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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국'의 번역에 관한 선행연구로써 일본어 논문에는 키시 요코 선생님의 매랑(梅

娘) 번역, 하네다 아사코 선생님의 『大同報』(역자:만주국 정부의 기관지)의 해외문학 

관련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오카다 히데키 선생님은 일본어 번역 문학 작품의 리스트

를 작성한 바 있다. 필자 역시 古丁의 작품 번역에 대해 연구하여 「古丁에 있어서의 

번역─그 사상적 변천에 대한 탐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완성했다. 중국에서는 高雲球

의 『大同報』와『成京時報』1의 문예란에 발표된 번역에 대한 박사논문을 발표하기도 했

다.  

일본어 문학작품이라고 해서 일본작가의 작품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모파상이나 

고골과 같은 유럽 작가들, 타고르나 장혁주와 같은 아시아 작가들의 작품도 여기에 포

함된다. 번역된 작가 뿐만 아니라 번역가, 번역 작품과 관련된 간행물 역시 다수 존재

한다. 필자가 이 같은 연구과제에 천착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 리스트를 작성해보라는 

오카다 선생님의 제안에 따라 작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참이다. 지금까지 오쿠보 아

키오 선생님께서 편집하신 『偽満洲国主要漢語報紙文芸副刊目録』을 비롯한 선행연구를 

참조하면서 『大同報』, 『盛京時報』, 『明明』, 『芸文志』, 『作風』, 『新潮』와 같

은 중국어 신문, 중국어 문예지, 종합잡지에 발표된 일본인 작가의 작품을 조사해왔기

에 이 발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매우 불완전한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지적과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일본인 작가의 작품 번역이라고 해도 재만 일본인 작가의 번역, 당시 유행했던 일본

의 전쟁문학의 번역, 일본 근대문학의 번역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장르별

로 구분, 그것을 다시 작가별로 나누어 소개하려 한다. 작가의 작품 중에 어떠한 작품

이 선택되어 번역되었는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일본어 문학 작품의 번역과 만주 지역의

 중국어 문학과의 관계를 탐구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소설 번역에 대해서. 먼저 메이지기의 소설가였던 모리 오가이(森鴎外),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작품이 번역되었다. 오가이의 경우, 주로 『다카세부네(高瀬舟)』(1

940), 『산쇼다유(山椒大夫)』(1943), 『아베일족(阿部一族)』(1944)과 같은, 소위 역사 

이탈(歴史離れ)의 역사 소설과 그가 50 세에 쓴 에세이 『망상(妄想)』(1945)이 번역되

었다.2 전자의 세 작품의 번역은 모두 『芸文志』에 실렸으며, 후자의 에세이는 爵青의 

                                                        
1 역자주: 만주의 일본계 지방신문 

2 역자주: 괄호 안의 연도는 모두 번역된 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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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에 의해 『青年文化』에 발표되었다.  

소세키의 작품에는 단행본 『마음(心)』(1939) 이외에, 君猛이 번역한 『풀베개(草枕)』

가 『大同報』에 연재된 후 단행본(1942)으로 출판되었다. 또한 『하룻밤(一夜)』(古丁), 

『몽십야(夢十夜)』（奕秋）、『고양이』(『나는 고양이로소이다(吾輩は猫である)』(林玫), 『분

연噴煙』（萧君） 등이 번역되었다.  『大同報』에는 1935 년에서 1938 년에 걸쳐 두 번, 

『풀베개(草枕)』의 번역이 연재되었다. 첫번째 연재분의 번역자가 郭沫若으로 기재되

어 있으나, 실제로 郭沫若은 이를 번역한 바가 없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  

장편소설의 경우,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봄(春)』(杜白雨), 타니자키 준이치로

(谷崎潤一郎)의 『기린(麒麟)』(春谷訳), 『춘금초(春琴抄)』(儒丐), 요코미츠 리이치(横

光利一)의 『침원(寝園)』（郭訒） 등이 있다. 중・단편 중에서는 쿠니키다 돗포(国木田

独歩),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백화파의 무샤노코지 사네아츠(武者小路実篤), 

시가 나오야(志賀直哉), 아리시마 타케오(有島武郎) 등의 작품이 번역되었다. 번역된 

전쟁 소설로는 쿠메 마사오(久米正雄)의 『백란의 노래(白蘭の歌)』(梅娘), 히노 아시헤

이(火野葦平)의 『바다와 병사(海と兵隊)』, 『흙과 병사(土と兵隊)』, 『보리와 병사(麦

と兵隊)』（모두 雪笠） 등이 있다.  

키쿠치 칸(菊池寛)의 번역도 눈에 띈다. 키쿠치는 소설 작품 외에 많은 각본 또한 

번역했다.  

시가에서는 사이조 야소(西條八十), 타카무라 코타로(高村光太郎)가 쓴 전쟁시를 비

롯, 노구치 요네지로(野口米次郎), 키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의 시의 번역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이 번역된 시는 이시카와 타쿠보쿠(石川啄木)와 요시다 겐지로(吉田絃

二郎)의 시이다. 특히 요시다의 경우, 현재 잘 알려져있지 않은 작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매우 많은 시가 번역되었다. 조사해보니 사가현 출신으로 현재는 잊혀졌지

만 당시에는 베스트셀러 시인이었다고 한다.  

이상, 『大同報』, 『盛京時報』, 『濱江日報』 등의 중국어 신문과 중국어 문예지, 

종합잡지에 발표된 일본인 작가의 문학작품에 대한 현단계의 조사 성과를 간단히 소개

했다. 이들 번역이 만주 지방의 중국어 문학 창작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라는 문제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번역:김경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