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상하이의 ‘혁명문학’논쟁과
한국 출신 논객 유서(柳絮)*
1)

2)

김양수 **

◁ 목차▷
Ⅰ.
Ⅱ.
Ⅲ.
Ⅳ.

유서(柳絮), 혹은 유기석(柳基石)이라는 이름
‘혁명문학’논쟁의 분파 및 쟁점
‘혁명문학’론에 대한 유서(柳絮)의 문제제기
맺는 말

Ⅰ. 유서(柳絮), 혹은 유기석(柳基石)이라는 이름
유서(柳絮), 혹은 유기석(柳基石)이라는 인물이 있다.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라면
독립운동가로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겠지만, 문학 연구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생소
할 것이다. 필자가 알기로 유서(柳絮)는 1920~30년대 중국 문예계에서 가장 구체
적인 활동의 족적을 남긴 한국인 중 하나이다. 전체적인 평가로 보았을 때 유서(柳
絮)는 문인이라기보다 오히려 일제시대 중국에서 활동한 아나키스트로서 더욱 유명
하지만, 적어도 중국문단 내 활동이라는 범주와 관련지어 살펴볼 때는 그러하다.
유서(柳絮)의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그가 활동했던 시대 및 그
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유서(柳絮)의 본명은 유기석(柳基石)이며, 1905년 1월 12일 황해도 금천(金川)
군에서 출생했다. 1915년 전후 가족이 간도로 이주하기 전까지 황해도 금천군과
강원도 이천(伊川)군에서 거주하였다. 배재학당에서 수학한 바 있는 그의 부친 유
찬희(柳讚熙)는 기독교인이자 사업가였으며, 옌지(延吉)에서 학교도 설립하였다.
* 이 논문은 2014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동국대학교 중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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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柳絮)는 그의 부친이 설립한 국자가(局子街)의 태광(太光)학교를 다녔고, 그
후 창동(彰東)학교를 거쳐 1918년 옌지(延吉)의 도립 제2중학에 입학하였다.
그가 중학 2학년 때이던 1919년 국내에서는 3.1운동이 발발하였고, 간도에서도
3.13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시위에 참가한 유서(柳絮)는 학업을 마치지 못한 채
1920년 상하이로 피신하여 이동휘(李東輝), 여운형(呂運亨), 안창호(安昌浩) 등
을 알게 된다. 특히 그는 안창호의 영향을 크게 받아 1920년 흥사단 원동위원부에
입단하게 된다. 그 후 그는 난징(南京)에 있는 화공(華公)중학에 입학하여 1924년
에 졸업한 후 베이징의 차오양(朝陽)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한다.
대학 입학 후 유서(柳絮)는 흥사단을 비롯하여 한인교회와 유학생회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반제국주의 학생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는데, 특히 그는 1925년 6월 31
일 베이징 톈안먼(天安門)에서 열린 5.30학살사건을 규탄한 국민대회에서 대중연
설을 한 적도 있었다. 이 사건은 국내에도 《조선일보》 1925년 7월 10일자의 《북
경 국민대회에서 대중을 흥분 식힌 동포 : 조양대학에 재학 중인 류군 벽두에 등단
하야 일장 연설》이라는 기사를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
이 시기부터 유서(柳絮)는 집필활동도 시작했는데, 국내의 《기독신보》라는 기독
교 주간신문에 1925년 2월부터 6월까지 8회에 걸쳐 ‘북경 조양대학 유기석’의 명의
로 《묵자와 기독》이라는 논설을 발표한 것이 시초였다. 그가 국내에 발표한 글은
논설과 번역이 주를 이루었는데, 《기독신보》 이외에 확인되는 것으로는 《신민(新
民)》에 11편, 《동광(東光)》에 6편, 그리고 《중외일보(中外日報)》에 2편이었다.
《중외일보(中外日報)》에는 1928년 4월 3일자부터 9일자까지 6회에 걸쳐 《무산계
급예술신론》이 연재되었으며, 1929년 3월 18일자에는 《신흥시가(新興詩家)의 계
급관》이 발표되었다. 《동광(東光)》은 흥사단의 국내 관련자들이 발간하던 잡지였는
데, 크로포트킨을 소개하는 내용이 많았다. 《신민》에는 마르크스주의와 소련의 현
실을 비판하는 논설이 주를 이루었고, 《중외일보》에는 프롤레타리아 문예이론을 반
박하는 글이 실렸다. 특기할 것은 그가 이들 논설 외에도 루쉰(魯迅)의 《광인일기》
를 번역하여 1927년 8월 《동광(東光)》 16호에 실었다는 것이다.
루쉰 소설에 대한 최초로 한국어 번역이라는 점에서는 역사적 의의를 부여해야
하는 점은 당연하지만, 번역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약간의 오류도 보인다.1) 루쉰의
1) 《광인일기》의 서문 첫 번째 문장 “某君昆仲，今隐其名，皆余昔日在中学校时良友”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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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인일기》는 난삽한 언어가 많고, 특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초역이었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과는 매우 달랐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번
역의 말미에 청원(靑園)이라는 필명을 썼으며, “1927년 6월 11일 경진차(京津
車)2) 위에서”라고 부기해놓았다. 유서는 루쉰의 《광인일기》 번역하던 중인 1925년
루쉰을 만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방언 등을 포함한 번역상의 여러 문제를 상의했
고, 루쉰은 자신이 “비록 한국어는 모르지만, 의미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
봐도 좋다”고 하며 환대했다.3) 1928년 9월 1일 스요우헝(時有恒)과 함께 루쉰을
재차 방문했지만, 당시 루쉰은 스요우헝(時有恒)이라는 인물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4)
이 시기 유서(柳絮)는 한편 중국 여러 잡지에도 글을 발표하였다. 1925년 후반
부터 반월간 잡지인 《민중(民衆)》 제1기에 《소비에트 러시아가 한국 혁명당을 압
박하는 상황(赤俄壓迫韓國革命黨實況)》과 제4기에 《레닌당에 대한 한국 혁명당의
태도(韓國革命黨對列寗黨的態度)》 등을 발표했으며, 1926년에는 《민종(民鐘)》
제16기에 《동아시아 아나키스트 대연맹을 조직할 것을 주장함(主張組織東亞無政
柳絮는 “모군 둘째는 지금 그 이름을 숨기었다. 그는 나와 전일 중학시대의 良友이었
다”로 번역했는데, ‘형제’라는 의미의 ‘昆仲’이라는 중국어 단어를 ‘둘째’로 해석하면서 뜻
이 달라져 버렸다. 이 문장은 “모군 형제, 지금 그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모두 나의
중학시절 좋은 친구였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즉, 형제 중 동생이 화자의 친구라는 의
미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친구라는 의미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문장에서, 柳
絮는 화자가 두 사람 중 ‘동생을 만났다’고 번역했으나, 실제로 원문을 보면 대화의 상
대방이 화자에게 ‘병을 앓은 것은 아우(言病者其弟也)’라고 말한 것으로,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화자가 만난 것은 형(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서는 번역문에서 형과 동
생을 바꾸어 버렸다. 그리고 ‘하이에나’라 번역해야 할 것을 ‘海乙那’라고 한자로만 표기
해놓은 부분도 있다.
2) 경진차(京津車)는 베이징(北京)과 티엔진(天津)을 잇는 기차를 말한다.
3) 李政文, 《魯迅在朝鮮》, 《世界文學》 1981년 4기, 35쪽
4) 時有恒은 1927년 8월 16일 《北新》週刊에 《這時節》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내용 중
魯迅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직접 전면에 나서서 현실의 부조리한 측면을 비판하기를 바
란다고 하는 언급이 있었다. 당시 魯迅은 문필을 통한 사회비판이라는 행위의 효과에
일시적으로 회의하고 있을 때였고, 時有恒과 대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한 개인적 고민을 정리한 글이 《答有恒先生》(동년 9월 4일 발표)이다.
魯迅은 이후로도 몇 차례 時有恒의 방문을 거부한다. 위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
해서는 4.12쿠데타 직후 진화론적 세계관과 결별하게 되는 魯迅의 복잡한 멘털리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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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主義者大聯盟)》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또 1928년에는 프롤레타리아 문예이론에
반대한 아나키즘적 문예이론을 발표하였는데, 《무산계급예술신론(無産階級藝術新
論)》(《문화전선》 1기, 1928.5),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예술론을 검토한다(檢討馬克
斯主義的階級藝術論)》, 《민간문화주간(民間文化週刊)》과 《예술의 이론투쟁(藝術
的理論鬪爭)》(《現代文化》 1기, 1928.8) 등을 발표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그가 한국 작가 염상섭의 평론 《문학상의 집단의식과 개인의식》(《문예공론》,
1929.5)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文學上的集團意識與個人意識》(《群衆月刊》 6.
1929)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에 소개하였다는 사실이다.
1925년 말 경제적 이유로 차오양(朝陽)대학에서의 학업을 포기한 유서(柳絮)는
베이징에서 비행사 안창남(安昌男)을 만나 그와 함께 산시(山西)성 타이위엔(太
原)에 있는 옌시산(閻錫山)의 비행대에 입대하였다. 1927년에는 모스크바 동방노
동대학에 입학하고자 했으나, 몇 차례 소련을 방문한 후 소련의 현실에 실망하여
공산주의를 비판하며 아나키즘을 선전하는 일에 몰두한다. 이 시기 유서(柳絮)는
흥사단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어 결국 1928년에는 흥사단을 출단하게 되
는데, 그 후로는 중국의 여러 지역을 전전하면서 아나키스트 조직에서 일했고, 교
사, 문필가, 혹은 유격대원으로 활동했다.
해방이 되자 유서(柳絮)는 중한문화협회 동남분회 주비위원으로 선임되었고, 46
년 초에는 상하이에서 《중한문화》의 편집을 맡았다. 이어 1946년 8월부터 2년간
난통(南通)학원의 경제학 부교수를 맡았으며, 48년 7월부터는 칭다오(靑島)의 화
북연초공사 고문으로 1년 가깝게 일했다. 1952년 11월부터는 쟝쑤(江蘇)사범학원
역사학과 교수에 취임했고, 이후로도 계속 재직했다. 유서(柳絮)는 1950년대부터
적지않은 논문을 발표하거나 번역하였는데, 안중근, 홍경래 등에 관한 글도 있었지
만 임진왜란에 관한 글이 많았다. 유서는 1980년 11월 27일 심장발작으로 75세의
일생을 쑤저우(蘇州)의 자택에서 마무리하였다.5)

5) 이상 유서(柳絮)의 생애에 관한 내용은 유기석, 《30년 방랑기》, 국가보훈처, 2010,
22~31쪽 최기영의 《해제》에서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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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혁명문학’논쟁의 분파 및 쟁점
중국현대문학사의 시기구분은 중국혁명사의 전개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데, 1949년 이전을 ‘현대문학’으로, 49년 이후를 ‘당대문학’으로 구분하고, ‘현대문
학’을 다시 각 10년 단위로 ‘5.4시기’, ‘좌련시기’, ‘항전시기’의 셋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분류이다. 좌련(左聯)이란 ‘중국좌익작가연맹’의 약칭으로, 중국공산
당과의 연계 하에 1930년 3월에 발족된 문학단체를 지칭하는데, ‘혁명문학’논쟁은
바로 그 좌련 결성을 추동한 가장 직접적인 문학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혁명문학’논쟁은 (1)세계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러시아와 동북아에서 확산되어 가
던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혁명사조의 성장과 관련이 있고, (2)문학사적으로는 5.4
이래 중국문단에 있어 ‘볼세비키화’의 대두와 그에 따른 여러 작가 혹은 문학 집단
간의 길항(拮抗)의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3)중국 내의 정세와 결부지어 보았을
때는 1924년 1차 국공합작 체결과 26년의 북벌전쟁, 그리고 27년의 4.12쿠데타로
인한 국공합작 붕괴로 이어지는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혁명문학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루쉰의 《상하이문예
를 일별함(上海文藝的一瞥)》이라는 글의 일부를 인용해보기로 한다.
재작년이 되자 ‘혁명문학’이라는 명칭이 차차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주
장한 사람은 ‘혁명 책원지’에서 돌아온 몇 사람의 창조사 원로와 약간의 새로운 분
자였습니다. 혁명문학이 번성하게 된 데는 물론 사회적인 배경이 있고, 일반 대중
및 청년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광동(廣東)에서 북벌(北伐)이 시작되었을
때 적극적인 일반 청년들은 모두 실제 공작에 진출했지만, 그 무렵엔 아직 뚜렷한
혁명문학 운동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치적 환경이 바뀌고 혁명이 좌절되고 계
급의 분화가 매우 뚜렷하여, 국민당이 ‘청당(淸黨)’이란 명목으로 공산당 및 혁명
대중을 ‘도살’하고, 살아남은 청년들이 다시금 피압박자의 처지에 몰리게 되면서부
터 비로소 혁명문학이 상하이에서 강렬한 활동을 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문학이 번성해진 사정은 표면상으로는 외국의 경우와 달라서, 혁명의 앙양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혁명의 좌절이 그 원인입니다.6)

6) 竹內好 역주, 한무희 옮김, 《魯迅文集Ⅴ》, 일월서각, 1987,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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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전쟁 이후로 계속된 외세의 침략과 신해혁명 이후로도 극복되지 않는 분열의
정국은 중국인들에게 내셔널리즘의 위기감을 가져다주었고, 적잖은 중국 지식인들
은 북벌에 참여한다. 1921년 일본 도쿄에서 결성되어 ‘예술을 위한 예술’로 청년독
자들을 사로잡은 바 있는 창조사는 재빨리 국민혁명의 조류에 반응하여, 국공합작
직후에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청산하고 ‘혁명을 위한 예술’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으
로 바꾸었다. 궈모루어(郭沫若), 위다푸(郁達夫), 청팡우(成仿吾) 등은 광저우의
국민정부에 참가했는데, 특히 궈모루어는 북벌군 총정치비서장으로서 우한(武漢)까
지 종군하여 혁명선전공작에 종사하였다. 당시 중국공산당원이던 마오뚠(茅盾) 역
시 상하이의 상무인서관을 사직하고 광저우로 갔다가, 다시 우한으로 가면서 군사
정치학교의 정치교관과 신문사 주필을 역임하였다. 루쉰도 장쭤린(張作霖) 군벌의
탄압을 피하여 베이징에서 샤먼(廈門)을 거쳐 광저우에 가서 중산대학 교수로 재직
하던 중 4.12쿠데타를 맞고는 다시 상하이로 가게 된다.
1927년 4.12쿠데타로 ‘혁명의 좌절’을 맛본 후 상하이로 모여든 문인들 간에는
5.4 이래 신문학의 질적인 변화를 위한 내부비판이 전개되었는데, 마르크스주의로
무장한 창조사⋅태양사 등 ‘신좌파’ 문인들이 루쉰⋅마오뚠 등 ‘기존 좌파’의 정치적
입장을 비판하고, 다시 루쉰 등 기존 좌파가 신좌파의 급진성에 내재된 비현실성을
재비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논쟁의 대립축은 크게 나누어 좌파진영 ‘내부’와 ‘외
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부’의 논쟁은 ①창조사 vs 태양사, ②창조사 및 태양사
vs 루쉰, ③창조사 및 태양사 vs 마오뚠으로의 분류가 가능하고, ‘내부’와 ‘외부’간
의 논쟁은 ④앞서 열거한 ‘내부’ 문인들이 신월파⋅어사파 및 아나키스트 논객들과
벌인 논쟁을 말한다.7) 이하 혁명문학논쟁의 쟁점을 이하 몇 가지로 분류하고 가급
7) 신월파와 좌파문인(창조사, 태양사, 루쉰)간의 논쟁을 ‘혁명문학논쟁’의 내부에 포함시
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는 다소 논의의 여지가 있다. 《중국신문학대계 속편》(香港文
學硏究社, 1968)의 제 1권 《문학논쟁집》의 도언에서 편자 藝莎는 논쟁 초기에 다소
대립적이었던 창조사, 태양사와 루쉰은 신월파의 출현으로 인해, 신월파를 공동의 적으
로 인식해가는 과정에서 점차 공존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기술한 바 있다. 한편 중
국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현대문학연구실에서 편찬한 《“혁명문학”논쟁자료선편》(人民
文學出版社, 1981)의 서문 내용에 의하면, 논쟁은 1927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28년에
고조기를 이루었고, 29년에 대체로 정리되었다고 되어있다. 문제는 좌파문인간의 논쟁
은 29년에 대체로 마무리되어 ‘좌련’이라는 단체 결성으로 나아가는데 반하여, 신월파와
의 논쟁은 1930년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하는 점이다. 신월파와의 논쟁은 혁명문학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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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간략하게 설명해보기로 한다.
(1) 제1차 국공합작 결렬 당시 문학운동의 방향전환을 둘러싼 논쟁. ‘혁명을 위
한 예술’로 슬로건을 바꾼 3기 창조사는 《창조월간》과 《문화비판》을 중심으로 급진
적인 문학주장들을 펼쳐갔는데, 《창조월간》 1권 9기에 발표한 청팡우(成仿吾)의
《문학혁명에서 혁명문학까지(從文學革命到革命文學)》는 창조사의 격문(檄文)에
해당하는 글이다. 잠시 인용해보기로 한다.
우리는 장차 ‘아우프헤벤’ 당하려는 계급을 주체로 삼고, 그 계급의 ‘이데올로기’
를 내용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적’인 문체를 만들며, 소자산계급의 악렬한
근성을 발휘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혁명적 ‘인텔리겐챠’의 책임을 진다면, 우리는
자기를 다시 한 번 부정해야 하며(부정의 부정), 우리는 계급의식을 획득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농공대중의 용어에 접근시켜야 하며, 농
공대중을 우리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향후 문학운동은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문학혁명에서 혁명문학
까지! …… 혁명적 ‘인텔리겐챠’여 단결하라! 너희들의 수갑과 차꼬를 잃을 것을 두
려워 말고.8)

청팡우(成仿吾)는 문학혁명의 시대적 근거 및 역사적 의의, 경과와 현단계, 그리
고 향후 전망을 기술하고, 마지막에는 혁명적 인텔리겐챠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일견 논조가 매우 명쾌하고 선동적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리들을 피상적으로 요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시기에 발표된 리추리(李初梨)의 《어떻게 혁명문학을 건설할 것인가》 역시 매우 유
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리추리는 이 글에서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문학은 그 주체
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관조적이고 표현적인 태도가 아닌 프롤레
타리아계급의 계급의식으로 생산해낸 일종의 투쟁적인 문학이다”9)라고 하였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루쉰을 포함한 5.4신문학 작가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문
의 일부로 볼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 볼 수도 있다.
8) 《從文學革命到革命文學》, 《創造月刊》 1卷 9期, 1928年 2月 1日, 中國社會科學院
文學硏究所現代文學硏究室, 《“革命文學”論爭資料選編》, 人民文學出版社, 1981, 135~
136쪽. 이하 혁명문학논쟁 자료 인용처를 밝힐 때마다 편자와 서명을 반복하는 것이
장황하므로, 《資料選編》으로 약칭함.
9) 《怎樣地建設革命文學》, 《文化批判》 2號, 1928年 2月, 《資料選編》, 162~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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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 의해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다.
(2) 문학의 선전성 개념을 둘러싼 논쟁. 앞서 인용한 청팡우(成仿吾)나 리추리
(李初梨)의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창조사 작가들에 의해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문학이 ‘그 주체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문학은 혁명의 도구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은 창조사 신치졔(忻啓介)
가 《무산계급 예술론》에서 말한바 “프롤레타리아 예술은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을 위
한 선전, 선동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선전, 선동의 효과가 클수록 프로예술의 가
치는 더욱 높은 것이다”10)라는 논술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미국 작가 업톤 싱클레
어(Upton Sinclair, 1878~1968)가 말한 것처럼,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혹은
어쩔 수 없이 일체의 예술이 모두 선전의 기능을 하는 것11)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문학의 목적이 선전, 선동에 있는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
의가 필요한 것이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루쉰의 견해를 잠시 보기로 하자.
모든 문예는 단지 다른 사람이 보도록 넘겨주기만 하면 이는 선전이다. 설혹 개
인주의적 작품이라 하여도 일단 쓰여지면 선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그러
나 나는 먼저 내용의 충실과 기교의 향상을 추구해야지 간판을 내거는데 열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기교’를 이야기한다면 혁명문학가들은 싫어할 것이
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문예는 반드시 선전이지만, 일체의 선전이 다 문예인
것은 아니다. 이는 마치 모든 꽃이 다 색깔이 있지만(흰색도 색으로 치면), 모든
색깔이 다 꽃은 아닌 것과 같다.12)

루쉰은 문학의 선전적 기능은 인정했지만, 한편으로 ‘문학의 고유한 영역’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 말은 루쉰이 문학만을 고집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
니다. 이 점은 그가 만년에 판화(版畵) 등의 예술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루쉰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각각의 예술 장르는 자기 특성을 갖고 있으
며, 예술을 선전적 기능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특성을 올바로
인식해야만 선전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창조사 작가
10) 《無産階級藝術論》, 《流沙》 半月刊 第4期, 1925年 5月, 《資料選編》, 379쪽.
11) 《Mammon Art》의 내용. 李初梨, 《怎樣地建設革命文學》에 위 대목이 인용되어 있음.
《資料選編》, 156쪽.
12) 《文藝與革命》, 《語絲》 週刊 第4卷 16期, 1928年 4月, 《資料選編》, 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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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단순한 견해에 그렇게 일침을 가했다. 마오뚠(茅盾) 역시 이 점과 관련하여
《구링에서 도쿄까지》라는 글에서, 혁명의 열정을 갖고서도 문예의 본질에 소홀했거
나, 문예의 소양이 부족한 사람은 ‘표어구호문학’이라는 막다른 길을 가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13) 창조사, 태양사 등 ‘신좌파’의 선전문학론은 루쉰, 마오뚠 등 ‘기존
좌파’에게 줄곧 비판되었는데, 두 파의 사이에는 전문 작가로서의 창작적 경험이 가
로놓여 있었던 것이다.
(3) 프롤레타리아문학 창작의 주체와 대상에 관한 논쟁.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해 생산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창조사가 강조했던
‘혁명문학’의 실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점에 대해 창조사의 궈모
루어(郭沫若)는 《탁자의 춤》이라는 글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계급이 어느 계급을
묘사하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어느 계급의 입장에 서서 말하느냐 하
는데 있다고 했다. 궈모루어는 작가의 출신 계급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문제
는 타 계급 출신 작가가 프롤레타리아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작품을 쓰기 위해서
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궈모루어는 “오늘 프롤레
타리아 정신의 세례를 받는다면, 그가 짓는 작품은 프롤레타리아 문예가 되는 것이
다.”14)라고 하여 작가의 ‘자기 개조’의 문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이
문제에 대한 마오뚠의 문제제기를 잠시 보도록 한다.
무엇이 우리 혁명문예의 독자 대상인가? 어떤 사람은 압박받는 노동군중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나는 압박받는 노동군중이 혁명문예의 독자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진정으로 희망한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한가? 내가 또 듣기 싫
은 말을 하는 것을 용서하기 바란다. 사실상 당신이 노동군중에게 이것은 당신들
을 위해 만든 작품이다, 라고 외쳐대도 노동군중은 읽을 수가 없다. 읽지만 못하
는 것이 아니고, 설령 당신이 그들에게 읽어준다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신이 ‘노동군중을 위해서 지은’ 신문학은 단지 ‘노동하지
않는’ 쁘띠부르주아 지식분자가 읽는 것이다.15)

13) 《從牯嶺到東京》, 《小說月報》 第19卷 10期, 1928年 10月, 《資料選編》, 691쪽.
14) 《卓子的舞蹈》, 《創造月刊》 第2卷 2期, 1928年 9月, 《資料選編》, 633~634쪽.
15) 《從牯嶺到東京》, 《小說月報》 第19卷 10期, 1928年 10月, 《資料選編》, 691~69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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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뚠은 논쟁 당시 언급되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통렬한
반박을 가하였으며, 그의 논리는 당시 문예계의 상황을 매우 솔직하게 폭로한 것으
로 보인다. 프롤레타리아문학 이라고 하는 당시 좌파진영 내의 이념적 대의(大義)
와 쁘띠부르주아 문인들 간의 논쟁이라고 하는 현실 사이의 괴리는 사실상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힘든 것이었다.
(4) 혁명문학의 창작방법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 태양사의 평론가 쳰싱춘(錢杏
邨)은 1928년 3월 《태양월간》에 발표한 《죽어버린 아큐시대》라는 글에서, 아큐의
시대는 오래 전에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큐는 현대를 대표할 수 없다고 하여,
루쉰의 대표작 《아큐정전》의 주인공 형상을 부정하였다.16) 즉, 《아큐정전》의 주인
공 아큐는 ‘신해혁명 초기’라고 하는 ‘지나가 버린 시대’의 농민상을 대표하고 있으
며, 지주에 반항하고 혁명에 참가하는 ‘현재(1928년)’의 자각적 농민과는 같지 않다
는 것이다. 쳰싱춘의 비평원리는 마오뚠이 1927~28년 사이에 쓴 《환멸》, 《동요》,
《추구》라는 세 편의 중편소설(《식(蝕)》 삼부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
다. 쳰싱춘은 이 세 편의 소설이 발표될 때마다 각각에 대한 평론을 썼는데, 《환
멸》에 흐르는 소자산계급의 병적인 분위기를 비판하기 보다는 이를 대체로 인정하
면서, 오히려 마오뚠의 묘사 기교를 높이 평가했다. 또 《동요》에 대해서는 《환멸》
에 비해 더욱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하였다.17) 하지만 이러한 쳰싱춘의 평가가 《추
구》에 와서는 급전직하(急轉直下)하여, 이 작품은 온통 회색적이고, 병적이고, 불
건전하다고 비판했다.18) 《환멸》, 《동요》에 대한 평가와 비교할 때, 《추구》에 대한
평론이 질적 변화를 보이게 된 데는 1928년 7월에 《태양월간》 정간호(停刊號)에
린보슈(林伯修)의 번역을 통해 중국에 소개된 구라하라 고레히토(藏原惟人)의 평
론 《신사실주의에 이르는 길》로부터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9) 즉 쳰싱
춘은 일본의 좌익 문예평론가 구라하라 고레히토(藏原惟人)의 글을 통해 “무산계급
전위의 눈으로 세상을 관찰”20)해야 한다는 시각을 습득하게 되었을 것이다. 마오뚠
16) 《死去了的阿Q時代》, 《太陽月刊》 3月號, 1928年 3月, 《資料選編》, 192~193쪽.
17) 錢杏邨, 《茅盾與現實》, 唐今海⋅孔海珠編, 《茅盾專集 第2卷 上冊》, 福建人民出版
社, 1985, 63~67쪽.
18) 唐今海⋅孔海珠編, 앞의 책, 73~74쪽.
19) 芦田肇, 《錢杏邨における‘新寫實主義’》, 《東洋文化》 52期, 1972, 50쪽.
20) 구라하라 고레히토(藏原惟人)의 ‘신사실주의’에 대해서는 錢杏邨, 《從東京到武漢》, 唐

1920년대 상하이의 ‘혁명문학’논쟁과 한국 출신 논객 유서(柳絮) 83

은 그 후 《《예환지》를 읽고》라는 평론에서 쳰싱춘을 반박하여, 작중 인물이 낙후되
었다고 해서 작품 전체를 낙후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혁명의 대열에서 낙
오된 쁘띠부르주아를 그린 작품은 오히려 반면(反面)의 적극성이 있다고 하였
다.21) 마오뚠은 논쟁 기간 중 시종 ‘비판적 리얼리즘’의 입장을 견지하고자 하였으
며, ‘프롤레타리아 전위의 눈’을 강조한 쳰싱춘과의 사이에서 어떤 합일점에 도달하
지는 못하였다.

Ⅲ. ‘혁명문학’론에 대한 유서(柳絮)의 문제제기
문학사가(文學史家)로 유명한 리허린(李何林)은 혁명문학논쟁 당시의 글들을 엮
어 1930년 《중국문예논전》이라는 제목으로 상하이 베이신(北新)서국에서 출판한
바 있다. 그는 1984년에 출판된 재판본22)에서 논쟁의 주체들을 ①어사사(語絲社)
및 기타(루쉰 포함), ②창조사 및 기타, ③《소설월보》 및 기타, ④《신월》, ⑤《현대
문화》 및 기타로 분류하고 당시의 정황이나 각 그룹들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고 있
는데, 유서(柳絮)와 관련 있는 부분을 잠시 인용해보기로 한다.
아나키스트들의 공담(空談) : 이밖에 《현대문화》, 《민간문화》, 《문화전선》 등의
간행물에 혁명문학에 관한 글을 발표한 모멍밍(莫孟明), 쳰디(謙弟), 이루어(伊
若), 리우쉬(柳絮) 등은 기본적으로 무산계급문학의 이론과 사상에 반대했다. 그
들은 …… 오히려 “무계급적인” “민중문학”의 구호를 내세워 “문화투쟁의 이론은 반
드시 민중의 것이어야 하며, 한 계급에만 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 현실세계 속에서 “무계급적인 민중문학”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유토
피아(이 “민중문예”와 1930년 이후의 “대중문예”의 함의는 같지 않다)인 것이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나 할 것 없이 “인류의 사랑”을 외치도
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23)

今海⋅孔海珠編, 앞의 책, 50~51쪽.
21) 《讀《倪煥之》》, 《文學週報》, 1929年 5月, 《資料選編》, 864쪽.
22) 李何林編, 《中國文藝論戰》, 陜西人民出版社, 1984
23) 李何林編, 앞의 책,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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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 ②, ③에 대해서는 각각의 주장들을 정당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④는 공
동의 적으로, ⑤는 몽상가로 취급하고 있다. 아나키스트의 논리가 “공담(空談)”으로
취급받게 된 데는 마르크스주의자와 아나키스트간의 대립이라고 하는 역사적 문맥
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중국 내 평가를 염두에 두고 유서(柳絮)가 논쟁
당시에 발표한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자.
일단 검토의 대상이 되는 글은 다음 다섯 편이다. ⓐ《무산계급예술신론(無産階
級藝術新論)》(《文化戰線》 第1期, 1928.5),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예술론을 검토
한다(檢討馬克斯主義的階級藝術論)》(《民間文化週刊》 第7期, 1928.5), ⓒ《민중
예술과 작가(民衆藝術與作家)》(《現代文化》 創刊號, 1928.8) ⓓ《예술의 이론투쟁
(藝術的理論鬪爭)》(《萌芽月刊》 第1卷 第3期, 1930.3) ⓔ《文學上的集團意識與
個人意識》(《群衆月刊》 6期, 1929)24).
유서(柳絮)는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예술론을 검토한다》라는 글의 서두에서 우선
자신이 예전에 발표한 글 《무산계급예술신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민
중 각 개체의 수양(修養)이 같지 않음으로 해서 예술적 표현에 있어서는 반드시 차
이(等差)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차이는 진보적인 것이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
들의 주장은 전혀 차이(等差)가 없이 모두 천편일률적이다.25)
《무산계급예술신론》에서 유서(柳絮)가 강조한 것은 예술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물론 그와 대립적 입장에 있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직접적으로 ‘차이 없는’ 예술
론을 제기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강조하던 ‘문학의 계급성’이라
는 것도 사실은 사회의 어느 한 ‘집단’이 가진 예술적 감수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유서(柳絮)가 주장한 ‘차이’는 개별 작품의 ‘개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창조성, 독창성이라고 하는 예술의 본질적 요소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신치졔(忻啓介)군의 《무산계급 예술론》을 비판한다”는 부제가 붙은 글 《마르크
24) 염상섭의 평론 《문학상의 집단의식과 개인의식》(《문예공론》, 1929.5)을 중국어로 번역
25) 《무산계급예술신론》은 목록으로만 확인했을 뿐 중국어 원본은 아직 구하지 못했고, 《중
외일보(中外日報)》1928년 4월 3일자부터 9일자까지 6회에 걸쳐 연재된 한국어본은
복사했으나, 활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본격적인 독해 작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 위
간접인용은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예술론을 검토한다》라는 유서의 글 내용 일부를 정리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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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주의의 계급예술론을 검토한다》에서 유서(柳絮)는 마르크스주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비판하고 있다. 트로츠키가 《문학과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필요성
을 이야기했지만, 그 과도시기가 얼마 동안이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
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마르크스주의자는 그 과도기를 최종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부득이한 수단이라 변호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자본주의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26)
《민중예술과 작가(民衆藝術與作家)》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예술가의 위상
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산업적 생산은 분업에 의해 이루어지지
만 예술의 분업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술가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예술가가 “인격적 개인주의”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했고, 이 “인격적 개인주의”는 강권(强權)이 없는 사회주의로부터 오는 것이
라 했다27).
다음은 《예술의 이론투쟁(藝術的理論鬪爭)》이다. 이 글은 구인(谷陰)이 《기형
(畸形)》 잡지에 발표한 《예술가 당면의 임무》에 대한 반박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1930년 3월 1일 《맹아월간(萌芽月刊)》에 발표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보아서는 ‘혁
명문학논쟁’의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쟁점은 이어지고 있다. 유서(柳絮)는 ‘모든 예
술은 선전’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프롤레타리아 관념론은 타도되어야 한다고 하고,
볼셰비키 문예의 선전예술은 틀에 맞춰 찍어낸 생기라곤 조금도 없는 광고품에 불
과하다고 했다.28) 유서(柳絮)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볼셰비키 예술에 대해서 이
렇게 분명한 주관을 갖게 된 것은 아마도 그가 1927년 직후 소비에트 러시아를 직
접 방문했을 때 보고 느낀 것들이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된 것은 아닐까. 유서
(柳絮)는 ‘차이’와 ‘개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명하달식의 중앙집권적
조직 내에서, 군대식의 공산당 조직 내에서 예술가의 ‘개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반문한다.29)
유서(柳絮)는 정치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하고, 예술적으로는 독창성

26)
27)
28)
29)

《資料選編》,
《資料選編》,
《資料選編》,
《資料選編》,

343~344쪽.
1087~1089쪽.
348쪽.
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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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프로파겐더에 반대하고 있다.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구성된 ‘사
이비 민중예술’을 타도하고, 개성 있고 전위적인 ‘진정한’ 민중예술을 건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어떻게 ‘진정한’ 민중예술의 창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소 구
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음은 《文學上的集團意識與個人意識》인데, 이 글은 염상섭의 평론 《문학상의
집단의식과 개인의식》(《문예공론》, 1929.5)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사실 유서
(柳絮)가 직접 쓰지도 않은 글을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그가 이 글을 중국어로 번
역한 까닭을 짚어보고자 함이다.30) 염상섭은 문학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감화력(感化力)’을 꼽고 있는데, “한 작품의 감화(感化)는 만인(萬人)으로 하여금
집단적 공동감정, 혹은 공동행위에 자유로이 결속케 한다”고 하고, “훌륭한 작품일
수록 동화력(同化力), 교화력(敎化力)에 풍부한 것이니 동화력, 교화력은 집단의
제일조건이다”고 했다.31) 마르크스주의 문예이론에서 말하는 계급성, 선전성과 발
화(發話)의 지점은 같지 않지만, 문학의 본질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점,
그리고 작품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염상섭은
‘집단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마르크스주의 문예이론과 비
교해서 말하자면 작가가 ‘계급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서 얻는 각자의 감
흥과 인상이 동일한 계급의 사람에게 일정하게 수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의식’은 ‘개인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염상섭은 “문예는
개인성에 출발하여, 개인성의 자유와 집합성의 정당(正當)이 혼일적(渾一的)으로
조화되는 사회를 이상으로 하는 윤리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개인’과 ‘집단’
간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데, 염상섭은 여하한 상황에서도 “집단을 위하여 개인성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문학에는 주관과 객관이 잘 융합되어야 하고 ‘개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염상섭은 이 글에서 마르크스주의 문학에서 강조하는 계급성, 선전성, 계급투쟁
등에 대한 반론으로 개성, 주관, 무목적성 등을 주장했는데, 작가적 경험을 기반으
로 한 말이라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애초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
30) 이 글의 중국어 번역본은 목록만 확보했을 뿐, 구하지 못하여 《염상섭 문장전집》(2)(소
명출판사, 2013) 에 실린 한글본을 텍스트로 함.
31) 한기형⋅이혜령편, 《염상섭 문장전집》(2), 소명출판사, 2013,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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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유서(柳絮)는 왜 염상섭의 글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 잡지에 실었던 것일
까. 우리는 이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것인가. 《만세전》이나 《삼대》 등의 작
가로 잘 알려진 염상섭은 소설 뿐 아니라 평론을 통해서도 당대 프로문학 진영과의
논쟁에도 참가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활동한 문사이다. 그는 《계급문학을 논하여
소위 신경향파에 與함》(1925), 《신흥문학을 논하여 박영희군의 소론을 駁함》
(1926), 《프롤레타리아문학에 대한 ‘피’씨의 言》(1926), 《문예와 생활》(1927) 등
의 글을 통해서 이미 프로문학 진영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고, 위의 글 《문학상
의 집단의식과 개인의식》 역시 이러한 논박의 과정 중에 씌어진 것이었다. 필자의
추정으로, 유서(柳絮)가 이 글을 중국에 소개한 것은 일단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유사한 성격의 논쟁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상대편의 참조항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혁명문학논쟁’이 마르크스주
의 문예이론의 권위로 문단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그룹(창조사⋅태양사)과 그들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는 또 다른 그룹 및 개인들 간의 정치적 주장의 대결로 치우
치고 있었던 점을 상기해보면, 유서(柳絮)는 이러한 ‘건조한’ 분위기에 ‘문학의 본질’
에서 논지를 전개하는 염상섭과 같은 작가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했을 것이다. 염상섭과 유서(柳絮)의 관계에 놓여있었을 법한 또 하나의 실마리는
‘아나키즘’이다. 염상섭은 1919년을 전후하여 아나키즘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32), 그 후로도 비록 조직적 활동은 하고 있지 않았어도 아나키
스트들과의 인간적인 유대나 친밀감이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Ⅳ. 맺는 말
1920~30년대 중국에서 활동한 조선출신 아나키스트 논객 유서(柳絮)라는 인물
을 ‘혁명문학논쟁’의 당대적 프레임 속에서 정리해보았다. 아나키스트이자 독립운동
가로, 빠진(巴金)의 친구이자 루쉰 작품의 번역자이기도 했던 유서(柳絮)는 여러
각도에서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다. 빠진이나 루쉰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
32) 한기형,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과 탈식민적 태도》, 《한민족어문학》 제43집, 2003,
73~1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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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미루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유서(柳絮)를 1920년대 후반 중국의 좌익 문예논
쟁과의 관련성 속에서만 고찰해보았다.
‘혁명문학논쟁’에 대한 중국 학계에서의 평가는 마르크스주의 문예이론으로 무장
한 젊고 패기만만한 창조사⋅태양사의 신진문인들과 루쉰⋅마오뚠 등 5.4이래 중국
문학의 전통을 이어온 중진문인이 ‘중국혁명의 새로운 단계와 문예운동의 역할’이라
는 문제를 둘러싸고 박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창조사⋅태양사 등은 자신들의 기계론
적 편향을 극복하게 되었고, 루쉰 등은 마르크스주의 문예이론의 의미를 새삼 깨닫
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중재 하에 결집하게 된 위 두 그룹은
‘신월사’라는 공동의 논적과 논쟁을 해가는 과정에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논쟁에 참가한 각 그룹에 대한 평가에 있어 아나키스트들은 ‘공리공담’
주의자로 분류되어 있다. 동아시아의 20세기 전반기는 ‘혁명의 시대’였고, 후반기는
‘국민국가 건설’의 시대였다. 1920년대 중국문단에서의 아나키즘에 대한 평가는 90
여 년이 지난 현재에 있어서도 과연 유효한 것인가.
마르크스주의와 아나키즘은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공산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는 주장이 같지만, 아나키즘은 ‘혁명적 임시정부’와 같은 일체의 권력에 반대해왔고,
이 점은 두 정파 사이에 기본적인 대립을 형성해왔다. 아나키즘은 일체의 정치적
지배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마르크스주의는 이러한 주장을 ‘공리공담’
으로 폄하해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로 계속된 사회주의적 실험이
문화대혁명이라는 급팽창과 대폭발을 거친 후, 헌법에서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표현이 삭제되어 버린 것을 상기해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재평가 역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20세기 동아시아에서 아나키즘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는 응당 필요한 연구이지만,
이는 일단 각국의 특수성 속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에서의 아나키
즘운동은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의미를 갖지만, 중국에서의 아나키즘은 마르크
스주의로 가는 사상적 교량의 역할을 했고, 결국은 마르크스주의와의 대결에서 역
사 속으로 사라져갔다고 하는 인상이 강하다.
이 논문은 중국현대문학사의 전개에 있어 주류적 담론의 장에서 활동한 유서(柳
絮)라고 하는 한국인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 하에 씌어졌다. 아울러 그가 한
국작가 염상섭의 글을 번역해서 중국에 소개했다는 사실 역시 기존에는 많이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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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았던 것으로, 이것을 단초로 향후 한중 현대문학 교류사의 더욱 풍부한 내
용이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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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1920年代上海的‘革命文學’論爭和朝鮮人柳絮
柳絮（1905~1980）是在中國活動的韓國出身的安娜其主義者，也是
1920~30年代在中國文藝界最活潑的活動的韓國人之一。他的本名是柳基
石，出生于韓國黃海道金川郡，隨著家族移居到間島（滿洲東南部），以後一
直住在中國。柳絮1919年中學二年級時參加‘3.13萬歲示威’，未完學業避身于
上海。他在上海受到了安昌浩的影響，1920年加入興士團遠東委員部。他入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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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京華公中學，1924年畢業以後入學北京朝陽大學經濟系。
大學時期，柳絮積極參加反帝國主義學生運動，從這個時期他開始文筆活
動。他寫的文章有有關基督教的、安娜其主義的思想原理的，也有批判馬克思
主義和蘇聯社會主義的。除了這些以外，他還翻譯過魯迅小説《狂人日記》。柳
絮1927年8月把《狂人日記》翻譯登載于《東光》16號上，這是魯迅小説的最初的
韓文翻譯，翻譯史上有一定的意義。柳絮在翻譯《狂人日記》的過程中，訪問過
魯迅。
本稿在柳絮的文章中，有關‘革命文學’的《無產階級藝術新論》（1928），
《檢討馬克思主義的階級藝術論》（1928），《民衆藝術與作家》（1928），《藝
術的理論鬥爭》（1930），還有柳絮把廉想涉的評論翻成中文發表于中國期刊
的《文學上的集團意識與個人意識》（1929）爲分析的對象。
以上的文章中柳絮提到的主張可以整理如下；第一，藝術家之間的‘差異’是
產生藝術上‘個性’的重要因素。我反對强調集團主義的馬克思主義藝術論。第
二，托洛茨基把‘無產階級獨裁’設定爲不可避免的過渡期，可是我們不會知道那
過渡期會持續到什麽時候。我反對無產階級獨裁。 第三，資本主義社會的產業
生產由分業做成的。可是我不能支持藝術上的分業。藝術家應當是主體的、獨
立的存在。這種‘人格上的個人主義’是來自沒有强權的社會主義來的。第四，布
爾什維克文藝的宣傳品藝術不過是一點都沒有生氣的死板的廣告品。打到主張
‘一切的藝術都是宣傳’的似而非‘普羅列塔利亞’觀念論。
柳絮通過以上的文章主張；文學裡‘差異’與‘個性’是非常重要的因素，他還
反問中央集權的組織裡，軍隊一樣的共產黨組織里藝術家的‘個性’能活著呢。
他還主張打到‘似而非民衆藝術’，建設有個性的‘真正的’民衆藝術。 可是對於怎
樣能建設‘真正’的民衆藝術這一點，缺乏具體性。
1945年柳絮擔任中韓文化協會東南分會委員，1946年當做上海《中韓文
化》的編輯。1952年11月就任于江蘇師範學院歷史系教授。柳絮從1950年代
寫了不少學術論文，其中有有關安重根、洪景來的論文，但有關‘壬辰倭亂’的文
章最多。柳絮1980年11月27日在蘇州故居去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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