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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鍾 展 (서원대) 

1. 韓國의 政治와 文學

‘문학이 정치적 분석 도구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이제껏 별다른 관심 

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정치가 문학을 위하여 무엇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 

로 이 화두를 다시 뒤집어 보아도 그 여운의 미진함은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 

이 어쩔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문학 자체가 이 지상에서 ‘겨우 겨우 존재하는’ 삶의 양식으로 전락해 버린 

오늘의 상황과 이와는 극명히 대비되는 정치의 폭발적 과잉을 감안한다면 둘 

사이의 ‘문화적 불일치’나 단절상을 결코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흑은 그 반대 

로 문학의 양적 풍요와 정치의 질적 빈곤을 가르는 절대적 인식 경계를 의식하 

여도 그 차별성의 문제는 독특한 감흥대상이 되지 못한 지 오래다. 그것이 양 

세계의 인식과 행위주체들이 보인 교만의 과잉이나 상호 무관심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였는지， 아니면 문화적 교감 불능에서 비롯된 행태상의 단절인 것 

인지 여부도 여전히 불분명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단절과 차별성의 문제는 매우 불합리하고 무의미하다. 사실 

그것들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자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역사 상황의 조형물일 

수 있다는 ‘엄연함’을 자신의 세계얀에서 일정부분 공유한다. 따라서 너무나 

비슷한 상대의 모습에 놀라 의식적으로 서로를 회피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 

고i 굳이 양자를 결합할 필요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문제삼는 ‘생소함’으로 

연계의 가능성조차 사라져 버렬 지도 모를 일이었다1) 

1) 정치와 문학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역사의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관한 분석으로 

는 다음 연구틀에 주목할 것. 이남호(編)， r韓國大河小說없究~(서울· 集文堂， 1997); 鄭
宗大團情小說構造빼究~(서울: 탱明文化社， 1990), pp.69-93; 李命吉文學과 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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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문학과 정치는 사고의 경직과 상호경계의 논리로 인해 서로 ‘엄숙주 

의’ 이데올로기에 갇혀버린 지 오래며， 굳어버린 관계의 이완조차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한국정치와 한국문학은 ‘전략적 동거’나 ‘기능적 공존’의 이유 

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명분 

마련이나 그 필요성의 계몽조차 동원하는 데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 그틀은 서 

로 각자의 영역을 고집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문학은 어디까지나 문학이 

며 정치 또한 정치로서만 존재할 뿐， 서로가 교류하거나 교감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를 변명할 펼요조차 느끼지 않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문학은 정치적 인식의 탄력과 해석의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도구 

로서， 그리고 정치는 문학의 주요 소재나 기능적 거점으로 활용되기 위한 ‘자 

기변명’의 최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으로 요청된 자신의 열정 

역할을 수행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시대적 요구와 결합시켜 문 

학과 정치 양자로 하여금 그 대세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문화적으로 자극하고 

의식적으로 독려할 때， 비로소 양 진영의 중간영역에 틈입하게 되는 최종 ‘매 

개자’가 바로 역사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문학과 정치의 사회적 단절이 역사의 힘에 의해 ‘연계 · 봉합’될 수 있 
는 가능성의 제고. 그것은 결국 문학의 모든 소재에 투영되는 ‘역사성’과 

나아가 문학의 정치성이 배제되기 어려운 이유를 변명해 준다. 모든 문학 

은 ‘역사문학’이며 ‘정치문학’일 수 있다는 결정론과 순환론의 묵시적 수용. 

필자는 이 문제에 관련하여 이미 다음과 같이 밝혀둔 바 있다. 

문학이 현실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는 믿음은 이미 보편화된 지 오래 

이다. 더욱이 이 한도 끝도 없는 ‘현셜’이란 개념 속엔 담겨지지 않는 내 

용물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문학은 가장 거대한 그릇을 도구로 삼는다. 

그 그릇속에 담겨진 내용물들은 제각기 다른 열굴로 분장 · 상상되어 어 
느덧 있는 장소를 떠나 있음 직한 가상의 세계 속을 헤매면서 허구와 사 

실의 중간에서 그 편리한 논리의 돌파구를 찾는다. 때로 그 허구적 성격 

은 인간을 극심한 착각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불신할 수밖에 

(서울: 螢雪出版社，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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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인식의 부정적 ‘늪’ 주변에서도 순간 새로운 믿음을 잉태해 줄 것 

같은 한 웅큼의 맑은 샘물로 인간을 이끄는 힘까지 문학은 자신의 외피 

속에 숨기고 있다 ‘있는 일’을 토대로 출발했지만， 문학이 ‘있을 수 있는’ 

길목을 거쳐 상상과 예측의 나래를 타며 ‘있음의 세계’를 미련 없이 이륙 

해 버리는 순간， 인간틀은 이 탐사 속에서 수많은 감격과 흥분의 경힘을 

미리 예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잠시라도 그 감격과 흥분이 단절 

없이 유지되거나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또 다른 믿음을 예고할 때 문 

학은 인간의 인삭세계 최고봉에서 새삼스럽게 그 묘미틀 발휘한다 더 지 

속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사설을 재삼 확인하 

는 바로 그 지점에서 문학은 끝난다‘ 그러나 그 끝은 또 다른 출발로 이어 

지면서 문학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허구와 사실 사이의 불확실한 인식의 

‘안전지대’는 끝간 데 없이 이어진다. 사설들의 끝없는 묶음이 시간의 흐 

름 속에 역사로 기록되고 그 사이사이에 형형색색으로 그려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럼들이 숱한 이야깃거리들을 만들어낼 때， 문학은 그 흐름 

의 줄기 가운데 어디든 헤집고 들어가 소재를 건져올려 이를 엮고 짜내며 

또 다른 이야기로 녹여내는 독특한 마력을 지난다 특히 소설이란 장르가 

갖는 매력은 이 같은 마력을 사실인 양 기정사심화시키고 누가 뭐래도 그 

런 일이 있었음을 문자로 어미변화시키면서 확인 • 전달해 주는데 있다 

소설이 소재로 삼는 현설의 구성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역 

사’이다 현실이 존재하고 놓여지는 시간적 과정이나 그 영원한 기록지점 

은 오로지 역사라는 줄기 속에서만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 

다면 그리고 다소 과장시켜 본다면， 지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소재로 

삼아 쓴 소설틀은 그 모두가 ‘역사소설’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랴나 지상의 모뜬 소설이 역사소설열 수 있다는 논리 

가 곧바로 역사소설 이외의 어떤 소설도 존재할 수 없다는 독선과 마주 

닿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섣문학의 소재와 대상이 엘정한 시간 

적 범주와 그 속에서 움직이는 인간과 인간들간의 현실관계를 토대로 삼 

을 수밖에 없다연， 이러한 ‘구속성’은 곧 일정한 유형의 ‘역사성’을 가절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논리를 함축한다. 인간과 인간들이 모여 벌이는 숱 

한 관계와 갈등. 사라지고 나타나며 또 다시 이어지는 수많은 사실들과 

사실의 끝없는 연장선 속에 그려지는 현설과 현상. 이들이 과거와 끝없는 

현재 속에 파묻혀 역사라는 긴 시간을 이룰 때， 이 속에서 허우적댔던 현 

상틀 모두는 각기 그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 굳이 현상학적 방법 

론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지상의 모든 행위와 현상의 통기 이변에는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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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비중이 있게 마련이다 2) 

문제는 문학의 ‘역사구속성’과 그 관계규명을 위한 명쾌한 논리의 발견보다 

그를 둘러싼 문학외적 존재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혹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다양한 상호작용의 틀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하논 데로 집약된다. 그리하여 

광범위한 문화지펑 위에 공존하고 있는 문학과 문학주변의 요소들을 ‘학제(學 

際)’적 틀을 통해 분석하고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가기 위해 

우리의 관심은 집중될 필요가 있다 3)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결국 문학을 이해하는 한 수단으로서 정치적 변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정치를 해석하기 위한 한 잣대로서 문학적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긴밀하게 서로 맞물린다. 서로 밀치 

거나 경합하려는 ‘치열함’의 이미지보다는 얼종의 운명적 공생구조와 흥미로 

운 문화적 설명틀을 ‘배양 · 숙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들은 서로 새삼스레 주목할 펼요가 있다. 

정치를 정치로만 보지 않고 문학의 세계를 통해 비틀어 조준할 경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단지 허구의 반영일 뿐， 사설도 진실도 아닌 

조작적 의미의 집합체 이상 무엇을 반영하는 것일까? 인위적 상상의 세계 속에 

서 ‘주조(훌造) . 변용’된 논리의 ‘극화 과정’이 가변적 현설을 설명하는 유용한 

잣대얼 수 있다면， 사실을 사실 그 자체로 수용하여 이른바 ‘과학적’으로 해부 

코자 하는 작업과 이를 문예적 오브제로 대상화하여 객관적으로 다가서는 과 

업 사이에는 어떤 차별성이 가로놓이는 것일까? 

이제 한국의 문화지펑 위에서 이 같은 ‘보편 담론’이나 ‘거대 주제’는 무엇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 적실성 여부는 검증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 증거틀을 어떻게 동원 •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이 남게 될 것 

2) 박종성한국의 매춘 쾌락의 실재와 구원의 부재J(서울: 인간사랑， 1994), pp.219-22 1. 

3) 예를 들어 이 땅의 사회과학자들 가운데 그 누가 과연 이 같은 문제의식에 充益하였고， 
또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明燈한 논리로 설명하려는 ‘文士’가 있었던가 하는 ↑훌疑가 

‘옮’은 지극히 당연한 엘일 것이리라 비록 외국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한 ‘政治性’ 분석 
결과틀이긴 하나 다음 몇 件의 例外를 인정 · 제외하고서 말이다 李相앉， “콘래드의 정 
치소설 柳宗鎬編)， W文學과 政治J(서울· 民音社， 1980), pp.200-223; 金明烈， “政治와 

個人; 포스터의 小說을 중심으로 윗 책， pp.22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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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명백한 일이다. 이 글은 바로 이 문제의 중요성에 착안， 그 최소한의 답변 

을 찾아보기 위한 제한적 목적을 갖는다. 

Il. 觸古期 朝활政治와 ‘橫步’ 文學

왜 이제 와서 유독 염상섭의 문학으로 눈을 돌려야 동}는가는 주관적 화두일 

뿐， 별반 매력적인 주제는 못된다. 가령 그를 열결어 이 나라 현대문학의 개막 

을 담보한 본격적 태두라느니， 혹은 한국 장편소설부문의 개척적 장본인이었 

다느니 하는 따위의 해석4)이나 문학사적 측면에서 내려진 기왕의 상찬(賞讀)5) 

등은 이제 또다시 동어반복 해야 할 각별한 이유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r정치와 문학」이라는 주제를 의식하고 한국의 문화지평 위에 

그 구체적 논의의 거점을 설정하고자 할 때， 횡보(이하 ‘염상섭’의 명칭대신 그 

의 雅號 ‘橫步’로 通稱함)의 위상은 새삼스럽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 

선 그의 문학적 활동가-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전 기간의 역사적 굴곡까지 

포괄하여-전반에 투영된 시대적 다양성과 각 시대별 성격이 갖는 강렬한 정 

치적 단절상 때문이다. 동시에 어느 한 시기 빠짐없이 그가 치열하게 작업을 

계속하였다는 사셜은 그의 문학적 성실성과 철저한 문제의식의 역사적 단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된다. 이 같은 사실은 횡보의 저술이 이미 예술 

의 외피로 수식되기보다는 차라리 문예적 대량생산체제의 수립과 이를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양적으로 우선 엄청났고， 그것은 족히 ‘노동’이라고 지 

칭하여도 무방한 경지였음을 그대로 반영한다. 횡보논 그만큼 놀라운 문예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다옴의 간략한 통계는 바로 이러한 사실의 단면을 그대로 반증하는 좋은 전 

4) 金治洙， “橫步文學파 삶의 무거]"， 金治洙(編)， ~薦想涉~(서울: 벽호， 1993), p.265; 尹炳
흉 解說 / 金烈圭 · 申東旭(編)， w薦想涉봐究~(서울. 새문社， 1994). 

5) 그에 관해 내려진 기왕의 肯定的 批判까지를 포팔하여 평가와 해석의 全般的 뼈向을 

여기서 자세히 추적 · 검토할 여유는 없다 다만 그 대표적 연구 결과들로논 다음 참조 
할 것. 金允植薦想、涉빠{究~(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金鍾均嚴想涉없f究~(서 

울: 高麗大學校出版部， 1974); 최혜설， “慶想涉 :R篇小說에 나타난 通f~性 iíff究 국어 
국문학회(編)， r국어국문학J 108(1 992), pp.209-225; 權寧뼈編)， w薦想涉文學빠究J(서울: 

民音社， 1987); 최시한家底小說빼究. 小說形式과 家族의 運命~(서울· 民音社，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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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된다. 이에 따르면 횡보는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원고의 양으로나 작품수 

로 추적 • 대비하여 볼 때 단연 압도적 우위를 점할 만큼 다작의 문인이었다. 

<표. 時代別 • 장르別 橫步 作品 分布率>

및효첼뺀 日帝時代 8 . 15 後 全體作品數 % 

詩 l 

長篇小說 16 12 28 6 
短篇小說 37 113 150 32 
評 論 62 39 101 23 
隨 筆 5 25 30 6 

隨想·其他雜文 70 83 153 32 
離譯文 3 4 
計 194 273 467 100 

0973. 7. 30 현재) 

출처: 김종균Ii'염상섭연구.JJ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4), p.553 

그러나 횡보의 문학사적 위상이 단순히 작품의 양적 부피나 역사적 축적결 

과로 자동 ‘산정 •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각기의 해석이나 가치 문제 

는 비록 정량화할 수 없겠으나， 횡보의 작업 총체가 질적으로 다층적인 의마와 

논쟁의 여운을 강하게 함축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또다른 연구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김경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식민지시대 한국소설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염상섭이 차지하는 위상은 

남다르다. 그것은 동시대 사회로부터 생성되는 문화적 응전력을 보여주 

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랄 수 있는 본격적인 장편소설을 그가 이 시기에 

십여 편 넘어 썼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되거니와， 그렇게 형상화된 작품들 

이 갖는시대적 또는문학적 의미의 측면에서도당대의 어느작가보다현 

설과 소설에 대한 민감한 촉수를 뻗치고 았다는 점에 의해서 예증된다. 

실제로 그는 『萬歲前』 이후 1920년대의 대표적 장편소설인 『사랑과 罪』

및 1930년대의 대표적 장편소설인 『三代』와 『無花果』 연작을 통해서 당 

대의 어느 누구보다 자신이 옴담고 있던 식민지현실의 소설화라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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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소설 초기의 숙명적 과제를 옴소 설천한 작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은 사실로 인해서 염상섭에 관한 연구는， 그것이 작가론이든 작품론이든 

최근에 이르기까지 양과 수준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상당 

히 진척되어 있는데， 이라한 사정은 곧 염상섭의 소설이 한국현대소설사 

에서 갖는 시대사적 위상과 소설사적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증거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집적에 의해서 염 

상섭의 소설이 차지하고 있는 소설사적 위상이 부동의 것으로 입증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염상섭에 관한 연구는 몇몇 국면에서 중요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었다 그것은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데， 첫째로는 장 

펀만 하더라도 스물 여넓 편에 이르는 그의 전 작품이 아직 소상히 논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식민지시대에 지속적으로 발표된 그 

의 열련의 작품틀을 서로 연관지어 고찰할 수 있는 시션이 아직까지 온전 

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존의 염상섭 문학연구가 드러내 

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1920년대 초부터 1950년 한국전쟁 이후까지 지속 

적으로 창작활동을 해온 염상섭의 작품을 일관된 시선으로 보아내는 방 

법론적 시각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6) 

그러나 최혜설은 이 같은 연구의 한계냐 일관적 분석툴의 부재에 덧붙여 횡 

보 스스로가 넘지 못한 문학적 통속성의 문제를 차갑게 대비시키고 있다. 횡보 

의 소설문학은 그 엄청난 부피와 리얼리즘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열상적 선문 

연재소설의 틀에 내재된 상투성과 통속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문예 

적 의미의 확장이나 궁극적 감흥 동원에 잦은 오류를 ‘범하였음’에 주목한다. 

이라한 사실은 가뜩이나 제한적인 횡보의 문학적 평가과정에서 해석상의 균형 

이나 형평성 있는 독법의 유도를 위해 귀 기울여야 할 일단( 一段)의 주장들로 

부각된다. 

횡보에 관한 열방적 상찬이나 문학적 대량생산체제로 언한 인식상의 주녹 

결과에 묻혀 쉽사리 면잭되어 버렬지도 모를 소설문학적 한계를 정연하게 지 

적하고 그 극복 팔요성을 진작시켰다는 점에서 최혜실의 다음 주장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6) 검경수， “엽상섭 소섣의 전개과정과 『狂흉~ , 薦想、涉 지음 · 김경수 짧修狂흉~(서울. 
핀레스 21 , 1996), pp.49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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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섭은 당대의 일상적 삶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현실인식을 

한 리얼리즘 작가로 평가되게 되었다. 이 결론은 상당부분 진실이며 이제 

염상섭 연구는 일차적인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펼자 

가 보기에 지금까지의 연구는 두 가지의 한계를 극복하지 옷했다. 첫째， 

염상섭이 일제 강점기에 쓴 장편소설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 - 정점 

-통속화의 과정으로 나누는 관점， 둘째， 그의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금 

욕과 성욕의 제재를 현설비판의 은유로 유형화하는 관점. 전자의 경우는 

비단 염상섭의 작품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 나옹 대부분의 작품을 연구 

할 때 행해지고 있는 연구방법이다 1919년 문화정치 이후 다소 느슨해졌 

던 검열과 비교적 무난했던 사회상이 1930년대 파시즘 등장 이후 점차 

험악해져 가다가 태평양 전쟁이후 한글말살정잭으로 사실상 한국 문학 

활동이 정지되었던 역사상황을 문학에 그대로 대입시키는 것인데 이 분 

석은 특히 작가론 연구에서 많이 행해졌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 

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작가의 개인차를 무시하며 문학과 사회를 너 

무 평면적으로 연결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컨대 가라는 작가가 작품활 

동이 쇠퇴했던 시기에 나라는 작가는 가장 성공적인 작품을 쓸 수 있으며 

역으로 현실의 어려움이 걸작을 낳는 동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두 번째 일반론의 경우， 염상섭의 모든 장편 소설에는 물욕과 애욕을 추 

구하는 인물군이 등장하나 그중 일정한 문학적 성과를 거둔 작품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긍욕과 애욕이 당대 타락한 현실을 비유한 것 

이라는 주장은 좋은 소설과 통속 소설을 구별하는 변별점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제의 탄압 때문에 그의 소설이 통속화되는 것도 아니고 돈과 

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타락상을 고발했다고 해서 모두 훌륭한 소설이 아 

니라면 훌륭한 소설과 그렇지 않은 소섣을 구별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소셜에 있어서 오락성과 교훈성의 문제， 흥미 위주의 옛 

날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역사철학， 사상을 담는 그릇으로까지 성장한 소 

설양식의 본질 문제에까지 봉착하게 된다 7) 

그러나 그녀는 끝내 횡보의 소설 가운데 어느 것이 좋은 소설이었고 또 그렇 

지 않았는가를 명료하게 분류， 가치판단하진 않고 있다. 그것은 마치 통속소셜 

은 나쁘고 상투적 구도의 소설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는 

여러 어려운 이유와 맞닿을 수 있는 문제 때문이었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작가 

7) 최혜설(1992) ， 앞 논문， pp.21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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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었든， 작품론이었든 기왕의 논의가 횡보에 관한 긍정적 상찬쪽으로 기울 

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주장은 논의의 축을 다시 긴장시킬 수 있는 토 

대가 될 수 있을 것임에 틀렴없다. 이와 동시에 그간의 횡보문학에 관한 논의 

는 이틀 인용문에 나타난 길항적 평가의 좌우 진동 폭 사이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었다는 추론 역시 무리없이 도모될 수 있을 것이리라. 

하지만 김경수의 ‘비관론’이나 최혜설의 ‘신중론’이 횡보의 정치의식이나 그 

문예적 심리구조 전반까지를 아우를만한 잣대를 제공하진 않는다는 점에서 횡 

보 문학에 관한 연구의 지평은 더 확산될 충분한 근거를 갖는다. 가령 무엇을 

위한 일관된 분석의 잣대이며， 왜 통속적이며 상투적인 문학의 속성이 문제시 

되는가를 강점기 정치상황과의 관련성 속에서 끝까지 마저 변명하거나 설명하 

려 들지 않고 있다논 점. 그것은 모든 소설이 역사소설이자 동시에 통속소설일 

수도 있다는 다소 무리한 환원론적 사고만큼이나 위험한 일정량의 함정을 예 

고한다. 마치 횡보의 사상이 어느 곳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인가를 명백히 하지 

않고 그의 문학적 정치관을 임의로 연역하거나， 아니면 작중의 문단 일부를 편 

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합 • 인용 • 대비’함으로써 잘못된 추론이나 의도적 

논리의 귀납을 자초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횡보의 문학이 강점기 역사조건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우선적 사실을 배제 

하고 논의를 진행할 수 없듯， 역으로 당대의 정치적 조건이 그의 문학의 일정 

한 방향성을 결정하였을 것이란 추론은 여기서 중요한 반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이미 암암리에 전체주의 권력출현에 대한 불가피한 승복이나 일종의 

계약론적 창작의 이미지를 횡보 스스로가 담보 • 감수해야 했을 문제이기도 하 

였고， 또 역사적 폭력구조가 유형무형으로 압박한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기 위 

한 수단은 곧 ‘술 마시기’와 ‘글쓰기’였을 뿐이란 개인사적 상황의 논리도 어느 

정도 이해의 틀을 갖추게 된다. 

특히 ‘ 1929-1930’년간의 시대적 상황과 정치 • 사회적 압박은 횡보문학의 전 

개에서 각별한 주목 대상이 된다. 이 시기는 횡보문학의 본격적 분화와 발전을 

계기화하며， 무엇보다 그의 ‘후기 작품’ 형성기를 예고하는 분명한 문예적 전 

환기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면밀한 추적을 요구한다，8> 이미 1921년 처녀작인 

8) 김종균은 횡보 문학의 ‘作品論的 年代期’를 다음과 같이 분류 • 정리하고 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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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집펼할 즈음， 그가 3 . 1운동의 충격과 일련의 정치적 

흥분조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사실은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후 식 

민 도L국의 문화정치가 명분만의 정책적 이완조치였음을 간파하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고 이러한 통치전략 변화가 기만적 우회 술책으로 인 

식될 즈음， 횡보에게도 정치적 울분과 부정적 정치심리는 작품으로 변용 처리 

되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무단통치의 의도적 완화와 때를 같이 한 횡보 문학의 출발은 조선공산당의 ‘ 창당과 해체， 그리고 선간회의 결성과 해산이라는 정치적 사건들을 전후하여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직 · 간접적 영향과 문학적 굴곡에 직면한다. 물론 횡 

보가 프로 문학이나 차프 계열로 노골적 방향전이 경향을 보인 흔적은 없지만， 

적어도 조선의 지성사적 조건이 사회주의의 출현으로 심각하게 동요하고 이 

같은 무드가 해방과 독립의 방략으로 적극 채택 · 활용할 조짐을 보일 때 그가 

좌익의 이념적 무게 때문에 적지 않은 혼돈과 번민을 경험하였음은 분명하다. 

그것은 3 . 1운동 이후 군중들의 ‘집단적 정치화’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 

인가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고 있던 차에， 때마침 봇물처럼 다가오 

는 또 하나의 외래 사상으로서 사회주의 역시 자신의 문학에서 힘이 되는가 짐 

이 되는가를 동시 변별할 능력이나 문학의 정치 • 사회적 노선까지 스스로 결 

정해 주길 요구한다는 것은 그에게 무리였다. 

이데올로기의 세계 그 자체나， 아니면 담론 내부에로의 ‘침잠’보다는 일정한 

‘거리두기 Tug-of-War’의 반복. 소재로는 채택하되， 유물론적 계급사관이나 혁 

명의 문제를 주제로 선정하진 않기. 계급투쟁이 문학의 방편일 수는 없으며， 

문학이 문학으로서의 독자성을 상실할 때 문학주체로서 작가의 정체는 일체 

의미를 ‘잃어버릴 것’임 .9) 이것이 바로 횡보가 표방한 20년대 전체의 정치문학 

초기작품(1920-24): 향慣의 문학，(2) 중기작품1925-27): 否定의 문학，@ 후기작품 

(1928-36): 觀察의 문학，@ 후반기작품ü946-63) 內省의 문학 등이 그것이다. 김종균 
(1974), 앞 책， p.i 

9) 20년대 횡보의 정치적 입장을 간파하는데 그의 마음 주장은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그는 여기서 문학의 사회주의화 경향이나 헥명척 정치도구화 현상이 열마나 무의미한 
가를 통박하고 있다. “ ... 문학의 독립성을 시인하고 문학을 낳는데는 작자의 소절이 

至重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진대 결코 외적으로 무리한 간섭을 할 것도 못될 

것이요， 작자 자신이 어떠한 규범에 추종함도 허락치 못할 일이다. 그랴므로 r계급문 

학」이라는 엘종의 부문을 만틀어 놓고 그 규뱀에 들어맞는 작품을 만들려고 하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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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입장의 기본이었다. 

장년기에 틀어선 상섭은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보다 

인생과 사회에 대하여 짚은 관찰과 비판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체 작 

품사적인 변에서 보더라도 가장 활발한 성장기였고 번성한 엽적을 남긴 

귀중한 시기였다 이에 대하여 사회사적인 배경과 정치사적인 입장에서 

그 당시의 사회를 분석해 볼 때 1930년대의 한국은 최대의 수난기에 처 

했던 때이며 일제는 독립운동자와 사회주의자틀의 암약이 노곧화되 

자 신간회를 해체하고 본격적인 탄압의 손길을 뻗쳐 사회적 공포 분위기 

를 조성했다. 이에 따라서 독립운동자들과 사회주의자틀은 공동의 적인 

일제를 향하여 새로운 파괴공작을 잭동하기에 앞서 보다 그 조직력을 과 

시함으로써 엽제나 일반 시민들은 열시적이나마 이들에 대하여 또한 불 

안감을 갖게 되었다 사회적 불안과 공포 그리고 전쟁의 시발과 나라 

잃은 한국인의 비애 및 착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 想涉표篇이고，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주체 

의식을 갖고 암시하여 그런 작품이 그의 문학일 때 이는 분명 1930년대 

의 社會圖이다. 그 마t會圖를 그리는 데 동원된 상섭의 무기는 냉철한 관 

찰과 정확한 판단이었다. 더욱 사회현실의 이면과 그 생태를 파악하려는 

작가적 인식력을 부단히 연마해 나아갔는데 이 냉철한 응시의 눈에 비친 

는 만들라고 주문하는 것은 아니될 엘이다. 비록 작자 자신이 치열한 계급의식을 가지 

고 계급전의 급선봉으로서 문학적 제작에 종사하드래도 자가의 작품을 계급전에 이용 

하려는 방편으로 생각하면 겨l급해방의 투사로서는 충섣하다 할지 모르나 문학자로서 

는 실패요 r제로」다 그것은 문학의 독립성을 말살하고 작가로서의 자기를 自*형하는 

결과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섣제에 있어서 작품의 제재를 무산계굽에서만 

구한다는 것은 현 사회에 았어서， 다시 말하면 반대계급 즉 유산계급이 존재한 현사회 

에 있어서는 무리한 주문이다 그러면 적어도 무산자의 입장에서 제작하라는 주문이 

있음지도 모르나 그 亦 작가의 소잘문제에 있는 것이요 결코 강요할 성질의 젓이 아니 

다 그 다음에 계급의 선전적 사명을 요구함도 만엘 이것을 시인한다면 餘給한 특수계 
급이 예술을 遊戰視하고 玩弄物視함과 같은 불순한 태도를 변치 못할 것이니 이는 전 

술한 바와 같다. 끝으로 저납의 교양을 가진 대다수 민중을 표준하게 작품의 難빠을 

避하라 함은 엘리가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작품을 通%化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속탕에 
‘산씬 놈에 붙는다’는 셈으로 ... 민중에게 영합키 위하여 예술적 역량이나 양섬음 희 
생하여 작자 스스로가 비하할 수 없는 것， 이는 문화의 진전이라는 견지로도 취할 바 
아닐 것이다” 薦想沙， “作家로서는 無意味한 맏，" <階級文學是非論>，開關」 第 56 
號， 09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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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事像이 형상화하기까지는 예민한 관찰과 꾸준한 노력이 없이는 어 

려운 일이었다 장년기에 들어선 상섭문학은 세련된 표현과 묘사， 그 

리고 확고한 자기 나름의 인생관은 자기문학 형성에 좋은 무기가 되었다. 

無技巧에서 기교를 찾으리만큼 전체작품이 초 • 중기를 거치는 동안에 구 

성변에도 힘을 기울이게 된 듯하며， 주제의식이 암시적 수법으로 약화되 

고 보다 전체사회의 생태와 진상을 파악하눈 방향으로 기윷어져 갔다. 후 

기에서의 절정기는 1929-33년이었다二心狂흉三代無花果j 

r 白嗚」 등의 장편소설을 계속 집펼， 연재했으며 이 5편의 작품은 상섭문 

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0) 

김종균은 횡보의 문학적 성숙기와 관련， 당대의 역사적 조건을 이렇게 집약 

하고 있다. 그 역시 횡보의 문학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갖는 영향력 여부 

에 관해서논 엄밀한 정질(精質)분석을 생략한다 다만 그의 문학세계에 투영된 

정치사상의 일댄 一端)을 점진적 ‘사회개혁주의’와 소시민적 ‘자유주의’의 관점 

에서 조준， 성격을 부여하려 하고 있을 따름이다 11) 

이러한 규정방식은 나름대로 형식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횡보의 정치적 심층심리나 작품 처리과정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섬세한 심상 

변화， 그리고 플롯상의 긴장과 이완의 메커니즘을 다양하게 운용하는 과정상 

작가가 한시도 떠날 수 없었던 강점기의 정치적 조건이란 것이 막상 그에게 무 

엇을 주고 무엇을 빼앗았는지 상세히 추론코자 할 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 

고 단지 추상적인 ‘인간의 조건’만을 상상케 할뿐이었다논 점에서 문제의 여운 

은 그대로 남게 마련이었다. 

결국 이 즈음에서 어쩔 수 없이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횡보의 문학관이 

바탕으로 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가운데 사회주의의 입지점과 영향력 정도를 

위상화시켜 보아야 하리란 점이다. 김종균의 주장이나 횡보 자신의 논평에 솔 

직히 준거한다면， 염상섭은 분명 확연한 좌익 노선을 견지하고자 했던 사회주 

의 작가논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자신 언제까지나 ‘닭， 개 보듯’ 

어정쩡한 입장을 견지할 수만도 없었던 데 해석의 미묘한 여운은 늘 남아 있었 

다. 

10) 김종균， 앞 잭， pp.136-139, p.찌Jim. 

11) 윗 책， pp.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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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보의 이 같은 ‘무색채 • 무주의’의 정치문학적 입지점은 대산(盛山) 홍기문 

(洪起文)과의 논쟁 12)이나 후일 신경향파， 즉 프로문학파와의 대결을 불러 옹 것 

이 사실이고， 또 사상적 ‘선명성’의 문제를 스스로 풀지 않을 경우 당대의 조선 

국내현실은 문학의 세계에서조차 지리멸렬한 곡해와 방어의 논전을 되풀이하 

지 않을 수 없었음을 고스란히 반증해 주었다. 

독립과 해방을 위한 일체의 적극적 방략이 물론 사회주의적 저항의 색채 속 

에서만 모색 •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화익에 대한 이념적 매력의 크기가 

끝내 횡보로 하여금 한쪽 발을 딛고 서게끔 유인 • 독려하였던 저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회주의 인식론의 범주속에서 그 역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 

었다. 이에 관한 횡보의 정치적 혐의점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1962년 12월， 

급격히 변해버린 정치적 조건 속에서 횡보는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이 祖 • 父 • 孫의 삼대를 다시 명확히 규정한다면 조부는 <만세〉전 

사람이요， 부친은 <만세>후의 허탈상태에서 타락한 생활에 헤매던 무사 

상， 무해결인 자연주의문학의 본질과 같이， 현실폭로를 상정한 <부정 

적>인 인물이며 손자의 대에 와서 비로소 새 길을 찾아들려고 허덕이다 

가 손에 잡힌 것이， 그 소위 <섬파다이저〉라고 하는， 즉 좌익에의 동조 

자 혹은 동정자라는 것이었다. 작품을 떠나서 설제로 보더라도， 이것이 3 

. 1운동 이후 한 귀퉁이에 나타난 시대상이자 동시에 인텔리층의 일부가 

가졌던 사상적 경향이었으며， 어떠한 그룹에 있어서는 대중을 끌고 나가 

는 지도이념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또 그것은 내가 대판 감옥에서 나오 

12) 橫步는 1927년 l 월 1일부터 6엘까지 r朝鷹日報」에 論文 “民族 · 社會運動의 唯心的 考

察， 反動 . {i專統文學의 關係”를 連載하면서 ‘社會運動’과 ‘民族運動’은 더욱 日帝의 植

F;t也 體制속에서 없化 • 協同하여야 한다고 자신의 論읍를 부각시켰고， 짧山은 이에 대 

해 1927년 2월호 「朝蘇之光J (第 64 號， pp.37-43)에 “薦想涉君의 反動的 思想을 反앓 

함”이란 글로 맞선다 洪起文은 여기서 횡보의 無主義 · 無色彩는 거짓말이고， 어디까 
지나 無塵者 文學의 否認과 부르주아 文學의 支持는 ‘言語道斷’이라고 痛혔한다. 이에 
대해 횡보는 또다시 r朝解之光J (1 927. 3: 第 65 號)에 “나에게 對한 反較에 答
함"(pp.81-!’8)을 싣고 唯心 · 唯物을 一JC으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짧山의 주장 
은 근본적으로 誤평며， 이를 엄연히 二元으로 분류하여 形而上 • 下로 구별하여야 한다 
고 강조한다 아울러 橫步는 짧山이 끝내 뼈棄하지 않으려는 ‘方法論的 全體論

methodoÚJ얀'cal h이ïsm’을 攻較하면서 개별 폰재의 개성과 생명의 업쩔動性을 부인송}는 엘 

체의 論冒는 不當하다고 못박는다. 이로 인한 論議의 餘波는 계속되었으나 兩者의 論

冒는 끝내 어느 한 곳으로도 ‘收했 · 調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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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吉野박사의 제자들이 권하기를， 독립운동을 정변으로 부닥뜨렬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광의로서는 무산자 해방운동으로 방향과 수단을 몰 

려서 간접적인 방법과 행동을 취함이 양잭이리라고 시사하던 것과 부합 

되는 일이기도 하였었다. 그리하여 그때의 내가， 이 시사나 종용에 붙쫓 

았던 것은 아니로되 자기의 애국사상과 이에 따르는 모든 행동을 좌익에 

동조하논 길로 폴리어 독립운동을 잠행적으로 설처하는 길-요셋말로 

하자면 지하공작이라 할까〉 하여간 속에서 치밀어 뽑는 열과 울분을， 이 

심파다이즈-同調-하는 창구멍으로 내뿜으려 하였던 것이요， 또 이것 

이 실천의 수단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심파다이즈 

를 작품에 취급한 문학은 우연히도 뒤미쳐 온 푸로문학의 전주적 역할을 

한 셈쯤 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그 시대상을 반영한 것일 따름이 
다 13) 

이쯤 되고 보면， 그 역시 직접 나서거나 혁명적 인사로 변신하진 못할 망정 

너나없이 거쳐가는 길목처럼 버티어 있는 사회주의이념의 영향권 주변에서 한 

자락 말미를 딛고 서 있었던 셈이다. 

횡보 스스로가 치멸하게 경계했던 것처럼， 자기 문학의 ‘통속화’를 방지하 

기 위해 얘초부터 우려했던 이념의 ‘무작정’ 도입은 이제 그야말로 ‘의도하지 

않았던 행위의 결과’로서 어느 덧 자신의 문학을 끌어가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수단으로까지 변모한 것이었다 14) 이에 관해 권영민은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 이해하려 하고 있다. 즉， 횡보는 계급문학의 출현 그 자체를 불합리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적극적 운동으로 무리하게 형성시키 

려는 태도에 관해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펼연의 시대적 요청으로 계 

급문학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면 어차피 문학의 자연스러운 한 현상으로 받아 

들엘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소극적 입장이 유지되었었던 것뿐이라는 점. 바로 

그것이었다 15)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결국 횡보를 민족문학론자로 지적하게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충론자로 분류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곧 그는 계급의식에 

13) 홈想涉， “橫步文혐며想記(2)" ， r恩想界.1(1962. 12), pp.260-261. 

14) 그것은 이미 최혜설이 우려하고 경고했던 바와 기묘하게 엘치하고 있다. 

15) 權寧取， “廣想涉의 文學論과 리얼리즘의 認識 金烈圭 · 申東旭(編XI994)， 앞 책， 
pp.IIJ-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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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매달려 문학의 본질을 외면한 계급문학의 부당성을 비판하였으되， 식민지 

지배아래 놓여 었던 민족현실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그 특유의 생존과 적응 

의 정치적 방도를 모색하였던 셈이다 16) 

‘온 가슴’으로 끌어안아 심취하고픈 열정의 대상이진 않았어도， 동정과 연민 

의 화두로서 어차피 내면화시켜야 할 사회주의사상은 이렇듯 횡보 문학의 정 

치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 횡보의 정치적 감각이 이 대목에서 더 

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김윤식 역시 강점기 조선의 정치문학 구성과 

염상섭의 위상은 예사롭지 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염상섭이 기자와 작가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 문사와 

지사의 미분화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곧 정치적 감각이다. 무산계급에 

의 동정자가 됨으로써 간접적인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한 

계에서 그러한 감각이 길러졌 ... 다. 조선문인회를 조직한 것도 이러한 

감각의 연장선상에서 왔다. 그런데 염상섭이 품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 감 

각에 정면으로 도전해 온 것이 이른바 신경향파， 곧 프로문학파였다. 김 

팔봉， 박영희로 대표되고， 뒤에는 동경서 온 제 3 전선파{검남천， 안 막， 

홍효민， 임 화 등) 등이 본격적으로 내세운 계급사상은 문학과 사상t사회 

운동)의 미분화상태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분리된 문학과 사상을 본 

격적으로 결합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 만큼 이것은 염상섭이 갖고 있 

는 섬파다이저(sympa싸zer)보다 일층 확실한 정치적 감각이었다 요컨대 

새로 나타난 프로문학으로서의 정치적 감각은 염상섭이 갖고 있던 구식 

의 정치적 감각보다 본격적이었다. 정치적 감각이라는 점에서 둘은 같았 

으나， 그 질적인 차이 및 강도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염상섭이 프로 문학 

에 맞서 논쟁을 일삼고 w윤전기』같은 작품으로 프로 문학의 허상을 폭로 

한 심리적 메카니즘은 이런 곳에서 온 것이다. 좌익사상이 없거나 마약할 

때 그것을 동정하고 그리워함으로써 어떤 명분을 삼다가， 열단 그 좌익사 

상이 큰 세력으로 등장하여 세상의 관심을 끌게 되자 그것에 뒤틀린 반응 

을 보이는 것， 그러한 심리적 현상이 염상섭이 프로문학에 맞선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만세전』의 주인공 이인화가 아내 위독이니 귀국 

하라는 서울 집안의 전보를 받고는 “죽었으면 나 안 가기로 장사 지낼 사 

16) 윗 논문， pp.I1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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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없어서 시험 보는 사람더러 나오라는 것인가? 하고 공연히 불뚝하 

는 심사가 일어나는 것”과 홉사한 심리구조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 

고 염상섭이 갖추고 있었던 정치적 감각은 그의 문학을 밝힘에도 매우 중 

요한 요소이다. 그의 작품이 문학적 성과로서의 무게를 갖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감각이 번뜩일 때였던 것이다 w만세전』이 그러하고 『삼대』가 그 

러하다. 계급사상이라든가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동조를 품지 않은 『이 

심.!I(1928)이라든가 『사랑과 적.!I(1926) 같은 작품이 아무런 문학적 성과도 

거두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의 작품에서 정치적 감각이 빠지면 돈 

에 대한 인간의 영악스런 집착과， 남녀 애정에 대한 풍속사적 감각만이 

남고 만다. 염상섭이 정치적 감각을 버리고 한갓 신문기자에로 기울기 시 

작한 『삼대』， 『백구.!I(l 942) 이후엔 그의 작품은 무게를 갖지 못하고 트리 

비열리즘에 떨어지기 시작한다. 1936년 만선일보 편집국장으로 부임했을 

때 그는 벌써 작가 쪽을 포기한 상태였다. 관동군 홍보처의 지도를 받는 

만선일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었다- 해방이 되었을 때 다시 그 

는 작가로 복귀했지만 『두 파산.!I(l949)， w 임종.!I(l 949l， w 굴레.!I(l 950)에서 

보듯 그리고 6.25를 다룬 장편 『취우Jj(l953)에서 잘 드러나듯， 한갓 남 

녀 심리묘사라든가 돈에 대한 인간성의 교활무쌍한 감각의 밝힘에 지나 

지 않았다. 그는 한갓 생활인의 풍속 묘사를 일삼는 그런 작가에 멈추고 

만 것이다. 정치적 감각의 생성 소멸과정과 문학의 관계를 검토하는 일은 

이처럼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정치적 감각이 사라질 때 염상섭에게 남 

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것이긴 하지만 서울 중산충〈중인층)의 장 

인적 성격인 트리비열리즘뿐이었다 17) 

그렇다면 이제 남는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횡보의 작품 속에서 이 같은 

‘정치성 뼈때’이 묻어나는 실제적 근거를 추적 • 분석뺨 일로 좁혀진다 앞 

서 밝힌 바대로 펼자는 횡보의 그 많은 작품가운데 2 . 30년대의 전환기에 씌 

여진 소설 하나를 찾는다. 그것은 단순히 식민정책의 폭력적 환원이 본격 도모 

되는 시기였다는 이유 외에도 앞서 논의한 횡보의 정치적 감각이 매우 독특한 

양식으로 ‘적용 • 용해’된 경우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17) 김윤식(987)， 앞 책， pp.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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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Il'狂흉』의 構造와 展開

『광윈狂흉)~은 횡보가 1929년 10월 3일부터 1930년 8월 2일까지 도합 장 

(章)회로 48장， 횟수로는 231회에 걸쳐 「조선열보」에 연재한 장편소설로서 그 

의 작품가운데 『무화고k無花果).JJ 다음으로 가장 긴 작품이었으나 이제껏 몇몇 

논의에서만 부분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18) 김경수는 이 작품이 내용면에서 다 

분히 통속적이지만 사회적 관심의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논 것이었다는 애매 

한 평가를 받고 있어 횡보 소설이 정립(鼎立)되어가는 과정의 한 측면을 파악 

하고 또 그의 소설적 세계관을 엿보기에 매우 적합한 예라고 평가하고 있다 19) 

작자는 이제 큰 문제의 하나인 성욕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인생의 한 

구절을 그려보려 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어느 것이나 깊이 캐어보면 

먹는 문제와 성욕 문제 아님이 없고， 또 소설은 인생의 형자를 그리는 것 

이므로 이 두 가지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 

라 할 것입니다마는 이번에는 그 중의 한 가지에 힘을 틀여 써보고자 하 

며， 그러는 가운데에도 이 시대상을 말하는 소위 모던 결이라는 현대적 

여성의 생활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쓰려 합니다. 그들 현대적 여성이 어 

떠한 생활을 하는가?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가졌는가? 어떠한 생활철학을 

가졌는가? 또한 그들은 현재 어떠한 생활배경 속에서 어떠한 길을 밟고 

나가며 그들의 장래의 운명은 어떻게 되려는가 ... ? 이러한 모든 의문에 

대하여 나의 본 대로 대답하려는 것이 이 소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독 

자는 여기에 흘려서는 아니 됩니다 내 글이 아름답고 사연이 반가워서 

홀린다는 뭇이 아니라 작중인물의 그 부도덕하고 불건전하고 불합리한 

모양만이 여라분의 눈에 뜨이며， 또 그 천열한 쾌감을 만족시킴에 그치고 

작자의 참목적 앞에 여러분의 눈과 감각이 무디다 할진대 작자는 실망치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러시아의 툴스토이가 『부활』을 써서 그 수입으 

로 쓰호불교도를 구제하려 하였을 제 그 교도들의 하는 말이 툴스토이가 

『부활』을 쓴 거룩한 목적은 모르는 바 아니로되 그 소설 가운데에 많은 

부도띄한 사건이 묘사되어 있으니 일반독자들은 툴스토이의 참목적을 생 

18) 김경수(1996)， 앞 논문， p.498 

19)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횡보의 대표작 『三代~(l931)가 연재되기 직전에 脫橋된 것이었 

다는 점에서 薦想涉의 정치사상적 단절과 지속성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文學的 端績’
가 될 수도 있다는데 아울러 유념할 펼요가 있다 윗 논문， 강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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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기 전에 오히려 그 부도덕한 점에 감화를 먼저 더 받았을 것이며 따 

라서 그 소설을 판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소설이 세상에 끼친 해독 

은 더 많을지니 그러한 부정한 재물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하여 툴스토 

이의 고마운 뜻에는 감사하연서 그 기부는 물리쳤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나의 이 하잘것없는 소설을 툴스토이의 『부활』과 견주려 함이 아니 

요 또 그들 쓰호불교도의 말은 너무 극단에 가는 말이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일 독자 여러분이 나의 이 소설을 쓰는 참목적 앞에는 눈을 가 

라고 그 추잡한 지악만이 흥미의 전체로 여러분의 머리에 인상된다면 나 

도 또한 세상의 꾸지람을 감당치 못할지니 내가 이 소설로 하여 좌(?)를 

짓고 아니 짓는 것은 오로지 독자 여러분의 이 소설에 대한 태도와 이해 

여하에 달렸다 할 것입니다 20) 

횡보는 연재 시작 바로 하루 전(1929.10. 2)날， 자신의 집필 목적을 이렇게 변명 

한다. 그러나 막상 그가 말하고자 하였던 인간 성욕의 ‘꿈틀거럼’은 작품안에서 

결코 도발적이거나 즉각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2 1) 물용과 애욕으로 무장한 

인간군의 타락 - 과 몰락 - 을 한 축으로 삼고， 광주학생사건을 전후한 살별 

한 조선 사회분위기를 바탕으로 하여 계몽적 비판의 담론을 또 하나의 축으로 삼 

는 『광분』은 그래서 이야기의 부피에 비해 훨씬 덜 원색적이다. 아니 색깔로 본다 

면 아예 무채색에 가까운 성 담론이자 단순한 성 정치학의 논리를 바탕에 깐다. 

작품의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1929년 식민지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은 민병천이라는 경성 부호의 가족들과 그들 주변에 기생하는 인물틀의 

갈등으로 인해 민의 가정이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동경에서 음악학교 

를 졸업한 민병천의 딸， 민경옥이 경성역에 도착하는 것으로부터 소설은 시작 

된다. 플롯의 기본축은 이후 경옥과 그녀의 계모， 숙정이 집안의 재산 문제와 

남성 문제로 겪는 갈등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숙정은 극단을 지원하는 문제로 

알게 된 주정방이란 인물이 경옥과 함께 온 것에 시기를 하고 경옥이가 정방의 

20) 염상섭(996)， 앞 책， pp.5-6. 

21) 현대소설에서 매우 익숙해져버린 대담한 ‘성 묘사 Descrip.“。n on Sex’ 장면이나 더 이상 
의 쾌락적 상상을 통해 작품의 참의도를 거꾸로(흑은 통속적으로) 연상 · 기대한다는 
것은 여기서 아예 불가능하다. 횡보는 단 한 줄의 성 행위묘사나 원색적 이미지를 ‘촉 
발 • 주입’하려는 단순한 언어구사 없이 동장 인물들의 ‘미쳐 날뛰는’ 성적 심리를 묘 
사하는 데 끝끝내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 6期 朝*￥政治의 文學的 理解 / 朴훌훌옳 337 

극단에서 공연하는 ‘카르멘’에 정식 출연하면서 그와 더욱 가까워지자 둘 사이 

를 갈라 놓으려 시도한다. 경옥과 숙정의 갈등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지만 이를 

기화로 둘의 사이는 더욱 멸어진다. 민병천의 사후 집안의 재산을 빼 돌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던 숙정은 친정조카와 경옥을 결혼시키려 하나 수포로 돌아갔 

고， 또 자신도 호감을 갖고 있던 정방이 경옥과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있지도 

않은 자신의 사촌동생을 중매하겠다고 나서며 결혼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음을 

알자 숙정은 친정붙이로 알고 지내던 변원량을 기용， 경옥을 정방으로부터 멀 

리 떠나 보낼 계획을 환다. 이미 틈틈히 불륜관계까지 맺어 원량을 자신의 수 

족이자 모사꾼으로 만들어버린 숙정은 남편 병천에게 다리를 놓아 원량이 여 

관업을 할 수 있도록 주선도 한다. 경옥은 둘의 불마한 관계를 목격하고 난 후 

몇가지 자신의 계획이 여의치 않자 잠시 일본으로 재출국한다. 

이야기의 중반부는 광주학생사건을 변수로 동원하면서 복합적으로 진행된 

다. 병천의 친구 아들로 병천의 집에 기식하고 있던 경성대 의학생 이진태는 

경옥의 분방함에 잠시 연모와 퇴폐의 분위기를 동시에 느끼고 사상적으로 전 

환한다. 마침 진태는 전조선학생친목회가 광주사건을 얄리논 유인물을 살포하 

기로 한 계획에 동참， 경복궁에서 열리는 박람회장에서 문건을 뿌리다 체포되 

고 정방 또한 박람회장에서 공연을 하던 중 이에 연루， 같이 구금된다. 그의 극 

단， 적성단{jffi星團)은 서로 연관이 있던 열본의 극단이 사회주의색채가 있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고 해체된다. 병천이 애를 써 정방이 석방되자 경옥은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경옥과 숙정 일파논 더욱 날가롭게 갈등 · 대립한다 

딸이 염려되어 일본에 갔을 때 이미 경옥으로부터 원량과의 불륜의 흔적을 

암시받은 병천이 자신을 멸리하기 시작하자 원량마저 새로 얻은 첩의 집을 더 

욱 가까이 하고， 몽종인 을순마저도 경옥과 정방 • 진태 편을 드는 기미를 보이 

자 숙정은 더욱 위기를 느끼고 경옥을 거세게 옥된다. 이 즈음 일본에서 경옥 

을 만나 짝사랑 하게 된 중촌(中村)이란 피아니스트가 그녀를 만나러 서울까지 

쫓아오건만 경옥은 황망히 그를 되돌려 보내고자 음악회를 핑계로 동래에 가 

그를 배웅하고 돌아오려 한다. 바로 그 때， 원량은 이미 자신에게 포섭된 구 적 

성단원 김진수와 그의 친구 최태식을 동원， 경옥을 자신의 첩 집으로 유언하여 

교살t統殺)한디{이 대목은 작품 종반까지 사건을 추리하여 진범을 밝혀내도록 

탐정소설 기법을 빌려 처리된다). 중촌을 보내고 정방과 대구나 동래에서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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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약속한 경옥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병천은 아예 일본으로 정방과 진태를 

보내 찾아보게 하지만 그녀는 나타날 리 없었다. 마침내 병천은 자선이 아는 

경찰서장에게 부탁해 비밀리에 수사를 하여， 끝내 원량과 숙정의 관계 그리고 

경욱과 숙정의 얄력의 내막까지 모조리 감잡고 있는 을순부터 취조하기 시작 

하여 정방과 중촌 등 동경에 가 있는 인사들까지 포함， 일체 관련자들의 조사 

를 통해 원량이 경옥을 살해한 저간의 사실을 밝혀낸다. 경옥의 죽음으로 경악 

한 이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장본인은 결국 병천이었고 그녀의 죽음은 

곧 병천의 몰락이자 사회적 파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사건의 충격으 

로 병원에 입원한 을순이가 정방과 진태를 만나 망연히 우는 모습으로 이야기 

는 끝난다.22)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이상의 줄거리 전개과정을 다시 압축하여 그려본 것이 

바로 다음 〈그림 1>이다. 

• 共課·同調 • 

←-몽종 

~幕
-> 

〈連緊〉

〈그림 1> r狂흉』의 作中 人物構圖와 殺事構造

22) 이야기 전개의 압축과 재구성에 관해서는 염상섭(1996)， 앞 잭， pp.499-501 , p，ιl.fJ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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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Ii'狂흉』의 政治心理學: 柳壓의 過剩과 批抗의 賣困

역사 상황의 울분을 파기할 수 있는 적극적 도구로나， 아니면 상황 자체의 

타개를 향한 인위적 소재로 횡보문학에서 정치적 이미지가 ‘차용{借用， 혹은 

援用)’됨으로써 적지 않은 의미를 발휘할 수 있었음은 이미 분명히 지적해 둔 

바 있다 23) 횡보가 작품 w광분』에서 차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미지 역시， 궁 

극적으로는 강압적 사회조건에 대한 반발과 이를 향한 민중전체의 들끓는 정 

치심리를 어떤 틀을 통해서든 ‘묘사 · 분출’시키려는 의도가 녹아들어 있었던 

것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 만얼 이 같은 의도가 횡보에게나 혹은 독자 누구에 

게든 최소한의 ‘감정이입 empathy . Einfühlung’과 동일시 효과를 기할 수 있었다 

면 그 본연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한 것이 되리라. 따라서 열핏 다가오는 ‘광분’ 

개념 속의 어수선한 이마지는 육욕과 정념에 ‘미쳐 날뛰며’ 작중 인간들이 불 

태우는 성적 본능의 내면적 심리구조를 직접 반영하진 않는다. 

오히려 미치도록 대틀며 정치적 압제의 조건을 벗어나고프건만， 민중 전체 

가 그렇게 할 수 있을만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읍에 대한 ‘자책’과 ‘자기 

중심적 과잉학대’가 ‘성(性)’의 이미지를 벌려 거꾸로 표현된 것이라고 진작부 

터 이해할 펼요가 있던 게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성적 이미지와 정치적 

이미지의 ‘동시 차용’이란 결국 횡보의 문학적 동기를 능률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만만하고 합리적인 ‘전략적 외피’로 기능하는 셈이다.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김종균의 횡보 분석에 담긴 함의의 한 자락을 다시 

붙잡아 볼 펼요를 느낀다. 가령 이렇게 말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 이 소섣에서도 취급되었지만 당시의 

사회적 사건으로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에 영향을 미쳐 시위가 벌어졌고， 

공산당에서는 이와 같은 독립시위로 편승하여 전국 박람회 개회일에 일 

대 시위를 계획했다가 경찰의 삼엄한 경계로 학생틀의 희생자만 내고 말 

았다는 역사적 상황과， 둘째는 상섭소설의 역정속에서 이와 같은 작품의 

출현이 어째서 불가피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작자 자신의 점진적인 개화 

사상과 보수주의자적인 윤리관에서 어떻게 부도덕과 불건전한 성생활이 

23) 이에 관해서는 특히 다음 참조할 것. 김우창， “非凡한 삶과 나날의 삶." r뿌리깊은 나 

무」 創刊號 (1976. 3 月)， pp.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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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취급될 수 있었느냐는 문제가 설명되어야 한다. 그 다음이 작 

자의 문학관을 알아두는 일이다. 상섭은 현실을 바탕으로 사회를 관찰했 

기 때문에 항상 역사적 상황을 작품의 배경으로 분위기화함으로써 실제 

감을 강조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중의 대부분을 민족적인 대운동이나 사 

회적 변혁의 거점을 직접 취급한 일은 드물고， 신문 귀퉁이에 나있는 조 

그만 문제를 포착하여 소재변에서 소화시켜 작품적 창의성과 일반성을 

견지했던 것이다. 그리고 여지껏의 초·중기에서 취급했던 인간의 본능 

문제로서 제시된 것이 성의 처리였는데， 단편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다룬 

성의 문제를 전체적인 변에서 파헤쳐서 이 문제를 일단락짓고 싶었던 것 

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상섭은 참된 예술은 미와 선이 합치하고 거기서 

진이 찾아진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항상 바르게 분석하여야 정확한 사회 

의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꿀게 믿고 있었다. 따라서 긍정보다는 부 

정적인 자세가 상섭의 작가의식으로 형성되었고 비판정신을 낳게 되었 

다 … 『二心』과 『狂흉』에서 상섭이 보여준 여인상은 신여성으로 대표 
되는 〈출경〉과 <경옥〉으로서 파란곡절을 겪은 끝에 모두 죽음으로 끝 

난다 w그心』에는 개인 〈창호>의 울분과 투쟁이 있었는데 반해 『광분』 

에서는 조직화된 *星團이란 집단이 존재함으로써 보다 그 투쟁적인 양 

상은 달라졌다. 실제 행동은 못하고 해체되고 말지만 이와 같은 작품은 

현실에 충실한 사회구도일 수 있다. 그 사회적 분위기도 암에서 보았다시 

피 위기로 인식시키고 지르면 일어날 폭발로 상정화하며， 헥명심이 팽배 

한 사회적 분위기로 조성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커다란 암시를 주는 작가 

적 수법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작품에 나타 

나 있는 애정문제는 이와 같은 커다란 사회적 욕망을 호도하려는 의도적인 

작전에 불과했음을 진즉 알 수 있다 상섭은 이와 같이 그 기본의식이 민족 

의식이었고 不滿心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작품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 

었던 것이다 24) 

민중적 정치 저항의 무능과 의식적 혹망의 과잉. 능력과 현실 사이의 극심한 

간극. 문학적 고발과 간접 계몽의 전략적 효과 극대화. 장기간 억압의 문화적 

대리분출과 대안의 문학적 수용 채널로서 횡보 소설의 서사(했훌)적 재생산구 

조 분화. 성적 욕망의 의식적 억제와 식민 권력의 의도적 억압이 공동 반영하 

24) 金鍾행， “薦想涉의 1920年代 &篇小說 빠究: 그 作家意識을 中心으로 淸州師範大學

r論文集」 第9輔1980. 6), pp.19-21 , p.ιIJJ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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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폭력적 피지배구조의 강박. 도피 불능의 강박과 지속적인 정치적 억압 심리 

。z.!등} -, Ii:::::: O. 

이 같은 주장이 횡보 문학의 연구 지평에서 늘상 폭넓은 지지나 해석상의 보 

편성을 담보하는 것25)만은 아니었다. 즉 당대의 사회적 조건이나 역사적 단절 

의 고통을 우회적으로 고발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비판하기 위한 도구적 방편 

으로 본능과 저항적 권력의 분출을 등치(等f폐시킨다는 것은 서로 걸맞지 않는 

일이라거나， 성적 욕망의 처리와 강점기 조선의 20년대말 정치적 조건이라는 

것도 전혀 ‘상관성 re.μ11νψ’을 찾을 수 없는 별개의 것이었다고 공박하는 경우 

도 있었음26)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막상 횡보가 왜 정치적 이미지를 차용하려 했을 것인가 

에 관한 정치(精微)한 천착과 의미의 추적이 아직껏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논 

점이다. 그러니까 횡보의 저작 과정어l 정치적 진술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연유나， 작가의 동기에 내재된 의미의 헤아림없이 그저 막연히 차용 

행위 자체의 문학적 불합리성이나 서사구조의 급격한 단절에서 오는 차별성의 

비판 정도로 쟁점 자체를 희석시키논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데 우 

리의 관심은 집중될 필요가 었다. 

횡보문학에 나타나논 소재와 주제의 단절， 흑은 서사구조의 전체맥락 속에 

서 투영된 이미지 ‘상호불일치 ι(isc;때4ηαα ’ 문제는 특히 소설의 경우 적지 않은 

쟁점들을 야기시켰고， 바로 그 여운의 주변에서 정치와 문학의 새로운 관계해 

석이 가능하다는 사설 역시 계속 환기되어 왔다. 그렇다면 막상 횡보의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는 『광분』의 중반부 도입부분에서-그야말로 느닷없이-자신의 정치이 

론을 이렇게 선보인다. 

민중은 각개로 방임할 때에 대개는 둔감이다. 그러나 집단적 행동으로 

25) 김종균의 긍정적 수용에 의견을 같이하는 대표적 연구자로는 다음 참조할 것. 김숭환，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가족 중심의 人問像 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3). 

26) 유병석과 김경수가 그 대표적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김경수{1996)， 앞 논문， 유병석， 

『염상섭 전반기 소설연구~(서울· 아세아문화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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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떼놓으면 이처럼 민감한 것이었다. 그 전신이 달팽이의 촉각으로 

돌변한다. 그리하여 다만 直覺的으로만 어떠한 한 각도로 후벼 파고 들어 

가는 것이다. 그들은 혹시 의식이 몽롱할지도 모른다. 정확한 이지적 판 

단을 내렬 여가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치 경주하는 사람이 신호를 

할 일 초 전에 마음먹었던 목표로 향하여 전후불계하고 돌진하듯이 떼놓 

은 발은 갈 데까지 가지 않으면 머물 줄을 모르는 자기 자신도 모를 괴상 

한 힘이 솟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마가 결승점에 저절로 달려오듯이 길 

이 빗나가는 일 없이 오고야 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한충 높이 앉아 

서 내려다보는 사람， 이것을 제어하려는 사람은 여간한 총명이 아니고는 

민중의 촉각이 무엇 때문에 옴직였는지 그 진상을 용이히 알지는 못하는 

것이다. 과학자가 原子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이 그들은 

다만 거죽만 짧고 앉아서 가장 현명한 체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람 

은 펼요한 때에는 좋은 지혜가 나지를 못하고 필요치 않은 때에 한하여 

좋은 지혜가 성복 뒤의 약방문처럼 생각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일의 

진상은 포착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으아” 소리가 봉횟불같이 일어났 

다. 설사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라 하자 또 그것이 남이 하니까 하는 것이 

라고 하자. 그틀이 남은 하는데 가만 있으면 면목이 없다고 하여 덩달아 

한 것이라고 하자 그러나 활동사진 광고의 음악대가 지나갈 제 길바닥에 

놀던 어린애가 발장단 손장단을 맞추며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은 남이 하 

니까 덩달아 하는 것이요， 남이 하는데 가만 있어서는 면목없다 하여 춤 

을 추는 것일까? 아니다! 아니다! 그 기운에 움직임이다. 명민한 감각이 

그 기훈에 쓸려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은 분위기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 

이다. 그 기운과 그 분위기 밖에서 사람은 한 때도 살 수 없으며 숨 한 

숨도 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 진상을 알려는 사람， 그 정곡을 얻으 

려는 사람이면 무엿보다도 먼저 그 기운과 그 분위기부터를 해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으아”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그 기운을 일변시키 

고 분위기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그 밖에는 무슨 힘으로도 하는 수 없는 

것이다. 이날 서울 안의 모든 사람은 바쨌다. 그 중에도 바쁜 사람은 다리 

에 각반 치고 모자 끈을 턱밑에 졸라맨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 

수였다. 다섯 사람 태우는 자동차는 열 사람 태우고 열 사람 태울 자동차 

에 스무서른 사람을 태워도 이날만은 교통규칙에 위반이 아니 되었다. 그 

리고 타는 사람은 책보 안 낀 어린 학생들이었다. 그 외에 저녁때부터 바 

쁜 사람들은 그 아이들의 부형이었다. 거리거리에는 사람의 떼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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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구조의 전후맥락으로 보아 병천의 집안을 무대로 전개되어 가던 『광분』 

의 흐름은 이 대목에서 급격히 단절된다. 이 부분을 떼어내도 굳이 이야기의 

전개나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 

이다. 횡보의 정치적 인식세계의 일단이 이 대목에 깊이 녹아들어 있다 하여도 

이것만으로 그의 사회비판적 시각 모두를 유추한다거나 상론{群論)할 단서로 

삼을 수만은 없음도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이 지극한 표현과 사회적 불만의 표출을 상정하려 하는 정치적 

저의는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과잉 억압’된 성욕의 대리분출 경로? 작품 

속 비이성적 ‘화재話者)들’ 간의 감성적 카타르시스와 유사 억압구조로서의 

강점기 조선 정치현실의 우회적 비유? 맹목적 삽입과 의시{擬似) 구성요건으로 

서의 긴장 조성 장치? 

작품으로 말하는 작가가 굳이 그 작품을 쓸 당시의 구성적 동기를-별도의 

언어로-직접 변명하거나 진솔하게 고백해 주길 바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한 일일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남겨지는 과제는 결국 

어차피 ‘읽는 자’ 본인의 주관적 감각과 주변의 ‘읽을 것’들과의 유기적 관련 

성， 혹은 객관적 해석의 준거 마련으로 모아진다. 여기서 최종의 문제는 결국 

해석과 이해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횡보의 경우 역시， 위의 양 극단적 

해석의 지평 위(흑은 사이)에 그 타당한 준거의 나래를 펼 수밖에 없는 노릇이 

다. 

필자는 횡보의 정치적 소재 채택 동기가 단순한 장식이나 맹목의 삽입으로 

극적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려 했던 전략적 배려 결과였다고 보지 않는다. 그것 

은 ‘문학의 정치적 이해’라는 보다 분명한 의도를 바탕에 깔고 주제의 선명성 

과 소설 독해과정에서의 ‘감흥’을 배가시키려 하였던 기능적 고려의 소산으로 

이해해 두는 펀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28) 어차피 빼어도 플롯의 전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이를 불사한 작가의 의도를 끝까지 적극적으로 해 

석할 필요는 그만큼 배가되는 것29)이 아닐까? 굳이 극적 단절구조의 유인이란 

27) 염상섭(996)， 앞 잭， pp.211-212. 

28) 이에 관해서는 펼자의 다음 연구 참조할 것. 박종성권력과 매출: 억압의 음모와 도 
피의 흉계~(서울. 인간사랑， 1996), pp.238-242 

29) 이것은 ‘오시마 나가사{大島 뽑)’의 영화感覺η帝國 Ai No Corrida J 에서 건달 ‘이시다 
기찌’와 ‘아베 사다’와의 끝간 데 없는 성적 탐닉과정 중 느닷없이 ‘帝國軍隊’의 行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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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줄거리의 완성도 ‘침훼(慢없)’와 무방한 ‘성 정치학’적 주 

장을 감행한 횡보의 진의는 사실상 시대적 전환기속에서의 강점기 역사 상황 

과 그 속에서 거의 사투에 가까운 몸부립으로 자신의 존립근거를 변명해야 했 

던 불특정 다수 조선인들의 ‘존재론적 고뇌 the ontological agony’의 투영이었던 

게 아니었을까? 

이넘에 충실하여 정치적 대의와 목표의 명령대로 삶의 표상을 현실화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업’이었고， 일차적 지상목표로서 생존의 이유조 

차 스스로 변명할만한 여유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적 조건속에서 성의 자윷적 

억압이란 부담은 ‘거대 압박구조’로서 피할 수 없던 정치적 억압의 ‘그것’에 비 

하면 오히려 견뎌내기 쉬운 속박일 수도 있었으리라. 하물며 그 두 억압요인이 

그대로 ‘존치 · 강화’되기만 하였던 강점기 체제에서야 인간의 존재란-미치 

고 날뛰고도 힘이 남아 버거로울 수밖에 없었을문자 그대로 그 자체가 ‘광 

분’이었던 건 아니었을까? 

사상의 전환이나 폭력에의 ‘피학적’ 안주조차 감수하면서 생존의 전략을 도 

모하여야 했던 강점기 삶의 조건에서 인간의 성욕이란 감히 드러내놓고 왈가 

왈부할 그런 임의로운 주제일 수도 없었다. 적당히 점잖은 ‘체’하며 친일과 반 

일 사이의 어느 편리한 지점위에 정치적 ‘면피(免皮)’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만 

이 최대의 존재론적 과제일 수 있던 상황 속에서 계속 참아야 한다는 것은 이 

중 • 삼중의 고통이었고 ‘체김t體感)’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을 것이리라. 

르봉의 ‘군중심리’ 인식과 매우 근접하고 있는 횡보의 정치변동관은 같은 작 

품 속에서 이미 분명히 예고되고 있었다. 그것은 거센 정치적 억압의 강도(彈 

度)때문에 강점기의 민중적 저항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을 것이란 무책 

임한 가설과는 전혀 무관하였다. 

과 ‘軍빼t 소리’가 삽입되는 경우와 매우 흡사한 구도를 반영한다. 중일전쟁을 준비하던 
엘본의 군국주의적 의도와 직접 아무런 관련도 없는 듯한 지독한 ‘性愛’의 현장. 그것 
을 의도적으로 겹친 ‘미장센 mue’en Jcènel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우선 작가만이 얄 일 
이다. 그랴나 영화의 정치적 해석이란 또 다른 주제가 부각될 때， 이 장변의 인식방법 

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역시 굳이 빼 버려도 의미 전달에 큰 오류가 없는 
것이라면， 문제는 『狂흉』에서와 동열하게 반복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임 그 
장면이 반드시 삽입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연， 그것은 관객과 해석자들 모두가 각별 
히 논의해 보아야 할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논의가 본격화될 때 제작자와 감독의 

의도는 이미 이차적 중요성만을 반영할 것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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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 년 옛 도읍이 하룻밤에 불바다를 이루어 재가 되는 일이 있다. 그 

러나 그것은 반드시 어떠한 큰 意思가 움직임으로써도 아니며 불홍수가 

치밀어 옴으로써도 아니다. 다만 어린아이의 조그만 손끝이 일순간 아무 

의미 없이 꼼지람함으로써 능히 오랜 역사의 탑을 무찌를 수가 있는 것이 

다. 성냥개비에 붙은 한 방울 불똥이 찬란한 옛 도읍도 능히 하루아침에 

폐허로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이다 유월 중순경이었다. 박람회를 앞에 

두고 전 조선의 경계가 차츰차츰 엄중하여가논 판에 어느 날 저녁때 이 

半島의 남펀 한 귀퉁이에서 조그만 불똥이 반짝하고 튀었었다. 성욕의 불 

길을 갚이 감훈 조그만 청훈의 혀끝이 옴지락할 때 뉘라 능히 이 강산에 

폭풍우가 올 것을 짐작하였으랴! 남조선의 조그만 도읍， 사람이 복작대는 

정거장이었다 날마다 날마다 같은 시간에 차를 타고 다니는 아리따운 여 

학생의 양자는 물 건너에서 온 소년에게도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다. 아름 

다옵과 아름다움에 대한 욕심에는 국경이 없고 민족적 감정을 초월하였 

던 것이었다 그러나 주잭없이 시풍대는 방종한 말 한마디가 껏가에 지나 

칠 때 거기에는 다시 거둘 수 없는 감정의 모닥불이 쏟아지는 것이었다. 

長江大河로 국경을 막고 高山魔題으로 민족적 성벽을 세우는 것이다 그 

리하고 이 불똥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 물결은 전도에 범람하였다 이 

성벽은 간 곳마다 쌓였다. 불을 잡으려고 소방대는 출동하였다. 물을 막 

으려고 방축을 쌓기에 애를 썼다. 성을 무느려고 곡팽이질을 하였다. 신 

문기자의 붓끝에는 검열을 하였다. 헛바닥은 가차압을 당하여 두 입술에 

붉은 쪽지를 붙였다. 그러나 바람결에 날리는 불똥은 끌 수가 없었다. 늠 

름히 스미는 물줄기는 막아낼 장비가 없었다. 칠월에 들어서는 전 조선 

학생계에 대동란이 얼어났다 여 전히 신문에는 한 줄도 보도할 자유가 없 

었다. 박람회， 동요， 선전， 잠입， 불옹， 정보 ... 이러한 다각형의 프리즘 

은 오직 혼란과 亂舞의 그림자를 비쳐내었다. 드디어 전 조선의 중등학교 

와 사립전문학교는 제일학기 시험을 폐지하고 부랴부랴 하기방학을 선고 

해버렸다 30) 

가상과 역사 사설(현실)의 결합. 횡보의 정치문학적 전략은 여기서 극대화의 

돌파구를 찾는다. 역사 속의 ‘실제’로서 광주학생사건을 전후한 강점기 조선의 

정치적 조건을 횡축으로 삼고， 가상의 인물군으로서 민병천을 정점으로 하는 

한 가정의 ‘가족사’를 종축으로 하여 이들 서로가 회전하고 뒤엉키며 벚어내는 

30) 염상섭(996)， 앞 잭， pp.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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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의 담론 찌lCO.ιrse 01 fiction’이 부피를 더해갈 때 완성된 이야기의 틀이 바로 
『광분』이었다. (<그럼 2> 참조) 

횡보는 바로 이 사건의 전개를 부빅1浮옳)한 역사 현실 속에서 고스란히 목 

격하고 일련의 정치적 충격과 그 여파가 주는 사회적 • 문학적 의미를 천착하 

면서 그와 정면으로 맞선다.31) 그리하여 어차피 허구의 담론으로 출발한 병천 

과 숙정네의 가족사 중심부로 역사의 사실과 실제적 상황을 그대로 끌어들여 

무엇이 실제이며 무엇이 그 반대인가를 구분할 수 없도록 독이고 섞는데 성공 

해 버린다. 

狂

(1929. 6) 

i훌州 女學生 性흩t弄事件 運動의 全園 홈散 

狀

<그림 2> Ii'狂흉』 속의 史實과 虛構의 共存

31) 윗 책. p.5 15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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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와중(뼈中)에 휘말려 애정의 실현도， 성욕 분출에도 설패하고 이데 

올로기의 확연한 지탱점 마련이나 혁명 과업의 성공조차 끝내 기약할 수 없었던 

정치적 좌절 ‘주체’ 하나를 우린 그 속에서 발견한다. 그는 마치 횡보가 추구하던 

이상적 표상의 ‘전도된 ιpside-down ’ 모습인 양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으로 만틀거나 소유할 수 없었던 작중의 최소 화지{話者)， 이진태. 

그와 염상섭은 닮아도 무척이나 많이 ‘빼 닮아가고’ 있었다 이진태가 되지 

못한 염상섭. 차라리 이진태가 되고 싶었던 횡보. 그는 ‘자기 존재’의 실제적 

현선(顯身)보다 대신 그 ‘대체 표상t代替 表象)’으로 변모해 버린 자신의 이변에 

더욱 강한 연민의 정을 느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아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하 

고 역사로서의 당대 현실속에 어쩔 수 없이 붙박혀 자신의 ‘존재구속성 

Seinsverwundenheit’만을 처연히 재확인하는 진태의 고뇌와 울분을 삭이며 무언가 

를 어쩌지도 못하면서 서 있던 조선 인민 전체의 모습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로 

횡보의 소설안에 고스란히 화석화되어 가고 있었다. 

v. 結論

부분으로 전체를 유추하거나 하나로 모두를 헤아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가를 모르는 채 시작한 작업은 아니었다. 따라서 횡보의 그 많은 작품가운데 

왜 하펼이면 『광분』이었고， 또 그 같은 일정 입장의 해석만으로 보편적 시각을 

계발하려 하는가에 관한 논란의 여지는 좁지 않다. 

다만 필자는 강점기 정치를 정치 그 자체로만 인식하기보다는 정치외적 문 

화환경의 한 주요 변인으로서 문학의 인식세계를 차용할 경우， 이해의 지평은 

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스럽게 주목하였다. 그 결과 염상섭의 문 

학세계를 통해 강점기 조선 인민의 보펀적 심싱1心象)과 당대 시민의식의 한 

단면을， 그리고 공통의 문화적 토대를 대변하는 정치적 ‘리얼리스트’의 삶의 

방편도 마저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적 준거로까지 이해하긴 어렵더라도 정치와 역사를 설명하거나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능적 도구로서 문학의 역할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라는 일종 

의 원론적 권고가 의미를 갖는다면， 학문으로서 r정치와 문학」을 가교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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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놓인 유형무형의 선입견은 배제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진단과 예측도 

가능하였다. 횡보의 문학이 정치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성과 강점기 조 

선정치를 새로운 문화적 접근의 대상으로 각별히 다루어보아야 할 문학적 이 

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같은 의미를 반영한다. 

1920년대 말 횡보의 정치적 입지는 넓지 않았다. 점진적 사회개혁주의자이 

자 민족적 소시민적 자유주의자로서 그의 사상적 면모를 정리 • 규정하려는 기 

폰의 주장도 있었으나， 막상 반제(反帝)논리로 무장한 실천적 투쟁주체로서의 

얼굴이나 혁명적 항거의 몸짓으로 문학을 하며 급진적 대안의 논리까지 모색 

하여 주길 기대하기엔 그의 의식이 미치지 못하였다. 투쟁보다는 관조， 선봉의 

함성보다는 침잠과 묵시적 추종으로 자신의 내면적 성찰에 보다 익숙하고자 

했던 횡보에게 정치적 울분과 그로 인한 일체의 비관적 정서는 피하기 어려운 

고통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차분히 참고， 가능한 한 즐기며 극복 

해야 할 문학적 고뇌의 한 방편으로 숭화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었다. 

누구라도 그러하였던 것 처럼，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문화적 억 

압조건의 당위성을 인정할 때 횡보는 더욱 더 연민의 정서를 통해 역사를 응찰 

(擬察)하고 ‘동정자 η까'athizer’로서의 자기 ‘설 자리’를 넓혀 나가고 있었다. 언 

젠가는 사회주의자가 될 수도 있을 것처럼 스스로의 변혁 이미지를 표방하던 

횡보도 끝내 ‘사회주의자’이고자 하진 않았다. 그렇게 변할 수는 없었다. 다만 

사회적 이념으로서 연민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동정하려 했던 치밀한 관 

찰자로서 ‘등거리’의 조건을 잃지 않으려 했던 횡보의 열굴은 어느 덧 가장 보 

편적이며 평균적인 강점기 조선 인민의 얼굴과 닮아가고 있었다. 

강점기 ‘보펀 시민’으로서 횡보의 존재와 일정 지분의 정치적 의미를 동시 

에 표방한 소설세계의 내용물들 모두는 그가 떠날 수 없던 조선의 공간과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의 굴레를 조금도 생략없이 겸허하게 수용함으로써 빚어진 의식과 

경험의 결과들이었다. 그러나 어차피 r문학과 정치」라는 거대 주제의 형성이 

나 소멸은 개별 인간 의지의 ‘진정성 smcertη’을 통해 도출된 의도적 결과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결코 애초부터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의 소산으로밖 

에 볼 수 없을 것이란 점에서 이에 관한 앞으로의 거시적 • 개별적 천착은 그만 

큼 중요해진다. 바로 이 곳에 우리의 남은 관심도 증폭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