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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鄭承博은 1923년 9월 9일 慶尙北道 安東郡 臥龍面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 鄭潤欽과 어머니 

安東權씨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33년 8월, 일본에서 토목공사 하청을 맡고 있던 叔父 

鄭明欽을 의지하여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單身 渡日한 在日朝鮮人 文學者이다. 

그의 成長과 渡日 그리고 渡日 後의 생활과 체험들은 ｢솔잎 팔이(松葉売り)｣1) ｢산과 강(山

と川)｣2)｢도미다가와 富田川｣3)｢쫓기는 나날(追われる日 )々｣4) ｢벌거숭이 포로(裸の捕虜)｣5) 

｢ 등이 켜져 있다(電灯がついている)｣6)등의 자서  작품들에서 잘 나타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빼앗긴 말｣｢부러진 뿔｣은 ｢솔잎 팔이｣와 같이 鄭承博이 도일하

 * 신라 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1) 1983년 12월 ｢文藝淡路｣에 8호부터 1993년 6월 18호까지 연재. 渡日하기 직  고향에서의 생활  

渡日 목 을 밝힌 편소설. 

 2) 1994년 6월에 발행한 �鄭承博文學著作集 第一巻�에 실려 있으나, 未發表한 作品. 渡日後의 토목 공사장

에서의 생활과 체험을 은 작품.   

 3) 1966년 1월 �川柳 阿波路�에 第8号부터 第38号(1968.7)까지 31回 連載한 處女小說.  

 4) 1971년 6월 �農民文學�에 발표. 

 5) 1971년 11월 �農民文學�에 발표. 

 6) 1973년 �文學界� 1월호에 揭載.



152  日本近代學硏究……第 36 輯

기  고향에서의 생활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두 작품은 고향에 있는 학교 종류와 성격,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제의 정책들에 의한 조선의 정황을 주소재로 

한 작품이다.

그러면 작품의 거리와 내용에 하여 살펴보고, 그 차이 과 유사 , 그리고 두 작품에 

나타난 문학  특징, 나아가 鄭承博 문학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2. ｢빼앗긴 말｣

｢빼앗긴 말｣은 1980년 3월 �人間雜誌� 2호에 발표한 편소설이다. 우선 도입 부분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열 몇 개나 되는 面 안에서, 4년제 小學校,  臥龍面 公立普通学校 단 하나뿐이다. 매년 지원자가 

쇄도하지만, 입학할 수 있는 아이는 몇 십 명 에 한 명 뿐이다. 나는 이 스러운 공립학교

에 이제 막 3학년이 되었다. 아버지는 입학할 때 얼마 안 되는 家産을 탕진할 정도로 많은 

경비를 썼다. 그런데 이 학교는 일본 말을 가르치는 것을 주안 으로 하 다. 나는 쓸모없는 

算術에 習字, 圖畵만 잘하고 요한 일본어는  몰랐다. 입학할 때까지 서당에서 한자를 

억지로 채워 넣은 머리에 일본어랑 일본가나를 익힌다는 것은 단히 어려웠다. (略) 1, 2학년

은 조선인 선생님이고, 3, 4학년은 교장 선생님이 담당이었다. 2학년까지 조선인 선생님이어

서 일본어를 모르면 물어볼 수도이고, 3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조선어가  통하지 않는, 

33학년이 된 나는 수업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교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滿洲

國” 건국(1932年) 以來, 韓日同化政策의 태풍이 불고 있다. (p.390)

길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되고, 완장을 두른 리들과 칼을 찬 경 들이 서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지나가는 조선인들의 옷에다 거무튀튀한 색을 처바르고 있었다. (略) 학교를 왔다 가는 

길에 매일 이러한 경을 보지 않는 날이 없었다. (略) 그러나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일본어가 

가장 한 문제이다. (이것이  동화정책의 주안 이었다.) 朝鮮語는 이미 公用語로부터 

제외된 지 오래되었다. 최근에는 신문 잡지 모두 일본어로 되어있다. 이것들을 읽지 못하면 

4학년을 마치더라도 취직을 할 수가 없다. 공서의 사환은 물론 공사장 인부부터 상  원에 

이르기까지, 우선 이것이 조건이다. 막벌이 일꾼으로 가더라도 공사장 감독은 거의 부분 

일본인으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바로 해고 되었다. 7)(下線-- 筆者, 以下 同.)     (p.390-391)

 7) 鄭承博著作集第二巻�松葉売り�에서 인용. 이하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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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承博이 실제 고향 안동에서 생활을 한 것은 1933년 7월까지이며 인용문에서 말하고 있는 

臥龍面 公立普通学校에는 다니지 않았으며 그는 서당에서 천자문과 습자, 그리고 한 을 

익힌 것으로 연보에서는 밝히고 있다. 

<韓日合邦>이 된지 20여년이 지난 식민지 조선은 서당에서 배운 算術과 習字, 圖畵는 이미 

쓸모없는 공부가 되어 버리고 이제는 일본어만이 필요한 실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韓日同

化政策의 태풍>이 불고 있다고 하며, 조선인들의 민족의상인 白衣마  日帝에 의해 色衣로 

强要되고, 일상생활 언어조차도 일본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어를 모르면 막노동조차 

할 수 없는 암담한 실이 되어버린 조국의 정황을 인용문에서 지 하고 있다. 이러한 실 

속에서 조선인이 살아남기 한 苦肉之策이 바로 일본어를 배우는 것이며 그 방편의 하나가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조차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업이 끝나 의자를 책상 에 올려놓고 있을 때 밥알이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었다. (略)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어 왁자지껄 떠들었다. 나도 같이 뭔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때 교장선생

님이 달려 왔다. 갑자기 내 뺨을 때렸다. 몇 를 맞은 나는 비틀거리며 뺨을 감 다. 耳鳴이 

들렸다. 한동안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정신을 차려

보니 교장선생님의 꾸짖는 소리가 들렸다. ｢ 는 뭐야! 3학년이 되어 교실에서 아직 조선어를 

쓰다니, 학교에 올 자격이 없어. 당장 꺼져｣ 귀를 통하는 큰 소리 다. 나는 바로 자세를 

바로 잡았다. 물이 났다. 아무리 참아도 물이 멈추지 않았다. 마치 흘러넘치듯이 두 에서 

뿜어져 나왔다. (略) 평상시와 같이 宮城遙拜가 끝나고 교장선생님 훈시가 시작되었다. ｢“만

주”에 있는 군인들은 더 와 추 를 견디며, 나라를 하여 싸우고 있다. (略) 교내에서 朝鮮語

禁止 고 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해 힘써야 할 것은 조 이라도 

빨리 일본어를 익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모두 이 요한 

일을 잊고 있다.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학교에 올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며 

단상에서 내려왔다. (p.392-393)

<언어말살정책>의 일환으로 등학교에 일본어 상용화를 강요하고 있는 교육 장의 실태

와 국어(일본어)보 이라는 日帝의 교육 목 이 인용문에 잘 나타나있다. 한 東元에게 가한 

일본인 교장선생의 폭력은 마치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의 치와 상 그리고 잔인

성을 말해 주고 있는 듯하다. 

학교를 그만 둔 주인공은 <大日本帝国陸軍御用達牧場>에 일하게 되고 ｢비록 학교를 그만

두었지만 일본인 에서 일하게 되어 행운입니다(p.408)｣라고 말하며 그의 이상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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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말한다.

목장주인도 다박수염 남자도 두 세계를 가지고 있다. 조선어도 일본어도 능통하다. 조선인 

사이에서는 조선인 같이, 일본인 사이에서는 일본인 같이 행동한다. 이거야 말로 이상 인 

남자로 보 다. 결코 남에게 뒤지고 살 수 없다. 나도 꼭 게 될 거야. 무심코 주먹을 

쥐고 조용히 맹세하 다. 

｢솔잎 팔이｣ 등 여러 작품에서 밝혔듯이 입신출세의 방편이기도 한 일본어 터득에 한 

鄭承博의 열망이 소년의 포부를 통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는 渡日하기 해 목장 주인을 

찾아가게 된다.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 있다.  

｢그래, 에게 일본인 숙모가 있었나? (略) 네가 동경하는 일본 학교에 입학시켜 다고 분명

히  있지 않나!｣｢그 지만 갈 수가 없는 걸요. 그기에  있는 渡航證明書도, 在學證明

書도 받을 수 없는 걸요｣(略) ｢이건 좀 이상한데.  학교에서 받은 통신표 있지? 그걸 가지고 

가. 무엇보다도 그게 바로 재학증명서가 되니까. 渡航證明書라면 내가 써 주께!｣ (略) 이번에

는 편지지 앙에 크게 “상기 사람은 , 본 목장에서, 기술 견습을 해 渡航하는 사람 임”이라

고 붓 씨를 써 넣었다. 끝으로, 大日本帝國陸軍御用達牧場이라고 도장을 었다. (略) 믿을 

수가 없다. 일본에 건 가 불의의 죽음을 당한 외아들의 시신을 건네받으러 가는 수속을 

하는데 만 가산을 탕진할 정도의 경비가 들었다는 애기를 들었다. (略) 나도 일본에서 학교를 

나오면 그들과 같이 된다. 어떻게 하더라도 아버지를 설득하고 싶다. 다시 투를 꺼내 목장주

인에게서 받은 증명서를 읽어 보았다. 昭和11年 7月 3日, 날짜가 있다.      (p.428-429)  

      

아들의 시신을 받기 해 도일하는데도  재산을 팔아야 되는 조선인의 입장과 渡航證明書

를 쉽게 써  수 있고 자유롭게 조선을 오고 갈 수 있는 일본인의 치가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즉 <內鮮一體>라는 미명 아래 이  잣 로서 조선인을 차별하고 있는 일제의 정책에 

한 비 을 알 고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인용문에는  鄭承博의 渡日과 일본 학교 입학과 련된 사실들이 나타나 있다. 즉 鄭承博

이 도일 할 당시 숙부가 일본에 있었으며 그의 숙모가 일본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를 직 학교

에 편입학 시킨 일 등이다.8) 그러나 인용문에 나타난 鄭承博의 渡日 시기와는 많은 차이가 

 8) ｢ 등이 켜져 있다｣｢도미다가와｣등 여러 작품에서 숙부가 일본에서 공사장 계 일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숙모는 일본인이며 승박( 보-, 태양과 더불어 鄭承博의 자화상으로 보이는 ｢도미다가와｣의 주인공 

이름)을 직  鮎川尋常小学校에 편입학시키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연보에서는 그의 숙부 鄭明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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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도미다가와｣의 주인공이자 그의 자화상인 鄭承博의 渡日 시기는 1932년 8월 20일로 

되어있으며 연보에는 외국인등록증을 기 으로 1933년 8월 15일로 되어있다. 작품과 실제 

연보에서의 시기 인 차이는 있으나 鄭承博 자신의 도일 과정을 그린 것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渡日 경비를 마련하기 하여 기르던 소를 팔게 되는데 작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 있다.

여명이 밝아 왔다. 목장에서 받아 온 渡航證明書와 통신표를 꺼내 보았다. 그다지 좋은 성 은 

아니지만 자세히 보니 뒷면에도 이름 에 작은 활자로 右記 학생은 본교 재학생이라는 이 

있다. 살그머니 주머니에 넣고는 밖으로 나갔다. (略) 어미 소와 송아지가 머리를 맞 고 

자고 있다. 어미 소 엉덩이를 두드렸다. 일어났다. (略) 소를 몰아 시장에 가니 상 가는 벌써 

붐비고 있었다. (略) 정육  주인은 10원 지폐 두 장을 주면서 ｢고마워. 많이 말라있네. 이 

정도면 충분해.  부탁해｣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5원 지폐 한 장 더 꺼내  주었다. ｢ ｣하고 

받아 넣자 주인은 가게를 향해 ｢ 구 없나? 빨리 이 소를 도살장으로 데리고 가｣라고 소리쳤

다. 나는 소름이 끼치고 한기가 들었다. 소를 뒤돌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얼굴을 돌리고 

곧장 역으로 달려갔다.  (p.433-434)

 

아버지가 가장 소 히 여기는 소를 가족들 몰래 장에 내다 팔고 일본에 가기 해 바로 

역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빼앗긴 말｣은 끝이 난다. 그러면 ｢부러진 뿔｣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3. ｢부러진 뿔｣

 

｢부러진 뿔｣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소(뿔이 부러진)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빼앗긴 말｣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며, 같은 시기를 배경으로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東元은 비탈진 황무지를 개간하는 貧農의 아들로 소를 타고 학교에 등교를 한다. 

그는 공립보통학교 3학년이다. 같은 마을에서 공립보통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東元이 밖에 

없다. 아버지는 東元이를 학비가 많이 드는 공립보통학교에 보내는 신 그에게 소를 맡겨 

키우게 하 다. 그래서 東元이는 학교 가는 길에 야산 풀밭에 소를 매어 놓았다가 방과 후 

和歌山県　田辺市　토목공사장 취사반장 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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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다시 집으로 몰고 오는 것이 하루일과 다.

당시의 주인공의 고향에는 등교육기 으로서 사립학교, 공립학교가 있었다9)고 말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에 한 비교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부락 하나를 지날 때마다 사립학교 학생 수가 불어난다. 최근에는 농한기 때문인지 특히 

많이 늘어났다. 그들에게는 낙제도 퇴학도 없다. 일 년 학비로  두말10)만 내면된다. 농사를 

지어면서 틈틈이 다니는 학교다. 그러나 일본어를 익힌다는 목 은 같다.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은 읍내에 가서도 물건도 살 수 없다. 공서 호출장도 납세고지서도 모두 일본어로 

되어있고, 조선어는 가족들 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언어로 되어가고 있다.

｢빼앗긴 말｣에서와 같이 강요된 언어이며 침략어인 일본어를 모르면 사회생활조차도 할 

수 없는 식민지조선의 실이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한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서도 <일본어를 익힌다는 목 은 같다>라고 말하

고 있다. 그리고 두 선생님과 한 분의 교장선생님으로 <일본인 선생님>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

고 말하고 있다. 이에 비해 東元이가 다니는 학교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고 있다. 

정렬이 끝나자 4학년을 가르치는 교장선생님을 선두로 담임인 內山선생님, 이어서 野田선생

님도 나왔다. 1학년을 가르치는 조선인 馬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나왔다. 교단에 오른 교장선생

님의 호령으로 宮城遙拜부터 시작한다. ｢ 원 좌향 좌. 궁성을 받들어 정 히 경례｣ (略) 

宮城遙拜가 끝나자 교장선생님의 訓話가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20분 訓話를 한다. 오랫동안 

일본 武道傳에 해 애기했는데 최근에는 일본의 의로 바 었다. ｢어제는 일본의 인사법에 

해 이야기를 하 습니다. 오늘은 식사 에 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밥을 그

릇에 담아서 젓가락으로 반듯이 正座해서 왼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오른손에 젓가락을 쥡니다. 

밥그릇을 이 게 입 가까이 가져가서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북이 담긴 밥그릇

을 상 에 고개를 숙인 채 히 먹습니다. 그릇을 입 근처에 가져가서 먹는 것이 인간의 

식사법이고, 그릇에 입을 갖다 고 먹는 것은 동물의 식사법이다. 이런 나쁜 습 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p.441-442)

 9) 鄭承博의 작품 에서 고향과 련되어 있는 거의 부분의 작품에서 언 하고 있으며 실제 그는 사립학

교(서당)에 다녔던 것으로 연보에는 기록되어있다. 

10) 농한기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로 추정되며, 사립학교에 한 언 은 ｢부러진 뿔｣에서 처음 

언 함. 鄭承博의 ｢서당｣(�川柳 阿波路� 65号ー83号　連載)에는 서당의 일 년 학비도 벼 4말이나  

2말(p.203)이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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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는 사립학교와는 달리 부분 일본인선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朝鮮語抹殺과 宮城遙拜를 강요할 뿐 아니라 조선의 문화를 비하하고 

日本文化의 우월성을 역설하는 교장의 훈화를 통해 日帝하의 식민지조선 공립학교의 교육 

실태를 짐작하게 한다. 

  더 를 견디다 못 해 쓰러지는 학생에 해 교장은 

｢칠칠치 못 한 놈들. 우리 학교의 수치다. 일본의 등학생들은 희들 보다 3, 4살이나 어리다. 

그 지만 조례시간에 희들 같이 쓰러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무거운 배낭을 메고 

“匪賊” 과 싸우는 “滿洲” 군인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 오늘 등에 쪽지가 붙어 

있는 녀석11)은 그 자리에 서있어｣   (p.442)

라고 말하고 조례를 마쳤다. 軍國主義 思想에 입각한 교육 장의 실태가 교장의 언행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는 시내에 있는 학교 견학을 가게 되는데 그 경을 다음과 같이 

고 있다. 

교문 에 있는 게시  앞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내일 시내에 있는 6년제 보통학교에 

견학을 간다는 발표 다. 같은 보통학교라도 시골학교와는 격이 달랐다. 이 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학생은 면사무소 서기나 철도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다. (略) 다른 학교에 

견학을 가는 것은 처음으로 오늘 아침 교장선생님의 훈화는 견학에 한 주의 다. (略) ｢…… 

이번에 오신 교장선생님은 일본의 유명한 학교에 계셨던 분이다. 여러분들은 특히 의 바르

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머리카락이 긴 사람, 손톱이 긴 사람, 신발이 더러운 사람은 데리고 

가지 않는다. 만약 웃음거리가 된 다면 본교의 수치다……｣ (略) 교문을 들어서자 內山선생님

이 멈춰 서서 정렬을 시켰다. 교장이 앞에 나왔다. ｢처음인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는 奉安殿12)

이고, 안에 天皇陛下의 사진을 모시고 있다. 정 히 경례｣ 이번에는 약간 떨어진 교사  

정원수로 둘러싸인 건물 앞에 을 섰다. ｢여기는 天皇陛下의 先祖님들을 모시는 神宮이다. 

정 히 경례｣     (p.448)

시내 학교 견학은 명목뿐이고 실제 목 은 제국주의 사상을 고취시키기 한 奉安殿과 

11) 최고 학년인 4학년 , 장 부 장, 일본인 순사 아들, 토목 공사장 감독 아들 등이 그들의 에  

벗어나는 학생들에게 등에 풀칠을 하고는 <조선어 폐지> <가족들에게 일본어를……> 등의 쪽지를 

붙이고 벌을 주었던 것으로  있다.       

12) 일본의 敗戰까지 각 학교에 天皇의 사진이나 敎育勅語를 간수하고 있었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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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宮 참배를 목 으로 하는 견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참배가 끝나고 모두들 심을 

먹기 해 도시락을 꺼내고 시내 학교 학생들은 일본차를 하 다. 생  처음 일본차를 

마셔 본 東元이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은 차를 내뱉고 말았다. 이를 지켜본 교장은 학생들의 

머리를 마구 때렸고 東元이도 기증이 나 쓰러질 정도로 맞았다. 그리고 학교로 다시 돌아온 

교장은 심시간에 맞은 학생들을 다시 모아서는 < 희들 같이 의를 모르는 녀석들은 학교

에 올 필요가 없다>라고 꾸짖는다. 그때 때마침 주재소 소장이 나타나 東元이의 소가 교장이 

가꾸고 있는 채소밭 가지를 망가뜨렸다고 말하게 된다. 東元이는 집에서 키우던 가지를 교장

의 채소밭에 옮겨 심고 원상복구를 하 으나, 결국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퇴학을 당하게 

된다. 東元이는 퇴학을 면해 보기 해 서 감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 있다.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인 서 감은 일본에서 돌아온 년신사로, 온화한 인상에 상냥한 사람이

다. 때때로 보통학교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교장선생끼리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略) 시내학

교에서 일본차를 토했던 얘기와 소가 채소밭을 망가뜨린 얘기를 들은 서 감은, 배를 잡고 

웃었다. ｢걱정 할 필요 없다. 내가 해결해 게. 2, 3일 기다려. 그것보다도 희 집에서 죽었다

고 생각하고 있었던 삼 이 일본에서 단히 성공했다지. 이를테면 일본인 叔母가 있고 사  

동생이 있는 네게 설령 교장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뭐라고 말 못 할 거야｣ 東元이는 일순간에 

어두웠던 먹구름이 게이는 듯 했다. 그와 동시에 에게 학문은 필요없다라고  말하던 선생님

에게 좀 더 빨리 말 할 생각을 못 한 것이 후회되었다. (略) 어머니가 밥상을 물리고 난 직후

다. 의 물을 벌컥벌컥 마신 아버지가 ｢가난뱅이가 애당  학교에 가는 게 잘못이다. 강 

건  집 아이를 . 와 같은 나이에 벌써 일당이 10錢이다. 지게를 만들어 까, 지 이 

좋은 기회다｣   (p.458-460)

東元이는 어떻게 하더라도 퇴학을 면해 볼 까 하고 서 감을 찾아가 자 지종을 말하게 

된다. 서 감은 일본에서 성공한 삼 과 일본인 숙모와 사 동생이 있어서 함부로 퇴학을 

못 시킨다는 말에 東元이가 안심을 하는 모습이 인용문에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內鮮一

體> <皇國臣民化>라는 기치와 미명아래 <神社參拜>, <徵兵制>, <國語(日本語)常用化>을 강

행하면서 그들의 슬로건과는 모순13)되고, 하물며 조선에서 조차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치와 

상이 무나 相違하다는 것이 東元과 서 감의 짧은 화 속에 잘 나타나있다.

13) 조선과 일본이 일체이며 조선인은 일본천황의 신하가 된다는 그들의 선 로 해석한다면 조선인  

과 일본인은 등한 치에서의 <황국신민>이 된다는 뜻이 되지만 실상은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

려는 민족말살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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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東元이는 밭을 망가뜨리고 도망 가버린 잃어버린 소를 찾아다니다 지쳐서 마침 큰어머

니14)가 일 하고 있는 요리집에 들 다가 그기에 온 서 감과 일본인 교장의 화를 듣게 

된다.  

｢드디어 “東京”과 “京城” 사이에 화가 개설된다고 하는군요. 오늘 신문에 야단이네요｣ 

｢“滿洲”도 어엿이 일본이 되었고, 이제 일본은 세계 최고의 强國이 되었네요｣｢그건 그 고 

교장선생님. 참 심술궂네요. 소가 밭을 망가뜨렸다는 것으로 퇴학을 명하다니. 그 아이 아버지

는 요즘 일본인 친척이 생겼다고 동네를 뽐내면서 다니고 있어요｣｢하하하 ……, 조  에 

얘기했듯이 이제 3학년 결원이 두 명이 되었네요. 그쪽 생각 로 되었네요. 이번에는 돈벌이

가 되겠네요. 무엇보다도 1년 남짓으로 보통학교 졸업증서를 받을 수 있을테니까｣｢소 키우는 

아이의 낙심한 얼굴을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앞으로 변명하려면 교장선생님, 고생 꽤나 하겠

네요｣ 무엇 하나 거리낌 없이 큰 소리로 말했다. 기생이 들어왔다. 장구를 치며 노래가 시작되

었다. 큰 소리로 기생을 놀리는 서 감과 교장은 매우 즐거운 것 같았다.   (p.465)

인용문에서는 학생들에게 퇴학을 강요하고 그에 한 결원을 보충하면서 비리를 지르려

는 서 감과 교장선생에 한 비 을 조선인 일본인을 구분하지 않고 공평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솔잎 팔이｣｢書堂｣ ｢富田川｣｢地點｣ 등의 작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정승박문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서는 같은 조선인이라 할지라도 

불의와 악행들에 해서는 주 하지 않고 비  할 뿐 아니라 민간 일본인에 하여도 피압박

민이라는 편견 한  없이 친숙하게 지내는 모습들을 그리기도 한다.

한편 읍내에서 잃어버린 소를 다시 찾게 된 東元이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실을 

직감하고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기고 都會地로 떠난다.   

 

―― 아버지, 소는 찾았습니다. 그 지만 팔아 버렸어요. 이 돈으로 도회지에 갑니다. 일본에 

잇는 삼 과 같이 성공해서 돌아 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화내지 마세요. 마을사람들

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럼, 몸조심하세요 ―― 라고 쓰고 아버지 머리맡에 놓아두었다. 밖을 

나오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산 건 편에서 삼 이 박수라도 치듯이 동녘하늘이 어슴푸  

밝았다. 희망이 하늘 가득했다. 東元이는 열심히 역을 향해 달렸다.

｢부러진 뿔｣은 인용문으로 끝을 맺는다. 지 까지 살펴보았듯이 ｢부러진 뿔｣과 ｢빼앗긴 

14) ｢서당｣에서도 아버지보다 두 살 인 홀로 된 큰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부러진 뿔｣에서도 아버지

보다 두 살 이며 혼자 산다고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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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매우 유사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유사 과 차이 은 무엇이며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4. ｢빼앗긴 말｣과 ｢부러진 뿔｣ 

｢빼앗긴 말｣과 ｢부러진 뿔｣은 주인공이 고향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고향을 떠나는 동기와 

과정, 그리고 학교와 학교생활에 해 그렸다는 에서 매우 유사한 작품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조  相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선 ｢빼앗긴 말｣의 주인공과 ｢부러진 뿔｣의 주인공 東元이의 퇴학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빼앗긴 말｣에서는 주인공 스스로가 학교를 그만두고 日本人이 경 하는 목장15)에 일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부러진 뿔｣에서는 읍내 학교 견학을 가서 그 학교 측에서 제공한 

일본차를 내뱉어버렸다는 것과 교장 선생의 채소밭을 동원이의 소가 망가뜨린 이유가 결정

인 원인처럼 말하고 있다. 사지만 실상은 앞장에서 언 하 듯이 서 감과 일본인 교장의 

돈벌이를 한 計略에 의한 퇴학이었다. 그리고 ｢빼앗긴 말｣에서는 사립학교와 교장 서 감을, 

｢부러진 뿔｣에서는 목장에 해서는 일  언 하지 않는 차이를 볼 수 있다.  

학교에서의 조선어 사용 지와 련 된 <일본어 상용화> 문제에 해서는 두 작품 모두 

언 하고 있으며 ｢빼앗긴 말｣에서는 주인공이 교실에서 조선어를 사용한 것이 학교를 그만 

두는 결정 인 계기가 된다. 한 주목할 것은 두 작품 모두 <宮城遙拜> <神社參拜> <일본어 

상용화> <군국주의 사상>을 고취시키는 일본인 교장의 교육 과 어린 학생들에게 폭력16)을 

가하는 난폭함에 해 비 하고 있다는 이다. 

그리고 행방불명이 되었던 삼 에게서 일본에 살고 있다는 연락이 오고 숙모가 일본인이라

는 내용은 두 작품 모두 언 하고 있으며, 특히 주인공은 숙모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해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한 ｢빼앗긴 말｣에서는 목장주인과 일본인 다박수염 남자에게

도 매우 호감을 갖고 있으며 한 경우에 따라서 조선어와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15) ｢빼앗긴 말｣의 <大日本帝國陸軍御用達牧場>을 鄭承博의 自畵像(承德)을 통해｢솔잎 팔이｣에서도 소개

하고 있다. ｢빼앗긴 말｣에서서는 주인공이 목장사람들의 배려(渡航證明書 발행)로 일본에 가게 된다고 

목장에 해 매우 정 으로 그리고 있으나, ｢솔잎 팔이｣에서는 소가 없어지자 조선인이 훔쳤다고 

단정하는 목장에 해 매우 부정 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     

16) 주먹으로 어린 학생들을 구타하는 일본인 교장 선생의 행동은 교육  목 의 벌이라기보다는 폭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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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주인공은 이상 인 롤 모델로 생각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피식민지, 가해자 측의 일본인 교장에 하여는 매우 비 이었던 주인공이 

같은 일본인 숙모와 목장주인 그리고 다박수염 남자에 하여는 매우 호의 이다. 이러한 

주인공의 이 인 기 과 모순된 행동은 민족  정체성의 부재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鄭承博의 문학  특징을 논하면서 좀 더 자세히 거론하기로 하고, 두 작품의 

相違 에 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하자.

아버지 보다 두 살 이며 혼자 살고 있는 큰어머니에 해서는 ｢부러진 뿔｣, ｢서당｣에서 

언 17)하고 있는데 ｢빼앗긴 말｣에서는 언 하지 않고 있다. 연보에도 큰 어머니에 한 언

은 없으며 요리집에 일을 하 는지18)에 하여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와는 반 로 주인공의 할아버지에 해서는 ｢빼앗긴 말｣에만 언 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주인공이 학교를 그만둔데 하여 극 찬성을 하며 빨리 혼약(조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해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야말로 사람의 견본이다. 同化政策도, 大日本帝國도, 이 두 사람에게는 계가 없다. 李朝

時代 풍속 그 로 변함이 없다. 화가 치 어 왔다. 웃기지마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싶었다. 

큰일을 시작하기도 에 부 를 끓이다니 정말 조짐이 좋지 않은 얘기다.  (p.431)

조선의 풍습과 통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구시  사고방식이라며 

불만을 터뜨린다. 

<일본어 상용화>, <皇國臣民化>를 비롯한 <同化政策>에 의해 이미 조선은 <大日本帝國>의 

식민지가 되어있는 실과 정황 즉 민족  정체성에 한 주인공의 인식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만주이민 정책>에 한 주인공의 인식은 앞에서의 인용문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마을도 목장도 같이 “滿洲”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 좀 더 상세히 들려 줘｣｢“滿洲”에 

가면 정말 논을 주나?｣｢주인 없는 牧草의 평원에, 소와 돼지를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고 

하던데｣｢사람더 굵은 옥수수에 한 아름드리 호박이 여기 기 뒹굴고 있다는데｣｢우리들도 

소도 마찬가지다. 高粱하고 콩밖에 먹지 못한다. 을 먹을 수 있는 “滿洲”에 빨리 가고 싶어요. 

가을이 끝나기 에는 갈 수 없다는데 왜 그래?｣｢“滿洲”에 한 얘기라면 뭐든지 괜찮아. 

17) 아버지에게 을 얻어 가지고 가다가  도둑으로 오인을 받아 주재소에 잡 간 얘기를 하고 있다.  

18) 서 감과 일본인 교장이 주인공의 퇴학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엿듣기 해 요리집에 큰어머니가 일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밖에 큰어머니에 한 얘기는 언 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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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고 싶어｣라고, 소리소리 지른다. 답변 할 틈이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빴다. 

목장이 “滿洲” 로 이동하는 것도 처음들었고, “滿洲” 가 그 게 낙원이라고는 듲지 못했다. 

｢“滿洲” 서 뜨거운 모래와 싸우는 사병, 야의 보라를 맞으며 “匪賊” 과 싸우는 병사들｣ 

朝會시간 늘 듣는 교장선생님의 입버릇이다. 나는 불모지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서당 훈장

선생님도 옛날 “匈奴”들이 사는 북방에는 지 도 산과 들에 늑 들이 떼를 지어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 하셨다.  이 게 아름다운 마을을 버리고, 왜 그런 변방으로 가느냐고 꼬치꼬치 

따지고 싶기도 했다. 조용히 주 를 둘러보았다. 모두 이상한 빛으로 보았다. 엉뚱한 말은 

못한다. 지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다. 나는 그냥 머리를 흔들며 ｢나도 “滿洲”에 해서는 

잘 몰라요｣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p.412-413)

  

인용문은 마을에서 반나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僻村19)에 목장 종업원 다박수염 일본인

과 마을에서 탁사육을 하고 있던 소를 가지러 갔다가 주인공과 마을사람이 주고받은 화다. 

조선인을 만주에 이민시키기 한 일제의 허황된 <만주이민정책>이 벽 마을까지 흑색선

을 하고 있는 정황을 주인공을 통해 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제의 정책에 한 비  성격을 가진 내용은 다음에서도 볼 수가 있다. 旱魃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목장의 소 돼지가 떠내려가고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된다.  

물에 잠긴 마을이 한 에 들어온다. 시골사람이라고 얕보고 뽐내던 安東邑이, 지붕만 남고 

모두 흙탕물에 잠겨있다. 강변에 우뚝 솟아 있던 暎湖樓도 보이지 않는다. 高麗王朝 마지막 

왕이 란을 피해 은거하고 있었던 호화롭고 웅장했던 건물도 마치 거짓말 같이 사라져 버렸

다. 어도 5백년 가까이 그 장소에 서있던 건물이었다. 불과 하룻밤 새 없어져버렸다고 생각

하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어떻게 피난을 하 는지 산기슭에는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그림자가 보인다. 비참한 모습들이다. (略) 반달모양으로 마을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긴 제방이. 수면 에 검게 얼굴을 내 고 있다. 제방이 조 만 더 높았더라면, 이 게 심한 

참사는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리들은 농민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賦役에 몰아붙인

다. 그러나 부분은 軍用車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든가, 청 부이 분고르는 일이었다. 

조  만 더 생각하여 제방 보강공사만 했어도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잘난 체하며 뽐내고만 다닐 뿐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을 하자 화가 치 었다. 내가 훨씬 명하다

는 생각이 들었다. 

19) <이미 오래 부터 내려진 단발령과는 계없이 노인의 상투에, 흰 옷의 한복이 에 뛴다>라고 말하는 

僻村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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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왕조 때부터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굳건히 한 자리를 지켜온 暎湖樓가 하룻밤 새 

비로 인해 사라져 버린 실 앞에 그  망연자실 할 뿐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천 범람을 

막기 한 제방공사는 뒷 이고 쟁 비에 한 일제의 정책에 의한 홍수 음을 시사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이 지켜 온 통과 풍습, 언어가 일제의 정책들에 의해 사라져가는 

식민지 조선의 실을 暎湖樓에 알 고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인용문에는 安東邑(사람들)이 주인공 마을 사람들을 시골사람이라고 업신여겼다는 내용을 

언 하고 있다. 즉 불의에 하여는 일본인 조선인 구분 없이 가차 없이 비 을 가하는 鄭承博 

문학의 특징이 여기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인용문과 같이 홍수와 暎湖樓에 한 얘기는 ｢부러진 뿔｣에서는  언 하지 

않고 있다. 한 주인공이 고향마을을 떠나는 과정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즉 주인공이 

기르던 소를 팔아 고향을 떠나는 얘기는 동일하나 ｢부러진 뿔｣에서는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며 

<都會>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빼앗긴 말｣에서는 목장 주인이 써  渡航證明書와 

통신표를 갖고 일본에 가기 해 역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 까지 살펴보았듯이 두 작품은 작자 鄭承博이 渡日하기  자신의 체험과 고향에서의 

생활들을 그린 작품이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실제 鄭承博의 체험과 생활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이지만 특히 渡日 문제에 있어서는 ｢부러진 뿔｣과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정책들에 한 비  강도에 있어서도 ｢부러진 뿔｣보다는 ｢빼앗긴 말｣에서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작가의 의도에 하여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공교롭게도 ｢부러진 

뿔｣은 미발표 작품이며, ｢빼앗긴 말｣은 1980년 3월에 �季刊人間雜誌�에 게재하 다.

         

                                 

5. 結

지 까지 ｢빼앗긴 말｣과 ｢부러진 뿔｣의 내용, 유사 과 차이 에 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두 작품에서 볼 수 있는 鄭承博의 문학  특징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기로 하자.  

우선 두 작품은 ｢솔잎 팔이｣와 같이 鄭承博이 도일하기  고향 安東에서의 체험과 학교생

활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 일본인의 치와 상에 하여 주인공의 시 으로 그리

고 있다는 특징을 들 수가 있다. 

두 작품은 말하자면 일제의 <朝鮮語抹殺 (일본어 상용화)> <色衣運動> <宮城遙拜> <神社

參拜> <滿洲移民>정책에 따른 식민지 조선의 <現實>과 <情況>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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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에 한 <反日> <抵抗> <투쟁>  <민족주의>로 특징지어 지는 제1세  재일조선인문학

과는 달리 鄭承博 문학에는 日帝下의 식민지 <조선의 실>과 <情況>을 주인공은 매우 극

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를 들면 주인공은 강요된 언어인 일본어를 

배우기 해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고 일본인들과도 친숙하게 지내는 모습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학  성향 때문인지 林浩治는 그의 문학  특징에 해 

鄭承博은 金達壽와 許南麒 등과 같이 일본제국주의에 한 항운동을 그리거나, 金石範 

등과 같이 戰後 反美鬪爭을 그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세 를 같이하는 재일조선인 문학자20)들과는 다른 <民族意識>을 가진 문학자라

고 평가하고 있다. 鄭承博문학에 한 林浩治의 평은 ｢富田川｣｢산과 강｣등의 작품에 한 

평가라면 충분히 이해는 간다. 그러나 지 까지 살펴 본 두 작품에서도 일본제국주의의 정책

들에 한 비 은 민족주의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鄭承博문학에는 親日的요소

와 더불어 일제에 한 民族主義 인 입장에서의 批判과 告發도 共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鄭承博의 문학은 民族主義 혹은 親日文學이라는 黑白論理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내용과 성격을 담고 있다. 

제1세  재일조선인문학에 있어서 鄭承博 보다 조  앞선 세 인 張赫宙21), 金史良22). 

金達壽23)등의 작가들은 창작시기에 따라 일제의 <國策文學>에 력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는 일제의 <출 물 검열>을 의식하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鄭承博은 

이러한 제1세 들과는 달리 창작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던 시기 다고 할 수 있다. 즉 강요된 

창작이나 <출 물 검열>을 의식하지 않고 작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거리낌 없이 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 까지 살펴 본 두 작품에 나타난 <宮城遙拜> <神社參拜> <일본어 상용

20) 제1세  재일조선인 문학자  金泰生(1924), 金石範(1925)과는 거의 同年輩이며, 張赫宙(1905), 金史良

(1914), 金達壽(1920) 보다는 늦다. 李恢成(1935), 金鶴泳(1938)보다는 앞선 세 이다.   

21) 1932년 ｢餓鬼道｣(�改造� 상문 에 2등으로 입선)로서, 식민지 조선의 참혹한 실을 그리며 일본문단

에 데뷔하 다. 그러나 1939년 ｢加藤清正｣를 발표하면서 본격 인 친일문학 활동을 시작하 을 뿐 

아니라 日本右翼團體(｢皇道朝鮮硏究會｣,｢大陸開拓文學委員會｣)에도 가담하여 활동하 다.  

22) 1943년 10월10일부터 23일까지 �每日新報�에 ｢海軍行｣을 게재하 다. 이는 <日本帝國海軍에 한 지식

을 보 하기 해> 해군시찰단으로 선발되어 게재한 르포 다. 金史良 創作活動 있어서 처음으로 日帝

의 <政策文學>에 가담하는 不名譽를 남기게 된다. 

23) 1940년 8월 �藝術科�에 ｢位置｣를 발표하 다. 1940년 에 들어서면서 조선에서 日帝는 강력한 戰時體制

를 정비하는 한편 철 히 <言語抹殺政策>을 펼치게 된다. 즉 <內鮮一體>化 의 일환이었으며, <創氏改

名>을 강요하던 시기 다. ｢位置｣에서는 <朝鮮人>이라는 말이 부 <伏字>로 된 것을 우려하여 大沢達

雄라는 筆名으로 조선인의 이름을 일본인 이름으로 바꾸어 창작하 는데,｢아버지｣(1940.11),｢기차 도시

락｣(1941.3),｢족보｣(1941.11),｢잡 처럼｣(1942.7) 등의 작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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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군사용 도로> <色衣運動> 등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자행되는 있는 그 로의 식민지

<조선의 실>이며, <情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빼앗긴 언어｣와 ｢부러진 뿔｣은 ｢솔잎 팔이｣와 같이 정승박의 고향을 배경으로 일본어 

상용화와 더불어 일제의 온갖 정책들이 자행되고 있는 식민지 <조선의 실>과 <情況>을 

표 하 으며, 한 그가 渡日하게 되는 動機와 契機를 밝히는 등 그의 자서  소설과 

맥락을 같이 하는 작품이다.

친일, 반일, 민족주의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평가되는 제1세  재일조선인 문학과는 달리 

두 작품에 나타난 이 성과 다양성이야 말로 정승박문학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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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鄭承博文学 硏究

-｢빼앗긴 말｣과 ｢부러진 뿔｣을 심으로 -

이 논문은 정승박문학에 있어서 ｢빼앗긴 언어｣(｢Ubawaretakotoba｣)와 ｢부러진 뿔｣(｢Kaketathuno｣)을 심으로 그의 문학
세계와 문학  특징에 해 연구하 다.

1장에서는 정승박의 출생과 渡日 그리고 본 논문에서의 연구내용을 소개하 다. 2장에서는 빼앗긴 언어｣의 내용과 
거리 그리고 작품의 끝부분에 하여 언 하 다. 3장에서는 ｢부러진 뿔｣의 내용과 거리 그리고 작품의 끝부분에 
하여 언 하 다. 4장에서는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그 유사 과 상 을 고찰하 다. 그 결과 ｢빼앗긴 언어｣가 일본제국

주의의 정책에 하여 좀 더 비 이며,  주인공의 <자화상>의 離鄕問題에 있어서도 좀 더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부러진 뿔｣은 미발표 작품이다. 5장에서는 4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승박문학의 특징을 고찰하 다. 두 작품은 정승박의 다른 작품들과 같이 渡日하기  고향에서의 체험과 학교생활,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 일본인의 치와 상에 해 쓴 작품이다. 그리고 日帝의 ＜朝鮮語抹殺＞ ＜色衣運動＞ 

＜宮城遥拝＞ ＜神社参拝＞ ＜満州移民＞정책에 의한 식민지 조선의 < 실>과 <정황>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주인공은 
이러한 조선의 실에 해 아주 극 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林浩治

(Hayasikouzi)는 世代를 같이하는 재일조선인문학자와는 다른 <민족의식>을 가진 문학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
까지 고찰한 작품 내용에도 일제의 정책에 한 비 은 <민족주의> 입장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의 문학은 
일본에 한 親和的 요소가 있기도 하고 민족주의  요소도 있다. 즉 그의 문학에는 친일 혹은 민족주의라는 흑백논리로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내용과 성격들이 그려져 있다.   제1세  재일조선인 문학자들과는 달리 ＜出版物 検閲＞ ＜国策

文学에의 強要＞ 로부터 비교  자유로웠다는 에 주목을 하고 싶다. 즉 정승박이 그린 <조선의 실>과 <情況>이야 
말로 제1세  재일조선인 문학자들이 그리지 못한 잇는 그 로의 조선 민 의 모습이었으며, 식민지 조선의 < 실>이었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 Study on Jung Sung-Bak's Literature  

- Focusing on ｢Ubawaretakotoa｣＆｢Kaketathuno｣-

This study takes notice of  Jung Sung-Bak‘s literary world and characteristics of his literature focus on ｢Ubawareta-Ktoba｣ 

and ｢Kaketa-Thuno｣. Chapter 1 reviews the theme of this study, Jeong's birth and how he went over to Japan. Chapter 2 examines 

synopsis of ｢Ubawareta-Ktoba｣ and the ending part of the story. Chapter 3 examines synopsis of ｢Kaketa-Thuno｣and the ending 

part of the story.Chapter 4 explores his literary world throug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wo works. As a result I 

confirm that ｢Ubawareta-Ktoba｣ has critical perspective of the Japanese imperialism policy. Besides, the main character's 

self-portrait about leaving is close to the realism in ｢Ubawareta-Ktoba｣ compare to ｢Kaketa-Thuno｣. Like his other literary 

works, two books cover author's experience before he left to Japan and place of Japan in colonial Josun Dynasty. In addition, 

they express <reality> and <situation> by describing coercive imperial policies like <Uneuomalsal>. <Gungsungyobae>. 

<Sinsachambae>.  However main character is accepting the reality actively. Hayasikouzi speaks that Jeong's literature has different 

nationalism compare to the Korean Japanese letters who were in same generation. On the other hand, I could find Jeong's nationalism 

by the other works he had done which I mentioned previously. Actually in Jeong's literature, there is variety contents and characters 

which is cannot be explained with extreme pro-Japanese or Nationalism. Moreover considering social situation which was free 

from the press-censorship and national literature pressure compare to other times, it supports that Jeong's literature depicts Josun 

society as colony of Japan that was not able to be described by first generation of Korean Japanese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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