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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의 조사에 의해 새롭게 발견된, 일제점령기 북경에서 발행된 일본

어신문인 『동아신보』를 자료로 사용하여, 袁犀의 장편소설 『貝殻(카이가라, 조개 껍데기』

(신민인서관, 1943)가 제1회 대동아 문학상을 수상한 전후에, 하세가와 히로시, 이이즈카 아

키라, 히키타 하루미, 시즈미 신 등 연경燕京문학사 동인들이 이 작품을 둘러싸고 일으킨 논

쟁을 고찰한다. 중국과 일본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袁犀에 대하여 새로운 사료를 보강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일본 점령하의 북경에서의 현지 일본인 작가라는 독특한 그룹이, 袁

犀과 『貝殻』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그리고 화북문학에 어떠한 이상을 지녔는가에 대해서

도 검토한다.  

 

2. 『동아신보』의 보존・조사・연구상황 

 『동아신보』는 1939년 7월부터 1945년 종전까지, 주로 북경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이다. 

대미영전을 준비하며, 대륙 재류민 지도를 위해, 북지군北支軍과 북경 대사관이 주주가 되어 

발행한 신문이며, 양자강 이북을 『동아신보』 , 이남을 『대륙신보』라 했다고 전해진다. 

『동아신보』에 관하여, ‘북지군의 기관지’, ‘국책신문’1이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문화・

문예면의 칼럼이나 기사는 일본점령하의 북경이나 화북의 문화 생활, 사회상황, 풍속습관 등

을 검토할 때, 현지 일본 미디어의 시점으로서 중요하다. 하지만 『동아신보』는 일본의 소

장이 매우 적으며, 중국의 소장상황도 최근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참조할 수 있는 자료는 

전시중의 신문사 동인에 의해 쓰여진 동아회편(1984) 『동아신보 비망록: 전중・화북의 신문

기자의 기록』 및 당시 『동아신보』의 학예 기자였던 나카조에 에스케가 전후에 쓴 소설 

정도였다. 때문에, 연구의 진전은 중일 양국 모두 다소 지연되고 있었다. 한 편으로, 중국의 

소장 조사를 둘러싼 선구적 연구는 토츠카 아사코, 카미야 마사시의 연구가 있다. 특히 카미

야(2016)는 『동아신보』창간기를 중심으로, 신문에 관한 기본 정보를 처음으로 정리하고, 

대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토츠카, 카미야가 현시점에서 공개하고 있는 연구논문에 의하면, 

1939년에서 1941년 즈음 『동아신보』를 사진 보존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상황 속

에서 올해 5월, 『동아신보』을 중심으로 일본점령하의 북경에서 발행된 현지 일본어 미디어

의 보존 상황을 중국에서 조사했다. 시간적으로 경적제적으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는 1942년 4월부터 1945년 5월분의 문예기사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왔다.  

 

3. 『貝殻』수상을 둘러싸고 –실태불명의 『동아신보』지상 논쟁 

袁犀의 『貝殻』는 1943년에 신민인서관에서 출판 된, 점령하 화북문단 최초의 장편 소설 

단행본이다. 소설은 근대중국의 지식인 청춘 남녀의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주의정신의 고뇌・

모순・파탄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같은 해 8월, 제1회 대동아 문학상의 차상次賞 을 수

상했다 (正賞은 없음). 이 수상에 관하여, 『 동아신보 』 지상에 논쟁이 일어난 것은, 郭偉

（2000）2, 張泉（2005）3, 오카다（2013）4 등의 선행 연구에서 종종 언급되고 있다. 선행

                                           

1 東亜会편（1984）『동아신보 비망록: 전중・화북의 신문기자의 기록』「서」pp. 3-4에 의함. 

2 郭偉（2000）「袁犀『貝殻』와 대동아문학자 대회 차상次賞－나카조노 에스케「북경의 

조개껍데기(北京の貝殻)」에서의 그 의미」『비교문학』43, pp.90-105. 



연구를 정리하면, 『貝殻』수상을 둘러싼 『동아신보』지상의 논쟁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는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당시, 북경의 문학계에도 강력한 발언력을 

지니고 있다 말해지는 흥아원興亜院 화북 연락부의 조사관이었던 시치카 쿠로가 『貝殻』수

상에 대해 격렬한 이의를 제기하고, 「문예잡담」5이라는 비판의 문장을 발표한 것이다. 시

치카는 이 문장에서 袁犀의 『貝殻』를 ‘가치 없는 소설’이라 비판하고, 특히 등장인물은 ‘현

실적이지 않다’ ‘생기가 없다’라 말했다. 이 문장이 이후 『동아신보』의 논쟁과 깊이 관계된

다. 둘째, 『동아신보』의 학예기자이며 연경문학사동인이기도 하였던 나카조노 에스케가, 

『화북반점 구관에서』（치쿠마쇼보, 1992）, 『화북의 조개껍데기』（치쿠마쇼보, 1995）등

의 소설 속에서 袁犀을 모델로 하여 창작을 행하며, ‘그 때 일본어 지면의 학예란에서 『貝殻』

를 지식층 남녀청년의 퇴폐적인 풍속소설로서, 수상의 시비를 운운하는 논쟁이 다루어졌다’6

라 썼기 때문에, 『동아신보』에서 『貝殻』수상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 셋

째, 張泉（2005：58）이 제시하는 시치카 ‘무엇을 기준으로 수상하였는가’라는 『동아신보』

에 게재된 문장의 단편이다. 張泉（2005）의 인용은, 중국어 잡지 『郭隣』（1권4-5기、

1944.5.1）이 번역한 중국어 기사에서 재인용한 것이며, 『동아신보』의 실제와 기사의 일본

어 원문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제까지 참조할 수 있는 논쟁에 관한 유일한 일차자료

였다7.   

이처럼, 『貝殻』수상을 둘러싼 화북 문단의 반향, 특히 일본어 신문 『동아신보』에서의 

일본인 작가간의 논쟁이, 袁犀연구와 일제점령기의 화북문학 연구에서 항상 주목되고 있지만, 

『동아신보』의 열람이 곤란했던 탓에, 논쟁의 실정과 상세한 부분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

었다.  

 

4. 『동아신보』의 袁犀의 『貝殻』를 둘러싼 보도 

4-1 교다 시게카즈, 이이즈카 아키라의 『貝殻』평 

 『동아신보』는 1943년 하반기부터 『貝殻』의 화북 신진 작가집으로서의 출판8, 대동아문

학상의 수상에 대해 서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 1943년 6월, 『貝殻』출판을 보도한 직후, 

화북작가협회와 친교가 있었던 연경문학사 동인인 교다 시게카즈(하세가와 히로시)는 『貝殻』

의 서평9을 발표하였다. 교다는 袁犀의 ‘동적이고 늠름한 묘사력’을 칭찬하고, 젊고 다산한 

작가로서 다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한편, ‘袁犀의 정렬은 그만 등장인물에게 과다한 수다를 떨

게 한다. 교양이 고뇌를 만들고, 지식이 죄악을 낳는 이상異常 상태를 증오하는 한 단계에서, 

더욱더 격정을 깊고 투철한 것으로 단련하며, 중국사회의 이상 상태로부터 탈출하는 진정한 

인간을, 일상생활의 인간을 그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진정한 인간은, 그렇게까지 떠들지 않

는 법이다’라며 등장인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교다 시게카즈의 서평은, 수상 전에 

쓰여진 것이며, 시치카의 『貝殻』비판 보다 이전의 것이므로, 순수한 문학적 입장에서 쓰여

진 서평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시치카의 『貝殻』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한 비판에는 교다

                                                                                                                                   

3 张泉(2005)《抗战时期的华北文学》贵州教育出版社。 

4 岡田英樹(2013)「대동아문학상수상의 파문-袁犀「貝殻」을 읽다」『속：문학에서 보는 

「만주국」의 위상』수록, pp. 142-160. 

5 『芸文雑誌』2-1、1944년1월, p. 23。 

6 中薗英助『北京飯店旧館にて』筑摩書房、1992년10월20일, p. 178。 

7문장의 초출은 『동아신보』1944년3월26일.  

張泉（2005：56）은, 志智嘉「関於最近之文学作品」（『庸報』1943년10월6-8일）이라는 

문장도 제시하며, 시치카가 『貝殻』의「현실성」과 「국민적특성」의 결여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8 「第一集”貝殻”華北新進作家選集을 出版」,『東亜新報』1943년6월6일. 

9行田茂一「書評長編小説『貝殻』袁犀著（新進作家集第一集）」,『東亜新報』1943년6월11일. 



와의 공통점이 보이며, 교다 설에 영향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1943년 8월 27일 오후, 제2회 대동아 문학자 대회의 본회의에서 대동아 문학상의 수상자

를 발표하였다. 다음날 『동아신보』 조간은 바로 ‘첫 대동아 문학상 북경의 袁犀씨도 袁犀

명예의 수상’ 이라는 기사로 袁犀의 『貝殻』수상을 보도하였다(『동아신보』 1943년 8월 

28일). 그 후, 袁犀의 『貝殻』를 둘러싼 기사는 『동아신보』지상에는 당분간 보이지 않으

며, 1944년 2월이 되면, 연경 문학사의 주요 동인이었던 이이즈카 아키라가 ‘북경의 벗에

게’10라는 연재 칼럼에서 『貝殻』의 수상, 특히 추천한 이의 무책임과 대동아 문학상의 엄격

하지 못함을 비판했다. 이이즈카는 『貝殻』수상이 ‘어쩌다 그 단행본이 나온 우연성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나는 袁犀군을 알고 있으며, 뭔가 말하기 어렵지만, 단지 이 작품을 추어

올리는 것으로 인해 袁犀군을 손해보게 된다면, 이제 싹트려는 문학에 대한 큰 손실이라 생

각한다’ 라 말했다11. 이이즈카와 袁犀는 이 시기 화북작가협회와 연경문학사 사이의 ‘중일문

학청년교환서간’12의 짝이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였다고 생각된다. 이이즈카의 『貝殻』수상

에 대한 비판에서도 그와 袁犀 사이의 우정과 袁犀의 문학에 대한 배려를 읽어낼 수 있다. 

 

4.2 히키타 하루미와 시치카의 ‘논쟁’ 

1944년 2월말에서 3월초, 같은 연경문학사의 주요동인인 히키타 하루미가 연재 문장인 

‘『貝殻』에 관하여’13에서 『貝殻』의 인물조형, 육체묘사, 구성, 언어 등 여러 시점에서 구

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히키타의 문장에는 시치카 ‘문예잡담’의 인용과 히키타 자신의 다른 감

상이 쓰여져 있으며, 3월말에서 4월 초, 시치카도 또한 『동아신보』에서 문장을 연재하여, 

히키타를 의식하면서 『貝殻』수상을 재론했다. 때문에 연경문학사 동인은 袁犀과 『貝殻』

를 출판 초기부터 주목했다고 할 수 있으며, 나카조노가 소설 속에서 회상하는 ‘논쟁’이란 이 

히키타 하루미와 시치카의 연재문장을 가리킬 것이다.  

히키타 하루미의 연재로 돌아가면, 2월 26일 ‘『貝殻』에 관하여 (1) 비평과 작품과 작가’

에서는 ‘『貝殻』는 일종의 무의미한 소설’ ‘梅娘여사의 『魚』는 확실히 훨씬 더 『貝殻』보

다 뛰어나다’는 시치카의 말에 대해, ‘袁犀의 『貝殻』도 梅娘의 「魚」도 문학의 본질을 다

소 벗어났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단 이들 작품이 단순히 무의미하다고 내던져질 성질의 것

이 아니라는 것은 화북의 가혹한 현실을 바라본다면 자연스레 알 수 있다)’라는 상이한 의견

을 주장한다. 또 ‘『貝殻』에 관하여 (3) 인생을 뒷받침하는 생활’ (『동아신보』1944년 2월 

28일)에서는 『貝殻』의 인물에 관하여 ‘이 청년들은 시치카씨가 말하는 것처럼 ‘현실의 인

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아득히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작가는 무

슨 연유에서 인지, 이러한 현실 내부에 대해 깊은 깊은 메스를 넣지 못했다. (중략) 실은 이 

소설의 사상적 내용이 되어야 할 진정한 지식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현대 생활에 있어서의 

문화 의식이라든가 그 편린도 끝끝내 암시되지 않았다. (중략) 더 말하자면, 그려지고 있는 

인간이 조금도 생활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의 인

물을 뒷받침할 생활이 없다는) 점에서 작가의 인간에 대한 애정을 의심해도 어쩔 수 없다 

‘고 시치카와 다른 견해를 말하면서도 소설이 지닌 문제점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또한 

히키타는 『貝殻』전편을 통괄하는 비속하고 왜곡된 육체성을 비판하고 인물을 관통하는 진

                                           

10 飯塚朗「北京의 友에게」칼럼, 『東亜新報』1944년2월9,10,11일（「東京へ歸りついて」、

「新中国文学に忠言を」、「新年の静かなる覚悟」）. 

11 飯塚朗「新中国文学に忠言を」、『東亜新報』1944年2月10日。 

12 袁犀「<日訳「啼笑因緣」에 관하여>역자 이이즈카씨에게 기고하다」, 飯塚朗「袁犀군에게 

답하다」,『燕京文学』1944년4월호, pp. 9-11. 

13引田春海「『貝殻』に関して」,『東亜新報』1944년2월26,27,28,29일, 3월2、4일 연재.  



리(혹은 진실)이 없으므로, 인물묘사가 개념적이고, 전형화가 실패했다14는 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교성이 지나치게 노골적인 구성과 언어표현 면에서도 대화답지 않은 대화가 있다15

는 것 등 형식에서 내용까지 세부적인 분석을 볼 수 있다.  

히키타의 문장에는 시치카를 언급하는 부분이 몇몇 보이지만, 그에 반론한다기 보다 다른 

시점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으며, 『貝殻』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오히려 히키타가 구체적

이며 엄격하다. 히키타 자신도 이 문장은 ‘필시 혹평이었다’16라는 자각이 있다. 하지만 시치

카를 포함한 다른 논자들과 달리 히키타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절친한 벗인 袁犀에 대한 깊

은 이해와 애정을 표현한다.  

 

「貝殻」의 작가 袁犀은 나의 벗이다. 袁犀의 작품이 좋든 나쁘든, 그가 벗임에는 틀

림없다. 게다가 이 벗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아마 나는 그가 쓴 소설보다도 많이 그

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현실 생활에 고뇌하며 모색하고, 모든 것에 영향 받

으면서 많은 소설을 쓰고, 물론 젊은 작가로서 자기를 완성하고자 할 리가 없지만, 

스스로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대로 오직 생명을 줄여가며 써 온 그에 대하여, 나는 

잘 알고 있다. (인용 하루미 ‘『貝殻』에 관하여 (2) 문학자로서의 각고刻苦’ 

지금까지 『貝殻』에 관한 비평을 보거나 듣거나 하며, 뭔가 작가에 대한 진정한 애

정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며, 또 袁犀이 그것을 써야만 했던 직접적인 동기와 그 

정렬에 대해서 누구보다 느끼고 있는 한 명이기도 하여, 결국 용기를 내어 자신 없

는 붓을 들었던 것이며, 이것이 만약 다른 작가였다면 붓을 들 용기는 더더욱 없었

을 것이다. (히키타 하루미 ‘ 『 貝殻 』 에 관하여 (6) 높은 이상으로 일관할 것’ 

1944.3.4) 

 

히키타의 정열적인 혹평에 이어서 시치카는 ‘주어진 반성의 동기’(3.25), ‘무엇을 기준으로 

수상했는가’(3.26), ‘본적도 없는 작품에 수상’(3.28), ‘나는 『貝殻』를 이렇게 본다’(3.30), 

‘제2차 수상은 신중히’(4.1) 등 일련의 문장을 『동아신보』에 연재했다. 이러한 일련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貝殻』의 수상은 일본의 ‘대화친対華新 방침’과 대동

아 문학자 대회가 화북문단에 초래한 ‘문예부흥’의 공기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시치카는 

생각한다. 또한, 『貝殻』 수상의 의미에 관하여 ‘袁犀의 작품이 북방에서 받아들여져, 그 주

류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히키다의 해석에 반론하며, 袁犀는 다작이지만 주류라 단언할 수 

없다, 그리고 袁犀의 작품은 화북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구메 

마사오의 뒷이야기에 입각하여, 일본측은 화북에 지금 어떠한 작품이 있는지, 실제로는 누구

도 몰랐다. 梅娘의 『魚』도 추천 받았지만, 화북 대표단장 柳龍光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사

퇴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貝殻』가 상을 받게 되었다는 수상 경위를 말하며, 문학자

대회, 문학보국회의 경솔함을 비판하였다. 또 ‘소설은 매우 관념적이며, 인물은 현실성이 없

다’, ‘인물은 중국인이지만, 중국인 특유의 전형성을 끌어낼 수 없다’, ‘연애유희만이 그려져 

있으며 생활이 그려져 있지 않다’라는 세 이유로 『貝殻』를 지루한 소설이라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치카는 히키타가 말하는 소설의 인물묘사와 육체 묘사의 문제점은, 사실은 자

신이 말한 세 이유와 대동소이하며, 반론이 될 수 없다고 말한 후, 다음 대동아 문학상이 충

분히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작품을 선정해주길 바란다는 요망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시치카

의 연재는 히키타 하루미의 문장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내

                                           

14 引田春海「『貝殻』に関して（4）典型化したが失敗の理由」,『東亜新報』1944년2월29일. 

15 引田春海「『貝殻』に関して（5）周到に用意された構成」,『東亜新報』1944년3월2일. 

16 引田春海「『貝殻』に関して（6）高い理想で貫くべし」,『東亜新報』1944년3월4일. 



지 문단을 대표하는 일본문학보국회가 화북의 문학작품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른 채, 단지 

문학의 국책 협력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매우 경솔하게 『貝殻』에가 상을 부여

한 것은 확실하다.  

 시카치의 연재가 끝난 5일후, 연경문학사에서 가장 젊은 동인 시미즈 신도 뒤따라 ‘나의”貝

殻담”’을 『동아신보』에 실었다. 시미즈는 ‘『貝殻』에 대해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 소설에 대해 정당한 비평문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라 

말하며, 수상 소동이 아닌 『貝殻』에 관한 진지한 문예비평을 바라고 있다. 또한, 문장 마지

막에 ‘袁犀만세! 화북문학만세!’라는 열정이 넘치는 표현이 있어, 현지 일본인 문학청년의 袁

犀과 『貝殻』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화북문학에 대한 순수한 이상이 강렬하게 읽혀진다.  

 

5. 끝내며 

 본 연구에는 『동아신보』지상에서 행해진 袁犀의 『貝殻』수상을 둘러싼 논쟁을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일본 내지 문단의 화북문학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 비해, 북경의 현지 일본인 

작가, 문예관계자의 화북작가와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순수한 애정은 한층 더 귀중하게 

생각된다. 이러한 점령하 북경의 중일 작가간의 문학교류・창작, 그리고 그들의 우정은 전시 

문학사의 알려지지 않은 한 측면을 나타내며, 일제점령기의 화북문화연구에 큰 가치를 지닌

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