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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40년대 일본의 문화표상 속 ‘朝鮮人’
-영상사료를 실마리로-

아리마 마나부(有馬學)

머리말－본고의 과제－
Ⅰ. ‘新興寫眞’이 포착한 조선인

Ⅱ. 영화 <작문교실(綴方敎室)>에 연출된
조선인
맺음말

머리말－본고의 과제－
본고는 1930년대부터 40년대에 걸쳐 일본에서의 식민지 조선 및 조선인에 대한 시선
을 주로 사진･영화 등의 영상표현이나 문학작품 등의 문화표상 가운데 추출하여 이를
통해서 식민지 조선이라는 ‘타자’에 대한 인식이 어떤 특징을 갖고 또 어떻게 변용되어
갔는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1)
1930년대부터 전시체제기까지 식민지 조선을 둘러싼 문화표상에 착목한 연구는 문학
연구를 중심으로 많지는 않지만 존재한다. 본고는 이들 연구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주된 사료로 삼은 영상표현2)은 1920년대 이후 급속히 고도화된 미디어의
1) 본고는 2006년 12월 16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에서 개최된 한일국제워크숍 <해방 후와
해방 전: 연속과 비연속>에서의 기조보고를 그 원형으로 삼는다. 이 기조보고는 <戰時期 일본의
모더니즘과 식민지에 대한 시선－‘발견’된 ‘조선’－>이라는 제목으로 ≪昭和20년 8월 15일 식민
지지배의 종언과 조선해방의 역사상의 재구축－민중사의 시점에서－≫(平成18년도 과학연구비보
조금(기반연구(B)) 연구성과 보고서 연구대표 松原孝俊, 2007)에 수록되었다. 본고는 이 논문에 새
로운 사료를 보충하여 대폭 고쳐 쓴 것이다.
2) 본고에서 주목한 영상표현은 사진과 영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잡지미디어이다. 본고에서는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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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과정 속에서 공급된 것이다. 고성능 소형카메라의 등장이나 필름 성능의 향상은 인
쇄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래피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구축하였다. 영화는 대중오락의
왕좌로서 지위를 확립하는 동시에 예술 표현의 신흥분야로서 많은 재능을 흡수하였다.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테크놀로지의 전개는 눈부시게 변화하는 외국에서 수입되던 예술
적 제 조류, 마르크스주의의 대두를 축으로 한 이데올로기적 경합, 그리고 그를 소비하
며 발전해 가는 미디어의 전개 등과 함께 얽히어 복합적인 표현의 장을 형성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의 고양과 사회문제의 발견 등으로 상징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새로운 사회현실이 예술표현에 관한 테크놀로지에 있어서는 매우 적절
한 소재였다는 점이다. 식민지 조선과 조선인이라는 소재 또한 그 예외가 아니었다. 본
고에서는 1930년대에 일본에 등장한 새로운 수법으로서의 모더니즘 표현에 착목하여 그
에 의해 포착된 ‘조선’을 끄집어 내려 한다. 이는 식민지 본국의 모더니티적 시선에 비
춰진 ‘조선’의 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망을 가설적이나마 미리 몇 가지 서술해 두고자 한다.
첫째, 1930년대부터 중일전쟁기에 이르는 기간을 조선이나 조선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에 없이 확대된 시기이다. 예를 들어 문학연구자인 스즈키 사다미(鈴木貞美)는 “중일
전쟁기 문예에는 이민족에 대한 관심이 넘쳐났다. 아니 이민족 내지 이문화에 대한 관심
은 그 이전부터 왕성해 있었다”3)고 말했다. 실제로 중일전쟁기에는 조선 및 조선문화에
대한 관심의 확산을 확인할 수 있다. 잡지미디어만 보더라도 정점으로 보이는 1939년부
터 1940년에 걸쳐 조선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형태로 표명되었다.4)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일본인이 처음 발견한 타자로서의 ‘조선’이라는 틀로써
같은 영상표현물을 역사연구를 위한 소재, 곧 사료로서 취급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영상사료란 문
헌사료의 이해를 위해 논문 중에 삽입된 圖像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그런 도상은 사료가 아니라
삽화이다). 본고에서는 영상표현을 구성하는 도상 그 자체가 역사서술의 1차 소재가 되는 경우에
한해 그것을 영상사료라고 한다. 영상사료라고 표현한 이상에는 문헌사료에서 초점을 맞출 수 없
는 소재이거나 논점을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진이나 영화와 같은 영상
표현을 역사연구의 소재로서 취급하는 방법이 현재 확립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본고
에서 이용한 영화는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극영화이다. 그것이 어떻게 사료다워질 수 있을까.
본고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일본 근대사연구의 영화사료(혹은 그림사료)론 시도라고 할 수 있다.
3) 鈴木貞美, 2005≪日本の文化ナショナリズム≫(平凡社新書), 212
4) 여기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문학계에 한정하더라도 金素雲 譯編
의 ≪乳色の雲 朝鮮詩集≫(河出書房, 1940)이 이 때 독서계에 등장했으며, 10여 명의 소설가들의
작품을 모은 張赫宙 외 譯編의 ≪朝鮮文學選集≫ 全3卷(赤塚書房, 1940)이 간행되었다. 文藝家協
會 編, ≪文藝年鑑 二六〇〇年版≫(第一書房, 1940)에 韓植의 <朝鮮文學の展望>이라고 하는 기
사가 게재된 사실 자체가 그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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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것이다. 본래 대다수 일본인에게 있어서 조선은 오래도록 만주에 가기 위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장소에 지나지 않았다. 하야시 후사오(林房雄)는 1939년의 ≪文學界≫ 지
상 좌담회에서 관부연락선 객실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인이 “당신도 조선을 보러 가는
게 아닌가요? 內地에서 滿洲나 北支를 시찰하러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조선을 그냥 지나
치고 滿洲나 北支만을 머릿속에 넣어 두는 듯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 생각하시는 거에
요”라고 말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5) 본고의 가설에 따르면 그와 같은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은 1930년대이다. 여기에서는 그냥 지나쳐가는 존재로부터 보는 대상으
로의 변화, 즉 조선 및 조선인이 일본인의 시야 속에 명확하게 타자로서 인식되기까지의
과정에 주목하고 싶다.6) 본고의 가설적 전망에 따르면 그와 같은 과정을 밝히는 데 중요
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영상사료에서의 모더니즘적 표현인 것이다.
둘째, 본고에서는 그 모더니즘적 표현이 전시기에 억압된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개
화했다고 본다(여기에서 전시기란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부터 1945년 패전까지를 지칭
한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본고에서는 모더니즘과 내셔널리즘의 친화성, 그리고 그 속
에 보이는 ‘근대’성에 주목하고 싶다.
최근 식민지근대성에 관한 연구의 특징은 식민지 근대라는 현실 속에서 특수한 ‘근
대’가 아닌 ‘근대’ 그 자체를 발견하고,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연결되는 ‘근대’에 대한 비
판적 시각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7) 그러나 이 때 식민지 본국의

5) 座談會, 1939 <朝鮮文化の将来> ≪文學界≫ 1월호. 출석자는 秋田雨雀, 林房雄, 村山知義, 張赫宙,
辛島驍(京城帝大敎授), 古川兼秀(總督府圖書課長), 鄭芝溶, 林和, 兪鎭午, 金文輯, 李泰俊, 柳致眞.
6) 조선이나 조선인은 병합에 의해 大日本帝國에 내재화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인들에
게 있어서 보이기는 하나 보이지 않는 존재, 즉 물리적으로는 시야 속에 존재하더라도 하나의 주
체인 타자로서는 인식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이는 일례로 중국혁명에 깊이 관여한 일본인 중
한 명인 미야자키 도텐(宮崎滔天)이 조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은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三十三年の夢≫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주의자 도텐의 자기형성에 있어서 金玉均과
의 만남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도텐이 예외적으로 조선에 대해 서술한 글인
<朝鮮のぞ記>를 살펴 보자(≪宮崎滔天全集≫ 제4권 (平凡社, 1973), ≪上海日日新聞≫ 1918.
11. 26∼12. 4일자에 먼저 실렸다). 이것은 1918년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釜山, 京城, 仁川
을 방문한 여행기인데, 그 첫머리에서 도텐은 “조선은 나에게 있어 특별한 일이 없는 곳으로 일찍
이 한 번도 그 땅을 밟아 본 적이 없다”고 서술하였다. 여행기의 내용 그 자체도 “禿山”, “乞食小
屋으로도 생각되는 농가”, “조금 부유하고 붐비는 장소는 모두 日本町”이라고 하는 식의 일본인
에 의해 반복되어 온 감상만 되풀이될 뿐, 도텐의 시선은 그 이상 조선의 내면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 이는 대다수 일본인들의 조선관과 통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7) 대표적인 것으로 宮嶋博史･李成市･尹海東･林志弦 編, ≪植民地近代の視座 朝鮮と日本≫ (岩波書
店, 200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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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가 어떤 ‘근대’였는지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30년
대 일본에서 형성된 모더니즘 표현은 새로운 수법을 통해 다의적인 모더니티의 시선을
불러 왔다. 모더니티의 시선은 전시체제와 친화적이었고, 그런 까닭에 전시기에도 (억압
된 것이 아니라) 전면 개화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결코 일의적이지 않은 식민지 본
국의 모더니티의 시선으로 포착된 ‘조선’을 검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현
실 속에서 전시기가 어떤 의미였는가를 역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모더니티
의 시선이 조선을 포착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일본의 전시기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도
가능해 질 것이다.
셋째, 따라서 본고에서는 1940년을 전후하여 일본에서 전개된 ‘조선 붐’이 일부 논자
들이 말하듯 민족문화 ‘말살’의 이면에 핀 徒花와 같다는 견해를 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林容澤은 일본 독서계에서 환영받은 金泰雲의 ≪朝鮮詩集≫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
음과 같이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러한 일관성[번역어 내용의 일관성]의 의미에 더해 ≪朝鮮詩集≫에 얽힌 1940년 당시의
정치상황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른바 “內鮮一體”의 기치를 들고 추진된 “創氏改名”
“神社參拜” 등 조선에 대한 민족정신･문화말살정책의 한 가운데서 이 시집은 태어났기 때문이
다. ≪朝鮮詩集≫이 갖는 진정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는 궁극적으로 이 점에서 구해야만 할 것
이다.8)

와타나베 가즈타미(渡邊一民) 또한 “일본이 ‘조선 붐’에 들끓은 1940년은 역설적이게
도 조선 지식인에게 있어서는 ‘내선일체’라는 표어 아래 강제 추진된 조선어로 상징되는
민족문화의 말살 위기에 직면하여 후퇴에 후퇴를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해이기도
했다”라고 서술하였다.9)
그러나 당시 조선 지식인의 방향을 결정지은 것이 ‘민족문화말살’정책과 그에 대한
대항이라는 이항대립적 담론 공간 속의 의식 뿐이었던 것일까. 혹은 일본인의 조선 및
조선인에 대한 시선은 결국 ‘민족문화말살’에 가담한 것에 지나지 않았을까. 사실 애당
초 우리는 ‘내선일체’가 어떤 현실이었는가 조차 명백히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8) 林容澤, 2000 ≪金素雲≪朝鮮詩集≫の世界≫ (中公新書), 9. 인용문 중 [ ]는 인용자에 의한 것임.
이하 동일.
9) 渡邊一民, 2003 ≪‘他者’としての朝鮮≫ (岩波書店)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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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新興寫眞’이 포착한 조선인
1. 호리노 마사오(堀野正雄)와 그래프 몽타주 속의 조선인
먼저 1930년대 일본의 그래피즘을 대표하는 사진가들에 의해 포착된 일본 속 ‘조선’
을 검토해 보자. 그 중에서도 우선 사진사 연구자들에 의해 최근 크게 재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는 호리노 마사오를 살펴 보도록 하자.
호리노 마사오(1907∼2000)10)는 1930년대에 대두한 이른바 신흥사진의 대표자로서
사진집 ≪카메라･눈×철･구성(カメラ･眼×鉄･構成)≫(木星社書院, 1932)로 주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中央公論≫이나 ≪犯罪科學≫에 게재된 그래프 몽타주로 일컬어지는 그
의 일련의 작품은 오늘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프 몽타주의 의미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그의 몇 가지 경력을 더해 둔다면, 호리노는
1938년에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의뢰로 조선전토를 촬영하였고, 또 1940년에는 상해육군
보도부의 촉탁이 되었다.11)
1930년대의 ‘大東京’을 사진에 담은 대표적 사진가이기도 한 호리노 마사오는 ≪中央
公論≫ 1931년 10월호에 미술사가로서 ‘기계미학’이란 개념을 제창한 이타가키 다카오

(板垣鷹穗)와 공동으로 그래프 구성<大東京의 성격(大東京の性格)>을 게재했으며, 같은
해 ≪범죄과학≫ 12월호에는 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知義)의 감독 및 편집으로 <首都貫
流-스미다강 앨범(首都貫流-隅田川アルバム)>을 실었다. ≪범죄과학≫은 이후 거의 매호

에 걸쳐 ‘그래프 몽타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종류의 기획물들을 게재했는데, 그 대부분
은 호리노가 촬영한 것이었다.12)
10) 호리노에 대해서는 飯澤耕太郞, ≪都市の視線 日本の寫真1920∼30年代≫ (創元社, 1989), ≪日本
の寫真家12 堀野正雄≫(岩波書店, 1997), 金子隆一, <グラフ･モンタージュの成立－≪犯罪科學≫誌
を中心に－> 五十殿利治․水澤勉 編, ≪モダニズム/ナショナリズム 1930年代日本の藝術≫ (せりか書
房, 2003)을 참조할 것.
11) 飯澤耕太郞의 ≪日本の寫真家12 堀野正雄≫ 略年譜 참조.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호리노가
촬영한 조선은 흥미 깊은 소재이다. 이는 오늘날 <朝鮮の婦人産業戰士>(≪主婦之友≫1939년 12
월호), <綿を作る朝鮮婦人>(同1940년 4월호) 등의 잡지기사를 통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룬 호
리노의 1930년대의 전위적 위치와 전시기 활동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12) 寫眞史의 측면에서 ‘그래프 몽타주’를 제일 처음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각주10에 든 가네코의 논
문이다. 다만 본고가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는 호리노의 <다마강변>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졸저
≪日本の歴史23 帝國の昭和≫ (講談社, 2002)에서 다룬 바 있다. ≪범죄과학≫에 게재된 그래프
몽타주의 데이터 일람은 가네코의 논문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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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말 일본에서 대두하여 호리노 마사오로 대표되는 ‘신흥사진’은 소프트 포커스
의 회화 같은 사진을 추구하는 픽토리얼리즘(회화주의)을 부정하고 “사진의 기계성에 근
거한 리얼리즘을 추구”13)하였다. 이와 같은 사진예술의 동향은 유럽, 특히 독일에서 시작
되어 무라야마 도모요시 등 大正期의 신흥미술운동 담당자들에 의해 소개되면서 일본에도
동시대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스트레이트 포토라고도 하는 그와 같은 표현양식은 그라비
아 인쇄기술의 향상을 배경으로 잡지미디어와 결합하여 그래피즘이라는 새로운 표현장르
를 형성해 갔다. 그리고 라이카나 콘탁스 등의 소형카메라는 렌즈의 눈이 도시의 뒷골목
까지 비추는 일을 가능케 하였다.
이렇게 하여 신흥사진은 1920년대 이후의 사회적 현실이나 도시의 모더니티, 테크놀
로지의 발전동향을 담은 자각적 기록자인 동시에, 그에 연관된 미학적 가치관의 창조자
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시각적 표현의 대량소비와 연결되어(인쇄미디어) 상업성
(광고･디자인)과도 손을 잡게 되었다는 점이다. 신흥사진의 ‘근대’성은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표현인 동시에 고도의 상업성을 띤, 그리하여 정책선전에도 극히 유효할 수
있는 복합적 성격을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개관한 신흥사진의 시선의 특징을 전제로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도록 하자.
본절에서 다룰 소재는 <다마강변(玉川べり)>(≪犯罪科學≫1932년 5월호)이다.14) 이는
독자들이 20쪽에 걸친 호리노 마사오의 그룹사진을 보면서 그에 첨부된 캡션을 따라 뭔
가의 스토리(혹은 주장)로 이끌려 가게 만든 구성으로, 스토리나 주장의 표현방식은 다
양하나 크게 볼 때 다른 ‘그래프 몽타주’와 그 수법은 동일하다. 지면에는 구성자로서
“시나리오 기타가와 후유히코(北川冬彦)15)”라고 표기되어 있다.
<다마강변>은 자갈운반선으로 보이는 바닥 낮은 돛단배 3척이 늘어서 있는 사진으
로 시작된다. 일견 한가로운 듯한 교외 풍경(휴일에 부르주아가 놀러 가는 곳이라는 함
의) 묘사로부터 카메라는 점차 자갈을 채취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담아 간다. 거기에는
가난하지만 친밀한 가족 간의 관계, 가혹한 노동, 열악한 주거환경 등이 직접적인 묘사
를 통해 강조되어 있다. 본고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자갈을 채취하고 있는 노동
자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화상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그림 1].
13) 金子, 앞의 논문. 이하 신흥사진과 그래피즘의 특징에 대해서는 가네코의 논문을 참조했다.
14) ‘다마가와(玉川)’라고 쓰여 있으나 이는 말할 것도 없이 東京都와 神奈川縣 사이를 흐르는 다마가
와(多摩川)를 가리키는 것이다.
15) 기타가와 후유히코(1900∼1990)는 시인. 다다이즘, 슈르리얼리즘의 세례를 받고 短詩運動 등을 전
개했다. 한때 프롤레타리아작가동맹에 참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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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마강변>①

[그림①~④] 初出, 1932 ≪犯罪科學≫ 5월호 ; 1997 ≪日本の寫真家12 堀野
正雄≫ (岩波書店)

자갈채취는 ‘大東京’ 건설16)을 저변에서 지지한 노동이다. <다마강변>은 1930년대
초에는 이미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도시건설을 떠받치는 저변적 노동자집단으로
서 조선인의 존재가 가시화되었고, 또 그 노동을 담당한 재일조선인 사회가 도쿄 주변에
확고한 형태로 정착되어 있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본고에서는 그와 같은 현실에 눈을 돌린 기획의 구성자와 사진가의 시선에도 주
목할 것이다. 자갈채취는 둔치의 흙을 파서 체로 걸러내기까지의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
로 이루어지는 중노동이다. 그 노동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의 캡션은 “일출 전부터 현장
에 나가 손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게다가 하루 30전의 일당은 1개월 2개월 체불되
기 십상”이라고 되어 있다[그림 2].
16) 자갈은 물론 콘크리트의 건축재료로서 채취되고 있었다. 관동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축하한 帝
都復興完成式典이 거행된 것이 1930년 3월 26일이다. 1930년대는 市部의 확장, 교외의 개발, 도
심부의 건축 등에 의해 도쿄의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전된 시기로, <다마강변>은 그런 상황을 떠
받치고 있던 저변을 인상적으로 포착하였다. 다마강의 자갈채취업 역사에 대해서는 新多摩川誌編
集委員會, ≪新多摩川誌/本編≫ 中(財團法人河川環境管理財團, 2001)이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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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마강변>②

[그림 3] <다마강변>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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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마강변>④

가난한 주거의 모습과 그 아이들을 포착한 페이지에는 “이걸로 만족하는가?”라는[그
림 3],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삐라에 분명히 쓰여 있었을 것이다” “새벽은 멀지 않
았다!!”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붙어 있다[그림 4].
도시를 포착한 그들의 시선은 당시 좌익의 그것이었다. 사진이라는 기법이나 그에 의
해 포착된 도시의 표정은 당시 문화적 좌익의 시선과 친근하였다. <首都貫流-스미다강
앨범>(≪犯罪科學≫1931년 12월호)에서 볼 수 있는 호리노와 무라야마 도모요시의 공
동작업도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스미다강을 따라 구성된 몽타주에서의 시선은 쓰레기
나 하층을 향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도시(자본)에 의한 수탈의 상징으로서 강이 묘
사되었다. 大正 말년 독일로부터 귀국하여 築地小劇場의 전위적 무대장치(독일표현주의
연극<아침부터 한밤중까지>)로 일약 주목을 받게 된 무라야마는 그 후 프롤레타리아연
극운동의 담지자로서 일본공산당계 문화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하였다.17)
17) 본고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무라야마가 전향 후 급속하게 조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는 사실이다. “나는 조선의 예술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朝鮮流行歌の夕> ≪文學界≫1935년 6월호), “조선에는 매년이라도 가려고 생각하
고 있다”(<春香傳(シナリオ)－朝鮮映画株式會社のために－> ≪文學界≫1939년 1월호)고 표명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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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범죄과학≫이라는 매체이다. 이 잡지는 ‘에로･그로･넌센
스’라는 말로 상징되는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의 도시풍속에 편승한 편집을 특징으로
한다. 말하자면 성 풍속을 취급한 기사가 본래(?)의 장기였다.
≪범죄과학≫의 또 하나의 얼굴은 내셔널리즘이었다. <다마강변>이 게재되기에 앞
서서는 <생명선 만몽(滿蒙) 자원과 풍속>이라는 임시증간호를 간행하였다. 첨단적 예
술표현으로서의 그래프 몽타주가 집중적으로 게재된 1932년이 ‘만주국’ 건국의 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선 만몽’과 ‘새벽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두 개의 시선이 ≪범
죄과학≫이라는 동일한 매체 위에 동시대적으로 병존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
다. 1932년이라는 기호는 만주국 건국에 대응하는 동시에, ≪日本資本主義発達史講座≫
(1932년 5월에 岩波書店에서 간행 개시)와 코민테른의 <日本革命>에 관한 테제(32년
테제)와도 대응하였다. 이는 미디어의 기술혁명을 동반한 전위적 표현이 내셔널리즘에
도, 그리고 좌익의 슬로건에도 스며들기 쉬었음을 말해준다. 혹은 ‘에로･그로･넌센스’가
도시를 조망하는 이러한 새로운 형식에 쉽게 공명했다고 말해야 할 지 모르겠다.
다시 본고의 주제로 돌아간다면, 본고에서는 그와 같은 시선의 끝에서 일본사회 속의
조선인이 비로소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신흥사진으로 구현
되어 있는, 그리고 예술양식･테크놀로지･이데올로기･도시화･자본 등의 제 요소에 의해
복합적으로 규정된, 또한 1920년대에 등장하여 30년대에 꽃 피운 표현형식들을 일괄적
으로 ‘모더니즘’이라 부를 수 있다면, 그 모더니즘에 의해 일본인은 최초로 조선인을 지
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때 조선인은 단순히 진귀한 풍속으로서가 아니
라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일원으로서 명확하게 인지되었다.

2. 소설 ≪高麗人≫과 재일커뮤니티
그러한 인지 후의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다시 다마강의 자갈채취노동에 관한 이야기
며, 1939년에는 소설 <丹靑>을 발표했다(≪中央公論≫10월호). 또 <춘향전>의 몇 번에 걸친
무대화나 오페라화에도 관여하였다. 더구나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라야마가 1945년 8월
15일을 전후하여 매우 장기간(3월∼12월)에 걸쳐 京城에 체재했다는 사실이다(村山知義≪亡き妻に
≫(桜井書店, 1947) 외). 무라야마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식민지 본국의 모더니티가 만들어 낸 시
선에 따라 ‘조선’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였다. 본고는 본래 무라야마에 대해서도 한
항목을 마련했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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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아가 보자. 다마강의 자갈채취라는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그 8년 후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매우 흥미로운 문학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마무라 도시마사(島
村利正)의 ≪高麗人≫이다.18) 이 소설은 다마강에서 자갈을 채취하는 어느 조선인 가족

을 중심으로 조선인 커뮤니티를 그려내고 있다. 본고에서 이 소설에 흥미를 갖는 것은
저자가 실지를 취재하여 매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19) 특히 사실에 근
거했다고 간주되는 부분은 <다마강변>의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설 첫 부분에 주인공 洪明煥을 가족들이 마중 나가는 장면에서 ‘○○전
차의 철교’가 등장하는데, 이는 분명 오다큐(小田急)전철로 주인공을 마중 나간 역은 이
즈미타마가와(和泉多摩川)일 것이다. 또한 “한바(飯場: 공사현장 가까이에 설치된 노동자
합숙소. 역주) 뒤는 부근 마을사람들이 千丁耕地라고 부르는 끝없이 넓은 논이었다”는
기술로 볼 때, 자갈채취 현장은 오다큐철교의 조금 상류, 곧 현재의 조후시(調布市) 소메
지(染地) 부근의 둔치라고 특정할 수 있다. 이곳은 다마강 유역에서 자갈채취가 많이 이
루어지던 지점 중 하나이다.
주인공 홍명환(19세로 설정되어 있음)은 14세 때 숙부와 일본으로 도항하여 덴류강(天
竜川) 제방공사현장에서 몇 년인가 일하다가 다마강의 가족들에게 돌아온다. 그를 불러

들인 것은 큰형 洪琮煥으로 자갈채굴 현장의 한바가시라(飯場頭: 한바의 중간관리자. 역
주)를 하고 있다. 그리고 큰형을 중심으로 어머니 金須伊, 누나 洪秀蓮, 형수 金在順이
가족을 보살피고 있었다.
이 소설에서 흥미를 끄는 디테일 중 하나는 조선인사회의 중층성이 여러 측면에서 묘
사되고 있는 점일 것이다. 예를 들어 “종환의 집에서 15, 6간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중
조금 큰 바라크가 자갈채굴업을 하는 村井六平의 한바이다. 한바가시라인 종환은 별도
18) 처음에는 잡지 ≪文學者≫에 연재되다가(1940년 7월호, 8월호, 10월호) 후에 人文書院을 통해 단
행본으로 출판되었다(1941년). 이는 ≪島村利正全集≫제1권(未知谷, 2001)에 수록되어 있다. 본고
에서는 최초의 텍스트에 따랐다.
19) 시마무라의 문학 스승인 다키이 고사쿠(滝井孝作)는 시마무라의 전집 제1권 <月報> 중에서 이
작품의 성립배경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解説-島村利正君の小説->). “시마무라군은 당시 和
泉多摩川에 살았다. 그 곳은 시마무라군 부인의 고향집으로, 그 집에서는 다마강에서 자갈채굴사
업을 하였다. 그 쪽에서 시마무라군은 조선인 친구와 교제가 있었고, 또 그들의 생활을 잘 파악하
여 ≪高麗人≫이라는 장편도 쓸 수 있었던 것인데.”
또한 조선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의 민속문화를 연구하는 노무라 신이치(野村伸一)는 같은 月報에
<≪고려인≫으로 보는 일상>이라는 글을 기고했는데, ≪고려인≫에 묘사된 결혼식 의례가 경상
도풍의 것을 상술한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소설 중에 주인공 일가의 출신지는 “大邱로부터 6,
7리”라고 설정되어 있다(연재 제1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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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동의 건물을 가지고 있던 터였다”20)는 기술을 보면, 종환과 같이 일반 한바노동자
로부터 진급하여 이제 어쨌든 가족을 먹여살릴 수 있는 지위에 오른 자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다. 게다가 그 위에는 金春日이라는 인물과 같이 “반도인 유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오야카타(親方: 인부의 십장, 혹은 주인. 역자)”도 존재했다. 김춘일은 자갈채
굴사업으로부터 고물상까지 하고 있어 무엇이든 그에게 인사를 해 두지 않으면 그 주변
에서는 살 수도 없는 실력자였으며, 종환의 인부들의 출입도 김춘일의 손을 거치지 않으
면 안 되었다(1-27∼28). 김춘일의 집은 한바가 아니라 다마강 본류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집앞에는 ‘木村’라고 하는 ‘內地人 이름’의 표찰이 걸려 있었다(1-42).
자갈채취와 한바의 실태가 묘사된 부분도 사료를 보는 관점에서 독해할 수 있다.21)
명환 모친의 말에 따르면, 이전에는 “이 다마강 위아래에 반도 사람이 2만 명 정도 있었
다”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수월하게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5천 명 정도로 줄어버렸
다”고 한다(1-27). 수월하게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은 내무성의 규제 때문으로, “현재는
채굴현장이 입찰제도로 되어 있어 그 허가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허가를 얻는다 하더라도 지상에서 3척까지로 파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규정되어 있어
돈벌이도 한정되어” 있었다. 더구나 “채굴일수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어 그 일수 내에 다
파지 못하면 큰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2-89).
주거에 대해서는 어떨까. “강변과 千丁耕地 사이의 황폐화된 초원지대”에는 “군데군
데 반도인의 小屋이 세워져” 있었고, “풀 속에 파묻힌 듯이” 있는 그들의 집에는 “어느
집이라도 반드시 돼지와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다(1-38∼39). 이 일대는 한 번 홍수가
나면 아무 흔적도 없게 되는데, “여기는 토지가 좋아서 쓸려가도 쓸려가도 곧 이런 집이
줄지어 세워 진다.” “대개 내무성의 토지라 공무원 분들이 눈감아줘서 임대료 따위는 필
요가 없다”(1-39)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자갈을 채취하는 노동은 가혹하였다. “앉을 만한 곳도 쉴 만한 곳도 없는
완전한 염천”(1-32)에서의 노동은 형 종환의 말을 빌리면 “말도 없이 힘껏 일한다 하더

20) 연재 제1회, 10. 이하 ≪고려인≫에서의 인용은 연재 회수와 쪽수를 1-10과 같은 형태로 간단히 본문
중의 괄호 속에 표시함.
21) 작자는 소설 속에서 명환, 수련 등의 인명뿐만 아니라 兄弟나 料理屋 등의 일반 명사에도 종종
한국어 발음을 윗글 형태로 붙여 놓았다. 이런 방법을 통해 소설의 리얼리티를 담보하고자 했음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19번 각주에서 다키이 고사쿠의 증언을 함께 생각해 보면, 이 소설에서의 생
활환경, 노동형태, 습속, 권력관계 등에 대한 묘사는 사실취재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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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4홉 파는 것은 힘들지 모르겠다. 1홉 파는 데 45전, 거기에 모래에 옥석, 전부 합쳐
하루에 1엔 5, 60전을 벌 수 있”(1-33)었다. 그런데 한바가시라인 종환은 그로부터 “하루
에 60전 비율로 한바 대금을 공제하”(2-102)였다. 또 15일마다의 결제일이 되면 그의 돈
주머니엔 “나의 수당 35엔”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2-102).
그 밖에도 흥미로운 디테일은 많이 있으나 이만 스토리로 돌아가자. ≪고려인≫의 테
마는 첩도 있는 조선인 오야카타(김춘일)가 주인공의 누나(수련)에게 시집오기를 희망하
면서 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이다. 수련은 오빠 종환의 한바에서 일하는
도호쿠(東北)지방 출신의 ‘내지인’ 젊은이와 비밀리에 연애를 하고 있었으나, 조선인사회
내 권력관계에서의 오빠의 입장을 고려한 수련은 오야카타와의 결혼을 승낙한다. 이를
석연치 않게 여긴 주인공 명환은 종환이나 수련의 태도에 절치부심하지만 어찌하지 못
한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누나 수련은 혼례식날 밤, 연회도 끝나 이제 신방에 들
어야 하는 그 때, 예복차림으로 도망가는 과감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누나에 대해 추궁
하고자 했던 명환은 미리 누나와 공모했던 ‘내지인’ 연인에게 얻어맞고 쓰러진다. 작자
는 도망가는 두 사람을 뭔가 속이 후련해진 듯 바라보던 명환이 추격자를 저지하고자
양손을 벌려 막아서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매듭짓는다.
장편소설 ≪고려인≫에서 작자의 주제는 명백하다. 여기에서는 새롭게 일어선 또 하
나의 주체를 확인할 수 있다. ‘내지인’ 젊은이와 조선인 처녀가 오랜 인습의 억압을 깨
고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 물론 그렇게 일어선 주체는 ‘내선일체’라는
국책이데올로기에 의해 틀이 짜여져 있다. 연재 제1회 서두에는 “이윽고 섬나라에 피어
오른 봉화에 도쓰카노쓰루기(十拳의 劍, 일본의 신화에 나오는 검)을 함께 받잡고 분기
해 일어선 새로운 민족이 있다”는 題辭가 붙어 있는데, 이 신화적 외피가 이야기의 숨겨
진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본고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그보다 한 발 더 앞에 있다. 사랑하는 젊은 남녀
의 도피행각은 사실 옛날부터도 수도 없이 사용된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보편적이라 하
면 보편적이라 할 수 있으나 손때가 묻을 대로 묻은 이야기는 뭔가의 새로운 요소를 통
해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그것이 다마강에서 자갈채취노동에 종사하는
조선인사회라는 점이 중요하다. 신화적 외피에 寓意를 담은, ‘내선일체’ 이데올로기를
체현하는 이야기라는 허구가 조선인 커뮤니티가 영위하는 사회적 현실에 의해 리얼리티
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점에 우리는 착목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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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생각했을 때 주인공 홍명환의 퍼스낼리티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가 중
요해진다. 명환은 본래 고등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성을 갖춘 인물로
묘사된다. 주체적으로 의지를 결정할 만한 힘은 있으나 주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유연
하여 강력하게 밀어붙일 줄을 모른다. 복잡한 현실에 대한 경험은 그의 내면에 어떤 어
둠을 드리우고 있으나 내면에는 솔직함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조형된 주인공의 눈을
통해 그려진 새로운 주체들의 ‘근대’성이 지식인이 아닌 일반 민중의 내면에 자리매김
되는 것이 이 소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다마강변>에서 ≪고려인≫까지의 조선인상을 관찰한다면
그로부터 1930, 40년대의 타자인식의 중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마강변>과 ≪고려
인≫은 표현의 기법도 매체도 그리고 그 존재를 전제로 할 때의 말이지만 이데올로기
또한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공통된 사실로서 우리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예술표현의 대
상으로 선택된 동시대적 사회현실이 다마강의 자갈채취노동에 종사하는 조선인이었다
는 점에 착목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는 1930년대부터 전시기에 표출된 일본인에 의
한 타자표상의 첨단적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야스이 나카지(安井仲治)의 사진작품 속 조선인
1930년대 시각예술이 다양한 표현 속에서 조선인을 형상화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내 ‘조선’을 담은 또 한 명의 사진가인 야스이 나카지를 살펴 보자.22) 야스이 또한
1930년대 말 간사이(関西)지방의 조선인 부락과 주민들을 촬영하였다[그림 5]. 촬영자 자
신에 의해 ‘산양과 반도부인’이라고 제목23)이 붙여진 다음 사진은 독특한 박력으로 보
는 이에게 다가간다. 야스이는 이미 1928년에 조선인 부락을 취재한 사진들을 발표했고,
22) 야스이 나카지(1903∼1942)는 오사카(大阪) 태생으로 간사이(関西)를 중심으로 활약한 사진가. 전
후 리얼리즘 사진의 선구로도 불리지만 슈르리얼리즘적 작품 등 다채로운 작풍을 지니고 있다.
야스이에 대해서는 安井仲治, ≪日本の寫真家9 安井仲治≫ (岩波書店, 1999), 渋谷区立松涛美術
館他 編, ≪安井仲治寫真集≫ (共同通信社, 2004), 光田由里, ≪寫真, ‘藝術’との海面に 寫真史一
九一○年代~七○年代≫ (青弓社, 2006) 참조. 특히 ≪安井仲治寫真集≫은 쇼토(松涛)미술관과
나고이(名古屋)시미술관이 공동개최한 전람회 도록으로 편찬된 것인데, 큐레이터의 실력이 유감없
이 발휘된 역작이다.
23) 필름통에 쓰여 있는 제목이 야스이 자신에 의한 것임은 ≪安井仲治寫真集≫ 편찬을 위한 조사에
서 처음 밝혀졌다. 따라서 이보다 앞서 간행된 ≪日本の寫真家9 安井仲治≫에는 “題名不詳”이라
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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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山羊과 半島婦人>(≪日本の寫真家9 安井仲治≫(岩波書店, 1999)

이후에도 단속적으로 촬영을 계속하여 다수의 필름이 남아 있다고 한다.24) 야스이의 일
본 내 ‘조선’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1931년의 메이데이를 오사카 나카노시마(中之島) 부근에서 촬영
한 일련의 사진들이다. 이 사진들의 피사체는 야스이의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동
시에 1930년대 ‘신흥사진’이 내포하고 있던 사회적 시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본고에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일반적 논의가 아니다.
야스이의 일련의 사진들 중에는 메이데이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조선인 여성집단을
촬영한 매우 인상적인 몇 컷이 남아 있다[그림 6, 7]. 이 사진들은 데모가 나카노시마
공원을 출발하기 직전의, 어쩌면 가장 후미 부분에 늘어서 있던 젊은 여성들의 집단일
것이다.

24) 渋谷区立松涛美術館他編, 2004 ≪安井仲治寫真集≫ (共同通信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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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931年의 메이데이(大阪中之島)① [渋谷区立松濤美術館他 編, 2004 ≪安井仲治寫真集≫
(共同通信社)]

[그림 7] 1931年의 메이데이(大阪中之島)② [渋谷区立松濤美術館他 編, 2004 ≪安井仲治寫真集≫
(共同通信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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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들에 찍힌 조선인 여성들
이 어떤 집단인가는 유감스럽게도
밝혀지지 않았다. 물론 戰前 메이
데이에 참가한 조선인 노동자의 모
습은 특별히 진귀한 것은 아니다.
法政大學大原社會問題研究所가 소

장하고 있는 사진 중에는 메이데
이에 참가한 조선인 노동자를 찍
은 것이 몇 장 있는데, 그 중에는
조선인으로 보이는 여성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도 볼 수 있
다. 그러나 야스이의 사진 속 조선
인 여성의 분위기로부터는 그와
같은 운동의 고양감이나 긴장을
읽어 낼 수 없다. 그녀들의 모습은
메이데이를 포착한 네거티브 필름

[그림 8] 구성 우주 팽이(構成 宇宙ゴマ) 1938년
(渋谷区立松濤美術館他 編, 2004
≪安井仲治寫真集≫ (共同通信社))

중 몇 컷이라는 설명이 없다면 무슨 행렬인지도 알 수 없을 것 같다. 이와 같은 카메라
의 시선도 본고의 논점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는 메이데이에 참가한
조선인 여성을 1931년 일본사회에서 극히 예외적인 존재로 생각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야스이의 사진작품 속의 ‘조선’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부언해 둘 것은 야스이가 남
긴 작품에는 다큐멘터리적 시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고의 과제가 사진예술
의 작품론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야스이의 사진을 다큐멘터리즘에 의한 사회성
이란 관점만으로 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야스이는 한편으로는 전후 리얼리즘 사진
의 선구자로 위치지울 수 있으나, 동시에 여러 오브제를 사용한 슈르리얼리즘적 작품[그
림 8]이나 화면구성 및 현상･인화기술을 통해 추상도를 높인 작품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는 다큐멘터리적인 사회파적 작품도 ‘신흥사진’이라는 예술표현의 확대 속에 존재했
고, 그와 같은 시선에 의해 일본 속 ‘조선’이나 ‘조선인’도 비로소 시각적으로 포착될 수
있었음을 재인식시켜 준다.
일본사진사 연구는 최근 눈이 번쩍 뜨일 만하다. 특히 1930년대 이후 작가･작품에 대

31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한 연구가 눈에 띈다. 여러 출판물이나 전람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중요한 동향으로 들 수 있으며, 본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업적들이라 하더라도 본고에서와 같이 도상들 속 조선인이라는
존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논한 경우는 별로 없다.25)
본고는 도시나 기계, 혹은 1930년대 일본의 사회적 현실이나 슈르리얼리즘적 구성을
촬영한 사진가들의 모더니즘적 시선이 동시에 일본 속 ‘조선’을 향하고 있었음에 착목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리노 마사오나 야스이 나카지의 경우 그 방법이 보다 다듬어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그와 같은 모더니즘적 시선에 의해 비로소 일본
속 ‘조선’이 시각적으로 포착되었다는 것이며, 그것이 ‘조선인’을 주체적 타자로 인식할
수 있는 길을 개척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정은 조선인들이 ‘모던 일본’ 안에서 주
체화되어 간 과정과도 중첩된다.

Ⅱ. 영화 <작문교실(綴方敎室)>에 연출된 조선인
1. 타자로서의 조선인 발견
昭和 戰前期의 영상 속 조선인상으로서 사진들 이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것이 영화 <작

문교실> 속의 조선인 여성이다.26) 영화감독 야마모토 가지로(山本嘉次郞)가 극영화 <작
문교실> 속에서 시도한 연출기법과 그를 통해 시각적으로 우리 앞에 등장한 조선인 여성
의 모습은 본고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작문교육 및 <작문교실>27)이라는 영화 자체에 대
25) 그렇다고 본고에서 그 잘못을 떠벌리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정치사나 사회사연구와 사진
사나 영화사, 혹은 미술사연구 사이에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이 지적되어야 할 것
이다.
26) 애당초 영화 <작문교실>에 의도적으로 조선인이 비추어지고 있는 사실 자체에 대한 언급이 필자
가 아는 한 없다. 영화연구자에 의한 분석으로는 하라다 겐이치(原田健一)의 <綴方と映画－重層
化したメディアにおける意味の変容>(≪Intelligence≫7, 2006년 7월, 20세기미디어연구소)가 작문을 원
작으로 한 야마모토 가지로(山本嘉次郞)의 두 영화(<작문교실>과 전후의 <바람의 아들(風の
子)>를 논하였다. 본고는 영화학의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라다의 논문과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
또한 하라다의 논문에서도 <작문교실>에서 조선인을 촬영한 연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27) 본고에서는 원작 단행본을 지칭할 경우에는 ≪작문교실≫, 영화 작품명을 가리킬 경우 <작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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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자.
‘작문(綴方)’은 大正期부터 昭和 戰後期에 걸쳐 주로 소학교교육에서 작문(산문만이 아
니라 중요 분야로서 시를 포함함) 및 그 지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교육운동을 말한다.28)
大正期 이후부터 아이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촉구하는 교육운동으로 전개되어, 昭和期에

들어서는 아동들이 생활환경이나 그 현실(많은 경우 빈곤)과 맞서 표현하도록 지도하는
생활작문운동을 낳았으며, 제2차 대전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것들은 많은 경우 열심인
교사가 자발적인 지도로 전개되어 또한 국어라는 교과교육의 틀을 넘어 생활지도라는
측면도 띠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스즈키 미에키치(鈴木三重吉)의 ≪붉은 새(赤い鳥)≫나 모모타 소지(百田
宗司)의 ≪工程≫ ≪작문학교≫ 등과 같이 이론 및 작품평가를 책임지는 지도자와 작품

을 게재할 수 있는 잡지매체가 존재하여, 그를 통해 아동의 ‘작문’이 작품으로서 평가되
고 학교 밖 일반사회에서도 그를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작문’은 작품으로서 일반 성
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작자나 그의 생활환경 자체가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정점에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까지 발전했던 것이 도쿄 서민가의 한
함석장인의 딸 도요다 마사코(豊田正子)의 ‘작문’과 그 교사의 지도기록을 모은 ≪작문
교실≫29)이다. 1937년에 中央公論社가 간행한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여러 미디어에
의해 보도됨에 따라, ‘작문’ 자체가 널리 일반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좌익극장의 흐름을
이은 新築地劇團이 그것을 무대화하자 경이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30) 가와바타 야스나
리(川端康成)는 ≪朝日新聞≫의 <文藝時評>(1938년 11월 3일)에서 그에 대한 극찬을 늘
어놓았다. 그 외에도 많은 문학자･평론가･학자 등이 ≪작문교실≫을 절찬하였다.
실>로 표기하였다. 또 학교교육 상의 교육법, 그 작품, 교육운동 등을 나타낼 때에는 ‘작문’으로
표기하였다.
28) 작문교육이나 생활작문운동에 관해서는 전전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교육학으로부터 문학에 이르
는 방대한 연구사가 있다. 여기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작문’을 다룬 거의 유일의 연구로서 川口幸
宏의 <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同化教育実践研究試論－國語教育とりわけ綴方教育を事例として－>(≪東
洋文化研究≫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10, 2008.3)를 들어 둔다.
29) 처음에는 도요다 마사코를 지도한 교원이름을 내세워 1937년에 大木顕一郞･清水幸治의 공저로
中央公論社가 출판했으며, 1939년에는 大木顕一郞編･豊田正子의 공저로 中央公論社가 다시 속편
을 출간했다. 전후에도 여러 차례에 몇몇 출판사로부터 간행되었는데, 현재 가장 입수하기 쉬운
텍스트로는 교육학자 야마즈미 마사미(山住正巳)의 해설을 덧붙인 岩波書店 간행의 ≪新編綴方教
室≫이 있다.
30) 전전과 전후를 통틀어 日本新劇界를 상징하는 여배우인 야마모토 야스에(山本安英)가 주연을 맡
아 1938년 3월 築地小劇場에서 초연된 후, 도쿄, 오사카, 교토의 대극장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또
지방도시에서도 상연되었다(木下順二編, 1960 ≪山本安英舞台寫真集･資料編≫(未来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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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영화 <작문교실>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미디어 믹스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영화 <작문
교실>은 공개되었다. 감독은 야마모토 가지로가 맡았고,31) 다카미네 히데코(高峰秀子,
도요다 마사코 역), 도쿠가와 무세이(徳川夢声, 아버지 역), 기요카와 니지코(清川虹子, 어
머니 역), 新協劇團의 다키자와 오사무(滝澤修, 교사 역) 등이 출연했으며, 1938년 8월 東
寶를 통해 공개되었다.

본고에서 영화 <작문교실>을 다루는 이유는 간단하다. 다름이 아니라 영화 속에 조
선인 여성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감독 야마모토 가지로의 의도된 연출
에 의해 등장하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래에서는 겨우 세 군데에 지
나지 않는 그녀들의 등장 장면을 순서대로 살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장면은 영화의 첫 부분에서 학교에서 돌아 온 주인공 마사코가 자신의 집인
나가야(長屋: 가늘고 긴 형태의 집으로 집합주택의 한 형태. 역주) 밀집지역의 작은 공터
에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을 웃기고 있는 과자장수를 구경하는 씬이다. 거기에서 야마
모토 가지로는 과자장수를 둘러싼 구경꾼들 속에 머리에 큰 봇짐을 이고 있는 두 사람
31) 야마모토 가지로(1902∼1974)는 昭和期의 일본영화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한 명. PCL･東寶에서 에
노켄(榎本建一)을 시작으로 희극을 양산했으며, 전시기에는 대표작으로 간주되는 <馬>(1941),
<하와이･말레이 해전(ハワイ･マレー沖海戰>(1942)등을 감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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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선인 여성을 담았다[그림 9]. 그녀들은 처음에 화면의 끝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뒷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 후 카메라는 점점 그녀들의 표정을 엿볼 수 있는 위치로 돌아가
는데, 그녀들의 위치는 변함없이 화면의 왼쪽 끝이며 다음 씬에서는 주인공이 그 곳을
떠남에 따라 그녀들도 화면으로부터 사라지게 된다. 그녀들이 화면에 등장하는 건 그게
전부다.
두 번째 장면은 주인공이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는 씬이다. 위에서 본 영화 첫 부분의
씬은 야마모토 가지로의 창작이지만, 주인공이 어머니에게 야단 맞기까지의 에피소드는
마사코의 ‘작문’과 교사인 오키 겐이치로(大木顕一郞)의 기록을 통해 알려진 실화이다.
마사코의 ‘작문’ <닭(にはとり)>을 오키가 잡지 ≪붉은 새≫에 투고하여 게재되었는데,
그 글에서 마사코는 이웃집 아줌마가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유력자 집에 대해 ‘쩨쩨하
다’고 말한 것을 순진하게 그대로 썼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후 유력자의 부인으로부터
혐오로 가득한 항의가 들어왔고, 이에 처음에는 마사코의 ‘작문’이 ≪붉은 새≫에 게재
된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어머니도 남편이 실직할 것을 우려하여 돌연 마사코를 혼
내는 씬이다. 현관에 쭈그리고 앉은 마사코를 어머니가 청소하던 빗자루로 때리려 하는
데, 그 때 하얀 옷의 여성이 현관 밖을 지나는 것을 단 1, 2초 정도로 내보낸 장면이
[그림 10]이다.

[그림 10] 영화 <작문교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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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장면은 그 다음 부분이다. 야단을 맞은 마사코는 공동 우물의 펌프 옆까지
도망가지만 뒤쫓아 온 어머니는 또 다시 야단을 친다. 그러다 아주 잠깐 시선을 돌린
어머니는 무언가를 눈치 챈 듯 입을 다물고 만다. 그 때 어머니의 시선은 관객이 보기에
화면 우측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 시선을 따라 카메라가 다다른 곳에는 빨래방망이를 두
들기며 세탁을 하고 있는 조선인 여성이 있었다[그림 11].
세 군데에 걸쳐 등장한 조선인 여성을 포착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그녀들은 이야기의
전개 자체에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그녀들의 존재를 가능한 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리고자 한 야마모토 가지로의 연출은 그 존재를 관객이 분명히
깨닫는 것조차 피하려는 듯이 보인다. 특히 두 번째 장면은 빛의 양이 적은 집 안의 인
물들에 초점을 맞춘 카메라가 밝은 실외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문 밖을 지나가는
하얀 옷의 여성은 콘트라스트가 약하여 관객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다. 대다수 관객들
은 그녀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그림 11] 영화 <작문교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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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마모토 가지로는 왜 그 밖의 많은 통행인들과 같은 존재로서 조
선인 여성을 필요로 했던 것일까. 이 조선인 여성들은 원작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으므로
야마모토의 연출이 그들을 필요로 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연출의 자연스러
움이야말로 야마모토의 의도를 말해 주는 동시에, 본고의 관점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 이 지역에서 조선인이 풍경과 같이 당연한 존재였음은 그러
한 자연스런 연출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극적인 연출을 배제하고 영화
전체를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 그 일대에 당연한 듯 존재하는 조선인을 풍경과 같이 묘
사하는 것이야말로 야마모토가 필요로 했던 바일 것이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야마모토의 연출수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본고의 관점
에서 볼 때 영화 서두 부분의 연출방법은 중요하다. 영화 처음의 타이틀에 이어 생글생
글 웃고 있는 원작자 도요다 마사코의 모습이 비추어진다. 원작자명을 간단히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작자 본인의 영상이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미
이 영화가 픽션의 드라마성에 입각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려 한 감독의 의도가 느껴진
다. 다음으로 스텝･캐스터의 자막에 이어 배경무대가 된 도쿄도 가쓰시카구 요쓰기(東京
都 葛飾区 四ッ木)라는 지역이 지명과 함께 지도상에 표시된다. 그리고 영화는 아라강(荒
川)를 건너는 전차에서 촬영한 실사풍경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수법들 모두가 사실은 이 영화가 일종의 다큐멘터리즘을 통해 드라마의 리얼
리티를 담보하고 있음을 전달하려 한 제작자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 세 군데에
등장한 조선인 여성은 이야기 전개와는 전혀 맥락이 없는, 말하자면 풍경으로 묘사됨으
로써 다큐멘터리적인 일상의 리얼리즘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디테일로서 기능하였다. 야
마모토는 가쓰시카구 요쓰기라는 공간에 서면 거기에는 당연히 조선인이 존재할 것 같
은 그런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현실의 리얼리티를 드라마의 골격으로 삼았으며, 그것은
일상의 리얼리티가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연출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일상의 리얼리티에는 일정의 보류가 필요하다. 그 일상이
진정한 의미의 일상으로서, 곧 모든 인간에게 글자 그대로 당연한 듯이 인식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부러 연출을 통해 묘사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않고 일상을
일상과 같이 그려낸다면 뭔가 표현기법상 신선함을 줄 수 있다는 관계의 성립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다. 즉 야마모토에게 있어서 조선인이 당연한 듯 존재하는 현실
은 새로운 표현기법을 위한 현실로서 발견된 것이었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그와 같은 기
법의 발견을 통해 일본 속 조선이 시각적으로 포착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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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말하자면 세 번째 씬에서 어머니의 시선 연출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사
코를 조금 히스테릭하게 혼내고 있던 어머니가 어떤 것에 시선을 주고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에는 모자의 다툼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세탁을 하고 있는
조선인 여성이 있다. 그 공간 속에서 조선인은 확실한 지역하층사회의 이웃이다. 그러나
나가야 커뮤니티의 일원은 아니다. 이웃의 부부싸움도 그냥 훤히 듣고 지내는 이웃이라
면 아이를 혼내는 정도로 입을 다물 필요는 없을 것이며, 또 그와 같은 이웃이라면 이
사건에도 관여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의 조선인은 이미 확실하게 존재할 뿐만 아
니라 일본인에게 인지된 지역사회의 이웃이기는 하지만, 커뮤니티의 농밀한 인관관계로
봐서는 명확한 타인이었다.

2. 외연으로서의 식민지 ‘작문(綴方)’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강하고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문교실≫의
외연으로서 식민지에서의 ‘작문’과 그 영화화에 대해 언급해 두고자 한다.
최근 연구는 작문교육운동이 조선의 학교교육에서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
을 보여 준다.32) 그리고 그것은 1930년대 전반에는 이미 충분한 실적을 축적하였던 듯
하다.33) 그러한 교사들의 ‘성실’한 실천과는 조금 다른 곳에서 도요다 마사코의 ≪작문
교실≫은 식민지 조선에도 파급효과를 가져 왔다.
京日小學生新聞은 1939년에 ‘總督賞 綴方競作’이라는 기획을 세우고 ‘작문’을 모집했

는데 약 5만 점이 응모되었다고 한다. 1등을 수상한 것은 全羅南道 光州 北町 公立尋常
小學校 4학년(집필 당시) 禹壽榮의 <수업료>였는데, 이는 커다란 반향을 불러와서 어느
32) 川口幸宏, 2008.3 <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同化教育実践研究試論－國語教育とりわけ綴方教育を事例と
して－> ≪東洋文化研究≫ 10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참조. 이 논문은 작문교육운동을 담당
했던 여러 잡지미디어를 섭렵하여, 식민지 조선의 공립보통학교에서의 작문교육 실천의 사례(학
교명, 문집, 지도자 등)를 검출하고 있다. 나아가 등사판으로 인쇄된 문집 등의 사료를 통해 두
명의 일본인 교사의 지도례까지 상세히 분석한 매우 흥미로운 논문이다. 또한 이 논문의 문집 일
람에 따르면 조선인 교사가 지도자인 경우도 몇몇 발견할 수 있다.
33) 川口幸宏, 위 논문 참조. 이 논문에 따르면 잡지미디어의 논평으로는 부산공립보통학교의 ≪나데
시코(ナデシコ)≫에 대한 ≪敎育･國語教育≫ 1993년 7월호가 가장 빠르다. ≪붉은 새≫에 공립보
통학교 아동의 작품이 처음 다루어진 것은 1935년 7월호이며, 제1회 全國小學児童綴方展覧會
(1936)에는 1등상 1명, 2등상 2명 외에도 심상과 2년 이상의 모든 학년으로부터 입선자가 나왔다
고 한다(1등상 위에는 특선상, 문부대신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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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지가는 그 소년에게 육영자금까지 제공했다고 한다.34)
‘작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자인 우수영은 75세의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가난 때문에 수업료를 지불할 수
가 없다. 놋쇠수저 등을 만들어 시골을 돌며 행상을 하는 부모는 5개월이 지나도록 돌아
오지도 않고 편지도 없다. 할머니는 고령으로 넝마장수를 하며 겨우 생계를 꾸려 왔으나
무리를 한 까닭에 병에 걸리고 말았고 소년은 이웃집에 밥을 구하러 간다. 걱정하는 할
머니의 말에 따라 소년은 長城의 숙모 집으로 편도 60리의 길을 걸어가서 도움을 청한
다. 친절한 숙모로부터 돈과 쌀을 받아 온 소년은 3개월 분의 수업료를 가지고 학교에
간다.
선생님은 방과 후 소년을 불러 “너는 정말 훌륭한 학생이야. 그런 건 조금도 부끄러운
게 아니야. 같은 반 친구들이 어제 너를 위해 학급회의를 열어서 이 ‘우정의 상자’라는
것을 만들었단다. 친구들은 앞으로 1전이나 2전이라도 남은 돈이 있다면 여기에 넣어서
너의 수업료에 보탤 것이라고 해”라고 기쁘게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정말
로 어찌하면 좋을 지 몰랐습니다. 다만 나의 눈 앞에는 친구들의 얼굴이 하느님과 같이
소중하게 비쳤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들이 오늘 아침에 나에게 이를 조금도 이야기해 주
지 않았던 것을 떠올리면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아버지로
부터도 추석때까지는 돌아가겠다는 내용의 돈이 동봉된 편지를 받게 된다.
<수업료>는 본고에서 추구하는 시점과는 다른 차원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소비되
었음에 틀림없다. 이는 많은 생활작문교사의 의도와는 반하는 것일 지 모르나, 京日新聞
이 계획한 미디어 이벤트로서는 크게 성공한 셈이었다. 이것은 ≪작문교실≫이 가져 온
사회현상의 파급효과였다. 이후 당연한 절차로 <수업료>는 영화화되었다.
영화 <수업료>의 필름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작품으로서의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스틸 사진이나 포스터, 광고 등의 자료가 남아 있어,35) 그에 따라 대략의 이
미지는 확인할 수 있다.

34) 작품은 우수영의 <작문 수업료>라는 제목으로 잡지≪文藝≫1939년 6월호에 게재되었다. 이상의
경위는 같은 호의 <禹壽榮君>에 따름. 가와구치(川口)의 앞의 논문에는 京日小學生新聞의 기획
및 ‘수업료’에 대한 언급은 없다.
35) 이 자료들은 韓國映像資料院(KOFA)에서 편찬한 ≪高麗映畵協會와 映畵新體制 1936∼1941≫
(2007.12)에 소개되어 있다. 또 영화 <수업료>는 제작 高麗映畵社, 배급 東和商事, 각색 八木保
太郞, 崔寅奎･方漢駿의 공동감독으로 조선인 배우 외에 薄田研二(新築地劇團)도 출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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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영화 <수업료>스틸① (≪高麗映畵協會와 映畵新體制 1936∼1941≫)

[그림 13] 영화 <수업료>스틸② (≪高麗映畵協會와 映畵新體制 1936∼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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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사진을 볼 때 주인공 소년의 가난한 집[그림 12]이나 교실에서의 씬[그림 13] 등
은 <작문교실>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선전면을 보면 조선판 <작문교실>로서 팔려는
제작자의 의도가 명백히 보인다. 어느 포스터는 니와 후미오(丹羽文雄)와 도요다 마사코
를 선전에 기용했는데, 거기에 사용된 도요다의 감상이란 “나는 연극이나 영화를 보더라
도 좀처럼 울지않는데 이 영화를 보고선 많이 울었다. 아이들의 솔직한 마음과 우정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었다.36)
일본의 영화잡지에서 <수업료>는 동시기에 공개된 같은 감독의 <집 없는 천사>37)
와 함께 다루어졌는데 양심적 작품으로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던 듯하다. <수업
료>를 직접 다룬 비평은 보이지 않지만 스즈키 유키치(鈴木勇吉)는 잡지 ≪映畵旬報≫
에서 <집 없는 천사>를 소개하던 중 “전작의 <수업료>이든 이번의 <집 없는 천사>
이든 간에 주제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內地의 스타 본위의 프로그램 영화 등이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진지함이 있다”며 감독 최인규를 높이 평가했다.38) 조선문화인들의 평
가도 비슷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三千里≫(1941년 6월호)의 “文壇人이 선택
한” 그 때까지의 조선영화 베스트 10은 羅雲奎의 전설적인 무성영화 <아리랑>과 朴基
采의 <無情>에 이어 <수업료>를 세 번째로 들고 있다.39)

또 다른 논자는 “<수업료>나 <집 없는 천사>는 內地 영화와 견주어 모든 점에서
그 어떤 손색도 없는 佳作”이라고 평했다.40) 그는 이 두 작품의 성공요인이 “조선영화의
특수성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은 점이며, ‘지역색’을 단념하는 곳에 조선영화의 장래
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화비평으로서의 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이 주장이 흥미로운
것은 식민지 조선의 현대성이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성의 本町通

36) 韓國映像資料院(KOFA)編, 2007.12 ≪高麗映畵協會와 映畵新體制 1936∼1941≫, 74. 일본에서의
공개에도 상당히 기대를 한 듯하며, 두 사람 외에도 요코미쓰 리이치(横光利一)나 이나가키 히로
시(稲垣浩)도 선전에 기용되었다(韓國映像資料院(KOFA)編, 위의 책, 70･76).
37) <집 없는 천사>는 香隣園이라는 시설을 건설하여 京城의 ‘부랑아’를 구제한 목사 方珠源의 실화
에 근거하여 니시카메 모토사다(西亀元貞)가 각본을 썼다.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제작 고려영
화, 배급 동화상사이며 金一海, 文藝峰, 金信哉 등이 출연하였다. 최근 중국의 필름 아카이브에서
발견되어 한국의 국립영화자료원에 의해 DVD화되었으므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38) ≪映畵旬報≫ 30, 1941. 11. 1일자
39) 西亀元貞, 1941.7 <朝鮮映畵の題材について> ≪映畵評論≫ 1-7. 또한 니시카메 모토사다는 각주
37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집 없는 천사>의 각본가이다.
40) 黒田省三, 1941.7 <朝鮮映畵雜感－<授業料><家なき天使>の次に來るもの－> ≪映畵評論≫ 1-7.
한편 구로다 쇼조(黒田省三)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관. 文末의 경력을 보면 陸軍 中尉, 前京城
師團報道部員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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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걷고 있는 조선부인을 보면 과연 의복은 저고리에 치마를 두르고 있으나 －이 또한
형태와 색에 있어서는 종래의 것과 차이가 있다- 머리의 파마로부터 발끝 어디에도 조
선색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영화 관객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응하
는 것이었다.
이 논자는 “<수업료><집 없는 천사>를 止揚했을 때 내일의 조선영화의 활약이 있
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지양’의 방향성은 ‘내선일체’나 그 외 국책 슬로건이 아니라 오
직 영화주제의 현대성에 맞추어져 있다. 주의할 것은 조선영화인에 의한 주제 선택의 현
대성이 식민지 조선뿐만 아니라 ‘내지’의 비평이나 관객에게 수용되기 위한 보편성과 연
관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41) 일본 국내에서의 조선영화에 대한 관심이나 수요는 1940
년 전후에야 비로소 성립되었음을 다시 확인해 두고 싶다.
여기까지 이르면 1930년대에 성립된 일본인이 ‘조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의 모더니
티 문제가 실로 ‘일본’에서 ‘조선’으로라는 일방향적 문제가 아니었음을 생각하게 된다.
‘작문’이라는 형식은 아동이 일상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여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그 안에서는 창작된 드라마가 아니라 일상적 현실의 리얼한 묘사야말로 가치
화되고 또 그런 행위가 규범화된다. 그러한 가치기준에 따라 일본인의 시점에서 일정의
평가를 얻게 된 것이 <수업료>나 <집 없는 천사>였다. 이 때 최인규 등과 같은 조선
영화인이 일본인의 비평에 영합하고자 이런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다고는 할 수 없다. 거
기에는 <작문교실>로 상징되는 인식틀에 대한 일정의 공유가 있던 것이다.

3. ≪작문교실≫과 전시기 ‘사회’의 부상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강하고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문교실≫이
여러 방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또 거기에 공통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언급해 두고
자 한다. 본고에서는 전시기에 성립된 가치관과 사고방법의 틀 속에서 ≪작문교실≫이
광범위하게 반향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를 확인하는 것은 전시기 다큐멘터
41) 다만 현실에서의 관객동원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구로다는 같은 문장 중에서 “<수업료>는
內地에서도 평판이 좋은 듯하지만, 京城寶塚劇場에서 열린 <집 없는 천사>의 유료시사회에서는
입장자가 몇 골목에 걸쳐 꾸불꾸불 긴 열을 만들었다”고 하여, 李香蘭의 明治座公演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당시 실로 전대미문이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스즈키 유키치에 의하면 동경에서는
“東和商事 一流의 화려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各館의 상영 첫날의 실적은 크게 저조하여 유감스
럽지만 조선영화가 흥행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끌어내고 말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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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이 갖는 함의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과학
자의 평가를 검토해 보자.
전시기에 독자적인 사회정책론을 확립한 것으로 유명한 오코우치 가즈오(大河內一男)42)
는 ≪작문교실≫을 다음과 같이 높게 평가하였다. 곧 “우리가 도요다 마사코의 ≪작문교
실≫에 더 없는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흔히 볼 수 없는 솔직함을 가지고 한 노동자
가족의 일상생활의 연속을 묘사했을 뿐 ‘사건’을 창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그 안
에 묘사된 가정생활에서의 소비생활과 근로생활이 서로 매우 직접적이고 매우 분명하게
관련지어져 있기 때문”43)이라는 것이다.
한 사람의 소녀가 그려낸 노동자가족의 일상이 제국대학 조교수인 한 사회과학자에
의해 이렇게 높이 평가된 것 자체가 획기적인 일일 것이다. ≪작문교실≫이 그와 같이
중시된 것은 그것이 ‘사건’을 창작하지 않은 ‘일상’의 기록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기록이 갖는 리얼리즘이야말로 더 없는 ‘매력’을 발산시키고 감
동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이다. 감동의 원천으로서의 ‘일상생활의 연속’. 그것은 직업 작
가의 기술적 연습에 의해 묘사된 일상 속 사건들이 아니라, 소학교 아동의 눈이 ‘있는
그대로’를 포착한 노동자가족의 일상이었다.
≪작문교실≫에 대해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반응을 보인 사회과학자가 오코우치 가즈
오만은 아니었다. 노사관계 및 사회정책 조사연구기관인 協調會의 조사원으로 활동한
나가노 준조(永野順造)의 ≪國民生活의 分析(國民生活の分析)≫(時潮社, 1939)에는 <≪작
문교실≫의 生活構造>라는 장이 마련되어 있다. 이 장에서 그는 “≪작문교실≫에서의
생활기록은 소비생활만이 아니라 생산으로서의 근로생활과도 유기적으로 연관된 전체
로서의 생활기록이다. 아니 그런 전체로서의 생활을 규정하는 배경까지 포함한 생활의
기록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작문교실≫에 그려진 노동자가족의 생활비를 추계하였
다.44)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오코우치의 ≪작문교실≫에 대한 평가는 전시기에 대두한 사
42) 오코우치 가즈오(1905∼1984)는 東京帝國大學經濟學部 助敎授(당시). 사회정책학･노동경제학자.
전시체제에서 노동문제 해결의 계기를 적극 발견해 내고자 한 전시사회정책론(생산력이론)의 기
수. 전후에는 동경대학 교수, 동경대학 총장(1962∼1968).
43) 大河内一男, 1940 <國民生活の論理> ≪戰時社會政策論≫ (時潮社), 237
44) 나가노 준조는 당시 協調會의 국민생활조사에 참여하고, 전후에도 최저임금연구 등을 통해 노동
조합의 정책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関谷耕一의 <戰時における國民生活研究> ≪大河内一男先生還
暦記念論文集 社會政策の基本問題≫ (有斐閣, 1966)와 大河内一男의 ≪社會政策四十年≫ (東京
大學出版會, 197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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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조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코우치의 전시사회정책론 발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
은 문장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곧 “사변의 자극이 없었더라면 노동시간･임금을 비롯
하여 재해･일반보건 등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 배려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중략) 이는
일본의 전통적 저임금노동의 疲勞性을 健全性으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라고 하였다.45)
이와 같은 발상의 근저에 있는 사고방식을 전시체제가 낳은 ‘근대’46)라고 할 수 있다
면, 그와 같은 ‘근대’성은 여러 표현활동들 속에 광범위하게 침투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는 ≪작문교실≫과 직접 관련된 前프롤레타리아 작가 구보카와 이네코(窪川稲子)의 르
포를 드는 것으로 본절의 검토를 매듭짓고자 한다.
구보카와의 르포는 실제로 도요다 마사코가 다니던 소학교를 방문한 것이다.47) 구보
카와는 방문동기를 그녀답게 “첫 번째로 작문교실의 생활이 도회의 하층생활을 반영하
고 있고, 그 소학교도 그런 지역에 있다고 하는 것이 나의 관심을 강하게 끌었다”고 밝
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보다도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에 주목하고 싶다. 도요다 마사
코와 마찬가지로 아동들이 일단 졸업하면 사회에 진출하게 되어 있던 당시의 고등소학
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단발을 금지하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
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라고 묻는 구보카와에 대해, 교장은 “아니 번거롭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각자 집의 사정이란 게 있을 테니까요”라고 답하였다. 구보카와는 특별
할 것 없는 이 대답에서 “나는 분명히 느꼈다. 오늘날의 소학교가 그 주변사정에 따라
취하고 있는 태도의 실제적 功績이라 할 수 있는 것을”이라고 썼다.
학교교육 중에 형식적 규범이 아니라 현실에 맞추어 실제적 지도가 행해지고 있음을
구보카와는 간단한 질의응답 중에 발견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는 ≪작문교
실≫ 세계에 대한 구보카와의 비평이며, 동시에 야마모토 가지로의 다큐멘터리즘이 ‘일
45) 大河内一男, 1939 <長期建設期に於ける我國勞動政策の基本動向> 昭和研究会 ≪長期建設期に於
ける我國勞動政策≫ (東洋經濟出版部), 69. 이와 같은 입장은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의 브레인
집단이라 불린 昭和硏究會의 멤버로서 1940년 大政翼贊會에 다다른 오코우치의 新體制運動의 흐
름 속에 있고, 美日開戰 후에도 東大法學部 敎授인 야베 데이지(矢部貞治) 등과 정책집단의 일익
을 담당했던 그의 정치적 위치와도 떼어낼 수 없으나,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 상술할 여유가 없다.
그 사이의 경위에 대해서는 伊藤隆의 ≪昭和十年代史斷章≫ (東京大學出版會, 1981)와 ≪近衛新
體制≫ (中公新書, 1983)을 참조.
46) 여기에서 ‘근대’는 신중하고 섬세한 수법으로 취급해야 할 개념이지만 그것을 상술하는 것은 본고
의 과제가 아니다. 필자의 생각에 대해서는 불충분하지만 일단 <戰前の中の戰後와 戰後の中の戰
前－昭和10年代における‘革新’の諸相－> ≪年報･近代日本硏究≫ 10 (山川出版社, 1988)와 ≪帝
國の昭和≫ (講談社, 2002)를 참조하길 바란다.
47) 窪川稲子, 1939.11 <≪綴方教室≫の小學校> ≪文藝≫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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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의 연속’을 가치화한 오코우치의 시점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그리고 이야말로 일
본 속의 ‘조선’을 발견하고 시각화한 인식구조의 특징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맺음말
본고에서는 1930년대의 ‘조선인’에 대한 시각적 형상화를 소재로 그 형상화를 야기한
시선의 의미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는 1920, 30년대의 넓은 의미의 모더니즘에 기원하는
것으로, 전시기에 명확한 형식을 갖추게 된 광범위한 문화영역의 사고양식이나 인식구
조에 의해 성립되었다.
사실이나 일상을 가치있게 이해함으로써, 그리고 사회적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에
주체적으로 맞서는 그런 사고양식의 성립에 의해, 일본 속의 ‘조선인’은 가시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그대로 영화 <작문교실>의 드라마 속에 적용된 다큐멘터
리즘적 시선과 중첩된다. 그것은 당연한 듯이 옆에 서 있는 일상적 존재로서의 조선인
여성이라는 묘사수법을 만들어 냈다. 이 일상적 존재는 말하자면 새롭게 발견된 ‘일상’
이다. 여기에서는 일상을 일상으로 그려내는 시선이, 예를 들어 야마모토 가지로의 우물
씬에서의 시선연출과 같이 자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연출=방법)라는 사실에 주의해
야 한다.
본 보고의 검토로부터 떠오르는 문제는 전쟁 친화적인 모더니티와 그를 매개로 한
‘주체화’이다. 타자로서의 ‘조선’인식은 어쨌든 ‘조선’을 주체로 인지한다는 것으로, 그
것은 ‘일본’의 자기인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즉 일본과 조선의 이중 ‘주체화’인 것이다.
그 점에서 식민지문제를 검토할 때 전시기의 독자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를 끝내기에 앞서 예상되는 비판에 대해 두 가지 정도 미리 답해 두고자 한다.
하나는 본고에서 다룬 모더니티의 시선이 이를 테면 조선인 부락의 비참한 현실은 포착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비판에 대해서이다.
그에 답하기 위해 장혁주의 <朝鮮人聚落을 가다>48)라는 르포르타주를 들어 보자. 이
는 芝浦月見町, 芝浦海岸通り, 深川浜園町, 深川千駄町, 滝野川 등 조선인 집주지역을 르
포한 것이다. 그것은 슬럼지대로부터 “이주 조선인 중에서도 조금 상층에 속하는 사람

48) ≪改造≫ 1937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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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집주지대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었고, 장혁주가 “가장 조선색이 농후한 밀집지”라
고 말한 다마강도 등장한다.49)
과연 장혁주가 방문했던 지역은 “막대기와 판자조각과 함석파편을 가지고 손수 집을
짓고 멋대로 거주하면서 만들어진 부락”(芝浦月見町)이다. 장혁주는 그 지하창고 같은
내부를 더듬어 가며 “이상한 악취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둥이나 판자가 나의 신경을
곤두세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도망치듯이” 빠
져나올 때에는 “그 지하창고 같은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을 떠올렸다.
이러한 현실을 구체적이고 분명히 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다. 그렇
지만 그런 작업을 실증적으로 행하고 또 리얼한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
요하다. 장혁주의 르포 자체가 그러한 사료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어떤 구조를 갖는 시
선에 의해 포착되고 말하여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검토의 소재를 성립시키는 그 말하
기의 구조에 대해 자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장혁주의 문장 자체가 새롭게 출현한
장르인 르포르타주로,50)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본고의 시점을 표현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본고에서 살펴 본 사진과 영상을 통해 드러난 시각적 조선인상에 공통되는
일종의 편향에 대해서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조선인상이 모두 여성이라는 문제
이다. 이것의 직접적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여성의 의복(치마･저고리)을 통해 이민족
임을 쉽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을 작품으로 형상화한 시선에 이미 내포
되어 있는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복을 통한 차이화에 내재하는 민족이나
젠더에 대한 편견은 그 자체로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웃으로서의
타자를 표상하고자 한 작자의 의지에 주목하고 싶다. 이것은 식민지와 식민지 본국의 사
회적 현실을 포착하는 새로운 방법의 발견과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는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표출된 적이 없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49) 장혁주는 다마강의 자갈채취노동을 “나의 고향인 대구 부근의 하천에서도 매일같이 볼 수 있는
풍경”이라 했으며, 또한 “논의 여기저기에 點在해 있는 그들의 주거는 집의 구조가 조선에 있는
농가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빈농의 가옥 그 자체”라고 썼다. 장혁주가 그
려낸 정경은 시마무라 도시마사가 ≪고려인≫에서 묘사한 다마강과 매우 닮아 있다.
50) ≪改造≫의 지면을 보면 제목 옆에 ‘르포르타주’라는 글씨가 몇 개의 사진들과 조합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글씨가 주체이고 사진은 첨부된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 형식 자체가 포토 몽타주 이
래의 트렌드를 의식한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촬영자인 山村一平는 改造社의 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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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류승렬
본고는 사진이나 영화와 같은 영상 표현물을 ‘역사 연구를 위한 소재, 곧 사료로 취
급’하며 1930~40년대 일본의 사진·영화 등 영상표현이나 문학작품의 조선 및 조선인에
대한 시선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사진이나 영화와 같은 영상 표현을 역사 연구의 소재
로서 취급하는 방법이 현재 확립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진과 영화가 역사
적 현실을 보여준다는 전제 하에 특정한 소재를 부각시키면서 역사적 주체로까지 읽어
내려고 한다.
그러나 사진과 영화는 기획자와 연출자의 ‘작품’이며 그들의 시선에 따라 연출된 것
이기 때문에, 문화표상 속에 조선인이 등장한다는 ‘사실’보다는 연출자나 기획자의 시각
과 관점 및 작품 소비자의 인식과 이해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자의
적·선험적 전제를 내리고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과 같은 주관적 방식보다는 객관성을 담
보하는 문헌이나 자료를 동반해야만 역사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또 영화나 사진 속 조선인의 의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조선’
의 발견, 처음 발견한 타자로서의 ‘조선’, 일본 속 ‘조선’, 일본사회 속의 ‘조선인’, 새롭
게 일어선 또 하나의 ‘주체’ 등의 구체적 내용이 잡히지 않는다. 저자의 의도가 근대적
주체의 확인·발견이라면 단지 ‘발견’되는 데만 머물러서는 ‘주체’라 할 수 없다. 일방적
으로 ‘주체화’를 고집하기보다는 조선인이 당시 왜 정태적이고 수동적으로 관찰되고 발
견되는 존재가 되어야 했던가를 식민지 구조 속에서 찾는 작업이 필요할 듯하다.
필자는 근대와 전쟁의 친화성, ‘근대’를 낳은 전시체제기의 독자적 의의에 큰 관심을
두고 일부 전향한 좌파들의 시선을 통하여 근대와 근대성의 광범한 침투를 확인하려고
한다. 전시체제기에 대한 시스템론적 접근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비약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전시체제 하에서 모더니즘적 표현이 ‘전면적으로 개화’했으며 광범
위한 문화 영역의 사고양식이나 인식구조도 명확한 형식을 갖추게 된다는 점 및 모더니
즘과 내셔널리즘의 친화성의 근거와 의미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소설 ≪고려인≫에 대
하여 “이 이야기가 ‘내선일체’ 이데올로기를 체현했다는 허구가 조선인 커뮤니티가 존
재하는 사회적 현실에 의해 리얼리티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점”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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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하는 데서 ‘내선일체의 실현’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게 된다.
필자는 일본 속 조선인이 ‘이웃으로서의 타자’로 표상된다고 본다. 내(일본)에 해당하
는 일본 본토에서 패망 직전에야 비로소 조선인의 존재가 포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내(일본인)와 선(조선인) 사이에 가로놓인 뚜렷한 차이와 차별, ‘내선일체의 실현’이란 구
호가 허구임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그런데 필자는 이를 거꾸로 해석하여 근대적
‘주체화’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때 근대적 ‘주체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궁금하다.
필자는 사진과 영상의 조선인상이 모두 여성이라는 편향을 갖게 된 것은 “옷(치마·저
고리)을 통해 이민족임을 쉽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처리해 버리지만
식민지배자가 피지배자들을 ‘여성’으로 ‘젠더화’하는 식민지배의 일반적 이미지화(표상
화)와 다를 바 없다. 여성으로 표상화된 조선의 이미지가 ‘매우 간단한’ 문제에 불과하다
면, 필자 스스로 조선인의 ‘발견’ 문제 역시 매우 ‘간단하게’ 인식·취급하고 있다고 보아
도 좋은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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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지한 비평에 감사드리고 싶다. 비판의 논점은 대부분 중요한 지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들은 틀림없이 논문 집필에서 필자가 자각적으로 설정한 논점이다. 따라서 또
한 필자로서는 비판의 내용을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첫 번째 문제는 사진과 영화의 史料性에 대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평자는, 영화와
사진이라는 문화 표상에 어떻게 역사적 현실이 녹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영화와 사진에 묘사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문제를 혼동
하고 있다. 필자가 제기한 것은, 1930년대 이후 일본의 문화 표상 속에 전례 없는 규모
로 명시적으로 조선인의 이미지가 출현한 것은 왜인가,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
가라는 문제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를 검토하는 소재로서 구체적으로 영화와 사진을 선택한
것이며, 왜 그것이 소재로서 적절한지, 어떠한 수법을 바탕으로 할 때 그것이 사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문 속에서 나름대로 피력하였다. 평자의 비판은 그 방법들의 타
당성을 논하지 않은 채 영화와 사진을 다루기 때문에 ‘자의적·선험적’인 작업이라고 힐
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러한 문화 표상 속의 조선인 이미지에 대한 의미 부여에 관해서이
다. 애당초 평자는, 1930년대 이후의 문화 표상에서의 조선인의 이미지가 근대 일본에
처음 등장한 타자 이미지로서의 조선인이라는 점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렇
다면 1910년의 ‘식민지 구조’도 1940년의 ‘식민지 구조’와 아무 것도 다를 바가 없다는
본질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평자는 1930년대부터
194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조선인의 존재가 포착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에서 새삼스
럽게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분명한 차이와 차별’을 확인하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
다. 만약 표상의 시대적 차이를 관통하여 식민지라는 ‘본질’의 顯現밖에 확인할 수 없다
고 한다면 애당초 역사 연구의 필요성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세 번째로 필자는 평자처럼 ‘주체’라는 개념을 무언가 고마운 것으로서 파악하고 있
지는 않다. 차이화, 차별화의 방법과 양식은 시대적 조건에 따라 다른 것이며 그것은 정
치적·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 점을 의미화하는 작업 없이는 ‘식민지
구조’를 논하여도 무의미하다. 나는 1930년대, 40년대에 ‘차이와 차별’에 반영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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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여러 관계를 특징짓기 위해 ‘주체’와 ‘주체화’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그것이
이해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필자가 ‘內鮮一體의 실현’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등의 놀라
운 오독이 생긴다. ‘內鮮一體’가 이데올로기이며 그런 의미에서 허구라는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정당화되는가(리얼리티가 주
장되는가)는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소설 ≪高麗人≫이 보
여주는 것으로서, ‘조선인 커뮤니티가 영위하는 사회적 현실’의 리얼리티가 동원되고 있
다는 데서(그것이 유효하다고 觀念되는 데서) 시대적 특징을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필자는 “여성으로 표상화된 조선인의 이미지가 ‘매우 간단
한’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사진과 영상의 조선인像이 여성인
것 자체는 의복으로 이민족임을 쉽게 명시할 수 있다는 ‘간단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한
것뿐이며, 필자의 주장의 역점이 그렇게 하여 차이를 표상하려고 한 영상 작가의 의지
를 문제 삼는 데 있음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평자처럼, 식민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여성’으로 ‘젠더화’하는 식민 지배의 일반적 이미지화라는 관점을 거론하
는 것이야말로 ‘간단한’ 일반화이다. 그러한 논리 자체가 젠더 편향을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