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戦争期戦記テクストにおける朝鮮人表象――金史良『郷愁』の言語戦略
五味渕 典嗣（大妻女子大学）

１ はじめに――問題の所在
石川達三『生きてゐる兵隊』（『中央公論』1938.3＝発売禁止）には、消えてしまった
本文がある。朝鮮人の〈従軍慰安婦〉にかんする記述である。
『生きてゐる兵隊』は、初出誌『中央公論』の発売前日に禁止処分通達を受けて以後、
差し押さえを免れた雑誌以外では読めない作となった。敗戦後に初めて刊行する際、石川
は「原稿は証拠書類として裁判所に押収」されたので、中央公論社に残っていた「初校刷」
をもとに本文を作った、と書いている1。現在の読者が手にできるのは、この〈戦後版〉の
テクストである。
だが、
「原稿」は失われたかも知れないが、『生きてゐる兵隊』の本文は「校正刷」に残
されていただけではなかった。石川達三を聴取した担当官が特に問題となるだろう箇所と
して調書に転記していた部分の中に、現行テクストに存在しない本文が含まれていたのだ
った2。第九章、インテリ出身兵士と農民出身兵士それぞれの代表として造型された近藤一
等兵と笠原伍長が、南京城内に開設された慰安所で、「鉄格子」の中の「支那姑娘」に「慰
安」された、というシーンの後で、次の一文が書き置かれていたのだった。
「将校の為には
別に慰安所が設けられて、朝鮮の同胞が行っているという噂であった」。
なぜこの部分が復元されなかったかは、いまのわたしにはわからない。だが、この調書
も石川の手もとにあったことは確実なので、敗戦後の彼があえてこの一文を戻さなかった
可能性は否定できない。もしそうなら、南京事件をめぐって GHQ から聴取を受けたことも
あるという石川本人の〈戦後責任〉にも波及する問題である。しかし、ここでわたしが議
論したいのは、そのことではない。この『生きてゐる兵隊』のエピソードは、日中戦争期
の〈内地〉日本語メディアの朝鮮人表象を考えるうえで、きわめて象徴的な事例なのだ。
中国大陸での戦争の現場に立ち会っていた朝鮮人たちが、一度は書き込まれながらも、い
つのまにか消えていく／消されていく。確かにそこにいたはずの朝鮮人たちの姿が、テク
ストの空間の中でいつしか後景に追いやられ、日本語の言説の場から忘却されていく。し
かもその忘却は、
おそらく 21 世紀の現在においても、まちがいなく継続してしまっている。
この報告でわたしは、以上の問題意識にもとづき、日中戦争期の〈内地〉日本語メデ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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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における朝鮮人表象のありようとその特徴について考えたい。そして、その検討を踏ま
え、1941 年 6 月号の『文藝春秋』に金史良が発表した小説『郷愁』の言語戦略について、
わたしなりに言及したい。なお、あくまでこの報告は、日本語メディアを対象にこの時期
の戦争表象・戦場表象を考察してきたわたしの関心と立場にもとづくもので、現在の世界
的な金史良研究の水準から見れば、明らかな理解不足や事実誤認があるだろうことは、よ
く自覚している。わたしの拙い報告が、『郷愁』という興味深いテクストに新たな文脈を
付与し、今までとは異なる角度からの光を当てることができたなら、３年間に及んだ今回
の魅力的なプロジェクトに、わたしなりの恩返し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る。
２ 日中戦争期〈内地〉メディアにおける朝鮮人表象
樋口雄一が紹介した資料によれば、1938 年 2 月の陸軍特別志願兵制度公表に先だって行
われた調査の時点で、すでに 598 名の朝鮮人が、「軍属」として日本軍の隷下に組み入れ
られていた3。もちろんこの数字には、いわゆる〈慰安婦〉として徴集・動員された女性た
ちや、部隊付の通訳や雑役夫といった立場で従軍した人々は含まれていない。
にもかかわらず、日中戦争にかかる〈内地〉の言説の場で、朝鮮人の存在感は圧倒的に
稀薄である。もちろん、おそらくは総督府のお手盛りだろうが、『文藝春秋』のような当
時の有力雑誌で、朝鮮人陸軍特別志願兵の訓練所を訪問・取材した記事は掲げられていた
（嶋元勲「朝鮮人志願兵訓練所訪問」『文藝春秋 時局増刊 11』1938.8）。また、いくつ
かの女性雑誌には、朝鮮の風物や情景、若い女性たちの生活を描いた記事が登場していた。
２冊の『モダン日本 朝鮮版』が企図したような朝鮮文化・朝鮮文学の紹介も、それなり
に始まっていた。しかし、現在進行形で展開する中国大陸での戦場で朝鮮人たちがいった
い何をしているのか、そもそもそこに朝鮮人はいるのか、これらの記事からではほとんど
わからないのである。
管見の限り、ほぼ唯一の例外と言えるのが、坂西平八「涙ぐましい朝鮮同胞の赤誠――
戦線より帰りて――」（『現代』1938.11）という一文である。筆者は、北支那方面軍麾下
の野戦重砲兵第一旅団長として北支戦線に従軍した自らの見聞を思い出しながら、「実戦
場裡に於きましては、内地の人々の想像も及ばない程朝鮮の人々は活躍して居ります」と
書きつける。自らの部隊で雇用していた朝鮮人男性通訳が優秀で勇敢だったこと、「済南」
他の特務機関では「支那の女を宣撫」するために、「朝鮮の娘」が活躍していたこと。さ
らに、「こういう通訳・宣撫の方面に於ては全く朝鮮の人は天才的」だと賞讃しつつ、「特
務機関の手足となって働いている女の人のみならず、その他すべての戦場に来ている朝鮮
の女が、特に兵隊さんに好意を示してくれる」様子を嬉しく感じた、とも述べている。読
まれるようにこの文章は、「特務機関」での「宣撫」以外の役割で「朝鮮の女」たちが多
く戦場近くに存在していたことの同時代的な証言と言える。だが、戦場での朝鮮人の役割
についてこのように詳細に述べた文章は、〈内地〉のメディアには他に見当たらないの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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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る。
もちろん、中国大陸の戦局が膠着する 1940 年になると、『雄弁』『キング』『婦女界』
で、朝鮮人陸軍特別志願兵として〈名誉の戦死〉を遂げたと喧伝された李仁錫の名を冠し
た記事を確認できる。新聞報道に目を転ずれば、大量に供給されていた戦場での〈美談〉
の中に、現地の日本兵から「北支の女豹」と称されたという平壌出身の女性通訳（「弾雨
下に可憐の男装 勇躍する“北支の女豹”」『東京朝日新聞』1937.8.11）が、「北支事変
が収まるまで日本軍の先頭に立ってゆくんだ」と張り切って語っている様子や、工兵部隊
の通訳として杭州湾・徐州を転戦した後、北支での架橋工事でのさなかに狙撃され、『君
が代』を力強く歌いながら生命を落としたという咸鏡南道出身の若い男性の話（「半島出
身の通訳 崔君の勇敢な働き」『東京朝日新聞』1938.11.6）が紹介されている。通訳以外
でも、海軍の最前線で唯一の「半島人」として奮闘する朝鮮人「割烹員」が家族に送った
手紙など、いくつかのエピソードは語られている（「“我も海の子” 江上艦隊に唯一人
の半島青年」『読売新聞』1938.4.15）。
だが、これらの話題は基本的に一過性のものでしかない。いずれの挿話も、それなりの
〈物語〉になりそうな細部を含んでいるとも思えるのだが、小説や映画に取り上げられた
り、他のエピソードを語る際に文脈として想起されたりすることはない。また、こうした
記事が掲げられた雑誌の〈格〉も重要だ。『キング』『婦女界』は部数こそ大きいけれど
決して世論形成を主導するような媒体ではなかった。『雄弁』『現代』はいわゆる総合雑
誌に当たるが、この時期の中心的なメディアではまったくなかった。
さらに、こうした記事に登場する朝鮮人たちが、ほぼ例外なく「愛国」の「赤誠」に「熱
涙」を流すような人物として造型されていることも指摘しておきたい。描かれた朝鮮人た
ちは、ある場合は大声で『君が代』を歌いながら、ある場合は「天皇陛下万歳」と絶叫し
ながら、ある場合は掲げられた日の丸の下で死ぬ。まるで、戦場の朝鮮人たちは、死の瞬
間まで熱烈な〈愛国者〉であることを行為遂行的に表現し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かのよう
なのだ。つまり、〈内地〉の日本語メディアに描かれた戦場の朝鮮人たちからは、徹底し
て個性と表情が奪われているのである。『雄弁』が掲げた李仁錫の肖像写真（とされるも
の）が、ほとんど個性を感じさせない平板な表情だったことは重要だ。戦場の朝鮮人たち
は、ほとんど生命と引きかえでなければ〈内地〉の読者に紹介されることはない。かりに
語られたとしても、それぞれの個性や背景が剥奪された、類型的な〈愛国者〉としてしか
登場を許されないのである。
この傾向は、日中戦争期に〈内地〉で盛んに刊行された従軍記・戦記テクストではさら
に顕著なものとなる。これらのテクストでは、まるで何かの検閲でも働いているかのよう
に、「朝鮮人」の姿はほとんど見られない。現時点でわたしが確認できた事例を挙げれば、
長谷川春子『北支蒙疆戦線』（暁書房、1939）で、包頭に向かう軍人たちに同乗した長谷
川の運転手が「半島人の青年」である。佐藤光貞『海上封鎖』（六芸社、1939）では、黄
海付近の警戒に当たった筆者が、占領地で日本軍相手に商売を始めようとした「一人の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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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人と二人の内地人」の姿を書き留めている。戦線拡大直後に兵站部隊指揮官として従軍
した本堂英吉の『花咲く戦場』（教育社、1940）には、「不思議な度胸を持って、どこま
でも軍隊の後について来る」「慰安隊」の大部分が「半島人」の女性たちだった、といか
にも不機嫌な様子で言及した一節がある。だが、いずれも朝鮮人たちはその場面を横切る
だけで、彼ら彼女らが口を開き言葉を語ることはない。
その意味でたいへん興味深いのは、火野葦平と並称された〈兵隊作家〉上田廣の代表作
『黄塵』（改造社、1938）である。戦場近くに向かう〈慰安婦〉と思しき女性たちの中に
混じる朝鮮人女性を「○○婦人」と伏せ字で表記してしまう上田は、語り手「私」の部隊
で使役している中国人男性が「国が亡びればその国の民族だって亡びてゆくんです」と自
棄的に語るのを聞きながら、いささか唐突に「私はふと、自分等の領土内にあって為政者
のよきはからい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次第に細りゆくある民族の姿を思い浮かべた」と
書いてしまう。金史良と同じ『文藝首都』の寄稿者であり、他にも朝鮮人を描いた作を多
く発表している上田が、どんな人々のことを念頭に置いていたかは明らかだろう。
しかもこの記述は、なぜ〈内地〉の日本語メディアにおける戦争と戦場の語りの中で、
朝鮮人たちの居場所が見つけ難いのかを端的に示唆するものでもある。これは、法的・制
度的な検閲というだけでは説明できない問題だ。そもそも日本帝国にとって、この戦争の
表向きの目的は〈日支親善〉であり、日本の戦争と「提携」し思い通りに動いてくれる親
日政権の樹立に他ならなかった。この〈親日〉なる語の含意が、自らは一切変わることな
く相手の側が一方的に日本の立場を受け入れ同意するように求めることであってみれば、
すでに日本の内側に包摂したはずの人々の中にまつろわぬ者たちが――決して〈親日〉で
はない他者が――存在することは、ひどく都合が悪いことになる。その意味で、中国とい
う他者と向き合い、その他者の内面を作りかえようと企てていた日本の戦争表象の構図に
あって、朝鮮人は決して他者であってはならなかった。
朝鮮人たちの声は、ともすれば〈内地〉のメディアで語られる戦争の語りの構図を揺る
がすおそれをはらんでいた。だから、その声は周到に、かつ徹底して抑圧される。ちなみ
に、〈内地〉の戦争・戦場の語りには、台湾の人々はもっと出て来ない。朝鮮人の表象が
抑圧されているとすれば、台湾人表象は語りにおいてはじめから排除されてしまっている。
３ 金史良『郷愁』の言語戦略
金史良『郷愁』の李絃は、死の床に臥せる母親から、北京の姉に手渡すようにと三〇〇
円の金を持って来ていた。それだけの金があれば、「街外れの貧民のたまりの中」を彷徨
っているという義兄を救い、アヘン窟の女主人に堕落した姉の生活を建て直すぐらいは可
能だったかも知れない。だが、李絃はその金を、「助けて下さい。連れて行って下さい」
と切なげに語りかける「古い朝鮮の器」と交換し、しっかりと胸に持ち帰ることで、離郷
した朝鮮人たちの郷愁の思いを抱きしめようとする。と同時に、姉が貧しい中国人から搾
取した金と交換した切符で平壌に戻る列車に乗り込むことで、姉が犯した罪をいくらか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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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分け持とうとする。「こうして俺は立派な東亜の一人になる」と言い聞かせながら――。
語り手が主に寄り添う人物は、確かに「朝鮮の過去の芸術遺産に強い愛情と研究欲」を
抱きつつも、自らを「一人の完全な日本国民」と自認し、元独立運動家の義兄と彼に裏切
られた姉とを「更生」させたいと口にしている。だが、このテクストは、同時代評で河上
徹太郎が「半島人の思想弾圧の不当」を訴えた作ではないと懸命に否定しなければならな
かったくらいには、ある種の不穏さを抱え込んでいた（「小説の中の「私」」『文藝春秋』
1941.8）。その不穏さは、ここまでのわたしの議論を踏まえると、言語化できる部分が確
かにあるように思う。
まず注目すべきは、人物としての李絃が、つねに半醒半睡の状態に置かれていることで
ある。彼は、北京に向かう車中では十分に眠れずに、北京では突然の高熱に浮かされてい
る。明らかにこれは、現実と幻想、意識と無意識の境界を曖昧に混濁させるための仕掛け
である。いってみれば李絃の身体は、世代を時空を超えた朝鮮人たちの声を受け止め、増
幅させる器に他ならない。「伽倻」という姉の名前とあわせ、楽器を想像させる名前が与
えられているのは決して偶然ではない。ならば李絃は、誰の・どんな声をテクストに響か
せるのか。
このテクストには、決して分量は多くないけれど、異なる世代の朝鮮人たちの生の軌跡
を想像させる契機が書き置かれている。三・一事件以後、「西伯利亜、或は沿海州、北満、
東満へと流れ歩きながら指導組織」を率いていたという尹長山や、「満洲や支那を跨にか
けた「直接行動隊長」」玉相烈のことだけではない。李絃と伽倻の母親は「進取的」キリ
スト者として永年「啓蒙運動に従事して来た」という人物だったし、何より李絃自身、学
生時代に左翼運動に傾倒した経験の持ち主と描かれている。彼なりに「人々の幸福のため」
を考え日本軍通訳に志願したという伽倻の息子・蕪水を含め、それぞれが置かれた状況の
中で、いくつもの屈折の中で「同胞」「同族」を思いながら選択を為した人物たちの姿が
刻みこまれているのだ。それだけではない。『郷愁』は、「満洲国に来ている百数十万の
同胞」や「数知れぬ程多い支那在住の同胞」の存在を、ユダヤ－キリスト教的な離散を思
わせる語彙で上書きしていく一方で、「何十何万と馳駆」する「高句麗の兵士」たちのイ
メージを召喚して、朝鮮人たちがまぎれもなくその場所で歴史の主体としてあったことを
印象づけていく。かなりあやうい修辞ではあるが、このテクストの金史良が、時空を貫く
ある種の想像の共同性を構成しようと企てているとは言える。なぜ朝鮮人たちがここにい
るかを、この場所で彼ら彼女らが何をしてきたかを、〈内地〉の言説の場に確かに書き入
れるためである。
そこで注目したいのが、『郷愁』の末尾に、「一九三八年五月も暮れ頃のことだった」
という時間が明記されたことである。このテクストの物語現在は、同時代の読者がこれを
読む現在と重なってはいない。1941 年から３年前、1938 年 5 月末といえば、ちょうど徐州
作戦の直後にあたる。はじめ山西省の日本軍部隊に属したという蕪水も、徐州戦線に転じ
ていた可能性は小さくない（玉相烈は、蕪水が「いま××戦線で異常な戦功をたてられて
5

いるそうです」と言っていた）。つまりこのテクストは、読者の近過去の記憶に介入し、
そこに朝鮮人たちの姿を書き込み直そうとしているのだ。たとえば、なぜ『郷愁』は、第
一線の兵隊相手の商売をしてきたという朝鮮人「時計商」の言葉を伝えるのか。『戦場に
愬ふ』（軍事思想普及会、1939）の火野葦平が憤っているように、日本軍占領地で「大陸
進出の名によって、いかがわしい商売を不愉快な方法で始める人々」の存在は、かなり早
い段階から〈内地〉のメディアで批判の対象となっていた。だが、その日本軍占領地に「品
物や食料品を供給しに行く商人」たちの中に「俺達の仲間」がおり、「通訳や運転手を勤
めたり、逃げ出した住民達を駆り集めたり」する中にも「俺達の仲間」はいるのだった。
〈内地〉の日本語メディアではほとんど語られることのなかった、語られたとしても画一
的にしか表象されなかった戦場の朝鮮人たちの顔立ちと言葉を、1941 年の〈内地〉の読者
の脳裏に改めて刻みつけること。このテクストが、〈内地〉の雑誌メディアのなかでも、
とくに日中戦争報道に注力した『文藝春秋』という媒体に書かれていることも忘れるべき
ではないだろう。
再び言うが、『郷愁』の言語戦略はかなり危うい綱渡りのようにわたしには見える。こ
うした議論は、ともすれば、日本帝国の戦争に朝鮮人たちがいかに〈貢献〉したかを訴え
たものと読まれかねないからである。しかし、北京で出会った朝鮮人たちの声を受け止め
ながらも、離散した朝鮮人の声なき声を換喩的に表象した「古い朝鮮の器」しか持ち帰ら
ず、「俺の体内にもこの価だけの支那人の血がとけ込んでくれる」ことで「立派な東亜の
一人とな」ったと独言する李絃を書き入れた金史良のテクストは、それほど単純なもので
はない。戦場がアジア・太平洋に拡大する直前、日本語の小説で表現可能な領域が厳しく
制約されていく中で、他者性とは言えないまでも、簡単に包摂されない・同一化されない
声の存在を、日本語言説の内側から刻みつけること。〈内地〉の日本語メディアの無知と
無関心、画一化された表象に敢然と抗いながら、朝鮮人たちの想像の共同性を、帝国の戦
争から逸脱していく遠心的なものとして書きつけること。1937 年以降の中国大陸での戦争
を、〈日本と中国の戦争〉としか理解しない認識の枠組みができあがってしまっているよ
うに見える現在、『郷愁』の問題提起は、むしろ日本語の文学・文化の歴史を考える者に
とって重要だとわたしは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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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西伊之助の『不逞鮮人』—個人と共同体の連続性・非連続性
李正煕（イ・ジョンヒ）

1. 中西伊之助と作品の評価
【資料１】鶴見俊輔「朝鮮人の登場する小説」（桑原武夫編『文学理論の研究』岩波書店、
1967 年 12 月）
日本にもっとも近い外国が朝鮮であることを思う時、朝鮮を舞台として小説が、明治・大
正・昭和にわたって、敗戦まであらわ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は、日本の近代文学の性格に
かかわる一つの重大な出来事と言ってよい。
【資料２】森山重雄「中西伊之助論」(『人文学報』No.80、東京都立大学人文学部、1971
年３月)
むろん、鶴見は、朝鮮を舞台とした小説が皆無だといっているのではない。たとえば高浜
虚子の随筆小説『朝鮮』(1911 年)、前田川広一郎の実録小説『朝鮮』
（1921 年）
、張赫宙の
『権という男』
（1933 年）
、田中英光の『酔いどれ舟』（1948 年）などをあげている。鶴見
の論文は戦後にまで及んでおり、眼くばりの細かな論文なのに、大正時代にはまったく触
れておらず〈中略〉わたしの頭にあるのは、中西伊之助の代表作『赭土に芽ぐむもの』（大
11・２、改造社）であり、朝鮮を無台にしているという点では外にも『不逞鮮人』
（大 11・
９、
「改造」
）
、
『汝等の背後より』(大 12・２、改造社)、
『国と人民』
（大 15・６、平凡社）
などがある。
〈中略〉旺盛な作家活動のわりには、評価されていないのは、主題のアクチー
ブに比して、芸術的処理の面で完璧性をもたないことが禍しているのであろう。彼自身も
おのれを作家として規定づけたことは恐らく一度もなく、労働運動家と作家との二筋道を
生涯歩んだ。
→中西伊之助は芸術性が高い作品を書いたとは評価されず、大正期に朝鮮を舞台にした数
少ない作品を書いた書き手として評価されている。
【資料３】アンドレ・ヘイグ「中西伊之助と大正期日本の「不逞鮮人」へのまなざし」
（『立
命館言語文化研究』22 巻３号、2011 年１月）
1920 年代の初期プロレタリア文学における中西の印象的な独自性は、一貫して朝鮮の植民
地支配をめぐる諸問題に焦点をあわせたことであろう。
〈中略〉1920 年代初頭という段階に
おいてまだ勃興期になったプロレタリア文学運動の作家は、三・一独立運動によって可視
化された朝鮮における植民地問題や「不逞鮮人」言説の前で、一般に沈黙を守っていた。
しかも、石坂浩一、林淑美や川村湊がすでに指摘したように、一般に日本の社会主義運動
とプロレタリア文学運動は「階級問題」にあまりにも集中したため、これによって解消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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れるはずの植民地主義における民族問題への盲点を抱えていた。
1922 年２月に発表された処女作『赭土に芽ぐむもの』は、勝村誠が指摘したように、
「朝鮮
小説として始めて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を批判的に描き出した作品として注目され」た。
当時でも宮本百合子は〈中略〉中西伊之助の小説『赭土に芽ぐむもの』を「題材において、
これまでの作家が扱わなかった領域に進出した」プロレタリア文学作品として取り上げて
評価した。
『不逞鮮人』が出版された当時、江口渙、生田長江や矢部周ら文芸批評家は中西の『赭
土に芽ぐむもの』と比べ、多くの弱点を指摘し、あまり高く評価しなかった。確かに『不
逞鮮人』は「芸術作品」として弱点があるかもしれない。〈中略〉単なる小説としてだけで
はなく、芽生えたばかりの日本探偵・推理小説の要素を取り入れた小説という形で「不逞
鮮人」言説の表象、コトバその裏にある意識を告発する対抗言説への試み・実験としてと
らえるべきではないだろうか。また、1920 年代当時において『不逞鮮人』が文学を通じて
朝鮮独立運動の意義を積極的に模索した唯一の小説だったことは注目に値する。
『不逞鮮人』
には労働運動や階級闘争といったプロレタリア文学の典型的な要素が少なく、「階級」より
は「民族」問題に焦点を合わせていると言ってよいであろう。
→先行研究では中西伊之助を論じる際、主に『赭土に芽ぐむもの』を取り上げ、
『不逞鮮人』
はついでに語ったりする。最近、
『不逞鮮人』についての論文が出始めている。
２．
『不逞鮮人』における登場人物とことばの言説
●初出：
『改造』1922 年 9 月
(ここで引用する本文は黒川創編『〈外地〉の日本語文学選３—朝鮮』（新宿書房、1996）か
ら抜粋したものである)
●物語の内容
「世界主義者」と任じる「碓井栄策」が「不逞鮮人」と直接語ってみたいと思い、「不逞鮮
人」の巣窟に入ることになる。物語はその巣窟へ至るまでとまた巣窟に着いてからのエピ
ソードとその旅程における「碓井」の心理を描いている。
【本文 1】いつだったか、ある府庁の役人が救済金を携えて田舎を旅行していると、一発の
下に脆くやられて金を奪われた話を聴いたが、その地方はたしかにこの辺だなどとも、栄
策は考えたりした。
【本文２】
『君、その船頭は僕が内地人だから渡さないと言うのだろうね……？』と栄策は
それでもなにか他に理由があってくれればいいがと、僅かな望みをかけて訊いてみた。け
うな

れどそんな期待は見事に裏切られてしまった。通訳は肯 ずいて苦笑した。
→「不逞鮮人」に会いにいくために渡らなければいけない川で「日本人」だという理由で
船に乗せてくれないという逆差別を受ける。「碓井」は服を脱いで泳いで渡り、「通訳者」
は船で渡るよう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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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 3】
『どうも突然伺いまして、非常に御迷惑をかけます』とまたすぐ彼はつけ加えた。
そしてなるべく主人の心持を、そうした会話からこちらへ惹きつけたいと思った。
『いや、といたしまして……』
と主人は、押さえつけるような口調で云った。朝鮮人が日本語を使う時に、まだ発音に慣
れない人は、濁音が清音になったり、または半濁音になる。それから母音を略してしまう
ことが稀にある。
→「碓井」は友人「洪」の紹介状で「不逞鮮人の首魁」の家で一晩お世話になるが、その
家の「主人」は流暢ではないが、通訳がいらないほどの日本語はできる。しかし、「主人」
が語っている日本語は濁音と長音がよく間違えている。それは朝鮮語を母語にしている人
が間違いやすいところでもある。本文には「主人」が間違っているところにほぼ傍点がつ
いているが、ここでは省略した。
もう少し例をあげると、
「私、洪には長く会いませんが、としています。」←どうして
「あまり空想ばかりではためたと云ってやりました」←だめ
「碓井さんは洪をとして識っています……？」←どうして
「そてすか」←そうですか
→関東大震災の時、少なくない朝鮮人が虐殺された1といわれている。その時に日本人か朝
鮮人か区別の判断基準は日本語の発音だった2と伝えられている。
『不逞鮮人』が震災の約 1
年前に世に出たことから、震災以前から日本人のなかでは「不逞鮮人」という言説やその
「不逞鮮人」が話している日本語の発音がどういう特徴があるかを少なくない日本人が認
知していたことを物語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
【本文 4】栄策の予感に違わず、主人は果たして娘のことを云い出した。
『はあ、聞いています……』
と、彼はやや誇張した表情でしかもその中に彼自身の義憤といったような語気も含ませて、
すぐこう肯ずいて見せたが、ふとまた自分が日本人であることに気がつくと、その言葉を、
相手がかなり白々く考えはしないかという不安が胸に射し込んだ。
「そてすか……」
【資料 4】渡辺直紀「中西伊之助の朝鮮関連の小説について—特に表記言語と人物の遠近化
1

2

工藤美代子は「ロンドンのナショナル・アカイブから発見された謀略冊子では二万三千人、「独立新聞」
は六千四百人、吉野作造は二千六百人が「虐殺された」といいつのる。」とし、「震災時、東京には九千
人の朝鮮人があいた」が、「八百人前後が殺害の対象となった」と推測している。また、「朝鮮人に限ら
ず、中国人も被害をこうむったことが判明している。また方言を話す日本の地方出身者なども誤認殺害
されるなど、当時の混乱した社会情勢がうかがえる。そうした統計数字は、研究者の間でも議論が分か
れるまま今日に至っている。
」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真実』産經新聞出版、2010）と言ってい
る。いずれにせよ、震災に朝鮮人が殺されたという前提になっている。
山岸秀は震災の時、朝鮮人に間違えられた経験を述べた日本人が「「アイウエオ」を言えとか、「教育勅
語を暗通しろ」とか「歴代天皇の名前を言え」と大変でした。
」といった例をあげている。また、
『戦旗』
（壷井繁治「一五円五〇銭」戦旗者、一九二八年九月号）から「ヂユウゴエンゴヂツセン。一五円五〇
銭。
」の発音をあげている（
『関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早稲田出版、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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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関係を中心に—」(『日本学』第 22 巻、東国大学校日本学研究所、2003 年)
主人が娘の死について、思いだすことを立て続けに栄策に語るその姿は、その語られてい
る内容に比べて一層悲壮に響く。
〈中略〉拙い日本語を話す主人の性格は、日本語で切り取
られたものである。実際に朝鮮語を話す主人の性格を日本語で表記するだけならば、この
ようなことは生じなかったであろう。拙い日本語をこの主人に話させることで、主人の性
格には小説の文面には表れない、いわば剰余の部分が生じるのである。
しゅかい

【本文 5】果たして自分が今朝想像してやって来たいわゆる不逞鮮人の首 魁 の家であろう
かと思ってみた。なんだかうそのようである。
かす

【本文 6】軀のどこかに潜んでいた不安が、素早く彼の胸を掠 めた。当てもなく眼を瞳った。
と次の瞬間に彼の寝ている足もとのあたりで、今の生き物がことことと動いた。彼の軀が、
衝動的にぐっと縮んだ。
〈中略〉まるで壁いっぱいに見えるほど大きい影法師が、暈っと映
った。彼は思わずあっと叫びをあげそうになったが、驚いて踏み堪えた。
〈中略〉つまり闖
入者は、彼等の衣類や持物ばかりを窃みに来た、有触れた夜盗であると感づいたのである。
もた

【本文 7】はじめて闖入者の後ろ姿を、少しく頭を擡 げて瞥た瞬間、彼は驚いて自分の眼を
疑った。以外にもそれは宵の主人の後ろ姿であったからである。
〈中略〉今主人がこの部屋
へ来たのは、栄策達が武器を提携しているかをどうか調べに来たのである。
〈中略〉最愛の
娘の血を啜った仇敵の片われを！栄策は洪に陥られたのだと思った。安価な世界主義者は、
まんまと彼等の術中に陥ってしまったのだ。
〈中略〉長い間、都会の喧騒したまん中で暮ら
していても、梟を人の叫び声と聴き違えるのは、あまりにも惨じめな生の執着である。〈中
略〉『君、今部屋は来た者はね—』とこれまで云った時、ギイとすぐ眼の前の部屋の扉が内
裡から開いた。そして眩しそうな光がさっと廊下から二人の佇っている足許のあたりに流
めんく

ぎょ

たちすく

れる。意外に面食らった栄策は恟 っとして立 竦 んだ、通訳はあわててぱたぱたと暗がりに
かわ

身を躱 した。
『……便所、わかりませんか、……？』
その声は、確かに主人であった。深い印象を残している宵の主人の親切な言葉が、同じ響
きをもって栄策の胸に暖かく滲み躍った。
→本文５から７までは「碓井」が「不逞鮮人」にいつ攻撃されるかわからないという不安
の緊張と緩和が繰返されている。その度に、
「碓井」は「世界主義者」から「不逞鮮人」と
いう言説に打ちのめされている一日本人の間を行ったり来たりしている。
【資料５】山岸秀『関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早稲田出版、2002)
この二つの例(『震災美談』中島姉、私家版、一九二四年)において、朝鮮人はなぜ殺さ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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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かったのか。もちろん文さんの大家さんや、熊谷の絹紡会社関係者の人柄もあろう。し
かし、朝鮮人虐殺に加わった人たちの多くも普段は優しい人格であっただろう。とすると、
殺されなかった理由で人格以上により重要なのは、たとえ差別的な関係においてであって
も、日本人と朝鮮人との間に一定の日常的な人間関係が成立していたということだと私は
考える。
〈中略〉製糸女工、そして助けられた朝鮮人として美談に出てくる者たちは、朝鮮
人としての差別者として、日常的に毎日朝から晩まで付き合うという関係にあり、流れ行
商とは違って日本人の日常生活の中に組み込まれていたものであった(もっともそのよう
な人たちで殺された者も他の地域ではいるのだが)。

11

雑誌『文学案内』と張赫宙、そして植民地の文学者たち
―「朝鮮現代作家特輯」
（1937 年 2 月）を中心に
曺恩美（東京外国語大学国際日本研究センター）

1、はじめに
本発表では、植民地朝鮮出身の「日本語作家」張赫宙が、その作品・批評を発表した日
本のメディアに注目し、とりわけプロレタリア文学系の雑誌『文学案内』に組まれた「朝
鮮現代作家特輯」
（1937 年 2 月）との関わりを検証することを通じて、植民地と帝国の文学
のネットワークのあり方を考察する1。
2、
「日本語文学者」張赫宙―『改造』デビューから『文学案内』編集顧問まで
張赫宙にとって『改造』（1932年、第5回）の懸賞当選という出来事は、その後の活動に
おいてさまざまな相互交流の可能性が存在する空間を提供するものとなった。『改造』での
デビューはその後『文芸首都』同人への参加に繋がり、懸賞当選作家の保高徳蔵（1928年、
第1回）と植民地台湾作家・龍瑛宗（1937年、第9回）と出会い、帝国と植民地、そして植
民地文学者同士の交流と支えになる。
台湾の研究者・王恵珍によれば、龍瑛宗は「東京へ出発して《改造》懸賞創作の賞を受
ける前に、改造社を通じて張赫宙に手紙を送った。張赫宙は、龍瑛宗に直接、保高徳蔵を
訪ねるほうがいいと勧めた。それゆえ、彼は東京に着いてから、文芸首都社に保高を訪ね
た」2。張赫宙が龍瑛宗に宛てた書簡でも「保高徳蔵（芝区巴町一）と湯浅克衛（芝区愛宕
町、第二愛山荘）の両氏に是非逢つて下さい。吾々植民地人には特に理解が深いですから」
3

と、保高への会見を熱心に薦めていたことが確認される。
朝鮮に在住した経験のある保高徳蔵は「朝鮮は私の心のふるさとだ」4とよく述べていた

が、1936年7月、文学案内社の主催により開かれ、主に日本のプロレタリア文学者が集まっ
た「張赫宙歓迎宴」5にも保高徳蔵や、
『改造』懸賞作家たちの名前が確認されるのも、こう
した繋がりによってであろう。雑誌『改造』については、白川豊が述べているように「張
張赫宙と日本の雑誌メディアとの関わりについては、拙稿「「帝国」日本のメディアと張赫宙の日本語文
学―雑誌『文学案内』を中心に」
（
『社会文学』41号、2015年3月）
、を参照されたい。
2 王恵珍（台湾清華大学）
「植民地作家の変奏―台湾人作家から見た朝鮮人作家張赫宙」日本台湾学会、第8
回関西部会研究大会、2010年12月18日、関西大学、15頁
3 1937年6月13日付書簡。王恵珍氏と高橋梓氏提供。王恵珍氏によれば、2人の関係は書信往来など、1944年
頃まで続いていた。王恵珍、前掲。
4 保高みさこ『花実の森―小説文芸首都』立風書房、1971年、20頁
5 丸山義二「張赫宙君歓迎会をひらいて」
『文学案内』2巻9号、1936年9月、155頁。なお、本稿では、復刻
版『文学案内』
（不二出版、2005年）を用い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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赫宙と龍瑛宗という朝鮮と台湾を代表する日本語作家を登壇させた」6ことは注目に値する。
張赫宙は雑誌『文芸首都』の主宰者であった保高徳蔵に朝鮮の金史良7や、台湾の龍瑛宗
など新人作家を推薦する紹介者として活躍する一方、プロレタリア文学系の雑誌『文学案
内』においては、東京へ移住して間もない1936年10月号から編輯顧問に加わり「朝・台・
中国新鋭作家集」（1936年1月）、「朝鮮現代作家特輯」（1937年2月）の企画・翻訳に関わっ
ていた。 一方、『文学案内』の主宰者である貴司山治は「張君には朝鮮文壇のよき作家の
紹介、その作品の日本語訳等で特別の骨を折つて貰ふことになつてゐる」8と、その活躍に
期待をかけている。
しかしながら、この時期、植民地朝鮮においては、張赫宙の日本でのこのような活動が
必ずしも、評価されているとはいい難い現実があった。朴勝極の評論の一節「張赫宙の受
難」において、
「張赫宙は「文学案内」に、「朝鮮文壇の現状報告」
「朝鮮文壇の将来」等歪
曲にみちた報告と所論を二回も書いて、悪評をかつた」9という叙述からは、この時期、朝
鮮文壇で張赫宙がおかれた状況の一断面をうかがい知ることができる。他方、張赫宙にお
いて植民地朝鮮から差し向けられた非難に対して、貴司山治は「張氏は立派な進歩的な作
家である。
（略）張赫宙氏の存在はやはり朝鮮文壇の立派な誇りであると信ずる」10と、反
応している。
当の張赫宙は日本における活動に対する朝鮮知識人からの非難と、日本文学界における
後押しの狭間で、つねに「自分は日本文壇の人間であつて、朝鮮文壇の代表者ではない」11
と訴えかけていた。しかしどちらもその声に耳を傾けることはなく、朝鮮側からは、朝鮮
人は朝鮮文人になる方がもっとも意義あることだと批判され、他方で、日本側では「立派
な進歩的な作家」さらには「現代朝鮮の代表的作家」12とみなされ、あくまで「朝鮮文学（者）
」
の枠内で張赫宙を扱っていた。張赫宙の日本語文学には、植民地と帝国が出会い交流する
なかで齟齬や軋みが生まれていたのである。
3「朝鮮現代作家特輯」
（1937 年 2 月号）―日本における最初の朝鮮文学の紹介特輯として
雑誌『文学案内』は 1937 年 2 月号におそらく日本では初めて「朝鮮現代作家特輯」13[以
下、
「特輯」と略称]という特筆すべき企画を組む。掲載作品は李北鳴「裸の部落」、玄民（兪
鎮午）「金講師とＴ教授」
、韓雪野「白い開墾地」、姜敬愛「長山串」、李孝石「蕎麦の花の
白川豊『植民地期朝鮮の作家と日本』大学教育出版、1995年、4頁。 他方、 高榮蘭の「出版帝国の「戦
争」―一九三〇年前後の改造社と山本實彦『満・鮮』から」
（『文学』二◯一◯年三・四月号）によれば、
改造社の商業化出版戦略によって植民地文学者の作品が企画、掲載された。
7 保高徳蔵「日本で活躍した二人の作家」
『民主朝鮮』1946年7月号、70頁
8 編集局「推薦原稿 編輯局」『文学案内』2巻6号、1936年6月、135頁
9 朴勝極「朝鮮と文学―一九三五年文壇の回顧」
『文学評論』3巻1号、1936年1月、160頁
10 編輯局「朝鮮・台湾・中国・新鋭作家集について」
『文学案内』2巻1号、1936年1月、93頁
11 編集局「朝鮮・台湾・中国・新鋭作家集について」前掲、93頁
12 編集局「サーチライト」
『文学案内』2巻1号、1936年1月、35頁
13 「朝鮮現代作家特輯」については,白川豊『植民地期朝鮮の作家と日本』
（前掲）において先駆的に紹介
されている。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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頃」の五篇である。張赫宙は『文学案内』の「特輯」の企画について、次のようにその意
義と抱負を述べている。
私は吾が朝鮮文学が近年著しくその文学レベルを向上させつつあるのを見、種々な
客観状勢に因つて不遇の地位を忍んでゐるのを傍観することが出来なくなつた。私が
文学案内社と結んで朝鮮作家号を出してもらふやうになつた主要理由はここにあつた。
これに依つて朝鮮文学の優秀性を認めてくれる人の多からんことを私は秘かに念じて
やまない14。
また、
「特輯」が組まれた同号に張赫宙は評論「現代朝鮮作家の素描」をのせて、
「特輯」
に組まれた朝鮮の作家と作品の詳細を紹介している。そこでは、日本文壇において以前に
も朝鮮文学は紹介されてはいたが、それは紹介文や短編程度であり、雑誌『文学案内』の
「特輯」のように、
「全面的な、一時に多くの作品を紹介」したことはないと、その意義を
述べている。
つづいて、 張赫宙は作家・作品の選別については、「大体に於いて進歩的な立場にゐる
作家といふことにし（略）朝鮮文壇に於ける開拓者とも言はる可き大家諸氏や現代の総ゆ
る傾向の作家の作品を一冊に纏めて読んでもらふ為に全面的朝鮮文学の反訳集［翻訳集ー
引用者］の企画も考へてゐる。それが実現されるときには更に多くの作家と作品が紹介さ
れることは無論」15であるとその抱負を述べる。
それでは、実際に日本の読者に紹介された「特輯」の作品についてみてみたい。
まず、労働者出身作家・李北鳴の「裸の部落」は、張赫宙によれば、作家自ら日本語で
創作したとされるが16、この作品は、
「暗夜行路」のタイトルで『新東亜』1936 年 9 月号に
朝鮮語で発表されたものを日本語で書き直した形で掲載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る。改稿の
過程では、朝鮮語の初出と時期設定、主人公の日本警察に検挙される理由など、いくつか
の異同が見られる。
次に、張赫宙の評論において、朝鮮文学のレベルを世界的にした傑作であると紹介して
いる玄民（兪鎭午）の「金講師とＴ教授」は、
『新東亜』1935 年 1 月号に朝鮮語で発表され
た作品を作家自ら日本語で翻訳して掲載している17。その翻訳過程で、作家自身によって大
幅に改作が行われた。
そして、張赫宙の 1935 年、評論「朝鮮文壇の現状報告」18において、朝鮮文学の発展を
促す作家として期待された李孝石の作品「蕎麥の花の頃」は、現在の韓国においても、韓
14
15
16
17
18

張赫宙「文案十二月号予告―朝鮮作家について」
『文学案内』2巻11号、1936年11月、135頁
張赫宙「現代朝鮮作家の素描」『文学案内』3巻2号、1937年2月、84頁
張赫宙「現代朝鮮作家の素描」前掲、85頁
張赫宙「現代朝鮮作家の素描」前掲、86頁
張赫宙「朝鮮文壇の現状報告」『文学案内』1巻4号、1935年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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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現代短編小説の代表作の一つとして評価されている作品である。「作者自訳」19であるこ
の作品の初出は朝鮮語雑誌『朝光』1936 年 10 月号であるが、日本語へ翻訳される過程で他
の作家と比べて唯一、注意をひくような書き直しや内容の異同は見当たらない。一方、こ
の作品はその後『モダン日本』
（朝鮮版、1939 年 11 月号）に再録される。
つづいて、姜敬愛の「長山串」は、
『大阪毎日新聞・朝鮮版』において 1936 年 4 月～6 月
にかけて「朝鮮女流作家集」の特集が組まれ、そのなか「長山串」は、6 月 6 日～10 日ま
で掲載された作品である。
日本語訳に関しては、張赫宙によれば「反訳者は明らかでない」20としている。一方、現
在の研究状況においても、姜敬愛の「長山串」は初めから日本語で書かれた作品なのか、
朝鮮語原作があるのかなど、依然としてその詳細は明らかでない。
一方、青柳優子は「長山串」は初めから日本語で発表された姜敬愛の唯一の作品である
と断定している。21しかし、その後に大村益夫は、
「長山串」は「未だに朝鮮語の原文が見
つかっていない。訳者も不明である」というように、原文は朝鮮語であることを想定して
言及している22。また青柳は、「長山串」のように両国民衆の友情が形象化された作品は極
めて珍しいものであると評価している。
そして、
『大阪毎日新聞・朝鮮版』の初出版と『文学案内』への再録版の間では二〇箇所
以上の改稿点が確認され、張赫宙によって手が加えられた可能性を指摘している。
多くの改稿点の中でも最も重要な部分として、青柳が注目するのが、
「死線を去来してゐ
る志村を」
（
『大阪毎日新聞』版、1936 年 6 月 10 日）という表現を「死線を去来してゐる律々
しい軍服姿の志村を」
（
『文学案内』版、65 頁、下線部挿入）と改稿した部分であり、
「律々
しい軍服姿の」志村という一句が挿入されることで小説の雰囲気が変わったと論じている。
しかしながら、この時期、
『文学案内』などプロレタリア系の雑誌で活動しながら、朝鮮
の「進歩的な」作家に注目して「朝鮮文壇の現状報告」や「朝鮮現代作家特輯」などを組
んでいた彼が、あえて「律々しい軍服姿」という加筆を行う理由は見当たらない。
青柳は加筆の根拠として、この時期、張赫宙は日本文壇へのデビュー時には「鮮明だっ
た民族主義からの離脱を明確」にしており「その張の手によって紹介された『文学案内』
の、「長山串」」であれば、
「「加筆・削除」は、彼が行った」と考えるのが自然であり「こ
れは修正した意図は明らかである」23と述べている。青柳の主張はあくまで任展慧24の論考
に従ってなされた推測の域を出ておらず、張赫宙が改稿を行ったという根拠としては、正
当性があるとはいえない。
最後に、越北した植民地朝鮮の代表的なプロレタリア文学者・韓雪野の「白い開墾地」
19
20
21
22
23
24

張赫宙ほか編著 『朝鮮文学選集Ⅰ』赤塚書房、1940年、109頁。
張赫宙「現代朝鮮作家の素描」前掲、85頁
青柳優子『韓国女性文学研究Ⅰ』御茶の水書房、1997年、205～224頁
姜敬愛著・大村益夫訳『人間問題』 朝鮮近代文学選集2、平凡社、2006年、385頁
青柳優子『韓国女性文学研究Ⅰ』前掲、210頁
任展慧『日本における朝鮮人の文学の歴史』法政大学出版局、1994年、202～20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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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ついてみてみたい。
「白い開墾地」は韓国において金在湧により 1990 年、雑誌『文学案
内』から資料発掘されて、はじめて韓国において紹介された25。それ以降、金在湧の先行論
は定説として定着し、後につづく研究者もそのまま初出などの作品の詳細を採用して研究
を進め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26。
しかしながら、朝鮮語原文の問題を含めて、金在湧が断定している朝鮮語執筆が先であ
って、その後日本語に圧縮して翻訳したという議論には多くの問題点があると思われる。
金在湧によれば、韓雪野の「白い開墾地」は、「山村」（『朝光』1938 年 11 月）を中心
において、そこに「洪水」27（
『朝鮮文学』続刊、1936 年 5 月号）と「賦役」
（『朝鮮文学』
続刊、1937 年 6 月）を圧縮して組み込み、日本語で改めて書いた作品であるという28。その
後、この考察は定説になっていく。
しかしながら、雑誌『文学案内』の「特輯」は 1937 年 2 月に発行されている。ここで素
朴な疑問が生じる。1937 年 2 月以降に朝鮮語で発表された「賦役」と「山村」が、なぜ朝
鮮語で先に執筆していたとされるのだろうか。もちろん、金在湧が述べるように、先に執
筆して何年か後に掲載する場合もしばしばあるともいえるが、やはり再考の余地はある。
むしろ「白い開墾地」は韓雪野のもう一つの新たな「日本語」作品であり、朝鮮語の作品
「洪水」の一部を借用して、日本語で「白い開墾地」を執筆し、その後、さらに一部を朝
鮮語へ翻訳して、二つの作品「賦役」と「山村」として発表したとみなすのが、妥当では
ないだろうか。何よりも、当時の張赫宙は「（韓雪野－筆者注）氏は本誌に寄せる為に、日
本文でかいた「白い開墾地」を創作せられた」29と明らかにしている、ことも付け加えてお
く。
雑誌『文学案内』の「特輯」に掲載された作家と作品は、現在でも韓国文学史上で代表
的と見られている作家と作品が揃った形で企画され、朝鮮における発表時期とほぼ同時期
に日本語で翻訳・紹介が行われた。この企画は張赫宙の評論「朝鮮文壇の現状報告」30で、
朝鮮の新人として期待され、紹介されていた作家の作品が集められたものであるが、朝鮮
知識人による張赫宙への批判、すなわち朝鮮文壇を歪曲したとされるその批判は、当時、
いわゆる朝鮮のブルジョワ文学者らと対立し論争を深めていたカップ(朝鮮プロレタリア
芸術家同盟)派作家や、カップの活動に同調する同伴者作家たちであった兪鎭午、李孝石ら
金在湧「[作品発掘]失踪作家・韓雪野「白い開墾地」・1930年代後半事実主義小説の自己模索と「白い開
墾地」の意味」
『韓国文学』
、1990年1月、310～315頁
26 ソンハチュン編著『韓国現代長編小説事典1917-1950』高麗大学校出版部、2013年。海老原豊は「日帝強
占期韓国作家の日語作品再考―『文学案内』誌「朝鮮現代作家特輯』を中心に」
（
『現代小説研究』40号、
2009年、韓国現代小説学会）において、満洲事変と日本のプロレタリア文学作家との連関性を考察する中、
「朝鮮現代作家特輯」について触れている。なお、この論考は初出など書誌の誤記が目立つ。
27 「洪水」の初出は、多くのペンネームを持っている韓雪野が「韓炯宗」というペンネームで新春文芸に
応募し入選した作品で、『東亜日報』（1928年1月2日～6日）に全5回掲載された短篇である。『東亜日報』
に用いた「韓炯宗」というペンネームについては、布袋敏博先生のご教示にあずかるものである。
28 金在湧「[作品発掘]失踪作家・韓雪野「白い開墾地」
」前掲、310頁
29 張赫宙「現代朝鮮作家の素描」前掲、87頁
30 張赫宙「朝鮮文壇の現状報告」前掲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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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日本で高く評価し、その対立軸にあったブルジョワ文学者を低く評価していたことにも
起源する。
1931 年 9 月の満洲事変勃発以降、1930 年代半ばから植民地朝鮮においてプロレタリア文
学者に対する弾圧は一層強まり、朝鮮の文学者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さらに、第 3 次朝
鮮教育令が 1938 年 8 月公表され、帝国日本の総動員体制に至るこの時期は、朝鮮文学史の
中で一つの転換期だと言える。なかでも 1935 年のカップ解散は韓国の文学史上における大
事件となった。
このような状況の下、朝鮮の進歩的な作家たちはちょうど同時期である 1935 年に弾圧さ
れるプロレタリア文学の再建をめざして創刊された日本の進歩的雑誌『文学案内』が、「張
赫宙」という媒介を通じて作品発表の場となったのではないか。
また、植民地朝鮮の文学者らは、朝鮮の厳しい検閲より日本の検閲が若干緩やかである
ことから、作品に刻まれた牙を隠しつつメッセージを発することを試み始める。たとえば、
金在湧が朝鮮語より「一層、反日的で階級的」であると評価しているように、韓雪野の「白
い開墾地」では、朝鮮語において「組合」という一つの表現に統一されているものが、日
本語では「争議」
（55 頁）
「Ｔ農組総検挙」
（36 頁）
「Ｔ農組再建事件」
（55 頁）など、具体
的にその対象や表現が織り込まれている。
また、朝鮮における「東拓」の資本や朝鮮総督府が掲げた「心田開業（思想善導）自力
更生、農事改良」(41 頁)の虚像、日本人校長「小林」の卑劣な交渉、漠然とした「模範校
長」の表彰が明確に「総督府表彰」と示され、小作権が朝鮮人地主から移住日本人地主へ
移動する過程などが明示される一方、「農組」による農民の団結も加われている。
また、李北鳴の「暗夜行路」では、
「できの悪い社会主義」者（377 頁）であった主人公・
三徳が日本警察に捕まった理由は「配達夫親睦会事件」（377 頁）によるものであったが、
『文学案内』の「裸の部落」では「K 邑『新聞配達夫同盟』組織準備中に検挙」
（11 頁）と
明示されている。そして、兪鎭午の「金講師とＴ教授」では、消極的な主人公・金講師の
性格が日本人同僚に向かい怒りを爆発するなど大胆な性格へと変化する一方、植民地の現
実を浮き彫りにしている。このように、植民地文学者ゆえの創作の苦悩ともいえるこのよ
うな表現の差異を通じてもわかるように、植民地朝鮮文壇よりは多少なりとも、自由な表
現が許される日本のメディア『文学案内』は、そのような試みの場を提供する役割を一定
程度、果たしたといえる。
貴司山治らも示しているように「張赫宙君の一方ならぬ厚意によつて生れたといつて
いゝ」31「朝鮮現代作家特輯」は、朝鮮の同時代の作品を日本に翻訳・紹介し、植民地朝鮮
の作家たちを日本読者に紹介したものとして意義を持つ。
また、雑誌『文学案内』が「これらの作家はいづれも現代朝鮮文壇をになふ新進、中堅
の俊才で、必ずや大方の期待に添ふであらうと共にこれらを特輯することはわが編輯部が
つねに朝鮮、台湾、中国文壇の紹介に、率先して微力を注いて来た真意を、より積極的に
31

貴司山治「編輯室レポ」
『文学案内』3巻2号、1937年2月、19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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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現したものである」32と、その意義を示しているように、植民地作家たちに作品発表の場
を与え、そのことで植民地の現実を広く知らせるきっかけにもつながっていく。だが、雑
誌『文学案内』はこの特輯の後、
「今年中にもう一度第二朝鮮作家号を出したいと思ふし中
国作家号なども企てたい」33と抱負を述べたものの、1937 年 4 月号を最後に廃刊に追い込ま
れてしまう。
4 むすび
雑誌『文学案内』における植民地文学者との「特別の連帯心」や台湾、朝鮮、中国文壇
の日本への紹介やその作品の「日本文壇への移植」と「相互交渉」という理念は、雑誌『文
学案内』が廃刊された後も続けられた。その後、ともに『文学案内』の編輯顧問であった、
張赫宙（戯曲）と村山知義（演出）の協力で「春香伝」
（1938年）が上演され、そして、雑
誌『文学案内』や戯曲「春香伝」上演に関わっていた張赫宙、村山知義、秋田雨雀、兪鎮
午の共同編輯による「全面的朝鮮文学の反訳集の企画」34であった『朝鮮文学選集』全3巻
（赤塚書房、1940年）の刊行にもつながっていくのである。

32
33
34

編輯局「朝鮮作家特輯号の発行について」
『文学案内』2巻12号、1936年12月、159頁
貴司山治「編輯室レポ」前掲、192頁
張赫宙「現代朝鮮作家の素描」前掲、8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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呉泳鎮の日本語エクリチュールと民族主義
――呉泳鎮の小説「真相」とシナリオ「ハンネの昇天」
李相雨（イ・サンウ／高麗大）
（渡辺直紀・訳）

１、雑誌『城大文学』と小説「真相」
呉泳鎮（オ・ヨンジン／1916-74）は「民俗儀礼 3 部作」といわれるシナリオ「ベベンイ
巫儀」
（1942）
、
「孟進士宅の慶事」
（1943）、「ハンネの昇天」（1972）を書いた。このシナリ
オは、呉泳鎮自身の代表作であるのみならず、韓国的アイデンティティ（identity）を代
弁する劇作品と認められており、そのために彼は韓国を代表する劇作家と評価されている。
さらに彼は、民族主義思想を持つ劇作家としても有名である。解放期、また 1950～60 年代
にかけてみられた積極的な反共・反日民族主義思想と活動は、呉泳鎮が民族主義指向の作
家であるという事実を示す端緒となる。
しかし、彼が小説家として文学の第一歩を始めたという事実、そして当時、彼が書いた
小説がみな日本語作品であったという事実は、さほどよく知られていない。もちろん、呉
泳鎮が日帝末期に『国民文学』に発表したシナリオ「ベベンイ巫儀」
（1942.8）や「孟進士
宅の慶事」
（1943.4）も、すべて日本語で創作されたが、これは日本語使用が強制された日
帝末期に発表されたものである。しかし、彼がそれ以前に書いた小説は、朝鮮語での創作
が可能だった 1930 年代中盤に、すべて日本語で創作されたために注目を要する。
公式の誌面に発表された呉泳鎮の処女作品は、1934 年に京城帝国大学予科の同人誌『清
凉』18 号に収録された短篇小説「婆さん」（1934.7）である。
『清凉』には当時、趙容萬、
高晶玉、具滋均など、多数の朝鮮人学生たちの作品が掲載されたことが確認できる。呉泳
鎮は京城帝大の予科の時期から文学創作に相当の関心を傾けたものとみられる。彼の創作
熱は京城帝大本科に在学した時期にも着実に続き、1936 年に文学同人誌『城大文学』に全
4 編の短篇小説を発表した。2 号（1936.2）の「真相」をはじめとして、3 号（1936.5）に
「友の死後」
、4 号（1936.7）に「かがみ」、そして 5 号（1936.10）に未完成作「丘の上の
生活者」など、1 年間に 4 編の日本語小説を相次いで発表するという旺盛な創作活動を示し
た。
『城大文学』は京城帝大の日本人の作家志望生が作った文学同人誌であった。一色豪が
同人誌の編輯兼発行人として表記されており、その他の同人として、宮崎清太郎、渡部学、
田中正米、泉靖一、森田四郎、呉泳鎮、李碩崑などがいた。呉泳鎮は 2 号（1936.2）に「真
相」を発表することで同人として参加する。
『城大文学』2 号の編集後記を見ると、新同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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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して参加することになった呉泳鎮の力作を得て光栄だ、李碩崑も同人になり、
「今後、半
島学生両君の活躍が期待される」としている。呉泳鎮は、日本人学生たちが作った文学同
人誌に、たぐいまれな朝鮮人として参加して、日本語で小説を書いたのである。
呉泳鎮が『城大文学』に発表した 4 編の小説のうち、特に「真相」は注目を要する作品
である。それは、この作品が、後日、発表されるシナリオ「ハンネの昇天」の創作源泉と
なる作品だからである。
「ハンネの昇天」は、呉泳鎮の「民俗儀礼 3 部作」の完結版で、呉
泳鎮の民族主義的な指向をよく示す作品の 1 つとして数えられる。だが、日本語使用が強
制されなかった時期に、日本語の文学同人誌に日本語で創作された小説「真相」が、民族
的アイデンティティを代弁する作品で、韓国劇文学の正典として認識される「ハンネの昇
天」を産んだ原作であるというこの矛盾性を、どのように理解するべきだろうか。本稿の
問題意識はまさにこの地点にある。
２、呉泳鎮の「真相」と金史良、そして二重言語エクリチュール
日本語小説「真相」
（1936）は、1930 年代の植民地朝鮮の農村現実の一断面を、写実的に
反映した作品である。この小説の主人公・哲洙は「大酒飲み」かつ「ならずもの」で村で
も有名な小作人である。これによって彼は、本妻の金氏と一日じゅうケンカをしている関
係である。金氏が哲洙とケンカして家出して数日間帰ってこなかったある日、哲洙は街で
物乞いする若くて美しい女性・徐氏を自分の家に連れてきて一緒に暮らすようになる。性
格がはげしい金氏とは異なり、
「仙女」のように美しい性格と容貌を持った徐氏とともに生
活しながら、哲洙のわがままな生活態度は日ごとに変化する。飲酒と放蕩をやめ、着実な
農民に変貌したのである。
若くて美しい新妻・徐氏を迎えた幸福感で、哲洙は酒を断ち着実に仕事をしながら、金
儲けを思案することになる。しかし、哲洙に新妻ができると、すぐに周辺の村の人々は、
いつの間にか哲洙を嫉妬するようになる。特に地主で村の「自力更生会」の会長である成
三の嫉妬はかなり執拗なものだった。一方、村役場の書記である富基は成三をとても嫌い、
それとなく哲洙を助けようとするが、それは成三が、品行のよくない人物であり、あたか
も自身が道徳的であるかのように、偽善的な行動をする人物だからである。
多くの村の人々は成三の偽善的な態度を知らず、財力や清廉さ、道徳心、学識を持って
いるとされる自力更生会会長・成三に尊敬の念を表している。面書記の富基だけがひとり
彼の偽善を見抜いている。しかし、地主の成三が哲洙を呼び出し、「模範村」の「体面」を
考えて徐氏と別れ、本妻の金氏と再結合しろと強要してくることに対して、小作人の哲洙
は抵抗できない立場である。成三の要求を聞き入れなければ、小作権を奪われるかもしれ
ず、村の共同体から無視され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不安のために、哲洙は結局、徐氏と別
れてしまう。徐氏と別れた後、哲洙は失意に陥り、再び「大酒飲み」で「ならずもの」の
以前の生活に戻る。家に戻った金氏は、いくらもたたずに哲洙とケンカして、また家を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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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しまうが、彼女が成三の家をしばしば出入りするところが富基によって目撃される。結
局、徐氏を奪ったのをはじめとして、金氏を背後から動かしていたのも、みな成三の策略
だ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るのである。
この小説は、表面的に見ると、人間の根源的慾望や嫉妬の問題を扱った通俗的な作品の
ように見える。しかし、深層的に見る時、この小説は、日帝の植民地農村政策（特に農村
自力更生運動）の矛盾を批判している点に焦点が置かれた作品である。「大酒飲み」であり
「ならずもの」の小作人・哲洙が、美しい物乞いの女性（「仙女」）に出会って着実な農民
に生まれ変わろうとすること、すなわち、自ら更生しようと考えるのを、自力更正運動会
の会長である成三とその会員たちの嫉妬が阻んでいるからである。ある堕落農民の自発的
な更生機会を自力更正会が挫折させてしまうという、なかなか笑えないアイロニーを示し
ていることが、まさにこの小説の核心的な意図である。
この小説で描き抜いた自力更正運動のアイロニーに対する風刺は、1933 年から朝鮮総督
府が推進した農村振興運動の主要事業である、いわゆる「農家更生計画」の虚構性を痛烈
に暴露したものといえる。1930 年代の農村振興運動は、1932 年から 1940 年まで、朝鮮総
督府が主導した一種の官製農民運動である。これは 1929 年ごろに吹き荒れた世界経済恐慌
の直接の被害階層である農民が、小作争議や農民組合運動など、生存のための抵抗運動を
熱く展開すると、農民階層の不満を解消し農村社会を統制するための一種の自己救済策に
乗り出したのである1。自力更正運動の本質が、植民地農村社会の根本的な発展を目標にし
たものではなく、農民の民心離反を抑えるために、地主、財力家など、農村の地域の有志
を中心にした農村の自律的統制組織を作ることに目的があったために、それは本質的に虚
構的かつ欺瞞的なプロジェクトにすぎなかった。
1930 年代中盤の植民地朝鮮の農村社会の基幹組織である自力更正会が、個別の農民の欲
望を抑圧する「真相」を暴露し批判するこの小説を、植民地官立大学の学生身分である呉
泳鎮が、大胆にも帝国大学の文学同人誌に発表できた点は、呉泳鎮個人の鋭利な洞察力も
あったが、このころに農村振興運動の反時代性に対する批判世論が形成され始めていたと
いう社会的な雰囲気も作用した。さらに、京城公立農業学校の野村校長のような責任ある
地位にある人間まで、農村更生計画の問題点に対して批判するような状況だった2。
小説「真相」が示した文学的特徴は、さまざまな点で金史良の日本語小説との親近性を
よく示している。特に彼の「草深し」（1940）を見ると、このような現象がよくみられる。
「草深し」は、郡守である叔父の日本語演説を通じて強調される総督府の色衣奨励政策の
持つ虚構性、農村の凄惨な貧窮の現実を直視できない火田民対策の非現実性を、医学徒で
ある朴仁植の視線を通じて深く鋭く暴いている。だが、ここで特に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
いのは、まさに色衣奨励政策に対する戯画化である。この政策もまた、植民地の農村振興
1

2

チ・スゴル「日帝の軍国主義ファシズムと「朝鮮農村振興運動」
」
『歴史批評』47 号、1999 年夏号、16-19
頁。
チ・スゴル「1932～1935 年間の朝鮮農村振興運動」
『韓国史研究』46 号、1984、131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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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動の一環で展開される事業の 1 つだったが、草創期の振興運動は、色衣奨励、禁酒断煙
のような生活改善運動が主流をなした3。伝統的な白衣を着ないようにして色衣を無理に押
し付ける喜劇的状況を、金史良は日本語演説という滑稽な演劇的状況を動員して風刺して
いるのである。これは、
「草深し」の深層的意図も、やはり呉泳鎮の「真相」と同様に、植
民地農村政策の失敗と矛盾を暴露するところにあったものと思われる。「草深し」や「真相
を明らかにする」というニュアンスの作品のタイトルは、隠された真実を暴いたり明らか
にするという意味が見え隠れする。彼らが小説を通じて明らかにしたいのは総督府農村政
策の「真相」であっただろう。
興味深いことに、呉泳鎮と金史良の 2 人は共通点がとても多い。平壌出身、キリスト教
名門の家柄出身、帝国大学出身、日本語創作、民族主義的指向などは、2 人が共有する共通
点である。第１に、平壌で出生し、平壌高普に通ったという事実。1928 年に平壌高等小学
校に入学した金史良は、同盟休学事件の主謀者として加担し、1931 年に退学処分を受けて
渡日した4。反面、呉泳鎮は、1928 年に養正高普に入学した後、1930 年に平壌高等小学校に
転校しているので、2 人がともに平壌高等小学校に通った期間はおよそ 1 年余りである。第
２に、平壌キリスト教の名門の家柄の子弟だったという事実。特に西北地域のキリスト教
は、財力ある土着勢力、商工人、民族主義者らと結合して、強力な民族主義的キリスト教
の性格を有していた5。呉泳鎮の父親は、島山・安昌浩（アン・チャンホ）
、古堂・曺晩植（チ
ョ・マンシク）
、朱基徹（チュ・ギチョル）牧師などとともに活動した、西北地方の人望あ
るキリスト教系列の民族運動家・呉胤善（オ・ユンソン）長老である。呉泳鎮の回顧によ
ると、当時、呉泳鎮の自宅の広間は、島山・安昌浩、古堂・曺晩植などが出入りし、民族
運動の懸案を議論する集会所だったという6。一方、金史良の母親は、篤実なキリスト教信
者として、平壌の有名飲食店やデパートを経営した財力家であった。金史良の妻の実家も
やはりキリスト教一族で、平壌のゴム工場を経営し成功した商工業者階層だった。第３に、
帝国大学出身のエリート文学者であるという点。金史良は東京帝大独文学科を、呉泳鎮は
京城帝大朝鮮語文学科に通い、在学中にそれぞれ文学誌の同人として活動しながら日本語
小説を創作した。金史良は東京帝大の日本人の友人らと文学同人誌『堤防』を発行し、小
説「土城廊」
（1936）などを発表しながら本格的に日本語小説を創作した。反面、呉泳鎮は
小説「真相」
（1936）を発表しながら、京城帝大『城大文学』の同人として活動することに
なる。日本語エクリチュール（literacy）に秀でた帝国大学出身のエリート文学者として、
互いに共有できる意識世界があっただろう。第４に、2 人とも創作と人生を通じて民族主義
的な性向を示した。2 人は実際の人生としても民族主義者の道を歩んだ。金史良は日帝末期
に中国で延安地区に脱出し朝鮮義勇軍に参加した7。呉泳鎮は父親・呉胤善や曺晩植の民族
3
4
5
6
7

チ・スゴル(1999)、前掲文、20 頁。
イ・ジョンスク「金史良と平壌の文学的距離」
『国語国文学』145 号、2007、239 頁。
徐正敏「平安道地域キリスト教史概観」
『韓国キリスト教と歴史』3 号、1994、23-24 頁。
呉泳鎮『ひとつの証言』中央文化社、1952、8-9 頁。
安宇植、沈元燮訳『金史良評伝』文学と知性社、2000、23-24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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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義運動に協力した8。
実際に呉泳鎮と金史良の間には具体的な交流があったものとみられる。これについて呉
泳鎮の回顧をみると、次の通りである。
東京にはまだ東大の学生である金史良が有力な同人雑誌に小説を書いていたし、安
英一（アン・ヨンイル）が新協劇団で助演出をしているし、黄憲永（ファン・ホニョ
ン）が二科展に出品して、文学準（ムン・ハクチュン）、任東赫（イム・ドンヒョク）
が音楽で活躍していたし、朱永渉（チュ・ヨンソプ）が学生芸術座を率いていた。彼
らは自由主義者であり、社会主義者であり、民族主義者を自負していた。彼らは活動
写真を勉強すると訪ねてきた植民地大学出身の文学者を親しく迎えた。
（……）
学者になろうと朝鮮文学を勉強したわけではなかったように、芸術家になろうと映
画勉強をしたわけではない。性急な私としては、小説では自分が意図するところを急
速な期間に達成できないだろうと思ったので、文学は史良に任せて、映画を選択した
のである。文学の才能において史良に劣ると考えたことはなかった9。
呉泳鎮が京城帝大を卒業し、映画の勉強のために東京に渡ったのは 1938 年 9 月だった。
彼は東京発声映画製作所で映画の授業を受けながら、金史良、安英一、任東赫、朱永渉な
どと交遊した。東京で金史良と出会ったのは、さきに挙げた 2 人の共通点が作用したもの
と思われる。帝国大学出身の 2 人のエリート文学者の間には、おそらく互いに対する尊重
心や競争心のようなものが作用していただろう。そのために呉泳鎮が小説をあきらめて映
画の道を選択しながら、
「文学は史良に任せて、映画を選択したのである。文学の才能にお
いて史良に劣ると考えたことはなかった」という陳述が必要だったのである。
呉泳鎮と金史良、民族主義的指向を持つこの 2 人の植民地エリート知識人が、日本語で
文学作品を創作することになった動機は何だろうか。このような現象は、1930 年代中盤以
後、
「東アジアの普遍語」として浮上した日本語の地位と関連して考えることができる。金
史良は、植民地朝鮮の民衆が直面した現実を世の中に広く知らせたくて、日本語で作品を
書くようになったと言ったことがある。当時、日本語は、朝鮮の植民地エリートが世界的
普遍性に通じるために必ずや経ざるを得ない媒介体、換言すれば「世界文学への入口」だ
ったのである10。当時、朝鮮は、学校、官公庁など、公共機関で日本語を「公用語」として
使用し、その他の私的領域で朝鮮語を「自然語」として使うという、二重言語の使用が自
然に受け入れられる言語の現実に直面していた11。
このような言語状況において、世界的な普遍に向かって文学的な再現欲求を表現しよう
呉泳鎮「一点の黒い雲が」
『思想界』1962.4、268-275 頁。
呉泳鎮、前掲文、270-272 頁。
10 黄鎬徳「金史良の<光の中に>、日本語で書くということ」
『明日を開く歴史』2008 年夏号、144 頁。
11 金允植「韓国近代文学史の視線でみた二重言語エクリチュール空間におけるエクリチュール類型論」
『作
家世界』2004 年冬号、355-365 頁。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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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する植民地エリートにとって、日本語創作はそれこそ避けて通れないものだったであろ
う。さらに、帝国大学出身の植民地エリートにとっては、日本語で創作することは特別な
難関でなかったばかりか、東洋の国際語に堪能な帝国大学出身の文化的な優越性を誇る方
法になりえた。このような意識の根底には、帝国大学特有の教養主義意識、すなわち、地
方語でない帝国の言語で自由に読み書きできることを優越したことと考える意識が定着し
ていた。当時、帝国大学の植民地学生（知識人）には、いつの間にか現実における差別を、
特権的な教養主義を通じて想像的に克服しようという欲望が内在していたと思われる12。
もちろん、このような文化的優越意識、特権的な教養主義の中でも、彼らは民族主義を
追求しようとした。そのような現象は、作品の内容、主題においてのみならず、言語形式
にもみられる。たとえば、帝国の言語である日本語をややひねりながら使用して、嘲弄し
戯化するという専有（appropriation）の現象が、金史良、呉泳鎮の作品に部分的にみられ
る。
「真相」の場合には、名前や擬声語を表現する時、音声記号を通じて朝鮮語の音を表現
ホ

ホ

しようとした。たとえば、名前「徐氏」は「徐氏 Səsi」に、朝鮮語の擬声語「허허」
（はっ
は）は、これと類似した日本語の擬声語を使わずに、「həhə」のように朝鮮語の擬声語をそ
チ

マ

カ ルボ

のまま使った。また、
「치마」
（裳）や「갈보」
（売女）のように朝鮮的な情緒をはらむ単語
は、日本語の単語を使わずに、
「チマの裾」、
「ガルボ」のように、朝鮮語の単語をカタカナ
でそのまま露出する方法を使用したりもした。
３、
「真相」と「ハンネの昇天」の関係
呉泳鎮の初期作品「真相」
（1936）と晩年の作品「ハンネの昇天」（1972）の間には、発
表時点だけを見たとき、36 年もの距離がある。しかし、この 2 つの作品は非常に近い関係
にある。
「真相」が、呉泳鎮の作品世界のフィナーレを飾る代表作とされる「ハンネの昇天」
の原作にあたるためである。呉泳鎮は日帝末期に小説「真相」をシナリオに改作して「仙
女の新郎」というタイトルで植民地朝鮮の日本語誌『国民文学』に発表することになって
いたが、国策文学としてふさわしくないという理由で掲載が拒否されて掲載されなかった。
現在「仙女の新郎」というシナリオは伝わらず、1936 年作の「真相」を土台にシナリオへ
の改作過程を推定するしかない。とにかく、この作品がシナリオの形で初稿が創作された
のが 1940 年代初期とするならば、呉泳鎮が死ぬ 2 年前の 1972 年に発表されるまで、30 年
という長い熟考の期間があったことになる。
呉泳鎮は解放後から死ぬまで、徹底した反共・反日民族主義の道を歩み、自らの作品に
そのような政治的指向を明らかに示した。西北地方出身のキリスト教系が編集陣の主流を
なしていた『思想界』の筆陣だった彼は、1965 年の韓日国交正常化を推進する朴正煕政権
に対して批判的な態度を示すこともあった。しかし、彼のこのような民族主義的指向にも
12

尹大石「京城帝大の教養主義と日本語」
、
『揺れる言語』
、成均館（ソンギュングァン）大大同門花宴救援
（旧怨）
、2008、426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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かかわらず、彼は若い時期から死ぬ前まで、韓国語と日本語を混用して日記を書いたとい
う13。にもかかわらず、彼が晩年に書いた劇作品には、反日民族主義的な指向が極端に露骨
化されている。特に戯曲「アッパッパを着ました」
（1970）、
「モザイクゲーム」
（1970）、
「東
天紅」（1973）などを見ると、日本に対する敵対感と憎悪心が天を衝くようである。「アッ
パッパを着ました」では、日本人女性と結婚した在日同胞のキム・サンフンが、すべての
財産を処分して韓国に帰国しようとすると、夫人のキヨコが日本人情夫と共謀して夫を殺
害するという内容である。
「東天紅」は、金玉均の甲申政変の失敗の原因を、日本の朝鮮侵
略の野心に見出そうとしている。なので、金玉均や朴泳孝などのような甲申政変の主役よ
りも、政変を利用して朝鮮侵略を企てようとする竹添日本公使、島村書記官、村上中隊長
など、日本政府の陰謀に作品の焦点が向けられている。作品にみられる日本に対する憎悪
心が示すように、呉泳鎮の日本に対する敵対的な強迫観念は、晩年に極度に達することに
なる。
彼は 1960 年代後半、ソウル・明洞のある喫茶店で、突然「日本の奴らが攻めてくる」と、
ドアを蹴飛ばして出ていったというエピソードがある。ある対談で夫人のキム・ジュギョ
ンは、呉泳鎮がときおり、日本がいまにも攻め込んできそうな錯覚に陥ったと証言してい
る14。結局、彼は精神分裂症で、東大門の梨大附属病院の精神科で入院治療を受けるに至る。
反日主義が深刻化するほど、彼はより一層、日本語、日本映画、日本の食べ物など、日本
的な趣向に陥っている自らの生活に対する罪意識や自己侮蔑、自己否定に深くさいなまれ、
精神分裂症に陥ることとなった15。
「ハンネの昇天」
（1972）は、輪廻の思想や恨（ハン）の情緒、また村の祭儀、仮面劇な
どのような伝統演戯的な技法を通じて、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を表現しようとした点で、
民族主義的性向の作品と見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それは、同じ時期の他の作品にみら
れる反日民族主義指向の理念過剰の傾向とはかなり区別されるものである。第１に、他の
作品が、韓日国交正常化以降、日本の新植民主義を警戒しながら生み出された当代的な産
物なのに比べて、
「ハンネの昇天」は、1930 年代の「真相」に起源を置き、1940 年代のシ
ナリオ「仙女の新郎」を経て、長きにわたって熟考された作品である。第２に、1970 年代
初めから始まった伝統の現代的再創造という演劇界の流れに合わせて、韓国の民族アイデ
ンティティを込めた「ハンネの昇天」（1972）を書くことになったという点である。
「ハンネの昇天」は、その原作にあたる小説「真相」を継承しながら、一層発展させた
作品である。呉泳鎮は「真相」にみられる日帝の植民地農村政策批判という内容的な民族
主義を消去し、その代わりに韓国人の民族の原型的な心性や仏教的な輪廻思想、民俗儀礼
の構造（村の祭儀）や伝統演戯の表現形式（仮面劇、男寺党牌遊戯）など、韓国的アイデ
13

14
15

呉泳鎮の日記は解放直後から死亡直前まで書かれたと伝えられている。その内容の一部は、現在のキム・
ユンミの博士論文「オ・ヨンジン劇文学にみられる「民族」表象研究」
（延世大、2010）に引用されてい
る。
柳敏栄「政治に犠牲になったインテリ劇作家」
『呉泳鎮』演劇と人間、2010、19 頁。
キム・ユンミ「呉泳鎮劇文学にみられる「民族」表象研究」
、延世大博士論文、2010、105-106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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ンティティの表現方式に重点を置く、様式的レベルの民族主義を追求する戦略を選択した。
仙女洞の酒飲みで道楽者のマンミョンは、仙女池に身投げしようとしていたハンネを救
って一緒に暮らすようになることで、新たな人生へと旅立とうとする。寺堂牌芸人の両親
に金で売られ転々として、娼女に転落した自らの人生を悲観し、自殺しようとしていたハ
ンネも、マンミョンとともに暮らして、はじめて人生に愛着を持つようになる。マンミョ
ンは、ハンネが自殺した自分の母親と似ていたので、より一層彼女に対して愛着を持つ。
そのような理由で、彼はハンネに、母親が残したチマ（スカート）を与える。仙女のよう
な女性を得たマンミョンは、村内の人々からいつの間にか非難と嫉妬の視線で見られる対
象となる。村の祭儀（洞祭）がおこなわれる期間に、素性も知らぬ外部の人間を村に入れ
ることが、不浄なこととして認識されたためである。
酒飲み、道楽者として噂になったマンミョンに片思いするセドルの家の食母が、マンミ
ョンがタブーを破って、外部の人間であるハンネを村に引き込んで一緒に住むのを、村長
夫婦に言いつける。村のタブーを破ったマンミョンの行動、さらには「酒場の女」を村に
引き込んだ行動は、村共同体の非難を得やすい。このような場面は「ハンネの昇天」が、
小説「真相」の基本的な葛藤構造を借用した事実を示している。酒飲み、道楽者であるマ
ンミョンが、
「仙女」のような女性を得て、過去を悔い改めて新しい人生に旅立とうとする
が、村の人々の嫉妬と非難に阻まれて困難に直面する葛藤の構図は「真相」のそれと非常
に似ている。ここでマンミョンは「真相」の哲洙に、ハンネは「真相」の「仙女」のよう
な女・徐氏に、そしてセドルの家の食母は「真相」の本妻・金氏にあたる人物である。村
長は「真相」の成三に肩を並べる人物といえる。
村の祭儀をおこなう芸人らの要求によって、ハンネが、マンミョンの親が残した 1 着し
かないチマを渡すことになると、マンミョンはやむを得ず、村の祭儀が行われる間、村を
出ることができないタブーを破って、ハンネのチマを用意するために村を離れて市場に行
く。市場で金を用意するために賭博に手を出したマンミョンは、ハンネのために用意した
服地を奪い取ろうとする女を偶発的に殺害してしまう。村の祭儀の期間に外部の人間を入
れて、勝手に村を出るタブーを犯しただけでなく、賭博をして人を殺すという罪悪まで犯
しながら、状況は極限に達することになる。マンミョンが村に戻れずに身を避ける間に状
況はさらに悪化する。マンミョンの実父であり村の祭儀の祭主であるピルチュが、マンミ
ョンの母のチマを着て、焼紙の儀式をするために現れたハンネを見て、20 年前に自分が凌
辱したマンミョンの母と勘違いし、ハンネを凌辱することになる。20 年前にマンミョンの
母がそうしたように、ピルチュに凌辱されたハンネは、人生に対する最後の希望をすべて
なくし、仙女池に行って投身自殺をしてしまう。後についてきたマンミョンもハンネにつ
いて自殺する。
「真相」において「仙女」徐氏をめぐる哲洙と成三の葛藤は、「ハンネの昇天」において
「仙女」ハンネを間に置いて、マンミョンとピルチュの愛欲の葛藤へと変奏された。ここ
で重要なのは、マンミョンの敵対者が、先に登場した村長でない、マンミョンの実父であ
26

り、村の祭儀祭主であるピルチュだという事実である。マンミョンとピルチュの葛藤構造
は、
「真相」のような写実主義的なレベルを越えて、人間の欲望によって生み出された原初
的な宿命の悲劇を示す地点にまで行き着いたといえる。
「ハンネの昇天」が「真相」から一
層発展した様相を示しているのは、まさにこのような地点においてである。
４、結び
これまで数十年間、日本帝国主義の侵略と強制占領に苦しんだ東アジア諸国では、自然
と日本語で書き発表された、いわゆる「海外日本語文学」が量産され、これに対して韓国、
中国、台湾などでは、
「親日文学」
、あるいは「漢奸文学」
「淪陥区文学」という議論が広が
った。しかし、最近になって、この「外地日本語文学」を、単に民族を裏切った文学行為
として裁断するよりは、1930-40 年代の日本占領下の東アジアの大帝国において発生した超
民族的（trans-national）な文化現象として理解すべきという認識が、韓国のみならず東
アジア各国に広がっている。まず、1930 年代の日本語小説「真相」は、そのような観点で
理解する必要がある。植民地時代に日本語に精通したエリート文学者によって創作された
日本語文学のもつ両義性、つまり、相対的に日帝の検閲がゆるかった日本語創作を通じて、
植民地の現実を批判しようとした、民族主義的欲望を表出した側面、また、日本語エクリ
チュールを通じて被植民地の差別を克服し、帝国の文壇の中心、世界的な普遍性に進み出
ようとした帝国主体への欲望が並存していたと解釈できるのである。
「真相」から「ハンネの昇天」にいたって、呉泳鎮の民族主義は明らかに進化した様相
を示している。民族の生にみられる桎梏を、社会的構造と制度の観点から眺める態度を克
服し、これを人間の普遍的な欲望と朝鮮民族の根源的情緒（恨（ハン））、東洋的輪廻の世
界観という内面的な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を、村の祭儀、仮面劇、男寺党遊戯など、伝統
民俗演戯の様式など、外形的な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と結びつけて深く表現しようとした
という点で、一層深みある内的成熟を達成している。「ハンネの昇天」が、同じ時期の呉泳
鎮の他の作品が直面している理念過剰の分裂様相に比べて、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をよ
り完熟させ表現しつくすことができたのは、36 年前の「真相」の創作体験が、彼の意識の
深層世界で、ながらく熟して自然に結実を結んだため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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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世德の『舞衣島紀行』再考−−『漁船天佑丸』との関連を中心に
金牡蘭（早稲田大学）

１．はじめに
朝鮮半島の近現代劇の歴史の中で、咸世德（ハムセドク）は特異な存在である。植民地
朝鮮における近代演劇が、主に日本留学を経験した文学青年たちによって主導されたとい
う事実から見て、咸世德が劇作家の道を歩むことになった背景、つまり商業学校の卒業生
としては珍しく、京城の日韓書房に就職し、これをきっかけに金素雲に柳致真を紹介され
ることで、劇作を始めたというその経歴がまずそうである。そのために咸世德は、当代の
朝鮮作家の一般的な場合とは異なり、劇作家として正式に登壇した後の 1942 年に初めて日
本に渡ることになるが、これは処女作『サンホグリ』（『朝鮮文学）1936 年 9 月）が発表さ
れてから 6 年後のことであった。
しかし、このような咸世德の特異性は、決して他の作家たちに比べて、彼における外国
文学との接点が少なかったことを意味するわけではない。李海浪の懐古でも窺えるように、
彼が書店で働きながら読破した戯曲は、西欧の古典劇や現代劇、日本の歌舞伎のような伝
統劇など、その幅が広く、
「イプセンやオニールに、愛蘭劇まで読んで話題にする」彼に対
して、大学の芸術科に在学中だった李海浪の方が負い目を感じるほどであった1。咸世德の
こうした外国の劇作に対する関心が彼自身の創作に影響しなかったはずはなく、その様子
は 1980 年代末の解禁とともに本格化した咸世德研究においても、ある程度明らかにされて
いる。
かつて柳敏滎は、咸世德の戯曲の相当数が外国作品の模作であり、彼は模倣の天才に過
ぎないと主張したことがあるが2、チャンへジョンは柳敏滎のこの主張が具体的な検証を経
たものではないと指摘しながら、咸世德の作品に現れた外国作品の受容と変容の振幅を綿
密にかつ深く検討する作業に挑んだ3。その一方で、イヒファンは、それ以前にあまり知ら
れていなかった戯曲『碧空』を紹介したが、この作品は０.ヘンリーの『最後の一葉』と類
似したものであった。そのためにイヒファンは、咸世德における西欧文学の影響を論じる
際にアイルランドのそれに偏ってきた既存の研究動向が改められるべきだと主張し、改善
1

2

3

李海浪『虚像の真実』（セムン社、1991）pp.283-4、 徐淵昊「咸世德と日本演劇」韓国劇芸術学会編『咸
世德』
（演劇と人間、2010）pp.201-2 から再引用
柳敏榮『韓国現代戯曲史』
（ホンソン社、1982）pp.301-26; pp.333-38、チャンへジョン「咸世德の戯曲に現
れた外国作品の影響問題」韓国劇芸術学会編『咸世德』
（前掲）p.83 から再引用
チャンへジョン（前掲）pp.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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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促した4。
本発表は、以上のように現在も研究が進行中である咸世德と外国作品との関係について、
新たな事実を提示し、その意味を探求しようとする試みである。それはつまり、咸世德の
代表作である『舞衣島紀行』とオランダの劇作家ハイエルマンス（Herman Heijer-mans）
の『漁船天佑丸(Op Hoop Van Zegen)』に関することである。これまで『舞衣島紀行』は、
『サンホグリ』と並んで、アイルランドの劇作家シング（J.M. Synge）の影響が顕著な劇
作として知られてきた。しかし、本発表では、『舞衣島紀行』がむしろ『漁船天佑丸』を基
礎にして書かれた作品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それとともに咸世德の劇作をめぐる、外
国作品との関連性に関する規定という問題にまで考察を進めてみたい。
２．
『漁船天佑丸』
、
『舞衣島紀行』の「原作」としての可能性
１）1990 年代『舞衣島紀行』の「初演」とある老俳優の感想
①『舞衣島紀行』の上演記録
・1998 年、仁川市立劇団
・1999 年、国立劇団（BeSeTo 演劇祭出品作に選定）
*学生劇を公演史に含めるなら、初演は 1948 年の光州で朝大芸術学会第１次公演として上
演された時点に遡らなくてはならない。なお、この公演に対しては李泰俊（「芸術評論家」）
が『東光新聞』
（7 月 15 日）に観劇評を寄稿している。
②『舞衣島紀行』と『天佑丸』の類似性に関する言及
「特別企画プログラム：文化芸術 20 世紀の整理と 21 世紀展望①演劇／元老に聞く—−金
東元」5
李ヘギョン：最近国立劇団が咸世德の『舞衣島紀行』を公演しましたが、隔世の感を感じ
たりはしませんか？
金東元：時代がそれだけ変わったと思います。ところで、今回の公演ではプロローグは余
計に付けられたような気がします。しかも下手な日本語でやるのが、とてもぎこ
ちなかったです。咸世德は他の作品からの借用が好きでした。
『舞衣島紀行』も今
回見たら、私が日本で見た『天優丸』（引用者注：『天佑丸』の誤記）という翻訳
劇の匂いがけっこうしました。また、咸世德の『落花岩』には顔が綺麗だからと
4

5

イヒファン「新資料から見た咸世德の家系と文学――戯曲『碧空』と解放期の資料を中心に」韓国劇芸術
学会編『咸世德』
（前掲）p.394
http://www.arko.or.kr/zine/artspaper99_08/38.htm(最終閲覧： 2015 年 5 月 24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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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って焼き鏝を当てる場面が出てきますが、それは日本の『おくどとささき』と
いう大衆小説から借用したようです。
２）
『漁船天佑丸』と『舞衣島紀行』
①日本の新劇界における『漁船天佑丸』
・オランダの代表的な劇作家ハイエルマンス（1864-1924）の Op Hoop Van Zegen(直訳する
と「天佑を望んで」の意、船の名前)を明治末に小山内薫が「天佑丸」と命名したおり、
以降日本ではこの名称で呼ばれ、新劇関係者の間では広く知られていた作品6。
・日本語訳は久保栄が、ドイツ語訳を土台に英訳も参照して重訳したもの7。『漁船天佑丸』
の題目で『世界戯曲全集 白耳義・和蘭近代劇編』
（1928）に収録。
・日本における上演記録（1950 年代まで）8
劇団
新築地劇場
大阪協同劇場

題目
帆船天佑丸
天佑丸

公演時期
1934.4.10-22
1936.3.26-28

新協劇団

天佑丸

1936.5.15-26

公演場所
築地小劇場
大阪文楽座
&神戸八千代座
築地小劇場

前衛劇団
劇団民芸

帆船天佑丸
漁船天佑丸

1947.1.?
1957.6.19-7.7

大連
俳優座劇場

参考事故

演出：久保栄
装置：伊藤熹朔
舞台監督：安英一
装置：伊藤熹朔

②『舞衣島紀行』との内容上の類似性
『漁船天佑丸』（全４幕）
・先月軍隊から追い出された A バレントは、
母の B クニエルチェと従姉妹のヨオにも臆
病だとからかわれている
・日常的な船乗りの死と 12 年前父と二人の
兄を海で亡くしたバレント家族の悲劇
・バレントを天佑丸に乗船させようとする
船主の C ボスと以前の悲劇を思い出しなが
ら抵抗するバレント
・バレントの兄ゲエルトは、海軍での反抗
罪で服役した後に帰省し、上官を暴行した
事情と海軍、監獄での非人間的な生活を暴
露
２幕：一 ・天佑丸の出航１時間前という時点、ゲエ
ヶ月後、 ルトとバレント兄弟も乗船に署名した状況
ク ニ エ ・船大工の D ジモンが酔っ払って天佑丸の
ル チ ェ 肋材が腐っていることを漏らす
１幕：ク
ニエル
チェの
家の居
間

6

7
8

『舞衣島紀行』（全２幕）
・陸地で働きだしてから１年ぶりに舞衣島
に連れ戻される A 天命
・天命の母 B 孔氏の弟である C 孔主学は自
分の漁船に天命を乗せようとし、これに反
対して天命を婿にして医者に育てようとす
る漢医の亀さんと対立
・朝鮮の漁業の変化と近代化に対する対応
に関する会話
・二人の兄を海で亡くした天命家族の過去、
乗船を迫る大人たち（父の落京、孔氏、孔
主学）とそれに抵抗するが止む無く受け入
れる天命
２幕：翌 ・孔主学の誕生日に集まった魚師たちの話
日、孔主 から、日本の漁船との競争で失敗し貧民に
学 の 誕 転落した落京の不運な過去が明らかに
生日
・D 亀さんが成書房から聞いた船の欠陥を
１幕：10
月上旬、
孔氏の
家

北条元一「解説 2：久保栄の自然主義評価をめぐって−−「漁船天佑丸」を中心に」
『久保栄全集』第９巻
（三一書房、1962）p. 440
内山鶉「解題」
『久保栄全集』第９巻（前掲）pp. 421-2
これは内山鶉（前掲）pp. 423-5 における上演記録に、ウェブ上（chinokigi.blog.so-net. ne.jp/2013-11-26-4、最
終閲覧：2015 年 5 月 24 日）で見つけた「前衛劇団」の上演を付け加えた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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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誕生
日

３幕：出
航一ヶ
月後、悪
天候の
夜

４幕：出
航６２
日後、ボ
スの事
務室

・ボスとゲエルトの間の階級的な対立が激
化
・ジモンから船の欠陥のことを聞き逃げて
きたバレントとそれを信じない母
・警官たちに連れて行かれるバレント
・町の老人に天佑丸の欠陥について漏らす
ボスの娘クレメンチイネ
・女たちがそれぞれ海で死んだ男たちの話
を聞かせる
・悪天候の中で不安にかられる女たち、ヨ
オはゲエルトの子供を妊娠していることが
明らかに
・ジモンがボスの事務室に現れ、自分の警
告に耳を貸さなかった会社を非難
・天佑丸の一部とバレントの遺体が発見さ
れたという電報
・嗚咽するクニエルチェに、ボスの家族は
再び掃除の仕事を頼む
・遺族扶助のための募金を宣伝する新聞広
告で終わる

孔氏に暴露するが、真実を確認しようとし
た孔氏に孔主学は怒ってこれを否認
・孔氏夫婦の説得にもかかわらず、自分で
船の底を確認したと言い、乗船を拒む天命
・天命は包丁をもって台所に逃げ込んだが、
結局は連れて行かれて乗船
・後日談の形で、船の破船と天命の死が知
らされる

・プロットの類似性：海を恐れ、乗船を拒む息子と、経済的な理由などでこの息子を乗船
させようとする母・船主との葛藤
・その他にも、産婦と赤子の死、魚を処理する時の苦労話など、共通するエピソードの存
在が認められる
③外的な条件から見た可能性
・咸世德の外国劇作との接点は主に読書によるもの。とりわけ李海浪に負い目を感じさせ
たその多様性は当時日本で出版された戯曲全集類が担保した多様性に由来すると類推す
ることが出来る
・咸世德が以下のような全集類を通じて外国の戯曲に接したとするなら、
『天佑丸』を読ん
だ可能性は極めて高い
・1920−30 年代に日本で刊行された外国戯曲全集類
全集名

規模

時期

刊行主体

近代劇大系

全 16 巻

古典劇大系

全 19 巻

近代劇大系
刊行会
近代社

世界戯曲全集

全 40 巻、別
冊:世界戯曲
史
全 43 巻、別
冊:舞台写真
帳
全 38 巻

192324
192427
192730

近代劇全集

世界文学全集第
１期

ア イ ルラ ン ド演 劇 関
連
９巻:英及愛蘭編

ハイエルマンス関連

世界戯曲全
集刊行会

9 巻:愛蘭劇集

192730

第一書房

25 巻:愛蘭土１
26 巻:愛蘭土 2

36 巻:白耳義・和蘭近
代劇集に『天佑丸』、
『朝日商会』収録
13 巻:独逸編に『永遠
の猶太人』収録

192730

新庁社

33 巻:イギリス及愛戯
曲集

36 巻 : 近 代 戯 曲集 に
『猶太街』収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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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咸世德の劇作における「原作」の問題
１）
『舞衣島紀行』と『漁船天佑丸』の関係
２）咸世德の劇作における借用、翻案、改作
４．
「原作」の移動が持つ意味
１）
『海に騎りゆく人々』
（Riders to the Sea）から『舞衣島紀行』への変容が意味するも
の
２）
『漁船天佑丸』から『舞衣島紀行』への変容が意味す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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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末期・鄭寅燮の世界旅行記
車恵英（漢陽大）

（別紙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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検閲官を通じて植民地を見る
――近代韓国文学研究と検閲研究の接点で
チェ・ギョンヒ（University of Chicago）
（渡辺直紀・訳）

１、分析対象としての検閲官
文学という制度の基本構成要素をあげるならば、通常、テキスト／作品、作者、読者、
言語、出版メディア、市場など、誰にもおなじみの範疇がまず思い起こされる。この発表
では、通常、文学制度の構成要素と見なされない検閲官に焦点をおきたい。大日本帝国の
「出版警察」という公式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ち、20 世紀前半期の朝鮮において、新聞紙
法（1907 年制定）と出版法（1909 年制定）に基づいて、朝鮮人発行の出版物を出版前に検
閲した政府の官僚が、この発表の主たる関心対象である。
検閲官を積極的に考慮する以前に、検閲という分析枠組自体を文学制度の構成要素とと
もに考える必要がある。出版前の原稿検閲が合法的出版過程の一部だったという事実を充
分に勘案するならば、以前までの文学に対する基本認識に、一定程度の疑問、不確実性、
不確定性が生じる。検閲され削除されたテキスト、不許可になった出版物としての文学作
品、検閲を意識して書かれたテキスト、検閲に抵抗しながらも、否応なく自己検閲を遂行
する作家、作家と同様だが、作家よりもさらに自己検閲を進める編集者や発行者、持続す
る検閲の下で創造的潜在力が委縮したり、あるいは表現の耐久力が逆に強くなった言語、
検閲難で資本難や筆者難がさらにひどくなる出版界の事情、このような外的・内的条件の
中で、検閲の複合的な作動に馴らされる読者など、検閲と関連して、既存の文学研究の範
疇だけをともに考慮しても、たやすく結論を得ることが困難な問いが次から次へと出てく
る。
このように、検閲という出版の通過儀礼が文学研究に投げかける問いはたやすいもので
はない。また出版警察の要員にとって、文学とは、彼らの警察活動の主要対象として言説
の一つにすぎなかっただろうが、しいて検閲官にまで文学研究の地平を持ってこなければ
ならないのはなぜか。研究の出発点を文学の中におかず、検閲官におくということは、い
かなる研究結果、および派生効果を念頭においたものか。この研究は、警察としての検閲
官の特性に注目するが、かといって、出版警察という抽象的制度に関心があるわけではな
い。また、検閲官が研究の注目対象だが、この発表の焦点は、彼らの公式の業務内容とし
ての検閲ではなく、検閲官になる以前、あるいは検閲官になってから、彼らがそれぞれ大
日本帝国、特に朝鮮という植民地で生き延びた、人生の内容と方向性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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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性がそうであるように、検閲官もまた、検閲官として生まれるのではなく、検閲官に
させられるのである。だとすれば、検閲官はどのように作られたのだろうか。いかなる制
度的な要件が、特定の個人を検閲官にするのだろうか。植民地当局が彼らを検閲官に任用
するにあたって、それぞれの個人たちの、いかなる資格と条件が、その決定的な影響力を
発揮したのだろうか。
植民地検閲官は、植民地的統治性が実行される過程で、出版警察として服務した人物で
あるために、植民地の知識体制と運用という主題において、植民地性に対する問題意識の
導出に新たな分析地平を開く。この発表では、初期の併合前の検閲時期、文化政治期、1930
年代前半など、3 段階の検閲時期に焦点をあて、それぞれの時期に、植民地検閲史において
主要な軌跡を残した検閲官をそれぞれ 1 人ずつ選び、植民地検閲官の植民地性をみてみた
い。
発表でとりあげる 3 人は、1905 年の乙巳保護条約の締結を前後して、1910 年の併合前ま
で朝鮮人発行の新聞の検閲を専門的に担当した中村健太郎、1919 年の三・一運動以降の文
化政治の実施以来、新聞紙法によって発行される出版物をほとんど専門的に担当し、朝鮮
総督府に図書課が新設されて以来、図書課の唯一の事務官／通訳官として長くつとめた西
村真太郎、そして京城帝大で助手をつとめ、1930 年代前半に図書課に任用されることで、
最高の知性人級の検閲官として抜擢された金志淵（キム・ジヨン）である。これまでの検
閲研究において、検閲官が検閲官として行った業務とその意味が、在朝の植民地の公人と
しての活動と関連して考察されたケースはほとんどない。植民地の検閲研究の地平を拡大
するこの研究作業では、検閲の過程や結果にではなく、検閲官個人に焦点をおきたい。
２、植民地朝鮮の検閲官の特殊性
関連資料が不備で正確な数はわからないが、新聞、雑誌、一般刊行物／単行本、図画、
活動写真、レコードなど、多様な検閲対象のなかで、文学作品の生産を媒介する出版物、
特に定期刊行物や普通出版物を検閲する要員、特に朝鮮文の新聞を検閲した検閲官は予想
外に少ない。日帝強占期全体にわたって、朝鮮人の新聞を検閲した検閲官は 5 人未満と推
定される。新文学、および本格的な近代文学の嚆矢をはじめとして、長篇小説の形式の多
くの作品は、ほとんど新聞の連載小説の形式を経て、その後、単行本として刊行された。
このような出版慣行を考慮すれば、韓国近代文学のうち、特に長篇小説の分野は、朝鮮人
発行の新聞検閲を担当した少数の検閲官によって運命が決定され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
い。朝鮮人発行の新聞の検閲が、少数の検閲官によって進められた事実とともに特記する
べきは、日帝支配の全時期にわたって、朝鮮人発行の新聞の検閲は日本人検閲官によって
のみ実行されたということである。
植民地朝鮮の検閲業務には、日本人と朝鮮人が混在していたはずだが、検閲官としての
共通性と各集団の特殊性がありながらも、一般的に、後者が前者の管理を受けるという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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階秩序を有していた。このような位階秩序の存在は、検閲の最終審級の基準が、検閲官の
年輪に由来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初期には、朝鮮人の検閲官任用が低調だが、1930 年に
入って、朝鮮文の出版物の増加とともに、朝鮮人検閲官の任用にも多角的な面が見られは
じめる。
第 1 に、地位が専任であろうと嘱託であろうと、検閲界のうち、特に朝鮮文係に属した
植民地警察は、朝鮮語、日本語の二重言語の遂行者として、日本人は朝鮮語で、朝鮮人は
日本語で、植民地官吏のなかで相対的に優位な言語パフォーマンスの資質と経験を持って
いた。そのうち特に日本人は、在朝日本人の中で朝鮮文をもっともよどみなく読むことが
でき、もっとも流暢に朝鮮語を駆使する人物群に属した。
第 2 に、出版を通じて伝播する公的言説の生成と配布を管理し、植民地支配に必要な合
法と非合法の境界を決定し、非合法的であることを抑制する業務を履行する彼ら検閲官は、
植民地官僚のなかで朝鮮語、朝鮮文、朝鮮人と最も頻繁な接触を持つ職責を持っていただ
けに、言語能力のほかにイデオロギー的に大日本帝国と植民地の支配理念を徹底するよう
に内面化した人物たちで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彼らが管理する情報の重要性、理念的な
共同基盤の確保、イデオロギーの再生産の重要性などによって、検閲官はきわめて強固な
身元保証と人的ネットワークの中で管理されたと推定できる。
第 3 に、卓越した二重言語能力を持った日本人検閲官は、植民地統治性の領域において、
出版警察の第一線といえる朝鮮人発行の朝鮮語出版物の検閲に投入された。そしてそのな
かでも、新聞紙法にもとづくだけで出版が可能な素材である「政治と時事」に関する言説
を専門的に担当した。これは初めて日本人によって検閲を実施した日露戦争直後から 1945
年の解放に至るまで、朝鮮人が発行した朝鮮語新聞の検閲は、日本人検閲官が専門的に担
当したことを意味する。特に日本人検閲官の二重言語能力とは翻訳と通訳の能力のことを
いうが、彼らの職責は公式に通訳生・通訳官として分類された。日帝植民地の機構におい
て、通訳生や通訳官の存在は必須不可欠のもので、検閲官は公式に検閲官と呼ばれず、植
民機構内における職責や階級によって、専任や嘱託、通訳生や通訳官として通っていた。
第 4 に、朝鮮語の駆使能力が卓越した日本人検閲官は、検閲業務だけでなく、学務局や
警務局の業務の境界を行き来し、綴字法の校正事業から非制度圏の教育事業、戦争文学の
伝播に至るまで、植民地支配の日常の公式の表舞台で、
「日鮮融和」や「内鮮一体」のよう
な植民地イデオロギーを体化し再現する多様な役割を発揮した。
「作者とはなにか？」
（1969）でミシェル・フーコーは、それぞれの書き物の種類によっ
て異なる程度や形式で発揮され、歴史的・社会的な個別人物としての「作者」に区別され
る「作者機能」（author-function）という概念を提示する。フーコーによれば、ヨーロッ
パの宗教改革期に出版文化が興隆したころ、カトリック教会の権威に挑戦する著作を探し
出し処罰できる法制的な仕組みとして発生した「作者」という概念は、言説的機能をあら
わす「作者機能」と区分して考えるべき概念である。植民地的特性が実行され発現すると
見なされる、植民地検閲官の活動に対する分析的通路を用意するために、この研究は、「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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閲官機能」「翻訳者機能」
「管理者機能」という概念を、フーコーの「作者機能」と混用し
て使用する。
発行者と出版者を、作者よりも重要な法的責任者として登録した植民地朝鮮において、
韓国近代文学の出版界の「作者」は、新たに日本を通じて西欧から輸入された文学という
制度のなかで、文学者個人、あるいは集団として、ほとんどすべてのその形成期や習作期
を経ていた。この形成期の「作者」らは、やはり同時に形成期を経ていた近代的制度とし
ての新聞、雑誌、出版社、アカデミズム、その他の公的な世界と関連を結びながら、最初
は「翻訳者機能」を通じて、そして少しずつ「作者機能」を取得し発揮していく。そのよ
うな「作者機能」の実行とともに、創作作品の出版のために、「検閲官機能」もまた、内面
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位置にあった。作家の検閲内面化の遂行に、最も大きな影響を及ぼ
したのが検閲官である。だが、興味深いのは、この検閲官が、植民地官民複合体の「官」
の領域に「検閲官機能」だけを発揮したのではなく、「民」の領域で朝鮮の作家らと同様に
「作者機能」および「翻訳者機能」
、あるいは朝鮮語の新聞や出版界に対する「管理者機能」
（編集、ひいては経営）を行使してきたという事実である。
３、核心検閲官の知的派閥
植民地時期の朝鮮人発行の出版物の検閲に投入された警察要員の検閲官としての資格と、
検閲業務外の公的活動、社会的な人脈に対する派閥学的な接近を通じて、日増しに強固に
なった日本の植民主義体制の理念的・知的地形図を描いてみることができる。中村、西村、
金志淵は、形成期および成熟期に入った日帝の植民地国家機構に所属し、やはり形成期に
成熟していった朝鮮の近代文学作品の生産と流通を許可し、管理し、統制し、維持させた、
植民地の出版警察の第一線の要員である。中村は、熊本県出身者で結束した大日本帝国の
膨張主義者らの教育やジャーナリズムのネットワークのなかで、西村は、東京外国語大学
を中心とした言語教育ネットワークと、言語学的同化主義の旗手だった金沢庄三郎のアカ
デミズムの影響圏の下で、そして金志淵は、京城帝大朝鮮語文学科・高橋亨の官制朝鮮文
学の企画のなかで、それぞれ植民地知識人としての公的基盤を形成していった。朝鮮人発
行の出版物（映画およびその他のメディアはのぞく）を検閲した、日本人や朝鮮人の教育
的・知的派閥は、植民地支配に服務し、有用な思想の産出と分布という目的遂行の特性を
如実に示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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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かれたものと語られたもの
―二重言語エクリチュールに見られる通訳・対話・固有名
申知瑛（二松学舎大）

（別紙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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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貞熙の日本語創作について ‐３編の日本語小説に見る時局対応のかたち‐
新潟県立大学 山田佳子

１ はじめに
崔貞熙は 1931 年に三千里社に入社し、記者として活動しながら小説を書き始め、1937 年
に「凶家」で登壇した。その間の習作期に日本語小説１編を含め、15 編の小説を発表して
いる。この日本語小説「日蔭」はやはり習作期に書かれた「가버린 美禮」（逝ってしまっ
た美禮）を翻訳したものである。
その後、崔貞熙が日本語の文章を発表しはじめるのは、筆者が確認しているところでは
1939 年からである。その内容は時局に関連するものもあれば、そうでないものもある。小
説においては 1941 年に「幻の兵士」
、1942 年に「二月十五日の夜」と「野菊抄」の計 3 編
を発表しており、いずれも時局的な内容である。また、この間に 2 編の小説が日本語に翻
訳された。
本稿は崔貞熙の３編の日本語小説および、それぞれに関連する記事や随筆等を取り上げ、
植民地末期における崔貞熙の執筆活動について考察する。
２ 1939 年から 1942 年にかけての執筆数と内容の推移
崔貞熙が 1939 年から 1942 年にかけて発表した文章について、現在までに筆者が把握し
ているものを言語別（朝鮮語／日本語）に数を整理すると次のようになる。小説以外の文
章は一括りにし、座談会における崔貞熙の発言も含めた。
－記事・随筆・座談－

－小説－

－日本語への翻訳－

１９３９年

８／２

２／０

１９４０年

２２／４

４／０

１
１

１９４１年

７／１０

２／１

１９４２年

８／８

２／２

これを見ると、1940 年の執筆数が多くなっているが、これは座談会記事が 7 件含まれて
いることによる。日本語による執筆は創刊されて間もない『国民新報』に掲載された「母
のこころ‐子供をもつて見れば‐」
（1939.5.14）が最初である。朝鮮文人協会発足後の 1940
年は日本語の文章が 4 件確認され、1941 年に大きく増加した。
『京城日報』への執筆が多い。
『三千里』も 1940 年 7 月号より日本語頁が設けられた（発表媒体別の内訳を下に掲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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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年からは『毎日新報』にも執筆しているが、時局に関連した文章が増えていく。
『毎
日新報』に掲載されたものは、
「女性指導部隊」などの主題の下で女性の啓蒙を目的とした
文章が多い。これは「愛国班」の結成に関連するものと思われる。そして太平洋戦争が始
まるとさらに内容に戦時色が強まる。1942 年には朝鮮における徴兵制の閣議決定を受け、
少年とその母を題材とした文章が繰り返し執筆される。
小説については 1940 年から 1942 年まで全体数はほぼ同じであるが、1942 年の 4 編は言
語を問わず全て時局関連の内容である。
発表媒体別内訳（Ｋ＝朝鮮語、Ｎ＝日本語）
１９３９年

１９４０年

記事等

Ｋ

文章３、三千里２(うち座談２)、女性１、作品１、東亜日報１

Ｎ

国民新報２

小説

Ｋ

文章２

記事等

Ｋ

三千里１０(うち座談４)、毎日新報３、文章２(うち座談１)、
女性３(うち座談１)、人文評論２、家庭之友２

１９４１年

Ｎ

国民新報１、モダン日本１、緑旗１(座談)、京城日報１

小説

Ｋ

文章２、家庭之友１、書き下ろし１

記事等

Ｋ

毎日新報５、三千里１、文章１(座談)

Ｎ

京城日報８、三千里２

Ｋ

三千里１、春秋１

Ｎ

国民総力１

Ｋ

大東亜３、毎日新報３、春秋１、半島の光１

Ｎ

国民文学３、京城日報２、大東亜１、文化朝鮮１、緑旗１ (座談)

Ｋ

大東亜１、野談１

Ｎ

国民文学１、新時代１

小説

１９４２年

記事等

小説

３ ３編の日本語小説に見る時局対応のかたち
（１）
「幻の兵士」
上に述べた崔貞熙の最初の日本語創作である随筆、
「母のこころ‐子供をもつて見れば‐」
は、著者が日曜日に昌慶苑や朝鮮神宮に行くという下りがあるものの、とくに時局を感じ
させる内容ではない。その次に、やはり『国民新報』に掲載された「ではご無事で」
（1939.12.3）
は、日本人兵士に向けて書かれた朝鮮文人協会の慰問文集の中に含まれる。協会の名で冒
頭に掲げられた文章が「八紘一宇」の精神を威勢よく謳っているの対し、「ではご無事で」
の筆致は「恐らく、あなたはいゝ兵隊さんで、そしていゝ人間でいらつしやる事と思はれ
ます」といったように曖昧模糊としており、どこか書きあぐねているような印象を受ける。
「幻の兵士」（『国民総力』1941.2）は朝鮮に駐留している日本人兵士と朝鮮人少女の交
流を描いた日本語小説である。その間、崔貞熙は「朝鮮文士部隊」として志願兵訓練所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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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れているが、兵士のことを書いた文章は殆ど見当たらない。また「ではご無事で」が匿
名の日本人兵士に向けられた文章であるのに対し、
「幻の兵士」は日本人兵士 3 人との具体
的な交流の場面を描いた独特の内容であり、著者の何らかの体験に基づくものなのか、ま
ったくの創作なのか、興味を引く。
作品の後半は「新東亜建設」、「日本精神」、「支那と朝鮮と日本とは神代からの宿命的な
つながり……」といった表現を用いて、時局小説の体裁を見せているが、少女が日本人兵
士にせがまれて小声でそっとアリランの歌を教えたり、ハングルを教わった兵士に「此の
字は、生きてゐますよ」と言わせたりするなど、情緒すら感じさせる作品である。
「幻の兵士」に先立って書かれたものに「内鮮問答 親愛なる内地の作家へ」（『モダン日
本 朝鮮版』1940.8）がある。そこで崔貞熙は日本の作家たちに対し、「知らないところに
どうして理解が生じませう」、「今まで貴方方が持つていらした、態度を捨てていたゞきた
いのです」という言葉を送り、朝鮮文化への理解を求めている。いずれも日本語で書かれ
たこれらの作品において、崔貞熙は文字どおりの「内鮮一体」を掲げて朝鮮の存在を主張
しようとしているように読める。
（２）
「二月十五日の夜」
崔貞熙は 1940 年から『毎日新報』にも執筆するようになった。
「新生活の樹立と舊習打
破［3］新式家庭にも迷信が残っている。そして子供をもう少し尊重しよう!」（1940.8.8）
では、家長だけを大事にして子供をなおざりにする習慣は改めるべきであると説き、
「女性
指導部隊‐顔の化粧よりも心の修養が必要」（1940.8.13）では、身なりを装うことも大切
だとしたうえで、読書を奨励している。また「女性訓‐美しく」（1941.4.20）はごく短い
文章であるが、心も行動も表現も美しくありたい、と綴っている。この時期の文章にはほ
かにも「女流随筆‐赤いスカートをはいた日」（
『家庭之友』1940.12）のように女性の装い
や「美」を素材にしたものが散見され、時局に関連するとは言っても勤勉や節約の奨励と
いった、女性を対象とした一般的な啓蒙の文章が多い。
日本語による随筆「二つのお話」
（『京城日報』1941.1.5）は比較的まとまった文章であ
る。ここでもやはり「女のお洒落は虚栄から来るものとのみ考へては間違いです」、「お洒
落をするのは精神の弛みを現はさない一つの方法であり、手段であるやうです」と、「美」
を強調している。続けて、自分は情熱は人一倍持っているが、人前に出るのが苦手なため
「何々の婦人会」や「町会の班長」を断ったということが書かれている。これはおそらく
「愛国班」のことであると思われる。愛国班は 1940 年末から結成が強化され、班長には女
性が多く任命されていた。
文章に時局色が強まるのは 1941 年 8 月 25 日に三千里社が府民館で各界の著名人を集め
て「臨戦対策協議会」を主催してからである。「臨戦対策協議会」は「臨戦対策協力会」と
改名すると同時に、銃後の活動を積極的に展開していく。同年 9 月 7 日には「債権街頭遊
撃隊」として、総勢 76 名が市内の各所に繰り出して債権を販売したが、崔貞熙もこれに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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わり、さっそく日本語による随筆「初秋の手紙（第一信）債権を売る日」（『京城日報』
1941.9.23）にそのときのことを書いている。また三千里社社長の金東煥は同時期、労働賎
視の打破を掲げた「国民皆労運動」にも参与している。そうしたことが同社社員であり、
金東煥と内縁関係にあった崔貞熙の時局協力への姿勢に直接結びついていったと見られる。
「初秋の手紙」では、自分の考えは以前と変わらないが、以前は「情熱が足らなかった」
ために積極的な行動ができなかったのだと弁明し、
「足場」がはっきりしていなくては何事
もできない、と意味深長な表現によって自らの行動を正当化しているのである。
日本語小説「二月十五日の夜」
（『新時代』1942.4）は愛国班を主題とした作品である。
太平洋戦争開戦後に書かれたこの作品では、
「美」が「敵機をおつかけて戦つている飛行機」
にたとえられ、愛国班長になったことを夫に咎められた主人公が愛国班の実態と、班長と
しての自分の役割の重要性を述べて夫を説得する。その下りは人々が愛国班を軽視して参
加しようとせず、当局が指導の強化を始めた当時の状況がそのまま主人公の言葉に置き換
えられている。同年 1 月には「大詔奉戴日」が制定され、愛国班員の参加が義務付けられ
るようになっていた。また崔載瑞は愛国班を扱った作品について「国民文学の最も重要な
る一項目として追究されるべきものである」
（『国民文学』1942.3，p.14）と語っている。
「二つのお話」、
「初秋の手紙」
、「二月十五日の夜」を並べてみると、時局の推移にした
がって崔貞熙の表現方法が微妙に変わっていく様子がよくわかる。朝鮮語による女性啓蒙
の文章とは異なり、日本語で書かれたこれらの作品には作家としての崔貞熙の立場と、時
局の推移に対応していく姿勢が明確に見てとれる。その後、
「二月十五日の夜」の内容を膨
らませ、朝鮮語で放送小説「薔薇の家」
（『大東亜』1942.7）を書いている。
（３）
「野菊抄」
「野菊抄」
（
『国民文学』1942.11）は崔貞熙が 1940 年 10 月に楊州志願兵訓練所を訪れた
ときの体験をもとに創作された日本語小説である。一人称話者「わたし」が自分と息子を
捨てた「あなた」にその後の生活を報告するような形で書かれている。妻子ある男性との
関係と子供をめぐる葛藤は崔貞熙の小説で繰り返し扱われてきたテーマであるが、
「野菊抄」
はそこに時局の枠がはめられており、戦争協力の作品であることには間違いはないものの、
崔貞熙ならではの小説として完成度が高い。
ある日「わたし」は志願兵に憧れる 11 歳の息子を連れて志願兵訓練所を見学に行く。訓
練所の生活は規則に縛られ食事も乏しいが、
「わたし」は所長の言葉に感化されてそれら全
てを肯定的にとらえる。そして「わたし」は息子を戦場に送り出す覚悟を固め、息子と自
分の逞しい姿を「あなた」に誇示することで、「あなた」との誤った過去を乗り越えようと
するのである。
太平洋戦争開戦、そして朝鮮における徴兵制の閣議決定を受け、崔貞熙の文章には「愛
国班」に代わり、少年とその母の役割を強調したものが目立つようになる。
「対米開戦と婦
人の決意‐私欲を捨てて正しい戦時家庭生活」（『毎日新報』1941.12.12）には「大和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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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説く国民学校 3 年の少年が登場し、それと全く同じ下りが「歸還勇士と文人座談会」
（『緑
旗』1942.1）において語られる。さらに「名士・徴兵の感激を語る‐子をつれて」（『国民
文学』1942.5,6 合併）
、
「半島の徴兵制と文化人(8) 御國の子の母に」
（『京城日報』1942.5.19）
と、講演録「君國の母」
（
『大東亜』1942.5）においても、
「軍国少年」と「軍国の母」が登
場する。これらの文章はいずれも崔貞熙が自身の話として書いたものである。崔貞熙には
最初の夫である金幽影との間にもうけた息子がいた。その少年が軍国少年であったかどう
かはわからないが、この時期の文章に出てくる少年と年齢が一致する。そしてその先に「野
菊抄」の母子が登場するのである。
ところで、崔貞熙は「野菊抄」より先に「黎明」（『野談』1942.5）という朝鮮語の小説
を書いている。これは三人称で書かれ、学生時代の友人同士三人とその子供たちが登場す
る。そのうち二人は「人脈」（『文章』1940.4）の登場人物と名前が同じであり、続編とし
て読むこともできる。
「人脈」は単行本への収録にあたって主人公の浮気心が検閲で問題と
され、単行本自体の発行が見送られた経緯があり、崔貞熙は「黎明」によって汚名を払拭
しようとしたのかもしれない。いずれにせよ、その二人に加えて新たに登場しているもう
一人の女性がこの作品の中心人物である。若くして夫を亡くし、一人息子を育てるその女
性は府民館で「国に息子を捧げよう」と演説する。これは上に挙げた崔貞熙自身の講演「君
國の母」のことを書いたようである。彼女の行動は二人の女性たちに感化を与え、それぞ
れの息子たちも軍国少年ぶりを見せる。
「黎明」は先に書かれた 2 編の日本語小説と比較して長さにおいても水準においても同
程度であり、またいずれもそれ以前に書かれた記事や随筆を土台に成立している。であれ
ば崔貞熙は「黎明」に加えてなぜ「野菊抄」を書いたのであろうか。崔貞熙の作品には珍
しく一人称が用いられた「野菊抄」は単に日本語で書かれたということ、そして時局的で
あるということを越え、それとは別の文脈で書かれたと見ることが可能である。
崔貞熙が金幽影との関係を清算した後、息子は二人の間を行き来していた。しかし金幽
影が 1940 年初めに死去すると息子は崔貞熙に引き取られた。そのとき崔貞熙と金東煥との
関係は深まりつつあり、1942 年 11 月に長女が誕生する。まさに「野菊抄」が書かれた時期
である。崔貞熙にとって息子との離別はそれより前からも避けて通れないものであり、た
びたび小説のテーマとされてきた。しかしここに至って崔貞熙は日本軍の兵士という、手
の届かない場所に息子を送り出さざるを得ない状況に追い込まれた母親の究極の行動を肯
定的に描くことにより、自らの生き方に何らかの答えを出そうとし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野菊抄」は崔貞熙にしか書き得ない戦争協力作品なのである。
４ おわりに
このたびの研究にあたって崔貞熙の文章を執筆順に追っていったところ、時局の推移に
見事に沿って書かれ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そして崔貞熙は小説家である前に記者である
ということを実感した。上に挙げた「名士・徴兵の感激を語る‐子をつれて」は自らが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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ンタビューを受けている場面を描いた短い文章であるが、「名士」としての作家とジャーナ
リズムの関係にさり気なく言及しているところが興味を引く。ジャーナリズムのあり方を
どのように捉えていたのかということもあるが、崔貞熙は記者としてその時その時の社会
状況を忠実に伝えるという姿勢を貫き、その延長として小説を書いたように見える。した
がってどのような条件の下でも「書く」という行為が本能的に優先されたのではないだろ
うか。あまりに忠実に時局を映し出しているため、かえってそこに崔貞熙自身の思想のよ
うなものは見えて来ないのである。
参考文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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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樋口雄一「太平洋戦争下の女性動員‐愛国班を中心に」
、『朝鮮史研究会論文集』No.32、1994.10。
５ 布袋敏博「日帝末期日本語小説研究」
、ｿｳﾙ大学校碩士学位論文、1996.2。
６ 布袋敏博「『国民新報』と植民地末期の朝鮮文壇」
、
『語研ﾌｫｰﾗﾑ』第 20 号、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
2004.3。
７

김재용「여성성과 국가주의의 결합으로서의 친일문학-일제 말 최정희의 문학」、『실
천문학』73、2004 봄。

８ 山田佳子「崔貞熙の民地末期小説研究」、『県立新潟女子短期大学研究紀要』No.41、2004.3。

44

戦後世代の普遍志向と二重言語という問題――張龍鶴の場合
東京大学大学院 総合文化研究科 博士課程
金景彩

1. 「世界」あるいは「普遍」というレトリック
普遍への志向が特定の「特殊」の自己構築に帰結するという事実ないし主張はまったく
新しいものではない。たとえば、東亜協同体論を通じて戦時下での社会改革を達成すると
同時に植民地／帝国主義の抗争を克服し、諸民族が自主・協同する新たな秩序を形成しよ
うとした三木清に対して岩崎稔は、
「三木の空間表象においては、端的な民族主義というレ
ベル（主体）が否定され、東亜空間という擬似多文化主義的レベル（メタ主体）が叙述さ
れるが、その動態は日本民族の歴史的使命の表出（原主体）として、最初の相に回帰する」
1

と分析する。個別民族主義の問題（日本内部の帝国主義的民族主義、中国の抗日民族主義

闘争）が、仮想の普遍（
「東亜」
「東洋」
）を通過し、普遍の背後に存在する日本に回帰する
という一つの完結した包摂構造は、三木清個人、あるいは帝国日本の戦時言説に限られた
ことではなかった。転換期的現実認識に基づき「新たな歴史」「新たな世界」を開始しよう
とした京都学派的歴史哲学は、ほとんど「道義的日本」、「世界史的主体としての日本」に
回収され、またそれは 1950 年代の韓国において「道義的韓国」、
「世界史的主体としての韓
国」の形で反復されたのである2。
一連の普遍言説の効果がその抽象性と曖昧さの中に内部の雑種性、異質性を希釈させな
がら特定のネーション、ナショナリズムに対するロマン主義的な想像を創り上げることに
あったこと3は明らかなようである。それでは、特定の時期における普遍志向は、個人の内
、、
部における複数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処理するにあたっていかなる効果を持つのか。韓国
のいわゆる戦後世代が共通に直面していた二重言語的困難と「世界」という修辞ないし戦
略の関係性は、この問題に対するより具体的な問いになりうる。戦後世代の二重言語的性
岩崎稔「ポイエーシス的メタ主体の欲望――三木清の技術哲学」山之内靖他編『総力戦と現代化』東京：
柏書房、1995 年、204 頁。
2 1950 年代の韓国では、
「東洋的価値」を西洋的近代への対案だとみなし、東洋と西洋と統合し、「第三の
文化」「世界」「現代」を開始する主体として韓国を強調する言説が登場する。「超克」論の韓国版ともい
うべきこのような言説は、朝鮮戦争によって触発され、民族を国民化するメカニズムとして作用した。拙
稿「民族と国家の間――1950 年代韓国における「東洋」論を巡って」東京大学総合文化研究科修士論文、
2014 年。
3 デリダはこのような傾向を範例主義的ナショナリズムと称した。高橋哲哉『デリダ――脱構築』東京：講
談社、2011 年、276 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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格を指摘したのはハン・スヨンである。彼は、戦後世代を「1920〜30 年代に生まれ、植民
地期に初・中等教育及び大学教育を受け、朝鮮戦争前後の時期に登壇した文人」たちであ
ると定義し、彼らは「書く・読むための言語として日本語を先に学び、ハングルは解放以
キム・ソンハン

チョ・ヨンヒョン

チャン・ヨンハク

降に新しく身につけた」二重言語者であったと指摘する。金 聲 翰 、 趙 演 鉉 、 張 龍 鶴 、
ソン・チャンソプ

イ・ボムソン

キム・スヨン

チョン・ボンゴン

孫 昌 涉 、李範宣、金洙暎、 全 鳳 健 等がそのような二重言語者としての戦後世代に当た

る4。これらの戦後世代が「ハングル専用法」5の制定と戦後再建の一環であった国民教育の
実施、四月革命以降の「ハングル世代」の登場という一連の契機を経ながら自らの言語ア
イデンティティに対する自意識を深化させていっただろうことは想像に難くない。
本発表では、戦後世代の代表的な文人であった張龍鶴の二重言語的アイデンティティが
彼の普遍志向と接続する様相を検討することで戦後に「世界」あるいは「世界性」が文脈
づけられる一端にアプローチしてみたいと思う。
2. 閉ざされた「民族文学」
、開かれた「国民文学」
普遍主義者としての張龍鶴の性格は 50 年代から 60 年代にかけて彼が発表した文章の至
るところに見られる。 張龍鶴の唱える普遍の正体は比較的明らかである。彼は西洋の啓蒙
思想を「たんなる西洋の思想ではなく、人間自覚の思想」「ヒューマニズム」6として捉え、
「西洋化」は西洋的近代のたんなる模倣や追随ではなく、「歴史」の必然による結果である
と主張する。たとえば彼は、
「韓末以来、開化とは正直に言って西洋化を意味したのであり、
今日に至ってもその方向性は変わったようには見えない。われわれが乗っている汽車をわ
れわれの手で作る日が来てもその方向はそのままであろう」と論じ、
「民主主義はともかく、
民族主義というものも西洋的思考方式の所産」7であると指摘するのである。
「世界の落伍者」
になるよりは、逆らうことのできない歴史の流れを受け止め、それに見合う「歴史共同体」
、
「創造的生命体」としての民族を構想した張龍鶴には、
『思想界』系列の知識人による自由・
民主主義的改造論を想起させるところも多い。そして、張龍鶴のそのような認識は、当時
の民族言説に対する批判を必然的に伴うものであった。
「半萬年歴史」
、
「檀君」
、
「単一民族」、
「錦繡江山」
、
「新羅時代にすでに民主主義が存
在した」、
「李朝時代にヒューマニズムがあった」等々。針小棒大で誇張したものでな
ければ、牽強附会で造作されたものにすぎない。そしてこのような針小棒大と造作を
事とする作業に愛国という名をあて、主体性を確立するためだというのだ。そしたら
ハン・スヨン「戦後世代の文学の言語アイデンティティ――戦後世代の二重言語的状況を中心に」『大東
文化研究』58 巻、成均館大学大東文化研究院、2007 年。
5 「ハングル専用に関する法律」
（1948 年 10 月 9 日制定）。大韓民国の公用文書はハングルで書く。ただし、
しばらく必要な場合には漢字を併用することができる。
6 張龍鶴「形容詞の国、韓国――流浪する韓国の文化」
『世代』1963 年 6 月。
7 張龍鶴「感傷的発言」『文學藝術』1956 年 9 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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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国の観衆は、また少し怪しいところがあると思いつつも、われわれのものを良い
と言っているのだからと大体それに満足を表してきた。このような先天的非理は主に
「われわれのもの」を唱える郷土愛に起因し、その前で論理や「ルール」は自発的に
譲歩することがこの国では道理であり、美徳になるのだ。8
「半萬年歴史」、
「檀君」、
「単一民族」、「錦繡江山」、「新羅時代にすでに民主主義が存在
した」、
「李朝時代にヒューマニズムがあった」という張龍鶴の言及は、極めて観念化した
古代の民族概念を召還し、無垢な原型としての超歴史的な空間を提示することで、実在す
、、
る異質的で不純な要素を消去9しようとした言説、たとえば李承晩政権の一民主義のような
50 年代の国家主義的民族言説を指しているが、ここで張龍鶴はそのような民族言説が「怪
しい」もの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のである。純粋な民族への想像が「怪しい」理由は、そ
れがたんに恣意的で貧弱な根拠の上に立っているためではなく、
「歴史を恐れない思考」に
基づいているから、すなわち歴史に対する一種の反動であるからだ。民族（主義）への批
判は次のような文章においても形を変えて反復される。
民族文学といえばわれわれはそれに無限たる魅力を感じるが、ただ民族文学といって
もそれは何の内容もない空疎な形容詞である、――（中略）――民族は個人や人類を
排斥する概念であり、閉鎖的で排他的であることからヒューマニズムと対立する。民
族主義は民族的でないものは一切排撃しようとし、民族の発展のためには人類の幸福
や個人の尊厳、自由、創意性のようなものは無視しても良い権利と思っている。――
（中略）――この国には国民文学という言葉がない。魅力もない。しかし、世界文学
の一環になれるのは民族主義文学ではなく国民文学である。西欧における国民文学は
ラテン語からの独立という地方化の所産であったが、それと同時に来たるべき世界文
学への準備でもあった。韓国文学が世界文学の一環としての国民文学にまで育ちうる
可能性についてはまだ誰も答えることができないだろう。ただ、ひとつの事実として
は、われわれの土産物では満足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われわれも開かれた世界
の住民になりたいということである。貧しくても、開かれた世界で貧しくなりたいと
いうことである。土産物によって貧しく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は主体性なの
か。――（中略）――民族文学は閉ざされた世界の文学だが、国民文学は開かれた世
界の文学である。「民族」には神があるが、「国民」にはそれがない。国民文学には民
族情緒という大地があるのみである。それはいかなる外来種も拒否しない大地である。
その土質に合わない外来種は花を咲かせることもできずに枯れなければならない大地
である。――（中略）――我が文学における最高の徳は純粋ではなく、豊富、発展で
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小説の最大の断点〔短点〕はそれが貧弱であることにある。
8
9

張龍鶴、前掲。
張世眞「創造のアメリカと 1950 年代韓国文学の自己表象」延世大学博士学位論文、2008 年、74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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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が韓国文学には異質的なもの、異端的なものが流入されるべきである。民族情緒が
見えなくなるほどの混乱になるべきである。民族情緒はいつもいかなる混乱よりも大
きい。それが大地だからである。変質してもそれはわれわれの大地である。10
上記の引用で重要なのは、張龍鶴が原始的同一性に基づいた純粋な民族への想像（民族
文学）に対抗する方法として開かれた国民文学、より正確には「外来種」、
「異質」、
「異端」
に寛大な文学を提示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原始的同一性の召還が反共国家としての
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の創出と無関係ではなく、それに対する代案として「開か
れた世界」の国民文学を唱えていたという点で張龍鶴の議論はしばしば「国民化への拒否」、
あるいは脱国家的モーメントとして読まれてきた。張龍鶴の文学言語が再現した超越論的
意志を考慮に入れれば、張龍鶴に対する<可能性>の読解は十分納得できるものであり、彼
の言説及び文学がそのような<可能性>を結果的に遂行している部分も少なくない。ただ、
張龍鶴の「世界」志向と民族（文学）への拒否には張龍鶴自身の「世界人」としての自意
識が深く関わっていた。張龍鶴は、
「今日の我が文壇」を「既成」
、「新進」
、
「新人」の三世
代に分け、彼自身も含まれる「新進」を「韓国文学史からの遺産はほとんど受け継いでい
ない」
、
「世界から帰ってきて文学修業」をしている世代11と規定した。張龍鶴の「世界」は、
獲得すべき価値であったと同時に、自らの世代論的アイデンティティを表す言葉でもあっ
たのである。これが張龍鶴の二重言語的アイデンティティと「世界」の語のうちに見てと
れる普遍志向の接点であり、張龍鶴に対する<可能性>の読解を留保しなければならない根
拠である。彼の普遍志向が「世界人」としての自意識と接続するとき、それはすでに偏在
する「外来種」
、
「異質」
、
「異端」の起源を隠蔽する方向へ進むためなのである。
3. 隠蔽される翻訳――漢字使用論と「世界」
当時の民族言説に対する張龍鶴の認識は、ハングル専用論に対する批判にそのまま繋が
る。「『われわれのもの』を唱える郷土愛」を「先天的非理」だと見なした張龍鶴は、「『ハ
ングル専用論』ほど大小の多くの先天的非理を内包しているものは、この国にないはずで
ある」12と述べ、当時のハングル専用論を厳しく批判する。彼の批判は、「母語」の価値―
―いかなる障害や失敗からも解放された傷つかない価値13――への想像がもたらす不条理
性に向けられており、彼にとってハングル専用論とは、
「人間像の純粋化」、
「人間像の貧困
化」14に他ならなかった。張龍鶴がハングル専用論に対抗して掲げた漢字使用論（国漢文混
用論）はすなわち「外来種」、「異質」、「異端」を受け入れた国民文学の具体的な実践であ
10
11
12
13
14

張龍鶴「国民文学のために」
『世代』1965 年 1 月。
張龍鶴「感傷的発言」
。
張龍鶴「形容詞の国、韓國――流浪する韓國の文化」
。
鄭百秀『韓国近代の植民地体験と二重言語文学』ソウル：アセア文化社、2003 年、23 頁。
張龍鶴「樂觀論の周邊――評論家柳宗鎬論抄」
『世代』1964 年 10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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ったのである。ただ、一時的に張龍鶴は、ハングル専用への転換が現実的に不可能である
だとか、ハングルには視覚性が欠けているといった実効性の問題を根拠として挙げハング
ル専用論を批判するが、彼がハングル専用論の廃止と漢字使用を主張した最も根本的な理
由は、彼が漢字を普遍的「意味」を表す「概念語」として見なしていたためである。
漢字を完全に廃棄し、ハングル専用になったときにまず考えられるのは、「ソウル」
を除いたほとんどの固有名詞が意味を失うことである。記号にすぎない固有名詞の数
は、我が民族の総人口数の倍にはなるはずで、それがもたらす副作用はすぐに考えら
れることだけでも後ずさりになるほどである。すべての固有名詞が意味を失った国語
を持った民族が地球上どこにいるだろうか。――（中略）――後世の史家たちが今日
をどう記録するかはわからないが、今この国に明日の祖国を左右する新たな気運が動
いていることは事実である。この気運を世界史の流れに一致させるためには、不正、
不義を抜本することに留まらず、〈理〉と知性がその本来の場を占めるようにしなけれ
ばならない。15
ハングル専用論を廃棄し、漢字を使用することが「明日の祖国を左右する新たな気運」
を「世界史の流れに一致」させるためであるという主張は、張龍鶴の漢字使用論がまさに
彼の「世界」認識と直結していることを表している。張龍鶴において漢字は、我が文学を
より豊富にする異質性であると同時に、すでに「われわれの中に入っている」世界性であ
り、したがって漢字の存在を認め、それを使い続けることは「開かれた国民文学」の獲得、
さらには世界性の獲得に繋がる。このような議論が、ハングル使用の未熟さを批判16されて
いた当時の張龍鶴にとって非常に重要だったことは明らかである。というのは、漢字の使
用と世界性の接合には、彼の二重言語的アイデンティティをハングルの欠如としてではな
く、世界性の充足として承認する効果があるからだ。しかし、それよりも重要なのは、そ
もそも〈漢字＝意味（概念）＝世界〉という図式を可能にした張龍鶴の（無）意識である。
つまり、漢字という異質的な要素を承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根拠として漢字の持つ「世界
性」を挙げる論理的飛躍は、漢字と「世界」の間の或る媒介を省略することによってはじ
めて可能になるということである。
小説といえば、筋と措辞と思想があるはずでしょう。しかし、我が小説には筋と描写
のみがあって思想がないです。――（中略）――思想は漢字語にのみあって、純国語
張龍鶴「ハングル專用論が意味するもの」
『自由文學』1961 年 11 月。
代表的に柳宗鎬がそうである。柳宗鎬は張龍鶴との論争の中で張龍鶴の文学言語が極めて「日本語的」
であることを繰り返して指摘した。柳宗鎬「ナショナリズム其他――文学月評、小説」
『思想界』1964 年 5
月;「シニシズム其他――上半期の作品‘小説’」
『文學春秋』1964 年 7 月;「有所感――張龍鶴氏のひまわりと‘純
粋’新版に付して」
『文學春秋』 1964 年 9 月;「癖という絆――ハングル、漢字、小説」
『世代』1964 年 9 月;
「新たな偶像――韓國作家のためのノート」
『世代』1964 年 10 月;「無愛想な固定觀念」
『文學春秋』1965
年 1 月;「みすぼらしさの絆――‘樂觀論の周邊’を読んで」
『世代』1965 年 2 月。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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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はないとい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ハングル専用の我が小説に思想がないのは
そのためですが、この思想のない無思想を芸術性だとする迷信が韓国小説を支配して
います。古典になりうる一つの条件は思想性にあります。思想のない古典は考えられ
ないからです。そういう点からいって、ハングル専用の小説を書くというのは、古典
になれない小説を書くと主張しているのと一緒だといえます。――（中略）――追い
越し、持ち込みのような日本風の漢字語はなくすべきですが、学校を学びの家、恐妻
家を妻怖がり屋だとする必要はないです。17
「思想」
、あるいは「価値体系」18が漢字語にのみあるという主張には、「世界」（西洋的
近代）を全的に漢字を通じて学習した張龍鶴の世代的背景があるといえる。近代日本によ
って翻訳された近代語としての漢字とそれに含まれた「意味」が、張龍鶴の「世界」認識
を形づくった核心的な要素であるということが、彼が漢字と「意味」、「思想」、「世界」を
無理なく結びつけることができた理由である。漢字を使った小説こそ古典になりうるとい
う言及も同じである。張龍鶴にとって古典とは、「夜空の星座のような調和の世界」19と形
容される西洋文化の原典、すなわち古代ギリシャ的総体性の再現であるが、そのような古
典が漢字による創作を通じて可能になるという認識こそが、漢字と古典の媒介、いわゆる
翻訳された近代という要因を考慮しなくては説明できないものである。しかし、漢字語と
その意味に内包された翻訳という起源は張龍鶴の議論を通じてほとんど問題視されない。
「追い越し、持ち込みのような日本風の漢字語」をなくすべきだと論じながらも、彼自身
が晩年に至るまで執拗に主張し続けた漢字が「実は日人が西欧語から翻訳したものだった
り、あるいは述語として創り上げたものをそのまま輸入してきた日産漢字語」20であるとい
うことについては一度も触れなかったのである。張龍鶴は、自らの二重言語的アイデンテ
ィティを〈漢字＝意味（概念）＝世界〉を通じて承認しながら、漢字に刻印された翻訳と
いう雑種性――翻訳された近代性――を隠蔽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この点において張龍
鶴は、彼自身が批判してやまなかった「純粋性」に接近していったのである。議論の行間
に見てとれる日本への病的な拒否感は、隠蔽された翻訳の別の姿ではなかっただろうか。
もう一つ指摘しておかねばならないのは、上記のような論理的飛躍、隠蔽を可能にした
「世界」という修辞が、朝鮮戦争に起因した国内の地政学的想像力の変化と無関係ではな
かったことである。金コヌによれば、張龍鶴の「世界人」としての自意識はほぼ自負心に
近いものだったのであり、またそれは当時、朝鮮戦争によって獲得された「もはやわれわ
れも世界と同時代を生き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認識の延長線上にあった21。このことは、
張龍鶴の「世界」と漢字使用論、それに結びついた二重言語の問題が、1950 年代に「世界」
17
18
19
20
21

張龍鶴「私はなぜ小説に漢字を使うのか」
『世代』1963 年 7 月。
張龍鶴「ハングル專用の理想鄕」
『文學思想』1999 年 10 月。
張龍鶴「現代文学の様相」
『東亞日報』1959 年 5 月 9 日。
柳宗鎬「土着語の人間像」
『現代文學』1959 年 12 月。
金コヌ『思想界と 1950 年代文学』ソウル：ソミョン出版、2003 年、141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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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めぐって出された言説を各主体がいかに先取し、変容させたかという問題として捉えら
れることを意味する。残存する雑種性と「世界」ないし「普遍」が結合する様相は、50 年
代に提出された多様な知的実践を理解するにおいて重大な課題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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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体・身体・正体――趙素昻『東遊略抄』(1904-1912)と留学期の文章
黄鎬德（成均館大）

（別紙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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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人稙研究ノート（１）日韓併合前を中心に

咸苔英(韓国近代文学館)
（波田野節子・訳）

1. 問題提起および研究の前提
菊初・李人稙（1896~1916)は韓国近代小説史の最初に位置する人物である。もちろん李
人稙より以前にも多くの作品はあったが、「小説」という様式名をもって実名で作品を発
表したのは彼が最初である。そのために、彼は安子山の『朝鮮文学史』（1922）以来、数
多くの文学史家と研究者によって研究されてきた。おそらく彼は 1910 年以前、すなわち近
代啓蒙期小説史に限れば、もっとも多くの論文の対象となった作家であろう。
ところが、これまでの研究成果も形なしと思わせるほど未知の部分が多い作家も、また
李人稙なのである。作品論に比べて作家論はずっと貧弱であり、彼は韓国近現代文学史を
通しておそらくもっともミステリアスな作家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その理由はいろい
ろ考えられる。名門出身でないこと、貧しい家柄であること、近代的な教育制度が施行さ
れる以前に青年期を送ったことなどは、彼の名前が記録に残ることを妨げたはずである。
なによりも彼の強い「親日経歴」が、それにかかわる多くの痕跡や記録を消したし、我々
みずからが廃棄した可能性も高い。
最近、何人かの研究者によって李人稙についての新たな論議が提起されている。1896 年
2 月の露館播遷による親日内閣崩壊のあと趙重應とともに日本に亡命したこと、『血の涙』
を改作した『牡丹峰』の発掘、1900 年に官費留学生になったのは日本に滞在中であったこ
となどが、最近提起あるいは確認された事実である。しかし、1896 年の亡命説が事実だと
しても、李人稙についての研究が大きく進捗したとは言いがたい。李人稙の 54 年の生涯の
うち、断片的な事実を通して知りうるのは 20 年に過ぎないからだ。とくに現在まったく知
られていない期間が、個人の世界観と人格が形成される 30 代半ば以前であることを考える
と、李人稙は解明すべき点がまだきわめて多い作家だといえる。
現在のところ知られている 24 年間(1896~1916)についての事実にも問題が多い。その詳
細がはっきりしていないからだ。1896 年亡命説が事実だという前提に立って話を進めると
して、1896 年の亡命のとき李人稙がどんな役割を果たしたのか、彼が通ったという東京政
53

治学校はどんな学校で、彼はこの学校で何を学んだのか、そもそも本当に通ったのか、ど
うやって官費留学生になったのか、日本の『都新聞』の見習いはどういうものだったのか、
何がきっかけで、どんな過程を踏んで日露戦争に従軍したのか、また『万歳報』『帝国新
聞』『國民新報』『大韓新聞』などの言論人としての具体的な役割や李完用と趙重應ら親
日官僚との関係など、どれ一つ取ってもはっきりしたことは不明で研究もなされていない。
研究のほとんどは、作品に現われた親日的要素を中心に、李完用の秘書として日韓併合の
工作に大きく関与したなど、親日政治家としての姿を強調するのみである。
現在、李人稙という人物の研究において核心をなしていると思われる資料は、1907 年に
彼が直接作成した『大韓帝国官員履歴書』である。李人稙を解明するにあたってほぼ唯一
といえるこの履歴書には、それでも 1900 年以後のことが記録されている。しかし、李人稙
自身が作成したこの資料については大きな問題点がある。作成者本人が書きたいことだけ
を恣意的に書いた可能性を排除できないからだ。現在のように履歴書に記載した事項に証
拠書類を添付しない状況において、自分に不利な事項、無理に明らかにしなくてもよい事
項は書かない、あるいは事実と違うことを書いても大丈夫である。違うことを故意に記載
した場合、違っていることを証明できる客観的資料とか周辺人物らの証言があればいいが、
李人稙は残念ながらそういうものがない。
本研究はまさにこの地点から出発する。未知の領域である 1896 年以前の行動や、李人稙
を再評価しうる決定的な内容に関するものではない。これまで特に疑うことなく論議して
きたことを再検討し、特定期間の李人稙の行動を追跡してみようというのである。具体的
には、李人稙が通った唯一の学校である東京政治学校と日韓併合直前の李人稙の訪日につ
いて検討する。
あらかじめお断りしておくが、本稿で提示するのは確認された事実ではなく推論の水準
であり、李人稙の具体的な行動を確認しただけであって、詳しい内容とそれが持つ意味ま
では進むことはできなかった。したがって本稿は完成した論文の論議や形式を備えてはい
ない。また本研究の目的は、あくまでも韓国近代小説史における李人稙とその作品がもつ
意味をより客観的に考察することにあり、好事家的な趣味や関心から個人の行動を調査す
るようなものでは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ておく。

２．東京政治学校について
現在、小説をはじめとする文筆活動および言論人と政治家としての李人稙のすべての活
動の起点は、彼の日本滞在経験であるとされている。とりわけ東京政治学校での修学と『都
新聞』における見習いがその中心である。李人稙はこの二つの場所での経験を通して、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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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と社会科学などさまざまな近代学問を学び、新聞主筆や小説家として活動するために必
要とされる知識を習得したのである。『都新聞』での見習いは、彼がこの新聞に発表した
いくつかの文章によって確認されるし、東京政治学校は彼の履歴書と 1910 年の日韓併合当
時に朝鮮統監府の外事局長をつとめた小松緑の回顧録に登場する。
筆者が疑問をもっているのは、東京政治学校についてである。周知のごとく李人稙は 1900
年 9 月に東京政治学校に入学して 1903 年 7 月 16 日に卒業したことを履歴書で公開してい
る。東京政治学校は、松本君平が立憲政治家とジャーナリスト（新聞記者）と外交官を養
成する目的で、1898 年 10 月 17 日に設立した学校である。修業年限は 3 年（仏語科は 2 年）
で、年度は前期（9 月～2 月）と後期(3 月～6 月)の 2 学期でなる。当時の日本の高等教育
機関と同じく 9 月に新学期が始まり、授業料は年間 15 円で、17 歳以上の男子のみ学生とし
て受け入れた。当時の他の学校と比べて、この学校のもっとも大きな特徴は、政治学や新
聞学などの社会科学の専門知識を身に付けた政治家や新聞記者を職業養成しようとした点
である。この学校が強調したのは、何が現実の政治社会的な問題であるかを認識してその
解決策を導き出せるような実質的な能力の涵養であり、なかでも力を注いだのは新聞記者
の養成だったという。
この学校は、李人稙が 1905 年以後に言論人と小説家として活動するさいに必要とした各
種の知識の源泉地だったとみなされている。李人稙が書いた文章と、東京政治学校の設立
者であり校長であった松本君平と講師の浮田和民や有賀長雄の著述との比較研究が、これ
を示している。これらの研究は、李人稙が『血の涙』や『鬼の声』などの小説を新聞に連
載したこと、および彼が在職した新聞の論説や雑誌に書いた論説は、東京政治学校の講師
たちの理論と主張の要約や変容であったと主張している。
しかし、李人稙は本当に東京政治学校に通い、卒業したのだろうか。いや、東京政治学
校ははたして正常に運営された学校なのだろうか。とりあえず彼が東京政治学校で受講し
たことは事実と見なすべきだろう。東京政治学校で講義をした小松緑が、李人稙が自分の
授業を聞いたことを二回にわたり、一貫性をもった回顧をしているからである。とはいえ、
この学校が正常な学校であったかについては綿密な検討が必要だと思われる。とりわけ、
李人稙が通ったことになっている開校直後の状況は注意深く検討せねばならない。東京政
治学校は上級学校に進学できる正式の学校ではなかったためか、現在残っている資料があ
まり多くなく、李人稙と同じように、明らかにすべきことが多い学校なのである。この学
校に在学したか卒業した人たちが当時を回想した記録を見ると、きちんと運営されたとは
言いがたい。資料は多くないが、この学校が正常に運営されていなかったことを証言して
おり、とくにそれが李人稙の通った時期であったことが重要である。日本の社会主義運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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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である山口孤剣と山川均は 1898 年から 1903 年にこの学校に通ったことがあるが、彼ら
によればこの学校は開校直後２～3 ヵ月間まともに運営されただけで、そのあとは給料の問
題のため講師たちが学校に出てこなかったという。古い校舎を借りて門を開いた東京政治
学校は学校というより「講習会」みたいなもので、「講習会」レベルの講義もまともに行
われなかったのである。「新聞の論説で読むような学校」と回顧しているのは、全体的な
文脈から見て、新聞の叱咤をうけるほど運営がいい加減だったことを推測される。一方で
は、講師陣の問題もあったとも考えられる。政官界、言論界、学界の著名人で構成された
華麗な講師陣がこの学校の自慢だったが、その華麗な経歴が示すようにどの人も本業をも
つ、いわゆる非常勤講師だった。各界を代表する著名人だっただけに、非常勤講師といっ
ても毎週決まった時間に講義をするのは難しかったことだろう。結局、1903 年 7 月の第 3
回卒業式のあと、この学校は廃校となり、残っていた学生のほとんどを東京専門学校に転
学させたという。開校直後だけはまともな授業を行なって学校の命脈をなんとか維持し、
1903 年に廃校となったのである。
小松緑の回顧はどうなっているだろうか。小松は二度にわたって、李人稙が趙重應とと
もに自分の講義を聴いたと回顧している。1900 年代後半に小松が韓国にいたときも、過去
の因縁で李人稙と親しかったことを回顧していることから見て、李人稙が東京政治学校で
小松の講義を受講したことは間違いない事実だと思われる。しかし小松が東京政治学校講
師をしていたころ、李人稙が「課外生」（1920）と「聴講生」（1936）として講義に来た
と述べていることに注意すべきである。つまり李人稙が講義を聴いたのは、正規の学生の
身分によってではなかった。実際、東京政治学校では正規の学生のほかに「選科生」や「校
外生」という特定科目を選択して受講できる制度があった。このほかに、小松が東京政治
学校に在職していた期間の確認も重要である。現在残っている東京政治学校関連資料や小
松の回顧録と外務省公務員勤務経歴などを勘案すると、小松が講師として在職していた時
期は 1898 年 10 月から 1900 年の前半までだと思われる。1900 年の後半に小松は米国のワシ
ントンに行くよう発令を受け、1905 年まで勤務したからである。
それなら李人稙は 1900 年以前に正規学生ではなく「選科生」か「校外生」の身分で東京
政治学校の講義を受講したことになる。聴きたい講師の講義や、時間が許すときのみ東京
政治学校に行って受講したわけである。履歴書にある 1900 年 9 月東京政治学校入学という
記載が事実で、これが正規生としての入学という意味なら、李人稙はいったん「校外生」
になったあと入学したわけである。ところが、この時期の東京政治学校は授業がいいかげ
んで、学校の運営はまともとはいえなかった。したがって李人稙と東京政治学校との関係
は、最初から見直さねばならないと考える。つまり東京政治学校の影響は、正規の学生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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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ない「校外生」としてのものであったと見なすか、場合によっては東京政治学校の影響
関係を、中核的な次元から付随的な次元に下げるべきかもしれない。現在はどちらが正し
いと確言するのは難しい。ただ、李人稙の思想や知の形成において東京政治学校の影響力
は最初から検討し直すべきであることは確実だと思われる。

3. 日韓併合直前の訪日について
併合直前の 1909 年から 1910 年ころ、李人稙は文人や小説家あるいは言論人というより
は李完用の秘書として政治人としての姿で登場する。このころ李人稙は大韓新聞の社長で
いながら、孔子教の運動や国是遊説団と国民大演説会の活動、李完用の秘書など、多様な
活動をくりひろげる。また、この時期の特徴の一つは日本との頻繁な往来である。李人稙
の国内活動に比べると、この時期の彼の日本での行動のことは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彼
が日本に行くたびに国内言論はその理由について疑いに満ちた視線を向けたが、実際に日
本で何をしたのかについては詳しい報道も記事も存在していない。
本研究では、1909 年 12 月の訪日時の行動について考察したい。このときの李人稙の行動
については日本側が詳しい記録を残している。「『伊藤公爵薨去後ニ於ケル韓國政局竝ニ
總理大臣李完用遭難一件 單』(1909-1910)というタイトルの資料がそれである。
1909 年 12 月の李人稙の日本訪問は当時一進会が提出した合邦請願書と関連がある。周知
のとおり一進会は 1909 年 12 月 4 日に合邦声明書を発表して、これを純宗と内閣総理大臣、
統監に提出する。これをきっかけに韓国はもちろん日本でも、大きな波紋と激論が起きる。
時期尚早論と即時実施論がそれである。国内ですぐさま反対を表明をしたのは李完用内閣
だった。李完法は請願書が提出された翌日の 5 日に合邦反対のための国民大演説会を開催
するなど、さまざまな活動を展開する。李人稙の 12 月の中旬の日本訪問は、まさにこのよ
うな李完用の合邦反対運動の一環だった。
李人稙は 12 月 17 日ころ出発して約３ヶ月日本に滞在した。日本訪問の目的は、表面的
には政治関係ではなく孔子教の日本支部設置だったが、李完用の密命を受けて日本内で合
邦反対運動をするのが本当の目的だという説が広まっていた。東京の新聞を通して日本の
輿論を喚起し、韓国の留学生と同志会を扇動するのが李人稙の目的だというのが、彼の日
本訪問をめぐっての噂であった。これは当時、国内の言論のみならず、日本当局はもちろ
ん黒龍会までもが疑っていたことである。李人稙は日本に到着してからも、政治的な理由
で来たのではないと口を酸っぱくして否認し、当時の日本の記者をはじめ会う人ごとに誤
解のために仕事ができないと何度も不満をもら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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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藤公爵薨去後ニ於ケル韓國政局竝ニ總理大臣李完用遭難一件 單』は、当時日本の情
報当局が作った秘密文書のようだが、ここには李人稙の日本での日ごと、時間帯ごとの行
動がじつに詳細に記録されている。当時の国内言論も、李人稙の日本訪問にたいして日本
の当局も厳しく注意をしていると報道はしていたが、李人稙がどこに泊まり、どこに行っ
て誰に会い何をしたかなどの内容が分単位で記録されていて、甚だしくは李人稙が留守の
時に到着した郵便物までひそかに開封して中身を詳しく報告しており、日本当局の注意と
警戒が言論報道以上に厳重であったことが知られる。実際には、李人稙が宗教問題のため
に来たのか、それとも噂どおり合邦反対運動のために来たのかについて、この秘密文書が
好奇心を満たしてくれることはない。この資料には李人稙の詳細な動きと会った人物など
が記録されているだけで、李人稙が交わした会話の中身まではないからだ。李人稙が会っ
た人物たちを通して、彼の目的を間接的に確認しうるのみである。３ヶ月間、李人稙は東
京で韓国人を入れて何人かの人物に会い、さまざまな活動をしている。この報告書に出て
くる人々と李人稙が日本で会った人々を整理すると、以下のようになる。

*韓国人: 陸鐘允, 高元勲, 呉政善, 金基璋, 박종직, 유유근, 김재곤, 윤태진
*일본인 : 中村八太郞, 岡村熊久, 中村久四郞, 須藤正守, 森一瓢, 花田節, 吉田龍郞,
松本君平, 大垣丈夫, 小松綠, 荒浪平次郞, 伊澤巖吉, 竹越興三郎, 板倉中, 中村米作,
伊藤伊吉

具体的にこれらの人物に対して確認できなかったが、韓国人は主として東京で勉強して
いた留学生のようである。日本人は東京政治学校関係者たちと、大韓協会関係者、大韓新
聞関係者たちの名前だと思われる。公式には、李人稙は彼らに会って孔子教日本支部の設
置運動をおこなった。しかし、何の意図で彼らに会い、何をしたかは謎のままである。本
研究の進展方向として、まずこれらの人物が誰であるかの解明を中心に行なう予定である。
それにより、当時の李人稙の日本訪問の意味が現われてくるであろう。それは韓国近代小
説の最初を飾る李人稙という人物の正体と韓末政局での位置、彼の文筆活動のもつ歴史的
位置、ひいては韓国の近代小説史の草創期をめぐる政治現実の背景に関するより幅広い資
格を提供することにな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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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南善の東京体験と文章行為
權杜姸(延世大學校)
（波田野節子・訳）

１． 東京留学と滞在期間
崔南善の年譜をふくむ既存の研究によれば崔南善は 1904 年に皇室で募集した第一次特派
留学生に選抜されて 15 歳の最年少で皇室特派留学生になる1。東京府立第一中学校の留学生
名簿を参照すると崔南善の年令は 15 歳、本籍は京城、保護者は獻圭、保護者の職業は学部
参書官、入学日と退学日はそれぞれ 37.11.2 と 37.12.19 と記載されていて、退学理由は「親
病」と記録されている2。学籍簿の記録どおりなら崔南善の留学期間は一ヵ月あまりで、理
由は両親の健康上の問題によるものだ。ひと月というのは、修学したとは言えないほど短
い期間である。退学理由が両親の健康上の理由という点も、学問への好奇心と縁がない。
六堂に関する先行研究で、彼の第 2 次留学に比べて皇室特派留学生として来日した第 1 次
留学はさほど注目されていない理由もまたここに起因するのだろう3。ところで『帝国新聞』
には、これまで知られていたこととは違う記事が載っている関心を引く。
관비생으로

일본에

유학하던

최남션

리창환

량씨가■전

회국하야■■■■■■■■를 이번 ■■약후에 고■■■문을 ■배쥬지■이■즉 ■동
나■학■을 배■쓸데■다■고 오■여명이 ■졔■퇴■하야 금자 ■■■으로 다
왓다더라4
官費生として日本に留学していた崔南善、리창환の両氏が○前、帰国して○○○○を、
この度○○ 後に…
崔南善の退学に関して述べているこの記事は、相当の部分が伏字処理、すなわち検閲さ
れている。検閲したのは統監府である5。だが伏字にされた部分はある程度推定が可能で、
｢年表｣、高麗大学アセア問題研究所編、『六堂崔南善全集』15, 玄岩社、1974
武井一、｢資料 留學生名簿｣、『皇室特派留學生-大韓帝國からの50人』、白帝社、2005、200頁
3
崔 南 善 の 第 2 次 留 学 に つ い て は 이진호 が 詳 し く 扱 っ て い る 。 이진호、｢崔南善의
2次留学에関한再考察-年譜再定立을 爲한 提言｣、『새국어교육』 42集、韓国国語教育学会、1986参照
4 ｢学生退出｣、『帝国新聞』1905.12.15、雑報3面。伏字で処理された部分は次のように読める。「官費生と
して日本に留学していた崔南善と李昌煥の両氏が先日帰国し、東京府立第一学校 この度の新条約後に
고■■■문을
してくれないので、一同退出学問を学ぶことはないとして50名が一斉自主退学しただちに朝鮮に
全員もどったという」
5 統 監 府 が 検 閲 し た と い う 事 実 は 1907 年 の 記 者 た ち と の 懇 談 会 を 通 し て 明 ら か に さ れ て い る 。
｢丸山顧問과各新聞記者｣, 『帝国新聞』1907.4.9、雑報1面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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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費生として留学していた崔南善と李昌煥が帰国した事実と、その理由が新条約と関連し
た学問の無用性によるという事実、そして五十名あまりの学生が一斉に退学したなどの内
容が読み取れる。この記事で注目したいのは、崔南善の第1次留学の帰国の契機が韓日新条
約と関連する点である。先に述べたように、これまで崔南善の帰国日および帰国の理由は
1905年1月、両親の病気とされている。一中の学籍簿にもはっきりと彼が1904年12月親の病
気により退学したと記録されている。それなのに『帝国新聞』は1905年12月官費留学生で
ある崔南善が同期生李昌煥とともに帰国したことを伝え、その理由が新条約に不満をもっ
て学問をやめたとしている。
一中の学籍簿によれば、崔南善とともに名前のあげられている李昌煥は1905年11月28日
付で高義行、金晉鏞と同時に自主退学したことになっている。原因はやはり病気である。
ところでキム・キジュの主張によれば一中はこの事件の芳しくない部分を隠蔽するために、
退学の理由をすべて「病気」と記録しているという。李昌煥の自主退学は当時清国留学生
たちの一斉帰国と合わせての民族運動だと理解している6。趙容萬の回顧にも李昌煥の名前
が登場していることから見て、崔南善がこの時期に彼とともに活動したことは明らかだと
思われる7。それならば、崔南善の第1次留学と関連した帰国は見直す必要がある。一中の学
籍簿と『帝国新聞』の記事のどちらが事実かという問題とは別に、崔南善が皇室特派留学
生として新条約をめぐる一連の事件に関わっているという点は、彼のその後の進路を理解
するにさいして重要だからである。
２． 留学前後のメディア経験と文章行為
言論人としての崔南善に注がれる関心が高いわりに、彼の東京留学以前のメディアでの
文章行為についてはこれといった研究がなされていない。しかし崔南善自身の回顧が示す
ように、彼のメディア経験は日本留学以前にすでにかなりの程度であったことは注目すべ
きである。彼の回顧によれば 9 歳から「新聞紙遊び」を始め、12 歳で「書いたものは何で
も、国文なら帝国新聞、漢文なら皇城、漢城等の新聞」に出し、
「日露戦争が始まる前の年
に仁川で日本人の手で大韓日報というものができ、日々硬軟両方で頼みもしない様々な文
章を草しては郵便で送ると、それが翌日には立派な待遇で新聞に」出たという8。このよう
に、崔南善は相当早くからメディアに目覚め、じっさいに多様なメディアに文章を投稿す
るにいたる。とくに注目されるのは、十代初めにして文字を区分してメディアに載せ、ま
た投稿した多様な新聞のなかに日本人発行の新聞があるという回顧である。なかでも『大
韓日報』について比較的詳しく述べている点が注目される。1904 年 3 月 10 日に仁川で創刊
された『大韓日報』は、
『大韓毎日申報』の抗日の論調に対抗して日本の朝鮮侵略を支持し
た新聞として知られているからだ。崔南善が、留学以前にすでに相当のメディア経験を持
6
7
8

金淇周、『韓末 在日韓國留學生의 民族運動』、느티나무、1993、134頁;武井一、前掲書、84~86頁
趙容萬、『六堂 崔南善 全集』, 三中堂, 1964, 59頁
崔南善、｢處女作發表當時의 感想-아득하야꿈가틀ᄯᅡ름｣, 『朝鮮文壇』 6号、1925.3、57~5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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っており、そこには自主と開化を主張する『皇城新聞』だけでなく『大韓日報』のような
親日本的なメディアもあったことがわかる。
言及されている新聞には、崔南善の名前で投稿された文章は見あたらない。新聞紙上で
の彼の名前が最初に登場するのは、第 1 章で考察した『帝国新聞』雑報記事が出る数日前
に掲載された広告である。広告の内容は「哭 閔公泳煥靈几 崔昌善 崔南善」のみで、乙巳
条約締結のあと殉国した閔泳煥への追慕を兄の崔昌善とともに広告の形で出したのだ。

この広告は1905年12月3日の『帝国新聞』(左)と『大韓毎日申報』（右）に同時に掲載さ
れた。偶然だが、この広告が掲載されてからまもない同じ日付で、日本で学んだ留学生の
寄稿が載っている。
불상〓고ᄋᆡ〓을사 이〓만〓포들아 한편〓기〓려서 이〓말〓드러보오
나라〓〓디경 거〓의거의쥭〓네 대〓텬디〓삼도에 살기난〓코〓와
국운〓불길하〓
웅〓대〓간곳〓고
란〓젹〓ᄉᆡᆼ〓나셔
죠약〓지〓엇〓지
거연〓〓결하야 (중략)9
「日本留学生として行ってきた友人の寄稿」というタイトルの国文の便りは、国権回復
に対する強い願いが籠められているだけに全文が伏字にされている。『大韓毎日申報』に
載った寄稿も官費留学生の一斉退学に関する内容で、次のような説明と一緒に雑報欄で紹
介されている。
日本に遊學している韓國官費生たちが高等學校で学ぶことを許さない事件にたいして憤
激し、下宿に一齊退留したが、こちらの靑年たちがその報を聞いて憤慨を禁じえず本社
に寄稿すること左の如し。
悲報悲報라 嘗膽生
余는 海外에만 遊하야 幾多星霜을 異土에 閱歷하얏는지라 這間所經千辛萬苦는
不庸枚陳이로되 余는 將찻 吾輩靑年에 前途를 顧念하야 一大悲報를 入聞코져하노니
我敬◈하는 靑年諸子는 多幸히 泛泛看過치 勿하라 嗚呼라 吾人은 各各上帝의
稟賦하신 肉軆로 光榮잇는 韓土에 下落하야 恒常國民되 天職을 克盡코져하읍든바
不幸히 上天이 不福하시고 國運이 大否하야 俄然一朝에 主權을 見奪함애
四千年疆土는 將찻 强隣의 蹂躝를 被하고 五百年宗社는
幾乎盲火의 薰炎을
9

｢일본유학ᄉᆡᆼ으로 갓다온 친구의 기셔｣、『帝国新聞』、1905.12.16。2面1~3段（寄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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遭할지라10
二つの文章の文体や内容はかなり違っており、一人の人間が書いたものかは判断が難し
いが、崔南善の名前が載った紙面に官費留学生に関する同一の内容の文章が、それも同じ
日付で掲載された点は注目される。一方、『大韓日報』を検討した鄭晋錫によれば、<廣求
投書>という読者投稿欄に崔南善の記名による投書は見あたらないという11。しかし崔南善
の回顧によれば、頼みもされない文章を書いて送れば、りっぱな待遇で載せたというから、
読者投稿ではない可能性も十分にあり、上の二つの引用文のように記名表記なしに寄稿形
式で載せた可能性もすてきれない12。
３． 留学生時代の筆名に関する再考
崔南善は「‘六堂’の弁」で他の記名を使わなかったと書いているが、六堂という号を
本格的に使う前に、留学生雑誌に「大夢生」「大夢崔」「崔生」「NS生」など、かなりの
筆名を使った形跡がある。既存の研究では、楽天子の「国風四首」と「欧州泰東学界泰斗
マクス、ムルラー博士の儒敎論(上)｣は目録から除外されている。おそらく前者は、楽天子
を崔南善ではなく白大鎮だとみなしたためであろう。白大鎮が『新文界』と『半島時論』
および『每日申報』で、白楽天子や楽天子という筆名で活動したからである13。しかし白大
鎮は日本留学経験がなく、1910年代以前に活動した形跡もとくにない。したがって1907年
に日本留学生たちで構成された雑誌にどうやって文章を載せることができたのか不明であ
る。結局、1907年の留学生雑誌の「楽天子」と1910年代『新文界』をはじめとするメディ
アでの「楽天子」は同一人物ではないのである。とはいえ、1907年の楽天子を崔南善だと
確定しうる根拠もない。楽天子を崔南善だとしている洪一植は、詩のタイトルである「国
風」を根拠としているが、崔南善の文章全体をとおして楽天子はこの一回しか使用されて
いない。だが次のような回顧には、参考となる端緒が見出される。
私は天性が詩人ではない。しかし時勢、そして私自身の場合、まったく願いもしない
のに詩人を作りだすことがおきる…丁未の条約が締結される三ヵ月前に筆をとり、たま
たま思いついたことを記録して、三四ヵ月の間に十編あまりを得た。これが、私が筆を
詩に用いた最初であり、また我が国語で新詩の形式を試みた最初である14
引用文にあるように、崔南善が詩に初めて傾倒したのが丁未条約の締結される3～4ヵ月
前だとすれば、1907年の3月か4月にあたり、留学時に集中的に詩が書かれた時期と一致す
『大韓毎日申報』1905.12.15./16 雜報 2·3面
鄭晉錫, 『歷史와 言論人』,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359~360頁
12 『大韓日報』3月10日の創刊号から8月17日までの、高麗大学図書館に所蔵された資料を調査した結果、
寄稿形式の文章は10編あまりほどで、このなかに崔南善の名前のものは発見できなかった。だが筆名で書
いた可能性も残っている。
13 朱昇澤, ｢白大鎭 硏究｣、『震檀學報』80、1995、333~337頁
14 ｢舊作三篇｣, 『少年』 2年4巻、1909.4、2~3頁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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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そして我が国語で新詩の形式を試みた最初という一節もまたタイトルと符合する。と
りわけ詩で使用している表現もまた他の詩と類似している。この外にも『大韓留学生会学
報』1～3号は崔南善が編集を引き受けていたから＜彙報＞や＜会報＞の文章もまた彼が書
いた可能性が大きい。
4. 結論に代えて
崔南善は皇室特派留学生として東京府立第一中学校に入学したが、一ヵ月後に親の病気
を理由に学校を辞めて翌年1月に帰国したとみなされている。帰国後、彼は学業を忘れずに
各種の新聞に時局と関連した文章を投稿し、統監府の制裁を受けることになる。そして翌
年4月にふたたび日本に渡って9月に早稲田大学地理歴史科に入学する。しかし、これもま
た一学期後には擬国会事件で退学する。このときはすぐに帰国せず各種の学会に関与する
など多様な行動を見せる。そして1908年6月ころ、林圭といっしょに帰国し、兄の崔昌善と
ともに新文館を設立したあと『京釜鉄道歌』のような唱歌集や『少年』を発行、そのころ
二度にわたり東京を訪問して安昌浩と会い、洪命憙を通して李光洙と交渉するなど雑誌発
行と、青年学友会に関連した重要な仕事を行なったと見られる。だが、崔南善のこのよう
な行動にはいくつか釈然としない点もある。本発表では不足な点も多いが、第1次留学の退
学理由と日本に渡る以前の新聞メディア、及び日本に渡ったあとの文章行為を再構成しよ
うと試みた。
<付録> 留学生雑誌に載った文章の目録
資
格

題目

筆名

揭載面

年度

1

獻身的精神·(續)

大夢生
崔南善

太極學報
1,2

1906.8 ·
9

2

奮起하라靑年諸子

大夢生
崔南善

太極學報
3

1906.10

3

北牕囈語

大夢生
崔南善

太極學報
7

1907.1

4

現時代의要求하는人物

崔南善

論說

早稻田大學退
学

5

彗星設

崔南善

學問-地
理

『少年』再掲
載

6

地球之過去及未來

學 不 厭大 韓 留 學 生
生
會學報 1

學問-地
理

新文舘 単行
本

文學-傳
記

以下次號
連載

1907.3

非
會
員

編
輯
人

分類

備考

論說

2 次留学-入学
前

論說

早稻田大學在
学中
早稻田大學在
学中

7

華盛頓傳

崔生

8

郵票起源

NS 生

敎養

9

*國風四首

樂天子

詩

10

國家의主動力

崔南善 大 韓 留 學 生

11

熱心과誠意

會學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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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4

未

評 論 으로
소개

早稻田大學退
学後

論說

이어져 있음

12

地理學雜記

崔生

學問-地
理

13

地球之過去及未來

學不厭
生

學問-地
理

14

人類의起源及發達

NS 生

15

壬辰倭亂에關ᄒᆞᆫ古文學三度

崔南善

洛東親睦
會學報 3·
4

1907.12
·1908.1

16

모르네 나는(시)

大夢崔

大韓學會
月報 1

1908.2

17

자유의 신에게

大夢崔

18

막은물

大夢崔

19

생각한대로

大夢崔

20

그의 손

大夢崔

大韓留學生
會學報 3

大韓學會
月報 2

敎養-飜
譯

1907.5
會
員

1908.3
會
員

大韓學會
月報 3

學問-歷
史
詩

詩のあと付記
あり

노래- 並
讚歌

寫眞銅版説明
あり**

詩
詩
詩

寫眞銅版に掲
載されたが内
容と違う

詩

詩のあと付記
あり***

21

백성의 소래

大夢崔

22

나는 가오

大夢崔

23

列國敎育의調査

學不厭
生

大韓興學
報2

1909.4

情報

帰国後-訪日

24

*歐洲泰東學界泰斗
막스,물너博士의 儒敎論(上)

N.S 生

西北學會
月報 16

1909.10

學問-思
想(飜譯)

帰国後-上編
の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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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光洙の「少女の告白」（1944）再読
崔珠瀚（西江大学）
〔訳：高橋梓〕

「少女の告白」をどのような文脈で再読するのか
1944年10月、雑誌『新太陽』に発表された「少女の告白」は、植民地期における李光洙
の最後の日本語作品である。1943年1月に創刊された『新太陽』は、以前馬海松によって刊
行された大衆娯楽雑誌『モダン日本』の後続雑誌として、1940年12月の出版新体制が成立
してから戦時統制の強化にともなって行われた数度にわたる出版物をめぐる大々的な整
理・統合にもかかわらず、最後まで生き残った珍しい雑誌である。1939年11月と1940年8月
の二度にわたり企画・刊行され、日本と朝鮮において非常に好評を博した『モダン日本』
朝鮮版における馬海松の活動から推察できるように、長期化した戦時体制下において無視
することができない朝鮮の役割が、雑誌を存続させるに至った重要な理由の一つではなか
ったかと考えられる。李光洙は「少女の告白」を発表する前年の1943年11月の『新太陽』
の「徴兵制施行記念・戦ふ朝鮮特輯」号にも、雑誌の企画に応じて朝鮮における徴兵制実
施の感激の思いを込めた短篇「兵になれる」を発表していた。
「少女の告白」が発表された『新太陽』1944 年 10 月号の誌面は、やはり戦争への動員の
宣伝に満ちてい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戦ふ五体」という題名のもと「戦ふ眼」
「戦ふ
口」
「戦ふ耳」
「戦ふ手」
「戦ふ足」という小題目の扇動的な画報で始まる 10 月号では、戦
時体制下の緊迫した朝鮮の現況を簡単な挿絵とともに伝えている「進軍する朝鮮」という
現地報告も目につく。太平洋戦争の緒戦における乗勝長駆〔戦いに勝った勢いに乗って一
気に追い込むこと―訳者〕も長くは続かず、1943 年 2 月ソロモン諸島ガダルカナル島の戦
いにおける敗退以降、日本軍守備隊の相次ぐ「玉砕」や「全員戦死」のニュースが朝鮮の
日日新聞にも次々と伝えられていたように、急激に傾いていた日本軍の戦勢が全てを戦争
の渦の中に巻き込んでいった時期であった1。1943 年 8 月の朝鮮における徴兵制の実施に続
いて、1943 年 10 月に朝鮮人学徒の兵役志願が実施されたことからは、当時守備に追いこま
れた戦況の緊迫感を十分に推察できる。朝鮮人学徒兵が徴兵検査と短期訓練を終えて入営
し始めたのは 1944 年 1 月 20 日のことであり、そして 4 月から 8 月まで徴兵検査を経た徴
兵適齢期の朝鮮人青年たちの入営が始まったのは同年 9 月のことだった。
1

「敵軍二万擊摧アッソ島我守備隊玉碎」
『毎日新報』1943 年 5 月 31 日、
「壮烈マキン、タラワ守備隊玉砕」
『毎日新報』1943 年 12 月 21 日、
「クェゼリン、ルオット島 我守備隊四千五百壮烈戦死」
『毎日新報』1944
年 2 月 26 日、
「盟誓しよう！サイパンの復讎―指揮官以下全員戦死」
『毎日新報』1944 年 7 月 19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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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光洙の「少女の告白」は、このような戦時動員の渦の中で書かれた。にもかかわらず
「少女の告白」をめぐるこれまでの議論では、このような戦時動員のコンテクストはそれ
程注目されてこなかった。その理由は、これまでの議論では、主にテクストの内容のレベ
ルにおいて、告白の中心的な事件といえる少女の失恋が持つ意味の分析に集中していたた
めであると考えられる。それらの議論では、
「内地人」との愛の失敗によって分裂した真理
（内地人と朝鮮人は同じだ／違う）にとらわれている少女から「内鮮一体の不可能性」と
いう不吉な影が読み取られ、さらに帝国の「国民」になるという欲望の根底に存在する自
虐と自虐が行き来する「恨み」のパトスが読み取られていた2。
ところで、このような告白の内容のレベルから目を移して、作品の形式のレベルに注目
する時、われわれはまた別の驚くべき事実に直面することになる。その驚きとは、何より
も「少女の告白」が告白の一次的な受信者として設定している対象が李光洙自身であり、
それも戦争動員に積極的に協力していた作家自身であるという事実に起因するものである。
「少女の告白」は、ある在日朝鮮人の少女が、学徒兵勧誘講演のために日本に来ていた「朝
鮮の作家」に向けて、自分の身の上話を吐露している書簡文の形式をとっている。この作
品における「朝鮮の作家」とは、後述するように 1943 年 11 月に「日本留学生勧誘団」の
一員として日本で学徒兵勧誘講演を行った李光洙自身を指す。この点から考えると、同時
代の戦時動員のコンテクストは、
「少女の告白」の内容のレベルよりは形式のレベルにはっ
きりと刻印されているといえる。
一般的に、動員の創作が動員の対象として帝国あるいは植民地の一般読者を想定するの
が普通だとすれば、
「少女の告白」は動員の対象ではなく、戦争動員に協力していた作家自
身を一次的な受信者として召喚していたという点で、多少特異な文法を持っている。李光
洙はなぜこの時期―太平洋戦争末期に日本軍の戦勢が急激に傾いていた 1944 年後半―に自
分自身を、それも知識階級の青年の戦争動員に協力していた自身を告白の一次的な受信者
として召喚したのだろうか。本論文では、このような当時の戦時動員のコンテクストを念
頭に置き、意図的であるのが明らかなこの特異な告白の形式に注目し、「少女の告白」を再
読してみたい。
告白の受信者＝作家という設定
「少女の告白」は、京都で生まれ育ったある在日朝鮮人の少女が、一度も会ったことが
ない「朝鮮の作家」に向けて、彼の著書「◯◯」を手に入れて読んでみたいという願いを
あらわすことから始まる。1年前からふとしたきっかけで朝鮮の生活と伝統に関心を持ち始
めたところに、先生が「朝鮮の作家」であるということ、それも素晴らしい作品を書く作
家だということを知り、著書「◯◯」を手に入れて読んでみたくなったということが、少
女が導入部で明らかにしている告白の表面的な動機である。
2

崔珠瀚『帝国権力への野望と反感の間で』ソウル：召命出版、2005 年、239 頁（
「民族保存論と「仮面」
の病理学」
）
。李京塤「怨恨の話者」
『現代文学の研究』45、2011 年、320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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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こで告白の受信者として設定されている「朝鮮の作家」が李光洙自身であるというこ
とは、言うまでもない。少女が告白の受信者である「朝鮮の作家」を知ったのは、「昨年
の秋」に彼が京都大学で朝鮮の学生たちに向けて講演を行うという新聞記事を通じてであ
った。父を通じて講演者が「朝鮮の作家」であるという事実を知り、少女は講演会の当日
に「女が出る場所でないと」父が止めるのを押し切って講演会場に行ったのだが、このエ
ピソードは「少女の告白」が発表された時期を起点にした「昨年の秋」に該当する1943年
11月に、李光洙が「日本留学生勧誘団」の一員として学徒兵勧誘講演に参加していたこと
を思い起こさせる。
「日本留学生勧誘団」とは、1943年10月、朝鮮人学徒特別志願兵制度の実施以降低調だ
った学徒兵志願実績を憂慮した朝鮮総督府が、地縁・血縁・学縁を利用して日本に留学中
の朝鮮人留学生の学徒兵志願を誘導する目的で、日本に派遣するために急いで組織した団
体である。当時朝鮮の学徒兵対象者は1000余名であったが、それに対し日本に留学中の朝
鮮人学生は約6000余名と6倍も多かった。しかし、学徒兵志願の受付が始まってから締め切
りの十日前である11月10日までの間、日本に留学中の朝鮮人学生の志願者数は90名にも満
たなかった。1943年11月7日に名士12名によって組織された「日本留学生勧誘団」の先発隊
があたふたと京城を出発したのは、翌日の8日の午後のことだった。
チェナムソン

キムヨンス

当時、崔南善・金秊秀と共に先発隊として京城を出発した李光洙は、10日に大阪・関西
大学での講演会を皮切りに、11日には京都大学講堂で行われた懇談会に参席した。そして
翌12日、東京に到着してからは、明治大学で14日と19日の二度にわたって行われた「朝鮮
学徒蹶起大会」での講演会の他に、東京の各大学関係者と志願対象者である学生たちとの
懇談会に参加するなど、忙しい日程を消化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3。そのため、「昨年の
秋」に少女が「朝鮮の作家」に会うために出席した京都大学での講演会とは、11月11日の
京都大学における懇談会を指すものであり、当時の講演内容は「少女の告白」にも以下の
ようにはっきりと言及されている。「先生は諄々と、日本の国体や大東亜戦争目的の正義
性を説かれ、帝国に於ける朝鮮民衆の地位と、その進むべき道を説かれました。そして、
朝鮮人の祖先の文化や、気高い忠義と武勇のかずかず〔原文ではくの字点―訳者〕を述べ
られ、現在の朝鮮同胞の、卑屈、腑甲斐なさを嘆かれた時、先生の両眼からは、熱涙が流
れました」（28頁）。
さらに、李光洙がより直接的にその「朝鮮の作家」がまさに自分であるということを明
示していたことも忘れてはならない。著書「◯◯」が「アジヤが生んだ最高の思想を盛つ
たもの」であると「秋――先生」に評されたことがあるという言及が、そのような部分に
該当する。これは、1942年11月東京で開かれた大東亜文学者大会で、秋田雨雀が「愛」の
作家李光洙との面談を求めたというエピソードを思い起こさせる4。『新太陽』1944年10月
3
4

姜徳相『朝鮮人学徒出陣』岩波書店、1997 年、231-236 頁（
「九 栄光の使節団」
）
。
「帝劇のマチネーに招待された。お蔭で秋田雨雀氏に逢つた。私の「愛」を読まれたんださうで、金史
良君に私に逢ひたい旨を伝へられたので、ロビーでお会ひした」（李光洙「三京印象記」『文学界』1943
年、1 月、69 頁。韓国語訳は、金允植『李光洙の日本語と創作および散文選』ソウル：図書出版亦楽、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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号に掲載された「少女の告白」を読む当時の読者であれば、このような水準の情報だけで
も、少女が言及する「朝鮮の作家」が李光洙であるということにたやすく気づいただろう。
李光洙は「少女の告白」の導入部から自身の事実情報をところどころに植えつけておくこ
とで、告白の受信者としての自身の位置を明らかにしておいたといえる。
信憑性のない話者、内鮮一体の理念と現実の同一視
これに対して、告白の受信者を作家自身に設定したのは、ただ告白を動機化するためであ
り、したがって告白の受信者としての作家とは、ただ告白の内容を透明に伝達するために
導入された虚構の装置にすぎないという意見も可能かもしれない。つまり、作家は少女の
声を借りて、結局は自分自身の話をしたにすぎないとする観点である。これまでの議論に
おいて、内鮮一体の理念と現実の間で分裂している少女の声が、徐々に作家李光洙の声と
同一視されたことなどは、このような暗黙の仮定が作用したためであると考えられる。
しかし「少女の告白」のような書簡体の一人称の叙述様式において、話者の告白が向けら
れる対象は一次的に手紙の受信者であり、したがって一次的な受信者としての作家はひと
まず形式的に話者とは一歩距離を置かざるをえない。さらに「少女の告白」の話者は、幼
い頃両親に連れられて日本に渡り、やっと小学校だけ終えた19歳の少女にすぎないため、
現実の経験について知的にも情緒的にも制限された洞察をもつことしかできない、いわゆ
る「信頼出来ない語り手 unreliable narrator」（Wayne C. Booth）に該当する。李光洙
は、制限された洞察を持つ少女を告白の主体として設定した一人称叙述様式を選ぶことで、
「少女の告白」において少女の声と作家の声を混同しうる可能性を根本から排除している
のである。
にもかかわらず「少女の告白」を読みながら、われわれは徐々に少女の声と作家の声を混
同したりする。しかし、それは少女の声に作家の声が投影されているためであるというよ
りは、少女が自分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一部として、内鮮一体という公式的な虚構の理念
を内面化しているところに起因する。実際に少女の性格を特徴的に規定しているのは、彼
女が内鮮一体の理念と現実を同一視することを願い、この二つの分離を拒否しているとい
う点である。
少女は幼い頃に両親に連れられて日本に渡り、東京に住むようになった在日朝鮮人2世で
ある。故郷には仕事がなく、働き口と食い扶持を求めて日本に渡ってきた周りの朝鮮人た
ちは、文化の程度が非常に低いとされる。しかし、小学校に通っていた頃から内地の名家
の子ども達と仲がよかった彼女は、ふとしたことから古代では内地と朝鮮が同根であった
こと、朝鮮の文化もまたきらびやかなものであったという「昔の光栄」に目を開かれる。
そして明治節を迎え、彼らと一緒に訪れた法隆寺で、内地と朝鮮は一つであるとしながら
「愛の御約束」をしてくれた克麿に快く愛を捧げる。結局少女は克麿との恋に破れるが、
不思議にもその日のことを後悔するどころか、いつまでも「もつとも祝福された日」とし
年、120 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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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記憶しようとする。このような少女の態度は、少女の失恋を知り「谷村家が、わたくし
たちを馬鹿にしたのだといつて憤慨」する家族の態度とは明らかに異なっている。少女が
克麿との縁について、ひたすら日本と朝鮮は一つだという「事実に目を開かれた」感激を
投射している反面、家族たちの声によればそれは日本と朝鮮が一つだという「虚構に目が
くらんだ」少女が、その虚構を現実と同一視した結果破滅を迎えた話にすぎないのである。
少女が日本と朝鮮が同祖同根という事実／虚構に目を開かれた／目がくらんだ一次的な
契機は、本と写真を通じてであった。内地の上流層の子ども達と仲がよかった少女は、あ
る時日本と朝鮮の関係の古代史の権威者であるという谷村の書斎を拝見することになる。
そして、その書斎で関連書籍と写真を取り出して見せてくれ、古代の日本と朝鮮の文化交
流についての話を聞かせてくれた谷村から「日本と朝鮮とは、もともと〔原文ではくの字
点―訳者〕一つ」だったという驚くべき話を聞くことになる。少女はその時の感激をこの
ように書いている。「わたくしは何だか気が遠くなるやうでございました。あまりに感動
したからでございませう。わたくしは、永い永い〔原文ではくの字点―訳者〕眠が醒めた
やうでもあり、また、うつらうつら〔原文ではくの字点―訳者〕夢を見てゐるやうでもあ
りました」（30頁）。本と写真の権威、そして古代の歴史分野の権威者であるという学者
の話は、少女にこの驚くべき事実／虚構を何の疑いもなく受け入れさせたのである。
もちろん、少女がこのような本の言葉と話をそのまま現実と混同するほど純粋だったかと
いうと、そうではない。少女は谷村の末の息子・克麿と初めて「愛の御約束」をした時、
「家柄から申しましても、学歴から申しましても、わたくしとは、もとより不釣合でござ
いまして、わたくしは、ずゐぶん躊躇」（31頁）したと告白している（より決定的なこと
は、帝国の国民と被植民者という位階関係をはっきりと意識していたためだったといえる。
実際に、後で克麿と妙子の結婚の知らせを聞いた少女は「「あの見知らずの朝鮮娘奴が」
と憎まれることを思ふと、かへすがへす〔原文ではくの字点―訳者〕も残念」（33頁）。
と告白している）。しかし、明治節の次の日の晩に、法隆寺にて克麿との間に起こった出
来事は、少女にこのような本の言葉と話を自身の生と同一視させる決定的な契機となる。
何よりもまず本の言葉と話が克麿との「愛」に正当性をあたえるのであり（克麿は自身が
最も好きだという唐招提寺の百済観音像を少女と同一視する）、さらに少女の身体に刻印
された「愛」が本の言葉と話をめぐる信頼を増幅させていたといえる。
告白の不協和音：解釈学的なお喋りvs切迫した孤独
ウェイン・ブースは、信頼出来ない語り手について述べながら、話者が「信頼出来ないと
いうこと」は、単に彼／彼女が嘘をついているという次元の問題ではなく、ほとんどの場
合「無自覚」の問題であると明示している。すなわち、話者が現実について制限された洞
察によって取り違えていたり、作家が拒絶した特権を持っていると信じているために発生
する問題だということだ。内鮮一体の理念を現実と同一視しようとし、この二つの分離を
拒否する少女の態度もまた、このような「無自覚」の性格を帯びたものであるのはもち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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んである。
克麿との恋に破れた後も、少女は克麿と「愛」を分かちあった日の記憶を忘れることがで
きない。少なくとも少女にとっては、それが内鮮一体の理念と現実が一つの現象として身
体に刻印された「幸せだった」記憶として残っているためである。さらに、その日の「幸
せだった」記憶にとらわれている少女は、理念と現実の分離に耐えることができない。克
麿との恋に破れても、彼を恨むどころか、これを克麿の家柄に相応しくない自分のせいだ
と振り返り、拒絶された「愛」のかわりに文化水準が低い朝鮮を啓蒙することを熱く思い
ながら、内鮮一体の理念と現実が一致する未来を夢見ることも、まさにこのためである。
「わたくしの子供が立派に谷村家と結婚が出来るやうにしてからでないと子供を生みたく
ないやうな気が致します」（33頁）。この点で、少女の明示的な告白があらわす内鮮一体
に向けた執拗な執念は、一時は理念と現実が一致することのように見えた過去の記憶に付
随する「無自覚」な解釈学的なお喋り、それ以上の何ものでもないといえる。
一方で、内鮮一体に向けた一見執拗な執念にもかかわらず、少女の告白はある種のためら
いの中で揺れ動いている。内鮮一体に向かう少女の執念は、克麿との「愛」の失敗により
分裂した真理（内地人と朝鮮人は同じだ／違う）にとらわれている少女が創りだした「愛」
の代替物にすぎないためである。「先生。これは世間知らずの無知な女の愚かな空想でご
ざいませうか。或は恋に敗れた女の負惜しみでございませうか」（33頁）。このような少
女の満たされた「愛」の記憶には、拒絶された「愛」の苦痛が共に刻み込まれている。失
恋の痛みなどは忘れ、戦争と同胞のためにもっと大きな使命に献身するという誓いにもか
かわらず、少女が最終的に「朝鮮の作家」に向けて「孤独な切ない心境」を吐露せざるを
えなかった根本的な理由も、まさにこのためである。
しかし、告白の最後で少女が吐露している切迫した孤独は、ややもすればこれまで努力し
て構築しておいた明示的な告白を空虚な修辞に変えてしまう危険がある。少女はなぜこの
ように危険を顧みずに、自身の切迫した孤独について吐露しているのだろうか。それも「朝
鮮の作家」に向けて。さらに言えば、こう問うこともできるだろう。李光洙はなぜこのよ
うに危険を顧みずに、少女の切迫した孤独について書くことを決心したのだろうか。それ
も「自分自身」に向けて。これらの問いは、明らかに告白の明示的な内容の領域を越えた
ものであり、少女の切迫した孤独が無言のうちに口に出されている、告白の内密な動機に
巻き込まれた作品の形式のレベルへの関心を掻き立てる。
「朝鮮の作家」に向けて少女が告白しようとしたこと
だとすれば、少女の切迫した孤独によって無言のうちに口に出されている、告白の内密な
動機とは何だろうか。結論から言えば、それは彼女の切迫した孤独に告白の受信者である
話者が巻き込まれていたという事実と関連する。少女が「朝鮮の作家」を知ったのは、「昨
年の秋」に京都大学で開かれた朝鮮人学生を対象にした講演を通じてであり、「女の出る
場所でないと」父が止めるのも振り切り、少女が講演会場に行ったことについては、上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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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た通りである。ふとしたことから朝鮮の生活と伝統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った在日朝鮮
人の少女が、故郷から来た「朝鮮の作家」の講演に関心を持つということは、十分に起こ
りうることである。しかし、講演で「たふとくありがたく」感激を受けるだけでは事足り
ず、少女は講演が終わると会場を出て、作家の後ろ姿を追いつづける。そして、次の日に
は大胆にも新聞記事で知った作家の宿泊先まで訪ずれるが、彼がすでに東京に発った後で
あるという事を知って泣きそうになったりする。このような少女の態度からは、単純に少
女らしい感傷によるものだとするのは困難な、ある執拗さと切迫感すら感じられる。
少女はなぜ会ったこともない「朝鮮の作家」に会うことにこれほどまでに執着したのだろ
うか。実際に、ここには少女が告白で明示的に言及していない内密な理由が内在している。
上述したように、李光洙が「東京留学生勧誘団」の一員として京都大学で開かれた懇談会
に参席したのは、「昨年の秋」11月11日のことだった。そうすると、少女が「昨年の秋」
の明治節（11月3日）に法隆寺で克麿と「愛」を分かち合ったことは、講演会が開かれたわ
ずか一週間前の出来事ということになる。このような事件配置の意図性を念頭に置く時、
少女が学徒兵志願の対象である朝鮮人男子学生達に向けて行われた講演会に参加してまで
「朝鮮の作家」を忙しく追いかけていたことは、単純に朝鮮の生活と伝統について知りた
いという願いのためであるというよりは、克麿からの「愛の御約束」を受け入れた自身の
行動について確信を得たかったためであると推測することが可能になる。
そうすると、内地と朝鮮は一つであり無差別であるという名分のもと、少女の「愛」を動
員したのは、ただ克麿だけではない。学徒兵の勧誘講演会の壇上に上がり、「日本の国体
と大東亜戦争の目的の正義性」と「帝国に於ける朝鮮民衆の地位と、その進むべき道」に
ついて力説した「朝鮮の作家」もまた、免罪符を負わざるをえない。まず「愛の御約束」
があり、そしてその愛が実現しうるという期待を煽った「朝鮮の作家」がいた。克麿によ
る「愛の御約束」が水泡に帰した時、少女が「一人の女の子の身上話」を聞いてもらう告
白の受信者として「朝鮮の作家」を召喚したことは、この点で必然的であったといえる。
告白の受信者としての作家が反芻しようとしたこと
そうならば、「愛」に破れ、結局孤独な切迫した心境を吐露せざるをえなかった少女の告
白は、告白の受信者である「朝鮮の作家」側にとってはどのような意味を持つものだった
のか。つまり、李光洙自身を思い起こさせる「朝鮮の作家」を告白の受信者として設定す
ることで、作家李光洙は何を反芻しようとしたのか。ある時、少女が抱いていた「克麿の
配偶者になるという幻想」は当時戦争に動員されていた朝鮮の青年たちが抱いていたであ
ろう「大東亜の指導者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幻想」と類比的な関係に置かれている。
両方とも内地と朝鮮は一つだという無差別の名分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たという点がそう
である。この点から発表者は、李光洙が内地と朝鮮は一つだという「虚構に目がくらみ」
結局は破滅せざるをえなかった少女の話を通じて、朝鮮の青年たちを戦争に動員していた
彼自身の覚悟を振り返っ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推測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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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徒兵勧誘講演以降には、李光洙は「学徒兵へ感謝」（『毎日新報』1943.12）「学徒兵
に送る世紀の感激」（『毎日新報』1944.1）、学徒志願兵の息子の話を扱った短篇「帰去
来」（『放送之友』1944.1）「学徒兵の母へ」（『放送之友』1944.2）など、様々な動員
の叙事を通じて「朝鮮同胞の栄誉」と「大東亜指導者としての地位」への期待を煽り、朝
鮮人学徒兵の愛国心を訴える文章を書いて発表した。緊迫した戦時局面下では、あらゆる
メディアが総督府と軍部の意志を伝達する報道機関へと転落していた時代であったため、
動員されて文章を書く以上は避ける事ができないことだったといえる。しかし、後に作家
が告白を通じて証言しているように、それは「どうせ流れる血であるならば、万が一の場
合（日本が勝つ場合）にその見返りでも得るようにしておこう」（李光洙『私の告白』1948）
という、ある種の利害と打算を伴っていたことも事実である。
しかし、その間にも日本軍の戦況は急激に悪化し、学徒兵志願者の徴兵検査の締め切りの
翌日である12月21日付の『毎日新報』の第一面では、マキン・タワラ島の戦闘での日本軍
守備隊4500名が全員戦死したことが伝えられ、学徒兵の入営が始まってわずか1ヶ月後であ
る1944年2月26日付の紙面では、クェゼリン・ルオット島の戦闘において4500名の日本軍守
備隊全員の戦死が伝えられた。そして、続いて同年7月には、マリアナ諸島の戦略的要衝地
だったサイパン陥落とあわせて、実に44000余名の守備隊を失いながら、日本の敗戦は決定
的になりつつあった。表面的には「一億一心 滅敵に邁進」のスローガンのもと、敵への復
讐と勝利を誓う扇動がおさまることはなく、李光洙もまた「勝利の日」
（『毎日新報』1944.7）
「元述の出征」（『新時代』1944.6）「反転」（『日本婦人』1944.7）「二人」（『放送
之友』1944.8）「防空壕」（『放送之友』1944.9）に至るまで、当時の戦時局面の推移に
そのまま従い、動員の文法に忠実な作品を相次いで発表した。しかし、戦争犠牲者数が幾
何級数的に増加するほど、李光洙自身が朝鮮の青年たちを戦争に駆り出したことへの自責
感に押しつぶされざるをえなかったことも、想像に難くない5。
そのような事情をふまえると、「愛」に失敗し絶望的な状況におちいった少女が、最終
的に吐露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孤独で切迫した心境」は、「大東亜指導者としての地
位」をめぐる幻想を煽り、朝鮮の青年たちを戦争に駆り出した作家自身の自責感の重みを
反映していると解釈してみることができる。公式的な創作に留まっていた場所で、作家と
しての李光洙は戦争動員に協力していた自身の取り返しのつかない過ちと対面しようとし
たものであり、告白の受信者として彼自身を作家的論評や、干渉することができない位置
に置くことで、少女の悲劇に彼自身を効果的に巻き込む方法で、自身の過ちを苦しく凝視
していたのである。この点で「少女の告白」は、内地と朝鮮は一つだという「虚構に目が
くらんだ」少女が、虚構と現実を同一視していたが最終的には破滅する話であり、少女の
5

「太平洋戦争末期、新聞に戦死者名簿がほとんど毎日掲載された。日本軍の戦死者でしたが、父は彼ら
を称えもしました。親日行為であると批判さ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日本人か韓国人どうかにかかわらず、
世界で生まれた人間が他の世界に行くということを悲しがりました。全ての衆生をかわいそうに扱えとよ
くおっしゃっていました」
（｢月刊中央インタビュー―米フィラデルフィアで出会ったイ・ジョンファ博士
〔李光洙の娘―訳者〕
）
『オンライン中央日報』2014 年 12 月 3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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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滅／朝鮮青年たちの死に巻き込まれた李光洙自身の自己侮蔑的な凝視を込めた作品とし
て再読することが可能だと考えられる。
自己客観化の道具としての日本語創作
本論文を締めくくる前に、植民地期の李光洙の最後の日本語作品である「少女の告白」が
日本語で書かれたことが持つ意味について、短く言及しておきたい。日本語で書かれたも
のであるが、戦時体制末期に、李光洙が戦争動員に協力していた自身の行為を反芻し、内
密な自己侮蔑感を吐露している「少女の告白」の言語は、帝国の公式語としての位相とは
多少無関係な場所に置かれている。表面的には、内鮮一体と戦争参与の当為性という公式
的な虚構を反復しているもののように見えるが、より内密には、それは戦争動員に協力し
ていた作家自身の引き裂かれた内面を反芻する自己凝視の道具として使用しているという
点でそうである。李光洙が内鮮一体の理念と現実を同一視し、この二つの分離を拒否する
自身のヒステリーな分身に該当する少女の話を書くことを決心した時、日本語はこのよう
な話の設定に適切に符号する言語であったといえる。しかし、彼自身を少女の破滅に巻き
込まれた告白の受信者として位置づける瞬間、公式語としての日本語は内側から破裂を起
こす内面の言語となったのである。公式的な動員の言語が乱舞した時代、帝国の公式語で
ある日本語が逆に植民地知識人の引き裂かれた内面を記録する道具になりえたこのような
戦時体制の末期、日本語創作が持つ位相はそのように単線的なものではなかったことを顧
みること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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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光洙の「準備論」と｢改造論｣の意味について
―『独立新聞』を中心に
李侑珍（東京外国語大学博士後期課程）

１．はじめに
李光洙は、1905 年から 1915 年の時期において、二度の日本留学（1905～1910 年、1915
～1919 年）
、五山学校教師としての赴任、約１年間にわたる上海やロシアでの放浪生活など、
様々な経験をした。李光洙がこの経験を通じて学んだ知識や見聞をもとに朝鮮の啓蒙や近
代化のために書いた論説や小説から、李光洙は作家としてだけではなく、啓蒙主義者・教
育者・指導者として評価されてきた。
第 2 次留学時代の 1918 年、李光洙は北京1で第一次世界大戦の終結を知ると、北京での生
活を整理し、ソウルに向かい国内の動きを相談した後、日本に渡る。彼が突然北京での生
活を整理して日本に向かったのは、今こそ独立できる絶好の機会だと考えたためである。
李光洙は日本で「2・8 独立宣言書」を執筆した後、朝鮮の独立宣言を海外メディアに知ら
せる任務により上海に行くことになり、上海で亡命生活を始めた。李光洙は大韓民国臨時
政府の発足の際に外務委員として任命されたが、すぐ委員職を辞退し、臨時史料編纂会の
主任と独立新聞社の社長兼主筆を担うことになる。李光洙が『独立新聞』の社長と主筆を
担うことになったのは、彼が米国の『新韓民報』の主筆の職を勧められていたことや、米
国に行く前に朝鮮語雑誌『大韓人正教報』2の主筆を務め、上海に亡命した直後は「新韓青
年党」発行の『独立新報』の刊行を手伝う3など、雑誌・新聞の刊行の経験があり、言論の
重要さを知っていたためだろう4。
『独立新聞』は、1919 年 8 月 21 日の創刊号から、1926 年 11 月 30 日5に至るまで、全 198
号が刊行された。李光洙は 1921 年 4 月 2 日に論説「国民皆業」を発表するまで 2 年間、
『独
立新聞』の主筆として多くの論説や記事を書いた。しかし、李光洙の上海からの突然の帰
1

当時李光洙は恋愛中だった許英粛と北京に愛情逃避中だった。

2『大韓人正教報』は、大韓人国民會のシベリア地方総会の機関誌として、安昌浩を中心とする米国の国民

会の総会から派遣された李剛の責任のもとで発行された朝鮮語雑誌である。崔起榮『植民地期民族知性と
文化運動』ハヌルアカデミー、2003 年、157～161 頁 参照。
3 李ハヌル「上海版『独立新聞』の発刊主体と性格」成均館大学史學科修士学位論文、2008 年、8 頁。
4 李光洙が多くの論説を『大韓興学報』や、
『少年』
『学之光』
『大韓人正教報』
『青春』
『毎日申報』
『開闢』
などに載せた経歴は大きな意味をもち、『独立』の「創刊辞」には「文明人の生活に言論機関の必要は再
度言うまでもないが、挙国一致で光復の大事業を経営するこの際に臨んでもっと緊要さを悟らせる」と書
かれている。
5『独立新聞』は創刊号から 1919 年 10 月 16 日（第 21 号）までは『独立』と称したが、1919 年 10 月 25 日
（第 22 号）から『独立新聞』に変わ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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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と、その後『開闢』に発表した｢民族改造論｣(1922)6は、社会の大きな反響を呼び起こし、
彼に対する評価は変節者や敗北主義者など極端に変わり始めた。そのため、特に李光洙が
「2・8 独立宣言書」を書いた時期から上海で活動した時期の評価を、一時的で偶発的な行
動として評価7したり、｢民族改造論｣(1922)は李光洙のロシア滞留の時から芽生えたものだ
とする分析8や、
「民族改造論」(1922)は 1910 年代から構想し、完結に至るまで長い期間構
築した長期プロジェクト9として、臨時史料編纂会の発足とともに書いた『朝日関係史料集』
と『独立新聞』に書いた「宣伝改造」などの集大成10だとする評価など、李光洙の上海亡命
の時期の前後をめぐる評価は様々である。
このような評価は、李光洙の活動や業績をめぐって、無理に断絶や連続性を強調しよう
とする傾向があり、それは李光洙が「2・8 独立宣言書」や『独立新聞』に書いた「宣伝改
造」が個人的な立場ではなく公的な立場として書かれたことを軽視した評価であると考え
られる。このような問題意識から、本稿では『独立新聞』を中心に、
『独立新聞』における
李光洙の「改造論」の意味について考察することを試みる。
第一次世界大戦の終結と、3・1 運動後という大きな状況の変化は、独立運動の準備の際
に重要な動機と方法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そのため、李光洙が『独立新聞』で述べて
いる「改造論」は、当時の時代の文脈の中で読む必要がある。また、｢改造論｣という思想
は、第一次世界大戦後に全世界で流行していた「世界改造論」の流れの一つとして、
「改造」
という言葉は李光洙が｢民族改造論｣(1922)の冒頭にも述べているように11、 当代を風靡し
た一つの思想であった。そのため、李光洙の「宣伝改造」は、このような世界思潮の流れ
の中で書かれたものとして、時代的な流れと、李光洙の経験と経歴（啓蒙主義者・
「2・8 独
立宣言書」を書いた独立運動家・
『独立新聞』主筆）が重なり合って書かれた論説であると
いえる。
さらに、民族を改造しようとすることが結局は独立の準備のためであるなら、独立運動
の方法として重要な意味をもつ「準備論」と切り離して考えることはできない。
この意味から本稿では、李光洙が『独立新聞』に書いた論説を中心に、
「準備論」がどの
ような意味で述べられているのかを探り、「改造論」と「準備論」の関連性を考えながら、
「宣伝改造」をどのような意味で伝えようとしたのか究明することを目指す。
李光洙 ｢民族改造論｣『開闢』23 号、1922 年。以下、｢民族改造論｣という思想と、李光洙の論説｢民族改
造論｣を区別する上で、李光洙の論説｢民族改造論｣は｢民族改造論｣（1922）と表記する。
7 代表的なものとして、金允植『李光洙とその時代』ソル出版社、1999 年。
8 代表的なものとして、崔起榮、前掲論文。
9 代表的なものとして、崔珠澣｢李光洙の民族改造論の再考｣『人文論叢』70 ソウル大学人文学研究院、2013
年、321 頁。
10 崔珠澣、前掲論文。
11 「近来に全世界を通して改造という言葉が多く流行している。
（中略）そして大きな事にも小さな事にも
改造という言葉が多く流行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李光洙｢民族改造論｣『開闢』23 号、1922 年、18～19
頁）。｢民族改造論｣（1922）が掲載されている『開闢』誌の「創刊辞」にも「今日この世界大改造という
革新の気運を味わうこととなり、（中略）吾人のこの開闢史を書かせることは実に時に適し、事に適し、
精神に適する神の要求」だと述べられていることから、｢民族改造論｣（1922）が『開闢』に掲載されたこ
とも重要な意味を持つといえる。
「創刊辞」
『開闢』創刊号、1920 年 6 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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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準備論」の意味
李光洙は『独立新聞』の社長兼主筆・編集者として、1919 年 8 月 21 日の創刊号から 1921
年 4 月 2 日まで多くの社説や論説を書いた12。
『独立新聞』は、
「独立」を目的として、上海と朝鮮内、海外の朝鮮人を読者層とした国
漢文版新聞であり、大韓民国臨時政府とは別に独立した独立新聞社を組織していたが、臨
時政府の機関紙として認識され13、独立運動の宣伝機関紙として発刊された。上海には 1919
年 3 月 28 日から『独立新聞』の前身とも言える『独立新報』がすでにあり、4 月 13 日に大
韓民国臨時政府の樹立が公布されたが、9 月 11 日に大韓国民議会（ウラジオストク）と、
大韓民国臨時政府（上海）
、漢城政府（朝鮮）を統合した大韓民国臨時政府が公式に公布さ
れる前から『独立新聞』が発行されていたことは、当時新聞という媒体が独立運動におい
てどれ程急務で、重要であったかを示している。
年号を「大韓民国元年」
「大韓民国二年」と表記し、臨時政府の法令・人事・布告文・国
務会議と臨時議政院の記事などを載せたことから、
『独立新聞』は臨時政府の機関紙として
責任を果たしていたといえる。また、独立新聞社の住所が何度も変わり、内容によっては
人名や地名が伏せ字にされたり、
「具体的には書けない」と併記された記事などから、『独
立新聞』がどのような任務を遂行し、朝鮮人からはもちろん、日本人にも鋭意注視されて
いたことが考えられる。
『独立新聞』の主筆として李光洙が書いたと推定される「創刊辞」には14、独立について
直接言及されることはないが、「民族思想の鼓吹と民心の統一」「我らの事情と思想を我ら
の口で伝えること」
「世論を喚起させること」などの表現は、独立運動を前提に書かれてい
るといえる。論説などのタイトルだけをみても「独立完成の時機」「絶対独立」「戦争の年」
「戦争の時機」
「独立戦争と財政（国民皆納主義の実行）」
「婦人と独立運動」
「国民皆兵（大
韓人よ軍籍に入れ）」「独立戦争の時機（これに必要な準備）」「赤手空拳（独立運動進行方
針私見）
」など、具体的な独立戦争やそれに必要な準備論について書かれたものが多くを占
めている。
1921 年 4 月 21 日に「李光洙君は数月前に辞任したので読者諸彦は照亮することを望む」
という社告を出した。
13『独立新聞』が安昌浩勢力の言論紙だとする研究（李ハヌル、前掲論文）もある。しかし、
『独立』創刊
号で默堂が書いた「本報創刊感言」に「もし政府の機関なら政府は即ち、韓族の独立を撤出する機関では
ないのか。そうならその機関の文芸部が刊行する言論機関だと分かれば無関であり」と『独立新聞』が独
立運動の責任を負っている臨時政府の機関紙として認知されることを認め、臨時政府の機関紙としての任
務に忠実であったといえる。独立新聞社は臨時政府の附属機関ではなかったが、臨時政府の財務部が『独
立新聞』の創刊費用の大部分を支払い、資金不足を臨時政府の臨時補助金で解決したことからも、機関紙
として発行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
14 李光洙は『独立新聞』の主筆として、出版はできなかったが『独立新聞論説集』を出す程『独立新聞』
に多くの論説を書いた。しかし、大部分の論説は無記名であるため、李光洙の名前や筆名が書かれたもの
以外は李光洙が書いたものと推定し、『独立新聞』の論調とすることにする。本稿では『独立新聞』は、
『独立新聞』
（景仁出版社、1986 年）を用いたが、金源模編訳『春園の光復論：獨立新聞』
（壇国大学出版
部、2009 年）と、金源模『ヨンマルの雲－春園李光洙の親日と民族保存論』
（壇国大学出版部、2009 年）
も併せて参照した。引用文においては分ち書き以外はなるべく原文のままに記した。
12『独立新聞』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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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年 1 月 31 日の論説「本國同胞よ(十事で告げる)」では、
「大概今後の独立運動はも
っぱら血戦だけであろう」と述べられ、血戦が独立の唯一の方法だと主張された。その血
戦も「ただ我々の当然であり、神聖な独立の完成だけではなく、実に日本のため、世界の
ための神聖な天からの明命だ」15と天からの使命のように意味づけている。1921 年 1 月 15
日に国民と政府を代表して書かれた「国務院布告」第 3 号においても「我が独立運動の根
本方針は専ら血戦にあり、過去 1 年以上力を尽くした全てのことは実にこれを準備するた
めである」と書かれている。
1920 年 1 月 3 日『独立新聞』新年号の安昌浩による祝辞のタイトルが「新年は戦争の年」
であり、上海大韓民団の新年祝賀会における安昌浩の演説も「我々が待ちに待った独立戦
争の時期が今年のようだ」16としながら、「我が国民が一致して戦争の準備に全力を尽くす
ことを願う」17と述べられてていた。さらに、
「外交をする理由も独立戦争の準備のためで、
全ての運動を独立戦争に集中した」18と、今までの準備と今後の準備が独立戦争のための準
備であると述べている。
「皆兵」においても「元来我が国民は皆兵であった」19と述べ、古朝鮮・三韓・三国時代
にも国民皆兵主義の徴兵制度が採用された20ことを提示しながら、皆兵をして独立が完成で
きるまで熱血として戦おうと呼びかけている。
李光洙も「ソンアジ」という筆名で、4 回にわたり論説「赤手空拳（獨立運動進行方針私
見）
」21を書いたが、そこでは「独立運動の最後の目標が独立であることは明白だ。そして、
独立を達成する最終手段は武力的な解決、すなわち独立戦争、独立運動の最終は独立戦争
であることも明らかである」22と、独立戦争が独立の目標であることを述べている。
李光洙は 1914 年 3 月、早い時期から『勧業新聞』に「独立準備せよ」23という論説を書
いた。この論説では「財政は国家の血液だ」24と述べながら財政の重要さを強調し、それが
独立のための重要な要件だとしながら、
「我が民族が光復したとしても名前だけの独立なら
何が貴重か」と述べ、
「独立が急務ではなく、独立できる準備が急務」で、その準備として
国民の教育と、独立後のための人材養成、財政を挙げている。すなわち、「独立準備せよ」
｢世界的な使命を受けた我族の前途は光明だ｣『独立新聞』1920 年 2 月 12 日。
｢戦争の年｣『獨立新聞』1920 年 1 月 17 日。
17 同前。
18 同前。
19 ｢國民皆兵（大韓人よ、軍籍に入れ｣｣『獨立新聞』1920 年 2 月 14 日。
20 同前。
21 李光洙はタイトルに「私見」と付けたことについて、
「我らの意見が必ず臨時政府の意見を代表すること
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しかし、その大部分は政府の所見とそんなに変わらないという自信がないこと
はない」と慎重な態度を見せ、｢赤手空拳（独立運動進行方針私見）｣（二）の最後には「意見を求める」
と書き、賛否にかかわらず読者諸君の正直な意見が聞きたいと、読者の意見の発表を望んでいた。
22 ソンアジ｢赤手空拳（独立運動進行方針私見）｣（二）
『独立新聞』1920 年 6 月 10 日。
23『勧業新聞』は沿海州中心の韓人団体である勧業会の機関紙として、
「国権回復と民族主義昂揚」を発刊
の目的としていた。崔起榮、前掲書、154～157 頁 参照。
24「社会の状態が大きく開かれ、経済が大きく発達した今日は国家の興亡盛衰と民族の轟かすか、轟かさな
いかはまたこの財政にあると言っても過言でもない」
『勧業新聞』100 号、1914 年 3 月 1 日．崔起榮、前
掲書、 163～164 頁。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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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の「準備」は独立後の準備に重点を置き、長期間にわたる準備論として、独立の前に準
備しようという判断によって、長期間準備をして独立後も保持・発展できる準備を構想し
ていたことで、
『独立新聞』の「準備論」とは異なる。
このように『独立新聞』において「準備論」は血戦への準備論に変化したが、李光洙が
上海に行く直前に書いた「2・8 独立宣言書」と日本議会提出用の「民族大会召集請願書」25
においても「日本が万が一我が民族の正当な要求に応じないと我が民族は日本に対して永
遠に血戦を宣言する」と血戦の意志が語られている。しかし、
「2・8 独立宣言書」と「民族
大会召集請願書」には血戦が最終手段として、「我が民族は日本や或は世界各国が我が民族
に民族自決の機会を与えることを要求し、万が一そのようにしないと我が民族は生存のた
めに自由行動をとり、我が民族の独立を期成することを宣言する」と、要求が満たされな
かった場合に血戦を断行することを表明している。
李光洙は「2・8 独立宣言書」を英語に翻訳し、それを世界に知らせるため上海に亡命し
たが、
「2・8 独立宣言書」は第一次世界大戦の終結による弱小民族の独立の雰囲気の高調と、
1918 年のウィルソンの「民族自決主義」の発表による「世界改造」26の流れに便乗しようと
する宣伝のためもあり、世界に朝鮮の独立運動の現況を知らせ、日本と米国に独立の認定
を要求するのが目的であったといえる。血戦を最終手段として考えていることの表明は、
平和を重視しながらも血戦までも厭わないということをあらわし、独立の意義も日朝関係
だけではなく「世界のための神聖な天からの明命だ」と意義づけたことは、朝鮮の独立問
題を世界の問題として認識させるための意義づけであるといえる。
しかし、このような武力を伴わない、世界改造の潮流に期待をかけた独立運動が、3・1
運動の経験によって民族の復活が見え27、独立運動が集結できる統一した臨時政府が樹立さ
れた状況変化によって、具体的な独立運動の方法論に変わり、1 年以内に血戦を起こし独立
を成し遂げるという計画が立てられ、独立戦争のための「準備論」が繰り返して語られて
金源模『ヨンマルの雲－春園李光洙の親日と民族保存論』壇国大学出版部、2009 年、56～70 頁 参考。
当時「世界改造」は、第一次世界大戦が連合国の勝利に終わり、国際情勢に変化が起こったことに「世
界改造」の時代が到来したと認識し、
「正義」で世界を改造していると思い、
「世界改造」の主人は米国と
英国だと思っていたとみえる。李光洙は「民族改造論」
（1922）で「欧州大戦が終わり巴里で平和会議が
開かれた時我々はこれを世界を改造する会議だと言った。因して国際連盟が組織されてもっと情熱をもっ
てこれは世界を改造する機会だと言った」と述べ、『独立新聞』に「米国上院の韓国問題、韓国事情報告
書」を 19 回にわたって朝鮮語に翻訳して掲載したことは、米国の動向に注目し、その動向を国民に知ら
せる必要があったためであると考えられる。
27 3・1 運動をめぐる『独立新聞』の評価は、例えば 3 月 1 日を「復活の日」
（｢三一節｣『独立新聞』1920
年 3 月 1 日）とし、
「韓族の意思は専ら絶対独立であることを絶叫して宣言する必要と機会を自覚して 3
月 1 日の独立宣言が有り」
（｢日本人に｣（一）
『独立新聞』1919 年 11 月 15 日 ）と評価し、
「3 月 1 日は我
が韓族の未来永劫に最も自慢できる日である」
（｢韓国独立運動史｣（3）
『獨立』1919 年 9 月 2 日）と認め
ていた。さらに「独立運動のため自覚と決心と希望を得た韓族」
（｢独立運動の文化的な価値｣『独立新聞』
1920 年 4 月 22 日）、
「元来勇壮な祖先の血を受けた者として、奴隷の 10 年羞恥と世界の大勢に目が覚め、
過去の勇壮で忠烈な国士の熱血の血が沸いて千年眠っていた大韓魂が火焔を発している」
（｢再び国民皆兵
に対して｣『独立新聞』1920 年 3 月 23 日）と、3・1 運動による民族の復活の意義と、民族性の可能性か
ら独立の血戦を目指していることを垣間見ることができる。｢国民皆兵（大韓人よ、軍籍に入れ）｣（『独
立新聞』1920 年 2 月 14 日 ）においても「このような勇気は全て祖先にあったものだ（中略）あなたの血
液の中に流れているから揺らせさえすれば復活する」と民族性の復活を宣言していた。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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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たと言える。
３．
「改造論」の意味
『独立新聞』の「創刊辞」では、
「国史と国民性を鼓吹し、ともに新思想を摂取して改造
或は復活した民族として、復活した新国民を作ろうと努力することが本報の使命だ」と述
べられていた。
『独立新聞』の「改造」あるいは「復活」した新民族を作ろうとする使命から、李光洙
は「宣伝改造」を 18 回28にわたって書いたといえるが、世界改造の大勢、3・1 独立運動の
成果によって独立運動の準備として「宣伝改造」が書かれたと言える。
「宣伝改造」は内容において、
「実」、「信」、
「十年生聚十年教訓」、
「遠慮」、
「団合」に分
けて書かれている。まず「実」では、「改造の中枢であり、出発点として実を決めた」と述
べながら、団結・大事を成すためには「実」が重要で、民心を統一し激励するにも「実」
でし、世界列国の世論と動静を喚起するにも「実」でし、将来列国に信任される国家と国
民になるためにも「実」でし、「
「実」とは必ず軍事準備だけをいわず、各人が自己の力量
に合わせて毎日作為することを指す」という「皆業」の意味として述べられている。
「信」では、
「我々は内では国民に対して、外では世界に対して決して一時の便宜のため
に永遠な価値を有する民族の信を失われてはならない」と述べられる。そして、一度愛国
者として許し、独立運動の同志として許した後には、独立の目的が完成し、死ぬまで愛国
者で、独立運動の同志である者が「信」の人だと説明され、背信の例として伊藤博文・李
完用・宋秉畯・尹德榮など、国を裏切った国民・王を裏切った賊臣・民族の独立運動を妨
害する走狗・同志を裏切った愛国者を挙げている。
「十年生聚十年教訓」では、
「吳王の夫差に会稽の恥辱を受けた越王の句践が臥薪嘗膽し
ながら取った政策だ。句践は 10 年間軍備を貯蓄し、10 年間軍隊を養成して、ついに快く会
稽の恥辱を雪辱した」と述べながら、ただ悲憤の涙を流しながら時期が来ることを待って
いる志士を批判し、現在の責任を過去 10 年間の先輩志士に負わせている。しかし、過去 10
年間で蓄積された実力があるため、3 月 1 日に日本と世界に大韓の独立を宣言できたとしな
がら、人材の養成と産業の振興を述べている。
「遠慮」では、統一した愛国心を主張し、団結できなかった過去 10 年を「近慮」とし、
事業が遅くなっても内外で正々堂々とした行為を求めている。
「団合」では、先輩志士が絶叫した「団合」を言及しながら、3・1 運動の大団合を高く
評価し、組織の構成と活用を述べている。
このように、
「宣伝改造」では、愛国志士に向けた独立運動の方法が 5 つに分けて述べら
れている。それは、内側の朝鮮民族と外側の列国を意識し、過去 10 年を批判しながらこれ
からの 10 年を目処に独立戦争を準備するための改造論として書かれたといえる。
売国賊29へ
28

長白山人｢宣伝改造｣『獨立新聞』1919 年 8 月 21 日～1919 年 10 月 28 日。

29『独立新聞』では、
「敵」という日本人の呼び方に対し、日本に協力している朝鮮人や朝鮮の独立運動に

協力しない朝鮮人を「売国賊」
「賊」として区別していた。これは民族に対する自覚によって植民地朝鮮、
独立戦争を起こさないことに対して日本人なり、朝鮮人なりの責任がある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分けて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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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批判や「臥薪嘗膽」より具体的な「十年成聚十年教訓」を述べたことは、
「宣伝改造」が
民族性復活のための改造論であるとともに、戦争・血戦のための独立運動を念頭に置いた
「改造論」として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30
3・1 運動によって民族性の復活の萌芽をみて、改造によって完全な復活を願った李光洙
は、この論説のタイトルにおいても「改造」の前に「宣伝」という言葉を付けている。「こ
の全ての事業を一貫する根本的な事業は宣伝であり、国民を統一することも根本は宣伝に
あり、外国の援助を得ることも根本は宣伝にあり、義勇兵を募集したり、公債、国債を募
集することも根本は宣伝にある」31と、独立運動の際に宣伝の重要さを様々な分野を例に挙
げながら述べ、
「我らのように初創期において内では国民の統一が不安全で、外では列国の
信任が薄弱な臨時政府が、このような大事業を経営する際に、果たして宣伝に全力を尽く
さずに可能だろうか」32と、
「宣伝」が独立運動にどれ程重要なのかを力説していた。
「宣伝
改造」は、このような「宣伝」の重要さから「2・8 独立宣言書」と日本議会提出用の「民
族大会召集請願書」と同様に、愛国志士に向けて、民族性復活と、近い内に起こす独立戦
争のための具体的な準備論として、改造を呼び起こすための宣伝として書かれたものであ
るといえる。
４．おわりに
李光洙の「民族改造論」
（1922）は、李光洙にとって民族主義者としてはもちろん、親日
派という評価においても最も重要な意味をもつ論説である。そのため、「民族改造論」がい
つから、どのような目的で書かれていたのかは重要な意味を持ち、その関連性・連続性を
究明する研究も行われてきた。この意味から本稿では、『独立新聞』における「宣伝改造」
がどのような意味をもち、
「準備論」とはどのような関連性をもちながら書かれていたのか
を探ってみた。
第一次世界大戦の終結と弱小民族の独立の雰囲気の高調、1918 年のウィルソンの「民族
自決主義」の発表による世界改造の流れと、3・1 運動以降の朝鮮民族の復活の萌芽と可能
性から独立運動の方法が計画され、
「準備論」は独立戦争の準備のために述べられるように
なった。その準備の一つとして述べられた「宣伝改造」は、内外の世論も重視しながら愛
国志士に向けて、戦争のための改造を宣伝するために書かれたものとして、3・1 運動後の
変化とともに、
『独立新聞』と相まって書かれた「改造論」であったといえる。
識していたことを意味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敵」と「賊」は、韓国語では２つとも「적」と読まれ、
同音異義語である。
「七可殺」
（1920 年 2 月 5 日）においても、日本人だけではなく、朝鮮人を賊として殺
すべきだと厳しく断罪している。
30 「民族改造論」
（1922）の「弁言」で示されたように、読者が「この文を朝鮮民族の将来がどうなるか、
どうすればこの民族を現在の衰頹から救い、幸福と繁栄の将来へ引導するかを考える兄弟と姉妹」である
こと、批判の対象が 500 年間の朝鮮の祖先であること、改造の期間が長年かけての「民族改造論」である
ことは、根本的に「宣伝改造」と異なる点であるといえる。
31 ｢李東輝総理の施政方針演説｣『独立新聞』1920 年 3 月 6 日。この論説では、李東輝の演説への李光洙の
批判が述べられている。具体的には、施政方針に「宣伝」の条項か欠落している李東輝の方針を批判して
いる。
32 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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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史良の創作をめぐる試行錯誤の痕跡―金史良訳「無明」（李光洙）を手がかりに
高橋 梓（東京外国語大学大学院博士後期課程）

1. はじめに
本発表では、朝鮮人作家・金史良が、李光洙「無明」（『文章』1939 年 1 月）を翻訳する
際に、日本の読者に対してどのような工夫を行ったかを明らかにし、金史良の日本語作品
では同じような工夫が行われていたかどうか、金史良の創作における試行錯誤を考察する。
李光洙「無明」は朝鮮の文芸雑誌『文章』
（1939 年 1 月）に発表された後、金史良によっ
て翻訳され、
『モダン日本』の臨時増刊号である『モダン日本朝鮮版』
（1939 年 11 月）に掲
載された。その後、日本で刊行された李光洙の短篇作品集『嘉實』
（モダン日本社、1940 年）
と、
『朝鮮文学選集 第 1 巻』
（赤塚書房、1940 年）に再録された1。
李光洙「無明」が日本語に翻訳された背景には、日中戦争が勃発しアジア・太平洋戦争
へと展開していく中で、アジアへの関心が高まったという背景があった。当時日本文壇で
は、朝鮮文学の翻訳・紹介が積極的に行われる「朝鮮ブーム」2というべき現象が起こって
いた。具体的には、馬海松が代表兼編集者を務めるモダン日本社が『モダン日本』の「朝
鮮版」を企画・刊行（1939 年 11 月、1940 年 8 月）したり、朝鮮文学の作品集（申建編訳
『朝鮮小説代表作集』教材社、1940 年、張赫宙・兪鎮午・秋田雨雀・村山知義編『朝鮮文
学選集』全三巻、赤塚書房、1940 年）が刊行された。李光洙の「無明」は「朝鮮芸術振興
のため」3にモダン日本社によって設けられた第 1 回朝鮮芸術賞を受賞し、その後 1940 年に
かけて李光洙の作品集もモダン日本社から相次いで刊行された（
『嘉實』『有情』
『愛』
）。
この時期に翻訳された朝鮮文学作品を見てみると、日本の読者の存在をふまえた様々な
工夫が共通して行われていることを確認できる。第一に、朝鮮独自の衣服・食器・住居な
どをめぐる名称にルビや説明が付け加えられたり4、歴史上の人物には注釈が加えられた5点
『嘉實』『朝鮮文学選集』に収録された「無明」は、『モダン日本朝鮮版』に掲載されたものを底本にし
ていると考えられる。これらの作品を比較してみると、ルビ・句読点・仮名遣いには若干の差異が見られ
た。
2 「朝鮮ブーム」については、任展慧「植民地政策と文学」
（
『法政評論』復刊第一号、1970 年 12 月）を参
照。
3 『モダン日本』1939 年 12 月、207 頁。
チマ
チヨコリ
ツルマギ
パカチ
4 1940 年に刊行された朝鮮文学作品集を見てみると、朝鮮独自の衣服（裳 ・ 襦 ・周 衣 ）
・食器（ 瓢 ）
・
マ ル
サラン
ヤンバン
カルボ
キーセン
ヨンガム
住居（板間・舎廊）
・地位や職業をあらわす語（両 班 ・淫売・妓 生 ・令 監 ）など、それぞれの名称が決ま
った漢字で表現されたうえで、ルビが付け加えられている。
5 申建編訳『朝鮮小説代表作集』
（教材社、1940 年）に収録された朴泰遠「崔老人伝抄禄」では、「朴泳孝
（西紀一八六一―一九三九、韓末の先覚的政客、名門出身、合併後候爵）」（138 頁）、「尹致昊（西紀一八
六五―、韓末の先覚、後年は専ら宗教、教育事業に従事）
」
（151 頁）
、
「李商在先生（西紀一八五〇―一九二
七号 月南、韓末の先覚、後年は専ら宗教、教育事業に従事）
」（152 頁）と説明が加えられている。
1

81

である。第二に、特定の人物の台詞に「方言」が使用された点である6。中には特定の地方
の訛りをあらわす際に「方言」が使用される場合7もあったが、ほとんどの場合は農民など
の階層をあらわす際に「方言」が使用された8。
既に鄭シルビが指摘するように、これらの特徴は金史良が翻訳した「無明」にも共通す
る9。ここで注目したいのは、金史良が発表した日本語作品においても、多く「方言」が用
いられている点である。よって、本発表では当時の朝鮮文学作品の翻訳における「方言」
の使用に注目し、金史良訳「無明」にみられる「方言」使用の意味と、その工夫が金史良
の日本語作品にどのような意味をもたらすのかについて考察する。
2. 「方言」が作品にもたらす意味―金史良訳「無明」
（李光洙）
李光洙は 1937 年 6 月、同友会事件で投獄される。釈放された李光洙は、自身が病監に入
れられたことをもとに、病床で「無明」を執筆する。その後 1938 年 11 月 3 日、李光洙は
同友会会員たちと「思想転向会議」を開き、
「申合」を作成し裁判所に提出した10。
「無明」には作者と思われる「私」が、病監の他の受刑者達のやり取りをひたすら観察
する様子が描かれる。黄鎬徳が明らかにしたように、
「無明」では他の受刑者（尹・閔・鄭）
の排泄（下痢）が描かれるのに対し、「私」（ともう一人の受刑者である康）の排泄の描写
が省略されているという差異がみられる11。黄は「無明」を通じて、「私」が排泄する受刑
者達を観察し、否定的なものとして嫌悪することで自らの文明を再確認するという、植民
地の知識人の転向のプロセスを読み取った。
それでは、金史良訳「無明」において特定の人物に「方言」が使われることは、作品に
どのような意味をもたらすだろうか。
まず、金史良訳「無明」では、排泄する受刑者「尹」の台詞に「方言」を確認できる【引
用 1】
。
申建編訳『朝鮮小説代表作集』
（教材社、1940 年）に収録されたものでは、李孝石「豚」
・蔡萬植「童話」・
金東里「野ばら」・李泰俊「農軍」に「方言」の使用が確認できる。また張赫宙・兪鎮午・秋田雨雀・村
山知義編『朝鮮文学選集』（全三巻、赤塚書房）では、李孝石「蕎麦の花の頃」（第 1 巻）・李石薫「嵐」
（第 3 巻）に「方言」の使用が見られる。また、李光洙『嘉實』
（モダン日本社、1940 年）では「無明」
以外に「乱啼鳥」
「血書」に「方言」の使用が見られる。
7 李光洙『嘉實』
（モダン日本社、1940 年）に収録された「乱啼鳥」では、主人公の一家の下女の台詞が「忠
清南道の訛り」
（201 頁）と説明された上で「方言」が使用される。
「血書」では、
「長野県人で、淳朴な田
舎弁を使つてゐた」
（238-239 頁）と説明された主人公の下宿先の老婆の台詞に「方言」を確認できる。
8 例えば、上述した「方言」の使用が見られる作品のうち、朝鮮の農村を舞台にした作品は李孝石「豚」
・
蔡萬植「童話」
・金東里「野ばら」
・李孝石「蕎麦の花の頃」である。他に、満洲に移住する人々を描いた
作品（李泰俊「農軍」）
、朝鮮の離島の人々を描いた作品（李石薫「嵐」
）に「方言」の使用を確認できる。
9 鄭シルビ「李光洙原作「無明」翻訳を通じて見た翻訳者としての金史良」
『韓国近代文学研究』2014 年 10
月。鄭は「無明」の翻訳文体と金史良の評論を併せて考察することで、「無明」における擬態語や感情を
あらわす言葉（「アイゴ」等）の翻訳方式（言い換え・省略）を明らかにし、翻訳不可能性の存在を指摘
するとともに、原作にない説明の追加・
「方言」の使用は翻訳によって朝鮮文学を世界に紹介しようとす
る金史良の「解説者」としての「欲望」であると論じた。
10 波田野節子「李光洙の日本語小説と同友会事件―「萬爺の死」から「心相觸れてこそ」へ」
『朝鮮学報』
、
第 232 号、2014 年 7 月、52-53 頁。
11 黄鎬徳「便秘と下痢、転向の生政治―『無明』の李光洙、植民地監獄の穴たち」
『思想』2007 年 2 月。
6

82

【引用 1：尹の台詞】「이거 보세요. 이렇게 전신이 부었어요. 근일에 좀 나린 것이 이
꼴이오. 일동 팔방에 있을 때에는 이 보다도 더 했는디」（原作、3 頁）／「これを見な
せえよ。こんなに体ぢうがはれてゐやすよ。近頃少しはよくなつたちうのがこんな工合で
やす。一棟の八房にゐた時はこれよりもひでえはれ方でやしたよ」
（金史良訳、291 頁）
この台詞に見られるように、
「尹」の台詞には「でやす」などの語尾を付けて訳されてい
る。
「尹」の台詞は、原作でも「는디」などの語尾で表現されていることから、これは金史
良が「전라도 사투리」
（3 頁）／「全羅道のなまり」（291 頁）をあらわすための工夫とし
て読むことも可能である。しかし、金史良訳では「는디」以外の語尾にも「でやす」など
の「方言」が使用されていることから、意識的に尹を「方言」を使う人物として訳したと
いえる。
新城郁夫は、井伏鱒二の小説「朽助のゐる谷間」
（
『創作月刊』1929 年 4 月）に使用され
た「方言」について、標準語を補完すべきものとして他者の言葉を領有し、小説の言語の
多層性を回収しながら「郷土」を構築するものとした。このような新城の読解をふまえる
と、金史良訳「無明」で用いられる「方言」も標準語を使う「私」による他者の言葉の領
有であり、排泄と同様に「私」との差異をあらわすものとして「方言」が用いられたと読
むことができる12。
ここでさらに注目すべきなのは、
「尹」以外の排泄する受刑者である「閔」「鄭」の台詞
である。原作では、二人の台詞の語尾は標準語と区別されずに書かれる。しかし、金史良
訳では、彼らの台詞も標準語とは異なる語尾が用いられている（「閔」の「老人語」・「鄭」
のソウル語とは異なる言葉13）
。さらに、尹・閔・鄭の台詞には共通する語尾も見られる【引
用 2】
。よって、3 人の台詞は共に標準語との差異をあらわしているといえる。
【引用 2：共通する語尾】
・ 閔の台詞に見られる語尾「でやす」
「はあ、わしの家から面会に来たのでやすかえ？」（金史良訳、302 頁）／「우리 집에서
면회하러 왔어요?」
（原作、16 頁）
・ 尹・閔・鄭の台詞に見られる「〜ちう」
尹：
「又十九になる嬶がゐるだとかちうんですよ」
（金史良訳、292 頁）／「또 열아홉살된
예편네가 있다나요」
（原作、5 頁）
閔：
「だから田舎の常奴（下流人のこと）ちうのは仕様がねえつちうんだ」
（金史良訳、293
頁）／「그러니까 시굴 상것이란 헐수 없단 말이지」（原作、6 頁）
新城郁夫「郷土・翻訳・方言：井伏鱒二「朽助のゐる谷間」論」
『日本東洋文化論集』2003 年 3 月。
鄭シルビ、前掲論文、210-214 頁。鄭シルビは、閔の台詞に「わし」などの老人をあらわす表現が使われ
ていることと、鄭の台詞に「〜わい」などの語尾が加えられていることを指摘した。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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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詐欺とか放火のやうなけちくせえ罪なんか犯すもんだらうかちう話しなんですよ！」
（金史良訳、310 頁）／「사기나 방화나 그런 죄는 안 지을 것이란 말이오!」（原作、25
頁）
このように、金史良訳「無明」において、「方言」は「私」が否定的なものとみなす人々
の台詞に用いられている。よって、これらの「方言」は単に登場人物の出身地の訛りをあ
らわすものではなく、排泄と同様に「私」と他の受刑者との差異をあらわすものとして作
用するといえる。
3. 金史良作品における「方言」
金史良訳「無明」と同様に、金史良の日本語作品における「方言」使用も、単に地域の
訛りをあらわすものではなかった。金史良の日本語作品において「方言」の使用が確認で
きるものを整理すると、以下のとおりである。
【表：
「方言」の使用が確認できる金史良の日本語作品】14
題名
「荷」『佐賀高校文科乙類卒業記
念誌』1936. 215
「土城廊」
『堤防』1936.10→「土
城廊」
『文芸首都』1940. 2
「尹参奉」『東京帝国大学新聞』
1937.3. 20 16 →「尹主事」『金史
良第二作品集 故郷』1943.4
「光の中に」
『文芸首都』1939.10
「天馬」
『文芸春秋』1940.6
「箕子林」
『文芸首都』1940.6

舞台
朝鮮・「私」の故郷

「方言」を使用する人物
尹さん（屑屋）

朝鮮・平壌の古戦場の土幕

登場人物全員

朝鮮・工場建設予定地

尹参奉／尹主事

日本・東京（押上）
朝鮮・京城
朝鮮・「北方の田舎」の貧民窟

「草深し」
『文芸』1940.7
「山の神々」『文芸首都』1941.7
→ 「 山 の 神 々 」『 文 化 朝 鮮 』
1941.9 17 →「神々の宴」『日本の
風俗』 1941.10 18 →「山の神々」
『金史良第二作品集 故郷』
1943.419
「無窮一家」
『改造』1940.9
「光冥」
『文学界』1941.2
「蟲」
『新潮』1941.7

朝鮮・山村、火田
朝鮮・西朝鮮の山奥の温泉

李の母親
小作人
鮮宇参奉と彼の側室になった主
人公の娘以外の人物
山民、中学時代の恩師の妻
巫女、番頭、老坊主

「天使」
『婦人朝日』1941.720

日本・東京の朝鮮人集住地
日本・東京
日本・芝浦（東京）の朝鮮人集住
地
朝鮮・友人の郷里

主人公の両親、飯場の男
文君の母、清水家の朝鮮人女中
集住地に住み着く老人「チギミ」
老婆（園舎守）

改作を経て再び発表された作品は、同じ欄に記入した。
大村益夫・布袋敏博編『近代朝鮮文学日本語作品集（1901〜1938）評論・随筆篇 2』緑蔭書房、2004 年。
16 大村益夫・布袋敏博編『近代朝鮮文学日本語作品集（1901〜1938）創作篇 5』緑蔭書房、2004 年。
17 大村益夫・布袋敏博編『近代朝鮮文学日本語作品集（1939〜1945）創作篇 4』緑蔭書房、2001 年。
18 同前。
19 「山の神々」の改作過程については、任展慧「金史良「山の神々」完成までのプロセス」
（『海峡』1975
年 7 月）
、郭炯徳「金史良日本語小説期研究」
（早稲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2014 年度博士論文）を参照。
20 大村益夫・布袋敏博編『近代朝鮮文学日本語作品集（1939〜1945）創作篇 4』緑蔭書房、2001 年。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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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鼻」
『知性』1941.10
「嫁」
『新潮』1941.11
「親方コブセ」
『新潮』1942.1
「ムルオリ島」
『国民文学』1942.
1
「乞食の墓」
『文化朝鮮』1942.721
「 太 白 山 脈 」『 国 民 文 学 』
1943.2-1943.10

朝鮮・平壌（N 工場）
朝鮮・山奥
日本・X 市
朝鮮・大同江

主人公の妻
登場人物全員
親方コブセ、飯場の人々
碧只島・ムルオリ島の住人

朝鮮・平壌から東北に四里の長水
院
朝鮮・梨木洞（火田村）

傭男ボンサミ、叔母
梨木洞の住人

これらの作品の舞台は、朝鮮の農村や日本の朝鮮人集住地など様々である。しかし、そ
れぞれの地域の訛りが特定されるわけではなく、
「方言」を使用する人物の台詞には主に「〜
でがす」
「〜だよ」
「〜だに」などが語尾に付け加えられている。
金史良作品において「方言」を使用する人物をまとめると、以下のとおりである。第一
に、朝鮮を舞台にした作品では、火田民や農民、土幕民などに「方言」が用いられている。
第二に、日本を舞台にした作品では、朝鮮人移住労働者の台詞に「方言」が用いられてい
る。このように、金史良作品では、朝鮮の地主・指導者の標準語に対し「方言」を使う者
として農民が区別され、留学生・会社員の標準語に対し「方言」を使う者として移住労働
者が区別されている。よって、金史良は登場人物の階層を区別する上で「方言」を意識的
に用いていたと考えられる。
4. おわりに―金史良作品における「方言」使用の意味
金史良訳「無明」では、語り手「私」の標準語に対し、他の受刑者は「方言」を使用す
る者として翻訳された。それは単に地域の訛りを特定するものではなく、
「私」との差異を
あらわすものとして作用した。このような金史良訳「無明」における「方言」の使用をふ
まえると、金史良の日本語作品の特徴の一つとして「方言」の使用が浮き彫りになる。金
史良作品では、指導者・地主の標準語に対する農民、朝鮮人留学生・会社員に対する移住
労働者の差異をあらわすものとして、意識的に「方言」が使用されていた。よって、金史
良作品においても、金史良訳「無明」と同様に、
「方言」を特定の人物の台詞に使用するこ
とで、階層の差異をあらわそうとしていたことが考えられる。
金史良訳「無明」では「標準語」の語り手「私」にとって「方言」は自らの文明を再確
認する上で否定すべきものとして作用した。金史良作品を読む際にも、金史良の日本語作
品における「方言」使用をふまえると、標準語を用いる語り手と、「方言」を用いる人物の
関係がどのように展開し、どのような作品世界が形成されたのかを考察することが可能に
なるだろう。この議論をさらに深めるためには、同時代の朝鮮文学作品の翻訳における「方
言」の使用や、金史良の二言語作品（朝鮮語作品「チギミ」
『三千里』1941 年 2 月／日本語
作品「蟲」
『新潮』1941 年 7 月）における「方言」の使用、さらに張赫宙ら同時代の朝鮮人
作家の日本語創作における「方言」使用も併せて考察する必要がある。
21

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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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光洙のクィア物語
――近代・植民地・セクシュアリティ
シンディ テキスター
ワシントン大学

この発表では、李光洙の『無情』に対していわゆる「クィア・リーディング」を行いた
い。
「クィア」とは、一般的に同性愛などマイノリティ化されたセクシュアリティのことを
指すのだが、それ以外のさまざまな領域に対する文化的な規範を攪乱する存在を示す、さ
らに幅広い概念として考えてよいだろう。
よく知られている通り、李光洙自身は上のような意味においてクィア的なセクシュアリ
ティを持っていた可能性が高い。1また、日本語のデビュー作である「愛か」（１９０９年）
をはじめ、クィア的なセクシュアリティに触れる小説を数多く書いている。実は、『無情』
もその一つである。特に妓生同士の間において、ホモソーシャルな関係よりもホモセクシ
ュアルな関係、あるいはクィアとも言える関係が明確に現れる。
ただ、
『無情』のクィア性は、それだけに基づいているわけではない。その実験的な文体
も一種のクィア実践として扱え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一般のクィア実践はジェンダー・
セクシュアリティのあらゆる規範システム（つまり、規範や価値を定める力関係のこと）
を攪乱することだとすれば、テクストが同様に言語の標準を揺らがせる限りに、クィア性
があると言っても問題ではないだろう。例えば、
『無情』が連載された時期には、植民地化
された空間の中で「近代」への変転が行われ、その脈絡において「近代」と「伝統」の規
範システムが衝突し、絡み合う状況になっていた。このプロセスによって、セクシュアリ
ティや言語がさまざまな形で縛られてしまうのだが、『無情』に刻まれている言説的なクィ
ア実践はそのような状況から脱出する媒介となる可能性もある。この発表では、可能性と
しての「クィア」性を軸とし、規範システムの問題に対する『無情』の複雑なスタンスを
考察したい。
具体的に焦点を当てたいのは、１９１７年３月８日に、『毎日申報』 に掲載された『無
情』の第５３章である。第５２章まで『無情』において前景化されたハングルのみの文体、
また実際の新聞紙面のうえで、この連載を囲んでいる記事の漢字とハングルによる混交文
体とも異なる文体が使用されている。第５３章のほとんどを占めているハングルの場合、
漢字に変換しうる言葉については丸括弧の中に漢字表記が並置される。すなわち、漢字が
見にくい形であふれ、読者の読解行為の邪魔となる。確かに、文学史的な転換点と言って
1 金東仁、『春園研究』（三千里、１９３４年１２月〜１９３５年１０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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よい時期に連載された『無情』の文体は実験的なのだが、それにもかかわらず、なぜそれ
ほど読みにくい文体がこの章だけに突出しているのかと問わざるを得ない。
（１）セクシュアリティをめぐる言説的暴力
文体がなぜ唐突に変化したかという問題に答えるためには、第５３章が物語の中でどの
よう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のかについて注目する必要がある。それを考える上で、物語に
おいて妓生である英采を媒介にセクシュアリティの問題がどのように扱われているかとい
うことが大きな手がかりになる。第５３章の直前は、英采がレイプされてしまったために、
平壌で自殺を決意したという手紙を読んだ李亨植が、英采の自殺を防ごうとし、平壌に向
う場面である。物語の展開と共に、英采に対する暴力の連鎖が続くのだが、レイプによっ
て、その連鎖は最高潮に達することになる。だが、注目すべきは、英采に対する暴力は物
語内容のレベルのみならず、物語言説のレベルでも行われていることである。言い換えれ
ば、英采が位置づけられている空間の中で、相位の異なる家父長制が交錯しており、それ
ぞれの規準を満たすことがそもそも不可能な構図になっている。
例えば、『無情』におけるジェンダー規範に従うために、英采にとって最も重要なのは、
「親孝行」や「純潔」（処女であること）など、つまり男性（「父」や「夫」なるもの）と
の関係によって意味付けられたものなのである。しかし、この二つの徳を同時に守ること
は英采の場合に不可能である。英采の父親が逮捕された時、「ものの本によれば、むかし、
罪に落ちた両親を身を売って救った娘がいたという。私もそうしてみようかしら」（第１５
章）2と考え、父親を監獄から出すために妓生になる。しかし、父親は「身を汚したのじゃ！」
3

と英采を叱り、結局それを理由にして自殺してしまう。英采は父親が教えてくれた「もの

の本」をモデルとしたにもかかわらず、結局その行為を父親に認めてもらえなかったので
ある。すなわち、物語空間において、英采は「親孝行」のために「純潔」を犠牲にするか、
あるいは逆に「純潔」のために「親孝行」を犠牲にするしかない構造に置かれていること
になる。このような規範の二重性こそ、ある種の「暴力」だと言わねばならない。
（２）抵抗としてのクィアな皮肉：英采と月花の異性愛規範的な同性愛
「父」を軸とする「伝統的」な規範システムだけではなく、「近代的」な言説による規範
システムもが絡み合うと、英采のセクシュアリティに対するに暴力的なダブルスタンダー
ド（二重規範）がさらに複雑になる。『無情』の語り手は「伝統的」な価値観に必ずしも否
2 “옛날 책을 보면, 혹 어떤 처녀가 제 몸을 팔아서 죄에 빠진 부모를 구원하였다는데, 나도 그렇게나
하였으면……”
日本語訳は、波田野節子訳、大村益夫・布袋敏博編、朝鮮近代文学選集１、『無情』（平凡社、２００５）
より
3 “벌써 몸을 더럽혔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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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的であるわけではないが、
「近代的」な価値観を肯定的に捉えているのは確かである。そ
の上、
『無情』という言説空間においては「近代的」な人間になることがセクシュアルな「目
覚め」と深く結びついていることを見逃してはいけない。
例えば、英采が、彼女自身の姉のような存在である月花と一緒に、歌を歌っている中学生
のグループを見るシーンがある。中学生たちが歌っている、
「天下の人が夢見ているとき／
私だけが目覚め」
（第３２章）4という言葉が含まれている歌は、彼らを「近代的」な存在と
して位置づける役割を果た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興味深いことに、その「目覚め」はす
ぐ次のシーンでセクシュアルな文脈で接続されていくのである。
浮碧楼の宴会以来、月花がうって変わって悩んでいる様子を見て、英采も月花に何
かが起こったことを察した。英采もいまでは男性を恋しいと思うようになっていた。
初めて会う男性の前では顔が火照り、夜一人で寝ているときなど誰か抱いてくれる
人がいたらいいのにと思うことがあった。あるとき英采と月花が宴会から遅く帰っ
て一緒の布団で寝ていると、英采が眠ったまま月花を抱きしめて口づけした。これ
を見た月花は寂しげに笑った。
「ああ、あんたも目覚めたのね――あんたもこれから
悲しんだり苦労したりするんだわ」。
（第３２章）5
要するに、近代的主体として「目覚める」ことはセクシュアル的な主体として「目覚める」
ことに繋がっているのだが、その基準になるのはいつも異性愛の構図、英采の場合には男
性に対する欲望にほかならない。この構図はまた、親孝行と純潔の逆説的な関係性と同じ
ように、実現不可能な規範になってしまう。なぜかというと、男性に対する欲望を持って
いたとしても、その欲望によって「純潔」を失っても構わな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からで
ある。従って、ここでは「妓生」という周辺的に位置づけられている存在の身体にはさま
ざまな「不可能性」が刻まれていると考えるべきだろう。
しかし、注目したいのは、まさに、この「不可能性」からクィア性が浮上してくるとい
うことである。すでに述べたように互いにあいいれないセクシュアリティをめぐる規範に
従うためには、微妙に矛盾しているクィア性を演じるほかはない。特に皮肉なのは、男性
の代わりに月花に欲望を向けることは、異性愛的な規範に反する行為ではなく、逆にそれ
を補強する行為として描かれていることである。それは、再び英采と月花の間に行われる
クィアな経験が描写された直後に、
「英采が亨植を一生の伴侶と決めて七年ものあいだかた
4 “천하 사람 꿈꿀 제/나만 일어나”
5 “그러나 부벽루 연회 이래로 월화의 변하고 괴로워하는 모양을 보매, 어린 영채도 월화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은 짐작하였다. 영채도 이제는 남자가 그리운 생각이 나게 되었다. 못 보던 남자를 대할
때에는 얼굴도 후끈후끈하고, 밤에 혼자 자리에 누워 잘 때에는 품어 줄 누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게 되었다. 한번은 영채와 월화가 연회에서 늦게 돌아와 한자리에서 잘 때에 영채가
자면서 월화를 꼭 껴안으며, 월화의 입을 맞추는 것을 보고 월화는 혼자 웃으며, '아아, 너도
깨었구나― 네 앞에 설움과 고생이 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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く貞節を守ってきたのも、半分は月花の力だった」
（第３４章）6という場面へと節合されて
いるところか らも表れている。このように、同性愛的にセクシュアルな体験を通して「貞
節」を守るという皮肉が異性愛的な規範に潜んでいる矛盾を露呈させているのである。
（３）
「被害者」の力とそのクィア性
これを念頭に置いて英采のレイプに戻って考えると、彼女の反応にも同じようないわば
クィア的な抵抗が見られる。まず現実のレベルで血を流している英采の身体をめぐるグロ
テスクな描写に注目してみよう。英采は「この血は汚れている。汚れた血なのよ！」と、
意図的に唇を噛み切り、その血を身体の外に出すという場面である。
英采の身体は寒さで震えるように震えている。英采はまたもや下唇を噛みしめた。
温かな血の滴が、英采の胸のうえに置かれた女の手の甲に落ちる。女はびっくりし
て、抱いた英采の顔を見た。英采の唇からは泉のように血が噴き出している。前歯
が血で真っ赤に染まり、歯のあいだから泡のような血がしたたりおちる。乱れた髪
が目と頬をおおい、その影のために英采の顔はまるで死人のようだ。
（第４２章）7
それから、上記と同じような光景が亨植の想像にまた現れることによって、幻想のレベル
で流された英采の血の恐ろしい力が著しくなる。
亨植の前に善馨と英采がならんで現れる。初めは二人とも雪のように白い衣装をま
とい、片手に花の枝をもち、もう一方の手は亨植の手を取ろうとするように亨植の
前に差し出している。二人とも微笑みながら、
「亨植さん！私の手を取ってください
な、ねっ」と、甘えるように首をかるく傾げる。亨植はこの手を取ろうかあの手を
取ろうかと、両手を宙につきだして迷う。まもなく英采の姿が変貌をはじめる。雪
のような白い衣装が消え、血がついて引き裂かれた名も知らぬ絹地の下衣を着て、
破れ目から血のついた脚が見える。英采の顔には涙が流れ、唇からは血が出ている。
英采が手にしていた花の枝はたちまち消え、手には汚い土くれが握られている。亨
植は首をふって目を開けた。しかし、あいかわらず白雪のような衣装を着て微笑ん
でいる善馨は、亨植の前に手を差しのべて、
「亨植さん、私の手を取ってくださいな」
と、首を軽く傾げている。恍惚とした亨植が善馨の手を取ろうとしたとき、かたわ
6 “영채가 형식을 일생의 짝으로 알고 칠 년 동안 굳은 절을 지켜 온 것도 월화의 힘이 반이나
되었다.”
7 “영채의 몸은 추워하는 사람 모양으로 떨린다. 영채는 또 아랫입술을 꼭 물었다. 따끈따끈한
핏방울이 영채의 가슴에 있는 노파의 손등에 떨어진다. 노파는 얼른 영채의 어깨 위로 영채의
얼굴을 보았다. 영채의 입술에서는 샘물 모양으로 피가 솟는다. 앞니빨에 빨갛에 핏물이 들고 이빨
사이로 피거품이 나와서는 뚝뚝뚝 떨어진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눈과 뺨을 가리어 그림자에
영채의 얼굴은 마치 죽은 사람과 같다.”

89

らに立っていた英采の顔が恐ろしい鬼神に変わったかと思うと、唇をぎりぎりと噛
み切って亨植に血を噴きつける。亨植は驚いて身体を震わせた。
（第４５章）8
ここで浮き彫りになるのは、英采がレイプの被害者であると同時に、その体験で彼女の「汚
れた血」が武器になるという皮肉である。もちろん、けっして「レイプされてよかった」
という意味ではない。ここでの狙いは、レイプのような激しい暴力にあったとしても、英
采がただ「被害者」の位置に留まっているのではなく、かえってレイプを通して暴力の構
図の転覆が仕掛けられたという皮肉（あるいはクィア性と言ってもよいかもしれない）を
浮き彫りにするところにある。
（４）
『無情』におけるクィア的文体
最後に、もう一度、第５３章に戻りたい。血だらけの生霊と化した英采の出現のあとに
続くこの章は、英采のセクシュアリティと自殺への決意に関して亨植と彼の友人である申
友善の意見を比較する形をとる。簡単にいえば、友善は英采が「純潔」を失ったのであれ
ば、自殺は正しい選択であるという意見を述べる。それに対し、亨植は「純潔」を守るこ
と以外の義務もあるがゆえに、英采が生き続けないといけないと話している。三人称の語
り手は友善の理念における矛盾や問題を指摘し、亨植の「生きるべき」だという考え方に
傾いている印象を与える。この章は「一人は英文式であり、一人は漢文式なのだ」9と二人
を比べる言葉で終わる。
つまり、二人の意見が対立の関係に設定されているのである。そして「英文式」と「漢
文式」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る側面から見ると、ここは個々人ではなく民族と民族を並
べる帝国主義的な設定だとも考えられる。だが、両方とも英采がレイプされたことを彼女
の失敗とするレイプカルチャーを問題にしないという点においては、共通している。この
ように重なったり矛盾したりしながら、英采の存在する空間を束縛するこの二つ（以上）
の規範システムこそ、英采が交渉し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不可能性」を実現させてしま
う。しかし、亨植の側が主張している生きなければいけないとする価値観は、「死者」にな
8 “형식의 앞에는 선형과 영채가 가지런히 떠 나온다. 처음에는 둘이 다 백설 같은 옷을 입고 각각 한
손에 꽃가지를 들고 다른 한 손은 형식의 손을 잡으려는 듯이 손길을 펴서 형식의 앞에 내어밀었다.
그러고 두 처녀는 각각 방글방글 웃으며, '형식 씨! 제 손을 잡아 주셔요, 녜' 하고 아양을 부리는
듯이 고개를 살짝 기울인다. 형식은 이 손을 잡을까 저 손을 잡을까 하여 자기의 두 손을 공중에
내어들고 주저한다. 이윽고 영채의 모양이 변하여지며 그 백설 같은 옷이 스러지고 피 묻고 찢어진,
이름도 모를 비단 치마를 입고, 그 치마 째어진 데로 피 묻은 다리가 보인다. 영채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입술에서는 피가 흐른다. 영채의 손에 들었던 꽃가지는 금시에 간 데가 없고, 손에는
더러운 흙을 쥐었다. 형식은 고개를 흔들고 눈을 떴다. 그러나 여전히 백설같이 차리고 방글방글
웃는 선형은 형식의 앞에서 손을 내어밀고, '형식 씨! 제 손을 잡으세요, 녜' 하고 고개를 잠깐
기울인다. 형식이가 정신이 황홀하여 선형의 손을 잡으려 할 때에 곁에 섰던 영채의 얼굴이
귀신같이 무섭게 변하며 빠드득 하고 입술을 깨물어 형식을 향하고 피를 뿌린다. 형식은 흠칫 놀라
흔들었다.”
9 “하나는 영문식(英文式)이요, 하나는 한문식(漢文式)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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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ことによってしか持てなかった武器「血」を英采から奪ってしまうことになる。これら
のことを踏まえると、亨植の言葉の方が一層暴力的であるといわねばなるまい。
こういう暴力的な構造に、第５３章の不思議な「翻訳者・媒介者」なる存在が介入し、
そこに隠蔽されているクィア的な曖昧さを武器にしてその語りを裏切っていく。どのよう
にこの裏切りが可能になるのかという問題を考えるために、この章と、『無情』全体の「文
体」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先に述べたように、
『無情』のほとんどはハングルのみで語ら
れているのだが、第５３章では急に丸括弧付きの漢字が増え、それが散文を読む流れを邪
魔してしまう。ハングルのみの文体は「近代小説」の条件とされた「表音的」な文体だと
すれば、この章の「表音的」ハングル記号の間に「表意的」な漢字が数多く挿入された場
合、漢字は「伝統的」な文体としての機能を担うことになるだろう。10この「近代」
・
「伝統」
という対立は、章の終わりに浮かび上がる「英文式」・
「漢文式」という対立に相当する。
ところが、この漢字の大部分は日本語を媒介とした、英語をはじめとする欧米言語の翻
訳語であることが、括弧付き漢字の介入により前景化されることに注目すべきである。換
言してみれば、小説の「身体」としての「文体」の中から、英采の血と同様に暴力的に外
側に出された括弧付き漢字がクィア的な武器となり、「英文式」と「漢文式」という規範の
二項対立的な構造を崩してしまう。しかも、普通のハングルのみで書かれた他の章の文体
にも、その英文式でありながら漢文式でもある言葉が潜んでいることも示唆する。このク
ィア的な視点から見ると、亨植の「英文式」の理念は、あくまでも「漢文式」の言語でし
か表現できないという矛盾を暴力的な形で露呈させている。あるいはそうではなく、
「漢文
式」対「英文式」という線引きがこのハイブリッドなテクストの文脈においてはそもそも
意味がないと言った方が適切かもしれない。
このように、
『無情』は逆説や曖昧さを孕んでいるテクストであることが分かる。そして、
このクィア的な様相を媒介に、セクシュアリティと言語、その両方をめぐる規範に対して、
クィア的な抵抗が作動しているのである。『無情』においては、帝国主義によって作り出さ
れた「近代」・「伝統」などの二項対立が様々なダブルスタンダードを成立させる。だが、
その抑圧的な二項対立に亀裂をいれることを可能とするのは、そのテクストのクィア性に
ほかならない。

10 小森陽一、『日本語の近代』（岩波書店、２０００）に参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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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전쟁 시기 전기(戰記)텍스트의 조선인 표상—김사량『향수』의 언어 전략
고미부치 노리츠구(오츠마 여자 대학)
(번역:조은미)

1 들어가며-문제의 소재
이시카와 타츠조（石川達三）의 『살아있는 병사（生きてゐる兵隊）』(『中央公論』
1938．3＝발매 금지)에는 사라 진 본문이 있다. 조선인 <종군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그것이다.
『살아있는 병사』는 초출지『추오코론(中央公論)』의 발매 전날 금지 처분을 받은
이후, 압류를 면한 잡지 이외에는 읽을 수 없는 작품이 되었다. 패전 후, 비로소 간행될
때 이시카와는「원고는 증거 서류로서 재판소에 압수」당했으므로 츄오코론사에 남아
있는 「교정지」를 토대로 본문을 집필했다, 라고 적는다 1 .

현재 독자들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이 <전후 판>의 텍스트 이다.
그러나, 「원고」는 잃었을지도 모르지만, 『살아있는 병사』의 본문은「교정지」에
남아 있던 부분만이 아니었다. 이시카와 타츠조를 취조한 담당관이 특히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을 조서에 옮긴 것 가운데, 현재의 텍스트에 존재하지 않는 본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2 . 제 9 장 인텔리 출신 병사와 농민 출신 병사가 각기 대표로써 조형된 콘도
일등병과 가사하라 하사가 난징 성 안에 설치 된 위안소에서「쇠창살」속의「지나
쿠냥(중국 소녀)」에 의해「위안」받았다, 라는 장면 뒤에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을
덧붙여 두었다.
“장교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위안소가

설치

되어져,

조선의

동포가

행한다는

소문이었다”
왜 이 부분이 복원되지 않았는가는 지금의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조서도
이시카와의 손이 미치는 곳에 존재했던 것은 확실하므로, 패전 후에 이시카와가 굳이
이 한 문장을 복원하지 않은 가능성은 부정 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난징 사건을
둘러싸고 GHQ(연합군 총사령부)로부터 청취를 받은 적도 있는 이시카와 본인의 <전쟁
책임>에도 파급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논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병사』의 에피소드는 중일 전쟁기의 <내지>일본어 미디어의
조선인 표상에 관해 생각해 볼 때, 더없이 상징적인 사례이다. 중국 대륙에서 전쟁
현장에 자리를 같이 한 조선인들이 한번은 이야기 되면서도, 그러나 어느 새인가
1
2

이시카와 타츠조（石川達三）,「誌」,(『살아있는 병사（生きてゐる兵隊）』(河出書房,1945,10)
도시샤(同志社)女子大学図書館所蔵,『「生 き て ゐ る 兵隊」事件 警視庁警部 清水文二 意見書聴取書』
（1938년3월16일의 공술 기록）。같은 자료는, 秋田市立中央図書館明徳館「石川達三文庫」에도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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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감추거나/삭제되어 간다. 틀림없이 그 곳에 존재했을 조선인들의 모습이 텍스트
공간 속에서 언젠가부터 후경으로 밀려 지고, 일본어 담론의 장으로부터 망각 되어져
간다. 그러나 그 망각은 아마 21 세기인 현재에도 틀림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보고에서 나는 이상의 문제 의식에 바탕을 두고, 중일 전쟁의 <내지>일본어
미디어의 조선인 표상의 실정과 그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검토를 근거로 삼아, 1941 년 6 월호의 『분게이순슈(文芸春秋)』에 김사량이 발표한
소설『향수』의 언어 전략에 대해서, 내 나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다. 또한 이
보고는 어디까지나 일본어 미디어를 대상으로 이 시기 전쟁 표상 ・ 전장(戦場)표상을
고찰해 온 나의 관심과 입장에 바탕을 둔 것으로, 현재의 세계적인 김사량 연구의
수준으로부터 본다면, 명백한 이해 부족 그리고 사실 오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
나의 졸렬한 보고가 『향수』라는 흥미로운 텍스트에 새로운 문맥을 부여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로부터 조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3 년간에 이르는
매력적인 이번 프로젝트에 내 나름의 은혜 갚음과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 중일 전쟁기 <내지>미디어의 조선인 표상
히구치 유이치(樋口雄一)가 소개한 자료에 의하면, 1938 년 2 월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 공표에 앞서 치러진 조사 시점에 이미 598 명의 조선인이 「군속」으로서 일본
군의 예하부대에 편성되어져 있었다 3 . 물론 이 숫자에는 이른바 <위안부>로서 징집・
동원된 여성 들과 부대 전속 통역 그리고 잡역부와 같은 이 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일 전쟁에 관한 <내지>의 담론 장에서, 조선인의 존재감은
압도적으로

희박하다.

물론,

아마도

이것은

총독부의

의도

이었겠지만,

『분게이슌슈』와 같은 당시의 유력 잡지는 조선인 육군 특별 지원병 훈련소를 방문
취재한

기사가

실려

져

있었다(시마모토

이사오(嶋元勲)「조선인

지원병

훈련소

방문」『文芸春秋 時局増刊 11』1938.8).
또한 몇 군데의 여성 잡지에는 조선의 풍물이나 정경 젊은 여성들의 생활을 그린
기사가 등장해 있었다. 2 권의『모던일본 조선판』이 도모한 것과 같은 조선 문화・조선
문학의 소개도 나름대로 시작되어져 있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형으로 전개되는 중국
대륙의 전쟁터에서 조선인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본디 그 곳에 조선인은 있는
가, 앞서 본 기사들로부터는 거의 알 수가 없다.
내

좁은

소견으로는

헤이하치(坂西平八)

거의

「눈물겨운

유일한
조선

예외로
동포의

말

할

수

있는

것으로,

진심-전선으로부터

돌아

반자이
오는

길에-」(『겐다이(現代)』1938.11)라는 글이다. 필자는 북 지나 방면 군 지휘 아래의
야전 중포병 제일 여단장으로서 북 중국 전선에 종군한 나의 견문을 생각하면서,
3

히구치 유이치(樋口雄一),『황군 병사가 된 조선인(皇軍兵士 に さ れ た 朝鮮人)15년전쟁하의 총동원
체재의 연구(一五年戦争下の総動員体制の研究)』（社会評論社、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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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쟁터에는 내지 사람들에겐 상상도 못 미치는 정도의 조선인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 자신이 부대에서 고용하고 있던 조선인 남성 통역이 우수하고 용감했다는
것,「지난(済南*중국 지명-역주)」외의 특무 기관에서는「지나 여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조선의 여자」가 활약하고 있었다는 것. 더욱이「이러한 통역 ・ 선무 방면에
있어서는 참으로 조선인은 천재적」이라 칭찬하며, 「특무 기관의 손발이 되어 일하고
있는 여자들 뿐 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전쟁터에 와 있는 조선의 여자들이, 특히
병정들에게 호의를 보여 주는」모습을 기쁘게 생각했다, 라고도 적고 있다. 이처럼 이
문장은「특무 기관」에서의「선무」이외의 역할로「조선의 여자」들이 전쟁터 가까운
곳에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것의 동시대적인 증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전장(戦場)에서의

조선인의

역할에

대해

이러듯

상세히

서술한

문장은

<내지>의 미디어에서는 이외에 눈에 띄지 않는다.물론, 중국 대륙의 전쟁이 교착
국면으로

치닫는

1940

년대가

되면,

『유벤(雄弁)』『킹구（ キ ン グ ）』

『후죠카이(婦女界)』에서, 조선인 육군 특별 지원병이 <명예 전사>를 이루었다고
선전된 이인제의 이름을 딴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문 보도로 눈을 돌리면,
대량 공급된 전쟁터의 <미담> 가운데는 현지의 일본병으로부터「북지의 암표범」이라
불렸다는 평양 출신의 여성 통역(「빗발 치는 탄환 속에 가련한 남장. 용약하는“북지의
암표범”」『東京朝日新聞』1937.8.11)이, 「북지 사변이 수습될 때 까지 일본군의
선두에서 앞장서서 간다」라며 활기 차게 말하는 모습이나, 공병 부대의 통역으로서
항저우만 쉬저우 각지로 전전한 뒤, 북지에서 가교 공사가 한창 일 때 저격 당해,
『기미가요』를 힘차게 부르는 가운데 죽어 갔다는 함경남도 출신의 젊은 남성
이야기(「반도

출신

통역

최군의

용감한

행동」『東京朝日新聞』1938.11.6)가

소개되어져 있다. 통역 이외에도 해군의 최전선에서 유일한「반도인」으로서 분투하는
조선인「선박 요리사」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 등, 몇 편의 에피소드는 소개되어
진다(「“나도 바다의 아들”에가미 함대에 유일한 반도 청년」『読売新聞』1938.4.15).
그러나, 이러한 화제는 기본적으로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에피소드나 나름의
<스토리>가 될 법한 이야기를 지니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만, 소설이나 영화에
거론되거나, 다른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때 문맥으로서 상기되거나 하진 않는다. 또한
이러한

기사가

부수만으로는

게재된

크지만,

잡지의

결코

여론

<격(格)>도
형성을

중요하다.

주도할

수

『킹구』『후죠카이』는
있는

매체는

아니었다.

『유벤』『겐다이(現代)』는 이른바 종합 잡지이긴 하나, 이 시기 중심적인 미디어는
결코 아니었다.
더욱이,

이러한

기사에

등장하는

조선인들이

거의

예외

없이「애국」의「진심」에「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인물로서 조형 되어져 있는 것도
지적해 두고 싶다. 묘사된 조선인들은 어떤 경우에는 큰소리로『기미가요』를 부르면서,
어떤 경우에는「천황폐하 만세」라며 절규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게양된 히노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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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죽는다. 마치 전쟁터의 조선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열렬한 <애국자>임을
행위 수행적으로 끊임없이 표현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즉, <내지>의 일본어
미디어에 묘사된 전쟁터의 조선인들은 철저하게 개성과 표정이 박탈당해져 있다.
『유벤』이 내세운 이인제의 초상 사진(이라 일컫는)이 전혀 개성을 느낄 수 없는
단조로운 표정이었다는 것은 중요하다. 전장(戰場)의 조선인들은 대부분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내지>의 독자들에게 소개되지 않는다. 가령, 이야기된다고 해도, 각자의
개성이나 배경이 박탈된 유형적인 <애국자> 로서 만 등장을 허락한다.
이러한 경향은 중일 전쟁기에 <내지>에서 활발히 간행된 종군기, 전기 텍스트에서는
한층 더 현저해진다. 이러한 텍스트에서는 마치 검열을 당하고 있는 듯, 「조선인」의
모습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현 시점에서 필자가 확인한 사례를 들어 보자면,
하세가와

하루코(長谷川春子)의

『북지몽강전선(北支蒙疆戦線)』(暁書房,

1939)에서,

바오터우로 향하는 군인들에게 동승한 하세가와의 운전수가 “반도인 청년”이었다. 사토
미츠사다(佐藤光貞)의『해상

봉쇄』(六芸社,

1939)에서는

황해

부근을

경계

한

필자(사토 미츠사다-역주)가 점령지에서 일본군 상대로 장사를 하려 한 “한 명의
반도인과 두 명의 내지인”의 모습을 기록에 남기고 있다. 전선확대 직후에 병참부대
지휘관으로서 종군한 혼도 에이키치(本堂英吉)의『꽃피는 전장』(教育社, 1940)에는
“이상한

배짱으로,

끝없이

군대의

뒤를

따라

오는”“위안대”의

대부분이

“반도인”여성들이었다, 라며 자못 언짢은 기색으로 언급한 구절이 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조선인들은 그 장면을 가로지르기만 할 뿐, 그들/그녀들이 입을 열어 말을 하진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이,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라고 일컬어 진
<군인작가>우에다 히로시(上田廣)의 대표작『황진(黄塵)』(改造社,1938)이 있다. 전쟁터
근처를

향하는

<위안부>라고

생각되는

여성들

속에

섞인

조선인

여성을

“◯◯부인”이라는 복자로 표기해버리는 우에다는 화자“나”의 부대에서 부리고 있는
중국인

남성이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민족도

사라지는

거예요”라고

자포자기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소 느닷없이 “나는 문득 자신들의 영토
내에서

위정자의

떠올랐다”라고

배려에도

적고

만다.

불구하고,
김사량과

차츰

여위어져

가는

같이『문예수도』의

어느

민족의

기고자이며,

그

모습이
밖에도

조선인을 그린 글을 많이 발표하고 있었던 우에다가 어떠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가는 명백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묘사는 왜 <내지>의 일본 미디어에서, 전쟁과 전장의 이야기 속에서,
조선인들의 존재를 찾기 어려웠는가를 단적으로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법적・제도적인 검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애초 일본 제국에게 이 전쟁의
표면상의 목적은 <일지 친선>이며, 일본의 전쟁과「제휴」해서 뜻대로 움직이는 친일
정권의 수립에 다름 아니었다. 이 <친일>이라는 말이 지니는 함의가 스스로는 전혀
변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수용하고 동의하도록 바란다면,
이미 일본 쪽으로 포섭 됐을 사람들 가운데 따르지 않는 이들이—-결코 <친일>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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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가--존재하는 것은 불편한 모양새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라는 타자와
마주하고, 그 타자의 내면을 새로이 고쳐 짜려고 꾀한 일본의 전쟁 표상의 구도에서는,
조선인은 결코 타자여서는 안되었다.
조선인들의 목소리는 자칫 <내지>미디어에서 말해지는 전쟁이야기의 구도를 뒤흔들
우려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그 목소리는 주도하게 또 철저하게 억압당한다. 덧붙여,
<내지>의 전쟁 ・ 전장의 이야기에는 타이완인들은 더더욱 등장하지 않는다. 조선인의
표상이 억압당했다고 한다면, 타이완인은 표상은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었다.
3 김사량『향수(鄕愁)』의 언어 전략
김사량『향수』의 주인공 이현은 죽음의 잠자리에 누운 어머니로부터 베이징의
누이에게 전하도록 전해 받은 300 엔을 들고 와 있었다.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변두리
빈민가”를 헤매고 있는 매형을 구하고, 아편굴의 여주인으로 타락한 누이의 생활을
재건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현은

그 돈을

“도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라며 애달피 말을 거는“옛 조선의 그릇”과 교환해서 가슴에 품고 돌아
옴으로서, 고향을 떠난 조선인들의 애수의 마음을 끌어 안으려 한다. 그 것과 동시에
누이가 가난한 중국인들로부터 착취한 돈과 교환한 차표로 평양으로 돌아 오는 열차에
올라탐으로서 누이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갚으려 한다. “이렇게 해서 나는 훌륭한
동아의 한 사람이 된다”라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화자가 주로 다가가는 인물은 확실히“조선의 과거 예술 유산에 강한 애정과 연구
의욕”을 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한 사람의 완전한 일본 국민”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본디 독립 운동가인 매형과 그에게 배신당한 누이를 “갱생”시키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텍스트는 동시대 평에서 가와카미 테츠타로(河上徹太郎)가“반도인의
사상 탄압의 부당”을 호소한 작품은 아니다, 라고 필사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일종의

불온함을

끌어

안고

있었다.

(「소설

속의

「나」」『분게이슌슈』1941.8). 그 불온함은 여기까지의 내 논의를 근거로 한다면,
언어화 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을 것 이라 생각한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인물로서의 이현이 늘 비몽사몽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베이징으로 향하는 차 속에서는 충분히 자지 못하고 베이징에서는
느닷없이 고열이 난다. 분명히 이것은 현실과 환상,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애매하게
혼탁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예컨대, 이현의 신체는 세대를, 시공간을 뛰어 넘은
조선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증폭기임에 틀림없다.
“가야” 라는 누이의 이름과 함께 악기를 연상시키는 이름(주인공/李絃-역주)이
지어져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현은, 누구의・어떠한 목소리를
텍스트에 울리게 하는 가.
이 텍스트에는 결코 분량은 많지 않지만, 다른 세대의 조선인들의 삶의 궤적을
연상시키는 계기를 써 두고 있다. 삼일운동 이후, “시베리아, 혹은 연해주, 북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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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만주로 떠돌아 다니며 지도 조직”을 지휘했다고 하는 윤장산이나, “만주나 지나를
돌아다니던‘직접

행동

대장’”옥상렬

뿐만

아니다.

이현과

가야의

어머니는

“진취적”기독교인으로서 오랫동안“계몽운동에 종사해”온 인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현 스스로 학생 시절에 좌익 운동에 경도한 경험을 지닌 것으로 묘사 되어있다. 그
나름대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함”이라 생각해 일본군 통역을 지원했다는 가야의
아들

・

무수를

포함해

각기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굴절을

거치면서도“동포””동족”을 생각하며 선택을 한 인물들의 모습이 각인 되어져 있다.
그것뿐만 아니다. 『향수』는 “만주국에 와 있는 백수십만의 동포”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나에 재주하는 동포”의 존재를, 유태인 기독교적인 이산(離散)을
연상시키는 어휘로 써내려 가는 한편, “몇십 몇만의 치구(말을 타고 달림-역주)”,
“고구려의 병사”들의 이미지를 소환시켜 조선인들이 틀림없이 그 곳에서 역사의
주체로서 존재했음을 인상 지운다. 상당히 위태로운 수사이긴 하나 이 텍스트의
김사량이, 시공을 가로지르는 일종의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도모했다고 할 수 있다.
무슨 이유로 조선인들이 여기에 있을까를, 이 곳에서 그들/그녀들은 무엇을 해왔는가를,
<내지>의 담론 장에 명확히 새겨두긴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향수』의 말미에, “1938 년 5 월도 다 저물어 갈 때의
일이었다”라는 시간이 명시되어져 있는 구절이다. 이 텍스트의 이야기 현재는 동시대의
독자가

이것을

읽을

현재와

겹치지는

않는다.

1941

년으로부터

3

년전,

1938 년 5 월말이라고 하면 마침 쉬저우 작전의 직후에 해당한다. 처음에는 산시성
작전의 일본군 부대에 소속했다는 무수도 쉬저우 전선으로 돌아 섰을 가능성은 크다.
(오상렬은 무수가 “지금 xx 전선에서 이상한 공로를 세운 거 같다”라고 말한다. 요컨대
이 텍스트는 독자의 가까운 과거의 기억에 개입해서 거기에 조선인들의 모습을
새기고자 했다. 가령, 『향수』는 무슨 이유로 제일선의 군대를 상대로 장사를 해 온
조선인 “시계상”의 말을 전하고 있는 가. 『전장에 호소한다』(군사사상보급회,1939)의
히노 아시헤이가 분개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군 점령지에서 “대륙 진출이라는 이름으로
수상스러운 장사를 불유쾌한 방법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꽤 이른 단계에서
<내지>의 미디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 일본군 점령지에 “물건이나
식료품을 공급하러 가는 상인”들 속에는 “우리들의 친구”가 있고, “통역이나 운전수로
일하거나, 도망 나 온 주민들을 긁어모으는” 속에서도 “우리들의 친구”는 있었다.
<내지>의

일본어

미디어에서는

대부분

이야기되지

않는,

이야기가

되어도

획일적으로만 표상되어 온 전장의 조선인들의 얼굴과 언어를, 1941 년의 <내지> 독자의
뇌리에 새로이 새겨 놓는 일.
이

텍스트가

<내지>의

잡지

미디어

가운데에서도

특히

중일

전쟁

보도에

주력한『분게이슌슈』라는 매체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향수』의 언어 전략은 상당히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나에겐 보여진다. 이러한 논의는 어쩌면 일본 제국의 전쟁에 조선인들이 어떠한
97

<공헌>을 했는가를 호소한 것처럼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이징에서 만난
조선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도 이산한 조선인의 소리 없는 목소리를 환유적으로
표상한 “옛 조선의 그릇”밖에 가져가지 않은 채,”나의 몸 속에도 이 값 만큼의
지나인의 피가 섞여 주는”것으로 “휼륭한 동아의 한 사람이 되”었다고 혼잣말하는
이현을 그린 김사량의 텍스트는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전장(戰場)이 아시아 ・
태평양으로 확대되는 직전, 일본어 소설로 표현 가능한 영역이 엄격히 제약되어 있는
가운데, 타자성이라고 까지는 말 할 수 없지만, 그리 쉽게 포섭될 수 없는・동일화 되지
않는 목소리의 존재를, 일본어 담론의 내측으로부터 새겨두는 것.
<내지>의 일본어 미디어의 무지와 무관심, 획일화 된 표상에 과감히 맞서면서,
조선인들의 상상의 공동체를, 제국의 전쟁으로부터 이탈시켜 나가 원심적(遠心的)으로
기록해 두는 것. 1937 년 이후의 중국 대륙에서 전쟁을, <일본과 중국의 전쟁>으로만
이해하는 인식의 틀이 구축되어 버린 것 같은 현재, 『향수』의 문제 제기는, 오히려
일본어 문학・문화의 역사를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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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의『불령선인(不逞鮮人)』
—개인과 공동체의 연속성・비연속성
이정희

1. 나카니시 이노스케와 작품의 평가
【자료１】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

「조선인이

등장하는

소설」（쿠와하라

다케오(桑原武夫)編『문학이론의 연구』이와나미서점, 1967 년 12 월）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외국이 조선인 것을 생각할 때, 조선을 무대로 한 소설이
메이지・다이쇼・쇼와에 걸쳐 패전 때까지 나오지 않는 것은, 일본 근대문학의 성격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자료２】모리야마 시게오(森山重雄)「나카니시 이노스케론(中西伊之助論)」
(『인문학보(人文学報)』No.80 동경도립대학인문학부, 1971 년３월)
물론 쓰루미는 조선을 무대로 한 소설이 전무(皆無)하다고는 하지 않았다. 예를들면
타카하마

쿄꼬(高浜虚子)의

수필소설『조선』(1911

년),

마에다가와

코이치로(前田川広一郎)의 실록(実録)소설『조선』（1921 년）, 장혁주의 『권이라는
사나이』（1933

년）,

다나카

히데미쓰(田中英光)의

『만취한

배(酔 い ど れ

舟)』（1948 년）등을 들고 있다. 쓰루미의 논문은 전후(戦後)까지 아루르고 있고
세심하게 고찰한 논문인데, 다이쇼시기(大正時代)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고〈중략〉내
머리 속에는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대표작『적토에 싹트는 것(赭土 に 芽 ぐ む も
の)』（1922・2, 改造社）가 떠오르고, 조선을 무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외에도
『불령선인』（1922・9,「改造)」）, 『너희들의 배후에서(汝等の背後より)』(1923・2,
改造社),『나라와

인민(国 と 人民)』（ ・ ６,

平凡社）등이

있다.

〈중략〉왕성한

작가활동을 한 것에 비해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제가 가지고 있는 활력성에
비해서 예술적인 처리면에서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것에 기인할 것이다. 그 자신도
자신을 작가라고 규정한 적은 아마 한 번도 없고, 노동운동가와 작가라는 두 길을
한평생 걸었다.
→나카니시 이노스케는 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썼다는 평가는 받지 못했고, 다이쇼기에
조선을 무대로 한, 드문 작품을 쓴 작가로서 평가받고 있다.
【자료３】안드레 헤이그( ア ン ド レ ・ ヘ イ グ )「나카니시 이노스케와 다이쇼기
일본의「불령선인」을 향한 시선」（『리쓰메이칸 언어문화연구 (立命館 言語文化研究)』
22 권 3 호, 2011 년１월）
1920 년대 초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에서 나카니시의 인상적인 독자성은, 일관되게
조선의

식민지지배를

둘러싼

제문제(諸問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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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것이다.〈중략〉1920 년대 초반이라는 단계에서 아직 발흥기(勃興期)였던 프롤레타리아
3 ・ 1 독립운동에 의해서 가시화(可視化)된 조선의 식민지문제나

문학운동 작가는,
「불령선인」언설
코이치(石坂浩一),

앞에서

일반적으로

림숙미(林淑美)나

침묵을

가와무라

지켰다.

게다가

미나토(川村湊)가

이미

이시자카
지적했듯이,

일반적으로 일본의 사회주의운동과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은 ‘계급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로 인해 해소되었어야 할 식민지주의 민족문제라는 맹점을 안고 있었다.
1922 년 2 월에 발표된 처녀작『적토에 싹트는 것』은 가쓰무라 마코토(勝村誠)가
지적했듯이,「조선소설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의 조선식민지지배를 비판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서 주목받았」다. 당시에도 미야모토 유리꼬(宮本百合子)는 〈중략〉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소설『적토에 싹트는 것』을 「제재(題材)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작가가
다루지 않았던 영역에 진출했다」고 프롤레타리아 문학작품으로서 취급하고 평가했다.
『불령선인』이 출판되었을 당시 에구치 칸(江口渙), 이쿠타 초코(生田長江), 야베
아마네(矢部周)등 문예비평가는 나카니시의『적토에 싹트는 것』과 비교해서 많은
약점을 지적했고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아마 『불령선인』은 ‘예술작품’으로서
약점이

있을지도

모른다.〈중략〉단순히

소설로서만이

아니라,

싹트기

시작한

일본탐정 ・ 추리소설의 요소를 넣은 소설의 형태로‘불령선인’언설의 표상 배후에 있는
의식을 고발하는 대항언설로서의 시도・실험으로서 봐야 하지 않을까. 또한, 1920 년대
당시에『불령선인』이

문학을

통해서

조선독립운동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모색한

유일한 소설이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불령선인』에는 노동운동이나 계급투쟁과
같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전형적인 요소가 적고,「계급」보다는「민족」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나카니시를

논할

때,

주로『적토에

싹트는

것』을

다루고

있고『불령선인』은 덧붙여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래에 들어『불령선인』에 대한
논문이 나오고 있다.
２．『불령선인』의 등장인물과 말의 언설
●첫 발표지：『改造』1922 년 9 월
(여기서 인용하는 본문은 쿠로카와 소(黒川創)編『〈외지〉의 일본어문학선 3-조선
(〈外地〉の日本語文学選３—朝鮮)』（新宿書房,1996）에서 발췌한 것이다.)
●소설의 내용
‘세계주의자’라고 표방하는‘우스이 에사쿠(碓井栄策) ’가‘불령선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하여‘불령선인’소굴에 들어가게 된다. 이야기는

그 소굴에 다다를

때까지와 소굴에 도착한 이후의 에피소드, 그리고 그 여정(旅程)에서‘우스이’의 심리를
그려내고 있다.
【본문

1】언제였을까,

어떤

관청직원이

구제금을

가지고

시골을

여행하고

있었는데한바탕 곤욕을 치르고 돈을 빼앗겼다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그 지방이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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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처였나라고도 에사쿠는 생각하곤 했다.
【본문２】“여보게, 이 뱃주인은 내가 내지인(内地人)이라서 태워줄 수 없다고 말하는
걸 테지……？”라고 했지만, 에사쿠는 그래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면 좋겠는데라고,
희박한 소망을 가지고 물어봤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보기좋게 배신당하고 말았다.
통역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다.
→‘불령선인’과 만나기 위해 건너야 하는 강에서‘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배를 태워주지
않는 역차별을 받는다. ‘우스이’는 옷을 벗고 헤엄쳐서 강을 건너고‘통역자’는 배로
건너게 된다.
【본문 3】“갑자기 찾아와서 실례가 많습니다”라고 곧바로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되도록 주인의 마음을 그런 대화에서 이쪽 화제로 돌리고 싶었다.
“아니, 별말씀을……(いや、 ……といたしまして……)”
이라고 주인은 억누르듯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조선인이 일본어를 말할 때, 아직
발음에 익숙치 않은 이는 탁음(濁音)이 청음(清音)이 되거나 또는 반탁음(半濁音)이
된다. 그리고 모음을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
→‘우스이’는 친구‘홍희규(洪熈桂) ’의 소개장으로‘불령선인 두목’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지게 되는데, 그 집‘주인’이 유창하지는 않지만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일본어가 가능하다. 그러나「주인」이 말하는 일본어는 탁음과 장음이 자주 틀린다.
그것은

조선어가

모어(母語)인

사람이

틀리기

쉬운

발음이기도

하다.

일본어

본문에는‘주인’이 틀린 발음마다 거의 방점이 찍혀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했다.
조금 더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私,洪には長く会いませんが,としています。”←どうして
“あまり空想ばかりではためたと云ってやりました”←だめ
“碓井さんは洪をとして識っています……？”←どうして
“そてすか”←そうですか
→관동대지진 때, 적지 않은 조선인이 학살됐다1고 전해진다. 그 때,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분기준은 일본어의 발음이었다 2 고 한다. 『불령선인』이 지진이 일어나기 약 1 년
전에 발표된 점에서, 지진 이전부터 일본인 사이에서는 ‘불령선인’이라는 언설과
쿠도 미요꼬(工藤美代子)는‘런던의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발견된 모책자(謀略冊子)에서는 23,000 명,
「독립신문」은 6,400 명,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26,000 명이 ‘학살되었다’고 전한다. ’고 했고,
‘지진 때, 동경에는 9,000 명의 조선인이 있었’지만, ‘800 명 전후가 살해 대상이 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또한 ‘조선인에 한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도 살해당한 것이 판명되었다. 그리고 사투리를
말하는 일본의 지방 출신자들도 잘못 살해되는 등, 당시의 혼란스런 사회정세를 엿볼수 있다. 그런
통계숫자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분열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관동대지진—「조선인학살」의 진실』産經新聞出版、2010）고 말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지진
때에 조선인이 살해되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2 야마기시 시게루(山岸秀)는 지진 때, 조선인으로 오해받은 경험을 말한 일본인이‘‘아이우에오’를
말하라든가,‘교육칙어(教育勅語)를
암송하라’든가
‘역대천황의
이름을
말하라’고
해서
힘들었습니다’라고 한 예를 들고 있다. 또한, 『전기(戦旗)』（壷井繁治 「一五円五〇銭」 戦旗者,
1928 년 9 월호） 에서‘쥬우고쥿센. 一五円五〇銭’의 발음을 들고 있다.(『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
와세다출판, 2002 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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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불령선인’이 말하는 일본어의 발음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적지 않은 일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본문 4】에사쿠의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고 주인은 생각했던 대로 딸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약간 과장된 표정에다가 자신의 의분에 찬 어투를 섞어서, 바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러자, 문득 다시금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을
상대방이 꽤 염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하는 불안이 가슴에 엄습해왔다.
“그렇습니까……(そてすか……)”
【자료

4】와타나베

대해서—특히

나오키(渡辺直紀)「나카니시

표기언어와

인물

원근화(遠近化)의

이노스케의
관계를

조선관련

소설에

중심으로—」(『일본학』

제 22 권, 동국대학교일본학연구소, 2003 년)
주인이

딸의

죽음에

대해서

떠오르는

대로

우스이에게

호소하는

모습은

그

발화의내용에 비해서 한층 더 비장하게 보인다.〈중략〉서툰 일본어를 구사하는 주인의
성격은 일본어로 잘라지고 형성된 것이다. 실제로 조선어로 말하거나 생각하는 부분을
일본어로 표기한다면 이렇게 서술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서툰 일본어를 이
주인에게 말하게 함으로써 주인의 성격에는 소설의 문체나 표기에 나타나지 않는
잉여부분이 생긴다.
【본문 5】과연 자신이 오늘아침 상상하며 방문한 이른바 불령선인의 두목 집일까라고
생각해봤다. 뭔가 거짓말 같았다.
【본문 6】몸의 어딘가에 숨어있던 불안이 재빠르게 그의 가슴을 스쳤다. 이유도 없이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러자 다음 순간에 그가 자고 있는 발밑 언저리에서 지금의
살아있는

무언가가

달그락달그락

움직였다.

그의

몸이

충동적으로

확

움츠러들었다.〈중략〉마치 벽 한가득으로 보일 정도의 커다란 그림자가 확 비췄다.
그는 저도모르게 앗하고 비명을 지를 것 같았으나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텼다.〈중략〉즉 침입자는 그들의 의류나 소지품만을 훔치러 온, 흔한 밤도둑이라고
느껴졌던 것이다.
【본문 7】조금 고개를 들어 처음 침입자의 뒷모습을 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생각지도

못하게도

그것은

전날밤

주인의

뒷모습이었기

때문이다.〈중략〉지금 주인이 이 방에 온 것은 에사쿠 일행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알아보러 온 것이다.〈중략〉사랑하는 딸의 피를 빨아먹은 원수들을！ 에사쿠는
홍희규에게 속았다고 생각했다. 안일한 세계주의자는 그대로 그들의 술수에 넘어간
것이다.〈중략〉오랜기간 도시의 소음에 노출되어 살았다고 해도 올빼미 우는 소리를
사람의 비명소리라고 잘못 들은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의 집착이다.〈중략〉“여보게,
지금 방에 들어온 사람은 말일세”라고 여기까지 말했을 때, ‘기익’하고 방문이 밖에서
열렸다. 그리고 눈부신 빛이 쫙 복도에서부터 두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는 발밑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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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들어왔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한 에사쿠는 흠칫하여 꼼짝못했고, 통역자는
허둥지둥 허둥대며 어두운 곳에 몸을 숨겼다.
“……변소, 모르시겠습니까……？”
그 목소리는 확실히 주인이었다. 깊은 인상을 남긴 어젯밤 주인의 친절한 말이, 같은
울림으로 에사쿠의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본문 5 에서 7 까지는‘우스이’가‘불령선인’에게 언제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오는

긴장과

완화가

반복되고

있다.

그

때마다

‘우스이’는

‘세계주의자’에서

‘불령선인’언설에 꼼짝못하는 한 일본인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다.
【자료５】야마기시 시게루(山岸秀)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와세다출판, 2002 년)
이

두

가지

예(『지진미담(震災美談)』中島姉,私家版,1924

년)에서,

조선인은

왜

살해되지 않았을까. 물론 문(文)씨의 집주인이나 쿠마야(熊谷)의 견직물회사 관계자의
인품과도 관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인학살에 가담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보통
때는 상냥한 인품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살해당하지 않았던 이유로, 인품이상의 보다
중요한 것은 가령 차별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일정한

일상적인

인간관계가

생각한다.〈중략〉제사여공(製糸女工),

성림되어
그리고

있었다는

죽지않게

도움을

점이라고,
받은

나는

조선인으로

미담(美談)에 나오는 이들은 조선인으로서 차별자라고 해도, 일상적으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지내는 관계에 있었고, 행상인과는 달리 일본인의 일상생활에 섞여
생활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라 해도 살해당한 자가 타지역에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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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문학안내』와 장혁주, 그리고 식민지의 문학자들
-「조선현대작가특집」(1937.2)을 중심으로
조은미(동경외국어대학 국제일본연구센터)

1 들어가며
본 발표에서는 식민지 조선 출신의「일본어 문학자」장혁주가 그 작품・비평을 실은
일본의

미디어에

주목해,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계

잡지『문학안내(文学案内)』에서
기획된「조선현대작가특집（朝鮮現代作家特輯）」(1937.2)과의 관련들을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제국의 문학 네트워크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1.
2

「일본어

문학자」장혁주-『개조(改造)』데뷔부터

『문학안내

(文学案内)』

편집고문까지
장혁주의『개조』(1932. 제 5 회) 현상 당선은, 그 후 활동에 다양한 상호교류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개조』데뷔는 그 뒤『문예수도』동인으로의
참가로 이어지고, 현상 당선 작가인 야스다카 도쿠죠(保高徳蔵, 1928. 제 1 회)와
류잉쭝(龍瑛宗, 1937. 제 9 회)과의 만남, 제국과 식민지와의 만남들이 이루어 지고, 이는
식민지 문학자와의 교류와 버팀목이 된다.
타이완의 연구자 ・ 왕혜진(王恵珍)에 의하면, 류잉쭝은“동경으로 출발해《개조》현상
창작 상을 받기 전에, 개조사를 통해 장혁주에게 편지를 보냈다. 장혁주는, 류잉쭝에게
직접,

야스다카

도쿠조를

만날

것을

권유했다.

따라서,

그는

동경에

도착해

2

문예수도사의 야스다카를 찾아 간다” . 장혁주가 류잉쭝에게 보낸 서간에서도“야스다카
도쿠죠(시바구
아타고초

토모에초

1（芝区巴町一)）와

유아사

다이니아이잔소(芝区愛宕町、第二愛山荘）이

두

카츠에(湯浅克衛)（시바구
사람을

주십시오. 우리들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해가 깊으니까”

3

아무쪼록

만나

라며, 야스타카와의

회견을 권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 된다.
조선에 거주한 경험을 지닌 야스다카는“조선은 나의 마음의 고향” 4 이라 말을 곧
장혁주와 일본 잡지 미디어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졸고, 「「帝国」日本 の メ デ ィ ア と 張赫宙 の
日本語文学―雑誌『文学案内』を中心に」（『社会文学』41호, 2015.3）참조.
2
왕혜진(王恵珍),「植民地作家 の 変奏―台湾人作家 か ら 見 た 朝鮮人作家張赫宙」,日本台湾学会,
第8回関西部会研究大会, 2010.12.18, 関西大学, 15쪽.
3 1937년 6월13일 서간. 왕혜진씨와 다카하시아즈사씨 제공. 한편, 왕혜진씨에 의하면 이 둘의 관계는
서신왕래 등 1944년경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왕혜진씨, 위의 글.
4 야스다카 미사코(保高みさこ),『花実の森―小説文芸首都』, 立風書房, 1971, 20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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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곤 했으며, 1936 년 7 월, 문학안내사 주최로 열린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자들이
주로 모인“장혁주 환영회” 5 에도 야스다카나『개조』현상 작가들의 이름이 확인되는
것도, 이러한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잡지『개조』에 대해서는 시라카와
유타카씨가 말한 바와 같이 “장혁주와 룽잉쭝이라는 조선과 대만을 대표하는 일본어
작가를 등단시킨 것”6 은 주목할 만하다.
장혁주는 잡지『문예수도』의 주재자인 야스다카 도쿠죠에게 조선의 김사량7 그리고
대만의 룽잉쭝 등 신인작가를 추천하는 소개 자로서 활약하는 한편, 프롤레타리아
문학계의

잡지『문학안내』에서는

동경으로

이주해서

얼마

안

되는

1936

년

10 월호부터 편집고문으로 참여해「조・대・중국 신예작가집(朝・台・中国新鋭作家集)」
(1936.1), 「조선현대작가특집(朝鮮現代作家特輯)」(1937.2)의 기획 ・ 번역에 관여하고
있었다. 한편, 『문학안내』의 주재자인 기시 야마지(貴司山治)는“장군(張君)에게는
조선 문단의 좋은 작가의 소개, 그리고 그 작품의 일본어 번역 등으로 특별한 고생을
해주기로 되어 있다”8 라며, 장혁주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식민지 조선에서는 장혁주의 일본에서의 이러한 활동이 반드시 평가
받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있었다. 박승극의 평론의 한 구절인“장혁주의
수난”에있어서

“장혁주는「문학안내」에,

「조선문단의

현상

보고(朝鮮文壇 の

現状報告)」「조선문단의 장래(朝鮮文壇 の 将来)」등 왜곡으로 가득 찬 보고와 소론을
2 회에 걸쳐 게재해, 악평을 샀다” 9 라는 대목으로부터는, 이 시기, 조선 문단에서
장혁주가 처해 진 상황의 한 단면을 엿 볼 수 있다.
한편,

장혁주를

향해

날아오는

식민지

조선으로부터의

비난에

대해,

기시

야마지는“장씨는 훌륭한 진보적 작가다. (중략) 장혁주씨의 존재는 역시 말할 나위 없이
조선 문단의 자랑임을 믿는다”10 라는 반응을 보인다.
당사자인 장혁주는 일본문단에서의 활동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비난과, 일본
문학계의
아니다”

11

상찬의

틈새에서

늘“나는

일본

문단인이며,

조선문단의

대표자가

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장혁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는다. 조선에서는 조선인은 조선 문인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무영)이라

비판

하고,

다른

나아가서“현대조선의 대표적인 작가”

한
12

쪽인

일본에서는“훌륭한

진보적

작가”,

로 일컬어져, 어디까지나‘조선 문학(자)’의 틀

마루야마 요시지(丸山義二),「張赫宙君歓迎会をひらいて」,『文学案内』2권9호, 1936.9, 155쪽.
시라카와 유타카 (白川豊),『植民地期朝鮮 の 作家 と 日本』,大学教育出版, 1995、4쪽. 한편,
고영란의「出版帝国 の 「戦争」―一九三〇年前後 の 改造社 と 山本實彦『満 ・ 鮮』 か
ら 」（『文学』2010.3,4）에 의하면, 개조사의 상업화 출판 전략에 의해 식민지문학자의 작품이
기획/게재 되었다.
7 야스다카 도쿠죠(保高徳蔵),「日本で活躍した二人の作家」,『民主朝鮮』, 1946.7, 70쪽.
8 편집국,「推薦原稿
編輯局」,『文学案内』2권6호, 1936.6, 135쪽.
9 박승극,「朝鮮と文学―一九三五年文壇の回顧」,『文学評論』3권1호, 1936.1, 160쪽.
10 편집국,「朝鮮・台湾・中国・新鋭作家集について」,『文学案内』2권1호、1936.1, 93쪽.
11 편집국,「朝鮮・台湾・中国・新鋭作家集について」위의 글, 93쪽.
12 편집국,「サーチライト」,『文学案内』2권1호、1936.1, 35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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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장혁주(문학)가 다루어져 있었다. 장혁주의 일본어 문학에는, 식민지와 제국이
만나 부딪히는 가운데, 이미 어긋남과 삐걱거림이 생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3 「조선현대작가특집」(1937.2)—일본에서의 최초 조선문학 소개 특집으로서
잡지『문학안내』는

1937

처음으로「조선현대작가특집」

년
13

2

［이하,

월호에

「특집」으로

아마도
약칭］이라는

일본에서는
주목할

만한

기획을 한다. 게재 작품으로는 이북명의 「벌거숭이 부락(裸の 部落)」, 현민(유진오)의
「김강사와

Ｔ교수(金講師 と Ｔ教授)」,

한설야의

「하얀

개간지(白 い 開墾地)」,

강경애의 「장산곶(長山串)」, 이효석의「메밀꽃 필 무렵(蕎麦の花の頃)」의 5 편이다.
장혁주는『문학안내』의「특집」기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의의와 포부를 적고 있다.
나는 우리 조선 문학이 최근 현저히 문학 레벨이 향상되었으면서도, 여러 가지
객관 정세에 의해 불우한 처지를 견디고 있는 것을 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문학안내사와 기획해 조선작가 특집을 내게 된 주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것으로
조선 문학의 우수성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날 것을, 나는 몰래
마음속으로 염원해 마지 않는다.14
또한,「특집」이 꾸려진 같은 호에 장혁주는 평론「현대조선작가의 소묘」를 실어,
「특집」에 실린 조선 작가와 작품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장혁주의 평론에서는
일본문단이 이전에도 조선문학의 소개는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대부분 소개문이나
단편

정도로,

잡지『문학안내』의「특집」처럼,

「전면적인,

일시에

많은

작품을

소개」한 적은 없다라고 그 의의를 적고 있다. 계속해서, 장혁주는 작가・작품의 선별에
대해서는“대체로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작가로 선별했으며 (중략), 조선 문단에 있어
개척자라고 말 할 수 있는 대가 여러분 제씨와 현대의 모든 경향의 작가의 작품을 한
권으로 모아 읽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조선문학 번역집의 기획도 계획 중이다. 이것이
실현 되는 날에는 더욱더 많은 작가와 작품이 소개될 것은 물론”15일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실제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된「특집」의 작품들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우선, 노동자출신 작가・이북명의「벌거숭이 부락」은 장혁주에 의하면, 작가 스스로
일본어로

창작했다고

적고

있으나

16

,

이

작품은「暗夜行路」라는

타이틀로『신동아』1936 년 9 월호에 조선어로 발표한 것을 일본어로 고쳐 쓴 형식으로
게재된 것으로 추측된다. 개고의 과정에서, 조선어의 초출과 시기 설정, 그리고
주인공이 일본 경찰에 검거되는 이유 등, 몇 가지의 상이점을 보인다.
다음으로, 장혁주의 평론에서 조선문학의 레벨을 세계적으로 끌어 올린 걸작으로
소개 된 유진오의「김강사와 Ｔ교수」는, 『신동아』1935 년 1 월호에 조선어로 발표한
「조선현대작가특집」에 대해서는,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豊)『植民地期朝鮮 の 作家 と 日本』（앞의
책）에서 선구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14 장혁주,「文案十二月号予告―朝鮮作家について」,『文学案内』2권11호, 1936.11, 135쪽.
15 장혁주,「現代朝鮮作家の素描」,『文学案内』3권2호, 1937.2, 84쪽.
16 장혁주,「現代朝鮮作家の素描」위의 글,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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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작가 스스로 일본어로 번역해서 게재하고 있다 17 . 번역하는 과정에서 작가
자신에 의해 대폭적으로 개작된다.
그리고, 장혁주의 1935 년 평론「조선문단의 현상 보고」 18 에서, 조선문학의 발전을
촉구하는 작가로서 기대된 이효석의 작품「메밀꽃 필 무렵」은, 현재 한국에서도
한국현대단편소설의

대표작의

하나로서

평가

받고

있는

작품이다.

「작자

19

자역(自訳)」 인 이 작품의 초출은『조광』1936 년 10 월호이나, 일본어로 번역 되는
과정에서 다른 작가와 비교해 유일하게 시선을 끄는 대목이나 내용의 상이점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한편, 이 작품은 그 뒤 『모던일본』(조선판, 1939.11)에 다시 수록된다.
이어서,
1936

년

강경애의「장산곶」은,『오사카
4

월부터

6

월에

걸쳐

마이니치(大阪毎日)신문 ・ 조선판』에서

특집「조선여류

작가집」이

기획되어,

그

가운데「장산곶」은 6 월 6 일부터 10 일까지 게재된 작품이다.
일본어 번역에 관해서 장혁주는「번역자는 분명하지 않다」 20 라고 밝히고 있는데.
한편,

현재의

작품인지,

연구

조선어

진행

속에서도

원작이

있는지,

강경애의「장산곶」은
여전히

분명하지

애초
않다.

일본어로
한편,

쓰여진
아오야기

유코는「장산곶」은 처음부터 일본어로 발표된 강경애의 유일한 작품이라 단정 짓고
있다. 21 그러나, 그 후에 오무라 마스오씨는「장산곶」은 “현재까지도 조선어 원문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번역자도 불명확 하다”라고 하듯이, 원문은 조선어임을 상정하고
언급되어 있다.22
아오야기는「장산곶」처럼 양국 민중의 우정이 형상화된 작품은 지극히 드문 것이라
평가하면서,『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의 초출 판과『문학안내』판 사이에는 20 군데
이상 원고를 고쳐 쓴 흔적이 확인되며, 이는 장혁주의 손에 의해 고쳐졌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많은 개고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으로서, 아오야기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사선(死線)을 넘나드는 시무라”(『오사카마이니치 신문』판, 1936.6.10)라는
표현을“사선을 넘나드는 늠름한 군복 모습의 시무라”(『문학안내』판, 65 쪽, 밑줄
삽입)로 고쳐 쓴 부분을 들고 있다. 아오야기는“늠름한 군복 모습의”시무라라는 한
구절이 삽입됨에 따라 소설의 분위기가 변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하면서,

이

시기

장혁주는『문학안내』등

프롤레타리아

조선의“진보적인”작가에

현상보고」,「조선현대작가특집」등을

기획하고

문학계의

잡지에서

주목해,「조선문단의
있던

그가

구태여“늠름한

모습”이라는 가필을 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17
18
19
20
21
22

장혁주,「現代朝鮮作家の素描」위의 글, 86쪽.
장혁주,「朝鮮文壇の現状報告」,『文学案内』1권4호, 1935.10.
장혁주외 편저,『朝鮮文学選集Ⅰ』,赤塚書房, 1940, 109쪽.
장혁주,「現代朝鮮作家の素描」앞의 글, 5쪽.
아오야기 유코(青柳優子),『韓国女性文学研究Ⅰ』,御茶の水書房, 1997, 205-224쪽.
강경애 작・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역,『人間問題』 朝鮮近代文学選集2, 平凡社, 2006, 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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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야기는 가필의 근거로서, 이 시기 장혁주는 일본문단 데뷔 때의“선명했던
민족주의로부터

이탈을

명확”히

보이며“그러한

장혁주의

손에

의해

소개된『문학안내』의「장산곶」”이라면, “가필・삭제”는 그가 진행한 것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는“수정한 의도가 명백하다” 23 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아오야기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임전혜 24 의 논고를 따르는 추측에 지나지 않고, 장혁주가 강경애의
원고를 고쳤다는 근거로서는, 정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끝으로,

월북한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

프롤레타리아

문학자 ・ 한설야의「하얀

개간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하얀 개간지」는 한국의 김재용씨에 의해
1990

년,

잡지『문학안내』로부터

발굴해,

최초로

한국에

소개되었다.

25

이후

김재용씨의 선행연구는 정설로 굳어져, 뒤를 잇는 연구자도 초출 등 작품의 내용을
그대로 채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6
그러나, 조선어 원문 문제를 포함해서, 김재용씨가 단정짓고 있는 조선어 집필이
먼저이며, 그 후 일본어로 압축해서 번역했다라는 논의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듯
여겨진다.
김재용씨에 의하면, 한설야의「하얀 개간지」는 「산촌」(『조광』1938 년 11 월)을
중심에

두고,

여기에「홍수」

「부역」(『조선문학』속간,1937

27

년

(『조선문학』속간,1936
6

월)을

압축시켜

년

덧보태어,

5

월호)와

일본어로

쓴

28

작품이라고 하는데 , 그 후, 이 고찰은 정설이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잡지『문학안내』의「특집」이

1937

년

2

월에

발행되었다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소박한 의문으로서, 1937 년 2 월 이후에
조선에서 발표된「부역」과 「산촌」이, 어떠한 이유로 조선어로 먼저 집필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 까. 물론, 김재용씨가 말한 바와 같이, 먼저 집필하고도 몇 년 후에
게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역시 재고의 여지는 있는 듯 보인다.
오히려, 「하얀 개간지」는 한설야의 또 하나의 새로운‘일본어’작품으로, 조선어
작품「홍수」의 한 부분을 차용해, 일본어로「하얀 개간지」를 집필 한 뒤, 이후
일부를 조선어로 다시 번역해서 두 개의 작품「부역」과「산촌」을 발표해, 이른바
탁류 3 부작을 완성시켰다고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을까. 무엇보다도, 당시
아오야기 유코(青柳優子),『韓国女性文学研究Ⅰ』앞의 책, 210쪽.
임전혜,『日本における朝鮮人の文学の歴史』,法政大学出版局, 1994, 202-209쪽.
25 김재용,「미발표작 발굴 ・ 解題 1930년대 후반 사실주의 소설의 자기 모색과「하얀 개간지」의
의미」,『韓國文學』, 1990.1, 310-315쪽.
26
송하춘
편저,『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
1917-1950』,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에비하라
유타카(海老原豊)는「일제강점기 한국작가의 일어 작품 재고-『文学案内』지「朝鮮現代作家特輯』을
중심으로」（『현대소설연구』40호, 韓国現代小説学会, 2009）에서 만주사변과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
작가와의 관련성을 고찰하는 가운데「조선현대작가특집」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27「홍수」의 초출은 많은 필명을 가지고 있는 한설야가「韓炯宗」이라는 필명으로 신춘문예에 응모해
입선한 작품으로『동아일보』（1928.1.2-6）에 전 5회에 걸쳐 게재된 단편이다. 동아일보에
사용된「韓炯宗」이라는 필명에 대해서는, 호테이 토시히로 선생님의 교시를 받았음을 밝혀 둔다.
28 김재용,「미발표작 발굴・解題 1930년대 후반 사실주의 소설의 자기 모색과「하얀 개간지」의 의미」,
앞의 글, 310쪽.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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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특집」의 기획을 추진한 장혁주의 목소리“［한설야-필자］씨는 본 잡지에 보내기
위해, 일본어로 쓴「하얀 개간지」를 창작하게 되었다” 29 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잡지『문학안내』의「특집」에

게재된

작가와

작품은,

현재에도

여전히

한국문학사에서 대표적으로 간주되는 작가와 작품이 나란히 갖추어진 형태로 기획되어,
식민지 조선에서의 발표 시기와 거의 동시기에 일본어로 번역・소개되었다. 이 기획은
장혁주의 평론「조선문단의 현상보고」 30 에서 조선의 신인, 중견으로 기대되어 소개된
작가의

작품이

모아

진

것으로,

조선

지식인의

장혁주

비판,

즉,

조선문단을

왜곡시켰다는 그 비판은, 당시, 이른바 조선의 부르주아 문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프로문학 진영, 그리고 카프 활동에 동조하는 동반자 작가 이효석과 유진오 등을
일본문단에서 높이 평가하고, 그 대립 축에 자리 잡고 있던 부르주아 문학자를 그에
비해 낮게 평가한 것에도 기원(起源)한다.
1931 년 9 월 만주사변 발발 이후, 1930 년대 중반에 걸쳐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자에 대한 탄압은 한층 강도를 높여가고, 이는 조선의 문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더욱이 제 3 차 조선교육령이 1938 년 8 월에 공표되는, 제국일본의
총동원 체재에 이르는 이 시기는, 한국문학사 가운데 하나의 전환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특히 1935 년의 카프 해산은 한국 문학사 속에 하나의 큰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의 진보적인 작가들은 마침 동시기인 1935 년에 탄압받는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재건을

위해

창간된

일본문단의

진보적

잡지『문학안내』가,‘장혁주’라는 매개를 통해서 작품 발표의 장(場)이 마련된 것은
아닌가.
또한, 식민지 조선의 문학자들은 조선의 엄격한 검열보다 얼마간 느슨한 것을 틈타,
작품에 새겨진 메시지를 드러내 발신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가령, 김재용씨가 조선어
작품보다 “더욱더 반일적이고 계급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한설야의 「하얀
개간지」는,

조선어

작품에서“조합”이라는

표현으로

통일된

것이

일본어

작품에서는“쟁의”(55 쪽) “T 농조총검거”(36 쪽) “T 농조재건사건”(55 쪽)등, 구체적으로
그 대상과 표현을 짜 넣고 있다. 또한, 조선의“동척(東拓)”자본과 조선 총독부가
내걸던“심전개업(사상선도)

자력갱생,

농사개량”(41

쪽)의

허상,

일본인

교장“고바야시”의 비열한 협상, 막연한“규범교장”표창이 명확하게“총독부 표창”임을
가리키고, 소작권이 조선인 지주로부터 이주 일본인 지주로 이동되는 과정을 명확히
드러내 보이는 한편,“농조”에 의한 농민의 단결도 덧붙여져 있다.
한편, 이북명의「暗夜行路」에서는,“되지못한 사회주의”(377 쪽)자인 주인공・삼덕이
일본경찰에 붙잡힌 이유는“배달부 친목회사건”(377 쪽)에 의한 것이나, 『문학안내』의
29
30

장혁주,「現代朝鮮作家の素描」앞의 글, 87쪽.
장혁주,「朝鮮文壇の現状報告」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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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숭이 부락」에서는“K 읍「신문배달부동맹」조직 준비 중에 검거”되었다고 명시
된다. 그리고, 유진오의「김강사와 Ｔ교수」에서는 소극적인 주인공 ・ 김강사의 성격이
일본인 동료를 향해 분노를 폭발하는 등 대담한 성격으로 변화하는 한편, 식민지 현실
또한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식민지 문학자가 지니는 창작의 고뇌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표현의
차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식민지조선 문단보다는 다소 자유로운 표현이 허용되는
일본의 미디어『문학안내』는, 그러한 시도의 장(場)을 마련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뒷받침 했다고 할 수 있다.
기시 야마지가 적고 있듯이“장혁주군의 적잖은 호의에 의해 태어났다고 말해도
좋을”

31

「조선현대작가특집」은, 조선의 동시대 작품을 일본에 번역 ・ 소개하고,

식민지조선의 작가들을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한 것으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잡지『문학안내』가“이들 작가들은 모두 현대조선문단을 짊어 진 신진, 중견의
수재로, 반드시 모든 이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이러한 특집을
기획한 우리 편집부가 항상 조선, 대만, 중국 문단의 소개에, 솔선해서 미력을 다해 온
진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 것 이다.”

32

라고 그 의의를 표명하듯이, 식민지

작가들에게 작품 발표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이는 곧
식민지의 현실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이어 진다.
그러나,

잡지『문학안내』는

이

특집을 계기로“올해 안으로 다시 한번

제 2

33

조선작가호를 펴내고 싶고, 중국작가호도 기획하고 싶다” 라고 그 포부를 밝히지만, 두
달 뒤인 1937 년 4 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으로 내몰린다.
4 나오며
잡지『문학안내』가 내세운 식민지문학자와의“특별한 연대심”그리고 일본에 대만,
조선, 중국문단의 소개, 그 작품의“일본문단으로의 이식”과 “상호 교섭”이라는 이념은,
잡지가 폐간 된 뒤에도 계속된다. 그 후『문학안내』에서 함께 편집고문으로 활동한
장혁주(희곡)와 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知義, 연출)는「춘향전」을 기획하고 상연했으며,
또한, 잡지『문학안내』와 희곡「춘향전」상연에 관계한 장혁주, 무라야마 도모요시,
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 유진오의 공동편집으로“전면적인 조선문학 번역집 기획” 34
이었던『조선문학선집』전 3 권(아카츠카쇼보(赤塚書房), 1940 년)의 간행으로 이어진다.

31
32
33
34

기시 야마지(貴司山治),「編輯室レポ」,『文学案内』3권2호, 1937.2, 192쪽.
편집국,「朝鮮作家特輯号の発行について」,『文学案内』2권12호, 1936.12, 159쪽.
기시 야마지(貴司山治),「編輯室レポ」앞의 글, 192쪽.
장혁주,「現代朝鮮作家の素描」앞의 글,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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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泳鎭의 日本語 글쓰기와 民族主義
- 吳泳鎭의 小說 <眞相>과 시나리오 <한네의 昇天> 李相雨 (高麗大學)

1. 雜誌『城大文學』과 小說 <眞相>
吳泳鎭은 ‘民俗儀禮 三部作’이라고 불리는 시나리오 <裵뱅이굿>(1942), <孟進士宅
慶事>(1943), <한네의 昇天>(1972)을 썼다. 이 시나리오들은 吳泳鎭 자신의 代表作일
뿐만 아니라 韓國的 正體性(identity)을 대변하는 劇作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는 韓國을 대표하는 劇作家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그는 民族主義 思想을
지닌 극작가로도 유명하다. 해방기, 그리고 1950~60 년대에 걸쳐 나타난 적극적인
反共, 反日 民族主義 사상과 활동은 오영진이 민족주의 성향의 작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그러나 그가 소설가로 문학의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쓴 소설들이
모두 일본어 작품이었다는 사실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물론 오영진이 일제
말기에

『國民文學』에

발표한

시나리오

<裵뱅이굿>(1942.8)과

<孟進士宅

慶事>(1943.4)도 모두 일본어로 창작되었으나 이는 일본어 사용이 강제된 일제 말기에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전에 쓴 소설들은 조선어로 창작이 가능했던 1930 년대
중반에 모두 일본어로 창작되었기에 注目을 要한다.
공식 지면에 발표된 오영진의 處女作品은 1934 년 京城帝國大學 豫科 同人誌
『淸凉』18 호에 수록된 단편소설 <婆さん>(1934.7)이다. 『淸凉』에는 당시 趙容萬,
高晶玉, 具玆均 등 다수의 조선인 학생들의 작품이 실린 것이 확인된다. 오영진은
경성제대 豫科 시절부터 문학창작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創作熱은 경성제대 本科 재학 시절에도 꾸준히 이어져서 1936 년에 문학 동인지
『城大文學』에 모두 4 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하였다. 2 호(1936.2)에 <眞相>을 비롯해
3 호(1936.5)에 <友 の 死後>, 4 호(1936.7)에 < か が み >, 그리고 5 호(1936.10)에
미완성작 <丘 の上 の生活者> 등 1 년간 4 편의 소설을 연달아 발표하는 왕성한 창작
활동을 보여주었다.
『성대문학』은 경성제대의 일본인 문학 지망생들이 만든 문학 동인지였다. 이시키
고(一色豪)가 동인지의 編輯 겸 發行人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그 밖의 동인으로는
미야자키 세이타로(宮崎淸太郞), 와타나베 마나부(渡部學), 다나카 마사미(田中正美),
이즈미 세이치(泉靖一), 모리다 시로(森田四郞), 吳泳鎭, 李碩崑 등이 있었다. 오영진은
2 호(1936.2)에 <眞相>을 발표함으로써 동인에 가담하게 된다. 『성대문학』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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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를 보면, 새로운 동인으로 참가하게 된 오영진의 역작을 얻게 되어서 기쁘며,
이석곤도 동인이 되어서 “今後 半島學生 兩君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오영진은
일본인 학생들이 만든 문학 동인지에 보기 드물게 조선인으로서 참여하여 일본어로
소설을 썼던 것이다.
오영진이 『성대문학』에 발표한 4 편의 소설 중에 특히 <진상>은 주목을 요하는
작품이다. 그것은 이 작품이 훗날 발표되는 시나리오 <한네의 승천>의 창작 원천이
되는 작품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한네의 승천>은 오영진의 ‘민속의례 3 부작’의
완결판으로서 오영진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의 하나로 손꼽힌다.
그런데, 일본어 사용이 강제되지 않았던 시기에 일본어 문학 동인지에 日文으로 창작된
소설 <진상>이 민족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작품이자 韓國 劇文學의 正典으로 인식되는
<한네의 승천>을 낳게 한 원작이라는 이 모순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이
글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2. 吳泳鎭의 <眞相>과 金史良, 그리고 二重語 글쓰기
일본어 소설 <진상>(1936)은 1930 년대 식민지 조선의 농촌 현실의 한 단면을
사실감 있게 반영한 작품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哲洙는 지독한 술꾼(大酒飮 み )이자
난봉꾼( な ら ず も の )으로 마을에서 유명한 小作人이다. 이로 인해 그는 본처 金氏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는 관계이다. 김씨가 철수와 싸우고 나서 가출하여 며칠째
돌아오지 않던 어느 날 철수는 시내 거리에서 구걸하는 젊고 예쁜 여인 徐氏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된다. 性情이 거친 김씨와 달리 ‘仙女’와 같이 아름다운
심성과 용모를 지닌 서씨와 함께 살면서 철수의 방종한 생활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게 된다. 飮酒와 난봉질을 그만 두고 착실한 농사꾼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젊고 예쁜 새 아내 서씨를 얻은 행복감으로 인해 철수는 술을 끊고 착실히 일하면서
돈을 벌 궁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철수에게 새 아내가 생기게 되자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은연중 철수를 질투하게 된다. 특히 지주이자 마을의 自力更生會 회장인
成三의 질투는 매우 집요한 것이었다. 한편, 면사무소 書記인 富基는 성삼을 매우
싫어해서 은근히 철수를 도와주려 하는데, 그것은 성삼이 行實이 좋지 않은 인물이면서
마치 자신이 도덕적인 사람인척 위선적 행동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성삼의 위선적 태도를 알지 못하며, 財力과 淸廉함, 道德心,
學識을 지녔다고 알려진 自力更生會 會長 성삼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다. 面書記 부기만
홀로

그의

위선을

꿰뚫어

보고

있다.

그러나

地主

성삼이

철수를

불러내

마을('模範村')의 ‘體面’을 생각해서 서씨와 헤어지고 본처 김씨와 재결합하라는 강요에
대해 小作人 철수는 저항할 수 없는 처지이다. 성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작을
떼일지도 모르며 마을 공동체로부터 외면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철수는
결국 서씨와 헤어지고 만다. 서씨와 헤어진 뒤 철수는 실의에 빠져 다시 술꾼이자
난봉꾼인 예전의 생활방식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얼마 못가서 철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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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다가 또 다시 집을 나가고 마는데, 그녀가 성삼의 집을 자주 드나드는 것이 부기에
의해 목격된다. 결국 서씨를 빼돌린 것을 비롯해 김씨를 뒤에서 움직인 것이 모두
성삼의 계략이었음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의 根源的 慾望과 嫉妬의 문제를 다룬 통속적인
작품처럼 보인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볼 때, 이 소설은 일제 식민지 농촌정책(특히
農村自力更生運動)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는 데 초점이 놓여있는 작품이다. 술꾼이자
난봉꾼인 소작인 철수가 아리따운 乞人 여성(‘仙女’)을 만나 착실한 농사꾼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것, 즉 스스로 更生하고자 하는 것을 자력갱생운동회 회장인 성삼과
그 회원들의 질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한 타락 농민의 자발적인 갱생 기회를
자력갱생회가 좌절시키고 만다는 웃지 못 할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의 핵심 의도이다.
이

소설에서

묘파한

자력갱생운동의

아이러니에

대한

풍자는

1933

년부터

조선총독부가 추진하던 농촌진흥운동의 주요 사업인 이른바 ‘農家更生計劃’의 虛構性을
통렬하게 폭로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1930 년대 농촌진흥운동은 1932 년부터
1940 년까지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일종의 官製農民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29 년경에 불어 닥친 세계 경제공황의 직접적 피해계층인 농민들이 소작쟁의,
농민조합운동 등 생존을 위한 저항운동을 뜨겁게 전개하자 농민 계층의 불만을
해소하고

농촌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1

자력갱생운동의 본질이 식민지 농촌사회의 근본적인 발전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민심이반을 제어하기 위해 지주, 재력가 등 농촌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한
농촌의 자율적 통제조직을 만드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었다.
1930 년대 중반 식민지 조선 농촌사회의 基幹組織을 이루던 자력갱생회가 개별
농민의 욕망을 억압하는 ‘眞相’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이 소설을 식민지 관립대학의
학생 신분인 오영진이 대담하게 제국대학의 문학 동인지에 발표할 수 있었던 점은
오영진 개인의 예리한 통찰력도 있었지만, 이 무렵에 농촌진흥운동의 반시대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기 시작한 사회적 분위기도 작용했다. 심지어 京城公立農業學校의
노무라(野村) 校長과 같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까지 농촌 갱생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는 상황이었다.2
<眞相>이 보여준 문학적 특징은 여러 가지 점에서 金史良의 일본어 소설들과의
親緣性을 잘 보여준다. 특히 그의 <덤불 헤치기(草深し)>(1940)를 보면 이러한 현상이
잘 나타난다. <덤불 헤치기>는 郡守인 叔父의 일본어 연설을 통해 강조되는 총독부의
色衣勸獎政策이 지닌 虛構性, 농촌의 처참한 빈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火田民 對策의
비현실성을 의학도 박인식의 시선을 통해 심도 있고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 그런데
1
2

지수걸, 「일제의 군국주의 파시즘과 ‘조선농촌진흥운동’」, 『역사비평』47 호, 1999 년 여름호, 16-19 면.
지수걸, 「1932~1935 년간의 조선농촌진흥운동」, 『한국사연구』46 호, 1984. 1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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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色衣獎勵政策에 대한 戱畵化이다. 이 정책 또한
식민지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초창기 진흥운동은
色衣獎勵, 禁酒斷煙과 같은 生活改善運動이 주류를 이루었다. 3 전통적인 흰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色衣를 억지로 강권하는 희극적 상황을 김사량은 일본어 연설이라는
우스꽝스런 연극적 상황을 동원하여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덤불 헤치기>의
심층적 의도 역시 오영진의 <진상>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농촌정책의 실패와 모순을
폭로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풀을 헤친다(草深し)’나 ‘眞相을 밝힌다’는 뉴앙스의
작품 제목은 감추어진 진실을 파헤치거나 밝힌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이들이 소설을
통해 밝히고 싶은 것은 총독부 농촌정책의 ‘眞相’이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오영진과 김사량,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매우 많다. 평양 출신, 기독교
명문가 출신, 제국대학 출신, 일본어 창작, 민족주의적 성향 등이 두 사람이 共有하는
共通點이다. 첫째, 평양에서 출생했고, 平壤高普를 다녔다는 사실. 1928 년에 평양고보에
입학한 김사량은 同盟休學事件의
渡日하였다.

4

주모자로 몰려

1931

년에

퇴학 처분을

받고

반면, 오영진은 1928 년 養正高普에 입학한 뒤 1930 년에 평양고보로

전학했으므로 두 사람이 함께 평양고보를 다녔던 기간은 대략 1 년 남짓하다. 둘째,
평양 기독교 명문가의 자제였다는 사실. 특히 西北 지역의 기독교는 재력 있는
토착세력, 商工人, 민족주의자들과 결합하여 강력한 민족주의적 기독교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5 오영진의 부친은 島山 安昌浩, 古堂 曺晩植, 朱基徹 목사 등과 함께 활동한
西北地方의 명망 있는 기독교 계열 민족운동가 吳胤善 장로이다. 오영진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오영진의 자택 사랑방은 도산 안창호, 고당 조만식 등이 드나들며
민족운동의 현안을 논의하는 집합소였다고 한다.6 한편, 김사량의 모친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평양의 유명 음식점과 백화점을 운영한 재력가였다. 김사량의 妻家 역시
기독교 가문으로서 평양의 고무공장을 경영한 성공한 상공업자 계층이었다. 셋째,
帝國大學 出身의 엘리트 文人이라는 점. 김사량은 東京帝大 獨文學科를, 오영진은
京城帝大 朝鮮語文學科를 다녔으며, 재학 중에 각각 문학지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어

소설을

창작하였다.

김사량은

동경제대의

일본인

친구들과

문학

동인지

『堤防』를 발행하고, 소설 <土城廊>(1936) 등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어
소설을

창작하였다.

반면,

오영진은

소설

<진상>(1936)을

발표하면서

경성제대

『城大文學』의 동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일본어 글쓰기(literacy)에 능숙한 제국대학
출신의 엘리트 문인으로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의식세계가 있었으리라. 넷째, 두 사람
모두 창작과 삶을 통해 民族主義的 性向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실제 삶에 있어서도
민족주의자의 길을 걸었다. 김사량은 일제 말기에 중국에서 延安 地區로 탈출하여
3
4
5
6

지수걸(1999), 앞의 글, 20 면.
이정숙, 「김사량과 평양의 문학적 거리」, 『국어국문학』145 호, 2007. 239 면.
서정민, 「평안도 지역 기독교사의 개관」, 『한국 기독교와 역사』3 호, 1994. 23-24 면.
오영진, 『하나의 증언』, 중앙문화사, 1952. 8-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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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義勇軍에

가담하였다.

7

오영진은

부친

오윤선과

조만식의

민족주의운동에

협조하였다.
실제로 오영진과 김사량 사이에는 구체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오영진의 회고를 참고해보면 다음과 같다.8
東京에는 아직 東大 학생인 金史良이 유력한 동인잡지에 소설을 쓰고 있었고,
安英一이 新協劇團에서 조연출을 보았고, 黃憲永이 二科展에 출품하고, 文學準,
任東赫이 음악으로 날렸고, 朱永涉이 學生藝術座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유주의자이며,

사회주의자이며,

민족주의자로

자처하고

있었다.

그들은

활동사진을 공부하겠다고 찾아온 식민지대학 출신의 문학자를 정답게 맞아들였다.
(……)
학자가

되려고

朝鮮文學을

공부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술가가

되려고

영화공부를 한 것은 아니다. 성급한 나로서는 소설로는 내가 의도하는 바를 급속한
시일 안에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문학을 史良에게 맡기고
영화를

선택했던

것이다.

글재주에

있어

史良에게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9

않았다.

오영진이 경성제대를 졸업하고 영화 공부를 위해 동경으로 건너간 것은 1938 년
9 월이었다. 그는 東京發聲에서 영화 수업을 받으면서 김사량, 안영일, 임동혁, 주영섭
등을 만나 교유했다. 동경에서 김사량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열거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작용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제국대학 출신의 두 엘리트
문학인 사이에는 아마도 서로에 대한 존중심과 경쟁심 같은 것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영진이 소설을 접고 영화의 길을 선택하면서도
“문학을

史良에게

맡기고

영화를

선택했던

것이다.

글재주에

있어

史良에게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진술이 필요했던 것이다.
오영진과 김사량,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는 이 두 명의 식민지 엘리트 지식인이
일본어로 문학작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이러한 현상은 1930 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아의 普遍語’로 부상한 일본어의 지위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김사량은
식민지 조선 민중이 처한 현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일본어로 작품을 쓰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일본어는 조선의 식민지 엘리트가 세계적 보편성으로
통하기 위해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媒介體, 다시 말해 ‘世界文學으로의 入口’였던
것이다.10 당시 조선은 학교,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 일본어를 ‘公用語’로 사용하고, 그
안우식, 심원섭 역, 『김사량 평전』, 문학과지성사, 2000. 23-24 면.
오영진, 「한 점의 검은 구름이」, 『사상계』, 1962.4. 268-275 면.
9 오영진, 위의 글, 270-272 면.
10 황호덕, 「김사량의 <빛 속으로>, 일본어로 쓴다는 것」, 『내일을 여는 역사』, 2008 년 여름호.
144 면.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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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사적 영역에서 조선어를 ‘自然語’로 사용하는 二重言語의 使用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언어 현실에 처해있었다.11
이러한 언어 상황에서 세계적 보편을 향해 문학적 재현욕구를 표현하려는 식민지
엘리트에게 일본어 창작은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제국대학
출신의 식민지 엘리트들에게는 일본어로 창작하는 것은 별다른 난관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동양의 국제어에 능통한 제국대학 출신의 문화적 우월함을 뽐내는 방법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의식의 근저에는 제국대학 특유의 敎養主義 意識, 즉 지방어가 아닌
제국의 언어로 자유롭게 읽고 쓰는 것을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제국대학의 식민지 학생(지식인)에게는 은연중 현실에서의 차별을 특권적
교양주의를 통해 상상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12
물론 이러한 문화적 우월의식, 특권적 교양주의 속에서나마 그들은 민족주의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현상은

작품의

내용,

주제에서

뿐만

아니라

언어

형식에서도 드러난다. 가령,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를 비틀어 사용하면서 嘲弄하고
戱化하는 專有(appropriation)의 현상이 김사량, 오영진의 작품에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상>의 경우에는 이름이나 의성어를 표현할 때 音聲記號를 통해 조선어의 음을
표현하려고 했다. 가령, 이름 ‘서씨(徐氏)’는 '徐氏 Səsi’로, 의성어 ‘허허’는 이와 유사한
일본어 의성어를 사용하지 않고 ‘həhə'와 같이 조선어 의성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
치마나 갈보와 같이 조선적 정서가 배어있는 단어는 일본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치마’를 ‘ チ マ の 裾’, ‘갈보’를 ‘ ガ ル ボ ’와 같이 조선어 단어를 가타가나로 그대로
노출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3. <진상>과 <한네의 승천>의 관계
오영진의 초기 작품 <진상>(1936)과 晩年 작품 <한네의 승천>(1972) 사이에는 발표
시점으로만 보았을 때 무려 36 년간의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은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다. <진상>이 오영진 작품세계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한네의 승천>의 원작이 되기 때문이다. 오영진은 일제 말기에 소설
<진상>을 시나리오로 개작하여 <선녀의 새서방>이라는 제목으로 『國民文學』에
발표하기로 되었으나 國策文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재가 거부되는
바람에 실리지 못했다. 현재 <선녀의 새서방>이라는 시나리오는 전하지 않고 있어서
1936 년작 <진상>을 토대로 시나리오 개작과정을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
작품이 시나리오의 형태로 초고가 창작된 것이 1940 년대 초반이라고 본다면 오영진이
죽기 2 년 전인 1972 년에 발표될 때까지 30 년이라는 오랜 숙고의 기간이 놓여있다.
오영진은 해방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한 반공, 반일 민족주의의 길을 걸었고,
11

12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의 시선에서 본 이중어 글쓰기 공간에서의 글쓰기 유형론」, 『작가세계』,
2004 년 겨울호. 355-365 면.
윤대석, 「경성제대의 교양주의와 일본어」,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42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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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작품에 그러한 정치적 성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서북 출신의 기독교계가
편집진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던

『思想界』의

筆陣이었던

그는

1965

년

韓日國交正常化를 추진하는 朴正熙 政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민족주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시절부터 죽기 전까지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일기를 썼다고 한다.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년에 쓴
극작품에는

반일

민족주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노골화

되어

있다.

특히 희곡

<아빠빠를 입었어요>(1970), <모자이크 게임>(1970), <東天紅>(1973) 등을 보면
일본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심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아빠빠를 입었어요>에서는
일본인

부인과

결혼한

재일교포

김상훈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려하자 부인 기요꼬가 일본인 情夫와 공모하여 남편을 살해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동천홍>은 金玉均의 甲申政變 실패 원인을 일본의 조선 침략 야욕에서 찾고
있다. 그러다보니 金玉均, 朴泳孝 등과 같은 갑신정변의 주역보다 政變을 이용하여
조선

침략을

도모하려는

다케소에(竹添)

일본

공사,

시마무라(島村)

서기관,

무라카미(村上) 중대장 등 일본 정부의 음모에 작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품에
나타난 일본에 대한 증오심이 보여주듯이, 만년에 오영진의 일본에 대한 적대적
강박관념은 극도에 이르게 된다.
그는 1960 년대 후반 명동의 한 찻집에서 갑자기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다.”며 문을
박차고 뛰어나간 일화가 있었다고 한다. 어느 대담에서 부인 김주경은 오영진이 때때로
일본이 금방 쳐들어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14 결국 그는
정신분열증으로

東大門

梨大附屬病院

精神科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에

이른다.

反日主義가 심화될수록 그는 더욱 더 日本語, 日本映畵, 日本飮食 등 日本的 趣向에
빠져있는 자기 삶에 대한 罪意識과 自己侮蔑, 自己否定에 깊이 시달리게 되었고
精神分裂症에 빠지게 되었다.15
<한네의 승천>(1972)은 輪廻의 思想과 恨의 情緖, 그리고 마을굿, 假面劇 등과 같은
傳統 演戱的 技法들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民族主義的
性向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시기의 다른 작품들에 나타난 反日
民族主義 성향의 理念 過剩 傾向과는 매우 구별되는 것이다. 첫째, 다른 작품들이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日本의 新植民主義를 경계하면서 산출된 당대적 산물인데 비해
<한네의 승천>은 1930 년대의 <진상>에 기원을 두고 1940 년대의 시나리오 <선녀의
새서방>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숙고된 작품이다. 둘째, 1970 년대 초부터 일기 시작한
傳統의 現代的 再創造라는 연극계의 흐름에 맞춰 한국의 민족정체성을 담은 <한네의
승천>(1972)을 쓰게 된 것이라는 점이다.
<한네의 승천>은 그 원작이 되는 소설 <진상>을 계승하면서 일층 발전시킨
13

14
15

오영진의 일기는 해방 직후부터 사망 직전까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내용의 일부는 현재
김윤미의 박사논문 「오영진 극문학에 나타난 ‘민족’ 표상 연구」(연세대, 2010)에 인용되고 있다.
유민영, 「정치에 희생된 인텔리 극작가」, 『오영진』, 연극과 인간, 2010. 19 면.
김윤미, 「오영진 극문학에 나타난 ‘민족’ 표상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10. 105-10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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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다. 오영진은 <진상>에 나타난 일제의 식민지 농촌정책 비판이라는 내용적
민족주의를

소거하고

그

대신에

韓國人의

民族原型

心性과

佛敎的

輪廻思想,

民俗儀禮의 構造(마을굿)과 傳統演戱의 표현형식(假面劇, 男寺黨牌놀이) 등 한국적
정체성의 표현방식에 중점을 두는 樣式的 次元의 民族主義를 추구하는 전략을 선택을
하였다.
仙女洞의 술꾼이자 난봉꾼인 만명은 仙女못에 투신하려던 한네를 구해서 같이 살게
됨으로써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려고 한다. 사당패 부모로부터 돈에 팔려 전전하다가
娼女로 전락한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려던 한네도 만명과 더불어 살면서 비로소
삶에 애착을 갖게 된다. 만명은 한네가 자살한 자신의 어머니와 닮았기에 더더욱
그녀에 대해 애착을 가진다. 그런 이유에서 그는 한네에게 어머니가 남긴 치마를 준다.
仙女 같은 여인을 얻은 만명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은연중 비난과 질시의 대상이 된다.
마을굿(洞祭)이 벌어지는 기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외지인을 마을에 들이는 것이
不淨한 것이라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술꾼, 난봉꾼으로 소문난 만명을 짝사랑하는 쇠돌이네가 만명이 금기를 어기고
外地人 한네를 마을로 끌어들여 같이 사는 것을 里長 부부에게 일러바치게 된다.
마을의 금기를 어긴 만명의 행동, 더군다나 '술집 계집'을 마을로 끌어들인 행동은
마을공동체의 비난을 얻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한네의 승천>이 소설
<진상>의 기본적 갈등구조를 차용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술꾼, 난봉꾼인 만명이
'선녀'같은 여인을 얻어 개과천선하여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데 마을
사람들의 질투와 비난에 가로막혀 곤란함을 겪게 되는 갈등구도는 <진상>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여기서 만명은 <진상>의 철수에, 한네는 <진상>의 '선녀' 같은 여자
서씨에, 그리고 쇠돌이네는 <진상>의 본처 김씨에 해당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里長은 <진상>의 성삼에 비견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굿을 수행하는 걸립(乞粒)패들의 요구에 의해 한네가 만명 어머니가 남긴 한
벌밖에 없는 치마를 내주게 되자 만명은 어쩔 수 없이 마을굿이 행해지는 동안 마을을
벗어날 수 없는 금기를 어기고 한네의 치마를 장만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 장터로 간다.
장터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노름에 손을 댄 만명은 한네를 위해 장만한 옷감을
뺏으려는 여인을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만다. 마을굿 기간에 외지인을 들이고 임의로
마을을 벗어나는 금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도박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죄악까지
저지르면서 상황은 극한에 이르게 된다. 만명이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몸을 피하는
사이에 상황은 더 악화된다. 만명의 實父이자 마을굿의 祭主인 필주가 만명 어머니의
치마를 입고 燒紙를 하기 위해 나타난 한네를 보고 20 년 전에 자기가 능욕했던 만명
어머니로 착각하여 한네를 겁탈하게 되는 것이다. 20 년 전에 만명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필주에게 겁탈당한 한네는 삶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고 선녀못에
올라가 투신자살하고 만다. 뒤따라 온 만명도 한네를 따라 자살하게 된다.
<진상>에서 '선녀' 서씨를 둘러싼 철수와 성삼의 갈등은 <한네의 승천>에서 ‘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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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를 사이에 두고 만명과 필주의 愛慾 갈등으로 변주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명의 적대자가 앞서 등장한 이장이 아닌 만명의 實父이자 마을굿 祭主인 필주가
된다는 사실이다. 만명과 필주의 갈등구조는 <진상>과 같은 현실주의적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빚어진 原初的 宿命의 悲劇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네의 승천>이 <진상>으로부터 일층 발전된 양상을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 놓여 있다.
4. 맺음말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강제점령에 시달렸던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는 자연스레 일본어로 쓰고 발표된 이른바 '外地 日本語文學'이 양산되었고,
이를 두고 한국, 중국, 대만 등에서는 '親日문학', 또는 '漢奸문학', '淪陷區문학'이라는
시비와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외지 일본어문학'을 단순하게 민족을
배신한 문학행위로 재단하기보다는 1930-40 년대 일본 점령 하의 동아시아 대제국에서
발생한 초민족적(trans national) 문화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이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다. 먼저, 1930 년대 일본어소설 <진상>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시대 일본어에 능숙한 엘리트 문인들에
의해

창작된

일본어문학이

지닌

兩價性,

즉

상대적으로

일제의

검열이

허술한

일본어창작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비판하고자 한 민족주의적 욕망을 표출한 측면,
그리고 일본어 글쓰기를 통해 피식민지의 차별을 극복하고 제국의 문단 중심, 세계적
보편성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제국 주체로의 욕망이 병존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진상>에서 <한네의 승천>으로 나아가면서 오영진의 민족주의는 분명 진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민족의 삶에 나타난 질곡을 사회적 구조와 제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에서 벗어나 이를 인간의 보편적 욕망과 한민족의 근원적 정서(恨), 동양적 윤회의
세계관이라는 내면적 민족정체성을 마을굿, 탈춤, 남사당놀이 등 전통 민속연희양식 등
외형적 민족정체성과 결부시켜 심오하게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한층 깊이 있는 내적
성숙을 획득하고 있다. <한네의 승천>이 같은 시기 오영진의 다른 작품들이 겪는
이념과잉의 분열양상에 비해 민족적 정체성을 보다 완숙하게 표현해낼 수 있었던 것은
36 년

전

<진상>의 창작 체험이 그의 의식

자연스럽게 결실을 맺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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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세계에서 오랫동안 무르익어

함세덕의 <무의도기행> 재고 － <漁船天佑丸>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김모란(와세다대)

１．들어가며
한국 근현대극의 역사 속에서 함세덕은 특이한 존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식민지
조선의 근대 연극이, 대체로 일본유학을 경험한 문학도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함세덕이 극작가로 입문하게 된 배경, 즉 상업학교 출신으로는 드물게
일한서방이라는 서점에 취직하였고, 이를 계기로 김소운에게 유치진을 소개받아 극작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의 경력이 우선 그러하다. 함세덕은, 당대 조선의 작가들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극작가로 정식 등단한 이후인 1942 년에야 일본 유학의 길에
올랐는데, 이는 처녀작 <산허구리>（『조선문학』1936 년 9 월）을 발표하고 나서
6 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함세덕의 특이성은, 결코 그가 다른 작가들에 비해 외국문학과의
접점이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해랑의 회고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서점에 근무하면서 섭렵한 희곡은 서구의 고전극과 현대극, 일본의 가부키와 같은
전통극 등 그 폭이 매우 넓었고, “입센이며 오닐에 애란극까지 읽고 얘길 하는” 그에게
대학 예술과에 다니던 이해랑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였다. 1 함세덕의 이러한
외국극작에 대한 관심이 그 자신의 창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리가 없고, 이는
1980 년대말 이후 해금조치와 함께 본격화 된 함세덕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밝혀진
바이다.
일찌기 유민영은, 함세덕의 희곡의 상당수가 외국작품의 모작이며, 그가 모방의
천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2 장혜전은 유민영의 이러한 주장이 구체적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 지적하고, 함세덕 작품에 나타난 외국작품의 수용과
변용의 진폭을 면밀하고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했다. 3 한편, 이희환은 이전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희곡 <벽공>을 소개하였는데, 이것 또한 O. 헨리의 <마지막 잎새>와
유사한 작품이었다. 그 때문에 이희환은, 함세덕에게서 발견되는 서구 문학의 영향을
아일랜드에
1

2

3

국한시켜

생각해

온

기존의

연구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이해랑,『허상의
진실』새문사,
1991,
pp.
283-4.
서연호,「함세덕과
일본연극」한국극
예술학회편『함세덕』(연극과인간, 2010) pp. 201-2 에서 재인용.
유민영,『한국현대희곡사』(홍성사, 1982) pp. 301-26; pp. 333-38. 장혜전,「함세덕의 희곡에 나타난
외국작품의 영향문제」한국극예술학회편『함세덕』p. 83 에서 재인용
장혜전, 위의 글, pp.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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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4
본 발표에서는, 이상과 같이 연구가 진행되어 온 함세덕과 외국작품과의 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함세덕의

대표작

<무의도기행>과

네덜란드의

극작가

하이에르만스(Herman

Heijer-mans)의 <어선 천우환(Op Hoop Van Zegen)>에 대한 것이다. <무의도기행>은
이제까지, <산허구리>와 더불어 아일랜드의 극작가 J.M. 싱(J.M. Synge)의 영향이
현저한 극작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본 발표에서는 <무의도기행>이 오히려 <어선
천우환>을 기초로 쓰여진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밝히고, 그와 더불어 함세덕의
극작을 둘러싼 외국작품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어선천우환>, <무의도기행>의 ‘원작’으로서의 가능성
1) 1990 년대 <무의도기행>의 ‘초연’과 한 원로배우의 주목받지 못한 언급
①<무의도기행>의 상연기록
・1998 년, 인천시립극단 공연
・1999 년, 국립극단 공연(베세토 연극제 출품작 선정)
*학생극을 공연사에 포함시킨다면, 초연은 1948 년 광주 조대예술학회 제 1 차공연으로
거슬러 올라감, 이 공연에 대해서는 이태준(‘예술평론가’)이 『동광신문』(7 월 15 일)에
관극평을 남김.
②<무의도기행>과 <천우환>의 유사성에 대한 언급
「특별기획프로그램：문화예술 20 세기 정리와 21 세기 전망 ①연극, 원로에게
듣는다－김동원」5
이혜경:

최근

국립극단이

함세덕의

「무의도기행」을

공연했는데

격세지감을

느끼지는 않으세요?
김동원: 시대가 그만큼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 프롤로그는
공연히 붙였다고
어색하더군요.
작품에서
4

5

생각합니다.

함세덕하고는

따오는걸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서툰 일본말로 하는
잘

알았는데

「무의도기행」도

이희환,「새 자료로 본 함세덕의 가계와 문학−−희곡<벽공>과
로」한국극예술학회편『함세덕』 p. 394
http://www.arko.or.kr/zine/artspaper99_08/38.htm(최종열람: 2015 년 5 월 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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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무척

함세덕은

다른

이번에
해방기

보니까 내가
자료를

중심으

일본에서 본 「天優丸」（인용자주:「天佑丸」의 오기）이란 번역극 냄새가
많이 나더군요. 또 함세덕의 「낙화암」에는 얼굴이 이뻐서 그렇다고 인두로
지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일본의 오꾸도또 사사키라는 대중소설에서
차용한 것 같습니다.
2) <어선천우환>과 <무의도기행>
①일본 신극계와 <천우환>
・ 네덜란드의 대표적 극작가 하이에르만스(1864-1924)의 Op Hoop Van Zegen
（직역하면 “천우를 바라며”라는 뜻으로 배의 이름）을 메이지기 말에 오사나이
가오루(小山内薫)가 <덴유마루（天佑丸）>라 명명한 바 있고, 이후 일본에서는 이
제목으로 통칭되며 신극 관계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작품6.
・일본어 번역은 구보 사카에(久保栄)가 독일어역을 기반으로 영역을 참고하여 중역한
것7, <어선천우환>으로 『세계희곡전집 벨기에・화란 근대극편』(1928)에 수록.
・일본에서의 상연 기록(1950 년대까지)8
극단
신츠키지극단
오사카협동극단

제목
범선 천우환
천우환

공연시기
1934.4.10-22
1936.3.26-28

신협극단

천우환

1936.5.15-26

공연장소
츠키지소극장
오사카 분라쿠좌
&고베 야치요좌
츠키지소극장

전위극단
극단 민예

범선 천우환
어선 천우환

1947.1.?
1957.6.19-7.7

중국 다롄(大連)
배우좌극장

참고사항

연출:구보
사카에,
장치:이토 키사쿠
무대감독: 안영일
장치:이토 키사쿠

②<무의도기행>과의 유사성
1
막:
쿠니에
르체의
집 거실

6

7
8

<어선천우환>(전 4 막)
・지난
달에
군대에서
쫓겨온
A 바렌트는 어머니 B 쿠니에르체와
사촌 요오에게도 겁쟁이라 비웃음을
받고 있음
・일상적인 뱃사람의 죽음, 그리고
12 년전 아버지와 두 형을 바다에서
잃은 바렌트 가족의 비극
・바렌트를 천우환에 승선시키려는

1
막:
10 월
상순,
공씨의
집

<무의도기행>(전 2 막)
・뭍에서 일하다가 일년 만에 다시
무의도로 끌려오는 A 천명
・어머니 B 공씨의 동생 C 공주학은
자신의 배에 조카 천명을 태우려
하고, 이에 반대하며 천명을 딸
E 희녀와 결혼시켜 의사로 키우려는
D 구주부와 대립
・조선어업의 상황과 근대화에의

北条元一「解説 2：久保栄の自然主義評価をめぐって−−「漁船天佑丸」を中心に」
『久保栄全集 9』
（三一
書房、1962）p. 440
内山鶉「解題」
『久保栄全集 9』pp. 421-2
이 표는 위의 内山鶉의「解題」p. 423-5 에 정리되어 있는 상연기록을 기초로 하여,
인터넷상(chinokigi.blog.so-net.ne.jp/2013-11-26-4, 최종열람: 2015 년 5 월 24 일) 에서 발견한 전위극단의
상연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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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막:
한
달
후,
쿠니에
르체의
생일

3
막:
출항 한
달
반
후,
악천후
의 저녁

4
막:
출항
62 일후
,
보스의
사무실

C 보스와 12 년전 비극을 떠올리며
거부하는 바렌트
・바렌트의 또 다른 형 게에르트는
해군에서의
반항죄로
복역한
후
집으로 돌아와 상관폭행의 내막과
해군, 감옥에서의 비인간적 생활을
폭로
・천우환의 출항을 한 시간 앞둔
시점, 게에르트와 바렌트도 승선에
서명한 상황
・목수 D 지몬이 술주정하는 중에
천우환의 늑재가 썩은 것을 발설
・보스와 게에르트 간의 계급적 대립
격화
・지몬에게 배의 결함에 대해 듣고
도망온 바렌트와 이를 믿지 않는
어머니
・경관에게 끌려가는 바렌트
・천우환의 결함을 발설하는 지몬의
딸 E 크레멘체이네
・악천후와
의사의
이동에
관한
에피소드
・여자들이 각각 바다에서 죽어 간
남자들의 이야기를 펼침
・악천후에 불안해 하는 여자들,
요오는 게에르트의 아기를 임신중
・지몬이 사무실에 나타나 자신의
경고를 듣지 않은 보스를 비난
・천우환의 일부와 바렌트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전보
・오열하는
쿠니에르체,
그녀에게
보스 가족은 다시 집안일을 부탁.
・유족 부조를 위한 모금의 신문
광고로 마무리

대응 방안에 대한 대화
・두 형이 바다에서 죽은 천명
가족의 전력, 배를 태우려는 어른들
(아버지 낙경, 공씨, 공주학)과 저항
끝에 마지못해 수긍하는 천명

2
막:
다음
날,
공주학
의 생일

・공주학의 생일에 모인 어부들의
대화로 일본 어선과의 경쟁에서
실패한 낙경의 불운이 밝혀짐
・구주부가 성서방에게 들은 배의
결함을 공씨에게 폭로하지만 이를
확인하려는 공씨에게 공주학은 화를
내며 부인
・공씨 부부의 설득에도 본인이
직접 배 밑창을 확인했다며 승선을
거부하는 천명
・칼을 들고 부엌으로 숨었으나
결국 끌려 가는 천명
・후일담 형식으로 파선과 천명의
죽음이 전해짐

・플롯의 유사성：바다를 두려워하며 승선을 거부하는 아들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이 아들을 배에 태우려는 어머니, 선주와의 갈등
・그 외에도, 산모와 아기의 죽음, 생선을 손질할 때의 고생담 등 공통되는 삽화의
존재가 인정됨.
③외적조건에서 본 가능성
・함세덕의 외국희곡과의 접점은 주로 독서에 의한 것. 특히 이해랑을 부끄럽게 한 그
다양성은 당시 일본에서 출판된 희곡전집류가 담보한 다양성에 근거한다고 유추 가능.
・ 함세덕이 아래와 같은 전집류를 통해 외국희곡에 접했다고 한다면 <어선천우환>을
읽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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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30 년대 일본에서 간행된 외국희곡전집류
전집명
근대극대계

규모
전 16 권

고전극대계

전 19 권

세계희곡전집

전 40 권,
별책:세계
희곡사

근대극전집

전 43 권,
별책:무대
사진첩
전 38 권

세계문학전집 1
기

시기
192324
192427
192730

간행주체
근대극대계
간행회
근대사

아일랜드연극 관련
9 권:영및애란편

하이에르만스 관련

세계희곡전
집간행회

9 권:애란극집

192730

제일서방

25 권:애란토 1,
26 권:애란토 2

36 권:벨기에・화란
근대극집에 <천우
환>,<조일상회>
수록
13 권:독일편에 <영
원한 유태인> 수록

192730

신조사

33 권:영국및애란희
곡집

36 권:근대희곡집에
<유태인마을> 수록

3. 함세덕 극작에 있어서의 ‘원작’의 문제
1) <무의도기행>과 <어선천우환>의 관계
2) 함세덕 극작에 있어서의 차용, 번안, 개작
4. ‘원작’의 이동이 갖는 의미
1) <바다로 가는 기사들>(Riders to the Sea)에서 <무의도기행>으로의 변용이 갖는
의미
2) <어선천우환>에서 <무의도기행>으로의 변용이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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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말기 정인섭의 세계여행기
차혜영（한얃대）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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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관을 통해 식민지 다시 보기:
근대한국문학연구와 검열연구의 접점에서
최경희 (University of Chicago)

1. 분석대상으로서의 검열관
문학이라는 제도의 기본 구성요소들을 꼽으라하면, 보통의 경우 텍스트/작품, 저자,
독자, 언어, 출판매체, 시장 등의 누구나에게 익숙한 범주들을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된다. 이 발표에서는 여간해서는 문학제도의 구성요소로서 간주되지 않는 검열관에
촛점을 두고자 한다. 일본제국의
전반기

조선에서

신문지법

‘출판경찰’이라는 공식적 정체성을 가지고, 20세기

(1907년

제정)과

출판법

(1909년

제정)에

의거하여

조선인발행 출판물을 출판 전에 검열하던 정부관리들이 발표의 주 관심대상이다.
검열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이전에,

검열이라는

분석틀

자체를

문학제도의

구성요소들과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출판전 원고검열이 합법적 출판과정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이전까지의 문학에 대한 기본인식에 일정한
정도의 의심, 불확실성, 불확정성이 생기기 마련이다. 검열되어 삭제된

텍스트,

불허가된
저항하면서도

출판물로서의
어쩔수

문학작품,

없이

자기검열을

검열을

의식해서

수행하는

작가,

쓰여진

텍스트,

검열에

작가와

유사하게

하지만

작가보다 더 자기검열을 추진하는 편집자와 발행자, 지속되는 검열 아래서 창조적
잠재력이 수그러든 혹은 표현의 내구력이 더 단단해진 언어, 검열난으로 자본난과
필자난이 더 깊어지는 출판계 사정, 이러한 외적 내적 여건 속에서 검열의 복합적인
작동에 익숙해져가는 독자, 등등, 검열과 관련하여 기존의 문학연구범주들만을 함께
고려하여도 쉽사리 결론을 보기 어려운 질문거리가 속속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되어있다.
이렇듯 검열이라는 출판의 통과의례가 문학연구계에 던져주는 생각거리가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출판경찰요원에게 문학이란 그들의 경찰활동의 주대상으로서 담론의 한
종류일 뿐이었을 터인데, 구태여 검열관까지 문학연구의 지평으로 들여와야할 필요는
무엇인가? 연구의 출발점을 문학 안에 두지 않고 검열관에 둔다는 것은 어떠한
연구결과 및 파생효과를 염두에 둔 것인가? 이 연구는 경찰로서의 검열관의 특성을
주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판경찰이라는 추상적 제도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검열관들이

연구의

주목대상이지만,

이

발표의

촛점은

그들의

공식업무내용으로서의 검열이 아니라, 검열관이 되기 이전, 혹은 검열관이 된 이후
그들 각각이 일본제국 특히 조선식민지에서 살아낸 삶의 내용과 방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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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그러하듯, 검열관 또한 검열관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검열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열관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어떠한 제도적 요건이
특정개인들을 검열관으로 만들어낸 것일까? 식민지 당국이 이들을 검열관으로 임용한
데에는 각각의 개인들의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그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한 것일까?
식민지 검열관들은 식민지적 통치성이 수행되는 과정에 출판경찰로서 복무했던
인물들이기에,

식민지의

지식

문제의식을 끌고 나가는데,

체제와

운용이라는

주제에서

식민지성에

대한

새로운 분석지평을 열어줄 수 있다. 이 발표문에서는 초기

합방전 검열시기, 문화정치기, 1930년대 전반 등 세 단계의 검열시기를 촛점으로 하여
각각의 시기에 식민지 검열사에 있어 주요한 궤적을 남긴 검열관들을 각각 한 사람씩
선별하여 식민지 검열관들의 식민지 세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발표에서 다루어질 세사람은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전후해서 병합전까지 조선인
발행신문들의
문화정치의

검열을

전담하였던

나카무라

실시이래

신문지법에

의해

겐타로오

발행되는

中村健太郎,

출판물을

거의

3.1.운동이후
전담하다시피

담당하였고 도서과 신설이래 도서과의 유일한 사무관/통역관으로 장수했던 니시무라
신타로오

西村眞太郎,

마지막으로

경성제대

조수를

하다가

1930년대

전반기

도서과에서 임용됨으로써 최고의 지성인급 검열관으로 발탁된 김지연 金志淵 이다.
지금까지의 검열연구에서 검열관이 검열관으로서 행한 업무와 의미가, 재조 식민지
공인으서

활동과

연계되어

고찰된

경우

거의

없다.

식민지

검열연구의

지평을

확산해보려는 이 연구작업에서는, 검열의 과정이나 결과에 방점을 두지 않고, 검열관
개인에 촛점을 둔다.
2. 식민지 조선의 검열관의 특수성
관련자료가 미비하여 정확한 수를 알 수는 없으나, 신문, 잡지, 일반간행물/단행본,
도화, 활동사진, 레코드 등 다양한 검열 대상 중에서, 문학작품의 생산을 매개하는
출판물들 특히 정기간행물과 보통출판물들을 검열하는 요원들. 특히 조선문 신문을
검열한 검열관들은 예상외로 적다. 일제 강점기 전체에 걸쳐 조선인 신문을 검열한
사람들은 총 5인 미만이라 추정된다. 신문학 및 본격적인 근대문학의 효시들을
비롯하여 장편소설 형식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거의 신문의 연재소설의 형식을 거쳐
추후에 단행본으로 발행되었다. 이러한 출판관행을 고려해보면, 한국근대문학 중 특히
장편소설 분야는 조선인발행 신문검열을 담당하였던 소수의 검열관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인 발행 신문들의 검열이 소수의 검열관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특기해야할 것은 일제 지배 전시기에 걸쳐 조선인
발행 신문의 검열은 일본인 검열관에 의해서만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검열업무에는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이

섞여있게

마련인데,

검열관으로서의 공통성과 각 집단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일반적으로 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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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관리를 받는 위계질서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위계질서는 검열의 최종심급의
기준이

검열관의

연륜이

되는

것에서도

연유하는

바가

있다.

초기에는

조선인

검열관임용이 저조하다가 1930년에 들어서야 조선문 출판물들의 증가와 함께 조선인
검열관의 임용에도 다각적인 고려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첫째, 지위가 속 (전임)이든 촉탁이든, 검열계 중 특히 조선문계에 속한 식민지
경찰들은

조선어, 일본어의 이중언어수행자들로서, 일본인은 조선어에서, 조선인은

일본어에서, 식민지 관리 중

상대적 우위의 언어수행의 자질과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그 중 특히 일본인들은 재조일본인 중에서 조선문을 가장 거침없이 읽어낼 수 있고
가장 유창하게 조선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물군에 속했다.
둘째, 출판을 통해 전파되는 공적 담론의 생성과 배포를 관리하며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결정하고 비합법적인 것을 억제하는 업무를 이행하는
이들은 검열관은 식민지 관료 중에서 조선어, 조선문, 조선인들과 가장 빈번한 접촉을
하는

직책을

가진만큼

언어능력

외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일본제국과

식민지의

지배이념을 철두철미하게 내면화한 인물들이어야했다. 그들이 관리하는 정보의 중요성,
이념적 공동기반 확보,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의 중요성 등 으로 인하여, 검열관들은
매우 공고한 신원보증과 인적관계망 속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세째,

탁월한

이중

언어수행능력을

지닌

일본인

검열관들은

식민지

통치성의

영역에서 출판경찰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인 발행의 조선어 출판물의 검열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문지법에 의거해서만 출판이 가능한 소재인“정치와
시사”에 관한 담론을 전담하였다. 이것은 처음 일본인들의 검열을 실시된 러일전쟁
직후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조선인이

발행한

조선어

신문들의

검열은

일본인

검열관이 전담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인 검열관의 이중언어능력은 곧 번역과
통역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직책은 공식적으로 통역생-통역관으로 분류되었다.
일제

식민지기구에서

통역생-통역관의

존재는

필수필가결한

것으로,

검열관은

공식적으로 검열관이라고 불리지 않고 식민기구 내에서의 직책 종류와 계급에 다라,
속과 촉탁, 통역생과 통역관으로 통하였다.
네째, 조선어 구사능력이 탁월한 일본인 검열관은 검열업무 뿐만 아니라, 학무국과
경무국의 업무의 경계를 넘나들며 철자법 교정사업부터 비제도권 교육사업, 전쟁문학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식민지지배의 일상의 공식적 표면에서“일선융화” 나 “내선일체”와
같은 식민지 이데올로기를 체화하여 재현하는 다양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무엇이 저자인가”(1969)라는 글에서 미셀 푸코는 각각의 글의 종류마다 다른
정도와

형식으로

발휘되고

역사적

“저자-기능”(author-function)이라는

사회적
개념을

개별인물로서의
제시한다.

“저자”와

푸코에

따르면,

구별되는
유럽에

종교개혁시기에 출판문화가 발기할 즈음 카톨릭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저작들을
솎아내어 처벌할 수 있는 법제적 기제로서 발생된 “저자”라는 개념은, 담론적 기능을
나타내는 “저자-기능”과 구분을 해서 보아야 개념이다. 식민지적 특성들이 수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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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되고

있다고

마련해보기

위해,

간주되는
이

식민지

연구는

검열관들의

“검열관-기능,”

활동에

대한

분석적

통로들을

“번역인-기능,”“관리인-기능”이라는

개념을 푸코의 “저자-기능”과 섞어서 사용한다.
발행자와 출판인을 저자보다 더 중요한 법적 책임인으로 등재시긴 식민지 조선에서,
한국근대문학 출판계의“저자”들은 새로이 일본을 통해 서구에서 수입된 문학이라는
제도 속에서 문학인 개인 혹은 집단으로서 거의 모두 그 형성기 습작기를 겪어내고
있었다. 이 형성기의“저자”들은 역시 동시에 형성기를 겪고 있던 근대적 제도로서의
신문, 잡지, 출판사, 학계, 여타 공적 세계와 관련을 맺으면서 처음엔 “번역인-기능”을
통해, 그리고 점차적으로 “저자-기능”을 획득하고 발휘해 간다.

그런“저자-기능”

수행과 함께, 창작한 작품의 출판을 위해 “검열관-기능”또한 내면화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작가들이 검열의 내면화를 수행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요원들이 바로

검열관들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검열관들이
영역에“검열관-기능”만
마찬가지로

발휘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관민 복합체의 “관”의

“민”의

“저자-기능”및“번역인-기능”혹은

영역에서

조선어

조선의

신문과

작가들과
출판계에

대한“관리인-기능”(편집 나아가 경영)을 행사해왔다 사실이다.
3. 핵심 검열관들의 지적 계보
식민지 시기 조선인발행 출판물 검열에 투입되었던 경찰요원의 검열관으로서의
자격과 검열업무외 공적활동과 사회적 인맥에 대한 계보학적 접근을 통해서, 날로
공고해져가던 일본 식민주의체제의 이념적 지적 지형도를 그려볼 수 있다. 나카무라,
니시무라, 김지연은 형성기 및 성숙기 에 들어선 일제 식민지 국가기구에 소속되어,
역시 형성기에 진입하여 성숙해가던
허가하고

관리하고

나카무라는

통제하고

구마모토현의

조선의 근대문학 작품들의 생산과 유통을

유지시킨

근거하여

식민지

결속된

출판경찰내

일본제국

최일선

요원들이다.

팽창주의자들의

교육

및

저너리즘의 관계망 속에서, 니시무라는 동경외국어대학을 중심으로한 언어교육망과
언어학적
그리고

동화주의의
김지연은

형성기획속에서

기수이던

경성제대

식민지

가나자와

쇼자부로의

조선어,문학과

지식인으로서의

공적

출판물을 검열 (영화 및 여타 매체 제외)하였던

다카하시
기반을

아카데미즘의
도루의

관제

형성해나갔다.

영향권하에서,
조선문학의
조선인

발행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의 교육적 지적

계보는 식민지지배에 복무하고 유용한 사상의 산출과 분포라는 목적수행의 특성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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씌어진 것과 말해진 것 – 異重 언어 글쓰기에 나타난 통역, 대화, 고유명
신지영

1. 씌어진 언어와 말해진 언어, 그 사이의 터진 봉합.
1940 년대 초반 ‘이중언어’ 작품을 다수 수록하고 있는 잡지 『国民文学』은/는
“국민문학”라고 불렸을까, “고쿠민분가쿠”라고 불렸을까, 아니면 “꾸오민웬슈에”라고
불렸을까. 아니면 말소리가 아닌 씌어진 한자로 여겨졌을까? 이런 의문은 식민지기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참여한 좌담회의 발언, 소설 속 대화, 고유명, 호칭 등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할 때 더욱 증폭된다. 예를 들어 한자문화권에서는 “金史良”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일본식 호칭인 “기무시료”와 조선식 호칭 “김사량”을 처음에 밝혀 두면, 그
뒤부터는 그저 한자 “金史良”을 보이면 된다. 굳이 읽는 방식을 설정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로 번역할 때에는 한문 “金史良”을 쓸 수 없다. 매번 어떻게
읽혔을지 번역해야 한다. 이처럼 이름, 잡지명, 책명, 지명과 같은 고유명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을 때,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어느 언어로 발음해야 할지 혼동이 일어난다.
특히

식민지기

여러

다민족

좌담회에서는

그것이

일본어로

이뤄지고

일본어로

기록되었다고 할지라도, 테마나 대화상대, 상황에 따라 읽는 방식은 변화무쌍하게 바뀔
수 있었다. 즉 식민지기 이중언어 상황에서 ‘일본어’로 씌어진 텍스트 및 해방기 여러
언어의 혼종 속에서 ‘한국어’로 씌어진 텍스트는, 씌어진 언어와 말해진 언어 사이가
아무런 간극 없이 매끈히 봉합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말해진 언어와 씌어진
언어의 봉합(혹은 씌어진 언어에 의한 말해진 언어의 봉합), 이 사이에는 뭔가 감춰진
장면들이 있다. 한자가 ‘씌어진 언어’의 베이스인 동아시아에서는 이 봉합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대화적 텍스트(좌담•연설•대회의 기록, 소설 속 대화•연설•통역•호명
등)에는 씌어진 것과 말해진 것을 꿰매 놓은 봉합이 터져버린 순간들이 그 흔적을
드러낸다.
『三千里』의

일본어

지면은

식민지

말기부터

늘어나

1940년

10월부터는

「國語版特輯」이 정기적으로 일본어로 실린다. 이처럼 조선어에서 일본어의 변용이 한
잡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과정이나 통번역의 흔적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朝鮮 諸問題의 回想記, 總督府 前高官 座談會」 1 는 조선어로
씌어져 있고 통번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는 재조 일본인이다.
당시 재조 일본인 사회가 조선인 사회와 완전히 분리되어 일본어를 사용했음을 상기해
1

「朝鮮 諸問題의 回想記, 總督府 前高官 座談會」, 『삼천리』, 1938.1,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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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좌담회에서 ‘말해진 언어’는 일본어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여덟 단체 간부는
말한다」 2 는 일본어로 씌어져 있지만, 좌담회 참여자는 조선 8개 관변단체 간부들로
모두 조선인들이다. 일본어 상용화가 추진되던 당대 상황을 고려하면, 이 좌담회는
일본어로 이뤄졌을 것이다. 그러나 좌담회의 부기에는 “國語(일본어를 의미:필자)
速記에 익숙하지 않은 탓으로 몹시 서투른 글모양이 되었습니다. 문책은 기자에게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라고 씌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말했던 일본어도
그것을 받아 적은 일본어도 네이티브처럼 매끄럽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어로 ‘씌어진’
이 텍스트를 읽다 보면, 실제 대화에서는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로 말하지 않았을까
싶은 미묘한 부분들 있다. 적어도 일본어로 말한 뒤 확인차 조선어를 거듭말했을 것
같은 부분들 말이다.
씌어진

텍스트와

말해진

텍스트의

언어가

달랐을

것으로

예측되는

텍스트는

해방기에도 나타난다. 해방 후 ‘씌어진 언어’는 ‘일본어’에서 ‘한글’로 변화되는데,
‘한글’로 씌어진 텍스트에서도 일본어, 중국어, 한자, 영어의 흔적이 남아있다. 씌어진
언어와 말해진 언어 사이의 균열을 살펴보면, 민족간, 계급간, 상황별 차이, 언어적
차이(문자와 음성, 문어와 구어, 침묵과 발화, 명사 부사 호칭 등) 그리고 시대변화 등
보다 다층적인 권력관계를 배경으로 한 이중언어 상황이 나타난다. 즉 식민지 시기 및
해방 직후의 ‘이중언어(二重言語)’적 상황은 일본어와 조선어 사이에서가 아니라 보다
‘異重言語’ 사이에서 봉합과 균열을 거듭하며 일어났다.
2. 하나의 좌담회, 두 개의 기록, 그 사이의 통역
식민지기 말 조선, 타이완, 만주, 중국, 몽고 등 다양한 민족이 참여한 좌담회는 대개
일본어로 씌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어떤 언어로 말해졌는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일본어가 제국언어로 강제될 때 조차도 실제 대화의 순간에는 이상한 일본어, 조
선어, 중국어, 몽골어, 필담형태의 한자가 통번역적 상황을 연출하며 다층적으로 나타났
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 1차 대동아 문학자 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만몽화 대표들은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통과해 북으로 가는 도중에 경성에 들린다. 그리고 부산에서 경성
으로 가는 열차에서 “문화열차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 좌담회는 『每日新報』에 1942년 11월 17일부터 19일, 3회에 걸쳐 게재된다.4 또
한 「대동아문학자대회교환좌담회(大東亞文學者代表交驩座談會)」라는 제목으로『綠旗』
1942년 12월호에 실린다. 두 좌담회는 ‘全載’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고 언어, 사회자,
「八團體幹部は語る - 新しき＇文化團體＇の動き」,『三千里-國語版』, 1941.4
「八團體幹部は語る - 新しき＇文化團體＇の動き」,『三千里-國語版』, 1941.4, p.74
4 「滿蒙華 文學者代表座談會1-大東亞의 文藝復興: 感銘기펏든 半島代表의 發言」,『每日新報』, 1942.11.17,
朝3면「滿蒙華 文學者代表座談會2-西洋的인 것을 追放: 大東亞 文學精神을 確立하자」,『每日新報』, 1942.11.18,
朝3면「滿蒙華文學者代表座談會3-八紘一宇의 大精神:大東亞 文學者들의 共通된 指標」,『每日新報』, 1942.11.19,
朝3면.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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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이 달라 마치 독립된 좌담회처럼 보인다. 그러나 좌담회의 내용, 참여자, 일시
등을 보면 11월 14일에 부산에서 경성으로 가는 <아카츠키(あかつき)> 5 열차 이등 침
대칸에서 열린 동일한 좌담회임이 확인된다. 지면상 두 좌담회에 나타난 매체 및 식민
세력간의 권력관계에 대해서는 생략하지만,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매일신보』에는 없
고 『녹기』에만 명시된 “通譯: 小竹武夫”라는 표시다. 조선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한글
로 씌어진 『매일신보』 판본에서도 재조 일본인을 타겟으로 일본어로 씌어진 『녹기』
에서도 ‘통역’의 정황은 지워져 있다. 단지 『녹기』에만 통역자가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통역자 이름이 일본식이라고 해서 일본어와 조선어 사이의 통역이었다고 생각
하면 곤란하다. 통역자인 오타케 타케오(小竹武夫)는 일본의 중국문학연구자로 경성제
국대학을 다녔다.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는 일본어만이 허용되었으며, 아름답고 정확한
일본어는 대회 내내 강조된 슬로건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동아 문학자 대회에도 이 좌
담회에도 일본어를 잘 못하는 吳瑛이나 바이코프가 참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좌담회
에서 통역은 조선어/일본어 혹은 조선어/중국어 사이에서가 아니라, 중국어/일본어 사이
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좌담회의 장소가 조선의 열차이고 조선인들이 많이 참
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선의 구체적인 지명, 인명 등은 조선어로 이야기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이 좌담회는 일본어로 씌어져 있는 텍스트가 실제로 매우 다양한 민족어
와 그 언어들 사이의 통번역을 통해 말해졌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텍스트다. 또한
역으로 씌어진 텍스트에서 일본어의 제국적 위치를 표시해 주기도 한다.
씌어진 언어와 말해진 언어 사이의 감춰진 장면들은, 씌어진 텍스트의 새로운 독해
가능성을 연다. 좌담회가 중국어와 일본어 사이의 통역으로 진행되었다면, 『매일신보』
판본은 먼저 일본어 속기를 한 다음, 한글로 번역한 ‘통번역 한글체’이거나, 혹은 일본
어를 한국어로 동시 통역해서 편집한 ‘통역 한글체’일 것이다. 또한 『매일신보』와 『녹
기』필진들이 각각의 일본어 속기록을 서로 참고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매일신보』 판본이 11월 17~19일까지 실렸고, 『녹기』 판본은 12월호에 게재되었으
므로 『매일신보』가 날짜 상으로는 오리지널처럼 보이지만, 일본어 속기록이 먼저 있었
고 그것을 참고, 번역, 편집하여 실은 것이 『매일신보」 판본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예
측은 두 판본의 문체를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해진다. 『매일신보』 판본의 경우 성별, 국
적, 연령, 언어가 제각각인 참여자들 간의 좌담회였음에도 문체가 안정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반면 『녹기』는 발언자에 따라 반말과 존댓말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노
인인 바이코프가 반말을 쓰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매일신보』 는 잘 편집되어 있고 『녹
기』가 좌담회의 현장성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1940년대 씌어진 대화적 텍스트 속에 말해진 것의 흔적들은 시간적/언어적/
민족적 오리지널이 복잡하게 뒤섞여 “번역/통역”으로 유동하는 다중언어상황을 보여준
다. 또한 언어 제국주의가 ‘씌어진 일본어’, 즉 ‘기록-아카이브’의 형태로 그 권위를 구
축하면서 말하는 언어를 침식하지만, 그 씌어진 일본어-기록-아카이브에는 ‘말해진 것
5

『朝鮮列車時刻表』, 朝鮮總督府 鐵道國編纂, 昭和 13 年 2 月號,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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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나 지워진 것들)’이 무한한 다양한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 씌어진 일본어 ’ 와 ‘ 말해진 조선인들의 언어 ’ … 그 사이의 무한한 물들어감
(gradation).
金史良(김사량, 기무시료)의「풀 속 깊숙이(草深し)」 6 에 나오는 조선인 군수의 ‘색의
장려’ 연설 장면은 피식민자의 일본어가 식민자의 일본어를 (의도치 않게) 조롱한
장면으로 평가된다. 작가는 식민자의 일본어를 모방하려고 해도 불완전한 것이 되어
버리는 조선인 군수가, 스스로를 조선인 민중과 구별 짓기 위해 뻐기듯 이상한
일본어로 연설하는 장면을 그리면서, 군수의 연설에 조선어식 발음으로 토를 달아
두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씌어진 언어와 말해진 언어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어떨까? 그렇게 보면 조선어/일본어, 식민자/피식민자의 관계 뿐 아니라 다양한
계급, 출신, 성격, 성별을 지닌 조선인들 사이의 무한히 다양한 언어가 드러난다.
「풀 속 깊숙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인물은 대부분 조선인이다. 일본인들의 대화는
회상 속에서만 잠시 등장할 뿐이다. 즉 이 소설에서 김사량은 일본어/조선어 사이의
문제만을 초점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인들이 쓰는 언어의 내부, 그 무한히 경계를
넘나들며

물들어가는(gradation)

언어들간의

관계를

초점화한다.

즉

金史良은

조선인들의 언어에 제국의 언어가 어떤 분열을 일으키며 파고드는가, 또한 조선어
자체에는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가를, 거꾸로 ‘일본어’를 활용하고 망가뜨려 폭로한다.
이는 ‘말해진 언어(이상한 일본어, 이상한 조선어, 그 각각의 민족어 내부의 사투리
등)’를 ‘씌어진 일본어’로 번역해 제국 언어의 뒷면을 드러내려는 시도이다.
먼저 군수의 일본어 연설을 보자. 김사량은 한자 위에 토를 달아 이상한 발음을
표현하거나 히라가나의 철자법을 군수의 발음대로 쓰는 등, 군수의 이상한 일본어를
생경하게 직역하고 있다. 밑줄 칠 부분이 이상한 일본어들이다. 문면을 보이기 위해
일본어 그대로 인용한다.
ええと、ちゆまり吾人は白い着物を廃止して、色を染めだ着物を着用（つあく）せねばな
らんのである」と叔夫は胸を張つて泰然と後手をして御自慢の弁舌をふるつてゐる。
「朝鮮
人が貧（ぴん）乏になつたのは白い着物を着用したがらである。経（げえ）済的にも時間
（がん）的にも不経済なのである。即ち白い着物は早ぐ汚れるから金が要り、洗ふのに時
間がががるのである。(풀/38)
이러한 현상은 “조선어의 음운 체계가 일본어의 음운 체계에 간섭하여 영향” 7 을 줘서
金史良「草深し」『文芸』（朝鮮特集号）1940 年 7 月.(번역은 김재용, 곽형덕 편역 <김사량, 작품과
연구 2> 역락, 2009 을 참고로 원문에 근거해 수정했다. 이후 이 소설의 인용은 ‘풀/쪽’으로, 편역본에서
참고한 경우 곽/쪽으로 표시한다.
7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1940 년대 전반기 ‘국민문학’의 논리와 심리」,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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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한 것이지만 그 뿐만은 아니다. 발음의 변형은 주로 한자어를 읽을 때 나타난다.
조선인에게 일본어 속 한자는 보는 즉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발음을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잦다. 조선인들의 일본어 발음은 조선어 발음 뿐 아니라 조선어 속
한자들의 방해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 이 이상한 일본어를 ‘지배적 일본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코풀이 선생의 통역이다. 통역을 경계선처럼 가운데 두고 군수의 말=일본어
vs 산민=조선어 라는 위계가 굳건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의 관계나 언어들은
서로 꼬리를 물 듯 연관되며 변형되어 있다. 산민-코풀이 선생 – 숙부- 인식으로
위계화된 관계에서 각각의 언어는 ‘침묵’ – ‘떨리는 조선어’ – ‘이상한 일본어’ –
‘지식인 조선인의 일본어’이다. 김사량은 조선어와 일본어 사이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이에 위치하는 언어들이 서로 물들어가듯 무한히 뒤섞이고 미묘한 차이로 무한히
구분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둘째로 군수와 그의 조카 인식의 일본어 대화를 보자. 이 장면은 조선인이 쓰는
다양한 일본어의 형태를 부각시킨다. 예를 들어 군수는 인식과의 일상적이고 사적인
대화에서도 일본어를 고집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은밀히 자신의 상관을 욕할 때에는
“조선어”로 말을 바꾼다.
“넌 어째서 도중에 나갔느냐?”
“워낙 무더워야 말이죠” 인식은 몸을 일으키며 짜증난다는 듯 조선어로 투덜거렸다.
“무시아쯔캇타?” 그는 그렇게 내지어로 말을 받고는, “흐음, 그래 대에학생(大學生)이
내 연설하는 모습이 어떻더냐,”하고 생긋 웃고는 대답을 기대하는 얼굴로 닭과 같은
눈을 하고 응시했다.
-중략 - “헤, 어떻더냐, 훌륭하지 않더냔 말이다. 허, 이 녀석 보거라. 내 연설로
치자면 사앙관(上官)들도 인정하고 있단 말이다. 즈윽 나를 웅변가라고 모두가 말하고
다닌다 이 말이다.” 그리고는 갑자기 목을 쑤욱 내밀고 허허허 웃고 나서 이번에는
조선어로 목소리를 죽여 가며 말했다.
“저 여우 같은 낯짝을 하고 있는 내무주임은 말이다. 연설만은 나를 당해낼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단 말이렷다. 아무리 지가 내지인에 상관인 나보다 실권이 있고
수입이 많다 해서 잘난 척을 해도, 연설하는 것을 보면 내가 월등한 점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다. 우하하하.” (풀/41, 곽/73~74)

언어사용이 민족어와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화 상대자나 테마에 따라 한 사람
안에서도 변화무쌍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김사량은 이 모든 대화를 ‘일본어’로 쓰고
있지만, “조선어로 투덜거렸다”, “조선어로 목소리를 죽여 가며” 라든가 “이상하게
격조가 낮은 내지어로(풀/57)” 등 마치 연극 대본의 “지문”처럼 어떤 어조, 어감의
역사비평사, 2006, 166~16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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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인지를 설명해 두고 있다 8 . 이것들은 ‘일본어’로 씌어져 있으나, 같은 조선인이
사용하는 일본어 안에서도 권력관계에 따라 미묘한 발음, 어조, 어감의 차이가
발생함을 드러낸다. 이는 말해진 언어의 무한한 그라데이션을 씌어진 언어로 번역한
것으로, ‘의미’의 번역이 아니라 ‘음성 어조 어감’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조선어를 쓰는 조선인들 사이의 대화를 보자. 인식과 코풀이 선생의 대화는
모두 일본어로 씌어져 있지만 그들은 서로 ‘조선어’로 이야기하고 있다. 김사량은
조선어끼리의 대화의 경우 이상하지 않은 깔끔한 일본어로 썼다. 작가가 조선어에서
일본어로의 번역과정을 이미 완료한 뒤 그 과정을 드러내지 않고 적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인들끼리의 대화에 사용된 일본어란, 이미 ‘조선어로부터의 번역을 내포한
일본어’이다. 그런데 이 번역을 내포한 일본어도, 다시금 그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학생 인식과 코풀이 선생의 대화에서는 표준어 일본어가 사용된다. 반면
코풀이 선생의 처가 코풀이 선생에게 바가지를 긁는 장면에서는 일본어 사투리가
사용된다(풀/46). 이 경우 조선어에서 일본어로, 다시금 일본어의 사투리로 번역하는
겹쳐진 번역과정이 전제된다. 김사량이 이러한 코풀이 선생 처의 넋두리 같은 바가지를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47)”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에 주목하자. 군수에게 이상한 일본어
연설이 있었다면, 코골이 처에게는 사투리 조선어 연설이 있다.
이처럼 식민지 언어의 위계는 일본어/조선어 사이 뿐만 아니라 그 제국주의적
언어구조를 내면화한 일본어 내부에서 또한 조선어 내부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내부의
분열을 솜씨 좋게 이용해 통치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씌어진 것, 기록된 것” 에서는
그 흔적을 지우고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로 통합하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
언어의 작동이었다. 반면 김사량은 ‘말해진 언어’를 “씌어진 언어=일본어”에 깊숙이
번역해서 집어넣음으로써, 일본어도 조선어도 아닌, 그러나 “조선의 현실”을 표현하는
언어사용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현실을 충실하게 쓰고 싶다.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진실한 형상화가 이뤄질지, 나는 실로 두렵다. 힘껏 노력해 볼 따름이다. –중략- 써
가면서 새삼스레 난처한 것은 언어이다. 한번은 문장에서 일본어를 죽여 버릴까하고도
생각해 본다. 모국어를 가나 문자로 생경한 직역으로 옮긴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인가.9

8
9

「朝鮮文化通信」『現地報告』1940．9 중 2 장 “조선문학과 언어문제” 참고. (곽/343 쪽의 번역 참고)
金史良「雑音」『金史良全集Ⅳ』河出書房新社、53 頁。（「雑音」『堤防』1936 年 6 月創刊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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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를 죽여 버릴까라는 말은 매우 인상적이지만 그 보다 더 모국어를 가나문자로
생경하게

직역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에

눈길이

간다.

이때

그가

‘조선어’

대신

‘모국어’라고 하고 ‘일본어’ 대신 ‘가나문자의 생경한 직역’이라고 한 점이 흥미롭다. <풀
속 깊숙이>에서 그는 일상생활에서 조선인들이 쓰는 말 그대로를 가나 문자로
생경하게 직역하고 있다. 또한 그의 에세이 「부락민과 장작더미 성 – 화전지대를
가다(2)」의

“네, 네, 동물과 한가치(‘동일하다’고 하는 내지식 조선어)이지요( も 、 も

、動物 と ハ ン ガ チ （同一 と い ふ 内地式朝鮮語） で す よ )” 10 라는 부분에서는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변형된 조선어 발음을 그대로 노출시킨다.
이처럼 “말해진 상황”을 상상할 수 있도록 번역된 <풀 속 깊숙이>의 모든 연설,
통역, 대화 장면들을 은 ‘씌어진 언어=일본어’가 무한히 다양하게 읽혀지고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국언어/피식민지의 언어, 일본어/조선어, 지식인의 언어/대중의
언어, 표준어/지역어, 소리/침묵 등의 관계 뿐 아니라, 이 이분법적 관계 사이에서,
그리고 그 각각의 언어들 내부에서, 그리고 대화나 발화가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생겨나는 무한한 “물들어감(ぼかしたように, gradation)”(풀/57)을 그 무한히 분열되어
버리는 피식민지 내부의 권력관계와 함께 들려준다. “말해진 조선인들의 언어”가
보여주는 이 무한한 구체성은 ‘씌어진 것=제국언어=지배 언어’에 파고들어 씌어진
일본어를 이상한 소리들로 번역해 내고 있다.
4. 해방공간의 씌어진 것과 말해진 것, 그 사이의 일본어와 한자.
해방이 되자 신문, 잡지, 출판물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1945년에 45개였던 출판사
가 1948년에는 792개로 급격히 늘어났고 잡지와 신문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
런데 흥미롭게도 혹은 이상하게도 이 시기에 출판된 잡지 신문에서 일본어의 흔적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바로 직전까지 일본어가 출판물의 지배적 언어였으며, 대만의 신문
이나 잡지에서 대략 1년여간 일본어가 공존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기이하리만치 빠른
변화다. 그러나 ‘씌어진 언어’가 아니라 ‘말해진 언어’의 변화는 느렸다. ‘말해진 언어’의
혼종성과 한자폐지를 둘러싼 논의를 보면, 해방 전후를 둘러싼 언어의 변화를 일본어에
서 한국어로의 변화라고만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드러난다.
이희승은 해방 후 일년 반 정도 지난 상황에서도 “國語粗雜 現象(10쪽)”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해방 직후보다 심해지고 있다며 남녀노소, 지식인과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
를 각각 예로 든다.
‘곽/159 쪽’번역참고.）
「部落民と薪の城―火田地帯を行く 『金史良全集Ⅳ』河出書房新社, 85 頁 (「部落民と薪の城―火田地帯
を行く（2）
」
『文芸首都』1941.4, ‘곽/229’의 번역 참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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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츠 빠가란 말야. 왜 그렇게 기가 기가나이▩▩ ▩▩▩▩”
“오케. 어차페 모자라긴 일반인데, 제기할. 그럼 이따 만나. 응. 꾿빠이.”
“너 어제 거기 갔땠니? 혼마찌 말야. 그래 그 사람 무러데. 쇼오지한다구? ”
“이야요! 그런 말 다신 말어. 난 참 이야데나라나이요. 혼또니.”11
당시 “언어의 혼돈, 혼란”과 같은 말은 해방 직후부터 언어관련 글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1945년 11월에 이극노는 “過去 日本語의 뿌리가 깊었더니 만큼 速히 淸算

이 안되고 多數한 靑少年層은 文字를 잃어 허메인다.”라고 하면서 한글 강습을 위한 사
범학교 설립, 한글 서적 출판을 촉구한다.12 이희승에 따르면 일본말을 쓰는 사람은 “大
和魂化한 고깃덩이뿐이요 決코 朝鮮 사람은 아니(10)”라며, 일본어 사용을 무자각적으
로 하는 청년들을 비판한다. 해방 직후 한국어 성립을 위한 과정 속에서 일본어 사용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예측할 수 있는 바다. 그런데 일본어 청산 보다 더 치열하게 논의
되었던 것이 ‘한자 폐지’를 둘러싼 논의라는 점은 흥미롭다.
1946

년

1

월

15

일에

발간되어

돌파했던『신천지』창간호에는

가장

장수했고

발행부수

3

만부를

“한자폐지와 횡서쓰기”의 가부를 각계의 유명

인사들에게 묻는 설문이 실린다. 함께 실린 두 개의 설문이 “八月十五日의 感激” 및
“過去日本人의 罪惡”, 그리고 朝鮮獨立은 언제?, 어떠한 形態의 政府를 願하나”였음을
볼 때 한자 폐지가 과거 청산이나 정부 수립과 비견되는 중대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13 반대쪽은 한자가 한국의 전통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탓에 한글로는 온전히
사상과 문화를 표현할 수 없다(임화, 白南雲 등)고 주장했다. 찬성 쪽은 우리의 글자를
써야 한다는 당위론과 한글이 배우기 쉽기 때문에 문화, 지식의 습득에 효과적이라는
실용론을 내세웠다(함상훈, 노천명 등). 중도론은 점진적 실용화를 주장했다. 그 외에도
한자폐지론을 주장하는 글은 계급론적 관점을 띈 글 등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5

14

무수히 많지만 앞서의

흥미로운 것은 한자 폐지론에 일본이 등장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한자를 쓰지 않고 로마자로 일본말 표기를 시작했다며,
어서 한자폐지를 하지 않으면 다시금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16
한자 폐지론이 논의의 중심이 된 한가지 이유는 조선어학회가 9 월 23 일에 해방
이후 첫 사업으로 “한자 폐지회”를 발기하고 11 월 30 일에 창간한 것과 관련된다. 한자
페지회는 첫 사업으로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한자 사용을 폐지할 것을 軍政廳學務局과
李熙昇, ｢國語醇化問題｣, 『백민』3권 1호 (통권 6호, 1947.1), 9쪽
李克魯 ｢朝鮮語學會의 任務｣, 『民衆朝鮮』 (1945.11) 창간호, 44~45쪽
13 ｢설문 - 1. 漢字全廢의 可否와 理由. 2. 國文橫書의 可否와 理由｣ ,『신천지』1946.2(창간호), 30쪽.
14 崔瑨涥, ｢漢字廢止論｣, 『신천지』 1946.2, 63 쪽
15 정인숭, ｢국어 교수에 참고될 몇 가지｣ ,『조선교육』 제 1권 2호 (1947. 6월) 및
韓相哲, ｢바른 말
指導上의 留意點｣ 『조선교육』 제 1권 2호 (1947. 6월) 등
16 최현배, ｢日本서 漢字 안쓰기를 시작하였다｣ , 『조선교육』제 1권 2호 (1947. 6월) , 10쪽, 15쪽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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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審議會에 建議하였고 다시 앞으로도 公文書와 鐵道驛名에서 漢字 追放을 斷行할
것 等으로 넓게 運動을 展開시킬 뜻을 表明”했다. 17 그러나 왜 조선어학회의 첫 사업이
‘일본어 청산’이 아닌 ‘한자폐지회’의 결성이었을까? 한자 폐지에 대한 반대론을 보면,
해방 직후 다중 언어 상황에서 일본어보다도 ‘한자’가 씌어진 문자로서의 한글 속에
뿌리깊게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된다. 한자폐지운동의 진두에 선 崔宗煥을 탐문한
기자는 그의 열정적인 말을 기록한 글 끝에 이렇게 붙인다. “결국 崔宗煥氏의 이야기를
漢字를 석거서 밧게 쓰지 못하는 記者의 無識을 謝過해 둡니다” 18 정인보는 비행기를
날틀이라고 했을 때 그 어감을 전달할 수 없는 것처럼, 한자는 “우리말이 아니라고
해서

除去하기에는

너무

힘들만곰

우리말로

化해

버리고

말엇다”고

한다.

19

『조선교육』1947 년 6 월호는 “국어 국사 특집”으로 교육현장에서 부딪치는 생생한
문제들이 나타난다. 이숭령은 한자페지론과 조선식 언어개조론이 추진되면 신문잡지도
읽지 못하고 수학 등을 배울 때 사전을 동반해야 하는 “人爲的 第二 文盲”들이 생길
것이라고 비판한다20 조윤제는 초중등부에서 한자 교육이 폐지된 것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녀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자도 못 읽게 된다면 어쩔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21
반대론에 나타난 “씌어진 언어”로 뿌리내린 한자의 위치는 인상적이다. 즉 지배 언어가
되어야 할 한글에 위협적인 것은 뿌리깊게 “씌어진 언어”의 기반이 되었던 한자였다.
한국의 언문일치는 근대계몽기에 이미 끝난 논의가 아니라 해방기 이후에도 어쩌면
지금도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일어폐지론과 한자 폐지론을 나열해 보면, 일어 폐지론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말해진 언어’와 관련되고 한자 페지론은 주로 일상과 학술을 막론하고 주로 “씌어진
언어”에

관련되어

있다.

해방

직후

나온

소설

속에

일어와

한자가

어떻게

표기되었는가를 살펴보자. 안회남은 식민지기 유일하게 탄광으로 징용을 갔던 작가로
해방

후

그

경험을

소설화한다.

그

소설들에는

일본

큐슈

탄광에서

조선으로

오기까지의 경험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조선어, 일본어, 한자 등의 표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풍부하게 보여준다. ｢鐵鎖 끊어지다｣22를 보자.
八月十五日, 우리들은 그날도 여전히 새벽 네시에 아츰을 먹고 변또를 싸고, 다섯시에
출발, 여섯시 북소리와 함께 부랴부랴 입항(入坑)을 했다. –중략 - 항외(坑外)에서는
｢時事解說-漢子廢止運動의 展開｣, 『先鋒』제 2권 제 2호(1946.2), 37쪽
｢探問記-漢字廢止運動의 陳頭에 선 崔宗煥氏朝｣, 『民衆朝鮮』 (1945.11) 창간호 51 쪽
19 鄭寅普 ｢漢字廢止에 對해서｣,『신천지』, 1946.2, 67 쪽
20 李崇寧, ｢國語敎育界의 課題｣ , 『조선교육』 제 1권 2호 (1947. 6월) , 48쪽
21 趙潤濟, ｢國語敎育에 있어서의 漢字 問題｣, 『조선교육』 제 1 권 2 호 (1947. 6 월) , 69 쪽
22
安懷南, ｢中篇小說- 鐵鎖 끊어지다(제1회)｣, 『開闢』(복간) 1946.1 (이후 여기서의
‘철쇄/쪽’으로 표시)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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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은

˙ ˙ 가 연해 굴
｢들들들...... .................｣ 소리와 함께, -중략-분광기(分鑛器)가 즉이고 하꼬
안에서 쏟아저 나오고 하였다.(철쇄/161쪽, 밑줄은 인용자.)
‘한글’이

지배언어 혹은 씌어진 언어가 되었을 때, 일본어는 ‘한글’로 표기된
˙ ˙ ’처럼 방점을 찍어 나타냈다. 일본식 한자말이나 익숙하지 않은
외래어로서 ‘하꼬
한자말은 ‘입항(入坑)’ 처럼 훈독을 하고 의미를 괄호 속에 한자로 보충해 표기하고,
날짜나 지명 등 고유명은 한자 그대로 썼다.
˙ ˙ ˙ (田代)가 얼굴이 퉁퉁부어갖이고,
노무과(勞務課) 수사주임(搜査主任) 으로있는 다시로
˙ ˙ ˙ 무죠겡고
˙ ˙ ˙ ˙ -̇후꾸다
˙ ˙ ˙ !’
˙ ˙ ˙ ?’ 하고는
헐레벌떡어리며 들어왔다. –중략1)‘니퐁와
‘이이까
눈알을 부라리였다. -중략- 그는 꼼짝않고 있었다. 2)‘좋으냐?’ “다시로가 물었다.
‘좋으냐?’ ‘…………………..’ 서근은 대답을 못했다. 만약 대답을 하면, 담박에 몽둥이가
머리를 치리라. 그러나 또, 한없이 반가운 이 소식을 부인(否認)하기는 죽기보다 싫다.
˙ ˙ ˙ ˙ 와까라나이나
˙ ˙ ˙ ˙ ˙ ˙ ……
˙ ˙ ˙. 헤비노요
˙ ˙ ˙ ˙—
˙ 나̇
3)‘어떻냐?’ ‘일본이 졌다!’ ‘좋지?’ -중략- 4)‘조센징와
˙ ˙ ˙ …………’ (조선놈은 음흉해, 배암 같은 놈) 중얼거리면서 그야말로 구렁이
야쯔다
담넘어가듯, 슬그머니 나갔다. (철쇄/162~ 163, 지면관계상 줄바꾸기는 무시함. 또한
번호 및 밑줄은 필자에 의함. )
‘다시로’는 방점으로 외래어 표시를 하고 일본어 발음대로 한글로 씌어진다. 이상한
것은 다시로가 발화한 일본어이다. 1)은 방점이 찍혀 외래어임을 표시하고 일본어
발음대로 한글로 씌어진다. 2)와 3)은 일본어로 발화된 (1)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어
발음으로 싣는다. 4)는 방점이 찍혀 일본어 발음대로 한글로 씌어지고, 괄호에 그
의미를 번역해 한글 발음으로 씌어진다. 이 모든 다시로의 발화는 ‘한글’로 씌어진다.
그러나 이 부분을 텍스트를 보지 않고 듣기만 하면, 일본어와 한국어가 혼합되어
들린다. 이 현상의 사상적 의미는 식민지기의 지배 언어인 ‘일본어’에서 해방기의
지배언어인 ‘한글’로의 이전, 그 속에서 드러난 차이와 동일성, 뿌리깊은 한자와의
관련성,

특정

일본어의

한국어화

현상(혹은

그

반대현상)등을

논의해야

하지만,

지면관계상 여기서는 ‘씌어진’ 한글에 흔적으로만 드러나있는 ‘말해진’ 언어의 다층성만
제시하며 끝내기로 한다.
여태까지 식민지 말기에서 해방 직후까지 씌어진 언어와 말해진 언어 사이의
봉합에서 터져나온 흔적들을 추적해 보았다. 이를 통해 식민지 말기 이중언어 상황을
일본어/조선어라는

지배적

관계성을

명확히

염두에

두면서도,

조선어와

일본어

내부에서 말해진 것/씌어진 것, 계급, 민족, 성별에 따라, 또한 대화의 상대나 상황
테마에 따라서, 그야말로 무한한 그라데이션을 지닌 언어적 권력관계로 나타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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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한편 해방기의 남북한에서는 ‘씌어진 언어’가 급하게 ‘한글’로
변화하고 언어의 혼종성은 고쳐야 할 병폐가 된다. 그런데 이때 이상하게도 일본어의
청산보다도 한글폐지가 더 열띤 토론을 불러온다. 이는 일본어는 일종의 말해진
언어로서 한자는 씌어진 언어로서 한국어 안에 혼종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해방기의 언어전환을 두 민족어(조선어/일본어) 사이에서가 아니라 씌어진 것/말해진
것 사이에서, 또한 명사와 호칭 등 언어 내부적 구조 속에서, 나아가 한자, 영어, 일어,
조선어 등 보다 광범위한 언어들 사이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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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의 일본어에 의한 창작 활동
-3 편의 일본어 소설에서 보는 시국 대응 형식니가타현립대학교

야마다요시코

１ 머리말
1931 년 삼천리사에 입사한 최정희는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1937 년에「흉가」로 등단했다. 그 동안 습작기에 일본어 소설 1 편을 포함해 소설
15 편을 발표했다. 일본어 소설「그늘」은 역시 습작기에 쓴「가버린 美禮」의
번역판이다.
그후 최정희가 일본어로 글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39 년부터이다. 글의 내용은 시국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소설에서는 1941 년에「환상 속의 병사」, 1942 년에 「2 월 15 일의 밤」,「야국초」를
썼는데 모두 시국적인 내용이다. 같은 기간에 소설 2 편이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본고에서는 최정희의 일본어 소설 3 편과 관련 기사, 수필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식민지 말기 최정희의 창작 활동을 살펴보겠다.
２ 1939 년부터 1942 년까지 집필 수와 내용의 추이
최정희가 1939 년부터 1942 년까지 발표한 글을 언어별(조선어/일본어)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소설 외 수필과 기사, 최정희가 참석한 좌담회 기사 등은 하나로 묶었다.
－기사・수필・좌담－

－소설－

１９３９년

８／２

２／０

１９４０년

２２／４

４／０

１
１

１９４１년

７／１０

２／１

１９４２년

８／８

２／２

－일본어로 번역－

이것을 보면 1940 년 숫자가 많은데 여기에는 좌담회 7 건이 들어 있다. 일본어로 된
글은 새로 창간된 『国民新報』에 실린 「어머니의 마음 -아이를 가지고 보면」
(1939.5.14) 이 처음이다. 조선문인협회가 설립된 이후 1940 년에는 일본어 글이
4 건이 확인되었고 1941 년에 크게 증가했다. 『京城日報』에 실린 것이 많다.
『삼천리』도 1940 년 7 월부터 일본어 페이지를 만들었다(발표매체별 집필 수를
아래에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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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년부터는 『매일신보』에도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시국에

관한 내용이

늘어났다. 『매일신보』에 실린 글은 ‘여성지도부대’와 같은 주제 밑에서 여성 계몽을
목적으로

한

것이

많다.

그것은

‘애국반’

결성에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42 년에는 징병제 실시가 결정됨에 따라 소년과 어머니를 소재로 한 글들이
되풀이돼서 나왔다.
소설은 1940 년부터 1942 년까지 거의 같은 수를 유지했는데 1942 년에 쓴 것은 4 편
모두 언어와 상관없이 시국적 내용이다.
발표매체별 집필 수（Ｋ＝조선어、Ｎ＝일본어）
１９３９년 기사 등 Ｋ

소설

文章３、三千里２(좌담２포함)、女性１、作品１、東亜日報１

Ｎ

国民新報２

Ｋ

文章２

１９４０년 기사 등 Ｋ

三千里１０(좌담４포함)、毎日新報３、文章２(좌담１포함)、
女性３(좌담１포함)、人文評論２、家庭之友２

소설

Ｎ

国民新報１、모던日本１、緑旗１(좌담)、京城日報１

Ｋ

文章２、家庭之友１、단행본수록１

１９４１년 기사 등 Ｋ

소설

１９４２년

Ｎ

京城日報８、三千里２

Ｋ

三千里１、春秋１

Ｎ

国民総力１

기사 등 Ｋ

소설

毎日新報５、三千里１、文章１(좌담)

大東亜３、毎日新報３、春秋１、半島の光１

Ｎ

国民文学３、京城日報２、大東亜１、文化朝鮮１、緑旗１ (좌담)

Ｋ

大東亜１、野談１

Ｎ

国民文学１、新時代１

３ 3 편의 일본어 소설에서 보는 시국 대응 형식
（１）「환상 속의 병사」
앞에서 말한 수필「어머니의 마음 -아이를 가지고 보면」은 저자 최정희가 일요일에
창경원이나 조선신궁에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국을 느끼게
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역시

『国民新報』에

실린

「그럼

안녕히」(1939.12.3)는 조선문인협회가 일본인 병사들에게 보낸 위문문집 속에 들어
있다. 문인협회 이름으로 된 전언에서는 ‘八紘一宇’의 정신을 힘있게 외치고 있는 데
비해 최정희가 쓴 글은 ‘아마 당신은 좋은 병사이시고 좋은 인간이시겠습니다’라는
애매한 내용이고 무슨 말을 써야 할지 헤매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환상 속의 병사」(『国民総力』1941.2)는 조선에 파견된 일본인 병사와 조선인
소녀의 교류를 그린 작품이다. 최정희는 1940 년 10 월에 ‘조선문사무대’로서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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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병훈련소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병사를 소재로 한 글은 그 동안 별로 쓰지 않았다.
그리고 「그럼 안녕히」가 익명의 일본인 병사에게 쓴 글인 데 비해「환상 속의
병사」는 일본인 병사 3 명과의 구체적인 교류 장면을 그린 독특한 내용이므로 그것이
저자의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창작인지 궁금하다.
작품 후반부에 이르면 ‘신동아 건설’, ‘일본정신’, ‘지나와 조선과 일본은 신의
시대로부터 숙명적 관계……’와 같은 말이 나와서 시국 소설의 면모를 보여 주지만
일본인 병사가 원해서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살짝 아리랑 노래를 가르치거나 한글을
배운 병사가 ‘이 글자는 살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장면 등은 정서적이기도 하다.
「환상 속의 병사」보다 먼저 쓴 일본어 글 중에 「내선문답-친애하는 내지의
작가에게」 (『모던日本

朝鮮版』1940.8)가

있다.

이

글에서

최정희는

일본

작가들에게 ‘서로가 모르는 데서 어떻게 이해가 생기겠습니까? 당신들이 지금까지
가지던 태도를 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조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어로 쓴 글을 통해 최정희는 말 그대로의 ‘내선일체’를 내세우면서

조선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２）「2 월 15 일의 밤」
최정희는 1940 년부터 『매일신보』에도 글을 쓰게 되었다. 「新生活의 樹立과
舊習打破［3］-신식가정에까지도 미신이 남어잇다. 그리고 어린이를 좀더 존종하자!」
(1940.8.8) 에서는 가장만 소중히 여기고 아이를 등한시하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했으며,「女性指導部隊 -얼골 化粧보다도 마음修養이 必要」(1940.8.13)에서는 독서를
창례하는

것과

동시에

몸단장도

부정하지

않는다.

「女性訓

-아름다웁게」(1941.4.20)는 아주 짧은 글이지만 거기서는 몸과 행동과 표현 모두
아름답게 살고 싶다고 썼다. 이 시기에 쓴 글은 그 밖에도 「女流随筆 -빨강치마를
입든날」(『家庭之友』1940.12)과 같이 여성의 몸단장이나 ‘미’를 소재로 한 것들이
눈에 띄며, 시국에 관련된 글이라고 해도 근면이나 절약 등 일반적인 여성 계몽을
주제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일본어 수필「두 개의 이야기」(『京城日報』1941.1.5)는 비교적 내용이 갖추어진
글이다. 여기서도 역시 ‘여자의 몸단장을 허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몸을 단장하는
것은 정신 차림의 한 방법이고 수단인 것 같습니다’ 라며 ‘미’를 강조했다. 이어 자기는
남달리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어려운 성격이라서 부인회나
동회의 반장 역할을 거절했다고 썼다. 그것은 아마 애국반에 관한 이야기인 것으로
보인다. 애국반은 1940 년 말부터 결성이 강화되고 여성 반장이 늘어나고 있었다.
삼천리사는

1941

년

8

월

25

일

부민관에

각계

저명

인사들을

모아

‘임전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그것을 계기로 최정희 글에 시국이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임전대책협의회는

곧

적극적으로 총후(銃後)의 활동을 추진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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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전대책협력회’로

이름을

바꾸고

9 월 7 일에는 ‘채권가두유격대’을

조직하여 모두 76 명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채권 판매를 실시했는데 최정희도 그 속에
끼었고

곧

그

경험을

썼다.

일본어

수필「첫가을의

편지(1)

채권을

파는

날」(『京城日報』1941.9.23)이다. 그리고 삼천리사의 사장 김동환은 같은 시기에 노동
천시 타파를 내세우고 시작된 ‘國民皆勞運動’에도 참여했었다. 김동환의 이러한 활동이
그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최정희의 시국 협력을 촉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가을의 편지」에서 최정희는 자신의 생각은 이전과 똑 같지만 이전에는 열정이
부족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변명 같은 말을 했다. 그리고
작가로서 설 위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르지 못하겠다고 의미심장한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켰다.
일본어 소설 「2 월 15 일의 밤」(『新時代』1942.4)은 애국반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후에 나온 이 소설에서는 ‘미’가 ‘적의 전투기를 추격 중인
비행기’로

비유된다.

이야기함으로써

그리고

아내의

애국반장이

행동을

된

못마땅해하는

주인공이
남편을

자신의

설득한다.

역할의
그

중요성을

대목을

보면

사람들이 애국반을 우습게 여기고 활동에 안 나가기 때문에 당국의 지도가 강화되었던
그 당시 실제 상황이 그대로 주인공 말에 옮긴 것처럼 보인다. 같은 해 1 월에는
‘大詔奉戴日’이 제정되었고 애국반원들은 꼭 참가하여야 했었다. 그리고 최재서는
애국반을 다룬 작품에 대하여 ‘국민문학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国民文学』1942.3、p.14) ’고 했었다.
「두 개의 이야기」,「첫가을의 편지」,「2 월 15 일의 밤」을 비교해 보면 시국의
변화에 따라 글 내용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양상을 알 수 있다. 한국어로 쓴 여성
계몽의 글과 달리 일본어로 쓴 이들 작품에는 작가 최정희의 입장과 함께 시국의
변화에 따라가려는 자세가 잘 나타나 있다. 그후 「2 월 15 일의 밤」을 바탕으로
방송소설 「장미의 집」(『대동아』1942.7)을 조선어로 썼다.
（３）「야국초」
「야국초」(『国民文学』1942.11)는 최정희가 1940 년 10 월에 양주 지원병훈련소를
방문한 경험이 배경에 사용된 작품이다. 화자인 ‘나’가 자기와 아들을 버린 ‘당신’에게
그후의 생활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유부남과의 애정 관계와 아이를 둘러싼
갈등은 최정희 소설에서 되풀이돼서 다루어진 주제인데 「야국초」는 그 주제에
시국이란 틀이 박혔다. 따라서 전쟁 협력의 작품임에 틀림없으면서 동시에 최정희
소설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어느날 ‘나’는 지원병을 동경하는 11 살 아들을 데리고 지원병훈련소를 찾아간다.
훈련소 생활은 규칙이 엄격한 데다가 식사도 제대로 못 하지만 ‘나’는 소장의 이야기에
감화를 받아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전장에 보내기로 마음을 먹은 ‘나’는 자신과 아들의 씩씩함을 ‘당신’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으로 ‘당신’과의 잘못한 과거를 극복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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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시작과 징병제 실시 결정에 따라 최정희의 글은 애국반 대신 소년과 그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루게 된다. 「対米開戦과 婦人의決意 사욕을 청산하고
참된 전시가정생활」(『매일신보』1941.12.12)에는 ‘야마도 다마시이(大和魂)’를 말하는
국민학교 3 학년 소년이 등장하는데, 그것과 똑같은 대목이 「歸還勇士와 文人座談会」
(『緑旗』1942.1)에서도 이야기된다. 그리고「名士 ・ 徴兵의 感激을 말한다 -아이를
데리고」(『国民文学』1942.5,6)、「半島의徴兵制와

文化人(8)御國의

어머니에게」(『京城日報』1942.5.19)와

아이의
강연「君國의

어머니」(『대동아』1942.5)에도 ‘군국소년’과 ‘군국의 어머니’ 가 나온다.
그런데 최정희는「야국초」보다 먼저 「여명」(『야담』1942.5)을 조선어로 썼다.
삼인칭을 사용한 「여명」에는 3 명의 여학교 동창들과 각자의 아이들이 등장한다. 그
중 2 명은 「인맥」(『문장』1940.4) 의 등장인물과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속편으로
볼 수도 있다. 「인맥」은 여자 주인공의 바람기가 검열에 걸려서 단행본 발간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이 있어서 최정희는 「여명」을 쓰는 것으로 오명을 씻으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하여튼 그

2 명 여성 외에 새로 등장한 여성이 이 작품의 주인공

격이다.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그 젊은 여성은 부민관에서 ‘나라를 위해서
아들을 바치자’고 연설한다. 최정희는 자신의 연설「君國의 어머니」에서도 그것과
똑같은 말을 했었다. 결국 주인공의 용감한 행동은 친구들에게 감화를 주고 아이들
역시 군국소년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여명」은 「환상 속의 병사」와 「2 월 15 일의 밤」과 비교해서 길이와 수준에
있어서 비슷해 보인다. 그리고 3 편 모두 먼저 쓴 기사와 수필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최정희는 왜 「야국초」를 썼을까? 그 이유는 생각해 볼 만하다.
최정희의 소설에서 드물게 일인칭이 사용된 「야국초」는 일본어로 썼다는 것과
시국소설이라는 것을 넘어, 그것과는 다른 문맥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다.
최정희가 김유영과 헤어진 후 그들의 아들은 둘 사이를 왔다갔다 했었다. 그러나
1940 년에 김유영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은 최정희한테 오게 되었다. 그때 최정희는
김동환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1942 년 11 월에는 첫딸이 탄생한다. 바로「야국초」가
발표된 시기이다. 최정희에게 아들과의 이별은 그전부터 피할 수 없는 문제였고 몇
번이나 소설 주제가 되었었다. 그런데 사정이 여기까지 이르러 최정희는 일본 병사라는
손이 닿지 않는 먼 데로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몰린 어머니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그림으로써 자신의 삶에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한다. 결국
「야국초」는 최정희만 쓸 수 있는 전쟁 협력의 소설인 것이다.
５ 맺음말
이번 연구에서 최정희 글을 집필 순으로 검토하면서 글 내용이 시국의 추이에 딱
맞추어서 변화해 가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최정희는 소설가이기 전에 먼저
기자였다는 것을 실감했다. 앞에서 본 「名士・徴兵의 感激을 말한다-아이를 데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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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자신이 인터뷰를 받고 있는 장면을 그린 짧은 글인데, 작가와 저널리즘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저널리즘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최정희는 사회의 현실을 충실히 전하려고 했고 그 연장선으로 소설을 쓴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어떤 조건 밑에서도 다만 ‘쓴다’는 행위가 본능적으로 우선되었을
것이다. 너무 충실히 시국을 그렸기 때문에 오히려 최정희 자신의 사상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참고문헌은 일본어 페이지에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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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세대의 보편 지향과 이중언어라는 문제―장용학의 경우
동경대학교 총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김경채

1. ‘세계’, 혹은 ‘보편’이라는 레토릭
‘보편’에의 지향이 특정한 ‘특수’의 자기 구축으로 귀결된다는 사실, 혹은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컨대 동아협동체론을 통해 전시하의 사회 개혁을 달성함과
동시에 식민지/제국주의의 대립을 극복하고 ‘제민족이 자주·협동하는 새로운 질서’를
구상했던 미키 키요시에 대해 이와사키 미노루(岩崎稔)는 ‘미키의 공간 표상에서는
단적인

민족주의

레벨(메타주체)이

레벨(주체)이
서술되지만,

표출(원주체)이라는

최초의

문제(일본

제국주의적

내부의

부정되고
그

모습으로

동태는

동아공간이라는
결국

회귀한다’

민족주의,

1

일본
고

식민지의

의사(擬似)다문화주의적
민족의

분석한다.
저항적

역사적
개별

사명의

민족주의의

민족주의)가

가상의

보편(‘동아’,’동양’)을 거쳐 보편의 배후에 놓인 특수(제국 일본)로 돌아오는 논리 구조는
미키 키요시 개인, 혹은 제국 일본의 전시담론에 국한 된 것은 아니었다. 전환기적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를 개시하고자 했던 교토학파적
역사철학은 대개 ‘도의적 일본’, ‘세계사적 주체로서의 일본’에 회수되었고, 그것은
1950 년대의 한국에서 ‘도의적 한국’, ‘세계사적 주체로서의 한국’의 형태로 반복되었던
것이다.2
일련의 보편 담론들의 효과가 그 추상성과 애매모호함 속에 내부적 혼종성, 이질성의
문제를 희석시킴으로써 특정한 네이션, 내셔널리즘에 대한 낭만주의적 상상을 창출하는
데에 있었음 3 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특정시기의 보편 지향은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복수의 정체성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가.
한국의 소위 전후 세대가 공통적으로 직면했던 이중언어적 곤란과 ‘세계’라는 수사,
혹은 전략의 관계성은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다. 전후 세대의
1

岩崎稔「ポイエーシス的メタ主体の欲望――三木清の技術哲学」山之内靖他編『総力戦と現代化』東京：
柏書房、1995 年、204 頁。
2
1950 년대 한국에서는 동양적 가치를 서구적 근대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 동양과 서양을 통합해 ‘제
3 의 문화’, ‘세계’, ‘현대’를 개시할 주체로써 한국을 강조하는 언설이 등장한다. ‘초극’론의
한국판이라고도 할 만한 이 같은 언설은 한국전쟁이라는 계기에 의해 추동되었으며 민족을
국민화하는 매커니즘으로 작용했다. 졸고「民族と国家の間――1950 年代韓国における「東洋」論を巡
って」東京大学総合文化研究科修士論文、2014 年。
3
데리다는 이 같은 경향성을 범례주의적 내셔널리즘(universalisme exemplariste)이라 칭했다.
高橋哲哉『デリダ――脱構築』東京：講談社、2011 年、276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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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적 성격을 지적한 것은 한수영이다. 한수영은 전후 세대를 ‘1920~30 년대에
출생하여, 식민지시기에 초·중등 및 대학교육을 받고,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등단한
문인들’로 정의 한 뒤, 이들이 ‘쓰기와 읽기 언어로 일본어를 먼저 배웠으며, 한글은
해방 이후에 새롭게 익힌’ 이중언어자였다 지적한다. 김성한, 조연현, 선우휘, 장용학,
손창섭, 이범선, 김수영, 전봉건 등이 바로 이중언어자로써의 전후 세대에 해당한다. 4
이들 전후 세대가 ‘한글전용법’(1948)5의 제정과 전후 재건의 일환으로써의 국민교육론,
4.19 이후 한글 세대의 등장이라는 일련의 질곡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언어 정체성에
대한 자의식을 심화시켜갔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본 발표에서는 전후 세대의 대표적 문인이었던 장용학의 이중언어적 아이덴티티가
그의 보편지향과 접합하는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전후의 ‘세계’, ‘보편’이 맥락화하는
일단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2. 닫힌 ‘민족문학’, 열린 ‘국민문학’
보편주의자로써의 장용학의 면모는 50~60 년대에 걸쳐 그가 발표한 문장의 도처에서
드러난다. 장용학의 보편은 그 정체가 비교적 명확하다. 그는 서구의 계몽사상을 ‘그저
서양의 사상이 아니라 인간자각의 사상’, ‘휴머니즘’6 으로 위치 짓고, ‘서양화(西洋化)’가
서구적 근대에 대한 단순한 모방이나 추수가 아닌 ‘역사’의 필연성에 따른 결과임을
역설한다. 예컨대 그는 ‘韓末以來 開化란 正直하게 말하면 西洋化라는 뜻이었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方向은 달라진 상 싶지 않고, 우리가 탄 汽車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지는 날이 와도 그 방향은 그 방향일 것이다’고 논하면서 ‘民主主義는 고사하고
民族主義라는 것도 서구적 思考方式의 所産’ 7 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세계의 落伍者’가
되기 보다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歷史共同體’,
‘創造的 生命體’로서의 민족을 구상한 장용학의 논의가 『사상계』계열의 지식인들에
의해 제출된 자유·민주주의적 개조론을 상기시킴은 물론이다. 그리고 장용학의 이 같은
인식은 당대의 민족 담론에 대한 비판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었다.
‘半萬年 歷史’, ‘檀君’, ‘單一民族’, ‘錦繡江山’, ‘新羅時代에 이미 民主主義가 있었다’,
‘李朝時代에 휴머니즘이 있었다’ 等等. 針小棒大로 誇張된 것이 아니면 牽强附會로
造作된 것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침소봉대와 조작을 일삼는 작업에다 愛國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고, 主體性은 確立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땅의 觀衆은 또 좀
4

한수영「전후세대의
문학과
언어
정체성――전후세대의
이중언어적
상황을
중심으로」『대동문화연구』58 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5
한글전용에관한법률[제정 1948.10.9 법률 제 6 호].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6
張龍鶴「形容詞의 나라 韓國-流浪하는 韓國의 文化」『世代』1963.6.
7
張龍鶴「感傷的 發言」
『文學藝術』1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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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데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것을 좋다고 말한 것이니까 해서 대체로
거기에 대해 만족을 표시해 왔다. 이렇든 先天的 非理는 주로 ‘우리의 것’을 내세우는
鄕土愛에서 빚어진 것이고, 論理나 ‘룰’은 그 앞에서는 自發的으로 讓步를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道理가 되고 美德이 되는 것이다.8
“‘半萬年 歷史’, ‘檀君’, ‘單一民族’, ‘錦繡江山’, ‘新羅時代에 이미 民主主義가 있었다’,
‘李朝時代에 휴머니즘이 있었다’”는 장용학의 언급은 극도로 관념화된 고대의 민족을
소환, 무구한 원형 상태로서의 초역사적인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현실 속에 존재하는
이질적이고 ‘불순한’ 요소들을 제거 9 하고자 했던, 이를테면 이승만 정권의 일민주의와
같은 50 년대의 국가주의적 민족 담론을 지시하는 것인데, 여기서 장용학은 당대의 이
같은 민족 담론이 ‘수상’한 것임을 지적한다. 순수한 민족에의 상상이 ‘수상’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자의적이고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고 방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 즉 역사에 대한 일종의 반동이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형태를 바꾸어 반복된다.
民族文學하면 우리는 거기에 무한한 매력을 느끼지만 그저 민족 문학이라고 하면
아무 내용도 없는 공소한 형용사이다.……민족은 개인이나 인류를 배척하는 개념으로
그 閉鎖的이고 排他的인 점에 있어서 휴머니즘과 대립된다. 민족주의는 민족적인 것이
아닌 것은 일체 배격하려 들며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류의 행복이나 개인의
존엄성, 자유, 創意性 같은 것은 무시해도 좋다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 땅에는
國民文學이라는 말이 없다. 매력도 없다. 그렇지만 세계 문학의 一環이 될 수 있는
것은

民族主義文學이

라틴어에서의

아니라

독립이라는

국민문학이겠다.

地方化

所産이었지만

서구에
그것은

있어서의
동시에

국민

앞으로

문학은
올

세계

문학에의 준비이기도 하였다.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의 一環으로서의 국민 문학에까지
자랄 수 있는가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답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우리 土産物로서는 만족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도
열린 세계의 住民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가난해도 열린 세계에서 가난하고 싶은
것이다. 가난해도 토산물로써 가난해야 하는 것이 主體性인가. ……민족 문학은 닫힌
세계의 문학이지만, 국민 문학은 열린 세계의 그것이다. ‘民族’에는 神이 있지만
‘國民’에는 그것이 없다. 국민 문학에는 民族情緖라는 大地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어떠한 外來種도 거부하지 않는 대지이다. 그 土質에 맞지 않는 외래종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야 하는 그런 대지이다.……우리 문학에 있어서의 최고의 德은 순수가
아니라 豊富여야 하고 發展이어야 한다. 한국 소설의 무엇보다도 斷點은 그것이
8
9

張龍鶴, 위의 글.
장세진「상상된 아메리카와 1950 년대 한국 문학의 자기표상」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7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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貧弱하다는 데에 있다. 풍부는 異質에서 생긴다. 우리 한국 문학에는 이질적인 것,
異端的인 것이 流入되어야 하겠다. 민족정서가 안 보여질 만큼 混亂해져야 하겠다.
민족정서는 언제나 어떠한 혼란보다 크다. 그것은 대지이기 때문이다. 변질되어도
그것은 우리의 大地이다.10
위의 언급에서 중요한 점은 장용학이 원시적 동일성에 기초한 순수한 민족에의
상상(민족문학)에 대항하는 방법으로써 열린 국민문학, 보다 정확히는 ‘外來種’, ‘異質’,
‘異端’에

관대한

문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시적

동일성의

소환이

반공국가로써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창출과 무관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열린 세계’의 국민문학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장용학의 논의는 종종 ‘국민화에 대한
거부’, 혹은 탈국가적 모멘트로써 읽혀왔다. 장용학의 문학 언어가 재현하는 초월론적
의지를 고려하자면 장용학에 대한 ‘가능성’의 독해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며,
장용학의 언설 및 문학세계가 그러한 가능성을 ‘결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다만, 장용학의 ‘세계’ 지향과 그에서 비롯된 민족(문학)에 대한 거부에는
장용학 자신의 ‘세계인’으로써의 자의식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장용학은 ‘오늘날
우리 문단’을 기성층, 신진, 신인의 삼 세대로 나누면서 그 스스로가 포함된 신진층을
‘韓國文學史의 遺産은 거의 물려받은 것이 없’는, “‘世界’에서 돌아와서 文學修業” 11 을
하고 있는 세대로 규정하는데, 이는 곧 장용학의 ‘세계’가 획득되어야 할 가치였음과
동시에 스스로의 세대론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사이기도 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
지점이 장용학의 이중언어적 아이덴티티와 ‘세계’로 상징되는 보편 지향의 접점이자,
장용학에 대한 ‘가능성’의 독해를 유보해야 하는 근거이다. 장용학의 보편 지향이
‘세계인’으로서의 자의식과 만날 때, 그것은 내부에 이미 편재하는 ‘外來種’, ‘異質’,
‘異端’의 기원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3. 은폐되는 번역-한자사용론과 ‘세계’
당대 민족 담론에 대한 장용학의 비판적 인식은 한글전용론에 대한 태도에 그대로
이어진다. “‘우리의

것’을 내세우는 鄕土愛”를 ‘先天的 非理’로 보았던

장용학은

“‘한글전용론’만큼 크고 작은 많은 先天的 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있어서도 없을 것이다” 12 라며 당시의 한글전용론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의 비판은
‘모어’의 가치―그 어떤 장애와 실패로부터도 해방된 훼손되지 않은 가치 13 ―에 대한
상상이
10
11
12
13

가지는

부조리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때문에

장용학에게

張龍鶴「국민문학을 위해서」『世代』1965.1.
張龍鶴「感傷的 發言」
『文学藝術』1956.8.
張龍鶴「感傷的 發言」.
정백수『한국 근대의 식민지 체험과 이중언어 문학』아세아문화사, 2003, 2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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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한글

전용론이란 인간상의 ‘순수화’, 곧 인간상의 ‘빈곤화’ 14 에 다름 아니었다. 장용학이 한글
전용론에 대항하여 내세운 한자 사용론(국한문혼용론)은 곧 ‘外來種’, ‘異質’, ‘異端’을
받아들인 국민문학의 구체적 실천형이었던 것이다. 다만, 장용학은 일차적으로 한글
전용으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던가, 한글에는 시각성이 결여되어 있다던가
하는 등의 실효성의 근거를 들어 한글 전용론을 비판하지만, 그가 한글 전용론의
폐지와 국한문 혼용을 주장한 가장 주된 이유는 한자를 보편적 ‘의미’을 드러내는
‘개념어’라 보았기 때문이다.
한자를 완전히 廢棄하고 한글 전용을 했을 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울’을
除外한 거의 모든 固有名詞는 뜻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記號에 지나지 않는 그런
固有名詞는 우리 民族 總人口數의 倍는 될 것이고 그것이 빚어내는 副作用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뒷걸음칠 노릇이다. 모든 고유명사에 뜻이 없는 國語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는가. ……後世의 史家들이 이 오늘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땅에 내일의 조국을 左右할 새로운 氣運이
動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 기운으로 하여금 세계사의 흐름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不正 不義를 拔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理>와 知性으로 하여금 그
本來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다.15
한글 전용론을 폐기하고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내일의 조국을 左右할 새로운
氣運’을 ‘세계사의 흐름과 같아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언급은 장용학의 한자사용론이 곧
그의 ‘세계’인식과 직결되어있음을 드러낸다. 장용학에게 한자는 우리 문학을 보다
풍요롭게 할 이질성이자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계성이며, 때문에 한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열린 국민문학’의 획득, 더 나아가 세계성의
획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논의가 당시 한글 사용이 미숙하다 비판

16

받았던

장용학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음은 분명하다. 한자 사용과 세계성의 접합은 그의
이중언어적 정체성을 한글의 결여로써가 아니라 세계성의 충족으로써 승인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한자=의미(개념)=세계>라는
도식을 가능하게 했던 장용학의 (무)의식이다. 다시 말해, 한자라는 이질적 요소를
승인해야 하는 근거로 한자가 가진 ‘세계(성)’을 드는 논리적 비약은 한자와 ‘세계’
14

張龍鶴「樂觀論의 周邊―評論家柳宗鎬論抄」『世代』1964.10.
張龍鶴「한글 專用論이 意味하는 것」『自由文學』1961.11.
16
대표적으로 유종호가 그러하다. 유종호는 장용학과 벌인 일련의 논쟁에서 장용학의 문학 언어가
지극히
일본어적임을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柳宗鎬「내셔널리즘․其他―문학월평․소설」『思想界』1964.5;「씨니시즘․其他―상반기의
작품
‘소설’」『文學春秋』1964.7;「有所感―장용학 씨의 해바라기와 ‘純粹’ 新版에 붙여」『文學春秋』
1964.9;「버릇이라는
굴레―한글․漢字․小說」『世代』1964.9;「새로운
偶像―韓國作家를
위한
노우트」『世代』1964.10;「투박한 固定觀念」『文學春秋』1965.1;유종호,「청승의 둘레―‘樂觀論의
周邊’을 읽고」『世代』1965.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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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그 어떠한 매개를 생략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설이라고 하면 줄거리와 措辭와 思想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설에는
줄거리와 묘사만 있고 사상이 없어요. ……사상은 한자어에만 있고 純우리말에는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한글전용의 우리 소설에 사상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인데
이 사상이 없는 無思想을 藝術性이라고 하는 미신이 한국소설을 지배하고 있어요.
古典이 될 수 있는 한 條件은 사상성에 있어요. 사상이 없는 고전은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한글전용의 소설을 하는 것은 고전이 안 되는 소설을
쓰기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오이코시(追い越し)라든지

모치코미(持ち込み)와 같은 일본 말투의 한자어를 없애야 하지만 학교를 배움의 집,
공처가를 아내 무서움쟁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17
‘思想’, 혹은 ‘價値體系’

18

가 한자어에만 있다는 주장에는 ‘세계’(서구적 근대)를

전적으로 한자에 기대어 학습했던 장용학의 세대론적 배경이 연관되어 있다. 근대
일본에 의해 번역된 근대어로서의 한자어와 그에 담긴 ‘의미’가 장용학의 ‘세계’ 인식을
주조한 핵심적 요소라는 점이 그가 한자와 ‘의미’, ‘사상’, ‘세계’를 무리 없이 접속시킬
수 있었던 이유인 것이다. 한자를 사용한 소설이야 말로 고전이 될 수 있다는 언급
역시 마찬가지다. 장용학에게 ‘고전’이란 ‘밤하늘의 성좌처럼 조화의 세계’19로 형용되는
서구 문화의 원전, 곧 고대 그리스적 총체성의 재현인데, 그 같은 ‘고전’이 한자에 의한
창작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야 말로 한자와 ‘고전’의 매개, 소위 번역된
근대라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자어 개념에 내포된
번역이라는 기원은 장용학의 논의를 통틀어 거의 문제시 되지 않는다. ‘오이코시(追い越
し)라든지 모치코미(持ち込み)와 같은 일본 말투의 한자어’를 없애야 한다 논하면서도
그 자신이 말년에 이르기 까지 집착적으로 주장했던 한자가 ‘실상 日人들이 서구어에서
번역한 것이나 혹은 술어로서 만들어 낸 것을 그대로 수입해 온 日産 漢字語’ 20 임에
대해서는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장용학은 스스로의 이중언어적 아이덴티티를
<한자=의미(개념)=세계>를 통해 승인하면서 한자에 새겨진 번역이라는 혼종성―번역된
근대성―을 은폐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장용학은 그 자신이
비판해마지 않았던 ‘순수성’에 접근한다. 논의의 행간에서 빈번히 드러나는 일본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은 이 같은 ‘은폐된 번역’의 다른 모습은 아니었을까.
한가지 지적해둘 것은 위와 같은 논리적 비약과 은폐를 가능하게 했던 ‘세계’라는
수사가 한국 전쟁에 기인한 국내의 지정학적 상상력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컨대 김건우에 의하면 장용학의 ‘세계인’으로서의 자의식은 거의 자부심에
17
18
19
20

張龍鶴「나는 왜 小說에 漢子를 쓰는가」『世代』1963.7.
張龍鶴「한글 專用의 理想鄕」『문학사상』1999.10.
張龍鶴「현대문학의 양상」『東亞日報』1959.5.9.
柳宗鎬「土着語의 人間像」『現代文學』1959.12.

152

가까운 것이었고, 그것은 한국 전쟁을 계기로 획득된 ‘이제 우리도 세계와 동시대를
살게 되었다’는 당대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21 이는 곧 장용학의 ‘세계’와 한자
사용론, 그와 결부된 이중언어적 아이덴티티가 1950 년대에 ‘세계’를 둘러싸고 제출된
담론들을 각 주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선취, 변용시켰는가에 대한 문제로써 읽힐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잔존하는 혼종성과 ‘세계’ 혹은 ‘보편’이 결합하는 양상은 50 년대에
제출된 복잡 다양한 지적 실천을 이해함에 있어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21

김건우『사상계와 1950 년대 문학』소명출판, 2003, 14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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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신체∙정체, 조소앙의 『동유약초(東遊略抄)』 (1904-1912)와 유학기 문장

황호덕（성균관대）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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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직 연구 노트(1) - 합방 전을 중심으로

咸苔英(한국근대문학관)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전제
국초(菊初) 이인직(李人稙, 1896~1916)은 한국 근대소설사에 있어 가장 첫머리에
놓이는

인물이다.

물론

이인직보다

앞선

시기의

많은

작품들이

있긴

하지만,

‘소설’이라는 양식명과 함께 실명으로 작품을 발표한 최초의 작가이다. 그런 만큼
안자산의 『조선문학사』(1922) 이래 수많은 문학사가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것이
사실이다. 확언할 수는 없지만 1910 년 이전, 즉 근대계몽기 소설사로 한정하면, 아마도
가장 많은 논문이 생산된 작가일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작가가 또한
이인직이다. 작품론에 비해 작가론이 크게 빈약한 형국인데, 한국 근현대문학사
전체에서 아마 가장 미스터리한 작가라도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방계 혈통이라는 한미한 집안 출신이라는 점과 근대적 교육제도
시행 이전에 청년기를 보냈다는 점 등이 그의 이름을 여러 기록으로 남기기 어렵게
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그의 강력한 친일경력이 그와 관련한 여러 흔적이나
기록을 없앴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 폐기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인직과 관련된 새로운 논의들이 제기된 바 있다.
1896 년 2 월 아관파천에 의한 친일내각 몰락 후 조중응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했다는
것과 『혈의누』를 개작한 『牧丹峰』이 새로 발굴된 것, 1900 년 일본에 체류하는
도중 관비유학생이 되었다는 점 등이 새로 제기되거나 확인된 사실들이다. 하지만,
1896 년 망명설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인직에 대한 연구가 크게 진척되었다고 하기는
힘들다. 이인직의 54 년 생애 중 단편적 사실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는 것은 20 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전혀 알려지지 않은 기간이 한 인간의 세계관과 인격
등이 형성되는 30 대 중반 이전이라는 점에서, 이인직은 아직 해명해야 할 점이 훨씬
큰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이인직은 현재 알려진 24 년(1896~1916)에 대한 사실도 문제적이다. 어느 하나
자세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1896 년 망명-1896 년 망명설이 일단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에서 이인직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그가 다녔다고 하는 동경정치학교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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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이며 그는 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혹은 진짜 다닌 것인지, 관비유학생은
어떻게 되었는지, 일본 <도신문> 견습은 어떠했는지, 러일전쟁 종군의 계기와 과정,
<만세보>

<제국신문>

<국민신보>

<대한신문>

등

언론인으로서의

구체적

역할,

이완용과 조중응 등 친일관료들과의 관계 등 어느 하나 자세하게 알려지거나 연구된
내용이 없다. 대개의 연구가 작품에 나타난 친일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완용의 비서로
합방공작에 크게 관여했다는 식의 친일정치가로서의 모습만 강조되어 있을 뿐이다.
현재, 이인직이라는 인물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1907 년 그가 직접 작성한 『대한제국관원이력서』이다. 이인직 해명에 있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이력서는 그나마 1900 년 이후의 일만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이인직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데에 결정적 문제점이 있다. 작성자
본인이 적고 싶은 것만 자의적으로 적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이력서 기재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고의로 잘못 기재한 사항은 그것이 오류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나

주변

인물들의

증언들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이인직은

유감스럽게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미지의 영역이었던 1896 년 이전의 행적이나
이인직을 다시 평가할 만한 결정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 동안 별 의심
없이 논의되어 온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특정 기간의 이인직의 행적을
추적해보려고

한다.

그것은

이인직이

유일하게

다닌

학교라고

논의되어

온

동경정치학교에 대한 것과 합방 직전 도일 행적에 대한 것, 두 가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
미리 자백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전자는 확인된 사실이 아닌 추론의 수준이고,
후자는 이인직의 구체적 행적만 확인했을 뿐 그 행적의 세부 내용과 그것이 갖는
의미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아직 완성된 논문의 논리나 형식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이 연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한국근대소설사 속에서의 이인직과 그의
작품이 갖는 의미를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려는데 있을 뿐 흥미본위의 개인 행적
조사라는 호사가적 취미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고 싶다.

2. 동경정치학교에 대하여
현재 이인직의 소설을 포함한 각종 문필활동과 언론인 및 정치가로서의 활동은 모두
그의 일본 체류경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동경정치학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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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도신문』 견습에 그 핵심, 즉 이인직이 이 두 곳의 경험을 통해 문학 및
사회과학 등 각종 근대적 학문과 주필이나 소설가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했다는 것이다. 『도신문』 견습은 그가 『도신문』에 발표한 여러 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동경정치학교는 그의 이력서와 1910 년 합방 당시 조선통감부
외사국장을 지낸 코마츠 미도리의 회고록에 등장한다.
본 연구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동경정치학교에 대한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인직은 1900 년 9 월 동경정치학교에 입학하여 1903 년 7 월 16 일 졸업했음을
이력서에 공개하고 있다. 동경정치학교는 마츠모토 쿤페이가 1898 년 10 월 17 일
입헌정치가나 저널리스트(신문기자), 외교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이다. 수업
연한은 3 년(불어과는 2 년)이며, 한 학년은 전기(9 월-2 월)와 후기(3-6 월) 등 두
학기로 되어 있다. 당시 일본의 다른 고등교육 기관과 같이 9 월에 신학기 시작되며
수업료는 연간 15 엔이며, 17 세 이상의 남자만 학생이 될 수 있었다.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당시의 다른 학교에 비해 전문 교육을 통해 정치학이나 신문학 등 사회과학의
전문적 지식을 몸에 익힌 정치가나 신문기자 등의 직업인 양성을 의도했다는 점이다.
즉 이 학교에서는 무엇이 현실의 정치 사회적 문제인지를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실천적인 능력 함양을 가장 강조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힘을 기울인
것은 신문기자의 양성이었다고 한다.
이 학교는 1905 년 이후 이인직이 언론인과 소설가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각종
지식을 습득한 원천으로 알려져 있다. 동경정치학교의 설립자이자 교장이었던 마츠모토
쿤페이와 강사였던 우키타 카즈타미, 아리가 나가오의 당시 저술과 이인직이 쓴 여러
글들과의 비교 연구가 이를 잘 말해준다. 이들 연구는 이인직이 『혈의누』나 『귀의성』
등 소설을 신문에 연재한 것과 그가 재직했던 신문의 논설이나 잡지에 쓴 논설들이
동경정치학교 강사들의 이론과 주장의 요약․변용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인직은 동경정치학교를 정말 다녔고 졸업한 것일까. 아니, 동경정치학교는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된 학교일까. 일단 그가 동경정치학교에서 수강한 것은 사실로
보아야 한다. 동경정치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코마츠 미도리가 이인직이 자신의
수업을 들었음을 두 차례에 걸쳐 일관되기 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학교가
제대로 된 학교였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인직이 다녔다고 알려진 개교
직후의 상황을 특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상급학교로 진학이 가능한 정식 학교가
아닌 탓인지는 몰라도 동경정치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그리 많지
않으며, 이인직과 마찬가지로 밝혀져야 할 것이 더 많은 학교이다. 하지만, 이 학교에
재학했거나 졸업한 이들의 당시를 회고한 기록을 보면 제대로 운영되었다고는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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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많지 않은 이 학교에 대한 자료가 정상적 운영이 안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고,
더구나 이 시기가 이인직이 다녔던 시기라는 점이 결정적 문제이다.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가인 야마구치 기조와 야마카와 히토시는 1898~1903 년에 이 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이 학교는 개교 직후 2~3 개월만 제대로 운영되었을 뿐 그
이후에는 급여 문제로 강사들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낡은 학교 교실을 빌려
문을 연 동경정치학교는 학교라기보다는 ‘강습회’ 정도였으며, ‘강습회’ 수준의 강의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신문의 논설에서 읽을 만한 학교’라고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체적 문맥으로 보아 신문의 질타를 받을 정도로 운영이 부실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이는 강사진의 문제였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정관계, 언론계,
학계 등의 저명인들로 구성된 화려한 강사진이 이 학교의 자랑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화려한 경력답게 자신의 본업이 있는 이른바 시간강사였다. 각 부문을 대표하는
저명인들이었던 만큼 아무리 시간강사라고 해도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결국 1903 년 7 월 제 3 회 졸업식 후 폐교가 된 이 학교는 남아 있던
학생들 대부분을 동경전문학교로 전학시켰다고 한다. 결국 개교 직후만 제대로 수업이
운영되었을 뿐 학교의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다 1903 년 폐교가 되었던 것이다.
코마츠의 회고는 어떻게 된 것일까. 코마츠는 두 차례에 걸쳐 이인직이 조중증과
함께 자신의 강의를 들었음을 회고하고 있다. 1900 년대 후반 코마츠가 한국에서 일을
할 때도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 이인직과 친하게 지냈음을 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인직이 동경정치학교에서 코마츠의 강의를 수강했음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코마츠가

동경정치학교

강사

시절

이인직이

‘과외생’(1920)과

‘청강생’(1936)으로 강의에 들어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즉
이인직은

정규학생이

아닌

신분으로

강의를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동경정치학교에는 정규학생 외에 ‘선과생’이나 ‘교외생’이라는, 특정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했다. 또한 코마츠의 동경정치학교 재직 기간도 따져보아야
한다. 현재 남아 있는 동경정치학교 관련 자료나 그의 회고록, 외무성 공무원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하면 그가 강사로 재직했던 시기는 1898 년 10 월부터 1900 년
상반기까지로 판단된다. 코마츠는 1900 년 하반기 미국 워싱턴으로 발령이 나
1905 년까지 근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인직은 1900 년 이전 정규학생이 아닌 ‘선과생’이나 ‘교외생’ 신분으로
동경정치학교의 강의를 수강했다는 것이 된다. 듣고 싶은 강사의 강의나 시간이
허락했을 때만 동경정치학교에 찾아가 수강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력서에
기재한 1900 년 9 월 동경정치학교 입학이 사실이며, 또한 그것이 정규학생 신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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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직은 ‘교외생’을 거쳐 입학했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 시기의 동경정치학교는
매우

부실한

수업

등

제대로

된

학교운영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인직과

동경정치학교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즉 정규학생이
아닌 ‘교외생’으로서 동경정치학교의 영향을 바라보아야 하든지 혹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동경정치학교의 영향 관계를 핵심적 차원에서 부수적 차원으로 낮춰 봐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어느 것이 맞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인직의
사상이나 지(知)의 형성에 있어 동경정치학교의 영향력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3. 합방 직전 도일 행적에 대하여
이인직은 합방 직전인 1909-1910 년 무렵에는 문인/소설가 또는 언론인이라기보다는
이완용이

비서로서

정치인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무렵

이인직은

대한신문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공자교 운동이나 국시유세단과 국민대연설회 활동,
이완용 비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일본을
자주 왕래한다는 것이다. 이인직의 국내 활동에 비해 이 시기 일본에서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것이 드물다. 그가 일본에 갈 때마다 국내 언론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의구심 가득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정작 일본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도․기사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1909 년 12 월 도일했을 때의 행적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이때의
이인직의 행적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상세한 기록을 남겨놓았다. “『伊藤公爵薨去後ニ於
ケ ル 韓國政局竝 ニ 總理大臣李完用遭難一件 單』”(1909-1910)이라는 제목의 자료가
그것이다.
1909 년 12 월 이인직의 일본행은 당시 일진회가 제출한 합방청원서와 관련이 깊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일진회는 1909 년 12 월 4 일 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순종과
내각 총리대신, 통감에게 제출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 큰 파문이
일어나 격론이 일어나는데, 곧 시기상조론과 즉시실시론이 그것이다. 일단 국내에서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대를 표명한 것은 이완용 내각이었다. 이완용은 청원서가 제출된
다음날인 5 일 합방 반대를 위한 국민대연설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인직의 12 월 중순 일본행은 바로 이러한 이완용의 합방 반대 운동의 일환이다.
이인직은 12 월 17 일 무렵 출발해 약 3 개월간 일본에 체류한다. 이인직이 표면에
내세운 일본행의 목적은 정치관계가 아닌 공자교 일본 지부 설치였지만, 이완용의
밀명을 받고 일본 내에서 합방 반대 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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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다했다. 동경의 신문을 통한 일본의 여론 환기와 한국유학생 선동, 동지회에 대한
선동 등이 이인직이 일본에 가는 이유라는 것이 그의 일본행을 둘러싼 소문이었다.
이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 당국은 물론 흑룡회까지 모두 의심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이인직은 일본에 도착한 후에도 정치적 일로 온 것이 아님을 극구
부인하며 당시 일본 기자를 포함한 만나는 사람마다 오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한다.
“『伊藤公爵薨去後 ニ 於 ケ ル 韓國政局竝 ニ 總理大臣李完用遭難一件 單』”당시 일본의
정보당국이 만든 비밀문서인 듯한데, 여기에는 이인직의 일본에서의 일별, 시간대별
행적이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당시 국내 언론에서도 이인직의 일본행에 대해
일본 당국에도 엄밀 주의 중이라는 보도를 하긴 했다. 하지만, 이인직이 어디에
묵었는지, 어디에 가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등의 내용이 분 단위까지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인직 부재시 도착한 우편물까지 몰래 뜯어보고 그 내용까지 상세히
보고하고 있어 일본 당국의 주의와 경계가 언론 보도 이상으로 매우 엄중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인직이 종교 문제로 왔는지 또는 소문대로 합방 반대 운동을 위해
왔는지에 대해, 이 비밀문서가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은 아니다. 이 자료에는 이인직의
상세 동선과 만난 인물 등이 기록되어 있을 뿐 이인직이 나눈 대화 내용까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인직이 만난 인물들을 통해 그의 목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 3 개월 동안 이인직은 동경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을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 보고서에 나오는 사람들과 이인직이 일본에 만난 사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 : 육종윤, 고원훈, 오정선, 김기장, 박종직, 유유근, 김재곤, 윤태진
*일본인 : 中村八太郞, 岡村熊久, 中村久四郞, 須藤正守, 森一瓢, 花田節, 吉田龍郞,
松本君平, 大垣丈夫, 小松綠, 荒浪平次郞, 伊澤巖吉, 竹越興三, 板倉中 ソ , 中村米作,
伊藤伊吉

구체적으로 이들 인물에 대한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한국인은 주로 동경에서
공부하고 있던 유학생들로 보인다. 일본인은 동경정치학교 관계 인물들과 대한협회
관계자, 대한신문 관계자들의 이름이 보인다. 공식적으로 이인직은 이들을 만나면서
공자교 일본지부 설치 운동을 벌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만나 무엇을 의도했고
무엇을 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이다. 본 연구의 진행방향은 우선 이들 인물들이
누구인가 하는 점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때의 이인직의 일본행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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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인직이라는 한국 근대소설사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이인직이라는 인물의 실체와 한말 정국에서의 위치, 그의 문필활동이 놓인 역사적 위치,
나아가 한국 근대소설사의 초창기를 둘러싼 정치현실적 배경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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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南善의 東京 體驗과 글쓰기
權杜姸(延世大學校)

1.

동경 유학과 체류 기간

최남선의 연보를 포함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최남선은 1904 년 황실에서 모집하는
1 차 특파 유학생에 선발되어 15 세의 최연소 자격으로 황실 특파 유학생이 된다. 1
東京府立第一中學校의 유학생 명부를 참조하면 최남선의 연령은 15 세, 본적은 경성,
보호자는 獻圭, 보호자의 직업은 学部參書官, 입학일과 퇴학일은 각각 37.11.2 과
37.12.19

로

기재되어

있고

퇴학

이유는

親病으로

기록되어 있다.

2

학적부의

기록대로라면 최남선의 유학 기간은 한 달 남짓이며 이유는 부모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한 달이라면 거의 수학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짧은 기간이다. 퇴학
사유 역시 부모의 건강상의 이유라는 점은 학문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육당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그의 2 차 유학에 비해 황실 특파 유학생으로 도일한 1 차
유학은

그다지

주목되지

않은

이유

역시

여기에

기인할

것이다.

3

그런데

『帝國新聞』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는 다른 기사를 싣고 있어 흥미롭다.
관비생으로

일본에

유학하던

최남션

리창환

량씨가■전

회국하야■■■■■■■■를 이번 ■■약후에 고■■■문을 ■배쥬지■이■즉 ■동
나■학■을

배■쓸데■다■고

오■여명이

■졔■퇴■하야

금자

■■■으로

다

4

왓다더라

최남선의 퇴학에 관해 다루고 있는 이 기사는 상당 부분 복자(覆字) 처리, 즉 검열되고
있다. 검열의 주체는 통감부이다. 5 그러나 벽돌로 처리된 부분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데, 관비생으로 유학하던 최남선과 李昌煥이 귀국했다는 사실과 그 이유가
신조약과 관련하여 학문의 무용성으로 인했다는 사실, 그리고 오십 여명의 학생이
일제히 퇴학했다는 등의 내용이 감지된다. 이 기사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최남선의 1차 유학의 귀국 계기가 한일신조약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
1

｢연표｣,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육당 최남선 전집』 15, 현암사, 1974.
武井一, ｢資料 留學生名簿｣, 『皇室特派留學生-大韓帝國からの50人』, 百帝社, 2005, 200쪽.
3
최남선의 2차 유학에 대해서는 이진호가 상세히 다룬 바 있다. 이진호, ｢최남선의 2차 유학기에
관한 재고찰-연보 재정립을 위한 제언｣, 『새국어교육』 42집, 한국국어교육학회, 1986 참조.
4
｢학생퇴출｣, 『제국신문』 1905.12.15, 잡보 3면. 복자 처리된 부분을 복기해 보면 “관비생으로
일본에 유학 던 최남션 리창환 량씨가 일전 회국하야 동경부립제일학교를 이번 신조약후에 고■■■문을
쥬지안이한즉 일동 나와 학문을 배워쓸 데없다하고 오십여명이 일졔자퇴를하야 금자에 조선으로 다
왓다더라”
5
통감부가 검열했다는 사실은 1907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밝혀진다. ｢丸山顧問과各新聞記者｣,
『제국신문』 1907.4.9, 잡보 1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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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최남선의 귀국일 및 귀국 원인은 1905년 1월, 부모의 병환으로 알려져 있다.
一中의 학적부에도 분명 그가 1904년 12월 친병으로 퇴학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제국신문』은 1905년 12월 관비유학생인 최남선이 동기생 이창환과 함께
귀국한 소식을 전하면서 그 이유가 신조약에 불만을 가져 학문을 그만둔 것으로
알리고 있다.
一中의 학적부를 참고하면 최남선과 함께 거론되었던 이창환은 1905년 11월
28일자로 高義行, 金晉鏞과 동시에 자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인은 역시 병환이다.
그런데 김기주의 주장에 의하면 一中은 이 사건의 불미스러운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
퇴학한 이들의 이유를 모두 '병환'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이창환의 자퇴는 당시
청국유학생들의 일제 귀국과 맞물려 민족운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6 조용만의 회고에도
이창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남선이 이 시기 그와 함께 활동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7 그렇다면 최남선의 1차 유학과 관련한 귀국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一中의 학적부와 『제국신문』 기사 간의 사실 여부를 떠나 최남선이 황실 특파
유학생으로 신조약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은 향후 그의 진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2.

유학 전후 매체 경험과 글쓰기

언론인으로서 최남선에 쏟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경 유학 이전의 매체
글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만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최남선 자신의
회고를 비롯하여 그의 매체 경험은 일본 유학 이전에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9 세 때부터 “新聞紙작란”을 하기 시작해
12 세에는 “무엇이든지 적은 것이면 國文이면 帝國新聞 漢文이면 皇城, 漢城等新聞”에
내고 “日俄戰爭이 생기기 前年에 仁川에서 日人의 손에 大韓日報란 것이 생겨 날마다
硬軟兩方으로 부탁하지 아니하는 諸種文을 草하야서는 郵便으로 보내면 그것이 그
이튿날 新聞上에 바로 대단한 待遇를 받아” 났다고 한다. 8 이처럼 상당히 일찍 매체에
눈을 뜬 최남선은 실제로 다양한 매체에 글을 투고하기까지 이른다. 특히 이 회고에서
그가 이미 10 대 초반에 문자를 구분하여 매체에 실었다는 점, 둘째 다양한 신문에
투고를 하였는데 그 가운데 일본인 발행 신문이 있다는 점 등은 흥미롭다. 그 가운데
『大韓日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데,

『大韓日報』는 1904 년 3 월 10 일 인천에서 창간된 신문으로 『大韓每日申報』의
항일 논조에 맞서 일제의 조선침략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최남선이 유학 이전에 이미 상당한 매체 경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자주와
개화를 외치는 『皇城新聞』뿐 아니라 『大韓日報』과 같은 친일본적인 매체들도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7
8

金淇周, 『韓末 在日韓國留學生의 民族運動』, 느티나무, 1993, 134쪽; 武井一, 앞의 책, 84~86쪽.
趙容萬, 『六堂 崔南善 全集』, 三中堂, 1964, 59쪽.
崔南善, ｢處女作發表當時의 感想-아득하야꿈가틀ᄯᅡ름｣, 『朝鮮文壇』 6호, 1925.3, 57~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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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신문들에서 최남선의 이름으로 투고된 글은 발견되지 않는다. 신문지상에서
그의 이름이 최초로 거론된 것은 1장에서 살펴본 『제국신문』 잡보 기사가 나기 바로
며칠 전에 실린 광고에서이다. 광고의 내용은 “哭 閔公泳煥靈几 崔昌善 崔南善”이
전부이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 순국한 閔泳煥을 추모하는 내용을 형 崔昌善과 함께
광고 형식으로 기린 것이다.

사진에서처럼 이 광고는 1905년 12월 3일 『帝國新聞』(左)과 『大韓每日申報』(右)에
동시에 게재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광고들이 게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일한
날짜에 일본에서 유학한 학생의 奇書가 각각 실린다.
불상〓고ᄋᆡ〓을사 이〓만〓포들아 한편〓기〓려서 이〓말〓드러보오
나라〓〓디경 거〓의거의쥭〓네 대〓텬디〓삼도에 살기난〓코〓와
국운〓불길하〓
웅〓대〓간곳〓고
란〓젹〓ᄉᆡᆼ〓나셔
죠약〓지〓엇〓지
9
거연〓〓결하야 (중략)
“일본유학ᄉᆡᆼ으로 갓다온 친구의 기셔”라는 제목의 국문으로 된 이 기서는
국권회복에 대한 강한 염원이 담긴 만큼 전문 복자로 처리되었다.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기서 역시 관비유학생의 일제 퇴학에 관한 내용인데, 잡보란에 실리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과 함께 소개되었다.
日本에 遊學하는 韓國官費生들이 高等學校에 上學함을 不許하는 事件에
對하야 十分憤激하야 下宿으로 一齊退留하얏는데 此處靑年들이 該報를 聞하고
一般憤慨心을 不禁하야 本社에 奇書힘이 如左히니
悲報悲報라 嘗膽生
余는 海外에만 遊하야 幾多星霜을 異土에 閱歷하얏는지라 這間所經千辛萬苦는
不庸枚陳이로되 余는 將찻 吾輩靑年에 前途를 顧念하야 一大悲報를
入聞코져하노니 我敬◈하는 靑年諸子는 多幸히 泛泛看過치 勿하라 嗚呼라
吾人은 各各上帝의 稟賦하신 肉軆로 光榮잇는 韓土에 下落하야 恒常國民되
天職을 克盡코져하읍든바 不幸히 上天이 不福하시고 國運이 大否하야
俄然一朝에 主權을 見奪함애 四千年疆土는 將찻 强隣의 蹂躝를 被하고
五百年宗社는 幾乎盲火의 薰炎을 遭할지라10
두 글의 문체나 내용이 상당히 달라서 한 사람이 쓴 글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최남선의 이름이 실린 지면에 관비유학생에 관한 동일한 내용의 글이 그것도 같은
날짜에 게재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한편 『大韓日報』를 검토한 鄭晉錫에
따르면 <廣求投書>라는 독자 투고란에 최남선의 기명으로 된 투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9
10

｢일본유학ᄉᆡᆼ으로 갓다온 친구의 기셔｣, 『제국신문』, 1905.12.16. 2면 1~3단 기서(寄書)
『대한매일신보』 1905.12.15./16 雜報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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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1 그런데 최남선의 회고에 따르면 부탁하지도 않은 글을 써서 보내면 대단한
대우를

받아

실렸다고

했으니

독자

투고가

아닐

가능성도

충분하며

위

두

12

인용문에서처럼 기명 표기 없이 기서 형식으로 실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유학시절 필명에 관한 재고

최남선은 ｢‘六堂’의 辯｣에서 다른 기명을 쓰지 않았다고 했지만 육당이라는 호를
본격화하기 전에 이미 유학생 잡지에서 大夢生, 大夢崔, 崔生, NS生 등 상당한 필명을
사용한

흔적이

포착된다.

이

가운데

기존

연구에서

樂天子의

｢國風四首｣와

｢歐洲泰東學界泰斗 막스, 물너 博士의 儒敎論(上)｣은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아마도
전자는

樂天子를

최남선이

아닌

白大鎭으로

간주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백대진이 1910년대 『新文界』와 『半島時論』 및 『每日申報』에서 白樂天子 혹은
樂天子라는 필명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13 그런데 백대진은 일본 유학 경험이 없고
특히 1910년 이전 활동한 흔적이 포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1907년 일본 유학생들로
구성된 잡지에 어떻게 글을 실을 수 있었는지는 해명되지 않는다. 결국 1907년 유학생
잡지의 樂天子와 1910년대 『新文界』를 비롯한 매체의 樂天子는 동일인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1907년 낙천자를 최남선으로 확정할 만한 근거 역시 없다. 樂天子를
최남선으로 간주한 洪一植은 이 시의 제목인 ‘國風’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14 최남선의
글을 통틀어 樂天子는 이 때 딱 한번만 사용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회고에서 몇
가지 참고할 만한 단서가 포착된다.
나는 천품이 시인이 아니러라. 그러나 시세와 밋 나 자신의 경우는 연해연방
소원아닌 시인을 만들녀하니…丁未의 조약이 체결되기전 삼삭에 붓을 들어
우연히 생각한대로 기록한 것을 시초로 하여 三四朔 동안에 십여편을 엇으니 이
곳 내가 붓을 시에 쓰던 시초오 아울너 우리국어로 신시의 형식을 시험하던
시초라15
인용문대로 최남선이 시에 처음 경도된 것이 정미조약이 체결되기 3~4개월 전이라면
대체로 1907년 3~4월이 된다. 유학시기 집중적으로 시가 쓰인 시기와 일치한다.
그리고 우리 국어로 신시의 형식을 시험하던 시초라고 한 구절 역시 제목과 부합한다.
더욱이

시에서

사용하고

『大韓留學生會學報』

있는

1~3호는

표현

역시

최남선이

다른

편집을

시들과
맡고

유사하다.

있었기

때문에

이

밖에도

<彙報>나

<會報>의 글 역시 그가 썼을 가능성이 크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최남선은 황실 특파 유학생으로 東京府立第一中學校에 입학했지만 1개월 만에
親病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다음 해 1월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국 후 그는
11

鄭晉錫, 『歷史와 言論人』,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359~360쪽.
『대한일보』 3월 10일 창간호부터 8월 17일까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조사 결과,
기서 형식으로 된 글은 10여 편 정도이고 이 가운데 최남선의 이름으로 된 글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필명으로 썼을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13
朱昇澤, ｢白大鎭 硏究｣, 『震檀學報』 80, 1995, 333~337쪽.
14
洪一植, 『韓國開化期의 文學思想硏究』, 悅話堂, 1980, 111~112쪽.
15
｢舊作三篇｣, 『少年』 2년 4권, 1909.4, 2~3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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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잇지 않고 각종 신문에 시국과 관련한 글을 투고하여 통감부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리고 다음 해 4월 다시 도일하여 9월에 와세다대학 지리역사과에 입학한다.
그러나 이 역시 한 학기 만에 모의국회사건으로 퇴학한다. 이번에는 바로 귀국하지
않고 각종 학회에 관여하는 등 다양한 행보를 보인다. 그러다 1908년 6월경 林圭와
동반 귀국하고 형 최창선과 함께 신문관을 설립한 뒤 『京釜鐵道歌』와 같은 노래집과
『소년』을 창간한다. 『소년』 발행 중에도 두 차례 더 동경을 방문하여 安昌浩와
만나고 洪命憙를 통해 李光洙를 섭외하는 등 잡지 발행과 靑年學友會와 관련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최남선의 이러한 행보에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몇 가지 점들이 포착된다. 이 발표문에서는 미흡하나마 1차 유학의 퇴학 이유와
도일 이전 신문 매체 및 도일 후 글쓰기를 재구해 보고자 했다.
부록> 유학생 잡지에 실린 글 목록
제목

1

獻身的精神·(續)

2

奮起하라靑年諸子

3

北牕囈語

4

現時代의要求하는人物

5

彗星設

6

地球之過去及未來

7

華盛頓傳

8

郵票起源

9

*國風四首

10

國家의主動力

11

熱心과誠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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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의 ｢소녀의 고백(少女の告白)｣(1944) 다시 읽기
최주한(서강대)

｢소녀의 고백｣을 어떤 맥락에서 다시 읽을 것인가
1944년 10월 [신타이요(新太陽)]에 발표된 ｢소녀의 고백(少女の告白)｣은 식민지 시
기 이광수의 마지막 일본어 창작입니다. 1943년 1월 창간된 [신타이요]는 일찍이 마해
송이 간행하던 대중오락잡지 [모던니폰(モダン日本)]의 후속 잡지로서, 1940년 12월 출
판신체제의 성립 이래 전시통제의 강화와 더불어 여러 차례에 걸친 출판물에 대한 대
대적인 정리·통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이례적인 잡지입니다. 1939년 11월과
1940년 8월 두 번에 걸쳐 기획 간행되어 일본과 조선 양쪽에서 굉장한 호응을 얻었던
[모던니폰] 조선판에서의 마해송의 활동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장기화되어가던 전
시체제하에서 조선의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이 잡지를 존속케 한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광수는 바로 전년 1943년 11월 ‘싸우는 조선 특집·징병제도 실
시 기념’호에도 잡지의 기획에 부응하여 조선에서의 징병제 실시의 감격을 담은 단편 ｢
군인이 될 수 있다(兵になれる)｣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녀의 고백｣이 발표된 1944년 10월 [신타이요]의 지면 역시 전쟁 동원의 선전으
로 넘쳐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싸우는 전신(戰ふ五体)｣이라는 제목하에
‘싸우는 눈’, ‘싸우는 입’ ‘싸우는 귀’ ‘싸우는 손’ ‘싸우는 발’이라는 소제목의 선동적인
화보로 시작하고 있는 10월호에는 전시체제하 긴박한 조선의 현황을 간단한 삽화와 함
께 보고하고 있는 ｢진군하는 조선(進軍する朝鮮)｣이라는 꼭지도 눈에 띕니다. 태평양전
쟁 서전(緖戰)에서의 승승장구도 잠시, 때는 바야흐로 1943년 2월 솔로몬 제도 과달카
날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일본군 수비대의 잇따른 ‘玉碎’ 혹은 ‘全員 戰死’ 소식이 조선
의 일일신문에도 속속 전해지고 있을 만큼 급속히 기울고 있던 일본군의 전세(戰勢)가
모든 것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끌어넣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1 1943년 8월 조선에서의
징병제 실시에 이어 1943년 10월의 조선인 학도특별지원병제 실시는 당시 수세에 몰
린 전황(戰況)의 긴박함을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는데, 조선인 학병이 징병검사와 단기
훈련을 마치고 입영을 시작한 것은 1944년 1월 20일, 그리고 4월에서 8월까지 징병검
사를 거친 징병 적령기의 조선인 청년들이 입영을 시작한 것은 이해 9월의 일이었습니
다.
1

｢敵軍二萬 擊摧 앗쓰島 我守備隊 玉碎｣, 『매일신보』, 1943.5.31./ ｢壯烈 마킨, 타라와 守備隊
玉碎｣, 『매일신보』, 1943. 12.21./ ｢크에제린, 루옷트島 我守備隊 四千五百 壯烈戰死｣, 『매일신보』,
1944.2.26./ ｢盟誓하자! 사이판의 復讎 - 指揮官 以下 全員 戰死｣, 『매일신보』, 19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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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의 고백｣이 씌어진 것은 이러한 전시동원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였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소녀의 고백｣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이러한 전시 동원의 컨텍
스트는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논의들이 주로 텍스트의 내용 층위에서
고백의 핵심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소녀의 실연이 갖는 의미 분석에 집중했던 까닭이라
고 생각됩니다. ‘내지인’과의 사랑의 실패로 인해 분열된 진리(내지인과 조선인은 같다/
다르다)에 사로잡혀 있는 소녀에게서 ‘내선일체의 불가능성’이라는 불길한 음영을 읽어
내고, 나아가 제국의 ‘국민’되기라는 욕망의 근저에 똬리를 틀고 있는 자학과 가학을 오
가는 ‘원한’의 파토스를 읽어낸 논의들이 그렇습니다.2
그런데 이러한 고백의 내용 층위에서 눈을 돌려 형식의 층위에 주목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놀라움은 무엇보다도 ｢소녀의 고백｣이 일차적
수신자로 설정하고 있는 대상이 이광수 자신, 그것도 전쟁 동원에 적극 협력했던 작가
자신이라는 사실에서 옵니다. ｢소녀의 고백｣은 어느 재일 조선인 소녀가 학병 권유 강
연차 일본에 왔던 ‘조선의 작가’에게 자신의 신상 이야기를 토로하고 있는 편지글 형식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조선의 작가’라 함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1943
년 11월 ‘일본유학생권유단’의 일원으로 토쿄에서 학병 권유 강연에 나섰던 이광수 자
신을 가리킵니다. 이 점에서 보면 당대 전시 동원의 컨텍스트는 ｢소녀의 고백｣의 내용
층위보다는 형식의 층위에 또렷이 각인되어 있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원의 글쓰기가 동원의 대상으로서의 제국 혹은 식민지의 일반 독자를
상정하는 게 상례라면, ｢소녀의 고백｣은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전쟁 동원에 협력했던
작가 자신을 일차적인 수신자로 소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한 문법을 갖고 있
습니다. 이광수는 왜 이 시점 -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이 전세(戰勢)가 급격히 기울고
있던 1944년 후반 - 에서 자기 자신을, 그것도 지식 청년의 전쟁 동원에 협력했던 자
신을 고백의 일차적인 수신자로 소환했던 것일까.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당대 전시 동원
의 컨텍스트를 염두에 두고 필시 의도적인 것이 분명했을 특이한 고백의 형식에 주목
하여 ｢소녀의 고백｣을 다시 읽어보고자 합니다.
고백의 수신자=작가라는 설정
｢소녀의 고백｣은 갓난아이 때부터 쿄토(京都)에서 자란 어느 재일 조선인 소녀가 일
면식도 없는 ‘조선의 작가’를 향해 그의 저서 [○○]을 구해 읽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작년부터 우연한 계기로 조선의 생활과 전통에 관심을 갖게
된 터에 선생이 ‘조선의 작가’라는 것, 그것도 훌륭한 작품을 쓰는 작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저서 [○○]를 구해 읽고 싶어졌다는 게 소녀가 도입부에서 밝히고 있는 고백의
표면적인 동기인 셈입니다.
여기서 고백의 수신자로 설정되어 있는 ‘조선의 작가’가 이광수 자신이라는 것은 말
2

최주한, ｢민족보존론과 ‘가면’의 병리학｣, 『제국 권력에의 야망과 반감 사이에서』, 소명출판,
2005, p.239. 이경훈, ｢원한의 화자｣, 『현대문학의 연구』 45, 2011, p.320.

169

할 것도 없습니다. 소녀가 고백의 수신자인 ‘조선의 작가’를 알게 된 것은 ‘작년 가을’
그가 쿄토대학에서 조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였습
니다. 아버지를 통해 강연자가 ‘조선의 작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녀는 강연회 당일
“여자가 갈 장소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말리는 것도 무릅쓰고 강연회장을 찾았던 것인
데, 이 일화는 ｢소녀의 고백｣이 발표된 시기를 기점으로 ‘작년 가을’에 해당하는 1943
년 11월 이광수가 ‘일본유학생권유단’의 일원으로 학병 권유 강연에 참가했던 일을 환
기시킵니다.
‘일본유학생권유단’이란 1943년 10월 조선인 학도특별지원병제의 실시 이후 저조한
학병 지원 실적을 우려한 조선총독부가 지연·혈연·학연을 이용하여 일본에 유학 중이던
조선인 학생의 학병 지원을 유도할 목적으로 일본에 파견하기 위해 다급하게 조직한
단체입니다. 당시 조선의 학병 대상자가 1,000여 명인데 비해 일본에 유학중인 조선인
학생은 약 6,000여 명으로 6배나 많았는데, 학병 지원 접수가 시작된 이래 마감을 열
흘 앞둔 11월 10일까지도 일본 유학생의 지원수는 채 90명을 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43년 11월 7일 명사(名士) 12인의 이름으로 조직된 ‘일본유학생권유단’ 선발대가 부
랴부랴 경성을 떠난 것은 이튿날 8일 오후였습니다.
당시 최남선, 김연수와 함께 선발대로 경성을 떠난 이광수는 10일 오사카(大阪) 칸사
이대학(關西大學)에서의 강연회를 시작으로 11일 쿄토대학(京都大學) 강당에서 열린 간
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12일 토쿄(東京)에 도착해서는 14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친 메이지대학(明治大學) ‘조선학도궐기대회’에서의 강연회 외에도 토쿄 각 학
교 관계자와 지원 대상 학생들과의 간담회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야 했습니다. 3
그러니까 ‘지난 가을’ 소녀가 ‘조선의 작가’를 만나기 위해 참석했던 쿄토대학에서의 강
연회란 11월 11일 쿄토대학에서 열린 간담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의 강연 내용은
｢소녀의 고백｣에도 다음과 같이 또렷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 선생님은 순순히 일본의
국체나 대동아전쟁 목적의 正義性을 설하시고, 제국에 있어서의 조선 민중의 지위와,
그 나아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선조의 문화와 드높은 충의와 무
용의 여러 가지를 논하시고, 현재 조선 동포의 비굴, 기개 없음을 한탄할 때, 선생님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나아가 이광수는 보다 직접적으로 그 ‘조선의 작가’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명시
해두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서 [○○]가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사상을 담은 것”
이라는 ‘秋- 선생’의 비평을 받은 바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 그러한데, 이는 1942년 11
월 토쿄에서 열린 대동아문학자대회 당시 아키타 우자쿠(秋田雨作)가 [사랑]의 작가 이
광수에게 면담을 청했던 일화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4 1944년 10월호 [신타이요] 지면
3
4

姜德相, 『朝鮮人學徒出陣』, ‘榮光の使節團’, 岩波書店, 1997, p.231-236.
“제국극장의 마티네에 초대되었다. 덕택에 아키타 우자쿠 씨를 만났다. 내 작품 『사랑』을 읽은
모양인지 김사량 군을 통해 나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와서 로비에서 만났다.” 李光洙,
｢三京印象記｣(『文學界』, 1943.1). 김윤식 편역, 『이광수의 일어 창작 및 산문선』, 도서출판 역락,
2007,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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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린 ｢소녀의 고백｣을 읽는 당대의 독자라면 이런 수준의 정보만으로도 소녀가 언
급하는 ‘조선의 작가’가 이광수라는 것을 쉽게 눈치챘을 것입니다. 이광수는 ｢소녀의 고
백｣ 도입부에서부터 자신에 관한 사실 정보를 곳곳에 심어둠으로써 고백의 수신자로서
의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해두었던 것입니다.
신빙성 없는 화자, 내선일체 이념과 현실의 동일시
이와 관련하여 고백의 수신자를 작가 자신으로 설정한 것은 다만 고백의 동기화를
위한 것이고, 따라서 고백의 수신자로서의 작가란 그저 고백의 내용을 투명하게 전달하
기 위해 도입한 허구적 장치에 불과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작가는 소녀의 목소리를 빌려 결국 자기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
간의 논의에서 내선일체의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는 소녀의 목소리가 종종
작가 이광수의 목소리와 동일시되곤 했던 것은 이런 암묵적인 가정이 작용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녀의 고백｣과 같은 서간체 일인칭 서술 상황에서 화자의 고백이 향하는
대상은 일차적으로 편지의 수신자이며, 따라서 일차적인 수신자로서의 작가는 일단 형
식적으로 화자와는 한 발짝 거리를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소녀의 고백｣의 화
자는 갓난아이 때 부모를 따라 일본에 건너와 겨우 소학교만 마친 열아홉 나이의 소녀
에 불과한 까닭에, 현실 경험에 대해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제한된 통찰을 가질 수밖
에 없는 이른바 ‘신빙성 없는 화자 unreliable narrator’(Wayne C. Booth)에 해당합니다.
이광수는 제한된 통찰을 지닌 소녀를 고백의 주체로 설정한 일인칭 서술상황을 선택함
으로써, ｢소녀의 고백｣에서 소녀의 목소리와 작자의 목소리를 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의 고백｣을 읽으면서 우리는 종종 소녀의 목소리와 작가의
목소리를 혼동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녀의 목소리에 작가의 목소리가 투영되어
있어서라기보다 소녀가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서 내선일체라는 공식적인 허구의 이념을
내면화하고 있는 데서 기인합니다. 실제로 소녀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은 그녀가 내선일체의 이념과 현실을 동일시하기를 원하고, 이 둘의 분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녀는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와 쿄토에 거주하게 된 재일 조선인 2세
입니다. 고향에 일자리가 없어서 직업과 밥을 구해 일본으로 건너온 그곳 조선인들은
문화의 정도가 형편없이 낮습니다. 그런데 소학교 다닐 때부터 내지 명문가의 자제들과
어울리던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고대에는 내지와 조선이 한 뿌리였고 조선의 문화 또
한 찬란한 것이었다는 ‘옛 영광’에 눈뜨게 됩니다. 그리고 메이지절을 맞아 그들과 함께
방문한 호류지(法隆寺)에서 내지와 조선은 하나라며 ‘사랑의 약속’을 주었던 가츠마로에
게 기꺼이 사랑을 바칩니다. 결국 소녀는 가츠마로에게 실연당하고 말지만, 기이하게도
그녀는 그날의 일을 후회하기는커녕 언제까지나 ‘가장 행복했던 날’로 기억하고자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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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소녀의 태도는 소녀의 실연 소식을 접하고 “타니무라 댁이 우리를 바보 취급
했다고 분개”하는 가족들의 태도와는 분명히 이질적입니다. 소녀가 가츠마로와의 인연
에 대해 줄곧 일본과 조선은 한 뿌리라는 ‘사실에 눈뜬’ 감격을 투사하고 있는 반면, 가
족들의 목소리에 의하면 그것은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는 ‘허구에 눈먼’ 소녀가 그 허구
를 현실과 동일시한 끝에 파멸에 이른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녀가 일본과 조선이 동조동근이라는 사실/허구에 눈뜨게/눈멀게 된 일차적인 계기
는 책과 사진을 통해서였습니다. 내지 상류층의 자제들과 어울리던 소녀는 어떤 기회에
일본과 조선 관계의 고대 역사에 권위자라는 타니무라의 서재를 배견(拜見)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서재에서 관련 서적과 사진을 꺼내어 보여주며 고대 일본과 조선의 문화
적 교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던 타니무라에게서 “일본과 조선은 원래 하나”였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녀는 그 때의 감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왠
지 정신이 아찔해지는 듯했습니다. 너무나 감동했기 때문이겠지요. 길고 긴 잠에서 깨
어난 듯도 하고, 또 깜빡깜빡 꿈을 꾸고 있는 듯도 했습니다.” 책과 사진의 권위, 그리
고 고대 역사 분야의 권위자라는 학자의 이야기는 소녀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사실/허구
를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이게끔 했던 것입니다.
물론 소녀가 이러한 책의 언어와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현실과 혼동할 만큼 어리숙했
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녀는 타니무라의 막내 아들 가츠마로가 처음 ‘사랑의
약속’을 주었을 때, “가문으로 보거나 학력으로 보거나 저는 아주 주저”했다고 고백하
고 있습니다(보다 결정적인 것은 제국의 국민과 식민지인이라는 위계 관계를 또렷이 의
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가츠마로와 미요코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된 소녀는 “‘저 분수를 모르는 조선 계집년이’라고 욕먹을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유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지절 이튿날 밤 호류지에서 가
츠마로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소녀에게 이러한 책의 언어와 이야기를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줍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책의 언어와 이야기가
가츠마로와의 ‘사랑’에 정당성을 부여해주었고(가츠마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한다는 당초
제사(唐招提寺)의 백제 관음상을 소녀와 동일시합니다), 이어서 소녀의 신체에 각인된
‘사랑’이 책의 언어와 이야기에 대한 믿음을 증폭시켰던 것입니다.
고백의 불협화음: 해석학적 수다 vs 절박한 고독
웨인 부스는 신빙성 없는 화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화자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단
순히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무자각’의 문제임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즉 화자가 현실에 대한 제한된 통찰로 인해 잘못 알고 있거나 작가가 거
절한 특권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선일체의 이념을
현실과 동일시하고자 하고 이 둘의 분리를 거부하는 소녀의 태도 또한 이러한 ‘무자각’
의 성격을 띤 것은 물론입니다.
가츠마로에게 실연당한 후로도 소녀는 가츠마로와 ‘사랑’을 나누었던 날의 기억을 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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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합니다. 적어도 소녀에게는 그것이 내선일체의 이념과 현실이 하나의 형상으로 신
체에 각인되었던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날의 ‘행복했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소녀는 이념과 현실의 분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가츠마로에게 실
연당하고서도 그를 원망하기는커녕 이를 가츠마로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탓으
로 돌리고, 거절당한 ‘사랑’을 대신하여 문화가 낮은 조선에 대한 계몽 의지를 불태움으
로써 내선일체의 이념과 현실이 일치하는 미래를 꿈꾸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
아이가 훌륭하게 타니무라가와 결혼할 수 있게 된 후가 아니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습
니다.” 이 점에서 소녀의 명시적인 고백이 드러내는 내선일체를 향한 집요한 집념은 한
때나마 이념과 현실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던 과거의 기억에 고착되어 있는 ‘무자각’
적인 해석학적 수다 그 이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내선일체를 향한 일견 집요한 집념에도 불구하고 소녀의 고백은 모종의 머뭇거
림 속에서 동요하고 있습니다. 내선일체를 향한 소녀의 집념은 가츠마로와의 ‘사랑’의
실패로 인해 분열된 진리(내지인과 조선인은 같다/다르다)에 사로잡혀 있는 소녀가 만
들어낸 ‘사랑’의 대체물에 불과한 까닭입니다. “선생님. 이 생각이 세상 물정 모르는 무
지한 계집애의 어리석은 공상일까요. 아니면 사랑에 실패한 여자의 억지일까요.” 이처
럼 소녀의 충족된 ‘사랑’의 기억에는 거절당한 ‘사랑’의 고통이 함께 각인되어 있습니다.
실연의 아픔 따위는 잊고 전쟁과 동포를 위한 더 큰 사명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에도 불
구하고 소녀가 끝내 ‘조선의 작가’를 향해 ‘고독하고 절박한 심경’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백의 말미에서 소녀가 토로하고 있는 절박한 고독은 자칫 앞서 애써 구축
해 놓은 명시적인 고백을 공허한 수사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소녀는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자신의 절박한 고독에 대해 토로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조
선의 작가’를 향해서. 더 나아가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이광수는 왜 이런 위험을 무
릅쓰면서까지 소녀의 절박한 고독에 대해 쓰기로 결정한 것일까. 그것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들 질문은 명백히 고백의 명시적인 내용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으로, 소녀의
절박한 고독이 무언중에 발설하고 있는 고백의 내밀한 동기와 연루된 형식의 층위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조선의 작가’에게 소녀가 고백하고자 한 것
그렇다면 소녀의 절박한 고독이 무언중에 발설하고 있는 고백의 내밀한 동기란 무엇
인가. 앞질러 언급하자면, 그것은 그녀의 절박한 고독에 고백의 수신자인 작가가 연루
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소녀가 ‘조선의 작가’를 알게 된 것은 ‘작년
가을 ’ 쿄토대학에서 열린 조선인 학생 대상의 강연을 통해서였고, “ 여자가 갈 장소가
아니라고 ” 아버지가 말리는 것도 무릅쓰고 소녀가 강연회장을 찾은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조선의 생활과 전통에 관심을 갖게 된 재일
조선인 소녀가 고향에서 온 ‘조선의 작가’의 강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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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강연에서 “소중하고 고마운” 감격을 얻은 것으로도 모자라
소녀는 강연이 끝나고는 회장을 나와 하염없이 작가의 뒷모습을 뒤쫓습니다. 그리고 이
튿날은 대담하게도 신문 기사를 통해 알아낸 숙소까지 방문했다가 그가 이미 토쿄로
떠난 뒤라는 사실을 알고 울상을 짓기도 하는데, 이러한 소녀의 태도에서는 단순히 소
녀다운 감상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어떤 집요함과 절박함마저 느껴집니다.
소녀는 왜 일면식도 없는 ‘조선의 작가’와의 만남에 이토록 집착했던 것일까. 사실 여
기에는 소녀가 고백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내밀한 이유가 내재해 있습니
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이광수가 ‘동경유학생권유단’의 일원으로 토쿄대학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작년 가을’ 11월 11일의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소녀가 ‘작년
가을’ 메이지절(11월 3일)의 호류지에서 가츠마로와 ‘사랑’을 나눈 것은 강연회가 열리
기 불과 일 주일 전의 일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사건 배치의 의도성을 염두에 둘 때,
소녀가 학병 지원 대상인 조선인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 참석하면서까지 ‘조
선의 작가’를 분주하게 뒤쫓았던 것은 단순히 조선의 생활과 전통에 대해서 알고 싶다
는 바람 때문이라기보다는, 가츠마로가 준 ‘사랑의 약속’을 받아들였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러고 보면 내지와 조선은 하나라며 무차별이라는 명분하에 소녀의 ‘사랑’을 동원한
것은 비단 가츠마로만이 아닙니다. 학병권유 강연회 단상에 나와 “일본의 국체와 대동
아전쟁의 목적의 정의성”과 “제국에 있어서의 조선 민중의 지위와 그 나아가야 할 길”
에 대해 설하던 ‘조선의 작가’ 또한 면죄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먼저 ‘사랑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를 부추겼던 ‘조선의 작가’가 있었습니
다. 가츠마로가 준 ‘사랑의 약속’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을 때, 소녀가 “불쌍한 계집애의
호소”를 들어줄 고백의 수신자로 ‘조선의 작가’를 소환한 것은 이 점에서 필연적이었다
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백의 수신자로서 작가가 반추하고자 한 것
그렇다면 ‘사랑’에 실패하고 끝내 고독하고 절박한 심경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소녀의 고백은 고백의 수신자인 ‘조선의 작가’ 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었을까.
다시 말해 그 자신을 환기시키는 ‘조선의 작가’를 고백의 수신자로 설정함으로써 작가
이광수는 무엇을 반추(反芻)하고자 했던 것일까. 한때 소녀가 품었던 ‘가츠마로의 배우
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은 당시 전쟁에 동원되었던 조선의 청년들이 품었을 법한 ‘대
동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과 유비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둘 다 내지와
조선은 하나라는 무차별의 명분에 의해 지탱되는 환상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이
점에서 저는 이광수가 내지와 조선은 하나라는 ‘허구에 눈멀어’ 결국 파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에 동원했던 그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학병 권유 강연 이후에도 이광수는 ｢학병에게 감사｣(1943.12), ｢학병에게 보내는 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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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의 감격｣(1944.1), 학병 지원병 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 ｢귀거래｣(1944.1), ｢학병
의 어머니께｣(1944.2) 등 다양한 동원의 서사를 통해 ‘조선 동포의 영예’와 ‘대동아 지
도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기대를 부추기며 조선인 학병의 애국심을 호소하는 글을 써냈
습니다. 긴박한 전시 국면하에 모든 매체가 총독부와 군부의 의지를 전달하는 보도기관
으로 전락해 있던 시점이었으니, 동원되어 글을 쓰는 한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
다. 그러나 훗날의 고백이 증언하고 있듯이 그것은 “ 어차피 흘리는 피일진댄, 만일의
경우(일본이 이기는 경우)에 그 값이나 받도록 하여 두자”([나의 고백], 1948)는 모종의
이해타산을 수반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일본군의 전황(戰況)은 급속히 나빠져 학병 지원자의 징병검사
마감 이튿날인 12월 21일자 [매일신보]의 1면에는 마킨·타와라섬 전투에서의 일본군
수비대 사천오백 명의 전원 전사(戰死) 소식이 전해졌고, 학병의 입영이 시작되고 불과
한 달 뒤인 1944년 2월 26일자 지면에는 쿼제린·루오트섬 전투에서의 사천오백 명에
달하는 일본군 수비대의 전원 전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년 7월에는
마리아나 제도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사이판 함락과 더불어 무려 사만사천여 명의 수비
대를 잃으면서 일본의 패전은 결정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一億
一心 滅敵에 邁進’의 구호 아래 적에 대한 복수와 승리를 다짐하는 선동이 잦아들 줄
몰랐고, 이광수 또한 ｢승리의 日｣(1944.7), ｢원술의 출정｣(1944.6), ｢反轉｣(1944.7), ｢
두 사람｣(1944.8), ｢방공호｣(1944.9)에 이르기까지 당시 전시 국면의 추이를 그대로 좇
아가며 동원의 문법에 충실한 작품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전쟁 희생자의 숫자가 기하급
수적으로 불어날수록 이광수 자신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으로 끌어넣은 데 대한 자책감
에 짓눌려야 했을 것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5
사정이 그러하다면 ‘사랑’에 실패하고 절망적 상황에 빠진 소녀가 끝내 토로하지 않
으면 안 되었던 ‘고독하고 절박한 심경’은 ‘대동아 지도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며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으로 끌어넣었던 작가 자신의 자책감의 무게를 반향하
고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전시체제 말기 작가로서의 이광수는 전쟁 동원에 협
력했던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와 대면하고자 했던 것이고, 고백의 수신자로서 그
자신을 작가적 논평이나 간섭이 불가능한 위치에 둠으로써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진 소
녀의 곤경에 그 자신을 효과적으로 연루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과오를 고통스럽게 응
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소녀의 고백｣은 내지와 조선은 하나라는 ‘허구에
눈먼’ 소녀가 허구와 현실을 동일시하다가 끝내 파멸한 이야기이자, 소녀의 파멸/조선
청년들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던 이광수 자신의 자기모멸적 응시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태평양전쟁 말기 신문에 전사자 명단이 거의 매일 실렸습니다. 일본군 전사자지만, 아버지는
그들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친일행위라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인, 한국인 여부를 떠나,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사실을 슬퍼했습니다.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월간중앙 인터뷰 - 美 필라델피아에서 만난 이정화 박사｣, 『온라인
중앙일보』,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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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객관화 도구로서의 일본어 글쓰기
마지막으로 식민지시기 이광수의 마지막 일본어 창작인 ｢소녀의 고백｣이 일본어로
씌어진 사실이 갖는 의의에 대해 짧게 언급해 두고 싶습니다. 비록 일본어로 씌어졌지
만, 전시체제 말기 이광수가 전쟁 동원에 협력했던 자신의 행위를 반추하며 내밀한 자
기모멸감을 토로하고 있는 ｢소녀의 고백｣의 언어는 제국의 공식어로서의 위상과는 다
소 무관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명시적으로는 내선일체와 전쟁 참여의 당위성이라는
공식적인 허구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내밀하게 그것은 전쟁 동원에
협력했던 작가 자신의 찢겨진 내면을 반추하는 자기 응시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광수가 내선일체의 이념과 현실을 동일시하고 이 둘의 분리를 거
부하는 자신의 히스테리적 분신에 해당하는 소녀의 이야기를 쓰기로 결정했을 때, 일본
어는 이러한 이야기 설정에 절적하게 부합하는 언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을 소녀의 파멸에 연루되어 있는 고백의 수신자로서 위치짓는 순간 공식어로서의
일본어는 내부로부터 파열을 일으키는 내면의 언어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공식적인
동원의 언어가 난무하던 시대, 제국의 공식어인 일본어가 역으로 식민지 지식인의 찢겨
진 내면을 기록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이같은 역설은 전시체제 말기 일본어 글쓰기
가 갖는 위상이 그리 단선적인 것일 수만은 없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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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의 「준비론」과 ｢개조론｣의 의미에 대해서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이유진（동경외국어대학교박사후기과정）

１．들어가며
이광수는 1905 년부터 1915 년의 시기 동안 두 번의 일본유학(1905～1910 년, 1915
～191 9 년), 오산학교교사로의 부임, 약 1 년간의 상하이와 러시아에서의 방랑 생활 등,
많은 경험 을 했다. 이광수가 이러한 경험에서 배운 지식이나 견문을 바탕으로 조선의
계몽과

근대화를

위해

쓴

논설이나

소설은

이광수를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계몽주의자・교육자・지도자로서 평가하게 했다.
제 2 차 유학 시절의 1918 년, 이광수는 베이징1에서 제 1 차세계대전의 종전을 듣고
베이 징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향하여 국내의 움직임을 상의한 뒤 일본으로
건너간다. 이 광수가 갑자기 베이징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지금이야말로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광수는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서」를 집필한 뒤 조선의 독립 선언을 해외 언론에 알리는 임무를 띠고
상하이로 건너가 상하이에서의 망명 생활을 시작한다. 이광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발족
당시 외무위원으로 임명되었지만 곧 위원 직을 사퇴하고 임시사료편찬회의 주임과
독립신문사의 사장 겸 주필을 맡게 된다. 이광수가 『독립신문』의 사장과 주필을 맡게
된 것은 그가 미국의 『신한민보』의 주필직을 권고 받 기도 하였으며, 미국에 가기
전에 조선어잡지 『대한인정교보』

2

의 주필로 근무하기도 하고, 상하이로 망명한

직후에는 「신한청년당」발행의 『독립신보』의 간행을 도와주는

3

등, 잡지 ・ 신문

간행의 경험과, 언론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4.
『독립신문』은 1919 년 8 월 21 일 창간호부터 1926 년 11 월 30 일5까지 총 198 호가
1

당시 이광수는 애인 허영숙과 베이징에서 애정 도피 중이었다.
『大韓人正教報』는 大韓人國民會의 시베리아 지방 총회의 기관지로서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국민회 총회에서 파견된 이강(李剛)의 책임하에 발행된 조선어잡지이다. 최기영『식민지시기
민족지성과 문화운동』한울아카데미, 2003 년, 157～161 쪽 참조.
3 이한울「상해판『독립신문』의 발간 주체와 성격」성균관대학교사학과석사학위논문, 2008 년, 8 쪽.
4
이광수가
많은
논문을
『大韓興学報』와
『少年』『学之光』『大韓人正教報』『青春』『毎日申報』『開 闢』등에 게재한 경험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독립』의 「창간사」에는 「文明人의 生活에 言論機関 의 必要함을 更言할 것
잇스리요마는 擧國一致하야 光復의 大事業을 經營하는 此時를 當하야는 더욱 緊要 함을
覺하도다」라고 쓰여져 있다.
5『獨立新聞』은 창간호부터 1919 년 10 월 16 일(제 21 호)까지는 『獨立』이었지만, 1919 년 10 월 25 일
(제 22 호)부터는 『獨立新聞』으로 바뀌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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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되었다. 이광수는 1921 년 4 월 2 일에 논설「國民皆業」을 발표할 때까지
2 년간『독립신문』의 주필로서 많은 논설과 기사를 썼다.

그러나 상하이에서의
6

갑작스러운 귀국과, 그 후 『개벽』에 발표한 ｢민족개조론｣(1922) 은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대한 평가는 변절자나 패배주 의자 등으로 극단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 때문에 특히 이광수가 「2 ・ 8 독립선언서」를 쓴 시기부터 상하이에서
활동한

시기의

평가를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7

평가하거나,

｢민

8

족개조론｣(1922)을 이광수의 러시아 체류 때부터 싹튼 것이라는 분석 ,「민족개조론」
(1922)은 1910 년대부터 구상하고 완결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구축한 장기
프로젝 트

9

로서

임시사료편찬회의

『독립신문』에 쓴 「선전

발족과

개조」등의 집대성

10

함께

쓴

『조일관계사료집』과,

이라고 하는 평가 등, 상하이 망명

시기 전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이러한

평가는

이광수의

활동이나

업적에

대한

무리한

단절이나

연속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경향과,「2 ・ 8 독립선언서」나 『독립신문』에 쓴 「선전개조」가
개인적인 입장이 아닌 공적인 입장에서 쓴 것을 경시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독립신문』을 중심으로『독립신문』에 있어서의
「개조론」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다.
제１차세계대전의 종전과

3・1 운동이라고 하는 상황의 변화는 독립운동의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와 방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광수가 『독립신문』에서

논하고

있는「개

조론」은

당대의

문맥

속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또한

「개조론」이라고 하는 사상은 제 1 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었던
「세계개조론」의
서두에도

쓴

흐름의

바과

이광수의「선전개조」는

하나로서,

같이

11

이러한

「개조」는

당대를

풍미한

세계사조의

이

광수가

하나의
흐름

｢민족개조론｣(1922)

사상이었다.

속에서

따라

이광수의

서

경험과

경력(계몽주의 자・「2・8 독립선언서」를 쓴 독립운동가・『독립신문』의 주필) 이 서로
어우러져 쓰여진 논설이 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민족을 개조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독립의

준비를

위한

것이라면

독립운동의

6

방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李光洙｢民族改造論｣『開闢』23 號, 1922 년。이하 ｢민족개조론｣의 사상과 이광수의 논설
｢민족개조론｣과
구별하기 위해 이광수의 논설 ｢민족개조론｣은 ｢민족개조론｣（1922）라고 표기한다.
7 대표적으로는 김윤식『이광수와 그의 시대』솔출판사, 1999 년.
8 대표적으로는 최기영『식민지시기 민족지성과 문화운동』한울아카데미, 2003 년.
9 대표적으로는 최주한｢이광수의 민족개조론 재고｣『인문논총』70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3 년,
321 쪽.
10 최주한, 위의 글.
11 「近來에 全世界를 通하야 改造라는 말이 만히 流行됩니다.（중략）그래서 큰 일에나 작은 일에나
改造라는 말이 만히 流行되게 되엇습니다」(李光洙｢民族改造論｣『開闢』23 號、1922 년, 18～19 쪽).
｢민족개조론｣（1922）이 게재되어 있는 『개벽』의 「창간사」에도 「오늘날 이 世界大改造라
하는 革新의 氣運을 맛보게 되었나니（중략） 吾人으로 이 開闢史를 쓰게 됨은 實로 時에 適、事에
適、精神에 適하는 神의 要求」라고 하여 ｢민족개조론｣（1922）이 『개벽』에 게재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창간사」『개벽』창간호, 1920 년 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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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론」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준비론」이

어

본고에서는

떠한

의미로

이광수가
쓰여졌는지

『독립신문』에
살펴보고,

쓴

논설을

「개조론」과

중심으로

「준비론」의

관련성을 생각하면서 「선전개 조」를 어떠한 의미로 전달하려고 했는지를 밝혀
보도록 하겠다.
２．「준비론」의 의미
이광수는 『독립신문』의 사장 겸 주필・편집자로서 1919 년 8 월 21 일 창간호부터
1921 년 4 월 2 일까지 많은 사설과 논설을 썼다.12。
『독립신문』은 「독립」을 목적으로 상하이와 조선내, 해외의 조선인을 독자층으로
한 국한 문판신문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와는 별도로 독립된 독립신문사를 조직하고
있었지만 임시정부 의 기관지로서 인식되어져 있었고 13 , 독립운동의 선전기관지로서
발행되었다. 상하이에는 191 9 년 3 월 28 일부터 『독립신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신보』가 이미 있었고, 4 월 13 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 공포되었지만,
9

월

11

일

한성정부(조선)를

에

대한국민의회(블라디보스톡)

통합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와,

대한민국임시정부(상하이),

공식으로

공포되

기

전부터

『독립신문』이 발행되고 있었던 것은 당시 신문이라는 매체가 독립운동에 있어서
얼마나 급선무이고, 중요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다.
연호를 「대한민국원년」「대한민국 2 년」이라고 표기하고, 임시정부의 법령・인사・
포고문 ・ 국무회의와

임시의정원의

기사

등을

실은

것으로도

『독립신문』이

임시정부의 기관지로서 책 임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립신문사의
주소가 몇 번이나 바뀌고, 내용에 따라서는 인명이나 지명을 복자처리 하거나,
「구체적으로는 쓸 수 없다」라고 병기한 기사 등 을 통하여 『독립신문』이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조선인에게는 물론 일본인에게도 예의 주시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독립신문』의 주필로서 이광수가 썼다고 추정되는 「창간사」에는 14 독립에 관한
12

『독립신문』은 1921 년 4 월 21 일자에 「李光洙君은 數月前에 辭任하엿사오니 讀者諸彦은
照亮하심을 望함」이라고 하는 社告를 냈다.
13
『독립신문』이 안창호 세력의 언론지라고 하는 연구（이한울, 앞의 글）도 있다. 그러나
『독립』창간 호에 默堂이 쓴「本報創刊感言」에 「萬一 政府의 機関이라 하면 政府는 곧 韓族의
獨立을 撤出하는 機関 이 아닌가. 그러면 그 機関의 文藝部에서 刊行하는 言論機関인 줄 알면
無関할 줄 알며」라고 『독립신문』이 독립운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임시정부의 기관지로서
인지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임시정부의 기 관지로서 임무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겠다.
독립신문사는 임시정부의 부속기관은 아니었지만, 임시정부의 재정부가 『독립신문』의 창간 비용을
상당 부분 지불하고, 자금부족을 임시정부의 임시보조금으로 해결 하려고 했던 것으로도 기관지로서
발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14 이광수는『독립신문』의 주필로서 출판은 되지 않았지만 『독립신문논설집』출판하려고 했을
만큼『독립신문』에 많은 논설을 썼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설이 무기명으로 되어 있어 이광수의
이름이나 필명이 쓰여 있지 않은 논설은 이광수가 쓴 것으로 추정하고, 『독립신문』의 논조로서
보기로 하겠다. 본고에서 『독립신문』은 『獨立新聞』(景仁出版社,1986 년)을 자료로 활용했고,
김원모편역『春園의 광복론：獨立新聞』 (단국대학교출판부, 2009 년)과, 김원모『영마루의 구름 －
春園 李光洙의 親日과 民族保存論』(단국대학교출판부, 2009 년)도 참조했다. 인용문은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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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民族思想의 鼓吹와 民心의 統一」「우리의 事情과 思想을
우리의 입으로 전 달하는 것」「世論을 喚起시키는 것」 등의 표현으로 독립운동을
전제로

쓴

것임을

알

수

있어서도「獨立完成時機」「絶對獨立」「戰爭의

있다.
年」「戰爭의

논설의

제목에

時機」「獨立戰

爭과

財政(國民皆納主義の実行)」「婦人과 獨立運動」「國民皆兵(大韓人아 軍籍에 入하라)」
「獨立戰爭의

時機(이에

必要한

準備)」「赤手空拳(獨立運動進行方針私見)」등,

구체적인 독립 전쟁과 그에 필요한 준비론에 대해서 쓴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20 년 1 월 31 일의 논설「本國同胞여(十事로써 告함)」에는 「대개 今後의
獨立運動은 오 직 血戦뿐임일 게니라」라고 쓰여져 있어 혈전이 독립의 유일한
방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 혈전도「다만 우리의 當然하고 神聖한 獨立의 完成만
爲함일 뿐더러 實로 日本을 爲하고, 世界를 爲하야 하는 神聖한 天의 明命이라」 15 고
하늘에서 내린 사명과 같이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1921 년 1 월 15 일에 국민과 정부를
대표해서 쓴「국무원포고」제 3 호에서도 「우리 독립 운동의 근본 방침은 오직 혈전에
잇는지라 과거 일년 넘어 힘써 온 모든 일은 실로 이를 준비 하기 위함이어니와」라고
쓰고 있다.
안창호의 1920 년 1 월 3 일 『獨立新聞』신년호 축사의 제목이「新年은 戰爭의
年」이고, 상 하이 대한민단의 신년축하회에서 안창호는「우리가 오래 기다리던 独立
戰爭의 時機는 今年 인가하오」 16 라고 하며, 「우리 國民은 一致하야 戰爭의 準備에
全力하기를 바라오」 17 라고 연설 하고 있다. 또한 「外交를 함도 亦是 獨立戰爭의
準備를 爲함이라하야 모든 運動을 獨立戰爭에 集中하엿소」 18 라고 지금까지의 준비와
앞으로의 준비가 독립전쟁을 위한 준비가 될 것임도 역 설하고 있다.
「皆兵」에 있어서도 「元來 우리 國民은 皆兵이엇섯다」 19 라고 하며, 고조선・삼한・
삼국시대에 도 국민개병주의의 징병제도가 채용되었다 20 라고 제시하며 개병을 하여
독립이 완성될 때까지 혈전으로써 싸우자고 외치고 있다.
이광수도

「송아지」라고

하는

「赤手空拳(獨立運動進行方針私 見)」

21

필명으로

4

회에

걸쳐

논설

을 썼는데, 이 논설에도 「獨立運動의 最後

이외에는 가능한 원문대로 제시했다.
｢世界的 使命을 受한 我族의 前途는 光明이니라｣『獨立新聞』1920 년 2 월 12 일.
16 ｢戰爭의 年｣『獨立新聞』1920 년 2 월 17 일.
17 위의 글.
18 위의 글.
19 ｢國民皆兵(大韓人아 軍籍에 入하라)｣『獨立新聞』1920 년 2 월 14 일.
20 위의 글.
21 이광수는 제목에 「私見」을 붙인 것에 대해서 「吾人의 意見이 반드시 臨時政府의 意見을 代表한
것 이 못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大部分은 政府의 所見과 그리 틀림이 업스리라는 自信이 업는
바는
안이
다」라고
진중한
태도를
보이며,
｢赤手空拳(独立運動進行方針私見)｣（二）『獨立新聞』1920 년 6 월 10 일의 말미에는 「意見을
求함」이라고 쓰고, 찬반에 상관없이 독자들이 정직한 의견을 내어 줄 것을 당부하 고 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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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標가 獨立임은 明白하다. 그리고 獨立을 達하는 最終 手段은 武力的 解決, 卽
獨立戰爭이니 獨立運動의 最終은 獨立戰爭임도 分明하 다」 22 라고 독립 전쟁이 독립의
목표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광수는 1914 년 3 월, 이른 시기부터 『권업신문』에 「독립준비하시오」23라고 하는
논설을
썼다. 이 논설에는 「재정은 국가의 혈액이라 하나니」 24 라고 하면서 재정의 중요함을
강조 하고,「우리 민족이 나라를 광복한다 하더라도 일홈만 독립이면 그 무엇이
귀하리오」라고 하 며, 「독립이 급한 것이 안이라 독립할 준비가 급한 것이니」라고
그 준비로서 국민의 교육과 독립 후를 위한 인재 양성과 재정을 들고 있다. 즉
「독립준비하시오」에서의 「준비」는 독립 후의 준비에 중점을 둔 장기간에 걸친
준비론으로서, 독립 전에 준비한다는 판단하에 장기간 준비를 하여 독립 후도 보존 ・
발전할 수 있는 준비를 구상한 것으로서, 『독립신문』의 「준비 론」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독립신문』에

있는데,

이광

있어서「준비론」은
수는

혈전을
・

위한

「2

준비론으로

8

바뀌고

독립선언서」와

25

일본의회제출용의「민족대회소집청원서」 에서도 「일본이 만일 우 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를 불응할진대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선언하노라」 라고
혈전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2・8 독립선언서」와「민족대회소집청원서」에는
혈전이

최종

수단으로서

「우리

민족은

일본이나

세계

각국이

우리

민족에게

민족자결의 기회 를 주기를 요구하며, 만일 그렇게 못하면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하여
자유행동을 취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라고 요구가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혈전을 단 행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이광수는 「2 ・ 8 독립선언서」를 영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상하이로 망명 했지만, 「2 ・ 8 독립선언서」는 제 1 차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인한
약소민족의 독립의 분위기의 고 조와, 1918 년 윌슨의「민족자결주의」의 발표로 인한
「세계개조」

26

의

흐름에

편승하려고

하는

22

선전을

위한

것과,

세계에

조선의

송아지「赤手空拳（独立運動進行方針私見）｣(二)『獨立新聞』1920 년 6 월 10 일.
연해주 중심의 한인 단체인 권업회의 기관지로서 「국권회복과 민족주의 앙양」을
발간 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기영, 앞의 글, 154～157 쪽 참조.
24 「사회상태가 크게 열니고 경졔가 크게 발달된 오늘날에는 국가의 흥망셩쇠와 민족의 떨치고
못떨침이
또한
이
재정에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닐지라
보라」『權業新聞』100 號、1914 년 3 월 1 일．최기영, 위의 글, 163～164 쪽.
25 김원모『영마루의 구름 － 春園 李光洙의 親日과 民族保存論』 단국대학교출판부, 2009 년,
56～70 쪽.
26 당시「세계개조」는 제 1 차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고 국제 정세에 변화가 생긴 것에
대해「세 계개조」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인식하고, 「정의」로 세계를 개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으며,「세계개조」 의 주인은 미국과 영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광수는
「민족개조론」（1922）에「歐洲大 戰이 끝나고 巴里에 平和會議가 열렷슬 때에 우리는 이를
世界를 改造하는 會議라 하엿습니다. 因하야 國 際連盟이 組織되매 더욱 狂悅하는 熱情을 가지고
이는 世界를 改造하는 機關이라 하엿습니다.」라고 쓰 고 있으며 『獨立新聞』에 「美國上院의
23 『權業新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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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의 현황을 알리고, 일본과 미국에 독립의 인정을 요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혈전을 최종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의 표명은 평 화를 중시하면서도
혈전까지도

꺼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독립의

의의에

있어서도

조일관계뿐만 아니라「世界를 爲하야 하는 神聖한 天의 明命이라」고 하는 의미
부여는 조선의 독립 문제를 세계의 문제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을 수반하지 않는 세계개조의 조류에 기대를 건 독립운동이

3・

27

1 운동의 경험으로 인해 민족의 부 활이 보이고 , 독립운동의 집결이 가능한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상황 변화로 인해 구체 적인 독립운동의 방법론으로 바뀌면서,
1 년 이내에 혈전을 일으키고 독립을 이루겠다고 하는 계획이 세워지며, 독립전쟁을
위한「준비론」이 반복하여 쓰여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３．「개조론」의 의미
『독립신문』「창간사」는「國史와 國民性을 鼓吹하고 함께 新思想을 摂取하여 改造
或은

復活

한

民族으로서

使命이다」라고

밝히고

復活한

있다.

新國民을

만들려고

努力하는

것이

『독립신문』의「개조」혹은「부활」한

本報의
신민족을

28

만들려고 하는 사명으로부터「선전개조」가 18 회 에 걸쳐 쓰여졌다고 할 수 있는데,
세계개조의 대세, 3・1 독립운동의 성과로 인한 독립 운 동의 준비로서「선전개조」가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다.
「선전개조」는

내용에

있어서「實」「밋븜」「十年生聚十年敎訓」「遠慮」「團合」으로 나 누어 쓰고 있다.
「實」에서는 「改造의 中枢이고 出発点으로서 實을 정햇다」라고 하면서 단 결 ・
대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實」이 중요하고, 민심을 통일하고 격려하기에도 오직
「實」하 여야 하겠고, 세계 열국의 여론과 동정을 환기하는데도 오직「實」하여야
하겠고,

장래

열국

에

신임하는

국가와

국민

되기에도

오직

「實」하여야

하겠고,「「實」이란 반다시 軍事準備 만을 實이라고도 아니하고 各人이 自己의 力量에
韓國問題、韓國事情報告書」를 19 회에 걸쳐 조선어로 번역하여 게재한 것도 미국의 동향에 주목을
하고, 그 동향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에 의해서라고 생각된다.
27 3・1 운동을 둘러싼『독립신문』의 평가는 3 월 1 일을 「復活의 날」（｢三一節｣『獨立新聞』1920 년
3 월 1 일）이라고 하고,「韓族의 意思는 오직 絶對獨立이다 함을 絶叫하야 宣言할 必要와 機會를
自覺하야
三月一日의
獨立宣言이
有하고 」（｢日本人에게｣（一）『獨立新聞』1919 년 11 월 15 일 ）라고 평가하며, 「三月一日 오늘은
우리 韓族의 未來永劫에 가장 自慢할 수 있는 날이다」（｢韓国独立運動史｣（三）『獨 立』
1919 년 9 월 2 일） 라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獨立運動으로 因하야 自覺과 決心과 希望을 得한
韓族」（｢獨立運動의 文化的 価値｣『獨立新聞』1920 년 4 월 22 일）,「元來 勇壯한 祖先의 피를 밧은
者 로서 奴隷의 十年羞恥와 世界의 大勢에 눈이 뜨고, 過去의 勇壯하고 忠烈한 國士들의 熱血에
피가 끌허 一千年 졸던 大韓魂이 火焰을 発함이로다」（｢다시 國民皆兵에 對하야｣『獨立新聞』1920
년 3 월 23 일） 라고 3・1 운동에 의한 민족 부활의 의의와 민족성의 가능성으로부터 독립의 혈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을
엿볼
수
있다.
｢國民皆兵(大韓人아
軍籍에
入하라｣（『獨立新聞』1920 년 2 월 14 일 ）에서도 「이러한 勇氣는 다 너의 祖先에게 잇던
것이니（중략）너희의 血液中에 흐르나니 흔들기만 하면 너희 中에 復活하 리라」라고 민족성의
부활을 선언하고 있다.
28 長白山人｢宣傳改造｣『獨立新聞』1919 년 8 월 21 일～1919 년 10 월 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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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는 데로 毎日 무엇이나 作為함을 가리킴 이오」라고 하는 「皆業」의 의미로 말하고
있다.
「밋븜」에서는「우리는 内로 國民에게 對하여서나 外로 世界를 對하여서나 決코
一時의

便宜를

爲하야

価値를

永遠한

有한

民族의

밋븜을

失墜하여서는

아니되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 번 애국자로 허하였고, 독립 운동의
동지로서 허한 후에는 독립의 목적이 완성되거 나 죽기까지 애국자로서 독립 운동
동지인 자가「밋븜」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배신의 예로 이토 히로부미 ・ 이완용 ・
송병준・윤덕영 등 나라를 배신한 국민・왕을 배신한 적신(賊臣)・ 민족의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주구(走狗)・동지를 배신한 애국자를 들고 있다.
「十年生聚十年敎訓」에서는
臥薪嘗膽하면서

取한

「吳王夫差에게

政策이외다.

句踐은

會稽의

十年間軍備를

恥를

當한

貯蓄하고

越王句踐이
十年間軍隊를

養成하야 마참내 快히 會稽의 恥를 雪하엿습니다」라고 하며, 단지 비분의 눈물을
흘리며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지사를 비판하고, 지금의 책임을 과거 10 년간의 선배
지사에게 책임 지우고 있다. 그러나 과거 10 년 간 축적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3 월 1 일에 일본과 세계에 대한의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다고 말 하며, 인재 양성과
산업의 진흥을 주장하고 있다.
「遠慮」에서는 통일된 애국심을 주장하면서 단결할 수 없었던 과거 10 년을
「近慮」라고 하며 사업이 늦어져도 내외에 대하여 정정당당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團合」에서는 선배 지사가 절규한「團合」을 언급하며, 3・1 운동의 대단합을 높이
평가하고 조직의 구성과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전개조」는 애국 지사를 향한 독립운동의 방법이 5 부분으로 나뉘어
쓰여져 있다. 안으로는 조선 민족과 밖으로는 열국을 의식하고, 과거 10 년을 비판하며,
앞으로의 10 년을 목표로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개조론이라고 보여진다. 매국적29에
대한

비판과

「와신상담」보다

구체적인「十年成聚十年敎訓」을

언급한

것은

「선전개조」가 민족성 부활을 위한 개조론임과 동시에 전쟁・혈전을 위한 독립전쟁을
염두에 둔 「개조론」이기 때문이다30.
3・1 운동으로 인한 민족성 부활의 맹아를 보고, 개조에 의해 완전한 부활을 기대한
이광수는

논설의 제목에 있어서도 「개조」의 앞에「선전」이라는 말을 붙이고

29 『독립신문』에서는

「敵」이라고 하는 일본인의 명명에 대해, 일본에 협력하고 있는 조선인이나,
조선의 독립운동에 협력하지 않는 조선인을「賣國賊」이나「賊」으로 구별하여 부르고 있다.
이것은 민족에 대한 자각으로 인하여 식민지 조선, 독립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에 대한 일본인과
조선인 나름의 책임에 대해 명백하게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敵」과「賊」은
한국어에서는
모두
「적」이라고
읽으며,
동음이의어이다.
「七可殺」（1920 년 2 월 5 일）에 있어서도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을 적(賊)으로서 죽여야
한다고 엄격하게 단죄하고 있다.
30「民族改造論」（1922）의 「弁言」에 쓰여져 있는 바와 같이, 독자를 「이 글을 朝鮮民族의 將來가
어떠할가, 어찌하면 이 民族을 現在의 衰頹에서 건져 幸福과 繁榮의 將來에 引導할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兄弟와 姉妹」로 한 것、비판의 대상이 오백년간의 조선의 선조인 것, 장기간에
걸친「민족개조론」으로 구상한 것은 근본적으로 「선전개조」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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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 모든 事業을 一貫 하는 根本的 事業은 宣傳이니 國民을 統一하기도 根本은
宣傳에 在하고 外國의 援助를 得함도 根本은 宣傳에 在하고 義勇兵을 募集하거나
公債國債을 募集함도 根本은 宣傳에 在한지 라」 31 라고 독립운동에 있어서 선전의
중요함을 여러 분야를 예로 들어 설명하며, 「우리와 갓 치 初創의 際에 在하야 内로는
國民의 統一이 不安하고, 外로는 列國의 信任이 薄弱한 臨時 政府로셔, 이러한
大事業을 経營할 때에 엇지 宣傳에 全力을 다하지 아니하고 可하리오」

32

라고

「선전」이 독립운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있다. 「선전개조」는
이러한

「선전」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2

・

8

독립선언서」와

「민족대회소집청원서」와 같이 애국 지사에게 민족의 부활과, 가까운 시일 내에
일으킬 독립 전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론으로서 개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으로
쓰여졌다고 할 수 있겠다.
４．나가며
이광수의「민족개조론」（1922）은
친일파라고

하는

평가에

이광수에게

있어서도

매우

있어서

중요한

민족주의자로서는
의미를

갖는

물론

논설이다.

「민족개조론」이 언제부터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관련성 ・ 연속성을

밝히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독립신문』에 있어서「선전개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 으며, 「준비론」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며 쓰여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제 1 차세계대전의 종결과 약소 민족의 독립운동 분위기의 고조, 1918 년 윌슨의
「민족자결주 의」의 발표로 인한 세계개조의 흐름, 3・1 운동 이후의 조선민족 부활의
맹아와 가능성은 독립 운동을 계획하며,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한「준비론」을 쓰게
하였다. 이때 「선전개조」는 내 외의 여론도 중시하면서 애국지사를 향하여 개조를
선전하기 위하여 쓴 것으로, 3 ・ 1 운동 이후의 변화와 함께『독립신문』과 어우러져
쓰여진 「개조론」이었다고 하겠다.

31「李東輝

総理의 施政方針 演説｣『獨立新聞』1920 년 3 월 6 일。이 논설에서는 이동휘 연설에 대한
이광 수의 비판이 쓰여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정 방침에 「선전」의 조항이 결락되어 있는
이동휘의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32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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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량의 창작에 대한 시행착오의 흔적―김사량 번역「무명」（이광수）을 중심으로

다카하시 아즈사（도쿄외국어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5. 머리말
이 발표에서는 조선인작가 김사량이 이광수의 단편 소설「무명」(『문장』 1939 년
1 월)을 번역할 때에 일본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고심을 하며 썼는지를 밝히며,
그러한

시행착오가

김사량의

창작

소설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광수의「무명」은 조선에서 발행된 문예잡지 『문장』（1939 년 1 월）에 발표된
후, 김사량이 번역을 하여 『모던일본』의 임시증간호인 『모던일본조선판』（1939 년
11

월）에

게재되었다.

그

후

일본에서

발간된

이광수의

단편작품집

『가실』（도쿄:모던일본사, 1940 년）과 『조선문학선집 제 1 권』（도쿄:아카쓰카쇼보,
1940 년）에 다시 실리게 된다.1
이광수의 「무명」이 일본어로 번역된 배경으로는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그것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전개되어 감에 따라 일본 내부에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점을 들 수 있겠다. 당시 일본문단에서는 소위 ‘조선붐’ 2 이 일어나 다양한
조선의 문화와 문학이 소개되고 있었다. 마해송이 대표 겸 편집자를 맡고 있었던
모던일본사가 『모던일본』의 「조선판」을 기획 ・간행하거나（1939 년 11 월, 1940 년
8 월）, 조선문학 작품집 （신건편역『조선소설대표작집』도쿄:교자이샤, 1940 년,
장혁주 ・ 유진오 ・ 아키타 우자쿠 ・ 무라야마 도모요시 엮음『조선문학선집』전 3 권,
도쿄:아카쓰카쇼보, 1940 년）들이 간행되었다. 이광수의 「무명」은 「조선 예술
진흥을 위해서」
1940

년에는

3

모던일본사가 주최한 제 1 회 조선예술상을 수상했고, 그 후

이광수의

작품집（『가실』『유정』『사랑』）들이

모던일본사에서

잇달아 출판되었다.
이 시기에 번역된 조선문학작품들을 보면 일본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고심하고
있었던 흔적들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조선의 전통 의상・ 식기 ・ 주거에
1

『가실』『조선문학선집』에 수록된 「무명」은 『모던일본조선판』에 게재된 것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 『모던일본조선판』에 발표된 것과 작품집에 수록된 것들을 확인해본 결과, 다소
표기의 차이와 구두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조선붐’에 대해서는, 임전혜「식민지정책과 문학」（東京:『法政評論』, 복간 제 1 호, 1970 년 12 월）
참조. （이후 본 논문에 인용된 일본어는 모두 필자에 의한 번역임. 또한 일본에서 출판된
서적/논문의 경우, 특별한 필요가 없는 경우 제목만 한글로 번역하고 출판사/잡지제목은 원문 그대로
남겨둔다.）
3
『모던일본』, 1939 년 12 월, 20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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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명칭에는 조선어식 발음도 함께 명기하거나 설명을 기입하기도 하고 4 , 역사상
인물에는 주석을 달아 설명하기도 했다.

5

둘째, 특정한 인물의 대사에는 ‘방언’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6 단순히 지방의 사투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방언’을 쓰는 경우7 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농민 등 계층을 표현하기 위해서 ‘방언’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다.8
정실비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특징들은 김사량이 번역한 이광수의
「무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9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김사량이 발표한
일본어작품에서도 ‘방언’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당시의
조선문학작품이 번역될 때에 쓰여진 ‘방언’에 주목을 하여 김사량이 번역한 「무명」에
나타난 ‘방언’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이러한 고심의 흔적들이
김사량의 일본어작품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6. 김사량이 번역한 이광수의 「무명」에 나타난 ‘방언’
이광수는 1937 년 6 월, 수양동우회사건으로 투옥된다. 병으로 석방된 이광수는
자기가 병감에 있었던 경험으로 병상에서 「무명」을 집필한다. 그 후 1938 년 11 월
3 일에 이광수는 동우회 회원들과 같이 「사상전향회의」를 열고 「합의(申合)」를
チマ

4

チヨコリ

ツルマギ

1940 년에 간행된 조선문학작품집을
보면 マ조선의
전통
의상（ 裳 (치마) ・ 襦 (저고리) ・ 周 衣
パカチ
ル
サラン
(두루마기)）,
식기（
瓢
(바가지)）,
주거（板間
(마루)
舎廊
(사랑)）, 사람의 지위나 직업에 관련된
ヤンバン
カルボ
キーセン
ヨンガム
말（両 班 (양반)・淫売(갈보)・妓 生 (기생)・令 監 (영감)） 등의 여러 명칭이 한자와 조선어식 발음이 함께
명기되어 있었다.
5
인물들에게 설명이 가필된 것은 신건편역『조선소설대표작집』（東京:敎材社, 1940 년）에 수록된
박태원「崔老人傳抄祿」에서 볼 수 있다. 「朴泳孝（西紀一八六一―一九三九、韓末の先覚的政客、名門
出身、合併後候爵）」（138 쪽）「尹致昊（西紀一八六五―、韓末の先覚、後年は専ら宗教、教育事業に従
事）
」
（151 쪽） 「李商在先生（西紀一八五〇―一九二七号 月南、韓末の先覚、後年は専ら宗教、教育事
業に従事）
」
（152 쪽）.
6
1940 년에 간행된 조선문학작품집에 실린 작품들 중에 ‘방언’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신건편역『조선소설대표작집』（東京:敎材社, 1940 년）에서는 이효석「돈」・채만식「동화」・
김동리「찔렛꽃」 ・ 이태준「농군」에서, 장혁주 ・ 유진오 ・ 아키타 우자쿠 ・ 무라야마
도모요시엮음『조선문학선집』(전 3 권, 아카쓰카쇼보, 1940 년)에서는 이효석「메밀꽃 필
무렵」（제 1 권） ・ 이석훈「嵐」（제 3 권）에서, 그리고 이광수『가실』（東京:モダン日本社,
1940 년）에서는 「무명」 이외에 「난제오」・「혈서」에서 ‘방언’을 확인할 수 있다.
7
이광수의 『가실』（東京:モダン日本社, 1940 년）에 수록된 「난제오」에서는 「충남
사투리」（201 쪽）를 쓰는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주인공 집의 하녀가 등장하는데 그의 대사는
‘방언’으로 표현되고 있다. 「혈서」에서는 「나가노 현 사람이 되어서 순박한 시골말을
쓴다」（238-239 쪽）라고 설명하고 있는 주인공 하숙집 할머니의 대사에서 ‘방언’을 확인할 수
있다.
8
앞에서 서술한 작품들 중에서 이효석「돈」・채만식「동화」・김동리「찔렛꽃」・이효석「메밀꽃 필
무렵」은 조선의 농촌을 그린 작품들이다. 또 이태준「농군」은 만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그린
작품이고, 이석훈「嵐」는 조선의 외딴섬의 사람들을 그린 작품이다.
9
정실비, 「이광수 원작 「무명」의 번역을 통해서 본 번역자로서의 김사량」, 『한국근대문학연구』,
2014 년 10 월. 이 논문은 「무명」의 번역 문체와 김사량의 평론을 함께 고찰하는 것을 통해
김사량이
번역한
이광수의「무명」에서
의태어와
감정을
표현하는
말(‘아이고’
등)의
번역방식(생략/대체)을 밝히며 번역불가능성의 존재를 지적했다. 아울러 김사량이 번역한
「무명」에서는 원작에는 볼 수 없는 설명과 ‘방언’이 쓰여진 것을 지적하면서 번역을 통해
조선문학을 세계에 소개하려고 했던 김사량의 ‘해설자’로서의 ‘욕망’을 읽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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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재판소에 제출했다10.
「무명」은 이광수가 자기자신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나 (김씨) ’라는 인물이

병감에 있는 다른 수감자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황호덕이
밝힌 바와 같이, 「무명」에서는 다른 수감자（윤씨・민씨・정씨）들을 ‘배설(설사)’하는
사람으로 그리는 것과는 달리, 화자인 ‘나’ 자신（그리고 또 다른 수감자인 강씨）의
‘배설’은 생략되어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11

황호덕은 「무명」을 통해 ‘나’가

‘배설’하는 수감자들을 관찰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혐오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기자신의 문명을 재확인하고 있는 식민지 지식인의 전향의 과정으로 읽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김사량이 번역한 「무명」에서 특정한 인물의 대사에 ‘방언’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작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선 김사량이 번역한 「무명」에는 배설하는 수감자 ‘윤’의 대사에 ‘방언’을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인용 1】.
【인용 1：윤의 대사】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전신이 부었어요. 근일에 좀 나린 것이 이 꼴이오. 일동 팔방에
있을 때에는 이 보다도 더 했는디」（원작, 3 쪽）／「これを見なせえよ。こんなに体ぢ
うがはれてゐやすよ。近頃少しはよくなつたちうのがこんな工合でやす。一棟の八房にゐ
た時はこれよりもひでえはれ方でやしたよ」
（김사량역, 291 쪽）
위의 대사에서 볼 수 있듯이 ‘윤’ 의 대사는 ‘-でやす(데야스)’ 등의 어미를 붙여서
번역되었다. ‘윤’의 대사는 원문에도 ‘-는디’ 등의 어미를 사용하여 ‘방언’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김사량이 ‘윤’의 대사를 위와 같이 ‘방언’으로 표현한 것은 「전라도
사투리」（원작, 3 쪽）／「全羅道 の な ま り 」（김사량역, 291 쪽）를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김사량이 번역한 「무명」에서는 ‘-는디’ 이외의
어미에도 ‘-でやす’ 등의 ‘방언’이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김사량은
‘윤’을 ‘방언’을 쓰는 인물로 의식하면서 번역했다고도 볼 수 있다.
신조 이쿠오（新城 郁夫）는 이부세 마스지（井伏

鱒二）의 「구치스케（朽助）가

있는 골짜기」（도쿄:『창작월간』, 1929 년 4 월）에서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방언’을 표준어를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서 타자의 말을 영유하고, 소설의 언어
속에 존재하는 타언어를 회수하면서 ‘향토’를 구축했다고 논하고 있다. 신조의 주장에
따른다면 김사량이 번역한 「무명」에서 쓰여진 ‘방언’도 표준어를 사용하는 ‘나’에
의한 타자의 말의 영유로 볼 수 있으며, ‘배설’과 마찬가지로 ‘나’와 다른 수감자들과의
차이를 표현하는 것으로 ‘방언’이 사용되었다고 읽을 수 있겠다.12
10

하타노 세츠코, 「이광수의 일본소설과 동우회사건」, 天理:『朝鮮学報』, 232 호, 2014 년 7 월,
52-53 쪽.
11
황호덕, 「변비와 설사, 전향의 생정치(生政治) :『無明』의 이광수, 식민지(감옥)의 구멍들」,
『상허학보』, 제 16 집, 2006 년.
12
신조 이쿠오, 「향토・번역・방언：이부세 마스지「구치스케가 있는 골짜기(朽助のゐる谷間)」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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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더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윤’ 이외에 배설하는 수감자인 ‘민’과 ‘정’의 대사다.
원작에서는 두사람의 대사는 표준어와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김사량은
그들의 대사도 표준어와 다른 말투로 표현하고 있다(예를 들면 ‘민’의 ‘노인어’와 ‘정’의
서울말과의 차이 13 ). 나아가서 ‘윤’ ・ ‘민’ ・ ‘정’의 대사에는 공통의 어미도 확인할 수
있다【인용 2】. 따라서 세 사람의 대사는 모두 표준어와의 차이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인용 2：인물들 사이에 공통하는 어미】
・ ‘민’의 대사에 쓰여지는 어미 ‘-でやす’
「はあ、わしの家から面会に来たのでやすかえ？」（김사량역, 302 쪽）／「우리 집에서
면회하러 왔어요?」（원작, 16 쪽）
・ ‘윤’・‘민’・‘정’의 대사에 쓰여지는 어미 ‘-ちう’
尹：「又十九 に な る 嬶 が ゐ る だ と か ち う ん で す よ 」（김사량역, 292 쪽）／「또
열아홉살된 예편네가 있다나요」（원작, 5 쪽）
閔：「だから田舎の常奴（下流人のこと）ちうのは仕様がねえつちうんだ」（김사량역,
293 쪽）／「그러니까 시굴 상것이란 헐수 없단 말이지」（원작, 6 쪽）
鄭：「詐欺とか放火のやうなけちくせえ罪なんか犯すもんだらうかちう話しなんですよ！」
（김사량역, 310 쪽）／「사기나 방화나 그런 죄는 안 지을 것이란 말이오!」
（원작, 25 쪽）
이와 같이 김사량이 번역한 「무명」에서 ‘방언’은 화자인 ‘나’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대사에 쓰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언’은 단순히
등장인물들의 출신지의 사투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수감자들의 ‘배설’과 마찬가지로
‘나’와 다른 수감자들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김사량의 일본어작품에 나타난 ‘방언’
김사량이

번역한

「무명」에서

보이고

있는

‘방언’과

마찬가지로

김사량의

일본어작품에서 보이고 있는 ‘방언’도 단순히 지역의 사투리를 표현한 것이 아니었다.
김사량의 일본어작품에서 ‘방언’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방언’이 나타난 김사량의 일본어작품】14
작품제목
「짐」『사가고교

무대
조선・ ‘나’의 고향

‘방언’을 쓰는 인물
윤 씨（屑屋）

沖繩:『日本東洋文化論集』, 2003 년 3 월.
정실비, 앞의 글, 210-214 쪽. 정실비는 ‘민’의 대사에 「わし(와시)」 등 노인을 표현하는 말들이
쓰여진 것, 그리고 ‘정’의 대사에 「- わ い (와이)」와 같은 어미를 표준어와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했다.
14
후에 개작하여 다시 발표한 작품들도 함께 기입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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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을류〔文科乙類〕졸업기념
15
지』1936. 2
「토성랑」『제방』1936.10→
「토성랑」『문예수도』1940. 2
「윤참봉」『동경제국대학신문
』1937.3.
16
20
→「윤주사」『김사량
제 2 작품집 고향』1943.4
「빛
속으로」『문예수도』1939.10
「천마」『문예춘추』1940.6
「기자림」『문예수도』1940.6
「풀숲 깊이」『문예』1940.7

조선 ・ 평양의 옛전쟁터에 있는
토막
조선・공장건설예정지

등장인물전원

일본・도쿄（오시가미）

李의 어머니

조선・경성

소작인

조선 ・ 「북쪽의 시골」에 있는
빈민굴
조선・산촌, 화전

주인공의 딸・선우 참봉 이외의
인물
산촌 사람들, 중학교 시절의
스승의 아내
무녀, 온천 주인, 스님

「산의
신들」『문예수도』1941.7→「
산의
17
신들」『문화조선』1941.9 →
「신들의
연회」『일본의
18
풍속』 1941.10
→「산의
신들」『김사량 제 2 작품집
19
고향』1943.4
「무궁일가」『개조』1940.9
「광명」
『문학계』1941.2

조선 ・ 조선의 서쪽 산에 있는
온천

「벌레」
『신조』1941.7

일본 ・ 시바우라의
조선인 거주지
조선・친구의 고향

「천사」『부인아사히』1941.7

일본・도쿄 조선인 거주지
일본・도쿄
（도쿄）

윤참봉／윤주사

주인공의 부모, 노동자
文君의 어머니, 시미즈일가의
조선인 하녀
거주지에서 사는 노인 지기미
노파（園舎守）

20
21

「코」
『지성』1941.10
「며느리」
『신조』1941.11
「십장꼽새」『신조』1942.1
「물오리섬」『국민문학』1942
.1
「걸식의
22
묘」『문화조선』1942.7

조선・평양（N 공장）
조선・깊은 산속
일본・X 시
조선・대동강

주인공의 아내
등장인물전원
십장꼽새, 노동자
벽지(碧只)섬・물오리섬의 주민

조선・평양에서 동북쪽으로 4 리
떨어져 있는 장수원

머슴(傭男)

15

봉삼이, 큰어머니

오무라 마스오・호테이 도시히로 엮음, 『근대조선문학일본어작품집（1901〜1938）평론・수필편 2』,
東京:綠蔭書房, 2004 년.
16
오무라 마스오 ・ 호테이 도시히로 엮음, 『근대조선문학일본어작품집（1901〜1938）창작편 5』,
東京:綠蔭書房, 2004 년.
17
오무라 마스오 ・ 호테이 도시히로 엮음, 『근대조선문학일본어작품집（1939〜1945）창작편 4』,
東京:綠蔭書房, 2001 년.
18
위의 책.
19
「산의 신들」의 개작과정에 대해서는, 임전혜, 「김사량 「산의 신들」 왕성까지의
프로세스」(東京:『海峽』,
1975
년
7
월)과
곽형덕,
「김사량일본어소설기연구」（와세다대학대학원문학연구과 2014 년도 박사논문）를 참조.
20
오무라 마스오 ・ 호테이 도시히로 엮음, 『근대조선문학일본어작품집（1939〜1945）창작편 4』,
東京: 綠蔭書房, 2001 년.
21
위의 책.
22
위의 책.

189

「태백산맥」『국민문학』1943
.2〜10

조선・배나무골（화전촌）

배나무골 주인

김사량 작품의 무대는 조선의 농촌이나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 거주지 등 여러 곳이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정확하게 그 지역의 사투리를 특정해서 ‘방언’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통적으로 ‘방언’을 쓰는 인물들의 대사에는 ‘-でがす(데가스)’ ‘-だ
よ(다요)’ ‘-だに(다니)’ 등의 어미가 주로 쓰인다.
김사량의 일본어작품에서 ‘방언’을 쓰는 인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을 무대로 한 작품에서는 화전민이나 농민, 토막민들이 ‘방언’을 쓰고 있다. 둘째,
일본을 무대로 한 작품에서는 조선인 이주 노동자들이 ‘방언’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이
김사량의 일본어작품에서 조선의 지주나 지도자들이 표준어를 쓰고 있는 것에 비해
‘방언’을 쓰고 있는 인물로 농민들이 구별되며, 일본에 있는 유학생이나 회사원이
표준어를 쓰고 있는 것에 비해 ‘방언’을 쓰는 인물로 조선인 이주 노동자가 구별되어
있다. 따라서 김사량은 등장인물들의 계층을 구별하기 위해 ‘방언’을 의식적으로 쓰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8. 맺는말―김사량작품에 나타난 ‘방언’의 뜻
김사량이 번역한 「무명」에서는 화자인 ‘나’의 표준어와는 달리 다른 수감자들은
‘방언’을 쓰는 인물로 번역되었다. 여기서 ‘방언’은 단순히 지역의 사투리를 특정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나’와 수감자들의 차이를 표현하는 것으로 작용되었다.
김사량이

번역한

「무명」을

‘방언’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

보면

김사량의

일본어작품에서 ‘방언’이라는 중요한 특징이 부각된다. 김사량의 일본어작품에서는
조선의 지도자/지주와 농민들 사이의 차이, 일본의 조선인유학생/회사원과 조선인 이주
노동자들과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방언’을 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김사량의 일본어작품도 김사량이 번역한「무명」과 마찬가지로 ‘방언’으로 계층의
차이를 표현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다.
김사량이 번역한 「무명」에서는 ‘표준어’의 화자인 ‘나’는 ‘방언’을 부정하는 것을
통해 자기의 문명을 재확인했다. 이와 같이 김사량의 일본어작품에서 나타나는 ‘방언’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읽으면 표준어를 쓰는 화자와 ‘방언’을 쓰는 인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가는지, 어떠한 작품세계가 형성되어가는지에 대해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논의를 보다 섬세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조선문학작품의 번역에
있어서의

‘방언’,

김사량의

이중언어작품에

나타난

‘방언’

(조선어작품「지기미」『삼천리』1941 년 2 월／일본어작품「벌레」『신조』1941 년 7
월）, 그리고 장혁주 등 당시의 조선인 작가의 일본어작품에서 보이는 ‘방언’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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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의 퀴어이야기
――근대・식민지・섹슈얼리티――
신디 텍스터 (워싱턴 대학)
(이유진 옮김)

이번 발표에서는 이광수의『무정』에 대해서

이른바「퀴어・읽기」를 하려고

한다.

「퀴어」는 일반적으로 동성애 등 마이너리티화된 섹슈얼리티를 지칭하는데, 그 이외의
여 러 영역에 대하여 문화적인 규범을 교란시키는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며,

더욱

광의의 개념 으로 생각해도 좋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광수

자신은

섹슈얼리티를 가 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랑인가」（１９０９년）를

1

위와
.

같은

또한

의미로서
일본어의

시 작으로, 퀴어적인 섹슈얼리티에

퀴어적인
데뷰작인

접하는 소설을

많이 썼다. 사실『무정』도 그 중 하나다. 특 히 기생들과의 사이에서

호모소셜적인

관계보다도 호모섹슈얼적인 관계, 또는 퀴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다만 『무정』의 퀴어성은 그것만으로

기인하지는 않는다. 그의

일종의 퀴어 실천으로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험적인 문체도

일반적인 퀴어 실천이 젠더 ・

섹슈얼리티의 모든 규범 시스템(즉, 규범이나 가치를 정하는 힘의 관계의 것)을
교란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면, 텍스트가 같은 방법으로 언어의 표준을 동요시키는 한,
퀴어성이 있다고 해도 문제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식민지화된

변

공간

속에서「근대」로의

전이

『무정』이 연재된 시기에는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맥락에서「근대」와「전통」의 규범 시스템이 충돌하며 서로 뒤얽히는 상황으로 되어
갔다.

이 과정으로 인해서 섹슈얼리티나 언어가 여러 형태로 구속 당하게 되는데,

『무정』에 새겨져 있는 언설적인 퀴어 실천은 그러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매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발표에서는 가능성으로서의「퀴어」성을 축으로 하여, 규범 시
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무정』의 복잡한 스탠스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１９１７년

３월

８일에『매일신보』에

연재된『무정』의 제 53 장이다. 제 53 장에는 제 52 장까지『무정』에 있어서
전경화되어진 순한글 문 체, 또한 실제의 신문지면상에 이 연재를 둘러싸고 있는
기사의 한자와 한글에 의한

혼용문 체와도 다른 문체가 사용되고 있다. 제 53 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글의 경우, 한자로 변환될 수 있는 말에 대해서는 괄호 안에
1

金東仁、『春園研究』（三千里、１９３４年１２月〜１９３５年１０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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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표기가 병기되어 있다. 다시 말해 한자가 보기 힘든 형태로 가득 차 있어서
독자의 독서 행위를 방해한다.

확실히

문학사적인 전환점이라 고

연재된『무정』의 문체는 실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도 좋은 시기에

이렇 게

읽기 어려운

문체가 이 장에서만 돌출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１）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언설적 폭력
왜 문체가 당돌하게 변화했는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 53 장이 이야기 안에서
어 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야기에
있어서 기생인 영채를 매개로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는 큰
단서가 된다. 제 53 장 앞의 내용은 영채가 강간을 당하여 평양에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편지를 읽 은 이형식이 영채의 자살을 막으려고 평양으로 향하는 장면이다.
이야기의 전개와 함께 영 채에 대한 폭력의 연쇄가 계속되는데, 강간으로 인해 그
연쇄는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그런 데 주목해야 할 것은 영채에 대한 폭력이 이야기
내용의 레벨만이 아니라, 이야기 언설의 레 벨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영채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 속에서 서로 다 른 가부장제가 뒤얽혀져 있고,
각각의 규준을 맞추는 것이 원래부터 불가능한 구도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무정』에 있어서 젠더 규범에 따르기 위해서
것은「효도」나「순결」（처녀성을

지키는

영채에게 가장 중요한

것）등,

다시

말해

남성（「아버지」나「남편」에 해당하는 자）과의 관계에 의해 의미지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덕을 동시에 지키는 것은 영채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영채의
부친이 체포되었을 때,「옛날책을 보면, 혹 어떤 처녀가 제 몸을 팔아서 죄에 빠진
부모를 구원하였다는데, 나도 그렇게나
부친을

감옥에서

구하기

위해

더럽혔느냐!」라고 영채를 꾸짖고

하였으면……」 （제 15 장） 2 하고 생각하여

기생이

된다.

그러나,

부친은「벌

써

몸을

결국 그것을 이유로 자살해 버린다. 영채는 부 친이

가르쳐 준「옛날책」을 모델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행위를 부친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즉 이야기 공간에 있어서 영채는「효도」를 위해서 「순결」을 희생하느냐,
아니면 반대로「순결」을 위하여 「효도」를

희생하느냐 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지게

된다. 이러 한 규범의 이중성이야말로, 일종의「폭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２）저항으로서의 퀴어적인 아이러니：영채와 월화의 이성애 규범적인 동성애
「아버지」를 축으로 하는「전통적」인 규범 시스템뿐만 아니라,「근대적」인 언설에
의

한

규범

시스템도

스탠다드（이중규범）
2

뒤얽히면

영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적인

더블

는 더욱 복잡해진다. 『무정』의 화자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일본어역은 波田野節子訳、大村益夫・布袋敏博編、朝鮮近代文学選集１、『無情』 平凡社, ２００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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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 지만, 「근대적」인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무정』이라는 언설 공간에 있어서는「근대적」인 인간으로

되는

것이 섹슈얼한「자각」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놓쳐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영채가 그녀 자신의 여동생과 같은 존재인 월화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 학생들을
제

/

나만

보고 있는 장면이 있다. 중학생들이 부르고 있는 「천하 사람 꿈꿀

일어

나」（제

그들을「근대적」인 존재로

32

장）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이

노래는,

자리매 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흥미롭게도

이「자각」은 바로 다음의 장면에서 섹슈 얼한 문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부벽루 연회 이래로 월화의 변하고 괴로워하는 모양을 보매, 어린
영채도 월화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은 짐작하였다. 영채도 이제는 남자가
그리운 생각이 나게 되었다.

못 보던 남자를 대할 때에는 얼굴도 후끈후끈하고,

밤에 혼자 자리에 누워 잘 때에는 품어 줄 누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게

되었다. 한번은 영채와 월화가 연회에서 늦게 돌아와 한자리에서 잘 때에
영채가 자면서 월화를 꼭 껴안으며,
혼자

웃으며,

'아아,

너도

월화의 입을 맞추는 것을 보고 월화는

깨었구나―

네

앞에

설움과

고생이

있겠구나.'」（제 32 장）
즉

근대적 주체로서「자각」하는 것은 섹슈얼적인 주체로서「자각」하는 것으로

연결되 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언제나 이성애의 구도, 영채의 경우에는 남성에

대한 욕망이다. 이 구도는 또한 효도와 순결의 역설적인 관계성과 마찬가지로,
실현불가능한 규범이 되어버 린다. 왜냐하면

남성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욕망에 의해「순결」을 잃어 버려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기생」이라고 하는 주변적으로 위 치지워진 존재의 신체에는

다양한

「불가능성」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불가능성」으로부터 퀴어성이 부상한다는
것이다. 이미 논한 대로 서로 맞지 않는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규범을 따르기 위해서는
미묘하게 모순

되는

퀴어성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아이러니한 것은 남성

대신에 월화에게 욕망이 향 하는 것이 이성애적인 규범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거꾸로 그것을 보강하는 행위로서 그려 져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영채와 월화
사이에서 행해지는 퀴어한 경험이 묘사된 직후 에 「영채가 형식을 일생의 짝으로
알고

칠

년

동안

굳은

정절을

지켜

온

것도

월화의

힘이

반이나

되었다.」（제 34 장）라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데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동성애적인
섹슈얼한 체험을 통하여「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아이러니가 이성애적인 규범에
내재된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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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피해자」의 힘과 그 퀴어성
위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영채의 강간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그녀의 반응에도

같은 종 류의 마치 퀴어적인 저항이 보여진다. 우선 현실의 레벨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영채의 신체 를 둘러싼 그로테스크한 묘사에 주목해 보자. 영채는「이 피는 더럽혀져
있어. 더럽혀진 피 야！」라고 의도적으로 입술을 깨물어 그 피를 신체의 밖으로
빼내는 장면이다.
영채의 몸은 추워하는 사람 모양으로 떨린다. 영채는 또 아랫입술을 꼭 물었다.
따끈 따끈한 핏방울이 영채의 가슴에 있는 노파의 손등에 떨어진다. 노파는
얼른 영채의 어깨 위로 영채의 얼굴을 보았다. 영채의 입술에서는 샘물
모양으로 피가 솟는다. 앞니빨에 빨갛에 핏물이 들고 이빨 사이로 피거품이
나와서는 뚝뚝뚝 떨어진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눈과 뺨을 가리어 그림자에

영채의 얼굴은 마치 죽은 사람과 같다.（제 42 장）
또한 위와 같은 광경이 형식의 상상에 다시 나타남으로써, 환상의 레벨로 흘러가는
영채의
피의 무서운 힘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형식의 앞에는 선형과 영채가 가지런히 떠 나온다. 처음에는 둘이 다 백설 같은
옷을 입고 각각 한 손에 꽃가지를 들고 다른 한 손은 형식의 손을 잡으려는
듯이 손길을 펴서 형식의 앞에 내어밀었다.
웃으며,

'형식 씨!

그러고 두 처녀는 각각 방글방글

제 손을 잡아 주셔요, 녜' 하고 아양을 부리는 듯이 고개를

살짝 기울인다. 형식은 이 손을 잡을까 저 손을 잡을까 하여 자기의 두 손을
공중에 내어들고 주저한다. 이윽고 영채의 모양이 변하여지며 그 백설 같은
옷이 스러지고 피 묻고 찢어진, 이름도 모를 비단 치마를 입고, 그 치마 째어진
데로 피 묻은 다리가 보인다. 영채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입술에서는 피가
흐른다.

영채의 손에 들었던 꽃가지는 금시에 간 데가 없고, 손에는 더러운

흙을 쥐었다. 형식은 고개를 흔들고 눈을 떴다. 그러나 여전히 백설같이 차리고
방글방글 웃는 선형은 형식의 앞에서 손을 내어밀고, '형식 씨! 제 손을
잡으세요,

녜' 하고 고개를 잠깐 기울인다. 형식이가 정신이 황홀하여 선형의

손을 잡으려 할 때에 곁에 섰던 영채의 얼굴이 귀신같이 무섭게 변하며 빠드득
하고

입술을

깨물어

형식을

향하고

피를

뿌린다.

형식은

흠칫

놀라

흔들었다.（제 45 장）
여기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영채가 강간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그 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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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그녀의「더러워진 피」가 무기가 된다는 아이러니다. 물론, 결코「강간을 당해서
잘 됐다」 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서의 목적은 강간 같은 심한 폭력을 당했다
하더라도

영채가 단지「피해자」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강간을 통해 폭력의

구도의 전복이 일어났 다는 아이러니（또는 퀴어성이라고 해도 좋겠다）를 보여주고자
함에 있다.
（４）『무정』에 있어서 퀴어적 문체
마지막으로 다시

제 53 장으로 돌아가겠다.

피투성이의 생령이 된 영채의 출현에

뒤이은 이 장은 영채의 섹슈얼리티와 자살에의 결의에 대해 형식과 그의 친구인
신우선의 의견을 비 교하는 형태를 띈다. 간단히 말해

우선은 영채가「순결」을

잃어버렸다면 자살은 타당한 선 택이라는 의견을 말한다. 그에 반해

형식은「순결」을

지키는 것 이외의 의무도 있기 때문 에 영채가 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3 인칭의
화자는 우선의 이념에 있어서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형식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치우치는 인상을 준다.

제 53 장은 「하나 는 영문식(英文式) 이요, 하나는

한문식(漢文式)이로다.」라고 둘을 비교하는 말로 끝난다.
다시

말해,

둘의

의견이

그리고「영문식」과「한문식」으

로

대립의
자리매김되어

관계로
있는

설정되어
측면에서

보면,

있다.
이것은

개개인이 아닌 민족과 민족을 견주는 제국주 의적인 설정이라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양쪽 모두 영채가 강간당한 것을 그녀의 실패로 보고 성폭력 문화를 문제시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된다. 이와 같이 겹치기도 하고, 모순되 기도 하면서 영채가
존재하는 공간을 속박하는 이 둘（이상）의 규범 시스템이야 말로 영채 가 교섭 안할
수 없는「불가능성」을 실현시켜 버린다. 그러나, 형식이 주장하고 있는 살아 야만
한다고 하는 가치관은 「死者」가 되는

것으로 밖에 가질 수 없는 무기「피」를 영채

로부터 빼앗아 버리는 것이 된다. 이것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형식의 말이 한층 더
폭력적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폭력적인 구조로

제 53 장의 이상한「번역자 ・ 매개자」가 되는 존재가

개입하여 거기에 은폐되어 있는
한다. 어떻게 해 서

퀴어적인 애매함을 무기로 하여 이야기를 어긋나게

이러한 어긋남이 가능하게 되는지의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53 장과 『무정』전체 의 「문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논한 대로
『무정』의 대부분은 한글만으로 쓰 여져 있는데, 제 53 장에서는 갑자기 괄호가 붙은
한자가 늘고, 그것이 산문을 읽는 흐름을 방해한다. 순한글문체가「근대소설」의
조건으로 된「표음적」인 문체라고 한다면, 제 5 3 장 의「표음적」한글기호의 사이에
「표의적」인

한자가 많이 삽입된 경우, 한자는「전통 적」인 문체로서의 기능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다 3 .
3

이 「근대」・「전통」이라고 하는 대 립은 장의 끝부분에

小森陽一 『日本語の近代』 岩波書店, ２００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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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영문식」・「한문식」이라는 대립에 상당한다.
그런데

이 한자의 대부분은 일본어를 매개로 한

영어를 시작으로 한 구미언어의

번역어 인 것이, 괄호 안의 한자의 개입에 의해 전경화 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환언하면,

소설의 「신체」로서의「문체」 안에서, 영채의 피와 같이 폭력적으로

외부로 나온 괄호 안의 한자 가 퀴어적인 무기가 되어,「영문식」과 「한문식」이라는
규범의 이항대립적인 구조를 부수 어 버린다. 또한

거의 한글만으로 쓰여진 다른 장의

문체에도 그 영문식이면서 한문식이기 도 한 말이 내재되어 있음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퀴어적인

「한문식」의

시점에서

보면

형식의「영문

식」의

이념은

어디까지나

언어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모순을 폭력적인 형태 로 보여주고 있다.

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한문식」대「영문식」이라는 선긋기가 이 하 이브리드한
텍스트의 문맥에 있어서는 원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이 『무정』은 역설이나 애매함을 내재하고 있는 텍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이 퀴어적인 양상을 매개로, 섹슈얼리티와 언어, 그 양쪽을 둘러싼
규범에 대하여 퀴어 적인 저항이 작동하고 있다.『무정』에 있어서는 제국주의에 의해
만들어진「근대」 ・ 「전 통」등의 이항대립이 다양한 더블 스탠다드(이중규범)를
성립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적 인 이항대립에 파열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텍스트의 퀴어성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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