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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후반 작고 작가 애도문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

－김유정과 이상의 죽음에 제출된 

애도문을 중심으로－

석 형 락*1)

요 약

김유정과 이상의 죽음에 제출된 애도문을 심으로, 1930년  후반 작

고 작가 애도문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김유정과 이상의 잇

따른 죽음은 그 자체로 1930년  후반 우리 문학사에서 하나의 사건이었

다. 동료작가들은 김유정과 이상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들의 죽음이 헛되

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은 오롯이 남은 자

가 해야 할 일이었다. 생 에 이해받지 못한 고인의 존재를 리 알리는 

일, 고인이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유고를 세상에 내놓는 일, 고인의 작품

을 다시 읽음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일, 나아가 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다른 쓰기로 나아가는 일 등이 애도의 구체  방식으로 나타났다. 김

유정의 죽음에 강노향, 이석훈, 김문집, 채만식, 박태원, 안회남 등이 애

도문을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애도문들을 서술 양상에 따라 고인의 생

 모습을 기억하며 인간됨이나 심리상태를 서술한 애도문, 애도를 계기로 

사회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애도문, 애도를 계기로 애도 주체의 개인

 시각과 가치 을 드러낸 애도문, 애도문의 다시 쓰기를 통해 문학 콘텐

츠의 생산으로 이어진 애도문으로 분류했다. 이상의 죽음에 박태원, 최재

* 아주 학교 다산학부 학 강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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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태 , 김기림, 정인택 등이 애도문을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애도

문들을 서술 양상에 따라 생 에 이해받지 못했던 고인을 일반 독자에게 

소개하는 애도문, 애도를 계기로 애도 주체의 문학론을 펼치는 애도문, 애

도의 목 에서 헌정된 소설, 애도를 계기로 자기 치유의 서사로 이어진 애

도문으로 분류했다. 이들이 제출한 애도문은 정치 , 문화 으로 억압 인 

사회에서 사회  발언의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애도문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시에 애도 주체의 생각과 의지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애도 주

체의 의지와 애도문의 서술 양상에 따라 애도문은 작가론이 되었고, 문학

론이 되었으며, 회고록, 반성문, 고백록, 편지 , 공개장, (傳), 소설이 

되기도 했다. 한 작고 작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문이 도리어 애도 주

체의 치유 서사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쓰기는 고인의 삶과 문학을 일반

에 알리려는 애도 주체의 의지를 반 하면서, 결과 으로 애도문이라는 

쓰기의 장르  확장성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1930년  후반, 작고 작가, 애도문, 김유정, 이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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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오며

1. 들어가며

이 논문의 목 은 1930년  후반 작고 작가를 상으로 작성된, 

애도의 내용을 담은 조사(弔詞), 강연, 회고록, 시, 소설 등을 폭넓

게 애도문으로 규정하고, 애도문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1920년  남궁벽, 나도향, 김우진, 이장희의 안타까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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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있었고, 이러한 죽음은 1930년 에도 이어졌다. 1931년에 방

정환, 1932년에 최서해, 1934년에 김소월, 1936년에 심훈, 1937

년에 김유정과 이상, 1938년에 박용철이 작고했다. 근 문단 형성

기 작고 작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첫 애도문이 염상섭에 의해 작성

된1) 이후, 나도향의 죽음에 동료작가들이 집단 인 애도문을 제출

한 바 있다. 이들의 애도문은 동료작가의 문학  생애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자료의 역할을 담당했다. 1932년 최서해의 죽음에 바쳐진 

애도문은 작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시에 그의 삶과 문학  성과를 

평가하는 작가론의 역할을 담당했다.2) 1930년  후반 작고 작가 

애도문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려는 이 논문은 김유정과 이상

의 죽음에 제출된 애도문을 상으로 삼는다. 두 작가의 죽음에 제

출된 애도문이 다른 작가의 그것에 비해 양 으로 풍부하고 1930년

 후반 애도문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김

유정과 이상이 구인회 동인으로 활동하며 동료작가들과 인 인 교

류가 활발했다는 것3), 이들의 작품이 동료작가들에게서 높은 평가

를 받았다는 것, 이들의 외모 는 행 이 동료작가의 흥미를 끌기

에 충분했다는 것 등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김유정은 1937년 3월 29일 경기도 주 다섯째 이 집에서 폐

결핵으로 사망했고, 이상은 동년 4월 17일 동경제 부속병원에서 

김유정과 같은 병으로 사망했다. 동년 5월 15일 부민  소집회실에

서 김유정과 이상의 합동추도식이 거행되었다. 이 추도식의 발기인

으로 이 수, 이은상, 주요한을 비롯하여 최재서, 안회남, 정지용, 

이태 , 박태원, 김문집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4) 문인 합동추도

 1) 염상섭, ｢남궁벽 군의 사(死)를 압헤 노코｣, 개벽, 1921.12.
 2) 석형락, ｢근 문단 형성기 작고 작가 애도문 연구―한국근 작가론의 형성 과정

과 련하여｣,  소설연구 64, 한국 소설학회, 2016.12, 205-249면 

참고.

 3) 조용만, ｢이상과 김유정의 문학과 우정｣, 신동아, 1987.5, 554-565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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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자체가 우리 문단사에서 최 에 해당되거니와 두 작가의 죽음을 

이 수, 이은상을 비롯한 문단 견과 이원조, 엄흥섭, 이기  등의 

카  계열 작가, 정지용, 이태 , 박태원 등의 구인회 멤버 등 세

와 이념, 문학 을 넘어 문단 체가 애도하 다는 것은 특기할 만

하다. 조 ｣과 백 은 각각 1937년 5월호에 김유정 추도 특집을 

기획했다. 조 은 김문집, 채만식, 박태원, 이석훈, 강노향, 모윤

숙의 애도문과 유고소설 ｢정분｣5)을 수록했고, 백 은 안회남, 채

만식, 박태원, 이석훈의 애도문을 수록했다. 조  6월호에는 구인

회 멤버인 박태원, 김기림이 애도문을 제출하여 이상의 죽음을 슬퍼

했고, 이상의 유고수필 ｢슬  이야기｣가 수록되었다. 두 작가를 오

랫동안, 는 가까이에서 지켜 온 다수의 동료작가들이 애도문을 

제출하 기에, 이들의 애도문에는 고인의 생  삶이 생생하게 묘사

되어 있다. 작고 작가의 연보 작성, 평  작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정리, 작가  개성과 문학사  의의에 한 평가 등도 애도문의 

요한 가치에 해당된다.

1930년  후반이 정치 , 문화 으로 작가들에게 억압 인 상황

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31년 만주사변을 거쳐 두 작가가 작

고한 1937년은 일 쟁이 일어난 해다. 1931년, 1934년 카 는 

두 차례의 검거사건을 통해 1935년 해체하기에 이르고, 1937년 6

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일제는 수양동우회 련 지식인 180여 명을 

 4)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 내용이다. “우리 문단에서 이채 잇는 신진 작가로서 그 압

날이 매우 망되는 김유정 리상 양씨가 한 달을 후해서 요서(夭逝)한 것은 

기보한 바어니와 이 두 분의 면을 애석해하는 문단인 제씨들이 좌기시일 장소

에서 그 추도회를 열게 되어스므로 일반의 만히 참가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김

유정 이상 양 씨 추도회 래 십오일 거행｣, 조선일보, 1937.5.11. 이하 인용

할 때 한자는 한 로 바꾸고, 필요할 경우 호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 의미 

달을 해 띄어쓰기를 했다.

 5) 조 은 ｢정분｣을 유고소설로 수록했는데, 이 작품은 1935년 매일신보에 발

표된 ｢솟｣의 고이다. 신재 편, 원본 김유정 집, 강, 2007, 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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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했다. 이에 이 시기 작가들의 사회  발언은 축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의 교육 정책 변화에 따라 문화 으로도 기의 연속이

었다.6) 1911년 8월에 발포된 제1차 교육령 이후 십여 차례의 교육

령 개정을 거치는 동안 조선어 교육은 갈수록 축되었다.7) 조선어 

교육은 일본인화 교육에서 제2외국어로 다루어졌고, 그 내용은 일

제의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 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8) 이에 

더해 언어 술로서의 문학을 기조로 실험  문학을 추구했던 모더

니즘 작가들은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했다. 조선 앙일보

에 연재되던 이상의 ｢오감도｣(1934.7.24-8.8, 15회)가 독자들의 

거센 항의와 비난으로 인해 계획된 30편  15편만 발표된 채 연재

가 단되었고9), 박태원의 장편 청춘송(1935.2.27-5.18, 78회) 

연재 역시 독자들의 항의로 인해 끝을 맺지 못했다. 이러한 시기에 

재능 있고 망받던 두 명의 작가가 이른, 그것도 가난과 병고를 견

디다 못해 죽음을 맞았다. 때문에 작고 작가 애도문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를 읽어내기 해서는 이 시기 작가들이 처한 시 인 상황

에 한 이해가 우선 으로 필요하다.

우리 근 문학사에서 작고 작가 애도문이 본격 인 연구의 상

 6)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본질은 ‘동화주의’로서 피지배 민족의 민족성 말살이 그 

제이다. 그리고 일제 동화정책의 가장 요한 수단이 ‘일본어 교육’이었다. 조

복, 문인기자 김기림과 1930년  ‘활자-도서 ’의 꿈, 살림, 2007, 63면.

 7) 허재 , 조선 교육령과 교육 정책 변화 자료, 경진, 2011, 9면.

 8) 허재 , ｢‘국어’ 교과서 정책과 이데올로기 변천｣, 강진호 외, 국어 교과서와 국

가 이데올로기, 림, 2007, 37면.

 9) 당시 상황을 김기림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그(이상―인용자)의 ｢오감

도｣가 신문  앙일보 학 면에 며칠 계속해 실릴 에 사람들은 가끔 나에게 

향해서 마치 공범자나 연루자나 붙잡은 듯이 자못 괘씸한 말씨로 “그게 체 어

쩌자는 시냐”고 힐난하곤 했다. 체 ‘조감도(鳥瞰圖)’를 일부러 ‘오감도(烏瞰圖)’

라고 오자를 낸다는 것부터가 알 수 없는 노릇이 아니냐고, 신문사 교정부와 공

장에서부터 말썽이었다.” 김기림, ｢이상의 모습과 술｣, 이상 선집, 백양당, 

1949.3.15. (여기서는 김유  편, 그리운 그 이름, 이상, 지식산업사, 

200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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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은 거의 없다.10) “작품 창작의 원천으로서의 작가를 상으

로 한다는 , 고인의 기  생애를 돌아보고 그 문학  성과에 

해 평가한다는 , 애도 상을 형상화하거나 애도 주체의 슬픔을 

표 하는 방식이 문학  의장(意匠)을 취하고 있다는 ”11) 등을 

차치하더라도 1930년  후반 애도문이 어떻게 작성되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이 시기 작가들과 그들의 삶

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 논문은 1930년  

후반 작고 작가 애도문이 이 시기 작가들에게 동료작가의 죽음을 슬

퍼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과 작품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서 사회  발언 창구가 되었다는 것, 더불어 애도 작업을 통해  

다른 쓰기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 가정의 진  여

부를 구체 인 근거를 들어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이 1930

년  후반 작고 작가 애도문의 성격과 기능을 해명하고, 이 시기 작

가들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는 데  다른 시각을 제공하리라 기 한

다.

10) 박세 은 ｢김유정의 술과 그의 인간비 ｣, ｢김유정―소설체로 쓴 김유정론｣, 

｢겸허―김유정 ｣ 등을 기(傳記)의 시각에서 다룬 바 있다. 박세 , ｢김유정 

기의 몇 가지 표정｣, 김유정문학  편, 김유정 문학의 재조명, 소명출 , 

2008, 9-43면 참고. 유인순은 실명소설의 시각에서 ｢김유정―소설체로 쓴 김

유정론｣, ｢실화｣, ｢겸허―김유정 ｣ 등을 다루었다. 유인순, ｢김유정 실명소설 

연구｣, 김유정을 찾아가는 길, 솔과학, 2003, 255-292면 참고. 이종호는 이

상 문학에 한 지속 인 소비와 향유를 가능  하는 내  시스템의 작동 원리

에 근하는 목 으로 애도문, 회고담, 소설 등을 살펴보았다. 이종호, ｢죽은 자

를 기억하기―이상 회고담에 나타난 재  방식을 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8, 동국 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6, 293-325면 참고. 하지만 1930년  

작고 작가 애도문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에 한 본격 인 논의는 아직까지 진

행된 바 없다.

11) 석형락, 앞의 책,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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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유정의 죽음: 기억, 반성, 비평, 고백, 콘텐츠 

생산

“일직이 본보에 ｢소낙비｣라는 작품으로 일등 당선이 된 작가 김유

정 씨는 그동안 폐환으로 신음하면서도 연해 력작을 만히 내여 일반

의 기 와 망이 멋든 바 지난 이십구일 오  팔시에 료양하려 가

잇는 주군 부면 상산곡리에서 요 하야 즉일 다비에 부첫는 바 

향년은 삼십이라고 한다.”12) 김유정의 작고 이튿날 조선일보에 게

재된 기사다. 김유정은 22세 때인 1930년에 늑막염이 발병했고, 

1933년에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김유정의 조카 김 수의 회고에 

의하면 어린 김유정이 수시로 횟배를 앓았고, 이에 아버지가 아들에

게 담배를 가르쳤다고 한다.13) 안회남은 김유정이 게을러서 책, 신

문지, 담배갑, 재떨이 등으로 방이 늘 지 분했고, 들창을 막아 햇

볕이 들어오지 않아서 방안이 어두침침했다고 쓴 바 있다.14) 어린 

시 부터 이어온 오랜 흡연과 청결하지 못한 생활습 이 발병의 일

차  원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유정은 1936년 정릉에서 요

양하던  병세가 악화되어 경기도 주에 있는 다섯째 이 집으로 

거처를 옮기지만 결국 사망하고 만다. 이 부부, 조카 수와 진수

가 임종을 지켰고, 유해는 서울로 옮겨져 화장된 뒤 한강에 뿌려졌

다. 비평가 김문집은 김유정의 심각한 병세와 어려운 형편을 알리고 

12) ｢김유정 씨 장서｣, 조선일보, 1937.3.31.
13) 김 수, ｢김유정의 생애｣, 김유정 집, 문학사, 1968, 391면. 해당 내용

을 옮겨오면 다음과 같다. “허나 막내동이는 횟배를 앓기 시작했읍니다. 세 살박

이 ‘멱설이’는 배가 아 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자반뒤집기를 하 읍니다. (…) 

이에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담배를 가르쳤읍니다. 아버지가 에 엽 를 담으

면 ‘멱설이’는 칼표 (당시에는 좋은 담배 음) 궐련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어

른이 성냥불을 어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읍니다. 이래서 ‘멱설이’는 아무 앞

에서나 담배를 피우되 피우는 품이 어른과 같이 익숙했던 것입니다.”

14) 안회남, ｢겸허―김유정 ｣, 문장, 1939.10, 46-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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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차원의 도움을 바라는 운동을 벌 지만 그다지 돈은 모이지 않

았다.15) 김유정이 작고한 뒤 조 , 백 이 애도 특집을 기획하

고 동료작가들이 집단 으로 애도문을 제출했다. 특히 휘문고보 

동창으로 오랫동안 김유정과 교우 계를 맺어온 안회남은 작고 일

주기를 맞아 작가론 ｢작가 유정론―그 일주기를 당하여｣(이하 ｢작가 

유정론｣)와 회고록 ｢악동―회우수필｣(이하 ｢악동｣)을, 2년 뒤에는 

(傳) ｢겸허―김유정 ｣(이하 ｢겸허｣)을 썼다. 이석훈 역시 ｢유정

의 면모편편｣을 통해 고인이 된 동료작가를 기억했다. 엄흥섭은 ｢5

월 창작평(3)―요 한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김유정과 이상의 죽

음을 슬퍼하며 그 문학  성과를 정리했고, 이태 은 ｢ 구를 해 

쓸 것인가｣에서 두 작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시에 자신의 문학 을 

피력했다. 이처럼 김유정의 죽음은 개인  차원을 넘어 동료작가들

에게 하나의 사건으로서 각인되었고,  다른 쓰기의 계기로 작용

했다. 그 다면 어 하여 김유정의 죽음은 동료작가들에게서 지속

으로 애도되었던 것일까.

1935년 김유정은 조선일보 신춘문  상모집에서 ｢소낙비｣가 1

등 당선, 조선 앙일보 상모집에서 ｢노다지｣가 가작 입선된다. 조

용만에 따르면 문단에서 “유명한 작가가 나타났다고 한바탕 떠들

썩”16)했다고 한다. 김유정은 당선 축하 자리에서 이상과 만나게 되

는데,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속도로 친 한 사이가 된다. 이 인

연을 계기로 김유정은 ‘구인회’ 후기 동인에 가입한다. 특히 김유정

의 ｢두꺼비｣가 구인회 기 지 시와 소설에 발표되었는데, 이상은 

이 소설이 걸작이라고 떠들고 다녔다.17) 이상과 김유정은 거의 날

15) 조용만, 앞의 책, 562면. 김문집은 1936년 10월 18일부터 20일간 모 운동

을 벌 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집, ｢병고작가 원조운동의 변―김유정 군의 

한｣, 조선문학, 1937.1, 참고.

16) 조용만, 앞의 책, 558면.

17) 의 책, 5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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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어울렸는데, 이상의 에 비친 김유정의 모습은 ｢김유정―소설

체로 쓴 김유정론｣(이하 ｢김유정｣)18)에 잘 형상화되어 있다.19) 이 

은 소설의 형식을 빌린 김유정의 작가론에 해당된다. 이상은 구인

회 멤버들을 상으로 ‘비교교우학’을 여실히 하기 해 김기림, 박

태원, 정지용, 김유정을 주인공으로 하는 네 편의 소설을 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첫 번째 상이 김유정이라는 사실

이다. 이 을 보면 마치 김기림, 박태원, 정지용의 성격 서술이 김

유정의 성격을 드러내기 해 제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 타인의 무례에 해 성 안내는 김기림, 속으로만 업신여기는 

박태원, 성만 내는 정지용의 성격은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희유의 

투사 김유정의 성격을 드러내기 해 사한다. 이상은 네 사람을 

“시인 가운데 벽과 소설가  벽”20)이라고 지칭하는데, 여기서 

신인 작가 김유정이 구인회 멤버들과 동일한 상에 서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은 새벽 한 시, 이상과 김유정, B군과 S군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원의 문학  가치에 해 논쟁하다가 싸우고, 이에 

출동한 경 에 의해 싸움을 멈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태원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요코미쓰 리이치의 기계 같소 그려”21)라고 논평

한다. 김유정이 문학 같은 삶을 살았고, 박태원이 그 삶을 문학으로 

보았고, 이상이 그 삶을 문학으로 형상화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18) 이상, ｢김유정―소설체로 쓴 김유정론｣, 청색지, 1939.5. 이 은 이상 사후

에 유고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김유정이 정릉으로 요양간 것이 1936년 7월이

고, 이상이 동경으로 떠난 것이 동년 10월이므로 그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

다.

19) 손정수는 모더니즘의 시각에서 ｢김유정｣을 논의한 바 있다. 손정수는 이 작품에

서 보이는 실과 텍스트 사이의 도가 실제와 허구 사이의 념  경계를 해

체하고자 했던 모더니스트들의 략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와 련하여 손정

수, ｢모더니즘의 시선으로 이상의 ｢김유정｣ 읽기｣, 구보학보 16, 구보학회, 

2017.6, 159-183면 참고.

20) 의 책, 89면.

21) 의 책,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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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의 죽음이 이들에게 단순히 동료작가의 죽음이 아니라 문학

의 죽음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유정의 문학을 높게 평가한 사람 에서 병든 김유정을 돕기 

해 모 운동을 벌 던 비평가 김문집을 빼놓을 수 없다. 김문집이 

쓴 ｢병고작가 원조운동의 변―김유정 군의 한｣(이하 ｢병고작가 원

조운동의 변｣)을 보면 김유정과 그의 문학에 한 김문집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에는 김유정의 첫 인상, 김유정의 작품을 알

게 된 계기, 서로가 친구가 된 과정, 병들어 워있는 김유정에게서 

편지를 받고 문병을 간 일, 문병을 마치고 20일간 모 운동을 벌인 

과정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모두에서 김문집은 조선

문학에서 가장 에 띤 작품이 ｢안해｣이고 자신을 갖고 추천할 수 

있는 유일한 신진 작가가 김유정이라고 밝힌다. 김유정이 문학  교

양이나 작가  수양이 축 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선문학에서 가장 

부족한 ‘모 미’(지미―체취 는 개체향)를”22) 갖고 있기 때문이라

는 것이 그 이유다. 김문집은 ‘모 미’를 “ 통  조선 어휘의 풍부와 

언어 구사의 개인  묘미”23)로 부연한다. 정리하자면 김유정이 문

학기법 상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재 조선의 작가 

에서 가장 개성 있는 작품을 쓴다는 것이 김문집의 평가다. 이 

에서 특히 주목할 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다. “조선 작가는 웨 이

처럼 빈궁한가?”, “이 땅 문인들은 웨 이처럼 보수가 없는가?”, “문

학인을 구조하는 기 이 웨 이처럼 없는가?”, “문단 내부에서의 상

호부조의 정신까지도 과연 이 땅 서울바닥에는 없는가?”24) 이 질문

들에는 조선 작가의 빈궁, 구조 기 의 부재, 문단의 상호부조 정신 

망각 등에 한 김문집의 비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김문집은 병고

22) 김문집, 앞의 책, 56면.

23) 의 책, 같은 면.

24) 의 책,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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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를 돕는 것이 김유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문단 체의 문

제라고 보았다. 한 병문안을 가서 김유정에게 한 말(“김형!, 안심

하게, 만약 자네가 내 인간을 믿거든 자네를 안해  사회가 조선

에도 있을 것을 믿어주게.”25))에서 문단의 기능과 역할에 한 김

문집의 인식과 기 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단의 자율성과 

지속성, 작가의 복리 문제에 한 김문집의 고민과 문제제기가 병들

어 워있는 김유정을 계기로 발 된 것이다. 때문에 김유정의 죽음

이 이 시기 작가들로 하여  자신들이 처한 열악한 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유정의 죽음에 제출된 애도문들은 서술 양상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고인의 생  모습을 기억하며 인간됨

이나 심리상태를 서술한 애도문들이 있다. 채만식의 ｢유정과 나

｣26), 박태원의 ｢유정과 나｣27)와 ｢유정 군과 엽서｣, 안회남의 ｢성

서와 단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애도를 계기로 사회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애도문들이 있다. 강노향의 ｢유정과 나｣28), 이석

훈의 ｢유정과 나｣29), 채만식의 ｢밥이 사람을 먹다―유정의 굳김을 

놓고｣(이하 ｢밥이 사람을 먹다｣)가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애도를 

계기로 애도 주체의 개인  시각과 가치 을 드러낸 애도문들이 있

다. 작가론의 성격을 띤 김문집의 ｢고 김유정 군의 술과 그의 인

간비 ｣, 고백록의 성격을 띤 이석훈의 ｢유정의 에 바치는 최후

의 고백｣이 여기에 해당된다. 넷째, 애도문의 다시 쓰기를 통해 문

학 콘텐츠의 생산으로 이어진 애도문들이 있다. 안회남의 ｢작가 유

정론｣, ｢악동｣, ｢겸허｣가 여기에 해당된다. 차례 로 해당 애도문들

25) 의 책, 58-59면.

26) 목차의 제목은 ｢김유정을 조(吊)함｣이다.

27) 목차의 제목은 ｢김유정과의 우의(友誼)｣이다.

28) 목차의 제목은 ｢김유정의 정(情)｣이다.

29) 목차의 제목은 ｢김유정과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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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용하고 서술 양상과 그 의미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① 나는 유정의 작품들을 존경은 아니했어도 사랑은 했었다. 

(그것이 도리어 내게는 기뿐 일이었었다) 그러나 인간 유정은 

더 사랑했다. (…) 유정은 아깝게 그리고 붕상하게 굳겼다. 나 

같은 명색 없는 문단꾼이먼 여나문 갖다주고 도루 물리오고 

싶다.30)

② 이를테면 그러한 것에도 유정의 성격은 그 로 들어나 

있었다. 그는 그 만큼이나 남에게 하야 어려워하고 조심스러

워 하 다. 그것은 그리나 그의 타고나온 품성만으로가 아닌 

듯싶다. 그는 불행에 익숙하 고 늘 몸에 돈을 지니지 못하

으므로 그래 어느 틈엔가 남에 하야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든 것인지도 몰은다.31)

인용문 ①은 채만식의 ｢유정과 나｣, ②는 박태원의 ｢유정과 나｣의 

일부분이다. 두 은 모두 김유정을 만나게 된 계기, 김유정의 첫인

상 등을 언 하며 고인을 기억하고 있다는 에서 공통 이 있다. 

두 은 주로 김유정의 인물됨을 서술하고 있는데, 채만식이 진실함

을, 박태원이 배려심을 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에서 애도 주체

의 서로 다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채만식은 김유정의 공손함과 

다정함, 교만하지 않음을 고인의 작품 ｢따라지｣에 나오는 인물 ‘톨

스토이’와 동일시하여 서술한다. 이를 통해 작품을 통해 작가를 이

해할 수 있다는 채만식의 작가론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채

만식은 작품보다 사람 자체를 사랑했음을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희

생해서라도 고인의 죽음을 물리고 싶다고 애도한다. 이에 비해 박태

원은 김유정의 성격을 그의 가난과 연결하여 해석한다. 김유정의 배

30) 채만식, ｢유정과 나｣, 조 , 1937.5, 105면.

31) 박태원, ｢유정과 나｣, 의 책,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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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심이 그의 타고난 품성이라기보다 불행에 익숙하고 늘 가난한, 환

경에 기인한다는 것이 박태원의 생각이다. 이러한 해석은 애도 상

에게 모든 에 지를 집 하여 슬픔을 토로하는 일반 인 애도문에 

비해 애도 주체의 개성  목소리를 드러낸다. 고인의 죽음 앞에 자

기 반성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두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

통 이다. 채만식은 병든 김유정을 방문한 일을 떠올리며 자신의 무

정함을 반성하고, 박태원은 돈 때문에 건강을 해치며 을 써야 했

던 김유정에게 자신이 좋은 벗이 아니었음을 반성한다. 두 사람의 

반성은 고인의 진실함과 배려심을 더욱 돋보이도록 만든다. 때문에 

애도 주체의 반성은 애도의  다른 표 이 된다. 

③ 내가 유정의 부고를 받았을 때 먼  머리에 떠올은 것은 

이때의 일이다.

만만하게 거처할 곳도 없이 늘 빈곤에 쪼들리며 을 들어 

앞길을 바랄 때 오즉 ‘어둠’만을 보았을 유정―

한 편의 작품을 낼 때마다 작가  명성을 더하여 가고 온 문

단의 망을 한 몸에 받고 있었을 그 으나 그러한 것으로 그

는 마음에 ‘밝음’을 갖일 수 있었을까.

더구나 그가 병든 자리에서 신음하면서도 작가  충동에서

보다는 좀더 실  욕구로 하여 잡지사의 요구하는 로 창

작을 수필을 잡문을 써온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둡

다.32)

④ 단장을 나는 애인이라고 생각하 다. 가난하여서 더러운 

의복과 떠러진 신발은 신고 다니면서도 나는 꼴에 걸맞이 않

는 단장을 항상 손에서 놓지 못하고 끌며 다녓든 것이다.33)

인용문 ③은 박태원이 쓴 ｢유정 군과 엽서｣의 일부분이다. 이 

32) 박태원, ｢유정 군과 엽서｣, 백 , 1937.5, 159-160면.

33) 안회남, ｢성서와 단장｣, 의 책,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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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36년 5월 무렵 김유정이 박태원에게 보내는 서신 내용을 싣고 

있어 자료  가치가 크다. 하지만 이 에서 확인되는 애도의 핵심

은 박태원이 김유정의 부고를 듣고 나서 반성하는 내용에 있다. 박

태원의 반성은 개인  차원과 문단  차원으로 구분된다. 박태원은 

1936년 5월 하순경 조선일보사 앞에서 안회남과 김유정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그리고 며칠 뒤 김유정에게서 서신을 받는다. 서신에

서 김유정은 박태원에게 안부를 물은 뒤 재질, 명망, 도, 그리고 

건강이 있는 박태원이 우울할 필요가 없다고 로한다. 이에 박태원

은 자신의 작은 우울이 가난과 병고로 고통받는 김유정의 마음을 애

달 게 한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여기까지는 개인  차원의 반성에 

해당된다. 박태원은 이 반성을 문단  차원으로 확 한다. 거처할 

곳도 없이 늘 빈곤에 쪼들리는 한 작가가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창

작, 수필, 잡문을 써야 했고, 그것을 알면서도 돕지 못한 문단 구성

원 모두가 마음이 무겁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동료작가로서의 책임

감, 즉 문단  차원의 반성이 자리한다. 문단은 자율성과 지속성을 

제로 성립하고, 작가의 승인, 작품 활동의 보장, 죽은 작가에 

한 애도 등은 문단에 소속된 작가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때문에 

작가  명성을 더하고 문단의 망을 받는 김유정이 가난 때문에 건

강을 해치며 을 써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시기 문단의 기를 

방증한다. 박태원이 느낀 마음의 어두움은 박태원 개인의 마음을 넘

어 문단  차원의 반성을 함의한다. ④는 안회남이 쓴 ｢성서와 단장

｣의 일부분이다. 이 은 경기도 주로 떠나던 때의 김유정의 모습

을 서술하고 있다. 이 에서 안회남은 자신과 김유정을 칭 으로 

치시킨다. 주로 떠나기 날 밤 김유정이 구약 서를 읽고 싶어 

했다는 것에서 깨끗함을 추구하는 고인의 심리상태를 서술하고, 이

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자신의 처지를 단장에 비유하여 고독

과 슬픔을 서술한다. 즉 김유정, 성서, 깨끗함과 안회남, 단장, 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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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구조 으로 비되고 있다. 하지만 안회남은 실연하고서 단장

을 짚어본 자신이 병실에 워 성서를 읽으려는 동무의 심정을 이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비되는 두 사람의 상황과 심정이 부

재하는 무언가를 얻고자 갈망하는 지 에서 통합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가 이 의 애도가 겨냥하는 지 이 된다. 이 은 주로 떠나

던 때의 유정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때의 

심리상태를 구체 인 비유를 통해 표 하고 있어 문학 으로 높게 

평가할 만하다. 채만식, 박태원, 안회남의 애도문에 비해 지  살펴

볼 강노향, 이석훈, 채만식의 애도문은 작고 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사회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⑤ 아무 때 가도 필경은 한번 가고야 말 그 길이기마는 우리 

유정은 무나 일즉 가고 말았다.

이제 빛을 앞에 두고 그와 유명을 달리하는 오날의 심정

은―애도의 정을 넘어 우리 조선 문인의 비참한 생활을 

리게 느끼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선 ‘돈’이 필요하 다. 돈만 

있었던들 유정도 지 쯤은 완쾌한 몸이 되었을 것이다.34)

⑥ 동경이나 구미문단 같으면 그만한 신진 작가면 당당히 

생활의 유족을 꾀할 수 있을 것인데 불행히 이 땅에서는 다못 

빈궁과 냉시만이 연히 존재할 뿐이었다. 이것이 유정 한 사

람의 일 같지 않어서 더 한층 린 비애를 치 못하며 암연

해지는 것이다.

유정의 죽음은 값있고 귀 한 죽음이다!35)

⑦ 유정은 단지 원고료의 수입 때문에 소설을 쓰고 수필을 

쓰고 했든 것이다. 원고료! 사백 자 한 장에 돈 50 야라를 

받는 원고료를 바라고 그는 피 섞인 침을 뱃어가면서도 아니 

34) 강노향, ｢유정과 나｣, 조 , 1937.5, 106면.

35) 이석훈, ｢유정과 나｣, 의 책,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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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를 못했든 것이다. 이 게 해서 쓴 원고의 원고료를 받어

가지고 그는 밥을 먹었다. 그러다가 유정은 죽었다.

그러나 이것이 어데 사람이 밥을 먹은 것이냐? 버럿하게 밥

이 사람을 잡어먹은 것이지!36)

인용문 ⑤는 강노향의 ｢유정과 나｣, ⑥은 이석훈의 ｢유정과 나｣의 

일부분이다. 강노향은 1935년 개벽사 편집국에서 안회남의 소개

로 김유정을 처음 만난다. 당시 그는 속간된 개벽의 편집일을 맡

았는데, 그때 김유정에게 소설 한 편을 청탁하게 된다. 원래 원고료

는 십 원이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김유정에게 삼 원만 주었고, 

이후 김유정이 그 돈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폐결핵 선고를 받았다

는 사실을 듣게 된다. 강노향의 에서 에 띄는 은 김유정 개인

의 죽음을 조선 작가 체의 문제로 확 하고 있다는 데 있다. 강노

향은 치료비가 없어 고통 속에 죽어간 동료작가의 죽음 앞에 모든 

조선 작가가 자신들이 처한 ‘비참한 생활’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

다. 이러한 인식은 이석훈의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석훈은 김

유정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용처벌이 삼아 김유정

에게 ‘하모니카’ 방송을 권하기도 하고, 어린이 시간에 이야기 방송

을 시키기도 했다.37) 이석훈에 의하면, 김유정과 같은 재능 있는 

작가가 생활의 풍요를 당당히 꾀하지 못하고 빈궁과 냉시 속에 살아

야 했던 것은 조선이 동경이나 유럽의 문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석훈의 에서 가난과 병고라는 김유정 개인의 결여는 조선 사회 

체의 결여를 드러낸다. 조선 작가에 속한 사회가 가난의 근본 인 

원인이며, 사회는 그 결여를 해결할 생각이 없고, 나아가 해결할 능

력도 없다는 것이다. 김유정의 죽음 앞에서 조선 작가들은 참혹한 

실과의 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유정은 다

36) 채만식, ｢밥이 사람을 먹다―유정의 굳김을 놓고｣, 백 , 1937.5, 157면.

37) 이석훈, ｢유정의 면모편편｣, 조 , 1939.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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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구보다 라하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죽음은 값지고 귀 한 

의의를 보상받게 된다. ⑦은 채만식이 쓴 ｢밥이 사람을 먹다｣의 일

부분이다. 채만식은 김유정의 병세 악화를 그가 가난한 탓으로 본

다. 폐결핵 3기의 김유정이 소설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창작

욕도 아니고 자포자기도 아닌 단지 원고료 때문이며, 때문에 김유정

이 원고료로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밥이 김유정을 먹었다는 것이 

채만식의 생각이다. 병고와 가난을 고인의 창작욕으로 미화하려는 

섣부른 태도를 버리고, 실의 비참함을 드러내고자 한 애도 주체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어 채만식은 조선의 문화  특색을 드러내

는 것이 문학임을 내세우며 가난하다 못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작

가의 실을 비 한다. “제2의 유정은 구며 제3의 유정은 구

뇨?”38)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제2, 제3의 김유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채만식의 주장이다. 이처럼 채만식은 동료작가의 죽음

을 계기로 자국어 문학의 요성을 강조39)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작가의 실에 해 문제를 제기한다.40)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38) 채만식, ｢밥이 사람을 먹다―유정의 굳김을 놓고｣, 앞의 책, 157면.

39) 김유정이 등단할 무렵인 1934, 5년경은 ‘조선학 운동’이 제기된 시기이다. 다수

의 조선어학 학자들이 일제의 학  지배에 한 기감과 쇄된 정치 운동을 

조선학 학술 운동에서 찾고자 했다. 채만식의 애도문에는 이러한 시  상황이 

직 으로 언 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선어 문학의 아름다움을 구체화한 

김유정의 죽음이 시  맥락에서 애도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련

하여 조 복, 앞의 책, 50-52면 참고. 박진숙은 김유정 작품에 나타난 조선어

에 해 극 인 의의를 부여한 바 있다. “김유정이 구 했던 구연체로서의 조

선어야말로 조선  내면을 드러내는 정확한 언어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

진숙, ｢김유정과 이태 ―자생  민족지와 보편  근  구축으로서의 조선어문

학｣, 상허학보 43, 2015.2, 185면.

40) 강헌국은 김유정 소설이 돈을 부정할 수 없는 삶의 조건으로 수락한 상태에서 

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색의 과정에서 매춘과 도박, 과 같은 비

합리 인 방법이 선택되고 있음을 논증한 바 있다. 근  자본주의에 한 김유

정의 이  태도를, 식민지 근  자본주의의 왜곡된 실을 비 한 것으로 읽

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헌국, ｢김유정, 돈을 해｣, 비평문학 64, 한국비평

문학회, 2017.6, 29-51면 참고. 이 논의에 동의한다면, 비참하게 죽어가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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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집 하는 일반 인 애도문에 비해, 지  살펴볼 김문집과 이석훈

의 애도문은 애도 행 를 통해 자신의 개성 인 시각과 가치 을 드

러내고 있어 에 띈다.

⑧ 그를 폐병으로 모라간 것은 그의 술의 탓이요 우리의 선

량한 유정으로 하여  그만큼 술을 요구  한 것은 그의 청춘

의 특권이 다. 청춘의 특권? 비꼬인 김군의 특권은 그의 일

의 실연이 다. (…)

군의 사랑의 상이 약혼했든 모군과 신혼생활을 개한 지 

벌서 일 개월이나―아니 꼭 한 달쯤 되는 바로 그 때의 일이

다. 그 얼마나 괴로웠을 것인가!

이같이 혼(破魂)의 김군은 폭주로써 제 자신에게 도 했

다.41)

⑨ 그의 죽음은 진실로 진실로 아름답도다! 빈과 병마와 

실연과 고독……. 그의 삶이 슬푸면 슬풀수록 그의 죽음은 아

름다웁고 그의 죽음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의 술은 

고 화한다. 조선문학에서 고 을 찾는다면 나는 확실한 

견해 아래서 군의 작품집을 솔선해서 출 할 것이다. 그 견해

는 다음 장 술편에서 구경하겠지마는 만약 그와 동종의 운

명자인 나도향의 술을 유정에 치한다면 도향은 스스로 다

섯 보를 뒷거럼치는 겸허를 유정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물

론 그 당시의 나도향의 문단지 는 일의 김유정의 문단지

에 비(比)는 아니다. 이 논리의 타당성은 그만큼 일의 조선

문학은 체 으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42)

가의 실에 해 문제를 제기하는 채만식의 애도는 고인의 뜻을 잇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41) 김문집, ｢고 김유정 군의 술과 그의 인간비 ｣, 조 , 1937.5, 101-102
면.

42) 의 책, 105-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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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이 비논리 인 논리에 사실인즉 김군의 천분이 있는 동

시에 그의 기가 내 되어 있기는 하다. 은 작가에게 있기 

쉬운 ‘무라’가 연 없는 그의 문장에는 한 농후한 개성과 

통미가 홍수를 이루고 있을뿐더러 일종 ‘수집은 고 미’(이런 

형용을 허락하라?)까지 느낀다 함은 나의 과찬일가.

내가 만약 학의 조선어 강좌를 맡게 되면 먼  이 작품(｢

산골｣―인용자)을 교과의 하나로 선택할 것이다.43)

⑪ 유정에게 해서 꼭 한 번 섭섭하게 생각한 일이 있다. 

군이 평소 나에게 진심을 허했고, 나 역 군을 하야 진심껏 

애쓰던 터에 ‘구인회’에 가입할 때 나더러 일언반구의 이야기

도 없었다. 우리는 별우(別偶)의 ○임을 갖이자는 이야기가 있

던 차다. 더군다나 군은 ‘구인회’의 구 구를 인간 으로나 

○○에 있어서까지 공격하기를 주 치 않었었든 것이다.

첫재로 나는 군에게서 우정의 배반을 당하는 것 같해서 섭

섭햇고, 둘재로는 군의 행 가 선 으로 보이어 불쾌를 느

다.44) (○는 독불가―인용자)

인용문 ⑧, ⑨, ⑩은 김문집이 쓴 ｢고 김유정 군의 술과 그의 

인간비 ｣의 일부분이다. 이 은 애도문이면서 작가론에 해당된다. 

김문집은 자신과 김유정 사이의 계, 김유정의 인성, 조선일보 등

단 당시 김유정의 생활  가정환경, 김유정의 연애 실패와 우울, 

김유정 문학의 특징과 그에 한 평가 등을 폭넓게 서술한다. 이 

은 여타 애도문에 비해 애도 주체의 목소리가 면에 드러나 있는

데, 왜냐하면 김문집의 시각에서 김유정의 삶이 독특하게 해석되고, 

그의 작품이 매우 주 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은 내

용상 김유정의 비 과 그의 작품에 한 평가, 두 부분으로 구성되

어 있다. ⑧은 비 과 련된 내용이다. 김문집은 김유정의 폐병을 

43) 의 책, 108-109면.

44) 이석훈, ｢유정의 에 바치는 최후의 고백｣, 백 , 1937.5, 154-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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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탓으로 돌리고, 김유정이 술을 요구한 원인이 실연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실연이 우울로, 우울이 폭주로, 폭주가 폐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김문집의 해석이다. 김유정이 잦은 배앓이로 어릴 

때부터 담배를 피워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폐병을 그의 

실연과 연결하여 해석한 것은 김문집의 독특한 시각을 보여 다. 김

문집이 에서 직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군의 사랑의 상’은 

시인 박용철의 동생 박 자를, ‘약혼했든 모군’은 비평가 김환태를 

가리킨다. 김유정은 여성 1936년 5월호에 ｢어떠한 부인을 마지할

까｣45)라는 짧은 을 발표한 이 있는데, 바로 쪽에 박 자의 

이 함께 실렸다. 이것을 인연으로 생각한 김유정이 박 자에게 구

애했으나 무언의 거 을 당했다.46) 김문집은 박 자가 ‘베아트리체’

가 되기에는 김유정의 술이 순결했음을 주장한다. 독특하게도 김

문집은 고인에게 실연의 아픔을  여성을 폄하함으로써 고인을 애

도하는 방식을 취한다.47) ⑨에서 김문집은 김유정의 죽음을 미화한

다. 그 이유는 빈과 병마, 실연과 고독이다. 병마와 가난으로 고

통스런 삶을 살다간 김유정의 죽음을 아름답다고 말하려면 그에 합

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근거를 마련하기 해 김문집은 김유정 문학

45) 김유정, ｢어떠한 부인을 마지할까｣, 여성, 1936.5.
46) 신재가 엮은 원본 김유정 집(강, 2007)에서는 박 자에 한 김유정의 

구애와 련해서 김문집의  ｢김유정의 비련을 공개 비 함｣(여성, 
1939.8))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일화가 가장 먼  언 된 은 ｢고 김유

정 군의 술과 그의 인간비 ｣이다.

47) 김문집은 ｢김유정의 비련을 공개 비 함｣에서 박 자를 더욱 강하게 비 한다. 

이 은 김유정의 작고 2년 뒤에 발표된 애도문이면서 공개장이다. 김문집은 김

유정의 숨은 사랑을 공개하여 만천하 여성에게 교훈 인 비 을 해달라는 여성

사의 청탁을 받고 이 을 썼다. 이 에서 김문집은 박 자가 김유정의 구애

에 응답하지 않아 김유정이 죽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김유정이 실제로 박 자의 

얼굴을 봤다면 그 자리에서 환멸을 느 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부분은 거의 인신

공격에 가깝다. 물론 이러한 비합리  공격은 모두 박 자를 향한 김유정의 성

스러운 구애 행 를 강조하기 해서다. 이 에서 김유정의 편지쓰기는 마치 

종교  행 처럼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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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 화, 즉 정 화의 욕망을 드러낸다. 이어 김유정을 나도향에 

비교하는데, 김유정 문학이 조선 문학의 성장에 기여했기 때문이라

는 것이 그 이유다. ｢병고작가 원조운동의 변｣에서 김유정 문학의 

개성을 “ 통  조선 어휘의 풍부와 언어 구사”48)에서 찾았던 김문

집은 이 에서도 김유정을 근  조선문학 수립 이래 드물게 조선 

언어의 아름다움을 살린 작가로 평가한다. 같은 맥락에서 ⑩은 김유

정의 작품을 학의 조선어 강좌의 교재로 선택하고 싶다는 김문집

의 바람을 보여 다. 김문집은 김유정의 문장에 농후한 개성과 통

미, 수 은 고 미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정리하자면, 이 

에서 확인되는 것은 김유정의 연애와 련된 비 과 그의 작품에 

한 평가를 바라보는 애도 주체 김문집의 개인  시각이다. 김문집은 

김유정의 죽음을 계기로 작가의 죽음과 사랑, 작품에 한 자신의 

가치 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⑪은 이석훈이 쓴 ｢유정의 에 바

치는 최후의 고백｣의 일부분이다. 이 은 애도문이면서 고백록이

다. 이 에는 김유정과의 만남과 첫인상, 이태 에 한 김유정의 

평가와 심, 원고발표  구직에서 계속하여 실패하는 김유정의 모

습, 김유정에게 섭섭했던 일에 한 고백이 담겨 있다. 이석훈은 안

회남의 소개로 김유정을 처음 만나게 된다. 당시 이석훈은 채만식, 

안회남과 함께 개벽사에서 제일선의 편집일을 보고 있었는데, 이

때 김유정의 단편 ｢산골 나그네｣를 읽게 되고 그의 문학  소질에 

반하게 된다. 이 에서 이석훈은 자신이 ｢산골 나그네｣에서 보이는 

고운 시정과 풍부한 어휘, 비범한 인간  통찰, 득묘한 수법 등에 

탄복했음을 숨기지 않는다. 특히 이 은 이태 에 한 김유정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에서 자료  가치가 있다. 이석훈에 따르

면, 이태 이 ｢가마귀｣를 발표하고 호평을 받자, 김유정이 흥분한 

어사로 ｢가마귀｣가 고 소설  실성은 있지만 ‘ 일의 문학’이 요

48) 김문집, ｢병고작가 원조운동의 변―김유정 군의 한｣, 앞의 책,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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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비평이 

개 이태 에 한했다는 것을 볼 때, 김유정이 이태 에게 큰 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는 이석훈의 언 은 매우 흥미롭게 여겨진다.49) 

⑪은 이석훈이 개인 으로 고인에게 섭섭했던 마음을 고백하는 부

분이다. 통상 으로 애도문에서는 고인에 한 부정 인 내용을 언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훈은 김유정의 ‘구인회’ 가입

과 련하여 많이 섭섭했던 모양이다. 김유정의 구인회 ‘가입’이 이

석훈을 불편하게 했는지, 아니면 자기에게 ‘말도 없이’ 가입한 것이 

섭섭했던 것인지 명확치 않다. 하지만 거짓 없는 고백, 늦어버린 고

백을 함으로써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어, 애도 주체의 고백이라

는 애도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50)

마지막으로 안회남의 애도문 ｢작가 유정론｣과 ｢악동｣, 그리고 김

유정의 작고 2년 뒤에 발표된 ｢겸허｣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세 개

의 은 모두 연속선상에 있다. ｢작가 유정론｣은 애도문이면서 작가

론에 해당되고, ｢악동｣은 애도문이면서 회고록이며, ｢겸허｣는 애도

문이면서 (傳)이다. 즉 안회남은 동무이면서 동료작가 던 김유정

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일종의 문학  실험을 시도한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은 1930년  후반 작고 작가 애도문의 외연 확장을 보

여주는 구체 인 근거에 해당된다. 주지하다시피 안회남은 김유정과 

휘문고보 동창으로 오랫동안 김유정을 가까이에서 지켜 왔다. 때문

49) 조용만에 의하면, 김유정이 구인회에 입회하려 했을 때 여러 사람이 반 했는데 

이상이 우격다짐으로 이태 을 설복시켰다고 한다. 조용만, 앞의 책, 561면. 구

인회는 네 차례 이상의 회원 변동이 있었는데, 김유정은 3차 회원 변동 때 구입

회에 가입한다. 순 , 구인회의 안과 밖, 소명출 , 2017, 166면. 김유정

의 구인회 가입과 이태 과의 계에 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50) 이 의 마지막에서 이석훈은 다음과 같이 언 한다. “이 땅 가난하고 냉혹한 

문단은 무나 무자비하게도 문학지사를 쉬히 죽이는고나!” 이석훈, ｢유정의 

에 바치는 최후의 고백｣, 앞의 책, 155면. 문단이 김유정을 죽 다는 언 은 

과한 면이 있지만, 이석훈 역시 김유정의 죽음을 개인  차원이 아닌 문단  차

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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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인의 생  모습을 기억하고 서술하는 애도문의 작성에서 가장 

유리한 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그가 오랜 동무이

면서 문단의 재능 있는 작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기 해 다년

간에 걸쳐 다양한 쓰기를 시도했음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⑫ 사랑의 보수(報酬)는 사랑한다는 마음과 태도 그 자체라

고 가 말하 지만, 유정의 생애가 이것을 실증하고 잘 교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 ‘테니슨’은 연애하다가 실패하는 것

은 당 부터 연애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것이라고 하

으며 어떠한 사람은 실연은 오히려 연애에 성공하는 것보다

도 나은 것이라고 극언하 습니다.

이 말의 정곡(正鵠)은 여기서 따질 바 아니나 여하간 유정은 

불행한 연애 속에서 늘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고 거룩하며 신

비한 자양으로 섭취하여 스스로 연애의 고귀한 보수를 받아서

는 그것을 오로지 문학의 세계에 흡수한 것입니다.51)

⑬ 처녀작 ｢산골 나그네｣나 당선작 ｢소낙비｣나 번 
조선문학 집 속에 수록된 ｢ ｣ ｢총각과 맹꽁이｣ 등등 어

느 것을 잡아보나 크고 당당하고 야성 입니다. 생각건  조선

의 향토색과 민속을 제멋 로 가장 잘 표 한 작가가 그 으

며 이 땅의 언어와 문장이 가지는 고유한 통에다 제일 곱고 

멋진 재조를 부려 완성한 문인이 유정입니다.52)

안회남이 김유정의 작고 일주기에 쓴 ｢작가 유정론｣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앞부분에서 김유정의 ‘연애’를 심으로 서술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앞부분만 보자면, 이 은 김유정

의 실연을 통해 고찰한 ‘사랑론’이라고도 할 만하다. 안회남은 생

51) 안회남, ｢작가 유정론―그 일주기를 당하여｣, 조선일보, 1938.3.29.,31. 

(여기서는 월간조선, 2016.1, 427면)

52) 의 책, 4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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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김유정이 남긴 말, “인류의 역사는 애(愛)의 투쟁”53)을 언 하며 

사랑을 심으로 김유정의 삶을 회고한다. 김유정이 가난과 텅 빈 

생활로 인해 평생 연애하는 상이 없었는데, 제3자인 자신의 입장

에서 보자면 딱하지만 김유정 본인은 투쟁이자 피 흘리는 싸움이었

다는 것이다. 사랑에는 성공하지 못하 으나 투쟁에는 이겼다는 것

이 안회남의 단인데, 김유정이 실연할 때마나 “사람의 가슴을 치

고 감격시키는 비장한 실연의 걸작품이 창작”54)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인용문 ⑫는 사랑이 실패할 것인  알면서도 실행

한 김유정이 사랑한다는 마음과 태도 그 자체를 보수로 받았고, 김

유정의 생애가 그것을 실증하고 있다고 언 한 부분이다. 여타 애도

문들이 김유정의 불운했던 삶에 슬퍼하고 그 원인을 한결같이 가난

에서 찾는 것에 비해, 이 은 김유정의 실연에 극 인 의의를 부

여하려는 안회남의 서술 의도가 두드러지게 에 띤다. 이 의 뒷

부분은 김유정 문학에 한 안회남의 평가를 심으로 서술되어 있

다. 안회남은 김유정을 인간 김유정과 작가 김유정으로 구분한 뒤, 

인간 김유정은 ‘센티멘탈’하고 ‘로맨틱’하지만 작가 김유정은 ‘와일드’

하다고 비시킨다. 이어 ⑬에서 보듯이, 김유정을 “조선의 향토색

과 민속을 제멋 로 가장 잘 표 한 작가”, “이 땅의 언어와 문장이 

가지는 고유한 통에다 제일 곱고 멋진 재조를 부려 완성한” 작가

로 평가한다. 이 은 김유정이 작고하고 일 년이 지난 시 , 즉 애

도 상과의 시간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발표되었다. 무엇보다 

앞부분에서 김유정의 실연을 심으로 을 시작하고, 뒷부분에서 

53) 의 책, 426면. 이 말에 착안하여 방민호는 김유정과 크로포트킨 사상과의 

련성에 해 논의한 바 있다. 김유정이 말하는 사랑이 크로포트킨과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어떤 원리 에 구축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방민호의 

생각이다. 방민호, ｢김유정, 이상, 크로포트킨｣, 한국 문학연구 44, 한국

문학회, 2014.12, 298면.

54) 안회남, ｢작가 유정론―그 일주기를 당하여｣, 앞의 책, 4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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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해설을 하듯 문학 인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하는 것은 독자의 

심과 흥미를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김유정의 작고 당시에 제출

된 다수의 애도문들이 당장의 슬픔을 표 한 것에 비해, 안회남에게 

일 년은 고인을 기억하고 리 알리는 서술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작가 유정론｣에서 김유정에 한 일단의 평가를 마친 안회남은 

김유정의 삶을 재구성하는 데 착수한다. ｢악동｣은 ｢작가 유정론｣의 

발표 두 달여가 지나 쓴 인데, 이 에서 서술된 내용은 이듬해 

발표한 ｢겸허｣에서 상당 부분 다시 언 된다. 때문에 ｢겸허｣가 ｢악

동｣을 토 로 다시 작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악동｣이 회고록

의 성격에 걸맞게 가  사실을 달하는 데 을 두고 있는데 

비해, ｢겸허｣에 와서는 서술자 안회남의 해설에 가까운 해석이 이야

기를 주도하게 된다. 두  사이의 서술 양상의 차이를 구체 인 

를 들어 살펴본다.

⑭ 이를테면 등교할 때만 우리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집

으로 돌아올 때에도 으  동행이었다. 우선 두 학생이 우리 집

으로 와서는 오늘 학교를 메어 따리고 딴 데서 땅재주를 넘으

며 재미있게 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님께 꾸 을 

안 듣고 외려 칭찬을 듣는 것을 보고서야 그는 자기 집으로 갔

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의 차례 다. 동무를 바래다 다고 나

는 유정 군과 그의 집에까지 함께 가서 그가 무사한 것을 본 

후에야 돌아오는 것이었다.55)

⑮ 유정은 우리 집에 와서 항용 궁둥이가 무거웠다. 그때 유

정의 가정은 몰락해가면서도 근 삼십 간이나 되는 집에 들어

있었는데, 습하고 음침한 냉기가 도는 그의 집을 나는 우선 외

55) 안회남, ｢악동―회우수필｣, 조선일보, 1938.6.8.-9. (여기서는 월간조선, 
2016.1, 4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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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터 좋아하지 않았지만, 유정은 그것뿐만 아니라, 내면 으

로 더욱 우울한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다.

“밥 먹구 가거라.”

하면 유정은 우리 집 안식구들을 꺼려서 그랬든지 질색을 

하며 펄쩍 일어나 나갔다. 그러나 지  생각하면 그는 분명히 

그때 자기 집엘 돌아가기 싫어하 다. 속으로는 권하는데도 그

냥 우리 집에 앉아서 얼마나 평화스럽게 가치 녁을 먹고 싶

어 했었으랴―.56)

인용문 ⑭는 ｢악동｣, ⑮는 ｢겸허｣의 일부분이다. ｢악동｣에서 안회

남은 김유정과 함께 학교를 지각하거나 결석하던 일, 학교에서 돌아

와 서로 간의 집을 방문하던 일을 회상한다. 안회남은 김유정이 학

교를 결석하거나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것을 불화한 가정환경에 말

미암은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이 은 가  안회남이 김유정의 

에서 보고 들은 것을 달하는 차원에서 서술되고 있다. 그런데 ｢

겸허｣에 오면 안회남의 해석이 을 체 으로 주도하게 된다. ｢겸

허｣에서 서술자 안회남은 찰자이면서 주석자로서 기능하는데, 자

료를 조사하고 확인, 분석, 정리하는 연구자라기보다는 독자의 올바

른 이해를 해 인물을 설명하는 해설자에 가깝다. 이러한 서술자의 

기능은 ｢겸허｣의 서술 양상과 긴 하게 계한다. ｢겸허―김유정 

｣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김유정의 ‘ (傳)’57)을 표방하고 있

56) 안회남, ｢겸허―김유정 ｣, 앞의 책, 39면.

57) 박희병, ｢한국한문학에 있어 ‘ ’과 ‘소설’의 계양상｣, 한국한문학연구 12, 
한국한문학회, 1989, 33면. 박희병의 논의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傳)은 ‘거

사직서(據事直書)’의 원칙 에서 특정한 인간의 삶을 서술하는, 정통 한문학의 

한 양식이다. 은 사실의 시를 양식  본령으로 삼고, 그 서술방식은 ‘서사’이

며, 특정 인간의 삶에서 규범  가치를 끌어내는 것을 그 핵심  목표로 삼는

다. 의 특징  서술원리인 ‘일화의 나열  제시’는 의 목표에 기인한다. 의 

서술자는 입 하려는 인물의 생애  규범  가치를 잘 드러내 보여 다고 단

되는 몇 가지 일화들을 선택 으로 나열하여 작품을 구성한다. 때문에 에서 

입 인물의 선택은 당 의 가치규범을 모범 으로 체 하고 있다고 단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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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물의 생애에서 특정 일화를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는 , 사실

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있는  등에서 ｢겸허｣는 일반 인 의 성격

을 드러낸다. 하지만 추인하고자 하는 규범  가치를 강조하는 고

 과는 성격이 조  다른데, 왜냐하면 ｢겸허｣에서 서술되고 있는 

것은 부분 김유정의 일탈 행 이기 때문이다.

⑯ 우선 학교를 빠지는 것만 해도 베어때린다는 사실은 동

일하나,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어 결석하는 것이

었고, 유정은 반 로 무 속박을 받아, 말하자면 조 이라도 

자유를 얻어보려는 행동이 거기까지에 미친것이라고 볼 수 있

는 것이다.58)

⑰ 남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만치 그가 그 게 많이 비참

한 외쪽 사랑의 슬픔을 겪으면서도 겉으로 태연자약했던 것은 

어머님을 존경하는 마음, 어머님을 쁘다고 하는 생각, 어머

님을 그리워하는 정성, 이것이 그 로 자기가 연모하는 상 편 

여자에게까지 연장하여 그  꿇어 엎드리고, 그  미화하고, 

그  모든 것을 바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리라 믿는

다.59)

｢겸허｣에는 김유정의 학창 시  모습이 상당히 구체 으로 서술

물에 한정된다. 가치에 근하는 방식에서 은 사건의 인과  개 가운데서 

빚어지는 갈등 속에서 가치를 찾아나가는 소설과 차이가 있다. 은 가치추인  

장르로서 완결 인 회로를 갖고 있고, 소설은 가치모색  장르로서 열린 회로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 소설은 인간의 삶을 서술하고 있다는 에

서 공통 이 있고, 특히 이 실용성보다는 문 성이 강조된 장르이기에 허구

(소설)로 나아갈 수 있는 소지를 자체 내에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박희병

은 조선 후기의 을 ① 으로서 안정된 작품, ② 소설화 경향을 보이면서 

과 소설 사이에서 불안정하게 운동하고 있는 작품, ③ 소설로서 안정된 작품으

로 구분하고, ②를 다시 에 근 한 작품과 소설에 근 한 작품으로 구분한다.

58) 안회남, ｢겸허―김유정 ｣, 앞의 책, 39면.

59) 의 책, 4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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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그런데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겸허｣에서 서술

된 김유정의 학창 시 은 체로 일탈 행 에 집 되어 있다.60) 안

회남과 함께 학교에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한다든지, 수학여행을 가

지 않고 빈 학교에서 뛰어논다든지, 하교 무렵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포스터’ 구경을 하거나 책사에 들러 책을 뒤 거리는 행 가 

그러하다. ⑯은 김유정의 일탈 행 에 한 안회남의 해석을 보여

다. 안회남은 김유정의 일탈 행 가 집안의 속박에 기인하고, 자유

를 얻으려는 행동이라고 설명한다. 김유정의 일탈 행 는 연애에서

도 이어진다. 안회남은 김유정의 첫 연애 상이 유명한 기생이었

고, 당시 김유정이 잖은 집안의 처녀를 경멸하고 싫어했다고 기억

한다. 그리고 김유정이 나이 많은 기생을 짝사랑한 것에 해 ⑰에

서처럼 이유를 설명한다. 즉 조실부모하여 사랑을 맛보지 못한 김유

정의 마음이, 즉 어머니를 존경하고, 쁘다고 생각하고, 그리워하

는 마음이 상  여자에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술의 

핵심은 서술자 안회남의 해설로 인해 김유정의 일탈 행 가 정당성

을 확보하게 되고, 독자는 인물의 행 에 공감하게 된다는 이다. 

다시 말해, 안회남은 김유정의 일탈 행 를 심으로 이야기를 개

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 행 에 친 하게 이유를 부연함으

로써 독자에게 인간 김유정의 서사에 몰입하고 공감하게 만든다. ｢

겸허｣는 김유정의 작가  치나 작품의 문학  성과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기에 작가론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김유정의 생애의 일부를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기에 본격 인 평 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허｣는 의 양식을 빌려 김유정을 개성 있게 

형상화한 소설이면서, 오랜 고민과 시도에서 나온 최종 인 애도의 

60) 오성록과 심상욱은 자연주의 기법의 측면에서 ｢겸허｣를 살펴본 바 있다. 오성

록·심상욱, ｢｢김유정｣과 ｢겸허―김유정 ｣ 비교 연구, 동서비교문학  
32,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15.4, 137-155면. 그러나 ｢겸허｣에 나타난 서

술자의 의도, 서술 양상과 그 의미에 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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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안회남은 인간 김유정을 재료로 흥미 

있는 문학 콘텐츠61)를 생산했고, 이를 통해 김유정을 지속 으로 

기억하고 애도하는 기 를 마련했다.

3. 이상의 죽음: 기억, 소개, 비평, 헌정, 자기 치유

“작가 이상 씨는 문학  수업을 하기 해서 동경으로 건 갓든 

바 숙아(宿疴)인 폐환이 더처서 매우 신음하든  지난 십칠일 오후 

본향구 이정목 제 부속병원에서 면하엿다. 유해는 방  그 부인

이 수습 에 잇는데 근일 다비에 부친다고 한다.”62) 1937년 4월 

21일자 조선일보 기사 내용이다. 같은 날 박상엽은 ｢箱아 箱아｣에

서 ｢오감도｣와 ｢날개｣의 작가, “혼자서 불행을 짊어진 사나히”63) 이

상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상은 1936년 10월경 동경으로 가서 이듬

해 4월 17일에 폐결핵64)으로 사망했다. 동경 시  이상과 함께 어

울렸던 ‘동경학생 술좌’ 동인들이 이상의 유골을 화장하고 뒤치다꺼

61) 이상진은 김유정이 지속 으로 기억되고 읽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 한다. 

“김유정이라는 작가의 굴곡진 생애 자체, 이상·박태원·안회남 등 1930년 의 화

려한 문우들과의 계, 당  소리 명창인 박녹주에 한 지독한 짝사랑 등의 

스토리가 그러하며, 작품에 나타난 실 마을(소재의 작품이 13편)이라는 실제 

공간, , 들병이 등의 흥미로운 모티 (motif), 소설의 모델이 된 실존인물

의 존재, 민담  요소와 강원지역 방언의 구사 등에서 나타나는 향토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상진, ｢문화콘텐츠 ‘김유정’, 다시 이야기하기―캐릭터성과 스토리

텔링을 심으로｣,  소설연구 48, 한국 소설학회, 2011.12, 431면.

62) ｢작가 이상 씨 동경서 서거｣, 조선일보, 1937.4.21.
63) 박상엽, ｢箱아 箱아｣, 매일신보, 1937.4.21.
64) 이상은 1931년 스물한 살에 폐결핵에 감염되었다. 이상의 시 ｢1931년｣(

문학, 1960.11, 164-167면)의 첫 구 은 다음과 같다. “나의 폐가 맹장염을 

앓다.” 폐결핵 감염 이후 이상의 시는 물리학  에서 병리학  으로 

환된다. 이와 련하여 김인환, ｢이상 시의 문학사  상｣, 형식의 심연, 문
학과지성사, 2018, 189-211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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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도왔다.65) 미망인 변동림이 이상의 유골을 수습하여 경성역에 

도착한 것은 1937년 5월 1일 오후 세 시다.66) 동료작가들이 죽어

서 돌아온 이상을 슬픔으로 맞이했다. 이상의 유해는 한 달 뒤 미아

리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이후 그 자리에 집이 들어서면서 무덤의 

자취마  사라졌다.67) 이상이 작고하고 닷새 뒤 박태원이 ｢이상 애

사(哀詞)｣를 발표하여 죽음을 애도했다. 5월 15일에는 김유정과 이

상의 합동추도식이 부민  소집회실에서 거행되었고, 이 자리에서 

평론가 최재서가 강연한 애도문 ｢고 이상의 술｣이 조선문학 6
월호에 게재되었다. 조  6월호에는 구인회 멤버인 박태원의 ｢이

상의 편모｣와 김기림의 ｢고 이상의 추억｣이 게재되었다. 연말에는 

임화가 ｢방황하는 문학정신―정축문단의 회고｣에서 김유정과 이상

의 문학을 정리하 다. 박태원은 이듬해 단편 ｢염천｣을 죽은 이상에

게 바쳤고, 2년 뒤에는 소설 ｢이상의 비련｣을 발표하여 이상을 애도

했다. 정인택은 이상의 작고 2년 뒤 ｢불상한 이상｣을 발표하 고, 

뒤이어 ｢꿈｣, ｢축방―사월 십칠일이 바로 이상이 죽은 지 이 년 되

는 날입니다｣(이하 ｢축방｣), ｢고독｣, ｢신록잡기｣ 등의 회고록과 ｢여

수｣, ｢우울증｣ 등의 이상 소재 소설들을 통해 이상을 기억했다. 그

다면 어 하여 이상의 죽음은 동료작가들에게서 지속 으로 애도

되었던 것일까.

총독부 기 지 조선에 장편 12월 12일을, 조선과 건축에 

다수의 일어 시를 발표한 바 있는 이상이 자신의 이름을 문단에 알

65) 이진순, ｢동경 시 의 이상｣, 신동아, 1973.1. (여기서는 문학사상, 
2010.4, 84면)

66) ｢고 이상 씨 유골 귀향―문단 제씨 역에 ｣, 조선일보, 1937.5.1. 김옥희

의 회고에 의하면 유해가 돌아온 것은 5월 4일이라고 한다. 김옥희, ｢오빠 이상

｣, 신동아, 1964.12. (여기서는 문학사상, 2010.4, 109면) 이 논문에서

는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따른다.

67) 의 책,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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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시작한 것은 정지용의 알선으로 카톨릭청년 7월호에 ｢꽃나

무｣ 등의 세 편과 10월호에 ｢거울｣을 발표하고 나서이다.68) 25세

이던 1934년에 구인회에 가입한 이상은 박태원, 김기림, 김유정 등 

다수의 작가들과 교류한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문학에 한 

독자 일반의 이해가 부족할 때 이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나아

가 창작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 ｢애욕｣, ｢제비｣, ｢보고｣, ｢방란장주

인｣, ｢이상의 비련｣ 등 이상을 소재로 한 박태원의 일련의 소설들, 

｢김유정｣69), ｢실화｣70) 등 김유정이 등장하는 이상의 소설들이 그 

에 해당된다. 조 복은 1930년  문단의 핵심이 이상의 출 에 

있었고, 이상을 심으로 문단의 일화가 끊임없이 재생산되었음을 

언 한 바 있다.71) 특히 언어 실험의 첨단에 있었던 이상의 문학72)

은 이 시기 작가들이 꿈꾸었던 문학 술의 20세기 인 방향성을 

구체 으로 제시했다.73) 때문에 이상의 죽음에 해 김기림과 박태

원이 근원  상실감을 느 음은 충분히 수 할 수 있는 일이다.74) 

특히 이상의 동료이자 후원자이기도 했던 김기림은 이상의 시를 시

68) 이보 , 이상평 , 북 학교 출 문화원, 2016, 290면.

69) 홍경표는 안회남이 쓴 ｢겸허｣와 이상이 쓴 ｢김유정｣을 거론하며, 기 내지 소

설  형태로 작가들의 삶이 확  재생산된 례가 거의 없다는 에서 두 작품

이 소 한 선례에 해당된다고 평가했다. 홍경표, ｢｢김유정의 기소설｣의 두 텍

스트―안회남과 이상의 작품을 심으로｣, 한국말 학 19, 한국말 학회, 

2002, 273면.

70) 이 소설은 체 아홉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유정은 일곱 번째 장에 

등장한다. 폐결핵과 치질로 쇠약해진, 유령과 같은 유정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유인순, 앞의 책, 264면.

71) 조 복, 앞의 책, 216면.

72) “요새 조선일보 학 란에 근작시 ｢ 독(危篤)｣ 연재 이오. 기능어(機能語), 

조직어(組織語), 구성어(構成語), 사색어(思索語)로 된 한  문자 추구 시험이

오.” 이상이 김기림에게 보내는 편지, 권 민 편, 이상 집 4 수필, 뿔, 

2009, 170면.

73) 조 복, 앞의 책, 214면.

74) 장석주, 이상과 모던 뽀이들, 암사, 2011, 2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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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처에 인한 신음소리로 읽었고, 그의 죽음을 시  비극으로 

인식했다.75)

조  1936년 9월호에 발표된 ｢날개｣가 최재서의 호평을 받으

면서, 이상은 작가  우를 받기 시작한다.76) 최재서는 ｢｢천변풍

경｣과 ｢날개｣에 하야―리아리즘의 확 와 심화｣에서 박태원의 ｢

천변풍경｣와 이상의 ｢날개｣를 리얼리즘의 시각에서 자세하게 서술

했다. 최재서는  세계문학의 경향을 리얼리즘의 확 와 심화로 

인식하고, 객  태도로 상을 찰하는 데에서 술의 리얼리티

가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그는 리얼리티의 핵심을 재료가 아니라 그

것을 보는 에 있다고 보고, 자기 자신의 내부를 술가의 입장에

서 찰하고 분석한 ｢날개｣를 병 이면서도 인간의 지가 도달한 

최고 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날개｣의 인물 ‘나’를 구체 으로 분석

하여, ｢날개｣가 “풍자 윗트 야유 기소(譏笑) 과장 패라독스 자조 기

타 모든 지  수단을 갖이고 가족생활과 과 성과 상식과 안일에 

한 모독을 감행”77)하 음을 설명한다. 최재서는 좌  문인들이 

독 한 리얼리즘의 개념을 흔들고 새롭게 등장하는 작품들에 문단 

차원의 상을 부여하려 의도했고78), 이상의 ｢날개｣는 최재서에게 

그 구체 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상의 죽음에 제출된 애도문들은 서술 양상에 따라 크게 네 가

75) 김기림, ｢고 이상의 추억｣, 조 , 1937.6, 312면.

76) “그 뒤로 그는  수편의 시와 산문을 발표하 으나 평 은 역시 좋지 못하 든 

것으로 문단 으로도 그가 일개 작가로 우를 받게 된 것은 작년 9월호 조 에 

실렸든 ｢날개｣에서부터가 아닌가 한다.” 박태원, ｢이상의 편모｣, 조 , 
1937.6, 304면.

77) 최재서, ｢｢천변풍경｣과 ｢날개｣에 하야―리아리즘의 확 와 심화｣, 조선일보

, 1936.10.31-11.7. (여기서는 최재서, 원문 최재서평론집―문학과지성, 
다운샘, 1988, 401면)

78) 박상 , ｢최재서의 1930년  기 문단 재구성 기획의 실제와 장―｢리아리

즘의 확 와 심화―｢천변풍경｣과 ｢날개｣에 하야｣를 심으로｣, 어문론총 
69, 2016.9, 127-178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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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생 에 이해받지 못했던 고인을 일반 

독자에게 소개하는 애도문들이 있다. 박태원의 ｢이상 애사｣와 ｢이상

의 편모｣, 김기림의 ｢고 이상의 추억｣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애

도를 계기로 애도 주체의 문학론을 펼치는 애도문들이 있다. 최재서

의 ｢고 이상의 술｣, 이태 의 ｢ 구를 해 쓸 것인가｣가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애도의 목 에서 헌정된 소설들이 있다. 박태원의 

｢염천｣과 ｢이상의 비련｣이 여기에 해당된다. 넷째, 애도를 계기로 

자기 치유의 서사로 이어진 일련의 애도문들이 있다. 정인택의 ｢꿈

｣, ｢불상한 이상｣, ｢축방｣, ｢고독｣이 여기에 해당된다. 차례 로 해

당 애도문들을 인용하고 서술 양상과 그 의미에 해 논의하고자 한

다.

① 여보, 상―

이미 지하로 도라간 당신은 이제 참 마음의 문을 열어, 내게 

일러주지 안흐려오? 당신은 참말 무엇을 하야, 무엇을 구하

야 내 집, 내 서울을 버리고 멀리 동경으로 달어갓든 것이요?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모든 벗들의 극진한 만류도 귀

박게 흘리고 마땅히 하여야 할 만흔 일을 이곳에 남겨둔 채 마

치 도망군이처럼 서울을 떠낫든 당신의 참뜻을 나는 이제 잇

서도 풀어낼 수 업구료.79)

② 그의 ｢오감도｣는 나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거의 

동시에 앙일보지상에 발표되 다. 나의 소설의 삽화도 ‘하융’

이란 이름 아래 이상의 붓으로 그리여졌다. 그러나 기(豫期)

하 든 바와 같이 ｢오감도｣의 평 은 좋지 못하 다. 나의 소

설도 일반 에게는 난해하다는 비난을 받었든 것이나 그의 

시에 한 세평은 결코 그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다. 신문사에

는 매일같이 투서가 들어왔다. 그들은 오감도를 정신이상자의 

잠꼬 라 하고 그것을 게재하는 신문사를 욕하 다. 그러나 일

79) 박태원, ｢이상 애사｣, 조선일보, 193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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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독자뿐이 아니다. 비난은 오히려 사내에서도 커서 그것을 

물리치고 감연히 나가려는 상허의 태도가 내게는 퍽으나 민망

스러웠다. 원래 약 일 개월을 두고 연재할 정이 으나 그러

한 까닭으로 하야 이상은 나와 상의한 뒤 오직 십수 편을 발표

하 을 뿐으로 단념하여 버리지 않으면 안 되 다.80)

③ 그 기로 말하면 그에게는 변태 (變態的)인 곳이 지 

아니 있었다. 그것은 그의 취미에 있어서나 성행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 도덕 , 결혼 , 그러한 것에 있어서도 우

리는 보통 상식인과의 사이에 지 않은 격(懸隔)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의 사상을 명백하게 안다고 나설 사람은 그의 많

은 지우 에도 혹은 구 하나라 없을 것이다. 그의 참마음을 

그 로 그의 표정이나 언동 우에서 우리는 포착하기가 힘든

다.81)

인용문 ①은 박태원이 쓴 ｢이상 애사｣의 일부분이다. 이 은 조

사(弔詞)이면서 편지 이다. 이 이 편지 의 형식을 취한 것은 박

태원과 이상이 가까운 사이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

반 독자들에게 고인을 친근하게 소개하기 한 박태원의 의도 때문

이다. 박태원은 우선 애도 상인 이상을 호명한 뒤, 고인의 생  

모습을 기억하고 자신의 심정을 풀어낸다. 이 은 상의 죽음에 

한 부정, 상의 부재에 한 확인과 상과 계하는 자기 자신

의 상실감, 고인의 죽음에 한 책임감, 애도의 말조차도 부질없다

는 애도 불가능성에 한 인식 등 애도 주체의 인식과 슬픔의 모든 

것을 보여 다. 때문에 애도 상을 향한 부치지 못할 편지라는, 애

도문의 본질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에서 박태원은 이상에게 모든 벗들의 극진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

80) 박태원, ｢이상의 편모｣, 앞의 책, 303면.

81) 의 책, 305-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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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떠난 이유를 묻는다. 물론 질문에 한 답은 들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들을 수 없는 말이 애도 상의 부재를 더욱 뚜렷하게 드

러낸다. 산 자는 들을 수 없는 말을 듣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을 견

뎌내야 한다. 이것이 박태원의 애도 방식이고, 한 그의 애도가 진

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박태원에 이르러 1930년  후반 애도문은 

가장 아름다운 애도의 형식을 획득하게 된다. ②와 ③은 박태원이 

쓴 ｢이상의 편모｣의 일부분으로,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상의 

단편 인 모습을 기억하고 서술한 이다. 이 에서 흥미로운 은 

박태원이 이상의 변태 인 면모, 즉 상식 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을 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데 있다. 박태원은 이상과의 첫 만남, 

이상에게 느낀 편견, 편견을 극복한 이해의 순서로 서술한다. 이러

한 서술 양상은 일반 독자들에게 죽은 이상을 소개하고 이해시키기 

한 의도에 기인한다. 이상은 일반 독자에게서도 이해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작가를 비롯한 지식인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다. 

그들에게 이상은 난해한 사람이었다.82) ②는 그러한 상황을 잘 보

여 다. 이상이 조선 앙일보에 ｢오감도｣ 연작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1934년 7월 24일이다. 하지만 ｢오감도｣는 난해하다는 독자들

의 항의와 비난을 받다가 결국 8월 8일에 연재를 단하게 된다. 박

태원의 은 이상이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신문사 내에서도 이해받

지 못했고, 그러한 비난을 상허가 막아주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

다. 이처럼 독자와 지식인 모두에게서 이해받지 못한 이상을 소개하

기 해, 박태원은 이상의 인과 생활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괴

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상의 첫인상이다. 이상은 빈궁한데 이유는 

82) 이와 련하여 이진순의 회고를 참고할 수 있다. “그(이상―인용자)는 그날 무

척 말을 많이 하는 듯 보 다. 때때로 그의 화술은 그의 작품같이 알 수 없는 소

리를 할 때가 있었다. 그럴 때 우리(동경학술 술좌 동인―인용자)는 그 뜻을 

안다고 해야 좋을지 모른다고 해야 좋을지 어리둥 한 때도 있었다.” 이진순, ｢

동경 시 의 이상｣, 앞의 책,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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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름에 기인한다. 허약한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제 없는 생활을 

해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다. 다  옥호를 ‘69’로 한 것은 그의 악

취미를 보여 다. 상당한 외입장이로 그러한 방면에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 박태원의 이러한 의도 인 서술로 인해 이상은 ‘난해

한 사람’에서 어느 순간 ‘재미있는 사람’으로 독자에게 제시된다. ③

에서 보듯이, 박태원은 이상에게 변태 인 곳이 지 않아 그의 지

우 에도 그에 해 명백하게 안다고 나설 사람은 없다고 설명한

다. 구체 인 이유를 일일이 나열함으로써 박태원은 독자들에게 마

치 한 명의 재미있고 개성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식으로 이상을 제

시한다.

④ 흐르고 어지럽고 겨으른 시단의 낡은 풍류에 극도의 증

오를 품고 괴와 부정에서 시작한 그의 시는 드디여 시 의 

깊은 상처에 부 처서 참담한 신음소리를 토했다. 그도 한 

세기의 암야(暗夜)속에서 불타다가 꺼지고만 한 기 첨 한 

양심이었다. 그는 그러한 불안 동요 속에서 ‘동(動)하는 정신’

을 재건하려고 해서 새 출발을 계획한 것이다. 이 방 한 설계

의 어구(於口)에서 그는 그만 불행히 자빠젓다. 상의 죽음은 

한 개인의 생리의 비극이 아니다. 축쇄된 한 시 의 비극이

다.83)

⑤ 그를 바라보는 내 얼골의 어두운 표정이 가뜩이나 병들

어 약해진 벗의 마음을 상해올가 보아서 나는 애써 명랑을 주

미면서

“여보, 당신 얼골이 아주 피디아쓰의 제우쓰 신상 같구려.”

하고 웃엇드니 상도 의 정열 빠진 우슴을 껄껄 우섯다. 사

실은 나는 ‘듀비에’의 ‘골고다’의 수의 얼골을 연상했든 것이

다. 오늘 와서 생각하면 상은 실로 라는 커―다란 모함에 

빠 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간 ‘골고다’의 시인이었다.84)

83) 김기림, ｢고 이상의 추억｣, 앞의 책, 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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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제 우리들 몇몇 남은 벗들이 상에게 바칠 의무는 상의 

피 엉킨 유고를 모아서 상이 그처럼 앨써 친하려고 하든 새 시

에 선물하는 일이다. 허무 속에서 감을  모르고 뜨고 있을 

두 안공(眼孔)과 구히 잠들지 못할 상의 괴로운 정신을 해

서 한 암담하나마 그윽한 침실로서 그 유고집을 맨드러 올리

는 일이다.

나는 믿는다. 상은 갖지만 그가 남긴 술은 오늘도 내일도 

새 시 와 함께 동행하리라고.85)

인용문은 김기림이 쓴 ｢고 이상의 추억｣의 일부분이다. 이 은 

이상의 죽음을 시 사  맥락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 죽어가는 이

상을 십자가를 걸머진 수에 비유하는 등 신격화하고 있는 에서 

에 띤다. 여타 애도문들이 이상의 기이함과 그의 시의 난해함을 

독자에게 애써 설명하려 노력한 것에 비해, 이 은 도리어 이상의 

천재성을 강조한다. 김기림은 우선 이상이 죽음에게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육체를 없애고 사라진 것이라고 운을 뗀다. 즉 죽음이라는 

 피동성을 능동성으로 인식한 것인데, 이러한 시각은 이상의 

죽음을 자살로 본 박태원의 시각과 유사하다. 이어 다방에 앉아 담

배연기에 취해 있는 이상의 얼굴에서 ‘ 의 비극’을, 해학과 야유

와 독설이 섞인 이상의 잡담에서 문명의 깨어진 ‘메커니즘’을 읽어낸

다. 이럴 때 이상은  문명의 부조리를 반 하는 문제  개인으

로 상이 정립되고, 그의 죽음은  문명의 비극으로 인식된다. 

같은 맥락에서 울지 않는 이상의 행 는 비행 의 행 로서 세속에

의 반항과 문명의 비 이라는 의미를 얻게 된다. ④에서 김기림은 

이상의 시가 괴와 부정에서 시작했고 시 의 상처에 부딪 서 신

음소리를 토했다고 본다. 이상의 시는 시 의 고통에 반응하는 언어

84) 의 책, 313면.

85) 의 책, 3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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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림이 되고 이상의 죽음은 곧 괴와 부정의 실패로 귀결된다. 

때문에 김기림에게 이상의 죽음은 “축쇄된 한 시 의 비극”으로 인

식된다. 이상의 죽음을 시 사  맥락에서 의미화한 후, 김기림은 

이상의 신격화를 시도한다. 1937년 3월, 센다이(仙臺)에 있던 김기

림은 이상이 동경에 왔다는 편지를 받고 그의 숙소를 방문한다. 김

기림의 에 비친 이상은 상아보다도 창백하고 검은 수염은 참혹하

게 무성하다. 이에 ⑤에서 보듯이, 김기림은 이상에게 얼굴이 피디

아스의 제우스 신상 같다고 말을 건넨 뒤 골고다의 수의 얼굴을 

연상한다. 이러한 신격화 작업을 통해 이상의 죽음을  문명을 

구원하려는 희생으로 의미화한다.86) 즉 김기림은 난해한 이상에게 

시 사  의미를 부여한 뒤, 그 의미를 독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상을 소개한다. ⑥은 김기림이 생각하는 애도 작업의 구체  행

가 유고의 발간임을 보여 다. 이것은 죽은 자가 미처 마치지 못한 

일을 산 자가 이어서 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산 자의 자리 안에 죽은 

자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럴 때 이상이 남긴 술은 원히 

산 자와 동거하게 된다. 즉 이상의 신화화는 김기림의 애도 작업의 

본질에, 유고 발간은 그 구체  행 에 해당된다. 박태원과 김기림

의 애도문이 난해한 이상에게 재미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우거나 

신격화하는 방식을 통해 이상을 소개하는 이라면, 지  살펴볼 최

재서와 이태 의 애도문은 애도를 계기로 애도 주체의 문학론을 펼

치는 비평  이다.

⑦ 결국 이상이 실험 인 테크니크로써 기괴한 인물을 그린

86) 이상의 신격화는 애도시 ｢쥬피타 추방―이상의 에 바침｣(김기림, 바다와 

나비, 신문화연구소, 1946, 93-98면)에 이어진다. 이러한 시각은 이후 연구

자들에게 지속 인 향을 미친다. “이상은 세상을 떠난 후에 김기림이 붙여  

‘주피터’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 문학사의 별이 된다.” 권 민, 이상 

문학의 비  13, 민음사, 2012,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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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단순한 지  유희거나 불순한 인기책이 아니라 그

의 고도로 발달된 지  생활에서 소사나는 필지(必至)의 소산

이 다는 것. 딸아서 그의 술  실험은 그의 기맥힌 생활이 

가추고 나설 표 형식을 탐구하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나는 

안심하고 결론할 수 있었읍니다.87)

⑧ 이상의 술은 미완성입니다. 이 미완성이라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읍니다. 즉 그의 술은 성질 그 자체부터 미완

성 이라는 의미와  그는 일을 (中)만 들고 이 세상을 떠

나버렸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읍니다. (…)

그나마도 그는 그 실험을 더 발 시키지 못하고  외부의 

충분한 비 을 받은 일이 없이 이 세상을 떠나고 말었읍니다. 

그의 술이 미완성이라는 것은 어느 으로보나 피치 못할 

운명이라 하겠읍니다.88)

⑨ 우리는 며칠 에 김유정, 이상 두 고우(故友)를 해 추

도회를 열었다. 세속 인 모든 것을 비웃던 그들이라 그런 의

식을 갖기 도리어 미안스러웠으나 스노비즘을 벗지 못한 이 

남은 친구들은 하루 녁의 그런 형식이나마 밟지 않고는 

무 섭섭해서 다. (…)

이제 그들을 보내고 그들이 남긴 작품만을 음미할 때 같은 

길을 걷는 이 벗의 가슴에 윽 자극됨이 한두 가지가 아니

다.89)

인용문 ⑦과 ⑧은 최재서의 애도문 ｢고 이상의 술｣의 일부분이

다. 이 은 1937년 5월 15일 부민  소집회실에서 거행된 김유정

과 이상의 합동추도식에서 최재서가 강연한 내용을 그 로 로 옮

긴 것이다. 이 은 내용상 애도문이면서 작가론에 해당된다. 최재

87) 최재서, ｢고 이상의 술｣, 조선문학, 1937.6, 128면.

88) 의 책, 130면.

89) 이태 , ｢ 구를 해 쓸 것인가｣, 무서록, 박문서 , 1941. (여기서는 이태

, 무서록, 깊은샘, 1994,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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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동료작가와 일반  모두를 상으로 강연했는데, 체로 이

상 소설의 난해성을 해설하는 데 집 했다. 이 은 고인이 남긴 작

품의 진의를 해명하는 것이 산 자가 할 일이며, 그것이 애도의 방법

임을 보여 다. 특히 작품의 진의를 해명하기 해 작가에 한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 작가론 서술 방법에 

한 최재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은 질문에서 작가에 

한 이해로, 다시 작품에 한 이해로 연결하는 서술 구성을 보여

다. 최재서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괴상한 테크닉을 쓰지 않고는 자

기의 내부생활을 표 할 수 없는가, 그 게 해야 할 실한 필연성

이 있는가, 독자의 호기심을 끌기 한 단순한 손장난이 아닌가. 이

에 한 답을 구하기 해 최재서는 이상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고 

그에 한 이해를 시도한다. 김기림의 기상도 출 기념회에서의 

첫 만남, 맥주를 나 던 유쾌한 기억을 떠올린 뒤, 보헤미안 타입의 

풍모와 시니컬한 웃음, 기지가 활발한 스피치를 언 하며 이상의 포

즈가 인 인 것이 아님을 느낀다. 이어 이상이 상식에 싫증이 났

고, 문학  에스 리를 잃지 않았음을 떠올린다. 그리고 작가에 

한 이해를 작품에 한 이해로 연결한다. ⑦에서 보듯이, 이상이 기

괴한 인물을 그리는 것은 고도로 발달된 지  생활에서 나온 것이라

는 것, 술  실험이 기막힌 생활에서 표 형식을 탐구하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 최재서의 단이다. 최재서는 ｢날개｣를 근거로 단

을 뒷받침한다. 이상의 소설에는 통  요소, 즉 성격묘사와 롯

이 없다는 것, 주 과 객 , 꿈과 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날개｣는 , 상식, 도덕을 풍자하는 정신이 모티 이고 이것

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린애의 말장난이나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들

린다는 것, 이상의 소설은 시와 결합되어 있어 실험 이라는 것 등

이 근거로 제시된다. 이처럼 이 에서 확인되는 서술 양상, 즉 질

문, 작가 이해, 작품 이해로 이어지는 서술 구성과 이상 소설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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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성과 실험성을 구체 인 작품을 들어 설명하는 서술 의도는 다

분히 생 에 독자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의 삶과 문

학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 죽음을 애도하기 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애도문의 진정한 가치는 최재서가 이상 술의 미완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다. 최재서는 이상의 술이 미완성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문명에서 양된 개성의 편을 추리

어 리얼리티를 주려는 실험 때문이고, 둘째는 그 실험을 완성시키지 

못한 채 외부의 충분한 비  없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특히 둘

째 이유는 이상의 작품이 제 로 읽히고 비 되었어야 했음에도 불

구하고 그 지 못했다는 것을 간 으로 지시한다. 즉 첫째 이유는 

작가 이상에 기인하지만 둘째 이유는 작품을 제 로 읽지 않은 독자

에 기인한다. 때문에 진짜 미완성은 이상 작품의 형식  미완도, 그

의 이른 죽음도 아니라 그의 작품이 정당하게 읽히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것이 최재서의 생각이다. 이 은 산 자가 죽은 자에게 보내

는 진정한 슬픔은 그의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의 완성에 함께 참여

하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상의 술은 끊임없이 읽 야 하고 그

것이야말로 진짜 애도라는 것을 보여 다. ⑨는 이태 의 수필집 
무서록에 수록되어 있는 ｢ 구를 해 쓸 것인가｣의 일부분이다. 

이 은 김유정과 이상의 합동추도식이 끝나고 며칠 뒤에 작성된 

로 애도문이면서 문학론에 해당된다. 이태 은 합동추도식을 떠올리

며 남은 자의 슬픔을 토로하고, 스노비즘을 벗지 못한 자신과 동료

작가들을 반성한다. 요한 것은 이태 이 김유정과 이상의 부재에 

슬퍼하면서도 그들의 죽음이 남은 작가들에게 자극이 되었음을 밝

히고 있다는 데 있다. 김유정과 이상의 작품에서 공통 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자신(自信)’이라는 것, 그들이 사회나 의 요구에 

노 가 되지 않고 자기 체질에 맞는 문학을 창작했다는 것이 이태

의 생각이다. 고인의 부재를 그들이 남긴 작품으로 연결하고, 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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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이 그 작품의 음미에 있으며, 산 자는 이것에 자극을 받아 

죽은 자가 가려했던 길을 이어서 걸어야한다는 것, 이것이 이태 의 

애도문에서 읽을 수 있는 애도의 방식이다. 

｢염천｣은 요양  1938년 10월호에 발표된 단편으로, 박태원이 

죽은 이상에게 바치는 소설이다. 이 단편의 끝부분에는 ‘작자후기’가 

부기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박태원은 이미 4년 쯤 다방 ‘낙랑’

에 앉아 이상에게 ｢염천｣의 거리를 들려줬다고 한다.90) 때문에 ｢

염천｣은 이상 생 에 이미 구상되어 있었고, 본문에도 이상의 죽음

을 슬퍼하는 내용이 없어 애도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작

품이 죽은 이상에게 바치는, 애도의 목 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에 본

문 분석을 통해 애도 주체의 의도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 ｢염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을 며칠 앞둔 무더운 여름, 찻집을 내고 

싶은 남수가 종로경찰서를 찾는다. 그러나 경 은 세 차례에 걸쳐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지붕이 얕아서도 안 되고, 찻길이어서도 

안 되고, 생철 지붕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남수는 

더 와 피로를 느끼며 어디에 가야할지 몰라 거리 에서 망연히 서 

있을 뿐이다. 마치 란츠 카 카의 ｢법 앞에서｣를 연상시키는 이 

소설은 경 의 거듭된 불허 앞에 어쩌지 못하는, 한 인물의 방향감

각의 상실을 보여 다.

“소꼬모 다메다요.”

이번까지 도합 세 번을 그는 남수에게 같은 선고를 하 다.

(…)

90) “작자후기― 그것도 이래 래 한 사 년 되나 보다. 낙랑(樂浪), 구석진 탁자를 

끼고 차를 마시며, 나는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로 이 얘기 거리를 이상에게 

들려  일이 있었다. 이번에 이 소품을 (草)하며 문득 그때 일이 생각난다. 

신통치 않은 소품이나마,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것을 죽은 이상에게 주고 싶

다.” 박태원, ｢염천｣, 요양 , 1938.10. (여기서는 박태원, 이상의 비련, 
깊은샘, 1991, 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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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토요일이든가? 이 사람 말구,  딴 사람이 바루 그 장

 아랫집을 보구 와서 말을 허게, 생철 지붕이라 안 된다구 

했었는데, 이 사람두 같은 집을 보구 왔군 그래……”

(…)

“생철 지붕두 안 되구…… 지붕이 얕아두 안 되구…… 찻

길가두 안 되구……”

(…)

남수는, 요 며칠 동안에 더 와  피로를 갑자기 신에 느

끼며,

“이제  어딜 가 보 ?……”

그는 얼마 동안을 그 게 거리 에가 망연히 서 있었

다……91)

인용문은 ｢염천｣의 마지막 부분이다. 사흘에 걸쳐 남수는 종로경

찰서를 찾아가 찻집 허가를 요청하지만 번번히 거 당한다. 두 번의 

‘소꼬와 다메다’와 한 번의 ‘소꼬모 다메다’는 남수의 삶의 길을 가로

막는다. 이유가 있어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막기 해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알 수 없는,  앞으로도 알 수 없을 이유 

앞에서 남수는 ‘더 와 피로’를 신에 느낄 수밖에 없다. ｢애욕｣, ｢

제비｣, ｢방란장주인｣ 등 이상을 소재로 한 박태원의 일련의 소설에 

속하는 이 작품은 찻집 허가를 받기 해 동분서주하는 이상의 모습

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이 소설이 우회 으로 겨냥하는 바는 방향감

각 상실의 원인인 종로경찰서, 즉 일제의 억압  권력이다. 하여 생

 고인의 모습을 기억한다는 에서, 그의 방향감각 상실과 고통의 

근 에 억압  사회가 있다는 을 비 하고 있다는 92)에서, 애

91) 의 책, 169-170면.

92) 김종회는 ｢염천｣이 “서민의 생존권을 철 하게 농락하는 식민지 경찰 행정의 폐

단과 고압 인 횡을 폭염이라는 상징  배경과 함께 객 으로 그려내고” 있

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종회, ｢박태원의 〈구인회〉 활동과 이상과의 계｣, 
구보학보 1, 구보학회, 2006.11,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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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체의 의도를 감지할 수 있다.

｢이상의 비련｣은 여성 1939년 5월호에 발표된 단편으로, 이상

의 작고 이주기에 죽은 벗의 비 을 이야기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

었다. 이 작품은 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연애를 

심으로 이상의 생  모습이 그려져 있다. 각 부분은 ｢애욕｣에 나

오는 하웅이 이상이면서 박태원이고 구보는 박태원이면서 이상이라

고 주장하는 내용, 이상이 찻집을 그만두고 창문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의 연애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 다방 ‘ 강산’에서 이상이 구애하

는 여인에게서 모멸의 시선을 받았다는 내용, 이상이 청루 여자와의 

정사(情死)를 생각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죽은 벗의 비 을 이야기하려다, 내 자신의 구악이 드러나

는 것은 나로서 매우 처지가 거북한 노릇이지만, 진실을 하

여서는 한 어 하는 수가 없을 것이다.93)

우리는 서로 껄껄 웃고 다시 가까운 곳에 빠――을 찾았던 

것이나, 술을 먹으면서도 나는 난데없는 ‘신문기사’를 앞에 

그려 보고 얼마 동안 불길한 생각을 떨어 버릴 수 없어 마음이 

부정(不定)하 다.

인생에 피로한 이상은, 단 한 번 보았을 뿐인, 그러한 곳의 

계집과도, 생사를 같이 하려면 같이 할 수도 있는 사람인 듯이 

내게는 느껴졌던 까닭이다.94)

이 에서 이상의 비 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다. 오입쟁이 이상

도 소년과 같이 수 고 애탔다는 것, 이상에게 염서(艶書)를 보낸 

여인이 있었다는 것, 이상이 구애하는 여성에게서 모멸의 리를 

93) 박태원, ｢이상의 비련｣, 여성, 1939.5. (여기서는 박태원, 이상의 비련, 
깊은샘, 1991, 172-173면)

94) 의 책,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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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는 것, 이상이 청루의 창녀와 함께 정사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박태원은 이 에서 죽은 이상에 한 네 가지 비

을 서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상의 비 을 알고 나니 자신의 마음

이 ‘부정(不定)’하 다는 데 있다. 모순되게도 박태원은 이상의 비

을 알고 나니 도리어 이상을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때

문에 이상에 한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된다. 즉 앎과 

알지 못함 사이의 긴장이 이 의 마지막 부분에서 도드라진다. 이

상에 해서 잘 알고 있는 자신이 남들이 모르는 비 을 하나씩 서

술하다 보니 결국 이상에 해서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  구

조가 박태원이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한 애도의 형식이다. 박태원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냄으로써 고인에 한 슬픔을 정직하게 표 한

다.

“이상이가 하다 남긴 일, 제가 기어코 일우겠읍니다.”95) 정인택이 

｢꿈｣과 ｢불상한 이상｣에서 거듭 언 한 다짐이다. 청량리 자택에서 

화단을 가꾸다가 이상의 부고를 받은96) 정인택은 미망인인 변동림

에게 죽은 이상이 못다 이룬 일을 자신이 이루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김옥희는 이상이 죽은 후 변동림이 이상의 방에서 장서와 

원고 뭉치, 그림 등을 손수 에 하나 가득 싣고 나갔는데 그 행방이 

묘연하다고 말한 바 있고97), 정인택은 ｢여수｣의 ‘작자의 말’에서 유

족에게서 이상의 유고, 즉 장편과 단편 이십여 편, 시가 사백 자 원

고지로 삼사백 매, 그 외 일기, 수필, 감상 나부랭이 등 부지기수의 

유고를 넘겨받았다고 썼다.98) 정인택에게 이상의 죽음을 애도하는 

95) 정인택, ｢불상한 이상｣, 조  1939.12, 306면.

96) 정인택, ｢신록잡기｣, 춘추, 1942.5, 126면.

97) 김옥희, 앞의 책, 109면.

98) 정인택, ｢여수｣, 문장, 1941.1, 4면. 이와 련하여 김주 은 정인택이 이상

의 유고, 특히 ｢여수｣의 작품의 상이 된 일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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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그가 남긴 유고를 세상에 다시 내놓는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인택은 1934년 매일신보사에 입사한 뒤, 박태원의 소개로 

다방 ‘제비’에서 이상을 처음 만난다. 특히 이상이 경 하던 카페 ‘쓰

루’의 여  권순옥을 사랑하여 자살 소동을 벌인 바 있다. 이상은 죽

어가던 정인택을 걸머지고 종로거리를 헤매었고, 정인택과 권순옥의 

결혼식 사회를 보기도 했다.99)

이 아는 정인택의 문학 활동에서 이상의 존재는 이었으

며, 정인택이 이상의 그늘 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100) ｢

동｣, ｢미로｣, ｢연련기｣, ｢업고｣, ｢우울증｣ 등의 작품들이 무기력

하고 외로운 인텔리가 하층계  여성들의 모성애  사랑에 의존하

며 살아가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상의 작품들과 많은 

부분 유사하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101) 정인택이 죽은 이상을 오랫

동안 의식하고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정인택은 

여러 에서 “네 까짓게 여자를 사랑할  아느냐”102), “자네는 분

(糞)일세”103) 등 생  이상이 자신에게 남긴 모진 말을 거듭 되새

겼다. 정인택이 남긴 애도문이나 애도의 내용을 담은 회고록에서 죽

은 이상과의 동일시와 비동일시의 모순된 충동을 확인하는 것은 어

내린 바 있다. 즉 ｢여수｣의 ‘작가의 말’은 허구일 뿐이고, 정인택이 의도 으로 

내용을 이상과 결부시키고자 제시했다는 것이다. 김주 , ｢이상 문학의 텍스트 

확정을 한 고찰―정인택의 이상 련 작품을 심으로｣, 안동어문학 4, 안
동어문학회, 1999.11, 221면. 이에 비해 정철훈은 정인택이 변동림에게서 유

고를 건네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철훈, ｢정인택의 사소설과 이상

의 유고｣, 오빠 이상, 이 옥희, 푸른역사, 2018, 272-278면 참고.

99) 이혜진, ｢총력  체제하의 정인택 문학의 좌표｣, 이혜진 편역, 정인택 작품집

, 문학, 2010, 439면.

100) 이 아, ｢정인택의 삶과 문학 재조명―이상 콤 스 극복과정을 심으로｣, 

 소설연구 35, 한국 소설학회, 2007.9, 184면.

101) 의 책, 188면.

102) 의 책, 311면.

103) 정인택, ｢꿈｣, 박문, 1938.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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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지 않다. 정인택은 이상이 작고한 2년 뒤에 애도문 ｢불상한 이상

｣104)을 발표하 고, ｢꿈｣, ｢축방｣, ｢고독｣, ｢신록잡기｣ 등의 회고

록, ｢여수｣, ｢우울증｣ 등의 이상 소재 소설들을 통해 지속 으로 이

상을 기억했다. 여기서는 애도문과 회고록을 심으로 논의를 개

한다.

⑩ ―이상이가 하다 남긴 일, 제가 기어코 일우겠읍니다. 지

난  이상이 그 야  어깨에 명재경각(命在 刻)의 를 걸머

지고 밤 깊은 종로거리를 헤매이든 일, 제가 어  잊겠읍니까.

그때 이상이 아니었드면 지 의 나도 없고, 내 안해도 없고, 

올 에 죽었지만 그때 안해 에 어 있든 낳은 지 이십여 일 

밖에 안 되는 태 이도 없을 것이다 생각할 제 다시 이상이를 

할 수 없다는 슬픔은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아니 

지 까지도 가슴속에 사모처 가시지를 않는다.105)

⑪ 그런 고로 ｢지주회시｣, ｢날개｣, ｢동해｣ 기타 이상의 작품

에 나타나는 이상과 그의 안해들을 나타난 그 로 받어 드려

서는 인간 이상을 정당하게 이해할 수 없다. 공개된 석상에선 

결코 진실을 고백치 않는 것이 이상의 ‘엑센트리크’한 성질이

기 때문이다. 작품에 나타난 이상 자신은 모다가 인간 이상의 

껍질이 아니면 거림자에 불과하다.106)

인용문은 ｢불상한 이상｣의 일부분이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이 은 이상의 삶이 암담의 연속이었기에 ‘불 하다’는 시각에서 

작성되었다. 정인택은 이상이 죽기  자신에게 보내온 마지막 엽서

104) 조  1939년 12월호에는 ‘요 한 그들의 면 ’이라는 기획 아래 5개의 애

도문이 수록되었다. 애도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서해를 추억함｣(방인근), ｢

도향의 회고｣(안석주), ｢불상한 이상｣(정인택), ｢유정의 면모편편｣(이석훈), ｢

인간 박용철｣(김 랑).

105) 정인택, ｢불상한 이상｣, 앞의 책, 306-307면.

106) 의 책, 3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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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소개한 뒤 미망인에게 ⑩에서 인용한 다짐을 편지로 써서 

부쳤다. 정인택은 자신의 목숨, 아내 권순옥과 아들 태 이의 존재

가 이상과의 인연에 빚지고 있음을 환기하고 고인에게 고마움을 표

한다. 이어 자신의 은인이자 친구인 이상의 죽음을 애도하기 해 

그가 못다 이룬 일을 자신이 이어서 이루겠다고 다짐한다. 여기까지

는 여타 애도문의 서술 양상과 크게 차이 이 없다. 그런데 이 은 

여타 애도문들이 이상을 ‘성격 탄자 다다이스트’로 보는 시각을 비

하고 이상이 구보다도 상식가 음을 주장한다. 일반 독자들에게 

고인을 알리려는 서술 의도는 동일하나 그 시각이 다르다. 다만 이

상이 어떤 면에서 상식가인지에 한 구체 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

고, 오히려 이상의 동경행이 천재가 아니면 택할 수 없는 일임을 부

각하고 있어 주장에 모순을 보인다. 이 모순은 애도 주체 정인택의 

정신  동요의 증상으로 이해될 만하다. ⑪은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이상을 근거로 인간 이상을 정당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부

분이다. 이상은 작품처럼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에는 자기 자신의 진

실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타 애도문들이 이상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에 비해, 정인택의 이 은 이상을 잘 알고 있

음을 제로 작성되어 있는 , 달리 말해 애도 상인 이상과의 심

리  거리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서술되고 있는 이 특이하다. 

이상이 동경에 가기를 바란 것이 이상의 부인과 자기 자신밖에 없었

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부분, 퇴폐 인 태도를 인식하고 자기 생활을 

진심으로 정하려 했다고 이상의 내면을 서술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 인 지 은 정인택이 이상에 해서 말할 때는 이상

과의 심리  거리감이 없는데 비해, 이상을 떠올리는 자기 자신에 

해서 말할 때는 상당한 거리감을 느낀다는 데 있다. 특이하게도 

정인택은 자신에게 정신 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죽은 이상을 떠

올린다. 때문에 ｢꿈｣, ｢축방｣, ｢고독｣ 등 이상의 죽음을 슬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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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문이나 이상을 기억하는 회고록은 이상의 향권에서 벗어나려

는 일련의 자기 치유의 서사로 읽힌다.

⑫ 길 가는 사람마다 모두 한 번씩은 발을 멈추고 히한하다

는 듯이 고개를 기우리며 나를 바라본 후 혹은 웃고, 혹은 멸

시하고―그러나 나는 그런 것에는 조 도 개심(介心)치 않고 

태연하게 한없이 구루마 뒤를 따라가며 한 알씩 두 알씩 

섬에서 흐르는 알을 주어 주머니에 넣고 넣고―밤새도록 그

런 꿈만 꾸다가 새벽녘에 잠을 깨이니 머리가 띵하고 죽은 이

상이가 몹시 그립다.107)

⑬ 내 딴엔 그 속에다 커다란 격려를 얽어담은 모양이나 말

투는 의외에도 빈정거리는 것 같지 들렸든지 그의 튼튼치 못

한 심장에는 난데없는 물결이 구비치듯 그 고동이 내 귀에까

지 쟁쟁 울리는 듯하여 나까지 그 속에 휩쓸려 드러갈까 겁하

며 어서 국으루 낮잠이나 더 자게 억제로 등을 미러 쫓어 내었

지만108)

⑭ 이런 시기(時期)를 나는 정신  ‘ 니크’라고 몰래 혼자서 

불르고 있다.

질식할 듯하나 꾹 참으면 어느새 꿈결같이 그 시기가 지난

다.

(…)

그러나 외로움이 질거울 도 없는 것은 아니다. 외로움 속

에 몰입할 수 있을 때다. 그때가 내게는 제일 행복스럽다.

말하자면 해탈의 경지이다.

그런 때 나는 늘 이런 것을 생각한다. 외로운 사람은 죽어서 

좋은 데 가리라고.109)

107) 정인택, ｢꿈｣, 앞의 책, 5-6면.

108) 정인택, ｢축방―사월 십칠일이 바로 이상이 죽은 지 이 년 되는 날입니다｣, 
청색지, 1939.5, 101면.

109) 정인택, ｢고독｣, 인문평론, 1940.11, 172면.



소설연구 71(2018.9)

236

인용문 ⑫는 ｢꿈｣의 시작 부분이다. 정인택은 자신이 꾼, 기이한 

꿈을 이야기하며 죽은 이상이 몹시 그립다고 을 시작한다. 이 꿈

은 정인택에게 ‘궁상스럽고 빌어먹을 꿈’인데, 왜냐하면 이상이 꾸기

에 가장 당한 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인택은 이상이 꿀 

만한 꿈을 자기가 꿈으로써 이상과 동일화된다. 하지만 그 꿈을 궁

상스럽고 빌어먹을 꿈이라고 언 하면서 비동일화의 의지를 드러낸

다. 로이트에 의하면, 애도는 주체에게 상이 죽었음을 선언하고 

상의 포기를 강요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체는 상에 

한 리비도를 조 씩 거둬들이게 된다.110) 즉 로이트  애도 작업

의 핵심은 애도 상과의 분리에 있는데, ｢꿈｣은 정인택이 죽은 이

상에게서 분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다. 때문에 정인택은 죽은 

이상을 자기 기억 속에 고착화시키려 안간힘을 쓴다. 머리는 길고, 

수염은 자라고, 옷은 남루하고, 정신상태는 ‘압노-말’해야 이상이지, 

새 옷을 입고 닦은 구두를 신은 이상은 이상이 아니라고 언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인택에게 죽은 이상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만 존재해야 한다. 죽은 이상과의 비동일화를 시도하는 정

인택의 심리상태는 ｢축방｣에 오면 흡수에의 공포로 나타난다. ⑬은 

｢축방｣의 일부분으로, 정인택이 이상 작고 이주기에 쓴 애도문이

다.111) 이 은 이백 자 원고지 5장 정도의 짧은 인데,  시작

과 끝이 말 임표로 되어 있고, 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 애도

문 에서는 매우 실험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에는 동경행

을 결심하고 정인택을 찾아온 이상의 모습과 이상이 병에 고통스러

110) 지그문트 로이트,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박찬

부 옮김, 열린책들, 2003, 264면.

111) 참고로 김주 은 ｢축방｣을 애도문이 아니라 ‘허구’로 보았다. ｢축방｣에서 정인

택이 이상의 죽음을 몰랐다고 언 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이상의 죽음을 인

정하고 싶지 않은 정인택의 감정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김주 , 앞의 책, 

28-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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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하며 정인택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⑬에서 정인택은 

이상이 자신을 찾아와 동경에 가겠다고 말하고 소리 없이 우는 것만 

같아서 자신도 덩달아 울고 싶은 것을 참으며 이제 겨우 아침이 왔

다고 말을 돌린다. 하지만 이상의 심장에서 나는, 물결이 구비치는 

듯한 고동소리가 자신의 귀에까지 쟁쟁 울리는 듯하여, 정인택은 그 

소리에 휩쓸려 들어갈까  겁이나 이상을 집에서 쫓아낸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이상에게 흡수되는 것에 한 정인택의 공포를 드러내

는 것으로 보인다.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에서도 정인택은 

‘칠칠치도 못한 이 폐병환자’, ‘이 어리석은 폐병환자’ 등으로 이상을 

지칭함으로써 이상과의 심리  거리감을 유지하기 해 안간힘을 

쓴다. 이럴 때 제목 ‘축방’은 정인택에게 쫓겨난 생 의 이상을 의미

하기도 하고, 죽은 이상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정인택의 욕망을 의미

하기도 한다. ⑭는 ｢고독｣의 일부분이다. 정인택은 자신이 어려서부

터 내향 인 성격에다 주변머리마  없어 고독하게 지냈다는 사실

을 언 한다. 이어 고집쟁이인 자신의 천성이 정신병인지도 모르고, 

요 며칠 동안 이 증세가 도져서 죽은 이상이 생각난다고 말한다. 이

상은 자기보다 몇 갑  우울하고 외로운 사람이고 그를 생각하면 고

독이 정신병이라는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어 이상이 이 병을 

자기에게 옮겨주고 갔다고 원망한다. ⑭는 이상에게서 염된 정신

병을 극복하려는 정인택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고독할 때 정

신  패닉 상태에 빠지지만 꾹 참으면 낫는다는 것이다. 이어 외로

운 사람은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하면서 정신  안정을 찾는

다. 물론 정인택이 보여주는 이러한 합리화는 그가 이상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

인택은 애도문과 회고록을 통해 이상과의 동일화에 공포를 느끼고 

비동일화를 시도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거듭된 기억과 애도는 정인

택의 노력이 번번히 실패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달리 말하자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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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택의 애도 작업은 실패를 통해 지속되는데, 역설 이게도 이러한 

실패의 연속이 죽은 이상을 향한 성공  애도가 된다.

4. 나오며

지 까지 김유정과 이상의 죽음에 제출된 애도문을 심으로, 

1930년  후반 작고 작가 애도문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

았다. 김유정과 이상의 잇따른 죽음은 그 자체로 1930년  후반 우

리 문학사에서 하나의 사건이었다. 동료작가들은 김유정과 이상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 방

법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은 오롯이 남은 자가 해야 할 일이었다. 

생 에 이해받지 못한 고인의 존재를 리 알리는 일, 고인이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유고를 세상에 내놓는 일, 고인의 작품을 다시 읽

음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일, 나아가 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다른 쓰기로 나아가는 일 등이 애도의 구체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제출한 애도문은 정치 , 문화 으로 억압 인 사회에서 사

회  발언의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애도문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

는 동시에 애도 주체의 생각과 의지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애도 주

체의 의지와 애도문의 서술 양상에 따라 애도문은 작가론이 되었고, 

문학론이 되었으며, 회고록, 반성문, 고백록, 편지 , 공개장, 

(傳), 소설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쓰기는 고인의 삶과 문학을 일

반에 알리려는 애도 주체의 의지를 반 하면서, 결과 으로 애도문

이라는 쓰기의 장르  확장성을 보여주었다. 그 구체 인 근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유정의 죽음에 강노향, 이석훈, 김문집, 채만식, 박태원, 안회

남 등이 애도문을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애도문들을 서술 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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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고인의 생  모습을 기억하며 인간됨이나 심리상태를 서술한 

애도문, 애도를 계기로 사회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애도문, 애

도를 계기로 애도 주체의 개인  시각과 가치 을 드러낸 애도문, 

애도문의 다시 쓰기를 통해 문학 콘텐츠의 생산으로 이어진 애도문

으로 분류했다. 박태원은 김유정에 한 개인  반성과 더불어 동료

작가로서의 책임감, 즉 문단  차원의 반성을 보여주었다. 이석훈은 

가난과 병고라는 김유정 개인의 결여를 드러냄으로써 조선 사회 

체의 결여를 드러냈다. 채만식은 김유정의 죽음을 계기로 자국어 문

학의 요성을 강조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작가의 실에 해 문

제를 제기했다. 안회남은 김유정의 죽음을 슬퍼하는 일련의 애도문

을 작성하여 애도문의 외연 확장을 보여주었다. 특히 ｢겸허｣는 김유

정의 일탈 행 를 심으로 이야기를 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

하고, 그 행 에 친 하게 이유를 부연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인간 김

유정의 서사에 몰입하고 공감하게 만들었다.

이상의 죽음에 박태원, 최재서, 이태 , 김기림, 정인택 등이 애

도문을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애도문들을 서술 양상에 따라 생

에 이해받지 못했던 고인을 일반 독자에게 소개하는 애도문, 애도를 

계기로 애도 주체의 문학론을 펼치는 애도문, 애도의 목 에서 헌정

된 소설, 애도를 계기로 자기 치유의 서사로 이어진 애도문으로 분

류했다. 박태원은 난해한 이상에게 재미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우

고, 김기림은 이상을 신격화하여 독자에게 소개했다. 최재서는 산 

자가 죽은 자에게 보내는 진정한 애도가 그의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

품의 완성에 참여하는 것임을 보여줬고, 이태 은 산 자의 역할이 

죽은 자의 작품을 음미하고, 이것에 자극을 받아 죽은 자가 가려했

던 길을 이어서 걸어가는 것임을 보여줬다. 박태원은 이상에게 헌정

하는 소설에서 억압  사회를 비 함으로써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이상에 한 무지를 드러냄으로써 슬픔을 정직하게 표 했다.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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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은 죽은 이상과의 동일시와 비동시의 모순된 충동을 보여줬다. 특

히 일련의 애도문을 통해, 정인택이 죽은 이상에게서 분리되지 못하

고 흡수되는 것에 공포를 느끼다가 결국 합리화를 통해 안정을 찾

는, 자기 치유의 서사를 썼음을 확인했다.

이 논문은 김유정과 이상의 죽음에 제출된 애도문을 심으로 논

의를 개했다. 하지만 방정환, 김소월, 심훈, 박용철 등 이 시기 작

고한 여타 작가들의 죽음에 제출된 애도문은 여 히 연구가 진행되

지 못한 채 남아 있다. 특히 남궁벽, 나도향 등 1920년 에 작고한 

작가들은 1930년 에도 지속 으로 애도되었다. 이들의 죽음에 제

출된 애도문을 논의의 통일성을 해 연구 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

쉽다.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애도문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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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rrative Aspects and its Meaning on 
the Condolences notes about the Deceased 

Writers of the late 1930s
－Centering on the Condolences Notes 
submitted to Death of Kim Yoo-jung 

and Lee Sang－

Seok, Hyeong-Rak

This paper examined narrative aspects and its meaning on the 
condolences notes about the deceased writers of the late 1930s, 
centering on the condolences notes submitted to death of Kim 
Yoo-jung and Lee Sang. The death of Kim Yoo-jung and another 
following death, Lee Sang became a significant event in our literature 
history in the late 1930s. Feeling sad many fellow writers didn’t want 
to make their deaths in vain. Thinking about and implementing that 
method was only the job that they can mourn-widespreading existence 
of the dead who weren’t identified to public, releasing an unfinished 
their manuscript to the world, re-reading the text of the deceased, and 
doing another piece of writing for being the trigger of death. Kang 
Ro-hyang, Lee Seok-hoon, Kim Moon-jip, Chae Man-sik, Park 
Tae-won and Ahn Hoe-nam submitted their condolences notes to Kim 
Yoo-jung's death. And Park Tae-won, Choi Jae-seo, Lee Tae-joon, 
Kim Ki-rim and Chung In-taek submitted their condolences not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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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ang’s death. Their condolences notes mourned the death of the 
deceased and expressed the thoughts and willingness of them.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narrative aspects, it can be a study of 
writers, a literature theory, a memoir, a writing of apology, a 
confession, a letter, a open letter, a chon(傳), or a novel. Furthermore, 
condolences notes became a healing narrative for mourning subject. 
These writings reflect the writer's willingness to publicize life and 
works of the deceased, and showed the genre scalability of the 
condolences notes, as a result.

Key words: the late 1930s, the Deceased Writer, Condolences note, 
Kim Yoo-jung, Lee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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