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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와 연구사 검토

< 동아>는 이광수가 1943년 12월에 ‘香山光郞’의 이름으로 어용

단체 던 녹기연맹의 기관지 『綠旗』에 발표한 일문소설이다. 1944

년 이시다 쿄조(石田耕造, 최재서)가 편집하고 인문사에 의해 간행된 

『新半島文學選集 제2집』에도 수록된다. 이 소설은 일본 소녀 카케

이 아케미(筧朱美)가 근위기병연 의 실탄사격 소리를 들으면서 서재

를 치우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아케미가 자기 집에 머물 던 중

국인 청년 범우생(范于生)의 일을 떠올리는 식으로 전개된다. 범우생

의 아버지인 범학명(范鶴鳴)은 아케미의 아버지인 카케이 카즈오(筧
和夫) 박사의 저서 『주례(周禮)와 중국의 국민성』을 읽고 카케이 

박사를 진짜 중국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존경하여 그와 가까이 지

내게 된다. 카케이 박사를 통해서 범학명은 일본에 해 관심이 생기

고 일본의 동아 정책을 알게 된다. 중일전쟁의 전화가 상해에까지 미

쳐 카케이 박사 일가가 귀국하게 될 때 범학명은 아들 범우생을 일본

으로 데려가서 진짜 일본, 일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배우도록 해 

달라고 카케이 박사에게 부탁한다. 그러나 도쿄에 와서 카케이 박사 

집에 머무르게 된 범우생은 중국의 전황이 악화해감에 따라 날로 어

두워지고 우울해진다. 어느 날 카케이 박사가 범우생에게 일본의 진

의를 믿으며 일본의 우월성과 지도력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하는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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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생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다가 얼마 안 되어 범우생

은 편안히 쉬고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카케이 박사를 작별하고 귀국

한다. 가기 전에 그는 일본의 진의가 사실로 입증되어 이해할 수 있

는 날이 오면 다시 카케이 박사 문하로 찾아들고 아케미에게 돌아오

겠다고 약속을 해놓는다. 그 후 나가사키에서 엽서가 한 장 왔을 뿐 

5년 동안 소식이 없다. 이런 과거를 생각하다가 아케미는 전보가 왔

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보니 범우생이 내일 도착한다는 전보이다. 

‘ 동아’를 제목으로 한 이 소설은 흔히 이광수의 동아공 권 사

상을 표출한 글로 평가된다. 이경훈은 이 소설을 통해서 이광수 친일

소설의 기본적 구조의 하나인 일본인 배우자를 만남과 함께 ‘새 아버

지 찾기’, 또는 ‘일본인 되기’를 확인할 수 있거니와, 한국인이 이미 

이 과정을 완성한 이상, 이제 중국인을 향해 ‘ 동아공 권’을 논해 

이를 통해서 한국으로 하여금 피지배자의 위치를 극복하고 다른 아시

아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비약하게 한다고 주장한다.1) 사에구

사 도시카쓰는 이 소설에서 일본의 예의를 동아공 권 합리화의 근

거로 제기한다고 밝힌다.2) 류보선은 사에구사 도시카쓰와 같은 맥락

에서 출발하여 이 소설을 통해서 식민지 지배의 악마적 얼굴을 의

명분으로 가리려고 하는 제국의 언자의 모습을 발견한다.3) 

이 소설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선인 신 중국인을 등장인물로 

설정한 것이다. 중국인 등장인물과 조선인 작가 사이의 거리는 작가 

이광수에게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줄 수 있으므로 이광수를 고찰하는 

데 이 소설이 유난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광수가 중국인의 애국담론으로서의 동아 담론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인과 일본인의 같은 것 같으면서도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동아

1) 이경훈 편역, 『진정마음이 만나서야말로』, 평민사, 1995, p. 448.

2) 사에구사 도시카쓰 지음, 심원섭 옮김, 『사에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

구』, 베틀북, 2000, p. 590.

3) 류보선, 「친일과 반성의 미학적 맥락――이광수를 중심으로」, 한국현

문학회, 『한국현 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06,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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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경훈 편역, 『진정마음이 만나서야말로』, 평민사, 1995, p. 448.

2) 사에구사 도시카쓰 지음, 심원섭 옮김, 『사에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

구』, 베틀북, 2000, p. 590.

3) 류보선, 「친일과 반성의 미학적 맥락――이광수를 중심으로」, 한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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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제시해 주는 점도 주목된다. 일본의 동아공 권 담론 이외에 

애국담론으로서의 동아 담론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광수가 

어떤 내면풍경을 드러내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표면상 

하나인 듯한 동아 담론 안에 숨겨져 있는 애국담론으로서의 동아 

담론과 동아공 권 담론 사이의 균열상을 고찰함으로써 이광수의 

동아 의식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된다.   

김윤식은 『이광수와 그의 시 』에서 이광수의 전 생애를 실증적

으로 연구하고 그의 부초 같은 생애와 ‘고아의식’에서 친일의 원인을 

찾는다. 김윤식은 이광수를 사상적인 기반이 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는 지식인으로 규정하면서 그의 친일논리와 법화경의 

세계를 연결시킨다.4) 임종국은 이광수의 친일이 그의 나약함에서 비

롯된다고 하면서 이광수의 내선일체논리가 조선 사람의 완전한 황민

화를 통한 내지인과 조선인의 동등성을 가정하는 단편적인 시각에 그

친다고 지적한다.5) 구체적인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광수의 친일문학

을 접근하는 연구는 1990년  중반에 이르러 시도되었는데 표적인 

연구자로 이경훈을 꼽을 수 있다. 이경훈은 꾸준히 이광수의 친일소

설을 발굴하고 번역, 연구한다. 그에 의하면 이광수의 내선일체는 인

종적인 동일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조선인과 일본인을 외부

부터 내부까지 모두 동일화하려고 한다. 이광수가 인종을 동원해서 

근 적인 지배, 피지배를 넘어 불교적이고 탈근 적인 인연설을 제기

하며 내선일체를 근 의 비극을 초극할 국가적인 방법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동아공 을 식민지의 토인으로부터 지배자로 비약할 수 있

는 계기로 삼는다고 밝힌다.6) 방민호는 <사랑>, <원효 사> 두 편

의 장편소설에서 종교의 의미를 검토하면서 이광수의 친일을 동기, 

전개 양상, 이후의 수리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협력과 저항의 틈

새에서 고민하는 이광수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에 의하면 이광수는 

4) 김윤식,『이광수와 그의 시 』, 솔, 1999.

5)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93.

6)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태학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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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전향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

었으며, 때문에 자신이 고안한 전향의 논리를 자신의 진짜 사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엄중한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전향을 

향한 고행이 결코 성공할 수도, 완결될 수도 없었다고 지적한다.7) 서

채는 이광수의 동아공 권 논리를 마조히즘의 유머로 이해하고 

그가 동아공 권의 이데올로기를 조롱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제단

에 희생으로 헌납한다고 한다.8) 곽은희와 박성태는 각각 이광수의 

동아공 권 논리에서 서양의 근 를 초극하고 동양의 전통적인 도

덕으로 회귀하는 욕망과 중국의 향을 배제하는 복고의 열망을 발견

한다.9)

다음은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으로 들어가 등장인물을 통해서 나타

난 일본의 동아공 권 담론과 중국의 애국담론으로서의 동아 담

론을 정리하면서 전지전능한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낸 조선

인 작가의 동아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별하기 위해 본격적인 

동아공 권 담론 이외의 관련 담론을 동아 의식, 동아 담론이

라고 부르고자 한다.

Ⅱ. 카케이 박사를 통해서 나타난 일본의 동아공

권 담론

일본의 동아공 권 담론은 19세기 후반의 ‘양이론(攘夷論)’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863년, 가쓰 가이슈(勝海舟)가 일기에서 아

시아 각국이 아시아동맹을 결성하여 서양에 항한다고 구상했다. 

7) 방민호,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8) 서 채, 「이광수, 근 성의 윤리」, 한국근 문학회, 『한국근 문학연

구』, 2009.

9) 곽은희, 「근 의 초극, 동양의 창출 - 이광수의 친일비평을 중심으로」, 

한국사상문화학회, 『韓國思想과 文化』, 2007.

   박성태, 「이광수 민족주의의 체계와 배경」, 고려 학교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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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제시해 주는 점도 주목된다. 일본의 동아공 권 담론 이외에 

애국담론으로서의 동아 담론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광수가 

어떤 내면풍경을 드러내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표면상 

하나인 듯한 동아 담론 안에 숨겨져 있는 애국담론으로서의 동아 

담론과 동아공 권 담론 사이의 균열상을 고찰함으로써 이광수의 

동아 의식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된다.   

김윤식은 『이광수와 그의 시 』에서 이광수의 전 생애를 실증적

으로 연구하고 그의 부초 같은 생애와 ‘고아의식’에서 친일의 원인을 

찾는다. 김윤식은 이광수를 사상적인 기반이 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는 지식인으로 규정하면서 그의 친일논리와 법화경의 

세계를 연결시킨다.4) 임종국은 이광수의 친일이 그의 나약함에서 비

롯된다고 하면서 이광수의 내선일체논리가 조선 사람의 완전한 황민

화를 통한 내지인과 조선인의 동등성을 가정하는 단편적인 시각에 그

친다고 지적한다.5) 구체적인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광수의 친일문학

을 접근하는 연구는 1990년  중반에 이르러 시도되었는데 표적인 

연구자로 이경훈을 꼽을 수 있다. 이경훈은 꾸준히 이광수의 친일소

설을 발굴하고 번역, 연구한다. 그에 의하면 이광수의 내선일체는 인

종적인 동일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조선인과 일본인을 외부

부터 내부까지 모두 동일화하려고 한다. 이광수가 인종을 동원해서 

근 적인 지배, 피지배를 넘어 불교적이고 탈근 적인 인연설을 제기

하며 내선일체를 근 의 비극을 초극할 국가적인 방법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동아공 을 식민지의 토인으로부터 지배자로 비약할 수 있

는 계기로 삼는다고 밝힌다.6) 방민호는 <사랑>, <원효 사> 두 편

의 장편소설에서 종교의 의미를 검토하면서 이광수의 친일을 동기, 

전개 양상, 이후의 수리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협력과 저항의 틈

새에서 고민하는 이광수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에 의하면 이광수는 

4) 김윤식,『이광수와 그의 시 』, 솔, 1999.

5)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93.

6)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태학사, 1998. 

172  冠嶽語文硏究 第36輯

거짓 전향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

었으며, 때문에 자신이 고안한 전향의 논리를 자신의 진짜 사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엄중한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전향을 

향한 고행이 결코 성공할 수도, 완결될 수도 없었다고 지적한다.7) 서

채는 이광수의 동아공 권 논리를 마조히즘의 유머로 이해하고 

그가 동아공 권의 이데올로기를 조롱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제단

에 희생으로 헌납한다고 한다.8) 곽은희와 박성태는 각각 이광수의 

동아공 권 논리에서 서양의 근 를 초극하고 동양의 전통적인 도

덕으로 회귀하는 욕망과 중국의 향을 배제하는 복고의 열망을 발견

한다.9)

다음은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으로 들어가 등장인물을 통해서 나타

난 일본의 동아공 권 담론과 중국의 애국담론으로서의 동아 담

론을 정리하면서 전지전능한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낸 조선

인 작가의 동아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별하기 위해 본격적인 

동아공 권 담론 이외의 관련 담론을 동아 의식, 동아 담론이

라고 부르고자 한다.

Ⅱ. 카케이 박사를 통해서 나타난 일본의 동아공

권 담론

일본의 동아공 권 담론은 19세기 후반의 ‘양이론(攘夷論)’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863년, 가쓰 가이슈(勝海舟)가 일기에서 아

시아 각국이 아시아동맹을 결성하여 서양에 항한다고 구상했다. 

7) 방민호,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8) 서 채, 「이광수, 근 성의 윤리」, 한국근 문학회, 『한국근 문학연

구』, 2009.

9) 곽은희, 「근 의 초극, 동양의 창출 - 이광수의 친일비평을 중심으로」, 

한국사상문화학회, 『韓國思想과 文化』, 2007.

   박성태, 「이광수 민족주의의 체계와 배경」, 고려 학교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애국담론으로서의 동아 담론  173

『解難錄』에서 그는 일본, 조선, 중국 3국이 결맹해서 같이 서양에 

항한다는 구상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10) 알 수 있듯이 초기의 

동아공 권 담론은 서양과의 결을 주된 목표로 하며 조선, 중국과

의 평등한 협력을 지향했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태도는 점

차 달라져 자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아시아 각국과의 결맹을 통해

서 일본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다.11)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

로 하여 제7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郞)는 내선일체

론을 제기하면서 반도문화정책을 일본문화의 이식으로 정했다. 평등

한 연합은 일방적인 동화로 전환했다.12) 1938년 11월 3일, 일본 고

노에(近衛) 내각은 ‘제2차 고노에성명’을 발표하여 ‘일본, 만주, 중국 

3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도와주는’ ‘동아신질

서’를 주장했다. 이는 동아공 권 구상의 본격적인 등장을 의미했

다.13) 1940년 8월 1일, 일본 외상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는 ‘기

본국책강요’를 발표했을 때 ‘ 동아공 권’이란 용어를 처음 썼다.14) 

1942년 2월 23일, 일본 본  정부연락회의는 동아공 권의 범위

를 ‘일본, 만주, 중국 및 동경 90~180도, 남위 10도 이북의 지역’으

로 규정했다.15) 1942년 11월 1일, 일본 내각은 동아공 권을 관리

하는 동아성(大東亞省)을 설립했다.16) 동아성은 동아공 권의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일본이 동아공 권을 자국 토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반 했다.17) 1943년 11월 5일, 동아공 권에 속한 여러 나

10) 松浦玲, 『明治の海舟とアジア』 , 岩波書店, 1987, pp. 102-103.

11) 盛邦和, 「19世紀與20世紀之交的日本亞洲主義」, 『歷史硏究』, 2000年

第3期,  p. 127.

12) 최유리, 「일제말기(1938년-45년) “내선일체”론과 전시동원체제」, 이화

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p. 12-18.

13) 安部博純, 「‘大東亜共栄圏’構想の形成」, 『法政論集』16巻2号, 1989年1

月.

14) 矢野畅, 『‘南進’の系譜』, 中央公論社, 1975, p. 156.

15) 参謀本部 編, 『杉山メモ (下)』, 1967, p. 88.

16) 百瀨孝, 『事典昭和戦前期の日本 制度と実態』, 吉川弘文館, 1990,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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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 동아회의’가 도쿄에서 열려 ‘ 동아공동선

언(大東亞共同宣言)’을 통과했다.18) 1943년 12월에 발표된 < 동

아>는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창작했다.

일본의 동아공 권 담론은 소설에서의 카케이 박사를 통해서 표

출된다. 카케이 박사는 상해 동아동문서원(東亞同文書院)의 교수로 

소개된다. 상해 동아동문서원은 1900년에 일본이 중국학의 전문적인 

연구 기관으로 설립했던 학교이다. 이 학교의 특색은 학생들을 조직

하여 중국의 실지답사를 했던 것이다. 1900년~1945년 사이에 동아

동문서원의 5,000 여 명 학생은 티베트 이외 중국의 모든 지역을 실

지답사하고 각 지역의 지리, 사회, 정치, 경제 등 상황을 조사했다. 

이런 정보들은 일본의 중국 침략에 크게 이바지했다.19) 이처럼 ‘중국

통(中國通)’으로서 동아공 권의 전선에 서 있는 카케이 박사는 중

국의 전략적인 지위에서 출발하여 일중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저 내가 자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야, 일본인도, 자네

들 중국인도 말이야, 아니, 아시아의 모든 민족이 그 동종성(同種

性), 그 형제성에 눈 떠, 특히 그 공동운명성이라고나 할까, 진치보

차(唇齒輔車)라는 말도 해당되지 않아. 그것 이상이나까 말이야. 

일본 없이는 중국이 없고, 아시아가 국과 미국 것이 되면 일본도 

없는 거야. 아시아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치지 않고서는, 국과 

미국의 독아(毒牙)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고, 빛나는 아시아인의 아

시아를 현현(顯現)할 수 없어. 장개석이 일본을 쓰러뜨림으로써 중

국을 장악하려는 것은 착각이네. 이 무슨 불행한 착각인가! 범 군, 

일본과 자네 조국은 화합하면 유지되고, 싸우면 쓰러진다는 상관성 

있는 관계야. 이것을 가령 공동운명성이라고 하자. 운명공동체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 지도 몰라.20) 

17) 『岩波講座 日本歴史·卷21』, 岩波書店, 1962, p. 300.

18) 위의 책, p. 301.

19) 周德喜, 「東亞同文書院始末」, 『蘭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32卷第3

期, 2004年5月, pp. 72-74. 

20) 이광수, < 동아(大東亞)>, 이시다 코조 편, 노상래 역, 『신반도문학선

집 제2집』, 제이앤씨, 2008,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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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難錄』에서 그는 일본, 조선, 중국 3국이 결맹해서 같이 서양에 

항한다는 구상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10) 알 수 있듯이 초기의 

동아공 권 담론은 서양과의 결을 주된 목표로 하며 조선, 중국과

의 평등한 협력을 지향했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태도는 점

차 달라져 자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아시아 각국과의 결맹을 통해

서 일본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다.11)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

로 하여 제7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郞)는 내선일체

론을 제기하면서 반도문화정책을 일본문화의 이식으로 정했다. 평등

한 연합은 일방적인 동화로 전환했다.12) 1938년 11월 3일, 일본 고

노에(近衛) 내각은 ‘제2차 고노에성명’을 발표하여 ‘일본, 만주, 중국 

3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도와주는’ ‘동아신질

서’를 주장했다. 이는 동아공 권 구상의 본격적인 등장을 의미했

다.13) 1940년 8월 1일, 일본 외상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는 ‘기

본국책강요’를 발표했을 때 ‘ 동아공 권’이란 용어를 처음 썼다.14) 

1942년 2월 23일, 일본 본  정부연락회의는 동아공 권의 범위

를 ‘일본, 만주, 중국 및 동경 90~180도, 남위 10도 이북의 지역’으

로 규정했다.15) 1942년 11월 1일, 일본 내각은 동아공 권을 관리

하는 동아성(大東亞省)을 설립했다.16) 동아성은 동아공 권의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일본이 동아공 권을 자국 토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반 했다.17) 1943년 11월 5일, 동아공 권에 속한 여러 나

10) 松浦玲, 『明治の海舟とアジア』 , 岩波書店, 1987, pp. 102-103.

11) 盛邦和, 「19世紀與20世紀之交的日本亞洲主義」, 『歷史硏究』, 200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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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유리, 「일제말기(1938년-45년) “내선일체”론과 전시동원체제」,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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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矢野畅, 『‘南進’の系譜』, 中央公論社, 1975, p. 156.

15) 参謀本部 編, 『杉山メモ (下)』, 1967, p. 88.

16) 百瀨孝, 『事典昭和戦前期の日本 制度と実態』, 吉川弘文館, 199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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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 동아회의’가 도쿄에서 열려 ‘ 동아공동선

언(大東亞共同宣言)’을 통과했다.18) 1943년 12월에 발표된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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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岩波講座 日本歴史·卷21』, 岩波書店, 1962, p. 300.

18) 위의 책, p. 301.

19) 周德喜, 「東亞同文書院始末」, 『蘭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32卷第3

期, 2004年5月, pp. 72-74. 

20) 이광수, < 동아(大東亞)>, 이시다 코조 편, 노상래 역, 『신반도문학선

집 제2집』, 제이앤씨, 2008,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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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케이 박사가 범우생에게 일중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목이

다. 그는 근 에 와서 흔히 일중관계를 형용했던 ‘진치보차’, ‘동종동

문’을 지양하고 ‘공동운명성’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이른바 ‘공동운명

성’이란 일본과 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 원인에 해 카케이 박사는 ‘일본 없이는 중국이 없고, 아시아

가 국과 미국 것이 되면 일본도 없는 거’라고 설명한다. 즉 카케이 

박사는 궁극적으로 일본과 국, 미국이란 립도식을 세우면서 중국

을 비롯된 아시아 국가들을 일본의 진 에 끌어들인다. 이런 의미에

서 그는 동아공 권을 일종의 ‘운명공동체’로 천명하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운명공동체를 결성하기 위해 카케이 박사는 다음과 같이 

강요하고 있다.

  자네들은 예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 예의 눈을 통해 일본을 다시 

보라는 거야. 그렇게 할 때에만 자네 조국이나 아시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자네들은 일본의 예, 즉 일본의 도의성을 확실히 인식해서, 일본이 

말하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자네들은 과거 역사에 

한 오만을 버리고 현실의 일본의 우월성과 지도력을 순수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해. (중략) 있는 그 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한 용기다. 그것이 예인 거야. 알았는가, 범군! 극기복례(克己復禮)라고 

했지. 아시아 여러 민족은 지금 극기복례의 자기수련을 당장 시작해야 

해. 그래야만 아시아 운명공동체는 번성할 수 있네. 지금 일본이 절규하

고 있는 동아 공 권이 바로 이것이네. 즉 이욕 세계를 쳐부수고 예의 

세계를 세우려는 것이야.21)

결국 동아공 권을 결성하는 요건은 일본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일본의 지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바로 일본이 고취

한 ‘예’이다. 이러한 ‘예’로 돌아가야 아시아 각국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아공 권 담론은 일본을 유일의 신국으로 

규정하면서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다른 나라들을 일본의 자원기

지로 만들었다는 논리에 최고의 도의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21)  위의 책,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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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인의 애국담론으로서의 동아 담론

근  아시아에 일본의 동아공 권 담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동

아 담론이 나타났던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표면상 일본의 

동아공 권 담론과 많은 유사성을 드러내지만 사실상 애국담론의 표

현 형식이었다. < 동아>에서 이광수는 범학명과 범우생이란 중국인 

부자(父子)를 통해서 이러한 동아 담론을 보여준다.

1. 범학명: 전통문화로의 회귀와 민족을 위한 대동아

상해 세인트존스 학22)에서 중국사와 중국문학을 가르치는 교수 

범학명은 동아의 실현을 중국이 전통으로 회귀할 계기로 간주한다. 

일본과 중국의 평화 협력을 통해서 예(禮)의 동아를 재건하는 것을 

열망한다. 주목된 점은 여기서 ‘예’의 의미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다. 

‘동양적인 정조(情調)나 풍격(風格)을 다분히 가지고 있’23)는 범학명

의 ‘예’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지향하는 말로 카케이 박사가 일본의 우

월성을 부각시키는 ‘예’를 달리한다. 카케이 박사의 저서 『주례(周

禮)와 중국의 국민성』에서 범학명은 ‘진짜 중국의 마음’24)을 읽어내

고 잃어버린 전통에 한 향수를 환기하기 때문에 카케이 박사와 교

제하게 된다. 그의 동아 담론에 한 관심은 궁극적으로 중국전통

문화에 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그가 일중협력을 역설하는 것도 일

본에서 중국의 전통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22) 1879년 미국인 선교사 S. J. Sekoresehewsky은 배아서원(培雅書院), 도

은서원(度恩書院)을 합병하여 세인트존스 서원을 설립했다. 1905년에 세

인트존스 서원은 세인트존스 학으로 개명되어 중국에서 유명한 기독교 

학이 됐다. 

23) 이광수, < 동아(大東亞)>, 이시다 코조 편, 노상래 역, 『신반도문학선

집 제2집』, 제이앤씨, 2008, p. 11.

24)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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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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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사라지고 없는 예(禮)가, 일본에는 살아 번성하고 있다.”25)

일본을 전통문화로서의 예를 보존하는 나라로 존경하므로 그는 일

본의 진의가 말 그 로 아시아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동양인의 동양

을 건설하는 데 있다고 믿으며 중국의 항일을 반 한다.

(a) “카케이 선생, 저는 머지않아 중국에는 동아의 세에 눈을 뜬 

큰 인물이 나타나서, 양국 간에 평화로운 날이 올 것을 믿습니

다. 그러나 그것은 절굿공이에 흐를 정도의 피가 흐른 뒤이겠지

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가 나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결

국은 저 자신이 나쁜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사과드립니다.”26)  

 

(b) “아들에게 진짜 일본, 일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국인이 일본을 바르게 인

식하는 데에, 아시아 모든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27)

(a)에서 범학명은 일중 양국의 평화 협력을 ‘동아의 세’로 규정

하면서 중일전쟁의 책임을 중국인에게 묻고 있다. 그러나 그가 항일

을 반 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항일이 중국에게 의미 없는 희생밖에 

아무것도 가져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

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의식하면서 중국과 같이 책임을 지겠다는 

점은 그의 강렬한 민족의식을 말해준다. (b)에서 범학명은 일본에 

한 믿음을 고백하고 중국을 구원하는 길이 일본과의 협력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카케이 박사와 마찬가지로 자민족에 한 일중협력의 

전략적인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그의 동아는 중국을 위한 것

이며 중국의 부흥을 실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가 역설한 일중협

25) 위와 같음.

26) 위의 책, p. 14.

27) 위의 책,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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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일본의 우월성을 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중국의 전통문화를 지향한다. 여기서 중국은 

일본에 굴종하는 피지배자가 아니고 일본의 힘을 빌려 장차 동양의 

유토피아가 될 꿈의 나라이다.   

이런 동아 담론을 펼친 범학명의 사회적 배경과 지식적 배경에 

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는 구가(舊家) 출신이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가 강

유위(康有爲)의 문인이었기 때문인지 중국 학문을 천명(闡明)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으며, 손문(孫文)의 숭배자인 것은 말할 것도 없었

다. 그 때문에 미국에서 돌아와서도 동양적인 정조(情調)나 풍격(風格)

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다.28)

밤학명을 중국문화의 화신처럼 묘사하고 있다. 전통적인 집안에서 

태어나고 신식 교육을 받았던 그는 중국의 전통문화와 세계의 세 

양쪽을 모두 잘 파악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목에서 특별

히 언급한 두 인물은 주목할 만하다. 즉 강유위29)와 손문30)이다. 강

유위는 청나라 말기 표적인 유교신봉자이며 사회개혁자이었다. 유

교를 근 사회에 적용되는 국교로 개조하는 데 심혈을 기울 다. 유

교 전통을 주장하는 동시에 그는 서양의 사상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고 특히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같은 황제 주도의 유신변법을 역설했

다. 1897년에 교주만(膠州灣)이 독일에게 강제 점령된 후, 그는 일본

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기 시작했다. 강유위 자신이 지은 연

28) 위의 책, p. 11.

29) 康有爲(1858~1927), 강조의(康祖詒)라고도 한다. 자는 광하(廣廈), 호는 

장소(長素), 명이(明夷), 서초산인(西樵山人), 유존수(遊存叟), 천유화인

(天遊化人) 등이다. 광동성 남해 출신이므로 ‘강남해(康南海)’라고도 불린

다. 중국 근  유명한 정치가이며 사상가, 학자이다. 무술변법을 주도했다. 

저서는 『신학위경고(新學僞經考)』 등이 있다.

30) 孫文(1866~1925), 자는 재지(載之), 호는 일선(逸仙)이다. ‘손중산(孫中

山)’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다. 중화민국과 중국국민당을 설립하고 삼민

주의를 주장했다. 1940년부터 ‘중화민국의 국부(國父)’로 존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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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사라지고 없는 예(禮)가, 일본에는 살아 번성하고 있다.”25)

일본을 전통문화로서의 예를 보존하는 나라로 존경하므로 그는 일

본의 진의가 말 그 로 아시아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동양인의 동양

을 건설하는 데 있다고 믿으며 중국의 항일을 반 한다.

(a) “카케이 선생, 저는 머지않아 중국에는 동아의 세에 눈을 뜬 

큰 인물이 나타나서, 양국 간에 평화로운 날이 올 것을 믿습니

다. 그러나 그것은 절굿공이에 흐를 정도의 피가 흐른 뒤이겠지

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가 나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결

국은 저 자신이 나쁜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사과드립니다.”26)  

 

(b) “아들에게 진짜 일본, 일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국인이 일본을 바르게 인

식하는 데에, 아시아 모든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27)

(a)에서 범학명은 일중 양국의 평화 협력을 ‘동아의 세’로 규정

하면서 중일전쟁의 책임을 중국인에게 묻고 있다. 그러나 그가 항일

을 반 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항일이 중국에게 의미 없는 희생밖에 

아무것도 가져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

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의식하면서 중국과 같이 책임을 지겠다는 

점은 그의 강렬한 민족의식을 말해준다. (b)에서 범학명은 일본에 

한 믿음을 고백하고 중국을 구원하는 길이 일본과의 협력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카케이 박사와 마찬가지로 자민족에 한 일중협력의 

전략적인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그의 동아는 중국을 위한 것

이며 중국의 부흥을 실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가 역설한 일중협

25) 위와 같음.

26) 위의 책, p. 14.

27) 위의 책,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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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일본의 우월성을 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중국의 전통문화를 지향한다. 여기서 중국은 

일본에 굴종하는 피지배자가 아니고 일본의 힘을 빌려 장차 동양의 

유토피아가 될 꿈의 나라이다.   

이런 동아 담론을 펼친 범학명의 사회적 배경과 지식적 배경에 

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는 구가(舊家) 출신이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가 강

유위(康有爲)의 문인이었기 때문인지 중국 학문을 천명(闡明)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으며, 손문(孫文)의 숭배자인 것은 말할 것도 없었

다. 그 때문에 미국에서 돌아와서도 동양적인 정조(情調)나 풍격(風格)

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다.28)

밤학명을 중국문화의 화신처럼 묘사하고 있다. 전통적인 집안에서 

태어나고 신식 교육을 받았던 그는 중국의 전통문화와 세계의 세 

양쪽을 모두 잘 파악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목에서 특별

히 언급한 두 인물은 주목할 만하다. 즉 강유위29)와 손문30)이다. 강

유위는 청나라 말기 표적인 유교신봉자이며 사회개혁자이었다. 유

교를 근 사회에 적용되는 국교로 개조하는 데 심혈을 기울 다. 유

교 전통을 주장하는 동시에 그는 서양의 사상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고 특히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같은 황제 주도의 유신변법을 역설했

다. 1897년에 교주만(膠州灣)이 독일에게 강제 점령된 후, 그는 일본

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기 시작했다. 강유위 자신이 지은 연

28) 위의 책, p. 11.

29) 康有爲(1858~1927), 강조의(康祖詒)라고도 한다. 자는 광하(廣廈), 호는 

장소(長素), 명이(明夷), 서초산인(西樵山人), 유존수(遊存叟), 천유화인

(天遊化人) 등이다. 광동성 남해 출신이므로 ‘강남해(康南海)’라고도 불린

다. 중국 근  유명한 정치가이며 사상가, 학자이다. 무술변법을 주도했다. 

저서는 『신학위경고(新學僞經考)』 등이 있다.

30) 孫文(1866~1925), 자는 재지(載之), 호는 일선(逸仙)이다. ‘손중산(孫中

山)’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다. 중화민국과 중국국민당을 설립하고 삼민

주의를 주장했다. 1940년부터 ‘중화민국의 국부(國父)’로 존경받았다.



애국담론으로서의 동아 담론  179

보에 따르면, 1898년 무술변법 이전에 그는 이미 야노 후미오31)와 

합방 회의(合邦大會議)에 해 상의한 적이 있다.32) 동년 2월, 동

역서국(大同譯書局)33)에서 모리모토 도키치34)가 한일합방을 주장하

는 『 동합방론(大東合邦論)』을 『 동합방신의(大東合邦新義)』란 

제목으로 수정, 출판했다.35) 그는 이노우에 마사지36), 이토 히로부

미, 미야자키 도텐37), 이누카이 쓰요시38) 등 아시아주의를 주장했던 

일본 지식인, 정치가들과 가까이 교제했다. 강유위의 일중합방이 그의 

동사상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887년에 강유

위는 다음과 같이 그의 동사상을 설명한 적이 있다.

  공자님의 거난(据亂), 승평(升平), 태평(太平)으로 전 지구의 상황을 

논의한다면, 군 를 세우거나 언어를 배우는 등 모두 인지(人智)와 인력

(人力)을 크게 훼손하니 지구만음원(地球萬音院)을 세워 언어, 문자를 

검토하고 지구공의원(地球公議院)을 설립하여 공사(公士)를 모아 합방

의 도리를 상의하며 공동의 군 를 세워 다른 나라들과 결하면 지구

합병이 가능하다고 본다.39)

31) 矢野文雄(1851~1931),  矢野龍溪라고도 한다. 1897년부터 특명전권공

사(特命全權公使)로 청나라에 2년 간 체재했다. 저서는 『浮城物語』, 

『經國美談』 등이 있다.

32) 康有爲, 『康南海自訂年譜』, 文海出版社, 1972, p. 47.

33) 1897년 양계초가 상해에서 설립한 번역, 출판 기관이다. 강유위의 동생 

강광인(康廣仁)이 국장을 맡았다.

34) 森本藤吉(1850~1922), 樽井藤吉라고도 한다. 일본에 망명한 김옥균과 

교제한 적이 있다. 1893년 『大東合邦論』을 출판했다.

35) 雷家聖, 「『大東合邦論』與『大東合邦新義』互校記」, 『中國史硏究 第

66輯』, 2010年6月.

36) 井上雅二(1876~1947), 1905년에 한국정부 재정고문부 재무관에 부임하

다가 1907년에 한국정부 궁내부 신관방 서무과장이 되었다. 그 후 만

총무부에서 근무했다. 중국에서 동아동문회 상해 지부 간사(幹事)를 맡기

도 했다.

37) 宮崎滔天(1871~1922), 본명은 宮崎寅藏, 宮崎虎藏, 호는 白浪庵滔天이

다. 손중산과 가깝게 지냈다.

38) 犬養毅(1855~1932), 제29  내각총리 신, 제50  내무 신을 역임했

다. 그 외 神戶中華同文學校와 橫浜山手中華學校의 명예학장을 맡기도 했

다. 중국의 신해혁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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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가 하나의 국가로 합병한다는 구상이었다. 그의 일중합방은 

이런 구상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전 지구가 하나란 

구상과 ‘大道之行也, 天下爲公(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서는 천하가 온 

세상 사람들의 것으로 되어 있다).’40)란 유교적인 동사상 사이의 

친연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하면 강유위의 일중합방구상은 

중국의 전통 유교사상을 실제 상황에 맞춰서 제기한 책으로 일본을 

이상화하고 이상적인 중국으로서의 일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 을 뿐

이지 일본 자체에 심취한 게 아니었다.

손문은 전통문화의 맥락에서 아주주의(大亞洲主義)를 제기했던 

것은 강유위와 많은 유사성을 보 다. 동시에 그는 민족을 위해 일본

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13년 3월 11일, 손중산은 오사카의 

기독교청년회에서 아주주의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는 기독교

의 박애정신을 유교의 천하일가사상과 연결시키면서 일중 양국의 동

문성(同文性)을 강조하고 아시아인이 아시아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41) 동경에서 그는 중국유학생들에게 과거의 일본침략을 부득이

하게 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일본과 협력하자고 호소했다.42) < 동

아>에서 범학명의 주장에는 이와 같은 손문의 향이 많이 드러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손중산이 위와 같은 주장을 내놓으면서도 그

의 아주주의는 궁극적으로 민족을 위한 것이었다. 1919년 4월, 손

중산은 기자회견 때 일본이 같은 아시아국인 조선에 한 침략을 날

카롭게 비난했다.43) 동년 6월, 그는 다시 일본의 산동 반도 접수를 

강렬하게 비판하면서 일본의 침략 야욕을 밝혔다.44) 그는 일본이 진

39) 康有爲, 『康南海自訂年譜』, 文海出版社, 1972, p. 17.

40) <禮記·禮運>, 池載熙 解譯, 『禮記』, 자유문고, 2000.

41) 陳徳仁, 安井三吉 編, 『孫文講演‘大アジア主義’資料集』, 法律文化社, 

1989,  p. 294.

42) 廣東社科院, 中國社科院近代史所, 中山大學歷史系 合編, 『孫中山全集·卷

3』, 中華書局, 1985, pp. 26-27.

43) 郝盛潮 主編, 『孫中山集外集』, 上海人民出版社, 1990,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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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따르면, 1898년 무술변법 이전에 그는 이미 야노 후미오31)와 

합방 회의(合邦大會議)에 해 상의한 적이 있다.32) 동년 2월, 동

역서국(大同譯書局)33)에서 모리모토 도키치34)가 한일합방을 주장하

는 『 동합방론(大東合邦論)』을 『 동합방신의(大東合邦新義)』란 

제목으로 수정, 출판했다.35) 그는 이노우에 마사지36), 이토 히로부

미, 미야자키 도텐37), 이누카이 쓰요시38) 등 아시아주의를 주장했던 

일본 지식인, 정치가들과 가까이 교제했다. 강유위의 일중합방이 그의 

동사상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887년에 강유

위는 다음과 같이 그의 동사상을 설명한 적이 있다.

  공자님의 거난(据亂), 승평(升平), 태평(太平)으로 전 지구의 상황을 

논의한다면, 군 를 세우거나 언어를 배우는 등 모두 인지(人智)와 인력

(人力)을 크게 훼손하니 지구만음원(地球萬音院)을 세워 언어, 문자를 

검토하고 지구공의원(地球公議院)을 설립하여 공사(公士)를 모아 합방

의 도리를 상의하며 공동의 군 를 세워 다른 나라들과 결하면 지구

합병이 가능하다고 본다.39)

31) 矢野文雄(1851~1931),  矢野龍溪라고도 한다. 1897년부터 특명전권공

사(特命全權公使)로 청나라에 2년 간 체재했다. 저서는 『浮城物語』, 

『經國美談』 등이 있다.

32) 康有爲, 『康南海自訂年譜』, 文海出版社, 1972, p. 47.

33) 1897년 양계초가 상해에서 설립한 번역, 출판 기관이다. 강유위의 동생 

강광인(康廣仁)이 국장을 맡았다.

34) 森本藤吉(1850~1922), 樽井藤吉라고도 한다. 일본에 망명한 김옥균과 

교제한 적이 있다. 1893년 『大東合邦論』을 출판했다.

35) 雷家聖, 「『大東合邦論』與『大東合邦新義』互校記」, 『中國史硏究 第

66輯』, 2010年6月.

36) 井上雅二(1876~1947), 1905년에 한국정부 재정고문부 재무관에 부임하

다가 1907년에 한국정부 궁내부 신관방 서무과장이 되었다. 그 후 만

총무부에서 근무했다. 중국에서 동아동문회 상해 지부 간사(幹事)를 맡기

도 했다.

37) 宮崎滔天(1871~1922), 본명은 宮崎寅藏, 宮崎虎藏, 호는 白浪庵滔天이

다. 손중산과 가깝게 지냈다.

38) 犬養毅(1855~1932), 제29  내각총리 신, 제50  내무 신을 역임했

다. 그 외 神戶中華同文學校와 橫浜山手中華學校의 명예학장을 맡기도 했

다. 중국의 신해혁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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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가 하나의 국가로 합병한다는 구상이었다. 그의 일중합방은 

이런 구상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전 지구가 하나란 

구상과 ‘大道之行也, 天下爲公(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서는 천하가 온 

세상 사람들의 것으로 되어 있다).’40)란 유교적인 동사상 사이의 

친연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하면 강유위의 일중합방구상은 

중국의 전통 유교사상을 실제 상황에 맞춰서 제기한 책으로 일본을 

이상화하고 이상적인 중국으로서의 일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 을 뿐

이지 일본 자체에 심취한 게 아니었다.

손문은 전통문화의 맥락에서 아주주의(大亞洲主義)를 제기했던 

것은 강유위와 많은 유사성을 보 다. 동시에 그는 민족을 위해 일본

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13년 3월 11일, 손중산은 오사카의 

기독교청년회에서 아주주의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는 기독교

의 박애정신을 유교의 천하일가사상과 연결시키면서 일중 양국의 동

문성(同文性)을 강조하고 아시아인이 아시아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41) 동경에서 그는 중국유학생들에게 과거의 일본침략을 부득이

하게 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일본과 협력하자고 호소했다.42) < 동

아>에서 범학명의 주장에는 이와 같은 손문의 향이 많이 드러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손중산이 위와 같은 주장을 내놓으면서도 그

의 아주주의는 궁극적으로 민족을 위한 것이었다. 1919년 4월, 손

중산은 기자회견 때 일본이 같은 아시아국인 조선에 한 침략을 날

카롭게 비난했다.43) 동년 6월, 그는 다시 일본의 산동 반도 접수를 

강렬하게 비판하면서 일본의 침략 야욕을 밝혔다.44) 그는 일본이 진

39) 康有爲, 『康南海自訂年譜』, 文海出版社, 1972, p. 17.

40) <禮記·禮運>, 池載熙 解譯, 『禮記』, 자유문고, 2000.

41) 陳徳仁, 安井三吉 編, 『孫文講演‘大アジア主義’資料集』, 法律文化社, 

1989,  p. 294.

42) 廣東社科院, 中國社科院近代史所, 中山大學歷史系 合編, 『孫中山全集·卷

3』, 中華書局, 1985, pp. 26-27.

43) 郝盛潮 主編, 『孫中山集外集』, 上海人民出版社, 1990,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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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일중협력을 하려면 우선 중국의 독립국 신분을 회복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동종동문(同種同文)’과 ‘형제지방(兄弟之邦)’으로 일중

관계를 형용하면서 중국을 ‘형’에 비유하고 일본을 ‘동생’에 비유했

다.45) 여기서 손중산 아주주의 속에 깊이 숨겨 있는 중국 중심을 

엿볼 수 있다. 1924년 11월 28일, 손중산은 일본 神戶高等女子學校

에서 『大阪朝日』, 神戶商會 등 5개 단체에게 아주주의를 주제로 

한 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서 그는 동양문화와 서양문화를 각각 ‘왕도

(王道)’문화와 ‘패도(覇道)’문화로 규정하면서 아시아인이 협력해서 

왕도로 패도를 이기자고 호소했다. 강연의 마지막에 그는 일본인에게 

패도를 버리고 왕도로 돌아오라고 권유했다.46) 강유위와 마찬가지로 

손중산도 유교의 동사상 속에서 인의도덕에 기반하는 ‘왕도’ 사회의 

이론적 근거를 찾았으며 아주주의를 왕도문화와 패도문화의 충돌이

란 문화적 이슈로 귀착시켰다.47) 

범학명의 사상적인 배경을 밝힌 후 그의 동아 담론의 성격을 보

다 잘 파악할 수 있다. 중국 전통문화의 옹호자로서 그의 일중협력과 

동아 담론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위한 것이다. 그가 주장한 동아

는 중국을 희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화’를 표방한다는 의미에서 오

히려 중국의 위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강유위와 손중산이 모두 표

적인 애국지사 다는 사실도 범학명의 정치적 위상을 암시한다. 그의 

동아 담론이 궁극적으로 애국담론이란 점은 그의 아들 범우생을 통

해서 잘 알 수 있는데 그것에 해 다음 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범학명의 이름을 통해서 엿볼 수 있듯이 이광수는 이 인물을 긍정

한다. ‘범’이 모범을 의미한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학명’은 『시

44) 廣東社科院, 中國社科院近代史所, 中山大學歷史系 合編, 『孫中山全集·卷

5』, 中華書局, 1985, p. 72.

45) 桑兵, 「試論孫中山的國際觀與亞洲觀」, 『孫中山與亞洲國際學術討論會論

文集』, 中山大學出版社, 1994, p. 47.

46) 廣東社科院, 中國社科院近代史所, 中山大學歷史系 合編, 『孫中山全集·卷

5』, 中華書局, 1985, pp. 401-409.

47) 張其昀 主編, 『國父全書』, 國防硏究院 , 1966, pp. 4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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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나온 말로 숨겨지지 않는 진지함을 상징한다.48) 이광수는 

1941년에 지은 수필 <학명기(鶴鳴記)>에서도 직접 군자로서의 학을 

찬미하고 있다. 따라서 범학명의 사상을 통해서 작가의 입장을 짐작

하는 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광수의 동아 구상도 궁극적

으로 조선을 위한 것이며 내선동근을 강조하면서 은근히 조선 문화에 

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았을까? 특히 ‘학명’ 시의 마지막 구

절인 ‘他山之石, 可以攻玉(다른 산의 돌이라도 이로써 옥을 갈 수 있

네)’과 연관시켜보면 이광수가 중국인 범학명이란 인물을 빌려 술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2. 범우생: 침략과 구별된 대동아 담론

이광수는 <학명기>에서 ‘학명’ 시 밑에 『주역』의 ‘鳴鶴在陰, 其

子和之(학이 음지에서 우니 그 새끼가 화답한다)’란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 동아>의 범학명도 ‘아주 미련하고 둔한 녀석이기는 하지만, 

당장은 제 뜻을 잇게 할 사람은 이 녀석밖에 없습니다.’49)라면서 아

들 범우생을 자신의 후계자로 카케이 박사에게 추천해준다. 범우생이 

‘중국의 전통인 남녀부동석이라는 예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50)는 

묘사와 ‘범은 왠지 중국 역사나 민족을 표하는 청년 같’51)다는 아

케미의 느낌도 범우생과 범학명의 상통성을 말해준다. 이런 식으로 

소설의 전반부에 1937년 노구교(蘆溝橋)사건을 전후한 시점과 중국

의 상해란 공간에서 펼쳐진 범학명의 동아 담론은 후반부에 와서 

범우생을 통해서 1937년 8월 제2차 상해사변부터 1938년 10월 29

일 한구(漢口) 함락까지 일중전쟁이 심화된 상황 속에서 일본 도쿄란 

48) 朱熹, <詩集傳>, 『四部叢刊三編(三)·詩集傳·詩卷第十』, 上海書店, 

1985.

49) 이광수, < 동아(大東亞)>, 이시다 코조 편, 노상래 역, 『신반도문학선

집 제2집』, 제이앤씨, 2008, p. 15.

50) 위의 책, p. 17.

51) 위의 책,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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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역설했다. ‘동종동문(同種同文)’과 ‘형제지방(兄弟之邦)’으로 일중

관계를 형용하면서 중국을 ‘형’에 비유하고 일본을 ‘동생’에 비유했

다.45) 여기서 손중산 아주주의 속에 깊이 숨겨 있는 중국 중심을 

엿볼 수 있다. 1924년 11월 28일, 손중산은 일본 神戶高等女子學校

에서 『大阪朝日』, 神戶商會 등 5개 단체에게 아주주의를 주제로 

한 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서 그는 동양문화와 서양문화를 각각 ‘왕도

(王道)’문화와 ‘패도(覇道)’문화로 규정하면서 아시아인이 협력해서 

왕도로 패도를 이기자고 호소했다. 강연의 마지막에 그는 일본인에게 

패도를 버리고 왕도로 돌아오라고 권유했다.46) 강유위와 마찬가지로 

손중산도 유교의 동사상 속에서 인의도덕에 기반하는 ‘왕도’ 사회의 

이론적 근거를 찾았으며 아주주의를 왕도문화와 패도문화의 충돌이

란 문화적 이슈로 귀착시켰다.47) 

범학명의 사상적인 배경을 밝힌 후 그의 동아 담론의 성격을 보

다 잘 파악할 수 있다. 중국 전통문화의 옹호자로서 그의 일중협력과 

동아 담론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위한 것이다. 그가 주장한 동아

는 중국을 희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화’를 표방한다는 의미에서 오

히려 중국의 위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강유위와 손중산이 모두 표

적인 애국지사 다는 사실도 범학명의 정치적 위상을 암시한다. 그의 

동아 담론이 궁극적으로 애국담론이란 점은 그의 아들 범우생을 통

해서 잘 알 수 있는데 그것에 해 다음 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범학명의 이름을 통해서 엿볼 수 있듯이 이광수는 이 인물을 긍정

한다. ‘범’이 모범을 의미한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학명’은 『시

44) 廣東社科院, 中國社科院近代史所, 中山大學歷史系 合編, 『孫中山全集·卷

5』, 中華書局, 1985, p. 72.

45) 桑兵, 「試論孫中山的國際觀與亞洲觀」, 『孫中山與亞洲國際學術討論會論

文集』, 中山大學出版社, 1994, p. 47.

46) 廣東社科院, 中國社科院近代史所, 中山大學歷史系 合編, 『孫中山全集·卷

5』, 中華書局, 1985, pp. 401-409.

47) 張其昀 主編, 『國父全書』, 國防硏究院 , 1966, pp. 4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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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나온 말로 숨겨지지 않는 진지함을 상징한다.48) 이광수는 

1941년에 지은 수필 <학명기(鶴鳴記)>에서도 직접 군자로서의 학을 

찬미하고 있다. 따라서 범학명의 사상을 통해서 작가의 입장을 짐작

하는 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광수의 동아 구상도 궁극적

으로 조선을 위한 것이며 내선동근을 강조하면서 은근히 조선 문화에 

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았을까? 특히 ‘학명’ 시의 마지막 구

절인 ‘他山之石, 可以攻玉(다른 산의 돌이라도 이로써 옥을 갈 수 있

네)’과 연관시켜보면 이광수가 중국인 범학명이란 인물을 빌려 술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2. 범우생: 침략과 구별된 대동아 담론

이광수는 <학명기>에서 ‘학명’ 시 밑에 『주역』의 ‘鳴鶴在陰, 其

子和之(학이 음지에서 우니 그 새끼가 화답한다)’란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 동아>의 범학명도 ‘아주 미련하고 둔한 녀석이기는 하지만, 

당장은 제 뜻을 잇게 할 사람은 이 녀석밖에 없습니다.’49)라면서 아

들 범우생을 자신의 후계자로 카케이 박사에게 추천해준다. 범우생이 

‘중국의 전통인 남녀부동석이라는 예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50)는 

묘사와 ‘범은 왠지 중국 역사나 민족을 표하는 청년 같’51)다는 아

케미의 느낌도 범우생과 범학명의 상통성을 말해준다. 이런 식으로 

소설의 전반부에 1937년 노구교(蘆溝橋)사건을 전후한 시점과 중국

의 상해란 공간에서 펼쳐진 범학명의 동아 담론은 후반부에 와서 

범우생을 통해서 1937년 8월 제2차 상해사변부터 1938년 10월 29

일 한구(漢口) 함락까지 일중전쟁이 심화된 상황 속에서 일본 도쿄란 

48) 朱熹, <詩集傳>, 『四部叢刊三編(三)·詩集傳·詩卷第十』, 上海書店, 

1985.

49) 이광수, < 동아(大東亞)>, 이시다 코조 편, 노상래 역, 『신반도문학선

집 제2집』, 제이앤씨, 2008, p. 15.

50) 위의 책, p. 17.

51) 위의 책,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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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속에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범우생의 동아 담론은 범학명

과 같은 맥락에 있다. 겉으로 보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달리하는 

듯하지만 실은 상황 변화에 따라 일본에 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류

적인 태도로 바꿀 뿐이다. 범우생의 입장은 전쟁 시기 범학명의 입장

으로 이해해도 된다.

도쿄에 온 후 ‘처음 우생은 즐거워 보 ’52)다.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범우생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한 믿음과 아시아

가 하나란 신념을 가지고 일본에 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

본에 한 그의 태도는 전쟁의 전개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진다.

  

  처음 우생은 즐거워 보 지만 점점 어둡고 우울한 모습이 카케이 집

안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전과 다르게 학교에서 늦게 돌아오기

도 하고, 식탁에 앉아서도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다. 자기 방에 들어가

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 

  (중략) 

  남경(南京)이 함락되고 전승 축하회가 있던 날, 우생은 몸이 좋지 않

다면서 방에 틀어박혀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복도서 카케이 집안 사람들

과 마주쳐도 그저 고개만 조금 숙일 뿐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53)

이는 ‘어둡고 우울한 모습’이라기보다 일본인을 배척하고 적의에 

가득한 모습이다. 이광수도 이를 경계심으로 설명한다.

  사실 우생은 틀에 박힌 듯한, 뭔가에 심하게 구속된 것 같은 표정과 

말투라서 정말 답답함을 느끼게 했다. 그의 눈에는 언제나 불안한 경계

의 빛이 있었다.54)

일본에 한 믿음은 ‘경계’로 바꾸고 만다. 일본인과 중국인이 한 

집에서 살게 된다는 설정을 일중협력의 상징으로 파악한다면 이에 

해 중국인의 태도는 결국 지워지지 않는 ‘경계’로 표현할 수 있다. 범

52) 위의 책, p. 16.

53) 위의 책, pp. 16-17.

54) 위의 책,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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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생의 태도 변화의 원인을 소설에서 중국 전황의 악화로 밝히고 있다.

  무호(蕪湖), 구강(九江)이 연이어 함락되었다는 소식과 여산(廬山)의 

격전 소식이 전해졌고, 가을도 깊은 10월 29일에는 드디어 한구(漢口)

까지도 함락되어 장개석 정권은 중경의 산속으로 도망쳐 버렸다는 것이다.55)

일련의 전투를 통해서 일본은 중국의 경제적 명맥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규모의 약탈, 살육을 전개했다. 특히 1937년 12월 남경을 

함락시킨 후 약 6주 동안 30~35만의 민간인을 학살한  남경 학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폭행으로 꼽힌다. 전쟁의 명백한 침략성

은 범우생 부자의 평화협력구상과 거리가 멀다. 일중전쟁 때문에 일

어난 의심은 동아 담론을 옹호했던 사람들 가운데 흔히 볼 수 있었

다. 1941년 12월 16일에 쓴 < 동아전쟁과 우리의 결의(선언)>에서 

일본 학자 다케우치 요시미는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지나사변 때 갑자기 이와 같이 불편한 느낌

이 생겼다. 의심이 우리를 괴롭혔다. (중략) 가혹한 현실이 우리의 존재

를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의심했다. 너무나 무기력했다. 현실

이 인정을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우리는 피하고 기운을 잃었다. 키를 잃

은 배처럼, 바람에 몸을 맡겨 방황했다. 보이는 목적지가 없었다.

    (중략)

  우리 일본은, 동아건설의 미명(美名) 뒤에 숨어 약자를 능욕했던 게 

아닐까 하고 여태까지 의심해 왔다.56)

다케우치 요시미가 느꼈던 의심과 방황함은 범우생의 심정과 같다. 

이처럼 평등협력, 동양문화지향에 기반한 동아를 주장했던 사람들

은 침략적인 일중전쟁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동아가 일본

에 일방적으로 경도된 ‘친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카케이 박사와 범우생이 동아에 관해 화하는 목에서 범우생

55) 위와 같음.

56) 竹内好,『竹内好全集·巻14』, 筑摩書房, 1981, pp. 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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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속에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범우생의 동아 담론은 범학명

과 같은 맥락에 있다. 겉으로 보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달리하는 

듯하지만 실은 상황 변화에 따라 일본에 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류

적인 태도로 바꿀 뿐이다. 범우생의 입장은 전쟁 시기 범학명의 입장

으로 이해해도 된다.

도쿄에 온 후 ‘처음 우생은 즐거워 보 ’52)다.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범우생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한 믿음과 아시아

가 하나란 신념을 가지고 일본에 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

본에 한 그의 태도는 전쟁의 전개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진다.

  

  처음 우생은 즐거워 보 지만 점점 어둡고 우울한 모습이 카케이 집

안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전과 다르게 학교에서 늦게 돌아오기

도 하고, 식탁에 앉아서도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다. 자기 방에 들어가

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 

  (중략) 

  남경(南京)이 함락되고 전승 축하회가 있던 날, 우생은 몸이 좋지 않

다면서 방에 틀어박혀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복도서 카케이 집안 사람들

과 마주쳐도 그저 고개만 조금 숙일 뿐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53)

이는 ‘어둡고 우울한 모습’이라기보다 일본인을 배척하고 적의에 

가득한 모습이다. 이광수도 이를 경계심으로 설명한다.

  사실 우생은 틀에 박힌 듯한, 뭔가에 심하게 구속된 것 같은 표정과 

말투라서 정말 답답함을 느끼게 했다. 그의 눈에는 언제나 불안한 경계

의 빛이 있었다.54)

일본에 한 믿음은 ‘경계’로 바꾸고 만다. 일본인과 중국인이 한 

집에서 살게 된다는 설정을 일중협력의 상징으로 파악한다면 이에 

해 중국인의 태도는 결국 지워지지 않는 ‘경계’로 표현할 수 있다. 범

52) 위의 책, p. 16.

53) 위의 책, pp. 16-17.

54) 위의 책,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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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생의 태도 변화의 원인을 소설에서 중국 전황의 악화로 밝히고 있다.

  무호(蕪湖), 구강(九江)이 연이어 함락되었다는 소식과 여산(廬山)의 

격전 소식이 전해졌고, 가을도 깊은 10월 29일에는 드디어 한구(漢口)

까지도 함락되어 장개석 정권은 중경의 산속으로 도망쳐 버렸다는 것이다.55)

일련의 전투를 통해서 일본은 중국의 경제적 명맥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규모의 약탈, 살육을 전개했다. 특히 1937년 12월 남경을 

함락시킨 후 약 6주 동안 30~35만의 민간인을 학살한  남경 학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폭행으로 꼽힌다. 전쟁의 명백한 침략성

은 범우생 부자의 평화협력구상과 거리가 멀다. 일중전쟁 때문에 일

어난 의심은 동아 담론을 옹호했던 사람들 가운데 흔히 볼 수 있었

다. 1941년 12월 16일에 쓴 < 동아전쟁과 우리의 결의(선언)>에서 

일본 학자 다케우치 요시미는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지나사변 때 갑자기 이와 같이 불편한 느낌

이 생겼다. 의심이 우리를 괴롭혔다. (중략) 가혹한 현실이 우리의 존재

를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의심했다. 너무나 무기력했다. 현실

이 인정을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우리는 피하고 기운을 잃었다. 키를 잃

은 배처럼, 바람에 몸을 맡겨 방황했다. 보이는 목적지가 없었다.

    (중략)

  우리 일본은, 동아건설의 미명(美名) 뒤에 숨어 약자를 능욕했던 게 

아닐까 하고 여태까지 의심해 왔다.56)

다케우치 요시미가 느꼈던 의심과 방황함은 범우생의 심정과 같다. 

이처럼 평등협력, 동양문화지향에 기반한 동아를 주장했던 사람들

은 침략적인 일중전쟁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동아가 일본

에 일방적으로 경도된 ‘친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카케이 박사와 범우생이 동아에 관해 화하는 목에서 범우생

55) 위와 같음.

56) 竹内好,『竹内好全集·巻14』, 筑摩書房, 1981, pp. 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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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시 일본 동아공 권 담론의 집중적인 표현으로서의 고노에성

명에 한 의심을 직접 고백하고 있다.

  “자네는, 고노에성명을 문자 그 로 믿어 주겠지?”

  “믿고 싶습니다만, 종래 열강의 성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를 본 저희들로서는 곧장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범은 눈을 빛내며 단호히 말했다.57)

범우생은 일본을 ‘열강’으로 규정하면서 서양과 동일시한다. 그에게 

있어서 일본이 아시아 왕도문화의 표로서 서양의 패권 문화와 결

한다는 논리의 무너짐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일본의 

배신을 지적하기만 하고 동아 담론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시종일관하게 자신의 동아 담론을 주장한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견(筧)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는 

하나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 결국 

아시아는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이 아시아 여러 민족의 운명이라고 하

신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58)

범우생은 자신의 동아 담론과 일본의 침략 현실 사이에 선을 긋

는다. 일본의 동아공 권 담론 이외에 아시아 각 민족의 애국주의, 

민족주의로서의 동아 담론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시 말

하면 동아 담론에 한 옹호는 친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애국

자로서의 동아 논자들에게는 오히려 일본이 동아의 배신자 다.

  (a) 내가 아시아민족의 동, 단결을 기획한 지 이미 30년이 되었는데 

일본인들이 냉담하게 방치했던 관계로 여태까지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59)

57) 이광수, < 동아(大東亞)>, 이시다 코조 편, 노상래 역, 『신반도문학선

집 제2집』, 제이앤씨, 2008, pp. 21-22.

58) 위의 책, pp. 10.

59) 廣東社科院, 中國社科院近代史所, 中山大學歷史系 合編, 『孫中山全集·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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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 정부(일본 정부)는 쥐새끼처럼 겁이 많아 우리의 아주주의

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은 자의적으로 일본을 떠나지 

말고 오래 머물러 적극적으로 아주주의를 선전해 주시면 합니다. 일본 

정부의 축객령을 받고 가야 일본의 진면목을 들추어낼 수 있겠습니다.60)

 

(a)는 1924년 4월에 미국 배일이민법(排日移民法)의 통과를 즈음

하여 손중산이 발표한 논의 다. 그는 이 사건이 ‘일본인들이 황인으

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본을 포함

한 아시아각국의 협력을 희망했다.61) (b)는 1924년 10월 13일 손중

산이 참모장 이열균(李烈鈞)에게 보낸 편지인데 일본인의 침약 야욕

을 밝혔다.62) 그가 일본의 동아공 권과 자신의 아주주의를 구

별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범우생과 궤를 같이 한다. 범우생의 동아

구상도 궁극적으로 애국심에서 비롯된다. 그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a) 범은 자신의 조국이 일본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국에 한 애국심이 외고집이 되었다. 자신의 조국이 거짓으로 

가득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이 더욱 괴롭고 화가 났다. 범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조국 사람들의 거

짓이나, 이기주의나, 사 주의나, 권모술수를 증오하고 있다. 또 일본인

의 정직함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래도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말하고 싶

지는 않았다. (중략) 그러나 그런 사정을 잘 아는 것과 자신의 괴로움과

는 전혀 달랐다.63)

  (b) 일본의 좋은 점이 부럽고 조국의 기개 없음이 슬펐다. 범의 마음

은 중국이 일본보다도 더더욱 훌륭한 특질을 가지기를 바란 것이다.64)

10』, 中華書局, 1986, p. 134.

60) 陳錫祺 編, 『孫中山年譜長編(下)』, 中華書局, 1991, pp. 2031.

61) 吳劍杰, 「從大亞洲主義走向世界大同主義」, 『近代史硏究』, 1997年第3

期, p. 196.

62) 위와 같음.

63) 이광수, < 동아(大東亞)>, 이시다 코조 편, 노상래 역, 『신반도문학선

집 제2집』, 제이앤씨, 2008, pp. 20-21.

64) 위의 책,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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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우생은 일본을 ‘열강’으로 규정하면서 서양과 동일시한다.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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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논리의 무너짐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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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제2집』, 제이앤씨, 2008,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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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이나, 이기주의나, 사 주의나, 권모술수를 증오하고 있다. 또 일본인

의 정직함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래도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말하고 싶

지는 않았다. (중략) 그러나 그런 사정을 잘 아는 것과 자신의 괴로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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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국이 일본보다도 더더욱 훌륭한 특질을 가지기를 바란 것이다.64)

10』, 中華書局, 1986, p. 134.

60) 陳錫祺 編, 『孫中山年譜長編(下)』, 中華書局, 1991, pp. 2031.

61) 吳劍杰, 「從大亞洲主義走向世界大同主義」, 『近代史硏究』, 1997年第3

期, p. 196.

62) 위와 같음.

63) 이광수, < 동아(大東亞)>, 이시다 코조 편, 노상래 역, 『신반도문학선

집 제2집』, 제이앤씨, 2008, pp. 20-21.

64) 위의 책,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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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서 범우생이 애국심 때문에 조국의 단점을 증오하게 되고 또

한 이 단점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복잡한 심리를 섬세하게 그리고 있

다. (b)에서는 범우생이 일본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본보다 중국

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가 일본에 한 호감은 중국에 

한 애국심을 달리한다. 아버지 범학명과 마찬가지로 그의 일중협력 

주장과 동아구상도 애국심에서 비롯되고 중국을 위한 것이다. 이러

한 범씨 부자의 논리는 어느 정도 작가 자신의 내심세계를 반 한다

고 할 수 있다. 이광수는 해방 후 반민특위의 심문에서 ‘나는 민족을 

위해 친일했소. 내가 걸은 길이 정경 로는 아니오마는 그런 길을 걸

어 민족을 위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오.’라면서 ‘민족을 위한 

친일’을 제기했다.65) 그에 의하면 당시의 현실상황 속에서 타협도 민

족을 위한 길이었다는 것이다.

  정복자의 기휘(忌諱)를 피할 정도의 타협을 하면서 혹은 교육에 혹은 

산업에 혹은 변호사로 혹은 관공리로 혹은 공직자로 나서、가능한 한의 

동포의 복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 나설 수 없는 것이다。

「天皇에 忠誠하라」、「內鮮一體」라 하는 것을 아니 내어 세우고는 

이런 일은 못하는 것이 당시의 사정이었다。66)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광수는 동아공 권 담론을 민족을 위

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미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현실상황 속에서 

지배 담론에 맞춰야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이광수는 강

유위나 손중산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그가 조선에 한 날카로운 지적도 범우생과 같은 절망한 애국

심에서 비롯된 마조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朝鮮民族衰頹의 根本的原因이 道德的인 것이 더욱 分明하지 아니합니

까。곧 虛僞、非社會的 利己心、懶惰、無信、怯懦、社會性의 缺乏――이

것이 朝鮮民族으로 하여금 今日의 衰頹에 빠지게 한 原因이 아닙니

65) 김언호 편, 『송건호전집 12ㆍ빛을 남긴 사람들』, 한길사, 2002, p. 185.

66) 『李光洙全集·卷13』, 三中堂, 1968, p.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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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67)

그는 조선민족의 단점에 주목하여 이를 날카롭게 지적했던 것은 조

선민족의 비극을 한탄하고 조선의 운명을 고치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나는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신념을 가진다. 조선인은 전혀 

조선인인 것을 잊어야 한다고, 아주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 

버려야 한다고, 이것에 진정으로 조선인의 생의 유일로(唯一路)가 

있다고.’68)라거나 ‘조선 놈의 이마빡을 바늘로 찔러서 일본인의 피가 

나올 만큼 조선인은 일본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던 것도 절망

한 애국심의 전유이다. 이는 오히려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못했

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우생’이란 이름에 해 이경훈은 일본어로 ‘迂生’과 동음이므로, 아

둔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설한다.69) 그러나 글자 그 로 보면 ‘생활

하는 데’, ‘살아가는 데’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삶을 위해 전향했던 경

우가 가장 보편적이었던 사실70)을 감안한다면 범우생이 작가를 변

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의 역사와 민족의 상징인 

중국인 범씨 부자는 민족주의자로서의 조선인 이광수와 궁극적으로 

상통하다. 이광수도 범우생처럼 동아 논쟁의 중심 자리로 끌려들어

가 일본인들 가운데 그들과 같은 듯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동아

담론을 제기하며 일본, 조선 양 쪽과 모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민

족에 한 사랑 때문에 오히려 민족의 죄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는 

‘迂生’이란 이름으로 주인공과 자신을 동시에 조소했을지도 모른다.

67) 『李光洙全集·卷17』, 三中堂, 1962, p. 186.

68) 이광수, <심적 신체제와 조선문화의 진로>, 『매일신보』, 1940년 9월 

12일.

69) 이경훈 편역, 『진정마음이 만나서야말로』, 평민사, 1995, p. 382.

70) 思想の科学研究会, 『共同研究　転向·上』, 平凡社, 1959,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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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서 범우생이 애국심 때문에 조국의 단점을 증오하게 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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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의 복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 나설 수 없는 것이다。

「天皇에 忠誠하라」、「內鮮一體」라 하는 것을 아니 내어 세우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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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朝鮮民族으로 하여금 今日의 衰頹에 빠지게 한 原因이 아닙니

65) 김언호 편, 『송건호전집 12ㆍ빛을 남긴 사람들』, 한길사, 2002, p. 185.

66) 『李光洙全集·卷13』, 三中堂, 1968, p.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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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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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李光洙全集·卷17』, 三中堂, 1962, p. 186.

68) 이광수, <심적 신체제와 조선문화의 진로>, 『매일신보』, 1940년 9월 

12일.

69) 이경훈 편역, 『진정마음이 만나서야말로』, 평민사, 1995, p. 382.

70) 思想の科学研究会, 『共同研究　転向·上』, 平凡社, 1959,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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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술자의 목소리

< 동아>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따라서 작가가 등장

인물과 거리를 두면서 서술하는 게 가능하다. 또한 위에서 이미 지적

했듯이 중국인을 등장인물로 취한 것도 조선인 작가에게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이중의 보호색을 갖춘 작가는 보다 자

유롭게 자신의 관점을 내세울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는 서술자의 목

소리로 표현된다.

우선 서술자는 표면상으로 일본인과 중국인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제상 끊임없이 양자의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 카케이 박

사가 아시아 모든 민족의 ‘동종성(同種性)’, ‘형제성’을 입버릇처럼 역

설하지만71) 그의 딸 아케미는 ‘범의 가정을 보기 전까지 중국은 더

러운 곳, 중국인은 더러운 인종이라는 등의 경멸하는 감정밖에 가지

고 있지 않았었다.’72) 아울러 ‘중국인이 천성적으로 냉정한 사람이라

고만 생각하고 있었다.’73) 그녀가 마음속으로부터 ‘중국인’을 일본인

과 구별된 ‘타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야기가 전개되

면서 그녀는 점차 범우생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지만 여전히 ‘범의 눈

에서 일본인과는 다른 특색을 발견했다. 뭔가 알지 못할 야릇한 눈이

라고 생각했다.’74) 이 장면이 카케이 박사가 범우생에게 동아공

권 담론을 설명하는 목에 나온 것이 특히 의미심장하다. 아시아의 

공동성을 강조하는 아버지 옆에서 방관하는 딸이 중국청년의 이질성

을 절감하고 있다는 설정은 동아공 권 담론의 허망함을 유력하게 

말해준다. 

아울러 범우생의 행동도 명백한 모순성을 드러낸다. 고노에성명을 

71) 이광수, < 동아(大東亞)>, 이시다 코조 편, 노상래 역, 『신반도문학선

집 제2집』, 제이앤씨, 2008, p. 21.

72) 위의 책, p. 12.

73) 위의 책, p. 15.

74) 위의 책, p. 23.

190  冠嶽語文硏究 第36輯

믿지 못한다고 고백한 후 얼마 안 되어 그는 ‘조국이 끊임없이 부르

는 목소리가 저의 귀에 들립니다.’75)라면서 귀국하고 만다. 뿐 아니

라 작가는 그의 종군까지 암시하고 있다.

  (a) “돌아가서 어떻게 하려는가? 군인이 되어 일본과 싸우기라도 할 

텐가?”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선생님께 배운 것을 몸으로, 목숨으로 실행하고 싶다는 것입

니다.”76)

  (b) 왕조명(汪兆銘)의 남경정부가 섰는데도 범으로부터는 아무런 연

락이 없었다. 아마도 중경에 있을 것이라고 아케미는 한숨을 쉬었다.77)

(a)는 범우생이 카케미 박사에게 귀국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목이

다. ‘선생님께 배운 것’을 바로 앞에 나온 ‘선생님, 저는 일본정신을 

배웠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아버지보다도 조국이 소중합니다.’78)란 

구절과 연결지어보면 조국의 소중함을 가리킨다. 이를 ‘몸으로, 목숨

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은 전쟁 때 종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b)는 

아케미의 짐작을 통해서 범우생이 왕조명의 친일 정권과 장개석의 반

일 정권 사이에 한 선택을 암시한다. 1938년 12월 18일, 국민당 부

총재 겸 국민 참정회의장 왕조명79)은 갑작스레 중경을 떠나 베트남 

하노이에 가서 일본과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80) 1940년 3월, 왕조

명은 일본의 도움을 받아 남경에서 친일정권을 설립했다. 그는 손중

산 아주주의의 후계자로 자처하면서 장개석의 항일을 비난하며 일

본의 동아공 권 담론을 고취했다.81) 범우생이 왕조명 정권에 참

75) 위의 책, p. 27.

76) 위와 같음.

77) 위의 책, p. 29.

78) 위의 책, p. 27.

79) 汪兆銘(1883~1944), 자는 계신(季新), 필명은 정위(精衛)이다. 1919년

부터 손중산을 추종하다가 일중전쟁 때 친일파가 됐다.

80) 蔡德金 編注, 『周佛海日記』,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6, p. 201-208.

81) 中國國民黨中央宣傳部 編印, 『汪主席和平建國言論集』, 1940,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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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위의 책, p. 12.

73) 위의 책, p. 15.

74) 위의 책,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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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위의 책, p. 27.

76) 위와 같음.

77) 위의 책, p. 29.

78) 위의 책, p. 27.

79) 汪兆銘(1883~1944), 자는 계신(季新), 필명은 정위(精衛)이다. 1919년

부터 손중산을 추종하다가 일중전쟁 때 친일파가 됐다.

80) 蔡德金 編注, 『周佛海日記』,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6, p. 201-208.

81) 中國國民黨中央宣傳部 編印, 『汪主席和平建國言論集』, 1940,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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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지 않는 설정은 그의 동아담론을 왕조명을 비롯한 친일파의 

동아공 권 담론과 구별한다. 다시 말하면 작가는 범우생을 진정한 

친일파와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범우생은 소설의 결말에 와서 균열상을 드러낸다. 그

는 5년 동안에 아무 연락이 없다가 소설의 마지막에 갑작스레 ‘내일 

오후 1시 도착’82)이란 전보를 보낸 것이 설득력이 부족하다. 저자 자

신도 이 점을 의식해서 그런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인다.

  동아전쟁이 시작되어 말레이지아나 서남태평양에서 큰 전과(戰果)

를 올려, 올해 들어서는 중국에서의 치외법권(治外法權)이 철폐되고 상

해가 원래 로 회복되었으며, 미얀마는 독립하 다. 바로 며칠 전인 10

월 14일에는 필리핀이 독립했다. 일본은 카케이 박사가 범에게 말한 것

들이 사실로 증명된 것이다.83)

그러나 이어서 저자는 ‘지난 5년 동안 아케미 일가의 변화’84)를 소

개하기 시작한다. 위의 설명을 스스로 전복하는 소개이다. 

  지난 5년 동안 아케미 일가의 변화도 컸다. 오빠는 작년에 소집되어 

남쪽 전선에서 싸우고 있고, 남동생도 바다의 독수리가 되어 바로 3일전 

전선을 향해 출발했다. 카케이 박사의 뜰 화단 자리에는 피호(待避壕)

가 입을 딱 벌리고 있다. 아케미는 어머니와 둘이서 쓸쓸해진 집을 지키

며 아침 저녁으로 출정한 오빠와 남동생 사진 앞에 꽃과 밥을 올렸다. 

카케이 박사도 두드러지게 흰머리가 늘어갔고, 두 아들을 전쟁에 보낸 

어머니는 점점 신앙가가 되어 진언종(眞言宗)의 독경과 신사 참배에 부

지런히 힘썼다.85)

침울함과 불안감이 충만한 전쟁 후방의 장면이다. 원래 풍요롭고 

정취가 가득했던 가정이 쓸쓸한 모습을 드러낸다. 동아전쟁은 아시

82) 이광수, < 동아(大東亞)>, 이시다 코조 편, 노상래 역, 『신반도문학선

집 제2집』, 제이앤씨, 2008, p. 30.

83) 위의 책, p. 29.

84) 위와 같음.

85) 위의 책,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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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모든 민족을 구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화(大和)민족까지 고통 

속으로 어 넣는다. 일본 국가는 다른 아시아 민족을 속일 뿐 아니

라 일본 국민까지 속이고 만다. 동아공 권 담론의 정확성이 사실

로 증명된다는 목 뒤에 덧붙인 이 묘사는 위 목의 허망함을 증명

하고 범우생이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설정을 믿을 수 없게 한다. 이는 

또한 표면상으로 ‘慈悲와 仁과 맑은 마음과/忠과 孝와 貞烈과/禮儀와 

謙遜과/勤勉과 和平과,/이러한 精神,/이러한 文化,/溫柔하고 淳厚한/十

億의 運命이 달린 決戰’86)을 열렬하게 찬송하는 이광수의 다른 모습

을 보여준다. 이처럼 전쟁의 거 한 파괴성을 절감한 그가 완전한 전

쟁옹호자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카케이 박사를 피해자로 등장시키는 이 목은 동아공 권 담론

을 진리로 받아들 던 학자들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동아

공 권 담론을 고취했던 정치가들과 구별하기도 한다. 카케이 박사는 

학자가 학술적인 진리를 지키는 열의로 동아공 권 담론을 받아들

이는 것이지 이 이론의 정치적 본질을 의식하지 못한다. 저자가 범우

생으로 하여금 ‘제가 일본의 진의가 사실로 입증되어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다시 선생님 문하로 찾아들겠습니다. 선생님은 총리 신도, 

정치가도 아니니까요.’87)란 ‘수수께끼 같’88)은 말을 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범우생은 카케이 박사의 동아공 권 담론과 ‘총

리 신’, ‘정치가’ 등의 동아공 권 담론을 구별하고 있다. 카케이 

박사가 학자로서 이 이론을 진심으로 믿는 것은 정치가들이 이를 정

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일

본 도의성의 변자인 카케이 박사는 사실 일본의 실상과 거리가 있

는 인물에 불과하므로 일본의 도의성을 증명할 수 없다. 그의 늘어간 

86) 이광수, <朝鮮의 學徒여>,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Ⅱ』, 평민사, 1995, pp. 30.

87) 이광수, < 동아(大東亞)>, 이시다 코조 편, 노상래 역, 『신반도문학선

집 제2집』, 제이앤씨, 2008, pp. 27-28.

88) 위의 책, p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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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제2집』, 제이앤씨, 2008, p. 30.

83) 위의 책, p. 29.

84) 위와 같음.

85) 위의 책,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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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민사, 1995, pp. 30.

87) 이광수, < 동아(大東亞)>, 이시다 코조 편, 노상래 역, 『신반도문학선

집 제2집』, 제이앤씨, 2008, pp. 27-28.

88) 위의 책, p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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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는 일본의 도의성의 허망함을 유력하게 말해준다. 저자 이광수

는 학자와 정치가를 구별함으로써 은근히 자기를 위해 변명하는 뜻을 

드러내고 있지 않을까?

Ⅴ. 결론

이 논문은 이광수가 < 동아>에서 중국인 범씨 부자를 통해서 펼

친 애국 담론으로서의 동아 담론을 관련된 역사인물의 담론과 연결

하면서 이 담론이 일본의 동아공 권 담론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밝

힘으로써 이광수의 동아 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광수가 여러 

가지 동아 담론에 주목했던 것은 그의 실제 고민과 직결됐다고 짐

작된다. 일본의 지배 아래 그는 표면상으로 동아공 권 담론을 순

수하게 받아들이는 듯하지만 사실상 애국 담론으로서의 동아 담론

과 학술로서의 동아 담론, 정치적 속임수로서의 동아공 권 담론

의 사이에서 마땅한 자리를 잡느라고 고민했다. 침략 담론으로서의 

동아공 권 담론 이외에 애국 담론으로서의 동아 담론도 있다는 

것, 정치가의 동아공 권 담론 이외에 학자의 동아공 권 구상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광수는 자신을 위해 변명하려는 의도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그는 그의 주인공 범씨 부자처럼 시종일관하게 자신

의 정체성을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했다. 일본을 이상적인 조선으

로서 적극적으로 받아들 을 뿐이고 일본 자체에 심취하기 때문에 조

선을 버린 게 아니었다. 그의 동아공 권 담론도 애국심에서 비롯

되면서 마조히즘과 모순성을 포함한 극히 복잡한 혼합물이었다.

< 동아>에 손중산의 사상이 많이 녹아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이광수는 1931년 1월 『삼천리』에 발표한 <上海 法租界의 孫

逸仙氏>란 글에서 그와 손중산의 면을 기록하고 있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손중산에 한 그의 존경을 엿볼 수 있다. 수필의 마지막에 

손중산에게 선물로 자저 『삼민주의』 한 권을 받았다고 기록한다. 

이광수 사상과 손중산의 관계가 검토할 만한 연구 과제라고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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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근  중국에서 양계초의 <조선망국사략(朝鮮亡國史略)>89), <일

본병탄조선기(日本倂呑朝鮮記)>90) 등을 비롯하여 일선병합을 서사

화함으로써 중국을 경계하는 소설이 많이 등장했던 반면에 한국문학

에 일본의 중국 침략에 주목한 작품이 그리 많지 않았다. < 동아>

는 조선인의 시각으로 일본의 중국 침략을 예술화한다는 점에서 한국

학계 뿐 아니라 중국학계의 주목도 받을 만하다. 

89) 『飮氷室專集之十七』

90) 『飮氷室專集之二十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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