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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만주 공간 연구

본 논문은 한국 근대소설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만주 공간이 식민지 시기와
해방기를 거치면서 소설 속에서 어떻게 상상되고 표상되고 기억되었는지를 규명
하고자 했다. 기존의 연구에서 만주는 주로 식민지 말기에만 부각되어있었음과
동시에 친일문학 논의의 하위범주 격으로 접근되면서 협력/저항이라는 친일문학
연구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주로 만주 공간을 인식함
에 있어서 만주국의 이데올로기를 지나치게 의식했던 데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만주국 건국 전 열려 있는 공간이었
던 만주에는 ‘하얼빈’, ‘대련’, ‘용정’ 등과 같은 서로 다른 민족을 주요 구성원으
로 한 복수의 중심이 존재했다. 그러다 만주국이 건국되면서 만주의 공간 질서
는 신경이라는 상징적인 정치중심지를 구심점으로 하여 새롭게 재편되면서 유일
한 중심의 부각과 동시에 다수의 주변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만주
로 이주한 조선인들 역시 추방자의 입장에서 만주국 국민으로 새롭게 포섭되면
서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당면하게 된다. 그러다 해방이 되고 만주의 조선인들
은 조선으로의 귀환을 선택하며 그들은 다시 새로운 민족으로의 통합과정을 겪
는다. 그 과정에서 만주는 새롭게 재구성되면서 여전히 개인적, 민족적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시각에 기반 해 본고는 만주
를 세 시기로 구분한다.
2장에서는 1910년부터 만주국 건국 전까지로 한정하여 신소설 ｢소금강｣과
한설야, 최서해의 만주 배경 소설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 만주는 만주라
고 칭해지기보다는 서간도, 북간도 등으로 불렸으며, 간도의 지리적 영역이 넓은
지역에서 점점 좁혀져가고 있는 양상을 드러낸다. 한국의 근대문학에서 만주의
본격적인 작품화는 1920년대의 최서해의 소설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본고에 의하면 이미 1910년에 만주로의 집단 이주를 소설화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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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소금강｣이 있었다. ｢소금강｣에서는 간도 조선인 사회의 재건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여 국토를 회수한다는 취지하에 서간도로의 집단 이주를 감행한다. 여기
에는 기본적으로 고토의식이 깔려 있으며 조선의 땅에 조선인의 자치를 이룩하
고자 하는 열망이 내비친다. 이와 같은 실력양성론은 경제적인 자립을 기초로
하는 농업자치구를 이룩함으로써 구국운동의 근거지로 삼고자 했던 도산 안창호
의 이상촌 이념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소금강｣은 이와 같은 맥락에
서 자강운동기의 소설사에서는 주목되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중요성을 획득하
게 된다. ｢소금강｣에서 서간도가 국권회복을 위한 가능성의 공간이었다면 한설
야의 서간도 무순은 근대 식민 도시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한설야의 무순 체
험은 훗날 그가 프롤레타리아 작가로 성장해 가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특히 무순에서의 탄광노동자생활의 체험은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계급의식에 눈
뜨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가 사회주의 이념을 수용하는 통로로 작용하게 한
다. 이에 비해 최서해의 북간도는 수난의 공간만이 아닌 독립운동의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본고는 실증적인 자료들을 통해 최서해의 일부 소설들이 실제적인
북간도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소설적 배경으로 등장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시기적
인 측면에서도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과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는 그의 소설들이 ‘기록의 소설화’라는 창작방법에 기대어 있음을 말해주는 동시
에 그의 작품들을 항일서사로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준거를 제공한 셈이다.
하지만 최서해의 독립운동은 단체의 해체와 단원의 투옥을 거치면서 좌절하게
되고, 이상촌 건설을 목적하고 이주했던 간도행에서도 똑같이 좌절한다. 이런 좌
절감이 소설 속에서 방랑의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미지의 사회에 대한 동
경, 러시아에 대한 향수로 표상 된다. 이처럼 만주국 건국 전 간도 시절의 만주
공간은 이념의 수용 통로, 독립운동의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권회복을 꿈꾸
게 하는 유토피아적 공간이었다.
3장에서는 만주국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강경애, 현경준, 안수길의 만주 배
경 소설들을 중심 텍스트로 하였다. 강경애는 거의 대부분의 창작 시기를 간도
의 용정에서 보내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당시의 정세에 반응한 작가이다. 간도의
서울, 조선인 중심지로서의 용정의 위상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조선인의 고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강경애의 소설 속에서 용정은 조선인들의 공간이 아닌 중국인
들이 주인이고, 순사들이 감시의 시선을 늦추지 않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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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공산당들을 대표로 하는 항일세력들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며 공동체로
부터 퇴출당하는 위기에 놓인다. 특히 대표작 ｢소금｣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
산당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시하는 작품이다. ｢소금｣이 ‘집단부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작품의 독해에 큰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강
경애의 이념적, 계급적 성향은 항일운동의 중심지였던 간도 용정의 분위기와 무
관하지 않았으며 더욱이는 사회주의 운동가 남편 장하일을 곁에 두었던 개인적
사정과도 긴밀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그의 용정은 건강한 에너
지가 넘쳐나던 공간에서 만주국 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어둡고 우울한 공간으로
전락 한다. 강경애가 용정이라는 공간을 통해 만주국을 표상하고 있었다면 현경
준의 텍스트는 ‘특수부락’이라는 특이한 공간을 통해 만주국을 역설적으로 드러
내고 있다. 아편중독자들의 교화와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이 ‘특수부락’은 ‘집단
부락’의 또 다른 존재 형태로서 수용소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경준의 ‘특수부락’은 만주국의 금연정책을 선양하기 위한 도구였다기보다는 수
용소로서의 만주 공간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였다. 이는 주로 주의자 인물
들의 교화, 계몽의 거부를 통해 드러나는데, 이와 같은 인물유형의 등장은 현경
준 소설의 중요한 한 특징이다. 현경준은 카프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념
형 인물을 통한 계급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그의 젊은 시절의 러시
아 방랑과 중요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강경애나 현경준과는
달리 청장년기의 대부분을 만주 간도에서 보낸 작가 안수길이 있다. 한국 근대
문학사에서 안수길만큼 만주 이주 조선인의 애환에 근접한 작가는 없을 것이다.
그의 만주 배경 소설의 창작 화두는 ‘북향정신’이었다. 장편 북향보를 통해 본
격적으로 서사화 된 ‘북향정신’은 조선인의 만주국에서의 생존논리의 이데올로기
적 표현에 다름 아니었다. 안수길의 ‘북향정신’은 형식상으로는 만주국의 ‘국민
되기’로서의 방편이었지만 내적으로는 민족 공동체 구축과 민족 교육의 보존을
통한 조선인 자치의 간접적인 드러냄이었다. 이와 같은 ‘북향정신’의 구조는 ‘국
민’과 ‘민족’이라는 양자 사이에서의 줄다리기였으며, 만주국 시기를 조선인의
중심지 용정과 만주국의 수도 신경을 오가면서 살아갔던 작가의 남다른 현실감
각의 발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만주국 시기의 조선인들은 적극적으로 만주국
체제에 저항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으로의 편입을 거부했으며 궁극적
으로는 생존논리로서의 ‘북향정신’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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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만주국 국민이기보다는 조선민족이기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만
주국 시기의 조선인들 역시 20년대와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이상촌을 지향했
던 것이다.
4장에서는 해방기의 김만선과 박영준의 소설들을 중심으로 해방 후 만주의
체험이 어떻게 기억되고 재구성되는지에 주목하였다. 해방기 만주를 소설화한
작품은 귀환의 과정을 소설화한 작품과 귀환 후의 정착의 문제를 소설화한 작품
으로 대별된다. 김만선의 경우는 드물게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훌륭하게 작
품화 해낸 작가이다. 귀환의 선택 여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고향
에 대한 인식이었다. 무작정 고향으로 향하는 귀소본능에 충실한 자가 있는가
하면 고향 상실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고향의 부재를 선언하는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귀환에 실패했으며 중국에서
도 조선에서도 ‘국민’, ‘민족’으로의 편입에 실패한다. 또한 조선으로의 귀환에
성공한 자들 역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 부류는 해방된 조국에 적응하
지 못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면서 스스로를 유폐시키는 인물들이며, 다른 한
부류는 만주에서의 피해의식을 민족의 수난사로 공식화하는 사람들이다. 즉 만
주의 체험은 반성적으로 수렴되거나 은폐를 통한 민족의 강조로 나타났던 것이
다.
이처럼 만주는 한국 근대문학에서 남다른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공간이었
으며, 만주의 체험은 해방 후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참조
점이 되고 있었다. 간도를 비롯한 기타 만주 공간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이상촌, 자치공동체, 사회주의, 유토피아, 국가, 국민, 정치성, 기억,
공간, 중심, 주변, 귀환, 간도, 만주, 만주국, 이주 조선인, 북향정신,
집단부락, 만주 체험
학번: 2004-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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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최근 들어 만주1)에 대한 각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역사, 사회, 문학 등
제반 영역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산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만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한국만의 경향은 아닌 것으로, 만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양권뿐만 아니
라 서양 학자들에게도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는 일찍부터 국제세력
의 각축장으로 부각되었던 만주의 지리적 특수성과도 관련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침략세력인 일본에 의해 세워졌던 ‘만주
국’(1932~1945)의 존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처럼 만주는 자연스럽게
만주국과 연동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한·중·일 삼국의 근대사에 공동으로 걸쳐져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만주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인접해 있으면서 역사적으로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지역이다. 신채호는 1910년에 벌써 만주를 “東洋의 巴爾幹半
島”2)라 비유하면서 그 복잡한 정세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을 드러낸 바 있다. 그
후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만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주를 한국사의 중심무대
로 부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3) 신채호를 중심으로 한 20세기 초 문필
1)

사전적으로 만주(滿洲)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族名으로서의 ‘만주’이
고, 다른 하나는 지명으로서의 ‘만주’이다. 만주가 지리적 명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청나라 말엽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지리적 명칭으로서
의 만주는 오늘날 중국의 동북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료녕성(遼寧省),
길림성(吉林省), 흑룡강성(黑龍江省)과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의 북동 지역을
포함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동북’ 혹은 ‘동삼성’이라 부르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구만
주’라 칭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만주’로 고착되었으며 학술영역에서도 ‘만
주’라는 용어로 보편화되었다.

2)

신채호, ｢滿洲問題에 就야 再論함 續｣, 大韓每日申報, 1910년 1월 21일.

3)

Schmid Andre,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정여울 옮김, 휴머니스트, 2012,

- 1 -

가들에게 있어서 만주는 고토였으며, 그곳은 회복되어야 할 공간이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만주는 우선 고토의식을 환기시키는 공간이었으며, 식민지시기를 거치
면서는 해외 독립운동근거지로서 또 이주지로서 주목을 받았다. 이와 같은 역사
적인 연관성과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사회적인 보편화로 하여 만주는 한국 근
대문학에서도 빈번히 등장하는 공간이 되었다.
한국 문학에서 만주는 특히 식민지 말기에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지
금까지의 연구 역시 이 시기를 중심으로, 전후 두 시기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졌
다. 오양호4), 김윤식5)을 대표로 하는 80년대 연구와 친일문학 논의와 연관되어
이루어진 2000년대 연구로 대별된다.
80년대 연구는 오양호와 김윤식 두 분에 의해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오양호는 ｢暗黑期文學 再考察｣6)에서 지금까지 ‘암흑기’7), ‘공백기’8)로
불리던 식민지 말기 문학사는 재고되어야 하며 그 해답은 ‘이민문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재만 작가들의 문학 활동에 대해 주목
할 것을 촉구한 한사람이다. 이를 시작으로 그는 만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
지고 여러 권의 단행본을 상재한다. 그는 韓國文學과 間島(1988), 日帝强占
期滿洲朝鮮人文學硏究(1996), 滿洲移民文學硏究(2007)등 저서들을 순차적으
로 출간하였고, 최근에는 새롭게 만주조선문예선(2012.)과 만주시인집의
문학사 자리와 실체(2013)를 상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저서들을 통해 그는
안수길, 박계주 등과 같은 소설가들뿐만 아니라 윤동주, 유치진, 백석, 심연수,
김조규, 함형수, 윤해영 등 시인들과 詩現實동인, 작품집 싹트는 대지, 만
주시인집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폭넓은 만주 조선어문학의 지형도를 펼치고
512~536면.
4)

오양호,
,
,
,
,

韓國文學과 間島, 문예출판사, 1988.
日帝强占期滿洲朝鮮人文學硏究, 문예출판사, 1996.
滿洲移民文學硏究, 문예출판사, 2007.
만주조선문예선, 역락, 2012.
만주시인집의 문학사 자리와 실체, 역락, 2013.

5)

김윤식, 안수길 연구, 정음사, 1986.
,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6)

오양호, ｢暗黑期文學 再考察｣, 국어국문학84, 국어국문학회, 1980.10.

7)

백철, 新文學思潮史, 新丘文化史, 1997, 573면.

8)

조연현, 韓國現代文學史, 成文閣, 1969, 585~5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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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그는 식민지 말기 만주가 민족어를 이어갈 수
있었던 마지막 보루였고 한국문학의 명맥을 이어갔던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만주는 새롭게 주목되고 연구되어야 할 공간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그는 이와
같은 저서들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대량의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다. 在
滿朝鮮詩人集(1942), 滿洲詩人集(1942), 만선일보 문예란의 시들과 최근
에는 만주조선문예선9)이라는 수필집을 공개한 바 있다. 자료의 발굴과 공개
에 있어서는 채훈10) 역시 중요한 작업을 남기고 있는 연구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소설집 싹트는 대지를 비롯한 당시 접하기 쉽지 않았던 만선일보 소재
문학관련 자료들과 북향지 일부 소설들, 김창걸의 해방 전 소설들과 今村榮
治11)의 일본어 소설 ｢同行者｣(1938.6)를 번역소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들은 다양한 자료들을 발굴 소개함과 동시에 이 시기 만주 조선어문학의 지형도
를 어느 정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때문에 소중한 자료
의 발굴 소개는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김윤식의 연구는 만주의 조선어문학에 대한 전혀 새로운
접근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김윤식은 안수길 연구(1986)와 염상섭 연구
(1986)에서 이들의 만주국 시기의 문학작품과 행적에 대해 논하면서 만주국의
존재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 시기 문학에 대한 접근에서

9)

이 수필집은 1941년 신영철에 의해 신경 조선문예사에서 출판되었다. 필경한 글씨
를 갱지에 등사해서 만든 책자로서 編者는 신영철이다. 작가는 29명, 수록된 작품
수는 41편으로, 그중 고시조 14수, 시 2수를 제외한 나머지 25편이 수필이다. 최남
선과 신영철의 작품이 각각 5편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또 하나 지적할만한 것은 대
부분의 작품이 시대성과 거리가 먼 정적인 기행수필이라는 점이다. 그 영인본은 최
근 오양호에 의해 발간된 만주조선문예선(역락, 201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

채

11)

이와무라 에이지(今村榮治)는 조선인으로서 만주국에서 일본어로 창작활동을 진행
한 특이한 이력의 작가이다. 그의 본명에 대해서는 장환기(張喚基)라는 추측이 존재
하나 명확하지는 않다. 1935년 8월 2일 《新京日日新聞》에 단편 ｢惡夢｣을 발표하
면서부터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시작하며, 이어 ｢愛憎記지｣(1935.9), ｢情死한 女人｣
(1935.10), ｢여인들의 사랑｣(1937.9), ｢동행자｣(1938.6)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한
다. 한국에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에 의해
일부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마무라 에이지의 자세한 문학 행적에 대해
서는 김장선의 연구를 참조하였다.(김장선, 僞滿洲國時期 조선인문학과 중국인문학
의 비교연구, 역락, 2004, 191~218면.)

훈, 日帝强占期在滿韓國文學硏究, 깊은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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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국의 존재는 의식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윤식은 안수길의 만주시절
작품을 만주국의 鮮系문학12)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국책적 성격을 무시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국책이란 만주국의 국책을 말하는 것으로, 만주국
이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오족협화’, ‘왕도낙토’와 같은 이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만주국 시기의 안수길 문학과 그 시기 기타 작품들을 조선의 중앙문단이
아닌 만주국의 文學場 내에 위치시킴으로써 만주국 문학의 한 갈래로서의 조선
어문학, 즉 ‘만주국문학’으로서의 ‘선계문학’을 논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만주
조선어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각은 이 시기 문학을 재조명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연구 지평을 열었던 것이다. 사실 2000년대의 만주 조선어문학에 대한 친
일문학 논의는 이 연장선 상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주의 조선어문학을 한국의 ‘이민문학’으로 볼 것인지, 만주국의 ‘선계문학’

12)

鮮系란 만주국 五族 중의 조선인을 지칭하는 만주국시기의 표현이다. 구체적으로 오
족이란 일본인, 조선인, 만주족, 몽골족, 한족을 말하는데, 이중 조선인은 일본인 다
음의 제2인자로 오인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대만인들도 조선인들과 마찬가지로 “二
鬼子”(“二鬼子(얼귀이즈)”에서 ‘鬼子’는 ‘日本鬼子’에서 온 말이며, 이는 중국인들이
일본인을 비하하여 하는 말이다. 따라서 ‘二鬼子’란 ‘둘째 왜놈’, 즉 일본인의 ‘아류
혹은 ‘앞잡이’를 지칭하는 말이다.)로 불렸던 것으로 확인된다.(許雪姬, 日治時期在｢
滿洲｣的臺灣人, 臺灣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2001.) ‘선계문학’이란 조선인들에
의해 창작된 조선어문학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만주국에서 선계문학의 존재는 미미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문학과 중국어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던 만주국에서 조선
어문학은 주변부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
하겠으나 그중 하나로 언어적인 장벽을 들 수 있다. 당시 조선인이나 중국인 지식인
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일본어 해독능력이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일본문학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역수용에 있어서는 번역이라는 작업이 필요했다.
중국어와 일본어의 경우는 大內隆雄의 번역 작업에 의해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졌
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거의 독점적으로 번역 일을 도맡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 정도로 많은 작품을 번역했는데, 그가 번역 출판한 단행본만도 원야(原野)를
비롯하여 수십 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조선어의 경우는 이러한 일본
어나 중국어로 번역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조선 문학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그것을 원하지도 않
았다. 유일하게 만주문단에 소개된 것인 안수길의 ｢부엌녀｣였다. 안수길의 작품집 
북원이 출간되었을 때 염상섭은 만주문단에 선계문학이 알려지기를 그렇게 기대했
지만 그의 기대는 기대만으로 남고 말았다. ｢부억녀｣는 新滿洲 1941년 11월호에
‘在滿日滿鮮俄各系作家展特輯’에 번역 소개되었다. 김장선의 만주문학 연구의 부록
에서 그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김장선, 앞의 책, 225~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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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것인지의 논의에서 벗어나 중국 조선족 연구자 김호웅13)은 중국 조선
족문학의 기원으로서의 만주 조선어문학의 또 다른 위상을 선보이고 있다. 김호
웅의 이런 시각은 사실 권철14) 등을 대표로 하는 대부분의 조선족 연구자들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문학이면서 중국조선족문학의 기원이 되는
동시에 한편 만주국 문학이기도 했던 이 시기 만주 조선어문학의 이중·삼중적
성격은 이 시기 문학을 지칭하는 ‘재만조선인문학’, ‘재만한국어문학’, ‘재만한국
문학’ 등의 다양한 명칭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 실제로 해방 전 중국조선족문학
사는 최서해, 강경애, 안수길, 염상섭, 최독견, 주요섭 등 다수의 한국 작가들을
포함시키고 있다.15) 안수길의 ｢새벽｣은 해방 전 중국조선족문학의 중요한 대표
작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서해의 ｢박돌의 죽음｣과 김창걸의 ｢암야｣는 중국 조선
족학교의 “조선어문” 교과서에 수록되는 작품들이다. 이처럼 식민지 말기 만주
지역에서 생성된 조선어문학은 하나이면서 여럿인 중층적인 성격을 처음부터 배
태하고 있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문학연구 패러다임이 바뀌고, 친일문학논의가 다시 거
론되고 여기에 또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연구방법론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만주는
다시 주목의 대상이 된다.

친일문학에 대해서는 일찍이 임종국16)의 선구적인

연구가 있었으나 2001년 새롭게 제정되는 미당문학상을 둘러싸고 야기된 김재
용17)의 친일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재론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식
민지 말기 문학의 친일/저항의 문제를 둘러싸고 연구자들 사이에 논쟁 아닌 논
쟁의 형식을 띄면서 다채롭고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집중적으로 생산되었다. 이
런 다양한 시선들을 보여주는 연구들의 중심에 이태준의 ｢농군｣이 위치하는데,
김재용의 ｢농군｣의 평가에서 촉발된 김철18)의 ｢농군｣론은 그 ‘誤讀’ 여부를 떠
나 “(친일문학)‘해석투쟁’의 장면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 했(다)”19)는
13)

김호웅, 在滿朝鮮人文學硏究, 국학자료원, 1997.

14)

권

15)

김동훈·장춘식·최삼룡·오상순, 중국조선족문학사, 중국 북경 민족출판사, 2007.

16)

임종국, (증보판)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2005.

17)

김재용, ｢친일문학의 성격 규명을 위한 시론｣, 실천문학2002년 봄호, 실천문학사,
2002.2.

18)

김

19)

하재연, ‘신체제(新體制)’ 성립 전후의 한국근대문학 연구방법론 고찰｣, 한국현대문

철, 光復前 中國朝鮮族文學硏究, 한국문화사, 1999.

철, ｢몰락하는 신생(新生)｣, 상허학보9, 상허학회, 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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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무색하지 않게 그야말로 다양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만은
확실하다.20) 하지만 이태준의 ｢농군｣이 주목되는 또 다른 맥락은 이 작품이 식
민지 말기 만주 공간을 새롭게 상기시킨 데에 있다는 점이다.
만주 공간이 새롭게 부각된 것은 친일문학논의의 의도하지 않은 또 다른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암흑기’라는 문학사적인 평가에 의해 일소되었던 30년대
말~40년대 초의 문학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일부 작가·작품들이 새롭게 발굴되고, 일본어 작품을 비롯한 다수 문제작들이
변역·출판 되었다. 이태준의 ｢농군｣(문장, 1939.7.)을 비롯한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조선일보, 1939.10.12-1940.6.1), 처녀지(삼중당, 1944), 한설야의 
대륙(국민신보,

1939.6.4.~1939.9.24.),

이효석의

벽공무한(매일신보,

1940.1.25-7.23), 유진오의 ｢신경｣(춘추, 1942.10.), 현경준의 유맹(인문평
론, 1940.7~8.), 안수길의 북향보와 북원의 작품들, 그리고 정인택, 장혁주
등 작가들의 일부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다수의 만주 기행문들 역시
새롭게 조명되었다.
2000년대 연구는 주로 상기의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
히 친일문학논의의 자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친일/항일, 협력/저항이라는
이분법으로 재단되면서 친일문학 연구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양상을 보인
다. 대표적인 논자로 김재용21)과 조진기22)를 들 수 있겠다. 김재용은 친일에
학연구25, 한국현대문학회, 2008.8, 287면.
20)

이태준의 ｢농군｣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들이 논쟁 아닌 논쟁의 형식을 띄면서 진
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목되는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김재용, ｢친일문학의 성격 규명을 위한 시론｣, 실천문학2002년 봄호, 실천문학사,
2002.2; 김 철, ｢몰락하는 신생(新生)｣, 상허학보9, 상허학회, 2002.9; 하정일, ｢
1930년대 후반 이태준 문학과 내부 식민주의 성찰｣, 배달말34, 배달말학회, 2004;
하재연, ‘신체제(新體制)’ 성립 전후의 한국근대문학 연구방법론 고찰｣, 한국현대문
학연구25, 한국현대문학회, 2008.8; 고명철, ｢동아시아 반식민주의 저항으로서의 일
제말의 ‘만주서사’｣, 韓國文學論叢49, 한국문학회, 2008; 방룡남, ｢텍스트 읽기와
해석의 정치: 이태준의 ｢농군｣에 대한 김철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21)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 ｢내선일체의 연장으로서 만주국 인식｣, 한국근대문학연구6, 한국근대문학회,
2005.
, ｢만주 시절의 백성과 현대성 비판｣, 만주연구14, 만주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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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헤게모니에 의한
자발적 협력이라는 기준은 그동안 중요하게 주목되었다. 만주국에 대한 협력의
양상에 대해서 그는 이데올로기의 세 층위였던 ‘내선일체’, ‘오족협화’, ‘대동아공
영권’이라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여기서 ‘내선일체’는 다시 혈통주의적 일
체형과 문화주의적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런 기준에서 장혁주 등과 같은 경우
는 ‘혈통주의적 내선일체’의 인식을 보인 경우에 속하며, 백석의 경우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시인으로, 한설야(대륙)의 경우도
‘내선일체’와 ‘오족협화’를 넘어서고자 한 작가로 평가되었다. 다음 조진기의 경
우는 만주나 만주국에 대한 인식보다는 만주국에서 시행되었던 국책적 측면에
주목하여 국책이나 체제에 작가들이 어떻게 순응하는지를 기준으로 그 협력 여
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기영의 처녀지나 현경준의 마음의 금선은 만
주국의 국책과 체제에 순응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경훈23) 역시 이기영의 식
민지 말기 소설이나 현경준의 ｢유맹｣ 등과 같은 작품들을 ‘친일 로맨티시즘’이나
만주국의 ‘대동아공영권’의 환상을 보여준 작품으로 읽어낸다. 만주를 유토피아
니즘으로 규정하고 있는 김성경24)의 연구, ‘재만주 친일문학’에 대해 정의하고
, ｢혈통주의 “내선일체”를 통해서 본 만주와 만주국｣, 한민족문화연구45,
한민족문화학회, 2014.
, ｢새로 발견된 한설야의 소설 대륙과 만주 인식｣, 역사비평63, 역사문제
연구소, 2003.
22)

조진기, ｢일제의 만주 정책과 간도문학｣, 배달말27, 배달말학회, 2000.
, ｢만주 개척민소설 연구｣, 우리말 글26, 우리말글학회, 2002.
, ｢만주 이주민의 현실왜곡과 체제순응: 현경준의 <마음의 금선>에 대하여｣,
현대소설연구1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 ｢만주개척과 여성계몽의 논리: 이기영의 처녀지를 중심으로｣, 어문학91,
한국어문학회, 2006.
, ｢일제말기 국책의 문학적 수용｣, 한민족어문학43, 한민족어문학회,
2003.12.

23)

이경훈, ｢만주와 친일로맨티시즘｣, 한국근대문학연구4, 한국근대문학회, 2003.
, ｢아편의 시대, 아편쟁이의 시대｣,
사이間SAI6,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 ｢자본의 순환과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역학관계｣, 사이間SAI6, 국제한국
문학문화학회, 2009.

24)

김성경, ｢인종적 타자의식의 그늘: 친일문학론과 국가주의｣, 민족문학사연구24, 민
족문학사학회, 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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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상경25)의 연구 역시 동일한 맥락에 놓인다. 이와 같이 이 시기 문학의
친일성을 두고 여러 준거들이 대입되면서 수많은 논의들이 ‘친일’과 ‘저항’이라는
결론 속에서 공회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평가의 한계를 지양
하고자 한 것이 탈식민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윤대석26)은 ‘협력’과
‘저항’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다르게 표출된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식민지 말기 ‘국민문학’을 ‘양가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중 1940년대 만주를 타자로 설정한 문학(한설야의 대륙)에서는 대체
로 지배의 욕망을 드러내지만 그 이면에는 ‘식민지적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
을 놓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중적이나 혼종성이라는 측면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27)들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 놓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식민지 말기 문학에 접근할 수 있는 탈식민주의라는 유효한 연구
방법론이 도입되면서 연구의 경향은 저항과 협력의 구분보다는 저항의 다양한
층위를 읽어내고자 하는 노력에 바쳐졌다. 이태준의 ｢농군｣과 한설야의 대륙
을 중심으로 이들에게서 만주는 조선에서와는 다른 서사적 구현을 통해 반식민
주의적 저항의 서사를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고명철28)의 연구, 이와 비슷한 시각에서 이기영의 대륙의 아들과 한설야의 
대륙을 대상으로 이 두 작품에 등장하는 조선인 공동체에 주목함으로써 이들의
공동체를 만주국의 이데올로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반식민의 상상적 공
동체로 정의하고 있는 서영인29)의 연구,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태준의 ｢농군｣,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 한설야의 대륙이 각각의 방법을 통해 만주국 이데올
로기와 거리두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하였으며 결국에는 많

25)

이상경, ｢‘야만’적 저항과 ‘문명’적 협력: 박영준 ｢밀림의 여인｣의 친일 논리｣, 재일
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이 논리, 역락, 2004, 59~92면.
이선옥, ｢‘협화미담’과 ‘금연문예’에 나타난 내적 갈등과 친일의 길｣, 위의 책, 93~116
면.

26)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7)

서재길, ｢안수길 장편소설 <북향보>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46, 한국문학연구학
회, 2012.

28)

고명철, 앞의 글.

29)

서영인, ｢만주서사와 반식민의 상상적 공동체: 이기영, 한설야의 만주서사를 중심으로
｣, 우리말 글46, 우리말글학회, 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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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균열지점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서영인30)의 또 다른 연구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저항의 측면에서도 결국에는 봉합
되지 않는 균열지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냄으로써 다양한 탈식민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처럼 만주는 친일, 협력, 혹은 이중성이나 양가성,
또는 저항이라는 측면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균열의 지점들이 존재하는 공간이
다. 따라서 만주를 탈민족적인 ‘인터/내셔널리즘’의 공간으로 읽어내고 있는 김
려실31)의 연구는 만주의 또 다른 성격을 부각시키는 연구라 하겠다.
만주 기행문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연구가 진척되었는데, 이태준의 ｢만주기
행문｣을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김외곤32)의 연구, 만주 기행문을 전형
적인 국책문학,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는 문학, 만주국의 이데올로기에 동조한 문
학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서경석33)의 연구, 함대훈, 이태준 등
의 만주 기행문들이 어떻게 만주국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있는지에 주목한 서
영인34)의 연구, 여행서사의 주체 구성 방식을 비동일화, 반동일화, 동일화의 세
가지 방식으로 유형화한 진영복35)의 연구, 만주 표상과 제국 이데올로기의 간극
에 주목한 홍순애36)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만주 기행문학에 대한 연
구도 역시 협력이거나 저항하거나 이중적이었다는 결론밖에 얻어내지 못하고 있
다.
이외에도 만주의 음악37), 영화38), 라디오39)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
30)

서영인, ｢만주서사와 (탈)식민의 타자들｣, 어문학108, 한국어문학회, 2010.

31)

김려실, ｢인터/내셔널리즘과 만주｣, 상허학보13, 2004.8.

32)

김외곤, ｢식민지 문학자의 만주 체험: 이태준의 ｢만주기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33)

서경석, ｢만주국 기행문학 연구｣, 어문학86, 한국어문학회, 2004.12.

34)

서영인, ｢일제말기 만주담론과 만주기행｣, 한민족문화연구23, 한민족문화학회, 2007.

35)

진영복, ｢일제말기 만주 여행서사와 주체 구성 방식｣, 대중서사 연구제23호, 대중
서사학회, 2010.6.

36)

홍순애, ｢만주기행문에 재현된 만주표상과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간극｣, 국제어문
57, 국제어문학회, 2013.

37)

노동은, ｢만주음악연구｣, 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38)

김려실, ｢조선영화의 만주국 유입에 관한 연구｣, 위의 책, 65~96면.
, 만주영화협회와 조선영화, 한국영상자료원, 2011.

39)

서재길,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와 만주의 라디오 방송｣, 한국문학연구33, 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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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만, 문학 영역에서 만주 관련 연구는 산발적이면서 엄청난 양을 자랑하지
만 궁극적으로는 이태준, 한설야, 이기영, 장혁주, 안수길 등 몇몇 작가의 개별
적인 작품에 과도하게 편향되어 있는 양상이다. 뿐만 아니라 그 연구의 경향은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논의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만주국의 이
데올로기나 일본의 국책에 어떻게 부응하거나 저항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부응하
면서도 저항했다는 이중적인 성격이라는 도식적인 결론에 밖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만주 관련 문학 연구 역시 친일문학 논의의 한계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만주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친일문학의 하위 담론으로서 전개된 느낌
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 말기라는 특정한 시기만으로는 한국 근대문학사
에서 만주의 위상과 전체상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와 같은 식민지 말기 문학에 대한 연구는 해방기 문학 연구로 그대로 이어
지면서 해방기에서 만주에 주목하게 된다. 해방 후 만주는 귀환을 다룬 소설들
에 주목하면서 함께 논의되었다. 주로 ‘귀환소설’40), ‘귀화 서사’41), ‘귀환형 소
설’42)이라는 범주 속에서 만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주 등 지역에서의 귀
환의 양상에 주목하면서 귀환의 의미를 천착하였다. 귀환여정을 배경으로 귀환
의 민족서사를 구축하고 있는 소설들에서의 귀환의 의미를 민족의 발견, 국가
건설, 자기 정체성의 형성 등으로 해석하거나, 해방기 귀환을 민족과 국가를 넘
어 ‘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기제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허준, 염상섭,
김동리, 정비석, 계용묵, 김만선 등 많은 작가들이 동원되었는데 그중에서 허준
의 ｢殘燈｣(1946)을 비롯한 염상섭의 ｢解放의 아들｣(1946), ｢三八線｣(1948), ｢
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40)

김태운, ｢해방기 귀환소설 연구｣, 어문연구25, 충남대학교 어문연구회, 1994.
최정아, ｢해방기 귀환소설 연구｣, 우리어문연구33, 우리어문학회, 2009.
이정숙,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양상｣, 현대소설연구48, 한국현대소설학
회, 2011.

41)

정종현,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민족서사｣, 비교문학제40집, 한국비교문
학학회, 2006년.
정재석, ｢해방기 귀환 서사, 결속의 상상력과 균열의 시학｣, 사이間SAI제2호, 국제
한국문학문화학회, 2007년.
오태영, ｢민족적 제의로서의 ‘귀환’: 해방기 귀환서사 연구｣, 한국문학연구32, 동국
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6.

42)

전흥남, ｢해방기 ‘귀환형소설’ 연구｣, 한국언어문학32, 한국어문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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混亂｣(1949), 李琴南(이석훈)의 ｢異鄕｣(1946), ｢고향을 찾는 사람들｣(1950),
김만선의 ｢二重國籍｣, ｢압록강｣(1946), 김동리의 ｢穴居部族｣(1947), 계용묵의 ｢
별을 헨다｣(1946), 채만식의 ｢少年은 자란다｣43)등 작품들은 만주에서의 귀환을
소설화한 작품들로 주목받았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귀환서사의 연구에서 만주에서의 귀환에 다시 집중하게
되면서 개별적인 작가·작품론으로 이어졌는데 주로 만주 체험의 의미에 주목하
였다. 만주 체험을 가지고 고국으로 귀환한 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재
구성해 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김종욱의 연구는 주목을 요한다. 허준의 ｢
잔등｣44), 염상섭의 ｢해방의 아들｣45), 김만선46) 소설의 주인공들의 민족적 정체
성이 식민의 망각과 피식민의 기억을 통해 재구성된다는 특징을 밝혀내는 지점
은 독보적이다.
최근 들어 논의된 위와 같은 ‘만주 연구열’을 이어받아 기존의 연구 경향을
지양하고자 한 일련의 연구들이 학위논문들로 이어졌다. 만주 표상47), 재현48),
‘디아스포라적 정체성’49), ‘여행 서사’50) 등에 주목한 연구들이다.51) 하지만 이
43)

｢少年은 자란다｣는 저자가 타계하기 전해인 1948년 초엽, 와병요양 중이었던 裡里
市 고현동 자택에서 착수하여 투병기간에 병상에서 집필한 200字 원고지 665장에
달하는 전작 중편소설이다. 탈고일은 1949년 2월 25일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은 장
남인 蔡桂烈에 의해 보관되어 오다가 1972년 9월 月刊文學에 전편 게재되었다.

44)

김종욱, ｢식민지 체험과 식민주의 의식의 극복: 허준의 <잔등 연구>｣, 한국현대소
설연구2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6.

45)

김종욱, ｢언어의 제국으로부터의 귀환: 염상섭의 <해방의 아들>｣, 현대문학의 연
구35,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7.

46)

김종욱, ｢거간과 통역으로서의 만주 체험｣, 한국현대문학연구24, 한국현대문학회,
2008.4.

47)

박일우, ｢한국근대문학의 만주 표상에 관한 연구: 1930~4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48)

차성연, ｢한국 근대문학의 만주 재현 양상 연구: 일제말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경
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49)

조은주, ｢디아스포라 정체성과 탈식민주의적 계보학 연구: 일제말기 만주 관련 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50)

한홍화, ｢일제말기 소설에 나타난 만주 인식 연구: 만주 여행 작가들의 소설을 중심
으로｣,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51)

이 외에도 만주로 떠남 혹은 만주에서의 삶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을 ‘중국 유이민
소설’이라는 범주 하에 방대한 양의 작품들을 유형화한 표언복의 ｢해방전 중국 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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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연구들 역시 식민지 말기라는 특정한 시기의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서로 다른 만주 관련 소설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논의하고 있다. 앞
서 살펴보았듯, 80년대 연구와 2000년대 연구는 연구의 경향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들도 확연하게 구분된다. 80년대는 만주에서 생성된 텍스트들에 주목하고
있지만 2000년대는 주로 조선 국내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만주를 배경으로 하
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하나의 준거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 최근 발간된 만주, 경계에서 읽는 한국문학52)이다. 이 단행본은 만주를
‘안에서 본 만주’와 ‘바깥에서 본 만주’, 즉 ‘정착자의 시선’과 ‘여행자의 시선’을
구분하여 만주를 바라보는 양상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여행’은 ‘시찰’을 포괄
하고 있는데, 특히 식민지 말기 만주 시찰은 분명히 ‘순수 여행’과 구분되는 지
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고는 ‘여행자’를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순수
여행자’와 ‘시찰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식민지 말기 만주 기행문은 중요한
텍스트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태준이나 이기영, 정인택 등 문인들의 작
품들은 대부분 만주를 기행하고 돌아와 창작한 작품들이다. 이와 같은 식민지
말기 작가들의 ‘만주열’에 대해 김재용53)은 ‘동아신질서’의 대두와 조선인들의
만주 이주가 일본의 국책으로 통합되었던 국책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
다. 윤대석54) 역시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전반기까지 ‘만주’가 조선 문학의
소재 가운데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소재의 빈곤
에 허덕이는 조선 문학의 타개책이라는 문단의 내부적 욕망과 국책이라는 외부
적 욕망이 만나는 곳에 ‘만주’라는 공간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처
럼 만주가 주목되었던 것은 국책적인 측면과 중요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
된다. 자세한 기록에서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시기 만주 기행문과 소
설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문인보국회를 비롯한 한일 양국 문인단체의
민소설연구｣(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나 ‘만주국’문학을 연구한 최정옥의 ｢
滿洲國문학의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비교문학적 견지에서 ‘만주문
학’을 논의한 김장선의 僞滿洲國時期 조선인문학과 중국인문학의 비교연구(역락,
2004)와 그의 또 다른 저서 만주문학 연구(역락, 2009)는 주목을 요한다.
52)

김재용·이해영 엮음, 만주, 경계에서 읽는 한국문학, 소명출판, 2014.

53)

김재용, ｢일제하 한국인의 만주 인식｣, 東北亞歷史論叢12, 동북아역사재단, 2006.

54)

윤대석, ｢1940년대 “만주”와 한국 문학자｣, 한국학보31, 일지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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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시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이는 문인들의 동시다발적이고 계획적인 여
행이 아닌 정부적인 차원에서 시행된 만주 시찰의 기획 산물이었던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今般 조선문인협회의 추천으로 저는 本府 拓務課

주최 만주개척시

찰에 派遺되게 되었습니다. 만주국 건국 십년 동안에 대동아건설의
씩씩한 소리를 치고 성장된 만주국의 자태와 그 건설에 헌신하고 있
는 동포의 용감한 개척생활을 보고 문필로써 정당히 朝鮮文壇及社會
에 보고하려는게 그 시찰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不肖菲才淺學으로 이
책임을 다 할 수 있을는지 걱정입니다. 이번 일정은 3주일간이요, 시
찰할 예정지는 다음과 같습니다.55)

유치진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인들의 만주 시찰은 본부 拓務課의
주최로 진행되었고 그 목적은 만주 이주 동포의 개척생활을 조선 문단과 사회에
보고하고자 함이었다. 즉 만주 이주민의 개척 성과를 홍보하고 만주국의 위상을
宣揚하기 위한 국책차원에서의 지원이었던 셈이다. 1939년 10월 발족된 조선문
인협회 역시 개편을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사업으로 ‘만주개척촌 시찰’을 빠뜨리
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런 만주 시찰이나 기행이 조선 문인들만의 일은 아니었
다는 점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를 전후하여 만주의 “문화회”56), 일본 내지의 “대
륙개척문예간화회”57), “농민문학회”58) 등에서도 문인들을 만주로 파견하거나 시
찰 및 여행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만주 기행문을 비롯한 개척을 소재로
하는 시, 소설, 희곡, 인물전기 등 여러 장르의 작품들을 생산해냈다. 조선문인
협회와 마찬가지로 “농민간화회” 역시 일본 국내에서 쇠퇴해가는 농민문학을 회
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주 기행을 기획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것이 일본에서 말하는 “대륙개척문학”59), 일명 “개척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의 한
55)

유치진, ｢개척지 行: 前記｣,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민족문학연구소, 역락,
2007, 75면.

56)

岡田英樹,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최정옥 옮김, 역락, 2008, 38-42면.

57)

王向遠, ｢日本對我國東北地區的移民侵略及其“大陸開拓文學”｣, “筆部隊”和侵華戰爭,
中國 北京 崑崙出版社, 2005, 50-53면.

58)

위의 책, 5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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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식민지 말기 만주를 배경으로 한 문학 텍스트들은 이
와 같은 생성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행되었
던 계획적인 시찰이었고 시찰 지역과 일정 역시 일률적으로 배정되어 있었던 것
이다. 이런 점에서 시찰은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하게 ‘순수 여행’과 구분
된다. 이런 구분에 의존할 때 ‘순수 여행’의 부류에 해당하는 작가는 이효석60)

59)

“대륙개척문학”은 “대륙개척문예간화회”와 “농민문학간화회”의 회원들에 의해 1938
년-194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다. 대표적 작가로는 福田淸人, 德永直, 湯淺
克衛, 打木村治 등이 있으며, 작품집으로 大陸開拓小說集(一)(1939), 農民文學十
人集(1939), 潮流⦁大陸歸農小說集(1942)과 開拓文苑(1942)등이 주목된다.
“대륙개척문학”은 만주 이주민 개척촌을 소재로 하고 있고 인물전기 형식을 빌어 대
륙개척의 선구자를 미화하고, 만주 대륙의 황량함을 묘사하며, 이민자들의 현지 생활
적응의 어려움과 강렬한 노스탤지어를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마적과의 투쟁
을 중요한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일부는 현지 중국인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미화하
고, 일본인들의 중국인 보호를 揮毫하기도 한다. “대륙개척문학”은 군국주의 일본을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 봉사하는 실용성을 우선순위로 내세운다는 특점과 소재의 국
한성, 예술성의 결여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실질적으로 대륙개척문학은 일본
의 대륙개척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미화하고 선전함으로써 만주 개척의 희망과 전망
을 펼쳐 보였고 개척 선구자를 영웅화시킴으로써 하나의 전범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동시에 식민지 일본의 무한한 장래를 선전하고 일본인들의 만주 이주를 선동하고 부
추기는 작용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만주 낭만의 표상이었고 만주 희망의 현현이었
으며 제국 일본의 전리품 과시이기도 하였다.(王向遠, 앞의 책, 55-63면.)

60)

이효석의 만주 여행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1939년 늦여름쯤이었
고 두 번째는 1940년 이효석이 부인 이경원과 차남 영주를 잃고 난 뒤였다. 이효석
의 만주 여행은 조선문인협회 소속 작가들이나 국책문학 생산을 목적으로 한 만주
시찰자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지극히 개인적인 여행이었다. 이효석은 하얼빈 여행을
토대로 장편 벽공무한을 창작하였으며 단편 ｢하르빈｣을 비롯한 다수 기행수필들도
내놓았다. ｢대륙의 껍질｣(경성일보, 1939.9.15~19.), ｢야과찬｣(매일신보,
1939.10.), ｢북만주 소식｣(조선급만주, 1939.11.), ｢산협의 시｣(조선일보,
1940.7.30.), ｢새로운 것과 낡은 것: 만주 여행 단상｣(만주일일신문,
1940.11.26.~27.) 등 다수 수필들 역시 하나같이 하얼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
기에서도 이효석에게서 하얼빈이 지니는 남다른 의미를 가늠할 수 있다. 이효석의
하얼빈에 대한 시선을 통해 그의 비판의식을 읽어내는 방민호의 ｢이효석과 하얼빈｣
(현대소설연구3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은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따라서 만주 공간에서 하얼빈은 흥미롭고도 중요한 공간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논문의 취지에 의해 작가 이효석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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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진오 정도가 될 것이다. 이에 비해 이태준, 이기영, 정인택, 장혁주, 유치진
등 기타 다수의 문인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해진 코스와 정해진 일정에 따
라 만주를 ‘학습’해야만 했던 사람들이다. 이러한 외부자의 시선과 달리 내부 주
거자의 입장에서 만주를 바라보았던 일련의 작가들이 존재하는데, 이를테면 최
서해, 한설야, 강경애, 현경준, 안수길, 박영준, 김만선, 박계주 등 작가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수영의 연구는 본 논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만주를 배
경으로 하는 문학 텍스트에서 ‘이주자-내부’의 시선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이주자-내부’의 시선은 ‘이주자’의 문제를 이주자의 이해관계에서
읽어야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이주자’가 당면할 수밖에 없었고, ‘이주자’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역사적 맥락의 세부와 중층적인 의미를 정확히 읽어야 ‘이
주자’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61) 즉 다
시 말하면 텍스트의 역사적 맥락과 생성 과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서 다시
친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만주는 식민지
말기에만 한정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데 사실 만주는 한국 근대문학의 전 시기에
꾸준히 등장하는 중요한 문학적 공간이다. 따라서 본고는 연구의 범위를 1910
년대부터 해방기까지를 아우르는 넓은 시기로 확장시켜 한국 근대문학 속의 전
체적인 만주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연구 대상으로는 주거 체험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에 놓고 기타의 작가들과의 비교분석을 진행하는 방
식을 취했다. 따라서 최서해, 한설야, 강경애, 현경준, 안수길, 김만선, 박영준 등
작가들이 중심에 놓이며, 만주국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1910년대부터 만주국
건국까지, 만주국 시기, 해방기,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다음 기존의 연
구에서 만주는 친일문학논의의 맥락에서 접근되면서 그 공간적 성격에 대해서는
미처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만주는 분화되지 않은 하나의 공
간 ‘만주’로 인식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만주국’으로서의 만주로 인식되었다. 하
지만 친일의 문제를 저변으로 밀어놓고 다시 만주를 들여다 볼 때 만주는 ‘국가’
와 ‘민족’과 ‘식민 자본’이라는 이 삼자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새로운 공간의 생성
61)

한수영, ｢친일문학 논의와 재만조선인문학의 특수성: 안수길의 소설과 ‘이주자-내부
-농민’의 시선을 중심으로｣, 친일문학의 재인식: 1937~1945년 간의 한국소설과
식민주의, 소명출판, 2005,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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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멸을 반복하는 공간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본고의 2장은 개척 대상으로서
의 간도 공간에, 3장은 국가 공간으로서의 만주국 공간에, 4장은 기억의 공간으
로서의 만주 공간에 주목한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간도는 만주의 일부분이며, 만주국은 만주에 세워졌던 괴
뢰국가이다. 만주라는 공간에서 간도라는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 그리
고 만주국이 세워지면서 간도를 중심으로 한 만주 지역의 공간 질서는 어떻게
재편되면서 위계지어 졌는지,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해방 후에는 그 만주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본고는 이
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시각
어원적으로 공간(raum)이라는 말은 “자리를 만들어낸다, 비워 자유로운 공간
을 만들다, 떠나다, 치우다” 등의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동사 로이멘(räumen)에
서 왔다. 《그림 사전》에서 räumen은 “하나의 공간, 다시 말해 경작이나 이주
할 목적으로 숲속에 빈 터를 만들다”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공간은 거주 장소
를 얻기 위한 황무지 개간과 계발 행위, 그리고 그렇게 획득한 거주 장소 자체
를 지칭하기도 했다.62)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 개척
되는 것이며, 한편 장소와 상통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이다. 공간과 장소는 상통
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또한 분명하게 구분되는 지점을 가지는데, 투안에 따르
면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이다. 그리고 무차별적인 공간에서 출발하여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고 한
다. 또한 장소는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정적인 반면에 공간은 개방적이고, 자유적
이고, 위협적이며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다. 장소는 특별한 것이고, 가치의 응
결물이지만, 손쉽게 조작하거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거
주할 수 있는 대상이다.63) 즉 인간들이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고 그곳에 거주하
62)

Schroer Markus, 공간, 장소, 경계, 정인모·배정희 옮김, 에코리브로, 2010, 29~30
면.

63)

Twan, Yi-fu, 공간과 장소, 구동회·심승희 옮김, 대윤, 2011년, 1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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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공간은 비로소 장소로 가능해진다
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향은 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향에 대한 애착은
범세계적인 현상으로 인식된다. 투안은 다양한 종족과 민족의 고향에 대한 애착
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곳이 어디든 편안함이라는 안정감을 느끼는
감정 상태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 감정은 친숙함, 편안함, 소리와 냄새, 즐거
움 등에 대한 기억과 함께 오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방랑자들, 즉 “뿌리
없음”의 형태는 영속적인 장소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64) 렐프에
따르면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고 그 장소와 깊은 유대를 가진다는 것은 인
간의 중요한 욕구인 “뿌리에의 욕망”이며, 어떤 장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세
상을 내다보는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사람은 이런 욕망 때문에 장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65) 이런 의미에서
장소 만들기는 인간의 정체성을 획득하여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리타 류이치
는 고향이라는 이야기에서 1880년대 후반에서 1890년대에 걸쳐 지방에서 도
시로 이주한 청년들이 도시에 정착하는 과정에 ‘고향’이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상
상되고 공동체로 인식되는가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66) 즉 도시로 이주한 청년들
을 결집시키는 것은 ‘고향’이라는 연대였고, 이 과정에서 ‘고향’이 어떻게 만들어
지고 실체가 부여되며 공동체로 인식되는가 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즉 ‘고
향’은 “역사적인 시간과 지리적인 공간, 그리고 언어에 의해 양성된 감정에 의거
한 공동체”67)로 인식되었다.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이 ‘북향’의 꿈을 이야기하
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간이 국가적 공간으로 수렴되는 경우, 상황은 많이 달라진다. “국가
는 영토의 기반 위에서 물리적인 폭력행사에 대한 권리를 오로지 자기만의 것으
로 독점적으로 요구하는 정치적 단위이다.”68) 즉 국가는 폭력의 독점화를 이용
해서 자신의 지배, 안으로의 결속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내며 다양
성이 존재하던 공간에 획일성을 만들어낸다. 통일된 언어, 통일된 종교, 통일된
64)

Twan, Yi-fu, 앞의 책, 239~259면.

65)

Edward Relph,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김승희 옮김, 논형, 2005, 93~96면.

66)

成田龍一, 고향이라는 이야기, 한일비교문화세미나 옮김,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67)

위의 책, 367면.

68)

Schroer Markus, 앞의 책, 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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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 공통된 화폐 등을 통해 동질성을 진작시키고, 공동이라는 도식 안에 들
어가지 않는 모든 것을 배제시킨다. 배제는 폭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폭력은
국가라는 이름하에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의 하나인 국민 역시 독점권 내지 배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국민국가의 건설과정을 만주국만큼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주국은 외적으로는 독립국가적 형태를 취했지만 내적으로는 일본의 실
질적인 지배하에 있었고 관동군의 통치 밑에 있었다. 이것이 또한 만주국과 보
편적인 국민국가와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만주국은 이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정상국가의 기본적인 형태들을 갖추기 위한 행정조직, 인구정책, 군대와 경찰,
복지제도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지만 이 역시 일본 관동군의 주도로
진행되었다.69) 이러한 체제 구축과 함께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질서의 구
축과 치안의 정비였다. 만주국 건국 초기 5년 동안 지속되었던 공비 토벌은 치
안의 유지를 위한 국가적인 중점 사업이었다.70)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마련되
면서 이어진 것이 국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국민의 창출과 주권의 수립이었
다. 만주국의 ‘오족협화’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민족과 종족을 만주국 국민이라
는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하고 동질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였다. 국민적 정체
성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형성의 문제 앞에서 만주국은 식민지에 만들어진
괴뢰국가적 성격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인 주권국가의 순수성을 적극적으
로 강조하고 나섰다.71) 이 과정에서 만주국의 내셔널리즘이 어떻게 서구의 내셔
널리즘과 구분되면서, 만주국의 민족, 민족주의를 유동적으로 형성하여갔는지에
주목한 지점은 만주국의 민족, 민족주의를 이해하는 중요한 준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강력한 국가 헤게모니의 통제 속에서 만주 공간은 새롭게 재편되고
질서지어지면서 획일화되어갔다. 만주국이 건국되기 전 만주는 청나라의 영토였
지만, 그것은 허울뿐이었고 만주에서의 청나라의 영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
다. 따라서 20세기 초까지 만주는 누구나 점령하고 개척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공간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했으며, 실제로도 국제세력의 각축장으로서 유명하였
다. 특히 철도 부설을 중심으로 한 자본에 의한 공간의 생산은 하얼빈, 대련, 봉
69)

山室信一,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윤대석 옮김, 소명출판, 2009.

70)

한석정, (개정판)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7.

71)

Prasenjit Duara, 주권과 순수성, 한석정 옮김, 나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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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신경 등을 필두로 하는 만주 대도시의 건설로 가시화되었고, 만주국이 건국
되면서 이러한 복수의 중심들은 신경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정치중심지를 구심
점으로 하는 새로운 공간 질서의 재편을 맞이하게 된다.
동북삼성 중의 하나인 흑룡강의 省都 하얼빈은 만주에서도 가장 특색 있는
지역이었다. 20세기 초반 하얼빈은 뉴욕 다음으로 세계적인 도시였고 ‘동양의
모스크바’, ‘동양의 파리’로 불리면서 ‘파리의 유행이 2주일이면 하얼빈으로 날아
(간다)’갔을 만큼 앞서갔던 도시였다. 하얼빈 제일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유
럽풍을 일본인들은 이국적인 정서로 즐겼으며 만주국 매력 중의 하나라고 자랑
스러워하기도 했다.72) 하얼빈은 19세기 말 제정 러시아의 중동철도 부속지를
중심으로 개발된 철도계획도시로서 1896년 러시아의 중동철도 부설권 획득과
1903년 중동철도 개통, 1933년 특별시시기까지 교통중심지, 경제중심지, 그리고
유럽 구미 열강의 금융 중심지로서 만주국 제1의 도시 규모를 갖추어갔다.
1920년대 후반부터 특별시 시기까지 하얼빈은 북만주의 상업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만주 전체로 보더라도 그 위상이 확고부동하여 부분적으로 봉천이나 신
경을 능가할 정도였다.73) 하얼빈의 최전성기였던 1913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당시 하얼빈에 거주했던 민족은 53개였으며, 이 중 러시아인은 전체 인구의
40%를 점하는 15만 5천 명에 달했다. 하지만 1932년 일본군의 북만주 점령과
1935년 소련의 동청철도 매각과 함께 하얼빈의 러시아인들의 운명은 여러 갈래
로 나뉘게 된다. 일부 러시아인들은 상하이로 피신하거나 소련으로 돌아갔고 그
렇지 않으면 그대로 하얼빈에 남았다.74) 이처럼 하얼빈은 동철철도와 함께 개발
되고 발전되고 쇠퇴되어 간 도시였다.
대련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을 보이는데, 다른 점이라면 대련은 만철을 중심
으로 형성되어 갔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초기의 개발은 여전히 러시아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러시아가 거의 천문학적인 거액의 투자를 해가면서 대
련을 개발했던 이유는 한낮 여행객이었던 영국인 기자의 눈으로도 파악되는 상
72)

秦风 编著, 1904-1948: 岁月东北, 中国 桂林 广西师范大学出版社, 2007, 121~122
면.

73)

김경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 동아시아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
인, 역사비평사, 2004, 278~298면.

74)

이채문, ｢망각속의 디아스포라: 20세기 초 하얼빈의 러시아인들｣, 국제지역연구제
7권제2호,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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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었다.75)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을 통해 러시아에게서 대련을 넘겨받고,
1905년 포츠머스조약을 통해 대련을 일본의 조차지로 전락시킨다. 일본은 도시
명칭을 ‘다리니’에서 ‘대련’으로 개칭하고 일본거류민회를 창립하는 등 적극적으
로 세력을 확장해 갔다. 대련은 ‘일본인의 도시’로서의 자치 의식을 강하게 가지
고 있었던 것이 또한 특징이었다.76) 이런 대련 중심의 일본인 사회는 만주국이
건국되면서 신경으로 옮겨지는데 그 과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일본인 문단
의 이전과정이다. 만주에서 일본인의 문학은 만주국 건국을 기점으로 전 후 두
시기로 나뉜다. 1905년~1931년, 만주국 건국 전까지가 첫 번째 시기에 해당되
는 것으로, 이 시기는 만철 직원을 중심으로 한 대련이 주목된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련에는 살롱식의 문화 단체들이 다수 생겨나고 문학잡지들도 창간
됨과 동시에 다수의 일본어 신문들이 생겨나면서 신문의 학예면을 통한 문학 활
동이 가능하게 된다.77) 대련의 일본인 문학장은 주로 만철 중심의 일본인들, 즉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가 시간에 소설이나 시를 쓰던 이십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소모임과 간헐적인 문학 활동이 문단을 형성
하게 되기까지에는 ｢G씨문학상｣78)과 같은 경제적인 후원이 중요한 촉매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주국이 세워지면서 대련 시기의 문학자와 문학애
호가를 중심으로 한 자연발생적이고 자발적인 문단은 사라지고, 분산되고 소규
모적인 문학잡지들이 대형화되면서 그 격에 맞는 문학단체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본격적인 신경 문단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일본의 식민지문학에서 ‘만주국문학’
으로의 전이인 셈인데, 그 문화 중심의 이동과정을 ‘신경 이데올로기’와 ‘대련
이데올로기’의 상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오카다 히데키의 연구는 흥미롭다.79)
75)

Henry J. Whigham, (영국인 기자의 눈으로 본) 근대 만주와 대한제국, 이영옥 옮
김, 살림, 2009, 17~33면.

76)

橋谷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김제정 옮김, 모티브북, 2005,
32~34면.

77)

王向遠, 앞의 책, 64~82면.

78)

｢G씨문학상｣은 城小碓（本家勇）가 靑木実(あおき みのる)에게 직접 제안하여 설정
한 문학상으로 연간 100円을 출자하여 해마다 시, 소설, 평론 중에서 우수한 것을
선별하여 상장과 상품을 전달하였던 문학상이다. 개인출자는 아니지만 출자자의 이
름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尹東燦, ｢滿洲｣文學の硏究, 日本 東京 明石書店,
2010, 39면.)

79)

岡田英樹, 앞의 책, 17~36면.

- 20 -

이처럼 만주국이 건국되면서 하얼빈의 러시아인들은 몰락의 길을 걸어갔고
대련 중심의 일본인 문단은 만주국이라는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편입되었다.
하얼빈과 대련이 선두를 달리는 근대 식민도시로서의 성격이 뚜렷한 공간들이었
다면 간도라는 지역은 지역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뚜렷한 공간이다.
주지하듯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19세기 말엽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된다.
이훈구의 조사에 의하면 만주로의 이주는 주로 네 갈래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용정, 국자가, 두도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간도 지역으로의 이주로서 이 지역
은 만주 이주 조선인들의 핵심지역이다. 두 번째는 임강, 통화, 집안, 관전 등의
제현을 중심으로 하는 서간도로의 이주이다. 북간도에 비해 인구가 훨씬 적지만
만주에서 이주조선인지역으로는 두 번째 중심지에 해당한다. 세 번째가 안봉 철
도가 개통된 후 이 철도를 따라 봉천, 관동조차지, 장춘, 하얼빈 기타 등지로 이
주한 조선인들이다. 네 번째의 경우가 “하바로브스크- 울라지보스톡”에 이르는
철도를 통한 이주의 과정인데, 이 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도 적지 않았던 것
으로 확인된다.80)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간도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다가 점점 만주의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와 같
은 기록에서도 확인되듯이 이주조선인사회의 중심지는 단연 간도이며, 간도는
다시 북간도와 서간도로 구분된다. 북간도 지역은 용정, 국자가, 두도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며, 서간도는 임강, 통화, 집안, 관전 등 지역을 아우른다.
상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간도는 개별적인 도시가 아닌 일정한 행정구역들을 포
괄하는 지역이다. 이 간도의 서울이 용정이었다.
그것은 조선인 문단의 형성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만주 조선인 문단이 문단
이라고 할 만한 성과를 이룩한 것은 일본의 경우와는 달라서 식민지 말기였던
것으로
(1942),

알려졌다.

앞서 언급되었던

滿洲詩人集(1942),

在滿朝鮮詩人集

만주조선문예선(1941), 소설집 싹트는 대지(1941), 안수길의 개

인 창작집 북원(1944), 장편소설 북향보(1944) 등을 보더라도 만주의 조선
어문학은 1940년대에 최고의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수
길에 따르면 1933년보다는 이른 시기부터 문단의 조짐이 보였던 것으로 기록된
다. 문단의 형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용정에는 1910년대 말~1920년대에 이미 문

80)

이훈구, 만주와 조선인, 평양 숭실전문학교 경제학교실, 1932,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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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 문학이 형성되고 있었다. 간도일보의 전신이었던 동만일보와 민성보
두 신문의 학예면을 통한 문학 활동이 활발했는데 이 시기 활동했던 문인들은
문인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성과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
시기에 김동엽(金東燁)이나 월성도인(月城島人)과 같은 훌륭한 시인, 민요 시인
을 배태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한때 활발했던 만주의 문학
활동은 침체기에 들어서며, 간도일보나 만몽일보의 학예면이 활용되지 못하
면서 사실상은 문학 활동의 지면이나 기관이 유명무실하게 된다. 이 시기 간도
용정에 일본 유학생파들을 비롯한 젊은 지식인 계층이 모여들었는데 주로 학교
의 교사들이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독서회가 조직되어 각자 자신이 창작한 글을
낭독하고 비평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것이 훗날 ‘북향회’로 이어졌던 것이다.81)
간도이민사에서 최초로 결성된 문학동인회로서의 ‘북향회’와 동인지 북향의 문
학성 성과와 의의는 이미 크게 평가된바 있다. ‘북향’이라는 이름은 글자 그대로
간도는 조선 사람들의 제2의 고향이라는 의미에서 간도에 조선 문학을 이룩해보
자는 취지에서 붙여진 것이다. 북향회의 결성은 이주복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
며, 동인으로는 안수길, 천청송, 강경애, 윤영춘, 박귀송, 박영준, 박계주, 모윤숙
등 여려 작가들이 포섭되었다. 북향은 조선 내의 조선문단과 서로 광고를
교환해서 낼만큼 특별한 관계에 있었고 일부 북향지는 국내에까지 전해져 호
평을 받았다. 북향은 총 4회(1935년 10월, 1936년 1월 10일, 1936년 3월 27
일, 1936년 8월 1일)가 발간되었다.82) 그러다가 간도일보와 만몽일보가 합
병되어 만선일보가 창간되면서 문학 활동은 주로 만선일보 학예면을 구심점
으로 전개된다. 이 학예면을 통해 다수의 문학작품들이 발표되었고, 앞서 살펴보
았던 재만조선시인집과 같은 시집과 창작집들이 출간되었다. 간도 조선인문단
은 대련의 일본인 문단에 견줄 바가 못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형성
하여 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만주국이 건국되기 전 만주에는 하얼빈, 대련, 간도라는 서로 다른 특
색을 가지는 중심지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번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주국이 건
81)

안수길, ｢만주에도 일즈기 조선문학이 잇섯다(上)｣, 만선일보, 1940년 2월 1일.

82)

권철, ｢《북향회》의 전말｣, 光復前 中國朝鮮族文學硏究, 한국문화사, 1999; 안수
길, ｢용정·신경시대｣, 한국문단 이면사, 깊은샘, 1999; 채훈, ｢在滿文藝同人誌｢北鄕
｣考 ｣, 어문연구제14집,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19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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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되면서 신경이라는 새로운 중심지가 부상하게 되고 모든 것이 신경을 구심점
으로 하면서 새로운 공간질서가 재편된다. 문화예술 영역에서 그 영향력은 더
한층 강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시기를 거치면서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나라 잃은 조
선인에서, 만주국 국민으로, 다시 해방된 조국의 국민(시민)이라는 신분적인 변
화를 겪으면서 그 격동적인 역사시대를 함께 했다. 만주국 건국 전 간도의 조선
인들은 일본과 중국의 세력 사이에서 이중의 피해를 받았다. 1907년 8월 23일,
용정에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가 설치되면서 재만 조선인은 일본의 관할 하
에 속하게 되고,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이 체결되면서는 일본의 관할이었다
가 다시 청국의 법적 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인은 일본 신민이라
는 주장 하에 조선인의 청국 귀화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청국은 간도협약에 의
해 조선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따라서 재만 조선인을 놓고 일본
과 청국은 늘 법적 권리의 충돌을 겪으면서 분쟁을 일으켰다. 이런 틈바구니에
서 재만 조선인은 일본에 의해서는 침략의 도구로 이용되었고 중국 측에서는 일
제 침략의 주구로 오인되면서 구축을 당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925년 삼시
협정(雙方商定取締韓人辦法綱要)이 체결되면서 중국관헌은 합법적으로 재만 조
선인을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83) 이렇게 조선인들은 정치적 질서로부터
제외된 삶이라는 측면에서 추방자의 신세가 되면서 법적질서의 비식별역에 놓이
게 된다.84) 즉 ‘추방된, 추방령을 받은’이라는 말에는‘누군가의 처분대로 하다’라
는 뜻과 함께 ‘자유롭게’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85) 따라서 추방에는 자
유로움을 동반하는 측면이 있다. 자유롭다는 것은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뜻이기
도 한데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간섭과 위험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태가
중국과 일본의 간섭과 관여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만주국이 건국되면서 조선인들은 획일적으로 만주국 국민이라는 범주
에 포섭된다. 그리고 오족협화의 슬로건 아래 ‘2등국민’이라는 지위가 부여되는
83)

박영석, 만주지역 한인사회와 항일 독립운동, 국학자료원, 2010, 15~72면.

84)

추방령을 받은 자는 단순히 법의 바깥으로 내쳐지거나 법과는 무관해지는 것이 아
니다. 그는 법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며, 생명과 법, 외부와 내부의 구분이 불가능한
비식별역에 노출되어 위험에 처해진 것이다.(Agamben, Giorgio, 호모 사케르, 박
진우 옮김, 새물결, 2008, 79면.)

85)

위의 책, 224~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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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2등국민’이라는 지위가 실질적으로는 허상86)에 불과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주자의 98%가 농민이었던 조선인들 중 ‘2등국민’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오직 만주국 관리직에 몸담고 있는 극소수의 일부 사람들에게
만 해당되는 사항이었다. 그러나 이 ‘2등국민’이라는 것이 법적이거나 공식적 범
주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지적은 주목된다.87) 그것은 만주국이라는
복합민족 국가에서 모호하게 또는 불연속적으로 작동하는 기호였던 것이다. 오
히려 조선인의 절대다수는 중국인 지주의 소작농이라는 지위를 면치 못했다. 하
지만 이러한 조선인들도 경우에 따라서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이민사업의 기획
과 실행 과정에서 만주의 조선인들은 일본의 목적에 따라 배제되었다가도 필요
에 의해 포함되는 존재들이었다. 필요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조
선인이 있는가하면 그들의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로서의 조선인도 존재했
다.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조선인들은 일본에 의해 共匪, 비적 등
으로 지칭되면서 만주국 국가건설 과정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할 대상으로 지목
되었다. 이렇듯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인들은 “부담스러운 하위범주”88)이었을 뿐
이다. 또한 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2등 국민’이라는 ‘호명된 주체’89)로 만주
국 시기를 살아가야만 했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만주국은 붕괴되고, 조선은 광복을 맞는다. 해방과 함께
수많은 조선인들이 이주지에서 조선으로 향하는 귀환 길에 오른다. 중국의 만주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등 지에서 조선으로 귀환했다. 해외 한인들은 응
당 인도주의 원칙하에 조국으로 귀환되어야 했지만, 이들은 ‘해방국민’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230만에 달했던 중국의
많은 한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한 채 강제 추방되는 등 해당국의 횡포를 받아야
했다.90) 뿐만 아니라 해방기 귀환자들은 사실적으로는 무국적자들이었다. 아직
국적법이 명확하게 선포되지 않았으므로, 귀환자들은 일본이 패망하자 자연스럽
86)

윤휘탁, ｢만주국의 <2등국민>, 그 실상과 허상｣, 역사학보169, 역사학회, 2001.

87)

유선영, ｢‘東亞’ 트라우마, 제국의 지정학적 공간과 ‘이등신민’의 정치학｣, 사회와
역사94, 한국사회사학회, 2012, 223면.

88)

한석정, 앞의 책, 179~191면.

89)

윤대석, 앞의 글.

90)

장석흥, ｢해방 후 귀환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 근현대사 연구25, 한국근
현대사학회, 2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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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조선국민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해방기 귀환자의 많은 수가 국제적인 난민됨을 피해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결국
에는 내국 난민으로 단순 치환되는 경험을 해야 했(다)”91)던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시각에 기대여 한국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공간을 세 시
기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2장에서는 만주국 건국 전까지를 한정하여 1910년
대한민보에 연재된 ｢소금강｣과 한설야, 최서해의 만주 배경 소설들을 대상으
로 고찰하며, 주로 이시기 문학에 나타난 만주 공간에 대한 이념적 지향성에 주
목한다. 3장에서는 만주국 시기를 만주에서 살아간 작가들, 강경애, 현경준, 안
수길의 만주 배경 소설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강경애, 현경준,
안수길 등과 같은 작가들이 만주국이라는 강력한 국가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갔으며 국가 공간으로서의 만주국이 어떻게 인식되고 표
상되는 지에 주목하였다. 4장에서는 해방기 만주를 재현한 대표적인 작가인 김
만선과 박영준의 만주 배경 작품에 주목한다. 여기에서는 만주국 시기를 살아갔
던 작가들이 해방과 귀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만주 체험과 만주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정치화시키는지, 따라서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만주가 어떻게 새롭게
구성되는지에 주목하였다.

91)

김예림,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상허학보29, 상허학회,
2010, 3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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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간도로의 이주와 유토피아의 상상
간도는 행정구역상으로 중국의 연길, 화룡, 왕청, 훈춘현과 안도현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현재의 중국 연변지역에 해당하는데, 이는 지도가 현대화되
고 난 후의 일이지 간도가 처음부터 일정한 지역을 두고 사용된 말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여 한반도와 접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
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당시 보통 만주라고 불리던 지역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것이었다.92) 처음 조선인들이 흔히 간도라고 했던 지역은 두만강
건너편이었다. 그러다가 이 지역과 압록강 건너편을 구분하여 부르기 위하여 압
록강 대안 지역을 서간도라고 부르고 원래 간도라고 불렸던 지역은 북간도라 부
르기 시작했다. 서간도와 북간도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기준으로 구분되기도 하
였지만 백두산을 기준으로 백두산 동쪽은 북간도, 서쪽은 서간도로 구분하기도
하였다.93) 이처럼 “간도는 동일한 지역 만에 한해서 불리는 명칭이 아닌데다가
뒤에 와서 압록강 대안지역을 ‘서간도’라 일컫게 되고 백두산과 송화강 상류지방
과 또 백두산 동쪽으로부터 두만강 대안지방을 합하여 ‘동간도’라 일컬으면서,
전자를 ‘동간도 서부’라 하고 후자를 ‘동간도 동부’라 하는데 동간도 동부지방을
‘북간도’라 부르”94)게 되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와 같이 간도는 현재의 우
리가 알고 있는 지역보다는 훨씬 넓은 지역을 아우르고 있었다. 이 구분에 따르
면 서간도는 남만주에 해당하고 북간도는 북만주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처
럼 간도는 만주의 일부이며, 주로 조선인의 이주와 관련되어 알려지기 시작한
이름이었다. 따라서 간도와 만주라는 이름은 동시에 사용되었으며, 간도는 주로
조선인의 지역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그러던 것이 만주국이 세워지면서 간도라
92)

김명기 編著, 간도연구, 법서출판사, 1999, 8면.

93)

“中國東三省에는 우리百萬名의 同胞가 居住하는곧이다. 其中에도 吉林省과 遼寧省에
만이사는대 長白山을 界限하야 그以東을 北間島라하고 以西를 西間島라 稱하나니 北
間島에는 우리同胞의 이주한 年代가 比較的 좀 일넛으나 西間島는 庚戊年 以前까지
만해도 三百里에 一號 五百里에 一號도 잘 안되엇다.”(一記者, ｢西間島初期移住와 新
興學校時節回顧記｣, 대한민보, 1936년 5월 25일.)(강조-인용자)

94)

김명기, 앞의 책, 12면.

- 26 -

는 말은 점차 사용빈도수가 낮아졌고 대신에 만주, 만주국이 훨씬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근대문학에서 간도, 북만의 등장은 최서해의 소설을 통해서이다. 하지만
간도로의 본격적인 이주를 소설화한 신소설 ｢소금강｣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기존의 연구에서 만주는 식민지 말기를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만주국
이 건국되기 전, 즉 간도라고 불렸던 시절의 만주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
이 많다. 식민지 말기 만주는 만주국과 연결되면서 인공국가의 질서 속에서의
만주 공간을 상상하게 하지만 간도 시절의 만주는 무주공산으로서의 무한한 가
능성의 공간으로 상상된다. 1910년의 ｢소금강｣에서 시작되는 만주 서간도로의
이주는 이러한 공간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전개된다. 이 시기의 간도는 망명의
공간임과 동시에 희망의 공간, 가능성의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이념적 유토피아
를 상상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다. ｢소금강｣을 비롯한 한설야, 최서해의 소설들은
이러한 이념적 지향성을 잘 드러낸다.

1. 서간도 이주에 나타난 ‘이상촌’의 이념
憑虛子란 이름으로 1910년 1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48회(6회가 두 번
으로 기록됨)에 걸쳐 대한민보에 연재된 소설 小金剛은 최초로 만주로의 집
단 이주를 소설화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임과 동시에 작
가 빙허자95)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어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금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김복순의 연구가 유일하며, 한국근대민족문
학사96)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렇듯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95)

김복순은 소금강에서 보여 지는 고토에 대한 인식과 전망, 무비무환 사상으로 미
루어 저자 빙허자가 신채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1908.9년 무렵부터
신채호는 애국계몽운동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식하면서 역사인식의 변모를 보이고
있는 바, 종래의 영웅사관으로부터 민중적 지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대종교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이 작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미루어 충분히 추정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김복순, ｢新小說 ｢小金剛)｣과 항일의
병운동｣, 연세어문학,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12면.)

96)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105~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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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신소설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소금강의 독특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신소설들이 개화사상에 입각하여 반봉건 문명개화를 드러내고 있는 점
에 비해 의적단체인 활빈당의 무장투쟁을 소설화하고 있는 소금강은 독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금강은 활빈당의 만주 서간도로의 집단적
인 이주 과정을 계획적이고 순차적이며 질서정연하게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이
색적인 장면은 소금강의 중요한 문제의식 중의 하나가 만주 공간에서 발원하
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한편, 이 작품이 자강운동기의 소설사에서 주목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획득하게 한다.
소설은 갑신개혁당 사건의 관련자의 한 사람인 구도사의 아들 구홍서가 개화
사상의 한계를 느끼고 조선 팔도를 방랑하며 세상 구경을 하던 중 강원도 철원
보개산에 은신해 있는 활빈당의 소문을 듣고 활빈당에 투신, 두령이 되고, 다시
그들을 이끌고 서간도로 이주하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서간도로의 이주인데, 그
들은 왜 굳이 해외 지역인 만주 서간도를 이주지로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사실 이주지로서는 서간도보다 북간도 지역이 훨씬 유명하다. 하지만 ｢소금
강｣에서는 무작정 사람들이 많이 가는 북간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에 앞
서 서간도와 북간도 두 지역에 사람을 파견하여 현지답사를 진행한다. 결과 “북
간도 외국인의 경쟁이 자로잇셔 안도거생여 실력을 기를 겨를이 업스니 도
로도 편리고 인심도 슌박 셔간도로 건너가 것이 필요다 좌우참모의
말”97)을 받아들여 서간도로의 이주를 결심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두 가
지이다. 하나는 북간도는 외국과의 경쟁이 부담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북간
도는 실력을 기를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이주지 선택 기준에서 우
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실력양성이라는 점이다. 한편 북간도는 외국과의 경
쟁이 염려된다는 이와 같은 시찰원의 보고는 ｢소금강｣에서 구홍서를 통해 발화
되는 북간도에 대한 인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여보게 자네들 해삼위나 북간도를 가것일셰그량 거긔가면 별
슈잇나 두더쥐모양으로 이나파먹고 아모사상업시 살냐면 내디에
엇의가 못살아 필 국경밧게를 나아간단말인가 나도 그경륜을고
97)

빙허자, ｢소금강｣32회, 대한민보, 1910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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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형편을 탐문여보앗네 그곳에우리동포도 만히드러가기스나
모다무식야내나라가 엇던것인지 내민죡이 엇던것인지 망매게 몰
노고 금전에만 욕심이 나셔 매두몰신고 로동기로만 죵사를다
니 웬만치잇놈이 그곳에 무엇러 간단말인가98) (강조-인용
자)

구홍서는 북간도로 향하는 두 친구를 만류하는데, 그 이유인즉 생각이 있고
사상이 있는 사람은 북간도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아무 사상 없이 살려
면” 굳이 해외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해외로 나
간다는 것은 생존보다는 더 큰 어떤 대의를 위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이
기도 하다. 또한 북간도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제 나라”, “제 민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돈에만 목숨을 거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이며, 북간도는 이런 사람들
로 채워져 있는 야만의 공간처럼 인식된다. 이러한 야만의 공간으로서의 북간도
에 대한 인식은 외국과의 경쟁을 상상할 수 없게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외국과의 경쟁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다음과 같은 기사들을 통해 짐작
가능하게 한다.
간도가 실노 쳥국령디라 만 실은 빙문의 증거가 만히 잇거
뎌 등즁좌와 져를 지휘쟈들은 강박히 고집야 원슈를 짓고 싸
을 구 불은 욕심을 뵈이듯도다
대기 등씨가 그 에츌쟝거슨 간도인민의 쳐원이라 칭탁나 그
실샹은 간도인민의 쳥원이아니오 회녕군에잇 일진회원 몃몃치 간도
에잇 한국사 일명을 여셔 간도에 일반인의 쳥원 미여가지
고 졍부의보호를 청인 그 간도에 잇 한국인의 심정을 의론진
 일아젼성에도 일인을 항거 도 잇섯고 현금에 등씨 츌쟝
후 형편을 볼지라도 모다 일병을 혐의하야 거민들이 만히흣혀져셔
슈쳥과 취중과 위등디로 옴겨가니 보호를 쳥던쟈-면 엇지이런
일이잇스리오99)

98)

빙허자, ｢소금강｣제10회, 대한민보, 1910년 1월 16일.

99)

｢간도사건｣,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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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신보의 論說 ｢간도사건｣은 당시 북간도의 상황을 잘 전달하고 있
다. 이 논설에 따르면 1907년 당시 북간도는 한국, 청국, 노국, 삼국간의 요해지
였다. 1907년 당시 이미 북간도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었는데
일본이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북간도로 진주해 있었다는 것이다.
1907년 8월 6일 齊藤季治郞과 篠田治策은 헌병장교 이하 54명과 간도로 향하
였고, 8월 23일에는 소위 간도의 한국인민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불법으로 대
일본통감부간도파출소를 북간도의 중심지인 용정에 설치하였다.100) 일본이 진출
해 있었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간도 진출에는 사연
이 있었는데, 논설에 따르면 한국의 일진회 회원들이 간도의 조선인을 꾀어서
통감부에 청원하여 일본 보호병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간도에 거주하
고 있던 조선인들은 일본의 보호를 원하지 않았다. 일본이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간도로 진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선인들은 수청, 취풍, 해삼위 등
의 지역으로 흩어져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간도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국은 뒤질세라 훈춘을 점령하고 간도로 진출하였다. ｢소금강｣에서 북
간도는 외국과의 경쟁이 염려된다는 사항은 비슷한 시기 이러한 맥락임을 추측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북간도의 정세에 비해 서간도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양상으로 드러난
다. 서간도로 이주한 조선인 호수는 이만여 호, 인구는 수십만에 달했다. 그들은
한국의 습관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고 농사와 목축이 번성하였으며 특히 포수가
많았던 것이 특징으로 제시된다. 청국과의 관계도 친밀하였으며 예수교와 천도
교가 흥성하였다. 무엇보다 “오호 라 동포들이여 이 간도 그 디셰가 일개 
유텬디가 될만 디방이니 동포들은 힘쓸지어다”101)와 같은 문장들에서 드러나
듯 서간도는 자유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북간도와는 사뭇 대
조되는 분위기를 보인다. 북간도가 외세의 개입으로 서간도보다는 정세가 훨씬
복잡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연유로 하여 실력 양성을 위한 지역으로는 서간
도가 북간도보다는 지리적으로나 정세 상으로나 유리하다고 판단되었던 것이다.
서간도가 復國運動의 근거지로 선택되었던 것은 다른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신
흥무관학교 시대를 회고한 한 회상기102)는 당시 학교 부지를 선택하는 과정에
100)

박영석, 앞의 책, 21면.

101)

｢서간도의 소식｣, 대한매일신보, 1909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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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서간도 이주과정까지를 포함한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한일합
방을 앞두고 신민회에서는 운동의 근거지를 해외로 옮기기로 결정하였고, 이주
지역으로서 국경에 인접해 있고 각종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서간도 지역을 선
택하였다. 하여 한일합방 전인 7월에 이미 이동녕을 서간도로 파견하여 학교 부
지를 둘러보게 하였고 곧 국경을 넘은 것으로 기록된다. 같은 해 12월 이동녕은
이미 안동에서 머물고 있었다. 신민회의 이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한흥동의 영향이 컸다는 지적도 있다.103) 1908년 가을 이승희는 중국 흑룡강
밀산부 봉밀산 부근의 땅을 구매하고 농호 100호를 이주시켜 한흥동이라는 마
을을 건설했는데, 이처럼 간도는 해외 독립운동근거지의 건설지로서 선택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1910년대 서간도로 간다는 것은 곧 신흥무관학교가 있는
삼원포나 합니하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곳에는 신흥무관학교뿐만
아니라 한문학자요, 조선 역사가로 이름 높은 박은식이 있었고 대종교 주장자인
윤세복이 있었다.104) 이러한 지사들이 서간도에 집거해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1910년 전후의 서간도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형상화되
었다. 이러한 서간도의 이미지를 염두에 둘 때 ｢소금강｣이 드러내는 간도에 대
한 인식과 간도행의 목적은 다시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가) 셔간도라하는곳은 곳예ㅅ젹 우리나라 판도러니 력대테왕이 문화
만슝상고 무비소홀야 압록강이내만 직힐줄알고 기외등히녁
인소치로 맛참내 쳥국범위안 물건이되얏대 쳥국은 본래 폭원이 넓
기로셰계에 유명한나라라 황무디를 개척지안이야도 고유토양이
불부죡이라 탐탐욕심으로 간도를 자귀나라라판도에넛키 얏스
나 지금지 등히 내여버렷슴으로105)
나) 셔간도나북간도나 두곳즁드러가 일변으로 진황디를 개쳑야 농
업을힘쓰며 긔계를졔조여 실업을 발달며 일변으로 긔십만명양병

102)

一記者, 앞의 글.

103)

윤병석,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16~18면.

이극로, ｢방랑 20년 수난 반생기｣, 조광, 1936.3~4, 소재영, 앞의 책, 243~244
면.

104)

105)

빙허자, ｢소금강｣32회, 대한민보, 1910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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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야 외국인의 침탈 물니치고 우리나라 일엇던판도를 돌오찻잣스
면 공으로 국토를 확장겟고 사로 죄명을씻슬가나이다106)

인용문 가)는 활빈당을 비롯한 당시 조선인들의 간도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대변하는 부분이다. 그들의 인식 속에 간도는 청나라 영토가 아닌 “우리나라 옛
판도”라는 고토인식이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다. 간도는 원래 조선의 땅이었으나
조선의 역대 왕들이 문화만 숭상하고 무비에는 소홀히 하여 청국에 빼앗긴 것이
고, 청국은 청국대로 그들의 욕심에서 간도 땅을 빼앗기는 하였으나 개척을 하
지 않고 내버려둔 탓으로 만주는 여전히 황무지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고토의식은 이 시기 망명 가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107) 그들은 만주는 공
식적으로 청나라의 영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정계비문제로 분쟁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간도는 ‘비록 지금은
청나라 영토이지만’ 언젠가는 되찾아야하는 민족의 발상지라는 인식이 더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망국의 현실에서 간도는 구국과 국토회수를 위한 준비공간으
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생각이 있고 사상이 있는 사람”은 북간도로 가지
않으며 “아무 사상 없이 살려면”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러한
맥락에 놓이는 것이다. ｢소금강｣에서 서간도로의 이주 역시 국토회수를 위한 실
력양성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 국토를 회수함으로써 공적으로는 국토를 확장하
고 사적으로는 죄명을 씻는다는 것이다. 잃었던 나라 판도를 되찾는 공적인 행
동을 통해 사적인 ‘도적’ 행세에 대한 속죄를 대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용문
나)는 이러한 국토회수를 위한 준비공간으로서의 만주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
다. 간도로 건너가 황무지를 개척하여 농업을 발전시키고, 기계를 제조하여 실업
을 발전시키는 한편 군사를 길러 실력을 양성하여 외세를 물리치고 잃어버렸던
고토를 회수하겠다는 이상이다. 여기에는 실력을 양성하는 한편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을 교육 계몽하여 만주에 조선인의 이상사회를 건설하자는 목적도 동반
되어 있다.
활빈당이 서간도로 이주하기 전에도 만주지역에는 이미 적지 않은 조선인들
106)

빙허자, ｢소금강｣24회, 대한민보, 1910년 2월 3일.

고순희, ｢일제강점기 망명 관련 가사에 나타난 만주의 장소성｣, 한국시가연구34,
한국시가학회, 2013.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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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주하여 살아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황무지가 많아 그냥 농사를 지을 수 있
었으나 조선인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청인들은 자의적으로 말뚝을 박아 자기
땅이라 표시를 하고는 조선인에게 돈을 받고 땅을 팔기 시작했다. 후발 이주자
들은 돈을 내고 땅을 사야하는 입장이 되었고 자연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
었다. ｢소금강｣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간도로 이주한 조선인들을 보호하고 관리
하는 자국 관리가 존재하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말 그대로 무
법천지 간도에서 조선인들은 땅을 사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淸國籍에 들었다.
하지만 활빈당이 서간도로 이주한 후 간도의 조선인 사회는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다.
서간도로 이주한 활빈당들은 한편으로는 농업을 발전시키고 상공업에 매진하
여 이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를 세워
아이들의 교육에 매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청국에 입적한 사람들을 설득하여 還
籍하게 함으로써 조선인사회의 단결을 도모하였다. 이처럼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계몽을 통해 백성들을 계도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실력을 양성하여야 한
다는 실력양성론 중심의 준비론 사상은 사실 낯선 것은 아니다. ｢소금강｣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준비성이다. 소금강단의 서간도 이주의 결정과 이주
과정, 그리고 왕마적의 퇴치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바로 준비성이다. 서
간도 이주를 결정하기에 앞서 활빈당은 우선 사람을 파견하여 현지답사를 진행
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북간도가 아닌 서간도로의 이주를 결정하며, 국경을
넘을 때에도 집단이주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둘씩 셋씩 짝을 이루어
혹은 상인으로 혹은 여행객으로 혹은 농사꾼으로 변장하여 국경을 넘어 목적지
에서 다시 합류하였다. 이는 ｢西間島初期移住와 新興學校時節回顧記｣에 등장하
는 신민회 관련 인물들의 이주 모습을 연상시킬 정도로 흡사한 느낌을 준다. 신
민회 관련 인물들 역시 각자 흩어져 국경을 넘었고 아이들조차도 서로 알은체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교육받았다. ｢소금강｣의 이주과정 역시 이와 아주 흡사하
다.
또한 왕마적의 퇴치에 있어서도 준비성은 빛을 발한다. 마적과의 마찰은 지
극히 개인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데, 호색한인 왕마적이 구두령의 부인인 오씨
의 자색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무조건적으로 오씨 부인을 자신에게 ‘헌납’하
라는 일방적인 명령을 내린다. 물론 이에 응할 활빈당이 아니었고, 활빈당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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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왕마적에 비해 턱없이 적었으나 계략을 꾸며 왕마적 일당을 포위하여 일거에
퇴치해버린다. 여기서 활빈당의 치밀한 준비과정이 돋보이는데, 구두령은 조창로
와 박지륜 두 척후를 정탐으로 파견하여 왕마적에 대한 조사와 탐문을 진행한
다. 정탐결과 박지륜은 변장하여 적진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조창훈은 정세
보고를 위하여 되돌아온다. 왕마적 일당은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결국 소금강단의 계략에 걸려들고 만다. 소금강단은 사전에 마을을 비워놓
고 왕마적단을 마을로 유인하였으며, 적재절명의 시각에 마적단에 합류했던 정
탐 박지륜이 마을 중앙에 불을 지르는 것을 신호로 하여 소금강단 측에서 일제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이로써 손쉽게 왕마적 일당을 퇴치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소금강단의 서간도 이주의 결정과 이주과정, 그리고 왕마적의 퇴치과정에서 가
장 두드러지는 점은 바로 준비성이다. 이는 “텬의 테일필요것은 준비라하
것이라”라고 ｢소금강｣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는 실력양성론을 중심으로 하는 도산 안창호의 준비론 사상을 연상시키는
데,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념이 만주 간도를 통해 발현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
다. 도산 안창호의 주도 하에 전개된 ‘이상촌’ 건설운동은 이미 190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만주 지역에서도 활발히 시도되고 있었다. ‘이상촌’은 흔히 ‘모범촌’
이라고도 하는데, 일정한 지역을 의도적으로 개척한 촌락이라는 뜻으로, 경제력
이 빈약하고 자립경제가 불가능했던 빈민들이 합심하여 공동체를 형성하여 자본
축적과 생산증대를 이루어 여유로운 삶을 영위함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의 하나
이다. 다시 말해, 이상촌 건설운동은 농업자치구를 이룩하려는 운동으로서, 청사
진대로만 실행된다면 모범적이며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는 염원에
서 시작된 운동이었다. 앞서 언급되었던 한흥동 역시 좋은 이상촌의 사례가 되
는 것이다. 이상촌 건설운동은 1910·1920년대 안창호가 중심이 되어 신민회로
부터 시작되었는데,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하면서 그 후 이상촌 건설운동은
무대를 국외로 옮겨 독립군기지 창건운동으로 전환된다.108) 이상촌에 대한 간략
한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이상촌은 우선 흩어진 빈민들을 합심시켜 경제적인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특히 만주
지역에서 이상촌 건설은 조선 이주민들을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흩
이명화, ｢도산 안창호의 이상촌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학보제8호, 고려사학회,
2000.3, 122~123면.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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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조선인들을 집중시키는 일차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개간할 황무지나 농사지을 땅을 신민회 측에서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 없었다. 다만 독립기금 마련
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있었다.
신민회의 이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 3월 경부터였고, 신민부
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지역이 러시아와 만주의 국경지대인 밀산부의 봉밀산이었
다. 하지만 봉밀산 이상촌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도 전에 중국 정부의 간섭과
마적의 상습이라는 외적인 악조건, 그리고 자금난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시도
되지 못했다. 1920년대 들어서는 흥사단 원동임시위원부의 주력 사업으로 만주
지역뿐 아니라 중국 관내 양가장 유역까지 확대되고, 1927년에 이르러서는 이
상촌 건설운동을 주도할 단체로 농민호조사109)까지 결성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1932년 도산 안창호가 윤봉길 의거로 체포되
면서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중지 상태에 이른다.110) 만주 지역에서의 이상촌건
1927년 4월 1일 길림의 대동공사에서 결성되었다. 1925년에 설립된 만주농업사가
외적 압박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안창호는 재만 한인사회를 민족혁명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재건하기 위한 기초조직으로 협동조합적 성격을 가진 농민호조
사를 결성하였던 것이다. 농민호조사는 대동공사를 통신처로 하여 “본사사원은 호조
협동하여 산업·교육·풍교·보위를 합작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각 사원들의 출자금
과 저축금을 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신농촌을 건설하고 출자액에 기준하여 성과
금을 분배하는 일종의 주식회사였다.(김명화, 앞의 글, 169면.)

109)

도산 안창호의 이상촌 건설운동은 1932년으로 마감되지만 이 외에도 백산 안희제
가 세운 발해농장이 있었고 원종의 개창자인 김중건이 건설한 어복촌도 있다. 안희
제의 발해농장은 일부러 발해의 옛 성터에 발해의 이름으로 세웠던 농장으로서 대종
교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다.(김동환, ｢백산 안희제와 대종교｣, 국학연구5집,
국학연구소, 2000.) 김중건의 어복촌은 동만주 팔도하자에 위치하고 있었고 늦은
1929년에 만들어진 이상촌이다. 일명 농촌주의 촌락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원종의
농촌주의에 기반 한 자치농촌연맹과 공작분유제도의 실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김중건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무정부사회의 양상을 잘 제시해 보인다. 그가
제안한 경제안이라는 것은 다분히 크로포트킨적인 공동생산하고 공동소비하는 무정
부사회였다. (차옥승, ｢소래 김중건의 삶의 여정과 사회개혁 사상: 동서교섭과 천도
교를 중심으로｣, 동학학보27, 동학학회, 2013, 362~363면 참조.)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만주에서의 이상촌 건설운동은 안창호만의 운동이 아니었으며 대종교와 천도
교 등 종교단체들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아나키즘 계열의 세력들, 이를
테면 우당 이회영과 같은 인물들도 이상촌 건설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만주 지역에
이상촌을 건설하고자 노력했다.(김명섭, ｢우당 이회영의 아나키즘 인식과 항일 독립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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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되자 안창호는 1929년 2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50여
일간 필리핀 지역을 후보지로 시찰을 다녀오기도 한다.111) 만주 지역이 불가능
하다면 해외인 필리핀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상
촌 건설운동은 만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양자강을 건너 동남아지역인 필
리핀으로까지 공간을 넓혀가고 있었다. 안창호의 이상촌 건설운동은 빈곤에 허
덕이는 조선인들을 통합시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독립운동기
지112)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독립운동의 자금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국의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조선인의 자치권을 획득하고자하는 최종
적인 목적이었다.
하지만 도산 안창호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던 이
상촌은 구체적인 모습도 드러내지 못한 채 좌절되고 만다. 반면에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상촌에 가장 근접한 조선인 자치촌락의 모습을 보게 된
다. 1925년 이돈화는 천도교 신자들의 초청으로 만주를 다녀온다. 1925년 5월
초부터 이돈화는 무순, 흥경, 통화, 유하, 해룡, 개원 등 6개 역에서 강연회를 개
최하였고, 봉천을 경유하는 귀로에 봉천의 조선청년회, 개벽봉천지사, 조선일보
봉천지국의 초청을 받아 장로교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한다.113) 그 여행에
서 이돈화는 興京 부근의 조선인 촌락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촌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興京이란곳은, 地圖로보면, 南쪽은撫順桓仁이오東쪽은寬甸縣이오 北쪽
은通化縣과 柳河縣이接하야잇는곳임니다. 實로南滿洲北部의中心이라

운동｣, 동양정치사상사제7권제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7.)
김인덕·김도형, 1920년대 이후 일본·동남아지역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
운동사연구소, 2008, 256면.

111)

독립운동기지로서의 이상촌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약한 일인으로 이회영을 들 수 있
다. 신흥무관학교와 신흥무관학교의 제2군영이었던 백서농장은 농장이라고 명명되었
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영이었다. 제1군영으로서의 신흥학우단이 이미 존재했지만 이
에 만족하지 못하고 봉천성 동변도에 속한 통화현 제8구 관할 팔리초(八里哨, 빨리
소) 오관하(五管下)에 있는 소백차(小白岔, 쏘배차)에 설립한 군영이었다. 1915년에
문을 열었다가 3.1운동 후 폐지되었다.(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
평사, 2001, 138~157면.)

112)

113)

조선일보,1925년 6월 19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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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잇슴니다. 地勢가이러코보니, 이곳은日本人의勢力이밋지못하엿스
며, 그에라朝鮮人의移住가만히잇서, 興京附近만으로도 約四千戶의同
胞가잇다함니다. 興京邑내는 總戶數四千餘戶假量에 우리同胞의居住者
가 겨우九十戶假量인바, 大部分의業은 精米業이一等이오. 其餘는小賣
商과飮食店임니다. 그러고보니 四千戶의大多數가 絶對農民인것은 말
할도 슴니다. 農事하는方法은大槪가水田을經營하고잇스며, 水田은中國
領土인關係上, 全部가 小作農이어서, 中國人의 橫暴가적지안타함니다.
移住의年齡으로보면, 數十年前에들어온이도만치만은, 半數以上은 大正
十年內外이며, 原籍地로말하면이곳은地勢上平安北道가 갓가운故로 北
道親舊가全部를占한모양임니다.
이제는○○團의이약이를始作하겟슴니다. 누구든지 興京에들어서 먼
저觸感되는일은, 興京이○○團의 根據地이란것입니다. ○○團의歷史가
이에서發源되엿고, 現今의活動地帶도 한이곳이中心될만하야잇슴니
다. 그래서들어서는길로 異常히들리는것은, 某士官, 某士官하며 某軍
人 某軍人이라는稱號가, 朝鮮에서主事라는稱號와가튼 通例로듯게됨니
다. 참으로 別天地입니다. 朝鮮안에同胞로는, 夢想不到할天地입니다.
現今은完全히自治制度가組織되야, ○○團의行政命令이 徹底且組織的
으로 施行이된다합니다.
......(중략)......

正義府에서自治하는區域은 南滿洲全體를目標로하는바, 時在完全히
正義府에 所屬된戶數가四萬餘戶에達한다함니다.
正義府의組織은 行政府 民事部 軍事部 財務部 學務部 學務部 生計
部 宣傳部 法務部의八部로되엿스며 各部에委員長一人이잇서, 그를指
導하고, 委員長以下에는 主任委員及委員이잇서일을보게된다합니다.
地方行政은엇더한가하면, 百戶에는百家長이잇고 千戶에는 總管이잇
서, 正義府와聯終이도여잇슴니다. (最近에는地方에도委員制로變하엿다
함)모든것에 人選하는方法은 百家長은百家의推薦으로되고, 總管은그
區域의代表가選擧하게되며 그러하야正義府委員은 別로히議員選擧區가
잇서, 一區一議員이選出되어, 無記名投票로委員全部를 選擧케되는制度
이며, 그리하야委員長은 委員들의互選으로써된다함니다.
正義府所屬의人民들이 正義府에밧치는義務는 納稅義務 兵役義務가
잇는바, 納稅는一年春秋兩期에淸貨六圓이며, 兵役義務는 志願者로써
軍籍을備置하야두엇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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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은百戶以上에는 반드시一校를두어, 强制敎育을實施한다하며, 産
業은生計部의所管인데, 一切産業向上을 生計部의指導로되야간다함니
다. 交通은甚히敏速하야, 急한일이잇고보면, 以前舊韓國時代의 파발모
양으로, 이 村에서저村에傳하고 저村에서 이웃村에傳達하게하야, 비
록 數百里의遠距離라도 容易히消息通하게된다함니다.114)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의 조선인들 역시 극소수가 도시에 거주하
고 나머지 절대다수는 수전 농사에 종사하고 있었다. 4천 여 호 중 90여 호만이
도시에 거주한다고 기록되는데, 이 비율은 이훈구가 조사했던 5%115)라는 수치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흥경 지역 조선 이주민들의 사정은 다른 지역
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비록 소작농의 신분으로 중국인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고 중국인 지주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정의부116)를
중심으로 한 조선인 사회의 미래는 희망적으로 제시된다. 우선 흥경은 지리적인
위치로 하여 아직 일본인의 세력이 미치지 못했고 중국인 지주의 횡포가 심하다
고 하지만 조선인들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침을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정의부 산하의 행정부, 민사부, 군사부, 재무부,
학무부, 생계부 등 8개의 부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조직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조선인들의 생계를 책임진 생계부에서는 조선 이주민들의 소작농 신세를
면해주기 위하여 중국인의 토지를 영구 구매할 방도로 공농제117), 호계제118)등
114)

李敦化, ｢南滿洲行(第一信)｣, 개벽61, 1925.7, 112~114면.

“1925년 6월의 조선총독부 조사에 의하면 상업중심지별 조선인 인구는 총 28256
명이다. 여기에는 하얼빈과 같은 북만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추정하는 도시
조선인 인구는 약 4만 명이며, 당시 간도 이주 조선인 인구 80만으로 추정하는데 비
하면 도시 거주자 비율은 극히 적은 5%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만주의 조선인 인구
는 거의 전부가 농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훈구, 앞의 책, 120면.)

115)

1927년 당시 만주에는 세 개의 큰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다. 서간도 중심의 참의부
와 지린의 정의부 그리고 김좌진이 이끄는 북만의 신민부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은 단체라기보다는 해당 지역 한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상의 정부였다고 한다.(구승
회, 아나키즘 이야기, 이학사, 2004, 219~224면.)

116)

公農制는 녯날周나라에 井田法과갓치 百戶사는洞內나 或은幾十戶가合하야 公田
一日耕을맛게되엿슴니다. 그래서 幾十戶가合하야 지여노흔 公田의穀食은 社會가 맛
하가지고그것을處理하게된다합니다. 그處置하는方針은 社會가農民에게 公共金融機關
으로 쓰게됨니다. 大槪滿洲에가잇는 農民의 第一窒塞되는일은中國의高利貸金業입니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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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고 있었다. 즉 농토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있는 것이었다. 뿐
만 아니라 정의부는 매 백호가 넘는 조선인 마을에는 반드시 학교를 설립하여
강제교육을 시키고 있었으며, 나아가 세금징수와 징병의 의무를 이행시키고 있
었다. 조선인들은 해마다 춘추 양 절기에 6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젊은 청
년들은 징병의 의무가 주어졌다. 이돈화의 기행이 1925년 5월이었고, 흥경의 이
주민사회가 1920년 전후의 시기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흥
경 지역의 조선인 사회의 형성은 상당히 빠른 발전을 보인 셈이다.
이돈화는 흥경 지구뿐만 아니라 흥경에서 조금 떨어진 旺淸門과 三源浦까지
들러 봉천으로 돌아오는데, 왕청문의 경우는 흥경지구보다 상황이 더 좋은 것으
로 확인된다. 왕청문 지역은 흥경보다 이주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곳의 조선인
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생활이 훨씬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삼원포는 신
흥무관학교의 발원지였으며, 이돈화의 표현을 빌자면 남만주자치본부가 있는 곳
으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양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금강｣이 지향했던 이상적인 조선인사회는 천도교 세력의 서간도 지역인
흥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간도에 흩어져 있는 조선 이주민들을 집결시켜 경
제적인 기초를 확보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주입시키며, 실업과 양병
을 통해 실력을 갖춤으로써 국권회복을 상상하게 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했
던 공간으로서 서간도가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간도는 망국의 현실에서
국권 회복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희망의 공간이었다.
민족과 국가를 상상하게 하는 공간으로서의 서간도가 있었다면 또 다른 한편
에는 식민의 공간으로서의 서간도가 존재했다. 최찬식의 ｢추월색｣은 이색적인
서간도의 모습을 제시한다. ｢추월색｣에서는 간도라는 말 대신에 만주라는 말이
사용된다. 영창이와 정임이 부부는 만주 봉천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추월색｣
은 영창이와 정임이의 離合의 서사로서, 젊은 남녀가 외적인 재난으로 생이별을
하였다가 다시 재회하여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이야기이다. ｢추월색｣에는 더
다. 안이 高利貸金業者입니다. 農民에게 春窮에 一斗假量을여주엇스면 가을에는
四五培되는穀食을 바다낸다합니다. 그래서 社會는이害毒을막기爲하여 爲先昨年부터
公農制를 設한것이 첫해로相當한效果가나서 萬餘元의收益이되엿다함니다.(李敦化, ｢
南滿洲行(第二信)｣, 개벽61, 1925.8, 91~92면.)
戶鷄制라는 것은 每戶에鷄一首를내게하야 그돈을몃해든지모와가지고 柱式制度를만
들어 中國人의土地를永買하야 朝鮮사람의永居計劃을하는것입니다.(위의 글, 92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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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간도로 이주한 빈한한 조선인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만주 봉천이라는 남만
주 지역, 서간도이기도 한 이 지역은 신혼여행지로서 등장한다. 영국과 일본에서
공부한 영창이와 정임이는 신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서양식으로 만주 봉천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길은 한편 “역사기행”119)이기도 하다. 남대문에서
북행차를 타고 개성에 내려 만월대와 선죽교의 고려 고적을 구경하고, 평양에
가서 연관정에 오르고, 압록강을 건너서는 구련성, 계관, 계관산과 송수산 등지
를 경유한다. 하지만 이들은 중도에 마적을 만나 다시 갈리게 된다. 마적에게 붙
잡힌 정임은 우연히 영창의 부모를 만나게 되고 일가족은 만주에서 재회한다.
｢소금강｣에서도 활빈당의 만주 정착을 방해하는 첫 번째 걸림돌은 마적이었
다. 구두령의 부인 오씨의 자색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은 왕마적은 구두령에게
오씨 부인을 상납하라는 명령을 일방적으로 내린다. 하지만 구홍서의 치밀한 작
전 지휘 하에 활빈당은 마적을 일거에 퇴치하고 성공적으로 서간도에 정착한다.
｢추월색｣에서도 마적들은 역시 여자를 빼앗아가는 존재로 등장한다. 그러나 ｢추
월색｣의 마적은 영창이 그의 부모와 재회하게 하는 소설적 장치이기도 하다. ｢
소금강｣에서 마적은 활빈당을 위협하는 유일한 세력으로 등장하며, ｢추월색｣의
마적 역시 여행객을 납치하는 불법세력으로 등장한다. 마적은 국가의 공권력과
대척점에 놓이는 비합법적인 세력이다. 이처럼 공권력이 아닌 마적이라는 비합
법적인 세력이 주재하는 공간이 만주인 것으로 드러나는데, 마적의 등장은 한편
으로 무질서한 만주 공간의 혼란상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라는 공권력의 부재를 은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청의 황권이 만주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안일한 의식의 한 측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주하
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마적에서 기인하는 소설적인 장치인 것일 수도 있다.
이렇듯 1910~20년대 서간도는 다양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재현된다. 무지한
농민들을 교육하고 계몽하여 민족의식을 주입시켜야 하는 이상촌 건설의 공간이
면서 동시에 신혼여행지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근대화된 공간이기도 하다. 그
리고 그곳은 조선의 옛 영토라는 고토의식을 상기시키는 공간이며 민족의 부흥
과 국권의 회복을 꿈꾸게 하는 희망의 공간이기도 하다. 야만과 문명이 혼재하
는 공간으로서의 서간도, 이러한 서간도의 또 다른 한편에는 기계화되어가는 근

119)

최원식, 한국계몽주의문학사신론, 소명출판사, 2002, 47~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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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공간으로서의 한설야의 무순이 존재한다.

2. 신흥 식민 도시 노동자와 사회주의 사상
1926년 봄 한설야는 부친이 타계하자 가족을 이끌고 서간도 무순으로 이주
한다. 봉천시의 동쪽 45㎞ 지점에 위치한 이 도시는 탄광도시로 유명하다. 훗날
한설야는 이곳에서의 거주 체험이 그가 프롤레타리아문학의 대표 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출발지점으로 작용했다고 고백한다.120) 최서해나 강경애, 안
수길, 현경준 등은 주로 조선인이 대거 집거해 있는 북간도 지역에 머물면서 가
까이에서 조선 이주 농민들의 삶을 관찰할 수 있었던 데에 반해 한설야의 경우
는 북간도가 아닌 무순으로 이주하여 도시 노동자, 특히 광산노동자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한설야의 무순 체험은 이런 점에서 독
특하고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설야가 이주하여 잠시 머물렀던 무순은 만주의 가장 큰 중공업 도시였던
봉천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시로서, 비록 행정구역상으로는 독립적인 市
로 분리되어 있지만 봉천이라는 대도시의 磁場 안에서 영향 받아왔다. 또한 무
순은 만주의 가장 큰 채광지역으로서 유명한 탄광도시 중의 하나이다. 단편소설
｢합숙소의 밤｣은 바로 이 탄광도시 무순의 탄광노동자들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최서해가 만주 조선인들의 수난을 고통스러워하면서 만주를 방랑하고 있을 때,
한설야는 거대도시 봉천의 변두리에서 자본주의 근대의 생산양식을 접하고 있었
다. 무순은 일명 “煤都”라고도 할 정도로 석탄으로 유명한 도시이며 특히 노천굴
로 유명하다. 이목을 끌만한 아무런 특징이 없었던 이 지역이 일약 근대 도시로
성장하기까지 그 역사는 불과 수십 년에 불과했다. 처음 석탄을 채굴하기 시작
한 지역은 오늘날 千金寨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일일 천금”이 가능한 지역이라
고 하여 얻은 이름이라고 한다. 하지만 천금채의 옛 명칭이 무엇인지는 어디에
서도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금채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지역이었던 것이다. 처음으로 석탄이 채굴되기 시작한 것은 1905년 일

120)

한설야, ｢이제부터｣, 박문, 1939.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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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채탄소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고, 2년 후인 1907년부터는 탄광이 만철의
소유로 넘어가면서 무순 지역의 탄광은 만철의 중요한 경제적 재원으로 주목 받
는다. 무순 탄광이 “제국의 보고”라고까지 불렸던 그 명성에서도 알 수 있는데,
1912년 채탄량이 이미 5000톤에 달했으며, 1915년에는 무순 현공서가 천금채
로 옮겨오면서 천금채는 명실상부한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한다. 1915
년~1937년, 22년간 무순은 하얼빈, 봉천, 대련과 함께 만주의 4대 공업도시 중
의 하나였다.121)
이러한 무순을 체험을 중심으로 한 한설야의 만주 배경 작품에는 ｢평범｣, ｢
그릇된 동경｣, ｢합숙소의 밤｣, ｢인조폭도｣, ｢과도기｣, ｢한길｣ 등이 있다. 그의 초
기 소설에 있어서 만주는 탈출 혹은 해탈의 공간으로 부각된다. ｢평범｣은 함흥
의 유명한 미인 Y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다. 모든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던
Y가 부모들의 주선에 따라 마음에 없는 결혼을 했다가 결국에는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결속 짓고 유럽으로 떠나는 과정이 그려진다. 여기에서 만주는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통로 같은 존재로 인식된다. 하지만 Y는 유럽으로 가
지는 못하고 중도 만주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지만, 사상
문제로 만주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여느 부인네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이다. ｢평범｣에서 만주가 러시아를 거
쳐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공간이었다면 ｢그릇된 동경｣에서 만
주는 하나의 탈출구, 새로운 출발지점으로 설정된다. 누이동생이 오빠에게 보내
는 편지 형식의 소설인 ｢그릇된 동경｣은 일본인 남자와 조선인 여자의 결혼과
그 결혼의 파탄 과정을 소설화하고 있어 이색적이다. 특히 일본과 조선이라는
민족적인 문제를 결혼이라는 제도 속으로 수렴시켜 사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보다는 한설야의 만주 배경 소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노동자 생활에 대한
묘사이다. 이는 한국 근대문학의 만주 체험에서도 중요한 특징으로서 이것이 가
능했던 것은 앞서도 살폈듯이 그가 탄광도시 무순으로 이주하였던 것과 밀접하
게 관련된다. ｢합숙소의 밤｣은 무순의 탄광을 소재로 하고 있는 소설이다. M시
방직공장의 소동에 몰려서 B시 탄광촌으로 들어와 노동자 생활을 하고 있는
무순의 탄광 채굴이 천금채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최근에야 밝혀진 사실
이다. 이상의 무순에 관한 내용은 2008년 9월 9일자 撫順晩報에서 참조하였다.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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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느 날 퇴근하던 길에 얼마 전 탄광에 들어온 늙은이가 감독 앞에서 수
모를 당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다. 사연을 들어보니 도망가던 길에 붙잡혀 왔
다는 것이다. ‘나’는 주머니에 있는 돈 오십 전을 늙은이에게 주어 떠나보낸다.
이와 같은 사건을 주선으로 펼쳐지는 소설은 사건의 서사적 전개보다는 무순 탄
광의 전경과 노동자들의 구성, 노동 환경, 임금 문제,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분
위기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의 전달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합숙소의 밤｣이
복잡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느낌을 주는 것은 이러한 작가적 의도의 강조와
소설 작법의 미숙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합숙소의 밤｣에 보면 당시 탄광에는 인부가 넘쳐나는 상황으로 묘사되는데
이주는 주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기술된다. 그 당시 만주
에는 “지나대동란”으로 표현되는 북벌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풍옥상이 러시
아에서 몽고, 감숙에 들어와 다시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흉흉한 가운데 있었다.
이런 가운데 장정들은 너나없이 탄광으로 몰려들었고 심지어 인력거꾼까지도 탄
광이나 산 속으로 모여들었다.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밖으로 나다니다가는 언
제 어떻게 징병으로 끌려갈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만주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때
에는 무조건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징병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징병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모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쿠리(苦力)들까지도
탄광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헐값에도 고분고분 일을 잘 하였고, 지옥 같은 탄
광을 “두문동 안가치나 생각”하였다. 따라서 탄광에는 자연히 인부가 넘쳐나게
되고, 이 상황에서 늙은이가 채용된다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늙은이가 채용된 데에는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탄광에서
채탄량을 두고 현상금이 내걸리면서 모든 감독들이 너나없이 인부들을 끌어 모
으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감독이 독자적으로 일정한 구역을 맡아
채광을 하려면 적어도 인부 50명은 되어야 했는데, 감독들이 너도나도 일을 맡
자고 하는 바람에 그 많은 인부들도 많게 느껴지지 않았다. 따라서 늙은이는 그
50명 인원을 충당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채용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늙은이가
탄광에서 살아남기는 힘들었다. 며칠을 쿠리와 인력거꾼 출신의 젊은이들 속에
서 버텨보았지만 견딜 수 없었다. 그는 하루 25전 이상을 벌어본 적이 없었고,
이중에서 밥값 15전을 내고 나면 담뱃값, 신발값으로 남은 돈이 모자랐다. 남은
돈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감독이라는 사람은 또 벌이를 못하는 사람들을 제몫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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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고 들볶았다. 늙은이가 탄광을 떠나고자 하는 데에는 이러한 연유가 있었
던 것이다.
｢합숙소의 밤｣에서 ‘나’는 늙은이가 떠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
고 그의 사연을 동료들을 북돋을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하고자 한다. 화자인 ‘나’
와 늙은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이들은 충실한 관찰자의 입장을 잘 드러낸
다. 이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는 비록 늙은이에 비
해 의식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지만 적극적으로 늙은이를 계몽하거나 이끄는 역
할을 수행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나’는 탄광의 현실을 포함한 사회적 문제에 대
해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는 소설의 첫 도입부분에
요약적으로 제시되는데, B시 탄광의 전경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은 소설
의 주제를 비롯한 작가의 경향까지를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밤이다. 탄광왕국(B시)의 찬란한 밤이다. 구시가와 신시가 사이에 호
떡가튼 둥글넙적한 언덕에까지 붉은 불 푸른 불이 한량업시 만타. 나
도 M시 방직공장의 소동에 몰녀서 개개 걸신으로 이 공장에서 처음
들어오든 날 밤에 이 불에 홀여서 무슨 야단스러운 밝은 도회거니 하
엿다. 그러나 밤이 밝고 보니 검어케 멍든 무서운 거리엿다. 검은 연
긔중에 벗지르고 웃뚝 선 놉다란 대(臺)우에서 검언 쇠수레 박휘가
들들들 굴며 연긔에 잠긴 경사진 쇠다리로 조고만 쇠수레가 끗도 업
시 뒤미처뒤미처 얼는얼는 끌여 올나갓다. 삼백 년을 파먹을지 사백
년을 파먹을지 모른다는 땅 속의 검은 금강석을 선탄장(選炭場)으로
긁어올니는 오만스러운 놉흔 대다. 마치 녯날 귀신이 맨꼭지로 나덤
비든 밝고도 감안 시절의 귀신의 집(寺院갓은 것)가치 방자스러운 놉
흔 대가 두홀이나 남북에 벗지르고 섯다. 그러나 그 괴로운 지옥가튼
세상을 버서나 하눌나라로 사람을 지시하는 듯하든 귀신의 뾰죽집이
위엄은 지금의 이 검은 대ㅅ속에 감겨 들어가고 마지 안엇는가. 아!
무서운 거리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오지 안을 수 업는 마지막 거
리인 것을 나는 잘 알앗다.122)

122)

한설야, ｢합숙소(合宿所)의 밤｣, 과도기, 김외곤 편, 태학사, 1989, 100~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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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왕국으로 불리는 B시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짧은 단
락에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은 탄광도시의 낮과
밤의 격차이다. 밤의 B시는 찬란하고 황홀하다. 처음으로 이 도시의 밤풍경을
목도하는 사람은 그 아름다움에 홀릴 지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밤의 사치와는
대조적으로 대낮의 탄광도시는 ‘거멓게 멍든 무서운 거리’로 표현된다. 그 무서
움은 하늘을 찌를 듯이 오만하게 높이 솟아있는 ‘높은 대’에 의해 조장되는데,
이 ‘높은 대’가 하는 일이란 채굴된 석탄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 위
력은 대단한 것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쇠수레바퀴는 경사진 쇠다리 위의 수레
를 끊임없이 끌어올림으로써 채굴된 석탄을 선탄장으로 운반한다. 즉 이 ‘높은
대’는 채탄장의 권양기를 말하는 것이었다. 지하의 광부들은 이 권양기로 대표되
는 기계화 생산양식의 속도에 맞추어야 했고, 그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 그들은
지하에서 사력을 다하는 것이었다. 무섭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 이 ‘높은 대’는 ‘귀신과 같은 뾰죽집’의 위엄을 삼켜버린 존재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귀신의 뾰죽집’과 ‘높은 대’는 중요한 상징적 의
미를 지니는 기호들이다. ‘귀신의 뾰죽집’은 사원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종교
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높은 대’는 권양기의 다른 이름으로서 그것은 근
대화된 기계화 양식의 대표이며 과학기술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마치 녯날 귀신이 맨꼭지로 나덤비든 밝고도 감안 시절의 귀신의 집(寺
院갓은 것)가치 방자스러운 놉흔 대가 두홀이나 남북에 벗지르고 섯다. 그러나
그 괴로운 지옥가튼 세상을 버서나 하눌나라로 사람을 지시하는 듯하든 귀신의
뾰죽집의 위엄은 지금의 이 검은 대ㅅ속에 감겨 들어가고 마지 안엇는가.”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가 보기에 옛날은 귀신이 지배하던 “감안 시절”이
다. 그 귀신은 寺院같은 “뾰죽집”에 살았는데, 사람을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
나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자이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에서 가장 흔하게 목
격할 수 있는 “뽀죽집”은 기독교 교회였을 것이다. 즉 옛날은 기독교와 같은 종
교 세력으로 대변되는 “감안 시절”이다. 이에 비해 오늘날 그 “뾰죽집”의 위력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방자스러운 놉흔 대”이다. 즉 오늘날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
으로 대변되는 자본의 시대임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귀신의 “뾰죽집의
위엄이 놉흔 대ㅅ속에 감겨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은 자본주의 근대의 위력이
종교의 위력을 대체하였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 대체는 자본주의적 근대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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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로 대표되는 전근대 사회를 대체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그 대체라는 것
은 직선적인 시간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한 특징이다. 귀신의 “뾰죽집”과 “놉
흔 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가 사라지고 나서야 다른 하나가 존재하
게 된 것이다. 혹은 새로 생겨난 것이 기존의 것을 정복하는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 한편 여기에서 작가의 또 다른 중요한 인식의 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종교’=‘귀신’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유물론적 사관’123)
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또 한편 여기에서 작가가 주목하는 것은 생산양식과 생산관계에 대한 부분이
다. 기계제 생산양식을 대표하는 권양기는 ‘검은’으로 표상되는 자본의 힘을 대
변한다. 한 대의 권양기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그 근대화 기계의 속
도에 맞추기 위하여 기를 쓰고 있는 사실이 B시 탄광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것
은 소설의 첫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동차’와 ‘마차 속의 마스크를 낀 팔자
수염’, ‘터럭쪼끼’들과 노동자들의 대조를 통해 전달된다. 따라서 어둠 속의 B시
를 조감하면서도 작가가 처음으로 주목하는 것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대립이
라는 점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것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경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에 의해 채탄소가 설립되고 설비들이 투입되면서 무순 지역에는 새
롭게 들어선 일본인 거리가 있었다. 유럽풍의 건물들이 화려하게 들어서고 상업
이 발달해 있었으며 질서정연하고 깨끗했다. 이것을 신시가지라 불렀고 중국인
이 거주하는 거리는 구시가지라 불렀는데, 신시가는 매연과 오물구덩이 속의 구
시가지와는 상당한 대조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124) 무순 탄광과 일본인 신
시가지에 대해서는 동시대 기행문에서 확인된다.
무순은 아시다시피 일본 유일의 큰 탄광입니다. 석탄의 매장량이
10억 톤이나 넘어서 일본의 총매장량의 8억 톤에 비하면 무순 한 곳
의 석탄량이 얼마나 다대합니까. 일본서도 산출량이 제일 많은 북해
도의 총합계량과 대등하다 합니다. 이 탄광은 20세기 초에 노서아가
남하 정책을 채용하여 합이빈에서 대련(大連)까지 이르는 철도를 부

123)

유수정, ｢두 개의 ｢합숙소의 밤｣과 ‘만주’｣, 만주연구9, 만주학회, 2009.

124)

撫順晩報, 2008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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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고 이 탄갱의 채굴권까지 얻어가지고 채굴하기 시작하던 거시 일
아(日俄) 전쟁에 노서아의 세력이 완전히 구축되고 명치42년 9월 4
일에 당시 북경에서 조인된 ‘만주 5안건에 관한 협약’ 제3조에 의하여
그 권리가 비로소 일본에 돌아가는 동시에 연○(煙○) 탄광까지 겸
(兼)해서 만철의 손으로 채굴하게 된 것이라 합니다. 봉천에서 동방
약 1백 10리에 있는 이 탄갱의 광구 면적은 1천 8백 20만 평으로 동
서 4리 남북 1리에 탄층이 뻗치어 있고 그 두께가 78척여부터 4백
80여 척에 달하여 1년에 약 7백만 톤씩을 이미 몇십 년 계속하여 채
굴하였으나 앞으로 아직도 1백 년은 넉넉히 채굴하리라고 합니다. 수
년 전부터 원유 공장을 개방하여 한 옆으로 제유생산을 겸하여 이곳
에서 노동하는 수가 5만여 명에 달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무순 와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시가지의 사치한 것입니다. 전부 구미식 문화
주택으로 고대(高臺)를 골라서 2층 혹은 3층으로 화려한 주택을 짓고
수도(水道)와 와사(瓦斯)는 말할 것 없고 원유지·아동 유희장 등 설
비를 갖추었으며 심지어 사택 전반에 철조망을 둘러쌓고 전기 스위치
를 한번만 틀면 무엇이든지 범하지 않게 되었다합니다. 5만의 노동자
가 지하에서 묵묵히 혈한을 다하여 수십 척 지하에서 1일 10여 시간
씩 이 보고(寶庫)를 캐어내는 반면과 그 댓가로 일부 ××사원이 이와
같이 호화롭게 흥청거리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여
기서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쓰지 아니하려고 합니다.125) (강조-인용
자)

인용문에서 보여 지듯이 무순 탄광의 규모에 대한 소개는 당시의 그 위상을
충분히 가늠하게 한다. 동양 제일이라 불렸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이러한 무
순 탄광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도 비슷하게 소개되고 있다.126) 이처럼 무순은
신영우, ｢만주기행｣, 조선일보, 1932.2.26.~3.11; 소재영 편, 間島流浪40年, 조
선일보사 출판국, 1989, 140면.

125)

우리一行은 驛前에잇는 無順炭鑛事務所 屋上에서 案內者의 市街說明을 들엇다. 이
곳에잇는 日本住民은約一千四百餘名이라한다. 이곳에서도 朝鮮人의活路를 探索하야
보랴하얏스나 時間이念慮한 關係로 뜻과갓지못하얏다. 電車를타고 無順市으로부터
東으로 나가게되엇다. 炭坑을보고놀란 것은 그만두고라도 無順炭坑槪要를 흩어본바
에依하야적어보면 鑛區面積이約1820萬坪이요 長이(南北)約四十里, 炭層(厚)平均
130尺(最厚420尺)이요 埋藏量이 約十億萬噸으로 一日約二萬五千噸을 採掘하는데 이
때것採掘總量 一億萬噸으로 앞으로도 八十年이나百年까지는 採掘할것이라고한다. 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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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만주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코스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무순 탄
광과 아울러 안산 제철소는 만철의 부속 사업 중의 두 기둥이기도 했다.127) 무
순 탄광의 호화로움은 그 신시가지에서 극에 달하고 있다. 구미식의 화려한 문
화 주택과 수도와 전등, 원유지와 아동 유희장 그리고 전기식의 방범 시스템, 이
는 현재의 기준으로도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 이러한 사치의 극치는 중국인들의
주거지역인 구시가지와는 극으로 대조되었을 것이다. 탄광도시의 찬란한 야경이
이러한 서로 다른 신구시가지를 어둠 속에 매몰시키기에 충분하지만, 작가 한설
야가 그 “황홀한” 밤풍경 속에서도 처음으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위치한 자
리를 인식하는 것은 이런 격차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편 이는 이러한 작가의 정
확한 현실인식과 함께 의식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자세를 선보인 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적인 대응은 “오백 명의 우리의 떼”를 통해 드러난다.
“우리의 떼”란, 만주로 이주하여 탄광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조선인 노동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영하 삼십 몇 도의 추위에 중국인 쿠리들도 너나할 것
없이 걸치고 다니는 양피조각 하나 걸치지 못하고 맨몸으로 추위와 맞서야 하는
조선인들의 불쌍한 정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우리의 떼”는 아
무 생각 없이 돈벌이를 나온 중국인들과는 대조적이다. 불쌍한 꼴로는 만주에서
첫째일지 모르나 의식마저 그렇게 불쌍한 수준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분명한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늙은 표본”의 무지와 대조되어 드러난다. ‘나’
는 의식 있는 노동자로 그 오백 명 중의 한 명이며, 늙은이의 사연은 조선 노동
자들을 규합시키고 그들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아쉬
운 점은 ｢합숙소의 밤｣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조직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유지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탄
광촌의 현실에서 자본주의 근대, 고용주와 노동자의 착취관계를 목격하게 되면
서 계급의식에 눈 뜨게 됨을 드러내 보일 뿐이다.
｢합숙소의 밤｣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노동자 조직의 형태, 그리고
수동적이기만 하였던 이들의 행동양식은 ｢인조폭포｣에서 그 분명한 윤곽을 선보
리고 炭鑛事業에 從事하는 中國人의總數가 約四萬人이나된다하며 이들은 거의全部가
肉體勞動者 인데 그들의 勞賃은 不過二三十錢이라한다.(金種根, ｢滿洲紀行｣, 동아일
보, 1930.12.5.~9; 허경진·최삼룡 편, 만주 기행문, 보고사, 2010, 251~252면.)
127)

이광수, ｢만주에서｣, 동아일보, 1933.8.9.~23; 소재영, 앞의 책,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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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해결방안의 탐색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인조폭포｣는 세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하다. 첫 번째 부분은
조선인들이 만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비참한 사연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백만의 조선 인구가 만주로 이주하였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간도
로 이주하였지만 ‘나’는 간도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M시 근처 조선인이 모
여 사는 한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 이주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작가는 간도 참
변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두 번째 부분은 M시의 조선인 노동자 단체를 소개
하고 있다. 농사철에는 농사를 하고 겨울 한 철은 또 부업을 하는 것이 만주 이
주 조선인들의 삶인지 ‘나’ 역시 겨울 한 철 벌이를 위해 M시 근처를 흐르는 H
강 철교공사에 참여하였다가 그곳에서 C가 거느리는 조선인 노동자 단체와 조
우하게 된다. 어찌하여 ‘나’도 그 대오 속에 합류하게 되는데, 두목겪인 C라는
사람은 육척이 넘는 키에 황소 같은 힘을 자랑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사람을 여
간 잘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만주 온 지 이십 여 년에 중국어에 능통하였고,
말과 턱으로 사람을 부리기보다는 솔선수범으로 제 팔다리와 온 몸으로 사람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타입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홍장군’이라고 불렀고 그의 밑에
는 그를 따르는 무리가 오십 여 명이나 있었다. 그 중 사십 여 명은 삼사년 전
부터 그를 따르던 사람들로서, 이 사십 명 “재래종”은 커다란 바라크 속에서 그
와 함께 숙식하였다. 현재는 홍장군에게 충성하며 이와 행동을 함께 하지만 그
들 속에는 지나 군대에 들었던 이도 있고, 아편장사를 했던 이도 있고, 농사하다
홍수와 가뭄에 지나인 지주에게 밑천을 털린 이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홍장
군의 막하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돈을 거두기도 하는데,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홍장군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될
뿐이다.
―금년은 각처에 흉년이 들엇스니까 돈푼이나 풍겨주지 안으면 살길
이 업다. 모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러치 안으면 무리 죽엄이 나고
말 것이다. 철교일이 끗나면 잇따라 A광산으로 가자. 목숨이 잇는 날
까지는 일하고 와야 한다. 서루서루 돕지 안으면 이 땅에서 말나죽고
만다. 조곰씩이라도 모다 패여나야……―128)
128)

한설야, ｢인조폭포｣,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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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애써 모은 돈을 만주의 조선인들을 위해 쓰
고 있었다. 금년에도 각처에 흉년이 들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짧은 대목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서루서루 돕지 안으면 이 땅에서 말나죽고
만다”라는 문장이다. 남의 땅인 이 땅에 이주하여 사는 우리 조선인들은 우리가
힘을 합쳐 서로서로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것은 이주 조선인들을 서로 관
련이 없는 분산된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만주의 조선인’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노동자 단체는 그들을 원조
하고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필요한 것은 당시 만주 조선인들의 어려운 상
황과 관련되는 것으로 드러난다. 생활이 어려운 것은 대부분의 사정인데, 이 어
려운 살림에 중국 측의 배척이 심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토지상조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인들은 조선인들에게 땅을 빌려주지 않았고 조선인들은 갑자기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흉년이 들자 조선인들은 그야말로
“무리 죽엄이 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홍장군이 자금을 모아 만주 각지의 조
선인들을 원조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다. 이런 홍장군의 마음에 감복하여
모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르며 충성하였다. 하지만 ‘나’는 그냥 관찰자 시
점에서 이들을 관조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거기에 속해 있지만 진심으로 그들
의 뜻을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고 있다.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깨닫게 하
는 계기는 ｢인조폭포｣의 세 번째 부분인 은순이 사건이었다.
M시 홍등가에서 어렸을 적 친구 은순이를 우연히 만난 ‘나’는 그녀를 데리고
도망을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한다. 두 사람은 도망 중에 붙잡혀 은순이는 다시
홍등가로 돌아가고 ‘나’ 역시 경찰서에서 일주일 만에 풀려난다. 이 사건을 계기
로 ‘나’는 비로소 개인적인 행동의 불가능성을 인식하게 되며, 진심으로 홍장군
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 공감하게 된다.
나의 맘은 울엇다. 눈물은 나 혼자의 허영을 채질하엿다. 관연 무서운
심판이엿다.
이 때에 가장 내 머리에 힘차게 비처온 사람은 ……엿섯다. 그는 ……
고 우는 사람이다.
―은순이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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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맘은 실로 천 리를 대숨에 돌파한 것 갓햇다. 나는 다시 나의 진
살한 ……발견하엿다. 그들이 바로 내 눈 압헤서 풀풀 날뛰엿다.
나는 ……파……를 잇고……하로 돌아왓다. 거게는 다시금 그리운 ……
이하……가 잇섯다. 그들을 향햐야 하구만은 우리의……이다. 아 얼마
나 얼마나 반가웟스랴! 나는 깁흔 골 그늘 속에서 삶의 빗이 나 솟는
양디로 날소슴 친 것 갓햇다. 그러나 ……은 나를 보자마자 쏜살가티
노리며 소리를 질넛다.129)

결국 ‘나’는 다시 홍장군을 찾아가 그의 대오에 합류시켜 줄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나’는 ‘나’의 허영에 눈물을 흘리며, 은순이를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가고
자 했던 자신의 행동을 뉘우친다. 그 잘못된 행동은 진실한 ‘나’를 발견하게 하
며 ‘나’가 나아가야 할 곳을 알려주었다. ‘나’가 다시 홍장군에게로 돌아왔을 때
‘나’는 마치 어두운 그늘에서 밝은 양지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나’
한 몸 편하고자 시작된 이 개인주의 행동은 만주의 조선인들을 위해 건설현장으
로, 공사장으로 떠돌아다니며 피땀으로 돈을 모으는 홍장군과 그 휘하 조선인
노동자들의 행동과 대비를 이루면서 이기적인 개인주의 행동에 대한 부정과 공
동체에 대한 헌신적인 행위에 대한 긍정으로 정리된다. 나아가 이기적인 개인주
의 행동은 비도덕적인 것으로까지 비판되는데, ｢합숙소의 밤｣에서 무조건적으로
강조되던 공동체주의는 ｢인조폭포｣에서 개인주의의 부정을 통해 비로소 합리화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인조폭포｣는 ｢합숙소의 밤｣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조직적
대응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다. 농사를 짓다가 지나 지주에게
밑천을 송두리째 날린 사람도 아편장사를 했던 사람도 중국 혹은 중국인에 대해
서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이 작품의 발전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최서해에
의해 ‘되놈’으로 칭해지면서 인륜이 통하지 않는 족속으로 취급되었던 중국인들
이 사실은 조선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의 사람들이라는 시각이 돋보이기 때
문이다. 사실 한설야의 중국인에 대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는 그의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중국인에게 땅을 떼였지만 그것은

129)

한설야, ｢인조폭포｣,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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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조화질을 하니까” 그런 것이고, 아편장사를 하다가 난리를 만나 도보
로 이천 리를 피난한 사람은 “서양사람들은 고래 가튼 배를 태여 피난을 식히는
데 나는 이천 리를 도보로 몰녀왓다네. ××××이란 다 멀정한 개나발이데”라고
하면서 그것이 중국이나 중국인의 탓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설야는 보다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합숙소의 밤｣에서
는 드러나지 않았던 조직 구조가 간략하게나마 드러나고 있으며, 그들이 상대해
야 할 대상도 더욱 분명해 졌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진보는 작가 한설야의 만주 체험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앞서도 서술하였듯이 만주 체험은 한설야가 경향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라고 하였다. 자신의 고백에서 한설야는 만주 시절 소설을 읽기보다는
사회과학서를 탐독하기에 여념이 없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그대
로 드러난 것이 ｢합숙소의 밤｣이다. 중국의 정세나 시사에 관한 이야기가 특히
많이 배치되어 있어 작품의 배경이 난해한 느낌을 주지만 사실 ｢합숙소의 밤｣은
의식 있는 젊은 노동자가 배우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한 늙은이를 보면서 안타까
워하고, 그런 인물들을 표본으로 노동자들을 단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는 메시지이다. 이런 인식에서 진일보 발전한 것이 ｢인조폭포｣이다. 이 작품에
이르러서 홍장군이라는 만주의 조선인노동자들을 이끄는 지도적 인물이 등장하
고 이들 조선인 노동자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신의 풍요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닌 만주 벌판의 가난에 허덕이는 조선인들을 위한다는 전제 하에
노동을 하고 돈을 모아 그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서해가 “이 시대,
이 민중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을 버리고 투쟁의 길에 나섰던 것과 일
맥상통하는 것이다. 대의를 위해 小我를 희생하고 개인과 집단을 일치시키기 위
한 노력 혹은 당위성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과학적인 마르크
스주의 역사유물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앞의 ｢합숙소의 밤｣에서도 확인하였
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유토피아’130)는 ｢인조폭포｣의 중요한 이념적 지향성
이라 하겠다.
이러한 발전적 사유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순에서의 체험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 그의 만주 체험의 한편에는 또 다른 북경 체험이 자리하고 있다. 한설
Dilas-Rocherieux Yolande, 미래의 기억 유토피아, 김휘석 옮김, 서해문집,
2007, 118~120면.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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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가 만주의 무순으로 이주하기 전에 그는 이미 1919년에 가형을 따라 북경으
로 건너가 중국 육군성 관리 출신인 조선인 집에서 서생 노릇을 하면서 익지 영
여 학원에 다닌 경력이 있다.131) 그에게 있어서 만주 체험보다는 오히려 북경
체험의 기간이 더 길었는데, 서경석에 따르면 한설야의 이러한 북경 체험은 그
의 미학적, 정치적 입장이 설정된 근원적인 장소로 인식된다.132) 특히 서왈보와
의 교류는 그의 사상적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의 이러한 사상적 발전
은 1920년대 만주의 탄광 노동자들의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
한 한설야의 만주 체험은 1920년대 한국문학의 만주 체험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유형이면서 한국 문인들이 만주에서 상상했던 이상적인 사회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한설야에
게 있어서 중국 체험은 그의 작가 생활에서 중요한 구성원이었으며 식민지 말기
일본어 소설 대륙을 낳은 중요한 자산이기도 했다. 이렇듯 무순은 한설야가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확고히 하는 데에서 중요한 통로작용을 하고 있다.
기존의 한국 문학사에서 1920년대 만주는 수난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
나 한설야의 소설에서도 확인되듯이 만주는 수난의 공간만이 아닌 거대한 자본
의 힘과 자본주의 근대의 생산양식을 접할 수 있는 최첨단의 공간이기도 했다.
최서해의 만주 역시 수난의 공간만은 아닌 투쟁의 공간이기도 했다.

서경석의 한설야 작가 연보(｢작가 연보｣, 과도기, 문학과 지성사, 2011,
439~444.)에 의하면, 한설야는 1919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학 전문학교에 진학
하였으나 종교사건에 연루되어 제적당하고 중국 북경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다가
1920년 겨울에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설야야가 북경에 머문 시간은
일 년이 넘는다. 하지만 만주 체험은 반년 남짓한 것으로 추정된다. 1926년 봄에 부
친이 타계하고, 한설야가 가족을 이끌고 무순으로 이주한 것은 같은 해 9월경이다.
하지만 다음해 1월에 귀국하여 카프 재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순에는 오
래 머물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설야의 작가 생애에
서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131)

서경석, ｢한설야의 열풍과 북경 체험의 의미｣, 국어국문학31, 국어국문학회,
2002.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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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촌’의 좌절과 방랑의 북간도
최서해는 본격적으로 만주를 작품화한 대표적인 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 출
세작 ｢탈출기｣를 시작으로 ｢홍염｣에 와서 최고의 평가를 받기까지, 최서해는 그
당시 이미 김기림133)에 의해 “독특한 地步를 확보한 작가”, “근대 문학의 최고
봉에 도달한 작가”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고평이 무색하지 않게 죽음에 직면한
극한의 궁핍을 최서해만큼 절실하고 리얼하게 묘사한 제2의 작가는 없었고, 이
러한 절박함은 당시의 문단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고국｣을 문단에 들고 나와 ｢
탈출기｣로 명성을 얻고 ｢홍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기까지, 우연찮게도 그에게
문명을 가져다준 소설들은 모두 만주를 소설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이었
다. 그의 소설은 오직 만주를 작품화할 때에만 활력이 넘치고 리얼리티가 살아
났는데, 이는 만주 체험이 아닌 일상을 소재로 한 일부 작품들이 큰 주목을 받
지 못하고 있음에서도 확인가능하다. 따라서 ‘체험 작가’, 또는 ‘리얼리티’는 최
서해와 그의 문학을 평가하는 가장 적합한 수식어로 자리 잡았다.
최서해를 자리매김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평가는 신경향파 작가로서의 위
상이다. 문학사적으로 최서해는 박영희와 함께 ‘박영희적 경향’과 ‘최서해적 경
향’이라는 신경향파 문학의 두 갈래를 대표하는 작가이다.134) 하지만 최서해는
계급적 성향이 그렇게 강한 작가는 아니었으며135), 이러한 평가와 긴밀하게 연
관되어 ｢탈출기｣나 ｢홍염｣류의 작품들이 문학사적으로 너무 비중 있게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다. 최서해의 만주는 수난의 공간만은 아니었다. 만주를 형상화한 ｢

김기림, ｢홍염에 나타난 의식의 흐름｣, 최서해전집(下), 곽근 편, 문학과지성
사, 1987, 367면.

133)

134)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최서해는 창작집 혈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예술을 동경한다.
나는 내게 예술적 천재가 없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나는 문예를 사랑하여 문예를
짓는다. 내 글은 세련이 없고 미숙하며 내 글은 현란이 없고 난삽하며 내 글은 푸른
하늘 밝은 달 같은 맛이 없고 흐린 못 진흙같이 틉틉한 줄 나는 잘 안다. 그런데 나
는 문예를 지으려고 애쓴다. 나는 다만 내 가슴에 서리서리 엉킨 정열을 쏟으면 그
것으로 족할 뿐이다.”(강조-인용자) (최서해, ｢혈흔: 장작집서｣, 최서해전집(上),
문학과지성사, 1994, 14면.)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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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이나 ｢해돋이｣류의 작품들은 전혀 다른 만주를 표상하고 있다. 다행히 최
근의 일부 연구들이 이러한 문학 연구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넘어서고자 하는 시
도들을 보여주고 있다. ｢해돋이｣와 같은 작품들이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해 ‘항일
문학’136)이라는 범주에서 논의되다가, 최근 들어 이 부류의 작품에 대한 의미부
여가 가중되면서 최서해를 신경향파 작가로 평가하기보다는 “1920년대 민족주
의 항일 독립운동 노선을 구현하고자 한 대표적인 작가”137)로 평가함이 온당하
다는 주장이 강조된다. 이렇듯 기존의 논의들은 최서해 소설의 근간을 가난과
체험에서 오는 리얼리티라는 측면, 혹은 그의 사상적 지향점 등에 주안점을 두
다보니 정작 주인공의 내면에는 깊이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
학송 문학을 지탱하는 뿌리는 ‘빈궁’과 ‘체험’이 아닌 ‘고통’과 ‘열정’에 있다”138)
고 평가한 손유경의 연구는 적절한 지적이다. 우리가 그의 소설 속에서 자주 대
면하게 되는 고통 속에 허덕이며 만주 벌판을 방랑하는 인물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방랑이야말로 최서해 소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한국

근대문학에서 1920년대 만주는 최서해의 ｢탈출기｣와 ｢홍염｣에

의해 민족수난의 공간으로 고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
식은 상기 작품들의 표면적인 측면이 과도하게 부각된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다시 작품에 주목할 때 우리는 ｢탈출기｣의 또 다른 측면에 주목하게 된다.
김군! 내가 고향을 떠난 것은 오 년 전이다. 이것은 군도 아는 사실
이다. 나는 그때에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떠났다. 내가 고향을 떠나
간도로 간 것은 너무나 절박한 생활에 시들어 몸에 새 힘을 얻을까
하여 새 희망을 품고 새 세계를 동경하여 떠난 것도 군이 아는 사실
이다.
―간도는 천부금탕이다. 기름진 땅이 흔하여 어디를 가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 쌀도 흔할 것이다. 삼림이 많으니 나무
걱정도 될 것이 없다.

136)

곽근, ｢崔曙海의 抗日文學考｣, 대동문화연구2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1.

표언복, ｢1920년대 만주 독립운동의 서사적 인식: 최서해를 중심으로｣, 어문학
151, 한국어문학회, 2012, 431면.

137)

손유경,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동정’의 윤리와 미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45면.

138)

- 55 -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고 뜨뜻이 지내지, 그리고 깨끗한 초가나
지어 놓고 글도 읽고 무지한 농민을 가르쳐서 이상촌을 건설하리라.
이렇게 하면 간도의 황무지를 개척할 수 있다.139) (강조-인용자)

박군의 만주행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만주에 이상촌을 건설하
는 것이 그의 최초의 목적이었다. 만주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풍족한 마을을 만
들고 교육을 통해 무지한 농민들을 계몽하는 것, 그것이 그가 만주로 떠날 때의
이상이고 포부였다. ｢탈출기｣에서 이상촌의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으
며, 서사는 박군의 탈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여타의 자료를 참고할 때
최서해가 이상촌을 언급한 것이 우연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車中에 나타난
마지막 그림자｣는 ｢젊은 시절의 로맨스｣라는 제목에 ｢그 여자와 나｣라는 부제가
붙은 여러 작가의 연작 형식 중 최서해가 쓴 부분인데, 이 글은 소설이라기보다
는 어떤 이름 모를 여자와의 우연한 해후를 담백하게 기록한 글이다. 여기서 주
목되는 것은 최서해가 농장 경영을 위해 간도 용정으로 간 적이 있다는 사실이
다. 농장을 경영하는 친구의 권고로 간도 동성용으로 갔었지만 농장 척간원의
경영이 여의치 않아 해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방랑하게 된다.
한편 1931년에는 ｢모범 농촌 순례｣(1931.8.19~8.22)라는 기사를 매일신보에
발표하는데, 경상남도 모범촌의 하나인 정전리를 방문한 기록을 기사화한 것이
다. 이 글은 장전리가 모범촌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데 이 중에서 작가가 가장 크게 평가했던 부분은 마을의 단합 정신이었다. 이처
럼 최서해는 농민들의 삶, 농장 경영과 같은 일들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그가 생
각하는 농촌 공동체의 이상형은 단결되고 단합된 공동체였다. 어려움을 함께 해
결해 나가는 단합된 마음과 노력,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이상촌의 형상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이상촌에 대한 갈구는 시도도 해보지 못한 채 좌절되고 만다.
이상촌 건설을 목표하는 그에게 있어서 만주는 새 희망 새 힘을 얻을 수 있
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너무 멀었고, 가족의 최소한의
의식주마저 해결할 수 없었던 현실 앞에서 그는 좌절하고 만다. 동시에 그는 비
로소 깨우치는데, 이때까지 본인은 “최면술에 걸려 있었던 송장”이었으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최면술을 걸려는 “공기의 원류를 깨부수
139)

최서해, ｢탈출기｣, 최서해전집(上),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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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여 그가 선택한 길이 가족과 가정을 떠나 ××단에 가
입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는 것이었다.
박군의 이러한 선택을 촉진시킨 결정적인 요인은 경제적인 빈곤에서 기인하
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빈곤을 극으로 몰아가는 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그들이 이주민사회에 융합되지 못하는 고립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만주에 이상촌 건설을 목표로 하고 간도로 건너갔지만 정작 박군 본인은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만주에는 땅이 흔해서 가기만 하면
누구나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했던 소문과는 다른 현실이었다. 그것은 뜬소문
이었고 땅을 얻어 농사를 짓기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다. 이들과 달리 대부분
의 조선이주민들은 소작농으로 살았는데, 농사를 지을 줄 몰라 온돌장이나 두부
장사, 대구어장사로 생활을 연명하고자 했던 이들 가족들이 이웃들의 눈에는 농
사짓기 싫어 쉬운 장사로 잇속을 남기고자 하는 약삭빠른 사람들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들을 향한 이웃의 비웃음은 이러한 사실에서 연유한 것이었으며, 이렇
게 그들 가족의 가난은 날로 더해갔고 결국 박군은 집을 나와 ××단에 합류한
다.
최서해 소설 속 인물들은 가족을 버리고 독립단에 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극
도의 가난 앞에서 살인이나 방화를 통해 출구 없는 상황을 또 다른 막다른 골목
으로 몰고 간다. 문제는 이러한 주인공들의 행동이 명확한 계급의식에서 기인하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서해를 최고의 작가 경지에 올려놓은 ｢홍염｣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경기도에서 십년 소작인 생활에 신물이 나서 땅이 많고 살기
좋다는 소문만 믿고 간도로 건너온 문서방은 그곳 만주에서도 소작농 생활을 면
치 못하고 있었다. 이주하던 해 지주 “인가”에게서 땅과 집을 얻어 농사를 지은
것이 빚이 되어 결국 딸 용례를 그에게 빼앗기고 만다. 그리고 딸을 데려간 “인
가”는 문서방에게 약간의 땅과 돈을 주어 달리소라는 곳으로 이사를 시키고 용
례와 그 부모와의 왕래를 단절시켜 버린다. 결국 문서방의 아내는 얼마 되지 않
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죽어가면서도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딸을 끝내는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 “인가”는 끝내 용례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결
국 문서방은 “인가”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를 살해하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 전
개 과정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문서방의 심리와 그가 조선인들의 시선을 의식
하는 태도이다. 문서방은 시종일관 “인륜을 모르는 되놈에게 딸을 팔아먹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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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이런 그의 죄책감은 외부의 시선까지도 오해하게 한다. 인
가의 소작인인 조선인이 평범하게 건네는 인사말에도 문서방은 “불의의 모욕이
나 받는 듯이 어깨를 툭 떨어뜨리면서” 대답도 아니요 변명도 아닌 말로 얼버무
리고 심지어 “온 동리가 나서서 자기의 뒤를 비웃는 듯해서 곁눈질도 못 하였
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그에게 건네는 인사조차도 문서방에게는 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렸다.
빙판에는 개가죽모자 개가죽바지에 커단 울레(신)를 신은 중국 파리
(썰매)꾼들이 기다란 채쭉을 휘휘 두르면서,
“뚜-어, 뚜-어, 딱딱.”
하고 말을 몰아간다.
“꺼울리 날취(저 조선 거지 어디 가나)?”
중국 파리꾼들은 문 서방을 보면서 욕을 하였으나 문 서방은 허둥허
둥 빙판을 건너서 높다란 바위 모퉁이를 지나 언덕에 올라섰다.140)

｢홍염｣에서 문서방이 딸집을 찾아가는 길에 중국 썰매꾼들이 문서방에게 인
사를 건네는 장면이다. 여기서 “꺼울리”는 “高麗”의 중국어 발음이며 조선인을
지칭하는 말인데, 조선인들이 중국 사람들을 비하하여 “되놈”이라고 하는 것과는
어감이 많이 다르다. “꺼울리, 날취?”라는 말은 해석하자면 “어이, 조선사람, 어
디 가나?” 이정도가 되겠다. 하지만 이 장면이 ｢홍염｣에서는 “조선거지”라고 욕
을 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진다. 이 부분은 분명한 서술자 개입이다. 만약 욕을
하는 것이었다면 전후로 그러한 분위기를 드러내야 하는데 ｢홍염｣은 전혀 그런
분위기를 부연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는 딸을 지주에게 빼앗긴 문서방의 깊은
죄책감이 만들어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심리는 그 당시 대부분의 조선인
들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특히 여자를 볼모로 빚을 내었다
가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딸이나 아내를 중국인에게 뺏기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인들은 불합리한 제도를 탓하기보다는 만들어진 결과에서 오
는 자신에 대한 자책에 더 괴로워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에
대처할 생각조차 못한다. 지주 “인가”가 용례를 끌고 가는 상황에서 동네의 조선

140)

최서해, ｢홍염｣, 최서해전집(下),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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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시체처럼 서있을 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을 모른다. 이런 상
황에서 문서방은 결국 아내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살인으로까지 나아갔던 것이
다.
이렇게 최서해의 인물들은 출구 없는 현실에서 살인과 방화로 현실을 종료하
거나 가족을 버리고 “이 시대, 이 민중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대의 하에 자신의
탈출과 가족의 희생을 합리화시킨다. 그리고 이런 선택 앞에서 박군은 “나는 이
것은 인간의 생의 충동이며 확충이라고 본다. 나는 여기서 무상의 법열을 느끼
려고 한다. 아니 벌써부터 느껴진다.”라고 고백한다. 이는 출구 없는 현실에 대
처하는 최서해식의 두 가지 대응 방식인데,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으
로 이어지는 살인과 방화는 현실 상태의 개변이나 개혁을 도모하지는 못하고 상
황을 호전시키지도 못한다.
한편 이러한 절망적인 대응과 반대되는 지점에 탈출이라는 형식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즉 방랑이 있다.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험악한 이
공기의 원류를 쳐부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향
하는 곳이 ××단에의 가입이었다. 하지만 박군들의 이러한 선택도 희망을 주지
는 못했다. ｢해돋이｣이의 만수는 만주에서 독립단에 들지만 곧 체포된다. 만수는
독립단에 들지만 그 생활이 고달파서 집으로 돌아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
다가 결국 동지의 밀고로 체포되고 어머니 김소사가 손녀를 데리고 귀국하는 과
정이 ｢해돋이｣의 주된 서사이다. ｢고국｣의 운심 역시 마찬가지이다. 3.1운동이
일어나던 해 간도로 건너가 독립단에 들지만 곧 군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그러
던 와중에 간도 소요가 일어나면서 독립단은 해체되고 운심은 다시 생활인으로
돌아온다. 그는 청시허라는 어느 조선인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잠깐 머물지만 전혀 그들의 이해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머리 깎고 일본말을 할
줄 아는 운심이를 그들은 이방인 취급 했다. 가족을 위해서는 이 무서운 “공기
의 원류를 쳐부수어야 한다”던 인식은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 출구 없는 현실에
서 투쟁은 한 가닥 희망이었는데, 그 투쟁이라는 것도 이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
얹었고 남겨진 것은 오직 고통뿐이었다. ‘슬픔’과 ‘울분’과 ‘고통’, ｢고국｣은 이러
한 주인공의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그의 벗이 되지 못하였다. 토민들은 운심이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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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깎고 일본말도 할 줄 아니 탐정꾼이라고 처음에는 퍽 수군덕수군
덕하엿다. 산에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일삼는 옛날 의병 찌터러기들도
부러 운심을 보러 온 일까지 있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사람이 많다. 거개가 생활 곤란으로 와 있고 혹은 남
의 돈 지고 도망한 자, 남의 계집 빼가지고 온 자, 순사 다니다가 횡
령한 자, 노름질하다가 쫓긴 자, 살인한 자, 의병 다니던 자, 별별 흉
한 것들이 모여서 군데군데 부락을 이루고 사냥도 하며 목축을 하며
농사도 하며 불한당질도 한다. 그런 까닭에 윤리도 도덕도 교육도 없
다. 힘센 자가 으뜸이요 장수며 패왕이다. 중국 관청이 있으나 소위
경찰부장이 아편을 먹으면서 아편 장수를 잡아다 때린다.
…(중략)…
운심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하여 양양한 강풍을 쐬면서 고기도 낚고
그림같은 단풍 그늘에서 명상도 하며 높은 봉에 올라 소리도 쳤으나
속 깊이 잠긴 그 비애는 떠나지 않았다.

산골에 방향을 주는 냇소리

와 푸른 그늘에서 흘러나오는 유량한 새의 노래로는 그 마음의 불만
을 채우지 못하였다. 도리어 수심을 더하였다. 그는 항상 알지 못한
딴 세상을 동경하였다.141) (강조-인용자)

운심의 고통은 무지몽매한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무지몽매를 모르는 것에 대
한 안타까움에서 기인한다. 동네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지만 동네사
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운심이가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젊은 청춘이
깨우치지 못하고 스러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오는 것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슬픔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혁명의 좌절에서 오는 희망의 상실이
더 컸던 것이다.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혁명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현
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 군 생활에 염증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간도
소요를 겪으면서 혁명군도 쉽게 해체되었다. 그의 슬픔은 이런 희망의 상실에서
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곳 사람들은 바깥세상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자기 나
라가 어떤 것인지, 민족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다. 윤리도 도덕도 교육도
없는 이 산간마을에서 사람들은 먹고 숨을 쉬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
다. 이런 현실이 운심은 숨이 막혔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런 현실을 타개해야

141)

최서해, ｢고국｣, 최서해전집(上),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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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여 그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전
혀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고, 이런 상황이 그의 슬픔과 고통을 극으로 치닫게 하
였다. 가족의 희생을 합리화 할 수 있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본인도 믿었던 대의,
인류를 구제해야 한다는 대의는 투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투쟁은 그렇게 치열하지도 열렬하지도 못했으며, 이러한 희
망의 상실과 현실적 투쟁에 대한 회의가 그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방랑뿐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알지 못하는
딴 세상을 동경”하는 것이었다. 이 알지 못하는 딴 세상, 미지의 세상에 대한 동
경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무엇이었는가?
｢향수｣에서 김우영은 집을 떠나면서 남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가련다. 저금께 차 버렸던 만주나 서백리아로 가련다.” “저금께”에서 알 수
있듯이 만주나 서백리아는 원래 지향하고 있었던 공간이었으나 어떤 이유로 하
여 “차버렸던” 것이었는데 현실은 다시 주인공을 만주나 서백리아로 내몰고 있
는 것이다. 여러 해 후에 ‘나’는 김우영군이 모스크바 ××회에서 활동한다는 소
식을 전해 듣는다. 최서해 소설 속에서 모스크바는 자연스럽게 3.1운동과 연결
되는데, ｢해돋이｣의 만수, ｢고국｣의 운심이, ｢그 찰나｣의 ‘나’ 등의 인물들은 3.1
운동이 일어나던 해 만주로 망명한 인물들이며, 이들은 만주와 러시아의 경계를
드나들며 혹은 탄광노동자로, 혹은 치도판으로, 혹은 온돌장이 등의 일용직을 전
전하면서 생활을 연명한다. 최서해의 소설에서 ‘만주’는 항상 ‘서백리아’, ‘연해
주’와 연동되어 함께 등장하는데, 이는 ‘만주나 서백리아’, ‘해삼위나 북만주’라고
표현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러시아와 연결되는 공간으로서의 만주는 이념의
공간, 혁명의 공간으로서의 러시아와 오버랩되면서 이념적 공간으로서의 만주로
재탄생된다. 최서해 소설의 인물들이 끊임없이 방랑을 일삼는 이면에는 이러한
북방(러시아)에 대한 믿음과 향수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인간의 방랑은 떠돎의
욕구로서 그것은 한편으로는 내면의 불안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불안이
란 안정감의 상실에서 오는 것이며 그것은 안주할 공간의 부재와 직접적으로 관
련된다. 따라서 그것은 한 인간의 정체성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한편 이러한 북방(러시아)에 대한 맹목에 가까운 숭배는 일부 작가들을 직접
러시아를 방랑하게도 했다. 현경준은 경성고보에 재학 중이던 3학년 1학기 때
(1927년 경) 학교를 중퇴하고 무작정 시베리아 방랑길에 오른다. 한설야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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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련 소설에도 유럽이나 러시아로 향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효석의 초기
단편들은 이러한 당시의 북방 지향성을 이념적이면서 엑조틱한 감각으로 훌륭하
게 표상해낸 작품들이다.142) 이효석에게 있어서 북방 노스탤지어가 독서를 통한
북국의 간접적인 체험을 통한 가상의 노스탤지어라면 최서해의 경우는 체험에서
오는 것이며 그 이면에서는 “알지 못하는 딴 세상에 대한 동경”이 깔려 있는 것
이다.
최서해의 인물들의 끊임없는 방랑은 이러한 불안과 동경에서 기원하는 것이
며, 그의 이러한 방랑은 이념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것임이 분명하나 작품 속에
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대신 우리는 그의 작가 이력에서 작은 단서를 발견하였
다. 최서해가 조운의 매제였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최
서해와 조분려의 문단 결혼식은 당시 아주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
연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최서해와 조운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최서해와 조운은
만주에서 만났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또 한가지 간도에서 서해의 생활중에 특기할만한 사실은 그가 曹雲
(뒤에 그의 처남)을 알게된 것이다. 曹雲을 만난 것은 寧古塔에서였
다는 소리를 들은 법하다. 曹雲도 당시 시국에 대한 울분과 시인적
분방한 정열을 안고 고향인 靈光을 탈출하여 방랑하던 때이었다. ｢니
힐리스틱｣한 그들의 사상은 그들을 유일한 지기를 만들었다.143)

이 글의 저자 박상엽은 최서해가 매일신보 학예부장을 지닐 때 친밀하게 지
낸 동료일뿐더러 그의 임종까지 지켜본 지기로 알려져 있다.144) 최서해와 조운
의 만남이 만주 영고탑에서였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최서해는 1918~1923년
사이 만주에 머물렀고 조운은 1919~1922년 사이 만주에 피신하였던 것으로 기
록된다. 최서해의 만주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는 반면에 조운의
만주행은 비교적 명확했다.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국 각지에서 연이어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조운은 고향 영광에서 이 운동에
정여울, ｢이효석 텍스트의 공간적 표상과 미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57면.

142)

143)

朴祥燁, ｢曙海의 劇的 生涯: 그의 死後 三週年을 當하여｣, 조선문단 1935.8.

144)

김기현, ｢최서해의 전기적 고찰(1)｣, 어문논집16, 안암어문학회, 1975, 8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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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했고 그 사건으로 일경의 추적을 받게 되어 만주로 피신하였던 것이다. 이
리하여 두 사람은 만주에서 만나게 되었고, 나아가 시베리아, 황해도, 금강산,
해주 등지로 함께 방랑했던 것으로 기록된다.145) 어떠한 연유에서 영고탑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최서해의 소설에 등장하는 만주
의 지역들을 탐색하다보면 영고탑의 가능성이 아주 없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서해가 그동안 북간도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많
이 알려진 바가 없다. 단지 연보 상으로 1918년~1923년 사이 만주 지역에 머
물렀다는 사실과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노동자 생활을 경험하기도
했으며 더 많이는 방랑 생활을 경험했다는 것이 확인될 뿐이다. 최서해는 이러
한 만주 체험을 기반으로 ｢토혈｣(1924), ｢고국｣(1924), ｢미치광이｣(1925), ｢기
아와 살육｣(1925),

｢백금｣(1926),

｢해돋이｣(1926),

｢만두｣(1926),

｢저류｣

(1926), ｢이역원혼｣(1926), ｢돌아가는 날｣(1926), ｢홍염｣(1927), ｢폭풍우 시대
｣(1928) 등과 같은 만주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창작한다. 이 작품들의 배경
은 대부분 간도, 서간도, 북간도 등으로 등장하지만 일부 작품에는 명확한 지명
이 등장한다. ｢고국｣에는 “청시허”라는 지명이, ｢미치광이｣146)에는 “청석하”, “달
리소”, “백하구상”, “양물인재”라는 지명이, ｢해돋이｣에는 “왕청 다캉재”와 “나재
거우”, ｢홍염｣에는 “달리소”, “빼허”, ｢폭풍우 시대｣에는 “소사허”라는 지역이 등
장한다. 여기에서 여러 작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지역이 “달리소”라는 곳이다.
또한, “달리소”에 대해 최서해는 ｢달리소｣라는 수필도 한 편 남기고 있다. 사실
“달리소”라는 지역은 최서해에게 있어서 인연 깊은 곳으로서 그곳은 최서해의
元容文, ｢조운론｣, 순천향어문논집5, 순천향어문연구회, 1998; 조병무, 조운 평
전, 푸른사상, 114면.

145)

그동안 최서해의 ｢미치광이｣는 작품집 혈흔(글벗집, 1926.2)에 처음 수록된 것
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필자의 확인에 의하면 이 작품은 192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3등 당선작이다. 1925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放浪의 狂人｣이란 제목 하에 崔
風이란 이름으로 3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이 작품은 사실 연재 예정에 없었는데 이
광수가 재생을 연재하다가 건강문제로 갑작스럽게 연재를 중단하게 되면서 최서해
의 작품을 포함한 기타 당선작들을 신문에 연재했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글에서 확
인가능하다. “이 小說도 新春文藝募集에 三等으로 當選된 것으로 連載되든 小說 “再
生”이 筆者의 身病으로 얼마동안 休載케되기 때문에 只今 이것을 發表하야서 그동안
의 讀物을 삼습니다.”(동아일보, 1925.4.11.)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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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가 있었던 곳이다. 최서해는 ｢홍염｣을 창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던 장모의
아사 사건을 기술하면서 그의 처가가 있던 곳 이름이 “달리소”였다는 것을 밝히
고 있다.147) 소설 속 묘사에 따르면 “달리소”와 가까운 인접 지역으로서 “청시
허”, “청석하”, “백하구상”, “양물인재”, “빼허”, “소사허” 등의 지역이 등장한다.
“청시허”와 “청석하”는 동일한 곳이다. 淸石河의 중국어 발음이 “청시허”인 것이
다. 이 청석하는 현재 중국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안도현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최서해는 현재의 안도 지역에 머물렀던 것이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지역이
“왕청 다캉재”와 “나재거우”이다. 이 지역 또한 주목을 요하는 장소이다. “다캉
재”는 “大坎子의” 중국어 발음이고, “나재거우”는 “羅子溝”148)의 중국어 발음이
다.
여기서 청석하는 독립운동단체 “親睦會”가 있던 곳이다. “다캉재”와 “나재거
우”는 모두 왕청 지역인데, “다캉재”에는 保皇團(1919.10)이, “나재거우”는 大義
甸議事部, 獨立運動議事部, 國民(大韓)議事部가 있었던 곳이다. 특히 1919년 대
한광복단이 “다캉재”에서 설립된 것은 ｢해돋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왕청 지역의 기타 독립운동단체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다. 북간
도지역의 독립운동단체 일람표에 근거하면 총 42개의 독립단체 중 무려 10개의
단체가 왕청에 집거해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149) 이로부터 알 수 있듯
이 최서해 소설에 등장하는 이 지역들은 심상치 않은 공간들이다. 특히 이러한
지역들이 ｢고국｣과 ｢해돋이｣의 배경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왕청은 간도에서도 외진 곳으로 유명하다. 그곳은 마적들의 출몰이 유독 잦
았던 지역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핵심적인 독립운동근거지이기도 했다.
왕청은 북간도 지역 독립운동단체들의 근거지였고 회합지였으며 활동지역이였
다.150) 뿐만 아니라 왕청에는 독립군 양성을 위한 사관양성소가 있었는데,
147)

최서해, ｢｢紅焰｣과 나의 장모｣, 삼천리, 1930.6.

羅子溝의 원래 이름은 砬子溝였다. “나재거우”라는 것은 砬子溝의 중국어 발음인
것으로 보인다. 羅子溝의 지명에 대해서는 김호림, 연변 100년 역사의 비밀이 풀리
다, 글누림, 2013, 307면 참조.

148)

149)

박환, 滿洲韓人民族運動史硏究, 일조각, 1991, 63~64면.

1920년 5월 3일, 대한국민회는 왕청현 鳳儀洞에서 북간도 지역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이 때 참가한 단체는 대한신민단, 북로군정서, 군무도독부, 대한

150)

- 64 -

1920년 2월에 설치되었고 사령관인 김좌진이 사관연성소 교장을 맡았다. 따라
서 이주지로서의 왕청은 이상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해돋이｣에서
만수는 번화한 용정을 지나 “왕청 다캉재”에 자리를 잡는다. 그가 그곳으로 이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연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살기가 좋
거나 조선인이 많이 이주해있어서도 아니다. 왕청과 용정의 차이는 소설 속에서
도 그대로 드러난다.
회령서 두만강을 건너서 ‘오랑캐령’을 넘어 용정에 다다를 때까지
그네는 다른 나라의 정조를 별로 느끼지 못하였다. 용정 거리에 들어
선 때는 조선 어떤 도회에 들어선 듯하였다. 푸른 벽돌로 지은 중국
집이며 중국 관리의 너저분한 복색이며 짐마차의 많은 것이 다소간
어둑한 호지의 분위기를 보였다. 그러나 십 분의 아홉 분이나 조선
사람에게 점령된 용정은 서양 사람이 보더라도 조선의 도회라는 감상
을 볼 것이다. 간도라 하면 마적이 휘달리는 쓸쓸한 곳인 줄만 믿던
김 소사는 용정의 번화한 물색에 놀랐다. 그러나 용정을 지나서 왕청
으로 들어갈 때 황막한 들과 험악한 산골을 보고는 무서운 생각에 신
경이 제릿제릿하였다.151)

외관부터 왕청은 용정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용정은 그대로 조선이라
고 하여도 무관할 정도로 조선적인 분위기가 강했으며 외국인이 보더라도 용정
광복단, 의군부 등 6개 단체였다. 그리고 이 6개의 단체들은 18개의 조의 서약을 한
다. 즉 각 단체는 상호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일제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것
이었다. 하지만 대한국민회를 제외한 기타의 5개 단체는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는 입장이었고 대한국민회가 북간도 지역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갖는 데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국민회에서는 1920년 5월 15일 왕청현 춘화향 알아하에서
각 지회의 대표자를 다시 소집하였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대한국민회는 군무도독부
와 연합하여 5월 하순에 대한북로도군부를 결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한독립군도
여기에 가담하여 團名을 북로사령부로 개칭하였다. 이리하여 1920년 6월 봉오동에
서 일본군을 섬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봉오동 전투를 계기로 독립운동단체들은 공
동전선의 필요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리하여 1920년 7월 1일과 7일 양일
에 걸쳐 북간도 지역 독립운동단체들의 회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회합은 북로
군정서의 불참과 단체의 통합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간다.(박환, 앞의 책,
86~89면.)
151)

최서해, ｢해돋이｣, 최서해전집(上),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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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선이라는 느낌을 줄 정도였다. 그러나 왕청은 용정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였다. 용정의 번화함에 놀랐고 조선적인 분위기에 마음이 평온하던 김소사는 왕
청에 들어서면서는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용정의 번화함과는 대조되는
황막함과 험악함 때문에 신경이 “저릿저릿”할 정도였다. ｢해돋이｣의 만수는 이런
왕청으로 이주하는데, 소설 속 만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왕청으로 이주한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임을 추측할 수 있다. 농사를 지을 줄 모르
는 만수는 왕청에 들어가 집을 마련하고 땅을 사고 머슴까지 들여놓고 자신은
훌쩍 떠나버린다. 2년 동안 ×××단에 들어 활동하다가 단체가 해산되자 “나재
거우”에 머무르다 집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장가를 들지만 그 해
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가을에 집을 나간다. 2년 뒤에 집으로 돌아오지만 곧 체
포된다. 이러한 만수의 행적은 그 당시 왕청 지역의 독립운동단체들의 활동 및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비롯한 각종 무장투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설정임
을 알 수 있다. 특히 봉오동, 청산리가 모두 왕청 지역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
는 중요한 사실이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대패한 일본군은 그 후 간도 지역
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개시한다. 이리하여 대부분의 독립단체들이 해
체되며 결국 일부 단체들은 일본의 토벌을 피해 노령으로 피신하게 된다. 최서
해의 영고탑과 시베리아 방랑은 이와 연관되는 사실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부
터 알 수 있듯이 최서해의 ｢고국｣, ｢해돋이｣ 등의 소설들은 분명하게 독립운동
을 서사화하고 있는 소설들인 것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최서해의 소설 중 만주
를 배경으로 한 최후의 작품이 된 ｢폭풍우 시대｣ 역시 동일한 계열의 작품이다.
이와 같은 작품들은 소설이라기보다는 ‘기록의 소설화’라는 측면이 강하다. 이경
돈은 ｢탈출기｣의 창작과정을 추적하면서 최서해의 창작방법을 ‘기록의 소설화’라
고 명명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록의 소설화’는 “허구적 재구성을 배제한 기록
을 첨삭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 이 첨삭이 사건과 구조의 기록적 특성을 침해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험에 근거한 소설과 구별된다”152)고 지적한다. 따라서 허
구와 비허구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는 체험 소설이라 불리는 소설과 최서해의
‘체험 소설’은 다르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기록의 소설화’라는 최서해의 창작방
법은 ‘實寫’로 요약되는 리얼리티를 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창작적

152)

이경돈, ｢최서해와 기록의 소설화｣, 반교어문연구15, 반교어문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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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들은 특히 이념형 인물들의 투쟁을 서사화한 소설들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서해는 이념투쟁이나 직접적인 독립투쟁과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
었으며 직접 그것을 소설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 그의 소설 속에 빈번하
게 등장하는 우울한 인물형과 투쟁형의 인물들의 방랑은 생활고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희망으로서의 이념, 혹은 직접적
인 투쟁의 길을 선택하지만 그 투쟁 역시 여의치 않았으며 외적인 타격에 의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방랑이
었다. 때문에 그의 방랑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랑이기도 하지만 이념적
방향의 상실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본격적인 만주의 등장은 최서해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고에서는 최서해에 앞서 이미 1910년에 ｢소금강｣이라는 신소
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만주국 건국 전에는 만주라는 말보다
는 간도라는 말이 더 많이 쓰였으며, 이 시기는 흔히 서간도, 북간도로 불리고
있었다. 이 시기 간도는 만주와 함께 고토의식을 상기시키는 공간이었으며, 그곳
은 국권회복을 위한 근거지로서, 실력양성을 위한 실험지로서의 인식이 강했다.
만주 지역을 비롯한 중국과 동남아지역까지 확대된 이상촌 건설 운동은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놓이는 것이다. ｢소금강｣은 서간도에 이상촌을 건설하여 농
민을 교육하고 계몽하여 국토를 회수하여야 한다는 고토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상촌의 이념도 함께 대변하는 작품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신소설
｢추월색｣은 또 다른 서간도의 이미지를 등장시키고 있어 흥미롭다. ｢소금강｣의
서간도가 개척과 계몽의 공간이었다면 ｢추월색｣의 서간도는 신혼여행지로서 적
합한 근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선보인다. 이러한 근대적인 이미지로서의 연장
선에 한설야의 무순이 존재한다. 그에게서 무순 체험은 신흥 식민 도시의 노동
자 생활을 통한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 통로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한설야의
만주 체험은 여타의 작가들과도 변별점을 보이는데, 최서해, 강경애, 안수길, 현
경준 등의 작가들이 대부분 조선인이 집거해 있는 북간도의 농촌 지역을 소재로
하고 있는 반면에 한설야는 서간도 지역의 신흥 개발 도시를 소설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도시 노동자계급의 생활을 작품화한 것은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서간
도 지역의 도시 체험에 비해 최서해의 북간도 체험은 더 이상 이주민의 고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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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가 아니었다. 그동안 최서해의 간도 체험은 빈곤서사로 과대평가된 면이 없
지 않다. 본고에서는 ｢홍염｣, ｢이역원혼｣ 등의 작품들과 달리 그동안 간과되어
온 ｢고국｣, ｢해돋이｣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최서해 소설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고국｣이나 ｢해돋이｣는 작가가 독립운동을 서사화한 작품이
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동안 최서해의 북간도 방랑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데 본고에서는 그가 조운과 북만 영고탑에서 만났다는 기록에 주목하
여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지역에 주목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만주국 건국 전의 만주는 만주로서보다는 간도로 더
많이 불렸으며, 간도는 한일합방과 3.1운동을 거치면서 많은 지사들이 국권 회
복을 꿈꿨던 공간이다. 이 시기 간도는 국권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었고
사회주의 이념의 수용 통로였으며 적극적인 독립운동 노선을 활발하게 고민했던
가능성의 공간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간도는 유토피아적인 공간임에 분명하다.
그곳은 열려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으며,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했다. 또
한 만주의 종교단체들은 독립운동을 후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지로 작용했다.
천도교나 대종교의 세력권의 형성과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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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만주국에서의 정착과 ‘국민’으로의 편입
만주국이 건국되기 전 간도지역은 이미 조선인들이 대거 집거해 있는 공간으
로 대표적이었다. 외국이라기보다는 고토라는 의식이 앞서있었던 공간이었고 낯
섬보다는 동족이 이주하여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친숙함을 더 많이 전달하는 지
역이었다. 만주는 민족을 계몽하여 실력을 양성할 수 있는 개척과 계몽, 준비의
공간이었으며 국권을 상실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인식되었
다. 따라서 이 시기 만주의 간도 지역에는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종
교단체들 역시 독립운동의 후원기관으로서 적지 않게 번성하고 있었다. 조선인
들은 만주 땅에서 ‘조선’이라는 조국을 상상할 수 있었고 언젠가는 회복할 국권
을 열망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의 공간이었던 만주에 만주국이라는 인공국가가
건립되면서 모든 상황은 일조에 변화를 겪게 된다. 조선인의 소속 문제를 두고
항상 마찰을 일으키던 중국과 일본은 만주국 국민으로서의 조선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조선인들은 좋든 싫든 호명된 주체로서의
만주국 국민이라는 범주에 포섭되게 된다. 동시에 만주 공간은 국가의 질서 체
계에 의해 새롭게 재편되고 조선인들은 더 많은 외부적인 요인의 견제를 받게
된다.
만주국은 1937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 후 두 시기로 구분되는데, 만주국 건국
초반의 만주는 질서재편과 치안숙정공작이 핵심으로 놓이면서 대대적인 항일세
력에 대한 소탕 작전이 지속되었다. 1936년경에 이르면 핵심적인 항일세력들은
모두 제거되고 일부 세력들은 지하로 잠입하면서 유격전으로 이어진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만주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항일세력에 대한 견제를 실시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안전농촌’, ‘집단부락’ 사업이었다. 특히 ‘집단부락’은 조선 농
민들과 독립단체들과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간도지역에서 처음
시행되어 全滿的으로 확대된 사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이 전쟁이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일본은 본격
적인 전시체제기에 들어선다. 인력을 포함한 모든 자원들이 전쟁에 투입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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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고, 전시체제하의 문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쟁동원 기제로 작동하는 도구
문학으로서의 ‘國策文學’이 성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반되는 문학적 분위기
속에 전반기에는 강경애가, 후반에는 현경준과 안수길이 위치한다.

1. 反국민적 삶과 공동체로부터의 퇴출
장편소설 인간문제를 통해 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작가 강경
애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1931년 6월153) 간도 용정으로 이주한 후, 간
혹 조선과 간도를 왕래했으나 1939년 앓는 몸을 이끌고 조선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을 간도 용정에서 창작하여 조선에 발표한다. 대표작
인간문제까지도 용정에서 창작하여 조선으로 발송되었던 작품이다.
이처럼 강경애와 간도는 중요한 연관성을 가진다. 간도뿐만 아니라 그와 만
주와의 관계는 첫 단편소설 ｢파금｣에서부터 시작된다.154) 일가족의 만주 이주를
소설화하고 있는 ｢파금｣은 북만의 닝구타(영고탑)를 이주지로 등장시키고 있다.
소설은 이주하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소개하고 있을 뿐 이주 후의 서사는 생략
하고 있다. 다만 “그 후 형철이는 작년 여름 ××에서 총살을 당하였고, 혜경이는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서 복역 중이다”155)라는 결말을 통해 형철과 혜경
이 이념투쟁에 투신하였음을 전달할 뿐이다. 강경애 소설의 중요한 공간적 배경

강경애의 첫 만주행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존재한다. 공식적으로는 1931년 6월
경으로 기록되나 고일신의 회고에 따르면 1920년대 후반 2년 여 만주지방을 방랑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상경 역시 고일신의 회고가 신빙성이 있음을 주장하나 정확한
시기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들어 강경애가 김좌진의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논란(결국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이 일면서 강경애의 첫 만
주행의 시기가 또 다시 거론되었는데, 최학송의 ｢‘만주’체험과 강경애 문학｣(민족문
학사연구33, 민족문학사학회, 2007.)에 따르면 강경애는 1926년~1928년 사이 북
만의 해림 지역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강경애가 해림 지역인 닝구타(영고
탑)에서 ‘유치원 여교사’를 하면서 사회주의자 김봉환을 만나 함께 기거했다는 주장
도 제기되지만, 그 ‘유치원 여교사’가 강경애라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단지 강경
애일 것이라고 추정될 뿐이다.

153)

154)

강경애의 ‘간도 체험’과 ‘만주 체험’에 대해서는 최학송의 위의 글을 참조하였음.

155)

강경애, ｢파금｣,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4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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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만주와 주의자형 인물의 등장은 이처럼 그의 첫 작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
다. 그 후의 그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간도 용정에서 창작되었으며 주의자형 인
물은 여전히 강경애 소설의 중요한 특징으로 남는다. 이러한 연유로 하여 기존
의 많은 연구들에서 그의 만주 체험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강경애 문학의 리
얼리즘, 민족주의, 식민주의, 계급의식, 젠더의식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거의 모두가 그의 만주 체험을 비중 있게 다루거나 만주 체험의 영향관계에서
논의하고 있다.156) 그러나 그 만주 체험은 간도 체험과 구분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도의 용정이라는 공간적 위상에는 전혀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만주의
조선인 사회의 중심지 간도, 간도의 서울 용정이라는 이러한 위계는 특히 주목
할 만하다. 만주국의 전반기를 용정에서 보낸 강경애에게 있어서 용정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없다.
용정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은 여러 기행문에서 드러나는데 대표적인 이기
영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용정이라면 간도(間島)로 알아왔고, 간도라면 용정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그런 우리다. 그만큼 용정은 조선 사람과는 인연이 깊은 곳이
다. 사실 조선 사람의 만주 이주의 모태는 용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만 그것이 지리상으로 만주에 속할 뿐이요 그 개척한 역사로 보거나
현재의 조선 사람의 동태(動態)로나 시설로 보아 용정은 곧 조선이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하다.

이상경은 강경애의 간도 체험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간도라는 특이한 공간에서 항
일독립운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체험이 인간문제의 리얼리즘적 성취를
이룩할 수 있었던 작가적 원동력이었다고 판단한다.(이상경, 강경애: 문학에서의 성
과 계급,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하정일은 강경애의 문학이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의식을 서사의 모태로 삼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강경애 문학이 직접적으로든 간
접적으로든 항상 식민주의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의 간도 체험
이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하정일, ｢강경애 문학의 탈식민성과 프로문학｣,
강경애, 시대와 문학, 랜덤하우스, 2006.) 이 외에도 강경애 문학을 만주 공간이나
만주 체험과 관련하여 논의한 연구로는 장춘식, ｢간도체험과 강경애의 소설｣, 여성
문학연구11, 한국여성문학회, 2004; 송명희, ｢강경애 문학의 간도와 디아스포라｣,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3; 최학송, 앞의 글; 정미
숙, ｢강경애 소설과 ‘간도’의 공간적 시점｣,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8, 한국문학이론
과 비평학회, 2008.3 등이 있다.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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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일순(一巡)햇으나 기대와 달라 정연(整然)하지도 못하고 정
결하지도 못하다.
굉대(宏大)한 건물이 즐비한 거리도 없거니와 도로의 시설도 충분
타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잡연(雜然)한 속에도 만주의 어느 다른
도시보다도 자랑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교육, 종교의 시설이
다.157)

“용정이라면 간도로 알았고, 간도라면 용정이라고 생각하여 왔다.”라는 첫 구
절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정은 간도요, 간도는 곧 용정이
었다. 용정과 간도는 대등한 비중, 위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
에서 알 수 있듯이 외부인들에게 있어서 용정은 소문으로도 익숙한 고장인 것이
다. 간도에는 용정을 포함한 국자가, 훈춘, 안도 등 여러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유독 용정이 이처럼 익숙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선 1932년 당시 용정의 조선인 인구는 전체 용정 인구의 80%에 육박했
다.158) 일차적으로 수적인 우세는 조선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에 충분했다. 이
렇게 조선인이 밀집하여 살게 된 데에는 용정의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초기의 대부분 조선인 이주자들은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너 오랑캐령
을 넘어 간도로 넘어왔는데 오랑캐령을 넘어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 넓은 용
정 벌판이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하여 용정에는 조선인들이 점점 늘어갔고
나중에는 간도를 대표하는 지역이 되었다. 당시 용정의 ‘조선화’된 분위기는 전
혀 외국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훗날 박계주는 소설 애로역정에서
용정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57)

안용순, ｢북만순려기｣, 조선일보, 1940.2.28.~3.2; 소재영, 앞의 책, 312면.

龍井村의人口는 朝鮮人一萬三千二百九十人 日本人一千五十二人 外國人四十人 琿
春地方에서 唯一한都市로 絶對多數를占한朝鮮人의都市이다. 아니龍井村만이 朝鮮人
의것이아니라 東滿의 延吉, 和龍, 汪淸, 琿春等四縣를汍하는間島 中國人의것도其他外
國人의것도아니요朝鮮人의間島이다. 이것을實證하기爲하야 住民統計를보면全住民八
萬八千八伯二十一戶의五十萬三伯九十八人中에서朝鮮人이六萬七千六百五十四戶의三十
八萬一千五百六十一人의多數에達한다한다.(량재하,
｢間島紀行｣,
조선일보,
1932.1.31.~2.2; 최삼룡·허경진 편, 앞의 책, 265면.)에서 알 수 있듯이 1932년 경
용정의 조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76.25%를 차지했고 이것은 일본인 인구의 무려
8.8배에 해당했다.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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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 당시에는 용정에서 역사가 가장 오랜 영신 중학교(尹和洙
와 鄭士斌이 공모해서 永新中學校를 光明會에 팔아먹기 전이다)와 동
흥(東興), 대성(大成), 은진(恩眞), 명신(明信女學校), 광명(光明高等
女學校)등 중등학교를 위시해서 중앙, 영신, 동흥, 동아, 해성, 명신
등 소학교가 이곳저곳에 있어서 용정은 간도의 문화중심지로 한창 그
이름을 드날리던 때였다.
......(중략)......
용정은 평양이나 부산이나 대구보다 인구로나 상공업으로나 시민의
소유재산으로나 모든 점에 있어서 훨씬 뒤떨어지는 도시였지만 조선
인 교육기관을 많이 가진 데 있어서는 당시의 용정은 경성 다음으로
가는 제二위의 도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중앙학교가 공립이었고
은진중학교와 명신여자중학교가 카나다 선교회 경영인 미션스쿨이였
으며 해성학교가 독일인 가톨릭파 경영이었던 것 외에는 모두 조선사
람들이 경영하는 학교들이었다.
그 외에도 중국인 경영의 성성(成盛)학교를 비롯하여 해관촌의 중
국인 중학교와 소학교, 일고병자랑(日高丙子郞)의 경영인 광명어학교
광명부인학교, 관립심상소학교, 조동종별원학교 등 이르는 곳마다 학
교였었다. 학교 외에도 간도일보(間島日報)라고 하는 조선인 선우 일
(鮮于日)의 경영인 한글의 일간신문이 발행되었고 화문(和文)으로 간
도신보(間島新報), 중국측으로는 민성보(民聲報社에서는 華文版 외에
도 한글판을 일간으로 발행했었다)등 일간신문이 발행되어 문화도시
의 면목을 잃지 않았다.
간도란 실로 묘한 곳이다. 합중국격으로 조선십삼도에서 몰려들어
와 섞여 살지만 그들에게는 지방별 싸움이 별로 없었다. 그것은 외국
에 와서 산다는 데서 생긴 동족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단결케 했겠지
만 어쨌든 간도에 들어온 이민들은 결코 부자가 아니면서도 그들의
빈주먹은 열과 성과 모험만으로 학교를 경영해 나가고, 언론기관을
경영해 나갔던 것이다.
용정 이외에도 오백호밖에 안 되는 얼두거우(二道溝)에 구산(邱山)
중학교와 부속 소학교가 순전히 그 부락민의 손으로 경영되었고 일백
호가 좀 넘는 명동촌(明東村)에도 명동중학교와 부속 소학교가 그들
촌민의 손으로 경영되었으며 싼두거우(三道溝)에는 사립 중학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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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간도가 그러하듯이 용정이 또한 묘한 곳이었다. 명치 사십년 팔월
에 조선통감부(統監府)출장소가 용정에 설치될 때의 용정 인구는 불
과 사백사십사명이었다. 그중의 십륙 명은 중국사람, 삼십 오명은 내
지인, 나머지 삼백구십삼명이 조선사람이어서 중국 영토 안에 조선인
촌락을 건설한 형편이었다.
그 촌락에 일본 총영사관을 비롯하여 조선은행 지점, 구제회(동척
지점), 신탁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과 기타 종교단체, 동만조선인청년
회, 공회당, 극장 등 문화기관이 서게 되고 그에 따라 인구가 수십 배
나 증가 되어서 급속도로 근대도시의 면목을 갖추게 되었으나 인구의
칠팔할이 조선인으로 차지되어 역시 용정은 조선인의 도시임을 면할
수가 없었다.
중국인 시가지라고는 하장리로부터 상푸지(商埠地) 구역까지와 해
관촌에 몰려 있었을 뿐 전시가지가 전혀 조선인의 상점과 주택으로
뒤덮였었다. 그러기에 용정이 중국 땅이면서도 중국나라에서 지은 시
명(市名) 루두거우(六道溝)는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중국 사람들까지
도 조선인 측에서 지은 ｢용정｣을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간도라는 이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간도지방을 중국
정부에서는 앤지두(延吉道)라고 이름 지었으나 간도에서 사는 사람들
은 그 이름조차 아는 이가 별로 없고 역시 조선 사람들이 지은 ｢간도
｣로 통용되었던 것이다.159)

다소 긴 인용이지만 만주 지역에서의 간도와 용정의 위상을 이 보다 더 잘
설명해주는 텍스트는 없다. 간도는 만주에서 조선인 사회의 중심이었고 용정은
“간도의 수도”였다. 당시 용정은 교육기관의 수로 봤을 때 경성 다음으로 제2위
를 차지할 정도로 교육 환경이 좋았고, 신문사를 비롯한 여러 문화단체들이 많
이 있었으며 심지어 중국어 신문(민성보를 말하는 것임)의 경우도 한글판을
내고 있는 실정이었다. 교육중심지로서의 용정의 이미지는 당시의 기행문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간도 지역에서의 조선인의 위상을 말해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용
정의 전 시가는 조선인의 상점과 주택으로 뒤덮여있었고, 심지어 ‘육도구’란 용
정의 중국어 이름은 사용되지도 않고 있었다. 조선인들이 대거 집거해있는 간도
159)

박계주, 박계주문학전집3: 애로역정, 처녀지, 삼영출판사, 1975, 67~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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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혀 외국이라는 느낌이 없었고, 간도에 사는 조선 사람들 역시 간도를 중국
이나 외국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조차 외국이라는 느낌을 받
을 수 없을 정도로 용정은 ‘조선화’ 되어 있었다. 식민지 말기 많은 문인들이 만
주로 시찰을 갔을 때에도 그들은 오직 간도에서 만은 외국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용정에서 대부분의 창작 시기를 보냈고, 실질적으로 소설적 배경으
로 용정을 등장시키고 있는 강경애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그에게 있어서도 용정
은 조선인의 중심지, 조선인의 고장, 교육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상업의 중
심지였을까? 강경애의 작품 중, 인간문제와 어머니와 딸 두 편의 장편을 포
함한 총 21편 중 만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은 ｢그 여자｣, ｢채전｣, ｢축구전｣, ｢유
무｣, ｢소금｣, ｢동정｣, ｢모자｣, ｢번뇌｣, ｢어둠｣, ｢검둥이｣, ｢마약｣ 등 무려 11편에
달하며 기타 만주를 거론하고 있는 작품들도 적지 않다. 또한 만주를 배경으로
하지 않은 작품이더라도 용정에서 쓰여 졌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의 작품에서 용정은 평온함 속에 흥성거리는 활력을 품은 공간이면서, 한편 일
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도처에 감시자의 시선을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아침 연기 속에 어린 용정시가는 콩기름과 돼지기름 냄새로 둘러싸
였다. 그리고 가고 오는 물지게 소리며 고기 사오, 백채 사오, 하는
서투른 조선말로 외치는 중국인의 굵고도 줄기찬 소리가 모퉁이 모퉁
이에서 굴러나왔다.
구멍가게 옆에는 반드시 길다란 나무가 꽂혔으며 그 위에는 널조각
나무로 가로지른 후에 그 가운데에는 ‘천흥호(天興號)’, ‘원흥태(元興
泰)’라고한 간판이 뚜렷하게 써 있었다. 그리고 오색종이를 체바위같
이 둥글게 뭉쳐 문전 좌우에 매단 집 문앞에는 시커먼 널빤지가 놓였
으며 그 위에는 새로 쪄다놓은 만두가 가는 김을 토하고 있었다.
대통로로 들어선 그들은 신록에 빛나는 가로수를 바라보았다. 그리
고 중국애와 조선애들이 서로 손을 잡고 뛰어다니는 꼴이 나무 사이
로 얼씬얼씬 보였다.
네거리를 지날 때마다 등 굽은 순사들이 무엇이 추운지 아직도 솜
바지 저고리를 통통하게 입고 총자루를 가로 쥔 후에 지나가고 오는

- 75 -

사람들을 흘끔흘끔 쳐다본다. 이마에는 기름기가 번질번질, 손톱은 매
발톱처럼 비쭉한 것으로 이따금 코진자리를 흥켜내고 있다.160)

인용문은 ｢그 여자｣의 일부분이다. 여류작가이면서 용정 정화여학교 선생님
인 마리아가 교장의 부탁으로 얼두거우(二頭溝)로 강연을 떠나는 길에 용정 시
가를 지나는 길에 포착하고 있는 거리의 모습이다. 관찰자 시점을 통해 그려지
고 있는 용정 시가는 후각→청각→시각이라는 감각 기관을 통해 순차적으로 모
습을 드러낸다. 아침을 맞는 용정 시가는 콩기름과 돼지기름 냄새에 둘러싸여
있고, 물을 긷고, 아침 장사를 시작하는 장사치들의 사구려 외침소리에 흥성거린
다. 이렇게 용정 시가는 서서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다음으로 눈에 들어
오는 것은 길가의 상점들과 새벽 장사를 시작하는 만두 가게들이다. 한편 이른
아침부터 가로수 사이로는 조선 애들과 중국 애들이 손을 잡고 뛰어다니는 모습
이 보인다. 아침부터 사람들의 코를 자극하는 온갖 기름 냄새와 귀를 즐겁게 하
는 장사치들의 사구려 외침소리와 길가의 즐비한 가게들은 풍족하고 흥성거리는
거리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런 평온함과 흥성거림 속에는 불안이 내재해 있음
이 서서히 드러난다. “네거리를 지날 때마다”의 “때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순사
들이 용정 시가지에 널려 있다. 봄이건만 그들은 아직도 솜바지저고리를 퉁퉁하
게 입고, 거기에 총자루까지 가로 쥔 채 가고 오는 사람들을 흘금흘금 쳐다보면
서 거리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마에는 기름기가 번질거리고 매 발톱 같은
손톱으로 코를 후비는 그들의 존재는 분명 환영받지 못하는 풍경들이다. 이렇게
흥성거리고 평온한 용정 시가의 한 편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을 예시하면서, 용
정이란 고장이 보는 것처럼 흥성거리고 살기 좋은 곳만은 아님을 제시한다. 여
기서 또 한 가지 주목을 요하는 것은 이런 풍요로움과 흥성거림의 주체는 중국
인들이라는 점이다. 거기에 조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구의 거의 80%를 차
지한다는 용정의 조선인들은 결코 보이지 않고 있다. 조선인이란 세상물정 모르
고 뛰어노는 아이들뿐이다. 이처럼 작가 강경애에게 있어서 용정의 주인은 조선
인들이 아니다. 조선인들은 외부자들이고, 피난자들이며, 용정이란 도시로 흘러
드는 이재민들에 불과했다.
강경애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소금｣은 “간도문학이 우리 민족 문학에 기여
160)

강경애, ｢그 여자｣, 4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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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현한 작품”161)으로 평가 받는 작품이다. “농가”, “유랑”,
“해산”, “유모”, “어머니의 마음”, “밀수입” 등과 같은 여섯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금｣의 표면 서사는 한 여인의 수난 일대기이다. ‘봉염 어머니’의 불행을
주선으로 펼쳐지는 ｢소금｣의 서사적 전개는 주인공의 불행을 초래하는 사건들이
고리에 고리를 무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한편 그 불행의 강도는 점점 강해진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아들의 가출, 집주인에 의한 겁탈과 아들의 죽음 소
식, ‘봉희’의 출산과 ‘봉염’, ‘봉희’ 두 딸의 연이은 죽음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기막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봉염 어머니’는 살기 위해 소금 밀수에
나서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첫 밀수에서 경찰에 발각되어 끌려간다. 이러한
여인의 수난 서사는 그동안 계급성이나 여성성 등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최근의 한만수의 연구는 새로운 ｢소금｣론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검열에 의해 삭제된 결말 부분을 과학
적인 방법으로 복원함으로써 ｢소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하고 있다. 그는 ｢
소금｣의 중요한 서사 전략으로서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유예를 통한 ‘나눠
쓰기’ 기법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나눠 쓰기’ 전략은 정보 유예의 방식을 통해
실행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란 ‘봉염’의 ‘선생님’이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말한
다. 이 정보가 ｢소금｣에서 세 번에 걸쳐 어떻게 전달되는 가에 대해 논문은 자
세한 분석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르치는 자에 대
한 전통적인 존중심을 활용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몰이해’를 해소하려
는 것은 이 작품에서 강경애의 핵심적 목표였다.”162)는 결론을 얻어낸다. 십분
동감하는 결론이다. 여태까지 ｢소금｣은 ‘봉염 어머니’라는 여성 주인공의 비극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작품 속에서 제시되는 여러 정보들에 대해 간과한 점이 없
지 않다. ‘봉염 어머니’의 비극과 ‘봉염 어머니’의 최후의 각성을 통해 ｢소금｣은
궁극적으로 공산당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소설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에 좀 더 힘을 싣기 위해 본고에서는 소문과 여론, 상식적
인 인식 등에 의한 ‘정보 유예’ 혹은 ‘잘못된 정보 전달’이라는 소설적 전략에 치
중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소금｣에서 공산당들은 ‘좋은 사람’들이었다.
161)

이상경, 앞의 책, 81면.

한만수, ｢강경애 ｢소금｣의 복자 복원과 검열우회로서의 ‘나눠쓰기’｣, 한국문학연구
3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 182면.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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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돈 있는 놈”들과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공산당의
사실적인 부분과 달리 ｢소금｣에서 공산당은 마적과 동등하거나 원망과 저주의
대상으로 부각된다.
가) 그들은 마적과 공산당을 번갈아 머리에 그리며 건너 마을을 바라
보았다.163)
나) “흥, 자식을 얼마나 잘 두었기에 애비 원수인 공산당에 들었을까.
그런 것들은 열 번 죽여도 좋아…… 우리는 공산당 친척은 안 돼. 공
산당과는 우리는 원수야. 오늘부터는 우리집에 못 있어. 나가야지.”
……(중략)……
“이번 쟝궤듸가 국자가 가서 네 오빠 죽이는 것을 보았단다.”
모녀는 어떤 쇠방망이로 머리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듯 아뜩하였다.
한참 후에 봉염 어머니는 팡둥을 바라보았다. 팡둥은 그의 시선을 피
하여 어린애를 보면서 그 말이 옳다는 뜻을 보이었다. 그는 한층 더
아찔하였다. 그 애가 참말인가, 하고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어서 나가! 만주국에서는 공산당을 죽이니깐.”164)
다)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비운에 빠지게 된 것은 남편이 죽었기 때
문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남편을 죽인 공산당, 그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인 듯했다. 생각하면 팡둥도 그의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에게 그러한 일을 감행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모두가 공산당 때문이
다. 그때 공산당이라고 경비대에게 죽었다는 봉식이가 떠오르며 팡둥
의 그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난다.165)
라) 봉염 어머니는 조급한 맘을 진정할수록 저들이 의심할 수 없는
공산당이었구나! 하였다. 그리고 아까 그들의 앞에서 깜짝하지 못하고
섰던 자신을 비웃으며 세상에 제일 못난 것은 자기라하였다. 남편을
죽이고 자기를 이와 같은 구렁이에 빠친 저들 원수를 마주 서고도 말
한 마디 못하고 떨고 섰던 자신! 보다도 평시에 저주하고 미워하던
163)

강경애, ｢소금｣, 499면.

164)

강경애, ｢소금｣, 509면.

165)

강경애 ｢소금｣, 5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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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맘조차도 그들 앞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한 자기. 아아! 이러한 자
기는 지금 살겠노라고 소금자루를 지고 두 다리를 움직인다. 그는 기
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리고 못난 바보일수록 살겠다
는 욕망은 더 크다고 깨달았다. 동시에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은 저들
이 어째서 우리들의 소금짐을 빼앗지 않고 그냥 보내었을까가 의문이
었다. ‘그렇게 사람 죽이기를 파리 죽이듯 하고 돈과 쌀을 잘 빼앗는
놈들이……’ 하며 그는 이제야 저주하기 시작하였다.166)

인용문 가)는 “유랑”의 첫 부분이다. 총소리가 들려온 직후 ‘봉염 어머니’와
‘봉염’의 반응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보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총소리에 거의 조
건반사에 가까운 속도로 마적과 공산당들을 동시에 떠올린다. 놀라운 것은 마적
과 공산당이 그들을 위협하는 대등한 존재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어 인용문
나)는 국자가에서 ‘봉식’이 총살당하는 장면을 보고 온 팡둥이 그것을 핑계로
‘봉염’ 모녀를 쫓아내는 광경이다. ‘봉식’이 공산당의 신분으로 총살당하였다는
사실과 이러한 사실은 ‘봉식’이를 ‘애비 원수인 공산당에 든’ 후레자식으로 만든
다. 이어서 등장하는 “만주국에서는 공산당을 죽이니깐”, 이 말이야 말로 핵심적
이다. 만주국에서 공산당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이
다. 이 말 한마디를 통해 공산당은 만주국이라는 공권력에 의해 소멸되어야 하
는 반국가적인 세력으로 확실시 된다. 따라서 만주국에서 죽이는 공산당은 국민
이라는 범주에서 배제되어야 할 대상이며 부정적인 존재라는 보편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는 소설 속에서 공산당에 대한 그 어떤 부정적인 묘
사나 서술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 ‘봉염 어머니’는 이 사건을 계
기로 공산당을 저주하기에 이른다. ‘봉식’이 “애비 원수인 공산당”에 들었다는 말
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공산당은 남편을 죽인 “철천지 원수”로 인식된다. 따라
서 남편이 공산당에 의해 살해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불우한 것이
라는 원망이 생기면서 공산당에 대한 증오는 저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인용문
라)에 이르면 공산당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들은 공산당임
에 분명한데 그들은 왜 자신들의 소금을 빼앗지 않았는지? “사람 죽이기를 파리
죽이듯 하고 돈과 쌀을 잘 빼앗는 놈”이라고 알고 있는 공산당들이 소금을 빼앗

166)

강경애, ｢소금｣, 535~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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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은 ‘봉염 어머니’로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드디어 결말167)에 와서야
‘봉염 어머니’의 공산당에 대한 인식은 완전한 반전을 가져온다. 공산당은 그의
적이 아니라 그를 도와줄 사람들로 인식되는 것이다. 소금을 빼앗은 것은 공산
당들이 아니라 “돈있는 놈”들이라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산당들이 정말로 ‘봉염 아버지’를 죽였을까하는 의문이 들
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소금｣에서 ‘봉염 아버지’는 공산당에 의해 살해된 것
으로 이해되었다. 모든 연구자들, 최근의 일부 논문에서도 ‘봉염 아버지’는 공산
당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소금｣에서 드러나는 공산당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리가 없다. 다시 들여다보면 ‘봉염 아버지’의 죽
음이야말로 모호하지 않을 수 없다. 소설 속에서 그의 죽음은 목격되는 것이 아
니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전달될 뿐이다.
가) “팡둥집에서…… 저 아버지랑 자×단들이랑 함께 앉아서 뭘하는지
모르겠더라.”
약간 찌푸리는 봉염의 양미간으로 옮아오는 불안!
“팡둥도 같이 앉았디?”
봉염이는 머리를 끄덕이며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다시 생글생글 웃었
다.168)
나) 그때 가볍게 귓가를 스치는 총소리! 그들 모녀는 눈이 둥그래서
일어났다.169)
다) “어머니!”
결말부분은 한만수에 의해 복원된 결말을 참조함. 복원된 결말은 다음과 같음: “어
젯밤 산마루에서 무심히 아니 얄밉게 들었던 그들의 말이 ○○떡오른다. ｢당신네들
은 우리의 동무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당신네들이 합심하는데서만이 우리들의 적인
돈많은놈들을 대○할수 있습니다!｣ ○○한 어둠속에서 ○어지던이말! 그는 가슴이
으적하였다. 소금자루를 뺏지않던 그들 ○○그들이 지금 곁에 있으면 자긔를 도와
싸울것같다. 아니 꼭 싸워줄것이고 ○○○내소금을 빼앗은 것은 돈많은 놈이엇구나!
｣ 그는 부지중에 이렇게 고○○○ 이때까지 참고 눌렀던 불평이 불길같이 솟아 올랐
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한만수, 앞의 글, 174~175면.)

167)

168)

강경애, ｢소금｣, 496면.

169)

강경애, ｢소금｣, 4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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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봉식의 음성에 그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마주 아우성을 치
고도 얼른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였다. 그들이 움 밖에까지 나왔을 때
또 다시 우뚝 섰다. 그것은 봉식이가 전신에 피투성이를 했으며 그
옆에 금방 내려 뉘인 듯한 그의 아버지의 목에서는 선혈이 샘처럼 흘
렀다.170)

｢소금｣의 도입부에서 ‘봉염 아버지’는 용정에서 집주인이 왔다는 기별을 듣고
불려간다. ‘봉염 어머니’는 이유 없는 불안에 떨면서 정말로 집주인이 용정에서
왔을까, 아니면 혹시 자위단들이 또 돈을 내라고 불러가는 건 아닐까하는 등 여
러 가지 생각으로 전전긍긍 한다. 하지만 용정에서 집주인이 온 것이 틀림없음
이 딸 봉염의 눈을 통해 확인된다. 봉염이 하교 길에 아버지가 집주인, 자위단들
과 둘러 앉아있는 것을 친히 목격하는 것이다. 하지만 ‘봉염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하다. 이러는 와중에 갑작스런 총소리가 들려오고, 뒤이어 온 몸에 피투성이
를 한 아들이 거의 숨져가는 아버지를 업고 집에 나타난다. ‘집주인의 호출’→
‘집주인과 자위단들과의 만남’→‘총소리’→‘주검’, 이것이 소설 텍스트 상으로 확
인되는 ‘봉염 아버지’의 죽음 과정이다.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해서 총을 맞았는
지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그 죽음의 과정도 목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
인 총소리와 주검으로 전달되고 확인될 뿐이다. 아들 ‘봉식’이도 아버지의 죽음
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용애 아버지’에게서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간 것이
다. 이러한 상황 상으로 판단했을 때 어디에도 ‘봉염 아버지’가 공산당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봉염 아버지’가 공산당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집주인이 봉식의 총살 소식을 전
하면서 봉식이 “애비 원수인 공산당”에 들었다는 말에 의해 비로소 ‘봉염 아버
지’는 공산당에 의해 살해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분
을 보면 ‘봉염 아버지’의 죽음이 더욱 예사롭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다.
그 밤이 거의 새어올 때에야 봉염이 어머니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목
을 내어 어이어이 하고 울었다.
“넌 어찌 아버지를 만났니. 그때는 살았더냐. 무슨 말을 하시디?”
봉식이는 입이 쓴 듯이 입맛만 쩍쩍 다시다가,
170)

강경애, ｢소금｣, 5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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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게 머유!”
대답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양이 난처하여 이렇게 소리치고 나서 한
숨을 후 쉬었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가 팡둥과 자×단원들에게 고맙게
구는 것이 어쩐지 위태위태한 겁을 먹었더니만 결국은 저렇게 되고야
말았구나 하였다. 아버지 생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부자가 서로 언쟁
까지도 한 일이 있었으나 끝끝내 아버지는 자기의 뜻을 세웠다. 보다
도 그의 입장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하였
던 것이다.
아버지 생전에는 봉식이도 아버지를 그르다고 백 번 생각했지만 막상
아버지가 총에 맞아 넘어진 것을 용애 아버지에게 듣고 현장에 달려
가서 보았을 때는 어쩐지 ‘너무들 한다!’하는 분노와 함께 누가 그르
고 옳은 것을 분간할 수가 없이 머리가 아뜩해지곤 하였다.171) (강조
-인용자)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봉식’이 역시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
라 ‘용애 아버지’에게서 전해 듣고 현장으로 달려간 것이다. 그리고 ‘봉식’이는
어쩌면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여지를 인용문은 드러내고
있다. “항상 아버지가 팡둥과 자×단들에게 고맙게 구는 것이 어쩐지 위태위태한
겁을 먹었더니만 결국은 저렇게 되고야 말았구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
버지는 집주인과 자위단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려 했고, 그들에게 잘 보
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아들에게는 “위태위태
한”느낌을 주었고, 이 일로 인해 부자 사이에는 생전에 언쟁까지 있었지만 “끝끝
내 아버지는 자기의 뜻을 세웠다”는 것이다. 뜻을 굽히지 않았다기보다는 아버
지의 입장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는
것인데, 여기서 아버지의 “입장”이란 무엇일까? 즉 아버지는 자각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입장 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자위단에 대한 인식이 우선되어
야 할 것이다.
｢소금｣의 도입부는 ‘봉염 아버지’가 용정에서 “팡둥”이 왔다는 기별을 듣고
불려가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봉염 어머니’는 그런 남편이 너무 불안하
171)

강경애, ｢소금｣, 500~5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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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지어 “팡둥”이 정말로 왔을까하는 의심까지 한다. ‘봉염 어머니’가 이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자×단들이 또 돈을 달라려고 거짓 팡둥이 왔
다고 하여 남편을 데려가지 않는가?”(492)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봉염 아버
지’는 자위단들의 성화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날마다 자위단들에게 시달림을 받
으면서도 불평 한 마디 토하지 못하고 애쓰는 불쌍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봉염
어머니’는 이주 초기를 떠올린다. 지금은 자위단의 성화를 받고 있지만 이주 초
기에는 “중국 군대인 보위단들에게 날마다 위협을 당하여 죽지 못해서 그날그날
을 살아가곤 하였다.”(492) 그러다가 공산당이 나타나면서 지주와 보위단들은
모두 쫓기어 도시로 들어가고 공산당이 있는 구역에는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더
니 시국이 다시 바뀌어 공산당들이 쫓기어 들어가면서 자위단들이 나타난 것이
다. ｢소금｣에서 보위단에 대해서는 중국군대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나 자
위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상경의 주에 따르면 “자×단”은 자위단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위단은 일제
가 만주를 강제 점령한 후 항일 유격대가 활동하던 지역의 중요부락에 조직한
무장 단체이다. 이른바 치안을 유지한다는 구실로 친일적인 지주나 공직자들을
내세워 농민의 자식들을 강제로 징집하여 조직하였다”(491)는 것이다. 그러나
자위단은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자위단은 “중요부락”에 조직되는 무장단체
가 아니라 “집단부락”에 반드시 존재하는 무장단체였다. 그렇다면 집단부락이란
무엇인가?
｢소금｣은 1934년 5월부터 10월까지 신가정에 연재된 소설이다. 1934년은
만주국이 건립된 지 햇수로 세 해째 되는 해이며, 집단부락 건설 사업이 한창
추진 중에 있던 시기였다. 특히 간도 지역은 집단부락 사업이 우선 시행되었던
지역이었으며 효과도 컸던 것으로 기록된다. 집단부락은 일제가 항일 유격대와
농민들을 분리시키고 유격대에 대한 보급로를 단절시켜 자연스럽게 항일 세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던 사업이다. 따라서 집단부락은 항상 주
민들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항일 세력과 내
통하는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등의 감시를 해야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는 항일 세력의 외부적인 공격에도 대비해야 했다.172) 집단부락에서 이런 임무
만주국에서의 집단부락 건설 사업은 1932년 12월 3일 만주국 민정부에서 ｢집단부
락 건설에 관한 훈령(제969호)｣이 각 성에 하달되면서 시작되었으나 만주국의 치안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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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위단이었다. 자위단은 집단부락의 치안을 책임져야 될
뿐만 아니라 집단부락 내 주민들의 사상경향까지 파악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
다.173) 이러한 집단부락과 자위단에 대해 최소한의 요해를 전제로 할 때에야 독
자들은 비로소 ｢소금｣에 대한 한 층 깊은 독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집단부락과
당국자들 사이에 집단부락 정책이 정식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33년에 길림성
경무청이 조선총독부 및 간도영사관의 협력을 받아 연길, 화룡, 훈춘의 3개 현에 8
개의 집단부락을 건립하여 큰 효과를 얻은 후 부터였다. 1933년부터 1939년까지 시
행된 집단부락 건설 사업을 통해 총 1만 3451개소의 집단부락이 건설되었고 이는
만주국의 1/10에 상당하는 인구를 집단부락에 수용한 셈이 된다. 이 집단부락에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섞여 살고 있었고 공산당원이였다가 귀순한 자나 민족주의자였다
가 전향한 자, 그리고 토벌이나 수재해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도 상당수를 차지했
다. 집단부락은 미국의 오랜 도시가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구성된 것과 마찬가
지로, 부락의 중앙부에는 공공 광장이 있었고, 그 곳의 일부에는 경찰서(혹은 分駐
所), 自衛團舍, 소학교사, 보갑공사, 기타 공공기관이 설치되었으며, 일부의 공지는
부락민의 운동용으로 사용하거나 유사시에 대비한 집결 장소로 남겨두었다. 주위에
는 방어벽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견고한 토벽이 둘러쳐져 있었는데, 간도성의 방어
벽은 너비가 3척, 높이가 8척이었다고 한다. 방어벽에는 대개 3,4m 간격으로 총안이
만들어졌고, 방어벽 위에는 나무 기둥을 세우고 높이 1m 가량의 이중 철조망 혹은
전기 철조망을 설치해서 집단부락민의 탈출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항일유격대의 越
牆을 막고자 했다. 방어벽의 사방 네 귀퉁이에는 포탑이 구축되었으며, 안쪽으로는
문이 있었고 바깥쪽 3면에는 각각 1개씩 포안이 만들어졌다. 부락의 안팎으로 드나
드는 통로는 대단히 좁았으며, 원칙상 대문은 하나만 사용되었다. 출입 시에는 정문
만 사용되었고, 야간에는 반드시 문을 닫았다.(윤휘탁, 일제하 ｢만주국｣ 연구: 항일
무장투쟁과 치안숙정공작, 일조각, 1996, 261~308면 참조.)
자위단은 주로 집단부락의 경비를 담당하는 자들이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부락의
장정들로 편성되었고, 보통 1촌 당 15~30인으로 구성되었다. 자위단들은 일본 군경
의 지도하에 1주일 내지 2주일 간의 무장 훈련을 받은 후 부락의 방어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간도성의 경우, 자위단만으로 경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락
에 대해서는 현경찰관을 주둔시켜 경무 지도관의 지휘 통제 하에 경비를 담당하도록
했다. 집단부락의 자위단원들은 정규 복장을 착용하고 부락 내의 사무소에서 주야로
부락의 경비를 담당하거나 공공 사무를 분담했다. 또한 자위단원들은 부락의 방위
이외에 군경의 토벌 작전에도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길안내, 항일 유격대에 대한 정
보 수집 및 경찰, 통역, 군경 부대와 경비 기관 사이의 연락 등의 임무를 맡고 있었
다. 특히 이들 집단부락의 자위단원들은 낮에는 다른 농민들의 경작을 감시하면서
방위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대제를 통해 자신들도 경작에 종사하는 한편, 밤
에는 부락의 경비를 담당했다. 이들 자위단의 급여는 자위단비의 명목으로 매호마다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방 유지의 기부에 의해 충당되었다. 표준 월급은 10원
내지 15원이었다.(위의 책, 309~3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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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단의 존재를 알고 소설의 다음 부분을 읽을 경우 전혀 달리 읽힌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그는 그의 손톱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보위단들에게 죽을 뻔하던 것
을 생각하며 그나마 오늘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기적같이 생각
되었다. 그리고 남편을 찾았을 때 벌써 남편의 모양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멀리 토담 위에 휘날리는 깃발을 바라보며 남편이 이젠 건너마
을까지 갔는가 하였다. 그리고 잠깐 잊었던 불안이 또다시 가슴에 답
답하도록 치민다. 남편의 말을 들으니 자×단들에게 무는 돈은 다 물
었다는데 참말 팡둥이 왔는지 모르지, 지금이 씨 뿌릴 때니 아마 왔
을 게야, 그러면 오늘 봉식이는 팡둥을 보지 못하겠지, 농량도 못 가
져오겠구먼 하며 다시금 토담을 바라보았다. 저 토담은 남편과 기타
농민들이 거의 일년이나 두고 쌓은 것이다. 마치 고향서 보던 성같이
보였다. 그는 토담을 볼 때마다 지금으로부터 사오 년 전 그 어느 날
밤이 문득문득 생각키웠다.174)

‘토담’과 ‘자위단’과 “자×단에게 무는 돈” 등의 정보들은 ‘봉염’이네가 살던
부락이 집단부락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한다. 집단부락은 높은 담으로
둘러쳐져 있었으며 자위단들에게는 부락의 명의로 급여가 지급되었다. 인용문에
서 말하는 “자×단들에게 무는 돈은 다 물었다는데”라는 것은 급여를 말하는 것
이다. 이렇게 볼 때 ‘봉염 아버지’의 죽음은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진다. 자위단들
은 무장을 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앞
서도 말했듯이 그들은 마을의 치안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사
상경향까지도 파악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들이 판단하기에 사상이 건전
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치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
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봉염 아버지’의 죽음은 또 다른 가능성이 주어
진다. 과연 공산당에 의해 살해되었는가? 자위단들에게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
은 없는가? 등등의 질문을 하여 볼 때 ‘봉식’이 내비치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
이라는 것이 모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설 속에서 총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봉
염 아버지’의 죽음 과정에 대한 함축적인 제시 역시도 많은 의문을 동반한다. 이
174)

강경애, ｢소금｣, 492~4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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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봉식’이 공산당에 가입하여 국자가(연길)에서 총살당하는 장면이 자세히 전
달되었던 것과는 사뭇 대조된다.
이처럼 ｢소금｣은 표면적으로는 ‘봉염 어머니’라는 피식민지 여인의 수난서사
로 읽히지만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이면서사에 집중하면 반전의
결말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당신네들은 우리의 동무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당
신네들이 합심하는데서만이 우리들의 적인 돈많은놈들을 대○할수 있습니다!｣”
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상대는 “돈많은놈”들이며, 이
를 위해서는 “우리와 당신네들이 합심하는 데서만이” 가능해 진다는 사실을 명
확히 전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없는 사람”으로 지칭되는 하층민, 즉 무산
대중이다. 강경애 소설에서 무산대중의 연대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연대는
협력의 양상으로 ｢축구전｣이나 ｢채전｣에서도 잘 드러난다.
Y시 축구대회에 출전하는 D학교의 이야기를 주선으로 하고 있는 ｢축구전｣은
축구대회에 대한 묘사보다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과 그 준비 과정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작품이다. 소설 속에서 축구대회의 장면은 한 번도 묘사
되지 않으며 오직 구경꾼을 통해 전달될 뿐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 축구대회의 참가 목적을 밝히고 있다.
“네,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 틈에 섞여서 뛰논다더라도
과오만 범치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나가야할 필요를 말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작년 검거사건 이래 너무나 죽은 듯한 감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전하는 것은 하필 승리를 거두어보겠
다는 것보다도 우리들의 꺾이지 않은 존재를 대중에게 알려 주고자
함이외다.”
승호는 기침을 칵 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였다.
“지금과 같은 반동기에 있어서는 지배계급의 적극적 탄압에 대중이
낙망을 하고 비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활동이 어느 면으
로나 더욱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175) (강조-인용자)

위와 같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목적은 축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그
들의 “꺾이지 않은 존재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축구대회
175)

강경애, ｢축구전｣, 4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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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경비를 마련해줄 형편이 못되었고 이에 학생들이 경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
이트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남학생들은 길회선 철도공사 인부로 들어가고, 여학생
들은 경마장 임시 여급으로 들어간다. 이들의 이러한 협력으로 하여 결국 D학교
는 축구대회에 출전하지만 예상대로 패하고 만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 자세였다. “지금과 같은 반동기에 있어서는 지배계급의
적극 탄압에 대중이 낙망을 하고 비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
이러한 협력이 ｢채전｣에 이르면 적극적인 연대의 양상으로 드러난다. 의붓어
미 밑에서 부엌데기로 살고 있는 수방이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와 어
머니가 농망기가 끝나는 대로 일꾼들을 해고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수방이는 이 사실을 맹 서방에게 알리고 맹 서방은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
여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연대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맹 서방은 수방의 아버지와의 담판을 거쳐 겨
울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강경애 소설 속에서 노동
계급 혹은 대중의 연대는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소금｣에서 “우리와 당신네들
이 합심하는 데서만이”라는 것은 이러한 맥락인 것이다.
한편 작품의 배경이 되는 용정이라는 공간적 측면에 주목하면 ｢소금｣은 만주
조선 이주민들이 농토에서 밀려나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해가는 과정을 폭로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봉염’이네 가족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용정으로 흘
러들게 되지만, 소설 속에서 ‘봉염 어머니’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용애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도 결국에는 용정으로 이주하게 되는 과정이 드러난다. “우리? 작년
에 모두 왔지. 우리 동네서는 모두 떠났다오. 토벌난 통에 모두 밤도망들을 했
지. 어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지. 그래 여기 내려오니 이리 어렵구려.”(517)라
는 ‘용애 어머니’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동네를 떠난 것은 토벌 때문이
었음이 밝혀진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토벌난 통’에 부락이 해체되었다는 점이
다. 토벌이란 당연히 공산당 토벌을 말하는 것인데, 공산당 토벌 과정에서 집단
부락이 해체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쌍방의 교전이 거셌다는 것이기도 하다. 집단
부락은 공산당과의 내통을 막고 정보 제공을 위한 루트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토벌대의 거점으로 이용되기도 했다.176) 이처럼 조선인들
은 농토에서 밀려나 도시로 흘러들어 삯빨래와 건설공사장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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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을 연명해 간다. 강경애의 용정은 조선 이주민들이 생존의 터전을 잃고 도
시 하층민으로 전락해가는 공간이며 이러한 결과는 토벌에 의해 초래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이처럼 강경애의 ｢소금｣은 정보 전달의 지연, 혹은 간접적인 정보
전달을 통해 공산당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시하는 작품이었다.
공산당 토벌을 지칭하는 ‘토벌’은 강경애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이기도
하다. 만주국 건국 전후를 비롯한 사회 인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모자｣
이다. ｢모자｣는 사상운동을 하는 남편을 둔 승호 어머니가 만주국 건국 전후로
겪게 되는 상황의 차이를 대비적으로 잘 드러낸 작품이다.
만주사변 전만 하여도 시형이 자기의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치었으
며 그래서 자기들까지도 시형이 군말없이 생활비를 대주었던 것이나,
일단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용정 사회가 돌변하면서부터는
시형도 맘이 변하여 끔찍하게 알던 그 아우를 밤낮으로 욕질을 해가
며 역시 자기네 모자를 한결같이 대하였다. 그래서 일절 생활비도 대
주지 않는 까닭에 승호의 어머니는 남의 어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일 년 전에 남편이 객지에서 죽었다는 기별이
왔을 때 시형은 오히려 좋아하는 눈치를 보였기 때문에 승호의 어머
니는 있는 악이 치밀어서 큰 쌈을 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는 발길을
아주 끊고 말았던 것이다.177)

만주사변 전후로 달라진 세상의 인심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만주사변 전까지만 하여도 승호 어머니는 시형에게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만주사변이 일어나고부터 시형은 “하늘같이 떠받
치”면서 “끔찍히 알던” 아우를 “밤낮으로 욕질”을 해대면서 그들 모자의 생활비
까지도 끊어버렸다. 심지어 승호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는
“좋아하는 눈치”까지 보였다.
승호 어머니가 남편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산으로 가
우.”(555)란 말만을 남겼다. 어느 산으로 무엇 하러 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떠나면서 승호 어머니에게 “우리는 아무리 잘 살고자
176)

山室信一, 앞의 책, 279면.

177)

강경애, ｢모자｣, 5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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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잘살 수가 없다”(554)는 말을 남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승호 아버지
는 지하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만주사변 전에는 떠받들리는 존재였다가 만주사
변 후에는 꺼려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 산으로 들어갔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공산당일 가능성이 높음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이처럼 용정은 만주사변을 전
후해서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운동가 인물들의 전향이나 변
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번뇌｣는 어느 한 주의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상운동으로 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이 변화된 세상 앞에서 좌절하면서 결국에는 사사로운 남녀의 감정에
휩쓸려 나약해지는 과정을 여성적인 필치로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소설이다.
‘나’는 고향은 함흥이지만, 해삼위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적당의 영향을 받아” 주
의자로 변신한 인물이다. 그 당시에는 나이가 어리고 분위기에 젖어 쉽게 그 사
상을 받아들였지만 처음부터 어떤 뚜렷한 각오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만주로 들어와 직접적인 투쟁에 참여하면서 그의 생각은 더욱 확고해
졌고 그것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리라 마음먹게까지 된다. 이런 인물이 옥중에서
칠 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사정을 모르는 그는 옥에서 나가는 날을 상상하며 흥분한다.
그는 자신이 나가는 날이면 옛날 동지들이 용정역이 빼곡할 정도로 마중 나와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가 용정역에 내렸을 때 그를 마지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반갑지 않은 수비대들만이 용정역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는 어린
애같이 터져 나오는 울음을 가까스로 참으며 동지들을 찾아 나선다. 처음 찾아
간 동지는 돈벌이를 나가 집에 없었고, 두 번째 찾아간 동지는 국자가로 이사를
갔으며, 세 번째 만난 동지는 영사관 순사복을 입고 있었다. 이 세 번째 친구를
만났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 용정을 떠나 버린다. 러시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국경의 수비가 심하여 좌절하고 목적지 없이 가다가 아직 감옥
에 있는 친구의 집이 명동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내고 그 집을 찾아간다. 그것
이 계기가 되어 그는 그 집에 머물면서 동네의 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된다. 그
런 일상을 보내면서 그는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린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현실
에 맞서 다시 투쟁의 길에 나설 용기는 나지 않는다. 반면에 그의 마음은 엉뚱
하게도 동지의 부인에게로 향한다.

- 89 -

가) 되놈의 만두 몇 개만 포켓에 넣어 가지면 이 넓은 만주 천지를
번갯불같이 뛰었지요. 여기에 따라 일어나는 민중의 의식이야말로 바
람에 풍기는 불길 같았지요. 간도의 민중! 그들은 조선에서 살래야 살
수 없어 죽을 각오를 하고 뛰쳐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어쨌
든 간도의 군중처럼 총칼의 맛을 본 군중은 없으리라. 뚜렷이 드러난
사변만으로도 이번까지 그 몇 번입니까. 그들의 이러한 환경이 그들
로 하여금 무서운 분노와 결심을 일으키게 하였단 말이지요.178) (강
조-인용자)

만두 몇 개만으로도 만주 천지를 번개같이 뛰어다닐 수 있었던 지난날의 운
동경력은 이미 낭만적인 과거가 되었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동경은 다시 그렇
게 뛰어보고 싶다는 충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었고 지금의 용정은 “야박한 용정”, “돈만 아는 놈이 사는 용정”이 되
어버렸다. 용정이 이렇게 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운동가였던 ‘나’ 역시
이미 변해 있었다. “한때는 계급을 위하여 이 만주를 무인지경같이 달려” 다녔으
나 지금은 그런 생각만으로도 “앞이 아뜩해지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실
천운동에 뛰어들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생각뿐이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현실은 “바람
에 풍기는 불길”같이 걷잡을 수 없는 간도 민중의 의식과 너무나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간도의 민중이란 “조선에서 살래야 살 수 없어 죽을 각오를 하고 뛰쳐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며,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차례 총칼의 세
례를 받으면서도 좌절하기는커녕 “무서운 분노와 결심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되
었던 것이다. 이런 간도의 대중들을 보았기 때문에 강경애는 토벌을 피해 조선
으로 들어가면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간도를 등지면서, 간도야 잘 있거라｣는 1932년 6월 3일, 강경애가 간도를
떠날 때의 기록이다. 그는 조선으로 들어가는 도중인 회령 역에서 조선을 거쳐
중국 본토로 가는 간도의 중국 피난민들과 훈춘 지역에 출정하였다가 귀환하는
군인들을 동시에 목격한다. 그는 군인들의 총검을 보면서 피비린 냄새를 맡고
현기증을 느낀다. 그리고 공산당의 혐의로 무참히 원혼이 된 수많은 장정들을

178)

강경애, ｢번뇌｣, 5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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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한다. 그러면서 그는 말한다, “그러나 간도여! 힘있게 살아다오! 굳세게 싸
워다오! 그리고 이같이 나오는 나를 향하여 끝없이 비웃어다오!”라고. 간도를 떠
나는 자신을 한없이 부끄러워하며, 용정을 떠나는 자신을 비웃기도 한다. 짧은
글이지만 간도에 대한, 용정에 대한 강경애의 애착을 느끼고도 남음이 있다. 간
도의 민중은 쓰러지지 않는 야초처럼 꿋꿋한 것이었다. 그런 민중을 보면서 강
경애뿐만이 아니라 김기림도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북방의 백성은 한 개의 철학을 생활 위에 실현하고 있다.
호주(胡酒).
끝이 없는 지평선과 그리고 폭풍 – 이것들이 북방 독특한 니체의
말을 빌면 아폴로적인 생활 철학을 발효시킨 효모들이다.
불이 펄펄 붙는 90퍼센트의 알콜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며 오늘도 내
일도 끝이 없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머물 곳 모르는 방랑의 걸음을 오
늘은 이 들가 내일은 저 들가에 떼어놓으며 그러고 대지가 호흡하는
무서운 폭풍의 질구(疾驅) 속에서 오히려 광야의 전 표면을 채우며
타오른 생령(生靈)들의 생명의 화염-내일을 기약 못하는 그들의 불
안한 생활은 다만 허여된 순간순간들을 가장 충실한 생의 용광로 속
에 백열(白熱)시키면 그만이다. 긴장된 혼을 가지고 모든 순간을 강
렬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북방의 도시 용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정 인물에 충일하는
생기를 띠고 있는 것이 매우 유쾌하였다. 이윽고 이 동만 천지에 어
떤 큰 진동이 일어난다면 그 진원지는 실로 이 용정이 아니면 아니
된다. 그렇도록 이 도시는 다분의 폭발성과 가연성(可燃性)을 가지고
있다.179)

김기림의 ｢간도기행｣은 용정 5.30 폭동을 취재 차 용정으로 향했던 길에 남
긴 기행문이다. 1930년 5월 30일 용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에 대한 공산
당의 반격이 있었는데 이것을 역사상으로는 5.30 폭동이라고 한다. 당시 5.30
폭동은 신문에 크게 보도되면서 조선의 많은 신문기자들이 취재 차 용정으로 향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기림의 기행문은 폭동이 발발했다는 전보 한 장에 의해

179)

김기림, ｢간도기행｣, 조선일보, 1930.6.13.~26; 소재영, 앞의 책, 123~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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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을 출발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김기림은 출발부터 도착까지의 자세한 일정
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그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용정의 넘쳐나
는 에너지였다. 그것은 용정의 조선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모
든 순간을 강렬하게 살려고 하는” “충일하는 생기”로 넘치는 건강한 에너지는
폭동의 어두움을 거두어 내기에 충분했다. 용정으로 향하는 길에 오히려 김기림
측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만 용정의 조선인들은 언제 폭동이 있었냐는 듯이
평온한 일상을 살아간다. 그런 용정의 평온한 모습은 폭동을 상상할 수 없게 하
였다. 또한 이런 대찬 모습들에서 김기림은 오히려 폭동의 가능성을 더 발견하
게 된다. 이처럼 만주, 간도의 용정은 생명과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으로 인식된
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이러한 충일된 감정, 이러한 생기는 만주국이 건국되
면서 점차 스러져가고 있다.
그때에 용정 시가는 신록이 무르익은 가로수 좌우 옆으로 청천백일
기(靑天白日旗)가 멋있게 나부끼엇고, 붉고도 흰 벽돌집 사이로 흘러
나오는 깡깡이의 단조로운 멜로디는 보랏빛 봄 하늘 아래 고이고이
흩어지고 있었다.
……(중략)……
나는 이러한 옛날을 그리며 아까 역두에서 안타깝게 내 뒤를 따르
던 어린 거지가 내 앞에 보이는 듯하여 다시금 눈을 크게 떴을 때,
차츰 멀어가는 용정 시가 위에 높이 뜬 비행기, 그리고 늦은 봄바람
에 휘날리는 청홍흑백황(靑紅黑白黃)의 오색기가 백양나무숲 속으로
번듯거렸다.180)

만주국 건국 전과 후를 ‘청천백일기’와 ‘청홍흑백황의 오색기’로 대별시키고
있는 이 글은 상당히 암시적이다. ‘청천백일기’ 시절은 “깡깡이의 단조로운 멜로
디는 보랏빛 봄 하늘 아래 고이고이 흩어지고 있”던 시절로 표현된다. 단조롭지
만 평온하고 한적한 편안함을 전달해준다. 하지만 ‘청홍흑백황의 오색기’가 휘날
리면서부터는 용정의 평온함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역두에서 사람들의 뒤를
쫓아다니는 거지들에 의해 깨트려진다.
이처럼 강경애의 소설은 만주국 건국 전과 후의 상황의 격차를 여러 가지 측
180)

강경애, ｢간도를 등지면서, 간도야 잘 있거라｣, 강경애 전집, 716~7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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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암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창작 외적인 영향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애의 소설은 동시대 조선 국내의 여타의 작
품들에 비겨볼 때 상당히 진보적이다. 그는 ‘무산계급’, ‘동무’, ‘계급투쟁’ 등과
같은 단어들을 1930년대 중반까지도 작품 속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적극적인 투쟁과 연대를 주장했다. 이는 그가 용정이라는 가장 첨예한
투쟁의 중심지에서 생활했던 삶의 체험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며, 또한 이
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존재가 그의 남편 장하일의 영향이다. 장
하일은 용정의 동흥중학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항일무장투쟁에 관여한 것으로 추
측된다. 동흥중학이 독립투사들의 진원지였고 중요한 항일투쟁의 근거지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흥중학은 원래 천도교 세력이 주체였는데
1926년 8월, 조선공산당 중앙에서 용정에 조선공산당 동만구역위원회를 조직하
면서 그 산하의 4개 지부를 동흥, 대성 두 중학교에 설립하였다. 같은 해 10월
에는 고려공산청년회 동만도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동흥중학교에 2개의 산하
조직이 설립되었다. 1930년 10월에는 동흥중학교에 처음으로 중국공산당 비밀
지부가 세워진다. 이런 연유로 동흥중학교의 사회주의 색채는 점점 짙어갔다.
1941년 7월 13일, 학교의 운영권은 간도성에 넘겨졌고 학교는 간도성립 제2국
민고등학교로 바뀐다. 장하일은 이 시기까지 동흥중학에 있다가 사직한 것으로
기록된다. 간도시절 강경애는 장하일과 함께 동흥중학교의 교원숙사에 기숙한
것으로 기록된다.181)
강경애의 소설이 특히 공산당이나 공산당 토벌에 대해 남다르게 반응하는 것
은 이러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둠｣이나 ｢검둥이｣와 같은 말
년의 작품에 이르면 그의 작품 세계는 확연한 변화를 보인다. 초기의 적극적이
고 강경하던 태도는 보이지 않고 암울하고 우울한 인물의 심리에 초점이 맞춰지
면서 그의 작품 세계는 주인공의 내면과 함께 무기력 속으로 빠져든다.
강경애는 용정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세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작가이
다. 그는 만주국이 건국 되고 나서 만주의 정세를 직간접적인 수법을 통해 적극
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금｣이다. 간도의 서울, 조선인
이상 동흥중학교에 관한 부분은 주성화 외, ｢용정 동흥중학교: 다양한 정치세력의
각축장｣, 독립운동의 성지 간도를 가다, 산과글, 2014, 257~264면 참조.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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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로서의 용정의 위상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조선인의 고장인 것처럼 보이지
만 강경애의 소설 속에서 용정은 조선인들의 공간은 아니며 중국인들이 주인이
고 순사들이 감시의 시선을 늦추지 않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런 공간에서 공산
당들을 대표로 하는 항일세력들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그들은 국가의
법적 제도권 안에서뿐만 아니라 조선인 공동체에서도 퇴출되는 비운을 맞는다.
만주국이 건국되면서 공산당은 국민이라는 공동체 속에 포함될 수 없는 배제되
어야 할 세력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배제는 공동체에 의한 배제와 스스로의
고립을 통한 배제로 드러난다. 전향하거나 투쟁의 의지를 상실한 주인공들은 스
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자신을 공동체로부터 퇴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선인들의 존재 방식은 현경준에 이르면 특이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계
몽과 교화를 통해 ‘국민’으로 훈육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만주국 국민의 훈육과 은유로서의 ‘특수부락’
작품집 싹트는 대지에 중편소설 ｢유맹｣을 게재하여 관심을 받기 시작한 작
가 현경준은 강경애와 마찬가지로 만주국 시기를 간도에서 살아간 작가이다. 식
민지 말기에 등단하였지만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만주로 이주하였
고 또 해방 후에는 북한으로 넘어가다보니 그동안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
다. 그러다 최근 들어 식민지 말기 문학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양산되면서
｢유맹｣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909년 2월 29일 함경북도 명천군 하가면 화대리에서 출생한 현경준은 함경
북도 웅기에서 보통학교를 마치고 같은 해 경성고보에 입학하여 수학하다 3학년
1학기 때 중퇴하고 무작정 시베리아 방랑길에 오른다. 2년간의 방랑 생활을 지
속하다 돌아와 평양숭실중학에 적을 두었으나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일본
문사풍중학으로 적을 옮기고 나중에 일본 관서대학에서 수업하다 사상문제에 연
루되어 고향으로 돌아온다.
1935년 장편소설 마음의 태양(1934.5.28.~9.15)이 조선일보 장편소설
현상공모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하고, 이어 ｢격랑｣(1935.1.1~1.17)이 동아
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작가 생활을 시작한다. 1937년 만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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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이주하여 백봉국민우급학교에서 교원 생활을 하며, 1940년 8월부터 6개
월간 만선일보 기자로 근무하기도 한다. 1941년 만선일보 기자생활을 정리
하고 고향인 북한 명천에서 한 시기를 보내다가 하반기에 다시 만주로 건너간
다. 그 후 해방과 함께 북한으로 귀향하고, 해방 후 북한에서 함경북도 藝術工作
團 단장, 조소문화협회 함경북도 위원장, 문학동맹 함경북도 위원장을 역임하였
으며 한국 전쟁 당시 북한 종군 작가로 전선에 나갔다가 1950년 10월에 전사한
것으로 기록된다.182)
그의 작품은 크게 전, 후 두 시기로 나뉘는데 이는 渡滿을 계기로 국내시기
의 작품과 만주 시절의 작품으로 대별되기도 한다. 초기의 그의 작품들은 주로
고향에서의 어민의 생활이나 전향 지식인들의 현실을 문제시한 선명한 주제의
식183)을 특징으로 하는 작품들로 평가받는다. 만주 시절의 작품들은 학교생활을
토대로 한 사생지간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며 밀수나 아편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일부 존재한다. 그 중 대표적인 작품이 ｢유맹｣인 것이다. 일명 금연소설이라고도
하는 이 소설은 아편중독자들을 교육 교화시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한다는
이색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소재의 매력만 해도 이달
의 창작계를 압도하고 남음이 있으리라”184)는 편집후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
유맹｣은 소재적인 희소성으로 더욱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었다. ｢유맹｣은 이와
같은 소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금연소설이라는 면에서 만주국의 금연정책을 선
양한 국책문학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친일의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
였다. 여기에 이러한 논의를 한층 더 복잡하게 한 것은 ｢유맹｣의 개작이 개입되
면서부터이다.
｢유맹｣은 선후로 두 차례에 걸쳐 개작이 이루어지는데, 인문평론(1940년
7~8월호)에 처음185) 게재되고 그 후 재만조선인작품집 싹트는 대지(1941)에
이상의 작가 이력은 차광수의 현경준 연구(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의
작가 연보와 리광일의 ｢현경준 년보｣(허경진·허휘훈·채미화 주편, 현경준, 보고사,
2006)를 참조함.

182)

183)

표언복, ｢현경준의 초기 소설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184)

편집후기, 인문평론, 1940.7, 218면.

차광수에 의하면 현경준의 ｢유맹｣은 최초로 광업조선(1939년 3월)에 게재된 것
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이경훈의 ｢아편의 시대, 아편쟁이의 시대: 현경준의 ｢유맹｣에
대한 몇 가지 고찰｣에 의해 광업조선의 ｢유맹｣은 인문평론의 ｢유맹｣과 다른 작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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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록 되며, 만선일보(1941.11.1.~1942.3.3.)에 도라오는 인생186)으로 개
작하여 연재하였다가 그것을 다시 최종적으로 개작하여 1943년 홍문서관에서 
마음의 금선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즉 ｢유맹｣을 도라오는 인생으로 개작
하였다가 그것을 다시 마음의 금선으로 개작한 것이다. 기존의 논의들은 이
세 작품을 한자리에 놓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작품을 독립된 하나의
작품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유맹｣을 중심으로 하여 그 평가는 친일적이다187),
민족적이다188), 이중적이다189), 중립적이다190)라는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는
데, 이러한 평가의 준거들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유맹｣을 단독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도라오는 인생과 마음의 금선
까지를 한 자리에 놓고 일차적으로 개작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며, 다음
순서로 작가적 취지를 정확히 짚어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유맹｣과 도라오는
인생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있는 차성연191)의 연구는 바람직하다. 그는 ｢유맹｣
이 ‘갱생’ 공간으로 만주를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갱생’보다는 ‘환멸’에 더 초점
이 맞춰져 있는 데에 주목함으로써, 이러한 ‘환멸’적인 분위기가 당시 신흥 만주
국의 명랑성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에 반하는 감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유맹｣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세 작품을 한자리에 놓
품임이 밝혀졌다.
｢도라오는 인생｣은 만선일보에 총 94회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현존하는 부분은
1941년 11월 1일부터 1942년 3월 3일까지 연재된 23회~94회 중 32회, 37회, 43
회, 52회분이 만선일보의 결호로 누락되었다. 하지만 텍스트 비교 분석 결과 ｢유
맹｣이 도라오는 인생의 전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따라서 누락된 1~22
회 부분도 ｢유맹｣을 참조할 경우 복원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차광수, 앞의 글,
104~105면.)

186)

187)

조진기, 앞의 글.

오상순, ｢표면구조에서의 국책 선전과 심층구조에서의 허구성 비판: 현경준의 ｢유
맹｣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36, 한국현대문학연구회, 2008.
이영미, ｢재만조선인의 이주와 정주 과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 현경준의 경우를 중
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31, 한민족문화학회, 2009.11.

188)

김장선, ｢위만주국 문학장에서의 변두리문학의 이중성 연구: ｢돌아오는 인생｣과 ｢
신생｣을 중심으로｣, 인문사화과학연구11,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4.

189)

리광일, ｢현경준의 소설문학에 대한 리해｣,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허경진·허휘
훈·채미회 주편, 현경준, 보고사, 2006, 28면.

190)

191)

차성연, ｢현경준의 <유맹> 연구｣, 한국문학논총53, 한국문학회,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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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교분석해야 한다.
｢유맹｣은 현경준이 금연총국의 촉탁을 받고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
유맹｣의 창작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유맹｣은 인문
평론에 보고문학으로 소개되었다. 이는 ｢유맹｣의 소재가 되었던 것이 ‘大梨樹
溝’라는 지방의 부정업자 부락을 소개하고 있는 다음의 글에서 확인된다.
내가 大梨樹溝란 不正業者 部落을 訪問한 것은 지난 八月十三日이
다.
이 部落은 再昨年 治外法權撤廢時 檢擧한 不正業者(密輸業者)、詐欺
橫領犯、中毒者等을 全滿 四個所에 나누어 設定한 部落中의 하나인
데, 그中 大部分은 阿片中毒者들이다.
部落에는 輔導所까지 있어서 積極的 指導를 하여 그 成績은 豫期이
상으로 良好하다하나 그러나 多年의 惡習은 좀체로 없어질줄 모르고
그들 特有의 密輸 工作은 그칠줄 모른다 한다.
그中에서도 가장 問題되는 것은 中毒者다.
이 中毒者 속에는 相當한 인테리가 있는것으로서 그들의 過去를 뒤
져보면、政治運動자、藝術家、敎育者들도 있다한다.(輔導所所長은 極
力 감추지만)192)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맹｣은 현경준이 1939년 8월 13일, 大梨樹溝
라는 부정업자 부락을 방문하고 취재하여 집필한 작품이며, 이 大梨樹溝에 위치
한 특수부락은 치외법권이 철폐되던 해, 즉 1937년에 설립된 집단부락의 일종
이었다. 이와 유사한 부락이 전 만주에 네 곳에 설립되어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
에서 아편중독자를 비롯한 밀수업자와 사기횡령범 등 범죄자들에 대한 교육 교
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새사람을 만들어 국가에 힘을 보태자는 취지라
한다. 말하자면 이 특수부락의 설치는 만주국의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
었으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교화운동이 실시되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룩하
고 있는 실정이었다. ｢유맹｣에 등장하는 특수부락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이 시기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만주지역은 아니지만 당시 북경에는 조선인이 경
영하는 慈善戒煙所가 존재했었고 규모 또한 작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된다.193)
192)

현경준, ｢中毒者들의 말｣, 문장, 1939.11,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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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현경준은 이 부정업자 부락에 대해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만주국의 정책의 우수성이나 진보를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인간으로서의 중독자에 대한 연민을 동반하는 그런 감정이었다. 인문평론에
발표된 “작자의 말”194)에서 그는 앞으로 기회만 있으면 몇 차례이고 이 부락에
대한 상황을 보고할 의향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즉 그는
처음부터 ｢유맹｣의 후속편을 쓸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금연총국의 촉
탁195)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현경준은 ｢유맹｣을 돌아오는 인생으로 개작하여
만선일보에 연재한 것이다. 따라서 금연총국의 촉탁으로 쓰여진 글은 도라오
는 인생이었으며 그 창작취지는 뚜렷했다. 만주국 정부의 진의를 알리는 것이
었다. 도라오는 인생의 명랑한 분위기는 바로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
리고 이 도라오는 인생의 명랑성을 삭제한 텍스트가 마음의 금선인 것이다.
｢유맹｣, 도라오는 인생, 마음의 금선 세 작품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은 ｢
유맹｣의 내용이다. 도라오는 인생은 ｢유맹｣의 후속 이야기를 덧붙인 격이고 
북경의 경안문 부근에 위치한 계연소의 정식 명칭은 財團法人北京慈善戒煙所였으
며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십여 년이 된다 한다. 책임자 趙聖杰氏가 처음 이 분야에
관계하게 된 것은 동경에서 越島埋立地에가 마약중독자구원회라는 것을 만든 것을
따라 馬島라는 사람과 함께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일본의 계연소가 자리를 잡
게 되자 본인은 조선으로 옮겨 사업을 시작했고 조선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북경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하지만 처음 북경에서 사업허가를 낼 때 정부차원에서의
이해가 부족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허가를 얻어냈고 재
정문제로 여의치 않던 중 趙春山이라는 조선인 독지가의 후원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현재는 三島西之助라는 사람이 십만원이라는 사재를 기부하여 십만원 기
금의 당당한 재단법인이 되었다고 한다. 계연소의 시설도 나쁘지 않았고 수용인원은
82명인데, 그 중 여자가 31명, 남자가 51명이라고 한다. 여자의 경우는 화류계 출신
이 대부분이고 남자의 경우는 관리가 비교적 많고 다음으로 마약장사와 상인들이다.
또 일부분은 진통제로 아편을 계속 쓰다가 중독된 경우도 있다. 나이는 보통 서른
전후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아편중독자가 입소하여 완쾌하기까지는 대략
일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회복의 여섯 단계가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다. 입소자
들은 매일 아침 불교의 정신강화를 받으며 일주일에 두 번씩 체위향상을 위한 유도
씨름도 한다. 하지만 그 유도라는 것이 정통유도가 아닌 일명 ‘발씨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비용이 일인당 한 달에 이십 원가량 든
다고 한다. 문제는 이 계연소가 머지않아 곧 국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李鍾
玉, ｢痲藥中毒者의更生道場 北京慈善戒煙所를보고｣, 조광제7권제7호, 1941.7.)

193)

194)

현경준, ｢유맹: 작자의 말｣, 인문평론, 1940.7, 108면.

195)

현경준, 마음의 금선:序, 홍문서관, 194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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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금선은 ｢유맹｣과 도라오는 인생 두 작품을 적절히 잘 조합하고 꾸며
서 새롭게 완성한 소설인 것이다.
｢유맹｣은 명우라는 인물의 회개 과정을 중심 서사로 전개된다. 명우는 첫사
랑의 고배를 마시고 돈을 벌려고 만주로 들어왔다가 어찌하여 아편중독자가 된
인물인데, 작품의 초반에 그는 자위단 단장과 겁 없이 맞서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런 명우가 소설의 후반에 이르면 회개하여 적극적인 인물로 성장한다. 하지만
이런 인물의 변화과정, 그가 마음을 돌리기로 한 결정적인 계기는 보도소 소장
의 훈화도 교화도 아닌 ‘감동’이라는 마음의 흔들림이었다. 특수부락의 사람들은
아편을 피우다가 발각이 되면 구류소로 송치되어 며칠간의 ‘정양’을 다녀오게 된
다. 명우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구류소를 자주 드나드는 인물이었다. 그날도 구
류소에서 돌아온 명우는 가족이 없는 혼자 몸이라 갈 데도 없고 허전한 마음도
달랠 겸 보도소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런 명우 앞에 나타난 인물이
있었으니 순동이라는 자위단 청년이다. 아편중독자 명보의 아들인 순동이는 아
버지와는 달리 건실하고 성실한 청년이다. 순동이는 명우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라도 한 듯 자기의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이끈다. 저녁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순동이는 명우를 위해 전날부터 벌써 호주를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가
족이 없는 명우는 처음으로 순동이 오누이에게서 가족의 따뜻함과 관심을 느끼
면서 감동을 받는다. 두 번째 명우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 것
은 “순녀 밀매 사건”이었다. 아편중독자인 순녀의 아버지 명보는 득수와 손을 잡
고 딸 순녀를 만인에게 팔아넘기려고 일을 꾸미고 있었다. 이 사실을 우연히 알
게 된 명우가 이를 제지시킨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명우는 보도소 소장에게
서 “한 쪼박의 양심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다시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다음 세 번째 사건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의 마음을 울리
게 한 것은 순녀였다. 자신의 양복을 곱게 세탁해서 거기에 손수건까지 수놓아
들고 온 순녀의 보자기를 받아든 명우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마음의 울림을
듣는다. 잊은 지 오래라고 생각했던 새로운 감정이 머리를 쳐들고 있음을 미미
하게 감지하면서 명우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낀다. 여기에 결정적인 전환
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 어머니의 존재를 상기시킨 것이다. 어머니의 근황을 알
리는 사촌형의 편지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심약해져있던 명우로 하여금 그리움과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 결국 명우는 마을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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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극적인 새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명우는 고향에서 어머니를 모셔오고
순녀와의 혼인을 약속한다. 이처럼 명우의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오는 감동’과 ‘개인에 대한 인정’이라는 측면이다. 특수부락에 보
도소를 설치하고 보도소 소장이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심성의로 연설
을 한다고 하여 인간이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계몽이라는 것에 대한 희화이기
도 한 명우의 회개 과정은 이런 측면에서 주목된다.
이런 명우와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규선이라는 인물이다. 사회운동가 출
신인 규선이는 여전히 지난날의 옛 꿈을 그리며 우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
다. 심지어 명보와 득수의 ‘순녀 밀매’ 사건이 탄로 나면서 마을의 아편 밀수를
책임지던 득수가 구류소로 들어가자 규선이는 자각적으로 아편 밀수에 자진해서
나선다. 규선이의 회개는 오직 명우와 보도소 소장의 회유 설득에만 의존하고
있다. 규선의 생각은 바뀔 리가 없으며 오히려 그의 절망은 더 깊어만 간다. 아
편밀수 사건이 발각되어 탈주하다 다시 잡혀 온 규선이는 구류소로 떠나면서 아
내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한다. 본인은 회개할 의향도 마음도 없으니 자신을 떠
나 편하게 살 것을 권유한다.
이것이 ｢유맹｣의 주된 서사이다. 이에 비해 도라오는 인생은 ｢유맹｣에 ｢유
맹｣의 뒷이야기를 덧붙인 형국이다. 규선이 구류소로 떠나는 날 그의 아내는 스
스로 생을 마감하고 아내의 장례를 위해 다시 마을로 돌아온 규선이는 장례를
치르고 구류소를 다녀오지만 그의 상황은 전혀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의 우울은 날로 더 깊어갈 뿐이며 전망 부재의 현실 앞에서 그는 오직 지난날
화려했던 운동 기억에만 매달린다. 도라오는 인생에는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한다. 인규라는 교사 출신의 아편중독자인데, 그 역시 명우와 마찬가지로
첫사랑의 아픈 기억 때문에 술로 화풀이를 일삼다가 아편에 빠진 인물이다. 도
라오는 인생에서는 인규와 득수의 처가 맺어지고 인규가 다시 교단에 오르게
되는 과정이 상당한 편폭에 거쳐 서술된다. 명우는 ｢유맹｣에서 예정되었던 대로
순녀와 결혼하고, 명우의 주선으로 순동이 역시 장가를 든다. 그리고 이 특수부
락에 아편중독자들이 아닌 다른 부락민이 들어오면서 ｢유맹｣의 특수부락은 자그
마한 성격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처럼 도라오는 인생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명랑한 분위기로 일관된다. 이런 명랑성은 연이은 “경사”들로 장식되며, 이런 분
위기에서 규선이의 우울은 한층 보잘 것 없는 부분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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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음의 금선에 오면 이런 명랑성은 씻은 듯이 사라진다. 도라오는
인생에서 많은 편폭을 들여 전면에 부각되었던 명우의 결혼, 인규의 인연, 순동
이의 결혼 등은 모두 드러나지 않으며 서사는 오직 명우에 의한 인규와 규선의
교화에 맞추어진다. 결국 인규는 명우와 함께 학교의 교단에 서게 되지만 규선
은 끝까지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명우의 교화의 실패라기보다는 규선의 회
개의 거부라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마음의 금선에서 규선은 마을에서 아
편을 밀수하던 사람들이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자 자원적으로 아편 밀수에 나선
다. 이처럼 명랑성의 요소들은 소거된 채 규선의 우울한 고백이 적지 않은 편폭
을 차지하게 된다. “마음의 금선”을 짓누르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시간
및 지난날의 광영과 대비되는 전망 없는 현실의 암담함이었다. 이러한 개작 과
정은 작가 현경준이 도라오는 인생의 지나친 명랑한 분위기를 의식하였던 것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한편 만선일보에 연재할 당시의 사정을 추측가능
하게 한다. 즉 도라오는 인생의 문제적인 측면들이 작가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96) 따라서 마음의 금선이 일제의 만주 지배 정책으로서의
왕도낙토의 건설을 선전하였다197)는 평가는 수정되어야 한다.
한편 본고에서는 ‘환멸’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인물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
유맹｣에는 정치운동의 실패에서 오는 실의를 이기지 못하여 아편중독자가 된 규
선이라는 이물이 등장한다. ｢유맹｣의 ‘환멸감’은 그에 의해 조장되는데, 주의자,
정치운동가, 계급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은 현경준 소설의 중요 인물군이다. 그의
초기 소설들에도 주의자는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환멸’
은 전제된 것이기도 했다.
한때는 赫赫한 希望으로 明日을 바라보던 그들이다. 中途에서 社會의
밑 구렁텅이에 떨어져 나려간 그들의 記憶 속에는 언제든지 그 과거
의 그림자가 사라지질 않는다. 마는 現實은 너무도 차고、記憶속의
幻影과는 너무도 엄청난다.
그 괴로운 現在를 忘却하고 暫時라도 사라진 옛 길을 더듬는 것은 그
들에게 있어서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가?

196)

차성연, 앞의 글.

197)

조진기,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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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속에는 옛날의 熱情이 있고、愛人이 있고、藝術이 있고、燦爛한
五色 무지개가 있다.
그 華麗한 옛 꿈을 더듬는 그들의 心思를 나는 잘 理解한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後 數次 그들의 그 心思를 헤아려보기 위해
魔力을 몸소 빌어보았던 것이 아닌가?
……(중략)……
꿈을 잃은 가련한 무리들.
그들에게서는 明日을 要求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無理한 일이냐?
그들에게는 過去 밖엔 없다.
그 燦爛한 過去. 그것을 그리며 長太息할 때、그들의 목은 빠지직 빠
지직 말러드는 것이다.
하늘에 깜박이는 별도 어둡다.
더구나 달은! 그 얼마나 찰것인가.
찾어간 行人의 無心한 그 얼굴을 원망스레 쳐다보는 그 속에서 나는
永遠의 咀呪를 엿보았다.
輔導當局의 積極的 輔導에 依해 옛날의 惡習은 차츰 줄어간다 한다.
그러나 果然 그들에게서 옛 꿈을 그리는 그 哀切한 鄕愁의 心思를 뿌
리채 뽑아버릴수 있을가?198)

아편 중독자들에게 시간이란 현재와 과거가 있을 뿐,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현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옥이나 마찬가지이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아편의 힘을
빌린다. 마약의 힘을 빌려 그들은 지난날의 화려함과 낭만과 찬란, 그리고 예술
을 만끽한다. 이런 아편중독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작가 현경준은 스스로 마약을
시험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중독자들에게서 본 것은 절망이었
다. 영원한 저주 같은 절망. 이런 절망감이 ｢유맹｣을 비롯한 일련의 개작 작품의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 절망감이 작품 속에서는 정치운동가의 환멸로 드러난
것이다.
｢유맹｣, 도라오는 인생, 마음의 금선 세 편 중 환멸이 가장 짙은 작품은
마음의 금선이다. 처음 발표된 ｢유맹｣은 작가의 표현처럼 보고문학적 취지에

198)

현경준, ｢中毒者들의 말｣, 190~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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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교적 담담하게 상황 전달을 전제로 하면서 명우와 규선이라는 인물의 내면
에 주력하는 편이다. 이에 비해 앞서도 서술하였듯이 비교적 선명한 집필 방향
을 가지고 있었던 도라오는 인생은 상대적으로 너무 명랑하고, 마음의 금선
에서는 명랑은 사라진 채 숨 막히는 우울만 주조를 이룬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울은 기조로 깔려 있었다.
아편중독자를 비롯한 밀수업자와 사기횡령범 등 위법자들이 수용된 부정업자
부락이라는 이 특수부락은 실질적으로는 집단부락이다. 앞서 강경애의 ｢소금｣을
논의하면서 집단부락에 대해 언급했듯이 집단부락은 만주국 당국이 주민들과 항
일세력의 격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사업이었다. 따라서
이 부락은 사면이 토성으로 둘러 쌓여있었으며 부락에는 자위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부락의 치안뿐만 아니라 부락민들의 사상적 경향까지 예의 주시하고 있
는 상황이었다. 부락민들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었고 출입 시에는 보도소 소
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날이 어두워지면 출입을 금했다. 집단부락에는 동서남
북 4개의 문이 있고 각 출입문마다 자위단들이 24시간 보초를 서고 항일세력의
공격에 대비하여 마을에는 포대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들이 ｢유맹｣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특수부락은 일차적으로 집단부락이 가지는 이런 제약
을 가지는 동시에 아편중독자들이 많고 또 아편을 밀수입하는 자들이 있어 이들
에 대한 자위단의 감시는 한층 더 강도가 높다. 하지만 이런 감시와 격리 속에
서도, 이 특수부락에는 아편을 밀수입하거나 남의 여자를 범하거나 심지어 딸까
지 아편을 위해 팔아넘기고자 하는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인 사건들이 매일매일
발생한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이 만주국의 특이한 조선인 공동체는 한편 인
텔리들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이 부락의 최저학력은 소학교였고 중등졸업자나 전문학교 졸업생이 비일비재
했고, 과거의 정치운동가나 예술가, 교육자, 기술자, 종교가 등 사회의 각 층을
망라하고 있었다. 어학실력도 상당하여 국어와 만주어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어나
러시아어까지 능통한 자도 있었다. 이런 인텔리의 타락과 갱생을 서사화하는 것
이 유맹 텍스트인 것이다. 따라서 이 특수부락이 어떤 이에게는 “갱생”의 공간
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여전히 “몰락”의 지속인 것이다.199) 이 “몰락”을 지속시키

199)

이경훈,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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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텍스트 속에서는 향수로 나타난다. 뿌리 칠 수 없는 그 옛날의 향수로
표상된다. 명우의 경우는 적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역시 마음
한 쪽에 그 옛날의 어두운 추억을 품고 사는 인물이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느냐? 녹쓸은 일곱줄에 서리서리 얽힌 거미
줄/나는 고요히 눈감고 추억의 첫줄을 더듬다.//첫줄에 서린 첫사랑의
고담은/어째서 어머니의 죽엄보다 더 슬플까?/마음에 깃드린 검은 상
장은/찢어도 찢어도 찢길줄 몰르고/거기 내 청춘은 오늘도/조문(弔文)
쥔채 엎드려 느끼다.//어디로 날러갔느냐? 파랑새여!/녹쓸은 줄우에 서
리서리 얽힌 거미줄/너는 선율(旋律)할줄 몰르는 부호업는 보표(譜
表)/네 퇘색한 낡은 그줄을 탄식하며 내 슬픈꿈은 몇 번이나 얽현든
가?/마음의 녹쓸은 줄아/너는 언제나 그 보표에 맞후어/내 청춘을 다
시 울어줄랴느냐?200)

규선이가 읊은 심금이라는 시이다. ‘마음의 녹 쓸은 줄’은 규선이의 현재
심리상태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시구이다. 지난날의 추억은 아름답게 남아있지만
그 지난날의 마음상태와 심리는 이미 녹 쓸어버려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지점
에 와있는 절망감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유맹에서 명우와 인규는 새사
람이 되어 교화에 성공하는 인물들로 그려진다. 그도 그럴 것이 첫사랑의 고배
를 마시고 아편에 의지하여 삶을 연명하던 그들에게 그 첫사랑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그 아픔을 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규선이의 경우는 다르다. 그의 경우는 정치운동에 절망하여
타락한 인물로서 사면이 토벽으로 둘러싸여진 감시 속에서 그에게 희망이 보일
리가 없다는 것이다. 하여 정치적인 인물인 규선이는 끝까지 새로운 인물로 교
화되지 못하는, 교화되지 않으려는, 교화를 거부하는 인물로 남는다.
규선이는 항상 향수에 젖어있다. 그가 아편에 취하고자 하는 것은 마약의 몽
롱함 속에서 지난날의 옛 추억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규선에게 있어서 이
노스탤지어는 정서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그에게서 이런 정서를 촉발하는 대상
은 우울한 현재이다. 수용소 같은 특수부락에서 그는 수시로 감시의 시선을 느
끼면서 탈출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탈출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편은
200)

현경준, 마음의 금선, 홍문서관, 1943, 121~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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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였고, 그런 몽롱함 속에서 그는 휘황찬란
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과거 속에 현경준의 이념이 자리하고 있는 것
이다.
현경준은 경성고보 3학년 1학기인 18세 때 시베리아로 방랑한 적이 있다. 여
름 방학이 끝난 뒤였다. 응당 경성의 학교로 향하여야 하는 길이었지만 현경준
은 청진을 거쳐 웅기로 향하였다. 거기에서 웅기에서 고읍까지는 도보로 60리
길을 걸었다. 고읍에서 배로 대안인 중국 땅에 도착하여 거기서부터 50리가량
가면 러시아 땅이었다. 洋館坪이라는 중국인 촌을 지나 무사히 국경을 넘어 ‘박
석거리’라는 부락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러시아령이었다. 다시 ‘모커우’라는 항구
에서 배편으로 해삼위로 향하였다. 현경준은 해삼위 서북방인 ‘신한촌’이라는 조
선인 부락에서 한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기록된다. 신한촌 거리에는 ‘고려 도서
관’도 있었고 ‘고려 공산청년 회관’이라는 간판을 내건 건물도 눈에 뜨였다. 신
한촌에서 며칠 머문 현경준은 다시 내겔스크라는 조선인 촌락에서 추석을 보내
게 된다. 이 마을에는 주로 함북 성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허씨들
이 많이 이주하여 살고 있었다. 호수로는 50호 가량 되는 촌락이었다.
이렇게 현경준은 러시아로 건너가 여기 저기 조선인 촌락들을 돌아다니며 머
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러시아에 머문 시간은 2년여이다. 러시아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삶의 모습은 현경준에게 상당히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다. 그들은 조
선의 풍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고 조선어를 비롯한 민족어를 그대로 간직하
고 있었으며, 일부 부락에서는 야학도 있었다. 러시아 조선인 촌락의 젊은이들은
모두가 근실하고 순박하였다. 더구나 조선의 농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자들
의 쾌활한 태도가 더욱 현경준의 마음을 끌었다. 그들의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합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다.
저녁을 먹은 다음 나는 동무들과 함께 마을의 집회 장소인 야학실로
갔다.
야학실은 약 1백여 명 가량 수용할 두 칸의 건물로서 여름에는 농사
를 보느라고 휴학하지만 겨울에는 열심히들 배우느라고 일시라도 사
람의 그림자가 질 날이 없다고 그들은 자랑을 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혁명 이후에는 官에서 보조까지 하여주기 때문에 돌아오는 해부터는
여름에도 그대로 계속하여 마을의 문맹을 전부 퇴치할 작정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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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201)

이곳의 조선인들은 관의 보조를 받은 덕분에 야학을 운영할 수 있었고 문맹
을 퇴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활에 대해 그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
다. 현경준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좋은 인상들
은 미지의 공간인 해삼위에 대한 현경준의 동경을 충족시키고도 남았다. 해삼위
로 향하는 현경준의 마음은 못내 설레었다. “밝는 날이면 배를 타고 해삼위로!
동경의 해삼위로! 그곳에는 어떠한 운명의 손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는지?”(727
면)라는 구절에서 드러나듯이 해삼위는 현경준의 동경의 대상임과 동시에 미지
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불안이기도 했다.
해삼위가 이처럼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현경준에게만 한정되는 이야기
는 아니다. 동시대의 많은 젊은 문인들의 동경의 대상이 해삼위였으며, 그것은 
붉은 사랑만큼이나 유행의 대상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경준에게 있어서 해삼위
는 새로운 이념을 몸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젊은 시
절의 이 시베리아 방랑 체험이 훗날 그의 문학 속의 향수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현경준에게 있어서 노스탤지어의 근원지는 시베리아, 해삼위였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평온하고 열정적이며 안정된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에 대한 갈구가 아편 중독자의 노스탤지어로 대변된 것이다. 현경준
에게 있어서 만주국은 특수부락이라는 수용소와 같은 것이었으며, 그곳에서의
삶은 아편 중독자의 삶과 다르지 않았다. 수용소 공간에서 조선인들은 어떠했는
가?
間島! 朝鮮사람치고 間島란말이 귀에 부듸칠때 누구던지 尋常하게
등으로 흘려버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異國的이면서 그 어떤 그리운 情을―卽 故鄕의 이름을 듯는듯한 그
리움을 느끼게 하는 間島!
間島는 朝鮮의 延長이다
或者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決코 無理는 아닐 것이다.
예로부터 豆滿江이라는 境界線을 사이에 그어놓고 朝鮮과 間島는
끊을내야 끊을 수 없는 因緣을 맺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
201)

현경준, ｢西伯利亞放浪記｣, 현경준, 보고사, 2006, 7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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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事實이 아닌가?
間島를 開拓한 것도 朝鮮사람이고 世紀의 警鐘에 새로운 文化를僞
해 努力한 것도 朝鮮사람이었다.
그러나 運命이란 언제던지 그들에게는 冷酷하였다.
오랜 世代를 그들은 咀呪와 怨亡으로 지나오면서도 그래도 明日이
라는것을 잊지는 않었다.
그것은 그들의 타고난 性格이라기 보담 그 밖에는 아모런 方道도
없었다는 그것이 그런 典型的性格을 맨드러 주었던것이니 事實에 있
어서 一次 豆滿江을 넘어온 그들은 背水의陳에 當한 그런것과도 같은
것으로서 싸홈에 익이겠다는것보담도 自己의 목숨을 살리렴에는 악착
한 그運命과 싸우지 않어서는 않되는 것이었다.
그러한 속에서 歷史는 흘렀고 世紀는 밧귀어서 오늘날에 이르른 間
島!
그것은 눈물의 記錄이라기보담, 피의 記錄이었다.
이러한 慘憺한 生活속에서 태여난 間島의 朝鮮文學은 그도 必然的
으로 慘憺하지 않을수가 없다.
或者의 말에 依하면 間島에도 朝鮮文學이 있느냐? 하지만 그런 部
類의 人間을 對할때면 우리는 그저 어이없는 우슴을 우서버릴 뿐 할
말을 모른다.
間島의 朝鮮文學! 未熟한 그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强靭한生活의 面
貌를 엿보고 앞으로의 建設의意氣를 엿보게 되는 것이다.202)

현경준의 ｢문학풍토기｣는 ‘간도’와 ‘간도문학’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드러내
는 글이다. 현경준에게 있어서 간도는 조선인의 영역이며, 그곳에 ‘만주’, ‘만주
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인의 간도의 역사는 “눈물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피의
기록이다.” 안수길이 간도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었다면 현경준은 안수길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간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식민지 말기 척무과의 지원으로 진행된 만주 시찰은 적지 않은 결과물들을 만들
어냈다. 이기영은 ｢國境의 圖門-만주소감｣(문장, 193.11), ｢만주와 농민문학｣
(인문평론, 1939.11), ｢만주견문｣(조선일보, 1939.9.26-10.3)등과 같은 평론
과 기행문을 남기고 이를 토대로 ‘만주개척민소설’ 대지의 아들(1939.10.12.202)

현경준, ｢文學風土記:間島篇｣, 인문평론, 1940년 6월, 80~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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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6.1)을 조선일보에 연재한다. 1944년에는 역시 만주를 배경으로 한 전
작 장편 처녀지를 삼중당에서 간행한다. 만주 시찰을 다녀와 만주 기행문을
쓰고 또 그것을 토대로 작품을 창작한 작가는 이기영뿐만이 아니다. 이태준, 정
인택, 유치진, 함대훈 등 많은 문인들이 만주를 방문했고 기행문과 작품을 남겼
다. 1939년 10월 발족된 조선문인협회 역시 개편을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사업
으로 ‘만주개척촌 시찰’을 빠뜨리지 않았는데, 현경준의 글은 바로 이러한 현실
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었으며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하였다. 간도는 조선인들
이 땀이 아닌 피로 일구어낸 땅이고 삶의 터전인데, 간도에 대해 잘 알지도 못
하는 사람들이 간도를 다녀가서는 거침없이 소설, 기행기를 내놓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는 이런 현상을 “수박겉핥기”라고 표현하면서,
간도에 대한 그런 발언들에 신경을 쓰고 있다. 간도는 오직 간도 사람들만이 아
는 공간이며, 외부의 여행자들이 절대 공감할 수 없는 동질성으로 연결되어 있
는 공동체로 대변된다. 따라서 현경준에게는 “간도문학”이 있을 뿐이지 “만주문
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현경준은 ｢유맹｣으로 인해 만주국의 국책을 선양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작가
이기는 하지만 본고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친일과 저항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
게 판단되는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경준에게 있어서는 만주국 국책을
적극적으로 선양한 측면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만주국의 답답함
을 울분으로 토로하군 했던 사람이다. 안수길의 회고에 따르면 식민지 말기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간도의 문인들은 자주 모였었는데 도문에 가면 주로 현
경준의 하숙집에서 묵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조규네(시인 김조규를 말함필자 주)에서 헌병이 들으면 당장 잡혀가 혹형에 처할 이야기를 밤을 밝혀 가며
하는 것으로 가슴 속의 울적과 분통을 터뜨리곤 했다”203)고 한다. 이러한 감정
들이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을 것이다.
현경준의 ‘특수부락’은 텍스트 외적으로는 만주국 국책의 선양으로 보일지라
도 공간적 측면에서 다시 보면 ‘특수부락’은 수용소 공간으로서의 만주국의 은유
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는 간도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
었는데, 간도는 조선의 연장임과 동시에 간도의 조선인은 ‘피와 땀으로’ ‘간도문

203)

안수길, ｢용정·신경시대｣, 2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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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이룩한 사람들이었다. 그에게 간도는 만주국이 지배하는 간도라기보다는
조선의 연장으로서의 인식이 더 컸다. 간도에 대한 남다른 애착은 ‘수박겉핥기’
식으로 간도와 만주를 한 번씩 다녀가서는 간도와 만주를 작품화하는 작가, 작
품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의 소설들
은 경향적이거나 주의자, 전향한 인물들을 자주 등장시키고 있다. 이는 현경준
소설의 중요한 특징으로 주목되며, 그의 이런 이념적 지향성은 만주 공간에서의
주의자 인물의 노스탤지어로 표출된다. 이런 노스탤지어의 기저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이념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러시아 방랑 체험과 중요하
게 연관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현경준의 간도가 ‘특수부락’으로 은유되는 공간, 주의자 인물들의 노스탤지어
를 자극하는 공간, 전향하는 공간이라면 안수길의 간도는 어떻게 형성되어 갔던
것인가?

3. ‘국민 되기’로서의 ‘북향정신’의 이데올로기
북간도를 통해 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작가 안수길은 만주
관련 문학을 논하는 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이다. 최서해나 한설야, 강경
애 등은 조선 국내에서 등단하고 활동하면서 만주를 중요한 문학적 공간으로 부
각시켰던 작가들이라면, 안수길의 경우는 어린 나이에 만주 간도로 이주하여 그
곳에서 청장년기의 대부분을 보냈고 조선 문단을 통해 등단했지만 만주에서 본
격적인 활동을 전개한 작가이다. 그가 문단에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작품 ｢새
벽(1935)｣을 통해서이다. 만선일보를 통해 발표되었고, 그 후의 ｢벼｣(1941),
｢원각촌｣(1942), ｢목축기｣(1943) 등 작품들도 각각 만선일보, 국민문학, 
춘추 등지에 발표되었다. 작품의 발표연대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활동했던 식
민지 말기는 발표지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시절이었다. 안수길의 작품을 발
표했던 만선일보는 “어용기관지”라는 감투를 쓰고 있었고 국민문학, 춘추
등지도 예외는 아니어서 순수한 문학지로 인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외적
인 상황과 함께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일련의 국책적인 요소들로 하여금 그
의 문학은 친일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해방 후 북간도가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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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기우는 것은 이러한 해방 전의 행적과 무관하지 않다.
안수길의 만주 관련 작품들은 조선 이주민의 역사를 기술해야 한다는 사명의
식을 가지고 있었다. ｢새벽｣을 필두로 하여 그가 조선 이주농민의 삶을 다루지
않은 작품은 거의 없다. 특히 그의 첫 장편이자 해방 전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한 북향보는 그의 해방 전 모든 작품을 집대성한 축약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학적 성과는 안수길로 하여금 염상섭, 윤백남 등과 함께 동등
한 지위에서 염상섭에 대항하는 전형적인 농민작가로 평가되는 위치에 서게 하
였다.204) “농민작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안수길의 작품에는 농민들의 애환이 사
실적으로 묻어나고 있으며, 조선농민들의 만주 정착을 위한 고민이 배어있다. 이
러한 사명의식의 발로가 작품 속에서는 ‘북향정신’으로 대변된 것이다. 한편 안
수길은 만주라는 복잡한 공간에서 조선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고민한 작가이기도 하다. ｢새벽｣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얼되
놈’205)형의 인물군상은 이러한 안수길의 내적인 고민의 흔적인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거쳐 그가 정착한 곳은 ‘북향정신’이었다. 그렇다면 ‘북향정신’이란 무엇
인가?
｢새벽｣으로부터 시작되는 안수길의 만주 배경 소설들은 한국 근대문학사의
만주 재현의 변화 과정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지하듯
1920년대 만주는 최서해의 ｢홍염｣이나 ｢이역원혼｣에 의해 수난의 공간으로 보
편화되었다. 안수길의 ｢새벽｣ 역시 동일한 맥락에 놓이는 작품이다. ｢홍염｣이 계
급의식보다는 민족의식이 앞서 있는 작품이라는 점은 본고에서도 작품 분석을
安東在住の廉尙燮氏、間島在住の尹白南氏両氏が先づ満洲に於ける半島人側の代表的
文学者として挙げられるが白南氏は、創作の筆を絶つた感があるし僅に 廉尙燮氏が現
在満鮮日報紙上に『開東』と云ふ長編小説を連載してゐる。 廉氏は長い間の沈黙を破
つて執筆する小説が『開東』であるだけに、かなりの期待がこの小説にかけられた。
廉氏獨得の寫實的な力強い都市小説である。ドストエフスキイばりの『万歳前後』や
『二心』『三代』等に我々が深い感銘を受けたのは未だ記憶に新しい。
この廉氏に對抗する典型的農民作家安壽吉氏の存在は心強いものがある。『朝』『園覺
村』『牧畜記』等に見られる生々しい移住半島農民の誠實が強く迫つてくるものを感じ
させる。(山本謙太郎, ｢満洲に於ける半島人藝文の動向｣, 國民文學, 1944.6, 50면.)

204)

“얼되놈”형의 인물군상은 안수길의 소설뿐만 아니라 김동인의 ｢붉은 산｣이나 박계
주의 ｢인간제물｣ 등 작품에도 등장한다. 정주아는 ｢재만주(국)작가 안수길과 ‘얼되
놈’의 자리｣(만주연구16, 만주학회, 2013)에서 이 “얼되놈”형의 인물군상의 창조
와 안수길의 작가의식의 윤리적 측면과 연관 지어 논의한바 있다.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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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확인한 바 있다. ｢새벽｣ 역시 수난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맥락에 놓이
는 작품이다. 안수길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새벽｣은 M골로 이주한 ‘우리
집’의 이야기이다. M골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한 쪽이 두만강 쪽으로 트
여있는 골짜기인데 이곳은 명동-용정으로 이어지는 길목이기도 하다. 만주 M골
로 이주한 우리 가족은 누이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기한 내에 빚을 갚지를 못
해 누이를 ‘얼되놈’ 박치만에게 시집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지만 그때
누이는 이미 동네 삼손이라는 청년과 좋아 지내던 사이였고, 결혼이 기정사실화
되자 누이는 결혼식 날 자결을 선택한다. 누이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어머
니는 정신을 놓아버리고 만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주서사로 전개시키고 있는 ｢
새벽｣에는 중국인 지주도 만주국의 그림자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주민들을 못살
게 구는 중국 군대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우리 집’의 불행을 초래하지
는 않는다. 그들은 이주민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불편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들일 뿐이다. 이에 비해 ‘얼되놈’ 박치만은 전적으로 ‘우리 집’의 불행을 조장하
는 악귀 같은 존재였다. 빚을 갚지 못하면 누이를 박치만의 첩으로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소금 밀수에 나섰는데, 이를 눈치 챈 박치만이
누이를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소금 밀수를 밀고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집’의
비극은 박치만에 의해 만들어진다. 즉 이는 1927년의 ｢홍염｣과 1935년의 ｢새벽
｣이 비슷한 문제의식 하에 창작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수난사에 초점이
맞춰진 작품이 만주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작품이기도 하
다. 이와 같은 작품의 유형은 지봉문의 ｢북국의 여인｣(조선문학, 1937.1~6.)
을 비롯하여 1937년경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벼｣에 오면 상황은 많이 달
라진다.
｢벼｣는 ｢새벽｣, ｢목축기｣, ｢원각촌｣ 등과 함께 안수길의 역작으로 평가되는
작품이며, 해방 후에도 안수길의 단편집, 창작집에 여러 차례 수록된다.206) ｢벼｣
이런 작품들은 해방 후 창작집이나 선집에 다시 실리면서 개작의 과정을 거치게 된
다. 개작은 보통 대부분 원작에 있던 한 두 문장을 지우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벼
｣의 경우는 ｢벼｣에서 친일의 논란이 되었던 일본인 나까모도에 대한 부분을 대폭 다
시 씀으로써 최초의 텍스트가 지니고 있던 입체성과 재만조선인의 역사적 특수성이
사라지고 ‘간도개척의 수난사’라는 서사줄기만 남게 되었다.(한수영, ｢만주, 혹은 체
험과 기억의 균열｣, 앞의 책, 165-172면 참조.) 본고에서는 창작집 북원에 수록
되었던 초판본을 텍스트로 한다.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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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는 만주국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만주건국 이년 전 여름이
었다.’로 시작되고 있는 ｢벼｣는 前章과 後章으로 나뉜다. 전장은 H도H군 사람들
이 홍덕호의 주선으로 길림성 ××현 H평아 W하 유역에 자리 잡고 “매봉둔”이라
는 조선인만의 마을을 형성하고 정착해 가는 과정이며, 후장은 학교건설을 둘러
싼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벼｣에서 돋보이는 것은 전후 10여 년의 서사적
시간 속에 변화되고 있는 조선 이주민들의 입장과 위치이다. 그리고 안수길의
소설 속에 처음으로 일본인이 등장하는 소설이기도 하다. ｢벼｣의 후장에 이르면
매봉둔 소학교의 교원으로 박첨지의 작은 아들 찬수가 교사로 초빙되어 온다.
독학으로 일본유학을 마친 인물이며 조선에서 독서회사건으로 入獄된 이력을 가
지고 있다. 그가 만주행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그의 정신의 질식을 타개하는
동시에 새로운 생활을 건설하려는 것이었다.”(257) 그의 이런 “정신의 질식”은
넓은 만주 땅을 밟는 순간 어느 정도 해소되지만 결정적으로 찬수의 이런 말 못
할 답답함을 해소해 주는 상대는 현성에 있는 일본인 나까모도이다. 나까모도의
중국어 실력은 아주 뛰어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일본사람이라는 것을 알아
차리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입는 옷도 항상 중국옷만을 입고 다녔고 송화양행을
경영하는 한편 고아원, 유치원, 소학교까지 경영했다. 찬수가 나까모도와 알게
되는 것은 매봉둔 학교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그의 송화양행에서 구입하게 되면
서부터이다. 찬수가 온 뒤로 학교 건설은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되었고 매봉
둔 조선인들의 삶도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현장이 바뀌면서부터 매봉둔은 위기
에 처하게 된다.
새로 부임한 소현장은 능력자였다. 그는 지금까지의 현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었다. 일본 유학파였고 젊었으며 업무능력이 뛰어났다. 그가 부임하면서부
터 현의 모든 업무는 착착 질서 있게 정돈되어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정돈
의 대상에 매봉둔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벼가 익어가는 여름에 소현장
은 조선인 驅逐令을 내렸고 학교 교사 건축을 제지했다. 현성의 허가를 받지 않
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매봉둔의 학교 교사는 건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화재
에 휘말리고 만다. 하지만 학교 교사의 화재 사건은 소현장에 의해 조작된 것으
로 밝혀진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매봉둔 조선인과 중국 경찰들은 대치 상태에 빠
진다. 매봉둔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중국 측과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조선인들
사이의 대치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영사관의 기별을 기다리는 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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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은 결말이 난다.
일본 영사관의 개입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벼｣는 친일 논란에 휩싸인다. 하
지만 친일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이주자-내부’의 시선으로 읽어야 한다는 한수영
의 주장에 공감한다. 여기서 ‘이주자-내부’의 시선은 ‘이주자’의 문제를 이주자
의 이해관계에서 읽어야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이주자’가 당면할 수밖에
없었고, ‘이주자’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역사적 맥락의 세부와 중층적인 의미를
정확히 읽어야 ‘이주자’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207) 즉 다시 말하면 텍스트의 역사적 맥락과 생성 과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서 친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수영의 이러한 주장이
중요한 것은 만주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논의하는 데에서 사실적인 측면이라
는 객관성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벼｣는 당시 만주
이주 조선인들이 만주국 정세 변화에 따라 고초를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한 객관
적인 보고라는 지적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인 것이다.
널우에 고인 물에는 개고리가 여러 마리 목욕을 하고 있었고 어떤 놈
은 깡충깡충 물 없는 널판에서 뜀뛰기를 하고 있었다.
자연의 한때의 작난으로 만드러진 운동장에서 세상모르고 목욕감고
있는 개고리―문득 찬수는 이것이 매봉주민들의 운명이 아닌가하고
생각하였으나 이내 그것을 부정하고 말었다.208)

｢벼｣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대목은 중요한 부분이다. 작가 안수길의 만주 조
선인에 대한 무의식의 일면을 고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소나기가 지
나가고 난 뒤 고인 물에서 정신없이 놀고 있는 개구리들을 보면서 작가는 매봉
둔의 조선인들을 떠올린다. 심지어 그 놀이터가 운동장처럼 넓어 보이기까지 한
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소나기에 의해 잠깐 만들어진 놀이터일 뿐이며, 해
가 뜨면 물은 점점 말라버릴 것이고 개구리들은 죽거나 다른 삶의 터전을 찾아
야 할 것이다. 그런 개구리들을 만주 조선인에 비교하고 있는 작가의 인식은 상
당히 은유적이다. “재만”이라는 이 현실이 “한때”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실인식은

207)

한수영, 앞의 글, 161면.

208)

안수길, ｢벼｣, 북원, 간도 예문당, 1944, 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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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작가의 역사의식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의 저편에는 만
주는 결국 남의 나라 남의 땅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에 대한 불안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북쪽에 제2의 고
향을 건설하자’는 ‘북향정신’의 기저에는 이런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안수길에게 있어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부정적이고 불안한 것이며 농사를 짓
는 것은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
으로 ｢토성｣이 있다. ｢토성｣은 작품집 북원이 간행될 때 새롭게 수록된 작품
으로 만주국 건설경기의 이동과 농촌의 자작농창정이라는 두 개의 복선을 중심
으로 전개되는 소설이다. 명수의 이복형 학수는 농사를 짓는 일에는 관심이 없
다. 그는 도문으로 국자가로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경기가 좋으면 어디로 이동하
면서 곡물상을 시작으로 하여 포목상, 어물상 심지어는 귤 장사까지 안 해본 장
사가 없는 인물이다. 그러다 운송업에서 크게 재미를 보고 트럭을 구매하여 본
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지만 얼마 안 되어 마적을 만나 트럭까지 빼앗기고 겨우
목숨만을 건지게 된다. 그가 병상에서 일어났을 때 만주의 건설 경기는 한창 도
문에서 목단강으로 이동해가는 중이었다. 운송업의 위험부담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된 학수는 이번에는 목단강에 여관을 지을 궁리를 한다. 그러나 트럭으로
재산을 모두 날리고 빈주먹이 된 신세라 하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돈을 구하기
위해 촌으로 내려온다. 당시 학수의 아버지는 막내아들 명수를 데리고 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한때 그들은 마적의 소동으로 원래 살던 동리를 떠나
학수의 신세를 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만주국에서 ‘안전농촌’209) 사업과 자작농
일제의 만주 침공 이후 만주의 치안은 유지가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에 치안 회복
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서 피난 온 사람들과 치안상의 보호가 쉽지 않은 오지의 사
람들에 대해서는 적지를 선정해서 집단 농촌을 만들고 여기에 피난민을 수용한 뒤,
이들 난민들을 자작농화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것이 조선인 안전농촌 창설의
동기였다. 하여 조선총독부에서는 ｢東亞勸業株式會社｣에 보조금을 주어 1932년부터
1935년에 걸쳐 만주 지역의 鐵嶺, 河東, 營口, 綏化(수화), 三源浦 등 5개소에 안전
농촌을 건설했다. 표면적으로 안전농촌의 건설은 조선인 농민들을 보호, 구제하고 그
들에게 항구적인 안주지를 부여하여 생업의 기초를 확립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
로는 일제의 匪民분리공작의 일환으로서, 비적이나 공산당원의 소굴에 가까운 아주
위험한 지대에 안전농촌을 건설함으로써 오지 농민들의 항일유격대화를 방지하는 데
에 있었다. (윤휘탁, 앞의 책, 271~275면.)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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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정이 시행되면서 피난민들을 한 곳에 모아 새로운 마을을 구성하고 집단부락
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촌민들에게 아편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수입원을 늘려주
었다. 자작농창정이란 농민들이 5년 혹은 10년에 나누어 자신이 경작하는 땅에
대한 토지 대금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개인소유권을 획득하게 하는 정책
이었다. 학수가 노리는 것은 아편을 판 대금 400원이었다. 하지만 학수는 결국
명수에게 거절을 당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학수는 부친이

만주 이주 십여 년의 세월의 피땀으로 일궈낸 땅문서를 장사 밑천으로 날려버렸
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학수는 목단강의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고, 최후의 방법으로 집을 담
보로 대출을 받아 아편을 구매한 후 거기에 “요재”라는 불순물을 혼합하여 두
배의 무게로 불렸다. 그것을 하얼빈으로 가지고가서 파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으
나 중도에서 몰수당하고 겨우 위기를 모면한다. 다시 돈을 빌리러 명수네로 오
지만 마침 마적의 습격을 목격하게 되고 마을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쓰다 마적에
게 살해당한다. 이와 같은 우발적인 결말은 마을의 암적인 존재로 불리던 ‘삯’이
마을을 위하여 죽음을 택하는 김동인의 ｢붉은 산｣을 연상시킨다. 오직 장사에만
골몰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사업 자금을 만들려고 애를 쓰던 학수는 어이없
게도 마적에게 살해당한다. 반면에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아편을 재배한 명수는
돈을 차곡차곡 모으게 되고 멀지 않아 결혼도 하고 학수로 인해 날려버린 땅을
다시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즐거운 나날을 보낸다. 물론 이런 희망이 실현
될 수 있게 되는 것은 학수의 죽음을 대가로 마을이 화를 면한 데서 가능한 것
이기도 했다. 작품 속에서 장사, 소위 사업이라는 것은 만주국의 건설 경기가 눈
깜짝 할 사이에 도문에서 목단강으로 옮겨가고 목단강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옮
겨가는 것처럼 순식간의 기회로 비유된다. 반면에 땅을 토대로 한 농사는 그런
불안정과 불확실한 미래를 선사하지는 않는다. 땅은 오직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요구한다. 이것이 ｢토성｣의 주제라고 한다면 이 작품의 외적인 부분들은 많은
문제점을 동반한다.
우선 작품 ｢토성｣은 상당히 명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만주국의 도시 건설
은 도문에서 목단강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식민지 근대화가 탄탄일로를 달
리는 것으로 나타나는가하면 농촌에서는 안정농촌과 집단부락이 만들어지고 자
작농창정이 실행되면서 농민들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간다. 이는 만주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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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의 호경기를 방증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당시 만주 명랑의 적극적인 구현
이기도 하다. ｢토성｣ 속의 만주는 도시와 농촌의 경제 개발이 비약적으로 발전
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제목 ‘토성’은 아이러니라 하
지 않을 수 없다. ‘토성’은 명수네가 살고 있는 집단부락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기호이다. ‘토성’ 속의 집단부락에 살고 있는 만주의 조선인들은 만주국에서 정
책적으로 지원하는 아편농사를 지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가지만
그 ‘토성’은 여전히 마적들의 습격에 의해 파괴되는 대상으로 등장한다. 만주국
에서 마적은 가장 큰 적대세력이었다. 만주국 건국 초기 모든 인력과 물력을 총
동원하여 국가적인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였던 것이 마적 퇴치였다는 것은 주지
의 사실이다. 자작농창정을 실행하던 30년대 말 40년대 초에 이르면 대부분의
마적은 거의 다 제거되는 상황이 된다. 이 시기 만주국은 5개년 경제건설의 기
획을 진행하던 중 중일전쟁의 장기화로 모든 사업이 전시체제로 돌입하던 시기
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마적을 등장시킨다는 것은 언뜻 식상한 주제
인 듯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다. ｢토성｣이 오로지
‘만주 명랑’의 표상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이다. 그 ‘명랑’은
‘토성’ 속의 ‘명랑’이기 때문이다.
만주국이 세워지기 전 이주 조선인들은 중국인 지주에 의해 또는 ‘얼되놈’과
같은 동족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국 측의 정책 변화로 인하여
수세에 몰리는 상황을 겪어왔다. 그러나 만주국이 세워지면서부터 조선인은 만
주국 구성원인 국민으로 인정되면서 만주국의 관리 대상에 포섭되었다. 뿐만 아
니라 이주민 전체 인구의 9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조선 이주민의 경우 그
들의 생활은 농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주민의 정착을 위
한 것이 안수길의 ‘북향정신’이었다. 그의 ‘북향정신’은 장편 북향보를 통해 본
격적으로 소설화된다.
북향보는 안수길의 해방 전 마지막 작품으로서 1944년 12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만선일보에 총 139회에 걸쳐 연재된 장편이다. 만선
일보가 유실되어 북향보 연재본은 확인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 저자가 신문스
크랩본을 가지고 있어 1987년 문학출판공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면서 빛을
보게 되었다.210) 그동안 북향보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국책적인 성격 때문에
국책문학, 친일문학이라는 평가를 빗겨가지 못했다. 그러나 북향보가 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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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시기와 어용신문으로 공인되는 만선일보의 성격을 감안할 때 만주국 국
책 관련 문구들의 등장은 단지 검열을 의식하고 발표를 위한 ‘보여주기’의 장치
일 뿐211)이라는 주장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친일적이라기보다는 당시
이주민들의 양립 불가능한 생존 논리와 정착의지를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는 작
품212)이라는 평가가 마땅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정착 의지는 안수길의 ‘북향정
신’을 통해 구현되었는데, 북향보의 ‘북향정신’에 대해서는 여러 논자들의 논
의가 있어왔다. ‘북향정신’을 한낱 유토피아213)로 보거나 ‘북향정신’은 외적으로
는 만주국 국책에 협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만주국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양가적이라는 것214), 그
렇지 않으면 북향정신의 실질은 만주에 조선인의 자치를 실현하는 것, 즉 이상
적인 조선인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215)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기존의 논의에 기대어 북향정신은 기본적으로 만주에서의 정착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서 조선인 공동체가 고안되었다는 점에 주목
한다.
북향보는 안수길의 만주 시절 문학의 총결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편 북향보는 앞서 쓰여진 모든 작품을 함축하고 있다. 북향보에서 만주로
의 이주 광경에 대한 한명식의 기억은 ｢새벽｣에서의 ‘나’의 기억 속의 이주 광경
과 정확히 일치하며, ｢목축기｣의 ‘돼지몰이’ 로우숭(老宋)과 젊은 수의사 찬호
역시 그대로 북향보의 로우숭과 찬구로 이어진다. ｢새마을｣의 한주부 역시 똑
북향보의 서지사항에 대한 연구로는 오오무라 마쓰오의 ｢안수길의 북향보에
대하여｣(제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서, 역락, 2009)와 서재실의 ｢안수길 장편소
설 <북향보> 연구｣(현대문학의 연구4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가 대표적이다.
서재길은 신문스크랩본에서 지워진 부분, 오오무라 마쓰오 교수가 복원하지 못한 부
분을 완벽하게 복원해 냈을 뿐만 아니라 연재본과 단행본과의 자세한 비교를 통해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신문스크랩본 북향보는 인위적인 개작이나 누락이 없는, 완
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210)

211)

박은숙, ｢북향정신, 그 허와 실｣, 한국어문학연구46,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212)

정현숙, ｢안수길의 북향보론｣, 한국언어문학54, 한국언어문학회, 2005.

213)

김호웅, 앞의 책, 165면.

214)

서재길, 앞의 글, 46면.

이해영, ｢만주국의 국가 성격과 안수길의 북향정신｣, 국어국문학160, 국어국문학
회, 2012.4, 531면.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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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으로 북향보에 그대로 등장하며, ｢목축기｣의 와우산 기슭의 목장 위
치는 북향보의 북향목장의 위치와 정확이 일치한다. 이렇게 도달한 정점에 ‘북
향정신’이 위치하는 것이다. 북쪽 만주 땅에 조선인의 고향을 건설하자는 것이
‘북향정신’의 핵심이다.
만주에다가 아름다운 고향을 건설하자는 것인줄 압니다.
……(중략)……
｢……건국 전(建國前)을 선구시대(先驅時代)라 한다면 그때에는 이곳
에 살림터를 마련하고 부조(父祖)들이 피와 땀을 흘린 시대라고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날은 그 피로 얻은 터전에다가 우리의 뼈를 묻고 그
리고 우리의 아들과 손자와 그리고 증손자(曾孫), 고손자(高孫)들을
위하여 영원히 아늑하고 아름다운 고향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될 시
대라고 생각하시어 그 아늑하고 아름다운 고향을 만드시자는 것이 선
생의 뜻인줄 압니다.｣216)

‘북향정신’이란 만주에 아름다운 고향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향건
설은 두 시기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건국 전의 선구시대에 부조들이 터전을
이룩하여 놓았다면, 건국 후의 오늘날에는 부조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터전에다
가 손자, 증손자, 고손자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고향을 이룩하여야 하는 시
기인 것이다. 즉 고향으로서의 만주는 대를 이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즉 안정
적인 주거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향을 건설하기 위해 북향보는 중요한
사업으로 두 가지 사항을 소설화하고 있다. 하나는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북향
목장, 북향도장의 건설이며, 다음은 학교 경영을 통한 민족교육의 실시이다. 이
를 위해 그는 우선 이주 조선인의 병폐부터 지적하면서 우선 그것의 잘잘못부터
따진다.
처음으로 지적되는 것이 조선인의 부동성과 “양복선인”들 때문에 만들어진
이주 조선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다.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부지런히 농
사를 짓는 착실한 삶에 정성을 쏟는 것이 아니라 浮動性이 심하여 쉽게 이동하
며 “한탕주의”나 “벼락부자를 만들어줄 장사”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진다고 비판한
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고 선입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북향보는
216)

안수길, 북향보, 문학출판공사, 198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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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 이주 조선인이 이동성이 잦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남의 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피치 못해 이
루어진다는 것은 앞서 이훈구217)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한탕주의”나
“벼락부자”를 꿈꾸는 조선인들에 대한 선입견은 소위 “洋服鮮人”들에 의해 만들
어진 것인데 “양복선인”이라는 별호까지 생긴 것을 보면 그런 조선인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런 “양복선인”의 등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1932년 
혜성지에는 ‘조선의 四大狂’이란 기사가 실리는데 그 4대광에는 ‘금광’, ‘미두
광’, ‘잡지광’, ‘만주광’이 포함되었다. ‘만주광’이라고까치 칭해지는 것을 보면 당
시 만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실질적으로 만주국
건국 전후를 즈음하여 시작된 “만주 붐”은 많은 조선인들을 만주로 이끌었다. 신
영우는 직접 만주국 건국 후의 “만주 붐”을 체감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1931년 7월, 11월과 1932년 2월,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만주 봉천을 방문하는
데, 세 차례에 걸친 봉천 방문이 그에게 남긴 인상은 모두 달랐다. 첫 번째 만주
행에서는 장학량의 패권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두 번째 만주행에서는 動
亂의 만주를 보고 돌아온다. 하지만 세 번째의 봉천은 ‘신흥기분’을 온 몸으로
발산하고 있었다. 그 신흥기분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긴장되었던
대신 평온한 듯하고 침울하였던 대신에 창달(暢達)한 맛이 보이니 이것이 소위
만주의 ‘신흥기분’이라 할 수 있을까요?”(130면) 한편 이러한 신흥기분을 가장
잘 드러냈던 것이 유동인구의 급증이었다. 신영우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래객”의
방문이 부쩍 늘어난 것인데, 일본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조선 사람이라 하였
다. 사람들은 “이 판에 가면 무슨 큰 수가 나리라고 믿는 막연한 생각으로 대부
분이 무정견 무준비 무의식하게 덤비기만” 하였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영우
는 조선 사람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막연한 준동(蠢動)”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려
를 드러내고 있다.218) 이들이 소위 “만주광”들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아무런 준
비, 사상 없이 무작정 만주로 향했던 조선인들은 대부분 실패의 고배를 마셨고,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많은 조선인들이 “약장수”, “색시장수”로 ‘轉業’을 하는
데 이로부터 “양복선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17)

이훈구, 앞의 책, 100면.

218)

신영우, ｢만주기행｣, 조선일보, 1932.2.26.~3.11; 소재영,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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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의 조선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형성하게까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
데 북향보의 박병익이 그런 인물들 중의 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광산에서
큰 재미를 본, 그야말로 “한탕주의”의 성공신화를 보여준 인물인데, 결국에는 내
실을 지키지 못해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만다. 나중에는 북향목장을 자신의 명
의로 이전하여 팔아버리려고까지 한다.
또한 소설 속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인들에 대한 단점이 지적된다. 부지
런히 일하여 열심히 살아갈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탕주의에 물젖어 벼락부
자를 꿈꾸다가 결국에는 법의 심판을 받는 박병익이나 북향목장에서 가장 가난
한 부락인 육패부락 사람들의 게으름이 지적된다. 육패부락 사람들은 부정업을
부업으로 하여 겨우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도박이나 사기횡령과 같은 나쁜 습관
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인 사회의 한 축도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
이 조선인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정학도가 창도한 것이 ‘북향정신’인 것이고, 이
런 ‘북향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살림이 윤택해져야 하는데 이런 윤택을
위해서는 농민도장을 통한 교육과 계몽이 행해져야 한다는 무실역행의 사상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향보의 최종적인 목적은 북향목장의 경영
이 아닌 북향목장의 수익금으로 북향 농민도장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본 도장은 북향정신(北鄕精神)에 입각한 농민도(農民道) 밑에 지행
합치(知行合致) 실천적 교육을 실시하여 도장의 계발건설(啓發建設)
에 솔선하여 실천공행(實踐躬行)하는 모범 인재를 양성함을 기함 ―
어떻소.｣
｢북향정신이라는 것이 좀 뭣한데.｣
｢그럼, 구체적으로 만주에 아름다운 고향을 건설하는 정신이라구 할
까 ―｣
｢경전(經典)에 주(註) 같소.｣
｢그럼 무어라나.｣
｢농촌 진흥(振興)이나 자흥(自興)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대목을 쑥
빼고 그저 농민도(農民道)에 입각으로 함이 어떻겠소.｣
｢빼면 너무 추상적이야.｣
｢덤덤해 좋지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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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농민도라는 게 어데 이거다 하고 정해진 것이 있소. 농촌
청년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지도하는 가운데에 자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겠소.｣
｢그건 제 고향 제 본토에서 할 말이지,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다
새로 고향을 마련하고 백대 천대를 전해가며 살라고, 땅에 괭이를 내
려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학과한 지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219)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농민도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재 양성에 있다.
농민도 밑에 지행합치, 실천궁행하는 모범적 인재를 양성하여 만주에 고향을 건
설하는 것이 농민도장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그 정신적 기반이 되는 것이 ‘북향
정신’인 것이다. 목장은 모두가 익숙한 것이지만 농민도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지 않다. 북향보에 등장하는 농민도장은 정학도가 창안한 것이지만 독창
적인 것은 아니다. 북향 농민도장의 건설을 위해 정학도와 이기철은 개척고장과
함께 조선으로 현장 시찰을 다녀온 적이 있다. 당시 조선에는 이미 농민도장이
존재220)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도장도 더러 있었다. 정학도와 이기철
은 농민도장의 강령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북향정신’을 두고 둘 사이에는 미묘하
게 어긋나고 있다. 정학도의 경우는 북향정신에 입각한 농민도를 주장하고 이기
철의 경우는 북향정신을 빼자고 한다. 보편적인 농민도로의 순화를 주장하면서
그런 이유로 “덤덤해 좋지 뭘”라고 한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북향정신을 내세울
때와 북향정신을 생략할 경우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정학도가 굳이 ‘북향정신’
을 주장하는 것은 만주의 농민도장과 조선 내지의 농민도장과의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의 농민도장이 농촌의 계몽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북
향보의 농민도장은 만주에 고향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219)

안수길, 북향보, 36면.

함남농민도장은 조선에서 제일 처음 설립된 도장이며, 이어서 거창 등 농민도장을
통해 문맹을 퇴치한 사연 등이 기사화되고 있다.(｢咸南農民道場開場｣, 동아일보,
1936.4.15.; ｢居昌農民道場文盲退治二萬名｣, 동아일보, 1938.4.8.) 이 외에도 매
일신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민도장은 꾸준히 설립되었고 총독부식산총국 내
에서는 농촌진흥과가 신설되어 전문적으로 농촌의 경제갱생을 위하여 농민도장 신설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總督府殖産總局內에 農村振興課新設｣, 동
아일보, 1936.7.19.)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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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북향보의 농민도장 역시 ‘북향정신’의 강조에 따라 확연히 다른
성격과 목적을 가지게 된다. 조선인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도장과 ‘북향정신’의
강조는 민족자치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내비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소설 속에서
이기철이 “북향정신이란 것이 좀 뭣한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다. 이
기철이 이런 말을 하는 데에는 연유가 있는 것이다. 북향보에서 명확하게 밝
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기철은 “성 당국”이나 “현성 관공서 쪽”에 아는 사람이
나 막연한 인연이 닿아 있는 사람이다. 조선의 농민도장을 개척고장과 함께 견
학할 수 있었던 것도, 북향목장 설립 초기에 이기철의 소개로 성 당국을 통해
양과 돼지를 사들였던 것도 이기철의 주선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여 이기철은
북향정신을 빼자고 하고, 이에 비해 정학도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에다 새로
고향을 마련하고 백대 천대를 전해가며 살라고, 땅에 괭이를 내려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확고한 지도정신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강변하면서 굳은 의지를 보인
다.
정학도가 북향목장을 설립한 것은 그로서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선택이었다.
목장 경영은 실질적으로는 농민도장의 유지를 위한 경제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다. 조선인의 사업이 끝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폐단을 보
이는 것은 자금조달을 독지가에서만 의존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독지
가의 열정이 식는다든가 지속적인 투자를 거부할 경우 사업은 중동무이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병폐를 피하기 위하여 창안해 낸 것이 자금은 기업적
으로 조달하자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이 곧 북향목장이었던
것이다. 북향보는 표면적으로는 북향목장의 경영난이 전면화되면서 북향목장
이 핵심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인즉 북향목장의 경영에서 얻는 수익으로 농민도
장을 운영하자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북향목장이
라는 것이 당시 만주국의 농축산업 촉진이라는 슬로건에 맞추어 설정한 것이라
고 이해되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정학도의 궁극적인 꿈은
농민도장에 있는 것이었다. 농민도장은 농촌의 경제 진흥을 위한 개선책으로 진
행된 사업 중의 하나로서 농민의 교육과 계몽을 기반으로 한 자급자족을 원칙으
로 하는 자치성향의 공동체였다.
이러한 농민도장을 중심으로 한 농촌공동체와 비교해 볼 때 북향보의 공동
체는 조선인을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인 민족공동체라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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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체는 상부상조의 협동적인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동시기 다른 소설들에서
구현된 조선인 공동체와 또 다른 변별점을 지닌다. 따라서 북향보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이상적 공동체’라는 추상적인 말로는 표현이 부족하다. 북향 목장을
살려내는 과정에서의 구성원들의 노력과 역할은 다른 공동체와도 크게 비교된
다. 북향 목장이 경영난에 부딪혔을 때 북향목장 살리기 운동이 전 만주를 대상
으로 펼쳐진다. 가장 우선 진행된 것이 신문을 통한 모금 운동이었다. 이에 만주
지역에 거주하는 정학도의 제자들이 적극적인 도움을 주려고 나서는 모습들이
전개된다. 다음은 목장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 주머니를 털어 전 재산을 기부
하는 모습이다. 정학도의 친구 이기철은 자신의 집을 팔아 그 돈을 내놓는다. 그
중에는 윤금룡이라는 익명의 독지가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바로 정학도
의 딸 정애라임이 밝혀진다. 애라는 동경 음악학교로의 유학을 희망했으나 아버
지 정학도가 돌아가시고 북향목장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그의 유학의 꿈은 좌
절되고 대신 서울의 덕화여자전문학교에 입학하나 목장의 어려움 앞에서 애라는
학교의 퇴학을 받으면서까지 유행가수로 데뷔하여 돈을 마련해 보내온다. 북향
보의 이러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희생하면서 북향목장을 이어가고자하는 열정
은 끝내 목장을 되찾게 하는데, 문제에 부딪혔을 때의 단합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은 개양둔이라는 조선인 농촌 공동체가 만주사변을
맞으면서 황폐화될 위기를 맞았다가 황건오를 비롯한 일부 이주민들이 모여들면
서 다시 갱생의 길을 걷는다는 내용이다. 개양둔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그들은 몇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데 그 중 두 가지가 하나는 마적의 침습이고 다
른 하나는 “물난리”였다. 마적에 관한 서술은 총 158회 중 장장 20회에 달할 정
도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마적을 토벌하여 정착에 성공하는 과정을 길게 그
려냄으로써 개척민의 모습을 영웅적으로 부각시킨다. 마적들이 마을을 공격했을
때에도 그들은 마적에 직접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발 빠른 사람을 현
성으로 보내어 토벌대를 부르는 방식을 취한다. “물난리”를 만났을 때에도 마찬
가지다. 소설 속에서 “물난리”라고 하는 것은 강물이 갑자기 말라버리면서 가뭄
이 시작된 일을 말하는데, 이는 개양둔에서 백 여리 상류 쪽에 위치한 또 다른
조선인 농장에서 일부러 물길을 막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다. 이에 대응하여
이번에도 개양둔 사람들은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현성으로 청원을 간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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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나 사정 이야기를 했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두 번째로 마을의 대표를 또 다시 파견한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이 안 되었고, 그때에서야 개양둔 사람들은 공동체적 대응에 나서는
데, 여기에서도 북향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개양둔 사람들은 황건오의
지휘 아래 척후대, 의료반, 식량반, 경호반 등으로 조를 나누고 각 조에는 또 조
장과 반장을 두고, 그 위에 총지휘 강주사와 부지휘 정대감을 두었다. 이렇게 개
양둔 사람들은 위계질서를 갖추고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상류 쪽에 막아놓은 강
둑을 파헤치러 간다. 이런 모습은 북향농장 사람들이 어느 누구의 강압이나 독
촉 없이 자각적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 모금을 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또
한 북향목장에는 정학도가 죽은 후에는 실질적인 영도자가 없었다. 오찬구가 목
장 일을 보고 있긴 했지만 실질적인 책임자는 아직 未定인 상태로 서사는 전개
된다. 그들은 누구의 지휘나 권유 아래 모이고 헤어지고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
라 진심으로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는 대지의 아들이 황건오라는 지도
자 혹은 지휘격 인물을 두어 서사를 전개시켜가는 양상과는 반대되는 지점이다.
이기영의 또 다른 장편 소설 처녀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소설 역시 남표라
는 젊은 의학도의 ‘영웅 만들기’ 서사로 축약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가 주인이 되어 자각적으로 융화되는 사회, 바로 그것이 안수길이 만주
에서 갈망했던 조선인 공동체였던 것이다. 그 지향점은 학교 관련 서사에서도
구현된다. 학교 문제는 북향보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하며 북향목장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기도 하다. 정학도가 목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난으로
문을 닫게 되는 학교를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회복시켜가는 과정에 주목하지 않
을 수 없다. 그리고 젊은 작가 현암이 학교에 와서 교편을 잡으면서 창작 소재
를 수집하고 있다는 설정 역시 주목을 요한다. 북향보가 연재 될 당시 1944
년 간도 지역에서는 이미 만주국 신학제가 도입되었고 교육 여건은 예전과는 판
이한 상황이었다. 간도지역 조선인 중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되었
고 교수는 전체가 일본어로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모든 전문학교들이 상과, 농
과, 공과 등 실과교육을 중심으로 한 직업중학교로 개편되었고 선만공학이 함께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신학제의 도입은 두 가지 명확한 목표를 가
지고 있었다. 하나는 수업 연한을 가급적이면 단축시키려는 전제 하에 교육내용
은 실업과목에 중점이 주어지며 이에 더하여 일본어를 국어로 중시하여 일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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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일본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중등교육의 경우는 인재
양성보다는 “저급한 수준의 노동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교육의 중점도 자연히 초등교육에 치우치게 된다. 하지만 제3차 교육령의 발표
를 계기로 교육은 노골적인 ‘황민화’ 교육으로 이어진다. 우선 실시된 것이 조선
어의 말살정책이었다.221)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때 북향보에 등장하는
학교에서의 작문시간은 다시 이해해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간도 교육계의 선구
자로 등장하는 정학도가 그가 이십

년 가까이 몸담고 있던 학교가 성립(省立)

으로 편성되면서 후진에게 자리를 내주고 교직에서 물러났다고 간단하게 언급하
고 있지만 이러한 학제개편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었다. 황민화 교육이
실시되면서 많은 교사들이 강단을 떠났다. 앞서 언급했던 강경애의 남편 장하일
역시 이 시기를 전후하여 동흥중학교를 사직했고, 현경준 역시 도문 백봉국민우
급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1941년을 전후하여 교단을 떠나 만선일보 기
자로 옮겨 앉는데 역시 동일한 맥락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향보에서 ｢
우리 집｣이라는 작문시간은 스쳐 지날 부분이 아니다. 간도지역이 아닌 다른 지
역, 이를테면 조선인이 많이 모여 살지 않는 지역이라면 교육령이 발표되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실시된다는 보장은 없다.
교육 기관은 조선의 큰 도시도 따를 수 없을 만치 다수인데 놀라
다. 전문 이상 학교는 없으나 중학교나 소학교는 건물에 있어 손색이
없고 내용에 있어 충실하다. 조선인 학생만 2천여 명 수용하는 소학
교가 있으니 가히 그 굉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감인
것은 조선 학제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위에서도 말했거니와 용정은
모든 점으로 보아 조선이다. 그 생활양식이나 그 문화의 정도로나 조
선과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국이란 점으로 조선인 학
생도 만주국 학제를 따르게 된 것이다. 물론 만주국 학제라도 그것이
우리의 문화 정도와 같을 진대 우리는 쾌히 이것을 맞을 것이요, 결
코 불평불만이 있을 까닭이 없다. 교육의 근본정신의 하나가 국민의
문화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용정의 조선인 교육은 正히 이에 대
조되는 교육이다. 교육에 다소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박금해, ｢滿洲事變 후 日帝의 在滿朝鮮人敎育政策 연구｣, 東方學志130, 연세대학
교 국학연구원, 2005, 260~261면 및 264~265면.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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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히 여길 것은 물론, 일생을 교육에 바친 사람으로는 통탄해 마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반세기 동안 자기 자신은 물론 후세의 어린 세
대를 위해서 멀리 이국의 황무지를 개척하여 일생을 바친 그 위대한
개척자들의 공로를 생각한다면 결코 소홀이 간과할 문제가 아닐 것이
다. 용정에는 미구에 의과전문도 신설되리라고 한다. 사실 용정은 관
공서의 중심 도시도 될 것이고 위치로 보아 상공 도시로서의 발전도
가망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교육 도시, 말하자면 문화 도시로서의
대성할 기반이 있다.222)
윤 과장과의 장시간의 면담이 있은 뒤 나는 차를 몰아 내무국 참사
관 秦學文 씨를 찾기로 하였다. 진학문 씨는 온건 착실한 신사풍의
인물로서 만주 내 조선인 교육 문제에 관해서 논했다. 재만 조선인의
교육 문제는 만주 건국 이후도 아직 만주 국내로 이관되지 않아 획일
적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현재 초등 교육은 대사관 직영의 보통
학교와 민간 사립 보통 학교가 있다 하며 입학률은 굉장히 높다 한
다. 여기서도 조선인의 교육열이 높은 것을 보고 조선인의 향학열에
대한 감격 속에 나도 아는 듯 모르는 듯 감격이 되었다.(강조-인용
자)223)

이상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불과 6,7개월의 시간 차이를 두고 발표된
두 기행문은 만주 조선인 교육에 관한 상반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용정은
만주국의 학제를 따르고

있고 교육시설이 매우 발달해 있는 반면에 남만 지역

은 아직 만주국의 교육 정책이 시행되지도 않는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는 북만과
남만의 지역 차이로 드러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영향력의 차이
인 것을 알 수 있다. 만주 조선 이주민 사회에서 간도는 중심지였고 용정은 간
도의 중심지이다. 이에 비하면 기타 지역은 조선인의 존재가 미미하게 드러나고
있었고 대부분의 학교는 이주민촌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학생들도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식민지 기간에 일제의 손이
계속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지의 아들에는 개양둔 학교의 학생 졸
업식 장면이 잠깐 소개되고 있다. “교실에는 만국기로 장식하고 식순을 칠판에
222)

安容純, 앞의 글, 312-313면.

223)

咸大勳, ｢南北滿洲遍踏記｣, 朝光, 1939.7; 소재영, 앞의 책, 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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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부첫다.”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제도에 순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향보의 북향목장은 용정에서 한 시간 거리에 위
치한 용정의 관할 영역에 속하는 공간이었다. 북향보에서 용정은 ‘현성’으로
지칭되고 있는데 이는 신문스크랩본과의 대조에서 알 수 있다. 북향보에서는
용정은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본 눈은 오건만｣의 제4회224)와 ｢도장 설계｣ 제1
회225) 부분을 신문스크랩본과 비교한 결과 두 군데에 걸쳐 “용정”을 “현성”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북향보의 전편에서 볼 때 이 두 군데의 수정은 별로 큰 의
미를 지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북향목장의 위치 파악에 있어서는 중요한 정보
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북향목장 마가둔의 국민우급학교는 용정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학교임을 알 수 있고 경제난에 허덕이는 학교를 정
학도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사립학교였다는 것이 추정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향보는 역사의식의 결핍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
은 역사의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비슷한 시기
에 창작된 ｢벼｣에서는 적극적으로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북향보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안수길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공동체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동체를 통해 북향보의 조선인들은 고향을 만들어간다. 공간과
장소의 특성으로 볼 때 고향은 장소에 해당하며 투안에 따르면 고향은 편안함이
라는 안정감을 느끼는 감정 상태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서론에서도 살펴보았듯
이 고향은 장소성의 획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뿌리에의 욕망”의 대변인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뿌리 내리기”가 안수길에게서는 장소성의 획득을 통
해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둘은 용정 진명여학교에함께 다녀 순임이는 일년선배로 작년에졸업하자 즉시이곳
학교에 취직해왓고 찬이는금년에 막졸업하여 얼마전부터 현성(縣城)에잇는 여자기예
전습소(女子技藝傳習所)에 취직하고잇는것이엿다.” 이 부분의 “용정”이 현성으로 수
정되었으며, “둘은 현성 진명여학교 동창생이었다. 순임이는 일년 선배로 작년에 졸
업하자 ...(이하 동일)....”, 첫 문장에도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있다.

224)

“그리하여학도는 용정에잇는이기철이를부른 것이엇다.” 이 부분에서도 “용정”이 현
성으로 수정되고 있다. ｢봄 눈은 오건만｣에서 “용정”을 “현성”으로 수정한 것은 뒷부
분에 이어지는 현성이라는 말을 의식하여 통일을 기하는 의미에서 수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부분에서 “용정”을 “현성”으로 수정한 것은 “용정”이라는 공간
을 드러내지 않고자하는 작가의 의도라고 보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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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생, 만주드메는 살만 해유.｣
｢언제는 살만하지 않습디까?｣
｢처음 들어와서는 마음이 붙지 않더군유.｣
｢정 들이면 다 고향이지요.｣
｢그래요, 이제는 조선 나가 살라면 못 살 것 같은데유. 작년에 조선에
나갔다 왔지만……｣
｢어째서요?｣
｢어째 갑갑하고 답답한 것 같애서유.｣
｢강서방, 이젠 아주 만주사람 다 됐군요. 몇해든가요.｣
｢오년이유.｣
그리고 강서방은 말을 이었다.
｢근대 이상해유. 여편네 있을 때는 몰랐었는데 여편네 송장 파묻고
나니, 착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만주 떠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나니.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난 아버지 어머니 다 여기 묻었소.｣
｢그럼 오선생은 난생 만주사람이군유.｣226)

강서방과 찬구의 대화에서 드러나듯이 낯설었던 만주가 살만한 곳이 되고 마
음 붙일 장소가 되어 이제는 조선 가서 못 살 것 같은 그런 정도까지 되기까지,
5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만주는 이미 이주 조선인들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
다. 만주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서 만주는 고향으로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은 만주에서도 조선의 풍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모습을 보
여준다. 단오놀이며, 모내기 덩지 노래 등을 통해 표현된다. 뿐만 아니라 북향목
장의 조선인들은 중국인들과 우호적으로 잘 지내며, 전 목장에 4호밖에 안 되는
중국인들은 오히려 조선인들의 영향을 받아 조선말도 제법 잘 하는 모습을 보인
다. 중국인 반성괴가 유창한 조선말로 강서방과 대화하고 강서방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워하는 장면은 만주를 배경으로 한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장면
이다. 조선인들이 만주와 간도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만주에 고향을 건설하리라
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공동체적 동질감에서 오는 이질감의 망각이
226)

안수길, 북향보, 11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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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만주의 일본인 2세들은 “고향 상실감”227)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들은 만주의 학교에서 일본 내지의 교재를 통해 교육을 받으면서 그
들의 고향은 만주가 아닌 일본이라는 것을 주입 받았다. 하지만 만주의 일본인
2세들은 만주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일본어보다는 중국어가 편한 입장이고 일상
생활의 측면이나 심정적으로 친근한 공간은 당연히 만주였다. 하지만 만주는 눈
으로 보이지만 말할 수 없는 대상이고, 일본 내지는 책에 쓰여진 대로 읊을 수
는 있어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심정적으로는 느낄 수 없는 대상으로서의 낯선
고향이었다. 즉 심정적 고향으로서의 만주와 이론적 고향으로서의 일본과의 괴
리감에서 오는 상실감인 것이었다. 이에 견주어 볼 때 북향보의 경우는 적극
적으로 만주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건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처럼 안수길의
‘북향정신’은 만주 공간에 대한 장소화를 통해 애착을 형성하고 상부상조하는 협
동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이상적인 이념인 것이다. ‘북향정신’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명확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주국 국민으로서의 대우와 주장을 강조하는 측면도 함축하고 있
다.
더욱이 선계가 만주국에서 나라에 이바지하는일은 오직 수전개간
과 수전 경작에의한 식량기여에잇다해도 과언이 아닌데、선계가 떳떳
이국민으로서 대접을밧고 그존재를 주장할수잇는점은 이농민들의수고
때문이라 생각해도 무방할줄알어요. 그러할진대、농민에게 그은혜를
백배사례해두 모자란다생각하는데되려 멸시를 하다니 당신네들 생각
은 알수업는일이요….228)

227)私は、満洲の小学校を出た。私らがうけた当時の教育法も、随分無定見だったと思

う。当時、私らの習ふ教科書な、文部省発行の内地のものそのままだった。私らは満洲
にいて、日夜、夜毎、内地の朝の叙景や、村の風物についてをしへられるのである。オ
宮、シノカサ、カラカサ、拍子木の音カチカチ。お陰で私らは、満洲のことは殆ど 習
はずにすぎてしまった。だから満洲のものは、眼ではみても言葉ではいえない。内地の
ものはその逆で本に書いてあることだけは言葉でいへて、一体それがどんなものか、実
物はサッパリ御存じない。（中略）満洲にいて満洲知らず、日本人にして日本知らず、
一体、私らは何なのか、その無性格ぶりにはおどろいてしまふ。(秋原勝二,｢故鄕喪失
｣,滿日,1937.7.29.~31; 尹東燦, 앞의 책, 79면에서 재인용.)
228)

안수길, 북향보,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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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정신’의 기저에는 만주국에서 조선인으로서 받아야 할 대우를 떳떳이 받
아야한다는 생각도 존재한다. 오찬구의 친구인 사도미의 입을 통해 전달되고 있
는 만주국에서 조선인의 중요성은 실질적으로는 만주국에서 선계로서의 권리주
장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조선인이 만주의 수전 개척에 끼친 영향과 공은 떳
떳하게 인정받아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안수길의 ‘북향정신’은 만주
국 국민 되기의 한 방편으로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국민’과 ‘민족’이라는 양자사
이에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도의 모색이었던 셈이다. 이와 같은 안수길의
‘북향정신’은 만주국 국민임을 인정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선인 자치에 대한 이상
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는 것이다. 사실 만주에서의 조선인의 자치는 이미 앞서
도 살펴보았듯이 20년대 간도에서 많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안수길의 만주 조선
인 공동체가 20년대 만주 자치를 지향했던 공동체들과의 다른 점이라면, 20년
대 조선인 공동체는 국권회복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공식화하고 있었고, 그 공
동체는 종교 세력이나 독립운동단체의 후원 하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안수길의
조선인 공동체는 자치를 지향하면서도 그런 자치를 적극적으로 구현하지는 못하
고 있다. ‘북향정신’은 만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향보에서 구현하고 있는 조선인 공동체가 이기영
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만주국의 공공기관과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과는 달리 상부상조하는 협동적인 공동체 양식을 드러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20년대 만주의 조선
인 공동체가 자치를 지향하는 정치적 자치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면 안수길
의 조선인 공동체는 경제적인 자립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으로면 그 다음으로 민
족교육을 중시했던 경제적 자치공동체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
은 ‘북향정신’은 식민지 말기의 또 다른 형태의 조선인의 이상촌 이념인 것이다.
그 이상촌의 자율적인 측면이 ｢원각촌｣의 억쇠라는 독특한 인물로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안수길의 ｢원각촌｣은 그의 모든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훌륭한 작품
이라고 할 수 있다. 원각교를 기반으로 한 이상촌 건설의 과정을 소재로 취하고
있는 이 소설은 억쇠라는 강력한 성격의 인물 형상에 의해 원각교의 이상촌 건
설이라는 소재가 가려지는 정도이다. 벌목을 업으로 하는 이 남자는 종래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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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고향이 어디라는 것을 말하는 법이 없으며, 한 고장에서 오래 머무는 일이
없다. 그것은 아내 금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다른 남정네들이 금녀
를 눈으로 보는 것마저도 싫어했다. 억쇠가 원각촌으로 흘러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원각촌에서도 억쇠는 금녀와 간통하던 한익상을 죽여 버리고
훌쩍 떠나버린다. 모든 법과 질서와 윤리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인간으로서의
억쇠는 이렇게 충분히 역설적으로 읽힐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안수길의 ‘북향정신’은 그의 만주 시절의 체험에서 오는 현실감각
의 소산이기도 하다. 이것은 그가 작가로, 기자로 용정과 신경을 오가면서 겪었
던 체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훗날 안수길이 만주 시절을 “龍
井·新京時代”라고 추억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의 만주는 ‘용정’과
‘신경’이라는 두 공간으로 요약되었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용정은 흥성거리고
활기차며 안정적인 문화적 공간이다.
서사적 시간으로는 4개월, 창작 시간으로는 6년이란 시간차이를 두고 있는 ｢
새마을｣은 ｢새벽｣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새벽｣에서의 암울하
고 참담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희망적이다. M골 역시
누이 사건이 있은 후로 관리인이 손씨로 바뀌면서 한결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우리 집’은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M골을 떠나 용정으로 이사를
하며, 아버지도 농사일을 그만두고 온돌쟁이 일을 하는 고씨를 따라다니며 일을
하게 된다. 소년이었던 창복이 역시 성장하여 야학도 다니고 M골의 삼손이는
용정에서 청년지도자로 성장해간다. “새 마을”로 이주한 가족이 새 살림을 시작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두 함께 화합하며 살아가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전면
에 드러내고 있다. 용정은 안정적이고 안온하며 평온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뿐만
아니라 용정은 지식과 문화 전파의 중심지로 손색이 없음도 드러난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에 남어있는것은 일주일에 한번식이든가 열흘
에 한번씩인가열린 통속강좌(通俗講座)라는것이였다.
명사 여럿이 한과목식 담당하여 말로서 지식을 전하여 주는것이었다.
T일보 편집장인 S씨는 최근의 외보를 중심으로하는 세게정세를 이약
이했고 X중학교장인 Y씨는 ｢철봉｣이라는 제목으로 쇳소리 찌릉하는
매서운 혀끝으로 시사문제의 비판을 내렸다. A씨는 여성문제와 구수
한 이약이를 들려 주었고 C씨는 자연과학, K씨는 철학과 문화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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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G의사는 가정의학, 시인북민(北民)씨는 시낭독-이렇게 오분내지
십분식 연단에서서 통속적이고 요령있는 강좌를 하였다.
처음, 이회합을 열기된동기는 이곳 청년회에서 눈으로 신문을 볼수없
는 가정부인들을 계몽하기위하여 ｢말신문｣으로서 연것이였으나, 차츰
인기가 집중하게되어 가정부인은 물론이려니와 지식층, 학생, 우리같
은소년에 이르기까지 개회할때마다 만원의성황을 이루지않는때가 없
었다.229)

조선인민회에서 열리는 ‘通俗講座’의 행사 장면에 대한 묘사이다. 만주 조선
인 사회의 한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면은 상당히 계몽적이다. 기자, 교
사, 의사, 학생, 어린이, 가정부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이 참가하는 이 ‘통속강좌’
는 지식이 없는 혹은 신문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말로 지식과 세상사
를 전해주는 작은 ‘학교’이다. 이는 ｢새벽｣과는 달리 용정이라는 중심지로 이주
하였을 경우에만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소위 간도의 지식인 계층의 생활을 보여
주고 있는 측면이라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는 M골이라는 주변부에서 용정이라
는 중심지로 이주한 소년 화자 창복의 시선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기도 하다. 즉 발전되어 가는 만주 조선인사회의 중심지인 용정과 창복이
네가 거주하던 M골의 호가네 지팡은 대비되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주한 새 마을에 대한 만족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안수길의 소설에서 소설적 공간은 용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문
과 목단강 등 여러 도시들도 함께 등장한다. ｢토성｣에서 돋보이는 것은 ‘도문’과
‘목단강’이라는 공간이다. ｢토성｣의 명수는 그들이 살던 고장이 비습을 받아 잠
시 촌을 떠나 있을 동안 도문에서 밀수업에 손을 댄 적이 있는데, 이러한 도문
의 분위기와 도문에서 목단강으로의 건설 경기의 이동은 다른 글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남양서 기차를 갈아타고 국제 철교를 건너면 곧 도문입니다. 회막동
(灰幕洞)이라고 부르던 수개(數個) 초옥의 한촌(寒村)이 금일에 3만
의 대도시가 되었음에는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직 인가는 조
밀치 못하나 시가 경영만은 완성하여 기반(基盤)같은 도로와 하수도
229)

안수길, ｢새마을｣, 북원, 4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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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연하게 뼏쳐 있습니다.230)
도문이 우리 진료반의 첫 시험지입니다. 이곳이 도령선의 종단(終端)
으로 북만 물산(北滿物産)을 무역하는 국경 도시로 결정되자 각처에
서 물밀 듯이 위집(蝟集)한 사람으로 일시는 인구 6만을 산(算)하던
대도시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도시 경영과 철도 부설을 마치
고서 만철 건설 사무소가 목단강으로 이전하자 마치 부평초와 같이
목단강으로 따라들어 가서 금년의 북만 경기는 목단강에 있다 합니
다. 또 조선으로부터 식염, 포백(布帛) 등의 밀수입에 종사하던 자들
이 국경 경비대의 너무나 엄중한 경계망으로 세관을 통과하지 아니하
고 월경(越境)하는 자는 불문곡직하고 총살을 당하는 형편이므로 점
차로 귀향하거나 혹은 다른 직업으로 전(轉)하고 말아서 도문의 경기
도 쇠퇴하고 말았다 합니다.231)

위의 인용문은 흥성하던 도문이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과정을 잘 보
여준다. 한 때 도시 건설과 철도 부설로 하여 만주의 건설경기는 도문에 집중되
었으나 그것이 목단강으로 옮겨가면서 도문은 다시 조용한 ‘회막동’으로 돌아가
게 된 것이다. ｢토성｣은 이러한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학수가 목단강에 진출
하지 못해 그토록 안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연유에서이다. 그의 예측에 따르면
목단강 역시 도문처럼 건설경기가 끝나면 다시 조용한 도시로 돌아갈 것이기 때
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건설이 진행되는 기간뿐이었다.
이처럼 안수길은 다른 작가들과는 다른 독보적인 만주 감각을 가지고 있었
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만주를 전경화시킬 수 있게 했던 것이다. 그
중에서 용정은 그가 만주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지역이다. 그리고 만
선일보 기자 시절인 1937년~1941년 사이, 그는 신경에 잠깐 머물기도 했다.
“간도의 서울” 용정과 만주국의 수도 신경 사이를 오가며 만주국 시절을 살아왔
던 작가 안수길, 그리고 직접적으로 일본인과 함께 일을 했던 경험이 그로 하여
금 ‘북향정신’에 이르게 했던 것이다. 이 ‘북향정신’은 궁극적으로 그의 “어떻게

김성진, ｢만주벌을 향해｣, 조선일보, 1935.4.9.,10,17,18; 소재영, 앞의 책, 230
면.

230)

231)

위의 글,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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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했다.
나의 작가적 체질은 “어떻게 사느냐”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
고 있다. 그것은 나의 처녀작에서부터 그랬고 근 40년의 작가 생활을
통해 일관된 작풍이 되고 있다. ……(중략)…… 초기의 작품집 북원
에 수록되어 있는 ｢새벽｣, ｢벼｣, ｢목축기｣ 등등, 해방 전 재만 시절의
소작 거의 전부가 동만주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발
굴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본 것이고, 그
무렵의 장편 북향보도 거기에 기초를 두고 쓴 최초의 긴 이야기였
다. 만주 지방의 우리 농민과 민족의 생활을 발굴하는 것으로 작품의
출발점을 삼아온 나는 6년 전에 북간도를 완결함으로써 재만 시절
의 중․단편적 단편(斷片)들의 규모를 크게 한 종합적인 것으로 마무리
한 셈이었으나, 민족 수난의 역사를 펼쳐 본 그 작품도 기초는 “어떻
게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냐”에 두고 있음은 두 말
할 것도 없는 일이다.232)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것은 작가 안수길의 시종일관된 창작 태도이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
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 물음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또 작가 안수길이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평생의 창작 취지로 삶을 수 있었던 것은 만주라는 복
잡한 정세를 경험했고 그곳에서 살았던 체험 때문이다. 이처럼 만주는 안수길에
게 있어서 비중 있는 공간이었고 그것이 ‘북향정신’이라는 현실감각으로 제시되
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만주국 시기를 만주에서 살아왔던 강경애, 현경준, 안수
길은 각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주, 만주국을 재현하고 있었다. 강경애는 용정
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세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작가이다. 그는 만주국이
건국 되고 나서 만주의 정세를 직간접적인 수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
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금｣이다. 간도의 서울, 조선인 중심지로서의 용정의
위상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조선인의 고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강경애의 소설 속
232)

안수길, ｢어떻게 사느냐｣, 명아주 한 포기, 문예창작사, 1977, 239-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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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용정은 조선인들의 공간은 아니며 중국인들이 주인이고, 순사들이 감시의
시선을 늦추지 않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런 공간에서 공산당들을 대표로 하는
항일세력들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그들은 국가의 법적 제도권 안에서뿐
만 아니라 조선인 공동체에서도 퇴출되는 비운을 맞는데 만주국이 건국되면서
공산당은 국민이라는 공동체 속에 포함될 수 없는 배제되어야 할 세력이었기 때
문이다. 배제는 공동체에 의한 배제와 스스로의 고립을 통한 배제로 드러난다. ｢
번뇌｣에서와 같이 전향하거나 투쟁의 의지를 상실한 주인공들은 스스로를 고립
시키면서 자신을 공동체로부터 퇴출시키고 있다. 현경준은 만주의 도문에서 대
부분의 만주 시절을 보내면서 만선일보 기자 혹은 교사를 지낸 문인이다. 그의
｢유맹｣은 두 번에 걸친 개작을 거친바 있는데, 기존의 논의들은 각각의 작품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현경준이라는 작가를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개작된 작품들을 함께 놓고 논의할 경우에만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특수부락이라는 아편중독자들의 부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맹｣류의 텍스트들은 만주국의 금연정책을 선양한 국책문학이라는 평가
가 존재하지만 역으로 그 특수부락은 수용소로서의 만주국을 은유적으로 재현하
는 면도 없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주의자 인물의 등장은 현경준 소설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인물의 노스탤지어는 그의 젊은 날의 러시아
방랑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식민지 말기 만주 관련 문학
을 논하는 자리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작가 안수길이 있다. ｢새벽｣을 필두로 하
여 ｢벼｣, ｢원각촌｣, ｢토성｣, ｢새마을｣ 등 단편을 비롯한 장편 북향보에 이르기
까지 그의 문학은 점차적으로 만주의 정세와 함께 변화되어 갔다. ｢새벽｣은 최
서해의 ｢홍염｣과 동일한 맥락에 놓이는 작품으로서 수난의 공간으로서의 만주를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새벽｣에서 조선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는 중
국 국군과 ‘얼되놈’인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다 ｢벼｣에 와서야 만주국은 직접적
으로 소설 속에 등장한다. ｢벼｣의 객관적인 현실성은 변화되어 가는 만주의 정
세를 그대로 잘 전달하고 있다. 이어 그는 ｢원각촌｣, ｢목축기｣, ｢토성｣ 등 작품
을 통해 만주 이주 조선인들의 삶을 다양하게 형상화하는 한편 만주국의 단편적
인 모습도 적지 않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품의 변화 과정과 함께 작가
안수길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것은 ‘북향정신’이었다. 장편 북향보를 통해 본
격적으로 서사화 된 ‘북향정신’의 지향점은 복잡한 만주 공간에서의 이주 조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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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 ‘북향정신’은 우선 조선인의 정착을 우선으로 하는
이념이다. 따라서 그것은 만주국 국민으로서의 편입을 전제하고 시작한다. 다음
‘북향정신’이 강조하는 것은 조선인들의 공동체를 통한 자립적인 경제능력의 확
보와 교육과 계몽을 통한 인재의 양성이었다. 북향보에서 드러나는 조선인 공
동체는 동시대 여타의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조선인 공동체와는 다른 상부상조의
협동적인 공동체였으며, 학교의 건설과 유지는 민족 교육의 강조에 대한 웅변이
었다. 따라서 안수길의 ‘북향정신’은 형식상으로는 만주국의 ‘국민 되기’로서의
방편이었지만 내적으로 민족 공동체 구축과 민족 교육의 보존을 통한 자치적 성
향의 간접적인 드러냄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북향정신’의 구조는 ‘국민’과 ‘민
족’이라는 양자 사이에서의 줄다리기였으며, 나아가 균형적인 현실감각의 발현이
기도 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조선인 중심지였던 간도의 수도 용정과 만주
국의 수도 신경이라는 두 공간을 오가면서 만주국 시기를 살았던 작가 안수길의
직접적인 삶의 체험에서 오는 것이며 그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평생의 창
작 취지를 확립하게 하는 근원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만주국 시기의 만주는 국
가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확연히 드러내면서 신경이라는 정치적 중심지를 구심점
으로 하는 새로운 공간 재편의 재편을 맞이하고 있었다. 간도시절 가능성으로서
인식되었던 만주는 만주국 속으로 편입되면서 새로운 공간 질서를 확립하여 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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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조선으로의 귀환과 만주 체험의 유산
1920~30년대, 1940년대 초반이 조선인들의 해외 이주의 시기였다면 해방
직후는 이주하여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귀환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8.15 해방과 함께 해외에서 귀환한 동포는 약 300만으로 추정된다. 그중 일본에
서 약 140만, 중국 만주지역에서 약 100만 정도가 귀환한 것으로 알려진다.233)
그야말로 역사적인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남한에서 만주의 기억은 망각되었다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계기로 다시 역사화 되는 양상을 보인다.234)
해방 후의 귀환을 소설화한 작품들은 주로 귀환의 과정에 주목한 작품과 귀
환 후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작품으로 대별된다. 그 중 대부분의 작품들이 ‘귀
환 서사’로 규정되면서 해방기 귀환은 ‘민족의 발견’, ‘국가 건설’, ‘자기 정체성
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부여되었다.235) 반면에 귀환은 민족과 국가를
넘어 ‘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기제로 파악되기도 하였다.236) 한편 만
주에서의 귀환은 만주의 특이한 성격 때문에 체험의 소설화라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되었는데, 만주에서 귀환한 자들의 민족적 정체성이 식민의 망각과 피식민
의 기억을 통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에 주목한 김종욱237)의 연구는 이 논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4장에서는 이와 같은 시각의 연장선에서 해방기 만주를 재
현한 작품들이 만주의 기억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방기에 비교적 많은 작품을 발표한 대표적인 작가로 김
만선과 박영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귀환의 과정에만 집
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귀환 후의 이야기에 몰입했는데 김만선의 경우는 귀환
의 과정과 귀환 후의 정착을 모두 형상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이이다. 뿐만
233)

장석흥, 앞의 글, 10~11면.

234)

신주백, ｢만주와 해방 후의 기억｣, 만주연구2, 만주학회, 2005, 115면.

235)

정종현, 앞의 글.

236)

정재석, 앞의 글.

237)

김종욱,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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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김만선이 그의 만주 체험을 개인적인 기억으로 재현하는 데에 반해 박영
준의 경우는 동일한 만주 체험을 민족의 수난사라는 집단 기억의 형식으로 재현
하고 있어 좋은 대조를 보여준다.

1. 반성적 과거와 민족으로의 통합 불가능
1940년 1월,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홍수｣가 1등 없는 2등으로 당선되
면서 문단에 나온 김만선은 해방 후에야 그의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해방 전에는 만주국 신경의 만선일보에서 기자생활을 했으며 귀국하여 이태
준, 안회남 등과 함께 출판사 육문사(育文社)238)를 함께 경영하기도 했다. 그러
다 1949년 사상문제로 투옥되어 옥중에서 6.25를 맞았으며 서울 수복 때 인민
군과 함께 월북하여 그 후 종군작가로 활동하다가 출판기관에 근무하면서 창작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기록된다. 월북 후에는 작품집 《351고지의 젊은 용사
들》(1954)과 《홍수》(1958)를 간행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그의 행적에 대
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239) 한국에서는 1948년 동지사에서 창작집 압
록강을 간행한 것이 끝이다.
그의 많지 않은 작품들 중에서 해방 직후 만주에서의 귀환을 다룬 작품들은
작품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여타 작가들의 만주에서의 귀환을 소
재로 한 작품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며, 나아가 해방 직후 만주(신
경)에서의 혼란과 귀환의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
사적 증언으로서의 작품적 가치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을 가진다. 또한 만주체
험을 제외한 여타의 해방기 작품들도 “소시민적 지식인의 자세를 벗어나는 역사
의식의 변모 과정이 치밀하게 드러난 소설”들로 평가받는다.240) 이처럼 김만선
김만선이 안회남과 함께 경영했던 출판사는 육민사(育民社)가 아니라 육문사(育文
社)였다고 한다. 박지현은 황순원의 창작집 목넘이 마을의 개에 대한 기사에 “육
민사”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추적한 결과 김만선이 안회남과 함께 경영했던 출판
사는 육민사가 아닌 육문사였음을 확인하였다. (박지현, ｢해방기 김만선 소설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36~37면.)

238)

이상의 김만선의 행적에 대해서는 창작집 압록강(깊은샘, 1989)의 “김만선 연보”
에 의거하였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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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많지 않은 작품들을 통해 그의 작가적 역량을 충분히 인정받은 작가이다. 하
지만 월북 후 그의 이러한 작가적 역량이 발휘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다.241) 그렇지만 만주 체험을 소재로 한 작품을 살펴봄에 있어 김만선은 가히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김만선 만큼 귀환의 양상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재현한
작가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패전 후, 대부분의 만주 조선인들은 귀환을 선택했고, 해방 직후의 소
설들 역시 그 귀환의 여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던 데 반해 김만선
의 ｢이중국적｣은 귀환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보여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이중국적｣의 박노인은 대부분의 만주 조선인들이 귀환을 선택하는 상황에
서 서슴없이 만주에 남기를 선택한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그
가 만주에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아 안정적인 생활을 했고 중국어에도 능숙해
사는 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노인은 여전히 만주에
남는 길을 선택하지만 만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박노인의 아들 명환이가 귀국을
희망한다는 점은 의외이다. 즉 이민 2세의 선택은 귀환이라는 점에서 ｢이중국적
｣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민 1세대인 아버지 박노인은 중국어에 능숙한 반
면 일본어는 젬병이다. 반면에 아들 명환이는 일본어에 더 능숙한 편이다. 패전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 전해 들으면서도 박노인은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아듣지 못한다. 그가 조선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들 명환을 통
해서이다. 일본 패전의 소식을 들으면서 명환은 흥분한다. 그것은 벌써부터 조선
으로 돌아갈 생각에 가슴이 뛰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 박노인은 전혀 돌
아갈 생각이 없다.
만주 생활 삼십 여 년 간 재산도 어지간히 모았고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신용

240)

임헌영, ｢김만선의 작품세계｣, 압록강, 깊은샘, 1989, 28면.

정원채는 김만선의 문학을 ‘해방 전’, ‘해방에서 월북까지’, ‘월북 후’ 등 세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면서 그 중에서도 해방에서 월북 전까지 시기의 작품들이 가장 완성
도를 보이는 작품들로써 이 시기 그의 작품들은 작가의 이념을 그대로 생경하게 노
출시키거나 자신의 정치의식을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설복시키려 드는 방식으로 작품
을 창작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작품들이 도식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한계를 극복하였
지만 월북 후 창작한 ｢당증｣이나 ｢사냥꾼｣ 등 작품들은 이러한 작가적 역량을 발휘
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정원채, ｢김만선 문학세계의 변모 양상
연구｣, 현대소설연구30,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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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조선인이라는 위상이 서고, 무엇보다도 왜놈들이 있을 때에도 “잘 살아왔
는데” 왜놈들이 쫓겨나는 마당에 굳이 조선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주 초기, 만주 사변이 일어나기 십 수 년 전, 만주에 대한 야망을 점점 노골적
으로 드러내던 일본과 그것을 막으려는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인은 처신하기
에 곤란했다. 아예 일인들의 앞잡이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국정부의 소청대
로 귀화하든가, 이 두 가지 선택 앞에서 박노인은 서슴없이 귀화를 선택했다. 조
선서 생활에 쪼들려 만주로 건너온 바에야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좇는
편이 현명할 것 같아서였다. 그러다 만주국이 설립되고 나서부터 조선인은 만주
국의 선계(鮮系)로 편입된다. 따라서 박노인의 아들 명환은 일본어에 능숙한 조
선인으로 자란다. 박노인은 이러한 조건, 자신의 능숙한 중국어와 아들의 능숙한
일본어를 이용하여 토지 매매 중개인으로서 적지 않은 부를 쌓아올렸다. 그런데
만주국을 등에 업고 만주에 버티고 있던 일본이 하루아침에 패전국으로 전락하
면서 정세는 다시 한 번 뒤바뀐다. 이때 박노인은 궤 속 깊이 넣어두었던 민적
을 다시 꺼내어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제야 이것을 이용할 기회가 왔다고 생
각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박노인은 바로 그 민적 때문에 중국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만다.
박노인이 중국 군인들에게 끌려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조선인’과 관련되
어 있다. 일본이 패전하기 전, 장춘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이 소문을 듣고 일부 조선인들은 이미 피난하고 없었다. 그런
데 그중에 박노인에게서 돈 2만원을 빌려간 김모라는 사람이 그 돈을 갚지 않은
채 피난을 가고 만 것이다. 박노인은 일본이 패전하여 세상이 뒤바뀐다는데도
오직 그 받아야 할 돈에만 신경이 쏠려 있다. 아들 명환이 조선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도, “허허, 고놈을 붙들어야겠는데……”라고 하면서 온 정신이 돈을 빌려간
김모에게로 향해 있다. 해방이 되었다는 역사적인 대사건은 기억 밖의 사실이었
다. 해방이 되자 중국인들은 대폭동을 일으켜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타하고 그들
의 가옥을 불살랐다. 그 와중에도 박노인은 김모의 세간을 하나하나 왕서방의
집으로 져 나른다. 박노인이 가져온 옷궤에서 조선 한복이 나오는 바람에, 그것
이 화근이 되어 박노인은 중국 군인들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끌려
가는 와중에도 박노인은 자신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서술자와 박노인의 객관적인 서술적 거리에 의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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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증폭된다.
아들 명환은 캉(炕) 한편 구석으로 물러앉아 생각에 잠겼다. 일본
이 패망했다는 건 일인들이 조선서도 물러간다는 뜻이었으니 벌서부
터 그는 조선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가슴이 뛰었다. 만주 땅에서
출생한 후 고국의 땅을 밟기는 백부댁에 큰일이 있을 때만 며칠씩 다
녀왔으니까 불과 몇 차례 안되는 것이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선안에서 살아 보고 싶은 욕망은 간절했었던 터였다. 명환은 물끄
러미 전에는 반주를 한 대야 그저 곱뿌로 한 곱뿌 이상 절대로 입에
대지 않던 그의 아버지가 오늘은 반주도 아닌 술을 세 곱뿌나 마시는
것을 보고서는 그의 아버지 역시 그의 생각과 마찬가지려니만 싶어
｢아버님 그럼 우리두 조선으로 들어가 살어보시죠.｣
하며 명환은 아버지의 기색을 살폈다.
｢조선으로 들어가 살자…… 음 그것두 좋기는 허지만 뭘 가지구 산
단 말이냐! 몇십 년 이렇게 떠돌아다녔으니 고향이라구 가서 비벼댈
언덕거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니…… 난 아직 돌아갈 생각까지는 못하
겠다. 아무데서나 잘 살면 고만이지 여태까지두 살어왔을라구…… 그
러데 여기서두 이제부턴 왜놈들 성활 받지 않구 살게 되질 않었느냐
-｣
｢지금 집에 있는 돈만 가지면 조선 가서두 친척들에게 기대질 않구
살 수 있을 텐데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아-니 안된다. 또 설사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두 이제부
터 태평하게 지낼 수 있을걸 뭘……걱정 말아, 내 다 처리할 테니-｣
이렇게 자신있는 말로 아들을 위로해 주며 박노인은 술상을 물리고
일어섰다.
｢허허, 참 고놈을 붙들어야겠는데……｣242)

아들 명환이 조선으로 들어가 살자고 했을 때 박노인은 무엇을 가지고 들어
가 사느냐고 반문하지만 그가 조선으로 돌아가기를 탐탁지 않아 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그는 이삼십만원에 상당하는 동산, 부동산을 소유하
고 있는 재력가였으며, 중국인들에게도 상당한 신용을 쌓고 있었다. 그가 조선으
242)

김만선, ｢이중국적｣, 압록강, 깊은샘, 1989, 110~111면.

- 141 -

로의 귀환을 거부하는 것은 그의 고향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몇 십 년을
떠돌아다니는 동안 고향은 이미 잊혀 간 존재였다. 조국이 해방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해방 후 귀국을 선택하는 과정
에서 김만선의 소설은 여타의 소설들과 큰 차이를 드러낸다. 다른 작품들이 무
조건적인 거의 맹목적인 귀환을 감행하는 가운데 김만선은 만주에 남기를 선택
한 것이다.
이는 맹목적인 귀환의 과정을 소설화한 ｢혈거부족｣이나 ｢소년은 자란다｣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혈거부족｣의 순녀 남편은 중국인들과 싸움을 하다 어혈이
진 것이 낳아지지 않아 시름시름 앓던 중 해방을 맞는다. 죽어도 고향에 돌아가
죽기를 원하는 남편 때문에 순녀는 앓는 남편을 데리고 귀향길에 오른다. 채만
식의 ｢소년은 자란다｣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주 대이수구 조선인 집단 이민 부
락에서 살던 오윤서 일가는 해방과 함께 귀환 길에 오른다. 하지만 기차를 타러
가던 영호 어머니는 잊고 온 밥상을 가지러 갔다가 중국인들에게 겁탈을 당하여
죽고, 아버지와는 대전역에서 생이별을 한다. 이렇게 온전하던 가족이 귀환의 과
정에서 흩어지고 두 오누이는 고아의 신세가 된다. 그들은 고향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귀향길에 오르지만 그들의 귀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고향
은 이미 부재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귀환은 미완으로 중도반단 되고 만
다. ｢혈거부족｣에서 충청북도가 고향인 순녀의 남편은 고향을 얼마 남겨두지 않
은 서울에 와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만다. ｢소년은 자란다｣의 오윤서 가족 역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가족이 흩어지고 만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이 서울의 또 다른 부유계층으로 탄생하는
것이었다. 순녀는 남편을 잃은 채 차비 한 푼 남지 않은 빈털터리가 되어 서울
역에서 담배 장사로 연명을 한다. 집이라는 것은 삼청동 방공호 굴속이다. 그에
게 있어서 귀환은 단지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소년은
자란다｣의 두 오누이 역시 이리 역에서 돌아올 가망이 없는 아버지를 기다리면
서 소년 가장으로 살아간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이들 가족의 귀환은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만주에서 함께 살던 오선생이라는 인물의 설득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방이 되었다고 무조건 귀환길에 오른
이들은 결국 고향에 닿지 못한 채 서울에서 중도반단 멈추고 만다. 그들의 귀환
이 결국 미완의 귀향으로 남은 것은 그들에게는 결국 돌아갈 고향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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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고향은 상상의 고향이었고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고향일
뿐이었다. 그들에 비해 박노인은 훨씬 현실적이고 명석했다. 고향이란 단지 그리
움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중국적｣은 김
동리의 ｢혈겨부족｣이나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보다 우수하다고 해야 할 것이
다. 한편 안수길의 경우는 독특한 고향의식을 드러낸다. 그것은 ‘만주 노스탤지
어’243)로 드러나는데, 그는 남한으로 월남한 사람들을 이주자라고 칭하는 한편
자신과 같이 만주에서 살다가 다시 남한으로 월남한 사람들은 ‘이중의 이주자’라
고 칭하면서 ‘익숙한 만주’와 ‘낯선 조국’이라는 역설을 드러낸다. 그에게 있어서
만주는 고향이었던 것이다.
또한 귀환의 과정에서 귀환 여부는 각자 나름의 선택에 맡겨지지만 귀환의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우선적인 요건은 민족적 동질성에 의거하고 있음이 드러
난다. 조선으로 귀환하려면 우선은 조선인이어야 하고 중국에 남으려면 중국인
어야 한다. 하지만 조선인이냐 중국인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법적인 증명
서도 아니고 개인적인 정체성도 아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민족적인 동질
성이다. 뿐만 아니라 이 동질성을 판단하는 시선은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시선이
다. 즉 귀환의 과정에 있어서 민족은 스스로 부여하는 어떤 주체의 정체성이 아
니라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 그룹, 그 외부적인 시선에 의해 판정되고
있다. 피식민 경험을 한 국가에서 민족적인 통일성을 만들어 나갈 때 혈통 외에
도 인종, 또는 종교적 배타성 등에 근거한 특정 기준244)을 활용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그것이 혈통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준은 어떤 사람들에게
는 권력을 부여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권력에서 제외되고 이등국민으로 전락하
게 한다. 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마쓰노/조준식이 조
선인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염상섭의 ｢해방의 아들｣은 이
를 잘 보여준다. 때문에 비록 ‘중국인 되기’에 성공하였지만 박노인은 중국인 피
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민족으로의 통합에 실패하고, 또 조준식은
‘조선인 되기’ 과정에 끊임없는 정체성의 흔들림을 겪지만 그는 엄연한 조선인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민족이라는 공동체에 의해 수용된다. 귀환은 이렇
게 민족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243)

한수영, ｢만주, 혹은 체험과 기억의 균열｣, 앞의 책, 173~178면.

244)

존 맥클라우드, 탈식민주의 길잡이, 박종성 외 편역, 한울아카데미, 2003,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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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선의 작품은 이러한 귀환의 과정을 소설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환한
후의 상황이 더 문제적임을 잘 드러낸다. 귀환이 완료되었을 때 귀환자들은 다
시 조선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여야 했다. 그것은 우선 만주에서의 기억을
지우는 행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지만 그것은 지워질 수 없는 기억이었다. 대
신에 의도적인 망각을 통한 단절을 통해 조선으로 편입된다. 그 과정을 가장 잘
보여는 인물로 김만선의 ｢한글강습회｣의 원식을 들 수 있다. ‘한글강습회’에 실
패한 원식은 결국 장춘장(長春莊)에서 삼 개 월여를 더 기다려 날씨가 추워져서
야 귀국 길에 오른다. 사정이야 어찌되었던 이런저런 소문과 풍문을 뒤로 한 채
날씨가 추워지니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피난민과 함께 기차를 타고 압
록강을 건너면서 원식은 만주에서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다음
과 같이 피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민들의 가슴을 울렁거렸다. 기차가 움직이기
만 하면 그만치 조선땅이 가까워지니까-. 압록강을 건넜을 때에는 무
슨 목적이었던간 이제는 그 강 다시 건너가야 할 처지니까 잠시라
도 쉬지 말고 기차는 달려 주기만 하면 된다.
만주서 살지 말란 사람은 없었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도 이젠 독립했죠. 우리 나라하군 옛날부터 형제국이었으니까
앞으로도 형제같이 지냅시다.｣
했고
｢만주의 벼농살 위해서도 조선 사람은 만주서 살아야 한다｣
고 어떤 소련 장교가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선사람들
은 만주서 그대로 살아나갈 자신을 잃었고 생활이 불안해만갔다. 이
러한 현상은 도시에서보다도 법이 멀고 집단생활이 아닌 농촌에서 더
심한 까닭으로 만주땅과 몇십 년씩 씨름을 했던 농사꾼들이 대부분
피난민 열차에 몸을 실어 압록강을 다시금 건넜고 앞으로도 수없이
건널 것이다.245)

원식의 말처럼 만주에서 살지 말란 사람은 없었다. 중국인들은 오히려 호의
를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만주에서 그대로 살아갈 자신을 잃었고
245)

김만선, ｢압록강｣, 146~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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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은 불안해가기만 했다. 이 불안의 근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중국
적｣에서 실감나게 드러난 바 있다. 중국인들의 집단적 히스테리는 일본인을 향
한 것이었지만 그 일본인 속에는 조선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불안
을 조장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조선인을 일본인과 함께 가해자로서 인식하
는 것은 중국인들만이 아니었다. 염상섭의 ｢혼란｣은 만주 땅에서 떠나가야 할
대상으로서의 조선인이 일본인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혹은 일본인과 동일한 입
장임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낸다.246) 이러한 불안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인들에 의
해 조장되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내적으로는 지식인의 자의식의 표현이기도 하
다. 이러한 불안은 귀국자에게서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거나 우울 증상으로 전이
된다.
귀국 길에 오른 원식은 조선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러다가도
달리던 기차가 서면 기차 안은 조용해졌고 귀국자들에게는 불안이 밀려왔다. 하
지만 다시 기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차 안은 또 다시 시끄러워지기 시작한다. 이
러한 불안과 안심을 반복적으로 오가며 그들은 점점 조선과 가까워져갔다. 이렇
게 안동까지 하룻밤이면 당도하던 기차가 온 사흘을 걸려 겨우 궁원역에 도착하
고 궁원역에서도 온 하루 낮을 지체하고 조그마한 유가하란 역에서 열 시간을
지체하고서야 기차는 떠났으며 안동역에 도착해서도 하룻밤을 차속에서 허비하
고 이튿날에야 단체는 해산하게 된다. 기차로 철교를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피
난민들은 나룻배로 건너야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젠 다 왔다고 남들은 수
용소로 여관으로 찾아갈 때 원식은 강가에서 뱃사공을 찾았다. “저 강만 건너면
만주반점 앞 넓은 마당을 중심으로 벌써 사흘 낮 사흘 밤을 두고 뚱땅거리고 빼빼
거리는 <꺄오쟈오>-(高脚踊=滿洲人의 춤)는 오늘도 훤하면서부터 또 질번질번히
벌어졌다. 승전 축하의 거리의 잔치다. 팔월 십 오일 저녁부터 시작된 이 탈춤은 언
제나 그칠 줄 모른다. 신구시가(新舊市街)의 교차점이 이 거리에서 남편인 신시가에
사는 이민족(異民族)의 불안과 공포에 싸인 눈에는 얼마나 부럽게 보이고 아직도 무
더운 한 밤을 시달리고 난 고달픈 새벽잠이 몇 번이나 그 피리 소리와 갈채 소리에
소스라쳐 깼었던지 모른다.(강조-인용자)(염상섭, ｢混亂｣, 염상섭전집10: 중기단편
, 민음사, 1987, 152면.) 여기서 이민족이란 일본인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일본인 속에는 신시가지에 일본인과 함께 살고 있었던 조선인들, 염상섭 자신도 포
함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염상섭이 굳이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이민족”이라고 통칭한 것은 일본인과 조선인이 동일한
입장임을, 그리고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나 불안하기는 매일반임을 무의식적으로 드러
낸 지점이기도 하다.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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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의 땅을 밟기만 하면 모든 걱정 시름이 단숨에 날아갈 성 싶”(154)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 원식은 서둘러 압록강을 건넜고 “조선 땅에 첫발을 내디
딘 원식의 속은 편안했다.”(154) 그리고 그 맛없는 북선 막걸리지만 보기만하면
마셨고 배갈도 마셨다. 하지만 신의주에서 맛본 배갈에는 정이 떨어졌고, 진한
배갈 반 되쯤은 먹는 그였으나 갑자기 구역이 나서 차라리 막걸리를 찾을 정도
였다. 원식의 이러한 경계의식은 만주의 체험 또는 만주의 기억을 칼로 베어내
듯이 싹둑 잘라버리고 싶은 미묘한 심리의 표현이기도 하다. 만주는 만주대로
압록강을 건넘과 동시에 깨끗이 씻어버리고 싶은 기억이었다. 하지만 만주의 체
취, 만주의 기억, 만주의 체험은 그에게서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귀국
후의 원식은 깊은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
조선으로 돌아온 ｢귀국자｣의 혁은 아내의 좋은 수완 덕분에 일본인이 살던
집 한 채를 얻게 된다. 하지만 만주 시절부터 일본식 생활에 젖어있었고 또 그
런 생활에 더 익숙한 아내인지라 그녀는 왜색을 벗겨 내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선호했다. 만주 시절 아내는 도모노가이(友之會)란 귀족적인 부인회를 조직해서
이민족과의 친선을 부르짖었고, 그의 능숙한 일본어 실력을 발휘하여 만주국 고
관 부인들의 환심을 사 남편이 직장을 관청으로 옮기는데 일조하고 그렇게 소원
해마지 않던 관사촌으로 이사를 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아내이기에 일본식 살림
에 더 재미를 붙였고 귀국 뒤 일본인들이 살던 집에 살면서 전혀 불편해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왜색을 살리는 취미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귀국 후
에는 애국부인회에 참가해 조선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나선다. 이런 아내를 보면
서 혁은 놀라는 하편 증오의 마음이 생기기까지 한다. 집에는 온통 왜색 일색이
고 딸 경희는 또 일본어 때문에 학교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왜정 때 학생들
이 조선어를 쓰면 벌금에 처하던 것처럼, 아이들 사이에 자발적인 일본어구축
운동이 일어나 저희들끼리 일본어를 쓰지 말자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어기는 아
이에게는 똑같이 벌금을 물리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경희만이 곤란하게된
것이다. 만주 시절 그의 가족은 관사촌에 살면서 온 가족이 일본어만 사용했고
심지어 “우리는 조선사람이요”하는 의식까지 죽였으니 언어며 생활이며 일본식
에 젖어 자란 경희가 조선 사람은 더럽다고 생각하고, 조선말을 하는 것에 대해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으니 더 말이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살다가 귀국한 혁
의 일가족이 각자 새로운 조선에 적응해가는 이야기가 ｢귀국자｣의 줄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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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만주 시절이나 해방 후 조선에서나 양쪽 모두 훌륭히 적응해 나간다. 딸
경희는 우선 언어 문제로 학교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혁은 상상했던 조
국과 현실의 괴리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만주 체험이 긍지가 되기는커녕 숨기
고 싶은 과거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자괴감에 시달리면서 우울해
진다.
조선 안이라고 인재가 없을 건 아닌데 만주에 있던 지식인들 혹은
협화회나 만주국 관리로 앉아 있는 게 무슨 정치운동에나 참가한 것
처럼 믿고 정치가연 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선은 땅이 좁으니까
그리고 정치운동을 할 수가 없었으니 정치적 수완을 가진 인재가 있
을 수 없다는 그런 망령된 인식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혁 자신도 그렇
기 때문에 돌아만 오면 무슨 자리든 높직한 의자를 차지하게 되리라
믿었었다. 그러나 정작 서울에 발을 붙여본 그는 고국의 독립은 즉시
로 실현되는 게 아닌 데다 만주서 왔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는 처세하
기에 곤란한 것을 알았다. 그것은 만주서 살았었다면 아편을 팔았었
든지 계집장사였겠지 하는 항용 국내 동포들이 갖는 이것 또한 잘못
된 선입관이 걸친 데다 몇몇 만주서도 선배라기보다는 사기꾼으로 지
목받던 자들이 서울에 나타나 새로 조직되는 정당에 그것도 중요한
자리에 안자보려다 전신이 폭로되어 일조에 매장을 당하고 만 넌센스
사건도 얽혀 더욱 큰일에는 참례하기가 힘들 것 같이 혁은 느꼈
다.247)

귀국하면서 혁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재가
없는 조선에서는 만주 체험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그는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조선에는 인재가 없다는 것, 만
주국의 협화회나 만주국 관리로서의 경력이 정치운동에 맞먹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주 체험은 정치적인 편력이며 그러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기회로 인식되었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혁
의 예상은 빗나갔고, 만주 체험이 오히려 해방 조국에서는 처세하기 곤란한 과
거였던 것이다. 드디어 혁은 지난 과거의 만주 생활은 “한 조각도 자랑거리가
247)

김만선, ｢귀국자｣, 168~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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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같다)”이라는 자각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인식을 확고히 하게 하는 존재
가 장덕수였다. 만주 시절, 조선인에게 배급되던 곡식의 삼분의 일만이 쌀이고
나머지는 모두 좁쌀이었기 때문에 작은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이 사태에 당면해
장덕수는 당시 신문사 정리부장직에 있던 혁을 설득하여 쌀 배급 문제를 기회로
반일을 꾀하는 지하운동을 펼치자고 했다. 하지만 끝내 혁은 거기에 응하지 않
았다. 해방 후 민전에서 맹활동중인 장덕수를 보면서 혁은 자신의 “못났었음”을
다시 되새긴다. 동시에 그는 만주생활 십년 동안 줏대 없이 살았던 자신을 뉘우
치고 해방의 덕택을 보려는 기분으로 높직한 자리만을 연상하며 귀국하려던 자
신을 몹시 부끄러워한다. 하여 그가 선택한 것은 ××전문의 영어교수 자리였다.
하지만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도 별 열정을 가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다. 그와 동시에 그는 드디어 자각하는 것이다.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 우선 “진
정한 의미의 조선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는 학교 선생님 노릇에도 이내 싫증이 나고 말았다. 직업으로선 점
잖다고 그러니까 해방의 덕택을 보려는 기분으로 높직한 자리만을 연
상하며 귀국했던 양심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알맞은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했더니만 가르친다는 데 별 정열을 못 가진 그는 그렇
기 때문에
<부끄러운 짓이다!……>
하고 학교로 향하는 도중에나 교단에서 강의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속
으로 뇌까리었었다. 남을 가리칠 실력이 있다 해도우선 먼저 그는 진
정한 의미의 조선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무한히
바쁘고 피가 끓어야 할 순간에 가르친다는 것에 까지 정열을 못 내니
<넌 사람이 아니다. 조선 사람이 아니다! 어디로든지 가 버려라!>
그는 이따금씩 만주로나 어디로나 좌우간 멀리 도망할 일을 꿈꾸기도
했다.248)

이러한 감정은 부끄러움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런 부끄러움을 모면하기 위하
여 그는 어디든지 떠나고 싶어 한다. 그곳이 만주여도 상관은 없다. 이러한 부끄
러운 인식은 그로 하여금 해방이 되어 한 번도 “만세”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 만
248)

김만선, ｢귀국자｣, 170~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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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부를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를 용기가 나지 않아서였던 것이다. 혁은
이런 자신에게 화가 나 있었고, 자신을 향해 노염을 폭발시키고 싶었지만 그 노
염마저 터뜨려지지 않았다. 그러한 우울 속에서 혁은 조선을 떠나야 한다고 결
론짓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군중들 틈에서 빠져나간다. 이러한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 때문에 결국 혁은 해방된 조국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가 친구
김인수를 보면서 움찔 놀라고 그와 함께, 그를 따라 만세를 외치지 못했던 기억
을 떠올리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것은 이런 연유에서였다.
여기서 혁과 그의 아내는 좋은 대조를 보여준다. 혁은 해방된 정국을 보면서
끊임없이 만주 시절, 만주의 기억을 떠올리지만 그의 아내는 만주에서나 조선에
서나 동일한 행동양식을 선보인다. 마치 만주에서 살았던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혁의 아내의 그런 행위는 만주 기억의 의도적인 망각인 것이
다. 이런 방식을 통해 그는 만주와의 단절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지만 혁은 그렇
게 하지 못한다. 혁의 아내에게 있어서 만주와 조선은 어쩌면 별 차이가 없었을
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혁에게서 만주는 여전히 현실을 관조하는 참조점으로 유
효하기 때문이다. 혁에게서 만주의 과거는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것은 현실적인 부적응을 나았고 그로 하여금 깊은 우울 증세를 드러내게 한다.
민족으로 통합되는 귀환의 과정에서 김만선은 만주 체험을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환원시켜 그것을 개인의 윤리의식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만주 체험
에 대해 부끄러운 의식을 드러내면서 반성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박영준의 경우는 만주 체험을 핍박의 경험으로 역사화 된다. 나아가 그것은 개
인적인 문제가 아닌 공적인 기억, 즉 민족의 수난사로 재현된다.

2. 기억의 은폐와 민족 수난사를 통한 과거의 복원
1934년 단편 ｢모범경작생｣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장편 일년
이 신동아의 현상소설 모집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온 박영준의 작가 이력 중
주목할 부분은 그의 만주 체험이다. 1934년 무렵의 첫 만주행을 시작으로 하여
1938년 만주 반석현 교하에 정착하여 해방 후 귀국하기까지 무려 8년여라는 꽤
긴 기간을 그는 만주에서 보냈다.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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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시절 박영준은 안수길, 강경애, 현경준 등과 함께 재만 조선인을 대표하
는 작가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재만조선인작품집 싹트는 대지에 ｢밀림의 여
인을, 만선일보에 장편 쌍영(1939.12.1.~1940.8.) 을 연재하는 등 일련의
창작 활동과 함께 ｢교유부인｣(1936), ｢중독자｣(1938), ｢무화지｣(1941) 등의 작
품을 남겼다. 하지만 ｢밀림의 여인｣이 드러낸 친일적인 색채 때문에 그의 해방
전 작품에 대한 논의는 ｢밀림의 여인｣에 편중되어 있는 양상이며 기타의 작품들
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교유부인｣은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인이 남편을 따라 들어온 만주에서 ‘교
유부인’으로 변화해가는 이야기이다. 엄격한 시부모님 밑에서 적지 않은 식구들
을 거느리고 전문학교 다니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불평불만 없이 살림만 해오던 그는 남편을 따라서 만주로 들어오면서 교유의 세
계를 알아가고 점차 변해가기 시작한다. 핸드백을 들고 속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기 시작하더니, 남편이 대우해주지 않으면 섭섭해 할 줄도 알게 되었다. 그러
던 차 남편의 친구가 같은 학교로 오게 되고, 그는 그 친구의 부인 숙자에게 ‘교
유부인’으로서의 선배 행세를 한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숙명을 나
왔노라 거짓말을 한다. 결국에는 그 거짓말이 탄로가 나서 두 집 관계가 버그러
지고 그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숙자에 대해서는 원망만 쌓아간다. 사
실 그녀의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소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자신의 학벌에
대한 열등감과 함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데에서 오는 좌절감, 배운 사람
부부들처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나들이를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었다.
한편 ｢무화지｣는 어느 한 지방유지의 이야기이다. 재춘이라는 사람은 학교장,
학회 회장, 協和會分會副分會長 등 여러 직을 겸임하고 있는 인물이다. 조강지처
박영준의 공식적인 만주행은 1938년으로 기록되나 표언복에 따르면 그 이전에 이
미 두 차례의 만주행(1934년, 1935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언복, ｢역사적
폭력과 식민지 지식인의 주체분열｣, 어문학104, 한국어문학회, 2009.6.) 연보 상
(｢박영준의 간도에서의 문학활동 연보｣, 박영준, 보고사, 547~548면.)으로 박영준
은 만주에서 용정의 동흥중학교, 반석 등지에서 교직에 종사한 것으로 기록되나
1940년 1월 23일 ｢만선일보에 실린 박영준의 ｢작가의 배출과 독자의 향상을 긴급
동의(動議)｣라는 평문의 저자 소개에 따르면 “박영준-소설가, 협화회 반석현 본부
근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반석에서 박영준은 교직에 종사하
다가 협화회로 옮긴 듯하다.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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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선에 있고 맨몸으로 만주에 들어와 기생출신 여자를 얻어 가정을 이루었는
데 다행히 그 여자가 수완이 좋아 재산을 제법 모아 살만하게 되었지만 결국 부
부 사이가 벌어지면서 부인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부인이 죽고 나서 보름 만
에 재춘은 신경쇠약 요양 차 조선으로 들어가는데, 한 달 뒤 그는 부부라기보다
는 부녀지간이라면 나을 성 싶은 어린 여자를 아내라고 데리고 다시 나타난다.
그러면서 그는 “조강지처만 데리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만주에 와서 마
음대로 못 살면 어데서 이런 생활을 한담!”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
다. 또 다른 작품 ｢중독자｣는 김상현이란 인물이 아내를 잃고 낡은 코닥 사진기
를 메고 만주의 하얼빈, 북안진, 해륜, 흑목사진관 등으로 유랑을 하다가 결국에
는 아편중독자로 전락하고 마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박영준의 해방 전 만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없는 허례허식에 물들게 하고 인격과 윤리가 부재하며 아편
중독자로 전락하는 타락과 절망, 불모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만주는 기본적인 인
간의 가치 기준이 무시되는 유맹의 공간이었으며, 그곳에 민족이란 존재하지 않
았고 건강한 생활도 존재할 수 없었다. 사람들 사이는 열등감과 자격지심, 치정
으로 얽혀지며 상처의 치유보다는 병적인 심리를 조장하는 공간으로 표상된다.
바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박영준의 해방 전 만주 관련 소설은 “만주의 현실을
적실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작가의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250)다고 평
가되거나 “만주에 대한 의도적인 회피 내지는 외면”251)이라고 비판 받았다. 그
의 이런 작품들이 강경애나 현경준, 안수길의 작품들과 많은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박영준의 해방 전 작품들은 또 다른 만주 공간을 재현하
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해방 전의 만주가 정치적인 공간만은 아니었다
는 것을 방증하는 한 측면이기도 하다. 사실 박영준의 해방 전 소설들은 인간이
자신이 익숙한 공동체를 떠나 낯선 환경에 당면했을 때의 심리적인 변화와 이탈
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들인 것이다.
그러나 해방 후가 되면 박영준의 소설에서 만주는 해방 전과는 대조되는 공
간으로 복원된다. ｢과정｣은 해방 전 합작사에서 있었던 과거의 사실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서술되는 소설이다. 일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작지 않은 규모의 합
250)

표언복, 앞의 글, 191면.

서영인, ｢박영준 문학과 만주｣, 한국근대문학연구24, 한국근대문학회, 2011.10,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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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에는 삼사십 명의 조선인 직원들이 있었다. 그중 인주는 서무주임이고, 경숙
은 타이피스트이다. 소설은 합작사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
방 전 만주의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 어떤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굴욕 속에 살
았는가를 고발한다. 특히 소설의 첫 부분은 인상적이다.
“경숙이! 왜 그래?”
사무실 안이었으나 인주(仁周)는 증자(澄子)를 조선 이름으로 불렀
다.
조선서 일본 이름으로 고치고 만주에 들어온 사람은 더욱이 그랬다.
웅차랑(雄次郞)이가 된 인주의 이름과 증자(澄子)가 된 경숙이의
이름을 아는 이는 아마 그들이 근무하는 합작사(合作社) 직원들 가운
데서도 그들 단 둘뿐이었을 게다.252) (강조-인용자)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만주의 조선인들은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
다. 이는 당시 만주로 들어가는 조선인들이 대부분 창씨개명을 하고 갔던 풍토
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만주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는 상대방의 조선
이름을 아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인주와 경숙은 창씨개명한 이
름을 쓰지 않고 직접 서로 조선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것도 사무실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그렇게 했다. 이런 그들은 서류상으로는 “진정한 일본인”이었지만
합작사 내에서 인주와 경숙은 ‘선계 웅차랑’, ‘선계 증자’로 존재하며 배급을 포
함한 모든 것에서 ‘선계’의 기준에 따라 대우 받았다. 일본식 이름을 쓴다고 하
여 그들이 일본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식민지 말기 만주 공
간에서 조선인의 존재 방식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식 창씨개명에 대한
인주의 비공식적인 거부 태도의 단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소설 속에서 웅차랑과 인주는 일인이역을 맡아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면서 만
주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때로는 웅차랑이었다가 때로는 인주였다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에서는 웅차랑이라는 일본인 행세를 하고 내적으로는 인
주라는 조선인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조선인으로서의 차별대
우를 받았다. 합작사의 이사장이란 사람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자기 마음

252)

박영준, ｢과정｣, 모범경작생;만우 박영준전집1, 동연, 2002, 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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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민족을 능멸하는 욕지거리를 일삼고 때로는 직원을 때리
기까지 하는 무분별한 사람이었다. 그래도 반항할 수 없는 것이, 만약 반항하는
날이면 만주의 법률은 반항하는 사람을 사상 불량으로 취체 하기 때문이다. 월
급은 일본인보다 훨씬 적고 인격적인 모욕을 일상적으로 감수해야 하고 배급은
거의 타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사장의 히스테리를 매일 감수해야 한다.
한번은 경숙이 근로봉사의 시간에 조금 늦었다고 하여 “너 같은 것도 시집갈
생각을 하구 있니? 데려갈 바보가 있을 듯하니?”라고 하면서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주에게는 손찌검까지 한 일이 있다. 사연인즉슨, 일본인
직원이 징집되어 나갈 때에는 장행회 자리를 만들어 밤새워 축하하며 돈을 똑같
이 분담하게 하다가도 조선인이 징집되어 나갈 때에는 아는 척을 하지 않아 인
주가 솔선수범하여 조선인들만 모여 장행회를 하였는데 그것이 이사장의 귀에
들어가 인주가 따귀를 맞았던 것이다. 인주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조선 농민들을 고무 격려하였다.
“유황도를 아주 뺏겼고 여송도에서 참멸을 당했고 또 충숭도에서
땀을 빼는 모양 같습디다. 이길지 질지야 확언할 수 없으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할 겝니다. 이긴다면 그놈들이 우리를 더 깔
볼 게고 진다면 그놈들은 망하구 말 테니 우리는 어쨌든 생각을 가다
듬어 우리끼리의 희생자가 없도록 단속해 둘 필요가 있을 겝니다.”
…(중략)…
“그게 되려 좋은 일이라구 생각합니다. 만약 그놈들이 우리에게 배
급도 많이 주고 대우두 잘 해 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피가 없어질지두
모르니깐요. 우리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253)(강조-인용자)

이는 제초공작원으로 시골로 파견되었을 때에 인주가 조선 농민들에게 한 말
이다. 그는 농민들에게 자세한 전시 상황을 전달하면서 두 가지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한다. 일본이 이길지 질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두 가지 경우에 대비한 준
비를 똑같이 해야 할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동시에 핵심은 희생자가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조선 농민들이 일본의 차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오히
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인다. “우리의 피가 없어질지도 모
253)

박영준, ｢과정｣, 3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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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니깐요”라는 말은 우리 민족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이처럼 인주는
일본인 앞에서는 웅차랑으로 행세하지만 조선 농민들 앞에서는 솔직한 조선인
인주로 돌아간다. 이런 인주가 작품 중에서는 한 때 러시아 소설 ｢붉은 사랑｣을
애독하면서 “빨간 사상”을 가졌던 인물임이 밝혀진다. 지난 한 때는 그랬지만 만
주에서의 그의 삶은 웅차랑과 인주라는 일인이역을 도맡아 하면서 이중적인 삶
을 살아간다. 경숙은 이런 삶을 견딜 수 없어 아이가 둘이나 딸린 후취로 들어
가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인주는 일본인에게 따귀를 맞아가면서도 버텨
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살길 찾아 만주로 들어와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직업을
구하지 못해 일본인 합작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리고 이
런 이중적인 삶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과정｣이 만주국 시기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문제시하고 있었다면
｢고향 없는 사람들｣은 조선농민이 오뉴월에 농토에서 맨몸으로 쫓겨나는 황당한
상황을 펼쳐 보인다. 식민지 시기 수많은 조선인들이 만주로 이주하였고 절대대
부분의 조선인들이 만주의 미간지를 수전으로 개간한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그 수전 개척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작품상으로도
기록이 별로 없었다. 다만 조선농민들의 가장 큰 재주요 또 가장 확실한 삶의
방식이 논 농사였다는 것만은 확실하였다. 이러한 피상적인 인식과는 달리 ｢고
향 없는 사람들｣은 그 개척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황보영감의 만주에
서의 경력을 주선으로 전개되는 서사는 조선농민들의 만주 지역에서의 이동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그 이동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적이라
는 것은 놀랍지 않을 수 없다.
｢고향 없는 사람들｣에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이삿짐을 싸느라 정신없는 광경
이 소설의 서두를 장식한다. 가을걷이가 끝난 계절도 아니고 겨울이가고 봄이
오는 계절도 아닌 벼가 한창 자라고 있는 여름철이 가까워오는 계절이다. 이렇
게 급히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마을이 곧 수몰되기 직전이기 때문이었
다. 이미 물은 마을 입구의 양조장까지 밀려들고 있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황
보 영감은 짐을 지고 먼저 다녀오기로 한 딸 부부가 돌아오지 않아 마음을 졸이
고 있다. 딸 생각을 하면서 황보 영감은 십년 전을 떠올린다. 그때에도 황보 영
감은 훌륭하게 개간을 마친 땅을 일본 이민단에게 뺏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시세로 “한쌍직이”에 백오십 원은 하는 땅을 이전 비 이십 원씩을 받으면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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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이사할 것을 강요받았다. 버티고 떠나지 않으니 일본 이민단의 집을 짓는
데 부역을 시켰고, 부역에 나가지 않자 사상이 불량하다하여 경찰서에 가두었다.
또 황보 영감의 딸이 일본아이와 놀다가 싸웠다고 어린 아이를 이민단 사무실에
데려다 불로 지지는 등 학대란 말할 수 없었다. 황보 영감은 그때에도 딸 때문
에 하는 수 없이 그 개간지를 떠났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일본인에 대한 증오심
을 억제치 못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을 막아 바다”를 만든다는 것이다. 도무
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길가에 짐을 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황보영감 마누라는 머지않어
고기의 노리터가 되고말 자기의동리를 바라보기에 정신을 잃고 잇었
다. 만주에온지 이십여년, 그리동안 쓴물이란 쓴물은 다맛보앗것만,
홍수도아니요 해일海溢도 아닌 물 때문에 집을 띄워보내리라고야 누
가 꿈엔들 생각했으랴- 바다와같은 물결이 자기네들이 살든집으로
점점갓가히 움즉이고잇는 것이, 분명 눈에뵈였다.
｢발측한놈들-강을막어 바다를 만들어가지구 물루사람을 내쫓기까
지한담｣ 만주에드러와 십년동안 조선사람들끼리 개간한 사백쌍직이땅
을 일본 이민단에게 뺏길 때 피눈물이 나오리만큼 원통했지만 풍만
(豊滿)땀을 만들어 십년동안 파먹든땅을 다시 내쫓기게 된 것 역시
일본인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이가 갈릴만큼 일본놈이 원망스러
웠다. 뿐아니라 그들의 동리서 길림(吉林) 풍만까지 백여리가 떠나있
는데 얼마나 높은방축을 쌓기에 거기에 고인물이 이곳까지 바다를 만
들수있을까 생각하니 그놈들의 염통이 엄청나게 큰것에 놀랠뿐이었
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됏다기로니 그래 강을 바다로 만들다니...황보
마누라는 입에 이지러지는 뽕잎처럼 점점 작아져 가는 동리를 바라보
고 지나가는 사람 기침소리에 정신을 차렸다.254)

십년 전에는 일본 이민단에게 개간한 땅을 빼앗겼지만 십년 후인 오늘에는
만주의 근대화건설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길림의 풍만 댐을 건설하느라 물길을
막았는데, 흐르던 물이 지세가 낮은 곳으로 흐르다보니 황보 영감의 마을을 삼
켜버린 것이다. 물속에 잠긴 마을은 겨우 꼭지를 드러낸 버드나무가지로 하여금

254)

박영준, ｢고향 없는 사람들｣, 백민, 1947.3, 5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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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어디가 어디인지 짐작이 갔다. 하루사이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조선인
들은 앞으로의 살길이 막막하였다. 이런 와중에 그들 앞에 구세주처럼 나타난
것이 만주 개발공사에서 나온 사람이었다. 전곽기라는 농장에서 농호를 모집하
고 있으니 의향 있는 사람은 이사를 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사 비용과 생활비
까지 선대해주고 내년 봄 농사에 필요한 일체 자금과 기구까지 대여해준다는 후
한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만주 생활 이십여 년에 또다시 속아 넘어갈 황보
영감이 아니었다. 황보 영감은 ｢거기선 백만년이라두 살 수 잇나요｣라고 질문한
다. 조선 이민단을 모집하여 농지를 개간해 놓고는 농사를 지을만하면 조선인들
을 몰아내고 일본 이민단을 입식시킨다는 사실을 황보 영감은 모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곽기 농장으로 이사를 가지만 황보 영감은 남아있기를 선
택한다. 차라리 “바다가 되어 버린” 마을에서 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살지언정 더
이상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노라 결심한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도망
간 딸 부부에 대한 아쉬움이 가슴을 쓰리게 한다. 이십여 년 전 주어다 기른 딸
을 고이 키워 결혼까지 시켜놨더니 생모생부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는 난리 통에
도망을 가버린 것이다. 황보 영감은 쓰린 가슴을 쓰다듬으며 앞으로 살아갈 생
각에 눈앞이 캄캄해 났다.
｢고향 없는 사람들｣은 만주 조선인들의 비참한 삶, 수난의 역사를 증언한다.
이 소설은 조선인 이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일본 개척민의 선견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조선인들은 끊임없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새로운 황무
지를 개간했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을만하면 일본 이민단에게 농지를
빼앗기고 또다시 새로운 황무지 개간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이로도 모자라 이
번에는 만주국의 근대화 건설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다. 풍만 댐 건설의 희생자
가 된 것이다.
이처럼 해방 직후의 박영준의 만주 체험은 민족 수난의 역사로, 민족주의자
인물형의 창조로 복원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물들의 이면에는 일본에 대한 적개
심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본인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 형태로 혹은 일
본에 대한 증오심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감정은 폭언과 욕설을 통해 전달되고
표현된다. 한편 황보 영감은 만주 이주 이십 년 동안 “일본놈”들에게 당한 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린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감정은 박영준의 만
주 체류기에서도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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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三八年 渡滿하야 昨年九月 故國으로도라온 八年동안의 滿洲生活
은 나個人으로보아서 凍死의 期間이엇다.
八年동안 무엇을 햇느냐고 뭇는이가 잇다면 零이라고박게 對答할 말
이업다.
勿論 먹기를爲해 갓든길이니 그동안 그저먹고 살엇다고할가
너무나 卑屈하고 너무나 消極的인 八年間이엿다. 가장 피가 는 나
이를 無爲로보내고말엇다.
나는내靑春을 滿洲에서 기지안으려 努力해왓다. 그러나 無氣力한
나는 그것마저 喪失하고 만것갓다.
八月十五日 나는 내일엇든 靑春을도로찻고 내生活을다시 찻은듯해서
무엇보다도 깃섯다. 두 번다시돌처생각하고십지안은 滿洲의 生
活!255) (강조-인용자)

박영준에게 만주 체류 기간은 “동사의 기간”이었고, “제로”의 시기였으며, 너
무 비굴하고 소극적인 八年이었다. 그것은 두 번 다시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 않
을 정도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기도 했다. 만주 생활에 대한 이
러한 단상과 함께, 그는 “굴욕”의 역사를 하나하나 열거한다. 만주국에서 힘없는
민족들인 조선인, 중국인, 러시아인이 일본에게 당한 굴욕과 압박은 독일의 유태
인에 대한 압박보다 못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차에는 ｢服裝整調者席｣이라
는 것이 있어 삼등에도 일본인 이외에는 앉을 수 없는 특별한 좌석을 만들었다.
백계노인들은 증명이 없으면 어떠한 여행도 할 수 없었고, 조선인들은 내실없는
일본국민이라는 甘言으로 중국인들의 오해를 샀다. 개간한 농토는 일본 이민단
에 빼앗기고, 가을 공출 때는 사냥개를 앞세워 가택수색까지 당하며 벼를 빼앗
겼다. 징병제가 실시되자 조선인의 손으로 조선인의 돈으로 조선인 젊은 청년들
을 전장에 내보내야 했고, 밀수는 무조건 조선인의 짓으로 인정되었다. 여관이나
음식점은 조선인을 들여놓는 것을 꺼려했고 야만인 취급을 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조선인들은 비굴하게 盲從하며 살았다. 개간한 땅을 빼앗기는 것은
가장 분개할 일이었고 농사도 지을 줄 모르는 일본인들 손에서 피땀으로 개간한
땅이 다시 황지로 되는 것을 보는 일은 학대를 받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255)

박영준, ｢滿洲滯留八年記: 屈辱과 開墾｣, 신세대, 1946.3, 100면.

- 157 -

일본의 악행에 대한 고발은 일본에 대한 극도의 증오, 르상티망으로 이어진다.
해방기 박영준의 만주 배경 소설들은 만주를 민족 수난의 공간으로, 차별의 공
간으로 복원해내고 있다.
박영준의 만주 재현은 계속해서 ｢유전｣(1958), ｢전사시대｣(1966), ｢죽음의
장소｣(1973) 등으로 시간의 텀을 두고 이어지다가 ｢밀림의 여인｣(1974)을 개
작하기에 이른다. ｢유전｣은 만주국 시절 만주에서 농장을 경영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빈손으로 귀국한 인텔리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는 관청, 학교로 전전하
지만 결국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이신세가 된다. ｢전사시대｣는 해방 후 귀환
길에 아버지란 사람이 아이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믿지 못할 사건을 서술한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아버지를 일본어로 불렀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죽음의 장소｣에 와서야 만주국 시절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채의식을 안고 괴
로움 속에 살아가는 인물이 등장한다. ｢죽음의 장소｣의 주인공 종구는 만주국
시기 마적들에게 갇힌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봉천 일본
영사관으로 통고문을 전달한 일이 있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에는 그의 업적을
기리는 송덕비가 세워지는데 해방이 되면서 그 송덕비는 지울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죄의 증좌가 되어 버린다. 이 상황에서 그는 마을을 탈출하여 서울로 향하
고 서울역에서 “짐 운반인”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면서 그는 해방 전 민족을
위해 일했던 자신이 해방 후에는 민족의 죄인이 된 입장을 자각한다. 그러던 어
느 날 종구는 기차가 오는 것을 모르고 기차 길에 들어선 노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는다. 어쩌면 그것은 자실이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죽으면서 종구
는 “더 이상 괴롭지 않아도 되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죽음은 그에
게 있어서 만주 시절의 불명예를 씻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이어 박영준은 ｢밀림의 여인｣을 개작하여 재발표한다.
｢밀림의 여인｣은 1941년 9월 만선일보에 발표되었다가 다시 재만조선인작
품집 싹트는 대지에 수록된 작품이다. 그리고 1974년 6월 다시 개작되어 현
대문학에 발표되는데, 해방 전의 ｢밀림의 여인｣을 개작한 것이라는 사실은 밝
히지 않고 있다. 개작에서 순이의 신분은 ‘공산비’에서 ‘조선독립군’으로 바뀌고,
‘나’의 신분은 협화회 산하 흥농합작사 이사로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하지
만 개작에도 불구하고 박영준의 ｢밀림의 여인｣은 여전히 만주국의 정책에 대한
긍정과 협력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고 평가된다.256) 이러한 결과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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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것은 박영준의 ｢밀림의 여인｣의 개작 과정에 “민족의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재구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반공이데올로기 역시 함께 강화되면서 개입하고 있는
형국”257)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해방 후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만주국 시기의
‘공산비’에 대한 인식과 비슷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처럼 박영준의 만주 체험은 그의 문학의 전 과정에 걸쳐 있으면서 시기별
로 다르게 재현된다. 특히 해방기 만주는 민족 수난의 공간으로 복원되지만 이
는 해방기라는 특정한 시기의 한 과도기적 양상일 뿐 그 후의 만주 체험은 반성
적인 자세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해방 전 만주를 민족 수난의 공간 혹은 지사들의 활동 공간으로 복원시킨 것
은 박영준만이 아니다. 박계주 역시 개작을 통해 만주를 민족주의 공간으로 복
원하고 있다. 박계주의 개작 작품으로는 ｢유방｣, ｢무명지사의 최후｣, ｢지옥에 피
는 꽃｣ 등이 있다. ｢유방｣은 1943년 2월 조광에 처음으로 발표된 작품이다.
해방 후 ｢어머니｣로 개작하여 신문학2호(1946)에 발표하고, 동일한 개작품이
창작집 처녀지(박문출판사, 1948.)에 다시 ｢유방｣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된다.
개작된 동일한 작품이 1974년 문원각 판 현대한국단편문학전집에는 ｢어머니｣
라는 제목으로, 1983년 삼성출판사판 한국현대문학전집에는 ｢유방｣이라는 제
목으로 각각 수록되었다. 액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의 개작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친일분자가 민족주의자, 항일투쟁의 전사로 재탄생한 것이
다. ｢유방｣의 개작과정에서 전장에서 시력과 청각을 모두 잃은 병사가 어머니의
가슴을 통해 어머니임을 알게 된다는 설정은 동일하지만, 해방 전의 ｢유방｣에서
주인공은 일본 병정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설정되고, 해방 후의
｢어머니｣에서는 연안의 태항산 항일투쟁에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설정된다. 즉
해방 전의 친일분자가 해방 후의 민족주의자, 혁명분자로 변신한 것이다. ｢무명
지사의 최후｣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개작된 작품이다. ｢딸따리족｣ 역시 1943년
2월 조광에 발표되었던 작품이다. 이 작품은 떠돌이 강동영감이 젊은 시절 러
시아의 딸따리족에게 감자를 주고 감자 값으로 금덩이를 받아 졸부가 되었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이다. 해방 후 이 작품은 ｢무명지사의 최후｣로 개작되는데, 해
방 전 ｢딸다리족｣의 강동영감은 ｢무명지사의 최후｣에서는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256)

이상경, ｢‘야만’적 저항과 ‘문명’적 협력｣, 앞의 책, 71~84면.

257)

서영인, 앞의 글,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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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로 망명한 지사로 변신한다. 그리고 그는 3.1운동이 일어난 던 해 용정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장렬하게 희생된다. 박계주야 말로 만주 용정이 낳은 진정한
작가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는 순애보의 작가로 알려져 있을 뿐 1950년대
만주 항일독립운동을 소설화한 대지의 성좌 등 장편은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묻혀갔다.
이처럼 해방 후의 귀환 서사는 귀환의 과정과 귀환한 후의 이야기로 대별된
다. 김만선, 박영준, 박계주 등 작가들은 모두 만주에서 삶을 체험한 작가들이
다. 그들에게 있어서 만주는 화려한 정치적 편력을 쌓아갈 수 있었던 공간이었
고 민족 차별을 견디어 내며 삶을 연명했던 굴욕의 공간이기도 했다. 해방이 되
어 조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만주를 돌아보았을 때 만주는 안수길이 느꼈던 것처
럼 노스탤지어를 자극하는 공간이기는커녕 저주와 굴욕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비
굴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만주를 재현하는 방식 역시 다르게
드러나고 나고 있다. 김만선에게 있어서 만주 체험은 화려한 정치편력을 자랑할
수 있는 중요한 경력으로 추측되었지만 해방 정국에서 그는 만주 체험이 오히려
체세의 곤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는 해방 정국을 통해 만주
시절을 깊이 응시하며 그것이 부끄러운 부채의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
런 부채의식과 부끄러움은 그의 인물들로 하여금 해방정국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으로 타락하게 한다. 하지만 귀환의 과정에서 조선으로의 귀
환을 무조건적으로 조장하기보다는 귀환 역시 선택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
한 ｢이중국적｣은 여타의 귀환 여정을 소재로 한 ｢혈거부족｣이나 ｢소년은 자란다
｣보다는 우수한 측면을 소지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김만선의 경우
는 해방 전 마지막 등단 작가로서 국내에서 활동을 펼치기 전에 만주의 만선일
보로 자리를 옮겨간 문인이다. 따라서 만주의 협화회에서 근무한 박영준과 비
겨볼 때 그의 만주 체험은 친일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김만선의 만주 체험은
개인적인 문제로 수렴되면서 자기 성찰의 준거로 작용하게 되지만 박영준에게
있어서 만주 체험은 민족 수난사로 복원된다. 박영준의 ｢과정｣과 ｢고향 없는 사
람들｣은 해방 전 만주를 민족 수난의 공간으로 복원시킨다. 그리고 박계주의 ｢
유방｣, ｢무명지사의 최후｣, ｢지옥에 피는 꽃｣ 등 일련의 작품들은 만주를 지사형
인물들의 혁명적 공간으로 복원한다. 박계주 역시 해방 전 적지 않은 친일적 성
향의 작품들을 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만주와 관련된 부역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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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흔적이 있는 작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민족의 수난사를 고발하거나 만주에서
의 지사형 인물들의 혁명적 편력을 소설화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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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한국 근대문학에서 만주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식민지 말기 문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부터이다. 기존의 한국 문학사에서 식민지 말기는 ‘암흑기’,
‘공백기’로 인식되면서 하나의 단절로 기억되었는데, 1980년대에 들어 식민지
말기 만주 지역에서의 문학 활동과 그곳에서 생성된 문학 텍스트들이 잇달아 발
굴 연구되면서 문학사적인 단절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만주가 주목
받게 되었다.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 친일문학 논의가 다시 거론되고 탈식민
주의 문학연구 방법론이 도입되면서 만주 공간은 다각적이고 흥미로운 논의거리
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만주 지역에 존재했던 괴뢰국가인 ‘만주국’에 대한 연구
저서들이 번역·출판되면서 복잡하고 중층적이며 만주 공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 기존의 연구들은 식민지 말기라는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어 있음
과 동시에 친일/협력이라는 친일문학 논의의 이분법적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의 경향을 지양하고자 도입된 것이 탈식민주의 연구
방법론이었고, ‘반식민주의’, ‘의사 제국주의’, ‘식민주의적 무의식’ 등의 시각에서
저항의 층위를 읽어내고자 시도한 논문들이다. 다양한 시각과 적지 않은 연구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대문학에서 만주는 식민지 말기라는 특정한 시
기에만 한정되어 있는 듯이 보였고, ‘만주’는 하나의 독자적인 주제나 모티프로
접근 되었다기보다는 친일문학의 하위 범주로 혹은 해방 후에는 ‘귀환 서사’의
한 갈래로서 논의되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우선 만주는
식민지 말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910년대 신소설 ｢소금강｣에서부터 등
장하고 있으며, 1920년대의 최서해, 한설야를 거쳐 해방 후까지 지속적으로 등
장하는 중요한 문학적 공간이다. 또한 지금까지 만주는 분화되지 않은 하나의
공간 ‘만주’, 주로 ‘만주국’과 연동되어 인식되었는데, 본 논문에는 민족별, 지역
별로 다양하게 생산되는 공간의 양상에 주목하였다. 특히 이주 조선인의 중심지
간도 및 간도와 만주 공간의 위계와 역학관계는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만주
국이 세워지면서 만주는 국가권력의 제패 하에 공간 질서의 재편을 맞아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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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만주국 시기를 중심에 두고 전과 후를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10년대부터 만주국 건국 전까지, 만주국 시기, 해방기,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되었다.
2장에서는 1910년부터 만주국 건국 전까지로 한정하여 신소설 ｢소금강｣과
한설야, 최서해의 만주 배경 소설들을 고찰하였다. 이 시기 만주는 만주라고 칭
해지기보다는 서간도, 북간도 등으로 불렸으며, 간도의 지리적 영역은 넓은 지역
에서 점차 좁혀져가고 있는 양상을 드러낸다. 한국의 근대문학사에서 만주의 본
격적인 등장은 1920년대의 최서해의 소설들을 통해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고에 따르면 이미 1910년에 만주로의 집단 이주를 소설화한 작품인 ｢소금강｣
이 존재했다. 이 작품은 신소설의 주류에서는 벗어나 있는 독특한 특성으로 하
여 그동안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작품은 1910년대 만주
공간에 대한 상상력의 일단을 고찰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자강운동기의 소설사
에서 주목되는 것과는 또 다른 중요성을 획득하게 하였다. ｢소금강｣은 서간도
조선인 사회를 정돈하고 실력을 양성하여 국토를 회수한다는 취지하에 그곳으로
의 이주를 감행한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고토의식이 깔려있으며 조선의 땅에
조선인의 자치를 이룩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비친다. 이러한 자치의 성공을 위한
기저에 교육과 실업의 발전을 위한 실력양성론이 자리하고 있다. 실력양성론은
이미 1910년부터 시행된 도산 안창호의 이상촌 건설운동을 통해 잘 알려져 있
었는데, 이 이상촌 건설운동은 국내에서 시작하여 만주를 거쳐 동남아까지 이어
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만주 지역에서의 안창호의 이상촌 건설운동은 뚜렷한 성
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와는 다르게 천도교 등과 같은 종교단체의 영향에 의
해 성공적인 공동체를 이룩한 기록들이 확인된다. 이처럼 이상촌 이념을 기반으
로 하고 있는 ｢소금강｣에서 서간도는 개척, 개발의 대상이었으며 미개와 야만의
공간이었다. 이와 같은 서간도와의 이미지와는 달리 한설야의 서간도는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평범｣이나 ｢그릇된 동경｣에서 한설야의 만주는 유럽으로
통하는 통로로 인식되거나 탈출, 해탈의 공간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다가 ｢합숙소
의 밤｣, ｢인조푹포｣ 등에 이르러서야 한설야의 소설은 본격적인 탄광도시 무순
을 등장시키고 있다. 한설야가 잠깐 이주하여 살았던 무순은 만주 제일의 탄광
도시로서 넓은 범주로서의 서간도 영역에 드는 지역이다. 길지 않았던 한설야의
이 무순 체험은 그가 후일 프롤레타리아 작가로 성장해 가는데 결정적인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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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데, 그것은 그가 무순에서 탄광노동자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었던 것과 직결된다. 탄광노동자 생활의 체험은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계급의
식에 눈뜨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수용하는 통로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무순의 체험을 이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순으로
이주하기 전의 북경 체험이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 이에 비해 최서해의 북간
도는 독립운동의 공간으로 형상화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최서해의 간도는 ｢탈
출기｣, ｢홍염｣ 등 작품에 의해 수난의 공간으로 고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본고에서는 만주 이주민의 수난사보다는 이념형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
키고 있는 ｢고국｣, ｢해돋이｣ 등 작품에 주목하였다. 결과 그의 소설들에 등장하
는 장소들은 거개가 북간도의 실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고국｣이
나 ｢해돋이｣와 같은 개별 작품들은 항일무장투쟁의 근거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
음이 밝혀졌다. 이는 그의 소설들이 ‘기록의 소설화’라는 창작방법에 기대어 있
음에 한층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그의 소설들을 항일서사로 읽을 수 있는 또 하
나의 준거를 제공한 셈이다. 하지만 최서해의 독립운동은 단체의 해체와 단원의
투옥을 거치면서 좌절되고, 최초 이상촌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이주했던 간도행
도 똑같이 좌절하게 된다. 이런 좌절감이 소설 속에서 방랑의 형식으로 나타났
던 것이며 그것은 미지의 사회에 대한 동경과 러시아를 향한 노스탤지어로 표상
되었다. 이처럼 만주국 건국 전 만주 공간은 만주가 아닌 서간도, 북간도로 불리
는 비중이 훨씬 강했으며, 그 공간은 국권회복을 위한 실험지로 혹은 무실역행
을 통한 자치사회의 도달을 목표로 하는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또는 무장독립운
동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3장에서는 만주국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강경애, 현경준, 안수길의 만주 배
경 소설들을 중심 텍스트로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만주국 시기를 만주에
서 살아왔던 강경애, 현경준, 안수길은 각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주, 만주국을
재현하고 있었다. 강경애는 용정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세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작가이다. 그는 만주국이 건국 되고 나서 만주의 정세를 직간접적인 수
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금｣이다. 간도의
서울, 조선인 중심지로서의 용정의 위상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조선인의 고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강경애의 소설 속에서 용정은 조선인들의 공간은 아니며 중국
인들이 주인이고, 순사들이 감시의 시선을 늦추지 않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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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공산당들을 대표로 하는 항일세력들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그
들은 국가의 법적 제도권 안에서뿐만 아니라 조선인 공동체에서도 퇴출되는 비
운을 맞는데 만주국이 건국되면서 공산당은 국민이라는 공동체 속에 포함될 수
없는 배제되어야 할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배제는 공동체에 의한 배제와 스스로
의 고립을 통한 배제로 드러난다. ｢번뇌｣에서와 같이 전향하거나 투쟁의 의지를
상실한 주인공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자신을 공동체로부터 퇴출시키고 있
다. 현경준은 만주의 도문에서 대부분의 만주 시절을 보내면서 만선일보 기자
혹은 교사를 지낸 문인이다. 그의 ｢유맹｣은 두 번에 걸친 개작을 거친바 있는데,
기존의 논의들은 각각의 작품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현경
준이라는 작가를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개작된 작품들을 함께 놓고 논
의할 경우에만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특수부락이라는 아편중독
자들의 부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맹｣류의 텍스트들은 만주국의 금연정책을
선양한 국책문학이라는 평가가 존재하지만 역으로 그 특수부락은 수용소로서의
만주국을 은유적으로 재현하는 면도 없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주의자 인
물의 등장은 현경준 소설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인물의 노스탤지
어는 그의 젊은 날의 러시아 방랑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식민지 말기 만주 관련 문학을 논하는 자리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작가 안수길
이 있다. ｢새벽｣을 필두로 하여 ｢벼｣, ｢원각촌｣, ｢토성｣, ｢새마을｣ 등 단편을 비
롯한 장편 북향보에 이르기까지 그의 문학은 점차적으로 만주의 정세와 함께
변화되어 갔다. ｢새벽｣은 최서해의 ｢홍염｣과 동일한 맥락에 놓이는 작품으로서
수난의 공간으로서의 만주를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새벽｣에서 조선
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는 중국 국군과 ‘얼되놈’인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다 ｢벼｣
에 와서야 만주국은 직접적으로 소설 속에 등장한다. ｢벼｣의 객관적인 현실성은
변화되어 가는 만주의 정세를 그대로 잘 전달하고 있다. 이어 그는 ｢원각촌｣, ｢
목축기｣, ｢토성｣ 등 작품을 통해 만주 이주 조선인들의 삶을 다양하게 형상화하
는 한편 만주국의 단편적인 모습도 적지 않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품의
변화 과정과 함께 작가 안수길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것은 ‘북향정신’이었다.
장편 북향보를 통해 본격적으로 서사화 된 ‘북향정신’의 지향점은 복잡한 만주
공간에서의 이주 조선인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 ‘북향정신’은 우선 조선인
의 정착을 우선으로 하는 이념이다. 따라서 그것은 만주국 국민으로서의 편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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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고 시작한다. 다음 ‘북향정신’이 강조하는 것은 조선인들의 공동체를 통한
자립적인 경제능력의 확보와 교육과 계몽을 통한 인재의 양성이었다. 북향보
에서 드러나는 조선인 공동체는 동시대 여타의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조선인 공
동체와는 다른 상부상조의 협동적인 공동체였으며, 학교의 건설과 유지는 민족
교육의 강조에 대한 웅변이었다. 따라서 안수길의 ‘북향정신’은 형식상으로는 만
주국의 ‘국민 되기’로서의 방편이었지만 내적으로 민족 공동체 구축과 민족 교육
의 보존을 통한 자치적 성향의 간접적인 드러냄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북향정
신’의 구조는 ‘국민’과 ‘민족’이라는 양자 사이에서의 줄다리기였으며, 나아가 균
형적인 현실감각의 발현이기도 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조선인 중심지였던
간도의 수도 용정과 만주국의 수도 신경이라는 두 공간을 오가면서 만주국 시기
를 살았던 작가 안수길의 직접적인 삶의 체험에서 오는 것이며 그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평생의 창작 취지를 확립하게 하는 근원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만주국 시기의 만주는 국가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확연히 드러내면서 신경이라는
정치적 중심지를 구심점으로 하는 새로운 공간 재편의 재편을 맞이하고 있었다.
간도시절 가능성으로서 인식되었던 만주는 만주국 속으로 편입되면서 새로운 공
간 질서를 확립하여 갔다.
4장에서는 해방기의 귀환과 만주 체험을 소설화한 김만선과 박영준을 중심으
로 해방 후 만주의 체험이 어떻게 내면화되고 기억되어 재현되는가에 주목하였
다. 이들 작가 외에도 박계주, 이석훈, 김학철 등 많은 작가들이 존재하지만 본
고에서는 해방기의 대표 작가라 할 만한 김만선과 박영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방기 만주 체험을 소설화한 작품은 귀환의 과정을 소설화한 작품과 귀환 후의
정착, 적응의 문제를 소설화한 작품으로 대별된다. 김만선의 경우는 드물게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훌륭하게 작품화 해내고 있는 작가이다. 해방이 되었을
때 만주의 조선인들은 만주에 남기를 선택하거나 조선으로의 귀환을 선택하게
된다.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귀환을 선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국적｣의
박노인과 같은 일부 조선인들은 남기를 선택한다. 하지만 ｢이중국적｣의 박노인
은 만주에 남는 데에 실패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난자들 역시 조국으로
의 귀환에 실패한다. 그들의 귀환은 중도에서 멈추어버리면서 미완의 귀환으로
남는다. 귀환의 선택 여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고향에 대한 인식
이었다. 무작정 고향으로 향하는 귀소본능에 충실한 자가 있는가 하면 박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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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고향 상실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고향의 부재를 선언하는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실패로 돌아간다. 그들은 중국에
서도 조선에서도 ‘국민’, ‘민족’으로 편입하기에 실패한다. 또한 조선으로의 귀환
에 성공한 자들 역시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한 부류는 ｢귀국자｣와 같이 해
방된 조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면서 스스로를 유폐시키는 인
물들이 등장하는 작품들이며 다른 한 부류는 ｢고향 없는 사람들｣과 같이 만주에
서의 피해의식을 민족의 수난사로 공식화하는 작품들이다. 이는 만주 체험의 두
가지 발현 양상이며 만주에 대한 두 가지 기억 방식이기도 하다. 첫 번째의 경
우는 해방 전 만주에서의 체험이 부끄러움으로 인식되면서 그것이 반성적인 자
세로 수렴되는 반면에, 두 번째의 경우는 그것을 공식적인 역사, 집단 기억으로
공식화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모두 동
일하게 부역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해방기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족통합으로 수렴되었던 해방기의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만주는 희망의 공간도 삶의 공간도 아닌
기억의 대상으로 재현된다. 만주국이 붕괴되면서 만주는 역사가 되었고 거리두
기를 통해 다시 만주를 바라보았을 때 만주는 이제 기억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긍정·부정적으로 작가들의 의식 속에 개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그들의 창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만주 체험은 해방 정국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참조점(參照点)이었으며 중요한 정치 감각의 근원지이기
도 했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 근대문학에서 만주는 중요한 공간임에 분명하다. 그것
은 식민지 말기에만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개화기 신소설부터 시
작하여 해방기를 거쳐 안수길의 북간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
다. 식민지시기를 거치면서 만주는 많은 문인들과 지사들이 국권회복을 꿈꾸고
새로운 사상을 수입하고 독립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통로임과 동시에 실험지, 근
거지였으며, 가능성의 공간이었다. 그러다 만주국이 건국되면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호명된 국민으로 편입되면서 조선인들에게 만주는 생존의 논리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특히 조선인의 중심지였던 간도는 이것을 실
감하게 하는 공간이었다. 해방 후 만주는 기억의 공간으로 재현되며 만주의 기
억은 자기반성이나 기억의 은폐를 통한 피해의식으로 포장되었다. 이처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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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학에서 만주는 남다른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이며 조선인 중심지였던 간도
의 공간적 성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는 만주의 기타 지역들, 이를테면
하얼빈, 신경, 봉천, 안동 등과 같은 공간에 대해서도 더욱 풍성하고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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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f Manchurian Space Depicted in
Korean Modern Novel

Qian Chunhua
Department of Korea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clarify how Manchurian space, depicted frequently in
Korean modern novels, was recognized and represented in the novel works
through the release period and the colonial period. As the interest in the
literature of the late colonial period increased, Manchuria began to be noted
in Korea modern literary history. In the 1980s, literary works and activities
were excavated and researched that had been produced in Manchuria in late
colonial days. Since then, Manchuria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area that can meet Korean literature's "blank period". With the discussion
about pro-Japanese literature in the 2000s, the late colonial period has
been illuminated anew, and Manchuria also has been the subject of attention
again. And the methodology of de-colonial literature was introduced, a lot
of interesting researches surrounding this space have been produced. These
studies have contributed to understand the various methods of resistance
discarding

the

scheme

of

the

dichotomy

of

pro-Japanese

literature

discussion. However, because the fact that Manchurian space is includ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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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of Manchuria was excessively emphasized, differentiation of the
space has been unnoticed relatively. Several studies have been done on the
urban space such as Harbin and Hsinking. But Jiandao, the center of
Manchuria and the Korean society,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Therefore,

in

this

paper,

putting

emphasis

on

the

differentiation

of

Manchurian space, it was focused on aspects of its change through three
periods.
In Section 2, I analysed sinsoseol(new novel)「Sogeumgang(小金剛)」and
Han Seolya, Choi Seohae's Manchurian background novels from 1910 up to
founding Manchouguo. In those days, Manchuria was called West Jiandao or
North Jiandao than Manchuria and its geographic range became smaller. In
modern Korean literary history,

a full-fledged fictionalization about

Manchuria was known to be found in Choi Seohae's novels of 1920s.
However,

as

it

is

revealed

in

this

study,

there

was

a

work

of

「Sogeumgang」that fictionalized the collective migration to Manchuria in
1910. Nostalgia for hometown is at the core of this work and it shows the
eagerness to try to achieve the autonomy of Koreans in the land of Korea.
The source of such an idea is activism for skill training from Dosan Ahn
Changho. However, the movement of ideal village construction from Ahn
Changho in Manchurian region was not successful, and ideal of Korean
autonomy is implemented by religious groups such as Cheondogyo. While
West Jiandao was depicted as the subject of pioneering in 「sogeumgang」,
Han Seolya represented it as the modern colonial city. Fushun was the first
coal mining city of Manchuria and a region where was included in west
Jiandao in broad aspect. The experiences in Fushun provided a watershed
for Han Seolya to grow as a proletarian writer and to accommodate the
idea of socialism. On the other hand, Choi Seohae described North Jiandao
as the space for independence movement. In this paper, I have focused on
the ideological characters from Choi Seohae' s works. Most of his novels
fictionalized the actual areas that were stronghold of the anti-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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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ed struggle. This can be another basis for his novels' being read as an
anti-Japanese narrative. As noted above, the space of Manchuria before
founding country of Manchuria was called West Jiandao or North Jiandao. It
was preparation space for the state power recovery, and utopian space
imagined autonomous society of activism.
In Section 3, the central texts are Manchurian background novels of
Gang Gyeongae, Hyeon Gyeongjun, An Sugil at the period of Manchoukuo.
In novels of Gang Gyeongae, I have focused on space of Longjing where
had been overlooked in studies until now. Jiandao in Manchuria was the
center of Korean society and Longjing was hub of Jiandao. But in novels of
Gang Gyeongae, Longjing went gradually lost its position as center of the
Korean

community

and

had

been

incorporated

into

the

sphere

of

Manchukuo's influence. These processes was reflected in the change of
Gang Gyeongae's works which showed active proletariat's solidarity at early
stage and moved to gloomy inner sides of the heroes by degrees. This was
because of external influences of thought control and censorship, and it was
also

a

result

that

the

writer

was

able

to

experience

directly

the

anti-Japanese movement by her husband Jang Hail who was an ideological
activist. Compared to this, by Hyun Kyungjun, Manchuria was represented
metaphorically as an unique space of "special villages". "Special villages"
narrative was a form of project for "creating a nation" for the purpose of
rehabilitation and enlightenment of opium addicts. In the novel, contrary to
most people who were enlightened and accepted as the nation, the
characters who had experience of movement in the past fell into nostalgia
or great melancholy and refused to be enlightened. Even though the writer
was not KAPF generation, he showed relatively strong class consciousness.
It can be said that this tendency was deeply rooted in the writer's Russian
wandering experience. Unlike two writers mentioned before, An Sugil was a
typical writer who depicted the koreans' real life in Manchuria vividly.
Topic of creation of Manchurian background in his novels is "the north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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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 It means "trying to build a second home of the North" and also it
was the culmination of life to Koreans immigrated to Manchuria. To the
writer, it was the answer to the question "how one can live the truthful
life" which was the principle of his creation. This was the result obtained
in the real sense of the writer who had experienced the two regions of
Longjing in Jiandao and Hsinking in the period of Manchouguo at the same
time. In contrast to that of Gang Gyeongae, Longjing in his novel was a
bright, flourished space in which enlightenment and cultural civilization were
together. Thus, "the northbound spirit" was a way of life for Koreans in
Manchuria.
In Section 4, I targeted some works of Kim Manseon, Park Yongjoon,
Park Gyeju, Lee Seokhoon which fictionalized Manchurian experience and
return to hometown at the release period. Manchurian experience after
release is divided into two types of suffering and compulsory labor. In the
case of Kim Manseon, Manchuria experience was very personalized which
turned proud career into internalized shame. Compared to this, in the works
of Park Yongjoon, Park Gyeju, Lee Seokhoon, the experiences were
sublimated into the national ordeal and reproduced in memory of damage.
The common experiences of constant japanese cooperation through the late
colonial days affected their writing. Emphasis on damage consciousness
through concealment and oblivion of cooperation was also a common point
which can be seen in many works at release period.
As mentioned above, Manchuria is an important space to penetrate the
whole time of Korean modern literature. Manchuria had been called Jiandao
before Manchouguo was founded, and after that the name of Manchuria has
been universal. Jiandao at the time of Manchouguo, shows well the
dynamics of relationships of the colony's center and circumference. After
the liberation, Manchuria was reproduced in the space of memory, and the
memories of Manchuria have been reproduced using the format of the ethnic
history of the Passion and victim consciousness. I hope the studies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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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ed on the urban space of Manchuria such as Harbin, Hsinking,
Mukden, A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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