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민지 지배의 기억과 미디어 믹스 

-하근찬 <그해의 삽화>(1970)부터 <내 마음의 풍금>(1999)까지 

 

안지나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 식민지 지배의 기억과 문학적 재현 

• 하근찬(1931~2007): 경상북도 영천 출신. 195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수난

이대」가 당선, 잡지 기자로 근무. 전업 작가 생활 시작(1969).  

• 반복과 변형 

식민지기 국민학교를 배경으로 일본인 교사를 향한 

소년의 짝사랑 

담임교사를 향한 산골 소녀의 짝사랑 

<그해의 삽화>(1970)、<준동화>(1977) <여제자>(1987)、<내 마음의 풍금>(1999)、 

『내 마음의 풍금』 (1999)、뮤지컬(2008~2011) 

• 사회적 금기의 위반: 초등학생의 교사를 향한 애정→’첫사랑’ 

• 미숙, 좌절, 안타까움과 순수함이라는 이미지에 독자가 공감, 과거→회고 

• 식민지기를 생활자로서 경험한 작가의 굴절된 식민지 기억이 대중 미디에서 어떻게 변용

되었는가  

  

 2. ‘위장’된 짝사랑-<그해의 삽화>, <준동화> 

• 조선인/학생/연하 남성의 일본인/교사/연상 여성을 향한 애정 

그해의 삽화 준동화 

①조선인 소년(종대)이 음악 시간에 노래하다가 실

수하여 일본인 여성 교사(아오야기)와 친해진다.  

①조선인 소년(수인)이 음악 시간에 노래하다가 실

수하여 일본인 여성 교사(하나미)와 친해진다.  

②학생들 사이에 일본인 여성 교사가 연애중이라

는 소문이 퍼진다.  

②학생들 사이에 일본인 여성 교사가 연애중이라

는 소문이 퍼진다.  

③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다(일본인 기병 소위). 

사람들이 둘의 연애 장면을 목격한다.  

③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다(일본인 기병 소위). 

사람들이 둘의 연애 장면을 목격한다. 

④외부적인 요인으로 매력적인 경쟁자가 갑자기 

떠난다(전황 악화로 인한 부대 이동). 

④수인은 교사의 집에서 두 사람이 함께 목욕한다

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어머니와 함께 일본인을 

비난한다. 



⑤외부적인 요인으로 교사도 떠난다(광복으로 인한 

일본인의 귀환). 
⑤첫사랑이 좌절된다(이유 없는 웃음).  

⑥종대가 교사와 함께 사라져 감정이 폭로된다. 

 

⑦종대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⑧돌아온 종대는 아버지에게 강한 체벌을 받는다.  

⑨첫사랑이 좌절된다.  

• <준동화>: 식민자인 재조(在朝)일본인과 피식민자인 조선인 사이의 갈등 

• <그해의 삽화>: 가출→정열의 폭로→사회적 위치의 박탈→체벌→좌절될 수밖에 없는 운명 

• 1970년대 한국의 반일 감정→정서적 이입? 1940년대 학창시절을 경험한 세대 

• 일본 창가에 느끼는 향수(<朧月夜>, 1914, <さくらさくら>, 1888) 

•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불가역적인 과거일 수밖에 없는 식민지라는 문제적인 시간과 

경험을 향한 향수→좌절될 수밖에 없는 첫사랑 서사로 위장하여 표현  

  

3. 확장과 굴절-<여제자>, <내 마음의 풍금> 

• 제자→교사, 연상의 여성 교사→라이벌, 사제관계→여제자 

여제자 내 마음의 풍금 

①소설가(강수하)가 30년 전의 제자(홍연)의 전화를 

받는다.  
①누군가 낡은 LP음반을 턴테이블 위에 건다.  

②수하가 신임 교사(19세)로서 시골 학교에서 5학년 

담임을 맡는다. 

②신임 교사(강수하, 21세)가 홍연에게 길을 묻는

다. 홍연이 부끄러워 숨는다.  

③수하가 학생들 일기를 읽다가 윤홍연(5학년, 17세)

의 일기에 주목한다.  
③수하가 여성 교사(양은희)와 만난다.  

④수하가 홍연에게 장난을 치고 자신의 감정을 자각

한다. 

④은희가 교육방침으로 교감과 마찰을 빚는다. 

수하가 동경을 느낀다.  

⑤홍연이 일기를 통해 장난의 의미를 묻지만 수하는 

부정한다. 

⑤수하가 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돌아간

다. LP판을 바꿔 듣기로 한다.  



⑥홍연이 무단결석한다.  
⑥수하가 홍연에게 장난을 치고 당황한다. 홍연

이 매우 기뻐한다. 

⑦수하가 가정방문을 하여 홍연을 달랜다.  
⑦홍연이 일기를 통해 장난의 의미를 묻지만 수

하는 부정한다. 

⑧수하와 홍연이 청소하다가 양동이를 함께 든다. 

홍연이 수줍어한다. 

⑧신체검사 때 홍연은 따로 은희에게 검사를 받

는다. 

⑨홍연이 수하의 하숙집에 앵두만 두고 간다. 수하

가 홍연을 성숙한 처녀라고 인식한다.  

⑨음악이야기에 즐거운 수하와 은희를 보고 홍연

이 질투한다.  

⑩순회연극단이 신파연극을 공연한다.  ⑩홍연이 무단결석한다.  

⑪수하를 기다리던 홍연과 마주친다. 수하가 껴안

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⑪수하가 가정방문을 하여 홍연을 달랜다.  

⑫포옹은 실패하지만 수하가 자신의 충동에 불안감

을 느낀다. 

⑫홍연이 수하의 하숙집에 앵두만 두고 간다. 

수하가 홍연을 성숙한 처녀라고 인식한다.  

⑬연상의 매력적인 여성 교사(양순정, 25세)가 등장

한다. 

⑬수하와 홍연이 청소하다가 양동이를 함께 든

다. 홍연이 수줍어한다. 

⑭책을 읽고 있는 순정과 이야기한다.  ⑭유랑극단이 와서 공연을 한다.  

⑮순정의 주의를 끌기 위해 수하가 풍금으로 유행가

를 노래한다. 

⑮벤치에 앉아 있던 홍연과 마주친다. 수하가 

껴안으려고 한다. 

⑯학생 사이에 두 사람이 연애중이라는 소문이 퍼

진다. 

⑯포옹은 실패하지만 수하가 자신의 충동에 불

안감을 느낀다. 

⑰홍연이 일기로 질투를 표현한다.  ⑰수하와 은희가 함께 풍금을 친다.  

⑱수하가 순정에게 연애편지를 쓴다.  
⑱학생 사이에 두 사람이 연애중이라는 소문이 

퍼진다.  

⑲순정의 결혼 소식을 듣는다. 수하가 실연에 상심

한다. 홍연이 기뻐한다. 

⑲홍연이 질투심으로 은희에게 장난을 치지만 

실패한다. 

⑳겨울방학 동안 수하가 시와 소설을 쓰고 실연의 

아픔을 극복한다.  

⑳청소하던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 LP판을 깨뜨

린다. 

㉑6.25전쟁이 발발한다.  ㉑소풍에서 수하가 물에 빠진 홍연을 구한다.  



㉒수하가 전근 발령을 받는다.  ㉒수하가 은희에게 연애편지를 쓴다.  

㉓수하가 홍연의 혈서를 받는다. 답장을 보내지 않

는다. 

㉓은희의 결혼 소식을 듣는다. 수하가 실연에 

상심한다. 홍연이 기뻐한다. 

㉔수하가 재회한 홍연의 뭉개진 새끼손가락을 보고 

이유를 궁금해 한다.  

㉔수하가 학예회 준비로 학생(범수)을 오해한다. 

학부모가 격렬하게 항의하자 홍연이 몸싸움을 벌

인다.  

 

㉕홍연이 수하의 하숙방에서 LP에 관한 설명을 

듣는다.  

㉖학예회에서 학생들 장난으로 불이 난다. 수하

가 범수를 구한다. 

㉗수하가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㉘학생들이 수하를 전송한다. 수하는 혈서와 LP

판을 전해 받는다.  

㉙중년 여인과 남성이 앉아 있다. 결혼사진이 

보인다.  

  

4. 회피와 부정-『내 마음의 풍금』과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  

• “실화에 바탕을 둔 이야기” 

• 1960대 초반, 유행가→팝송→가곡  

• 현대 한국사회의 급격하고 압축적인 변화→세대간의 인식 차이 

• 한국사회의 본질적인 금기→동력과 매력을 상실  

 

5. 결론  

• <그해의 삽화>, <준동화>: 시골 소년의 순진한 첫사랑을 ‘위장’하여 민족주의적 비판을 회

피하거나 적어도 유보 

• <여제자>와 영화, 장편소설, 뮤지컬: 풋풋하고 순박한 첫사랑 이야기로 ‘위장’ 

• 사회적 압력, 시대의 변화, 인식의 차이, 금기의 약화 

• 식민지 기억의 문제성/한국문화의 저류(底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