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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근대	한국문인의	북경	인식을	보다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연		
구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목적의식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근대	중국과	북경.	
에	대해	한국	지식인의	심상지리에	 대한	파악을	기반으로 근대	 한국문인이	,	
북경을	방문하고	이로써	획득한	북경	체험의	실상을	검토하고	밝히면서 그들,	
에	의해	기억되는	북경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표상되는	북경이	지니고	있는	,	
의미를	규명한다 본고는	 년	 월	 일	만주사변 과	 년	.	 1931 9 18 ( ) 1937 7滿洲事變
월	 일	중일전쟁에서	일제의	북경	점령을	비롯한	두	개의	시기적	전환점에	29
의해	시기별로	북경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던	대표적인	한국문인과	그들의	작
품에	대해	검토하 다 이로써	초점을	맞춘	한국문인이	북경을	인식할	때	각.	
자의	특징을	밝히는	동시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시대적	특성을	가려
내며	최종적으로	북경	인식의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장에서는	 년대부터	 년	만주사변까지	대표적으로	심훈과	박세		2 1920 1931
의	북경	인식을	조명하 다 우선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종래부터	긍정	.	
및	부정의	이중적인	관점이	공존해왔다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	
중국	국력의	쇠약과	중국을	근대화의	낙오자로	간주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반면에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의	유래는	동아시아	공동	문명에	대한	지향
으로	가진	중국에	향한	연대감과 한국의	 현실과	미래를	비추는	거울 로서	중,	 ‘ ’
국이	지닌	참고적인	가치에	있었다 심훈은	북경을	통해서	역사적	흐름	속에	.	
중국의	정세를	파악하면서	조선인으로서의	자신과	조국	조선이	직면하고	있었
던	현실에	대해	더욱	뚜렷한	비젼을	획득하 다 또한	박세 이	근사한	처지.	
에	놓인	중국을	조선과	동일시하는	태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그가	중국.	
을	위해	곤경을	타파하는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중국	혁명의	경험이	조선에	
있어서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는	것 즉	중국을	조선을	위해	미래의	길을	비‘ ’ ,	
춰주는	거울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선보 다.

장에서는	 년	만주사변부터	 년	북경의	함락까지	정래동 이광수		3 1931 1937 ,	 ,	
주요섭을	비롯한	한국문인의	북경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	한국	.	
지식인이	중국에	대해	초보적으로	현장감과	객관성을	지닌	인식이	형성되었으
며 중국	혁명	경험에	대해	 보다	독자적인	목적의식을	갖추면서	 비판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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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는	태도를	선보 다 이	시기에	북경지역에서	활발했던	한국	독립운동.	
이	퇴조했고	일제의	중국침략이	시작되었지만	침략	공세가	아직	 북경에까지	
만연되지	않았다 그	결과	북경	한인사회를	주도하는	이데올로기가	부재함으.	
로써	이	시기에	한국문인에	의해	표상된	북경은	오히려	문인	간에	다방면의	
차이성으로	인해	더욱	색다르고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정래동은	.	
신문화운동과	중국	현대문학의	중심지인	북경에	머문	동안	당시	중국이	사회
적 경제적인	발전에서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의식하면서도 중국문· ,	
학의	 진보적이고	배울	 가치가	있는	 일면을	간과할	수	없었으며 중국문단의	,	
정황과	중국문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개하 다 이광수는	북경을	직접적으.	
로	방문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표출하지만	그의	소설에서	북경이	지극히	부
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 다 이러한	실제적	경험과	모순된	문학적	북경	표상.	
은	근원적으로	그가	민족주의를	지향하면서	가지게	된	유교와	중국에	대한	비
판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북경으로	대표되는	유교사.	
상 중국 한족에	대한	부정과	비판은	조선의	입장에	기반하는	중국에	대한	비,	 ,	
판적인	수용	태도의	구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북경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아	.	
머물었던	한국	문인으로서	주요섭은	북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북.	
경은	그에게	도피처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는	내면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북경
에서	현실을	회피하면서	생활하 다 따라서	주요섭의	북경	체험과	인식은	나.	
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다른	문인에	비해	보다	보편성이	떨어지는	개인적
인	인식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

장에서는	 년	북경	함락부터	 년	해방까지	김사량과	정비석을	비		4 1937 1945
롯한	한국문인에게	북경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규명해보았다 일제	말기로	들.	
어서면서	한국의	탈식민과	주권	회복의	가능성을	중국에	기탁하는	것은	희망	
없는	소모로	판단한	한국	지식인들은	적극적으로	일본	협력에	나섰으며 그들,	
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일제의	부정적인	중국관에	동조하게	되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끝까지	일제	협력을	거부하는	지식인들은	중국과의	연대와	협력
을	통해서	일제에	대항하여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려고	하 다 중.	
국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김사량은	한국에게	중국을	연대	및	협
력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는	중국	문화중심으로서의	북경을	경유해.	
서	뿌리	깊은	한중	간의	문화적	연대에	기반하여	전통	문화의	 고차원적	회복‘ ’
으로써	한국이	피식민지의	처지에서	벗어나	더	나아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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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 다 이와	대조되는	정비석은	소설에서	북경을	.	
극히	천하고	부정적인	공간으로	그려내며	이로써	식민지적	인식	체계의	 향
을	받았던	중국에	향한	그의	부정적인	시선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그가	북.	
경을	비롯하여	중국을	비천한	존재로	강렬히	부정했던	것은 그가	일제의	진,	
에	 합류하면서	일본과	 함께	중국을	 피정복자로	표상함으로써	스스로	 힘을	

획득하며	피식민자에서	일약	정복자의	대오에	들어설	수	있다는	허위	의식에
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 다.

주요어:	북경 한인사회 독립운동 심상지리 공간 북경	체험 북경	인식 식,	 ,	 ,	 ,	 ,	 ,	 ,	
민지 탈식민 근대화 문명,	 ,	 ,	 ,	연대 동아시아 문화,	 ,	

학		번:	2015-2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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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문제제기	및	연구사	검토1.1.	

본	연구는	근대	시기에	한국	문인이	북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문학	작품에서	북경이	어떻게	표상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근대에	.	
조선인이	중국으로	가면서	많이	방문하거나	다수	체류했던	지역은	만주 상해,	 ,	
북경	등1)을	들	수	있으며	아울러	한국	문인의	중국	체험도	이	세	개	지역	위
주로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체험에	기초하여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을	.	
남긴	한국	문인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	특정	지역에	대한	한국	.	
문인의	인식과	문학	작품에서의	표상을	다룬	연구는	대부분	상해와	만주를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방문과	이주	경험.	
을	가진	한인의	수와 한국	문인들이	남긴	문학	작품의	수량에서	비롯된	것이,	
기도	하지만 더욱	심층적	원인은	한국	현대문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만주와	,	
상해에	비해	북경이라는	공간이	지닌	특수성과	중요성이	충분히	발견되지	못
하기	때문이다.	
만주는	근대에	일제에	 의해	점령되고	식민지화되어	만주국까지	성립된	후			

조선인이	대규모	이주한	지역이었으며	상해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소재지 기에	
두	지역	모두	한국현대사와	관련하여	자주	환기되는	지역이다 이에	비해	북.	
경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국현대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보다	 접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	현대문학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북경이	지
닌	가치를	쉽게	간과할	수	있다 그러나	북경이	지닌	특수성과	중요성은	근현.	
대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중	양국이	공통적으로	지닌	얽히고설킨	역사
적	인연에서	발원된다는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경을	연구하는	학.	
자	조원 은	북경이	본질적으로	어느	특정한	시대에	속하는	도시가	아니( )趙園
라	 원히	유구하면서	신성하고 동시에	역사이자	현실이고 무궁한	역사를	“ ,	 ,	
담으면서도	생기 가	넘친( ) ”生機 2) 곳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과거	 .	 “ ,	

1) 이	세	개	지역에	비해	한인	방문과	이주가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	남경 천	 ( ),	南京
진 등을	들	수	있다( )	 .天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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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미래를	한	몸에	지니고	있 는	북경은	 어제 오늘 내일에	속한	도시이” “ ,	 ,	
자	 원한	도시”3)이다.4)	따라서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	북경이	갖춘	독보
적인	이미지와	위상 특히,	 성내	곳곳에	발견할	수	있는	고적들은	전통	중국의		
제도 로서의	북경을	만들고 먼	과거부터	근현대를	이으며	현재까지	지( ) ,	帝都
속적으로	그의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현대문학을	연구	
하는	입장에서	출발할	때도	북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절대	 현재에	머물	수	없‘ ’
으며	항상	이	도시가	근본적으로	품고	있는	역사성을	의식하면서	조명해야	한
다 북경이	본질적으로	지닌	역사성을	포섭하면서	만주 상해와	비교할	때	비.	 ,	
로소	북경이	지닌	특수성과	중요성이	부각된다.
다른	한	편으로	근대	한국	문인들이	북경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본적으로			

역사의식 에서	비롯된	감수성이	담겨있게	되며 이런	감수성은	또‘ ( )’ ,	歷史意識
한	그들의	현재적	경험의	일부로서	작용한다.5) 최학송의	연구에	따르면	근대		
북경을	방문한	한국	문인들의	체험기가	각자	다른	것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북
경	성내의	고적과	유물에	대한	소개와	감수를	적고	있으며 특히	 웅장함 이라,	 ‘ ’
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6) 근대	북경을	방문하는	한국		
문인들이	공통적으로	북경의	고적을	주목하는	현상은	인간으로서	상통한	문화
적	감정	혹은	심미적	경향에서	유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근접한	역사
적 문화적	기억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즉 그들은	본래	중국 특히	북경에	대· .	 ,	 ,	

2)	“ ,	 ,	 ...”	永遠古老而又 久新鮮 同時是歷史又是現實 有無窮的歷史容量且不乏生機 趙它 恆
면,	 :	 ,	 ,	2002,	7 .園 北京 城與人 北京大學出版社『 』

3) 중략	“ ,	 ...( )...	 ,	 ,	在自己身上集中了中國的過去 現在與未來 是屬於昨天 今天 明天的它 它
위의	책,	 .”	城 永遠的城 면,	17 .

4) 비슷한	 맥락으로	 근대에	 북경을	 연구하는	 미국	 학자	 데이비드	 스트랜드	 (David	
도	 북경이	 지닌	 역사시간적	 중층성을	 지적한	 바	 있다Strand) .	 “Beijing	 in	 the	

1920s,	 as	 a	 human	 and	 physical	 entity,	 clearly	 preserved	 the	 past,	
accomodated	 the	 present,	 and	 nurtured	 the	 basic	 elements	 of	 several	 possible	
futures.”	 David	 Strand,	 Rickshaw	 Beijing:	 city	 people	 and	 politics	 in	 the	『

면1920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7 .』
5)	“ ,	 ,	無論是皇帝還是文士 他們面對北京或北京的某處古跡時發生的歷史意識 都充滿了政

,	 .”	 ,	 :	治和倫理的領悟 這些領悟是活躍的現實經驗的一部分 季劍 重寫舊京 民國北『青
,	 · · ,	2017,	京書寫中的歷史與記憶 生活 讀書 新知	三聯書店』 면 원문은	중국	4 .	導論	

문인에	대한	분석이지만	이는	한국	문인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6) 최학송 한국	근대	문학과	베이징 한국학연구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	 ,	 ,	 31,	「 」 『 』	

소 면	참조,	2013,	327~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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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종의	 선험적	친숙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으‘ ’ .	
로써	만주와	상해와	비교할	때	한국	문인에	있어서	북경이	일차적으로	지닌	
독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근대	북경에서도	일정한	규모를	갖춘	한인사회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		 ,	

안하면서	이	도시가	겪은	역사적 정치적인	변천과	궤적을	살펴보면서 한국문· ,	
인이	북경을	어떻게	경험했고 또한	어떤	인식을	남겼는지라는	문제의식을	중,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한국	문인의	북경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	
지역과	차별화된	의미	있는	결론을	획득할	수	있다.	근대	한국인의	북경	방문
과	이주는	 세기로	들어서면서	시작되어	 년	 운동의	 향으로	인해	20 1919 3·1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가와	청년	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한인들이	.	
북경	진출을	시작한다 이로써	 년대에	북경행을	택한	한국	문인의	수도	.	 1920
적지	 않았으며	그들이	 북경에서	 지내면서	 겪은	경험	 역시	다양하다 그러나	.	

년	 월	 일	만주사변 으로	시작되는	일제의	중국	침략의	 향1931 9 18 ( )滿洲事變
으로	북경을	비롯한	중국	중심	도시에서	반일시위가	발발하여	반일감정이	고
조된다 이로	인해	당시	사실상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국적상	일.	
본	국민으로서의	조선인들은	중국인들에	의해	일제와	같은	진 으로	간주되며	
북경에서	한인의	활동이	심히	제한되고	한국	문인의	북경	진출도	이에	따라	
신속히	줄어들게	된다 일제가	만주지역을	점령한	후	 년	 월	 일	중국	.	 1937 7 7
노구교사건 으로	중국	화북 지역을	침략하기	시작하여	결국	( ) ( )盧溝橋事件 華北

년	 월	 일에	북경도	함락된다 그로부터	일제는	점령한	지역을	확보할	1937 7 29 .	
인력	조달을	위해	한인들을	조직하여	그들의	북경	진출을	촉진시킨다 이	시.	
기에	대부분	한국	문인들의	북경행은	시찰	혹은	일제	통치	하의	기관에서	취
직	등의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근대	한국	문인의	입장에서	볼	때	.	
북경은	 년	만주사변과	 년	일제의	손에	 넘어갔다는	역사적	사실을	1931 1937
비롯한	여러	번	중대한	질적인	변천을	경험하여	만주 상해와	유별한	궤적을	,	
그려온	것이	분명하다 이	토대	위해서	한국	문인의	북경인식은	만주나	상해.	
를	다녀온	문인과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들이	문학	작품에	형상화한	북경도	
더욱	색다르고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북경이라는	도시가	한국	현대문학을	연구하는	데에	지닌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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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독특성에	비해	한국	문인의	북경	인식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
이	대거	존재한다 특히	상해나	만주에	대한	한인의	인식을	전반적으로	고찰.	
하는	연구	성과가	이미	어느	정도	거두어졌던	것에	비해 북경	인식에	관한	,	
연구는	몇몇	작가의	북경	행적을	추적하고	각자의	북경	인식을	살펴보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한.	
국	문인의	북경	체험에	대한	보다	더	세 한	고찰을	바탕으로	근대	한국	문인
의	북경	인식을	전반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근대	한국	문학	작품에서	나타난	북경에	관한	서사를	통해서	문학			

작품에서	북경의	이미지를	밝히고자	하며 다	나아가	각	작가의	사상적	지향	,	
및	문학세계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의	기반	위에	근대	한국문학에서	드러난	북
경에	대한	인식을	비교적으로	전면적인	시각을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	
연구를	진행하기의	앞서	우선	근대	북경에서	한국	문인들의	삶과	활동의	실상
에	대해	세 하게	파악하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초석이	된	연구는	,	
근대	북경	한인	사회의	형성과	그	기반	위에	전개된	한국	지식인의	민족운동
에	주목하는	연구들로	꼽힐	수	있다.	
근대	중국에서	만주를	비롯한	중국	동북지역과	상해를	비롯한	중국	관내지		

역에서	이루어진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의	상황은	이르게	주목	받았지만 비슷,	
한	맥락에서	북경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년대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2000
다.7) 그중에	조규태	 8) 박환,	 9) 신주배,	 10) 등	한국	학자들과	손과지, ( )孫科志 11)

7) 년	이전	북경에서	한인	활동을	다룬	연구는	기본적으로	중국	관내지역에서		 2000
한인	활동에	주목하면서	관내지역의	대표	도시의	하나로서	북경의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그중에	북경이라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목하는	연구는	유일하게	문일환.	
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문일환 북경지역	한국인	이민사 속의	.	 ,	 ,	 世界 韓國文「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2.化』
8) 북경지역	한인	민족운동에	관한	 조규태의	연구는	 의	 과		 北京	 軍事統一會議 組織「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년대	( 15,	 ,	2000.),	 1920活動」 『 』	 「
중반	재북경	 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 37,	創造派 民族唯一黨運動」 『 』	
동사학회 년대	북경자역	기독교의	민족운동 북경고려기독교청년,	2003.),	 1920 -「
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 한국기독교역사연구( 73,	」 『 』	
소 등이	있다,	2005.)	 .

9) 북경지역	한인	문족운동에	관한	박환의	연구는	 년대	중반	북경지역	다물단	 1920「
의	 성립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33,	 ,	 2002.),	」 『 』	

년대	전반	북경지역	한인아나키즘 헌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1920 ( 3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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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한	중국	학자들은	 년대	초반에	공동적으로	 년대	북경에2000 1920,30
서	전개된	한인	민족운동에	주목하여	일련의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	
연구자들에	의해	이뤄진	북경지역	한인에	관한	조기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민
족운동이라는	큰	주제	아래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한인	민족운동이	활발했던	

년대에서	 년대초반까지의	시기에만	주목하 다 년대	후반으로1920 1930 .	1930
부터	해방까지	일제의	북경	강점으로	인해	북경의	한인사회의	성격은	철저히	
친일적으로	변질하며	한인	민족운동	세력도	북경에서	떠나게	되었다 따라서	.	
전제로써의	민족운동이라는	큰	주제의	부재로	인해	이	시기	북경지역	거류	한
인의	실상은	그전의	시기에	비해	조기에	크게	조명	받지	못하 다 이	점은	.	
초기	북경지역	한인	및	민족운동	연구에	내재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이	문제점을	보완해준	연구는	손염홍 의	연구로	들	수	있다		 ( ) .	孫 紅艷

손염홍은	 년대	초반에	기타	연구자와	함께	 년대	한인의	민족운동에	2000 1920
주목하는	동시에	장권교체 일제의	중국침략	및	점령지	한인에	대한	지배	등	,	
북합적인	요소를	감안하면서	 년대부터	해방	후까지	북경	한인사회를	다1910
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다양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12) 이러한		
연구들의	기반	위에	거둔	가장	주목이	필요한	연구성과는	 지역	 사北京 韓人「
회 년 연구(1910~1948 )	 」13)와	이여서	출간된	 근대	북경의	한인사회와	민『
족운동』14)이다 이를	비롯한	손염홍의	연구는	근대에	북경이라는	지역적인	.	

운동사학회 등이	있다,	2003.)	 .
10) 신주백 년대	북경에서의	 한국근현대사연구	 ,	 1920~30 ,	 23,	韓人	民族運動「 」 『 』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11) 손과지 년대	북경지역	한인독립운동 역사와	경계	 ( ),	 1920·30 ,	 51,	孫科志 「 」 『 』	

부산경남사학회,	2004.	
12) 이에	속한	손염홍의	연구는	아래와	같다 년대	전반	북경지역	한인의	생	 .	 1920「

활상과	민족교육 북악사론 북악사학회 년대	중반	,	 10,	 ,	2003.	 1910~20」 『 』	 「
북경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의	특징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	 30,	」 『 』	
회 해방	 직후	 북경지역	 한인사회와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03.	 ,	「 」 『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년대	 의	 와	23,	 ,	2003.	 1920 前半	北京地域 韓人社會 民族「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중국	북경지역	한인	범죄자	처리와	,	 ,	 2003.	運動」 「

미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해방	후	 의	,	 37,	 ,	2006.	 北京」 『 』	 「
의	 조직과	 활동 한국학논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4,	 ,	韓國僑民會 」 『 』	

2010.	
13) 손염홍 지역	 사회 년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10~1948 )	 ,	 ,	北京 韓人「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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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한인의	생활상	및	운동의	실상에	대해	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
기를	제공해줬을뿐더러 년대부터	해방	후까지	북경	한인사회의	거시적,	 1910
인	변천	과정도	제시해주는	데에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중에	그의	연구에서는	주요섭 정래동 백철 이육사 조용만	등	한국문인		 ,	 ,	 ,	 ,	

들이	북경에서	머문	동안의	행적을	밝혔을뿐더러	그들이	북경에	대한	남긴	소
설 기행문 회고	등	문학적	기록도	방증자료로	연구에	포섭되었다는	점에서	,	 ,	
주목을	요한다 물론	근대에	한국	지식인들은	민족운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	
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민족운동을	연구하면서	문인들에	대한	언급은	당
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곧	근대	북경지역	한인의	활.	
동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조명하는	데에	문인들이	남긴	문학적	기록은	나름대
로의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근대	북경을	.	
문학적	시각으로써	조명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당시	북경에서	한인의	삶과	활
동을	비롯한	역사적	사실의	중요성에	대해도	결국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
다 역사적	실상에	대한	파악과	이해의	기반	위에	당시	한국문인이	북경을	방.	
문하는	계기와	동기 그리고	북경에서	머문	동안의	행적과	그	의미를	입체적,	
으로	고찰하고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역사학적	연구.	
는	한국문인의	북경	인식을	해명하는	데에도	일정한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
다 실제적으로	각	문인의	북경	체험	및	인식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이미	두.	 ,	
각이	보이지만	아직	성과가	드문	한국문인의	북경	인식에	대한	비교적으로	전
반적인	고찰들은 대체적으로	상술한	역사학적인	연구에서	이미	일정한	성과,	
를	거둔	후 즉	 년대	후반부터	속속	등장한	것이며 또한	대부분	연구에,	 2000 ,	
서는	손염홍의	연구를	비롯한	역사학적	연구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여긴다 따.	
라서	이러한	북경지역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들은	본고가	근대	한
국문인의	북경	인식을	밝히는	데에도	분명히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글에서	언급한대로	 년대	후반으로부터	근대	북경에	대한	한국문인			 2000
의	인식에	주목하는	연구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 다 그중에	대부분	연구.	
는	각	작가별로	이루어진	연구	중에	하나의	축으로써	특정한	작가의	북경	체

14) 손염홍 근대	북경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역사공간	 ,	 ,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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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추적하고	북경	인식을	살펴보는	데에	그치며 그중에	근대	 한국문인과	,	
한국문학을	전반적으로	주목하여	북경	인식을	고찰한	것은	조성환15)과	최학
송16)의	연구만	있다 조성환은	처음으로	 년에	근대	한국	자식인의	북경.	 2006
체험에	주목하 다 그는	일제	강점기	및	해방	공간	속에서	중국 특히	북경	.	 ,	
담론을	담은	한국	문학작품을	정리하면서	이	담론들을	분석하기	위한	 전초적‘
인	작업으로써	이	글들	속에서	북경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지에	주’
목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성환은	근대	북경	방문한	바	있는	조선	독립운동가.	 ,	
학자 문인 예술가를	비롯한	다양한	신분을	가진	한국	지식인들의	행적을	추,	 ,	
적하면서	북경체험의	유형에	따라	근대	한국	지식인에게	북경의	의미를	 탈피‘
의	길 비략의	길 사랑의	도피처 보금차리 배움터 차이나	드림 기회의	,	 ’,	‘ ,	 ’,	‘ ’,	‘ ,	
땅 생의	마감 죽음의	땅 아나운동의	접합점 보금자리 연안을	향’,	‘ ,	 ,	 ’,	‘ ,	 ’,	‘囹圄
한	탈출구 관극 댄싱	공연	무대 구미유학을	향한	경유지 로	분류해서	논’,	 ‘ ,	 ’,	 ‘ ’
의하 다 조성환의	 연구는	근대	한국	지식인의	북경	 방문	상황을	정리하고	.	
분류하는	데에	선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북경	체험을	통해서	보다	직,	
접적으로	드러나는	한인들에게	북경의	현실적	의미를	밝히는	데에	그치며	기
초적인	작업이	탄탄하지만	그	기초	위에	더욱	심층적이고	의미화한	결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	
역의	한국	지식인의	북경	체험	및	북경	담론을	포괄하는	것에	따라	연구	시

각도	문학적인	시각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욱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	언급된	바	있는	최학송의	연구는	조성환의	연구의	기반	위에	더욱	발		

전시켜	근대	한국문인의	북경	체험과	북경	한인의	삶의	문학적	형상화를	집중
적으로	 조명하 다 그는	 근대	 한국문인의	 북경	 체험	 시기를	 년대와	.	 1920

년대후반에서	 년대	전반까지	두	시기로	나누었으며 년대에는	1930 1940 ,	1920
한국	 문인들이	 흔히	 독립운동가나	 유학생의	 신분으로	 북경에서	 생활했고	

년대	후반에서	 년대	전반까지는	대부분	관광이나	시찰이란	이름으1930 1940

15) 조성환 북경의	기억 그리고	서사된	북경 대한중국학회	 ,	 ,	 ,	 27,	 ,	中國學「 」 『 』	
이외에	조성환은	근대	한국	문학작품	중에	북경	담론을	담은	대부분	소2006.	

설 시 수필 기행문	등을	정리하고	편집해서	작품집	 북경과의	대화 한국	근,	 ,	 ,	 :	『
대	지식인의	북경	체험 으로	출간한	바	있다( ,	2008.) .學古房』

16) 최학송 앞의	글	 ,	 .



- 8 -

로	문인들이	북경에	다녀간다고	요약하 다 이러한	시기적 동기적	분류에	기.	 ·
초하여	그는	우선	기행문과	수필	위주의	텍스트를	통해서	드러나는	북경이	한
국	문인에게	남겨준	가장	직관적이	인상을	 웅장함이라고	지적하 다 설명하‘ ’ .	
자면	북경에	방문한	문인들이	남긴	실기류의	글은	대개	북경	성내	봉건	황권

과	관련되는	유물에	대한	소개와	감수를	술회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 .	皇權
그	다음에	실기류의	작품에서	언급되지	못하는	북경	한인의	삶이	소설을	통해
서	다양하게	형사화되는데	최학송은	그	소설들이	지니는	공통성을	발견하는	
데에	집중하 다 그	결론	근대에	북경이	등장하는	소설은	대체	 사리사육에	.	 “
눈먼	부일	유력자나	향수에	젖어	누추한	삶을	살아가는	한인	시민의	삶 을	소”
재로	하 으며	이들에	대한	 저자의	부정과	비판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 ”17)을	
드라냈다는	것이다 최학송의	연구는	처음으로	근대	한국문인의	북경	체험과	.	
문학작품에서	북경에	대한	형상화를	같이	연결시켜서	고찰하는	데에	시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가	실제적으로	다룬	텍스트는	대부분	그에	의.	
해	규정된	두	번째	시기 즉	 년대	후반에서	 년대	전반까지에	속한	,	 1930 1940
작품들이기	때문에	근대	한국문학과	북경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다는	문제의식
에	비춰볼	때	다소	보완할	필요가	없지	않다 또한	그는	텍스트를	통해서	드.	
러나는	소재적과	작가의식적	공통성을	발견하는	데에	힘을	기울인	반면에 시,	
대적	상황의	변화와	작가의	사상적	지향의	차이	등의	요소에서	비롯된	텍스트
에서	드러나는	북경의	이미지의	차이성은	결국	충분히	조명을	받지	못하는	데
에	한계성이	드러난다.
이외에	 년대부터	중국	학계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는	연구		 2010

가	출현하기	시작한다 이에	속한	연구는	여태까지	장리화 의	연구.	 ( )張麗華 18)

가	있다 장리화의	연구는	 년에서	 년까지	한국	문인 독립운동가 다.	 1920 1945 ,	 ,	
른	 역의	지식인	밍	학자가	발표한	기행문에서	나타나는	북경	인식에	초점에	
맞춰서	그들에	의해	포착되는	 전통문화 및	 현대문명 을	대표하는	북경의	이‘ ’	 ‘ ’
중적인	모습을	분석한다 우선	한국	지식인들에게	가장	인상적이고	기행문에.	
서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북경의	모습은	 전통문화 를	상징하는	일면이다 장리‘ ’ .	

17) 위의	글 면	 ,	326 .
18)	 ,	 1920~1945 ,	 ,	2014.張麗華 年韓國現代紀行文中的北京認識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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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르면	한인들은	보편적으로	북경에서	유적과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시대
고체를	한탄하는	것은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조선의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슬,	
픈	심정을	북경을	경유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북경은	한인들에게	.	 ,	
나라의	비극적인	처지에	대한	아픔을	기탁할	수	있는	매개로서의	존재라는	것
이다 다른	한	편으로	텍스트를	통해서	당시	북경을	방문한	한인들이	이	도시.	
가	지니는	 현대문명 과	관련되는	일면도	간과하지	않았다 그중에	북경지역에‘ ’ .	
서	신문화운동에서	비롯된	사상적 문화적	선징성이	유독	많이	언급되며	한국	·
지식인들은	북경에서	느껴지는	근대화 문명화	과정에서	중국이	앞장섰던	일면·
을	기행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선으로	알려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	
최종목표는	이를	통해서	국민	각성과	조선	문명화의	진도를	가속시켜서	국권
회복을	지향하는	데에	 있다 동시에	한인들은	북경의	 현대문명 적	시선으로	.	 ‘ ’
바라보는	과정	중	이	도시에서	발견되는	 현대문명 과	거리가	먼	미개의	일면‘ ’
에	대해	극도로	혐오하는	감정이	표출된다 장리화의	연구는	근대	한국문학에.	
서	북경에	관한	기행문을	고찰함으로써	당시	한인들이	북경에서	지내면서	집
중적으로	주목하는	측면을	지적해내며	그	원인을	규명한다 이로써	그의	연구.	
는	한국문학	중에	북경연구에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연구	텍스트로	삼은	 기행문들은	사실	문인	이외에도	.	
독립운동가 그리고	다른	 역의	한국	지식인 학자의	글도	많이	포함되었	있,	 ·
기	때문에	그의	연구	결론은	결국	문학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정치적· ·
사회적을	비롯한	다양한	층면의	상황의	종합적인	반 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연구	텍스트로써의	기행문을	통해서	반 되는	북경	인식은	보다	즉각적
이고	직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보다	평면적인	 인상에	가까운	‘ ’
것이며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인식으로	간주되기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	 ‘ ’
다 따라서	연구자가	제시한	 북경	인식을	밝히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	 ‘ ’
해명하기	위해	여전히	다양한	텍스트와	보다	깊이	있는	접근법을	기대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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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및	연구	목적1.2.	

근대	한국문인들이	중국에	직접	방문하기	전에	중국에	대한	선험적	심상지		
리의	형성은	사회	전반에	기존하는	중국관에	기초하여	또한	신문과	잡지	등에	
나타난	중국과	관련된	담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그들의	중국	인.	
식은	주체적	차이가	불가피하게	존재하지만 비슷하게	조선	내의	신문	지면에	,	
발표된	중국	관련	담론에	근거를	두며	이에	의해	간접적으로	형성된	그들의	
중국	인식은	일정한	공통성을	지닌	 공적	상상‘ ’19) 혹은	집단적	상상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중국을	방문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후에도	주체로서의	한국.	
문인은	이러한	 공적	상상에서	바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여전히	어느	 정도	‘ ’
공적	상상에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중국‘ ’ .	
을	문학작품으로써	표상할	때	현실적인	체험과	상징적인	담론	체계가	산출하
는	집단적	상상가	서로	불일치하거나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주체로서의	한국,	
문인은	인식의	분열과	통합 그리고	재정립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만의	주체적인	중국	인식이	형성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대략적으로	보면	그	결과는	주체가	자신의	현실적	경험에	의해	원래	.	
지닌	공적	상상을	비판하게	되거나 결국	끝까지	공적	상상에	제한을	받아	현,	
실을	회피하며	주체에	의해	형상화한	인식도	상징적	담론	체제에	동조하게	되
는	두	가지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문인의	북경	인식에	.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전에	우선	당시	한국에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기존의	중국	심상지리를	살펴보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으로서의	한.	
국문인들이	북경에	대한	직접적	경험	및	문학적으로	표상하는	방식과	비교함
으로써 한국문인의	북경	인식이	정립되는	과정을	벍혀주며	북경	인식에	있어,	
서	각	문인이	지니고	있는	독자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년대부터	 년	해방까지의	북경을	방문하여 또	이에	관		 1920 1945 ,	

해	문학	작품을	발표한	대표적인	한국	문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북경	체험과	
남긴	문학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작가	각자의	북경	인식을	고찰,	

19) 김성욱 년대	 에	나타난	 연구 한국언어문화	 ,	 1920 ‘ ’	 ,	韓國小說 中國人	 形象「 」 『 』	
한국언어문화학회 면	참조34,	 ,	2007,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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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서	시기별로	한국문인의	북경	인식을	밝히고자	한
다 다시	말하면	본고는	근대	한국	문인들이	북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	
또한	그들에게	북경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
여 북경와	관련된	소설 시 수필 기행문	등	다양한	택스트를	종합하여	분석,	 ,	 ,	 ,	
함으로써	그	문제	의식을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문인	각자의	북경	인식.	
을	밝히는	데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북경	인식의	특수성과	보편
성을	가려내어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결합해서	근대	한국	문인의	북경	인식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려는	최종	연구	목적에	입각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본고는	근대	 북경으로	 시선을	돌린	한국문인의	입장에서	출발하며	북경이			

겪었던	역사적	변천	과정	중에	특별히	두	개	핵심적인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첫	번째	시점은	 년	 월	 일	만주사변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나타난다1931 9 18 .	
만주사변으로	인해	중국에서	반일감정과	항일운동이	고조되며	중국인이	한인
에	대한	태도도	역시	비슷한	외세의	침략과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어	공통된	
아픔을	품고	있는	대상에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일제	진 에	속한	것으
로	바꿔버린다 북경도	이에	따라	유학생과	독립운동가	주도하는	한인사회를	.	
이뤄졌던	공간에서	한인의	진출과	활동이	심히	제한	받는	공간으로	전변된다.	
두	번째	시점은	 년	 월	 일	북경이	일제에	의해	점령된	시점으로	나타1937 7 29
난다 이로	인해	북경의	한인사회의	성격은	완전히	부일적으로	전락하여	일제.	
의	선전과	수요에	따라	많은	부일적인	조선인들이	북경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다 따라서	북경의	한인사회가	다시	팽창하여	이	시기에	한인들이	주로	관광.	 ,	
시찰 일제	기관	내	취직	등	사유로	북경을	방문한다 따라서	제시된	두	개의	,	 .	
시점에	의하여	본고에서	다루고자	한	시기는	 년대 년에서	 년1920 ,	1931 1937 ,	

년에서	 년	해방까지	총	세	시기로	구분된다 각	문인의	북경	인식을	1937 1945 .	
분석할	때	문인에	대해	시기별로	분류할	때	북경	체험의	시점	대신에	북경에	
관한	문학	작품의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텍스트를	통해서	읽힌	문.	
인들의	북경	인식은	북경	방문	당시의	인상	뿐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문학	작품	발표	당시	작가가	북경에	대한	태도와	인식도	함축되어	있기	때문
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나서도	각	작가의	실제적	상황에	따라	달.	
라질	수도	있으니	각	작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다시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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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장에서는	 년대	북경을	방문하고	작품을	남긴	심훈과	박세 을	주목하		2 1920

여	그들의	북경에	관한	시편을	통해	그	시기	한국문인의	북경	인식을	규명하
고자	한다 장에서는	 년	만주사변부터	 년	북경의	함락까지	북경에	.	3 1931 1937
관한	작품을	발표한	정래동 이광수 주요섭의	북경	체험의	실상을	살펴	본	후	,	 ,	
텍스트	분석을	통해	문인	각각의	북경	인식을	밝혀서	이	시기에	한국문인의	
북경	인식의	특성을	주목하고자	한다 장에서는	 년부터	 년	해방까.	4 1937 1945
지	김사량과	정비석의	소설에	대한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일제	말기	한국
문인의	소설에서	북경을	형상화하는	방식과	당시	그들이	장래에	대해	모색하
는	과정	중	북경의	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실과	미래	비추는	거울	2.	
년대	 년			 1920 ~	1931–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종래부터	이중적인	것이며	긍정과	부정의	관점		
이	서로	뒤얽히면서	공존해온	것이다 우선	근대	시기	조선이	중국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의	형성	과정에	주목하자면 조선이	중국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에	,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세기	말에서	 시게	초	근대에	들어섰던	시기부터	19 20
고찰해야	한다 전통적인	우방 을	비롯한	조선의	전통적인	중국	인식은	세계.	 ‘ ’
적	질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와	조선	국내	근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식의	대두에	따라	도전을	받아	뒤엎게	되었다 이와	다불어	조선의	근.	
대적인	중국	인식	중에	부정적인	일면이	표출되기	시작하 다 한	편으로	청.	
나라는	국력의	쇠락으로	인해	조선에서	 세계에서	제일	 받고	가장	 한	“ 賤待 弱
”國清 20)이라고	여론의	지적을	받았을만큼	세계적인	위계질서에서	분명한	낙

오자가	된	지경이다 다른	한	편으로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	지식인들이	사.	

20) 정문상	 근현대	한국인의	중국	인식의	궤적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	 ,	 25,	「 」 『 』	
근대문학회 면	재인용,	2012,	207 독립신문 년	 월	 일 년	 월	.	( 1896 5 30 ;	1896 8『 』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	 참고4 ;	1896 8 31 ;	1896 9 12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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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진화론을	수용하면서	근대화의	방략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	시기에	.	 전통
적인	동아시아	문명을	상상하는	태도를	품고	있는	조선	지식인들은	한중일	삼
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각	나라의	연대와	제휴를	적극적으로	도모했는
데 이러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일본과	중국을	바라보게	됐을	때	양분.	
된	인식과	태도가	산출되었다 그들은	메이지	유신	이후	본격적으로	근대	국.	
가	전환에	들어가서	근대화에	있어서	앞선	일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일본
과의	적극적인	연대가	조선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데에	조력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21) 이와	상반되어	중국은	분명한	 의		 “ ”文明開化 落伍者 22)로서	근대화를	
추구하는	데에	부정되고	배제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된다.	
근대	초기에	 형성된	이러한	부정적인	중국관은	청일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확고되며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 기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구도.	
의	봉괴와	일본이	새로이	부상하여	동아시아	위계질서에서	중심으로	자리매김
을	하면서 일본이	주장하는	동아시아	연대론에	근거한	부정적인	중국관 즉	,	 ,	
진화론적	 문명관이	 입각하여	 중국을	 문명화에	실패하고	 피폐하여	 능욕받고	‘
있는	존재’23)이자	 의	 로	간주하여	비판하는	인식이	더욱	 향력을	‘ ’東亞 病夫
가져	확산되었다.	

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에서	기존하는	부정적인	중국	인식은	한	층	더			1920
격화될	경향이	드러났다 한	편	중국과	다욱	깊은	교제를	하면서	중국인에	대.	
한	인상은	 가난하고	힘없는	한국인을	억압하고	생존까지	위협하는	 비열하고	“ ‘
인정	없는 게다가	푹력적이기까지	한	존재,	 ’”24)로	비쳐졌다 이로	인해	중국에	.	

21) 이	시기의	조선	지식인들은	문명개화에	대한	추구를	근원적으로	잔통적인	동아시	
아	문명에	대해	상상하면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년	조선이	식민지화	.	1910
이후	이러한	상상하는	태도는	일제가	주장한	동아시아	공동	문명에	근거한	 연대‘
론 에	동조하는	혐의를	받게	되었으므로	논리적으로	부정되었다 그	결과	동아시’ .	
아에	대한	상상의	퇴조에	수반된	것은	서구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세력들의	입지
가	현저히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구식	근대화에	대한	추구는	조선.	
의	 식민지화로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에	 비해 지리적으로	근접하는	관계로	,	
조선이	동아시아의	연대에서	비롯되는	공동	문명에	대한	기대는	애초부터	잠재되
어	 있다는	말이다 한기형 근대	초기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	 청춘 과	.	 ,	 -	「 『 』
개벽 의	자료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	 50,	『 』 」 『 』	

구원 면	참조,	2005,	167~168 .
22) 정문상 앞의	글 면	 ,	 ,	205 .
23) 위의	글 면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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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도	 부정의	대상 에서	 경계의	대상으로	악화되었다 다른	한	편으로	‘ ’ ‘ ’ .	
더욱	심층적으로	당시	한국의	중국관은	일제의	식민주의적	인지	체계에	국한
되어	있었으며	일제의	중국관으로부터	크게	 향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년대	초기	조선	언론계는	아직	독립적으로	중국에	대한	정보를	획1920
득하거나	중국	관련된	지식을	만들어내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언론매체,	
를	통해	표출된	중국	인식은	일제의	식민주의직	지식	체계에서	산출된	사회	
전반의	 공적	상상 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 .
그러나	근대	초기에	조선에서	부정적인	중국	인식이	보다	강력하게	표출되		

는	동시	중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관점도	줄곧	수반되어	있었다 다만	이.	
러한	인식은	 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분명히	표출되기	시작하 던	것1920
이다 보다	일찍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텍스트는	박지원.	 (朴

의	)趾源 열하일기 를	들	수	있다 박지원은	청나라의	현실을	정( ) .	熱河日記『 』
확하게	꿰뚫어보고	읽어내면서	청나라도	곧	명나라처럼	봉괴할	것으로	전망하
다 만일	오직	이	결론으로	보면	박지원이	청나라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인식은	보다	복합적인	것이라는	.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는	청이	곧	봉괴할	것으로	판단했는대도	불구하고	.	
청의	경제와	문화가	낙후된	처지에	있는	조선에	있어서	북학의	대상으로	간주
되어	더	나아가	청을	통해서	세계사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다.25) 즉	 ,	
그는	청나라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의	
인식에서	중국은	여전히	동아시아	내지	세계적인	질서에서	중요한	위상을	확
보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장으로	보 던	것이다 따라.	
서	 열하일기 를	통해서	드러내는	박지원의	중국	인식은	소극적인	일면도	『 』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중국의	긍정적인	일면을	더욱	강조하면서	당시	
세계에서	중국의	중요한	위상에	주목하 다.
이어서	 년대에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혁명은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1920
제국주의	인식	체제가	구축한	식민주의적	세계관을	일거에	전복시킬	수	있는	“

24) 위의	글 면	 ,	211 .
25) 김혈조 머리와	발로	쓴		 ,	 -熱河日記 燕嚴	朴趾源「 『 』	 의	 에	대한	인·明 清 식 ,	」

동아시아	문명교류 공간 인간 표상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연구소 면	:	 · · ,	 ,	2018,	17『 』
참조.



- 15 -

가능성”26)을	보여줌으로써	조선	지식인의	큰	관심과	주목을	끌었다 년.	1920
대에	탈식민주의적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한	 편으로	식민정책의	내부	모순과	,	

운동의	투쟁결과로	한국에서	미디어의	허용이	있었고 다른	한	편으로	지3·1 ,	
식인이	미디어를	통해서	탈식민의	문제를	대중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결과 다.27)

그중에	한국	 지식인들이	중국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보여줬던	지면인			
동아일보 를	통해서	드러나는	중국	인식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 』

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28) 우선	비슷한	처지에	놓인	중국에	대해	공감을		
표하여	조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보이며	중국	혁명에게	식민지로	전락한	현
황을	타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걸었다 동시에	 년부터	조덕.	 1924
진과	조동호를	비롯한	중국에	상주하는	특파원이	본격적으로	배치되면서	현장
감과	생동감을	가진	중국	관련된	보도를	게재하며	중국을	일제에	의해	바라보
이기만	했던	한국	지식인들이	역사적	 목격자 로서	중국	사태를	보다	객관적이‘ ’
고	진실한	시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선보 다.
결론적으로	조선에서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긍정적인	중국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원인은	총	두	가지로	귀결될	수	있다. 첫	번째로	객관	 적으로	지
리적인	근접함이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양국	간에	연대감과	협력
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	문명을	이루고자	하는	공동적인	목표의식의	형성은	불
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중국은	조선에게	연대와	협력의	대상으로	여겨.	 ,	
진다는	말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질서가	이미	와해됐지만 조선	.	 ,	
지식인들은	여전히	국제적인	연대의	중심으로서	중국의	지위를	인정하며	중국
을	세계적인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통로 심지어	동아시아	정치의	지형을	결,	
정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동곡 은	 년대	대표적인	.	 ( ) 1920李東谷
잡지	 개벽 의	중국특파원으로	활약했으며	중국	현실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 』

26) 이기훈 년대	 동아일보 의	중국	인식	 계몽과	혁명 식민중의와	탈식	 ,	 1920 ,	「 『 』 –	
민주의	시각의	부침과	교차 동방학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78,	 ,	2017,	」 『 』	

면59 .
27) 한기형 근대	초기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	 청춘 과	 개벽 의	자료를		 ,	 -	「 『 』 『 』

중심으로 면	참조,	180 .」
28) 이기훈 앞의	글 면	참조	 ,	 ,	6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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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석	기사를	게재하 다 그에	의하면.	 29) 당시	중국	인식의	의미는	중국	
의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계사적	좌표	속에서	동아시아	삼국의	이해관계
를	정확히	계량하면서 동아시아의	미래	방향을	예측함으로써	소국으로서	조,	
선의	역사적	운명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데에	있었다.
두	번째로	기존연구에서	당시	한국에	있어서	중국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에			

거울 이라는	비유가	종종	등장한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한국에게	중국이	 거‘ ’ ,	 ‘
울로서의	역할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	 미래를	비추는	거울 두	가지	의미’ ‘ ’ ‘ ’	
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한국과	중국은	 근대세계의	주변부인	동시에	피압.	 “
박	민족으로서의	 식민지 식민지의	층위로	자리매김되‘ -( ) ’ ”半 30)며	근대의	낙후
자이자	피지배자라는	동일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침공하는	주체가	다르지만	.	
한국	지식인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중국을	주시함으로써	동병상련의	감정을	
일으며	공간대를	형성하는	동시	당시	자국의	처지를	다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 로	작용.	 ‘ ’
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한국	지식인은	양국이	거의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으.	
므로	해결책도	같다는	생각으로 다시	말하면	중국의	사례가	한국에게	 타신지,	 ‘
석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고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혁명에	주목하’
다 또한	그들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동시	더	나아가	중국의	경험을	통.	

해서	 역사속에서	 혁명의	보편성도	발견하고자	했던	것이다 진화적	경쟁의	.	 “
장에서	일단	 려나	피압박	민족이 다시	 진보 와	해방의	주체로서	등장할	수	,	 ‘ ’
있을까 라는	 질문에	 중국은	 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답안을	 제공할	 수	?”
있31)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 이기	때문이다 이외에	중국에	대해	관심을	가진	‘ ’ .	
한국	지식인들	중에	근대	초기로부터	형성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즉	,	
근대화와	문면화에서	 낙후자로	 지적	받은	중국의	부진하는	일면을	인정하는	
동시에 신문화운동으로부터	대두되는	사상적은	측면에서	중국의	진보적인	일,	
면에	집중적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다.

29) 한기형 근대	초기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	 청춘 과	 개벽 의	자료를		 ,	 -	「 『 』 『 』
중심으로 면	참조,	193 .」

30) 주효뢰 년대	조선	지식인의	만주	기행문에	나타난	 중국 인 인	 ( ),	 1920 ‘ ( )’	周曉 「蕾
식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면,	 55,	 ,	2017,	344 .」 『 』	

31) 이기훈 앞의	글 면	 ,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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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운동이	발발한	후	독립운동가 유학생을	위주로	한인들이	북경으		1919 3·1 ·
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년대	전반에	걸쳐	한인사회가	형성되면서	북경의	.	1920
한인	수는	정치 경제	등	정세에	따라	다소	기복을	겪었지만	최대	 여	명· 1,000
으로	늘어났다 북경	한인사회의	구성도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그중에	유학.	
생과	독립운동가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32) 이런	추세에	따라	일부	
의	한국문인도	유학이나	여행을	계기로	북경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년대	북경을	방문한	한국	문인들은	대개	유학생		1920 33) 혹은	독립운동가	 34)

의	신분으로	북경에서	활동했다 그들이	당시	북경을	유학	혹은	망명	목적지.	
로	선정하는	객관적인	원인은	지리 경제 문화 정치	등	방면으로	설명될	수	있· · ·
다.35) 첫째 지리적으로	북경은	중국의	수도로서	교통이	발달했을	뿐더러	또		 ,	
동북지역 상해 광주 심지어	소비에트러시아를	오갈	때	필히	경유하는	유리,	 ,	 ,	
한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둘째 경제적으로	북경은	물가가	저렴해서	생활이	.	 ,	
비교적	용이했고	학비도	일본 구미보다	낮은	편이었다 셋째 문화적으로	북경· .	 ,	
은	 년	 운동	이후	중국	신문화운동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사회주의와	1919 5·4
아나키즘을	비롯한	다양한	신사상을	폭넓게	수용하고	신문학의	주역으로서	지
냈던	많은	중국	진보적인	문인들도	북경으로	모여들어	있었다 넷째 정치적으.	 ,	
로	당시	북경에서는	일본	 사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북경에서	일

32) 년대	중반에	북경	거주	한인	약	 여명에	달했을	때	기록에	따르면	약		1920 1,000	
명이	유학생	신분으로	나타났다 물론	그중에	학생으로	위장하는	독립운동300	 .	

가들도	많이	포함됐으며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독립운동가도	대거	존재한다 따라.	
서	 년대	북경	한인사회에	상당한	비중은	유학생과	독립운동가에	의해	이뤄1920
진다고	할	수	있다 손염홍 앞의	책 면	참조.	 ,	 ,	70~74 .

33) 앞에	열거한	문인	중	이육사 정래동 한설야는	북경에서	유학한	바	있음으로	확	 ,	 ,	
인된다 이육사는	 년	가을학기부터	 년	봄학기까지	북경	중국대학.	 1926 1927 (中國

상본과 에	수학하 다 정래동은	 년	 월에	북경민국대학)	 ( )) .	 1925 9 (大學 商本科 北
예과에	입학하여	 년부터	 년까지	북경민국대학	 문과를	)	 1926 19303京民國大學

다녔다 한설야는	 년에	북경	익지 문학교 레서	수학한	바	있.	 1919 ( )益智英文學校
다.

34) 앞에	열거한	문인	중	오상순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소	독립운동과	관계		
지니고	 있었으며	그중에	 대표적으로	독립운동을	 북경행의	 목표의식로	 분명하게	
여겼던	사람은	이육사를	들	수	있다 하상일 이육사와	중국 배달말.	 ,	 ,	 60,	「 」 『 』	
배달말학회 면	참조,	2017,	231~233 .	

35) 손염홍 앞의	책 면	 ,	 ,	4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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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36) 이	외에도	 년	 여행증명제도의	철폐	 1922 ‘ ’
로	인해	조선인의	북경	진출도	더욱	쉬워졌다.		
그러나	실상	근대에	 북경 심지어	중국은	 조선	지식인들이	유학	목적지를			 ,	

선택함에	있어	항상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았다 물론	 앞에	열거하는	북경이	.	
갖춘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으로	처음부터	북경을	겨냥해서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았지만	많은	조선	지식인의	경우에는	북경을	유학지로	선택한	것은	두	가지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다 하나는	구미나	일본을	비롯한	나라로	유학을	가고	.	
싶었으나	미국의	 이민금지법(Immigration	 Exclusion	 Act)「 」37) 소비에트러,	
시아의	내전 일본의	관동대지진를	비롯한	여러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해	그	,	
길을	포기하게	되어서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38)이다 그	중에	특히	.	

년	 월에	발생한	관동대지진과	이어서	일어난	관동대학살 은	1923 9 ( )關東大虐殺
북경에	한인	유학생이	단기간	내에	급증한	원인에	해당한다 이로써	많은	한.	
인	유학생들은	북경으로	몰려들었으며	매일	북경으로	한인유학생이	수십	명씩	
오는	정도39)에	이른다 다른	하나의	상황은	구미	혹은	일본으로	가고	싶었지.	
만	아직	갈	수	있는	조건이	완비되어	있지	않았거나	중국	유학을	발판으로	삼
아	다른	나라로	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상술한	원인으로	 년대	북경은	한국	문인에	있어서	우선적인	유학	목적		 1920

지로	간주된다 중국의	교육	수준이	아직	크게	발달하지	못했던	 년대와.	 1910 ,	
일제의	중국침략	시작으로부터	안정적인	환경이	파괴되어버리고	한인의	활동
도	여러	방면으로	제한	받기	시작한	 년대	사이에	놓인	 년대가	한인1930 1920

36) 당시	북경에서는	조계지가	없어서	일제가	 사관	대신에	공사관만	설치할	수	있	
는	상황이었다 당시	천진 사관이	북경에서	소속기관으로	파출소가	설치.	 ( )	天津
하 지만	이	파출소는	한인	독립운동가를	단속할	취제권 이	없었다( ) .取締權

37) 세기	초에	미국에는	이미	 여명	한국	이주민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20 7,000	
미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이주민의	수량은	제한	받기	시작하 다 년	.	1925
미국에서	 이민금지법 이	제정되어	그로	인해	한(Immigration	 Exclusion	 Act)「 」
국인의	 미국이주가	 중단되었다 최윤 한국문화를	 쓴다 강용흘의	 초당 과	.	 ,	 :	 ‘ ’『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르다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면‘ ’	 ,	 ,	2006,	30 .』

38)	조성환 앞의	글 면	참조,	 ,	345~346 .
39) 내가	북경대학을	다니던	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년	 이며	우리	동포가		 “ 13 前事

그	당시는	일본	 로	인하여	지진을	피하여	매일	북경	유학생이	수십	명씩	大震災
오든	시대의	 전후이다 김덕.”	 봉 북경대학	 정문과	 나 사해공론,	 ‘ ’ ,	 (四海公「 」 『

권 호) 2 10 ,	1936.10.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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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북경	유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부상한	것이다.
또한	 년	 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많은	한인	독립운동가들이			 1919 3·1

북경으로	망명하 다.40) 북경의	한인	수는	급증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북경은		
해외	한인	독립운동의	중심지로서	자리를	잡아갔다 당시	한국	문인들은	북경.	
에	머물면서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직접	감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
다 그	외에도	비교적	포용성	있는	분위기에서	여러	사상	진 의	인사의	활약.	
으로	북경은	한국	문인에게	민족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	등	다양한	사상을	,	 ,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상했다.

장에서는	 년대	북경	체험을	가진	한인에	주목하고 특히	이	시기에			2 1920 ,	
북경	 체험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산출한	 작가와	 그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년대	한국문인의	북경	인식을	밝히고자	한다 이	시기에	북경을	방문한	1920 .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한국문인으로	박세 심훈 오상순( ),	 ( ),	 (朴世永 沈熏 吳

이광수),	 ( )相淳 李光洙 41) 이육사 정래동 한설야,	 ( ),	 ( ),	 ( )	李陸史 丁來東 韓雪野
등을	들	수	있다 이때	 년대에	북경	체험에	근거하여	문학	작품을	창작.	 1920
한	문인은	박세 심훈이	대표적이다,	 .42)	

40) 성망이	있는	독립회원이	이미	북경에	도착했다 이	회원이	 독립의	풍조는	이미		“ .	 ‘
곳곳에	널리	확산되었고 따라	하는	자는	기독교 불교 배천교 학생	등을	포함,	 ,	 ,	 ,	
하여	 모두	 명에	 달하다 고	 했다300 ’ .” ,	 ,	 	高麗獨立聲浪廣佈 香港華字日報「 」 『 』
1919.3.17.
이	가시	내용에	따르면	 운동	직후	불과	며칠	사이에	많은	한인	독립운동가				 	 	 3·1
이미	북경에	도착했으며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각계	인사의	진출에	의해	북경의	
한인	수가	단기간에	급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1) 엄격하게	말하면	이광수의	첫	북경	체험	시점은	 년이었다 이에	관한	내용	 1918 .	
은	 장을	참조할	수	있다3 .

42) 여타의	문인은	 북경에	 관한	 문학	 작품을	발표한	 바	있지만	 발표	 시점은	모두		
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장에서	다루지	않는다 다만	그중에	오상순은	1920 2 .	 1922

년	 월	 신민공론 에서	 방랑의	길에서	추억 이	어린	추억의	하1 ( ) :	新民公論『 』 「
나를	김정설	형님께	드리오 를	제목으로	한	수필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수. .	」
필을	보면	그가	북경	향산 을	구경나갔다가	돌아온	어느	여름날에	유년의	( )香山
부친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는	내용이며	 북경	 체험과	실질적인	연관	거의	없는	
글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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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과거 현재 미래	보이는	공간	 심훈2.1.	 · · -	

심훈 은	 년	경성고등보통학교	재학	시절에	 운동에	가		 (1901~1936) 1919 3·1
담하여	 일에	헌병대에	의해	투옥되었고	같은	해	 월에	집행유예로	출옥하5 7
다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그는	.	 년	말1919 43) 중국	북경으	 로	유학길
에	올랐고 년	 월에	북경에서	상해 남경	등을	거쳐	항주에	도착하여	지,	1921 2 ,	
강대학 에	입학하 다 년에는	졸업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귀( ) .	1923之江大學
국하 다.44) 심훈이	처음에	중국의	다른	도시를	택하지	않고	북경으로	떠난		

43)	심훈이	북경으로	떠난	시점에	대해	 년	설과	 년	설	두	가지가	있다 연1919 1920 .	
보에	의하면	심훈은	 년	 월에	출옥한	후	이듬해	 년	겨울	중국으로	망1919 7 1920
명 유학의	길을	떠났다고	기록된다 그	근거는	심훈이	 년	 월	 일부터	 월,	 .	 1920 1 4 4
까지	남긴	일기가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동안	심훈이	한국에	있었다는	것
으로	추측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심훈	본인	남긴	글이나	주.	
변의	지인들의	서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은	결국	무시할	수	없어서	다
양한	 논의가	발생하는	 것이다 신훈	본인의	 글을	주목하자면	 의	.	 ,	北京 乞人「 」

의	 원문의	말미에	창작	시점이	 년	 월로 창작지가	북경으로	1919 12 ,	鼓 三更「 」	楼
분명히	적혀	있으며,	「 의	北京 乞人 에서	“」 에	초췌한	행색으로	歲己未	孟冬 正陽

차	참에	내리니	 의	떼	에워싸며	한	 의	 를	빌거늘	달리는	門	 乞 分 銅牌 黃包車上丐
에서	 을	읊다 는	서술과”數行 와	 에서	 겨울 를	치르	 (1) “ ,	丹齋 于堂 己未年	 獄苦「 」
고	난	나는	어색한	 으로	 하고	 을	거쳐	 으로	 하 다 는	사술”服 變裝 奉天 北京 脫走清
에	의하면	심훈의	북경행	시점이	기미년 인	 년인	것은	분명히	반( ) 1919己未年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기형은	심훈이	 년	설을	주장하며	혼선이	생긴	것이	.	 1920
의도된	착오 로	해석되지만 반면	하상일은	이	견해의	뒷받침이	될	만한	근거가	‘ ’ ,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심훈의	중국행	 시기에	 대해	 논의할	때	심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심훈의	북경행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가	북경에	.	
관해서	 남긴	글을	 분석하여	 심훈의	북경	 인식을	탐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분석할	때	그가	남긴	시편	말미에	적힌	창작	시점에	준거하므로	 년‘1919 ’
으로	쓰게	된다.
위의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 다			 	 :	
심훈 면			 	 ,	 ,	 3,	 ,	1966,	633~634 .沈熏年譜 沈熏文學全集 探求堂「 」 『 』	
심훈 와	 동아일보 위의	책 면			 	 ,	 (1) ( ,	1936.3.12),	 ,	491 .丹齋 于堂「 」 『 』
한기형 백랑 의	 잠행	 혹은	 만유 중국에서의	 심훈 민족문학사연			 	 ,	 ‘ ( )’ :	 ,	白浪「 」 『
구 민족문학사학회 면35,	 ,		 	2007,	442 .』	
하상일 심훈과	중국 비평문학 한국비평문학회 면 면				 	 ,	 ,	 55,	 ,	2015,	203 ~204「 」 『 』
참조.	
하상일 심훈의	중국	체류기	시	연구 한민			 	 ,	 ,	「 」 『 족문화연구 한민족문화학51,	』	
회 면	참조,	2015,	78~80 .

44) 하상일 심훈의	생애와	시세계의	변천 동북아	문화연구 동북아시아	 ,	 ,	 4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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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그리고	결국에는	북경을	떠나	남행하는	원인은	그의	기행문	 무전여행,	 「
기 북경서	상해까지:	 」45)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싯누린	 먼지를	섞은	 바람이	 의	 눈을	 몰아다가			“一九二一年	 二月	 蒙古 北國
의	들창	밑까지	수북히	쌓아놓은	어느	날	이른	아침 나는	 의	,	客機 北京 正陽
을	떠났다.	門驛 의	 를	다니며	 을	 하려던	나는	北京大學 文科 劇文學 專攻 樣包子

를	기다랗다	늘이고	허리가	활동처럼	구부러진	 없는	 들이	血色	 大學生 東洋車
를	타고	 하는	것을	보니	 를	품고	 을	 한	그	당시의	나로서는	通學 鴻志 故國 脫出
그네들의	 이	너무나	 치	못함에	실망치	않을	수	없었다 그뿐	아니라	.	氣象 活達

같은	 을	 이나	되어야	 에	겨우	한	시간쯤 그것도	세익스,	曲	 課程 上級 一週日戲
피어나	입센의	 를	할	뿐인	것을	그	 의	 에	 중이던	講義 大學 英文科 修學	 張子一
에게서	듣고	두	번째	 을	하 다.氏 落心 그러던	차에	 에서		 佛蘭西政府 中國留
을	 한다는	 라는	것이	 되어	 을	 하는데	XX學生 歡迎 發起 留學生 募集 朝鮮學「 」

도	 만	하면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 다 하루	몇	시간	.	生 入籍 雀躍 勞動
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다니	그야말로	 의	 를	놓치고	말	것인千載一遇 好機會
가?

의	나라인	 의	 과	 한	오페라	 를	 하여			藝術 佛蘭西	一流 劇場 華麗無比 舞台 夢想
며칠	밤을	밝히가시피	하 다.

아뫃든	배가	 에서	떠나다니	그	곳까지	가자		 !上海「 」
하고	부르짖으며	주먹을	쥐었다		 .”46)

심훈	자신의	서술에	따르면	애초에	북경으로	떠난	동기	중의	하나는	북경대		
학에서	극문학을	전공하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경을	품고	북.	
경에	도착한	그는	극문학	과정의	불합리적인	계획에	실망을	느끼며	또	너무나	
활달하지	못한	대학생의	기상을	보니	풀이	죽었던	차에	조선	학생도	입적만	
하면	프랑스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를	천재일우.	 (千載

의	좋은	기회로	본	그는	일단	배가	떠날	상해로	가자는	마음으로	북경을	)一遇
떠나	상해로	간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	그는	프랑스로	가는	배를	타지	못했고	.	

문화학회 면	참조,	2016,	95 .
45) 심훈 앞의	책 면 면	 ,	 ,	506 ~507 .
46)	심훈 에서	 까지 위의	책 면,	 -	 ,	 ,	506~507 .無錢旅行記	 北京 上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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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로	이동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집안의	반대로	 하다“ ”失敗 47)라고	서
술되지만	자세한	원인을	알	수	없다.
심훈이	스스로	토로하는	이	중국행의	최초	목적은	하상일에	따르면	그저	표		

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며	 정치적	목적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술“ ”48)로	판단된
다 하지만	후일까지	지속된	심훈이	연극에	대한	시종일관의	관심.	 49) 그리고	,	
심지어	당시	북경대학	 문과	재학	중인	장자일에게서	극문학	전공의	과정	계
획까지	정성껏	알아냈다는	사실로	보아	심훈이	스스로	밝힌	이	북경행의	이유
를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위장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심훈을	중국행의	길에	오르게	한	동인	중에서	정치적인	요소가	지니		

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간과할	수는	없다 우선	 운동에	가담하고	 살에	.	 3·1 18
옥살이까지	했던	그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식민지	조선	청년의	강인한	의지
와	조국을	사랑하는	굳센	결의가	엿보일	수	있다 심훈이	북경으로	가게	된	.	
계기에	대해서	 나는	맨	처음	그	어른에게로	 를	받아서	 으로	갔었다“ .	紹介 北京

의	 를	떠나보지	못하던	 의	 은	 과	그	어른의	 인	父母 膝下 十九歲 少年 于堂丈 今息
의	친절한	 를	받으며	 를	묶었다”圭龍氏 接待 月餘 50)고	기술했는데 그	어른은	,	‘ ’

바로	 이회 을	가리킨다 또한	그가	북경에	머물었던	동안	( ) .	 “于堂	 李會榮 醒
의	소개로	 를	만나	뵈었는데	 무슨	 엔가에	있는	그의	庵 數三次	丹齋 新橋	 胡同
에서	며칠	저녁	발치잠을	자면서	가까이	그의	 를	접허 다”寓居 聲咳 51)고	회

고	했는데 여기서	 은	곧	이광 을	가리킨다,	 ( ) .醒庵 李光 52) 심훈의	북경행은	이	
회 의	소개를	받아	가게된	것이며	북경에	있었던	동안	신채호와	어려	번	만
났고	그의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그의	북경행 중,	
국행의	동기는	정치적인	지향과	긴 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회 과	 신채호는	 모두	당시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는	독립운동			

방략을	주장하 던	민족운동가이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아나키즘	계열에	속한	.	

47)	심훈 위의	책 면,	 ,	634 .
48) 하상일 심훈과	중국 면	 ,	 ,	205 .「 」
49) 심훈이	극문학 혹은	연극에	줄곧	열광했다는	것은 년대	중반	이후	시나리	 ,	 ,	1920

오	작가 화감독 배우로	적극적	활동했다는	사실로	짐작될	수	있다,	 ,	 .
50) 심	 훈 와	 동아일보 앞의	책 면,	 (2) ( ,	1936.3.13.),	 ,	492~493 .丹齋 于堂「 」 『 』
51) 심훈 와	 동아일보 위의	책 면	 ,	 (1) ( ,	1936.3.12.),	 ,	491 .丹齋 于堂「 」 『 』
52) 하상일 심훈과	중국 면	 ,	 ,	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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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지만	오직	이	점만으로	그들과의	교류를	민족운동이	아닌	단순한	아나
키즘	지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우선	최원식은	심훈이	이회.	

신채호과	이렇게	관계	맺은	것은	후작의	누이과	혼인한	정도의	배경을	지,	
녔던	청송	심씨	가문의	후광53)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다른		 .	
한	 편으로	 심훈이 년	 사회주의	 성향의	 잡지	 공제 호	 1920 ( ) (2 ,	共濟『 』

의	 현상노동가 모집에	투고한	 노동의	노래 를	보면	 민족주1920.10.11.) ‘ ’	 “「 」
의적	구절 과	 사회주의적	노동예찬 이	공존하고	있” “ ” 는	특징54)을	짐작할	수	있
다 중국에	머문	동안	그의	교우	관계를	살펴보면 그는	항주에서	동안	석오.	 ,	

이동녕과	성재 이시 	등	민족주의자와	만난	적	있고( )	 ( )	 ,石吾 省齋 55) 또한		
공산주의자	여운형과	박헌 	등과	두루	교류하 다.56) 이와	같은	정황들을	바	
탕으로	심훈의	북경행은	사상적	모색기에	접어들은	시기로	간주된다 북경을	.	
중심으로	민족운동에서	아나키즘으로	나아간	이회 과	신채호와의	교류가	심
훈의	문학적 사상적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을	것이·
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심훈이	남긴	북경과	관련된	글은	북경에서	씌어진	두	편의	시	 의			 北京 乞「

과	 의	 북경을	떠나	상해로	이동하(1919.12) (1919.12.19),	人 鼓 三更」 「 」楼
는	과정을	기록한	한	편의	시	 한	편의	기행문	(1920.2),	深夜過黃河 無「 」 「

에서	 까지 가	있다 본고에서는	그가	북경에	머문	동안	-	 .	錢旅行記	 北京 上海 」
쓴	시를	주요	연구	텍스트로	삼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	
심훈의	시	창작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뉘는데 중,	 국	체류기	쓰인	시들은	모두	
첫	시기에	속한다 이	시기는	그의	습작기부터	중국	체류	시기	 년까지로	.	 1923
규정되며	심훈	시의	 발생학적	토대와	시회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
기”57)이다.

53) 최원식 한국근대문학을	 찾아서 인하대학교	 출판부	 ,	 ,	 ,	 ,	沈熏 究序說「 」 『 』研
면	참조1999,	242~244 .

54) 한기형	 ,	 백랑 의	잠행	혹은	만유 중국에서의	심훈‘ ( )’ :	白浪「 」 면	참조,	444~445 .
55) 더구나	그	때에	유배나	당한	듯이 호반 에	소요 하시던	석오	“ ,	 ( ) ( ) ( ),	湖畔 逍遙 石吾

성재 두	분	선생님과 고생을	가이하며	허심탐회로	교유하던	엄일파( )	 ,	 (省齋 嚴一
염온동 정진국 등	제우 가	몹시	그립다 심훈),	 ( ),	 ( )	 ( ) .”	 ,	派 廉溫東 鄭 國 諸友 杭「鎮

김종욱 박정희	 공 엮음 심훈	전집 글누림 면,	 ,	 [ ]	 ,	 1,	 ,	2016,	156 .州遊記」 『 』	
56) 최원식 앞의	글 면	참조	 ,	 ,	248~250 .
57) 하상일 심훈의	생애와	시세계의	변천 면	 ,	 ,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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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말“ ( )歲乙末 58) 맹동 에	초췌한	 행색으로	 정양문 차	 참에		 ( ) ( )	孟冬 正陽門
내리니	걸개 의	떼	에워싸며	한	푼 의	동패 를	빌거늘	달리는	( ) ( ) ( )乞 分 銅牌丐
황포차상 에서	수행 을	읊다( ) ( ) .黃包車上 數行

나에게	무엇을	비는가		 ?
푸른	옷	입은	인방 의	걸인이여		 ( ) ,邦鄰

		숨도	크게	못	쉬고	쫓겨	오는	내	행색을	보라,
		선불	맞은	어린	짐승이	광야를	헤매는	꼴	같지	않으냐.

정양문 문루 위에	아침햇발을	받아		 ( )	 ( )	正陽門 門樓
펄펄	날리는	오색기 를	치어다보라		 ( )五色旗

		네	몸은	비록	헐벗고	굷주렸어도
		저	깃발	그늘에서	자라나지	않았는가?

거리거리	병 의	유랑 한	나팔소리		 ( ) ( ) !兵營 亮嘹
		내	평생엔	한	번도	못	들어보던	소리로구나
호동 속에서	채상 의	외치는	굵은	목청		 ( )	 ( ) ,胡同 菜商

		너희는	마음껏	소리	질러보고	살아왔구나

		저	깃발은	바랬어도	대중화 의	자랑이	남고( )大中華
		너의	동족은	늙었어도	 잠든	사자 의	위엄이	떨치거니‘ ’ ,
저다지도	허리를			 상급혀	구구히	무엇을	비는	고?
천년이나	만	년이나	따로	살아온	백성이어늘		 ―

		때	묻은	너의	남루 와	바꾸어준다면( )襤褸
		논물에	젖인	단거리	주의 라도	벗어주지	않으랴( )周衣
		마디마디	사무친	원한을	나눠준다면
		살이라도	저며서	길바닥에	뿌려주지	않으랴
오오	푸른	옷	입은	북국의	걸인이여		 !

1919.	12”59)

58) 여기서	 세기말 대신에	 세기미 즉	 년인	기미	년을	가리	 ‘ ( )’	 ‘ ( )’,	 1919歲乙末 歲乙未
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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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은	심훈이	북경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쓴	시에	해당한다.	北京 乞人「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심훈은	스스로	 어색한	 으로	 하고	 을	거쳐	“ 服 變裝 奉天清

으로	 하 다고	북경행	상황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숨도	크게	” .	 “北京 脫走
못	쉬고	쭟겨	오는 나 의	행색이	 광야를	해매 고	있는	 선불	멎은	이런	짐”	 ‘ ’ “ ” “
승 과	같다는	비유로	보아	심훈이	북경으로	떠날	때의	사정이	매우	복잡하고	”
긴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당시	심훈의	처지는	 망명객과	다름없다.	 ‘ ’ .	
이	시편의	서사는	화자가	이국에서	걸인이	자신에게	구걸하는	상황에서	오		

히려	자신과	그	걸인의	처지를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겉으.	
로	보면	말도	안	되고	극단적인	행동이지만	서술의	전개에	따라	의미를	가진
다 이국의	걸인은	헐벗고	굶주려도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은	나라에서	자라난.	
다 반면에	 나 의	조국은	이미	주권을	잃어	식민지가	된	지경이다 그래서	비.	 ‘ ’ .	
록	나는	단거리	주의를	입고	먹고	살기에	걱정할	것	없을지라도	이국의	걸인
보다	나을	것이	없다 시인은	이러한	극단적인	비교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울.	
분을	 철저히	드러낼	수	있다 병 의	 나팔소리부터	채상의	외침까지	화자의	.	
입장에서	 마음껏	소리	질러	보고	살아왔 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화자는	이제	“ ” .	
가슴에	나라가	주권을	잃은	울분이	가득차	있어도	직설적이고	자유롭게	털어
놓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그야말로	시인이	자신의	.	
감정을	완곡히	토로하는	출구로	볼	수	있다 화자의	내면에	가득차	있는	식민.	
지	조선의	현실에	대한	비애는	이국과의	비교로써	더욱	강렬하게	부각된다.
그러나	화자로	변신한	시인이	느끼는	울분과	비애는	전혀	맹목적인	것이	아		

니다 다시	말하면 화자는	중국을	아직도	옛날의	거대한	제국으로 북경을	옛	.	 ,	 ,	
제국의	도성으로	인식해	지나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중국이	,	
쇠약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북경을	통해	뚜렷이	의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에게	중국은	 잠든	사자처럼	여전히	옛	위엄을	떨치고	있으니	이곳으‘ ’
로	망명을	떠나온	자신의	 모습이	더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여기서	.	
이국의	걸인에	대해	오히려	부러울	따름인	화자를	통해서	시인은	식민지	청년
으로서의	민족적	열패감을	강렬하게	표출한다 힘이	약해서	침략을	당한	조국.	

59) 심훈 북경 의	걸인 김종욱 박정희	 공 엮음 심훈	전집	 ,	 ( ) ( ) ,	 · [ ]	 ,	 1,	北京 乞人「 」 『 』	
글누림 면,	2016,	148~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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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극적인	현실	앞에	시인이	느낀	원망	속에는	실은	조국이	하루라도	빨리	
힘을	가져	주권을	회복하는	희망을	깊숙이	담겨	있다.

		 동일시의	대상	및	정치의식	투 되는	공간	 박세2.2.	 –	

박세 은	 년	배재고등보통학교	 학년에	편입학		 (1902~1989) 1920 3 60) 하	
고	 년	 월에	 학년을	마치고	졸업한	후	 월에	중국	유학을	떠난다 박세1922 3 4 4 .	
의	중국	행적에	대해서는	최근	연구에서도	아직	분명하지	않거나	어긋난	부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의	보도에	따르면	.	『 』
박세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국	남경의	금릉대학 의	문과“ ( ) (金陵大學 文
)”科 61)에	입학할	예정인데 권 민에	의하면	그가	 상해	혜령 문전문학교	수,	 “

학”62)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박세 이	적어도	출국했을	때에는	금릉대학.	
으로	유학	떠나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으며 아마도	입학이	계획처럼	되지	못,	
해	나중에	상해	혜령 문전문학교로	진학의	길을	돌렸을	가능성이	크다 배.	『
재 호 남경 배재 호 상해 경성부	장사동	 의 등	그의	행적	기1 ( ),	 2 ( ,	 199 1)	』 『 』
록63)도	역시	이	추측의	방증이	될	수	있다 한	편	그	원인에	대해서	한만수는	.	
그가	 금릉대학에	입학하 다가	 학비문제로	자퇴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한
다.64) 박세 이	어떤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이나	수학했는지에	대해	
서는	 기록들마다	다른	 관계로	아직	 확실하게	밝히기	 어렵다 그러.	 나	분명한	

60) 위의	내용은	배재고등학교의	학적부에	따른	것이지만	이것은	 년	 학년에	입	 1917 1
학하면서	 박세 과	 처음	 만났다는	 송 의	 회고와	 엇갈리다 한만수는	 아마도	.	 “

운동	때	 년	동안	등교거부를	한	까닭에	 년에	다시	 학년이	되 는	것으3·1 1 1920 3 ”
러	추정한다 한만수 그들의	문학과	생애 박세 한길사 면.	 ,	 ( ) ,	 ,	2008,	48 .『 』

61) 금년	봄에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우령한	성적으로	졸업한	박세 최진철	“ ( )·朴世永
리홍우 조홍식 등	네	사람은	평소부터	문학에	취미를	( )· ( )· ( )	崔進哲 李泓雨 趙宖植

가젓던바	이번에	문학을	전문으로	배호고자	멀니	중국	남경의	금릉대학(金陵大
의	문과 에	입학하랴고	지난	이일	밤차로	각각	출발하얏다더라) ( ) .”	學 文科 四氏「

동아일보 면,	 (1992.4.4.),	7 .南京留學」 『 』
62) 권 민 남 월북	시인 평론가	사전 문예중앙 겨울호	 ,	 · · ,	 ,	1987.「 」 『 』	
63) 박아지 박세 론	 ,	 ,	 ,	1937.風林「 」 『 』
64) 한만수 앞의	책 면	참조	 ,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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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그가	수학이	끝나고	 년	귀국하기까지	상해 남경 북경 천진	등지1924 ,	 ,	 ,	
를	주유하면서65) 다양한	중국체험을	가졌을	뿐더러 귀국한	뒤	자신의	체험에		 ,	
관한	많은	중국	기행시를	남겼다는	점은	본고의	연구에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
다.
박세 의	초기	창작	활동에	관해서도	여전히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		

므로	본고에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대로	그는	.	 1927
년	 문예시다 호에	 농부아들의	탄식 등	 편으로	등단한	것인데 사실	2 4 ,	『 』	 「 」	

년에	그는	이미	등단을	시도한	바가	있다 년	 월에	그의	배재고보	1923 .	1922 9
동기인	송 을	비롯한	사회주의자들이	국내에서	 염군사 를	조( ) ‘ ( )’宋影 焰群社
직한	후 박세 은	그	기관지	 염군 에	 에서 를	제목으로	한	시	,	 揚子江畔『 』 「 」
한	편을	보낸	바	있다.66) 이	시는	창간호에	실릴	예정이었지만	일제의	검열에		
걸려	결국	발간되지	않았으므로	등단하지	못하게	된다 년에	출판된	그.	1938
의	시집	 제비山『 』67)에서	제목이	 인	시편	있는데	그간에	혹	어떤	揚子江「 」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박세 의	중국행과	중국	기행시는	여태까지	아직	큰	주목을	받지	못하여	이		

에	관한	선행	연구도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그가	본격적으로	시	창작을	시작.	
한	것이	중국	체류	기간을	전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중국	체험은	그의	,	
작품	세계에	적지	않은	 향을	끼쳤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가	 년.	 1920
대에	일찍	중국으로	가서	또	여러	도시를	주유하면서	중국행에	관해	많은	기
행시 특히	드물게도	북경	기행시를	남겼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
본고에서	 연구	텍스트로	선정한	 작품은	박세 이	 중국을	주유하면서	 남긴			

유일한	북경	기행시	 와	 이다 와	 은	박세 의	시집	.	北海 煤山 北海 煤山「 」 「 」
제비 에	수록되어	발표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박세 의	문학세계는	그의	.	山『 』

현실인식과	문학적	변모를	중심으로	크게	네시기로	구분되는데68) 제 기가	창	 1
작초기부터	 년까지이다 이	시기에	박세 의	작품은	주로	자연을	소재로	1929 .	

65)	박아지 앞의	글,	 .
66) 윤여탁 사상우위의	문학관과	작품행동으로서의	실천	 박세 론 윤여탁 오	 ,	 ,	 ·「 –	 」

성호	편 한국	현대리얼리즘	시인론 태학사 면	참조,	 ,	 ,	1990,	27 .『 』
67) 박세 제비 별나라	 ,	 ,	 ,	1938.山 社『 』
68) 김은철 박세 	기의	형성과	변모양상	고찰 우리문학연구 우리문학	 ,	 ,	 28,	「 」 『 』	

회 면,	2009,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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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수서정시	계열에	속하며	그의	중국	기행시들도	이	시기에	속한	것으로	
여겨진다 출판	시기로	보면	그의	중국	기행시는	 년이	되어야	시집	.	 1938 山『
제비 에	수록되어	처음으로	발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로	규정해야	.	 1』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 박세 이	 시집	 제비 의	.	 ,	 山『 』

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그의	중국	기행시의	창작	시기가	대체	,	自序「 」
년	전후 다는	사실1922 69)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시기는	마침	박세 의	중국.	

행	시기와	겹쳐	있기	때문에	그가	중국에서	머물면서	기행시를	창작했을	가능
성이	크다 둘째 그의	중국	기행시는	특징상	초기시의	특징에	어느	정도	부합.	 ,	
한	것으로	보인다 박세 의	초기	시들은	대체로	이념에	따라가지	않고	상실.	
감과	비관적	정조로	물들어	있어	순수한	정서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70) 그	
의	중국	기행시는	그	토대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기반에	역사의식이	
깔려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한	 와	 에도	역시	이와	비슷한	특.	 北海 煤山「 」
징이	보인다.

전략“...( )...
은	 이	되어社稷 中央公園

국치기념비도	새로	썼지만,
아즉도	세상을	모르는	 들은男女
마시기에만	 했습니다.茶 醉

69) 또한	이	 에	있어서	 의	 을	아니	느낄	수	없었든	것은	 서글픈	내	“ 詩集 編輯 苦衷 故「
푸른 엷은	봄의	 과	같은		 의	 들과	 아름다大地 追憶 十五年前後 作品」	「 」	「 」 「鄉

운 의	가을 의	 들	만을	江山 備忘錄 烈風 憂鬱 等	三四年前後 作品 收」	「 」	「 」	「 」	
하지	않으면	안되는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	 의	 들을	여기에	 하지	.	錄 中間 作品 收錄

못한	것을	참으로	 으로	아는	바이다 박세 앞의	책 면”.	 ,	 ,	 ,	5 .	遺憾 自序「 」
그의	중국	기행시는	모두	 푸른 라는	제목	아래	수록되는데 그의	회고에				 	 ,	大地「 」
따르면	바로	 년	전후	창작된	시편들이다 이	 의	말미에	표기되는	작성	15 .	 自序「 」
시점을	보면	 즉	정축년인	 년	 월	 일이고	 년	전후“ ”,	 1937 6 19 15丁丑	六月	十九日
는	바로	 년	 전후로	추정할	수	있다 전봉관과	한만수에	의해	 와	1922 .	 北海 煤「

의	창작	시점이	 년으로	밝힌	바	있는데	그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다1926 .	山」
전봉관 박세 	초기시에	나타난	중국의	의미 국제학술대회 중한인문과			 	 ,	 ,	 ,	「 」 『 』
학연구회 면,	2003,	77 .
한만수 앞의	책 면			 	 ,	 ,	251 .

70) 김은철 앞의	글 면	참조	 ,	 ,	270~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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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

지금도	모든	 에선	 ㅎ지도	않는	 을	소리도	내지	않고	죽이고	있羊肉店 反抗 羊
읍니다.

에	따르는	 도	찾을수	없이時代 藝術
만은	낡은	 에서	볼수	있지요.古典藝術 舞台

오 한	이	-	 !悲慘 燕京
당신은	터질때가	왔읍니다,

를	살를때가	왔읍니다.魔都

중략...( )...

다시	 이	있을	땐,兵亂
이	몸은	 맞기를	기다려	타고	터저	온	 를	살르면,大砲	 荒都
새로운	 는	나오리라.建設者

그때는	죽엄에서	함께	 를	노래	합시다.勝利
그대와	나는	기쁨에서	노래합시다.
죽엄을	기다리는	이	 !古都

에	빠진	이	 은	깰날이	아득하구료.昏睡 大陸

에	 하는	 이	없어지기	 에는全國 橫行 軍閥 前
몇	 이	또	지나도	 함이	없겠읍니다,百年 變
당신이	듣드시	 높은	 소리는音調	 喇叭	
모이라는	 인가	보이다,命令

을	꿈꾸는	 에게	무슨	일이	또	이러날지요.”財物 兵士 71)

이	작품은	슬픔의	정조로	물들어	있으면서	역사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박		
세 의	중국	기행시의	전형적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적	현실에	놓.	
인	지식인으로서	북경의	현실과	중국	국민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으

71) 박세 와	 위의	책 면	 ,	 ,	 ,	121~128 .北海 煤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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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발하여	중국인에게	충고를	들려주는	듯	서술을	전개한다 이	시를	쓰게	.	
된	동기를	분석하자면 박세 이	원래부터	중국에	큰	관심을	가졌다기보다 식,	 ,	
민지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당시	반식민지의	 현실과	열강의	침략을	직면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에	감정을	이입하며	창작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보다	합리적
이다 따라서	시인은	혼란스러운	중국의	현실을	다룸으로써	중국보다	더	어려.	
운	처지에	놓여	있는	한국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화자가	황폐화한	북경의	여러	이미지를	관찰함으로써	당시	중국의	시대적		 ·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보여주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강렬한	부정과	불만이	,	
드러난다 그러나	박세 의	다른	초기	시처럼 작품에는	그	모순과	갈등의	근.	 ,	
본적인	 원인이	제시되지	않는다 에	 하는	 이	 없어지기	 에는	.	 “全國 橫行 軍閥 前
몇	 이	또	지나도	 함이	없겠습니다 는	시구를	보면	그	원인에	대해	화자”百年 變
가	오직	군벌의	할거를	지적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시	비극적인	현실의	근본적
인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당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내.	 ‘
우 와	 외환 이라는	두	방면에	의해	공동적으로	초래된	결과이기	( )’ ‘ ( )’內憂 外患
때문이다 내우는	국내	군벌의	할거를	가리키며	 외환 은	서국	열강의	침략과	.	‘ ’ ‘ ’
식민지	점령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벌의	할거를	비롯한	내부적인	분쟁을	없애.	
는	것만으로	당시	중국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으며	동시에	서국	열강
의	침략에	적극적인	대항도	필요하다 이러한	공연한	사실은	박세 에	있어서	.	
결코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	속에서	외.	
부	서국	열강의	침략을	무시한	채	군벌의	할거라는	내부적인	문제만	제시하는	
것은 시인이	당시의	중국에	있어	 외환 보다	 내우 를	더욱	시급하고	우선	해,	 ‘ ’ ‘ ’
결해야	하는	문제로	취급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박세 은	.	
중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군벌	할거의	국면을	
타파함으로써	중국이	스스로	강해져야	하는	것 즉	우선	온	나라의	힘을	한데,	
로	뭉쳐야	외부의	적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시인의	이러한	사색은	근대	한국	지식인들이	사회진화론을	수용하면서	이끌		

어낸	 자강 사상과	유사하다 이는	이	시를	통해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 ( )’	 .	自強
있는	대상과	시인이	암시하는	현실	대책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시를	.	
통해	그는	세계의	정세가	극변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모르고	중앙공원을	다



- 31 -

니며	차	마시기에	취한	 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몽롱한	독연이	언제‘ ’ .	“男女
나	안개와	같이	자욱해	있 는	듯한	심각한	시대적	배경	아래서	자기	나라에	”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그들의	 부작위 는	곧	 몸을	스스로	살르고	있‘ ( )’ “ ”不作為
는	것과	다름없다 다시	말하면 당분간의	평화에	만족하여	외적의	침략을	저.	 ,	
항할	생각도	하지	않은	국민들은	언젠가	 양육점에선	반항하지도	않는	양 처“ ”
럼	소리도	내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중국 특히	북경의	사회를	.	 ,	
관찰하면서	이	점을	정확하게	포착해냈을	만큼	박세 은	북경을	인식하는	데
에	뛰어난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가	북경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무관심.	 ‘ ’
과	 부작위는	북경이라는	도시	자체가	지닌	여유로운	정조와	관계된	것으로	‘ ’
판단된다 왕서언 은	 그의	 평화의	 고성 에서	.	 ( ) ( ) (1936)王西 和平的古城『 』彥
같은	중산공원( )中山公園 72)에	북경의	 평화	공기 즉	침략을	당하면서도	시민‘ ’,	
들이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공원을	다니는	모습을	묘사한	바	있으며73) 이런		
광경에	대해	작가가	느낀	울분과	비애를	털어놓았다 조원 은	이를	두고.	 ( )趙園
소시민으로서	 부득이한	 정치에	 무관심과	 오래된	 여유로운	 정조로	 인한	 마“
비”74)로	서술한다.
이와	대응되는	것은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터지다 라는	표현이다		 ‘ ’ .	

시인은	당시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부작위를	비판하면‘ ’ ‘ ’
서	 당신이	터질	때가	왔습니다 라는	시구를	통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	일종“ ”
의	대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당시	북경에게는	한	번의	 터짐 즉	전면적이고	.	 ‘ ’,	
근본적인	혁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터지다라는	표현을	통해	짐작할	.	 ‘ ’
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이	혁명은	내부의	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박.	
세 이	지향하는	것은	국민의	힘에	의해	전면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며	이
를	통해	비로소	중국은	현재의	혼란한	국면을	타개할	수	있으며	세계에서	자
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자강 사상의	핵심	의미와	일치한	것으로	.	 ‘ ’
보인다.	

72) 중앙공원 은	 년에	중산공원 으로	개칭한다	 ( ) 1928 ( ) .中央公園 中山公園
73)	“ ,	 ,	 ,	中山公園裡 時常可以見到百數以上的紅肩章武士雜在人叢里 蹂踏著草坪 折著花

앞의	책 면	재;	 ,	 .”	 ,	 ,	78木 而遊人們悠然如故 沒有顯出半分的不調和或不自然 趙園
인용.	( ,	王西 和『彥 ,	1936.)平的古城』

74) 위의	책 면	“ .”	 ,	 ,	78 .小民不得已的政治冷漠和優游 久的麻木 趙園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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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래	한국	지식인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다		
시	앞글에	다룬	문인의	북경	인식에	주목하자면	북경	인식에	있어	그들의	각
자의	독자적인	특징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니는	특징을	명백히	발견할	수	있,	
다 우선	심훈이	북경으로	대표된	중국에	대한	인식은	부분적으로	아직	과거.	
에	남아	있는	고유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가	북경을	방문하고	문학	작품으.	
로	형상화했을	때	행간에	여전히	중국에	대해	 전통적	우방 에	까가운	인식이	‘ ’
표출되고	있는	것이	그	증명이다 그의	이런	인식을	가지는	데에	북경	성내를	.	
충만한	고적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훈은	 현실을	비.	 ‘
추는	거울 로서의	북경에	대해	관찰과	문학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을	인’
식하는	데에	더욱	뚜렷한	현실	인식을	획득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을	 잠든	사.	 ‘
자로	비유되는	것과	 나 와	걸인으로	대표되는	조선과	중국의	현실	비교	속에’ ‘ ’
서	실제적으로	심훈이	중국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 즉 그의	인식에서	반식.	 ,	
민지	상태에	놓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적	질서에서	여전히	주권을	상실
한	식민지	조선보다	나은	처지에	있으며 현재의	 낙오자이지만	 잠든	사자 는	,	 ‘ ’ ‘ ’
장래에	잠에서	깨어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심훈이	믿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박세 은	중국	국내의	사태를	주목하면서	조선과	중국	간의			

연대를	중요하게	여긴다 북경을	배경으로	창작된	그의	시편에서	북경을	관찰.	
하면서	눈에	띈	광경에	대해	화자가	걱정하는	심정을	드러내	청년을	훈계하는	
듯이	서술이	전개되며	이로써	시인의	계몽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	
훈계와	계몽의	태도는	곧	양국	간의	연대에	대한	강조와	중국과	조선을	동일
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작품에서	중국이	직면.	
하고	있는	 내우외환의	현황을	직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안‘ ’
해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써	그가	중국을	위해	곤경을	타파할	수	있는	대.	
책을	모색하는	것은 사실	조선이	식민지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탐,	
색하는	데에	중국	혁명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함축되어	‘ ’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박세 의	북경	인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그는	당시	중.	
국을	 반 제국주의	국제	연대의	중심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 ( ) ’反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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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훈과	박세 으로	대표되는	 년대	북경을	방문하고	문학	작품을	남긴			 1920
한국문인들에	의해	표출된	북경	인식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것이며	중국에	
대해	기대를	품고	있는	태도로	나타난다 그	원인을	분석하자면	 년대는	.	 1920
북경이	한인의	해외	독립운동	근거지	및	유학	목적지로	부상했던	시기 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시기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북경	유학을	선택한	한.	
국	문인들은	기본적으로	진보적	사상을	접하는	의욕과	독립운동의	지향을	품
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북경을	방문하면서	이	경험을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	
하는	데에	기존의	상상과	현실적	경험	간에	상당한	일치성을	지니고	있으니	
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지	않다 년대 그중에도	특히	그	시대의	초기에	.	 1920 ,	
언론매체를	통해서	수출된	중국관은	식민주의적	인식	체계의	범주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이때	심훈과	박세 을	비롯한	일부	한국	문인들은	직접적인	.	
중국	체험을	갖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한국의	입장
에서	사실에	근거한	중국	인식을	선보이면서 한국	대중이	중국을	객관적으로	,	
인식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객관적 비판적으로	중국	수용하는	공간	3.	 ·
년	 년			 1931 ~	1937–	

년	전면적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년대	전반기는	중국에			1937 1930
있어서	 내우외환의	시기이자	 격동의	시대 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국내에	‘ ’ ‘ ’ .	
공산당과	국민당이	합작하여	추진하단	국민혁명이	두	당의	분열로	변질되어가
며 이로	인해	잠깐의	안정을	얻었던	중국은	다시	공산당 국민당	그리고	군벌,	 ,	
의	혼전에	빠지게	되었다 동시에	국민당	당내에도	반대파의	활약으로	당내의	.	
파벌투쟁이	격렬하 다 또한	 외환으로서	일본은	 년	만주사변부터	중국.	 ‘ ’ 1931
에	대한	침략을	시작했으며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시기 다.

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서의	 중국	 인식은	 기본적으로	 근대	 이래			1930
년대까지의	인식	체계의	연장선	위에	있으며	다만	인식의	중점과	특징에1920

는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한국	지식인들이	여전히	중국을	주시하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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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태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년대	중반부터	한국	국내	대표적	언론매체가	중국으로	특파원을	파견하1920

기	시작하 으나	선두로서의	중국	 특파원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짧은	기간만	
머물었다 따라서	 중국의	 정황을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한국에게	소개하는	.	
데에	여전히	한계성이	보 다 그러나	 년대	말	 년대	초	 동아일.	 1920 1930 『
보 특파원으로서	중국으로	파견된	신언준 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중( )申 俊』	 彥
국에서	보다	오래	기간	머물면서	중국의	사태에	대해	그전보다	더욱	잘	파악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신언준은	대표적으로	 년에서	 년까지	중.	 1929 1935
국에서	특파기자로서	활동하면서	중국의	시구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하는	
논설들을	 동아일보 와	여러	잡지에	정력적으로	발표하 다.『 』 75) 이로써	그는		
당시	동아시아에서의	정세	전개를	일본	본위의	관점에서	보는	데서	벗어나고
자	원했던	한국	대중을	위해	그들이	필요한	 객관적이고도	넓은	시야“ ”76)를	제
공해줬다 따라서	 년대에	들어서야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	표출된	 중국	.	 1930
인식은	일제의	식민주의적	인식	체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진정한	한국의	입
장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전에	단순히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는	목적을	가지고	중국을	관찰		 ,	 ‘ ’

하게	되는	태도에	비해 년대	중국의	혁명	경험을	수용할	때	한국	지식,	1930
인의	 태도는	한국인	독자적인	입장에서	목적의식을	갖춘	관심과	 비판적으로	
수용이라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시	신언준을	예시로	들자면	비록	그는	.	
중국에서	대일항전을	 도할	능력이	있는	자가	오직	장개석만	있다고	장개석
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지만 당시	장개석에	의해	촉진하고자	하는	독재체제,	
를	지향하는	정책에	대해	민중의	힘을	바탕으로	민주집권제 를	이( )民主執權制
뤄야	하는	중국혁명의	바른길과	유리되었다고	지적하며	비판하 다.77) 그러나		
그가	 장개석을	 비판하고	 민주집권제를	 지향하면서	 중국공산당에	 주목하도록	

75) 이에	속한	글들은	민두기에	의해	정리되어	 신언준	현대	중국	관계	논설선 에		 『 』
수록하 다 신언준	저 민두기	엮음 신언준	현대	중국	관계	논설선 문학과.	 ,	 ,	 ,	『 』
지성사,	2000.

76) 민두기 과	 의	 중국근현	 ,	 (1903-1938) (1927-35) ,	申 俊 激動中國 現場報告「 」 『彥
대사연구 면9,	2000,	94 .』	

77) 차웅환 의		 ,	 (1904~1938) ,	東亞日報 中國特派員	申 俊 中國時局問題認識「『 』	 」彥
역사문화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면	참조23,	 ,	2005,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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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마르크스주의자로서	공산당을	반대하,	
는	입장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중국	혁명의	경험을	관찰하고	수용하.	
는	데에	줄곧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신언준.	
은	중국의	북잡한	시구문제에서	유독히	반제 항일문제에	관심을	기울 는데· ,	
이는	그가	한국인으로서	탈식민의	독자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중국을	바라보
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선으로서	중.	
국을	바라보고	중국	국내	정치	세력에	지지	혹은	반대의	태도가	드러나더라도	
그	혁명의	역사성에	대한	동조를	느끼지	않78)은	태도를	통해서 년대	한,	1930
국	지식인이	중국을	인식하는	데에	지닌	객관성이	또한	엿보일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	 년	 월	일제가	날조한	만보산사건 을	이어			 1931 7 ( )萬寶山事件
월	 일에	만주사변 의	발발과	함께	일제가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9 18 ( )滿洲事變
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인의	반일감정이	고조되어	갔다 중국	청년	학생들이	.	
시위활동을	벌인	것으로	시작하여	전국적인	항일구국운동이	펼쳐졌으며 이러,	
한	중국인의	반일투쟁으로	재중	한인의	처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됐
다 만주사변	이전까지	북경에서	중국인들은	한인의	독립운동에	대해	기본적.	
으로	동감하고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졌는데 그것은	일부의	 토가	서국	열강,	
의	식민통치하에	있는	중국과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조선의	유사한	현실
로	 동병상련 의	감정을	품게	되었고	이러한	국가적	상황으로	인해	‘ ( )’同病相憐
중국인과	한인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의	중.	
국	침략공세에	따라	고조된	중국인의	반일감정으로	북경의	정세는	한인	활동
에	불리하게	격변했다 북경에	거류한	일본인들이	배척을	당하기	시작하는	동.	
시	한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전에	 동병상련 의	대상에서	일제와	같은	진 인	‘ ’
일본인의	앞잡이‘ ’79)로	보게	되는	변화를	가져와	한인에	대한	중국인의	감정

78) 이기훈 앞의	글 면	참조	 ,	 ,	90 .
79) 당시	북경	거류	조선인의	처지는	독립운동가	이강훈 의	회고를	통해	짐작	 ( )李康勲

될	수	있다.	
정양문	앞에	제일빈관이라는	큰	호텔이	있다 호텔에	들어가서	손님명부에	한인				 	“ .	
이강훈이라	적었더니	조선인에게	방을	줄	수	없다고	종업원이	말했다 다시	여관.	
에	가보니까	이미	사방에	조선인을	받아주지	말라는	통문이	내려져	역시	방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왜	이런가	알아보았더니 이때	북경의	분위기는	조선인을	모.	 ,	
두	일본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놈의	앞잡이라는	것이다 북경은	나중에	왜.	 .	
놈에게	먹혀버렸지만 당시	중국인들의	항일	의식은	강했다 더구나	만주사변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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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속히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북경에	거류한	한인들은	생활과	활동에	어.	
려움을	겪었다.80) 북경	정세의	악화와	활동이	심히	제한	받았던	바람에	북경	
에	거주한	한인	들은	잇달아	귀국했고	그	후	한인의	북경	진출도	현저히	줄어
들었다 이런	상황은	 년	 월	일제의	회북침략	개시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1937 7
로	인해	이	기간	내에	북경	체험을	가진	한국	문인은	아주	드물게	됐다 그렇.	
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고는	 장의	연구	대상을	선,	 3
정할	때	한국	문인의	북경	체험	기간 그들의	북경에	관한	작품의	창작과	발,	
표	시점	이외에도	작가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도	참고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년에서	 년	사이	직접적	북경	체험을	가진	한국	문인은	정래동과			1931 1937
주요섭으로	확인된다 정래동은	북경에서	 년부터	 년대까지	 년이라.	 1924 1932 8
는	긴	시간을	머문	사람이다 본고에서	정래동을	 장이	아닌	 장에	포함시킨	.	 2 3
이유는	그가	일찍	북경으로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문제의식과	관련
된	그의	북경에	관한	글쓰기는	 년대로	들어선	이후	비로소	시작한	것이1930
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섭은	 년에	북경으로	가서	 년에	귀국했을	때.	 1934 1943
까지	북경에서	 년	동안	거주했음으로	근대	한국	문인	중에	북경	거주	시간이	9
제일	길었던	문인이다 주요섭의	북경	체험도	 년	후에	계속	이어갔지만	.	 1937
그를	 장에서	다루고자	한	원인은	그의	북경에	관한	글들의	대부분은	 년	3 1937
전에	 발표되었고 이와	 같은	그의	 북경	체험의	 전반부의	내용들이	주요섭의	,	
북경	인식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아져	그를	 장에	포함시켰다3 .	
한편	이	시기에	북경과	관련된	문학	작품을	발표한	사람은	정래동 주요섭	외,	
에	이광수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광수의	추적	가능한	북경	체험의	시점.	
은	 년과	 년이지만	북경과	관련성	지닌	그의	소설	 그의	자서전1918 1921 『 』
과	한	편의	회고는	모두	 년이	되어서야	발표된다 따라서	본고는	그의	1936 .	
북경행	행적을	추적하면서	 년대	전후	북경에	대한	이광수의	인상을	밝히1920
려고	하는	동시에	중점적으로	이를	 년대	그의	작품	속에	형상화된	북경1930

인해	 그	항일의식이	크게	작극되었던	 것이다 이정식	 면답 김학준	편집 해설.”	 / · ,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면,	 ,	1988.	440 .『 』

80) 한인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의	항일운동에	동조하는	사람으로써	중국정부	당국에게		
일정한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스스로	독립운동가의	신분을	밝혀
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북경에서	독립운동의	전개가	불리한	형국에	놓일	수	밖
에	없었던	것이다 손염홍 앞의	책 면	참조.	 ,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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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미지와	비교하면서	이광수의	북경	인식을	전반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년부터	 년까지	이	시기는	여러	정치적인	요소의	 향으로	근대에		1931 1937

서	한국	문인의	직접	북경	체험이	가장	빈약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북경은	
지속적으로	한국	문인의	글쓰기에서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년대에	독립.	 1920
운동의	중심지 혹은	 년	이후	일제의	식민지처럼	북경	한인사회를	주도,	 1937
하는	분위기의	부재로써 이	시기의	한국	문인의	북경	인식은	질곡에서	벗어,	
나	오히려	훨씬	풍부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중국문학의	수용	공간	및	혁명운동의	기지	 정래동3.1.	 –	

정래동은	 년	 월	초		 1924 9 81) 북경에	도착하여	 년	 월에	동아일보사에		 1932 5
입사해서	북경을	떠나	귀국할	때까지	북경에서	 년에	가까운	긴	시간을	보냈8
고	북경에	대해	남다른	깊은	인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년에	자신의	.	 1971
생애에	대해	기술한	글인	 著者	年譜「 」82)에	의하면	그는	 년부터	1917 1923
년까지	 년에	가까운	동안에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년	다이세이7 1923 (大

중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대학	예과	입학시험에	실패해서	귀국의	길에	오른)成
다 도중에	때마침	일본에서	관동대지진이	일어나고	또	그후	일본에서	한국인	.	
학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는	일본에서	계속	공부할	생각을	단념하고	가족의	
동의을	얻어	 년	 월에	출발하여	봉천을	경유해서	북경으로	향하게	된다1924 8 .
정래동의	북경	체험	시기가	 년대부터	인	것에도	불구하고	그를			 1920 1920

년대가	아니라	 년에서	 년까지	한국	문인의	북경인식에	포함시킨	이1931 1937
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그는	일찍	북경으로	갔지만	.	
그가	북경에	관한	글을	발표하는	시점이	그	체험의	시간에	비해서	늦은	시점
이라고	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북경에	관한	그의	글의	발표	시점은	.	 1933
년에서	 년 즉	그가	귀국한	직후로	집중되어	있다 다음으로	그가	북경	1936 ,	 .	

81) 에	처음	 한	것은	 이었으므로 아주	더운	때 다 정래동	“ .”	 ,	北京 到着 九月初 北京、 「
의	 수필집	 평문사 금( ,	 ( ),	1949.),	 ,	印象 北京時代 平文社 丁來東	全集」 『 』 『 』Ⅲ
강출판사 면,	1971,	188 .	

82) 정래동 금강출판사 면	참조	 ,	 ,	 ,	 ,	1971,	422~424 .著者	年譜 丁來東	全集「 」 『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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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을	통해	남긴	가장	큰	업적은	중국문학	소개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	
시점이	다	 년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그가	북경에	머문	1930 .	 ,	
동안	중국문학을	평론하고	소개하는	첫	번째	글인	 의	現代中國文學 新方向「 」
은	 년	 월 즉	그가	북경에	도착한	뒤의	 년	되는	시점이	비로소	발표1928 10 ,	 5
됐을뿐더러	 그가	중국문학을	 소개하는	 글은	처음의	 두	 편을	 제외하고	 모두	

년대에	발표되는	것이다1930 .83) 이외에	그의	중국	현대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작업도	역시	 년에	노신 의	작품	 을	번역하면서	시작한	것1930 ( )魯迅 傷逝「 」
이다.84) 따라서	정래동	북경	인식을	규명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주목하는	시기	
도	 년대	위주한	시기라고	판단함으로써	그를	제 장에	포함시킨	것이다1930 3 .
정래동의	북경	유학	생활은			 著者	年譜「 」85)이라는	글을	통해서	추적해	볼	

수	있다 그는	북경에	도착한	후	 년	 월부터	 월까지	대중공학	보습과.	 1925 2 7
를	다니고	 월에	북경민국대학( ) 9 ( )大中公學	補習科 北京民國大學 86) 예과에	입	

학한다 다음	해	그는	북경민국대학	 문과에	적을	둔다 그는	 문학을	전공.	 .	
하기로	했지만	실은	동시에	중국문학을	스스로	노력을	통해	습득할	계획을	품
고	 문학 중국문학	두가지	모두	마스터하고	싶은	속셈이다· .87) 년부터		1928

년까지	그간에	군벌	장작림 이	북경을	점거하는	 향을	받아	당1929 ( )張作霖
시의	북경대학이	인원이	급하게	줄여서	정래동을	비롯한	민국대학	 문과	재
학생들이	우연히	북경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정래동은	그.	

83) 방평 정래동	연구	 중국현대문학의	소개와	번역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	 ,	 ,	「 –	 」
사학위논문 부록	표 참조,	2011,	 1	 .

84) 위의	글 부록	표 참조	 ,	 2	 .
85) 정래동 앞의	글 면	참조	 ,	 ,	424 .
86) 북경민국대학 은	 년	 당시	 민국대학총장인	 노탕평 에		 ( ) 1916 ( )北京民國大學 魯蕩平

의해	창립되었고	 년	 월부터	 본격적으로	 개강하 다 그	후에	 년에	1917 4 .	 1931
사립북평민국학원 으로 년에	 사립민국대학‘ ( )’ ,	1946 ‘ (私立北平民國學院 私立民國大

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이름	바뀌게	 된다 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 .	 1949學
후에	호남대학 에	합병된다 방평 앞의	글 면	재인용( ) .	 ,	 ,	14 .	(湖南大學 北京民國大

,	 ,	 ,	 ,	學	 出判部	 編著 學則 要 北京民國大學一覽 北京民國大學消費社「 」 『 』概
면	참조1924,	1~2 .)

87) 처음에	 에	들어갈	때에는	 을	하면	 은	 로	자연히		“ 大學 英文學 中國文學 環境關係 習
하게	될	것이라고	 도	하고 또	다른	 보다	 의	 을	하면	,	 ·得 預測 學生 倍 努力 英文學 中

두	가지를	다	마스터할	수	있으리라	해서	 에	 을	두었다 정래.”	國文學	 英文學科 籍
동 내가	 을	 하던	때 금강출판사 면,	 ,	 ,	 ,	1971,	266 .大學 卒業 丁來東	全集「 」 『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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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년	간	계속	청강생의	신분으로	북경대학에서	강의를	들었던	것이3,	4
다.88) 년에	민국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도	못하고 도	못가고	1930 “ ,	 ,	歸國 歐美
하는	수	없이	 에	남이	있中國 게	되”89)는	상황에서	정래동가	스스로	 이“英文學
나	 니	다	 해서	 을	 하”中國文學 未洽 以後	四年間	中國文學 專攻 90)는	것을	목표
로	삼는다 그가	스스로	언급했듯이	 년	 월에	북경을	떠나	귀국했을	때.	 1932 5
까지	 세부터	 세에	걸쳐	북경에서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22 30
낸다.

	“ 은	내가	 살던	곳이다 그	 도	 에서	 라는	.	北京 十餘年	 十餘年 二十代 三十代 人生
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었다 가장	 에	불타는	 요 이	가장	.	 ,	時期 情熱 時期 知識欲

하던	때요 에	 없이	 하던	때다,	 .旺盛 異國情調 限 陶醉 그런	 인	만큼	 은		 時期 北京
나로서	 도	많은	 요,	追憶 都市 지금	나의	 의	 가	선	땅이다.生活 基礎 ”91)

나의	 는	 에	가장	 다	 하고 의	 가	잡힌			“ ,	北京時代 人生	一生 血氣 旺盛 一生 基礎
에서	 이었다.	二十歲	左右 三十歲	前後 그런	만큼	나의	받은	 도	심하 고,	衝擊

의	 도	많았으며 이	 의	 에	대하여도	 를	게을리	하지	않,	思想 變遷 社會 諸相 究研
았으며 에	대한	 도	자못	컸었다,	 .中國革命 關心

하여	보면		 ,	回顧 지금까지	나의	 에	이	 는	가장	큰	토막이었으一生 北京時代
며 가장	 한	 던	만큼,	 重大 時期 할	만한	 도	많고	 도	적지	않다,	 .記錄 事件 感懷

중략...( )...
지금	생각하여	보면		 ,	현재	나의	 에	대한	 로	끄적,	 ,	思考方式 建國 卑見 文字

거린	것 하는	 가	 에	 세운	것,	對人接物 一切 北京	十餘年 土臺	 을	 하여	보면,	回憶

88) 중략 이	 으로	들어와서	 의		“ :	( )	...( )...	一九二八年 二十六歲 張作霖 北京 北京大學 學
이	많이	 하고	적으므로 그	이름을	 이라	고치고	 을	,	生 南下 京師大學堂 學生 募「 」
해서 이	그	 이	되어,	 ,	集 凌子平	先生 大學	英文科	主任 民國大學	英文科	同級班	多

과	함께	 을	치러	 하다.數	學生 試驗 編入
이	 에서	쫓겨나고	 이	 되어			 	 :	 ( )	 ,	一九二九年 二十七歲 張作霖 北京 北京大學 復舊 京師

때	 한	 은	다시	 을	치르라	해서 으로	이후	,	 ·大學堂	 入學 學生 試驗 傍聽生 三 四年間	
하다.聽講 은	 에서	하 다 정래동 위의	책	( .)”	 ,	 ,	 ,	425卒業 民國大學 著者	年譜「 」

면.
89) 정래동 내가	 을	 하던	때 위의	책 면	 ,	 ,	 ,	266 .大學 卒業「 」
90) 정래동 위의	책 면	 ,	 ,	 ,	425 .著者	年譜「 」
91) 정래동	 ,	 ,	北京時代 序文「『 』 」 수필집	 평문사( ,	 ( ),	1949.),	北京時代 平文社『 』

면,	46 .	丁來東	全集『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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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게	한다.徒游
		 은	나의	 의	 이었다는	것北京時代	十餘年 後半生 溫床 을	또	한번	 하고	싶調強
다.”92)

위의	글은	 년	 출판된	정래동의	수필집			 1949 중의	 내용이다.	北京時代『 』	
이	 수필집의	 출판	 시점은	 정래동의	 북경	 체험	 시점보다	 뒤늦어지만	 그가	

에서	밝힌	듯이	이	집에	수록된	대부분의	글은	그의	북北京時代 序文「『 』 」
경시대에	쓴	것93)이며 또한	수록된	글	중에	이전에	신문지에	이미	발표한	바	,	
있는	글도	몇	편	있는데	발표시점을	살펴보면	모두	 년대	그가	귀국한	직1930
후의	 년에서	 년	간에	집중되어	있으니1933 1936 94) 이	수필집을	통해서	그의		
북경시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인용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정래동에	있어서	.	
대부터	 대까지	북경에서	보냈던	시기는	그의	일생의	 가장	큰	토막 이며	20 30 “ ”

가장	“ 한	重大 時期 이다 그만큼	북경은	그의	” .	 “ 의	 가	선	땅生活 基礎 이자	” “後
의	半生 溫床 으로	간주되고	있다” .

우선	북경	생활은	그의	사상	그리고	정치적인	이상 문필활동 세계를	대응		 ,	 ,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면을	위해	토대를	세워	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시	말하자면	북경	 체험은	어떤	 의미에서	 정래동이라는	사람을	정의해준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경	생활이	그의	청년	시기에	.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만큼	정래동의	후반생에도	지속적으로	그	 향력을	발

92) 정래동	 ,	 ,	北京時代「 」 수필집	 평문사 위의	책( ,	 ( ),	1949.),	 ,	北京時代 平文社『 』
면49~50 .

93) 또	이 에	든	 의	글은	나의	 에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로도		“ ,	集 大部分 北京時代 意味
라고	 부르고	싶다 정래동 위의	.”	 ,	 (1948.4),	北京時代 北京時代 序文『 』 「『 』 」

책 면,	46 .
94) 이	수필집에	수록되는	글	중에	이전에	이미	발표된	바	있는	글의	제목 발표	지	 ,	

면 발표시점은	아래와	같다 정래동 위의	책 면 면,	 .	 ,	 ,	 46 ~201 .	 의	 ,	故 江邊「 」鄉
,	 1933.3.	新家庭 三月號『 』	 의	 ,	 ,	戰亂	 天津 春夜談 新東亞 四月號「 」 『 』	

1934.4.	 의	 ,	 ,	1934.	香山	 鬼見愁 雲波 新東亞 第四卷	第九號 灰色「 「 」 」 『 』	 「
의	 ,	 ,	1934.11.	都會 落葉 新東亞 第四卷	十一月號」 『 』	 로	 하는	綠波霧海 變 水「
의	달밤 ,	 ,	1935.6.	鐘寺 東亞日報」 『 』 의	 ,	放浪 旅行 新東亞 第五卷	第十「 」 『 』	

의	,	1935.	 ,	 ,	1935.二號 北平 秋夜月 新東亞 第五卷	第十六號「 」 『 』	 	 ·水仙 梅「
의	,	 ,	1936.2.	 ,	花 新東亞 第六卷	二月號 北平 新年風景 新東亞 第六」 『 』	 「 」 『 』	

의	,	1936.3.1.	 ,	卷	第一號 六月 綠葉 新家庭 六月「 」 『 』	 ,	1936.6.	號 北京	印「
,	象 四海公論」 『 』	 ,	1936.9.九月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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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고	있다 따라서	정래동의	북경	체험이	유독	시간적으로	길고	또	다양한	.	
경험들을	한	것과 그	시기가	정래동에게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을	고려하면 정래동의	북경	인식은	근대	한국	문인의	북경	인식	중에	간과할	,	
수	없는	중요성과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래동은	북경에서	 년	동안	머물면서	그	간에	약	 년의	시간을	학생		 8 6

으로서	보냈으므로	북경은	그에게	물론	우선	하나의	 배움터인	 셈이다 그가	.	
북경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습득한	것은	중국어일	것이다 실제로	정래동.	
의	중국어	실력은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수준에	달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대의	중국문학	번역가	양건식이	노신 의	.	 ( )魯迅
명작	 아 정전 을	 번역해서	 조선일보 에	연재했는데 정래동Q ( Q ) ,	阿 正傳「 」 『 』
이	양건식의	번역문을	중국어	원문과	대조해본	결과	여러	곳의	정확하지	못한	
거나	 오역한	내용을	 발견해서	 이를	두고	오역을	 지적하는	 글을	 쓴	 바도	있
다.95) 또한	그가	중국	문학을	번역하고	소개하는	데에	원문의	뜻에	충실하고		
보다	높은	정확성을	지닌	것으로도	그의	중국어	실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만.	
큼	훌륭한	중국어	실력도	그가	중국문학을	이해하는	데에	그	투철함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로써	그는	중국문학에	관한	서지를	읽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중국문인들과도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되며 후일에	중국문학	번역	,	
및	소개에	투신하기	위해	든든한	기초를	다졌던	것이다.
북경민국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는	줄곧	중국문학에	관심	가졌지만	전공으로			
문과를	선택하 다 그것은	 물론	앞에	 정래동이	 스스로	토로한	바와	 같이	.	
문학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중국문학을	환경관계로	자연스럽게	습득하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만 실은	당시	지식인의	보편적인	경향과	전혀	,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	때는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	서양의	신사.	
조 신문화의	공부가	풍미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중국학생들뿐만이	·
아니라	유학생들도	누구나	 새로운	 것만	알려	하고	 낡은	 것에	관심‘ ’ ‘ ’西洋 中國

95) 그후	 의	 을	 가	 한	것이	 에	 되었다 나	“ Q .	魯迅 阿 正傳 梁白華氏 譯 朝鮮日報 連載「 」 翻
는	또	 과	 를	하여	보니	역시	 이	많아서 그것을	일일이	 하여	같,	原文 對照 誤譯 指摘
은	 에	 에	걸쳐	 한	일이	있었다 정래동 내가	 을	 하던	· .”	 ,	新聞 三 四回 揭載 大學 卒業「
때 위의	책 면,	 ,	267 .	」 여기서	정래동이	양건식의	번역본	중의	오역을	지적하는	
글은	 아 정전 을	 읽고 의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정내동 아 정전 을	읽Q .	 .	 Q「 」 」 「 」
고 전	 회 조선일보.	 4 .	 1930.4.9.-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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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지	않은	공통한	경향이	있었다.96) 물론	그때	이미	민국대학	학생이	된		
정래동은	이런	경향에	대해	 에	와서	 의	것을	배우지	않고“ ,	中國 中國	固有 外
의	것만	배우는	것은	 한	일이	아니다 고	하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표했”國 賢明

지만	결국	그가	 의	것인	중국문학	대신에	 문학을	전공으로	택한	‘ ’中國	固有
것으로	보니	그도	역시	 새로운	 것 을	배우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 ’ .	西洋
만	그가	서양의	신사상를	공부하는	동시에	중국	고유의	것을	잊지	않고	같이	
흡수하려는	큰	포부를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래동이	북경에	머문	동안에	여전히	서양으로	가는	기회를	노리고	있음은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다 앞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민국대학을	졸업.	
하고	나니	 도	못하고 도	못가고 하는	수	없이	 에	남이	있게	“ ,	 ,	歸國 歐美 中國
되 었다는	자백으로	 이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정래동이	일본	유학을	” .	
단념했지만	북경으로	가서	구미	유학을	여전히	도모하고	있었으며	이	사실도	
그가	대학에	입학해서	중국문학	대신에	 문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의	일부로
서	작용했음으로	볼	수	있다.
정래동은	 년부터	 년까지	민국대학에	재학하면서	전공으로	 문학		 1926 1930

을	배우고	중국문학에	관해서는	주로	 신문화운동에서	 비롯된	중국	신문학에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스스로	회고한다.97)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학교	강의		
외에	 년에	당시	중국	문단에서	명성이	높고	신문학을	제창하 던	극작가	1927
향배량( )向培良 98)에게	신문학을	대표하는	백화문학	작품을	배우고	대신에	향
배량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준	적이	있다.99) 이와	같은	경험은	당시	북경에	있	

96) 그러나	 의	 의	 가	 를	 하던	그	 의	 에	있어	“ ·歐美 新思潮 新文化 吸收 學界 風靡 當時 中國
서 누구나	새로운	 것을	알려	하고 낡은	 것을	알려하지	않으려는	것이	,	 ,	西洋 中國
그때	 들뿐	아니라 우리	 들	 에	있어서도	 한	 이었다 이,	 .”	中國學生 留學生 間 共通 傾向
상은 금강출판사 면,		 ,	 ,	 ,	1971,	8 .序 丁來東	全集「 」 『 』Ⅱ

97) 그랬으나	 을	하고	나니 도	시원찮고 도	 을	 하고	“ ,	 ,	卒業 英文學 中國文學 新文學 除外
는	거의	 나	다름	없었다 정래동 내가	 을	 하던	때 앞의	책.”	 ,	 ,	 ,	白紙 大學 卒業「 」

면266 .
98)	향배량 은중국	현대문단의	유명한	작가이자 극작가 미학( ,	 1905~1961) ,	 ,	向培良

자 변역가이다 그는	 년	중국대학 에	입학하여	그후	북경세계어,	 .	 1923 ( )中國大學
전문학교 에서	공부한	바도	있었다 그는	대학	재학	동안부( ) .	北京世界語專門學校
터	문학창작을	시작했으며	노신이	주최한	 망원사 에	가담하여	노신에게	‘ ( )’莽原社
높은	평각을	받았다 년대	초	그는	신문화를	제창하여	항일사상을	품고	있.	 1930
는	진보적	문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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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인	유학생	중에도	드물	것이며	또	정래동이	중국	신문학에	대해	남다른	
깊은	학식과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졸업한	뒤	정래동이	계속	북.	
경에	남아	있는	결정을	내린	후	향후의	목표를	 을	접어치우고	“英文學 中國文
을	 하기로 결심한다 이로부터	 그는	 중국	 신문학에	 관해서	소설외에	”	 .	學 專攻

시 산문 희곡 수필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함으로써	중국	 운동	이후의	신문· · · 5·4
학에	자신을	갖게	된다 동시에	그는	스스로	중국고전문학에	대한	지식의	부.	
족함을	느껴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그는	심여추.	 (沈如
)秋 100)의	소개로	당시	중국의	진보적인	지식인	곽동헌( )郭桐軒 101)에게서	중

국고전문학	특히	 사기 와	 문선 을	공부해서	중국문학연구( ) ( )史記 文選『 』 『 』
에	큰	도움	얻었다고	한다.102)

북경은	정래동에게	 또	 하나의	의미는	혁명운동의	 기지로서	 그는	북경에서			
아나키즘	운동에	상당히	깊이	간여하고	있었“ ”103)다 정래동이	 년	 월에	.	 1919 2

99) 밤에는	 에게서	 을	배우고	“ :	 ( )	 ( ) ,	一九二七年 二十五歲 向培良 劇作家 白話文學	作品
에게는	 를	가르쳐	주다 정래동 앞의	책 면.”	 ,	 ,	 ,	424~425 .向氏 日語 著者	年譜「 」

100) 심여추는	곧	심용해 이다 그는	 북경법정대학에	입하	 ( ,	1904-1930) .	 1925	沈容海
하여	 아카니즘	계열의	인사로서	북경에서	적극적으로	아카니즘	활동을	전개한
다 그는	흥사단	북경단소의	단원이며	 년	 월	유기석 과	함께	중.	 1924 10 ( )柳基石
국학생과	협력해서	아카니즘	단체	흑기연맹 을	조직해서	 년	봄부( ) 1925黑旗聯盟
터	기관지	 동방잡지 를	발행하 다 뒷글에서	소개하겠지만	정래( ) .	東方雜誌『 』
동도	북경에서	흑기연맹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 다 심여추과	만난	것도	이로	.	
인하는	가능성이	크다.
정래동의	회고에	따르면	 년	여름의	심용해의	소개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1930
지만	 가추	심용해	동지를	애도함 탈환 제 호 에	의해	심( 9 ,	1930.4.20.)「 」	 『 』	
용해는	 년	초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니	정래동의	기억에	착오가	있는	것1930
으로	추정한다.

101)	곽동헌 은	신문학운동	시기의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년	 월	 일에	( ) 1923 8 12郭桐軒
시인이자	 작가인	 서옥낙 과	 함께	 찬조사 에	 속한	 문인	 목목천( ) ( )徐玉諾 創造社

의	 후원하에	 길림성 에서	신문학	 단체인	백양사 를	 창( ) ( ) ( )穆木天 吉林省 白楊社
립하 다 백양사는	중국	동부지역에서	일찍	나타난	신문학	던체	중에	하나로서	.	

년	 월부터	 월까지	 백양문단 총	 호를	출간하 다1924 2 8 ( ) 8 .	 ,	白楊文壇 殷之『 』	
면	참조,	 5,	1985,	74~76 .	白楊社與 白楊文壇 東北師大學報「 『 』」 『 』	

102) 에는	 의	 로	 의	 인		“夏期放學 沈如秋	同學 紹介 每年	香山	自由學園 師 郭桐軒先生教
에게서	 히	 을	 해서 에	큰	힘을	얻· ,	古典	特 史記 文選 私淑 中國文學 究「 」 「 」 研
다 정래동 앞의	책 면.” ,	 ,	 ,	425 .著者	年譜「 」

103) 백지운 한국의	 세대	중국문학	연구의	두	얼굴	 정래동과	이명선 대동	 ,	 1 ,	「 –	 」 『
문화연구 면68,	2009,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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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을	하는	 에	 하“ ”東京	朝鮮	基督 年會館 獨立宣言 會合 參席教 青 104)는	것으
로	그는	일본	유학	시절부터	이미	독립운동에게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후	그는	북경으로	온	후	아나키즘에	경도한	한인	유학생이	많은	.	
북경민국대학에	입학하여	동시간에	재학한	아나키즘	계열	한인	유학생	오남기

의	 향으로	 아나키스트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 다( ) .	吳南基
년	 월	경	북경민국대학에서	한인	유학생	유기석 심용해와	중국인	향1924 10 ,	

배량 곽동헌 파금 고장홍 등이	학생을	규집하여	아나키즘	단,	 ,	 ( ),	 ( )	巴金 高長虹
체	 흑기연맹 을	조직하여‘ ( )’黑旗聯盟 105) 아나키즘을	연구하고	선전하는	활동	
을	전개했는데	정래동도	이에	가담하 다 주목이	필요한	점은	정래동이	북경.	
에서	문학적	가르침을	받은	바	있는	향배량와	곽동헌	뿐만이	아니라	중국	유
명한	작가	파금도	이	단체에	속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장래동이	중국	.	
문인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학교	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나키스
트로서	활동하면서도	당시	진복적인	중국	문인과	교류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
다 즉 북경	시절에	그의	문학과	관련된	활동과	정치적	동향은	완전히	분리된	.	 ,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관련된	부분도	존재한다	것을	의미한다 흑기연맹에	.	
가담하기	외에	정래동은	 년	 월	북경에서	열린	1930 4 ‘在中國朝鮮無政府主義者

재중국조선아나키즘자대표자회의 를	 개최하는	 당시	 북경민국대학	( )’聯盟會議
아나키스트	 계열의	 한인	 유학생	 오남기 국순엽 과	 함께	 연락책임을	,	 ( )鞠順葉
담당하 으며	일본	경찰의	급습으로	인해	구속된	바도	있다.	
그러나	정래동이	 년	귀국한	후	아나키즘운동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		 1932

하여	아나키스트로서의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가	조선에서	.	
동아일보사에	입사했다는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	
북경은	정래동에	있어서	그야말로	아나키즘운동에	자유롭게	투신할	수	있었던	
혁명운동의	기지로서	조선이나	일본과	크게	구별된	공간이다 이에	다양한	진.	
보적	사상이	수용되고	각계	인사가	활약하는	북경의	분위기와	북경에서	아나
키즘운동	근거지의	하나	 로서의	북경민국대학이	마련해준	토대는	큰	역할을	
하 다.	

104) 정래동 앞의	책 면	 ,	 ,	 ,	423 .著者	年譜「 」
105) 무정부주의운동사편전위원회 한국아나키즘운동사 형설출판사	 ,	 ,	 ,	1978,	296『 』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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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내동의	북경	체험은	또한	 년대	북경으로	단기적	방문	체험만	가진			 1920
심훈과	박세 은	여기서	진보적	사상을	접하기만	하는	데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에	비해 북경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것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혁명운동에	,	
동참할	수	있으며	한인	운동가	뿐만	아니라	중국	혁명가와	교류할	수	있는	기
회도	 가졌다는	구별점을	가진다 이러한	 점은	정래동의	북경	체험이야	 말로	.	
비로소	독립운동	중심지로서의	북경을	본격적으로	한국	문인의	시점에서	인식
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래동에게	북경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중국문학을	수용하는	공간이라는	점		

을	들	수	있다 그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	중에	하나는	중국문학 특히	중국신.	 ,	
문학을	한국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꼽힐	수	있다 그는	중국	신문학의	중심지.	
인	북경에서	생활하면서	중국	문학계를	현장에서	몸소	접했기	때문에	그의	중
국문학	소개도	 생생한	현장성 위에서	성립한	것이었다 이러한	 생생한	현장‘ ’	 .	 ‘
성은	당시	그가	신문화운동	중심지인	북경에	있지	않았으면	획득하기	어려웠’
을	것이다 이로써	그는	직접적으로	중국	문인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졌을뿐더러	그가	중국신문학을	소개하는	데에도	다른	중국문학	연구자보
다	즉각적이면서	또	다양한	방면을	포섭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중국	신문학에	관여한	백	명에	가까운	중국	문인	중	창작가 평론가 시		 · ·

인 여류문사· ( )·女流文士 극작가 고전연구가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여· 20	
명을	만난	적	있106)으며	호적 주작인 을	비롯한	중국문단의	유( ),	 ( )胡適 周作人
명한	문인들과	만나서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고 노신 병,	 ( ),	魯迅
심 등	 문인들의	 강연도	 여러	 번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는	( )	 .	心冰

년	 월	 신민 에서	발표한	 의	 을	제목으로	한	1928 10 現代中國文學 新方向『 』 「 」
글부터	중국문학을	소개하기	시작하며	 년까지	 편이	된	중국신문학에	1939 28
관한	글을	발표하 다 그	외에	그는	 년대에	소설 시 희곡 평론을	포합.	 1930 ,	 ,	 ,	
한	중국현대문학	작품을	총	 편을	번역하 다17 .107)	

106) 그러나	 에	 한	 의	 는	거의	 으로	세게	되는	중	 가		 “ 中國	新文學 關與 文人 數 百 筆者
이라도	한	사람은	 에	 하고 또	그	중에서	 할만한	 를	,	一見 二十	左右 不過 紹介 必要

느끼고	 에	알려져	있는	 은	 에	 하다 그러나	이	 중에.	一般 文人 十餘人 不過 十餘名	
는	 등등	 의	 한	 이	· · · · ·創作家 評論家 詩人 女流文士 劇作家 古典 究家	 方面 有名 文人研
다	있는	것을	 으로	생각한다.”	僥倖 정래동,	 ,	中國文人	印象記「 」 丁來東	全『

금강출판사 면,	 ,	1971,	134 .集』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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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동은	비록	 년	이미	중국으로	갔지만	중국문학을	소개하는	작업을			 1924
년이	되어야	시작하는	원인은	두	방면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중국1928 .	

은	 년부터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중국현대문학은	새로운	시기 즉	1927 · ,	
제 시기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중에	 국민당 과	2 .	 ( )國民黨
공산당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향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띤	정( )	共 黨產
치화	 문학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가장	중요한	발전이다 둘째로	정래동이	.	
북경에	도착한	후	 를	 히	하여서	 를	 히	 하기	전에는	어“中語 流暢 意思 充分 發表
떠한	 도	사사로이	 하지	않겠다”中國	名流 拜訪 108)고	스스로	결심한	바	있는	사
실과	관련	있을	수	있다 정래동이	중학을	졸업했을	때	노신에게	친근히	다닌	.	
한	문학청년이	같이	노신을	찾아뵈러	가자고	제안했는데	정래동이	바로	이	이
유로써	그	기회를	거절하 던	것이다.	

	 경험적	및	의도적	북경	인식	 이광수	3.2.	 -	

현재까지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이광수의	북경	방문은	총	두	번이	있다		 .	
첫	번째는	 년	 월	중순경1918 10 109) 허 숙 과	함께	북경으로	가서	거	 ( )許英肅
기서	석달	동안110) 있었고 두	번째는	 년	도산	안창호와	함께	북경에	잠	 ,	 1921
시	머물다가	 떠난	것111)이다 그의	첫	번째	북경	방문의	원인에	대해	보통	.	
사랑의	도피 로	서술된다 이광수는	 년	 월	폐환이	발병했을	때	그의	간‘ ’ .	 1917 4
호를	맡은	허 숙 과	만난	후	 세	때	조혼한	아내	백혜순 과	( ) 19 ( )許英肅 白慧順
이혼하고	허 숙과	결혼을	계획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은	허 숙	모친의	.	
반대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북경으로	 사랑의	도피를	떠나게	된다 그의	‘ ’ .	

107) 방평 앞의	글 부록	 면	 ,	 ,	 4~6 .
108)	정래동 앞의	글 면,	 ,	139 .
109)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한길사 면,	 3,	 ,	1986,	1153 .『 』	
110) 나는	 있는	동안에	가장	오래	있은	곳이	 요 은	석달	동안을	있었	“ ,	中國	 上海 北京

고	 은	 보다는	더	짜르게	있었다 이광수”.	南京 北京 ,	 · · -	上海 南京 北京	回想	 南「
의	 의	 제 권	제 호· ( 8 12 ,	1936.12.01.),	京 明孝陵 北京 香趣 三千里 三千」	 『 』	 『

한빛 면16,	 ,	1995,	43 .里』	
111)	김윤식 앞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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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북경	방문의	원인에	대해	명확히	밝힌	바	없으나	이광수	본인의	기술
에	따르면	 북경에	있는	중앙 호텔에서	도산	선생과	 일간	밖에	나가지“ ( ) 8中央
도	않고	이야기만하”112)고	유쾌한	기억을	남겼던	것이다.	
우선	이광수가	직접	경험한	북경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그의	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가	북경에	있었던	동안의	행적을	명확.	
히	밝힌	바	없으나	북경에	대한	인상을	몇	차례만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아래	.	
인용문은	이광수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허 숙에게	보낸	편지
의	내용이다 그중에	주목이	필요한	것은	이광수가	그들의	북경	생활에	대한	.	
감회를	서술하는	부분이다.

왜	괴로워하시오 무슨	일로 날더러	 을	조심하라	하면서	왜	괴로워			“ .	 ?	 健康
하시오.	 에는	무엇보다	 이	 한	것	같고	모든	 의	 은	健康 精神的	安靜 必要 病 原因

와	 에	있는	것	같소 또	 이	낫기도	 이	.	精神的	懊惱 不調和 病 精神的	慰安 重要
한	것	같소 내	몸에	 을	준	것은	 이소,	 .	健康 北京生活 그와	 로	 에게	反對 英 不健
을	준	것도	그것이었겠지요 왜	이렇게	 이	됩니까.	 .”康 矛盾 113)

		“당신은	 을	 히	 하고	 에도	그러한	모양일진댄	차라리	北京事件 甚 後悔 日後 光
을	떠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줄도	나는	 합니다 나는	그와	.	判斷 反
외다 내가	왜	 을	그쳤는가 왜	거지가	되더라도	 의	손을	꼭	쥐.	 ,	對 北京生活 英

지	아니하 던가	하는	것이	 한	 이외다 내	 에.	 ,	唯一 遺恨 生活中 二十年	生活中
에	 다운	 이	있다하면	 이외다.生活 生活 北京生活 그것이	 에게는	어떻게		 英 不幸
하게 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마는 그러나	 은	 한	 을	 합시다,	 ,	 .	醜惡 英 華麗 生活 擇
이것이	우리	둘	 의	 이외다.”間 矛盾 114)

위의	글에	따르면	북경	시절은	허 숙에게	불행하고	추악하며	북경에서	일		
어난	어떤	사건이	심히	후회되는	일로	생각되는데	비해	이광수는	그와	정반대
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광수가	스스로	북경	생활을	그의	 몸.	 “
에	 을	준	것 이며	 에	 다운	 로	기술한다 그가	북” “ ” .	健康 二十年	生活中 生活 生活

112)	이광수 북경호텔과	 의	밤,	 ( ,	1935.8.).寬城子 新人文學「 」	 『 』
113)	이광수 편지 이광수	전집 권 면,	 (1920.4.20.),	 9 ,	 ,	1972,	302 .三中堂『 』	
114) 이광수 편지 월경 위의	책 면	 ,	 (1920.8 ),	 ,	308~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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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짧은	시간만	보냈지만	거기서	건강을	되찾는	것은 그에	의해	곧	정신,	
적	안정과	위안을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정신적	안정과	위안의	.	
획득은	애인	허 숙과	같이	머물렀던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부인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북경에	대해	이광수의	긍정적인	인식은	부분적으로	.	 ,	
북경을	그와	허 숙의	 사랑의	도피처로	간주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경험한	북경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품고	있다
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에	 년에	발표된	북경에	대한	그의	회고를	보면	이광수의	경험적인			 1936

북경	인식이	긍정적이었음을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서	알	수	있다.

		“ 은	살기	좋은	곳이다.北京 	처음	발길을	드려놓으면	그	 의	 와	建物 不調和 沌
한	하늘빛과	몬지	낀	거리에그만	못	살	곳인	것	같이	인상되여지지만濁 하로		

이틀	사라보면	사라볼사록	알	수	없이	저절로	취하여지는	맛에	떠나고	싶지	
않다.	이것은	오래된	문화를	싸안은	 만이	가지고	있는	 때문인	듯하古都 香趣	
다.

중략(... ...)
		여기에는	 이	 없다 고요하고	 하고	 모든	 이	 예술을	 이해하고	.	騷音 幽雅 住民

을	일고	안즌	것	같다.古典 중략	(... ...)	더구나	 같은	옛	대궐	국립박물紫金城	
관	 같은	그	문화적	유적	압헤	서면	 나라요	 나라요	하고	오래	萬壽山 漢 燕 史上
에	빛나든	대제국들이	재주를	다해	만들어놓은	문화가	한	쪼각	두	쪼각	수백
년	수천년	사이를	두고	저절로	침전되고	퇴적되여서	이루워진	것을	알	수	있
겠다.

중략 이라든지	 등	또	 의			(... ...)	 萬壽山 玉泉山	碧雲寺	 正陽	崇文	宣武	順治
집안고	고요히	역사	우에	누은	이	도성은	다감한	 에게	이	뒤	몇십년 몇,	遊子
백년을	두고	애수와	 의	정을	부어주리라.懷古 ”115)

북경	 방문	 후	 얼마	 안	 되는	 년에	 이광수의	 북경	 인식과	 일치하게			 1920
년에	이광수에게	북경은	여전히	 살기	좋은	곳 이며	 사라볼사록	알	수	1936 “ ” “

없이	저절로	취하여지는	맛에	떠나고	싶지	않 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다” .	

115) 이광수	 ,	 의	 의	 제· · -	 · (上海 南京 北京	回想	 南京 明孝陵 北京 香趣 三千里「 」	 『 』	
권	제 호 앞의	책 면8 12 ,	1936.12.01.),	 ,	4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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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북경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원인을	묻자면	결국	그가	느꼈
던	 의	 와	 애수와	 의	정 으로	귀결시킬	수	있다 사실상	 년‘ ’ ‘ ’ .	 1910古都 香趣 懷古
대에도	북경은	이미	현대화가	시작되고	곳곳에	현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
다 이광수가	처음	북경에	도착했을	때	눈에	띈	 그	 의	 로도	이	사.	 “ ”建物 不調和
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살펴보면	그가	북경에	대해	반감했던	.	
점	중	하나는	바로	이	 의	 인데 반면에	그를	끌어당기는	점은	유“ ” ,	建物 不調和
독	현대와	전혀	무관한	북경이	옛	제국의	고도로서	지닌	특징들이다 다시	말.	
해서	 이광수에게	 비춰진	 북경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고도 뿐이다 그가	( ) .	古都
이런	회고 적인	시선으로	북경을	바라보는	것은 이미	북경을	현재와	아( ) ,	懷古
무	연관도	없고	전혀	현실적인	 향도	발생하지	않은	단순히	역사와	과거에	
속한	 도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경을	관찰하고	인식할	때	.	
그는	시종	의도적으로	옛	제국의	수도로서의	역사를	지닌	북경과	일정한	거리
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광수가	북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	도시를	묘사하는			

데에	과장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인용문에	따르면	북경은	고요하고	우아하며	.	
모든	주민인	예술을	이해하고	고전을	읽는	곳인데	이것이	물론	과분한	극찬이
면	실제	북경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 또한	그가	자금성 과	만수산.	 ( ) (紫禁城 萬

를	비롯한	문화적	유적들은	한 나라	연 나라처럼	역사상	대제국들) ( ) ( )壽山 漢 燕
의	문화가	침전되고	퇴적되어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묘사도	
역시	과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유적들이	역사상	제국의	문화	결정이라는	.	
논리	자체가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금성과	만수산은	모두	명 나라가	.	 ( )明
되어야	생긴	것이며	보다	긴	역사를	지닌	유적이	아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한	.	
듯이	이광수에	의해	부각하고	싶은	것은	북경의	강렬한	 고도 이미지인‘ ( )’	古都
데 예로	들었던	한나라의	수도가	북경이	아니라	장안 과	낙양 이,	 ( ) ( )長安 洛陽
었다 다시	말하면	중국	역사상	북경을	수도로	삼은	왕조가	연나라	이외에도	.	
요 나라	금 나라	원 나라	등등	있는데 이광수가	왜	다른	왕조	대신( ) ( ) ( ) ,	遼 金 元
에	하필이면	한나라를	예로	택한	것인가?
이광수의	이러한	과장되는	묘사에	대해	하나의	해석을	제시하자면 그의	눈		 ,	

에	비춰진	북경은	곧	제국으로서의	옛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이다 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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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과	전통	중국을	비슷하게	취급되며	두	개념을	뒤섞은	것이다 그래서	그.	
의	북경을	글로	표현했을	때	경험적으로	북경에	대한	인식과	전통	중국에	대
한	이해를	한	데로	묶어서	북경을	형상화한다 요컨대	위에	서술된	이광수의	.	
북경	인식은	기본적으로	그의	직접적인	북경	체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일종
의	경험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가	이런	북경	인식을	글로	표출하.	
는	과정	중에	다소	윤색하거나	과장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것이	오로지	일
종의	형상화를	위한	글쓰기	방식이며	그의	경험적인	북경	인식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광수의	눈에	보이는	북경은	애인	허 숙과	.	
같이	떠나는	 사랑의	도피처 이외에도	그의	몸에	건강을	준	살기	좋은	곳이며	‘ ’	
향취 를	가진	 고도 이다 이러한	북경에서	머물면서	그가	정신적‘ ( )’ ‘ ( )’ .	香趣 古都
인	안정과	위로를	획득하여	생활다운	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	
이광수가	그의	북경	방문에	대해	많이	언급한	바	없지만	이를	토대로	이루어
진	그의	경험적인	북경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광수의	문학	세계	중	 북경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작품이	있다면	그것이			 ‘ ’

바로	장편소설	 그의	자서전『 』116) 중의	 북경 편이다 이	소설은	엄격히		 .	「 」
말하면	자서전보다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허구적인	서사가	가미되어	자전적인	
형식을	갖춘	소설이다 따라서	앞에	편지나	회고에서	직접적인	체험	위에	놓.	
인	북경의	모습과	달리	소설에서	등장하는	북경은	서사화된	공간이다 앞에	.	
글에서	북경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것이라면	이	소설에서의	북경은	그와	정반
대로	극히	부정적인	공간으로	나타난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북경이다 천자가	있는	데로 문화의			“ .	 ,	
가장	높은	중심으로	한번	보기를	끔직히	원하던	북경이다.	그러나	지금은	세
계에	가장	천한	나라의	하나로	준야만의	대우를	받는	중국의	서울에	불과하
는	북경이다.
중국은	조국으로	알던	우리	조선인들이	언제나	원망스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렇게	더러운	나라 이렇게	더럽고	못난	백성에게	소국인을	바치,	

116) 이광수 그의	자서전 조선일보	 ,	 ( ,	1936.12.22.-1937.5.1.(1『 』	 『 』 회 이28 )),	『
광수	전집 권 발6 ,	 ,	1979.	又新社』	 표	당시는	장백산인 의	필명을	썼( )長白山人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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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역사의	여러	가지	기억이	머리	속에	일어나서	심히	불쾌하 다.
중략		(... ...)성명까지도	지명까지도	 다	 한족식으로	 고치고 한족의	조상인	,	

요 순 우 탕을	제	조상으로	높이고 저를	소중화라고	자처하고	기뻐하던	내	,	 ,	 ,	 ,	
조상들이	미웠다.
우리	정신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빼	버리고	속속들이	한족화하려	하던	김부		

식 정몽주 최만리 송시열	같은	무리가	이가	갈리도록	미웠다 치가	떨리도,	 ,	 ,	 .	
록	원망스럽다.
		나는	그	반감으로	북경이라든지 한족이라든지를	실컷	멸시하고	싶었다 북,	 .	
경의	모든	것에	침을	뱉고	길거리에	다니는	한족을	채찍으로	때리고	발길로	
차고도	싶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도	북경이나	한족의	허,	
물이	아니고	순전히	나	자신의	죄 다.”117)

주인공	남공석이	북경에	도착하는	그때부터	이	도시에	대해	병적	혐오증을			
가지게	된다 그의	눈에는	중국은	 준야만의	대우를	받 는	지금	 세계에	가장	.	 “ ” “
천한	나라의	하나 이며 따라서	북경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더러운	나라 에” ,	 “ ”
서	 중국의	서울 에	불과한	하나의	더러운	공간으로	취급되며	그가	미워하는	“ ”
대상이	된다 즉 그가	북경에	대한	첫인상부터	극히	부정적인	감정를	품는	것.	 ,	
은	근원적으로	그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온	것이다 그에	있어서	중국.	
의	역사가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이	나라의	현황으로	보면	존경을	받는	자격이	
없는	천한	나라로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북경은	조선의	서울처럼	중국을	대.	
표하는	도시로서	자연스럽게	중국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그가	북경에	향한	이런	미움의	감정의	대상은	또	즉시	한족으로	옮		

긴다 그가	조선의	고유적인	것들 예를	들어	성명 지명	등을	한족식으로	고.	 ,	 ,	
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한족의	조상을	조선의	조상으로	간주해서	높이는	행
위를	미워하며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의	조상을	원망하다 그의	병적	혐오.	
증으로	그는	북경이라든지	한족이라든지	실컷	멸시하고	싶다는데	이렇게	북경
과	함께	한족을	혐오의	대상으로	포섭하게	되는	논리에	대해서는	작가가	명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작가가	어떤	차원에서	중국과	북경을	동.	
일시해서	한	데로	묶은	것처럼	북경과	한족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연결시켰

117)	이광수 위의	글 면,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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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며	이로써	소설에서	드러난	작가의	북경	인식	중에	 북경 한족의	논‘ - ’
리	구도가	형성된다.

	“그	이유는	과거에도	몽고족이나	만주족이	중원을	정복한	일이	있었지마는	
다	샘백년	못해서	도리어	피정복자인	한족에게	동화되고	흡수됨을	받았다응	
것이다.
그러므로	열강이	설사	중국을	과분하더라도	그것은	길어야	삼백년을	못	가		

서	도로	한족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와	같이	수효	적은	민족으로는	도
저히	상상할	술	없는	일이었다.”118)

이처럼	주인공이	북경에	대해	혐오를	느끼는	것은	당연히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것 예를	들어	거기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사람을	비롯한	것들을	긍정적,	
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에	이른다 한편으로	이	소설에서	반감의	대상이	북.	
경	사람 혹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족 이라는	민족으로	구체적으로	집중되는	,	 ‘ ’
설정은	흥미롭다 깊이	 분석하자면	이런	 설정은	작가의	복잡한	창작	의도를	.	
함축하고	있다 익히	알다시피	이광수는	 민족 의	개념을	자신의	삶과	문학을	.	 ' '
대표하는	화두로	삼았던	작가이다 따라서	 중국인 혹은	 북경	사람와	같은	.	 ‘ ’,	 ‘ ’
국가적이나	지역적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	대신에	 조선민족 한민족 과	같‘ ( )’
은	민족적	차원에서	 한족 만 주 족 몽고족 처럼	중국인을	민족	단위로	구‘ ’,	‘ ( ) ’,	‘ ’
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	
주인공이	조선민족과	만족 몽고족	등	중국에서의	 우리와	같이	수효	적은	민,	 “
족 들에	대해	같은	 소수민족 의	진 에	속한	듯이	그들의	조우와	처지를	서로	” ‘ ’
공감하고	감정이입한다 소수민족 진 과의	대립면에	바로	수량이	압도적인	.	 ‘ ’	
한족이	있다 조선민족으로서의	그는	한족	앞에서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처럼	.	
압박감을	느끼며	본민족의	문화가	 한족에게	 동화되고	 흡수될	위협을	느껴진
다 사실	작가가	소설에서	 한족 모티프로써	당시	 약육강식 의	세계에서	 강.	 ‘ ’	 ‘ ’ ‘
자 즉	힘이	센	민족들을	기리키고자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중국	안에서	’,	 .	
수효	적은	만족 몽고족	등	소수민족이	이	 토를	정복했어더라도	결국	한족,	
에	의해	동화되고	흡수되어	멸망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118)	이광수 위의	글 면,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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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약육강식의	냉정한	세계에서	분명한	 약자인	조선민족	눈앞에	펼쳐지는	‘ ’ ‘ ’
곧	부딪칠	형국과	그	위협성을	부각시킨다 이광수가	 당시	세계적인	시국을	.	
통찰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년대에	중국 소련 일본	등	나라1910 ,	 ,	
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해외체험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이로써	그가	.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부여받고	조선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게	된다.
소설에서	또	눈	여겨볼	필요가	있는	점은	 논어 를	비롯한	유교적인	모티		 『 』

프의	빈번한	등장과	작가가	유교에	대한	비판	의식이다 본고에서는	그가	유.	
교	사상를	소설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동기가	이광수의	민족주의	
담론의	 문명화론과	 문화론 두	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정하 다 이광수‘ ’ ‘ ’	 .	
는	당시	세계에서	식민지로서	조선의	처지에	대해	뚜렷한	현실	인식을	갖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민족주의	담론을	경유해서	조선이	나아갈	수	있는	새	길
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결국	그가	 년대	후반에	몇	편의	글을	통해서	.	 1910
자신의	주장을	 표출하는데	그중에	 조선이	살아갈	방도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글은	 우리의	 학지광 과	 신생활론 매일신( ,	 1917.11.20.) (理想「 」 『 』 「 」 『
보 두	편이	있다,	1918.9.6.~10.19)	 .			』
이광수의	민족주의	담론은	대체	 문명화론 문화론 황민화론 등	담론들		 ‘ ’,	 ‘ ’,	 ‘ ’	

을	민족적	목적을	 위해	전유하면서	드러나는데 년대에	 그는	시작으로	,	 1910
사회진화론을	근거로	근대	담론이라	굳건히	믿은	 문명화론을	민족주의	담론‘ ’
으로	수용한다.119) 이	 문명화론을	전유한	민족주의	담론은	사회진화론의	기	 ‘ ’
반	위에서	발달된	것으로	 적자생존 의	논리를	지향하고	있다 이광‘ ( )’ .	適者生存
수에	있어서	조선은	이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약자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 ’ ‘ ’
자주독립을	논할	수	없는	처지이어서	앞서	더	급한	선무는	이	세계에서	살아
남는	것이며 그	방법이	곧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적자가	되자는	것이다,	 ‘ ’ ‘ ’ .	
당시	이광수는	 문명에	대해	식민지	지식인의	이중적	인식을	포유하고	있다‘ ’ .	
즉 문명 은	제국의	식민화를	가능하게	한	실질적	힘인	동시에	조선이	제국의	,	‘ ’
식민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로	양가적으로	이해하120)고	있
다 따라서	 문명화론에	의하면	당시	서양 일본과	러시아는	물론	그의	관찰.	 ‘ ’ ,	

119) 김경미 이광수	문학과	민족	담론 역락 면	참조	 ,	 ,	 ,	2011,	27 .『 』
120) 김경미 이광수	기행문의	인식구조와	민족담론의	 양상 한민족어문학	 ,	 ,	「 」 『 』	

한민족어문학회 면	참조62,	 ,	2012,	283~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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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심지어	중국에	비해도	낮은	문명	수준에	있는	조선은	 적자 되기	위해	반‘ ’	
드시	근대	문명을	수용해서	문명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의	 에서.	 理想「 」
도 이광수의	 문명화론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 조선은	그때	주권을	잃지	않	 ‘ ’	 .	
은	나라처럼	독립성의	유지를	걱정하기보다	근대	문명화의	힘을	빌려	조선인
은로서	생활상의	보장들 즉	생존을	위한	경제력과	근대적인	문명의	향유에	,	
매진해야	한다.	
이광수의	 문명화	 논리가	 보다	 본격적으로	 보여지는	 글은	 신생활론 이다		 .	｢ ｣

중요한	점은	이	글에서	문명화의	논리는	유교	비판	논리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광수는	 문명화론을	조선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로	제시하.	 ‘ ’
면서	그	방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요구한다 신생활론 에	의해	.	「 」
그	장애물이	곧	유교	사상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즉 서양과	일본	등에	비해	.	 ,	
조선이	여전히	미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선의	고루한	사상인	유교	
사상에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조선의	변화와	진보를	재촉하며	문명화에	심력.	
을	기울임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조선인의	생활	중에	병폐를	비판하고	있는.	
데 특히	유교	사상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이	조선의	문명화과	신생활을	방해하,	
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중에	비판	대상이	된	조선에	유입되어	그릇되게	수용.	
되고	있는	유교	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송고.	 ,	 ‘
와	존중화 경제를	경히	여김 형식	주의 효의	사상 부부관계 소극주’,	 ‘ ’,	‘ ’,	‘ ’,	‘ ’,	 ‘
의 상문주의 계급사상 운수론 비과학적 점잔’,	‘ ’,	‘ ’,	‘ ’,	‘ ’,	‘ ’121)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때	내	처지에서	할	일은	오직	글을	쓰는	것이었다		“ .	내가	본	조선의	잘못
을	말하고	내가	믿는	조선의	새	길과	새	일을	글을	통해서	말하는	것	밖에	
없었다.

중략 일할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도		(... ...)	 악습관	타파라든지	문맹	타파라	
든지	농촌	개발이라든지	경제적	사회갸량적	각종	조직	운동이라든디	민중	교
화	기관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말하 다	 .
		그중에서	내가	가장	강렬하게	주장한	것은	한족을	숭배하는	유림의	노예근
성	타파와	조상	중심 가문	중심인	사상과	도덕의	타파 다,	 . 중략(... ...)

121) 이광수 신생활론 매일신보	 ,	 ( ,	1918.9.6.~10.19),	「 」 『 』 이광수	전집 권10 ,	『 』	
면,	1972.	326~351 .三中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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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족의	역사라든지	어학을	위할	줄	모르면서	이름	없는	조상의	무		
덤을	꾸미고	족보를	간행하는	것을	타파하고 마땅히	자녀를	중심으로	하여	,	
부모는	자녀를	위한	거름이	되고	희생이	되고	발등상이	될	것이라고	통론하
다.
그리하는	 동시에	혼인은	신랑과	 신부의	일이요 결코	두	 집의	 문제나	두			 ,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하여	연애	자유론을	주장하 다.”122)

앞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광수는	유교	사상	중에서	타파애야	할	구		
습과	고루한	사상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은	 그의	자서전 이,	 ｢ ｣
라는	글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	바	있다. 주인공	남공석은	 젊은	도포에게의		 「
유언 을	제목으로	쓴	긴	논문을	통해	그가	목격한	 조선의	잘못 을	밝히고	“ ”」
조선의	새	길 을	제시하고자	했는데 그중에서	그가	강렬하게	주장한	것은	곧	“ ” ,	
조선	사람의	혼을	죽인 유교	사상의	타파이다 그	구체적은	타파할	내용을	“ ”	 .	
정리하면	 유림의	노예근성 조상	중심 가문	중심인	사상과	도덕 자녀	중‘ ’,	 ‘ ,	 ’,	 ‘
심 연애	자유론 등이	있다 이것들을	앞에	’,	‘ ’	 .	 신생활론 에서	나타나	문명화「 」
를	위해	타파를	요구한	유교	사상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그간의	큰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	 그의	자서전 에서	드러나는	『 』
작가의	유교	비판	의식은 우선	 년대	후반에	그의	민족주의	담론	중	 문,	 1910 ‘
명화론 의	사상을	본받아	그	토대	위에	발전해온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다른	한	편으로	작품에서	드러나는	이광수의	유교	비판은	그의	민족주의			 	
담론	중	 문화론의	관점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 .	 문화론 의	주장은	 년대‘ ’ 1920
부터	 본격적으로	이광수의	 민족	 담론	체계의	 주류	 사상이	되며	 실제적으로	
문명화론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약육강식‘ ’ .	 ‘ ’
의	사회에서	분명히	 약자 인	조선은	자주독립을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 ’
문에 먼저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고	흡수하여	 문명화의	길을	통해	살아남을	,	 ‘ ’
수	있는	 적자 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문명화론 의	핵심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 ‘ ’ .	
의	조선으로서	독립보다	생존이	급선무이지만	결국	 적자 로서	생존을	보장받‘ ’
는	것이	끝내	미래의	국권을	회복할	가능성을	말살하지	않고	독립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거의	유일한	길임으로	이광수가	직감하기	때문이다.123) 그렇다면		

122)	이광수 그의	자서전 앞의	책 면, ,	 ,	415~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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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에	조선민족의	독립을	가능케	하는	전제로서	생존을	보장하면서	 민족의	‘
보존에도	심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광수가	 민족의	보존 을	실현하기	위해	제’ .	 ‘ ’
시한	방도는	곧	 문화론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민족의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 ’ .	
함으로써	 민족의	보존을	달성함을	뜻한다 이광수의	글	 우리의	 에서‘ ’ .	 理想「 」
는	조선개혁의	향방은	민족문화의	보존과	발전 즉 문화론 으로	귀결시킨다,	 ,	‘ ’ .	
그에	따르면	민족의	역사적	지위는	정치사적과	문화사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현재	정치사적인	지위는	보장	받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문화사적인	지위
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민족의	역사에서	더	큰	 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
능성도	있다.
조선민족의	문화	정체성을	확고시킨다는	것은	물론	문학적으로	배타적인	논		

리를	함축하고	있으며	타민족의	문화적	요인이	 문화론의	길에	방해물로	간주‘ ’
될	수밖에	없다 예로부터	조선	문화에게	커다란	 향을	끼쳐온	중국의	유가	.	
사상은	분명히	그중에	가장	먼저	그	 향을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지적한다.	
이를	통해서도	이광수가	자연스럽게	유교	사상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
게	된다.
앞에서	이미	 그의	자서전 에서			 『 』 유교	사상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하는	내

용을	분석한	바	있으나 이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점,	
은	이광수의	북경	인식에서	 북경 한족을	이어서	드러나는	 한족 유교의	논‘ - ’ ‘ - ’
리	구도이다.

중국	사람도	유대인	모양으로	코스모폴리틴이다		“‘ .’
나는	내	 동창	 학생들을	보고	 이러한	생각을	하 다		 .	 아마	국민의	수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지도	모른다 또는	수천년래로	제	나라가	곧	천하라.	
고	 자존해	와서	 대등의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기는	 논어 ,	『 』
맹자 에는	민족의식을	말한	데는	없다.『 』 ”124)

유교	사상에	대해	비판	인식을	가지면서	한족에	대한	혐오와	연결시켜	 한		 ‘

123) 김미 년대	이광수의	해외체험	연구 인문논총 제 권	제 호	 ,	 1910 ,	 72 2 ,	「 」 『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면	참조,	2015,	306 .

124)	이광수 그의	자서전 앞의	책 면,	 ,	 ,	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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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유교의	논리	구도를	제시할	수	있게	하는	작가의	사고를	살펴보자면 그- ’ ,	
것이	곧	 한족을	송배하는	유림 즉	유교가	한족을	송상 한다는	사실에“ ”,	 ( )崇尚
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	앞에	서술된	바와	같이	이광수가	 년대	 문명화.	 1910 ‘
론을	주장하면서	유교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유교가	숭상하는	’ ,	
한족도	비판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다른	한	편으로	한족은	옛날부.	
터	수효도	무척	많고	압도적인	세력을	가지며	그의	민족	문화의	힘도	상당히	
강하다 중국의	 토에서	그들은	정복하는	편이든	정복을	당하는	편이든	항상	.	
결국	다른	민족의	문화를	흡수하고	동화시킬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다 즉 이.	 ,	
광수의	눈에는	한족은	민족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	모두	힘세기	때문에	자신
의	보존이	물론 경우에	따라	그	강한	힘은	침략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	
다 그래서	당시	 약육강식의	혐악한	세계에서도	한족으로서는	 민족의	보존.	 ‘ ’ ‘ ’
이나	 민족	문화	정체성의	유지를	비롯한	문제들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모양‘ ’
이다 왜냐하면	물론	국가적	측면으로	보면	중국은	날로	몰락하고	있지만 민.	 ,	
족적	측면으로	한족은 오히려	작가에	의해	마치	세계에서	불패의	위치에	서	,	
있는	듯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한족의	입장에서	본민족의	민족의식.	
이나	민족문화를	의식적으로	강조하거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듯해	보
이며 또	이에	따라	한족을	송상하는	유교로서도	 논어 맹자 를	비롯한	,	 ,	『 』 『 』
유교	사상의	명작들에서	민족의식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글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조		

선민족은	한족과	거의	상반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주권을	잃고	독립을	갈망.	
하는	조선민족으로서는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만	살아남을	수	있으며	후일의	독립이	가능해질	수	있다.
반면에	한족을	숭배하고	민족	의식을	중요시하지	않으며	어떤	의미에서	침		

략성을	가지고	있는	유교	사상은 작가의	인식에서	이미	가장	배울	만하지	않,	
은	것이	 되었을뿐더러	조선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배척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로써	 한족과	 유교 의	개념은	이광.	 ‘ ’ ‘ ’
수의	 인식	 체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동일시되어서	 한족 유교 의	 논리	‘ - ’
구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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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헀는지	한족은	유리와는	고래로	관계가	깊은	민족이다.
단군	때부터	벌써	요	임금	시대의	한족과	교통이	있었고 중략		 ...( )...	우리가	

한족의	문화의	 향과	혜택을	받은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한족에게	대하여	감사의	뜻을	아니	품지	못할	것
이다. 우리가	신	남엽	이래도 특히	이조	오백년에	한족의	문화에	종독허여		 ,	
제	것이라	할	모든	좋은	곳을	잃어버린	것은	심히	원통한	일이지마는	그것은	
우리	조상네의	잘못이지	결코	한족의	잘못이라	할	수는	없고 또	백제와	고,	
구려의	나라와	문화를	멸한	당나라나 임진란에	조선에	들어와서	행악한	명,	
병이나	그것도	그들을	우리나라에	불러들인	우리	조상들의	죄요 한족의	죄,	
는	아니다.	우리는	한족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생각까지도	가지는	경향이	있
지마는 이것이	심히	어리석은	일이다,	 .”125)

이광수가	소설의	말미에서	 한족과	 유교에	대한	비판을	마친	다음에	한족		 ‘ ’ ‘ ’
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가져온	것은 결국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	
면	결국에는	우리민족에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소설에서	한족과	유교를	강렬.	
하게	비판한	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다소	파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
만 본고에서는	이는	역시	이광수의	민족	담론의	논리에	놓인	 것으로	본다,	 .	
즉 한족이	가져온	 향과	유교	사상을	물론	비판하고	배척해야	하지만 결국	,	 ,	
조선	민족의	보존과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한족과	유교를	탓하기,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옛	조선의	부정적인	일면을	인식하고	반성하며	부정적
인	이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타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작가가	소설에서	조.	
선을	 현재의	상황으로	만드는	근원적인	원인을	 자신으로	귀결시켜	조선인의	
자주적인	개혁	의식을	자극하려는	것이다.

상술한	내용을	통해	이광수의			 	 그의	자서전 에서	등장하는	북경은	부정『 』
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광수가	이	작품으로써	부각시키고	싶은	내용	중의	.	
하나는	그가	 년대부터	가진	유교에	대한	비판	의식이다 또한	그의	민족1910 .	
주의	담론으로서의	유교	비판	의식이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광수가	유교의	숭
배	대상인	 한족에	대해도	비판적인	시선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그가	 한족‘ ’ .	 ‘ ’
과	 유교를	같은	맥락에	병치하므로	 한족 유교의	논리	구도가	형성된다 그‘ ’ ‘ - ’ .	

125)	이광수 그의	자서전 위의	책 면, ,	 ,	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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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면	이	작품에서	그의	이런	인식과	논리	구도가	돋보일	수	있는	지리적인	배
경을	선정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북경은	물론	이에	가장	적합한	도시,	
이다 즉 이	소설에서	북경을	이야기	배경으로	설정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작.	 ,	
가의	의도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한족 유교의	논리	.	 ‘ - ’
구도와	유교	비판	의식을	뚜렷하게	구현할	수	있는	무대로서의	북경은 이	소,	
설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북경의	이미지는	.	
실은	연출된	것이며	또	이로써	드러나는	이광수의	북경	인식은	의도적인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중의	북경은	설치되며	의도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앞에	.	
이광수의	경험적인	북경	인식과	 비교하 을	때도	발견할	수	있다 소설에서	.	
주인공	남공석이	체험하는	북경은	 이광수의	 직접적인	 북경	체험에	종속되어	
있는	것보다	서로	완전히	단절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실	도피처	및	완충지대	 주요섭		3.3.	 –	

주요섭		 ( ,	1902-1972)朱耀燮 은	근대	한국	문인	중에	가장	풍부한	중국	체
험을	가진	사람으로	꼽힐	수	있을	만큼	북경	인식을	연구하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본고는	그의	북경	체험과	인식을	연구하기에	앞서 그전까지	.	 ,	
주요섭의	생활	경력 특히	상해에	거주하는	동안의	그의	활동	궤적을	중점적,	
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북경으로	떠나기	전까지	주요섭의	삶에	대해	.	
충분한	고찰과	이해를	가져야	그의	북경	생활에서	발견되는	 북경	인식 을	밝‘ ’
히는	작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주요섭은	 년	 평양에	 있는	 사립숭덕학교 에	 입학하고			 1909 ( )私立崇德學校

년에	 졸업해서	 사립숭실중학교 를	 다니기	 시작하 다1917 ( ) .	私立崇實中學校
년	그는	아버지를	따라	도일하여	도쿄	사립아오야마학원1918 ( )私立 山學院青

에서	 개월쯤	수학을	하 으나	 운동이	발발하자	귀국하 다 그는	평양에6 3·1 .	
서	등사판	신문	 독립신문 을	발간하여	만세운동에	 가담했으며	이로	 인해	『 』
옥고를	치렀다.126) 년	 월	출옥한	후	그는	 년	 월부터	 월까지	사	1919 11 1920 4 7

126) 월	 일	 이	터졌을	때	나는	검은나비당	이라는		"一九一九年	三 一 獨立萬歲運動 秘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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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송실대학 을	다니다가	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월부터	( ) 10私立崇實大學
다음해 년 월까지	 사립(1921 )	 3 셰이쇼쿠 어학교 에서	수학( )私立正 英語學校则
하 다 년	 월경	그는	중국	소주 에	도착하여	 월까지	안성중학교.	1921 4 ( ) 6蘇州

를	 다녔고	 다시	 상해로	 가서	 호강대학부속중학교( ) (晏成中學 江大學附屬中滬
에	입학하 다) .學 127) 년	 주요섭은	 상해	호강대학 교육학에		 1923 ( )	江大學滬

진학했고	 년에	졸업하 다1927 .
주요섭은	상해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 다 우선	그		 .	

는	 년	상해에	도착한	후	즉시	독립운동단체	흥사단 에	가입하1921 ( )興士團
다 그가	흥사단에	 년에	가입한	것은	그의	입단	이력서를	통해	확인될	.	 1921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이	밝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	형	주요한이	 년	 월에	먼저	상해로	떠나	 년	 월에	이미	흥사단1919 5 1920 2
에	가입한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해보면 주요섭은	상해로	가서	호강대학부속,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형	요한에게	 향을	받아	흥사단에	가입하게	되었을	가
능성이	크다 이외에	그는	상해에	있는	동안	상해한인유학생회.	 (上海韓人留學
生 상해한인청년회),	 ( )會 上海韓人 年會青 128) 등의	단체에도	가입하여	적극적으	
로	활동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년	말에	이미	상해한인유학생회의	학.	 1921
생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그의	형	주요한도	역시	이	단체의	일원이129)었
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	요섭이	상해	시절에	형	요한에게서	상당한	 향.	
을	받았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의	일원이	되었다 밤마다	비 장소에서	 를	써서	등사해	가지고	새	벽.	結社 原稿
에	몰래	 로	집집마다	돌려주는	독립신문	의	無料 記者兼	論說委員兼	謄寫	職工

까지	겸무하는	직업 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주요섭 나	의	(?) ."	 ,	兼	配達夫 文學「
신태양 신태양사 면,	 ,	 ,	1959,	269 .遍歷記」 『 』

127) 년까지	주요섭의	행적	중에	기존연구과	어긋난	부분은	그의	흥사단	입단		 1921
이력서	 주요섭 를	기준으로	참고하 다( )	 .	第一百四十四	團友	朱耀燮 履歷書「 」
이력서의	 원문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http://search.i815.or.kr)

128)	 원문은	 독립,	1927.4.18.( ).	 ‘上海韓人靑年會 關 件 昭和二年四月十八日ニ スル「 」
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29) 의	 이	잇슨	 에		 “ ,	 ,	學生會員中	朱耀燮 許然 朴憲永	諸君 演說 後	中國留學生進興策
하야	 의	 이	잇고	 으로부터	 한	 에	 한	對 數氏 討論 朱耀翰君 提出 中國留學生進興策 對

을	 하고	 하엿더라 독립신문 제 호.”	 ,	 118決議文 通過 閉會 留 我學生會「 」 『 』	滬
면(1921.12.2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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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섭이	상해에서	가입한	각각의	단체들이	개최했던	강연의	주제를	살펴보		
면	대체적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	관한	내용130)이	핵심적이다 이를	통해	.	
주요섭이	민족주의	성향을	띤	단체인	흥사단에	가입했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
주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주요			 섭은	 년	상해	호강대학에서	졸업한	후	동년	 월에	곧	도미하여	1927 8
스탠포드대학	대학원에서	교육과를	전공했으며 석사과,	 정을	마치고	또	남가주
대학에서	 계속	 공부하 다가	 집안	 사정으로131) 년	 월에	 급히	 귀국	 1930 2
하132) 다. 이후	그는	 년부터		 1931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재직한	『 』	
형	요한의	도움을	받아	 신동아 의	주간을	맡게	되었으며	 년에	이	일1934『 』
을	그만두고	북경으로	떠났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년에서	 년	사이		 1931 1937

에	한인의	북경	진출과	활동이	일제	당국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요섭이	북경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주요섭이	상해,	 .	
를	떠나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미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귀화했다는	사실과	

130) 의	 으로	지	“當地	上海韓人留學生會	靑年同盟會	三一公學學友會	上海少年會 聯合
난	 에	 에서	 하엿는대	( )	十月三十一日 土曜 下午七時 法界三一里三一堂 開催 演士	

은	朱曜燮 民族主義對社會主義로	 은	 과	 의	 으로	 을	李花天 韓國革命 吾人 使命 熱辯
하엿다더라 독립신문 제 호 면.”	 ,	 189 (1925.9.25.),	3 .吐 演說會	開催「 」 『 』	
전략 주요섭 이				 	 		“( )... ( )	朱耀燮 君 마르크스와	우리「 」라는	 로	問題 約	一時間	講
하 는데	그의	 한	 와	 한	 은	 으로	하여금	큰	느낌이	論 正整 條理 明 解釋 一般聽衆晢

있게	하 으며 후략...( )”	 (興士團第十回遠東大會經過狀況「 」 1924.2.7.~2.8.) 흥,	
사단원도임시부위원회(興士團遠東臨時部委員 면),	5 .會

			 	 	“ 주요섭 이	( )	講士	朱耀燮 君 는	 한가民族改造 可能「 」란	 로	問題 約	一時二十分間		
가량	 있게	 과	 으로	 하여	 이	 함을	마지	아니			 條理 理論的 經驗的 講論 一般聽衆 歎服
하 더라	 .”	 (1925.1.28~1.29興士團第十一回遠東大會經過「 」 .).
위의	 원문은	 독립기념			 	 	 ‘ 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조	’ .	 (
인용자)

131) 주요섭군	 일	귀국 신한민보	 ,	 (1930.1.16.).十五「 」 『 』
132) 주요섭 씨는	일천구백이십칠년	상해호강대학 을	졸업한후		“ ( ) ( )朱耀燮 上海 江大學滬

동년팔월에	이국으로	건너가	 스탠포드 대학	교육과 를	 졸업하고	 문( )育科「 」 教
학사의	 학위를	어든후	 지난	사일	 오후	 세시에	 평양에	 도착되엇는데 후략...( )”	

,	 	 (1930.2.6.),	7 .朱耀燮氏	還鄕	「 」 『 』미국서 필업 후 동아일보 면
기존	 연구	 중	 주요섭이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가는	 시점을				 	 		

년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위에	제시한	기사를	통해	그	정확한	1929 ,	
시점은	 년	 월	 일 인	것을	알	수	있다‘1930 2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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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관련성을	지닌다 피천득의	 회고에	따르면	 주요섭은	 을	마친후	.	 “上海大學
국적여권을	가지고	 으로	가서	 스탠포드 대학에	다녔”中國人	 美國 「 」 133)다고	

한다 만약	주요섭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의	북경행은	애.	
초에	실현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요섭은	 년	 월	 일에	서울을	떠나	봉천을	거쳐		 1934 9 6 134) 북경으로	향했으	

며 도착한	 후	 	 북경동성미시대가청년회기숙사,	 ‘ (北京東城米市大街 年會寄宿青
에	거주하)’舍 135) 다 월	 일	 동아일보 에	등재된	기사	.	9 28 輔仁大學敎授『 』 「
朱耀燮氏就任」에 136)에	따르면	그는	당시	이미	보인대학 교수로	( )	輔仁大學

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가	북경에	도착한	후	즉시	교수직을	맡았.	
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의	북경행은	사전에	이미	보인대학	측과	연락되고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당시	보인대학의	총장이자	주요섭이	재직하.	
는	서양언어문학학과의	학과장을	겸임하는	 천리( )英千里 137)에	의해	적극적
으로	추진되는	우수	교사	 입	사업과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138) 주요섭	
이	보인대학	서양언어문학학과에서	담당한	과목은	 국문학 이고	동시에	교‘ ’	
육학에	관한	강의도	개설한	것으로	추정된다.139)

133) 면	 ,	 ,	 (1972.11.16.),	5 .朱耀燮 文學「 」 『 』피천득 의 과 생애 동아일보
134) 주요섭 을	지나서 신동아	 ,	 ,	 ,	1935.沈陽城「 」 『 』
135) 고려서림 면	 24,	 ,	1991,	222 .奧平康弘 昭和思想統制史資料，『 』	
136) 본사에서	근무하던	주요섭 씨는	요전본에	사정에	의하야	시임한후	북중	“ ( )朱耀燮

국으로	나갓는데	씨는	방금	북평보인대학 교수로	피임되어	건재( )	北平輔仁大學
중이면 후략 동아일보...( )”	 ,		 (1934.9.28.),	輔仁大學敎授 朱耀燮氏就任「 」 『 』에
면2 .

137) 천리 는	북경에서	출생하여	 살부터	유럽으로	건너가서		 ( ,	1900~1969) 13英千里
여년의	유학	생활을	보낸	후	 년	런던대학 에서	10	 1924 (University	 of	 London)

졸업하고	 중국으로	 돌아간다 그의	부친	 렴지 가	 보인대학의	 창립자	.	 ( )英斂之
중의	한	명으로써	그는	귀국한	후	보인대학을	운 하고	개혁하는	데에	힘을	기
울인다 그는	처음에	 서양언어문학학과의	 학과장으로	피임됐다가	 년부터	.	 1927
보인대학	총장도	맡게	된다.	

138) 최학송 주요섭의	베이징	생활과	문학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	 ,	 142,	 ,	「 」 『 』	
면	참조2013,	146 .

139) 에서	주요섭이	 서양문학 과	 교육학	 ‘ ( )’ ‘輔仁大學敎授 朱耀燮氏就任 西洋文學「 」에
을	담당한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최학송의	고증에	의히면	( )’ .	育學教

그는	실제로	 서양문학 중에	 국문학 을	담당하고	 교육학 강의를	한	기록이	‘ ’	 ‘ ’ ‘ ’	
없다 최학송 위의	글 같은	면	참조 그러나	 교육학 을	전공한	주요섭의	학.	( ,	 ,	 .)	 ‘ ’
술	배경을	고려하면	그가	동시에	 교육학 에	관한	강의를	개설한	가능성을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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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주요섭에게	있어서	북경이	지닌	의미를	우선	 현실	도피처로	요약하		 ‘ ’
고자	하며 이를	두	가지의	구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주요섭,	 .	 ,	
에게	북경은	 사랑의	도피처란	의미를	지닌다 그는	미국에서	돌아온	후	황해‘ ’ .	
도	출신	유씨 와	결혼했다가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두	달도	못가	( )氏刘
곧	파경을	맞았다140) 이후	당시	 신동아 주간을	맡은	주요섭은	이화여전	.	 『 』	
문과	출신으로	 신가정 여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김자혜와	만나서	 서로	『 』	

호감을	가졌다 문제는	당시	 신동아 과	 신가정 이	모두	동아일보사에서	.	 『 』 『 』
발행하는	잡지 으며 신임	사장	송진우가	사내에서의	남녀관계에	대해	무척,	
이나	엄격한141)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주요섭이	미국에서	귀국	 .	
한	후	조선에서의	활동	일체가	일제의	지속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었기에142)	
두	사람은	 비 교제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주요섭이	 신동아 를	그만	두‘ ’ .	 『 』
고	북경으로	떠날	때	김자혜도	동행함으로써	이들의	관계가	 세기의	열애 등‘ ’	
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143)었고 이	때문에	주요섭의	북경행이	 사랑의	도피,	 ‘ ’
를	위한	것이었다고	언급되기도	하 다.144) 그들은	북경으로	가서	 년에		 1936
북경의	 기독교청년회 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YMCA( ) 145) 년	첫아들,	1941
을	얻고	 북명 이란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들의	북경에서의	‘ ( )’北明
행복한	생활을	의미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146) 이런	의미에서	주요섭에게	북	
경은	조선에는서	제약받았던	김자혜와의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일종의	 사랑‘
의	도피처 다고	볼	수	있다’ .	
둘째 북경은	주요섭에게	조선의	언론계에서	탈출한	후의	도피처로	작용한		 ,	

다 그가	북경에	도착하고	난	뒤	약	두달	후	발표한	글	.	 ( )	北平雜信 第一信「

할	수	없다.
140) 이어령 새	 를	통한		 ,	 :	 ,	 ,	1975,	韓國	作家	傳記	 究 資料調査 同和出版公社『 』研

면	참조145 .
141) 최학송 주요섭의	베이징	생활과	문학 면	 ,	 ,	152 .「 」
142) 독립운동가	 선생	딸	 할머니 감옥나서던	선친모습		 ,	 "金世媛 金祚吉	 在美	金慈惠	「

눈에	선해 동아일보 면" ,	 (1995.8.17.),	7 .」 『 』
143) 이주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면	 ,	 ,	 ,	2003,	17 .朱耀燮	小說	硏究「 」
144) 최학송 주요섭의	베이징	생활과	문학 면	재인용 고형곤 민족의	잡	 ,	 ,	152 .( ,	「 」 「

지 일제하의	신동아 신동아,	 ,	 ,	1991.11.)」 『 』
145) 앞의	글 같은	면	 ,	 ,	 .金世媛
146) 김용성 한국현대문학사탐방 국학자료원 면	 ,	 ,	 ,	 ,	2011,	129 .朱耀燮「 」 『 』



- 64 -

과	 을	통해	그	함의를	짐작할	수	있다.上海 特急 北平『 』 」

내가	 을	떠나	 로	옮아올	때	나는	속이	얼마나	시언햇		“ 言論界	生活 校壇生活
는지	 얼마나	 어깨가	 가벼워젓는지	 모릅니다.	 그처럼	 을	 다투고	 를	時間 資料
다투고	그야말로	하로	 내리	 를	잃지	안고	백여내야	하는	二十四時間 緊張味 言

은	 나같은	 한	 의	 에게는	 한	짐이엇소이다.論界生活 事實	 弱 神經 所有者 過重 얼	
마	안잇서	나는	 에	이를	번하엿지오 이.	 ,	 ,	 !	神經破裂 興奮緊張 苦勞 神經過敏
러한	때에	 이도	 을	바꿀	수	잇엇다는	것은	내에게는	여간한	 한	多幸 職業 多幸
일이	아니엇소이다.”147)

주요섭은	미국에서	귀국한	후	 년부터	 신동아 의	주간을	맡게	되었		 1931 『 』
다 그러나	북경으로	떠난	 년까지	약	 년	동안	그는	줄곧	.	 1934 3 “ ,	興奮緊張 苦

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용문에	따르면	그가	조선에	있으면서	,	 ” .	勞 神經過敏
이처럼	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원인은	 을	다투고	 를	다투고	그야말“時間 資料
로	하로	 내리	 를	잃지	안고	백여내야	하는 때”	“ ”二十四時間 緊張味 言論界	生活
문이었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원인을	떠나서	그가	북경으로의	 탈출 을	선.	 ‘ ’
택해야만	했던	심층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즉 조선에	있는	동안	언론활동에	.	 ,	
종사하면서	받았던	일제의	언론	통제와	검열 제한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도	· ,	
당국의	감시를	받았던	것이다 이는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	활동이	보장되었던	.	
미국에서의	생활을	경험한	주요섭에게는	감당하지	힘든	상황이다 후일에	그.	
는	 신동아 주간을	맡았을	때	총독부	검열때문에	 미국에서	돌아“自由天地	『 』	
온	직후여서	더했겠지만	 스럽기가	감옥	같았”不自由 148)다고	회고한	바	있으니	
이	구절을	통해서도	이러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	 운동.	 3·1
에	가담했을	때	지하신문	발간	혐의로	수감되었던	이력으로	말미암아	일상생

147)	 여심 과	 동아일보( ),	 ( )	 , (1934.11.11.),	餘心 北平雜信 第一信 上海 特急 北平「 『 』 」 『 』
면3 .	

여심 은	주요섭이	스스로	지은	아호이다 피천득의	회고에	의하면	 형은				 	 		 ( ) .	 “餘心
한	 중국	 여동학과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 으니	 타고	남은	마음 의	의미로	” “ ”
여심 이라는	아호를	지었던	것이다 피천득 인연 샘터‘ ( )’ .	 ,	 ,	 ,	 ,	餘心 餘心「 」 『 』

면1996,	194 .
148) 주요섭 다시햇볕본	 에	골치	 해	 에	 ,	 -	新東亞	 總督府原稿檢閱 中藥記事英譯 卷末「

를 동아일보 면,	 (1964.8.22.),	5 .	添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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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도	지속적인	감시를	받은	것149)은	그가	 을	앓게	한	가장	직접‘ ’神經破裂
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의	북경행은	 사랑의	도피라는	의의를	.	 ‘ ’
지니는	동시에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선택된	 피신으로	간주될	수도	있‘ ’
다 조선에서의	억압된	 언론계	생활을	더는	 감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	
보다	단순하고	안정된	학교	환경을	동경하게	되었다 때마침	북경	보인대학에.	
서	교수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조선의	 이라는	현실에서	,	 “ ”言論界	生活
탈출하여	북경에서의	 으로	도피의	길을	택하 던	것이다“ ” .校壇生活
그러면	북경을	도피처로	여겨	피신해온	주요섭은	이	도시에	대해	어떤	인상		

을	갖고	있는가 그의	수필	 을	통해	주요섭이	바라보?	 :	北平 感 異國隨想「 」雑
는	북경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다.

과연	북평은	아름답고	평화스럽고	아늑하고	고전적이고	고귀하고	사랑스		“
런	곳이다 중략 북평은	그런	의미에서	도회라고	할	수는	없는	곳이다.	...( )...	 .	
인구	 만이	사는	한	공원이라고	함이	적당한	명명일	것이다150 . 하기에	북평	
은	원래가	도회로	발달된	곳이	아니고	천자의	한	정원으로	발달된	곳이니까.

전략 그것들보다도	이	성내를	충일하는	안정감 폭	가라앉은	듯한	마음		( )...	 ,	
의	느긋함과	여유 여기에	북평의	참맛이	있는	것이다 의학자의	말을	들으면	,	 .	
신경	쇠약자가	북평으로	오면	신경이	누그러지고	 중략 필자도	지구의	...( )...	
약	삼분지일쯤은	편답해	본	경험이	있거니와,	이	북평에서처럼	몸과	정신과	
마음이	평화를	누려본	경험이	일즉	없었다.”150)

인용문에	 따르면	북경은	주요섭에게	곧	 몸과	 정신과	마음의	평화를	 누린			 ‘
곳이다 조선에서	언론계	생활을	하면서	 한	 의	 로서	주요섭은	’ .	 “ ”弱 神經 所有者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	 에	이를	뻔했는데 북경으로	온	뒤	그는	신“ ” ,	神經破裂
경이	누그러지며	충만한	안정감 느긋함 여유를	갖고	신체적 정신적인	평화를	,	 ,	 ·
되찾았다 그가	북경에서	 년이란	긴	시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9
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본고는	주요섭이	북경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원인을	집중적으로	주목하		 ‘ ’

149) 지하신문을	발간하다가	 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씨는	일제의	계속되는		“ 10 朱
감시를	피해	 으로	갔고 후략 앞의	글 같은	면...( )”	 ,	 ,	 .北京 金世媛

150) 주요섭 백광	 ,	 :	 ,	 ( ) 6(1937.6).北平 感 異國隨想 白光「 」 『 』	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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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실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주요섭의	북경	인식을	밝히
고자	한다 우선	주요섭은	북경으로	떠나면서	 속으로	 인제부터는	다시	글을	.	 “ ‘
쓰지	안는다 시간이	잇으면	 나	하고	다시	붓은	들지	안겟다하고	 하.	 ’讀書 決心
엿엇”151)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결심을	주변	친구들에게도	공공연하게	밝.	
혔던	 것으로	보아	당시	그는	 진지하게	문필활동을	단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결심은	그가	조선을	떠나면서	언론계	생활과	철저하게	작별하고	싶은	마음
을	보여주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당시	그가	겪고	있던	문학적	회의	및	성찰	
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년에	 등단하여	 년	미국으로	유학	갈	때까지	주요섭은	 인력거		1921 1927 「
꾼 살인 등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을	발표하는데 기존연구에서	이	시기,	 ,	」 「 」	
는	흔히	주요섭	문학	창작의	초기로	규정된다.	주요섭은	초기작에서	인력거꾼
이나	창녀로	 대표되는	하층민의	고단하고	무망한	삶을	 소재로	하여	 현실의	“
부조리를	밝히고	현실에	 대한	부정과	 이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자신의	계급적	
이념을	보여주”152)는데 이	점은	앞서	밝혔던	상해	시절	당시	그의	사회주의,	
적인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며 또	이러한	경향으로	말미암아	주요섭이	,	
신경향파 대표	작가로	분류되었던	것이다‘ ’	 .	하지만	약	 년의	미국	유학경험은	4
주요섭의	삶과	문학에서	 중요한	변곡점‘ ’153)이	되었다 주요섭은	미국으로	건.	
너간	후	유학생으로서	 생전	처음하는	 을	했을	뿐더러	또한	생애	처음으“ ”苦學
로	노동자의	위치에	서서	직접	노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154) 이를	통해	그는		
노동계급의	 실상에	대해	 더욱	뚜렷한	 인식을	획득하면서	그전까지의	자신의	
삶과	문학	활동에	대한	회의와	성찰에 빠지게	된	것이다	 .	

151) 여심 과	 같은	면	 ( ),	 ( )	 ,	 .餘心 北平雜信 第一信 上海 特急 北平「 『 』 」
152) 최학송 해방전	주요섭의	삷과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연	 ,	 ,	 39,	「 」 『 』	

구소 면,	2009,	158 .
153) 강진구 주요섭	소설에	재현된	코리안	디아스포라 어문론집 중앙	 ,	 ,	 57,	「 」 『 』	

아문학회 면,	2014,	254 .
154) 에	비교적	조흔	 을	엇고	좀	주저	안즐려고	햇더니	또	불행히	이	집에	“月餘前 業

서	다른데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고로	또	다시	실업자가	되엿슴니다 어제	하로	.	
돌아단녓스나	새업을	엇지	못해고	오늘	또	나아가	보겟슴니다 학교에	갈랴	노.	
동	 구하러	 단니랴	 좀	 거북하외다 주요섭 의	 와	.”	 ,	 米國 思想界 在米朝鮮人「 」

별건곤 개벽사 면 이	글은	여러	명(1928.12.1),	 16·17,	 ,	1928,	159~160 .	(『 』	
의	한국	문인에	의해	작성된	 에	잇는	 의	 이라는	글	중에	海外 朝鮮人 生活相「 」
주요섭이	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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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직접	 가	되어	보기	전에	 하는	것은	잠꼬대에	지勞動者 勞動階級云云
나지	아는	줄알엇슴니다 내가	직접	 가	되어	보고.	 勞動者 또	간간	 이업서서		 業
배골아가지고	거리로	나아가	방황하며	음식집	유리창을	물끄럼이	들여다	보
고	서잇쓸	때	그	때에야	참으로	 의	 이	엇더하다는	것을	깨닷게	勞動階級 生活
됨니다.	지금에	와서	저는	뢰동게급을	위하야	일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안이고	
뢰동게급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잇는	것임니다 곳	자선사업에서	떠나.	
서	내	일을	하게	되엇다는	말임니다.
미국은	 의	 그	 에	달햇다고	보겟슴니다 그러나	 의			 .	資本主義發達 極 無 階級產
은	아직	멀다고	봄니다XX .	이	호경기가	게속	되는	동안	 도	먹다	남無 階級產

긴	부스럭이를	주어먹으나마	부스럭이가	흔하니까	배를	채울	수	잇는	동시에	
시재	 배가	 곱프지	 안으니까	 을	 생각하지	 못하는	 모양	 갓슴니다根本的變革
.”155)

주요섭은	미국에서	노동계급의	생활을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고 이는	그의			 ,	
의식세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킨다 미국에	가기	전까지	.	
그는	 노동자 특히	빈민계층의	노동자의	 곤궁하고	 암담한	삶을	소재로	 삼아	,	
소설	창작에	몰두하면서 스스로	 노동계급을	위해	일하는	사람 이라고	자처하,	 ‘ ’
다 그러나	미국에서	직접	노동자가	되어	보고	다른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	

서	그는	새삼스럽게	노동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	
음은	곧	여태까지	자신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주.	
요섭은	진정한	노동을	직접	체험하지도	못했던	상해	시절 초보적으로	이뤄진	,	
자신의	사상과	문학이	그저	 잡꼬대 혹은	 자선사업 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 ”,	 “ ”
하고 여태까지	그의	사상 문학	세계에	대해	회의와	성찰을	이루게	된	것이다,	 · .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물론	그의	문필	활동 특히	소설	창작에	큰	 향을			 ,	

미친다 그는	미국에서	돌아와	조선에서	 년	동안	머물면서	 신동아 동.	 4 ,	『 』 『
아일보 신가정 등에	백여	편의	수필과	평론을	발표하면서	평론	활동에	,	』 『 』	
활약하는	반면에	소설	창작은	상대적으로	뜸한	모습을	나타낸다 또한	이	시.	
기에	그가	발표한	수필은	주로	주변의	잡기를	다룬	것이며	평론은	대부분	그

155) 위의	글 면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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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공	 역인	교육학에	관한	내용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	
로	그가	이	시기에	창작한	소설	중에	중편소설	 유미외기 와	장편소설	 구「 」 『
름을	잡으려고 가	대표작으로	주목되었는데 년대	발표된	그의	작품과	,	 1920』
비교해	볼	때	가난한	고학생과	미국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사회	하층에서	힘겹
게	살아가는	인물의	삶을	그린다는	소재적	측면의	특징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술	측면에서	살펴볼	때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태생적	.	 ,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심정적인	차원에서만	하층	노동자의	삶에	동
조할	수	있었던	초기	경향에서	벗어나 이	시기에	이르면	주요섭은	관념적인	,	
요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며	리얼리즘적인	기법으로	노동자의	삶을	여실히	재
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소설	창작	측면의	변화로도	그	자신의	이전	문학	활동		

에	대한	회의가	해소되지	못한다 그는	문필	활동을	단념한	후	북경에서	몇	.	
개월	동안	글을	쓰지	않았고	다시	붓을	들어	문학	창작을	재개했을	때에는	그
는	이미	신경향파	문학에서	이탈함으로써	하층민의	삶을	소재로	하는	사회주
의	경향의	글쓰기로부터	거리를	 둔	 상태 다 그러므로	주요섭이	조선	 시절	.	
소설	 창작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문학적	회의를	해소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좌절되었던	양상과 북경	시절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 던	사회주의	경향의	글,	
쓰기에서의	이탈하여	문필	활동을	중단하는	결심은 그의	사상 문학	세계에	,	 ·
대한	회의	및	성찰로	인한	결과 다고	추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섭은	조선을	떠나	북경으로	향했을	때	 다시	글		 ‘

을	쓰지	않겠다고	큰	결심을	내렸지만 북경에	도착한지	석	달	후	그는	다시	’ ,	
붓을	들어	 동아일보 에	 北平雜信『 』 「 」156)이라는	제목의	기행문을	발표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이후	북경에서의	시절이	주요섭	문학,	
의	전성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사랑손님과	어.	 「

156) 은	주요섭이	 여심 의	서명으로	 동아일보 에	총	 회를	거	 ( ) 6北平雜信 餘心「 」 『 』
쳐	연재한	편지	형식으로	쓰인	수필이다 회마다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北平「

과	 냐	( )	 [ ] (1934.11.11.),	 ( )	雜信	 第一信 上海 特急 北平 北平雜信	 第二信 市」 「
이냐 가지가지(1934.11.13.),	 ( )	 (1934.11.14),	宮 北平雜信	 第三信 名物」 「 」

가지가지	( )	 (2) (1934.11.16),	 ( )	北平雜信	 第四信 名物 北平雜信	 第五信「 」 「
거리의	 들 의	 구경꺼리(1934.11.17),	 ( )	動物 北平雜信	 第六信 北平」 「 」
(1934.11.21.).	



- 69 -

머니 조광 와	 아네모네의	마담 조광 등	많( ,	1935.11) ( ,	1936.1)	」 『 』 「 」 『 』
은	소설들은	모두	그가	북경에	있는	동안	창작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경.	
은	주요섭에게	문학적	 감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북경에	머문	동‘ ’ .	
안	이와	같은	작품들을	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경
으로	옮겨온	뒤	얻게	된	신체적 정신적	안정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경은	주요섭의	문		 학	창작에	있어서	사회주의	경향의	

글쓰기	이외에	새로운	창작	욕구의	출구를	제시해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섭은	스스로	 후세에	 이름을	남긴다면	 학자로서보다는	 작가로서	 남기고	“
싶다”157)고	할	만큼	학자 스탠퍼드	대학의	교육학	석사	학위 로서의	자의식보( )
다 오히려	 작가로서의	자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주요섭,	 ‘ ’ .	
은	조선을	떠나면서	속으로	 이제부터	다시	글을	쓰지	안겠다고 결심했지만	“ ”	
석	달도	안	되어	또	 이	쓰레기	같은	글이나마	쓰려고	다시	붓을	들 었던	것“ ”
이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가	 를	얻으면	뽀트하러	간다.	 “ ”水夫 休暇 158)는	것과	
다름없다고	자조 했지만	이를	통해	그가	글쓰기 그리고	작가로서의	자( ) ,	自嘲
의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하층민의	.	
비참한	생활상을	다루는	사회주의	경향의	문학	창작에	회의를	느껴	절필을	결
심하지만 그의	문학	창작에의	열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던	중	그는	북경,	 .	
에서	 자신의	창작	욕망을	 해소시켜줄	해결책 즉,	 휴머니즘과	순수한	사랑을		
중심으로	소설을	전개하는	 사랑지상주의‘ ’159)라는	출구를	찾았으며	이로부터	
사랑「 손님과	 어머니 와	 아네모네의	 마담 등	 작품을	 써내려가게	 된다.	」 「 」	

이를	통해	주요섭	문학에	나타난	정에	치우친	 사랑	지상주의의	문제를	좀	더	‘ ’
세 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섭의	 초기	작품에서	나타난	.	
사회주의	경향의	글쓰기로부터	 이탈하는	 양상은	그의	 문학적	회의와	성찰의	

157) 김용성 앞의	글 면	 ,	 ,	126 .
158) 에	이러한	것이	잇습니다 가	 를	얻으면	뽀트하러간다 고요	“ .	 ‘ ’ !	西洋俗談 水夫 休暇

무슨	뜻이고	하니	 는	밤낮	물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에는	반듯이	그	水夫 休暇日
지긋지긋한		물을	떠나	 에서	무슨	 을	 할	듯싶은데	 은	그	 로	陸地 娛樂 取 事實 反對
뽀트를	타고	다시	물우흐로	나아가는	 한	버릇을	 한	것입니다 어찌	.	怪常 意味 水
들	뿐이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모다가	이	 한	 의	 밖을	떠.	 ‘ ’	夫 怪異 水夫 休暇 範圍	

나지	못하는가봅니다 여심 과	.”	 ( ),	 ( )	 ,	餘心 北平雜信 第一信 上海 特急 北平「 『 』 」
같은	면.

159) 최학송 주요섭의	베이징	생활과	문학 면	참조	 ,	 ,	148~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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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지만 동시에	 이와	같이	 사랑	지상주의의	길을	찾아나감으로써	문학	,	 ‘ ’
창작의	곤경을	타개해나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북경은	.	
감의	원천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		
앞에	살펴보았듯	주요섭은	일제의	검열과	감시를	피하고 사랑을	획득하기			 ,	

위해	조선을	떠나	북경으로	떠났다 그렇다면	주요섭은	왜	 북경을	선택한	것.	 ‘ ’
인가 본고는	주요섭이	북경에	있는	동안	발표한	작품	중	유일하게	북경을	배?	
경으로	한	소설	 죽마지우 여성 를	통해서	그	( ) ( ,	 1938.6~7)竹馬之友「 」 『 』
답을	 밝히고자	한다 이	소설은	주인공	 군이	북경	북해공원 에서	.	 C ( )北海公園
군 군과	만나는	이야기를	다루는	자전적	색채가	강한	작품K ,	P 160)이다 소설.	

의	주요인물	중에	 군의	원형은	즉	주요섭	자신 군	주요섭과	가깝게	지냈던	C ,	P
문인	 피천득 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 ,皮千得 161) 군의	정체는	아직	확인할		 K

160) 이	소설이	지닌	 강한	자전적	색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텍스트에서	종종		
보이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	 ,	 주인공	 군이	C
북경에서	교사	직을	맡고	있는	것은	당시	주요섭이	북경	보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사실과	같다는	점이다 둘째 소설에서	 군이	젊은	시절를	회고할	때	.	 ,	 C
소주 의	 한산사 를	 방문했던	 일과	 안성중학 을	 다녔던	( ) ( ) ( )蘇州 寒山寺 晏城中學
일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모두	주요섭이	 년	전후의	실제적인	경력과	,	 1921
일치한다 물론	인물	경력	방면에	작가는	이	소설의	주지를	돋보기	위해	허구적.	
인	서술도	많이	첨가한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소설에서	 군과	 군은	안성.	 C P
중학부터	대학까지	같이	다녔던	죽마지우 로	그려내는	반면 뒷글에서	( ) ,	竹馬之友
밝힐	 군의	원형인	피천득은	학교	경력	상	 군의	원형인	주요섭이랑	같은	상해	P C
호강대학	출신이지만	두	사람	 살의	연령	차이로	피천득이	 년	호강대학	8	 1929
예과	입학하기	전에	주요섭은	이미	 년에	졸업한	것이었다 피천득은	주요1927 .	
섭과	알게	된	것은	그가	상행으로	달아나서	고들학교	다녔을	때부터이다.

161) 군은	피천득을	원형으로	소설	기법으로	기미를	하여	창작된	인물로	추론할	수		P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설에서	 군과	 군은	같은	대학을	다녔고	.	 .	 ,	 C P
여태까지	의기투합하는	친구로서	지내왔다는	것은	주요섭	하고	피천득	간에	관
계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다 둘째 군는	 작년 에	북경을	잠시	다녀	가던	때.	 ,	P ‘ ’
에	 군이랑	만나서	두	사람이	저녁	시간에	북해공원에서	앉아서	차	마셨던	바	C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적으로	피천득의	회고	.	 朱耀燮 文學「 」의 과 생애
에	의하면	그는	북경으로	주요섭을	찾아	가서	함께	북해공원에서	밤이	어두워
가는	것을	잊고	긴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한다 또한	그	시점은	곧	 년.	 1937 ,	
즉	 발표하는	 년의	 작년 인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주요섭이	1938 ‘ ’ .	竹馬之友「 」	
북경에서	쓴	 에서	피천득이	귀국하는	길에	잠시	북경에	:	北平 感 異國隨想「 」雑
들려서	며칠	놀고	간다는	기록이	있는데 피천득의	연보에	따라	그는	 년	,	 1937
호강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중앙상업학원	교원으로	취직되어	조선으로	돌아온다
는	사실과	같이	참고해	보면 피천득의	북경	방문	시점은	 년인	것을	알	수	,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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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비록	이	소설의	발표	시점이	 년으로 이미	북경이	일본에	의해	함락되		 1938 ,	

었던	시점이지만	본고는	이	소설을	선택하여	주요섭의	북경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주요섭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그의	문.	
학	세계에	주목하여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결과	주요.	
섭의	문학	활동	시기	 전반 이	고찰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년의	공백이	존재‘ ’ ,	 7
하게	되지만 이	문제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는	실정이다 주요섭은	 년	,	 .	 1939 2
월	 낙랑고분의	비 조광 을	발표한	후부터	 년	 월	 입을	열( ) 1946 11「 」 『 』 「
어	말하라 신문학 를	발표할	때	까지	 년	동안	소설뿐만	아니라	평론을	( ) 7」 『 』
비롯한	 다른	장르의	 문학	 작품도	발표하지	 않았다.162) 또한	 그의	장편소설		
길 도	 동아일보 에서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회를	연1938 9 16 11 23 61『 』 『 』

재하다가	돌연히	중단되었다는	사실163)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처.	
럼	예고	없이	문필활동을	중단하는	이유는	주요섭에	의해	스스로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본고는	이와	같은	사건이	 년	주요섭이	재직한	보인대학에.	 1939
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노구교사건	이후	‘ ’ .	
일본의	 간섭이	노골적으로	이뤄지며 년	일본에서	 호소이	지로,	 1939 (細井次

를	제 외국어	교수라는	명의로	보인대학으로	파견하여	감독하 다) 2 .郎 164) 이	
는	일제의	감시로부터	벗어나	북경으로	도피한	주요섭이	또	다시	마주하게	된	
일제의	감시에	다름	아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섭이	조선에서	.	
감시를	피해	북경으로	떠나면서	문필	활동을	단념하겠다는	사실과 이후	조선,	
으로	돌아간	후에는	막상	문필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해방	이후인	,	

있다.	
주요섭			 	 		 ,	 :	 .北平 感 異國隨想「 」雑
주요섭			 	 		 ,	 여성,	 ,	1938.6~7.竹馬之友「 」 『 』

면	참조			 	 		 ,	 ,	5 .朱耀燮 文學「 」피천득 의 과 생애
162) 년	 월	 일	 동아일보 에서	주요섭의	장편동화	 웅철이의	모험 을		 1946 8 31 『 』 『 』

조선아동문화사 에	 의해	 발행된다는	소식이	 등재되어	 있지만( ) ,	朝鮮兒童文化社
이	소설은	 년	 월에서	 년	 월까지	 소년 에서	이미	전재한	작품이1937 4 1938 3 『 』
었다 동아일보 면	참조.	 ,	 (1946.08.31.),	4 .新刊紹介「 」 『 』

163) 딸삼형제 동아일보 면	 ,	 (1939.01.30.),	2 .長篇小說連載豫告	「 」 『 』
164) 조성환 북경과의	대화 한국	근대	지식인의	북경	체험	 ,	 :	 ,	 ,	2008,	342學古房『 』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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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야	비로소	다시	붓을	들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북경	시절의	후반1946 ,	
부터	해방	이후까지	 년	동안	지속되었던	주요섭의	문학적	공백기가	결국	일7
제의	감시와	 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	
보면	북경이	일제의	손에	함락됐던	때에	주요섭은	과거에	비해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었으며 이러한	큰	충격	속에서	그는	그저	문학	창작을	통해	 버,	 ‘
티고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	호소이	지로가	직접	보인대학’	 .	
으로	파견됨에	따라	주요섭은	결국	자신의	처지와	북경의	정세를	뚜렷하게	의
식하여	끝내	문학적	활동을	단념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주요섭에게	있어서	.	
북경의	의미를	가장	잘	반 할	수	있는	시기는	결국	 년	 월	 일	이전의	1937 7 29
시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중심	취지	중에	하나는	곧	 군으로	대표되는	 부일	한인	 유력		 K “ ‘

자에	대한	부정’ ”165)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날의	 군과	오늘날의	 군.	 K K
의	대비 그리고	현재	 군과	 군의	대비를	통해	형상화된다 군은	한때	 나,	 P K .	K ‘ ’
와	 군이랑	가장	뜻이	맞았던	 죽마지우 로서	순수하고	열정적인	젊은	청년이P ‘ ’
었다 하지만	.	 오랜만에 만난	 군은	벌써		 K 권세와	재물에	빌붙는	 성공한	사업‘
가가	되어버렸다’ .	

글새	오작	좋은	기회인가 지금	웬만해서는	여행증명을	내기가	힘이	들		“ ?	「
어서	오구는	싶어두	못오구	애를	태우는	사람이	우리	고장에만	해두	수백명
두	더	되게	수백명 그런데	이렇게	턱먼저	와	있으문성	구멍을	뚫으면야	한!	
목	단단히	잡아볼	수	있을	것	아닌가」
음 그렇지 군이	지금	돈벌궁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내가	고만	아		 ,	 .	 K

름다움에	취해서	그의	이야기가	한귀로	새어버렸든	것이다.”166)

인생의	 성공을	 재는	 자막대로	 오직	 돈 하나만이	 남은	오늘세상에서			“ 「 」	
우리세	죽마지우의	인생들을	재어볼	때	 와	나는	실패요 오직	 한사람만이	P ,	 K	
성공	이었다.”167)

165) 최학송 주요섭의	베이징	생활과	문학 면	 ,	 ,	157 .「 」
166) 주요섭	 ,	 여성 면( ) ,	 ,	1938.6,	99 .竹馬之友 上「 」 『 』
167) 위의	글 면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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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	부분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긴 하게	결부된	문제적	장면이다		 .	
여행증명이라는	것은	당시	일제가	한인이주를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이‘ ’
며 일제는	한인이주를	격려하고	한인의	불법행위를	방임하거나	비호하는	태,	
도를	취함으로써	이들을	이용하여	중국	화북지역을	장악하 다 이후	 년	.	 1937
월	중순부터	화북지역에서	한인이주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자	일제는	이전9
과	달리	한인이주에	대한	통제에	나서기	시작하 다.168) 한인들의	막연한	진	
출을	금지하고 또	이미	점령한	화북지역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한인을	이,	
주시키기	위해	 년	 월	 일부터	출발지	경찰서장의	신분증명서를	소지하1937 9 20
는	것을	한인이주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169)하 다 이	규정이	공포된	후	이를	.	
이용해서	큰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며	심지어	신분증명을	위조하
는	사람도	있었다.	 군도	역시	그중에	한	명인	것이다K .	
나 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 ’ 군의	극단적인	변화에	놀라워하는	동K

시에	 군을	통해서K 인생의	성공을	재는	자막대로	오직	 돈 하나만이	남	 “ 「 」	
은	오늘세상 을	엿보게	된다 그러나	나는	이처럼	돈을	모든	가치의	기준이라” .	
는	관점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으며 나와	,	‘ ’ 군은	실패자가	되고	 군은	오히P K
려	우리	중에	유일한	성공자가	되는	현실의	아이러니에	대해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	대비되는	 군은	젊은	시절부터	오늘까지	줄곧	변함없는	P
순수한	사람이다 나 는	 군이	작년에	북경으로	왔을	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 ’ P .	
당시	 군은	북해공원에서	아름다운	석양과	묘한	분위기에	심취해	거기서	 차P “
라리	밤을	새워도	좋다 고	하며	 나의	친구와의	저녁	약속도	어겼다 나는	” ‘ ’ .	‘ ’ K
군과	함께	북해공원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군을	생각한다 군이	빨리	떠P .	K
나자고	재촉할수록	 나는	오히려	 군에게	있는	아름다움	속에	취해	버릴	마‘ ’ P
음의	여유에	긍정과	공감을	느끼며	 군에게	더욱	실망감을	느낀다K .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민족운동가와	유학생들은	북경을	떠났으며	또	전쟁	이		

후	일제의	식민	통치	강화로	인해	북경에는	대부분	부일	한인만이	남아	있다.	
소설에서	새로	내린	 여행증명에	관한	규정을	계기로	해서	‘ ’ 큰돈을	벌려고	계
획하는 군의	행위도	역시	친일적인	행위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시대	K .	

168) 손염홍 앞의	책 면	참조	 ,	 ,	279~282 .
169) 에도	 가	 동아일보 면	참조	 ,	 (1937.9.20.),	2 .冀東地區內 身分證明書 必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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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	속에서	주요섭은	이	소설에서	자전적인	서술과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	
군으로	대표되는	부일	한인	 유력자에	대한	강력한	부정을	드러낸다 그	동K ‘ ’ .	

기를	규명하자면	그가	품고	있는	민족주의적	지향과	항일사상에서	비롯된	것
으로	판단된다 앞에	살펴	본	바와	같이	주요섭은	상해	시절에	흥사단에	가입.	
하면서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가	지닌	이런	민족주의적	지향은	.	
북경	시절까지	퇴색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 그는	 년	북경	주재	일본	.	 1938
사관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기록서에	따르면	그는	,	 ‘民族主義

로	분류되었으며	 민족주의를	품고	있는	자로서	중국에	있는	조선인과	’ “抱持者
연락하여	불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중”170)에	놓인	존재 다 피천득.	
의	기술에서	볼	수	있듯 주요섭이	 보인 에	재직하고	있을	시절	,	 “北京	 大學 抗
사상이있다하여	 사관	유치장에서	모진	고생을	겪기도	했”日 日本 171)다는	내

용은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주요섭이	북경	거주	당시	.	
민족주의적	지향과	항일사상을	품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로써	,	 에竹馬之友「 」
서	드러나는	부일한인 특히	그들	중의	 유력자 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태도와	,	 ‘ ’
비판의식의	내적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 그	외에	그가	 년에	 일본의	대.	 1943 “
륙	치략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방	명령을	받아	귀국”172)했다는	사실
도	그의	항일사상의	방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요섭에게	있어서	북경이라는	도시의	역할	및	그	의미는		 ,	‘완충지

대라는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밝혔듯	주요섭은	 년대	상’ .	 1920
해에서	흥사단에	가입한	이후	북경	시절까지	시종일관	민족주의적	성향을	품
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돌아온	후	당시	조선이	직면하고	있는	식민지	현.	
실과	지속적인	일제의	감시로	인하여 그는	자신의	사상적	지향을	문학 언론,	 ·
계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을뿐더러	그것을	표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는	그에게	마음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	
그러나	그는	북경으로	떠남으로써	일제의	감시와	언론의	검열을	어느	정도	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일제의	감시에서	철저히	벗어나려면	이미	미국	유.	

170)	“ .”	民族主義抱持者 在支不逞鮮人 聯絡不軌敢行 虞 注意中にして と の あり 奧平康弘，
고려서림 면24,	 ,	1991,	222 .昭和思想統制史資料『 』	

171) 같은	면	 ,	 ,	 .朱耀燮 文學「 」피천득 의 과 생애
172) 이태동 주요섭	편전 한국대표명작총서 백호 면	 ,	 ,	 13,	 ,	1992,	36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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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경험이	있던	주요섭에게	다시금	미국	유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북경을	택한	것은	북경이	.	
조선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는	북경에	머무는	.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조선	내의	신문과	잡지에서	글을	발표하 는데 이를	통,	
해	주요섭은	여러	원인과	사정으로	조선을	떠났지만	사실	조선의	정치적	정세
와	사회적	변화에	대해	시종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	
민족주의적	성향을	어쩔	수	없이	감춰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
국의	 정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자	하며 그런	맥락에서	조선	내의	지면에	,	
글을	발표함으로써	조선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눈을	떼지	않으려는	시도·
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요섭에게	북경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	
일정	정도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으며	사상적	지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자 동시에	가까운	곳에서	조선의	정세를	수시로	지켜볼	수	있는	완충지,	
대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주요섭에게	일제의	감시가	심한	조선 그리.	 ,	 ,	
고	조선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미국의	사이에	놓인	완충지대로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곧	북경이다 또한	주요섭의	북경	인식은	개인적인	경험과도	강.	
한	연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북경에서	받았던	한인에	대한	제약과	,	
제한	역시	고려해본다면 이와	같은	주요섭의	북경	인식은	역사적 개인적	상,	 ·
황과	결부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년부터	 년	사이에	북경	인식이	선보인	한국문인들에	주목하자면			1931 1937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서	그들은	각자의	독자적인	처지 목표의식 사상적	지향	,	 ,	
등의	차이로	인하여	북경에	대한	형상화도	크게	차별화된	양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정래동은	북경에서	오래	거주하고	중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서	신문화운동으로	대두된	중국	사상계의	진보적인	일면에	주목하여	이에	관
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한국으로	소개하며	수용시켰다 그는	중국의	사회적 경.	 ·
제적인	후진성을	의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지만 다만	이로	인해	중국에서	진,	
보적이고	배울	가치가	있는	일면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인식의	소유자로서	중
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표출되고	있다.	
이광수는	북경을	직접	방문한	경험에	의해	형성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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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만 자신의	사상적	지향에서	비롯된	유교와	중국에	대한	비판의식과	,	
약소민족으로서의	입장으로	인해	그는	소설에서	북경을	형상화하여	이로써	드
러난	중국에	대한	태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즉 그의	경험.	 ,	
적인	북경	인식은	긍정적인	것인	반면	소설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북경	인식은	
사실	의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적인	북경	인식은	어떤	의미.	
에서	그가	중국을	바라보고	수용했을	때	가진	비판적인	태도의	구현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주요섭이	북경에	관한	글쓰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중국에	대해	긍		

정적인	인식을	품고	있다 그러나	그가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품게	되.	
는	원인	중의	하나는	그의	북경	인식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는	점
을	유의해야	한다 즉 다른	문인에	비해	그의	중국	인식은	보다	보편성이	떨.	 ,	
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경은	그에게	조선의	현실에서	탈출하여	피신할	.	
수	이있는	도피처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그는	북경에	머물면서	현실을	회피함
으로써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경험은	그	시대에	흔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이로써	형
성된	그의	인식도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시기	북경에	관한	글을	남긴	문인들은	각자의	독자적		

인	입장에	따라	북경의	다른	모습에	주목하게	된다 그중에	정래동과	주요섭.	
은	북경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북경과	중국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인식이	형성
되어	있다 다른	한	편으로	이광수는	북경을	인식하는	데에	직접적인	경험과	.	
사상적	지향에	의해	의도된	사상	간의	불일치로	야기되는	모순되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	말기	새로운	활로	탐색하는	공간	4.	
년	 년			 1937 ~	1945–	

일제가	무력으로	중국	회북지역을	국민정부	중앙정권에서	분리시킬	계획을			
추진하던	중에	 년	 월	 일	장개석을	감금함으로써	국민정부의	항일을	193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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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히	요구하는	 서안사변 의	발발로	인해	제 차	국공합작이	이루‘ ( )’ 2西安事變
어지면서	국민정부의	항일	입장도	확고해졌다 그	결과	일제는	무력침략을	감.	
행하여	 년	 월	 일	노구교사건으로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년	 월	1937 7 7 1937 7
일까지	북경을	점령했다29 .

년	중일전쟁의	본격적인	발발에	따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의	정세가			1937
다시	극변하며	한국인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에	따라	또한	변화가	생긴
다 한국에서	 중국을	인식하는	데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세력과	긍정적인	.	
관점을	가진	세력은	원래	서로	모순된	것이지만	무사히	공존할	수	있었던	국
면은	동아시아	정세의	극변에	따라	파괴되었다 두	세력	간의	갈등과	충돌이	.	
격해지며	세력	간의	모순이	표면화되었다 년부터	 년까지	출간된	아.	1937 1940
동잡지	 소년 에	나타난	중국	인식을	통해서	이	점을	뚜렷이	엿볼	수	있다.	『 』
이	잡지가	출간되는	동안	같은	지면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인이	완전히	상반되
는	인식이	등장하 다 중국인은	한	편으로	 문명과는	거리가	먼	법죄자의	형.	 “
상 으로	나타나는	동시	다른	한	편으로	 지혜를	바탕으로	세계	문명을	일으킨	” “
문명인 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 다” .173) 이러한	독특한	현상으로써	당시		
한 중 일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복잡한	역학	관계가	보여졌다 이러한	긍정적	· · .	
인식과	부정적	인식	간	모순의	격화는	당시	한국인의	인식	체계에서	큰	혼란
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년	 월	무한	삼진	함락으로부터	조선문학계에서	일제에	대한	입장	차		1938 10
이의	양분이	본격화되었다.174) 이	계기로	독립의	희망을	중국에	매달리는	것	
을	이미	희망없는	소모라고	판단한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일제	혐력에	나오
게	되며	이에	따라	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일제의	중국관에	동조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한	층	더	확대해졌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의	협력을	끝까지	거부하고	조선어과	조선문화를	지키
고자하는	문인들도	나서게	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 다 년.	1920
대	조선과	중국은	모두	열강의	침략을	당했음으로	처지가	같다고	하면,	1937

173) 박 기 년대	아동잡지	 소년 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 한중인문	 ,	 1930 ,	「 『 』 」 『
학연구 한중인문학회 면58,	 ,	2018,	21 .』	

174) 김재용 일제	최후기	조선문학과	중국	 ,	 ,	「 」 동아시아	문명교류 공간 인간 표:	 · ·『
상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연구소 면,	 ,	2018,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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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북경조차	일제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의	정세는	조선과	더욱	비슷해졌
다 따라서	이	시기에	조선의	틸식민의	가능성과	주권	회복의	희망을	중국에	.	
거는	 것이	소모로	보 지만 그들은	중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일제에	,	
대항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 다 따라서	 연대와	.	 ‘
협력의	대상으로서의	중국	인식은	이	시기에	다시	부상하게	되었다’ .
중일전쟁이	터진	후	화북지역에서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		

거나	중국의	동북지역	혹은	다른	지역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다 이	때문에	당.	
시	북경의	한인사회	규모는	 년	만주사변을	이어	또	다시	대폭	줄이게	됐1931
다 전쟁이	발발하자	북경	시내	반일운동이	거세지면서	북경	거주	중인	일본.	
인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됐다 북경	체류	한인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달라지지	.	
않았다 북경을	떠나지	 못한	부일	 한인들은	 일본	 사관과	북경에서	한인을	.	
조직하고	관리하는	부일단체인	북경	조선인민회 의	도움으로	비교( )朝鮮人民會
적	안전한	구역으로	대피하며	구제를	받았다.175) 이외에	애국지사나	독립운동	
가들은	대부분	이미	 년대	초에	북경을	떠났지만	북경에	머문	사람도	여1930
전히	 있었다 그러나	중일전쟁의	터짐에	 이어	일본의	 승전으로	인해	북경은	.	
한인	독립운동	중심지로서의	의미가	더는	성립할	수	없게	됐으며 또한	안전,	
을	확보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도	이	도시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터진	후	불과	 여일	만에	일제가	승전을	거두어	북경을	점령했는		 20	

데	이로써	북경의	한인사회에	또	한	번의	변화를	가져왔다 새	점령지의	장악.	
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인력자원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일제는	 적극적으로	 한인의	 북경지역	 이주를	 촉진시켰다 일제는	 친일성격의	.	
신문 잡지를	통해	한인에게	북경이	지닌	· ' ',	' '新天地 樂土 176)로서의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으며 많은	한인들이	이에	속아	장사	기회를	누리거나	살길,	
을	도모하기	위해	화북지역으로	건너왔다 따라서	중일전쟁	발발	이후	독립운.	
동	기지로서	역할의	상실과	부일	한인의	대규모	진출로써	북경	한인사회는	완
전히	부일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이	 시기에	북경	체험을	 가졌던	한국문인들은	대부분	시찰 혹은	일관계로			 ,	

175) 손염홍 앞의	책 면	참조	 ,	 ,	273~274 .
176) 김광재 중일전쟁	 이후	 지역의	한인단체	 연구 한국독립운동연구	 ,	 ,	北京「 」 『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면23,	 ,	2004,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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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을	방문하게	됐다 그중에	시찰의	목적으로	북경을	방문하게	된	한국	문.	
인	중	임학수 김동인 박 희로	구성된	 을	대표적으로	들	수	,	 ,	 ‘ ’皇軍慰問作家團
있다 북지전선 에서	 조국의	운명을	짊어지 고	 에	미치는	.	 ( ) “ ” “北支戰線 星霜 皇軍	
장병을	위문”177)하기	위해	그들은	 년	 월	 일부터	 월	 일1939 4 15 5 15 178)까지	북
경을	포함하여	스자좡 타이위안 위츠 윈청 린( ),	 ( ),	 ( ),	 ( ),	石家莊 太原 次 運城榆
펀 안이( ),	 ( )臨汾 安邑 179)를	비롯한	중국	화북지역을	시찰했다.180) 이외에	당	
시	많은	한국문인이	신문사	기자로	활동했는데	취재하기	위해	북경을	방문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중에	대부분은	짧은	기간	안에	다녀왔으며	기록을	확.	
인할	수	없으나	취재를	목적으로	북경을	방문했던	기록을	남긴	문인	중	백철
이	대표적이다 매일신보 사	 북경지국이	 북경지사로	 승격하게	 되어	 당시	.	『 』
매일신보 에서	 근무하는	 백철은	북경	 특파원	겸	지사장으로	임명을	 받아	『 』

북경으로	파견된	바	있었다 그는	 년	 월	 일	경성역을	떠났을	때부터	.	 1943 3 2
년	 월	 일	해방을	맞이하기	전에	귀국했을	때까지1945 8 2 181) 년	넘은	시간은		2

북경에서	머물었다.182)

이	시기에	북경을	문학적으로	형사화하고	문학작품을	남긴	문인으로서	주목		
을	요하는	인물은	김사량과	정비석이	있다 김사량과	정비석은	식민시	시기에	.	
태어나	오래	기간	동안	피식민자로	생활했으며	일제	말기에	본격적으로	문필	

177) 에	단여와서 삼천리 제 권	제 호	 ,	 ( 11 7 ,	文壇使節	歸還報告 皇軍慰問次	北支「 」 『 』	
면 이	기사는	황군위문작가단의	구성원인	박 희 김동인 임1939.6.1.),	4~5 .	 ,	 ,	

학수의	대담 좌담을	기록하는	내용이다· .
178) 황군위문작가단은	 년	 월	 일에	시찰을	마치고	북경으로	돌아왔으며	조선	 1939 5 4

에	도착한	것은	 월	 일이었다5 15 .
179) 전봉관 황군위문작가단의	 북중국	 전선	 시찰과	 임학수의	 전선시집	 ,	 ,	「 『 』」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학회 면42,	 ,	2005,	315 .『 』	
180) 다만	황군위문작가단의	발단은	당시	북중국	전선을	시찰하며	장병을	위문하는		

데에	비롯된	것인데 당시	이미	일제에	의해	점령된	북경은	그들의	여정에서	북,	
지전선으로	가는	도중의	경유지	및	임시	거처를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따라서	세	명의	문인이	조선으로	귀국한	후	시찰	성과를	반 하는	결과물로.	
서	여러	문학작품을	발표했지만	그	초점은	북경에	맞춰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181) 백철 와	 면	 ,	 -	 ,	 ,	1975,	135 .文學自 傳	 眞理 現實 博英社『 』敘
182) 다만	기록에	때르면	 년	 월	 일에서	 월	 일	사이에	셋	째	부인	최정숙	 1943 5 28 6 10

과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조선을	다녀온	바가	있었다 결혼식	직후	부인과	함께	.	
다시	북경으로	떠났다 김윤식 백철	연구	 한없이	지루한	글쓰기 참을	수	.	 ,	 :	 ,	『
없이	조급한	글쓰기 소명 면	참조,	 ,	2008,	35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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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시작한	한국	문인으로서 그들의	문학작품에서	북경에	대한	표상은	분,	
명히	 다르면서도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모종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본고는	두	작가	각자의	북경을	표상하는	독특한	방식을	집중적으로	포.	
착하고자	하며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공통성도	함께	밝히고자	한다.

		 억압된	 문화 회귀하는	공간		 김사량4.1.	 ‘ ’	 –	

김사량 은	북경을	총	세	차례	방문한다 첫	번째로	그		 ( ,	1914~1950) .	金史良
는	동경제국대학	독문과를	졸업하던	 년의	 월에	졸업식	참석하는	대신	1939 3
일중일의	여정으로	혼자	북경에	다녀왔다 두	번째로	대동공업전문학교	교사.	
를	하던	 년	 월	중순부터	 월까지	약	 개월	동안	중국에	머물었다 세	1944 6 8 3 .	
번째로	 년	 월	그는	 제지 조선출신학도병위문단1945 5 ‘( ) ’183)의	일원으로	중국	
방문	도중	몰래	북경으로	찾아갔다가	 화북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의	거점인	“ ·
연안 지구( ) ”延安 184) 화북	태항산	지구 로	탈출해서	 년	 월	광복과	함께	( ) 1945 8
귀국했을	때까지	팔로군	조선의용군	기자로	활동하 다 그는	북경에	관해서	.	
북경왕래 에나멜	구두의	포로( ) ( ,	1939.8),	 (北京往來 博文 エナメル「 」 『 』 「

두	편의	수필과	 향수 문예춘) ( ,	1939.9)	 ( ) (靴 捕虜 文藝首都 愁の 」 『 』 「 」 『鄉
추 한	편의	소설을	발표하 다 여기서	주목이	필요한	점은	 에,	1941.7)	 .	』 「
나멜	구두의	포로 과	 향수 는	모두	일본어로	쓰고	발표한	것이라는	사실」 『 』

183) 김사량이	평양을	떠나	연안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노마만리	 ( )駑馬萬里『 』
양서각 에서	기록된다 그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47) .	 .

년	 여사를	단장으로	한	김사량 시인	 여사 노천명 등	 명 남자	 명			 	 		1945 B ,	 R ( )	 6 ( 2 ,	
여자	 명 은	국민총력조선연맹 병사후원부의	파견으로	반도	4 ) ( )	國民總力朝鮮聯盟
출신	학도병을	위문하기	위해	중국행에	올라갔다 그들은	경성	평양을	거쳐	산.	
해관 을	통과해서	먼저	북경에	도착하여	곧장	서주 와	남경( ) ( ) ( )山海關 徐州 南京
으로	향했다 그렇다가	김사량 노천명 학도병의	아버지	 씨	세	사람이	다시	.	 ,	 ,	 H
북상하여	 김사량은	천진에	 혼자	 하차해서	 중학	 동창	 이	박사를	 만나러	갔다.	
두	사람이	그의	연안	탈충	행로를	연구한	후	김사량이	다시	혼자	북경으로	떠
나서	잠시	머물다가	기차	타고	연안으로	탕출하 다.		

184) 고종석 발굴	한국	현대사	인물	 김사량	내전	포화속에	스러진	문학정	열	 ,	 90	「
정 한겨레 면,	 (1991.11.22.),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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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발표	시간과	내용에	따르면	세	편의	작품은	모두	그의	첫	번째	북경체.	
험에	기초하여	씌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	특히	 북경왕래.	 「 」
는	김사량의	첫	북경	방문에	대해	여실히	기록하 다 본고는	김사량의	북경	.	
인식을	규명하는	데에	 향수 를	중심으로	다루하고자	하며	동시에	기타	두	「 」
편의	수필도	참고할	것이다.
우선	그의	첫	북경	방문	때의	동기와	실제적인	경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	

에	 북경왕래 의	시작	부분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

		“지난번	 북경 에	갔다왔지마는	 가면서도	 막연 한	길을	떠났다( ) ( ) .北京 漠然 	
그렇기에	안동 을	건너서면서	순사 에게	부슨	 장사꾼이냐고	힐문( ) ( )安東 巡查

을	당할	적에는	대답하기가	어색하 다 여행권을	 내어보이니	고개를	( ) .	訊問
끄떡끄떡한다 그럴	법도	한	일이다.	 .	거창스럽게도	북경	고대문화의	시찰이라	
하 으니 중략 순경은	고개를	끄떡끄떡	한	뒤에는	...( )...	 그럼	당신은	골동품	‘
장사인게로군’한다.”185)

북경왕래 에서	그는	북경행	길에	오르게	되는	동기를	 막연한	길을	떠났		 “「 」
다 고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일찍이	중국어도	배운	바	있고	또	북경대” .	
학에	진학하려	했는데	광주학생사건의	 향으로	할	수	없이	동경제대	독문과
에	들게	되었다는	사실186)에	비추어	보면 그의	북경행은	결국	서술대로	막연,	
하게	떠나는	돌발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다른	한	편으로	그의	북경	방문.	
에	있어	그	속셈이	불분명하 으나	명목상	 북경	고대문화의	시찰 이라고	내“ ”
걸어	있다 그가	북경에	머문	동안	 낮에는	주로	대학이나	혹은	박물관을	찾.	 “
아다니고	밤에는	중국의	희극을	보러	다녔 다는	행동도	이	명목에	부합한다” .	
이외에	그는	북경에서	만난	사람도	다양하며	이러한	면회들은	각자	다른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그가	사전에	회면	계획을	해서	만난	사람은	주작인.	
과	주요섭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는	 미리	소개를	받 아서	 전	( ) .	 “ ” “周作人

문과	교수 주작인을	만니기	위해	북경대학 내에	 북지문화협의회”	 ( )	 “北京大學

185) 김사량 북경왕래 김재용 곽형덕	편역 김사량 작품과	연구 역락	 ,	 ,	 · ,	 ,	 2 ,	 ,	「 」 『 』
20 면09,	163 .

186) 김윤식 베이징 년	 월에서	 년	 월까지	 김사량의	 향수 와		 ,	 ,	 1938 5 1945 5 -「 「 」
노마만리 문학동네 제 권	제 호 면	참조,	 13 2 ,	2006,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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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한	곳( )	 ”北支文化協議會 187)으로	찾아간	바	있으나	실제로	두	사람이	만
났는지를	알	수	없다 그는	또한	북경에서	 주요섭	씨	부부의	초대로	김득수	.	 “
씨	부부와	고	의사	부부들과도	함께	중국	일류의	요정에서	저녁을	먹었 다고	”
기술하고	있다 앞글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섭은	북경에	거주하는	동안	 동포.	 “
를	일상	경이원지 하면서	그가	근무하고	있는	보인학교	고직이	한( )”敬而遠之
테까지도	주소를	알으켜주지	않은	정도로	사회	교제를	피하는	삶을	살고	있
다.188) 그의	자전적	소설	 죽마지우 에서도	옛	친구	 군이	북경으로	와서		 K「 」
주요섭을	원형으로	한	주인공	 군의	주소를	찾으려나	알아보았으니	 군이	북C C
경성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었고	이로써	 군이	C
교제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장면도	있다‘ ’ .189) 하지만	바로	이러한	 교제성이		 ‘ ’
없는	생활	방식을	선택한	주요섭은	북경으로	여행	가는	김사량을	중국	일류의	
요정으로	초대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본고는	원문에서	.	
언급한	 고	의사	부부 에	대해	당시	북경에서	치과의원을	운 했던	평양출신“ ”
의	고준구 와	박봉남 부부가	이에	해당한	것으로	추측되었지( ) ( )	高俊九 朴鳳南
만190) 이	부부의	정치적	지향성이	불명하므로	또	여태까지	주요섭과	김사량	 ,	
김득수	등	사람	간에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만남이	지닌	더욱	
심층적인	의의를	밝히지	못하는	점에	아쉬움을	남긴다 그	다음으로	그가	북.	
경에서	의도치	않게	만났던	사람도	적지	않으며	그중에	 북경왕래 에서	언「 」
급된	야마다 군과	 에나멜	구두의	포로 에서	등장한	 군은	특히	주( )	 M山田 「 」

187) 본고는	 북지문화협의회 가	역사상	없는	단체로	확인된다 주작인에	관한	자료를		 ‘ ’ .	
찾아보니	 동아문화협의회 라는	단체가	나타났는데 년	‘ ( )’ ,	1940 11東亞文化協議會
월에	출판된	 에서	 주작인이	 당시	문학부 부장( )	東亞文化協議會 況 文學部『 』概
을	역임했다는	기록은	확인될	수	있으며	또한	주작인	연보에	따르면	그가	1941
년	 월부터	 동아문화협의회 화장을	겸임했다고	한다 따라서	김사량이	기억10 ‘ ’	 .	
하는	 북지문화협의회 는	실은	 동아문화협의회 다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 ‘ ’ .	 東『

,	 ,	亞文化協議會 況 東亞文化協議會總務部調 科 中華民國二十九年十一月』概 查
면(1940.11),	21 .

188) 주요섭	 ,	 :	 .北平 感 異國隨想「 」雑
189) 주요섭	 ,	 면( ) ,	99~100 .竹馬之友 上「 」
190) 고준구 와	박봉남 부부는	 년대	후반	북경으로	이주하여	동	 ( ) ( )	 1920高俊九 朴鳳南

단이조 호에서	치과의원을	원 하 다 년에	북경	시국의	불( )	28 .	1937東單二條
안정으로	잠시	귀국했다가	화북	정세가	안정되자	다시	북경으로	돌아왔다는	기
록이	있다 손염홍 앞의	책 면	참조.	 ,	 ,	274~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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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요한다 이	두	사람은	 향수 에서	이토 소위와	윤무수의	모델로	.	 ( )	伊藤「 」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191)

향수 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두	편의	수필을	통해	김사랴의	북경			「 」
첫	반문의	동기와	주요	경력을	밝히는	것은	이	소설이	기본적으로	그의	체험
적	사실에	기초하여	창작된	산물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향수「 」
과	비교할	때	발견할	수	있는	야마다 군과	 군	등	소설	인물	원형과	( )	 M山田
골동품	 가게	 찾기와	 아편소굴	 방문	 등	 유사	 경력으로써	 이	 글들의	 창작은	

향수 의	구성을	예비하고	있“ ”「 」 192)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	외에	두	편의	수필에서	공동적으로	기록되는	김사량이	조우한	하나의	애		

피소드를	통해	그가	북경과	중국 중국인을	바라보는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	
그는	북경에서	중국인으로부터	고드방 구두	한	켤레	샀는데	한	달(cordovan)	
도	못	신어서	앞부분이	터져버렸다 알고	보니	그것은	실상	어느	가죽에	에나.	
멜	칠을	한	가짜품이고	그는	중국	장사꾼에게	속았던	것이었다 작은	애피소.	
드 지만	보통	속임수를	당하면	분노하기	마련인	것이다 하지만	김사량은	중.	
국	장사꾼의	 게릴라	전법 에	자신이	 그들의	총에	바로	다리를	맞은	셈 으로	‘ ’ ‘ ’
생각하고	이로	속인	사람들이	 에나멜구두의	패전병으로	비유해서	이를	그저	‘ ’
북경행의	일화로	가볍게	여겼다 이와	같은	 심상치	않은	김사량의	반응으로	.	
그는	기본적으로	북경과	중국 중국인에	대해	비판하거나	혐오하지	않았을뿐,	
더러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	좋은	뜻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우선	소설에서	등장한	가야와	옥상렬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들은	일		 .	

제가	북경을	점령하기	전에	한때	민족주의자로	지냈던	인물이다 그러나	북경.	
이	함락된	후	그들은	모두	이	신분을	배반하면서	서로	다른	길로	엇나가게	된
다 소설에서	그들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김사량은	당시	북경에	거류한	한인	.	
독립운동가들이	처한	곤경을	그려내면서	북경이	식민지로	전락한	후	북경	한
인사회의	일면을	보여준다.
가야와	옥사렬이	북경에서의	삶과	경력을	통해서	작가는	그가	인식하는	당		

시	북경에서	조선	 독립운동가가	공동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191) 김윤식 앞의	글 면	참조	 ,	 ,	6~8 .
192) 위의	글 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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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그들은	전부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곤경으로	내.	 ,	
몰리는	운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야는	 유명한	망명정객	윤장산.	 “ (尹長

의	부인으로서 옥상렬는	윤장산	밑에	 용감한	이름을	떨쳤던	직접	행동대)” ,	 “山
장 으로서	두	사람은	모두	한때	북경에서	민족주의혁명과	독립운동을	위해	동”
분서주했던	독립운동가 다 그들은 년대부터	북경으로	물려든	수많은	.	 ,	 1910
한인	독립운동가과	같이	식민지	조선을	떠나	일제의	감시와	박해를	피할	수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북경으로	와서	정착했다.	
그러나	 년	 월	 일	일제의	북경	점령에	의해	북경이	지닌	이런	비교적	1937 7 29
안정적인	환경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	가야와	옥상렬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들도	이로	인해	큰	총격을	받아	불리한	형국에	놓여	있었다 여기서	유의해야	.	
할	것은	 년	 월	 일	노구교사건 으로	종일	전쟁이	발발하자	1937 7 7 ( )盧溝橋事件
대부분의	한인	독립운동가는	이미	즉시	북경을	떠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사.	
량이	 향수 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당시	북경에	남아	있기로	한	소수의	독「 」
립운동가가	직면하는	형국과	그들의	선택이다 그중에	가야와	옥상렬은	각자	.	
다른	길로	엇나가게	된	두	가지	선택을	대표하고	있다.	

년	만주사변	이후	북경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이미	더	이상	공개적으		1931
로	활동할	수	없게	됐고 북경이	일제의	손에	넘어가면서	정세가	더욱	악회된	,	
후	그들에게	북경에서	독립운동의	전개는	대체로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그런	.	
상황	아래	북경에	거류한	가야와	옥상렬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우선	.	
옥상렬은	전향의	길을	선택하여	일제의	특무기관에	몸을	맡겼다 그의	전향과.	
정을	추적하면서	당시	북경	거류	독립운동가가	직면하는	이중적인	곤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난	단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조선인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네. 그래서	나는	자네	매형인	윤	선생님의	지도라면	죽	
을	각오로	충실히	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지 그러나	우리들의	꿈은	.	
너무나도	무참하게	배반당하고	말았다네 중략...( )...	 사랑하는	우리	조선인들
을	위해서	과연	어떤	길이	옳은	것인가	하고. 더욱	더	비참해지는	것을	나로	
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193)

193) 김사량 향수 김재용 곽형덕	편역 김사량 작품과	연구 역락	 ,	 ,	 · ,	 ,	 1,	 ,	200「 」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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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추구한	것은	사실	처음부터	사랑하는	조선인을	위한	옳은	길을	도모해		
주는	 것이다 그는	처음에	윤장산을	총실히	 따른	것도	민족주의가	조선인을	.	
위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	
막에	전향을	택한	것은	결국	돌발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가	자술한	내용을	정
리하면	그는	정신고와	생활고를	비롯한	두	방면의	압력을	동시에	받았음으로	
야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민족주의를	지향하면서	이	꿈이	계속	무참한	.	
좌절과	배반을	당하는	과정	중	그는	심한	흔들림을	겪 던	것이다 그의	롤모.	
델	윤장산의	변절도 오랫동안	독립운동에	힘을	바쳐도	조선이	여전히	식민지	,	
상태로	남아	있는	사실도 심지어	만주를	이어서	이제	해외	한인	독립운동	중,	
심지 던	북경도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것도	모두	그	범주에	속한다 특히	당.	
시	조국을	떠라	중국	각지로	망명한	조선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을	 연대와	협‘
력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중국혁명에	조국	조선의	광복과	독립의	가능성을	기’
대하고	있다는	점194)을	감안하면	만주를	비롯한	중국	동북지역과	북경을	비
롯한	화북지역의	연속적	함락은	그들에게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러한	처참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는	자신이	줄곧	견지해온	민족주의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것도	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	당시	
한인	독립운동가의	자기모순에	빠진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	그가	끊임없는	사상적	좌절과	배반	속에	허덕이면서도	망명		

객에게	 철통과	같은	규칙을	어기지	않기	위해	괴로웠다 이	 철통과	같은	규‘ ’ .	 ‘
칙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편을	하면	안되는	것이며	결국	그가	전향을	’
택한	것도	이	규칙을	최후의	원칙으로	생각해서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선택
이라고	스스로	변명하 다 이로	추측해보면	당시	 옥상렬	앞에	놓인	현실은	.	
전향을	하거나	아편 매를	하는	것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	
하자면	전향을	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면	옥상렬이	아편 매를	하는	것	외
에	이미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소진되는	상황에	처신하여	
있었다 가야의	경력도	이의	방증이	될	수	있다 독립운동가로서	그들의	열악.	 .	

면166~167 .
194) 정문상 앞의	글	 ,	 면	참조,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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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존	환경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북경	한인	사회의	전반적은	상황을	살
펴보면서	상상될	수	있다 중일전쟁의	 향으로	대부분	한인	독립운동가가	북.	
경을	떠났고	북경에	남아	있는	한인의	절대다수가	부일한인이라는	사실과 다,	
른	지역의	부일한인들도	 일제의	진출에	따라	북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같이	감안하면	 년대	일제의	중국	침략으로부터	쇠퇴해	가고	있는	1930
북경	한인사회는	이	때가	되면	이미	전적으로	부일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변
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년	전까지	비교적	화목한	한인과	중국인	.	 1931
간의	관계는	일제의	개입으로	지속적	악화되어	 년	일군이	북경을	점령	1937
후	한인과	중국인의	관계도	심한	자극을	받아	규분이	잦아졌다 이런	상황에	.	
놓인	한인	독립운동가는	일제 부일한인 중국인,	 ,	 195) 삼면의	압박을	받은	중		
생활을	유지하는	경제	수입의	확보가	심히	어려워지는	것도	예상	가능한	것이
다.
소설에서	가야는	옥상렬과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로서	그가	북경이	함락		

한	후에도	끝까지	민족주의와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행간에	읽혀낼	수	있다 하지만	그도	불가피하게	전향	전의	옥상렬과	똑같이	.	
전향	혹은	아편 매를	비롯한	 철통과	같은	규칙을	위배하는	수단으로	생계	‘ ’
유지이라는	양자택일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형국과	부딪쳤다 후일에	독립.	
운동을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그는	독립운
동의	꿈을	접고	결국	아편 매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이	필요한	것은	가야	혹은	옥상렬의	선택이	당시	그들이	독립운		

동가로서	부딪친	곤경에서	탈출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결국	아니라는	것이
다 가야는	말할	필요도	없고	독립운동을	재개하는	희망을	위한	것인지랑	상.	
관없이	그가	아편 매를	선택하는	순간	이미	독립운동가로서	지켜야	하는	 철‘

195) 장에서	언급한대로	 년	만주사변	이후	중국이	반일감정이	고조되면서	한인	3 1931
을	 일제의	앞잡이 로	간주되었지만	 이간훈의	경력을	통해	알수	있듯이	중국	당‘ ’ ,
국은	같은	반일진 에	속한	한인	독립운동가에	대해	여전히	보호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북경의	전락에	따라	북경의	실제적인	관리자는	중.	
국	정부에서	일본	정부로	변했으므로	북경에	거류한	한인	독립운동가는	더	이
상	중국	당국에게	보호를	받을	수도	없으며	여타의	중국인한테	쉽게	신분을	밝
힐	수도	없기	때문에 일제와	같은	진 인	것으로	오해되고	중국인한테	반감의	,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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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같은	규칙을	배신했으므로	 사상이라는	범주	자체가	무화된	삶’ “ ”196)을	
살아가고	있다 옥상렬은	겉으로	보면	그러	 칠의	규칙도	지키고	아편	 매업.	 ‘ ’
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야에	대해도	옛정을	생각하여	당국에	고발하지	않다고	
자신의	전향을	위해	계속	 변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과거의	조선인	,	
운동가의	행방과	주변을	수시로	감시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인간으로서의	윈칙
과	윤리를	위배한	것이다 따라서	 북경이	함락한	후	독립운동가로서	여전히	.	
이	곳에	머무기로	한	가야와	 옥상렬은	공동적으로	이중적	곤경과	부딪쳤다.	
즉 지속되는	사상적	좌절과	배반을	당하면서	독립운동의	전개가	날로	어려워,	
지는	 동시에	독립운동가	 또는	인간으로서의	 윈칙과	윤리를	위배하지	않으면	
생존	유지도	못하는	처지를	가리킨다 이런	상황	아래	가야와	옥상렬은	각자	.	
다른	방도를	시도했지만	결국	이	곤경을	탈출하는	데에	성고하지	못했을뿐더
러	오히려	 타락의	 소용돌이에	 휩쓸려버렸다 독립운동가로서	 그들이	 처신한	.	
곤경은	사실상	곧	당시	한인	독립운동이	부딪친	형국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
다 앞에	언급한대로	옥상렬이	민족주의를	지향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했지만	.	
연이은	패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독립운동가로서	그의	이런	경력은	물론	당시	
한인	독립운동의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것은	곧	점차	곤경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상황	아래	소설에서	가야와	옥사렬	두	인물은	각.	
자	다른	방도를	통해서	이	곤경을	탈출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다	실패로	끝
을	맺었다 이런	국면은	독립운동을	지향하는	한인에게	곧	지속적	도피	외에	.	
더	이상	가능성이	안	보이는	절망적인	곤경과	다름없으며	한인	독립운동의	희
망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의	분석으로	보면	소설에서	가야와	옥상렬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것처럼	나타나는데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두	인물에	대한	태도가	확연한	차
이가	보인다 작가는	가야보다	분명히	옥상렬이라는	인물에	관심과	애정을	집.	
중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김사량은	 향수 가	일본어로	창작되고	일.	 「 」
본	잡지에	발표된	소설인	것으로	옥상렬을	전향이란	 옳은	선택 을	한	친일자‘ ’
로	그려내지도	않았고	반면에	그를	비판하는	어조로	철저한	독립운동의	배신
자로	묘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경향적인	태도	대신	비교적	중립적인	시선으.	

196) 이경재 한국	견대문학의	공간과	장소 소명출판 면	 ,	 ,	 ,	2017,	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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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긴	편폭의	자백을	통해서	전향한	후	그의	내면에	끊임없이	지속되는	고뇌
와	회의를	 보여준다 오다	 마코토 는	그의	연구에서	 옥상렬을	 어떤	.	 ( ) “小田実
부정하기	힘든	힘 을	지닌	인물로	지적하면서	옥상렬에	대해	김사량의	남다른	”
태도를	짐작했지만	이런	태도의	유래를	뚜렷히	제시해주지	않았다.197) 김윤식	
에	의해	옥상렬은	 작가가	가장	독창적으로	내세운	인물 로서	“ ” “작가의	의도를	
문제	삼을진댄	허구적	인물	옥상렬에다	이데올로기적	몫을	부여”198)했다며	소
설에서	김사량에	의해	옥상렬이	부여받은	역할을	해명해준다 본고는	김사량.	
과	옥상렬	간의	연관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목표의식의	동조로	귀결시키고자	‘ ’
한다.	다시	말하면	김사량은	옥상렬이	택한	 전향이라는	길을	부정하고	있지‘ ’
만	사실	그의	목표의식에는	동조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옥상렬의	입을	통
해서	제시되고	또	반복적으로	변명되는	그의	지향은	작가	김사량의	목표의식
의	반 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소설에서	옥상렬의	목표의식이	변모하는	.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는	위의	맥락으로써	소설	결말에	암시되는	김사량의	모
종	사상적	변화와	연결시켜서	볼	수	있으며	또	이렇게	함으로써	작가	김사량
의	목표의식을	더욱	뚜렷히	해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전향한	것이라네		“ .	아니	생각을	전진시켰다고	
해야할	것이네.	결국	우리들도	이	비극적인	사변이	하루라도	빨리	우리	동아
의	대지에서	없어지도록	혐력해야	비로소	일본인을	위해서도 고향사람을	위,	
해서도 혹은	지나인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라네,	 .”199)

옥상렬은	처음에	 민족주의에	몸을	던지면서	그저	 조선인들	위해	가장	좋		 “
은 살아가는	방식 을	도모하는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전향”	“ ” .	
을	하면서	 생각을	 전진시켜 그의	 목표의식도	조선인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 ”	
일본인 중국인을	위해서도	함께	좋은	길 즉	동아시아를	위하는	입장에서	미,	 ,	
래를	도모하는	것으로	승화된다 여기서	주의가	필요한	점은	두	가지가	있다.	 .	

197) 오다	마코토 어떠	부정하기	힘든	힘	 김사량의	 향수	 ( ),	 ( ) ,	小田 愁「 –	 「 」」実 鄉
김재용 곽형덕	편역 김사량 작품과	연구 면	참조· ,	 ,	 1,	442 .『 』	

198) 김윤식 앞의	글 면 면	 ,	 ,	6 ,	9 .
199) 김사량 향수 김재용 곽형덕	편역 김사량 작품과	연구	 ,	 ,	 · ,	 ,	 1,	「 」 『 』	 면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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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앞에	이미	설명했듯이	김사량이	옥상렬의	전향	행위와	그의	목표의식
에	대해	다른	태도를	품고	있으며	그러므로	연구의	입장으로	분석할	때도	양
자를	분리시켜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옥상렬의	목표의식	변화는	김.	 ,	
사량의	사상적	변모와	관련	지어서	볼	때	정치적	지향성을	배제한	후	단순히	
주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라는	목표의식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다른	하.	
나는	 옥상렬의	 목표의식은	 일제가	 동아협동체론 의	 바탕에서	‘ ( )’東亞協同體論
제시한	 대동아공 권 의	개념과	겉으로	근사한	것으로	보일	수	‘ ( )’大東亞共榮圈
있지만	양가	간에	확연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대동아공 권.	 ‘ ’
이	표방한	미래는	 표면적으로	동아	각국의	협동을	강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을	지배적인	중심으로	하여	조선과	중국	등을	주변부로서	수렴되는	동아	
질서에	의해	성립한	것이다 이와	달리	옥상렬의	서술에	따르면	그가	추구한	.	
미래는	조선 중국 일본을	동등한	위치에	놓인	동아	동아	삼국 이	 평화,	 ,	 ( ) “三國
롭게	공존하는	세상 인	것을	엿볼	수	있다” .200)

나는	이	표로	돌아간다 내	체내에도	이	가치	만큼의	지나인의	피가	녹아			“ .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훌륭한	동아의	한	사람 세계의	한	사,	
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 다시	한	번	누님과	매형을	위해	오리라 이번에는		 .	 .	
누님과	매형차례다.
		 년	 월도	끝나갈	무렵의	일이었다1938 5 .”201)

다시	 향수 에서	드러난	김사량의	목표의식에	주목하지면	그는	소설	말미		 「 」
에	특별히	 년	 월 이라는	시점을	밝혔는데	그의	첫	북경	방문은	 년“1938 5 ” 1939
이고	 향수 의	발표	시점은	 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년	 월1941 ,	“1938 5 ”「 」
이	김사량에게	분명히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김윤식.	
은	이에	대해	김사량이	그	시점	이전에	아직도	 훌륭한	동아의	한사람 세계“ ,	
의	한	사람”202)이	되지	못한	상태에	놓인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추측한다.203)	

200) 곽형덕은	그의	연구에서	 향수 의	개작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옥상렬의	지향	 「 」
과	 동아협동체론 의	 주장	 간의	이러한	 질적인	 차이성을	 지적해낸다 곽형덕‘ ’ .	 ,	
김사량작	향수 에	있어서의	 동양 과	 세계	 전향 의	전제	조건을	둘러( ) ‘ ’ ‘ -’ ‘鄕愁「

싸고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면,	 52,	 ,	2014,	225~227 .」 『 』	
201) 김사량 향수 김재용 곽형덕	편역 김사량 작품과	연구	 ,	 ,	 · ,	 ,	 1,	「 」 『 』	 면192 .



- 90 -

즉	 년	 월 은	김사량이	 훌륭한	동아의	한사람 세계의	한	사람 으로	열“1938 5 ” “ ,	 ”
반(涅槃 하는	시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시점	 전후	김사량에게도	) .	
분명히	모종	사상적	변화이	발생하므로	그를	원래의	목표의식에서	결국	 훌륭“
한	동아의	한사람 세계의	한	사람 이란	목표의식으로	도달하게	된	것이며 이,	 ” ,	
는	틀림없이	옥상렬의	목표의식의	변모과정과	근사한	것이다 다만	옥상렬에	.	
비해	김사량의	목표의식이	마직막에	 동아 의	차원도	초월하고	 세계의	차원까‘ ’ ‘ ’
지	상승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을	통해	김사량이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적	목표
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동아의	범주를	뛰어넘어	결국	필히	 세계 를	위.	 ,	 ‘ ’ ‘ ’
하는	입장에	입각하여	미래를	그려야	하며	세계적	의미에서	 평화롭게	공존하“
는	세상 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
김사량은	옥상렬을	통해	집중적으로	그의	목표의식을	드러내지만	소설에서			

옥상렬이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도로서	택한	 전향이란	길은	실패로	끝‘ ’
을	맺으면서	부정되다 결국	소설에서	한인	독립운동이	직면하는	절망적인	곤.	
경을	타파할	수	있는	길 또한	 훌륭한	동아의	한사람 세계의	한	사람 이	됨,	 “ ,	 ”
으로써	세계적	 의미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 ”
있는	길을	제시해준	인물은	주인공	 이현 이다 즉 김사량의	목표의식은	주로	‘ ’ .	 ,	
옥상렬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을	보여주는	인물은	이현,	
으로	손꼽힌다 또한	이현에	의해	제시된	길은	 문화라는	출발점에서	비롯된.	 ‘ ’
다.
소설에서	이현이	북경으로	출발했을	때	실제적인	목적은	누나	가야를	찾으		

러	가는	것이지만	명목상의	목적으로	 지나	고미술의	시찰은	또한	동경제국대‘ ‘
학 미학연구실	재적하는	그로서	북경행에	대해	품은	속셈이었( )	東京帝國大學
다 요즘	 조선의	과거	예술	유산에	대해	강한	애정과	함께	연구를	해보고	싶.	 “
은	욕심”204)을	품게	되는	그는	구체적으로	조선의	고려나	이조 시대	도( )	李朝
자기를	지나의	송 명 시대의	것과	비교연구를	하고	싶은	것이었다( ),	 ( )	 .	宋 明

202) 소설에서	이	구절은	이현에	의해	토로한	내용이지만		 훌륭한	동아의	한사람 세“ ,	
계의	한	사람 은	실제적으로	작가	김사량의	지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
기존	연구에서	공통된	인식이다.

203) 김윤식 앞의	글 면	 ,	 ,	6 .
204) 김사량 향수 김재용 곽형덕	편역 김사량 작품과	연구	 ,	 ,	 · ,	 ,	 1,	「 」 『 』	 면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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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는	북경	유리창( )琉璃廠 205)에	있는	어느	허름한	골동품점에서	우연히	
고려	청자 이조	백자 그리고	깨어진	질그릇을	비롯한	옛	조선의	역사 문화,	 ,	 ,	 ,	
유산 기억	등을	대표하는	 조선의	것들을	발견하 다 극도의	흥분을	느끼면,	 ‘ ’ .	
서	그는	누나과	매형을	대신에	이	 조선의	것들을	먼저	구원하려는	심정으로	‘ ’
두말없이	그것들을	사서	또한	귀국할	때도	같이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갔다.	
소설에서	나타난	이현의	이런	행동은	강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이	물론이다 우선	텍스트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	 듯이	그의	행위는	곤경에	.	
빠진	누나	가야와	매형	윤장산을	아직	구원해주지	못하는	상황	아래서 그런	,	
심정을	조선의	도자기로부터	사서	조국으로	가지고	가는	행위를	통해	풀리려
는	것이다.206) 하지만	더욱	심층적인	의미에서	이	고려	청자를	비롯한	조선도	
자기들은	기존	연구에	의해	다양한	맥락을	통해서	옛	조선의	문화 혹은	조선,	
의	전통	문화의	상징으로	일치하게	해석되어	온다 이양숙에	따르면 조선도자.	 ,	
기가	조선민족	 고유한	문화의	상징으로서	이현은	그것을	보호하고	발전시킴‘ ’
으로써	민족의	 독자성을	 확보한	후	비로소	제국주의와의	전선 을	 지킬	( )戰線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조선의	전통문화를	구원하는	것으로	이현의	민족의식을	.	
향한	지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207) 곽형덕에	의하면 이현은	조선문화	 ,	
의	독작성을	조선도자기와	고구려	역사를	비롯한	과거의	유산과	기억을	통해	
현실에서	재현하려고	한다며	이현의	느낌을	 노스탤지어 의	개념으‘ (Nostalgia)’
로	통합시켜	설명한다.208) 이경재는	본격적으로	 노스탤지어의	개념을	도입하	 ‘ ’
여	가양와	옥상령 그리고	이현의	 향수를	해명하면서	이현에	의해	 문화라는	,	 ‘ ’ ‘ ’
가치가	제시됨으로써	 일제	말기	조선	지식인의	새로운	삶의	가능성 도	제시“ ”
된다고	한다.209)

205) 유리창 은	북경	화평문 외에	위치하는	유명한	골동품점이	모여		 ( ) ( )	琉璃廠 和平門
있는	거리이다.

206) 역시	할	수	있다면	이국으로	건너온	이	옛	도자기처럼	먼	지나의	하늘	아래	 “ ,	
더러운	지역에	묻혀	절망의	심연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누님과	매형을	구해내고	
싶었던	것이리라 그런	마음으로	적어도	이런옛	도자기라도	주워가려고	하는	기.	
묘하고도	열렬한	욕구를	느꼈던	것이	아니겠는가 위의	책.”	 ,	 면179 .

207) 이양숙 일제	말	북경의	의미와	동아시아의	미래	 김사량의	 향수 를	중심	 ,	「 –	 「 」
으로 외국문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면	,	 54,	 ,	2014,	203」 『 』	
참조.

208) 곽형덕 앞의	글 면	참조	 ,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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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를	고찰하면서	소설에서	등장한	조선도자기와	 문화 특히	옛날의			 ‘ ’,	
조선	 전통문화	간의	연관성은	이미	 일종의	공통된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현은	 문화 를	통해서	조선의	민족적	독자성을	확보하고	재현하려는	것‘ ’
은	그의	향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노스탤지어적인	이미	상실된	 고향을	되찾‘ ’ ‘ ’
으려고	하거나	복원하려고	하는	 견해도	기존	연구에서	종종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노스탤지어 의	 개념을	통해서	민족주의자 던	가야와	‘ ’
옥상렬의	향수를	해명할	수	있지만	 이현에	의해	제시된	 문화라는	가능성과	‘ ’ ‘ ’
김사량이	궁극적	지향하는	목표의식을	해명하는	데에	한계성이	보인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서	 노스탤지어는	상실된	고향 즉	옛	조선에	대해	회복하려.	 ‘ ’ ,	
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족주의자로서	조선의	주권을	회복해서	 민족국‘
가를	건설하려는	목표의식에	부합한	것으로	결국	과거의	생활을	저차원적으’
로	회복하는	데에	지니지	않210)다 즉 노스탤지어 를	경유해서	김사량이	궁.	 ,	 ‘ ’
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	범주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을	결국	도달할	수	‘ ’
없는	것이다 여기서	가라타니	고진 이	제시한	 교환양식이론을	도.	 ( ) ‘ ’柄谷行人
입하면	그	문제점을	더욱	명확히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김사량이	지향하는	.	
그러한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은	사실	가라타니	고진에	의해	제시된	교환양‘ ’
식 에	근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민족주의나	 노스탤지어를	통해서	지D .	 ‘ ’
향하는	목표는	기껏해야	교환양식 에	불과한	것이다C .211) 따라서	이현에	의해		
제시된	 문화라는	가능성은	 고차적인	단위 로서의	 문화가‘ ’ “ ” ‘ ’ 212) 과거의	노스탤	
직한	상기와	거리가	먼	억압된	것으로서의	회귀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써	소설에서	이국의	골동품점에서	먼지에	묻힌	조선의	도.	
자기는	 억압된	문화의	싱징으로 이현이	도자기를	발견했을	때	들렸던	 환청‘ ’ ,	 ‘ ’
은	 억압된	문화가	강박적인	형태로	회귀하는	징표로	이해할	수	있다‘ ’ .

209) 이경재 앞의	책 면	참조	 ,	 ,	190 .
210) 조 일	옮김 가라타니	고진	저 제국의	구조 도서출판	 면	참	 ,	 ,	 ,	 b,	2016,	51『 』

조.
211) 이를	통해서	소설에서	독립운동가인	가야와	옥사렬을	꼭	 민족주의자 로	규정해	 ‘ ’

야	하는	문제도	해명할	수	있다 당시	북경에서	사회주의나	아나키즘	진 의	한.	
인	독립운동가도	있지만	사회주의와	아나키즘이	지향하는	목표는	결국	교환양
식 과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D .

212) 조 일	옮김 가라타니	고진	저 세계사의	구조 도서출판	 면	 ,	 ,	 ,	 b,	2012,	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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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김시량의	북경	인식은	두	가지	맥락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소		 .	
설에서	북경이라는	공간은	 이문화적 체험을	제공해주는	공간이면서	조선과	‘ ’	
연대감을	지닌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이다 중국의	다른	도시가	아닌	유독	북‘ ’ .	
경을	소설의	배경으로	설정한	이유는	근대	북경은	중국	 문화의	중심으로	발‘ ’
전되고	부상된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소설에서의	북경은 중.	 ,	 ,	
국을	대표하기의	앞서	우선	중국	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북.	
경은	식민지	조선이나	일본과	확연히	다른	이국적	공간으로서	소설의	주인공
이자	경험	주체로서의	이현은	이	도시에서	이문화	체험을	가지게	되며	감각의	
변화와	마음의	정동을	경험한다 따라서	그는	북경	체험이라는	이문화적	체험.	
을	통해	조선과	중국	간의	문화적	차이성와	가리감을	느낌으로써	 고향의	 문‘ ’ ‘
화를	뚜렷히	바라보게	되어	또	 고향의	정체성도	더욱	명확히	의식할	수	있’ ‘ ’
었다 동시에	중국	문화의	중심으로서	북경은	조선인에게	일종의	역사의식에.	
서	발원된	 연대감을	지니고	있다 즉 이현은	 이국적이고	이문화적	공간에	‘ ’ .	 ,	
처신하면서도	도자기를	발견함으로써	조선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상기할	수	있
는	것은	 북경 이라는	공간을	대표하는	문화는	결국	조선의	문화와	완전히	단‘ ’
절된	것이	아니다는	점과	관계된다.	
둘째는	북경은	김사량에게	 동아시아적	시각 을	부여한	곳으로	작용한다 근		 ‘ ’ .	

대	북경을	방문하는	한국문인	중에	 김사량은	가장	투철한	동아시아적	시각,	
더	나아가	세계적	시각을	갖춘	자이다 동아시아	전체와	두루	인연을	맺고	.	 “
있”213)는	작가로서	김사량이	 향수 에서	평양의	가족들 동경유학시절의	친,	「 」
구 북경에서	비참한	현실에	처해진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그려낸다 김사,	 .	
량의	작품	세계에서	이처럼	세	도시를	동시에	다루는	작품으로	 향수 는	유「 」
일하다 그는	북경을	다녀오고	북경	체험에	기초하여	문학	창작을	하면서	이.	
전의	문인과	다르게	중국이라는	배경이나	조선인으로서의	신분이나	일본어라
는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대신에	동아시아	전체를	포삽할	수	있는	작가적	시
각을	갖춘다 즉 김사량은	북경에	발을	들여놓은	것으로써	비로소	조선과	일.	 ,	
본의	이원적	시각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를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3) 이양숙 앞의	글 면	 ,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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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질서의	공간	및	4.2.	 탈식민적	의식	실현되는	공간	 정	 –	 비석

일제	말기에	북경과	크게	관련된	또	하나의	소설은	곧	일제말기	 북경 을	재		 ‘ ’
현하는	작품으로	정비석의	 이	분위기 조광 로	꼽힐	( ) ( ,	1939.1.)雰圍氣「 」 『 』
수	있다 정비석은	 자기	시대의	사회적	의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작가.	 “ ”214)라
고	평가받고	있는	만큼	그의	작품들은	시대적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주체로
서의	대응방식을	여실히	반 하고	있다 그중	 이	분위기 는	여태까지	그동.	 「 」
안	기존	연구에서	아직	크게	주목	받지	못하 다 그러나	이	작품은	 년	.	 1937
월	 일	노구교사변으로	중일전쟁	발발	직전까지의	북경을	소설	배경으로	설7 7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대의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고민과	사상면을	그“
린”215) 소설로서	한국문인의	북경	인식을	밝히는	데에	간과하면	안	되는	작품	
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김지준은	대학	시절에	한	때	사회운동에	몸을	바쳤던		
사람으로서	 년	전후	고향을	떠나	북경으로	오게	된다 북경에	조선인이	1937 .	
경 하는	고려여관에서	머물면서	그는	허무함으로	가득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준은	북지에	와서도	제	생활은	역시	룸펜밖에	아모것도	아니라고	깨닫
는다.
		대학을	중도에	퇴학하고	사회	운동에	오	년	동안	몸을	받쳤던	일이	있는	
지준이었다. 그러나	소화	삼사	년	이후	사회	운동이	쇠멸기에	들어오자	그곳	
을	나온	지준은	이내	고향인	황해도로	돌아왔다.
허나	지준에게	큰	희망을	품었던	부모는	전과자인	아들을	알뜰이	사랑하지		

는	않았다.	지준은	눈칫밥을	삼키며	생끼	없는	생활의	몇	해를	보내다가	무
슨	바람이	부러서 던지	저도	모르게	북경	땅을	밟게	되었었다 그리하여	이	.	
거리에서	이미	석	달을	지났지만	지준은	앞날의	아모런	방도도	꾸미는	일	없
이	그저	뻔들뻔들	여관	구석에서	묵어나는	것이었다.”216)	

214) 장종현 미국	헤게모니하	한국문화	재편의	젠더	정치학 한국문학연구	 ,	 ,	「 」 『 』
면35,	2008,	152 .

215)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면	 ,	 ,	 ,	1983,	535 .『 』
216) 정비석 이	분위기	 ,	「 ( )雰圍氣 (」 조광 ,	1939.1.『 』 정비석	문학	선집),	 1,	『 』	

소명출판 면,	2013,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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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서	보여지듯이	소설에서는	김지준의	과거에	대해	대략	소개하고		
는	있지만	정작	이에	비해	그가	북경으로	오게	된	원인이나	동기에	대해서는	
그저	 무슨	바람이	부러서 던지 라고	애매모호하게	언급만	했을	뿐	명확하게	“ ”
제시해주지	않는다 또한	그는	그저	특별한	목적도	없이	막연하게	북경에	석	.	
달씩이나	 룸펜 처럼	머무르고	있으며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도	없‘ ’
어보이는	것처럼	그려진다 그를	사모하고	있는	옥채가	여관으로	찾아왔을	때.	
도	 그저	누어	있었죠 머	헐	일이	있어야죠 라고	하는	것처럼	 책임도	없고	“ .	 ” “
욕망도	없는	군대답”217)으로	대충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마치	.	
허무함에	빠져	있는	듯한	김지준의	모습에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지준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이	소설을	통해서도	다		

소	짐작될	수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정비석의	대표작	 삼대( )三代「 」
인물평론 과	와	같은	맥락에	놓여	연결시켜서	보면	더욱	명확( ,	1940.2.)『 』

히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소설은	 삼대 와	같이	연결시킬	수	.	 「 」
있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두	소설의	주인공들이	지닌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이
다 경세는	 삼대 에서	등장한	주인공	 중의	한	명으로서	김지준과	유사한	.	 「 」
과거를	지니고	있을뿐더러	두	사람이	현재에도	딜레마에	빠져	있어	허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다는	점에서	 비슷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경세는	내지로	.	
유학	가서	대학교	재학	중에	 붉은	사상의	세례를	받아서	사회주의	운동에	투‘ ’
신하다가	옥살이까지	했던	경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	
지만	끊임없이	과거와	현실 자신이	굳게	믿었던	신념과	체제의	이념	사이에,	
서	갈등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주지하듯	 년대	말에서	 년대	초	사회운동의	세력이	퇴조하고	있으		 1930 1940

며	일제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가	하고	결정적	승리가	곧	임박하는	듯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졌던	시대적	상황	아래서 경세는	자신의	신념을	쉽게	포기하,	
지	못하는	동시에	식민지	조선에서	작동하고	있는	일제의	체제적	이념에	대해
서도	쉽사리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없는	회의와	갈등.	
에	사로잡혀	소설에서	어떤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며	계속	머뭇거렸던	것이
다 그렇다면	경세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김지준은	북경에서	 룸펜처럼	살았.	 ‘ ’

217) 위의	글 면	 ,	409~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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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도	실제적으로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	,	
머뭇거림에	빠져	있음으로	어떤	행동도	쉽게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년대	당시	중국도	일제의	침략.	 1930
을	당하고	있으며	만주를	이여	북경을	비롯한	중국	화북지역도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경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김지준은	비.	
록	조선을	떠나	북경으로	왔지만	그는	이로써	회의와	고민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신념과	체제의	이념	간의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	
이	상황은	그가	최종	선택을	할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삼대 에서	경세의	이야기는	아무	예고도	없는	갑		 「 」

작스러운	떠남으로	끝을	맺었는데	그의	행방조차	알	수	없었다 그의	동생	형.	
세가	형의	행방에	대해	 반드시	승리를	노리면서가	아니라	차라리	패배의	쓰“
라림을	인식하면서	신념의	나라로	뛰어든	것일까?”218)라고	추측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분의기 는	 삼대 보다	비록	 년	일찍	발표됐지만	소설	주인1「 」 「 」
공	김지준의	이야기는	결국	경세가	고향을	떠난	후	맞이할	결말	중에	하나의	
가능성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경에서	지준의	.	
경력은	경세의	이야기의	속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점은	소설에서	나타난	김지준과	경세처럼	자.	
신의	신념과	체제의	이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년대	후반에	제기된	1930
세대논쟁에서	신세대	작가로서의	정비석이	인식하고	비판하는	기성세대	문인
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점이다.219)

그렇다고	안기에	무슨	목적이	있어서도	아니고			“ 다만	북경	거리에	무질서
한	풍기와	퇴패적인	분위기를	실컷	맛보고	싶어서 다.”220)

		“허나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이	 북경의 아니	 대룩의	 침래한	-
공기의	탓인	것만	같았다.”221)

218) 정비석 삼대 인물평론 한국소설문학대계 동	 ,	 ( ) ,( ,	1940.2.),	 23,	三代「 」 『 』 『 』	
아출판사 면,	1995,	493 .

219) 정하늬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	 ‘ ’	 ,	「 」
문 면	참조,	2014,	192~193 .

220) 정비석 이	분위기	 ,	「 ( )雰圍氣 면,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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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위기 라는	의문적인	제목을	해명해주듯이	소설에서	 퇴패적 타기만		“ ” “ ”,	“
만 타성적 침레하다 등을	비롯한	다양한	수식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 ”,	“ ”	
서	북경을	자욱하는	 이	분위기를	설명하고	강조한다 김지준은	 이	분위기 에	‘ ’ .	 ‘ ’
대해	지극히	혐오하는	태도를	표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경에서	보이거나	경
험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전부	이	분위기의	탓으로	돌린다 그렇다면	 이	.	 ‘
분위기 로	자욱하는	북경은	과연	어떤	공간인지를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결’ .	
론적으로	말하면	김지준이	인식하는	북경은	 무질서의	공간 으로	귀결될	수	있‘ ’
다 그러나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비로소	명백히	드러나는	그의	이러.	
한	북경	인식은	결국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재준의	인식은	소.	
설	속에서	세	차례의	경험을	통해	보여준	바	있으며	그것들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의	북경	인식으로	드러난다.

밥값을	못	내는	손님과	밥값을	못	받은	주인	새에버러진	싸움이었다		“(...) .
		 (...)	 지준은	이	여관에	묵는	석	달	동안에	거의	매일처럼	이런	싸움이	버
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마침내는	 유박전으로	들어가	 밥값에	 트렁크를		
빼끼고	알몸으로	 어디론지	 자최를	 감초아	버리는	 동포를	 얼마든지	 보았다.	
그럴	때마다	지준은	제	트렁크를	바라보며	저것도	언제던	한번은	이	여관	창
고	신세를	져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제는	그날도	그리	.	
머러	뵈지는	않었다.
		정작	북경에	와	보니	지준은	결코	동포를	믿을	배가	못되는	것을	알았다.	
서로	 싸우고	사기하고	 말아먹고	 하는	 것이	 외국	 사람들보다	어	 야착스러웠
다.”222)

첫	번째로	지준이	북경을	 무질서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일은	북경에서			 ‘ ’
동포로서의	조선인들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	대신	오히려	동포들이	
서로	 싸우고	말아먹는	 것이	외국	사람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그는	.	
조춘태	 감이	경 하는	고려여관에	투숙하면서 석	달	동안	밥값을	못	내는	,	
동포가	주인	 감에	의해	밥값에	짐을	뺏기고	알몸으로	쫓겨나는	일을	수없이	

221) 위의	글 면	 ,	428 .
222) 위의	글 면	 ,	41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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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한다 그는	북경으로	와서	이러한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광경을	목격하.	
면서	 동포애가	완전히	 불타	버리고	 말았다고	느낀다 이러한	동포들이	 외국	.	
사람보다	더욱	심하게	서로	괴롭히는	세계는	무척	황당하고	인간적인	윤리조
차	부재하는	공간으로서	 무질서의	공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 .

맘	펴는	게	뭐야요		“ !	만나는	사람마다	도적놈으로	얼아야	하는	여기서······.	
우리	 민회에도	속살론	리사	패와	민회장	패와	알력이	 여간	심하지	 않다우!	
어떻든	여깃	사람들은	남을	절대로	믿질	않거든요! 긴상두	누구나	믿지	말으	
시우!”223)

두	번째로	지준으로서	충격을	받은	것은	그가	 민회에	들어가서	서기로서			 ‘ ’
일하면서	발견한	여러	가지	사실	때문이다 소설에서	등장한	 민회 는	당시	북.	 ‘ ’
경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조선인민회 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 )’ .	朝鮮人民會
이	단체는	 년	최초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직된	부일단1911
체이며 북경의	조선인민회는	 년	봄에	일제의	지지를	받아	부일	한인	유,	 1934
력자	송백헌 에	의해	창립된다( ) .宋百憲 224) 북경의	민회도	처음에	독립운동	탄	
압과	지역적인	한인사회를	장악하는	목적을	위해	창립했지만 년대를	거,	1930
쳐	북경	한인사회가	점차	친일적으로	변질되어가면서	민회의	주요	기능은	부
일활동 중국인과의	분교사건	처리 박해를	받은	한인을	수용하고	구제하는	것,	 ,	
으로	전락한다 즉 년대	말에	민회가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할은	북.	 ,	1930
경에	거류한	부일적	한인을	조직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준은	조춘태.	
의	소개로	 민회에서	취직해서	서기로서	일하게	된지	며칠	안	되어	바로	민회	‘ ’
안에서	숨겨진	 무질서의	세계를	엿보게	된다 재준의	눈에	비쳐진	북경지역‘ ’ .	
의	한인들을	조직하고	보호해야	하는	단체여야	할	민회에서는	사실상	회장과	
이사가	각자	파벌을	결성해서	심한	파벌	싸움에	빠져	있으며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이권뿐이라는	현실이다 또한	인용문에서	같이	일하는	현서기가	.	
지준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조선인의	눈에도	민회에서	만나
는	사람들이	 도적놈 과	다름없고 동포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사기하기	“ ” ,	

223) 위의	글 면	 ,	419 .
224) 손염홍 앞의	책 면	참조	 ,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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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결국	여기	사람들은	남을	절대로	믿지	않은	지경에	이른다.

민회	장부에	등록된	거루민	수효는	삼천	명	가량인데	그	구활	칠	부		“(...)
까지가	해륙	물산	위탁	판매업이었다.

현형 모두	위탁	판매업이니	웬일이요		 ‘ !	 ?’
하고	지준은	현서기에게	의심스레	물었다.

허허 긴상은	아직	모르시우		 ‘ !	 ?	그거	모두	모루히네	 매업자들이랍니다.’
하고	현은	지준을	쳐다보았다.
(...)

그럼	조선	사람의	중독잔	얼마나	되요		 ‘ ?’
		 조선	사람도	삼활	가량은	되지요 현재	민회	위원에도	중독자가	이삼	인	‘ .	
되니까요.’”225)

그	외에	또	하나의	지준에게	충격을	준	것은	당시	북경지역	한인들의	마약		
매와	마약중독의	실상이다 민회	장부에	등록된	북경지역	거류	한인은	삼천	.	

명	정도인데 그중에	 가	 해륙물산위탁판매업 에	종사하는	명목으로	실제,	 97% “ ”
로	아편 매를	하는	사람이며	이외에도	상당한	수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아편
매자가	존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경시민의	삼분의	일	가량은	아편중독.	

자이며 조선사람	중에도	중독자가	 가량인데	 민회	위원	중에도	이삼	인	,	 30%
있었던	것으로	그려진다 요컨대 북경이라는	공간	속에서	지준이가	목격한	것.	 ,	
은	민간에서	이미	상실된	 동포애 적	공동체의	유대 실제	현지	조선인을	관리‘ ’ ,	
하고	보호해야	할	단체적	역할을	해야	할	내부에서	권리와	명예를	위해	서로
를	믿지	못하고	동족상잔하는	모습 그리고	마약 매업자와	마약중독자가	욱,	
실거리는	한인사회의	현실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결코	하나의	질서적인	세,	
계가	아니라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소설에서	 민회 와	북경지역	한인의	마약 매		 ‘ ’

에	관한	서술은	 당시	북경의	 실제적	정황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다는	점이다.	
당시	북경	조선인민회장을	맡은	송백헌은	소설에서	등장한	민회자와	같은	모
리배 고	인격자가	못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일제의	지지를	받아	조선인민회.	

225) 정비석 이	분위기	 ,	「 ( )雰圍氣 면,	419~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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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립하고	일정한	활동을	조직했지만 관련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	
당시	북경	민회의	경제상황은	사실	좋지	않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	
소설에서	민회	위원이	중독자가	된	것보다	더욱	심한	것은	실제적인	민회장	
송백헌은	집에서	헤로인을	제조하 다는	사실로	북경시정부	공안국의	주목을	
받은	바도	있었다.226) 다른	한	편으로	 년대	후반에	일제의	침략세력에		 1930
따라	새로	북경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대부분	물품 수나	마약 매에	종사했으
며	 이로	 인해	 수업자와	 마약 매자가	 당시	 북경	 거주	 한인	 전체의	 약	

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70~80% .227) 따라서	정비석은	김지준이라는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북경	인식은	역사적	사실의	기반	
위에	합리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써	당시	한인들이	북경
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여실히	반 하고	있다.

더구나	지루한	한날을	찌는	듯한	더위에	물커져	보내든	추잡한	목숨들이			“
혹은	웃통을	 벗은	채	혹은	아랫뚜리를	내놓은	채	가가	 앞에	즈른히들	나선	
꼴이란	확실히	진기한	 동물의	세계면	 세계 지	인간	 사회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다.	게다가	호매상	떼 들의	객을	부르는	알아듣지	못할	괴( )呼賣商	輩
상한	억양의	고함	소리는	그야말로	흡사	주린	동물의	부르지즘이었다.”228)

그러나	호외를	읽는	사람은	아모개도	없었다		“ .	도야지	떼처럼	주둥이를	내
저으며	동으로	서로	움직이고	있는	저	무리들 우에	새로운	운명이	지금	바야	
흐로	닥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229)

사실	앞의	두	번의	경험은	기존의	현실을	지준의	눈	앞에서	펼쳐주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가	북경이	 무질서의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고	‘ ’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수리한	지준이	마지막에	자신의	시선을	.	
북경의	길거리로	돌렸을	때 그가	이	공간에	대해	인식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	
그의	눈에	직접	비치는	것은	이미	무질서한	 동물의	세계 와	다름없는	광경이‘ ’

226) 손염홍 앞의	책 면	참조	 ,	 ,	264 .
227) 위의	책 면	참조	 ,	231~232 .
228) 정비석 이	분위기	 ,	「 ( )雰圍氣 면,	427 .」
229) 위의	글 면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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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설명하자면 기존	현실에	의해	두	번의	충격을	경험한	후	북경이	 무.	 ,	 ‘
질서의	공간 으로서의	인식은	이미	지준의	머리	속에	깊이	자리잡았다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	고찰하자면	이	번에	그가	평범한	북경의	길거리	풍경에	주시.	
했을	때	물론	황진 더위 추잡함	등	유쾌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도	,	 ,	
사실이지만 앞에	두	번의	경험에	비해	이것들만으로	이	공간이	무질서한	것,	
으로	인식되기에	분명히	충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	
경의	길거리	풍경을	관찰하면서	이로	대표되는	북경의	사회가	도저히	인간	사
회로	간주될	수	없고	 진기한	동물의	세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또한	거리에‘ ’ ,	
서	사람들의	고함	소리조차	 주린	동물의	부르지즘 처럼	들린다 심지어	소설“ ” .	
의	말미에	전쟁의	소식을	들어도	아무	반응	없는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도야‘
지	떼로	비유된다 따라서	 동물과	 짐승 에게는	질서라는	것이	자체가	성립’ .	 ‘ ’ ‘ ’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때문에	 동물의	세계로	표상된	북경도	결코	지준에	의‘ ’
해	질서가	결석하는	 무질서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 .
요컨대	이	번에	지준이	북경을	 무질서의	공간으로	인식한	것은 부분적으		 ‘ ’ ,	

로	북경의	실제적	정황에	기초하여	추상화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	
그가	이미	북경을	주관적으로	 무질서의	공간과	동일시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 .	
그렇기	때문에	이로부터	지준의	눈에	비친	북경의	어떤	모습도	결과적으로	한
결같이	무질서의	것으로만	인식될	것이다.

		“지준은	무슨	큰	경천동지 할	변괴가	일어나스면	싶었다( ) .驚天動地 아니꼭		
일어날	것만	같았다 아무렴	이렇게	타성적인	분위기가	언제고	계속될	수는	.	
없을	것이	아닌가?	타기로	포화	상태를	이룬	이	거리는	머잖어	심판을	받을	
것만같이	예감이	갔었다.”230)

이	땅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할	것만	같았다 아니	그날이	이제	오래지			“ .	
않어	필연적으로	올	것이다.	그날 억센	힘이	있어	이	땅을	뒤흔드는	그날	지-
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231)

230) 위의		 글 면,	426 .
231) 위의	글 면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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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서	북경	시민을	짐승과	동물로	비유하고 그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		 ,	
간으로서	북경을	 동물의	세계로	표상된	것은	실제적으로	일종의	비하적인	화‘ ’
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북경	전체가	인간적인	것이	아닌	동물적인	것으로	.	 ,	
인식되면서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지준과	북경의	모든	것들이	결국	대등한	자
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된다 북경의	모든	것들을	동물적인	.	
것 즉	 하등에	위치한	것으로	속해시키면서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지준은	자,	 ‘ ’
연스럽게	이에	비해	 상등의	입장에	서게	된다 이와	같은	비하적인	인식으로‘ ’ .	
써	지준이	부여받은	것은	일종의	 월등한	우월감이라고	할	수	있다‘ ’ .	
이러한	 월등한	우월감을	가진	지준은	더	나아가서	이	 하등에	속한	 무질		 ‘ ’ ‘ ’ ‘

서의	공간으로서	북경의	땅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것만	같 다고	강하게	’ “ ”
느끼면서 그래야	그가	혐오하는	이	타성적인	분위기가	소멸될	수	있을	것만	,	
같다고	느껴진다 그는	오래지	않아	곧	 무슨	큰	경천동지할	변괴 가	일어나며	.	 “ ”
억센	힘이	이	땅을	뒤흔들릴	것으로	믿고	그	때가	바로	이	땅을	심판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생각된다.	
다른	한	편으로	지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월등적	우월감 을	가지고	있으		 ‘ ’

면서	또	타성적인	분위기로	자욱한	 무질서의	공간으로서	북경을	심판	받아야	‘ ’
한다고	강하게	느껴지는	그는 물론	스스로	 심판자 의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	 ‘ ’
욕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소설	말미에	 경천동지할	변괴로.	 ‘ ’
서	 일지총돌 이	발발하고	이	땅을	심판하는	 억센	힘을	일제의	힘으로	구체화‘ ’ ‘ ’
될	때 지준은	이를	반갑게	맞이함으로써	일제의	진 으로	기울어지며	 심판,	 ‘
자의	대열에	동참한	것으로도	그의	이런	욕심을	엿볼	수	있다’ .	
그러나	소설을	보면	그는	북경이	 무질서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이미	뚜렷이			 ‘ ’

인식했는데도	 일지충돌이	발발하기	전까지	줄곧	 심판자 가	되지	못했을뿐더‘ ’ ‘ ’
러 오히려	항상	힘을	가지지	못하는	약세에	처하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려,	 .	
여관에	머물면서	동포들이	쫓겨나가는	장면을	보며	지준은	오래지	않아	자신
도	같은	신세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 또한	민회에	취직해서	일했.	
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부일한인	유력자	간에	파벌	싸움에	말려들어	심지
어	민회장에게	이용	당한	것도	의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준은	이	무질서의	.	
세계에서	느끼는	것은	무력함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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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이	 이러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처음부터			
지성 으로써	이	세계를	이해하고	평판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 지준이	의지한	‘ ’ .	
지성 은	대학을	다녔을	때와	사회운동에	몸을	바치면서	배운	지식과	진보적	‘ ’
사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선과	악을	가리는	기준을	비롯한	세계.	
를	이해하고	평판하는	 기준은	근본적으로	 지성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 .	
그러나	 지성 이	대표하는	세계가	질서의	세계이며	이로	인해	 지성 의	논리는	‘ ’ ‘ ’
사실	질서의	세계에	적용되는	논리이다 다시	말하면 북경와	같은	무질서의	.	 ,	
세계는	 지성 의	논리가	적용	불가능한	반지성적인	공간이며	 지성 의	논리를	‘ ’ ‘ ’
통해도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준이	민	 .	
회에서	북경	거주	조선인	중에	상당한	부분이	마약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
실을	알게	된	후 참말	이	처참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지	스스로	판,	“
단의	길을	잃어버렸다”232)는	반응을	보여준다는	일이다 즉 줄곧	 지성의	논.	 ,	 ‘
리를	믿고	의지해왔던	그는	무질서적	현실과	부딪치면서	그	현실을	이해하고	’
판단하는	방도와	기준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무질서의	세계에서	 지성의	논.	 ‘ ’
리가	적용되지	못하는만큼	이	세계에서	 지성은	아무	힘도	가지지	못한다 따‘ ’ .	
라서	지준은	이	무질서의	세계를	이미	간파했고	심판	받아야	한다고	느껴지지
만	결국	 지성의	힘으로써	이	세계에서	 심판자 가	될	수	없다‘ ’ ‘ ’ .

철학은	과거의	불행 미래의	불행에서는	용이히	이긴다 하나		“ ,	 .	 ,	 현재의	불
행은	항상	철학에게	이긴다.”233)

승리란	항상	반복되는	것이니까	오늘의	승리가	내일엔	패배의	비운을	면		“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에	승리한	 것은	 오늘의	선이겠죠.	선이니	악이니	
승리니	패배니	하는	것은	결국	힘의	문제니까요.”234)

다른	한	편으로	소설	중에	무질서의	세계에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심		 ‘
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여관	주인	조춘태	 감과	민회장으로	’

232) 위의	글 면	 ,	421 .
233) 정비석 삼대 면	 ,	 ( ) ,	469 .三代「 」
234) 위의	글 면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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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힐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비록	무질서의	세계에	처신하면서도	유력자가	되.	
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향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준다 지준의	눈.	
에	인격자도	되지	못한	조춘태와	민회장가	힘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히	 지성‘ ’
의	논리로써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삼대 의	서두에서	정비석이	인용한	푸코의	.	「 」
말처럼	철학은	과거와	미래의	불행을	쉽게	이길	수	있지만	현재의	불행	앞에
서는	항상	패배한다 즉 철학으로	상징되는	 지성은	불행한	현실	앞에서	결국	.	 ,	 ‘ ’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유력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현실의	.	 ‘
힘이라고	하면	이런	 현실의	힘은	지성 철학 선악과	아무	상관	없는	것이며	’ ‘ ‘ ,	 ,	
그저	반박할	수	없는	절대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소설에서	조춘태와	민회장이	.	
가지는	힘은	곧	 현실의	힘이다 이	무질서의	세계는	 지성 의	논리에	따라	움‘ ’ .	 ‘ ’
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힘의	논리이다 따라서	이	‘ ’ .	
세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힘을	가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질서의	세계에서	오늘의	선이	오늘에	승리한	것에	비해	무질서의	세계		

에서는	 오늘에	승리한	것은	오늘의	선 이다 즉 무질서의	세계에서는	 힘의	“ ” .	 ,	 ‘ ’
논리에	의해	 지성을	 우연적인	것 상대적인	것 상황적인	것‘ ’ “ ,	 ,	 ”235) 힘에	종속,	
되는	것으로	약화시키기	때문에	 지성 에	의해	 선으로	판단되는	자가	이기는	‘ ’ ‘ ’
것보다	현재	이기는	힘을	가진	자가	선과	악을	정의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	
말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	작동하는	무질서의	세계에서는	 선악이나	가치의	,	 ‘ ’ “
문제는	승리와	패배에	따른	 힘의	문제 로	귀결시키‘ ’ ”236)며	 지성으로	 악이라‘ ’ ‘ ’
고	판단한	것도	힘을	가지고	승리한다면	 선 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 .
사회	운동에	투신했던	지준은	진보적	사상을	비롯한	 지성이	시대적	흐름을			 ‘ ’
향하고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믿었다 따라서	현실에서	일제가	.	

가진	힘이	계속	강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사상적	신념과	체제
적	이념	사이에	갈등한다 그러나	그는	북경에	와서	이	땅에	대한	심판하고	.	
싶은	욕망을	품게	되는	동시	이	무질서의	세계에서	 지성의	무력함도	직접	목‘ ’
격하게	된다 결국	그는	사상적	신념을	계속	지키더라도	힘을	회득할	수	없고	.	

235) 김현주 정비석	단편소설에	나타난	애정의	윤리와	주체의	문제 대중서사	 ,	 ,	「 」 『
연구 대중서사학회 면17,	 ,	2011.	98 .』	

236) 위의	글 같은	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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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심판자 가	되고	싶은	욕망도	실현하지	못‘ ’
한다는	점을	깨닫는다 오히려	현재	거센	힘을	가지고	있는	일제가	제시한	체.	
제적	이념으로	기울어지면	그가	분명히	힘을	획득할	수	있으며	마땅히	심판	
받아야	하는	이	땅에서	 심판자 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렇기	때‘ ’ .	
문에	소설	말미에서	 일지충돌 이	발발하고	일제의	침략세력이	곧	북경에까지	‘ ’
만연할	상황에서 그는	 마침내	사상적	신념을	포기하고	전쟁의	도래에	 따라	,	
자신에게	엄습할	 새로운	운명 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으로	곧	승자가	될	것이“ ”
라고	믿는	일체의	진 을	선택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분위기 에서	지준이	되고	싶은	 심판자 의	성격을	정		 ‘ ’「 」	

의할	때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땅에서	일제와	같이	철.	
저하게	 정복자로서	등장하는	것에	비해	 심판자의	성격은	보편적으로	중립적‘ ’ ‘ ’
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가까운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	따르면	지준은	사상적	신념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전‘
향자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의	이야기는	전쟁의	발발과	지준’ .	
의	전향으로	끝을	맺었지만	그	연장선	상에	예측해보면	결국	지준도	 침략자‘ ’,	
혹은	 정복자 로	전락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가	일제의	진 을	‘ ’ .	
선택하면서	이미	일제의	체제적인	이념에	대한	전반적인	접수할	것을	예상될	
수	있다 심판자가	되는	것이	그의	개인적인	욕망이지만	결국	힘이	약한	자.	 ‘ ’
로서	일제의	진 으로	기울어지는	그는	일제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동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사상적	신념과	체제적	이념	사이에	회색지대가	존재.	
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복자로서	북경을	침략하는	일제의	대열에	동참하는	.	 ‘ ’
동시	그는	이미	 심판자 에	머물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복‘ ’ ‘
자가	되어버린다 또한	처음부터	 월등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는	 결코	’ .	 ‘ ’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판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
소설에서	지준이	 심판자 가	되고	싶은	욕망을	통해서	그가	힘에	대한	추구		 ‘ ’

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소설	주인공이	힘에	대한	추구와	열망은	근원적으.	
로	정비석이	동아협동체론에	대한	수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분위기 는	.	「 」

년	 월	 일에	일제가	동아협동체의	건설을	제안한	후	정비석이	발표하1938 11 3
는	첫	소설로써	작가가	동아협동체론을	수용하는	양상을	여김없이	보여준다.	



- 106 -

정비석이	동아협동체론에	대한	 소망은	그의	 소설에서	 인물들이	지닌	남성다
움 역동성 공격성	등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다,	 ,	 .237) 이러한	특징들은	근본적으	
로	 힘에의	의지“ ”238) 혹은	힘에	대한	추구로	귀결되는데	이는	동아협동체론,	
에	의해	제시된	동양적	전통에	대한	재발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조선	문인으로서	정비석은	소설을	통해서	드러나는	힘에	대한	주목의	목적		

은	피식민지	주체로서	힘의	논리에	의지하여	힘의	획득함으로써	약자의	처지,	
심지어	피식민지	주체의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	
정비석의	의식은	탈식민적	의식으로	해독될	수	있다 그러나	정비석은	 이와	.	
같은	힘의	획득에	의해	약자의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이	조선의	땅에
서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것은	일본과의	직접적인	대항을	.	
의미하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지준이	결국	일본이	 가진	거센	힘에	굴복하는	.	
결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비석의	인식에서	당시	일본의	힘은	대항할	
수	없을만큼	강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 에서	주인공이	북경.	 ,	「 」
즉	제	 의	공간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일본과	조선	이외에	제	 의	공간3 .	 3
에서	힘을	가지고	우월한	 심판자가	되는	것으로	이	공간에서	강자로	변시함‘ ’
으로써	약자의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	.	
근원적으로	 조선이	여전히	피식민지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으며	조선인도	
아직	 약자로서	머물고	 있다 피식민지	주체의	신분에서	탈출하는	것은	 오직	.	
일본에	대한	전면적인	반항을	통해서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결국	주인공의	탈식민적인	의식이	 다른	나라에서			

월등한	우월감을	가지고	식민지	주체에	근사한	 심판자 더	나아가	 정복자 가	‘ ’,	 ‘ ’
되는	방식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요컨대	정비석이	이	소설을	통해서	드러나.	
는	침략	혹은	식민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약자에서	탈출하고	강자가	되고자	하는	시도는 그의	탈식민적	의식의	변용적,	
인	구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북경은	곧	그의	탈식민적	의식이	변용적.	
으로	구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비석이	소설에서	드러나는	힘.	
에	대한	추구도	피식민지	주제로서	일본과	전면적으로	대항하지	않아도	힘을	

237) 진 복 일제	말기	근대	초극의	열망과	미학의	양상 우리문학연구	 ,	 ,	 56,	「 」 『 』	
우리문학회 면 면	참조,	2017,	589 ,	595

238) 위의	글 면	 ,	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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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강자가	될	수	있으며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허위	의식의	기반	
위에	나타난	것이다.

년에서	 년까지	문학	작품을	통해서	북경	인식을	표출한	한국문인		1937 1945
으로서	김사량과	정비석에	주목하며 두	작가는	각자	중국에	대한	긍정적	및	,	
부정적인	인식을	주장하는	세력을	대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그들의	작
품을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었다.
김사량은	긍정적인	중국	인식을	가진	문인으로서	일제의	식민	통치를	무너		

뜨려서	한 중 일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에	의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을	· · ‘ ’
이루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	조선과	비슷한	처지에	놓.	
인	동아시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중국은	분명히	강한	연대의	대상이며 또,	
한	일제에	반항하는	데에도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추구하는	데에도	협력의	
대상으로서의	존재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시	중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지만	중국의	사태도	점차	몰락해지는	상황에서	조선	주권	회복의	희망을	
중국에	매달리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품는	다른	조선	지식인에	비해 김사,	
량은	여전히	그	희망을	중국에	기대하고	있다 그는	궁극적으로	뿌리	깊은	중.	
국과의	문화적	연대를	통해	조선의	전통적	 문화의	고차원적	회복을	실현함으‘ ’
로써	식민지의	처지에서	벗어나	평등하게	공존하는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정비석은	그	시기	일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간	문인으로서	일본의	동아협		

동체론을	비롯한	식민지적	인식	체계의	 향을	받아	일제의	중국관에	동조하
여	중국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 다 그러나	그가	중국인을	짐승으로	비.	
유되면서	중국을	비천한	존재로	강렬히	부정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탈식민
적	의식의	변용적	표출로	이해될	수도	있다 즉 그는	일제에	의해	제시된	힘.	 ,	
의	논리에	순응하여	중국을	비천한	피정복자로	표상하면서	스스로	힘을	가진	
정복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	피식민에서	정복자가	되는	것을	지향했던	것이
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지향은	일제와	전멱적으로	대항하지	않아도	능동적인	.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허위	의식의	기반	위에	놓인	것으로	결국	일종의	허무한	
상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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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본	논문은	근대	한국문인의	북경	인식을	보다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연		
구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목적의식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근대	중국과	북경.	
에	대해	한국	지식인의	심상지리에	 대한	파악을	기반으로 근대	 한국문인이	,	
북경을	방문하고	이로써	획득한	북경	체험의	실상을	검토하고	밝히면서 그들,	
에	의해	기억되는	북경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표상되는	북경이	지니고	있는	,	
의미를	규명한다 본고는	 년	 월	 일	만주사변 과	 년	.	 1931 9 18 ( ) 1937 7滿洲事變
월	 일	중일전쟁에서	일제의	북경	점령을	비롯한	두	개의	시기적	전환점에	29
의해	시기별로	북경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던	대표적인	한국문인과	그들의	작
품에	대해	검토하 다 이로써	초점을	맞춘	한국문인이	북경을	인식할	때	각.	
자의	특징을	밝히는	동시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시대적	특성을	가려
내며	최종적으로	북경	인식의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장에서는	 년대부터	 년	만주사변까지	대표적으로	심훈과	박세		2 1920 1931
의	북경	인식을	조명하 다 우선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종래부터	긍정	.	
및	부정의	이중적인	관점이	공존해왔다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	
중국	국력의	쇠약과	중국을	근대화의	낙오자로	간주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반면에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의	유래는	동아시아	공동	문명에	대한	지향
으로	가진	중국에	향한	연대감과,	한국의	 현실과	미래를	비추는	거울 로서	중‘ ’
국이	지닌	참고적인	가치에	있었다 심훈의	북경	인식은	기본적으로	고유적인	.	
중국	인식의	 향을	받았으며 그는	북경을	통해서	역사적	흐,	 름	속에	중국의	
정세를	파악하면서	조선인으로서의	자신과	조국	조선이	직면하고	있었던	현실
에	대해	더욱	뚜렷한	비젼을	 획득하 다 또한	 박세 의	문학작품을	통해서	.	
근사한	처지에	놓인	중국을	조선과	동일시하는	그의	태도가	짐작될	수	있었
다 또한	그가	중국이	직면하는	곤경을	타파하는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중국	.	
혁명의	경험이	조선에	있어서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는	것 즉	중국을	조선‘ ’ ,	
을	위해	미래의	길을	비춰주는	거울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선보 다.

장에서는	 년	만주사변부터	 년	북경의	함락까지	정래동 이광수		3 1931 1937 ,	 ,	
주요섭을	비롯한	한국문인의	북경	체험의	실상과	이에	기반하여	형성된	그들
의	북경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	한국	지식인이	중국을	바라볼	.	
때	초보적으로	현장감과	객관성을	가진	인식이	형성되었으며 중국	혁명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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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용하는	데에	보다	독자적인	목적의식을	갖추면서	비판적인	수용	태도를	
선보 다 북경지역에서	활발했던	한국	독립운동이	퇴조하지만	일제의	중국침.	
략이	 시작되었으며	침략	공세가	 아직	북경에까지	만연되지	 않았다 그	 결과	.	
북경	한인사회를	주도하는	이데올로기가	부재함으로써	이	시기에	한국문인에	
의해	표상된	북경은	오히려	문인	간에	다방면의	차이성으로	인해	더욱	색다르
고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정래동은	신문화운동과	중국	현대문학.	
의	중심지인	북경에	머문	동안	당시	중국이	사회적 경제적인	발전에서	낙후되·
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의식하면서도 중국문학에게	있는	진보적이고	배울	,	
가치가	있는	일면을	간과할	수	없었으며 중국문단의	정황과	중국문학에	대하,	
여	적극적으로	소개하 다 이광수는	북경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에	의해	형성.	
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의	소설에서	북경이	지극히	부정적
인	모습으로	등장하 다 이러한	실제적	 경험과	모순된	문학적	북경	표상은	.	
근원적으로	그의	민족주의	지향에서	비롯된	유교와	중국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온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북경으로	대표되는	유교사상 중국 한족에	.	 ,	 ,	
대한	부정과	비판은	조선의	입장에	기반한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	태도의	
구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북경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아	머물었던	한국	문인으.	
로서	주요섭은	북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북경은	그에게	도피처로	.	
작용하고	있으며	그는	내면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북경에	머물면서	민족주의
적	지향을	감추고	현실을	회피하면서	생활하 다 따라서	주요섭의	북경	체험	.	
및	인식은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다른	문인에	비해	보다	보편성이	떨
어지는	개인적인	인식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

장에서는	 년	북경	함락부터	 년	해방까지	김사량과	정비석을	비		4 1937 1945
롯한	 한국문인의	소설에서	북경이	 표상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일제	 말기	
한국문인에게	북경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규명해보았다 일제	말기로	들어서.	
면서	한국의	탈식민과	주권	회복의	가능성을	중국에	기탁하는	것은	희망	없는	
소모로	판단한	한국	지식인들은	적극적으로	일본	협력에	나섰으며 그들이	중,	
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일제의	부정적인	중국관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끝까지	일제	협력을	거부하는	지식인들은	중국과의	연대와	협력
을	통해서	일제에	대항하여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려고	하 다 줄.	
곧	중국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김사량은	한국에게	중국을	연대	
및	협력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었으며 중국	문화중심으로서의	북경을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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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뿌리	깊은	한중	간의	문화적	연대에	기반하여	한국이	전통	문화의	 고차‘
원적	회복으로써	피식민지의	처지에서	벗어나	더	나아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
동아시아	질서의	구축을	지향하 다 이와	대조되는	정비석은	소설에서	북경.	
을	극히	천하고	부정적인	공간으로	그려냄으로써	식민지적	인식	체계의	 향
을	받았던	중국에	향한	그의	부정적인	시선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그가	북.	
경을	비롯한	중국을	비천한	존재로	강렬히	부정했던	것은	그가	일제의	진 에	
합류하면서	일본과	함께	중국을	피정복자로	표상함으로써	스스로	힘을	획득하
며	피식민자에서	일약	정복자의	대오에	들어설	수	있다는	허위	의식에서	비롯
된	것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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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odern	Korean	Literati’s	
Perception	of	Beijing

LI	QINY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obtain	an	 exhaustive	understanding	 of	modern	Korean	
literati’s	 perception	 of	 Beijing.	 Based	 on	 a	 general	 understanding	 of	
modern	Korean	 literati’s	 imaginative	 geography	 towards	 China	 and	 Beijing,	
this	 study	 reviews	 and	 unveils	 the	 reality	 of	 their	 Beijing	 experience	
from	 their	 Beijing	 visiting,	 and	 meanwhile	 also	 focuses	 on	 finding	 out	 the	
way	 modern	 Korean	 literati	 remembered	 Beijing	 and	 the	 meaning	 of	 the	
representation	 of	 Beijing	 in	 their	 literature	 works.	 The	 period	 of	 this	 study	 is	
aimed	 between	 1920	 and	 1945,	 which	 is	 divided	 into	 three	 detailed	
periods	 by	 two	 turning	 points	 one	 is	 Sept.	 18th,	 1931	 when	 the	–	
Mukden	 Incident(also	 known	 as	 the	Manchurian	 Incident)	 took	 place,	 the	
other	one	 is	 Jul.	 29th,	1937,	 when	 the	 Second	 Sino-Japanese	War	began	
and	 Japanese	 military	 occupied	 Beijing	 shortly	 after.	 Therefore	
considering	 this	 two	 turning	 points	 the	 representative	 modern	 Korean	
literati	 who	 have	 represented	 Beijing	 in	 their	 works,	 as	 well	 as	 their	
literature	 works	 a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eventual	 goal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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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s	 to	 enlighten	 the	 features	 that	 Korean	 literati	 focused	 in	 this	
study	 present	 when	 they	 percept	 Beijing,	 while	 also	 point	 out	 the	
characteristics	 that	 are	 shared	 in	 each	 period,	 and	 at	 last	 reveal	 the	
changing	process	of	their	perception	 towards	Beijing.
		 In	 Chapter	 2	 as	 representative	 of	 the	 period	 from	 1920s	 to	
1931(Mukden	 Incident),	 Sim	 Hun( )	 and	 Pak	 Se-yong( )’s	沈熏 朴世永
perception	 of	 Beijing	 is	 intensively	 enlightened.	 Firstly,	 there	 have	 always	
been	 both	 positive	 and	 negative	 views	 when	 it	 comes	 to	 Korean’s	
perception	 towards	 China.	 The	 negative	 view	 of	 China	 comes	 from	 the	
concern	 of	 China’s	 weak	 national	 power	 and	 the	 fact	 that	 China	 was	
falling	 behind	 in	 th	 process	 of	 modern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positive	 point	 of	 view	 originates	 from	 the	 solidarity	 between	 Korea	 and	
China	 resulting	 from	 the	 pursuit	 toward	 East	 Asia’s	 common	 Civilization,	
and	 the	 reference	 value	 of	 China	 functioning	 as	 the	 mirror	 which	 can	
reflect	 the	 reality	 and	 illuminate	 the	 future	 way	 for	 Korea.	 Sim	 Hun,	
through	 his	 Beijing	 experience,	 realized	 China’s	 situation	 among	 worldwide	
historical	 current	 and	 gained	a	 clear	 vision	 of	 the	 reality	 that	 he	 and	 his	
homeland	 Korea	 was	 facing.	 While	 during	 the	 same	 period	 Pak	 Se-yong	
showed	 his	 consideration	 of	 the	 solidarity	 between	 Korea	 and	 China	 since	
the	 two	 country’s	 situation	 is	 highly	 similar.	 Also	 in	 his	poet	 his	 effort	 of	
trying	 to	 find	 a	 solution	 which	 can	 break	 through	 the	 existing	 hard	
situation	 for	 China	 implied	 his	 intention	 of	 regarding	 China	 as	 the	 mirror	
which	can	show	Korea	its	the	 future	way.
		 In	 Chapter	 3	 as	 representative	 of	 the	 period	 from	 1931(Mukden	
Incident)	 to	 1937(the	 Second	 Sino-Japanese	 War),	 Jeong	 Nae-dong(丁來
)	 and	 Yi	 Kwang-su( ),	 Ju	 Yo-seop( )’s	 perception	 of	東 李光洙 朱耀燮

Beijing	 is	 discussed.	 	 By	 this	 time	 Korean	 literati	 had	 initially	 acquired	 a	
vivid	 and	 objective	 perception	 of	 China and	 they	 tended	 to	 accept	，	
China’s	 revolution	 experience	 critically	 with	 a	 sense	 of	 purpose	 of	 their	
own.	 During	 this	 period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nce	 activ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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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	 had	 ebbed,	 however	 Japan	 military	 had	 started	 to	 invade	 China	
although	 the	 battle	 line	 was	 not	 yet	 close	 to	 Beijing.	 As	 a	 result	 of	 the	
lack	of	 leading	 ideology	 in	Beijing,	 the	 representation	 of	 Beijing	 in	Korean	
literature	 during	 this	 time	 appears	 to	 be	 rather	 unique	 and	 variou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among	 Korean	 literati.	 During	 his	 stay	 in	
Beijing,	 the	 center	 city	 of	 the	 New	 Culture	 Movement( )	 and	新文化運動
modern	 Chinese	 literature,	 Jeong	 Nae-dong	 had	 devoted	 himself	 to	
introduce	 modern	 Chinese	 Literature	 to	 Korea.	 Despite	 the	 fact	 that	 he	
had	 already	 realized	 China	 was	 falling	 behind	 i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he	 still	 believed	 that	 there’s	 no	 reason	 to	 ignore	 the	
advanced	 progress	 that	 had	 been	 achieved	 in	 modern	 Chinese	 literature	
just	 because	 of	 that.	 Yi	 Kwang-su	 had	 expressed	 a	 positive	 perception	 of	
Beijing	 when	 he	 visit	 this	 city,	 while	 however	 in	 his	 novel	 Beijing	 was	
described	 in	 an	 extremely	 negative	 way.	 The	 contradiction	 between	 his	
actual	 Beijing	 experience	 and	 literature	 presentation	 of	 Beijing	 was,	 to	
some	 degree,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the	 critical	 attitude	 towards	
Confucianism	 and	 China	 which	 came	 out	 of	 his	 belief	 in	 nationalism.	 His	
critical	 attitude	 towards	 Beijing,	 which	 was	 representing	 Confucianism,	
China,	 and	 the	 Han	 nationality,	 in	 other	 words	 could	 be	 explained	 as	
critical	 acceptance	 of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literati.	 Ju	
Yo-seop,	 as	 the	 Korean	 literati	 who	 lived	 the	 longest	 time	 in	 Beijing	 had	
also	 presented	 a	 positive	 perception.	 As	 far	 as	 he	 was	 concerned,	 Beijing	
was	 functioning	 as	 a	 shelter	 where	 he	 was	 able	 to	 run	 away	 from	 reality	
and	 temporarily	regain	his	inner	peace.
		 In	 Chapter	 4	 as	 representative	 of	 the	 period	 from	 1937(the	 Second	
Sino-Japanese	 War)	 to	 1945(Korea's	 liberalization),	 the	 main	 focus	 is	
Kim	 Sa-ryan( )	 and	 Jeong	 Bi-seok( )’s	 perception	 of	 Beijing.	金史良 鄭飛石
Together	 with	 the	 entering	 into	 the	 last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some	 of	 the	 Korean	 literati	 started	 to	 think	 it	 was	 too	 unrealistic	 to	 pin	
their	 hope	 and	 possibility	 of	 breaking	 away	 from	 colonial	 domination	 and	
recovering	 national	 sovereignty	 on	 China.	 As	 a	 result	 they	 became	 w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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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operate	 with	 Japan	 and	 their	 perception	 of	 China	 was	 inevitably	
influenced	 by	 the	 negative	 view	 presented	 by	 Japan.	 Under	 this	
circumstance	 other	 Korean	 literati,	 who	 had	 determined	 to	 protect	 Korean	
culture	and	never	 cooperate	with	Japan,	had	made	 every	effort	 to	 enhance	
the	 solidarity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order	 to	 fight	
against	Japan	 so	 that	a	 new	 East	 Asia	order	 could	be	 built.	 Kim	Sa-ryan	
highly	 regarded	 the	 solidarity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especially	 appreciated	 Beijing’s	 position	 as	 the	 cultural	 center	 of	
China.	 In	 his	 novel,	 based	 on	 the	 cultural	 solidarity	 between	 Korea	 and	
China,	 he	 intended	 that	 Korea	 could	 get	 out	 of	 colonial	 domination	 and	
moreover,	 reconstruct	 East	 Asia’s	 order	 to	 a	 place	 where	 nations	 can	
coexist	 equally	 through	 the	 traditional	 Korean	 culture’s	 revival	 in	 high	
dimension.	 On	 the	 contrary,	 in	 Jeong	 Bi-seok’s	 novel	 Beijing	 was	
portrayed	 as	 a	 extremely	 negative	 space,	 which	 exactly	 indicated	 the	
colonial	 ideology’s	 effect	 on	 his	 perception	 of	 Beijing.	 Furthermore,	 the	
reason	 he	 tried	 to	 portray	 China	 as	 the	 lowly	 conquered	 is	 because	 he	
had	 the	 illusion	 that	 he	 could	 obtain	 his	 own	 strength	 through	 this	 way	
and	 leap	 from	 the	 colonized,	 the	 lowly	 conquered	 to	 the	 conqueror	 like	
Japan.

Key	 words:	 Beijing,	 Korean	 community,	 Independence	 movement,	
imaginative	 geography,	 space,	 Beijing	 experience,	 perception	 of	 Beijing,	
colony,	 post-colonization,	 modernization,	 civilization,	 solidarity,	 East	 Asia,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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