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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 연구는 장아이링(張愛玲)의 《적지지련(赤地之 )》(1954)과 황순원의 《카인

의 후예》(1953)를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순수 텍스트 자체에 한 평

행비교를 통하여, 토지개혁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장아이링의 《적지지련》과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는 창작시간, 주제, 토

지개혁을 바라보는 시각 면에서 많은 비슷한 점이 있다. 작품은 비슷하지만 두 작

가 사이의 교류나 향 관계는 찾아볼 수 없다. 토지개혁이라는 역사적 사건 자체

가 한⋅중 두 나라에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일 것이다. 본 논문은 새로운 시

각으로 기존 토지개혁 연구에서 바라보지 못한 맹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당을 표하는 공작 원들이 농촌으로 파견되어 어떻게 소작인

들을 선동하여 소작인과 지주의 갈등을 조장하고, 농촌사회의 윤리적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지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적지지련》과 《카인의 후예》에 나타나는 폭력이 어떻게 농촌의 권력을 

  * 한국외국어 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시간 강사



156  《中國文學硏究》⋅제75집

재편성했는지에 하여 분석하 다. 토지개혁의 표면적인 목적은 ‘경자유전’이지만, 

본질은 공산당이 빈고농을 이용하여 농촌의 권력을 성공적으로 교체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토지개혁의 최  수혜자는 공산당이다. 그들이 외친 빈고농의 진정

한 변신은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단지 피라미드형 권력 구조의 최상단에 있

던 지주계급이 공산당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비록 최하층민은 지주와 부농들이긴 

하지만. 빈고농들은 여전히 사회의 하층민이었다. 

4장에서는 사랑 그리고 사과를 통한 인간관계 회복의 가능성에 하여 살펴보았

다. 황순원과 장아이링은 파괴된 인간관계의 회복을 사랑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하

여 이루고자 했다. 많은 토지개혁과 문화 혁명 관련 서사에서 피해자의 상흔을 담

은 글들은 수없이 많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읽은 글 중에서 《적지지련》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냉전 시 가 종식된 지 이미 20년이 넘었고, 이념의 갈등이 완화된 지금에 이르

러 반공작품으로 낙인이 찍힌 장아이링의 《적지지련》과 반공 이데올로기 선전에 이

용이 되었던 《카인의 후예》에 한 연구도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

울러 토지개혁이나 문혁과 같은 사회주의 시기의 사건에 해서도 상흔, 반사를 넘

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 들어가는 말

최근 중국에서는 토지개혁에 관한 논의가 증폭했다. 그 일례로 팡팡(方方)의 《연

매(軟埋)》를 들 수 있다. 《연매》는 2016년 제2기 《인민문학》에 처음으로 발표되었

는데, 이 글에 한 온라인에서의 논쟁은 2016년 12월에 시작되어 2017년 5월에 

절정에 이르 다. 비판 측의 주장은 팡팡의 《연매》가 역사 허무주의로, 토지개혁의 

역사를 전복시키고, 오히려 반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 팡팡은 이 글에서 다

각적인 시각으로 토지개혁의 과정에 하여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루쯔차오(陸子

樵) 가족이 이튿날 투쟁을 앞두고 며느리와 손자 이외에 온 가족이 청산가리를 마

 1) 卫群, <当前我国意识形 领域里的一场严肃争论——批判 《软埋》的文章综述>, 《文化

软实力》, 2017.6.28., 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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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생을 마감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유언 로 연매2)를 하는 장면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사실 개혁개방 이후 신역사주의 관점에서 토지개혁을 비판하고 재성

찰하는 작품은 꾸준히 발표되었다. 가령 장웨이(張煒)의 《오래된 배(古船)》

(1986), 류전윈(劉震雲)의 《고향하늘 아래 노란 꽃(故 天下黃花)》(1991), 모옌

(莫 )의 《생사피로(生死疲勞)》(2005), 유펑웨이(尤鳳偉)의 《의발(衣缽)》(2008), 

옌꺼링(嚴歌苓)의 《아홉 번째 과부(第九個寡婦)》(2010) 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

들은 1950년  전후에 발표된 저우리뽀어(周立波)의 《폭풍취우(暴風驟雨)》

(1948), 자오수리(趙樹理)의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邪不壓正)》(1948), 딩링(丁

玲)의 《태양은 상간하를 비추고(太陽照在桑干河上)》(1956) 등 초기의 토지개혁 

문학과 상반된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전자는 토지개혁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휴머

니즘을 구가하지만, 후자는 토지개혁을 옹호하고 폭력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그

럼 이 두 가지 종류의 토지개혁 서사 중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울까? 한쪽은 이데

올로기를 해체하고 민간의 입장에서 쓴 것이고, 다른 한쪽은 중국공산당 이데올로

기 주도하에 쓴 작품이다. 이에 해 어떤 중국학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가지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토지개혁은 아주 복잡한 운동이다. 각 지방의 토지 점유상황도 

다르고, 시기마다 투쟁정책도 다르다. 또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다른 

시기의 토지개혁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전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진실이라는 

문제는 논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해야 한다.｣3)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1950년  전후 많은 작가들이 토지개혁을 칭송할 때, 장아이

링(張愛玲1920~1995)은 오히려 토지개혁을 비판하는 작품을 썼다. 바로 반공작

품으로 낙인이 찍힌 《적지지련(赤地之 )》(1954)과 《양가(秧歌)》4)(1954)이다. 

 2) ‘연매’의 본래 의미는 ｢죽은 사람을 매장할 때, 시신을 관에 넣거나 돗자리에 싸지 않고 

직접 땅에 묻는 것을 말한다. 중국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만약 한 사람이 분노와 원한을 

품고 죽게 되어 내세(來世)를 원하지 않는다면 연매를 선택한다.｣ 팡팡은 이 소설에서 

‘연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첫 번째 의미는 시신을 직접 흙에 묻는 것

을 말하고, 둘째는 살아있는 사람이 과거와 자신을 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의도적으로 

과거를 묻어 버리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거부하든지 모두 연매이다.｣ (方方, 

<不是所有的故事都有结局 - 与 《文学报》记 的对话>, 《当代长篇 说选刊》, 2016.3, 

第108页)

 3) 黄勇等, <土改和右派：关于当代历史的写作>, 《粤海风》, 2014年第3期, 第60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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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두 작품은 1980년  이후 신역사주의 소설과 많이 닮아있다. 이런 측면에

서 장아이링의 이 두 작품은 반공 여부를 떠나서 우리에게 토지개혁의 또 다른 모

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5)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북한 역시 토지개혁을 경험했다. 그 당시 한반도는 막 광

복을 맞이하고, 남북이 이념의 차이로 3.8선이 점점 굳어져 가는 상황이었다. 한반

도의 토지개혁에 관한 서사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옹

호하는 입장에서 쓴 이기 의 《땅》(1948~1949)이 있는가 하면, 지주의 입장에서 

토지개혁을 비판하는 황순원(1915~2000)의 《카인의 후예》(1953)가 있다. 장아이

링의 《적지지련》과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는 창작시간, 주제, 토지개혁을 바라보는 

시각 면에서 많은 비슷한 점이 있다. 작품은 비슷하지만 두 작가 사이의 교류나 

향 관계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우연의 일치는 토지개혁이라는 역사적 사건 자체

가 한⋅중 두 나라에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장아이링을 

반공 작가6)로 매도하거나 《카인의 후예》를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 이용된 

데에는7)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양가》는 토지개혁 이후 농촌의 ‘기아’ 상황을 주로 다룬 것으로 본 연구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본 논문의 연구 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5) 1950년 여름에 장아이링은 상하이문예 표단이 쑤베이( 北)농촌에 가서 진행한 토지

개혁 운동에 두 달간 참가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토지개혁을 칭송하는 

작품을 쓸 수 없어서 곤혹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이 그 당시 사회와 전혀 맞지 않다고 

느꼈고, 후란청(胡蘭成)과의 관계로 정치적인 압박을 느껴 1952년 7월에 륙을 떠나 

홍콩으로 갔다(https://zh.wikipedia.org/wiki/%E5%BC%B5%E6%84%9B%E7%8

E%B2 2019년 4월 10일 11시 53분 검색)

 6) 임우경은 ｢그동안 《적지지련》이 반공 소설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학술계의 논

쟁 역시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냉전 시 의 이분법적 이데올로기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

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우경, ｢장아이링의 《적지지련》 읽기｣, 《적지지련》, 

서울, 시공사, 2012, 335쪽) 그런데 냉전이 끝났는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중국에서

는 《적지지련》을 여전히 반공 소설로 인식하는 학자들이 상당수 있다. (乔幪, 秦冠玉, 

<流散作家的困境>, 《宁夏大学学报》, 2017, 第39卷第三期; 赵希方, < 《秧歌》与 《赤

地之恋》>, 《文学自由 》, 2006.2; 袁良俊, <张爱玲的艺术败笔: 《秧歌》和 《赤地之

恋》>, 《华文文学》, 2008.4(总第87期) 등이 있다.) 만에서는 《적지지련》과 《양가》를 

반공 홍보자료로 이용했다. 

 7) 1968년 남한에서는 《카인의 후예》를 반공 화로 만들어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 (구모경, <유현목 문예 화의 원작 변용과 반공주의 - <카인의 후예>, <불

꽃>, <장마>를 중심으로>, 《 중서사연구》, 2018.2, 제2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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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아이링의 《적지지련》과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를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순수 텍스트 자체에 한 평행비교를 통하여 토지개혁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아이링의 《적지지련》과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에 한 비교는 아직 국내외 연

구된 바가 없다. 단 각각의 연구 중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상황을 살

펴보도록 하겠다. 

장쑤메이, 처쉬징은 텍스트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적지지련》과 

《양가》는 농민들의 비애를 그리고 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유린당하고, 신중국

이 막 성립될 무렵 어려운 시기에 악운이 드리워져 물질과 정신적인 측면이 모두 

부족했다.｣8) 장옌옌은 ｢ 《적지지련》의 가치가 높지 않다. 장아이링은 평범한 작중

인물들의 생존상태를 몸소 겪은 듯한 느낌으로 묘사하지 못했다.｣9)고 비판했다. 

한국에서의 《적지지련》 연구는 양녕의 < 《광장》과 《적지지련》에 나타난 이주담

론>10)이 있긴 하나, 이 논문에서는 주로 《적지지련》 의 후미 부분인 한국전쟁과 

관련된 내용에 하여 언급할 뿐 토지개혁 부분에 한 논의는 빠져 있다. 

요컨  중국에서 《적지지련》 연구는 이데올로기적인 비판이 부분이고, 텍스트 

자체에 한 분석은 극히 드물다. 한국에서는 《적지지련》 에 한 전문적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적지지련》에 나타나는 토지개혁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연구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에 한 연구는 그 양적인 면에서는 많지 않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수준 높은 연구들이 여러 편 있다. 

우선 김종욱은 ｢ 《카인의 후예》에서 작가는 과거와 현재의 립이라는 이원적 구

조 속에서 인간들의 삶을 바라본다. 토지개혁을 통해 이루어진 경제적인 평등의 세

계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건강성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세계를 작가의 통합적인 비

전으로 제시하는 것이다.｣11)

이재용은 ｢1946년 3월에 벌어진 북한의 토지개혁이라는 사건을 배경으로 쓴 《카

 8) 张素梅、车旭靖, < 《秧歌》和 《赤地之恋》-农民的悲哀>, 《文化艺术》, 2017.6, 第84页.

 9) 张艳艳, <也  《秧歌》与 《赤地之恋》>, 《华文文学》, 2008.3(总第86期) 第26页.

10) 양녕, < 《광장》과 《赤地之 》에 나타난 이주담론>, 《춘원연구학보》 13집, 2018.12.

11) 김종욱, <희생의 순수성과 복수의 담론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현 소설연구》 18

집, 2003.04,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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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후예》는 국가권력이 폭력적으로 사회를 재편할 때 벌어지는 사건을 보여준다. 

국가권력은 국민을 둘로, 즉 충직한 시민과 불충한 시민으로 가르면서 정체성을 확

립한다. 북한의 경우 지주와 소작인으로 이를 나누었고, 지주를 착취자로 규정하면

서 그들을 배제하 다.｣12) 이는 토지개혁의 본질을 통찰한 시각이다. 

중국에서 《카인의 후예》에 한 석박사 논문은 각각 한편씩 발표되었다. 장뤄시

는 《카인의 후예》의 주인공들은 모두 카인의 일면을 지니고 있다면서 광복과 더불

어 좌우익의 싸움, 그리고 토지개혁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면서 비판과 트라우

마 치유적인 측면에서 《카인의 후예》를 분석하고자 했다.13)

진런샹은 이기 의 《땅》과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를 비교연구 했다. 그는 ｢ 《카
인의 후예》는 《땅》과 달리 똑같은 토지개혁을 맞이하지만, 가락골은 활기와 생기로 

넘치는 서사공간이 아니라 낙후하고 황폐화된 현장이었다.｣14)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이기 은 토지개혁에 하여 긍정하고, 그리고 나아가 북한 정권 체제에 

하여 옹호와 자신감을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고, 황순원은 개인적인 시각을 취하여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진실을 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 토지

개혁 작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토지개혁 자체가 양면적인 모순성을 지

니고 있는 사회개혁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으로 두 편의 소설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적지지련》의 연구보다 

《카인의 후예》에 한 연구가 좀 더 다양하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토지개혁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한⋅중 두 작가의 작품을 비교

하여 기존 토지개혁 연구에서 바라보지 못한 맹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이재용, <국가권력의 폭력성에 포획당한 윤리적 주체의 횡단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론》->, 《어문론집》 58집, 2014.06, 301쪽.

13) 张若溪, <黄顺元战后 说中的批判与创伤治疗意识-以 《该隐的后裔》为中心>, 《吉林大

学硕士学位论文》, 2016.6.
14) 金仁香, <朝鲜-韩国土地改革题材文学比较研究-以李箕英的 《土地》与黄顺元的 《该隐

的后裔》为中心>, 《中央民族大学博士学位论文》, 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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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갈등 조장에 의한 농 사회 윤리  인간 계 해체

장아이링의 《적지지련》은 1954년 홍콩톈펑(天風)출판사에서 출판했다. 소설의 

내용은 주로 류취안(劉荃)과 황쥐안(黃絹)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면서 토지개혁 운

동, 삼반 운동15)과 한국전쟁을 소설의 주요배경으로 삼고 있다. 류취안과 황쥐안

은 학 졸업 후 공작 원의 신분으로 한자퉈(韓家坨)라는 마을에 하향(下鄕)했다. 

그들은 한자퉈에서 토지개혁의 전 과정을 목격했고, 타인의 권유로 류취안은 폭력

에 가담하기도 한다. 중국공산당의 토지개혁은 1946년경에 시작되어 1947년 7월

에 토지개혁 법안을 발표하고, 1953년 봄에 전국적으로 거의 완성되었다. 토지개

혁 초기 ｢중국공산당은 친일행위를 한 소수의 지주 이외에 토지를 몰수하지 않고 

교환이나 유상 형식의 토지개혁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했으나｣16) 실제적으로는 이

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거의 무상몰수⋅무상분배로 시행되었다. 북한의 경우 

｢1946년 3월 5일에 토지개혁법안을 발표하고 3월 말에 완료할 정도로 빠르고 전

면적인 무상몰수⋅무상분배를 시행했다.｣17) 중국과 북한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진행한 것은 모두 소련 토지개혁의 향을 받았기 때문이

다.18) 중국은 7년 만에, 북한은 한 달 만에 토지개혁을 완성할 정도로 두 나라의 

토지개혁은 모두 상당히 급진적으로 진행되었고, 폭력이 동원되었다. 지주와 소작

농의 관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억압과 피억압의 관계이지만, 역시 인간인 만

큼 그들 사이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유교적인 윤리관계뿐만 아니라 사랑과 

15) 삼반 운동은 1951년 말에서 1952년 10월까지 중국공산당의 黨政기관에서 전개된 반

횡령, 반낭비, 반관료주의 운동이다. 

16) 祁冰, <20世纪上半期中国共产党土地政策的演变研究>, 《辽宁大学博士学位论文》, 2010年 

10月, 第108页.

17) 이재용, 위의 논문, 306쪽.

18) 1946년 3월 5일 김일성은 토지개혁법령을 발표했고 바로 효력이 발생했다. 이 법령은 

사실상 소련 민정국에서 제정하 고, 레닌그라드에서 온 두 명의 농민전문가가 참여하

여 만들어졌다.(李爽, <驻朝苏联军管机构与北朝鲜土地改革刍议>, 《西伯利亚研究》, 

2012.4, 第39卷第二期, 第59页) 이외 刘英, <1945-1948年苏联在北朝鲜的政策实践

研究>, 《华东师范大学大学博士后研究工作报告》, 2004.10. 참조; 소련은 부농에 

하여 정치적으로는 차별하고, 유배시키고, 경제적으로는 박탈과 몰수하는 방법을 취했

다. 부농에 한 이런 정책은 중국에 많은 향을 미쳤다. 尤国珍, <前苏联富农政策对

中国土改政策的影响>, 《国际安全研究》, 2013,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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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움, 은혜와 원한, 시기와 질투 등 인간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적지지련》에서 탕잔쿠이(唐占魁)는 중농이었다. 그는 소작도 주지 않았고 장기 

고용농을 쓸 형편도 못 되었다. 농한기에만 잠깐씩 일손을 썼는데, 마을에서 여러 

사람이 일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에 한 평가는 아주 좋았다. 

｢탕잔쿠이는……사람을 할 때 참 후덕합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동지들 앞에서 어떻게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있는 그 로 말할 뿐이죠. 그 

집에서 일할 때는 먹는 것도 그 집 식구들이 먹는 것과 똑같이 먹고 공임도 기분 

좋게 주었습니다.｣19)

｢그건 그 집 사람들이 합심해서 몇십 년간 남녀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모두 

일해서 얻은 겁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실 적엔 일흔 넘어서까지 밭에 

나가 일을 했으니까요.｣20)

｢그런 게 아닙니다. 리 동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탕잔쿠이는 우리한테 나

쁘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숙부 숙모도 안 도와줬는

데 바로 그 사람이 장례 치를 돈을 빌려줬다고요.｣21)

빈농 펑텐여우(馮天佑)의 말을 통해 탕잔쿠이는 인품이 후덕하고, 부지런하고, 

공임도 기분 좋게 주고, 남이 어려울 때 흔쾌히 도와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토지개혁 전 《카인의 후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도섭 감은 이십여 년 동안 훈네 토지를 관리해 온 마름이었다. 그동안 그는 

웬만한 지주 못지않게 잘 살아왔다.｣22)

이런 도섭 감이 훈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누구보다도 서러워했다. 아

들인 훈 자신보다도 더 서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자기를 알아주던 사람이 이

19) ｢唐占魁倒是……待人还厚道, ｣ 他迟疑的说：｢同志们面前, 咱不敢瞎扯, 咱有一句说

一句。替他家干活, 他们自己吃什么, 咱也吃什么, 给起工钱也爽快。｣ (张爱玲, 《赤

地之恋》, 台北: 皇冠文化出版有限公司, 2004, 第39页) 본 논문의 <적지지련>의 한국

어 번역문은 장아이링 지음, 임우경 옮김, 《적지지련》, 서울: 시공사, 2012를 참조 하

다.

20) ｢那是他们一家子齐心, 这样十年来都是不分男女, 大人孩子都下地干活, 甚至他爹在

世的时候, 七十多岁还下地去。｣(张爱玲, 《赤地之恋》, 同上书, 第39页) 

21) ｢不能这么说, 李同志。人不能没良心, 唐对咱不能算坏, 那年咱死了爹, 自己家里叔

公叔婆都不肯帮忙, 还是他借的钱买的棺材。｣ (张爱玲, 《赤地之恋》, 同上书, 第39页)

22) 황순원 지음, 김수이 엮음, 《카인의 후예》, 서울: 현 문학, 2011년,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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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이 세상에 없다는 데서 오는 슬픔인지도 몰랐다. 늙은 사내가 이처럼 목을 

놓아 슬피 우는 것을 훈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본 적이 없었다.23)

말하자믄 도섭 넝감은 제 생명의 은인이디요. 커갈수록 이 생각은 더 해데요. 

사실 그때 도섭 넝감이 아니었으믄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24)

해방 전에두 이 도섭 넝감이 한두 번 아니게 형님네 소작인들한테 못씁게 구는 

걸 내 눈으루 봤어요.25)

《카인의 후예》에서 도섭 감은 심리가 비교적 복잡한 인물이다. 도섭 감은 훈

네 마름으로 토지를 관리하면서 지주 못지않게 잘 살았다. 그는 주인이 득세할 때

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아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훈이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는 아들 훈보다 더 슬프게 울었고, 훈네 선조들의 공덕비를 세우는 데도 많은 도

움을 주었다. 그리고 훈의 사촌 동생인 혁이 물에 빠졌을 때 그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혁을 구해 주었다. 그런데 이런 도섭 감이 소작인들한테는 아주 못되게 

굴었다. 

중국과 북한은 예로부터 농경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사회이다. 토지개혁 전인 

20세기 중반까지 농촌에서의 인간관계는 토지 소유의 여부에 따라 신분이 결정된

다. 그들의 관계는 주로 봉건적 윤리 관계에 의해 작동되지만, 개개인의 도덕성과 

성격에 따라 그 관계도 다양하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이웃으로 지내오면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협력 관계이기도 하다. 《적지지련》에서 탕잔쿠이는 본성이 

후덕해서 그에 한 고용농들의 평가는 아주 좋았다. 《카인의 후예》에서 훈이네는 

지주이지만 모든 일을 도섭 감에게 맡길 정도로 마름을 신뢰한다. 오히려 마름인 

도섭 감이 지주 행세를 하며 소작인들을 차별했다. 요컨  농촌에서의 인간관계

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것으로 서로의 성품에 하여 아주 잘 알고 있다. 서로

에 해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지주라고 해서 다 나쁘고, 빈고농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착하다는 이분법적 인간성은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토지개혁을 시행한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

수하여 ‘경자유전(耕 有田)’의 토지제도를 시행하는 것26)이만, 실은 농민들을 이

23) 황순원 지음, 김수이 엮음, 《카인의 후예》, 위의 책, 53쪽.

24) 황순원 지음, 김수이 엮음, 《카인의 후예》, 위의 책, 210쪽.

25) 황순원 지음, 김수이 엮음, 《카인의 후예》, 위의 책, 210쪽.

26) 토지개혁은 신민주주의 혁명의 일부분이다. 마오쩌둥은 1949년에 ｢인민민주독재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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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서 농촌의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다.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기 위해 당은 농민

의 힘을 빌려야 했다. 그래서 기존 농촌의 윤리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인 인간관계를 

해체하고, 인위적으로 지주  빈고농이라는 립되는 계급적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했다. 립되는 계급적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비슷

한 방법을 취했는데 그것은 바로 농민회의 결성이다. 농민회는 모든 토지개혁 관련 

소설에서 등장하는 단체 이름이다. 농민회는 빈고농 출신만 가입할 수 있고, 지주, 

부농 출신은 가입이 불가하고, 중농도 제한받았다. 농민회의 실권은 당에서 파견한 

공작 원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농민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농민이 담당하

게 한다. 농민위원장은 사실 공작 원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농민회의 주요 임무

는 빈고농들이 지주, 부농들을 고발해서 그들의 토지를 몰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개혁 시기 ‘압박받고 착취받던 지난날의 생활을 서로 얘기는 하는 모임(訴苦

)’이 마을마다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서 공작 원들은 농민에게 ‘번신(翻身)’의 의

의를 주입하고, 계급의식을 강화하여, 농민을 공산당의 편으로 만드는 설득작업을 

했다. 이런 모임의 본질에 하여 황순원은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의 결정을 직접 자기네 손으로 행사하지 않고, 모든 것이 농민의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농민 회란 걸 연 것이다.｣27) 농민회의 결성으로 마

을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변질되고 악화되었다. 

요 며칠 공작 는 빈농 고충 조사 사업을 하느라 바빴다. 두 세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집집마다 방문을 했는데 낮에는 개 집에 여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공작 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움직여야 했다. 그들은 잡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농민들이 고

충을 토로하도록 유도했다. 공작 원들은 매일 한 차례 초등학교에 모여 보고 회

의를 열고 당일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를 토 로 토론을 했다. 

｢주민들은 여전히 꺼리는 게 많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봉건 잔재 세력

제기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뒤엎고, 프

롤레타리아가 도하는 민주계급을 연합하여 통일전선의 정치제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제국주의, 매판자본가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 소유로 하여 국 경제를 

세우고,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경자유전(耕 有田)의 토지제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문화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가 도하는 중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毛泽东, 论人

民民主专政, 新华书店, 1949, 第21页 요약)

27) 황순원 지음, 김수이 엮음, 《카인의 후예》, 위의 책,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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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28)

｢바로 오늘이 당신이 번신하는 날이오!｣ 장리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금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의 천하야. 가난한 게 최고라니까. 탕잔이쿠이한테 

가서 맘껏 난리쳐도 돼. 자네는 그한테 린 공임도 있고 이제 그걸 받아오면 되

는 거라고. 당신 뒤에는 정부가 있으니 걱정 말고!｣ 리샹첸이 말했다.29)

공작 원들은 잡담하는 방식으로 빈농들을 설득했고, 노골적으로 탕잔쿠이한테 

가서 난리를 치라고 부추긴다. 그 결과 펑텐여우는 탕잔쿠이가 빌려준 돈은 고리

금이었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탕잔쿠이에게 공짜로 일을 해주었다고 앞에 했던 

말을 번복한다. 공작 원의 선동과 지지로 그는 후에 탕잔쿠이를 투쟁하는 데 앞장

선다.

｢탕잔쿠이! 어리숙한 척하지 마라! ｣ 그제야 펑텐여우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달

려들어 탕잔쿠이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씨발, 우리 때문에 억울하다는 거야?｣ 펑텐야우가 얼굴을 붉히며 다가들어 탕

잔쿠이의 가슴팍을 쳤다. 

｢그래! 때려라! 그 개 같은 놈을 때려줘라!｣ 무  아래에 있던 몇몇 적극분자들

이 번갈아 소리쳤다. ｢끌어내려서 때려라! 모두 그놈을 때리게 해!｣ 
민병이 탕잔쿠이를 일으켜 세우자 펑텐여우가 다시 질문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온 얼굴에 침을 뱉었다.30)

28) 工作队这两天忙着出去访贫问苦, 两三个人一组, 到村子里去挨家访问。白天大都只有

妇女在家, 因此他们白天黑夜都出勤, 利用 天的方式, 诱导农民吐苦水。工作队员每

天一次, 聚集在 学校里汇报, 把当天采集的材料归纳起来, 加以讨论。｢ 百姓是有

顾忌, 不敢说话, ｣张励说：｢他们怕 建残余势力的报复。｣(张爱玲, 《赤地之恋》, 同

上书, 第29页)

29) ｢你翻身就在今天哪！｣ 张励拍着他的肩膀说。｢现在的天下都是穷人的天下, 人穷就大

三辈, ｣李向前说, ｢你尽管去跟他闹, 他欠你的工钱你去跟他要回来, 放心, 由政府给

你撑腰!｣(张爱玲, 《赤地之恋》, 同上书, 第40页)

30) ｢唐占魁, 你别装蒜！｣ 冯天佑重振旗鼓冲上前去, 一把揪住唐占魁的衣领。……｢他妈
的, 咱冤了你啦？｣冯天佑红着脸走近一步, 把唐占魁当胸推撞了一下。 …… ｢对！打

他！打这狗人的！｣台下几个积极分子一递一声嚷着。｢拖下来打！ 让大家打！｣民兵把

唐占魁扶了起来, 冯天佑又质问他, 打他的嘴巴, 吐他一脸的唾沫。(张爱玲, 《赤地之

恋》, 同上书, 第60-61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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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적 윤리에서는 ‘범상(犯上)’ 즉 윗사람을 범하는 것을 매우 금기시하고 있다. 

유자는 ‘효’와 ‘제’를 인을 실천하는 근본으로 보았고, ‘효’와 ‘제’를 실천하는 사람은 

위를 범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했다.31) 주인과 소작인의 관계는 상하 위계관계로 

유교 사회에서 이런 위계질서는 철저히 지켜야 하는 윤리이다. 소작인은 주인에게 

절 로 복종해야 하고, 주인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토지개혁이 시작

되자 소작인들은 지주들에게 폭언은 물론 폭행도 서슴지 않는다. 투쟁을 받는 지주

나 중농들은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었다. 이 시기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은 개 

인위적인 요소에 의해 조장되었다. 《적지지련》의 펑텐여우는 공작 원이 ‘번신’할 

기회라는 말에 선동되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탕잔쿠이를 배신했다. 《카인의 

후예》에서 도섭 감은 공작 원의 선동으로 자신과 아무런 원한이 없는 주인을 타

도하는 데 앞장선다. 

｢그러믄 동무, 동무가 오늘부터 놈들의 테러에 맞아 죽은, 전 농민위원장 동무

의 뒤를 이어 이르 맡아보오. 우리의 사업은 잠시래두 공백이 있어서는 앙이 되는 

게요. 그러믄 동무, 지금두 이얘기르 했지만 먼저 지주와의 관계르 깨끗이 청산하

구. 무자비한 투쟁을 해야 하오. 그렇게 하믄 동무의 과오는 말하지 앙이하겠소.｣
……
그는 자기가 얼마 전부터 지난날의 지주 던 훈과 왕래를 끊은 게 잘했다고 생

각했다. 그것을 앞으로는 더 칼로 베듯이 해버려야 한다고 마음먹었다.32)

《적지지련》에서 공작 원은 빈농인 펑텐여우에게 말로는 ‘번신’할 기회라고 하지

만 실은 은근히 압박하며 탕잔쿠이를 적발할 것을 강요했다. 《카인의 후예》에서 공

작 원은 도섭 감에게 농민위원장이라는 권력과 마름을 했던 과거를 덮어준다는 

식의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주와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강요

했다. 도섭 감은 훈과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식모살이를 하는 딸 오작녀에게 

훈네 집에서 빨리 나오라고 호통을 쳤다. 오작녀가 말을 듣지 않자 폭력까지 행사

했다. 하지만 도섭 감은 《적지지련》의 펑텐여우처럼 주인에게 직접 폭언을 하거

31) 有子曰：｢其为人也孝悌, 而好犯上 ,鲜矣; 不好犯上, 而好作乱 , 未之有也。君子

务本, 本立而道生, 孝悌也 , 其为仁之本与!｣ 
32) 황순원 지음, 김수이 엮음, 《카인의 후예》, 위의 책,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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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훈에 한 불만을 가족을 향해 분출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훈네 조상의 덕을 기리는 공덕비를 부수는 것으로 지주와의 관계를 청산

하고자 했다. 

이밖에 《카인의 후예》에서는 토지개혁이 시작되자 변화된 동네 사람들의 인심도 

서술하고 있다. 갑성이는 과목 소독 펌프를, 강 목수는 패 하나를, 육손이 아버지

는 삽과 괭이를, 칠성이 아버지는 고무신을 훈네 집에서 훔쳐 갔다. 당손이는 홍수

의 돈을 받고 훈을 감시했다. 김 의사는 훈네 집에 왕진하러 가는 것을 꺼렸고, 강 

목수는 소문이 두려워 훈의 삼촌 용제 감의 관을 짜주는 걸 두려워했다. 이 시기

는 기존의 봉건적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계급구조가 재편되는 시기 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주와 연루될까 봐 지주와의 왕래를 끊었고, 인간관계도 극도로 

예민해졌다. 토지개혁 시기 인간관계의 악화는 지주 집안의 애경사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장례랄 게 없었다.

관에다 무명필을 감은 것이 상여 다.

베 두루마기도 전에 훈이 자기 아버지 세상 떠났을 때 입었던 것을 줄여 혁만이 

입었을 뿐이었다. 감투도 그때 것이었다.

상여도 상주인 혁이와 훈이 메고 나가야만 했다.33)

훈의 삼촌인 용제 감 역시 지주 다. 그는 토지개혁 때 탄광으로 끌려가 일을 

하다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 도망 나와서 비석거리에서 자살했다. 그의 장례식은 아

주 간소하게 치러졌고, 동네 사람들은 공작 의 눈치가 두려워서 감히 참석하지 못

했다. 오로지 이웃집 당손이 할아버지와 도섭 감의 아들인 삼득이만 와서 일손을 

도와주었다. 이데올로기와 정치에 의해 인간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

징적인 장면이다.

토지개혁은 단지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많은 폭력사태를 야

기했다. 토지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이 ‘경자유전’이 아니라 권력 교체에 있다는 것은 

지주들이 토지와 재산을 내놓고도 폭력을 당한 사실에서 리얼하게 드러난다. 《적지

33) 황순원 지음, 김수이 엮음, 《카인의 후예》, 위의 책, 203-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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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련》과 《카인의 후예》에 나타나는 폭력 서사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Ⅲ. 폭력을 통한 권력 구조의 재편성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적지지련》과 《카인의 후예》는 좌익작가들이 쓴 토지개혁 

서사와는 달리, 폭력을 은폐하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플롯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

실 폭력은 토지개혁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시기 금기시되었던 토

지개혁의 폭력에 관한 언급은 포스트 사회주의 시기에 이르러 역사, 문학, 사회학 

등 역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토지개혁 시기 폭력에 하여 

천쓰허(陳思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산당은 해방구에서 토지개혁을 진일보 

추진했는데, 이는 농촌에서의 계급투쟁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1946년 ‘5.4지시’에

서 1947년 ‘중국토지법 강’을 발표하기까지 중국공산당은 거의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주와 부농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했다.｣34) 천쓰허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개

혁 시기 중국공산당은 폭력을 동원했고, 지주와 부농들은 토지뿐만 아니라 재산까

지 몰수당했음을 알 수 있다. 《적지지련》의 폭력묘사는 주로 중농 탕잔쿠이의 재산

을 추궁할 때와 그를 사형하고 지주 한팅방 가족을 잔혹하게 죽이는 목에서 나타

난다.

그런 뒤 바로 탕잔쿠이를 후원의 어두운 방에서 끌고 나와 그의 팔과 다리를 각

각 하나씩 묶고 민병에게 그 줄을 잡게 했다. 탕잔쿠이는 이미 투쟁 회에서 보았

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온몸에 얼룩과 핏자국이 있고 걷는 것이 여전히 불편해 

보 다. 다리는 전보다 더 많이 절룩거리는 듯했다.35) 

민병이 탕잔쿠이의 팔과 다리에 묶인 끈을 다시 조이고는 마구잡이로 끌어당겼

다. 하지만 탕잔쿠이는 문틀을 꽉 붙들고 놓지 않았다. 민병 하나가 발길질을 했

다. 그는 고꾸라지더니 땅에서 일어나지 못했다.36)

34) 陈思和, ｢六十年文学话土改｣, 王德 、陈思和、许子东主编, 一九四九以后, OXFORD, 

2010, 第23页。
35) 当下把唐占魁从后院的黑屋子里提了出来, 用绳子套着他一条胳膊一条腿, 绳子握在民

兵手里。唐占魁已经不是在斗争大会上的情形了, 遍身灰土与血渍, 走路依旧不方便, 

比以前瘸得更厉害了。(张爱玲, 《赤地之恋》, 同上书, 第63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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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댓 명 되는 죄인들은 모두 발이 밧줄에 묶여 연결되어 있었다. 땅 위로 굵은 

밧줄들이 천천히 끌려가는 동안 햇빛 아래 희미한 그림자들도 줄줄이 연결되어 끌

려갔다. 

죄인들이 모두 지쳐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바람에 뒷덜미에 꽂혀 있던 하

얀 고깔 푯말이 더 높고 꼿꼿하게 올라왔다. 류취안은 ｢봉건지주 탕잔쿠이｣라고 

쓰여 있는 푯말을 찾았다. 저 멀리 탕잔쿠이가 너덜너덜해진 하얀 적삼 하나만 걸

친 채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몸을 부들부들 심하게 떨고 있는 게 보 다. 

……
총소리가 나자 가녀린 몸이 한바탕 부를 떨리더니 열 손가락이 진흙 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갔다. 류취안은 그가 더 움직이는지 기다려볼 새도 없이 탕탕 연달

아 두 방을 더 쏘았다. 그는 그 사람이 고통스럽게 몸을 꼬다가 뒤집혀 자기 얼굴

을 보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다.37)

소작인 두 명이 옆에 미리 준비해두었던 물통을 들어 올려 그녀 몸에 매달려 있

는 두 개의 통에 물을 부었다. 

｢아! 아! ｣신음 소리가 점점 커졌다. 고통이 그녀의 얼굴을 점점 더 생기 있게 

만들었다. 햇빛 속에서 온몸이 금빛으로 변했던 파리는 날아가 버렸다.

｢빨리 말해! 돈 어디 있어? 장신구는? 어디다 감췄어?｣ 한 적극분자가 큰 소리

로 말했다.38)

그 수레 뒤에 물건이 하나 매달려 있었다. 처음에 류취안은 그게 쟁기려니 생각

했는데 알고 보니 거무스름한 긴 자루 다. 그제야 비로소 류취안은 상황을 알아

차렸다. 수레에 끌고 가는 건 사람이었던 것이다. ‘롤러 굴리기’라는 형벌이 있다고 

하더니 이게 바로 그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안의 사람은 한팅방이 틀림없었다.39)

36) 一个民兵从背后又是一脚, 把他踢了个筋斗, 倒在地下爬不起来。(张爱玲, 《赤地之

恋》, 同上书, 第67页)

37) 十几个犯人, 脚踝上系的绳子一个连着一个, 那粗麻绳缓缓地在地下拖着, 阳光中淡淡

的人影子也在地下拖着, 一个接着一个。犯人们都疲乏地垂着头, 使他们衣领背后插着

的白纸标更加高高地戳出来。刘荃找到了那写着｢ 建地主唐占魁｣的纸标。远远地望

过去, 看见唐占魁只穿了一件撕破了的白 短衫, 一阵阵的秋风吹上身来, 他似乎颤抖

得很厉害。……一枪放出去, 那狭窄的身体震颤了一下, 十只手指更深地挖到泥土里

去。刘荃来不及等着看他是否从此就不动了, 接连又是砰砰两枪。他非常害怕那人会在

痛苦抽搐中翻过身来, 让他看见他的脸。(张爱玲, 《赤地之恋》, 同上书, 第73页)

38) 旁边预备了一大桶水, 两个佃户抬起水桶来, 一点点地往她身上拴着的两只桶里加水。
｢嗳哟！嗳哟！｣她的呻吟声渐渐高了, 痛苦使她脸上渐渐有了生气。那只苍蝇也飞

了, 在阳光中通身金色。｢快坦白！还有钱呢？首饰呢？收在什么地方？｣一个积极分子

大声问。(张爱玲, 《赤地之恋》, 同上书, 第85页)

39) 那车子后面拖着一个东西, 刘荃起初以为犁耙, 原来是一个灰黑色的长长包裹。他这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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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에서 탕잔쿠이는 민병들에게 투쟁 회에서 폭력을 당했고, 중농이 지주

로 승격되어 사형되었다. 지주 한팅방은 토지와 재산을 몰수당하고, 장인에게 부탁

해서 현금을 바쳤지만, 혹독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다. 임신한 그의 아내는 처참하

게 고문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지주에 한 사형과 형벌은 민병에 의해 집행

되었고, 공작 원도 참관자로 사형 집행에 일조했다. 중국에서 민병에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국공산당 도하에 장기적인 혁명전쟁 중 점차 발전되고 생산에서 

벗어나지 않은 군중무장 조직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의 조수와 예비 역량이다.｣40) 

장아이링은 폭력의 집행자를 민병과 공작 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중국 토지개혁의 

폭력은 당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작품에서 한자퉈의 당서기 리

샹첸의 말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리샹첸은 일을 처리하기 전에 몇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리한 그는 

정부가 매번 운동을 일으킬 때마다 사전에 간부들에게 ‘마음 놓고 일하라’고 격려

하지만, 군중들의 반항이 거세지면 바로 ‘편향을 바로잡으라’면서 설익은 밥을 지

어놓고 후회의 풀을 먹는 식으로 과거의 잘못을 만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

지만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고 이미 몰수한 재산도 결코 토해낼 

수 없었다. 유일한 만회 방법은 바로 간부를 벌하는 것이었다. 하급 간부 한둘을 

희생시켜 인심을 사는 것이다. 이번 토지개혁 때 부농과 중농들을 지주로 승급시

켜 현으로 보내 총살시킨 일은 리샹첸의 책임이 아니었다. 어찌 됐든 그것은 장리

가 주도한 일이었으니 말이다.41)

리샹첸(李向前)은 부농과 중농들을 지주로 승급시켜 현으로 보내 총살시킨 일은 

공작 원인 장리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당에서는 부농과 중

连串的发现, 非常迅速地一个接着一个。车子后面是拖着一个人。听说有一个叫做‘碾

地滚子’的刑法, 原来就是这样。这人一定就是韩廷榜了。(张爱玲, 《赤地之恋》, 同上

书, 第89-90页)

40) 중국 바이두(百度) 2019년 4월 4일 10시 19분 검색.

41) 但是李向前下手之前不免有一些顾虑。他是个伶俐人, 一向深知政府每次发起一个运

动, 在事前尽管一味鼓励干部们‘放手去干’, 但是一看到群众的反抗情绪高涨, 马上就

来一个‘纠偏’, 有叫做‘煮夹生饭, 吃回头草, ’补救过去的错误。但是杀死的人没法叫他

再活, 充了公的财务也决不肯再吐出来。唯一的补救方法是惩罚干部, 牺牲一两个下级

干部来收买人心。这次土改, 把那一批富农中农提升为地主, 县枪决, 李向前并不负

责, 反正张励在这里做主。(张爱玲, 《赤地之恋》, 同上书, 第81-82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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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을 총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의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개혁이 

공작 원들과 적극분자에 의해 급진적이고 무분별하게 진행되었음을 말해주고 있

다. 당에서 책임을 묻게 되면 아래에서는 하급간부 한두 명을 희생시켜 민심을 안

정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학적인 연구에서도 토지개혁 시

기의 폭력과 급진적인 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폭력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

고, 폭력 상도 지주, 부농, 중농뿐만 아니라 항일전쟁에서 공을 세운 진보적인 생

각을 지닌 인사들도 투쟁을 받았다. 또한, 지주를 타도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사

람도 폭력의 상이 되었다. 그리고 폭력의 수단과 방법도 비인도적이고 잔인하여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 주었다.｣42) 장아이링은 또 마오주석의 말을 인용해서 

폭력의 근원을 밝히고 있다. ｢혁명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뒤집는 폭력적 행위

다. 모든 농촌에 반드시 얼마간 공포가 조성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농촌 

반혁명파의 활동을 진압할 수 없고 지방 권력도 결코 타도할 수 없다. 우리는 구부

러진 것을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지나치기 마련이지만, 지나치지 않으면 구부러진 

것을 바로 잡을 수 없다.｣43) 이는 역으로 토지개혁에 한 지방세력의 저항이 아

주 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에는 권력 다툼의 싸움인 것이다. 지주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구세력은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공산당은 기존의 권력

을 뺏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했다. 이 권력 싸움에서 공산당은 빈고농 출신의 농민

에게 지주로부터 몰수한 토지와 재산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연 를 했다.

사실 토지개혁 초기 공작 원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백성들은 꺼리

는 게 많았고, 봉건 잔재 세력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했다.44) 일반 백성들이 적극

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때 동네의 ‘불량배’들이 기회를 타고 간부로 발탁되었다. 《적

지지련》의 리샹첸과 《카인의 후예》의 홍수가 바로 이런 부류의 인물이다. 리샹첸은 

과거에는 건달이었지만 개과천신하여 당 지부서기가 되었다. 펑텐여우를 선동하여 

42) 토지개혁 시기 폭력에 관련된 역사 기록은 많은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祁冰, <20世

纪上半期中国共产党土地政策的演变研究>, 위의 논문 123쪽, 杨奎松, <新中国土改背

景下的地主问题>, 《史林》, 2008, 第六期 등 참조 바람.

43) 革命是一个阶级推翻另一个阶级的暴烈行动。每一个农村都必须造成一个短期的恐怖

现象, 非如此决不能镇压农村反革命派的活动。决不能打倒绅权。矫枉必须过正, 不能

正不足以矫枉。(张爱玲, 《赤地之恋》, 同上书, 第83页)

44) ｢ 百姓还是有顾忌, 不敢说话, ｣张励说：｢他们怕 建残余势力的报复。｣(张爱玲, 

《赤地之恋》, 同上书, 第29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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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잔쿠이를 적발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리샹첸이다. 리샹첸은 탕잔쿠이의 땅의 반

이 그의 몫이라고 선동했고45) 펑텐여우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건달의 특징

은 기회를 잘 타고 목적을 위하여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거짓말을 잘하고 

신용을 지키지 않으며,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 토지개혁 시

기 많은 폭력이 발생한 것은 바로 이런 건달이 빈농의 탈을 쓰고 폭력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또 당으로서는 그들이 필요했고 그들은 서로 이용하는 관계 다고 말할 

수 있다. 리샹첸은 ‘투쟁밥(鬥爭飯)’이라는 명목으로 양식을 횡령하여 몰래 파는가 

하면, 몰수한 양식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똑같이 나눈다고 말해 놓고, 자신이 주

도해서 공평하게 나누는 척 하면서 횡령을 했다. 그리고 적극분자나 간부들에게 단

맛을 보게 하고 그들이 적발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다. 리샹첸의 행위는 상당히 비

열하면서도 치 하다. 그리고 공작 원과의 관계에서도 계산적이고 정부의 허점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적지지련》에서의 폭력은 소작인, 민병, 공작 원들이 지주, 부농, 중농에 가해지

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폭력은 상당히 잔혹했고, 지주, 부농, 중농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폭력의 표면적인 목적은 지주, 부농, 중농들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

하는 것이지만, 본질은 지주의 손에 있던 중국농촌의 권력을 공산당이 접수하기 위

함이다. 농촌에서 토지는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카인의 후예》에서도 마찬가지로 권력 다툼으로 인한 폭력 서사가 등장한다. 토

지개혁 시기 빈농이라는 이유로 본의 아니게 농민위원장으로 선발된 남이 아반은 

낫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 그 범인은 지주의 아들인 명구와 불출이었다. 그리고 남

이 아반을 이어 도섭 감이 농민위원장이 되었는데, 도섭 감 역시 숙청을 당했

고, 그 후임으로 홍수가 면 농민위원장이 되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에 훈은 혁

을 신해서 도섭 감을 향하여 복수의 칼로 찌른다. 만약 《적지지련》에서 폭력이 

국가권력 주도하에 행사되었다면, 《카인의 후예》에서의 폭력은 갈등에 의한 개인 

간의 복수 다. 물론 지주 용제 감이 탄광으로 끌려갔다가 집으로 도망 와서 집 

앞에서 자살하고, 중농인 분디나뭇집 할머니가 제 이차 지주 숙청이 있은 다음 날 

아침에 목을 매서 자살하고, 공작 원이 훈과 혁을 미행하지만 《적지지련》에서처럼 

45) 李向前说, ｢这一点 恩 惠算得了什么？你真跟他算起账来, 他的地怕不要分一半给

你！｣(张爱玲, 《赤地之恋》, 同上书, 第39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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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폭력 서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제목 《카인의 후예》에서 

암시하듯이 토지개혁으로 같은 동네에서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던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서로 반목하고 칼을 겨누는 원수 사이가 되었다. 이는 나아가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토지개혁을 한 북한 정부에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

다.46) 북한 정부는 토지개혁을 통하여 북한 농촌의 권력을 성공적으로 접수했고 

나아가 북한 정권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럼 토지개혁으로 ‘경자유전’의 목표를 달성하고, 땅을 분배받은 농민들의 기쁨

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토지개혁은 초기에는 비록 ‘경자유전’의 목표를 달성했지

만, 1953년부터 농업합작사 운동이 시작되어 1956년에 완성되면서 토지는 다시 

국가 소유로 넘어갔다. 이는 중국이든 북한이든 마찬가지이다. ｢번신(翻身)한 농민

들의 기쁨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47)는 장아이링의 말처럼 토지개혁 이후 농민들

이 토지를 소유한 시기는 기껏해야 7년~10년 정도 다.48) 그러므로 토지개혁의 

본질은 공산당이 빈고농들을 이용하여 농촌의 권력을 성공적으로 교체한 과정이었

다고 말할 수 있다. 토지개혁의 최  수혜자는 공산당이다. 그들이 외친 빈고농의 

진정한 번신은 이루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단지 피라미드형 권력 구조의 최상단에 

있던 지주계급이 공산당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최하층민은 물론 지주와 부농들이긴 

하지만 빈고농은 여전히 사회의 하층민이었다. 

Ⅳ. 사랑 그리고 사과를 통한 인간 계 회복의 가능성

토지개혁이 중국과 북한 농촌의 인간관계를 파괴시킨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종욱은 토지개혁이 인간관계에 미친 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토지개혁은 

46) 아직 나라도 서기 전에 토지개혁을 한다는 건 민족을 분열시키는 시초라는 점이다. 《카

인의 후예》, 위의 책, 84쪽.

47) 可是翻身农民的欢乐已近过了时了。(张爱玲, 《秧歌》, 台北：皇冠文化出版有限公司, 

2018, 第102页)

48) 1978년 이후 덩샤오핑은 농촌 도급제를 도입하여 국가 소유의 땅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지금까지 농민들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비교적 명실상부한 ‘경자유전’정

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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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 형성된 자발적인 투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의 개입에 의해 위로부터 

이루어진 타율적인 변화이다. 공산주의 선동과 토지에 한 농민들의 욕망이 어우

러지면서 빚어진 기형적인 사건으로 전통적인 삶을 이룩해온 풍속과 습속은 모두 

그 가치 기반이 흔들리고 공동체적 상호협조와 신뢰의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와해

되어 버렸다｣49) 이런 와해 된 인간관계를 황순원과 장아이링은 사랑과 사과를 통

하여 봉합하고 회복하고자 했다. 

오작녀는 《카인의 후예》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녀는 도섭 감의 딸이

다. 오작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시골로 

돌아온 훈네 집에서 식모살이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토지개혁 전 훈이와 오작녀는 엄격한 

신분 차이가 있어서 절  결혼할 수가 없었다. 마치 이 소설에 나오는 큰아기바윗

골 전설처럼 말이다. 이 전설에 나오는 부잣집 도련님은 자기 집 하녀를 좋아했다. 

후에 도련님이 서울로 공부를 떠나게 되고, 하녀는 기다리겠다고 언약을 했지만, 

몇 해가 지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시집가고 말았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은 

부랑자 고, 그녀는 매일 산에 올라가 바위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고, 어느 천둥이 

치는 날 정말 바위가 되었다. 후에 집으로 돌아온 도련님 역시 그 바위를 안고 울

다가 숨졌고, 이듬해 봄에는 진달래꽃이 피었다.50) 봉건유교 사회에서 주인과 하

인의 사랑이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변하는 전설이다.

토지개혁이 시작되자 공작 원의 강한 압박에 도섭 감은 훈과의 관계를 청산하

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딸인 오작녀가 훈네 집에서 식모살이를 그만두지 않

는다는 이유로 폭행까지 한다. 그런데 오작녀는 오히려 훈네 땅을 뺏으러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훈과 부부가 되었다고 당당하게 선언한다. 

｢당신네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작녀는 입술을 잘끈 깨물고 나서, 

｢우리는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는 지그시 눈을 감아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지탱해온 힘이 이것

으로 다해진 듯한 낯빛이었다.51)

49) 김종욱, 위의 논문, 282쪽.

50) 《카인의 후예》, 위의 책, 151-152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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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녀는 훈과 훈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 당시 북한 정책으로 빈농이 지주와 결혼하면 재산 몰수와 투쟁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원래 공작 원인 개털오버청년은 훈이 빈농의 딸을 착취하고 유린했다고 

죄를 뒤집어씌울 생각이었으나 오작녀의 돌발변수로 수포가 되고 말았다. 훈과 오

작녀는 서로 이성적으로 끌림이 있었으나 나이, 신분 등 차이로 선을 넘지 못했다. 

오작녀의 ‘부부 선언’으로 훈은 토지개혁의 투쟁을 잠시 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합에는 새로운 장애가 등장했다. 그것은 바로 도섭 감이었다. 훈의 사

촌 동생 혁이 도섭 감을 죽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도섭 넝감 말이야요. 그 넝감을 내 손으루 쥑에 없애구 말갔이요.｣52)

｢그런데 말이야요. 이 도섭 감이 농민위원당이 된 것두 세월 탓이라해두구, 

비석을 깨부신 것두 자기가 살기 위해 한 짓이라구 합시다. 그러나 그저께 밤의 

짓만은 도데히 사람 가죽을 쓰구는 하디 못할 짓이 아니이요? 직접 사람을 쥑이는 

것보담두 더한 짓이디요.｣53)

도섭 감은 혁의 아버지 용제 감이 자살하자 ｢독사는 깨깨 쥑에 없애야 한다

아!｣라고 고함쳤다. 혁은 도섭 감의 이런 행위가 용서가 안 된다고 그를 죽이기

로 한다. 훈은 도섭 감을 죽일 사람은 자기라며 혁을 신해서 도섭 감을 죽이

기로 했다. 그런데 공부만 해온 그는 도섭 감의 상 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도

섭 감이 휘두르는 낫에 역공격을 당했다. 그때 도섭 감의 아들인 삼득이가 훈

을 신해서 몸으로 막아주었다. 삼득이의 헌신은 바로 누나인 오작녀를 위해서

다. 삼득이는 누나가 너무 불쌍하다며 훈에게 월남할 때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

다. 만약 도섭 감과 훈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면 오작녀 역시 이 세상을 살아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비극을 막고 갈등을 봉합하고자 저자는 사랑이라는 처방

을 제시했다. 이데올로기와 정치는 도섭 감을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으로 만들었

지만, 오작녀와 삼득이는 여전히 인간다움의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인간

의 사랑은 모든 고통과 갈등을 녹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이었다. 

51) 《카인의 후예》, 위의 책, 135쪽.

52) 《카인의 후예》, 위의 책, 207쪽.

53) 《카인의 후예》, 위의 책,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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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녀의 이런 용기와 헌신 정신과는 달리 《적지지련》의 류취안은 다소 비겁하고 

나약한 존재 다. 류취안이 공작 원의 신분으로 한자퉈에 갔을 때, 그는 탕잔쿠이

네 집에 머물 다. 탕잔쿠이에게는 열일곱 살 먹은 딸 얼니우(二妞)가 있었다. 얼

니우는 류취안에게 길도 안내해주고 빨래도 해 주는 등 류취안을 사모했다. 토지개

혁이 시작되고 탕잔쿠이가 투쟁 명단에 들자, 류취안은 지주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탕잔쿠이 가족한테 작별인사도 하지 않고 한밤중에 짐을 정리해

서 서둘러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다. 도섭 감이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애써 훈과

의 관계를 청산하려는 마음과 절묘하게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치적 이데

올로기가 인간의 감정을 변질시킨 경우이다. 계급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하

루아침에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이 남남이 되기 때문에 류취안이 탕잔쿠이 가족과 

선을 긋는 것은 그 당시로써는 전혀 이해 못 할 바가 아니었다. 

｢사람 살려! 세상에 총을 쏘다니!｣ 얼니우가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그녀는 류

취안의 팔을 붙들고 죽어라 흔들어댔다. ｢제발 빌게요! 제발요! 제발 아빠 좀 살

려주세요!｣
류취안은 얼니우의 손을 뿌리치느라 안간힘을 쓰면서 한 손으로는 자기 옷을 걷

으려 했다. 

……
뒤에 멍하니 서서 그를 쳐다보고 있는 얼니우의 눈길이 느껴졌다. 달빛 아래 그

녀의 얼글은 연푸른 가면을 쓴 것처럼 새파래졌다. 두 눈은 크고 둥글고 얇은 은

막의 유리구슬 같았다.54) 

얼니우의 애끓는 부탁에도 류취안은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다. 지주의 마름 딸인 

오작녀는 지주 아들 훈을 구원해 줄 수 있었지만, 공작 원 류취안은 ‘지주’ 탕잔쿠

이를 구원해줄 수 없었다. 오작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두려울 게 없었다. 하지만 류취안은 달랐다. 그는 얼니우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리고 공작 원이 ‘지주’를 옹

54) ｢救命呀！要打了人了！｣ 二妞狂叫起来。他抓住刘荃的手臂拼命摇撼着。｢我求求你！
我求求你！救救我爹！｣刘荃一面挣扎着甩 二妞的手, 一面去拿他那件衣服, ……他可

以觉得二妞站在旁边呆呆地向他望着, 她的脸在月光中是一个淡蓝色的面具, 两只眼珠

子像两颗圆而大的薄壳玻璃。(张爱玲, 《赤地之恋》, 同上书, 第55-56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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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면 반혁명분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감정과 정치적 입장을 섞어서

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공작 장 장리의 종용으로 류취안은 직접 자기 손으

로 탕잔쿠이와 비슷한 사람을 쏘아 죽 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했다.

설령 그 사람이 탕잔쿠이 다고 해도 자기는 좀 더 일찍 그의 고통을 끝내준 것

뿐이니 양심에 가책이 될 것은 없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면서도 무거운 

납덩어리를 삼킨 것처럼 가슴이 꽉 막혔다.

현 당 지부에서 그들을 식사에 초 해 자장면을 접했다. 식탁에 앉은 류취안

은 얼얼한 마늘 냄새를 맡자마자 속이 울 거리며 뒤집어지는 듯했지만 억지로 젓

가락을 들고 면발 몇 가락을 입속에 넣었다. 하지만 속이 너무 심하게 울 거려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불쑥 그릇을 내려놓고 문밖으로 뛰어나가 왝왝 토하

기 시작했다.55)

지주들에 한 사형이 끝나자 류취안은 가슴이 무거웠고 식사를 하다가 구토했

다. 이는 그에게 아직도 인간의 양심과 온정이 남아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비인도

적인 행위를 하고도 밥을 잘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초목처럼 인간성이 마비되

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을 느낀 사람은 오직 류취안뿐이었다. 이후 

류취안은 한국전쟁 준비로 한자퉈를 떠나게 된다. 떠날 때 그는 탕잔쿠이의 딸 얼

니우를 만나서 진심 어린 걱정과 사과가 담긴 작별인사를 했다.

｢얼니우, 나예요!｣ 류취안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 다. ｢어때요? 잘 지내

요? 계속 걱정했어요.｣
얼니우는 말없이 다시 땅에 쭈그리고 앉아 고구마를 캤다. 

……
｢나 지금 떠나요. 이제 안 돌아올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

……
｢당신을 많이 걱정했어요.｣ 류취안이 말했다.

55) 即便是唐占魁, 他也不过是早一点替他结束了他的痛苦, 良心并没有什么对不起人的地

方。但是他虽然这样告诉自己, 仍旧像吞了一块沉重的铅块下去, 梗在心头。县党部招

待他们吃饭, 给预备了炸酱面。刘荃一坐上桌子, 闻见那热辣辣的蒜味, 就觉得心里一

阵阵地往上翻, 勉强扶起筷子来, 挑了些面条 到嘴里去, 心里掀腾得更厉害了。再也

压不下去, 突然把碗一放, 跑到门外去, 哇的一声呕吐起来。(张爱玲, 《赤地之恋》, 同

上书, 第74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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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또 잊어버렸는지 다시 손으로 머리카락을 빗었다. 머리를 숙이고 열 손

가락을 모두 머리칼 속에 집어넣고 천천히 빗질을 했다.

｢얼니우, 당신……｣ 그는 ｢나 원망스럽죠?｣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무료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당연히 그를 원망하겠지. 하지만 한편으로 그

는 직감으로 그녀가 그를 그리 많이 원망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느꼈다. ｢어머니

께 좀 전해줘요. 나 간다고. 당신들을 도울 수 없어서 나도 많이 괴로웠어요.｣
……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나무 밑에 망연히 서 있었다. 

｢얼니우.｣ 그가 다시 말했다. ｢당신은 아직 많이 젊어요. 나이가 이렇게 어린 

사람은 낙심해선 안 돼요.｣
얼니우가 살짝 고개를 흔들었다. 그 모양이 어쩐지 낙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 줄기 눈물을 흘리더니 진흙이 묻은 두 손을 들어 손등

으로 계속 얼굴을 닦아냈다. 

류취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 없이 서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나 갈게요. 

몸조심해요.｣
얼니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그를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앞니 

두 개가 맞아서 부러진 자리가 하얀 치아를 사이로 까만 구멍처럼 보 다. 그녀의 

웃는 모습에 그는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며 참혹함을 느꼈다.56)

얼니어는 처음에는 류취안의 인사를 듣고도 들은 체 만체했다. 자기가 그렇게 사

정하며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선심을 쓰냐는 식이었다. 그러

나 류취안이 그녀를 걱정하고 있고, 그녀 가족을 도울 수 없어서 괴로웠다고 진심

56) ｢二妞！是我!｣ 刘荃第一次叫着他的名字。｢你怎么样？还好么？我一直惦记着。｣二妞
又蹲到地下去掘红薯, 漠然地。…… ｢我现在马上就要走了, 不回来了。｣ 他默然了一

会儿之后, 这样说着。…… ｢我很不放心你, ｣ 刘荃说。她似乎又忘了, 又用手指去梳

理头发, 低着头。十只手都插在乱头发里, 缓缓地爬梳着。｢二妞, 你……｣他想说 ｢你
恨我吗？｣但是又觉得问得太无聊。她当然恨他的。一方面他又直觉地感到她并不十分

恨他。｢你跟你母亲说一声, ｣ 他接着说下去: ｢说我走了, 我没能帮助你们, 心里非常

难受。｣ ……他惘然地站在树下, 不知道说什么好。｢二妞,｣ 他又说: ｢你年纪还轻得

很。年记这样轻的人, 不要灰心。｣ 二妞微微摇了摇头。那样子也可能是说不灰心。但

是她随即留下两行眼泪来, 抬起两只泥污的手, 用手背在脸上不住地揩擦着。刘荃站在

那里, 半天没有作声。｢我走了, ｣她终于说: ｢你自己保重。｣ 二妞忽然抬起头来, 向他

微笑点点头, 笑了一笑。她那 白的牙齿打落了两只, 前面露出黑洞洞的哟个缺口, 那

笑容使人看着不由得觉得震动, 有一种惨厉之感。(张爱玲, 《赤地之恋》, 同上书, 第

94-96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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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과하자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은 그동안 쌓 던 억울함의 눈물이고, 한의 

눈물이다. 류취안이 마지막으로 간다고 몸조심하라고 작별인사를 할 때 그녀는 고

개를 끄덕이며 그를 향해 웃었다. 이 웃음은 용서의 웃음이자 이해의 웃음이다. 국

가권력 앞에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얼니우 역시 잘 알고 있었다. 류취안

의 진심 어린 사과로 그들 사이에 막혔던 장벽은 무너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

어야 할 따듯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이 마지막 단락은 《적지지련》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따뜻한 부분이다. 얼니

우의 부러진 이빨 부분까지 묘사한 목에서 장아이링의 치 한 글쓰기 실력도 엿

볼 수 있다. 그리고 가해자가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장면은 그 어떤 토지

개혁 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휴머니즘적인 장면이다. 지금까지 출판된 토지개

혁 관련 작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묘사는 찾아볼 수 없다. 현실에서

도 정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토지개혁의 피해자들에 한 사과와 보상은 이루

어지지 않았다. 한편 문화 혁명 시기의 피해자들에 해서는 1978년 이후 덩샤오

핑(鄧 平)에 의해 명예를 회복해주었고, 보상도 해 주었다. 토지개혁 시기의 피해

자들은 아직 그 한을 풀지 못하고 있다. 어떤 정부든지 모두 잘못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다. 

어쩌면 《적지지련》에서 장아이링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Ⅴ. 나가는 말

이상으로 장아이링의 《적지지련》과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에 한 비교를 통하

여, 토지개혁이 중국과 북한 농촌사회 인간관계 파괴에 미친 향을 살펴보았다. 

1980년  이후 중국에서는 토지개혁을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작품들이 

다수 등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반공문학으로 비판을 받았던 1950년  창작한 장아

이링의 《적지지련》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위하

여 《적지지련》보다 1년 먼저 발표된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와 비교하여 두 작품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요소를 찾아보았다. 그 공통적인 요소는 바로 수천 년 동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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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해 온 농촌의 윤리적인 인간관계가 아주 짧은 시간에 파괴되었다는 점이다.

그 파괴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당을 표하는 공작 원들이 농촌으로 파견되어 

소작인들을 선동한다. 선동하는 방법은 농민회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빈고농들을 중

심으로 가입하게 하고 지주와 부농은 소외시킨다. 그리고 농민위원장을 지명해서 

소작인이 지주를 적발하게 하고 잡담하는 방식으로 고충회를 연다. 당은 빈고농에

게 당근과 채찍을 선사한다. 당근은 몰수한 지주의 토지와 재산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고, 농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권력을 준다는 방식이다. 반면 만약 지주를 적발하

는데 소극적이면 불이익을 주고, 지주를 옹호하면 반혁명분자로 분류시킨다. 당근

과 채찍 중에서 부분의 빈고농들이 당근을 선택했고, 지주, 부농과의 관계는 악

화하 고 지주를 투쟁하는 조건은 무르익어 간다.

다음으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지주와 부농을 타도한다. 중농 역시 지주로 

격상시켜 타도하고, 1차 숙청에 이어 2차, 3차 등 여러 번의 숙청을 거치면 지주, 

부농, 중농들은 사형되거나 자살하게 된다. 토지개혁의 표면적인 목적은 지주의 토

지를 몰수하여 ‘경자유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지만, 본질은 당이 농민들의 힘을 

빌려 지주 부농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고, 농촌의 권력을 비교적 쉽고 빠르게 교

체하기 위함이다. 토지개혁이 많은 폭력적인 유혈사태를 유발한 데에는 한편으로는 

당이 직접 또는 암묵적으로 종용했고, 다른 한편으로 농촌의 룸펜 불량배와 기회주

의자들이 가담하여 급진적으로 추진했고, 또 한편으로는 농민들이 지주와 부농들이 

다시 보복할까 우려되어 과격하게 나선 요소도 있다. 장아이링의 《적지지련》에서의 

폭력의 집행자는 주로 민병과 공작 원들이다. 민병과 공작 원의 신분은 당을 

표하기 때문에 장아이링은 폭력의 책임을 당에 귀결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반

면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에서의 폭력은 계급갈등에 의한 폭력, 가부장적인 폭력, 

그리고 복수를 위한 폭력이었다. 황순원은 폭력의 책임을 토지개혁으로 인한 갈등 

증폭에 초점을 두고 있다. 토지개혁 관련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 황순원의 폭력 서

사가 좀 더 보편성과 현실에 가깝고, 장아이링의 폭력 서사는 특수성과 이데올로기

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황순원과 장아이링은 악화된 인간관계의 회복을 사랑과 진심 어린 사

과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다. 《카인의 후예》에서 오작녀는 ‘부부선언’ 방식으로 훈과 

그 집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고, 삼득이는 자신의 목숨으로 누나를 구원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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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 도섭 감과 훈의 갈등을 봉합하고자 했다. 《적지지련》에서 류취안은 탕잔쿠

이 딸인 얼니우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함으로써 얼니우의 용서를 받았다. 많은 토지

개혁과 문화 혁명 관련 서사에서 피해자의 상흔을 담은 글들은 수없이 많지만, 가

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읽은 글 중에서 

《적지지련》이 유일하다고 할수 있다. 

요컨  냉전 시 가 종식된 지 이미 29년이 되었고, 이념의 갈등이 완화된 지금

에 이르러 반공작품으로 낙인이 찍힌 장아이링의 《적지지련》에 한 연구도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토지개혁이나 문혁과 같은 사회주의 시기의 

사건에 해서도 상흔, 반사를 넘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이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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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研究摆脱意识形态的视觉, 单纯从文本的角度出发, 平行比较张爱玲的 《赤

地之恋》(1954)与韩国作家黄顺元的小说《该隐的后裔》(1953), 分析土地改革是如

何破坏农村人际关系的。《赤地之恋》与《该隐的后裔》在创作时间、主题、以及对土

改的立场等方面有很多相似之处。但找不到两位作家之间的交流或影响关系。这种

偶然的一致, 也许可能是土改这一历史事件本身, 对中国和北韩产生了相似的结

果。本论文欲从新的角度考察并展示先行研究中没有发现的盲区。开辟韩中土改文

学比较的先河。
首先, 在第二章考察了代表党的工作队员派到农村后, 如何煽动佃户, 助长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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户和地主的矛盾, 恶化传统农村社会以伦理为基础的人际关系。
第三章分析了《赤地之恋》与《该隐的后裔》中的暴力如何重组农村社会的权力结

构。土改从表面来看其目的是“耕者之有田”, 但其本质是共产党利用贫雇农, 成功

夺回了把握在地主、富农手中的农村社会的权力。土改的 大受益者是共产党, 而

贫雇农很难说真正实现了“翻身”。因为贫雇农依然处在社会的底层, 他们的分到的

土地, 后来又变成了国家所有。只是金字塔形权力结构 高层的结构, 由地主阶级

变成了共产党。
第四章分析了通过爱和道歉, 恢复人际关系的可能性。黄顺元和张爱玲想通过

爱和诚恳的道歉来恢复破坏的人际关系。在以往很多以土改和文革为素材的作品

中, 叙述被害者伤痕的文章数不胜数, 但很难看到加害者对被害者的道歉描写。到

目前为止, 本研究者所看到的作品中张爱玲的《赤地之恋》是惟一的。这一叙事是

《赤地之恋》中 自然、 温馨的场面。
总之, 目前冷战结束已经过了二十多年, 意识形态的对立也有了很大的缓和。

把《赤地之恋》当作反共作品, 把《该隐的后裔》利用于宣传反共意识形态的研究视

觉, 也应该有新的转换。另外, 针对社会主义时期的土改或文革等事件造成的悲

剧, 也应超越伤痕和反思的角度, 首先应该有加害者诚恳的道歉为前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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