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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일제 식민지시기 문학 작품을 표함한 모든 합법적 인쇄물은 검열을 거쳐야
했다.1) 물론 상식에 속하는 진술이다. 그러나, 그 검열은 구체적으로 누가 어
떤 목적과 기준에 의해 어떻게 진행하였으며 그에 대해 한국의 문학담당자들
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였던가하고 물으면, 대답은 군색할 수밖에 없다. 검열
의 존재를 염두에 둔다면, 이 시기 한국문학이란 일제의 검열과 이에 대한 한
국의 문학담당자(작가, 편집자, 독자, 인쇄자본 등)들의 대응이 얽히고 설킨
길항관계의 결과라고 인식해야 마땅할 것이다. 한국문학을 이렇게 인식하기

* 이 논문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국제워크샵 ｢일제하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의 검열에 대한 새로운 접근｣(2006년 12월 7-8일)에서 발표한 필자의 ｢식민지시기
문인들의 검열우회 유형｣을 손질한 것이다. 좋은 토론을 해주신 워크샵 발표자 및
질의자 여러분께, 그리고 자료 수집과 정리를 도와준 동국대 석사과정 조은애양에
게 감사한다.
1) 물론 아예 비합법적 출판의 길을 택한 소수의 예외가 있기는 하다. 예를 들자면
3.1운동기를 맞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쏟아져 나온 ｢독립신문｣ 류의 비합법 출
판물에 실린 작품들이다. 이런 작품들은 따로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질과 양 모두에서 아무래도 한국문학 전통의 본류를 이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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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요인들에 대해 더 살펴야 할 필
요성이 대두된다. 이 글은 이런 인식 아래, 검열에 대해 한국의 문학담당자들
이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답변의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쓴다.
검열대응은 지하출판이나 절필 등 가장 적극적인 대응방식인 검열거부, ‘합
법성’의 공간에서 검열지침의 빈틈을 활용하는 검열우회, 그리고 검열을 내면
화하는 검열 수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양적으로 풍부한
것은 검열우회이니 이에 대해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주체를 기준으로 나눠본다면 검열대응은 작품 외적 대응과 작품 내적 대응
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앞의 것은 주로 인쇄자본이 주체가 되는 방식이며,
뒤의 것은 문인들이 주체가 되는 방식이다.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성립된
인쇄자본은 점차 총독부의 이윤조정에 의해 초기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며
1930년대에 이르면 오히려 검열회피의 주체라기보다는 민간 자율검열을 조장
2)

하는 검열의 한 소주체가 된다. 2)이렇게 해서 인쇄자본이 주체가 되는 작품외
적 검열대응은 1930년대 들어 거의 사라지지만, 문인이 주체가 되는 작품내적
대응은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검열우회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작가
들의 검열 우회 시도 역시 점차 약화되어 1940년대에 이르게 되면 거의 사라
지게 된다. 그러나 1930년대까지 문인들의 검열우회 시도는 다양하게 지속되
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미 출판자본의 검열대응에 대해
3)

논의한 바 있으므로 3)이 논문에서는 문인들의 검열대응을 1930년대를 중심으
로 살피기로 한다.
작가들이 주체가 된 검열우회, 즉 작품 내적 문제에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인물, 사건, 배경, 주제, 소재, 문학적 기법, 문장의 차원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
들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각각의 경우마다 검열의 요인 뿐만아니라 다양한
다른 요인들과 겹치는 문제이기도 하다. 범위도 너무 넓은데다가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입증해야 할 문제이므로 단일 논문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단 문장 이하 차원, 또는 문장의 단순배치 차원만을 집중적으
2) 한만수, 2004 ｢식민지시대 출판자본을 통한 문학검열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31, 575-597쪽 참조.
3) 한만수, 2001 ｢식민시대 문학의 검열대응 방식에 대하여｣ 현대문학이론연구 30,
343-36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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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피기로 한다. 먼저 문장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금지되었는지를 당대의
검열지침 등을 통해 살피고, 이런 금지를 우회하기 시도되었던 다양한 기법들
을 유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글은 결국 작가들이 주체가 된 검열우회를
1930년대를 중심으로, 그것도 비교적 단순한 유형만을 다루는 것으로 연구범
위를 제한한다. 물론 많은 제한이 있는 작업이지만 좀더 본격적인 논의에 이
르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쓸 수 있었던 것’으로서의 문학
구술 문학이 쇠퇴하면서 문자문학이 융성하게 되는 것은 근대의 보편적인
현상이었지만, 식민지 한국에서 문자문학은 검열제도와 동시에 본격화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문자화를 비롯한 식민지시기의 문학장(文學場)들은 검열
장으로도 동시에 기능했던 것이다.4)4)지식인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
른 통로들이 거의 봉쇄된 식민지 한국 작가들에게 글쓰기란 ‘사회적 욕망과
명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출구’였다. 게다가 얼마 되지 않는 원고료
나마 그들의 생계를 위해 매우 절실했으며, 때로는 문명을 날리면 기자 등으
로 취업할 수 있기도 했다. 따라서 절필이라는 선택은 거의 고려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그들은 써야 했다’. 하지만, 그 글쓰기는 검열에 의해서 늘 억압
되었다.5)5)‘그들은 쓸 수 없었다.’
‘써야 했는데 쓸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그들의 글쓰기는 ‘쓰고자 하는 것’
과 ‘쓸 수 없는 것’의 긴장과 절충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의 회고들
은 그에 대한 문인들의 대응을 보여준다.
안재홍은 우리나라 언론계에 있어서 논설 잘 쓰기로 유명한 대기자이지만, 이
양반은 너무나 솔직해서 할 말을 다하고도 경무국 검열관이 트집 잡을 수 없는
6)
‘요령 좋은’ 글을 쓸 줄 몰랐다. 6)
4) 한만수, 2006 ｢식민지시기 한국문학의 검열장과 영웅인물의 쇠퇴｣, 어문연구
129, 173-198쪽 참조.
5) 식민지시기 검열은 금지와 권장의 두 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일단
금지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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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홍은 특히 광고국에서 매우 기피했던 인물이라고 조용만은 덧붙인다.
언론계에 몸담는 한 글쓰기란 매일 요구되는 직업적 노동이므로 검열이 승인
할 수 있는 글쓰기는 직업적 덕목이었다. 1930년대 인쇄자본의 입장에서 안재
홍은 바람직하지 못한 필자인 셈이며 점차 이런 필자들은 지면을 얻기 힘들
게 되었을 것이다.7)7)‘요령 좋은’ 글쓰기는8)8)인쇄자본 뿐만 아니라 집필자 자
신의 필요이기도 했다.
일제 경찰들이 눈깔을 까뒤집고 언제나 양을 노리는 승냥이처럼 우리들의 작품
을 노리고 있는 판이라 놈들의 눈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인민들의 요구에 대답하는
작품을 쓰기 위하여 항상 세심한 용의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현실의 표면, 현상의 포말(泡沫)에 사로잡힘이 없이 깊이 본질에 파고들면서 멀
리 돌려서 쓰는 방법, 비유와 해학까지 이용해 가면서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방법,
특히 말과 글에 다채로운 색채를 주어 독자들의 흥미를 끌면서 한편으로는 글백정
놈들의 눈을 현혹케 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하였다.(중략)
실상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우리들의 글을 보다 많이 부르주아 출판물들에
등장시킬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출판 활동을 놈들의 문화 말살 정책
과 살인적인 검열제도 아래에서 어느 정도 살려 갈 수 있었다. (중략)
카프 맹원들은 지구별 크루쇼크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근거리에 거주하는 맹
원들이 정상적으로 회합하여 창작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과 경험
9)
을 교환하는 카프 말단 조직의 하나였다. 9)

6) 조용만, 1988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 범양사출판부, 16쪽.
7) 주요한의 다음 회고와 대조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초창기의 일간신문은 이틀이
멀다 하고 일본 총독부에 발매금지 압수 처분을 당했고 그때마다 배달원들이 뜰
에 모여 만세를 불렀다. 만일 여러날을 지나도 압수를 아니 당하면 편집이 무능
하다고 욕을 먹게 된다. / 그러나 내가 편집국장이 될 무렵에는 회사의 방침이
되도록이면 압수를 당하지 아니할 정도에서 논설이나 기사를 쓰라는 것으로 바뀌
었다.”(1978 ｢만보산 사건과 송사장(宋社長)과 그 사설｣ 언론비화 50편 한국신
문연구소, 110쪽; 한자는 한글로 바꾸되, 이해를 돕기 위해 불가피한 것만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며 현대 맞춤법으로 바꾼다. 이하 이 시기의 문헌인용은, 문학
작품을 제외하고는 마찬가지임). 주요한과 조용만의 회고가 대립적인 까닭은 인
쇄자본의 성격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시기의 차이 때문이다. 주요한은 1920년대
초반에 대해, 그리고 조용만은 1930년대에 대해 각각 회고하고 있다.
8) 김동인은 이를 ‘암시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김동인, 1946 ｢지난 시절의 출판
물 검열｣ 해동공론 ; 김치홍 편, 1984. 김동인 평론선집, 삼영사.
9) 한설야, 1959 ｢정열의 시인 조명희｣, 황동민 편, 조명희선집 소련과학원 동방도
서출판사, 5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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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작가들이 집단적 창작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중요한 동력 중의 하나
가 검열이었다는 것이다.10) 검열기구만 조직적으로 검열활동을 했던 것이 아
10)

니라 피검열자 역시 검열우회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조직적 대응을 했음은
11)11)

주목할 만하다.

카프처럼 조직적인 대응까지는 아닐지라도 당대 문인들은

이런저런 자리에서 검열우회 수법에 대해 논의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개인 또
는 집단적으로 개발된 ‘부드럽고도 강한 문학상의 전략전술’(검열우회 방법)들
은, 공유되고 전파되어 점차 유형화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 기법들 중에서 검
열당국이 인지한 것은 추가로 금지하게 되었을 터이며, 검열당국이 계속 눈치
채지 못하거나 묵인한 것은 일종의 문학적 기법이나 경향으로 정착되어 갔을
12)12)

것이다.

종합해보자면, 이 시기 작가들은 ‘쓸 수 없는 것’을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하고 공유하게 되었는데, 인쇄자본은 이 검열우회를 거
부하거나 성공하지 못한 작가들을 지면에서 배제함으로써 우회기법의 전파를
돕게 되었다.
결국 식민지시기 한국문학(‘합법적’으로 출간된 모든 간행물)은 ‘쓴 것’이라
기보다는 ‘쓸 수 있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작품들은 검열당국의 ‘금지
13)13)

와 권장’,

그리고 저작자들이 쓰고자했던 ‘지향’이 충돌ㆍ절충ㆍ수용되는 결

과라고 인식해야 한다. 이 세 요소 중에서 우리가 현재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
는 것은 ‘쓸 수 있었던 것’, 즉 작품들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이며 나머지 둘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작자들의 ‘지향’은 확인하기 어려우니만큼 먼저
10) 사회주의계열의 담론들을 집중적으로 검열하였음을 감안할 때, 그 개연성은 충
분히 인정할 수 있다. 조명희는 1928년 소련으로 망명하므로 주로 1920년대에
대한 회고이다.
11) 널리 알려진 대로 1920년대 말 김기진과 임화의 대중화논쟁에서도 검열의 통과
가능성에 맞추어 작품의 수준을 조정해야 할 것인가는 핵심적 쟁점 중 하나였
다.
12) 한만수, 2006 ｢1930년대 검열기준의 구성원리와 작동기제｣ 한국어문학연구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79-309쪽 참조.
13) 검열의 ‘권장’이란 단순히 검열기준에 나열된 것들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
양론 신체제론 국민문학론 오족협화론 등 일제가 개발, 유포한 지배이데올로기
들을 포괄한다. 최근 파시즘논의 등을 통해 식민지 말기 일제의 권장담론과 한
국작가들의 관련양상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바, 이는 그동안의 민족주의적 연
구경향을 수정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검열의 금지와 권장 중에서 권장에 대
해서만 살피는 역편향 또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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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와 권장’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 결과와 ‘쓸 수 있었던
것’으로서의 현존 텍스트를 겹쳐 읽으면서 ‘지향’의 윤곽을 짐작해나가자는 것
이다. 필자는 ‘금지와 권장’ 중에서 ‘금지’에 해당하는 것의 일부를 정리한 바
14)14)

있으니,

이 글에서는 그 우회사례들을 1930년대 작가의 경우를 중심으로 유

형화해보겠다.

3. 검열 우회의 유형
그렇다면 이런 금지규범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 작가들이 고안해냈던, 소위
글쓰기의 ‘요령’이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우유, 해학, 풍자, 은유, 환유, 상징
등의 이중어법들을 손쉽게 떠올릴 수 있겠고, 좀더 나아간다면 인물 설정, 시
대적 공간적 배경 등과도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겠거니와, 이 글에서는 일단
범위를 축소하여 살피기로 한다.15) 문장 차원을 중심으로, 필자가 지금까지 찾
15)

아낸 것만을 대상으로, 작가들의 검열우회를 유형화해보자면, 금지어 바꿔 쓰
기, 나눠 쓰기, 상호텍스트성의 활용, 반어적 방식 등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것은 금지어를 나열하고 이에 따라 검열하는 부분주의 검열에 대응하는 우회

14) 한만수, 2006 ｢1930년대 검열 기준의 구성원리와 작동기제｣ 앞의 글.
15) 내년 중 발간될 최경희의 저서는 작품에 나타난 검열우회나 검열효과에 대해 집
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져 있다(붉은 잉크 아래에서: 일본의 식민지 검열과
근대한국문학의 형성; Kyeong-Hee Choi, Beneath the Vermilion Ink: Japanese
Colonial Censorship and the Making of Modern Korean Literatur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forthcoming 2008). 필자 역시 관련 논문을 발표
한 바 있다(｢식민지시기 한국문학의 검열장과 영웅인물의 쇠퇴｣, 2006 어문연
구 3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73-198쪽; 2006 ｢1930년대 ‘향토’의 발견과 검열
우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0, 392-396쪽; 2006 ｢강경애 ｢소금｣의 복자 복원
과 검열우회로서의 ‘나눠쓰기’｣ 한국문학연구 31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69191쪽). 한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검열을 연관 지은 한 논문도 참조할
수 있다. 즉 ｢돈키호테｣는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검열지침에 충실하다가 비교적
검열관의 시선이 누그러지는 후반부에 비판적 어구를 집중시키는 전략, 풍자나
암시의 전략, 미친 사람(돈키호테라는 인물 자체부터가 그 단적인 보기이다)이나
동물의 입을 빌리는 전략, 미지의 세계를 상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전략 등 다양한
검열우회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나송주, 1999 ｢세르반테스 소설과 종교재판
소의 검열｣ 서어서문연구 14 한국서어서문학회, 354-3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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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방식이며, 나머지는 주로 맥락주의 검열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부분주의 검

열은 기계적인 적용이었으니 이에 대한 우회를 추출하는 것도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맥락주의적 검열의 우회는 검열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
니 좀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며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1) 금지어 바꿔 쓰기
17)17)

검열 세부지침은 사용할 수 없는 단어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

서 이 단어들을 어떻게 바꿔 써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문인들은 많은 고심을
하였다고 술회한다.
문구 문구의 세세한 취체 방법을 보더라도 대체 ‘일본’이라는 말을 쓸 권한이
없고 ‘내지’라 쓰지 않으면 안 되며, 서력의 연수를 못 쓰며 ‘명치 대정 소화 혹은
황기’의 연수를 써야 한다. 물론 ‘왜’자는 엄금이다.

어떤 젊은 소설 작가가 이것을 조롱하는 의미로 ‘일로전쟁’을 ‘내로전쟁’이
18)18)

라 쓴 일이 있었다.

김동인이 나열하는 금지어는 당대 검열기준의 금지어 목록과 거의 일치한
19)19)

다.

식민지시기의 금지어를 작가는 해방 이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

16) 한만수, 2006 ｢1930년대 검열 기준의 구성원리와 작동기제｣ 앞의 글, 279-309쪽
참조. 물론 부분주의와 맥락주의 검열은 분리된다기보다 상보적으로 작동되었으
므로, 그 우회 역시 둘 중의 어떤 하나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17) 1939 ｢편집에 관한 희망 및 주의사항(1)｣ 조광 5권9호, 158-160쪽(｢도서과 주
최 문인간담회｣ 題下 기사: 이하 “주의사항(1)”로 약칭); 1939 ｢편집에 관한 희
망 및 주의사항(2): 이하 주의사항(2)로 약칭｣ 최준, 단기4293년 한국신문사
일조각, 309-310쪽 참조.
18) 김동인, ｢지난 시절의 출판물 검열｣, 앞의 책, 556쪽.
19) 김동인의 회고는 과장의 기미가 좀 있지만, 금지어에 대한 회고는 대체로 사실
과 부합된다. 특히 대중적 잡지에 공개되어 당시 일반에 널리 알려진 위 ｢지시
사항(1)｣보다 오히려 김동인의 회고가 더 자세하게 금지어를 나열한다. 단지 김
동인은 “왜(倭)자는 엄금”이라고 하였지만. 위 ｢지시사항(2)｣에는 “단 적(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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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그러니 당대 문인 대부분은 이 금지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 쓸 수
밖에 없었을 터이다. 단어에 대한 제한은 개념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지며, 이
런 단어들을 금지어로 규정한 검열권력의 의지는 자연스럽게 피검열자에게
전달되어 사고와 상상의 근본적인 제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금지어란 단순
한 단어차원의 금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인이 금지
지시를 그대로 수용했던 것은 아니며 이를 우회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적
지 않다. 이러한 금지규정과 그 우회의 시도들을 시간, 공간, 인간의 셋으로
나누어 살피기로 하자.
(1) 공간적 금지어와 그 우회
금지어 목록 중 공간과 관련되는 단어들은 독립국가로서의 조선을 부정하
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합방 직후 조선신문들에서 조선을 독립국가로 상
정하는 제호들을 모두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에서 그 시초를 보인다. 즉 ｢대한
신문｣은 ｢한양신문｣으로, ｢황성신문｣은 ｢한성신문｣으로, ｢대한매일신문｣은 ｢매
일신문｣으로 각각 제호를 바꾸도록 하였다.20) 국가의 개념이 완전히 삭제되는
20)

대신 특정 지역성만이 남게 되는데, 이는 일본 제국이라는 전체 속에서 재배
치되는 지역성이다. ｢한양신문｣ ｢한성신문｣들은 ‘조선의 신문’이 아니라 단순
히 ‘조선어 신문’이, 즉 ‘조선 사투리’로 된, 일본 제국의 한 지역 신문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검열이 국토와 국호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재배치
한 이후 신문제호의 ‘한양’ ‘한성’ 등은 일본 제국의 한 지방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국토의 상상에 대한 금압이란 강제합병 초기부터 강제되어 식민통치 기간
을 통틀어 지속되었는데, 이 검열지침에 대한 검열우회 사례로서21) 이태준의
21)

장(將) 왜(倭) 등 적당한 자구는 무방함. 그리고 임진왜란에 관계없는 구(寇)의
자(字)는 사용하여도 좋음”(3-가-7)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소 어긋난다.
20) 신문의 제호는 대부분 공간성과 시간성의 결합으로 이뤄진다. 그 중에서 시간성
이란 정기적 발행주기를 표상하므로 일본신문과 조선신문의 변별성은 공간성에
서만 비롯된다. 바로 그 핵심적 변별성을 삭제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21) 이승희가 지적하는 대로 1920년대 아일랜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바(2006 ｢조
선문학의 내셔널리티와 아일랜드｣; 민족문학사연구소기초학문연구단 탈식민의
역학 소명출판, 283-290쪽 참조), 이 역시 조선의 국토성 박탈이라는 검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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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1939년)을 주목할 만하다.
나의 고향은 어대냐?
윤건은 심사가 울적할때마다 보든 책을 다다미우에 집어내던지고 그리운곳을
톱파보군하였다.
함경북도 배기미냐 서울이냐 철원이냐 그저막연하게 조선땅이냐 그러면 배기미
나서울이나 철원에 누가나를 기다리고 잇느냐 아모도업다 배기미갓지도 안타 서울
도 철원도아닌것갓다.
그러나 그는 이말 테 엿달어 ｢조선땅이 아니다｣라는말은 해본적이 업섯다.
｢어서 졸업하고 조선가자｣ (중략)
그래서 오늘은 막연하나 내 고향산천임앤틀림이업는 조선을 향하여 동경을
22)
난 것이다. 22)
｢내고향은 철원도 아니요 배기미도아니요 서울도 아니다. 부산부두에 발을 올려
듸ㅅ는 부터 내고향이다.(중략)｣
윤건은 찻속이 좁고갑갑한듯이 땀에절은 학생복저고리는벗어걸어노코 사쓰바람
23)
으로 몃번이나 승강대에 나와서 날러 가는 이국의 밤경치를 내다보군 하엿다.
23)

함경북도에서 부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모든 지역들은 ‘내 고향이 어디냐’를
따지는 길고 긴 논의를 통해서 ‘조선’으로 뭉뚱그려진다. 물론 고향 논의나 ‘조
선’이라는 용어 자체는 검열의 금지사항이 아니다. ‘조선’이 ‘제국’의 한 지역이
되었으니 부산 배기미 서울 철원 등 조선의 지역들 역시 제국을 구성하는 지
역들일 뿐이다. 하지만 인용문의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 ‘이국의 밤정취’라는
표현을 만나면 사정은 반전된다. ‘이국’이란 물론 일본을 가리키는 것이니, 일
본을 ‘이국’으로 호칭함으로써 조선은 당연히 ‘고국’ 또는 ‘모국’이 된다.24) 조
24)

선에 국가성을 재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검열지침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을 공간적으로 우회하려는 한 사례로서도 의미 있다.
22) 이태준 ｢고향｣, ｢동아일보｣, 1931년 4월 21일자.
23) 위 신문, 4월 22일자.
24) 일본에서는 국내의 각 지방 또한 ‘쿠니(國)’로 표기하므로 일본어로 ‘異國’이란
일본 내의 다른 지방을 가리키기도 한다. ‘異國’이라는 기표는 같지만 한국어와
일본어의 기의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일본인(또는 일본어에 익숙한) 검열관이
라면 이 대목에 대해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당시의 검열은
대체로 신문은 일본인 검열관이, 잡지는 조선인 검열보조원이 주로 담당하였으
므로, 두 언어의 이런 기의의 차이가 검열과정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불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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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지만, 길고 긴 고향 논의로 검열관의 주의력을 분산시켰으며, 특히 “이
국의 밤경치”라는 일종의 連語法을 구사하여 빠져나가고 있다.25) 설혹 ‘이국’
25)

이라는 표현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이미 “부산부두에 발을 올려 딛는 때부터
내 고향”이라는 진술만으로도 일본과 조선 전체를 따로 분류하는 효과는 일
정 부분 발생한다.26) 조선이 ‘고향’이라면 일본은 ‘타향’에 불과하게 되므로.
26)

또 이태준의 ｢패강냉｣(1938년)에서는 ‘일본어로 글 쓰는 사람’이라는 뜻을
‘동경가 글쓰는 사람’이라고 표기한다. 부분주의 검열에 따르면 ‘일본어로 글
쓰는 사람’은 ‘국어로 글 쓰는 사람’이라고 표기해야 하며, 또한 맥락주의 검열
에 따르면 일본어 글쓰기를 비판하는 것이 되어 명백한 삭제대상이므로, 이
둘에 의한 삭제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표현이다. 즉 사용언어 대신에 글 쓰
는 장소로, 그리고 ‘일본’ 대신에 ‘동경’으로 바꿔놓은 이중의 환유를 통해 검
열을 우회하는 것이다.

한흑구는 ｢祖國｣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으나 검열을

의식하여 ‘故×’으로 바꿨다고 회고한다. “요행히 通過를 하면 <故鄕>이라고 읽
든지 <故國>이라고 읽든지, <祖國>이라는 이미지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通過가 되었다”는 것이다.27) 심훈 역시 ‘故國’이라는 단어를 삭제 당하자
27)

28)28)

‘故鄕’으로 바꾸어 놓기도 했다.

이렇게 국토가 억압됨에 따른 대리보충물로

25) ‘이국’은 한자병기가 없이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다. 이태준의 작품이 일반적으로
그러하지만 이 작품에서도 ‘전장(戰場)’, 개화당(開化黨)‘ ‘해수애(海參)’, ‘배기미
(梨津)’, ‘미끼(佴)’, ‘선행지(先行地)’ ‘산스이(撒水)’
‘인상(人相)’ ‘공석(公席)’,
‘마작(麻雀)’ 등 웬만한 단어는 모두 한자를 괄호 속에 병기하였으며 ‘八十전’처
럼 아예 한자로만 쓰고 있음과 대조적이다. 한글은 한자보다 시각적 이미지가
약한 만큼 이 단어에 주목하게 될 가능성이 약해지므로 검열통과의 가능성을 높
인다. 이같은 한글과 한자를 선택적으로 표기하는 방식 뿐만아니라,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한글에 익숙지 않은 일본인 검열관의 독해를 방해하는 검열우
회방식도 있었다고 최경희는 말한다(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국제워크샵
토론 중). 물론 최경희의 진술은 주목되는 것이지만 해당 텍스트를 일본인 검열
관이 검열했는가에 대한 실증작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연구결과의
발표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26) 일부가 삭제되더라도 나머지만 가지고도 메시지를 일정부분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배치인 바, 특히 연재소설에서 21일자와 22일자로 나뉘어 배치되어 있음
은 주목할 만하다. 뒤에 살피게 될 검열우회를 위한 ‘나눠 쓰기’의 한 보기이다.
27) 한흑구, 1974 ｢파인과 최정희｣ 人生散文 일지사, 146-155쪽 참조.
28) 심훈, 시 ｢武藏野에서｣; 2006 그날이 오면, 차림출판사, 영인본 137쪽. 이 사실
은 최경희교수가 처음 발견하여 알려준 것이다. 심훈은 이 시가 포함된 심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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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향이 발견되고 유포된 측면이 강하므로, 조선에서의 고향이란 단순하게
‘전근대’라거나 ‘제국의 주변부’로서의 성격만 지니는 것은 아니며 ‘국토’의 은
유로서 성격까지를 띤다.29)

29)

이밖에도 국가성 박탈에 대한 우회시도는 다양하게 발견된다. 당장 앞의 인
용문에서 김동인이 회고하듯이, ‘日露전쟁’이라는 권장어를 ‘內露전쟁’으로 바
꿔 쓴 작가가 있다. 이는 검열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검열을 야유
하는 전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내지’와 ‘러시아’의 전쟁일 뿐, 일본제국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는 조선과는 관련이 없다는 인식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 또한 이기영은 ｢고향｣(1933-34년 연재)을 집필하면서 ‘일본’이나 ‘일본말’
이라는 용어를 써야 할 경우에 ‘일본내지인’ ‘일본내지어’라는 말을 썼다고 한
다.30) 금지어인 ‘일본’과 권장어인 ‘내지’를 붙여 한 단어로 묶음으로써 검열을
30)

우회하고자 했던 것이다. ‘일본내지’는 위에서 살핀 1939년의 금지어 목록에
새로 추가되어 있는 바, 이는 이기영 등이 ‘일본내지’라는 말을 만들어내자 검
열당국이 새로 금지어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31)

31)

가집을 1932년에 검열받았으나 삭제가 너무 많아 출판을 포기하고 나중에 언젠
가 출판할 기회가 있을 때에 대비하여 손질하였으므로, 이 손질은 1932년 이후
의 것이다.
29) 물론 고향담론이나 향토담론의 형성이란 검열의 요인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한만수, ｢1930년대 ‘향토’의 발견과 검열 우회｣, 앞의 글,
392-396쪽 참조.
30) 김홍균, 2000 ｢최초공개 민촌 이기영의 자전적 수기 태양을 따라｣ ｢월간중앙｣
(10월호), 87쪽. 실제로 일제 검열당국은 이런 식으로 조합한 용어를 쓰지 말라
고 경고하고 있다. “내선관계 문자의 사용에 있어서 일본 내지(內地) 일본내지
인 동경유학생 등 마치 내지를 외국과 같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온당
치 않으므로 주의할 것”, ｢편집에 관한 희망 및 그 지시사항(2)｣, 계훈모, 위의
책, 1294쪽.
31) 이기영은 마치 자신이 만들어 쓴 말인듯이 회고하고 있지만 식민지시기 신문들
에는 ‘일본내지’ ‘만주내지’ ‘조선내지’ ‘몽골내지’ 등의 용어를 이미 이기영 이전
에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고모리 요이치에 따르면 자신의 고향인 홋
카이도에서도 일본 본토에 대해 ‘내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동경대
동양문화연구소-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공동 학술대회 “근대 동아시아의 검열
ㆍ출판ㆍ문학”, 2005년 1월 29일 동경대, 토론내용 중). 이로 미루어 ‘내지’(또는
‘외지’)라는 용어는 식민지 동화정책과 차별정책의 교묘한 결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8

韓 國 文 化 39

․

또한 영화 ｢두만강을 건너서｣ 역시 ｢사랑을 찾아서｣로 고친 뒤에야 영화
상영을 허가받았다.32) ‘두만강’을 건너면 만주, 간도 등 해외독립운동의 기지로
32)

이어지므로 이를 검열한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염상섭은 ｢묘지｣(나중에
｢만세전｣으로 제목 바꿈)에서 ‘일본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대로 검열에 통
과되기도 하였다.33) ‘국가’가 ‘향토’로 대체되는 데에서 보듯이 공간적 검열우
33)

회의 결과는 대체로 정치와 미학의 혼융으로 나타나는 바, 이 혼융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기원이 점차 잊히면서 정치의 미학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34)

34)

이런 현상을 감안한다면, 식민시대 문학에서 금지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경우 외부적 요인에 의해 상징성을 부여받는 경향이 강하며, 따라서 늘 검열
의 존재를 의식해야 마땅할 것이다. 예컨대 어둠과 겨울의 이미지, 그것과 맞
서는 밝음과 봄의 이미지, 빈번하게 등장하는 ‘고향’이나 ‘땅’에 관한 ‘향토 서
35)35)

사’들은, 대체로 이런 금지어 바꿔쓰기와 유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런

식의 독법은 해석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지만, 적어
도 당대적 맥락 속에서 작품을 해석할 때라면 ‘해석의 다양성’보다는 검열의
맥락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금지어와 우회어를 중심으로, 이런 단어들이 과연
그 시대에 사회적 상징으로 굳어진 것인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폭넓은 자료조사를 거쳐 시기 별로 금지어 목록을 작성하고, 그 우
회어들 또한 목록화하여 살펴야 할 것이다.
32) 조용만, 1988 19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 범양사출판부, 256쪽.
33) 신생활 8(1922년 8월호), 160쪽. 이 책의 표지에는 ‘검열제(檢閱濟)’ 도장이 찍
혀있지만, ‘일본놈’ 대목에는 삭제 도장은커녕 예비검열의 흔적인 붉은 줄조차
없다. ‘일본인’도 아니고 ‘일본놈’이라는 비칭을 썼는데도 그대로 넘어갔으니 이
는 검열관의 실수였을 가능성이 크다.
34) 1930년대 소위 향토적 서정소설들이 대거 나오는 바, 이를 검열과 관련지어 살
필 필요성이 있다. 한만수, ｢1930년대 ‘향토’의 발견과 검열 우회｣, 앞의 글 참조.
35) 다음과 같은 진술은 이와 관련하여 시사적이다.
“수년 전에 기독신보에서는 “신춘”이라는 사설로 발매금지를 당하였다. (중략)총
독부 검열관리는 골이 나서 ‘허 신춘, 소생. 움 이 놈아, 총독부에 반대하려고,
움, 민중을 선동해서 새 나라를 세우려고…, 경칠 자식 같으니…’하고 소리를 지
르고 그 발행을 금지했다.” 다니엘 파이페, 3.1운동의 진상; 김근수, 1992 한
국잡지사연구 한국학연구소, 4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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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30년대 말에 이르면 검열당국의 세부지침에서 부분주의와 맥락주의
를 병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부분주의적 검열
을 회피했다 하더라도 다시 맥락주의에 의해 검열 받는 것이니, 이 둘을 모두
회피할 수 있을 때에만 활자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930년대 말
작품의 경우 작품 자체의 문맥으로만 볼 때는 상징성을 명확하게 포착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경우라 하더라도, 검열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였을 때 검열우
회의 수단이 점차 상징으로 굳어진 것인 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야 할 것
이다.
(2) 시간적 금지어와 그 우회
금지어 목록 중 시간과 관계되는 것 역시 조선의 독립국가로서의 성격을
지우는 데 집중된다. ‘독립기원 또는 단군기원 등을 사용한 기사’를 ‘조선통치
36)36)

를 부인하는 기사’의 항목 아래 나열한 세부지침은 대표적 보기이다.

그 대

신에 일본 연호를 사용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 육갑(육십갑
자) 연호를 사용한 문인들도 꽤 있었다. 예컨대 이태준은 단편 ｢패강냉｣(｢삼
천리문학｣, 1938년 1월호)에서 “乙丑 11月 初8日”이라고 탈고일자를 밝히고
있으며, 이태준단편집(학예사, 1941년) 서문에서도 역시 육십갑자를 사용하
고 있다. 박세영의 시집 山제비(중앙인서관, 1938년), 이기영의 장편 고향
(한성도서출판부, 상권, 1937년)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품의 탈고일자나
저자 서문의 경우에는 육십갑자를 사용하고 있다.37)

37)

한편 검열권력은 신문지법 간행물에만 “時事”를 다루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이런 현재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 역시 ‘쓸 수 있는 것’으로의 이행을
불러왔다. 이와 관련하여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임화(｢조선신문학사, 1939
~40년 조선일보 연재) 양주동(조선고가연구, 1942년 박문서관; ｢여요전주｣,
36) 총독부 경무국, 1930 ｢조선문간행물행정처분례｣ 조선에 있어서 출판물개요,
85-131쪽; 계훈모, 앞의 책, 1292쪽에서 재인용. 이밖에도 위 ｢주의사항(2)｣를
비롯한 여러 세부지침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37) 그밖에 심훈은 영화 제목 ｢어둠에서 어둠으로｣를 ｢먼동이 틀 때｣로 바꿨다고 한
다(조용만, 앞의 책, 265쪽). 민족의 암담한 처지를 암시한다는 지적을 받고 수
정을 요구받자 아예 어둠 대신에 밝음으로 바꾼 것이다.

240

韓 國 文 化 39

․

1939-40년 동아일보 연재) 등 쟁쟁한 평론가들이 현장평론 대신에 문학사 서
술이나 고전문학 연구로 이행해갔음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정다산 작
고 100돌(1936년)을 기념하여 그를 기리는 문집이라거나 실학파 문집들이 대
거 발간되고, 경성제대 조선어문학부 출신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언
론들이 조선학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이 시기 들어 조선학 연구가 붐을 이루
었다는 사정도 있긴 하지만, 검열의 강화에 따라 현장비평에 어려움을 느낀
문인들이 고전문학 연구로 이행해간 측면도 있다고 볼 것이다.
시간적 검열우회는 주로 과거로의 회귀로 나타나는 바, 현재적 문제에 대해
검열이 집중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고려말기의 충신
전사를 칭찬하는 문장으로서 병합이후 제작기술하여 병합전후의 상황에 비유
하려하는 기사”를 ‘조선통치정신에 배반되는 기사’의 항목 아래 배열한 위 ｢주
의사항(2)｣은 이방식의 검열우회가 존재했음을 역으로 입증한다. 이렇게 초기
에는 검열우회의 한 방식으로 선택된 과거 회귀는, 이후 尙古的 미학을 형성
하거나 학문적 글쓰기의 관례로서 ‘탈정치성’이라는 관념을 강화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38)

38)

(3) 인명의 금지와 그 우회
검열 당국은 특히 특정한 이름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다. 위 ｢지시사항(2)｣
만 보더라도 2-가, 2-나, 3-가의 항목들은 거의 모두가 특정한 인물에 대한 금
지이다. 또한 민영환 최익현 안중근 이준 황현 손병희 강우규 등 11명의 경력
과 함께 그들의 유언이나 그들에 대한 추모문 중 압수당한 것 등을 묶어 아
39)39)

예 한 권의 내부 참조 도서를 간행하고 있음은 그 대표적인 보기이다.

이처

럼 명문화되어 있진 않더라도 마르크스 레닌 김구 신채호 등 금지어로 보아
야 할 인명들은 숱하게 많은 바, 주로 해외독립운동 특히 사회주의운동 세력
40)40)

에 집중되었을 것이다.

38) 별도의 글로 다뤄야 할 문제이지만, 식민지시기 ‘시사’에 대한 억압은 이 시기
저작가와 언론들이 조선학에 대한 집중적 관심을 보이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
며, 또한 이후 한국의 학문연구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과거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 경향의 한 원인으로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론한다.
39) 조선총독부 경무국, 소화9년 불온간행물기사집록(조사자료 제 3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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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술 대상이 되는 이름들만이 아니라, 필자들의 이름 역시 주요한 검열의
참조사항이었다. 예컨대 서재필의 글이 전문삭제 당했는데, 삭제 사유는 “글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글 쓴 사람의 이름이 불온하다는 것”이었다고 한다.41)
41)

누가 쓴 글인가에 따라서 검열관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비단
검열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행정적 효율화라는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내용과 관련 없이 특정한 문화적 맥락을 이미 획득한 필자의 이
름이 게재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독자들에게는 일정한 정치적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데다가, ‘불온인물’의 경우 집필도 거론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기억에서
삭제함으로써 다른 작가까지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이
로 미루어, 아직 실물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검열당국이 블랙리스트를 만들
어두었음은 거의 확실하다.42) 일본의 경우 블랙리스트 제도가 있었으며, 집필
42)

자 및 제목을 검열당국과 인쇄자본이 사전 협의하는 내열(內閱) 과정에서 이
43)43)

리스트가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는 점은 그 방증이 된다.

이런 블랙리스트에 대해 작가들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겠지만, 우회 노력도 발견된다. 먼저 거론금지 대상에 대해서
는, 이름을 바꿔 부르거나 교묘한 방식으로 감추기도 하였다. 예컨대 이태준은
단편 ｢패강냉(浿江冷)｣에서 “각하-안- 산-진 수궁처……임흠정- 가고옥-역난
위를……”이라는 한시를 인용한다.44) 작중 상황에서 소리 내어 읊는 것으로
44)

40) “형사피고인 범죄인 또는 사형자(死刑者)를 구호상휼하거나 또는 범죄를 선동하
며 혹은 곡비하는 기사”(｢조선문간행물행정처분례｣, 위의 글), “사상범인 국외불
령운동자 등의 행위를 과대하게 보도하는 등 암암리에 공산 혹은 민족주의를 선
동하는 것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언문신문지면개선사항｣, 위의 글) 등
의 규정은 주로 이를 의식한 것이었다.
41) 최승만, 1985 나의 회고록 인하대학교 출판부, 286-287쪽 참조.
42) ｢각도 고등경찰과에서 ‘불온작가’ 명부작성｣, 동아일보, 1933년 5월 12일자(이
전거를 알려준 이승희박사에게 감사한다)이라는 기사는 이같은 추정의 주요 근
거가 된다. 또한 이기영은 월북 이후의 회고록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언급하
고 있다고 한다. 김홍균, 앞의 글, 84쪽 참조.
43) 일본의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해서는 G. J. Kasza, The State and the Mass
Media in Japan, 1918-1945, Univ. of California Press, 1988, 제7장과 8장 참조.
내열에 대해서는 한만수, 2005 ｢식민지시기 교정쇄검열제도에 대하여｣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연구 28, 147-148쪽 참조.
44) ｢삼천리문학｣, 1938년 1월호, 472쪽. ｢패강냉｣에 인용된 한시가 신채호의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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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어 있으니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당연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音借
는 무슨 뜻인지조차 전달되지 않을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다. 게다가 이태준은
다른 한시들을 인용할 때와는 달리 누구의 작품인지 밝히지 않으며 한자 표
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이례적이고도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표기는, 인용된 작
품이 신채호의 한시 ｢백두산도중(白頭山途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
면 설명하기 어렵다. 이 작품은 단재가 “독립군 양성기지를 백두산에 구축할
45)

것을 생각하고(중략) 그 답사를 겸하여 백두산을 등반” 하고 쓴 것이라는
45)

점에서 신채호의 이름을 감추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또한 임화가 언어와 문학에서 인용하는 ‘이일릿치’라는 인명은 ‘블라디미
46)46)

르 이일리치 레닌’을 가리키는 말일 가능성이 높다.

널리 알려진 ‘레닌’이라

는 이름 대신에 가운데 이름만을 따서 부르는 경우이다. 의사소통 가능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보장받고자 했던 것이다.
다음 필자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우회라면 주로 필명을 바꾸는 식으로 대응
했을 터이다. 아직 실례를 찾지 못했지만, 개연성은 충분하므로 앞으로 추적해
야 할 과제이다.47) 외국문학에서 이미 폭넓게 확인되었다는 점으로 보아도 그
47)

렇다. 예컨대 노신은 무려 2백 개에 가까운 필명을 썼는데 이는 노신이라는
이름으로 검열신청을 하면 통과가 어려웠기 때문이다.48) 세르반테스 역시 익
48)

명으로 출판함으로써 검열을 우회하고 저자가 누구인지를 추적하는 일을 어
49)49)

렵게 만들고자 했다.

45)
46)
47)

48)

물론 독자들은 누가 쓴 글이냐에 따라서 기대지평을

처음 밝힌 것은 이승수이지만 검열과 관련성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1994 ｢한국
문학의 공간 탐색1. 평양｣ 한국학논총 133, 119-120쪽). 이태준의 검열우회 사
례에 대해서는 한만수, 2007 ｢이태준의 ｢패강냉｣에 나타난 검열우회에 대하여｣,
상허학보19 상허학회, 311-340쪽 참조.
최홍규, 1983 신채호의 민족주의사상 단재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124쪽.
와타나베 나오키(渡邊直紀), ｢임화의 언어론｣, 동국대 대학원 월례발표회(2003년
12월 19일) 발표논문, 6-7쪽 참조.
예컨대 유근은 박은식이 태백광노라는 필명을 사용한 것은 검열우회를 위한 것
이었다고 말한다. 1969 ｢창간 ｢동아｣의 총감독｣ 기자 반세기(1974 재판) 서문
당, 229쪽 참조.
또한 검열관이 노신의 필체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 필명만 바꿔서는 검열우회가
불가능해지자 다른 사람에게 원고를 베껴 쓰게 해서 검열에 넣기도 했다. 노신,
1935 ｢화변문학 서언(花邊文學 序言)｣, 화변문학 5, 417쪽; 한병곤, 1996
｢노신 잡문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50-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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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하면서 독서를 시작하게 마련이고, 누구의 글이 실렸는가에 따라서 잡지
의 판매부수 또한 좌우되었으니 필명을 바꾸는 일은 회피하고 싶었겠지만, 블
랙리스트에 올라 검열불통과가 예상된다면 차라리 필명 바꾸기를 선택했을
것이다.
식민지 시기 작가들 특히 사회주의적 성향을 띤 필자들의 경우 필명을 사
용하는 경우가 많은 바, 그 중 상당수는 실제 필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상황
50)50)

에 놓여있다.

이는 같은 잡지에 같은 이름을 너무 많이 드러내기를 꺼려서

쓴 경우가 많겠고, 아호를 즐겨 쓰는 전통의 영향도 있었을 터이지만, 검열과
연관될 가능성도 있다. 영화 ｢아리랑｣의 경우 원작자를 “김창선이라는 일본인
51)

津守(쓰모리)의 조선이름”으로 바꿔서 검열을 통과할 수 있었음에 비추어,
51)

문학의 필명도 검열과 관련지어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 구체적으로 검열지침이나 표준에 금지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더라
도 검열에 걸린 단어를 고친 경우도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어둠’ ‘두만
강’ 등을 검열한 경우도 있고, 유치진의 ｢소｣도 검열에서 불허되자 어떻게 수
정해야 통과시켜줄 것인 지를 미리 검열관과 협의한 뒤 제목을 ｢풍년기｣로 바
52)52)

꾸는 등 수정하여 검열에 통과했다고 한다.

단어 수준의 검열은 주로 부분

주의에 의해 이뤄졌지만 일부는 맥락주의에 의해서도 수행되었음을 말해준다.
2) 나눠 쓰기
검열에서 저촉당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여기저기에 나눠 배치하는 방식
49) 나송주, 위의 글, 354쪽.
50) 예컨대 채만식은 널리 알려진 백릉(白菱), 백릉생(白菱生), 서동산(徐東山) 말고
도, 5개 이상의 필명(浩然堂人, 活貧黨, 雲庭居士, 北熊, 單.S)을 더 사용했다고
한다(김홍기, 1989 ｢채만식의 숨겨진 필명과 작품고｣, 선청어문 18, 424쪽). 채
만식의 필명은 검열 우회 노력과는 관련 없다고는 하지만, 당대 문인이 다양한
필명을 사용했으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홍기는 위의 다섯 필명이 채만식의 것임을 밝힘으로써 35편의 채만식 작품을
찾아낸 셈이며, 이같은 현상이 비단 채만식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터이다.
51) 조용만, 앞의 책, 254쪽.
52) 서항석, 1986 ｢나의 이력서｣, 회안 서항석전집(5). 하산출판사, 1793-1794쪽 참
조. 이는 한국에서의 내열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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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용되었다. 먼저 김동인과 이기영의 회고를 들어보자.
그런데 그때는 검열이 약간 완화된 시절이라 기언미언하면서도 이것을 그대로
검열에 넣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문 삭제였다. 생각한 뒤에 다시 좀 고쳐서 재검열에
넣었다. 즉 우선 양 절로 만들어서 설마 삭제된다 할지라도 102절만 삭제되고 101
절만이라도 살리려 하여 다시 기회를 기다려서 검열관들의 기분이 좋은 듯한 기분
을 타서 넣었더니 이번은 101, 102 두 절이 그대로 패스를 하였었다.
53)
그 윤효정씨의 원고 원본이 지금도 내 손에 그냥 있다. 53)
｢고향｣과 같이 큰 장편소설에 일본인을 한사람도 등장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선 검열에서 문제로 될 수 있었다. 천안읍내 감때거리에는 합병 직후에 제사공
장이 설치됐는데 ｢고향｣ 작품에서도 이 공장을 전면적으로 등장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공장의 경영주가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
수에 검열관놈도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 하긴 계속물인 작품의 경우라면 끝까지
읽는 과정에 일본인이 등장하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겟지만 신문사 원고지
로 30장 정도로 하루분씩 끊어서 발표하기 때문에 미처 그런 내막을 알 수 없었
다.(중략) 이런 식으로 나는 고향을 추고할 때 당국의 검열망을 뚫고나갈 전술을
세심히 생각하였다. 그밖에도 연재소설인 것만큼 그날 한 회분을 끝내는 대목의
문구를 잘 처리하여 다음날 연재분으로 넘기는 전술을 쓰기도 하였다. 이렇게 고
54)
심초사한 결과 ｢고향｣을 끝까지 검열에서 무사통과시킬 수 있었다. 54)

이들의 회고는 당대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이태준은 ｢패강
냉｣에서 다음과 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의 대사를 주인공 ‘현’에게 두 번에 걸
쳐 부여하고 있다.55) “허긴 너(‘김 군’-인용자 주)헌테나 분푸리다만……”(이
55)

태준단편집, 학예사, 1941년. 522쪽) “내가…… 김군이 미워서 그리나?……”
(위의 책, 529쪽)
비슷한 의미를 지닌, 그러나 검열에 통과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구절을 이곳

53) 김동인, 앞의 글, 앞의 책, 560쪽에서 재인용.
54) 김홍균, 앞의 글, 87쪽.
55) 이태준은 첫 발표텍스트와 그 이후의 텍스트 사이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준 작
가인 바(이병렬, 1994 ｢이태준 소설의 텍스트 문제｣ 국어국문학 111, 283-307
쪽 참조), 그 중에는 검열과 관련된 손질도 적지 않다. 예컨대 예시한 대화 역시
잡지 발표본에는 없지만 단행본으로 발표할 때 검열로 삭제된 부분들을 대신하
여 새로 들어간 대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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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곳에 나눠 배치함으로써 어느 한 군데만이라도 살아남기를 기대하는 방식
이다. 물론 작품 전개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중복을 회피하는 단편미
학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는 점, 그리고 검열로 인해 좀더 적극적인 표현들이
삭제되자 그 대신에 이 두 대사를 집어넣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면 검열을 우회하기 위한 ‘나눠쓰기’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56)

56)

또한 강경애의 ｢소금｣(1934년)의 경우는 세 번에 걸쳐서 “우리는 왜 가난
한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검열자는 그 마지막 부분만을 삭제했으며 세 번의 물음은 그대로
살아남았다. 역시 나눠쓰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57)

57)

이렇게 검열우회로서의 나눠쓰기는 문단 나누기(김동인 회고의 경우), 연재
물 처리(이기영회고의 경우), 좀더 광범위한 분산(이태준, 강경애의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이 있을 수 있다. 검열은 단지 작품의 내용 뿐만아니라 형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은 이 소략한 보기만으로도 입증된다.
3) 상호텍스트성의 활용
금지된 언술을 하고 싶을 때 저자는 흔히 검열물에서는 감추면서 검열물
밖의 텍스트와 연계해서 해석하기를 독자에게 요구한다. 즉 상호텍스트성의
활용방식이다.58) 이태준의 1930년대 이후 작품들을 살펴보자. ｢패강냉｣에서는
58)

56) 물론 위의 대사들은 자연스러운 작품의 문맥대로 나눠 배치되고 있을 뿐이며 굳
이 검열을 의식한 나눠쓰기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나눠쓰기란
작품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기대지 않고서는 검열우회의 실효를 얻기 어려우므
로, 검열과 관련 없는 단순한 분리배치와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필자로서
는 1) 의미가 거의 중복되는 표현이면서, 2) 검열불통과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
은 표현이고, 3)지면의 상당한 거리에 걸쳐 분리되어 있을 경우 나눠쓰기의 가
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그 결과 텍스트의 해당 부분과 관련
하여 삭제 개작 등 검열적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를 나눠쓰기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57) 필자는 최근 ｢소금｣의 마지막 부분 붓질 복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식실
팀과 공동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한 바, 이 복원 결과에 따르면 마지막 대목에서
그 답변이 제시된다. ｢강경애 ｢소금｣의 복자복원과 검열우회로서의 ‘나눠쓰기’｣,
앞의 글 참조.
58) 작품 내부에서 작품의 개연성에 비추어 그런 말을 할 만한 사람을 만들고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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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의 이름을 감춘 채 그의 한시 ｢백두산도중｣을 인용하면서 작품의 무대
를 평양으로 설정한다. 고구려의 패강대첩, 고려시대 묘청의 서경천도론, 그리
고 묘청에 대한 신채호의 평가('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사건') 등이 자연
스럽게 연상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작품 제목에서 대동강의 옛 이름인 ‘패강’
을 사용하고 있는 까닭은 숨겨진 신채호를 발견할 때 명확해진다. 또한 ｢영월
영감｣(1939년)에서는 ‘홍경래’와 ‘기미년’을 끌어들이는데 이 두 단어는 이 작
59)59)

품 해석의 핵심적 참조사항이 된다.

이 두 단어가 없다면, 이 작품의 작중

화자가 금광찾기에 대해 냉소적이면서도 막상 ‘금광꾼’ 영월영감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거나 심지어는 열패감까지를 보이는 까닭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작품이 역사 속에서 상호텍스트성을 찾는다면, ｢무연｣(1942년)은 현
실의 사건을 우유적으로 제시하면서60) 그 해석을 위해서 작품 밖의 맥락을
60)

상호텍스트성에 의해서 그 해석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은 물에 빠져 죽은 아들의 넋을 건지기 위해 자갈을 날라 강을 메우고
있는, ‘허황하나 인생의 얼마나 진실한 사정이기도 한’ 노파를 소개한 뒤에 이
렇게 말함으로써 매듭짓는다. “한 사조의 밑에 잠겨 산다는것도 한 물 밑에
사는 넋일 것이였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 일러는오나 모든게 따로 대세의
운행이 있을뿐, 처음부터 자갈을 날러 메꾸듯할수는 없을것이다.”61)

61)

이에 대해 한수영은 “새로운 사조(신체제를 뜻함-인용자) 앞에 맞닥뜨린
그가 자신의 전술로 선택한 ‘동의하면서 저항하기’가 갈수록 불가능해짐을 깨
달으면서 체념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읽는다.62) 그러나 그의 해석은 위 인
62)

입을 빌리는 방식도 물론 가능하다.
59) ｢영월영감｣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은, 비록 ‘기미년’과 ‘홍경래’를 지나치듯 간단하게
언급함으로써 검열을 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다른 작품들에 비한다면 직접적인
편이다. 두 단어의 문화적 내포를 아는 검열관에게 배정된다면 그대로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다. 첫 발표지면과는 달리 나중에 작품집으로 묶일 때 이 두 단어가
삭제된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이 두 단어가 서로 상당히 떨어진
곳에 배치된다는 점에서는 나눠쓰기의 한 보기이다. 앞서 살핀 이태준의 ｢고향｣
도 나눠쓰기의 또다른 보기이다.
60) 현실의 사건을 우유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토끼이야기｣ ｢복덕방｣ ｢아무 일도
없소｣ 등 이태준의 작품에서 좀더 자주 확인된다.
61) 이태준, 1943 단편집 돌다리 박문서관, 655쪽.
62) 한수영, 2004 ｢이태준과 신체제｣ 문학과사상연구회 이태준문학의 재인식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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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이 부정문으로 되어 있음에만 주목할 뿐, “처음부터”라는 단서에 대해서
는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다. 조건부 부정을 완전부정으로 성급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게다가 ‘노파’는 ‘처음부터’ 강을 메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산사태로
강줄기가 좁아들자 아예 메워 버리겠노라고 나선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도 하
다. 또한 그 노파에 대해 “얼마나 진실한 사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작품에서 ‘현’은 ‘한 사조의 밑에 잠겨 산다는 것’이 불
가피하다고 믿는 것은 아니다. ‘대세의 운행’이 없는 상황에서라면 ‘처음부터’
주체의 의지와 행동만으로는 ‘한 사조의 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일 뿐
이다.
그렇다면 ‘대세의 운행’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가 인용하는 한문학의 구절
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연｣에는 한유가 고향 반곡으로 은거하러 떠나는
친구 이원(李愿)을 전송하면서 쓴 ｢송이원반곡서(送李愿歸盤谷序)｣의 한 구절
이 인용된다. ‘때를 얻으면 나아가고 때를 얻지 못하면 강호로 물러간다’는 유
교적 출처관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또한 ｢불우선생(不遇先生)｣(1932년)에서는
유교적 출처관의 전형적 작품인 굴원의 ｢초사(楚辭)｣ 중에서 ｢어부사(漁父詞)｣
63)63)

를 인용하고 있다.

이태준의 자전적 소설 ｢해방전후(解放前後)｣(1946년)에

서 ‘현’의 선택 역시 강호로 물러가 낚시로 세월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는 1943년 절필하고64) 철원으로 은거하는 바, 이는 ｢무연｣에서 예고
64)

65)65)

된 것이면서 유교적 출처관을 실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호텍스트성과 작품의 표현을 종합해보자면, ｢무연｣의 마지막 대목은
‘대세의 운행’과 ‘자갈을 날러 메꾸는’ 노력이 결합된다면 ‘한 사조’는 바뀔 수
있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산사태로 물줄기가 이미 상당히 줄어들어
버린 작중상황은, 바로 ‘대세의 운행’을 얻은 상태를 상징한다. 즉 1942년이
출판사, 223쪽.
63) 이태준은 이 작품을 도연명의 ｢어부사｣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착각이다.
64) 완전 절필은 아니고 1944년엔 그의 유일한 일본어소설 ｢第一號船舶の揷畵｣를 발
표한다.
65) 이렇게 유교적 출처관은 과학적 세계관이나 정확한 세계사적 정세판단에 기초한
것은 아닌 대로 적어도 막연하나마 낙관적 전망과 위안을 준다는 의미는 있는
것이며, 식민지 지식인 이태준이 고전에 경사된 까닭 중의 하나는 이런 위안과
전망과 관련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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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의 운행’을 얻지 못한 상황임을 이태준 역시 분명히 인식하지만(한수영의
해석은 이 부분만을 본 결과이다), 언젠가 ‘대세의 운행’을 얻었을 때는 ‘세상
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 또한 숨겨져 있다.
어리석어 보이는 노파의 행동을 ‘진실한 사정’이라고 소개하고 이에 빗대어
자신의 심경을 모호하게 이야기하되, 독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장치로서
고전을 끌어오는 이태준의 방식은 검열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무연｣
의 검열우회방식은 암호와 난수표에 비유할 수 있다. 검열을 우회하기 위해서
일종의 ‘암호화’ 방식을 동원하는 바, 독자들이 그 암호를 해독할 수 있도록
‘난수표’로서 고전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상대를 비판하되 상대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것, 즉 ‘쓸 수 있었던 것’으로
서 식민지시기 한국문학을 인식한다면, 이런 식의 독법을 요구하는 작품은 적
지 않을 터이다. 1942년의 ｢무연｣을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면, 다른 작품에
대해서도 이런 독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1940년대 문학에서 검열우회
의 노력은 상당히 약화되지만, 있는 것만은 있는 대로 읽어주어야 하지 않겠
는가.
4) 반어적 방식
반어 역시 검열우회를 위한 유력한 방식이다. 여기서는 작품의 개연성을 활
용하여 검열을 우회하는 방식만을 간략하게 살피자. 작가의 메시지를 적절한
작중인물의 입을 빌려 발화하는 일은 소설의 기본적 작법에 해당하는 문제이
며, 어떤 경우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인물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작가의 ‘메신저’로서 설정된 인물은 검열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으므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검열 역시 근대적 행정행위의 하나이므
로 최소한의 합리성은 요구되는 바, 작품 전개상의 개연성이란 이 합리성에의
요구를 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송민호가
이광수의 ｢흙｣(1932-33년)에서 발견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맹한갑은 보통학교를 졸업했을 뿐이니까 무산대중이니 부르조아 제국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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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니 하는 말을 할 지식이 없겠는데 황기수의 증언을 보면 그런 투쟁적 언사를 하
고 부르조아 제국주의의 주구인 관리를 타도하라고 하더라니……
이것은 허숭까지 배후조정자로 이 사건에 연결시키기 위한 트릭이라, 소설 플롯
의 전개상 자연스러운 대목인데 작가는 이 대목을 이용하여 제국주의의 주구인 관
리를 타도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검열에 걸리지 않게 소설 구성의 묘를
66)
통하여 일제에 항거하려는 본심을 토론한 것이다. 66)

‘제국주의의 주구’라는 대사는 그 내용만으로 본다면 마땅히 삭제될 것이겠
지만 그렇지 않았다. 일본경관의 대사로 설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서
는 검열통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즉 작품 내적 합리성에 의존하여 검열행정의
합리성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발화의 내용은 발화자와 발화상황에 따라
서 규정되는 속성이 크다. 검열관의 판단으로는, 발화내용은 부정적이지만 발
화자와 발화상황이 긍정적이므로 삭제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터이다. 거꾸로
생각하자면 작가로서는 작품 속에 부정적 발화자와 발화상황을 만들어냄으로
써 오히려 좀더 긍정적 발화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얻는 것이다.
경관은 물론 '합법성'의 수호자이다. ‘합법적’ 인물을 만들고 그 인물의 입을
통하여 ‘비합법적’ 발언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만들어지는 반어적 상황은 검열
자와 독자를 함께 혼돈스럽게 만드니, 검열통과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흙｣의 경우는 “결론이 좋으면 문장의 도중에는 불온당한 자구의 사용이
별로 지장 없음과 같이 생각되나 잘못하면 독자의 대부분은 그 불온부분에
흥미를 가질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할 사”(｢지시사항(1)｣)라는 맥락주의 검열
규정에 의하면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대목이다. 경관의 추궁이라는 발화상황
보다는 ‘불온부분에 흥미를 가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1932년 ｢흙｣에
서 시도된 것과 유사한 우회기법들이 지속되자, 1939년 검열당국은 사후적으
로 경고를 발하기 위해 맥락주의 검열지침을 성문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이광수의 ｢흙｣에서조차 발견된다면 다른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도 그 가능
성을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할 터이다.

66) 송민호, 1969 ｢일제하의 한국저항문학｣ 조용만 외 일제하의 문화운동사 현음사,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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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오며
식민지시기 작가들의 글쓰기는 ‘쓰고자 하는 것’과 검열의 ‘금지 및 권장’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시기의
텍스트들은 ‘쓰고자 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검열과의 대
립․절충․수용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지와 권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텍스트를 중첩시키면서 ‘쓰고자했던 것’을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런 인식 아래, 당대 검열지침 중에서 주로 문장 차원에서 ‘쓸 수
없는 것’들을 규정한 내용들을 추출하고, 이에 대해 실제 작품은 어떤 식으로
우회를 시도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금지어 바꿔 쓰기, 나눠쓰기, 상호
텍스트성의 활용, 반어 등 다양한 우회가 나타났음을 당대 작품 및 작가의 회
고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 다룬 작품들 중에서 가장 시기가 이
른 ｢흙｣(1932-33년)과 가장 늦은 ｢무연｣(1942년)을 비교해보면, 검열우회의
기법은 훨씬 교묘해졌다. 이태준이나 다른 작가의 다른 작품과 비교하더라도
｢무연｣의 우회기법은 가장 교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작가의 같은 작
품이라도 후대의 판본일수록 검열우회 시도가 삭제되거나(｢영월영감｣) 좀더
약화된 표현으로 대체된다(｢패강냉｣). 물론 좀더 많은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
해야 하겠지만, 이런 정도의 점검만으로도 검열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우회
시도가 변화(고도화ㆍ약화ㆍ삭제)되는 사정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검열우회의 기법이 점차 고도화ㆍ약화ㆍ삭제된 탓에 당시의 검열관
뿐만아니라 현재의 연구자들까지도 이를 알아채기 어렵게 된다. 앞서 살핀 대
로 ｢패강냉｣에서 신채호의 암유나, ｢무연｣에서 노파의 일화와 유교적 출처관
을 연결시키는 검열우회로서의 해석이 지금껏 제출되지 않았던 것은 그런 까
닭에서였다고 추정한다. 또한 이처럼 검열 때문에 고도의 우회를 겪어야 했던
결과로 당대 작가들의 의도가 독자들에게 실제로 전달되었을 가능성 역시 매
우 낮아졌을 터이다. 1930년대 말-40년대 초반에 발견되는 일부 검열우회의
사례들은, 독자와의 실질적인 의사소통보다는 오히려 검열우회의 시도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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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남기는 자체에 의미를 두는 성격이 강하다. 독자와의 대화라기보다는 작
가의 독백에 가깝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글은 아직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훨씬 더 많은 작품을 검토하여
다른 우회기법들도 발견해야 하며, 각각의 기법들에 해당하는 작품들도 더 많
이 찾아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유형화작업 및 그 의미에 대한 논의는 진전될
것이다. 작가와 시기에 따라서 어떤 기법이 더 자주 선택되는가도 검토해야
할 터이며, 이를 통해 인쇄자본이 검열의 소주체로 전락하기 이전과 그 이후
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필 필요도 있다. 검열이 금지와 권장이라는 두 축
으로 작동되었음에도 금지에 대한 대응에만 주목하였던 점, 그리고 검열의 금
지를 수용한 경우를 점검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이 글의 한계이면서 향후의
과제라고 하겠다. 이 글은 이처럼 많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 작
업의 성격을 띤다.
(필자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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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ypes of censorship-detour by Korean writers in
the 1930s
Han, Man-soo *
67)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ethods that Korean literature used to get
around censorship in the Japanese colonial times. While examining the 1930s
during which the censorship system was settled and press capitals were
domesticated by the dominating force, I focused on the inductive method
that extracts and formalizes actual cases. As a result, I was able to discover
4 types of censorship detour as follows; replacing forbidden words, scattered
writing (a method that scatters the contents that may collide with the
censorship thereby hoping parts of it will pass), using intertextuality, and
irony. It is also significant considering the fact that irony or distributive
writing can influence the fundamental structures of work pieces.
The censorship detour in the late 1930s, compared to the early 1930s,
became more sophisticated and advanced. Part of it was due to the growing
enforcement of censorship. Trickingly using intertextuality for classic Chinese
literature is a prime example. Even the readers of that times could not
notice the using of such methods. The advanced censorship detour method
had tricked both the readers and the censorship-officer.
The writers of that times, while accepting the possibility that their
attempts may not be delivered to the readers, grew into attributing more
meaning to the actual act of recording the attempts of anti-censorship in
text than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during the late 1930s. They had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Dongg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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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peak for the future rather than the current and they were forced to
stick with 'monologues' rather than 'dialogues'.
It is certainly not easy for researchers these days to recognize that the
particular text attempts to slip around the censorship and it is even difficult
to prove it. This paper has extracted only those with clear indications of
detouring censorship by referring the works to other texts (recollection,
censorship standards, another literary works, comparing the printed copy of
the particular work, and etc) of those days. Although it would be difficult
to say that every case of this paper has been confirmed for such attempt,
many of them could be said to have adopted the idea of detouring
censorship. Such findings are the foundations in allowing one to speak about
the general trend of detouring censorship in the 1930s.

Key Words : Korean literature in Japanese colonial period, censorship,
1930s, detouring censorship, forbidden words, Lee Tae-jun,
intertextu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