸대접은 일견 당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의 취향 파악에 최선을 다한 것은
물론 대중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모색한 그의 태도 이면에서 대중을 향한 기묘할 정도의 강렬
한 열정이 느껴지기도 한다. 역사소설 『대도전(大盜傳)』(1931)은 대중을 향한 복잡다단한 윤
백남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1930년부터 1931년까지 『동아일보』에 연재
되며 큰 인기를 끈다. 인기에 힘입어 연재 이후 곧 단행본으로 출판되고 경성영화사에서 영화
로도 제작된다. 물론 윤백남이 영화의 각본을 담당하고 있었다. 소설가에 이어 각본가의 역
할까지 담당했던 것이다. 『대도전』의 인기는 식민지 시기가 끝나고도 계속되어 영창도서에서
재출판 되는가 하면 1962년에는 당대의 인기 배우 최무룡과 엄앵란을 주인공으로 하여 다시
영화화되고, 1989년에는 TV 드라마로도 만들어진다. 식민지 시기 발표된 수많은 소설 중 이
처럼 거듭 영화화되고, 드라마로까지 제작될 정도로 대중적 인기를 누렸던 작품이 과연 몇이
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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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소설과 역사소설의 만남

의 원수 맹학을 죽이고 마침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공민왕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소
설은 끝난다. 역사소설의 형태를 띤 이 소설에는 무협소설 특유의 에피소드가 소설 중간중간
에 등장하여 대중적 재미를 높이고 있다.

1980년대, 만화대본소가 유행하던 시절, 대본소 한 켠에는 무협소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

절세 미모를 지닌 무협소설 여주인공 자리는 마적 두목 맹학의 딸 난영이 차지하여 주인

다. 지은이도 불명확하고, 출처도 불명확한 이들 무협소설은 여러 만화책과 더불어 만화대본

공 무룡과 불변의 사랑을 이어간다. 난영은 무협소설의 일반적 여주인공이 그렇듯 한편으로

소의 주력 품종이었다. 제목과 주인공 이름만 다를 뿐 이들 무협소설의 핵심 내용은 거의 한결

는 남성 종속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독립성과 자기의식을 지닌 인물이다. 그녀는 사랑하

같았다. 고귀한 혈통의 주인공이 버려져서 평범하게 자라던 중, 우연히 무림의 은둔 고수를 만

는 무룡을 위해서 아버지 살해에 앞장서며, 마적 두목의 딸답게 마적단의 두목이 되어 무룡

나 무예를 전수받거나 무예 비법이 담긴 비전을 손에 넣어 무예를 익힌다. 그는 마침내 무예 고

의 강력한 지원군 역할을 담당한다. 무룡의 무예 습득 과정 역시 무협소설의 일반적 에피소드

수가 되어 무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절대 악의 고수들을 무찌른 후 무림의 평화를 이룬다. 윤

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싸움질에 능한 마적에 불과했던 무룡은 세상을 등진 채 은

백남의 『대도전』은 무협소설의 이 구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시대 불명, 공

둔하고 있던 무림 고수 하노인을 만나 그의 무예를 전수받는다. 이 힘을 바탕으로 고귀한 혈

간 불명의 무협소설과 달리, 분명한 역사적 배경 아래 역사적 현실과 연관되면서 전개된다는

통의 후예로서의 본래 자신을 되찾는다. 여기에 대중 무협소설의 필수 요소인 선정성, 솔직히

것이다. 고려 말기의 난세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 소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말해서 1930년대치고는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선정적 장면들까지 더해지면서 『대도

고려 말 공민왕 시절, 친원파이던 기황후의 동생 기주는 고려의 자주를 도모하던 공민왕

전』은 전형적 무협소설로서의 형태를 완성하고 있다.

에게 반대하다가 반역죄로 처단당한다. 기주의 아내는 멸문지화를 피해 갓난아이를 데리고

『대도전』의 인기가 단지 무협소설적 측면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능숙한 이야기꾼

압록강을 넘어 원나라로 몸을 피하던 중 마적 두목 맹학에게 목숨을 잃는다. 이 갓난아이가

이자 뛰어난 문장력을 지닌 작가이며, 해박한 역사적 지식을 지닌 역사가이기도 했던 윤백

이 소설의 주인공 무룡이다. 무룡은 마적단에 빌붙어 살던 고려 노인 덕에 목숨을 구하여 그

남의 감각이 『대도전』을 굳건하게 떠받치고 있었다. 윤백남은 주인공 무룡을 친원파 기황후

의 보살핌 아래 무사히 성장해서 마적단의 일원이 된다. 신분의 비밀을 알게 된 무룡이 어머니

의 동생 기주의 아들로 설정하여 고려 말의 혼란스러운 정세를 소설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아울러 무룡을 압록강 너머 중국 대륙을 떠도는 고려 유민으로 설정하여 소설 발표 시기인
1931년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상황, 예를 들면 일본과 중국의 첨예한 정치적 대립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던 식민지 조선의 비극적 현실을 독자들에게 절묘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
은 과정을 통해서 『대도전』은 천편일률적인 무협소설의 한계를 넘어 역사소설로서 자신의 정
체성을 확보해간다. 여기에는 광활한 중국 대륙의 풍경과 거친 마적들 등 개성적 인물을 생생
하게 묘사해낸 윤백남의 작가로서의 자질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생생한 묘사 덕분에 『대도전』은 어느 집에나 걸려있는 산수화의 풍경, 말하자면 일종의
패턴화된 풍경과 패턴화된 인물로만 채워지고 있던 일반적인 무협소설과 차별된다. 윤백남은
당시 번역 탐정소설을 비롯하여 대중소설 일반에서 대중성을 감안하여 배제되고 있던 ‘묘사’
라는 근대문학적 기법을 『대도전』의 창작 과정에서 적당하게 채택하여 소설의 현실감을 고조
시키고 대중 전달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공의 인물을 통해 실제의 역사
를 생동감 있게 재현하고, 이미 지난 과거 역사의 재현을 통해 현재 정치적 현실을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 이처럼 문학을 통한 역사의 재생산 과정이 『대도전』에서는 참으로 감
칠맛 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선 대중의 취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윤백
남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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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기억, 대중을 향한 기묘한 열정

활동한다. ‘야담 전문가’라는 이력은 어떻게 보면 경성학당을 나와서 와세다대학교 상과를 거
쳐 도쿄 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한 수재이며 문학적 능력 역시 뛰어났던 그의 이력과 능력을 감
안할 때 다소 의외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근대 학문을 전공한 일본 유학 출

대중을 향한 윤백남의 열정과 집착 그리고 『대도전』 창작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 엘리트와 전통적 대중문학 형태인 야담의 조합은 무언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 있다. 아버지 윤시병이다. 윤백남은 어머니에게 바친 단편적 회

이런 세간의 눈길 따위 아랑곳없이 윤백남은 근대문학 작가들이 손도 대지 않았던 ‘야담’

고의 글에서 단 한 차례, 잠시 아버지 윤시병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글 속에서 아버지 윤시병

을 직접 창작하는 한편 야담 전문잡지를 발행하고, 직접 야담회를 개최한다. 이 모든 활동의

은 독립협회 사건에 연루되어 망명한 선각자로 묘사되고 있다. ‘망명한 선각자’. 아버지에 대

중심에는 언제나 ‘대중’이 있었다. 아버지 윤시병이 ‘민중’을 불러 모으듯이 윤백남은 ‘대중’을

한 윤백남의 기억도, 언급도 거기에서 정지된다. 그러나 독립협회 사건에 연루되어 망명한 선

불러모았다. 1930년대 탑골 공원을 비롯하여 조선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운집한 수백 명의 대

각자로서의 이력은 윤시병의 긴 삶의 이력 중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이 역시 어떤 부

중 앞에서 야담을 읽는 조선 최고의 야담가 윤백남의 모습에서, 종로 시전에서 대규모 민중집

분에서는 약간의 날조가 가미된 것이기도 하다. 일단 인터넷에 윤시병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회를 개최하던 윤시병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면 상당한 분량의 이력이 나온다. ‘대한제국기 중추원 1등 의관, 독립협회 총대위원, 일진회

윤백남의 ‘대중’은 윤시병의 ‘민중’과는 달랐다. 아버지 윤시병의 ‘민중’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

회장 등을 역임한 관료’ 등등. 참으로 화려한 이력으로 이력의 마지막에 항상 언급되는 것이

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존재로 상정되어 있었지만 윤백남의 ‘대중’은 이념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

‘친일반민족 행위자’이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19호에

지 않은 단순한 소비 주체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윤백남의 ‘대중’은 왜 변혁을 이끌어낼 주체적

해당하는 친일반민족 행위자 윤시병과 독립협회에 연관되어 망명한 망명지사 윤시병. 이 두

세력이 될 수 없었던 것일까. 여기에는 1931년의 엄중한 정치적 현실도 한몫을 하고 있었지만

인물 간의 불일치, 이율배반성에서 윤시병의 복잡한 삶의 궤적과 근대 조선의 혼란한 역사가

그보다는 태생적 한계에 대한 윤백남의 지나친 자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묻어난다.

추정된다. 윤백남의 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도전』의 무룡을 통해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윤시병은 이율배반적 삶을 산 인물이다. 그는 구한말 무과에 급제하여 출사한 관리이면
서 정치 개혁을 요구한 민회(民會)인 유신회를 이끌었으며 자주독립을 주창한 ‘만민공동회’
회장이었는가 하면 친일 단체 ‘일진회’를 이끌기도 했다. 또한 구한말 조직된 항일단체 ‘보안회’
의 일원이면서, 러일전쟁 때 일본군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욱일소수장(旭日
小綬章)을 수여받았다. 이와 같은 윤시병의 이율배반적인 삶의 이력을 ‘친일’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을 듯하다. 그는 친일파이기 이전에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이면서, 개화파를 중
심으로 한 내각 개혁을 주창하고, 독립협회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불복하는 ‘소’를 고종에게
제기하였던 혁신주의자였다. 이 다양한 이력 중에서도 ‘만민공동회’를 이끈 이력은 특히 주목
할 만하다. 윤시병은 만민공동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1898년 회장을 맡아 종로 일대
의 시전을 중심으로 일만 명에 이르는 민중을 이끌며 대정부 시위를 주도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다.
무과에 급제하여 출사하였지만 중인 출신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안고 있던 윤시병이었다.
그에게 일만 명의 민중이 운집한 민중집회는 평등의식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었
던 충격적 경험이었음이 분명하다. 백정과 양반이 자유롭게 정치적 견해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조선이 나아가야 할 역사적 방향을 읽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처럼 ‘민회’를 통
해서 끊임없이 민중과 교감하고 소통하며 민중을 통한 변혁을 도모했던 윤시병의 모습은 윤
백남에게서도 발견된다. 윤백남은 1930년대 조선에서 대중소설가이자, 최고의 야담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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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환영을 좇아서

부모의 복수라는 개인적 이유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충’을 바칠 대상이 없었으니 『대도전』에
는 복수가 끝나고 나서도 회복될 ‘충’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본
다면 복수를 마친 무룡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정된 결말이었다고 할

개혁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절망한 탓일까.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 해산을 겪으면

수 있다. 원나라와 고려, 어디에도 귀속되어 있지 않았던 만큼 그에게 주어질 자리, 그가 몸

서 윤시병은 친일로 방향을 돌린다. 윤백남이 일본 반조(盤城)중학교로 편입한 1904년부터

을 둘 자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소속감이 없기에 자유로우면서도 공허한 무룡의 삶

와세다 대학 상과를 거쳐 도쿄 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한 1910년에 이르는 시기는 아버지 윤시

은 조선과 일본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던 윤백남의 삶과 상당부분 비슷하다. 반역도 기주

병이 일진회를 설립하여 친일로 치닫던 시기와 일치한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단편적 회고 글에

의 아들 무룡은 반역도 윤시병의 아들 윤백남, 그 자신이기도 했던 것이다. 『대도전』의 무룡

윤백남은 아버지와의 의절에 관해서 잠시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아버지 윤시병이

이 그랬던 것처럼 윤백남 역시 아버지의 정치적 이력으로 인해 조선인이되 조선인일 수 없었다.

아들에게 만들어준 그늘은 깊고도 컸던 듯하다. 윤백남은 귀국 후, 조선식산은행 전신인 관

그렇다고 일본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조선과 일본,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정신적

립한성수형조합 이사,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편집국장 취임 등 화려한 이력을 쌓아간

무소속감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공허함이 윤백남의 내면에 깊이 스며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화려한 이력이 쌓이면 쌓이는 만큼 아버지 윤시병의 이력으로 인한 내면적 상처도
컸던 듯하다. 『대도전』의 주인공 무룡에서 느껴지는 작가 윤백남의 내면은 분명히 그렇다.

윤백남의 ‘대중’이 윤시병의 ‘민중’과 달리 무자각적인 소비 주체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윤시병이 한때나마 지녔던 열정, 말하자면 변혁을 향한 목숨을 걸 정도의 강

『대도전』의 주인공 무룡은 ‘충(忠)’을 바칠 국가도, 군주도 지니지 못한 자이다. 그는 고려

렬한 열정이라는 것을 윤백남은 한 번도 지녀본 적이 없었다. 이는 윤백남의 잘못만은 아니었

의 자주를 막은 매국노 기철의 조카이자 반역도 기주의 아들이다. 그러니 원나라의 폭압 아

다. 친일파 윤시병의 아들로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에게 부과된 운명이었다. 『대도전』을 비

래 놓인 고려의 현실에 대한 울분 등 역사적 인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아울러

롯하여 『신석수호지(新釋水滸志)』(1928)와 『흑두건』(1933) 등 윤백남의 역사소설에서 반란의

그는 원나라에서 성장하기는 했

무리가 주인공으로 설정되고 있었던 것에서 이처럼 정신적 소속감을 가질 수 없었던 윤백남

지만, 원나라 조정에 불만을 품고

의 태생적 한계를 읽을 수 있다.

마적이 된 맹학의 휘하에 있었으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식민지 시기 조선 최고의 대중문화 기획자 윤

므로 원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가

백남이 그토록 지향했던 그 대중이란 무엇이었을까? 윤백남이 그토록 집착하고 열망했던 대

지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고려

중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윤백남은 만민공동회를 이끌고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던 시

는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을

절의 아버지 윤시병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고자 했던 듯하다. 아버지가 경험했던 거대한 변혁

까. 무룡이 고려에 대해서 애정을

의 기운과, 변혁을 이끈 민중의 힘을 다시 일으켜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친일파 윤시병의

가질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고려

아들이라는 굴레, 식민지 시기라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것일까. 윤백남은 그 자신처

는 조국이라지만 아버지를 내몰

럼 정신적 지향성을 지니지 못한, 무자각적 소비 주체로서의 대중만을 좇고 있었다. ◎

아 죽음에 이르게 한 나라였기 때
문이다. ‘충심’을 가질 대상 자체가
무룡에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행위가 사
회적, 혹은 공적 맥락과 관계없이
사적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무룡이 신돈의 살해를 계획하
윤백남, 『대도전』 판권지, 영창서림, 195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 공민왕의 폐위를 도모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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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조선, 미래의 경성을 꿈꾸던 남자 이야기

정연규의 『이상촌』

본론에 앞서 SF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다. SF의 사전적 의미는 ‘과학소설(Science
Fiction)’이다. 1926년, 미국의 소설가 휴고 건즈백(Hugo Gernsback)은 본인이 창간한 『어
메이징 스토리즈(Amazing Stories)』라는 잡지에서 이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 휴고 건즈백
은 메리 쉘리(Mary Wollstonecraft Shelley), 쥘 베른(Jules Verne), H.G.웰스(Herbert

글 모희준 선문대학교 문학이후연구소 전임연구원

George Wells)와 같은 선배 작가들이 창작한 주옥같은 작품들 앞에 ‘SF’라는 수식어를 붙
여주었고, 곧 이들의 작품은 SF의 고전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SF란 상상력의 산물이므로 그만큼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했다. 그리고 ‘미
래사회’를 예견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욕망이 동시에 담겨 있기도 했다. 미래에는 도대체 어
떤 삶이 펼쳐질까, 이것이 작가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독자들도 점점 미래의 삶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지구 밖에 우주라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인류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며, 핵전쟁 이후의 삶에 대해 염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소재들을 활용한 수많은 SF소설과 영화, 만화(코믹스)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여기까지는 서양의 이야기이다.
한국에서의 SF는 사정이 좀 다르다. 앞서 SF의 정의가 ‘과학소설’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앞에 ‘공상’이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게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SF란 ‘공상
과학소설’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왜 ‘공상’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
‘공상’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막연히 그려 봄. 또
는 그런 생각’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상’을 이야
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른들이 보기에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상’을 하는 주된 연
령층은 아이들이었다. 지구에서의 삶을 살기도 바쁜데 지구 밖의 삶까지 상상한다는 것은
6·25 전쟁 이후의 어른들에게 사치였다. 당시 한국은 과학입국을 위하여 교육적으로 아이들
에게 과학소설을 장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의 SF가 아이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물
론 SF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미국의 사정도 초기에는 크게 다를 바 없었겠지만 한국
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독자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SF소설이란 ‘아이들이나 읽는’ 소설로 전락하게
되었고, PC통신이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경향이 꾸준히 유지되었다. PC통신의 SF소설
동호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SF소설들이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SF소설은 단순하
게 아이들이 심심할 때 읽는 그런 소설이 아닌, 하나의 문학 영역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학적으로 SF를 고찰해보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드물었다. SF와 같은 하
찮은 대중문학을 연구하기에는 한국의 문학계가 너무도 바빴다. 대중문학이 아니어도 연구
해야 할 작가들, 작품들은 차고 넘쳤다. 군사독재정권이 끝나면서 해금된 작가들의 작품들이

정연규, 『이상촌』, 한성도서주식회사, 1921, 한국근대문학관 소장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SF는 여전히 변방의 어디쯤 누군가의 ‘공상’ 속에 머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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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규의 『이상촌(理想村)』(1921)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상촌』은 휴고 건즈백이 SF라는 용
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등장했다. 필자가 처음 『이상촌』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
었다. SF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다가 소설의 제목이 눈에 띄었다. ‘이상촌(理想村)’이라니. 근
사했다. 1921년에 ‘이상촌’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썼다면 뭔가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필자가 실제로 이 책을 구해서 읽어봤을 때, 이 소설은 SF소설이 분
명하다고 확신했다.

좋아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만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경의를 표했다.
현재 알려진 정연규의 마지막 작품은 『간접침략』이다. 그는 이 작품을 ‘해부소설(解剖小說)’이
라고 명명했는데, 머리말에서 “해부소설은 과학소설의 일부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쓴 『간
접침략』이 과학소설이라고 주장한다. 어쨌든 과학소설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으로 보아 어쩌면
그는 자신의 초기작품인 『이상촌』이 과학소설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필자는 추측해본
다. 어쨌든 이제 1921년 작품 『이상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상촌』의 작가 정연규는 문학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이다. 한국 SF소설로서
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썼다고 볼 수 있는 그가 한국 문학사에 이름만 등장했다는 사실이 이해
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의 복잡했던 삶을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하다. 정연규의
삶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정연규의 아들 정대균이 쓴 『재일의 참을 수 없
는 가벼움』(2006)과 정연규의 『간접침략』(1965)에서 조금이나마 그의 삶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정연규는 1899년 경상남도 함양 안의(安義)에서 3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정우상은 대한제국 시기 『양장실험설』을 저술한 학자이다. 정연규의 학창 시절에 대해
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그의 아들인 정대균에 의하면 정연규는 경성전수학교를 다녔는
데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정연규는 반에서 34명 중에 31등을 했다. 정대균은 자신의 아
버지가 성적이 좋지 못한 것에 대해 “3·1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독립운동에 투신”했기 때문
이라 추정하고 있다.
정연규는 스스로를 ‘애국자’, ‘민족주의자’라 말했다. 1965년 그가 출간한 (현재까지는 마
지막 저서라 할 수 있는) 『간접침략』에 의하면 자신은 ‘서울에 와서 한성고등학교를 거쳐 법률
을 배웠으나 3·1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법학교 졸업사진에는 얼굴조차
도 없다.’1)고 한탄하고 있다.
정연규, 『이상촌』, 한성도서주식회사, 1921, 한국근대문학관 소장

정연규가 『이상촌』과 같은 해 출간한 『혼(魂)』은  ‘배일 소설’이라는 이유로 조선에서 추방
당했다. 일본의 미야자키현에서 감금을 당한 이후 극적으로 탈출하여 동경에서 친일 작가로


살았다. 정연규는 감금소를 탈출한 후에도 아사히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대학 강의
도 하며 40여 년을 일본에서 살았는데, 그는 그 삶을 ‘유배생활’이라고 표현했다.2)
그는 재일 작가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일본어로 된 소설을 쓴 조선인 작가로 유명해졌

『이상촌』은 사실 정연규의 전작인 『혼(魂)』(1921)의 속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혼』에 대해 아주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다.

다. 그러니까 그는 ‘애국자’, ‘민족주의자’에서 친일 작가로 전향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혼』은 『이상촌』과는 달리 일제강점기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주인공은 네 명의 자매인데

이런 정연규가 다시, 아주 잠깐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60년 서울시 교육국 문화과가 시행하

‘이왜간’이라는 기생집 주인 노파의 음모에 휘말려 부모는 모두 죽고, 이들은 기생으로 팔려간다.

는 ‘예술·문화인 등록’에 제1호로 등록되면서부터이다. 당시 그의 나이는 63세였다. 정대균이

네 자매 중 한 명은 기생의 화려한 삶에 만족하지만, 나머지 세 명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유를

자신의 아버지인 정연규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로부터 13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76세의 정연규는 편집증적이고 정열적이며 광기에 사로잡힌 인물이었다. 아들의 시선에서 아
버지는 거렁뱅이, 은둔자로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선비’처럼 보이기도 했다. 아들은 아버지를

1) 정연규, 『간접침략』, 금영출판사, 1965, 561쪽.
2) 정연규, 같은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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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한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기생집을 탈출하지만, 다시 잡혀오게 되면서 소설은 끝을

「그럼 이 전동차는 무슨 원동력으로 운전을 하나요.」

맺는다.

「원동력……그것은 전기올시다.」

문학적으로 해석해본다면 기생집 주인 노파는 일제를, 그리고 네 자매는 조선을 의미한

「그러면 전차같이 전선이 없는데요.」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시 독립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했던 작가의 생각을 반영한

「궤도도 없이 그대로 갑니까.」

것 같다. 무엇보다 이 『혼』이라는 작품은 검열을 당해 출간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다

「아-전기동력 말씀입니까. 그것은 전자작용의 응용이올시다.」3)

시 출간하게 된다.
『이상촌』의 주인공이 바로 이 『혼』을 쓴 작가 정연규(소설 속에서는 정도령으로 언급)이다.

지금에서야 대중화된 전기차가 이미 1921년에 정연규의 상상 속에서 등장하게 된다. 이뿐

『이상촌』의 표지에는 작가 이름이 ‘마부(馬夫)’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정연규의 필명이다. 소설의

만 아니다. 광자(光子)를 통해 조명이 들어오고, 무선 전화와 유사한 전화가 길(人道)에 비치

기본적인 서사는 단순하다.

되어 언제든지 비행차를 불러낼 수 있다. 또한 전기와 자력이 연구되어 불과 1~2분 만에 사람

잠에서 깨어난 주인공 앞에 한 청년이 등장한다.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 주인공에게 청년

이 수십 리를 오갈 수 있다.

은 ‘한강’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안국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한강에서 깨

이쯤 되면 이 소설은 유토피아 형식의 미래 과학소설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어난 이유를 알지 못한다. 청년은 주인공을 데리고 ‘역사가’의 집으로 간다. 청년도 주인공을

1921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상상력으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과학적인 지식을 기반

그대로 둘 수 없고, 주인공도 자신이 한강에서 깨어난 이유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으로 한 타임 슬립, 마지막에 반전 등 SF소설의 기본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시기적

역사가는 주인공에게 지금이 ‘이천이십삼년’이라고 이야기한다. 주인공은 잠을 자다가

으로만 본다면 『이상촌』은 한국 최초의 ‘과학소설’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최초의 ‘창작’ 과학

102년 뒤의 한강에서 깨어나게 된 것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혼』을 쓴 작가 정연규를 숭배

소설인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필자는 이후에 에드워드 벨라미(Edward Bellamy)의 『뒤돌

한다. 『혼』이 아니었다면 이상촌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인공은 ‘역사가’에게 자신을 『혼』의 작

아보며』(1888)라는 소설을 읽게 되었다. 그런데 서사의 구성 방식이 어딘가 낯익었다.

가와 친구라고 소개한다.

에드워드 벨라미의 작품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윤치호가 1892년에 쓴 자신의 영문일기

역사가는 과거에서 온 주인공을 데리고 경성 시내를 구경시켜준다.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에서 에드워드 벨라미의 『뒤돌아보며』를 읽었다고 이야기한 부분에서였다. 『뒤돌아보며』는 미

한 사회이다. 돈이란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내 것이 곧 모두의 것이니 모든 것을 서

국 최초의 SF소설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다. 최초로 홈쇼핑과 신용카드가 등

로 공유한다. 주인공이 살던 시대의 ‘시커멓고 연기 속에 파묻힌 경성’이 아닌, ‘선명하고 화려

장하는 사회주의 유토피아 SF소설이었다.

하고 온 장안이 모두 꽃밭이며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절경’을 가진 경성이다. 노동은 자신이

소설의 내용은 주인공이 잠에서 깨어나니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고도의 과학기술이

할 수 있는 정도만 한다. 범죄도 없고, 질병도 거의 없다. 주인공은 이 세계를 낙원이라고 생

발전한 미래의 사회였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 사랑을 하다가 다시 잠에서 깨니 과거로

각한다. 그리고 이 낙원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난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주인공이 어

돌아왔다는 이야기다. 전체적인 맥락이나 서사의 구조가 정연규의 『이상촌』과 흡사하다. 무

느새 다시 잠에서 깨어난다. 눈을 떠보니 다시 1921년의 경성이다. 주인공은 절망하고 소설

엇보다 정연규가 자신의 필명을 ‘마부(馬夫)’라 한 것이 의심스러웠는데, 그 필명의 기원에 대

은 마무리된다.

한 실마리가 이 소설에 있었다.

필자가 『이상촌』을 읽으며 처음으로 받았던 충격은 ‘전기차’의 등장이다. ‘역사가’는 주인
공을 ‘전기차’에 태워 경성 시내를 구경시켜 준다.

독자 여러분에게 당시 사람들이 함께 살던 방식, 특히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관계가 일
반적으로 어땠는지 알려주기 위해, 당시 사회를 수많은 인간이 마구를 차고 아주 가파르

보통 우리가 보는 자동차는 휘발유 냄새가 나고 운전기계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고 모래투성인 길로 힘들게 끌고 가는 마차에 비유해보겠다. 굶주림이 마차의 마부였고, 마

없다. 다만 화려한 좌석이 있고 장식한 창이 있을 뿐이다.

차를 끄는 속도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었지만 결코 홀로 처지게 내버려두지도 않았다.4)

3) 정연규, 『이상촌』, 한성도서주식회사, 1921, 16-17쪽.
4) 에드워드 벨라미, 『뒤돌아보며-2000년에 1887년을』, 김혜진, 도서출판 아고라, 2014, 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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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소식
인용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굶주림이 마차의 마부’라는 구절이다. 이 내용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마부와 마차의 꼭대기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사람으로 비유한 것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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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덜컹거려 꼭대기에 편안하게 앉아있던 부자도 곧 마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작가는 이

- 이재은 / 소설가

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필자는 정연규가 이 글을 읽고 자신을 ‘마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은 점차 『이상촌』이 『뒤돌아보며』의 번안 작
품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연규는 어떤 경로로 『뒤돌아보며』를 입수하였는가에 대한 생각으로

일인용 전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1920 기억극장 「황금광시대」

문학 행사

시공을 넘어 우리 곁에 온 소월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김소월」
-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온라인 전시

발전하였다.
이후 정연규를 연구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상촌』이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혹은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의 작품에 대한 변용이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
의 생각은 좀 다르다. 서사의 기본을 차용했다 하더라도, 『이상촌』만의 독창적인 요소들이 너
무 많았다. 무엇보다 작가 자신을 작품 속 주인공으로 등장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작가 자
신의 작품인 『혼』을 넣었으며, 전기차라던가 기타 독창적인 과학기술 요소들의 첨가 등이 그
렇다. 게다가 근대 시기의 작가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은 대체로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
우가 많았다. 위에서 언급한 윌리엄 모리스의 『에코토피아 뉴스(News from nowhere)』라던
가 사카이 도시히코의 『쇼켄이 135세가 되었을 때』만 해도 그렇다. 사회주의가 배경이 된 SF
는 지금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리는 <스타트렉>이 <스타워즈>를 표절했다고 말하지 않
는다. SF에도 유행이라는 것이 있다. 근대의 유행은 사회주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는 그 시대를 살아가던 대부분의 지식인이 꿈꾸던 사회였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연규가 당시 조선의 현실에 비추어 미래 사회를 예측했다는 점이다. 앞서
다소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SF에 대해 설명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SF소설의 핵심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무엇을 공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미래를 예견하는 일이야말로 SF 문학이 갖는 미덕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SF 붐이 일어나고 있다. 원인으로는 역시 크리스토퍼 놀란
(Christopher Edward Nolan)의 <인터스텔라(Inerstellar)>나 앤디 위어(Andy Weir)의 원
작소설을 영화화한 <마션(The Martian)> 때문이리라. 언젠가 지나가면서 <인터스텔라>나
<마션>이 흥행을 한 이유가 ‘교육적으로 좋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
전히 과학이란 아이들, 그리고 교육과 이퀄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연규는 『이상촌』 이후로 인상적인 작품을 남기지 못했다. 일본에서는 재일 작가로 활발
하게 활동하였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혼』과 『이상촌』으로 기억되는 작가이다. 그러나 필자
는 정연규를 과학소설 작가로 기억하고 싶다. 『이상촌』 이전에 어떤 소설이 있을지는 알 수 없
지만, 적어도 ‘SF’에 충실한 작품을 쓴 작가로는 정연규가 최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격동의 시기를 그려낸 예술혼
「시대를 보는 눈: 한국근현대미술」
- 국립현대미술관(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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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민미술관

1920 기억극장
「황금광시대」
글 이재은 소설가
사진 일민미술관 제공

일인용 전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입장권 구매 후 1층부터 관람하기로 합니다. 전시장 앞

아마 저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음표로 늘인 홈이

에 서서 안내판을 읽어요. <유일한 휴양처, 안락의 호-옴:

란 단어와 낯선 영어 단어, 반복 문구로 적힌 타이틀의 ‘어

MIOON ‘픽션 픽션 논픽션’> 제목이 깁니다. 뭐죠? 이음

떤 결과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요. 사

표로 늘인 홈이란 단어와 미운인지 뮌인지 모를 낯선 영어,

진으로 찍어놔야 하지 않을까, 오래 음미하거나 사유하려

세 번이나 호명된 픽션이라는 말 때문에 어떤 게 주제고

면 말야, 빠르게 머리를 굴렸어요. 바로 얻을 수 있는 깨

어떤 게 부제인지 헷갈립니다. 전시 설명을 내려다보고 있

달음이 얼마나 되겠냐며 긴장한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했죠.

으니 유니폼을 입은 스태프가 다가오네요.
“매시 정각과 30분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25분간 진행

“관람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되는 프로그램이고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나올 수 없어요.”

스태프가 권한 헤드폰을 머리에 덮어쓰자 문이 닫혔

‘못 나온다고요? 왜요?’ 라고 묻고 싶었으나 말을 아꼈

습니다. 안은 캄캄했어요. 사진 촬영 허락은 허울 좋은 꿈

습니다. 부끄럽잖아요. 들어가 보면 알 텐데 바깥에서 캐

이나 마찬가지였네요. 저는 어떤 ‘그림’을 기대한 걸까요.

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대체 뭐가 있길래?

눈앞에 있는 건 얇고 기다란 수십 개의 프레임뿐이었어요.

하는 의문이 들기는 했지만요. 그 상황을 순진하게 받아

그건 어떤 공간이었는데 구획만 있을 뿐 안을 채우고 있는

마술적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도 하고요.

들이고 싶지 않았는지 내 뇌는 이런 질문을 내뱉으라고 신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형 전시래요.

그렇다면 가봐야죠. 100년 전의 모습과 문화가

호를 보냅니다.

1920~30년대의 신문과 잡지를 참고해서

사뭇 궁금해집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풋사랑 같은

“사진은 찍을 수 있나요?”

당대를 재구성했대요.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타이틀만으로는 어떤 전시인지 감 잡을 수

“1920년 경성의 지워진 꿈, 2020년 우리와 어떻게

없었어요. ‘기억극장’ 하니 인생극장이 생각났고,

연결되고 만날 수 있을까?” 경성의 백화점, 문화주택,

‘황금광시대’에서는 찰리 채플린(Charles Chaplin)을

밤의 카페, 모던걸과 모던보이들이 청춘을 노래했던

떠올렸죠. 제 머릿속 필름에는 1920년의 모습이

종로 거리를 선보인대요.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에서

저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개 글을 읽었죠.

희미하게 남은 도시의 기억을 만날 수 있대요.

다양한 분야의 동시대 예술가들이 선보이는 다섯 개의

“25분 동안 나오실 수 없습니다…….” 저는 거기 갇힌
겁니다.
목소리가 시작됐습니다. 굵고 선명한 발음의 남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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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네요. 오래전 방문한 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삐
걱거리는 마루를 밟는 소리, 문 여는 소리, 새소리. 전화
벨이 울리고 피아노 연주가 들립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

나 오른쪽이 아닌 제 주위를 360도로 회전합니다.
저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무얼 보고, 무얼 듣고 있
었을까요.

요. 저의 감각은 낯설게 재배치됩니다. 저는 저를 위해 마

요. 나만을 위한 전시에서는 오직 나만이 오롯합니다. 행

련된 일인용 전시에서 나만의 작품을 ‘가상 재현’했어요.

성의 고리처럼 주위를 맴돌던 소리가 멈췄을 때는 심장이

제가 나타나면 생겼다가 제가 사라지면 없어지는 그것을

멎는 것 같았어요. 내내 두근두근했거든요. 사진 촬영은

가 남자를 맞이하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못 박

네모난 틀, 그건 물질이면서 물체였고, 문이면서 창문

요. 1920년대의 어떤 휴양처, 안락한 집, 어떤 사람, 어떤

무슨, 정신과 육체가 새롭게 스캔된 듯한, 감전된 듯한 신

는 소리, 장작 타는 소리, 타닥타닥 칼이 도마에 부딪는

이었고, 사각형을 넘어선 세계였습니다. 열린 프레임의 불

시공간을요. 감각은 눈, 코, 귀 등을 통해 바깥의 어떤 자

선한 경험에 전율했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소리, 전차 소리…….

빛은 물결치듯 흔들렸고, 눈을 감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극을 알아차리는 일이잖아요. 공간은 신기루 같았고 저는

앞뒤, 좌우에서 재현되는 감각. 어떤 재현은 사실을 통해,

묘기를 부리는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전 전에 없

사물을 대리물 삼아 오지 않는 거네요.

던 묘한 감각을 깨웠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들리는 소식들, 언덕 아래에서 벌어지
는 일들, 석양빛의 앞마당. 소리로 나무 창틀 냄새를 맡고,
그림자와 그림자가 닿는 걸 지켜봅니다. 프레임은 빛으로

프레임은 틀이잖아요. ‘작품’은 틀 안에 뭔가를 채워

저도 마당을 밟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해 지는 풍경

움직이고 있어요. 청각으로 감지된 공기의 파동은 왼쪽이

넣는 거잖아요. ‘그때, 거기’에 눈에 보이는 채움은 없었어

을 감상합니다. 마루인지 마당인지, 명당이 아니면 어때

잠깐만요, 2층과 3층의 전시는 물 한 잔 마시고 이야
기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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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계단을 올라서 만난 <뉴-씨어터:이양희 ‘클럽 그로

짱 끼게 되나요? 닫힐까 봐 얼른 폴짝 뛰죠. 앉아 있는 승

칼랭’>, 그로칼랭은 열렬한 포옹이라는 뜻이래요. 안무가

객과 서 있는 승객들을 구경하고, ‘창밖으로 뭘 보고 있는

이양희는 100년 전의 살롱을 재현해 가상의 카바레를 만

거지?’ 하며 슬쩍 뒤로 다가가기도 하죠. 권하윤의 <구보,

들었습니다. ‘연습 NO.4’와 ‘언더그라운드 카페’라는 두 개

경성 방랑>은 1920~30년대 언론에 소개된 캐리커처를 ‘진

의 신작을 공간 너머에서 재편하고, 지금 여기의 스크린에

짜와 가짜 사이’에 담았어요. 훠훠, 손을 내저으며 반가운

서 드러내고 있네요. 3층에는 <신여성 편집실>이 있었어

인사를 했죠. 입체 안경을 벗으니 약간 멋쩍더라고요. 나

요. 2017년에 출간된 조선희의 『세 여자』 속 주인공(허정숙,

는 누구? 여긴 어디? 15분 동안 100년 전 어느 날에 머물

주세죽, 고명자)이 아카이브 형태로 살아 있었습니다. 당

다 왔네요.

시 지식인 사회에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는 “단발을 하고

<수장고의 기억:일민컬렉션>에서는 ‘세상은 요지경’,

물속에 발 담근 세 여자” 사진은 ‘반항이 아닌 낭만’이었네

‘오빠는 풍각쟁이’, ‘유쾌한 시골영감’으로 신이 났어요. 익

요. 세 여자는 사회주의 혁명가이자 여성 해방 운동가, 여

살과 해학을 담은 코믹송이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볼 창

성 사회주의자였대요. 역사와 기록 사이의 상상력은 소설

작물도 발견했죠. 운학 무늬 베개, 참외형 주전자, 복숭아

을 통해 확인해야겠지만 2020년식으로 정돈된 편집실에

모양 연적 등의 색감과 형상이 흥미로웠습니다.

도 타임머신의 여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가상현실(VR)을 체험할 때마다 엄청나
게 몰입하게 됩니다. 전차의 문이 열리면 흥, 가짜잖아, 팔

나타났다 사라진 일인용 전시, 이 기록은 말로는 설명
하기 힘든 감각의 재배치에 관한 개인적 경험을 ‘잠시 증명’
합니다.

1920 기억극장 「황금광시대」
장소 일민미술관 1-3 전시실, 일민선생기념실
기간 2020.10.08~2020.12.27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52
문의 02-2020-2063
참여작가 및 전시작품
권하윤, 뮌MIOON, 이양희, 조선희 및 강세황, 김은호, 김환기,
남관, 박서보, 박수근, 장욱진, 천경자 등 일민미술관 주요 소장
작품 100 여 점

가상현실(VR) 전시 관람 바로가기
https://eazel.net/show_vr/7dd9439c6c5d?fullscree
n=1&autoplay=1

이재은
2015년 중앙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다. 2019년 심훈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소설집 『비 인터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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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행사

시공을 넘어 우리 곁에 온 소월

문학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김소월(1902~1934)이라는 이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김소월」

름 석 자를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한국인이 사랑하

국립중앙도서관
오시는 길

는 시인, 김소월」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김소월의 삶과

버스

작품을 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다.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은 지

간선(파랑)버스

난 9월 7일 김소월 탄생 118주년에 맞춰 시인의 일생과 작품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온라인 전시
문의

02-319-5578

405

염곡동 구룡사-양재역-서초역-서울성모병원(하차)-종로1가

740

고양시 덕은동 종점-서울성모병원(하차)-서초역-무역센터삼성역

을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소개했다. 배재학당은 김소월의 모
지선(초록)버스

교로,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은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 초판

5413

범일운수 종점-서초역-서울성모병원(하차)-고속터미널

본과 더불어 시인의 대표작과 학적부, 편집 후기 등 그의 흔적
마을버스

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전시는 ‘구글 아트앤컬처 플랫

서초 13번

이수역 2번 출구-서울성모병원-국립중앙도서관(하차)-방배역

폼’에서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서초 21번

양재역 4번 출구-서초역 2번 출구-국립중앙도서관(하차)서초1동주민센터

		 지하철

온라인 전시 사이트

2호선

artsandculture.google.com/partner/appenzeller-noble-

3, 7, 9호선

memorial-museum

서초역 6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방면
대교
반포

격동의 시기를 그려낸 예술혼

한국 미술의 출발은 어디일까. 이 질문에 답해 줄 전시가 국립

「시대를 보는 눈:
한국근현대미술」

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 근현대 미술

반포
동

방면

국립중앙도서관

신사동 방면

소장품 300여 점과 미술연구센터 자료 200여 점이 전시된다.
서초역 6번 출구
내방역 방면

명의 학예 연구직들이 시기별 연구·협력하여 구성한 협업 전시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막계동)

로, 주요 작품과 해당 시기의 풍부한 자료들을 함께 선보여 작

문의

02-2188-6000

품을 둘러싼 시대 배경과 전개 상황도 살펴볼 수 있다.

전시기간 2020.7.21~2022.7.31

서울성모병원
사거리

120년의 주요 흐름을 미술관 소장품 중심으로 살펴본다. 주요

전시는 한국 미술의 흐름을 시대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8

국립현대미술관(과천)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

한국 미술은 20세기 초, ‘사실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서 출
발해 ‘어떤 것이 진정한 사실인가’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실존적 경향의 작업이 등장했다. 더불어 표현에 있어 다양한
실험도 이루어졌다. 일제 강점기, 해방, 6·25전쟁, 분단, 4·19혁
명, 서울 올림픽, 세계화 시기까지 역사적 질곡 속에서도 작가
들은 치열한 작가 의식을 보여주었다. 근대 문학의 배경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듯 당시 작가들의 눈에 비친 시대상을 확인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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