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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을 말하는 아동과 듣는 아동 

라디오 드라마 <玲陵의 自述>에 대하여 

                                                         

代珂(日本・首都大学東京) 

 

1. 중일전쟁기(1937-1945) 라디오의 세력 판도 

(1) 国統区(국민당 점령구) 

국민당 中央広播事業 管理処、中央広播電台 

1932년～1938년, 南京 XGOA、680KC(1933년부터 660KC로 변경) 

1938년～1945년, 重慶 주파수를 1450KC로 바꾸어 방송 재개(1939년부터 1200KC로 변경) 

(2) 淪陷区(일본 점령구) 

南京 ‘中華民国政府’ 

北京 華北広播協会, 張家口 蒙疆広播協会 → 南京 中国広播事業建設協会 관리하에 1941년 南京広

播電台를 ‘中央広播電台’(XGOA、660KC)로. 

新京 ‘満洲国’ 

満洲 電信電話株式会社, 新京 中央放送局 

MTCY、일본어 제1방송 560KC, 중국어 제2방송 180KC 

(3) 항일민주근거지(공산당 점령구) 

延安 新華広播電台, XNCR(실험방송) 

(4) 일본(식민지 대만, 조선 포함) 

 

2. 국민당 점령구의 라디오 방송 

(1) 中央広播事業管理処와 주요 방송국 

1937년 11월 20일, 일본군의 공격을 피하여 국민당은 重慶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방송 

관리기관이었던 中央広播事業管理処도 重慶으로 이전되어 中央広播電台의 방송은 이듬해 3월 

10일까지 재개되었다. 중국 국내용 방송은 오전 3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이뤄졌고, 매일 방송 

시간은 합계 약 9시간이었다.  

 

   陝西 XKPA 500W 1290KC 

   広東 XGOP 500W 1153KC 

   西安 XKDA 40W 1000KC 

   広西 XGOE 5KW 680KC 

   成都 XGOG 10KW 560KC(交通部) 

   湖南 XGOH 500W 860KC  

   河南 XGOQ 200W 1070KC(防空司令部) 

   福建 XGOL 250W 1110KC 

   浙江 XGOD 100W 890KC  
 

(2) 방송내용 

  中央広播電台의 방송 내용은 분야별로 ‘기록 뉴스’, ‘시가 뉴스’ 등의 보도 프로그램, 

‘영어 敎授’, ‘図文 敎授’ 등의 교양 프로그램 외에 아동용 프로그램, 가정용 프로그램, 문예 

잡담, 음악 프로그램과 같이 풍부했다. 매일 19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1시간은 첫 15분의 

내용이 요일별로 설정되어 있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항일전쟁교육’, 화요일·목요일·금요일은 

‘학술강연’, 일요일은 ‘戰場通信’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시간은 음악 및 뉴스가 방송되었다. 

매주 토요일은 이 한 시간이 통째로 라디오 드라마 또는 演奏 시간으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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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玲陵의 自述>에 대하여 

 (1) 개요 

1939년 6월 20일부터 국민당 점령구에서 방송된 33회분의 장편 아동방송극. 南京  함락 후 

가족과 함께 重慶으로 망명하는 13세 여자아이 玲陵의 이야기. 작자는 少潢. 

 
  이번 작품은 장편소설이다. 주인공은 南京 출신이 13세 여자아이이다. 民國 26년 겨울 수도 함락 이전부터 

부모와 함께 重慶을 향해 망명하는데, 重慶에 도착할 때까지 서남지역을 전전했다. 이 오랜 여행 중에 그녀는 

본 적이 없는 사물을 보고 들은 적이 없는 이야기를 듣는다. 즐거운 일도 슬픈 일도 많이 경험한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흥미를 끈 것은 前線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의 건설사업 및 그곳의 풍토와 문화였다. 

  국가의 위기 속에서 그녀는 다양한 지식을 익히고, 용기와 자신감도 단련시킬 수 있었다. 그녀도 국가를 

위한 의무를 떠맡는다. 

  이 작품은 어린이를 위한 방송작품이자 모든 이의 좋은 읽을거리이기도 하다. 항일전쟁·국가건설의 와중에 

크게 성장하는 어린 싹이 되어 앞으로 강하게 되어갈 국가의 일원이 되자. (『広播週報』158, 1939.2.18.) 

 
(2) 각 회의 제목 

  ①出京의 전날 밤/②떠나는 길의 분란/③기이한 풍경/ ④구사일생(1·2)/ ⑤재미있는 屯溪/⑥祁門

을 지남/⑦꿈 이야기 같은 故事/⑧景德鎮의 야시장/⑨黃金埠에 도착/⑩한 사내아이를 알게 됨/⑪

구멍에 숨다/⑫우리의 東西都를 버림/⑬고생의 시작/⑭天心閣과 湘江/⑮岳麓山/⑯악몽을 꿈/⑰

엄마를 잃음/⑱고난의 西行/⑲이렇게 하룻밤 잠들다/⑳宜昌에 나흘 머묾/㉑民福輪 上/㉒虎頭灘에 

도착함/㉓巫山 十二峯/㉔미려한 故事(1·2)/㉕제비집/㉖紅葉의 故事/㉗남의 엄마/㉘酆都 이야기/㉙

書畵를 언급함/㉚倍陵의 小故事/㉛重慶에 도착함 

 
(3) 망명 루트(淪陥区 범위의 확대) 

  제1회～제3회, 망명 준비 南京 

  제4회～제12회, 南京～黄山〜景徳鎮〜上饒〜南昌 

  제13회～제17회, 南昌～長沙 

  제18회～제20회, 長沙～宜昌 

  제21회～제33회, 宜昌～重慶 

 
4. 라디오 드라마가 묘사한 것(전쟁과 그 외) 

(1) 아이가 보고 들은 전쟁 

■ 또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長沙는 오전 중 일본놈에게 폭격당했대. 小吳門 근처에 폭탄이 두 개 떨어져 2,3백 명이나 

죽었어. 長沙에 대한 공습은 처음인걸. 南昌은 자주 당했지만.” 
 

■ 도련님은 날아오르며 큰 소리로, “구멍으로 피해! 구멍으로 피해!” 

얼마 지나자 비행기 소리도 폭격음도 위로부터 끊임없이 들려왔다. 도련님은 내 손을 잡고 

아주머니의 품속으로 피했다. 엄마의 얼굴을 언뜻 봤는데, 나무처럼 무표정인 채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슬퍼져서 눈물이 나왔다. 

 

■ “그 애는 어디에 뒀지?” 하고 엄마는 물었다. 

“明君을 데리고 기왓조각 더미에서 도망쳐 나오는 게 고작이었어. 거기까지는 여유가 

없었다구. 아이의 시체 따위 아무려면 어때! 폭격당해 거기서 죽은 사람이 산더미야. 내일 

누군가 치워줄 테지.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어.” 하고 아빠는 대답했다. 

“우리 짐도 전부 못쓰게 되었겠네.” 라고 엄마는 말했다. 

  “물론이지.” 

 

■ 엄마는 또 내 이름을 부르며 작은 소리로,  

“玲아, 우리는 또 도망가지 않으면 안 돼. 아버지는 이제 막 일을 찾았는데, 어디로 도망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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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돈도 없고, 슬퍼지는 건 당연하겠지.” 라고 말했다. 
 

■  나는 또 꿈을 꾸고 있다고 의심할 정도였다. 하늘까지 닿은 불 속으로 사라져 엄마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아빠는 미친 듯이 우리를 데리고 달려 나갔다. 좁은 통로에 갇힌 

사람들은 놀란 돼지처럼 앞으로 도망가고 있다. 주위는 온통 벌갰다. 건물은 차례차례 쓰러져 

간다. 격렬히 타오르고 있는 건물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린다. 어디선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소리도 들린다. 비명과 울음소리. 나는 정말로 이건 꿈이라고 생각했다.  

  엄마는 쓰러진 건물 아래 깔린 것을 알았다. 달리면서 “엄마는?” 하고 물었다. 

  아빠는 눈물을 흘리고 이를 갈며, “네 엄마는 벌써 재가 되었단다. 빌어먹을 일본놈!” 하고 

말했다.    

 
(2) 상세히 묘사된 지방의 名物과 경치 

■ “이건 쟈스민이야. 좋은 차를 만들 수 있지. 이곳은 차의 産地로 전국에서 유명한 곳이야. 

품질이 좋고 싸거든. 대개 安徽省  남쪽의 차는 전부 이곳까지 운반되어 차 상인들에게 

건네지지. 국내 각지에 팔리는 것도 있고 해외에 수출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곳에서 차를 

마시는 건 행운이야.” 라고 아주머니는 말했다. 
 

■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갔다. 그곳엔 磁器 상인이 많았다. 상품은 모두 상에 늘어놓았다. 

등불도 옆에 놓여 있다. 등불에 비춰져서 자기는 화사하고 무척 예쁘게 보였다. 재미있었고, 

어디에 눈을 두어야 좋을지 모를 만큼 나는 좋아했다. 작은 병과 단지는 눈처럼 희었고, 

반짝반짝 광이 나는 자기 인형은 크기도 제 각각이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웅크리고 

있거나 울고 웃고 떠드는 등 모습도 가지각색이었다.  

  “이곳은 전국 유일의 磁器 생산지다. 만든 것은 매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팔려나가고 

있지.” 하고 아버지는 도중에 가르쳐 주었다.  
 

■ 산 정상에서 돌아보니, 시내 구석구석까지 눈길이 미친다. 시내의 남북쪽에 위치한 두 개의 

궁전은 전부 유리 기와를 장식하고 있는 거대한 건물이고, 화폐진열관, 종탑, 省堂部  등도 

커다란 건물이다. 고모는 북쪽에 있는 가늘고 긴 막대를 가리키며, “그건 長沙  방송국의 

안테나야.” 라고 가르쳐 주었다. 
 

■ 잠시 후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산 아래 잠겼다. 배는 항상 강의 서쪽 가까이 대어 있다. 

강은 폭이 넓고 좌우에 커다란 산이 있다. 荊門山, 虎牙山 근처까지 오자 배에 탄 사람이 

아버지에게 물어 왔다. 아버지는 북쪽에 있는 산을 가리키며, “저건 虎牙山이야. 자, 저 

커다란 바위를 보면 하나하나 서 있을걸. 높은 것은 십수 미터나 된단다. 저 짙은 누런색은 

호랑이 이빨과 비슷하지 않니?” 하고 우리들에게 말했다. 

  커다란 바위가 머리 위까지 오자, “이건 仙人橋인 것 같군.” 하고 아버지는 말했다. 

  아버지는 남쪽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는 산들을 가리키며, “이건 荊門山 十二峰이라는 거야. 

巫山 十二峰과 비슷해서 十二峰이라고 불리게 되었지.” 하고 말했다. 

 

■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는 우리를 데리고 宜昌의 경치를 보러 가자고 말을 꺼냈다. 마을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다. 도로는 넓고 깨끗했다. 상점도 모두 서양식 건물. 오가는 사람도 

많았다. 마을 안에 ‘타도 일본놈’이라는 宣傳畵가 붙어 있다. 그 속에 일본인이 중국인을 

죽이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도 있고 피투성이여서 무서웠다.  

 

■ 宜昌에서 重慶으로 향하는 도중에 나온 지명의 일부 

  峽門, 斷江山, 西陵峽, 黃貓峽, 蚌殼溪, 平善壩, 扇子峽, 南沱溪, 馬牙山, 無義山, 三硃灘, 查波灘, 

黃牛山, 黃陵廟, 鹿角灘, 虎頭灘 

（日本語からの翻訳：崔珠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