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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alue of Life in Lee Thaejun’s novel “Before and 

After Liberation” 
 

 

Khan Afzal Ahmad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The liberation time space in the Korean history is the key issue to understand the Korean modern 

history. This liberation time space of Korea is known as a very short however an unavoidable 

important period in the Korean history.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is particular time space 

through a representative Korean novel “Before and After Liberation” written by the novelist Lee 

Thaejun in 1946. Novel won the best literary award in the same year it was published and it is still 

consider as a masterpiece work of liberation period of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this novel, this 

paper will provide a detail account of the situation of Korean peninsula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The Korean liberation period was three year from 15
th

 August 1945 to 15
th
 August 1948 when the 

Japanese surrender, and it ends when Korea bifurcate into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y the 

creation of ideological based separate regimes on the peninsula. Before this period, Korean writers 

were not allowed to write freely their opinion. However in this period they were allowed to write and 

express their thought and opinion freely. 

Yi Taejun‟s “Before and After Liberation” gives an account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he value of human life in Korean peninsula. The story starts with the writer‟s 

keynote and the feelings he receives soon after the liberation of peninsula. The novel continues 

through the liberation period, outlining the domestic political and theoretical chaos and struggle 

within the field of Korean literature.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paper explores the genuine 

intention of writer through much other reference and evidence how Lee Thaejun‟s protagonist 

denounced the ideological conflict which was emerging within the society soon after the liberation, 

thus he shouted for the left oriented as well as the capitalistic unity.  

This paper largely discusses on the three problematic issues which author intended to convey 

through the novel. These three specific issues were related to the value of human lif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spirit of democracy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and the value of unity 

and the dignity of human value in the post liberation period.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at Lee 

Thaejun idea of unification was very rational and it is still valid in this period for the Korea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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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현대사회에거의모든분야에서일본식민지이후내전과국가의분단으로부터큰영향을받고있

다. 남북분단을만들어준것은 6·25 

전쟁이라할수있으나이전쟁이일어나게만든것은일제강점기의식민주의라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

다.
1 한반도에서현재는여전히미완성한통일의과제가존재하고있는한, 

현대인으로서더욱더식민지말기의사람들이어떻게사유했으며, 

그사고속에서어떻게식민지로부터의해방을맞이하였는지, 

또한해방공간에국민들이어떻게대응하였는지를객관적으로바라보는데관심을가져야한다. 

한마디로말하면해방공간은한국사적인맥락에서매우중요한시기이다. 한국의해방직후, 

혹은해방후라는표현보다는 

„해방공간‟이라는명칭이식민지시기에벗어난후부터남북의분열이전까지의시기를표현하는데더

욱더뚜렷한특성을드러내준다.
2 문학적으로해방공간의인간정신을접근하는데에있어문학가의현

실인식이매우중요해진다. 

본글은해방공간의대표작가이태준의자서전형식으로창작된｢해방전후｣를연구의대상으로삼는다. 

                                           

1 이것에 대한 필자의 판단은 ‘일본이 조선반도를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청나라와 러시아와 전쟁

을 전개한 것과 그것에 의한 승리로 인해 조선반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부분, 그리고 조선반도에서 

식민통치를 실시한 일본으로 인해 한반도가 외세를 저항하는 능력이 저하했고, 그로 인해 해방 후

에도 미국과 소련의 간섭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부분’에서 성립된다. 

2 이에 대해 김윤식이 편찬한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책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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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작품에서이태준은식민시대의자기반성과새로운미래에대한기대와노력에심혈을기울인것으로

보인다. 특히이작품은 

„한작가의수기‟라는부제목이붙어있어작가의개인경험을보여준다는의의를갖는다. 또한, 

이념의대립과지금도제대로남한인과북한인이서로왕래하지않은상황에있어서이태준의자서전작

품은한국인들에게당시적극적활동을하고있던문인의진정한생각을알려주는데효과적인경로라할

수있다. 

이태준의｢해방전후｣와직접적인연관성을가진기존연구가몇몇이있는데그것을정리하면다음과

같다. 

1990년에이재봉 3은｢해방전후｣가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의요체인봉건잔재의청산문제를선명히

드러내었다. 그러나주인공이일제하에서부르주아적안락감을즐겼나, 

이행위를나중에청산하지못했기때문에변명논리가강하게작용하고있어, 

결국은그의이념은일종의은폐전략적장치이며허위의식처럼보인다고지적하였다. 

2001년에이단미 4 는｢해방전후｣는빅토르위고의 „인민‟이라는말을숙고하며 

„선량한개인들‟의나라를설립하는것이당대문제라고인식하여사회이념을선택하였지만민족의식

을드러내지못했다고지적하였다. 

2005년에김흥식 5에따르면이태준이｢해방전후｣에서역설하는현실참여의논리는일제식민지하조선

의정세가결코유리하게진행되지않았다는것이다. 

그리고주인공이좌익의논리에경도되어민족을위하는수단으로사회주의사상을선택하게된다고지

적하였으며2012년에는수사편향의상고주의자인이태준이이소설에서인유법을남발함으로써결국

진정성을결핍한작품으로만들었다고지적하였다.
6

2006년에구재진은기억과망각의시각을통해서｢

해방전후｣의소설사의미를조명했다. 

그는이소설은식민직후의폐허속에서유토피아의건설이라는기만적상황을드러내고있어진정한의

미의자기성찰과비판은가능하지못했다고지적하였다.
7
 

2013년에권성우는이소설이자기성찰의치열함과사상전환의자연스러움부분에서다소부족했음에

도불구하고 

1946년의조선문학가동맹에서제정한해방기념문학상의수상작으로선정된이유는당대진보적이념

과예술성의결합이논의될수있는문학적여건이사라지고정치일변도의상황이전개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8
 

                                           

3  이재봉, ｢이태준의 <해방전후>와 그 이데올로기의 성격｣, �문창어문논집� 27권, 문창어문학회, 

1990. 

4이단미, ｢이태준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01. 

5 김흥식, ｢이태준 문학의 현실인식 연구–중.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05. 

6 김흥식, ｢해방전후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Vol.38, 한국현대문학회, 2012.   

7 구재진, ｢<해방전후>의 기억과 망각 - 탈식민적 상황에서의 서사전략｣, �한중인문학연구� Vol.17, 

한중인문학회, 2006. 

8 권성우, ｢해방 직후 진보적 지식인 소설의 두 가지 양상- ‘해방전후’와 ‘도정’을 중심으로｣, �우리文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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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김준현이기존연구를정리한바에따르면｢해방전후｣는소설적회상이었다는점에서신뢰성

등문제들이있다고지적되어왔다. 

월북경위에대한자료등일제말기이태준의행적을밝힐수있는실증적자료도제한적이었기때문에시

간적공백이그의사상적, 행동적변화를설명하는데어렵다고말했다.
9
 

2015년에김종회는｢해방전후｣에서지식인의갈등과혼란의지점들이단순히새로운사회의건설의비

전으로만해결되지않는딜레마를드러내고, 

식민지시대를돌아보고자기해부의심화과정을갖는것보다는새로운이념의선택을통해현실을돌파

하려는급박한심경토로가압도적이었다고평가했다.
10

 

위와같이｢해방전후｣는주인공이식민시기에안락한자본주의적행적에대한자기비판의부분이허

위적이며충실하지못했다는점, 

해방이후의이념선택문제로인해작품이진정성과민족성이결여되었다는평가는대부분이었다. 

그러나식민지인으로서의반성을판단하는데그기준을명확히제시하지못해작가의반성정신에대한

부정적인평가는의심스러운부분이된다. 

그리고이념선택의문제를가지고한수상작품의진정성과민족성에대해부정적으로바라보는시각이

이태준의자서전형식의문학담론과내면심정의토로를무시한면이있어적절하지못한다고본다. 

식민지시기의한국인인물에대한분석은오직단순히저항이나협력 11 관점으로만이해하면안된다. 

그리고작가가해방공간에서어느정치적입장을선택했다는근거를가지고그작가의작품을이해하는

것이바람직하지않는다. 

그러한단순한관점은상상력과예술성으로이루어지는문학적시각으로접근하지않은방식이기때문

이다.  

식민지말기의작가현실관을분석하는데저항을선택한자나협력을선택한자는모두그억압을인식

하면서고통을참고수동적으로행한다. 

그래서반성이부족했다는평가는한문학가의정신을제대로읽어내었다고할수없다. 또한, 

해방을얻어건국의목적을가지고두가지이념중의하나를선택한자는능동적으로행한것이니민족성

과진정성이부족하다고평가한것은역시객관적이지못한평가이다. 

단순한지적보다는작가가왜식민자에게저항하는행동을그만했는지, 

해방공간에서왜좌익을선택했는지, 좌익을선택하면서어떠한갈등을겪었는지, 또한, 

어떻게두가지이념사이에서왕래했는지그리고어떠한문제들을부딪쳤고어떻게해결했는지등작가

                                                                                                                            

硏究� 제40집, 우리문학회, 2013. 

9 김준현, ｢해방이라는 한국문학연구의 ‘경계’와 이태준- 해방 이후 이태준과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42권, 상허학회, 2014. 

10 김종회 외, �한민족 문학사1�, 역락, 2015, 198쪽. 

11 협력은 식민제국과 식민지 사회의 집단이나 계급 간의 이해관계의 접근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개인

적 이익을 위해 공동체 전체의 희생을 감행하기도 하는 연관관계를 의미한다. 박지향, �제국주의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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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치관12을통해서살펴봐야공정한분석이나올수가있다.  

두가지의시기에걸쳐살았고자아반성이부족하다고평가를받은이태준의작품을이해하는데반항, 

협력, 좌익, 우익입장등의시각보다는다른새로운관점이필요하다. 그관점은모두다지향하고있는 

„민주주의‟
13 의정신부터시작되어야한다. 민주주의는 

“뚜렷하게한가지개념만옹호하는사상이아니다.”
14 그만큼민주주의적정신은관용적인정신으로다

양한것들을수용할수있어야한다. 다시말하면, 

민주주의는인간사고의다양성과인간신분의평등을중요시하고, 상이한견해에대해지적이아닌, 

이해를통해서합의를달성하는단체의운영방식이자삶의정신이다.
15 민주주의정신을가진사람이면

선입견을가지지않고상대방을이해하려고애를쓴다. 

그리고그이해를통해옳음과그름을골라판단한다. 

본고는이태준작가를대변한주인공현이식민지시기때옳다고판단한것에생명지상 16 이라는가치관

                                           

12Moran은 ‘문화 관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눈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관점’이라 칭하고 관점이란 

‘인식, 믿음, 가치 및 태도’의 조합이라 규정한다. ‘인식이란 인간이 주목하거나 경시하는 것을 말하

며, 믿음은 그것에 대한 진실성의 판단이며, 가치는 옳다와 그름에 대한 판단이고, 태도는 그것에 

대한 정신적 감성적 시각을 말한다.’ 이태준은 당대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며, 그는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지 살펴본다. Patrick R. Moran 지음, 정동빈 등 옮김, 『문화교육』, 경문사, 

2004, 106쪽. 

13 “모든 정치 이데올로기가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현한다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민

주주의는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다.” 전경옥, �정치.문화.이데올로기�,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108쪽. 

14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부 형태로 파악되기도 하고, 가치중립적인 정치방식, 절차, 정치 기제로 이해

되기도 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독재나 전체주의와 대립하는 의미로서의 가치와 이데올로

기로서 이해된다. .....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와 관련지어 파악하느냐 혹은 사회주의와 관련지어 파악

하느냐에 따라 나뉘기도 한다. 자유주의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관련지

어서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와 관련지어서 설

명할 때는 민주주의의 달성을 계급 없는 평등한 사회로 보는 까닭이다.’ 전경옥, �정치·문화·이데올

로기�,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81쪽. 

15 그리고 “민주주의는 인민 자신을 위해 인민 스스로 정부를 세워 직접 통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서는 정치적 위계질서가 없다. 즉 토론과 합의 절차에 우선해서 정치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어떤 

특권 질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에서 통치는 지배가 아니라 운영이다.” 이승원, �민주주의

�, 책세상, 1975, 9쪽. 

16 여기서는 양명서의 논의를 근거로 한다. 그의 말을 따르면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의 주체성을 확립

하는 과정에서 도덕 명령 앞에 서게 되었다. 도덕 당위란 자연스런 생명의 충동을 억누름으로써 자

기를 통제하고, 그처럼 자기 수양을 통해 세상의 주인이 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도덕 당위에 눌려 

있는 개인의 생명 당위를 재발견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인문주의에서 말하는 구도를 궁색할 필요가 

있다. 살려고 하는 의지는 자연스런 것이다. 그것은 죄라고 할 수 없다. 인간의 악을 심각하게 의식

해서 형이상학을 만들어 초월적 원리로 희망을 찾으려고 한 성리학은 그 원리가 자연에 내재한 것

으로 봄으로써 생명 당위의 차원에서 도덕 당위를 완성하는 구도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양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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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용되어있다는것, 

해방공간에있는현은민주주의적인정신을발휘하며좌익을택하는동시에자본주의를옹호한것은그

의통일관이라고이해한다. 

이방식으로월북작가인이태준의이소설에나타난생명의가치관과작가가바라는통일관에대해서명

확하게알아보는것은국가의통일이요구되는이분단시기에긍정적인의미가될것이라믿는다. 

 

 

 

2. 일제하의생명지상가치 

인간이살려고어느행동을한다는것은결국생명을우선시한다는의지이다. 

이생명지상의논리는어느이론에서도부정적으로간주되면안되며, 

생명을지킨다고해서도덕혹은존엄을무시했다고볼수도없다. 

이러한생명지상주의자의모습은이소설의주인공현에게뚜렷이나타나고있다. 

 

살인이라도내민족에게유일한히망을주고있는중국이나영미나쏘련의우군을죽여야하는그리고내

몸이죽되원수일본을위하는죽엄이되어야하는, 

이모순된번민으로행여나무슨해결을얻을가해서........이런심각한민족의번민을현은제몸만이학병자

신이아니라해서혼자뒷날을사려해가며같은불행한형제로서의울분을절제할수는없었다.
17

 (중략) 

때로는전혀초면들이라저사람이내속을떠보려는밀정이나아닌가의심하면서도, 

그런의심부터가용서될수없다는자책으로현은아모리낯선청년에게라도일러주고싶은말은한마듸로

굽히거나남긴적없는흥분이군했다. (226 쪽) 

 

문인의신분을가진현은한민족이증오한일본의지배하에서부득이하게폭력을썼다고토로했다. 

그는원수를위해악을행한것이모순적인짓이라고판단하며, 자신이전쟁터에직접가지않지만, 

같은한민족동포들이이모순적인짓을하면서죽어야하는일에대해불행하다고지적했다. 

현이슬프게여기는것은한민족이자신의목숨을보전하기위해폭력과같은악행을써야만한것이모순

적이지만, 죄라고보지않다는의미이다. 

그러나한편으로한민족이결국죽음을맞이해야한다는것에대해현은부정적으로바라봄으로써자신

이생명상실이라는것에반감이있다고암시하였다. 

생명의보전을위해서심지어현은같은한민족동포에대해서까지신뢰감을갖지못했다. 

“의심하면서도용서될수없다는자책”이라는말은한민족또한그속의일원인현은생명과존엄/도덕사

이에서갈등을겪는모습을보여주었다. 

그러나결국은생명이더중요하다고판단한현은존엄보다생명을선택했다는행동을함으로써자신의

생명지상의가치관을보여주었다.  

 

„일본의패전기라면몰라일본에유리한전기를내손으로주물르는건무엇때문인가?‟ 

                                                                                                                            

｢도덕 당위와 생명 당위- 성명에서 생명으로｣, �신학사상� 137권, 한국신학연구소, 2007. 

17 이태준, �이태준문학전집-사상의 월야�, 서음출판, 1988, 226쪽. 이후 각주 대신 쪽수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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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정말살고싶었다. (중략) 조국의적일뿐아니라인류의적이요문화의적인 

„나치스‟의타도를오직사회주의에기대하던독일의한시인은모로토프가히틀러와악수를하고독소중

립조약이성립되는것을보고는그만단순한생각에절망하고자살하였다고한다. 

„그시인의판단은경솔하였던것이다. (중략) 정의와역사의법측을믿자! 

정의와역사의법측이인류를배반한다면그때는절망하여도늦지않을것이다!‟ (229 쪽) 

 

일본의대동아전기번역을맡기로한현의상황에서도당시민족의존엄성보다자신의생명이더중요

하다는것을확인할수가있다. 그러나현은생명을택하면서회의와거부의심정을표한다. 

이과정에서는현의의식속에서생명과존업/도덕사이에서갈등을겪고있는사실을보여주었다. 

한편으로, 당시독일과소련이서로우호관계를선택했다는것을본후, 

생명을버리고대신에존엄을선택한사회주의자시인이있었다. 이에대해현은생명을버린다는, 

즉조급히존엄을선택한행동을삼가야한다고말했다. 

이부분은현이아무리도덕/존엄에대한갈등을겪어도최후의판단은생명지상에있다는것을보여주었

다. 

 

“일본이망하기란하늘에별따기같은걸기다리나보오!” 

현의안해는이날도보송보송해잠들지못하는남편더러집을팔고시굴로가자하였다. (227 쪽) 

강원도어느산읍이었다. (중략) 

예전엔현감이있었던곳이나지금은면소와주재소뿐의한적한구읍이다. (중략) 

잡곡의소산지니식량해결을위해서요, 

그리고가까이임진강상류가있어낙시질로세월을기다릴수있음도현이그곳을택한이유의하나였다. 

(230 쪽) 

현은가지않기가도리혀겁이났다. (중략) (233 쪽) 

어찌되었든현이서울다녀온보람은없지않았다. (중략) 

이제는그들이보는데도낙시대를어엿이들고지나다니게쯤되었다. (237 쪽) 

“당신을경방단에도, 

방공감시에도뽑지않은것은나라를위해서글을쓰라고그냥둔것인데작고낙시질만다니니까소문이나

뿌게나는것이오. (240 쪽) 

 

앞의두인용문에서보았듯이생명을보전한길을선택한모습은현이아내의제안을받아가족을데리

고강원도시골에간후에도나타났다. 

먼저시골에간것은지배자를멀리할수있을뿐만아니라충족한식량을통해도시보다시골에서생명을

더잘유지할수있다는판단에의해서이다. 

현은절망속에서생명을유지할수있는방법을계속모색하고자한모습이독일의사회주의자시인의모

습과매우다르다는것을여기서또한살펴볼수있게된다. 

세번째와네번째의인용문에서보았듯이현은시골에내려온뒤서울문인보국회에참석하라는전보

를받아 

„겁이났다‟라고함으로써강제로참석하고돌아온후예전에몰래해야만했던낚시질을이제당당하게

할수있게된다고한다. 이것은현이생명을보전하다가얻은긍정적결과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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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인용문에서보았듯이 

„글을쓰라고그냥둔것이다‟라는지배자의말을통해서일본인지배자들은생명을보전하려는문인들

을전쟁터에보내지않고, 대신에선전의수단으로활용하고있었던것을알수있다. 

바꿔서말하면일본을위해문학을창작하거나번역한문인들은자신의생명을최우선시하는자라고이

해할수있겠다.  

 

낙시질을못가는날은현은책을보거나그렇지않으면김직원을찾어갔고 (중략) 

모시어볼스록깨끗한노인이요. 이고을에선엄연히존경을받아야옳을, 유일한인격자요. (중략) 

현은가끔기인여옥이란이런이를가리킴이라느끼었다. (중략) 창씨를안하고견듸는것은물론, 

감옥에서나오는날부터다시상투요갓이었다. (중략) 

그분이지은시를알지못하고그분이신문학에무심하여현대문학을논담하지못하는것이서로유감일뿐.

..(232 쪽) 

경찰서에서들어오라는것이다. (중략) 

김직원은그이튿날또읍으로갔는데사흘이되어도나오지않었고, 나흘째되던날이바로 

„팔월십오일‟인것이었다. (244 쪽) 

 

김직원은현이가장존중하는시골마을의문인이다. 김직원은식민자가가져온근대문물들을 

„생명‟으로거부하고있고, 

죽음의위협을무서워하지않는정신으로봉건시대의전통문화를여전히따르려고하기때문이다. 

한편으로구식교육뿐만아니라, 근대신식교육도받은현은근대교육을이해하려고하지않은, 

오직구식교육만관심을갖는김직원과의사소통을하는데근대적인문화교류가원활하지못하지만, 

이차이를아쉬워하면서도즐기고있다. 

그이유는식민지시기에생명을보존하기위한현이존엄을보존하기위한김직원을통해서존엄을지

키지못한자신의죄책감을씻어내기위한것과자신과다르게행동하는사람에게도다가가아울러다

니려는관대한정신이있기때문이라할수있다. 

마지막인용문에서보았듯이한국이해방을얻은직전과해방당일날에존엄을더중요시하는김직

원이갑작스럽게경찰서에들어갔다는사건이벌어졌다. 

김직원을부정적인결말을맞이하게한작가는일제말기조선인이존엄을지키려는비애를암시하고

있으며동시에억압속에서존엄보다생명을더중요시하는가치관을강조한의미가있다고말할수있

다. 

 

 

 

3. 해방공간의민주주의정신의추구 

민주주의의정신은평등을강조하는것이다. 

이정신을일제강점기에제대로실천하지못한현에게해방이라는시점은무엇보다기쁜일이다. 

그는일제강점기의생명주의자에서벗어나국가의주권을가지면서생명을귀하게여기며또한민주주

의의자세로생활하고싶었다. 이에대해본절에서살펴보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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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일본사람은아닌얼굴들인데하나같이무심들하다.  

“여러분은운전수들의대활못들었읍니까?” (245 쪽) 

서로두리번거릴뿐, 한사람도응하지않는다. 

“일본이지고말었다면우리조선이어떻게될걸짐작들허시겠지오?” 

그제야그것도조선옷입은영감한분이, 

“어떻게든되는거야어디가겠소? 어떤세상이라고똑똑히모르는걸입을놀리겠소?” (중략) 

“그렇지오. 정말인지물어보기만도무시무시한걸요.” (중략) 

조선이독립된다는감격보다도이불행한동포들의얼빠진꼴이우선울고싶게슬펐다. (246 쪽) 

 

먼저위인용문과같이버스기사들로부터해방의소식을들은조선국민들이세계 2 차대전에따른한

국의해방에대해아무도관심을가지고있지않았다. 

한명조선옷을입은노인이지금다가올새로운세상이어떠한세상일지파악하지도못한다는막막한심

정을보여주었다. 심지어 „물어보기만해도무섭다‟라고말한사람의태도는더욱더부정적이었다. 

무관심, 막막함, 두려움을표한국민들은당시한국의해방에대해부정적태도를갖고있다고볼수있다.  

현은해방에대한이들의부정적태도를보고슬프다고말한다. 

이말은현이그들과반대로긍정적으로해방을바라보고있다는뜻이다. 

여기서또한가지의차이점을찾아볼수있는데바로국민들중에긍정적으로해방을바라보고있는사람

은기사도영감도아닌, „생명지상주의자인동시에신식교육을받은문인‟이라는점이다.  

 

기대와는달러서울은사람들도냉정하고태극기조차보기드물다. 

시내에드러서니독오른일본군인들이일촉즉발의예리한무장으로거리마닥몫을직히고 

„경성일보‟가의연히태연자약한논조다. 

현은전보쳐준친구에게로달려왔다. 손을잡기가바쁘게건국대회가어듸서열리느냐하니, 

모른다한다. 정부요인들이비행기로들어왔다는데어듸들게시냐하니, 그것도모른다한다. (246-

247 쪽) 

현은서울정황에불쾌하였다. 총독부와일본군대가여전히조선민족을명령하고앉었는것과, 

해외에서임시정부가오늘아침에들어왔다, 

혹은오늘저녁에들어온다하는이때그새를못참아건국에독단적인계획들만발전시키며... (247 쪽) 

 

현은서울에서해방에대한긍정적국민모습을찾아보지못했다. 

뿐만아니라식민자가아직도남아있고두려움의정서를형성하고있었다. 

이로인해신문사에서도나약한자세를취할수밖에없었다. 식민자가아직도철수하지않고, 

해외에있던임시정부가아직도돌아오지못하고, 

돌아왔다하더라도해방에대한기쁨을전국에서공식적으로표시하지못했다. 

이렇게자국상황에대한불신과해방에대한회의속에서 

„생명지상주의자인동시에신식교육을받은문인‟들끼리독단적인계획들을세우기시작하게된다. 

바꿔서말하면해방에대해국민들이만약당시에환호와기쁨을표현할수있었다면, 

그리고자국의해방을진정한독립이라고믿을수있었다면, 또한, 식민자가 8 월 

15 일후부터식민자의자세를버릴수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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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해방후의이틀안으로정부가해외에서빨리돌아올수있었다면건국을위해 

„독단적계획들을세우는문인들‟이정부요원들보다더일찍앞장서서영향력을발휘하려고하지못했

을것이라는말이다.   

 

현이더욱걱정되는것은벌서부터피치를올리고부서를짜고덤비는축들이, 

전날좌익작가들의대부분임을알게될때, 문단그사회보다도, 

나라전체에좌익이발호할수있는때요좌익이제멋대로발호하는날은, 

민족상쟁자멸의파탄을이르키지않을가하는위험성이었다. (중략) 

„이들에게이만침조선사정에진실한정신적준비가있었든가?‟ (247 쪽) 

좌우를막론하고민족이나아갈노선에서행동통일부터원칙을삼어야할것을현은무엇보다긴급으로

생각한것이오, 

좌익작가들이이것을교란할가보아걱정한것이며미리부터일종의증오를품었던것인데사실인즉알아

볼스록그것은현자신의기우였었다. (중략) 

현은다행한일이라생각하고즐기여그선언에서명을가치하였다. (248 쪽) 

 

현은해방을막얻은그해벌써 „민족상쟁자멸‟에대해걱정하고있었음을위내용에서확인할수있다. 

이것은한반도내부에서좌익을반대하는우익의존재가이미존재해있었다는암시이며, 

그들이좌익에대한반대가심할거라는예측이다.  

또한, 현은해방전에는좌익작가들과같이행동하지는않았다. 

그러나해방후그는부정적인국민들의태도를보아긍정적으로변화를찾고자하는좌익작가들에대해

관심을가지기시작한다. 현이추구하는것은 „민족의행동통일‟이다. 

„좌우를막론하고‟라는말이곧좌파와우파를모두결합시킬수있어야한다는뜻이다. 

좌우를모두용납할수있는민족의동일한행동이야말로현이희망하는것이며, 

이목적이마침좌익작가들의목표라는것을확인한후, 현은선언서에서명하기로한다. 

현은좌파에가담하기로하였고, 그는좌우모두나아갈수있는노선이야말로최선의길이라판단했다. 

여기서좌우를동일시하는현의정신은평등을강조하는민주주의적인정신과일치하고, 

민주주의에대한현의문화가치의판단이라볼수있다.  

 

 „모―든권력은인민에게로!‟ 

이번깃발과노래만이들의회관에서거리를향해나붓기고울려나왔다. ... 현자신까지도 

„모―든권력은인민에게로‟가이들이민주주의자로서가아니라그전공산주의자로서의습성에서웨침

으로만보혀질때가한두번아니었고, 유고같은이는이미전세대에있어 

„국민보다인민에게‟를부르짖은것을생각할때, .... 

그다지새롭거나위험스럽게들릴것도아모것도아닌줄알면서도현은역시조심스러웠고... (248 쪽) 

 

통일의노선을걷고자하는현은좌익작가들과합류하게되었으나좌익작가들이현자신과같이동일

하게민주주의를목표로하고있지않다는사실을그들이외치는 „인민‟ 구호를통해인식하게된다. 

여기서현은민주주의에서말하는인민과공산주의에서말하는인민에대해각각다르게인식한다는것

을알수있다. 그러나진정한민주주의는어느입장만찬성하거나반대하지않다. 그렇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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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러웠고‟라는표현이나온듯이평등의문화, 

즉민주문화를추구하는현은좌파에서행하는공산주의자적인습성에대해서과감하게위험하다고지

적할수가없었다. 

 

좌익대중단체주최의 „데모‟가종노를지나게되었다. 연합국기중에도맨붉은기뿐이요, 

행렬에서부르는노래도적기가다. 거리에섰는군중들은모다이 „데모‟에냉정하다. 그런데 

„문협‟회관에서만은열광적박수와환호로이 

„데모‟에응할뿐아니라, ....연합국기중에서쏘련것만을끄르더니한아름안고가사층위로부터행렬위에

뿌리는것이다. 거리가온통시뻘개진다. 

현은대뜸뛰여가그것을막었다다시집으러가는것을또막았다. (중략) „데모‟가지나간후, 

현의주위에는한사람도가까이오지않었다. (250 쪽) 

„... 새조선의자유와독립은대중의자유와독립이라야한다. ... 

적기만뿌리는것이이순간조선의대중운동이아니며적기편에선것만이대중의전부가아니란, ....이걸

단순히반동으로밖에해석할줄몰라준다면어떻게그들과함게일할수있는것인가?‟ (250-251 쪽) 

“이건독재요. 이러고문화전선의통일운운은거짓말이오. 나는그사람들말더밋구싶지않소. 

인전물러가니그리아시오.” (252 쪽) 

 

현은민주문화의옹호자로서좌파에서행하는극단적인선전행위를본후좌파에서탈퇴하겠다고말

한다. 즉, 현은민주주의정신이결여되어있다는것을인식했다는뜻이다. 

좌파문단은당시적기를선전지로배포함으로써자신과다른입장을무시하려는태도를보여준다. 

현은좌파가적기를통해서한가지의입장만강조한것이절대로한민족의문화통일을달성할수없음을

간파한다. 여기서한가지만아닌, 

상이한입장도존중해주어야한다는정신이야말로문화의통일이가능하다고말한현은민주주의를지

향하고있고, 그렇지않으면반대하겠다는것이다. 

 

“제가공산당으로갔다고들그럽니까?” (중략) 

“... 해방전에내가제법무슨뚜렸한태도를가졌던것도아니구요, 

원인은해방전엔내친구가대부분이소극적인처세가들인때문입니다. 

나는해방후에도의연히처세만하고일하지않는덴반댑니다.” (257 쪽) 

“해내엔어듸공산파만있었읍니까? 

그리고이번에공산당이무산계급혁명으로가아니라민족의자본주의적민주혁명으로이내노선을밝혀

논것은무엇보다현명했고, 

그랬기때문에좌우익의극단적대립이원칙상용허되지않아서동포의분열과상쟁을최소한으로제지할

수있는것은조선민족을위해무엇보다다행한일이라고저는생각헙니다.” (259 쪽) 

 

현은자신이공산당소속이아니라고강조한다. 그는공산당이옳다고말하지않다. 

이부분은앞서말한민주주의에서말한 „인민‟과공산주의에서말한 „인민‟이서로다르게인식하고, 

후자보다는전자를더선호한다는그의담론을통해이미입증된부분이다.  

그러나현은공산당이든아니든간에그부분에서해방전에도해방을얻은후에도한가지의입장을취

하지않았다. 이말은그가좌익을공산당이라보지않다는뜻이다. 



55 

 

그리고해방후에는오직소극적인것이아닌, 적극적으로활동하고싶을뿐이다.  

다시말해현의머릿속에서는공산당에대한인식이존재하지않을뿐더러, 

공산당이라는것이한민족의문화가될수없음을명확히밝히고있다. 

의외롭게도현은우파문단에서인식하고있는소위 

„공산당‟이라는것은해방전에그들이걷고있었던프로노선과더이상동일하지않다는이해방식은특

이하다. 즉, 현의눈에는해방후의공산당이사회주의적이아닌, 

자본주의적민주의노선을취하고있다는뜻이다. 그렇기때문에현은현재우익이인식하고있는 

„좌익이나공산당‟은사회주의노선을걷고있지않으며, 자신이가입한단체는오직 

„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는자본적인개혁파같은존재‟이다. 

그리하여좌익이라고불리는자본적개혁파단체에서현은탈퇴할생각이없다고주장하고있다. 

 

“공산파만가만있어주면곳독립이될거구, ...” ... 

김직원은밖에서는쏘련이, 안에서는공산당이조선독립을방해하는것이라하였다. 

이렇게역사적또는국제적인리해가없이단순하게, 

독립전장을해얻은해방으로착각하는사람에겐여간기술로는계몽이불가능하고...... (259쪽) 

우리민족의해방은우리힘으로가아니라국제사정의영향으로되는것이니까조선독립은국제성의지

배를벗어날수없는것, 삼상회담의지지는탁치자청이나민족이아니라, 

하나는자본주의국가요하나는사회주의국가인미국과쏘련이그세력의선봉들을맞댄데가조선이라국

제간에공개적으로조선의독립과중립성이보장되어야지, .. 

 

위내용을통해김직원은공산파와소련에대해일방적으로반감의태도를갖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반대로현이신식문물을거부하는김직원이가진반감에대해 

„국제관이부족해서독립에대해너무단순하게생각하고있다‟라고판단한다. 

현은국제관의중요성을인식한다. 

특히당시는소련뿐만아니라미국도간섭하고있기때문에국제적인대립의문제가먼저해결되어야국

가문제를이야기할수있다고주장한다. 즉, 

김직원이독립이라고인식하지만현은진정한독립이라고인식하지않고있다. 

앞에서도말했듯이해방즉시일본군이아직도남아있었다. 

그렇기때문에현에게해방은독립이아니라고생각했음을알수있다.  

또한, 

현은국제간에중립성이보장되어야한다고함으로써내부의좌·우파모두공존해야함을호소했다. 

현은당시우익을옹호하는김직원문인을통해민주주의적인정신의결여양상을인식하였으며, 

좌익측사람들의극단적선전행위를통해민주주의정신을결여했다는양상도인식했다. 

이러한상황에서현은민주를지향하게된다. 여기서이태준의민주주의지향성을살펴볼수있게된다. 

 

 

 

 

4. 생명가치와민주정신및좌익의자본주의의통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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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말기에현은억압의상황에서도덕과존엄보다는생명의보전을우선시했다. 

그리고해방공간에는문인을제외한국민들이해방과정부에대한믿음의결여와회의적태도를보고, 

소위좌익의문인들은적극적으로활동해야할필요성을느끼게되는데건국의계획을펼치는내내좌우

익막론하고모두민주주의정신을결여했었고, 오직현이민주주의를지향했다. 

식민지시기말기에일본인이 „글을쓰라고그냥둔‟ 문인들이존엄보다생명의옹호를보여주는데, 

여기서는친일작가에대한암시로이해해볼수있겠다. 식민지시기말기에친일작가로는이광수, 

김동인, 박영희, 한설야, 

최정희등있었다.
18 그들은일본관련애국문학을창작한것은주인공현과같이강압적인식민정책하에

존엄보다는생명을더중요시했다고볼수가있다.  

김직원이지키고자하는존엄과친일작가들이지키고자하는생명사이에서는 

„도덕과생명을분리해서보는입장‟과 

„그두가지를동일시하는입장‟의차이를보여주는의의가있다고할수가있다. 

왜냐하면생명을중요시한다는것이도덕혹은존엄을무시했다고볼수없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독일시인이자살하는것을반대한내용인듯이존엄만택하지말라는작가의의도와생명지상주의의정

신이야말로생명당위의차원에서도덕당위를완성하는구도를마련할수있을것이다.‟ 

그래서현이라는인물이대변하는친일작가들은여기서자아비판의부족한상징으로이해하는것보다

는양자택일의가치에서동일시의가치로의변화라고이해하는것이더타당하다고봐야할것이다.   

다음으로현의눈에보인비-

문인들의태도는막막하고두려워한것이고대부분해방을믿지못하고있었다. 

“어떤세상”이라고부정적으로말한것을통해그이유에대해추측해보자면 

1 차세계대전끝난후승리한측에서식민지를계속해서보유하고있었던것과관련이있다.
19 이미한번

국제전을경험한조선인들은두번째로다시경험하게된당시에자신들이승리한측에서어떠한조치를

받을지에대해서만생각했고두려워했을것이분명하다. 

해방의진실성을믿고자하는주인공현은이러한국민들의반응을보여줌으로써당시의사회모습을사

실적으로보여주는의의가있을뿐만아니라, 

                                           

18 ‘일제는 1942년 조선문인협회를 조선문인보국회로 개칭하고 본격적으로 민족어 말살 정책을 실시한

다. 창씨개명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조치들로 황국신민화 정책을 더욱 강압적으로 밀고 나간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로 흡수되어 버리고 �인문평론�은 �국민문학�

으로 개칭하고 적극적인 친일매체로 변모한다. 많은 지식인들과 작가들도 자의반타의반 친일문학의 

길로 들어선다.’ 김종회 외, �한민족 문학사1�, 역락, 2015, 194-195쪽. 

19 박현숙은 1차 세계대전 후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적용하고자 하는 국가가 유럽에 국한되었다는 

것, 독일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원제국, 오토만 제국의 해체에 주안점이 맞춰졌고, 특히 승전국

의 식민지에 대해서는 평화조약에서 자유롭게 거론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럽 외 지역의 피식

민지 국가들의 요구는 묵살되었다는 점에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적용 범위의 편협함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박현숙,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세계 평화｣, �미국사연구� 33권, 한국미국사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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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지상주의자신식문인들이건국을위한독단적계획을세우는것을합리화시킨의의도있고, 

그것은당시부르주아주의자였던문인들이해방후좌익단체에들어가게된동기를설명하는작가의의

도라고볼수있다. 

한편으로국민들로하여금해방의진실성을믿지못하게만든국제적영향을간파한현은 

1945 년의시점부터벌써민족상쟁에대해예측했다. 

그이유는또한한반도에대한미·소의간섭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20 식민자라는외세때문에조선

반도안에계급적대립이있었듯이미·소의적극적간섭때문에역시대립이가능할거라고예측했다. 

미·소간섭이라는과거에대한이해와우익이좌익을심하게반대할거라는미래에대한예측은훗날일어

날수도있는분열에있어서, 

해방후의이념선택문제의상황에서만분열의원인을찾는것이적절하지않다는견해의의의도가진다.  

분열을걱정한다거나통일을원한다거나하는현의발언은자신이민족내부의대립을확대할것을인

식하고좌익단체에가입한것이아니었을거라고증명해준다. 

여기서좌익에가담하면서도자신의민주주의노선을강조하려는작가의의도가보인다. 

뿐만아니라좌익에가담하면서도공산당이아니라고외치는설정과공산당이자본노선을취하고있었

다는설정은작가가좌익과사회주의적인공산당을동일시하지않고있다는의의가있다. 

이부분은또한독자들에게좌익이라는단체에대해서선입견을버리고더욱더많은존중과이해심을가

지고잘교류해달라고호소하는의의도담겨있어보인다.  

현과친하게지냈던김직원은식민지말기에신식문물에대한무관심과해방공간에좌익에대해잘못

인식한점은그의민주주의정신이결여되어있는모습을잘보여준다. 

존중과합의의마음이없이오직단편적이고일방적인선입견을가지고현의결정을지적한것은비-

민주주의적인정신이다. 현은구식교육도받아보았고, 신식교육도받아보았고, 

우익인사들과도교류해보았고, 좌익단체에도가입해보았고, 아울러조선만의실정이아닌, 

조선상황을포함한국제적인정세에대해서도잘이해한문인이다. 

그렇기때문에많은이해를통해지적을행한것은언론의자유와민주정신의실현이라할수가있다.   

 

 

                                           

20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간섭하는 일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백봉종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엄정중립과 내정불간섭주의라고 하는 문호개방정책이 일본의 이익

을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188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서부터이다. ... 

한반도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핵심 이익을 보장하는 길은 일본으로 하여금 대륙으로 진출시키는 

일이며 따라서 일본의 대륙진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일본이 지배하도록 인정하였다..... 

소련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그들의 세력을 부식하기 시작한 것은 1894년~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

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부터이다....소력의 급속한 한반도진출은 일본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었는

데 대표적인 사건은 1895년 일인에 의한 민비살해사건인 을미사변이다 이를 계기로 소련은 공사관 

경비를 강화시킨다는 구실하에 1896년 해군 120명을 서울에 주둔시켰다.”라고 말한 것을 참고할 수

가 있다. 白奉鍾, ｢일본의 항복과 미소 군의 한반도 진주｣, �統一論叢� 2권, 東義大學校 法政硏究

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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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한국은해방공간내내 

“식민지문화잔재에대한청산과함께민족문화의기반을확대하기위한문단의조직정비, 

새로운문인들의등장과그문학활동” 

등이집중적으로전개되고있었다.
21 이러한배경에서이태준은일제말기의생명지상의가치와해방공

간문인들이적극적으로행동할수밖에없었던상황과민주주의정신이결여되어있는상황에서민주주

의정신을추구하는마음을자서전식의작품을통해서잘전달했다고평가할수있다. 

현이라는인물의판단을통해서기존연구들과달리새롭게인식할수있는부분은몇몇있다. 우선, 

피식민지아닌독일의사회주의자와피식민지인의문인사이에생명지상주의면에서존엄과생명을분

리해서보느냐결합해서보느냐의차이가보인다. 

그리고독일의사회주의자와해방공간의조선좌익문인사이에서사회주의적인공산당이냐자본주의

적인공산당이냐의차이가보인다. 

해방전일제의억압으로인해생명지상의입장을선택해야만했으며, 

이것은자유롭지못한상황에서생명을먼저고수해야만존엄을실현할가능성이생긴다는이태준의가

치관을보인다. 이입장은해방후자본적인공산당입장으로바뀌게되는데 

„민주의통일노선‟을취하고자하는이태준의의도가보인다. 

특정한좌익단체에가입한것은중립적이지못한것처럼보인것은사실이지만이태준은현인물을통해

서거듭자신이소속한 „공산당좌익은자본노선과민주노선을취하고있다‟고주장한다. 

이러한설정은이태준이좌익단체에가입했다하더라도 

„좌익공산당을자본과민주노선과연결시킴으로써자본주의적인좌익을우익과통일할수있는노선을

추구하는것‟이라고봐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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