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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 인물군상에서 보이는 계급대립 양상

 최서해의 중국동북지방제재소설을 중심으로

등미령*

1. 들어가며

중국 동북지방1)을 배경으로 창작한 소설들은 최서해2) 문학 중에서 중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1) 한국의 연구 논저에서 거의 다 ‘간도’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외교 ·정치 차원에서 중국의 

논저에서 거의 다 ‘중국 동북지방’이라는 표현을 썼다. 

2) 최서해의 본명은 학송이고, 호는 서해 ‧설봉, 필명은 풍년년이다. 1901년 1월 21일 함북 

성진에서 태어났다. 가난으로 소학교도 다닐 수 없었던 그는 독학으로 문학 수업을 했다. 

1918년 중국 동북지방을 유랑하면서 나무장사 ·두부장사 ·부두노동자 ·음식점 배달꾼 등 

최하층 생활을 경험했다. 그의 이런 경험이 창작의 기초가 됐다. 1924년 초에 단편 소설 

｢토혈｣을 『동아일보』에 발표했다. 동년 10월에 이광수의 추천으로 『조선문단』에 ｢고국｣을 
발표했다. 1925년에 조선문단사에 입사했다. 여기에 극도로 빈곤했던 시절의 중국 체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탈출기｣(1925)를 발표함으로써 당시 문단에 큰 충격을 줬다. 그리고 그

가 이 소설 때문에 작가적 명성을 얻게 됐다. 이어, 그는 ｢박돌의 죽음｣(1925), ｢기아와 
살육｣(1925) 등 작품을 발표하고 카프(KAPF)에도 가입했다. 그의 소설들은 모두 주인공의 

빈곤한 생활 양상을 여실히 묘사한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진부한 사회 제도를 저주하고 

부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썼다. ‘무산 계급의 문예’ 창조를 주장하던 당대의 프로문단에

서 이런 작품을 환영했다. 이 후에도 그는 계속 단편 소설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후기 작품

의 수준이나 경향이 초기 작품들을 넘지 못했고 오히려 수준이 떨어진 편이었다. 19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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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당시 시대현황에 대한 묘사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

에 일제강점기에 만주지역으로 이주한 조선 이주민 역사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이국타향에서 조선이민의 가난한 생활을 제재로 창작한 작품들은 

최서해의 ‘신경향파’3) 사상을 집중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최서해

의 문예창작활동은 1920~1930년에 집중되어 있다. 당시 조선은 심한 정

치 ·사회적 혼란에 빠져 있으므로 문학활동도 점점 현실주의에 기울어졌

발표했던 ｢갈등｣(1928)은 프로문학의 방향을 전환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29년 카

프를 탈퇴했고 1931년 『매일신보』의 학예부장으로 일했다. 1932년 7월 9일 별세했다. 그

의 작품 주인공들은 대부분 하층민들이다. 모순된 환경에 처해 나중에 조건반사적으로 저

항한다. 특히 작가 자신의 체험을 서술적인 필치로 빠르게 이끌면서 넓은 공간과 긴 시간

을 폭넓게 장치한 것은, 개인적 내면 풍경 묘사에 그쳤던 여타 소설가들의 작품 경향과는 

그 궤도를 달리함으로써, 최서해 소설의 독특한 소설사적 위치를 규정하는 특징으로 손꼽

을 수 있게 해 준다. 최서해의 작품 무대는 중국 동북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실제로 중국 

동북지구는 일제지배에서 민족해방운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한국 국

내의 작품들과는 대조적이다. 어쨌든 중국 체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했다는 것은 작가 

자신의 체험과 관계 깊은 것뿐만 아니라 당대 현실과 밀착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원래의 경향 문학(傾向文學, tendencious literature)은 청년 독일파의 문학을 가리키는 것

으로, 그것은 순수 예술에 대립하여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 즉 경향성을 띤 문학을 의미

한다. 청년 독일파의 문학은 현실 변혁을 강렬히 지향하여 그들이 정치적으로 소망하는 

경향들을 알린다는 목적을 위해 객관성을 희생시킨 과도한 주관적 문학이다. 신경향파문

학은 1924년 후 백조파와 창조파의 낭만주의와 자연주의 경향을 비판해 일어난 사회주의 

경향의 새로운 문학유파다. 카프가 성립하기 전후 수년간에 나타난 한국문학의 새로운 국

면으로 곧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전기 현상이었다. 원래 경향문학이라면 작품을 통

해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인 사상을 주장, 민중을 같은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데 목적을 

둔 문학을 뜻하는데, 이와 같은 개념에 신(新)을 덧붙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신경향파 

문학의 특징은 첫째, 소재를 궁핍한 데서 찾은 것. 둘째, 지주 대(對) 소작인 또는 공장주 

대(對) 노동자의 대립을 중심 플롯(plot)으로 한 것. 셋째, 결말이 살인 ·방화로 끝나는 것 

등이다. 대부분 신경향파문학처럼 소설 「홍염」에서도 현실 대응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난

다. 방화와 살인이라고 하는 대응 방식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현실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

는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며 자포자기 상태에서의 충동적 행위는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

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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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경향문학성을 지니고 있는 그의 작품의 창작기간은 대체로 1923~ 

1929년에 집중되었다. 중국 동북지방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작품은 

최서해의 문학생애에서 큰 비중4)을 차지함으로써 최서해가 점점 신경향

문학파의 대표작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최서해가 작품활동을 한 1920~ 

30년대의 한국의 현실은 “심한 혼란과 궁핍의 시기”5)라고 할 수 있다. 

“1910년대 일제는 초기 식민지 정책의 하나로 토지조사를 감행”6)하여 전 

국토를 수탈함으로써 조선 사람은 토지를 상실하게 됐다. 식민지 현실은 

한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경제적인 곤란을 가져오게 돼 조선사람들이 

궁핍한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 1920년대는 1차 세계대전 발발 후, 민족

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의 강화로 또 다른 불안과 

위기를 조성했다. 1930년대에 들어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침략 전쟁을 

발동했다. 당시 한민족은 일제의 토지수탈 정책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20년대 정신적으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갈등을 경험한다. 일본의 토지

수탈 정책은 경제적 궁핍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대부분 농민들이 소

작인으로 영락하게 된 사실은 당시 『동아일보』의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只今은 朝鮮都市에서도 資本主義的商工業이 제법貧弱한 農村을 榨取할 만
한 程度까지는 發達하얏다 그리하야 左右로 挾攻을 當하는 朝鮮農村은 그 自
作小農家 年復年으로 沒落하여 現今은 全朝鮮 農戶가 二百七十萬九千六百三

4) 최서해가 1918.3~1934.9 기간에 60편의 단편소설과 1편의 장편소설을 창작했다. 그중에 

중국 동북지방을 배경으로 창작한 18편 소설은 아래와 같다. 「해돋이」·「박돌의 죽음」 · 「기

아와 살육」 · 「홍염」 · 「향수」 · 「탈출기」 · 「저류」 · 「폭풍우시대」 · 「만두」 · 「미치광이」 · 「토

혈」 · 「고국」 · 「이역원혼」 · 「십삼원」 · 「그찰나」 · 「돌아가는날」 · 「폭군」과 「白琴」 등. 곽근 

편, 『최서해전집 · 下』, 문학과지성사, 1987, 작품 연보 참조. 

5) 洪以燮, 한국정신사 서설(연세대출판부, 1975), 116쪽.  

6) 金文植 外, 일제의 경제침탈사(민중서관, 1972),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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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六戶에 對해야 小作農戶가 二百十萬六百二十二戶이라는 數字 곳 八割의 多
數를 示하얏스니 이 多數한 小作人은 果然 如何한 生活을 하는가를 一瞥할진
대 六十萬九千十四戶 곳 二割에 不過한 地主輩를 爲하여 血祭에 供하는 犧牲
的動物의 運命과 갓다(중략)大體로 보면 收穫한 穀物의 半部以上의 小作料는 
常例가되고 그 밖에도 地稅 (중략) 등을 一一히 精算하면 小作人의 所得은 空
이 될 것이다. (「小作人問題에 對하야」, 『동아일보』, 1922.8.2)

이러한 농민의 빈곤 현상은 조상 전래의 농토로부터 강제 축출당하는 

이농의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농촌에서 쫓겨난 이농민은 국외나 도시

의 노동자로 전락하게 됐다. 이처럼 1920년대의 농촌의 궁핍화는 많이 

심해졌다. 그리고 농토를 잃은 농민은 노동자로 종사하게 됐으며, 또 많

은 실업자7)를 만들었다. 이에, 이런 도시의 실업자들이 국외, 특히 중국

동북8)으로 이주하게 됐다. 

중국 동북지방 배경을 논술한 주요 논문은 아래와 같다. 신영동9)은 작

품 중에 나타난 패배주의와 허무주의 등의 유형적인 특성을 주로 분석하

였다. 임흥준10)은 작품에 나타난 재만 한인의 삶과 작가의 현실인식을 

논술하였고 ‘떠남’, ‘살인(죽음)’, ‘항일투쟁’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다. 홍

연실11)은 최서해의 「기아와 살육」 · 「홍염」 · 「탈출기」 3편 작품을 연구대

7) 移民政策이니 이것은 朝鮮사람의 各階級에 向하야 失業問題를 일으킨 것이다. 例하여 말하
면 農民에게잇서서는 小作權喪失이되고 (중략) 또한 各自의 職業과 일자리를 일어바리고 
만것이며…(「朝鮮人的貧困問題」, 『동아일보』, 1924.11.11) 

8) 만주에 이주한 역사는 옛날에도 있었으나 규모가 좀 큰 것은 1903년부터 1933년까지의 30년

에 한했다. 1922년 약 70만 명, 1933년 약 100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들은 중국동북지구와 

국경선에 있는 압록강 · 도문강 유역 ·리오하강 상류지방에서 그 대다수가 논농사에 종사하

는 농업노동자화하였다. 金文植 外, 일제의 경제침탈사(민중서관, 1972), 61~62쪽.

9) 신영동, ｢崔曙海 小說 연구: 間島背景作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10) 임흥준, ｢최서해소설연구: 간도배경작품을 중심으로｣, 啓明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89.

11) 홍연실, ｢間島小說硏究: 崔曙海, 姜敬愛, 安壽吉의 作品을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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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주인공들이 어떻게 폭력과 살인 방화들로 조선민중의 반항심리를 

표현하게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都愛慶12)은 주로 사회적 시각이 아니라 

개인적인 시각으로 본 ‘고향’ ‘낯선 땅’ ‘집’ 등 공간이 주인공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분석하였다. 김승종13)은 기호학적 각도로 최서해의 중국 동북

지방 배경 소설의 표층구조와 심층구조를 분석하였다. 상술한 것과 같이 

현재 논문은 주로 작품 중에 중국 동북에서 발생한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일제식민 통치하 조선 이민의 빈곤한 생활을 묘사하고 그중에 나타

난 신경향 문학사상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중국동북제재의 구체적 표현

을 연구하는 성과가 아직 미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최서해

의 소설에서 나타난 중국동북지역은 원주민 중국인뿐만 아니라 이민해 

온 조선인도 있고 만주를 점거한 후 중국 전역을 침략하려고 하는 일본사

람도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잡거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 글은 최서

해의 소설에서 나타난 잡거한 여러 나라의 국민을 국별이 아니라 계급을 

기준으로 중국지주, 부유한 조선이민자 그리고 일본사람과 같은 지배계

급과 빈곤한 조선이민자와 같은 피지배계급 두 개 대립 계급으로 구분하

여 그간의 계급대립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논문, 1992. 

12) 都愛慶, ｢해방전 간도 체험소설의 공간수용 양상 연구: 최서해, 강경애, 안수길의 작품을 

중심으로｣, 翰林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2004.

13) 김승종, ｢특집논문: 최서해 소설의 기호학적 연구-간도 배경 소설들을 중심으로-｣, 현
대문학의 연구, Vol.3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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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포하고 인색한 지배계급 인물양상

1) 중국인, 중국지주의 개

최서해의 작품 중에 중국 동북을 배경으로 작성한 작품에서 조선이민

자들이 중국인을 부르는 호칭은 강렬한 불만과 증오를 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주 나타난 호칭은 “지나인(支那人)”이다.

나는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구하였다. 빈 땅은 없었다. 돈을 주고 사기 전에

는 한 평의 땅이나마 손에 넣을 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인(支那人)의 

밭을 도조나 타조로 얻어야 한다. (「탈출기」, 17쪽) 

“이놈(支那人)의 땅에 사는 우리 불쌍하지!” (「기아와 살육」, 38쪽)

“지나인”이라는 호칭은 중국인에게 강렬한 증오한 감정을 표출하는 단

어라고 할 수 있다. ‘지나(支那, China)’라는 말은 인도의 고문헌인 『摩訶
婆羅多』의 제2편 『大會篇』 23장 19송과 『羅摩衍那』 제42장 12절에서 가

장 먼저 나오는 것으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쓰는 국명”14)이라고 할 수 있다. 湯洪에 따르면, 지나는 처음에는 

인도어에서 번역해 왔던 것인데 아무 감정 색깔도 없고 심지어 좋은 감

정15)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어에서 “지나”

14) 湯洪 · 金鉉哲, 「‘지나(支那)’ 어원 연구 총술」, 중국어문학논집, No.84, 2014, 427~428쪽. 

15) 唐의 승려 慧苑은 『新譯大方廣佛華嚴經音義』에서 “支那는 ‘真丹’이라고도 하며, 사유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사려가 깊고 셈을 많이 하므로 이에 그것으로 이름을 

삼았는데, 그곳은 지금의 漢國이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宋의 승려 法雲도 『翻譯名義集』
에서 “脂那……支那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문물국을 가리킨다. 즉 이곳이 의관문물의 

땅임을 찬미하 는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湯洪 · 金鉉哲, 「‘지나(支那)’ 어원 연구 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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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침략할 중국을 말하며 일본은 청일전쟁(淸日戰爭)이 발발한 후 “지나”

라는 호칭으로 중국을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은 원래 “漢”· “唐”· “宋”· “明” 

등 호칭으로 중국을 불러왔지만 청일전쟁 후부터 “지나”라는 호칭으로 청

나라 정부 및 국민정부를 일컬었으며 패전 후 더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 

후 일부 우익 등 반중감정을 가진 사람들 및 대만 독립 운동의 후원자들

이 계속 사용했으며 중국인은 이 호칭을 모욕적인 단어로 여긴다. 황휘

(黃暉)의 「동창 ·소년(恰同學少年)」16)에서 공소수(孔昭綬)가 자기의 경

력을 서술했을 때 ‘지나’에 대한 감정 혐오의 정서를 잘 표현한 편이다. 

이에 최서해의 작품 중 중국인들이 혐오하는 ‘지나’를 사용하여 당시 조선 

이민자들이 중국지주에게 가진 적대적인 정서를 강렬히 표현했다.

한편, 피지배계급에 속한 조선이민자들의 눈에는 중국지주가 인간성을 

잃고 사람보다 개를 더 중요시하는 비인간적인 존재이다. 조선사람들이 

이런 중국지주를 직접 ‘개’로 욕했다. 「홍염」에서 무남독녀인 용례를 빼앗

긴 후 문 서방은 “에이구 응……너를 이 땅에 데리구 와서 개 같은 놈에

게……”(하17쪽)17)라고 침통하게 외쳤다. 작품에서 조선이민자들이 중국

중국어문학논집, No.84, 2014, 430쪽. 

16) 일본인은 몹시 경멸스런 태도로 ‘지나인’을 말한다. 『네덜란드대백과통용사전』에 따르면 

‘지나’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뜻을 가진 호칭이고 일본어에서 자주 나오며 어리석고 제

정신이 아닌 중국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중국어 원문은 아래와 같다. 孔昭綬說 “每次遇到
日本人的時候, 他們都會說, 看, 支那人來了. 他們當時說話的表情, 我想我這壹輩子都不會
忘記! 那是壹種看到了怪物、看到了異類、看到了某種不潔凈的東西、看到了壹頭豬混到了人
群裏, 才會表現出的輕蔑和鄙夷! 於是, 我就去查字典, 我不相信日本人的字典, 我查的是荷
蘭人出的1901年的《荷蘭大百科通用詞典》. 我查到了” 支那, 中國的貶義稱呼, 常用於日本
語, 亦指愚蠢的、精神有問題的中國人. “這就是支那的解釋! 恥辱啊, 恥辱!! 我泱泱大國, 巍
巍中華, 竟成了諸般列強眼中的蠻荒未化之地! 恥辱啊! 我四萬萬同胞, 竟成了任其宰割的
魚肉!” 

17) 이 글은 곽근이 편집한 『최서해전집 上 ·下』(문학과지성사, 1987)를 연구저본으로 삼고 

아래에서 上 · 下권과 쪽수만 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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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에게서 능욕이나 압박을 당한 후 중국지주에 대한 호칭은 ‘되놈’ · ‘몹

쓸 놈’ · ‘오랑캐’ 등으로 나타난다. 「홍염」에서 문 서방은 찬바람을 무릅쓰

고 지주 인가의 집에 딸을 찾으려고 할 때 한관청은 바람을 향하여 '되놈'

이라는 욕을 한다. 이는 이중 의미를 가진 단어로 찬 바람을 욕하기도 하

고 중국인 지주 인가도 욕한다고 할 수 있다. 한 관청은 문 서방에게 “엑 

워쩐 바람이 이런구 그게 되놈인데 부모두 모르는 되놈인데”(하12쪽)라

고 말하는 것을 통해 문 서방이 딸집에 가서도 ‘장인’의 대우를 못 받겠는 

것을 암시한다. 이와 같이 최서해의 중국제재소설에서 중국인은 대부분 

부정적인 존재로 조선이민자들은 그들에게 강렬한 원한과 증오를 표현하

고 중국인에 대한 ‘오랑캐’ · ‘못된 놈’ · ‘되놈’ · ‘지나인’과 같은 호칭을 통

해 분명히 볼 수 있다.

그 밖에 이런 소설에서 중국인의 언행에 대한 묘사부분도 있다. 작품에

서 나타난 중국인들은 거의 다 지주와 같은 지배계급이다. 예를 들면, 「홍

염」에서의 중국인 지주 인가, 「이역원혼」에서의 중국인 지주 유가 등, 그 

밖에 또 지주의 졸개(하인이나 개) ·산주인 ·일반 중국인 ·중국경찰 등 

인물이 등장했다. 「홍염」에서의 문 서방이 빚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문서

방의 딸을 강제적으로 빼앗아갔던 지주 인가는 대표적인 중국인 지주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문 서방은 빚을 갚을 여분의 양식이 없다고 말했

을 때, 인가는 “울리 쌀리디, 울리 소금이디, 울리 강냉이디……니디 입이

(그는 입을 가리키면서)다 안 먹어?”(하15쪽)라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얼굴도 “거무락푸르락해”졌다. 소작인들이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수확한 후 양식은 대부분 지주에게 빼앗기고 남은 형편없이 적은 양식으

로 연명해 왔던 처지다. 그래도 인가는 이를 모른 척하고 문 서방에게 분

명히 먹을 양식이 있는데도 빚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문 서방을 때린 후 

그의 딸을 빼앗아갔다. 여기서의 중국인 인가는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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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남의 가족을 망하게 하는 비인간적인 이미지다. 또한 인가는 문 서

방 부부를 장인 ·장모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장모”가 죽기 

전에 딸을 한번만 보고 싶어한다는 요구까지도 거절한다. 그래서 이웃사

람들이 문 서방의 아내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허 그러개 

되놈(胡人)이라지! 그놈덜께 인륜(人倫)이 있소?”(하22쪽)라며 한탄했다. 

그리고 인가의 외모에 대해 “개기름이 번지르하여 핏발이 올올한 눈을 

흉악하게 굴리”며 “뺨은 성난 두꺼비 배처럼 불떡불떡 하였”(하16쪽)고 

“수캐”처럼 앉았다고 묘사한다. 

「이역원혼」에서 조선인 과부의 미색을 탐하여 그녀의 남편이 죽은 후 

어느 밤 그녀의 집에 잠입하여 겁탈하렸다가 봉길 할아버지와 목숨을 걸

고 반항한 과부를 모두 도끼로 죽인 중국인 지주 유가는 자기의 색욕을 

채우기 위해 남의 목숨을 빼앗는 부정적 이미지다. 처음부터 홀아비인 유

가는 여인을 본 첫눈에 “늘 고요한 데서 만나면 두 눈이 스르르 흐리고 

누런 이빨을 드러내어서 벙긋 웃으면서 수상히 달라붙는 꼴”(280쪽)을 

보이는 것이다. 그 후에 여인이 중국인 지주의 요구를 거절한 후 유가의 

태도가 급변하게 돼 “김을 잘못 맨다는 둥 빚을 어서 갚으라는 둥 하여 

일없는 생트집을 잡”(281쪽)기 시작했다. 남편이 죽은 후 유가를 피하러 

맞은편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여인을 막기 위하여 유가는 “가을에 추수를 

하여 꾸어 먹은 양식을 갚고 자기 땅에서 떠나”(281쪽)라는 조건을 내놓

았다.

또한, 개를 기르고 개의 폭행을 내버려 둔 중국인 지주는 사람의 목숨

보다 개를 더 아끼는 비인간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조선인 소작농은 조금 

반항만 하면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궁핍한 처지였다. 「기아와 살육」

에서도 경수의 어머니가 개에게 물려 죽은 경우 이웃사람들이 “개를 클아

배(할아버지)보담 더 모시는데”(38쪽)라고 한탄했다. 개를 제외하고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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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악행을 나타내는 또 다른 졸개는 하인이다. 「홍염」에서 문 서방이 

인가의 집에 방화했을 때 인가 집의 하인들은 “개짖음에 홍우재(마적)나 

돌아오는가 믿었던지 헛총질을 너댓 방”(하25쪽)을 했다. 개짖음만 듣고 

마적이 온 줄 알아서 놀라 허둥지둥해 헛총질만 쏘고 사고만 당하면 겁나 

어쩔 줄 모르는 중국인 하인들이다. 그리고 불길이 널리 퍼졌을 때 모두 

불붙는 데 모여들었으나 “어쩔 줄을 모르고 떠들고 덤비면서 달려가고 

달려올 뿐”(하26쪽)이었다. 이러한 지주 및 지주의 졸개를 제외하고 또 

산주인, 보통의 중국사람, 중국경찰이 몇 번에 나타났다. 

한편, “간도에 있는 중국인들은 조선 여자를 빼앗아가든지 좋게 사가더

라도 밖에 내보내지도 않고 그 부모에게까지 흔히 면회를 거절한다. 중국

인은 의심이 많아서 그런다고 한”(하18쪽)다는 소개처럼, 일반 중국사람

은 호색하고도 의심 많고, 부유하지만 동정심이 없는 이미지이다. 「홍염」

에서 딸을 몹시 그리워한 끝이 죽을 지격에 처하는 문 서방의 아내의 요

구도 ‘사위’ 인가에게 거절당한다. 「미치광이」에서 언급한 중국인은 비록 

등장하지 않지만 조선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이 중국인은 김 참봉의 아내

와 간통을 하다가 미치광이에게 발각됐으며 여색을 좋아한다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 「홍염」에서 개가죽모자 개가죽바지에 “커단 울레(신)”를 

신은 중국 썰매꾼들은 문서방을 보고 “꺼울리 날취?(저 조선 거지 어디 

가나?)”(하13쪽)라고 문 서방을 거지로 조소했다.

그 밖에 중국 경찰의 이미지도 부정적인 것이다. 「탈출기」에서 집안 식

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몰래 입산했다가 어떤 산 임자가 나무 잃고 고발

을 하면 “불문곡직하고 우리 집부터 수색하고 질문하면서 나를 때리”(22

쪽)는 중국 경찰, 「돌아가는 날」에서의 조선이민의 생명과 재물을 위협한 

마적을 내버려두는 중국 경찰, 「고국」에서 “아편을 먹으면서 아편장사를 

잡아다 때리”(100쪽)는 중국 경찰부장은 촌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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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법을 알면서도 법을 어기는 조선이민자를 괴롭히는 

존재이다. 마적이 횡행할 때 “중국 관청에 호소해야 그놈들이 그놈이

고”(314쪽)라는 말처럼 중국 경찰을 믿을 수 없으며 중·일 이중(二重)법률

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도 보호할 수 없는 조선이민자의 처지를 잘 보여주

는 것이다. 

한편 중국인의 언행에 대한 묘사에서 중 ·조혼용어라는 독특한 현상이

있다. 당시 중국 동북지방에서 여러 나라가 잡거하고 있었지만 이 글은 

주로 잡거한 중국과 조선에 대해 논술하겠다. 중 ·조 혼용어 현상은 양국

의 사람들이 한 곳에 같이 살고 서로 영향을 받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곳에 중국과 조선사람들이 잡거하여 생활방식도 서로 영향을 미치고 

변화가 나타나 예전에 중국 상해에서 나타난 상해식 영어-피진 잉글리

시(洋涇浜語, pidgin)와 비슷한 경우이다. 여기에 나타난 중 ·조혼용어가 

순수한 중국어나 조선어가 아니고 두 가지 언어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독특한 언어이다. 「홍염」에서 “웬일인지 서투른 대로 곧잘 하던 조선말은 

하지 않고 알아도 못듣는 중국말을 쓰면서 담뱃대를 문 서방 앞에 내밀었

다”(19쪽)라는 말처럼 지주 인가가 조선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할 줄 알았다는 것이다. 중국 지주는 특히 조선어를 공부할 이유가 

없고 다른 중국 사람도 조선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중국 파리꾼은 문 서방을 욕하는 “꺼울리 날취(저 조선 거지 어

디 가나)?”(13쪽)라는 말은 중국어 발음과 조선어의 어순을 사용하면서 

조선어로 중국어 단어의 발음을 표기한다. 중국어의 어순은 이렇게 “꺼울

리 취날”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꺼울리”는 작가가 괄호에서 표기한 

“조선 거지”라는 뜻이 아니라 발음으로 보면 “狗(gou, 개)”라는 뜻으로 

조선 거지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다. “장구재(주인) 유(있소)”(19쪽)라는 말

에서의 “장구재”도 중국어의 발음인 “掌柜(zhang gui zi)를 사용한다. 비록 



56  東亞文化 第53輯

조선말로 표기하지만 중국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이것은 음역이다. 「홍

염」에서 지주 인가가 문 서방의 집에 빚 독촉을 했을 때 이런 중 ·조혼용어

를 많이 사용하고 당시 동북지방의 혼용어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부요우(싫어)…… 퉁퉁디…… 모모 모두 우리 가져가두 보미(옥수수) 쓰단

(四石), 쌔옌(소금) 얼씨진(20斤), 쑈미(좁쌀) 디 빠단(八石) 디유아(있다)……

니디 자리 알라있소! 그거 안줘?” (「홍염」 전집하, 16쪽) 

앞에 “부요우”는 중국어에서 “不要(bu yao)”의 음역이고 같은 용법인 

“보미—苞米(bao mi)”, “쓰단—四石(si dan)”, “쌔옌—细盐(xi yan)”, “얼

씨진—二十斤(er shi jin)”, “쑈미—小米(xiao mi)”, “빠단—八石(ba dan)”

도 있다. “유아”는 중국어에서 “有啊(you a)”의 음역이다. 인가는 대부분 

중국어 발음을 사용한 것을 통해 그가 조선어로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지

만 일상 명사를 그렇게 많이 장악하지 않아 직접 중국어식 조선어를 사용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도 문 서방은 이런 거친 조선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통해 당시 그곳에 살고 있는 조선소작인은 농사와 관련한 

간단한 중국어를 할 줄 알았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앞에 나타난 중 ·조혼용어는 「홍염」에서 많이 나타나고 상층 중국 지

주계급과 하층 빈농계급의 관계를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혼용어는 

당시 그곳에 지주와 빈농의 입장이 대립됐지만 공존해 문화 ·언어의 교류

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멸시하고 존대하는 언어색채를 

띠는 측면에서 여기서도 심한 계급갈등을 엿볼 수 있다.

중국지주의 졸개인 개가 어느 층면에서 중국지주의 이미지를 두드러지

게 하는 존재이다. 「미치광이」에서 “군데군데 중국 사람 집에 사나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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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찌 많은지 몽둥이 없이는 다닐 수 없습니다”(89쪽)라는 정도로 개가 

많은 것이다. 「홍염」에서 문 서방이 중국지주 인가의 집 앞에서 만난 개

무리의 양상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문 서방은 울긋불긋한 채필로 관운장과 장비를 무섭게 그려붙인 집 대문 앞

에 섰다. 문밖에서 뼈다귀를 핥던 얼룩개 한 마리가 웡웡 짖으면서 달려들더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개무리가 우하고 덤벼들었다. 어떤 놈은 으르렁 으르고, 

어떤 놈은 뒷다리 사이에 바싹 끼면서 금방 물 듯이 송곳 같은 이빨을 악물었

고, 어떤 놈은 대들었다가는 뒷걸음치고 뒷걸음을 쳤다가는 대어들면서 산천이 

무너지게 짖고, 어떤 놈은 소리도 없이 코만 실룩실룩하면서 달려들었다. 그 

여러 놈들이 문 서방을 가운데 넣고 죽 돌아서서 각각 제재주대로 날뛴다. 그

렇지 않아도 지금 개 때문에 대문 밖에서 기웃거리던 문 서방은 이 사면초가를 

어떻게 막으면 좋을지 몰랐다. 이러는 판에 한 마리가 휙 들어와서 문 서방의 

바짓가랭이를 물었다. (「홍염」, 전집하, 18쪽) 

여기서 개무리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로써 개가 조선이민자들의 눈에 

어떤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인 집만 보면 

저절로 개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개가 중국인과 조선이민자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엿볼 수 있다. 개가 먹거리를 보자마자 앞다투어 달려드는 것

을 통해 개가 주인인 지주와 같은 탐욕스러운 근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아와 살육」에서 경수 어머니가 아픈 며느리에게 먹여 주

려고 밤중에 양식을 빌려가다가 개에게 물려 죽을 뻔했다. 개는 두 가지 

대립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다. 충성스러운 조수이자 사나운 짐승이기도 

하다. 최서해는 개의 사나운 일면을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최서해

가 이렇게 개를 쓰는 의도가 아래와 같이 추측할 수 있다.

개는 원래 길들인 늑대이자 사나운 천성을 지니고 있는 동물이다.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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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식동물 형상은 지주계급이 하층빈민을 참혹하게 착취하고 소작인의 고

혈을 짜는 형상과 호응한다고 볼 수 있다. 작품에서 개의 이미지는 중국 

지주의 졸개이면서도 중국지주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다. 개는 무리를 지

어 살 때 “등급제도”와 “주종관계”도 있다. 집단의 온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질서를 확립한다. 위험에 대한 경계심과 주인을 보호할 충성심이 강

한 개는 영지 관념이 있고 다른 동물이 자기 영지에 침입하지 않도록 보

호한다. 이것은 당시의 계급사회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인

간의 계급사회는 “등급” · “밥” · “생존공간” 등과 관련되어 있다. 개의 강

한 경계성도 당시 조선사람의 눈에 보이는 중국인의 의심이 많은 성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지주는 토지에 대해 점유욕이 강하여 이민해 온 

조선사람을 적대시하고 경계했다는 점에서 개가 낯선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이 중국인의 외래이민에 대한 경계심과 자아보호심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은 개도 불을 무서워하고 「홍염」에서 힘이 약한 문 서방

은 불로 흉악한 인가와 개를 반항해 냈다.

중국에서도 당시 악인의 졸개인 개를 묘사한 작품이 있다. 예를 들면, 

주선함(朱宣咸)은 1940년대에 상해에서 창작한 중국 심흥 목각판화 「개」

에서 한 마리 흉학한 개가 으르렁거리며 옷이 남루한 할머니와 손자 두 

사람을 향해 달려들고 있는 장면을 그렸다. 당시 빈곤한 사람은 자신도 

배불리 먹지 못한 상황에서 개를 키울 수 없는 것이 뻔하다. 그래서 넉넉

한 지주의 집에서 개를 많이 키우고 지주의 개도 주인처럼 사납고 가난한 

집을 괴롭혔다. 이에 개는 저절로 지주계급의 표지물이 된다. 당시 동북

지방의 중국원주민의 인원수는 조선이민자보다 좀 적고 1912년 간도 거

주 조선인은 16만 3천 명이었고, 같은 해 중국인 거주자는 4만 9천 명이

었다. 그리고 1922년에는 조선인이 32만 3천여 명이었고 중국인은 7만 

여 명이었다.18) 여기서 조선인보다 많이 적은 중국사람들은 대부분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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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작품에서 나타난 중국인들이 개를 키우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최서해의 작품에서 개는 집을 보는 짐승이기보다 지주의 

주구와 사납고 탐욕스럽고 비인간적인 지주의 화신으로 묘사한다. 

최서해의 중국동북제재 소설에서 나타난 중국인은 대부분 악인의 이미

지다. 조선이민의 고혈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엄과 생명까지 빼

앗아간 존재이다. 지주 ·개 ·하인은 당시 중국지방의 중국인의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홍염」에서 문 서방은 지주의 집에 방화를 했을 

때 지주 인가가 죽고, 개가 도망가고, 하인도 꼼짝도 하지 못한다. 그들은 

비록 “어둠을 기회로 모아들었던 온갖 요귀(妖鬼)”이지만 이런 사나운 악

인은 하층 빈민의 분노 앞에서 무력화되었다. 

비록 민족대립과 계급대립 양자 간의 변증법을 두각시킨 논점19)도 있

지만 최서해가 당시 처한 경제 배경을 고려하면 계급대립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빈농 출신이고 집안이 가난한 최서해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중국 동북으로 갔고 온갖 고난을 겪어서 접촉한 사람들도 대부분 중국지

주와 하층계급의 소양이 높지 않는 중국인으로 볼 수 있다. 최서해의 고

통스러운 중국체험의 장본인은 바로 중국지주이다. 그래서 최서해의 중

국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에서 중국인 지주에 대한 증오감을 띠고 있는 

호칭이나 언행 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시 동북

지방의 중국인은 지주계급의 대표라는 측면에서 당시 지주계급이 빈농을 

착취하여 계급갈등을 격화시킨 존재였다. 이에, 민족적인 갈등보다 계급

18) 高承濟, 韓國移民史硏究, 章文閣, 1973, 30쪽 참조.

    張春植, 「日帝强占期在中朝鮮人小說硏究」, 全北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博士學位論
文, 2003. 

19) 신봉수, 「계급과 민족의 변증법」,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1, 2009. 

    하정일, 「민족과 계급의 변증법: 최서해 문학의 탈식민적 성취와 한계」, 한국근대문학연
구, Vol.6, No.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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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대립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 부유한 조선이민자, 일본인

당시 중국동북지방에서 중국인 원주민뿐만 아니라 인원수가 더 많은 

조선이민자도 살고 있었다. 여기에서 나타난 부유한 조선이민자들의 이

미지는 역시 냉정하고도 비인간적인 이미지다. 「미치광이」에서 김참봉 

부부는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다. “(미치광이가) 저번에도 강가서 

돈 백 냥을 얻은 것을 김 참봉을 주었대!”며 “그래야 김 참봉은 저 사람을 

신발 하나 사주지 않어!”(96쪽)라는 박 서방의 말과 아내의 이간질하는 

말만 듣고 부지런히 일한 미치광이를 집에서 죽도록 때려서 내쫓았던 행

위를 통해 김참봉이라는 인물의 인색하고 혹독한 이미지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발설이 될까 겁이 나서 미치광이가 밥을 도적질한다고 남에게 

거짓말로 모함”(97쪽)한 김참봉의 아내 역시 자기가 남과 간통하는 추태

를 감추려고 미치광이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모함한다는 부정적인 여성 

이미지다. 

「기아와 살육」에서의 돈만 보고 남의 위급한 상황을 틈타 자기 욕심만 

채우는 최 의사와 동포의 불쌍한 형편을 동정하지 않고 돈만 알고 약을 

사러 온 돈 없는 경수를 무시한 박 주사도 남이 곤경에 처해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이다. “네 번이나 사절하고 응치 않던 최 

의사는 어찌 생각하였는지 오늘은 경수를 따라왔”(34쪽)다는 최 의사는 

역시 경수의 아내를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경수의 노동력을 탐하는 

것이다. 결국 경수가 위중한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머슴 계

약서로 진료비를 대신 지불한다. 그리고 박 주사는 경수가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약도 주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이마를 찡그리면서 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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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으로 들어간다”(35쪽). 「박돌의 죽음」에서의 김 초시도 돈만 보고 일하

는 부정적인 의사 이미지다. “몸집이 뚱뚱하고 얼굴에 기름이 번질번

질”(57쪽)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김초시가 건강해 보여도 “글쎄 못 가겠

다는 거 어찌겠소? 이제 바람을 쏘이고 걷고 나면 죽게 앓겠으니, 남을 

살리자다가 제 죽겠소”(58쪽)라는 이유로 박돌의 어머니를 거절했다. 진

료비가 없는 빈곤한 박돌의 어머니를 보고 식중독으로 죽을 지경에 처한 

박돌의 생사를 불고하고 왕진을 거절한다. 박돌의 어머니가 간 후 남편에

게 “약만 주어보오? 그놈의 약장 도끼로 바사놓게”(59쪽)라고 말한 같은 

어머니로서의 김 초시의 아내도 무자비한 여성이다. 그리고 젊은 주인은 

박돌의 집의 곤경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째 의원은 아니 보임메?”라고 

“책망 비슷하게”(60쪽) 물었다. 조선동포들의 외면에 아들의 목숨을 구할 

수 없는 불쌍한 박돌 어머니가 드디어 “에구, 한심한 세상도 있는게! 의

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두 그렇구나!”(61쪽)라는 한탄만 할 수밖에 없

었다. 

「해돋이」에서 나타난 일본인도 비인간적인 이미지다. 깊은 밤에 만수

의 집에 뛰어들어 만수를 때렸을 뿐만 아니라 만수의 어린 딸에게까지 

“‘빠가’ 하면서 어린것의 가슴에 권총을 고여 든다”(213쪽). 「저류」에서 

노인의 한담에서 나온 일본인은 조선사람에게 함부로 음주흡연할 수 없

도록 규정할 뿐만 아니라 조선의 기인이 나타날까봐 민족의 정기가 나온 

곳에 말뚝을 박기도 한다. 그리고 「향수」에서 나온 일본 경찰은 눈이 계

속 내려 눈을 쓸어도 금방 쌓일 것을 알면서 추운 겨울에 가난한 집의 

사람을 끌어내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우영을 때린다.

(김 서방) “아 그 ○○놈들이 장쉬 나는 곳마다 쇠말뚝을 박아서 못 나오게 

하는데……. 저 설봉산에서두 땅속에서 장쉬 나거라구 밤마다 쿵쿵 소리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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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런 거 ○○놈들이 말뚝을 박았다 빼니 피 묻었더라는데…….” (「저류」, 

전집하, 31쪽) 

식전부터 순사들은 돌아다니면서 눈을 치우라고 야단이다. 그러나 쓸어놓으

면 또 뿌려 오고 낯을 들면 눈이 뿌려서 옴짝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경관들은 

칼소리를 내고 돌아다니면서 못 견디게 굴었다.

……

(김 우영의 어머니:) “응 그 급살을 맞을 놈들이 그 애를 때렸네! 에구 그 

언 뺨을 그놈들이 사정없이도 때리데.” (「향수」, 26쪽) 

여기서 나타난 일본인은 냉정하고도 비인간적인 이미지다. 한일합방 

후 조선은 일제의 손에 완전히 들어갔다. 일제는 조선에서 세력을 믿고 

잔악무도한 짓을 하면서 조선을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조선

에서는 많은 농산품과 토지가 일제의 착취로 인해 양식이 부족해져서 많

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 또한, “국어(일본어)교육”을 실행하여 조선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극력 억제했다. 일제의 폭행은 상술한 태도와 행위를 통

하여 엿볼 수 있다. 추운 겨울에 조선사람들을 끌어내 강제적으로 계속 

내리고 있는 눈을 쓸게 하는 것을 통하여 일제는 조선사람을 인간의 자격

을 박탈하여 노예나 도구로 간주하여 조선국민을 유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참고 견딘 끝에 반항한 피지배계급 인물양상

 1) 참고 견디는 하층인물 

최서해의 작품에서 나타난 피지배계급은 주로 방관자, 선한 사람,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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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자 등을 포함한 조선이민자를 말하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조선하층

민의 작중 이미지에 대해 주로 “냉담하거나 동정한 방관자”, “착한 인물”

과 “정신이상자”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방관자는 주로 남을 동정하거나 냉담하게 대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들은 같은 비참한 신세에 처해도 남의 고통에 대해 마비돼 

버린 사람들이다. 「기아와 살육」에서 이웃사람들이 개에게 물려 죽을 지

경에 처한 경수의 어머니를 보고 노인의 상처를 돌봐준 사람도 없다. 그

들은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남의 불행을 이야깃거리로 삼고 이야기가 끝

난 후 “하나둘씩 흩어”지고 “뜨뜻한 물 한 술 갖다 주”(38쪽)지도 않는 

방관자이다. 「고국」에서 나운심은 중국에서 귀국했을 때도 같은 동네에 

살던 동포들은 나운심이 가는 것을 그냥 봤다. 그리고 「박돌의 죽음」에서 

박돌의 어머니가 실성하여 김초시를 물었을 때 이웃들이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른 김초시를 원망하면서 미친 박돌의 어머니가 무서워 “일종 엷은 

공포에 떨”(66쪽)고 다들 서 있기만 하고 도와준 사람이 없다. 「홍염」에

서 이웃들이 딸이 너무 그리워 죽을 지경에 이른 문 서방의 아내를 보고 

자기 신세만 한탄한다. “낯빛이 파랗게 질린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쭉 나와

서 섰건마는 모두 시체같이 서 있을 뿐”(하17쪽)이고 문 서방이 자기 딸

을 빼앗길 때에도 옆에서 보기만 하는 이웃들도 이런 냉담한 방관자이다. 

그리고도 문 서방은 지주 인가의 집에 딸을 찾아 갔을 때 어느 동포촌민

은 문 서방 집의 형편을 알면서도 “이게 문 서뱅이! 또 딸집을 찾아 가옵

느마?”(하14쪽)라고 문 서방이 사위를 보러 왔느냐고 농담한다.

그밖에, 「기아와 살육」에서 나타난 최 도감과 김 참봉은 개무리에서 경

수의 어머니를 구출한 마음씨 착한 사람이다. 그들은 길에 가다가 개 무

리를 보고 경수 어머니가 구워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개들에게 물어

뜯기는 경수의 어머니를 발견하여 구출한다. 「폭풍우시대」에서 동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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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아껴 보호한 이백천이도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다. 이백천은 지식인 

동포 동생이 “큰일”을 할 수 있도록 길에서 계속 배려해 주었다. 주인공

은 도움을 많이 받으므로 너무 미안해서 장작패기를 도와주고 싶었을 때

에 이백천은 “나는 큰일 할 아우님들을 위해서……이까짓 것이 다 뭐요? 

뼈를 깎어도 기쁘겠소이다”(372쪽)라고 동포 동생을 배려한다.

또한, 타자가 너무 내재적이 될 때 “윤리적 관계에서 벗어나”20)게 되고 

최서해의 작품에서 정신이상자도 나타났다. 예를 들면, 「박돌의 죽음」에

서 아들이 식중독에 걸린 후 진료를 못 받아 죽었음으로 실성한 박돌의 

어머니, 「기아와 살육」 중에 극한 빈곤 끝에 미쳐 살인을 한 주인공 경수, 

또 「미치광이」 중에 수도하다가 미쳐 버린 미치광이와 같은 정신이상자

이다. 이 세 사람 중 박돌의 어머니와 경수는 현실로 인해 미친 반면에 

미치광이는 처음부터 미친 사람으로 등장한다. 「박돌의 죽음」에서 과부

인 박돌 어머니가 혼자서 간신히 키웠던 아들인 박돌은 배가 너무 고파서 

남이 버린 상한 고등어 대가리를 주워 먹은 후 식중독으로 배 아파 죽을 

지경에 처하지만 돈이 없어서 의사 김초시에게 진찰을 거절당한 끝에 죽

어 버렸다. 아들을 잃어버린 박돌의 어머니가 “김 초시의 가슴을 타고 앉

아서 그의 낯을 물어뜯”고 드디어 “코, 입, 귀…검붉은 피는 두 사람의 

온몸에 발리”(66쪽)었다. 박돌의 어머니가 극히 절망한 나머지 실성해 살

인으로 보복한다. 「기아와 살육」에서 주인공 경수는 국내의 빈곤한 현실

을 벗어나기 위해 남부여대 중국 동북으로 이주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곳

에서도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다. 아내가 산후병으로 병상에 누워 버리

고 아이도 추운 겨울에 그럴듯한 입을 옷이 없어 추워서 후들후들 떨고 

어머니도 중국인의 개에게 물려 죽을 지경에 처한 상황에서, 동포 의사가 

진료비로 일 년간 머슴 계약을 요구하고 약방에서도 경수가 돈이 없다는 

20) 리처드 커니, 이지영 역, 『이방인, 신, 괴물』, 개마고원, 2004,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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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약을 주지 않는다. 이런 집안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있는 경수가 

심한 충격으로 인해 미쳐 살인을 한다.

경수의 눈앞에는 아무 거리낄 것 아무 주저할 것이 없었다. 그는 허둥지둥 

올라가면서 다 닥치는 대로 부순다! 상점이 보이면 상점을 짓모으고 사람이 

보이면 사람을 찔렀다.

“홍으적(도적놈)이야!”

“저 미친 놈 봐라!”

고요하던 거리에는 사람의 소리가 요란하다.

“내가 미쳐? 내가 도적놈이야? 이 악마 같은 놈덜 다 죽인다!”

경수는 어느 새 웃장거리 중국 경찰서 앞까지 이르렀다. 그는 경찰서 앞에서 

파수 보는 순사를 콱 찔러 누이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창문을 부순다. 보이

는 사람데로 찌른다. (「기아와 살육」, 39쪽)

「미치광이」에서 미치광이는 조선사람이 중국인 지주의 폭행에 반항하

지 못한 상황에 지주가 자기를 희롱하는 탓에 돌로 지주를 때린 후에도 

보복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다. 사람들은 바로 

그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미치광이가 정말 미쳐버렸다고 판단

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담한 미치광이가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욕심없이 

김 참봉에게 진심으로 대한다는 착한 일면도 보인다.

“참 별 사람이야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성한 사람 같기도 하고……. 헐벗었으

니 뉘 것을 훔칠 줄 아나, 배고프니 밥을 달라나!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그래도 일은 잘해. 김을 매는 것이나 나무를 하는 것이나 한다 하는 장정이 

와도 못 따르겠던걸! 저번에도 강가서 돈 백 냥을 얻은 것을 김 참봉을 주었대! 

그래야 김 참봉은 저 사람을 신발 하나 사 주지 않어!” (중략) 나는 ‘그가 도리

어 우리를 미쳤다고나 하지 않을까’고도 생각하였읍니다. 그 두 눈을 또렷이 



66  東亞文化 第53輯

뜨고 허공을 볼 때 그는 확실히 딴 세계를 보는 듯하며 만나려는 어떤 이를 

만난 듯이 생각났읍니다. (「미치광이」, 96쪽)

앞의 인용문은 이 소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미치광이의 

종종 괴이한 행위를 보고 남의 눈에 미친 사람으로 보인 미치광이가 혹시 

진짜 미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내’ 눈에 비추고 마음에 떠오른 그 미치

광이는 “미치광이 같지 않게 생각하”였고 미치광이의 독특한 행위를 떠

올리고 미치광이를 딴 세계의 사람으로 본다. “괴물스러운 것들과 마주치

는 기묘한 낯설음은 절대적 타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아 안에 있는 억

압된 타자의 드러남일 뿐이”21)라는 프로이트의 관점에 따르면, “내” 눈에 

비친 미치광이도 역시 어느 측면에서 압박을 당한 민중 마음속에 숨겨 

있는 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미치광이가 정말 미친 사람인지에 

대해 보는 시각이 바뀌면 미치광이의 세계에서 그들은 계급사회의 무지

몽매한 희생물로 보이고 오히려 그들을 미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암흑시대에 민중은 진보적인 지식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미친 사

람으로 여긴다. 여기에 미치광이가 중국 작가 노신(魯迅)의 「약(藥)」 중

에서 나타난 혁명지사인 하유(夏瑜)와 비슷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

유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아의(阿義)가 의외의 수입이라도 얻을 생각으로 

감옥에 가 봤다. 하유가 “청(淸)나라는 우리 모든 사람의 나라다”라고 하

기 때문에 아의에게 한바탕 맞은 후에도 오히려 아의가 불쌍하다고 말했

다. 그러나 그때의 중국인은 하유의 말을 이해하지 않아 그냥 미친 말로 

여기고 하유는 저절로 사람들의 눈에서 “미친놈”이 되어 버렸다. 민중을 

동원하지 않는 것은 중국의 신해혁명(辛亥革命)과 조선의 삼일운동에서

21) 리처드 커니, 이지영 역, 『이방인, 신, 괴물』, 개마고원, 2004,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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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같은 실패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노신의 다른 작품인 「광인

일기(狂人日記)」에서 “미친 사람”의 내면세계를 통해 볼 수 있다. 언행이 

정상적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미치광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정상인들은 반항하지 않고 압박과 착취를 그대로 받은 “순민(順民)”일 뿐

이다. 반면에 통치 계급의 압박과 착취에 반항하고 혁명하고자 하는 사람

은 오히려 “미치광이”로 보인다. 이 작품에서 혁명이 민중과 손잡아야 성

공할 수 있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미셸 푸코에 따르면, 광기를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적 진실적의 그 하부한계, 우발적이지 않은 본질적 

한계를 받아들이”22)는 것이다. 박돌의 어머니, 경수, 미치광이 세 사람이 

미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다르지만 모두 암흑 시대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다. 박돌의 어머니가 미치게 돼 의사를 물어 죽이고, 미치광이가 미

쳐 흉악한 중국인 지주까지 때릴 수 있으며 경수가 미쳐 경찰까지 죽인 

것은 “죽음이 시간의 측면에서 인생의 끝이듯이, 광기는 동물성의 측면에

서 인생의 종말이”23)라는 미셸 푸코의 말처럼 신경향파 문학의 특성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 하층민들이 이국타향에서도 조국을 잊지 않고 그리운 것이 

그들이 사용하는 ‘내지’24)라는 칭호를 통해 볼 수 있다. 이 칭호는 홍콩이

나 대만 사람들이 중국 대륙을 지칭하는 말과 같다. 조선 하층민들의 이

민생활에서 피눈물이 가득 찼다고 할 수 있다. 「탈출기」에서 박군 일가는 

처음 중국 동북에 왔을 때도 추운 겨울날이다. 그들이 처음 이국타향의 

토지를 밟은 날에는 조선 내지는 이미 봄이지만 여기는 아직 겨울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폭풍우시대」에서 “음력으로 이월 하순이니 조선 내

22) 미셸 푸코, 김부용 역, 『광기의 역사』, 인간사랑, 1991, 281쪽.

23) 같은 책, 281쪽.

24) 예를 들면, 「홍염」에서 “간도서는 조선을 내지라 한다”라는 말이 보충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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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같으면 얼음이 풀리고 밭을 갈 때가 되지만 여기는 겨울 바람이 그저 

스치었”(383쪽)다고 중국 동북의 겨울은 조선 내지보다 더 춥고 자연환

경이나 사회환경도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내

지는 외지와 구분해 사용한 것이다. ‘내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기탁

한 부드러운 정서를 포함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이민자는 조국을 

내지로 부르고 중국동북을 그냥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외지로 본다는 

뜻이다. 그들은 다만 남의 땅에 떠돌아다니던 유랑민일 뿐이라고 생각한

다. 이런 유랑민 처지는 당시 조선이민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여실히 반영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후에 열악한 자연·사회 환경에서 반항하는 행

위의 연장선에 놓인 것이다.

2) 비참한 현실에 참다 못해 반항한 하층인물

최서해의 동북제재소설에서 하층빈민들의 투쟁에 대해 잘 묘사한다. 

작품에서 일부 주인공들이 자유평화를 동경하지만 비참한 현실에서의 빈

곤과 기아로 점점 각성해 무기를 들고 투쟁하기 시작한다. 「박돌의 죽음」

에서의 박돌의 어머니 및 「홍염」에서의 문 서방의 투쟁은 자발적인 투쟁

이고 「해돋이」에서의 김만수 및 「탈출기」에서의 박군의 투쟁은 비교적 

성숙해서 혁명적인 사상이 드러난다. 이러한 선각적인 혁명적인 사상은 

구체적으로 「해돋이」에서 뚜렷이 나타난 항일정신, 「폭풍우시대」에서 민

족의 진흥과 독립을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정신, 「탈출기」에서 민족독

립과 혁명에 투신하는 정신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또한, 작중인물의 죽음으로 결말을 지은 작품이 몇 편이 있다. 예를 들

면, 「박돌의 죽음」에서 박돌, 박돌의 어머니, 의사 김초시가 모두 죽어 

버렸다. 「기아와 살육」에서 주인공인 경수가 마지막으로 길거리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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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살인을 저질러 결국 총에 맞아 죽었다. 「홍염」에서 문 서방은 아내

가 죽은 후 딸을 구출하기 위해 살인 ·방화를 했다. 「이역원혼」에서는 여

인과 봉길의 할아버지가 다 죽었다. 이와 같은 결말이 나타나게 하는 원

인은 거의 모두 계급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다. 죽음의 분위기가 작

품에서 가득 차고 있다. 프로이드가 제기한 ‘죽음본능’ 학설이 ‘생식본능’ 

학설과 대응된 것이다. 사람이 자기 생명의 성장과 발전의 능력25)을 제외

하고 또한 자기의 생물적인 신체를 무기적인 상태, 즉 죽음상태에 데려가

는 죽음본능을 가졌다는 것이다. 죽음본능은 전쟁 ·미움 ·살해 ·자해 등 

행위에서 선명히 표현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람의 가치는 관 뚜껑을 

덮고 나서야 안다”, “명예는 살아 있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다”는 말처럼 

죽음은 사람들의 고유적인 관념을 타파하고 사람의 사상을 깰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죽지 않을 때 요행수를 바라지만 죽음의 벼랑에 핍박됐을 

때에야 비로소 반항이나 반성을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작중인물의 죽음

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 “자신을 사지에 몰아넣어야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처럼 작품 밖에 있는 사람의 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박돌의 죽음」에서 박돌의 어머니는 의사 김초시를 물어 죽인다. 박돌

의 어머니가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아들을 잃어 자연

적으로 반항했을 뿐이다. 계급반항이라기보다 분통을 터뜨리는 반항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녀의 행위는 빈곤하고 약한 사람은 궁지에 몰렸을 때 

자기보다 힘이 더 강한 계급적인 원수에게 반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에 조선인 의사는 동포가 죽는 것을 보고도 구하

지 않는 것을 통해 민족적인 갈등보다 계급적인 충돌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홍염」에서 힘이 약한 문 서방도 횡포한 중국인 지주 인가에게 

반항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민중의 마음 속에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는 

25) 즉, 살려는 본능을 가리킨 것이고 핵심본능은 에로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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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문 서방의 반항이 신경향적인 반항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 서방의 반항은 주도면밀한 계획을 통해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목적은 딸을 구출하는 것이다. 문 서방은 일단 사람이 적

은 깊은 밤을 행동시간으로 선정하고 방화하기 전에 음식을 준비해 개를 

내쫓고 또한 직접 지주 인가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방화와 같은 

우회전술을 취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앞으로 개인적인 반항으로 이런 

비극을 모면할 방법을 제기하지 않고 문 서방처럼 살인·방화 등 함께 죽

어가는 극단적인 방식 역시 정확한 해결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서방의 저항은 의지를 가지고 현실을 돌파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성격

을 지니지만 자신의 곤경을 타파하기 위해 반항하는 것으로 역시 혁명적

인 각성보다 신경향적인 반항이라고 할 수 있다.

「기아와 살육」에서 경수는 중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지식인으로 나

오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 며느리를 위해 양식을 빌려오는 길에서 중

국인의 개에게 물려 죽은 어머니와 산후병으로 위독한 아내를 보면서 경

수가 “복마전(伏魔殿)같은 이놈의 세상을 부시자!”(39쪽)라고 극도로 분

노한 끝에 소리를 질렀다. 경수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가족들에게 곤경

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이 많지만 모두 “있는 

놈”에게 빼앗길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경수도 극심한 곤경에서 빈곤한 

생활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반성한다. 

‘세상에 먹을 것이 없나? 입을 것이 없나! 입을 것 먹을 것이 수두룩하지! 

몇 놈이 혼자 가졌으니 그렇지! 있는 놈은 너무 있어서 걱정하는데 한편에서는 

없어서 죽으니 이놈의 세상을 그저 두나?’

경수는 이렇게 돋쳐 생각할 때면 전신의 피가 막 끓어올라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나가면서 지구 등허리까지라도 부숴 놓고 싶었다. 그러나 미약한 자기의 

힘을 돌아보고 자기 한 몸이 없어진 뒤의 식구(자기에게 목숨을 의탁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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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눈앞에 선히 보이는 듯할 때면 ‘더 참자!’하는 의지기가 끓는 감정을 눌렀

다. (「기아와 살육」, 31~32쪽)

그러나 경수는 생각만 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았다. 가족들이 죽음 앞

으로 다가가는 상황을 봤다가 참지 못해 살인했다. 「이역원혼」에서 여인

이 자기를 강간하려는 중국인 지주를 끝까지 저항한다. 힘이 약한 여자는 

자기를 겁탈하려는 남자에게 반항하다가 죽었지만 강권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정절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지가 강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중국인 지주에게 반항하는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탈출기」와 같은 작품에서는 명확한 

혁명의식도 드러낸다. 박군의 마음속에 혁명적인 사상이 자발적으로 생

기게 된 것이다. 

—나(박군)는 여태까지 세상에 대해 충실하였다. 어디까지든지 충실하려고 

하였다. 내 어머니, 내 아내까지도 뼈가 부서지고 고기가 찢기더라도 충실한 

노력으로써 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속였다. 우리의 충실을 받지 

않았다. 도리어 우리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학대하였다.

우리는 여태까지 속아 살았다. 포악하고 허위스럽고 요사한 무리를 용납하

고 옹호하는 세상인 것을 참으로 몰랐다. 우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의식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네들은 그러한 세사의 분위기에 취하였었

다. 나도 이때까지 취하였었다. 우리는 우리로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험악

한 제도의 희생자로서 살아왔었다. (「탈출기」, 22쪽)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도 가족들의 입에 풀칠하기 힘든 

상황에서 박군은 자기 처지를 계속 반성하다 결국 고통의 근원(즉 불합리

한 사회제도)을 찾아냈다. 참혹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박군은 결국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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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빠진 민중을 구출하기 위해 혁명이라는 방법을 통해 현실을 개혁하

기로 결심했다. 「해돋이」에서 만수가 기존의 불합리한 사회제도에 불만

을 품고 삼일운동에 참가했다가 실패로 감옥에 갇혀 버렸다. 그러나 감옥

에 갇힌 일 년 동안에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았던 반항의식이 점점 굳어지

게 된다. 감옥생활은 그의 의지를 꺾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의지 굳고 목표가 선명한 혁명투사로 만들게 된다. 만수는 그를 괴

롭히는 현실에 굴복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혁명으로 대항하기로 했다. 

……조선사람들은 어느 골짜기나 없는 데가 없었다. 십여호, 삼사 호가 있는

데도 있고, 외따로 있는 집도 흔하다. 거개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서 중국사람의 

소작인으로 일평생을 지낸다. 간혹 전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나 그들은 쌀에 뉘

만도 못하였다. 그네들 가운데는 자기의 딸과 중국 사람의 전지와를 바꾸는 이

가 있다. 그네들은 일본과 중국과의 이중법률(二重法律)의 지배를 받는다. 아

무런 힘없는 그네들은 두 나라 틈에서 참흑한 유린을 받고 있다. 그래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이 없다. (「해돋이」, 206쪽)

「폭풍우시대」에서 주인공은 북만주에서 학교 교육에 투신해 민족의 독

립과 미래를 위해 조선국민을 교육하려고 한다. 주인공 일행은 학교의 후

원금을 모집하기 위해 도처를 돌아다니며 유세했다. 이때 조병구 반장이 

민중을 각성하기 위해 “우리도 사람이외다. 우리도 눈코가 바로 박힌 사

람이건만 우리는 사람들께서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도 사람

의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큰일을 해야 하겠습니

다”(382쪽)고 하는 말은 민중의 감정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하층 민중들에게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민중을 연합하고 그들의 혁

명의식을 계몽해야 한다. 교육으로 민중의 혁명적인 의식을 양성하고 기

존 사회제도를 뒤집어야 민족이 생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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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해의 작품에서 반항에 대한 묘사는 대부분 다 개인적인 반항만 집

중한 것이다. 여기에 원시적인 반항과 선명한 반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인 반항은 아직 혁명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집단적인 반항

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동북의 열악한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은 

사람들을 곤경에 몰리게 했지만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도 했다. 일부 사람

들이 극단적인 살인 ·방화 등 함께 죽음으로, 일부 사람들이 의기투합한 

지사들과 연합해 혁명으로 반항한다. 당시 대부분 반항은 개인적인 반항

이지만 이것은 훗날 민중을 연합한 전 민족적인 항쟁의 기초가 될 수 있

다. 사람은 정신적인 힘이 필요하다. 당시 조선민중들이 참혹한 일제통치

하에서 간신히 살다가 반항하려 할 때 삼일운동의 실패로 한민족이 유례

없는 좌절과 환멸의 분위기에 처해 있었다. 민족독립을 위한 반항운동의 

실패는 조선민족에게 물질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타격이 더 심

했다고 볼 수 있다. 민족의 독립에 대한 희망이 소실된 후 조선 전국은 

의기소침한 기운에 빠져들었다. 삼일운동의 실패로 일부 사람들은 조선 

국내에서 산송장처럼 침울한 생활을 하는 반면, 일부 사람들은 해외에 이

민해 갔다. 그때 당시 중국 동북지역이나 상하이에 이주해 온 조선이민자

들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중국 동북으로 이주하는 것은 도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가난을 피해 도망가더라도 기존의 사회제도를 변화시키

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조선 이주민들은 중국에서도 

고통스럽게 살다가 더 이상 현실 도피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고 각성하게 됐다. 그래서 중국동북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가 

아니고 조선 민중을 각성시키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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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최서해의 중국동북제재 소설은 직접 경험한 것을 소재로 당시 중국 동

북의 농촌생활 양상을 묘사한다. 중국 동북은 그의 소설에서 나타난 특수

한 공간으로 고향을 상실한 비참한 인생의 기록이자 조선민족의 이역 수

난지라고 할 수 있다. 최서해는 현실주의의 기법으로 당시 중국 동북에 

이민한 조선이민의 빈곤한 생활을 묘사한다. 1917~1923년 6년간 중국 

동북에서 지낸 시간은 최서해의 일생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의 계급의

식과 가치관의 기초를 다지며 그의 작품의 바탕색을 만든 것이다. 작품에

서 계급충돌의 대표적인 사건은 중국지주와 조선 하층빈민 간의 토지를 

놓고 일어나는 충돌이다. 작품에서 중국인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가 많은 

것은 당시 최서해의 경력과 직접 관련이 있다. 하층빈민에 대한 최서해의 

깊은 감정은 작품에서 나타난 이미지가 안 좋은 중국지주는 착취계급—

지주계급에 대한 증오와 반항에 융합되어 들어간다. 최서해의 중국 동북

제재 소설은 신경향적인 성격을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최서해는 이

역인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 조선이민자들이 압박과 착취를 반항

하는 현황을 묘사한다. 조선 국내에서도 지주들의 착취가 심한 상황에 굳

이 중국 동북을 소재로 한 것은 그의 직접 경력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이역 중국 동북을 소재로 쓰면 민감한 정치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기에 중국지주를 지배계급의 화신으로 묘사하는 것은 더 타

당할 것이다. 작품들에서 계급갈등과 원인, 신흥계급의 탄생과 성장, 지

주계급에 대한 증오와 반항, 불합리한 사회제도에 대한 분노와 비난에 대

해 상세히 묘사한다. 중요한 것은 지배계급에서 중국인뿐만 아니라 조선

과 일본 사람도 포함하고 최서해의 소설에서 민족적인 대립보다 계급적

인 대립을 더 강조한다는 점은 신경향문학과 호응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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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서해의 작품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수준 등 제한성이 존재하

여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은 것이다. 예들 들면, 중국 지주가 많이 등장했

지만 중국 하층 소작인에 관한 묘사가 결여되어 있는 점이다. 그리고 작

중인물들의 이미지는 단일하고 대부분은 굵은 라인으로 묘사한다는 것이

다. 일부 작중인물이 예민하고 내면독백이 작품의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물의 신분에 맞지 않은 점이다. 정치성을 지니는 경향문학에서는 문학

창작수준보다 사회와 민중 계몽과의 관련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최

서해의 소설에서는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지만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작

용과 의미가 인정돼야 한다. 최서해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중국지

주의 착취와 압박하 하층 조선이민자들의 고통스러운 이주생활을 사실주

의적인 수법26)으로 드러낸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민족갈등보다 계급갈등

을 더 강조하고 당시 암흑 시대의 부패한 사회제도를 비판하는 점이다. 

이는 같은 시대의 중국문학계 내지 세계문학계 프로문학의 발전과 호응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최서해는 1920년대의 세계 프로문학사에서

도 빠질 수 없는 조선 작가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동북 제재는 최서해 

소설의 경향성을 받쳐주고 두드러지게 했다는 점27)이다. 최서해의 당시 

26) 최서해는 수필 「<홍염>과 <탈출기>」에서 <홍염>을 쓰는 동기가 장모가 유일한 딸을 보

지 못한 채 북간도에 죽은 것이고 이 모든 비극이 다 빈곤 때문이라는 것과 마지막 단락

에서 “대체로 나는 소설을 쓰는데 있어서 어떤 사실이 있는 것을 붙잡아 가지고 추리고 

붙이고 하기 보다도 차라리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자유로 상상의 날개를 날려가면서 

쓰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 즉, 앞에 논술을 통해 

「홍염」과 같은 작품들은 최서해가 주장한 “아무 근거도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

도가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믐밤」은 어머니가 이야기라는 것을 바탕으로, 「탈출

기」는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쓴다 두 작품을 창작하는 경유에 대한 언급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최서해가 마지막 문장에서 말한 “사실 3분 공상 7분”

이라는 말은 믿을 만한 부분이다. 최서해, 「<홍염>과 <탈출기>」(곽근 편, 『최서해 전집, 

자료집』, 국학자료원, 1997, 19~20쪽).

27) 예를 들면, 「박돌의 죽음」에서의 박돌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치료하지 않은 의사 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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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지방을 이국적인 시각에서 보는 이역 소재 작품들은 그의 국제적

인 신경향 문학성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서해 문학

을 세계문학에서 높은 위치로 격상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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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lass Opposition through the Exotic Image:
Focused on CHOI, SEO-HEA’s Novels of the Northeast 

Three Provinces of China 
                                                          

Deng Meiling 

Choi Seohea’s novels of the Northeast Three Provinces of China, 

direct his experience of rural life in the northeastern China at the 

time. He expresses his extreme anger against the poverty and class 

conflict along with the reality of Joseon nationalism. His experience 

with the poverty in China and the violence from the anger, which 

were stated mainly in the beginning of Choi Seohea’s literature, 

shows a resistance against the ruling class just like the Chinese 

landlords. These novels are good indicators of the New Tendencious 

Literature (新傾向文學). This paper is aimed to study of the opposition 

between the ruling class (just like Chinese Landlords, wealthy Joseon 

immigrants, Japanese) and the ruled class (poor Joseon immigrants). 

This is aimed to focus on ideas regarding class rather than nationality 

as the benchmark of classifying.

Keywords: Choi Seohea, Northeast Three Provinces of China, class 

conflict, New Tendencious Liter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