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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문학에는 ‘해식(解植)’성이 내재되어 있다. 
                  

류쇼리(劉暁麗, 화동사범대학 중국문학과） 

 
一、’해식(解植)’문학의 제기 

    오늘날 우리는 식민지문학에 대한 도덕적 유토피아식 상상을 더이상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식민지문학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때 그 장소의 문학에 회색존이 충만하다고 

언제든지 상상할 수 있어서 단지 협력과 저항이라는 개념만으로 유효한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 

졌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위만주국기(偽満洲国期)의 문학을 분석할 때, 나는 반식민지문학, 

항일문학 그리고 ‘해식민지(解植民地)’문학 (이하, ‘해식’문학이라고 표기한다ーー역자 

주)이라는 개념구상을 제기하고 싶다. 위만주국 시기의 문학작품을 읽기 위한 새로운 해석 

공간을 제시하고 싶다.  

 반식민지문학, 항일문학 그리고 ‘해식’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의 개념은 위만주국에도 

대응하는 세 가지의 문학 유형을 보여준다. 그 중 ‘해식’문학은 복잡하며 해석하여 논술하기 

어려운 식민지문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개념이 된다.  

 위만주국에서의 반식민지문학은 하얼빈문단과 ‘신경’의 『대동보』 「야초(夜哨)」 

부간(副刊)을 중심으로, 공산당 작가와 열정있는 청년들이 당시 일본이 동북을 침략하고 

식민지화하고 있는 것을 폭로하는 문학 작품을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했다. 이 작가들은 

의식적으로 식민지 통치와 그 선전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려고 했는데, 작품은 식민지 관헌이 

허가한 출판물에만 게재 가능했기 때문에 은연하고 완곡적인 에크리튀르가 특징이었다. 

 항일문학이란, 일본제국주의의 동북 침략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일본 침략자의 동북 

대지에서의 폭행을 폭로하며 중국 인민이 일본 침략에 반항하고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학 

작품을 말한다. 저명한 동북 작가군의 문학과 동북 항일연군(抗日聯軍)의 문학이 그 대표이며 

마음 속을 직접 묘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해식’문학이란, 식민지에 정주하거나 또는 식민지에서 자란 작가를 뜻한다. 그들은 

식민지의 역사 현장에서, 식민지의 다종다양한 문학 작품을 제작・발표했다. 작가 정서의 

온도를 숨기는 영도(零度) 창작, 의무를 평정(評定)하지 않는 방관의 자세 등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해식’문학은 식민 통치와 공존한다. 광범위하고 잡다한 문학적 전통과 

사상의 연원(淵源), 무궤도의 세세한 일상 생활, 역사 이야기와 고전 전설의 기록 묘사, 자신의 

너무나도 작은 애감(哀感)이나 기쁨의 묘사, 성・청년・향토・생태 등의 문제에의 주시… 

이러한 작품들이 구현한 세계와 정서는 혼탁하고 애매한 것이 되었는데, 식민지에서의 정신 

생활의 한 장면이기도 하고, 또 종종 예상치 못하게 식민지 통치 이데올로기적 선전과 자리를 

함께 했다. 이러한 문학 작품들은 잡초와 같이 식민지에 만연했는데, 비소(卑小)하지만 

부드럽고, 적당한 환경만 있다면 금방 성장하여 사방으로 퍼져갔다. 이러한 작품들은 부식제와 

같이 식민지 통치를 천천히 녹이면서 해체시켰기 때문에 ‘해식’문학이라고 부르고 싶다.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는데, 최근 어떤 학자들은 포스트식민지이론 속의 Decolonization의 

개념을 ‘해식’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Decolonization 이란 식민지 시기가 지난 후의 식민지주의와 

그것이 남긴 상처를 제거하는 지향을 가르킨다. 이는 ‘제(거) 식민지’라고 부르는 게 적합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본론에서 말하는 ‘해식’문학이란 이것이 아니라 식민지 시기 문학의 하나의 형태이며, 이는 

식민지 문화와 식민지 통치를 용해시키고 해소시키는 의미를 갖고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다. 만약 

영어로 번역한다면, Lyo-colonial Literature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반식민지문학, 항일문학 그리고 ‘해식’문학이라고 하는 일련의 개념은 일본의 식민지인 

위만주국에서 동시에 병렬되는 세 종류의 유형이 이나라, 각자 의식의 지향・시공간의 차이・

방법론적인 의미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 918사변 후, 위만주국 성립 초기 괴뢰(傀儡)국가 

만주국의 경영 관리 제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을 때, 자각한 동북 현지 지식인이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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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에 의한 지도, 국민당 정부에 의한 비밀스러운 지지, 일본의 침략・식민지화에 대한 

자발적 저항은 이 장소에 반식민지문학을 형성했다.  

 그러나 위정부의 경영 관리 형태가 완비되면서 반식민지문학이 지속되기 어려워졌는데, 이때 

어떤 작가는 이런 식민지를 떠나 중국 ‘관내(関内)’（산해관(山海関) 이남 중국 화북〜남부의 

장소ーー역자 주）에서 문학 창작을 계속하여 저명한 동북 작가군 항일문학을 이루었다. 또 

어떤 작가는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펜을 들고 항일연군전사가 되어 동북 항일문학의 

중요한 한 부분을 형성하였다ーー항일연군문학이다. 

 의식의 지향성에 대해 말하자면, 반식민지문학과 항일문학에 종사하는 작가는 모두 명확한 

주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일본에 의한 동북 침략과 식민지화에 대한 반항인데, 

민족주의 사상과 좌익문학 전통의 힘을 빌려 계급 억압에 대한 비판에서 민족 존망의 투쟁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계급투쟁과 민족투쟁을 결합시키는 의식이었다.  

 시간과 장소의 차이를 말하자면, 반식민지문학은 위만주국 초기 몇 년밖에 존재하지 못했다. 

소군(蕭軍)이나 소홍(蕭紅), 나봉(羅峰), 백랑(白朗) 등이 관내(関内)로 표류 및 망명하고, 

또는『대동보』「야초(夜哨)」 문학면 혹은 《국제협보(国際協報)》〈문예〉주간면이 관헌에 

의해 폐쇄되면서 반식민지문학은 점차 줄어갔다. 망명한 동북 작가군과 항일연군병사의 창작은 

위만주국 관제하의 출판물에 게재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항일문학과 위만주국은 

항일문학의 존립 장소도 용납되지 않은 채 평행상태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마음 속을 

토로・표현하고 반만항일(反満抗日)의 뜻을 내뿜을 수 있었다. 

 ‘해식’문학은 상기의 두 가지 문학과 달리, 그 존립 장소는 식민지 위만주국이라는 시간과 

장소에 겹쳐있었고 위만주국문학의 본체(本体)였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해식’문학의 

창작 주체의 의식의 지향성이 애매하고 잡다하며 작가의 주관의식에서 작품 속의 정감의 경향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며 작가의 공개 발언을 직접 이용하여 그들의 진짜 생각을 판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식민지 사회 속의 위치는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다.  

 식민지 생활에서는 많은 가면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가면 속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여러 가면이 겹쳐져서 어떤 것이 가면이고 어떤 것이 진짜 얼굴인지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다. 또 때로는 가면이 얼굴 위에서 성장해서 벗어버리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더군다나 

깊숙한 곳에 내장돼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식’문학 

연구방법은 우선 작가 레벨의 분석을 임시로 해놓고, 후에 문학 작품 그 자체를 탐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영국・미국의 신비평에 의한 문학 내용 연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학 텍스트 내외를 오가는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시학과 정치학의 결합 모델을 세움으로써 

우리의 식민지문학 이해의 이론적 차원의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다.  

 반식민지문학, 항일문학 그리고 ‘해식’문학이라는 일련의 개념은, 우리에게 협력과 

저항이라고 하는 사고 공간을 우회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에게 위만주국문학을 

저항이냐 협력이냐라고 그것을 이분화 시키는 것도 아니다. 이는 식민지의 역사적 현장인 

문학적 세부, 사회적 넓이, 역사적 깊이로 우리를 헤치고 들어가게끔 한다. 식민지 작가의 

협력적인 발언에 우리를 당혹케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식민지 붕괴 후 식민지 작가의 

자아표현을 우리에게 무조건 믿게끔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세세하고 깊이 있는 묘술(描述)로부터 식민지 문학의 광경과 존재의 의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해식’문학은 식민지 문학 내부에 들어가서 식민지 이데올로기와 문학 

생산, 문예 정책과 문학의 복잡한 관계를 세세하게 관찰하고 문학이 어떠한 모습으로 식민지 

환경에 대응하고 식민지 경험을 표상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문학적 전통에 개입하고 외래문화를 

흡수했는가를 관찰하게끔 한다. 문학이 단지 일본 식민지주의에  대한 어떤 것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인류 문명의 하나의 방법으로써, 성별・향토・생태・지력 게임과 같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끔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식민지라는 역사적 현장에서의 문학 창작의 힘을 

인식할 수 있으며, 식민지에서의 그 존재 의미〜식민지가 문학 존재를 허용하기만 한다면, 

동시에 ‘해직’성이 식민지 사회에 내재한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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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해식’문학은 어떻게 ‘해식’하는가.  

 식민지 통치에 저항하는 것은 민족주의 사상이다. 이는 종래의 해답이며 또한 이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해답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절대적인 올바름 때문에 다른 사상의 풍부한 가능성을 

감싸버리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이 의식의 고정화를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다. 민족주의란 넓은 

의미를 가지고 복잡하기도 하며 다양한 측면과 지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는 힘의 

표출・분노의 표출인데, 특히 이민족의 침입을 대할 때 분출하고 식민지 정권은 그 존재 공간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식민지 현장의 문학을 취급할 때, 거기에는 이러한 힘과 분노를 표출하는 형태의 

문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식민지 문학은 협력 문학이다라고 지휘하는 정해진 길로 들어서기 

쉽다. 그렇게 때문에 더 이상 식민지 문학이 실제로 표현되는 것과 내용의 차이를 세세하게 

관찰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제출하려고 하는 만주괴뢰국에서의 ‘해식’문학은 조기의 

반식민지문학・끊임없이 계속된 항일문학과는 구별된다. 반식민지문학과 항일문학이 빌리는 

것은 민족주의에 기초한 제재와 사고이며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힘에 맞추려고도 

한다.  

 하지만 ‘해식’문학은 이러한 종류의 힘을 수행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위만주국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고 있는 작가들, 또 거기에서 자란 젋은 창작자들은 그들의 

‘남자로서의 기개’를 식민지 제도가 빼앗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문학경험〜을 

가지고 식민지 제도를 상대하고 또 공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해식’문학은 무엇에 

의거해서 식민지 통치를 용해시키려고 한 것일까? 용해된 대상은 식민자의 어떤 의지인가? 

여기서는 하나의 모델만을 언급한다. 즉, ‘해식’문학에 의한 중국 문화의 계승이다.  

 위만주국문학은 ‘근대국가’의 틀을 요구하고 방대한 양의 문화제품과 아이템으로 치장할 

필요가 있었다. 문화정책 상 반만항일 작품을 금지하는 한편, 독립적인 컬러를 겸비한 문학・

문화의 생산과 작품을 장려했다. 중국어 작가는 역사에 소재를 구하여 소설을 썼는데, 예를 

들면 작청(爵青) 

《사마천(司馬遷)》、고정(古丁)《죽림(竹林)》、리계풍(李季瘋)《재목장상(在牧場上)》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것들은 현실도피 작품이다, 아니면 현실을 투영시킨 작품이라고 평할 수 

있지만,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면 아래의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는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이것들은 모두 중국의 이야기이며, 사마천, 죽림의 

칠현(七賢), 소무(蘇武) 등은 중국 문화의 기호이다라고. 이러한 작품들은 중국의 문화의식을 

더욱 깊이있게 한다. 독자 측은 작가의 주관적 의식・원망(願望)은 일단 제쳐 놓더라도 작품이 

위만주국 식민자 측의 의식・원망(중국 문화와의 연대를 절단하고 싶은 의식・원망)을 용해하고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역사에 제재를 두는 작품은 이러한 효과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또는 

현시(現時)ーー역자 주)을 제재로 하는 작품도 무의식적으로 식민자의 의식・원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오영(呉瑛)의 소설 《신유령(新幽霊)》과 《강화(僵花)》를 보도록 

하자. 이 두 소설은 어느 쪽도 위만주국에서의 여성의 생활을 무대로 전개하고 있는데, 

본론에서는 작품의 세부적 묘사를 통해 보여지는 중국 관내(関内) 문화와의 연결에 대해 

지적하겠다.  

 《신유령(新幽霊)》의 대학생 남편은 아이를 달랠 때 춤을 추는데, 그것은 

《명월지야(明月之夜)》나 《포도선자(葡萄仙子)》라는 춤이다. 이것들은 려금휘(黎錦暉)가 

1920년대에 만든 민족 정서・형식을 가진 아동 뮤지컬로 중국에서는 당시 저명한 것이었다. 1930년대 

중국인 독자라면 누구나 이 두 뮤지컬을 알고 있었다. 소설 《강화(僵花)》에서 작가 

오영(呉瑛)은 아주 간편하게 등장인물의 책장에 《기소독자(寄小読者)》를 두고 있다. 아이들을 

중화민국의 뮤지컬로 달래고, 청년은 중화민국 작품을 읽고 배웠다. 이런 미세한 순간 묘사는 

오영의 무의식의 삽입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의식적으로 혹은 고의로  작가가 넣었을 수도 있다. 

만약 무의식이라면, 위만주국과 관내 문화의 밀접한 역사적 관계가 보다 자연스럽게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만약 고의로 했다면, 작가는 위만주국에서 관내 문화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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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관계를 확실히 제시하려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의 가능성이든 둘 다 중국 

문화, 특히 54운동(1919년부터 반외래제국주의・반군벌정부 운동ーー역자 주) 이후의 중국 

문화를 연장시키는 것이며 일본 통치 하의 위만주국 식민자의 의식・원망을 용해시키는 

것이었다. 

 위만주국에서는 중국 문화, 특히 54운동 이후의 문화와 단절되면서 지속되었기 때문에, 

식민지 통치에 의한 문화 보루를 건설하기는 힘들었다. 위정부 하의 이데올로기는 임시로 

설정된 약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정신 생활 속에서 인류가 행하는 지성의 추구는 끊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위만주국이 문학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장려했기 때문이다.  

 문학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문학 자체는 그 이용자의 의도를 없애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식민지문학에서 오래된 문학의 본성을 보게된다. 문학과 현실의 관계의 

불확실성을. 문학은, 독자가 그곳에서 보고자 하는 관념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여태까지 

보장한 적이 없다. 문학이란 계속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지켜온 것이다.  
 

三、’해식’문학은,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재건한다.  

 이처럼 ‘해식’문학을 논하는 것은 식민지문학을 위해서 ‘식민지성을 둘러싼 책임의 

지적’을 제거하는 경보(警報)는 결코 아니다. ‘해식’문학을 분석할 때, 단지 그 일면(식민지 

통치를 용해시키고 해소시킨다는 면)만을 고찰하는 것보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과 

식민지성이 서로 뒤엉켜 있는 면이다. ‘해식’성만을 요구하면 식민지성은 구축(駆逐)할 수 

있다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다. 식민지성도 식민지문학 속에 침투하여 ‘해식’성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만을 쉽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식’성과 식민지성은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하나로 결합해 있으며, 하나의 작품을 해석할 

때에 어떤 부분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가, 그 둘은 어떠한 비중으로, 또 어떠한 양식으로 

공존하고 있는가, 이것을 적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식’성과 식민지성이라고 하는 두 

차원의 공간 기준만을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는 것을 피해야만 하는데, 식민지문학 작품 자체가 

내부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차이 성분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차되어 있는가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식민지문학의 특수성, 독자성을 주목해야 한다.  

 식민지문학은 식민자의 이데올로기 선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식민자는 그 선전을 

진보적 문명, 유행 문화로서 의장하려고 한다. 그러나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작가는 일단 

문학창작과 관계를 맺으면 곧 하나의 문학적 전통으로 연결되고 하나의 문학과 현실의 통로로 

들어가게 되어 문학적 전통을 사용하여 문학과 현실의 새로운 통로・문학적 수사・문학적 

형식을 개척하면서 자기자신 주위의 세계를 여러 방식으로, 작가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문학 작품에 그것을 도입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식민지에서의 생활 진실을 밝히고 또 

식민지 현지인과 식민자의 생활과 생존 상의 실제 정보가 보이게 된다. 

 식민지에 있어서는 문학이 진정한 생활을 나타내고 그것과 관계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문학이 현실을 미화하기를 장려하여 현실 생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이 허용되었다. 

만일 작가가 명령에 복종하는 창작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실제로는 문학 그 자체가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문학과 현실의 다른 관계를 탐색해야 

한다.이는 창작자 측의 사정에 불과한데, 당시 독자들은 작품을 어떻게 대했으며 또 어떻게 

작품을 읽었는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물론 이러한 작품 측의 입장이 식민지문학에 대한 

특수한 독해방식을 길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신과 주위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류 본성 중 하나이다. 식민지에서 생활해온 인간 

그리고 문학으로부터 현실 생활을 체득하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위만주국 작가 

작청(爵青)의 역사소설 《장안성의 우울(長安城の憂鬱)》은 다민족이 오고가는 당조(唐朝)의 

수도 장안에서의 애정연극이다. 표면상으로는 현실과 관계가 없는 듯 보이는데, 당시 독자는 

이민족의 풍부한 색채로 번성하는 장안과 위만의 ‘오족협화’와 ‘왕도낙도’를 연결해서 

상상하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전개되는 애정연극이나 기구한 이야기에는 다른 해석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ーー「’오족협화’는 무엇인가? ‘번영’은 무엇인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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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은 이렇게도 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게다가 우울하고 현실로부터도 떨어져 

있는데」. 

 ‘해식’문학은 문학과 현실과의 관계를 고도로 복잡하게 하며 문학과 현실의 통로를 

재고(再考)하고 재건한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문학에 대한 특수한 방식으로 문학을 

전체적으로 현실과 관련시킴으로써 식민지문학이 전체적으로 우화(寓話)와 상징의 언어・

컬러를 획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원래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우울한 감정에 의한 

서술이지만, 그 서술과 묘사가 위만주국의 어두운 현실과 관련되는 것을 독자와 검열자가 모두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위만주국의 작가 고정(古丁)은 《노신저작제해(魯迅著作題解)》라는 책의 《역후췌기(訳後

贅記)》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의 문학과 문학자에게는 단지 두 글자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즉, ‘무성(無声)’이다. ‘무성’ 속에 개인적인 말이 필요하므로 그 고통은 충분히 

짐작이 가지만 그래도 그것은 나은 편이다. 왜냐면 결국 ‘개인적인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 ‘개인적인 말’조차 할 수 없을 때라면 그것은 어떤 사태(事態)일까?”  

 식민지에서 문학의 존재가 허용되기만 한다면, ‘개인적인 말’이 허용되기만 한다면, 어떠한 

힘든 문학정책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가혹한 문화 검열제도가 존재한다고 해도, 식민지 통치를 

용해시키고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늦든 빠르든 필연적일 것이다.  
 

（한국어 중역：민동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