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학생과 러시아문학:
조선의 1세대 노문학도를 찾아서

김 진 영

- 개요 식민지 조선의 노문학도들은 거의 전원이 일본유학생들이었고, 그들의 교
육은 동경외국어학교와 와세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일본 러시아학의 체제와
풍토 속에서 이루어졌다. 일본의 초창기 러시아인 교수들 대부분은 혁명운
동의 전력을 지닌 정치 망명객들이었으며, 그들의 성향과 교육 내용은 일본
러시아학에 나로드니키 정신의 분위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제국과 자본의
기득권에 반항하는 진보적 정신의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문학은 남의 문학
이 아닌 ‘자신의 문학’과도 같았다. 이 논문은 일본 유학 후 문필가로 활동
했던 십여 명의 초창기 노문학도를 지목하고, 그 중에서 제 1호 노문학도인
진학문과, 해외문학을 통해 러시아문학사 연구의 의미를 알렸던 이선근,
그리고 30년대의 가장 왕성했던 러시아전문가 함대훈에 대해 상세히 서술한
다. 물론 당시의 러시아문학은 유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노문학도의
독점물은 더더욱 아니었다. 어떤 의미에서 조선의 지식인 모두가 러시아문
학도였다고 말할 수 있을 그 시기에 그들 1세대 전공자들은 러시아문학을
단순히 애독하고 동경하는 것 이상의 전문가적 활동상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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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근대 일본의 러시아어 교육장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는 적을 알기 위해 러시아어 공부를 시작했
다지만, 그 결과란 아이러니컬한 것이었다. 동경외국어학교(현 동경외국어대
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한 그가 러시아문학의 영향 아래 쓴 첫 소설 뜬 구
름(浮雲)(1887)은 일본근대문학의 시초가 되었고, 1888년에 번역한 투르게네
프(Тургенев)의 단편 ｢밀회｣(사냥꾼의 일기 중 한 편) 역시 문단에 충격을
주며 일본근대소설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가 재현해낸 투르게네프의 섬세한 자
연 묘사와 아름다운 문체, 낭만적 사랑과 세대 간 갈등, 잉여적 지식인의 고뇌
는 일본 독자층의 정서를 움직였으며, 그가 전수한 투르게네프의 ‘니힐리즘’과
자유사상은 젊은 진보주의자들의 정신적 지표로 자리 잡았다.1) 비단 투르게네
프만이 아니고, 러시아문학 전반에 대해 근대의 일본은 열광했다.
일본은 메이지시대부터 러시아를 주목하기 시작하여, 유신 직후 동경과 하
코다테에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관립외국어학교가 세워졌고, 1873년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와 함께 러시아어를 전공학과로 둔 동경외국어학교
가 창립되었다. 후타바테이 시메이는 이 학교의 1881년 입학생이었다. 애초
후타바테이는 일본이 사할린 섬을 러시아 황제에게 양도한 사건(1875년)에 강
한 분노를 느낀 나머지 러시아어를 전공으로 택했던 것인데, 입학 후 러시아
문학에 몰입하면서부터 관심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2) 그 배경에는 후타바테
1) 일본의 투르게네프 수용에 대해서는 S. Nobori(1981) “Russian Literature and
Japanese Literature,” The Russian Impact on Japan, L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ress, pp. 21-32; Р. Ким(1987) Русская классика и япон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С. 21-40 참조. 한편, 일본의 투르게네프 수용이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러시아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정신과 심리적
탐구는 일본문학에 미처 흡수되지 못했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T. Mochitzuki
(1995) “Japanese Perception of Russian Literature in the Meiji and Taisho Eras,”
in J. Thomas Rimer ed. A Hidden Fire: Russian and Japanese Cultural Encounters,
1868-1926,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 18. 후타바테이 시메이의 투르
게네프 번역과 그 영향권 아래서 조선에 유입된 투르게네프 문학의 의미에 관한
최근 연구로 손성준(2014) ｢텍스트의 시차와 공간적 재맥락화: 염상섭의 러시아
소설 번역이 의미하는 것들｣, 한국어문학연구 62, 5-47쪽; 정선태(2014) ｢시인의
번역과 소설가의 번역: 김억과 염상섭의 ｢밀회｣ 번역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53, 389-411쪽 등이 주목할 만하다.
2) P. Berton et als.(1956) Japanese Training and Research in the Russian Field, LA:

이가 읽은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영향도 있었겠으나, 당시 동경외국어학교
러시아어과에 팽배했던 진보적 분위기도 중요하게 작용했으리라 여겨진다.
1874년에 부임한 레프 메치니코프(Лев И. Мечников)를 선두로, 동경외국어
학교의 초창기 러시아인 교원들은 혁명운동의 전력을 지닌 정치 망명객들이었
다.3) 메치니코프 자신은 한때 제1인터내셔널의 바쿠닌(Бакунин) 파에 속했던
사회주의

혁명가로서,

플레하노프(Плеханов),

스테프냑-크랍친스키(Степняк-

Кравчинский), 크로포트킨(Кропоткин)과 같은 쟁쟁한 무정부주의자들과 친분
이 있었는데, 동경외국어학교에 재직하는 3년간 생도들로부터 “절대적 신뢰와
인기”를 얻었다. 후타바테이가 재학하던 당시에 러시아어 수업을 담당했던 안
드레이 코렌코(А. Коренько)는 시베리아 유형을 거쳐 일본에 정착한 나로드
니키 혁명가였고, 니콜라이 글레이(Н. Глей) 역시 민중운동의 배경을 갖고 있
었다. 코렌코가 수업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편집한 러시아 시집에는 12
월당 혁명 시인들과 나로드니키 운동가들의 혁명시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
며, 그 시를 원어로 낭송하는 것이 러시아어 수업의 주요 내용이었다. 교과
과정에 포함된 독본에는 당시 러시아 내에서 금지되어 있던 급진적 내용의
문헌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연히 동경외국어학교의 러시아어 교육은 언어교육 이상의 것일 수밖에
없었다. ‘나로드니키 정신’(당시 언어로는 ‘허무주의 기질’)이 러시아어과의 지
적 분위기를 지배했으며, 학생들에게는 사회개혁의식과 자유민권정신과 반정
부사상이 전파되었다.4) 일본에서 1880년대에 나온 첫 번역물이 아나키스트
스테프냑-크랍친스키의 팸플릿을 위주로 한 정치적 선동물이었다는 사실은 이
같은 사상적 분위기의 맥락에서 이해되어 마땅하다. 최초로 번안 소개된 문학
작품이 푸슈킨(Пушкин)의 대위의 딸이었음도 원작의 주제가 다름 아닌 민
중반란(푸가초프 난)이라는 점과 함께 환기되어야 할 문제이다.5)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ress, p. 20-21. 근대 일본의 러시아어 교육에 대
해서는 같은 책 pp. 11-87; А. И. Мамонов(1984) Пушкин в Японии, М.: Наука,
С. 3-32;
(2008) 
,
:
등 참조.
3) 동경외국어학교의 초기 러시아어 교육사에 대해서는 
:
, 767-812 참조.
4) 

(1999)

(1999), 780.

5) 대위의 딸은 1883년에 동경외국어학교 졸업생인 타카스 지스케(
해 “러시아의 이상한 이야기 – 꽃의 마음과 나비의 생각에 대한 기록(

)에 의
:

1920년에 창설된 와세다 대학 노문과의 초창기 교수 역시 멘셰비키 혁명
가로 활동한 바놉스키(А. Вановский)였다. 와세다 대학은 학과 창립 이전부
터도 이미 영문과에서 러시아문학을 영어로 수업했거니와, 1923년에는 ‘로서
아문학회’를 결성하여 계간지 로서아문학연구를 발간할 정도로 문학도들의
러시아문학 열기가 본격적이었다. 원래 영문학자였던 카타가미 노부루(片上
伸)가 모스크바대학 유학 후 돌아와 창설한 노문학과는 진보적 학풍으로 동
시대 소비에트 문학과 프롤레타리아문학이론 연구에 앞장섰다. 사회주의 문
학이론가인 교수와 러시아혁명 사상에 동조하는 젊은 학생들의 분위기는 ‘러
시아문학도=위험인물’이라는 낙인을 얻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불온사상의 온
상지로 지목되던 노문학과는 30년대 이르러 탄압을 받게 되고, 결국 1937년
에 폐과되었다. 재개설된 것은 전후인 1946년에 이르러서다.6)
일본 지식인 계층이 수용한 러시아문학의 요체는 사회 현실에 대한 리얼리
즘과 휴머니즘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삶의 비애와 고통을 직시하는 가운데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향한 연민이 생기면, 그 연민의 감정은 한편으로는 부
정과 우수의 감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에 찬 혁명의식으로 발현될 수밖
에 없다. “압박받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고통, 그들의 투쟁을 열어 보여
주였다”고 중국의 노신(魯迅)은 러시아문학을 평가했다.7) 세기말 모더니즘의
초현실적 퇴폐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러시아문학이 홀연히 보여준 이 비판적
사실주의 정신의 힘과 깊이야말로 동양에서의 러시아문학 붐을 설명하는 가
장 그럴듯한 근거라고 할 수 있겠다.
근대 일본의 러시아학도들에게는 세속적 의미에서의 ‘출세’지향성이 상대적
으로 미약했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8) 일찍이 메이지기에 최초의 관비
유학생으로 러시아를 다녀온 일본인들은 러시아의 후진성에 실망을 했던 터
)”이라는 제목으로 번안되었다. 이 번안소설은 1886년에 “러시아의 사
:
,
)”이라는 제목으로 재
랑 이야기 – 스미스와 메리 전(
출간되었다.(Мамонов 1984: 38)
6) Berton et als.(1956), 40-41; 
, 769-777 참조.

(1990)

I,

:

7) Лу Синь(1954-1956)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 2, М.: Гослитиздат, С. 99.
Л. Л. Громковская(ред.)(1982) Русская классика в странах Востока, М.: Наука,
С. 4 에서 재인용.
8) 

(1999), 792-793.

였고, 본국에 돌아와서도 영어나 불어권 유학생들에 비해 요직을 차지하지 못
했다. 서구 강대국의 각축장에서 러시아는 선두주자가 아니었으며, 당연히 러
시아어를 전공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위상 또한 최상위
권일 수가 없었다. 그런 현실적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러시아를 전공 분야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그들의 관심이 입신출세나 부의 획득으로부터 한 단계 물
러서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세속적인 가치를 비교적 덜 추구하는
성향이었기에 러시아문학과 사상에 경도되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다. 러시아문학
은 제국과 자본의 기득권에 반항하는 정신의 구심점을 제공해주었고, 따라서
러일 전쟁 후 정부와 군중으로부터 괴리된 일본 지식인들에게는 “러시아문학
이 가히 자기 자신의 문학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었다.9)

2. 동경외국어학교의 조선유학생 노문학도
지금까지 근대 일본의 러시아어문학 교육장에 대해 간략히나마 일별한 것
은 그곳을 스쳐간 조선유학생들을 조명하기 위해서다. 이제 근대 조선으로 시
선을 돌리면, 1895년의 칙령으로 1896년에 설립된 러시아어학교(俄語學校)를
시초로 할 때, 국내 러시아어 교육의 역사는 12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10) 애
초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어학교와 함께 설립되었던 러시아어학
교는 1896년에 ‘관립한성아어학교’로 독립했다가, 1906년에는 다시 관립한성
외국어학교에 통합되었다. 1896년에 이 학교 교관으로 부임한 인물이 전역
9) H. Wada(1995) “Japanese-Russian Relations and the United States, 1855-1930,” in
J. Thomas Rimer ed. A Hidden Fire: Russian and Japanese Cultural Encounters,
1868-1926, p. 210.
10) 러시아에서는 1874년에 푸칠로(М. П. Пуцилло)의 노한대역사전(Опыт рус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ловаря)이 발간되었고(같은 해 프랑스어로도 발간), 1897년부터 상
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으니, 공식적인 교육의 시작에 있어서
는 한국이 러시아를 조금 앞선 셈이다. 그곳의 첫 조선어 선생은 1897년의 민영
환 사행에 동행했다가 러시아에 남은 통역관 김병옥이었다. 국내 러시아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광린(1999) 한국개화사연구, 서울: 일조각, 161-186쪽; 김욱
동(2010) 번역과 한국의 근대, 서울: 소명출판, 35쪽 참조. 조선의 첫 러시아어
교관에 대해서는 А. Хохлов(2008) “Первы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
Н. Бирюков,”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2, С. 153-160 참조.

포병대위 비류코프(Н. Н. Бирюков)다. 정치 망명가-나로드니키가 러시아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일본의 경우와는 대조적인데,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군 장교
인 비류코프는 본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러시아어를 배워도 쓸 곳이 없
다 하여 학생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자, 아어학교는 자연히 폐지되었다. 이
후 1930년에 경성제국대학에서 강좌가 열리기 전까지 러시아어 교육은 정동
의 러시아정교회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11)
러시아정교회 출신으로 러시아에 유학 간 극소수를 제외한다면, 식민지 조
선의 노문학도들은 거의 전원이 일본유학생들이다. 동경외국어학교일람 대
정 5년(1916) 학적부에는 전수과 과정 노어학과 1년생 진학문의 이름이 등장
한다. 유학생 노문학도 1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해에 역시 전수과 1년
생으로 최승만의 이름이 등장하고, 학업을 중단한 진학문은 더 이상 명단에
오르지 않는다. 당시 동경외국어학교의 학제는 본과(3년제. 문과, 무역과, 척
식과), 전수과(야간 2년제), 속성과(1년제)로 나뉘었는데, 진학문과 최승만을
포함하여 러시아어를 전공한 조선 유학생은 대부분 전수과 소속이었다. 수업
이 야간(오후 4시 반 이후 수업)인데다, 2년 속성과이고, 수업료 또한 사립대
에 비해 훨씬 낮았기 때문에 유학 온 고학생들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으리라
짐작된다.12) 1915~1941년까지의 기간 동안 동경외국어학교에서 러시아어를
11) 정동의 ‘로서아교당’에서 러시아어를 배우고 혁명기에 러시아(레닌그라드)로 유학
했던 두 인물의 이야기를 참조할 것. ｢싸베트 백악관의 13년: 경성싸베트 총영사
관 통역 김동한씨｣, 조광 3:7, 1937:7, 190-192쪽; 김서삼(1936) ｢로서아방랑기｣
1·2, 조광 2:1, 1936:1, 320-330쪽; 2:2, 1936:2, 142-151쪽. 경성제국대학의 러시
아어 수업은 서울의 러시아공사관에 재직했던(1911~1914) 백계 러시아인 치르킨
이 담당했다. 이충우(1980) 경성제국대학, 서울: 다락원, 218쪽; С. В. Чиркин
(2006) Двадцать лет службы на Востоке: записки царского дипломата, М.:
Русский путь 참조.
12) 와세다 대학의 1년 수업료가 80원인데 반해, 동경외국어학교 전수과의 수업료는
30원이었다. 동경외국어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된 동경외국어학교일람 참조. 재확
인이 필요한 부분이겠으나, 나의 1차 조사에 따르면, 진학문의 이름이 명기된
1916년(대정5)부터 본과 노어부 무역학과 3년생 정요한, 1년생
의 이름이
나오는 1941년(소화16)년까지의 일람에 기록된 조선인 유학생 수는 대략 35명 정
도다. 그중에서 전 과정을 수료하여 졸업한 학생은 전수과의 신문휴, 박대호, 김
온, 함대훈, 계대순, 노윤하, 백문익, 김예용, 최광규 등 9명에 불과하다. 김예용은
본과 문학부로 입학하였으나 중퇴, 전수과로 재입학하여 졸업했고, 무역과를 택했
던 2명의 본과생에 대해서는 수료 기록이 없다.

공부한 30여명의 조선유학생 중 번역, 창작, 평론 등으로 문단활동을 한 인
물로는 진학문(秦學文),13) 최승만(崔承萬),14) 김온(金馧),15) 이홍종(李弘鍾),16)
함대훈(咸大勳)17)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이 재학하던 당시의 일본인 교수 중 한 명이 야스기 사다토시(八衫貞
利)로, 후타바테이 시메이의 제자이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보두앵 드 쿠르
트네이(Baudouin de Courtenay)를 사사한 언어학자다. 교재가 마땅치 않던 시
절, 그는 러시아어 독본(クニーガ·ドリャ·チチェーニヤ, 1911; 八衫初等露語讀
本, 1920)을 직접 펴내 사용했는데, 기초문법을 뗀 학생들은 이 독본으로 문
학어를 익힌 후 본격적인 19세기 문학 작품의 세계에 진입했다. 언어교육의
중심에 문학이 있었던 셈이다. 한 번 강독한 텍스트는 다음 시간에 한 줄씩
돌아가며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수업 방식이었고, 야스기 교수의 ‘암창법(暗
唱法)’은 러시아인 교수 토도로비치(Д. Н. Тодорович)의 원어연극수업과 연
13) 1894~1974. 서울 출생. 호는 순성(
문에 서술.

), 초기 필명은 몽몽(

). 상세 정보는 본

), 극광(
)의 필명으로 활동. 보성중학
14) 1897~1984. 경기도 출생. 극곰, 극웅(
교와 중앙 YMCA 영어과 졸업 후, 동경외국어학교 노어학과 수학(1916~1919년 일
람에 재학생으로 등록됨), 1919년에 동경유학생 독립운동(2·8운동) 참여와 함께 중
퇴. 유학생 잡지 학지광 편집위원, 유학생 문예지 창조 동인. 귀국 후 언론인,
정치행정가(제주도 지사), 교육가(이화여자대학교 부총장, 인하공대학장 등)로 활동.
15) 본명 김준엽(
). 황해도 해주 출신. 1928년 동경외국어학교 노어학과 졸업.
해외문학연구회 동인으로, 해외문학에 체홉의 구혼(1호, 1927:1)과 백조의
노래(2호, 1927:7)를 번역 소개했다. 카프 회원. 귀국 후 러시아영사관에 근무하
다가 1935년 독일로 유학하여 의학 전공. 독일에서 세계대전을 겪으며 고국에 돌
아와 3·8선을 넘어 월남하기까지의 역경을 기록한 사선만리: 백림-모스크바-삼팔
선까지 출간(1950.3). 여자의과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납북.
16) 학적부 명 이근세. 1926년 이후 1929년까지 동경외국어학교에 등록한 기록이 있
으나, 졸업은 하지 못했다. 해외문학파 일원. 귀국 후 ‘신흥문학연구회’와 ‘극예술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월북. 1949년에 숄로호프의 고요한 동 1권(대학출판사)
을 카프 동지인 현덕과 함께 공역으로 출간했다.
17) 1907~1949. 호는 일보(
). 황해도 송화 출신. 1928년 동경외국어학교 노어학과
에 입학하여 1931년 졸업. 해외문학파. 극예술연구회 회원. 조선연극문화협회 회원
으로서 유치진, 함세덕과 함께 친일연극 활동인 ‘국민연극’ 운동을 펼쳤다. 1930년
대의 가장 왕성한 러시아통 문필가. 1931년에 고골의 검찰관을 직접 번역하여
연출했고, 이후 고리키의 밤주막, 체홉의 앵화원(벚꽃 동산)도 번역, 연출했다.
해방 후 해주에서 소련군에 체포되었다가 월남. 경찰전문학교 교장 재직 중 사망.

계되면서 공연예술로서의 러시아어문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었다. 유학생
김온이 체홉 극을 번역하고, 이홍종과 함대훈이 귀국 후 신연극운동(‘극예술
연구회’)을 펼치게 된 배후 동인으로 야스기와 토도로비치의 러시아어 수업
방식이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18)
조선 최초의 노문학도라 여겨지는 순성 진학문은 13세 나이에 일본으로 건
너가 경응의숙의 중학교와 와세다 대학 예과를 거쳐 동경외국어학교에서 수학
했다. 본인의 회고에 의하면 와세다 시절에도 이미 러시아문학이 전공이었다고
하나, 와세다의 노문학과 창설 시기는 1920년에 와서이고, 진학문은 다만 영문
학과 을(乙)과에 편성된 러시아문학 과목을 수강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
다.19) 진학문이 와세다를 중퇴하고 동경외국어학교로 재입학한 연유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는데, 일단 사립대 학비 조달이 어려웠고, 또 “도스토옙스키, 투
르게네프, 고리키에 심취”한 터에 러시아어를 속성으로 배운 후 모스크바에 유
학하려는 속셈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유학을 위한 방랑길을 떠나 당도
했던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시영 선생의 만류로 “모스크바와 러시아 문학에의
큰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시점 이후, 20년대는 언론 편집인으로, 30년대 중반
부터는 만주국 관료로 일하면서 본연의 문필 활동과는 거리가 멀어졌다.20)
소년이 창간된 1908년부터 1910년대의 번역문학 초창기에 러시아문학을
소개한 유학생들(최남선, 홍명희, 이광수, 진학문, 박현환, 홍난파, 김억 등)21)
18) 러시아어 교과내용 및 야스기 교수의 수업방식에 대해서는 

(1999), 805-808; 토도로비치의 원어연극 수업에 대해서는 같은 책, 817-818 참조.
1915~1916년 당시(진학문의 수학 시기)의 러시아어 수업 시수는 본과의 경우 주당
21~24시간, 전수과의 경우 주당 10시간이었다.
19) 진학문 연보에는 와세다 대학 영문과 입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당시 영문과 교
과목으로 편성된 러시아문학 과목들에 대해서는 
(1990), 769-770
참조.
20) 진학문(1975) ｢나의 문화사적 교류기｣, 순성진학문 추모문집, 서울: 순성추모문
집발간위원회, 72-83쪽; 최승만(1975) ｢순성 진학문 형을 추모함｣, 같은 책, 28-31
쪽 참조.
21) 최남선은 1909년 소년에 게재한 톨스토이 우화를 시작으로 하여 1910년대에는
투르게네프의 산문시 ｢문어구｣(청춘 1호)와 톨스토이의 갱생(청춘 2호, 부
활 초역)을 발표했다. ｢문어구｣는 잡지 지면에는 역자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육당
번역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병철(1975)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서울: 을유문화
사, 368쪽. 홍명희와 이광수 또한 익명으로 소년지에 톨스토이 글을 번역해 실
었다는 것이 최남선의 증언이다. 최남선(1974) ｢한국문단의 초창기를 말함｣, 육

중 진학문은 외국어문학도였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해외문학파’가 외국어
문학 전공자의 전문성과 직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이전까지, 그리고 실은
그 후에도, 번역은 해당 언어의 구사 능력과 상관없이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비교적 쉽게 시도할 수 있던 영역이었다. 시대는 새로운 읽을거리, 새로운
문학과 사상을 절실히 요구했다. 근대기의 번역이 대부분 중역으로 이루어진
만큼,22) 일본어나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세계의 문헌과 정보를 입수할 능력
이 있고, 출판계와 맥이 닿는 사람이라면 전공 분야를 초월해 너도나도 번역
자로 활동했다. 역사학도인 최남선이 톨스토이를, 동경음악학교에 다니던 홍
난파가 도스토옙스키를 국내 최초로 번역할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시대
적 배경에서다.
최남선의 소년 이후 쏟아져 나온 유학생 잡지와 일반 문예 잡지들의 중
추 역할을 하며 해외문화전수자 임무를 떠맡았던 주인공이 일본에서 유학한
청년 지식인들이었음은 두말 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동경이 “조선문학의 제
2산모요 온상”으로 지목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23) 18세 ‘소년’ 최남선
이 귀국 후 자신의 잡지를 발간한 데 이어, 1910년대 중반부터는 학지광
(조선유학생 학우회. 1914~1930), 여자계(동경여자유학생 친목회. 1917~1921),
삼광(재동경유학생 악우회. 1919~1920), 창조(1919~1921. 유학생 문학동
인지)와 같은 중요한 잡지들이 유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지면서 상당량의 지면
이 번역소개에 할애되었다. 번역문학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외국어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갖고 원문을 옮긴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문학도가 다름 아
당최남선전집 9권, 서울: 현암사, 445쪽. 홍명희는 그 외에도 소년지에 ｢쿠루
이로프 비유담｣ 3편을 중역하여 실었다(3년 2권, 1910, 60-64쪽). 박현환은 1918
년에 부활의 초역인 해당화를 단행본으로 발간했고, 홍난파는 ‘도뤠미생’이란
필명으로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을 중역해 유학생 잡지에 연재했다(삼
광 1, 2, 3회. 1-2회에는 ｢사랑하는 벗에게｣란 제목으로, 3회에는 ｢빈인(
)｣으
로 게재).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번역·창작 활동을 하게 되는 김억은
1919년에 투르게네프의 ｢밀회｣를 번역했다(태서문예신보 16호).
22) 1910년대에 국내에서 간행된 역서 중 일역서의 중역이 71%(총 35종 중 25종)를
차지한다.(김병철 1975: 370)
23) 이헌구(1958) ｢해외문학 창간전후｣, 문화와 자유, 서울: 청춘사, 50쪽. 한국
근대기 번역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는 김욱동(2010) 참조. 근대기 유학생 잡지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최덕교 편저(2004) 한국잡지백년 1권, 서울: 현암사,
168-243쪽; 황지영(2010) ｢1910년대 잡지의 특성과 유학생 글쓰기: 학지광을 중
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참조.

닌 진학문이었던 것이다.
조선유학생 학우회 임원이었던 진학문이 학우회 기관지인 학지광을 통
해 발표한 러시아문학 번역물은 총 6편이다.
3호 (1914.12)
4호 (1915.2)
5호 (1915.5)
6호 (1915.7)
8호 (1916.2)
10호 (1916.9)

코롤렌코(В. Короленко)
투르게네프(И. Тургенев)
안드레-프(Л. Андреев)
안드레-프(Л. Андреев)
자이체프(Б. Зайцев)
체홉(А. Чехов)

｢기화(奇火)｣
｢걸식｣
｢부활자의 세상은 아름답다｣
｢외국인｣
｢랑(狼)｣
｢사진첩｣

동경에서 귀국한 뒤로도 투르게네프의 산문시 ｢노동자와 손 흰사람｣, 고리키
의 ｢체르캇슈｣와 ｢의중지인(意中之人)｣을 추가로 발표하지만, 1922년 이후 더
이상의 새로운 작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24)
제 1호 러시아어문학도로서 진순성의 번역이 갖는 의미와 특징이 무엇인
가? 러시아어 전공자이니 원문으로부터의 직역이나 참조가 가능했을 터이고,
따라서 보다 충실한 번역이 가능했다는 식의, 말하자면 ‘번역태도’에 관한 설
명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가 번역한 총 9편의 러시아문학 작품 중 투
르게네프의 산문시 ｢걸식｣만큼은 국내 ‘거지 시’ 붐을 일으킨 최초 번역물로
서 별도의 주목을 요할 수도 있겠다.25) 아무튼 정작 흥미로운 것은 어떻게
번역했는가보다 무엇을 번역했는가의 문제일 듯하다.
진학문이 번역한 작가들 중 투르게네프와 체홉을 제외하면 모두 현존하던
동시대 작가들이다. 안드레예프와 자이체프는 은시대 상징주의 계열의 망명
작가이고, 고리키와 코롤렌코는 제정군주제에 저항한 민중혁명작가 계열이지
만, 고전이 아닌 모더니즘 문학의 기수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당시 일본의 젊은 독자와 작가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
기를 끌며 일본 현대문학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당대를 대표
24) ｢노동자와 손 흰 사람｣, 공제 창간호, 1920, 127, 142쪽. ｢체르캇슈｣, 동아일보,
1922.8.2.~9.16; ｢의중지인｣(원제 «Болесь»), 신생활 7호, 1922, 139-147쪽. 태서
명작단편집(1924)에 실린 5편의 단편은 모두 학지광에 발표했던 번역의 재수록
이다. 신가정, 1935년 9월호에 실린 ｢의중지인｣ 역시 재수록 번역물이다.
25) 투르게네프의 산문시 ｢거지｣는 진학문(몽몽)의 ｢걸식｣을 시작으로 1915~1932년
사이에만 최소 11번 번역되었다. 김억은 같은 시를 3번에 걸쳐 재번역하기도 했다.

하는 러시아문학 연구자 겸 번역가 노보리 쇼무(昇曙夢)가 현대작가들의 작품
을 수입해 잡지에 소개한 것이 일본 자연주의 문학파의 발생시기인 1908~1909
년이고, 신소설, 와세다문학, 문학세계 등의 잡지에 발표된 번역물을 모
아 두 권의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이 1910~1912년 무렵이다.26) 노보리 쇼무는
또한 1915년부터 와세다 대학에서 러시아어문학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문학에 심취한 진학문의 유학시기와 정확히 겹쳐지는 일들이다.
최남선과 이광수가 톨스토이에 몰두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진학문은 현대
문학에 집중했다. 번역의 목적에 관한 한, 진학문의 의도는 계몽의 효용성에
있지 않았다. 그의 관심이 톨스토이의 사상적 담론보다는 최신의 문학적 시류
에 경도되었고, 그의 취향이 새로운 경향에 매료된 일본 청년 독자층의 그것
을 반향 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독자에게 뭔가를 가르치기에 앞서, 자신이
접한 외국 문학의 신경향과 정조를 공유하고 공명하려는 진학문의 태도에는
확실히 계몽가가 아닌 문학도로서의 전문성이 엿보인다.
발표 매체가 유학생 잡지였다는 점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진학문의 1909
년 단편 ｢요조오한(四疊半)｣이 유학생 삶의 사실적인 소묘였다면, 그의 번역
물 또한 가난하고 힘없는 유학생의 간접적 자화상으로 읽히기에 충분한 것들
이다. 투르게네프의 ｢걸식｣과 ｢노동자와 손 흰 사람｣은 모두 사회의 당면 문
제(가난, 민중혁명)를 책임진 지식인의 무력함에 대한 고백이며, 안드레예프
의 ｢외국인｣은 ‘작은 나라’ 세르비아로부터 유학 온 ‘작은 학생’ 라이코의 고
국에 대한 그리움을 연민하는 작품이다. “자기 자신의 비애, 그 모국으로부
터, 그 박해 받고 있는 불행한 조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적은 ‘라이코’의
비애”27)라는 대목에 이르러 식민지 조선을 떠나 일본에 온 왜소한 고학생의
비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모스크바의 외로운 대학생이 함께 하
숙하는 매춘부에게 가상의 연애편지를 대필해주는 이야기인 고리키의 ｢의중
지인｣에서 조선유학생의 처지를 연상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1916년도 졸업생축하호(10호)에 실린 체홉의 ｢사진첩｣은 비록 학생과 관련
된 일화는 아니지만, 퇴임 장관에게 선사된 부하직원들의 정성어린 사진 앨
범이 아이들 놀이감으로 전락해버린다는 내용 자체가 졸업하는 유학생들을
26) 1910년대부터 일본의 젊은 독자와 작가들 사이에서 선풍적으로 유행한 현대러시
아문학(고리키, 자이체프, 안드레예프, 아르츠이바셰프, 솔로굽 등. 20~30년대에
우리말로도 번역되었다)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S. Nobori(1981), 51-61 참조.
27) ｢외국인｣, 학지광 6호, 1915:7, 90쪽.

빗댄 교훈적 메시지처럼 읽혀진다. 실제로 진학문이 역자 주에서 자신이 번
역한 ｢사진첩｣을 졸업생에게 주는 무형의 선물 ‘사진첩’에 비유한 만큼, 번
역물 선정의 의도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것은 로서아 유명한 단편작가 체홉의 한 편이다. 작자의 인생관은 희극
안에 비극이 있고, 웃음 속에 눈물이 있다 함이요, 또 사람이란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선인이나, 일상생활에 끌려, 부지불식중에 검은 장막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함이니, 이 한 편 속의 주인공 짐이호프[쥬므이호프]를 보매, 어찌
이것이 전연 우리와 몰관계한 사람이라 하리요. 이것이 현대 사람의 그림자
요 우리의 그림자라. 지금 내가 이 사진첩을 우리 졸업생 – 다대한 포부를
가지신 졸업생 여러분께 바치매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28)

체홉의 짧은 이야기는 현대인의 풍자적 초상이고, 그것은 곧 졸업하여 사
회에 나가는 유학생이 맞닥쳐야 할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다. 진학문은 ‘졸업
생축하호’를 기하여 ‘졸업’이라는 특정 상황과 ‘졸업하는 유학생’이라는 특정
대상에 맞는 작품을 찾아내 번역했다. 그의 독서량과 수준이 그만큼 넉넉했음
을 의미하는데, 사실 초기 유학생 번역자들이 어떤 작품을 선택하여 번역하는
가의 문제는 다분히 사적 정황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었다. 의뢰에 의한 전
문 번역이 아니라 자발적인 번역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읽고 감동받은 작품,
당시 일본 사회에서 유행하거나 새롭게 조명 받던 작가의 작품, 자신의 처지
와 심경을 대변해주는 작품, 발표 매체와 독자층의 성격에 부합하는 작품 등
을 선택하여 싣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법하다.
동경외국어학교 시절 진학문의 자료 중에 루바슈카 입은 독사진이 있다.
“이놈은 루바쉬카/ 또 한 놈은 보헤미안 넥타이/ 비쩍 마른 놈이 앞장을 섰
다”고 정지용이 ｢카페 프란스｣(1926)에서 언급했고, 양주동이 “예의 루빠시
까·보헤미안 넥타이로”29) 20년대 초 서울 대로를 활보했다던 때의 그 러시아
농민복 차림이다. ‘브나로드’ 정신의 상징이라 할 루바슈카는 당시 젊은 지식
인층에 확산되어 있던 진보적 혁명 의식의 표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1919~
1921년에 일본에서 에스페란토를 가르치며 젊은 지식인들의 인기를 끌었던 눈
먼 시인-무정부주의자 에로셴코(В. Ерошенко) 역시 루바슈카 차림이었다.30)
28) ｢사진첩｣, 학지광 10호, 1916:9, 50쪽. 이 논문에 인용된 초창기 문헌의 경우
필요에 따라 현대어법에 맞는 최소한의 수정이 가해졌음을 밝혀둔다.
29) 양주동(1995) ｢문주반생기｣, 양주동전집 4,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52쪽.

한편, 그보다 앞서 15세의 진학문이 몽몽(夢夢)이란 필명으로 대한흥학보
에 발표한 단편 ｢요조오한｣에는 다음과 같은 일상의 초상이 엿보인다.
이층 위 남향한 ‘요조오한’이 함영호의 침방, 객실, 식당, 서재를 겸한 방
이라. 장방형 책상 위에는 산술교과서와 수신교과서와 중등외국지지 등 중
학교에 쓰는 일과책을 꽂은 책가가 있는데, 그 옆으로는 동떨어진 대륙문사
의 소설이나 시집 등의 역본이 면적 좁은 게 한이라고 늘어 쌓였고, 신구간
의 순문예잡지도 두세 종 놓였으며, 학교에 매고 다니는 책보는 열십자로
매인 채 그 밑에 버렸으며, 벽에는 노역복을 입은 고리키와 바른손으로 볼
을 버틴 투르게네프의 소조가 걸렸더라.31)

‘요조오한’ 즉 다다미 4.5쪽 크기의 이 공간은 한일합방 이전의 초기 유학
생 함영호의 하숙방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15세 중학생 진학문 본인의 하숙
방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또한 신학문에 눈뜬 유학생 엘리트의 공간
적 표본으로 삼더라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유학생 생활의 사실적 소묘인
이 짧은 개화기 소설에 따르면, “시대적 번뇌”를 삶의 과제 삼고 “시대의 희
생”을 개인 운명으로 받아들인 두 청소년(‘함’과 ‘채’)의 스승은 다름 아닌
러시아 문호들이다. ‘함’의 하숙방엔 고리키와 투르게네프의 초상이 걸려 있
고, 그를 찾아온 ‘채’는 톨스토이를 애독한다. ‘함’의 책상에 쌓인 “대륙문사
의 소설”이란 러시아 소설일 확률이 높다.
이 도입부의 주요 기능은 외면이 아닌 내면의 인테리어를 드러내 보여준다
는 데 있다. 하숙방의 스케치를 통해 독자는 주인공이 무엇을 읽는지, 무엇을
공부하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이 주인공의 정신적 이상향인지를 알게 된다.
산술, 수신, 외국정보와 같은 과목의 교과서가 ‘제국’의 커리큘럼에 속해 있다
면, 주인공이 남독하는 책들은 제국 밖의 커리큘럼, 즉 사회 개혁을 꿈꾸는
진보적 목소리에 집중되어 있다. “노역복을 입은 고리키와 바른손으로 볼을
버틴 투르게네프”를 모델로 삼은 ‘함’이 톨스토이를 읽는 ‘채’에게 묻는다.
“군은 아직도 톨스토이를 애독하오?”
30) 일본에서 유행한 에로셴코의 작품은 국내에서도 오천석, 봄물결(박아지), 박영희,
함아득, 이은송 등에 의해 번역되었다. 에로셴코가 가르친 에스페란토는 폴란드 무
정부주의자 자멘호프(L. Zamenhof)가 창안한 ‘세계어’로, 조선의 지식인 계층에서
도 홍명희, 김억, 이광수, 이극로 등이 1920년에 조선에스페란토 협회를 조직하여
보급에 힘썼다.
31) 송뢰금(외)(2004), 파주: 범우, 112쪽.

주인공의 지향점은 톨스토이주의의 도덕 너머를 향하는 것이다. 그것은 주
인공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비전이라기보다 그의 주변이, 시대사상의 흐름이
닦아나가는 길이라고 봐야 옳다. ‘첨단’이란 이름의 이 내적 공간에서 노역복
입은 혁명작가를 우러르던 15세 소년 함영호는 마침내 루바슈카를 입은 21세
의 청년 진학문으로 성장한다. 톨스토이 대신 고리키와 투르게네프를 읽던 소
설 속 중학생이 실제로 고리키와 투르게네프를 번역하고, 더불어 안드레예프,
자이체프, 코롤렌코, 체홉을 소개하는 노문학도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다.
진학문이 보여준 번역 양상은 시대의 유행을 일관되게 추구하고 수용했던
한 노문학도의 학습보고서와도 같다. 열심히 학습하고 공명했지만, 거기까지
가 한계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고리키를 숭앙했으나 혁명작가가 되지 못했
고, 루바슈카 차림으로 포즈를 취했음에도 끝내 민중작가가 될 수 없었기 때
문이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와 러시아문학에의 큰 꿈이 허무하게 무
너지고” 만 그 지점은, 어쩌면 진학문의 문학수업 자체가 종료된 순간을 의미
하는 것이었을 수 있다. 문학수업을 끝낸 후, 즉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20년대 이후, 진학문의 사회 활동은 점차로 노역복 혹은 루바슈카 차림의 러
시아 지식인과는 거리가 먼 현실주의자의 성격을 띄게 된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그를 제 1호 노문학도의 족적으로써 기억하기보다, 만주국 고위 관료를
지낸 친일인사로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32)

3. 와세다의 유학생 노문학도
실용적인 언어 교육에 치중했던 동경외국어학교와 달리 와세다 대학 노문학
과는 ‘문학부’ 학과답게 진지한 문학 연구를 표방했을 뿐만 아니라, 와세다 자
체가 일종의 ‘사회주의대학’이라 인식되어 있을 정도로 좌익풍토가 강했다.33)
32) 만주국 국무원 참사관, 생활필수품회사 상무이사 등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진학문
의 친일 행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변호들이 존재한다. 진학문의 학교 후배이자
막역한 친우였던 독립유공자 최승만의 추모글, ｢순성 진학문 형을 추모함｣(순성
진학문 추모문집 1975: 28-31)이 대표적이다.
33) “당시 ‘와세다’라면
,
등 사회주의학자들이 날리고 있어 일종의
‘사회주의대학’ 같이도 되어 있었다.” 한재덕(1965) 김일성을 고발한다: 조선노동
당 치하의 북한 회원록, 서울: 내외문화사, 35쪽.

와세다에서 공부한 노문학도로 문단과 관계된 인물은 이선근(李瑄根),34) 이석
훈(李石薰),35) 안막(安漠),36) 이찬(李燦),37) 한재덕(韓載德)38) 등이 있다.
34) 1905~1983. 개성 출생. 1923년 예과에 입학하여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1927년에
본과 사학과 진학. 서양사학과에서 조선사로 논문을 써 졸업한 후 언론인으로 활동
하였고, 해방 후에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문교부 장관, 성균관대학교 총장,
동국대학교 총장, 영남대학교 총장, 정신문화연구원 초대 원장 등의 화려한 경력과
줄곧 함께 했다. 해외문학 시기 이후로는 러시아문학과 관련된 문필 활동이 없
고, 대신 한국사 관련 저서들을 다수 집필했다. 만주국 협화회 협위원 활동으로 친
일인명사전에 올랐다.
35) 1907~?. 평북 정주 출신. 1925년 예과 노문과 입학. 귀국 후 매일신보 기자, 소설
가, 경성방송국 아나운서, 극작가로 활동했고, 만주 이주 후에는 만선일보 편집
일에 종사. 해방 후 남한에 돌아와 톨스토이의 부활 번역(1947), 문학감상독본
(2003) 
집필(1948). 6·25 전쟁 중 행방불명. 월북 설도 있다(
,
:
, 53쪽). 친일문학인 42인 명단에 올랐다.
36) 1910~1958. 경기도 출생. 본명 안필승(
). 1928~1930년 사이에 예과 노문과
에 입학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학적부 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동창회 명부에
는 1935년 법과 졸업으로 기록되어 있다(
2003: 53). 무용가 최승희의 남
편으로도 유명한 안막은 유학시절부터 동경의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과 조선
공산당 조직에 참여했으며, 귀국 후에도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의 이론가로, 또
부인 최승희의 공연기획자로 활동했다. 해방 후 월북, 1958년 숙청됨. ‘막’이라는
이름이 일본 무용가 이시이 바쿠(
, 최승희의 스승)에서 따온 것이라고 알
려져 있는데, 실은 ‘막스(마르크스)’와의 연결성도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 가령,
‘막(mak)’으로 일본 도서를 검색하면,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당 선언 관련 책자들
이 화면에 무수히 나타남을 보라.
37) 1910~1974. 함경남도 북청 출생. 1929년 본과 노문과에 입학했으나 중퇴. 유학
시기 임화와 교류하면서 카프 운동가, 시인으로 활약. 귀국 후 1931년 연희전문
에 재입학. 1932년 KAPF 중앙위원. 1934년 이후 북에서 활동하며 시집 대망,
분향, 망양, 화원, 승리의 기록, 쏘련시초 상재. 해방 후 조소문화협
회 부위원장,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서기장직을 역임했다. 평양의 애국열사능에 묻
혔으며, 사후 ‘혁명시인’ 칭호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2003년에 이찬 시전집(서
울: 소명출판)이 편찬되었다.
38) 1911~1970. 평남 성천 출생. 톨스토이에 심취하여 1929년 예과 노문과로 진학했으
나, 좌익 운동 죄목으로 1932년 퇴학. 동경 시절 임화, 김남천과 교류하며 일본공산
당 산하 좌익단체에서 활동. 귀국 후 기자 생활(조선중앙일보 평양특파원 등), 해방
후에는 평남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에서 주축으로 활약. 북조선문학예술동맹 서기
장, 민주주간 주필, 조선중앙통신 주필 등의 고위직을 거치며 ‘김일성 전속 기
자’로 활약하다가 좌천되어 일본에 공작원으로 밀파되었다(1953). 1959년 전향하여

이선근은 1923년 와세다 대학 제1 고등학교(예과)에 입학하여 러시아어를
공부했으나, 본과는 서양사학과로 진학했다. 해외문학파 일원으로 활동했고,
해외문학 1호에 ｢로서아문학의 시조 ‘푸-슈킨’의 생애와 그의 예술｣이라는
글과 푸슈킨 시 6편을 번역해 실은 것이 그의 문단 데뷔다.39) 예과시절부터
푸슈킨, 투르게네프, 고리키, 체홉의 러시아문학에 매료되어, 흥이 나면 “푸슈
킨의 애국적인 서정시를 낭독하는 버릇이 있었다”는40) 이선근은 학창시절을
이렇게 회상한다.
‘푸-쉬킨’! 그는 로서아의 말을 살려 놓은 이요 그의 국민문학을 수립해 놓
은 이! 내 일찍이 문학에 뜻을 두겠다고 하였을 때 그의 대표작 오네-긴을
그 얼마나 탐독하였던고? [...] 저 오네-긴에 나오는 ‘타챠-나’! 나는 ‘타챠나’에서 흙냄새 풍기는 듯 순박하고도 대빙원같이 엄숙한 성격에 고요히 느
끼며 고개 숙인 때 많았던 것이다. ‘푸-쉬킨’! 그는 나의 소년시대 친한 벗
의 하나였으니 주제넘게 시역을 해보겠다고 하였을 때 최초로(또는 최후인
듯한) 두어 편을 번역하여 해외문학 창간호에 발표하였던 것도 아마 노어
독본에 실렸던 ‘푸-쉬킨’의 서정시였다고 기억된다.41)

사실 근대의 독자들 중 푸슈킨에 심취했던 경우는 예외적인데, 이 점은 현대
독자층에 와서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문학으로의 관심이 대부분 톨스토이나 도
남한으로 귀순한 후에는 김일성 독재의 북한 실상을 고발하며 반공운동에 주력했
다. 김일성을 고발한다: 조선노동당 치하의 북한 회원록(1965)이 대표적인 예.
39) 이선근(1927) ｢로서아문학의 시조 푸-슈킨의 생애와 그의 예술｣, 해외문학 1호,
1927:1, 41-44쪽. 같은 호 115-124쪽에 실린 푸슈킨의 시는 ｢악마｣, ｢독나무(안촤르)｣, ｢구름장｣, ｢아츰해｣, ｢폭풍｣, ｢배｣ 등 6편이다. 참고로 국내에 제일 처음 소
개된 푸슈킨의 작품은 이용구 번역의 ｢집시｣이며(계명 12, 1922:10), 이어서 동
아일보에 JS 번역으로 ｢죄수｣(1925.10.7.), ｢분주한 거리로 돌아다니거나｣
(1926.6.8.), ｢챠다예프에게｣(1926.6.9. ｢뿌스킨 시 중에서｣라는 제목으로 게재), ｢시
인｣(1926.6.26.)의 5편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JS의 번역 중 앞 대목이 삭제된 ｢챠다
예프에게｣를 제외한 4편은 모두 원문에 전적으로 충실한 직역으로, 러시아어문학
도의 작업이라 여겨지지만, 번역자 JS가 누군지는 미상이다. 같은 시기 동아일보
에 독일 공산주의자 카를 리프크네흐트 시(｢립크네트 시 중에서｣)를 실은 것으로
보아 해외문학파 독문학도 김진섭일 수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겠으나(이 점을 확인
해준 연세대학교 국문과 이경훈 교수께 감사), 아직은 추정일 뿐이다.
40) 이하윤(1970) ｢해외문학시대의 문우들｣, 소천이헌구선생 송수기념논총, 서울:
소천이헌구선생송수기념논총편찬위원회, 496-497쪽.
41) 이선근(1937) ｢푸-쉬킨과 나｣, 조광 3:2, 1937:2, 182쪽.

스토옙스키를 통해서였지, 푸슈킨을 읽고 러시아문학에 빠져들었다는 독자·문학
도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러시아문학의 번역이 왕성하던 1920~30년대에
도 푸슈킨 작품의 소개는 드물었고, 이는 일본에서 또한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
상이다.42) 일반 독자층이 투르게네프와 체홉, 고리키에 열광하고 있을 때 푸슈
킨을 탐독하고, 푸슈킨의 작품 중에서도 다름 아닌 예브게니 오네긴의 여주
인공에 감동했다는 이선근의 회고는 그렇기 때문에 퍽 교과서적으로 들린다.
실상 이선근이 푸슈킨에 대해 사용한 언어란 러시아문학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모범생의 답안에 다름 아니다. 러시아문학에 관한 한, 푸슈킨이 현
대 문학어를 완성하고 ‘국민’문학의 전통을 확립했다는 것은 하나의 공리와도
같다. 19세기 러시아 사회의 백과사전이라 지칭되는 예브게니 오네긴으로
말하자면 푸슈킨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문학 전체의 대표작으로 손
꼽히는 명작이며, 그중에서도 여주인공 타티아나의 형상은 잉여인간 오네긴에
대비되는 러시아적 자연미와 도덕적 숭고함의 대명사로 평가받는다. 이상이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성향의 러시아문학사를 펼쳐도 빠지지 않고 강조되는
기본 내용이다. 러시아문학을 전공하던 문학도답게, 그리고 “첫째로 우리문학
의 건설”을 목표 삼아 “가장 경건한 태도로 먼저 위대한 외국작가를 대하”고
자 한 해외문학파의 일원답게, 이선근은 러시아문학의 정전(canon)인 푸슈킨
을 제일 먼저 다루고, 또 교과서(러시아어 독본)에 나온 대표시를 번역함으로
써 근대문학 형성의 모범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43)
교과서적으로, 즉 보다 학구적으로 러시아문학의 근원에 접근하려는 이선
42) “매우 유감스럽게도 푸슈킨은 일본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인기도 면에서 푸
슈킨은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는 말할 것도 없고, 고골, 투르게네프, 체홉, 고리키
에 뒤진다.” К. Мидзутани(1937) А. С. Пушкин в Ниппон, Харбин: Рубеж, С. 81.
Мамонов(1984), 34에서 재인용. 푸슈킨이 일반 독자층을 사로잡지 못한 이유로는
일단, 언어적 차원에서 시 번역이 산문에 비해 어렵기도 하겠으나(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초기 시 번역이 투르게네프의 ‘산문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푸슈킨 시어의 단순명료한 완벽성이 번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이기도 하
다. 또한 19세기 사실주의 소설가들에 비해 작품의 내용과 메시지 면에서 근현대
독자들에게 덜 친숙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43) “우리가 외국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결코 외국문학연구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오,
첫째에 우리 문학의 건설, 둘째로 세계문학의 호상 범위를 넓히는데 있다. 즉 우리
가 가장 경건한 태도로 먼저 위대한 외국작가를 대하며, 작품을 연구하여 우리문
학을 위대히 충실히 세워놓으며 그 광채를 돋구어보자는 것이다.”(｢창간권두사｣,
해외문학 1호, 1927:1, 1쪽).

근의 기본 입장은 해외문학 2호에서 푸슈킨 이전의 ‘여명기’ 작가들에 대
한 고찰로 이어진다. 이선근이 생각하는 “철저한 연구와 비판”은 역사적 연
구를 골자로 하는 만큼, 근대러시아문학의 발생기인 18세기로 거슬러 올라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경로일 수밖에 없다.
로서아에 대한 우리의 동경은 무한히 크다. 그네의 새 사회, 새 정치, 새
문학⋯⋯ 어느 방면을 물론하고 그네의 것을 배우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느 것을 물론하고 우리는 한갓 기분적 동경에 그치고 말기가 쉬웠
으며 무엇 하나 철저한 연구와 비판을 그네에게 대해본 적은 없다. 그리하
여 항상 표면에 나타난 로서아에 맹목적 추종이 있었을 뿐이요, 이면의 로
서아, 역사상에 로서아는 알아보려고 한 사람도 적었다. 더욱이 문학 방면에
있어서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치 역사적 연구가 없었던 것이
다. 따라서 근대로서아문학 – 곧 산문에 있어 고-골 이후 혁명까지의 러시아
문학 – 은 간혹 일문 중역을 통하여 소개된 바가 있으나 그 이전 계명기의
러시아문학은 전연 소개되지 않았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좀 더 쉽게 말
하자면 푸-쉬킨 이후에 투르게네프나 톨스토이, 체-홉, 고-리키⋯⋯ 누구누구
는 알아도 그 이전, 그레고리-(러시아최초 희곡작가)나 크릴로프, 카라-므진,
쥬코-브스키 같은 이는 이름도 모른다는 것이다.44)

로모노소프, 칸테미르, 트레디야콥스키, 데르쟈빈 등으로 이어지는 계명기 문
단은 이선근의 표현대로 “간단히 말하자면 모방시대”의 문단이다. 그 작가들의
면면을 차례로 소개함으로써 도출해낸 결론은 러시아의 계명기 문학이 서구문
학의 발판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문학이라는 것이다. “번역, 혹은 모방, 개작”
의 과정을 바탕으로 자국 문학의 토대를 다진 러시아문단의 역사는 그동안 막
연히 동경해온 러시아문학의 뿌리를 말해줌과 동시에 조선 문단의 발전 모델인
양 비춰지기도 한다. 드러내 비교를 하진 않지만, 러시아의 여명기 문단 탐구가
여명기 조선 문단 탐구로의 우회적 접근이 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네는 서구문학이란 거울을 잘 닦아 그 앞에 자신의 창조력을 비추어보
는 동시 그로부터 새로운 창작을 찾아냈다는 것이니 곧 거칠고 조잡한 로서
아 국민성을 세련된 선진국의 문화로 순화시키고 정화시킨 것이며 무질서
무조직한 슬라브어에 독일어 같은 힘을 더[해]주고 불어나 영어 같은 조직
을 만들었고 희랍, 라틴 같은 풍부한 어원을 찾아내는 동시 외국문학의 건
44) 이선근(1927) ｢여명기로서아문단회원｣, 해외문학 2호, 1927:7, 6쪽. 인용문에 언
급된 ‘그레고리-(러시아최초 희곡작가)’는 ‘그리보예도프’를 가리키는 듯하다.

전한 소개와 연구로부터 위대하고 힘이 있는 로서아 근대 국민문학의 튼튼
한 기초를 세워놓았다는 것이다.45)

요즘의 탈제국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분히 서양우월주의적이고 제국주의
적인 단어들로 채워진 대목이겠으나, 모방과 수용을 통한 문화발전론은 서
구문학의 발생 단계에 있어서도 유효했던 이론이며 따라서 단순한 코스모폴
리타니즘이나 피상적인 서양숭배와 다르다던 해외문학파의 해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46) 아무튼 이선근은 해외문학의 강령 아래, 그리고 그 강령을
뒷받침 하는 차원에서 러시아문학도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찾았다. 표트르
대제의 개혁 역사가 개화기 조선의 당면 과제를 예시해줄 수 있었듯이, 근
대러시아문학의 역사는 조선 문단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전범으로서의 가치
를 지니고 있었다. 영·독·불의 서구문학 전공자들(이하윤, 정인섭, 김진섭, 이
헌구 등)이 모두 체계적인 해외문학 수용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역설했지
만, 정작 서구문학사를 통해 그 입장의 실증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은 이선
근 혼자였다.47) 다른 동인들이 최신의 경향(｢표현주의문학론｣, ｢최신 영시단
의 추세｣, ｢쇼오 극의 작품과 사상｣ 등)을 소개하기 바쁜 한켠에서 그는 러
시아의 과거로 눈을 돌려 조선 현실과 가장 유관한, 그리고 해외문학 동지
들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예증을 발굴해냈다. 이처럼 원론적이면서도 실
증적인 이선근의 접근법은 오직 그가 러시아문학도이자 역사학도였기에 가
능한 일이었다.

45) 이선근(1927), ｢여명기로서아문단회원｣, 11.
46) “해외문학은 결코 단순한 ‘코쓰모포-리탄’이 아니요 또는 피상적 서양숭배아가
아니며, 우리의 정신을 하시하는 그런 천박한 자아몰상식의 환자도 아니다. 모든
것이 미약하던 서구 각국이 먼저 선진문화인 희랍 나전문학을 가장 경건한 태도
로 감상 또는 연구하여 혹은 형식의 모방, 혹은 내용의 모작, 그래서 각기 자유체
의 예술혼에 적합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가진 문학을 건설할 수 있게 [...] 우리
도 금일의 우리 사회에서는 될 수 있는 데까지의 충실한 태도로서 해외문학을 연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화장산인(정인섭) ｢포오를 논하야 외국문학연구의
필요에 하고 해외문학의 창간을 함｣, 해외문학 1호, 25쪽.
47) 해외문학 1·2호를 통틀어 문학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 대해 논의한 경우는 이선
근의 러시아문학사 관련 글 2 편과 함일돈의 ｢명치문학의 사적고찰｣ 뿐이다. 그
밖의 기고문은 모두 해외문학의 최신 경향과 소식을 다루는 글들이다.

4. 함대훈의 경우
그때 우리들의 이상은 마치 19세기 말 로서아 청년들이 느끼는 허무, 불
안, 환멸의 세계에 붙들려 있었다. [...] 이상은 무너지고 현실은 맘대로 되지
않으나 그러나 무슨 이상에 불타는 가슴엔 무언지 모를 불길이⋯⋯.48)

20세기 초 조선의 모든 청년들이 러시아문학의 풍조에 전염되어 있었다 해
도 과언이 아니며, 또 전공불문하고 많은 유학생들이 러시아문학의 영향 아래
문단에서 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함대훈의 경우를 별도로 주목해야 하는 이
유가 있다. 그는 러시아어문학을 정식으로 공부하고 그 영역에서 자신의 커리
어를 쌓아간 국내 유일의 인물이다. 1930년대의 러시아 관련 지면을 독점하
다시피 한 러시아통이었고, 번역, 비평, 소설 창작, 연극, 언론 분야를 아우르
는 활발한 행보를 15년 가까이 이어갔다.49) 그러나 이제 그러한 활약상은 거
의 잊혀진 가운데, 친일문학인 42인 중 한 명이라는 오점의 기억만이 뚜렷하
게 남아 있는 형편이다. 인물백과사전에 기재된 길지 않은 내용은 통속소설작
가, 친일반민족 행위, 미군정 공안국장 등, 오늘날의 역사관에서 볼 때 그다
지 명예롭지 않은 서술로써 그의 삶을 요약한다.
함대훈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업적이나 재능을 높이 평가하겠다
는 의도에서가 아니다. 솔직히 그가 쓴 글들(비평과 창작 모두)은 진정한 예
술성과 상상력이 결여된 채 가벼운 감흥 혹은 유행에 휩쓸린 인상을 주는 것
이 사실이다. 소설에서는 신파적 감상주의나 조야한 낭만주의가 느껴지고, 비
평 논설에서는 시류에 대한 즉흥적 조응욕구와 상투적 모방의 흔적들이 발견
된다. 푸슈킨의 낭만주의, 고리키의 사실주의, 콜론타이(Коллонтай)의 자유연
애론, 타티아나의 순종주의, 파시스트 국민연극론을 위시해, 망명 러시아인
바이올리니스트 미샤 엘만(Миша Эльман) 인터뷰로부터 소련 국민보건운동
‘오페테(ОПТ: Общество пролетарского туризма и экскурсии)’ 소개에 이르
기까지, 온갖 사상과 분야와 내용이 총망라된 원심적 문필 경력에서 초지일
48) 함대훈(1940) ｢천국에서 온 음성｣, 조광 6:9, 1940:9, 135쪽.
49) 러시아문학 관련으로 1930년대에 “3편 이상의 논문을 쓴 사람으로는 함대훈(50), 백
철(7), 이운곡(7), 한식(6), 이하윤(4), 안서(4), 이기영(4), 한설야(3), 이헌구(3) 등을 들
수 있는데, 함대훈과 한식의 논문은 지적으로 발군적이며, 특히 함대훈의 공적은 질량
에 있어 발군적일 뿐만 아니라 전공자로서의 사명감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병철(1982) 한국근대서양문학이입사연구 하, 서울: 을유문화사, 693쪽.

관의 방향성을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혹 해외문학 동지 이헌구의 표현대
로 “소박하고 분방자재한 표현”의 ‘쾌활함’ 정도가 그 원심력의 공통분모가
될 수는 있겠다.50) 함대훈에게 절차탁마의 작품성이 떨어짐을 지적하는 가운
데도, 이헌구는 끝내 친구의 단점을 장점으로 읽어내려는 우정 어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형은 작품을 쓰는데 있어서 그 어떤 힌트 내지 영감을 얻으면 그것을 곧
표현에 옮기어 마치 여름 장마 뒤의 분류(奔流)처럼 쏟아져 나와 얼마를 걸
리지 않아서 천여 매의 장편을 써내는 것이었다. [...] 나쁘게 말하면 너무
쉽게 작품을 쓴다는 것이요, 다른 면으로 보면 기교중심 묘사중심의 작가들
의 창작태도를 무시하고 저 ‘시베리아’의 원시림과 대자연이 갖는 생명력을
그대로 소박하게 분방자재하게 노현(露現)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문학
이 주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신비롭고 일편 두려웁기도 한 꿈과 낭만정신의
영향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51)

이헌구의 합리화를 따른다면, 함대훈의 ‘단점’은 개인의 단점이라기보다 러
시아의 특성이다. 소박하고 거친 러시아의 자연력이 함대훈의 정제되지 못한
문필 작업으로 현현한 것이라고 볼 때, 그의 문학적 ‘단점’은 오히려 꾸밈없는
반향성의 ‘장점’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으며, 따라서 그의 작품을 읽는 것이 곧
러시아문학의 본질을 읽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다.
이헌구의 이 같은 해석이 흥미로운 것은 그가 함대훈을 너그럽게 평가해주
어서가 아니라, 그의 언어가 러시아와 러시아문학이라는 ‘타자’에 대한 당시의
일반론을 함축적으로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그의 언어 속에서 러시아는 “시베
리아의 원시림과 대자연이 갖는 생명력,” “측량할 수 없는 신비롭고 일편 두
렵기도 한 꿈과 낭만정신”으로 집약된다.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에 뿌리내려
있던 ‘개념’으로서의 시베리아가 효력을 발휘하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52) 이
50) “함대훈은 검찰관, 밤주막 등을 번역한 로서아문학자로(소설도 창작) 해외문
학 동인 중에서 가장 성격이 쾌활하였다”는 것이 이하윤의 인물평이다.(이하윤
1970: 511)
51) 이헌구(1956) ｢로맨티스트 함대훈: 소박하고 분방자재한 표현｣, 자유문학 12월호,
117쪽.
52) 톨스토이의 부활 번역으로부터 이광수의 유정에 이르는 시베리아 관련 문학
작품들의 범람 속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상상과 실제 모두를 통해 시베리아를
향수하고, 또 그 ‘낭만적’ 공간을 방랑했다. 1910~1920년대를 풍미한 러시아-시베

헌구가 대변해준 논리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를 지배하는 것은 인위의 질서가
아닌 자연의 무질서다, 그리고 꿈과 상상력은 질서 밖에서 생동한다, 그러므로
러시아, 그 중에서도 시베리아야말로 가장 낭만적인 문학의 공간이다. 함대훈
의 문학적 무질서가 러시아적 무질서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디오니소스적 창
조의 잠재력과도 맞닿을 수 있는 것은 이헌구와 함대훈 사이의 사적 친분보다
는 차라리 러시아와 러시아문학에 대해 당시 사회가 공유했던 표상의 상투성
덕분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함대훈의 문필 활동을 재조명하는 것은 1930
년대의 문단과 사회가 ‘러시아’라는 개념의 공간을 어떻게 읽고 수용했는지에
대한 재확인 과정에 다름 아니다. 노문학도로서, 러시아 전문 문화예술인으로
서 이제는 희미해진 함대훈의 존재를 소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함대훈이 러시아문학에 입문하는 계기 자체가 퍽이나 소설적이다.53) 부친
이 운영하던 남포의 곡물무역회사에서 짐 나르는 인부들을 관리하며 상업을
배우던 시절, 틈나는 대로 창고에 숨어 책을 읽었다 한다. 그 중 한 권인
“고리키의 ｢체르캇슈｣같은 작품은 그 항구가 어쩐지 내가 있는 그때 정경
같아서 눈물 속에 읽었다”고 함대훈은 회고하는데, 당시에 사랑했던 여성(‘춘
향’이란 별명의 보육원 보모)이 노동자인 자신을 비웃는 듯하여 평양유학의
결심을 굳히고, 마침내는 일본대학 경제학과를 거쳐 동경외국어학교 노어과
를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노어과를 전공으로 택한 동기는 분명치 않으나, 그가 쓴 자전적 소설에서
엿보이는 대목이 있다. 원래 함대훈의 소설은 러시아문학, 러시아여성, 그리고
일본유학과 연극계 활동에 걸친 자신의 체험을 바탕 텍스트 삼은 경우가 대
부분이어서 거의 모두 자전소설로 규정될 여지가 있겠지만,54) 그중에서도 단
리아 방랑의 물결은 대중잡지의 시대인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서사
화 되기 시작한다. 러시아성을 대표하는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시베리아에 대해서
는 앞으로 별도의 논문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53) 함대훈(1938) ｢낭만의 감정 길러준 남포항의 추억｣, 조광 4:7, 1938:7, 95-97쪽
참조.
54) 함대훈의 소설 중 러시아문학과 관련된 대표적인 작품만 예로 들자면, 장편 순
정해협(조광, 1936년 연재)의 종결부에서는 부활의 내용이 재현되고, 무풍
지대(조광, 1937~1938년 연재)와 방파제(조광, 1938~1939년 연재)는 러시
아문학 작품과 주인공(체홉 극의 이리나, 투르게네프 소설의 엘레나)을 언급하며,
중편 ｢자연｣(조광, 1938.10)과 ｢묘비｣(조광, 1938.11)에는 러시아문학도가 주
인공으로 등장한다. ｢암전｣(조광, 1940.6)의 주인공 또한 학창시절 체홉을 공부

편 ｢자연(紫煙)｣은 노문학을 공부하고 연극인이 되어 있는 주인공-화자의 이
야기를 통해 함대훈 자신의 청년시절을 되짚어주는 작품이다. 주인공은 현재
안나 카레니나를 번역, 각색, 연출하는 노문학전공자로, 안나 카레니나 역을
맡은 여배우에게 욕정을 느낀다. 그런데 “로시아인 땅과 강 하나를 새에 두고
맛붙은 국경지방”(함경북도 북단의 어촌 ‘서수라’) 출신의 이 주인공이 애초
노문학의 길로 접어든 사연이 있다. 17세 때 첫사랑인 백계 러시아 여자로부
터 실연을 당했던 것이다. 서수라에 이주 온 그녀의 이름은 ‘타챠-나’, 바로 함
대훈이 평생 이상형으로 삼았던 러시아문학 속 여주인공과 동명의 “기름진 블
론드에 푸른 눈이 곱게 빛나는 로시아인 처녀”이다. 주인공-화자는 독학한 러
시아어로 연애편지를 써 보내지만, 편지들은 그녀의 조롱거리 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모욕당한 그가 결심하여 공부한 것이 러시아문학이었다.
물론 그 북국의 대삼림, 대광원에서 빚어내인 정열적인 문학에도 취했지
만, 그담도 직접 동기는 이 러시아 처녀에게 첫사랑을 짓밟힌 데서 지원하
게 된 것도 사실이다.55)

소설 속 주인공이 러시아문학을 공부하게 된 경위는 함대훈 자신이 남포
시절 여성에게 무시를 당해 동경 유학길로 오른 실제 경험과 근본적으로 겹
쳐진다. 그러나 짓밟힌 첫사랑 때문에 러시아문학을 전공하게 되었다는 이야
기는 지나치게 소설적이고, 거절당한 첫사랑, 연애편지, 백계 러시아 처녀 등
의 소재 또한 통속적으로 들리기 마련이다. 모든 것이 순정소설의 상투적 장
치처럼 읽혀질 뿐더러, 만약 러시아문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조롱당한 연애편
지와 거절당한 첫사랑의 플롯에 ‘타티아나’라는 여주인공 이름이 더해짐으로
써 떠오르는 예브게니 오네긴의 기억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안나 카
레니나를 각색하여 연출하는 연극인이 ‘안나 카레니나’ 역의 주연 여배우와
욕망을 불태우며 작중인물 안나의 성격을 분석하는 대목 역시도 작위적인 패
러디 이상의 인상은 남겨주지 않는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함대훈의 작가적 역량을 논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이
한 소설가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가 속한 연극회는 벚꽃동산을 공연한다. 해방
직후의 혼란상을 그린 청춘보(1947)에서는 러시아어 통역관인 주인공이 북조선
의 붉은 군대를 보며 블록의 시 ｢열둘｣을 떠올린다.
55) 함대훈(1938) ｢자연｣, 조광 4:10, 1938:10, 267쪽.

다. ｢자연｣을 위시한 많은 작품들은 당시 세태와 유행의 진부함에 러시아적
요소를 덧칠하여 만들어낸 사회풍속도 수준을 넘지 않는다. 주어진 지면에서
일일이 논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그의 소설은 다양한 러시아문학 속 인
물들(카츄샤, 네흘류도프, 이리나, 타티아나, 안나 카레니나, 인사로프, 엘레나
등)과 주제들(타티아나의 정조, 안나 카레니나의 불륜, 브나로드 운동, 10월
혁명, 백계 러시아인의 망명 등)을 재료로 한 차용 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
이다. “이건 카추-샤를 건지려는 ‘네흐류-돕흐’가 된 셈이야?”(｢첫사랑｣), “언뜻
체-홉의 희곡에서 읽은 ‘이리-나’의 말이 생각이 되었다”(무풍지대), “안나는
나를 ‘인사롭흐’로 부른다”(｢묘비｣)와 같은 단적인 예들이 말해주듯이, 함대훈
의 창작은 러시아문학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
실은 함대훈의 존재 자체가 러시아문학을 떠나서는 존재하기 어려웠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 듯도 하다. 이헌구가 적시한 그의 “소박하고 분방자재한 표
현”은 “소박하고 분방자재한” 수용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함대훈에
대한 이헌구의 회고를 다시 한 번 인용해본다.
형이 노문학을 택한 동기는 자상하지 않으나 형에게 깊은 감화를 끼친
두 가지 면이 있었으니 그 하나는 노문학 내지 노국민이 갖는 일관된 견인
지구(堅忍持久)의 억센 정신이요 다른 하나는 광대무변한 원시적 대자연
속에서 이를 이겨나가는 인간들 사이에서 꽃피는 꿈과 낭만정신이었다.
그리하여 이것이 구체적으로 형에게 영향을 준 작가들은 ‘프쉬킨’, ‘투르
게네프’, ‘톨스토이’, ‘체홉’, ‘막심 골키-’ 들이었다. 형은 ‘프쉬킨’의 ‘오네긴’을 즐겨 외우고 있었다. 특히 ‘타챠-나’에 대한 형의 편애는 그의 짧은
일생동안을 일관하여 그녀를 이상적 애인으로 생각해왔던 것이다.
형이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또는 그의 작품 속에서도 이 ‘타
챠-나’를 찾고 또 그를 구현하기에 열중하였던 것이다. 장편으로 처녀작인
‘순정해협’을 비롯한 여러 작품의 여주인공들로 하여금 한국적인 ‘타챠-나’
를 형상화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그러므로 형은 종시일관(終始一貫)한 로맨
티스트였다고 할 것이다.56)

한편 함대훈 자신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노문학을 연구하면서부터 북국을 좋아했고 눈 오는 북국 깊이 닫힌
방문 안에서 이야기를 즐기는 북국사람들을 좋아했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
56) 이헌구(1956), ｢로맨티스트 함대훈: 소박하고 분방자재한 표현｣, 116-117.

생동하는 푸른 움이 쑥 솟아나와 바람과 함께 흔들리는 그 정취에 끝없는
동경을 가졌다.57)

러시아문학과 함대훈 사이의 성격적 상응성은 함대훈이 러시아문학으로부
터 깊이 흡수한 감화와 감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노문학을 연구하면서
부터” 러시아적 정취를 동경했고, 예브게니 오네긴을 읽으면서부터 타티아
나를 이상형으로 삼았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무시당해 유학을 결심한 것은
전기적 사실이겠지만, ‘로시아인 처녀 타챠-나’가 연애편지를 비웃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대목은 문학적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전기적 사실과 문학적 사
실의 매개를 러시아문학이 해주었으며, 두 ‘사실’ 사이의 구분이 함대훈에게
는 큰 의미가 없었다는 점이다.
타티아나에 대한 함대훈의 ‘편애’는 가령, 이선근이 타티아나에게 느꼈던 감
동과는 경우와 차원이 다르다. 함대훈은 타티아나를 단순히 명작 속 여주인공
으로 사랑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또는 그의 작품 속에서
도 이 ‘타챠-나’를 찾고 또 그를 구현하기에 열중”했다. 함대훈의 첫 번역물이
다름 아닌 예브게니 오네긴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타티아나의 저 유명한 연
애편지와 오네긴을 향한 설교 부분이 번역 대상으로 취사선택되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58) 이 번역이 발표되기 전, 함대훈은 ｢순정과 별리｣라는 수
필을 통해 자신의 첫사랑이 “로서아 농촌 백화 숲속에서 자라난 듯한 그러한
여성”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59) 그런가 하면, 작가 생활 후반부에 자신의 여주
인공을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타티아나의 미덕인 자기희생, 순정, 지조와 같은
덕목을 “현대를 대표하는 여성상”의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기도 했다.60)
함대훈의 경우는 삶의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 간의 호환 관계를 입증하는
아주 좋은 실례 중 하나이다. 러시아를 향한 초지일관의 동경과 몰입은 러시
아문학 속 인물과의 자기동일성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전기적 사실과 문학
적 사실의 겹침 현상을 낳았다. 애초 푸슈킨이 예브게니 오네긴을 통해 보
여준 낭만주의의 본질은 삶의 텍스트가 문학의 텍스트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극성과 자기 관찰의 아이러니였다. 물론 함대훈에게 그와 같은
57) 함대훈(1939) ｢남북만주편답기｣, 조광 5:7, 1939:7, 84쪽.
58) ｢예브게니 · 아녜-긴｣, 신여성 7:8, 1933:8, 150-156, 130쪽.
59) 함대훈(1933) ｢순정과 별리｣, 삼천리 1933:3, 33쪽.
60) 함대훈(1939) ｢크고 작은 성군｣, 조광 5:4, 1939:4, 157-159쪽.

연극성의 인식이라거나 객관화된 자기 관찰력이 내재되어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동경하는 러시아문학의 텍스트에 의거해 삶과
문학을 디자인했으며, 따라서 삶의 예술화라는 낭만주의 기본 원칙에 “소박
하고 분방자재”하게나마 충실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헌구가 거듭 강조한 함
대훈의 ‘낭만정신’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 마땅할 것이다.

5. 에필로그
14,5년 전 조선 신문학의 초창기였던 만큼 일반으로 문학열이 지극히 높
았던 모양이다. 학교 기숙사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문학의 기풍이 넘쳐서 자
나 깨나 문학이 아니면 날을 지우기 어려우리 만큼 한 기세였다. [...] 소설
로는 하아디와 졸라 등 영불의 문학도 읽히지 않은 바는 아니었으나 노문
학의 열을 따를 수는 없었다. 푸쉬킨, 고리키를 비롯하여 톨스토이, 툴게네
프 등이 가장 많이 읽히워서 부활이나 그 전날 밤의 이야기쯤은 입에
서 입으로 옮겨져서 사내(舍內)에서는 거의 통속적으로 전파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섭렵의 범위가 넓어서 기숙사는 참으로 세계문학의 한 조그
만 문고였고 감상의 정도로 하여도 다만 제목만 쫓으매 수박 겉만 핥는 정
도가 아니오, 음미의 정도가 상당히 깊어서 거개 소인(素人)의 경지를 훨씬
뛰어난 것이었다. 진귀한 현상이었다. 지금에 문필로 성가한 분은 불행히
총중(叢中)에 한 사람도 없기는 하나 특수한 편으로는 그 후 동경 모 서사
(書肆)에서 장편소설을 출판한 이도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은 대개 관북
인(關北人)이어서 관북과 문학 – 특히 노문학과의 그 무슨 유연관계나 있
는 듯이 보이게 하였다.61)

이효석이 남긴 경성 제1 고보 당시의 회고를 미루어 보더라도, 러시아문학
이 일본 유학생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러시아어문
학 전공자들만의 독점물은 더더욱 아니었다. 최남선의 톨스토이 우화 번역을
시초로 하여 김억, 이광수, 홍명희, 현진건, 나도향, 손진태, 현철, 홍난파, 이
하윤, 오천석, 박영희, 조명희, 오장환, 백석, 변영로, 김상용, 이태준, 이효석
등의 무수한 작가들이 러시아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가운데 창작의 동력을 얻
었고, 그중에서도 이광수, 백석은 독학으로 공부해 러시아어를 구사했으며, 홍
명희, 오장환, 이효석도 최소한의 기초 러시아어 지식은 갖고 있었던 것으로
61) 이효석(1983) ｢나의 수업 시대｣, 이효석전집 7, 서울: 창미사, 156-157쪽.

파악된다. 한설야, 이기영, 김남천, 임화를 대표로 하는 카프 계열 작가들에게
소비에트 문학이론이 그룹 운동의 기본 원칙이자 모델이었음은 물론이다.
“러시아문학이 가히 자기 자신의 문학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얘기는 그러므
로 일본 지식인뿐 아니라 조선의 지식인에게도 유효한 설명이다. 20세기 초
반에 교육받고 활동한 작가들의 회상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러시아문학의 감
동어린 독서 경험이 그 증거의 표본일 것이다.
남의 작품으로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을 때에 라스콜리니코프
가 소냐 앞에 엎드려 “나는 전 세계 인류 고통 앞에 무릎 굽힙니다” 하는데
이르러 가슴이 후끈하도록 감격하여 보았고 투르게네프 작품 가운데 봄 물
결이라던지 그 전날 밤을 읽고 난 뒤에 가슴이 좋지 못하였었고 [...]62)
나의 책 읽던 즐거운 추억은 아모래도 동경시절로 날러가군 한다. 사흘
나흘씩 세수도 않고, 봄비 뿌리는 아마도(雨戶: 덧문)는 굳게 닫은 채, 만넨
도꼬(萬年床: 이불) 속에서 보던 트르게네프의 장편들, 십일월말까지 가을인
무장야(武藏野: 무사시노)의 무밭머리 길들, 참나무숲의 호소미찌(오솔길)들
거기를 거닐며 읽던 체홒의 단편들, 빠사로프와 함께 흥분하던 ‘허무’, 오렝
카 리-도치카, 그리고 카-챠와 더브러 먹음던 애수의 눈물들, 어느 음악, 어
느 미술, 어느 시에서 이처럼 인생을 눈물에 사모쳐 감동하였으랴! 지금 생
각하면 나의 문학적 청춘시절이였고 나의 ‘독서의 운문 시대’였었다.63)
나는 더욱 계급의식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처음으로 현대
세계문학 작품들을 섭렵하고 로씨야 문학을 알게 되었다. 나는 푸쉬킨, 고골
리,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체홉, 고리끼의 작품 등을 읽었는데, 그중에도 고
리끼의 작품은 더더욱 애독하였다. 그것은 고리끼의 유년시대의 역경이 나의
그것과 방불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줄 안다. [...] 이때
까지 갈팡질팡 헤매던 나는 고리끼의 작품을 읽으면서 미궁에서 벗어나 인간
의 새 세계를 발견한 듯했고 세상 진리를 어느 정도 체득한 것 같았다. [...]
참으로 쏘베트 문학은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 바꿔놓게 하였다.64)

유사한 장면의 목록은 길게 이어진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경외국어학교와
와세다 대학의 전공생 십여 명을 위시한 20세기 초반의 조선 지식인 모두가
62) 조명희(2001) ｢느껴본 일 몇 가지｣, 1920년대 수필집, 평양: 문학예술종합출
판사, 54쪽.
63) 이태준(1988) ｢감상｣, 이태준 문학전집 17, 서울: 서음출판사, 68쪽.
64) 이기영(1992) ｢이상과 노력｣, 문학론: 이기영선집 13, 서울: 풀빛, 70-71쪽.

러시아문학도였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때는 위대한 러시아문학
의 시대였고, 그들은 러시아문학을 읽었다. “혹 이백에게는 술 먹기만 배우고
바이론에게는 호색만 배우고 톨스토이에게서는 마음고생만 배움이 아닌가”65)
라는 구절이 증언하듯,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러시아문학으로부터 배웠다.
세계 작가들의 이름과 함께 반복되는 배움의 동사형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정서적 향유의 수단을 넘어 삶의 자세를 설정하기 위한 학습 과정으로서의
책읽기를 정의해준다. 지식인 청년의 특권이라 여겨졌음직한 ‘술과 호색과
맘고생’ 중에서도 러시아문학이 가르쳐준 것은 “톨스토이의 마음고생” 혹은
그것에 비견되는 삶의 진지한 과제들이었다.
20세기 초반의 수많은 일반 ‘노문학도’들과 앞에 언급한 소수의 전공자들
사이에서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다소 진부한 말이 될 수 있겠으
나, 후자가 보여준 전문가적 사명의식과 접근방식이 아닐까 싶다. 진학문은
누구보다 앞서 러시아문학의 최신 경향을 소개했고, 이선근은 러시아문학사
의 근원을 탐구함으로써 한국근대문학의 길을 모색했다. 그리고 함대훈은 가
장 활발한 전방위 활동을 통해 러시아적 ‘낭만정신’의 대중화를 일구었다. 단
순 번역이나 모방을 뛰어넘는 이 모두가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의 직접 지식
을 갖춘 전문가였기에 가능했던 활약상들이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전공 분야의 전문가로서 오래 활동하거나 지
속적인 연구·교육의 길을 걷지는 못했다. 책임은 시대에 있었다. 분단의 역사
는 초창기 노문학도의 길 또한 두 갈래로 갈라놓았는데, 극소수의 예외를 제
외하고 북으로 간 거의 모든 노문학도는 숙청의 종말을 맞았고, 한편 남에서
활동한 노문학도는 대부분 친일의 낙인을 피하지 못했다. 약 한 세기 전 인
물인 1세대 노문학도들의 궤적을 추적한다는 건 그래서 무척이나 흥미로운
동시에 슬픈 일이다.

65) 이광수(1962) ｢김경｣(1915), 이광수전집 1권, 서울: 삼중당, 5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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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Rusists:
The Impact of Russian Literature during the Colonial Period
Kim, Jean-Young*
Almost all of the few Korean students majoring in Russian during the
colonial period received higher education in Japan, and their knowledge of
Russian literature was naturally formed by the ambience as well as the
system of the Russian Studies then dominated in Japan around the Tokyo
School of Foreign Languages and Waseda University. The Russian faculty
members who taught at those universities in the early period were mostly
political émigrés with the record of revolutionary activities, which influenced
the course of their teaching. The ‘narodniki’ spirit was prevalent among the
students of Russian literature; for the progressives of the early 20th century
Russian literature was not just a foreign literature but the textbook for their
critical mind and behavior. This paper sheds light on a few Korean students
who, having studied Russian literature in Japan, led, however briefly, a
literary career in colonial Korea. The paper puts special emphasis on three
figures who demonstrated professional competence as Rusists in their activities
as translator, critic, and novelist: Jin Hak-mun, the first Korean Rusist; Lee
Sun-Keun, who experimented with a histor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Russian literature; Ham Dae-Hun who was the most energetic and ‘romantic’
journalist-writer of Russian specialty during the 1930’s.

Кey words:

Korean Rusists, Russian Literature during the Colonial Period,
Translation, Jin Hak-Mun, Lee Sun-Keun, Ham D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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