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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식민지문학을 상상하기 위한 미시적 방법문제 

――사건으로 번진 ‘남령북매〔南玲北梅, 남쪽의 장아이링(張愛玲)、북쪽의 

메이냥(梅娘)〕」’논쟁을 통해서 ‘구술사’의 역할에 대해 논한다. 

 

중국・북경시사회과학원 장췐(張泉) 

 

재료 1. ‘남령북매(南玲北梅)’――학술적 의문에서 매스컴의 탑기사로 

 

１. ‘남령북매’에 대한 의문은 학술잡지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1998 년 장췐(張泉)은 1942 년에 상해와 북경에 있는 서점이 각각 가장 인기있는 

여성작가를 선출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張泉「華北淪陥区文学研究的史実辨正問題」,『中国現代文学研究叢刊』1998 년 1 기.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메이냥( 梅 娘 )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모( 某 ) 부인’, 

‘대동아문학상’, 그리고 다케우치 요시오(竹内義雄), 가메타니 기이치(亀谷利一) 등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했다.）. 

 

２. 두 번째 의문은 주로 신문지상에서 발표되었다. 

 7년 후인 2005년, 즈안(止庵)은 메이냥의 「北梅説給南玲的話〔북매가 남령에게 보내는 

말〕」（『梅娘近作及書簡』 , 2005）에서 언급되고 있는 ‘남령북매’는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전설’이라고 지적했다（止庵「関於「南玲北梅」〔‘남령북매’에 대해서〕」, 

北京『中華読書報』2005 년 11 월 30 일. 이 글은 「「南玲北梅」之我見〔‘남령북매’에 

관한 사견(私見)〕」이라는 제목으로 『文匯報』(2005 년 12 월 24 일)에도 게재되었다.）. 

장췐(張泉)「「南玲北梅」分析〔‘남령북매’ 분석〕」（『読書週報』2006 년 4 월 3 일） 및 

「也説「南玲北梅」――兼談如何看待「口述歴史」〔‘남령북매’에 대해서─아울러  

‘구술역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논한다.〕」（『中文自学指導』 2007 년 1 기. 

하시모토 유이치(橋本雄一)에 의한 일본어 번역이 『中国東北文化研究の広場』2007 년 

9 월 제 1 호에 수록.）는 기본적으로 이전의 관점을 반복하면서 나아가 더 파고들어 

“당시 사람 또는 현재 사람이 ‘남령북매’라고 하는 말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만약 두 여성작가 장아이링과 메이냥의 작품이 당시 남북 윤함구( 淪陥区 ) 

문단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현대문학사에서의 그들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이 말〔‘남령북매’〕이 조준이 빗나갔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 후에 발표된 「梅娘的回憶可信嗎？〔메이냥의 회상을 믿을 수 있을까？〕」

（흐어쇼예(郝嘨野)『中華読書報』2006 년 1 월 18 일）, 「従「南玲北梅」説起（文芸点

評）〔‘남령북매’에서 시작된 （문예시평）〕」（류치웅(劉瓊)『人民日報』2006 년 3 월 

17 일）은 ‘남령북매’이외에도 논점을 살펴 메이냥의 회상문 및 메이냥에 관한 

사실(史実)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는데 이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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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논의들을 초래하게 되었다. 

 

３. 세 번째 의문은 중국현대문학의 학문영역에서 발표되었다. 

 2 년 후인 2007 년, 박사논문이 제출되어 그동안 의문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근거로 삼고 있던 것이 다시한번 반복되었다. 그것은 즉, ‘남령북매’를 처음으로 

주장해서 악례(悪例 )를 만든 인물 천팡(陳放 , 1944－ 2005)은 메이냥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새로운 증거는 동북사범대학 

교수 뤼웬밍(呂元明, 1925－2015)의 회상이며, 이는 여전히 구술사의 범주에 속한다

（「필자는 동북사범대학 일본문제 전문가인 뤼웬밍 교수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만주국 

시대를 경험한 뤼웬밍 교수는‘남령북매’라는 말이 유행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왕칭숭(王勁松)「殖民異化与文学演進――侵華時期満洲中日女性作家比較研究」, 박사논문 

사천대학, 2007）. 이 논문에서는 ‘남령북매’의 유무(有無)라고 하는 사실(史実) 

문제를 가치판단의 문제로까지 발전시켜 메이냥 본인이 ‘남령북매’라는 ‘명예’를 

‘조작’한 것은 “작가 스스로의 역사에 대한 분식(粉飾)이나 미화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작가의 “인격장애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４ . 네 번째 의문은‘통쾌지극( 痛 快 至 極 )’이다. 탑기사가 되었고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매스컴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번졌다.  

 5 넌 후, 시에치장(謝其章)은 “当年就没有「南玲北梅」這回事〔당시 

‘남령북매’라는 말은 없었다.〕”（『玲瑯文抄』, 済南, 山東画報出版社, 2012）고 

말했고, 천푸캉(陳福康)은 “所謂「南玲北梅」〔이른바‘남령북매’〕」（『深圳特区』

2013 년 9 월 7 일）을 발표했다. 2014 년이 되자 시에치장(謝其章)의 「自作自演之「南

玲北梅」（上）」（『東方早報』2014 년 5 월 11 일）, 「自作自演之「南玲北梅」（下）」

（『東方早報』2014 년 5 월 18 일）이 각종 매스컴의 탑기사가 되었다. 그 후 천옌(陳

言)의 「也説「南玲北梅」〔‘남령북매’에 대해서〕」（『東方早報』2014 년 6 월 8 일）, 

「「南玲北梅」之我見――兼回応謝其章之観点〔‘남령북매’에 관한 사견(私見)――

아울러 시에치장의 관점에 대해 응답한다.〕」（『中華読書報』2014 년 6 월 18 일）은 

이를 반박했다. 시에치장(謝其章)은「不是回応――我為什麼質疑「南玲北梅」〔응답이 

아니다――왜 나는‘남령북매’에 의문을 제시하는가.〕」（『中華読書報』2014 년 7 월 

9 일）에서 자기변호를 했다.  

 ‘남령북매’의 유무에 대해서는 1998 년부터 2014 년까지 16 년간 논쟁이 

계속되었지만, 두 개의 사료기록으로 인해서 논쟁에서의 대부분의 판단이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 그리고‘남령북매’는 메이냥이 1980 년대에 ‘자작자연(自作自演 )’ 

했다는 판단도 대체로 뒤집혔다.  

 

 

재료 2. 동시대의 북경작가 장중싱(張中行)과 만주작가 리정중(李正中)은 메이냥을 

만난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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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장중싱(張中行, 1909―2006) 

 장중싱은 신시대에 명성을 떨친 구세대의 산문가(散文家)이다. 그는 『梅娘小説散文

集』（1997）의 서문에서, 1940 년대 전기에“세상에서 ‘남령북매’라고 말하고 있을 때”, 

단기간 상해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유명인, 특히 여성 유명인을 만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두 명의 재녀(才女)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경묘하게 쓰고 

있다. 전후 메이냥은 그의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실되었다. 반세기 후, 북경 

윤함시기( 淪陥時期 )의 저명한 문예비평가 리징즈( 李景滋 , 1918―2003)의 중개로 

메이냥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메이냥의 윤함시기 소설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서면서 

장중싱은 당시 “몇 편은 읽었을텐데 기억이 희미해져서 아무것도 읽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淪陥時期北京文学八年』（ 1994）을 읽게되면서 

“이제서야 이 재녀의 성과를 대략 복습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梅娘小説散文集』（1997）

의 인쇄부터 작품을 부분적으로 골라서 읽음으로써 겨우 “반세기 전의 꿈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윤함시기, 메이냥은 장중싱의 독서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을까. 필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전전(戦前) 북경대학 중문계에서 배우고 있었을 시기, 장중싱은 양무어(楊沫, 1914

－1996)와 동거를 하고 있었다. 혁명의 길을 선택한 양무어는 그후에 유명한 공산주의 

모범작품 『青春之歌』（1958）을 창작했다. 이 소설에서 위융저(余永沢)의 모델은 

장중싱인데. 그는 혁명과 신문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낙오자이다. 윤함시기, 

장중싱은 정치잡지 『中国公論』（1939－1945）, 『東亜連盟』（1940－1945）의 정론란(政

論欄) 집필자였으며 글 발표량은 대단히 많았다.  

 윤함시기 장중싱은 북경 신문학계와 교류가 없었다. 반세기 후에 다시 문단에서 

인정받게 된 메이냥과 만났을 때, 메이냥의 소설을 당시 “몇 편은 읽었을텐데”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배려에서 나온 것이며 “한 편도 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실정(実

情)일 것이다. 

 

２、리정중(李正中, 1921－) 

 ‘만주’시대의 재판관, 작가, 서도가. 2014 년 4 월, 노먼 스미스와 리정중이 북경에 

왔을 때, 23 일과 25 일에 천옌(陳言), 류칭(柳青)과 함께 필자가 리작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메이냥과 만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리정중은 “『大同報』 

편집부에 갔을 때 메이냥을 봤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10 여 명의 편집자가 큰 

사무실 하나에 모두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말을 걸지는 못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그리고나서 잠시 후에 쓴 글에서 이를 정정했다. “나와 메이냥의 만남은 

드라마틱하다. 1936 년에 나는 너무나도 미숙한 습작을 쓰며 『吉林日報』 부간(副刊)에 

발표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미 길림을 떠나 당시의 ‘신경(新京)’, 즉 장춘의 『大同

報』사로 옮겨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를 동경하고는 있었지만 그 이름만 알고 책을 

읽을 뿐이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1936 년에 나는 장춘으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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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하였고 『大同報』 편집자의 추천으로 청년작가 중 한명이 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大同報』를 떠나 일본으로 진학한 후였다.” 1986 년이 되어서야 먄날 수 있었다

（리정중「読梅娘」, 구궈화(顧国華)編『文壇雑憶・全編六』, 2015）. 

 그들〔장중싱과 리정중〕은 배려를 했기 때문에 ‘구술’에 ‘오류’가 생기게 된 것이다.  

 

 

재료 3. 신중국상해『亦報』라는 장(場 )에서의 탕윈징(唐雲旌 )과 메이냥의 사적인 

관계문제 

 

 2017 년 8 월 5・6 일, 중국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는 국제학술회의 「전환의 시대――

40, 50 년대 교차에 있어서의 중국어문학」을 개최했다. 필자가 제출한 발제문은 「文学

「統戦」与当代文学在新中国的重建――以『亦報』場域中的淪陥区三作家周作人、張愛玲、

梅娘為例〔문학「통일전선」과신중국에서의 현대문학 재건――『亦報』라고 하는 

장(場)에서의 윤함구(淪陥区) 세 작가 저우쭤런(周作人), 장아이링(張愛玲), 메이냥(梅

娘)을 예로서〕」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一、상해『亦報』라고 하는 장(場)의 형성 

二、윤함구(淪陥区) 세 작가의 등장과 창작 상황 

  １、저우쭤런(周作人) ２、장아이링(張愛玲) ３、메이냥(梅娘) 

三、윤함구 세 작가를 『亦報』라는 장으로 인도한 인물 

  １、탕윈징(唐雲旌) ２、쉬간(徐淦) 

四、메이냥 연구의 새로운 사고의 예로서 두 가지를 거론  

  １、탕윈징(唐雲旌)과 메이냥의 사적인 관계로부터 구술사의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  

  ２、 1950 년대의 메이냥으로부터 윤함시기(淪陥時期 ) 그녀의 정치적 입장을 

추측한다.（한간(漢奸)인지 아닌지） 

 시간（15 분간）상의 관계로 중국사회과학원 회의에서는 전부다 말하지는 못했다. 이 

중에서 「 탕윈징과 메이냥의 사적인 관계로부터 구술사의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본문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분석을 더하겠다. 분석 

결과는 탕윈징과 메이냥 사이에 ‘남녀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엉터리이며 그것이 

메이냥의 작품수가 많았다는 것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 

 식민지 문학연구의 영역은 연구규모의 확대와 연구의 심화로 전통적인 신문, 잡지, 

서적 등의 출판물 및 당시의 문헌기록과 같은 물질적인 것 외에도 연구재료로서 

‘구술사’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즉, 역사의 체험자에 의한 회상록이나 

당사자가 과거에 대해 진술한 재료(개인기록) 등이 그것이다. 점점 많은 연구자가 

이를 연구대상으로 하게 되었고, 종종 식민지문학의 모습을 복원하거나 역사적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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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증언이나 근거로 삼는 데 이용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개별 사례는 ‘구술사’가 역사연구의 범위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문학이나 유적 등 물질적 역사연구 재료에 대한 중요한 보충자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환경의 제약 및 서술자의 주체저 조건의 제약에서 

비롯되는 기억의 서어( 齟 齬 ), 오류, 비뚤어짐을 없애는 것은 어렵다. ‘구술사’는 

역사연구에서의 미시적 방법의 범주에 속하는데, 식민과 관련된 네 가지의 거시적 

차원을 배경으로 함으로써, 그 신뢰성의 판단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방증의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구술사’를 단독으로 역사서술의 

근거로 삼는 것은 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017 년 8 월 10 일 

中国北京・中関園   

 

(번역: 민동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