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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작가 양츠덩(楊慈燈)의 단편소설을 통해 본 만주국의 실태1  

 

오타니 대학(大谷大学) 리칭(李青) 

(翻訳 申知瑛)  

 

  본 발표는 일본과 중국의 “만주국 문학”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공개된 군인 

작가 2  양츠덩(楊慈燈, Yáng cí dēng, 1915－1995 년）의 작품과 그와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이를 실마리로 식민 통치기라는 언어 환경에 처해 있던 작가가 표현한 

‘만주국’과 ‘만주국군’의 본질을 검토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양츠덩의 작품과 관련 

자료를 상세히 정리함으로써, 독특한 환경 속에서 양츠덩이 표현하려 했던 사유와 그  

과정을 투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쟁과 식민 등의 문제를 분석하고, 양츠덩의 

작품이 나타내는 정신 세계를 명확히 밝혀, 작품에 숨어 있는 함축적 의미(寓意)를 

해부한다. 이러한 연구가 현대 식민문학 연구에 새로운 시점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발표자는 양츠덩의 대표작 중 하나인 『군인 단편집3(老総短篇集)』4을 대상으로 이 

단편들에 나타난 ‘만주 국군(満洲 国軍)’에 대한 묘사와 ‘만주국’이라는 언어 환경 

하에서 나타난 문학적 특징을 고찰한다.  

 양츠덩이 문학 창작을 했던 전성기는 바로 ‘만주국’ 시기와 겹쳐지는 1930 년대부터 

1940 년대에 걸쳐 있다. 양은 창작을 위한 거의 모든 열정을 군인 생활을 묘사하는 데 

쏟아 부어, 수많은 생생한 인물군상을 그려 냈다.  

  양츠덩의 창작 제재는 광범위하고 형식 또한 다양하다. 그 중 많은 작품이 군인 

생활을 묘사한 소설이며 양츠덩 스스로가 경험한 일을 기반으로 쓰인 소설은 가장 

읽을 가치가 있다. 이 작품들은 당대 지식인의 사유 회로, 생존 상태 및 ‘만주국군’의 

실태를 제공해 주는 귀중한 문헌들이다.  

  양츠덩이 묘사한 대부분의 군인 군상들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들쭉날쭉하다. 

정의감에 가득 찬 청년 장교, 용감무쌍하고 민중에 동정적인 병사, 뇌물이 횡행하고 

                                                        
1 (역주) 본문 중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직역이 불가능한 경우, 리칭 선생님과 상의 하에 

의역한 부분이 있음을 밝혀 둔다. 또한 원문한자를 명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각주를 붙여 둔다. 또

한 각주에 참고 삼아 붙어 있는 중국어 원문은 번역하지 않는다.  
2 (역주) 원문은 군인(軍族) 작가. 발표문에서는 ‘군인 작가’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3 (역주) 『老総 短篇集』은  『군인 단편집』이라고 번역한다. 리칭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老総’

이라는 말은 중국의 청조시대부터 군대의 각 계급의 군관을 지칭하는 용어였다고 한다. 이후 군인 

전반을 의미하게 되었으나 군인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아첨하는 의미도 띠고 있다고 한다.  
4 『군인 단편집(老総短篇集)』의 초출은 1942년(康徳九年) 11월, 예문서방(藝文書房)에서 출판되었다

. 본 발표는 2015년 길림성(吉林省) 도서관이 정리하고 복인·복간한 「위만주시기 문학 작품 총서 4(

偽満時期文學作品叢書之四)」의 『군인 단편집(老総短篇集)』을 텍스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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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사욕을 채우면서 공공의 이익에 손실을 입히는 부패한 사령관, 권력을 등에 업고 

민중을 압박하고 악행을 저질러대는 건달들, 화류계에서 놀며 부패 타락한 군대의 

기풍(風紀), 이런 것을 그리고 있다. 양츠덩의 묘사를 통해 ‘만주국군’의 천태만상5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군인 단편집(老總短篇集)』은 1930 년대 후반에서 1940 년대 초기까지를 묘사하고 

있다. 이 시기는 바로 ‘만주국’ 통치의 ‘전성기’인 동시에, 양츠덩이 ‘만주군국’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처럼 특수한 군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야말로 

그의 작품은 표현이 진실되고 생생하다. 그의 작품에는 양츠덩이란 작가의 정신적 

높이, 생활상태와 생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 

쓰인 양츠덩의 소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엿볼 수 

있다.  

  

 1．군인 생활의 실상, 둥베이(北東) 군인 군상의 강건함과 중후함 

 

  양츠덩은 여남은 살에 군관 학교에 입학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다. 졸업 후에는 

하급 장교로 임관했다. 그는 수년 간에 걸친 군인 생활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과 전투를 경험했다. 오랜 군인 생활을 보내고 양츠덩이 퇴역했을 때에는 그의 

지위가 하급 장교에서 상위(上尉)로 올라가 있었다. 

「설야(雪夜)」（『설야(雪夜)』）에 나오는 상위는,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고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노상 강도에게 그나마도 없는 6 전을 빼앗기고 울음 소리도 

죽여가며 우는 부인에게, 방금 막 받은 자신의 봉급을 주저 없이 내어 준다. 

「취임(赴任)」（『취임(赴任)』）의 주인공도 정직하고 젊고 처음으로 [전쟁에-역자] 

출전하는 상위이다. 그 주인공 상위는 군 내부의 여러 가지 부패를 폭로하고 있다. 그 

밖의 작품에서도 청년 장교와 병사의 단결과 우애를 서술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분명히 양츠덩은 [소설 속에서-역자]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자신과 작품을 

융합시키고 있다. 작품에는 다수의 일인칭 ‘나’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는 소설을 쓸 때 

생활에 밀접히 접근해 갔으며, 곳곳에서 양츠덩 본인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의 군인 생활을 실천했던 경험은 작품을 다채롭고 풍부하게 했다. 

작품에는 진선미악(真善美悪)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의 작품은 부를 

타파하고 가난을 구제함(打富済貧), 서로 돕고 우애 있게 지냄(互助友愛)、용감하고 

굳세며 강함(堅毅剛強)、음식과 여자와 도박(飲食女賭博), 탐관오리(貪官汚吏), 충만한 

상스러움 등이 한데 뒤섞인 ‘만주국군’의 운명교향곡인 것이다. 이 운명 교향곡은 중국 

                                                        
5 (역주): 원문은 에마키(絵巻) – 설명이 있는 그림 두루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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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베이 농민 출신인 군인이 중후한 색채로 어떤 특정한 시기에 민중이 생존하는 상태, 

그 윤곽을 그려낸 것이 된다.   

 

2. ‘만주국군’ 병사 군상의 재구축 

  

양츠덩은 어린 시절 집이 가난했다. 따라서 성장 과정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학교에서 공부하고 군인 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세상을 

걱정하고 타인에 대한 동정이 많은 성격을 형성시켰고, 문학작품의 표현형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곤궁한 나머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빈곤한 생활 속에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대중을 목격하고, 군대 생활의 기담 괴담이나 옛 군대가 

변화하는 과정 속의 수많은 병적 폐단 등을 사실과 진실에 기반하여 기록한 귀중한 

작품들인 것이다. 이 작품들에서는 작가의 문학적 취향 이외에도 작가가 시대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認知)와 깊은 통찰을 느끼게 된다.  

둥베이 지구의 군대 구성은 복잡하고 방대하며 군벌들이 할거했던 시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더구나 둥베이 지방에는 도적이 횡행하고 있고 몇 번이나 거듭되었던 

군대 편성의 변화로 인해 선인과 악인이 혼합되어 버렸고 도적 출신 병사도 뒤섞여 

있다. 그렇지만 병사 조직이 그 안에 선인과 악인이 혼합되어 아무리 균일하지 않다고 

해도, 병사들 개개인은 모두 하층사회에서 온 빈곤층 출신자이다. 이들 하층 병사의 

다수는 군벌 시대의 악습을 지니고 있어, 군기를 위반하고 민중에게 해를 끼쳤다. 

이에 반해 부대에서 병사는, 상시적으로 상관에게 구타를 당하고 심한 욕설을 받고, 

봉급을 뜯겨 왔다. 전쟁터의 잔혹한 현실은 많은 병사들을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의 

상태로 만들었다. 소설 속의 도망, 민중 압박, 음식과 여자와 도박 등의 묘사는 이러한 

모순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만 양츠덩은 모순투성이인 군대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인간성과 진선미의 

일단을 끊임없이 파헤치고 있다. ‘만주국군’ 부대 속에서 이들 전사들은 다소라도 

전쟁의 세례와 계몽을 받았다. 「취임(赴任)」에는 다음과 같이 혈기 왕성한 병사가 

등장한다. 병영장(대대장)의 호위병은 어떤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미끼로 

유혹하여 데리고 놀다가 버린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던 아가씨는 목을 매달아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격노한 병사들이 병영장의 호위병을 

총살하고 집단적으로 도망해 버렸다. 이들 모두가 좋고 싫음(愛憎)이 분명한 

혈기왕성한 군인인 것이다. 양츠덩 자신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사관학교에서 2 년간에 

걸쳐 엄격한 훈련을 받고 근대적인 군사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중국 역사에서 

국민당 또는 공산당 고위 간부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가 많다. 

그들은 근대적인 군사지식을 마스터하고 그것을 중국 군대에 적용 시켰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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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근대화를 실현시키는 데 훌륭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렇다면 양츠덩 또한 

그러한 청년 장교였던 셈이다. 양츠덩의 소설에 종종 등장하는 상위의 이미지는 무척 

신사적이고 문화적이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훈련 중에도 훌륭하며 인정이 많다. 

「전초(前哨)」（『전초(前哨)』） 6 에서는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 장병을 훈련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대대 부관인 찌앙(姜) 상위는 명령 순서로 한 줄씩 그 첫 글자에 표시를 하고 또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명령을 내린 자의 소재지를 기입했다. 그리고 대대장에게 교열을 받았다. 상위는 

조용히 고개를 조금 숙이고 방 한 구석에서 대대장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대장은 교열 후, 고개를 끄덕이면서 포켓에서 도장을 꺼내 찍었다. 대대장은 한 호흡을 

쉬고 “각 중대를 소집하고 명령을 구술하여 필기 시키시오” 

“알겠습니다.” （중국어 원문은 텍스트 325 쪽. 중문에서 일본어로의 번역은 발표자.） 

     （중략） 

 

  명령을 받는 만주국군을 묘사한 장면이 하나 있다.7 

 

리 반장은 상반신을 흔들면서 대열 가장 끝에서 대열 맨 앞으로 나왔다. 그는 발 뒤꿈치를 

한데 모으고 발 끝을 60 도로 벌렸다. 머리를 꼿꼿이 하고 양손으로 총을 힘있게 똑바로 위로 

들어 올려, 양손으로 총신을 두드려 탕 하고 소리를 냈다. 소대장을 보고 나서 총을 오른쪽 발 

앞에 내리고 소대장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다. 

“6 명을 데리고 전방의 수풀림(雑木林)에서 적의 동향을 감시하라”  

리 반장은 위의 명령을 복창하고 나서 오른 발을 뒤로 빼고 양쪽 뒤꿈치로 몸을 180 도 돌려 

대열 속에서 재빨리 6 명을 선발하여 붕어 떼처럼 동쪽으로 뛰어 갔다.  

 

                     （중국어 원문은 텍스트 326 쪽. 중국어에서 일본어 번역은 

                                                        
6 營副官姜上尉,把這篇命令按著順序,在每行字的頂上加上號碼,並且添了日子時間和下令者的所在地,然後

呈給營長校閱,他靜靜地立在屋角低著頭等營長蓋章。輕輕的捺了一下,喘口氣: 

     “召集各連，口述筆記吧!” 

     “是!” （텍스트 325쪽） 
7 李班長搖著上體從隊伍後面繞到列前,把足跟在一線上靠隴併齊,兩足尖向外離開約六十度,挺著腦袋,兩手

用力把槍一舉,使槍身上下垂直,左手還拍一下在搶身上打個響,對排長看一看,然後把槍放在右足尖前，聽排長

說話。 

    “你-帶六個弟兄，到右前方小樹林前端停止,監視敵方”。 

      李班長把這話復誦了一遍,立刻把右足向後一拉,用兩個足跟把身體從右向後旋轉一百八十度,在隊裏

選出六個弟兄排成一串,像群鯽魚似的向東跑去了。 （텍스트 326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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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위에서 복잡한 군령을 하나하나 수행하는 병사의 모습과 인감을 사용해 명령을 받는 

병사의 모습은, 표준적이면서도 규범적이다.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이들의 모습에 

‘만주국군’과 ‘양츠덩’의 모습이 겹쳐지는(邂逅) 느낌이 있다. 양츠덩이 사관학교에서 

배운 군사기술을 부대로 들여 왔음은 명백하다. 양츠덩이 그린 부대는 결코 

오합지졸이나 풋내기 군대는 아니다. 양츠덩은 젊은 ‘상위’와 마찬가지로 사관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중국인 부대에서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이처럼 실제 현실과 부합하는 

양츠덩의 바램은 그의 소설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3. 내용의 난해함, 정치와의 흥정 

 『군인 단편집(老總短篇集)』의 특징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시간과 공간 관념을 

무시하고, 많은 장면을 ‘군벌 시대의 이야기’라고 상정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시간 

설정은 독자에게 시간적 감각을 상기시켜, ‘아~ 장쭤린(張作霖)8 시대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하게 한다. 작품 속 대화에도 병사가 봉계 군벌(奉系軍閥) 9 에 대한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양츠덩은 양쪽 군이 대립하는 전투 속에서는 자주 적을 

확정(特定)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있으며, 종종 ‘호비(胡匪)’ 나 ‘호자(胡子)’ 

등10과 같은 말로 간단히 처리해 버리고 그대로 지나쳐 버린다.  

  ‘만주국’에는 각종 법률로 인한 속박이 있었고 문예작품은 엄격한 검열(審査)를 받는 

게 당연시 되엇다. 당시 발표된 작품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따라서-역자] 

시국에 부합하는 구절이 작가 작품의 한 구석에서 나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다.  

  양츠덩의 작품에서도 시국에 영합한 구절이 발견된다. 

「취임(赴任)」（『취임(赴任)』） 11 의 마지막 부분에는 “상황(事情)은 지나갔다. 몇 

년이 지났건 간에 지금의 나는 그 추악한 역사를 아직 잊을 수 없다. 군벌 시대의 

군대는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대동아 공영권의 건설은 일본과 만주 양국의 

정예군이 담당해야만 한다. 나는 그 진영에서 십여 년 간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생활해 갈 것이다”라고 한다.  

                                                        
8 (역주) 장쭤린(張 作霖, 1875.3.19~1928.6.4): 28年6月4日): 중국 만주 지역의 북양군벌(北洋軍閥) 

계열의 봉계군벌(奉天派)이자 정치가. 
9 (역주) 봉계군벌: 만주를 기반으로 한 군벌. 마적단에 기반해 출발했다. 주요 인물은 장쭤린(張作霖

)과 그의 아들 장학량(張學良)이다. 안휘파에 이어 일본의 지원을 받았다.  
10 (역주) 비적을 의미한다. 비적은 만주사변 이전부터 마적(주로 몽고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같

은 의미로호자(胡子), 호비(胡匪), 홍발자(紅髮子) 등으로 불렸다.  
11 事情過去了許多年,現在我還沒有忘記那一段醜惡的歷史，並且想，軍閥時代那種軍隊在這世界上是不能

存在下去的,大東亞共榮圈的建設必須日滿兩國精銳的軍隊去擔當,於是,我在這條陣地裡生活著,一直生活了

十餘年,還要生活下去。（텍스트 22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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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소대장(吉排長)」（『지 소대장(吉排長)』）12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국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소설은 지 소대장이 군벌 시대를 회상하는 것을 듣고 

받아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의 단편적인 몇 가지 이야기를 다 듣자 나는 매우 

슬픈 기분이 되었다. 옛 군벌 시대의 저러한 사람들의 생활은 너무 암흑뿐이어서 

놀라게 된다. 모든 동아의 각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어서 빨리 공영권 사업을 

이룩해야만 한다.” 

 「회색의 무리(灰色的群)」（『회색의 무리(灰色的群)』）13의 마지막에는 “이전 옛 

정권의 군대와 현재 우리들의 만주국군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이지 

않은가”라고 쓰여 있다. 

  이상 언급한 세 소설의 끝부분은 2015 년에 복간된 『양츠덩 

문집(楊慈燈文集)』（상중하 권）에서는 삭제되어 버렸다.  

 더욱이 리우 샤오리(劉暁麗) 가 편집한 『위 만주시기 문학자료 정리와 

연구(偽満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 중 작품을 모은 권(作品卷)인 「츠덩 

작품집(慈燈作品集)」（北方文藝出版社 ・2017 년）에는 「취임(赴任)」이 수록되어 

있지만 앞서 서술한 ‘부적절하다(不都合)’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삭제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서적의 「출판 설명(出版説明)」 14 에는 “최대한 위만주 시대의 문체와 

풍모를 보전하고, 작가 본인의 작품과 창작 습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번 시리즈는 

선별한 작품의 언어형식, 어휘 및 용법을 모두 원문대로 유지했고 현재 활용되는 

규범에 따라 고쳐 쓰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위에 인용한 부분은 

“어떠한 이유”로 “부적절하다”라고 판단된 결과, 삭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독자의 

눈에는 포착되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사회주의 중국의 문예 정책과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부역(附逆)’했음을 드러내는 구절 등은 게재될 수 있을 리가 없다. 

‘항일 작가’라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작가가 작품을 발표할 때, [엄격한 검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역자] 자신의 말이 

출판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국에 부합하는 구절을 넣도록 요구 받고 

있었다. 과거의 역사를 다시금 조심스럽게 검증할 때, ‘만주국’에서는 거국 일치하여 

위도 아래도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제창하는 풍조가 고양되어 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일본 통치하에서 성장한 청년 장교가 어떻게 

                                                        
12 聽完他的幾個片段的故事,我覺著非常的煩惱,我感到舊軍閥時代的那種人類的生活故事太黑暗,太驚人了!

為了全東亞各民族的幸福,必須趕緊的,把共榮圈的事業建設起來。（텍스트 242 頁。） 

13 把從前舊政權的軍隊和我們現在的滿洲國軍一比,是不是完全不同的兩個世界? （텍스트 270 頁。） 

14 為最大程度地保持偽滿時期的文體風貌,同時尊重作家本人的寫作風格及行文習慣，本套書對於所選作品

的句式以及字詞用法均保持原貌,不按現行的書寫規範進行修改。「出版説明」 456 頁。劉暁麗編（『偽満

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作品巻「慈燈作品集」北方文藝出版社 2017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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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된 항일(抗日) 정신과 명확한 반항 정신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4．식민지 언어 환경 속 양츠덩 소설의 예술 표현과 심미에 대한 추구  

 

  양츠덩은 일본 통치 치하라는 특수한 시대에 성장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입학한 특수한 경력, 사회의 다양한 모순, 특수성, 복잡성은 필연적으로 

작가인 양츠덩의 심적 취향, 언어운용과 소설 구상 및 표현 형식에 영향을 미쳤다. 

  우선 둥베이의 특수한 자연 환경은 양츠덩의 작품에 천연의 비극적 색채와 신비한 

분위기를 더했던 것이다.  

  군대에 대해서 말하자면, ‘만주국’이 건설된 뒤, 일본이 참여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된 근대적 군대로 만들었다. 역사적 원인과 자연 환경이 둥베이 지역의 도적과 

산적과 군벌이 서로 싸우는 지반을 형성했다. ‘만주국’ 건설 후에도 장쭤린의 옛 

부대와 그 밖의 잔존한 군벌 부대는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 

문화가 표현하는 특색은, 의심할 바 없이 양츠덩의 창작에 거대한 원천이 되었을 

것이다. 지역 문화로부터 길어 올려진 것들이 작가의 문학을 영양가 있고 풍부하게 

했으며, 작가의 심미적 구상에도 작가가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주고 감화시켰다.   

 

 양츠덩의 소설에서는 지역문화의 재현이야말로 명석한 진실임이 드러난다. 심미 

의식의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그는 예술적이고 신기한 효과를 

중시하기 보다, 둥베이 지역의 진실한 생활에 접근함으로써 그 현실(眞實)을 

구해냈다는 편이 옳다. 인물의 윤곽에 대한 묘사와 이야기의 대체적인 줄거리 전개는, 

자세한 심리 상태의 묘사에 페이지를 낭비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좀더 

과감하게 처리하고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한 엄숙함과 중후한 분위기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을 중시했던 것이다. 이것 또한 양츠덩이 독자에게 준 특수한 

예술적 감염력이다. 양츠덩의 군인 소설 속에는 전우에 대한 사랑, 민중에 대한 인정, 

생명에 대한 존중이 넘친다. 하늘이 드넓고 적막(寥寂)한 둥베이 대지의 창망한 배경 

아래에서 양츠덩의 필치는 독자를 특수한 심미적 지평으로 이끄는 것이다. 

 

  식민지 괴뢰 국가 ‘만주국’이 건설된 지 이미 85 년이 지났다. 식민지 연구 

분야에서 [만주국에 대한 연구는-역자] 일본과 중국 제 각각의 역사 단계에 따라 

상이한 가치관에 의해 평가되었고 그에 따른 연구성과가 존재한다.  

  우선 중국에서는 ‘만주국군’의 생활을 모델로 한 작품은 오랜 시간 동안 

배척당하고 냉대 받아 왔다. 학술계는 자주 정치적인 시각을 기준으로 명확한 항일 

의지가 있는가 여부를 평가해 왔다. 반면 순문학적 시각에서도 ‘만주국’ 시대의 문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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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인 가치가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발표자는 평가가 낮은 원인 중 많은 부분은 

편향적이고 정치적 시야에 근원 한다고 생각한다. 신중국이 성립된 이후 이데올로기를 

극도로 정치화했다. 문학비평과 그 문학비평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定位置) 

사회체제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정치가 우선시되고 정치적 동향에 좌우 되어, 문학 

자체가 독립된 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2015 년에 재판된 『양츠덩 

문집(楊慈燈文集)』에도 정치적인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구절은 삭제되어 있다. ‘만주 

국군’을 묘사한 작품에 대한 평가 기준은 현재도 또한 이러한 정치적인 관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느낀다. 

  ‘만주국’은 독립된 괴뢰정권이며 식민지 통치로 분류된다. 행정 법률의 각 항목이 

국가의 각 부문에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민지 문화가 주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특수한 환경 하에서 생겨난 문학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 시대가 

낳은 산물(存在)이 되어 있다. 오늘날 양츠덩이 식민지 ‘만주국’에 대해 썼던 창작물을 

새롭게 평가하는 것은, 선험적인 편견을 버리고 자료를 독해하는 것이 지닌 중요성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양츠덩의 문학은 식민지라는 언어환경 하에서 이뤄진 진실의 

묘사를 보여준다. 양츠덩 문학의 존재는 식민지 시기가 낳은 특수한 어휘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민지 시대 문학의 빙산의 일각을 지탱하고 있다. 양츠덩이 열어 

놓은 군인 문학(軍旅文学)이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이론상 당연하지만, 중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오늘날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상세하게 연구되어야 할 자료들이 있다. 식민지의 

복잡한 정치 환경과 잡다하게 뒤섞인 문화현상은 역사적 환경과 자료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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