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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이태  문학사상에 한 재검토의 필요성

상허 이태 에 한 기존 연구는 기의 단편의 미학  특성에 한 연구

로부터, 최근에는 장편소설의 계몽주의, 문화주의  특성에 한 연구와 수필, 

문장강화 등에 한 연구, 나아가 월북 이후의 작품에 한 연구로까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칠게 나 어서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  수 있다.

하나는 이태  문학의 본령을 단편의 완성도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 경향으

로서, 작품의 미  특질에 한 연구를 통해 이태  문학의 심미성을 규명하

려는 경향이다.1)1)이러한 연구 경향은 이태 의 단편소설과 문장론에 한 정

1) 표 인 연구로서 다음을 들 수 있다. 강진호, 1987 ｢이태  문학연구-단편소설

을 심으로｣, 고려  석사학 논문; 이명희, 1993 ｢이태  문학연구｣, 숙명여  

박사학 논문; 이익성, 1987 ｢상허 단편소설연구｣, 서울  석사학 논문; 이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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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탐구를 통해 그의 미학  성취를 입증하는 것에는 성공하고 있으나, 이

태 이 단편 외에도 10여편에 이르는 장편소설을 창작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는 한계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이태  연구가 주로 그 형식  특질을 구명하는 것

에만 집 되었다는 을 극복하기 해, 일련의 이태  장편소설에서 드러나

는 강력한 계몽주의, 민족주의, 문화주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연구 경향이 존

재한다.
2)
2)이러한 경향의 연구는 기존의 이태  문학연구에서 간과되어온 장편

소설에 한 문제제기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문제는 이태

의 계몽주의, 민족주의, 문화주의가 구체 으로 어떠한 토  에서 형성된 것

이며, 식민지 시기 사회  맥락 속에서 어떻게 굴 되었는가를 세 히 검토하

고 있지 못하다는 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이 자칫 이태 의 단편

과 장편을 상호 립 인 것으로 악할 수 있다는 은 문제로 남는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연구 경향 모두 기본 으로 이태  단편과 장편 사이의 

차이를 해명하지 못한다는 , 그리고 해방 이 과 이후 이태  문학의 변모 

양상을 내  논리화시키지 못한다는 , 특히 실증  차원의 이태  문학사상

에 한 근이 부족하다는  등의 한계를 지닌다.
3)
3)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이태  문학에 한 새로운 근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공임순,4)4)김양선,5)5)정종 ,6)6)김철7)등의7)논의는 단순히 

1993 ｢이태  소설의 창작기법 연구｣, 숭실  박사학 논문; 배개화, 2004 ｢문장

강화에 나타난 문장의식｣, 한국 문학연구16집 등.

2) 표 인 연구로 다음을 들 수 있다. 김택호, 2003 이태 의 정신  문화주의, 
월인; 박헌호, 1997 ｢이태  문학의 소설사  상｣, 성균  박사학 논문; 서

채, 1993 ｢두개의 근 성과 처사의식｣, 상허학회 편, 이태  문학연구, 깊은샘 등.

3) 물론 이러한 연구 외에도 최근들어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정신분석학  방법론을 

용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페미니즘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이명희, 1994 ｢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이태  문학세계, 국학자료원; 심

진경, 2002 ｢이태 의 성모연구｣, 상허학보8집, 깊은샘; 김택호, 2003 ｢이태  

소설에 나타난 모성의 의미｣, 한국 문학연구14집 등이 있으며, 정신분석학  

방법론을 용한 논의로는 최 희, 2004 ｢이태 의 화 연구｣, 한국근 소설연구

23호 등이 있다. 

4) 공임순, 2003 ｢거울에 비친 조선, 조선 인 것｣, 문학과 경계2003 여름호.

5) 김양선, 2003 ｢옥시덴탈리즘의 심상지리와 여성(성)의 발명｣, 민족문학사연구23호.

6) 정종 , 2000 ｢민족 실의 알리바이를 통한 입신 출세담의 서사  정당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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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주의, 문화주의 등으로 지칭되던 이태  문학의 특성을 당  시  맥락 

속에서 고찰하고 있다는 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논의는 

당시 동양론과 시즘간의 련양상에 주목하여 이태 의 상고주의, 문화주의

의 구체 인 의미를 구명하고 있다는 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 

개 과정에서 시즘 일반의 논리를 거칠게 작가의 내면 의식에 결부시키려

는 경향은, 자칫 複數로 존재하는 작가의 내면심리를 단일한 담론으로 환원시

킬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더욱이 이러한 시각에서 이태  문학에 근할 

경우 30년  반과 이른바 일제 말기 암흑기, 그리고 해방 이후와 월북까지

의 시기가 모두 분 으로 드러나게 된다. 즉, 이태  문학 근 에 치해 있

는 작가의 사상  기반이 무시된 채, 작가는 다만 시 에 따라 수동 으로 움

직 다는 결론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8)8)

한편 김택호9)의9)논의는 추상 인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던 이태  문학의 

계몽주의, 민족주의, 문화주의 등을 기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당시 민족주

의 운동과의 연 성 상에서 고찰하면서, 이른바 ‘문화  정신주의’로 규정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러한 논의는 이태  문학 반을 통하는 사상  근거를 

밝히고 있다는 에서 그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최근 발표된 박진

숙10)의10)연구 역시 이태  문학에 나타난 ‘종교  이상주의’를 구명함으로써 

문학연구 23집, 동국  한국문학연구소.

 7) 김철, 2002 ｢몰락하는 신생: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 상허학보 9집, 깊은샘.

 8) 방민호는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들이 이태 의 30년  후반 장편소설을 시즘

에의 경도라고 보는 것에 해 왕자호동을 구체 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시

즘에의 경도와 호동의 자결로 표상되는 허무주의 인 비 력이 동시에 드러난다

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이태 의 일제 말기 장편소설에 한 지

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보면, 신체제론이 주도하는 정세에 처한 이태

은 반 으로 체제 력 인 창작 쪽으로 경사되어 갔으나 그런 에도 력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해 고심했으며, 나아가 력 인 포즈를 내

세운 소설 속에서도 텍스트 상의 균열상을 통해 작가 자신의 복합 인 심리를 

표 했던 것이 된다”(방민호, 2005 ｢일제말기 이태  단편소설의 ‘사소설’ 양상｣, 

상허학회 편, 한국문학과 탈식민주의, 245면). 이러한 은 복수로 존재하는 

작가의 사상  지향을 히 지 한 것으로 보인다.

 9) 김택호, 앞의 책(2004).

10) 박진숙, 2006 ｢이태  문학과 종교  이상주의｣, 한국의 문학과 종교
(만해학술심포지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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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  문학사상의 새로운 측면을 밝 내고 있다는 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김택호와 박진숙의 연구는 이태  문학 반을 통하는 사상  근거를 밝히

기 보다는 특정 시기, 특정 작품에 한정되어 이태 의 문학사상을 고찰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김택호의 경우 일제 말기 장편소설을, 박진

숙의 경우 단지 청춘무성 한 작품만을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  

문학 반을 통하는 문학사상을 밝히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성과 에서 기존 연구가 구명하지 못한 이태

 문학 반을 통하는 사상  특성을 구체 인 작품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이태  문학 사상에 한 연구가 특정 시기, 특정 양식에 국

한되어 있었다는 을 극복하기 해 기 단편과 30년  후반의 장편, 그

리고 해방과 월북 이후의 작품까지를 두루 다루도록 하겠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그동안 분 으로 이해되어오던 이태  문학의 변모양상을 연속 인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이 각각의 시  상황과 어

떻게 연 되어 의미를 지니는 가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태  문학 반을 

통하는 사상으로서 이상  공동체주의를 추출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그동

안 순수문학에서 친일문학, 그리고 좌익으로의 변모 등으로 단순하게 인식되

어온 이태  문학의 변모양상을 새롭게 조망하고, 이에  기반하여 이태  문

학 반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키워드로서 이상  공동체주의를 문맥화하

겠다. 특히 기존 연구가 연구자의 선입 이 지나치게 작용하면서, 텍스트 외부

에서 이론  거 을 찾았다는 문제의식 하에, 텍스트 내부에 드러난 사상  

근거 을 심으로 이태  문학 반을 통하는 사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이태  문학 반을 통하는 사상  근거를 부족하게나마 

새롭게 구명하는 것이 본고의 목 이다.

2. ‘상호부조론’에 입각한 ‘코뮌’의 실험-오스키 사카에와 

크로포트킨의 무정부주의

이태 의 기 단편인 ｢실락원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한다. 주

인공 ‘나’가 일종의 이상  운동을 실행하던 , 주재소 소장에 의해 책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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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하는 장면이 그것이다.

“이런 책이 무슨 필요가 있소? 런 아이들에게 이런 것 가르치오?”

그는 삼 (大杉榮)의 “선구자의 말”이란 책을 뽑아들고 물었다.

( 략)

그는 이 에 다른 사람이 와서 묻던 것보다 더 깐깐하게 내 원 과 이력을 캐

고는 결국 “선구자의 말”이외에도 세 책이나 새끼로 묶어 들고 갔다.
11)11)

이 삼 은 그의 수필 ｢死의 懺悔｣에도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이태 이 

그에게서 간 이나마 받은 향을 추측해 볼 수 있게 해 다.12)12) 삼 은 

오스키 사카에의 한자어 표기로서, 일본의 기 아나키즘 운동의 표 인 인

물이다. 이때 요한 은 오스키 사카에가 와세다 문학을 통해 일련의 문학

평론을 발표했다는 이다. 이는 이태 이 일본 유학 시  직간 으로 그의 

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비단 이태  뿐만이 아

니라 당시 일본 유학생 들 사이에서는 오스키 사카에를 심으로 한 일본 무

정부주의가 넓게 퍼져있던 것으로 보인다.13)13)이런 분 기 속에서 이태 이 오

11) 이태 , ｢실락원 이야기｣, 달밤(이태  문학 집 1권), 깊은샘, 1995, 177면. 이

하 인용하는 이태 의 작품은 서음출 사  집 17권 상허문학독본․평론을 

제외하고 모두 깊은샘  집에 근거한 것이다. 

12) “가장 감상 으로 쉽게 말하면 가장 슬 게  가장 맑은 마음으로의 책이니 소

생이 첫장에서부터 끝장까지 정말 울면서 읽은 책은 여시다 다이지로의 ‘死의 

懺悔’외다. 다시 생각하면 내 자신이 슬  날을 보내든 그 때인 탓도 있으려니와 

아모턴 아직도 책상우에 물자욱을 찾을 수 있는 책은 이 사형수의 수기외다. 

(...) (작자는-인용자) 삼 과 일맥의 사상인으로서 지 으로부터 7년인가 8년

인가 에 어는 가을 동경 형무소에서 26세의 청춘으로 교수 에 받친 사람이엇

습니다”, 이태 , ｢死의 懺悔｣, 상허문학독본․평론(이태  문학 집 17권), 서

음출 사, 1998, 305면.

13) “행덕추수는 소  역사건으로 처형되고 이후 삼 이 행덕추수의 뒤를 이어 

일본 아나키즘운동의 선두에 나서게 되었는데 그는 재일한인에게 아나키즘을 

한 표 인 일본인이었다.”, 오장환, 1998 한국 아나키즘운동사 연구, 국학

자료원, 90-91면. 이 연구에 의하면 1920년   일본내 한인 유학생들은 사회주

의와 아나키즘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었는데, 이때 특히 삼 을 심으로 한 

아나키즘의 수용이 ‘흑도회’등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한다. 특히 이 ‘흑도

회’에는 문인  황석우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지 은 황석우를 비롯한 20년  

기 문인들의 사상사  연구에 있어 요한 과제로 보인다. 이에 해서는 다

룬 바 있으나(조 복, 2005 ｢황석우의 근 사조와 근  기 잡지의 ‘불온성’｣, 



142 韓 國 文 化 38 ․

스키 사카에의 사상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오스키 사카에의 무정부주

의 사상은 ‘아나르코 생디칼리슴’으로 볼 수 있는데, 그는 “반권 주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모든 문제에 주체 으로 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개인

의 창의성, 주체성, 자유발의를 강조하고, 타인의 지도, 명령, 지령에 반 했으

며, 권 를 추종하는 복종과 망언을 배격했다. 이러한 원칙은 노동운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각 조합의 자유발의, 자유합의, 조합 간의 자유 연합을 주장하면

서 권  우상 타 와 신질서 창조를 강조했다. 그에게 진정한 노동운동이란 

노조 지도자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이루어나가

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은 공산당이 주도하는 노동운동과는 근본 으

로 다른 것이다.”
14)14)이러한 오스키 사카에의 무정부주의는 당시 일본 무정부

주의 운동에 강력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크로포트킨  ‘아나르코 생디카

리슴’에 입각한 것이다. “크로포트킨은 진정한 자유주의 정신에 따라서 코

뮌을 사회의 기본 세포로 간주한다. 같은 코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서

로 가깝고 서로 잘 알게 되고, 이는 사회  단  내부에서나 혹은 계  신

분 구조에서나 민주  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며, 자율성에 근거한 사

회 정치  분 기 속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스스로를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해 다”15)는15)것이 그 사상의 골자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크로포트킨이 

‘상호부조론’에 입각한 낙  망 속에서 자율주의  공동체, 즉 ‘코뮌’의 건

설을 핵심 인 과제로 보고 있다는 이다. 즉, 맑스주의와는 구분되는 크로

포트킨의 ‘코뮌주의’가 오스키 사카에를 통해 이태 에게 간 으로나마 향

을 미쳤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 작품을 살펴보면, 이러한 오스키 사카에의 크로포트킨  공동체주의는 

이태  기단편의 요한 사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태 의 기 단편

의 요한 모티   하나는 동경유학을 마치고 조선에서 새로운 운동을 펼

치려다 좌 하고 마는 주인공의 등장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작품으로 ｢실

한국 문학연구17집),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한 과거 주로 맑

시즘 심으로 이루어진 문 운동사 연구에서 배제된 아나키즘 계열의 문 운동

사 연구 역시 요한 과제일 것이다. 

14) 조세 , 2001 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 책세상, 55면.

15) 장 포지에(이소희 외 역), 2003 아나키즘의 역사, 이룸, 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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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원 이야기｣, ｢고향｣, ｢아무일도 없소｣, ｢순정｣등이 있는데, 이들 작품의 공통

은 모두 주인공이 뚜렷한 조선 실에 한 인식이 없다는 , 그러나 이상

에 한 강렬한 지향을 보인다는 , 하지만 결국에는 실의 힘 앞에 좌 하

고 만다는 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태  기 단편에 드러나는 흥미로운 모티 는 자선에 한 

냉소이다. 이러한 모티 가 드러나는 작품으로 ｢천사의 분노｣, ｢아담의 후 ｣, 

｢마부와 교수｣등이 있는데, 이들 작품은 모두 인간과 인간간의 상호 동이 아

닌, 일방 인 시혜로서의 자선에 해 강한 냉소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모티 , 즉 조선에서의 이상 추구의 좌 과 자선에 한 냉

소는 이태  기 단편의 문제의식을 해명하는데 요한 시사 을 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태 이 일본유학시설 직간 으로 오스키 사카

에의 이상  공동체주의, 혹은 크로 트킨류의 상호 동주의등의 향을 받았

다면, 이 두 가지 유형의 모티 가 반복 으로 드러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

다. 본래 크로 트킨의 무정부주의의 특성인 바, 정치경제학 인 계 투쟁에 

의한 이상  사회의 구축이 아닌, 상호부조론에 입각한 ‘코뮌’의 건설의 실험

이 이태  기 단편의 주인공들이 추구하는 바이며(이는 30년  후반 별은 

창마다등의 작품에서 시즘의 논리와 결합되어 드러나기도 한다. 이에 해

서는 후술하겠다), 이것은 그 특유의 이상주의  성격 때문에 실제 실에서

는 무력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더불어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에 입장에서 

자선이란 행 는 강한 부정의 상이 되는 것이다. 

이 게 본다면 기존 연구에서 주로 그 형식  완성도에 집 되어 온 이태

 기단편의 사상  성격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다. 즉, 이태 의 기 단편

의 사상  거는 상호부조에 입각한 ‘코뮌’, 즉 일종의 이상  건설에 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이태 은 일본 유학시기 간 으로나마 오스키 사카에를 

통해 코로 토킨의 상호부조론을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상을 통해 자신

의 기 문학  지향 을 정립하려 했던 것이다. ｢실락원 이야기｣에서의 실낙

원은 기실 이태 이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꿈꾸던 ‘코뮌’이었으며, 그것이 실

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탄나는 것은 이태 이 받아들인 아나키즘이 정

치  변 에 입각한 과학 인 계 투쟁의 논리가 아닌, 상호부조에 의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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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이었던 만큼 필연 인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낙원의 실험

과 상실의 경험은 이태  문학 반을 통하는 지향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

의 문학은 결국 이상 으로 상징되는 유토피아의 꿈에 한 지향이며, 그것의 

좌 의 기록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이 식민지 조선의 실에서 그 로 

실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태  문학은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사상  

모색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 ‘코뮌’, 이상  건설의 좌 의 원인을 일본 제국주의만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거친 분석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직 인 원인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상 이 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조선

인 역시 상호부조의 원리를 내화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상  건설에 필수 인 상호부조의 원리에 반하는 행 가 당시 조선의 진보

 운동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태 은 이러한 요소를 시혜 인 자선

과 같은 맑스주의 운동으로 보고 있다. ｢천사의 분노｣, ｢마부와 교수｣, ｢아담

의 후 ｣등의 작품에서 추출할 수 있는 사상  지향은 인간 스스로의 자립에 

근거한 상호부조가 아닌 시혜 인 ‘자선’에 한 강력한 거부이다. 이는 당시 

조선에서의 진보 인 운동의 흐름이 맑스주의 운동임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문제 인 부분일 수 있다. 크로포트킨은 맑스주의에 해 “노동자들에 하여, 

그들이 국가기구를 말짱하게 그 로 유지하고 다만 권력자를 바꿔놓을 뿐으

로 사회주의의 기구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한 노동자의 지성을 도

와서 그들에게 합한 새로운 생활형태의 탐구에로 향하게 하는 신에 그것

을 방해하는 것은 범죄와 종이장 하나의 역사  과오”16)라고16)비 하고 있다.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의 입장에서 맑스주의 운동은 의식 인 명가들이 

들을 일방 으로 계몽하여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려는 시도로서 비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일반 민 들의 자발 인 상호부조에의 지향을 통하지 않은채, 일

방 으로 주어질 뿐인 앙집권  조직의 운동이란 부정의 상일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이태  기 단편에서 드러나는 ‘자선’에 한 비 은, 당시 카 를 

심으로 한 맑스주의 문 운동에 한 비 인 시각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다. 이것이 카 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질서를 극복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

16) 크로포트킨(하기락 역), 1993 근 과학과 아나키즘, 신명,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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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이태 이 카 와 구분되어 문학활동을 하게 되는 내  원인이다. 이

게 본다면 이태  스스로가 로문학에 해 “쓸데없이 무슨 청년웅변 회에

서나처럼 주먹을 부르쥐고 ‘九人 는 百害無一利’니 ‘九人  作家여 勇敢하여

라, 民衆도 생각하여라’하는 것들은 참으로 무엇에 그 게 놀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도 그만한 민  념 그만한 자기 반성에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냥 막연히 민  운동한다고 지 은 수가 아니다”17)라고17)말한 배경을 보다 

극 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오스키 사카에의 문학평론을 통해 이태 의 문학 의 형성과정을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스키 사카에는 일본 로문학 형성기에 일련

의 평문을 통해 ‘민 문학론’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오스키 사카에의 문학론이 

이태 에게 간 으로나마 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군은 민 술을 원하는가? 그 다면 먼  민 을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하라. 

그 술을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민 을 용서 없는 노동과 빈궁에 

유린되지 않고 여가가 있는 민 을. 소  미신이나 우  혹은 좌 의 신에 빠지

지 않는 민 을. 자신의 주인인, 그리고 지  행해지고 있는 투쟁의 승리자인 민

을.
18)18)

되풀이해서 말한다. 민 술이란 평민노동자의 술이다. 평민노동자가 창조하

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를 한 새로운 술이다.
19)

19)

오스키 사카에의 민 술론은 스스로가 투쟁의 주체인 민 의 확보로부터 

진정한 민 술이 시작될 수 있다는 에 그 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민 술론은 아직 일본에서 본격 인 맑스주의 문 운동이 시작되기 이 의 

아나키즘 인 술론을 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스키 사카에

의 문 론은 일방 인 계몽이 아닌, 민 의 자발 인 힘에 의해 창조되는, 정

치  목 성에 속되는 것이 아닌 독자  의미를 지니는 술의 창조에 그 

17) 이태 , ｢九人 에 한 難解 其他｣, 상허문학독본․평론, 앞의 책, 242-243면.

18) 오스키 사카에, 2003 ｢새로운 세계를 한 새로운 술｣, 일본 로문학론의 

개(1)(조진기 편역), 국학자료원, 28면.

19) 삼 , 1987 ｢민 술의 기교｣, 일본 로문학과 한국문학(임규찬 편역), 연

구사,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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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오스키 사카에의 문 론의 향을 이태

이 받았다면, 이태 의 기 단편에서 두드러지는 자선에 한 냉소와, 뿌리뽑

힌 자에 한 애정이라는 모티 를 보다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그

가 카 로 표되는 로문학 진 에 해 그 과도한 목 의식성을 비 으

로 보는 것 역시, 오스키 사카에의 민 술론의 향 하에서 형성된 문학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기 기독교 공동체주의-우치무라 간조와 성서조선그룹의 

무교회주의

이태 의 기 단편이 오스키 사카에와 크로토 킨의 상호부조론  무정부

주의에 입각한 ‘코뮌’의 건설에의 지향과 좌 을 보여 다면, 30년  반 이

후 일본 제국주의의 시즘으로의 환과 함께 이태  역시 새로운 사상  

모색을 보여주게 된다.20)20)이러한 사상의 근원을 찾아내는 데 있어, 이태 의 

자  소설 사상의 월야에 등장하는 자신의 유학생활에 한 설명은 하나

의 시사 을 다. 

빼닝호 씨는 여러 고학생을 도와주고 잇섯다. 스코트홀 체의 소제를 마튼 북

해도서 온 학생도 잇고, 자기집 부엌일을 돕는 국학생도 하나 잇고, 새로 지은 

우애학사에도 물깃는 것, 밥짓는 것, 빨내하는 것 모다 고학생들을 이용하 다. 이 

고학생들은 거이가 송빈이처럼 조 의 문부들이엿다.
21)21)

빼닝호 씨는 정확히 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 이미 일본에 온지 십

팔 년째로 죽은 조도 학 총장이던 외 신과는 두터운 친교가 잇서 지

20) 이와 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오스키 사카에와 크로포트킨의 무정부주의의 향

이 주로 단편 형식에서 드러나는 반면, 30년  반 이후 이태 의 사상  지향

은 주로 장편 형식을 통해 드러난다는 이다. 이는 시즘의 두로 특징 지워

지는 시  상황의 변화와 모종의 연 을 지닐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30년  

후반 이태 의 소설은 사소설  양상을 띠는 단편 형식과 사상  지향을 드러내

는 장편 형식으로 뚜렷하게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요구된다. 이에 한 시론 인 논의로는 방민호, 앞의 논문을 참조.

21) 이태 , 1996 사상의 월야(이태  문학 집 7권), 깊은샘,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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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 에서 미국정치사를 강의하는”
22)

인물이다.22)흥미로운 것은 아무런 연고

도 없는 조선의 청년을 기꺼이 학교를 보내 다는 인데, 20년  일본에서 

조선인 청년을 유학시켜주는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다면 아마도 일반 인 기

독교 계열의 선교사라기 보다는 ‘우애학사’라는 기숙사 이름이 상징 으로 보

여주듯이 일종의 공동체주의  크리스챤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그가 와세

다 학에 온지 18년째라는 언 은 흥미로운데, 작품의 시간구조상 18년 이

라면 1900년  경으로 추정된다. 이 당시 일본에서 우치무라 간조를 심으

로 한 무교회주의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빼닝호 가 

무교회주의의 향을 직간 으로 받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이태 의 기 단편에서 드러나는 무정부주의와 무교회주의 간의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오스키 사카에를 매개로 크로포트킨  무정부주의를 수

용한 이태 이 무교회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크

로포트킨의 무정부주의와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는 상당한 유사성을 지

닌다. 우선 이 두 사상은 모두 상호부조에 입각한 공동체주의를 지향한다는 

에서 동일하다. 크로포트킨의 무정부주의는 다 의 생존경쟁설을 부정하고 

인간간의 상호연 성에 기반한 ‘코뮌’을 지향하며,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

의 역시 인간의 근본이 선하다는 에서 기 기독교에서 보이는 공동체를 

이상 인 형태의 사회로 지향한다. 두 번째로 당  사회  맥락 속에서 이 두 

사상 모두 제국주의에 한 강한 항  기능을 하고 있다는 공통 을 지닌

다. 크로포트킨의 무정부주의가 힘의 논리에 기반한 자생존의 제국주의에 

해 비 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 역시 러일 쟁

에 한 비  등을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에 해 비 인 시각을 보

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이 두 가지 사상이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

시’라 불리우는 사상  흐름 속에서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다이

쇼 데모크라시는 1910-20년  일본의 자유민권운동의 성숙을 일컫는 용어로

서, 이 시기 인간의 교양의 함양을 통한 사회개조와 인도주의 사상의 실천을 

통한 이상  사회를 지향하는 사상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다. 이러한 시

 배경 속에서 크로포트킨과 오스키 사카에의 무정부주의와 우치무라 간조

22) 의 책,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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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교회주의가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며, 이태  역시 이러한 당  사상  배

경 속에서 이 두 사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태 에 한 무교회

주의의 향은 청춘무성에서 보다 직 으로 서술된다.

동경서 신학을 공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되는 은 목사, 교회는 아직 자신이 

없노라고 맡지 않고 이 학교 성경시간만을 보나 무교회주의자인 내 감삼의 감화

를 많이 받아 속으로는 사교 도(社交傳道) 사업 도에 한 회의가 크다. 그래서 

역시 사업 도의 한 기 인 이 학교에 들어서면 가끔 우울해지는 때가 있고 성경

해석도 담히 과학  견해에 치우치다가 가끔 자기 이론의 모순에 부딪  결론을 

수습하지 못한다.
23)23)

청춘무성의 주인공 원치원은 의 인용문에서 보이듯 무교회주의자 우치

무라 간조의 감화를 받은 인물이다.24)24)우치무라 간조는 리 알려진 바와 같

이 일본의 무교회주의자로서, 기존 기독교의 형식주의를 비 하고 기 기독

교의 정신에 입각하여 인간 상호간의 믿음에 기반한 공동체  삶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치무라 간조의 감화를 받은 원치원이 형식

인 교회를 부정하고, 나아가 이상  공동체의 건설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러한 이상  공동체는 일종의 공상  사회주의의 성격을 지닌다. 

우치무라 간조는 무교회주의와 사회주의의 계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소 길지만 이태  문학 반을 통하는 사상  근거로 볼 수 있기에 

인용해 본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둘 다 서로 비슷한 

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큰 부자 한 사람이 수께와서,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원한 성령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수는 그에게 여러 가지 

23) 이태 , 2001 청춘무성(이태  문학 집 14권), 깊은샘, 14면.

24) 이 부분은 박진숙이 지 하고 있는 바이다. 박진숙, 앞의 자료집, 43-52면 참조. 

박진숙은 이에 해 “(...)이태 의 작품 속에서 구 된 기독교  이상주의는 조

선의 사회 , 정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에서 민족주의 사상과 직결되

어 있다”( 의 자료집, 55-56면)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게 볼 경우 일제 

말기 별은 창마다등에서 드러나는 시즘 사상에 한 동의의 문제를 해명하

기 어렵다. 오히려 이태 의 기독교  이상주의는 일종의 추상 인 유토피아주

의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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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하신 후에 답하시기를,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

어주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 습니다. 이는 

물론 오늘날의 사회주의자가 완 히 동의하는 교훈은 아니지만, 그러나 수의 이 

정신이 사회주의자들의 찬동을 받는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유명한 오순  후의 

교회에서 재산의 공동소유가 실지로 행해졌으며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질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로 나 어 주었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를 그 로 실천

한 것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독교가 순수하게 실제로 행해진 곳에

서는 재산 공동소유제도가 이와 비슷한 형태로 행해진 가 지 않은 것으로 보

더라도, 기독교와 사회주의와는 어딘지 인연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25)

25)

우치무라 간조의 입장은 기본 으로 사회주의와 기독교를 상호 립 인 

계가 아닌, 상호 력 인 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사회주의 명론에 한 상세한 이해해 입각한 것이 아니라, 다만 

기 기독교회가 지니는 원시공산제  성격과 사회주의간의 친화성에 한 인

상 정도에 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교회주의 운동이 가식과 허례로 

타락한 기독교를 기 기독교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회복하자는 것인만큼, 보

수 인 기독교에 비해 사회  문제에 해 극 인 입장을 지닌 것 역시 분

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무교회주의 운동은 우치무라 간조의 향을 받은 김교신, 함석헌 등

에 의해서 당시 조선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26)26)이들은 성서조선등을 

통해 무교회주의 이론과 입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들의 운동은 한국 신학사에

서 “첫째는 민족  기독교의 이념의 탐색  생활화요, 둘째는 종교  신앙과 

25) 우치무라 간조( 호윤 외 역), 1975 ｢기독교와 사회주의(다시)｣, 內村監三 全集 
10권, 雪友社, 413-414면.

26) 김교신과 함석헌 등은 우치무라 간조 에서 수학하면서 무교회주의를 수용하

다. “조선의 유학생 에서 간조의 성서연구회에 출석하는 청년들도 지 않았

다. 도쿄 고등사범학교를 다니던 김교신, 함석헌등이 그랬다. 간조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한국 학생들이라는 것, 일본인은 조선인에게 배울 

바가 많다는 것, 간조에게서 9년간 배우고 감사하며 귀국하는 조선인 학생을 배

웅하고는 그것만으로도 성서연구회를 해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 것 등이 간조

의 일기장의 여기 기에 기록되어 있다”(스즈키 노리히사(김진만 역), 1995 무
교회주의자 內村鑑三, 소화, 151면). 이 외에도 김교신와 함석헌의 들  우

치무라 간조와 무교회주의에 한 언 은 상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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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천의 이상 인 조화요, 셋째는 교육에 있어서 인격  감화력의 

성을 나타내 보임이요, 넷째는 개인잡지를 통해서 소신을 밝힘으로써 민족사

회의 온 성원을 통하여 자신의 사상을 다음 세 에 계승, 발 시킨 ‘코이노니

아’의 육성”
27)

을27)이룬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실제 “성서조선”은 1927년

부터 1942년까지 총 158호에 걸쳐 꾸 히 발행되었으며, 그 민족 , 실천  성

격으로 인해 함석헌, 송두용, 류달  등은 일제에 의해 수감되기도 하 다.28)28)

이들 조선의 무교회주의 그룹의 논의는 이태 에게도 큰 향을 미쳤던 것

으로 보이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주장은 이태 의 사상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다.

그리스도는 부자 청년을 하여서는 추상  윤리를 講하시지 않고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와서 좇으라고 확하게 가르치셨고, 자신의 언행에 륜의 軌跡을 

용허치 않았다. 수를 유물론 으로 보면, 부패한 종교가는 물론이거니와 文士的, 

도취 , 가상  신도를 일소하는 효험은 확실한 바 있다.
29)29)

빈부의 격을 없이하고, 불로소득으로 遊蕩하는 자 없이 구나 다 근로의 땀

을 먹을 것이라고 함은 근 인이 발견한 신사조가 아니라, 2천년  수 그리스

도의 가르치신 교훈이요, 생활이었다.
30)30)

즉, 김교신을 심으로 한 당  조선 무교회주의 운동은 사회  문제에 

해서도 큰 심을 기울 는데, 이때 비록 그것이 과학 인 이론  체계를 갖

춘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의 삶을 통해서 이상  

공동체주의에 한 지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어디까지나 종교  

신앙 에서의 사회문제에 한 해결을 논한 것이지만, 사회문제에 해 극

인 인식을 보여 다는 에서 주목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통한 계몽과 문

화양성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은 이태 의 그것과 일치한다.

이태  역시 이러한 에서 당시 사회문제를 바라본 것으로 보이는데, 즉 

27) 김정환, 1994 김교신, 한국신학연구소, 25면.

28) 의 책, 18면.

29) 김교신, 1934 ｢유물론자인 수｣, 성서조선, 1934.6(노평구 엮음, 2001 김교신 

집2, 부키, 47면에서 재인용).

30) 김교신, 1935 ｢상층구조｣, 성서조선, 1935.9( 의 책, 92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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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 은 직 인 사회운동만으로는 인간문제의 해결이 어려우며, 진정한 인

간문제의 해결을 해서는 사회경제 인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인간의 문화

 함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31)31)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청
춘무성에서 원치원이 펼치는 ‘문화사업’의 의미를 보다 극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문화사업’은 단순한 교양이나 사, 자선사업이 아니라, 인간의 두 

가지 문제인 사회경제 인 문제와 문화 , 도덕 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한 실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 내에서 원치원과 최득주의 문

화사업이 이상 이면서도 추상 인 층 의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득주

가 벌이는 여 의 재활사업장의 이름이 ‘再樂園’인 것은 인상 인데, 이는 이

태 이 기에 ｢실낙원 이야기｣등에서 보여주던 낙원에 한 동경이 지속되고 

있음을 단 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32)32)그러나 식민지 시  이상주의  

공동체의 건설이라는 문제에서 민족문제에 한 구체 인 해결방안이 제시되

지 않는 이상, 청춘무성의 세계가 공허한 이상향에의 지향에 그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다고 해서 이태 의 30년  후반 장편의 추

상  성격을 폄하할 수는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  상황에서 기인한 

한계이며, 오히려 일제 시즘 하에서 이태 의 이상주의  지향은 작가의식

의 최 치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태 의 

문학사상  지향 이 이상  공동체의 건설에 있었다면, 그 이상  공동체주

의의 시  맥락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 막연히 추상 이라고 비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이제 구체 으로 작품 안에서 이태 의 30년

 후반 이후 장편소설에 드러나는 무교회주의  공동체주의의 의미를 고찰

해 보겠다.

31) “우리 사회의 선배들은 그 에도 丁抹까지 구경하고 온 인사들도 어 하면 丁抹

은 농 운동에서 부흥하엿다고만 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농 운동이 필요하

다나……. 丁抹은 농업개량을 하기 에 민족개량, 혼의 개량이 앞섯든 것은 왜 

말할  모르는가? 그네들이 丁抹의 것이 아닌 언문을 막고 丁抹 자기네의 것인 

언문운동을 얼마나 맹렬히 일으키엇는가는 웨 떠들지를 안는가?”, 이태 , ｢文壇

人으로서 社 에 보내는 希望｣, 상허문학독본․평론, 앞의 책, 332면.

32) 이 ‘재락원’은 만주국의 ‘동선당’을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태 은 그의 ｢만

주기행｣에서 동선당에 한 감동을 서술하고 있다. 이태 , 1999 ｢만주기행｣, 무
서록(이태  문학 집 15권), 깊은샘, 168-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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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의 구성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결함은 원치원이 이상  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이다. 청춘무성에서 원치원이 문화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자

본은 ‘ ’을 통해서이다. 이 당시 열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데, 당

연히 실제 성공한 이스는 많지 않다. 그리고 이태 은 그의 수필에서 소로

우를 인용하면서 “노래하는 샘물을 끊어버리며 아름다운 산과 언덕을 벌 둥

지처럼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을 땅속에서 찾는구나! 찾아야 

할 은 제마음 속에들 있는  모르고”
33)

라고33)당시의 열을 비 하고 있

다. 그런데 이태 은 원치원의 문화사업을 실화시키기 해 ‘ ’에 성공하

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이 비 실 인 것임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이

태 이 이 작품에서 무리하면서까지 원치원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까

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우치무라 간조가 주장했고 성서조선그룹을 통

해 조선에 수용된 무교회주의 운동의 지향 인 이상  공동체의 건설을 보여

주기 해서 다. 이 게 본다면 이태  장편이 리얼리티를 확보하지 못하고, 

종종 비 실 인 해피엔딩을 보여 다는 사실은, 기실 이태 이 지니고 있던 

이상  공동체주의에 기인하는 것이다. 오스키 사카에의 상호부조에 의한 공

동체 건설이나, 우치무라 간조와 성서조선그룹에 의해 주장된 기 기독교

의 공동체 주의 등은 그 유토피아에 한 강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실 인 

자본의 논리 앞에서는 무력한 이상일 따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태 의 이상주의를 비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정작 요한 것은 이러한 이태

 문학 반을 통하는 이상주의  성격을 통해 이태  문학 변모의 내  

논리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근한다면, 청춘무성은 식민지 시  말기 시즘의 

두 앞에서 무교회주의를 통해 시 의 폭력을 우회하려는 문제 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 사상의 핵심이 반 론에 있다는 

을 상기한다면 이와 같은 견해는 설득력을 얻는다.

쟁은 없어집니다. 반드시 없어지고야 맙니다. 그것은 우리 非戰主義 들이 비

론을 외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를 명령하시고 자연법칙이 이를 요청

33) 이태 , ｢사 , 산, 곡선｣, 무서록, 앞의 책, 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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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마침내는 반드시 없어지고야 맙니다. 만일 진화의 원리가 오늘 당장 

無로 돌아간다면  몰라도, 우주와 인류가 오늘날까지 걸어온 길을 앞으로도 걷

는다면 쟁은 마침내 꼭 없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34)34)

비단 우치무라 간조뿐만 아니라 30년  당시 조선의 무교회주의 운동가들 

역시 반 론을 펼치고 있다.

인류가 지 처럼 타락하기 , 즉 불가피하게 창검으로 결사하는 수 있더라도 

우선 최후통첩을 발하고 선 포고를 한 후에 포문을 열 때, 그 시 까지는 인류

에 好事 가 있어 소  비 론이라는 것을 주창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핍박

을 당한 일까지도 있었다. 실로 그때까지는 인간이 기특한 시 이었다. 마는 지  

와서는 비 론을 창도하고자 하는 호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는 제창할 기회를 얻

지 못하고 말 것이다. 국제조약이 발달한 결과로 쟁은 못하게끔 되었다. 그러므

로 수천 병졸이 사상하는 사변이 발생하여 국민들은 출정군을 함성으로 보내고, 

 개선장군을 화환으로 맞이하 을지라도 그는 단지 ‘사변’이었지 ‘ 쟁’은35)아니었다.
35)

우치무라 간조는 이미 러일 쟁 당시 비 론을 주장하면서 쟁이 종교  

차원에서는 물론 “자연법칙”에도 어 나는 것임을 들어 쟁을 반 하고 있

다. 우치무라 간조는 물론 30년  당시에도 김교신 등의 성서조선그룹은 

면 인 반 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교회주의의 향을 이태 이 받

았다면 청춘무성에서의 문화사업이란 소극 인 형태로나마 당시의 시체제

에 한 비타 인 응의 형태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춘무성
에서의 원치원의 문화사업이란, 우치무라 간조가 말한 제도에 한 생명의 표

으로서의 “二十세기의 도덕”36)이기36)때문이다. 우치무라 간조가 무교회주의

를 주창하면서 내세운 20세기의 모순은 기계와 제도는 비 해지는데 반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신과 도덕은 모두 제도에 종속되어가는 실이었

다.37)37)청춘무성에서 원치원의 문화사업은 쟁체제라는 ‘제도’를 극복하기 

한 ‘도덕’의 함양을 목 으로 한 것이다. 물론 쟁을 ‘도덕’으로 막는다는 

34) 우치무라 간조, 앞의 책, 301면.

35) 김교신, 1934 ｢비 론 무용 시 ｣, 성서조선, 1934.3(노평구 엮음, 앞의 책 2권, 

204면에서 재인용).

36) 우치무라 간조, ｢제도와 생명｣, 앞의 책 8권, 420면.

37) 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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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자체가 공상 인 차원의 발상인 만큼, 원치원의 문화사업 역시 구체 인 

실  힘을 발휘하는 반 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작품이 발표된 

시기를 고려한다면, 이태 은 소극 이나마 시체제에 해서 비타 인 태

도를 보 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타 인 태도는 기실 추상 인 무교회주의 이념에 기

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 인 힘을 얻기는 어렵다. 에서 지 한 바와 같이 

무교회주의 운동이 지향하는 공동체주의는 일종의 유토피아  성격을 지닌다. 

다음의 을 보자.

천연의 법칙은 仁厚하다. 기술의 열함도, 시기의 차함도 과 한 문제는 아

닌 듯하다. 사소한 과실로서 유 한 청년이라도 일거에 매장하여 버리려는 인간사

회보다, 일분의 자각이라도 유 를 불허하는 문명인들의 교통기 보다도 자연은 

하고 인후함이 한 모양이다. 천연계에 친근하며, 농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원이라도 그것을 멸시하지 않고, 에게 실망과 부끄러움을 돌리지 않기 하여 

일부러 자연계의 법칙의 일부분을 완화하면서, 서투른 농부에게 은총을 베풂으로

써 희망에는 희망으로 진시키려는 듯하다. 이같이 하여 우리의 농사는 소규모이

나 찬송은 규모의 것이다.
38)38)

秘藥을 애써 찾지 말고 인공 으로 조작된 문화생활에서 탈해하여 원시  천연

스러운 생활로 복귀하면 문명병의 부분은 총퇴각할 것이다.
39)39)

김교신이 이상화하고 있는 자연 속에서의 삶이란, 결국 “천연의 법칙”과 

“원시  천연스러운 생활로 복귀”를 통해서 “문명병”을 극복하기 한 방법이

다. 그리고 이때의 “천연의 법칙”은 실세계의 법칙이 아니라, 기 기독교의 

정신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 속에서의 이상  공동생활이란, 결국 실의 냉

혹한 법칙 앞에서는 무 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30년  후반 이후 일제 말기, 이태 이 소극 인 비타 의 

항을 보이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시즘에 한 매혹을 느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천황제 시즘 자체의 논리에 한 매혹이라기보다는, 시즘이 

38) 김교신, 1934 ｢농사잡기｣, 성서조선, 1934.9(노평구 엮음, 앞의 책 2권, 348면에

서 재인용).

39) 김교신, 1936 ｢무좀의 퇴치｣, 성서조선, 1936.7( 의 책, 349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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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근  제도에 한 강한 비 과 그에 한 새로운 문명의 건설이라는 

슬로건 인 측면에 매혹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에서 별은 창마다는 상당히 문제 인 작품으로 보인다. 그것은 우

선 기존에 강력한 민족주의, 혹은 계몽주의  작가로 평가되던 이태 이 시

즘에 한 강한 동의를 보여 다는 에 기인한다. 이태 의 일련의 일제말기 

단편이 이른바 ‘사소설’ 인 경향을 보여주면서 일 력을 피해가는 략  

쓰기를 보여 다면, 별은 창마다의 경우 이태  문학에서 드물게 일

력과 시즘에 한 강력한 동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런데 에서 언 했

듯이 기실 이태 은 시즘의 논리에 해서는 그다지 깊이 있는 인식을 보

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시즘에 매혹당하는 지 은 ‘이상  건설’에 있다.

정은은 하숙에 돌아와서야 정작 어하 에게 했어야 할 말이 있는 것을 생각해

내었다. 그것은 하 이가 설계한 모형도시에 한 것이었다. 그 에 사랑하던 사람

이란 감상 인 계를 떠나, 자기는 한 사업주로서, 하 은 한 설계자로서 일을 

한 상담이 필요했던 것이었다. 사랑하던 사람의 설계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회

상을 버리고라도 정은은 하 의 설계인, 그의 ‘꿈의 도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같은 이상, 같은 정열을 품은 것은 사랑을 제외하고서라도 가장 가까운 동무일 수 

있는 것이었다.
40)40)

과거의 연인을 사 인 “감상 인 계”를 떠나서 만날 수 있게 만드는 힘

은, “모형도시”, “꿈의 도시”에 한 동경에 맞닿아 있다. 흡사 이태  자신을 

연상시키는 고학생 하 의 꿈은 자신의 건축학  지식을 통해서 “가장 국가

이요, 가장 생산 이요, 가장 실제 이면서 아름다운 집이요 동네”41)를41)건설

하는 것이다. 이러한 꿈 자체가 역사 인 인식과 결부되지 못할 때, 이른바 근

의 극이라는 시즘의 논리에 쉽게 매혹당할 수 있는 것이다. 시즘 자

체가 근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서 기인한, “자유주의 시 42)낭만 ”42)를 극

복하기 한 사상으로 자신을 선 한 만큼, 그리고 독 자본주의의 모순을 자

본의 국가화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로젝트를 선 한 만큼, 이태 의 이상  

40) 이태 , 2001 별은 창마다(이태  문학 집 13권), 깊은샘, 266면.

41) 의 책, 212면.

42) 의 책,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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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한 열망은 곧 시즘의 선 에 매혹당하기 충분했던 것이다. 물론 

이태 이 추구한 이상 은 분명 자본주의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 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한 역사  인식과 연결되지 못하는 순간, 반자본주의와 원

시  공동체주의라는 측면에서 시즘으로 경도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30년  후반 이후의 이태  장편소설의 사상  근거는 우치무라 간조

와 성서조선그룹의 무교회주의  이상  건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향은 청춘무성에서는 문화사업을 통한 소극 이지만 비타 인 시즘 

체제에 한 항으로, 별은 창마다에서는 시즘의 논리에 한 매혹으로

서의 이상  건설운동으로 드러난다. 이는 이 시기 이태 이 체제 력의 문제

에 해 이 인 인식을 보 음을 반증한다. 즉, 무교회주의가 지니는 추상  

성격이 한 편으로는 반 의식과 문화사업에 한 지향을 통해 비타 의 태도

를 취하게 한 반면, 다른 한 편으로는 추상  성격이 구체 인 역사  인식과 

연결되지 못할 때 자칫 시즘에 한 소극 인 승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다. 이러한 사실은 얼핏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치무라 간조와 성서

조선그룹의 무교회주의 사상이 지니는 추상  성격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당

시 시즘이 독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한 유력한 담론으로 기능했

음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지 이다.43)
43)

43) 당  시즘은 지식인들에게 독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한 유력한 안

으로 인식되기도 하 다. 컨  서인식의 다음과 같은 이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 다. “現代의 社 生活을 混濁한 無政府狀態로 引 한 것은 틀림없는 個人

主義의 所致이다. 近代的 個人主義는 建的 身分體制에서 人間一般을 解放하는 

同時에 人間의 經濟行動에 있어서의 競爭의 自由性을 確立하 었다. 그 結果가 

現代社 에 收拾할 수 없는 葛藤과 混亂을 入하 든 것이다. (...) 그 다면 人

類의 社 的 文化的 生活에 다시 秩序와 統一을 가져오는데는 一種의 새로운 全

體性의 原理가 要求될 것은 當然하지 않은가?”(서인식, 1939 ｢文化에 있어서의 

全體와 個人｣, 인문평론, 1939.10, 8-9면). 더불어 홍종욱의 연구에 의하면 당

 지식인들에게 일제 시즘은 민족문제에 해서도 유력한 해결책으로 수용되

었다고 한다. “결국 일제가 제기한 ‘동아신질서’ 구상은 많은 사회주의자들에게 

‘ 실 ’으로 어려운 독립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민족 문제 해결의 ‘희망’으로 받

아 들여진 것이다. 이제 일본과 조선은 ‘제국주의-식민지 계’를 넘어 일종의 

‘동반자’가 된 것으로 기 되었고, 이로써 향 후에도 ‘민족’을 지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향만이 민족을 지키기 한 ‘ 실 ’이고도 ‘유일한’길이라는 

논리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홍종욱, 2000 ｢ 일 쟁기 사회주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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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와 같은 고찰 에서 주목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는, 이 시기 

이태  소설에 등장하는 유토피아  공간의 존재이다. 즉, 청춘무성에서의 

문화회 ․再樂園등과 같이 실원칙에서는 존재하기 어렵지만, 작가의 추상

 공동체주의가 실  가능한 공간이 다른 작품에서도 빈번히 등장한다는 것

이다. 이미 기 단편에서부터 보여지는 ‘낙원’의 공간은, 일본 제국주의가 

시즘으로 화되던 이 시기에 더욱 빈번히 작가의식의 은 한 발 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컨  장편에서 별은 창마다에서의 이상도시, 딸 삼형제
의 ‘자매악기 ’라던가, 단편에서 ｢석양｣에서의 경주, ｢패강냉｣에서의 ‘ ’의 기

억속에 존재하는 평양 등의 공간은 실에서의 공간이 아닌, 이태 의 내면에

서만 존재하는 상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모두 유토피아

인 성격을 지닌다는 공통 을 지니는데, 컨  ｢석양｣에서의 경주는 이태

 자신으로 볼 수 있는 주인공이 새로운 삶과 창작에의 욕망을 느끼는 공간

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패강냉｣에서의 평양은 ‘ ’에게 있어 친구의 변 로 

상징되는 시 의 폭압 이 의 공간으로 ‘ ’의 기억속에 존재하고 있다. 딸 

삼형제의 말미에 등장하는 자매음악사 역시 끊임없이 여성에게 수난을 요구

하는 세속 인 질서로부터 독립된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청춘무성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다면 30년  후반 이후, 이태  소설에서 유독 이러한 유토피아  공간

설정이 빈번히 드러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주지하다시피 30년  후반 이태

의 추상  유토피아를 실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차 약화되고 있었으며, 

곧 이태  자신도 체제 력을 강요당하게 된다. 이러한 시 에서 이태 이 은

하게 자신의 욕망을 투 한 공간, 즉 작가의식의 피난처가 이러한 상상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은 생활이 아닌 여행 에만 드러나며(｢석

양｣, ｢패강냉｣), 특히 문화 인 공간으로 그려진다.44)44)특히 딸 삼형제의 경

우 실제 자매의 생활에 경제 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악기 을 작품 말미

향과 그 논리｣, 서울 학교 국사학과 석사학 논문, 45면).

44) 이런 의미에서 ｢석양｣과 ｢패강냉｣이 각각 경주와 평양을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

는 것은 의미가 크다. 즉, 통 인 문화의 공간으로 표상되는 경주와 평양을 작

가내면의 유토피아  공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당시 시즘 하에서 이태 의 비

력의 항의 방식이 문화 인 층 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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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심공간으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심장한데, 이태 에게 있

어 악기 이라는 공간은 실원칙의 공간이 아닌 유토피아 인 술의 지배

를 받는 공간이라는 에서 그러하다. 이는 이태 이 이 시기 한 편으로는 일

련의 사소설 창작을 통해 일 력으로부터 우회하는 한편, 다른 한 편으로는 

작가내면의 유토피아  공간을 설정함으로서 자신의 욕망을 은 하게 투 시

키는 쓰기 략을 사용했음을 의미한다.45)
45)

물론 이러한 공간은 실제 생활과 유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구체 인 실성

을 발휘하지 못하고, 별은 창마다와 같이 시즘으로의 경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태 의 문학  근거 자체가 추상 , 이상

 성격의 공동체주의에 놓여져 있는 만큼 필연 인 결과이다. 그러나 그 다

고 해서 망이 없다거나, 혹은 극  실인식이 없다고 폄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시기 일제 시즘의 두 앞에서 조선 안에서 창작하는 작가의

식의 최 치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 이태  소설에 드러나는 유토피아  공간의 의미를 보다 극 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이태 에게 미친 무교회주의 사상의 향은 30년  후반 

이후 그의 장편소설의 형식을 규명하는데도 큰 도움을 다. 즉 청춘무성에
서 보이는 ‘문제  인물의 고뇌→ 실에서의 패배→문제  인물의 再起→비

실  해피엔딩’이라는 다소 통속 으로 보이는 롯이 별은 창마다, 행복에

의 흰 손들, 딸 삼형제등에서 공통 으로 추출된다는 것은 기존의 여러 논

자들이 지 한 것과 같이 통속 인 장치라고 볼 수 도 있겠지만, 다른 한 편

으로는 하나의 내용은 그에 걸맞는 형식과 결합된다는 을 고려할 때 필연

인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치무라 간조와 구별되는 조선

의 성서조선그룹의 무교회주의의 특징  하나는 ‘수난’에 한 강한 인식에 

45) 이러한 시각에서 이태 의 ｢패강냉｣은 높이 평가될 수 있는바, 그것은 이 작품

이 작품 형식상으로 사소설의 형식을 띰으로서 체제 력의 문제를 우회하는 동

시에, 작가 내면의 비타  의식을 ‘ ’의 내면 인 공간인 ‘평양’을 설정함으로

서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단 으로 말해서 ‘ ’의 비애감과 좌 감이 ‘이상

견빙지’라는 구 로 하게 울릴 수 있는 것은 ‘평양’이라는 공간과 ‘ ’의 자

기성찰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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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즉, 조선의 식민지 실은 “지고한 사상, 즉 신의 경륜에 한 

사상만은 특히 가난하고 약하고 멸시당하고 유린당하여 生來의 교만의 뿌리

까지 뽑힌 자에게만 제시되는 듯하다”46)는46)‘수난’으로서의 민족사에 한 인식

과 이 수난을 거친 후 돌아올 민족해방이라는 이들의 논리는 곧 ‘수난과 극복

의 롯’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흥미로운 지 인데, 특히 우치무

라 간조의 일본  기독교로서의 무교회주의가 일본의 제국주의화와 함께 그 

정 인 의미를 차 상실해 가는데 반해서, 조선의 무교회주의가 그 정성

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이기 때문이다. 즉. 우치무라 간조가 “약간은 일본인

으로서의 내셔 리즘의 색채를 띠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간조의 문하생

으로 모인 학생들은 그의 애국  신앙심으로부터도 향을 받았다”
47)

고47)할때, 

우치무라 간조의 내셔 리즘이 곧 제국주의로 화될 험성을 지닌데 반해, 

조선의 무교회주의 운동은 그 내셔 리즘을 민족해방운동의 논리로 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48)48)이러한 성서조선그룹의 논리가 곧 민족사의 ‘수난과 극

복의 롯’49)으로49)이어지는 것이며, 이들의 향을 받은 이태 의 30년  장편

소설이 곧 이와 같은 롯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기존의 여러 

연구자들이 지 해 온 이태  장편소설의 통속  롯은, 이러한 무교회주의

와의 연 성 상에서 다시 극 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6) 김교신, 1934 ｢조선지리소고｣, 성서조선, 1934.3(노평구 엮음, 앞의 책 1권, 64

면에서 재인용).

47) 스즈키 노리히사, 앞의 책, 151-152면.

48) 이러한 조선 무교회주의의 민족주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에서 단 으로 드

러난다. “(...)조선의 기독교가 래한 지 약 반세기에 이르 으나 아직까지는 선

진 구미 선교사 등의 遺風을 모방하는 域을 不脫하 음을 유감으로 알아, 순수

한 조선산 기독교를 해설하고자 하여 <성서조선>을 발간한 것이다”(김교신, 

1935 ｢성서조선의 간행취지｣, 성서조선, 1935.10(노평구 엮음, 앞의 책 1권, 

317면에서 재인용)). “기독교가 만일 조선을 신앙화하면 세계는 구원될 것입니

다. 그 지 못하면 인류의 운명은 가엾은 것입니다. 조선 사람의 손에 세계의 운

명이 달려 있읍니다”(함석헌, 1936 ｢무교회 신앙과 조선｣, 성서조선, 1936.2(
함석헌 집3권, 1993, 한길사, 129면에서 재인용).

49) 이 작업이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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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방과 농토의 세계-헨리 데이빗 소로우와 원시공동체주의

다시 청춘무성으로 돌아가보면, 우치무라 간조외에도 헨리 데이빗 소로우

의 향이 드러난다.50)50)작품에서 원치원은 “토로우”에 해, “삼림의 철인, 삼

림의 성자, 토로오 말입니다. 나헌테, 사람은 어떻게 살어야 한단, 가장 한 

문젤 가장 엄격하게 계시해  분입니다”51)라고51)말하고 있다. 소로우는  든, 
시민의 불복종등으로 리 알려진 원시공동체주의자이자 비폭력 인 체체비

 인물이다. 그가 우치무라 간조와 구별되는 은 우치무라 간조가 기독교

라는 틀 내에서 공동체주의를 추구한 데 반해, 소로우의 경우에는 시민의 권

리를 한 투쟁을 강조했다는 이다. 즉, 이태 은 이 둘을 동시에 청춘무성
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 기실 작품 내에서는 우치무라 간조의 공동체

주의가 면에 부각될 뿐, 소로우의 권력에 한 투쟁의 요성은 소거되어 

있다.52)
52)

이러한 까닭은 여러 가지로 추측이 가능하지만 청춘무성이 쓰여진 1940

년이라는 시기 자체가 우치무라 간조류의 비폭력 , 기 기독교  공동체주

의는 용납 가능하지만, 소로우의 극 인 평화의지와 시민의 투쟁에 한 강

조는 서술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춘무성에서는 

을 통한 문화사업 이상의 서술은 드러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로우의 원시공동체주의는 해방 이후 이태 의 변모양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요한 시사 을 던져 다. 이태 은 해방 이후 문학가동맹

에서 극 으로 활동하며, 이후 월북해서 농토등의 작품을 발표하게 된

다.53)53)그런데 농토는 당시 실반 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허 이 많은 작

50) 한 앞서 살펴본 그의 수필 ｢사 , 산, 곡선｣에서도 소로우의 향이 보인다. 

51) 이태 , 청춘무성, 앞의 책, 21면.

52) 소로우는 ｢시민의 반항｣에서 시민의 극 인 불복종의 권리와 의무를 설 하고 

있다. “비록 가장 큰 악이라고 하더라도 악의 말살에 헌신하는 것만이 인간의 

의무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그는 정당하게 다른 일에 심을 가질 수도 있

다. 그러나 악으로부터 손을 씻고, 만일 더 이상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악을 

실재 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도 인간의 의무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

(황문수 역), 1978 ｢시민의 반항｣, 시민의 반항, 범우사,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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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다. 즉, 농토에서는 식민지 시 부터 축 된 건  모순의 심화와 자본

주의  계의 확산이라는 측면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방 이후

의 토지개 의 의미에 해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 기층 민 이 주인이 되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정도의 보 인 역사인식을 보여  따름이다.

“떠나야만 토지개 을 허는 보람이 있겠데. 들어보게. 내 다녀왔다는 평산 친구

가 큰 지  아니나 지  지주지. 그 사람은 법령 나기두 일세. 아주 자진해 땅을 

작인들헌테 노나주어요. 그래 첨에는 그게 잘허는 일이구 토지개 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옳은  아는 사람두 있었지만 그런 일은 원측이 틀리는 거라구. 지

은 문제가 된다데마는 원측에 틀릴 법두 헌 게 지주가 에 그  살구 있으면 땅

으로 해 생겼던 폐단이 여간해 안 없어지겠데. 땅을 그  줬다고 해서 작인들이 

참기름이니 찹 되니 뻔질낳게 들구오구 인  돈두 군색할 게라구 일거리가 있기 

바쁘게 희 심들을 싸가지구 와서 그  해주구 간다네그려.”
54)54)

이러한 수 의 토지개 에 한 인식은, 이태 이 일제 시기부터 진행된 기

형 인 식민지 자본주의 생산 계와 그에 상응하는 지주-소작 계의 변모양

53) 이태 의 좌익으로의 변모 역시 과학 인 사회주의에 한 인식에 의한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해방 후｣에서 이태  자신과 같은 존재인 ‘ ’이 좌익에 가

담하는 과정은, 내  고민의 과정은 사장된 채, 다만 “지  내가 변했느니, 안 

변했느니 하리만치 해방 에 내가 제법 무슨 뚜렷한 태도를 가졌던 것도 아니

구요, 원인은 해방 엔 내 친구가 부분이 소극 인 처세가들인 때문입니다. 

나는 해방 후에도 의연히 처세만 하고 일하지 않는 덴 반 니다”(이태 , ｢해방

후｣ (이태  문학 집 3권), 깊은샘, 45면)라는 도덕 인 차원의 언명만이 드

러날 뿐이다. 과연 이러한 정도의 인식으로 ‘진정한’ 좌익으로 변모할 수 있었겠

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오히려 그의 변모는 소로우류의 도덕  사명감내지는, 

당시 좌익이 하고 있던 도덕  우월성, 혹은 그의 문학 반을 통하는 이상

 공동체의 건설과 사회주의와의 유사성 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지 은 보다 정치하게 탐구될 필요가 있는데, 해방 공간에서의 문인들의 정치  

선택 자체가 문제 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구인회에서 활동하던 

문인들 , 이태 , 정지용, 박팔양, 박태원, 김기림 등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언정 모두 좌익노선에 해 일정한 지지를 보낸 사실은 우리 문학사에서 해명해

야 할 요한 과제일 것이다. 더불어 이들을 거칠게 ‘좌익’이라고 묶는 것을 넘

어 각각의 내 한 변모 양상을 추 하고 그 차이를 밝 내는 것 역시 해방공간

의 문학사를 해명하는데 있어 요한 작업일 것이다.

54) 이태 , 2001 ｢농토｣,농토․소련기행․먼지(이태  집 4권), 깊은샘, 3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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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해 정치한 인식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북에서 이루어지 토지개 은 식민지 자본주의의 모순  가장 큰 비 을 차

지하는 토지 계의 건  모순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의미를 소거시킨 채, 단지 “ 구나 먼  사람으루 같은 사람이 되구, 구나 

다 잘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터 닦는 거”55)정도로55)인식하는 것은, 이

태 이 해방 이후 북의 토지개 에 해 피상 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다. 

이러한 추상 인 인식은 소련기행에서도 드러나는 바, “‘세상엔 반드시, 

사람들이 서로 존경하고 서로 력하며 사는 진리의 나라가 있을 게다! 언제

나 그 나라 있는 데를 알어 찾어갈 수 있을까? (...) 그 ’진리의 나라‘는 바로 

그 의 조국, 이 땅으로, 오늘의 세계지도엔 뚜렷하게 박   세계에 번지며 

있노라!”56)라는56)언 이 단 으로 보여주듯이, 이태 이 소련에 해서 보이는 

태도는 냉철한 정치경제학  에 의한 사회주의에 한 평가가 아니라 다

만 ’진리의 나라‘라는 인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인상만으로 하나의 체제에 

해 지지를 보낸다는 것은 이성 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미 심정 인 차

원의 것이다. 따라서 이태 의 사회주의 체제에 한 지지란, 기실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에 입각한 과학  인식이 아니라 소로우의 도덕 인 층 의 시민

 항과 원시공동체  사회에 한 동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태 은 일제 시  기 작품에서부터 이른바 ‘뿌리 뽑힌 자’, 구체 으로 

하층 여성, 노인, 소작농, 일용노동자 등의 궁핍한 삶을 자주 다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하층민에 한 심은 카 와 같은 정치경제학  인식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도덕 인 층 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의 해방 이후의 변모와 월북을 설명하는데 있어 요한 시사 을 

다. 일제 시  그의 하층민에 한 심은 소극 인 것에 머무르지만 해방 이

후 토지개  등을 통해 하층민이 역사의 주체로 부상하는 시기, 그는 이들에 

한 소극 인 애정을 넘어서서 이들이 이상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

으로 보고 극 인 실 참여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

55) 의 책, 331면.

56) 이태 , ｢소련기행｣, 의 책,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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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로우의 향은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소로우의 ‘시민의 반항’의 

핵심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권력에 한 항과 개인의 양심에 따

른 극 인 실 참여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태 이 친일  

청산과 토지 개  등의 당  실의 문제에 있어 보다 극 인 응을 보이

던 좌익으로 투신하고 이어 월북한 것은 나름의 개연성을 지닌다.

더불어 소로우의 궁극 인 지향이  든에서 보이는 자연 인 원시공동체 

사회로의 회귀라는  역시 이태 의 변모를 설명하는데 요한 시사 을 

다. 즉 이태 은 토지개  등을 통해 나름 로의 자치  질서를 형성해가던 

해방 공간에서의 하층민들의 능동성을 이러한 소로우의 시민의 항을 통한 

원시공동체 사회로의 회귀운동으로 악했으며, 이와 같은 인식이 이태 의 

좌익으로의 투신과 월북의 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소로우의 향을 통해 악한 해방 공간의 하층민의 토지 개 과 일

련의 진보  운동은 일면 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무엇보다 일제 시 부

터 축 된 민족모순과 계 모순의 역사성을 읽어내지 못한 채 개인의 양심과 

항의 문제로 당 의 모순을 환원시킨다는 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이태

은 당  모순을 역사 인 맥락에서 악하지 못한 채 단순화시켜 악하고 

있다는 비 이 가능하며, 이런 측면에서 농토가 해방 공간에서의 토지개

의 의미를 히 형상화하지 못했다는 일반 인 평가 역시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객  반 론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일 뿐, 이태  문학의 연속성을 추 한다면 다른 평가가 가능해진다. 즉, 

이태 이 오스키 사카에의 향을 통해 기 단편에서 보여  이상 이, 일제 

말기 장편소설에서는 우치무라 간조와 성서조선그룹의 무교회주의와 연결되

면서 문화사업으로, 혹은 시즘으로 변용되면서 문화주택과 이상  건설의 

로젝트로 드러난다면, 해방 이후 이태 이 체험한 토지개 은 이와 같은 이

상 이 실제로 건설되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역사  

인식, 혹은 당  정치노선에 한 냉철한 탐구는 개입되지 못한다. 오히려 부

정한 권력에 한 소로우 인 도덕  항이 면에 부각되고, 이상  건설에 

한 환희가 작품을 통하게 된다. 만약 이태 이 도덕  항의 차원을 넘

어서는 계  인식에 입각한 항을 보 다면 작품 내에서 억쇠의 주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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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과 권 생원의 상승을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과 연결시켜 형상화시켰어

야 하며, 동시에 토지개  과정에서 안 과부 의 문제를 보다 설득력있게 해

명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태 은 이러한 인식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

며, 다만 친일 와 악덕지주의 도덕  측면에 한 항을 면에 내세우고 

있을 따름인 것이다.

따라서 이태 이 월북 이후 한국 쟁과 정  간의 갈등에 마주치게 되면서, 

일종의 창작의 무기력을 보이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미 작가 스스로

가 북로당에 의해 주도된 이상  건설의 허 성을 실감한 이상, 극 으로 

자신의 문학  활동을 지속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일제 시즘 

시기만큼이나 표 의 자유가 억압되어지는 시  상황 속에서 이상 의 허

를 고발한다는 소극 인 략도 불가능 할 때, 작가는 당이 요구하는 도식

에 기계 으로 작품을 넣을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문제 인 것은 이태 의 ｢먼

지｣인데 여기서 이태 은 당  역사  모순의 해결을 연암과 완당의 실학사

상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57)57)물론 이러한 실학사상 자체가 당시 쟁 상황에

서 소극 인 의미 이상을 가지기는 어려웠겠지만, 어도 이태 이 작품 활동 

반에 걸쳐 지니고 있던 이상주의  지향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

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58)
58)

57) “‘연암이나 완당께서 생존하셨다면 그 정의감들과 그 실학정신들이 좌익에 가담

하고말고! 가담이 아니라 일선에 나서 지도허실 어른들이지!’ 한뫼선생은 성씨 

의견에 합치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딸이나 동 문경찰서 유

치장에서 본 사람들이나, 명동 골목에서 본 학생과 노동자들에게서만 비웃음

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늘까지 숭상해오는 연암이나 완당같은 선 들로

부터도 비웃음과 꾸지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할 때 한뫼선생은 이마가 화끈 

달아올랐다.”, 이태 , ｢먼지｣, 의 책, 387면.

58) 이태 에게 실학사상은 구체 인 실 개 사상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상고  

취향으로 인식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직 에 ‘먼지’가 발표되었음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먼지’가 월북이후의 이태  문학에서는 매우 외 이게도 

북한 체제에 한 면 인 동의가 아닌, 좌우합작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때 실학사상은 단지 상고취미가 아닌, 다소 막연하기는 하지만 실돌 의 가

능성으로 간주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쟁이 발발하면서 이와 같은 인

식은 어도 공식 으로 발표된 작품들에서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다

만 이태 의 아버지가 개화운동에 참여했음을 고려한다면, 이태 이 직간 으

로 실학사상에 해 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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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이상  공동체에 한 모색으로서의 이태  문학

지 까지 오스키 사카에, 우치무라 간조,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향을 

심으로 이태  문학의 이상주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이

태  문학의 성격을 형식 인 측면만으로 환원시키거나, 혹은 막연한 계몽주

의, 민족주의 등으로 호명하면서 정작 텍스트에 드러나는 구체 인 사상  근

거에 해서는 소홀했으며, 이로 인해 단편과 장편과의 분리, 이태  문학의 

변모에 한 설명의 난  등의 한계를 보 다는 단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이 에서는 이태 의 기 단

편들을 동경 유학생이 조선에 돌아와서 이상  사업을 기획하다가 좌 한다

는 모티 와 자선에 한 냉소의 모티 를 심으로 살펴본 후, 이러한 모티

의 근간에 오스키 사카에의 상호부조론  이상  무정부주의가 놓여져 있

음을 고찰하 다.

다음으로 30년  후반 이후 이태  장편소설의 특질을 청춘무성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청춘무성에는 우치무라 간조와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향이 

드러나 있음에 주목하 다. 그 결과 원치원이 이후 벌이게 되는 문화사업은 

우치무라 간조와 성서조선그룹의 무교회주의, 기 기독교의 공동체주의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 고, 소로우의 권력에 한 항이라는 부분은 시

 상황으로 인해 소거되어 있음 역시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추상  차

원의 공동체주의가 시즘과 연결되는 경우를 별은 창마다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특히 이 장에서는 이 시기 두드러지는 이태  문학에서의 유토피

아  공간의 의미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당시 시 상황에 한 작가의식과 

연 시켜 해명하려 하 다.

마지막으로 해방과 월북 이후 이태 의 변모양상을 소로우의 도덕  차원

의 항과 이태  문학의 류에 놓여져 있는 이상  공동체주의를 통해 설

명해보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농토에 한 분석을 으로 진행하 는

데, 기존의 농토에 한 논의가 객  반 론의 차원을 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이상주의  성격을 에서 설명한 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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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상  흐름을 통해 설명하 다.

결국 이태  문학은 이상 으로 상징되는 유토피아를 향한 여정의 기록이

다. 그것은 오스키 사카에의 이상  무정부주의, 우치무라 간조와 성서조선
그룹의 무교회주의와 기 기독교 공동체로의 회귀,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원

시공동체로의 회귀 등의 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게 볼 경우 이

태  문학을 통하는 사상  근거를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더욱 

보충되어야 할 것은 이태 에 한 실증  기  작업을 통해 의 사상을 

어떻게 수용하고 변용했는가를 밝히는 것과, ｢먼지｣등에서 드러나는바 이상

이 괴된 상황에서 새롭게 이태 이 모색하고 있는 사상으로서의 실학사상 

등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 : 서울 학교 국문과 박사과정)

주제어 : 이상  공동체주의, 상호부조론, 무교회주의, 무정부주의, 

유, 비 력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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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Ideal Communalism in Lee Taejun's 

Literature

－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Oski Sakae(大杉榮), Uchimura 

Ganjo(內村監三) and “Seongseochosun"(성서조선), and Henry 

David Thoreau －

Jang, Sung-Kyu *

59)

Previous studies on Lee Taejun's literature place too much importance on 

form, vague illuminism and nationalism of his novel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previous studi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ideal 

communalism revealed in Lee Taejun's literature. Lee Taejun's early short 

stories show influence of Oski Sakae(大杉榮)'s mutualism. Sakae(大杉榮)'s 

mutualism takes the form of an experiment and a collapse of ideal 

commune in Lee Taejune's literature. This is noteworthy in that it shows 

Lee Taejun's inclination distinguished from KAPF's literary illuminism. In 

Lee Taejun's novels written in the late 1930's, influence of Uchimura 

Ganjo(內村監三) and “Seongseochosun"(성서조선)'s nonchurch movement 

appear. This influence seems clear particularly in the “Cheongchunmuseong" 

(청춘무성). The communalism in this work can be fully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influence of the nonchurch movement. Furthermore, this 

abstract communalism is related to Fascism in “Beoleunchangmada"(별은 창

마다). Lee Taejune's change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should be 

considered, regarding the influence of Henry David Thoreau's moral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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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Land reform in “Nongto"(농토), particularly shows Lee Taejune's 

remarkable ideal communalism. In conclusion, ideal communalism of Lee 

Taejune's literature is influenced by Oski Sakae(大杉榮)'s anarchism, Uchimura 

Ganjo(內村監三) and “Seongseochosun"(성서조선)'s nonchurch movement, 

and Henry David Thoreau's original communalism. 

Key Word : Ideal communalism, mutualism, nonchurch movement, 

anarchism, appropriation, noncooperative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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