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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해방기 염상섭 소설에 나타나는 탈식민적 현실인식을 분석하

고 그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탈식민의 성취를 문학적으로 모색하는 것에 있음

을 설명하는 것이다. 해방은 단순히 식민 지배로부터의 물리적인 탈식민

(decolonization)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문학사적인 맥락에서 또한 탈식민적

정체성과 주체, 그리고 탈식민 성취의 이념적 토대와 같은 문제들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염상섭이 해방기에 창작한 소설 작품들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작가적 노력의 결과물이었고 그 바탕에는 염상섭의

탈식민적 현실인식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의 현실인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탈식민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첫째로

해방 현실을 미완의 탈식민(decolonization) 상태로 인식함으로써 이를 타개할

탈식민적 주체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첫

걸음」, 「엉덩이에 남은 발자욱」, 「모략」, 「혼란」, 「삼팔선」은 일본 제

국주의 역사와 식민적 정체성 해소의 문제를 서사화하는 한편, 그 자리를 대

체하게 된 새로운 제국 체제의 식민성을 적시하고 있다. 이 소설들은 해방 현

실을 탈식민적 정체성의 문제와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만주 이주

민의 외부적인 시선을 통해 현실을 조명함으로써 해방을 곧 민족의 해방, 민

족국가 수립으로 치환하는 평면적이고 피상적인 이해 방식에서 탈피한다.

해방 직후 발표한 「첫걸음」과 「엉덩이에 남은 발자욱」은 다소 과도적인

작품으로 민족주의적인 서사의 양상을 드러낸다. 「첫걸음」은 민족적 정체성

을 회복하는 과정을 민족 내부의 동일성 확인과 민족 외부의 배제 논리로 서

사화한다. 그러나 「엉덩이에 남은 발자욱」에서 이러한 민족주의적 서사의

위험성이 서사 표면으로 노출되며 이후 염상섭의 문학이 보다 본질적인 탈식

민적 정체성 모색의 단계로 이행하게 되는 징후가 포착된다. 「모략」에서는

「엉덩이에 남은 발자욱」에 흔적을 남긴 서사적 균열이 점차 확대되며 민족

적 정체성의 동일성 논리는 탈식민적인 해방 현실 앞에서 무효화되는 상황을

제시한다. 「모략」과 마찬가지로 만주 이주민의 시선을 전면화하는 「혼란」

은 당시 지배적인 민족주의 담론과 달리 실제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민

족적 정체성과 민족적 주체가 아님을 강조한다. 「삼팔선」에서는 미군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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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지배하의 38선을 넘는 피난민을 형상화함으로써 전후 새로운 제국 체제의

식민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를 극복할 새로운 주체 모색의 과제가 이후 창작

과정에서 지속될 것임을 암시한다.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적 현실인식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은 그의 중간

파 이념에서 확인된다. 염상섭은 좌우익에 함몰된 해방기 여타 작가들과 달리

사회주의와 부르주아 민족주의로 양분된 제국의 이념적 헤게모니를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탈식민적 이념으로서 중간파 이념을 제시한다. 해방 직

후 염상섭의 이북 체류와 월남 체험을 밑바탕으로 창작된 「이합」, 「재회」

연작은 지식인의 시선으로 이데올로기 뒤에 은폐된 새로운 체제의 식민 지배

를 해부하고 있는 소설이다. 그러나 「그 초기」와 함께 이 연작 소설이 지닌

한계는 비판적 인식에서 머물 뿐 이데올로기 배면의 식민성을 극복하는 단계

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은 식민 지배의 극복과 저항

의 문제는 장편소설 『효풍』에 이르러 구체화된다. 염상섭은 『효풍』에서

제국의 이념적 헤게모니에 의한 식민화를 극복하기 위한 탈식민적 주체의 가

능성을 시험한다. 중간파 이념을 체화 및 형상화하는 인물들은 특정한 이념

선택이 아닌, 체제 내부에서의 주체적인 이념 경쟁과 공존을 위한 이념 공간

확보 차원의 문제가 선결될 때 비로소 탈식민을 성취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중간파 이념은 단순히 작품 내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염상

섭이 실제로 좌우합작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작품 바깥의 현실로까지 확장되었

다.

한편 1948년 단정 수립으로 인해 이념적 차원의 탈식민 추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다. 동시에 사회 ․ 문화적으로 반공주의와 미국적 자본

주의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념적 식민화의 문제가 일상의 식민화로 전환되

기에 이른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염상섭의 문학 또한 일상 담론의 층위로 초

점을 이동시켜 식민화된 일상을 탈피할 수 있는 주체 복원 작업에 착수한다.

「두 파산」, 「일대의 유업」, 「속 일대의 유업」에서 6.25로 연재가 중단된

장편소설 『난류』에 이르는 48년 이후의 소설들은 공통적으로 일상의 식민화

에 저항하는 여성 인물의 모습을 부조함으로써 자본으로 대표되는 일상의 식

민적인 억압으로부터 주체적인 인식과 행위의 확보 가능성을 모색한다.

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탈식민 성취에 이르는 다각적인

사유와 모색에 있으며 그 기저에는 해방을 미완의 탈식민(decolonizat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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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이해하는 탈식민적(postcolonial) 현실인식이 가로놓여있다. 이와 같은

특징적인 현실인식과 문제의식은 염상섭의 직접적인 탈식민적 체험과 함께 작

품의 질료가 된 만주 이주민의 시선과 중간파 이념의 탈식민성에서 기인한다

고 할 수 있다. 해방기 염상섭 소설이 그 특유의 위치와 가치를 획득할 수 있

었던 원인이 여기에 있다.

*주요어: 탈식민, 해방, 탈식민적 정체성, 저항 주체, 중간파 이념, 일상의 식

민화, 주체 복원

*학 번: 2010-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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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염상섭은 1920년대부터 60년대에 이르기까지 28편에 이르는 장편 소설과 150여 

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했으며, 「만세전(萬歲前)」이나 『삼대(三代)』와 같은 작품들

은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전개에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아왔다.1) 그가 남긴 작

품의 양과 질이 말해주듯 그는 식민지 시기와 해방 이후에 걸친 40여년의 시간 동

안 고른 작품 활동을 보인, 한국 현대문학사의 거의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염상섭 문학의 연구사 또한 작가 염상섭과 그의 작품들이 지니는 문학사적 무게감

에 비례하는 깊이와 폭을 보여준다.2) 자연주의3)와 리얼리즘4)으로 염상섭 문학을 

규명하려는 사조적(思潮的) 연구가 초창기 염상섭 문학 연구를 지배하는 가운데, 김

종균의 『염상섭연구』5), 김윤식의 『염상섭연구』6)와 같은 방대한 연구 업적이 등

장하기도 했다. 이를 기점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작품론, 작가론, 주제론, 비평

론에 걸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김윤식의 『염상섭연구』와 이보

영의 『난세의 문학』7)은 이후의 염상섭 문학의 두 흐름을 형성하는 기원적 연구로 

평가받는다. 김윤식은 염상섭 문학을 근대적 제도 장치로서의 글쓰기와 가치중립성

으로 요약하는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이보영은 민족의식과 저항의식의 측면을 강조

한다. 평행선을 이루는 이 두 시각은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되다가 최근에는 다

양한 주제론적 접근을 통한 극복이 시도되고 있다.8)  

1) 김종균의 연구(김종균, 『廉想涉硏究』, 고려대학교출판부, 1974) 이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합의하는 바이나 미완과 게재 사실만 확인되는 작품들까지 포함한 숫자다.

2) 염상섭 문학 전반의 연구사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까지의 염상섭 문학 연구 성과를 검토한

다음의 논문 참조. (진정석, 「염상섭의 소설시학을 위하여」,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

『한국 현대문학의 근대성 탐구』, 새미, 2000.)

3)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백양당, 1949.

4) 김치수, 「염상섭 재고」, 《중앙》, 1966. 1.

김 현, 「염상섭과 발자크」, 《향연》3, 1970.

정명환, 「염상섭과 졸라」, 《한불연구》, 1974.

김우창, 「비범한 삶과 나날의 삶」, 《뿌리깊은 나무》 창간호, 1976.

5) 김종균, 『廉想涉硏究』, 고려대학교출판부, 1974.

6) 김윤식, 『廉想涉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7)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지각,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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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검토한 현재까지의 염상섭 문학 연구는 식민지 시대에 치우쳐 있으며, 이에 

비해 해방 이후 소설에 대한 관심도는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노출한다. 전영태

는 해방 직후 염상섭이 발표한 단편 소설들에 대해 “이 시기의 작품들은 사건을 객

관화하여 소설적 허구로 현실에 대응하려는 본격적인 소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

대의 핵심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부각시키는 문제제기형 소설도 아니다”라고 평가했

는데, 이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가 해방 이후 염상섭 소설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저하시킨 측면이 있다.9) 이러한 까닭에 해방 이후 염상섭 소설에 대한 선행 연구의 

성과는 해방 이전의 그것에 못 미치며, 이 중에서도 본고의 연구 대상에 해당되는 

1946년부터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경우에도 동시대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연구들의 일반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다소 미진한 편이다.10) 

그러나 해방기 염상섭 소설이 그의 문학 세계에서, 그리고 해방기 문학 전체에서 특

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양적 ․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은 보다 구체적으로 작가적인 측면과 동시에 문학사적인 측면에서

요청된다. 염상섭은 『삼대』를 정점으로 문제의식이 점점 무디어져 만주로의 이주

이후에는 절필생활을 선언하고 약 10년간 이른바 ‘작가로서의 고자 상태’를 겪는다.

염상섭 문학이 다시 한 번 상승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은 해방을 기점으로 식민지

시대와는 다른 각도의 문제의식을 통해 그의 문학 세계를 갱신하면서부터다. 또한

8) 김윤식의 논의를 잇는 후속 연구로는 김승환,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가족 중심의 인간상

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한편 이보영과 같은 시각을 견지하는 연구에는 김재

용, 「염상섭과 민족의식」, 문학과사상 연구회 편,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1998.; 김경수, 『염상섭 장편 소설 연구』, 일조각, 1999.

9) 전영태, 「해방에서 피난으로 이르는 길」, 권영민 편 『염상섭 문학 연구』, 민음사, 1987.

10) 본고에서 다루는 해방 이후 시기에 대한 명칭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김윤식에 의해 정의

된 이후 권영민, 정호웅 등이 사용한 ‘해방 공간’, ‘해방기’(신형기, 송희복), ‘해방 직후’(조남

현, 이우용) 등이 그것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인 ‘해방 공간’은 최근 해방의

역사적 의미를 희석시킨다는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해방 직후’는 객관적인 용어이지만

48년 정부 수립 이전까지로 명확히 한정된다는 점 때문에 50년 6. 25 전까지를 대상으로 삼

는 본고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46년에서 1950년

6월 25일까지의 기간을 ‘해방기’라는 용어로 지칭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해방기’는 ‘해방

직후’와 마찬가지로 48년 정부 수립 직전까지를 가리키는 용어지만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지

배적인 담론과 문제의식이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점에서 1945년 8월 15일부

터 1950년 6월 25일까지의 기간을 ‘해방기’로 명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해

방기’라는 용어 사용의 유효성을 고려해 해방기 염상섭 소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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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만주에서 해방을 맞이해 약 1년여의 시간 동안 조선 사회의 ‘외부’에서 해방을

경험하고 사유했다는 사실은 그로 하여금 해방기 대부분의 작가들과는 구별되는 방

식으로 해방에 대처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해방기 염상섭 문학이 문제적인 국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은 해방 이전에 집중되어 있는 초점이 해방기로 이동될 필요

가 있음을 주지시킨다.

해방기 염상섭 소설을 다룬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이 시기 염상섭의 ‘중간파’적 입장을 논의하는 연구 경향이다.11) 가장

먼저 김윤식은 이 시기 염상섭의 중간파적 입장을 그가 염상섭 문학의 근본이라고

규정하는 근대적 가치중립성이 발현된 한 양상으로 본다. 따라서 김윤식이 정의하는

‘중립/중도노선’은 이념태가 아니라 “서울 중산층이 삶의 감각과 일본을 통해 체득한

근대적 삶의 감각”에서 파생되는 “균형감각”에 가깝다.12)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가

치중립성”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을 논외로 하더라도, 해방기 염상섭 문학이 처한

특수한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해방 이전의 염상섭 문학을 설명하는 것과 동

일한 논리로 단순화시킨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13)

11) 해방기 좌익과 우익 노선 어느 것에도 동조하지 않았던 염상섭의 이념적 입장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중간파’(권영민, 신형기), ‘중립주의’(조남현), ‘중립/중도노선’(김윤식, 김윤식의 경

우 중립노선과 중도노선, 중립성을 병용하고 있다.) 등이 있다. ‘중간파’라는 명칭은 원래 해

방 직후 좌우세력의 중간 지대에 서있던 정치인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는데(권영민,

『解放直後의 民族文學運動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205면 참조.) 이후 문단 조직이

좌우 정치노선에 따라 양분되자 문학인들에게도 중간파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중립주의’는 문학이 특정 이데올로기의 선전도구로 쓰이는 것을 경계한 염상섭의 문학관을

바탕으로 염상섭이 내세운 이념적 절충주의와 포섭론을 지시하는 용어다. (조남현, 「1948

년과 염상섭의 이념적 정향」, 『한국 현대문학사상 논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295면

참조.) 김윤식은 ‘가치중립성’이라는 그의 개념을 변주해 염상섭의 이념적 선택에 대해서 ‘중

립/중도노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윤식, 앞의 책, 782면 참조.)

본고의 논의에서는 ‘중간파’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밝혀둔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중간파’

라는 용어가 지닌 정치적인 함의를 따르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 시기 염상섭의 이념적 입

장과 세계관에 대한 본고의 시각이 ‘중립’ 혹은 ‘중도’보다 ‘중간’이라는 어휘로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립’과 ‘중도’는 좌․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 ‘중간’은 좌․우 사이에 있는 공간을 뜻한다. 본고는 해방기 염

상섭이 좌익과 우익 어느 한 노선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했다기 보다는 그 사이에서 새로운

이념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과 방향성을 추구했다고 해석하므로, 본고에서 염상섭

의 이념적 입장을 언급할 때는 ‘중간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

12) 김윤식, 위의 책, 782면.

13) 최현식은 김윤식의 “가치중립성”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그는 염상섭 소설의

인물들이 중도적인 입장의 합리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도로서의 근대’에 무

기력하게 순응해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작가 스스로가 설정한 “합리성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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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대조적으로 좌우 이념 대립으로 요약되는 해방기 문단의 이념 구도 안에서

염상섭 문학을 논의하는 연구가 하나의 군(群)을 이룬다. 이들 연구는 해방기 염상

섭의 중간파적 입장을 규명하면서 이 시기의 문단 내부에서 염상섭이 점유하고 있

었던 예외적인 위치를 확인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 경향의 논의는 다시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 시기 염상섭 문학의 중간파적 노선 선택은 그의 중간파 이념이 좌우를

포괄하는 것으로서의 분명한 이념성을 지닌다고 보는 평가와 좌우 대립 속에서 어

떤 것도 선택하지 못한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전자

를 대표하는 연구자로는 권영민, 조남현이 있고, 이우용과 신형기의 연구는 후자의

경향을 따른다.

권영민은 염상섭의 중간파 이념이 정치적 파당성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

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문학적 지향성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좌우 세력의 중간에

위치한 것 이상의 이념적 태도로 형성될 수 있었다고 본다.14) 조남현의 연구 역시

같은 시각을 유지한다.15) 그는 특별히 48년을 전후로 발표된 소설 텍스트들의 면밀

한 분석을 바탕으로 염상섭의 “중립주의”가 여러 층위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제3

의 이념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16) 이 계열의 연

구는 해방기 염상섭 소설을 지탱하는 이념적 기반을 규명했으며 좌익과 우익의 논

리로 수렴되지 않는 염상섭 문학의 예외성을 확인했다는 선구적 업적을 남겼다.17)

반대로 이우용은 「이합」과 「재회」에 드러나는 염상섭의 현실 인식을 체념과

도피의 차원으로 가치절하한다.18) 이러한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신형기의 연구는 염

상섭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태도로부터 중간파적 입장을 도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 시기 염상섭의 작품들이 중간파 이념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소박한 윤리론에

대지평에의 고민 속에서 그 내실을 찾아간 것”이라는 또 다른 시각을 참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현식, 「파탄난 ‘생활세계’의 관찰과 기록」, 문학과사상 연구회 편,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1998.)

14) 권영민, 『解放直後의 民族文學運動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15) 조남현, 「해방직후 소설에 나타난 선택적 행위」, 김윤식 편,『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

학의 현실인식』, 한울, 1989.

16) 조남현, 『한국 현대문학사상 논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17) 다음의 연구들은 염상섭의 몇몇 작품만을 대상으로 중간파 이념을 고찰했다.

김학균, 「해방 후 분단 극복 의지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현대소설연구》38, 한국현대

소설학회, 2008.

서준섭, 「염상섭의 <효풍>에 나타난 정부 수립 직전의 사회, 문화적 풍경과 그 의미」,

《한중인문학연구》28, 한중인문학회, 2009.

18) 이우용, 「해방직후 소설의 현실인식문제」, 김윤식 편,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한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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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쳤다는 결론을 연역해낸다.19) 그러나 김재용이 밝힌 바, 염상섭이 《신민일보》를

통해 단선반대 운동을 펼치고 1948년 4월 14일 「문화인 108명 연서 남북회담 지지

성명」에 서명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염상섭의 중간파 이념이 단순한 이념적

도피나 기회주의가 아니었을 것임은 명백하다.20) 게다가 위와 같은 시각은 먼저 좌

익과 우익을 준거로 삼고 그러한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염상섭 문학을 환원적으로

파악한다는 문제점 또한 노출하고 있다. 이념을 전제하고 작가와 작품의 세계관을

대응시키는 방식은 해방기 염상섭 문학이 이념적으로 불철저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는 식의 잘못된 인과론을 도출하는 데 그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염상섭이 여타 문

학인들과 다르게 좌익과 우익 담론에 쉽게 함몰되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

로써 객관적인 인식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요

컨대 해방기 염상섭 문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의 중간파 이념을 가능케 한 근본

적인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사에서 또 하나의 큰 흐름을 구성하는 것은 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민족의식

혹은 민족적 정체성을 해명하는 연구들이다. 먼저 해방 직후의 염상섭 소설이 민족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해석을 제출하는 일단(一團)의 연구들이 있다.21) 그러나

해방 직후라고 명시했듯이, 이들의 연구에 내재한 한계는 이 시기 염상섭 소설을 단

절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48년 『효풍』 연재를 끝으로 이후 염상

섭의 소설들은 일상에 함몰되어 세태묘사와 쇄말주의적인 것으로 흐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일상의 풍경을 전면에 부각시킨 소재적인 측면의

변화를 소설 전체에 대한 평가와 분석으로 확대시킨 나머지 그 심층에 자리한 문제

의식의 연속성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김재용은 염상섭이 48년 이

후 정국의 억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본래의 비판적 작가 의식을 잃고 일상의 세계로

후퇴했다고 평가한다. 즉 작품의 내적 변화의 원인을 작가의 신변적 문제로만 설명

하고 있는 것이다.22) 그러나 이러한 논점은 “그래서 염상섭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

19) 신형기, 『해방기 소설 연구』, 태학사, 1992.

20) 김재용, 「분단을 거부한 민족의식―8.15 직후 염상섭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

미」, 《國語 國文學 硏究》20, 1999, 198면.

21) 김재용, 위의 글.

이보영, 「과도기적 지식인상의 창출」, 『염상섭 문학론』, 금문서적, 2003.

안미영, 「염상섭의 해방직후 소설에서 ‘민족’을 자각하는 방식과 계기」, 《한국언어문

학》68, 한국언어문학회, 2009.

22) 김재용은 염상섭의 보도 연맹 가입을 근거로 제시하며 그가 기존의 비판적 시각을 고수할

수 없었던 정치적 상황이 작품의 경향을 변모시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김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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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해답을 생략했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간에 염상섭이 그의 소설 내부에 초래한 변화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 비판하고자 했던 것, 지향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확

인하려는 시도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부재했기 때문에 작품 표면에 드

러나는 현상적 변화를 작가 의식의 쇠퇴라는 비교적 손쉬운 설명으로 처리했던 것

이다.

물론 이러한 단절적 시각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동석과 최현

식은 모두 염상섭 소설의 ‘생활 세계’로 논의의 초점을 이동시켜 해방기 염상섭 소

설을 현실주의로 파악한다. 김동석은 「첫걸음」과 『효풍』을 중심으로 이 시기 염

상섭 소설이 이념과 현실적 욕망의 중층성을 구조화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을 왜곡

하는 이념의 폭력성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이 표면화된 것이라고 평가한다.23)

또한, 최현식은 김윤식이 정의한 염상섭 문학의 ‘가치중립성’이 단순히 근대성을 추

구하는 차원 이상의 것임을 증명하려 한다.24) 그 증명의 일환으로 「이합」, 「재

회」, 「두 파산」을 통해 염상섭 문학에서 일상적 윤리의 전면화는 근대화 과정에

내재된 병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활 세계’의 합리성을 재활성시키는 작업이라

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계열의 연구들은 단층(斷層)을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앞

선 나머지 핵심을 비껴나간다. 해방기 염상섭 문학의 가장 명백한 과제는 해방이라

는 시대적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염상섭의 단선

반대 운동과 남북회담 지지 입장 표명의 사실로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김

동석과 최현식의 연구처럼 ‘생활 세계’에 무게중심을 위치시키게 되면 46년에서 48

년 사이 염상섭 소설이 보여준 역사적 ․ 시대적 문제의식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

다.

한편, 근래의 연구 동향은 염상섭이 그의 소설에서 민족의식 내지는 민족적 정체성

의 회복을 서사화하는 과정과 논리를 규명하는 데 기울어 가고 있다. 진정석의 연구

및 염상섭의 만주 체험 서사에 집중한 김승민, 최진옥의 분석이 그 대표적인 예

다.25) 이들은 공통적으로 염상섭의 만주 체험 서사에 담긴 내적 논리가 만주에서의

앞의 글, 199-200면 참조.)

23) 김동석, 「민족의식과 생활 우위의 서사」, 『한국 현대소설의 비판적 언술 양상』, 소명출

판, 2008.

24) 최현식, 앞의 글.

25) 진정석. 「염상섭 문학에 나타난 서사적 정체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김승민, 「해방 직후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만주 체험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16,

한국근대문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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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했던 정체성을 청산하는 것이었으며 그 서사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스

스로의 민족적 정체성을 재구성했다고 본다. 염상섭의 텍스트들을 귀환 서사의 맥락

에서 분석하는 연구들 또한 동일한 논리를 제시한다. 정종현은 염상섭을 비롯한 작

가들의 귀환서사가 민족서사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귀환의 서사를 통해 해방기 국

민국가의 경계가 구축된다고 주장한다.26) 정재석은 귀환서사에서 국민국가 수립과

국민 되기의 담론을 확인한다.27) 이 계열의 연구가 남긴 족적은 해방기에 창작된 문

학 텍스트들이 민족국가 수립 담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과 그 과정을 규명

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귀환이 곧 동일한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명제를 이탈하는

텍스트들 또한 다른 한편에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모략」,

「혼란」, 「삼팔선」과 같은 텍스트 내부의 서사적 징후들은 민족적 주체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적 정체성 회복이라는 주제로는 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전체를 포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질에 다가서지 못한다. 이민영, 이종호, 김예림

의 논의는 이와 같은 기존의 귀환 서사 연구에서 반복되는 한계점을 지적하며 민족

으로 포섭되지 않는 지점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28)

위에서 살펴본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해방기 염상섭 문학이 중간파 이념에 기

초해 민족의식 내지는 민족적 정체성 회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규명하는 작업은 미결 상태

로 남겨 놓은 채 해방기의 지배적인 담론의 구도 안에서 염상섭 문학을 재편시키고

각각의 텍스트가 해당 담론을 충실히 반영 혹은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환원법

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을 따르면 결과적으로 염상섭 문학은 해방기

사회의 지배 담론에 종속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앞서 지적했던

48년 『효풍』을 기점으로 해방기 염상섭 소설을 단절적으로 보는 시각 또한 기존

논의의 환원적인 규정 방식이 초래한 문제점이다. 1948년 단독 정부 수립과 함께 좌

최진옥, 「해방 직후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민족의식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23, 한

국현대문학회, 2007.

26) 정종현,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민족서사」, 《비교문학》40, 한국비교문학회,

2006.

27) 정재석, 「해방기 귀환 서사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8) 이민영, 「해방기 귀환 소설의 경계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종호, 「해방기 이동의 정치학―염상섭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김예림,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상허학보》29, 상허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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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익 담론의 대립적 관계가 소멸했으며 민족국가 수립의 담론 또한 해소된다. 이

와 같은 지배 담론과 그 구도가 사라짐으로써 기존 논의가 염상섭 문학을 설명하기

위해 기대었던 대전제의 자리는 공백으로 남게 된다.

이상 선행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해볼 때 해방기 염상섭 소설에 내재한 현실

인식과 그에 따른 문학적 대응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포괄하는 근본적

인 문제의식을 규명해야 한다. 해방기 염상섭 소설을 대상으로 삼아 그 전반적인 양

상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단순한 작품 변모 양상 내지는 작가의 인식적 변화를 서술

하는 소박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원인은 각 작품의 근저를 흐르는 문제의식의 큰

흐름을 포착하고 있지 못하는 데 있다.29) 물론 이것은 개별 작품들 간의 관계망이

다소 공소(空疎)해 보이는 까닭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재나 주제

의 표면적인 유사성을 뛰어넘는 작가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확인할 때 이 시기 염

상섭 문학에 대한 연구 수준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른바 ‘중

간파’라는 염상섭 특유의 이념적 위치를 결정한 문제의식의 본질과 그 지향점이 무

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효풍』과 그 이후에 발표된 작품

들을 분리시켜 보는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염상섭의 문제의식이 실종된 것이 아니

라 다만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변주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염상섭이 해방기에 창작한 소설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와 식민적 정체성을 해

소하는 문제를 서사화하는 한편, 해방기를 지배하고 있던 민족주의 담론을 경계하는

자세를 취한다. 또한 이 시기 그의 글쓰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자리를 대체하는 새로

운 체제의 식민성을 적시하며 그것에의 저항을 문학적으로 모색하는 작업에 해당된

다. 그러므로 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계속된 식민 지배에의 저

항과 투쟁,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이 지적한

민족의식의 형상화와 중간파 이념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파생

된 세목(細目)인 것이다. 따라서 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근간은 탈식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며, 이는 해방기 염상섭 소설이 마땅히 탈식민주의의 시각에서

29) 김동현, 「廉想涉 小說硏究: 解放後 作品에 反映된 作家意識의 變貌樣相을 中心으로」, 강

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조영미, 「염상섭 해방 이후 단편소설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박정우, 「염상섭 해방기 소설 연구: 현실인식의 반영양상과 변모과정」,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0.

박정현, 「염상섭 해방기 소설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이민혜, 「해방기 직후 염상섭 소설연구: 1946-1949년 작품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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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염상섭 문학을 탈식민주의와의 연관성 안

에서 구명(究明)하고자 한 본격적인 시도는 매우 적었다. 식민지 시기의 「만세전」

및 초기작을 다룬 연구를 제외하고 해방 이후 소설에 대해서는 개별 작품에 대한

학술 논문 몇 편이 있는 정도에 그친다.30) 그러나 염상섭이 “「만세전」이나 「남충

서」에서부터 해방기의 「양과자갑」과 『효풍』에 이르기까지 탈식민을 통한 주체

적 근대의 가능성을 꾸준히 탐문해왔다”는 하정일의 평가처럼, 식민지 시대뿐 아니

라 염상섭 문학 전반은 분명 탈식민주의적 읽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31) 따라

서 본고는 염상섭이 해방기에 발표한 소설 전반을 탈식민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분

석하고 이 시기 염상섭 문학의 문제의식이 탈식민 추구에 있었음을 증명할 것이다.

아울러 단절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왔던 『효풍』 이후의 작품들 역시 탈식민의 차원

에서 볼 때, 다만 그 방향성이 변화했을 뿐 작가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

는 것임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염상섭의 탈식민적 현실 인식의 구체적인

양상과 변화 과정, 그리고 그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탈식민의 성취를 위해 염상

섭이 문학적으로 모색한 바는 무엇인지를 분석해야할 것이다.

1.2. 연구의 시각

30) 해방 이전 염상섭의 초기작을 중심으로 탈식민주의적 접근 방식을 통해 분석한 연구는 다

음과 같다. 나병철, 『근대 서사와 탈식민주의』, 문예출판사, 2001; 서재길, 「<萬歲前>의

탈식민주의적 읽기」, 《한국현대문학연구》12, 한국현대문학회, 2002.; 오윤호, 「한국 근대

소설의 식민지 경험과 서사 전략 연구: 염상섭과 최인훈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02; 주민재, 「식민지적 근대와 분열의 서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최현식, 「혼혈/혼종과 주체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23, 민족문학사학회, 2003; 나병

철,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4; 노연숙, 「염상섭의 「만세전」연구― 탈

식민주의 시각에서 본 ‘나’의 자리 찾기와 ‘일본인의 표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화》43,

2008; 공종구, 「염상섭 초기 소설의 탈식민 의식」, 《현대문학이론연구》38, 현대문학이론

학회, 2009; 김학균, 「<이심>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30, 한국

현대문학회, 2010. 한편 해방 이후 작품들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

들이 있다. 김병구, 「염상섭 『효풍』의 탈식민성 연구」, 《현대소설연구》18, 한국현대소

설학회, 2003; 김종욱, 「언어의 제국으로부터의 귀환」, 《현대문학의 연구》35, 한국문학연

구학회, 2008; 류진희, 「염상섭의 <해방의 아들>과 해방기 민족서사의 젠더」, 《상허학

보》27, 상허학회, 2009.

31) 하정일, 「염상섭 혹은 탈식민 문학의 세계성」, 『탈식민의 미학』, 소명출판, 2008,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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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기본 방향은 해방기 염상섭 소설에 내재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탈식민 추

구에 있음을 규명하는 것이다. 기실 1945년 해방은 역사적인 의미의 탈식민이었으며

해방기 문학은 근본적으로 탈식민을 통한 국가 재건의 열망을 토대로 구성된 것이

었다. 따라서 탈식민은 해방기 작가들이 고민하고 해결해야했던 가장 근본적인 과제

였다. 이 문제에 대해 염상섭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특별히 염상섭은 10여 년간 조

국을 떠나 제국이 건설한 만주국에서 생활했고 만주로부터의 귀환을 통해 물리적인

탈식민을 체험함으로써 같은 세대의 다른 작가들, 예컨대 이광수나 김동인 보다 훨

씬 더 강렬한 탈식민적 인식을 바탕으로 해방기 문단에서 문제적인 작품들을 창작

할 수 있었다.

염상섭의 만주 체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알려진 바가 없으나, 그가 「橫步文壇回

想記」(《思想界》, 1962.11-12)에서 진술한 것들을 토대로 재구성해볼 수는 있다.

그는 1937년 선배 진학문의 주선으로 《만선일보》 편집국장 자리를 얻게 돼 가족

들과 함께 만주로 이주한다. 당시 염상섭은 《매일신보》를 그만둔 상태였고 식구가

불어 생활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진학문의 제안을 받아들여 만주로 떠난 것은 일차

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32) 다만 전제 조건이 있었

는데 작가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작가로서는 고자가 되라는” 것이었다. 염상섭은

이때부터 해방 전까지 『개동(開東)』을 제외한 그 어떤 작품도 발표하지 않는다.33)

이처럼 창작이 아닌 생활의 타개를 위해 선택한 만주행이었다는 점을 들어 김윤식

은 “작가 염상섭의 만주 생활 9년은 공허이고 공백이고 소멸이었다”라고 평가한

다.34)

만주 생활 당시를 기준으로 보자면 염상섭은 작가로서 창작의 결과물을 제대로 생

산하지 못한 채 생활인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으므로 확실히 김윤식의 위와 같은

평가가 타당할 수 있다.35) 그러나 그의 만주 체험은 해방 이후 탈식민적 현실인식과

32) 염상섭의 만주행은 생활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창작을 뒤로하고 생활 전선에 뛰

어드는 사건이었으나 그것이 작가로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다음

과 같은 회고는 이를 입증해준다. “十餘年前 滿洲로 떠날제 決心은, 밥걱정이나 안하게될

때까지 工夫나 하며 그 實답지 않은 稿料生活을 免하게쯤 되거든 다시 創作의 붓을 들겠다

는 것이었으나 그亦 꿈이었다.” (염상섭, 「나의 文學 修練」, 《文學》, 1950.6, 169면.)

33) 장편소설 『개동』은 《만선일보》에 1942년 무렵 연재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있다.

(최준, 「만선일보 해제」, 『만선일보』영인본 1, 아세아문화사, 1988. 참조.) 염상섭은 이

소설 연재본 스크랩북을 사리원에서 분실했다고 회상한다. (염상섭, 「橫步文壇回想記」,

《思想界》, 1962.11, 208-9면.)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만선일보》로는 확인할 수 없다.

34) 김윤식, 위의 책, 648면.

35) 그러나 《만선일보》 편집국장 당시 일본인 주간과 대립한 다음의 일화가 증언하듯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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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기반한 작품 창작의 질료가 되면서 그 가치와 의미를 획득한다. 예컨대 광복

첫날 저녁에 직접 체험한 일본인 살인 사건은 탈식민적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 「모

략」 창작의 제재가 되었고, 월경과 월남 체험은 「삼팔선」 등의 소설에서 식민 이

후 새로운 체제의 신식민성을 자각하는 방식으로 형상화된다.36) 이러한 측면에서 해

방기 염상섭 문학의 출발점이 탈식민에 놓여있었음은 충분히 유추가능하다.

따라서 본고는 해방기 염상섭 소설 면면이 드러내는 탈식민적 인식의 제양상과 각

소설 텍스트들이 추구하는 탈식민의 실현 방식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탈식민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범주를 확인하는 작

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탈식민(postcolonial)이라는 용어의 축자적 의미는 “식민주의

의 종말 이후에 도래한 시기를 가리킨다는 것이다.”37) 이러한 정의는 탈식민이 기본

적으로 시기 구분과 관련된 역사적 의미에서 출발한 용어임을 주지시킨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정치적 지배 방식의 변화에 대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아이자즈 아

마드(Aijaz Ahmad)는 초창기 탈식민주의의 이론적 논쟁에서 탈식민주의가 정치적

이론으로 통용됐던 사실을 지적하며,38) 식민 지배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국가의 형

주에서 생활하는 동안의 염상섭은 문제의식의 문학적 표백(表白)이 없었을 뿐, 문제의식 자

체를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二十五年 전 丁丑, 四十고개를 마악 넘어서의 일

이었었다. 그때의 M紙는 그야말로 百萬在滿동포의 표현기관이요, 복지와 문화적향상을 위

하여는 물론이요, 당장 아쉬운 고비에는 「여기 나 있노라.」라고 외마디 소리라도 칠 수

있고, 떳떳이 할 말은 하여야 할 창구멍으로서라도 그 존재가치는 실로 중한 것이었었다.

여하간 그때의 감독기관인 關東軍 보도부에서 보낸 일인주간의 날카로운 감시를 받아가면

서 신문의 제호부터 고치고 인재들을 끌어들여 내 딴에는 지면을 쇄신하여 놓았었다.” (염

상섭, 「橫步文壇回想記」, 《思想界》, 1962.11, 208면.)

36) 광복 후 만주 체류 당시의 경험에 대해서 염상섭은 다음과 같은 회고를 통해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내가 여기에말하고자하는것은바로그날 저녁이 공교롭게도내가夜警을 도는차

레이었다는 것이다. 夜警은 戰時中洞內에서 自治制로 시행하여오던터인데 나는 당일로 밤을

도아가며 조직하여야할 우리居留民會에 참석하기위하여순번을 바꾸어 달라고청하여 隣近의

초등학교의 日本人선생이 代替하게 되었던것이다. 그리하여 會를마치고,夜半에 집에돌아와

앉았자니,마침 내집의 옆골목에서 딱딱이 소리가나자마자,뒤미처 캑하고 悲鳴이 희미하게들

리고는 잠잠히 밤은깊어갔다. 이튿날 會에나가서,간밤에 내집 옆골목에서 D보통학교 日人敎

員이 兇漢의 白刃아래刺殺되었다는 소식을듣고 나는 內心으로 어크머니나!하고 몸서리가

쳐졌으나…” (염상섭, 「滿洲에서 歡喜의 눈물속에」, 《東亞日報》, 1962.8.15.) 한편 그는

월경 · 월남 체험 또한 직접 겪은 바 있다. “…안동 ․ 신의주에서 친지들이 작반하여 서울

로 가자하기도 하고 三八線이 끊기어 어린 것들을 데리고 路需도 마련 없이 나서기가 염려

스러워 미루미루하다가 신의주에서 過冬을 하고 이듬해 초하에야 서울에 得到하게 되었었

다.” (염상섭, 「橫步文壇回想記」, 《思想界》, 1962.11, 209면.)

37) Peter Childs and Patrick Williams, 김문환 역,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1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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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지배와 전용의 양식, 잉여 생산의 유통 방식 등의 형태에서 초래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임을 밝혔다.39) 이를 종합하자면 탈식민은 일반적으로 2

차 세계 대전의 종전 이후 초래된 식민 · 탈식민 국가의 정치적 지배 방식의 변화와

관련된 역사적 시기 구분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식민주의”라는 용어가 시사하듯 탈식민은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완전한

정치적 · 역사적 해방의 획득을 가리키지 않는다.40) 전통적인 식민주의의 종말 이후

변화된 형태의 식민주의가 돌아왔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다.41) 따라서 오늘날 대부

분의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은 탈식민을 변증법적 개념으로 이해하며 다음과 같은 정

의에 동의하고 있다. 그것은 탈식민이 “식민주의와 직접 통치에 의한 지배라는 첫

번째 의미에서의 제국주의의 ‘포스트’, 즉 그것들의 뒤에 오는 것”이지만 “두번째 의

미에서의, 즉 경제적·정치적 지배의 권력관계의 일반적 체제라는 의미에서의 제국주

의의 ‘포스트’는 아니다”는 것이다.42) 결과적으로 탈식민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식

민주의의 굴레를 벗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형태의 일반적인 식민주의 체제 안에 위

치한 시기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를 해방기 염상섭 문학이 처한 해방 현실의 맥락 안에서 재설정하면, 36년간의

일제 식민주의로부터 탈출하는 즉시 종전 이후 등장한 전후 세계 체제의 제국주의

―해방 이후 남한 사회로 한정시키자면, 미국 제국주의― 지배하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표출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당시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상해 임시정

부와 인공(人共)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군정을 수립해 직접 통치하는데, 이는

“한국이 일본제국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일본이 가졌던 한국의

주권이 곧바로 한국민족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43)

38) Aijaz Ahmad, “The politics of literary postcoloniality”, Race Class 36:1, 1995, p. 5.

39) Aijaz Ahmad, In Theory, London: Verso, 1992, p. 204.

40) Kwame Nkrumah, Neo-Colonialism : The Last Stage of Imperialism. London:

Heinemann, 1965.

41) 이는 잔모하메드가 194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식민 지배 시대는 ‘지배적인(dominant)’

시기였고, 그 이후는 ‘헤게모니적인(hegemonic)’ 시기라고 규정한 것처럼, 식민주의가 완전

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양상이 변화되고, 제국의 패권이 다른 국가로 넘어갔을 뿐

이라는 주장이다. (Abdul R. JanMohamed, ‘The Economy of Manichean Allegory: The

Function of Racial Difference in Colonial Fiction', Critical Inquiry, 12:1, 1985, p. 61-62

참조.)

42) Robert J. C. Young, 김택현 역,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박종철출판

사, 2005, 90-91면. 강조는 저자.

43)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한국은 주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미군에 의한 남한점령은 군

사점령의 역사에서 독특한 경우이며 비정상적인 상황하에서의 군사정부에 의한 통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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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염상섭을 비롯한 해방기 작가들에게 해방은 미완의 탈식민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해방기 염상섭 문학이 탈식민의 완료에 대한 문제의식을 노

정하게 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상의 정의가 ‘탈식민은 언제인가’에 초점을 맞춰 탈식민을 규정한 것이었다면, 이

와 동시에 ‘탈식민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이론적 작업 또한 필수적이다. 탈식민주

의가 식민주의에 대한 대타항인 반식민주의(anti-colonialism)로부터 출발한 것인 까

닭에 탈식민은 기본적으로 식민주의 극복과 저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식민주의

는 식민화(경제적 착취)와 지배를 위해 제국이 주변부에 가한 하나의 실천적 행동인

동시에,44) 에드워드 사이드의 선구적인 작업이 규명한 바45) 그러한 실천 내부의 담

론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를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탈식민은 식민주의라는

담론적 실천에 대한 저항과 극복의 행위를 가리키는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별히 앞서 설명한 변증법적 탈식민의 관점과 관련시킬 때, 행위 차원의

탈식민이란 식민주의 역사의 완결과 또 다른 의미의 식민적 세계 체제의 출현을 경

험하는 가운데 이 둘 모두를 극복하고 이중적인 저항을 수행하는 것에 해당된다. 해

방기 염상섭 문학에 대한 본고의 기본적인 시각은 상술한 탈식민의 정의와 궤를 같

이 한다. 요컨대 염상섭은 만주 체험 서사를 통해 일본 식민주의가 생산한 담론적

효과를 해소시키고, 한편으로 급격히 확산되어가는 새로운 체제의 식민성에 대한 인

식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방기 사회상을 본격적으로 묘파하는 작품들

을 통해 탈식민적 저항을 이념적인 차원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저항의 범주를 탈식민적 글쓰기 차원으로 좁힐 필요가 있

다. 탈식민적 글쓰기에 대한 논의는 보통 문화적 · 경험적 정체성의 영역에 집중되

어 있는데, 이것은 파농과 사이드의 이론적 작업 이래 피식민자들이 타자화되거나

혹은 식민화된 주체로 구성되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탈식민의 근본 과

제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탈식민적 글쓰기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남한점령을 국제법상으로 ‘임자없는 땅’을 점령한 것

으로 간주하였으며, 국제법에는 주권이 없는 나라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

로 주한 미군사령관이 통상적인 군사점령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

게 한다는 것이다. 또 주한 미군사령관은 점령지역의 정부인 주한 미군정의 수뇌, 즉 군정

장관에게 정부권력의 행사를 위임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한 미사령관은 주권정부

가 없는 남한에서 종래의 주권정부 즉 조선총독부의 대리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스스로를

규정하였다.” (이혜숙,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선인, 2008, 127면.)

44) J. C. Young, 앞의 책, 제1부 2장 참조.

45) Edward W. Said, Orientalism, New York : Vintage Books, 1978.



- 14 -

정체성과의 밀접한 연관성하에서 탈식민적 주체, 곧 타자라는 위치와 식민화된 주체

모두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 행위를 그 글쓰기 내부에 기입하는 행위다. 해방기 염

상섭의 탈식민적 글쓰기는 탈식민으로서의 해방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 주체에 대

한 모색을 일관되게 시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염상섭이 문학적으로 모색한 주체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윤곽을 드러내는지 확인하며 그 주체의 특성과 함께

해방기 사회에서 그것이 획득하는 의미와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분석하는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탈식민적 주체는 오늘날 탈식민

주의 문화 비평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호미 바바(Homi K. Bhabha)나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 등이 규정하는 방식과는 다른 노선

을 견지한다. 이른바 ‘포스트모던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46)에서는 탈식민을 식민화의

순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의 영향 하에 놓인 모든 종류의 문화를 포

괄하는 용어로 정의함으로써 탈식민적 주체에 대해서도 주체 행위의 역사적 의미보

다는 텍스트 내부에 한정시켜 해체주의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47) 바바

의 이론과 개념에 제기된 비판들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의 이론적 작업이 역사

적 ․ 사회적 맥락을 탈락시키는 대신, 그 자리를 텍스트성으로 메우고 있다는 것이

다.48) 그러나 식민주의 및 식민 지배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단순히 추상화된

탈중심 혹은 해체주의와 동격일 수 없다는 것이 본고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또한 본

고에서 다루는 해방기 염상섭 소설에서의 탈식민과 탈식민적 주체는 무역사적이고

추상적인 것일 수 없다. 염상섭이 이 시기에 발표한 소설 작품과 비평들에서 그가

추구하는 탈식민이 일본 식민주의의 역사와 미국 · 소련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제국

46)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왔다. 다음의 포스트콜로니얼리즘-포스트모더니즘 연구서는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다. Ian Adam and Helen Tiffin(eds.), Past the Last Post: Theorizing Post-Colonialism
and Post-Modernism, Calgary: University of Calgary Press, 1990.

47)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eds.), The Empire Writes Back: 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onial Literatures, London: Routledge, 1989, p.2.

48) 잔모하메드에 따르면 바바는 식민적 담론의 권력에 내재한 “불확정성(indeterminacy)일 따

름인 하나의 모순을 양가성이라는 문제적인 개념으로 과대 해석하고 있는 오류를 범한다.

그리고 이 오류는 바바가 식민주의의 정치적인 역사를 간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R. JanMohamed, op cit., p.60.) 바바의 이론에 대한 반론 중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

는 베니타 패리(Benita Parry)의 시각 또한 참조점을 제시해준다. 패리는 바바가 식민주의

를 갈등의 담론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담론을 양가적이고 혼종화된 것으로 규

정하고, 그 결과 바바의 탈식민 이론에 정작 저항 담론은 부재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Benita Parry, 'Problems in Current Theories of Colonial Discourse', Oxford Literary
Review, 9, 1-2, 1987,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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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질서를 극복해 궁극적으로는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임을 공공연

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탈식민적 주체라는 포괄적인 개념 위를 교차하는 상기의 이론적 시각들을 종합할

때, 염상섭 문학의 탈식민적 주체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잇는

수직선 위에 놓여있지 않고, 오히려 반식민주의(anti-colonialism)와 탈식민주의 사이

의 어떤 지점에서 포착할 수 있는 것임이 분명해진다. 반식민 투쟁과 피식민지 국가

들의 해방 과정에서 저항 담론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였다.49)

문제는 이 두 가지 반식민주의 흐름이 이분법에 기초해 결과적으로 식민 지배자의

규칙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었다.50) 파르타 차테르지(Partha Chatterjee)에 따르면

민족주의는 그것을 재현하는 데 반드시 타자를 요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실현될 경

우 필연적으로 그것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담론이다.51) 그러나 염상섭은 비교적 가벼

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방기 사회에 만연한 민족주의의 함정을 간파할 수 있었

고, 동시에 좌익 이데올로기로부터도 비판적 거리를 유지했다. 그의 탈식민적 글쓰

기는 민족주의적 서사의 욕망과 길항하면서 그것에 내재한 균열, 즉 차테르지가 지

적한 자기 파괴적 위험성을 표면화한다. 이러한 변증법을 통해 염상섭의 탈식민적

주체는 그 고유의 위치, 곧 중간파 이념의 입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간파 이념은 염상섭이 모색한 탈식민적 주체의 특성 및 의미를 규정하는 중요한

이념적 기반이다. 염상섭은 중간파 이념을 통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분법적 모

순을 극복하며 탈식민적 주체를 형상화한다. 기본적으로 반식민주의 담론의 이분법

적 모순은 식민 지배 담론 내부로부터 저항적 주체 행위를 도출하려는 시도가 생략

되면서 초래된다.52) 다시 말해 종전 이후 새롭게 들어선 제국 체제의 이념적 투사로

49) J. C. Young, 앞의 책, 제9장 참조.

50) 아쉬스 난디는 반식민주의 담론이 식민 지배자들의 규칙을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서구의 표준적인 적대자, 즉 그 반(反)역할자는 그들

에게 붙여진 사악한 수사어구에도 불구하고 보편주의의 지배적인 모형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장식적인 반대자로서 지배적인 의식―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배역 선정―안에 통합

된다. 나는 근대성―때로 식민주의라고 불리는, 그 무장된 형태인―의 희생자였던 비역할자

들, 즉 평범한 외부인들의 보편주의가 지난 두 세기 동안 일반화된 보편주의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보편주의였다는 주장에 의심을 갖고 있다.” (Ashis Nandy, 이옥순 역, 『친밀한 적

―식민주의 시대의 자아의 상실과 재발견』, 신구문화사, 1993, 18면.)

51) Partha Chatterjee, Nationalist Thought and the Colonial World: A Derivative
Discours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52)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의 과거를 파헤쳐 식민주의가 저지른 허구화와 훼손을 막아 줄 명

백한 요소들을 찾는 데만 만족해서는 안된다.” (Frantz Fanon, 남경태 역, 『대지의 저주받

은 사람들』, 그린비, 2010, 237면.) 파농은 반식민적 민족주의 담론이 생산하는 전근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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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는 현실에 기반한 탈식민적 주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이념적 헤게모니에 재식민화될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탈식민적 주체

의 저항이 유효하려면 현실을 구성하는 지배 담론 내부에서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안에 주체 행위를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실 푸코는 담론이 지배 권력을 행사

하고 강화시키지만, 동시에 그 안에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저항의 가능성이 내재

해있음을 밝힌 바 있다.53) 바바의 작업이 갖는 하나의 의의는 이러한 푸코의 이론에

기반해 식민 담론은 그 자체가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완결된 담론이 아니라는 사

실을 규명했다는 점이다. 염상섭이 중간파 이념의 실험을 통해 접근해가는 탈식민적

주체는 이처럼 지배 체제의 담론 내부에서 그 극복과 저항의 공간을 확장시켜나가

는 존재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염상섭의 탈식민적 주체가 이념적 차원에서 저항을 작

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그의 주체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탈식민적 주체

와 차별점을 지니게 된다. 바바는 푸코의 ‘언표’ 개념을 가져와 식민 담론의 불완전

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그는 담론이 역사적 실천이라는 사실54)에는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탈식민적 저항으로 제시하는 양가성과 혼종성의 개념은 담론 구조에서

파생된, 텍스트주의적인 효과에 가깝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대조적으로

염상섭은 해방기 사회의 정치 ․ 사회 맥락 안에서 중간파 이념을 통해 주체 행위

를 기재하기 위한 탈식민적 글쓰기를 수행한다. 이것은 그의 주체가 텍스트의 무의

식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 정치적 탈식민(decolonization)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바탕으로 실천적 주체 행위를 확보하는 종류의 것임을 증명한다. 염

상섭은 특별히 『효풍』의 김혜란, 박병직, 최화순과 같은 인물들과 그들이 구성하

민족문화는 민중의 현실과 점점 유리되어가는 행동이라고 비판한다. 즉 식민주의 안에서 투

쟁하고 저항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닌, 민족의 환상적인 전근대적 과거로의 복귀에

의존하는 투쟁 방식은 모순적일뿐이라는 것이다.

53) “담론이 권력의 도구이자 동시에 결과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물, 제동장치, 저항지점,

대립적 전략을 위한 거점일 수 있는 복잡하고 불안정한 작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담론은

권력을 전하고 산출하며, 권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서서히 잠식하고 노출시키며 약화시키

는 데다가 권력을 가로막게 해준다.” (Michel Foucault, 이규현 역, 『성의 역사』1, 나남출

판, 2004, 121면.)

54) 로버트 영은 푸코의 담론 이론을 바탕으로 식민 담론 모델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

한다. “[식민 담론]의 언표 행위는 항상 역사적 행동이었고, 식민 통치의 강제 절차들 안에

서 특유한 물질적 효과들을 만들어 냈다. 그것의 언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들과 권력 형성

들은 식민화된 주체들에게 가해지는 물질적 효과와 심리적인 효과를 동시에 부추겼다.” (J.

C. Young, 앞의 책, 720-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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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사를 통해 그 실천적 주체 행위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한편 1948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염상섭 문학의 탈식민적 글쓰기는

변화를 겪는다. 분단으로 인해 주권적인 민족국가 수립이 좌절되고 반공 체제가 성

립되면서 중간파 이념은 현실 속에서 입지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념적 차원의 탈

식민 논의가 봉쇄된 가운데 염상섭 문학은 다른 방향과 공간으로 이동해 논의를 지

속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동시에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은 사회 ․ 경제 ․ 문화의

측면에서 미국적 가치의 확대를 촉진시키고, 그 결과 탈식민은 비단 정치 ․ 역사적

인 의미의 해방을 넘어서 자본주의 근대가 초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화를 경계

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문제와 접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바꿔 말하면 염상섭 문학

이 추구해야할 탈식민의 수준이 이념의 영역보다 더 보편적이고 미시적인 공간으로

확대될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48년 이후 염상섭 문학은 자본주의 근대가 초래한 이른바 일상의

식민화(the colonization of everyday life)에 대항해 주체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55)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탈식민과 자본주의 근대화는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관계망 안에서 교호하고 있으며 이때 외부적인 탈식민이 내부의 식민주의

형태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56) 해방 조선의 경우 일본 식민주의 지배로부터의

물리적인 탈식민화(decolonization)와 동시에 미국 제국주의의 영향력 안으로 편입되

면서 해방기 사회는 탈식민(postcolonial)과 자본주의 근대가 교차하는 공간이 된다.

기실 48년 단독 정부 수립은 불완전하지만 정치 체제의 측면에서 물리적인 탈식민

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근대화가

국가 발전의 이념적 동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 체계뿐만 아니

라 개인의 삶과 생활공간까지 새롭게 재편한다.57)

55) 앙리 르페브르는 60년대 초 프랑스 사회가 투영하는 현대세계의 특성을 일상생활의 식민

화로 파악했다. (Henri Lefebvre,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2005 참조.)

56) 크리스틴 로스는 르페브르가 지적한 일상생활의 식민화를 전후 프랑스의 근대화―미국화

(Americanization)―와 제국의 해체로 인한 탈식민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 안에서 파악하

면서 탈식민과 근대화의 서사가 각각 따로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 같은 층위에서 교차하며

하나로 통합되는 서사임을 밝히고 있다. (Kristin Ross, Fast Cars, Clean Bodies :
Decolonization and the Reordering of French Culture, Messachusetts: MIT Press, 1995,

p. 7 참조.)

57) 해방 이후의 총체적인 사회 변화는 일반적으로 근대화로 요약된다. (김철규, 『한국의 자본

주의 발전과 사회변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81면 참조.)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이 근대화를 이끈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1948년 단독 정부

수립 이후의 사회에서는 탈식민의 문제가 자본주의 근대화와 결합하여 일상생활의 공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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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재편은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의 일상생활을 식민화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이때 염상섭 문학은 앞서 지배 체제의 담론 내부에서 저항 주체를 확인했듯

이 자본주의 근대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일상의 안쪽에서 그것의 극복 가능성을

발견하려 한다. 일상은 단순히 평범한 생활공간이 아니라 어떤 정치 ․ 사회적 관계

가 복잡하게 얽힌 역사적 장으로서 기능한다.58) 특별히 자본주의 근대의 경험 이후

일상은 그것의 이데올로기가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이 되었다. 염상섭은 이와 같

은 일상의 공간에서 구체적인 개인들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지닌 주체로 구성

되지 못하는 문제를 포착하고 자본주의 근대 사회의 마비된 개인들을 그것에 저항

하는 주체로 기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위에서 검토한 탈식민주의의 관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근본

적인 문제의식이 탈식민의 추구에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염상섭

이 민족주의적 서사를 통해 해방을 의미화하려 한 시도와 그것의 한계로서 나타난

서사의 균열을 고찰하고, 이어서 이 욕망과 균열의 변증법을 바탕으로 탈식민적 현

실 인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만주 이주민의 시선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 인식과 함께 탈식민으로서의 해방을 완성하기 위한 주체 모색 과정

을 중간파 이념의 형성과 함께 추적할 것이다. 4장에서는 염상섭이 1948년을 기점으

로 작가의식을 잃었다고 평가하는 기존 연구의 단절적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일상

의 식민화에 저항하는 주체 복원의 작업으로 문제의식이 재조정되는 양상과 그 의

의를 규명할 것이다.

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58) 해리 하르투니언(Harry Harootunian)에 따르면 일상은 역사적인 범주이며 일상성은 근대

성과 함께 자본주의의 경험을 공유하는 역사적인 개념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는 일상성에서

세계화된 보편주의에 저항하기 위한 이론적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적이고 텍스트적인

것 대신 “정치적 ․ 경제적 경험의 물질성”에 초점을 맞춰 일상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Harry Harootunian, 윤영실 ․ 서영은 역, 『역사의 요동』, 휴머니스트, 2006, 1장

참조.)



- 19 -

2. 탈식민적 정체성과 해방 현실의 변증법적 인식

2.1. 민족주의적 서사의 욕망과 균열

해방 직후 사회 전반의 주요 담론은 일제 잔재의 청산과 국민국가 건설이었다.59)

이 둘을 정신사적인 문제로 환치한다면 그것은 일제 식민주의 지배 하에서 자라난

정체성과 결별하고 대신 이른바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사이먼 뒤링

(Simon During)에 따르면 “탈식민은 제국주의의 희생양이었던 국가가 정체성을 회

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60)이며 “탈식민적 욕망이란 정체성을 향한 탈식민화된 공동

체의 욕망”61)이다. 탈식민을 역사적 현상의 차원으로 국한시킨다면 뒤링의 정의는

유효하다. 기본적으로 1945년을 기점으로 이른바 탈식민의 상태를 획득하게 된 국가

들의 일차적인 목표는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해방을 맞이한 식민

지 조선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결국 해방 직후 많은 작가들이

일제하의 민족해방 운동 내지는 저항사(史)를 서사화하는 작업에 집중했던 것은 정

체성에 대한 탈식민적 욕망의 일부였다. 또한 이 시기 문학 창작의 또 한 가지 경향

성을 구성하는 자기반성의 서사 역시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개인사 차원

의 식민성을 폐기하는 일종의 선행 작업이었다. 해방은 일본으로부터 탈식민화

(decolonized)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까닭에 일제 식민주의에 의해 형

성된 정체성을 해소하는 것은 필수적인 통과의례였다.

10여년의 절필 생활을 청산하고 문학적 글쓰기를 재개한 염상섭에게도 마땅히 그

러한 통과의례를 거칠 것이 요구되었다. 그가 만주에서 귀환한 후 최초로 발표한 중

편 소설 「첫걸음」62)(《新文學》, 1946.11)은 이러한 맥락 안에서 창작되었다. 소설

은 주인공 홍규가 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인으로 자

라온 조준식(마쓰노)이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돕는 내

용을 담고 있다. 플롯에서 드러나듯 주제가 비교적 명확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해방

59)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02, 28면.

60) Simon During, “Postmodernism or post-colonialism today”, Textual Practice, 1:1, 1987,

p.32.

61) During, ibid, p. 43.

62) 실제 탈고한 날짜는 1946. 8. 10이며, 후에 『해방의 아들』에 수록되면서 「해방의 아들」

로 개제(改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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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민족적 정체성을 재획득하고자 한 염상섭의 창작 의도에 대해서는 이미 여

러 선행 연구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63) 구명(究明)되어야 할 것은 민족 정체성 회

복으로 요약되는, 해방된 개인 및 민족 전체의 욕망을 서사화하고 있는 방식과 그

방식을 추동한 의식적 · 무의식적 차원의 담론 사이의 관계이다.

「첫걸음」에서 혼혈인 조준식의 정체성 찾기는 ‘자기 성’, ‘아버지의 성’을 되찾는

문제로 집약된다. 이는 홍규가 “그래 인제는 자기성(姓)을 찾겠다나요?”64)라고 묻는

것과 “아버지성을 찾겠다는 일이야 사내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어째 없었겠읍니까

!”65)라는 준식의 외침을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요컨대 염상섭의 기준에서 해방

을 맞이한 민족과 민족을 구성하는 개개인이 회복해야할 정체성이라는 것은 부계적

민족 정체성이었던 것이다. 이는 홍규가 준식에게 태극기를 선물하고 이에 준식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마지막 장면에서 보다 더 구체화된다. 홍규는 준식에게 태극

기를 선물하며 앞으로 준식이 새로운 삶으로 첫걸음을 뗄 때는 태극기로 상징되는

민족의식을 지닐 것을 당부한다. 이에 준식은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고맙습니다. 이널은 세상에 누가 그런말씀을 들려주겠읍니까! 안개가 잔뜩 끼

인것같든 제맘이 인제는 활작 개인것도같습니다. ……이기를 받고나니 인제는

제가 정말 다시 조선에 도라온것같고 조선사람이 분명히 된것같습니다. ……도

라가신, 도라가신아버니가 어려서 어렴풋이 뵙던아버니가 불현듯이 다시 한번

뵈입고도싶습니다!」66)

이때 주목할 것은 준식이 분명한 조선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낀 순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뵙고 싶은 욕망을 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해방이 민족의 상징인 아

버지를 삭제한 식민주의로부터 아버지의 성과 기억을 되찾으려는 욕망의 시발점이

며 「첫걸음」이 서사화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뒤링의 용어를 빌리자면― 탈

식민적 욕망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첫걸음」의 서사는 아버지의 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

서사에는 성의 회복과 함께 혈통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당위 또한 부조(浮彫)되어 있

63) 김승민, 앞의 글, 412면.

최진옥, 앞의 글, 254면.

64) 염상섭, 「첫걸음」, 《新文學》, 1946, 14면.

65) 염상섭, 「첫걸음」, 《新文學》, 1946, 22면.

66) 염상섭, 「첫걸음」, 《新文學》, 1946,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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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해석은 해방과 함께 태어난 홍규의 아들 건국(建國)이와 준식이 태극기

를 매개로 병치되고 있는 구조에서 도출할 수 있다. 준식이 홍규로부터 태극기를 선

물 받는 마지막 장면을 통해 “태극기ㅅ발아래서 난 첫애기”인 건국이는 준식에 대한

기표로 작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준식은 해방으로 인해 조선의 아들로 다시 태어

나고 그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기초로 해 아버지의 혈통과 아버지 민족의 혈통을

새롭게 이어나가야 할 장자(長子)의 기호가 된다. 개제 시 소설 제목이 「해방의 아

들」로 바뀌었다는 점은 이를 증명한다.

염상섭은 이미 해방 이전에 발표한 「南忠緖」(《東光》, 1927.1-2)와 『사랑과

죄』(《東亞日報》, 1927.8.15-1928.5.4)에서 남성 혼혈을 등장시켜 민족과 정체성 문

제 간의 관계 양상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마치 「남충서」의 남충서, 『사랑과

죄』의 류진이 해방 후로 고스란히 옮겨와 「첫 걸음」의 조준식이 된 것처럼 세

인물을 축조한 기본 문법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조준식과 남충서, 류진은 공통적

으로 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태생적인 조건에서 비롯된 이중적인 정

체성을 놓고 갈등한다. 그러나 이 세 인물은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아버

지 민족의 정체성을 그 나머지 절반인 일본인의 정체성 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 이

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과 갈등의 문제는 모두 바로 그 완전한 조선인의 정체성으로

쉽게 동질화되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빚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염상섭 소설에서 혼

혈의 정체성은 조선인 아버지의 부계적 혈통과 결부된 문제로 일관되게 제시된다.

그러나 해방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첫 걸음」과 「남충서」, 「사랑과 죄」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조준식이 남충서, 류진과는

다른 방식의 갈등 해결에 이르게 되는 것 또한 여기서 파생된다. 남충서와 류진의

경우 그들의 정체성 문제가 사상적인 활동과 얽히면서 갈등 양상이 좀 더 복잡해진

다. 게다가 남충서와 류진과 같은 혼혈을 조선인의 범주 내로 포섭하지 않으려는 일

종의 사회적인 저항이 분명히 존재한다. 가령 남충서가 속한 P. P단의 동지들이 그

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조롱하고 그가 동지들의 모반자인 것처럼 경계하는 모습들은

남충서 내면의 정체성 혼란과 갈등 문제와는 별개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한 그의

민족적 정체성이 단일하게 구성되는 데 장애물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까닭에

남충서와 류진의 정체성은 부계적 혈통을 따라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으로

쉽게 편입되지 못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준식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홍규가 선물한 태극기를 통해 그를 향

한 일본인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태도를 비교적 쉽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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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기는 준식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혈통, 아버지가 속한 민족과의 동질감을 수용하고

이어서 조선인의 정체성 위에 덧씌워졌던 일본인의 정체성을 손쉽게 벗도록 이끈다.

이는 앞서 남충서의 경우와 달리 해방으로 인해 조선인-일본인 혼혈의 이중적인 정

체성을 조선 민족 내부로 포섭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인 저항이 해소되었기 때문이

다. 남충서와 류진에게는 준식에게 태극기를 선물한 홍규와 같은 존재가 결여되어

있었다. 「첫 걸음」과 「남충서」, 「사랑과 죄」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 벌어진다.

해방과 함께 강화된 민족주의 담론에 의해 일본 제국주의 지배 하에서 불분명했던

이중적 정체성은 모두 부계적 혈통으로 편입되는 강한 인력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아버지의 성과 혈통이 회복되자 이제 민족의 상징인 아버지가 당했던 수치

와 모욕의 역사를 되갚고 그 지위를 회복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엉덩이에 남은 발

자욱」67)(《救國》, 1948.1)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 치욕을 씻고 민족의 존엄을 되찾

는 서사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방 전 창근이의 부친(정원호)은 방공

연습 중에 불빛이 새어나가게 하는 실수를 범한다. 마침 과거의 독립운동가이자 민

족주의자인 창근이의 부친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굴전(堀田)은 그에게 모욕을 줄 작

정으로 유치장 바깥까지 기어서 나갈 것을 명령한다. 이후 창근은 징병에 끌려갔다

해방 후 도망쳐 나와 치안부 수사과 차장이 되고 잡혀온 굴전에게 기어들어올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창근이는 그러한 일을 잊고 용서하라는 부친의 말을 들은 후 스스

로를 반성하며 “신시대에 맞는 학문을 닦아서,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결심한다.68)

이 소설에서 창근이 부자가 겪은 치욕과 청산의 가족사는 민족의 식민과 탈식민의

역사에 대한 제유에 해당된다. 이는 「엉덩이에 남은 발자욱」의 서사가 “지금 자네

를 기어 들어오게 한것은 내가 분푸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선사람 전체에 사과

를 하라는 것”이라는 창근이의 말로 요약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69) 염상섭이

「엉덩이에 남은 발자욱」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일제

식민의 치욕적인 기억과 한을 처리하면서 타자로서의 일본인을 대타항으로 삼아 ‘조

선사람 전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굴전에게 보복한 후에 “무엇 보다도 먼

저 조선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결심하는 창근의 변모는 작가가 탈식민적 정체성

을 민족의 동일성 확인에서 찾고자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67) 1947.12.17 作으로 기록되어 있다.

68) 염상섭, 「엉덩이에 남은 발자욱」,《救國》, 1948, 96-7면.

69) 염상섭, 「엉덩이에 남은 발자욱」,《救國》, 1948, 95면.



- 23 -

앞서 확인한 바, 「첫걸음」과 「엉덩이에 남은 발자욱」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서사화 방식은 민족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지위를 회복하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다.

귀환서사를 비롯해 해방기의 많은 소설들은 탈식민의 젠더 표상을 부재한 남성성을

회복하거나 훼손된 남성성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제시한다.70) 해방기 염상섭 소설 또

한 마찬가지로 탈식민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부계적 민족 정체성의 회복을 상정하

고 있다. 그런데 이것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민족 정체성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향한 욕망이다.

「조선사람이 일본녀자와 사는것과도 또다르거든. 그나마 일본녀성을 모독이나

하는듯이 얼마나 아니꼽게 녀기고 시기를하는지 아우? 흑인종이 백인종의 부녀

자를 범하면 린치(利刑)를 하지마는 일본의 해외발전의 선봉대가 갈보라는것은

까맣게 잊은듯이 조선사람인경우에는 입으로라도 린치를하거든. 인제는 지나간

일이지마는 동족의 남자가 얼마나 놈들에게 부대끼고 악착한 꼴을 당하는가를

생각하면 아모러기로 그놈들에게 시집을 가드람! 못된년들이야!」

「이렇거나 저렇거나 피차에 좋을일은 아니죠.」

안해는 인제야 남편이 그녀자가 조선사람이라나 보드란말에 놀라고 아까워하고

미친년이라고 욕을하고 하던 본뜻을 알것같았다.

「제민족의피를 깨끗이 지니겠다는 결벽쯤은 있어서 안될일없겠지마는 하필 일

본놈에게뿐이리요. ……(후략)」71)

“제민족의피를 깨끗이 지니겠다는 결벽쯤은 있어서 안될일없겠지마는 하필 일본놈

에게뿐이리요”라는 홍규의 발언은 그가 준식을 안동에서 신의주로 탈출시킨 사건,

다시 말해 「첫걸음」의 중심 서사가 민족의 동일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한다. 앞서 인용한 뒤링의 정의처럼 탈식민적 욕망이라는 것은

탈식민을 이룩한 공동체가 하나로 통일된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질료로서의 욕망

이고, 이것은 종전 이후 탈식민 국가 대부분에서 민족주의로 실현되었다. 요컨대

「첫걸음」과 「엉덩이에 남은 발자욱」의 서사는 민족의 동일성 확인의 논리로 구

성되었으며 염상섭이 일차적으로 인식한 탈식민적 정체성은 민족주의 담론의 논리

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기실 마쓰노가 조준식이 되어 해방의 아들로 재탄생되고 징병에서 돌아온 창근이

70) 이혜령, 「‘해방기’ 식민기억의 한 양상과 젠더」, 《여성문학연구》19, 2008, 243면.

71) 염상섭, 「첫걸음」, 《新文學》, 194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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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에 남은 발자욱을 지우며 조선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는 과정에는 탈식민으

로서의 민족국가 수립 담론이 작동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민족주의 담론은 두 가지

논리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그 하나는 민족과 민족 밖의 ‘경계선 긋기(boundary

making)’이며 다른 하나는 민족 내부의 ‘결속성(solidarity) 강화’이다.72) 즉 경계선을

긋는 배제의 과정과 내부의 결속성 강화를 통해 민족 구성원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민족국가 수립의 담론을 구성하는 것이다. 가령 그와 같은 배제와 동질성 확

인의 논리가 실제 서사 내부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애가 씨우는것은 동리에서나 친구들사이나 대강 짐작들은 하는 모

양이라는것이거든요. 그러고보니 조선사람편에서 미워할것은 물론이요 일본인칙

에서도 탐탁히 너기지않고 만인(滿人)도 좋아않고……」

홍규는 다―안다는듯이 하야시의말허리를 잘르며, 말을 잇다랗다.

「그러기에 힘써보마는말이요. 그런경우에 제일 무서운것이 중국사람이지마는

일본사람이면 일본 사람으로서 끝끝내벋히고 일본인회에서 탐탁히 가추어준다면

나역 아랑곳할필요없겠지요. 허나 결국에는 내 동족아닙니까!…(후략)」73)

조준식은 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만주국 국민이다. 다시

말해 그는 조선인, 일본인, 만주인의 정체성이 뒤섞인 모호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셈이다.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는 이와 같은 정체성의 뒤섞임이 표면화되지 않았고

일본 제국 신민의 기표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해방/패전과 함께 마쓰노의 일본적

정체성이 존립을 위협받고 그 뒤에 은폐되어 있었던 뒤섞인 기의들 또한 해방되었

다. 따라서 조준식을 “조선사람편에서 미워할것은 물론이요 일본인칙에서도 탐탁히

너기지 않고 만인도 좋아않”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

고 정체성 미정(未定)의 상태에 놓였던 준식은 “결국에는 내 동족”이라는 동일성 확

인의 논리에 의해 조선인으로 포섭되고, 그와 동시에 일본인과 만주인으로서의 여분

의 정체성을 배제한다. “당신은 조선사람이냐? 일본사람이냐?는 말이요”라는 홍규의

질문에 준식이 “그러나 인제는 조준식이지 마쓰노˙ ˙ ˙ 는 아닙니다”라고 답하는 순간 배

제와 동일성 확인의 논리가 발효(發效)되고 준식은 이제 조선인의 경계 안으로 편입

72) 김동노, 「해방공간의 국가 건설과 다원적 민족주의」, 『민족과 국민, 정체성의 재구성』,

2009, 27면.

73) 염상섭, 「첫걸음」, 《新文學》, 1946,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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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염상섭의 서사 내부에서 작동되고 있는 이 원리는 실상 민족국가 수립 담론으로서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었다. 해방정국의 좌익과 우익 모두 이러한 민족주

의 담론을 공통된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 해준다.74) 특별히 국

적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 경계 설정의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곧

민족국가 수립의 담론이 배제와 동일성 확인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었음을 보

여준다.75) 국적법안의 첫 번째 원칙은 단일민족으로 남성혈통을 보존하는 것, 두 번

째는 이중국적 회피, 세 번째는 무국적의 불인정이었는데,76) 세부적인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남성 혈통주의를 국적법의 근간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조선인/일본인의

“이중국적”의 경계를 구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77) 즉 조준식/

마쓰노를 경계 내부의 조준식으로 포섭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계 바깥의 마쓰

노로 배제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민족국가 수립 담론에 연결된다. 해방기의 지배 담

론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탈식민을 민족국가 수립과 등치시켰고 이것은 배제와

동일성 확인의 논리를 거쳐 식민주의의 산물인 여분의 정체성들이 제거된 주체, 곧

해방의 아들인 조준식이 탄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결과적으로 「첫걸음」과 「엉

덩이에 남은 발자욱」에서 염상섭이 구상한 탈식민적 주체는 민족국가 수립 담론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징후적인 것은 염상섭의 서사가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균열은 민족국가 수립 담론의 내부에서 모색된 주체, 즉 민족적 주체가 탈식민적 주

체와 일치될 수 없다는 인식의 발아를 암시한다. 「엉덩이에 남은 발자욱」의 마지

막 장면은 그와 같은 모순된 인식을 보여준다.

창근이는 혁대에 매달린 육혈포를 끌러 내놓으며,

「이거야 지금 와서 뉘게 쓰자는 것인구? 결국 내 동포의 가슴에 겨누자는 것일

리는 없겠지!」하고 혼자 냉소를 하였다. 사실인즉 창근이의 이 육혈포가 굴전이

74) 김동노, 앞의 책, 2009, 27면.

75) 김수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 국적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경계 설정」,

《한국 근현대사 연구》49, 한국근현대사학회, 2009.

76) 김수자, 위의 글, 129면.

77) 여기서 이중국적은 일본 식민지 지배 하에서 모든 조선 민족이 자동적으로 일본 국적을

갖게 된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이면서 일본인의 호적에 올라 일본인 양자가

되었거나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김수자,

위의 글, 1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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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써보겠다고 마음 먹었던 육혈포도 아니었지마는, 이제를 지낸 오늘에 와서

는, 두달이나 찼던 이 육혈포가 시들하여졌다. 뉘게 다시 쓰겠느냐고 코웃음을

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육혈포를 굴전이에 못 써보았다고 후회를 하는 창근이도

아니었다.78)

이 장면에서 문제적인 것은 육혈포가 의미하는 바다. “내 동포의 가슴에 겨누자는

것일 리는 없겠지”라는 창근의 발언은 육혈포가 단순한 물리적 힘을 넘어선 민족적

상징의 차원에서 의미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해방으로 인해 창근이가 쥐게 된 육

혈포는 일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조선인들에게 주어진 모종의 힘이었다. 그 힘은

굴전이 상징하는 식민주의적 폭력에 의해 재식민화되지 않는 동시에, 그 폭력에 보

복할 수도 있는 이중적인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었다. 차테르지가 설명하듯 민족주의

는 근본적으로는 식민주의를 부정하는 담론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하나의 권력 담론

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식민 권력의 구조를 국가 권력이라는 새로운 질서로 대체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긍정하는 담론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위치에 놓

인다.79) 창근의 손에 들린 육혈포에는 이와 같은 민족주의 담론의 역설이 그대로 투

사되어 있다. 창근은 육혈포를 두고 “이거야 지금 와서 뉘게 쓰자는 것인구? 결국

내 동포의 가슴에 겨누자는 것일 리는 없겠지!”라는 사설을 덧붙이는데, 이를 담론

의 차원으로 확장시켜 보자면 민족주의 담론이 탈식민을 성취하고 재식민화를 경계

하는 수준을 넘어설 때 민족 그 자체에 대한 폭력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균열은 「첫 걸음」과 「엉덩이에 남은 발자욱」이 과도적인 소설임을

보여준다. 염상섭은 당대의 지배 담론 내부에서 민족적 주체를 모색하는 서사를 기

획했지만, 동시에 그 주체가 지닌 한계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 민족국가 수립의 담

론이 민족 개개인의 경계를 나누고 배제하거나 결속성을 강요하는 현상은 굴전에게

향할 의도였던 총부리가 내 동포의 가슴을 겨누는 것과 마찬가지인 형국이다. 염상

섭은 식민적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한 주체를 어떤 형태로든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

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탈식민적 주체에 대한 모색이 민족국가

수립 담론에서 출발한 결과 조준식이라는 인물을 통해 민족적 주체를 형성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염상섭은 그 주체에게 주어지는 담론의 권력이 스스로에 대한 폭력

78) 염상섭, 「엉덩이에 남은 발자욱」,《救國》, 1948, 97면.

79) Chatterjee, op. cit.,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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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억압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가 「民族文學이라는 用語에 대하여」(《湖南文化》 창간호, 1948.5)에서 ‘민족문

학’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경계했던 것도 민족주의 담론의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는

모순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야 우리와 같은 弱小民族으로서는 언제나 民族意識의 生動을바라지 않는바가

아니나 그러나 오늘날于先 日帝에서라도 解放이된 이當場에 아무리 如前히 弱小

民族의 ○발은 못벗었을망정 單一民族으로서 獨立國家의完成을 期約하고 있는

오늘날에 民族文學이라는用語를 새삼스레 쓸必要가 있는가 疑問이다. …(중략)…

民族主義의意義가 政治分野에서 어떻게 解釋되고 說明되는지는 몰라도 被壓迫民

族으로서 民族自決 民族解放의 反帝運動線上에서 高調될것이요 또는 分裂된民族

이 統合과 單一化를 目標로 提唱되어야 할경우以外에는 特히 「民族」二字가 文

化運動 文學理論에 ○場되어야할 緊切한問題가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

러므로 民族文化 民族文學이란 用語는 차라리 日帝밑에서 씌었어야할用語요 解

放以後는 비록 弱小民族의 굴레는 婉轉히못벗어났다 할지라도 별안간 이러한用

語를 쓸 必要가 없어졌고 또 現在 우리가 地理的으로나 政治 經濟上으로는 兩分

되어 있다할지라도 이것은 一時的現象일뿐아니라 우리의 固有文化 라든지 우리

의 文學까지 分散分解된 危機에 當面한것이아니니 民族的文化의 分裂이나 散逸

이나 陷沒을防止하는 手段으로도 이런用語를써야만 될形便은 아닐것이다.80)

이 글에서 염상섭은 민족문학이라는 용어가 일제 시대에 사용되어야할 용어이지 오

히려 지금 좌․우익이 이 용어를 남용하는 것은 그 본래의 의미를 왜곡해 정치적인

선동으로 흐르게 할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민족주의 담론은 일제 시대의 식

민주의에 저항할 때 그것 본래의 목적인 민족의 자유와 진보 획득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실상 염상섭이 제기하고 있는 민족문학 용어 사용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

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염상섭은 민족주의적 ‘민족’이 식민 권력이라는

억압적인 체제하에서는 저항과 해방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해방기의 탈식민적 현

실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인 폭력과 억압이 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엉덩이

에 남은 발자욱」 마지막 장면의 균열과 민족문학 용어에 대한 염상섭의 입장은 민

족주의 담론과 민족적 주체가 부딪친 한계를 탈식민적 인식과 주체를 확보함으로써

80) 염상섭, 「民族文學이라는 用語에 대하여」, 《湖南文化》, 창간호, 1948.5, 12면. 탈고일은

1947년 12월 23일로 기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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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함을 암시한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만주 체험을 기반으로 창작한 「모

략」, 「삼팔선」, 「혼란」에서 더 구체화된다.

논의를 종합하자면 「첫걸음」과 「엉덩이에 남은 발자욱」은 탈식민, 곧 민족 정

체성의 회복을 부계적 혈통의 회복에 대한 상징으로 서사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염

상섭이 일차적으로 민족국가 수립의 열망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해방기 민족주의

담론 내부에서 탈식민적 주체를 모색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작가는 민족적 주체가

탈식민적 주체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는 모순 또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러한 이중적 인식은 「엉덩이에 남은 발자욱」의 마지막 장면과 같은 부분에서 서

사의 균열을 초래한다.

2.2. 만주 이주민의 시선을 통한 해방의 외부자적 인식

만주 체험과 국내로의 귀환을 형상화하고 있는 「謀略」(『三八線』, 金龍圖書,

1948), 「三八線」(『三八線』, 金龍圖書, 1948), 「混亂」81)(《民聲》, 1948. 12)에는

「엉덩이에 남은 발자욱」에서 감지되었던 서사의 균열이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난

다. 그리고 그 균열의 지점들은 이 시기 염상섭의 소설에 민족적 주체를 모색하려한

당위적 시도와 그것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재확인시킨다. 이 중

에서도「모략」은 민족적 주체가 그것을 생산한 담론 바깥, 곧 실제 탈식민적 현실

의 맥락에서는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텍스트다.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 사

건은 다음과 같다. 주인공 창규를 대신해 야경 당번을 맡은 일본인이 살해되는 사건

이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패전과 항복 직후부터 조선인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려는 듯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난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규는 일본인 가도오(加藤)를 살해한 범인이 실상은

그를 한국인 가도오(河東)로 오인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인

을 가장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던 범인으로 일본인회 소속 노사끼가 체포되고 가

도오를 살해한 것 역시 노사끼임이 밝혀진다.

81)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염상섭전집 10』(민음사, 1987)을 「혼란」의 기본 텍스트로 검토

․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성》에 게재된 원문과 대조해본 결과 『염상섭전집 10』은

「혼란」의 마지막 두 장을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민성》지에 게재된

원문을 연구 대상 텍스트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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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략」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텍스트가 내포한 균열을 포착하지 못하고 다만 표

층적 진술을 확인하는 데서 그친다. 이러한 까닭에 「모략」을 그와 상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 「첫걸음」과 동일선상에 놓고 파악하는 오류를 범한다. 「모략」에 대

해 기존 연구들이 취하고 있는 해석적 입장은 김윤식이 『염상섭연구』에서 제출한

최초의 해석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김윤식은 「모략」의 서사를 “일본인의

의식구조에서 벗어나 조선인의 자리에로 돌아오는 일”의 과정으로 설명했다.8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자들은 「모략」이 「첫 걸음」과 마찬가지로

민족적 정체성 회복의 서사라고 논의해왔다.83) 이들의 해석은 다음의 장면에서 서술

되는 창규의 민족적 발언에 근거하고 있다.

「만일 내가 일본 사람이요, 자네가 조선사람이었드란면 벌서 뼈도 못추렸을걸

세. 어떻게 하려느냐고 물을것이 아니라, 고맙다고 절을하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는 의외일세마는, 자네두 아다싶이 지금 우리의 처지가

기막히지 않은가. 내가 모리(謀利)를 하려는건가, 나 하나 살자는건가, 삼만이나

되는 목숨을 살리랴니까 그렇지 않은가.」

그래도 노사끼는 국사연(國士然)하야 그런지 태도가 굽쥐지 않고 엄연한데가 있

다.

「나도 내동포를 살리려니 자네를 이렇게 잡어 온걸세. 그러나 자네 일전밤의

꼴을 보면 그런 갸륵한 동족애(同族愛)가 과연 있는지 알수없다는 말일세.」

창규는 코웃음을 친다.

…(중략)…

「나개인의 우정으론 내보내 주고싶으이. 그러나 우리민족이 안 듣네. 자네는 가

등군의 장식날 잘못했더면 내게 분향을 할번 하였다데마는, 내가 먼저 자네게

분향을 해주게 될 지도 모르네. 어서 나려가게.」84)

82) 김윤식, 앞의 책, 759면.

83) 진정석은 ‘귀환 연작’이 “식민지 지식인의 혼종적, 다중적 정체성이 신생 조국의 단일한 민

족적 정체성으로 재조정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진정석. 「염상섭 문학에

나타난 서사적 정체성 연구」 참조.) 한편, 김승민은 만주국의 조선인 지식인으로서 살아온

염상섭이 ‘(가짜) 일본인’의 ‘가면’을 벗고, 조선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

를 제출하고자 한 ‘서사 욕망’이 「모략」의 서사에 잠재되어 있다고 해석했다. (김승민, 앞

의 글 참조.) 김승민과 비슷한 논증 방식을 밟는 최진옥 역시 「모략」이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경계인적 위치’가 초래한 부채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족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

다. (최진옥, 앞의 글 참조.)

84) 염상섭, 「謀略」, 『三八線』, 金龍圖書, 1948, 157-9면. 원문에는 “장식날”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장례식날”의 오기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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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서 창규는 “조선사람”, “내동포”, “우리민족”을 강조하면서 민족의식을

핵심적 가치로 재확인하는 듯 보인다. 선행 연구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

다. 「모략」의 결말이 민족의식으로 봉합되는 듯한 포즈를 취한 것에 착안해 만주

국에서의 조선인/일본인의 이중적 정체성을 벗고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주제를

형상화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때로 염상섭의 만주 체험 서사 전체

로 확장되어 작가가 만주 체험을 호출해서 서사화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민족적 정

체성을 형성을 나갔다고 보는 시각으로까지 전개된다.85) 그러나 「엉덩이에 남은 발

자욱」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략」에서도 서사의 표층 아래에

잠복해 있는 징후적인 균열들이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행 연구들의 해석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 텍스트에서 포착되는 균열의 흔적은 각 민족 주체 간의 경계선을 구분 지으려

는 민족적 욕망과 그것을 끊임없이 무효화시키는 현실 사이의 길항작용이다. 「모

략」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해방 직후의 만주에서는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이 각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생존을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모

략」의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단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긴상두 지금 보다싶이 이판에 이런 분란을 일으집어 놓으면 걱정인데! 여

기는 만인(滿人)거리와 맞붙은데요, 저의끼리는 지금 무슨 음모가 있을지 모르는

데 선인측에서 자중해 주지않으면 우리만 틈바구니에 끼어서 어떤 화를 당할지

기막힌일 아니요. 당신같은이가 단속을 좀 잘해주어야지 않겠소. ……」

하며, 연해 창규의 팔에 감은 조선인회의 완장(腕章)을 들여다본다. 요사이 이거

리에서 완장은 통행증(通行證)이 되어있는것이나 일본인측에서는 일체 이것을

쓰기 싫여한다. 그들은 지금 처지가 홀깍 뒤바뀌어 될수있으면 그렇게 경멸하던

「만인」이나 「선인」의 행세를 하고싶은 심리에 있다.

그는 하여간에 창규는, 거리의 이 분요의 책임을 자기더러 지라는 노사끼의 말

이 하도 어이가 없었다.

「저기 파출소가 있지 않은가. ……」

하고 창규는 턱짓으로 가리치며 인사로 웃어보였다.

「공안국(公安局)은 개점휴업(開店休業)은 아닐거지. 물론 조선인회는 치안유지

에 협력하려 생긴것이지만 치안유지회의 책임까지 질수는 없지 않은가. ……」

85) 진정석, 「염상섭 문학에 나타난 서사적 정체성 연구」,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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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 그렇지만 당신네속에서 실수가 있어두 센진인지 닙본진인지 분간을 못하

고 거기서 시단이 생기니까 말이지. 이런일만 하드라두…….」

노사끼는 지금 이분란이 조선인의 짓이라고 단정할 자신이 없는지 말이 막힌다.

「자아, 그게 조선사람인지 만인인지 일본사람인지 어떻게 알았단말인가? 덮어

놓고 조선사람이라는 근거는 뭐냐는말야?」86)

소설에서도 묘사되고 있듯이 조선인회와 일본인회, 치안유지회가 따로 나뉘어 자기

민족을 각자 관리했으며 민족 간의 경계를 더욱 분명하게 구분했다. 조선인 완장을

차고 다닌다거나 태극기를 그려 붙이고 각 민족의 옷차림을 분명히 구분하는 모습

들은 그 경계 구분이 구체화된 예다. 소설의 중심 모티프인 살인 사건과 민족 간의

분쟁은 그러한 대립의 부산물이었다. 경계 구분에 대한 열기가 비등점에 도달했을

때 결국 민족 간의 대립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끓어 넘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상 텍스트가 구조화하고 있는 이면적인 현실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할 뿐

만 아니라 민족적 주체의 동일성이라는 것 또한 존립 불가능한 관념에 불과하다. 이

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일본인 가도오의 살인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도오선생이라지요? XX학교에 가도오선생이 두분이 있는데

어느 가도오선생인지?」

창규는 지꿎이 한마디 붙여보았다.

「내지인 가도오선생예요. 실상은 조선양반 가도오상이 나와야할것인데 같은 성

씨라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 가도오상이나 수 사나쁘면 걸리고 수 좋아 빠졌겠

지만…….」

노사끼댁은 무심코 말을 끄냈다고 후회가 났는지 어설픈 웃음을 띄우며 말끝이

잘 휘갑이 쳐지지 않어 어색한 기색이다.

「그러니까 조선인 가도오(河東)의 대명(代命)을 가 준셈이로군!」87)

식민지 시대의 창씨개명은 일본인 가등(加藤)과 조선인 하동(河東) 간의 경계를 불

투명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식민 지배가 종료되고 해방이 도래했다고 해서 그 경계

의 불투명성이 자연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다.88) 하동은 가등과 명확히 구분되는 어

86) 염상섭, 「謀略」, 86-7면.

87) 염상섭, 위의 책, 119면.

88) 광복과 동시에 창씨개명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인의 성명이 복구된 것은 1946년 10

월 23일 ‘조선성명복구령(朝鮮姓名復舊令)’이 발표되고 난 후부터다. 그 이전까지는 호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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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단일한 존재가 아니며 조선인 정체성이라는 관념과 동일한 수준에 이를 수도 없

는 개체다. 요컨대 민족적 주체, 즉 민족 바깥의 경계를 구분하고 민족 내부의 동일

성을 확인하려는 민족주의 담론의 주체는 실제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었다.

이것은 주인공 창규가 노사끼를 석방시키지 않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에서도 동일

하게 반복된다.

「구류가 아니라 보호는합니다. 취조는 조선사람인경우면 자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야 여기서 하는것이요, 공안국도 인정하는겁니다. 지금 그사람들은 진가(眞

假)를 모르기 때문에 취조중이지마는, 정말 조선사람이면 우리손으로 해결하야

버리겠고 가짜조선인― 일본인인 것이 확적히 판명되면 곧 공안국으로 보낼것입

니다.」

「그럼 지금 방송에 나온 성명은?……」

창규는 대꾸만하야 주었으나 어쨌던 유쾌하였다.

「헝!」

「성명만 가지고는 진가를 알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싶이 창씨가 된후로는 분간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에 방송에서도 일본인이라고는 말아니하나 보드군요. 사

실 조선사람이면서도 일본사람이다고 버틔면 곧 내놓아줄줄 알고 속이는수가 있

으니까 취조가 힘 듭니다.」89)

앞서 조선인과 일본인 가도오의 경계가 모호했던 것에 더해 위의 인용문에서는 조

선인의 존재 또한 “정말 조선사람”과 “가짜 조선인”으로 나뉘어 민족적 정체성의 단

일성이 부정되는 상황이 제시된다.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주체는 일본인과 확연히

구분되는 경계를 지니지도 못할뿐더러 그 주체 또한 내부적인 완결성과 통일성을

지닐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결국 배제와 동일성 확인으로 요약되는 민족주의 담론

의 논리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요컨대 「모략」은 표층의 차원에서 민족적

정체성의 단일성과 동일성에 대한 환상을 서사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서사 곳곳에서 확인되는 균열들이 그 표층의 진술을 전복시키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표층의 담론과 텍스트 이면의 징후적인 균열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략」은 한편으로 민족적 정체성의 중요성

으로 창씨개명한 성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군정청에서는법령제一二二호로 “조선성명 복구

령(朝鮮姓名復舊令)을지난二十三일 공포하였는데 이로말미아마 일본식 이름은형식적으로도

완전히 우리의호적에서 사러지게 되었다” (《京鄕新聞》, 1946.10.29.)

89) 염상섭, 「謀略」, 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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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외면하지 못하는 당위적 주제와 함께 서사의 일부 국면들이 그 당위성에 저항하

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즉「엉덩이에 남은 발자욱」의 마지막 장면에서 확인되는

염상섭의 이중적 인식, 곧 민족적 주체에 대한 당위성과 그 주체의 한계 및 위험성

에 대한 인식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구체화의 작업은 민족적 주체

가 탈식민적 현실 내부에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국면들을 「모략」의 서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모략」이 구체화된 인식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만주라는 공간과 그

공간을 구성하는 만주 이주민의 시선에 상당 부분 빚지고 있다. 만주와 만주 이주민

의 위치가 문제적인 것은 자아(self)와 공간 사이에는 언제나 정체성의 문제가 가로

놓여있으며 정체성의 탈식민적 위기는 공간 내의 정착과 이동 문제에 긴밀히 연결

되기 때문이다.90) 즉 자아 정체성의 문제, 혹은 한 개인이 주체로 구성될 것인지 타

자로 배제될 것인지의 문제는 공간과의 상관관계 안에서 결정된다. 예컨대 「모략」

과 「혼란」의 배경이 되는 만주는 해방을 ‘공포’, ‘불안’, ‘혼란’, ‘죽음’으로 비추는

공간적인 기호가 된다. 주인공 창규의 시선에 비친 만주는 다음과 같다.

안해는 남편의 목소리에 안심이 되면서도 방공 카―틘을 쳐들고 밖을 내다본뒤

에야 문을 열려 나오는 기척이 난다.

아직 초가을이라, 일전만 같아야도 식후에 문앞에 평상들을 내어놓고 동리 안악

네들과 바람을 쏘이며 이야기판이 한참 버러졌을터인데 첩첩히 닫은 유리창 안

에는, 인제는 떼어 버려도 좋을 방공 카―틘까지 치고 숨을 죽이고 들어 엎데었

고, 밖앗만은 이때까지 시원히 켜보지도 못하던 외등(外燈)을 집안보다 환히 켜

서, 태극기를 중심으로 중국, 소련의 양국기를 종이로 만들어 좌우로 달은 문전

을 환히 비치고있다. 그나마 외등을 켠 집은 창규의집뿐이요, 일본집은 감히 그

것도 못키었다.91)

만주반점(滿洲飯店) 앞 넓은 마당을 중심으로 벌서 사흘 낮 사흘 밤을 두고, 뚱

땅거리고 삐빼거리는 [꺼우초]―(高脚踊=滿洲人의춤)―는 오늘도 훤하면서부터

또 질번질번히 버러졌다. 승전축하(勝戰祝賀)의 거리의 잔채다. 팔월 십오일 저

녁부터 시작된 이 탈춤은 언제나 끄칠지 모른다. 신구 시가(新舊市街)의 교차점

(交叉點)인 이거리에서 남편인신시가에 사는 이민족(異民族)의 불안과 공포에 쌓

90) Ashcroft, Griffiths and Tiffin(eds.), op. cit., p. 8-9.

91) 염상섭, 「謀略」,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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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눈에는 얼마나 부럽게보이고, 아직도 무더운 한밤을 시달리고 난 고달픈 새

벽 잠이, 몇번이나 그 피리소리와 갈채소리에 소스라쳐 깨었던지 모를것이다.92)

「모략」과 「혼란」의 주인공인 창규에게 해방 직후의 만주는 공포와 위험이 도사

리고 있는 공간이다. 해방은 일본 제국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므로 상식적으로라면 조

선인의 눈에 해방은 자유와 평화의 정조로 비춰져야 한다.93) 그러나 염상섭의 소설

에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혼란」의 인용문이 언급하고 있듯이 해방된 만주에서

조선인은 “이민족”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만주는 ‘외부’로 인식되고 만주는

그들을 이민족, 외부자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창규를 비롯한 만주의 조선인은 근본

적으로 해방의 주체가 아니다. 창규가 지닌 “이민족의 불안과 공포에 싸인 눈”은 이

와 같이 내부 주체가 아닌 외부자로서의 특징적인 위치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기실 「혼란」의 첫 장면은 해방을 그것의 주체나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낯선 눈

으로 바라보는 창규의 시선에 의해 묘사된다.

여학생들의 행렬은 마치 희고 검은 긴 나래가 공중으로 날아 오르다 나려앉다

하는것 같이 몸이 율동적으로 우쭐우쭐하였다. 중학생의 씩씩한 행진, 기죽를 펴

고 싱글벙글하는 시민의 행렬…… 조국의 광복이 바루이것인듯 싶었다.

창규는 다만 부러웠다. 이렇게도 정연하고 화려하기란 쉽지않고 의외라는 느낌

이었다. 조국이 그리웠다. 남의 감격에 덧붙이로 감격해보고, 제 감격엔 감격해

보지 못하는것이 섭섭하였다.94)

「혼란」은 조선인회 간부인 창규가 조선인 내부의 불화와 중국인들과의 마찰을 직

접 관찰 · 경험하며 해방 직후 만주 이주민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서술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주인공 창규가 해방을 축하하는 중국인들의 행렬을 불안

과 우울의 정서로 바라보는 장면으로 시작해 봉천에서 피난 온 아내의 친구를 장례

지내고 조선인회 내부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사건이 교차편집되고 있다. 위

의 인용한 장면에서 창규는 춤을 추는 중국인 여학생들에게서 중국인들의 “조국의

92) 염상섭, 「混亂」, 《民聲》, 1949.1, 64면.

93) 해방을 자유와 평화의 도래에 대한 감격으로 묘사하고 있는 소설로는 다음과 같은 작품들

이 있다. 김송의 「萬歲」(《白民》 창간호, 1945. 12), 안동수의 「그 전날밤」(《우리문

학》, 1946.1), 「아름다운 아침」(《文學》, 1946.11), 안회남의 「鐵鎖끊어지다」(《開闢》,

1946.1), 이근영의 「장날」(《人民評論》, 1946.3)

94) 염상섭, 「混亂」, 《民聲》, 1949.1,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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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과 중국인들의 감격을 본다. 그는 “남의 감격에 덧붙이로 감격”할 뿐 ‘자기’의

해방과 ‘자기’ 조국의 광복이 주는 감격을 경험할 수 없다. 즉 그는 해방의 주체가

아닌 외부자로서 해방의 한 언저리에 서 있을 뿐이다. 해방을 자기동일화시킬 수 없

고 또한 바로 그 해방의 당사자로서의 민족적 주체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킬 수 없

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략」과 「혼란」의 만주라는 공간과 이민족인 창규가 재현하는 것은

민족적 주체가 아니다. 이 두 개의 만주 체험 서사는 오히려 탈식민으로서의 해방

현실이 민족적 주체를 허락하지 않으며 민족주의 담론이 생산하는 주체는 현실과

유리되어 담론 안에 갇혀있을 뿐임을 폭로한다. 「모략」과 「혼란」에서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는 조선인회의 내분 문제 또한 민족이 얼마나 공허한 담론인지를 고발

한다.

「저건 무엇때문인가요?」

「어젯밤에 술들이 취해서 치안부와 충무국원새에 일대 격투가 있었답니다.」

총무국장은 그러지 않아도 그문제를 의논하려는것이었다. …(중략)… 여기에서

같은 임원끼리 충돌이 생긴것이었다. 결국 문간에 말라붙은 피 임자의 안해가

와서 야료를 하는것이었다. 게다가 조선사람들이 가졌던 무기를 뫃아 들이는중

에, 권총 한자루를 집어간 놈을 붙들어서 치안유지회로 넘기지 않을수없게 되었

는데 그가족들이 와서 여기는 경찰서냐 유치장이냐하고 내놓으라고 들싸는것과

맞장구를 쳐서 사무실안은 떠 나아갈지경인것이다.

「치안부는 이사단때문에 오늘 일도 않고 모여앉아서 아직도 무슨 회의들을 하

는지 알수 없읍니다. 결국 총무국전원의 사과를 받겠다는 것이겠지마는…….」

「이 판에 시작한지 사흘도 못되어서 내부의 대립이나 알력이 생겨서야 되겠오.

치안부장과 만나서 선후책을 강구하시구려.」95)

일본의 패전과 함께 만주의 조선인들은 스스로의 치안과 식량, 피난 문제 등을 위해

조선인회를 조직했다. 그러나 「혼란」에서 자세히 서술되고 있듯이 먼저 조직된 중

앙 지대의 조선인회에 대항해 서성자(西城子) 일대에서 다른 패가 또 하나의 조선인

회를 결성해 대립한다. 게다가 중앙 조선인회 내부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의견차와

알력다툼으로 혼란이 끊이지를 않는다. 이는 ‘조선인’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봉합

될 수 없는 다양한 조건들이 산재해 있으며 그 조건들의 요철은 해방과 함께 전면

95) 염상섭, 「混亂」, 《民聲》, 1949.1,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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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민족이라는 심급에 의해서도 기준화(基準化)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임을 보여준

다. 민족주의 담론은 탈식민적 현실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들은 민족적 주체라

는 기준에 맞춰 균질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역전시켜 보자면 민족 담론 안에서

재생산된 주체는 이러한 현실적 조건 하에서 탈식민을 성취 · 완료할 수 없다. 이러

한 맥락 안에서 창규가 지닌 외부자적 시선과 위치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실제 탈

식민적 현실에서 유효한 것은 민족 바깥에 선 외부자의 시선과 위치이며 이는 탈식

민적 현실이 단일한 민족 정체성의 회복, 민족국가 수립의 당위적인 문제로 간단히

수렴되는 차원이 아닌 까닭에서 비롯된다. 작가 염상섭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삼팔선」의 텍스트는 바로 그 인식을 서사화하고 있다.

「삼팔선」은 만주 이주민이었던 ‘나’가 신의주로부터 38선을 넘기까지의 귀환 과

정과 그 과정 중에 맞닥뜨리는 피난민들의 모습을 관찰 및 서술하는 식으로 구성된

소설이다. 이 텍스트에서는 앞 절에서 논의한 「엉덩이에 남은 발자욱」의 서사적

균열, 그리고 그 균열로부터 발전한 변증법적 구성물로서의 외부자적 시선을 모두

포괄하는 염상섭의 탈식민적 현실 인식이 보다 뚜렷하게 그 윤곽을 드러낸다. 그 현

실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군과 소련군의 표상, 그리고 피난민들의

종착지로 설정된 38선의 풍경이다. “지금 잠간 선 정거장에서 올러온 소련병정 둘이

저편으로 마주 앉으면서 나를 유심히 치어다본다”는 ‘나’의 진술처럼 ‘나’와 피난민들

은 삼팔선으로 향하는 귀환 과정 곳곳에서 소련군의 시선, 감시, 검문을 맞닥뜨리게

된다.96)

담총한 소련병 두사람을 옹위하고 서서 단장인청년이 얼러맞추고 있는것이다.

일시에 수십여명이 와짝 모여드니 소련병은 삼지위겹으로 한가운데 포위되고 말

었다.

「총, 칼, 없어?」

둘이 다 키도 짝달만하거니와 그리 서투르지 않은 조선말을 제법 한다. 조선 와

서 배운 조선말은 아닐것이오, 코와 눈은 다르나 제이세, 제삼세의 조선계통인지

도 모른다.

「가미소리 있소? 가미소리 있거던 하나 주어.」

「그런것도, 저기서 조사할제 모두 빼앗겼어요.」

말이 선듯선듯 통하니 이런중에도 얼마나 다행하고 시원하냐.

「짐속에는 무어 있어?」

96) 염상섭, 「三八線」, 『三八線』, 金龍圖書, 194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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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무서운것이 짐을 조사할테니 따라오라는말이 떨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중략)…

말이 되돌아 오고 되돌아 오고 하여 한참 실랭이를한 끝에, 어디 짐을 보자하야

우으들 옹위를하고 순시가 시작되었다. 회중전등을 번쩍 번쩍 켜서 짐을 비춰보

고 탄사람을 들여다보고 한다. 젊은녀자들은 엎드리고 모로 쓰러지고하야 자는

척들 하는것을 웃으며 꾹꾹 찔러도 본다.97)

삼팔선을 목전에 두고 만난 소련병은 그들의 귀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소설 속에서 피난민들은 소련군의 존재와 시선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데, “아무리 약소민족이기로 손바닥만한 제땅 속에서 왔다 갔다하는데 이렇듯 들볶

이는 것을 생각하면 절통하다”는 ‘나’의 한탄처럼 해방된 “제 땅” 안에서 움직이는

것조차 소련군에 의해 제지되기 때문이다.98) 문제적인 것은 삼팔선을 향해 남하하는

중 소련군의 시선을 마주치는 ‘나’의 형상이 「만세전」의 이인화와 닮아 있다는 사

실이다. 이인화가 연락선과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인버네스를 입은 일본인 순

사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경계했다면, 「삼팔선」의 ‘나’와 피난민들은 38선

으로 향하는 기차간과 산중턱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소련군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처럼 소련군의 시선은 피식민지배자를 감시하는 일제 식민주의의 시선을 소

환한다.

이와 같이 염상섭이 소련군의 시선에서 일제 식민주의와의 친연성을 읽어낸 것은

‘탈식민화(decolonization)는 완료되지 않았다’는 명제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앞서

「모략」과 「혼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죽음, 폭력, 혼란, 불안의 정조로 해

방 직후를 묘사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염상섭은 해방을 탈식민화의 새로운 기

원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 해체 이후라는 연속적인 시간상에 위치시킴으로

써 또 다른 식민주의의 질서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탈식민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그것이 지닌 이중적이며 변증법적인 특성을 반영한다.99)

「삼팔선」의 피난민들이 최종 목적지가 해방된 조국이 아니라 “미국병정 두 사람

이 들어 앉었”는 삼팔선 근방의 감시소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해방과 탈식민의 불

97) 염상섭, 앞의 책, 63-4면.

98) 염상섭, 위의 책, 70면.

99) “탈식민은 탈식민화의 광범위한 역사적 사실들과 주권의 확정적인 획득”과 동시에 경제적,

정치적 지배의 “새로운 제국주의적 맥락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민족과 민중의 현실을 표시

하는 하나의 변증법적 개념이다.” (J. C. Young, 앞의 책,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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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를 강조하는 결말이다. 게다가 이들이 삼팔선을 넘고 가장 처음 접하게 된 ‘해

방’ 조국의 소식은 수해와 흉년으로 파탄난 경제 현실이었고 K가 처음 내뱉은 말은

식민지 시대와 다를 바 없이 “무얼 먹구 사누!”였다. 요컨대 피난민들의 종착지가

되어야 할 탈식민의 공간으로의 귀환은 무기한 연기되며 그들이 도착한 삼팔선의

공간은 탈식민으로 향하는 기착지인 셈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귀환 과정이 고난과

역경의 여로인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였다. 해방의 부재와 새로운 지배 질

서가 등장한 삼팔선의 현실이야말로 소련군과 미군의 표상을 통해 작가 염상섭이

암시하고자 했던 탈식민적 현실이었다.

「삼팔선」 서사의 특징적인 면모는 상술한 염상섭의 탈식민적 현실 인식에서 비

롯된다. 「삼팔선」에는 서사를 하나로 규율하는 플롯이 부재한다. 즉 사건의 발단,

갈등의 심화, 해소로 이어지는 일련의 플롯을 통해 서사의 긴장감을 확보하는 일반

적인 소설의 서사 형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소설이라기보다는 38선을 돌파하

여 남하했던 작가 자신의 체험수기”에 가깝다는 평가가 뒤따르는 까닭은 이 때문이

다.100) 서사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동력으로서의 플롯이 결여되어 있는 대신 「삼팔

선」의 서사를 견인하는 것은 공간의 이동이다. 기실 「삼팔선」에서는 ‘차중’, ‘구제

소의 하룻밤’, ‘사리원에서’, ‘금교에서’, ‘三八線을 넘기에’과 같이 특정 장소나 지역

이름이 소제목으로 제시된다. 이처럼 염상섭은 장소와 지역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경

험한 사건이나 관찰한 풍경을 삽화처럼 한 조각, 한 조각씩 붙여서 이어가며 서사를

구성한다. 요컨대 공간의 변화라는 커다란 뼈대에 개별 사건과 그 공간에서 만난 피

난민들의 각기 다른 표정이 개별적으로 부착되는 식인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서사의 초점이 사건 전개, 곧 플롯의 흐름에 있지 않고 삽화적으

로 제시되는 피난민들의 표정과 풍경에 놓이게 되는 효과를 산출한다. 이것이 바로

「삼팔선」의 서사가 의도하는 핵심이다. 현재진행형으로서의 탈식민적 현실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는 피난민들은 하나로 통일되고 균질화된 민족적 주체로

수렴될 수 없다. 예컨대 ‘구제소의 하룻밤’에서는 먹고 살 도리가 없어 아이들을 데

리고 삼팔선을 돌파했다는 잠상꾼 여인이 등장하고 학생복 하나만 걸치고 이백 여

리를 도보로 건너온 청년, 그리고 맨발에 흙투성이가 되어 구제소로 들어서는 고아

의 모습이 그려진다. ‘사리원에서’는 일본으로 귀환할 길을 찾는 일본 여자와 아이들

의 표정을 포착하고 길림에서 도망쳐 나온 피난민 부부와 만인(滿人)에게 칼침을 맞

았다는 홀아비의 모습을 묘사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오로지 담론이 규정하는 완결

100) 권영민, 『解放直後의 民族文學運動硏究』,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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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목적성―가령 민족적 정체성 내지는 국적의 회복과 같은 것―없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삼팔선이라는 국가 체제가 만든 경계를 돌파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만주 이주민과 피난민이 모두 민족적 주체의

범주를 빠져나가는 외부자라는 사실이다. 「삼팔선」의 피난민과 이주민들을 잠재적

으로 ‘비국민’이라고 정의한 경우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101) 이들은 민족국가 수립

담론의 외부에 위치해있다. 민족국가 수립 담론이 유효하려면 해방은 탈식민의 완료

태라는 정의와 아울러 새로운 민족국가 수립을 통해 탈식민의 과제가 완수될 수 있

다고 보는 전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주 이주민이기도 했던 피난민들에게

탈식민은 여전히 오지 않은 미래다. 이른바 해방된 조국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 무질서, 그리고 새로운 점령군의 감시이다. 그러므로 이 피난

민 일행은 민족국가 수립의 담론 안에 포섭되지 않고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담론과

무관한 방식으로 움직인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장면은 민족, 혹은 민족국가의 국민

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으로 모두 동일화시키려는 지배 담론에 저항하는

피난민들의 속성을 포착하고 있다.

이차장이 우리 일행 앞에 와서 종이쪽지의 무료차표를 보더니, 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것이냐고 호통이다. 무료로 태워준다고 이렇게 한만이 자기 볼일을 보

고 다녀서 좋으냐는것이다.

「어느 미친놈이 공차 타는맛에 식구들을 껄고 물밥 사 먹어가며 왔다 갔다 한

단말요. 피난민인바에는 길이 막혀서 갈팡 질팡하는것 아니겠소.」

K군은 내가 그저 큰소리 아니내려고 어름어름하는것이 안타까워서 가로 막고

나섰다. 옆사람들도 시원해하는 기색이다. 그러나 이편이 달래고 저편도 더 쇠해

보아야 별수없으니

「이담엘랑은 돈 내구 타슈.」

하는 째진소리를 남겨놓고 한간통쯤 가더니, 또한바탕 훈시가 나왔다. 이번에는

말다툼이 대짜로 벌어졌다. 오늘새벽에 죽도록 얻어맞은 촌 청년을 가족과 친구

들이 떠메고 사리원 병원으로 가는길인데 걸상에 누일수도없어서 좌석을 뜯어내

인 비인자리로 바닥에다가 뉘엇건마는 통행에 여러손님에게 불편할뿐아니라 병

인은 한만히 못태는 규측이니 다음역에서 내리라는것이다. 옥신 각신하고 옆의

승객까지 들고나서,

「성한 사람이 무슨 걱정요. 우리는 상관없으니 그대루 가게합시다.」

101) 이종호, 앞의 글, 3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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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떠들다가, 저편간으로 가는양이 사리원까지 가는것만은 특별용서하기로 된

모양이었다.

「일제 잔재야. 일제 잔재야.」

「선무당이 사람 죽인다더니 참 사람잡으랴는군.」102)

이른바 ‘탈식민’의 공간을 점유한 조국은 오히려 식민 지배 권력과 다를 바 없는 방

식으로 피난민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차장이 피난민들의 기차간 사용을 제약하는 장

면은 민족적 주체로 구성되야할 피난민들을 외부자의 위치로 내쫓는 국가의 모순적

인 담론과 질서를 표면화한다. 그러므로 “일제 잔재야”, “참 사람잡으랴는군”이라고

냉소하는 피난민들 역시 스스로를 민족적 주체의 범주 안에 애써 편입시키려 하지

않고 외부자의 위치에 남는 것을 선택한다.

열린 개념으로서의 국민을 주목한 호미 바바의 논지를 빌리자면 「삼팔선」이 상

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피난민은 단일한 국민으로 형성되는 국가 서사의 시작점에

도, 궁극적인 도달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삼팔선」은 국민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봉합될 수 없는 다양한 주체들로서의 피난민들을 형상화으로써 그 주체들

사이에서 충돌하고 불일치하는 개인적 이익을 재현하는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을 전

체화하려는 권력의 단면을 폭로한다.103)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적인 장

면이 「삼팔선」 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두 저게 있군요!」

하고, 신의주에서 보던 「살인 방화 어쩌고 ○○, ○○○」이라한 선전 포스터-

를 눈으로 가르친다. 내어다 보니 창고 담벼락에 커닿게 벵키로 씨어있다.

「그래도 이리오면서는 三十八도선이―서울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별로 눈에 안

띠이는 셈인데요.」

젊은 친구가 말을 받는다. 아닌게 아니라, 이때것 무심코도 넘겼지마는, 안해가

희한해 할만치 듬으렀다.

「무슨 비석이나 세우듯이 저렇게 벵키로 붙백이로 써놓았으니 나종에는 시들해

서 도리어 선전가치가 없어질거야.」

청년의 이런 혼잣말에 나는 웃음으로 대꾸를 하여주었다.104)

102) 염상섭, 「三八線」, 17-8면.

103) Homi K. Bhabha, 'DissemiNation: time, narrative, and the margins of the modern

nation, Nation and Narration, Routledge: London, 1990, p. 297.

104) 염상섭, 「三八線」,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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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체제의 질서를 지시하는 선전 문구들은 사실상 그것들이 원래 의도했던 영향

력을 끼치지 못한다. 이북 체제의 수립과 함께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한 선전 문구들

은 산포해 있는 국가의 잠재적 구성원들을 체제의 질서 하에 종속시키는 역할을 맡

는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피난민들은 선전 가치가 떨어질 것을 짐작하는 것 이상

의 의미 맥락을 사유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차창 밖을 장식하는 풍경으로 지나쳐

갈 뿐이다. 이들은 민족적 주체, 민족국가의 국민으로 호명되는 것에 응하지 않고

그 지배 질서와 담론 바깥의 외부자로 남는 편을 선택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모략」, 「삼팔선」, 「혼란」에서 염상섭은 만주 이

주민의 시선을 통해 해방 현실에 대한 외부자적 인식을 서사화한다. 이는 「엉덩이

에 남은 발자욱」에서 발견한 민족적 주체의 한계를 바탕으로 실제 현실을 구성하

고 있는 주체가 무엇인지를, 또한 동시에 탈식민적 현실을 구성해야할 주체는 어떠

해야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엉덩이에 남은 발자욱」에 내재한 서사의 균

열은 「모략」에 와서 보다 구체화되는데 이는 탈식민적 현실에서 민족적 정체성의

동일성이 무효화되는 상황과 그럼에도 민족의식으로 서사를 봉합하려는 경향이 길

항하는 현상에서 발견된다. 「혼란」에서는 만주라는 공간과 만주 이주민의 외부자

적 시선을 제시함으로써 탈식민적 현실을 구성하는 것은 민족적 주체가 아님을 반

증한다. 「삼팔선」에서는 이러한 외부자적 인식과 위치가 만주로부터 귀환하는 피

난민의 모습으로 보다 구체화된다. 이를 통해 염상섭은 민족국가 수립으로 요약되는

당대의 지배 담론을 무효화하고 탈식민은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당위적인 문제로 수

렴되는 것이 아니라 완료되지 않은 도달점이라는 사실에 대한 변증법적 인식의 장

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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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국 이념의 헤게모니 비판과 탈식민적 주체 모색

3.1. 좌․우익 이념의 식민성 비판과 양비론의 한계

해방기 염상섭 문학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합의하고 있는 바는 중간파 이념을

바탕으로 각 텍스트에서 그것을 형상화하고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념

적 위치를 가장 명료하게 증언하고 있는 작품이 「離合」(《開闢》, 1948.1)과 「再

會」(《文章》, 續刊號, 1948.8) 연작이다. 이 연작소설은 주인공 김장한이 압박해오

는 이북의 체제를 벗어나 38선을 넘지만 남한 사회에서 또 다른 부정적인 현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05) “염상섭의 중립적 시점”이라는 평

가가 말해주듯 장한이 남북한 사회 양쪽에 모두 비판적인 시각을 던지는 양상은 중

간파 이념의 단초다.106) 그러나 염상섭이 이 실마리를 인식하는 것으로 「이합」,

「재회」 연작소설의 궁극적 목표를 제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한을 통

해 전개되는 서사는 이념을 결단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합」은 장한의 이념 및 체제를 선택하고 탈출하는 행위에서, 「재

회」는 해당 체제를 비판하는 행위에서 서사의 최대치가 획득된다. 따라서 「이합」

과 「재회」에서 중간파 이념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해석적 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즉 이념을 선택과 행위의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작가가 모색한 것과 그

모색의 과정이 텍스트에 어떤 자취를 남겼는지 규명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할 때, 「이합」, 「재회」의 연속적인 서사에서, 그리

고 신의주 학생 사건107)을 다룬 「그 初期」(《白民》, 1948.5)에서 공통적으로 발견

105) 「이합」과 「재회」는 전 ․ 후편으로서 서사가 서로 연결되며 동일한 주인공이 서사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연작소설임이 분명하다. 김윤식은 작가가 두 작품을

연작으로 읽히도록 설정한 것이 오히려 각 작품의 독자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윤

식, 앞의 책, 801면 참조.)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합」과 「재회」를 나란히 놓고 볼 때 염

상섭이 기대고 있었던 중간파 이념과 그것을 통해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바가 명확히 드러

난다는 점에서 연작소설을 전제하고 분석할 것을 밝혀둔다.

106) 조남현, 앞의 책, 310면.

107) 신의주 학생 사건을 다루고 있는 소설로는 염상섭의 「그 초기」가 유일하다. 신의주 학

생 사건은 북한 정권 초기에 발발한 학생 시위 사건을 말한다. 1945년 11월 23일 이른 오후

수백 명의 중학생들(대략 5백 명에서 1천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이 당시 조선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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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지식인 주인공은 주목을 요한다.108) 「이합」, 「재회」를 “패배주의”나 “삶 제

일주의”로 규정하는 방식은 지식인 주인공이 중간파 이념을 구현하는 과정과 그것

을 통해 추구하는 바를 포착하지 못한 데서 빚어진다.109) 이 지식인 주인공들이 보

여주는 체제에 대한 비판과 그것을 수반하는 행위를 작가가 견지하고 있었던 탈식

민적 문제의식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 그 의미의 범주가 확장된다. 또한 이를 통해

염상섭 문학에서 탈식민적 주체의 모색 과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이

합」, 「재회」, 「그 초기」에서 드러난 지식인 주체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발

견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확인했던 염상섭의 탈식민적 현실에 대한 변증법적 인식은 다음의

두 가지 문학적 과제와 병렬을 이루고 있었다. 첫째, 민족국가 수립 담론이 제시하

는 주체는 실현 불가능한 동시에 억압적이므로 그것을 대체할 탈식민적 주체를 모

색해야 한다. 둘째, 이를 통해 완료되지 않은 탈식민을 해방기 현실에 연착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중간파 이념의 형성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맥락 안에서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이합」, 「재회」, 「그 초기」의 지식인 주인공을 통해 시

도되었다. 요컨대 염상섭은 일차적으로 지식인 주체에서 중간파 이념과 탈식민적 주

체의 가능성을 타진해본 것이었다.

평안북도 본부이면서 만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둔 평안북도의 도청소재지인 신의주의 옛 재

판소 앞에 집결했다. 시위의 직접적 목표는 공산주의자 주도의 인민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중학교 교장의 퇴진이었다. 이런 방식의 교장 임명은 소련 점령당국이 간섭이 확대되고 따

라서 교육 및 기타 공공 부문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개입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시위를 통해 학생들은 교장의 퇴진과 이 같은 간섭배제를 요구했다. 조선보안대

및 소련 군인과 비밀경찰이 섞인 부대가 학생들에게 발포를 해 20~30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건과 관련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북한 전역의 반소 및 반공 시위를 자극

했다. 점령당국과 조선공산당 모두 이 사건을 북한정치에서 그들의 위신과 통치에 대한 심

각한 타격으로 보았고, 즉각적인 사태 수습을 시도했다. (Charles K. Armstrong, 김연철·이

정우 역, 『북조선탄생』, 서해문집, 2006, 109면 참조.)

108) 조남현은 “<그 초기>의 방 선생은 <삼팔선>의 ‘나’, <이합>과 <재회>에서의 김장한과

함께 비록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을 곱게 수용하는 것만은 아닌 인간형을 빚어내고 있

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남현, 앞의 책, 310면 참조.) 본고는 이 주인공들이 구현하고 있

는 “현실을 곱게 수용하는 것만은 아닌 인간형”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합」, 「재회」, 「그 초기」를 비롯한 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지향점을 지시한다고 본

다. 그리고 그 확인 작업은 세 작품에 공통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식인 주인공의 가치관과

행위를 해부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109) 이우용은 “패배주의”라는 평가를 내렸고 (이우용, 앞의 글, 158면 참조.) 이병순은 “삶 제

일주의”라고 정의하는 한 바 있다. (「염상섭의 후기소설 연구」, 《국어국문학》110, 국어

국문학회, 1993. 285면 참조.)



- 44 -

「이합」과 「재회」는 이북에서 교원으로 일하는 장한과 그의 아내 신숙이 이념

적 갈등을 겪으면서 월남하는 사건을 서사화하고 있다. 만주에서 탈출한 후 장한의

가족은 처가가 있는 이북의 어느 군(郡)에 정착한다. 그러나 당에 가입하지도 않고

인민위원회 활동도 하지 않는 장한과 달리 신숙은 부인회의 군(郡)지부 부위원장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면서 부부간에 이념적 괴리가 발생한다. 갈등이 심화되자 장한은

아들을 데리고 월남하고, 신숙은 뒤미처 삼팔선을 넘어 이북으로 갔던 오빠 진호를

만나 함께 월남해 장한과 재회한다. 해당 서사의 핵심적인 플롯은 장한과 신숙의 이

념적 갈등인데, 실상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한 이념적 갈등을 초래하는 탈식민적 현

실에 있다. 그리고 바로 그 탈식민적 현실이란 「삼팔선」에서도 제시된 바 있듯이

새로운 제국주의적 맥락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해방 현실이다.「이합」의 첫 장면이

제시하는 현실이 여기에 해당된다.

장한이는 어린애 손에서 작문지(作文紙)를 빼앗으면서, 힐끗 눈에 띄는,

×× 인민 위원회 만세.

붉은군대 만세.

스타린 만세.

조선 독립 만세.

하고작문끄트머리에 쓴 판에 박은듯한 구절을 무심코 들여다 보다가 머리맡으로

휙 던져 버렸다. 이번에 돌아오는 십일월 칠일, 노서아 혁명기념일에 열리는 학

예회에 낭독(朗讀)시킬 작문을 씨워서 곤다가 학교에서 가지고 나온것이다. 장한

이는 해방이후 일년이 넘도록 도처에서 시시로 보고 듣는 이말이 아직까지도 좀

어설푸게 생각되는것이요, 또 아이들이 의례 써야할말로 여기고 무심히 쓰는데

비하여 자기는 교육자로서 아이들과 의식(意識)이나, 감정으로나 상거가 있고 격

이 지는것이 내심에 불안스럽고 늘 괴롭기도 한 것이다. …(중략)…

(남조선에서는 아메리카군 만세, 트루만대통령만―세를 부르렷다!)

장한이의 머리에는 또 이런생각이 믿도 끝도없이 떠올으며 멀거니 전등불에 서

리우는 담배연기를 바라보고 앉었다.110)

한반도를 새롭게 점령한 것은 이른바 ‘붉은 군대’와 ‘아메리카군’으로 대표되는 소련

과 미국이라는 제국이다. 그런데 장한이 염려하는 것은 제국의 군대가 행사하는 물

리적 지배력이 아니라 작문지에 쓰여 있는 이념적 선동 문구다. “의례 써야할말로

110) 염상섭, 「離合」, 《開闢》, 1948,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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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고 무심히 쓰는” 아이들이나 군민(郡民)들과 달리 장한은 그 문구와 그것이 가

리키고 있는 이념으로부터 “의식이나, 감정으로나 상거가 있고 격이 지는것”을 느낀

다. 이는 장한이 제국의 통제 수단이 이념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까

닭에 그는 그의 아내 신숙이나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달리 그들이 속해있는 체제

의 이념을 체화할 수 없다. 장한과 신숙의 갈등이 점화되는 것은 이 지점이다.

“근자로 내외 쌈이 잦은 표면상 문제는 집속에 좀 들어앉었으라는 단순한 문제”라

는 장한의 말처럼 표면에 드러나 있는 신숙의 사회참여 문제가 부부 갈등의 원인은

아니다.111) 장한이 못마땅해 하는 것은 신숙이 무비판적으로 이념에 종속되는 행태

다. 장한은 신숙이 체제의 이념에 동조해 참여하고 있는 조직적 활동이 이념에 대한

고구(考究)를 생략한 결과라고 본다.

「응, 장하다! 정말 주의를 위해서 가정을 버릴만큼 혁명정신에 철저 하다면 말

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일에 내가 소학교에서 학구질이나 해먹는대서 이런 독

립을 하는 좋은때를 만나서 출세를 못하고 고탑지근한 훈장으로 늙을 이신세가

보잘것 없고 눈에 차지않다거나, 안할말로 시들어가는 청춘을 고히 늙히기가 아

까워서 네가 네마음을 어쩌는수가 없이 눈이 뒤집혀 이 꼴이라면, 응… 두고 봐

라! 후회할날이 있으리라.」112)

“정말 주의를 위해서 가정을 버릴 만큼 혁명정신에 철저하다면 말리지는 않는다”는

발언을 뒤집어 보면 신숙이 이념적으로 철저하지 못한 상태로 체제 안에 편입되어

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숙은 체제의 이념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지니

고 있는지, 그것의 너머에는 어떤 지배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한

데다 관심조차 없다. “당에도 들기 싫다 계집은 부엌 속에만 가둬두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가 여기서 어떻게 교육자는 되구, 부지를 하구 사시겠단 말씀요”라는 그녀

의 진술이 암시하듯 그녀가 당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체제 안에 재편되어

“부지를 하구” 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장한이 문제의 핵심으로 인식하는 것은

신숙이 군(郡) 지부 부인회 부위원장이 되고 “삼팔선의 노라”라고 불리는 데 있지

않다. 그는 체제가 내세우는 이념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없이 추종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신숙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장한이

111) 염상섭, 「離合」, 《開闢》, 1948, 132면.

112) 염상섭, 「離合」, 《開闢》, 1948,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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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학교의 풍경은 이미 이북 사회 전반이 체제에 의해 제시된 이념을 고민

없이 내면화하기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날 하학후에 장한이는 교장실에 불려 들어갔다. 이사람은 뱃속에는 그야말로

봉건(封建)이 들어앉었고 관료(官僚)가 들어앉었고 일제(日帝)가 남아있지마는,

입만은 인민위원회의 마이크로폰일수가 있기때문에 이자리를 보존하고 있는것이

나, 교내(校內)에 있어서는 당원인 교무주임이 대변자인 로보오트격 존재다. …

(중략)…

말눈치가 교장더러 권고라도 하라고한 모양이다. 결국 과장과 안해에게 가서

반동사상은 청산하였읍니다고 한마디만하면 남편노릇도 교원노릇도 제대로 할수

있게 직석에서 해결될것이니 이길로 가보라는것이다. 장한이는 생각해보마하고

나왔으나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다.113)

교장은 사상에 “일제가 남아 있”는 인물이지만 인민위원회의 선전 ․ 선동 역할을

맡고 있고 교무주임은 당의 대변자로서 학교 전체 조직을 규율한다. 심지어 교무주

임은 장한과 신숙이 별거하게 된 문제를 들어 장한의 불온사상을 문제시하고 면직

처분을 주장하기까지 하는 인물이다. 장한의 처고모부의 경우 “일제시대에 은급까지

붙었던 이십년 근속의 교원출신”으로 군 교육과장직을 맡고 있다.114) 그는 장한이

신숙과 화해하고 체제의 이념에 동조할 것을 강요하는 인물이다. 동료 교사 현의 말

처럼 장한이 “당(黨)에 들겠다. 당신말씀도 다시 생각해보니 옳다―이렇게 한마디

만하면 [...] 정식 당원이되고 처고모부는 교육과장이었다, 아, 이판에 당장 교장으로

발탁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115) 이렇게 조직된 사회는 장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함으로써 그가 그것을 비판하고 저항할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다.

그러나 장한은 본질적으로 신숙을 비롯한 체제에 무비판적인 집단과 정반대의 입

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에게 체제와 그 이념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누락시키는 것

은 “인텔리로서 양심이 허락할 수” 없는 일이다.116) 때문에 그는 “이혼문제에 대하

여 신숙이와 입회연설(立會演說)을 한번 해보고 자기의 사상이나 신념(信念)을 한번

당당히 피력해” 보는 문제를 고려하기도 한다.117) 이와 같은 해결책 모색의 과정은

113) 염상섭, 「離合」, 《開闢》, 1948, 141-142면.

114) 염상섭, 「離合」, 《開闢》, 1948, 145면. 원문에는 “속근”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근속”의

오기로 판단된다.

115) 염상섭, 「離合」, 《開闢》, 1948, 143-144면.

116) 염상섭, 「離合」, 《開闢》, 1948,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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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의 월남을 단순한 도피의 차원으로 격하시킬 수 없는 근거가 된다. 그는 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사유와 그것을 바탕으로 수행할 주체 행위가 체제 내부에서는 원천

봉쇄되어 있음을 깨닫고 월남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그의 월남은 체제 내부에서 불

가능한 나름의 사상과 주체 행위를 모색하기 위해 외부를 선택하는 차원의 것이라

고 정의해야 옳다. 기실 장한은 월남을 결심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지식인으로서 도

약할 것을 기대한다.

(아니, 그보다도 인제야말로 공부도하고 출세도 해보아야지!)

장한이는 이때것 일제(日帝) 압박밑에서 오랫동안 잠자던 야심, 공명심, 분발심

이 맹연히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것을 깨다랐다. 이런생각을하면 살림을집어치우

고 공부를하라고 천재일우 기회를 만드러준것을 도리어 감사히 여겨야할것이라

고도 생각하였다.118)

물론 아직은 다소 추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나 “군(郡)의 교육과장으로 있는 처고

모부가 접수가옥(接受家屋)을 사택으로 한채 내어줄터이니 학교에 있어달라고 꺼는

바람에 하여간 엉뎅이를 붙이고 앉게되었던” 이전의 소시민적 태도와 비교할 때, 지

식인으로서의 주체성을 보다 분명히 자각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119)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한의 선택과 탈출 행위를 좌익에 대한 비판으로 단순화시켜

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염상섭이 「이합」의 후속으로 「재회」를 창작한 것은 분명

그와 같은 이념에 대한 이분법적 단순화를 경계하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비슷한 시

기에 발표한 「社會性과 時代性重視」(《白民》, 1948.5)라는 글은 이를 잘 보여준

다. 이 글은 “조선문학 재건에 대한 제의”라는 큰 제목 아래 쓰인 산문인데, 여기서

염상섭은 조선문학을 재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언을

낸다.

五, 左翼理論을 덮어놓고 否認하고 排擊하는 것만으로 能事라할것은 아니다. 唯

物史觀을 깊이 硏究한 배도 아니요 全的으로 支持하는 배도 아니나 再建되는 文

學에있어서는 여기에 傾聽하는바 있어야하겠고 參酌하여야 할것이다. 唯物史觀

的 觀察만이 正鵠을 얻은鐵則은 아니로되 그러한 角度에서보는 觀察도 相對的

117) 염상섭, 「離合」, 《開闢》, 1948, 141면.

118) 염상섭, 「離合」, 《開闢》, 1948, 146면.

119) 염상섭, 「離合」, 《開闢》, 1948,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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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必要하고 容許될수있을것이니, 그렇다고하여, 文學의 純粹性이라는것을 否

認함도 아니요, 또 價値가 깎기는것도 아니라고 믿는다.120)

염상섭은 유물사관적 시각 또한 재건되는 조선 문학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고 주장한다. 그에게 이념과 그 이론이라는 것은 조선 문학과 그것을 지탱할 주체적

인 사상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시각인 것이다. 따라서 염상섭은 이념에의 무비판적

인 종속과 함께 “덮어놓고 부인하고 배격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 간

주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이합」에서의 장한이 비판하고 저항하려는 것

은 좌익 이념 그 자체가 아닌, 바람직한 주체 형성과 모색을 불가능케 하는 억압적

체제다. 더불어 그 체제가 유포하는 담론에 의해 마비돼 주체 행위를 상실한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염상섭이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이념적 종속에 따른 주체 행위의 상실이 그것

자체로 종결되는 단면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해방기 사회

의 탈식민적 현실과 결부되어 있다.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종전 이후 탈식민

국가들이 직면한 것은 냉전 체제를 초래한 미국과 소련간의 자본주의-사회주의 이

념 경쟁이었다. 그리고 그 이념 경쟁은 탈식민 국가 내부로 전가되는데 이는 사회적

으로 심각한 혼란과 폭력적인 상황을 초래했다.121) 해방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재회」에서 장한과 명한이 나누는 대화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이것은 요새 며칠 묵은 신문을 보며 생각한 일이지마는, 미국의 방

임주의가 특권적 정치세력을 만들어 놓지나 않을지? 그러면 이북의 경제 해방이

무산 독제세력을 만들어 놓기나 일반 아닌가요」

「그야 과도적 현상으로 하는 수 없을지 모르지」

「그러나 언제 두 발로 걸어 보겠다는 것인지! 방임주의란 민족 자주를 위해

내버려두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주의도 아니거던요. 결국 막연한

민족 분열에서 심각한 계급항쟁에 끌어 가기는 독재나 방임이나 같은 작용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새로운 민족적 자각이 있어야만 될 텐데 어쩌는 셈들

인지?」122)

120) 염상섭, 「朝鮮文學再建에대한提議―社會性과 時代性重視」, 《白民》, 1948.5, 16면.

121) Fanon, 앞의 책, 87면.

122) 염상섭, 「再會」, 《文章 續刊號》, 1948.8,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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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은 해방기 사회의 혼란 상황을 불가피한 “과도적 현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강

력하게 부정한다. 장한에 따르면 그것은 미국의 어설픈 정치적 개입으로 압축되는

방임주의의 결과물이다. 곧 자연발생적인 혼란이 아니라 제국이 초래한 부정적인 상

황인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제국의 개입은 “민족 자주를 위해 내버려두는 것도 아

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주의도 아”닌 역설적인 해방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정말

새로운 민족적 자각이 있어야만 될 텐데”라는 염려가 암시하듯이 해방기 사회는 이

와 같은 현실에 대한 자각을 결여하고 있었다. 제국으로부터 전가된 이념과 그것을

토대로 구축된 체제는 개별 주체들을 그것에 종속시킴으로써 해방과 탈식민이라는

문제의 핵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염상섭이 볼 때 “자기의 사상적 체계”는 없이

체제의 이념 안에 매몰되는 신숙의 몰주체성은 탈식민으로의 도약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몰주체성의 문제가 체제의 담론 안에 둘러싸여서

는 극복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한이 월남을 선택한 것은 이 때문

이었다.

담론 바깥에서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 다시 말해 이념적 식민 담론의 외부에서

탈식민적 주체를 모색하려 한 염상섭의 의도는 텍스트 도처에서 발견된다. 「재회」

의 첫 장면에서 묘사되는 진호 모습은 참고가 될 만한 증거다. 「이합」에서 진호는

“이런 좁은속에 들어앉 어서는 할일도없고 껍겁증이 나는데다가, 이렇다할 주의주장

을 가진것도 아니니, 이왕이면 남쪽으로 가본다고”123) 훌쩍 월남했던 인물이다. 그런

데 「재회」에 오면 그는 월남하는 장한과 38선 부근에서 돌연 재회하게 된다. 진호

는 다시 월북하게 된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내 주제에 무얼 했겠나마는 틈바구니에 끼어서 한참 볶여댔네. 조그만 지방

에서 신문 지국장이라면 그래도 유지라고 좌우에서 제각기 낄라는데 아무 데도

낄리지 않고 소위 중간 노선을 걷자니 결국은 좌우에 다 실인심을 하고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이번에도 결국은 안팎꼽사둥이가 돼서 이 지경일세」

하며 진호는 웃으면서도 그 눈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신경질로 앞뒤를 경계하는

눈치다.

「한편에서는 가담 안한다고 노려보구 또 한편에서는 가담 안했을리가 없으리

라고 시달리고 추궁을 하니 이거야 살 수 있나……」124)

123) 염상섭, 「離合」, 《開闢》, 1948.1, 129면.

124) 염상섭, 「再會」, 《文章 續刊號》, 1948.8,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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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과 우익, 양자로부터 비켜서서 “소위 중간 노선”을 택하려 한 진호의 노력은 사

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남한 사회 구조 역시 어느 한 진영 안으로 포섭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형태로 재편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부에서의 주체 행위를 모색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제 때문에 진호와 장한 모두 각자가 속한 사회 체제로

부터 탈출한다. 여기에서 「이합」, 「재회」 연작의 지식인 주체를 통해 염상섭이

시도한 바가 무엇인지 그 윤곽이 드러난다. 지배 담론 외부에서 탈식민을 사유하는

것, 다시 말해 탈식민을 완료시킬 새로운 이념의 공간과 그 주체를 해방기 좌우익

지배 담론 바깥에서 창출하려했던 것이다.

장한과 진호가 38선 위밖에는 살 곳이 없다고 말하는 체념적인 장면은 이를 뒷받

침 한다.

「무엇하러 가는 건가?」

하고 또 재처 물으니까 시골있자니 시끄럽고 서울서는 할 일이 없어 밥을 굶을

지경이기에 그래도 고향이라고 찾아 나선 길인데 정작 믿고 가는 누이 내외가

이 지경이니 걱정이라 한다.

「어디를 가면 별수 있나!」

장한이도 남도 지방이 소란한 소문을 들어 아는 터이다.

「결국 우리 같은 사람은 삼팔선 위에나 발을 붙이고 살지? 자네두 가보게마는

서울은 별수 있것든가?」

「이북에를 간들 자네 따위 삼팔선 위에서나 살구 싶다는 위인이 별 수 있을

줄 아나?」

남북으로 오고 가는 사람이 서로 말리듯이 똑같은 소리를 하며 신푸녕스러운

웃음을 마주 웃는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옳단말인가? …(후략)」125)

장한과 진호가 걷는 소위 ‘중간 노선’은 지배 담론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 주체

행위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들은 결국 삼팔선 위에서만 중간파 이념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옳단말인가?”라는 진호의

물음이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종류인 것은 그러한 까닭에서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

들이 중간파 이념의 공간으로 상정한 삼팔선 그 자체가 탈식민을 방해하는 근본적

인 원인이라는 점에 있다. 삼팔선은 아마도 탈식민의 일차적 과제였을 자주적인 통

125) 염상섭, 「再會」, 《文章 續刊號》, 1948.8, 4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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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가 건설을 가로막는 공간이다. 바로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장한과 진호가

각각 월남과 월북을 감행하는 것은 기존 체제의 담론이 궁극적인 의미의 탈식민을

지연시키고 체제 내부에 속한 자들에게서 탈식민적 주체의 가능성을 박탈한다고 생

각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들은 체제 외부에서 탈식민을 사유하고자 했고 그 외부

에서 중간파 이념의 공간을 발견하려 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그 공간이 바로

탈식민을 무기한 지연시키는 삼팔선이었던 것이다.

이 모순이 증언하는 바는 명백하다. 좌․우익으로 대표되는 해방기의 이념적 담론

외부에서 탈식민을 성취하려는 시도는 결국 벽에 가로막힌다는 것. 다시 말해 탈식

민을 향한 저항과 주체 행위가 담론 바깥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 「재회」의 서

사가 방향성을 잃는 것은 여기서 기인한다. 「재회」는 장한이 서울 영등포에 사는

형 명한의 집에 도착한 시점부터 급속도로 서사성을 잃는다. 어떤 사건을 통해 남한

사회의 문제점을 서사화하는 대신 장한과 명한 간의 논쟁, 그리고 장한의 정치적 논

설이 서사를 압도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장한과 명한의 논쟁을 묘사하고 있는 다

음과 같은 장면은 작가의 정치적 이념이 플롯으로 담금질되지 못하고 날 것 그대로

노출되는 양상을 보인다.

「장사꾼이 정치를 알까마는 민족보다 계급이 먼저 있었지는 않았을거요, 민족

해방은 보다 계급해방이 더급하고 앞질러 돼야 독립이 된다는것은 아니겠지?」

하며 점점 핏기가 올은다.

「그러나 이것이 기성사실이요, 앙감질 생활을 하는것은 조선사람만이 아니라,

전세계, 전인류가 갈라져서 한발로 줄을 타고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인

류에 대파탄이 오겠다는 걱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조만간 무슨 활로든지

뚫리고야 말기는하겠죠. 두발로 걸을 새로운 지도 이념이 나오고야 말것입니다.

조선사람도 거기에 끌려서라도 이래서 안되겠다고 눈이 번쩍 띌날이 불원에 오

겠죠.」126)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 중에 무엇이 먼저냐, 곧 좌익과 우익의 이념적 주장 중에 어

느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 지칭되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에 대한 기대로 갈음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장한과 신숙이 장판지를 붙이면서

화해하게 되는 다소 거친 결말로 이어진다. 서사의 파탄은 장한이 기대고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이 서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에서도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

126) 염상섭, 「再會」, 《文章 續刊號》, 1948.8,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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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같은 중간파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던 백철조차 「이합」과

「재회」 연작의 실패를 지적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결과였다.127)

「그 초기」의 서사에 내재한 역설적인 상황은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의주 학생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그 초기」의 대략

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영걸이는 사건 바로 전날 보안부장을 찾아갔다 잡혀 들

어가고 영걸이 댁과 방 선생 무리는 영걸이를 찾으러 나섰다가 군청 앞에서 시위하

는 학생들을 마주친다. 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모습을 목격한 후, 아들

창식이 또한 시위에 관계되었을 것을 걱정한 방 선생 무리는 창식이를 찾아 나선다.

결국 부상당한 창식이를 한 병원에서 찾아내고 대표적인 우익 계열의 지식인이었던

방 선생은 형사에게 잡혀 들어간다.

이 서사에서 문제적인 것은 지식인 주체가 시위 사건과 맺고 있는 위치적 관계이

다. 영걸이와 방 선생은 우익 정당에 연관되어 있으며 「신시대」라는 잡지를 발간

함으로써 이북 사회 체제 내에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지식인들

이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체제에 대한 저항의 극점인 신의주 학생 사건 내부에 부

재한다. 영걸이는 소설의 시작 전부터 이미 잡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방 선생은

소설 마지막 장면에서 형사에게 잡혀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된다. 특히 방 선생의 경

우 시위대와 경찰들 사이를 누비며 영걸이를 찾아다니는 영걸이 댁과 대비되며 사

건을 초래한 당 정책에 대해 논평을 남기는 정도로 그려진다. 다시 말해 지식인 주

체인 영걸이와 방 선생은 사건 안에 개입하지 못하고 다만 외부에 위치해 있는 것

이다. 「이합」과 「재회」에서 장한과 진호가 삼팔선 위에 발을 붙이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과 묘하게 겹쳐지는 구도다.

영걸이와 방 선생이 외부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본질적으로 내부적인

저항과 비판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이 두 지식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술이 그것을 입증한다.

영걸이와함께 우익정당조직에 참가도해보고 접수한 일본인 인쇄소를 공두부에

127) 백철은 「이합」과 「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廉想涉氏 의 昨年中 作品으

로서 「離合」과같이 「再會」를 읽으면 이作品은近代的인 現實主義의 作品으로 그主題도

明確하고 克明한描寫力을 보인作品이지만 그러나 不滿은 亦是 두主人公이再會되는動機가

曖昧하고 確實치 못한데 이作品의平面性과 中端性과같은 不滿이 있는것이요 그것은作者의

歷史觀이 그近代리알리즘을 揚棄하지 못한곳에 現代性을 堪當하지못한點이 있다면 이先輩

作家에겐 무엇보다도새로운 積極的인 文學精神이 必要한것같다” (백철, 「現狀은打開될것인

가」, 《京鄕新聞》, 194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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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해서 얻게되었다고 이것을 중심으로 문화사업을 하여볼 계획도 세우고 하였

었으나, 하나나 되는것이없었다. 인쇄소는 종업원의 공동경영체가 되었지만 미구

에는 당에 흡수될것이다. 비단 인쇄업 출판업뿐이랴. 급격히 흐르는 조류에서 비

켜서서 무엇을 해보겠다는것은 완전히 공상이다. 뒤집히는 시류(時流)를 언덕우

에서 내려다만 보고섰는 사람이 할 일은 어서 그고장을 떠나거나 귀를막고 귀를

막고 「야미」시장으로 기어나가 돈버리나 하거나 그 외에는 발붙일데도 없는형

편이다. 이판에 영걸이와 방선생은 여전히 문패만 달린 우익정당에 드나들며, 잡

지 「신시대」를 발행한다고 분주히 돌아다니는것이었다.128)

「그 초기」에는 기본적으로 영걸이나 방 선생과 같은 지식인의 실천적 행위가 어

떤 형태이든지간에 “급격히 흐르는 조류”와 같은 시대의 변화 속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인 인식이 팽배해있다. “무엇을 해보겠다는것은 완전히 공상”이라는

서술이 암시하듯 무엇을 해보려했던 영걸이는 이미 잡혀들어갔고 시위대 바깥에서

“뒤집히는 시류를 언덕우에서 내려다만 보고섰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방 선생마

저 형사들에게 체포된다. 때문에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닌 자들이 “할 일은 어서 그고장을 떠나거나 귀를막고 귀를막고 「야미」

시장으로 기어나가”는 것뿐이었다. 이 진술은 정확히 장한의 탈출을 설명해주는 문

장이다. 휩쓸리거나, 휩쓸리지 않으려면 체제 바깥에서 돌파구를 찾거나. 「그 초

기」와 함께 「이합」, 「재회」의 지식인 주체는 이와 같은 이분법적 선택만이 가

능하다는 인식적 바탕 위에서 탄생한 것이다.

종합해보자면 「이합」, 「재회」 연작과 「그 초기」에서 염상섭은 지식인 주체로

부터 탈식민적 주체의 가능성을 발견하려 했다. 이는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족국

가 수립과 탈식민을 동일선상에 놓는 논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민족적 주체로는 완

료되지 않은 탈식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위의 세 소설에

등장하는 지식인 인물은 체제의 이데올로기와 그 배후에 놓인 제국의 역학 관계를

꿰뚫어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탈식민적 주체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

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탈식민을 체제와 체제의 이념적 담론 바깥에 존재하는 것으

로 전제했기 때문에 중간파 이념을 외부적으로 사유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

다. 지식인 주체의 외부적인 위치는 체제와 그 이념의 모순, 그리고 그것을 작동시

키는 새로운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항과 극복은

128) 염상섭, 「그 初期」, 《白民》, 1948.5,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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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 「이합」과 「재회」의 장한이 북에서 남으로 탈출한 후, 다시 남에서

는 공부하겠다는 관념적인 공간으로 재탈출할 뿐 현실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이북 사회를 배경으로 설정한 「이

합」, 「재회」, 「그 초기」는 저항과 극복이라는 탈식민의 더 큰 테제로는 확장될

수 없는 한계를 남겼다. 그리고 이 저항의 탈식민적 강령은 같은 시기에 《자유신

문》에서 연재되고 있었던 『효풍』에서 내부적 저항의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표

면화된다.

3.2. 중간파 이념의 문학적 실험을 통한 저항 주체의 형성

『曉風』(《自由新聞》1948.1.1-11.3)은 해방 정국의 사회상과 그것의 심층적인 구

조를 가장 잘 형상화하고 있는 장편소설이다.129) 48년에 잇달아 발표한 「이합」,

「그 초기」, 「재회」의 단편소설들이 체제 외부에서 중간파 이념을 모색하는 양비

론적 시각을 체화했다면, 거의 일 년 여간 연재한 장편소설 『효풍』에서는 중간파

이념과 그 주체의 체제 내부적 수립이 평행선을 이루며 시도되고 있었다. 장편소설

『효풍』은 심화된 서사와 밀도 있는 인물 형상화를 통해 지식인 주체의 양비론적

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중간파 이념의 가능성을 서사화한다. 바야흐로

1948년의 염상섭 문학은 단편과 장편을 넘나들며 체제 바깥과 안을 동시에 사유하

고 탈식민을 실현할 한 가능성으로서의 중간파 이념을 타진하고 있었다.

이는 이 시기 염상섭의 정치 ․ 사회적 활동이 증명하는 바이기도 하다. 김재용은

해방기 염상섭 문학의 이해를 위해 그가 《신민일보》 창간에 참여했고, 편집국장으

129) 장편소설 『효풍』을 대상으로 한 작품론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김재용, 「분

단을 거부한 민족의식―8.15 직후 염상섭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미」, 《國語 國

文學 硏究》20, 1999; 김정진, 「『효풍』의 인물 형상화와 그 기법」, 김종균 편, 『염상섭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9; 정호웅, 「냉소와 풍자―『효풍』」, 김종균 편, 『염상섭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9; 서형범, 「염상섭 『효풍』의 중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찰」, 《韓國學報》30집, 2호, 2004; 조형래, 「『효풍』과 소설의 경찰적 기능―염상섭의

『효풍』 연구」, 《사이》3,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7; 김병구, 「염상섭 『효풍』의 탈

식민성 연구」, 《批評文學》 33, 한국비평문학회, 2009; 서준섭, 「염상섭의 『효풍』에 나

타난 정부 수립 직전의 사회, 문화적 풍경과 그 의미」, 《한중인문학연구》28, 한중인문학

회, 2009. 이 중 대부분의 연구가 『효풍』에 나타난 해방기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이

념 의식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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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동했던 이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130) 1947년 8월 2일 《경향신

문》 편집국장직에서 사퇴한 후, 특별한 활동 없이 창작에 몰두해오던 염상섭은 48

년 2월 1일 《신민일보》의 창간 편집국장 겸 주필 자리를 맡게 된다.131) 기실 염상

섭이 관여한 《신민일보》는 미군정기의 대표적인 중간파 언론이었다.132) 당시 《신

민일보》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부정적인 논조를 표했고 5․10 총선거를 거부한

다는 이유에서 편집국장이었던 염상섭이 구류에 처해 『효풍』 연재가 중단되는 사

태를 맞게 된다.133) 이후 염상섭은 포고령위반군정재판에서 벌금 칠십만 원과 징역

오 년을 언도받기도 한다.134) 염상섭이 문학 외적으로도 중간파 이념을 추구했으며

그의 소설 근저를 흐르는 중간파 이념이 그의 정치적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효풍』에서 염상섭은 지배 체제 내부에 중간파 이념이 구축될

수 있는지를 실험했다. 이때의 내부적 모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효풍』과 염상섭의 중간파 이념의 핵심, 그리고 「이합」, 「재회」 연작과 대조

130) 김재용, 위의 글, 197면.

131) 김윤식, 앞의 책, 778면. 사퇴의 이유를 작가 본인이 언급한 바가 없어 연구자들 또한 정

치적 탄압 정도로 막연히 짐작할 따름이다. 다만 당시 염상섭에게 편집국장직을 주선했던

이가 정지용이었으며 염상섭이 정지용과 함께 사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지용의 사퇴가

염상섭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극우 계열의 가톨릭 신자들은 정지

용의 정치적 논조에 불만을 품고 《경향신문》 측에 강하게 항의하는데, 이로 인해 정지용

은 양기섭 신부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지상, 「정지용 시인의 가

톨릭 신앙관과 구원관」, 《누리와 말씀》19, 2006, 78-9면 참조.) 정지용의 주선으로 《경

향신문》에 입사했으며 유사한 논조를 유지하고 있었던 염상섭 또한 함께 사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132) 《자유신문》은 《서울신문》, 《경향신문》과 함께 특정 정치세력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

지 않았던 언론 기관이었다. 이 계열의 신문들은 좌우익 계열 보다 많은 부수를 확보하고

있었고 좌우합작이나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논조를 보였다. (박용규, 「미군정기 중간파 언

론」, 《한국언론정보학보》2, 한국언론정보학회, 1992, 174면 참조.)

133) 김재용, 앞의 글, 197면.

134) 염상섭의 《신민일보》 시절 이력은 김재용에 의해 대부분 규명되었다. (김재용, 위의 글,

197-8면 참조.) 다만 이에 대해 진정석이 몇 가지 착오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염상섭이 구

류를 살다가 풀려나왔던 당시 직책이 《신민일보》 편집국장이 아니라 주필이라는 것이다.

(진정석, 「염상섭 문학에 나타난 서사적 정체성 연구」, 93면 참조.) 그러나 1948년 5월 3

일자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염상섭이 포고령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직책이 편집국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신민일보》 발간에 관한 48년 1월 29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주필 겸 편집국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염상섭

이 편집국장이었던 것은 확실하며 주필을 겸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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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장편소설 『효풍』이 형상화하고 있는 탈식민적 주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

인 작업이다. 『효풍』 ‘작자의 말’은 여기에 하나의 참조점을 제시해준다.

새벽 바람은매웁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곳『해방조선』의현실인듯십습

니다. 독립을압헤노코 일고삼장이되도록 노다거리고만안젓는것이안타깝지안흔때

아니로되 이러듯이 매웁고쓰라리고 혼란과분잡이 끗간데를 모르는것은 아무준비

업시 큰길을떠나는 차림 차리에 면할수업는일이요 한때 너저분히느러노코 서두

는 무질서한 꼴은 그날살이의새질서를 정돈하는 준비거니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압헤 전재된 현실상(現實相)에 공연히 눈만찝흐리고안젓다든지 외면을 한다든지

한때의 흥분에비분강개하여 정력을낭비하고 일을거츨어노하서는 안될것입니다.

새벽바람은모질고 어지럽되 개동의 여명(黎明)은 희망의빗치요 간밤(前夜)의피로

와 악몽(惡夢)을씨서준 새힘의줄기외다. 여기에쓰는 이 생활기록이 아무리기구하

고 혼란하고무질서하고 참담하드라도 그것은 당장 오늘낫이되면 바람이자고정상

(正常)한제살이 제자국에 들어안즐새질서를차저가는 고민이요 노력에지나지안흠

을잇지말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135)

염상섭은 해방 현실의 혼란상을 ‘새벽 바람’에 빗대고 이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 “오늘날 우리압헤 전재된 현실상에 공연히 눈만찝흐리고안젓다든지 외면을 한

다든지 [...] 일을거츨어노하서는 안될것”으로 요약한다. 다시 말해 『효풍』이 구조

화하는 해방 현실상은 그것 바깥에서 관망하는 차원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어서 작가는 『효풍』에 부조(浮彫)된 “생활기록”은 “제자국에 들어안즐새질서를차

저가는 고민이요 노력”이라고 밝히는데, 이는 『효풍』에서 전개되는 혜란과 병직의

서사가 지배 체제의 무질서한 현실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파헤침으로써 “새질서”

에 도달하려는 목적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효풍』은 「이합」, 「재회」의 단편이 형상화하지 못했던

체제 내부의 “생활기록”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합」, 「재회」 연작에서 획득한 지

식인 주체가 체제를 꿰뚫어 보는 인식의 차원에서 모색된 것이었다면, 『효풍』은

해당 체제를 직접 살고 경험하는 젊은이들을 등장시켜 실천적 행위를 확보한다. 탈

식민주의가 인식론적 담론 이상의 것, 곧 실천적 담론이라는 사실은 이를 부연해준

다.136) 양비론적 자세를 취한 지식인 주체는 탈식민을 저지하는 체제의 이념과 그

135) 염상섭, 「曉風-作者의 말」《自由新聞》, 1947.12.30.

136) 주지하다시피 식민주의는 인식과 재현 이상의 역사적 실천을 수반했다. 로버트 영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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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에 드리운 제국의 음영을 인식했다. 이와 평행한 축을 구성하는 『효풍』은 그

체제의 이념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거기에 드리운 제국의 구조를 드러내는 단계

까지 나아간다. 요컨대 「이합」, 「재회」가 중간파 이념을 체제 외부에서 사유함

으로써 인식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면, 그 단계에서 미해결로 남은 실천적 주체 행위

는 『효풍』에서 모색하게 된다는 것이다.137)

『효풍』은 김혜란과 박병직, 두 남녀 주인공이 각각 우익과 좌익 세력 내부에서

이념적, 가치론적 방향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이념과 연애 문제로 갈등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혜란은 병직과 미국인 청년 베커 사이에서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병직

은 혜란과 좌익 신문기자 최화순을 사이에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삼

각관계에는 단순히 연애 감정만 결부된 것이 아니라 주인공들의 현실에 대한 이념

적 태도와 가치관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다. 소설 후반부에서는 병직이 혜란에게 일

시적인 이별을 고하고 월북을 감행하는 플롯과 그러한 상황에 처한 혜란이 베커의

인력에 이끌려 미국 유학을 고민하는 또 하나의 플롯이 진행된다. 그리고 결말에 이

르러 두 주인공은 재결합하게 되고 그동안 각자가 탐색한 이념과 가치관을 바탕으

로 통일된 독립 국가의 수립에 대한 기대 지평을 제시한다.

혜란이 중심축인 서사는 미국인 베커의 표상을 매개로 새로운 제국의 지배 담론이

작동하는 방식과 구조, 그것의 은밀한 목적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겪는

혜란을 통해서는 그 지배 담론에 저항하고 주체 행위를 확보하는 방식이 형상화된

다. 한편 병직의 서사는 좌익 세력과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직접 탐색함으로써 제

국이 설정한 이념이 아닌, 탈식민을 위해 요청되는 비판적 이념의 토대를 모색하는

과정으로 그려진다. 상술한 서사 구조를 고려할 때 『효풍』은 김혜란과 박병직이라

는 두 인물이 지배 체제를 탐색하고 그 내부에서 중간파 이념의 공간을 확보해 나

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면 식민 담론의 언표 행위는 항상 역사적 행동이었고 식민 통치는 물질적 효과를 생산했다.

그것의 언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들과 권력 형성들은 피식민자들에게 심리적, 인식적인 효

과뿐 아니라 물질적 영향까지 끼쳤다. (J. C. Young, 앞의 책, 720-21면.) 따라서 그것에 저

항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탈식민 담론이 실천적 담론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137) 이러한 이유에서 『효풍』을 탈식민주의의 측면에서 연구한 김병구의 시도는 절반의 성

취에 머문다고 할 수 있다. 김병구는 『효풍』이 해방기 조선의 새로운 식민지적 상황과 조

선 민족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론적 차원에서 제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

병구, 「염상섭 『효풍』의 탈식민성 연구」, 《批評文學》33, 韓國批評文學會, 2009.) 그러

나 조선의 탈식민적 현실에 대한 인식은 「삼팔선」 등의 작품에서 선행된 바 있으며 『효

풍』에서는 인식적 측면을 넘어서는 주체 행위와 극복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 및 평가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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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혜란과 베커의 관계에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두 인물의 관계에 투사된 제국

과 피식민자 사이에 내재한 권력의 작동 방식이다. 이 둘이 관계를 맺게 되는 내력

은 다음과 같다. 혜란은 좌익 계열의 A 신문사 기자인 병직과 교제한다는 소문에

빨갱이로 몰려 근무하던 여학교에서 쫓겨난다. 이후 이진석의 골동품상 경요각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진석은 어느 관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 베커를 구슬려 대미

무역 통로를 마련할 셈으로 혜란을 고용한 것이었다. 그의 의도대로 베커는 혜란에

게 반하고 이진석은 혜란을 매개로 베커와의 거래를 진행시켜나간다.

여기서 베커는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스트를 환기시키는 인물로 혜란을 경요각에 늘

어서있는 골동품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가 혜란에 대해 동

양의 환상적인 미(美)로 찬사를 늘어놓는 것은 그 시선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예

컨대 다음과 같은 대목은 혜란에 대한 베커의 인식이 본질적으로 제국의 오래된 오

리엔탈리즘적 수법과 근거리에 있음을 암시한다.

『조선 와서 미인화도 이것저것 보앗지마는 그 그림속에 선녀의 입에서 지구의

저편짝 먼나라-우리가 쓰는 말이 흘러나오는것을 들으면 어쩐지 꿈의나라에 온

것갓타요.』

응접쎗트로 다시와서차를 마시며 마주 안즌 혜란이를 또새로운호기심으로 바라

보며 뻬커-는 이런소리를 꺼낸다. 혜란이는 생긋만 해보이고 김이 모락모락 올

으는 찻잔으로 눈을 떠러 트렷다. 은행색반회장 저고리에 검붉은 양직치마를 입

은 날신한 몸매가 어제분홍빗저고리를 입은것을 본인상과도 또달리 뻬커-의눈에

는 신선하고 『스마-트』해보이는 것이다. 얼굴에 약간 홍조(紅潮)를 머금고 다

소곳이 안젓는『포-즈』는 스켓취라도 하여보고십흘만치 아담하고도 따스한 표

정이 어리어보엿다.138)

베커는 혜란을 조선의 미인화 속 선녀와 동일시하고 그녀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싶

다는 욕망을 드러낸다. 이때 혜란은 행위의 주체라기보다는 환상으로 구성된 대상의

한 종류로 제시된다. 베커는 혜란이 경요각에서 가져온 백자동 병풍으로 보내는 시

선과 동류의 것을 그녀에게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염상섭이 「작자의 말」에서

암시했듯이 『효풍』에 “『해방조선』의 현실”적 농도가 삼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할 때 혜란과 베커에 대한 이와 같은 구도 설정은 개인 간의 권력 관계보다 상

위의 것을 지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다시 말해 제국의 지배 담론이 피지배자로부

138) 염상섭, 「曉風」, 《自由新聞》, 194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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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주체 행위를 박탈하고 끊임없이 타자화시키는 작동 방식이 여기 내재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양상이 절정에 이르는 지점은 <사진공세> 장이다. 바로 여기서 “‘동양의

선녀’를 박여다가 일생의 기념으로 삼”는 베커의 행위를 작동시키는 구조가 징후적

으로 드러난다. 혜란, 진석과 함께 원족을 떠난 베커는 ‘동양의 선녀’ 같은 혜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기록하며 후에 이것을 앨범으로 만든다. 계속해서 그는 조선

민속 연구의 명목으로 경요각의 골동품들을 감정하고 수집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혜란을 대상화한다. 무엇보다 문제적인 것은 <사진공세> 장의 마지막 장면이다.

일행은 부도로 돌아와서세관으로들어갓다. 여기에온 혜란이는 경요각의 지배인

으로 다시돌아왓다. 뻬-커-의 관청의출장소에도 들럿다. 이러한데서는 뻬-커-는

한거름 물러서고 혜란이는 진석이의 비서나되는듯이 진석이의생색을내고 경요각

의 광고가되었다.139)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혜란과 베커, 그리고 이진석은 돌연 인천항의 부두로 향한다.

원족의 목적지가 인천이었던 것에는 다른 뜻이 있었다. 이들은 베커가 관계하고 있

는 관청의 출장소에 들러 이진석이 원하던 대미무역 거래 관련한 문제를 일단락 지

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부연되지 않는다는 점은 혜란에 대한

베커의 욕망이 제국의 경제적 지배 구조와 공모 관계에 놓여있으며 혜란 역시 이를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다.140) 혜란과 베커의 관계는 이진

석의 대미무역을 위해 조성된 이해관계에서 출발했다.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 베커는

혜란과 인간적인, 그리고 주체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지만, 베커가 혜란과 혜란이 속

한 해방 조선에 대한 인식에 있어 오리엔탈리즘을 폐기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불가

능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베커에게 오리엔탈리즘을 뛰어넘는 수준의 인식은 불가능

했고 이러한 까닭에 베커와 혜란의 관계는 제국-피식민의 원심력을 벗어날 수 없었

다. 요컨대 이 인천 세관 장면은 베커와의 관계에서 혜란이 주체가 아닌, 제국과 식

139) 염상섭, 「曉風」, 《自由新聞》, 1948.8.22.

140) 『효풍』의 전체적인 구도에서 봤을 때, 이 공모 관계의 윤곽은 은폐되어 있다. 베커보다

는 브라운 쪽이 훨씬 직접적으로 제국의 헤게모니를 형상화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베커를 브라운과 다른 종류의 미국인으로 구분하고, 긍정적인 인물의 범주 안으로

편입시키는 해석적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김재용, 앞의 글, 216면.) 그러나 성격적인 측

면에서 긍정되고 있는 것과 권력 관계의 문제는 서로 다른 층위의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요컨대 베커의 신사적인 태도가 혜란에 대한 권력적 행위를 희석시킬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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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 매판 부르주아 사이를 매개하는 일종의 교환 가치로 취급되고 있음을 암시한

다.

이처럼 베커가 혜란을 매개로 이진석과 맺는 거래 관계는 그 역시 브라운과 마찬

가지로 조선 사회에서 제국의 권력을 형성하고 투사하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미국인

사업가 브라운은 부수적인 인물이지만 그의 내력 자체가 해방 조선의 탈식민적 현

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뿌라운』의부친은한국시대부터 조선에와서 운산금광(雲山金鑛)을 경영하던

한시대전사람이엇다. 한미천 잡기도하엿지마는 끗판에는 결국에총독부에 밀려서

금광은 삼정(三井)에팔아 넘기고무슨『오일컴패니』인가라는 석유회사지점까지

치워버리고 조선을떠난지가 칠팔년전일이다. 그때도 아들만은 원체조선서 자라

낫기도 하엿고 안해가남편보다는 본국서정통으로 교육을바든 여성으로서『밋숀

스쿨』에 교편을잡고잇섯던관계로 좀더쳐져잇스면서 조고마한무역상(貿易商)을

경영하던 것이나 이역시전쟁바루 전에 쫏겨갓던것이다.

『아버니는 일생일대의 사업을 뱃기고 쫏겨가셧스니 조선이 평생에안이치시나

보아요』

『뿌라운』은 얼마쯤 감개무량도하고 그 일본세력을거더차고 자기만이라도 이땅

을 다시 밟은것이 보복이나 한듯이통쾌하고 삠내보고십흔충동을 새삼스럽게 깨

닷는 기색이다.

『춘부영감께서도 한번권토중래(捲土重來)를하셔야 하겟군요!』

박종렬영감도 비위를마추어 주는 수작으로 한마디한다.

『그야 그러키도 하지마는 젊은내가 이러케와서 여러분의 건국사업에 일비지력

을 바치면 그만이지 조선의 산업 개발을 우리아버니가튼 늙은이의 손을 빈내서

야 되겟소? 여러분의손으로 하셔야지 허허허.』

『뿌라운』은 어디까지가 본심에서 나온말이요어디까지가 어벌쩡하는수작인지

모르겟스나 이런소리를하며 권하는대로 술잔을든다. 이『뿌라운』 청년은 조선

말을잘하느니만치 미군을따라자원해서 온것이지마는이진석이와 연상약한삼십여

세쯤된 『삐지네쓰』맨타입의 정력가이다. 아무데도소속은업스나 조선 사정에

정통하니만치어디를가나 신임을밧고은연한세력을가지고잇다.141)

아버지 브라운이 일제시대 조선에서 금광사업을 했다면 해방과 함께 조선에 들어온

141) 염상섭, 「曉風」, 《自由新聞》, 194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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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브라운은 “조선 사정에 정통하니만치어디를가나 신임을밧고 은연한세력을 가

지고잇”는 사업가다. 배경적 역할에 그치는 브라운 부자(父子)의 내력이 소설 도입

부에서부터 이처럼 자세히 서술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들에 대한 서술에

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제국의 지배 형태가 자원 착취라는 노골적인 식민화에서

해방된 조선의 경제적 원조와 문명화라는 연성화된, 그러나 훨씬 치밀한 지배 형태

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45년 2차 세계 대전의 종전을 기점으로 식민주의가 지배

적 국면(dominant phase)에서 헤게모니적 국면(hegemonic phase)으로의 변화되면서

브라운과 베커처럼 자본주의를 표방한 자유로운 무역 · 교환 체제는 원주민의 적극

적인 동조(consent) 하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식민지 원주민들의 일상과 의식의

보다 심층적인 차원의 지배까지 가능케 했다.142) 브라운과 박종렬, 베커와 이진석으

로 연결되는 모종의 관계는 이러한 탈식민 시대의 식민 지배 구조의 단면인 것이다.

베커와의 관계가 발전되어가는 가운데 혜란은 상술한 식민 지배 구조 내부에 더

깊이 연관되고, 그와 동시에 주체의 위치를 위협 당한다. 앞서 언급한 바, 혜란이

‘동양의 선녀’로 타자화되는 것은 이와 같은 식민 지배 구조의 작동이 표면화된 한

양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강조되어야 할 것은 혜란이 그 구조 내부에서 저항의 기틀

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혜란이 브라운을 대하는 방식은 그 저항의 자세가 본

질적으로 현실 내부에서의 투쟁인 동시에 그 안에서 주체 행위를 확보하려는 시도

임을 보여준다.

『미쓰 김! 당신이 발강이가 되엇다는 소문에 우리마누라는 눈이 뚱그래서 비판

을 하고 잇던데 그래 정말요?』

남자들의 수작이 또 한소끔 끗나니까 이번에는『뿌라운』이 영어로 혜란이에게

말을 건네며 웃는다.

혜란이는 그따위소리는 하두 들어서 인제는 시들한듯이웃어만보이며

『만록총중에 일점홍이란 말이잇지요? 장미꼿은 붉은것이 자랑으로시(詩)가됩

니다!』

하고 영시(英詩)나 을프듯이 구결을 꺽겨넘기며 힘안드리고 한마디해 내던진

다.143)

브라운은 ‘빨갱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혜란에게 식민 권력에의 동의를 간접적으로

142) R. JanMohamed, op cit., p. 62.

143) 염상섭, 「曉風」, 《自由新聞》, 194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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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고 있다. 반체제의 상징인 좌익을 긍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것의 이념적 대척점에 놓인 미국 제국주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와 관

련되기 때문이다. 물론 혜란은 좌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대로를 전하지 않

는다. 오히려 브라운이 원하는 대답을 앞에 두고도 교묘하게 우회하는 편을 택한다.

곧 브라운의 이분법적 심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이분법적 심문에 내포된 의

미는 명백하다. 제국의 지배질서를 승인하고 내면화할 것인가. 혜란의 문법은 식민

권력의 담론이 강요하는 질서를 수용하지 않고 그것의 내면화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기실 이와 같은 혜란의 말하기 방식은 염상섭이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었던 탈식민

적 주체의 언어 문제와도 결부된다. 염상섭은 「양과자갑」144)(『解放文學選集』, 종

로서원, 1948)에서부터 『효풍』을 거쳐 이후 미완의 장편소설 『난류』에 이르기까

지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주인공을 내세워 제국의 언어인 영어와 피

식민지배자 사이에 개입된 권력 관계를 재구성한다. 이 중에서도 「양과자갑」은 영

어와 적산가옥 취득 문제를 재제로 삼아 미군정 사회에서 영어가 수행하고 있었던

담론적 역할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분석을 요한다. 「양과자갑」

은 영문학자 영수가 세 들어 사는 집 주인의 동생에게 적산가옥 불하 ․ 관리에 관

한 영어 문서 번역을 부탁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영수는 미국 유학도 다녀왔고 대학

에서 영문학을 강의할 정도로 뛰어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이용해 미군정에 줄을 대고 적산가옥을 얻는 재주 따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

는다. 어느 날 딸 보배가 이른바 ‘양공주’인 주인집 양장미인이 받은 영어 편지를 번

역해주고 답례로 양과자를 받는다. 이를 알게 된 영수가 크게 화를 내며 양과자갑을

마당에 내던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주인집 딸 양장미인과 안라, 그리고 영수는 각각 미군정 사회의 영어에 대한 대조

적인 두 가지 대응 양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먼저 안라와 양장미인은, 영수의 표현

에 따르면, “양첩(洋妾)”들인데 이들은 미국인들과의 교제 관계를 이용해 적산가옥

이나 응접세트 따위를 받는 이득을 취한다. 그러나 매우 역설적이게도 다음과 같은

서술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이름은 서양여자같은 이름을 붙이고, 양장에 얼굴을 서양여자는 못 되어도 퇴기

144) 「바쁜 이바지」(『한보』, 1948.6)를 첨삭 ․ 가필한 후 『해방문학선집』에 다시 실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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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이라도 보이려고 가진 솜씨를 다 부려서 도깨비 탈은 섰으나, 영어의 비럭

질을 다녀야 하느니만치, 매우 아나까운 모양이오, 영어를 한다는 사람이면, 더

구나 여자로서 영어를 하다니 부럽고 저만치 치어다 보이는 모양이다.145)

미군정 사회에서 통역이 의사소통을 빌미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권을 누리고 있

었다는 사회적 배경을 염두에 둘 때 양장미인이 보배를 통해 “영어 비럭질”을 면하

고자 하는 속셈의 배후에는 지배자의 언어인 영어를 통해 그 질서 안으로 흡수되고

자 하는 욕망이 드리워져있다.146) 그러므로 양장미인은 언어와 함께 그 언어를 통해

재현되는 제국의 지배 담론을 충실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가 리차드슨에게

서 받은 응접세트, 그리고 그가 불하받은 적산가옥은 언어와 그 지배 담론을 스스로

에게 동일화시킨 데 따른 반대급부로 제공된 것이며, 이처럼 제국의 지배 담론은 의

사소통과 물리적 생산 수단을 매개로 개인이 스스로를 식민지의 피지배자와 동일시

하도록 유도한다.

영수의 비판적인 시선은 이를 정확히 간취하고 있다. 영수는 안라를 두고 “누가 아

니래서! 김안라란 여자 이름아닌가? 서양식 이름우루 “안나”라는 걸 게니…”라고 비

난하는데, 여기서 그는 개인의 정체성을 가장 일차적으로,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이

름부터 미국적 가치에 종속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147) 예컨대 안라의 외

모를 서술하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은 「양과

자갑」이 이른바 “양첩”들의 비윤리적이고 맹목적인 미국 추수 행위를 풍자하는 것

이상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어느나라 화장술인지 그러고 보니 아닌게 아니라황인종과 흑인종의 틔

기 같기도 하다. 화장이 여자의 몸가축만 아니라 취미와 교양정도를 알으키는

것이요 시대풍조라든지 생활의 쾌적과 심지어는 도시풍경의 미화(美化)까지에

관계가 적지 않다고도 하겠지마는 본능적으로는 이성에 대한 소리없는 노래요

손찟이라 할진대 이여자는 무었을 상대로 누구더러 곱게 보아달라고 있는 솜씨

를 다 부려서 이런 탈을 쓰고 다니는지?148)

145) 염상섭, 「양과자갑」, 『解放文學選集』, 종로서원, 1948, 87면.

146) 기실 당시에는 “통역정치”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채만식의 「미스터 방」에 나오

는 방삼복은 그 대표적인 예다.

147) 염상섭, 「양과자갑」, 85면.

148) 염상섭, 위의 책,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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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라는 화장술로 자기 본래의 얼굴을 은폐한다. 이 자기 정체성의 은폐에 대해 작가

가 심문하고 있는 바는 실로 “무엇을 상대로 누구더러 곱게 보아달라고 있는 솜씨

를 다 부려” 쓴 “탈”이냐는 것이다. 그것은 명백히 식민 지배자와 그 담론을 겨냥한

것이다. 「양과자갑」에서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서사 전개와 인물들간의 갈등

을 점화하는 핵심은 미군정이다. 그리고 미군정이라는 이 지배자는 안라와 양장미인

같은 개인들이 영어로 말을 걸어오고 영어로 된 이름을 사용하며 결과적으로 그것

이 제시하는 “탈”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은폐하고 그 “탈”과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

화시키는 담론을 구성한다.149)

결과적으로 이러한 담론이 산출하는 것은 개인에게서 탈식민적 주체로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고 식민 지배의 대상으로 머물게 하는 지배 효과다. 또는 나아

가 그 개인을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에 호명된 주체로 구성하고 그 지배 체제를 유

지 ․ 지속시키는 메커니즘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것에 이르기도 한다. 염상섭이

「양과자갑」의 양장미인과 그녀가 건네는 양과자갑을 통해 짚어내고 있는 바가 이

것이다. 양장미인은 보배에게 자신의 영어 편지를 번역해준 대가로 양과자갑을 건넨

다. 이에 앞서 작가는 보배네가 턱없이 적은 양의 배급쌀 때문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정도의 어려운 생활에 직면해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과자는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으로 비춰질 수 있다. 보배가 그 양과자갑과 함께 건네진 지배

담론에 동의하게 된다면 그녀는 또 다른 양장미인으로 호명되는 셈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양장미인과 양과자갑은 지배 체제를 지속 ․ 확대시키는 담론의 일부를 이

룬다.

그러므로 소설의 말미에서 영수가 양과자갑을 마당에 내던지는 행위는 이와 같은

담론의 작동을 거부하는 상징적인 차원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무어 어째? 이게 무언지나 알구 이야기요?…… 이게 어떻게 생긴것인지나 알

149) 탈식민주의에서 언어와 정체성 양자는 밀접하게 결합된 문제로 취급된다. 사이먼 뒤링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명료한 시각을 제시한다. “In

both literature and politics the post-colonial drive towards identity centres around

language [...] For the post-colonial to speak or write in the imperial tongues is to call

forth a problem of identity, to be thrown into mimicry and ambivalence. The question of

language for post-colonialism is political, cultural and literary, not in the trascendental

sense that the phrase as différend enables politics, but in the material sense that a
choice of language is a choice of identity." During, op. cit., p. 43.



- 65 -

구서 말을 해요!』

영수는 과자갑을 들어 내어밀며 당조짐을 한다.

『……그래 이걸 딸자식에게 먹여야 옳단 말야? 보배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앉았으란 말야?』

하는 소리와 함께, 휙 하더니 과자갑이 땅에 털석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그 소

리와 함께 영수는 훌쩍 자기 서재로 들어가 버린다.150)

영수의 “이게 무언지나 알구 이야기요?……”라는 문장 뒤의 말줄임표는 앞서 언급

한 바, 양과자갑이 지배 담론을 상징하고 있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영수는 그

담론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과자갑을 내던질 수 있었고,

이것은 담론의 식민화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의미했다. 곧 영수는 안라, 양장미인

과 대척점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는 앞서 안라와 양장미인이 충실히 수행한 지배 담론의 동일화 전략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담론의 작동 과정이 언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은 영수가 영어 통

역과 안라의 번역 부탁을 완강히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준다. 영수는 식민 권

력에 말을 걸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말을 걸어오는 그 식민 권력에 대답하지 않음으

로써 언어를 매개항으로 접근하는 그 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러한 까닭

에 그는 점점 어려워지는 집안 형편에도 방공굴로 내쫓기느니 영어 못하는 셈 치겠

다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니 뭘 해요? 되루 주구 말루 받지는 못 한들, 그 비싼 영어를 써먹지를

못 하니 딱하우. 안집 딸만 해두 쭉 쩨진 영어를 웬걸 하겠소마는 그래두 이런

크낙한 집을 얻어 든걸 보우! 헝 내 참!……』

『허허허……. 이런 딱한 소리 봤나? 글세 내 영어는 집 얻어 대는 영어, 통역하

는 영어가 아니란 밖에! 영어 못 하는 셈만 치면 그만 아닌가? 그러지 말구 여

보 마누라! 술이나 한잔 더 사오우. 당장 거리로 내 쫓기야 하겠소. 정 갈대가

없은면 방공굴로라도 들어가던 그만 않요. 나가라 들어오너라는 말 안 듣는 것

만 해두 좋지.』151)

이때 주목해야할 것은 영수가 사용하고 있는 “내 영어”라는 표현이다. 그는 “내 영

150) 염상섭, 「양과자갑」, 111-112면.

151) 염상섭, 위의 책, 81면.



- 66 -

어”는 집 얻어 대는 영어, 통역하는 영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것은

영수가 제국의 언어인 동시에 그 지배 권력을 투영하고 있는 영어와 “내 영어”를 분

리시키려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염상섭은 안라와 양장미인의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는 인물로 영수를 설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앞서 인용한 소설 말미에서 묘사되고 있듯이, 그가 양

과자갑을 내던지고 서재로 들어가 버린다는 점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영수가

내세우는 단순한 거부와 분리의 입장은 저항으로 발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

보다 제국의 지배 권력과 접촉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탈식민

적 현실이란 그와 같은 멸균실이 아니다. 영수가 서재로 들어간 뒤, 영수 부인이 양

장미인의 눈을 피해 주인집 울타리 안으로 굴러들어간 양과자갑을 주워오는 마지막

장면이 이를 증명한다.

그래도 보배 어머니는 도적질이나 하려 들어 가듯이, 흘금흘금 안채를 엿보며

발 소리를 죽이고 가서 과자갑을 집어 들고 단거름에 나왔다.

『에이 그건…….』

보배는 모친이 더러운 것이나 만즈는 듯이 또 눈살을 찌푸린다. 모친의 거둥이

천더구니 같이 보여서 더 싫였다.

『그럼 어쩌니! 누가 물건이 아까워서 그러니? 먹는데 더러워 그러니? 내가 아

쉬니까 그렇지! 당장 내쫓기면 갈 데가 어디냐?…… 이 과자갑을 제 울안에서

보고, 가만 있을 사람은 누구요, 그 마음은 어떻겠니? 남 욕을 뵈두 체면이 있

지…….』152)

위와 같이 소설은 영수가 던진 양과자갑을 다시 주워오는 장면으로 끝난다. 이러한

결말은 서재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미군정 하급 관리들에게 영어로 수작하지 않는

영수의 선택이 실상은 재(再)부정될 수밖에 없는 종류의 것임을 암시한다. 요컨대

안라와 양장미인을 부정하고 있는 영수 역시 탈식민적 현실에서는 다시 부정되는

존재인 것이다. 이는 그의 대응 양상이 저항적 주체로 구성될 수 없는 도피에 가까

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염상섭이 이미 「이합」, 「재회」 연작을 통해 외부에

위치한 비판적 시선은 저항의 지점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담론의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는 한 영수가 양과자갑을 내던지는 행위는 염상섭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저항의 수준에 이를 수 없다.

152) 염상섭, 앞의 책,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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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가 염상섭의 인식은 『효풍』의 김관식 영감에서 반복된다.153) 김관식에

게 초점이 맞춰진 “서재에서”라는 제목의 장에서도 충분히 드러나듯 김관식은 항상

서재 안에 유폐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장인 “거리에서”가 묘사하는 김관식은

그 어떤 생산적인 행위도 없이 그저 자조적인 표정으로 거리 위를 방황한다. 지배

담론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담론에 말을 거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영수와 김관식의 대응 방식은 그 전제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에

서 명백한 한계를 노출한다.

이 제국 언어의 문제와 관련해서 염상섭이 모색하는 주체의 저항 방식은 영수와

김관식의 세대가 아닌, 혜란과 병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의 말하기 방식을 통

해 형상화된다. 기본적으로 혜란은 영문학자의 딸로서 L 여자전문 영문학과를 졸업

하고 영어 선생으로 일한 그녀의 이력이 말해주듯이 미국인들과 대등한 수준의 영

어를 구사한다. 때문에 혜란은 그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지배 담론과 대화할 수 있고

그 담론이 교묘하게 은폐하는 동일화 전략을 간파하는 동시에 그것에 대항해 투쟁

할 수 있다. 혜란이 베커의 제안을 거절하는 다음의 장면은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언제 돌아가시는? 또오셔요 삼팔선이뚤리면 그때야말로 구경시켜드리죠.」

「고맙습니다. 내야 몃번이라도 오게지만 혜란씨미국에 안가보시겟세요?」

「조선두 원시(原始)의 나라가 아니라 원자(原子)의 나라가 되거던구경가죠.」

미국에를 가라면 천당에나 올라가는듯십히 귀가 번쩍할텐데, 이여자가 코대답

을하는것을 보면 정말 결혼을하는가 보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지 말구 가보세요 내 주선해드리께니 나 잇는집 마코이 박사의말한마디

면 당장 될겁니다 가시기만 하신다면 여비니 학비니 조금두 염려하실거 없세

요.」

차의속력은 점점 줄어들며 뻬-커-는 차차 열심히 권한다. …(중략)…

「그게 무슨말슴입니까?그러케 말슴하면 섭섭합니다마는, 우선 그 학력부터 아

깝지 안습니까? 삼년만 더 공부 하구 오시면 대의사두 되고 대신두 되구출세 하

시지 안습니까?」…(중략)…

「미국만 갓다오면 아무나 대의사되구 대신된다면 안갈사람 업겟죠마는 조선돈

이 미국돈과 일대일(一對一)로 교환될때가 오면 그때 가죠」

153) 조남현은 「양과자갑」의 영수-보배 부녀가 『효풍』의 김관식-김혜란 부녀의 과거를 그

리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남현, 「1948년과 염상섭의 이념적 정향」, 『한국

현대문학사상 논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312면 참조.) 그러므로 영수와 김관식 영감

은 일종의 평행적이며 연속적인 인물쌍으로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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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란이는 여전히 코대답이다 베-커는 놀랄만한 자존심의 소유자라고 눈이 커대

졋다.154)

베커의 미국 유학 제안은 「양과자갑」에서 보배가 건네받았던 양과자갑을 연상시

킨다. 혜란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베커의 말처럼 “대의사도 되고 대신도 되고 출

세”할 수 있다. 지배 권력의 일부로 편입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혜란은 “미

국만 갔다 오면 아무나 대의사 되고 대신 된다면 안 갈 사람 없겠죠”라는 의미심장

한 가정법으로 베커의 제안이 내포하고 있는 허상을 교묘하게 폭로한다. 그 허상은

「양과자갑」의 안라와 양장미인이 그들의 정체성, 주체로서의 위치와 맞바꾼 바로

그것이다. 혜란은 안라, 양장미인과 같은 양첩으로 전락하지도 않았고 그녀의 영어

또한 자신의 학창시절 영어 선생님이었던 장만춘의 그것처럼 모리배들 뒤나 좇는

거간꾼의 통역 영어로 변질되지 않는다. 앞서 「양과자갑」의 보배가 그 위험한 경

계에 위치해있었다면, 혜란은 이제 그 경계를 넘어 저항 주체의 위치를 찾아간다.

이처럼 혜란에게 제국의 언어인 영어는 피지배의 장이 아니라 투쟁과 저항의 장으

로 전유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제국의 언어로 말하되 그 언어

가 구성하는 담론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의 일방적인 의미화에 저항함으로써 실현

될 수 있었다.155)

154) 염상섭, 「曉風」, 《自由新聞》, 1948.8.28.

155) 언어는 그것이 구성하는 담론을 수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언어에 해당 담론이 고

정적으로 각인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탈식민적 주체는 그 언어의 전유를 통해 그

언어를 구성하는 담론과 투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헬렌 티핀(Helen Tiffin)은 미셸 페

쇠(Michel Pêcheux)가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동일화

(disidentification)' 이론에 기초해 반담론(counter-discourse)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티핀

에 따르면 탈식민적 반담론 전략은 지배 담론의 구조를 밝히고 그 기저의 근본적인 가정을

폭로 ․ 해체하는 것이다. 티핀은 이를 『제인 에어(Jane Eyre)』와 이것의 다시 쓰기에 해

당하는 진 리스(Jean Rhys)의 『광활한 사가소 바다(Wide Sargasso Sea)』의 관계를 통해

텍스트적인 차원에 적용시켜 설명한다. “Post-colonial counter-discursive strategies

involve a mapping of the dominant discourse, a reading and exposing of its underlying

assumptions, and the dis/mantling of these assumptions from the cross-cultural

standpoint of the imperially subjectified 'local'. Wide Sargasso Sea directly contests

British sovereignty ― over persons, place, culture, language.” (Helen Tiffin,

'Post-Colonial Literatures And Counter-Discourse', The Post-Colonial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1995, p. 98 참조.) 이에 따르면 혜란의 말하기 방식은 티핀이 페쇠에게

서 빌려온 ‘비동일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녀가 영어를 통해 베커와 브라운이

제시하는 지배 담론을 간파하고 그 메커니즘에 저항하는 것은 티핀의 탈식민적 반담론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페쇠의 이론은 Michel Pêcheux, Language, Semantic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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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지배 담론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반담론’ 전략은 병직, 화순이 베커와 논쟁

을 벌이는 “스왈로 회담” 장에서 포착된다. 병직과 화순은 미국의 제국주의와 식민

화 과정에 의해 해방 조선의 경제 ․ 사회 ․ 정치의 영역이 교란되고 있음을 지적

한다.

『중석(重石)은 홍삼(紅蔘)은 얼마나 실어내가는지 모르시는 모양이로군? 홍삼

은일제(日帝)시대에는 미쓰이(三井)에게 내맛겻던것이죠?이번에는 어떤 『미국

미쓰이』가 옵니까?』

화순이는 이청년이무역관계의 일이면잘안다는말에 기가나서 콕콕 쏘는것이다.

『그런거야 난 모릅니다 내야 수짜(數字)하고노니까. 허허허.』

뻬-커-는 혜란이가튼 여자외에 이런여자도 조선에 잇는가?하고 속으로 놀랍기

도한것이다.

『미쓰 최의 말이 실상은 조선사람의 말입니다.』

엿헤 덤덤히 안젓던 병직이가 비로소 한마듸거든다.156)

병직과 화순은 “미국은 해방자 아니요? 일본과 다른 점을 믿으시오”라고 “휘갑을 치

려” 하는 베커에게 “어떤 ‘미국 미쓰이’가” 오느냐고 항의하듯 묻는다. 베커는 화순

의 예리한 지적에 대해 자신은 잘 모른다고 둘러대지만, 한편으로 “이런 여자도 조

선에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경계한다. 이는 “해방자”로 가장한 미군정 지배 담론의

기저에 “미국 미쓰이”의 재식민화라는 암묵적인 가정이 가로놓여있음을 간파하고

들춰내는 화순의 ‘반담론’적 말하기 방식이 유효했음을 보여준다. “스왈로 회담” 장

에서 화순과 병직은 제국의 언어로 제국을 대표하는 베커에게 말을 걸되 그 제국의

언어가 제시하는 지배 담론에 동일화되지 않고(disidentified) 역으로 그것을 해체하

는(dismantle)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스 최의 말이 실상은 조선 사람의 말”이라고 밝히는 병직의 지적 또한 주목을

요한다. 베커의 주변에는 실상 지배자의 언어로 “조선 사람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 모리배인 이진석과 그의 거간꾼인 장만춘은 지배자의 언어를 말할 수

있지만 “조선 사람의 말”은 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미 지배 담론을 충실하게 내면화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국의 언어로 제국의 담론을 말하는 매판 부르주아에 가깝다.

또한 베커는 여론의 선봉에 이른바 ‘빨갱이’가 위치해있기 때문에 미군정 지배 방식

Ideolog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참조.)

156) 염상섭, 「曉風」, 《自由新聞》, 194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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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러한 이유에서 베

커는 조선에 진정한 여론이 없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써서 미군정하에서 초래되는

사회 혼란 및 폐단을 조선 사회의 탓으로 돌린다. 베커의 논리는 식민 담론이 주체

의 형성과 그것의 말하기를 봉쇄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비판과 도전, 그리고 저항을

제거하는 근거의 전형이다. 조선에 진정한 여론이 없다는 것은 말할 수 있는 주체의

부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조선에는 해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해방을 성

취할 수 있는 탈식민의 주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미군정의 논리인 동시에

식민 담론의 존재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병직은 이처럼 “여론의 중류 중추(中流 ․ 中樞)가 무언지를 분간을 못하”

는 것이 미군정의 실패임을 지적함으로써 조선 사회에 말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배 담론에 반하는 주체를 이른바 반체제로 배제하는 이른바 ‘빨갱이’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157) 병직이가 이러한 주장을 전개하는 것은 그가 실천적 이

념의 차원에서 해방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병직의 부친인 박병렬은

일제 시대 도의원을 지냈고 해방 후에는 양조 회사를 경영하는 한편, 우익 청년단을

이끌어 정치계에도 발을 들여놓는 정상배다. 이러한 부친과 대조적으로 병직은 좌익

계열의 A신문사를 다니다 B신문사로 옮겨 기자 생활을 이어나가는 지식인 청년이

다. 그는 이동민, 최화순의 좌익 무리들과 어울리며 해방 조선이 처한 정치 ․ 사회

현실의 타개책과 나아가야할 방향을 고민한다. 혜란이와 함께 서사의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병직이를 분석할 때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그가 스스로를 좌익이

아니라고 거듭 밝히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좌익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지의 문제다. 이 지점에서 병직이의 실천적 이념

의 형성 과정과 작가 염상섭이 생각하는 중간파 이념의 본질이 규명될 수 있다.

남녀 주인공인 병직이와 혜란이는 염상섭이 『효풍』을 통해 실험하고 있는 중간

파 이념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결과물이다. 동시에 앞서 언급한 바, 작가가 이 소

설을 “생활기록”으로 간주했다는 점은 그것이 문학적인 형상화를 넘어서 해방기 조

선 사회에서 그 이념이 어떻게 실현되고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색의 실제적인

결과물에 육박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병직이가 이동민, 최화순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은 그가 고민하고 있는 이념 정립을 위해 거쳐야할 실천적인 탐색 과

정에 해당된다. 이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북행에 대해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는 병직의 입장이다. 그는 “내가 미쓰 최처럼 또는 조선사람 전체가 이북으로 가

157) 염상섭, 「曉風」, 《自由新聞》, 194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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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요”158)라고 말하거나, “하지만 화순이가 간다는 것과는 의미

가 달라요”159)라는 발언을 통해 그의 사상과 행동이 일반적인 좌익 노선과는 분명히

다른 입장임을 명확히 밝힌다. 요컨대 병직이는 좌와 우로 나뉘어 이미 주어진 채로

존재하는 정태적(靜態的)인 이념을 선택하는 대신, 스스로 면밀한 검토와 실험을 통

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 중에 놓여있는 것이다.

소설 전체에서 병직이가 자신의 이념적 위치를 직설적으로 밝히는 것은 “스왈로

회담” 장에서다. 병직이는 베커와의 논쟁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당신가튼분부터 빨갱이와 대다수의 여론의 중류 중추(中流 ․ 中樞)가 무언지

를 분간을 못하니까 실패란 말요‥ 우리는 무산독재도 부인하지 마는 민족자본

의 기반도 부실한 뿌르조아독재나 뿌르조아의아류(亞流)를 긁어모흔 일당독재를

거부한다는것이 본심인데 그게 무에 빨갱이란말요? 무에 틀리단말요?』160)

병직이의 주장에 따르면 체제를 비판하는 것이 반드시 그것의 대립항으로서의 반체

제인 좌익의 무산독재를 추종하는 입장인 것은 아니다. 『효풍』의 시간적 배경이

1947년에서 48년 사이의 겨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병직이가 말하는 “중류”, “중

추”는 매판 부르주아 집단인 한민당이 구축하는 지배 체제에 저항하고 그것을 극복

할 수 있는 비판적 이념에 해당된다. 염상섭은 박병직이 말하는 “중류”, 다시 말해

중간파 이념이 체제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체제에 반하는 이

념으로부터의 참조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161) 병직이가 이동민과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치장 신세를 지고 난 후부터 이북행을 두고 갈등하기 시

작했다는 점은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체포 사건을 통해 이남에서 비판적 이념을

모색하고 실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음을 인지한 그는 이북행을 통해 이념적

활로를 기대했다. 따라서 그가 “화순이가 간다는 것과는 의미가 달라요”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은 그의 월북이 이북 체제와 이념을 선택하는 차원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가 혜란에게 보낸 편지의 “이 봉인도 삼팔선이 터질날이 잇슬거와가티 풀

릴날이 올것을 밋”는다는 문장이 암시하듯 그는 삼팔선이 터질 수 있는 방안을 탐

158) 염상섭, 「曉風」, 《自由新聞》, 1948.3.21.

159) 염상섭, 「曉風」, 《自由新聞》, 1948.2.29.

160) 염상섭, 「曉風」, 《自由新聞》, 1948.3.22.

161) 기실 염상섭은 해방 조선의 문학 재건을 위해서 좌익의 유물사관적 시각 또한 참조할 필

요가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염상섭, 「朝鮮文學再建에대한提議―社會性과 時代性重視」,

《白民》, 1948.5, 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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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월북을 감행한 것이다.162)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병직이 선

택한 이북행은 제국의 냉전 이념과 매판 부르주아의 식민성 극복을 위해 요청되는

비판적 이념으로 접근해가는 일종의 과정과도 같다.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월북했던 병직이 혜란과 재결합하는 모습은 염상섭이 『효

풍』을 통해 실험한 중간파 이념의 존재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병직이 월북

을 위해 잠적한 후 혜란은 병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한다. 동시에 베커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혼란에 휩싸인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혜

란은 베커로부터 미국 유학을 제안 받는다. 이 제안은 실로 혜란이 처한 부정적인

현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그녀가 이 제안에 순

응하지 않는 것은 혜란이 해방 현실에서 타자가 되지 않을 것임을, 즉 탈식민적 주

체임을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행위다. 또한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녀

가 속한 현실에서 해결 방식을 찾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병직이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그는 월북행이 좌절된 후 혜란의 집에 찾아와 김

관식 영감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자네모스크바 갓다더니언제왓나?』

하고딴전을 부친다.

『괴팍한노인은 하는수업서!』

하고 박게서는마나님이 혀를찬다.

『모스크바까지는 아니고 이북에가다가 왓습니다.』

『다시 가게! 내딸은워싱톤으로 보내기로 됏네』

『워싱톤이고 모스크바고갈것업지요.』

병직이는 넙쭉넙쭉대답을한다.

『웨?…․』

말이 잠간끈헛다.

『조선서 할 일두 이루만흔데 그먼데까지가서무얼합니까 공부를하자두다학방면

은그러치안조마는 저의는 기껏하려은조선서두 넉넉하죠 조선학만 가지고도 인생

이 모자랄것 아닙니까』『자네 언제부터국수주의자가 되엇나?』

『안이올시다. 천만에요- 애국주의자일다름입니다. 모스크바에도 워싱톤에도아

니가고조선에서살자는주의입니다.』163)

162) 염상섭, 「曉風」, 《自由新聞》, 1948.7.6.

163) 염상섭, 「曉風」, 《自由新聞》, 19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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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고 모스크바고 갈 것 없”다는 병직의 발언은 혜란과 마찬가지로 해방 현실

내부에서 탈식민을 완료할 방도를 찾겠다는 의미다. 이어서 병직은 혜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와 동일하게 삼팔선이 터질 것을 고민하겠다고 밝히는데 결국 모스크바나

워싱턴에 가지 않고 조선에 살며 삼팔선이 터진 완전한 해방을 실현할 방도를 찾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인 것이다.

혜란과 병직이 「이합」, 「재회」의 장한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김관식과 구별되

는 새로운 주체임은 여기서 확인된다. 체제 외부로 탈출하는 것도, 사회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고 서재 안에 머무는 것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앞서 확

인했듯이 이른바 ‘해방’ 조선을 구성하는 새로운 제국의 권력은 현실이고, 탈식민

(decolonization)으로서의 완전한 해방에 도달하는 것은 그 권력 구조 안에서 가능한

범위의 저항과 실천적 주체 행위를 실현하는 것이다. 염상섭이 「작자의 말」에서

“여기에쓰는 이 생활기록이 아무리기구하고 혼란하고무질서하고 참담하드라도 그것

은 당장 오늘낫이되면 바람이자고정상(正常)한제살이 제자국에 들어안즐새질서를차

저가는 고민이요 노력에지나지안흠을잇지말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병직과 혜란은 그 고민과 노력의 문

학적인 결과물인 셈이다. 요컨대 『효풍』의 혜란과 병직은 탈식민의 본질이 식민화

구조 내부에서 모색 ․ 추구되어야 한다는 당위와 그 가능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인

물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혜란과 병직의 “생활기록”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중간파 이념의 본질은 체

제 내부에서의 주체 행위를 통해 미완의 해방을 완료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로 해방기 사회에서 중간파가 주도했던 좌우합작 운동은 해방 조선에 제국의

냉전 체제가 내부화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좌익과 우익의 배타적인

노선의 결말은 결국 소련과 미국이 건설하는 공산 블록과 반공 블록의 이항대립항

으로 각기 수렴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새롭게 재편되는 양대 제국의 헤게모니 안

에서 이념적인 식민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 중간파가 지양했던 것이 바로 이것

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중간파는 좌우익의 이항대립적인 이념 사이에서 주체적인 고

민과 비판, 자유로운 이념 경쟁과 공존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164) 마찬가지로 혜란과 병직이 부조하는 『효풍』의 세계는 이항대

164) 해방기 사회에서 중간파는 체제 질서 내에서 좌우가 공존 · 경쟁하는 질서를 통해 냉전

체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국민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제3의 가능성이었다고 평가받는다.

박찬표에 따르면 48년 체제가 수립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

서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며 다만 반공 체제의 한계 내에서 제도화된 것이었다. 요컨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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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의 상호배타적인 사회 내부에서 주체 행위의 최대치를 확보하는 가능성에 대한

문학적인 모색이었다.

간파(중도파)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고 해방을 완성할 수 있는 정치

적 가능성이었다는 것이다. (박찬표, 『한국의 48년 체제』, 후마니타스, 2010, 제1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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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상의 식민화에 대한 성찰과 주체 복원의 글쓰기

4.1. 근대적 일상 담론으로의 선회

『효풍』을 기점으로 염상섭의 소설은 변화를 겪는다. 선행 연구자들은 이 변화를

작가 의식의 쇠퇴로 보고 『효풍』 이후의 소설들은 “리얼리즘과는 거리가 먼 세태

묘사에 그치고 만 것”이라는 평가를 내린다.165) 작가 의식의 쇠퇴라는 평가는 『효

풍』 이후 염상섭이 소설에서 이념적인 발언이나 비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향과 맞물려 타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문제는 소설에서 체제와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직접적으로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작가

의식의 쇠퇴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 있냐는 것이다.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

자면 이러한 변화는 작가 의식의 쇠퇴가 아닌 변화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곧 문제의식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이 제국의 물리적 ․ 이념적 식민

성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풍』을 기점으로 50년 한국 전쟁 발발 전까지의 소설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식

의 초점이 무엇으로 이동했고,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결과 염상섭 문학이 궁

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한 것은 일차적으로 시대적인 변화이다. 48년 8월 15일 대한민

국의 수립이 선포되면서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된 외부적인 상황 변화는 작가 염상

섭에게 문제의식의 현실적인 재조정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 이전까지 염상섭 문학이

추구한 탈식민의 정치적인 목표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새로운 양대 제국주의의 이념

적 헤게모니에 대항하여 주권적인 민족국가의 수립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분단은 이러한 목표를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탈식민을 정치 이념

적인 차원, 즉 좌우이념을 초월한 통일국가 수립으로서의 해방의 차원에서 추구하는

것은 반공 체제로 변모해가는 정치 ․ 사회적인 분위기 하에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

165) 김재용, 앞의 글, 200면. 특히 김재용은 염상섭의 보도연맹 참여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도 연맹에 가입된 1949년 6월 이후의 소설은 정치적인 억압으로 인해 리얼리즘

적인 문제의식을 상실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사실상 김재용은 그 기점을 『효풍』 연재

후반부로 설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염상섭이 신민일보 사건으로 구류를 살고 나온 후부

터는 위축된 상태에서 연재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이 때문에 『효풍』의 후반부와 결말이

밀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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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오히려 반공 체제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할 뿐이었다.166) 기실 반공 체제를 극복

하고 남한 체제 개혁을 시도했던 중간파는 한민당과 이승만 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최종적으로 1949년 6월 국가 폭력에 의해 제거당한다.167) 염상섭이 그의 문학과 현

실 세계를 넘나들며 시도하고 추구했던 중간파 이념이 체제 내에서 완전히 봉쇄되

었음을 의미하는 변화였다.

정치 ․ 사회의 시대적인 변화는 염상섭 개인의 신변과 작가로서 문단에서의 위치

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염상섭의 국민보도연맹 가입은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 것

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예다.168) 보도연맹 가입은 반공주의가 강화

되는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염상섭으로 하여금 작품을 통해서조차도 이념적 발언을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비단 보도연맹 가입 사건뿐 아니라, 48년 신

민일보 사건이 이미 염상섭의 작가적 입지와 신변 양자를 모두 위축시킨 상태였다.

그는 「나의 小說과 文學觀」 (《白民》, 1948.10)에서 당시 스스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얼마나 힘이 자랄지 茫然自失하여 頭緖를 못차리고 앉았는것이 지금의 自己

이다”라고 적으며 작가라는 위치와 자신의 문학 세계에 대해 깊은 회의를 표했

다.169) 이는 그가 여태까지 견지해온 비판적인 이념과 문학관을 억압하는 시대 변화

166) 48년 단독 정부와 이승만 정권이 수립된 후, 남한에서는 이념의 단일화, 균질화가 강제적

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념의 강제는 우파의 대립항인 좌파뿐만 아니라 중간파와

같은 우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배제의 논리는 좌파뿐만 아니라 좌파와의 타

협을 주장하는 모든 정치집단에게도 적용되었다. 단적으로 김구가 1948년 1월 우파 진영과

결별하고 김규식 등 중도파와 함께 남북협상 노선으로 선회하자, 한민당은 김구를 ‘크레믈

린궁의 한 신자’로 맹렬히 비난했다. 같은 우파 세력 내에서도 단일 국가 형성을 위해 좌파

세력과 조금이라도 타협의 자세를 보이면 곧 ‘외부 적과 연계된 세력’으로 몰아 공격했던

것이다.” (박찬표, 위의 책, 64-65면 참조.) 이러한 까닭에 지배 체제의 이념을 비판하고 이

념적인 측면에서 주권적인 통일 국가 수립을 모색하는 것은 오히려 지배 체제의 반공주의

를 강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167) 박찬표, 위의 책, 128면.

168)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21일 처음 창설된 좌익전향자단체로 정부수립과 남로당의 멸

족정책 이후 “전향자 ․ 탈당자를 계몽 지도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멸사봉

공의 길을 열어준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었다. 보도연맹 가입자들은 대체로 탈당한 남로

당원과 북로당원들이었는데 남로당의 산하단체인 전평, 민학동맹, 민애청, 전농, 출판노조,

여성동맹, 문학동맹, 연극동맹, 과학동맹, 음악동맹, 영화동맹, 보건연맹, 민중동맹이 전체 전

향자에서 58.895%를 차지했다. (김선호,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가입자」, 《역사와 현

실》45, 한국역사연구회, 2002, 297면, 313면 참조.) 염상섭은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었으며 신민일보 사건 때 단선반대 측에 섰던 이력으로 인해

가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재용, 앞의 글, 199면 참조.)

169) 「나의 小說과 文學觀」, 《白民》, 1948.10, 174면. 염상섭이 글의 말미에 밝히고 있듯이

해당 산문은 그의 “文學的經歷과 文學觀”에 대해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쓰기 시작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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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느끼는 무력감과 동시에 그 부정적인 변화를 저지할 수 없는 작가로서의

책임에 대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또한 이때부터 염상섭은 일종의 이념적 낙인이 찍

힌 관계로 신문사와 관계된 일을 맡아볼 수 없게 된다. 신문기자가 염상섭을 구성하

는 또 하나의 주요한 정체성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신변의 변화는 경력의 측면과

더불어 작가 내면에도 상당한 타격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이념의 표출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인

해 염상섭 문학의 문제의식이 실종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단견적이다.170) 염

상섭이 “如何間個人的으로나 集團的으로나 一新轉機에 當面한것이 事實이요, 이의打

開策을 세워야할때인가 愚考한다”고 말한 것처럼 그는 여순반란사건에 이은 국가보

안법 제정 등의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타개책이 필요함을 직감하고 있었다.171) 그리고 작가로서의 염상섭이 그 타개책을

문학의 측면에서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념과 신문기자로서의 정체성

이 좌절되었을 때 그가 돌아갈 곳은 문학이고 소설이었다. 이처럼 기존에 그가 추구

했던 문학적 방향이 좌절되는 시대를 앞에 두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모색 과정은

염상섭 문학에 일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1948년 말에서 1949년으로 넘어가는 당시의 문단은 실로 염상섭이 말한 타개책을

그 어떤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단정 수립 후 문

단은 극우반공체제의 성립과 보조를 맞추게 된다. 이에 따라 반공에 가까운 목소리

를 내는 우익 문단의 소위 ‘애국적 문학’이 민족문학의 지위를 얻는 대신, 검열 강화

와 사상 탄압으로 인해 전향문인들과 중간파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은 제약을 받게

된다.172) 1948년 12월 27, 28일 양일간 개최된 전국문화인총궐기대회의 풍경은 이러

지만 오히려 자신의 오랜 작가 생활의 무의미함을 반추하고 생활고를 괴로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170) 김재용은 염상섭이 49년부터 본뜻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국가권력의 강제에 의해 휘둘렸

다고 지적한다. “염상섭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이후에 그의 본의와는 관계없이 국가권력

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강연활동을 하였다. 그는 ‘종합예술제’뿐만 아니라 국민보도

연맹 주최의 ‘국민예술제전’에도 참가하여 본의 아니게 강연을 행하였다. 국가권력의 강제에

의하여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자신의 본뜻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는 것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이다.” (김재용, 앞의 글, 199-200면 참조.) 하지만 이

와 같이 작가 신변에 가해지는 위협으로 인해 염상섭 문학이 정론적인 색채를 잃었다고 해

서 문제의식까지 실종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효풍』과 같이 정치 ․ 사회의 이념을 직접

적으로 겨냥하는 문법 대신 다른 방식으로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171) 염상섭, 「文壇의 自由雰圍氣」, 《民聲》, 1949.12, 61면.

172) 그 단적인 예로 1949년 11월 좌익세력 자수전향기간 동안 양주동, 정인택, 황순원, 김기

림, 백철 등 수많은 중간파 내지는 문학가동맹에 관련되었던 문인들이 전향했고, 이 중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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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단의 변화를 가감 없이 투영하고 있다. 이 대회 결정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四)그러나 이러한民國의正當性을 歪曲宣傳 하고 「人共」 國號로 僭稱하는 多

數文化人이 新聞通信出版機關을 專橫하여統一과 成長보다 壞亂과破壞에 直面하

고 있음을 警告함

(五) 「新天地」 「民聲」 「文學」 「文章」 「新世代」와 「白楊堂」 「雅文

閣」이 「人共」地下의心腸的機關임을指摘함173)

“민족정신양양”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 이 문화인궐기대회에서는 체제 비판적인

문화인과 잡지, 출판사가 “‘人共’ 地下의心腸的機關”으로 지목되어 타도되어야 할 대

상으로 공격 받는다. 이에 《민성》은 이듬해 1월 5일 《경향신문》에 문화인궐기대

회의 결정서에 대항해 성명을 발표한다.174) 《민성》 측은 문화인궐기대회 측이 “본

지의 정신을 왜곡”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인공 지하의 심장적 기관으로 지목한 것은

사실무근에 억측이라고 반박한다.

《민성》이 이처럼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48년 말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과 신문지법 제정 등의 언론 통제 정책으로 인해 좌익적 성향을

드러낸 잡지와 출판사들의 입지가 위협받게 되었기 때문이다.175) 이처럼 48년 말에

서 49년에 걸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반공 체제 수립과 함께 문단의 우익 세력

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 연유를 설명해준다. 우익 문단은 반체제적인 이른바 좌익 문

단 세력을 대타항으로 삼아 자신들의 문학적 정체성과 문단 권력을 구축할 수 있었

다. 기실 우익 문단의 대표적인 문학론인 순수문학론은 그 자체의 기의는 텅 빈 공

허한 기호였다. 김동리를 위시한 문단의 우익 세력은 스스로의 문학론을 심화시키고

개념을 정립하기보다는 그것의 대타항으로서의 좌익 문단을 공격하고 배제함으로써

주동의 경우 보련 중앙본부 문화실장을 맡기도 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24-25면 참조.)

173) 「全國文人總蹶起大會第二日」, 《京鄕新聞》, 1948.12.29.

174) “前般 文化人 蹶起大會에서 本誌에對하여 言及한바는 本誌의 精神을歪曲한것으로서 甚히

遺憾으로 思料한다 그言及이事實無根한것이라는것은本誌地面을 通하여證明되는바인則 賢明

한 讀者는 스스로 判斷할것이다祖國 文化再建을 爲하여寸暇를 아껴야할 時期에處하여 구타

여 贅言을要하지않으나 或時 此種獨善的 臆測으로 말미암아미칠 影響을憂慮하여 玆에 本誌

의態度를 闡明한다.” 「民聲誌聲明」, 《京鄕新聞》, 1949.1.5.

175) 신문지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의 기사 참조. 「光武新聞紙法으로 無軌道한 言論彈

壓 言論界三團體서抗議」, 《東亞日報》, 194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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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문학론을 구성시켰다.176)

이 시기 염상섭의 문학적 입장을 대변하는 평론인 「文壇의 自由雰圍氣」(《民

聲》, 1949. 1월호)는 이와 같은 문단 재편 과정을 비판하며 그것이 지닌 부정적인

측면을 타개할 수 있는 문학적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글이다. 당시의 문

단은 “文壇의 自由로운 雰圍氣라든지 文學의 自主性을 云謂한다고, 이것을 가리쳐

自由主義라 非難하고 中間派라고 異端視”177)할 정도로 급속히 반공주의에 침식당하

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문단 전체가 작품을 통한 문학적 성과에 집중하

기보다는 상대편 진영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매진했다. 이것이 특히 심각했던 것은

우익 문단 진영에서였다. 염상섭의 다음과 같은 지적 또한 문단 헤게모니 투쟁에 문

학을 희생시키는 우익 문인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露骨的으로 말하면, 各自의分野가 있고, 所謂陣營이란것이 있어서, 이러한 自由

로운 文學的境地를 開拓하려는 部類를 文壇의 攪亂的存在라고 警戒한다든지, 自

家自派의團聚나 勢力分野를 微弱化하는 浮動層이라고 ○視할지도 모르나, 萬一

그렇듯이 派爭과 勢力維持및 그 伸張이 第一義이거던 차라리 文學을 버리고 政

治로 달아남이 效果的일것이 아닌가도싶다. 政治人 으로도「政治」를爲하여, 政

治의常道를 爲하여 싸울것이요 派爭과 勢力維持나 그伸張을爲한 政治가 아니겠

거늘, 하물며 文學人이 文學을 집어치우고 派爭이나 勢力分野가 眼中에 먼저 있

다면 文學의 墜落이요 文人으로서의 自己抛棄일다름일것이다.178)

염상섭의 지적처럼, 또한 앞서 인용한 문화인궐기대회 성명서가 말해주듯이, 우익

문인들의 행보는 “문학을 집어치우고 派爭이나 勢力分野가 眼中에 먼저 있”는 “文學

의 墜落”과 “文人으로서의 自己抛棄”의 길을 걷는 것과 다름없었다.

염상섭은 해방기의 여타 많은 문인들 또한 고민했던 작품의 질적 저하와 대작의

부재 문제를 초래한 원인이 위와 같은 문단의 파쟁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해

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다소 진부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 문단 상황에 대해서는 유

일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념을 떠나 문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176) 김한식, 「김동리 순수문학론의 세 층위」, 상허학회 편, 『반공주의와 한국문학』, 깊은

샘, 2005, 15-16면.

177) 염상섭, 「文壇의 自由雰圍氣」, 《民聲》, 1949.1, 59면.

178) 염상섭, 「文壇의 自由雰圍氣」, 《民聲》, 1949.1, 58-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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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文學은 선반위에 높직이 얹혀 놓고, 그밑에서 빈주먹을 휘두르며 이데올로

기의 입쓰름이 아니면, 政治的 別動隊로서 그때의 情勢에 阿附까지는 아닐망정

追隨彷徨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볼제, 우리는 먼저 아무目的이나 目標를 내걸기

前에 다시 白紙에 돌아가서, 現實과 아울러 文學을 再檢討하고 新機軸을 세워보

고자하는 要求가 있다하기로 그것이 틀린다 할것인가?179)

염상섭은 문단과 문학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아무目的이나 目標를 내걸

기 前에 다시 白紙에 돌아가서, 現實과 아울러 文學을 再檢討하고 新機軸을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이념을 앞세운 후에 그것에 부합하는 작품을 창

작하거나 그 이념만이 작품 창작의 유일한 재제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폐기

하고 창작에서 출발해 이념에 이르는 선후관계가 작품 창작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염상섭이 “현실과 아울러 문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가 문학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때 그것이 김동리 식의 순

수문학과는 다른 어떤 것임을 암시하는 단서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주

장하는 문학의 자유와 독립성이 이념과 현실로부터 벗어나 당면한 사회와 역사 외

부에 초연하게 위치하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文學의 自由와 獨立性을 護持하자는것은 文學人만이 社會人으로서나 國民으로서

特殊한 自由를 享有하겠다는것도 아니요, 또 或은 文學人은 政治의國外에 서있

을 超然한存在라는 意味도 아니려니와, 하물며 現實逃避거나 自己一身의 安全을

苟保 하려는 所謂機會主義로서가 아님은 더말할것도없다. 超派閥的이요, 政治勢

力에 牽制左右되거나 甚하면 阿附追隨하지않는 文學의分野를 保有하여야 하겠다

는것은, 自由로운 批判과 探究와 表現없이 文學의 獨創이 없기때문이다.180)

그가 말하는 문학의 자유와 독창성, 다시 말해 정치 이념과 세력에 좌우되지 않는

문학을 보유하겠다는 것은 “自由로운 批判과 探究와 表現”을 통해 정치와 구별되는

“文學의 獨創”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염상섭이 개진하는 문학론은 “現實

逃避거나 自己一身의 安全을 苟保하려는 所謂機會主義로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김

동리가 내세우는 순수문학론의 이른바 ‘순수’와도 거리가 멀다. 순수문학은 문학의

179) 염상섭, 「文壇의 自由雰圍氣」, 《民聲》, 1949.1, 58면.

180) 염상섭, 「文壇의 自由雰圍氣」, 《民聲》, 1949.1,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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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참여와 이념에의 침식을 경계한다는 주장을 전면에 걸고 실상은 체제 이데올

로기를 재생산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염상섭의 “문학의 자유와 독립성”은 현실 안에

서 문학이 지닌 “자유로운 비판과 탐구와 표현”의 기능을 통해 지배 체제가 구조화

한 모순적인 현실을 부정하는 것에 해당된다. 요컨대 순수문학론이 말하는 문학은

문학의 순수성을 내세워 모순적인 현실과 그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긍정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염상섭이 말하는 문학의 자유와

독립성의 궁극적인 도달점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이즈음의 염상섭은 그의 문학이 지닌 문제의식을 지

속시키기 위해 중간파 이념의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을 탐색하고 있었다. 「街頭漫

筆」(《京鄕新聞》, 1948.12.23-31) 연재는 그의 문학이 일상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가두만필」은 염상섭이 서울 시내 거리를 산

보하면서 발견하고 관찰한 풍경과 거기서 발현된 그의 생각을 적은 연재 수필이다.

연재 첫 회에서 그는 “그러나 때때로는 그림과 같은 文學은없을것인가?하는 생각을

하여본다”181)라고 적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가 확실히 이념적 실험으로서의 문학으

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한 “그림과 같은 文

學”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염상섭은 「가두만필」 2회를 “文學에도그림

은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風俗畵的 效果”에 대해 논한다.

이즈막의 서울의 거리는 나는 ―나뿐 아니겠지마는― 葯房에 急한 거름이나 하

기前에는 별양나가다니고 싶지않게 되었다. 그러나 當代風俗圖의陳列場이거니

하는 興味만은 머리에서 떠나지를않는다. 이 興味에 껄려서하루에 한번씩 散步

도하는것이요 볼일이 있거나없거나 발 나가는대로鐘路로 明洞으로 진고개로 一

大遍歷을 하는 것이다

나의散步스켈취帖은 이리하여 街頭에서 줏은 當代風俗圖다. …(중략)…

散步는 누구 에게있어서든지世累에서의 解放 이오 生活苦로부터의 解放일것이다

그러나나에게있어서 散步는 疲勞한 머리에 安息을 줄뿐아니라建設師가 設計圖를

그리는作業時間도되는것이다어린아이 들과 복다구니를치는 房속에서 풀려나온爽

快만이아니라周圍의一切에서解放된 기뿜을 맛보는 時間이요生活의設計自己本業

의 構圖를 여기에서 얻는다.182)

181) 염상섭, 「街頭漫筆」, 《京鄕新聞》, 1948.12.23.

182) 염상섭, 「街頭漫筆」, 《京鄕新聞》, 194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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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서 염상섭은 서울 거리를 “當代風俗圖의陳列場”으로 취급하며 “散步스

켈취帖”을 통해 “建設師가 設計圖를 그리”듯 “生活의設計自己本業의 構圖를 여기에

서 얻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제 그가 창작의 출발점으로 삼는 공간이 만주나

삼팔선에서 서울 종로 거리와 같은 일상의 공간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전술했듯이 염상섭 문학의 초점이 일상 담론으로 선회하는 데 주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한 것은 일차적으로 문학 안에서 사회 현실의 모순을 이념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좌절된 데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시대 변화가 새로운 담론을 요청하는

한편 형성시키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염상섭의 표현대로 “當代風俗

圖의陣烈場”인 해방 후의 서울은 실로 식민 지배로부터의 해방으로 인해 삶의 주체

로 구성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이 범람하고 있었던 공간이었다.183) 게다가 이 욕망

은 해방기 사회가 궁극적인 목표점으로 설정하고 있었던 자본주의 근대라는 사회구

조의 도입과 맞물리면서 더욱 극적으로 빚어졌다.184) 즉 해방기 사회는 강압적인 일

본 식민주의 체제로부터의 탈식민과 미국에 의한 자본주의 근대의 도입이 교차하는

장소로서 일상의 공간과 그 담론을 부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일상 담론이 48년 단정 수립 이전에는 이념 문제에 밀려 사회 ․ 문화의

저류로 후퇴해 있었다. 그러나 단정 수립과 함께 체제와 이념에 대한 담론적 투쟁이

소멸하면서 그 빈자리를 일상 담론이 대신 채우게 되었다. 조연현이 1949년 전반기

소설 50여 편을 일람한 뒤 내린 분석적 평가는 이러한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다.185)

조연현은 49년도 전반기에 발표된 작품들의 경향을 “私小說의氾濫”으로 요약하고 있

는데, 여기서 그가 말하는 “사소설”이란 “반드시一人稱이라는形式的인 것으로서만

規定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형식적인 의미의 사소설보다는 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취급하고 있는 내용적인 의미에 가깝다.186) 해방의 감격과 일제 시대

의 역사적인 경험에 대한 문학적인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해방 직후의 문학

적 경향과 상거(相距)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정치 ․ 사회 구

조의 변화와 함께 이념적 담론을 대체하게 된 일상 담론이 단정 수립 후의 문단에

183) 이봉범, 「해방공간의 문화사」, 《상허학보》26, 2009. 참조.

184) 해리 하르투니언에 따르면, “일상생활은 산업자본주의의 등장과 팽창, 그리고 자신이 자

리잡은 모든 곳에서 비슷한 삶의 조건을 형성시키는 자본주의적 현실에 대한 경험을 지시

한다”. (Harry Harootunian, 앞의 책, 130 면 참조.) 본고에서 파악하는 염상섭 문학의 일상

은 단순히 문화적인 기호로서의 일상을 지칭하는 데 국한되지 않으며 하르투니언이 정의하

고 있는 것처럼 보다 광범위한 사회 구조와 교호하는 삶의 경험에 가깝다.

185) 조연현, 「文學精神의 貧困 (1)―最近의 創作에 關하야」, 《京鄕新聞》, 1949.5.30.

186) 조연현,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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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위치를 확대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염상섭이 이 새로운 담론이 전개

되는 일상이라는 공간에서 이념 외의 것으로 그의 문학이 지닌 문제의식을 지속시

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당시의 문단이 주도하고 있었던 일상 담론과 염상

섭 문학을 구성하는 일상 담론 사이에는 분명한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앞

서 언급했듯이 일상 담론은 48년 이후 반공주의와 비정치 이데올로기, 그리고 미국

식 상품 자본주의가 결합해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가운데 부상했다. 문단 내부에서

는 이와 같은 근대적 일상 담론 형성의 인과관계, 선후관계의 역이 우익 문단의 순

수문학론과 결부되어 성립되는 양상을 띤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은 문단의 좌익 세력이 어느 정도 진압 · 정리된 이후 창간된 순문예 월간지 《文

藝》와 순수문학, 그리고 문단의 창작 경향 간의 상관관계에서다.

해방 후 문단의 주도권을 쥐게 된 김동리와 우익 문단 세력은 《문예》지를 통해

문단 내부에서 순수문학의 입지를 확립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간다. 이 과정

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해방 후 최초로 구축된 《문예》지의 등단제도

였다.187) 등단제도는 그것을 주관하는 매체와 고선자의 문학관이 곧 작품창작의 기

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선작에 대한 평가를 통해 특정 문학론의 세력을 강화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단 권력을 생산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기능한다. 《문

예》에서는 김동리가 소설 부문의 신인 작가들을 추천하고 등단시키면서 문단 내부

에서 자신의 권력과 순수문학론의 지배 범위를 확장시켰다.188) 한국전쟁 발발 이전

까지 김동리가 추천한 소설 작품들은 대개 일상적인 공간, 예컨대 시장이나 집안 혹

은 사무실 등을 배경으로 삼아 지극히 일상적인 사건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

을 지니고 있다.189) 앞서 조연현이 언급했던 “사소설의 범람”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상 담론으로 구성된 이 시기의 소설 작품들은 김

동리의 순수문학론이 문단의 지배력을 확보해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

이기도 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 염상섭 역시 일상에서 문학적인 가능성을 발견하며 일상 담

187) 이봉범, 「잡지 『문예』의 성격과 위상」, 《상허학보》17, 상허학회, 2006, 263면.

188) 이봉범, 위의 글, 260면.

189) 1950년 6월까지 김동리가 추천한 소설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강신재, 「얼굴」(1949.9);

이상필, 「美髮」(1949.10); 강신재, 「정순이」(1949.11), 정지삼, 「東拔龍」 (1949.12); 이상

필, 「沈文涉氏」(1949.12); 박신오, 「罪日記」(1950.2); 정지삼, 「搖籃期」(1950.3); 권선근,

「許先生」(1950.3); 임상순, 「命令은 언제나?」(1950.4); 장용학, 「지동설」(1950.5); 서근

배, 「濁甫」(1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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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그의 소설 작품들은 순수문학론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일상 담론에 대한 균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빚는다. 예컨대 김동리가 가장 모범적인 작가로 꼽는 강신재의 추천작들인

「얼굴」과 「정순이」가 배경으로 삼는 일상은 매우 평면적인 공간으로 인물들의

개인적인 갈등이 단조롭게 제시된다.190) 따라서 이 두 소설은 일상 내부의 식민적

권력과 은폐된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국면을 좀처럼 간파하지 못한다. 반대로 염상

섭의 일상 담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러한 평면적인 일상이 아니라 주체를

억압하는 모든 식민적 권력들과 그것에 저항하는 주체들로 구성된 복합적인 일상이

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염상섭 문학이 순수문학론의 영향력에 침윤되지 않고 비판적

인 인식이 전제된 일상 담론을 통해 새로운 문학적 경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차이가

발생된다.

49년부터 50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발표한 소설들은 이제 염상섭이 일상의 공

간에서 작동하는 식민화 권력을 추적하는 것으로 문제의식을 조정했음을 보여준다.

「臨終」(《文藝》 창간호, 1949.8)은 같은 시기에 발표된 「두 파산」과 함께 염상

섭 문학의 방향 선회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창작의 결과물이다. 이 소설은 한 노인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겪는 심리 · 행동의 변화와 노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세밀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발표 당시의 평가는 물론 이

후의 연구자들에게도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된 만큼 당대의 다른 소설들에

견줄 때 형식과 주제의 측면에서 월등한 수준을 보인다.191) 그러나 이 작품은 염상

섭 문학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문제의식을 제대로 발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다소 과도기적이다.

중요한 것은 염상섭 문학의 무게중심이 이념에서 일상 담론으로 이동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의 문학이 일상의 공간에서 포착한 식민화 현상이 무엇인지, 그

리고 그것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이다. 요

190) 이봉범은 김동리가 가장 모범적인 작가라고 생각하는 강신재의 창작 경향이 순수문학의

규범을 창작의 기준으로 정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제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가장 대표적

인 예라고 지적한다. (이봉범, 위의 글, 261면 참조.)

191) 조연현은 「두 파산」과 「임종」이 1949년의 가장 유쾌한 수확의 하나라고 평가한 바

있다. (조연현, 「口號에서 實踐으로 (上)」, 《京鄕新聞》, 1949.12.27 참조.) 한편 「임종」

에 대한 근래의 연구 내지 평가는 권영민의 연구를 제외하고 전무하다. 권영민은 구성미의

탁월함과 함께 보다 깊숙한 인간정신의 내면을 그리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고 평가하고 있

다. (권영민, 『解放直後의 民族文學運動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213-214면; 권영민,

「염상섭의 중간파적 입장」, 『廉想涉 全集 10』, 민음사, 1987, 3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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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48년 이전의 염상섭 문학이 체제의 이념적 식민화를 극복하기 위한 모색의 결

과물이었다면 48년 이후부터는 자본주의 근대라는 전방위적인 체제가 지배하는 일

상 공간과 담론 내부에서 주체의 비판적인 인식과 행위를 확보하는 문제를 고민하

는 것으로 변모했다. 염상섭 문학에서의 탈식민 문제가 정치 이념적인 차원에서 자

본주의 근대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되는 지점이 여기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변주와

지속은「두 파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확인된다.

4.2. 식민화된 일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주체 확립

「두 破産」(《新天地》, 1949.8)과 「一代의 遺業」(《文藝》, 1949.10), 「續 一代

의 遺業」(《新思潮》, 창간호, 1950.5) 연작에서는 서사의 세계가 일상으로 완전히

옮겨온다.192) 이때의 일상은 일차적으로 해방기의 시대적 특수성이 탈색되어있는 대

신 어떤 주기적인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시공간을 의미한다. 「두 파산」과

「일대의 유업」 연작의 서사는 각각 학용품 상점과 집이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공

간에서 전개되는데, 반민법이나 월남한 교장 딸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면 해당 소설

작품들이 해방기 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기 어렵다. 「두 파

산」의 경우 학교 앞 학용품 상점을 운영하는 정례 어머니가 돈을 빌린 친구 옥임

이와 전직 교장이었다는 영감에게 매일 일수를 떼이는 일상을 그리고 있다. 또한

「일대의 유업」은 죽은 남편이 “일대의 유업”으로 남기고 간 집에 기현 어머니가

하숙을 치며 살아가는 일상을 서사의 큰 단위로 삼고 있다. 이처럼 이 두 작품의 서

192) 「두 파산」부터 염상섭 소설 세계가 일상의 층위로 한정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연구자

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염상섭 소설 속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일상 세계에 대한

해석과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연구는 다음과 같

다. 권영민, 『解放直後의 民族文學運動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214면; 권영민, 「염

상섭의 중간파적 입장」, 『廉想涉 全集 10』, 민음사, 1987, 325면. 근래의 연구로는 최현

식, 「파타난 ‘생활세계’의 관찰과 기록」, 문학과사상 연구회 편, 『염상섭 문학의 재인

식』, 깊은샘, 1998, 143-151면 참조. 특히 최현식의 연구는 「두 파산」이 그리고 있는 ‘생

활세계’, 즉 일상이 해방기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했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근대적 합

리성의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대로 다음의 연구자들은

이 일상 세계를 쇄말주의적인 것, 세태 묘사, 본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소설이 시대와

맺는 상동관계를 완전히 배제해버린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제출한다. 김윤식, 앞의 책,

782-785면; 김중하, 「<一代의 遺業>에 대한 몇 가지 분석」, 권영민 편, 『廉想涉 文學硏

究』, 민음사, 1987, 205-216면; 김재용, 앞의 글,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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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단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때의

일상은 평범한 생활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염상섭 소

설에서 제시되는 일상은 같은 시기의 이른바 ‘사소설’적인 “私事的 記錄”들과 차별

점을 지닌다. 즉 개인을 식민화하는 이데올로기의 메커니즘 작동 과정을 표면화함으

로써 단조로운 일상의 표면 아래에 은폐된 그것의 복합적인 국면을 포착하는 것이

다.193)

「두 파산」의 옥임이와 정례 어머니는, “난 살림이나 파산 지경이지 옥임이는 성

격 파산인가 보드군요”라는 정례 어머니의 말처럼 나란히 삶의 파산을 겪는다.194)

문제적인 것은 삶의 파산이 부정적인 인물인 옥임이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례 어머니까지 포괄한다는 점이다. 먼저 옥임이는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삶의 윤리

를 송두리째 상실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소학교쩍부터 한반에서 콧물을 흘리며 가

치 자라났고 동경가서 여자대학을 다닐때도 함께 고생하던” 친구인 정례 어머니에

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제가 내놓은 십만원은 한푼 깔축을 안내고 이십만

원가까운 돈을 벌어 주”워가는 비윤리적 행태를 보인다.195)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왜곡된 삶을 사는 옥임이가 스스로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 데서 발생한

다.196) 이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황토현 정류장에서 만난 정례 모친에게 공

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장면 이후에 이어지는 옥임이에 대한 서술이다.

해방이되자, 고리대금이, 전당국 대신으로 터놓고 하는 큰생화가 되었지마는, 옥

임이는 반민자의 안해가 되리라는 것을 도리어 간판으로 내세우고 불아퀴 같이

덤빈것이다. 중경 도지사요, 전쟁 말기에는 무슨 군수품회사의 취체역인가 감사

역을 지냈으니,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이면 중풍으로 삼년째나 누웠는

영감이, 어서 도라가주기나 하기전에야 의례 걸리고말것이요, 걸리는 날이면 떠

메다가 증역은 시키지않을지 모르되, 지니고 있는 집간이며 땅섬직이나마 몰수

를 당할것이니, 비록자식은 없을 망정, 자기는 자기대로 살길을 차려야 하겠다고

나선 길이 이 길이었다. 상하, 식솔을 혼자떠맡고 영감의 약값을 제손으로 벌어

야될 가련한 신세같이 우는 소리를 하지마는 그래야 남의욕을 덜 먹는 발뺌이

193) 조연현, 「文學精神의 貧困 (1)―最近의 創作에 關하야」, 《京鄕新聞》, 1949.5.30.

194) 염상섭, 「두 破産」, 《新天地》, 1949.8, 235면.

195) 염상섭, 「두 破産」, 《新天地》, 1949.8, 230면.

196) 여기서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은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이론이 말하는 이

데올로기의 작동 방식이다. (Louis Althusser, 김웅권 역, 『재생산에 대하여』, 동문선,

2007, 제 1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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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것이다.197)

해방 이후 옥임이는 “자기는 자기대로 살길을 차려야 하겠다”는 구실을 앞세워 비윤

리적인 고리대금업을 생화(生貨)로 삼았다. 반민자의 아내라는 낙인에 수치를 느끼

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고리대금업을 통한 돈벌이에 더 악착같이

매달리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친구인 정례 모친이 달음질치는 뒷모습을 보고도

비웃을 뿐인 옥임이는 이것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

이처럼 실상은 파산당한 옥임이의 삶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무수히 많은 삶의 파산선고 위에 선 자본주의 근대의 이데올로기다. 다

음의 은 그 이데올로기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들을 ‘제대로 움직이도록’ 통제

하는지 암시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교장선생님부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김옥임이가 그렇

게 되다니 불상해 못견디겠세요. 예전에 쎅쓰피어의 원서를 끼구다니구 『인형

의집』에 신이 나서하구 에렌케이의 숭배자요 하던 그런 옥임이가 동냥자루같은

돈전대를 차구 나서면 세상이 모두 노랑돈닢으로 보이는지? …(후략)』

『(전략)…다 어려운 세상에 살자니까 그런거죠. 별수 있나요. 그래도 제 돈 내

놓고 싸든 비싸든 이자(利子)라고 명토 있는 돈을 어였이 받아 먹는것은 아직도

양심이 있는 생화입니다. 입만 가지고 속여먹고 등쳐먹고 알로 먹고 꿩으로 먹

는 허울 좋은 불한당 아니고는 밥알이 올곧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세상 아닙니

까…허허허.』198)

옥임이가 “쎅쓰피어의 원서를 끼구다니구 『인형의집』에 신이 나서하구 에렌케이

의 숭배자요 하던 그런 옥임이”를 포기하고 “동냥자루같은 돈저대를 차구”다니는 처

지를 택한 것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의 생존을 위해서였다. 입센의 『인형의 집』

과 엘렌 케이가 주체적인 여성의 삶을 상징하는 명시적인 기호임을 고려할 때 옥임

이의 선택은 스스로가 삶의 주체로 구성되는 것을 단념한 것과 마찬가지다. 대신

“허울 좋은 불한당 아니고는 밥알이 올곧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세상”을 작동시키

는 메커니즘을 따르는 것만이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고 지배하는 통제력을 지닐 수

197) 염상섭, 「두 破産」, 《新天地》, 1949.8, 233면.

198) 염상섭, 「두 破産」, 《新天地》, 1949.8,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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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옥임이의 이러한 선택은 오히려 삶의 주체가 아닌 자본의 객체로 전락하는

지름길이었다. 한때 신여성이라고 불리던 옥임이의 삶은 “동냥자루같은 돈전대를 차

구 나서면 세상이 모두 노랑돈닢으로 보이는” 식으로 변질되었다. 혹은 스스로 “동

냥자루같은 돈전대를 차”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옥임이 그녀 자신이 그

“동냥자루같은 돈전대”가 되기 위해 스스로의 삶에 파산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

다.

한편 옥임이가 가엾어서 울었다는 정례 어머니의 삶 또한 이 “뛰어난 거짓말”인 이

데올로기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199) 그녀는 애초의 계

산대로 학용품 상점을 운영할 때 그녀와 그녀 가족의 생활이 ‘제대로 움직일 것’이

라고 판단한다. 때문에 은행과 옥임이, 그리고 교장 선생에게 돈을 빌리는 선택을

한다. 하지만 그 결과 그녀의 삶은 어떤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형태의 생활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변리를 갚아나가는 기계적인 과정으로 추락한다. 마침내 정례 어머

니는 학용품 상점을 교장 선생에게 넘기고 병석에 누워 상점과 자기 삶의 파산선고

를 받아들인다.

이 두 개의 파탄난 삶이 시사하는 바, 일상의 식민화는 착취를 통한 억압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통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주체의 위치를 포기함으로써 억압당하는 방

식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 식민화 메커니즘을 추진하는 동력의 근원은 왜곡된 자

본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에 있다. 여기서 두 여자의 삶을 파산으로 이끈 것이 정례

어머니의 학용품 상점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두 파산」에서 학용품

상점은 정례 어머니와 옥임이가 투입한 자본을 바탕으로 다시 자본을 생산하는 생

활경제의 구조인 동시에 이들이 살아가는 일상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면 이제 일상

은 평범한 생활의 주기적인 반복이 아닌 자본주의 근대에 의한 식민화가 이루어지

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염상섭이 일상에 주목했던 것은 이와 같은 일상의 식민화 현

상이 해방기 사회 ․ 경제 혼란의 근저에 가로놓여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식민화된 일상을 형상화하는 작업은 「일대의 유업」 연작으로 이어진다. 「일대의

유업」 서사의 초점을 주인공 기현 어머니의 애욕에 두는 기존 연구의 해석은 일상

의 식민화 현상에 대한 염상섭 문학의 비판적 인식을 놓치기 쉽다.200) 이 소설의 심

199) 알튀세는 플라톤을 언급하며 생산 관계의 재생산을 보장해주는 것이 뛰어난 거짓말로서

의 이데올로기임을 설명한다. (Althusser, 앞의 책, 276면 참조.)

200) 기존 연구는 「일대의 유업」의 소설적 가치를 기현 어머니 내면의 애정심리의 변화가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는다. 이러한 해석은 “이렇게 보면 「一代의 遺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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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제목이 “일대의 유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

설 제목은 작가가 설정한 초점이 “일대의 유업”을 상징하는 집을 향하고 있음을 암

시한다. “일생을 바쳐서 전전 푼푼이 치를 떨고 모아서 이 집 한 채를 장만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지주부로서는 아들 형제를 둔 것보다도 대견하고, 일생일대의 큰 사

업이나 남기고 가는 듯싶었을는지 모른다”는 서술처럼 기현 어머니가 하숙을 쳐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밑천 역할을 하는 집은 죽은 남편이 남긴 실로 “일생일대의

큰 사업”이었다.201)

문제는 이 “일대의 유업”이 기현 어머니가 삶의 주체로 각성되지 못하도록 가로막

는 이데올로기의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편이 죽고 난 뒤 사동집이라

고 불리는 요릿집 여주인의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은 기현 어머니가 지주부와 결혼

한 후 처음으로 집 바깥에서의 삶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기현 어머

니는 한편으로는 귀가 솔깃하면서도 차마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그 제안을

물리친다.202) 이처럼 남편이 죽고 난 후 그녀가 자기 삶의 능동적인 주체로 변모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를 포기한 것은 모두 “일대의 유업” 때문이었다. 그녀에게는 그

집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으며 집을 떠나면 “바람났다고 돌려낼 것”이 두려운 까닭에

집을 떠날 수가 없었다. 죽은 남편이 집 명의를 자신이 아닌 큰 아들 기현이에게 변

경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가 “도망군이를 붙들어 두었던가”라고 읊조린 것

처럼 남편이 남긴 “일대의 유업”은 그녀가 삶의 주체, 능동적인 행위자로 탈출할 수

없도록 붙들어 놓는 이데올로기적인 장치였던 셈이다.203)

이처럼 「두 파산」의 옥임이와 정례 모친, 그리고 「일대의 유업」의 기현 어머니

가 살아가는 일상은 그들로부터 자기 삶의 주체로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끊임없

이 박탈하는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소설에서 그 가능성이 원천봉

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일상의 식민화 지배로부터 벗어나 주체로 거

듭날 수 있는 가능성의 순간을 맞닥뜨린다. 옥임이의 경우, 정례 어머니에게 망신을

주고 돌아서서 “정례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어려운살림에 억매고 고생

하나 자기보다 팔짜가 좋다는 생각”을 한다.204) 닥치는 대로 돈을 모으는 자기 삶에

란 제목이 왜 붙여졌는지에도 의문이 생긴다”고 연구자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제목과 소

설의 주제가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중하, 앞의 글, 209, 212면 참조.)

201) 염상섭, 「一代의 遺業」, 《文藝》, 1950, 13면.

202) 염상섭, 「一代의 遺業」, 《文藝》, 1950, 16면.

203) 염상섭, 「一代의 遺業」, 《文藝》, 1950, 14면.

204) 염상섭, 「두 破産」, 《新天地》, 1949.8,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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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된 유의미한 삶의 구성 요소를 깨닫는 순간이다. 그러나 옥임이는 이처럼 무주

체적으로 물신화된 자기 삶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앞에 두고 돌아선다. 옥

임이는 정례 어머니와 헤어진 그 길로 교장 영감 집에 가서 정례 어머니에게 빚 독

촉을 할 것을 당부한다. 반성과 성찰의 가능성이 정례 어머니의 삶에 대한 시기와

자기 화풀이의 수준에서 멈추고 만 것이다.

한편 정례 어머니는 교장 영감에게 학용품 상점을 잃고 난 후 자신의 삶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의 순간 앞에 선다. 성실하게

학용품 상점을 운영하고 여기저기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으나 돌아온 것

은 엄청난 변리의 빚이었고 상점은 결국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그녀

는 스스로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도록 만든 “뛰어난 거짓말”의 정체에 매우

근접해있었다. 그러나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완벽히

배반한다.

『마누라 염려 말아요. 김옥임이 돈쯤 먹자만 들면 삼 사십만원쯤 금세두 녹여

내지. 가만 있어요.』

정례부친은 앓는 마누라앞에 앉아서 이렇게 위로하였다.

『옥임이 돈을 먹자는 것두 아니지마는 무슨 재주루?』

마누라는 말리는것도 아니요 부채질하는것도 아닌 소리를하였다.

『김옥임이도 요새 자동차를 놀려보구 싶어한다는데 마침어수룩한 자동차한대가

나섰단 말이지. 조금만참어요. 우리집 문서는 아무래두 김옥임여사의 돈으로 찾

어놓고 말것이니….』

하며 정례부친은 앓는 안해를 위하여 뱃속 유하게 껄껄 웃었다.205)

정례 모친은 자기 살림과 삶을 모두 파탄낸 이데올로기의 정체를 파악하는 대신 옥

임이의 돈을 녹여낼 수 있다는 남편의 재주에 관심을 보인다. 삶의 파산선고를 끊임

없이 재생산하는 메커니즘과 단절되지 못하고 작동 메커니즘의 악순환의 일부가 되

는 편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례 어머니 위에 옥임이의 음영이 드리워지는 것

은 불가피한 문제다.

「일대의 유업」의 기현 어머니 또한 그녀를 억압하는 “일대의 유업”으로부터 탈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 그녀는 새로 하숙 들게 된 김 선생에게 사랑을 느끼며

주체로 구성되고자 하는 욕망에 어렴풋이 눈뜬다. 이후에 마침내 사동집의 밥 어미

205) 염상섭, 「두 破産」, 《新天地》, 1949.8, 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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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어간 기현 어머니는 김 선생과 재회한다. 김 선생은 “그렇게 새침하고 숫색시

같이 잔부끄러움을 타던 기현 어머니가 대담하고 암팡지게 나서서 이런 장사를 하

는 것을 보니 사람이란 주위 환경이 바뀌기로 이렇게도 달라지랴”라는 생각과 함께,

“집 속에서는 눈도 치뜨지 못하던 그때가 인생의 기로(岐路)에서 마지막 바득이던

가장 위험한 시기였던가 하는 짐작”에 이른다.206) 이 서술은 김 선생에 대한 기현

어머니의 애욕이 그녀 “인생의 기로”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기현 어머

니는 김 선생에 대한 애정에 눈뜨면서 남편이 죽고 난 후 생활을 꾸려나가는 가운

데 잊고 있었던 주체의 욕망을 되찾는 것이다. 바야흐로 기현 어머니는 하숙집 과부

와 요릿집 밥어미의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거듭나는 각성의 순간에 이

르고 있었다.

그러나 주체로의 각성은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좌절된다. 첫 번째는 시동생이 집

문서를 저당 잡혀 빚을 낸 것이었고, 두 번째는 김 선생이 기현 어머니에게 직장 동

료 김 과장의 재취 자리를 주선한 일이었다. 자기 삶의 주체로서 욕망했던 남자로부

터 애정을 거절당하고 생활의 물질적 기반이 위협받게 되면서 기현 어머니는 피동

적인 삶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을 깨닫고 절망한다.

(대관절 과부란 뭔구? 과부는 어떻게 살라는거람? 과부가 무슨죄가 있길래 이

렇게 살라는건구?……) 기현어머니는 이렇게 혼잣속으로 화를 내보았으나 뉘게

물어봐야 일러줄것도 못되고 다만 앞이 캄캄한것같을뿐이었다.

(난 웨 공부두 웨 못했던구? 허지만 영감이 먹을거라두 남겨 주구 갔더라면 어

느 미친년이 서방에 눈을 뜨려들까!……)

공부를 하였더라면 그공부가 자식보다 더 든든한 지팽이가 되었을것 같고 앞이

환할것 같다. 그러나 김과장에게 먹여 살리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없던것을

생각하면 먹고 살수가 없어서 그런것은 아니었다는것을 깨닫못하는 기현어머니

도 아니었다.207)

“과부가 무슨죄가 있길래 이렇게 살라는건구”라는 기현 모의 물음은 능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과부의 처지를 한탄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절망은 그녀가 처한

현실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정법을 제시한다. 하나는 그녀가 공부를 했다

면 남편이 남긴 집과 자식에 의지하지 않고 김 과장의 재취 자리를 주선 받는 모욕

206) 염상섭, 「一代의 遺業」, 《文藝》, 1950, 30-31면.

207) 염상섭, 「續 一代의 遺業」, 《新思潮》, 195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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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으리라는 가정법이다. 나머지 다른 하나는 차라리 죽은 영감

이 유산을 넉넉히 남겨놓고 죽었더라면 “서방에 눈을 뜨려들” 일도 없었을 것이며

능동적인 삶의 주체에 대한 욕망을 깨닫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한탄이다. 결과

적으로 이 둘은 모두 가정법이며 그녀의 형편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일들인 까닭에

기현 어머니는 “갈데라고는 역시 제 집구석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208) 어렵사

리 각성한 주체의 욕망을 포기하고 남편이 남긴 “일대의 유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다.

「두 파산」과 「일대의 유업」 연작을 통해 살펴본 바대로 염상섭 소설의 일상은

다른 작가들이 포착하지 못한 일상의 이면과 거기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이는 단정 수립 이후 그의 문학이 반공주의로 경직된 사회 속에서

식민화된 일상을 극복하는 것으로 문제의식의 지평을 넓혀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극복의 문제는 이데올로기를 간파하는 수준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즉 이데올로기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를 기입하는 글쓰기에 이를 때 염상섭 문학이 지닌 탈식민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6.25 발발로 연재가 중단된 장편소설 『暖流』(《朝鮮日報》, 1950.2.10-6.25)에서

염상섭은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주체의 복원 작업을 시도한다. 잘 알려진 바대로

염상섭은 전쟁으로 인해 연재가 중단된 『난류』의 인물 구성과 기본 설정을 『驟

雨』(《朝鮮日報》, 1952.7.18-1953.2.20)로 옮겨와 『난류』에서 중단된 서사를 계속

이어나간다. 따라서 『난류』는 비록 미완이지만 한국전쟁 이후로 이어지는 염상섭

문학의 흐름을 설명해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난류』는 전

일지물과 삼한무역이라는 두 합자회사의 “합동문제”에 삼한무역 사장 딸인 덕희와

사원 한택진, 그리고 전일지물 맏아들 전필환 사이의 삼각관계가 결부된 구조의 서

사이다. 이념의 문제를 두고 혜란, 병직, 베커가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효풍』과 비

교해볼 때 『난류』의 서사는 염상섭 문학의 문제의식이 이념에서 미국식 자본주의

의 사회적 확장 문제와 결부된 근대적 일상 담론으로 확실히 선회했음을 보여준다.

상술한 서사 구조에서 드러나듯 『난류』의 핵심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지배하고 개인을 억압하는 가운데 주인공 덕희가 그 억압을 극복하고 주체로 구성

되는 과정에 놓여있다. 덕희와 택진은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 덕희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동시에 택진이 사원으로 일하는 삼한무역의 경영난 때문에

전일지물과의 합동을 위한 덕희의 정략결혼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다. 삼한무역은

208) 염상섭, 「續 一代의 遺業」, 《新思潮》, 1950.5,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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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여명 사원의 월급도 간신히 치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자본 부족 문제에 시

달리고 있는 형편인데 전일지물의 출자를 위해 덕희를 일종의 “교환조건”으로 내놓

은 것이다.209) 이 과정에서 택진을 향한 덕희의 감정과 결혼에 대한 그녀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된다. “덕희는 그야말로 자기몸이흥정이 잘안되는덤으로내놓는 그런

갑싼 존재가 되었나 싶”은 불쾌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그녀가 자기 삶에서 주체의

위치를 박탈당하고 “교환조건”으로 전락하는 데서 비롯된 감정이었다.210) 게다가 덕

희는 자신과 택진 사이의 감정과 인간적인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정략결혼을 “매매

결혼”, “구문이 얼마나 생기는 흥정”, “장사치 근성”의 모략이라고 비판하는데, 이는

자본의 문제를 초월하는 인간관계를 침범하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겨냥한 비판이

다.211)

이와 같은 상황을 앞에 둔 택진과 덕희의 대응 방식은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덕희

는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조건 내에서 주체의 최대치를 확보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

는 반면, 택진은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에 항복하는 자세를 취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장면은 정략결혼에 대한 두 남녀의 대조적인 대응 자세를 단적으로 보

여준다.

「자기의 예술도 살리구, 순정도 살리구, 의리도 세우구, 이해타산도 고려(顧慮)

에 넣구… 그리구 명랑하게 자유롭게 살수는 없을까요?」

「하하하. 그런 입에 맞은 떡이 있으면야! 그런 세상이 돌아와야는 하겠지만….

그러나 별수 없는거요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도 아들딸 낳구, 뜰에 기저귀가 널

리구하면, 벌써 인생의 반은 넘어 간것이요, 처녀쩍꿈은 기억을 아무리 뒤져봐야

자취두 없이 스러지고 마는거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인생에대한의무(義務)로

생각하고 처리해 나가는것이 현명합네다!」택진이는 이 여자의 입에서 이 이상

무슨 난데없는소리가 나올까보아 미리입을 트러막느라고 애를썻다.

「염려 마세요. 결혼문제는 꿈도 안꾸구 있읍니다마는 내손으로 귀정을 낼거지,

아무두 아랑곳을 하게는 안할거니까요.…」212)

덕희는 예술과 순정, 의리를 세우면서 명랑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이상을 그녀의

209) 염상섭, 『暖流』, 《朝鮮日報》, 1950.2.21.

210) 염상섭, 『暖流』, 《朝鮮日報》, 1950.4.2.

211) 염상섭, 『暖流』, 《朝鮮日報》, 1950.4.20.

212) 염상섭, 『暖流』, 《朝鮮日報》, 19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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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속에서 실현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택진은 그 모든 것이 현실에서는 “자취두 없

이 스러지고 마는” 것들이라고 치부하며 주체적인 삶에 대한 꿈을 버리고 “모든 것

을 과학적으로, 인생에대한의무(義務)로 생각하고 처리해 나가는것이 현명”하다고

말한다. 요컨대 택진은 현실적인 한계에 순응해 덕희에 대한 감정을 숨기고 그녀를

포기하는 인물로서 자기 삶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쉽게 포기한다.

덕희는 이와 같은 택진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또 오빠 기홍이가 대신 나서서 이 문

제를 해결해주리라 기대하지도 않으며 스스로 정략결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한

다. 그리고 자기 삶의 주체로 서려는 덕희의 사고방식을 이상론에 불과한 것으로 치

부하는 기홍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이상론 아니면, 제마음에 드는 여자를 제 힘, 제자줏것 끌어보는 게 아니라,

돈의 위력이나 패를 써서 마음대로 해보자니, 옛날여성이면 몰라두 지금세상에-

적어도 내게는 안될 일이죠. 돈의힘이나 농간으로 낙시질하는 그런남자면야 그

만치 모자라는데가 있을거 아닙니까. 한편이 곤○ 그런 남자에게 무얼 바라구

가라는거얘요? 현대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난 그런 남자는 발살에 낀 꼽잭이

만치도 안 아라요! 그런걸 자꾸 권하시는 오빠나, 한선생두 난 인젠 존경을 안해

요!벌써 세상의 간국(苦○)에 저러서 생기가 없이 사기를 버리고 주장을 버리고

타협(妥協), 굴종(屈從)으로만 어름어름 살아 가시려는 것이구나!하는 생각을하

면, 오빠나 한선생이 가엾어요!……」213)

덕희는 돈의 위력이나 패에 자기 삶에 대한 선택과 주도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자기와 달리 “생기가 없이 사기를 버리고 주장을 버리고 타협

(妥協), 굴종(屈從)으로만 어름어름 살아”가는 기홍이와 택진이의 삶의 방식이 옳지

못함을 비판한다. 이와 같이 덕희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주체적인 삶의 추구 양

상은 염상섭 문학이 『난류』에 이르러 일상의 식민적 권력, 특별히 『난류』의 경

우 자본의 억압적인 권력에 의해 상실되어가는 주체를 복원하는 글쓰기를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덕희는 그 극복을 위한 글쓰기의 주체 복원 작업에서 핵심적

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서 서사 도처에서 개인과 그의 삶을 식민화하는 자본의 권력

에 저항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염상섭이 『난류』의 덕희를 통해 수행하는 주체 복원의 문학적인 작업은 한국전

쟁으로 인해 연재가 중단되면서 잠시 보류되지만 『취우』에 이르러 강순제에 의해

213) 염상섭, 『暖流』, 《朝鮮日報》, 19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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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다. 『취우』의 주인공 강순제는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역사 속에서도 일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주체로 형상화되는데, 이는 그 전신인 『난류』의 덕희를 통해 작

가 염상섭이 주체 복원의 가능성을 충분히 탐색한 예비적인 작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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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동안 해방기 염상섭 소설은 해방기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에 환원시켜 설명하는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그의 중간파 이념은 문단의 좌우익 이념 대립 구도를 전제로

논의되었고, 이러한 까닭에 중간파 이념을 형성시킨 작가의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그

이념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또한

환원적인 설명 방식으로 인해 1948년 단독 정부 수립 이후의 염상섭 문학은 그 이

전에 보였던 첨예한 문제의식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절하되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는 해방기 염상섭 문학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확인하는 작업의 필

요성을 제기했다. 본고에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탈식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해방기 염상섭 소설을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걸음」과 「엉덩이에 남은 발자욱」에서는 민족주의적 서사를 통해 해방을 의

미화하려 한 시도와 그것의 한계로 나타난 서사의 균열이 확인된다. 이 두 소설은

일차적인 의미의 탈식민, 곧 민족적 정체성의 회복을 부계적 혈통의 회복에 대한 상

징으로 서사화하고 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염상섭이 해방기 민족주의 담론 내부에

서 탈식민적 주체를 모색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작가는 민족주의 담론에 의

해 생산된 주체는 탈식민의 성취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는 모순 또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이중적 인식은 「엉덩이에 남은 발자욱」의 마지막 장면과 같은 부분

에서 서사의 균열로 표면화된다.

이 욕망과 균열의 변증법은 염상섭의 만주 체험 서사에서 만주 이주민의 시선을

통해 해방 현실을 외부자적으로 인식하는 탈식민적 시각으로 발전한다. 이는 「엉덩

이에 남은 발자욱」에서 발견한 민족적 주체의 한계를 바탕으로 실제 해방기 사회

현실을 구성하는 주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엉덩이에 남은 발자

욱」에 내재한 서사의 균열은 「모략」에 와서 보다 구체화되는데, 이는 탈식민적

현실에서 민족적 정체성의 동일성이 무효화되는 상황과 그럼에도 민족의식으로 서

사를 봉합하려는 경향이 길항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혼란」에서는 만주라는 공

간과 만주 이주민의 시선을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탈식민적 현실을 구성하는 것

은 담론이 생산하는 민족적 주체가 아님을 반증한다. 「삼팔선」에서는 만주 이주민

의 외부자적 인식과 위치가 만주로부터 귀환하는 피난민의 모습으로 변주된다. 「삼

팔선」은 피난민의 귀환과정을 서사화함으로써 민족국가 수립으로 요약되는 당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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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담론을 무효화하고 탈식민은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당위적인 문제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완료되지 않은 도달점이라는 인식의 기틀을 마련한다.

탈식민적 인식과 평행을 이루고 있었던 탈식민적 주체 모색의 전개 과정은 「이

합」, 「재회」 연작과 「그 초기」에서 진행된다. 이 세 소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

고 있는 지식인 주체는 이북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함께 체제의 이데올로기

와 그 배후에 놓인 제국의 역학 관계를 꿰뚫어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탈식민적 주체로 발현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탈

식민을 그들이 속한 체제 바깥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했기 때문에 체제에의 저항

가능성이 축소되는 한계를 노출한다. 이 한계는 장편소설 『효풍』에서 보다 심화된

서사와 인물 구도를 통해 극복된다. 장편소설 『효풍』은 중간파 이념을 바탕으로

체제 내부의 식민 권력에 저항하는 주체를 모색한다. 그 주체에 해당되는 주인공 혜

란과 병직은 자신이 속한 체제의 현실 안에서 지배 권력을 해체시킬 수 있는 탈식

민적 주체 행위를 모색하고 확보하기에 이른다. 염상섭은 『효풍』을 통해 중간파

이념이 탈식민을 성취할 이념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다.

1948년 단정 수립이라는 사회적인 변화는 문제의식의 초점을 이념적 탈식민에서

근대적 일상에서의 탈식민 문제로 이동시킨다. 「두 파산」과 「일대의 유업」 연작

은 자본주의 근대에 의해 식민화된 일상과 그 일상의 수면 밑에 잠복해있는 이데올

로기의 작동 양상을 표면화한다. 일상의 식민화를 극복하는 문제는 개인들이 그 식

민화 이데올로기의 작동 메커니즘을 인식하고 저항하는 주체로 구성되는 과정을 형

상화함으로써 모색된다. 미완의 장편소설 『난류』에서 주인공 덕희는 개인과 그의

삶을 식민화하는 자본 권력에의 저항을 수행하는 인물로서 이 시기 염상섭 소설의

주체 복원 작업이 성취한 결과물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염상섭 문학에서의 탈식민

문제가 정치 이념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 근대의 차원으로까지 그 스펙트럼을 넓혀

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본고는 탈식민주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해방기 염상섭 문학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탈식민의 추구에 있었음을 규명했다. 이 시기 염상섭의 소설은 작가가 직접 체험한

바 있는 만주 이주민의 시선을 통해 탈식민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며, 이를 바탕으로

탈식민의 성취를 문학적으로 모색하기에 이른다. 그 모색의 결과물은 중간파 이념과

그것에 기초한 탈식민적 저항 주체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염상섭이

좌우익 담론의 모순에 함몰되지 않은 채 완전한 해방의 성취라는 탈식민의 과제를

탐색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또한 그는 단정 수립 이후 이념적인 모색의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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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후에도 문제의식을 폐기하지 않고 자본주의 근대가 초래한 일상의 식민화를

극복하는 문제로 선회해 탈식민 추구라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본고에서 시도한 해방기 염상섭 문학에 대한 탈식민주의적인 접근 방식과 분석은

종래의 해석들이 취한 환원적인 시각의 한계와 더불어 해방기 염상섭 문학에 대한

해석상의 불충분, 일관된 시각의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근접할 수 있

었다. 해방기 염상섭 소설이 지닌 탈식민 추구의 문제의식은 비단 염상섭 문학의 범

주 안으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해방기 문학의 보다 큰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 따

라서 본고에서 취하고 있는 탈식민주의 시각과 분석 방식은 해방기 문학사의 흐름

과 연계될 때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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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colonial Vision in Yom Sangseop’s 

Fictions of the Liberation Period, 1945-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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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examines the postcolonial vision in Yom Sangseop’s fictions of 

the Liberation Period (1945-1950) and explains that Yom Sangseop, in fact, 

shaped his fictions with the aim of seeking a literary solution to complete 

the decolonization process in Korea. The liberation of Korea, its political 

independence from Japanese Imperial rule, meanwhile, in the context of 

literary history, required that Korean writers discuss postcolonial identities 

and subjects as well as invent the theoretical and ideological basis for 

ultimate decolonization. Yom responded by his expressing his postcolonial 

vision in his fictions, which were created as the result of investigating the 

ways to establish the postcolonial issues.

Yom’s writing can be defined as postcolonial discourse in two 

aspects: first of all, it explores postcolonial identities and subjects 

particularly from the marginalized perspective of the Korean immigrants in 

Manchuria. This kind of perspective enables Yom’s fictions, such as “The 



First Step,” “The Scheme,” “The Disorder,” and “The 38thParallel” to 

represent the replacement of colonial identities with postcolonial ones and 

the eradication of colonialism. The narrative of “The First Step,” Yom 

Sangseop’s first novella since his return from Manchuria to Seoul, seems 

to be constructed on nationalism in that it practices, in some ways, the 

nationalist logic of identification and exclusion within the structure of 

nationhood. Soon, however, in “The Footprints Left on His Bottoms,” the 

self-destructive danger that this kind of logic can result in is implied in 

the last scene, which can possibly be interpreted as the writer’s increased 

understanding of postcolonial identities and subjects. At the same time, the 

new order represent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defined 

as a so-called neo-colonialism, is clearly marked by the figures of the 

refugees crossing the 38th parallel. The notion of the advance of the new 

imperial forces and the postcolonial identities who were against them is 

developed to imagine the postcolonial subject in the following fictions 

published in 1948.

             The idea of the “middle ground” tested and represented in 

Yom’s fictions of 1948, a political idea which rejects both of the two 

predominant ideologies, socialism and bourgeois nationalism, is the 

postcolonial vision that the writer pursued. In such short story series as 

“Meeting and Parting” and “Reunion,” the intellectual narrator is aware of 

and criticizes the colonial power operating behind the ideologies. However, 

the narrator ends up in exile without taking any strong actions to resist 

the dominant power. The possibility of resistance surfaces in Yom 

Sangseop’s first novel since the liberation, The Breeze of Daybreak. The 

figures in this novel, representing the idea of the “middle ground,” 

demonstrate that decolonization in the postcolonial era would be fully 

achieved not through the ideological monopoly of socialism or bourgeois 

nationalism, but through the creation of an open space of diverse ideas and 



values. Yom Sangseop, indeed, confirms this postcolonial vision by 

participating in a political movement standing for the middle ground as 

well. 

             After the emergence of a separate regime in South Korea, the 

writer’s pursuit of the postcolonial vision in political and social ways was 

not allowed anymore because anti-communist hysteria began to restrict 

political freedom. At the same time, as American capitalism was spreading 

in the society, the problem of ideological colonization turned into the 

problem of the colonization of everyday life. Yom Sangseop’s fictions also 

followed this change. “Two Bankruptcies,” “The Legacy of One 

Generation,” its sequel, and the unfinished novel, Warm Current, depict 

female characters who struggle against the oppressive power of capitalism 

and patriarchy in everyday life. In other words, Yom strived to create 

subjects capable of defending their identities from the microcosmic colonial 

power of everyday life in the postcolonial era.

             Yom Sangseop’s fictions of the Liberation Period criticize a 

new type of colonialism in the postcolonial era and attempt to invent 

subjects who can resist and escape from the domination of the new 

colonial power. The writer’s personal postcolonial experiences, for 

example, crossing the Chinese border and the 38th parallel, are thought to 

have influenced his postcolonial writing that discovers a way to achieve 

genuine liberation.

 

Keywords: postcolonial, liberation, postcolonial identities, postcolonial 

subject, colonialism, colonization of everyday life, restoration of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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