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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작가 한설야의 문학 전반에 나타나는 이상적 인물상의 기원과,

그것의 통시적인 발전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해방 이전에 한설야가

개발한 이상적 인물상이 해방 이후 초기 북한 체제의 영향 아래에서 김

일성에 대한 우상화로 변질되면서도 어떻게 원형의 기본 틀을 유지했는

지를 조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의 한설야의

활동, 특히 그의 김일성 찬양 작품들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하려고 한

다. 그 시각인즉 한설야에 의해 만들어진 문학 인물로서의 김일성은 비

록 초기 북한의 이념과 체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존재지만 단순히 선

전 기관들의 창조물이 아니고 한설야라는 작가의 입김이 분명히 들어간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설야가 북한에서 쓴 작품 세계가 그 이

전의 작품 세계와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며 문학 인물로서의 김일성이 한

설야의 다른 문학 인물들과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설야의 작품에 등장하는 김일성이 해방 이전 한설야의 문학 인물

들과 동질적인 것이 아니다. 한설야가 만든 김일성이 체제 및 이념이 요

구하는 바와 작가의 개성과의 교점에서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봐야 할 것

인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해 결국 문학적 인물 김일성을

낳았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또 이 논문에서 유심히 눈여겨볼 것은 왜 다수의 초기 북한 작가들 중

에 특히 한설야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작품을 많이 썼느냐는 문제다.

1940년대 중반에 같은 월북작가 이기영이 토지개혁에 대한 작품을 쓰고

있었을 때 한설야가 김일성을 ‘전 조선 3천만의 태양이요, 어버이요, 스

승’으로 묘사하는 작품을 썼다는 것은 특별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생각된

다. 작가에게 가해졌을 강제적인 요소들을 파악하면서 한설야를 다른 월

북작가들과 구별하는 점 또는 경향들을 발견해야 해방 이후 그의 문학

활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설야가 왜 김일성을 찬양하는 작

품을 쓰기로 한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그의 문학적, 성격적 성

향과 해방 이후 그가 처해 있었던 환경을 유심히 고려함으로써 여러 가

지 가능성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설야의 문학에 나타나는 이상적 인물상을 중심으로 그의 문학 전반

을 고찰하려면 그 이상적 인물상의 특징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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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해방 이전 한설야의 소

설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의 이상적 인물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파악

한 다음에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또는 정서적 기반이 무엇인지 조명하

고자 한다. 이는 2장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한설야 특유의 미의식 및 애증론(愛憎論), 그리고 작가가 평생 품고

있었던 열등감을 거론해서 그의 이상적 인물상에 대한 기원설을 제시하

려고 한다.

3장에서는 한설야의 김일성 작품군을 분석하면서 김일성이라는 문학

인물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고 어떻게 한설야의 이상적 인물상을 계승했

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초기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서

술하면서 한설야가 왜 김일성을 찬양하게 되었는지를 복합적으로 논의하

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 김일성을 형상화한 단편소설 두 편과 장편소설

력사 그리고 1940년대 쓴 여러 수필들이 주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1950년 이후 한설야의 이상적 인물상의 변모 양상

을 조명하면서 이 시기에 발표되었고, 김일성이 등장하지 않는 장편소설

두 편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 당시 한설야의 이상적 인물상이

북한 체제의 요구에 적응하면서도 어떻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지 눈여

겨볼 것이다. 특히 절대 충성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이상적 인물상의 핵

심 특징인 불굴의 정신을 어떻게 살리려고 했고 인물들의 복잡성을 지우

는 대신에 그들의 의지를 더욱 강화하려고 했는지를 볼 것이다. 이 장에

서는 3부작 장편소설 대동강과 장편소설 사랑을 주된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결국 본고는 한설야의 전반 문학에 나타나는 이상적 인물상의

연속성을 밝힘으로써 35년여에 걸친 문학 활동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일

관된 의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주요어: 이상적 인물상, 김일성, 해방 이전과 이후, 미의식, 불굴의 정

신, 열등감, 애증론

학번: 2020-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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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본고는 해방 이후 한설야의 문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

에 출발해서 그 질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해방 이전 작품들과 해방 이

후의 작품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맥락을 찾고자 했다. 그 결과는 한설야의

문학 전반에 나타나는 이상적 인물상 및 미의식이 발견되어 그 의의와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해방 이전 및 이후의 한설야의

문학을 같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1) 그

리고 특히 한설야의 이상적 인물상의 연속성을 확인함으로써 그가 여러

가지 압박에도 불구하고 숙청을 당할 때까지 견지했던 의향(意向)을 증

명하려고 한다.

게다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들을 고려하면서 한설야의 김일성 이

상화 문제도 이 관점을 빌려서 고찰해 볼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

면 한설야만의 특징들과 해방 이후 그가 처해 있었던 환경을 같이 분석

하면서 그의 김일성 이상화 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늘 명심해야 할 것

은 이 문제가 복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문학적

인물로서의 김일성과 해방 이후 한설야의 문학의 다른 인물들도 해방 이

전부터 나타난 이상적 인물상을 계승했다는 것도 보여주려고 한다. 그다

음에 김일성이라는 사람 및 북한의 정치이념이 한설야의 문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달리 말해서 초기 북한 특유의 이념이 한설야의 문학

및 이상적 인물상에 어떠한 균열을 남겼고 작가가 그 균열들을 어떻게

해소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시도할 것이다.

작가 이기영과 함께 한설야(1900년~1976년)는 1940년대와 1950년대 북

한 문단의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소설가로 꼽힌다. 1926년 데뷔

1) 이러한 동경 및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데, 그의 문학에서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는
지 그리고 어디에 귀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나름대로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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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일제강점기 때 문학 단체 카프에 참여하면서 경향소설, 노동 소설

등을 쓴 그는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적극적 문학 활동을 하다가 1962년

숙청을 당했다. 하지만 1986년부터 그의 이름이 북한의 공식 문학사 책

에서 다시 회복된다.2) 당시 북한 문단에서 그가 끼친 영향을 다시 인정

하는 셈이다. 그만큼 한설야와 북한 초기 문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깊

은 관계성이 있다. 해방 이후 그가 했던 역할 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것

은 문학 인물로서의 김일성을 형상화하는 데에 있다. 한설야가 김일성에

대한 소설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은 광복 1주년인 1946년 8월 15일 나온

단편소설 ｢혈로｣였다. 북한 내에서 한설야가 문학 작품에서 처음으로 김

일성을 형상화한 작가로 인정받고 있고 그가 1948년 쓴 단편소설 ｢개선｣

은 ‘해방 후 김일성을 형상화한 첫 단편소설’로 말해지고 있다.3)

한설야가 1946년 2월 김일성을 만나고 나서 3달 후에 그를 찬양하는

글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김일성과의 교제도 잦아졌고 북한

체제에서의 여러 가지 직위들이 한설야에게 부여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

에 김일성이 아직 권력을 독점하기 전의 시기였지만 북한 내에서 더 이

상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부상했던 때다. 소련의 통치

도 이미 북한의 정치노선과 문예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

다. 이북 사회가 급속도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한설야가 ｢혈로｣나 ｢개선｣

과 같은 찬양 작품에서 작가의 어떠한 의도 및 고민들을 읽을 수 있을

까. 1940년대 중반에 같은 월북작가 이기영이 토지개혁에 대한 작품을

쓰고 있었을 때 한설야가 김일성을 ‘전 조선 3천만의 태양이요, 어버이

요, 스승’으로 묘사하는 작품을 썼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작가에게

가해졌을 강제적인 요소들을 파악하면서 한설야를 다른 월북작가들과 구

별하는 점 또는 경향들을 발견해야 해방 이후 그의 문학 활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문은 1925년부터 1962년까지 37년에 걸친 한

설야의 문학을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의 작품에서의 지속적인 특징

들을 발견하면서 해방 이후 한설야의 활동을 더욱 조명하고자 한다. 특

2) 남원진, ｢한설야의 문제작 개선과 김일성의 형상화에 대한 연구｣, 비평문학 44,
한국비평문학회, 2012, 158면.

3) 박종원, 류만, 조선문학개관II, 사회과하출판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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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해방 이전부터 한설야의 문학에 계속적으로 드러난 이상적 인물상이

1962년까지 어떻게 유지되었고 해방 이후 어떠한 식으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했는지에 강점을 두려고 한다.

한설야 연구는 50년대 북한에서 처음 이루어졌지만 남한에서 그의 작

품들이 해금된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 특

히 경향소설에 대한 연구에서 한설야도 종종 같이 논의되었는데 본격적

인 작품론과 작가론 연구가 80년대 말기부터 쓰였다. 여기서 송호숙4),

김재영5), 김윤식6) 등이 개척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에

한설야의 문학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연구로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서경석의 박사 학위 논문이다.7) 이 연구는 한설야 문학에 나타나는 ‘귀

향’ 모티프와 지방성을 분석하면서 해방 이전 작가의 여러 문학 활동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북한에서의 활동까지 부분적으로나마 다루는 장점이

있다. 문영희8)도 해방 이전 문학에 한해서 한설야 문학을 아우르는 분석

을 시도해 보았다.

이 당시 연구의 특징은 특정 작품만을 다루거나 한설야의 문학을 통시

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로 해방 이전의 문학에 역점을 둔다

는 것이다. 서경석의 연구가 해방 이후 한설야의 문학 활동까지 논의에

끌어들였지만 작품 분석으로는 소설 설봉산만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

에 그쳤다. 그러한 점에서 국외 논저로 브라이언 마이어스의 연구가 의

미가 크다9). 이 연구는 해방 이전 한설야 문학을 소개한 다음에 주로 북

한에서의 활동과 작가와 북한 체제와의 관계를 자세히 고찰했다. 북한에

서 쓴 소설의 상당 부분을 분석하면서 해방 이후 한설야의 문학적 경향

은 물론이고 북한 관료로서의 역할과 김일성에 대한 형상화까지 살펴보

았다는 점에서 한설야 연구에 큰 획을 그었다. 특히 이 연구가 하고자

4) 송호숙, ｢한설야 연구｣, 1989
5) 김재영, ｢한설야 소설 연구｣, 1990
6) 김윤식, “한설야론”, 한국 현대현실주의 소설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0.
7) 서경석, ｢한설야 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8) 문영희, ｢한설야 문학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95
9) Myers, Brian, Han Sŏrya and North Korean Literature: The Failure of
Socialist Realism in the DPRK, New York: Cornell East Asia Serie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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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바는 한설야의 북한에서의 문학이 사실상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거

리가 멀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1996년 서경석이 해방 이전 한설야의 생애, 북경, 만주, 일본 유학 체

험 및 카프 활동 역사까지 아주 자세히 정리하면서 1920년대와 1930년대

한설야의 사상 발전을 깔끔하게 설명했지만 1940년쯤에 그친다.10) 장석

홍은 한설야의 문학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시기별로

나눠 특히 한설야의 ‘견고성’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밝히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의 문학 활동을 부분적으로 다루지만 여기서도 장편소

설 설봉산만을 비중 있게 다뤘다.
1999년에 이르러서야 조수웅에 의해 한설야의 문학 전반을 완성도 높

게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졌다.11) 조수웅은 한설야의 생애와 경력을 다시

정리하면서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까지 한설야 주요 장편소설들을 거의

다 분석했다. 이 연구가 취했던 접근법은 리얼리즘 이론 관점에서 한설

야 소설의 통시적 변모양상을 고찰하는 것이었다. 한설야 문학 전체를

통하는 맥락을 발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재용도 해방 이전에 발표된 황혼과 해방 이후에 발표된

설봉산을 비교 분석하면서 한설야 문학에 잘 나타나는 ‘내면 세계의

탐구’라는 특징을 중심으로 해방 이전과 이후의 문학을 연결시킬 수 있

는 맥락을 찾고자 했다.12)

그 이후로 한설야에 대한 연구가 한참 동안 뜸해졌다가 2010년 이경재

에 의해 서사시학 관점에서 한설야의 문학 전반을 분석하는 방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13) 이 연구는 해방 이전, 이후 가리지 않고 한설야 모든

작품의 서사구성 특징들을 파악하고 ‘한설야 소설의 전모’를 고찰하고자

했다. 그동안 한설야 문학의 내용적인 특징을 강조했던 연구에서 벗어나

그것의 형식적인 구성 요소들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한설야 연구에 새로

운 접근을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한설야의 전반 문학을 완전히 아우를

10) 서경석, 한설야: 정치적 죽음과 문학적 삶, 건국대학교출판부, 1996.
11) 조수웅, 한설야 소설의 변모양상, 국학자료원, 1999.
12) 김재용, “내면 세계의 탐구와 도식성 극복의 도정”, 한설야 문학의 재인식,
2000.

13) 이경재, 한설야와 이데올로기의 서사학. 소명출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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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을 획득했다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남원진은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한 단편소설들을 포함한 북한에서 쓴

작품에 대한 관심을 가져 한설야가 북한에서 발표한 여러 문제작에 대한

작품론이나 개작론을 많이 썼다.14) 특히 본고에 중요한 주제로서 남원진

이 단편소설 ｢개선｣론을 쓰면서 김일성에 대한 형상화 양상을 고찰하고

자 했다.15)

누적된 선행연구를 언뜻 보아도 그동안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으며 한

설야 문학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이 이미 획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여러 선행연구자들이 한설야의 문학을 통시적으로 살펴

보면서 그의 문학의 변모양상을 밝히거나 해방 이전, 이후의 문학을 연

결할 수 있는 맥락을 이미 제시했던 바도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

다. 즉 한설야의 전반 문학세계와 김일성 및 북한 이념의 관계성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제시한 연구가 아직도 없다. 물론 한설야가 어떻게 김일

성을 문학 인물로서 형상화했는지나 김일성이 등장하는 소설에 대한 작

품론이 조금씩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해방 이전의 문학과의 연결성 및

해방 이후의 특수한 환경을 같이 고려하면서 김일성의 이상화 문제를 이

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해방 이전부터 어떠한 문학적 경향들이 지

속되었는지 한설야가 김일성을 만나게 된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북한 체제 속에서 한설야가 어떻게 처신하려고 했는지, 이 세 가지 요소

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는 해방 이후 한설야의 문학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그러한 이유로 한설야 연구에 있어

서의 이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14) 남원진, 한설야 문학연구: 한설야의 묙망, 칼날 위에 춤추다, 도서출판 경진,
2013.

15) 남원진, ｢한설야의 문제작 개선과 김일성의 형상화에 대한 연구｣, 비평문학 
44, 한국비평문학회, 2012, 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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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시각

본고는 해방 이전 및 이후 한설야의 문학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한

설야의 이상적 인물상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이상적 인물상의 통시적 발전, 특히 그것이 어떻게 북한의 체제 및

김일성의 영향 아래에서 유지되고 또한 변모해나갔는지 고찰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중요하게 2장에서 이 이상적 인물상을 늘 저변에서 뒷받침

하는 한설야 특유의 미의식도 해명할 것이다. 말하자면 힘을 곧 미로 생

각하는 한설야의 이러한 미의식이 해방 이후까지 그의 문학에서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동되면서 그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이상적 인물상으로 구현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논의하면서 해방 이후 한설야의 문학

활동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김일성 이상화 현상도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한다. 문제 제기에서 언급했듯이 한설야의 김일성 찬양 문제는 복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방 이후 소설에서 한설

야가 만든 문학 인물로서의 김일성이 어떻게 작가의 이상적 인물상을 계

승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한설야의 이상적 인물상 및

미의식을 그의 김일성 이상화와 연결해 논의하기도 하지만 한설야로 하

여금 김일성을 찬양하도록 만든 여러 가지 환경적이고 강제적인 요소들

도 다루고자 한다. 즉 한설야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데에서 작용했던 여

러 내부적 및 외부적 요인들을 고려하며 그것들의 상호관계가 무엇일지

고민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물론 한설야가 김일성을

생각하는 진짜 태도가 무엇이었는지도 고민해보는 것이 가장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을텐데 이 점에 있어서 확실하거나 단순한 답을 추구하

는 것보다 조심성과 다각적인 관점을 갖추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따라

서 한설야의 진짜 태도가 무엇이었는지 단언하는 대신에 한설야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끼쳤을 여러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한설야

의 행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만 그의 태도, 즉 그의 내면을 추측할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접근법을 택한 것이다. 물론 그의 내면을 다룰 때

일리가 있고 근거가 많은 추측도 해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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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거가 없지만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들도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루면서 어떠한 해석이 근거가 있는지와 어떠한 것이

조금 더 모험적인 추측인지를 엄격하게 구별하면서 논의를 조심스럽게

펼쳐 나갈 것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한설야의 문학을 이해하려면 김일성이라는 요소만

보면 안 된다. 초기 북한 체제 및 역사도 같이 봐야 한설야가 어떠한 상

황에서 창작을 해나가야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해방 이후 김일성

이나 그의 빨치산들 이외의 다른 소재를 사용한 작품이 많은 만큼 북한

의 체제 및 정치이념의 영향도 계속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김

일성이라는 사람과 초기 북한 특유의 체제가 한설야의 문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요소들이 원래 한설야의 문학적인

경향을 지운 것이 아니다. 본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해방 이전부터

한설야 문학에 나타난 미의식과 이상적 인물상이 1962년까지 명맥을 유

지했고 어떠한 면에서 한설야가 처해 있었던 환경이 가했던 여러 가지

압박을 감당하려고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설야의 이상적 인물상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기본적인 틀과 그것을 뒷받

침하는 미의식이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한설야가 숙청을 당할 때까지 계속 같은 의향을 견지하려고 했

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본고가 주장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한설야가 쓴 것들 중에 김일성이 등장하지 않는 작품도 눈

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상화의 대상이 아닌 다른 소설 인물들도 어떻게

한설야의 이상적 인물상을 구현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

게 함으로써 해방 이후의 다양한 인물들이 북한의 체제가 가하는 압박에

적응해야 하면서도 해방 이전 인물들의 연장선상에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해방 이전 한설야의 문학에 나타난 이상적 인물상 및 미

의식이 어떠한 것이고 어디서 기원했는지, 즉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

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해방 이전 및 해방 이후의 문

학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요소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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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하

기 위해 해방 이전 한설야가 발표한 몇몇의 단편소설들과, 특히 이 당시

에 발표한 장편소설 4편에 의존할 것이다. 부차적인 자료로는 1944년 탈

고했지만 1958년에 이르러서야 발표한 장편소설 열풍도 잠시 참고할

것이다. 분석의 핵심 되는 4편의 장편소설들을 두 묶음으로 나눠서 살펴

보기로 했다. 1936년 연재된 황혼과 1937년 연재된 청춘기는 그 한

묶음을 이루고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연재된 초향과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연재된 탑은 그 두 번째 묶음을 이룬다. 비슷한 시기에 나

온 작품을 같이 넣었다는 점도 있지만 주로 작품의 성격상 유사한 소설

들을 같이 묶기로 했다. 먼저 이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이상적 인물상이

무엇인지 서술한 다음에 이러한 인물상의 저변에 깔려 있는 미의식을 밝

히고자 한다. 게다가 이러한 미의식이 어디서 생겼는지에 대한 분석도

시도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릴 적 경험에 바탕을 둔 추(醜)의식을

먼저 조명하고 이를 작가가 품고 있었던 열등감 및 동경과 연결해서 그

관계성을 같이 해명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의식이 낳은 한설

야의 애증론과 그것이 해방 이후까지 한설야의 인물 묘사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는 2장의 주된 내용을 이룰

것이다.

3장에서는 한설야의 김일성 작품군을 분석하면서 김일성이라는 문학

인물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고 어떻게 한설야의 이상적 인물상을 계승했

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초기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서

술하면서 한설야가 왜 김일성을 찬양하게 되었는지를 복합적으로 논의하

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 김일성을 형상화한 단편소설 두 편과 장편소설

력사 그리고 1940년대 쓴 여러 수필들이 주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1950년 이후로 발표되었고 김일성이 등장하지 않

는 장편소설 두 편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 당시 한설야의 이

상적 인물상이 북한 체제의 요구에 적응하면서도 어떻게 명맥을 유지하

고 있는지 눈여겨볼 것이다. 특히 절대 충성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이상

적 인물상의 핵심 특징인 불굴의 정신을 어떻게 살리려고 했고 인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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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을 지우는 대신에 그들의 의지를 더욱 강화하려고 했는지를 볼 것

이다. 이 장에서는 3부작 장편소설 대동강과 장편소설 사랑을 주된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요컨대 본고는 대체로 연대순 구도를 취해 2장에서 해방 이전 한설야

의 문학을 다루며 3장과 4장에서 해방 이후의 그것을 다룬다.16)

2. 해방 이전 문학세계에 나타난 이상적 인물상

2장에서는 해방 이전 한설야 문학에 나타난 이상적 인물상을 분석하며

작가가 품고 있었던 열등감 및 동경도 같이 조명하고자 한다. 이 당시

작품들에 나타나는 이상적 인물상은 한설야의 동경의 문학적인 실현이

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

러한 동경이 형성되는 데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작가의 미의식을 해명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논의를 펼쳐 나가기 위해 단편소설 몇몇 편도

참고할 것이지만 주로 이 당시에 발표되었던 장편소설 4편, 즉 황혼, 
청춘기, 초향, 그리고 탑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스스로를 우유부단

한 지식인으로 여겼던 한설야가 어떠한 성격을 동경했는지와 다른 인물

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고 싶었는지를 밝힘으로써 해방 이후까지 연속적

으로 나타난 이상적 인물상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해방 이후 한설야가 만든 문학적 인물로서

의 김일성이 어떻게 한설야의 이상적 인물상의 투사인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황혼, 청춘기, 그리고 초향에서는 주로 두 유형의 인물들에 역점

을 둔다. 하나는 작가의 열등감을 대변하는 인물들로서 주로 무능한 지

식인 류의 인물들이다. 또 하나는 작가의 동경의 대상으로서 의지가 강

하고 사상을 실천에 옮기는 인물들이다. 탑도 자서전적인 소설로서 작

가의 이러한 내면 풍경을 더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유익할 것이

다. 이 인물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당시 작품에서 한설야가 그리는 이상

16) 1953년 발표된 력사는 시기상 4장에서 다뤄야 할 것이지만 김일성을 형상화
한 작품인 이유로 김일성 작품군을 분석하는 3장에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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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물상은 불굴의 정신, 현실 비타협, 올바른 사상을 실천에 옮길 의지

등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설야가 동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작품의 이상적 인물들을 어떻게 그렸는지 확인한

다음에 활동 이후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해가 가

능할 것이다.

해방 이전 한설야의 장편소설들은 그의 단편소설들과 사뭇 다른 작품

세계를 펼친다. 농민, 노동자, 등의 무산계급 인물들의 현실에 중점을 두

는 단편소설과 달리, 해방 이전의 장편소설들은 지식인이나 소시민의 내

면과 생활을 다루고 있다. 작가와 유사한 생활 방식을 공유하는 인물이

나 비슷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더 풍부하게 그려낼 수

있기에 그러한 인물들만을 장편소설에서 다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된다. 이 장편소설들에서 한설야가 부조리하고 추한 현실을 묘사하면서

그 현실에 시달리는 사람들, 현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람들, 현실

에 타협하는 인물들, 그리고 현실과 맞서 싸우는 인물들을 등장시킨다.

분량을 본다거나 주제의 범위를 본다거나 한설야의 장편소설들이 작가

의 현실 의식, 문제의식, 그리고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가

장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상적인 인물들

이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해방 이후의 한

설야가 쓴 글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때 당국의 검열 때문에 자기 작품에

사상성이 부족하고 대신에 인물들의 내면과 생활을 더 중요시했다고 한

다17). 그러한 이유로 인물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다소 막연하게 설

명되는 대신에 그들의 성격적인 특징 및 내면 풍경이 더욱 풍부하게 묘

사된다고 불 수 있겠다.

2.1 한설야의 이상적 인물상의 기본 특징들

일단 1936년 연재된 장편소설 황혼을 잠시 시금석으로 삼으면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의 서술자가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17) 한설야, 력사,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410-4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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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30년대 지식인이다.

그가 학창에서 생각던 세상과 지금 실지로 다닥친 세상은 아주 딴

판이다. 학교에서 나온 후 아무 한 일도 없이 지나온 요즈음 한 달

사이에 세월은

그의 눈앞에 일찍 생각해 보지 못한 알 수 없는 세상을 펴쳐주었

다.

대체로 어찌 될 세상인지 어떻게 해야 옳은 인생인지 요새는 갈피

를 줄 수가 없다.

...

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참말 그렇게 되고 말 것인가 하고 생

각하고 있노라면 돌연히 신문에 나타나는 예상치 못하던 소문이

자기를 핀잔주는 것 같기도 하였다. 자기가 생각하던 것 같은 모든

일이 어디로 자취를 감춘 것 같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이

름은 다시 얻어들을 길이 없을

것 같기도 하였다.

무엇이 무엇인지 도대체 세변을 가릴 수 없었다.18)

달팽이의 뿔과 같이 좁다좁은 세상에서 무엇을 다투며 무엇을 괴

로워하랴. 무엇을 똑 부러지게 사랑하며 무엇을 까다로이 미워하

랴. 애증을 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은 소이며 그저 그런대로

얼마를 잠자코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 아니랴.....

......경재는 사실 이러한 심경 가운데서 살아왔던 것이다.19)

요컨대 경재는 공부만 했고 그 사상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결여되어 있

는 인물이다. 비록 그가 맑시즘 서적을 애독하고 노동자들의 처지를 동

정한다고 하지만 결국 아무 변화 없이 방황만 한다. 물론 책만 읽고 그

내용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집안

이 넉넉한 그는 사상대로 살 의지 및 결단력이 없고 그저 남의 기대에

18) 한설야, 황혼, 글누림, 2007, 39쪽.
19) 위의 책, 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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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되는 자신을 자주 자책한다. 즉 학교라는 공간에 있었을 때 좌익 이

론에 심취했고 그것을 곧 현실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꿈을 꿨지만 막

상 졸업해보니까 방에만 틀어박혀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하지만 ‘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재는 무엇을 해야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세상 형편을 알려면 세상 복판에 들어가봐야 할 것은 사

실이겠지요. 생각만은 농촌에도 가보고 싶고 공장에도 가보고 싶지

만 그러면서도 그것을 실행해 내지 못하는 것이 약한 사람의 상례

이니까 하다 못해 공부라도 해서......

경재는 이깢지 말하는 사이에 우울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현대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니건만 몸소 새 길을 해

체지 못하는 자기였다. 그것이 안타까이 생각되었다.20)

요컨대 경재는 만약 사상대로 정 살고 싶다면 농촌이나 공장에 가서 노

동운동을 하든 봉사를 하든 금방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

다. 다만 유산계급에 속한 그가 운동에 뛰어들 의욕이 없어 매일 책만

읽는다. 물론 실천을 회피한다는 사실도 역시 경재가 모르는 바가 아니

다. 이렇듯 약한 성격을 가진 나머지 경재가 소설 전반에 걸쳐 고민과

열등감에 시달린다. 그러면서도 그보다 사상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람

들에 대한 증오 및 우월감을 가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경재가 동경에

서 유학하면서 만났고 나중에 약혼하게 되었던 현옥이 있다. 그녀는 원

래 동경에서 경재와 서로서로 ‘동지’라고 부르는 사이였지만 조선에 다시

돌아와 그녀의 아버지가 졸부가 된 계기로 학생 시절에 심취했던 좌익

사상을 버린다. 그 대신에 쇼핑, 영화, 등의 현대 자본주의적인 오락에

빠져버린다. 경재와 결혼함으로써 그녀가 안정성을 얻을 수 있고 그녀의

아버지 덕분에 경재도 회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즉

맑스보이와 맑스걸이었던 경재와 현옥이는 자본주의 사회에 온전히 편입

되고 상류계급에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가 옳

20) 위의 책,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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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던 바를 그렇게도 가볍게 내어던지는 사람을 미워할 만한 양

심은 가지고’21) 있는 경재는 이렇게 변한 현옥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그

녀에 대한 경멸 및 ‘우월감’을 가지게 된다. 경재도 ‘고민과 우월감! 그는

지금 이런 범벅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의 태도가

내재하는 모순을 인정한다.

그 대신에 자기 집에서 가정교사로 일하다가 공장으로 이직한 여순이

라는 인물에게 점점 마음이 가게 된다. 경재와 같은 우유부단한 지식인

인물상은 여순이라는 인물과 대조된다. 여순은 인생개조와 대의를 위해

서 인텔리 여성이라는 신분과 연애할 생각까지 버리는 것을 택한 인물이

다. 우여곡절 끝에 직공이 되고 노동자들과 어울리면서 자기 우유부단하

고 갈등 회피적인 성격을 극복한다. 그리고 결말에 노조 형성과 노사 협

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후술하겠지만 여순이 구현하는 이상적인 인물상은 한설야가 만든 문학

적 인물로서의 김일성과 유사점이 많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사상을 확

실히 실천한다는 점과 어려운 상황과 장애물 앞에서 의지를 꺾지 않는다

는 점에서 유사하다. 예컨대 여순은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애인

에 대한 위협과 경제적 고립을 무릅쓰듯이 단편소설 ｢개선｣의 김일성도

할머니에 대한 일제의 위협을 감당하고 항일투쟁을 계속하기로 한다.

장편소설뿐만 아니라 단편소설에서도 강한 의지가 중요한 성격적 특징

으로 상정된다.

나쁜 놈이면 이로 물어뜯어도 좋고 돌멩이로 대갈 까도 좋지. 왜

되려 얻어패고 울며불며 집으로 쫓겨 들어오느냐 말야. 맞아 죽는

대도 불쌍한 꼴 하고 죽는 놈 하나도 불쌍할 거 없어. 기왕 죽을

바이면 우는 대신에 악을 좀더 써보는 게 옳지 울면 무슨 소용이

란 말여.22)

착하고 악하고 간에 제 하는 일에는 그저 강해야 하는 것야. 극성

21) 위의 책, 40쪽.
22) 한설야, 한설야 단편설, ｢이녕｣, 문학과지성사, 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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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 악마같이 강해야 하는 거란 말야. 어거주춤한 놈은 한 평생

남에게 놀리다가 우물쭈물 죽어버리는 법이나 그래 제 새끼가 그

꼴을 해야 옳단 말인가. 그러게 범을 낳아. 양을 낳더라도 범으로

기르란 말야. 범으로.

...

맘만은 늘 속에서 격분에 타면서도 천생 약한 성격을 가지고 세상

에 나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공손히 살아왔다.23)

대체 그 오고 가는 사람들의 옷매무새와 걸음걸이만 보아도 밉성

이다. 아무 광채도 영리함도 사람다움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따위

바보의 그림자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범 잡아먹는 주지

와 같이 사납고 솔직하면 어떨까. 맹수도가 그리울 지경이다. 차라

리 보지 않으리라. 그러나 이놈의 눈은 어떻게 된 놈의 것인지 보

지 말려면 더 똑똑히 본다. 민우는 급기야 제 눈을 미워해야 할 지

경이다.24)

이렇듯 우유부단한 인물과 의지가 강한 인물을 대조시키는 장편소설은 
황혼뿐만이 아니다. 해방 이전에 한설야가 발표한 다른 장편소설들과

거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도 살펴보자.

1937년 6월부터 동년 11월까지 연재한 장편소설 청춘기는 기본적으

로 남녀의 애정을 다루는 소설이지만 작가가 이 작품에 대해서 쓴 글에

의하면 단순한 연애지상주의적인 소설이 아니고 연애가 사상과 같이 결

합되어야만 그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사상이

없는 연애는 단순한 오락이나 애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확실히 부르주아적 연애 유희나 또는 연애 함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반드시 인간성의 제고와 악과 모순을 불태

우는 인간심리와 정신의 연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계급이나

인류의 향상이나 문명이나 선과 진리와 진실의 발양과 무연한 것

23) 위의 책, 326면.
24) 위의 책, 332-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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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윤리에 속하는 것으로는 될 수 없

다.25)

이와 같은 연애관은 당시 소신민적인 문화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데 한설

야의 이상적인 인물상이 내재하고 있는 금욕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소설이 발표된 이후로 남녀 애정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한참

사라졌다가 1960년 그가 마지막으로 쓴 장편소설 사랑에서 다시 관심

대상으로 부활하는데 후술하겠지만 청춘기에서 개발했던 연애관이 기

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편소설 청춘기가 황혼처럼 무능하고 고민이

많은 지식인 남성을 주인공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태호는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는, 아직 떳떳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 소시민적 지식인이다. 그가

막연하게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사상을 탁상공론으로밖에 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자책

하지만 결국에 세속적인 문제인 연애와 취직에 더 관심을 가진다. 어느

날 미술 전람회에서 알 듯 말 듯한 여성을 보게 되는데 누구일지 며칠

동안 고민한 다음에 옛날에 알았던 친구를 닮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래서 그 친구의 여동생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 옛날 친구란

어릴 때 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무인 철수다. 태호는 학창 시절이 끝난

다음에 철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주관이

뚜렷한 친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비록 철수의 행방을 모르지만 지금

분명히 해외 어디서 운동을 하고 있는 위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대목들에서 작가가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가 그와 갈라진 후부터 아무 성심 없이 태호는 이따만큼 그

를 생각하였다. 어떤 때는 여러 달 동안 전연 그를 잊고 있었으나

그러다가도 문득 떠오는 철수는 그전보다 몇 갑절 뛰어난 철수였

다. 또 전보다 더 분명히 뵈어지는 것이었다. 지금 태호의 머리에

25) 한설야, 청춘기, ㈜신원문화사, 2006, 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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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어진 철수를 얼른 쉽게 말하자면 두 가지에 그칠 수 있다.

하나는 입을 닫아물기만 하면 곤장으로도 그 입을 벌리게 할 수

없을 것 같음이요. 또 하나는 그가 백만 군중의 앞에 나타나면 그

들의 맘을 모조리 움죽이게

할 것 같은 그것이다. 태호는 일직 여자에게도 그와 같은 매력을

느껴본 일이 없다.

...

또 그러한 철수가 어디 가서 값없이 죽어버렸으리라고도 태호는

생각할 수 없었다. 적(?)의 굴로 드나들면서 자기들보다 몇 갑절

뛰어난 인간 구실을 할 것이고

사람의 상상이 믿지 못할 무슨 일이든지 하고 있으리라고 태호는

늘 생각하여 왔다.26)

요컨대 여기서는 태호가 옛날에 알았던 철수가 이상적인 인물상을 온전

히 구현한 캐릭터로 상정되지만 중요하게도 그가 오직 태호의 어릴 적

기억에만 남아 있지 실제로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이다. 심지어 죽었는지

나 아직 살아 있는지조차 모르는 지경인데 혹여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태호의 상상에서는 분명히

살아 있을 것이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황혼에
서는 여순이라는 인물이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과 그녀의 활동

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만 청춘기에서는 철수의 활동이 막연하게만 언

급된다. 철수가 아마 조선에 없고 해외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

라는 태호의 생각은 철수가 재만주 투쟁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철

수의 투쟁을 이렇게 암시적으로만 언급하는 것은 일제 치하 아래인 조선

에서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한설야가 항

일무장투쟁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 아니고 오직 본인의 상상을 바탕으

로만 쓸 수 있었던 측면도 있었겠다.

태호가 찾고 있는 철수의 누이동생과 철수에 대해서 서술하는 대목에

서 꿈 모티프를 잘 사용한다는 것도 이러한 공상적인 측면을 더욱 돋보

26) 위의 책, 30-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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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한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철수를 만나게 할 수 있는 철수의 누이동

생에게 편지를 받는 꿈을 꾸는데 ‘그 아름다운 꿈은 마침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헛되이 수년 흘러갔다’고 하면서 현실을 한탄한다. 말하자면 철

수 같은 이상적인 투쟁자는 현실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직 태호나 작가

의 동경의 대상밖에 못 된다.27)

황홍에서는 여순이 남에게 좌우되는 여성 인텔리에서 투쟁하는 노동

자로 변하는 과정이 그려진다면 청춘기에서는 거의 환상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미 완벽한 투쟁자의 인물상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철수는

다소 관념적인 인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만 한설야가 생각하는 거

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상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다. 철수를 통해서 현실 타협적이지 않은 성격 및 남의 시선을 아랑곳

하지 않고 본인의 가치관에 충실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어쨌든 철수는 결코 자기의 한 몸이나 한 가정만을 생각할 사람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넓고 큰 입장에 설 것이었다. 사사를 생각

하고 사사에 있어서 누구보다 도저한 이른바 세속의 똑똑한 사람

이 아니라 차라리 자기를 잊고 남들을 위해서 하는 일에서 비로소

그 사람됨을 드러낼 그런 유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제 한 몸의

일이 있어서 보면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제 한 몸

에 당한 일을 오질조밀하게 꾸며감으로써 이른바 행복을 삼는 사

람의 눈으로 보면 좋은 운수와 얻기 어려운 기회를 섣불리 놓쳐버

리는 얼간이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남이 보면 터무니없는 왕청된

일이라고 할 그런 일에 헛되어 제 몸을 고달프게 하는 사람일 것

이요 그리하여 약은 사람들의 조소를 살 것이다. 그러나 그런 물론

에 조금치나 개의할 철수가 아니었다. 오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끝까지 충실하려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그 한 가지 일에

이름도 없이 거꾸러진다 하더라도 끝끝내 뉘우침이 없을 것이다.

...

27) 30년대 후반과 40년대 작품들을 보면 현실에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찾지 못한
다는 사실을 한탄하는 대목들이 많은데 이미 30년대 중반에 발표된 청춘기에
서 태호가 철수 같은 이상적인 인물을 상상하고 동경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
을 계속 한탄하는 초향과 탑｣을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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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는 지금 가장 거세차기 들리는 세기의 소리 중에서 분명 철수

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28)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황혼의 경재와 비슷하게 청춘기의 태호는 자

기의 우유부단한 성격과 ‘허약한 심정’을 자주 자책한다. 다만 경재와 달

리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자기의 우유부단함을 극복하고 사상을 실행으로

옮기는 운동가가 되기에 성공한다. 태호와 비슷한 남성 지식인으로서 한

설야는 본인이 동경하는 투쟁자의 길을 그려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친

구가 해외에서 투쟁을 하면서도 본인이 허송세월한다는 것은 태호의 열

등감 및 자괴감을 더욱 부추겨서 만주에 가기로 결심하는 데에서 큰 동

기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태호와 철수의 관계가 경재와 여순의 관계를

방불케 한다. 즉 두 작품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지식인과 더불어 그 주

인공에게 투쟁자의 모범의 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인물 설정이 유사하

다.29) 이와 같은 인물 구조 및 문법은 장편소설 초향과 대동강에서
도 현저하다. 게다가 한설야의 김일성 찬양 작품에서도 기본적으로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군에서 김일성은 온 인민에게 완벽한 투쟁자

의 모범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중학시대의 그와 자기를 비교해보면 자기는 모든 점에 있어

서 그보다 뒤떨어졌었다. 생각에 있어서도 그랬지만 더군다나 그

굳은 뜻에 있어서 상거가 행결

더 멀었다.30)

이번에는 꿈속보다 더 기이하게 전람회장에서 철수의 누이를 만났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부터 옴니암니 파고드는 근기가

없었기 때문에 종시 그와 이야기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았다. 그

가 분명 철수의 누이동생이라고 깨달은 때에도 그를 쫓아갈 생각

28) 청춘기, 33면.
29) 이경재도 이 점을 이미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구조를 ‘도제 구로’로 봤다. 한
설야와 이데올로기의 서사학 36쪽 참고.

30) 위의 책,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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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못했다. 이 기회는 두 번 다 태호에게 있어서 중요한 고비였다.

그러나 이 중요한 두 고비 모두 그저 놓쳐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틀림없이 태호의 데면데면한 성격 때문이다. 이 성격을 고쳐야 한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성취시키기는 힘

든 것이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하나의 싸움이다. 더욱 오늘과 같

이 무서운 세상에서의 삶이란 바로 피나는 싸움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싸움터에서 자기와 같이 허약한 심정을 가지고 이겨나

갈 수 있을까. 태호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쇠모루에 올려놓고 이

약한 고리를 망치로 두드려내야 하리라고 생각하였다.31)

‘세상을 산다는 것은 하나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태호는 나중에 회사도

그만두고 은희와의 관계를 중지하면서까지 그동안 동경하던 철수를 만나

러 만주에 간다. 은희는 원래 태호가 철수의 누이동생이라고 알았던 사

람인데 알고 보니까 철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자이고 태호가 끝끝내

그 누이동생을 찾지 못한다. 하지만 은희는 태호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

던 누이동생의 역할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둘이 연애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은희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오빠의 반대를 이기지 못해 능력이

있고 미국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의사와의 결혼을 승낙해버린다. 홍명학

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돈이 많은 데다가 성격도 온순하고 남을 친절하

게 대해주는 미남으로 그려진다. 은희에게는 이 남자에 대한 호감이 없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결혼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성과 좋은 사회적

인 신분을 확실히 얻을 수 있다. 즉 그와의 결혼은 사회 논리의 기준으

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고 행복한 삶에 대한 보장을 줄 것이

다. 더 나아가 한설야 작품에서 자주 논의되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당

연히 할 결혼이기도 한다.

마침 그때 은희가 원래 좋아하는 태호는 회사에서 좋은 자리를 버리

고 체포를 무릅쓰면서 고생만 될 투쟁 운동을 하러 만주에 간다. 기껏해

야 사상만 옳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일반인’인 태호가 사회의 비

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철수처럼 대중과 고립된 투쟁자가 된다. 소설의

31) 위의 책, 45-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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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에는 태호와 철수가 같이 만주에서 돌아오고 은희가 그들이 체포되

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게 된다. 원래 태호를 좋아했지만 결국 더 합

리적인 길을 택한 그녀가 태호의 투지 및 강한 의지에 감동을 받아 자기

의 현실 타협을 반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녀가 친구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약혼자와 파혼한 다음에 태호가 석방되는 날까지 그를

기다리겠다고 맹세하면서 소설이 끝난다. 이렇게 끝남으로써 철수를 통

해서 태호가 개변되고 태호를 통해서 은희가 개변된다. 투쟁자의 모범이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말이다. 이는

한설야가 계속해서 그의 작품에서 이상적인 투쟁자를 그리고 싶었던 이

유 중 하나였을 것이고 해방 이후 작품에서 김일성을 온 민족의 지도자

로 표현했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청춘기뿐만 아니라 해방 이전 장편소설 전부에서 일반인과 이상적

인물들의 생활 방식, 사상, 그리고 태도가 대조된다. 즉 이상적 인물들은

남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면서도 대중과 소속감

을 못 느끼는 상당히 고립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위의 인용문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중이 장애물이나 적대감의 대상으로 그려지기

까지 한다. 한설야 소설에서 나타나는 일반인이란 ‘옳은 것’과 원칙을 고

수하려는 사람들을 비웃기 때문이다. 이들은 옳음과 그름을 가리지도 가

리려고 하지도 않는다. 비록 그 차이를 식별한다고 하더라도 고생을 하

기까지 할 정도로 옳은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렇듯 자기 자

신만 아니고 집단의 이익을 중요시하면서도 대중을 몰락한 것으로 여기

는 태도를 가진 한설야 소설의 많은 인물들은 작가와 유사한 독선적인

면모가 없지 않나 한다. 이것도 역시 해방 이후 한설야 문학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관련이 있다. 후술하겠지만 해방 이후에 한설야의

문학세계가 수령과 당의 영도를 강조하게 되는데 어떠한 면에서 이들은

올바른 사상 및 그 사상의 소유자가 타락한 대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해방 이전의 인물들과 유사하다.

1939년부터 1941년까지 동아일보에서 연재된 장편소설 초향에서 주

인공인 기생 초향의 생애와 30년대 경성에서 일하는 그녀의 생활을 다루



- 21 -

는 이야기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그녀가 아직 아기 때 가족을 떠났고 어

머니는 그녀와 그녀의 오빠를 혼자서 키웠다. 하지만 초향은 18살 때 어

머니까지 여의게 된다. 독자들은 나중에 이 시기에 초향이 지인 남성에

게 겁탈을 당한 다음에 바다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살아남은 그녀가 상하이로 이사하게 되고 거기서 몇몇 년 동안

살면서 서양 문물, 무용, 외국어 등을 익히게 된다. 이 부분은 한설야의

중국 체험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에서 아는 조선인에게

금융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영어 학원과 댄스홀을 드나드는 그녀가 비교

적 넉넉한 외국 생활을 누리는데 행방불명이 된 오빠에 대한 생각이 그

치지 않는다.

오빠가 왜 만주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반드시 큰 일을 하고 있으리라고 초향이 믿는다. 검열

이 더욱 강화된 30년대 후반에서 한설야가 독립운동이나 항일무장투쟁을

최대한 은밀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운동 이야기를

못 하게 되어서 그런지 이 소설의 인물들이 노동운동이나 독립운동에 전

혀 참여하지 않고 다른 작품과 달리 운동은 중요한 모티프로 나타나지

않는다.32) 대신에 사회적 약자인 기생의 신분을 가진 여성이 아주 개인

적인 차원에서 즉 일상생활에서 억압에 저항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상하이에서 조선 소리를 공연하는 전문 기생이 나타나는데 한참 동안

외래문화에 빠져 있던 초향은 조선 소리에 큰 매력을 느껴 이를 배우기

로 결심한다. 그리고 귀국한 다음에 조선에서 자발적으로 기생이 되기로

한다. 그 이유는 물론 그러한 일로 돈을 많이 벌 자신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본인이 경멸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싶기 때문이다. 산전수전

을 겪은 초향은 매우 조소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경성의 밤거리와

술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도시민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관찰한다.

저 사람들과 뚝 떨어져서 저 사람들을 넌짓 구경 해보리라. 그리고

32) 다만 홍범도의 무장투쟁을 묘사하는 부분 있는데 여기서 이 투쟁이 어떻게 당국
에 진압되었는지만을 설명하고 있고 투쟁 자체를 긍정적으로 그리는 언어를 발
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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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어쨌던 남과 다른 것이 스스로 좋았다. 그렇게 혼자 서서 혼

자 생각하며 구경하려니까 싱거워야할 이 구경이 오히려 무척 재

미가 났다. 누구보다도 그는 맘이 도고해졌다. 가만히 휘덜러 보아

도 눈 아래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33)

초향은 자기를 조롱하고 성적 대상으로나 오락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인

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모욕을 참기만 하는 동료들과 달리 초향

은 온갖 재주를 부리면서 부자 손님들의 꾀를 피하고 그들을 난처한 상

황에 몰아넣기까지 한다. 한설야는 흔히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기생이

손쉽게 위험한 상황을 타개하고 자기를 노리는 인물들을 역으로 조롱하

고 우월감을 차지하는 모습을 그려낸 것이다. 달리 말하면 초향은 강한

의지, 판단력, 그리고 재치를 골고루 갖추고 강자에게 굴복하지 않는 인

물이다. 중요한 것은 기생들의 복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도 초향

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향에서뿐만 아니라 한설야의 많은 작

품에서 그저 끌려가는대로 사는 사람들 또는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현실

의 부당을 묵인하는 사람들이 자주 서술자의 비판대상이 된다. 또는 유

난히 많은 강요와 압박을 받는 인물 같은 경우에 서술자의 동정 어린 시

선을 받는다. 초향의 친구요 동료인 난심이도 역시 손님들의 강요를 이

기지 못해서 본인이 거부하고 싶은 요구들을 들어주게 된다.

한설야의 작품 세계관상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는 조선은 모순과 권력

이 지배하는 추한 사회이고 그나마 선한 사람들조차 이에 순종함으로써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도 너른 세상과 마찬가지로 안전제일주의가 압도적이

다. 안전한 것을 바라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 것이다.34)

초향의 친구 난심이나 ‘결코 세속그대로 따라가려 하지않는’ 권이라는 인

물처럼 선한 사람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들의 흔적이 아주 희미하게만

33) 한설야, 韓國近代長篇小說大系 22: 草鄕, 太學士, 1988. 294-295면.
34) 위의 책, 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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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다. 따라서 해방 이전 장편소설들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범

위가 공간적으로 아니면 시간적으로 지극히 제한적이다. 초향 같은 경

우에 이 세상은 초향이 오직 어멈과 같이 살고 많은 애완동물들과 꽃밭

을 키우는 집에 제한돼 있다. 투쟁자들이 (남을 위해서) 이 범위를 넓히

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초향이나 탑에서는 주인공들의 힘이 너무

약한 나머지 자기들만의 작고 아름다운 세상만을 간신히 만들어낼 수 있

다. 다음 장에서 볼 것처럼 해방 이후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인물들이

부정적인 세상에 눌려서 사는 설정이 한참 동안 사라지게 된다. 그 대신

에 절망할 줄 모르는 인물들이 (특히 김일성과 항일무장 투쟁자들) 부조

리한 현실을 용감스럽게 헤쳐나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전자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작가의 소심한 반응을 보여주고 후자는 작가가 동경했던 반

응이라고 볼 수 있겠다.

황혼이나 청춘기에서는 투쟁이 사회적인 차원 또는 국가적인 차원

에서 (암시적으로나마) 이루어지지만 초향에서는 투쟁이 개인적인 차

원으로 위축된다. 일제 당국의 검열 때문에 한설야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일부러 일상생활에서의 투쟁만 그리고 싶

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예전 작품에 비해서 관념성이 덜하고

투쟁의 방식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초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

회에 온전한 구성원으로 편입되지 않지만 강자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실

상 우월감을 차지한 사회적 약자를 구현했다. 하지만 이런 인물도 결국

에 사회를 변경할 힘이 없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자

기만의 작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뿐이다. 초향은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진 투쟁자이지만 동시에 한설야의 이상과 떨어

져 있기도 하다.

만일 초향씨 자수로 묘표를 쓰신다면 뭐라고 쓰시럅니까.

지극 간단하지오 – 싸우다, 패하다...... 이것뿐입니다.‘35)

그러나 비극 속에 살아온 초향이는 좀더 뼈마치는 비극 속에 제몸

35) 위의 책,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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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어보고도 싶다. 이 비극을 자아내는 장본인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것을 제눈으로 봄으로서 몸소 사뭇친 비극을 빚어보고 돌

아오는 것은 오직 비극에 사는 사람만이 가질수 있는 마미오 권리

가 아닐가.36)

그리고 꽃보다 잎사귀를 더 사랑한다. 그 유들유들한 잎파리에는

터질듯한 탄력이 있다. 생명이 있다....

초향이는 때로 그 유들유들한 잎사귀를 예리한 칼로 싹 그어 보고

싶은 충동을 받는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파아란 진이 흐를 것이다.37)

만약 황혼과 청춘기가 투쟁자들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하면

이 인용문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초향은 훨씬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비장미를 풍기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1940년부터 1941년까지 매일신보에서 연재된 장편소설

탑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작품의 주인공 우길이도 역시 반항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주 말썽을 부리는 아이다. 아무런 효

과나 변화를 낼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부당과 모순들과 아이의 나름대

로 맞서 싸운다. 우길이가 가장 많이 싸우는 대상은 자기 가족인데 그

중에서 특히 할머니와 갈등을 빚는다. 할머니의 봉건적인 사상을 이해하

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자아이들을 진짜 자식들

로 여기지 않는 것, 가족의 하인을 냉대하는 것, 서양 풍습을 배제하는

태도 등을 못마땅하게 여겨 우길이가 할머니와 말싸움을 자주 벌인다.

스토리 내내 우길이가 봉건사회의 낡은 풍습과 이념을 지적하고 주변 사

람들의 강요에 저항하지만 이러한 저항은 아이의 몸부림과 투정 이상으

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결국에 가족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가

족은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변할 수밖에 없다. 우길이가 전통적인 양반

의 길을 걷게 된 형의 운명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오직 시대

36) 위의 책, 141면
37) 위의 책,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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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되고 경성에 ‘유학’간 우길이는 시대 덕

분에 봉건 세계에서 구해졌지만 여동생은 고향에 남겨져 버리고 아버지

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결혼을 해야 할 처지에 처하게 된다. 어렸을 때

자주 말싸움을 벌였지만 청소년이 된 이후로 가족의 요구에 대체로 순종

한 우길이는 봉건사회에서 많은 권력을 가진 아버지의 뜻을 어겨 여동생

을 데리고 집에서 도망한 다음에 소설이 끝난다. 평생 아버지의 뜻을 거

스르지 못했던 우길이(상도)가 처음으로 그 아버지에게 저항하겠다고 결

심하는 장면은 아래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니 상도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커다란 인간악

(人間惡) 앞에 떨고 잇는 한 개의 약자를 생각할 때 상도는 자

기라는 존재가 너무도 무력하고 조그만 것을 울지 않을 수 없는

절통한 일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대해서 첨으로 도전할 것을

결심하였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버지의 뜻을 꺾어 주고야 배

기리라 하였다.

‘이번에야..... 이번에야 되랴.’

그는 거듭거듭 제 마음에 다짐을 두었다. 그는 쌓이고 쌓인 무

엇이 가슴에서 연성 폭발하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지 아버

지에게 대한 것만도 아닌 듯하였다. 이 때와 이 땅에 대해서 그

는 어지러운 역청(瀝靑)과 같은 검은 그림자를 지지리 끌고 이

땅의 젊은 세대를 짓밟고 나가려는 낡은 역사의 마지막 장을 제

손으로 쉬어 찢고 싶었다.38)

여기서 탑은 자서전적 소설이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 대목에서 한설야의 문학에서 끝끝내 나타날 문제의식과 경향을 제공

하는 긴요한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서 작가가

본인의 인생사에서 자신의 열등감의 근원,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동경

의 핵심을 형성하는 계기 중 하나를 고백하고 있다. 요컨대 ‘인간악 앞에

떨고 있는 한 개의 약자’(자기 여동생)를 도와주지 못하고 그녀를 불행

38) 한설야, 탑, 슬기, 1987, 6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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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몰아넣는 권위적인 인물에게 굴복하는 자신이 ‘너무도 무력하고 조

그만 것을’ 한탄하고 있다. 굳은 의지 및 불복할 용기에 대한 동경이 이

와 같은 계기들을 통해서 한설야에게 생겼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인간

성격에 대한 이러한 고민들을 그의 소설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 탐구해

나갔고 그의 문학의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로 사용했다.

한설야의 인생사를 방불케 하는 탑은 해방 이전의 장편소설 중에서

투쟁적인 성격이 가장 희석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길이는 반항

적인 성격과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미성년자 입장에서 말썽

부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한다. 이 작품에서 개인적인 투쟁이나 집

단적인 투쟁 아니고 단지 시대의 변화가 개화사상을 도입하고 봉건사회

를 무너뜨린 것이다. 개화사상의 세례를 받은 성인 우길이가 결말에 비

로소 늙어가는 아바지에게 저항하고 여동생을 겨우 도망시키지만 이것도

역시 이미 약해빠진 봉건 세력에 저항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설야의 30

년대 장편소설들은 거창한 운동과 영웅적인 결말로 끝났지만 40년대에

이르러 아주 미약한 저항으로 끝을 맺는다. 청춘기의 결말은 태호와

철수의 체포로 끝을 맺지만 비극적이기는커녕 매우 희망적인 어조를 띠

었다. 대신에 탑의 결말은 엄밀히 말하면 성공으로 끝나지만 독자로

하여금 고요한 허전함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작품에 나타나는 다른 문

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은 채 우길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겨우 여동생을

집에서 도망시키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탑은 한설야의 이상이 가장

위축된 소설이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성 있는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탑과 초향을 같이 묶어서 봤을 때 그 이전 작품에

서 잘 나타나지 않는 염세주의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30년대 후반과

40년대 초반에 일제 파시즘이 더욱 팽배해지는 배경에서 작가의 세계관

이 비관적으로 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한

설야의 사상이 해방 이후에 한결 중요해질 ‘증오’라는 요소를 더욱 적극

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30년대 후반과

40년대에 한설야 작품에서 싹트는 염세주의가 혁명적 낙관주의를 수용하

는 과정에서 해소되지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증오’를 살려서 계속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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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모티프로 사용하기를 택한다. 후술하겠지만 증오에 대한 찬양이 해

방 이후 한설야의 문학과 해방 이전의 그것과 구별하는 특성인데 그 원

형이 황혼에서 싹텄고 초향과 탑에서 더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

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초향의 주인공의 조소적인 태도에서도 우길이

의 반항적인 태도에서도 잘 볼 수 있다.

그대신 인간을 한갓 증오하는 사람이 사실은 인간을 가장 사랑

하는 사람일 수 있는 것도 잘 아는 것이다.

...

또 사람이 사는 목적이 결코 화려한데나 안락한데 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였다.

...

사람을 찾으려고 해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그리운지를 또한 알쑤있

었다.39)

요컨대 이 인물들은 ‘아름다운 것’에 향하는 마음이 매우 강렬한데 그

‘미의 세계’를 훼손하는 요소들 또는 그 세계에 이르는 길을 막는 요소들

을 추한 ‘장애물’과 증오의 대상으로 여긴다. 따라서 투쟁과 이러한 추한

요소들을 헤쳐나가는 것 자체가 곧 ‘미’로 상정되고 미의 세계로의 길을

개척하는 과정이다. 초향과 탑에서는 이러한 추한 것들에 대한 증오

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대체로 막연한 염세주의에 그치지만 해방 이

후에 한설야 사상의 핵심권으로 편입되고 투쟁과 불복을 부추기는 힘으

로 승화된다.

하지만 30년대 후반과 40년대 한설야 문학이 훨씬 비관적인 어조를 띠

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졌던 것이 아니다.

물론 상술했듯이 그 주인공들이 일반 사회와 및 일반 사람들에 대한 염

세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약자에 대한 동정 및 몇몇 동지들에 대한

애정을 끝끝내 견지한다. 두 인물들은 철저한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에 몸

을 맡길 유혹을 종종 느끼지만 예감과 같은 미지의 감정이 그들로 하여

39) 초향, 167-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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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미의 세계를 동경하게 만든다. 다음 인용문에서 이와 같은 정신적인

작용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더 한번 야속한 것은 인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그것이다. 마치 제 속에서 제 것 아닌 무엇이

연성 제 몸을 그 무서운 걍팍한 인간들의 각다귀판으로 휘몰아 넣

는 것만 같았다.40)

아무리 세상이 너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너는 살어라, 이겨라, 아무

리 해도 죽지않는 생명! 그것만이 오직 미다. 미의 전부다...

나는 이 모욕 가운데서 살아 왔다. 그러나 나는 살아왔다. 앞으로

도 여전히 살아 갈 것이다. 좀 더 힘차기 살아가고 싶다.41)

2.2 이상적 인물상의 기원: 한설야의 미의식

여기서 한설야가 가졌던 미의식에 대한 논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다. 어렸을 때부터 여성의 경험 및 하류계급의 경험을 가까이서 관찰하

고 동정했던 것이 한설야의 문제의식에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었던 사회적 약자 및 권위에 대한

각성이 그의 미의식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다. 예컨대 딸보다 아들을

중요시하는 부모님의 사상을 어렸을 때도 부조리하다고 여겼던 한설야가

일찍부터 이와 같은 부조리를 그가 생각하는 추(醜)의 기준으로 삼게 되

었다. 즉 부조리, 차별, 억압, 불평등 등을 관찰함으로써 먼저 이러한 것

들을 내용으로 하는 나름의 추의식(醜意識)이 생겼고 거기에 시작해서

문제의식과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미의식이 거기서부터 자연스럽

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다. 요컨대 이와 같은 추의식을 배경으로 하는

미는 부조리, 차별, 억압, 불평등을 저항하는 힘으로 규정된다.

40) 탑, 341면.
41) 초향, 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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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나마 구구하고 싸우고 하던 동기 하나를 영영 남의 집으로 보

내는 날 아버지는 어째 오지 않는가. 딸자식은 자식 아닌가42)

하나 오늘의 아내는 어떠한가? 자기의 딸을 스스로 아들과 차별해

서 생각하지 않는가? 가정과 가정에 불어오는 사회의 거친 바람에

아내는 어느새

이만큼 변하였다. 그릇된 생각을 스스로 그릇된 생각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남편)는 이때 차라리 인간을 휩쓸

고 누르는 사회의

커다란 힘을 다시금 미워하였다.43)

"아들은 많고 딸은 적으니까 아버지는 딸을 더 사랑하는 게지." 아

내는 이렇게도 말한다. 하나 그는 그 어느 의견에도 반대를 해왔

다. 아내나 어머니의

말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가 가지는 생각은 그것과는 같

지 않았다. 아들이라든가 딸이라든가 하는 생각을 한 걸음 초월한

생각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딸에게 보내어지는 아내와 사회의 차별관

에 대하여 그는 분개하고 있다.44)

아무리 세상이 너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너는 살어라, 이겨라, 아무

리 해도 죽지않는 생명! 그것만이 오직 미다. 미의 전부다...

나는 이 모욕 가운데서 살아 왔다. 그러나 나는 살아왔다. 앞으로

도 여전히 살아 갈 것이다. 좀 더 힘차기 살아가고 싶다.45)

한설야의 문학과 그의 사상 체계에 대한 더 풍부한 이해를 구성하기 위

해 이 추의식과 미의식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그의 문학의

다른 요소들과 연관지어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더 자세히 서

42) 탑, 323면.
43) 한설야 단편선, ｢딸｣, 207면.
44) ｢딸｣, 207면.
45) 초향, 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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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겠지만 우선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설야 문학의 출발과 경로

및 귀착점을 아주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일단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작가는 부조리, 차별, 및 억압을 관찰함으

로써 먼저 원형적인 추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탑에서의 우길이

가 각 등장인물에 대해서 품고 있는 감정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경험과

추의식을 바탕으로 약자에 대한 동정 및 부조리한 권위에 대한 경멸도

생겼다. 그 다음에 약자와 권위적인 강자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한설

야의 전반 문제의식 형성과 좌익 사상에의 입문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

다. 하지만 처음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여동생을 구하기를 망설이는

우길이나 자기 가치관대로 살지 못하는 경재처럼 사상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및 열등감을 품게 된다. 그리고 우유부단하

고 무능한 지식인으로서의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작가가 이러한 열등감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힘과 강한 의지에 대한 간절한 동

경이 생긴다. 동시에 약자에 대한 동정을 가지면서도 현실 타협적인 성

격, 권위에 굴복하는 성격을 가장 문제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한설야의 미의식이 거의 완성된 형태를 띠기 시작한다. 왜

냐하면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설야에게 미는 바로 힘,

즉 추한 것들과 맞서 싸우는 힘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보

면 투쟁과 미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

의식은 약자에 대한 동정을 계속 포함하되 유약한 성격 내지 굴복을 추

한 현실에 타협하는 또 다른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힘의

미학은 여러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된다.

첫 번째는 한설야가 미와 추에 대해서 각각 적합한 감정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랑이나 증오와 같은 강한

감정을 초월한 사람들이 평화로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

황을 기피하기 위해서 편한 길만을 택하는 자들이다. 아름다운 것에 대

한 사랑과 추한 것에 대한 증오가 결여되어 있는 경재가 다음과 같이 회

피적이고 주관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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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의 뿔과 같이 좁다좁은 세상에서 무엇을 다투며 무엇을 괴

로워하랴. 무엇을 똑 부러지게 사랑하며 무엇을 까다로이 미워하

랴. 애증을 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은 소이며 그저 그런대로

얼마를 잠자코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 아니랴.....

......경재는 사실 이러한 심경 가운데서 살아왔던 것이다.46)

즉 미를 사랑해야 되고 추를 증오해야 된다는 간단한 사유인데 이와 같

은 애증론은 사랑과 증오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그의 소설 인물들을 그

려내는 데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두 번째는 한설야 소설에서 나타나는

이상적 인물상이다. 요컨대 추한 것들과 맞서 싸우는 힘을 미로 여기는

이러한 미의식이 그가 소설에서 구현하는 이상적인 인물로 승화한다. 따

라서 그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이상적인 인물들은 아름다운 것, 즉 강한

의지 및 투쟁 정신을 온전히 지닌 사람들이다.

이 미의식과 그것이 낳은 이상적인 인물상은 해방 이후에 문학적 인물

로서의 김일성에게 투사되었는데. 이는 김일성을 생각하는 한설야의 태

도가 실제로 어땠는지를 말해주지 않지만 해방 이후 한설야가 계속 이러

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3장에서는 그동안 한설야가

개발했던 이상적 인물상이 사상적인 차원에서나 미학적인 차원에서나 그

가 만든 문학적 인물로서의 김일성에게 어떻게 부여되었는지 살펴볼 것

이다. 물론 본인의 기존 사상을 견지하면서도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타협에 나서고 대의에 대한 일편단심 및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도

수용해야 했다.

위에서 제시한 해석은 한설야가 본인의 사상 형성 과정에 대해서 쓴

글과 일치한다.

...나는 나의 창작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나의 창작에

나타나는 나의 사상 체계의 형성과 그 발전 과정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려 한다.

나의 사상의 싹은 매우 어린 시절에 이미 눈트기 시작한 것 같다.

46) 황혼, 5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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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세상에 나서 인간의 선악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아마 四-五세 때 일이라고 기억한다. 그때 나의 집에는 나보다 열

살 우인 양녀가 있었다. 그러나 이름이 양녀이지 사실은 노비에 불

과하였다.

...

나는 여기서 불상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도와 주려는 나의 사상의

첫 싹이 트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2.)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의 어린 생활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나의 부모가 같은 자식이면서도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데 대한 불

만이었다.

...

나는 이것이 남녀를 차별하고, 량반과 상사람을 차별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낡은 사회의 인간 차별 사상을 반대하는

나의 량심의 첫 싹이라고 생각하며 또 이것이 그 뒤의 나의 사상

형성과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3.) 다음 세 번째로 나는 나의 아버지에 대한 왜놈들의 박해에서

처음 가정으로부터 사회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

나의 왜놈에 대한 증오는 점점 더 커졌다. 이것이 나의 사상의 보

다큰 하나의 싹으로 되었다.

(4.) 다음 네 번째로 온 것은 바로 三.一 민족 해방 투쟁이 준 파문

이었다.

...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비극을 가르쳐 주지 못했고 도리여 미래

의 광명과 인민은 굴복하지 않는다는 정신과 투지를 가르쳐 주었

다.

(5.) 다음 다섯 번째가 바로 우에서 말한 나의 첫 장편 소설에 나

오는 그 내용의 인생 체험이다. 이 체험은 나에게 인간은 자기의

투쟁에 의하여 자기의 앞길을 열며 이것은 나아가서 사회의 길을

연다는 자각을 주었고, 이 자각은 점차 나의 의지력과 전투력을 키

워 주는 데 도움을 주었다. 47)

47) 력사, 413-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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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의 연재가 끝난 다음에 1941년부터 1951년까지 한설야는 장편소

설을 한편도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확히 1944년 9월 9일에 그가 나

중에 발표하게 될 탑의 후속편 열풍을 탈고했다.48) 당시 전시 상황

에서 이 작품을 곧바로 발표하지 못했고 1958년에 이르러서야 출간하게

된다. 물론 작가가 머리말에서도 고백하듯이 1944년 쓴 원고를 그대로

출판한 것이 아니고 수정을 진행한 다음에 발표한 것이다. 다 쓴 작품을

발표하기 전에 왜 14년이나 기다렸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설야의 말에

의하면 계속 내놓을 생각이 있었는데 원고를 다듬는 것을 계속 미뤘다고

한다. 1958년에 발표했든 1948년에 발표했든 큰 상관이 없었을 것을 생

각하면 한설야의 설명이 가당해 보인다. 어쨌든 간에 열풍이 수정된

상태로 1958년에 나왔기 때문에 원본을 볼 수 없지만 읽어보면 나중에

곁들인 디테일이나 묘사가 많아도 주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대략적인 줄거리가 원고와 비슷하리라는 것이다. 그

리고 수정을 진행한 1958년에 어떠한 내용을 추가했는지도 어느 정도 짐

작할 수 있다. 요컨대 일제 당국이 당연히 검열했을 내용이 있는데49) 이

는 탈고 이후로 쓴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작가는 머리말에서

이 작품을 쓰면서 당시 검열 대상이 될 부분들을 미리 뺐다고 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북한의 이념이나 예술 정책을 암시하는 부분들도 쉽게 식

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나중에 추가된 내용일 것이다. 그

외에는 원본에 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추가했는지 애매한 내용도 있지

만 소설의 플롯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장편소설은 탑의 후속편으로 이해해도 무방하지만 탑이나 한설
야의 다른 장편소설과 달리 어떠한 인물상을 구현하는 것보다 하나의 시

대상 및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이 소설의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즉 탑의 주인공 상도가 다시 등장하고 작품의 이야기가 그를 중심으로

48) 소설의 끝에 기입한 날짜와 작품 후기에서 기록한 날짜 덕분에 언제 탈고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49) ‘왜놈’이라는 단어나, 독립운동과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 같은 내용
은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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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920년대 재북경 조선인 공동체를 탐구하

는 것이다. 따라서 한설야의 이상적 인물상을 다루는 논문에서 이 작품

이 본격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을 필요 없지만 지금까지 논의해 온 이상

적 인물상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소설은 탑의 스토리가 끝난지 몇 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데 주인공 상도가 삼일운동 참여로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는 시기부터 시

작된다. 상도는 탑의 결말에서 여동생을 도망시킨 이유로 아버지와 절

연하게 되고 삼일운동의 실패로 절망감을 품은 채 북경에 공부하러 가기

로 결심한다. 거기서 중국어, 노어, 그리고 사회과학을 독학하면서 여러

중국인과 재북경 조선인들과 친해진다. 그 과정에서 중국 문화 및 중국

인들의 미덕을 배우고 재중국 조선인 공동체 안에서의 당파 문제를 절실

히 느끼게 된다. 상도가 하숙하는 집에서 전통적인 민족주의자, 서양을

동경하는 여학생, 조선과 시사에 큰 관심이 없는 청년, 그리고 혁명적 성

질을 가진 여성이 있는가 하면 밖에서는 항일무장 투쟁자들, 사회주의자

들, 기독교인들, 그리고 일제 앞잡이 역할을 해주는 조선인들도 있다. 그

리고 상도가 이렇게 다양한 당파들끼리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게 된다.

결국에 주인공이 중국에서 배워가는 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

다. 첫 번째는 중국인들과 그들의 문화를 배우면서 자국에 대한 지식과

애착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두 번째는 당파적 갈등을 없애고

조선인들을 ‘한 마음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것이다.50) 결말에는 상도가

그가 같이 하숙했던 여성 남향이와 함께 조선에 돌아가기로 한다. 그리

고 거기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투쟁을 하겠다고 약속한다.51) 물론 다

른 나라로 이동해서 (해외로든 조선으로든) 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청춘
기의 결말과 유사하다. 이 부분에서는 작가가 청춘기의 주인공에게

했듯이 상도에게도 강한 의지와 이론을 실천할 용기를 부여한다. 상도도

역시 황혼이나 청춘기의 주인공들과 다를 것 없이 책만 아는 인텔리

50) 이 두 번째 점은 당파주의를 강렬하게 비판했던 당시 북한 정책의 영향도 있어
보이는데 확실하지 않다.

51) ‘대중 속’이라는 표현도 역사 북한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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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풍에서도 작가가 그의 이상적 인물상을 다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도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저같이 우활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아니 우활하다니보다 오래 동안 책자만을 자기의 세계로 한 글충이

었던 것이다. 책속에만 살아 왔던 것이다. 자기의 세계를 열기 위해

서 얼마나 싸웠던가 하고 생각하니 스스로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52)

당시에 열풍을 공개하지 못했지만 1943년 초까지 꾸준히 단편소설들을

발표했다가 1943년 2월부터 1946년 8월까지 3여년 간 문학 활동을 중단

한 기간도 거쳤다. 이 기간에는 해방이 한설야에게 가장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으며 실제로 한설야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

점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0년대 후반과 40년

대 초반은 한설야의 문학세계에 있어서 투쟁성과 사상성이 점점 희석되

는 시기였다. 여기서 이 시기에 해당되는 친일 중편소설 대륙과 국민
문학에 발표된 ｢영｣은 언급할 만하다. 1939년과 1942년 발표된 이 소설

들은 강압 아래에서 쓰였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해방 이전이든 해방

이후든 한설야의 문학세계와 모순되는 작품들이라고 할 것이다. 대륙
은 일본 제국주의와 일본의 동아시아의 침략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

고 ｢영｣은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연애담이다. 해방 이전의 다른 소설을

보면 아주 암시적이지만 반제국주의적인 색채를 읽을 수 있고 해방 이후

의 작품들은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의 잔인함과 부조리를 폭로한다. 따라

서 대륙은 한설야 문학의 주류에 넣을 수 없을 것이다.

1942년에 국민문학에 발표된 ｢영｣의 경우에는 비록 일본 제국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덜 있지만 내선연애를 긍정적으로 그린다는 점에서 한설

야가 이전에 취한 태도와 완전히 상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1927년에

발표된 단편소설 ｢그릇된 동경｣이 조선인과 일본인의 연애에 대한 비판

을 주된 주제로 삼고 있고 때문이다. 따라서 ｢영｣도 대륙과 함께 예외

52) 열풍, 4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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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작품이 일제 파시즘의 확대 속에서 한

설야의 반응을 보여주는 소설들이기도 한다. 해방 이후에 단행본 력사
의 끝부분에서 한설야는 자기 문학 활동의 경력을 비교적 자세히 회상을

하는데 일본어로 쓴 친일 소설 대륙이나 국민문학에 실은 작품들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해방 이후에 이 작품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은 놀랄 일이 아니고 집필 당시에도 기꺼이 쓰지 않았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그 이전의 작품들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작품들

전후에 나온 작품들도 조금이나마 투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

이기 때문이다. 한설야의 작품에서 친일 소설을 썼다는 것에 대한 반성

이나 죄책감이 직접 발견되지 않지만 이 작품들 발표 시기의 한설야의

문학에서 좌절감, 환멸, 조소, 그리고 쇠약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마

우연이 아닐 것이다.

잠정 활동 중단이 동반된 40년대 중기에 해방이 ‘밤중에 도둑처럼’ 온

것은 비록 친일 작품을 조금 썼지만 친일 작가로 각인되지 않았던 한설

야에게 예술가로서의 큰 기회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20년대와 30년대 내

내 경향소설, 농촌 소설, 노동 소설 등을 꾸준히 썼던 한설야는 항상 일

제 당국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었다. 1934년 1년 동안 투옥된 다음에 특

히 그랬을 것이고 해방 이후에 한설야가 일제 당국의 검열 때문에 작품

을 마음대로 쓰지 못했다고 여러 곳에서 고백한다.

그러나 이때부터 로동자들 취급한 작품은 일제 관헌의 탄압에 의

하여 거의 발표할 방도가 없게 되어 주로 인테리의 고민, 지향, 농

민 생활과 그 투쟁을 취급한 장단편들과 전기식 소설을 쓰면서 해

방을 맞이하였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내가 희망하던 로동자를 취재

한 작품을 자유로 쓰게 되었으나 이때는 새로운 쩨마들이 많이 나

와서 주로 이 쩨마를 취급한 작품들을 썼고 로동자를 취급한 것으

로는 단편 ｢탄갱촌｣과 장편 대동강을 썼을 뿐이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해방전 초기에 쓴 로동자를 취급한 작품으로

부터 一九三四년 투옥 전에 쓴 작품들과 투옥 뒤에 쓴 장편 황혼
의 뒤를 받아 이은 작품으로 나의 창작에서의 주류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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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3)

즉 한설야는 해방을 예술가로서의 자유를 갖다주는 기회로 인식했을 것

이고 곧바로 문학계에 다시 몸을 던졌다. 해방 이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이상 숨기거나 암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다만 정도면 한설야의 문학 활동에 절대적인 변화를 갖

다줄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분단 조선에서의 김일성의 등장과

두 사람의 만남이었다.

3. 해방 이후 김일성의 이상화 문제

3장에서는 해방 이후 김일성의 이상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

특히 한설야가 소설 인물로서의 김일성을 만들면서 어떻게 그에게 해방

이전의 이상적 인물상을 적용했거나 투사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다

른 말로 하면 한설야가 직접 만나고 자주 교제했던 김일성과 기존의 이

상적 인물상을 어떻게 작품에서 결합시키려고 했는지를 해명하려고 한

다. 본격적인 작품 분석을 하기에 앞서 먼저 초기 북한 역사에 대해서

서술할 것이고 한설야가 김일성을 만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한 다음에 왜 다른 작가가 아닌

한설야가 문학계에서 김일성 이상화를 주도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룰 것

이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내부적 및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복합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이다. 그다음에 한설야의 김일성에 대한 인상

담을 담은 수필들을 분석하면서 한설야가 포착하고 부각시키려고 한 김

일성의 특징들을 파악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설야가 비문학적인

인물로서의 김일성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먼저 이해할 수 있다. 그리

고 마지막으로 한설야의 김일성 작품군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여기서 한설야가 인상기에서 쓴 내용에 바탕을 두면서 어떻게

문학적 인물로서의 김일성을 통해 그의 이상적 인물상을 구현하고 있는

지를 밝히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묘사가 어떻게 김일성의 개인 숭배

53) 력사, 4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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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한설야는 1946년 2월 8일에 김일성을 처음 만났다. 이 만남은 해방 이

후에 한설야가 문학 활동을 재개하기 전에 이루어졌고 결국에 그 이후로

나온 작품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해방 이후에 한설야가 처음

발표한 수필이 ｢金日成將軍印象記｣이였고 첫 번째로 발표한 작품이 김일

성의 부대를 다루는 ｢혈로｣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해방 이후 한설야의

문학과 그의 김일성 이상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1946년 2월 8일 한설야가 김일성을 처음 만났고 동년 5월 1일에 ｢金日

成將軍印象記｣를 신문 정로에서 실었고 그다음에 동년 8월에 단편소설

들 ｢혈로｣, ｢모자｣, ｢탄갱촌｣을 발표함으로써 문학 활동을 재개했다. 즉

한설야는 김일성을 만난 지 불과 3개월 후에 그에 대한 수필을 썼고, 6

개월 후에 ｢혈로｣에서 그를 소설의 주인공으로 구현했다. 그 이후에 1년

9개월 동안 또 무활동 기간을 거쳤다가 1948년 3월에 김일성의 귀국을

다루는 단편소설 ｢개선｣을 발표했다. 이 무활동 기간에 ｢김일성 장군 개

선기｣ (1946.7.25.), ｢작가가 본 김일성 장군｣ (1947.2), ｢장군의 아버님과

어머니｣ (1947.7.30.) 등의 수필도 발표한 것을 언급할 만하다. 해방 직후

부터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한설야의 문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

는지 잘 보여준다.

한설야의 단편소설 ｢개선｣은 북한의 문학사에서 김일성을 처음 형상화

한 소설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 작품이 나오기에 앞서 1946년 5월에 김일

성을 등장시키고 김일성 부대의 항일무장투쟁을 다룬 한설야의 단편소설

｢혈로｣가 발표된 바가 있다. 이 작품은 비록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라기

보다 김일성 부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 주인공이 김일성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군다나 ｢혈로｣는 김일성의 외모, 심리, 그리고

활동을 자세히 서술했다는 점에서 ｢개선｣보다 일찍 김일성을 형상화한

소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처음으로 김일성을 단순한 장군뿐만

아니라 온 조선의 지도자로서 묘사한 소설인 만큼 1948년에 나온 단편소

설 ｢개선｣이 특별한 주목을 요구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1946년 이후 지

금까지 김일성을 다루는 문학 작품이 수두룩한데 이 광범위한 작품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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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는 ｢혈로｣와 ｢개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북한 문학사에 있어서 김일성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한 작품

은 ｢개선｣도 ｢혈로｣도 아니다. 1946년 4월 이기영이 발표한 북한의 최초

단편소설 ｢개벽｣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김

일성의 존재가 암시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을 처음으로 중요한 인물로

등장시키고 그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묘사했다는 공은 한설야에게 돌

아가야 할 것이다. ｢혈로｣와 ｢개선｣뿐만 아니라 장편소설 만경대, 력
사 등에서 보여주었듯이 한설야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 김일성을 가

장 적극적으로 문학에서 형상화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1945년 8

월 15일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길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3.1 김일성을 만난 배경

한설야가 김일성을 처음 만난 것은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

원회에서였다. 이때 북한에서의 단독 정부로 이르게 될 북조선임시인민

위원회에서는 김일성이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김일성이 이미 북한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지도자로 부상했던 셈이다. 이는 그가 귀국한 지 고작

5개월 만이었다. 하지만 이는 보장된 일이 절대 아니었다. 물론 여기까지

이르는 길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만약 그 이전에 김일성이 권력 경쟁에

서 조금이라도 밀렸으면 그와 한설야의 만남이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즉 한설야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작품을 쓰기 시작했던 것은

김일성이 이미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부상한 다음의 일이다. 따라서 김

일성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 그리고 1945년 8월 15일부터 1946년 5

월에 한설야가 다시 작품을 발표할 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대체

로 파악한 다음에야 해방 이후 한설야의 문학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해방이 된 당일에 김일성이 소련군 제88특별정찰여단 소속이었다. 이

때 생긴 여러 인연들이 나중에 소련 점령 중인 북한에서 정권을 잡는 데

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8월 15일 소련군이 이미 북한에 들어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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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평양에 입성했다. 다음 달 19일에 김일성이 소련 배를 타고 원

산으로 귀국했고 22일에 평양에 들어왔다. 이때 이미 여러 자생적 정치

조직들이 있었는데 소련이 이들을 인정하고 5도 행정국이라는 행정기관

을 만들었다. 이렇듯 소련이 북조선을 간접적으로 통치했다.

김일성 외의 세력들이 북한에서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 김일성과 그의

빨치산들이 흔히 만주파라고 불리는데 그 외에는 연안파, 소련파, 국내

파,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이 있었다. 각 파벌의 대표적 인물을 언급하자

면, 연안파에서 무정, 소련파에서 허가이, 국내파에서 박헌영, 그리고 민

족주의자 진영에서 조만식이 있었다. 각 파벌이 만주파(김일성)와 경쟁

할 수 있는 만큼 큰 영향을 쥐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유리했던 파

벌은 박헌영이 주도하는 국내파였다. 국내파도 공산주의 세력이었는데

조선 안에서 오랫동안 세력을 다짐해서 기반이 튼튼했다. 박헌영은 1920

년대 조선공산당에서 핵심 인물이었던 만큼 공산주의 운동가로서의 경력

이 방대했다. 해방이 되자 그가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을 재건했는데 만약

분단이 없었으면 조선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공산주의자였을 것이

다. 문제는 그가 공산주의 세력이 미군정에 탄압되는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김일성이 공산주의가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

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되었을 때 공산주의 지도자로서 박헌영이 김

일성보다 아직도 유리했다. 1945년 10월 초 박헌영과 김일성이 만났는데

김일성이 북조선에서 공산당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헌영이 일

국일당 원칙에 따라서 이를 반대했다. 박헌영이 재건한 조선공산당이 이

미 있었는데 북조선에서 다른 당을 만드는 것이 권력을 분산할 위험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에 박헌영이 타협해서 북조선에서 조선공산당 북조

선분국이라는 조직을 창설하는 것에 동의했다. 명목상 박헌영의 당 영향

권 아래에 있었지만 김일성 세력이 일찌감치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김

일성이 북한에서 박헌영과 독립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을 주도하기 시작했

던 것이다. 소련군이 이를 다 장려했다.

이 둘이 만난 지 고작 2개월 만인 1945년 12월 소련군의 지원을 받으



- 41 -

면서 김일성이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책임비서로 추대되었다. 북한에

서의 가장 중요한 정치조직의 지도자가 된 것이다. 여기에 편입되지 않

은 세력으로서는 조만식이 주도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지만 1946년 1

월 조만식이 소련군에게 연금되었으니 큰 영향을 행사하지 못했다. 남은

것은 소련이 만든 5도 행정국과 독립된 중앙행정 기관을 만드는 것이었

는데 이는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출범으로 이루어졌고 김

일성이 이 조직의 위원장이 되었다.

하지만 큰 경쟁자로서 국내파와 남한의 공산주의 세력을 주도하는 박

헌영이 아직 남아 있었다. 박헌영의 영향이 김일성의 그것에 최종적으로

밀린 것은 1946년 9월쯤이었다. 이때 남한에서 미군정이 박헌영에 대한

체포령을 내려 박헌영이 북한으로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

것이 김일성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셈이었다. 북한에서 세력을 이미

너무 튼튼하게 다진 김일성과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거기서부터

날로 탄압되는 남한의 공산주의 세력을 주도하는 것이 거의 헛일에 불과

했다. 이렇게 해서 김일성이 박헌영을 누르고 가장 큰 정치적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다. 물론 이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했

고 1946년 3월부터 토지개혁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주개혁을 단행하고 있

었다.54) 이러한 배경에서 한설야가 5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김일성에 대한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3.2 김일성의 이상화에 작용했던 요인들

이 부분에서 한설야의 김일성 이상화에 작용했던 여러 가지 내부적 및

외부적 요인들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한설야만의 내면적인 특성들과 해

방 이후 그가 처하게 된 특수한 환경을 같이 고려해야 북한에서의 그의

활동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비록 본고의 전반에서 한설

야의 내면적인 특성들을 다루는 내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해방 이후 한설야를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들도 그 내부적 요

54) 안문석, 북한 현대사 산책, 인물과사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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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 못지 않게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에 대

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 전체주의 체제들의 특성과 그 안에서 살

아가는 개체들이 흔히 취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이러한 논의

에서는 한설야라는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주의적인 구조 속에서 살아야

하는 구성원으로서의 한설야에 대한 분석도 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외부적 요인들과 내부적 요인들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그 상호관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시작할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에 소련이 이미 38선 이북에 들어와 있었다. 동년 8월

8일 소련이 한반도에 진주하기 시작했고 해방이 된 지 11일 후인 8월 26

일에 평양에 입성했다. 해방이 되자마자 시작되었던 소련군의 점령 때문

에 북한이 처음부터 친소 노선 및 소련식 체제를 택하게 되었다. 물론

북한 내의 권력 경쟁이 끝나고 북한의 체제가 완전히 성립되는 데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해방 직후부터 북한이 전체주의 체제를 갖

춘 나라의 점령 이하였고 김일성을 포함한 북한 내의 많은 권력자들이

이 체제를 모범으로 삼으려고 했다.

소련은 북한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간접통치를 취했다. 따라서 해방

직후부터 자생정치조직들이 많이 생겼고 나중에 조선인들이 통치권을 인

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다. 간접통치를 택함으로써 일면에서 이북

에 사는 조선인들의 주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북에서 정치를 하려는 조직과 정치인들이 소련의 인정을 받아야 했다.

즉 소련의 점령 이하의 북한에서 반소 정치가 불가능했다. 1946년 1월부

터 민족주의자 조만식이 소련 당국에 감금되었다는 것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김일성이 북한의 가장 권력이 있는 지도자로서 부상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고 그가 모든 정적을 없앨 때까지 시간이 더욱더 걸렸다. 하지

만 해방이 되었을 때 정치적인 자유가 이미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친소

노선 외에 허락된 정치적인 입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개

인 숭배를 포함한 전체주의 나라 특유의 문화들이 일찍부터 소련에서 북

한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소련에서의 스탈린 개인 숭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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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부터 정착되었는데 1945년부터 북한에서도 스탈린의 초상화와

그를 찬양하는 문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당시부터 스탈린의 개인

숭배가 김일성의 그것에 모범이 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 하지

만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에 김일성만이 개인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았

다는 점이다. 40년대 북한에서 국내파 박헌영과 연안파 무정도 개인 숭

배 대우를 부분적으로 받았다. 이 당시 김일성 외의 다른 공산주의 지도

자들이 어느 정도의 권위를 누리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물론 김일성이든 박헌영이든 무정이든 이 당시에 이루어졌던 개인 숭

배가 미래의 그것에 비해 강도 및 규모가 작았다. 김일성에 대한 개인

숭배의 발전 과정을 연구한 표도르 테르티츠키는 김일성의 개인 숭배가

1967년부터 예전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추진되었고 1974년에 이르러

서야 완성되었다고 보았다.55) 김일성의 동상, 김일성의 얼굴이 그려진

배지들, 모든 아파트와 교실에서의 김일성의 초상화, 모든 글에서 김일성

을 인용하는 관습 등의 개인 숭배 요소들 나타난 것은 한설야가 숙청을

당한 후이다. 1940년대 북한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상상할 때를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염두에 두어도 개인 숭배 문화, 출판물

검열, 사상개조운동 등을 포함한 전체주의 요소들이 북한에 일찍부터 정

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기부터 북한에서 세워지는 체

제의 성격이 대체로 어땠는지 말해준다.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 운동과 전체주의 정권을 구분했다.56) 전체주

의의 다른 단계들을 가리키는 용어들이다. 전체주의적 세력이 집권하면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부르고 아직 집권하지 못했으면 전체주의 운동이라

고 부르는 용어법이다. 집권한 다음에 정적을 없애기 전과 후도 구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집권하고 모든 정적을 없애야만 전체주의 운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일성이 아주 빠른 기간 안에 부상했고

1946년 2월에 사실상 집권했지만 오랫동안 여러 당파들과 권력을 공유해

55) Tertitskiy, Fyodor, “The Ascension of the Ordinary Man: How the
Personality Cult of Kim Il-sung was constructed (1945-1974),” Acta Koreana
18 (2015).

56) Arendt, Hanna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perCollins,
1973.



- 44 -

야 했다.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가장 유리한 정적들을 없앤 다음에 나머

지 반대 세력을 결정적으로 제거한 것은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그가 주도하는 정치 운동과 1945년부터

정착되는 북한 체제는 특히 소련의 영향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전체주의

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다.

한설야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을 쓰게 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김일성을 찬양한 것은 1946년 5월 1일 정로에서 실린

그의 기사 ｢김일성장군인상기｣에서였다. 이러한 글을 40년대와 50년대

내내 계속 쓰게 된다. 한설야의 김일성 이상화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명심할 점들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김일성을 처음으로 문학 작품에

서 형상화한 사람이 한설야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설야가 당시 많

은 공산주의 지도자 중에 오직 김일성만을 찬양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

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들이 다른 작가들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그리

고 네 번째는 한설야가 비교적 오랫동안 숙청을 피할 수 있었고 숙청을

당한 다음에 1969년에 정치계에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북한 문단에서 한설야와 비슷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로서 이기영

이 있었다. 이 두 작가의 해방 이후 활동을 보면 한설야가 훨씬 적극적

으로 김일성을 형상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기영뿐만 아니라 다른

월북 작가들보다 이 점에 있어서 한설야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이기영이 토지개혁에 대한 작품을 쓰고 있었을 때 한설야가 김일

성에 대한 작품을 쓰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

다. 초기 북한 문학을 보면 당의 정책이나 친소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다양한 주제들이 가능했다. 토지개혁, 소련군 이야기, 등의 소재의

소설을 쓸 수 있었을 때 한설야가 왜 김일성에 대한 작품을 썼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문인으로서의 한설야만의 특징들을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분석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한설야에게 영향을 끼쳤을 환경적인

및 성격적인 요소들을 고찰해보자.

우선 1946년에 북한의 문학 조직 안에서 검열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

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 당시 북한의 문학 조직이 북조선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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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총연맹이라고 불리고 있었는데 1946년 말에 이 조직에서 ‘북한 최초

의 필화사건 일어났다.’57) 이 조직이 당의 지도를 받고 있었고 거기에 가

입한 문인들이 당의 정책에서 벗어난 작품을 발표할 수 없었다. 당이 북

한 사회의 예술정책을 규정하는 만큼 1946년부터 이미 문학 활동이 자유

롭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이나 문예총이 이 당시에 한

설야로 하여금 김일성을 찬양하는 작품을 쓰도록 강요할 수 있었을까.

한설야는 이 조직의 위원장까지 맡은 사람이었고 그가 사용할 수 있었던

주제들이 많았던 만큼 그에게 작품 소재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만약에 김일성 말고 토지개혁이

나 다른 주제의 소설을 쓰기로 결정했다면 큰 역풍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박감이 아예 없었을

것도 아니다.

1946년 2월부터 김일성이 사실상 북한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

이 달에 임시북조선인민위원회 출범했고 소련의 지원 덕분에 김일성이

위원장이 되었다. 물론 소련이 아직 이북을 점령하고 있었고 남한에서

박헌영이 남로당을 지도하고 있었고 임시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많은 세

력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임시북조선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이 됨으

로써 김일성이 사실상 집권하게 되었고 그의 만주파가 북한에서 가장 유

리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내파, 연안파, 그리고 소

련파가 아직 강했지만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이 가장 유리한 지도자로서

부상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 없었다. 한설야가 이때 임시북조

선인민위원회 출범에 참여해서 김일성을 만났다. 그다음 달에 김일성이

결성하도록 지시한 북조선예술총맹에서 한설야가 위원장이 되었고 그 두

달 뒤인 5월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을 발표했다. 이때 김일성의 정권이

이미 기정사실이었고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문학 조직은 김일성의 당이 지

도하고 있었다. 이 조직의 위원장이 되었던 한설야에게는 일찌감치 김일

성에 대한 지지를 표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용했을 것이다. 북한의 문

단에서의 튼튼한 입장을 굳히는 데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

57) 북한 현대사 산책 1권,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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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말할 것이 없다. 하지만 김일성을 찬양한 것은 이미 이 조직의 위

원장이 된 다음이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이미 북한 문단에

서 확고하고 높은 위치를 차지한 다음에 찬양 글을 발표했던 것이다. 물

론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 위치에 오른 상황에서 그의 공개적인 입장을

확실히 표방해야 할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58)

어떠한 면에서 지지를 표방해야 할 압박은 일반 문인이나 공무원들보

다 고위직들에게 더욱 강하게 가해졌으리라고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

즉 이제 북한 문단과 북한의 문학 조직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된 한설

야는 더 이상 애매모호한 정치적 입장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제는 한설야의 적극성이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1946년 김일성을 처음으로 문학 작품 인물로서 형상화했던 사람이 한설

야였다. 1946년부터 1949년까지 김일성을 본격적으로 형상화한 작품 두

편에다가 그를 찬양하는 수필은 적어도 네 편을 썼다. 1950년부터 김일

성에 대한 장편소설 두 편을 포함한 이러한 글들의 수가 많이 늘어난다.

북한 문인으로서 비슷한 위상을 갖고 있있던 이기영에게 볼 수 없는 적

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성을 설명하기 위해 한설야가 처해

있었던 환경과 한설야만의 내면적인 특징들을 더욱 파고들 필요가 있다.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한설야가 자신을 복종적인 사람이라고 자책

했다는 점이다. 이는 자서전적인 성격을 띤 탑을 포함한 해방 이전의

모든 장편소설에서 읽을 수 있는 특징일 뿐만 아니라 그가 숙청을 당한

연도인 1962년까지 사석에서도 고백했던 콤플렉스였다.59) 이러한 성격으

로 인한 열등감 때문에 강한 의지 및 불복의 정신에 대한 그의 동경을

자기 작품의 이상적 인물들에게 투사했던 것으로 보인단. 만일 처음부터

북한의 문단을 멀리 했으면 달랐겠지만 이미 이북의 공산주의 운동과 문

단에 참여했던 만큼 그 이후로 요구되는 적극적인 협력을 거부하기가 어

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불복하기를 어려워했다고 고백한 한설야에게는

특히 그랬을 것이다.

58) 히틀러를 반대했다고 한 많은 나치들은 일반 나치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를 지

지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고 주장했던 것을 아렌트가 관찰했다.
59) 이항구, ｢北韓의 作家隊列속에서｣, 北韓, 1974.1,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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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전체주의 체제 속에서 사는 개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빌려서 한설야의 태도를 일고해 볼 수도 있다. 전체주의를

이해하는 데에서 한나 아렌트의 저서를 계속 참고할 만하다.60) 다만 아

렌트의 주된 분석 대상이 나치 독일과 소련이었기 때문에 이 이론을 북

한과 한설야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중요한 맹점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 해

석적인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아렌트는 전체주의를 대중의 지지를 필수 조건으로 삼는 운동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대중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이나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

한 사람들의 지지까지 얻는 데에서도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포퓰리즘적인 매력만을 발휘했던 것이 아니라 비교적 교육을 많이 받은

지식인층과 여태까지 정치 운동이나 집단 소속을 거부했던 사람들조차

운동에 흡수하기를 잘했다는 뜻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원자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원자화된 사람들, 즉 집단에 잘 속해 있지

않고 오히려 고립된 사람들은, 그 고립이 자발적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전체주의 운동의 가장 좋은 흡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아렌트가 관찰했

다. 이러한 현상을 아렌트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주 교양 있는 사람들이 특히 대중 운동에 매료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고도로 분화된 개인주의와 지적 세련

이 대중에 휩쓸려 들어가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경향 – 대중 운동

에서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을 막기는커녕 종종 실제로 고

무했다는 사실 곧 명백해졌다...

사회적 원자화와 극단적인 개인화는 대중 운동보다 먼저 일어났다.

대중 운동은 전통적인 정당의 사회적이고 비개인적인 구성원들

을 매료시킨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조직화되지 않은 사람

들, 즉 개인주의적 이유에서 항상 사회적 유대나 의무들을 인정

하기를 거부하는 전형적인 방관자들을 끌어당겼다. 대중 고도로

원자화된 사회의 분열에서 생겨났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사회의

60) 비록 나치 독일과 소련을 주된 대상으로 분석했지만 그녀의 저서는 전체주의와
관련된 연구 중에서 기본 텍스트로 여겨지고 있다. 전체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공
부를 하려면 그녀의 저서를 참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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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구조와 그로 인한 개인의 고독은 어떤 계급의 구성원이 됨으

로써만 해소될 수 있었다. 대중적 인간의 주요 특징은 야만과 퇴보

가 아니라 고립과 정상적 사회관계의 결여이다.61)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체주의의 기원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북한에 그대

로 적용하면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나는 해방이 되었을 때 조

선 사회가 과연 얼마나 원자화되어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소련 통치라는 변수의 문제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조선 사회가 지

연, 학연, 및 혈연을 중요시했다는 지적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62) 즉

조선은 사람들 간의 연대들이 여러 방식으로 튼튼하게 짜여 있었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는 사회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제 통치, 특히 40년대 고

도에 이르게 된 일제 파시즘이 이러한 전통적인 관계들을 어느 정도 훼

손시켰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63) 소련의 영향이라는 문제는 더 난

처하다. 소련의 통치는 북한의 전체주의 운동의 기원과 떼려야 뗄 수 없

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전체주의 운동이 자생적인 현상이 아

니었다고 보면 과연 해방 직후 조선에 전체주의가 생길 조건들이 되어

있었는지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서 북한의 전체주의가 소

련산의 구조물이었다면 아렌트가 말하는 전체주의의 예비조건들이 무효

하지 않나 물어볼 수도 있다.

물론 북한에서 전체주의가 생기는 데에서는 소련의 결정적인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아렌트의 이론은 북한의 케이스를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또한 아닐 것이다. 전체주의 운동

이 왜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전체주의의 형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

가 하는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차

이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설야를 아렌트의 관점에서 보자.

2장에서 서술했듯이 한설야 장편소설의 주인공들이 늘 고립적인 인물

61) 한나 아렌트, 박미애 역, 전체주의 기원 1권, 한길사, 2006, 33면.
62) 이 점을 지적해 주신 방민호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63)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을 들 수 있겠는데 파시즘이 사회
구성원들을 여러 방식으로 고립시키는 방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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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었다. 이는 그들의 투쟁이나 인생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내려고 사용했던 기법이기도 하지만 대중을 도와주고 싶으면서도 대중을

경멸한다는 그들의 심리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묘사 방식이기도 한다. 어

떠한 주인공이 작가의 분신이라고 하기에는 늘 조심스러운 주장이지만

자서전적인 성격이 강한 소설 탑과 열풍 이러한 고립된 주인공을 등

장시킨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만약 이 두 작품이 한설야 자신의 내면

및 경험을 비슷하게라도 반영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작가가 고립에 매

우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도 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

은 이 두 작품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대의에 대한 동경이 컸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 전체주의가 사람들을 흡수하는 다

른 방법들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과 전체주의의 원리들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서 살아가는 개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전체주의 체제에 어떻

게 협력하게 되는지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가장 공을 들여서 해

명하려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비정상적이거나 윤리 감각이 상실된 사

람들만이 전체주의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다. 심지어 전체주의 운동의 교리에 대한 믿음도 협력자의 필수 조건

도 아니었다고 보았다. 즉 지극히 ‘평범하고’ 통상적 세계관 및 윤리 감

각이 온전한 사람들조차 전체주의 체제에 어렵지 않게 협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64) 이는 위협으로 인한 협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위

협과 공포(terror)도 매우 중요하게 작동했다. 위에서도 한설야에게 가해

졌을 여러 가지 압박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위협적인 요소들

외에도 아렌트가 조명하려고 했던 또 다른 요소들도 잠시 눈여겨볼 만하

다.

먼저 전체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중요하다. 전

체주의 운동에 발을 디딘 이유와 그 안에서 계속 협력하게 된 이유와 다

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체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된 순간부터 거

기서 빠져나오는 경우 어렵고 드문 일이었다. 즉 운동에 처음 참여하게

64) Arendt, Hannah,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London: Penguin Book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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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동기와 계속 운동에 남아 있게 된 이유를 별개의 문제로 고려해야 한

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체주의 운동의 교리에 대한 믿음이

운동에 참여할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 교리에 대한 믿음은커녕 기본 교

리에 상반되는 생각을 가진 자들도 운동에 나섰다는 것을 아렌트가 관찰

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나치 독일 정부에 깊이 참여한 아이히

만의 증언을 아렌트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65)

또는 그가 법정에서 ‘어떠한 기대나 사전 결심 없이 그냥 당에 의

해서 집어삼켜진 것과 같았습니다. 너무도 빠르고 갑작스럽게 일어

났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그도 제대로 정보를 입수할 시간도

없었고, 알고 싶은 욕구는 더더욱 없었다. 그는 당의 정강도 몰랐

고 나의 투쟁도 읽지 않았다. 칼텐브루너가 그에게 “친위대에 가

입하는 것이 어때?”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지 뭐”라

고 대답했다. 일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게 전부였다.66)

아이히만이 회상하기에는 당에 가입했을 때 당이 갑작스럽게 부상하면

서 사람들을 흡수하듯이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히만은 그의 가입이

얼마나 결정적인 선택이 될지 완전히 파악할 수 있기 전, 심지어 당이

주장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조자 모르기 전에 들어가기로 했던 것처

럼 그때 상황을 묘사했다. 가입은 당대 혼란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대

적 변화 속에서 내린 즉흥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 간에 차이

점이 많은 것은 물론이지만 아이히만의 사례를 참고하면 해방 이후 한

설야의 상황을 여러 면에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해방 직후가 빠른 변화와 혼란이 동반되었던 시대였다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북에서의 김일성의 빠른 부상을 생각하면 특히 그

렇다. 김일성은 1945년 9월 귀국했고 1946년 2월에 이르러 사실상 북한

의 최대 지도자가 되었다. 고작 5개월이라는 기간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65) 아이히만을 예로 소개하는 것은 전체주의 운동에의 협력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며 나치 독일과 북한의 유사성이라든가 한설야와 아이히만의 유사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66) 한나 아렌트, 김선윽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06,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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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권력 경쟁이 계속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변화가 빠르고, 변수

가 많고, 정치판이 컸던 만큼 앞일을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설야가 자기가 설 자리를 굳혀야 했다. 미래에 서서 돌이켜

볼 수 없는 한설야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그것을 기반으로 철저하고

계산적인 결정을 내릴 특권은 없었을 것이다. 즉 한설야로서는 김일성

정권이 점점 현실로 정착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하는 질문

을 두고 어느 정도 즉흥적인 결정이나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

이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누구나 미래를 모르고 결정을 해야만 한다. 미래의 예측 불가

능성만이 한설야가 취했던 행동을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혼란 속에

서도 한설야가 향하고 있는 목표가 있었을 것이다. 그의 목표가 무엇이

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겠지만 기본적이고 대략적인 의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을 분석하면서도 그를 출세를 추구하

며 어떻게든 사회적 낙오자가 되기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는 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실패를 여러 번 거듭했고 이미 자기 계급과

집안에서 타락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는 운동에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그가 동경했던 출세 및 확고한 사회적 위치를 장악할 기회를 보았던 것

이다. 이러한 분석은 원자화되고 고립된 개인들이 전체주의 운동에 적극

적인 협력자들이 된다는 아렌트의 이전의 주장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

다. 아이히만은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고립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욕

망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주의 운동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한설야가 어땠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가 고립에 익숙한 사

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지만 원자화된 사람이

었다고 단언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사회적 낙오자였다고 보는 것도

역시 무리일 것이다. 1943년 그가 투옥되었지만 30년대부터 문학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한설야였다. 그렇다고 북한에서 형성되는 전체주의 운동

에 의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 한설야가 그 체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남은 선택이 얼마 없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가 월남한다거나 절필을 한다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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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을 것이다. 그가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전자는 비합리적인 선택이

었을 것이다. 그가 절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결국에 존재감과 문인

으로서의 입장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가 북한 체제 안에서 작가뿐만 아니라 여러 직위를 지냈다는 것

은 사실 그 이상의 야망을 말해준다. 분명한 것은 해방 직후에 한설야가

문단과 정치에서 멀어지지 않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리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람은 5개월이라는 빠른 기간 안에 설

립된 김일성 정권에 협력하는 것 외에 달리 어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

다. 즉 한설야는 문인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북한에서 싹트는 전체주의

운동에 참여해야만 했다. 거기에 참여한 다음에 나중에 일탈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946년 2월 김일성

과 그의 만주파가 집권한 상황에서 정치적 입장을 확연히 표방하고 김일

성을 찬양하는 작품을 발표했다는 것도 한설야가 일찌감치 튼튼하고 안

전한 위치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거지 더 중요한 점과 관련해 아렌트의 이론을 빌리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전체주의 운동에서 일탈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러 번 언

급한 바가 있다. 내면적 정체성에 대한 재편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한 사회적 및 경제적 위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한설야가 왜 끝까지 절필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짐

작도 해볼 수 있다. 2장 작품 분석 부분에서 한설야가 이상주의적인 성

격이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 대표적인 근거로는 그가 현실

성이 강한 인물들보다 이상적인 인물들을 그리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2장에서 논의했듯이 그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긍정적인 캐릭터들은 대의

를 위해 현실 타협을 거부하고 단념할 줄 모르는 인물들이다. 한설야 본

인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대의를 위하는 정신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가 생각했던 대의는 공산주의적 혁명이었

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데 해방이 되었을 때 이러한 혁명

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공산주의 운동에 다시 몸을 던지고 싶어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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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길지 않은 기간 안에 오직 남아 있는 공산주의 운동은 김일성

이 주도하는 운동 외에 없게 되었다. 물론 40년대 내내 다른 공산주의

당파들이 존재감을 유지했다. 박헌영이 주도하는 국내파와 남로당도 아

직 온전했지만 1946년 2월부터 그 많은 공산주의 지도자 중에 누가 제일

유리했는지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았다. 김일성이 이미

북조선임시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고 이북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려면

그가 주도하는 체제 안에서만 가능했다. 그렇다고 해서 절필하고 대의를

포기할 한설야가 아니었을 것이다. 대의를 포기하고 절필할 바에 차라리

남아 있는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이상주의로서의 한설

야에게 합리적인 선택으로 비춰졌을 수 있다. 그 선택이 많은 희생을 요

구했어도 말이다. 아렌트도 대의를 위하는 마음이 강렬하고 이상주의적

인 성격을 가진 자들이 전체주의 정권에 쉽게 협력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을 관찰했다.67) 모험적인 추측에 불과하지만 양심에 걸리는 순간들이 있

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가 대의를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짐이라고

자기합리화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68)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일찍부터 북한의 체제 및 문단에서 확고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었고 숙청을 당할 때까지 거기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적인 압박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고 어떠한 개인적인 목표

를 달성하고 위한 전력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 아마 하나만이 아니었을

것이다.69)

지금까지 한설야로 하여금 김일성을 찬양하도록 한 여러 외부적 내부

적인 요인들을 논의해왔는데 이는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에서 토대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특히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환경적 체제적인 요소들

에 대한 더 풍부한 분석이 필요할텐데 우선 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물론 그가 발표했던

것들, 즉 그가 발표할 수 있었던 것들만 볼 수 있어서 이 작업은 어느

67) Eichmann in Jerusalem, 42면.
68) 이것도 아렌트가 관찰한 협력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다. Eichmannn in
Jerusalem, 105면

69) 이 외에는 한설야의 동기부여와 김일성을 찬양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더 모
험적인 추측도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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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추측도 요구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선 여기서 제시한

논의는 더 다양한 해석을 허락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다. 1940년대와 1950년대 북한

의 많은 작가들 중에 하필 왜 한설야가 유난히 많은 김일성 찬양 작품을

썼느냐는 질문이 그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겠지

만 그를 다른 작가들과 구별하는 문인으로서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 유용할 것이다. 그중에서 본고가 특히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2장에서

이미 소개한 한설야의 이상적 인물상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해방 이

후 김일성이라는 문학적 인물이 어떻게 김일성의 이상적 인물상을 계승

했고 변모시켰는지 살펴볼 것이다. 한설야가 그의 이상적 인물상을 소설

인물 김일성에게 투사했다는 것은 작가의 내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

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해방 이후 이러한 이상적 인물상의 연속성은

적어도 작가의 개성 및 의향(意向)이 해방 이전의 그것과 절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3.3 김일성 형상화

1946년 5월 1일에 원래 정로라고 불렸던 로동신문에 한설야가 ｢金

日成將軍印象記｣라는 기사를 기고했다. 여기서 그가 ‘장군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월 8일 즉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성 당시’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글은 네 번에 걸쳐서 정로에 연재되었는데 김일성과의 첫 만

남 배경과 그에게 받은 첫인상이 무엇이었는지 소개하고 몇몇 번 더 만

나면서 그 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한다. 특히 김일성의 외모, 성격,

그리고 지능에 역점을 둔다. 나중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의 언어와 문

법이 기준화되어 별로 주목할 만하지 않지만 그 훨씬 전인 1946년 김일

성을 만난지 고작 3개월 후에 쓴 이 글은 비록 과한 표현을 쓰지만 김일

성에 대한 한설야의 첫인상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한설야가 그를 만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김일성에 대해서 알

고 있었고 그를 어느 정도 ‘신비화’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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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랫동안 가지가지의 소문을 들어서 가지게 된 심상이었다. 한설야

가 이 소문들 중에 그냥 신뢰성이 없는 ‘풍문’들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

의 상상을 풍부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로 여기는 태도를 보여

준다. 둘이 만나기 전에 이러한 배경을 고려했을 때 한설야가 김일성을

신비스러운 대상으로 생각하게끔 이미 심리적으로 프라이밍(점화 點火,

priming)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장군이 십 수 년의 성풍혈우의 생활 속에서 민족해방을 위하여 일

본제국주의에 항전하다가 조국해방과 함께 영예의 개선을 하여 다

시 건국 제1선에 선 것은 이미 들은지 오랬으나 지리상 관계로 친

히 면접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작년 11월에 평양 왔을 때 장군이 건국에 궐기한 조국 군중의 진

두에서 사자후하는 몇 장의 사진을 보았으나 털어놓고 말하면 나

자신도 그가 참말 우리의 머리에 신비화다시피 깊이 새겨져 있는

그 김일성장군인가 하는 일말의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70)

요컨대 김일성을 직접 만나기 전에 먼저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보았는데

한설야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놀랐다고 한다. 그리고 직접 만나니까

그를 놀라게 한 것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단순한 인상을 피력한다: ‘첫

째, 장군은 너무 젊다. 둘째, 장군은 상상 이상으로 미목이 수려하다.’71)

김일성이 젊은 미남이었다는 것이 한설야에게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

겼는지 앞으로 작품에서 이 점을 거듭 강조한다. 그리고 투쟁과 관련된

소설을 많이 쓰는 한설야는 자연스럽게 젊은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것을

선호했는데 이 점에 있어서 투쟁자이자 젊은 미남인 김일성이 한설야에

게 적절한 문학적 소재로 보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김일성의 성격과 관련해서 한설야가 첫인상을 다음과 같이 쓴다. “장

군은 키도 그다지 크지 않은 미모의 주인공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예사 사람처럼 덤덤할 뿐이었다.” 이것이 한설야의 첫인상에 해당되는

70) 김광운,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3권, 경남대 북한대학원대, 107면.
71) 위의 책,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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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코멘트다. 즉 김일성이 젊고, 잘생겼고, 키가 크지 않고, 성격이

평범했다는 것이 그의 첫인상의 내용의 전부다. 이 글에서 그들의 첫 만

남에 대한 다른 묘사가 없는 것을 보니까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순간이

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회석에서 몇 번 더 만나면서 이 인

상이 훨씬 더 뚜렷해지고 자세해진다.

그 많은 묘사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먼저 김일성을 ‘강유(剛柔)가 겸

전(兼全)’하다고 표현한다. 요컨대 대담성과 뚜렷한 주관을 가지는 반면

에 ‘너그러운 포용력’과 ‘호인적 일면’의 소유자다. 그리고 사람들을 뭉치

게 하는 지도력이 있을뿐더러 학식과 이론을 골고루 갖춘 ‘고매한 리론

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상을 투쟁에 옮길 줄 아는 실천자다.

그리고 김일성을 이렇게 극찬해 놓은 다음에 그를 “민족의 영웅”과

“조선민족의 유일한 지도자”라고 규정해 버린다. 북조선 실록에 의히면

정기간행물에서 김일성을 묘사하는 데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쓴 것이 처

음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한설야의 극찬이 이례적이고 의미가 크다. 여기

서 “인민의 절대한 지지 위에서 조선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새 력사의

위에 나타난 것이다”나 “조선민족의 실질적 령도자”와 같은 표현도 의미

심장하다. 한설야가 이미 김일성을 일개 장군 이상으로, 즉 정치가로서,

더 나아가 최고 지도자로서 소개하고 있다. 심지어 “이것(김일성은 조선

의 지도자임)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민족의 총의와 그 심판을

부정하는 민족반역자인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하면서 김일성

을 반대할 여지도 남기지 않는다.

그다음에 김일성의 외모를 더 자세히, 문학적인 언어로 묘사한다. “그

러나 장군의 얼굴을 보라. 그것은 눈에서부터 수려한 안면 전부에 결코

부자연함이 없이 해조적으로 펴져있고 또 그것이 총체적으로 집중된 한

개의 강력한 미적 인상으로 나타나있다”와 같은 표현만 보면 김일성의

외모를 얼마나 부각시키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이렇듯 시원

하고 씩씩한 외모와 그의 ‘쇄락한’(灑落) 성격과 조화시킴으로써 김일성

에 대한 확연한 이미지를 획득하고 각인시키는 효과를 내려고 한다.

하지만 이 글의 말미에서 자기가 김일성을 마냥 긍정적으로 그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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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식해서 그런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그렇다고 우리는 장군을 잡을수 없는 신비의 세계로 걸어가라는

것은 아니다. 장군은 완전한 한 개의 인간이다.

...

그러나 이미 한 개의 영웅을 우상으로 쳐다보는 시대를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시어 버려야 할 우리들은 우리의 영웅 김일성장군은

신비나 우상의 세계에서 먼지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인민의 벗으로

인민의 앞에 똑바로 그려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72)

이 말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김일

성을 극찬하면서도 이미 1946년에 그가 우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미래에 북한에서

일어날 일들을 고려하면 매우 예지력이 있는 말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

다. ‘이미 한 개의 영웅을 우상으로 쳐다보는 시대를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시여 버려야’한다는 부분에서 역사적 문제의식을 확실히 드러낸다. 물

론 한설야가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를 경고하면서도 김일성의 개인 숭배

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안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상

화가 그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설야의 말년과 후기

작품을 논의할 때 다루겠지만 이와 같은 비판적인 감각을 끝까지 포기하

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 곳에서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성향은 북한 특

유의 체제와 마찰을 빚었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1962년 한

설야의 숙청과 관련이 없지 않았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한설야가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를 경고할 때 정확히 김일

성을 인민과 떨어져 있는 존재로 치부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즉 김일성을 인민들에게 현실적인 사람으로 와닿아

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를 배제

하는 견해일지 몰라도 꼭 김일성의 개인 숭배를 배제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인민의 벗으로 인민의 앞에 똑바로 그려

72) 위의 책,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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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주장은 김일성과 인민들의 관계를 설명

하는 것뿐 아니라 나중에 작품에서 김일성을 그릴 때 한설야가 택한 문

학적 기술법을 암시하기도 한다. 후술하겠지만 한설야가 김일성을 소설

에서 등장시킬 때 선전적인 언어를 많이 썼던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어

떠한 면에서 김일성을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했던 것도 확인할 수 있

다. 그런 의미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다른 작품에 비해서 한설야의 작

품들은 조금 더 눈여겨볼 점들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金日成將軍印象記｣를 쓴지 9개월 만인 1947년 2월 한설야가 다시 김

일성에 대한 인상담을 담은 ｢作家가 본 金日成將軍]이라는 수필을 잡지

민성에 실었다. ‘나의 붓끝으로는 김일성 장군을 완전히 그릴 수 없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글은 한설야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김일

성에게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미덕들, 그의 외모적인 특징들, 그리고 정

치인으로서의 김일성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당시부터

(1947년 2월) 김일성을 다루는 작품을 쓰기 위해서 자료수집과 전적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밝힌다. ｢金日成將軍印象記｣와 겹쳐지는 내용

도 있지만 이번에 김일성의 여러 활동과 그의 사상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구한다.

‘나의 붓끌으로는 김일성 장군을 완전히 그릴 수 없다.’ 이것이 장

군의 전기와 소설을 쓰려고 일년 가까이 자료수집을 하고 전적지

조사까지 마치고 돌아온 나의 솔직한 고백이다. 자료를 모을수록

이런 비명에 가까운 실토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장군이 남긴 그

거룩한 싸움의 자최를 밟을쑤록 이런 감회가 깊어지는 것을 나는

다시금 고백하지 안할 수 없다.73)

이 글이 발표된 지 1년 만에 단편소설 ｢개선｣이 나왔다는 점과 6년 만에

장편소설 력사가 발표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당시에 했던 준비

및 조사가 김일성의 문학적인 형상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리라고 짐

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글에서 한설야가 그리는 김일성과 그의 특징들

73) 한설야, ｢作家가 본 金日成將軍｣, 민성, 1947.2, 고려문화사,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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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중에 문학 작품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할 만한 김일성의 특징은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설야가

거듭 강조하는 김일성의 근로성이다.

장군의 일상생활은 한말로 줄여 말하라면 하루 이십사시간 근로라

고 할 것이다. 실로 장군은 문자 그대로 불면불휴다

...

그러면서도 장군에게는 그 어느 때 보아도 피곤이 없다.74)

또 하나는 그의 ‘친근성’인데 이것이 흔히 김일성 특유의 미소로 상징된

다.

그리고 또 장군처럼 잘 웃고 화기로운 인간도 드물 것이다. 장군은

민주건설과 민족통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유해한 행동에 대해서는

추호의 가차도 없이 추O연일의 결정적 단안을 내리지만 일단 그

결정이 대중적 결O하에서 실천에 옮겨질 때 장군은 춘풍OO한 친

화력과 웃음으로 인민의 선두에 서는 것이다.75)

성격이 호탕하고 따뜻하다는 인상과 더불어 항상 인민을 가까이하고 대

중적인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에도 역점을 둔다.

그러나 역시 우리는 우리 김일성장군에게는 그러한 무장보다도 군

복보다도 장군의 그 수수한 평복이 더 어울리고 사랑스러운 것을

느낀다.76)

그리고 다소 모호한 말이지만 한설야가 김일성을 ‘싸움의 창작자’라고 표

현한다. 이는 김일성이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의식하고 그것

들에 대한 해결법을 선뜻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을 말하는 것이다.

74) 위의 글.
75) 위의 글.
76)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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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막상 가보면 몇천리 밖 상상도 못하던 새 문제를 우리의

앞에 대놓는 것이다. 돌고보면 그것은 더할 수 없이 당초한 문제로

그 문제의 제기와 해결로서 우리의 민주과업이 일보전진할 것을

생각하기에 어렵지 않은 것이다.

물론 그 제기된 새 과업은 크고 당초하지 않은 것 없다. 그러나 우

리들은 처음 들을 때 얼른 갈피를 풀어 어덯게 그것을 구체화할까

하는 판단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77)

그리고 본고의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김일성이 철저한 사상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

기는 실천자였다는 것이다. 해방 이전의 이상적 인물상과 다를 바가 없

다.

그러나 이러한 실로 더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진퇴유곡의 경우에

서도 용하게 활로를 개척해오고, 또 오면서 있는 것은 두말할 것없

이 장군의 그 논리적 지O와 실천적 과감성에 의한 것임을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다.78)

여기서 ‘김일성의 사상’의 내용은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조국광

복회’의 십대강령을 통해서 제기된다. 한인(韓人) 민족의 독립, 일제 잔재

와 친일 청산, 언론, 출판, 사상, 집회 결사의 자유, 남녀평등, 강제군사복

무 폐지, 팔시간노동제 등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룬다. 하지만 이는 김일성

이 한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조직의 강령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당시의 김일성의 사상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한

설야가 김일성의 사상을 소개할 때 거의 항상 거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설야가 부각시킨 김일성 사상이 무엇인지를 부분적으로나마 보

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77) 위의 글.
78)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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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에 대한 첫 문학적 형상화 시도는 1946년 5월에 발표된 단편소

설 ｢혈로｣였다. 해방 이후 한설야가 발표한 첫 작품이기도 하다. ｢혈로｣

는 김일성 부대의 활동을 다루는 간단한 이야기다. 곧 논의하게 될 1948

년 나온 단편소설 ｢개선｣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지지만 김일성을 처음으

로 문학적으로 구현했다는 점과 그의 내면을 그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이 소설은 김일성 부대와 재만주 일본 군대와의 여러 전투를 간략

하게 묘사하면서 김일성의 근로성, 창조성, 예지력 그리고 전략적 예리성

을 설명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장군은 낚시질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린 듯이 안아

있지 않고 쉿 새 없이 몸을 놀리고 있었다. 전투 지휘하는

때의 기세나 다름없었다. 장군은 본시 어느 때고 몸을 가만히 가지

고 있지 않았다. 속에서 쉴 새 없이 새것이 창조되고 그것이 용솟

음치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장군의 생활은 철두철미 창

조의 연속이었다.79)

난 그보다 왜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쳐올지 미리 아는 재주가 참

귀신이 곡하겠네. 대장 동무가 한 말을 뒤에 따져보면 영합부절이

거든. 참조화야. 그래서 귀신같다고 했다가 선동원 동무한테 귀신

이 어디 있느냐고 한 대 단단히 맞았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란

말인가.80)

또 이 작품의 주목할 만한 것은 나중에 한설야뿐만 아니라 많은 북한 작

가들이 중요하게 여길 김일성의 외모적인 특징들을 묘사하는 대신에 김

일성의 심리 상태와 내면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설야가 그의 이상적 인물상을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일성 부

대원들을 통해서도 구현하려고 했던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급류와 싸우는 떼꾼들이었다. 그 싸움은 연달아 가로막히는 험난을

79) 한설야 단편선, ｢혈로｣, 396면.
80) 위의 책, 3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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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제끼었다. 그 모습은 바로 싸움이 삶인 사람의

기쁨 그 것이었다.

...

불과 피로 여는 길만이 광명으로 가는 길이었다. 어둠이 무엇이랴.

그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다.

이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정서는 40년 초반 한설야 문학의 그것과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 좌절감과 패배주의 대신에 승리에 대한 확신 및 혁명

적 낙관주의가 이 소설부터 한설야의 문학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앞으

로 고민에 시달리는 우유부단한 지식인, 권력에 눌리는 자, 힘이 없는 약

자, 등의 인물들이 주변부로 밀리거나 남김없이 ‘개변’된다. 대신에 오직

대의를 위해 목숨조차 아낄 줄 모르는 혁명가들이 더 중요시된다. 황혼
의 경재나 탑의 우길이가 저항하지 못했던 추한 세상은 여기서 ‘어둠’

으로 표현되는데 이 혁명가들에게 가소로운 것밖에 못 된다. 그리고 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가장 힘센 존재가 ‘태양’으로 비유되는 김일성이다.

이상적 인물상의 핵심 특징들인 강한 의지 및 불복의 정신을 최대한으로

부여한 것이다. 경재나 우길이는 어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괴로워하였고 혁명군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

문에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죽음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초향이나 탑에서 볼 수 있었던 억압적인 분위기가

자취를 감춘 것이다.

이 작품에서 일본을 향한 김일성의 태도를 주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방이 된 지 얼마 안 된 1946년에 나온 ｢혈로｣를 통해서 작가가 비로소

그동안 일본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어느 정도

피력할 수 있게 되었다. ｢혈로｣는 항일무장투쟁의 이야기인 만큼 전반적

으로 일제 군인들이 혁명군인들에게 죽음을 당해야 마땅하다는 태도를

취하지만 흥미롭게도 김일성과 그의 부대가 일제 군인들에 대해서 관대

한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도 나온다. 여기서 일제 군인들이 일본 자본가

들에게 이용당하는 피해자들이라는 주장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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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대 제군! 제군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라. 제군의 가정을 생각

하라. 제군은 가난한 사람의 자식 아닌가. 제군의 아버지는 불쌍한

농민이 아닌가. 노동자가 아닌가. 그리고 실업자가 아닌가. 제군은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총 들고 싸우는가. 제군을 유격대의 포

구로 내모는 것은 일본의 자본가며, 자본가의 사환꾼인 정부며, 정

치가며, 지배자들이다. 그자들은 제군과 제군의 부모를 압박하고 착

취하는 자들이다. 제군은 그자들을 위하여 싸우려는가. 그만두라. 총

을 하늘에 대고 쏘라. 그러면 제군은 조선 인민 혁명군의 탄환을 먹

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혁명군을 쫓아다니다가는 만주 까

마귀밥밖에 더 될 것이 없다.81)

즉 여기서 지배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초월하는 계

급적 유대가 추구된다. 이러한 철저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색채가 미

래의 작품에서 거의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이 당시에 한설야가 아직 민

족보다 계급을 중요시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서 의미가 있다.

한설야는 ｢혈로｣에서 마련해 놓은 기초를 차 작품들을 통해서 계속해

서 발전해 나갔다. ｢作家가 본 金日成將軍｣을 쓴 지 1년 만에 발표한 단

편소설 ｢개선｣은 장군 김일성 아니고 민족적 지도자 김일성을 그리려고

했다. 1948년 출판된 短篇集(炭坑村)｣에 실린 이 작품은 김일성이 만주

에서 귀국하고 ‘평양 민중대회’에서 평양 시민들의 환영을 받는 장면을

김일성의 숙모 관점에서 그린다.

소설을 보면 1년 전에 이미 스케치한 김일성의 모습을 문학적인 언어

로 더욱 구체화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글보다는 김

일성의 외모를 묘사하는 데에 보다 많은 공을 들인다.

그 끌밋한 풍신, 둥그스럼한 얼굴, 잘 웃는 얼굴, 쩍 벌어진 가슴,

겁낼 줄 모르고 낙망할 줄 모르는 그 기상...... 분명히 옛날의 어린

81) ｢혈로｣, 384면. 이 대목을 단순히 일본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라
고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일본 군인들의 계급 의식에 호소하는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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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그대로로다.82)

물론 이와 같은 묘사는 문학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곁들인 것이지만

상상 속의 김일성에 대한 확연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도 낸다. 그

러면서도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에 대한 독자의 호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남원진이 지적했듯이 이후에 나온 판

본에서 김일성의 외모를 묘사하는 표현과 수식어들이 점점 추가되는 것

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김일성의 매력들과 인상적인 특징들을 계속 발견

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던 것이다.83) 물론

이 외모적인 묘사들은 어느 정도 실물에 바탕을 둬야 하지만 그 목적은

김일성을 현실적으로 재현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독자에게 그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위에서 논

의했던 특징들도 작품에서 수용되고 보다 구체화된다.

장군은 사실 벌써부터 농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었

다. 조선 인민의 열의 여덟은 농민이다... 그리하여 장군은 항일투쟁

중에도 항상 여기 대해서 생각해왔고 지금 또 여기 대해서 구체적

으로 구상을 짜고 있었다.84)

김일성이 근로성과 예리성을 골고루 갖춘 실천자였다는 것이 한설야가

고백한 김일성에 대한 인상과 그의 이상적 인물상과 일치한다. 작품에서

는 이와 같은 묘사들이 김일성의 지도력과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 실제로 김일성이 ‘전 조선 3천만의 태양이요, 어

버이요, 스승이다’와 같은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한설야가 이 소설에서

김일성을 조선의 지도자로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1946년에 쓴 단편소설 ｢혈로｣와 상이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이

작품에서 한설야가 김일성을 장군이나 어떤 영웅을 넘어서 온 민족과

82) 한설야, 김종회 편, ｢개선｣, 력사의 자취: 북한의 소설, 국학자료원, 2012 87면.
83) 남원진의 같은 논문, 167면.
84) 위의 책,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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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지도자로 격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높이면서도 그의 대중적이고 인

민적인 이미지를 충분히 부각시켜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는 한설야가 김일성의 숙모라는 인물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한다. 김일

성의 숙모는 ‘배우지 못하고, 돈 없고, 권리 없던 한개 농촌 부인’으로 설

명되는데 김일성이 그녀를 통해서 ‘조선 인민들의 마음을 내다보’고 ‘조

선의 앞길에 비치는 무한한 희망과 광명을 느끼게’ 된다. 또한 그녀가 조

카를 평양 민중대회에 보러 갈 때 김일성의 숙모라는 사실이 확인되기

도 전에 김일성을 만나게 허락받는다. 이런 식으로 한설야가 위엄 있고

온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김일성과 소박하고 인민적인 김일성을 융합한

소설 인물로 실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김일성에 대한 격상과 찬양은 인민에 대한 격하도

야기한다. 즉 인민들의 평등과 권리 회복과 자주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들

을 복종적인 존재로만 묘사해버린다.

또 조선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장군을 우러러보고 싸웠습네까. 백성

은 어리석은 것 같아도 제일 영리한 것입네다. 어린애와도 같습니

다. 속일래야 속일 수 없습니다. 진정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이라

야 따라갑네다.85)

다만 김일성이 자기 숙모에게 인민들에 대해서 ‘남만 바라지 말고 자기

들도 싸워야지요. 가만히 안아서 이밥 먹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요.’라

고 하면서 자기에게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 복종과 자주 사이에 긴장이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에는 한설야가 1946년 ｢혈로｣로 시작해 놓은 과제를 1953년에 연

재한 장편소설 력사로 완성하려고 했다. ｢혈로｣는 김일성의 부대와 항

일무장투쟁의 아주 부분적인 이야기를 서술했고 ｢개선｣은 김일성을 문학

적인 인물로 풍부하게 구현하려고 했다. 력사는 이 두 작품이 마련해

놓은 틀을 갖고 항일무장투쟁의 이야기를 더욱 확대시키면서 그때까지

85) 위의 책,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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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에 대한 가장 완전한 형상화를 시도했다. ｢작가가 본 김일성 장군

｣에서 쓰여 있는 것처럼 한설야는 작품 집필을 위해 오랫동안 김일성 부

대와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정보 수집과 현지답사까지 해왔다. 이 과정은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작업의 결과는 장편소설

력사다. 력사는 해방 이후에 한설야가 쓴 두 번째 장편소설이자86)

한설야의 작품 중에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가장 자세히 그리고 폭넓게 그

려낸 소설이다. 그 이전에 김일성에 대한 수필이나 단편소설에서 쓴 내

용을 융합해서 이를 하나의 통일체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력사를 논의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다. 1946년 2월 8일

이후에 한설야와 김일성 사이에 교류가 잦았다. 김일성을 문학적으로 형

상화하기 위해 근거 있는 이야기와 근거 없는 이야기도 물론 사용했지만

직접 김일성과 가까이 지냄으로써 얻었던 인상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

이다. 여러 출처의 이야기와 직접적인 경험을 합쳐서 현실과 상상이 골

고루 섞인 문학적인 인물을 만들어냈던 셈이다. 문제는 너무 무비판적으

로 보여줌으로써 반 사실의 이면에 있던 또 다른 사실을 간과했다거나

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설야의 수필이나 소설만 보면 개인적인 차

원에서 김일성이 일반적으로 카리스마가 있고 호감을 쉽게 얻는 사람이

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인상은 작가의 글에서도 종종 엿

보이는 김일성의 권위적인 모습을 계속 가리고 있다. 곧 설명할 것인데,

력사는 이러한 맹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953년 발표된 력사는 ｢혈로｣의 소재를 장편소설로 확대시킨 작품이

다. ｢혈로｣처럼 30년대 김일성 유격대와 다른 항일무장투쟁자들의 이야

기를 다루고 있다. 다만 ｢혈로｣보다 김일성의 생애와 항일 유격대의 역

사 및 활동을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 실제로 서술되는 역사적인 기간이

몇몇 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이 소설에서도 항일무장투쟁의 이야기를

아주 부분적으로만 그리고 있다. ｢혈로｣가 주로 장군으로서의 김일성의

묘재(妙才)를 다뤘던 반면에 ｢개선｣은 김일성의 인상적인 외모와 호탕한

86) 력사에 앞서 장편소설 대동강을 1년 일찍 발표했다. 이는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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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및 붙임성을 다뤘는데 력사는 이 모든 요소들을 합치고 거기다가

김일성의 사상과 지도력에 대한 묘사를 덧붙인다. 더욱 완전히 그린 한

설야의 김일성을 살펴봄으로써 한설야가 만든 문학적 인물로서의 김일성

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을 현실과 비교함으로써 서술자가 김일성에 대

해서 무엇을 못 보았거나 일부러 말해주지 않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력사에서 나타나는 김일성의 새로운 면들을 살펴보자. ｢혈로｣

나 ｢개선｣에서 김일성이 추구하는 것은 ‘독립’과 ‘평등’이라는 막연한 두

열쇠말로만 요약된다. 하지만 력사에서 김일성이 실제로 추구하는 세

상 또는 그의 사상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는데 그 핵심은 한

설야가 이미 1947년에 수필에서 논의했던 ‘조국광복회 십대 강령’이다.

이 10개의 강령이 력사뿐만 아니라 한설야가 1년 더 일찍 쓴 장편소설

대동강에서도 언급된다. 그만큼 한설야가 이 강령들을 부각시켰고 한

설야가 만든 김일성을 이해하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一, 일제를 물리치고 인민의 정부를 수립할 것.

二, 조중 민족의 친밀한 련합으로써 일본 및 그 주구 ｢만주국｣을

전복하고 중국 인밀들이 자기가 선거한 혁명 정부를 창설하여 중

국 령토 내에 거주하는 조선 인민의 진정한 자치를 실행할 것.

三, 인민 군대를 창설할 것.

四, 토지를 개혁하며 산업을 국유화할 것.

五, 인민들의 농업, 상업, 공업을 자유로 발전시킬 것.

六,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

七, 인민들의 평등권과 남녀 평등권을 확립할 것.

八, 인민 교육 제도를 창설할 것.

九, 八시간 로동제와 로동 법령을 확립할 것.

一O, 국제 간의 친선을 유지할 것.87)

또 주목할 만한 것은 김일성의 위엄을 강조하기 위해 ｢혈로｣에서 볼

수 있었던 관대함 대신에 비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력사의 김일성

87) 력사 100-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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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에 대한 동정은커녕 그들의 잔인한 죽음을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로

삼는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대신에 맹목적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색

채가 강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비관용적인 태도가 오직

적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주의를 하지 못한 부하들에게도 적

용된다. 한 장면을 예로 들자. 어떠한 일꾼이 유격대를 위해 피복을 나르

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안 해서 산적에게 도둑맞아 피복을 잃어버린

다. 김일성이 이 소식을 들을 때 부하들에게 일꾼을 가두고 심문하라고

명령한다.

‘그래 무기도 빼앗기고 말았단 말인가?’

장군은 추상 같이 을러대고 곁에 앉은 참모장에게 말하였다.

‘이 놈을 내다 가두시오. 그리고 엄중히 취문해 보시오’

‘아니 사장님! 그 놈들이 도끼로...’

‘무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야. 그걸 도적에게 주고

오다니... 어서 끌어 내가시오! 함께 갔던 잡부도 모두 취문하시오’

그렇게 해서 내보낸 다음 장군은 학원 원장에게 말항였다.

‘이번 일은 원장 동무에게 책임이 있소. 아니 저런 반편을 그런 중

요한 일에 보낸단 말이오’

‘아닙니다. 사장 동무! 저 사람, 보통 때는 일 잘했습니다’

반죽 좋은 원장도 좀 당황한 얼굴이었다.88)

이렇듯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에서 김일성의 결점이나 비판할 점들을 최

대한 숨기거나 부각되지 않도록 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한설야

가 김일성을 마냥 긍정적으로 그리는 데에서도 심각한 결함이나 우려될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서술자가 김일성에 대해서 긍정적으

로 보는 부분들을 독자 입장에서 심각한 결함으로 보는 독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설야가 김일성을 왜곡하고 있다는 전제를 두

지 않아도 한설야 소설의 김일성과 현실의 김일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도 가능하다. 즉 한설야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김일성을 그리려고 노력했

88) 위의 책, 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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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들 본인이 직접 만난 김일성이라는 사람에 바탕을 둔 만큼 김일

성의 결함들이 선전 선동 성격이 강한 소설에서조차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서술자의 입장에서 위의 대목은 김일성의 철저성과 대의에 대한 전

념을 잘 보여주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그의 권위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즉 여기서 한설야가 김일성을 그리고자 하는 방식과 그 안에 숨어

있는 결함도 같이 드러나 있다.

이 장면에서 김일성은 어떠한 절차를 밟지 않고 마땅한 이유 없이 실

수를 저지른 일꾼을 가뒀고 그를 ‘취문’하도록 부하들에게 명령한다. 사

실상 해방 이후 한설야의 문학의 다른 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본 군

인이나 미국 군인의 행동과 별 차이가 없다. 한설야가 김일성을 형상화

했을 때 김일성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활용했을 것이라고 짐작

할 수 있다. 즉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김일성은 종종 사실적으로 묘사되

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서 당연히 사

람으로서의 결함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서술자가 이 점들을 문제

화하지 않는다. 력사는 선전 선동 성격이 강하지만 모든 장면에서 김

일성이라는 사람에 대한 왜곡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러한 독법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그의 권위적인 모습이 충분히 발견되기 때문이다.

한설야가 이 작품에서 어느 정도 사실성을 추구했던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점을 언급할 수 있다. 력사에서 소문으로 인한 김일성에 대한 신

화 같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러한 신화들을 사실과

구별하려고 주의한다. 다만 이 신화들이나 소문들이 비록 사실이 아니지

만 별로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여기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픽션성이 있

는 재미있는 일화로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89)

왜놈들은 ｢대체 김 일성이는 몇인가?｣고 하였고, 백성들은 ‘김 장

군은 축지법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김 장군은 솔방울도 만

89) 현실성이 없는 소문들을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일성의 개인 숭배의 종교적인 (또는 반 사실적 반 문학적인) 면을 보여준다. 많
은 종교적인 인물들은 사실과 픽션성 있는 전설로 둘러싸여 있는 인물들인데 많
은 신자들이 어떠한 일화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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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만 하면 금시 탄환이 된다고 하였고, 나뭇가지로 쇠총을 만드

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무기 탄환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장군은 왜군을 습격하여 그들의 무기와 탄약과 피복과 식량

과 의약품 같은 것을 대부분 그것으로 해결하였다.90)

｢여보! 김 장군이 여덟이라니 그게 참말이오?｣

하고 묻는 농민도 있었고 또

｢김 일성 장군은 축지법을 한다지오?｣

하기도 하고

｢여보 김 장군은 솔방울로 폭탄을 만든다지오?｣

하고 가만이 묻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며 농민들의 생각은 전설

과 같은 세계로 찾아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가장 열

망하는 세상이기도 하였다.91)

력사에서 나타나는 김일성의 현실성 및 결함들을 더 의논하기 위해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김일성과 부하들의 관계도 살펴볼 수 있다. 단편소설

｢개선｣에서 인민들의 복종과 자주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는데

력사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력사
는 ｢개선｣과 달리 김일성과 인민의 관계 아니고 주로 김일성과 그의 부

대에 있는 부하들이나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력사에서 나오는 김

일성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수직적으로 묘사된다.

력사에서 김일성이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거나 회의를 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 모임들은 형식적으로 상의나 회의 같은 성격을 띠고 있

지만 실제로 김일성이 거의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진행 방식이 보통 다음과 같다. 먼저 김일성이 부하를 만나 문제 제기나

아이디어 제기를 한다. 그다음에 김일성이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90) 력사, 17-18면.
91) 력사, 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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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공유해달라고 하지만 보통 아무도 이의나 의심

을 제기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들이 거의 항상 김일성의 의견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작가가 본 김일

성 장군｣에서 한설야가 김일성과 회의를 자주 가졌다는 것을 밝혔는데

소설에서 그려지는 회의들과 비슷하게 진행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한설야가 김일성에 대한 작품을 썼을 때 직접적인 경험에 의지했

던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서술자의 입

장에서는 부하들을 손쉽게 설득시킨다는 것이 김일성의 예리성과 창조성

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 시점에서 볼 수 있

는 특권을 가진 독자의 입장에서는 독재자가 될 김일성의 의견이 항상

상책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쉽게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후술하겠지

만 해방 이전에 반항적인 기질을 긍정적으로 그렸던 한설야가 상하 관계

를 매우 수직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의외가 아닐 수 없다.

한설야의 소설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50년대에 넘어갈 때 그의 문학

세계가 훨씬 더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 그의 김일성 작품군도

역시 그렇다. 일제강점기에 썼던 소설을 읽으면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

한 작품을 보기 힘들다.92) 이 당시에 한설야가 민족 문제보다 계급 문제

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93) ｢혈로｣에서 나타난 프롤레타리

아 국제주의를 논의하면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한설야의 이러한 철저한

계급주의가 40년대까지 대체로 유지된다. 하지만 6.25 전쟁의 발발과 동

시에 한설야의 문학이 갑자기 전 인민에 대한 사랑, 나라를 위한 희생심,

사대주의 배척 등의 문제를 중요시하게 된다. 이러한 의식은 6.25 전쟁이

92) 1942년에 내선연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단편소설 ｢영｣을 썼던 것도 여
기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릇된 동경｣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연애를 부정
적으로 묘사했던 것도 민족주의 관점에서 아니라 계급주의 관점에서 한 것처럼
보인다.

93) 그렇다고 해서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릇된 동경｣을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독법도 가능할 수 있고 탑에서 나타나는 러시아
인을 향한 시선도 다소 민족주의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해방 이전 한설야의 문학에 아주 부분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그 주류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두 작품에 나타나는 민족주의조차 사실상 계
급의 문제와 더 관련이 있다고 보는 독법도 가능할 것이다.



- 72 -

진행되는 기간에 제한되지 않고 휴전 이후에도 계속 한설야의 소설에서

큰 요소로 작동한다. 력사도 역시 휴전 이후에 발표한 작품이지만 ｢혈

로｣보다 명백한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있다.

우리 조선 사람들 중에는 어쩐지 가까운 데서보다 먼 데서 끌어

오기를 좋아하고, 자기 것보다 남의 것을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버

릇이 있소. 실례로 리 순신 장군 이야기보다 쟌따크 이야길 해야

유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오. 우리 빨찌산 이야기보다 파리 콤뮨

이야길 해야 혁명가인 줄로 생각하오. 그렇지 않소?

...

물론 남의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오. 그러나 아이들에게 대뜸 한발

씩 되는 귀에 서툴고 혀에 걸리지 않는 서양 사람 이름을 넣어 주

는 것보다 그 아디르의 아버지나 형님 이름과 비슷한 조선 사람

이름을 말해 주는 것이 훨씬 빨리 귀에 들어갈 것이오.94)

오늘 고국의 자연과 사람들을 말라게게 하고 있는 것은 일제 원쑤

들이 아닌가? 그러기에 조선 사람들은 갈수록 구차하고 암담하고

가쁠 뿐이다.

원쑤를 없애지 않고는 조국이 주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

이다. 그러므로 모든 조선 사람들은 모름지기 노예의 멍에에서 벗

어나야 한다. 그러자면 모두 한 사람 같이 강도들을 반대하여 싸워

야 한다. 모든 사람들을 일궈 세우자면 그들의 앞장을 선 투사들이

더욱 보람 있게 싸워야 한다.

이 횃불만이 조선 사람이 앞길을 비쳐 주며 힘을 뭉치게 해줄 수

있다.95)

두 번째 인용문에서 서술자가 나라를 위한 희생심 및 단결심을 호소하고

있다. 해방 이전 한설야의 소설들과 비교했을 때 여기서 ‘고국’ ‘조국’ ‘원

쑤’ 그리고 ‘모든 조선 사람들’과 같은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이 특이하다

94) 력사, 66면.
95) 위의 책,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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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96) 이러한 정서는 해방 이전 한설야 작품에 나타나는 계

급주의와 상당히 다른 어조를 띤다. 작품 경향에 있어서의 이 변화는 여

러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주로 6.25 전쟁 직후의 사회 분위기와 김

일성의 수사법의 영향으로 보인다. 물론 ｢개선｣에서도 김일성이 온 민족

의 영웅으로 상정되지만 이렇듯 민족적인 단결심 및 희생심과 사대주의

배척을 강조하는 태도는 한설야의 작품, 그리고 그의 인물들이 점점 민

족주의로 기울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민족주의로의 변향(變向)은 김일성에 대한 영웅화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한 대목에서 김일성이 자기와 자기 유격대가 을지문

덕, 강감찬 및 이순신 같은 민족 영웅들의 본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하면

서 자기 자신을 이 영웅들의 정신의 계승자로 은근히 설정한다. 자기를

역대 민족 영웅의 연장선상에 놓음으로써 김일성을 오직 제구포신만을

상징하는 새로운 사상의 지도자가 아니고 소련에서 먼저 발전시킨 올바

른 사상의 소유자이면서도 과거와 연결된 철저히 ‘조선적’인 영웅으로 격

상된다. 일제강점기에 한설야가 개발한 이상적인 인물상과 이질적인 부

분이며 이 인물상의 변모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이기도 하다.

그런데 을지 문덕 장군이나 강 감찬 장군의 영웅성은 전체 인민의

힘을 뭉쳐 세운데 있고 이 힘에 의거해서 싸운데 있소. 이 인민들

에게서 떨어졌다면 그들은 명장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소.97)

...

리 순신 장군은 물론 절세의 전략가며 전술가요. 그러나 이보다 우

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장군은 인민을 사랑했고, 늘 인민의 힘

에 의거하여 인민과 함께 싸웠다는 사실이오. 여기에 장군의 영웅

성과 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오.98)

지금까지 력사에서 나타나는 김일성이 그 예전 작품들과 어떻게 달라

96) 이경재도 이를 유심히 보았다. 한설야와 이데올로기의 서사학 참고.
97) 위의 책, 139면.
98) 위의 책, 142-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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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발전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상정

되는 김일성이 한설야가 40년대 단편소설 ｢혈로｣와 ｢개선｣에서 구현했던

김일성과 일맥상통한다. ｢개선｣부터 한설야가 중요하게 여겼던 김일성의

외모적인 특징들과 그의 호탕한 성격 및 인민들을 대하는 방식이 이 장

편소설에서도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다.

아무리 싸움 속에 자고 깨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나

자기 몸을 가꾸고 거둘 줄을 알아야 한다고 장군은 늘 말하여 왔

다. 장군은 게검츠레한 몰골에 눈꼽이 괴죄죄해 다니는 사람을 가

리켜 ｢정신의 허리띠를 끄르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

｢전투는 똑똑한 정신으로 해야 하오. 우리에게 제일 큰 무기는 정

신이오. 왜군이 가질 수 없는 무기를 우리는 가져야 하오｣99)

한설야의 김일성의 이상화, 그리고 나아가 김일성에 대한 개인 숭배를

이해하려면 그의 외모를 빼놓을 수 없다. ｢개선｣을 논의하면서 나왔듯이

한설야가 김일성을 소설 인물로 변형시키면서 실제 김일성의 미모, 인상

적인 미소 및 튼튼한 체격에 힌트를 얻어서 이 특징들을 작품에서 부각

시켰다. 해방 이전 작품에서도 한설야가 종종 남성의 육체에 관심을 보

여주었는데 (그리고 이들 작품에서 서술자의 시선이 여성의 육체에 거의

향하지 않는다) 해방 이후에 김일성을 통해서 남성미에 대한 찬양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서 김일성을 상상하거나 회상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 자체도 혁명가들에게 하나의 유익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력사에서
상정된다.

｢김 일성 장군과 나｣라는 작문 제목을 큼직하게 써 놓았다.

...

그래서 박 선생은 아이들에게 작문 제목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

99) 위의 책, 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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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너이들 보고 들은 대로 써라. 김 장군을 본 그대로 쓰란 말이다.

김 장군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으며 말할 때는 어떻게 보였으며, 무

슨 말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김 장군이 너이들을 어떻게 보

고 계셨는가? 어떤 눈, 어떤 얼굴로 보고 계셨는가?... 무엇이든지

너이들 본대로 들은대로 써봐라100)

우리 유격대는 상상키 어려운 용감한 사람들이 많소. 그러나 그저

아무개는 단번에 원쑤 몇놈을 거꾸러쳤다고만 해서는 그 인물이

결코 우리 머리에 떠오르지 않소. 또 어떤 유격대원은 쉬는 시간에

인민들에게 나무도 해주고 논밭도 매주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눈

에 떠오르지 않소. 또 아이들에게 그저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훌

륭한 사람이 되라고 해도 그것이 아이들 머리에 꼭 박혀지지 않

을 것이오. 그러므로 꼭 실지로 있는 사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오. 그 사람의 행동과 또는 그 사람의 생각을 그대

로 실지로 움직이고 생각하는 그 형상대로 보여주는 데서만 아

이들은 흥미를 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오. 즉 그 사람을

배우게 되오

...

그러나 실지로 우리 교과서를 봅시다. 판에 박은 소리와 같은

것 뿐이오. 실제의 인물이 그대로 하나도 나와 있지 않소.

...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은 모든 조선 사람을 다 같이 나라와 백성

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자는 데 있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을 그런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으로 지금부터 교양

하고 개변시키잔 말이오.

...

글은 실물보다 더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 낼 수 있소. 아무리 훌

륭한 사람 있다하드라도 그 사람을 실지로 학교마다 끌고 다닐

수는 없소. 또 끌고 다닌다해도 그 사람을 그대로 다 보여 줄

수는 없소.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보

100) 력사,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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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줄 수 있겠소. 그러나 글은 이것을 아주 재미나게 또 상세히

그려서 당장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보여 줄 수 있소.101)

이 중요한 인용문에서 김일성이 예술론과 교육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만 동시에 이 당시 한설야 문학을 뒷받침하는 예술론도 설명해 주고 있

다. 여기서 설명되는 예술론을 보면 해방 이전부터 한설야가 표방하고

실천했던 예술론이 아직도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작품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

다는 나의 신념은 예 이제 다를 것이 없거니와 반드시 그래야 사

람들은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을 본받고 그 길을 추구하면서 나아

갈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작품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물고 뜯으며 싸우는 것을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자본가에 대한 싸움 – 그것은 문명을

제시하며 어느 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여주며 목숨보다

귀중한 진리를 보여주는 진정 아름다운 그런 것을 그려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또 프롤레타리아는 바르고 순결한 인간을 사랑하

며, 인간에 해독스러운 것을 가장 증오 또는 배제하며, 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을 도와주며, 남을 강압하고 약탈함으로써 자기의 보금

자리를 쌓아올리는 그런 인간을 배제하려는 노력과 투쟁의 연속으

로써 종국에 있어서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진실로 부자연함이 없이 극히 진실하고 아름답게 그려

진다면 독자는 반드시 그것을 따를 것이요. 그대로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102)

경향소설, 노동 소설, 농촌 소설 등을 썼던 한설야가 해방 이전부터 꾸

준히 리얼리즘 기법으로 목표 지상주의 성격이 강한 주제소설을 써왔다.

이러한 경향이 이 인용문에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 차이

101) 위의 책, 63-64면.
102) 청춘기, 540-5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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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하자면 독자를 교육과 ’개변‘의 대상으로 보는 것103), 실제 위인(偉

人)을 리얼리즘 기법으로 보여줄 의무감, 독자의 마음에 애국심을 심자

는 것과 널리 분포될 수 있는 글이 가지는 침투력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다. 한설야의 기존 예술론과 김일성의 영향으로 보이는 민족주의와 영웅

주의가 결합된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문학은 본받을

만한 인물을 현실적으로 그리는 것을 통해서 애국심을 포함한 올바른 사

상과 품행을 널리 가르칠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본받을 만한 실제 인물은 말할 것도 없이 김일성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여기서 한설야가 상정하는 예술론이 해방 이전에

본인 가지고 있었던 예술론과의 완전한 절단이 물론 아니다. 해방 이전

작품의 인물들도 다른 등장인물들과 독자들에게 이상적 인물로서의 모범

이 되어 주었다. 특히 장편소설 황혼과 청춘기에서 여순과 철수 (그

리고 태호)를 통해서 한설야가 품고 있는 이상적인 인물상을 구현함으로

써 독자들에게 본받을 만한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해방 이전의 인물들과 김일성이 분명히 일맥상통하는데 작

품의 태도와 작품이 낳는 효과가 사뭇 다르다. 일단 김일성은 실제로 있

는 인물이고 정치에 깊이 상관하는 인물인 반면에 해방 이전의 인물들은

주로 지식인 계급에 속한 상상의 픽션 캐릭터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

상적 인물상의 기능을 김일성에게도 적용함으로써 실제 인물의 개인 숭

배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우선 여순 같은 경우에는 이상적인 인물의 길을 보여주지만

결함이 없는 영웅적인 존재가 절대 아니다. 사실상 여순이 여러모로 나

약하고 현실 타협적인데 이러한 성격을 점점 극복해 나가는 지극히 평범

한 인물이다. 그리고 철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막연하게만 만주에서 활

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되지만 작품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고 단순히

주인공 태호의 동경의 대상밖에 되지 못한다. 요컨대 해방 이전의 작품

에 나타나는 이상적 인물상에 비해서 김일성은 현실에서 존재감이 큰 실

제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무엇보다도 지적

103) 여기서 그 대상이란 아이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데어서 이와 같은
습작 활동을 성인들에게도 시켜야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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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한 결함이 없는 인물이다. 문학적 인물로서의 김일성이 한설야의

이상적 인물상을 계승하긴 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결함이 없는 영웅상으

로 왜곡하기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1950년 이후 이상적 인물상의 변모 양상

4.1 1950년대 초반 인물들의 내면성 및 복잡성 지우기

대동강은 1952년 4월 23부터 4월 29일까지 로동신문에서 연재된 3

부작 작품으로서 해방 이후 한설야의 첫 장편소설이다. 아직 6.25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발표된 이 소설은 미군 점령 중인 평양에서 주로 점순

이라는 여성이 주도하는 지하 혁명 단체를 다루는 이야기다. 전선에 안

가고 평양에서 남겨진 공장 노동자들이 1950년 12월 유엔군 철수까지 여

러 방식으로 미군과 투쟁을 벌이는 것은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미군 만행 폭로, 원수에 대한 증오 및 북조선 인민의 용감성과

불굴성은 작품의 주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상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투지가 약하고 오직 실천 없이 막연한 사상만에 집착하는 인물이

사상을 실용하는 인물(점순)에게 감동을 받아서 개변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즉 대동강은 황혼과 청춘기와 비슷한 인물 설정 구도를 택

한다. 하지만 해방 이전 작품에 비해서 이번에 우유부단한 인물(상락)의

등장 비율이 훨씬 낮고 그의 내면에 대한 탐구가 거의 없다. 그리고 이

소설은 6.25 전쟁을 다루는 만큼 벌어지는 사건들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

고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매우 강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

설정에 있어서 한설야 문학의 기본적인 문법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김일성이 몇몇 번 언급되고 그의 말이 인용되기 때문에

존재감이 확연하지만 그래도 등장인물로서 나오지 않는다. 이 당시에 한

설야가 자주 썼던 항일무장투쟁 이야기도 안 나오는 대신에 50년대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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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갓 성년이 된 새로운 세대의 투쟁에 시선을 돌린다. 이는 새로운 소

재를 발견하고 싶은 한설야의 욕망으로도 읽을 수 있고 아니면 동시에

군인으로서 참전하지 않았던 작가 자신과 비슷한 인물들이 투쟁할 수 있

는 방식을 그리고 싶었던 욕망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 작품은 비록 전쟁 중 북한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반영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제강점기 때 못 쓰지 못했던 혁명 이야기를 보

여주는 소설이긴 하다. 하지만 혁명가들을 가장 노골적으로 그릴 수 있

는 기회를 얻으면서 인물들을 단순화시키고 이념에 과하게 의존하게 되

기도 한다.

점순은 소설의 시작부터 투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돼 있는

완벽한 혁명가로 상정된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식구인 어머니도 딸의

투쟁 활동을 긍정적으로 여겨 점순은 거의 잃을 것 없이 혁명에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싸우다가 죽어도 좋다는 젊은이다운 흥분이 때로 그를 사로잡군

하였다. 이런 것이 점순이를 갑자기 성숙시켰다. 점순이는 담력 커

지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생활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자신이 어머니에게 안심을 주었다.104)

이런 점에서 청춘기의 철수나 해방 이후 작품의 김일성과 같은 영웅

류의 캐릭터다. 오직 조국에 대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증오를 원동력으

로 삼는 점순이는 미군을 저항하는 데에서 겁이 날 줄도 주저할 줄도 모

른다. 이렇듯 굳은 의지를 가진 인물은 한설야의 이상적 인물상을 극단

적으로 구현한 캐릭터다. 하지만 이렇게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가 별

로 고민할 것이 없는 나머지 서술자의 시선이 그녀의 내면을 거의 들여

다보지 않는다. 그녀의 내면을 들추어보아 봤자 별로 눈여겨볼 것이 없

기 때문이다. 즉 독자가 그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조국과 동

지들을 생각하고 원수를 증오한다는 것이 전부다. 그리고 이러한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미군에 대한 증오에 따라서 일편단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

104) 한설야, 대동강,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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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이야기의 전부다.

대동강에서는 해방 이전부터 한설야 문학에 나타난 ‘증오’라는 요소

가 한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장에서 잠시 설명했

듯이 해방 이전의 소설에서 이상적 인물들이 추한 것을 미워할 줄 아는

특징이 있는데 대동강에서는 비로소 ‘증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미

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증오의 미학’은 해방 이후 한설야의 문학은 물론

나아가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더 많은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대동강에서 증오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인용문을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개성은 살려야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남과 전체를 방해해서는 안된

다. 상락 동무 말은 이렇지요? 옳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사아야지요. 우리들은 나와 남의 행복을 함께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요. 나는 나의 행복을 원합니다. 동시에 상락 동무의 행복을 원합

니다. 또 다른 모든 선량한 사람들의 행복을 원합니다...그러나 나

는 동시에 아름다운 것, 행복, 평화, 진리... 이 모든을 것을 파

괴하는 자를 미워해요.105)

한설야의 미의식을 논의했을 때 나왔던 것처럼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파괴하는 것들은 ‘추’(醜)로 규정된다. 그리고 세상을 미와

추로 나눠서 봤을 때 이 두 쪽에 대한 마땅한 태도도 요구된다. 아름다

운 것에 대한 ‘사랑’이 요구되는 것이라면 그것과 반대로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감정, 즉 ‘증오’가 당연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오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논리적인

주장의 구조를 따르는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 증오는 이상적 인물상을

더욱 정제(精製)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했던 기법이기도 했다. 무슨 말이

냐 하면 6.25 전쟁 중에 ‘전사들도 시민들도 조국을 지켜 초연 속에서 자

랐고 증오 속에서 강해졌다’106)는 대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증오는

105) 대동강, 29-30면.
106) 대동강,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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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설야의 이상적인 인물상의 핵심 특징인 강한 의지를 양성하는 요소로

상정된다.

물론 이와 같은 관점은 서술자가 원수를 묘사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끼친다. 예컨대 대동강에서 미군과 국군을 묘사할 때 뉘앙스나 섬세함

이 새어 들어올 여지가 남겨지지 않는다. 대동강은 원수들의 폭력성과

비인간성 및 비겁함만을 부각하면서 인민군과 지하 혁명가들의 용감성

및 선량함과 대조한다. 미군 및 국군 군인들과 장교들은 오직 북조선 인

민들과 ‘빨갱이’들을 어떻게 더 죽일 수 있을까에 몰두하는 살인귀들에

불과하다. 심지어 ‘스미쓰’라는 미군 장교가 히틀러를 본따야 된다면서도

세계 인구 조정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을 말살해야 된다는 황당한 주장까

지 한다.

히틀러는 결코 케케 묵은 인종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민족적 편견으로

유태인만을 멸살하려한 것은 아니오. 그는 쏘련 사람도 지나인도 죽였소.

그는 파란 오스웬찜의 집중 감옥 한군데서만 세계 一七국에서 끌어온 四

백만의 인간을 간단히 소제해 버렸소. 위대한 일이였소.

...

미국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구를 소제하는 일이오.107)

이렇듯 한설야는 본인이 추구하는 세계관의 순수성을 엄수하고 등장인

물들에게 증오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서 작품 내의 복잡성 및 애매성

을 많이 지워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상술했듯이 이는 본인의

이상적 인물상을 더 순도 높게 구현하기 위해서 택했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한설야의 작품에서 미군이나 국군이나 일군을 묘사하

는 방식이 다 각각 비슷하다. 동물에의 비유를 즐겨 쓰고 외모적인 특징

들을 부각시켜서 비하를 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묘사 방식은 한설야

문학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황혼
에서 등장하는 공장 주인과 경재의 약혼자인 현옥도 긍정적으로 볼 수

107) 대동강,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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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면이 없는 거의 캐리커처에 가까운 인물들이다. 하지만 서술 방식

은 해방 이전에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되었다면 대동강에 이르러 민족

적 집단들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훨씬 비하적인 어조를 띠기 시작한다.

결국에 원수 인물들은 틀에 박힌 캐리커처에 불과하고 상술했듯이 주인

공 점순은 오직 나라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매우 간단한 인물이

다. 하지만 해방 이전에 다양한 사람들의 내면과 도덕적으로나 사상적으

로나 애매한 입장에 서는 사람들에 대한 탐구도 했던 한설야다. 주요 등

장인물들의 복잡성과 애매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리려고 나

름 노력했던 한설야가 해방 이후에 왜 갑자기 소설의 인물들을 극단적으

로 단순화시켰을까? 물론 당의 문예 정책을 반영하는 부분임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한설야의 문학세계 논리의 관점에서도 보면 이러한

단수화가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이러한 단순화는 말하자면 긍정적인 인물들에게 일편단심을 부여하는

것이였다. 요컨대 이 작품의 논리상 오직 일편단심을 가짐으로써 강한

의지를 기를 수 있고 부조리하고 추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다. 옳음

과 그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 해석 또는 관점을 허락하거나 관

대하게 봐주면 단지 무위(無爲)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현실 타협적인 태

도를 수용하게 된다. 즉 해방 이전 작품에서 작가가 가장 문제화했던 우

유부단한 지식인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동경했던 인물상

을 완전히 구현하기 위해 황혼의 경재나 청춘기의 태호의 고민하는

모습, 즉 인물들의 복잡성과 애매성을 씻어내고 그 대신에 일편단심, 확

신, 및 대의에 대한 열정으로 메워야만 했다. 6.25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자극 받아서 그런지 한설야의 이러한 변화가 더 심하게 발생했을

지도 모른다. 그나마 복잡성과 애매성을 갖춘 상락이라는 인물마저 나중

에 ‘오직 하나를 지키자’고 하면서 일편단심 정신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이러한 ‘개변’은 곧 이 인물의 복잡성과 애매성을 지우는 것을 의미하지

만 작품의 세계관상 큰 성공이다. 즉 인물에 대한 단순화는 서술자가 의

도적으로 진행했던 작업이고 이 과정을 성공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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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락은 지난날의 성실치 못했던 자기 – 그중에서도 두 길 보기에

빠졌던 가장 불명예스러운 자기를 깊이 반성하였다. 그것을 씻으려

면 죽음을 각오하고 오직 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이였다.

오직 하나를 지키자!
이 반성은 한길을 지키지 못했던 그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다. 여

기서만 진실치 못한 것, 두 맘 두기, 방황, 주저, 비굴 –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상락은 생각하였다.108)

여기서 해방 이전부터 한설야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및 그것을 반성하

고 극복하고 싶은 욕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 인용문에서 해방 이

전 작품부터 나타났던 문제의식 및 동경, 그리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압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개변’되기 전의

상락 즉 ‘지난날의 성실치 못했던’ 상락은 황혼의 경재, 청춘기의 태

호, 그리고 나아가 한설야 자신을 상징하는 탑의 우길을 많이 방불케

한다. ‘두 맘 두기, 방황, 주저, 비굴’ 등 성격에 있어서의 똑같은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방 이전에도 이러한 성격을 극복한 인물

들을 (특히 여순이나 초향) 나름대로 구현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 나약

한 성격을 극한 상황 속에서 극복하는 방법을 훨씬 단도직입적으로, 선

언과 비슷한 말로 여기서 상정한다. ‘그것을 씻으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오직 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이었다. “오직 하나를 지키자.”’ 이와 같은 일

편단심, 사상적 철저성, 확신 및 대의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만 비로소 본

인이 그토록 자책에 시달리게 만드는 성격과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미덕들을 완벽하게 갖춘 인물을 작품에서 구현하려고

했고 현실에서 이와 같은 인물상을 김일성과 그의 유격대원들에게 투사

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한설야가 그저 작품에서 이러한 인물을 만들

고 싶었던 것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이러한 인물을 발견하고 싶었던 욕망

을 여러 곳에서 암시한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장편소설

초향에서 주인공이 거리를 걷고 술집들을 드나들면서 아무리 찾아도

경성에서 인간다운 인간을 발견할 수 없다고 자주 한탄한다.

108) 대동강, 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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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가 만나는 모든 인간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졌다. 지금 그가

사는 사회에는 이렇다 할 한 개의 인간 없는냥하다. 신선한 냄새도

없고 인간다운 운치도 없다. 무슨 커다란 감상이 있거나 모험심이

있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사람을 즐기게 할만치 특 트인 대활한

사람도 없는 것이오 그렇다고 사람을 울릴만한 정열을 가진 사람

도 없는 것이다.109)

점순은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상정되지만 오직 상락만이 의미 있는 성장

을 보여주어 더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소설의 시작에서 상락은 사상만

알고 있다는 점에서 경재나 태호와 비슷하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숙지하는 것처럼 뽐내지만 실상 본인이 이를 의미 있는 실천에 옮기지

않고 동료들의 ‘사상적 무장’에 대한 지적만을 일삼는다.

상락은 종업원 회의 때나 혹은 직맹회의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태

민이를 걸고 들었다. 자기 비판이 없다. 사상적 무장 약하다. 학스

베(?) 힘쓰지 않는다. 그저 기계처럼 일만 하문 되는 줄 알지만 오

늘날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일과 교양과 사상이 일치하고 병행

해야 된다.110)

하지만 황혼의 경재와 여순의 관계를 연상하는 양, 상락은 점순과 교

제하면서 자기 행동과 성격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 점점 좋은 혁명가로

개변된다.

실상 상락은 그저 지어진 환경에 순은해서 살아가려는 막연

한 생각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점순으로 하여 여기 대해 다시 생각

하게 되었다. 점순의 말을 들으면 세상이란 어림어림 산다고 결코

무슨 일이 어림어림 두루 좋게 될 것 같지 않았다.111)

109) 초향, 10면.
110) 대동강, 13쪽
111) 대동강,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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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작품의 제2부에 이르러 상락은 ‘죽음을 각오하고’ ‘오직 하나를

지키자는’ 완벽한 혁명가가 된다. 이는 작품의 세계관상 아주 긍정적인

변화지만 동시에 인물의 개성 및 애매성을 이념으로 대치하는 셈이다.

하지만 개변되기 전의 상락을 살펴보면 북한 사회와 관련해서 작가 의식

에 대한 몇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엿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상

락은 여러모로 경재를 방불케 하는 인물이지만 각 인물이 사는 시대와

사회 및 계급이 다르다. 따라서 작가가 이들이 ‘개선해야 할 점’들을 살

짝 다르게 그렸다. 경재는 1930년대 일제 식민지 조선 경성에서 사는 지

식인이고 상락은 1950년대 인민공화국이 성립된 북조선 평양에서 사는

노동자다. 둘이 ‘두 맘 두기, 방황, 주저, 비굴’이라는 결함들을 공통적으

로 가지고 있지만 상락 같은 경우에는 북조선 사회에만 해당되는 문제점

들을 드러내기도 한다. 흥미롭게도 이 문제점들은 상락이 혁명가로서 개

선해야 할 점들을 보여주는 동시에 북조선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작가의

비판으로도 읽을 수 있다. 다음 인용문을 보도록 하자.

하긴 상락의 토론은 덮어놓고 남을 동정하는 것은 무원칙한 융화

이며 사상적 무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항상 지적해 왔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과오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유리한 말을 하는 것을

삼가왔다.112)

요컨대 공장에서 자주 개최되는 자기비판 세션에서의 상락의 공격적인

태도를 문제화하는 것이다. 자기비판은 주로 북한이나 다른 공산국가 특

유의 문화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의 한설야 작품에서만 나타난다. 북조선

에서 정착한 한설야가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이 깊이 침투한 사회에

더 걸맞는 문제적 인물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반동분자’

가 아니더라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잘못 사용하는 인물을 넣었던

것이다.

실제로 한설야가 자기비판 세션을 많이 목격했을 것이고 이 경험을 바

112) 대동강,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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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이러한 문화를 묘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조선에서 흔히

겪을 수 있었던 이 경험을 통해서 발견했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기도

했다. 물론 한설야뿐만 아니라 이태준을 포함한 많은 작가들이 이러한

자기비판 문화를 목격한 다음 작품에서 그 문제점들을 폭로했다.113) 이

대목에서도 상락의 태도가 자기비판 세션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드러내

는데 첫 번째로 자기비판 세션을 자기 거동이나 사상을 반성하는 것보다

남을 공격할 구실로 삼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두 번째 문제는

지적을 받은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곧 자기의 사상에 대한 의심을 산다

는 점이다. 그 결과는 일종의 위축효과(萎縮效果 chilling effect)가 형성

되고 사람들이 권위 앞에서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한설야의 김일성에 대한 표면적 지지와 북한 체제에 대한 지지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식으로 복종과 자기검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드러냈

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즉 한설야가 김일성과 당에 대한 지지를 표방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새로운 이념과 상반되는 ‘흔적’들을 완전히 청산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1960년대에 이르러 점점 유일사상체계로

전환하게 될 북한에서는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문제가 될 수 있었

으리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1962년 한설야

가 실제로 숙청당했다.

해방 이후 발표한 자료에서도 한설야의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여러 곳

에서 엿볼 수 있다. 아마 그 가장 중요한 증거로 한설야가 김일성의 사

상을 설명할 때마다 제일 중요시했던 십대 강령을 들 수 있다. 이 십대

강령은 위에서도 인용했는데 6.25 전쟁 이전에 썼던 내용과 전쟁 와중에

썼던 내용이 살짝 다르지만 6번, 즉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를 보

장할 것’을 빼놓지 않는다. 특히 한설야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중요시

했던 모양인데 이는 해방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검열 시스템을

계속 비판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심지어 북한 당국이 자기 작품을

검열했다는 것에 분해했다는 유력한 근거가 있다. 북한 작가동맹출판사

113) 최인훈의 광장에서 나오는 자기비판 세션을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점에 대해서 남북 막론하고 다양한 작가들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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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직을 지낸 이항구는 한설야와 교류가 잦았는데 탈북한 후에 다

음과 같은 일화를 1974년 북한연구소 저널인 北韓에 기록했다.

一九六二년 여름, 내가 문예총 출판사 현대문학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을 때 ｢문학 신문｣에 연재한 한 설야의 중편소설 ｢형제｣를 단행

본으로 출판하려고 그의 집을 찾아 간 일이 있었다.

...

한 설야는 자기 소설에 몇군데 수정해야 할 대목이 있다는 내 말

을 듣고,

누구 의견이야?
하고 대뜸 거칠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다.

출판총국 검열부서 내려온 의견입니다.
내걸 검열해? 문학이란 문자두 모르는 자들이!
별게 아닙니다. 조금만 손 대시면 되겠습니다
흥! 고치던 말던 자네들 마음대루 해!114)

이항구의 이력과 한설야가 다른 데에서 검열에 대해 말했던 것들을 고려

했을 때 이 일화가 매우 신뢰성이 있어 보인다. 더군다나 이항구의 증언

이 북한 문학계에 대해 제시하는 다른 정보는 확인 가능한 경우에 아주

정확할뿐더러 한설야의 성격도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한설야는 그의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가끔씩만 드러내지만 불복과 자주

성의 중요성을 끝끝내 견지했던 것은 인물들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무리 권위적인 성격이 강한 북한 체제라고 하더라도 권위 앞에

서 불굴하는 것은 그가 그동안 간절히 추구했던 이상적인 인물상의 핵심

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불복 또는 반항은 한설야의 이상적 인물상

의 본질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의 문학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청산

불가능한 요소였을 것이다. 2장에서 이러한 불굴의 정신에 대한 동경은

의지가 약하다는 작가의 열등감에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항구의

증언에서도 한설야가 자기의 이러한 성격을 비꼬는 일화도 나온다. 요컨

114) 이항구, ｢北韓의 作家隊列속에서｣, 北韓, 1974.1,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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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항구가 한설야 집을 방문했을 때 한설야가 자기 초상화 두 폭에 대

해 의견을 말해 달라고 했는데 둘 다 좋다고 답하더니 한설야가 ‘솔직하

지 못하군! 정관철이 건 내가 아냐! 저 그림 저게 나야! 변가는 내 마음

속의 아부아첨의 근성을 찍어냈어!’라고 말한다115).

이항구 본인과 브라이언 마이어스는 이 말이 한설야가 그때 자기가 처

한 상황을 의식해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았다. 즉 그 당시에 조선작가동

맹에서 김창만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말로 해석

한 것이다. 그것도 맞겠지만 평생 같이 했던 열등감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것을 62세라는 나이에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의도 있다.

즉 1962년까지도 (이 일화가 해당되는 시기) 한설야가 의지가 약하다는

열등감을 품고 있고 그로 인한 불굴 정신에 대한 동경을 계속 가지고 있

었다는 것은 작품 외의 출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 충성을

요구하는 수령과 한설야가 견지했던 반항성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사실상 이 두 가지 요소가 너무 상반되는 나머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한설야가 1962년 숙청당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숙청당했는지를 아는 것

이 매우 어려워 너무 모험적인 추측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Scalapino와 Lee가 조선문학동맹에서 한설야와 척진 김창만이 지도한 공

격 때문에 숙청당했다고 보는데 그 이유와 비판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다.116) 어쨌든 간에 한설야의 이러한 경향이 그가 숙청당했던

이유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정도로 염두에 두고 이러한 절대 충성

과 불복 사이에 생기는 갈등 및 긴장이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잠시 보자.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절대 충성과 불복 사이의 갈등 및 긴장이 거의

해방 이후의 작품에서만 확인된다. 해방 이전 한설야에게 충성을 요구하

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작품에서

불복만이 미덕으로 상정되었고 권위 앞에서 불복할 의지를 가지느냐 아

115) ｢北韓의 作家隊列속에서｣, 247쪽.
116) Scapalino and Lee, Communism in Korea,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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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인물들의 삶이 결정되었다. 해방 이후 한설야

문학에 김일성 찬양이 도입되면서 비로소 절대 충성과 반항성이 충돌하

게 된다. 따라서 이때부터 그의 작품들에 큰 모순점이 생기기 시작한다.

우선 대동강에서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자.

우선 주인공 점순의 태도 및 거동을 거론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점순은

온갖 부조리와 권위와 맞서 싸우는 전형적인 투쟁자로 그려진다. 개변되

기 전에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상락은 물론 미군에게나 남조선에서 들어

온 새로운 공장 주인에게도 절대 굴복하고 않고 목숨을 걸더라도 끊임없

는 투쟁을 벌인다. 김일성만 제외하고 한설야 문학에서 가장 굳은 의지

를 가지고 있고 작가의 이상적인 인물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과 수령의 영도를 중요시하는 북조선에서 이러한 불복

에 역시 한계가 있었다. 요컨대 주로 원수의 권위만 문제화되고 인민 편

에 서는 권력자들, 즉 당이나 수령은 늘 인민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

을 남용하지 않는다. 김일성의 영도도 말할 것도 없이 항상 지당하기 때

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보통 이러한 식으로 한설야가 절대 충성과 불

복 간의 갈등 문제를 회피하거니 얼버무리게 된다. 즉 굳은 의지와 권위

에 불복하는 성질이 항상 그의 이상적인 인물상의 핵심이긴 하지만 김일

성은 물론 대부분의 당원들도 오직 인민을 위해서 일하는 선량한 사람들

이기 때문에 딱히 불복할 만한 점이 없다. 따라서 그들의 영도를 수용하

고 그들의 지시에 복종하는 것은 한설야가 항상 비판하던 ‘비굴’이 아닌

대의를 위한 일조라고 정당화된다. 점순이 나오는 대목이 아니자만 다음

인용문에서 한설야가 생각하는 혁명가와 선량한 지도자의 관계가 잘 묘

사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태민) 진정 지배인에게 감사를 느끼게 된 것은 그가

출전한 기계 과장의 뒤를 이어 책임적인 일을 손수 하게 된 뒤부

터였다. 이때부터 그는 진짬 지배인이 준 비판과 사업에서의 요구

가 자기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고 또 자기

가 얼마나 발전하였는가를 스스로 알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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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태민) 제가 사람의 우에서 남을 끌어 올리기보다 아래에서

남을 받들어 올리는데서 보다 높은 성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117)

태민이라는 인물은 점순과 같은 인쇄소에서 일하는 동료인데 그도 역시

열정적인 청춘 혁명가다. 여기서 나오는 ‘지배인’이란 태민과 점순이 일

하는 공장의 가장 높은 책임자인데 노동자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그들

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지도자로 묘사된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이들의 관계가 사제 관계와 유사하며 그것이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더

라도 대의를 위한 효율적인 상하 관계다. 즉 권력자가 선량하다면 그 사

람은 부하들을 더욱 좋은 혁명가로서 발전시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해

방 이전 한설야의 문학을 봤을 때 이러한 화목한 사제와 같은 관계가 매

우 이례적이다. 사실 해방 이전의 작품에서 상하 관계를 긍정적으로 그

리는 경우를 좀처럼 발견할 수 없다. 그만큼 한설야의 문학에 있어서 새

롭고 이질적인 요소인데 영도자 및 당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한

설야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대동강에서는 당에 비리나 ‘반동분자’가 새어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복의 여지가 약간 남겨진다고 할

수도 있겠다. 즉 인민들이 관리들을 감시하고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주로 반동적인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을 막기 위

한 수단으로만 상정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춘실은 면당에서 나온 비도원 동무와 상의하고 자기들이 리 위원

장에게 대하여 취할 태도를 결정하였다. 우선 리 위원장을 옳은 길

로 가도록 하는 방향에서 활동하기로 하면서 그에 대하여 경각심

과 감시를 돌리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춘실은 이제 리민회의 같은

데서 먼저 경천의 작풍에 대해서 토론과 비판을 주는 동시에 리민

들로 하여금 경천의 행동에 주의를 돌리게 하고 일방 그가 한 일

들에 대하여 뒷조사를 계속할 것에 대하여 열성 농민들과 여러 가

117) 대동강,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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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토의하고 있었다.118)

이 대목에서 점순의 동료인 춘실과 어떠한 당원은 반동분자 ‘경천’과 그

와 거래를 한 리 위원장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는 장면의 일부를 볼 수

있다. 여기서 부패한 관료들에 대한 ‘경각심’및 ‘감시’의 중요성이 강조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원들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토론 과정 및 의

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당이나 수령의

영도를 의심할 필요조차 없지만 인민공화국의 체제가 아무리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관료 체제 또는 직장에 비리가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

민들이 그것을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한설야가 끝끝

내 견지하려고 했던 불복의 중요성과 당시 북한의 정치적 및 체제적 현

실 간에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 부분적인 타협에 나섰다.

절대 충성과 불복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력사나 김

일성을 직접 다루는 다른 작품에도 적용할 수 있다. 대동강은 주로 인

쇄소 ‘지배인’과 노동자들의 관계를 그렸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를 화

목한 사제 관계인 것처럼 묘사했다. 해방 이후 작품에 나타나는 상하 관

계들을 해석할 때 이와 비슷한 관점을 취해도 무방하다. 다만 김일성을

주요인물로 등장시키는 작품에서 장군과 부하들 또는 영도자와 인민의

관계를 그리는데 특히 후자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쓰는 언어가 사제 관

계보다 한 단계 더 격상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연상시킨다. 다음 인

용문에서 력사에서의 상하 관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살펴보자.

사실 지금의 실력으로는 왜군과 싸우기 어렵습니다. 사장 동무 말

씀대로 승리할 조건이 없는 것을 가지고 대번에 큰 전투에 돌입하

는 것은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실력을 기를 동안...

...

왜놈들이 우리에게 안전 지대를 남겨 두우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

오.

아니올시다. 결코 도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을 양성하기 위

118) 대동강,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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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섭니다

동무! 들어 보시오. 어느 나라 혁명가가 적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

지고 싸운 일이 있소. 혁명가는 늘 적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적과 싸워 이겼소. 동무가 그까짓 잡색 나부래기들 사이에 끼여 살

수 없다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산단 말이오. 어떤 방법으로 무슨 실

력을 기른단 말이오. 실력은 전투 속에서만 기를 수 있소.

아니 그건 저도 잘 압니다.

동무는 말만 알고 실지는 모르오. 하고 장군은 한동안 리 호를 바

라보았다. 리 호는 머리에 압박을 느끼며

아니올시다. 그런게 아니올시다.119)

이 대목은 력사에서 부하가 김일성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유일한 장면

이다. 둘이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나온 부분인데 부하가 반박한 다

음에 김일성이 설교조로 답해 부하를 손쉽게 설득시킨다. 김일성에게 이

의를 제기하되 그가 이미 훨씬 통찰력 있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부하가 전투에 있어서 소극적인 전략을

주장하는데 이는 일종의 비굴로 치부된다. 그리고 김일성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포기하게 하고 일군과 더욱 과감하게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한다. 즉 김일성은 불복할 힘과 용기를 부하들에게 부여하

는 존재다. 원수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투쟁을 해나갈 힘을 인민들에게

부여하는 존재가 어떻게 그 자체도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러한 존재에 불복하면 그것은 (이 인용문에서 나오는 부하가 하는 것

처럼) 곧 다른 세력, 즉 원수나 반동분자나 부조리한 권력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모순적으로 들리더라도 수령에게 충성하는

것은 곧 불복의 정신을 기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한설야

가 김일성 찬양과 불복의 중요성을 교묘하게 결합하려고 했던 것이다.

김일성은 도덕적으로나 전략가로서나 결함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에게

불복하거나 그의 영도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요컨대 한설야가 수령이나

당에게 바치는 충성만을 예외적으로 정당화해놓고 이러한 범위 밖에서

119) 력사, 262-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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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을 계속 미화했던 것이다.

4.2 1950년대 후반부터 인물들의 내면성 회복

사랑은 1960년 발표된 작품으로서 2년만인 1962년 숙청되기 전에

한설야가 쓴 마지막 장편소설이다. 머리말에서 작가가 앞으로 인물들의

정신세계를 탐구하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해방 이후 한설야 문

학에 있어서 경향적인 변화이기도 하고 해방 이전 문학세계로의 제한적

인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작품이 나오기 2년 전인 1958년에도 해

방 이전에 탈고했지만 당시 발표하지 못한 열풍을 수정해서 출판했다

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20) 즉 1950년대 후반부턴 한

설야가 해방 이전의 문학적 경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해방 이후 작품 인물

들을 그리는 데에서 큰 변화를 갖다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50년대 초

반에 한설야가 그의 작품에서 지웠던 등장인물들의 내면성 및 복잡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사랑의 인물들은 입체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해방 이전의 인물들처럼 고민할 줄 알고 종종 좌절하기도 한다.

즉 사랑의 인물들은 대동강이나 력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두

려움을 모르는 영웅들이 아니다. 그리고 소설의 결말까지도 그들이 그러

한 완벽한 혁명가가 되지 못한다. 이는 그때까지 한설야의 문학을 지배

한 혁명적 낙관주의에서 벗어난 묘사 방식일 뿐만 아니라 내면성과 복잡

성이 중요했던 해방 이전의 인물상으로 돌아가는 일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브라이언 마이어스가 지적했듯이 이와 같은 정신세계로의 귀환

은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다만 해방 이후 장편소설 중에서 이 작품의

김일성이나 당에 대한 찬양 옅어졌다는 것은 사실이니 그의 문학에 한해

서는 북한의 체제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20) 이 소설도 인물들의 내면에 대한 탐구가 풍부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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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장편소설들에도 그랬듯이 사랑에서도 한설야가 주로 청년 투쟁

자들의 이야기에 역점을 둔다. 남한 대학생들의 군대 징집 반대 투쟁 이

야기와 그 학생들의 가족 이야기가 사랑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 모범

적 투쟁자, 개변되는 자, 부정적 인물 등의 한설야 문학의 기본적 문법이

여기서도 확연히 나타나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작품의 한층 더 강

화된 반미 색채를 들 수 있다. 물론 대동강도 상당히 반미적이지만 서

술자의 비판이 미군과 국군에게 어느 정도 골고루 가해졌다. 하지만 사
랑의 경우에는 주한미국인들의 만행과 미국 패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이 소설의 분위기를 지배한다. 내용적으로는 사랑이 이전 작품과 유사

한 요소가 많지만 주제적으로는 다소 다른 어조를 띤다

사랑에서는 남한이 미국의 폭정 아래에 사는 식민지나 다를 바 없는

곳으로 그려진다. 이승만과 그의 정부는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할 뿐이

지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서술자의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한다. 주인

공들인 기도와 련희는 앤더슨이라는 미국인 총장이 주도하는 한영대학교

에 다니면서 시위, 삐라 뿌리기, 등의 수단으로 징집 반대 투쟁을 벌인

다. 그들과 그들의 동지들은 군대에 끌려가는 것이 미군을 위해 전쟁의

희생자가 되어 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품의 설정상 원래

대학교를 다니면 징집이 연기되었는데 이제 대학생들마저 징집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선언되어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이를 반대하기 위해 궐

기하기 시작한다. 남성 주인공 기도의 가족은 그가 다니는 한영대학교의

미국인 총장이 미군과 연줄이 있어 다른 학교들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믿

고 있었지만 이제 거기서도 학생들이 조금씩 뽑힐 것이라는 소문이 나

어떻게든 아들을 징집에서 빼려고 노력한다. 그 방법인즉 앤더슨과 그의

부인인 메리에게 뇌물을 줘서 아들을 좋게 봐 달라는 것이다. 학부모들

이 앤더슨 가족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징집 면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대학

원 진학, 또는 미국 유학까지 보장할 수 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굴복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대신에 대

학생들이 실제적인 투쟁을 벌여 앞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고려대학교, 연

세대학교,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서울의 주요 대학교 학생들이 몰래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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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삐라 만들기, 이북 방송 듣기, 등의 선전 활동을 하면서 미군과 정부

당국을 저항한다. 주로 자기들 힘으로만 투쟁을 벌이지만 그들의 운동에

도움을 조금이나마 보태는 윗세대 사람이란 련희의 양아버지인 로 박사

다. 로 박사는 어느 정도 작가의 페르소나라고 해도 큰 문제가 아닐 정

도로 연령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한설야를 닮았다. 사랑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내면에 대한 묘사가 가장 많은 인물이기도 하니까 이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획득한다. 이 인물은 한영대학교 경제학 교수로서 좌익적

인 사상과 미군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처신

한다. 학생들의 편도 들고 징집에 대해 목소리도 내니까 학생들의 존경

을 받지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그 반면에 락준이라는

동료가 사상을 실천하고 투쟁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되어 결국 목숨을 잃

게 된다. 이 동료를 아끼던 로 박사가 이제 남편을 잃은 락준의 아내와

결혼해 그녀와 그녀의 딸 련희를 돌보기로 한다.

청년들의 투쟁과 학부모들의 뇌몰은 부자 집안 출신 아닌 이상 결국

에 아들들의 징집을 막지 못한다. 기도도 야밤중에 군대에 끌려가고 한

영대학교에서 일하는 아버지 만성이는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어 투

옥된다. 그 과정에서 가족이 전 자산을 잃게 되어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

이 빈민촌으로 쫓겨나게 된다. 련희와 로 박사가 이 가족을 돌봐 주지만

어느 날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기도의 여동생인 기옥이가 등굣길에 미군

지프차에 치여 죽는다. 기도 어머니가 자기 가족을 망친 앤더슨과 메리

를 공격하다가 정신을 잃고 군대에서 휴가를 내서 돌아온 기도가 이 사

실을 다 알게 되어 월북하기로 한다. 아직 감옥에 있는 만성이는 꿈속에

서 앤더슨의 아기를 죽이고 김일성종합대학에 진학한 아들과 재회하는

것을 상상하다가 잠에 깨고 “미국놈은 미국으로 가거라... 우리의 피 속

에는 남북이 없다. 우리는 하나이다”라고 외치면서 소설이 끝난다.

사랑은 750페이지 넘는 소설로서 상당히 긴 이야기인데 후반으로 갈

수록 다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서술자의 태도가 달라진다. 요컨대 서

술자의 비판과 언어가 점점 강렬해지고 끝에 가서 아예 현실성을 잃어

버린다. 예를 들어 소설의 전반부에 앤더슨과 미군 당국들은 미국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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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장 우세하니까 패권을 발휘하고 다른 나라들이 이것에 복종해야

된다는 논리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만 끝에 가서 세계 인구 3분

의 2를 지워야 된다며 조선인들도 학살해야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황당한

설정이 된다.121) 또 좋은 예로 이 작품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취하는 태

도를 들 수 있겠다. 작가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데에 유난히 많은 공을

들이는데 처음에는 남한 인민들이 워낙 비참한 삶을 살아서 조금이라고

위안을 얻기 위해 기독교를 믿는다고 설명하지만 결말에 가서 미군과 타

협하도록 조선인들을 미국화시키고 복종적으로 길들이기 위해 미국이 심

어준 종교인 것처럼 묘사한다. 이 때문에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

에 상당한 이질감이 있는데 한설야가 왜 뒤에 갈수록 훨씬 강경한 태도

를 보여줬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 당국이 한

설야의 반대에 불구하고 그의 작품을 검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는데 역시 장편소설 사랑에도 손을 대지 않았을까 의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처음부터 단행본으로 발표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만

약 검열 당국이 사랑을 수정했다고 전제하면 왜 절반만 고쳤을까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를 설득력 있게 해결하지 못하면 어떠한 이유인

지 한설야가 스스로 사랑을 그렇게 썼다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는 한설야의 김일성 이상화와도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이 작

품에서 마지막 30페이지까지는 김일성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수령의

영도니 당의 지도니 해방 이후 한설야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표현

들이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작품의 배경이 남한이라서 그러한 언어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 소설이 발표된 1960년에 이르러 김일성의

정치적 경쟁자들이 다 처리되어 있었고 북한이 이미 수령을 중심으로 하

는 사회가 되는 길을 확실히 걷고 있었다. 김일성이 권력을 독점하기 전

에도 그를 적극적으로 찬양했던 한설야가 김일성이라는 존재를 무시할

때가 아니었는데 하필 왜 1960년에 남북 문제에 대한 소설을 쓰면서도

비로소 김일성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을까. 먼저 위에서 언급한 사랑
의 머리말을 잠시 살펴보자.

121) 아렌트가 전체주의 체제에서 이와 같은 음모론의 기능을 관찰했는데 전체주의
가 성립되고 지속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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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간의 정신 세계를 나는 정신의 기사로서 이제까지 아주

얕게밖에 파지 못 했다. 이것을 생각하는 때, 나는 작가 생활 40년

동안에 아직 작가 유치원도 마치지 못 한 것 같은 참회를 느께기

된다. 그러나 용기와 전투를 버릴 수는 없다.

앞으로 인간의 정신 세계를 한 치씩이라도 파고 들어 보려는 것이

나의 작가로서의 최대의 지향이며 그리함에서만 우리가 말하는 진

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인간, 공산주의적 인간 전형을 나의 작품

의 주인공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122)

여기서 두 가지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나는 40년 동안의 작가 생활에

대한 아쉬움을 품고 있다는 것과 그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정

신 세계‘를 탐구하고 싶다는 점이다. 이는 그때까지 김일성 찬양을 포함

한 이전의 문학적 경향에 대한 불만으로 읽을 수 있다. 브라이언 마이어

스가 이미 알아차렸듯이 1960년 쓴 사랑에서 ‘정신 세계’를 탐구하고

싶다는 것, 1962년에 갑자기 서정시를 발표했다는 것, 그리고 한설야가

시인 민병균에게 보냈다가 우편 검열에 걸린 편지 내용을 다 감안했을

때 적어도 창작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

다. 그 말인즉 어느 정도 김일성 찬양이나 단순한 영웅주의로부터 벗어

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한설야가 민병균에게 보

낸 편지의 내용은 이항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고 한다.

...이제 나도 내 자신의 문학을 해야 할때가 온 것 같다. 배에 기름

진 자들을 위해 사는 것은 그만하면 된 줄로 안다. 비록 때는 늦었

지만 남은 여생은 나 스스로 위해 살아 보겠다.123)

처음에 이항구가 과연 일개 편지의 내용까지 기억할 수 있었을까 의심할

수 있지만 위에서 논의했듯이 이항구가 꽤 신뢰성이 있는 출처로 보일

122) 한설야 선집 12: 사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3면.
123) 이항구, ｢北韓의 作家隊列속에서,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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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여기서 인용되는 편지 내용은 한설야가 사랑의 머리말에

서 쓴 것과 일치하니 정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 편지와

1960년-1962년 한설야에게 일어난 변화들에 어디까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지가 분명하지 않다. 즉 한설야가 예술가로서 일종의 답답함을

느끼고 당국과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까지 얼마나 생겼느냐는 질문을 확실힌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어 보인다. 특히 이 편지에서 나오는 ’배에 기름진 자들

‘이라는 표현에 대한 일종의 논란이 있는 듯한데 그 말인즉 한설야가 김

일성까지 욕했느냐는 흥미로운 쟁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항구에 의하면 이 편지는 ’작가 동맹 사업을 총화하는 동맹당 총회

‘에서 한설야를 공격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었다고 기억한다. 더 나아가

이 편지를 근거로 든 고혁이라는 사람이 위에서 인용된 대목을 ’바로 수

령과 당에 대한 배신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즉

이항구에 의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설야가 편지에서 수령과

당을 모욕했다고 이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단순히 한설야의 정

적의 억측일 가능성이 있다. 스칼라핀요와 리가 ’배에 기름진 자들‘이라

는 표현이 한설야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는 김창만을 말하는 동시에 김일

성을 말하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브라이언 마이어스도 이 표현이 김창만

뿐 아니라 김일성도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물론 누구를 생각해서

썼던 표현인지는 물론 본인만 알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배에 기름진 자

들‘이라는 표현이 김일성을 가리킨 말이라고 보는 것은 한설야에게 누명

을 쓰기 위해 정적이 사용한 전략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한

설야의 진심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124) 어쨌든 간

1969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명단에 한설야의 이름이 다시 올라가 있

다는 것이 그의 정치계로의 제한적인 귀환을 의미하는 만큼 적어도 그의

말년에 김일성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125)

124) 그리고 이항구의 증언을 자세히 보면 고혁이 이 대목 전체를 ‘바로 수령과 당
에 대한 배신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주장했다고 하는데 ‘배에 기름진 자들’
이라는 말이 곧 김일성을 가리킨다고 했다고 하지 않는다. 즉 한설야가 동지들나
동료들을 욕했는데 정확히 누구를 생각해서 쓴 말이든지 간에 동료들을 욕하는
것이 곧 수령과 당에 대한 배신이라고 억지로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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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1960년에 이르러 한설야는 북한 체제, 특히 검열에 대한

불만과 예술가로서 더 자유롭게 창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그때까지 그의 문학을 지베했던 혁명적 낙관주의 및 김일

성 찬양과 다른 경향의 문학을 추구하고 싶었던 것이지만 이는 북한 체

제 및 김일성에 대한 그의 태도를 어디까지 설명하는지가 분명하지 않

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인간의 정신 세계를 한 치씩이라도 파고 들어

보고‘ 싶다는 머리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장편소설 사랑은 예술가로서의

자유에 대한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요 ‘내 자신의 문학’으로 돌아

가려는 작품이다.126) 김일성 찬양을 거쳐서 해방 이전에 즐겼던 내면 탐

구로의 귀환 시도는 한설야 문학의 종착점이었다.

하지만 결국에 한설야의 문학이 내면 탐구로 무사히 귀착하지 못했다.

뒤에 검열 당국이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한설야의 문학이 이미 북한 체

제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로 박

사에 대한 내면 탐구가 그나마 깊이 있지만 소설은 이 짧은 통찰의 순간

들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확연히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취해 등장인물

들을 단순히 긍정적 인물, 부정적 인물로 나눠 원수들을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살인귀로 처리하고 투쟁자들을 선량하기만 한 존재로 묘사한다. 
사랑은 한설야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조금 더 자유롭게 탐구하는 면도

있지만 그 관심사인즉 남한의 현실과 미국의 패권인데 이 문제들을 보는

시선이 편협한 이념적 관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5. 나가며

해방 이전의 장편소설들을 살펴보면 경재나 태호와 같이 지식인 계급인

한설야가 동경하는 것은 배운 사상을 확실히 실천하고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투쟁자의 강한 의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한설

야의 이런 이상적 인물상이 여러 방식으로 나타난다. 해방 이전엔 황혼

125) 브라이언 마이어스도 이미 이 점을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 Myers, 150면.
126) 브라어인 마이어스도 이미 이 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Myers,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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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순, 청춘기의 철수, 초향의 초향을 통해서 한설야가 동경하는

이성적 인물상을 가장 명백하게 구현했다. 해방 이전에 이를 먼저 개발

했고 해방 이후에 김일성에게 투사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과정에서 한

설야가 만든 문학적 인물로서의 김일성이나 해방 이후의 다른 인물들이

그 인물상을 극단화시켜 단순하고 결함이 없는 영웅상으로 바꿔버렸다.

한설야가 김일성을 이상화했던 이유들이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김일성을

형상화하는 데에서 취했던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해방 이전 문

학의 인물들과 해방 이후 문학의 인물들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 그가 쓴 작품에서 작가의 목소리

및 개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

해방 이후 한설야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

을 것이다. 한설야가 초기부터 북한 체제 속에서 적극적으로 창작을 했

고 김일성을 작품에서 형상화하는 데에서 앞장섰다는 것은 사실이다. 해

방 이전부터 그의 문학세계가 이상적인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입

체적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가 김일성을 소설

인물로 만들기에 적절한 작가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3장에서 논의했듯

이 한설야로 하여금 김일성을 찬양하도록 압박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

았다. 따라서 한설야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가

여러 글에서 김일성을 이상화했다는 사실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김일성에게 그의 이상적 인물상을 투사함으로써

작가로서의 개성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가 북한의

문단에서 멀어질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두 번째 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

가 북한 체제 및 문단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가능한 이유들이 많

은 어떠한 것이 맞는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김일성을 찬

양해서 북한 체제에서 높은 위치를 확보하는 것은 전체주의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북한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에 자기의 존재

감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전략일 수

도 있다. 이 외에는 3장에서 이미 언급한 여러 가능성들이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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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명심해야 할 것은 한설야를 다른 월북작가와 구별하는 점들이다. 초

기 북한 문학에서 왜 김일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상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한설야였을까. 왜 이기영이 아니었을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설야만의 성격적 특징들, 그리고 그의 문학적 경향들을 봐야 한

다. 본인도 거듭 고백했듯이 한설야가 복종적인 성격이 있었고 이것 때

문에 열등감에 시달렸다. 그리고 그가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 대한 동

경도 품고 있었고 계속해서 그런 인물을 작품에서 구현하려고 했다. 이

러한 성격과 이러한 경향이 한설야의 김일성 이상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

이다. 따라서 해방 이후 그의 행동은 환경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의 복잡

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제시할 수 있다. 그가 절필하거나 다른 소재의

소설만 쓰기로 한 것이 아니지만 1946년 5월 신문 정로에서 그가 밝혔

듯이 그의 목표가 단순하게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의 행동이 김일성의 개인 숭배에 크게 기여했

지만 그 행동을 부추긴 내면적 및 환경적인 다양했다.

하지만 핵심점은 해방 이후 한설야의 문학 해방 이전의 그것과 완전히

절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체제의 압박 아래에서도 그의 이상

적 인물상이 계속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이

상적 인물상이 해방 이후 영웅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설야의 문

학을 해명해 준다. 동시에 전체주의 속에서 작가가 어떻게 창작할 수 있

는지와 해방 이후 북한에서만 활동을 한 작가의 문학을 어떻게 해방 이

전의 그것과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준다. 그의 이상적 인물

상이 끝까지 나타난다는 것은 그의 전체 문학에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의 한 갈래의 지속되는 흐름도 보여준

다. 즉 이러한 이상적 인물상의 연속성은 해방 이후 왜곡된 방식으로 표

현된다고 하더라도 작가가 연속적인 의향(意向)이 있었다는 것과 그 의

향이 무엇이었는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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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tinuity of

Han Seolya’s Ideal Figure

William Collibe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origins and diachronic

development of the ideal figure as it appears in Han Seolya’s

literature. In particular, I focus on how the ideal figure, which Han

Seolya first developed in his novels before Korean liberation in 1945,

was able to maintain its essential characteristics, even as it began to

be applied for the purposes of propaganda and idolization of Kim

Il-sung as the novelist came under the influence of 1940s/1950s North

Korean ideology. In doing so, I also present a different lens through

which to view Han Seolya’s activities in North Korea, particular

those literary works which were written with the express purpose of

exalting the DPRK’s new leader. According to this perspective, the

literary figure of Kim Il-Sung was not simply a creation of North

Korea’s then fledgling propaganda machine (although it was cl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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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y influenced by political ideology and the government demands

of art at the time), but also the personal creation of Han Seolya and

imbued with the author’s distinct literary style. If this is the case,

then the novels that Han Seolya wrote after liberation are not a

complete departure from his pre-liberation literature, nor is the

literary figure of Kim Il-sung of an entirely different stock when

compared to characters found in Han Seolya’s works of the 1930s and

early 40s. Of course, this is not say that Kim Il-sung is in complete

harmony with Han Seolya’s earlier characters either. The Kim

Il-sung that appears in Han Seolya’s works at this time should be

viewed as resulting from both the demands of 1940s/1950s North

Korean political (and artistic) ideology, and the author’s own literary

inclinations. How these two influences merged to create an idealized

literary character for the former general is a topic that will be

discussed at length.

In addition, this study also concerns itself with the question

of why, out of many authors who headed north after liberation, did

Han Seolya in particular lead the way in creating an idealized image

of Kim Il-sung in North Korea’s literary world. That in the

mid-1940s, when contemporary and fellow wolbuk author Lee Giyeong

was penning works about the recent land reforms, Han Seolya was

publishing short stories in which Kim Il-sung was described as “the

sun, the father, and the teacher of all Joseon’s 30,000,000 people,” is a

fact that demands special attention. In order to understand Han

Seolya’s peculiar selection in subject matter (and his excessive

exaltation thereof), it is necessary to discern exactly what coercive

forces would have had influence over authors generally in the

mid-1940s, as well as any points peculiar to Han Seolya which could

be used to distinguish him from other wolbuk authors. Althoug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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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ve demonstration of Han Seolya’s reasons for writing novels

that idealized Kim Il-sung would be impossible, I attempt to present

a number of possible explanations in light of both the author’s

personality, his literary inclinations, and the environment in which he

found himself from 1945 onward.

When examining Han Seolya’s entire literary output, with an

eye towards the ideal figure found therein,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at the exact characteristics of this ideal figure are and where, for

the author, the idea for such a figure emerged. Therefore, after

having first understood what Han Seolya’s ideal figure is by

analyzing the characters found in his pre-liberation novels, I try to

elucidate what the author’s theoretical and emotional basis for this

figure was. This discussion will make up the majority of chapter

two. Here, I refer to Han Seolya’s distinct perception of the beautiful,

his theory on love and hate, and his lifelong inferiority complex in

order to construct a theory on the origins of the author’s ideal figure.

In chapter three I discuss how Kim Il-sung is realized as a

literary character in Han Seolya’s novels and attempt to show how

this image of Kim Il-sung inheri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thor’s

pre-liberation ideal figure. In the process, I give a cursory overview

of the relevant, early North Korean history, and look at the author’s

reasons for penning Kim Il-sung novels from multiple angles. Two

short stories about Kim Il-sung, the full length novel Ryeoksa, as

well as selected magazine/newspapers articles comprise the material

used in my analysis in this chapter. Finally, in chapter four, while

discussing the changes that Han Seolya’s ideal figure underwent after

1950 (the year in which the Korean War started), I examine two full

length novels published during this period in which Kim Il-sung does

not appear. Here, I focus on how, despite having to adapt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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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s made by North Korea’s propaganda machine, Han Seolya’s

ideal figure continues to maintain its presence within his work. In

particular, I try to demonstrate how the author continues to paint his

ideal figures as disobedient (a key characteristic of his ideal figure)

even in a society that demands absolute allegiance, and how, in place

of erasing these characters’ complexity, the author attempts to further

portray them as having “indomitable” wills. In this chapter I use the

three part novel Daedonggang, and the novel Sarang as the main

material for my analysis. By this study’s conclusion, I hope to have

illustrated that, even on through the post-liberation period, we can

identity a consistent thrust within Han Seolya’s 37 year-long literary

career by looking at the continuity exhibited by his novels’ ideal

figures.

Keywords: Ideal figure, Kim Il-sung, post-liberation, pre-liberation,

perception of the beautiful, indomitable will, inferiority complex,

theory of love and 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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