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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40년대 전반기 소설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 속에서 소설어의 존재형식과 윤리성의 

문제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본고는 기존 연구들의 문제의식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1940년대 전반기 소설 문학의 장을 

복원해 보고자 했다. 지금까지 1940년대 전반기 문학연구가 담론적 차원에 치

우쳐 정치장에 종속된 문학장의 가시적 변화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본고는 정치

장과 문학장의 조우가 빚어낸 문학장 내부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에크리튀르, 윤

리성의 충위에서 접근해 보았다.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은 조선 문단의 ‘작가-됨’의 근본문제를 제기했다. 

20년이 넘게 유지된 조선 문단의 작가들이 느끼는 ‘작가-됨’의 위기의식은 정

치적 문학의 요구에 대한 압박보다도 자신의 독자와 문단이 사라질, 그동안 조

선 문단이 축적해온 ‘작가-됨'의 상징자본의 소멸을 우려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신체제 성립 후의 문단이란 작가의 기대지평에 육박하는 독자의 상실을 의미하

기에 작가의 창작에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했다. 독자의 존재야말로 ‘사회적 

현상’으로서 문학의 가장 최종적인 심급이라는 전제하에 작가로서의 자기인식이 

구축된 기성작가들에게 독자, 즉 조선문예의 역사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독자는 

작품성립의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 다시 말해 작가가 자신의 감각, 감성에 대해 

특별한 주석이 없이 대상을 묘사하거나 서술한다는 것은 문학창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이 된다. 실상 2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조선 문단의 독자란 일

종의 균질화된 독자층이라 볼 수 있고 다만 내부에 고급독자/대중독자의 학력 

자본, 혹은 문화자본의 구별짓기만이 조선 문단에 기입되어 있을 뿐, 작가와 다

른 독서력, 혹은 문화 전통 속에 놓인 독자를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으

로 조선의 문학장 속에서 일본어 창작의 강화는 일본어의 헤게모니화와 맞물린

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일본어는 식민지 조선 이외에도 대만, 만주에서 부상하

기 시작하는데, 대만은 조선과 비슷한 양상으로 일본어 문학이 전개되어 나갔지

만 만주에서 일본어는 공식어로서 기능하였을 뿐 문학어로서는 기능하지 못하

였다. 

  두 번째는 문학어(에크리튀르)의 존재양상이다.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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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일본어 창작의 양갈래 선택만이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어 창작에 

있어서도 이미 조선어에 유입된 일본어를 어떠한 소설어의 에크리튀르로 재현

해 낼 것인가의 문제가 작가가 자신의 작품 속에서 풀어내야 하는 창작의 실제

였다. 일제말기 일본어 창작이 강제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1930년대 

이후 특히 193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근대적 문물과 상품의 기표로서의 일

본어의 개입이 증가하고, 일본인과의 교섭도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현실 반영의 

차원에서도 소설어는 일본어의 개입을 고려해야 했다. 일본어 창작의 경우에서

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일제말기 작가들이 일본어 창작을 본격화했다고 한들 

그들이 묘사하는 것은 조선어,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므로 일본어 소

설에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선어의 개입이 불가피했다. 완전한 일본어로 번역

하지 않은, 혹은 번역되지 않은 단어와 어구들은 문화의 번역불가능성을 드러내

는 표지이다. 또한 작가의 언어에 대한 자의식이 가장 명징하게 포착되는 지점

이므로 이러한 에크리튀르는 소설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언어가 타자의 

언어, 곧 조선어임을 명백하게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에크리튀르 자체가 텍스트

의 의미를 심화하거나, 부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어를 활용한 일

본어의 전유가『國民文學』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미 패턴화된 전유의 양식

이 되었을 뿐, 더 이상 에크리튀르 자체가 유발하는 의미의 새로움이 추가되기 

어려워졌다.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에서 문학의 윤리성이 재고되어야 함은 이 시기 문

학은 작가의 윤리적 모색과 긴장감이 어느 시기보다 텍스트의 저층에 강렬하게 

응축되어 있어 있기에 텍스트의 심층읽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극도의 제약 속

에서 소설의 문법은 보다 비의적이고 심층적일 수밖에 없었기에 단순히 텍스트

의 표면이 아니라 저층에 에너지로서 응축된 텍스트의 윤리성이 1940년대 전

반기 소설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될 문학적 의미망이다. 탐색할 가치가 없는 것으

로 치부되었던 일부 국책작품들도 애초의 기획으로부터 탈주하는 잉여를 간직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려는 작가적 ‘욕망’과 텍스트의 

물질성에 의한 ‘균열’의 낙차가 존재했다. 『春秋』에 게재된 다수의 작품들은

일제말기 조선어 글쓰기의 명맥을 이어나갔고, 기성 작가들의 자기 지시적 소

설(심경소설)들은 표면적으로는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로 텍스트를 채워가고

있지만, 심층에는 강렬한 윤리적 긴장감을 응축하고 있었다. 일제말기 문학의 

윤리성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문제적인 작가는 김사량이다. 그의 텍스트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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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본의 ‘낀 주체’로서 살아가는 작가의 실존성과 정체성을 탐색하는 모색의 

문학이다. 김사량은 미래가 유보된 ‘낀’ 주체로서의 주인공 혹은 화자의 번뇌와 

자기 갱신의 서사를 어떤 한 쪽의 봉합으로 전개하지 않음으로써 윤리적 긴장

감과 독자의 공감이라는 소설적 미덕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고는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을 독자공동체, 작가의식, 조선어/일본어의 에

크리튀르, 윤리성의 층위로 고찰해 보며 1940년대 전반기 소설을 총체적으로 조

망해 보았다. 본고의 논의들이 1940년대 전반기 문학을 國民文學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연구들이나 작품의 표층서사에 기대어 대일협력이라는 단순한 잣대로 

분석하려는 논의들, 그리고 이중어 창작을 바라보는 고정된 시각에 새로운 참조

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 일제말기 소설,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 '작가-됨', 지평융합, 에크리

튀르, 이중언어, 언어의 위계화, 다이글로시아(diglossia), 문학의 윤리, 심경소

설(자기 지시적 소설), 사소설, 國民文學, 春秋

학번 : 2000-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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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일제말기 문학은 2000년대 이후 한국근대문학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시

기로 부각되었다. 이 시기 문학연구의 붐은 그 동안 문학사에서 '명백한 협력의 

글쓰기'라는 가치판단 하에 국책문학이라는 단순한 잣대로 재단해 온 기존 연구

에 대한 반성의 측면이 전제되었다. 다시 말해 21세기에 들어서서야 문학사의 

공백기로 1940년대 전반기를 선규정하며 문학적 가치를 탐색조차 하지 않았던 

작가와 작품들을 선입견 없이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재발견한 가치들들 문

학사 안으로 끌어 들임과 동시에 당대의 담론과 문학작품의 긴장관계는 물론 

개별 작가들의 문학적 모색들을 구체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 정치학적 연구가 파시즘이라는 이데올로기 혹은 사상에 주목함에 따라 

일제말기 문학연구도 ‘일제말기 파시즘’이라는 시대적 담론분석과 이에 따른 문

학적 대응양상이 가장 우선적으로 탐구의 대상이 되었다.1)  동아협동체론, 동아

연맹론, 대동아공영권론 등 일제말기 대일협력을 둘러싼 제국의 담론과 이데올

1) 식민지말기 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는 비약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그중에서 임종국의『친일문학

론』(1966)을 필두로 한 1990년대까지 논의는 이미 김철, 한수영, 윤대석을 비롯한 많은 연구

자들에 의해 검토되었음으로 생략하기로 한다. 2000년대 들어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 문

제를 접근한 논문들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들 수 있다. 김철외 (2001), 문학속의 파시즘, 
삼인 ; 김재용 (2002), ｢친일문학의 성격 규명을 위한 시론｣, 실천문학 65호, 실천문학사 ; 

하정일(2003), ｢한국근대문학연구와 탈식민 ‘친일문학’ 문제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23호, 

민족문학사학회 ; 류보선(2003),｢친일문학의 역사철학적 맥락｣, 한국근대문학연구 ; 강상희

(2003), ｢친일문학의 인식구조｣,한국근대문학연구 ; 한수영(2005),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

출판 ; 김철(2005), ｢‘국민’이라는 노예｣, ‘국민’이라는 노예, 삼인, 민족문학사학회; 오태호

(2005) ｢대척점에선 친일문학연구의 두 경향- 지적 식민주의자 비판｣, 실천문학80호 ; 권명아

(2005), 역사적 파시즘, 책세상 ; 권명아(2006), ｢환멸과 생존-‘협력’에 대한 담론의 역사｣, 
민족문학사연구 31 ; 김철(2006), ｢두 개의 거울: 민족 담론의 자화상 그리기｣, 상허학보
17집, 상허학회 ; 윤대석(2006), 식민지 國民文學론, 역락 ; 차승기(2007), ｢추상과 과잉-중

일전쟁기 제국/식민지의 사상연쇄와 담론정치학｣,상허학보 ; 김명인(2008), ｢친일문학재론 두 

개의 강박을 넘어서｣, 『한국근대문학연구』7 ; 차승기(2008), ｢‘사실의 우연성-, 협력의 윤리

｣, 『민족문학사연구』38 ; 박현수(2009), 친일파시즘 문학의 숭고미학적 연구｣,  어문학104 

; 방민호(2011),『일제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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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가 작가의식과 문학 텍스트에 어떠한 방식으로 굴절되었는지를 살핌으로써 

식민지적 무의식 혹은 탈식민의 가능성 등을 타진해 보는 논의들이2) 활발히 진

행되어 온 것이다. 나아가 최근 연구들은 이른바 ‘파시즘’의 문제를, 연구자가 

선취한 역사적 지평 아래, 패배하 이미 재앙의 시간으로 규정된 역사의 결과물

로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적 지평, 혹은 현재에도 여전히 사상적으로 유

효하며 유혹적인 ‘근대초극론’을 당대의 시점으로 되돌아가, 지식인과 문학인들

이 동의하고 한편으론 거부했던 사상적 접점들과 계기들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검토해 나가는 형국이다.

   일제말기 문학 담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2000년대 전반기의 화두는 무엇

보다도 ‘파시즘’과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동양주의 담론이었다. 이러

한 담론중심의 연구는 김철을 필두로, 김예림3), 권명아, 차승기, 정종현 등의 

논의는 일제말기 문학담론 연구의 가장 포괄적인 연구물들이다. 권명아4)는 일

제말기 신문, 잡지 ,영화 등 다양한 텍스트를 원천으로 삼아 이 시기를 ‘파시즘’

의 공간으로 분석해 내고 있다. 권명아의 연구가 기존의 파시즘 논의와 변별점

이 있다면 일제말기 파시즘의 현실태들 (총후부인, 스파이, 애국청년, 남방지 

등)을 당대의 다양한 텍스트를 검토하여 ‘역사적 경험’으로서의 파시즘의 감각, 

심성에 접근하고자 한 점이다. 기존의 논의들이 파시즘 이데올로기의 사상적, 

심리적 차원의 이론적 논의들이었다면, 권명아의 연구는 파시즘의 표상 체계, 

집단의 역학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제말기 파시즘의 내적 동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내려는 방법론적 새로움을 추구하고, 자료적인 성실함을 보여준 성과물

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문학텍스트를 대상으로 삼기보다 포괄적인 문화연구에 

초점이 맞춰져서, 문학의 경계 안에 머무는 논의가 아니기에 1940년대 전반기 

문학연구에 주요한 참조점이 될 수는 있어도 문학연구의 직접적 해석틀이 되기

는 어렵다. 저자가 분석한 청년 담론, 여성담론의 결과물을 문학텍스트 분석에 

직접적으로 대입하게 되면 이데올로기 환원론적인 텍스트분석에 그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문학텍스트는 작가의 이데올로기적 의도를 배반하기도 하고, 내

2) 제국의 담론에 대한 수용/굴절/전유/폐기 등의 ‘흔적’을 찾아 제국의 담론과 일치되지 않는 목

소리, 혹은 텍스트의 무의식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3) 김예림의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소명출판, 2004)는 1930년대 후반기 근

대인식의 틀을 분석하는 가운데 ‘파시즘의 역사관은 데카당스의 상상체계를 극단화한’ 형태라

는 인식을 기반으로 파시즘 문학론의 한 요소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4) 권명아,『역사적 파시즘』, 책세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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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많은 균열과 모순점을 안고 있는 다층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담론

을 통해 텍스트를 들여다 보는 것은 텍스트 해석의 풍부함을 가져오는 방향이

어야지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문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원리

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균열’에 추후의 문학연구자들은 주목해야 한다.

   일제말기 탈식민주의와 동양주의담론에 대한 탐색은 정종현의 연구5)가 주목

할 만하다. 정종현은 식민주체의식이라는 이른바 ‘제국적 주체성(imperial 

subjectivity)’의 문제에 집중하였다. 정종현의 논의는 이 시기 주체 구성의 양

상이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저항/협력’이라는 이분법으로 해명하기는 어렵다는 

전제 아래서 출발한다. 민족과 반민족이라는 이항대립의 도식 위에서 전개되는 

‘친일문학’의 논의로는 조선에서 형성되었던 ‘제국적 주체’의 구성 과정과 그 특

징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은 최근 논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정종현은 ‘식민지-제국’을 배경으로 의사-제국주체를 욕망하며 구성된 이 

시기의 새로운 주체성을 제국적 주체성(imperial subjectivity)이라고 명명한다. 

정종현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의 시기6)를 식민지 후반기로 구분하고, 

이 시기 좌,우파 지식인들의 논리를 검토하여 의사-제국주체를 욕망한 ‘제국적 

주체’의 다양한 층위를 변별하며, ‘민족주체’와 ‘제국주체(colonizer)’로 균질화

할 수 없는 식민지 후반기 주체 구성 과정과 그 면모를 밝혔다. 정종현은 지배 

담론과 저항 담론이 서로 다른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더라는 인식 아래  ‘동양

5) 정종현「식민지 후반기(1937 - 1945) 한국문학에 나타난 동양론 연구」,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5.

6) 중일전쟁의 발발은 일본 지성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시마키 겐사쿠의 『재건』과 이시카와 

다쓰조의 「살아있는 병사들」(『중앙공론』, 1938.3)의 발매 금지.(전자는 3.15사건 이후 괴

멸한 농민운동의 수맥을 1932,3년 전후로 나누어 묘사한 작품. 후자는 중일전쟁의 잔혹함을 

묘사함), 미야모토 유리코, 나카노 시게하루, 도사카 준에 대한 집필 금지 조치. 그리고 1937

년 7월 잡지 『문학평론』 폐간, 콤ㆍ아카데미파 일제 검거(1937.7), 유물론 연구회 해산

(1937.12), 제1차 인민전선파 검거(1937.12), 독립작가구락부 해산(1938.1), 잡지 『인민문

고』 폐간(1938.1), 제2차 교수구락부 검거(1938.2) 등이 그것이다. 한편 히노 아시헤이의「보

리와 병사」(『改造』, 1938.8. 1938년 5월 4일부터 22일까지의 종군일기)의 문학적 성공으로 

히노 아시헤이라는 필명은 국민적 영웅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1938년 4월 히노 아

시헤이 즉 다마이 가쓰노리 하사는 서호(西湖)의 호반 항주에서 文藝春秋社 특파원인 고바야시 

히데오에게 아쿠타가와상 상품을 수령하게 된다. 이후「흙과 병사」(『文藝春秋』, 1938 .11), 

「꽃과 병사」(「아사히신문」, 1938.12) 등을 잇달아 발표하기 시작하고 그후 무수히 많은 

전쟁문학이 일반 저널리즘에 등장하였다.( 히라노 겐,『일본 쇼와문학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제3장 제1절 「중일전쟁과 문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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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라는 내재적 장 속에서 ‘제국적 주체’들이 지배 담론에 포섭되고, 그와 동

시에 이를 극복하려는 구상을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은 당대 일본에서 시작된 

‘동양론’을 조선의 지식인들(서인식, 김명식, 박치우, 인정식 등)이 어떻게 조선

의 문제로 전유하여 식민지 조선의 문제로 자기화했는가를 분석해 낸 부분이 

돋보인다. 한편으로는 제국 담론의 굴절, 혹은 전유의 지점들을 포착해 내기보

다 제국의 담론과 조선지식인들의 논의를 겹쳐읽기의 방식으로 접근해서 저자

의 문제의식을 온전하게 증명해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일제말기 문학 연구의 또 하나의 흐름은 이른바 ‘이중어 창작’에 대한 관심

을 들 수 있다. 김윤식을 필두로 하여 일제말기 이중어 창작에 대해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일제말기 일본어글쓰기’의 실체를 분석해 내고 있

다. 실제로 대부분의 작가들이 문학 수업을 일본어로 했고, 일본어 습작기를 거

쳤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본문학이 문학적 교양의 자양분으로 늘 존재하고 있었

다는 점에서 식민지 기간 내내 이중 언어에 따른 식민지적 정체성의 문제는 존

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공적 언어(국어)와 모어(민족어)의 분리 속에서 사

고와 창작활동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선어, 조선문학에 임하는 이들 작가

들의 의식이 모국어밖에는 염두에 두지 않는 작가들과 사뭇 달랐음은 짐작하고 

남음이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식민지 전반의 언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1940년대 전반기에 벌어진 작가들의 언어선택 문제는 이해되기 어려울 것7)이

라는 윤대석의 문제의식도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 속에서 언어를 이해하는 

기본 시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헤게모니어, 권위어에 대한 인식과 그 속에서 

조선어의 배치 문제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조선어만을 의식적으로 유지해 오려

던 조선 문단에 초래된 새로운 에크리튀르를 이해하는 큰 틀이 될 수 있다.8)

   다음으로 신체제 성립 이후 문학적 현상으로 두드러진 것은 이른바 『國民

文學』의 성립과 조선작가들의 일본어 창작의 본격화 과정이다. 그러므로 신체

제기 가장 두드러진 문학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國民文學』성립과 최재서 문

학에 대한 연구9)나, 일제말기 이광수10), 이태준11), 채만식12), 박태원13), 이효

7) 윤대석,「1940년대 ‘國民文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p. 2.

8)  이중 언어의 상황이란, 일본어가 제도적으로 강제된 국어일 뿐만 아니라 근대적 지식과 교양

에 대한 갈망, 그리고 사회적 진출이라는 욕망을 매개하는 언어로서의 지위가 뚜렷해진 상황이

자 식민지 근대의 심화과정이기도 하다.(이혜령,「언어= 네이션, 그 제유법의 긴박과 성찰 사

이」,『한국근대문학의 전환과 모색』, 깊은샘, 2007, p.263.)  

9) 박노현, ｢내선인과 國民文學: 신민족에 의한 신문학 고안의 기획｣, 한국어문학연구4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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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14)과 같은 기존 작가들이나 장혁주, 김사량15)과 같이 일본어창작으로 문단에 

  김예림, ｢‘동아’라는 시뮬라크르 혹은 그 접속자들의 문화이념- 1930년대 후반 최재서, ․백철의  

       문화론을 중심으로｣, 상허학보23, 상허학회 2008.

  신철하, ｢근대적 이성과 훼손된 지성- 전형기비평의 두 초상｣, 비평문학 29, 한국비평문학회,  

        2008 

  채호석,  ｢과도기의 사유와 ‘國民文學론’ - 1940년을 전후한 시기 최재서의 문학론 연구｣, 외  

        국문학연구16, 2004.

   박광현, ｢國民文學의 기획과 전망｣, 배달말, 2005.

   고봉준, ｢지성주의의 파탄과 國民文學론｣, 한국시학연구17, 한,국시학회, 2006.

   이진형, ｢소설, 서사시, 國民文學- 식민지 시기 최재서의 문학 정치학｣, 한국근대문학연구18,  

        2008. 

   이원동,「國民文學 좌담회 연구」,『어문논총』, 2008.

   김형섭,「國民文學의 서지 및 성격 고찰」,『일어일문학』, 2008.

   김윤식, 최제서의國民文學과 사토기요시교수, 역락 , 2009.

   고봉준,「전형기 비평의 논리와 國民文學론」,『한국현대문학연구』24, 2008.

   신지영,「國民文學 좌담회의 양가성과 발화게임」,『민족문학사연구』, 2009.

   정선태,「일제말기 國民文學과 새로운 국민의 상상」,『한국현대문학연구』, 2009.

   이혜진,「신체제 시기 최재서의 國民文學론」33,『정신문화연구』, 2010.

   전설영,「식민지 말기 國民文學론의 국민되기의 논리와 문학적 의미」,『사이』9, 2010.

   이원동,「완전한 존재를 향한 불가능한 꿈 國民文學론」,『어문논총』, 한국문학어문학회,      

        2010.

10)김미영,「이광수의 일본어소설의 국역본 연구」, 『우리말글』43, 2008.

    김경미,「1940년대 어문정책하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연구」,『한민족어문학』53, 2008.

    권동우,「식민지 조선의 ‘이중 언어’현실과 이광수의 글쓰기」,『어문학』108, 2010.

11) 방민호,「일제말기 이태준 단편 소설의 ‘사소설’ 양상」,『상허학보』, 깊은샘, 2005.

    배개화,「이태준의 전시체제 대응 방식- 천리에 방심하지 않기」,『한국현대문학연구』31,    

         2010.

    진영복,「네이션의 서사학과 낭만성 - 이태준의 「왕자호동」을 중심으로」,『대중서사연구』  

        15, 2006.

   정종현,「제국민족 담론의 경계와 식민지적 주체- 1940년대 이태준 ‘문학’에 나타난 혼종성」,  

       『상허학보』13, 2004.

12) 김흥기,「채만식 소설에 있어 ‘사소설’의 특성」,『한국문학이론과 비평』14, 2002.

    김지영,「저항에서 협력으로 가는 여정, 그 사이의 균열-1940년대 초기 채만식의 ‘글쓰기’를  

        중심으로」,『한국현대문학연구』26, 2008.

13) 한수영,「박태원 소설에서의 근대와 전통 -‘합리성’에 대한 인식과  ‘신체제론’」,『한국문학이  

         론과 비평』27, 2005.

   박진숙,「박태원의 통속소설과 시대의 ‘명랑성’」,『한국현대문학연구』27, 2009.

   홍혜원,「일제말기 소설과 탈식민성 -박태원, 한설야」,『현대소설연구』4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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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 작가의 이중어 글쓰기에 관한 연구, 그리고 그 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은 

『國民文學』에 작품을 발표한 군소작가군에 대한 연구들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16)  

   일제말기 텍스트분석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해 보자면 우선 김재용의『협력과 

저항』17)을 주목해야 한다. 김재용의 논의는 친일문학 연구의 본격화를 가져온 

논쟁적인 연구물이다. 저자는 임종국의『친일문학론』의 ‘친일문학’규정에 이의

를 재기하며 일제말기 작가와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친일문학의 조건과 범위를 

재정의했다. 김재용은 친일문학을 일제의 헤게모니적 지배에 대한 포섭, 당대 

작가들의 자발적 협력의 결과로 보았다. 그는 당대의 동양주의 담론이나 신체제 

이데올로기를 작품이 수용했다고 해서 이를 친일문학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친일문학의 준거를 보다 구체화한 형태로 제시한다. 그가 내세운 친일문학의 기

준이란 전쟁을 독려하는 문학, 일제의 황국신민화 논리를 충실히 따르는 문학이

14) 서재원,「일제말기 이효석 소설 연구」,『국제어문연구』47, 2009.

    오태영,「‘조선’ 로컬러티와 (탈)식민 상상력 - 이효석의 「화분」과 「벽공무학」을 중심으   

        로」,『사이』4 , 2008.

    오태영,「평양 토포필리아와 고도의 재장소화-이효석의 「은은한 빛」을 중심으로」, 상허학  

         보 28, 2010.

15) 이주미,「김사량 소설에 나타난 탈식민주의」,『현대소설연구』19, 2003. 

    김재용,「내선일체의 우회적 비판으로서의 김사량의 「天馬」」,『어문논총』40, 2004.

    이정숙,「김사량과 평양의 문학적 거리」,『국어국문학』145, 2007.

    전설영,「김사량 문학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8.

    곽형덕,「김사량의 일본어소설 생산과정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8, 2009.

    황호덕,「김사량의 「빛속으로」 일본어로 쓴다는 것」, 내일을 여는 역사 32, 2008.

    황호덕,「국어와 조선어 사이 -내선어의 존재론」,대동문화연구 58, 2007. 

    정윤길,「번역과 '풀속깊이'를 통해 본 포스트콜로니얼적 문화실천 비교연구」,『동서비교문학  

        저널』20, 2009. 

    김석희,「식민지인의 가책과 폭로의 구조 -<김사량 빛속으로> 를 중심으로」,『일어일문학연  

         구』71, 2009.

16) 또한 제국-식민지의 문제를 일본-조선의 한정된 틀을 벗어나 대만, 만주에 이르기까지 비교

문학사적 연구를 통해서 제국과 식민지 혹은 동아연대의 문제를 고찰해 보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어 일제말기 담론 연구에 많은 참조사항들을 제공받고 있다. (曾天富,「일제말기 

한국과 대만소설의 비교연구」, 인문과학, 1999. ; 송승석,「일제말기 타이완 일본어문학 연

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4. ; 고마고메 다케시,『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역사비

평사, 2008.)

17) 김재용,『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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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재용의 논의는 기존에 친일문학이라고 단정되었던 작가와 텍스트들을 되

살려 내고 협력과 비협력, 자발성과 비자발성 등의 기준으로 일본어로 쓰인 작

품, 당대 이데올로기가 드러난 모든 작품들이 친일문학이라는 규정을 반박하며 

새로운 준거 틀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준거를 가지고 실제 작품들을 분석

해 보면 여러 논쟁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저자가 제시한 친일의 요소는 해

석하는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텍스트에 ‘동

시에’ 기입되어 있는 여러 층위들, 중층되고 모순되는 텍스트들의 무의식들을 

단선적인 잣대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해석자는 해석의 지평에 

서서 텍스트의 무의식과 균열 그리고 말해지지 않은 것까지 회수해야 하기에 

김재용이 제시한 준거로 친일문학이라는 레테르를 작품에 붙이는 것은 이 시기 

문학작품에 또 다른 멍에를 씌울 위험에 노출된다.

   다음으로 윤대석의 연구가 주목을 요한다. 이 논문은 탈식민주주의 담론의 

양가성(ambivalence)이라는 개념으로 식민지인의 양가적인 정체성을 분석해냈

다. 이 논문은 “식민지 본국의 국민적 정체성으로도, 그리고 식민지 이후의 독

립국의 국민적 정체성으로도 흡수되지 않는 식민지 담론의 양가성을 포착하고 

그 양가성 사이에 벌어진 틈 속에 탈식민의 논리적 근거를 찾고"18) 있다. 저자

가 목표로 했듯 이 논문은 ‘민족적 정체성→일본적 정체성’이라는 도식을 세우

는 ‘친일문학’론과 견해를 달리한다. 또한 식민지인의 정체성이 일제가 만든 근

대 규율에 의해 구조화된다는 ‘파시즘문학론’19)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 이것은 

이 두 논리가 각각 상징하고 있는 ‘통합된 주체’와 ‘형성된 주체’라는 개념을 저

자가 거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그는 식민지 주체가 분열되어 있고 찢

겨져있다고 하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혼종적 주체’ 개념을 통해 이 시기의 

담론을 살펴본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당대 식민지인(colonized)의 담론이 주체의 

18) 윤대석,『식민지 國民文學론』,역락, 2006, p.161.

19) 1940년대 전반기의 문학을 어떻게 명명하는가도 논란의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친일 문학’ 혹

은 ‘암흑기 문학’이라는 명칭이 보편적이었으나(백철, 임종국, 송민호, 신희교 등), 90년대 말에 

들어와 새로이 ‘파시즘문학’이라 부르는 연구들도 생겨났다(김철·신형기 편,『문학속의 파시

즘』, 삼인, 2001). ‘친일문학’, ‘암흑기 문학’이라는 명칭이 민족이나 민족사를 가운데 두었을 

때 가능한 명칭이라면, ‘파시즘문학’은 세계사적 변동을 중요시 여기는 입장에서 가능한 명칭이

다. 민족주의적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파시즘 문학’을 주장하는 논자들의 논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김재용은 ‘친일파시즘문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김재용,『저항과 협력』, 소명출

판사, 2004.)



- 8 -

의지와는 무관하게 얼마나 식민자(colonizer)20)의 담론과 어긋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이 지점이 기존 연구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가 판단하는 이 작업의 가장 돋보이는 성과는『國民文學』소재 

일본어 작품들을 꼼꼼히 분석하며 일본어 글쓰기를 감행한 조선 작가들의 언어

적 전유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윤대석에 따르면 이

중 언어체계는 한 개인의 의식 혹은 무의식 속에 두 가지 언어가 섞여 들어와 

간섭 현상을 일으킬 때 가능한데, 두 언어가 대립, 병존하는 상황에서 작가가 

어느 한 쪽의 언어를 선택해서 쓰는 행위는 선택한 언어 구도 속에 자신을 편

입시키고 나머지 한쪽의 언어를 배제하는 일일 수 없다. 더군다나 식민지와 식

민지 본국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언어 선택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

는다. 이중 혹은 다중의 언어들은 동등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적 

언어와 부차적 언어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상황 가운데 문학 활동을 

하는 식민지 혹은 포스트 식민지 작가는 특권적 언어의 특권성을 폐기하고, 식

민지 본국의 언어를 비틀어서 사용하는 전유를 행하게 된다. 전유 행위는 타자

의 언어로 모어의 정신을 전달하려는 것으로서 일본어로 창작하면서도 로컬 컬

러나 지방성을 넘어선 조선의 특수성을 주장한 작가들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

타난다는 점이다. 피진이나 크레올 언어와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이 시기의 작

품은 포스트 콜로니얼 이론/비평에서 말하는 괄호치기나, 주석달기, 혹은 주석 

배제, 번역 불가능한 단어 제시, 모어의 문장구성, 음운, 리듬 등을 사용하는 포

스트 콜로니얼 일본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선인 작가의 일본어 

실력이 뛰어난지 않다는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의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사량 작품의 일본어 비틀기나 최병일 소설이 가진 ‘저항과 협

력이라는 논리를 가로지르는’ 서벌턴(subaltern)의 목소리들을 분석해 낸 지점

은 그간의 논문들이 이론의 층위에서만 제시한 것을 넘어서서 작품 분석을 통

해 입증해 낸 득의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國民文學』의 

20) 호미 바바의 양가성 개념에서 식민자 ‘colonizer’와 식민지인‘colonized ’는 각각 ‘식민지 지배

자’와 ‘식민지 피지배자’를 의미한다. 이 논문도 식민자/식민지인이라는 용어를 번역어로 쓰도

록 하겠다. 그 이유는 colonizer를 ‘식민자’, ‘식민지인’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영문학계에서

는 이 단어에 대한 번역어로서 ‘식민지 지배자’와 '식민자‘는 영어의 본래적 의미에서 능동적 

성격이 있는 반면에 식민지 피지배자는 수동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colonized'를 ‘식민지 피지

배자’라고 번역하지는 않는다. 호미 바바의 이론에서 식민지인의 능동적 모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피동적인 주체를 나타내는 ‘피지배자’를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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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모를 살펴본 선구적인 연구였던 만큼, 당시 『國民文學』지 외의 소설들의 존

재양상과 조선어 소설에 대해서는 동시적으로 고찰을 하고 있지 않아 1940년

대 전반기의 소설사의 전모나 그 속에서 위치지워진『國民文學』의 소설사적인 

평가의 시선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일본어 소설을 내지 문단에 발표하

면서도 동시에 조선어 소설들을 써냈던 김사량의 글쓰기 양상이나, 이효석, 유

진오 등의 이중어창작의 면모 중 조선어 창작에 대한 고찰이 병행적으로 제시

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논문이 목표로 하는 것이 『國民文學』이라는 문학적 

사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연구방향은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

을 『國民文學』의 무대로만 이해하게 하는 논의의 집중화를 야기했다.  1940

년대 전반기 조선 문단은 『國民文學』, 일본어 소설만이 가능했던 문학장은 아

니었다. 『國民文學』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문학적 국면이었지만 이를 통해

서 일제말기 문학을 총체적으로 재구해 낼 수 없다. 

   또한 윤대석의 『國民文學』론은 다루는 대상 작품들에 대한 문학적 가치평

가를 대부분내리지 않고 있다. 작품에 내재된 형식 미학적, 혹은 윤리적 가치평

가를 정지한 채, 식민지인의 심리적 양가성과 이중 언어 구사의 의미를 탐색하

고 있기에 문학논문이 갖는 작품비평이 많은 부분 배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고는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과 형식을 논한 다음 자리에서 1940년대 전반기 

소설들의 "문학성"의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이때의 "문학성"이란 문학의 형

식미학적 완성도라기보다 문학의 가치인 문학의 윤리의 문제이다. 식민지 언어

의 분석과 아울러 윤리성이라는 가치항을 중심으로 유의미한 작품들을 분석해 

내어 1940년대 전반기 소설사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작가, 작품들을 조명하

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물론 이 시기 문학텍스트를 대상으로 내용적 분석을 보여준 연구로 한민주

의 논의21)를 언급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일제말기, 주로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발표된 중·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파시즘의 낭만주의적 창작방식을 탐구하

고 있다. 백철의 『전망』(1940), 유진오의 『우수의 뜰』(1940), 정비석의 

『청춘의 윤리』(1942)를 ‘청춘예찬과 재생의 논리’의 구현으로, 이광수의 『진

정 마음이 만서야 말로』(1940), 채만식의『냉동어』(1940), 이효석의 『벽공

무한』(1940)을 ‘연애, 결혼의 낭만화와 동화의 논리’로, 이광수의 『봄의 노

21) 한민주,『낭만의 테러- 파시스트문학과 유토피아적 충동』, 푸른사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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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1941), 이기영의 『처녀지』(1944), 채만식의 『여인전기』(1944~45), 이

무영의『향가』(1943)를 ‘남성적 우정의 고결함과 결속의 논리’로, 이태준의 

『청춘무성』(1940),『별은 창마다』(1942),『행복에의 흰 손들』(1943)을 ‘여

성적 문화사업의 이상화와 건설의 논리’로 대상 텍스트를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

다. 한민주는 파시즘의 대중 소설적 재현에 중점을 두어 일제말기 소설에 나타

난 ‘청춘’, ‘젊음’의 의미가 당대 전시체제라는 역사적 컨텍스트 안에서 작동하

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고찰했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파

시즘의 논리들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 문학텍스트 분석이

라는 기본에 충실한 논문이지만 1940년대 전반기 ‘중,장편의 대중소설’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행해진 분석이라 이 시기 문학장의 전반적인 면모를 총체적으

로 설명해내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텍스트란 분열적이고, 다층적인 목

소리가 내재된 것이기 마련인데 자칫 단순화된 이데올로기의 발현으로 작품들

을 배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오히려 작가의 의식적인 배치를 미끄러져

가는 텍스트의 잡음들을 포착해 나가며 이 시기 작품들을 분석해 내는 데에 중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배담론의 구현체로서의 텍스트가 아닌 그것을 비껴나

가고 있는 텍스트의 균열을 포착하는 것이 연구자의  몫일 터이다. 

   가장 최근의 일제말기 문학에 대한 포괄적인, 그리고 텍스트지향적인 연구 

성과로는 방민호의 저작이 있다. 저자의 지속적인 일제말 작가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모은『일제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는 박태원, 이효석, 이광수, 

김남천의 일제말기 문제적 작품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돋보이는 저작이다. 특히 

김남천의 「등불」론이나 박태원의「자화상」연작에 대한 분석, 그리고 '1940

년대 경성, 제국의 황혼, 절망적 저항의 데카당스'는 문학사회학과 텍스트지향적 

독법이 조우하여 텍스트 깊이 읽기가 빛을 발하는 대목이다. 저자가 강조하는 

텍스트의 심층적 읽기와 텍스트에 은폐되어 있는 작가의 정신적 긴장감과 윤리

성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시대와 텍스트의 중층적 읽기를 성공적으로 수

행하고 있다. 개별 작가와 작품에 대한 폭넓은 독해와 시대읽기가 가능하지 않

으면 훌륭히 완수될 수 없는 분석이기에 저자가 구사한 상호텍스트적인 읽기와 

징후적 텍스트 겹쳐읽기는 한국문학에 대한 오랜 탐색과 역량이 부족하다면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난한 작업이다. 본고가 일제말기 작가들의 사소

설적 경향의 소설의 의미와 일제말기 한국어 소설의 중요성에 주목한 것도 저

자의 연구에서 시사받은 바가 크다. 그러나 저자가 총론으로 제시한 '일제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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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인들의 대일 협력 유형과 의미'라는 일제말기 문학의 연구방법론에서 '문학 

매체로서 일본어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일종의 체제 협력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는 전제에 본고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일

제말기 조선문인이 일어소설을 썼다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평가를 가진 입장에

서는 '김사량의 「물오리섬」과 「천마」와 같은 우수한 작품이 일본어로 쓰여

졌다는 것이 1940년대 한국문학의 불행'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22) 저자의 견

해에 따르면 당시 문인의 언어선택은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선택의 문제이고, 그 

시점에 일본어로 썼다는 것 자체가 대일협력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일제말기 조선 작가의 일어창작의 동기와 창작의 실제가 저자의 판단과 

같이 단일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한다. 물론 조선 문단의 일본어 창작은 일본어가 

조선의 '국어'로 강제된 것과 병행한 정치적인 문제이고, 많은 작가들이 대일협

력적인 실천 혹은 포즈로 일어창작을 실천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김사량, 이효석, 유진오, 한설야, 임순득 등의 일본어 작품들은 오히려 

일제말기 신체제담론을 넘어서려는 내적 욕망이 발현된 작품들이지 체제순응적

인 작품들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들 작가들의 일본어 작품들이야말로 저자가 

강조한 심층적 텍스트읽기를 통해 식민지 작가의 이중어글쓰기 속에 내재한 욕

망과 문학의 윤리감각을 읽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작가들은 『國民文學』

을 통해 일본어 작품을 발표하기보다는 일본 문단의 매체를 통해 작품들을 발

표해 나갔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들의 일본어 소설들은 조선 

내부의 독자들이 아니라 내지인과 조선의 문인과 지식인을 향한 발화였다. 일본 

문단에 데뷔를 해서 일본어 창작의 극점을 보여준 김사량 같은 작가가 기본적

으로 조선어를 원천언어로 삼고, 자신의 일본어 창작을 문학적 수신자를 고려한 

언어적 선택이라 표명하였음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일

군의 작가들의 일본어 글쓰기는 오히려 '國民文學'류의 국책적 글쓰기에 함몰되

지 않고, 일본인이라는 독자를 상정하여 경직된 정세 속에서도 최대한의 목소리

를 내기 위한 글쓰기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국의 이데올로기는 변

방으로 갈수록 더욱 경직되고, 강화되어간다는 상식이 문단에서도 통용되고 있

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의 일본어 글쓰기가 갖는 의미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식민제국 본국의 언어로, 그리고 그 매체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22) 방민호,『일제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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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하기가 오히려 피식민지인에겐 일말의 표현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공간

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 개별자로서의 작가가 식

민지 전체를 대변한다는 작가적 사명감 때문에 창작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았지만23) 적어도 일본어글쓰기의 윤리성을 문제 삼는다면 이들 작

가들의 일본어 작품들이 비윤리적이라 단언할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

로 본고는 저자의 전제와 달리 일제말기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한국어 

창작으로 한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존의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일본

어 글쓰기라는 형식이 작품의 윤리성과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긴장관계를 형성

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기존 연구들의 문제의식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총체적인 관

점에서 1940년대 전반기 문학을 복원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1940년대 전반

기 문학연구가 담론적 차원에 치우쳐 정치장에 종속된 문학장의 가시적 변화에

만 초점을 맞췄다면 본고는 정치장과 문학장의 조우가 빚어낸 문학장 내부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고찰해 볼 것이다.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은 조선 문단의 

‘작가-됨’의 근본문제를 제기한다. 일본어로 쓴다는 것은, 총체적인 차원에서 문

학적 인정의 구조, 작가 자신으로부터 동료작가, 일반 ‘독자’에 이르는 주체-타

자에 대한 작가적 태도의 개변을 요구하는 것이다. 독자의 변경은 작가가 처한 

시, 공간의 사건성과 그 사건성을 직조하는 기표들의 연쇄를 마음껏 풀어 낼 수

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선 문단의 축소에 따라 작가의 무의식 속에 

상정된 독자의 개념도 어떠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의 징후들은 

작품 속에 구조화되기도 한다. 본고는 독자의 존재야말로 ‘사회적 현상’으로서 

문학의 가장 최종적인 심급24)이라는 전제하에 일제말기 작가로서의 자기인식이 

구축된 기성작가들에게 정치적, 혹은 문단 내부적 변화는 어떻게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창작에 간섭했는가를 1940년대 전반기 문학

장의 구조를 분석하며 고찰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문학어(에크리튀르)에 대한 검토이다. 기존의 많은 논의들이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을 단순히 이중 언어적 상황에만 주목하여 조선어창작/

23) 본고는 김사량이 조선적인 것들을 재현하려는 강박을 가진 작품들이 오히려 문학적으로 실패

하였음을 본론에서 논의할 것이다.

24) 천정환,「일제말기의 작가의식과 ‘나’의 형상화-일본어 소설쓰기의 문화정치학 재론」, 현대

소설연구43, 2010,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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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창작이라는 단순한 언어선택의 문제로 논의가 그쳐 있다면 본고는 두 언어

의 침투양상과 실제로 그것이 빚어내는 소설적 의미망, 그리고 일본어와 조선어

가 혼종된 현실언어 상황을 작가가 실제 작품창작에서 소설어로서 어떻게 직조

해 나갔는지를 구체적인 작품 분석들을 통해 고찰해 볼 것이다. 일제말기 작가

들의 일본어 글쓰기를 논하려고 할 때는 그들이 구사하는 일본어의 구체적인 

양상과, 조선(조선적인 것)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가

장 기본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일본어 글쓰기에 대한 연구는 

작품들이 드러내는 주제나 내용에 집중되어, 이중어 글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실제 작가들이 부딪치는 창작의 고충과 그로 인해 빚어진 글쓰기의 형식, 그

리고 이중어 작가들의 언어적 전유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중어 작가들의 작품, 혹은 디아스포라 문

학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바로 이중 언어의 간섭과 혼재양상들이다. 더구나 

일제말기 작가들이 일본어 창작을 본격화하려고 해도 그들이 묘사하는 것은 조

선어,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므로 이는 일종의 문화 번역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고가 흥미롭게 다루고하자 하는 것은 문화간 번역, 또는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해 낼 때 어떠한 단어들과 문장들을 번역하지 않은 채 본래적 

형태로 드러내는가 하는 구체어들에 대한 분석도 포함된다. 번역하지 않은, 혹

은 번역되지 않은 단어와 어구들은 문화의 번역불가능성을 드러내는 표지이며, 

작가의 언어에 대한 자의식이 가장 명징하게 포착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1940년대 전반기 소설의 윤리성에 대해 문학가치론적인 

평가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은 친일논리에 함몰되어 

오히려 문학윤리적인 가치가 자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탐색할 가치가 없는 공간

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자칫하면 대일협력의 단죄나 파시즘의 악덕

을 규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자

명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의 자율적인 윤리의 문제로 이 시기 작품들의 

가치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때의 윤리성이란 대일협력의 유무라는 단

일한 윤리적 잣대가 아니다. 작품에 내재된 긴장으로서의 윤리성, 데리다가 말

한 '어떠한 법칙도 없는 곳에서만 존재하는 윤리학'으로서의 윤리성이다. 윤리는 

공동체 내부의 사고에 대해 의심해 보는 데서 시작되고( 가라타니 고진) 자유란 

다른 데에 원인이 없고 순수하게 자발적, 자율적(칸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

약 개인이 공동체의 규범(도덕)에 따른다면 그것은 타율적이지 자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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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전반기 문학의 윤리성이 중요한 이유는 문학의 공적 기능이 강화되

면서 표면적으로 문학의 공리성이 어느 시기보다 강화되었던 시기이다. 그러나 

정작 이 시기 문학은 진정한 의미의 문학적 윤리성의 탐구가 봉쇄되었기에 작

가의 윤리적 모색과 그 긴장감이 어느 시기보다 텍스트의 저층에 강렬하게 응

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소설적 문법이 보다 비의적이고 심층적일 

수밖에 없고, 문학연구자들은 이러한 텍스트에 담긴 행간을 읽어 내고, 중층적 

읽기를 감행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시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선 신체제 성립 이후 문학장25)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문학내부를 들여다 보기 앞서서 문학장(문학제도)이 어떻게 재편되고, 다른 장

과의 영향관계를 주고받았는지를 고찰해 보는 것이 개별 작가들이 서 있는 창

작의 국면과 작품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20

년대 초에 형성된 ‘조선 문단’이라는 문학장은 내부의 다양한 문학적 집단과 성

25)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학은 그 자체가 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간주되는 텍

스트들이 문학이다. 이것은 문학이 단순히 언어적, 미적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행위임

을 뜻한다. ‘문학성 Literarizitä’의 규정은, 다시 말해 어떤 것이 문학적이고 어떤 것이 문학적

이 아닌가의 문제는, 초월적이며 보편적인 가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집단이 

특정의 문학적 가치를 상정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제도화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집

단적, 제도적, 사회적 생산물로 문학개념을 정초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여러 사회집단 혹은 

제도들이 문학적 기득권을 선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하나의 장(場), 하나의 사회적 공간이 전제

되어야 한다. 여러 행위자들 Akteure과 제도들이 벌이는 경쟁과 대립 그리고 투쟁의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 피에르 부르디외 Pierre Bourdieu는 ‘문학장 literarisches Feld’이라는 개념을 

그리고 니클라스 루만 Niklas Luhmann과 지그프리드 슈미트 Siegfried Schmidt는 ‘문학시스

템 Literatursystem’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부르디외는 문학적 생산과 재생산 그

리고 그것들의 문화적 정당화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구별짓기 soziale Distinktion’와 

문학장의 구조 (혹은 구성)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대부분의 (문학)사회학자들처럼 부르디외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작품’이나 천재성과 주관성에 입각한 ‘작가’ 개념을 배격한다. 그의 문학개

념은 서두에서 밝힌 문학의 정의와 같이 ‘실제적 pragmatisch’이다. 즉 문학작품은 가치부여를 

통해 문학작품으로 규정되는데, 이 가치부여는 미적 생산물의 사회적, 계급적 구분을 뜻한다." 

(라영균,「문학장과 문학성」,『외국문학연구』17, 2004,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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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헤게모니 투쟁 아래 ‘조선어 글쓰기’라는 상징자본을 축적하며 ‘우리말 지

향의 에크리튀르’26)를 형성, 유지해 왔다. 김윤식이 ‘순조선어 창작은 1920년대 

문학가들이 가진 일종의 강박이었다’고 설명할 정도로 조선 문단의 순조선어 창

작은 다분히 조선 문단이 의식적으로 지향해 나간 에크리튀르였다. 다시 말해 

신체제 이전까지는 조선문학의 작가-독자라는 문학장27)이 ‘민족적 감수성의 장

소’로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일제말기『人文評論』,『文章』과 같이 자신의 

아비투스(habitus)28)를 드러내는 문예지라는 문학적 성소가 사라진 후 일단 자

율적 문학장은 붕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장의 변화를 다른 방식으로 기술해 본다면 신체제 성립 이후 의

식적으로 실천되어 왔던 우리말 지향 글쓰기의 장이 붕괴되고 새로운 문학어의 

에크리튀르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새로운 문학장에서, 두드러진 문학

적 사건은 『國民文學』의 창간이고 이에 따라 일본 문단의 지방(local)이 된 

조선 문단의 ‘국어창작’의 적극적 실천이다. 그러나 『國民文學』은 1940년대 

26) ‘순종조선어 에크리튀르’라는 용어로도 포현할 수 있지만, 순종조선어 에크리튀르라는 개념은 

대타항으로 혼종 조선어 에크리튀르라는 개념을 환기하기에, 언어의 본래적 혼종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말 지향 에크리튀르’라는 말이 보다 명확한 개념이라 판단하였다.

27) "장이란 위치들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들(지배나 종석, 보충이나 적대성)의 그물이다. (중략) 

각각의 위치는 그의 다른 위치들과의 객관적 관계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의된다. (부르디외, 하

태환 옮김, 『예술의 규칙-문학장의 기원과 구조』, 동문선, 1999, p.305)

28) 문학장의 경우, 아비투스는 특정 문학적 가치나 문학행위자의 위치 (문학장 내의 계급적, 미

학적 위치)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아비투스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뿐 아

니라 개인의 성별 및 계층별 사회화를 장려하는 매개역할도 한다.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문학규

범이나 가치를 체득하는 것은 ‘문학적 사회화literarische Sozialization’를 뜻한다. 사회화가 한 

사회의 규범과 관습을 습득하는 과정이라면 문학적 사회화는 개인이 소속된 사회의 공준된 문

학가치, 즉 아비투스를 습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비투스는 개인의 문학적 사회화를 도

모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문학장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아비투스를 

가진 개인을 필요로 한다. (라영균, 위의 논문, p.181) 학력자본과 혈통자본의 차이에 따라 문

화를 향수하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고, 어떤 예술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개인의 

아비투스가 각각의 성향의 차이에 따라 분류해내려는 실천들을 발생시키는 원리라는 것을 예

증해 준다. 그래서 상이한 생활조건은 상이한 아비투스를 생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이한 아

비투스에 의해 생성된 실천은 차별적 격차 체계의 형태로 생활조건 안에 객관적으로 각인된다. 

계급 조건에 내재해 있는 자유와 필요, 그리고 위치를 구성하는 차이를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실천-발생체계로서의 아비투스는 각 조건의 차이가 분류되는 동시에 그 차이를 분류하는 실천

들 간의 차이의 형태로 포착하고 파악한다. (부르디외, 최종철 역,『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2005,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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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장의 변경에 의해 촉발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일 뿐, 이에 대한 부각으로만

은 1940년대 전반기 조선문학의 존재 양상을 오롯이 설명해 낼 수 없다.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을 『國民文學』에만 집중하면서 ‘국책적 일본어 글쓰

기’의 공간으로만 단정한다면 이 시기 작가들이 보여준 다양한 글쓰기의 정치

적, 나아가 문학적 의미망을 놓치기 쉽다. 이러한 논리대로 본다면 이 시기 문

학은 단지 신체제 이데올로기를 전달해 주는 논설과 선동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 시기 텍스트들을 접해보면 국책적 주제로 봉합된 작품의 이면

에는 불쑥불쑥 드러나는 일탈의 움직임과 작가의 육성, 혹은 작가의 의식을 배

반하는 무의식들을 마주하게 된다.

   주지하듯 문학장은 하나의 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권력이 일방적이

고 전일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은 아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29) 문학장은 하나의 

문학 작품 속에 구성되어 있는 사회(사회적인 권력의 장)를 의미하는 것임과 동

시에 문학이 ‘문학’으로 규정되게 하는 장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권력의 관계들을 문학장은 반영하면서, 또한 문학이라는 

제도적 공간 속에서 상징자본을 둘러싼 투쟁의 공간이다.30) 상징적 자본은 경

제적, 정치적 자본과 다른 특수성이 있지만 권력의 장에 지배받는 위치에 놓이

게 된다. 왜냐하면 지배계급들의 지배적 면면들과 비교해 보면 문화의 장은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제적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문학의 

장은 권력의 장 내에서 지배받고 있지만 그것의 경제적, 정치적 결정들과 관련

해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31)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은 

29) 부르디외에 따르면 문학과 예술의 장은 권력의 장에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배계급들의 장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과 예술의 장은 권력의 장 

안에 포함되지만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권력장의 위계질서의 원칙과 관련해서 상대적인 자율성

을 가진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이중의 위계질서의 장소이다. 권력의 장을 정당하게 만드는 원

칙은 경제적 혹은 정치적 자본을 소유하는가에 달려있다. 문화의 장은 권력의 장 내에 위치하

는데, 왜냐하면 문화의 장이라는 것이 고도의 상징적인 자본(학문적 문화적 자본)의 형태를 소

유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징적 자본은 경제적, 정치적 자본과 다른 특수성이 있지만 권력의 장

에 지배받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부르디외, 위의 책, p.38)

30) 채호석,「검열과 문학장 - 1930년대 후반 한국문학에서의 검열과 문학장의 관계양상」,『외

국문학연구』27, 2007, p.313.

31) 문학은 더 이상 추상적 담론이 아닌, 고유의 언어적 자산 혹은 문학성이라는 상징자본을 통해 

사회적 헤게모니를 구축해야 하는 사회의 실체적, 구조적 장이 된 것이다. 그래서 문학장은 절

대적으로 사회의 하위장이다. 문학장의 모든 요소가 사회적이다. 저작권, 출판사와의,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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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분석에 있어 특히나 텍스트를 둘러싼 문학환경을 작품 해석에 가장 중

요한 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시기이다. 작품이 말할 수 없는 것, 둘러서 말하는 

것 등 금기의 언어가 많아지고, 작가 자신도 이를 어떤 시기보다도 의식했던 시

기이다. 이미 작가에게 내면화된 검열의 문제32)도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더욱

더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신체제 이후 문학장은 부르디외가 분석한 일반적인 권

력의 장내의 문학장의 위치와 자율성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정치의 장이 

모든 분야를 압도하게 된다.『國民文學』 말기 최재서의 ‘받들어 모시는 문학

(まつろふ文學)33)’(『國民文學』, 1944.4)과 같은 상징적인 글이 시사하듯 문화, 

그것에 하위범주에 해당하는 문학은 신체제 이데올로기 실천의 선봉장이 되어

야 하는 책무를 떠맡게 되었다. 문학 바깥으로부터34) 예술과 오락의 전시 동원

작가들과의 관계 등등, 뿐만 아니라 글쓰기나 그 형식까지도. 심지어 문체 하나를 이해하기 위

해서도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학권력 역시도 결국 사회로부터 생

성되는 것이다. 부르디외는 예술을 신비의 허공으로부터 실체의, 실용의 ‘장 champ’으로 끌어

내린다. 부르디외의 논리에 따르면 사회는, 엄밀히 말해, 사회공간은 다양한 장, 예컨대 경제장, 

문화장 등의 하위공간들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 하위공간인 다양한 장들은 서로 경쟁적인 세

력관계로 얽혀 실체적인 힘 내지 권력의 구조체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장은, 각 장 고유의 원

리적인 규칙을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계급, 집단, 개인들의 내적, 외적 투쟁 공간이다. 각 장들

은 내적인 투쟁과 동시에, 각기의 고유한 헤게모니를 위해 상호 외적인 투쟁을 반복한다. 이렇

게 실체적 분석이 가능한 실용적 개념인 ‘장’의 구조적 논리는 예술이 이상이 아니라 현실임을, 

단독이 아니라 관계임을, 영감이 아니라 전략임을, 보편이 아니라 상대임을 밝히며 예술을, 마

찬가지로 문학을, 부르디외의 개념을 따르면, 문학장을(일반적으로 법적 코드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의 다양한 장들과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 속에 던져 놓는다.

32) 이에 대해서는 채호석의 「검열과 문학장」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33) 『國民文學』의 최재서 글 중 가장 적극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국책문학을 선동한 글로 평가

받고 있다. 창씨개명의 변(辯)을 함축하고 있는 이 글에서 최재서는 오랫동안 자신이 간직해 

왔던 질문에 다시 꺼낸다. 그것은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

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요약된다. 이 대목에서 그는 그것이 “지성적인 이해나 이론적인 조

작”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자인(自認)하고 천황이라는 일본 파시즘의 상징을 받아들

인다. 신념이란 자기 확신이며, 그런 한에서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이다. 이 대목

에서 그는 정체성이 (대)타자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 다시 말해 인정의 주체와 인정의 대

상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이진형,「소설, 서사시, 國民文學 - 식민

지 시기 최재서의 문학 정치학」, 한국근대문학연구18, 2010, p.20.) 

34) 예술과 오락은 전쟁과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되었고, 지금까지의 예술과 오락은 실재로 그런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혹은 영리만 추구하지 않고 국가적 역할  

 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전쟁에서는 예술도 오락도 군수품이다. 혹은 무기이거나  

 혹은 선무용품(≒선전용품)이다. 이 점을 자각하고 국가적인 선에 따라 활동할 때 시작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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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골적으로 요구되고, 언론과 문장의 전시동원이 조선 문단의 책무로 주어진 

것이다.

   문학과 정치의 관계는 물론 이 시기 제기된 특수한 문제설정이 아니다. 조선

의 근대문학은 1920-30년대 카프문학을 통과하며 문학과 정치성의 긴장 관계

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그러나 1930년대 문학과 정치의 관계에서 정치에 복속

하고자 하였던 사회주의 문학은 정치적 권력에 대응하는 반권력이었지만35),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는 오히려 위로부터 요구되는 과도한 문학의 정치성

에 문학은 동원되어야 하는 양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카프문학의 정치성이란 

작가의 신념으로서의 정치성을 문학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는 방향이었다면 신

체제 이후의 문학의 정치성이란 위로부터의 정치적 요구에 순응, 혹은 응답해야 

하는 형국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제 이후에 드러나는 문학적 현상은 특별

한 해석을 요구하게 된다. 예컨대 1920-30년대에는 사회적 관계망을 차단하고 

개인의 내면에만 몰두하여 정치성이 결여된 형식이라 평가받던 이른바 사소설

적 글쓰기(자기지시적 글쓰기)가 신체제 이후의 문학장 속에서는 오히려 정치

적, 반권력적 글쓰기로 평가받을 수 있다. 랑시에르식으로 말하자면 문학이 현

실정치의 개입으로 인해 현실의 정치성의 임무를 떠맡았을 때 문학의 정치성은 

사상되고, 오히려 비정치적인 문학의 정치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본고가 1940

년대 전반기 기성작가들의 이른바 사소설적 글쓰기에 주목하는 것도 이러한 맥

락에서이다.

   1940년대 문학장의 구조를 파악한 뒤 비로소 문학텍스트로 눈을 돌려 보면 

가장 문제적인 것이 바로 소설어로서의 에크리튀르이다. '에크리튀르écriture'라 

함은 문학비평에서 데리다의 에크리튀르 논의를 떠올리기 쉽지만 본고는 롤랑

바르트의 에크리튀르의 개념이 1940년대 문학장 속에서 소설어를 규명하는 데 

유효한 개념이라 판단하여 차용한 용어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사고나 경험의 양

식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지면 그

에 따라 사고나 경험의 양식도 변하게 된다. 우리가 모국어를 자유롭게 쓰고 있

전쟁에 대해 존재 이유를 획득할 것이다.”(89) 언론과 문장의 전시 동원이다. 언론이 자유 비

판의 도구였던 것은 오래 전 미영의 자유주의 문화에 심취해 있을 때 이야기다. 오늘날 언론과 

문장은 국가의 목적 수행을 위해, 즉 조국의 정의를 안팎으로 선양하고 전시 국민의 계발에 힘

쓰는 데 사용되어야 한 다.( 矢鍋永三郞(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장), 新時代 (1942.1) 참조)

35) 채호석,「검열과 문학장 - 1930년대 후반 한국문학에서의 검열과 문학장의 관계양상」,『외

국문학연구』27, 2007 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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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믿을 때에도 언어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에 따라 운용된다. 이 보이지 않는 규칙에 두 종류가 있는데 랑그(langue)

와 스타일(style)이 그것이다. 랑그는 어느 시대의 글을 쓰는 사람 전원에 의해 

공유되는 규칙과 습관의 집합체이다. 그런 의미에서 랑그는 외부로부터의 규제

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가 무엇인가 말할 때 언어의 운용을 내부에서 규제

하는 것들이 있다. 즉 개인적인 언어감각이라 할 수 있다.  바르트는 랑그는 외

부, 스타일은 내부라는 두 종류의 보이지 않는 규칙이 우리의 언어 사용을 규제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우리의 언어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제 3의 규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크리튀르'이다. 우리는 랑그나 스

타일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국어의 내부에서 태어나 생득적인 언어 감

각이 각인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 그 종류를 선택할 수 있

다. 이때의 '언어 사용'이 에크리튀르이다. 스타일은 개인적인 선호이지만 에크

리튀르는 집단적으로 선택되고 실천되는 선호이다.36) 우리는 자기가 속한 집단

이나 사회적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지엽적인 언어 사용을 선택한다. 그리고 일

단 어떤 어법(에크리튀르)를 선택한 순간 자기가 선택한 어법이 강요하는 '형태'

로 말하게 된다. 아저씨의 에크르튀르, 교사의 에크르튀르 등 언어사용은 본래 

그 삶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에크르튀르의 죄수'이다.37)

   그렇다면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 속에서 에크리튀르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일차적으로는 일본어 글쓰기라는 새로운 창작 국면 때문

이지만, 본고가 이에 앞서 주목하고자 한 것은 조선어 소설 자체의 에크리튀르 

문제이다. 식민 기간이 길어지고, 심화됨에 따라 식민 본국과의 교류 혹은 일본

어 자체의 보급, 그리고 식민제국 문화의 유입에 따라 이중어 공간이 이미 현실 

속에 펼쳐져 있었고 작가는 현실재현이라는 측면에서 조선어 속에 일본어의 개

입을 소설어로서 반영해야 했다. 말하자면 현실언어의 조선어/일본어의 뒤섞임

을 외면한 ‘순종조선어 글쓰기’는 이미 현실재현의 과제를 방기한 조선어에 순

직하는 글쓰기였다. 더구나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는 사상어, 문화어로서의 언어

적 헤게모니를 이미 획득하고 있었다.38) 그러므로 소설어와 같이 현실의 언어

36) 롤랑 바르트, 김웅권 역,『글쓰기의 영도』, 동문선, 2007,pp.15-22 참조. 

37) 우치다 타츠르, 이경덕 역,『푸코, 바르르, 레비스트로, 라캉 쉽게 읽기』, 갈라파고스. 2010 

바르트편 참조.

38) 1940년의 경성을 지배하는 ‘소리’는 고쿠고(國語)이지만, 그 무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고쿠고’

라기보다는 ‘조선어 이상의 언어’, 식민어가 아닌 여타의 제국어에 대한 뒤틀린 욕구들이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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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수해야 할 경우 일본어의 개입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이기도 했으며, 문어와 구어를 구별짓는 새로운 문학어의 길을 개척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굳이 본격적인 일본어 창작을 실천한 작가가 아니라 하더

라도 박태원과 김동리의 경우와 같이 작품에 상당 부분 일본어 대화의 삽입은 

현실 재현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일본어로 주고 받는 지식인과 카

페여급의 대화라든지 지식인들 사이에서 불쑥불쑥 개입되는 일본어를 어떻게 

재현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제 창작에 임하는 작가에겐 있어서 결코 사소

한 문제가 아니다. 

   요컨대 일제말기 일본어 창작이 강제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1930년대 이후 특히 193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근대적 문물과 상품의 기표

로서의 일본어의 개입이 증가하고, 일본인과의 교섭도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현

실 반영의 차원에서도 조선어 소설은 일본어를 문학어의 한 축으로 삼아야했다. 

다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본어를 그대로 노출하고 이에 대해 괄호치기방식으

로 조선어 해석을 달아 둘 것인가 아니면 일본어를 조선어로 번역하여 보여 줄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1930년대 중반기까지는 실제 대화상의 일본어를 조선어

로 번역하여 보여주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이

러한 순종조선어의 에크리튀르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고, 해석이 달리지 않은 

일본어 음역 자체가  문장 수준 이상으로 적극 개입하는 국면에까지 이르게 된

다. 이광수의 『그들의 사랑』,『봄의 노래』와 같은 텍스트는 조선어 작품에 

일본어가 문자적 차원에서까지 전면적으로 개입해 들어오는 대표적인 혼종의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은 조선어창작 / 일본

어 창작의 양갈래의 선택만이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어창작에 있어서도 이

미 현실에 기입된 일본어를 어떠한 소설어의 에크리튀르로 재현해 낼 것인가의 

문제가 조선인 작가가 자신의 작품 속에서 해결해 내야 하는 문제였다. 카페 여

급이나 지식인 혹은 일어 사용자들이 통상으로 쓰는 일본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순종조선어 글쓰기의 합의가 사라진 조선 문단에서 작가가 맞닥뜨려야 

할 창작의 실제 국면이었고, 이를 돌파하는 개별 작가들의 글쓰기가 어느새 

대의 몇몇 고쿠고 소설들에는 허다한 러시아어, 독일어, 영어, 라틴어, 프랑스어 따위의 소위 

세계어들이 등장하는 한편, 그 반대 위치의 계급어 피식민어로서 조선어와 중국어가 배치되고 

있다1)는 황호덕의 분석은 일제말 문학어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참조점이 된다. (황

호덕,「국어와 조선어 사이」,『대동문화연구』, 2007,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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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전반기 새로운 소설어의 에크리튀르로 나타났다.  

   이는 반대로 일본어글쓰기의 측면에서도 똑같이 제기되는 문제이다. 조선인 

작가가 일본어로 글을 쓴다고 해도 그가 재현하는 현실이란 대부분 조선의, 조

선인의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조선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와중에 내지 작가와

는 다른 문화의 격차, 소설적 기표에 대한 부차적 설명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

로 같은 일본어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독자가 가진 조선문화의 이해정도에 따라 

글쓰기 양상은 달라진다. 예컨대 『國民文學』에 실린 조선 작가의 일본어작품

들은 작가가 구사하는 것들에 대한 상세한 부연설명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 그

러나 일본문예지나 단행본으로 출판된 작품들에는 조선적인 것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많이 뒤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무엇에 기인하는 것일까?  당연

히 독자에 대한 고려이다. 『國民文學』,『東洋之光』과 같은 잡지는 소수의 일

본인 독자와 다수의 조선인 독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가 주석

을 많이 달고 있지 않다. 하지만『文藝』,『文學界』와 같은 매체는 주된 독자

층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조선적 기호에 대한 설명이 많이 첨부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표 읽기의 측면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고유명사의 조선식 발음에 

대한 루비 달기의 유무도 이런 맥락에서 첨가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본고가 주목한 것은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에서의 윤리성의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이란 애초부터 작가의 윤리적 탐

색이 봉쇄되어 있던 시기였다. 1940년대 전반기라 함은 위로부터의 강력한 이

데올로기가 문학 밖(위)에서부터 주어진 시기이고, 작가란 텍스트를 통해 ‘어떻

게 살아야 하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제담론이 제공한 황민의 삶을 

‘어떻게 충실히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뤄야 했기에 개별 주체의 윤리적 탐

색이라는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 일시 정지되었다가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호

덕은 협력문학의 비윤리성은 민족의 배반이나 전쟁에의 협력에만 있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타자와의 관계를 절연한 철저한 허구성, 단성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각은 1940년대 전반기 문학을 평가할 때 국책문학이 진정성 있는 문

학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대한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황호덕 자신도 

데리다를 인용했듯 어떤 의미에서 모든 소설은 타자의 목소리들을 빌어 작가가 

이야기하고, 그 허구성을 있을 만한 현실의 잠재성 혹은 가능성으로 주장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타자에 대한 폭력, 타자의 목소리의 갈취 위에서 성립된다. 

하지만 문학이 보편을 예감케 하는 개인적 진실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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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타자에게 진 ‘빚’에 대한 윤리적 책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언어는 스

스로 안에서의 다툼을 인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한에서 정의를 향해 갈 수밖

에 없다. 그 다툼이란 폭력에 대항하는 폭력이다. 최악의 폭력, 즉 담론에 선행

해서 억압하는 침묵과 어두운 밤의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폭력- 

타자들로부터 빌린 언어의 빛을 갖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사회의 미래

를 예감케 하는 일은 필연성을 더 많은 타자들의 목소리들을 빌리고 조합하여 

싸우게 하는 한편 때때로 왜곡하고 가공하는 일까지를 수반한다. 문학이 보다 

많은 타자들의 목소리를 살려내야 하고, 기본적으로 현실의 잠재성으로부터 도

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설 작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타자들에의 응

답 가능성, 책임문제이다.39)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1940년대 전반기 소설은 

대부분 비윤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1940년대 전반기 텍스트는 꼼꼼한 독해를 요한다. 현실적인 제반 조

건에 의해 개별 주체들의 사고들(작품들)이 표현의 자유를 획득하지 못했지만 

작가의 모색과 무의식은 텍스트의 이면 깊숙이 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이 시기 텍스트들은 심층까지 꼼꼼히 탐사해서 텍스트의 무의식과 비의적으

로, 혹은 침묵 속에 내재된 것들조차 찾아 읽어내야 한다. 또한 문학의 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데올로기는, 자기 완결성을 위해 억압해야 했던 힘들이 봉합선 

사이로 비어져 나오는 것들이40) 존재하기에 표면적으로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작품들에도 균열과 잉여의 지점이 존재하고, 바로 이러한 장면을 연구자는 포착

해 내야 한다. 문학은 역설의 공간을 내부에 품고 있음으로써 그 자체가 사회적 

신체의 증상일 수 있기41)에 문학연구는 문학과 이데올로기가 만나 이데올로기

가 굴절되고, 문학의 육체를 획득하는 장면을 포착하여 이데올로기를 가로지르

는 작가의 무의식을 해석해 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학의 윤리라는 층위로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작품들은 

명백히 비협력적이고, 시대를 초월해 있는 작품들이 아니다. 다시 말해 신체제

의 담론을 초월해 있거나, 대일협력의 부도덕성을 역설한 희소한 작품들을 발굴

하고자 하는 작업이 아니다. 대일협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절필하거나 침묵한 작

가들이 도덕적인 찬사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지만, 적어도 작품을 통해서 문학의 

39) 황호덕,『벌레와 제국』, 새물결, 2011, pp.137-138.

40) 서영채,『문학의 윤리』, 문학동네, 2005, p.42.

41) 서영채, 위의 책,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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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성을 탐색해 나간다면 절필한 작가들의 침묵은 문학사에서 존중되어야 할 

하나의 공간이나 이들의 윤리적인 모색을 추적해 들어갈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

는다. 그러므로 본고는 1940년대 전반기 산출된 텍스트를 전제한 논의이다. 단

순히 텍스트의 표면이 아니라 저층에 에너지로서 응축된 윤리적 긴장감을 탐색

하여 표층서사에서는 말해지지 않거나, 말할 수 없는 텍스트의 여백을 읽어 내

고자 한다. 데리다는 “어떠한 법칙도 없는 곳에서만 윤리학이 존재하며 내가 무

엇을 해야할지 모를 때 책임이 시작된다.” 고 말했고 라캉은 “속지 않는 자가 

방황한다(Les non dupes errent)”라고 말한다. 본고는 방황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 힘겨운 길찾기를 감행하고 있는 텍스트들을 탐색해 나갈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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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40년대 전반기 ‘작가-됨'의 문제와 장의 재구조화 

   2.1 조선 문단의 독자와  ‘작가-됨’의 위기의식  

   

   문학텍스트 작가의 창조물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텍스트는 독자를 향

해 열려 있는, 독자가 전제된 텍스트이다. 굳이 내포독자42)나 독자공동체와 같

은 개념을 끌어 들이지 않더라도 문학장에서 독자43)는 문학텍스트 내 서사의 

방향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서사에 반영된 특정한 집단의 욕망이란 

독자의 욕망에 다름 아니고 작가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독자와 작가의 지

평융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작가와 독자가 공유하는 집단적 기억, 문화와 

전통, 시공간의 공유, 심상지리, 독서이력의 유사성 등은 작가의 무의식 속에 

기입된 작가-독자의 공통 감각의 ‘장소’이다. 특히나 근대문학이 도시성, 일상성

이라는 토대에서 주된 감수성의 원천을 찾는다면 작가가 그려내는 공간으로서

의 장소의 실감과 몰입 가능한 서사는 작품해석의 주요한 입각점이 된다. 경성

을 활보하는 ‘구보’라는 기표는 ‘구보’가 거닐던 거리와 다방들을 통해 현실적인 

실감을 획득하고, 독자는 이를 체험으로 공유하거나 아니면 축적된 지식을 통해

서 상상력 속에 구축이 되어 경성의 거리를 느낄 수 있는 조선의 독자들에게 

42) 내포독자의 개념은 수신자가 이미 언제나 상정된 텍스트 구조를 가리킨다. '내포독자'의 논의

는 이저(Wolfgang Iser)의 논의가 대표적인데 이저의 ‘내포독자’는 웨인 부스 Waye C. Booth

의 ‘내포 저자(Implied Author)’개념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텍스트의 구조 속에 근거하는 

하나의 구성물(construct)로서 어떤 실질적인 독자와는 다른, 텍스트에 순응해야 한다는 의미

에서의 독자관이다. ‘내포독자’는 텍스트 구조에 얽혀 짜여 생겨날, 즉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연루된 독자를 가리킨다. 이것은 실제 독자가 아니라 문학적 텍스트가 그 수용조건으로 제시하

고 있는 가능한 독자로, 텍스트 구조의 방향제시에 따라 생겨나게 될, 텍스트 구조에 내포된 

소위 함축된 독자이다. 내포독자는 경험적 토대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텍스트 구조 자체에 기

초한다. 텍스트는 읽혀지면서 비로소 그 실제성을 얻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면, 텍스트가 쓰

여졌다는 것은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용의식에서 그 의미를 구성하게 하는 활성화 조

건들이 틀림없이 함께 기입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포독자의 개념은 수신자가 이

미 언제나 상정된 텍스트구조를 가리킨다. ( 볼프강 이저, 이유선 역,『독서행위』, 신원문화사, 

1993, pp. 77-80 참조.)

43) 문학독자에 대한 연구는 '내포독자'와 같은 텍스트에 구조적으로 기입이 된 추상적 독자문제

에 대한 연구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독자층에 대한 문학, 사회학적 연구의 방향으로 크게 양

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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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문학적 기표’로 다가가게 된다. 요컨대 독자의 감수성과 작가의 그것

이 일치하리라는 믿음, 혹은 최소한 작가의 감수성이 이해받을 수 있을 것이라

는 믿음이 창작행위의 전제 조건이 된다. 

   말하자면 독자의 존재야말로 ‘사회적 현상’으로서 문학의 가장 최종적인 심

급44)이다. 독자라는 최종심급이 전제가 된 근대문학장이 강고하게 구축되어 있

었던 것은 작가의 자기인식이다. 근대적인 사회에서 문학적 글쓰기를 행하는 주

체는 그저 근대적인 ‘나’가 아니라 근대적 예술가로서의 ‘나’이며, 현실은 이 예

술가로서의 ‘나’에 의해 경험되는 세계이다. 이제는 이 근대적인 예술가로서의 

‘나’가 바라보는 현재의 경험들이 문학적 글쓰기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근대

적인 예술가로서의 주체가 현실을 바라보는 독특한 태도가 발생하고, 이 대상을 

감쌀 수 있는 문학적 형식들이 발생하게 된다.45) 그렇다면 일제말기 작가로서

의 자기인식이 구축된 기성작가들에게 정치적, 혹은 문단 내부적 변화는 어떻게 

인식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창작에 간섭했을까?

   조선 문단은 1910년대부터 근대문학이라는 문학장을 형성하고 유지해 왔

다46). 문학장은 근대교육의 성립과 더불어 근대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신문학, 

예술에 경도된 개인, 집단들로부터 추동되었고, 이러한 활동과 지향의 결과물로

서 조선 문단이 비로소 성립하게 되었다. 문예지의 출현과 전업 작가, 비평가의 

등장은 문학장이라는 자율적 장이 성립하는 기본 요건이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문학장 내 위계질서의 유지와 변혁은 작품의 물질적 생산뿐 아니라 작품의 가

치생산, 유통, 수용 그리고 재생산 전반에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작가 및 여러 

문학행위자들과 많은 제도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평론가, 문학사가, (출판)편집인, 후원가와 공준기구로서 아카데미, 문학단체, 문

학살롱, 심사위원회 그리고 이에 관여할 수 있는 정부행정부서 등의 정치적, 행

정적 제도를 들 수 있다. 또 여기에는 문학교육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문학교사

에서부터 문학작품을 하나의 가치로 인정하고 그 재생산에 기여하는 일련의 교

44) 천정환,「일제말기의 작가의식과 ‘나’의 형상화-일본어 소설쓰기의 문화정치학 재론」,현대문

학의 연구40 , pp.41-42.

45) 노지승,「1930년대 작가적 자기인식과 그 문학적 생산력에 관한 고찰」,『한국현대문학연

구』7, 1999.

46) 근대문학의 개념에 대한 연구들은 김동식,「한국의 근대적 문학 개념형성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권보드래,「한국근대의 소설 범주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0 등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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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제도가 포함된다.47) 조선 문단도 ‘국가’라는 최종의 권위를 괄호로 쳐두자면 

부르디외가 분석한 문학장의 일반적인 성격을 갖춘 사회의 장이었다. 오히려 

‘근대국가의 부재’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치장이 문학장과 융합된 형태를 띠며, 

문학장의 역할과 기능이 비대하고 무거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학장은 교육장과 밀접하게 관계맺고 있다. 근대문예의 

독자란 대부분 근대교육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이다. 초창기 조선문예의 작가와 

독자들은 일본유학을 다녀온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거나 신교육을 받은 극소수

에 불과했었지만 1940년대에 이르면  독자의 폭은 훨씬 더 확대되고, 조선 문

단의 발전과 더불어 문학텍스트의 기대지평48)도 높아져갔다. 실제 이 시기 독

자층을 분석한 천정환의 논의에 따르면 근대의 독자는 ‘전통적 독자층, 근대적 

대중독자, 엘리트적 독자층’으로 위계화할 수 있는데49) ‘고급’한 취향을 가진 독

자는 비록 소수였지만, 그들의 성향과 취향은 제도화된 문학의 규칙을 만들어내

는 기준이 되며, 따라서 다른 층에 있는 독자들의 취향을 간섭하고 교육하는 힘

이 되었다. 물론 이러한 위계화된 문학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밀하고 

47) 이러한 제도들의 권위는 문학장의 권력구조를 결정하며, 개별 작가나 혹은 작가그룹은 이 제

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들의 입장이 결정된다. 정전을 확립하는 제도들은 엄격한 

문화와 규범적인 미학을 수호하는 수문장 역할을 하며, 보수적, 문화보전적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오직 권위적인 문화와 미학적 전통을 따르는 것만이 작가들에게 성공을 보장해주는 유

일한 태도는 아니다. 도발적이며 혁신적인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예술은 오히려 모든 전통과

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창출을 강령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도 속에 편입될 수 있었으며, 

결국 주도적인 미학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문학장은 모든 문화의 양상이 그러

하듯이 보전과 전복이 끊임없이 전개되는 사회적 공간이며, 여기에서는 어떤 입장이건 영속성

과 절대성을 가질 수 없다.(라영균「문학장과 문학성」,『문학장과 문학권력』, 한국외대출판

부, 2009, p.7.)

48)기대지평이란 칼 만하임(Karl Mannheim)에 의해 비롯된 개념이며, 야우스가 수용문학에서 사

용한 개념으로 '기대'란 독자의 작품에 대한 기대를 말하며, 독자의 기대는 문학작품의 구성요

소이기도 하다. 창작행위에 있어서 기대지평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을 쓸 때 가정할 수 

있는 독자가 작가의 창작행위에 어떤 기대치로 작용하며, 작품은 독자의 기대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작가의 기대와 독자의 기대가 서로 거리가 좁혀질 때 작품의 평가는 달라지며, 기대

의 지평은 전환된다. 기대 지평에는 작품을 수용할 때 선험․경험․전통․습관․상식․교육 등으로 초

래된 내재되어 있는 지식과 같은 수용자의 이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포함된다. 곧, 수용자

의 기대 지평과 작품의 기대지평과 일치할 때 수용자에게 작품은 받아들여진다.(야우스, 장영

태 역,『도전으로서의 문학사』,문학과지성사, 1998 참조.)

49) 독자층의 삼분법은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으로 상징되는 ‘압축적 근대’성의 전제와 그에 입

각한 문화정치-지식문화의 표현태를 요약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해방 이전까지의 독서

문화는 일본의 압도적인 문화적 영향과 일본어의 절대적인 간섭 하에 성립되었다. 이 영향과 

간섭은 ‘총독정치-군국주의 파시즘’에 의해 구현된 ‘강제’로서, 독자 리터러시의 첨예한 위계구

조와 출판, 언론의 극심한 부자유를 실내용으로 한 것이었다.(천정환, 앞의 논문,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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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아비투스(habitus)의 장이 존재해야 한다. 조선 문단의 고급독자, 다시 

말해 순문예 독자의 아비투스의 형성은 근대적 학교교육과 신문, 문예지와 같은 

매체, 그리고 유학(대부분 일본 유학)이라는 상징자본의 획득을 통해 형성되어 

갔다. 이들은 채만식의 「창백한 얼굴들」(『彗星』, 1931.10)의 K와 같이 리

카도의 『지대론』을 읽으며 책방에 가서 『改造』,『中央公論』,『經濟往來』

등과 같은 잡지도 뒤적거리고, “진고개를 들락날락하며 차이니즈 런치를 먹고 

한강에서 보트도 타며 맥주도 마시고 빨대를 꽂아 아이스커피도 마시며” 도시

를 감각하는 조선문예의 독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본고가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에서 주목한 또 하나의 고려사항은 조선 문

단의 작가-독자라는 문학공동체, 혹은 문단공동체의 변경과 확대과정 속에서의 

작가의식이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예술작품의 가치의 생산자는 예술가가 아니

라, 예술가의 창조력에 대한 신념을 생산하면서 ‘페티슈’로서 예술작품의 가치

를 생산하는 신념의 세계인 생산의 장이다. 예술작품이 알려지고 인정되어야만, 

다시 말해 그것을 알아보고 인정하기에 필요한 미학적 성향과 역량을 부여받은 

관객들에 의해 예술작품으로서 사회적으로 제도화되어야만 가치를 부여받은 상

징적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작품들의 과학은, 그 대상으로, 작품의 

물질적인 생산뿐만 아니라 작품 가치의 생산, 또는 같은 말이지만 작품 가치에 

대한 신념을 생산의 대상으로 가진다.50) 1940년대에 이르러 조선 문단이 근대

문학 초창기에 비해 가진 문학적 자산이란 바로 근대의 축적에 따른 실체로서

의 근대성의 두께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대적인 것’으로 기표화되었

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 활동으로서 축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대성의 두께와 실체가 생겨나는 것은 삶의 방식, 즉 생활 방식에서 이룩된 

근대적 삶의 방식에서부터이다.51)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근대적인 삶을 발

생시키는 30년대의 경성의 도시화이다. 근대화된 경성의 가시적인 실체는 근대

적 기구들인 학교, 병원, 행정기관에서부터 백화점, 교통수단, 다방 등 다양하

다. 이러한 근대성의 체험은 각각의 구체적인 기표들로 화신백화점,  이화여

전, 다방 제비 등 조선 문단의 작가-독자가 체험으로 소비함으로써 작가와 독

자의 공통의 감각이 형성되고, 이러한 공통감각 속에서 작가는 기표에 대한 부

50) 부르디외,『예술의 규칙-문학장의 기원과 구조』, p.302.

51) 노지승,「1930년대 작가적 자기인식과 그 문학적 생산력에 관간 고찰」,『한국현대문학연

구』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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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인 설명없이 이러한 기표들을 텍스트의 서사의 재료들로 직조해 나갈 수 

있다. 역사와 소설이 모두 과거를 재구성함으로써 현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이야기 양식의 다른 모습이지만, 소설은 역사학이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으면 얻

을 수 없는 일회성(사건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자의 체험, 혹은 타자

적 체험을 분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것52)이기에 사건성에 대한 

공통감각이 작가-독자의 유사상상체계는 작가가 자유롭게 서사를 구축할 수 있

는 창작의 무대가 된다. 

   그런데 1940년대 전반기의 문학장은 이러한 ‘사건성’을 공유하고, 이해받기 

위해 필요한 관객(독자)와 문학장(문단)이 사라지거나 변경될 절체절명의 위기

에 처하게 된다. 이 시기는 단순히 문학에 요구하는 정치권력의 압력이 강해졌

다는 차원을 넘어서 ‘조선작가-조선독자’라는 작가-독자 관계의 전면적인 변경

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어쩌면 조선 문단의 기성작가들이 느끼는 ‘작가-됨’의 

위기의식은 정치적 문학의 요구에 대한 압박보다도 자신의 독자와 문단이 사라

질, 그동안 조선 문단이 축적해온 ‘작가-됨'의 상징자본의 소멸에 대한 위기의

식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 조선 문단이라는 협소한 독자층을 가지고는 '밥먹고 

살기 어렵다'는 일본어 창작의 근거가 일본작가들에 의해 제기되었을 만큼 조선 

문단의 독자는 이미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문단의 독자의 

존재는 작가의 실존성을 확보해 주는 확실한 지지대였다.

   예컨대 일본 문단에 데뷔를 해서 일본어 창작의 극점을 보여준 김사량 같은 

작가도 기본적으로 조선어를 원천언어로 삼고, 자신의 일본어 창작을 문학적 수

신자를 고려한 언어적 선택으로 간주하였다. 김사량같은 작가조차도 ‘나는 좋든 

싫든 일본문학의 전통과 아무런 혈통적인 연관도 없이 내지어 문학을 시작했다

고 생각한다. 그것은 역시 나와 혈통이 다르고 서로 문학전통이 상이한 것도 있

으나, 또한 내가 일본문학에 매달려서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탓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애써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나는 그러한 이유로 문

학 그 외에서 일본적인 것, 진정으로 일본문학 특유의 것을, 내 자신의 피와 살

로 섭취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53)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김사량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 일본어 글쓰기는 김사량이라는 작가가 일본인을 향해 

‘일방적으로 발화’하고 있을 뿐 거기에 작가-독자의 공동체의식은 찾아보기 힘

52) 윤대석,「문학자의 해방전후」,『한국현대문학연구』, 2006, p.43.

53) 김사량,「내지어의 문학」 (요미우리신문, 19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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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다. 이는 작가 개인적으로는 '작품이 표상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여 그 밖의 

것들은 배제하는 상징의 속성 때문에 스스로를 단순화하는 문제점을 지닐 수밖

에 없는’ 한계를 노정한다. 조선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또는 부족한 일본 독자

를 향한 글쓰기란 김사량(작가)에게 항상 조선적인 것을 그려내야 한다는 강박

증, 다시 말해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형상화해야 한다는 창작의 

내적 제약을 갖게 한다. 따라서 김사량 소설에 등장하는 상징적 인물들의 내면

이 단순하다54)는 평가는 김사량 작품에 대한 엄정한 평가이지만, 이러한 한계

는 작가적 역량의 문제라기보다 집단적 발화의 대리자로서의 조선작가에게 제

약된 일어창작의 목표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식인이나 재조 조선

인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에 비해 ’조선적인 것’을 재현했던 작품들의 완성

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기인한다. 

   “조선 작가들이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

는 일본어로 창작하는 것이 좋다”55)는 하야시 후사오의 말은 실제로 일본어 창

작의 계기가 되는 유인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조선인 작가에게 조선인 독자가 

아닌 또 다른 독자, 다시 말해 조선 문단이 아닌 일본 문단을 상상할 수 있다는 

문학시장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문단에서 일

정기간 활동하며 작가적 명망을 쌓아온 작가에게는 자신의 문학적 히스토리를 

알지 못하는 독자를 상대로 한 글쓰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중견작가가 다

시 신인작가가 되어야 하는 작가로서의 정체성 변경은 창작의 큰 걸림돌이 된

다. 굳이 사소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작가 ‘나’는 텍스트에 아로새겨지는데, 이 

경우 ‘나’의 내력과 행적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아차릴 수 있는 독자, 즉 조

선문예의 역사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독자는 작품성립의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 

다시 말해 작가가 자신의 감각, 감성에 대해 특별한 주석이 없이 대상을 묘사하

거나 서술한다는 것은 문학창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이 된다. 실상 

2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조선 문단의 독자란 일종의 균질화된 독자층이라 볼 수 

있고 다만 내부에 고급독자/대중독자의 학력 자본, 혹은 문화자본의 구별짓기만

54) 정호웅,「일제말 소설의 창작방법」,『현대소설연구』43, 2010, pp.29-30. 

   정호웅은 "이광수, 이효석, 김사량 등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문학에서 공통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단성성이야말로 이 시기 한국 소설의 핵심 특성이다. 그 반대쪽에 회의와 주저, 반

성의 세계를 일군 김남천이 외롭게 서 있다"고 일제말기 소설을 평가했다.

55) 하야시 후사오,「座談會 -朝鮮文化の現在と將來」,『京城日報』. 193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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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선 문단에 기입되어 있을 뿐, 작가와 다른 독서력, 혹은 문화 전통 속에 

놓인 독자를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미 1930년대에 이르면  조선어로 쓴, 혹은 조선인 작가의 소설은 조선인

들의 독서취향과 문화적 습속의 가장 중요한 ‘종족적’ 대상이었다56)는 조선문학

에 대한 분석은 “당시 『시문독본』을 읽는 학생들을 “순사들이 주목”했다는 

언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조선 근대문학은 문예서 이상의 사상을 함축한 책

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조선인이 ‘집단적’으로 읽는 책, 혹은 조선인

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이라는 위험성에서 비롯된 사상57)이라는 분석과 같은 

맥락에서 조선인들에게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유통되는 상징자본이었던 것이

다.58)

   문학적 감수성의 계발의 측면에서 보자면 각급 학교의 조선어 교육 시간의 

문예교육과 독서가 주된 매개가 될 수 있다. 특히 문예독본들은 조선인들에게 

공통된 문예적 정서와 감각을 키우는 중심역할을 했다. 1930년대에는 처음으로 

“조선문사의 글들을 교과서에 채록”하여 문예의 비중을 높이고 “조선어독본의 

문장이 유행과 시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임을 밝힌 기사59)등을 통해 추론

할 수 있듯이 조선문학의 기초 감각은 학교의 조선어 독본, 혹은 문예독본을 통

해 계발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예에 취미를 둔 학생들은 각종 신문과 문학잡

지, 종합지에 실린 문예물의 독자가 되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문학장의 자율

성이란 기존 사회의 ‘역전된 경제세계’를 바탕으로 성립된다. 가령 부르주아의 

56)천정환「일제말기의 독서문화와 근대적 대중독자의 재구성-일본어 책읽기와 여성독자의 확

장」,『한국현대문학연구』40, 2010, p.81.

57) 조윤정,「독본의 독자와 근대의 글쓰기」,『반교어문연구』29 , 2010, p.119.

58) 이와 같은 양상은 문학사적인 정전이 1930년대 중후반에 처음 거론되고 목록을 구성하는 과

정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정전이 민족문학 혹은 國民文學의 전통에 대한 사유와 그 합의로

부터 출발하고 학교의 공교육을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집행과정을 통해 만들

어진다면, 1930년대 조선에서 이루어진 정전의 구성과 실행은 이러한 필수적인 요건이 불충분

한 상태에서 행해진다. 즉 민족문학 내지 國民文學을 구성할 이데올로기와 실행주체가 합의된 

‘공적’ 성격을 갖지 못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정전의 구성은 문단을 중심으로 일단

의 비평적 작업과 ‘회고하기’를 통해 신문학의 과거를 역사화하고, 이 과정에서 선별된 작품을 

‘명작’으로 규정하고 전집과 선집으로 출판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천정환,『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참조.)

59) 또한 1934년 조선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고등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 2를 “조선인 문사의 손

으로 된 논문, 기행문, 소설문을 재료로 편찬”하여 “조선정서”를 많이 첨가할 것임을 언급하기

도 한다. (조윤정,「독본의 독자와 근대의 글쓰기」, p.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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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에 대항하는 본격 예술가들은 “예술이외에 그 어떤 주인도 인정하

기를 거부하면서 부르주아의 요구로부터 해방”되지만, 그들은 부르주아의 경제

적 이익으로부터 멀어짐으로서 오히려 자신들의 상징적 자산을 획득하게 된

다.60) 근대문학의 장이 공고화되고 최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에 발표된 이태준의 

「장마」(『朝光』,1936.1)는 바로 이러한 상징자본을 획득한 문인의 자화상을 

보여준다.

   

   1년간 '내'가 몸담았던 조선중앙일보에 들렀다. 안면 있는 직원들이 범상하

게 "재미 좋으십니까?" 하고 인사말을 던지고, "왜 벌써 가시렵니까" 라는 말로 

넘겨버린다. 

신문 편집국에서는 연재소설 원고를 몇 회분씩 미리 달라는 독촉, 출판부에선 

앉은자리에서 '바다' 제목으로 수필을 써 달랜다.

  말동무가 그리워『朝光』잡지사나 들를까 했지만 노산은 자리에 없을 게 뻔

했고, 석영은 삽화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낑낑댈 게 분명했다. 찻집 '낙랑'엘 들

르면 누구든 만나겠거니 싶어 그리로 갔다. 안면 정도 있는 손님들은 다들 고

개를 돌린다. 심부름하는 애를 불러 주인을 찾았더니 늦잠에서 깨어 집에 밥 

먹으러 갔는가 싶다는 거였다.

 주인이란 작자는 처자식이 딸린 처지임에도 경성 바닥에서 소문난 미인을 짝

사랑하여 찻집 수입을 다 털어 넣던 작자이다. 처자식도 못 버리고 미인을 단

념할 수도 없어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언젠가는 무명지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변명인즉 생인손을 앓았다지만 연애사건으로 단지했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까

치집 수염의 이상이나 구보의 모습도 보이지 않기에 서점으로 걸음을 옮기다 '

친구'라는 낱말이 떠올랐다. 

  실제적 친구는 어린 시절의 동무들이었다. 그 중의 소학교 적 동무 학순이는 

어떤 잡지에선가 '나'의 『달밤』이란 소설책 발간을 접하고는 편지를 보내왔더

랬다. 왜 '추월색'이니 '강상명월' 같은 제목을 붙이지 않았느냐고 탓하며, 자기

한테 그 책을 우송해달라는 뜻과 함께 10전이면 살 수 있는 고불통 물부리를 

함께 싸서 보내라 했었다. 귀찮은 생각에 팽개쳐버렸더랬다. 

   「장마」에는 1936년경 한 조선 작가로서의 자화상이 그려져 있다. 작가의 

신변적인 이야기 속의 ‘조선중앙일보’, ‘연재소설 원고 독촉’, ‘朝光사’ 그리고 

60) 부르디외,『예술의 규칙 -문학장의 기원과 구조』, 동문선, 1998, pp.86-90 참조.



- 32 -

『달밤』이라는 소설집 발간 등의 일련의 기표들은 조선 문단의 상징자본을 획

득한 기성작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잡지를 통해『달밤』이라는 

소설집 발간 소식을 알게 된 동무의 이야기는 비록 『추월색』이니 『강상명

월』같은 대중소설의 독자로서 친구의 모습을 형상화했으나 작가와 독자의 교

류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태준의 예뿐만 아니

라 조선문예의 독자는 작품에도 빈번하게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일 만큼 ‘작가의

식’을 형성, 유지하는 지지대가 되고 있음을 작가의 신변소설을 통해서도 새삼 

확인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조선 문단이 축소되고, 조선어 창작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러

한 조선문예의 독자란 존재는 새삼스레 조선 문단의 작가로서의 ‘실존성’을 보

장해 주는 문제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최태응의「작가」61)에 등장하는 여

성독자는 ‘스스로 자기가 작가라는 긍지와 인식과 예산을 지니고 문학을 영위하

는 작가란 있는 것인가, 있다면 내게도 있는 것인가’라는 회의에 직면한 에게 

구세주처럼 등장한 여인이다. 소학교 교원인 그녀(독자)가 작가를 문병 와서 남

긴 "누가 무어라던 선생님은 이미 유명한 작가이옵니다. 선생님은 문학을 달리 

놓고는 아무리 신뢰해도 결코 실망이 없으실 선생님임을 저는 장담하고 싶사옵

니다. 내내 선생님은 언제까지나 작가가 아니면 안되옵니다. 작가라는 의식과 

작가적 인식을 삭탈하면 백만금을 쌓을 수 있으시다 한들 그 ｢유-고｣의 소설에 

나오는 오랜 세월을 영어의 몸으로 삶을 아낀 도적질했던 사람과도 흡사한 아

픈 얼굴과 골육들이 잔존할 뿐이 아니옵니까. 자중하소서. 작품이 곧 유장이 되

는 한이 있다고 해도 너그랍게 작품을 하실 의열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62)라는 편지는 그가 조선 문단의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존심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자와 조선 문단에서 활동하는 동료 작가, 그리고 예기치 못한 곳에

서 마주 친 조선문예의 독자와의 만남은 유진오의「新京」에서도 여실히 묘사

되고 있다.「신경」은 고인이 된 이효석에 대한 회고의 정을 담은 작품으로, 그

와의 각별했던 인연을 문맥에 놓지 않으면 온전히 읽히지 않는 작품이다. 욱, 

철이 함께 했던 경성 제국대학의 추억에 대한 회상은 이 작품의 표층서서를 가

로지르는 심층의 서사이다.

61) 최태응,「작가」,『春秋』,1942.12.

62) 최태응,「작가」,『春秋』, 1942.12,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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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은 감고있든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어 담배를 한 개 붙여물었다. 그리고

는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면서 연기를 깊이 빨어서는 후—하고 길게 내뿜었다. 

마치 파아란 그 담배 연기가 욱에 대한 모든 상렴(想念)을 헤처 물리처주기나 

할 듯이. 그러나 욱의 생각은 점점 더 철의 뼛속으로 사무처들뿐이었다. 그의 

투명한 머리. 섬세한 감성. 높은 교양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비저내는 이슬같이 

맑고 아름다운 글. 지금 욱을 잃는 것은 조선의 문학을 위해 다시는 얻을 수 

없는 고귀한 고완품(高翫品)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니 그런 것보다도 

철은 한사람의 벗을 잃는 것이 서러웠다. 괴로움과 서러움을 난호고 서로서로

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면서 서로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주든 벗. 아니 물결 세

인 시대를 함께 헤여나오며 가진 고초를 가치 겪어온 벗—그런, 다섯 손가락을 

꼽을 수효가 되지 못하는 벗의 한사람을 철은 지금 잃게 된 것이다. 철에게는 

욱과 가까이 지낸 지나간 십오륙년동안의 기억이 두서없이 이것저것 떠오르고 

하였다. 어떤 때는 욱은 붉은 크라밭을 매고 고독의 기타를 울리는 보헤미안의 

시인이었다. 어떤 때는 자기 손으로 처수할 수 없는 생활상의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철의 의견을 구해오는 친동생같은 친구였다. 어떤 때는 또 그 반대로 

문학상의 문제를 가지고 철을 옹호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조언자(助言者)이기

도 했다. 그런 때의 욱은 철에게는 얼마나 기뻤던가. 철의 문학을 알아 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욱은 철에게는 바꿀 수 없는 인생의 벗이었다. 문

학이란 참으로 생명에 다음가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일까. 문학에서는 사람이 

자기를 높일 수도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일까.63)

   유진오의 「신경」(『春秋』,1942.10)은 이효석과 유진오의 교우관계, 두 사

람을 이어주는 경성제대라는 공간의 의미, 그리고 이효석과 유진오 소설의 상호

텍스트성64), 고인이 된 소설속 인물 욱의 모델이 된 이효석의 문학 세계를 이

해하지 못한다면, 「신경」이 머금고 있는 추억의 정회와 주인공의 내면심리, 

그리고 소설 속 독자로 설정된 여성에 대한 의미부여의 층위를 읽어 낼 수 없

63) 유진오,「신경」,『春秋』, 1942.10,  p.188.

64) 윤대석은  유진오의 「신경」과 이효석의 「벽공무한」의 상호텍스트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러한 유진오와 이효석 소설의 상호텍스트적 성격은「창랑정기」와 「은은한 빛」에서도 확인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경성 제국대학에서 『淸凉』』과『文友』에서 같이 활동했으며, 여러 수

필을 통해 대학 시절 이래의 우정을 과시하고 있다. 소설 「신경」은 바로 이러한 우정의 기록

이라는 것이다. (윤대석,「경성 제국대학의 식민주의와 조선인 작가- ‘감벽’의 심성과 문학」,

『우리말글』49, 2010, p.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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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번달 문학에 난 정선생 소설을 바루 어저께 읽었는데요. 늙은 애국

반장이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얘기, 그걸 읽구 어찌 혼자 웃었는데요, 어쩌면”65) 

이라는 김삼주의 말을 듣고 철은 신경에서도 조선문학의 독자가 있음을 새삼 

의식하며 조선 문단의 작가로서의 마음자세를 가다듬는다. 

   이와 같이 작가의 무의식 속에 기입된 독자란 일단은 특정성별, 계층, 기호

의 문제가 아니라 작가와 공통된 문화감각과 전통, 일상 속에 놓여 있을 거라 

생각되는 잠재태로서의 독자이다. 하나의 소설을 읽는 순간 독자와 작가는 동질

적인 시간성을 의식하게 되며, 또한 작품 속의 여러 인물들이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독자는 조망함으로써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사회를 상

상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상상의 공동체'는 소설을 통해 강화되기도 하지만 

공동언어 사회의 창작을 가능케 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김삼주와 같

은 독자가 환기하듯  조선문화의 자장 안에 있는 독자는 조선땅이 아닌 신경에 

있어도 그는 여전히 조선문학의 독자라는 사실을 이 소설은 인식하게 해 준다.

   물론 한편으론 작가가 이러한 잠정태로서의 독자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화된 

독자까지도 의식하고 작품을 집필했다는 것은 잡지의 특성에 알맞은 작품을 게

재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노지승66)은 ‘여성독자’라는 존재가 

문학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고찰해 보고자 하는 일례로『女性』소재 소

설들을 분석해 내고 있다. 이 연구는 이상(李箱)의 소설 「날개(1936)」가 『朝

光』이 아니라『女性』에 실렸다면 내용에 어떤 변화가 없었을까, 혹은 김남천

의 「처를 때리고(1937)」가『朝鮮文學』이 아닌『女性』에 실렸더라면 결과는 

어땠을까, 그리고 박태원의 「여관주인과 여배우(1937)」가 역시 『女性』에 

실렸더라면 서사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상상해 본다. 이런 상상이 가능한 것

은 같은 작가의 작품이 비슷한 시기 「봉별기」(이상), 「춤추는 남편」,「보고

(報告)」(김남천), 「수풍금」, 「성탄제」(박태원)가 실제『女性』지에 실렸고, 

『女性』에 실린 작품을 살펴보면 앞서 열거한 작품과 확연히 다른 서사적 욕

망이 작동하여 변형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즉 ‘여성지’가 ‘여성’이라는 특정한 

독자를 대상으로 삼은 매체이기에 생산자와 수용자의 교호작용이 매우 풍부하

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여성지’는 여성 독자들을 상정하고 텍스트

65) 유진오, 「신경」, p.202.

66) 노지승,「여성지 독자와 서사 읽기의 즐거움 - 여성(1936-1940)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

구4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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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출하는 매체 즉, 소비자인 실제 여성독자들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서사에 반영된 특정한 집단의 욕망에 의해 ‘여성지’가 상정

하고 있는 내포 독자들이 모습을 드러낸67) 것이다. 박진숙이 이태준 문학의 독

자를 분석하며 ‘이태준이 장르에 대해 차별적으로 인식하고자 한 것이 근원적으

로는 이 ‘독자’를 의식하기 때문이었고, 또 이 독자에 대한 의식은 당시 문단에

서, 편집자의 요구에 순응해가는 과정에서 터득한 저널리즘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는 분석도 노지승의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68)

 그렇다면 신체제 이후 조선 문단의 작가와 독자는 어떠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신체제 성립 후의 문단이란 단순히 독자층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작가의 기대지평에 육박하는 독자의 상실을 의미하기에 신체제로 인한 문단의 

환경변화는 작가의 창작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일어창작을 해야 한다거

나, 국책문학을 써야 한다는 고심말고도 기존의 조선순문예의 독자상실의 위기

로 작가는 창작 자체의 전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장’

은 작품의 생산장의 역사를 알지 않고서는 작품을 더 이상 이해(작품의 가치, 

67) 「女性」지에 실린 위의 소설들을 살펴보면 이 소설들이 ‘여성지’를 통해서 읽게 될 ‘여성독

자’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의식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날개」나 「처를 때리고」가 다소 

분열적인 지식인 남성의 내면을 그려내고 있다면 「봉별기」는 애인과 몇 년간에 걸친 만남과 

헤어짐을 마치 아련한 ‘추억’처럼 제시하고 있고, 「춤추는 남편」은 구여성 본처와 신여성 출

신의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편의 모습을 가벼운 분위기로 그려내고 있다. 「봉별기」에서

도 매춘부 출신 동거녀가 등장하지만 「날개」처럼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며,「춤추는 남편」역

시 「처를 때리고」처럼 아내를 때리는 사회주의자 남성의 자책보다는 본처와 새로운 아내 사

이에서 사면초가에 빠진 사회주의 남성의 곤욕을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女性」에 실린 

박태원의 소설들 역시 여성 독자들의 존재를 소설 속에서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여급과 유부

남과의 도덕을 초월한 사랑「보고」,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남편「수풍금」, 기생 여급자매

의 내면「성탄제」등의 소재와 사건들 그리고 이러한 소재와 사건을 다루는 서술자의 태도는 

「비량」에 드러난 기생과 동거하는 지식인 남성의 열패감이나 「여관주인과 여배우」처럼 극

단의 여배우들의 매춘에 대해 갖는 서술자의 관음증적 호기심과는 다르다. (노지승, 앞의 논문, 

pp.104-110 참조.)

68)  여성 애독자의 소설 속에 편입된 이태준의 단편소설「까마귀」,「석양」이나, 엄흥섭의 장편

소설 「행복」, 박태원의 「여인성장」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장편소설에서의 여성 

애독자가 소설 속에 등장인물로 설정되는 것은 장편소설이라는 양식이 젠더와 결합하면서 여

성독자 대중을 보다 쉽게 견인해 낼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한다. 박태원의 「여인성장」에서는 

이 정도의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층위의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 (박진숙,「박태원의 통

속소설과 시대의 ‘명랑성’」,『한국현대문학연구』27, 2009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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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작품에 부여된 믿음)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한다.69)  본고는 이러한 

문학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독자의 축소, 변경이 작가의 창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2장 2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2.2 문학장과 정치장의 조우과 장의 재구조화

 

  『文章』,『人文評論』과 같은 순종조선어 문예지의 폐간과 '국어' 창작이 주

가 된『國民文學』의 창간은 문학계의 신체제의 형식이 되었다.70) 국책이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문단에 등장한 것은 1940년 4월 『人文評論』7호의 권두언이

며, 그 본질은 “국가가 국민생활을 보호하여 가면서 국가 자체의 이상을 실현시

키는 데 지도정신이 될 원리”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조선 문단의 위기의식은 

조선, 동아일보의 폐간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할 지

면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신문기자와 작가를 병행하던 다수의 작가들에게 생계

의 위기마저 초래되었다. 실제로 이 시기 작품들을 살펴보면 ‘신문사의 경영악

화’, ‘신문사 폐지’, ‘주인공의 실직’, 이로 인한 ‘생계의 위협’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여러 작가들을 통해 창작의 소재가 되었다. 박영희의「明暗」(『文

章』,1940.1)과 한설야의「世路」(『春秋』, 1941.4 )와 같은 작품에서 나타나듯 

신문사 경영의 위기와 기자들의 실직 문제는 많은 작가들의 생계를 위협했다. 

「明暗」의 주인공 명식은 신문사의 사회부장으로 신문사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고군분투를 넘어서 감옥에서 5년 살다가 나온 리우필

이 지국을 내겠다고 준 보증금 60원을 받아 쓰거나, 자신에게 호감을 갖는 여

인의 돈을 빌려다 신문사의 위기를 막고 있는 형국이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

하다.「世路」의 주인공 형식은 신문사로부터 해고 통지 서류를 받아 들고 아내

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심중이다. 신문사의 권력 다툼 속에 희생양이 되어버

린 형식이나 시골에서 상경한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월급쟁이 생활이 

69) 부르디외, 신미경 역,『사회학의 문제들』, 동문선, 2004, p.130.

70) 『國民詩歌』,『綠旗』,『朝鮮公論』,『東洋之光』,『國民新報』등 일본어 전용 잡지ㆍ신문이 

새로발간되며『朝光』,『三千里』,(이후『大東亞』),『新時代』,『野談』,『春秋』,『每日新報』

등 조선어 잡지 ㆍ신문에서도 일본어 지면이 늘어나게 되었고, 1941년 11월에는 문학 전문 잡

지인 『國民文學』이 창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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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다는 것은 커다란 경제적 위기의 봉착을 의미했다. 실제로 동아, 조선일보

의 폐간 후 문인들은 작품을 발표할 공간이 급격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작가와 병행한 신문기자라는 직업을 잃어 생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신문의 폐지는 신문의 문예란을 통해 작품 발표의 공간을 잃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각종 잡문들을 쓸 수 있는 공간마저 상실했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발표된 창작의 수량은 장, 중, 단편을 합해서 2백 편에 가

까운 수가 아닌가 한다. 재작년의 총계가 이백 오십 편에 비하면 다소 감소된 

것이나 날로 심각화한 용지기근과 동아, 조선의 폐간 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 

양적으로 보아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殷盛해 간다. 그러나 질의 문제를 살펴보

면 문제가 다르다. 소위 대가급인 춘원을 보면 야담인지 소설인지 분간키도 어

려운 것을 썼고 한설야의 최근 「파도」(인문평론)도 「종두」나「모색」과 비

교해 보면 크게 떨어진다. 이태준씨도 「밤길」 한 가지를 가지고 그의 성과를 

말할 수 없다. 신문소설을 쓰고 있지만 씨는 지나친 과작이다. 민촌의 「봉황

산」이나 「왜가리」도 구태의연하다. 김남천씨도「낭비」,「속요」,「노고지리

우진다」,「경영」을 발표하였으나 씨는 작품보다는 소설이론을 경청해야 한다

고 본다. 채만식씨는 자기작품에 매양 작가주석을 부쳐야만 이해될 작품만을 

쓰고 있으니 제 3자의 이야기보다는 작자 자신의 주석을 들어야 할 일이겠으

나 「냉동어」나 「순공있는 일요일」을 씨와 달리 높이 살 수 있다 하더래도 

세태묘사가 한갓 요설에 떨어지게 될 때 씨도 궁경에 이르렀다고 할밖에. 박태

원씨 역시 「애경」의 연재물 외에 겨우 「혼우」 한 편을 내놓은 停頓상태. 

이효석씨도 유진오씨와 함께 和文창작에 열중한 탓인지 모르나 「하얼빈」(효

석) 「봄」 「주붕」(유진오) 등에 나타난 그것만으로는 작가적 존재를 잃어버

릴 정도이며 엄흥섭씨는 아주 作壇에서 은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

나 중진의 활약이 컸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데 역시 이무영씨 같은 분의 존재가 

크게 영향주리라고 본다. 안회남씨도 「탁류를 헤치고」를 비롯하여 「병원」 

「소년」등 역작을 발표하였다. 이무영의 「흙의 노예」「안달소전」 등 누구

에게도 찾아 볼 수 없는 농민문학으로서의 씨독자의 경지가 躍如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인작가는 김동리씨의 활약을 필두로 올리겠으나 「동구앞길」 이외에

는 태작의 연발이었으며 정인택, 김영수, 박노갑, 정비석, 김정한, 계용묵, 이근

영, 현경준도 신세대론을 중심으로 작품행동이 잦아졌으나 역시 이렇다할 작품 

하나를 남기지 못하였다. 소재적으로 보아 현경준씨의 「유민」, 윤세중씨의 

「백무선」이 기억되고 인문평론 신인추천란에 오른 유항림, 김영석, 이석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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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노작이 있으리라고 본다.71)

 

   인용문은 1940년의 창작계의 전모를 조감한 윤두섭의 평문이다. 윤두섭은 

1940년은 2백 편에 가까운 작품이 발표되어 1938년의 총계가 이백 오십편에 

비하면 다소 감소된 것이나 날로 심각화한 용지기근과 동아, 조선의 폐간 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 양적으로 보아서는 풍성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질적으로 조선 

문단이 위축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1941년 이르면 양적으로도 조선 문단은 

위축된다. 『文章』과 『人文評論』의 폐간이 그 주된 원인이다.『國民文學』의 

창간으로 문예지의 명맥은 이어졌지만 일본어창작을 목표로 한 『國民文學』은 

일본어창작을 하지 않는 작가들에겐 열린 공간이 아니었다. 또한 ‘國民文學’이

라는 선험적 규정 앞에서 관념적 주제와 협소하고 빈곤한 소재를 통해 문학적 

형상화를 수행해 내야한다는 당위 위에 개별 문학자들이 자기화하지 못한 주제

들을 소설의 육체를 통해 표현해 내야한다는 것이 지난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일본 문단에 직접 작품을 발표하는 통로도 이른바 일본어창작이 가

능한 작가들에게만 가능한 공간이었기에 문단의 이원화 과정 속에서도 조선어

작품은 『春秋』,『新時代』,『朝光』,『野談』 등에 산발적으로 게재되었을 뿐 

기존의 문예지와 같은 창작의 구심점이 될 수는 없었다. 다음 「신반도문학에의 

요망」(『國民文學』 좌담회)의 최재서의 발언에 주목해 보자.

 

-조선 문단의 현상황

가와카미 -  저널리즘 방면부터 말해볼까요. 조선 문단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까? 대체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작가로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나

요?

 

최재서 - 지금까지 조선 문단에는 두 개의 언문 신문을 중심으로 약 7,8종의 

언문잡지가 있었고, 그 밖에 15,16개소의 단행본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한편 

문단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은 유명, 무명을 합해서 대략 2백명 정도인데, 그 

가운데 문학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5%에 해당하는 10명 정도라고 할까

요. 나머지는 모두 따로 직업을 가지고 문학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로, 상당

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년 동안 신문잡지가 정리되면서 

71) 윤규섭,「朝鮮文壇의 今後」,『春秋』, 1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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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무대가 협소해지고 동시에 다른 직업을 가 문인이 나오기도 해서, 사실 

언문 문단이 대단히 쇠퇴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어 문단이 

대단한 기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슬럼프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2,3년 사이에 반드시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용어 문제

가 심각한데, 상당한 역량을 갖춘 작가가 용어 때문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개

인적으로는 참 안쓰럽지만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을 눌러가

며 해나가고 있습니다.72)

   최재서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언문 신문을 중심으로 약 7,8종의 언문잡지

가 있었고, 2백명 정도의 문단인이 있는데, 이들 중에 전업 작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불과 10명 정도라는 진단이다. 이는 최근 3,4년 동안 신문잡지가 

정리되면서 활동 무대가 협소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 급부로 이 시기 문단

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조선 작가의 일본 문단 진출이다.

   1939년의 시점에서 조선 문단의 커다란 변화는 조선작가의 일본 문단 진입

이라는 가능성이었다. 장혁주의「餓鬼道」를 통해 조선작가의 일본 문단의 진입

은 이미 상징화되었으나 본격적인 진입은 이 시기부터 시작된다. 주지하듯 장혁

주가 일본 문단 데뷔를 통해 조선 문단에 진입하는 역방식이 통용되기 전까지 

조선 문단은 자기완결적인 식민지 조선의 문학장이었다. 여기서 ‘자기완결적’이

라 함은 조선 문단의 아이러니함을 보여주는 단면인데, 실제 조선 문단의 대다

수의 작가는 일본문학을 통해 근대문학을 섭취하고, 문학적 훈련을 쌓아온 집단

들이기 때문이다.73) 조선 문단의 문인들은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동시대 일본

72)「신반도 문학에의 요망」- 國民文學 좌담회  참석자 : 기쿠치 간, 요코미쓰 리이치, 가와카미 

데쓰타로, 아스타카 도쿠조, 후쿠다 기요토, 유아사 가쓰에, 최재서 (『國民文學』,1943.3) 

73) ‘민족시인’으로 불리는 김소월은 미발표 원고로 7편의 일문을 남기고 있으며 1930년대 시간

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킨 정지용은 명성높은 북원백추의 주목을 받으면서 먼저 일본어로 시

를 발표했다. 일찍이 1910년대에 황석우는 三木露風의 추천을 받아 일본어 시를 잡지에 발표

한 바 있었다고 하며 1920년대 『씨뿌리는 사람들』에 평론을 발표한 김중생이라는 이름과 장

편 『정처없는 하늘가』를 상재한 정연규의 이름이 확인된다. 

      다소 다른 상황이기는 하나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에서는 “제국주의 국가의 국어를 배제하

고 모국어, 민족어를 창작적 실천의 기초로 삼”으라는 노선이 있었음에도 잘 알려져 있는 백철

이나 김용제 외에 김희명이나 한식 등도 일본 문단에 참여했다. 해방 후에도 손창섭, 장용학 

등의 전후세대는 일본어와의 고투 속에서 소설을 썼으며, 김수영은 1960년대 말까지도 일본어

로 일기를 쓰는 한편 일본어로 먼저 쓴 뒤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 편의 시를 창

작했다고 전해진다. (권보드래, 앞의 논문,  pp.36-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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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단을 통해 문학적 정보로 취합하고 있었고, 언제나 그것에 비추어 조선문

학의 상을 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식민지 문인들은 누구나 할 것도 없이 의식

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일본문학과의 영향관계를 언표화하는 것을 꺼려했으

며, 이러한 분위기는 암묵적인 승인을 거쳐 식민지 문단 전체에 자연스럽게 정

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피식민지 문인들의 내면에 작동했던 이러

한 은폐의 욕망을 정당화시켜 주었던 하나의 근거는, 일본문학이라는 것도 순수

한 오리지널리티를 지닌 문학이 아니라는 인식이다.74) 이광수는 세계문학이라

는 구도 아래 일본문학을 근대문학의 전범(典範)으로 참조함과 동시에 경쟁의 

대상으로 의식했고, 염상섭은 조선 문단이 일본 문단에서 배울 것은 ‘기교와 표

현’뿐이라고 결론짓는다. 임화도 조선에서 일본문학이 압도적으로 읽혔음을 인

정하지만, 그것이 주로 지적 교양의 수단으로 수용되거나 서양문학의 소개자 정

도로 간주되었음을 분명히 언표화하고 있다.75) 

   그러므로 앎으로서의 일본 문단에 대한 이해말고는 일본 문단과 조선 문단

은 별도의 분리된 문학장으로 유지되어 왔다.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 문단은 민

족의 정체성을 보지(保持)한 공간이자, 부재한 정치적 영역으로서 공론장의 역

할까지 일부 흡수한 상태로 존재했다. 1920-30년대 간간이 조선문학의 대표작

이 번역되어 일본 문단에 소개되는 경우는 있었지만76) 번역가에 의해 소개되었

을 뿐이지 일본 문단을 겨냥하여 작가가 직접 쓴 작품은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기완결성을 갖춘 조선 문단의 인정구조를 통과하지 않고 일본 문단의 

데뷔를 통해 조선 문단에 입성한 장혁주와 같은 존재는 낯설고, 한편으로 ‘검증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신뢰할 수 없는’ 작가였다.

 1) 내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조선민족의 비참함을 세상에 알리려는 오

직 그 일념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총독부의 검열에 비하면 일본은 비교적 유연

했으며 『改造』라는 무대는 그 당시에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나는 열 편 정도 

동경의 잡지에 발표하고, 그것은 즉시 에스페란토와 중국어로 번역되어서 식민

지 조선을 위해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막다른 길로 치달아, 나

74) 서은주,「일본문학의 언표화와 식민지 문학의 내면」,『외국문학의 수용과 번역의 시각2』, 

민족문학사학회 기초학문연구단 자료집, 2005, p.238.

75) 서은주, 위의 논문, p.258.

76) 玄鎭健·「火事 」蔡順秉譯 『文章俱樂部』(1925) 崔曙海,「飢餓と殺戮 」林南山曙 『朝鮮時

論』,玄鎭健「ピアーノ」 ·林南山曙 『朝鮮時論』(1926)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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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심한 끝에 풍속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풍속소설은 일본에서  평판을 

얻었고, 나의 작가적 지위도 확고해졌지만, 조선에서는 상당한 반감을 얻었습

니다. 왜냐하면, 조선인의 추악함과 민족의 핍박받는 상황을 그렸기 때문이었

습니다. 내가 조선에서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경

성 문인들의 매도공격에 반발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우수

성만을 적을 것인가. 자기 민족의 추한 점을 들추어내는 작가가 더 많다. 나는 

계속해서 같은 계열의 작품을 발표했고, 그 후에는 자신이 생겼습니다.77)

2) 내지어로 써야만 하는 것인가? 물론 쓸 수 있는 사람은 써도 될 것이다. 하

지만 일부러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내지어로 글을 쓰게 될  경우에는 그 장본

인에게 대단히 적극적인 동기가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조선의 문화나 생

활, 인간을 보다 넓은 내지의 독자층에서 호소하려는 동기, 또한 (나) 겸손한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는 조선문화를 동양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 중

개자가 되어  수고를 하겠다는 동기. 이러한 고귀한 의식이 없다면 자신의 문

장과 말을 걸 수 있는 넓은  독자층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버리고 일부러 

쓰기 힘든 내지어로 써야 할 필요가 현재 다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 점에서 

나는 처음부터 장혁주 씨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조선 문단의 협량을 부당하

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역시 조선 작가는 자신의 독자층을 

위해서 훌륭한 자신들의 언어로 써야 하며 또한 쓰지 않으면 안된다.78)

   인용문 1)은 장혁주가 해방직후 일본에서 발표한「脅迫」이라는 소설의 일

부분으로, 문단 데뷔 당시 조선 문단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음을 피력한 

것이고, 인용문 2)는 김사량의 발언으로 역시 장혁주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조선 문단의 협량을 비판하고 있는 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당사자의 입

장일 뿐79) 당시 장혁주가 조선에서 비판받았던 점은 그의 실력에 걸맞지 않은 

77) 장혁주,「脅迫」,『장혁주소설선집』, 태학사, 2002, p.264.

78) 김사량,「문예시평 조선문학 풍월론」,『文藝首都』, 1939.6, p.282.

79) 張-나의 작품이 거러온 자최도 거지반 그와 가태요. 나의 작품에는 초기의 「餓鬼道」,「쪼기

는者」 등은 몹시 좋와해서 일종의 영웅과 가치 떠받들어 주더구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러한 

초긔의 작품을 즐겨하는 것은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가령 당신의 「에야라·노아라」라거나 나

의「權哥라는 작자」라든지는 기뻐하지 않어요. 마츰 大邱에서 당신 공연이 있었을 때에 나의 

옆에 師範學校 諭가 섯다가 「에야라·노아라」를 좋지 못하다. 조선 민족의 결점을 폭로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결국 그 춤 속에 있는 「유-모아」가 알려지지 않는 모양이여요. 

어쩐지 자기네들의 약점이 폭로 되어지는 듯한 생각이 드러 그런 게지요. 나의 「갈보」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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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평가에 있었고, 조선 문단은 이러한 과대포장의 근거로 일본 문단을 통한 

데뷔에 기댄 후광과 당시 일본 문단이 ‘外地문학’의 붐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포

석에 장혁주가 시의적절하게 부응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일본 문단을 놀래인 작가’ 나는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덮어놓고 과대

한 경의를 표하려하나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구요. 기품이 없고 한끼 묵은 찬밥

덩어리처럼 혀 끝에 맛이 돌지 않아서 읽기가 싫었습니다.”80)라는 이선희의 평

가가 일반적인 조선작가의 인식이었고, 백철처럼 1932년에 있어 한국문인의 일

본 문단 진출현상을 “금일의 일본 부르조아 문학의 급격한 파쇼화적 현상과 관

련하여 생각했고, 개조사 사장의 힘이 컸으며, 일본 부르조아 문단이 그의 타개

책의 하나로 조선에 특수한 사정에 의한 엑소틱한 讀物을 생각하게 된 것”이라 

평하며 장혁주가 주목받게 된 정치적, 문맥적 상황까지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조선 문단의 비평적 시각이었다.

   전후사정이 이러해도 장혁주의 일본 문단 데뷔가 조선 문단에 남긴 이른바 

‘쇼크’는 조선작가도 조선 문단이 아닌 일본 문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

리고 일본 문단은 그 정치적 이유로 이러한 외지(外地)작가들의 활동에 힘을 실

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81) 그러나 김사량의 등장과 신체제의 성립이라는 정

노적의 것이기에 장혁주를 죽여 버려라하는 소리까지 있었어요. 

崔-나도 그 점을 통감해요. 문단에서 무용에 가장 깊은 리해를 가진 사람 중의 하나인 村山知義씨

조차 「에야라·노하라」에 표현되어 있는 조선의 순풍 속이며 「칼이카추아」를 보면 어쩐지 

우리들의 모양을 제 자신이 폭로하는 듯해서 덜 좋다고 말해요. 대체로 문사 양반들조차 너무 

純朝鮮的인 것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유모-어」의 본질이 표착되지 

않는 듯 해요.

張-그래요. 제일류의 굳센 족속들이면, 제 모양 어떻게 「칼니카추어」화할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웃고 지내련만-너무 정직하게 조선의 감정이 표현되 나오면 좋와하지 않어요, 어째 그것을 모

를가.

崔-아니지 몰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슴한 僻때문이여요. 「쪼기는 무리」와 같은 사상적, 반항

적 생활적인 것을 기뻐해요. 진실로 이러한 것을 하면 객석서는 몹시 좋와하지만, 그러나 「유

모-어」를 내면 이번에는 아조 슬혀 하는 걸요.「藝術家의 雙曲奏, 文士 張赫宙氏와 舞踊家 崔

承喜女史, 場所 東京에서」(삼천리 제8권 제12호 1936.12.)

80) 이선희,「한국작가군상 장혁주씨」,『朝光』 1936.6, p.176.

81) 내지문단이 조선 문단을 소비하는 방식은 그 이후로 변화하지 않았음을 「國民文學 좌담회」 

의 최재서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최재서 - 아까 유아사 씨가 향토색에 구애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쿄의 저널

리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반도 작가가 도쿄에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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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지 일본 문단은 여전히 조선작가에게는 조선 문단의 

'외부'로 존재했었다. 

   그런 면에서 1939년 『外地評論』에 이효석의「은빛 송어」, 이태준의「불

우선생」(정인택역) 등이 발표되고, 『文藝首都』에 김사량의 「빛 속으로」, 

『모던日本』에 이광수의 「無明」(김사량역), 유진오의 「가을」(오영진역) 등

이 실린 것은 문단상황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했다. 이어 1940년 7월 『文藝』

의 조선문학 특집호에는 장혁주의 「욕심의심」, 유진오의 「여름」. 이효석의

「아련한 빛」, 김사량의 「풀속 깊이」가 실려 명실상부 일본 문단의 핵심 잡

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기영, 박태원, 안회남, 김사량, 김동리, 이태준

의 소설이 실린 『조선소설대표작집』(1940. 敎材社)가 일본에서 출간되었다.

  이러한 ‘조선문학 붐’은 일본 문단의 발빠른 정치적 횡보를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 출판신체제의 성립에 힘입은 바가 크다. 내지에서 시행된 출판신체제82)는 

사상통제를 위한 일련의 국가적 조치였으나 이를 통해 내지출판과 조선의 출판

을 받을 경우, 각별히 그런 작품만이 우대를 받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

에 조선의 작가를 충분히 도와 달라고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엄격하게 작가를 양성하고 싶다고

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색다른 소재라서 봐주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그것이 일반화되면 

고민을 특별히 강조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가령 여기서 어느 잡지가 어떤 작품을 게

재했다는 것은 무언의 표준이 되기 때문이죠. 「신반도문학에의 요망」 (國民文學좌담회)

82) 중일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물자 통제의 일환으로 출판활동에도 통제가 가해지기 시작했다. 통

제는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사상 통제를 위한 검열의 강화였고, 다른 하나는 출판 

자재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1939년 8월 1일 상공성(商工省)에서는 최고 25%까지 공급을 제한

하는, 잡지 용지의 사용 제한에 관한 성령(省令)을 공포하여 당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리고 

1940년 5월17일에는 내각(內閣) 정보부(情報部)에 신문잡지용지통제위원회(新聞雜誌用紙統制

委員會)11)가 설치되면서 통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용지공급의 문제가 물질의 

범주를 넘어서 물질과 정신의 범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했다. 즉 상공성 관할 하에 있던 용지 

공급문제에, 정보부가 관여함으로써 그것에 정신적인 의미가 부가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출판계

에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용지공급권을 장악하고 일원화한 일본 정부는 내무성(內務省)을 중심

으로 출판신체제를 기획하였다. 제2차 고노에 내각 발족 직후인 8월 5일에 신문잡지용지통제

위원회는 기존의 출판조직인 ‘동경출판협회(東京出版協會)’와 ‘일본잡지협회(日本雜誌協會)’를 

해산시켜 ‘출판문화협회(出版文化協會)’에 합류시키는 안을 결정하였고, 8월 하순에 ‘일본잡지

협회(日本雜誌協會)’, ‘동경출판협회(東京出版協會)’, ‘대판도서출판업조합(大阪圖書出版業組合)’, 

‘경도출판업조합(京都出版業組合)’, ‘공익단체잡지협회(公益團體雜誌協會)’, ‘중등교과서협의회(中

等敎科書協議會)’ 등 유력 단체들을 발전적으로 해소하여 12월 19일부로 ‘사단법인 일본출판문

화협회(日本出版文化協會)’(약칭 ‘문협’(文協))가 창설되었다.(이종호,「출판 신체체의 성립과 조

선 문단의 사정」,『사이』6,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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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합되는 형식이 취해져서 조선 문단의 내지문단 진출이 용이해진 환상을 

안겨 주었다. 

   문학은 더 이상 추상적 담론이 아닌, 고유의 언어적 자산 혹은 문학성이라는 

상징자본을 통해 사회적 헤게모니를 구축해야 하는 사회의 실체적, 구조적 장이

다.83) 그래서 문학장은 절대적으로 사회의 하위장이다. 문학장의 모든 요소가 

사회적이다. 저작권, 출판사와의, 또 다른 작가들과의 관계 등등, 뿐만 아니라 

글쓰기나 그 형식까지도, 심지어 문체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사회구조에 대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학권력 역시도 결국 사회로부터 생성되는 

것이다. 부르디외는 예술을 신비의 허공으로부터 실체의, 실용의 ‘장 champ’으

로 끌어내린다. 부르디외의 논리에 따르면 사회는, 엄밀히 말해, 사회공간은 다

양한 장, 예컨대 경제장, 문화장 등의 하위공간들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 하

위공간인 다양한 장들은 서로 경쟁적인 세력관계로 얽혀 실체적인 힘 내지 권

력의 구조체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장은, 각 장 고유의 원리적인 규칙을 전략적

으로 실천하는 계급, 집단, 개인들의 내적, 외적 투쟁 공간이다. 각 장들은 내적

인 투쟁과 동시에, 각기의 고유한 헤게모니를 위해 상호 외적인 투쟁을 반복한

다.84) 이렇게 실체적 분석이 가능한 실용적 개념인 ‘장’의 구조적 논리는 예술

이 이상이 아니라 현실임을, 단독이 아니라 관계임을, 영감이 아니라 전략임을, 

보편이 아니라 상대임을 밝히며 예술을, 마찬가지로 문학을, 부르디외의 개념을 

따르면, 문학장을(일반적으로 법적 코드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의 다양한 장들

과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 속에 던져 놓는다. 이러한 부르디외의 일반 사회장

과 문학장의 관계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일제말기 신체제 

담론 속에서의 조선 문단의 움직임일 것이다.『人文評論』,『文章』과 같이 문

인 집단의 아비투스가 유지,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의 붕괴는 자율적 규칙에 의

해 지탱되는 문학장의 부재를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 문학은 사회, 정치장이 

요구하는 사회적 기능을 떠맡아야 했으므로 문인들의 가시적인 활동들은 더욱 

활발해 질 수밖에 없었다.85)

83) 부르디외, 『예술의 규칙 -문학장의 기원과 구조』, 동문선, 1999, pp.109-185.

84) 부르디외,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p.281

85) 일본에서도 ‘군ㆍ관ㆍ민’의 일치협력 주장하며 ‘職域奉公’으로 펜 부대(1938.9)가 결정되는데 

이는 근대 일본 문학사상 최초의 일이다. 이른바 정치와 문학의 직접적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

건이다. 신체제운동에서 태평양전쟁에 돌입할 때까지 문학의 문학다움을 수호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일본문예중앙회, 일본문학자회, 일본문학보국회와 같은 관인허가 단체가 생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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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군사적. 정치적 방법”에 의한 ‘통합’이 아니라 문화적 구축에 의한 

‘통합’을 강조한 동아신질서의 이념은 문학장을 통해 대중의 공감, 이데올로기

선전 , 나아가 지식인의 현실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공적 영역의 장으로 문학을 

다시 세웠다. 문학의 공공성, 윤리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최재서는 『國民文

學』이라는 답안을 제시했고, 최재서가 구상한 『國民文學』이란 “위기에 처한 

현대문학이 부패한 맹장으로써 절단될 것인가 아니면 신문화 창조의 배아로써 

조장될 것인가”86)의 기로에서 신문화창조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지워졌

다. 비단 최재서뿐만 아니라 김예림의 논의처럼 ‘대동아공영권의 구상’은 일련

의 문화주의자들에게 세 가지 환상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파괴의 형국

에서 문화가 구출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전쟁에서 문화적 건설정치와 문화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극복하고, 문화가 정치로부터의 소외상태에서 벗어나 건

강한 참여와 결합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셋째, 보다 지정학적인 정향이 강화

된 의식으로, 유럽에서 스스로 파국을 맞은 문화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동아문

명’을 건설하게 된다는 것이다.87) 여기에 보다 구체적인 이념적인 정향을 추가

한다면 ‘근대초극’ 좌담회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나듯 대안사상으로서의 근대

초극론’88)이나 이에 대한 현실적 답안이었던 신체제담론은 ‘서양=근대=자본주

의’ 세계와 구분되는, 혹은 그것의 바깥을 상상하는 세계적인 대안사상89)으로 

고 일본출판문화협회 같은 통제기관도 출현했다. 나카노 시게하루, 미야모토 유리코, 구라하라 

고레히토도 일본문학보국회에 입회할 수밖에 없었다.

86) 최재서, 노상래 역, ｢문학정신의 전환｣,  p.28.

87) 김예림,「‘동아’라는 시뮬라크르 혹은 그 접속자들의 문화이념」,『현대문학연구』, 2008, 

p.340.

88) 가라타니 고진에 따르면, ‘근대의 초극’이라고 부를 만한 사고의 핵심은 대략 1935년경에 

『文學界』의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 교토학파의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郞), 일본 낭만파

의 야스다 요주로(保田與重郞)에 의해 완성된 형태로 제시되었다. ‘근대 초극’ 좌담회의 정신이 

“현실적인 자유주의가 전혀 없는 곳에서 그것을 상상적으로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은 ‘미학’적

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美’를 적극적인 무엇인가를 실현하는 것을 포기하고 무이해성

(non-interest)에 기반한 ‘詩’적인 것이며, ‘전쟁’을 이 시적인 것의 구현으로 본 야스다 요주로

의 미학, 모순 자체의 변증법적 지양을 거부하고 모순된 것의 동일성이라는 동양적인 ‘불이원

론(不二元論)’을 발견한 니시다 기타로 철학의 미학성이 표출하는 파시즘적 요소를 비판하는 

자리가 고바야시 히데오이지만, 그 역시 이들에 대한 비판을 ‘현실적인 모순을 상상적으로 넘

어서 통합하는「미학」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가라타니가 바라보는 근대초극 논의의 

문제성이자 한계이다. ( 柄谷行人,「近代の超克」,『「戰前」の思考』, 文藝春秋, 1994, 참조)

89)「座談會」,『近代の超克』, 富山房百科文庫, 1990, pp. 170-2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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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을 했기에 일본이나 조선의 지식인 누구도 이에 대한 ‘사유’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었다. 그러므로 ‘문화의 생존’ 문제에 천착했던 지식인들이 동아의 문

화적 사명이라는 지점으로 이동했고, 구카프계열의 지식인들은 대동아경제블록

을 기존의 자본주의를 극복할 ‘신경제질서’로 파악했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신

체제 담론의 전유가 지식인의 욕망과 환상, 혹은 자기기만이자 미망에 가까운 

것이라 하더라도 지식인은 그 본래적 속성상 지배담론을 내면화할 매개고리로

서의 계기들이 필요했다. 물론 이러한 매개란 평지돌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갖고 있었던 사상적, 성향적, 혹은 문화적 감수성을 지반으로 한 것이었

다.

 

   2.3 일제말기 만주, 타이완, 조선에 있어서 일본어의 헤게모니

   조선 문단의 독자와 작가의 관계가 2장 1,2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변화에 

직면했다면, 문학의 형식인 언어의 문제는 어떠했을까? 식민지의 심화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國語’인 일본어가 식민지에서 얼마나 통용되고 있을까하는 

문제이다. 문학어 특히 소설어는 현실 언어를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문학어로서의 일본어를 고찰하기 앞서 당시 식민지 조선에 일본어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고, 어떤 언어적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어의 보급은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대동아공영권’의 공식어로

서 기능하고 있었기에 일제에 식민화되었던 지역들의 언어적 상황과 일본어 창

작을 고찰해 보는 것도, 이 시기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던 동아시아의 언어감각

과 문인들이 일본어 창작에 동참한 현실적 조건과 심리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

요한 참조점이 될 것이다. 일본은 대체적으로 조선, 대만에서는 제국주의(동화

정책)으로,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제국(협동정책)으로 언어정책을 시행90)했지만 

조선과 대만의 상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고, 또 만주의 언어적 현실과는 더

욱더 상황이 달랐다.

   카와사키 아키라에 따르면 식민지 조선은 미나미 지로(南次郞) 총독이 취임

한 1936년 당시의 보통학교 취학률은 24%였으며, 조선인의 일본어 보급률은 

9.9%에 지나지 않았다. 1938년 제 3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보통학교가 소학교

90) 윤대석, 식민지 國民文學론, 역락, 2006,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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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도적으로 통합되고, 그전까지 보통학교에서 가르쳤던 조선어가 정규 과목

에서 제외되었다. 이외에도 사상보유연맹(후에 다이와학원)이나 청년단 등이 ‘민

간’의 위치에서 일본어 보급을 추진했다. 1938년에 결성된 국민정신총동원 조

선연맹(1940년 10월,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개편됨)은 ‘국어생활의 여행’, ‘국어

의 보급’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연맹 자체의 활동이 아직 조직화되어 있

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슬로건에만 머무르고 있었다. 애국반장조차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1940년도 조선연맹의 예산에 ‘국어보급 공로자 

표창비’ 2500엔이 처음 편성되어 도시지역에서 반상회, 애국반을 통한 강습회 

개최가 ‘권장’되었다. 그러나 일본어를 현장에서 보급하는 데 연맹이 적극적인 

관여를 보이는 것은 1941년 1월에 평양부 연맹이 애국반을 통해서 ‘국어보급’

의 요강을 통지해 ‘강습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나타낸 사례, 1941년 8월에 

경성부 연맹이 국어강습회 개최에 대한 요강을 만든 정도였다. 조선연맹이 전국

적으로 일본어 보급운동에 등장한 것은 1942년 5월의 국어보급운동요강‘에 이

르러서였다.91) 실제로 일제말기 잡지들을 살펴 보면,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국어강습운동에 참가하고  소회를 적은 수기들이 빈번히 보인다.92) 또한 일본

어 보급을 위한 민간 차원의 크고 작은 운동들이 소개되어 있다. 

   공식적으로 1942년 4월 14일 정례국장회의에서 미나미 총독은 “국어는 국

민의 사상 정신과 절대 분리될 수 없다. 국어가 없는 일본문화는 없다. 반도인

91) 카와사키 아키라,「식민지말기 일본어보급 정책」,『일제 식민지시기 새로 읽기』, 혜안, 

2007,  pp.          288-289.

92)「국어보급 소녀 정신대 운동」 지난 겨울 방학 경성부내 각 중등이상 남녀 학생 팔백명이 각

지에서 개최한 국어보급강습의 성과를 소개하여 시급한 국어모급운동의 절실한 일면을 호소하

는 바임 건설에의 기쁨 - 숙명고녀 임승희 조그마한 설계 / 성신가정여학교 임정인/ 재밌어 하

는 그들 - 진명고녀 만종지 (『新時代』 1941.3)

  소화 15년 현재의 조선인 국어해득자 수를 보면 조선인 총수 2천 2백 9십 5만 4천 5백 6십 3

인 중에 국어를 조금이라도 안다는 정의 사람이 1백 7십 3만 7백 5십 8인, 보급회화에 지장없

는 사람이 1백 1천 8십 4만 2천 5백 8십인으로 조선인 백 명중에 겨우 십오명 내외가 국어를 

해득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어를 모르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방책을 써서 보급,노력해야 한다.

    1.국민학교 부설 국어강습소의 개설 2. 각종 강습회의 개최 3. 국어교본의 배부 4. 라디오, 신

문잡지 등에 의한 강습  5. 평이한 신문의 발행  6. 常會에서의 지도 7. 아동생도에 의한 一日 

一語운동 8. 각소재에 있어서의 국어해득자에 의한 지도. 또 이밖에 국어장려의 의미에서 「국

어상용의 가정」 등 국어애용자 또는 국어보급에 공있는 자 등을 표창할 것도 계획하고 있다. 

(국어보급운동의 취지」-총독부 정보과 重光兌賢 ,『春秋』 1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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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정한 황국신민화는 반도 민중 모두에게 국어를 이해시키고, 국어를 상용하

도록 하는 것이다. 국어보급이 내선일체의 절대적 요건이다”93)고 훈시했다. 내

지 유학생94)의 증가와 조선내 학교교육을 통한 일본어 교육의 강화에 따라 일

본어 상용자도 점차 확대되어 가는 현실과 맞물려 일본어는 문자언어적 차원을 

넘어 일상의 언어로도 기능하게 되었다.   

   물론 모든 관공서, 법정의 언어95)도 ‘국어’인 일본어가 담당했다. 또한 출판

신체제 이후, 잡지의 통폐합 속에서 『春秋』,『新時代』,『野談』,『三千里』

(이후『大東亞』)와 같은 조선어 잡지에서도 점차 일본어 기사와 수필, 소설 등

의 비중이 높아져 갔다. 『三千里』의 연장인『大東亞』는 1942년 5월호에 이

어 7월호를 내고 1943년 3월호로 종간되었는데, 3회에 걸쳐 종전의 『三千

里』와 거의 비슷한 지면 구성을 하고 있었으나, 일본어로 실린 글들이 더욱 많

아져 1943년 3월 종간호에는 200쪽 모두가 일본어로 편집되었다.96)『新時代』

는 조선의 대중을 상대로 한 종합지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조선어/일본어라는 

분할이 이루어진 잡지가 되었다.97) 『新時代』의「皇民國語講座」(1942.8월부

93) 카와사키 아키라, 앞의 논문, p.296.

94) 내지 유학생 1939년 10월 말 현재, 三重, 山梨, 沖繩 3현을 제외한 1도 3부 40현 하 486개 

교에 조선인 학생 재학, 중등 이상에만 11,000 명. 매년 수천 명씩 증가했다. 1939년 현재 

15,000 명 내지 18,000 명으로 추산되고 전문대 재학생이 그 반수였다. 대정 원년에 3부 20

현에 279 명이었던 것이, 소화 원년에는 3275명에 이르렀다. 

95) 식민지 법정은 명백한 이중 언어의 공간이었다. 법정에서 자신의 말이 아닌 타인의 말을 옮기

는 통역은 이차적이며 비인격화된 존재이다. 통역은 기록을 남겨야 할 서기 다음에 오는 가장 

한미한 존재이지만, 사법당국과 피고인의 말을 모두 듣고 말할 줄 알기에 문제적 상황 속에서 

식민지에서 통역의 성격과 함께 ‘말’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와 모랄 등 사회문화적 맥락을 단번

에 드러내게 된다. (이혜령 앞의 논문, p.74 참조.)

96) 이지원,「일제말기 『三千里』의 지향과 그 굴절」,『식민지 근대의 뜨거운 만화경』, 성균관

대학출판부, 2010, p.407.

97)『新時代』는 제 2집부터 국어(일본어)란을 별도로 두는 편집 체제를 취한다. 편집자는 제 2집

부터 제4집까지「新時代 국어특집」으로 ‘일본정신연구강좌’라는 제호 아래 팔굉요장인 다카바 

히데오의 「야마토 세계의 건설」을 연재하고, 신궁봉제회장 이마이즈미 사다쓰케의 「일본 국

체의 참뜻」(제2집), 시모나카 야사부로의 「천황과 신앙」(제3집), 이영근의 「젊은이들에게 

경고한다」(제4집) 등의 글을 실었다. 편집 주간 최영주가 제2집의 편집후기에서 특히 「일본

정신연구강좌」는 본지독보의 편집으로 자부한다고 말하거나 이영근으로 하여금 국어 기사의 

편집을 전담하게 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新時代』가 처음부터 조선어와 함께 일본어 기사를 

싣는 편집 체제를 고려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제2집에서 제4집까지는 조선어 기

사에 비해 일본어 기사의 전체 지면 점유율은 미미했다. 하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씌어

진 일본어로 된 기사를 별도의 특집란을 두어 편집하고 있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한데, 그것은 

『新時代』라는 미디어가 창간 초기에 국어와 조선어로 분할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오태영,「다이글로시아와 언어적 예외상태  - 1940년대 전반 잡지 『新時代』를 중심

으로」, p.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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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와 같은 코너는 직접적으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일본어 회화능력을 함양하는 데 그 목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98) 편집자의 목소리로 ‘지난번 조선사람 노동자가 남방에 갔을 때 그쪽 원

주민이 국어로 물으매, 국어를 모르는지라 대답을 못하고 있느라니, 원주민 말

이 “그대는 일본인인데 어찌해서 국어를 모르는가?”하고 따지는 바람에 어찌할 

바를 몰랐노라’는 에피소드를 전하며 황국신민으로서 누구든지 국어를 알고, 상

용해야 함99)을 강조하고 있다.100)

   『春秋』는 좀 더 식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지였고, 고정적인 일본어 기

사란이 따로 기획되어 있진 않았지만 부정기적으로 일본어 수필과 소설들101)이 

실려 있었다.『野談』도 특별히 일본어 기사를 싣지는 않았지만 ‘국어보급운동’

의 일환으로 ‘完璧獨學 국어강좌’를 싣고 있었다.『總動員』은 ‘국어’를 기본 표

기 체계로 삼으면서도 조선인에게 읽힐 목적이 분명한 유명인사의 담화나 강연 

녹취 등의 해당 쪽수는 상하의 2단 구성을 통해 상단에 ‘국어’, 하단에 조선어

를 동시 표기하였다. 

   이러한 문자 언어적 상황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어가 쓰이고 있는 언어수

행적 측면은 각종 잡지에 실린 좌담회 내용이나 소설 속에서 재현된 식민지 현

실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일본어/ 조선어의 이중어 공간이 분

리되어 있다기보다 조선어 속에 침투된, 혹은 일본어와 조선어가 혼종된 양상의 

언어사용이 일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론 조선어교과가 폐지되고 조선

어 매체의 발간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방송과 독본, 연극, 영화에서 ‘조선어’는 

총동원의 프로파간다를 위해서라면 온전히 폐기할 수 없는 언어로 사용되었던 

역설적 상황을 드러내었다. 식민지 언어현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 식민지 언어

98) 오태영은 1942년 8월의 시점에『新時代』가 지상에 일본어 회화 강좌를 마련한 이유로 1944

년부터 조선에서 징병제가 실시된다고 공포된 것을 들고 있다.

99)「皇民國語講座 1」,『新時代』, 1942. 8. p.113.

100) 그러나『新時代』는 창간호부터 최현배의 '사투리辭典'을 연재하는 등 일본어의 강조와는 별

개로 우리말에 대한 연구업적을 게재했다. 최현배는 "시골말(方言)을 캐어 모음은 언어, 역사, 

민속 등 각종 문화 연구에 매우 필요한 것이다. 이에 여러 학교의 생도들이 채집한 것과 잡지 

및 서적으로 발표된 개인의 조사한 것을 모으고, 또 제 스스로의 조사를 더하여, 여기에 소개

하여 여러 문화연구가의 참고에 供하는 동시에, 有心人士의 叱正과 교시를 기다리는 바이외다"

라는 서언을 달고 있다. (최현배, 「사투리사전」,『新時代』, 1941.1 p.206.) 

101)『春秋』에는 다나카 히데미츠(田中英光) 의『朝あざやか』(1943.1), 임순득의『月夜の語り』

(1943.2), 玄薰의『巖』(1943.10) 세 편의 일본어 소설이 1943년에 집중적으로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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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교육정책, 특정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식민지 지식인

들의 실천으로서의 에크리튀르 문제가 중요한 한 축임은 분명하지만, 식민지 언

어현상의 총체를 구성하는 일부일 뿐임102)을 전제해야 한다. 식민지 지배기구

에 의한 한글교육이 1940년대까지도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일제가 펼친 일련의 언어정책은 한글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일어의 국

어화에 따른 한글의 서열화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103) (이 상

황에 대해서는 본고가 3장 3절을 통해 고찰해 볼 것이다.)

   조선의 상황이 이러했다면 당시 대만의 사정은 어떠했을까? 대만에서 식민

지권력 강화와 일본어의 보급은 1919년 1월에 공포된 제 1차 대만교육령을 중

요한 계기로 볼 수 있다. 1922년 제 2차 대만교육령으로 공학화가 강화된 대만

은 사범 부속공학교를 거점으로 아동을 우등생과 열등생으로 나누어 일본어를 

교수하는 능력별 반편성이 시도되었다.104) 그러나 대만은 교육의 수혜자가 한

정적이었다. 주로 향신층 자제와 도시지역의 주민에 한정되었고 농촌지역의 민

중은 배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은 제 2차 대만교육령 제정에 따라 수의

과목이 된 한문과를 1930년에는 398교의 공학교에서 가르쳤지만 1931년에는 

90교로 격감되었고 1937년에는 명실 공히 폐지되었다.105) 당시 타이완 총독부

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33년 일본어 해득자가 전체 인구의 25%, 1941년에

는 57%에 이른다고 제시되었다. 송승석은 일본어 해득자의 비율 속에는 상당한 

정도의 허수가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106) 조선과 비교해 본다면 일

본어의 보급률이 훨씬 높았다. 

   그렇다면 대만의 근대문학의 언어는 어떠했을까? 이른바 타이완 최초의 근

대소설이라고 하는 씨에 춘무(謝春木)의 「그녀는 어느 곳으로」는 일본어 소설

이다.107) 타이완 근대문학이 일본어소설로부터 출발하기는 했지만, 1930년대 

102) 이혜령,「「문지방의 언어들」 -통역체제로서 식민지 언어현상에 대한 소고」,『한국어문학 

연구』54, 2010 p.47.

103) 이혜령,「언어=네이션, 그 제유법의 긴박과 성찰 사이」, p.259.

104) 고마고메 다케시,『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역사비평사, 2008, p.195.

105) 고마고메 다케시, 위의 책, p.196.

106) 송승석,「일제말기 타이완 일본어 문학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4 , p.48.

107)「그녀는 어느 곳으로」는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창간된 잡지 『臺灣』에 발표

되었다. 발표 시점은 1922년 7월이었다. 당시 타이완 신문화운동의 기치를 높이 내건 『臺

灣』은 그 전신인 『臺灣靑年』과 더불어 창간될 당시부터 ‘화문부(和文部)’와 ‘한문부’로 구성

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어느 곳으로」는 바로 이 화문부에 실려 있었던 작품이었다. (송승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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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타이완 신문학 발전에 있어 일본어의 비중은 사실상 

무시되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한 것이었다. 오히려 타이완 신문학은 5.4 신문화

운동의 영향을 받아 백화문을 주창한 장 워쥔(張我軍)과 백화와 타이완 방언을 

혼용하여 소설 창작을 시도한 라이 허(賴和)에 의해 사실상 주도되었다. 이른바 

근대적 언문일체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가 중국어 내부의 문언과 백화 

혹은 방언 사이의 통일을 기하는 데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108) 그러나 1937

년 황민화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와서는 상황이 급변하게 된다. 중국어(문언과 

백화문 포함) 창작과 일본어 창작의 비중이 역전되기에 이른 것이다. 타이완 문

화협화의 해산으로 민족적 구심점이 와해된 이래 이 시기 문학은 일반적으로 

‘황민문학’과 ‘비황민문학’으로 대별될 정도로 대만에서도 국책적인 일본어 소설

이 많이 발표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아래 일제는 문단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

휘하여 1937년에 중,일문 혼용지인『臺灣新文學』이 강제 폐간되었고, 1940년

에는 日人작가 西川滿의 주도로 臺灣地區 문예의 발전을 꾀한다는 목적 아래 

‘臺灣文藝家協會’를 성립시키고『文藝臺灣』을 창간하였는데, 1941년 이 협회는 

전지체제에 부합하기 위해 국책색채를 강화하였고 『文藝臺灣』은 그 뒤에 생

겨난 친일어용 문학단체인 ‘文藝臺灣社’의 기관지가 되어 적극적으로 전쟁에 협

력하자는 國民文學 선언을 발표하는 등 시국에 영합하는 정치적 색채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어 1942년 황민봉공회(皇民奉公會)는 제 1회 대만문학상을 제정

하고 대동아문학자대회(大東亞文學者大會)에 참석했던 문인들에게 이를 수여함

으로써, 전쟁 찬양과 일본의 남진정책을 찬성하는 목적문학을 문단의 주류로 만

들고자 하였다. 또한 1943년에 황국문화를 선전하기 위한 '日本文學報國會臺灣

支部'를 설립하였고, 이어 ‘文學奉公會’를 성립시켜 臺灣文學決戰會議에서 문예

잡지의 전투적 배치라는 명목하에 대만인 의식을 담은 종합문예지 『臺灣文

學』이 폐간되었다. 이러한 '決戰下 文學'의 와중에서 대만의 문단은 중국어 창

작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周金波와 같은 친일 일변도의 황민문학이 횡행하였고, 

일찍이『臺灣新文學』을 창간하고 대만인을 위한 문학의 주장과 抗日에 앞장서 

온 楊逵까지도 결전에 임하여 총궐기를 외치는 반민족적 문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1920년대 반봉건, 반제국주의를 기조로 발기하여 

1930년대 풍부한 창작과 걸출한 작가의 배출로, 臺灣本土 풍격을 갖추고 사실

위의 논문 참조.)

108) 송승석,「일제말기 타이완 일본어 문학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4 참조.



- 52 -

주의의 전통을 이어온 대만의 신문학운동109)은 일제말기 결전상황 아래 비참한 

문학사의 공백을 맞게 되었다.110)

   왕 창슝(王昶雄)의「분류」, 저우 진보(周金波)의「지원병」, 룽 잉쭝(龍瑛

宗)111)의 「남방에서 죽다」등이 대표적인 이 시기 황민문학이다.112) 이들 소

설들에 나타나 있듯 타이완 지식인들이 대동아구상에 동의한 심리적 근거는 조

선의 상황과 흡사하다. 조선인이 만주 환타지와 중국(만주)인- 조선인-일본인의 

위계화 욕망을 가졌다면 타이완 지식인은 남방-본도인-일본인의 위계화에 대한 

욕망을 가졌다. 일본이 남방 지역에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함에 있어 화교들과 

언어 소통이 가능했던 타이완인들이야말로 가장 쓸모 있는 인적 자원이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을 종합해 볼 때, 타이완인들이 남방 지역의 사람

들을 자신보다 열세에 놓인 사람들로 인식했음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

다.113) 더구나 대만의 출판시장은 일본과 똑같은 통제를 받게 되어114) ‘황민문

109) 주혜족,「식민지 타이완 문학에서 ‘고향’의 계보」,『한국문학연구』31, 2006.

110) 曾天富, 「일제말기 한국과 대만소설의 비교연구」,『인문과학』29, 1999, p.117.

111) 특히 룽 잉쭝의 경우는 文藝首都』를 통해 김사량과 문학적 교류를 하고 있었던 인물로 

1937년 4월호의 『改造』에 「파파야가 있는 마을(パパイヤのある街)」 로 입선하여 일본 문

단에 데뷔, 김사량보다 이른 1937년 8월호의 『文藝首都』에 「도쿄 까마귀(東京の鴉)」를 발

표한 후, 몇 차례에 걸쳐 『文藝首都』에 작품을 싣는다. 1940년 7월호의 『文藝首都』에 룽

잉쭝이 발표한「저녁달(宵月)」은 김사량의  「빛 속으로」를 의식하며 쓴 소설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두 사람의 문학적 교류는 서로에게 영향력 있는 것이었다. (김계자,「일본 근대문단과 

식민지의 문학자」,『아시아 문화연구』22, 2011, p.11)

112) 왕창슝(王昶雄)의「분류」와, 저우 진보(周金波)의「지원병」은 근대적인 일본에 대한 동경

과 낙후한 타이완에 대한 반감 등을 그리고 있고, 룽 잉쭝(龍瑛宗)의 「남방에서 죽다」는 타

이완 전역에 불고 있는 ‘국어’ 열풍과 ‘남진(南進)’ 열풍을 그려내고 있다. (송승석 편,『식민주

의, 저항에서 협력으로 -일제말 타이완 일본어 소설』, 역락, 2006 참조)

113) 송승석, 앞의 논문, pp.149-150.

114) “동일한 통제(출판통제-인용자)는 내지의 일본출판협회 창설에 뒤진 1년4개월 후에 대만에

서도 이루어졌다. …(중략)… 1942(소화17)년 4월11일, 대만출판회의 창립총회가 대북시공회

당에서 회원64명(14명결석) 출석하에 개최되었다. 그 日配臺灣지점 설치는 1942년 2월에 정

보국, 척무국, 대만총독부, 내각인쇄국, 일본출판문화협회日配 등의 관계자가 집합하여 의기투

합한 결과 ‘일배대만지점 설치요강’을 결정하고, 여러 수속을 거쳐 실현하게 되었다. 그 요강 

중에 ‘이미 존재하는 도매업자의 통합’이 있어, 대만도 내지와 마찬가지로 서적잡지의 도매업자

의 존재가 일체 승인되지 않게 되었고, 일배대만 지점 이외는 누구도 서적잡지의 도매는 불가

능했다. 일배대만 지점은 내지 출판물의 대만 이입배급과 대만 출판물의 배급을 일원적으로 취

급하게 되었다.” (이종호,「출판신체제의 성립과 조선 문단의 사정」,『사이』6, 2009, p.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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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으로서의 대만문학의 경도는 조선보다 더 심화된 양상을 띠게 되었다.115)

   그렇다면 ‘오족협화(五族協和))’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만주의 언어적 상황과 

언어정책은 어떠했을까? 만주국의 공식이념인 ‘민족협화’, ‘오족협화’는 역사적

인 만주의 이질성, 즉 만족, 한족, 조선인, 러시아인, 몽고인뿐 아니라, 오로첸

(Oroqen), 골디(Goldie), 허저족(赫哲族) 등 십여 민족집단의 혼재를 반영한 면

이 있었다. 하얼빈에는 50개 이상의 민족집단과  45개의 언어가 혼재했다.116)

  만주국은 건국초기 ‘만주어’ 즉 중국어가 ‘국어’였고 일본어는 가장 중요한 

‘외국어’로만 인정되었다. 만주국에서는 1932년 7월 전국교육청장 회의에서 중

학교 영어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당 3시간을 일본어로 배당하기로 정했고, 

1934년부터는 초급소학교 3학년 이상부터 주당 2시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시

기는 정부 공보 등 공적인 출판물도 중국어가 기본이었다. 그러나 1937년 공포

된 초등학교령에서는 일본어와 중국어, 몽골어를 ‘국어’로 규정했고, 민생부 훈

령 제 26호「초등교육의 국민과 교수에 관한 건」을 통해 지방 실정에 따라 조

선어나 러시아를 교수 용어로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정했다. 초등학교 ‘국민

과’는 교수용어에 따라 매주 수업시수를 달리 하여, 일본어로 하는 경우는 매주 

6-8시간, 만주어(중국어) 또는 몽골어로 하는 경우는 매주 7-9시간이 되었다. 

국민고등학교에서는 국어 가운데 일본어가 주당 6시간 정도, 중국어나 몽골어

가 주당 3시간 정도로 시간 비중이 역전되었다. 교과서는 국민과와 일본어 교

과서를 제외하면 중국어나 몽골어로 쓰였고 한문 교과서에 한글 번역문이 첨부

된 예도 있다.117)

   1938년부터 실행된 새로운 ‘학제요강’인 ‘신학제’에 이르러서야 ‘日滿一德一

心에 기초하여 일문을 국어의 하나로 중시해야 할 것이다’로 규정하여 일본어는 

‘만주어’와 동일한 ‘국어’로의 지위를 획득하여 ‘만주국’은 이중국어를 가지게 되

었다. ‘만주국’에 있어서 일제가 일본어교육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중국

어의 영향을 배제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어를 단일국어로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그 배경에는 중국과 ‘만주국’의 문화적 관련성을 단절하여 일본에 의한 문화통

115) 일제시대 대만작가와 조선인 작가와의 비교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부재한 편이나 曾天富,

「일제말기 한국과 대만소설의 비교연구」,1999 와 같은 연구가 존재한다.

116) 한석정, 노정기 편,『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p.4. (全華,「한중 작가의 만주체험 문학

연구」, p.106에서 재인용)

117) 고마고메 다케시, 앞의 책, 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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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이룩하려는 제국주의 야망이 작용하고 있었다. ‘만주국’의 「건국선언」에

서도 “滿蒙은 옛날 본래 다른 나라였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만주’의 이질성을 

극력강변하고 있다. ‘만주국’이 건립되기 이전 ‘만주’지역에서는 한자와 보조적

인 표기수단으로 ‘중화민국’에서 제정하고 실행하던 ‘주음부호’를 보편적으로 사

용하고 있었던 바, 이는 일제가 희망하고 있는 ‘同文’의 야망에 위배되는 것이

었다. “오늘날 만주의 현실은 지나가 국가의 수단으로 간체자와 주음부호를 실

시하고 있는 바 이 정책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식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한 차례의 문자보전운동이기도 하다. 그 결과 각 계층의 심리상태를 안

정시킨 동시에 일정한 의미에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였다”고 하는 것은 일제 

식민당국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표기방식을 기존의 한자와 주음부

호가 ‘만주국’에서의 영향력을 약화하여 소멸시켜야 했다. 이리하여 1940년, 일

본문부성에서는 일본어의 가나를 이용하여 중국어를 표기하는 새로운 표기법 

‘만주가나’를 내놓았다. ‘만주かな’가 공식적으로 실행된 후 ‘국어조사위원회’에

서는 중화민국에서 실행하던 주음부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다. ‘만주가나’는 일

종 새로운 표기법으로서 중국어의 문자인 한자의 어음을 적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한자 자체를 대체할 새로운 문자로 고착시키는 궁극

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만주가나’를 주장했던 식민지지배자들이 그러한 

목적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믿을 수 있었던 근거는 아마 ‘만주국’ 주민의 대부

분이 문자를 사용할 줄 모르는 문맹이었다는 사실이었던 것 같다. 따라서 ‘문맹

퇴치’의 과정에 새로운 표기법을 보급하기만 하면 언어 자체는 아니더라도 문자

만의 통합이 가능했다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마저도 외래문자

인 한자를 폐지하고 가나문자만 남기자는 주장은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는 바 

중국에서 그것을 실현한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일이었다. 언어학적으로 한

자를 사용한다는 동질성을 갖고 있지만 중국어와 일본어의 어음체계에는 상당

한 차이가 존재하는 바 가나로 한자를 표기하는 데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만주국’에서 가나문자를 보급하는 데는 상당한 수량의 일본어에 능통한 

교사가 필요했는 바 이 역시 일제에 있어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다. 사

실상 ‘만주가나’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는 바 ‘만주국’에서 편찬한 교과

서와 간행물 등에서 외국의 국명, 인명, 지명, 전문용어 등에 대하여 가나로 독

음을 표기해 놓은 정도였다.118) 결국 ‘만주가나’는 일제의 패망에 따른 ‘만주국’

의 소멸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고 일제가 시도했던 제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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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통합의 시도 역시 아무런 소득이 없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119)

   만주의 생활언어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당시 라디오의 언어를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한 통로일 것이다. 1933년 8월 ‘만주에 있어서 일만합변통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관동주 및 만주 일대의 체신 관련 3대 사업(전신, 전

화, 방송)을 일원화하기 위해 만주국과 일본이 자본금 5천만 엔을 투자해 만든 

‘특수회사’인 만주전신전화주식회사(약칭 만주전전)가 설립된다. 이에 따라 대

련, 신경, 봉천, 하얼빈의 네 방송국 역시 만주전전에 의해 운영되게 되며 이후 

만주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은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만주전전의 관할 하에 놓

이게 된다. 더불어 1933년에는 신경에 10KW 출력의 방송국이 개국하게 된다. 

만주전전 초기의 방송 편성은 ‘만인(滿人=중국인)’ 대상의 ‘만어(滿語=중국어)’ 

방송과 만주 내 일본인 대상의 일본어 방송이 결합된 혼효 방송을 취하고 있었

으며, 여기에 조선어, 영어, 러시아어를 이용한 방송이 결합되어 있었다.120)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은 라디오의 정치적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계기가 

된다. 장개석 정부의 남경 75kW 방송에 대항하여 방송 체제의 개편이 이루어

지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은 “일만일덕일심(日滿一德一心), 민족협화라는 일관된 

지도 방침에 의거하여 수시로 국책을 반영하여 편성”121)되었다. 대련에서는 중

국대륙과 식민지 일부를 겨냥하여 단파를 이용한 해외 방송이 실시되고 하얼빈

118) 한편 또 다른 일본어의 영향 관계에 있는 언어로 '協和語'를 들 수 있다. ‘협화어’는 만주국

에서 중국인과 일본인의 의사소통에 사용되었던 중국어에 일본어의 낱말을 혼용하거나 중국어

문법에 일부 간단한 일본어문법을 결합한 일존 혼종언어이다. ‘협화어’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지었는가 하는 사실들은 현재 확인할 길이 없다. 대체적으로 말한다면 ‘협화어’는 19세

기 말 - 20세기 초 일제가 ‘만주’지역에 대한 침략이 시작되면서 중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의사

소통의 필요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일어난 언어의 혼용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협화어’는 식민

지라는 특수한 담론환경 속에서 언어적 헤게모니와 비슷한 방식으로 형성된 현상으로 중국어

에 엄밀한 검토가 없이 무원칙적으로 일본어 어휘들을 차용하여 사용1)하고 있다. ‘협화어’에는 

일본어의 문법을 직접 사용하거나 중국어와 일본어의 문법을 혼용하거나 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문장형태이다. 중국어의 기본문형은 주어+술어+목적어(SVO)의 

형태이고 일본어는 주어+목적어+술어(SOV)의 형태이다. ‘협화어’에는 SOV의 형태와 SVO와 

SOV의 형태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최일,「경계의 언어- 일제 강점기 ‘만주’의 언

어」,『민족의 언어와 이데올로기』, 박이정, 2010, p.147.)

119) 최일, 앞의 논문, pp.137-147 참조.

120) 이 시기 신경과 봉천 방송국에서의 언어별 방송 시간은 일본어 46.8%, 중국어 43.2%, 조선

어 5.1%, 영어 3.1%, 러시아어 1.8%로 구성되어 있었다. 

121)「新東亞建設と滿洲放送」,『放送』, 1940. 7,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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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백계 러시아인을 겨냥한 러시아어 선무 방송이 개시되기에 이른다. 전쟁

으로 인한 불안한 시국 속에서 전황 속보를 들으려는 청취자가 급증하여 만주

에서의 라디오 청취자는 1938년 말에 13만여 명에 이르고, 1940년에는 30만 

명을 돌파한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 개전 이후 

청취자는 더욱 증가하여 1941년에 40만을 넘어선다.122)

   그렇다면 만주국의 문예는 어떠했을까? 「藝文指導要綱」의 실행을 가속화

하기 위하여 일제는 문화조직의 출범과 활동을 신속하게 진행했고, 1942년 6월 

수도경찰청은 스파이에게 "관개 대상에 대해서 측면 조사를 진행"할 것을 명령

하고 '문예 정찰부'를 설립하였다. 1937년 만주도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국책을 

선전하는 도서와 기타 건국정신을 선양하는 책자를 대량으로 출판했고, '만주문

화회통신', '만주문예연감'를 발행하고 '만주문화회상'을 제정하여 수여하였다. 

1939년 8월에 이르러 만주문화회는 본부를 신경으로 옮기고 본래 문학 중심이

었던 조직을 문학, 미술, 음악, 영화, 희극으로 확대 개편하였을 뿐 아니라 심

양, 대련, 치치하얼, 하얼빈, 북경, 동경 등 지역에 지부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

도 곧 전일적 통제하에 포섭된다. 1942년부터 1944년까지 3차례의 대동아문학

자대회가 소집되고 제 3차 '대동아문학상' 수상자는 모두 중국작가123)가 수상하

게 되는 등 만주문학은 일제에 의해 장려되고, 주목받게 된다. 

   지금까지 일제말기 조선, 대만, 만주에서 일본어가 어떠한 영향력을 형성하

게 되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당시 일본어의 보급과 같이 식민지 원주

민의 전통적인 위계질서를 해체하고 자본주의의 도입을 위해 동일화와 균질화

를 지향하는 식민지 정책이 진척되었다고 하더라도, 식민지 지배자와 이주민이

야말로 식민지 사회의 가시성과 비균질성의 해체를 가로막는 불변적이고 지속

적인 요소였다. 왜냐하면 식별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 것은 식민지 이주민들이

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식민지 원주민이 알아볼 수 있는 가시적인 존재여야 

했고, 식민지인들의 식별가능성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그것 또한 가능했다.124) 

때문에 언어를 통한 동화정책을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다. 

122) 서재길,「‘제국’의 전파 네트워크와 만주의 라디오 방송」, 한국문학연구33, 2007, pp.     

   187-188. 

123) 全 華,「한중 작가의 만주체험 문학 연구 : 만주국 건국이후의 작품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11, pp. 30-32 참조.

124) 이혜령,「「문지방의 언어들」 - 통역체제로서 식민지 언어현상에 대한 소고」,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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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혼란 속에 언어학자 도키에다는 “국어는 국민의 정신적 혈액이다”라

는 우에다 가즈토시의 말에 대해 “일본국가, 일본민족, 일본어가 삼위일체였던 

시대”에는 그렇게 말해도 좋을지는 모르나, “대만 영유와 일한병합에 이어서 우

리나라 안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포함”된 시대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도키에다는 일본어는 일본인의 ‘민족적 모국어’이기 때

문에 존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논리를 내세

웠다.125) 도키에다는 1927년 조선반도의 경성제국대학에 국어학조교수(다음해 

교수)로 취임한 이래 언어관의 변화를 겪게 된다. 그것은 그의 스승이었던 우에

다 가즈토시의 '국민의 정신적 혈액'으로서의 국어라는 사고-말할 것도 없이 헤

르더, 훔볼트 이래의 낭만파적 관념인-가 조선에서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었

던 것이다. 고진에 의하면 이 모순은 내셔널리즘의 확장으로서의 제국주의가 다

른 민족의 내셔널리즘을 환기시켜 충동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그것은 언

어학자만 만나는 모순이 아니다. 그러나 네이션이 국어를 핵으로 삼는 이상, 그

것은 아마 언어학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겨나는 모순이다. 도키에다는 주저『國

語學原論』을 1941년에 간행했는데, 거기서 일본어를 국어 즉 국가의 언어 또

는 민족의 언어로 보는 것을 부정했다. 그것은 그가 타이완, 조선, 아이누, 오키

나와라는 이민족=언어를 포섭하는 일본제국 안에서 일본어에 대해 사고하려 했

기 때문이다.126)

   이와 같이 제국 일본도 민족어로서의 일본어를 국가어의 관념으로 대체해야 

할 시기에 이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체제성립 이후에야 조선과 대만은 언어의 

일체화를 통한 동화정책 노선을 밀고 나가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

어창작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나, 당시 문인들이 학교교육 혹은 일본 유학을 통한 

일어습득, 혹은 일본문학을 통해 근대문학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쉽사리 이루어 

질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러므로 대만 문인들의 일어창작이나 조선에서『國民

文學』의 성립과 본격적인 일어창작은 식민지 기간 심화된 ‘권력어’, ‘문화어’로

서의 일본어의 공고화에 의한 결과이지 일시적 정책에 의해 가능할 수 있는 ‘문

학적 실천’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125) 고마고메 다케시, 앞의 책, pp.414-415.

126) 가라타니 고진,『네이션과 미학』, 도서출판 b, 2009, pp.196-1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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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어/일본어의 현실재현과 소설어의 에크리튀르

  3.1 위계화된 문화자본으로서의 일본어/조선어의 위상

  

   소설의 언어를 단일한 평면에 펼쳐놓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소설에 쓰인 언

어를 단 한 줄에 맞춰 펼쳐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 국면들이 교차

되고 있는 그런 체계가 바로 소설의 언어이기 때문이다.127) 현실을 재구하는 

문학은 조선어의 장에 유입된 새로운 언어의 실상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선 문단은 초창기 이중, 삼중 언어의 혼재 속에서 순종조선어 에크리튀르128)를 

의식적으로 추구하며 성장, 유지해 온 문학장이었다. “초기문단의 작가들은 한

때 일본어로 글을 썼고 일본 문단 진출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1910년대 말

-1920년대 초를 거쳐 한글 글쓰기에 정착한다. 근대 한글 글쓰기는 이들을 통

해 비로소 새로이 규범적이고 미적인 영역을 개척했고, 1920년대를 통해 놀라

울 정도로 풍성해진 공식어로서의 한글”129) 문학을 개척해 나갔다. 이를 두고 

김윤식은 ‘순조선어 창작’은 1920년대 문학가들이 가진 일종의 강박이었다고 

설명한다. 물론 조선 문단의 순문예 작품들의 독자들은 이전 시기부터 일본문학

의 수용자였다. 당시 임화도 조선에서 일본문학이 압도적으로 읽혔음을 인정했

지만, 그것이 주로 지적 교양의 수단으로 수용되거나 서양문학의 소개자 정도로 

간주되었음을 분명히 언표화하고 있다.130) 이와 같이 말한 임화의 조선문학과 

일본문학의 관계가 사실이든 아니든 임화의 발언은 일본문학의 향유와 별개로 

조선문학이 존재했고, 존재해야 한다는 의지표명으로 이해가능하다. 서구문학, 

그리고 일본문학을 대타에 두고 조선문학이라는 문학장을 형성, 유지하기 위해 

조선의 작가들은 힘써 왔던 것이다. 이광수의 조선어 창작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조선어가 근대문학어가 될 수 있다는 증명을 일본문학의 번역 혹은 일

127) 미하일 바흐친,「저자와 작품의 관계」,『작가란 무엇인가』, 지식산업사, 1997, p.13.

128) 순종조선어 에크리튀르란 기존 조선어체계에 혼재된 한자의 혼용을 되도록 배제하고, 한글 

위주의 표기를 의식적으로 보여준 일련의 조선근대문학 문단의 에크리튀르를 지칭하는 말로 

본고에서는 '우리말 지향 에크리튀르'와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129) 권보드래, 앞의 논문, p.10.

130) 서은주,「일본문학의 언표화와 식민지 문학의 내면」,『식민지시대 문학 장의 역학』,민족문

학사연구, 2005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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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어와의 호환성을 획득하며 진행되었다.131) 규범적·특권적 언어로서의 일본어

를 공용어로, 주변적 소수어로서의 조선어를 모어로 가진 조선인들은 분열된 이

중 언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규범어(국어)로서의 조선어를 창

출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일본어 및 일본 문학의 번역과 전유를 통해 

출판어 및 문학어를 확립함으로써 조선어는 준국어로서 자율성을 획득한다. 어

학 분야에서는 1933년 조선어학회의 맞춤법 통일안 제정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국가 권력이 개입되지 않는 상황(따라서 준국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이

었기에 총독부 권력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형국이었다. 그러

나 1920-30년대의 의식적인 순종조선어 글쓰기 속에서도 문학어, 특히 소설어

는 현실을 재현해야 한다는 '리얼리티의 문제'에 항상 직면하기 때문에 현실의 

언어가 조선어와 일본어가 혼재되어 있다면, 순종 조선어로 쓰여진 소설이란 현

실재현을 배반하는 에크리튀르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실언어를 재현하려는 

텍스트들의 에크리튀르는 다양한 언어적 스펙트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었다. 

131) 이에 대한 논의는 조은애의「이광수의 언어공동체 인식과 『조선 문단』의 에크리튀르」(
비평문학34, 한국비평문학회, 2009)에서 상세히 고찰되었다. “조선의 근대 관학교육의 성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육행정가”로 일컬어지는 다카하시 도오루는 일본 종합잡지 

『태양』에 발표한 글에서, “문화정치에 반항하는 사상 및 운동”의 하나로 “조선어의 존중과 

그 발달”을 꼽는다. “1920년대부터 언문의 저서가 왕성히 발행되고 조선어의 연구가 조선인 

사이에도 유행하고, 이와 동시에 비밀리에 일본어를 조선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절대적인 고

심을 기울이고, 마침내 금일에 이르러서는 조선어가 수년 전과 달리 면모를 일신하여 극히 새

로운 언표 방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여하한 일본어로도 번역하는 데 어긋남이 없을 정

도가 되었다. 이 점에서 나는 조선어의 장족의 진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경성 

시내의 조선인이 단골도 다니는 상설 활동사진과에 가서 활변의 변설을 듣고, 그것이 모두 일

본 활변의 번역이기는 하지만 여하히도 조선어를 자유로 정세하고 미묘하게 사용하여 종래의 

조선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던 인정의 기미나 사물의 변화활동을 웅변히 설명하고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신인 조선 문사의 작품에 이르게 되면 번역의 냄새를 벗어나지

는 못했지만, 바로 최근까지도 그토록 유치했던 조선어를 용케도 이렇게까지 진보시킨 것에 감

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조선어가 ‘극히 새로운 언표 방식’, 즉 일본어와의 호환성을 획득함으로써 근대적인 언

어로 일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실제 일본어를 통해 신지식을 얻고 신학문

을 수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일본문으로부터 번역한 듯한 모습을 취하지 않”고 

“일본어 사용을 忌憚”하려는 움직임은 일본어에 대한 조선인의 표리부동한 태도로 지적되었다. 

(조은애, 위의 논문, pp.314-3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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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언어의 혼종 양상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차적 차원은 우선 고유

어/ 외래어(일본어, 서양어)와 같은 어휘의 층위에서이다. 이태준이 『文章講

話』에서 예로 든 "그는 클락에서 캡을 찾아 들고 트라비아타를 휘파람으로 날

리면서 호텔을 나섰다. 비 개인 가을 아침, 길에는 샘물같이 서늘한 바람이 풍

긴다. 이재 식당에서 마신 짙은 커피 향기를 다시 한 번 입술에 느끼며 그는 언

제든지 혼자 걷는 남산 코쓰를 향해 전차길을 걷는다"와 같은 소설문장 속의 

외래어들은 오늘날 한국어 문장론의 감각에선 외래어가 남용된 바람직하지 문

장의 표본으로 평가될 것이나, 당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일상 속에 개입

된 서양문물, 외래적인 것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태준은 이를 적확한 문장의 예

로 거론하고 있음에 주목을 요한다. 이태준이 이상(李霜)을 용인하고 두둔할 수 

있었던 것도, ‘유일어’를 감각하는 진폭 자체가 불명확했던 당시  언어의 장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

운 문물과 문화의 유입은, 이를 지칭할 만한 새로운 어휘들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태준은『文章講話』에서 새로운 문장을 위한 작법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

산 사람은 생활 그 자체가 언제든지 새로운 것이다. 고전과 전통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늘'이란 '어제'보다 새 것이요, '내일'은 다시 '오늘'보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의식적은 아니라도 누구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자꾸 '새것'에 

부딪쳐나감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중략)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생활을 하

다보면 어쩔 수 없이 나날이 새것을 표현해야 할 필요가 생기고 만다. 그러나 

흔히는 새것을 새것답게 표현하지 못하고 새것을 의연히 비효과적이게 표현해 

버리고 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라고 표현의 현대성과 새로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132)

   그러므로 현실을 재구하는 문학은 조선어의 장에 유입된 어휘들을 통해 새

로운 감각과 현실재현의 리얼리티를 확보해 나가고 있었다. 정리되지 않은 신어

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유일어'를 찾기 위해 고심했던 작가들의 노력은, 조선

어를 발전시키고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과도 연결된다.133) 이를 테면 “‘마트로

스’라는 말과 ‘船人’, ‘船夫’, 혹은 ‘사공’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결코 일

치하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주렸던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면 또다시 오랫동안 

주려야 할 땅냄새와 술맛과 계집의 살과 이런 것에 흠뻑 취해 돌아다니는 그 

132) 이태준,『文章講話』, 창비, 2005, p.29.

133) 문혜윤,『문학어의 근대- 조선어로 글을 쓴다는 것』,소명출판, 2008,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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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 괄괄스러운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아무소리도 없이 “船人”, “船夫”, 혹은 

“사공”이라고 써놓고 본다면……”134)과 같은 작가적 고민이 항상 놓여 있었던 

것이다.  

   당시 문학어뿐만 아니라 일상과 신문어에도 외래어가 보편화되었다는 것은 

이종극의 『외래어사전』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종극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등의 일간지 중 임의의 5일 동안 (1933.10~11.) 사

용된 외래어의 빈도를 통계 내어, 한 면당 약 45개에서 53개에 이르는 외래어

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잡지의 경우에는 開闢 제4호 

(1920.9.25)를 기준으로 1면당 1.7개에 불과했던 외래어가 1932~33년에 발간

된 잡지들에 이르러 평균 5.75개가 되었음을 통계적으로 밝히고 있다.135)

  그의 영어씨로 보아 동양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쉑스!("제길"하는 것같은 허텅거리) 그 따위 소리말게 짜니! 사람이 되게 

-(Be a man, boy!) 다 좋다다가도 제네는 그리는게 탈이야. 걱정 말게. 뒤 일

은 내가 다 담당해 줌세"

 이것은 핸들을 잡은 빱이라는 청년의 말이다. 그 말씨, 그 말소리로 보아 사

람이 매우 시언스러워 보인다. 암만해도 칼레지발이의 티가 난다.136)

 

  이때 그들은 거리에, 등이 총총한 장거리에 들어섰다. 장거리 길은 사람 하

나 없이 고요하다. 모퉁이 쭈러그, 스토어(음료수파는 집, 여기서는 약도 팔고 

간단한 음식도 판다)에 일꾼들만 그 밝은 불밑에서 소제를 하고 있다. 문을 닫

으려는 모양이다.137)

134) 채만식,「외래어 사용의 단편감」, 한글 제 8권 7호 1940.7 (황호덕,「근대 한어와 모던 신

어, 개념으로 본 한중일 근대어의 재편 - 모던조선외래어사전, 공유의 임계 혹은 시작」에서 

재인용 p.269.)

135) 이종극이 지적한 외래어의 수입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인데, 1. 科學文明의 加速度的 進步와 

社會思想의 複雜化, 2.外國語 特히英語硏究의 普及, 3.交通機關의 發達로 因하여 생기는 世界距

離의 短縮과 國際關係의 緊密, 4.言語自體의 表ｿ現性과 人間心理의 流行을 쫓는尖端的 氣分, 5.

專門知識의 常識化가 그것이다. (모던朝鮮外來語辭典, 京城: 漢城圖書, 1937 (황호덕,「근대 

한어와 모던 신어, 개념으로 본 한중일 근대어의 재편 - 모던조선외래어사전, 공유의 임계 혹

은 시작」 논의 참조))

136) 임영빈,「사랑의 모험」,『文章』, 1941.1, p.26.

137) 임영빈, 위의 작품,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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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은 미국을 무대로 한 소설인 만큼 영어가 작품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

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일본어처럼 단어나 문구들을 해석없이 쓰지 않고, 괄

호치기 방식을 통해 해석을 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어보다 상대적으

로 해독자가 적은 독자에 대한 배려라고 해석 가능하다. 이 시기 소설들을 살펴

보면 일본어는 문장 수준 이상으로 개입되어도 해석을 달지 않고 쓰는 것이 보

편화되어 갔다. 그에 비해 영어는 '쉑스', '스토어' 같은 단어에조차 해석을 달아

주는 것이 이색적이지만 이는 현실 독자의 영어해독력을 고려한 작가의 현실적 

대응이라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외래어가 가타카나로 표기되어 시각적 에크리튀르의 측면에

서 보더라도 외래어는 두드러지게 구별된다. 가라타니 고진에 따르면 외래어는 

말해질 때는 외래어라는 사실이 그다지 의식되지 않지만 쓰일 때는 가타카나가 

외래성을 명시한다. 때로는 가나(假名)나 한자로 써야 할 일본어를 일부러 가타

카나로 써 외래적인 낯설게 하기 효과를 줄 때도 있다. 다시 말해 한자나 가타

카나로 표기되는 한 외래적인 것의 외래성이 언제 어디까지나 보존되는 것이다. 

그런 점 때문에 한자나 가타카나로 표기된 것은 일정한 가치를 가짐과 동시에 

일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가타카나로 표기된 것들은 아무리 구어로 일

상화된다고 해도, 또 그것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해도 암묵적으로 ‘일본고

유어’와 구별된다.138) ‘일본 고유어’란 꼭 옛날부터 전해진 오리지널한 말이 아

니라, 어디에서 온 것이든 그 기원이 잊혀져 히라카나로 표기한다고 해도 부자

연스럽지 않을 정도로 정착된 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어와 비교해 

보자면 조선어의 경우 외래어가 일단 한글로 표기되면 외형상 에크리튀르의 ‘구

별’은 사리진다. 물론 이 시기 표기법을 살펴보자면 일본어의 영향으로 외래어

(서양어/일본어)는 방점을 찍는 방식으로 외래어임을 표시하는 관례가 있었으나 

일정하게 통일된 표기법이 있지는 않았다. 특히 당시 조선어는 외래어표기법의 

혼란과 오독ㆍ단축ㆍ전와(轉訛) 현상, 일본식발음으로 인해 ‘음역’작업은 지난했

다. 외래어 사전이 완성되는 것도 1940년대에 와서이다. 조선어학회로부터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39)을 받아 든 이승희140)는 외래어 사용의 심리적 원

138) 가라타니 고진,『일본 정신의 기원』, 이매진, 2003, p.84.

139)『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은 1940년 6월에 발표된다. 이 표기법은『文章』지 제2권 제6회의 

부록에도 실렸는데, 이에 따르면 “1.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함에는 원어의 철자나 어법적 형태의 

어떠함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표음주의로 하되, 현재 사용하는 한글의 자모와 자형만으로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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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호기심과 현학적 태도, 語意의 청신한 맛을 꼽고 있다. 이승희가 언급한 

외래어 사용의 심리적 원인이 소설어의 외래어 차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요인

이겠으나 무엇보다 소설어 속의 외래어는 현실 속의 외래문물, 외래어의 사용을 

재현하려는 욕구가 제 1의 원인일 것이다.

   한편 소설어에 대한 고민은 외래어와 일본어의 문제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

니었다. 조선의 전통적인 문장어였던 한자와 한문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도 작

가에게 선택, 가능한 소설어의 에크리튀르였다. 이태준은「소설」이라는 수필에

서 다음과 같이 한자의 노출에 대한 당시 경향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요즘 小說行文에 漢字語들이 漢字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道廳塗說의 本

然을 爲해서는 不吉한 現狀이다. 나도 數年前에「愚庵老人」이란 小篇에서 漢

字를 試驗해 보았다. 私小說의 맛, 隨筆的인 風味를 加하는데는 가장 效果的이

다. 그대신 대뜸 弊害가 생긴다. 漢字 나오는 文句다운 調和를 지키자니, 擬音, 

擬態語를 되도록 덜 쓰려든다. 우리처럼 聲音生活에 擬音, 擬態를 正確하게, 또

는 豊富하게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빤드를한 머리밑에 빩안 자름당기를 감아서 뽀얀 오른편 볼을 잘록 눌러 입

에 물고……

(廉想涉氏의 「電話」의 一節)

 이골물이 주루루룩, 저골물이 솰솰, 열에 열골물이 한데 합수하여 천방져 지

방져, 소코라지고, 평퍼져 넌출지고, 방울져 저건너 평풍석으로 으르렁꽐꽐 흐

르는 물이……

(「遊山歌」의 一節)

 얼마나, 具體的이라기보다, 끈기찬 精力的인 表現인가? 散文世界를 造形하기

에 이처럼 차진 粘土를 어찌해 우수꽝스럽게 여기고, 그 조촐한 맛에만 끌려 

모래를 섞을것인가? 다른 글에서는 漢字興을 질겨 마땅할것이나, 小說, 街談巷

說에 있어서는, 애쓴 보람이 없이, 체껵 自己의 表現을 槪念化시키는 狠狽만이 

는다. 2.각 외래어의 어음은 그 어음의 표준사전에 표시된 만국 음성기호를 표준으로 하여, 아

래의 대조표에 의하여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 외래어 표기법이 공표되기 전까지는 외래어를 

적을 때 원어를 그대로 적거나 작가의 재량껏 소리 나는 대로 옮겨 적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말로 번역해서 적었다.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이 공포됨에 따라 외래어를 우리말로 

통일해서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140) "수일 전에 조선어학회로부터 「외래어표기법통일안」을 우편으로 받았다. 4.6판 칠십매가량 

되는 적은 책이지마는 여러 해 두고 고심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승희,「외래어 이야기」

『春秋』 1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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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 않을것을 미리 警戒할 必要는 必要치 않을가.141)

   인용문에서처럼 이태준은 소설어로서 한문에 대해 고심도 해 보고 실제로

「愚庵老人」같은 작품 속에 한자어를 그대로 드러내 보았지만, 한자 나오는 문

구다운 조화를 지키자니, 의성어, 의태어를 덜 쓰게 될 뿐더러, 산문세계를 조

형하기에는 ‘찰진 점토와 같은 조선어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

한다.

   그러나 소설의 언어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적인 것은 일본어나 한자어의 

노출이냐는 단순한 어휘의 수준이 아니라 인물간의 대화와 같이 문장 단위 이

상으로 개입해 들어오는 외래어 재현의 문제이다. 일제시대, 특히 식민화가 심

화되는 일제말기로 갈수록 현실 세계 속에 이미 권력어, 문화어로 기능하며 조

선 민중이 일상에서 쓰는 일본어를 조선어 소설에서 어떻게 재현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소설가가 고민하는 에크리튀르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근대 조선어 

문단의 자장 속에서 순종조선어 글쓰기를 의식적으로 지향하고 있다고 하더라

도 작가는 현실재현의 욕망을 자신의 글쓰기에서 실천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를 소설적으로 어떻게 재현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

로 이 시기 소설 연구자는 작가가 인물간의 일어 대화, 아니면 일어로만 재현되

어야 현실감과 정서를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떠한 에크리튀르로 형상화했는

가를 소설어 분석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된다. 그간 일제말기 소설에 대한 연구

가 축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일본어창작이냐 조선어창작이냐 하는 단

순한 언어 선택의 문제만 고려하고 이러한 당시 언어적 현실과 그것의 반영으

로서의 소설어가 직면한 언어현실, 그리고 이에 대한 작가 개개인의 언어선택과 

에크리틔르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이 미치지 못했다. 본고는 

3장에서 일제말기 작가가 처한 바로 이러한 현실재현의 언어로서 소설어의 양

상, 그리고 각각의 소설들에서 드러나는 조선어/일본어의 교차와 쓰임이 빚어내

는 소설적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 볼 것이다.

   현실 언어의 재현, 그리고 외래어의 유입이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에크리

튀르는 우선 손쉽게 광고언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신문, 문학잡지 등에 

빈번히 등장하는 광고들의 언어들의 기표, 즉 에크리튀르의 측면에서 살펴 보면 

141) 이태준,「소설」,『文章』, 1941.3, p.157.



- 65 -

언어규범적인 측면과는 거리가 먼, 실용적이고, 무규범적인, 매우 흥미로운 언

어사용법을 목도하게 된다. 첨부된 광고 언어들을 살펴 보자.(첨부 광고문 참조)

   담화의 차원에선 고찰이 어렵지만 적어도 문장, 어휘, 어구의 층위에서 충실

히 현실언어가 재현된 광고의 에크리튀르를 살펴보면 예시된 광고문에서와 같

이 우선 異언어들의 혼종 양상이 눈에 띈다. 조선어, 일본어가 어떤 체계 없이 

혼종되어 있다. 문장의 차원에서는 조선어, 일본어가 교차되는 형식도 찾아 볼 

수 있고, 일본어로 적고 이를 번역하여 조선어로 적는 양식도 있다. 그러나 번

역의 차원도 일본어의 직역이 아니라, 의역 다시 말해 조선인 소비자에게 이해

가능하고, 설득력 있는 언어로 재구되어 있다. 특히 대부분 일본산 약이나, 화

장품 등에서 이중 언어의 노출이 빈번하다. 또한 계열화를 이루어 광고 제목, 

핵심 어구는 일본어, 이에 대한 설명은 조선어와 같이 이중체계를 보여준 광고

문들도 이 시기 빈번히 나타나는 광고어의 에크리튀르이다. 일본어 옆에 루비형

식으로 조선어 음역이나 해석을 단 형식도 고정화된 패턴이다. 광고문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전면 일본어 광고문인데, 첨부된 만연필 광고와 같이 변호사 개

업, 만연필, 일부 약 광고에 전면 일본어가 사용된 광고들이수적으로 많지는 않

지만 종종 나타난다. 이는 물론 이 광고의 예상 소비자를 일본어 해독자로 상정

한 광고문일 것이다.

  광고 언어를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언어의 혼종은 실제로 외래어가 구사

되는 현실언어에 대한 반영이자 유입된 신문물의 명칭들을 그대로 사용함으로 

실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기에, 외래어의 차용은 소설에 있어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시기 소설어의 에크리튀르에서 더욱 문제적인 것은 서양어

로서의 외래어라기보다 일본어의 전면적 개입이다. 앞장에서 분석했듯이 일본어

는 식민시기를 관통해 문화어, 권력어로 기능하고 있었다. 어느 사회나 시대든 

이중 언어의 위계화는 권력관계의 표시였다. 당시 조선어와 일본어의 관계는 대

등한 관계를 갖는 이중 언어(bilingualism)가 아니라 제국/식민지간 종속적․차별

적 관계의 이중 언어(diglossia)적 상황이다. 지배의 효과들, 언어 시장의 객관

적 역학 관계는 모든 언어적 상황에서 행사된다. 오크어(남방 프랑스어)를 쓰는 

지방 출신의 부르주아가 파리 출신 사람과 접하게 되면 ‘당황’하고, 그의 자본

은 붕괴되듯142)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의 문제는 작가가 소설적 인물의 성격

142) 부르디외,『사회학의 문제들』,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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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상화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작중 인물이 구사하는 언어는 단지 내

용적인 층위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사하는 언어가 속한 계층에 종속되고, 문화적 

표지로 기능하기 때문에 인물을 성격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으로 간주된

다.

  『春秋』창간호(1941.2)에 김남천의「麥」, 채만식의「近日」과 나란히 실린 

유진오의「젊은 아내」는 작품의 주제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신세대(1940년

대) 여성에 대한 구여성(1930년대적 신여성을 의미함)이 느끼는 거리감, 열등감

의 발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건강하고 발랄한 신세대를 바라보는 구여

성의 부러움 자체는 마치 신체제가 요구하는 젊은이들의 명랑성에 대한 찬미로

까지 읽혀 흔한 국책 소설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이러한 표면적

인 서사보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바로 신여성이 보여준 연애편지의 에크리튀르

와 이에 대한 구여성의 반응과 열등감의 발로이다. 

  

 분한 마음에 분옥은 금방 잠깐 꺼내보고 속은 뒤지지 않은 채 도루 집어넣

었던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과 수첩을 다시 꺼냈다. 우선 수첩을 후르르 넘기자 

속에서 차곡차곡 접은 조히가 한 장 떨어졌다. 집어 펴보니 무엇인지 영문타이

프라이터로 박은 것이었다.

 

  Kino wa omosiro katta wa ne, Kio gogo issho ni ocha noma nai?

  Itsumono tokoro de omachi simasu wa, at 4.30. p. m.   Mami143)

 

  여학교는 졸업하였다해도 영어에는 거이 깜장눈이나 마찬가지인 분옥이라 처

음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 길 없었다. 그러나 히뜻, 끝을 보니 Mami—「마」

「미」하고 발음을 해보다가 분옥은 고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그

러면 필연 그 마미쨩인가 하는 년이 남편에게 보낸 무슨 비밀편지에 틀림없거

니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로서니 그년이 어떻게 이렇게 영어편지를 썼을까. 순

간 분옥은 숨이 벅차게 느끼기는 했으나 인제는 어쨌던 뜯어읽어볼 수밖에 없

이 된 처지라 처음부터 한자한자 발음을 해보기 시작하였다.

「기 노 와 오 모 시 로 —기노와오모시로—」

 여기까지 발음해보다가

143) 어제는 즐거웠어요. 오늘 거기서 함께 차 마실까요?

     늘 만나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게요. 4시 반에. 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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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러먹을년!」

 거이 입밖에 내다싶이 욕을 하고

「제깐년이 그러면 그렇지」

 로 로마글자쯤이면 분옥도 풀어 읽어나갈 수 있는 것이었다.

「기노와 오모시로갓다와네. 교- 잇쇼니 오챠 노마나이? 이쓰모노 도꼬로데 오

마찌 시마스와」였다.

「원 요런! 머 어째구어째. 어제는 재미있었에요 네. 이따가 가치 차 안잡수셰

요? 그전 그곳에서 기둘으겠에요. 오후 네시반에. 흥 요런 전 천하에!」144)

   남편의 직장 후배인 마미는 일어문장의 음역을 영어 알파벳으로 적은 편지

를 남편에게 보냈다. 이는 일어와 영문 알파벳을 함께 쓸 수 있는 마미가 구사

한 연애편지의 에크리튀르이다. 이 편지를 본 아내는 어렵게 일문을 해독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마미의 영문알파벳 연애 편지가 함축한 상징자본으로서의 언

어 사용에 이미 문화적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마미와 데이트를 즐기는 남

편은 일문-영어 알파벳을 마미와 공유함으로써 지난 시절 아내와는 경험해 보

지 못한 또다른 감각의 연애상황 속에 빠져 있다. 아내도 ‘막스팩터’회사의 ‘크

린싱 크림’을 쓰고, ‘스킨 프레쉬너’로 피부를 수축시킨 다음 ‘파우더, 파운데슌’

을 바르고 활동영화쯤은 가끔 보러 다니는 30년대식 신여성이지만, 탄탄한 건

강미와 함께 일문-영어 타이핑으로 연애 편지의 수사학을 펼쳐 보이는 마미에

게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신(분옥)과 마미 세대를 비교해 보며 마미 세

대의 건강성, 전문성(직업여성), 명랑성을 부러워하는 분옥의 시선에만 주목한다

면 이 소설은 ‘명랑하라 건실하라’는 시대의 슬로건145)에 호응하는 단순한 국책

144) 유진오,「젊은 아내」,『春秋』, 1941.2, pp.265-266.

145) 국체의 본의에 따라 皇運扶翼의 확고불발한 정신을 체득하고 위대한 국민의 선도자될 지덕

체 겸비의 인재연성, 이것이야말로 금일 및 금후 우리나라의 교육방도이며, 그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제1의 國是卽應이니, 이것은 동아 및 세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사명과, 아울러 당면

한 내외정세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파악하여 봉공의 대의를 위해서 率先躬行, 국민의 모범되기

를 꾀하여 하는 것이다. 제2로 필요한 것은 체력연마이다. 체력을 연마하여 體位향상을 통해서 

실질건강, 명랑, 활달한 기상을 함양하며, 강한 의지와 열렬한 책임감으로써 職務遂力에 노력할 

것이다. 제3은 집단훈련이다. 즉 규율 절범을 존중하며 寬裕의 도량과 겸예한 내성과 숭고한 

희생정신에 의하여 집단적 修鍊體 認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이상의 세 가지를 통하여서만 능

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절대로 이론의 이해란 정도에 그쳐서는 결코 득

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早大 杉山謙治,「시국과 청년의 교양 」,『新時代』, 1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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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마미의 편지가 보여

준 언어의 형식이다. 마미의 연애편지는 분옥 세대와는 분명히 다른 문화적, 언

어적 환경 차이가 낳은 언어형식의 발로이다. 소설 내에서 이는 아내(분옥)에게 

결여된 문화자본으로 강조함으로써 세대론적인 문화자본의 차이와 당시 문자언

어의 에크리튀르의 시류성을 핍진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자

면 식민화의 심화에 따른 세대론적인 언어자본과 문화의 차이가 ‘연애편지’라는 

에크리튀르를 통해 단적으로 제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미라는 인물의 '

차별화된 표지'는 바로 글쓰기 양식과 문자언어를 통해 드러난 것이고, 이는 인

물의 리얼리티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정한 상황에서 일본어 

사용이 유발하는 효과는 안회남의「모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내 아내는 오늘날까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나에게 술 주의할 것을 권해 왔으

나, 아무 효과가 없으므로 인제는 사랑하는 자식의 힘을 빌려 나에게 주의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실 ‘オトウサンオサケゴ注意ナサイマセ. コレハボクタチ

兄弟ノオネガヒデ’에는 내 역시 마음이 꽉 찔렸다. 아내는 이 효과를 놓치지 

않고 이용하려 하는 것일 것이다. 서울 와 있으면 나는 집일을 생각하며 혹 집

에 불이나 안 났나, 아이들이 다치지나 않았나, 대단히 궁금하여 마음속으로 

무고하기를 빌고 비는데 그러다가 집엘 돌아가 보면 어머님과 아내는 내가 서

울 가서 술 취해 남과 시비나 안 하는가, 어디 가 쓰러지지나 않았는가, 이 걱

정뿐이었던 모양이다. 나는 그때마다 평화한 내 집안을 돌아보면서 나만 술과 

멀어지면 모든 것이 그냥 행복이로구나 하고 느끼었던 것이다. 지금도 내 아내

는 자식놈을 앞에 앉히고 ‘オトウサン’ ‘オサケ’ ‘ボクラ’ ‘オネガヒ’ 할는지 모

르고 녀석은 또 뭉툭한 연필을 입으로 빨며 종이에다 삐뚤빼뚤 그리고 있을는

지 모른다.146)

   안회남의 「모자」에서도 일본어가 사용되는 특정 상황과 아들의 일본어 편

지를 직접 제시함으로써 일본어가 위치한 언어사회적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병원에서 온 전보 ‘キンケイキトクスグコイ’147)의 언어가 그러하고 인용문처럼 

146) 안회남,「모자」,『春秋』, 1943.7. 

147) ‘긴급 위독 빨리 오시오’

     그 어머니도 자식의 뒤를 따르려 하였음인지 얼마 안 있다가 병원에서 별세하였다.

    'キンケイキトクスグコイ

     병원에서 친 이러한 전보를 받고, 내가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왔을 때에도 마침 저녁 임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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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オトウサンオサケゴ注意ナサイマセ. コレハボクタチ兄弟ノオネガヒデ’와 같은 

소학교 아들의 편지가 그러하다. 문화어=공신어=권력어로서의 일본어는 병원이

나 학교와 같은 공적 기관의 언어이며,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소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쓴 작문의 에크리튀르이다. "나는 네다섯 살 때부터 일본으로 도래한 사

람들의 자식들과 함께 컸고, 일본식 교육을 받았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인 

선생의 훈육을 받았148)"다는 장혁주의 고백은 일제말기 조선 지식인들의 상당

수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더구나 이들의 자녀들은 일본어 교육이 강

화된 학교교육을 받음으로써, 제도의 언어, 공적 언어로서 일본어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히라오카 선생님은 지금 생각하면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국어에는 특별히 힘을 쓰고 열심히 가르쳐 주셨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들이 

선생님의 열정에 보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스럽게까지 느끼는 것처럼 보였

을 때는 두 눈 가득 눈물을 글썽이며 교탁을 치면서

“여러분들은 국어를 잘 하지 못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공부 하지 않네요!”

라고 소리치고는 조용해진 우리들을 1분 정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눈물이 주

르르 선생님의 두 뺨 위로 흘렀다. 그 진지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들은 

왠지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책상 위 책에 시선을 떨궜다.149) (본고 번역)

는지라 나는 우선 종로에서 한 잔 마신 채 그날 밤엔 기어코 문 밖 병원엘 나가 보지 못했다. 

이튿날 병원엘 가니 병자는 벌써 고인이 되었고 나는 무일푼이었다. 몇몇 친구에게서 가까스로 

돌려 장례는 내 손으로 치렀는데, 내가 전날 밤 종로에서 소비한 돈은 그 소위 장례비의 갑절

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런 놈이다. (『안회남선집』에서는  'キンケイキトクスグコイ(통보. 위

독. 끝.)‘라고 오역하고 있다. 『안회남선집』, 현대문학, 2010, p.68.)

148) 장혁주,「脅迫」,『장혁주 소설선집』, 태학사, 2002,  pp. 258-9.

149) かういふことはある。平岡先生は、今考へると、他のどの学課よりも国語には特に力こぶをい

れて、熱心に教へてくれたやうだ。そして私達が先生の熱心さに答へず、むしろ苦痛にさへ思つ

てゐる風が見える時は、両眼に一つばい涙を湛えて卓を叩きながら

 「お前達は国語がほんたうに上手にならなければ、立派な人にはなれません。先生はお前達が立派な

人になるやうに、一所懸命に教えてゐるのに、お前達はちつとも真面目に習はない！」

　と呼んで、しんと静まつた私達をものの一分間もぢつと見つめてゐるうちに、涙はするすると先生

の両頬を流れる。そのしんけんなやうすを眺めてゐた私は、なんだが先生に済まない気がし、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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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훈의「先生たち」에서 일본인 선생님이 조선인 학생들을 두고 ‘국어를 

잘 하지 못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어렵’고 그렇기에 다른 어떤 과목보다 국어

에 힘을 쏟는 모습은 식민지 조선인이 처한 언어 권력의 문제를 일본인 교사의 

발화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최병일의 「梨の木」도 일본어의 위용에 대해 잘 

묘사하고 있다.

   권인봉 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열린 입이 닫혀지지 않은 채 얼굴 근육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리고는 그의 입에서 국어가, 김만복 씨에게 물을 끼얹듯

이 따라 나왔다. 그 국어를 말하는 것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우월감에 빠겼을 

뿐만 아니라, 왠지 그 국어가 조선어로 말하는 것보다, 더욱 더 힘이 들어가 

욕으로까지 들렸다. 반대로 그 때만큼 김만복 씨는 국어를 몰라 면목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적은 그의 인생에서 없을 정도였다. 권인봉 씨로부터 나오

는 일본어가, 김만복 씨한테는 모조리 욕으로 들렸다. 그렇게 해서 김만복 자

신이 알고 있는 몇 마디의 말도 나쁜 말이 있었으니 그 한 마디가 들릴 때마다 

화가 나서 김만복 씨는 입에 담지도 못할 야비한 조선어로 말했다.

“이 병신아! 네 놈은 내가 얼마나 말해도 모르지? 말도 안 통하는 것이 잘난 

척 하지마.”

“병신? 병신이 뭐냐? 일본어라도 알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

하는가?”

“돼지 같은 놈이 무슨 말을 지껄여 돈이 많다고 해서 잘난 척하지마 병신아.”

“병신? 기억하고 있는 게 그런 욕뿐이냐. 이런 개 같은 놈.”

“너는 배나무 가지니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기억해라, 제대로 법

에 걸려.”

“젊은 놈이 말하는 게 배나무 가지를 보상하라느니 지껄이고 있네. 그럴 시간

이 있으면 발바닥이라도 긁고 있어라, 망할 놈.”

“이웃집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세상은 돈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야. 너같이 돼지 같은 녀석은 

하루라도 빨리 꺼져버려.”

“바보 같은 놈. 나가. 어이 장서방 뭘 꾸물거리고 있어. 빨리 쫓아내. 쫓아내.”

장서방은 권인봉 씨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냈다.150) (본고 번역)

時に胸があつくなるのをおぼえながら、机の木の上に視線をおとすのであつた。(李石熏,「先生た

ち」, 『東洋之光』, 1942.8,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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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梨の木」는 김만복과 권인봉의 배나무를 둘러싼 실갱이와 법적 분쟁을 보

여주는 작품이다. 김만복은 재력을 바탕으로 한 동네의 유지이고, 권인봉은 근

대적 법률에 기대어 김만복과 맞서 싸우려는 사람이다. 인용문에서와 같이 두 

사람이 서로 욕지거리를 하며 싸우는 와중에도 권인봉은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우월감을 맛보고, 그 알아들을 수 없는 ‘국어’를 전해들은 김만복은 더

없는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 재력의 측면에서 보자면 김만복이 우위를 차지하지

만 권인봉은 국어=권력어=공식어에 기대어 김만복과 맞서 싸우는 형국이다. 이

와 같이 조선어는 비문명적인 지방어, 그리하여 하층어로서 기능하게 되고, 그

럼으로써 조선어/일본어의 위계화는 더욱더 공고해져 갔다. 이와 같이 공식어로

서의 일본어의 권위를 일제말기 우리 소설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

었다. 일본어=밥벌이 수단으로 인식하는 현실(이태준의「복덕방」, 이기영의

「동천」)이나, 그러한 현실 때문에 엉터리 일본어라도 구사해야 하는 하층민들

의 가엽고 우스꽝스런 모습(이태준의「달밤」, 김사량의「풀속 깊이」) 등 권력

150) 権仁奉さんは聞いた口が塞らないよ、と云ふかはりに顔の筋肉の引きつつた泣き笑ひの妙な表

情になつた。さうして彼の口から国語が、金萬福さんに水を浴びせるやうについて出た。その国
語を喋ることによつて無上の優越感に浸り得たばかりでなく、なにかその国語が朝鮮語で云ふよ

りもつともつと力がこもり悪口のやうにさへ思つた。反対に、この時ほど金萬福さんは国語を知

らぬ肩身の狭さを痛切に感じたことは彼の半生になかつたほどであつた。権仁奉さんから出る国
語が、金萬福さんにはことごとくが悪口雜言のやうに聞こえた。さうして、金萬福さん自身が知

つてゐる片語の国語が、これはなた、悪口であつたから、その片語が聞こえる度每사み上がり、

金萬福さんは、ここに発表出来ない、實に 野卑な朝鮮語で立ち向つたものである。

「このばかやろ。きさまのやつは、いくらこのおれがいつてもわからないね、きさまごときまつたく

はなしにならないやつが、なにをえらさうに云ふのだ」

「ばかやろ？ばかやろと何だ。国語でも知つてゐるとこの世の中で一番えらいと思ふのか」

「ぶだみたいなやつがなにを云ふのだ。おかねをすこしもつてゐるとおもつてゐばるなこんちきしや

う」

「こんちきしやう？覚えたのが、そんな悪口ばかりだらう。ええい、犬みたいな奴」

「おまえはなしのきのえたばから、なんのことはないとおもつてゐるかもしふぁんが、おぼえてお

れ。ちやんとほふ（法）にふれるんだ」

「若い奴が、云ふことが梨の枝を辨償しろとかなんとか吐かし居る。そんな閑暇があつたら、足裏で

もかいてをれ、畜生奴」

「となりたとおもつてこのおれは、いままでたまつてゐたが、こんどこそはしやうちしないよ。よの

なかはおかねたけでまはるのではないんだ。おまえのやうなぶたみたいなやうはいちにちもはや

くきえうせろ」

「馬鹿野郎。出て行けつ。おい、張書房何をぐづぐづしてゐるんだ。早く追ひ出せ。追ひ出せ」

  張書房は権仁奉さんの胸に兩手を押しあて押した。(崔秉一,「梨の木」,『梨の木』,『盛文堂書

店』,1944,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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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서의 일본어가 개입되는 양상들이 일제말기 소설들에서 빈번하게 그려지고 

있다. 일제말기 소설을 분석하며 위계화된 언어 사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소

설 속에 노출된 일본어 개입의 효과, 다시 말해 그것이 유발하는 소설적 의미망

을 놓치기 쉽다. 본장에서 목표로 한 것도 조선어와 일본어의 위계화를 단순히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조선어와 일본어의 선택 과정 다시 말해 언어적 배치

가 유발하는 소설적 의미소들을 파악하여 일제말기 소설들을 해석하는 중요한 

참조점으로 삼고자 함이다.

  3.2. 우리말 지향 글쓰기의 해체와 소설어의 에크리튀르

   3.2.1 우리말 지향의 조선어 소설 속의 일본어 개입 양상

   문학적 현실이란 개별 작가가 발 딛은 현실 속의 언어로라야 당대성과 재현

의 실감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 속에서 조선어를 쓰면서 그것을 일본

어로 창작하라는 것은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비현실적인 사태이다. 그렇다

면 현실의 언어 자체가 이미 순수한 조선어로 가능하지 않았을 때 순종 조선어 

글쓰기를 강행한다는 것 또한 작가에게 창작의 어떤 문제적 상황으로 다가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까지 일제말기 문학연구에서 연구자가 놓친 대목이 바

로 현실언어의 다중성과 소설어의 관계양상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식민화가 심

화됨에 따라 식민 본국과의 교류 혹은 일본어 해독자의 증가, 그리고 식민제국 

문화의 유입에 따라 조선은 이중어 공간이 되었고, 작가는 이러한 현실재현이라

는 측면에서 조선어와 일본어가 혼재된 언어실상을 소설어로 직조해 내야 했다. 

그러므로 우리말 지향의 글쓰기(순종조선어 글쓰기)는 이미 현실재현의 과제를 

외면한 조선어에 순직하는 글쓰기였다. 더구나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는 사상어, 

문화어로서의 언어적 헤게모니를 이미 획득하고 있었고 지식인, 문학인의 언어

로서, 일부조선인의 공고한 문화자본이었다. 그러므로 이중어 창작 논의는 일제

말기 돌출한 현상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식민지 시기 

한국문학에 있어 일본어 글쓰기는 한 번도 망각된 적 없었던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151) 그러므로 장혁주와 김사량 등의 일본어 글쓰기나 『國民文學』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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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된 일본어 창작은 이 긴 선상에서의 한 지점에 불과하다. “한국 근대문학사

는 그 출발부터 이중 언어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근대문학사의 수많은 텍스트는 이러한 이중 혹은 삼중 언어적 상황을 하나의 

콘텍스트로 설정하여 재해석될 필요가 절실하다.”는 권보드래의 제안은 이 시기 

문학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할 언어적, 문학사적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구어로서의 '모국어=공식어=문학어의 등식'이 성립한 시

기는 근대국가 성립 후의 경우이지 우리 전통적인 문학자들에게도 주된 흐름이 

아니다. 

   지식인이나 카페 여급이나 일본인을 묘사하는 소설 장면에서 일본어를 배제

한다는 것은 인물창조의 측면에 있어서도 심각한 제약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는 식민지 경성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주거가 분

리된 이중분할의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식민지 문학에 일본인이 그토록 드물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가사의하다. 대량 이주에 의한 사회재편에도 불구하

고, 경성 혹은 조선 전체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에는 혼혈아와 같은 문제를 다룬 

것이 거의 한 손에 꼽을 정도뿐’인 이유는 사실상 정교한 분리정책과 차이의 확

보를 통해 마름질하려했던 제국의 식민정책도 개입해 있었을 것이다. 또한 문학 

내적으로 보아, 이는 일본인이라는 식민자를 다루는 순간, 정치적 이슈들이 한

꺼번에 문제시되고 이러한 이슈들이 결국 검열이나 정치적 입장, 유추의 단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일지 모른다.152) 조선 문단의 무의식은 현실로서 존재하는 

일본인, 일본어의 개입을 차단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성의 남촌과 북촌, 본정과 종로는 각각 일본인 거리와 조선인 거리로

서 애초부터 질적으로 다른 공간으로 출발했다. 자본주의적 도시개발에 따라 도

시 공간의 전반적 균질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식민지적 이중도시의 질적 차이가 

지가와 임대료의 양적 차이로 환원 가능한 등질적이지만 차등적인 공간으로 변

모해갔다. ‘침략자 일본인의 본거지’였던 진고개가 소비문화의 중심지이자 문명 

제국의 ‘스펙터클의 공간’인 혼마치로 그 성격이 전환되면서, 남촌과 북촌을 가

151) 권보드래,「1910년대의 이중어 상황과 문학언어」는 일제시기 내내 문제적이었던 이중어 상

황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이중어창착에 관한 논의가 일제말기나 이른바 『國民文學』

의 논의로 한정될 수 없음을 권보드래는 1910년대 언어적 상황과 문학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152) 황호덕,「경성 지리지, 이중 언어의 장소론- 채만식의「종로의 주민」과 식민도시의 (언어)

감각」,『대동문화연구』』5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p.132.



- 74 -

르는 민족적 경계는 점차 개발과 소외를 가르는 자본주의적 경계로 변화했다. 

경성부내 극장의 남촌 집중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북촌의 조선인들이 제국의 

'문명'을 맛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남촌을 방문해야만 했다. 1920년대 이후 

조선인 사회에서 대중적인 ‘순례’의 풍속으로 출현한 ‘혼부라’(혼부라는 경성의 

번화가인 본정 거리를 구경 다니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서, 당시 일본에서 도쿄

의 긴자 거리를 어슬렁 어슬렁거리는 것을 ‘긴부라’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다) 

현상은 이러한 제국의 스펙터클화와 식민지 도시공간의 차별적 균질화의 결과

였던 것이다.153)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식민지 시기 우리 문학에서 일본인의 등장과 일본인

과의 교류를 거의 다루지 않는 맥락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능하다. 예컨대 박태

원은 다방골 토박이로 종로를 중심으로 한 서울 사람들의 세태를 묘사하는 소

설로서 이름을 얻은 작가이나 그의 출세작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나 

『천변풍경』의 어디를 보아도 일본인은 등장하지 않는다. 서울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일본인들은 주로 진고개와 남산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 거주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박태원 소설의 인물들이 종로와 진고개와 서울역과 한강을 

돌아다니는 동안 일본인을 만나는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서울

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공간이라는 것을 괄호치는 고도의 자의식의 산물이다. 

흥미롭게도 박태원의 「채가」(『文章』,1941.4)에도 그러한 미로가 나타난다. 

이 작품은 박태원의 ‘자화상’ 연작의 일부분이다. 이 작품은 자칫 범상한 신변

소설로 취급되기 쉽지만 1940년 경성이라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작가의 고민이 암암리에 투영되어 있는 문제작이다. 특히 이 작품의 문제성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과 관련지어 독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왕년의 소설가 

구보는 이제 “복상”이 되어 있다. 바야흐로 창씨개명의 시대인 것이다. 여기서 

‘나’는 돈암정에 집을 장만하기 위해 지은 빚 때문에 신당정에 있는 일본인 전

주 “와타나베”를 찾아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154) 방민호는 ‘나’

가 일본인 와타나베를 찾아가는 ‘여정’ 역시 경성 도시 공간의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월경’에 해당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나’의 심중에는 “종로”라는 조선

인의 의식지대, 생활공간으로부터 일본인이 살고 있는 신흥 부촌으로 ‘월경’해

야 하는 데 따르는 심리적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155)

153) 김백경,『지배와 공간-식민지 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pp.500-501. 

154) 배개화,「문장지 시절의 박태원」,『우리말글』44, 2008, pp.2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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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박태원의「천변풍경」과「債家」의 비교를 통해서도 드러나듯 식

민화가 심화될수록 이중 언어의 공간인 경성과 이를 재현하려는 소설어의 에크

리튀르가 순수조선어로 언어를 조직화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이를 다른 각

도에서 보자면 일본어 창작의 강요와 『國民文學』의 출범이라는 문학적 사건

이 없었다 가정하더라도 1930년대 중반 이후는 가속화된 근대적 문물과 상품

의 기표로서의 일본어의 개입, 일본인과 교섭하기, 근대교육을 통한 일어사용자

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말미암아 조선어속의 일본어의 개입 정도는 심화

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일제말기 이중어의 문제도 이중 언어의 공간인 식민지 

조선, 혹은 경성, 나아가 이에 대한 소설적 재현의 문제를 놓치고 단지 『國民

文學』운동에 의한 강요된 일본어 글쓰기만 강조하다보면 1940년대 전반기 문

학장에서 펼쳐진 ‘조선어 소설 속에 기입된 일본어’의 문제를 조선어 소설이 필

요로 한 일본어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 차원의 동원으로만 치환하게 

된다.

  1) 여자들은 태주가 무슨 말을 하든간에-웃읍지않은 말을 해도- 덮어놓고 

깔깔거려 웃는 것이엇다. 옆에서 보고있노라면 무엇이 그렇게 웃으냐고 도리혀 

뭇고 싶을 정도다. 그리던 여자들이 중간에 태주가 변소를 간 동안에 

 『스깡히도다와네』

 하고 별안간 기호에거 동의를 구해왔다. 기호로서는

 『맛다꾸다요』

  하고 쓰디쓰게 웃는 수밖에 없었다.156)

  2) 득수는 잠시동안 두리번거리다가 모퉁이 빈재리를 하나 발견해서 앉었다. 

밤불아래에서 본 까닭인지 『테불』도 의자도 낮보다는 딴판으로 별로 추하지 

않었다.

『아라 아나다데시다노. 마—우레시』

 모자를 버서놓자 어느틈엔지 뛰여와서 마진편재리에 앉는데보니까 그 계집애

이였다. 이번에는 자주빛『베르벳』양복을 입고 입술에 연지칠을 진하게 하였

다.

『왜 그날 저녁에 안오셋세요. 그냥 서울 가신줄 아랐지』

155) 방민호,「1940년 경성, 제국의 황혼, 절망적 저항의 데카당스」,『일제말기 한국문학의 담론

과 텍스트』, 예옥, 2011, pp.476-477.

156) 유진오,「가을」,『文章』, 1939.5,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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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오늘 오지 않었어……그새 더 입버졌군그래』

『마아 히도이히도!』

 그리고는 날새게 뛰여가서 술과 마른김을 한손에 하나식 들고 히죽이죽 가져

왔다. 이 계집애도 그날의 우울을 잊은 듯이 명랑하였다.

『어디서 잡수셋세요. 퍽 취허신 것 같은데』

『먹긴 무얼 먹어. 당신 생각이 나서 이렇게 비를 맞고 왔지—』

『오늘은 유꾸리하세요! 녜—』157)

 3) 불쑥 퉁명스럽게 나오는 말을 기대렸던 듯이 안나의 입은 날카로워졌다.

「그러길레 어빠는 밤낮 시골뚜기라는 별명을 들어요 혼자 가기가 심심해서 가

치 가자는게 무에 유와꾸예요」

「한두번 따라댄겨바 유와꾸안당허나. 잘못허다간 공연히 타락할라구」

「내가 타락을 해요. 어빠 내가 타락할때까지 살어보구려. 나는 그런 소리를 

허는 오빠를 되려 게이베쓰해요」

「게이베쓰! 게이베쓰허면 그만두어. 누가 자꾸 가치 댄기겠어?」

 나도 알지못하는 사이에 제절로 흥분되어서 다소 소리가 높아진 모양이었다. 

158)

4)이때 마츰 몬저드러갔는 그 간이소학교 선생이 덜덜거리며 나온다.

『아 웨 아직 안드러오시는거애요. 하 고노가다와……』

 곧 돌려대고 그 젊은 사람과 나를 인사를 식힌다. 우리는 다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면서도 피차의 성명은 무엇이라 대저않었다. 잠간 몇십분 혹은 몇백

분, 그 동안을 만났다 헤여질 사람끼리 일흠은 수고롭게 알어서 무엇하랴. 어

리하야 그 불행한 일흠을 알 기회는 영영 가버리고 말었다.

『어서 등대에 올러가 구경하십쇼. 여기 온 최대목적이 등대구경인데 웨 아직 

박게 계시냐말얘요.』

 우리는 등대 옆 자그마한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 안엔 테불을 두어개 놓

고 벌써 우리 일행은 그 최대의 목적인 등대구경을 마치고 제각금 의자를 차지

하고 앉어 혀도 도라가지 않는 국어로 제잘랐다 떠들어댄다159)

5)「남 정든님 따라 강남갔다 부뜰레서 생리별하구 오는 판인데 무슨 경황에 

157) 조용만,「초종기」,『文章』, 1940.6, p.60.

158) 조용만,「북경의 기억」,『文章』, 1941.1 p.52.

159) 이선희,「蕩子」,『文章』, 1941.1,  pp.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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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네 오샤꾸 하겠나」

「오샤꾸할 경황두 없이 쯔라이 시쓰렝(失戀)이문 발세 죽었지 죽어」

「사람이 그렇게 죽기가 쉬운줄아나」

「나—니 와께나이요. 정말말이야 도망을 하지 아니치 못하리 만큼 말이야 알

겠나? 도망을 해서라두 말이야, 잇쇼니 나루 하지 아느문 못살 고이비도문 말

이야, 붗들렸다구 죽여주소하구 따라 올 리가 없거든 말이야 응 안 그래? 소라

야 기미 혀(舌)라두 깨밀고 죽을것이지 뭐야 응 안 그래」160)

6) 뭐가 어쩌라구-?

나도 술낌에 그만 뭉클 해졌다.

박군은 불이낳게 내 무릎을 꼬집으며,

マア、ホットケヨ。モトカラ　アンナ　モノダカラネ。

ナニガアンナ　ムンカ？　コトバ　ワガランと　ウムウノカイ？

コレデモ　ウウサカ　トウキウ　マデモ　イツテ　キタジヨ！

하고 덤빈다.161)

   인용문들은 모두 『文章』게재 소설들이다. 6)과 같이 일본어 가타가나를 문

장 단위 이상으로 노출하는 예가 드물 뿐, 1-5)에 예시된 정도의 일본어는 일

제말기 소설에서 보편화된 양상이었다. 단지 그 재현 에크리튀르에 있어서 일본

어를 그대로 노출하고 이에 대해서 괄호치기 방식으로 조선 독자를 위한 해석

을 달아 둘 것인가 아니면 일본어를 조선어로 번역하여 보여 줄 것인가의 문제

였다. 1930년대 중반기까지는 실제 대화상의 일본어를 조선어로 번역하여 보여

주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순종조선어

의 에크리튀르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고, 인용문의 소설들처럼 해석을 달지 않

은 채 일본어를 음역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일본어의 개입이 보이는 작품들은 조선어에 대한 자의식이 없

었던 작가들이 쓴 소설들이 아니다. 오히려『文章』과 같은 문예지는 조선어, 

고전에 대한 자의식이 높았던 잡지로 볼 수 있다. 조선어나 한문을 활용한 고전

적 글쓰기에 민감한 언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태준의「貝江冷」같은 작품에

160) 최명익,「張三李四」,『文章』, 1941.4, p.46.

161) 김정한,「月光恨」, 『文章』,1940.1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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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본어의 개입은 문장단위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어떤 대목에서는 괄호치기

를 통해 조선어 해석도 달지 않고 서술한다.162) 『文章』지에 발표된 김동리의 

「다음 항구」와 같은 경우는 일본어 대사가 전면화되어 노출되어 있다.

 “나?” 나의 입에서는 어느듯 이런 말이 나왔다. 學蘭은 테불 위에 엎드려 한

참동안 느껴 울었다. 나는 담배를 피었다. 

“오빠, 오늘 밤까지만 절 여기서 놀려주서요, 오빠 곁에서”

學蘭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나서 이렇게 말했다. 

“내일은?”   “내일은 오빠랑 집으로 갈테에요.”

하고, 꼴깍, 우름을 삼키는 시늉을 하였다. 나도 한숨섞인 담배연기를 불었다. 

조곰 뒤에 당번여급을 보고, 學蘭은,

 “아유미상 수미마셍가 사스끼상또 도모에상 죳또 욘데 죠우다이네, 소레까라 

사께또 오까시또 바나나모네”

그러고, 어인 영문인지 싶어 어리둥절 해 있는 마유미에게 다시,

 “하야꾸네, 오넹아이 수루와” 이렇게 말했다. 

마유미로부터 급보를 받은 ”사쓰끼”“도모에”들은, 이내, 

“마아 도우시다노 유리에상” 이란둥 “아우님 웬이류?”란둥 하며 모여들었다. 

學蘭은, 

“아다시 곰방 우찌노 오니이상가라 사께이다다꾸고도요, 마아고쇼우까이 수루

와, 고노가다 아다시노 니이상”

 “아랏ㅅ-소우?” “조우당데쇼우? 안따노 타바아상쟈나이?” 

“아랏ㅅ!손나고또! 아다시 죠우당낭까 시나이와”

 술과 과자가 왔다. 

“안따가다 아다시 요와시데 구레나이?” 

하는 學蘭의 말에, 

“도우까 시데?” “데모 아야시이와” “마유미”와 “도모에”가 거이 함께 이렇게 

말했다. 

“난또모 시야 시나이와 다다네” 

“데모 오니이상노 마에쟈 얏빠리 네” 

162) “안다. 술만 필요허냐? 고유한 문환 필요치 않구? 돼지 같은 자식들― 너이가 진줄 알 수 있

니 ―허―.”“히도오 바가니 수르나 고노야로―”“너이 따윈 좀 바까시데모 이이나―”

  “나니”“나닌 다 뭐 말라 빠진 거냐? 네 술 좀 먹기루 이 자식, 내 헐말 못헐놈 아니다. 허긴 너

헌테나 분풀이다만―” /  야까시 히도오 바가니 스르나 고노야로… 나니? 기미모 오데로  마게

오시미 쓰요이요미니 꾸꿋데……도-모이깡 나니? ( 이태준,「貝江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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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에 가마와나이와, 소노가와리 아다시 곰방기리나노” “아랏ㅅ 곰방끼리?” 

하는 마유미와, 

“소노고도 혼또우?”하는 “사쓰기”는 동시였다. 

“혼또우다와, 아시다까라 안따가다도와 에이엔노 오와까레요”

 “에이엔노 오와가렛데 찟도 히도이와” 

“소우, 히도이와네” 163)

   이와 같이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은 조선어창작/일본어 창작의 양갈래 선

택만이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어창작에 있어서도 이미 현실에 기입된 일본

어를 어떠한 소설어의 에크리튀르로 재현해 낼 것인가의 문제가 조선인 작가가 

자신의 작품 속에서 해결해 내야 하는 창작의 과제였다. 인용한 대목과 같이 카

페 여급이나 지식인과의 대화 혹은 일본어가 통상적으로 쓰이는 장소의 대화들

을 어떠한 소설적 언어로 풀어 내야 하는가가 순종조선어 글쓰기의 합의가 사

라진 조선 문단에서 작가가 맞닥뜨려야 할 창작의 실제 국면이었고, 김동리의 

「다음 항구」와 같이 카페여급들의 현실언어(일본어)를 조선어 해석없이 상당

부분 노출한 것도 리얼리티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작가가 시도한 하나의 창작방

법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종된 에크리튀르를 당시 문단은 어떻게 받아 들였

을까? 간간이 삽입되는 한 두 문장이나 단어가 섞인 일본어 문장이 아니라 일

본어 대화가 아무런 해석도 주어지지 않은 채 전면화되어 나타난 「다음 항

구」의 에크리튀르에 대해 백철은『文章』 다음호의 창작평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것은 직접 작품의 주제와 그 구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는지 모르나 부산

항의 그 카페에서 여급간의 대화 또는 학란의 독백을 국어로 내놓은 것은 아주 

작품의 리듬을 깨트렸을 뿐 아니라 작품인상을 우습게 만든 점이 있다. 이런 

점은 작자는 조금도 생각지 못했던가? 일상어에 있어 국어를 상용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지만 아직 작품의 대화나 무대상에서 대사로 나타날 때는 어울리지 

않고 도리어 국어를 ‘茶化’해 버리는 경향이어서 이것은 어느 편으로 보나 작

자가 대단히 근신해서 가장 적절한 곳에 적의한 부분만을 묘하게 쓰지 않으면 

언제나 실패되리라고 생각이 된다. 그 점을 작가들은 등한히 생각할 바가 아닐 

것이다.164)

163) 김동리,「다음 항구」,『文章』, 1940.9,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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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년 10월의 시점에서 순종조선어 글쓰기를 완전히 헤집어 놓은 김동리

의「다음 항구」를 백철은 '작품의 리듬을 깨트렸을 뿐만 아니라', '작품인상을 

우습게 만들었고' 또한 '국어를 '茶化'해 버리는 경향이어서 실패했다'고 평하고 

있다. 백철은 어디까지나 ‘국어는 적절한 곳에 적의한 부분만을 묘하게 쓰지 않

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김동리가 보여준 전면화된 국어 노출은 실패했다

고 말한다. 백철은 일단 이와 같이 일본어 대화를 조선어로 번역하지 않은 채 

음독의 형태로 전면 노출시킨 것을 조선어 소설의 적절하지 않은 에크리튀르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백철도 실제 언어생활에서 '국어'가 흔히 쓰이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기에 일정한 소설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일본어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한편 정도의 차이에 따라, 또 보는 각도에 따라 일본어의 개입을 긍정하는 

평가들도 있었다. 바로 박태원의 ｢愛經｣에 쓰인 일본어에 대한 평가가 그러하

다. ｢愛經｣에도 군데군데 일본어의 개입이 눈에 띈다.

1)｢정녕?｣ / ｢그럼 그렇지 않구?｣ /｢여자는 왼손을 치켜 들어 시게를 보았

다. 아홉시 오분전—, 아홉시면 겨울에는 이미 밤중이다. ｢난 꼭, 안따 우와까

가 또 하지마루 했나 그랬지.｣
｢조오단쟈 나이와.｣/「그래도 가만이 보려니깐, 긴상이 권허는대로 무한정허

구 술을 먹으니. 난, 밖에서 보면서 혼도니 하라하라시마시다요｣165)

2) 남자는 일부러 방바닥에 손까지 집고 정중한 인사를 하며,

 (얘가 숙자라?……)

하고, 새삼스러히 여자의 모양을 살펴 보았다. 숙자라고 예전 배우 노릇하던 

여자가 아께보노와 있다는 말은 벌써 두어달 전에 안해에게서 들어 알고 있는 

터이었다. 술이 취하면 곧잘 손님하고 쌈을 하고, 쌈할때마다, 으레 

「아다시와 고레데모 소노무까시, 싱꼬오게이지쯔자 하나야까나리시고로노스

타아데 이랏샤이마쓰가라네. 다다노 죠뀨우또와 죠뀨우가 징아운다요! 돈찌끼

야로오메!」166)

164) 백철,『文章』, 1940.10, p.177.

165) 박태원, ｢愛經｣,『文章』, 1940.1, p.116.

166) 박태원, ｢愛經｣ 6회,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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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와 이선희는 여급들의 국어 대화를 두고, ‘싯구리しっくり’하게 썼다

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167) 이와 같이 일본어의 개입을 문학적으로 어떻

게 평가하든 본격적인 일본어소설 창작을 실천한 작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박태

원168)과 김동리의 예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설 속에 일본어의 삽입

은 일제말기 조선어 소설 창작이 직면한 에크리튀르상의 난제였다.

   3.2.2. 조선어/일본어의 혼용과 이중 언어 창작

   문단에서도 신체제 논리가 강화되고, 국어 사용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소설 속의 일본어도 가타가나의 전면적인 노출이라는 형식으로 나

타나는 형국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해 에크리튀르의 완전한 혼종양상은 안회남

의 「모자」,이광수의 『그들의 사랑』과 『봄의 노래』에서와 같이 음역의 차

원이 아닌 문자의 차원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167) 崔貞熙 : 朴泰遠氏가 文章에 실린「愛經」은 어때? 다들 읽어? 난 다는 못 읽구 한 횔 읽엇  

           는데 거참 國語 對活 싯구리 오게 썼든데.

    李善熙 :어쨌든 朴泰遠씬 그 독특한 문장을 가지구 잘 써. 女給들의 남편을 그  

            리는 장면, 참  잘  그려요. 李泰俊씨두 요새 『靑春茂盛』에서 카-페  

            를 그리고 女給들 얘길 쓰는데 朴泰遠씨가 훨신 나아. (｢初秋의 半島  

          文學｣,『三千里』,1940.9. p.182.)
168)「하찌엔 말이지? 다섯 번이면, 고하욘쥬우니까, …… 옳지, 이번 갚으면 고만이구나?」

「? 이번이면 고만이야。」

「아, 고하욘준데 그래?」

「이자는 없니? 이자 안받구 누가 돈 꿰 주던?」

「이자가 올만데?」

「처보렴。로꾸하욘쥬하찌니까……」

「그럼, 저어, 하찌엔이 이자야?」

「요꾸 데끼마시다。」

「아이, 으쩌면 아는 사이에 그러냐? 이자 없이서 꿰 주면 좀 어때서?」(「四季와 남매」(『新時

代』,1941.1,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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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는 그의 이러한 점에 부딪칠 때마다 점점 머리가 냉정해 가면서 대략 다

음과 같은 편지의 사연을 가슴 속에 외우고, 외우고 하였다. 그것은 내가 어느 

때 서울 와서 한동안 묵고 있을 때 내 어린 자식놈이 한 편지다.

  オトウサンヘ

　オトウサン　 オタッシヤデスカ。オカゲサマデ　 オバアサンヤオカアサンモ　

オ元氣デゴザイマス。ボクラ　 兄弟タチモ　 ヨク　 アソビ、ヨク　 學校ヘ　 カ

ヨッテヰマス。ゴアンシンナサイマセ。オカネヲタクサン　 オクッテ下サイマシ

テ　 タイヘンアリガトウゴザイマス。クレパッヤッガカミヲ　 オカアサンガカッ

テ下サイマシタ。オトウサン　オサケ　ゴ注意ナサイマセ。　コレハ　ボクタチ　

兄弟ノ　 オネガヒデス。オトウサンキット　 ゴ注意下ナイ　 オタヨリ　 マッテ　

ヰマス。ハヤクオメニカカリタイデス。169)

2)「要するに、われわれはだね、父や母は毋論のこと僕自身からして、すでに、

君をわれわれと全然違ったもののやうに思ってゐたんだ。すれがそもそもの間違

だったんだよ。これは僕の家族に限ったことではないと思ふ。恐らくは、すべて

の日本人が、すべての朝鮮人に対して、さうであるやうに思ふ。この中に根本的

な誤診があると思ふんだよ。即ち認識の態度といふかな、方法といふかな、これ

が間違ってゐると思ふんだ。君をわれらと全然違ったものと思ひ込んでゐるから

始めから君の一言一動を、警戒穿鑒の眼を以って見る。さうやうに感ずる。そこ

でますます警戒と穿鑒を加へる。ますます疑を起こして気まずくなる。遠ざか

る、どいったわけなんだよ疑心暗鬼だな。」

 (요컨대, 우리들은 말이야, 부모는 말할것없이 나 자신부터가 늘 자네를 우리

들과는 아주 다른 존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야. 그것부터가 잘못이였네. 이점

은 하필 우리 가족에게만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아마도 모든 일본인이 모든 조

선인에 대하여 그런줄아네. 여기에 근본적 잘못이 숨은 줄 아네. 다시말하면 

인식의 태도랄지, 방법이랄지,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네. 자네를 우리들과는 아

주 다른 것으로 생각고만 있으니까, 처음부터 군의 일언일등을, 경네. 그러니 

더욱 경계와 천착을 더하네. 자꾸자꾸 의혹을 일으켜서 거북하게되고 멀어지

169) 아버님께

    아버지, 잘 지내시는지요. 덕분에 할머니와 어머니도 건강히 지내십니다, 저랑 형들도 잘 놀고 

있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신경쓰지 마세요. 돈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크레파

스랑 스케치북을 어머니가 사 주셨어요. 아버지 술 좀 주의해 주세요. 이건 저희 형제의 부탁

입니다. 아버지 꼭 주의해 주세요. 빨리 보고 싶어요. (본고 번역) (안회남, 「모자」,『春秋』, 

194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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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까닭일세. 의심암귀야)」

 다다시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꼭 같이 조선인을 대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それは君のいふ通りだ。つまり民族性とかいふものを、われわれは餘りに拡大

して考へる癖がある。(그점은 군의 말과 틀림없네. 다시말하면 민족성이라던가 

역사란 것을 우리는 너무 크게잡어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

 원구가 이렇게 하는 말에 다다시가 멈칫 걸음을 멈추면서

 「その通り、その通り。民族性や歴史の過大拡大とは、よくいってくれた。正に

その通りだよ。(그렇지 그래, 민족성과 역사의 과대확대라는 점은 옳은 말일세. 

바른 말일세.)」

 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元山で、僕たちが、君に対して達した結論が丁度それだよ。要するに君と一緒
に居て見ると、君はわれわれと一つも変らぬといふことだ。(원산에서 우리들이 

자네에게 대하여 내린 결론이 바로 그점이었네. 요컨대 자네와 함께 지나 보려

니, 자네는 우리들과 조금도 다르잖은줄 알었네.)」170)

3) 삽끌에 달려올라온 씀바귀 뿌리가 통통 불어있었다. 요시오는 삽을 아랫배

에 기대어세우고 씀바귀에 묻은 흙을 털어서 한토막을 이빨로 끊어서 질근질근 

씹으면서 손에 들린 씀바귀의 끊긴 자리에서 뽀얀 젖방울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

「もっとも生命力の強い草だ。三センチの長さに切られたものからも芽を吹

く。」

　벌써 팔구년이나 전에 동네 소학교에서 이과시간에 스스끼선생이 말씀하시던 

것을 생각하였다.

 스즈끼선생은 사학년에서 오학년까지 요시오의 반의 담임선생이었다. 그는 나

이 사십이나 된 뚱뚱한 선생으로서 아이들을 퍽 사랑하였다.

 「強い正しい日本人になるんだぞ。」

 스즈끼선생은 씰룩씰룩하는 입으로 늘 이런 말을 하였다. 안해도 없는 스즈끼

선생은 구장네 사랑방을 빌어서 있다가 중풍이 되어서 돌아갔다. 171)

4) 면장이 손을 드는 것을 군호로 여선생이 애국행진곡을 쳤다. 어린 소학생들

이 늘 하던 습관으로

170) 이광수,『그들의 사랑』제 2회,『新時代』, 1941.2, pp.271-272.

171) 이광수,『봄의 노래』제 5회,『新時代』, 1941.9,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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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よ東海の空あけ

　旭日高く輝けば」 

하고 풍금에 맞호아서 노래를 불렀다. 일동이 다 웃었다. 아이들이 영문을 몰

라서 노래를 뚝 끊젔다. 

「よろしい、うたひなさい(좋으니 부르시오)」

하고 면장이 말하였다.

 아이들은 교장을 바라보았다.

 교장도 「요로시이」하는 눈짓을 하였다.

 이번에는 어린애들뿐아니라 큰 애들까지도, 어른들까지도 애국행진곡을 불렀

다.

 그러한 속으로 신랑, 신부가 들어왔다. 신랑신부가 단 앞에 와서 선 뒤에도 

노래는 계속하여서,

「大行進の行く彼方

　皇国常に榮あれ」

하는 데까지 부르고 말았다.

 면장은

「エーこれより、新郎牧山義雄君、新婦金田文子嬢の結婚式を挙行致します」

하고 먼저 국어로 선언한 후에, 다시 조선말로,

「어, 이제부터 신랑 마끼야마요시오군, 신부 가나다후미꼬양의 혼례식을 거행

합니다」

라고 스스로 통역하고 나서,

「神前に対したてまつり最敬禮」

하고 가마다나에 먼저 최경례하고 다음에는 정면 국기에 경례하고, 그리고는 

식을 진행하였다.

신랑, 신부가 평생을 변치않고 살겠다는 맹세는 에수교식으로 하였다.

 그러고 가락지는 요시오의 어머니가 시집 올 때에 요시오의 할아버지가 해 주

었다 하는 굵다란 은 가락지를 꼈다. 172)

5) 신랑, 신부가 교장 앞에 걸어가 설 때에 교장은 조선말을 못 알아 들어서 

영문을 몰랐다. 주레가 교장에게 그 뜻을 설명하니 교장은 만족한 듯이 일어나

서 신랑신부의 절을 받았다. 다음에 주레는 내빈 일동을 향하여서,

「이제 신랑, 신부가 내빈 여러분께 인사를 들일터이니 여러분도 일어나서서 

172) 이광수, 『봄의 노래』제 5회,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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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으로 그 인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신랑, 신부의게 눈질하였다.

 신랑, 신부는 몸을 돌려 내빈쪽을 향하여서 절하였다. 내빈들 중에는 답레를 

하는 이도 있고 아니 하는 이도 있었다. 어른이 아이들 절에 답레하라 하는 것

이였다. 아이들은 끼득끼득 웃고 옆구리를 꾹꾹 찔렀다. 요시오와 후미꼬가 신

랑, 신부가 된 것이 우숩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축사였다.

 벽두에 나선 이는 야마무라(山村)교장이었다. 그는 나이 육십을 바라보는 노

인으로 이 학교에 온지가 벌서 십년이나 되었다. 그는 큰 학교에 전근할만할 

힘도 없을는지 모르지 마는 또 어디로 전근하기를 원치도 아니 하였다. 그는 

부인과 단 둘이 이 동네에서 늙어죽을 작정인가 싶었다.

「エー誠にお芽出度いことであります」

를 허두로 야마무라교장은 느릿느릿한 말로 축사를 하였다. 그는 오래간만에 

오늘은 몬즈끼를 입었다.

「新郎も新婦も、この私の教へ子である、教へ子は生みの子と変りないのであり

ます」

 이러한 말도 있었고, 

「新郎の牧山義雄君は、帝国軍人になるべき勇士であります」

 이러한 말도 있었고,

「承はつたところによりますと、新婦の厳父であらせられる、金田さんは、帝国
軍人となられる牧山君をして後顧の憂なからしむるために、特にこの結婚を急が

れた由で、誠に以って、稱讚に値する軍国美談であります」

 이러한 구절도 있었다. 이것은 구장이 교장을 보고 자기가 요시오를 사위를 

삼는 뜻이, 요시오가 지원병을 가는 것을 도우려함에 있다는 설명을 한 까닭이

었다.

 최후에 황군장병의 무운장구와 전몰영령의 명복을 비는 묵도를 하고 또 애국  

 행진곡에 발을 맞호아서 신랑, 신부가 퇴장하였다.

 폐식후 별실에서 떡과 국수의 향응이 있고 이 신식혼인이 끝났다.

 다음에는 구식혼례였다. 173)

   인용문 1)은 안회남의 「모자」의 일부분이다. 늘 술을 먹고 다니는 아버지

173) 이광수,『봄의 노래』제 5회 ,『新時代』, 1941.9,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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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낸 소학교 다니는 어린 아들의 편지인데 가타가나를 그대로 노출하고 

조선어 해석도 전혀 달고 있지 않다. 이는 ‘소학교’에서 일본어를 익힌 아들이 

자연스레 일본어 편지를 쓸 수 있는 당시의 언어현실을 그대로 담아 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본어 교육이 전면화된 소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쓴 편지의 언어가 

‘일본어’라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현실이나 이를 소설 속에서 그대로 재현해 

낸다는 것이 기존 조선 문단의 언어선택과는 다른 방식이었음에 틀림없다. 물론 

이는 단순한 에크리튀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변화를 반영한 리얼리티

이기도 하다. 또 이렇게 일본어를 보여 줄 경우는 괄호치기의 형식으로 조선어 

해석을 달아두는 것이 통상의 예였지만 이 작품에서는 조선어로의 번역을 보여

주지 않았다. 사실상 일제말기 안회남이 상정한 독자에겐 조선어 해석이 필요 

없었으리라 판단 가능하지만 조선어소설에서 아무런 해석없이 가타가나를 그대

로 노출한 예는 1930년대까지는 매우 드문 경우였다.

   인용문 2)는 이광수의 『그들의 사랑』의 한 대목이다. 인용문은 주인공 원

구가 일본인 친구 다다시와 나누는 대화의 일부분으로 리얼리티의 차원에서 둘 

사이의 대화를 그대로 일본어로 노출했으나 괄호치기를 통해 조선어 해석을 달

아 두었다. 『그들의 사랑』은 대부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구와 다다시 가족

간의 대화를 일본어 자체를 노출하고 그에 대한 조선어 해석을 다는 방식을 취

하고 있다. 이와 달리 3), 4), 5)는 『봄의 노래』의 일부분을 각각 인용한 것인

데, 『그들의 사랑』과 다른 방식이 있다면 일본어를 문장단위 이상으로 노출하

고도 조선어 해석을 달아 두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인용한 부분은 

학교에서 신식 결혼식을 거행하며 일본인 교장 주례를 서는 것을 묘사한 요시

오의 결혼식 장면인데, 실제로 교장의 일본어 연설을 그대로 가타가나로 표기하

고 있다.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마끼노상 곤니찌와’와 같이 일본어 음역을 드

러내기도 하는 등 『봄의 노래』에 이르면 일본어의 개입이 전면화되고 그 표

기법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174) 이는 일본어 발화의 ‘리얼리티’ 획득이라는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순종조선어 글쓰기라는 자의식에서 벗어난 작가가 

취할 수 있는 조선어 소설쓰기의 실험적 에크리튀르이기도 하다. 당시 이와 같

174)『봄의 노래』의 또 다른 특징은 창씨 개명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을 경직

이라는 조선어 이름 대신 '요시오''라 칭하고, 다른 인물들도 도시꼬, 후미꼬와 같이 칭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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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선어/ 일본어의 혼용된 글쓰기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소

수 작가에게만 나타났던 에크리튀르라고 보긴 어렵고, 소설뿐만 아니라 현실어

가 많이 반영되는 수필, 희곡들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 『형님 그래도 건강을 지탱하시겠소?』하고 내가 무르면 『俺の健康か？大

丈夫だ。』하면서 그 가느다란 팔뚝을 내 눈 앞에서 거더보이고 아이로니컬한 

兄 独特한 웃음을 웃어 보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兄은 『それはお前の考え方だ。世の中のことは凡てマラソ

ン競走だ。早くゴールに入らんにゃ負けるぜ』 이렇게 내말을 反對했다.

『マラソン競争だからこそ先に立って走りたがる者は何ぼでもいいから先に走ら

せたらいいぢゃありませんか。最後のゴール百メター先で皆を拔いてこっちが一

着すれあアいいんでしょう。』

『いいや、さうはいかん。』

『いかんこたアないですよ。つまり地下足袋姿で走る者は走らせる、自転車駆け

る者は駆けさせる、皆スタートを切った後に兄さんと僕とは一番早い飛行機に

乗って直ぐ彼などに追い付くばかりか遥かに彼などを拔いて眞先を往くやうにな

るでしょう。』

『それは嘘だ！俺はもっと早く偉くならんにゃつまらないよ。』

내게 자조 찾어다니는 그 中 한친구가 나더러 『伯氏의 性格이 좀 異常한곳이

였지오?』

하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글세요, 좀 ヒネクレル 했다고 할까요. 何如間 

兄이자조 찾어오서도 主義者라면 ロクナヤツ가 아니라고 대단히 싫어합니다.』

『하하, 그러신 것 같애요. 저 亦是 伯氏의 그 點에 マイル했어요. 앞으론 동무

하고보다 伯氏하고 當分間자조 ツキアヒ를 할렵니다.』

古冊에서 社會科學 書類를 連續不絶히 사들이기 시작했다.

昭和十年二月二十二日에 京城으로 들어오는 汽車에서, 漢江鐵橋를 건너면서 아

침해가 東쪽을 붉게 물드리는 것을 보며

『基鎭、もう何も彼も止めよう!先づ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俺はこれからすっか

り生まれかわるつもりだ。お前はどうする？』하기에 나는 대답했다.

『私は別に生まれかわる必要なんかありませんよ。従来通りですよ。』

『それがいかん。お前の性質はいつさういふ風は生温いからいかんよ。これから

見てみ。俺はすっかり変ってしまふから。』 175)

175) 김기진,「故金復鎭 半生記 -일주기를 맞아 형을 생각함」,『春秋』, 1941.9,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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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金玉均 (손벽친다)

女中 はい(소리만)

金玉均 심난한데 한잔하시지오.

朴永孝 종지오, 아무리나.

女中, 올라온다.

女中 岩田先生、お呼びですか？

金玉均 清元を唄つてる奴は君か？

女中 違ふわ。

金玉均 違ふ。断じてお前だ。

女中 あれつ。あれ清元が聞こえますのに 聞こえでせう？妾しぢゃないわよ。

金玉均 違ふ。断じてお前だ。我輩はお前だと認める。どうする？

女中  困りますわ。妾し藝無しの？ですのに。

金玉均 猿でもなんでも宣い。罰に酒を持つて来い。

女中 まあ、先生と来たら、お口のうまい事ー。

金玉均 早く持つてこい。

女中 はい。(나려간다.)

朴泳孝 상당하시구려. 하-

金玉均 하-

金玉均, 한쪽에 편지를 본다.

金玉均 응 웬 편지람(뒷본등을 본다.)지운영? 대감 지운영이 누굽니까?

朴泳孝 글쎄요. 지운영? 모르겠는걸요.

金玉均 지운영? (편질 뜯는다.)176)

   인용문1)은 김기진이 형 김복진을 추모하며 『春秋』에 게재한 수필인데, 이 

글은 기본적으론 조선어로 써진 것이나 형의 말이나 형과의 대화 부분은 대부

분 일본어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에크리튀르는 우선 실제로 형과의 대화가 

일본어로 이루어졌다는 ‘리얼리티’ 획득의 차원일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

은 형이 일본어로 발화하는 것은 주로 사상적인 것, 예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들이다. 김복진과 김기진의 대화 양상은 물론 당시 일본어가 갖고 있는 문

화어, 학문어로서의 헤게모니를 잘 드러내주는 대목으로, 조선어와 일본어가 대

174) 박영호,『金玉均의 死』,『朝光』, 1944.3,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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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 이중 언어(bilingual)의 관계가 아니라 위계화된 이중 언어(diaglossia)였다

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용문2)는『朝光』에 연재된 박영호의 희곡이다. 

인용문의 대화 양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김옥균과 하녀(女中)의 일어 

대화는 그대로 히라카나로 적고 아무런 조선어 해석을 달지 않았고, 김옥균과 

박영효의 조선어 대화는 조선어로 써놓았다. 그야말로 완전한 이중 언어를 작품

에서 구사한 셈이다. 물론 이러한 소설이 상정하고 있는 독자란 일본어 해독이 

가능한 조선독자층이다.

   이와 같이 일제말기 조선어 소설이나 수필 등에서 드러나는 일본어의 개입 

양상은 단순히 일제말기 위로부터의 '국어 상용화' 정책에 기인한 불가피한 강

제적 구속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조선에서 근대문학이 성립한 이래 

한문과의 결별, 일본어의 조선어로의 번역을 소설어의 새로운 규범으로 삼아 조

선 문단의 우리말 지향의 에크리튀르가 1920,30년대에 걸쳐 유지되어 왔다면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반에 이르면 이러한 소설어로서의 순종 조선어 

글쓰기 전통은 많은 부분 훼손이 된다. 이는 조선 문단이 일본 문단의 지방 문

단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작가들에게 국어인 일본어로의 글쓰기가 강제된 측면

의 반영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실제 식민화 기간의 장기화와 심화

를 통해, 또한 신세대 작가들의 일본어 구사 능력의 확장을 통해 현실 언어에 

개입해 들어오는 일본어의 재현 문제가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

는 3장 2절의 논의를 통하여 조선어소설 속에 개입된 일본어의 구체적인 개입 

양상들을 고찰해 보며, 당시 소설어로서의 조선어의 언어 혼종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가정에 지나지 않지만 『國民文學』과 같은 일본어 소설쓰기가 위로부

터 강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선에서 일본어 해독자와 상용자의 수가 계속해

서 늘어간다면 소설은 순종조선어 글쓰기만을 고집할 수 없는 국면에 이르렀을 

것이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선어 소설에 일본어가 개입되는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화되어 갔을 것이다.

 



- 90 -

  3.3 조선 문단의 일본어 소설이 보여준 조선 / 조선어 재현의   

      에크리튀르 

    

   3.3.1 이중 언어 창작과 에크리튀르의 고착화 과정

   일제시기를 걸쳐 조선작가들의 작품은 본인이 직접 쓰든 번역을 하든 아니

면 번역가의 손에 맡겨지든 일본어 창작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실제 일본

어 습작의 흔적은 한국 근대문학의 초창기를 주도한 작가들에게 광범위하게 발

견된다. 제1차 일본 유학 무렵 이광수는 “나는 문학자가 될까. 된다 하면 어찌

나 될는고, 조선에는 아직 문예란 것이 없는데 일본 문단에서 기를 들고 나설

까”를 궁리했으며, 명치학원에 다닐 무렵 주요한은 일본 시인 川路柳虹의 문하

에서 시를 써서 '아케보노'에도 실렸고, 『秀才文壇』이라는 잡지에 당선도 했

다. 김동인은 '구상은 일본말로' 한 후 '敎授를 畢하고'를 '가르침을 끝내고‘, ‘待

合室’을 ‘기다리는 방’으로 바꾸는 식으로 일종의 번역 과정을 통해 소설을 집

필했고, 염상섭은 “시조는 이때껏 한 수도 지어본 일이 없으면서, 소년 시절에 

일본의 和歌는 지은 일이 있었다."고 회고한다. 김우진은 여러 편의 시, 소설, 

평론을 남긴 외에 미발표 텍스트의 원형이라 할 일기 또한 오래도록 일본어로 

기록했고, 심훈은 "서대문 감옥 높은 담 위에 태극기가 펄펄 날릴 때”를 희구하

면서도 소품문 현상에 응모하기 위해 일본어 문장을 썼다. 일본 문학은 田山花 

袋,有島武郞, 芥川龍之介와 염상섭, 김동인, 이상 등의 영향과 수용 관계를 통해 

한국 문학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일본 문학에의 참여 의지까지 자극해 냈

다. 신경향파 문학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개척한 김기진은 3.1운동 후 한글 매체

가 활성화될 무렵임에도 '원고지로 한 백 매나 되는 것', '약 30매 되는 것'을 

거듭 『改造』에 투고했고, 개조사 편집부에서 기성 작가의 것만도 여럿인 투고

뭉치를 보여준 후에야 등단 의지를 접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일본어 창작을 멈

추지는 않은 듯, 소설로 등단작에 해당하는「붉은 쥐」는 '본래 일본문으로 쓰

려고 하던 것이며, 또한 약 3년 전에 처음 시작을 원고지를 10여 매나 쓰다 놓

고서 그대로 내버려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77) 최근 일본문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한일 근대문학의 영향관계를 고찰하는 연구들178)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177) 권보드래, 「1910년대의 이중어 상황과 문학 언어」,『한국어문학연구』54, 2010,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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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바로 개별 작가들의 문학적 교양과 문학수업이 많은 부분 일본문학, 일본

어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본 문단에 일본어로 작품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이후로 정연규가 대표적인데, 정연규는 국문소설「혼(魂)」(1921)이 발행금지처

분을 받으면서 1922년에 조선 총독부로부터 추방처분을 받아 일본에 건너가

「방황하는 하늘さすらいの空」(宣傳社, 1923.2),「생의 번민生の悶へ」(宣傳社, 

1923.6)을 발표해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 작가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이어 

한양까지 침입한 외적과의 결전을 앞둔 의병장의 고뇌를 그린「혈전의 전야(血

戦の前夜)」를 발표하게 된다.179) 이 밖에 李在鶴의「涙」」『淸凉』(京城帝國

大學豫科學友會文藝部)), 玄鎭健의「火事」 蔡順秉譯 『文章俱樂部』(1925), 崔

曙海의「飢餓と殺戮」林南山譯『朝鮮時論』,玄鎭健의「ピアーノ」林南山曙,『朝

鮮時論』(1926), 韓雪野의 「初戀 」,「合宿所の夜」,「暗い世界」『滿洲日日新

聞』, 韓植의「飴賣り」『プロレタリア藝術』(1927), 李光洙의「血書」·李壽昌

譯『朝鮮公論』, 趙容萬의「神經質時代」『淸凉』, 崔充秀의 「廢邑の人々」

178) 한일 문학의 비교 문학적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윤병로,「한국 근대문학에 미친 일본 근대문학의 영향」,『성균관대학 논문집』27, 1980.

     白川豊,「한국근대문학 초창기의 일본적 영향」,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1.

            「 1920-30年代 韓日 農民文學의 比較文學的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정인문,『1910.20대의 한일 근대문학 교류사』, 제이앤씨, 2006. 

     김명주,「아쿠타카와 톱니바퀴와 이상 날개 비교 고찰」,『일어일문학연구』49, 2004.  

     조사옥,「이상 문학과 아쿠타카와 류노스케」,『일본문화연구』7, 2002.

     채영님,「시마자키 토오손과 염삼섭의 시대인식과 가족」,『일본근대문학』4, 2005.

     정병호,「한일 근대문예론에 있어서「정」(情)의 위치 :지(知)·정(情)·의(意)의 범주를 중심으  

         로」,『아시아문화연구』8, 2004.

     최해수,「청년 지식인의 근대체험의 두 양상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三四郞』와 廉想  

         涉의 『萬歲前』의 비교」,『일본학보』62, 2005.

    명혜영,「한일근대문학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변용」,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9. 

    정홍섭,「전향과 귀향의 변증법 : 한설야와 나카노 시케하루(중야중치(中野重治))의 전향 소설  

         비교연구」,『비교문학』50, 2010.

179) 이 소설은 복자(伏字)처리가 많이 된 상태로 프롤레타리아 문예지인 『예술전선 신흥문학 

29인집』(芸術戦線新興文學二十九人集) (自然社, 1923.6)에 수록되기도 하여, 일본 문단에 식

민지 조선인의 문학을 알린 일본어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광자의 생(光子の生)」 (『 

解放』.1923.8),「오사와 자작의 유서(大沢子爵の遺書)」 (『 新人』 1923.9), 「그(彼)」( 週

刊朝日 1925.11.15）를 끝으로, 정연규는 문학가로서보다는 평론가, 사상가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김계자,「일본 근대문단과 식민지의 문학자」,『아시아 문화연구』22, 2011, p.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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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城日報』 朝刊 (五月)(1928)처럼 현진건, 이광수, 최서해의 작품이 일본어

로 번역되거나, 한설야, 조용만 등의 작가처럼 자신이 직접 일본어 소설을 발표

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 1910, 20년대 조선어 작가의 일본어 작품들을 살펴보면 1940

년대 작가들의 일본어 글쓰기와 차이가 난다. 1910,20년대 조선 작가들의 일본

어 소설들은 번역되지 않은 조선어의 노출이 거의 없고, 대부분 그것이 직역이

든 의역이든 일본어로 조선적인 것이 번역되어 재현되어 있다. 下衣
バチ

 ,温突
オンドル

, 上

衣(チョゴリ)등과 같이 극히 제한적인 단어들은 조선어 발음에 토를 달아(루비) 

보여주고 있거나, ソバン180)처럼 조선어 음역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예는 극

히 드물다. 대부분의 작품에는 루비를 달고 있지 않다. 특히 이 시기 이광수의

『無情』이나 조선의 대표작들을 번역가들이 일본 문단에 소개한 양상을 보자

면 대부분 일본어로의 대체가 이루어졌지 조선어의 노출은 매우 드물었다. 단어

에 조선어 발음으로 루비를 다는 행위는 일본어와 조선어의 이질성, 나아가 조

선과 일본의 이질성, 다시 말해 문화의 번역 불가능성과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

들의 타자성을 부각하는 문자 행위인데 이 시기 작가 혹은 번역가들은 조선어

어휘를 근접한 일본어 어휘로 바꾸어 냄으로써 이러한 문화의 이질성을 봉합해

버렸다. 베르만(A. Berman)같은 번역이론가는 낯선 것을 익숙한 것으로 동화시

키는 전략을 자국의 지배적 가치를 공고화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낯

선 요소가 '전략적으로' 드러나는 문체, 즉 혼종의 문체를 실행하라고 권고했다.

문화 번역에 있어서 동화의 방향은 번역어에 원언어가 잠식되는 문화종식의 문

제로 바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번역이 두 언어-문화간의 대등한 상호교환일 수 

있다면, '공평성의 책무'는 번역의 '충실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손에 잡히는' 

구체적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준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언어적 등가물의 창조 역시 두 공동체 사이의 역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181)에 있다는 것이 이 시기 조선 문학의 일본어 번역 과정에서도 여실히 증

명되고 있다. 

   일제말기 작가들의 일본어 글쓰기를 논하려고 할 때는 그들이 구사하는 일

180) '서방'의 조선어 음역을 가타가나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것.

181) 선영아,「동화의 미학과 차이의 윤리-문학번역의 두 가지 명제」,『번역연구』9-4, 2008,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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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어의 구체적인 양상과, 조선(조선적인 것)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일본어 글쓰

기에 대한 연구는 작품들이 드러내는 주제나 내용에 집중되어, 이중어 글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작가들이 부딪치는 창작의 고충과 그로 인해 빚어진 

글쓰기의 형식, 그리고 이중어 작가들의 언어적 전유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

의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중어 작가들의 작품, 혹

은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바로 이중 언어의 간섭과 혼재

양상들이다. 예컨대 미주 한인문학을 연구한다고 할 때 이를 단순히 한국어 작

품이냐 영어 작품이냐는 언어선택을 기준으로 나눈 뒤에 이들이 구사하는 언어

의 특이성에 대해서는 분석을 시도하지 않은 채 작품의 내용적 층위에서만 접

근하고 있다. 한인 작가의 영어 작품에는 한국어의 흔적이 어떻게 각인되어 있

는가, 또 반대로 한국어 작품이지만 영어가 어떠한 양상으로 개입하면서 이들의 

문화적 혼종성과 언어적인 이중성을 구현해 내는가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이 미

흡하다.

   더구나 일제말기 작가들이 일본어 창작을 본격화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묘

사하는 것은 조선어,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므로 이는 일종의 번역작

업이라 할 수 있다. 본고가 흥미롭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문화간 번역, 또는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해 낼 때 어떠한 단어들과 문장들을 번역하지 않은 채 

본래적 형태로 들어내는가 하는 구체어들에 대한 분석이다. 번역하지 않거나 또

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와 어구들은 문화의 번역불가능성을 드러내는 표지이며, 

작가의 언어에 대한 자의식이 가장 명징하게 포착되는 장면이다. 이러한 문제의

식은 ‘디아스포라 문학' 전반에 걸친 문제이고, 어느 시기이든, 또 어떤 지역에

서 어떠한 언어를 사용했든 디아스포라 문학이라 포괄할 수 있는 대상, 특히 작

가가 모국어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이중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 그가 구사하는 언어에 다른 언어를 밑그림에 두고 포개어서 자세히 들여다보

는 것이 이중어 작가의 문학을 대하는 기본적인 연구의 자세라 할 수 있다. 특

히 일제말기 일본어와 조선어의 관계는 대등한 이중 언어(bilingualism)이 아니

라 다이글로시아(diglossia)로 규정할 수 있는 만큼 두 언어의 관계맺기를 고찰

해 보는 것은 작가의 무의식과 작품의 의미를 해석해 내는 데 있어 단순히 지

나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식민지 시기 조선어 작가의 일본어 소설에 조선/조선어의 재현,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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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이질성이 번역되지 않고 빈번하게 노출되는 것은 장혁주 문학에 이르러

서야 가능하게 된다. 물론 이는 장혁주 개인의 자각이라기보다 당시 조선 문단

을 일본 문단의 지방으로 만들고자 하는 제국의 욕망과 요구에 장혁주가 적절

히 부응한 것이라는 해석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장혁주는 작가로서의 출발 자

체가 도쿄문단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되었고, 따라서 도쿄문단을 목표로 해서 창

작에 임했기에 그는 일본인 작가가 그릴 수 없는 ‘조선’적인 것을 형상화하고자 

하는 문학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가 그려낸 ‘조선’이라는 것이 피상

적이어서, 핍진하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조선적인 것을 작품의 틀로 삼으려다 

보니 이전 조선 작가의 일본어 소설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조선어의 개입이 

전면화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부터 1933년 사이에 발표된「白楊木」(1930),

「餓鬼道」(1932),「하쿠타농장(迫田農場)」(1932),「쫓기는사람들(追われる

人々)(1932),「少年」(1933),「산신령(山靈)」(1933),「奮起하는 者(奮い起つ

者)」(1933) 등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프롤레타리아 투쟁을 강조하면서 민족

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기에 '조선의 번역'이 그의 소설에서 일차적으로 이루

어져 할 소설적 과제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평가하듯이 장혁주 소설은 김사량 

문학이 도달한 깊이에서 조선적인 것을 그려내지 못하고, 사생적인 측면에 머물

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어를 일본어에 적극 투입해서, 일본어를 전

유하는 방식들은 장혁주 소설에 와서 획기적인 성과를 보였고, 장혁주가 이 시

기 작품들에서 보여준 일본어를 전유하는 방식들은 이후 김사량 소설에서도 그

대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기에 에크리튀르의 측면에선 장혁주 소설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1) 「母アさん
オムマア

。ご飯食べたいやーバビモッコシプタ

。」

　と言って泣くので、一度でもいいから、ご飯を食はせたかった。一週

間ほど前に村の区長
クチャン

が、面事務所で救濟粟を配ると布告れて廻った時、

彼女は胸を躍らして待ち焦れてゐたのだ。

「乭伊
トリ

や。待ってろよ。二十一
スムハロ

日
ナル

にア粟を貰って来て、ご飯焚いてやる

から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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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さう言ふと、

「母アさん
オムマア

。今日二十一
スムハロ

日
ナル

？」

　と言って子供は朝起きると、毎日母にきいた。

「いいんや
アーニ

。も三晩寝てね
シーバムトチャヤデ

。」

　昨日まで、毎朝子供にせがまれてゐたのだった。182)

2)「おーい。キタリーイ。」

　彼等が二三度聲高に叫ぶと、丘を下りかけた「脊高
キタリ

」がちょこんと立

ち止って、こちらをみてゐた。彼の白い着物は太陽に赤くてらされて綺

麗にみえた。哲善は腕をふった。

「こっちィ来ぅい。」

　暫くすると、丘と岡にかくれたり現れたりしてゐた「脊高」が、哲善

らのゐる丘の上に現れた。

「お前ら、孤をみなかったかい。」

「脊高」がさう言ひながら近づいて来た。洗ひたての着物をきてゐた。

袷だった。上衣
チョグリ

の肩や、袴
バチ

の膝の邊は布地で接いでゐたが、まだ夏物を

着てゐる「鼻汁
コ․ゼンイ

」や「牛の目玉
ソヌンカリ

」らの汚れた着物に比べると、とてもき

れいにみえた。183)

182)「엄마, 밥먹고 싶어.」라고 말하며 우는데, 한번이라도 좋으니까 밥을 먹이고 싶었다. 일주일

쯤 전에 마을의 구장이 면사무소에서 구제쌀을 준다고 포고하고 돌아다닐 때, 그녀는 가슴뛰며 

초조하게 기다렸던 것이다. 

   「돌이야 기다려.  21일에 쌀을 받아 와서 밥을 지어줄게」라고 말하자,「엄마, 오늘이 21일이

야?」라고 말하며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엄마에게 물었다.「아니야. 아직 세 밤 자야

해.」어제까지 매일 아침 아이가 졸랐던 것이다. (본고 번역) 張赫宙,「餓鬼道」,『權といふ

男』, 改造社, 1937, p.278.

183) 「어이, 키다리.」그들이 두세 번 소리 높여 부르자, 언덕을 내려가던 '키다리'가 우두커니 

멈추고, 이쪽을 바라 보았다. 그의 흰 옷은 태양에 붉게 물들어 아름답게 보였다. 철선은 팔을 

흔들었다.

 「이리로 와.」잠시 지나자, 언덕과 비탈에 숨겨졌다 나타났다 하던 「키다리」가, 철선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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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私達は今もそんなことを喋りながら、喧嘩をみてゐると、温突
オンドル

の戸
がぶっこはされるやうに乱暴にはねあけられて、男はだぶついた着物を

女に掴まれたまま、女の髪の毛をにぎって、「此の売女奴
イ․マンハンニョン

。」とか何

とか唸りながら、女を戸外にひきずり出さうとした。女は、「此奴
イノム

、俺

を殺すなら殺せ。」と叫びながら、男の下衣
バチ

を引き裂き、脚に噛みつい

たらしかった。男は、痛いと叫びながら婦の頭や肩を殴り付けた。二三

人の隣人達が中にはひったが、どうにもならなかった。その温突
オンドル

の隣り

の、臺所には、女の十二になる娘が心配さうにたってゐたが、度々のこ

とで泣きはしなかった。184)

4)  そのとき、母が父と何か言ひ争ってゐるのがきこえた。母はよく、

「こんなにくるしめた上に、虎
ヌタテ

や山犬の餌食にさせなけれや気がすまん

のかい。」

　と、父に山に入るのを逆らってゐたが、今も同じ愚癡をこぼしてゐ

た。

보이는 언던 위에 나타났다.「너희들, 고를 보지 않았니.」

  「키다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가까이 왔다. 세탁한 옷을 입고 있었다. 겹옷이었다. 웃도리의 어

깨나, 소매 솔기의 가장자리는 피륙에 접해 있었지만 아직  여름 옷을 입고 있는「코찔찔이」

나 「소눈깔」등의 더러워진 옷에 비하면, 매우 깨끗해 보였다. (張赫宙,「少年」,『權といふ

男』, 改造社, 1937, p.122.)

184) 우리들은 지금도 그런 일을 말하면서, 싸움을 보고 있자 온돌방의 문이 부서질 것처럼 난폭

하게 열어젖혀졌고, 남자는 출렁거린 옷을 여자에게 잡힌 채로, 여자의 머리카락을 쥐고,「이 

망할 년」이라든가 뭔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여자를 문밖으로 질질 끌어냈다. 여자는「이놈, 날 

죽여라」라고 외치면서, 남자의 하의를 찢어, 다리를 물어뜯는 것 같았다. 남자는 아프다고 외

치면서 아내의 머리와 어깨를 때렸다. 두 세 명의. 이웃들이 집으로 들어왔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온돌방 옆의 부엌에는, 여자의 열 두 살 되는 딸이 걱정하고 있었지만 종종 있는 

일이라 울지는 않았다.  (張赫宙,「ガルボウ」,『權といふ男』, 改造社, 1937,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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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幾度言ったって同じことぢゃ。すべて運命
パルチャ

だからな。運命を騙すこ

たァ出来んのぢゃ。なァに、奔流渓にゐるよりは収穫が多いだらうから

いいんぢゃ。」185)

5) 「いかんよ
アンデ

。」

　さう言って、小使が突きのけても、再三袋をつきつける者がゐたりし

た。その度に所長が呶鳴って帰らした。

「こらッ。そんなことすれァ、取り戻すぞ。」

　×××××、××××××、懼い目が光ると、すごすごと帰って行った。

　一人の婆さんが、よろけながら人の間を押し分けて入って来て、小使

の桝をひったくって粟を袋に入れた。小使はあっけに取られて暫くみて

ゐたが、

「婆さん
ハルマシ

。名前
イルム

呼ばれたかい。」

「俺ア分からん。」

　婆さんはさう言って黙って粟を持って行かうとした。

「いかんよ
アンデ

。いかんよ
アンデ

。」

　小使が奪ひ返した。

「畜　生
マンハンノム

。畜　生
マンハンノム

。わしにァ、なぜ粟アくれないんだ。」186)

185)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와 뭔가 이야기하며 언쟁하고 있는 것이 들렸다. 어머니는 자주 

  「이렇게 걱정시키다가 호랑이나 들개에게 잡아 먹혀야 속이 시원하겠어」라며 아버지가 산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투덜거리고 있었다.

　「몇 번이나 말해도 똑같잖아. 모두 팔자라니까. 팔자를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뭐 분류

계에 있는 것보다 수확이 많아 좋지 않아」 (張赫宙,「山靈」,『權といふ男』, 改造社, 1937, 

p.217.)

186)「안돼.」하며 사환이 밀어 내도 여러 번 즈머니를 내미는 자가 있기도 했다. 그때마다 소장

이 소리치며 돌려 보냈다. 「이놈! 그런 짓을 하면 다시 뺏을 거야.」×××××、××××××, 날

카로운 눈을 번뜩이자 풀이 죽어 돌아 갔다. 노파 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는 사환의 가마니를 가로채서 좁쌀을 봉지에 담았다. 사환은 멍해져서 잠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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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인용문은 각각「餓鬼道」,「少年」,「ガルボウ」,「山靈」의 한 대목이

다. 제시된 인용문들을 살펴 보면 1)은 조선어 대화를 일본어로 제시했지만 

母アさん
オムマア

。ご飯食べたいやーバビモッコシプタ

  ‘‘엄마 밥 먹고 싶어'라는 조선어 발음을 가

타가나를 이용해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물론 모든 조선어 대화를 이런 방식으

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토속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는 장면에선 조선어 

대화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2, 3, 5)에서처럼  脊高
キタリ

,, 

牛の目玉
ソヌンカリ

, 此の売女奴
イ․マンハンニョン

, いかんよ
アンデ

,畜　生
マンハンノム

, 키다리, 소눈깔, 이 망할 놈, 안돼, 망

나니 와 같은 인상적인 짧은 어구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上衣
チョグリ

(저고리), 温突
オンドル

 

(온돌)같이 일본에는 없는 조선적인 문화를 지칭하는 것들을 역시 같은 방식으

로 조선어 발음을 달아 주었다. 그리고 母アさん
オムマア

, 名前
イルム

 ,婆さん
ハルマシ

,運命
パルチャ

 과 같이 번

역 가능한 어휘들이지만, 엄마, 이름, 할멈, 팔자와 같이 조선어 발음을 덧달아 

줌으로써, 조선적인 분위기를 환기하는 에크리튀르도 일본어로 번역을 하지 않

고, 루비형식으로 조선어 음역을 달아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장혁주식의 

일본어 글쓰기는 그 자신이 선취한 에크리튀르라기보다 당시 일본 문단이 요구

하는 ‘外地문학’에 대해 조선적 로컬리티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수사학적 고심

에서 나온 특성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의 빈번한 조선어 노출은 조선어 

음역의 노출을 의미하는데 이는 소설의 시각적 차원(문자의 배열)에서만 봐도 

外地문학으로서의 ‘에조그틱’을 유발하기 충분한 표식이 된다. 오히려 장혁주의 

경우 이러한 패턴화된 조선어의 노출이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처음에 유발되었

던 신선함, 의미화로의 개입이, 자꾸 반복될수록 상투화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가 「할머니. 이름 불렀어?」「난 몰라」노파는 그렇게 말하고는 슬며시 좁쌀을 가지고 가려 

했다. 「안돼, 안돼」사환이 다시 빼앗았다. 「망할 놈, 망할 놈. 왜 나한테는 좁쌀을 안 주는 

거니?」 본고번역. (張赫宙,「餓鬼道」,『權といふ男』, 改造社, 1937,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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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1940년대 전반기 일본어 소설의 에크리튀르

   장혁주 일본어 소설에 나타난 조선어 표식 패턴은 뒤이은 작가들에게 어떠

한 전범, 혹은 원형이 되었다. 실제로 장혁주 이후 조선작가들의 일본어 작품들

에는 1910-20년대 조선작가의 일본어 소설과 다른 양상으로 조선어 어휘가 빈

번하게 노출되고, 텍스트내 대화에서 조선어를 가타가나로 음역하는 방식이 보

편화된다. 윤대석이 ‘조선어를 일본어 가운데 섞어서 사용함으로써 일본어를 오

염시키고 모어인 조선어의 영향력 안에 유지시키려는 전유행위를 보여주는’ 작

품으로 김시량의「嫁」(『新潮』,1943.11),「물오리섬」(『國民文學』, 1942.1), 

유진오의「夏」(『文藝』,1940.7)를 분석하며 도출한 전유의 유형은 이미 장혁

주의 일본어 소설에서 모두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석달기(괄호

치기)187), 번역불가능한 단어들의 가타카나로의 전면 노출188), 루비를 통한 전

유, 간언어189) 등은 장혁주의 작품에서 이미 시도되었던 ‘일본어에 기입된 조선

어’의 양상이다. 다음 김사량 소설의 일대목들을 살펴 보자.

     

1) 「朝鮮人ザバレ、ザバレ―――」と喚き立てた。

ザバレと云ふのは捕らえろといふ意味の朝鮮語で、朝鮮移住の内知人が

よく使ふ言葉だった。190)

2)　二人はゆっくりと肩から支械
チゲ

(擔具)を取り外すと、

187) 이 방식은 일본어에 없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괄호 안에 일본어로 그 뜻을 풀이해 놓는 것

이다.  

188) 이 경우는 대부분이 고유명사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김사량은 「며느리」와 「물

오리섬」에서 첨지, 비가지, 서방 같은 단어를 아무런 설명없이 그대로 노출시킨다.

189) 이것은 일본어와 조선어를 접목한 것으로서 일본어를 표현하지만 내용은 조선어인 경우이다. 

   -벼락맞아 죽어라, 입에 거미줄 치다. 이러한 표현은 문법에는 맞지만 일본어 표현에는 없다. 

따라서 일본어이지만, 일본어가 아닌 것이다. 이 경우 두 언어의 언어학적 구조를 융합함으로

써 일종의 간문화를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일본어의 질서를 교란하면서 동시에 조선의 현실을 

일본어로서 표현할 길을 열어두는 것이다. 여기에는 “달아 달아 밝은 달아/이태백이 놀던 달

아”와 같은 조선민요를 인용하는 것도 해당한다. (윤대석,「1940년대 ‘國民文學’ 연구」, 서울

대 박사학위논문, 2006, pp.177-181 참조.)

190) "조선인 잡아라, 잘아라"  ザバレ라는 것은 '잡아라'라는 의미의 조선어로 조선이주의 내지인

이 자주 쓰는 말이었다. (본고 번역) 金史良,『光の中に』,『文藝首都』, 1389,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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爺は静かに濡れた上衣
チョゴラ

を脱いで背をちぢかめ、泥だらけの足袋
ボソン

をうんう

ん力んで脱ぎ取った。191)

３）「姐さん
アイモニ-

、持って来ただよ」

先達
ソンダリ

は最近特に気力が衰へ支械を背負って街に出ても、192)

４）「サッチョンコルの酒婦はどうだかな」193)

爺は同僚達に連れられてサッチョンコルの酒婦の所へ行ったのだ。

５）「何事
ムスン

だよ
イリノ

!」194)

６）「アイゴ! こんげ怨めしいことがあるだか、一体何が悪えだよ。わ

たしにこんな乞食様をこせるのあ」195)

８）「みなどんげした因果
パルチャ

だか」196)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サッチョンコル사촌골,  因果
パルチャ

팔자 支械
チゲ

지

게 와 같은 어휘수준의 조선어 개입과 アイゴ아이고 何事
ムスン

だよ
イリノ

 무슨 일이노,  朝

鮮人ザバレ、ザバレ―‘조선인 잡아레, 잡아레’ 와 같은 대화 속 문장들의 조선어 

음역은 장혁주의 일본어 글쓰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고 있다.  김사량의 

「며느리」와 「물오리섬」에서도 첨지, 바가지, 서방 같은 단어를 아무런 설명

없이 그대로 노출하거나 ‘아이고’와 같은 의성어를 가타가나로 그대로 드러낸

191) 金史良「土城廊」,『文藝首都』,1940, p.4.

192) 金史良「土城廊」, p.5.

193) 金史良「土城廊」, p.8.

194) 金史良「土城廊」, p.16.

195) 金史良「土城廊」, p.17.

196) 金史良「土城廊」,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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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고유명사의 경우, 곱실이, 옥난이, 서분네, 점순이, 옥분이, 추분네, 

복실이처럼 한자로 드러낼 수 없는 고유명사들을 생경한 가타카나로 그대로 노

출해서 작가가 번역 불가능한 단어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조선에서는 통용되

는 용어이나 일본인들에게 일정한 정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韓參奉(儒者

の 尊稱)197), 兩班家(李朝時代の 階級制度で 上流階級の 家庭)198), 色衣獎勵(總

督府  民族性否定の 植民地政策の 一つとして 白の 衣服を 好んで 着用した 朝

鮮人に 衣服着用を 强制した こと)199)과 같이 괄호치기를 통해 설명을 덧붙이

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에크리튀르는 소설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언어가 타자의 

언어, 곧 조선어임을 명백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조선의 재현 혹은 로컬문학으로

서의 조선문학의 성격을 부각하고는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에크리튀르 

자체가 텍스트의 의미를 심화한다거나, 텍스트를 부조하는 데 기여하는 바는 이

러한 글쓰기방식이 고착될수록 점점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단어나 

문장 수준에서 개입해 들어오는 조선어의 활용이 일정부분 패턴화되어 김사량 

텍스트의 문제의식의 깊이를 보여주는 표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김

사량 소설의 일본어 비틀기가 빛나는 지점은 「光の中に」,「無窮一家」,「光

明」, 「草深し」등에서  조선인의 일본어 흉내 내기에 대한 묘사와 엉터리 일

본어를 구사하는 조선인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자의식을 드러내는 장면에서이다.

「光の中に」의 하루오 어머니와 조선인 할머니의 서투른 일본어 발음에 대한 

묘사나,「草深し」(『文藝』 1940.7)에서 숙부와 코풀이 선생의 일본어 대화에

서 보여준 그들의 순종 조선식 일본어 발음을 루비로 강조하여 식민지 조선인

이 구사하는 일본어를 적나라하게 재현해 놓은 부분이 조선어 에크리튀르가 개

입한 서술 중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라 하겠다. 재일 조선인의 일본어 흉내내기

나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어라는 권위에 기대었지만 정작 일본어를 모르는 민중 

앞에 선 조선인 관료들의 우스꽝스러운 일본어 발음은 텍스트 내에서 인물의 

성격을 직조하고, 의미를 산출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개입해 들어오고 있기에 

장혁주 식의 조선어 활용과는 다른 차원에서 조선어 활용의 효과가 배가되며 

일본어=국어=권위어가 현실에서 위계화되는 지점을 적확하게 포착해 내고 있

197) 金史良「無窮一家」, p.184. 

198) 金史良「無窮一家」, p.186. 

199) 金史良「草深し」,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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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이 시기 일본 문단과 출판계는 『文學案內』의 ｢朝鮮現代作家特輯｣
(1937.2),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每日新聞)의 ｢朝鮮女流作家特輯｣(1936.4∼

6), 『文藝』의 ｢朝鮮文學特輯｣(1940.7), 조선문화특집을 마련한 『모던일본』

(モダン日本) ｢조선판｣(1939.11, 1940.8)을 통해 ‘조선 붐’을 더욱 확대, 재생산

해 나가고 있었다. 또한 신건 편역 『朝鮮小說代表作集』(敎材社, 1940), 장혁

주대표 편저『朝鮮文學選集』(전3권, 赤塚書房, 1940) 등의 앤솔로지도 일본에

서 속속 출간되었다. 조선에서도『朝鮮國民文學集』 (東都書籍, 1943),『半島作

家短篇集』(조선도서출판주식회사,1944),『新半島文學選集』 (전2권,人文社,19 

44) 등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어 작품들에선 김사량 소설에서 드러

나는 바와 같은 특징적인 에크리튀르를 발견해 내긴 어렵다.  다만 ピージョン

(煙草の名。チェリー位に當る),「この馬鹿!さう(朝鮮語で牛のこと)よも200)、まる

(朝鮮語で馬のこと)よも、聴きたくないッ」201)  致昊翁(西紀一八六五ー、韓末の

先覚、後年は專ら宗教、教育事業に従事) 李南在先生(西紀一八五○ー一九二七號 

月南、韓末の先覚、後年は專ら宗教、教育事業に従事)202) ずり落ちる袴衣
コイ

(夏に

着る軍衣の袴
バチ

)を片手でつまみ上げ、赤袗
チョクムサ

(單衣物の上衣)の袖口はだらりと下げ

て203) 와 같이 이 작품의 독자로 상정된 일본인에게 문화적 설명이 필요한 사

물이나 인물에 대한 정보를 괄호치기를 통해 부연설명하거나,「タウチェンバ(金

を出せ)」「ニムン　クーニャンフアカン(お前の娘、綺麗だらう)204)」「イリオナ

ラ」と朝鮮語で呼ばはった」205)와 같이 (이미 장혁주 소설에서 선보인) 조선어 

대화를 가타가나를 통해 그대로 노출하고 이어 일본어로 해석을 다는 방식들을 

보여 주고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문화의 번역인데 '미연의 긴 

치마는 제법 태가 났다'는 라는 문장의 의미를 주의 형식으로 "조선 부인의 치

마에는 긴 차마와 짧은 치마가 있다. 짧은 치마는 구두를 신는 스커트 식. 긴 

치마는 뒤가 트여 여며 입는 옷이다. 신발은 고무신을 신는다. 긴 치마는 결혼 

200)李箕永, 申建譯,「笛木」,『朝鮮小說代表作集』, p.50.

201)李箕永,  申建譯,「笛木」,『朝鮮小說代表作集』, p.62.

202)朴泰遠, 申建譯,「崔老人傳抄錄」,『朝鮮小說代表作集』, p.151.

203)安懷南, 申建譯,「軍鷄」,『朝鮮小說代表作集』, p.159.

204)李泰俊, 申建譯「農軍」,『朝鮮小說代表作集』, p.302.

205)李光洙, 「心相触れてこそ」,『綠旗』,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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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부터 가정부인이 입기 때문에, 긴 차마가 태가 난다는 것은 이미 한 사람의 

여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206)라고 자세히 풀어 설명하여, 소설 속의 '미

연의 긴 치마'가 환기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부연 설명해 주는 방식도 문화번

역을 수행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적인 지방색의 재현이 ‘國民文學’일 수 없다는 인식은 “지금까

지는 조선의 지방색이 나타나는 것으로 꽤 잘 팔린 경우도 많았다. 이후라 하더

라도 조선의 지방색이 문학에 있어서 전연 의미를 잃었을 리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통용될 수 없는 것이다.”207)라는『國民文學』권두언에서 강조한 

최재서의 발언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다. 조선작가의 일본어 소설이 지방색만으

206) 李無影, 『靑瓦の家』, 新太陽社, 1943, p. 399 참조.

   이 밖에도 복덕방 - 복덕방이란 가옥과 토지 및 그 밖의 중개업을 하는 곳이다. 베로 된 노렌

을 입구에 늘어뜨리고 거기에 복덕방이라고 목으로 씌어 있는데, 경성 북부의 조선 시가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長安- 장안이란 중국에서 온 말, 수도를 대신 부르는 명칭

   정다산- 이조 중기 유명한 학자  p.405  

   신사임당- 조선 중기의 여류시인으로, 조선에서 으뜸가는 유명한 유학자 이율곡의 모친이다. 

p.427 

  강남- 남쪽 나라의 의미다. 제비는 음력 3월 3일 강남에서 와서 9월 9일에 강남으로 돌아간다

고 한다. p.431

  조선에서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이틀 밤을 자고, 사흘째에 신부를 데리고 돌아온다 p.441

  조선의 고개에는 당(堂)이 있다. 빨강, 파랑, 노랑, 보라의 색 헝겊이 드리워져 있다. 당이라고 

해도

   대개 풀숲이나 나무이다. 당 앞에는 돌이 쌓여 있다. 이 앞을 지나갈 때 돌을 하나 던지고 침

을 세 번 뱉으면 액을 물리친다고들 하는데, 실은 돌싸움을 위한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방적 행

사였다. p.459.

   광교 - 경성 종로에 있는 다리 이름. 우기(雨期) 이외에는 거지들의 거처가 되기도 한다. 

p.470.

   약식 - 찹쌀에 밤, 대추, 소나무 열매 등을 섞어서 찐 붉은색 밥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p.471.

   부모가 돌아가신 것은 자식이 불효한 죄라고 하여 죄인이라 불렀고, 3개월간은 주색은 물론 일

체의 외출을 하지 않는 규칙이다. 상 기간은 3년으로 하여, 이 기간에는 결혼, 환갑잔치 등도 

금지되었고, 외출할 때는 대나무 우산(竹傘)을 쓰고 나갔다. p.481.

   당신은 타인칭이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손윗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것이 관습이다. p.481

  ‘흥’이란 자조(自嘲) 섞인 탄식이다. 달리는 이런, 일이로구나, 라는 의미의 기운을 북돋거나 장

단을 맞추기 위하여 내는 소리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p.527.

207) 권두언, ｢반도의 정진｣, 國民文學, 1942.7,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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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더 이상 통용되기도 어렵고, 어떠한 문학적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조선어

의 개입을 통한 일본어를 전유하는 방식도『國民文學』의 단계에 이르면 이미 

고정된 조선인의 글쓰기 양식이 되었을 뿐, 더 이상 신선함과, 에크리튀르 자체

가 유발하는 의미의 새로움이 추가되기 어려워졌다.208) 

208) 해방 이후 재일교포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빈번히 나타나듯, 번역될 수 없는 조선어, 혹은 번

역하지 않은 조선어의, 핵심적인 어휘들이 있다. オモニ(어머니), アボジ(아버지), ハラボジ(할

아버지),ハルモ二(할머니),カンナ二 (간난이), タリョン(타령) 같은 말들은 재일조선인 문학에 

조선어의 흔적으로 자리 잡히게 되었다. 참고로  재일교포 소설 중 표제에 조선어가 들어간 작

품들을 간추려 보았다.

   京城からソウルへ(경성에서 서울로) 李禎樹(1964)

   間島パルチザンの歌(간도 빨치산의 노래) 貴司山治·中沢啓作編(1964)

   マﾋンドギ物語(만덕  이이야기) 金石範(1978) 

   ソウルの位牌(서울의 위패) 飯尾憲士(1980)

   娘に語るアボジの歴史(딸에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역사) 在日朝鮮人教育分科会(1981)

   ソウル讚歌(서울찬가) 滝沢秀樹(1984)

   私の名前はファミ(나의 이름은 화미) 李和美(1984)

   ソウルの練習問題(서울의 연습문제) 関川夏央(1984)

   ソウルは快晴(서울은 맑음) 堀内純子(1985)

   オモニの壷(어머니의 항아리) 成允植(1985)

   ウリハッキョのつむじ風(우리학교의 회오리바람) 元静美(1985)

   アボジ(아버지) 李相哲(1985)

   ふだん着のソ[ウル案内(평소 모습의 서울안내) 戸田郁子(1988)

   ナグネタリョン(나그네 타령 李正子)(1991)

   ハラボジのタンべトン(할아버지의 담배통) 高贞子·金石出(1992)

   ハルモ二のお話 Ⅱ(할머니의 이야기Ⅱ⎯이국) 高甲淳(1992)

  ハルモ二は宇宙人？(할머니는 우주인?) 中村欽一(1994)

  カンナ二(간난이) 湯浅克衛(1995)

  おはなしハルマXンさま(이야기 ‘할망’님) 元静美(1996)

  キムの十字架(김의 십자가) 和田登(1996)

  アボジの履歴書(아버지의 이력서) 金乙星(1997)

   猪飼野タリョン(이카이노 타령) 宗秋月(2003)

     열거한 재일교포 작가들의 작품 제목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경우 이중어 작가나 

디아스포라 문학은 그 언어 속에 모국어를 담아내고 있다. 작가가 두 문화에 걸쳐 있는 이상 

이질적인 언어, 혹은 두 언어의 만남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작가 자신의 민족

적 표지를 드러내는 기표로서 작동하기보다는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 혹은 번역하기 어렵고, 

번역하고 싶지 않은 모국어를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하는 작가의 표현 욕망의 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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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각각의 문예지나 잡지, 신문들의 편집체제가 존재하는 경우 작가는 이

러한 매체가 규정하는 표기방식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매체에 따라 루비달기의 방식이 달라서 이 또한 일본어 글쓰기의 에크리튀르를 

규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文藝』,『新潮』,『文藝春秋』,『新藝術』,

『國民文學』,『綠旗』,『東洋之光』등 일본 내 잡지이거나 지식층을 독자로 한 

잡지들은 한자 독음 루비를 거의 달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씩 노출되는 루비는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호로 기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京城日報』,

『國民總力』,『모던朝鮮』,『週刊朝日』,『文化朝鮮』,『朝鮮畵報』,『婦人朝

日』, 『新時代』 등처럼 애초 조선인 독자를 상정하고 있는 매체는 기초적인 

한자어에까지 루비를 달아 마치 소학교 국어독본같은 느낌을 준다. 이런 루비달

기의 문제점은 조선적인 것을 재현하려고 하거나 루비를 통해 작가가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길을 막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한자에 루비가 달

려 있기 때문에 작가가 선택적으로 루비를 달아 의미를 부여하거나 특기(特記)

의 방식으로 일본어에 개입하기가 에크리튀르의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와 같이 장혁주로 상징되는 일본 문단에 진출한 조선작가와 일본 내에서

의 조선문학에 대한 시대적인 관심과 소비 속에서 조선문학의 일본어 번역, 혹

은 일본어 창작이 일제말기 활발해지고,『國民文學』의 성립을 기점으로 일본어 

창작은 조선 문단의 주류로 정착되었다. 또한 유진오, 한설야, 이효석, 이광수, 

김사량 등의 일본어 창작들은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자신들의 작품 속에

서 보여주었지만209) ‘조선작가의 일본어 창작이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기껏 

209) 조선작가들의 일본어 작품들에 대한 당대의 비평문들을 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평

가들이 존재하지만 정작 일본어 작문실력이나 문체에 대한 논평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모국

어가 아닌 작가들에 대해 어쩌면 치부와 같은 문제이므로 조선어 작가의 일본어 구사능력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편이어서 다음의 평가는 주목을 요한다.

    “유진오 씨의 젠체하지 않는, 꾸미지 않는 국어문장은 훌륭합니다. 정인택 씨의 국어구사력은 

어떤 면에서 내지인을 능가하고 있지만, 너무 능숙한 점이 조금은 신경쓰일 정도입니다. 일반

적으로 조선작가가 국어로 쓸 경우는 어휘를 몽땅 총동원하는 좋지 않은 성향이 있습니다. 더

욱 소설하고 간결하게 쓰도록 노력한다면, 수년을 보내지 않고 내지의 일류작가로 취급되리라

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방언, 하나의 지방문학으로서, 소위 조선식의 

국어로 해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아메리카 문학의 어떤 종이지만, 예를 들어 아메리카 

방언으로 쓰거나 또 같은 아메리카라도 서부와 남부의 독특한 방언으로 쓴다거나 하는 것과 

같이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정확한 표준어의 일본문장'을 우리들 몸에 익힌다면, 일류의 문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석훈,「國民文學 좌담회, 국어문제회담」,『國民文學』,1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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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은 수필 정도’라는 이광수의 고백이나 ‘우리들 가운데 일부 사람

은 내지어로 자신의 의지 표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감각과 감정 표현은 할 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일찍이 감각과 감정을 무시한 곳에 문학이 있다는 것을 들

어보지 못했다. 이 점은 장혁주 씨와 잡담을 나눌 때 장 씨 본인이 인정했던 부

분이기도 하다’210)는 김사량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작가에게 일

본어 창작이란 의식화의 지난한 작업이지 무의식의 층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무영 같이 일본어 실력이 부족한 작가가 

일본어로 소설을 쓴다는 고충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이 자명한 사실이었다. 그러

므로 조선작가들은 일본어로 창작을 하면서도 조선 혹은 조선어의 번역의 문제

에 고민해야 했고, 間주체적 존재로서 작가와 독자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혼

란을 겪어야 했다. 또한 일본어 창작은 일본어가 능숙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가 아니었다. 애초에 조선적인 것, 조선인들의 삶, 조선의 언어를 일본어로 재

현해야 한다는 데서 문화번역이라는 언어적 이행문제가 존재해 있다. 예컨대 작

가가 '아이고'라는 조선어를 일본어로 표현하고자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일본어

의 의성어를 찾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アイゴ'와 같은 형태로 조선어를 노출해

야 할지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작가가 일본어 의성어가 아닌 'アイゴ'를 

선택했을 때, 그 단어가 유발하는 문학 내적인 의미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마련

이다. 이러한 언어적 개입 양상은 아프리카 작가들이 구사하는 영어문학에서도 

이미 잘 드러나고 있다.211)

   3.4장의 논의를 통해 고찰한 바와 같이 조선인 작가가 일본어로 조선과 조

선인을 재현한다는 문제는 단순히 일본어의 능통성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

p.384.)

210) 김사량,「朝鮮文學 風月論」,『文藝首都』, 1939.6.

211) 아체베나 소잉카 같은 작가들은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아프리카의 개념어들을 종종 사용한

다. 아체베의 소설 속에 자주 등장하는 '치(chi)'는 개인의 운명을 관장하는 신이며 운명을 가

리키는데, 이는 영어에는 없는 말이며 우무오피아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세계이다. 또한 소

설 속에 수없이 등장하는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관습과 관련된 명칭은 영어와 영어권 문화의 

한계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 소잉카도 그의 소설의 언어로 영어를 사용할 때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새로운 어휘'를 창조해 사용하기도 했다. 예컨대 어떤 경우는 영어의 'devil'로 번역하

기 곤란한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악마를 가리키기 위해 'ghommid','dewild', 'kobold'라는 단어

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영어의 유럽중심적인 이데올로기성을 드러내거나 피해가는 전략을 사

용하였다. (이효석,「탈식민과 아프리카 언어문제 : 영인인가 토속어인가?」,『민족의 언어와 

이데올로기』, 박이정, 2010, pp.112-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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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기에는 문화번역의 문제가 더욱 본질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문학의 

언어는 일본어이지만 작가가 그려내는 문학적 세계는 조선인, 조선문화가 대부

분이므로 이는 필연적으로 번역의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특히 1910,20년대 작

품들의 번역과 달리 장혁주를 시작으로 한 조선작가의 일본어 작품들은 조선적

인 것을 작품 속에 기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시도하게 되는데, 그 문화의 이

질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일본어에 조선어를 기입하는 여러 방식들에도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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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940년대 전반기 소설의 윤리와 중층적 독법

  4.1 1940년대 전반기 소설에 있어서 윤리성의 문제

   

   조선의 근대문학을 조망해 보면 '모랄'이라든지 '주체의 윤리'가 담론적인 차

원에서 수행된 것은 주지하듯 1930년대 중후반기의 비평논의에서이다. 그러나 

윤리의 문제가 담론의 차원을 넘어서 작가의 실천적 영역(이는 물론 창작을 포

함하는 실천을 의미한다)의 압도적인 문제로 다가온 것은 신체제이후의 문학장 

속에서이다. 다시 말하자면 무엇을 쓰고,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정치장의 요

구가 거세짐에 따라 문학장은 비로소 윤리의 문제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본고가 문제 삼는 문학의 윤리란 우선 도덕과의 구별을 요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문학의 윤리에 대해 사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윤리를 도덕이라는 오염

된 문제들로부터 구출해야 한다. 도덕은 사회가 나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호명

하면서 강제하는 습속에 가깝고, 윤리는 내가 나에게 스스로 부과하는 자유와 

책임에 대한 명령이라고 칸트에 기대어 말한 것은 가라타니 고진이었다. 선과 

악이라는 초월적 규준에 근거하는 강제적 규율이 도덕이고, 좋음과 나쁨이라는 

내재적 규준에 근거하는 임의적 규율이 윤리라고 스피노자에 기대어 말한 것은 

들뢰즈였다. 어떤 식으로 말하든 우리에게 자유, 선택, 책임의 세계를 열어놓은 

것은 (도덕이 아니라) 윤리라는 층위이다. 그리고 그것들 없이는 주체는 성립될 

수 없다. 윤리의 장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체일 수 있다. 어쩌면 주체의 수만큼

이나 많은 윤리학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

해도 좋다. 작가는 '에티카(ethica)를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로 결

정된다.212)

   그렇다면 왜 일제말기 문학의 윤리성인가?  이 시기 자체가 문학의 윤리성

을 탐색할 만한 여건이 봉쇄되어 있고, 따라서 일제말기 작품은 강요된 윤리(도

덕)이 외입된 것이기에 문학의 윤리성, 혹은 윤리학의 탐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쉽다. 극도로 억압된 시기에 문학은 한편으론 공공의 장에 불려 나가 

신체제 이념에 봉사하며 동아시아의 미덕과 내선일체, 혹은 전쟁의 윤리학을 소

리 높여 외쳤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가 현실 속에 존재하는 역설을 

212) 신형철,『몰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9, pp.142-143.



- 109 -

봉합함으로써 작동하는 것이라면, 문학은 그 역설을 응시하고 강화하는 반대의 

작용을 한다.

   비록 현실적인 제반 조건에 의해 개별 주체들의 사고들(작품들)이 표현의 자

유를 획득하지 못했지만 작가와 시대의 긴장감은 텍스트의 이면에 어떠한 방식

으로든 기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시기 텍스트들은 심층까지 꼼꼼히 

탐사해서 텍스트의 무의식과 비의적으로, 혹은 침묵 속에 내재된 것들조차 찾아 

읽어내야 한다. 일제말기 자기 지시적 소설(사소설)이 정치적인 이유도 바로 문

학의 정치화, 정치적 동원이 요구되는 시기에 자기 지시적 소설을 쓴다는 것 자

체가 ‘비정치적인 것의 정치성‘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론 동일한 작

가라 하더라도 그가 동시에 생산한 텍스트의 편차들의 다양함을 바탕으로 다각

적으로 텍스트를 분석해 보는 것이 말하지 못한 것들, 혹은 말해지지 않는 것들

을 소환해야 할 이 시기 텍스트를 분석하는 연구자의 기본자세라 할 수 있다.  

   1920-30년대 카프문학의 윤리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감각적 차원을 극복하

고 이성적 차원으로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자기 고양을 향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자기 행위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하는 자기혁신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격파하려는 정신’이란 곧 윤리적 주체

의 정신이라고 할 만 하다.213) 그러나 일제말기 문인들의 윤리성이란 카프문학 

시기의 윤리성과는 다른 방향에 놓여 있다. 주체의 윤리적 힘이란 '사실’이 지배

하는 현실의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주체('사실')에 투항하지 않고, 버티는 

자기 강화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에 속에 던져진 문인들의 내면 풍경은 어

떠했을까? 2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조선 문단에서 각각 다른 문학적 지향과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었던 문인들에게 이 마당에 이르러서는 공통된 표정이 존

재했을까? 필자에게 이 시기 작가들의 이른바 사소설 계열의 소설들인 김남천

의「등불」, 이태준의「패강랭」, 박태원의「음우」, 채만식의「근일」등은 마

치 비밀결사체의 암호들로 읽혔다. 로티에 의하면 '잔인성'에 대한 혐오가 공적 

연대의 단초가 되어야 하며, 이는 나,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라는 '우리의식

'과 '충실성'의 확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연대성으로 대치된다.214) 로

213) 구재진,「카프문학과 윤리적 주체」,『비평문학』39, 2011, p.10.

214) 로티가 그리고 있는 유토피아 사회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잔인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

회라고 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를 이루어나가려는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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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가 지향한 공동체는 자유주의적인 느슨한 연대를 지칭한 개념이지만 일제말

기 각각의 이념적 성향을 달리한 작가들이 느끼고 있었던 위기감, 그리고 그 속

에서의 모종의 동질감과 연대의식은 로티가 지칭한 연대의 성격과 흡사한 것이

다. 일제말기 문인들의 연대감이란 ‘무엇을 향한’ 연대가 아니라 ‘어떤 잔혹성으

로부터 오는 반대의식’의 연대라고 봐야할 것이다. 일제말기란 로티식으로 말하

면 ‘무엇을 목표로 한’ 공동체 다시 말해 공동체의 선(대동아공연권 건설)이라는 

명분 아래 공적 담론 안에 모든 가치들을 회수하고, 정향된 도덕적 선을 각각의 

개인이 내면화하기를 강제했던 공동체였다. 공동체의 집단 환상을 조장하고, 유

토피아를 향해 공동체의 환상을 더욱더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문학이란, 끊

임없이 왜 살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작품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어떻게'라는 방법론 속에 공동체의 도덕률들이 호

출된다.

   수행과 봉사

  나는 많은 청년과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조선청년에게

는 수행과 봉사의 관념이 지극히 없다는 것이다. 수행은 조선어로는 修道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수도라는 것은 극히 소수의 승려와 호기심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많은 학생들은 학교만 졸업하면 인생수행은 끝난 것처럼 생각한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이다. 수행은 스스로가 하는 것으로 남에게 가르침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동창인데 누구는 대성하고 누구는 무명인 것은 그 밖의 

이유가 있을지라도 대저는 수행을 계속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다. 수행은 기술을 연마할 따름이 아니다. 수행의 근저는 정신이다. 유도를 해

도, 검도를 해도 그 근본은 그 정신에 있는 것이다. 글을 해도 그림을 해도 그

런 것이고, 장사를 해도, 교원을 해도 그렇다. 세상에 才子로 불리지만 영락하

는 것도 대부분은 정신의 수련을 결했기 때문이다. 乃木장군은 무예 외에 한자

와 禪의 수행을 했다. 조선의 書聖이라고 불리는 김추사도 禪으로 정신을 단련

한 인물이다. 수행의 眼目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誠 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생활고락을 여의치 않고 스스로가 소신을 향해 매진하는 

것이다. 신도에서는 모든 淸明心, 또는 淨明眞心이라는 것은 그 誠이고, 불교의 

통해 고통을 강요하는 상황을 없애나감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삶

의 방식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로티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사회이다. (라차드 로티, 『우

연성, 아이러니, 연대성』, 민음사,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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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 그 誠인 것이다. 眞劍이라든지 진면목이라는 것은 누구나 말하고 있는 것

이지만 그 진리에 철저한 사람은 적은 거 같다. 眞劍이라는 것은 진짜의 검이

라는 것이다. 竹刀나 木刀가 아니라 수련도 없이 진짜의 검으로 서로 죽이는 

때에 여하에 진면목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제자매 제군, 그대들은 어떤 

때에 이러한 眞劍한 마음가짐인가? 교실에 있어서, 운동장에 있어서 제군은 죽

음을 마주하는 것처럼 眞劍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대들은 훌륭한 인물이

다. 반드시 유용한 위대한 재목이 될 것이리라. 그런데 조선인은 眞劍이 부족

하다고 말할 수 있다. 不眞面目이라 말할 수 있다. 국가는 眞劍하지 않은 병사

를 신뢰할 수 없다. 산업도, 교육도 오늘의 국가의 모든 것은 전쟁이다. 한 사

람의 不眞面目한 것도 허락할 수 없다. 이러한 眞劍 즉 誠은 수행에 의해, 잡

념을 버리는 것에 의해 심신을 단련하는 것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검도

도 유도도 결국은 이 眞劍의 수행이다. 그 기술 등은 제 二義的이다. 형제자매

여, 반성하라. 종래의 마음가짐과 생활을 검토하라. 그리고 피나는 수행에 의

해, 眞劍한 誠있는 인격을 바로 세워서, 그것을 페하에게 바쳐라. 그것이야말로 

제군의 절대의 의무이고 영광이다.

   임금에게 봉사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신체가 건강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욕망하

는 것이리라. 그러나 그것들은 국가의 힘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강대

한 조국이 있어야지 우리 자신의 행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

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자손을 사랑하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淺墓한 애국심이다. 더러운 마음이다. 일본정신은 그것

과는 다르다. 천황은 국민의 어버이로 나타나고 지도자로 현현한다. 천황은 그 

적자인 국민을 훈육하고, 높은 국민으로 그 국민을 通하고 또 그 국민의 翼贊

에 의해 인류문화 완성의 성업을 경영하는 것이다. 그것은 역으로 국민쪽에서 

본다면 국민은 皇運을 扶翼하는 것에 의해 각자의 개인으로서, 家로서, 인류의 

일원으로서의 사명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일본의 국체는 천황을 載하여 일가

족이라는 것이다. 즉 팔굉일우의 이상과 그 시련을 스스로 사명으로 하는 것이

다.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이 정신적으로 일체가 되는 것이 일본정신이다. 그러

므로 家도 국가를 위해, 자신도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 각자의 일

생은 직업봉공을 위해서만 받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神道실천이라고 하

고 그것은 구미의 개인주의와는 실로 대적적인 것이다. 이 일본정신은 결코 사

변 이래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하물며 독일을 모방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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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통해 일관하여 흘러 온 것이고 일본문화의 특색은 실

로 이 점에 있다. 이 정신이 구미사상에 미혹되어 희박해진 것은 사실이나 사

변이래 그 진면목이 나타난 것이다. 형제자매여! 나는 총명한 제군이 이 빛나

는 이상과 감정에 반드시 공명 분기할 것을 믿는다. 그리고 피맺힌 수행을 시

작할 것을 믿는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우리 선조를 살리고, 자손을 빛나게 할 

유일무이의 길이다.215)         

   인용문과 같은 논설들은 일제말기 전형적인 계몽의 담론이다. 수행과 봉사, 

임금에의 사봉들, 전근대적 혹은 초근대적 덕목들이 개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

되는 한편, 왜 이와 같은 윤리를 개인이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 질문은 

원초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덕목을 수행을 통해 각각의 개인이 갖

춘다면 그 공동체는 최고의 선의 상태, 다시 말해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유토피

아(대동아공연권)에 도달하리라는 설득을 할 뿐이다. 이광수의 이러한 태도는 

서영채의 지적처럼 한마디로 '윤리화된 정치'라 명명할 수 있다.216)

   공동체의 윤리, 도덕에 대한 강조는 『國民文學』을 주도한 최재서의 목소리

기도 하다. 최재서는 ‘國民文學’을 통해 이념(모랄) 부재로 인한 현대(소설)의 분

열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었기에 그 國民文學의 이념으로 일본정신(국체)를 채워 

넣었다. 최재서는 '국민화에 의해 문학은 새로운 기능을 획득한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낡은 기능을 부활하는 것이고, 그 본래의 윤리적 교육적 기능을 부활하

는 것'217)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國民文學’의 윤리성은 개개인의 작가에 

의해 탐색되고, 창조되어야 할 윤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정신으로서의 어떤 

것이었다. 이러한 國民文學의 성격을 두고  황호덕이 이 시기 협력문학의 비도

덕성을 타자와의 관계를 절연한 철저한 허구성, 단성성이라 평가한 것은 이 시

기 문학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시각을 제공한다.218)

215) 香山光郞,「續 반도의 형제 자매에게 부친다 」,『新時代』, 1941. 11.       

216) 서영채,『아첨의 영웅주의』, 소명출판, 2011, p.86.

217) 최재서,「國民文學の 要件」,『國民文學』, 1941.1

218) 황호덕은 데리다가 말한 ‘어떤 의미에서 모든 소설은 타자의 목소리들을 빌어 작가가 이야

기하고, 그 허구성을 있을 만한 현실의 잠재성 혹은 가능성으로 주장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타자에 대한 폭력, 타자의 목소리의 갈취 위에서 성립된다. 하지만 문학이 보편을 예감케 하는 

개인적 진실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바로 이러한 타자에게 진 ‘빚’에 대한 윤리적 책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언어는 스스로 안에서의 다툼을 인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한에서 정의를 향

해 갈 수밖에 없다. 그 다툼이란 폭력에 대항하는 폭력이다. 최악의 폭력, 즉 담론에 선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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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문학 작품은 그 자체가 복합적이고, 다층적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의 

단성성을 그대로 텍스트에 아로새길 수는 없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 속에 어떠

한 이데올로기를 부각하려고 해도, 그것이 문학의 장에서, 작품이라는 물질성으

로 창조되는 순간, 이미 그 이데올로기는 애초의 선명성을 가질 수 없고, 뭔가 

봉합되지 않는 것이 비어져 나온다는 뜻일 것이다. 주지하듯 일제말기 문인들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내선일체 국가의 국민으로 호명되었다. 국가가 재현의 

체계라는 것은 그것이 셈하는 것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라는 점과도 깊게 연

관된다. 국가는 항상 부분집합, 즉 특정한 규정성을 통과한 개인과 집단만을 상

대한다. 다시 말해 국가가 상대하는 개인은 언제나 ‘규정된’ 개인, ‘특정한 지위’

로 환원된 개인인 것이다. 

   그러나 문학은 역방향의 작용을 한다. 랑시에르는 문학의 정치를 참여예술이

라는 이름 아래 수행되는 치안 활동을 위한 문학적 동원과 구분하고자 한다. 문

학의 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 참여나 개입의 여부가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종류의 참여와 개입이며 그 참여와 개입이 ‘불일치’를 가져오는지의 여부

이다. 이렇게 이해될 때 오히려 문학의 정치는 기존의 정치 영역에서 의제화되

지 못한 목소리들을 듣고 비명을 지르는 존재들을 기억하고 가시화함으로써 불

일치를 창조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의미한다.219) 랑시에르는 "사회 속에 숨겨진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환영으로서 산문적 현실을 분석하는 것, 사회 심층 속을 

여행하고 거기에서 판독된 무의식적인 사회적 텍스트를 표현하면서 표면의 진

리를 말하는 것, 이 징후 독해 모델은 문학의 고유한 발명"220)이라고 말한다. 

랑시에르의 시각으로 일제말기 문학을 바라본다면, ‘國民文學’과 같은 지향을 

지닌 참여 문학들이 국가적 배치(치안)에 부합하는 문학이라면 이것으로부터 벗

억압하는 침묵과 어두운 밤의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폭력- 타자들로부터 빌린 

언어의 빛을 갖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사회의 미래를 예감케 하는 일은 필연성을 더 

많은 타자들의 목소리들을 빌리고 조합하여 싸우게 하는 한편 때때로 왜곡하고 가공하는 일까

지를 수반한다. 문학이 보다 많은 타자들의 목소리를 살려내야 하고, 기본적으로 현실의 잠재

성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설 작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타자들에의 응답 

가능성, 책임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협력문학의 비윤리성은 민족의 배반이나 전쟁에의 협력

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자와의 관계를 절연한 철저한 허구성, 단성성에 있다. 오직 

제국의 신에게만 응답하는 이 제국적 책임의식은 그 이외의 모든 타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책임, 즉 무응답으로 일관한다. (황호덕,『벌레와 제국』, 새물결, 2011,pp.137-138.)

219) 진은영,「시와 정치 -미학적 아방가르드의 모럴」,『비평문학』39, 2011, p.480.

220) 랑시에르,『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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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비정치적인 문학들은 오히려 이 시기 문학의 정치성을 실천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본고가 4장을 통해 살펴볼 작품들은 먼저 이데올로기가 직접적으로 개입된 

일제말기 중, 장편들이다. 서영채에 의하면 명백한 정치성이나 이데올로기적 의

도를 가진 문학이 종국적으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

각하듯, 주관적 의도로서의 이데올로기가 문학적 순수성을 훼손하기 때문이 아

니다. 사태는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다. 문학과 이데올로기의 만남에서 훼손되는 

것은 문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다. 문학의 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데올로기는, 

자기 완결성을 위해 억압해야 했던 힘들이 봉합선 사이로 비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해야 한다는 것이다.221) 문학은 역설의 공간을 내부에 품고 있음으로써 그 

자체가 사회적 신체의 증상일 수 있다.222) 

   다음으로 4장에서는  1940년대 전반기라는 극도로 억압된 문학의 장 속에

서 비정치성을 통해 오히려 문학의 정치성을 실천한 작품들을 고찰해 볼 것이

다. 서사의 자기반영성을 특질로 하는 이들 작품들은 그것이 허구든 사실이든 

찬찬한 어조로 일상을 이야기하며 일상 너머의 것들을 지칭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1940년대 전반기 문학의 윤리의 측면에서 가장 문제적인 작가인 김사량을 

다루어 볼 것이다. 김사량의 소설들은 내선일체의 공간 속에 ‘나’란 누구인가, 

아니 ‘나’를 어떻게 지칭해야 하는 윤리적 탐색이 실천되고 있다. 김사량의 

「빛 속으로」의 주인공 ‘미나미’는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라고 밝힐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한다는 분석223)은 바로 이 시기 

문학의 모랄, 윤리적 탐색에 하나의 표정을 포착한 것이다. 

   4.2 1940년대 전반기 소설의 무의식과 서사의 균열

   문학의 정치에의 봉사는 그 속성상, 그리고 조선 문단의 역사상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비상시에 있어 문학이 쾌락의 

수단에서 뚜렷하게 그 본래의 윤리적 사명에 되돌아옴이란 너무도 당연한 얘

221) 서영채,『문학의 윤리』, 문학동네, 2005, p.42.

222) 서영채, 위의 책, p.49.

223) 김석희, 「식민지인의 윤리적 분열과 내러티브」,『일본문화연구』3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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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224)라는 최재서의 주장은 그리 새롭지도 않다. 그러나 문학이 정치에 봉사하

는 것이 작가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어떠한 시대적 요구로 제출되었

을 때, 작가의 정치적 봉사는 그리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다. 담론적 차원에서 

작가 스스로 자기설득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것을 내면화하여 작품으로 표출해

야하는 작가에게, 현실이라는 밑그림이 뚜렷하지 않다면 소설은 한갓 작가의 몽

상으로 끝나기 쉽다. 주지하듯 이 시기 문학은 대부분 무갈등의 세계나, 단성성

에 의해 소설적 갈등과 타자의 목소리들이 소거되어 있어, 이미 문학적 본질의 

핵심인 윤리성의 탐구 자세가 애초부터 소거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國

民文學’ 혹은 정치적 리얼리즘의 문학이 갖는 극한의 허구성은 작게는 조선의 

사건을 일본어로 재현해야하는 데서 오는 언어적 곤란과 내선의 만남을 주테마

로 다루는 데에서 오는 놀랄 만한 문학적 지루함과 단순성, 비현실성으로 드러

나게 된다.225) 그러나 작품은 작가의 의식적인 기획의 결과물이 될 수 없으므

로 신체제 담론을 수용한 텍스트라 할지라도 텍스트의 저층에는 작가가 애초에 

의도하지 않은 텍스트의 틈새에 낯선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와 작품의 깔끔한 

매듭을 풀어버리고, 텍스트의 균열을 드러낸다. 

   협력의 글쓰기라 쉽게 판단했던 작품들도 텍스트의 저층을 탐사해 보면 작

품의 전체 의미를 훼손하는, 다시 말해 작가의 의도를 배반하거나 전체로 수렵

되지 않고 서사적 질서를 벗어나는 균열의 지점들이 종종 발견된다. 문학텍스트

란 필자의 의도를 논리의 언어만으로 조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의도 그 이

상의 것, 외부의 것들이 개입해 들어온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의 영역을 초과해 

버렸다는 작품을 통해서도 복수(複數)로 존재하는 텍스트의 무의식을 읽어낼 수

가 있다. 소설이 아무리 작가가 구상한 메시지와 허구라는 토대위에 조직된다고 

하더라도 그 허구적 공간 자체도 현실의 시공간으로 직조해 내야 하므로 소설

은 시대성과 역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시공간에서 벌이는 인물의 행위와 사

건들, 그리고 상념들은 작가에 의해 온전히 통제될 수 없고, 이미 펼쳐진 무대

(소설적 무대) 위해서 자신(인물)의 삶을 새겨넣어야하므로, 소설이 육체성을 획

득하게 되면 거기에는 항상 담론의 초과분이 붙어 있기 마련이다. 특히 이러한 

소설적 잉여는 단편에서보다 장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장편은 애초의 작

가의 기획으로부터 벗어나가거나, 전체적 논리를 파괴하는 잉여분들이 직조된 

224) 최재서,「國民文學の 要件」,『國民文學』, 1941.11.

225) 황호덕,「국어와 조선어 사이」, p.448. 



- 116 -

시공간의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 개입해 들어올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광수가 일제말기 「그들의 사랑」(『新時代』,1941.1-3),「봄의 노래」(『新時

代』,1941.9-1942.7),「40년」(『國民文學』, 1943. 1-3) 과 같은 장편을 연재하

다 모두 미완으로 중단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단선적 메시지

만으로는 장편의 육체성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2장 3절에

서는 신체제 담론에 의해 새롭게 부상된 국책적 소설들의 유형을 살펴 보며, 애

초의 기획으로부터 탈주하는 혹은 잉여를 간직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신체제 담

론의 소설적 전유화가 어떠한 결과물(텍스트)로 나타났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려는 작가적 ‘욕망’과 텍스트의 물질성에 

의한 ‘균열’의 낙차가 어떠한지를 분석해 내는 것이 본장의 목적이다.

   그 동안 일제말기 문학 연구가 활성화되어 자연스레 소설들에 대한 연구도 

축적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소위 ‘국책작품’들을 본격적인 의

미에서 유형화한 논의들이 많지 않다. 우선 김재용의 일제말 소설의 분류화를 

살펴봐도 일제말 문학계의 양극화로서 ‘협력과 비협력의 저항’의 카테고리만 설

정했을 뿐 협력문학으로서 국책문학들이 보이는 다양한 편차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다른 연구자들도 ‘내선연애 ․ 결혼’, ‘군인․징병제’, ‘동양주의’, ‘만주문학’, 

‘생산문학’ ‘총후소설’ 과 같은 느슨한 유형화, 혹은 1) 내선 연애 내지 내선 결

혼, 2) 대동아공영권 사상, 3) 후방소설, 4) 신사문제 5)개척소설, 6) 지원병, 7) 

보고소설, 8) 기타” 등으로 나누어서 고찰한 예가 있는 정도이다. 또한「『國民

文學』소재 소설에 나타난 ‘국민화’연구」226)에서는 『國民文學』소재 작품에만 

한정하여 1) 국민화 기획과 신생활 2) 내선일체와 국민화 3)전쟁과 국민의식이

라는 분류체계 속에 각각의 작품들을 배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작업도 지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문학텍스트는 복수(復讐)로 존재하는 

무의식들과 잉여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작품을 어떤 카테고

리로 고정하는 것이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

한 분류화의 기준은 단지 작품의 소재적인 측면에서만 가능할지도 모른다. 

   작가 개인의 측면에서 보자면 국책문학의 주제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담론

과 소설의 일체화의 정도도 개별 작품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담론의 일체화, 과잉, 균열이라 칭해 본다면 정인택의 이례를 들어봐도 각각 

226) 가미야 미호(神谷美橞),「『國民文學』소재 소설에 나타난 ‘국민화’연구」, 외대 박사학위논  

  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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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군 부부와 나와」 (『國民文學』, 1942.12), 「뒤돌아보지 않으리」(『國

民文學』,  943.10), 「청량리 교외」(『國民文學』, 1941.11)를 위치지울 수 

있다.227) 이와 같이 신체제 담론과 작품의 대응양상은 작가별의 편차뿐만 아니

라 작품별로도 차이를 드러낸다. 물론 문학텍스트 연구가 담론 이상의 것을 들

여다 보고자 할 때 주목하고 있는 텍스트는 바로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겠다.

   본고가 먼저 김성민의『綠旗聯盟』228)에 주목한 이유가 바로 이 작품이 보

여주는 담론과 작품의 낙차 때문이다. 이 작품은 ‘綠旗聯盟’229)이라는 제목을 

위시하여 전체적으로 ‘내선결혼’의 모티프를 주된 서사로 하여 국책문학의 주제

의식을 명확히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작품 곳곳에서 그러한 주제의식과 어긋나

는 텍스트의 균열을 드러내고, 결국 작품의 골격이 되는 서사도 ‘내선일체, 내

선결혼의 불가능’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작 기획 장편소설인『綠旗聯盟』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서사뿐만 아니

라 주변 인물들도 서사의 방계 축들을 이루고, 동경과 경성이라는 서사적 공간 

속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기에 내선일체와 대동아공영권의 정치의식

이 개인의 욕망으로 어떻게 전화되는지가 다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므

로 『國民文學』의 단편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었던 단편적 서사와 단순하게 

틀지워진 국책적 메시지들이 이 작품 안에서는 여러 층위로 직조되어 있고, 소

설적 육체도 풍성해진 만큼, 담론의 현실적 재현의 균열도 그만큼 잘 드러나고 

227) 물론 같은 시기 정인택은「부상관의 봄」(『春秋』, 1941.2) 과 같이 국책문학과는 비교적 

무관한 작품도 발표하고 있었다. 이러한 작품의 편차는 비단 정인택에 한정된 예가 아니라, 이 

시기 작품 활동을 한 대부분의 명망있는 기성 작가들에게 보이는 현상이다. 절필을 통해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은 작가군을 제외하자면 당시 조선 문단에 몸담은 작가 중 국책적인 주제를 한

번씩 다루지 않은 작가는 거의 드물다. 다만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작가의 역량과 시각에 따

라 작품의 완성도는 차이를 보인다. 물론 동일 작가의 작품들도 그 안에서 편차가 드러날 수밖

에 없다.

228)金聖珉, 綠旗聯盟, 羽田書店, 1940. 번역본은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자료집(도서출판선인, 

2009)을 참조로 함.

229)『綠旗聯盟』의  작가의 말에 다음과 같이 ‘綠旗聯盟’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綠旗聯盟’은 현재 조선에서의 내선일체화 운동의 표어입니다. 지금 경성의 ‘綠旗聯盟’ 본부에

서는 반도인의 황민화운동에 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작가도 거기에 공감한 바가 많기에 동일한 

사상 하에 쓰인 제 소설에도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총독정치는 조선의 혁주에게 초록빛 젊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녹기’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즉 일본문화와 일본정신이 반도

의 대지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 나무들의 초록빛을 따서 綠旗聯盟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고 생각합니다”라고 제목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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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綠旗聯盟』의 주인공 남명철(南明哲)은 육군사관학교생로서, 일본국민으로 

투철한 시대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인물이지만 정작 그의 집안이나 형은 그러한 

남명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명철은 형과 여동생만 그가 육사에 다니는 것을 

알 뿐 집안에는 비밀로 하고 있다가 결국 들통이 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집

안어른들은 그를 가문에서 내칠 기세였다. 명철은 일본 육사시절 같은 생도인 

고마쓰바라 야쓰시게(小松原保重)의 집을 드나들면서 여동생 야쓰코(保子)를 좋

아하게 되고, 결국 명철은 그녀에게 구혼편지까지 쓴다. 그러나 야스코의 입장

이 모호하다. 야쓰코는 뭔가 망설이게 되고, 꽤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의 구혼

을 받아 드릴까 생각하게 되지만 그 사이 명철의 여동생 명희(名姬)와 야쓰시게

의 형 야쓰마사(保雅) 사이의 연애가 급진전되고 명희가 결국 임신을 하고 둘의 

동거가 이루어짐으로써 명철과 야스코의 결합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마

무리된다. 더구나 야스마사와 명희의 결혼승낙을 받아내려는 노력은 야스마사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이 되고 만다. 야스마사의 아버지는 일본인과 조선

인의 결혼은 독일 남자와 이탈리아 여자의 결혼처럼 수준이 고르고, 풍속습관이 

고른 것과 달리, 부자연스러운 것이라 말하며, 내선 결혼을 자신에게 권유했던 

조선총독부의 시바타(柴田)도 본인이 이러한 입장에 처한다면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 말하며 내선결혼의 불가능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야스마사 아버지의 발

언은 실제로 ‘내선결혼’에 관한 당시의 인식을 정확히 드러낸다고 하겠다. 김성

민은 작가의 말에서 ‘지나사변(支那事變)을 계기로 근 이삼 년 동안 반도인(半

島人) 사이에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서의 자각이 강화되었습니다. 실로 그것은 

노도와 같은 기세로 조선 전체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지원병제도, 창씨개명 장

려, 그 외 세계 역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기획이 용이하게 성공을 거두고 있

습니다. 이렇게 동트기 전의 서광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 1936, 1937년 무

렵의 환경을 이 소설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국책문학이 논의되고 있는 때에, 

그러한 의도하에 쓰인 이 소설이 내지(內地)와 반도 사람들의 정신생활에 다소

나마 영향을 끼쳐 국가를 위해 공헌(貢獻)할 수 있다면, 기대 이상의 기쁨일 것

입니다'라고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김성민이 소

설적 시간으로 삼고 있던 1936-7년에는 내선결혼이 소설 속 서사처럼 받아들

여지기 어려웠다고 한다면 내선결혼이 권장된 신체제 이후에는 급격하게 달라

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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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內鮮文化의 동질화가 진행되어, 국어도 보급되고, 황민교육도 철저히 되고, 

생활양식의 단일화 및 생활감정의 近似를 보게 되고, 또 국민의식이 심화･앙양

하는 데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선통혼의 장려책을 강구한다”는 경무국 보안과장

인 古川兼秀의 발언이나, 1942년 8월 총독부 기획부 계획과장 山名酒喜男이 內

閣總力戰硏究所의 강연에서 “조선인은 異民族인데, 개인적 의견을 말하면 ‘내선

결혼’은 ‘民度의 차이’, ‘황민화의 정도’로 인해, 당분간은 희망할 수 없다230)”고 

한 말이나 내선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인 발언들이 심심치 않게 쏟아져 나왔다. 

조선총독부에서는 공식적으로 1940년에 발생한 내선결혼 부부 건수를 조사하

고, 1941년 미나미 총독이 이들에게 표창장과 기념품을 전달하는 일련의 정책

들이 가시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내선결혼은 용이하지 않

은 문제였다. 더구나 『綠旗聯盟』에서 그려진 바와 같이 명망있는 가문의 자녀

가 조선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문제였다.231) 

   김성민의 『綠旗聯盟』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야쓰마사와 명희의 

동거생활로 서사를 전개시킴으로써 생활로는 가능하나 제도로서는 받아들여지

지 못한 내선결혼의 불가능성을 그리고 있다. 이 지점에서 『綠旗聯盟』이 포착

한 현실 중 흥미로운 것은 온실 속 화초 속에 있던 명희가 야쓰마사와의 동거

생활을 계기로 비로소 현실과 맞부딪치며 겪게 된 사건들이다. 도쿄에서 음악공

부를 하고 있는 명희는 조선옷이 눈에 띄어 밖에 입고 다니기 어렵다는 것, 그

리고 백화점에서 한복차림으로 일본어를 말하니 주위에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

봐서 불편했다는 잠깐의 난처함말고는 별 불편함없이 지금까지 부잣집 영양(令

孃)으로서의 삶을 도쿄에서 영위했다. 그러나 야쓰마사와의 동거 후 생계를 위

해 취업 전선에 나섰을 때 명희는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했던 조선인으로서의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선 조선식 性을 일본식으로 고쳐야

지만 가능할 수 있다는 ‘차별’을 몸소 맛보게 된다. 

   여기서 동경에서 음악 공부를 하던 또 다른 여학생 이태준의 『별은 창마

다』232)의 한정은을 떠올려 보자. 동경고등음악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한

230) 장용경,「일제말기 내선결혼론과 조선인 육체」,『역사문제연구』18, 2007,  pp.198-199.  

231) 내선결혼의 어려움은 혼사장애뿐만 아니라 그 이후 내선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난다. 김

사량의「光明」(『文學界』, 1941.2)이나 김사영의『兄弟』(『新時代』, 1942.11-1943.3) 은 

내선가정의 문제점을 그려내고 있다.

232) 이태준,『별은 창마다』,『新時代』,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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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은 조선에서 피혁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지원 덕분에 풍족한 유학생활

을 하고 있는 여학생이다. 그녀의 관심사는 아버지가 피아노를 동경 하숙집에 

사 줄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정은이 하영과의 연애를 통해서 새로운 현

실 인식의 눈을 갖게 되고,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고 발볼을 좁게 만드는 구두

를 신고 다녔던’ 그녀가 ‘안정감을 주는 굽낮은 구두와 편해 보이는 짧은 스커

트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하영이 계획한 문화 도시 건설에 대한 

이상을 함께 꿈꾸는, 이른바 ‘신체제가 요구하는 건강하고 건설적인’ 신여성으

로 거듭나지만 정은의 서사 속엔 식민지인으로 겪게 되는 『綠旗聯盟』의 명희

와 같은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정은이 자

본가의 영양(令孃)인 이상,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과 도시의 소비적 일상에만 발

을 딛고 있는 이상 명희가 겪었던 일을 정은은 하등 겪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국 『綠旗聯盟』의 명희는 내선일체가 요구하는 내선결혼233)을 통해 시국이 

요구하는 모범적인 내선인 부부가 되었음에도, 도쿄에서는 조선인이라는 ‘표식’

을 달고는 부인 양품점의 여점원으로도 살아가기 불편한 존재임을 깨달게 되었

다. 『綠旗聯盟』은 결국 내선결혼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 소설이지만 내선결혼

이 현실 속에 놓이게 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지를 재현해 내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주서사인 명철과 야스코의 결혼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명희와 야스마사도 정식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동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제 

내선인의 연애가 낳은 현실적 결과임을 『綠旗聯盟』은 잘 그려내고 있는 것이

다. 내선결혼의 어려움은 정인택의 「껍질」에 잘 드러나듯 일반적으로 민족의 

문제 위에 신분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었다. 「껍질」의 시즈에는 학주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 들여지지 못하나, 시즈에가 거부되는 맥락은 단순히 일본인의 문

제일 뿐만 아니라 태생도 모르는 여자라는 이유, 즉 시즈에의 미천한 신분에 기

인한다. 즉 내선결혼의 장애는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혼사장애로서

의 신분의 차이가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綠旗聯盟』의 경우는 순수한 민족의 

차이에 의한 내선일체의 불가능성을 묘사하고 있어 더욱더 문제적이라 할 수 

233) 1940년대 초 내선일체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내선(연애)결혼을 다룬 소설들로 채만식의 ｢냉
동어｣, 이효석의「봄의 의상」, ｢아자미의 장｣, 『푸른 탑』, 정인택의 ｢껍질｣, 이광수의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그들의 사랑｣, 최정희의 ｢환영 속의 병사｣, 한설야의 ｢피｣와 ｢그림

자」, 김사량의 「빛 속으로」,「광명」, 김사영의 「형제」, 이석훈의 「동으로의 여행」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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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무영의 『靑瓦の家 청기와집』은 『綠旗聯盟』의 결말과는 달리 주요 인

물들이 시국에 부합하는 인간형으로 자기혁신을 도모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

이다. 또한 이무영 작품들, 아울러 이 시기 많은 국책소설들에서 드러나는 구세

대의 몰락과 신시대 대망론이 이 작품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세대론적 문제가 구세대의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

운 시대에 부응하여 자기갱생을 단호하게, 그리고 어떠한 거리낌없이 단행하고 

있는 신세대와 달리, 구세대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구세대는 

신세대의 단단한 애국심을 부러워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소설의 서사는 그러한 신세대의 내면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물론 구세

대에 속한 작가들이 신시대의 서사를 자기화하여 그려낼 수 없기 때문이겠지만, 

결국 이러한 배치로 말미암아 작품은 애초에 목표로 했던 소설의 의도를 달성

하지 못한다. 내면이 담보되지 않은 인물들의 실천성은 독자에게 어떠한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백철의 「전망」이나 정비석의 「삼대」, 

이무영의 「정열의 서」와 같은 신세대 대망론을 그린 작품들이 메시지에 부합

하는 소설적 육체를 획득하지 못한 이유는 소설적 화자가 신세대를 밖에서 관

찰하고, 의미 부여하고 있을 뿐 이들 인물들이 어떠한 실천으로 나아가는 내적 

계기나 내면성을 포착하고 있기 못하기 때문이다.

  이무영의 『靑瓦の家청기와집』은 1942년 9월부터 다음해 2월 7일까지 부

산일보에 연재된 조선작가가 쓴 최초의 국어 신문장편소설이다.234) 이 작품은

234) 일간신문의 연재소설로는 이전에도 장혁주가 후쿠오카일일신문(福岡日日新聞)에 실은 ｢치
인정토(癡人淨土)｣(1937.6.16~11.6)가 있지만, 이것은 일본 국내(‘내지’)에서 발표된 것이었다. 

또한 조선에서 발표된 것으로는 장혁주가 國民新報에 연재한 ｢처녀의 윤리(處女の倫理)｣
(1939.4.3~8.13)를 들 수 있지만, 게재지 국민신보는 주간신문이었다. 게다가 장혁주는 당시 

이미 ‘재일 조선인 작가’(조선어 작품도 있었다고는 해도)였고, 조선인 작가, 즉 본래 조선어로 

작품을 써야 할 작가가 조선의 일간신문에 연재한 일본어 소설로서는 이「청기와집」이 그 효

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당시 연재를 개시했던 부산일보사의 선전문구 등에서도 뒷받

침된다(덧붙여 말하면, 식민지 말기 조선에서 발표된 일간신문연재 일본어 소설은 이 이무영에 

의한 2편 이외에, 목양(牧洋)의 ｢영원의 여자(永遠の女子)｣(경성일보, 1942.10.28~12.7)가 

있고, 밝혀진 바로는 3편의 일간신문연재 일본어 소설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바꾸어 말

하면, 이 연재의 실현은 일본어 사용의 강제라고 하는 정치적 요청이 강하게 조선반도를 덮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문학적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발표된 조선인에 

의한 일본어 작품수와 조선에서 발표된 작품 수가 1942년에 역전되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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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과 조선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쇠하고 쇠락해가는 

집안의 어른인 권 대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친미주의자인 아들 수봉교수, 

그리고 손자인 인철의 3대의 이야기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가족사소설이다. 3

대의 이야기라는 점은 물론이거니와 고루한 조부-미국신봉자 아들- 합리적 손

자 세대와 같은 구도는 염삼섭의 『삼대』를 방불케 한다. 『삼대』가 1930년

을 전후로 한 조선의 현실을 소설적 시간으로 삼고 있다면, 이 작품은 지나사변 

1주년에서부터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미드웨이 해전까지를 소설적 시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작품은 현실을 핍진하게 그려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의 정세에 대한 언급과 그에 따른 

인물들의 심리적 변화를 작품의 주요서사를 이끄는 계기로 설정하고 있다는 면

에서 시사성을 확보한 장편이라 할 수 있다.

   이무영은 ｢작자의 말｣에서 “하나의 커다란 시사(示唆)를 독자에게 주면 좋겠

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황민으로서 조선 동포가 가야 할 역사적인 도정(道

程)이라고도 할 만한 것”(부산일보, 1943.9.4)이라고 언급했고, 추천자의 한 

사람인 가토 다케오가  “징병제 시행에 의해 내선일체와 황민화의 의미가 더욱 

견고해졌다. 이무영 군의 소설이 본지에 게재된 것은 이를 기념하는 취지에서이

기도 하다”(｢靑瓦の家의 작자｣, 1943.9.6)라고 쓰고 있는 데서 이 소설의 창

작동기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태평양 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

에, 그리고 국제 정세적 관점에서는 일제가 전쟁의 승기를 놓친 시기임에도 불

구하고 소설에서는 태평양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설의 결말을 

맺고 있다.

  하나, 대본영 해군부 공표(大本營海軍部公表), 9일 오후 10시 50분. 제국 해

군 함정은 8일 오후

 길이 160km. 장쑤성(江蘇省) 타이후호(太湖) 동안(東岸)의 호소(湖沼) 지대에

서 발원하여 동으로 흘러 상하이(上海)로 들어가 우쑹(吳淞)에서 양쯔강과 합류

한다.

  미드웨이를 급습하고 맹렬한 포격을 가하여 동(同) 섬의 비행기 격납고와 연

료고를 불태웠다. 우리쪽  손해 없음.

   둘, 이 섬 공습 결과, 대일본 대본영 해군부 공표, 9일 오후 10시 50분―어

다. (布袋敏博 해제,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자료집』, 도서출판 선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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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일 제국…….”

 같은 시각에 인철들도 라디오에 찰싹 달라붙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조차 없었

다.

 라디오가 끊기자, 문은,

 “역시 권 군은 훌륭해. 확실히 선견지명이 있다니까.”하고, 진지한 어조로 말

했다. 인철은 세 사람의 타협론을 배격하고, 훨씬 전부터 미영을 친다고 단언

했던 것이다. 약 열흘 전, 라디오를 구한 것도 그였다.

 “그럼, 이제 백년전쟁이로군.”

 장도 침통한 얼굴로 말했다.

 “그럴 리가 없지. 우리나라는 과연 과거 5년간 대륙에서 상당한 전투 비용을 

썼지만, 그건 육군만 그런 게 아닌가. 해군은 증기선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지. 

영국에선 싱가포르가 어떻고 하와이가 어떻고 하지만, 이른바 남방(南方) 적의 

시설 따윈 선전거리도 안돼. 남방이라면 일주일 정도면 때려눕힐 걸.”235)

   결말 부분인 인용문에서와 같이 『청기와집』은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일방

적인 일본군의 승리소식을 전하며 태평양전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으로 소설

을 맺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미드웨이 해전은 일본군이 미군에게 큰 타격을 입

고, 전쟁의 주도권을 미국에게 빼앗긴 뼈아픈 해전이었다.236) 『청기와집』의 

연재 시기와 미드웨이 해전의 시기를 고려해 본다면 몇 달이나 지난 사건임에

도 불구하고 이무영은 객관적인 정세를 소설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물

론 실제의 정보를 제대로 접할 수 없었던 점에 기인하겠지만 『청기와집』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중일전쟁의 발발과 연이은 일본의 戰勢를 계기로 해서 등

235) 이무영,『靑瓦の家』,『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자료집』, 도서출판 선인, 2009, pp. 533-534

236) 1942년 6월 5일 일본군은 야마모토(山本)해군대장이 지휘하는 전함 11척, 항공모함 8척, 순

양함 18척 등 연합함대 주력과 나구모[南雲] 중장 지휘하의 기동부대를 합친 350척의 대병력

을 동원하여 미드웨이섬의 미군기지 공격과 미해군 기동부대를 유인 ·섬멸하기 위한 작전을 펼

쳤다. 일본으로서는 이 작전을 입안 중이던 4월에 J.H.둘리틀의 폭격기대에 의하여 도쿄가 첫 

공습을 받자 이 작전에 제해수역(制海水域)의 확대까지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색적(索敵)

을 게을리한 것과 암호가 미국측에 해독된 탓으로 대기 중이던 미국의 급강하 폭격기대의 급

습을 받고 나구모 함대는 주력 항공모함 4척과 병력 3,500명, 항공기 300대를 상실하는 참패

를 당하였으며, 제공권 상실로 작전을 중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태평양전쟁 개전 이래 태평양 ·

인도양에서 우위를 지켜 온 일본의 해군 기동부대는 이 해전의 패배 이후 전국의 주도권을 미

군측에 내주게 되어 전쟁 수행상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마크힐리, 김흥래 역,『미드웨이 

1942』, 플래닛미디어,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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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물들이 대일협력을 실천하게 되는 계기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근

본적으로 사실과 소설적 재현의 불일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나의 커다란 시

사(示唆)를 독자에게 주어서" 그것을 통해 조선인을 각성케 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는 시사에 대한 오판에 의해 설득력을 잃게 된다. 이 작품이 국책소설로서 

이념의 허약성이 드러나는 지점은 황민으로서의 조선인의 각성이 어떠한 내발

적, 정신적인 각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이

다. 다시 말해 이무영은 조선인이 황민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필연적인 문제

가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 의한 임의적인 사항임을 아이러니하게도 발설하고 있

다. 조선인이 황민이 되어야 할 당위성은 어떤 절대적인 내적 필연성이 아니라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임으로 승자의 편에 서야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

리는 친미주의자였던 수봉교수가 대동아건설을 승인하는 부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수봉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툭툭 던졌다.

“이 청기와집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장 오래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쪽이겠지.―아니, 현대 조선인 지식층을 통틀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지도 몰라. 하지만 가장 뒤쳐져 있는 나조차 이제 이렇게까지 되어 있으니, 조

선인의 사상문제는 이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네. 이제 됐어.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 지원병으로도 안돼. 모든 동포가 혼의 방패가 되어야지. 나 같은 비국민

(非國民)이 좋은 황민(皇民)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기 위해 마음을 고쳐먹었으니, 

명실공히 일체(一體)야. 이 시대에 지원병과 징병의 격차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아.”

“아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하고, 와타나베 교수는 자신 있게 말했다.

“징병도 의무교육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걸세. 식자(識者)들 사이에서도 

왕성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으니.”

“어떤가, 그렇게 될 것 같은가? 조선 청년에게도 국토 수호의 명예가 주어지

면, 크게 한 몫 할 거라고 생각하네. 무한(武漢)이 우리 군에 의해 폭격되었을 

때, 지나 민중은 비행기에 수류탄을 던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는가. 있었어, 그

런 기사가.”

“있었지.”

와타나베도 웃었다.

그리고 전황 이야기로 바뀌었다. 와타나베는 영국의 이른바 극동함대는 이제 

아무런 쓸모도 없을 거라고 했다. 포위망이라는 것도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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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변한 새끼줄인 셈이지. 말레이시아를 제압하면, 영국 해군은 완전히 태

평양에서 쫓겨나는 걸세. 그렇게 해 놓고, 우리나라는 지구전으로 들어가는 거

지. 무슨 일이 있어도 홍콩과 싱가포르를 손에 넣어야 해. 하지만 홍콩 따위는 

손에 넣으려면 언제든 손에 넣을 수 있지. 싱가포르의 경우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이제 홍콩 함락이라는 남경 발(發) 동맹 특보가 들어갈지

도 모르지.

아무튼 우리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걸세. 수봉 군,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237)

   이러한 논리는 결국 조선인이 황민이 되는 것은 조건부적이라는 것, 또한 일

본이 세계의 패권자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일본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조선민

족의 무의식의 발로이자 실질적으로 조선인에게 황민이 되기를 설득하는 현실

적인 논리이다. 다시 말해 이무영의 장편은 뭔가 서로 주고받는 것, 교환이 없

다면 조선인에게 황민이 되기를 설득할 길이 요원하다는 것을 전쟁의 승기와 

그에 따른 인물들의 변모양상을 대응함으로써 황민되기 이데올로기의 허약성을 

드러내 버리고 말았다. 결국 황민이 되는 조선인의 선택은 윤리적인 선택, 나아

가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타산의 선택이라는 사실이 『청기와집』이라는 

긴 서사를 떠받쳐주고 있다. 인용문의 수봉교수와 와타나베교수의 대화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수봉교수는 지원병과 징병의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고 와타나베

는 징병과 의무교육을 조선에서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징병과 의무교육과 같이 조선인에게 뭔가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조선인이 황

민이 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무조건적인 황민화를 

인정하지 않는 논리이다.  다시 말해 조선인의 황민되기의 논리란 교환이 없다

면 성사될 수 없는 거래, 다시 말해 역사적인 필연일 수 없다는 사실을 소설의 

표층서사를 배반하며 『청기와집』은 발설하고 있다. 

   한편 이무영을 비롯하여 일제말기 많은 작가들의 공통된 태도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주저함, 망설임없이 황민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작가의 세대가 아니라 어

린 세대임을 반복해서 드러내는 데에 황민화논리의 허약성이 발견된다. 『청기

와집』에서도 가장 명쾌하게 황민으로 거듭하는 것은 어린 세대들이다. 권대감, 

수봉교수, 인철, 인임의 순으로 일제말기 황민화의 논리를  받아들인다는 사실

237) 이무영,『청기와집』, 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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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뒤집어 보자면 아직 작가의 세대인 구세대에게는 생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나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기가 지난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무영의 

「情熱の書정열의 서」(『情熱の書정열의 서』, 東部書簡, 1944)238)에서도 고스

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무영은 오늘날의 시기는 '어떤 시기보다 ‘힘’을 요구하는 

시기이며, 힘은 ‘신념’에서 생겨나고, 신념을 키우는 것은 ‘정열’'이라고 밝히며 

본인 작품의 '정열'의 의미를 시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열의 서」는 신문기자이자 문인이었던 ‘우소’가 자신이 겪은 일을 회상하

는 형식으로 으로 서술되어 있다. 우소는 이무영 세대의 대변자로서, 6년 전 가

난이 이유가 되어 자신이 사모하던 여인에게 배반을 당하자 배금주의자가 되어 

광산에서 일확천금을 얻는다. 6년 전까지의 우소는 서구문화와 자본주의의 숭

배자였다. 그러나 우소는 창돌이라는 신세대의 젊은이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에 회의를 품기 시작한다. 창돌은 자신의 처지나 입신을 생각하지 

않고 지원병이 되고자 하는 이른바 신시대에 걸맞은 청년상이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소와 지원병이 되려고 정열을 쏟는 창돌은 각각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상징화되어 있음은 쉽게 파악되는 사실이다. 또한 우소 

세대들이 향유했던 구미문화가 천박한 서구 자본주의의 산물로 그려지며 부정

되고 있음에 반하여 창돌과 같이 대의를 위해 자기 희생적인 세대는 찬탄의 대

상이 된다. 그러나 백철의 「전망」이나 정비석의 「삼대」에서도 반복되고 있

듯이 기성세대는 신세대과 같은 신념과 국가관을 가진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고 

있지 못하다. 그나마 우소는 남겨진 창돌의 가족을 돌보고 송탄유 채취사업을 

통해 국가에 이바지하는 인물로 거듭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신청년들을 보조

하는 위치에 한정된다. 『청기와집』의 젋은 청년 권인철이나 유해성과 같은 인

물이 국가적 사업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거는 모습과 달리 수봉교수는 신사참

배를 통해 시국을 인정하는 인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좀더 앞선 시기에 발표된 김남천의『사랑의 수족관』이나 유진오의 『화상

보』에 드러난 청년상은 가치중립적인 학문과 기술로 무장된 새로운 세대에게 

구세대 운동가의 세대가 보여주지 못했거나 그와 다른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대들도 창돌과 같은 지원병세대의 젊은이들과는 

238) 이무영의 「정열의 서」는 『정열의 서』(동부서간, 1944)에 수록된 단편소설이다. 작품집에 

수록된 여타의 작품들이 이미 발표되었거나 일본어로 번역된 작품들이지만 「정열의 서」는 

작품집을 엮어내기 위해 새롭게 창작한 일본어 소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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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되는 세대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사랑의 수족관』의 김관호의 

동생 세대가 창돌의 세대일 것이다. 이들은 말 그대로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로

서 그들에게 부과되는 국가적 사명을 어떠한 망설임없이 수행할 수 있고, 황민

으로 호명되는 데에 어떠한 인식론적 장애로 없는 세대이므로, 구세대의 관점에

선 타자이다. 구세대와 신세대의 메울 수 없는 간극에 대한 강조는 물론 생물학

적 세대론에 일차적으로 기인하지만, 기존의 세계관과 교육을 통해 자신의 정체

성을 형성한 세대들에게 새로운 주체로의 거듭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

는 구세대의 자기 고백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면에서 「정열의 서」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나가는 우소의 힘겨운 자기갱신이라는 표층 서사가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우소의 고백들은 확고한 계몽적 목소리로 기능하기보다는 구세대의 

무기력감과 방황을 그려내고 있는 내면 토로에 가깝다.

   김사영의「兄弟」도 표층적으로 강조되는 '황국신민되기' 서사와 부합하지 

않는 서사의 잉여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김사영의「형제」는『新時

代』(1942.11-43.3)에 5회 연재된 중편 분량의 작품으로 조선문인협회 현상소

설공모에서 가작에 입상한 작품239)이다. 「형제」는 '파란만장한 요시조’의 운

명을 묘사하면서, 이론도 슬로건도 아닌 피와 흙의 내선일체를 강조하여, 작자

의 현실추구의 눈이 확실하고 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문장이 약간 

장황하다는 것, 아니 작품의 전체적인 어조가 어두워서 당선작으로 뽑을 수가 

없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형제」는 소학교 선생인 이현과 근방에 살고 있

는 요시조가 가마니짜기 경기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

으로 시작한다. 이현은 학부모도 아닌 요시조가 학교 일에 늘 열성을 갖고 있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하여 어떤 인물인지 호기심을 갖게 되

었다.  요시조는  키하라 집안의 고용인으로 키하라의 일가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

릴 정도로 그 집 일에 헌신적이었다. 작년까지는 출정한 주인인 키하라 타케오가 

있긴 했지만  힘든 일은 전부 요시조가 맡았다. 실제 마을사람들은 이러한 요시조

를 처음엔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이현의 경우도 그가 이 마을의 신

설학교로 부임해 왔을 때, 다른 사람처럼 호기심을 보이며, 여러모로 요시조에 대

239) 조선문인협회 현상소설에 응모한 작품은 모두 120편이었으며, 이 가운데 구보타 

유키오(久保田進男)의「연락선(連絡船)」이 2등 당선작, 김사영(金士永)의「형제(兄弟)」

와 안도 마스오(安東益雄)의「若い力젊은 힘」이 가작이었다. 연락선은『國民文學』1942

년 4월호에 실리고,「若い力 젊은 힘」은 다음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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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알려고 했지만, 그도 선량한 인간(촌사람)인 이상, 역시 오육개월이 지난 지금은 

일반 마을사람과 같이, 요시조가 뭐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근면한 태도에 감사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현이 요시조에게 각별하게 신경이 쓰이는 이유는 왠지 모르게 그가 어

려서 헤어진 자신의 형과 닮아 있기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느 일본인 

여성과 이치로라는 형을 한 명 데려왔다. 물론 그 여성은 이현의 집에 살지 못하고 

이치로만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밤, 술에 취해 돌아온 아버지가 석암(이

치로의 조선이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뭔가 내지어로 다정하게 말을 건 적

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시작했고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를 심하게 때렸다. 이치로에 대한 어머니의 체벌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태도가 이렇게 되자 할아버지도 결코 이치로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않

았고, 이현 가문의 영향력 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치로를 내심 가

엾게 생각하더라도 표면에서는 미워하는 듯한 눈길을 줬다. 이치로는 점점 주눅 

든 음울한 아이가 되었다가 마침내 조금씩 비툴어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를 비

롯한 집안사람들도 그를 가족으로 간주하지 않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멸시를 견

디지 못해 눈물로 나날을 보내던 이치로는 가출을 반복하다 결국은 사라져 버

렸다. 그 후 감감무소식이었던 형의 얼굴이 이제는 잘 떠오르지도 않는 이현이

었지만 요시조를 보면 형이 떠올랐고 마침내 마을 잔칫집에서 마주친 요시조와

의 대화를 통해 이현은 그가 자신의 형인 것을 직감한다. 요시조는 물론 이현이 

자신의 아우임을 일찍이 알고 있었고, 그날의 교감 이후 그들은 말로 표현하지

는 못했지만 형제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키하라 부인의 출산이 임박하여 요시조는 이현과 함께 이웃 

마을에 의사를 부르러 자전거를 타고 간다. 그러나 겨울날 눈이 심하게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 요시조는 벼랑에 떨어져 크게 다치고, 2주 만에 죽게 된다. 이현

은 요시조가 병상에 있는 동안 키하라 집안사람으로부터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듣게 된다. 집을 나간 이치로(요시조)는 불량소년으로 소매치기가 

되어 살다가 전과 2범이 되었고, 순사부장이었던 키하라 만사쿠의 선도로 새 

사람이 된 후 키하라 집에 살면서 한 가족처럼 집안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 왔

던 것이다. 요시조가 죽고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이현은 '수기도 일기도 아닌 

생생한 그의 고투'가 적힌 수첩을 보게 된다. 이현은 수첩을 통해 자신을 만나

면서 형이 느꼈던 생생한 감정들을 읽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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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형의 일생은 고난 그 자체였다. 하지만 형은 그 고난의 일생을 훌륭히 

살아냈다. 소년시대의 죄과를 형은 일생동안 참회하며, 눈물로 회고하며, 살아

왔다. 하지만 그 죄과에 대해 형의 인생은 인고와 감사의 생활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렀던 것이다. 키하라가의 은혜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답하지 않았던가. 

  어쨌든 형의 존귀한 희생 그 자체였다. 

형을 그렇게 고난의 일생을 살도록 한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당시 

조선의 고리타분한  봉건적인 인습, 민족적 감정, 바로 그것이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불행을 부르는 맹목적 고루함이었던 것이다. 

그 소승적인 犬儒性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요시조와 같은 인물’이 비극의 길을 

걸어왔던가. 그러나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있었기에 조선에도 드디어 파란 하

늘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240) 

   인용문은 봄이 되어 형의 무덤을 찾은 이현의 상념이다. '형을 그렇게 고난

의 일생을 살도록 한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당시 조선의 고리타분한 

봉건적인 인습, 민족적 감정,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인식은 이 작품이 조선문인

협회 현상소설의 입선작이 될 수 있었던 요건이었음과 동시에 이 작품의 핵심

적인 문제의식이다. 일제말기 산출된 많은 작품들은 '내선연애'과 '내선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지만241) 주로 내선연애 혹은 결혼에 임하는 당사자들의 문

제이지 그로 인해 출생한 이른바 혼혈인을 다룬 작품들은 거의 없었다. 염삼섭

의「남충서」는 1930년대까지 발표된 조선 문단의 작품들 중 혼혈아를 그린 

매우 드문 작품이고 일제말기에 이르러도 김사량의 「빛 속으로」, 이효석의 

「봄의 의상」242) 정도가 혼혈아의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는 현실

240) 김사영,「兄弟」,『新時代』, 1943.3.

241) 일제말기에 이르기 전까지 내선연애나 결혼을 다룬 소설은 흔치 않다. 이인직의 「빈선랑의 

일미인」,염상섭의 「남충서」, 「사랑과 죄」, 「이심」, 김동인의 「여인」, 유진오의 ｢귀향｣, 
이효석의 「벽공무한」 정도가 있다. 내선연애를 소재로 한 소설은 일제말기 집중적으로 창작

되는데, 채만식의 「냉동어」, 이광수의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그들의 사랑」, 최정

희의 「환영 속의 병사」, 한설야의 「그림자」,「피」, 정인택의 「껍질」,「부상관의 봄」, 

이효석의 「아자미의 장」,「녹색의 탑」, 김성민의 「綠旗聯盟」 이석훈의 「동으로의 여행」, 

조용만 의「고향」,「동전」, 안전민의 「싸움하는 부단장」, 김사량의 「빛속으로」,「광명」

등이 있다.

242)「春の衣装 봄의 의상」(『週刊朝日』, 1941.5.18.)의 미호코는 일본인 아버지와 조선인 어머

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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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내선결혼이 장려되는 것이 일제말기 이른바 '내선일체'의 실천적인 문제

로 현영섭과 같은 철저한 일체론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243) 총독부도 내선결

혼을 장려하는 형식적인 계몽운동의 흐름 속에 ‘國民文學’에서도 내선결혼의 문

제가 신체제담론의 소설화중 하나의 전형을 이루게 되었지만 내선결혼의 결실

인 혼혈아의 문제는 추후의 문제로 아직 '國民文學' 소설의 핵심적인 소재가 되

지 못했다. 그러나 주지하듯 내선결혼은 일제말기에 와서야 이루어진 새삼스러

운 문제가 아니다. 황호덕은 식민지 문학에 일본인이 그토록 드물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가사의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김사영의 「형제」는 소설적 완성도를 차치하고 소재적인 면에서 

보자면 ‘國民文學’이 요구하는 혹은 일제말기에 요구되는 가장 적절한 소재의 

소설이다. 더구나 요시조라는 인물은 자기갱생을 통해 자기 희생을 몸소 실천하

고, 숭고하게 죽어간 인물이고 이현의 표현처럼 요시조와 같은 희생자가 있었기

에 내선가정의 아이들은 이제 떳떳하게 일본과 조선에서 각각 살아나갈 수 있

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요시조를 통해 조선인과 일본인을 모두 아우르

는 황민되기의 서사를 완성해 나갔다. 그러나 이 작품은 ‘작품의 전체적인 어조

가 어두워서 당선작으로 뽑을 수가 없었다'는 작품평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듯 

숭고한 요시조의 삶은 혼혈아의 비애를 드러내는 정조를 자아낼 뿐이지, 내선결

혼을 장려하는 계몽적이거나, 희망의 서사로 읽히지 않는다. 오히려 혼혈아의 

정체성 찾기의 지난함, 조선/ 일본 어느 쪽에도 귀속되지 못한 경계인으로서의 

삶의 고달픔이 요시조의 일생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결국 김사영의「형제」는 

혼혈아가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선 요시조와 같이 초인적인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지만 비로소 공동체 내부로 들어 올 수 있다는 진입 장벽을 역설하는 

서사로 읽힐 수밖에 없다.

   본고는 4장 2절에서 의심할 바 없이 '국책소설'의 범주로 분류된 중, 장편 

읽기를 통해 작품의 표층서사와 실제 작품이 환기하는 정서와 정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긋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중편 이상의 작품들은 소설의 육체

성을 획득해야 했던 만큼 단순한 국책적인 구호나 사상만을 가지고 소설을 직

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인물들의 상호 작용 

속에 진행되는 서사 안에는 작품의 의도를 배반하고, 규열내는 틈이 존재하게 

243) 현영섭, ｢內鮮結婚論｣, 新生朝鮮の出發, 大阪屋號書店,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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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이다. 이러한 틈 사이로 들리는 잡음에 귀를 기울이고 이데올로기의 잉여를 

발견해 내서, 단순히 담론에 귀속되지 않는 문학적인 것 다시 말해 작가의 무의

식을 살펴 보고자 한 것이 본장의 목표였다.

   4.3 『國民文學』창간 이후 조선어 글쓰기의 명맥

   1940년대 전반기의 문학사는 『國民文學』(1941.11)의 무대로 조명되고, 따

라서 『國民文學』에 게재된 대부분의 일본어 국책소설로 채워진다. 당시 조선 

문단의 잡지들을 살펴보면 1941년 3월 『人文評論』, 1941년 4월 『文章』의 

폐간으로 사실상 조선어 문학을 담당할 순문예지는 사라졌으나 1941년 2월에 

창간한 종합지 『春秋』가 일정부분 그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1941년 1월에 

창간된 『新時代』도 매호 3-4편 이상의 문학 작품들을 싣고 있었으나 ‘평양平

良과 명랑明朗을 요건으로 삼고, 어린 벗으로부터 늙으신네까지를 구용(句容)할 

야망으로 출발하였’244)다는 창간사의 목표에 걸맞게 『新時代』는 ‘명랑소설’, 

‘蜜柑色小說’ ‘탐정소설’, ‘현지소설’,‘폭소소설’, ‘과학소설’,‘가정소설’,‘애국소설’

과245) 같은 표제를 달아서 통속적인 단편을 싣거나, 박태원의 「사계와 남매」, 

김동인의 「잔촉」, 이광수의 「그들의 사랑」, 「봄의 노래」, 이태준의 「별

은 창마다」와 같은 연재소설을 실렸고, 이도 대부분 미완으로 끝났다. 이런 면

에서 『新時代』는 조선의 순문예 작가들의 공간이 될 수 없었다. 『野談』도 

1944년 5월호로 종간하기까지 부정기적으로 현대소설들을 실었다. 『야담』의 

경우, 흥미로운 것은 1940년 전까지는 창작소설을 한 편 이상 싣지 않았는데 

신체제이후 점차 창작소설의 수가 늘어나고, 그전까지 『야담』에 전혀 작품을 

싣지 않았던 작가들의 작품도 실려 있다. 그만큼 조선어 창작소설을 실을 공간

이 없어졌다는 반증이겠다. 채만식의「향수」(1942.2), 석인해의「소」(1942. 

12), 정비석의 「동연영감」(1943.1),한설야의 「젖」(1943,2), 계용묵의 「자

식」(1943.2), 이석훈의 「기쁨의 날」(1943.6), 석인해의 「후조」(1943.9), 

244) 主 幹,「新時代辯: 창간사를 대신하여」,『新時代』, 1941.1.

245) 수록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임계순의 「갓스무살」, 박준영의 「현상시대」, 안전민

의 「싸움하는 부단장」, 김영수의 「연애금령」, 남산수의 「소신술」, 장덕조의 「고양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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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회남의 「축견무용」(1943.9), 연재소설 김송 「애정」 등은 현실과의 긴장관

계가 없는 작품들이나 국책소설과는 거리가 있었고, 최정희의 「여명」(1942. 

5), 이석훈의「하늘의 영웅」(1942.12) 등 정도가 국책적 색채를 띠고 있다. 

『朝光』의 경우도 1941년 3월보다 창작 단편이 사라지고 김내성의「괴암성」

(탐정소설), 박종화의「전야」(역사소설), 김동인의 「대수양」이렇게 3편의 연

재소설로 채워지게 되었다. 1941년 4월부터는 ‘유모소설’ 최영수의「싸움의 윤

리」 등의 소설이나 임서하, 정비석, 김소엽, 김영석이 6월호에 단편특집을 한

번 싣고 그 이후 이태준의 「행복에의 흰 손들」와 같은 연재물로 채워지고 창

작 단편들이 사라져갔다.

   『春秋』는 그 출발부터 잡지의 체제가 『文章』지의 전통을 이어받은 형태

였다. 종합지이다 보니 문예의 비중이 높지는 않았지만 서두의 시국해설과 시국 

좌담회 등의 글들 다음에는 최인한의 「최고운의 문화적 지위」, 고유섭의 「조

선고전특색과 전통문제」, 홍기문의 「36자모의 기원」 등 우리 역사, 문화와 

관계된 다소 학술적인 글이나 서지학적 글들을 매회 3-4편 이상 실었고, 「세

계해양사」, 「獨露항쟁삼백년사」,「남방화교 흥쇄기」와 같이 시국과 관련된 

글이라도 보다 고급 독자들을 위한 수준있는 글을 게재했다. 또한 「사생자문제

와 민법개정의 성과」, 「미망인의 재혼」, 「統制法과 인간성」과 같이 법률적

인 글들도 꾸준히 실었다. 『春秋』는 『新時代』가 지향하는 어느 계층에게나 

읽히는 잡지와 차별화가 된, 고급독자를 위한 잡지를 지향한 것이다. 이런 성격

의 『春秋』는 그 출발부터 문단 저명 작가들의 비중있는 작품들이 실리기 시

작한다. 김남천의 「맥」, 이효석의 「산협」, 박태원의 「재운」, 채만식의 

「근일」, 이기영의 「공간」, 한설야의 「세로」, 황순원의 「그늘」, 이태준의 

「사냥」과「무연」, 유진오의 「신경」 등이 손꼽히는 작품들이다. 『春秋』에

는 임순득의「月夜の語り달밤의 대화」, 현훈의「巖」, 다나카 히데미츠의 「朝

あざやか」, 이렇게 세 편의 일본어 소설이 실려 있는데 이들 소설들도 다나카 

히데미츠의 「朝あざやか」만이 내선일체의 주제를 드러낼 뿐, 임순득과 현훈의 

작품은 국책문학의 색채를 조금도 띠지 않는 게 특징적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42년에 들어서면 사실상 조선어 순수 창작이 가

능한 공간이 거의 폐쇄된 상태이다. 그런 면에서 폐간(1944.10) 직전까지 『春

秋』가 견지한 조선어 소설의 수준과 국책문학과의 거리두기는 당시의 맥락에

서 보자면 예외적인 것이었다. 『春秋』의 이러한 시대적 사명감과 다른 잡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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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대적 떳떳함을 내세울 수 있었던 『春秋』는 해방 후 속간호를 발행

(1946.2)했고, 속간호 「권두사」에서 식민지 시대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

다. 

 

  이러한 정세 하에 우리 『春秋』는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 생각건대 1940

년! 때가 어려울 때라 難産도 난산이지마는 産後難이 去益甚難이었었다. 그러

나 끝까지 백분지일 아니 만분지일이라도 우리 문화계에 책임과 사명을 저버리

지 않으려고 만신천신을 직분으로 알며 자재난, 검열난도 문제시 않고 꾸준히 

五個星霜을 헤치고 나왔던 것이다. 어느 때 말썽이 없고 어느 달 벌책이 없었

을까마는 그 어느 때 엄동에 검열에 걸려 억울한 벌칙명목으로 경찰서내에서 

警官立會下에 삼일간 원고를 정리했던 일까지 있었다. 얼마나 가혹한 일이랴!  

그렇다고 독자 여러분께 만족한 작품 하나라도 제공했느냐하면 과연 부끄러운 

일이었다. 가면 갈수록 비양심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독자께 의혹만 끼치게 될

진대 차라리 당분 휴간하는 것이 선책이겠다고 생각한 당사에서는 1944년 10

월호를 마지막으로 발간하고 來頭 정세만 관망하고 그날그날을 지내왔던 것이

다.246)              

   해방 후 회고라는 사후성을 감안한다 해도『春秋』는 조선 문화계를 저버리

지 않으려는 사명감에 고군분투한 점이 있고, 발간 중 검열로 곤혹을 치른 일화

들도 있는, 말하자면 일제말기 잡지 중 상대적인 도덕적 우위를 점한 잡지였다. 

그런 면에서 『春秋』라는 잡지는일제말기 작가들에게 조금이나마 국책적 주제

로부터 자유로웠던 공간이었다.

  『春秋』 소재 작품들 중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 것들은 기존 문단의 저명한 

작가들의 이른바 사소설 계열의 작품들이다. 『春秋』 소재 작품들을 고찰한 바 

있는 장성규는 이태준의 「사냥」과「무연」, 윤세중의 「투견기」, 박노갑의

「소창」, 이기영의 「공간」등을 거론하며 이들 작품은 사적 공간의 형상화를 

통해 파시즘의 압력을 우회하려는 작가의 내면 의식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

다. 이 논문에서 거론되지 않은 채민식의 「근일」, 박태원의 「財運」, 지하련

의「양」, 한설야의「세로」, 유진오의「신경」을 포함하여 이 작품들은 일제말

기 작품들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단편들이다. (이 작품들은 4.3절에서 심경

246)「권두사」,『春秋』, 1946.2,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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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범주 안에서 따로 논의해 보겠다.)

   본고가 『春秋』소재 작품들을 고찰하면서 사소설계열 이외의 소설 중에서 

가장 주목한 작품들은 임서하의「성서」, 최인욱의「멧돼지와 목탄」(1942.12)

과 같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와 모순되는 서사, 다시 말해 표층서사와 심층서

사가 충돌되어 봉합되지 않은 작가의 상념들이 그대로 노출된 작품들이다. 

   임서하의 「성서」는 주인공 형기가 미국에 신학공부를 하러 간 아버지에 

대한 염려로 시작한다. 작품은 시종일관  조선 땅에서 기독교의 신세례를 받아 

본인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으나 무책임하고 다소 인색한 

기독교 인사들인 김목사나 황박사와 같은 인물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

고 있다. 미국에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암만 선의로 해석해 보아도 미국까지 

가서 신앙을 공부하겠다는 아버지의 심정 고것은 "다만 서글픈 방랑이라 할까 

젊어서 아버지는 넓은 만주땅을 무전여행까지 하다가 마적한테 붓들려가서 고

생고생 하다가 도라왔다는 옛이야기, 그런 것은 신앙이라 할 수는 없고 천성이

라 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주인공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유학생활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자신과 가족들이 불쌍할 뿐이다. 김목사의 도움으로 상경은 했으나 

값싼 의서를 들고 다녀도 아침부터 서성이면 중병환자처럼 머리가 어리둥절할 

뿐 착실한 조수가 되기는 힘들었고, 일답지 않은 일을 하며 동정을 받는 것이 

민망하고, 또한 신자이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눈치가 괴로웠다. 아우 역시 감리

교 사립학원의 소사로, 희망도 없고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모두 신자이기 때

문에 받아야 할 가난이라고 했다는 원장의 말을 들을 때 형기는 ‘굶어죽어도 예

수만 차지면’하고 비웃어댔다. 이와 같이 「성서」는 계속해서 조선 땅의 기독

교인들의 실상과 다소 위선적인 기독교 인사들에 대한 반감으로 채워져 있다. "

덮어놓고 아메리카니즘을 배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아메리카의 정신문화 

그것은 도저히 일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이라든가 풍속이라든가 또는 

전통이라든가.” 와 같은 속 감정을 형기는 당장이라도 아버지에게 써서 보내고 

싶은 것이다.「성서」의 이와 같은 미국, 서양,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은 일차적

으로 이 시기 국책소설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이미 임영빈의 「사랑의 모

험」(『文章』,1941.1)이나 김사영의 「幸不幸」(『國民文學』,1943.11 ) 과 같

은 소설에서 드러나듯이 동양인을 무시하는 서양 사람들에 대한 인종적 반감은 

미국과의 전쟁을 수행중인 시국중이기에 두말 할 필요도 없이 국책에 부합하는 

서사로 인식된다. 김사영의「幸不幸」에서는 벽(薜)이라는 조선 이름을 가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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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카인 목사가 호의로 차려준 밥을 몰래 갖다 버린다든가, 자신의 아코디언을 

망가뜨렸다고 오해한 아이를 잡아 때리고 나무에 매달아 놓는 위선적이고 악랄

한 인간으로 묘사해 놓고 있다.247)

   임영빈의 「사랑의 모험」도 동양인을 경멸하는 서양인을 묘사함으로써 서

양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서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런 직접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최정희의 「여명」(『野談』, 1942.5)도 기독교 미션 스쿨을 

졸업해서 서양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진 동창생에게 미국과 싸우고 있는 정당

성을 알리는 계몽의 구조를 취하며, 조선인이 갖고 있는 서양인들에 대한 일말

의 호감을 차단하고 있다. 이무영의 「代子」도 아이에게 양복보다 한복을 정성

껏 마련해 입힘으로써 동양적인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려 하고 있다. 이와 같

이 서양문화, 서양인에 대한 반감은 ‘반서양=반근대=동양주의’248)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국책문학의 한 유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임서하의 「성서」는 이

러한 도식이 소설의 결말부에서 무너지게 된다. 서울생활을 포기하고 청진으로 

다시 선부 생활을 하러 기차에 오른 형기는 바로 떠나는 날 이른 아침, 전쟁(태

247) 어머니는, 하하하라며 남자처럼 웃고는, 자 밥지어 줄 테니까 가지고 가봐 라고 말해, 장난

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 정말 옆집에서 쌀을 빌려, 자신들의 보리밥과는 별도로 새하얀 

밥을 냄비에 했다. 스스로 말 한 이상 지금에 와서 싫다고 못하고, 필남은, 주는 대로 냄비를 

가지고 목사에게 가니, 〝여어, 아가씨, 이것은  감사, 감사합니다.〞 필남의 손을 잡고 목사는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다. 어제 저녁의 그 무서운 얼굴과는 비슷해도 다른 것이었다. 〝역시 

이 사람은 온화한 사람이다〞 필남은 손을 잡혀 우물쭈물하면서 맘 속으로 생각해 보았으나, 

그 날 저녁이었다. 아무렇지 않게 건넌방의 마당을 보고 있을 때, 개가 무언가를 먹으러 왔다. 

자세히 보니 오늘 아침의 그 밥이었다. 새하얀 쌀밥이었다. 필남은 뭔가에 찔린 것 같이 눈을 

크게 떴다. 모처럼의 호의를 무시당한 분함보다는, 이 봄부터 검은 보리쌀만 먹고 온 필남에게

는 새하얀 쌀밥이 아까워서, 후 하고 한숨 쉬었다. 〝이상한 사람이야, 밥을 버리다니〞 목사는 

전혀 자신들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다, 연고도 없는 남인 것이다 라고, 필남은 혼자 맘을 먹

었다. (본고 번역, 김사영,「幸不幸」,『國民文學』, 1943.11.)

248) 아시아 지역의 타자들을 ‘말 없는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흔히 서양의 오리엔탈리

즘과 동일한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이 시기 일본의 동양론은, 이렇듯 일본이 체현

하고 있다는 ‘동양적 가치’와 비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가능성을 그 수용

자들에게 남겨놓지 않았다. 더욱이 동양론은 ‘총력전의 사상’의 일환으로서 헤게모니적 담론으

로 유통되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동양의 통일’과 ‘근대의 초극’을 성취해야 할 역사적․필연적 

과제로 제시하며 전쟁 및 동원을 합리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과 동원에 ‘자각적으로 참

여’하는 결단을 이미 동양에 본래적으로 존재해 온 윤리적 힘으로 설명하는 순환론 속에서, 총

력전의 사상으로서의 동양론은 수행적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차승기,「동양적인 것, 조선적인 

것, 그리고 문장」,『한국근대문학연구』21, 2010, 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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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전쟁) 소식을 접한다. 일본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형기는 놀냄

과 감격이 한꺼번에 치미러 올랐”으나  “아버지가 향수와 같이 그립다.”라는 모

순된 감정에 노출된다. 아버지가 그리운 것은 당연한 이치이겠으나 형기는 오랜

만에 김목사가 준 성서를 펴보면서, 어선의 등불 아래에서 ‘성서만은 읽어야겠

다’는 다짐은 전체적인 서사로 봤을 때 돌출된 결말이다. 대미선전포고 뉴스에 

감격하는 형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것의 결론으로서 성서만은 읽어야겠다

는 각오의 결말은 작품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봉합되는 서사가 아니다. 물론 이 

시기 수세에 몰린 기독교인들이 국책에 영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

친다.

   애국심에 있어서나 정부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은 누구보

다 못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성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은 성

경 교훈의 지시한 바이다. 세간에서 기독교에 대해 자유주의 사상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나, 이는 일부 탈선적 행동을 하는 기독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오

해이다. 기독교가 자유주의 사상의 본원인 서양인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그렇

지만, 기독교 그 자체는 절대로 자유주의가 아니다. 기독교는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성경 상식이 있는 자는 알 수 있다. 주체와 종속관계로 기독교를 설

명할 수 있다. 이는 곧 국가가 있은 후에 백성이 있다는 것과 국가가 잘 살고 

국가가 강흥해야 백성이 부강하다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니 참된 기독교인일수

록 애국심이 강렬하고 정부를 지지하여 국법을 잘 준수한다. 기독교 정신 중 

봉사적 정신은 전쟁수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선, 총후를 돕는 

일에는 가장 자발적이요 능동적일 것이다. 전시야말로 기독교인이 가장 잘 봉

사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249)

   인용문 같은 주장은 신체제 이후 살아남기 위한 기독교인들이 개발한 논리

이겠지만 기독인은 ‘애국심에 있어서나 정부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

장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라며 일본국민으로서 봉사할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대

부분의 미션스쿨이나 교회 선교사들이 이 시기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기독교인

들이 포교활동을 하지 않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황민으로서의 삶과 기독인

으로서의 삶을 모순없이 조화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임서하의 「성서」의 

돌출적인 결말도 바로 이러한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임서하 씨의 

249) 김창집,「전쟁과 기독교」,『春秋』, 1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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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는 예수교와 그들 영향 밑에 생활하는 조선 사람과 대동아 전쟁과를 

시국의 방향에 쫓아서 배치해 놓고 그것을 그대로 끌고서 종교적인 고차의 분

위기에까지 높이어 보려고 하는 의도 밑에 쓰인 소설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었

는데, 그리고 이러한 시국적 구성과 배치를 종교적 분위기에까지 끌어 붙이려 

한 곳에 생경하나마 작가의 신념 같은 것이 있어 보이나"250)라는 지적도 이 소

설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일 것이다. 물론 이 소설은  상충된 배치를 통

해 작가가 드러내려는 것을 제대로 그려내 보이고 있지 못하다. 일차적 원인은 

작가적 역량의 문제를 꼽을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문단 신진 작가로

서 임서하251)는 신체제가 요구하는 시국적인 것을 표면적 서사로 삼고 있지만 

자신의 문제의식은 표면의 서사가 아니므로 텍스트는 균열을 보이고 있다. 「성

서」가 기독교 인사들에 대한 비판과, 미국에 대한 반감,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무책임하게 미국으로 건너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태평양전쟁의 발발 앞

에서의 감격 등을 그려내고 있지만, 이 소설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자신은 신앙을 유지하겠다는 자기 고백에 다름 아닌 것이다. 국책의 옷을 

입었지만 소설의 내피는 기독교인의 신앙고백이라 하겠다. 마지막 장면의 형기

의 자세마저 풍자의 대상이라 읽어 내려간다면 텍스트는 시종일관된 작품이라 

볼 수 있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작가의 풍자적 시선을 읽어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시국적인 문제와 작가의식이 충돌하는 양상은 최인욱의 「멧돼지

와 목탄」에서도 흥미로운 서사로 나타난다. 숯을 구워내는 제탄장에 회계사무

원이 된 서진술은 제탄장 생활을 하며 지까다비 배급을 불공평하게 하면서도 

탄부들은 지까다비 없이도 산다는 변명을 해대는 부도덕한 주임과 이러한 주임

의 비리를 진술에게 알리고, 탄부들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 야학을 건의하고 그 

비용까지 마련한 봉식이라는 인물 사이에게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러나 봉식이 

야학을 위해 마련한  비용이 숯을 몰래 판 돈임을 주임이 밝혀 내고, 봉식은 결

국 진술에게 돈과 편지를 남기고 제탄장을 떠난다. 「멧돼지와 목탄」은 봉식의 

선행도 결국 완전한 선이지 못함을 폭로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이 

250) 무주암주인,「문예한담-소설․영화․연극」,『春秋』, 1942.7. 

251) 임서하는 1941년 3월에 단편소설 「덕성(德性)」이 평론가 백철(白鐵)에 의해 『문장』에 

추천됨으로써 등단하였다. 「덕성」은 소설가인 나와 형의 방황을 그린 소설로 표면적으로는 

나와 형의 경제적인 궁핍이 묘사되어 있지만 나의 번뇌와 고민 그 이상의 것을 지시하고 있음

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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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결론이 봉식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으로 읽히지는 않는다. 오히려 군청 

산림계에서는 겨울 전에 8천 표 정도 숯은 하산해야 한다고 부락민을 동원해서 

탄부들은 겨울이 되면 나무를 구하기 힘들어 고생해야 하고, 피곤한 노동을 달

래기 위해 밤이면 술집에 모여 잡가나 부르며 술을 마셔대는 무기력한 생활에 

대한 일련의 묘사들이 작품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멧돼지와 목탄」은 근

로보국과 생산력 확충에 관한 어떠한 화자의 계몽적 목소리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북명의「빙원」은 전체적인 서사는 국책소설로 수렴되지 않을 서사의 

풍부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도 이번 공사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희생과 비극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큰 희생을 내겠느냐, 적은 희생

으로서 끝막겠느냐는 것은 나의 기술문제보다도 마음과 마음의 단결이 절대로 

필요한 조건이다. 일심전력으로 국가를 위한 건설에 참가해야 될 것이다. 그러

자면 나의 電氣報國의 참된 뜻을 노동자들에게 이해시켜주도록 힘써야 한다. 최

호의 흐리멍텅한 머리에는 건설에 대한 위대한 정열이 부글부글 용솟음친다

.”252)와 같은 계몽적 목소리로서의 사건의 봉합이 주인공의 독백을 통해 소설

의 결말로 그려져 있지만 「멧돼지와 목탁」은 이러한 계몽적 담론이 개입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탄광이라는 공간을 무대로 자기 잇속을 챙기는 주임과 탄부들

과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봉식, 마지막으로 이들 사이에 끼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망설이는 진술의 모습 등이 핍진하게 묘사된 한편의 리얼

리즘 소설이다. 물론 이러한 노동자들의 무질서하고 수동적인 삶과 이를 계몽하

려는 인물의 설정은『春秋』에 연재된 이기영의「동천홍」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생활의 건전화를 통해 노동력 동원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생산소설의 핵심적

인 구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생산소설의 구조가 대부분 노동력 동원의 문제

를 생활개선과 근로보국운동의 서사로 전환하여 국책문학으로 거듭나는 구조이

고, 특히 이북명이나 이기영과 같은 카프계열의 작가들에겐 그 자신들에게 익숙

한 농민, 노동자의 노동과 생활의 문제를 ‘생산보국’, ‘생업보국’의 신체제이데올

로기로 쉽게 전유할 수 있었다. 이기영의 생산소설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경재가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과 한설야의 『대

륙』을 비교, 분석하며 밝혔듯이 이기영류의 생산력주의와 임화가 제기한 생산

문학론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국책에 포섭되지 않은 생산문학이란 “생산/

252) 이북명,「빙원」,『春秋』, 1942.7.



- 139 -

노동을 신비화함으로써 민중을 동원하려 한 국책문학으로서의 생산문학에 대한 

급진적인 내재적 비판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리얼리즘의 회복을 목표로 한 문학

적 기획”253)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254) 임화가 말하는 생산소설이란 결국 ‘생산

의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파시즘적 생산/노동 이데올로기의 

가장 취약한 측면을 폭로하는 효과를 지닌다. 최인욱의 「멧돼지와 목탄」은 이

러한 맥락에서 생산과 노동의 신비화를 전면화하고 노동의 사회적 관계나 결과

물의 수혜에 대한 고찰이 없는 신체제하에서의 국책적 생산문학과는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있는 작품이다.

   앞서 언급한 「성서」와 「멧돼지와 목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혀 국

책문학으로서의 외피조차 입지 않은 작품들이 『春秋』에 실리는데, 이효석의 

「산협」, 박노갑의 「소창」, 「춘난」, 「타심」, 이근영의 「소년」과「밤이 

새거든」, 최태응의 「작가」, 윤세중의 「투견기」, 지하련의「산길」, 「양」, 

정비석의 「광명」, 「추야장」, 김소엽의 「산성」, 황순원의 「그늘」 , 김정

한의 「묵은 자장가」, 안회남의 「벼」, 「동물집」, 「모자」, 이무영의 「원

주댁」, 유진오의 「신경」과「정선달」, 김남천의 「맥」, 이기영의 「여인」, 

최정희의 「백야기」 등이 그것이다.255) 

   이근영의 「소년」(1942.10)은 제약 회사 직공이지만 ‘바이올린 명곡집’을 

사러 진고개를 오르내리며 바이올린 연주에 몰두하고, 주인집에서 들려오는 피

아노 소리를 듣곤, 용기를 내어 찾아가 자신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 줄 정도로 

예술가로서의 정열에 사로잡힌 한 소년의 이야기이다. 소년은 바이올린에 대한 

열정으로 송선생님 댁도 방문하며 매너리즘에 빠진 송선생 부부에게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마침내 소년은 탭댄스를 추는 석구, 유행가를 부르는 용식과 함께 

회사 연회 장기자랑에 뽑혀 나가게 된다. 그리곤 석구와 용식을 물리치고 재청

을 받을 정도도 반응이 좋아, 지배인은 그러한 소년을 승진시키기로 했다. 소년

은 바이올린 덕으로 월급 11원을 더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러

한 소년의 재주를 새로 만든 약 ‘하리곤’ 광고에 이용하려 든다. 결국 소년은 

253) 하정일, ｢일제말기 임화의 생산문학론과 근대극복론｣, 민족문학사연구31, 2006, p.290.

254) 이경재,「일제말기 이기영 소설에 나타난 생산주의」, 민족문학사연구  40, 2009 참조.

255) 이기영의 「공간」, 박태원의 「재운」, 채만식의 「근일」, 한설야의 「세로」, 이태준의 

「사냥」과「무연」, 유진오의 「신경」 등도 春秋에 실린 이른바 사소설 계열의 작품으로 시

대를 임하는 작가의 모랄을 조망할 수 있는 작품인데 이에 대해서는  4.3절에서  고찰해 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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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앞으로는 바이올린만 하리라 결심한

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의 표층서사는 소년의 바이올린에 대한 열정이고, 특별히 

시국적인 어떠한  현실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바이올린으로 상징되는 예술이 

제약회사 약 홍보를 위해 사용될 상황에 처하게 되고, 소년은 단호히 그 제안을 

물리쳤다는 서사는 예술의 정치에 대한 봉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대와 겹쳐 

읽을 때 일종의 예술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메타포로 읽혀진다.

   이러한 메타포가 강하게 포석된 황순원의 「그늘」(1942.3)도 언급해야 할 

작품이다. 「그늘」은 주점에 온 남도 사내와 청년이 주영구슬을 매개로 해서 

어떤 교감을 느끼는 두 사람의 내면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양반이었으리라 추

측되는 남도 사내는 주영구슬에 얽힌 청년의 사연(10대조 할아버지가 곤전에서 

하사받은 갓끈에 달렸던 구슬을 이야기- 할아버지가 太傅를 지내셨는데, 그때 

황태자님을 가르치신 공으로 청사단령과 함께 하사받음)을 듣고 흥분한 듯 상

기된 얼굴로 구슬께미를 조심스레 받아들었고, 이윽고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는 것이 이 소설의 서사이다. 비의(秘儀)적이고 함축적이어서 「그늘」은 

마치 이태준의 「패강랭」을 떠올리게 하는데 양반의 피를 물려받은 청년과 사

내는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지금 여기 -현실, 그리고 비루한 그들의 

일상 속에서 어떤 비애를 느끼고 있다. “아마 자기의 화려했던 과거를 추억”하

는 것이다. 조선적인 것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내선일체’의 모토 아래 조선의 

것들이 부정되는 현실적 맥락을 염두해 둘 때 이 작품의  애조의 정조는 공감

대를 형성한다. 정비석의 「추야장」도 1943년이라는 태평양전쟁 최고조의 시

점에 선 식민지 조선의 정치적 긴장감을 작품의 밑그림으로 뒀을 때 그 애조가 

전해지는 작품이다. 이러한 정조는 일어 소설 임순득의 「月夜の語り달밤의 대

화」(1943,1)에도 깔려 있다. 가을을 느끼기 위해 여로에 나선 순희가 역 안에 

있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 그리고 여름동안 맨발로 지낸 순동에게 느끼는 

연민을 뚜렷한 서사없이 담담히 그려나간 이 작품은 시대를 빗겨나간 것 같으

나 암울한 현실에 대한 번민과 고뇌의 감정이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동규의 「들에 서서」(1943.10)는 귀농한 지식인과 이를 방문한 문우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백일」이 귀농 지식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들에 서

서」는 귀농한 문우를 바라보는 주인공의 자의식이 도드라지는 작품이다. 「들

에 서서」는 ‘날마다 문학책권, 원고지 조각이나 끼고 모여서 보들레를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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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르메를 이야기하고 값싼 문학담론으로 그날그날을 보내던’ 김군이 귀농한 

곳을 ‘나’가 찾아가는 감회를 그린 소설이다. 주요서사가 이무영류의 귀농소설

과 별 차이가 없어서인지 김재용편 『春秋-일제말 조선어 작품선』256)은 이 작

품을 ‘협력’의 카테고리에 넣고 있으나  생산소설류의 계몽담론이 작품에 적극

적으로 개입해 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귀농 지식인보다는 이를 바라보는 

‘나’의 자의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으로 보아 이 작품을 섣불리 협력의 

서사로 단정짓기 어렵다.

  『春秋』에서 주목되는 또 한 부류의 글들은 부정기적으로 실린 임화, 김남천 

등의 비평문과 『文藝閑談』이라는 창작평이다. 무주암주인(유진오로 추정)이 

쓴 창작평을 보면 다음과 같이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문단에 한 신랄한 비판을 

엿볼 수 있다.

  『春秋』 3월호를 보면 김안서, 김용제, 노천명의 축승시가 실려 있다. 너무 

쉽게 아무것이고 쓸 수 있게끔 된 시가 아니라고 시인들은 감히 말할 수 있으

려는가. 아름다운 축승시를 많이 쓴 三好達治도 전쟁이 일어났으니 나가라, 나

가라 만세, 이런 식으로 시를 쓰면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河上은 이에 국민으

로서 진정한 거짓 없는 생각과 기분에도 불구하고 노래의 경우에는 다른 표정

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시조차 감정이나 흥분을 그대로 쏟아 놓으면 시가 

아닌데 소설은 어떠랴. 소설이라는 문학형식은 아무리 감격하여 흥분이 큰 경

우라도 그것을 곧 종이 위에 옮겨놓을 수 있다는  법은 없다. 축승시가 그렇게 

많음에 반해 축승소설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고 소설가의 국민적 정열이 시

인만 못하다는 것은 아니다. 소설은 표정을 달리할 뿐이다.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이 영위하는 갈등과 교류와 생활의 전체적인 창조에 의해서 소설은 그의 느

낀 감명과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만세’라고 외치는 그 감격의 폭발

은 최후의 한 점까지 녹아서 살 속에 핏속에 용해된다. 그 연후에 그것이 전혀 

감격이나 흥분은 감추어 버린 새로운 표정을 가지고 창조되어 나온다.   (중

략)

  『國民文學』의 주간이 國民文學의 새싹으로 추천한 세 개의 작품을 읽어 보

았다. 물론 시인들처럼 바른 손으로부터 왼손으로 넘긴 남작(濫作)은 아니다. 

256) 김재용편, 『春秋 (협력) -일제말 조선어 작품선』, 역락, 2011.

    이 책은 정인택의 「부상관의 봄」, 이석훈의 「애견가의 수기」, 임서하의 「성서」, 석인해

의 「가보」 , 최인욱의 「멧돼지와 목탄」, 이무영의 「귀소」, 이동규의 「들에 서서」, 조용

만의 「동전」을 협력의 서사에 넎고 있으나 이러한 분류는 재론의 여지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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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인택의 것은 잔재주가 입에 말린 것 같아서 신뢰성이 없고, 정비석의 

것은 깨끗하게 풀리지 않은 생경한 것이 끝까지 가슴에 걸려서 소화불량증에 

걸린 것 같고, 이무영의 것은 후반에 작위가 심해서 자연스러운 맛이 없다. 시

와 소설과 평론이 다른 것을 깊이 깨달아 작자로 하여금 남작에 나라나지 않도

록 경성할 것이다. 정신과 사상이 일신상의 것으로 모랄화되지 않으면 소설인 

경우엔 그것이 도리어 정신도 사상도 아닌 것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깨닫

고, 작자나 독자나 커다란 인내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257) 

   인용문에서와 같이 문학이란 전쟁이 일어났으니 ‘나가라, 만세’ 이런 식으로 

쓸 수 없고, 더구나 소설은 정신과 사상이 일신상의 것으로 모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학교과서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싱가폴 함락 이후 문학의 정치

화가 가속화된 시점에서도 이런 원론적인 문학관을 피력한다는 것은 이 시기 

문학장에서 오히려 울림있는 평론으로 자리매김한다. 

  

   4.4 일제말기 자기 지시적 소설과 비정치적인 것의 정치성

   일제말기 이른바 ‘사소설’계열의 작품들은 일찍이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받아 

왔다.258) 조선어 글쓰기의 공간이 극도로 좁아지고, 문학이 정치에 압도당하고 

있는 시기 문단의 명망있는 작가의 내면의 흐름을 읽어 낼 수 있는 사소설들은 

연구자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소설'이라는 용어로 계속해서 

이들 작품들을 지칭한다면 신변소설이라는 또 다른 소설의 범주와 혼합되어 논

의되기 쉽고 ‘나’와 ‘1인칭’이라는 소설적 형식으로 한정해 버릴 우려도 있어서 

본고는 이러한 자기 지식적 소설을 ‘심경소설’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해 고찰해 

257) 무주암주인,「文藝閑談- 소설과 시와」,『春秋』, 1942.5. 

258) 일제말기 작가들의 '사소설'계열 작품들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

다.

    방민호, 「채만식문학에 나타난 식민지적 현실 대응 양상」,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진영복,「한국 근대소설과 사소설 양식」,『한국현대문학연구』15, 2000.

    김흥기,「채만식 소설에 있어 ‘사소설’의 특성」,『한국문학이론과 비평』14, 2002.

    방민호, ｢일제말기 문학인들의 대일 협력 유형과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22 , 2007.   

    배개화,「‘문장’지 시절의 박태원 - 신체제 대응양상을 중심으로」,『우리말글』4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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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사소설’이라는 개념에서 ‘심경소설’이라는 변별적인 개념을 끌어 들인 사람은 

쿠메 마사오였다. 심경소설을 사소설로부터 구별하여 사소설보다 더 진보한 단

계에 있는 것이 심경소설이라 명명한 것259)이다. 그렇다면 사소설의 ‘진보한 모

습’이라는 심경소설은 어떠한 범주를 의미하는 것일까?  

  심경이란……일종의 ‘자세의 안정’이다. ……요컨대 입각지가 확실함을 뜻한

다. 그곳에서부터라면 어느 곳을 어떻게 보든 항상 틀림없이 자기일 수 있다. 

마음의 거처인 셈이다.260)

259) 久米正雄, 創作指導講座,「「私」小説と「心境」小説」, 文芸講座7, 文芸春秋社；『近代文学
大系』6、角川   書店 , 1973.1.

260)心境を私小説と決定的に結びつけたのは久米正雄の「私小説と心境小説」（一九二五年）だっ

た。久米によれば、心境小説とは「作者が対象を描写する際に、其の対象を如実に浮ばせるより

も、いや、如実に浮ばせてもいいが、それと共に、平易に云へば其の時の『心持』六ヶ敷く`云へ

ばそれを眺むる人生観的感想を、主として表はさうとした小説である」。久米が心境小説を第一

級の芸術と考える論拠は、芸術が別な人生の創造であるとは信じられず、せいぜい人生の再現で

しかないという消極的理由と、芸術の基礎が「私」にあるという積極的理由からなる。平凡な人

生も記録するに足る。ただし、「『私』をコンデンスし、――融和し、濾過し、集中し、攪拌し、

そして渾然と再生せしめて、しかも誤りなき心境」を描いたものこそに芸術的な価値がある。

「心境とは、是を最も俗に解り易く云へば、一個の『腰据わり』である。それは人生観上から来
ても、乃至は昨今のプロレタリア文学の主張の如き、社会観から来てもいい。が、要するに立脚

地の確実さである。其処からなら、何処をどう見ようと、常に間違ひなく自分であり得る」。

     (심경소설을 사소설과 결정적으로 결부한 것은 구메 마사오의「사소설과 심경소설」(1925년)

이었다. 쿠메에 의하면 심경소설이라는 것은「작자가 대상을 묘사할 때에 다른 대상을 여실히 

드러나게 하는 것보다도, 아니, 여실히 드러나게 해도 괜찮지만, 그것과 동시에, 쉽게 말하자면 

그때의「마음 」을 말하면 그것을 관조하는 인생관적 감상을 주로 하여 표현하려는 소설이

다.」쿠메가 심경소설을 제일급의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논거는 예술이 특별한 인생의 창조라고

는 믿을 수 없고, 겨우 인생의 재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이유와 예술의 기초가 「나」에

게 있다고 하는 적극적 이유로부터이다. 평범한 인생도 기록하는 데에 족하다 .다만「 나」를 

콘텐츠로 하고,――융화하고, 여과하고, 집중하고, 교반하고, 그리고 혼연히 재생하게 하고, 그러

나 자만없는 심경을 그린 것이야말로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

     심경이란, 옮음을 가장 일반적으로 알기 쉽고 말한다면, 한 개인의「자세의 안정」이다 .그것

은 인생관으로부터 나와도, 내지는 요즈음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주장과 같이 사회관으로부터 

나와도 좋다. 하지만 요컨대 입각지의 확실함이다. 그곳로부터라면, 어디를 어떻게 보려고 해

도, 항상 틀림없이 자신이다. (久米正雄,「私小説と心境小説」,『日本現代文学全集　菊池寛・久

米正雄集』講談社, 1967, pp.4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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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단한 진술이 심경소설의 핵심을 드러내는 말이다. 쿠메 마사오가 심경

소설의 내부에서 보았던 것은 타인으로 화신한 작가의 허상(虛像)이 아니라, 살

아 숨쉬는 인간으로서의 인상이다. 작품 내부에서 숨쉬는 작가 자신의 윤리·감

각·감정·사상 등 이른바 전인격적 존재가 내뿜는 빛이었다. 그 강렬한 빛 속에

서 그는 ‘자세의 안정’과 ‘입각지의 확실함’을 보았던 것이다.261) 작가의 전 생

애를 ‘색인(索引)’으로 삼아 작품을 읽는 심경소설의 독법은 사소설과 동일하지

만, 심경소설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작가의 윤리성, ‘자세의 안정’과 ‘입각

지의 확실함’이라는 데서 사소설의 세계와 변별점을 찾았다. 따라서 쿠메 마사

오는 심경소설의 연원을 자연주의의 자기고백에서 찾는 사관을 거부하고 오히

려 시라카바파(白樺派) 작가의 흔들림 없는 자기긍정에서 찾고자 했다.262) 문학

의 윤리성을 말할 때 근대적 윤리란 주인담론의 붕괴와 더불어 시작된다. 절대

적 윤리의 내용물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덕도 자기보존의 노력보

다 먼저 생각될 수는 없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윤리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네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 수립이라는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칸트의 명령은 내용없는 형식, 다시 말해 윤리적 형식주의

이다. 칸트의 윤리적 형식주의는, 이처럼 도덕법칙을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성과 

분리시킨다. 다만 자신의 내면의 자율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유일한 원칙이

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주어진 도덕률이 아니라 저마다의 입각점에서 자신의 

윤리를 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주지하듯 일제말기 작가들은 신체제담론의 이데올로그가 되어 이른바 집단

적 주체로 거듭나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차승기에 따르면 욕망의 내재화 --전

시체제에서 극적으로 드러나는 식민지/제국 체제의 미시정치학은 그 내부의 삶

과 욕망을 식민지/제국이 열어(=닫아) 놓은 생명-정치의 울타리 안으로 내재화

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식민지/제국의 생명-권력은 이 울타리 바깥을 죽음과 

동일시하게 만들면서 욕망의 흐름을 식민지/제국 내부로 흡수하고자 했다. 이른

바 황민화 정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이러한 내재화를 추동시

키는 계기로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263). 일상을 영위해 나가야 할 일반인들

261) 미요시 유키오, 『일본문학의 근대와 반근대』, 소명출판, 2002, pp.245-24.

262) 미요시 유키오, 위의 책, p.243.

263) 차승기,「문학이라는 정치」,『현대문학의 연구』4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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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민’으로 호출을 받고, ‘국민’이 견지해야 할 내면성을 요구받았을 때에 국

가적 호출을 거부한다면 그는 비국민이 되어 발가벗은 생명264)으로 추락할 것

이면, 문인 혹은 지식인이 '국민'의 호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회적 삶, 다시 말

해 사회적 무대에서 비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주체에 기투함으로써 주

체성을 세우려는 것을 꺼려한다면 역사적 전망을 확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발

딛은 개인으로선 국가의 부름에 응대하지 않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란 결국 

그것과 절연하기이다. 물론 대항하기라는 선택항이 있겠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대주체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거리두기가 개인에게 가능한 최대치의 

운신일 터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어

떤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 이를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본고가 심경소설이라는 개념265)을 차용하고자 한 것도 일제말기 ‘자기고백

적’ 글쓰기가 당시 작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소소한 묘사나 사건들을 통해 궁극

적으로는 ‘모랄의 견지’, ‘자기보존’이라는 자의식의 발로로서 '자기 지시적' 소

설들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소설의 형식인 ‘나’가 서술자로 등장하는 소

위 ‘1인칭 소설’ 266)이란 1930년대 이상, 박태원등의 심리주의 소설들도 지칭 

264) 호모 사케르의 죽음은 아무런 종교적, 도덕적, 법적 의미도 없는 죽음이다. 그것은 곧 문명

화 이전의 죽음, 자연 상태에서의 죽음과 유사하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호모 사케르

가 아니었을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삶

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호모 사케르는 문명화된 세계에서 추방되어 자연 상태로 내동댕이쳐

진 존재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호모 사케르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되고 보호받는 삶에

서 아무런 보호도, 구속도 없는 자연적 삶, 즉‘벌거숭이 삶`la nudavita’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감벤은 추방을 통해‘벌거숭이 삶’이 만들어진다고 말한다(『호모 사케르』, p. 92 

참조) 

265)それでは、志賀が晩年に同じ題材を小説にしたとすれば、何が変わるのだろう。もちろん、作中

の「私」が母を亡くした子ども時代にもっていた心理は変わらないはずである。しかし、描き方

が違う。だからこそ、多くの私小説作家は同じ題材を何度も繰り返し描くのだ。心理と心境は異

なる。心理とは作中の人物のいずれももっているものであるのにたいして、心境とは作中の人物

をいかに「眺むる」か、造形するかという作者の視点なのである。

266) 장성규는「1930년대 후반기 소설 장르 인식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2)에서 이태

준의 자전적 소설을 다음과 같이 고찰했다.

     “1930년대 후반기 자전적 소설이 전통 서사 장르의 수용과 현재적 변용의 결과임을 살펴 보

았다. 이태준의 경우 『문장』지를 주재하며, '탁전' 장르의 서술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수용한

다. 그 결과 자전적 소설 내에 조선 및 동양의 고전 텍스트를 삽입하여 스토리 이면의 주제의

식을 환기하는 장치로 활용한다. 그 결과 이들의 자전적 소설을 공동체에 대한 참회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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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것이기에 이러한 작품군들과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해 심경소설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가라타니 고진에 의하면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소실점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배치시키는 원근법에 다름 아닌데, 서구의 19세기적 리얼리즘은 작

도상의 공간에 속해 있는 것으로 원근법적 배치에 의해 픽션을 만들 수 있었고, 

‘나’라고 하는 하나의 주체가 성립했다는 것이다. 즉 자기 절대성에 의해 세계

와의 교섭을 갖는다. 그러나 사소설의 ‘나’는 나의 절대성의 세계가 아니라 ‘자

기’다수성의 세계이며, 하나의 자아/주체와 무관하게 ‘다방면으로 동시에 생성하

는 관계의 그물망’으로 현상학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고진의 설명이다. 또한 

고진에 따르면 서구 소설에서 중성화되어 숨어버린 화자와 단순 과거는 이야기

의 진행을 어떤 한 시점에서 회고하는 식의 시간성을 가능하게 한다. 바로 이것

에 의해 ‘회상이라는 형태로 화자와 주인공의 내부가 동일화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이러한 화법 덕분에 ‘주인공의 내면에 깊숙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삼인칭 객관 묘사에 가까운 것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화법이 원근법에 

의한 깊이감을 가능하게 하고, 확실히 존재하게 보이는 ‘자기’(나)를 만들어 낸

다.  그러나 이러한 화자와 주인공의 동일화에 대비하여 고진은 소세끼의 소설

에서 주인공과 화자 사이의 거리 때문에 ‘어른이 아이를 보는 듯한’ 유머의 심

맞추는 서구의 '고백'장르나, 투명한 자아의 폭로에 초점을 맞추는 일본의 '사소설' 과는 다른 

독특한 장르적 성격을 획득한다. 이러한 성과는 전통 장르의 창조적 변용을 통한 독특한 조선

적 자전소설의 장르적 성격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장성규, 앞의 

논문, p.71) 나아가 이태준의 허무주의적 세계 인식과 이의 문학적 표현으로서의 사전 장르의 

선택은 당시 근대를 대체할 새로운 원리로 대두하던 신체제와 대동아 공영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이들 제국 이데올로기는 많은 문인들에게 근대를 대체

할 수 있는 유력한 경로로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백철이「전망」에서 보여주는 구세대의 

몰락과 신세대의 대두 역시 이러한 인식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태준은 섣부

른 새로운 역사의 승인 대신 강력한 허무주의적 역사인식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역사인식의 배경에는 사전 장르가 지니는 "천도에 대한 회의"라는 역사철학적 인식이 놓

여 있었다. 그의 사전 장르를 변용을 통한 역사소설 창작은 전통저인 서사 장르의 역사철학적 

성격을 당대 에피스테메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르적 모색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장성규, 앞의 논문, pp. 80-81)

     본고는 장성규가 이태준의 자전적 소설을 '탁전' 양식을 끌어들여 설명하는 방식에는 동의하

지 못하지만 이태준의 글쓰기 자세를 '당시 근대를 대체할 새로운 원리로 대두하던 신체제와 

대동아공영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발현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본고가 이태준의 일련의 자

기 지시적 소설을 '심경소설'로 평가하는 견해와 일치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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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말한다.267) 이러한 고진의 분석에서도 드러나듯 일본문

학의 역사적 개념이 되어 버린 ‘사소설’은 1930년대 이상이나 박태원 소설의 

‘분열된 나’ 혹은 ‘보는 자기’와 ‘관찰당하는 자기’등을 설명하기에 더욱 유효한 

개념이지 일제말기 자기 지시적 소설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개념이다. 더구나 

일본문학내의 전통적인 ‘사소설’이란 일상인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예술가로서의 

삶, 혹은 일탈적인 삶에 대한 색인이라는 인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므로 

조선 문단에서 '사소설'적인 유형이라면 이상과 박태원의 일부 소설들을 지칭하

는 개념으로는 적절할 수 있어도 일제말기 작가들의 자전적인 소설들을 지칭하

기에는 적절한 개념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고바야시 히데오가 사소설을 논하며 

일본문학사에서 사소설은 '사회화된 나'의 결여태로 존재했다는 분석도 일제말

기 작가들의 자전적 소설들을 일본 문단적인 의미의 사소설로 설명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제말기 자기 지시적 소설들의 '1인칭'이라는 형식은 어떻게 이해 

가능한가? 작가를 환기하는 듯한 ‘1인칭’ 화자 소설은 진정성을 표현하고자 하

는 조선 근대문학의 기법으로 이미 보편화되었다. 소설의 내성화 현상은 카프의 

해체 후 이미 보편화된 형식이었다. 스즈키 토미에 따르면 사소설이란 대상 지

시적, 주제적, 형식적 특성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해당 텍스트의 작중인물과 화자 그리고 작가의 동일성을 기대하

고 믿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 텍스트를 사소설로 만들고 이 점에서 사소설이란 

읽기 모드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하였다.268) 일제말기 작가들에게 

드러난 일련의 내면풍경에 대한 고백이나 소소한 일상에 대한 묘사는 시국과의 

긴장관계 속에 나란히 놓이는 일종의 자의식의 팽팽함이므로, ‘사회화된 나’의 

결핍으로서의 사소설의 독법으로 읽어 내기 곤란한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오

히려 일제말기 작가의 자기 지시적 소설은 신체제라는 강력한 정치적 자장 안

에서 그 안에 안주하지 않고, 담론에 포섭되지 않으려는 원심력으로의 힘, 다시 

말해 역설적으로 '문학의 정치성'을 띤 작품들이다. 문학의 정치화, 정치적 동원

이 요구되는 시기에 이런 소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작품 안에 정

치적 긴장감이 전제되어 있고 이른바 '비정치적인 것의 정치성'이 이 시기 심경

소설이 서 있는 문학장 속에서의 위치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들 작품들은 스

267) 진영복,「한국 근대소설과 사소설 양식」,『한국현대문학연구』15, 2000, pp.93-94.

268) 스즈키 토미에,『이야기된 자기』, 생각의 나무, 2004,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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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의 층위는 지극히 사적인 일상의 진술이 주를 이루지만, 정조의 층위에서는 

신체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거리두기를 견지해 내고 있다. 

   본고가 2장 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독자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문학의 

가장 최종적인 심급269)이다. 그러한 최종심급으로의 독자가 일제말기 문예지의 

폐간과 더불어 사라질 숙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존재하더라도 조선 문예에 

신념을 가진 소수집단의 문학으로 연명해 나갈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문단의 

작가-독자의 관계맺음 아래 이 시기 심경소설들은 지극히 인코딩된 언어, 의미

를 파악할 수 있는 독자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고유명사의 사용, 문단내 인물의 

지칭, 상호텍스트성 등 조선 문단 안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독자가 아니라면 이

해하기 어려운 비의적 언어로 가득차 있다. 다시 말해 일제말기 심경소설은 기

본적으로 아주 좁은 독자를 상정해 두고 있다. 문단공동체에 몸담은 작가, 비평

가, 혹은 문학장 내부를 지향하는 문학청년 집단들에게만 이해 가능한 언어로 

씌어진 ‘내부집단(inner circle)’의 문학인 것이다. 작품에 거론되는 실명과 이니

셜이 이해 가능한 독자들, 또 작품들의 상호텍스트성을 알 만한 독자, 혹은 작

품 내 고유명사가 환기하는 이미지를 공감할 수 있는 극도로 좁은 독자를 상대

로 한 비의(秘儀)적 글쓰기의 상징적 작품으로 이태준의 「패강랭」을 비롯하여 

이 시기 자기 지시적 일련의 소설들을 포괄할 수 있다.270)

   김남천의「등불」(『國民文學』, 1942.3)은 이러한 일제말기 심경소설의 도

달점이자 백미라 할 수 있다. 김남천의 「등불」을 기존 연구에서는 '김남천이 

신체제 하에서 일상을 긍정하고 사실을 수리함으로써 신체제 담론 속에 포획된 

전향의 텍스트'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271)이 있었다. 신체제 이데올로그들이 강

조하는 ‘職分報國’272)을 내세우고 ‘국민’이라면 모두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식의 

269)천정환,「일제말기의 작가의식과 ‘나’의 형상화-일본어 소설쓰기의 문화정치학 재론」, 현대

소설연구43, 2010, pp.41-42.

270) 일제말기 심경소설의 자장 안에는 박태원의 자화상 3부작 「음우」(1940), 「투도」(1941), 

「채가」(1941)와 채만식의 「근일」(『春秋』, 1941.2),「집」(『春秋』, 1941.6), 「삽화」

(『朝光』, 1942.7) 등의 작품도 의미있는 작품이나 선행연구자1)들에 의해 주목받은 바 있어 

본장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271) 문영진, 『한국근대문학의 읽기와 쓰기』, 소명출판, 2000.

     이의연,「전향에 따른 가족 관계의 변화 고찰」,『한국민족문화연구』17, 2005. 

272) 三. 職分報國 “고도국방국가에서는 국민중의 일인도 무직하기를 허치아니한다.”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죽는 것이 신체제. 최고의 국방력을 발휘하려면 최고의 단결, 최고의 생산, 최고의 문

화를 갖고 최고의 能率을 發해야 하기 때문에 노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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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제 윤리의 내면화로 「등불」을 이해하고, 결국「등불」의 세계는 전향한 

문학자가 職分報國의 ‘국민’으로 거듭나는 국책문학이라는 평가가 바로 그것이

다. 물론 이는「경영」과 「맥」을 당시 동양주의 담론의 표출로 읽어내는 연장

선상위에서 가능한 논리였다. 그러나「맥」도 동양주의 수용의 텍스트로 보기 

어렵고 「등불」은 더욱더 전향의 심경을 그린 작품이라 볼 수 없다. 김남천의

「맥」273)과 「등불」은 표층의 스토리만을 추출하여 작가의 사상적 추이를 재

단할 수 없는 다층적인 텍스트이다. 

   김남천의 「등불」은 표면적 서사 아래에 놓여있는 다시 말해 화자의 발화 

속에 숨어 있는, 작품 전체를 관장하는 작가의 내면의식과 입지의 확실함을 읽

어내야 하는 까다로운 텍스트이다. 서간체 양식의 「등불」은 한 전향 지식인이 

여러 수신자를 설정해 두고 그들을 향해 발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편지는 

각각 인문사 주간, 김군, 문우 신형, 누님을 수신자로 설정해서 화자인 '나'(장유

성)가 전향한 지식인으로서 현재 제약회사 서무부에 근무하면서 일상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근황과 심경을 전하고 있다. 인문사 주간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이 소설의 수신자로 인문사를 설정하여 놓고 이 소설이 ‘절반은 사실이요, 나머

지는 허구’라는 텍스트의 성격을 선규정해 둔다. 그리곤 문학자로서 후배라 할 

수 있는 김군에겐 어떤 문학자로서의 우월 의식을 버리고, 현재 하고 있는 농장

일에 충실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김군에 대한 충고는 문인으로서의 의식과 사명

을 벗어던지고 농장일을 하면서 소위 ‘職域奉公274)’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

려 노동을 통해 문학을 자기 반성의 기반으로 쓸 수 있기를 당부하는 것이고 

이러한 김군에 대한 당부는 사실상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신을 향한 발화이

기도 하다. 마치 스피노자가 안경알을 깎고 살았듯, 김군의 농장일과 나의 제약

회사의 일은 자신의 일상을 지지해 주는 기반일 뿐 그것 자체를 자신의 유일한 

것, 게다가 신체제에서는 제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한다. 제 욕심을 

위해 일하는 것은 구체제. 이제는 모두가 나라의 기관이며 모두 천황의 일꾼. 그러니 조금이라

도 더 일을 하고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新時代의 倫理」,『新時代』, 1941.1.)

273) 김남천의「맥」은 이관형과 오시형, 최무영의 관계성과 작가의 사상의 추이가 어떤 인물의 

발화를 통해 집중되는지를 세심하게 분석해야 하는 텍스트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김남천의 일

본어 소설「或る 朝」에 대한 독해도 주의를 요한다. 

274) 국민총력조선연맹의 활동의 목표가 1.조선인의 황국신민화 2.신도실천 3 직역봉공 등으로 

압축될 수 있을 만큼 총후봉공으로서의 직역봉공은 전쟁수행과 내선일체를 위한 핵심적 실천

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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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으로 전화하라는 맥락이 아니다. 이러한 중층적 읽기가 가능한 것은 「등불」

이라는 텍스트가 보호관찰 대상인 자신과 보호촉탁사와의 만남과 회사 서무부 

구매계에 취직하게 된 경위들을 소상하게 그려냄으로써 현재 장유성이 처한 상

황과 현실과의 긴장관계를 주조해 냈기 때문이다. 또한 장유성은 낮시간 동안 

일상인으로 충실히 일상을 마치고 밤이 되면 자신의 방에서 홀로 ‘등불’을 밝히

고 책상 앞에 앉아 독서를 한다. 이는 성실한 낮의 노동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총후국민으로서의 일상이 아니다. 낮의 일과를 통과하여 비로소 밤의 사

색의 공간 속에 혼자 앉아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고 있는 장성유를 과연 신체

제에 부응하는 인간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살고 싶

다”라는 장성유의 나직한 독백은 “나는 생존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실존하

고 싶다”의 자기 모랄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의 울림으로 텍스트를 관통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등불」은 자신 안에 내재된 모순을 폭로하려는 자기 냉

소적 사소설이라기보다 쿠메 마사오가 말한 일종의 ‘자세의 안정’과 ‘그곳에서

부터라면 어느 곳을 어떻게 보든 항상 틀림없이 자기일 수 있는 마음의 거처’를 

찾으려는 심경소설의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등불」의 장유성의 분투는 쿠

메 마사오가 심경소설의 내부에서 보았던, 타인으로 화신한 작가의 허상(虛像)

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서의 인상이다. 작품 내부에서 숨쉬는 작가 자

신의 윤리·감각·감정·사상 등 이른바 전인격적 존재가 내뿜는 빛이었다. 그 강렬

한 빛 속에서 그는 ‘자세의 안정’과 ‘입각지의 확실함’을 보았다.275) 이러한「등

불」의 장유성의 모습은 「맥」(『春秋』, 1941.2) 에서 최무경이 보여준 자신

만의 공간인, 아파트에서의 책읽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오시형과 이관형이라는 

대척점을 양편에 두고 자신만의 균형찾기, 혹은 자기 모색에 분투하는 최무경의 

모습은 그녀의 서두르지 않는 독서행위를 통해 형상화되고 이러한 최무경의 연

장선 위에 「등불」의 장유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등불」에서 제시된 ‘낮의 노동을 뒤로 한 밤중의 독서’라는 서사

는 이 시기 다른 작가들에게선 어떠한 변형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까?  우

선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격류의 표면을 안일히 부침하는 

시류적 인간이 되지 않으려는 인물군들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들 수 있다. 유진

오의「가을」, 지하련의 「체향초」,「양」, 한설야의 「世路」와 같은 작품들

275) 미요시 유키오,『일본문학의 근대와 반근대』, 소명출판, 2002, pp.2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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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것이다. ｢가을｣에서의 기호의 산책과 지인들과의 조우를 통한 상념들은 이

런 저런 일들에 휩쓸려 지내는 지인들과 달리 아무런 일도 벌이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격류의 표면’에 부침하지는 않겠다는 기호의 입각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하련의「체향초」(『文章』, 1941.3)에 그려진 한때 불행한 일로 해서 시가지

와 떨어진 산 밑에서 나무와 짐승을 기르고 날을 보내는 오라버니, 「양」의 

‘성재’와 같이 현실의 격류에서 벗어나 산 속에서 짐승을 기르고 있는 인물들은 

모두 시류적인 부침에 시달리지 않는 「가을」의 기호와 같은 지식인이다. 한편

으론 이러한 인물들의 귀향을 모티프로 한 소설들도 일제말기 심경소설의 한 

풍경을 차지하고 있다. 한설야의「世路」(『春秋』, 1941.4)의 주인공 형식은 

신문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고 타의적으로 서울살이를 접어야 할 형편이지만, 

한편으로는 신문사의 권력 다툼 속에서 비굴하게 살아남고 싶지 않은 자발적 

귀향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태준의「토끼 이야기」도 일제말기 지식인의 자의

식이 적나라하게 그려진 대표적인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소설의 서사는 생계를 

위해 토끼를 기르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지만 이 소설의 백미는 감당할 수 없는 

토끼를 죽이는 장면이다. 인간적인 것의 한가운데에는 지극히 비인간적인 어떤 

것이 있다. 그것과 고통스럽게 대면하지 않는 모든 윤리학은 허위라는 것이 정

신분석학적 윤리학의 공리다. 이태준의 「토끼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윤리학의 지점을 묘사해 내고 있다. 토끼를 죽이면서 손에 

시뻘건 피를 묻힌 아내를 보고 ‘콧날이 지르르 해지고 눈이 어두워 지는’ 주인

공의 내면은 더 이상 그려지고 있지 않지만, 토끼의 피를 아내의 손에 묻히게 

한 ‘현’의 내면의 무너짐은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 「토끼 이야기」는 앞으로 

현이 어떻게 살아 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더 이상 추궁하고 있지 않지만 주어진 

일상과 현의 자의식과의 대결의식의 긴장감을 극한까지 밀고 나가고 있어, 일제

말기 심경소설의 한 정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일제말기 김남천, 이태준, 유진오, 한설야 등의 기성작가들이 쓴  

심경소설의 정치적 긴장감과 시시각각 변해가는 세계정세와 식민지 조선의 현

실 속에서 작가의 내면이 어떻게 소설 속에서 ‘나’의 입각점을 형상화함으로써 

신체제 문학담론에 포섭되지 않고 원심력으로서의 ‘자기본위’를 지켜냈는지 고

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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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1940년대 전반기 소설의 윤리와 김사량 

 

   일찍이 ‘경박한 친일정신의 선전은 찾아보기 힘든 작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일제말기 이중어 창작을 실천한 허다한 작가들 중에 유독 김사량의 글쓰기만은 

고유의 깊이와 내면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더구나 국책문학

의 범주를 벗어난 일부 작가들의 일본어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도 차별되는 김

사량 작품들의 깊이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는 본 장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1940년대 전반기 소설의 윤리라는 의미망 속에서 김사량의 다수의 작

품 중 「光の中に」,「草深し」,「光冥」,「無窮一家」,「天馬」가 그 정점에 있

음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940년 7월『文藝』의 조선 문학 특집호에는 장혁주의 「욕심의심」, 유진

오의 「여름」. 이효석의 「은은한 빛」, 김사량의 「풀속 깊이」가 실렸다. 이

를 읽은 이타카키 나오코는 “대단한 작품도 아닌 것들을 여기에서 특히 언급한 

것은 현재의 조선 문학이 어떠한가를 암시하고 싶기 때문이다. 즉 이상의 3인

도 문학의 관점이나 형식, 태도가 대체로 장혁주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삽화 등을 써서 사생적으로 조선인의 일단을 보여주는 종류의 작품이다. 어

떤 깊은, 혹은 새로운 관점, 극히 개성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했다. 

『文藝』에 발표된 작품들은 그 이후 『國民文學』 등 조선 문단에 발표된 일

본어 소설들에 비해 그 내용이 신체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지도 않았고, 작가들

도 비교적 그러한 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다만 『文藝』라는 저명한 

일본문학지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선적인 것을 알려야 한다는 목적의

식을 갖게 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효석과 유진오, 김사량의 일본어 작품

들이 특징적인 점은 이들이 쓴 일본어 소설의 양에 비해 『國民文學』에 발표

한 작품이 극소수라는 점이다. 이효석 의「아자미의 장」, 유진오의「남곡선

생」, 김사량의「물오리섬」 각각 한편이 『國民文學』에 실렸다. 이러한 사실

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삼인의 일본어 창작은 진정으로 일본인을 상대로 한 글

쓰기를 지향하였다고 본고는 추정해 본다. 『國民文學』이 조선 내부용 다시 말

해 조선독자를 상대로 한 매체였다면, 이들이 선택한, 혹은 선택 당한 잡지들은 

『文藝』 『文藝春秋』 『文藝首都』와 같은 일본 내 잡지이다. 

   이타가키 나오코(板垣直子)는 '이 작품들은 삽화처럼 조선인의 일단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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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을 포함한 조선 민족 전체가 놓여 있는 현실의 외부 

지점에 자신을 놓아두고 방관자의 눈으로 민족의 현실을 사생한 데에 지나지 

않았'276)다고 평했다. 그러나 나오코는 김사량만은 다르다고 평하며 "그에게는 

조선 민족이 갖고 있는 여러 특성과 그 숙명에 대한 강렬한 응시가 있다"고 언

급했다. 그렇다면 나오코가 말한 ‘다른 작가에게는 없는 강렬한 응시’란 무엇일

까?  

   김사량의 ‘응시’에 대해서 논하려면 그의 대표작 「光の中に」를 비롯하여 

「草深し」,「光冥」,「無窮一家」,「天馬」와 같은 계열을 살펴봐야 한다. 이 

작품들이야말로 단순한 사생 이상의 것, 다른 작가들의 일본어 속에 없는 열렬

한 내면성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자들은 김사량의 ‘나는 일본어로 

쓰지만 조선적인 것을 그려내고자 했다’277)는 문학적 의도에 초점을 맞춰 「기

자림(箕子林)」(『文藝首都』, 1940. 6), 「물오리섬(ムルオリ島)」(『國民文

學』, 1942.1) 등의 일본어 소설이나 「지기미」(『三千里』, 1941. 4),  『낙

조(落照)』(『朝光』, 1940. 2-1941. 1) 등의 조선어 소설에 나타난 ‘조선적인 

것’에 주목을 한다. 그러나 열거한 작품들에 드러나는 조선적인 것이란 앞서 언

급한 유진오, 이효석, 장혁주 등의 일본어 소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

시 말해 「기자림」, 「물오리섬」 등의 작품군은 독자(일본 독자)에게 조선적

인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목적의식 하에 조선적인 기표들에 집착을 하고, 이

를 통해 상징성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사량 문학은 소수자의 문학이고, 소

수자를 대변했기 때문에 성공적이고 문학적 울림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

려 그가 조선적인 것을 대변하려는 일종의 강박을 가진 작품들은 독자(일본, 조

선독자 모두)의 공감을 얻어 내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1941년 이

후 창작된 김사량의 이러한 작품군들은 그가 현실비판을 담은 작품들을 자유롭

게 발표할 수 없었던 시국의 영향이 크겠지만 작가 개인의  정체성과 내면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전체로서의 무엇을 재현하고자 할 때 오히려  작가의 고유한 

276) 板垣直子, ｢事変下の文学｣, 第一書房, 1941, p.136.

277) 김사량 자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토성랑」은 나의 최초의 작품이며 명실공히 처녀작이라고 해도 좋다. 고등학교 2학년때 쓰고 

있었는데. 도쿄의 대학에 가서 동인지 「제방」에 실어 호평을 받았다. 거기에는 사회에 대한 

나의 격렬한 의욕과 정열이 상당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듯하다. 후에 『文藝首都』에 재수록할 

때 재수정 작품에 들어갔다. 「기자림」도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멸망해 가는 것에 대한 

애수이기는 하나 나는 지금까지도 이 두 졸작에 어쩔 수 없는 애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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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유발된 세계 인식들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진부한 사생적인 현실묘

사에 그쳤다고 본고는 파악한다. 정호웅이 “김사량의 창작방법은 절대의 의미를 

지니는 슬픔, 고통, 비굴 등 인간의 감정과 삶의 태도를 표상하는 상징적 인물

을 내세워 그들을 그런 감정과 태도에 가두어 그 자체가 되게 한 현실의 폭력

성을 증언하고 그것에 맞서고자 하는 자기의식의 소산이다. (중략) 그러나 이 

창작방법은 그것이 표상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여 그 밖의 것들은 배제하는 상

징의 속성 때문에 스스로를 단순화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김사량 소설에 

등장하는 상징적 인물들의 내면이 대단히 단순하다는 것이 그 뚜렷한 증거이

다.”278) 라고 지적한 것은 바로 조선적인 것을 그려낸 김사량 작품이 드러낸 

상징의 단순성을 지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선적인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내

면의 단순성들 드러낸 것은 작가와 작중 인물과의 거리감에 기인한다. 작가가 

인물을 멀리서 그려낼 뿐 작가의 시선에 의해 원근법이 확보된 세계가 그려지

지 않고 평면적인 세계만이 이국적 풍경화처럼 펼쳐지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 

계열을 전설영은「光の中に」와 같은 작품에서 보이는 ‘김사량의 혼종성이나 균

열의 양상, 즉 작가의 내적 의식과 로칼리티 전략과 같이 이 ‘끼인’ 의식 표출

은 제국의 내부, 즉 내지(內地)에서 산출된 것이며 외지(外地)에서 창출된 것은 

아니고,「물오리섬」계열은 조선 문단에서 ‘일본어’로 창작했다는 것과 그것이 

‘國民文學’으로의 참여였다는 점에서 김사량 문학의 주체가 또 다른 지점으로의 

이동을 보여준다고279)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하더라도 「물오리

섬」, 「기자림」 계열이 보여주는 단순성은 내적 재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작품 속 서사와 인물에 작가의 연루성이 부족한데다가, 그려지는 세계

에 작가의 개입이 「光の中に」 계열처럼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대상에 대한 해

석과 이를 토대로 한 작품 전체의 의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식민지 지식

인으로서, 조선적인 것, 그 중 향토성이나 하층민의 삶을 재현하고자 하는 강박

(욕망)이 창작의 동기로서 작용했지만, 그리고자 하는 세계와 작가의 관계 맺음

에 어떠한 긴장관계나 영향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런 계열의 작품 속의 화

자는 유동하는 주체나 ‘낀 주체’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화자에 의해 재

현된 세계는 독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화자와 독자의 정서적 유대감의 고

리가 약할 수밖에 없다. 작품 속 풍경이 ‘현실에서 멀어져(조선의 민속 및 풍속

278) 정호웅,「일제말 소설의 창작방법」, pp.29-30. 

279) 전설영,「김사량 문학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8,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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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세계 그리기)’ 있기에 텍스트 내 인물과 서사에 대한 작가의 시선, 태

도도 애초부터 차단되어 있다.

   그러나「草深し」,「光冥」,「無窮一家」,「天馬」의 세계는 전혀 다르다. 먼

저 「草深し풀속 깊이」의 세계를 들여다 보자. 「풀속 깊이」는 대학생 박인식

이 화전민 지대를 찾아 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은 김사량이 일찍

이 기행문의 형태로 신문지상에 연재한 「산곡의 수첩」(『동아일보』, 1935. 

4.21 -24)을 기본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기행문은 김사량이 고등학교 2학년

과 3학년 사이  봄방학 때 일본에서 귀향하여, 강원도 군수로 재직 중인 형 김

시명을 만나고 오는 동안의 기록이다. 기행문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6회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1. 자동차 2. 춘천유 3. 청이평사  4, 

카-보나리(숯을 굽는 일) 5. 화전민이라는 다섯 개의 소제목 아래 김사량의 여

정이 여실히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풀속 깊이」는 사실을 바탕에 둔 밑그

림이 있기에 탄탄한 육체를 가질 수 있었지만, 「풀속 깊이」의 핍진함은 강원

도 화전 지대를 돌아보며 화자가 보고 들은 ‘사실’의 기록에서 나온다기보다, 

그러한 대상을 접하는 화자의 감정을 순간순간  포착해 내고, 또한 내지 유학중

인 대학생 화자의 시선 속에서 인물들을 관찰해 냈기 때문에 단순한 사생에 그

치지 않고 인물들이 생기를 띰과 동시에 어떠한 정서가 드리워져 있다. 예컨대 

박인식의 눈에 코풀이 선생과 숙부의 모습은 (각각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갖고 

있지만) 서투른 일본어를 구사하며 대중 앞에서 계몽적 주체로 거듭나려는, 참

으로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 인물론 재현된다. 작가가 굳이 이들이 구사하는 일

본어의 조선식 일본어 발음을 루비를 달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들의 서투른 

조선식 일본어 발음을 재현해 내고자 함이다. 엉터리 조선식 일본어를 구사하는 

숙부나 코풀이 선생은 박인식에 의해 희화되기도 하나, 한편으론 슬픔을 자아내

는 존재로도 그려진다. 특히 코풀이 선생에 대한 박인식의 시선은 슬픔과 연민

이 수반된 ‘알 수 없는’ 비애 그 자체이다. 김사량 소설들에서는 이러한 ‘지식인

의 정체성의 문제를 되비쳐 주는 거울로서’ 바로 코풀이 선생과 숙부와 같은 인

물들이 문제적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하급 관리격인 코풀이 선생이나 그보다 고

급관리인 숙부의 모습이 식민지 지식인인 박인식의 눈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처럼, 박인식 자신도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 ‘낀’ 주체로서 본인 처지의 어정쩡

함, 비애를 그들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되비춰 주고 있다. 「풀속 깊이」는 이러

한 시선의 굴곡, 반사 때문에 식민지 독자에게는 물론, 박인식의 시선과 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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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읽어 낼 수 있는 일본 독자들에게 공감의 정서를 형성할 수 있었다. 타

인의 행위에 비추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의 구조를 인식하는 것은 비단 식

민지 지식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식인, 중간 계층에게도 공통된 인

식과 감정의 토대이기 때문에 「풀속 깊이」는 보편의 차원에서 호소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조선 지식인의 시선과 감정이 작품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작

품이「光明」이다.「光の中に」(『文藝首都』,1939.10),「無窮一家」(『改

造』,1940.9),「光明」(『文学界』, 1941.2) 을 재일 조선인들의 삶을 다룬 일

종의 연작으로 이해한다면,「光明」은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발표된 작품이다.

「光明」은 예의 김사량 소설에 등장하는 조선인 대학생 ‘나’는 조선인 식모 

‘토요’가 內鮮부부의 가정에서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구출해 내

기 위해 이 가정에 개입하게 되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光明」의 ‘나’는 아

무런 정보가 없어도 소녀들의 얼굴만 보고 조선인이 아닐까 짐작해 내고, 일본

식 이름의 문패가 달려 있어도 그 집이 조선인 가정임을 금세 알아 차리는, 말

하자면 도쿄에 사는 조선인으로서 민족적 촉각이 발달된 인물이다. 그런 ‘나’이

기에 이들 부부가 조선인 식모를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

었다. 결국 ‘나’는 내선인 부부의 집을 찾아가게 되고, ‘토요’에게 실질적인 도움

을 주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光明」이 빛을 발하는 부분은 ‘나’와 내선 부부

의 대화가 진행될수록 시시각각 변화되는 ‘나’의 감정상 흐름이다. 

    1)〝자 그럼 이야기를 들어 볼까나.”라고 씁쓸히 입술을 깨무는 듯 말했

다. 그 부자연스런 자세와 어조에는 강하게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듯한 뻔뻔한 

위세가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 억누를  수 없는 본능적인 증오와 반감이 가슴 

속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 때문에 나는 새로운 용기를 느꼈다. 그러나 애

써서 마음속에 집어넣듯이 하고 가능한 이성에 따르기로 했다.

   2)〝진위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당신은" 이라고 나는 가볍게 받아치면서 

이번에는 남자 쪽으로 관심을 유도하려고 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맹렬한 자기

혐오의 감정에 사로잡혀 말을 못하게 되었다. 나는 단지 이러한 의미의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 당신은 내선융화라고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이 문

제를 뼈에 사무치게 생각하고 괴로워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들의 하녀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정말로 내선일체를 도모

하는 이유라도 생각하는가' 라고. 그러나 나는 겨우 입을 열게 되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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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뿐이었다. 

   3)〝나도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물론 당신이 데려온 이상 무거운 책임은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들은 바로는 그 계집을 밤에는 학교에 보내, 여러 가

지로 기술을 몸에 익히게 해 주려고 말하고 데려 왔다던데" 라고 말하면서 눈

을 든 순간, 문득 나는 부인의 상태가 순식간에 비통한 빛을 띠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더 이상 나의 말 따위는 듣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 

혼자 답답했던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점점 아파와, 마음의 깊은 곳에 원한을 

품고 싸워온 남들은 모르는 고뇌가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나도 왜인지

는 모르겠지만 망설여지면서, 자신이 그녀를 속인 것처럼 무언가 나쁜 일이라

도 한 듯한 기분이 되어, 또한 이 부부를 향해 더 이상 덤벼들지 못하고, 마음

이 무너짐을 의식했다. 일순간 우리들은 기세가 꺾여진 듯 침묵했다. 나는 무

엇인가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듯한,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어떻게도 할 수가 없었다. 

  4)〝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나는 당신의 괴로운 입장이랑 기분을 이제서야 알

게 되었습니다."라고 나는 조금 감상적으로 말했다. 조금 전까지 그녀에게서 느

꼈던 분노의 감정이 점점 나의 마음 속에서 연민의 감정으로 변해 가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처음부터 상처 입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

다.280) (본고 번역)

280)1)「さて、一つお話といふのを承りませうかな」と、苦蟲をかみつぶしたやうな声で呟いた。

   その不自然なポーズや語調には、強ひて人を莫迦にした様にふてぶてしくみせかけようとする虚勢

がこもつてゐた。私は瞬間、抑へることの出来ない本能的な憎惡と反感が胸の中にたぎつて来る

のを覚えるのだつだ。そのために私は新たな勇気を感じた。けれど努めて心に打つやうにして、

穩便に成るべく？にといふ理性の攝きに従はうとした。p.21.

   2) 「その眞僞は兎も角として、そこであなたは」

   と、私は輕く反らしながら今度は男の方へ水を向けようとした。ところが私はその時烈しい自己嫌

悪の情に打ちのめされて、言葉が出来なくなつた。私はただかういふ意味のことを云ひたかつた

のである。只今あなたは內鮮融和といふことを云はれた。成程今の時その問題を身をもつて痛切

に考へ苦しまない人は一人もゐないことであらう。だがあなたはあなた達の女中に対するああい

ふ態度が、眞に內鮮融和を計る所以だと思ふのかと。しかし私はやつと呟くやうにかう云つただ

けだつた。p.23.

  3)「私もそれが知りたい位です。むろんあなたの方で引取つて来た以上、重重の責任はあつたでせ

う。だがわたしの聞く所では、あの娘を夜は学校へ行かせ、いろいろ身に技術でもつけてやると

云つて引取つて来たさうですね...」

　と云ひながら目を上げた時、ふと私は婦の形相がみるみる中に悲痛な光を帶びはじめるのに気がつ

いた。彼女はもう私の言葉など聞いては ゐなかつたのだ。自分一人の鬱屈とした胸がはりさける

やうに次第にたかぶり、心の奥深くにせめぐ人知れない苦悩がうづき出したのであらうか。つ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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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인용문은 ‘나’가 스미즈(清水)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갖게 된 감정의 

흐름을 묘사한 부분이다. 스미즈 부부와 긴 대화를 나누며 처음에는 그들에게 

본능적인 증오감과 반감을 느끼다가(1), 곧 자기 혐오의 감정에도 사로잡히고

(2), 뒤이어 ‘마음의 무너짐’도 느끼고(3), 종국에는 연민의 감정으로 변해간

다.(4) 「光明」의 ‘나’는 스미즈 부부가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조선에서 데려온 

토요를 학대하는 태도, 그리고 조선인으로서 일본 사회에서 취직도 제대로 못하

고 사는 스미즈가 ‘나’에게 으스대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었을 때, 증오감과 반

감을 느꼈지만 곧 진정한 내선일체가 무엇인지 훈계하려는 듯한 자신의 욕망에 

자기혐오의 감정에 빠지게 되고, 뒤이어 내선 가정이 일본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스미즈부인이 보여준 히스테리에 마음이 무너지고 연민의 감정

까지 느끼게 된 것이다.「光明」은 이와 같이 스미즈 부부에게서 토요를 구출하

는 것을 주된 서사로 하고 있으나 「光明」의 내면성은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

해 가는 ‘나’라는 인물이 보여준 심리의 파노라마에서 형성되고 있다. 더구나 

‘나’는 일본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누나 부부를 두고 있고, 누나 부부의 아이

가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지고 성장해 나갈까 하는 문제가 스미즈 부

부의 문제와 겹치고 있어 스미즈 부부의 처지와 현재에 이른 상황이 단순히 외

부적 사건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나’는 결국 이러한 관계의 망 속에 연루됨으

로써 스미즈 부부를 훈계하는 계몽적 지식인이 아니라 내선가정이 받아들여지

지 않는 현실 속에서 비뚤어지고, 윤리적 감각을 잃어가는 부부의 상황을 전면

적으로 이해해 가는 주체, 그러나 그 속에서 벗어 나와야 함을 인식한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私も何故か戸惑ひして、自分が彼女を欺いたやうな、何か悪いことでもしたやうな気持ちにな

り、又もやこの夫婦に向つてひたむきに突つかかつて行けぬ、心の崩れを意識した。

　一瞬間われ等の上には、お互ひ打ちひしがれたやうな沈黙がおひかぶさつた。私は何やら説明しな

ければならないやうな、それでゐてそれが出来ないやうなもどがしさを、どうすることも出来な

かつた。pp.24-5.

4) 「お話を伺つてゐると、私はあなたの苦しい立場や御気持も今更のやうに分つて来ました」

と、私はやや感傷的になつて呟いた。今先まで彼女に対して感じてゐた憤りの情が、次第に私の心で

憐憫の情にかはつて行くのを覚えながら。けれど私は彼女を元気付けぬばならぬと思つた。(金史

良,「光冥」,『文學界』, 1941.2,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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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이 자신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려는 정신은 안 되는 것이다. 한

쪽이 부정당하는 것에 의해 한쪽의 긍정이 결코 강해지는 경우는 없다. 긍정적

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만났을 때야 말로 그것이 결국은 강해지는 것이다. 그

렇지 않은 한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光明」의 마지막 장면에 서술된 '나'의 위와 같은 상념은 '나'가 여러 생각

들 중에 도달한 결론이다. 소방훈련이 진행 중인 와중에 모두들 나와서 물을 퍼

서 차례차례 건네주고 있는 무리들 중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노란색인 외인부

대도 참가해서 다채롭게’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나에게 소방훈련 모습이 아

름답게 비춰지는 까닭은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 한 광장에 모여 축제를 즐기듯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光明」은 이와 같이 ‘내가 죽고 네가 사

는 것이 아닌’ 모두가 살 수 있는 빛의 세계, 그리고 노란색의 머리를 한 사람

도 함께 공동체를 이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염원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지만, 어떠한 긍정적 해결로 서사가 봉합되지 않는다. 물론 노란색의 머리를 

가진 사람도 일본이라는 공동체 속에 자연스럽게 동화됨에 비해 스미즈 부부의 

가정과 같이 내선인 가정조차 일본사회에서 살아 나가기가 힘겹다는 대비는 재

일 조선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플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어 작품의 정조를 어둡

게 하고 있다.

   「光明」에서 서술된 지식인의 내면의 파노라마는 김사량의 대표작 「光の

中に」에서도 고스란히 표출된다.「光の中に」가 깊이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건 

이 작품이 단순히 소수자의 이야기를 그렸다는 데에 있지 않다.「光の中に」의 

주인공은 하루오가 아니라 관찰자이자 매개자인 ‘나’라고 할 수 있는데, 하루오

의 상황과 하루오의 내면은 ‘나’를 통해서만 매개되고 번역되기 때문이다. 그렇

다면 ‘나’를 매개로 한 상황묘사의 공감, 설득력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것의 일부는 바로 전설영의 분석처럼 ‘나’의 지식인성, 제국 대학생으로의 나

의 시선에 놓여 있다.281) 제국 대학생이라는 계몽 주체에 의한 전달하기와 번

281) ｢빛 속으로｣가 일본 문단을 비롯한 제국의 지식인의 호평을 얻은 이유 중 하나는 저 고뇌하

는 엘리트의 이야기로 꾸며진 이 소설의 독서가 제국 지식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는 데에 있다. 그들은 南선생이나 하루오의 이야기가 민족적 문제를 다루었다는 공적 평가 이

전에 계몽 주체와 작가의 ‘지식성’에 충분히 공감했을 것이다. ｢빛 속으로｣를 “나의 성미와 비

슷한 친근함을 느끼는” 작품이라고 한 구메 마사오의 말은 작가적 견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의 취향과 맞아떨어졌음을 의미한다. 구메가 구제고교를 졸업한 동경제대 영문학



- 160 -

역행위가 일본(내지)의 독서층에게 이 작품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적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인에게는 이 작품은 어떻게 소통되는가? 

우선 말할 것도 없이 재일 조선인이 처한 사회적 조건의 열악함과 지식인 ‘나’

의 정체성의 문제에 독자의 공감을 얻게 된다. 특히 이 시기 많이 시도된 ‘조선

적인 것’을 재현해 내려는 텍스트가 아니기에 번역된 조선과 실상으로서의 조선 

사이의 간격을 느낄 필요도 없다. ‘나’가 하루오에게 느끼고 있는 동질감과 연

민은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구조이다. 또한 ‘나’가 스스로 조

선인이라고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한 죄의식 또한 당대의 조선인이 갖는 윤리적 

감각이다.

   ‘나’와 하루오의 관계는 선생-학생의 관계, 그리고 하루오의 상처를 어루만

져 주는 측면에서는 우위를 차지한 계몽자로서의 미나미 선생이나, 그는 하루오

처럼 ‘남’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간다는 측면에선 하루오와 다를 바가 없

는 처지이다. 이 관계가 남선생과 하루오의 동질감이며 남선생이 계몽적 주체에 

그치지 않고, 하루오와 교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 하루오는 

결국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이 거울에 되비친 ‘나’의 내면 의식이 이 소

설의 깊이를 확보해 낸다.

  「光の中に」의 내면성은 조선을 무대로 해서 사제 관계를 설정한 일제말기 

일본인 작가의 소설들과 견주어 본다면 보다 극명하게 부각된다. 오비주조의 

「登攀」282)의 주인공 기타하라 구니오는 도쿄의 대학 재학 중 농민운동에 관

계하다가 퇴학을 당한 이력을 지닌 일본인 교사이다. 그는 영어선생으로 ‘아직 

서양적 이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난을 아내로부터 받고 있으며, 일본

적 미각을 좋아하는 아내와는 어떠한 교감도 갖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러던 기

과 출신의 엘리트라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말하자면 그들은 제국의 엘리트로서 ｢빛 

속으로｣를 제국의 언어 세계와 가치 체계 안에서 수용한 것인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수용을 가능케 한 작가의 글쓰기 전략이다. (전설영, 앞의 논문, p.29.)

282) 1944년 상반기의 아쿠타가와상은 중국 심양(瀋陽, 당시의 명칭은 奉天)의 가스 공장에서 근

무하는 일본인 사원과 만주인 노동자 류꽝후의 교류를 그린 야기 요시노리의 「류꽝후」와, 

‘내선일체’가 강요되는 학교 교육 속에서 민족차별과 정체성에 고뇌하는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교사의 교류를 그린 오비 주조의 「登攀」이 수상했다. 이처럼 당시부터 ‘순문학’의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의 수상작 두 작품이 다 ‘외지문학’이었다는 사실은 당대 일본의 

문예 저널리즘에서 外地문학이 차지하는 동시대적인 위상과 그 정치적인 의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신승모,「외지문학에 나타난 信과 不信」,『한국문학연구』27,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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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하라가 안수선이라는 조선인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와 사제관계의 정을 

쌓아 나가게 된다. 두 사람의 교감은 금강산을 함께 오르면서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데 기타하라는 안수선을 산 정상까지 이끌고 가고, 안수선의 고백을 ‘황민’

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아 드린다. 「登攀」은 기타하라 자신의 정체

성에 대한 방황과 아내와의 거리감 등이 안수선이라는 조선인 학생을 훌륭한 

황국신민으로 이끌어 가는 계몽성으로 성급히 봉합해 버리는 데서「光の中に」

의 봉합되지 않은 결말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光の中に」에서 보여준 남선생

과 하루오의 연민과 공감으로 이루어진 관계성이 「登攀」의 기타하라와 안수

선에게는 선도적 식민자와 식민지 학생의 위계화된 질서 속에 재편되어 버리고 

말았다. 유동하는 주체로서의 기타하라는 계도의 대상인 안수선과의 관계망에서 

확고한 제국적 주체로 거듭나 버리는 것이「登攀」의 자기완결성이다. 만약 기

타하라가 “무지하고 정체된 전형으로서의 안수선의 어머니”로부터 안수선을 구

출해 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안수선을 이해하려는 교사의 위

치에 서 있었다면 「光の中に」의 남선생이 보여준 두 세계 사이에 존재하며 

소통을 모색하는 경계적 주체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기타하라 자신의 내

적 번뇌와 갈등을 끝까지 가져가지 않고 안수선이라는 시혜의 대상을 만나 봉

합해 버린 것이 「光の中に」에서 남선생이 하루오와 맺은 관계 양상과 다른 

점이다.「光の中に」는 미래가 유보된 ‘낀’ 주체로서의 지식인의 번뇌와 자기 

갱신의 서사가 어떤 한 쪽의 봉합으로 전개하지 않음으로써 윤리적 긴장감과 

독자의 공감이라는 소설적 미덕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無窮一家」(『改造』,1940.9) 도 재조 조선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와 어떤 

조선인으로 자신을 위치지울 것인가의 문제를 그려내고 있는 수작이다. 주인공 

최동성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젊은이로 현재 오사카에 거주 중이다. 「無窮

一家」는 동포들의 피를 빨아 자신의 입신에만 힘을 쓰는 악덕한 존재(관동대

지진 때 조선인들에게 떨어진 구호품을 가로채는)인 윤천수, 큰 뜻을 품고 오사

카로 건너 왔으니 동포 사회에 실망하고 알콜 중독자로 살아 가는 무능한 가장

인 최동성의 아버지 등, 어두운 재일 조선인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주인공 최

동성도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가계 탓에 공부도 중단한 상태이다. 더욱더 

우울한 것은 최동성의 주위에는 그보다 더욱 가난하고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

는 조선인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당장 그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강명선 부부가 

그러하다. 강명선은 윤천수와 같은 인물유형인 종형에게 돈도 떼여 어려움에 처



- 162 -

하게 되고, 어렵게 취직한 영화사에 근근이 다니고 있으나 출산을 앞둔 아내가 

있기에 가계를 제대로 꾸려가기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다. 결국 강명선은 훗카이

도의 광부모집 광고를 보고 아내를 남겨 둔 채 홀로 떠나게 된다. 최동성의 시

야에 포착된 또 다른 인물은 강명선의 열여섯 살 된 남동생이다. 남동생은 학업

을 이어가려고 형을 따라 오사카로 왔지만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결국 

막노동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학업에 대한 끈을 놓고 있지 않기에 소

년의 모습 속에서 최동성은 막연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無窮一家」가 그려내는 암울한 재일조선인의 삶이지만 이 소설의 결말은 절

망적이지만은 않다. 강명선 아내의 출산과 더불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최동성의 혼잣말 "僕 一人では ない, "僕 一人では ない"283) 속에 자기긍정의 

몸짓이 피력되어 있는 것이다. 1940년대 전반기 소설들을 살펴 보면「無窮一

家」와 같이 당시 재일 조선인의 삶을 그려낸 소설이 흔치 않았다. 식민지 시대

에 동경이나 일본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소설은 의례히 지식인 소설들이다. 염상

섭의 소설이 그러하고, 정인택의 소설이 그러하다. 일본에 살고 있는 순수한 생

활인으로서의 조선인들의 삶은 정작 조선 문단의 작가들에 의해 포착되지 못했

다. 대부분 유학생으로서 일본에 거주했던 작가들은 자신의 신분과 생활 환경이 

한정되었기에 재일 조선인들의 삶을 여실히 포착할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을 가

능성이 높다. 김광열에 따르면 1940년 시점의 재일 한인 총수는 5년 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119만명이었다. 오사카부는 변함없이 최다 거주지역이었고, 

후쿠오카, 야마구치, 훗카이도에 한인 거주 인구가 급증한 원인은 광업종사자의 

급증에 기인한다.284) 일자리를 찾으러 규슈, 훗카이도 등지로 떠나는 인물들은 

「光明」이나 「無窮一家」에도 여실히 묘사되듯 재일 조선인의 흔한 삶의 모

습이다.

   김사량의 「天馬」는 보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윤리의 문제를 제

기한 작품이다.「천마」의 주인공 현룡이 보여준 자의식의 과잉과 자기분열은 

단순히 작가 또는 독자와 분리된 풍자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김재용은 「천

283) 나 혼자만이 아니야. 나 혼자만이 아니야(본고 번역) 김사량,「無窮一家」, p.205.

284) 직업별 인구의 분표를 대별하면 자층이 61만 2854명(51.5%)이었고, 무업자층은 57만 7591

명(48.5%)있었다. 5년 전에 비해서 무업자층의 비율이 더 증가해 있었다. 유업자층의 주요 직

업을 보면 '토목건축업' 24%, '광업' 13%, '상업' 11%, '금속기계공업' 9%, '화학 공업' 8%, '섬

유공업' 7%, '기타 노동자' 9% 등이었다. 특히 '광업' 종사자수는 5년 전에 배해 7배나 증가했

다. (김광열,『한인의 일본이주사 연구-1910-1940년대』, 논형, 2009, pp.2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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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속 인물들과 실제 조선, 일본 문단의 인물들을 대응하며 평론가 이명식은 

김사량의 분신이고 현룡은 김문집을 모델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김사

량이 여러 평문들에서 주장한 내용과 소설 속 이명식의 발화의 상당부분이 일

치함을 근거로 소설 속 이명식을 김사량의 대리인으로 간주한고 있다. 그러나 

이명식이 김사량의 분신이고 그 비판 대상인 현룡이 단순히 김문집을 모델로 

한 것이라면 「천마」속에 재현된 현룡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갖게 되는 비난

과 연민 또는 멸시와 동정이라는 모순적인 심리적 파노라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과연 작가는「천마」의 현룡의 행동과 심정에 전혀 연루되지 않은 

채 비난과 조롱으로 시종일관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선 김

사량 자신의 소감을 통해 암시받을 수 있다.

  

  ｢天馬｣도 역시 내가 썼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누가 쓰게 해서 쓴 것 같은 기

분이 있다. 이 작품 가운데서 나는 주인공과 그를 쫓는 또 한 사람의 자신과 

삼파전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격투한 느낌이다. 글쓰기 초년생이라고 할까. 그

렇게 쓰면서 각각의 작품내용을 생각해 보면 현실의 무거운 고통에 눌려서 나

의 마음은 언제나 명암 속을 헤엄치고, 긍정과 부정의 사이를 헤쳐 나아가면서 

언제나 희미하기만한 빛을 구하려고 아득바득하고 있다. 빛속으로 빨리 나가고 

싶다. 그것이 나의 희망이다. 하지만 빛을 간청하기 위해서, 나는 혹은 아직 어

둠속에 몸을 웅크리고 눈을 빛내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285)

   인용문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작가는 주인공(현룡)과 그를 쫓는 또 

한 사람의 자신과 삼파전이 되어 피투성이가 되어 격투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작가가 현룡에게 거리두기가 가능했다면 ‘피투성이가 되어 격투할’ 필요가 없었

다. 작가는 자신 안에 있는 현룡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쫓아내는 동시에 그를 

이해하고, 연민하기게 감정이 격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룡을 바라보는 작

가의 시선이 이처럼 양가적이기에 이명식은 김사량이고, 현룡은 김문집이라는 

단순할 배치가 아니라, 현룡의 모습 속에서 김사량을 포함한 식민지인의 욕망과 

좌절을 읽어 내는 것이 보다 이 작품의 윤리성을 탐색하는 것이 보다 유효한 

관점이다. 천정환이 분석했듯이「천마」의 현룡은 ‘분열증이라기보다 중증 경계

성 인격장(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에 가까운 듯하다. 경계성 인격장

285) 金史良 ,「『光の中に』 小說集跋文」,『金史良 全集 5』, 河出書房新社 ,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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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환자는 타자와 자아의 경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여, 타자와의 관계에 대

한 비정상적 집착과 자기정체성에 대한 끝없는 불안 사이를 왕복한다. 또 이 때

문에 타자를 필요 이상 이상화하거나 평가절하하며, 결국 망상과 해리 속을 헤

매고 다닌다.286) 「천마」에서 현룡의 인격장애가 문제적인 것은 이것은 정치

적 질환이라는 점이다. 현룡의 “나는 조선어로 쓰는 일은 질렸습니다. 조선어 

따위 개한테 주라죠. 그건 멸망의 부적일 뿐이니까요.(僕はもう朝鮮語の創作に

はこりました。朝鮮語なんか糞らへです。たつてそれは滅亡の呪符ですからね)”

라는 의식은 라캉적인 의미에서 ‘증상’의 단초를 보여주는 발화이다.「천마」의 

현룡에게 일본인 되기의 불가능성은 일종의 증상이다. 증상이란 주체 속에 있는 

상처, 주체에게 일관성을 부여하는 상처이다. 현룡은 ‘일본인 되기의 불가능성’

이라는 근원적인 상처가 있음에도 불가능하고도 자기 능욕적인 길을 가려는 존

재이다. 현룡은 무모하여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 다시 말해 과잉모방의 막다

른 골막까지 용감히 가 봄으로써 식민지인의 슬픔을 온몸으로 체화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현룡에게 비애와 숭고미까지 느끼게 되는 것은 그가 일종의 식민지

의 순교자로서 장렬히 전사하기 때문이다. 라캉적인 의미에서의 '실재의 윤리'는 

실재를 향한 윤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미 윤리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바

로서의 실재의 차원을 재인식하고 승인함으로써 윤리를 재고하기 위한 시도이

다. '사태의 원활한 진행', 즉 '현실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삶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는 언제나 과도한 무언가로서, 교란시키는 '중단'으로서 나타난다.287)  현룡

의 과도한 애국주의는 '지금처럼 애국주의가 유행이 되고' 또 현룡을 앞서는 인

물들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조선인 공동체에서 혹은 문단에서는 일종의 금기였

다. 그러나 현룡은 금기를 깨고, 자신이 마치 순교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동체 

내부(조선인)나 외부(일본인)에게나 불편한 존재였다. 현룡은 김사량을 포함한 

식민지인들 욕망과 좌절을 낱낱이 읽어내고, 거리낌없이 그대로 행동하고, 종국

에는 자기고발을 감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현룡은 조선인 

의 ‘증상’이다. 그러므로 현룡은 행위는 표면적으로 비도덕적이고, 몰염치하기까

지 하나, 궁극적으로 그는 윤리적 주체로 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다. 라캉의 "속지 않는 자가 방황한다(Les non dupes errent)"라고 말이나 “속

지 않았다고 믿는 자는 길을 잃는다. 속아주는 자만이 넘어설 수 있다”288)는 

286) 천정환,「일제말기의 작가의식과 ‘나’의 형상화-일본어 소설쓰기의 문화정치학 재론」, p.42

287) 알렌카 주판치치, 이성민 역,『실재의 윤리- 칸트와 라캉』, 도서출판 b, 2004,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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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현룡이 보여준 말과 행위의 윤리적 몸짓을 설명할 수 있다.

   본고는 4장에서 1940년대 전반기 소설의 윤리성의 문제를 고찰해보았다. 문

학의 윤리란 선/악을 구분짓는 공동체의 도덕이 아니라 작가 단독자가 자율의 

주체로서 모색해 내야 하는 개체의 윤리이다. 자유는 ‘자유로워지라’는 명령에 

의해서만 존립하며 그것은 결정론적 인과성 따위는 배제하는 윤리적인 요청이

라는 칸트적인 의미에서의 윤리를 본고는 이 시기 문학의 윤리성을 논하는데 

중요한 참조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1940년대 전반기의 문학장이란 적어도 문학 

텍스트의 표면서사를 통해서는 이러한 자율성을 구가할 수 없었으므로 텍스트

의 저층에 내재된 작가의 윤리적 모색과 긴장감을 심층적인 텍스트읽기를 통해 

분석해야 했다.  

288) 신형철, 앞의 책,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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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1940년대 전반기 소설을 문학제도(문학장), 에크리튀르(문

학형식), 윤리성(문학내용)의 층위로 분석하여 신체제 성립 이후 조선 문단내 

소설의 존재양상을 총체적으로 조망해 보았다. 1920년대 초에 형성된 ‘조선 문

단’이라는 문학장은 내부의 다양한 문학적 집단과 성향의 헤게모니 투쟁 아래 

‘조선어 글쓰기’라는 상징자본을 축적하며 ‘순종조선어 에크리튀르’를 형성, 유

지해 왔다. 그러나 일제말기『人文評論』,『文章』과 같은 자신의 아비투스

(habitus)를 드러내는 문예 전문지가 사라진 후 자율적 문학장은 붕괴되어 갔

다.

   2장에서는 먼저 자율적 문학장의 붕괴 과정 속에서 조선 문단의 작가가 처

한 상황과 ‘작가-됨’의 문제, 그리고 동아시아(대만, 만주)에서 급부상한 일본어

의 언어적 헤게모니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은 조선 문

단의 ‘작가-됨’의 근본문제를 제기한다. 조선 문단의 작가가 일본어로 창작한다

는 것은 단순히 언어적 장벽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학적 인정의 구조, 동료작

가, 일반 ‘독자’에 이르는 총체적인 차원에서 ‘작가-됨’의 변경을 요구한다. 신

체제 성립 후의 문단이란 단순히 조선 문단이 일본문단의 지방문단이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조선 작가의 기대지평에 육박하는 독자의 축소와 상실을 의미하

기에 신체제로 인한 문단의 환경 변화는 작가의 창작에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

한다. 이태준의 「장마」, 최태응의 「작가」, 유진오의 「신경」등에 잘 드러

나듯 작가의 무의식 속에 기입된 독자란 작가와 공통된 문화감각과 전통, 일상 

속에 놓여 있을 거라 예상되는 잠재태로서의 독자이다.

   조선 문단의 위기의식은 조선, 동아일보의 폐간으로 이미 본격화되었다. 많

은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할 지면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신문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작가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되었다. ‘신문사의 경영악화’,

‘신문사 폐지’,‘주인공의 실직’, ‘생계의 위협’ 등을 소재로 한 박영희의「明暗」

과 한설야의「世路」와 같은 작품들이 이 시기 집중적으로 발표된다. 두 번째

조선 문단의 커다란 변화는 문단이 서서히 위축되는 1939년의 시점에서 조선작

가가 일본 문단 진입이라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혁주의「餓

鬼道」를 통해 조선작가의 일본 문단 활동 가능성은 타진되었으나, 실질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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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 일본어창작의 본격화는 김사량의「光の中に」이후에야 이루어진다. 1939

년부터의 '조선문학 붐'은 일본 문단의 발빠른 정치적 횡보를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 출판신체제의 성립에 힘입은 바가 크다. 내지에서 시행된 출판신체제는 사

상통제를 위한 일련의 국가적 조치였으나 이를 통해 내지출판과 조선의 출판이

통합되는 형식이 취해져서 조선 문단의 내지문단 진출이 용이해진 환상을 안겨

주었다.

   조선 문단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마지막 문제로 일본어의 동아시아(대만, 만

주)적 위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일본은 대체적으로 조선, 대만에서는 제국주

의(동화정책)으로,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제국(협동정책)으로 언어정책을 시행했지

만 조선과 대만의 경우 황민화 문학의 경로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룽

잉쭝(龍瑛宗)과 김사량의 경우처럼 문학적 교류를 보여주기도 해서 제국주의 하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공통된 감성을 이해하는 데 참조점이 된다. 신체제성립 이

후에야 조선과 대만은 언어의 일체화를 통한 동화정책 노선을 밀고 나가고, 이

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어창작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나, 당시 문인들이 학

교교육 혹은 일본 유학을 통한 일어습득, 혹은 일본문학을 통해 근대문학을 체

험하지 않았다면 쉽사리 이루어 질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러므로 대만 문인들

의 일어창작이나 조선에서『國民文學』의 성립과 본격적인 일어창작은 식민지 

기간 심화된 ‘권력어’, ‘문화어’로서의 일본어의 공고화에 의한 결과이지 일시적 

정책에 의해 가능할 수 있는 ‘문학적 실천’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

다. 그러나 만주의 경우는 ‘만주가나’라는 일종 새로운 표기법으로 중국어의 문

자인 한자의 어음을 적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한자 자체

를 대체할 새로운 문자로 고착시키고자 했으나 공식적인 문서에서나 통용되는 

언어체계였고, 일반인의 언어생활이나 문학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3장에서는 문학어의 문제를 상세하게 고찰해 보았다. 조선어/일본어의 이중

어 창작이 의미하는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 신체제성립에 이르기까지 조선 문단에서 순종조선어 글쓰기라는 

것이 민족, 민족어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지지대를 갖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문학장은 조선의 대표적인 상징자본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언어문제를 살펴보자면 일본어

는 식민지 조선에서 특권어의 위치를 점하면서 권력어로 기능하였고, 조선어는 

주변어 내지는 소수어로 하층 언어의 위치에 있었다. 다시 말해 제국의 언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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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어, 사상어, 문화어로서의 언어적 헤게모니를 이미 획득하고 있었기에 조선

의 언어현실이란 명백히 위계화된 이중 언어의 공간이었다.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은 조선어창작/일본어 창작의 양 갈래의 선택만이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어창작에 있어서도 이미 현실에 기입된 일본어를 어떠한 소설어의 에크리

튀르로 재현해 낼 것인가가 조선인 작가가 창작의 국면에서 맞닥뜨리는 커다란 

문제였다. 이는 일본어 발화의 ‘리얼리티’의 획득이라는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

고, 순종조선어 글쓰기라는 자의식을 내던졌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소설의 모

습이기도 하다. 실제로 『文章』지와 같이 조선어에 대한 자의식이 강한 문예지

의 작품들에도 일본어의 개입은 음역, 문자의 차원에서 빈번히 이루어졌고, 신

체제 성립 이후 작품들에서는 보다 전면화된 양상을 띠었다.

   조선인 작가가 쓴 일본어 소설어의 에크리튀르는 반대로 조선/조선어를 일

본어로 제현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조선 문단의 일본어 소설은 대

부분 조선사람, 조선의 생황을 재현해 내는 서사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혁

주 이후 조선작가들의 일본어 작품들에는 1910-20년대의 일본어 소설과 다른 

양상으로 조선어휘의 빈번한 노출과 대화에서 조선어를 가타가나로 음역하는 

방식이 보편화된다.  조선작가들은 일본어로 창작을 하면서도 조선 혹은 조선어

의 번역의 문제에 고민해야 했고, 間주체적 존재로서 작가와 독자의 관계 설정

에 있어서도 혼란을 겪어야 했다. 또한 일본어 창작은 일본어가 능숙하다고 해

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애초에 조선적인 것, 조선인들의 삶, 조선의 언어

를 일본어로 재현해야 한다는 데서 문화번역이라는 언어적 이행문제가 존재해 

있다. 예컨대 작가가 '아이고'라는 조선어를 일본어로 표현하고자 할 때 이에 상

응하는 일본어의 의성어를 찾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アイゴ'와 같은 형태로 조

선어를 노출해야 할지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작가가 일본어 의성어가 아

닌 'アイゴ'를 선택했을 때, 그 단어가 유발하는 문학 내적인 의미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마련이다. 본 장에서는 장혁주를 출발로 한 이러한 문화번역으로서의 

일본어 소설에 나타난 조선어의 개입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1940년대 전반기 소설의 윤리성에 대해 문학가치론

적인 평가를 시도해 보았다.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은 친일논리에 함몰되어 

오히려 문학윤리적인 가치가 자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탐색할 가치가 없는 공간

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자명한 도덕의 문제가 아



- 169 -

니라 주체의 자율적인 윤리의 문제로 이 시기 작품들의 가치들을 탐색해 보고

자 한다. 물론 이때의 윤리성이란 대일협력의 유무라는 단일한 윤리적 잣대가 

아니다. 작품에 내재된 긴장으로서의 윤리성, 데리다가 말한 '어떠한 법칙도 없

는 곳에서만 존재하는 윤리학'으로서의 윤리성이다.  이 시기 문학은 진정한 의

미의 문학적 윤리성의 탐구가 봉쇄되었기에 작가의 윤리적 모색과 그 긴장감이 

어느 시기보다 텍스트의 저층에 강렬하게 응축되어 있었다.

   본고는 4장에서  먼저 이데올로기가 직접적으로 개입된 일제말기 중, 장편

들을 고찰해 보았다. 문학과 이데올로기의 만남에서 훼손되는 것은 문학이 아니

라 이데올로기다. 문학의 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데올로기는, 자기 완결성을 

위해 억압해야 했던 힘들이 봉합선 사이로 비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해야 한다

는 것이다. 문학은 역설의 공간을 내부에 품고 있음으로써 그 자체가 사회적 신

체의 증상일 수 있다. 본고가 김성민의『綠旗聯盟』과 같은 작품에 주목한 이유

가 바로 이 작품이 보여주는 담론과 작품의 낙차 때문이다. 이 작품은 ‘綠旗聯

盟’이라는 제목을 위시하여 ‘내선결혼’의 모티프를 주된 서사로 하여 국책문학의

주제의식을 명확히 함에도 불구하고 작품 곳곳에서 그러한 주제의식과 어긋나

는 텍스트의 균열을 드러내고, 결국 작품의 골격이 되는 서사도 ‘내선일체, 내선

결혼의 불가능’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중편소설 金士永의 「兄

弟」 이무영의 장편 『靑瓦の家』과 같은 작품들도 『國民文學』의 단편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서사의 단순성을 넘어, 여러 층위로 직조된 소설의 육체성

을 확보한 작품들이어서 본장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으론 『春秋』소재 작품들은 고찰해 보았다. 1940년대 전반기의 문학사

는『國民文學』(1941.11)의 무대로 조명되고, 따라서『國民文學』에 게재된 대부

분의 일본어 국책소설로 채워진다. 당시 조선 문단의 잡지들을 살펴보면 1941년

3월 『人文評論』, 1941년 4월 『文章』의 폐간으로 사실상 조선어 문학을 담당

할 순문예지는 사라졌으나 1941년 2월에 창간한 종합지 『春秋』가 일정부분

그 역할을 계승하고 있었다. 『春秋』에는 극소수의 국책소설을 제외하고는 임

서하의「성서」나 최인욱의「멧돼지와 목탄」와 같이 작품의 표층서사는 국책

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심층서사를 분석해 보면 오히려 표면적 서사를 배반하

는 목소리로 채워진 작품들이 적지 않다. 이근영의 「소년」과 황순원의 「그

늘」분석을 통해 밝혔듯이 암시적이나 비유적인 형태이기에 표층서사에 쉽게

노출되지는 않지만 시대와의 대결 혹은 긴장감이 내재되어 있는 작품들도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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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보인다.

   다음으로 4장 4절에서는 1940년대 전반기라는 극도로 억압된 문학의 장 속

에서 비정치성을 통해 오히려 문학의 정치성을 실천한 작품들을 고찰해 보았다.

서사의 자기반영성을 특질로 하는 이들 작품들은 그것이 허구든 사실이든 찬찬

한 어조로 일상을 이야기하며 일상 너머의 것들을 지칭하고 있다.  본고는 사소

설이라는 개념보다는 쿠메 마사오의 '심경소설'이라는 개념을 차용했다. 쿠메 마

사오는 심경소설의 연원을 자연주의의 자기고백에서 찾는 사관을 거부하고 오

히려 시라카바파 작가의 흔들림 없는 자기긍정에서 찾고자 했다. ‘자세의 안정’, 

‘입각지의 확실함’ 등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심경소설을 일제말기 신변소설들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차용한 것은 박태원, 김남천, 채만식, 이태준, 한설야, 유진

오 등의 작가들이 그려낸 신변적 이야기들이 신체제 담론으로 완전히 회수당할 

수 없는 ‘자기’의 문제를 작품의 주된 정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갈수록 심화되

는 문학의 정치적 동원과 시시각각 변해가는 세계정세 속에서 신체제담론에 포

섭되지 않는 원심력으로서 ‘자기본위’를 지키고자 하는 분투의 과정이 시시콜콜

한 이야기들을 다룬 표층서사 아래로 내적 긴장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1940년대 전반기 문학의 윤리의 측면에서 가장 문제적인 작가

인 김사량 문학의 윤리성을 논의해 보았다. 김사량은 조선과 일본의 ‘낀 주체’

로서 조선인의 실존과 윤리성을 탐색하며 내면성의 공간이 확보된 소설들을 발

표하여 1940년대 전반기 조선의 문학장 속에서 공공장에 불려나가 떠맡은 國

民文學의 윤리성과 별개로 식민지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자기모랄을 견지하려

는 문학적 윤리의 탐색을 보여 주었다. 「光の中に」는 미래가 유보된 ‘낀’ 주

체로서의 지식인의 번뇌와 자기 갱신의 서사가 어떤 한 쪽의 봉합으로 전개하

지 않음으로써 윤리적 긴장감과 독자의 공감이라는 소설적 미덕을 확보할 수 

있었다.「光冥」과「無窮一家」는 재일 조선인의 삶을 여실히 그려내며 재일 조

선인의 정체성과 재일 조선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김사량의 「天馬」는 보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윤리의 문

제를 제기한다. 현룡은 ‘일본인 되기의 불가능성’이라는 근원적인 상처가 있음

에도 무모한 길을 가려 함으로써 그는  어느 순간 윤리적인 주체로의 전화가 

가능하다. 현룡은 무모하여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파멸의 길, 다시 말해 과잉모

방의 막다른 골막까지 용감히 가 봄으로써 시대의 십자가를 진 인물이 될 수 

있다. 현룡은 김사량을 포함한 식민지인들 욕망과 좌절을 낱낱이 읽어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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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고, 자기고발을 감행하고 있는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문학장, 에크리튀르, 윤리성이라는 각각의 층위에서 1940년대 전반

기 소설을 분석해 가며, 궁극적으로는 이 시기 소설사의 총체적인 모습을 재구

해 보고자 했다. 신체제 이후 조선 문단은 작가와 지평을 공유하는 독자를 잃어

버릴 위기에 처했다. 또한 1940년대 전반기 문학장은 조선어창작/일본어 창작

의 양갈래의 선택만이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어창작에 있어서도 이미 현실

에 기입된 일본어를 어떠한 소설어의 에크리튀르로 재현해 낼 것인가의 문제가 

조선인 작가가 해결해야 할 창작의 실제 국면이었다. 일본어 창작도 조선, 조선

적인 것을 재현해 내야 하기에 조선어의 개입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문학의 윤리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1940년대 전반기는 중요한 문학장이다. 현실

적으로는 문학의 윤리성이 봉쇄되어 있었지만 텍스트의 심층에선 윤리성에 대

한 탐색이 어떠한 문학장에서보다도 강렬하게 응축되었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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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要約>

                                               ソウル大學校 博士學位 

                                               國語國文學科國文學專攻

                                               崔蕙林 

      

         1940年代　前半の小説に関する研究

 
   本論文は、1940年代前半の文学場で小説語の存在形式と倫理性の問題を追究

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本稿では、これまでの研究における問題意識と研究

の成果をもとに、より総体的な観点から1940年代前半の小説文学場をよみがえら

せたいと考えた。これまで1940年代前半の文学研究が談論のレベルにとどまり、

政治場に従属した文学場の可視的な変化にのみ焦点を合わせたとするなら、本稿

では政治場と文学場が遭遇して作り出した文場の内部における変化が何だったの

かをエクリチュール、倫理性の総点検から接近してみた。

 　1940年代前半の文学場は、朝鮮文壇の“作家なり”の根本的な問題を提起し

た。20年以上もの間維持されてきた朝鮮文壇の作家たちが感じる“作家なり”の危

機意識は政治的文学の要求に対する圧迫と言うより、自身の読者と文壇がなくな

る、これまで朝鮮文壇が蓄積してきた“作家なり”の象徴資本の消滅を危ぶむこと

にその根源を発している。新体制成立後の文壇とは、作家の期待地平に限りなく

近づく読者の喪失を意味するため、作家の創作に対する根本的な制約となった。

読者の存在こそ“社会的現象”として文学の最終的な審級だという前提のもとに作

家としての自己認識が構築された既成の作家たちに、読者、すなわち朝鮮文芸の

歴史を理解し共有する読者は作品の成立に絶対的な条件となる。言いかえれば、

作家が自身の感覚、感性に特別な注釈なく対象を描写したり叙述したりするとい

うことは、文学の創作にあって最も重要な成立条件となる。事実上、20年以上に

渡って維持されてきた朝鮮文壇の読者とは、一種の均質化された読者層だと見る

ことができ、ただ、内部の高級な読者/大衆的な読者の学力資本、あるいは文化資

本の区分けだけが朝鮮文壇に加わっただけで、作家と違う読書力、あるいは文化

伝統の中にあった読者を想像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一方で、当時東アジアに

おいて日本語は植民地であった朝鮮以外でも台湾、満州などで浮上し始めて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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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台湾は朝鮮と似た様相で日本語文学が展開されていったが、満州における日

本語は公式語として機能しただけで、文学語としては機能できなかった。

　２つ目に、文学語（エクリチュール）の存在様相だ。1940年代前半の文学場

は、朝鮮語創作/日本語創作の２つしか選択肢がなかったのではなく、朝鮮語創作

にあっても、すでに現実に書かれていた日本語をどのように小説語のエクリ

チュールとして再現するかという問題が、朝鮮人作家自身の作品の中で解決しな

ければならない創作の現実があった。また、日帝末期に日本語での創作が強制さ

れなかったと仮定しても、すでに1930年代、特に1930年代中ごろ以降に加速した

近代的文物と商品の表記としての日本語の介入が増加し、日本人との交渉もこれ

まで以上に活発化したことにより、現実を反映する意味でも小説語は日本語の介

入を考え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日本語創作の場合でも事情は似たようなもの

だった。日帝末期の作家が日本語での創作を本格化させたとしても、彼らの描写
は朝鮮語、朝鮮の人々の話が大部分であって、日本語の小説においてもどんな形

であろうと朝鮮語の介入が不可避だった。完全な日本語で翻訳していない、ある

いは翻訳されない単語や語句は文化の翻訳の不可能性を表すものであり、作家の

言語に対する自意識が最も分かりやすく捉えられる部分であって、こうしたエク

リチュールは小説の実質的な情報を提供する言語が、他者の言語、すなわち朝鮮

語であることを明白に認識させるだけでなく、エクリチュール自体がテキストの

意味を深めたり、浮彫させたりすることに役立っている。しかし、朝鮮語を活用

した日本語の専有が『国民文学』の段階にまで達せば、すでにパターン化した専
有様式になるだけで、それ以上エクリチュール自体が誘発する意味の新しさを作

り出すのは難しかった。

　 1940年代前半の文場で、文学の倫理性が再考されるべきなのは、この時期、

文学が作家の倫理的模索と緊張感が最もテキストの底辺に強烈に凝縮されている

ため、テキストの深層を読み取ることを求められているからだ。極度の制約の中

で小説の文法は、より道理にかなわず深層になるしかなかったため、単純にテキ

ストの表面ではなく、底辺にエネルギーとして凝縮されたテキストの倫理性が

1940年代前半の小説を見る際に看過されてはいけない文学的セマンティックネッ

トワークだ。探索する価値のないものとされてきた一部の国策作品も、当初の企

画から脱するのりしろを秘めている。言いかえれば、特定のナラティブを構成し

ようとする作家的“欲望”とテキストの物質性による“亀裂”の落差が存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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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に掲載された多数の作品は日帝末期朝鮮の物書きの命脈を引き継ぎ、既
成作家たちの自己指示的小説（心境小説）などは表面的には日常のささいな出来
事でテキストを埋めていっていたが、深層では強烈な倫理的緊張感を凝縮してい

る。日帝末期文学の倫理という観点から最も問題のある作家は金史良（キム･サ

リャン）だ。彼のテキストは、朝鮮と日本の“間の主体”として生きていく作家の

実存性と本質性を探し求める摸索の文学だ。彼は未来が留保された“間”の主体と

しての主人公、或は話者の煩悩と自己更新の叙事をある一方だけ封じ込めること

によって展開しないことで倫理的な緊張感と読者の共感という小説的な美徳を確

保することができたのだ。

  本稿は1940年代前半の文学場を読者共同体、作家意識、朝鮮語/日本語のエクリ

チュール、倫理性の層位によって考察し、1940年代前半の小説を総体的に見つめ

てみた。本稿は1940年代前半期の文学を『国民文学』に過度に集中した研究、作

品の表層叙事に頼って対日協力という単純な判断基準で分析しようとする論議、

そして二重語創作を見つめる凝り固まった視線に新しい参考の視点になることを

期待する。

  

キーワード : 日帝末期小説, 1940年代前半期, 文学場, '作家-になる', 地平融合,  

エクリチュール, 二中言語, 言語の位階化, ダイグルロシア, 文学の倫理, 心境小

説(自分の指示的 小説), 私小説, 『国民文学』,『春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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