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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히라바야시 다이코(平林たい子, 이후 ‘다이코’로 약칭)의 이런 여자(こういう女)1)는 혼
자 가다(一人行く), 나는 살아간다(私は生きる)와 더불어 쟁( 일 쟁) 에 다이코가 

체험한 일련의 체포, 투옥, 발병, 투병 등을 제재로 한 자  작품이다.2)  

다이코는 오랜 경찰서 유치생활로 잃은 건강을 회복하기 해 수년간 문단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가, 후(戰後)에 인민 선사건3)과 련된 사소설 계열의 작품을 “불굴의 정념(情念)”4)으

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  발표한 작품이 혼자 가다(一人行く)이지만, 사건의 개는 

  * 이 논문은 2013년도 삼육 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삼육 학교 일본어과 부교수 

 1) 이런 여자(こういう女)는 1946년 10월 ｢ 망(展望)｣에 발표되었다. 논문에 따라 かういふ女와 こう

いう女로 표기 되어 있음. 이 논문에서의 체 인 표기는  텍스트 표기에 따른다.
 2) 杉森久英(1969)｢解説｣日本の文学48 中央公論社, p.517  
 3) 인민 선사건(人民戰線事件): 1937년 7월 일 쟁이 발발하여 언론통제아래 신문은 쟁 력의 일색

이 되었다. 12월 15일 일본 무산당(無産党.1937년3월18일에 결성된 좌익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일본 노동

조합, 국평의회의 활동가 470여명이 일제히 검거되었다. 이때 고보리 진지(小堀甚二)도 상자 다.
    中山和子(1999)平林たい子、女性作家評論シリーズ8 新典社, p.120
 4) 中山和子(1985)｢平林たい子ー戰後作品をめぐってー｣平林たい子研究信州白樺,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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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여류문학자상을 수상한 이런 여자(こういう女)에서부터 시작된다.5) 

이런 여자의 부분은 “ 일 쟁 당시의 다이코 부처(夫妻)를 소재”6)로 하고 있으며, 

여주인공 <나(다이코)>의 남편(고보리 진지, 小堀甚二)의 검거 도 에 도주 사건이 발단으로 

되어 있다. 경찰에서는 남편을 검거하기 한 수단으로 <나>를 구인한다. 그러나 남편이 자수

를 해 와도 <나>를 그 로 방치해, 건강이 나빠져 혼자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때의 건강악화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간신히 건강을 회복한 다이코가 10여년이 지난 후, 

그 당시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검증하며 확인하기에 합한 설정”7)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카야마 가즈코 (中山和子)는 “검거된 남편을 비호하여 구인(拘引)된 <나>

가 병상에서 그 사건을 회상”8)하면서, “잔혹하기까지 한 강인함과 무서울 정도의 생명력”9)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스기모리 히사히데(杉森久英)는 오랫동안 억제해 왔던 “병고

(病苦)와 망감”을 일시에 분출하는 “압력과 처참함”10)을, 이타가키 나오코(板垣直子)는 “여 

주인공이 병마와 싸우면서도 병을 극복하려고 하는 늠름한 생활의욕”11)뿐 만 아니라, “객

인 사회성”12)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이 게 부분이 <나>의 강인한 생명력에 

해 논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면서, 더 나아가 지 까지 연구가 되지 않았던 

<나>가 남편에게 집착하는 이유와 회상을 통한 여성으로서의 고백 인 회한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앞서 이런 여자(こういう女)가 다이코의 자  작품임을 밝힌 바와 

같이 <나>를 다이코에 입시켜 인민 선사건과 련지어 살펴보고, 여성 사회운동가의  

모성(母性)에 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5) 발표는 혼자 가다(一人行く)(1946년2월), 이런 여자(こういう女)(1946년10월), 나는 살아간다(私は

生きる)(1947년11월)순으로 되어 있다. 
 6) 中山和子(1980)｢かういふ女の私｣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25(4) 学燈社, p.148
 7) 石川奈保子(1983)｢平林たい子かういふ女をめぐって｣国語国文研究69号, 北海道大學國文學會, 

p.452
 8) 中山和子(1999)｢かういふ女他｣平林たい子、女性作家評論シリーズ8, 新典社, p.120
 9) 中山和子(1980), 前揭書, p.148
10) 杉森久英(1969), 前揭書, p.518
11) 板垣直子(1956)｢鬪病を扱った自傳的な連作五つ｣平林たい子東京ライブ社, p.175
12) 板垣直子(1969)｢林芙美子｣明治〮〮･大正･昭和の女流文学桜楓社,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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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 주도 인 삶을 지향하는 <나>

후미코는 일 쟁에서 태평양 쟁에 걸쳐 특 원으로 장(戦場)에 직  참여하기도 하

여, 시 에는 정부에 아주 긴 하게 력한 작가13)로 알려졌다. 

1937년 7월 일 쟁이 시작되고 난 후, <나>의 남편은 사회운동 자 과 련하여 “인민

선사건”에 연류 되게 된다. 

일본이 화민국 여기 기에 일장기를 세워 진격하고 있을 때 다. 그 무렵, 나와는 별도로 아 트

에 서재를 갖고 있던 남편을 방문한 어떤 지인은 사회운동 자 으로 거액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했다. 그 사람의 교양과 일상생활의 계분야로 부터 상상하여,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추정하

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어 든 운동 명분으로 받는 돈은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고, 

남편의 신념 한 그러한 성질의 원조에 의해 일본의 사회운동을 개시키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 이외에도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편은 조심스럽고 신 한 입장을 취하며, 그 

일에 해서 한마디 답도 하지 않고 지인을 돌려보냈다.14)

그러나 그 지인이 검거되어 남편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 남편도 검거 상이 되었다. 

나는 남편이 심문을 받고 있는 내용이 상한 로이었던 것을 알았다. 그 검속은 상  지인이 

한순간 부주의로 실언했기 때문에, 지인이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 후미코는 1937년 12월13일 남경(南京) 함락에 즈음하여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특 원으로 지로 

견, 1938년 1월에 귀국하여 9월에 내각정보부에 의해 “메디아를 이용”하여 국민의 의고양(戰意高

揚)을 진시키기 해 만들어진 “펜부 (ペン部隊)”의 일원으로 장(戰場)으로 가게 된다. 1941년 

9월에 만주 국경 각지를 문하 으며, 1942년 10월에는 보도반원으로 남방(南方)에 견되기도 했다. 
귀국 후에도 국각지에서 종군보고 강연을 하며, 쟁 의 지 문을 비롯한 국책문학을 집필하기도 

하여 군국주의의 선 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14) 본문 인용은 이런 여자(こういう女)(1979, 平林たい子全集3, 潮出版社)에 따랐다. 호 안의 숫자는 

본문의 페이지를 나타냄. 이하 동일.
日本が中華民国のあちこちに日の丸を立てて進撃している頃であった。その頃、私と別にアパート

に書斎をもっていた夫は、ある知人の訪問を受けて、社会運動資金として巨額の金を提供する申出

を受けた。その人の受けてきた教養や日常生活の関係方面から想像して、その金がどこから出るの

かは推定するに難しくなかった。が、それはとも角として、運動の名に於いて授受する金は、一個

人の一存では定めかねるものであるし、また、夫の信念から言って、そういう性質の援助によって

日本の社会運動を展開させるのには心済まぬものがあった。それ以外にも何か理由があったかも知

れない。夫は、その場の用心ぶかい大人のゼスチュアとして、そのことには一言の返答も与えずに

知人をかえした。(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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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면 먼지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 심리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도 상상할 수 있었다. 그 다면 

더욱 내가 여기에 온 것은 가치가 있는 셈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용건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기분에 따라 3일이나 일주일간은 사람의 운명을 늘리기도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5)

그 당시 일본 정부가 “인민 선사건”과 련된 사람들을 검거함에 있어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마구 잡아들여, 사건의 진의보다는 경찰의 기분에 따라 형벌이 정해지는 실정이었다. 

다이코는혼자 가다(一人行く)에서 “좋은 우를 받기 해 순사의 구두를 닦는 학자도 있었

다”고 고 있다. 

남편이 첫 번째 구인되었을 때는 <나>도 경찰서까지 따라가서 함께 있다가 돌아왔다. 그러

나 두 번째는 아침 일  사복을 입은 경찰이 나타난 것을 보고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히 남편이 있는 아 트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출발하고 난 후 다. 그때는 한 달 만에 

돌아 왔다. 얼마 후 다시, 아침 일  남편을 검거하기 해 경찰 이 나타났다. 이때가 세 

번째 구인이었다. 경찰  이시야마(石山)16)는 <나>에게 “ 로 기분 좋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변명하기도 한다. 이 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 고 있을 때, 다른 

경찰 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된 거야. 화장실에서 무 오래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라며 간에 끼어들어 주의를 집

시켰다. 이 사람도 그런 치를 채기 시작한 것일까. 사실, 나는 조  부터 그 일에 신경이 

쓰여 하고 있는 말이 뚝뚝 끊기어 묘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들을 충 둘러 고 있었다.

“잠깐 보고 올 테니까”라며 나간 그 부하가 “큰일이다. 화장실에 없어요.”라고 출입구에서 반복하

여 외치고는 다시 달려갔다. 모두 달려갔다.17)

남편이 도주한 것이 확인되자, 이시야마 경찰 은 <나>에게 이 시간에 “남편을 숨겨  

15) 私は夫の受けている訊問の内容が予想したとおりだったことを知り、尚この検束は相手の知人が一寸

口を滑らしたために、知人は金を渡していないと証言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たたいたら埃が出

るかも知れぬ｣位の見込みで行われたものであることも想像できた。それならば、尚更私がここへ来

たことには価値が生じたわけであった。彼等はもう用はないとわかってからでも気の持ちようで三

日や一週間は人の運命を伸ばしもちぢめもするのだから。(p.105)
16) 여기서 등장하는 이시야마 경찰 은 실제로 다이코 남편 고보리 진지 도주와 련하여 경찰을 그만 

두게 된다.
17) ｢どうしたんだい。少し便所が長いじゃないか｣と話の腰を折りながら耳を澄ますようにした。この人

もそう気がつきはじめたのか。実は、私はもう何秒も前からそのことに気がついて、喋っている言

葉が、ぷつりぷつりと切れて間へ妙な沈黙が押し入って来ようとするのをありったけのやりくりで

埋め合わせ埋め合わせていたのだった。｢一寸見て来るから｣と出て行ったその部下は、｢大変だ。便

所には居ないよ｣と引き返して戸口で告げてからまた走って行った。皆走って行った。(p.116)



히라바야시 다이코의 이런 여자(こういう女)론 ··································································· 이상복  183

만한 곳”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순간 으로 없다고 답하는 것 보다는 어떻든 남편 

주 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과시해야 한다는 생각에 “ 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좋을”

지 모르겠다고 답한다. 잠시 생각에 잠긴 이시야마 경찰 은 “당신이 세 번이나 이 게 

지독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 정말로 안쓰러워 잠깐 방심”한 사이 생긴 일이라며,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한다.

어떻게든 그 자리를 얼버무려 본청에 보고하고 싶은데 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보고를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러면 어떨는지요? 지  별안간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 여기에 와 보니 없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네.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럼, 그 게 하기로 해요.”라고 말한 나는 아주 기뻐 마음속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18)

경찰 은 자신들이 아 트에 왔을 때 남편은 그곳에 없었다고 말해 주기를 원했다. <나>는 

“남편을 느 하게 도피 시킬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것”같은 느낌마  들어 기뻤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제로 <나>도 남편의 도피처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도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때, <나>는 혼인신고를 한 것이 생각났다.
 

나는 남편이 땅 끝 어디까지 달아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그의 몸에 붙어있는 밧 의 

끝은 내가 단단히 잡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 에 와서 느닷없이 

그런 일을 재확인하는 것은 왠지 참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호 의 사실이나 

습으로 서로를 구속하는 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은 그 날에 솟아난 애정으로 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온 것이었다. 19)

형식 인 습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두 사람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애정을 

느끼며 혼인신고를 했던 것이다.  <나>는 “호 의 사실”이나 “ 습”에 의해 속박된 제도 인 

18) 何とかこの場を繕うような報告を本庁へ出したいんだが、力を貸して貰えないでしょうかね｣｢どんな

報告をですか。私にできることなら何なりと……｣｢どうでしょう。今とび出したのではなくけさこ

こへ来てみたら、居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して置いて、貰えませんか｣｢ええそれはいくらでも、そ

んなことなら……じゃ、そういう事にしましょう｣と言った私は心の中で欣喜乱舞していた。(p.118)
19) 私は、夫がどこの地の果まで奔り距てて行っていたとしても、彼の体についているある縄の端は、私

がしっかり握っていることをまざまざと思わないわけには行かなかった。今の場合こんなことを確

認し直すことは何だか唐突で、みじめでなくもなかった。しかしどんな場合にも戸籍の事実や慣習

で二人を釘づけにしておくことを屑しとしない二人はその日に湧き出した愛情でその日の決済をし

て来たのだった。(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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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에 비참함을 느끼면서도, 두 사람의 “혼인신고”가 서로를 지켜주는 

“보증”의 “밧 ”이 되어 남편이 자신에게 연락을 해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런 염려와 

안도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날, 경찰은 하루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는 제하에 남편의 일로 

조사할 것이 있다며, <나>를 경찰서로 연행해 갔다.

이 상황을 다이코를 통해 살펴보면, 평소 다이코와 친분이 있었던 엔치 후미코(円地文子)는 

“히라바야시 다이코가 상식 으로 보면 검거될 상황이 아니었다. 그녀가 경찰에 체포된 것은 

남편 고보리 진지가 체포 당시 도주하여 일시 으로 몸을 숨겼기 때문이다.”20)라고 밝히고 

있다. 이 듯 <나>의 연행은 남편을 검거하기 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침의 6시정도부터 밤 12시까지, 남편의 행방을 계속 추궁하며 신문하는 사람이 몇 번이나  

바 었다. 그러나 요령 없이 15일째 밤 남편은 불쑥 자수해 왔다. 내가 잡혔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그가 그 게 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부터 믿고 있었다.  이 게도 말했다. “잘난 척 하는 

여자”라고 얻어맞은 도 있었지만, 역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확실했다.

그날 밤, 남편이 자수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는다는 분함과 안도감으로, 한없이 물이 났다. 실제로 

나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혼자서 헤매고 있을 그의 모습이 무겁게 와 닿아와, 

차라리 자수할 것을 바라기도 했다.21)

<나>는 남편이 검거되거나 자수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모른척하는 것도 싫은 <나>는 스스로도 이 성을 느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쉽게 풀려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자, 혼자서 헤매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면 차라리 

자수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도 생각해 본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자수를 해 왔지만, <나>는 “해가 바 어 

시무식”이 끝나도 그 로 억류되어 있었다.

그 당시 법률에서는 유치인을 29일 이상은 구속할 수 없었지만, 외 규정으로 “무직이나 

주소 불명으로 거리를 배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되는 사람은 “서류상으로 일단 석방”22)

20) 円地文子(1977)｢解説｣平林たい子全集3, 潮出版社, p.464
21) 朝の六時頃から夜の十二時まで、夫の行方を追究する訊問が入り代り立ち代りつづけられた。しかし

要領を得ないで経った十五日目の夜、夫はひょっくり自首して出た。私が捕らえられたと知って

は、必ず彼がそうするだろうことを、私は前から信じていた。またそうも言った。｢己惚れてやが

る。この女め｣と殴られたこともあったが、やっぱり、私が手縄を握っていたことは、たしかだっ

た。その晩は、夫が出て来ずには済まなかったという口惜しさと安堵とで、思うさま泣けた。実

際、私は外へ出られないとわかってからは、一人でさまよっているだろう彼の姿が重荷で、いっそ

自首することを願ってもいた。(p.125)
22) 平林たい子(1979)｢私の履歴書｣平林たい子全集12 潮出版社, pp.68-69(｢私の履歴書｣은 196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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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로 잡아둘 수 있었다. <나>에게도 그 외 규정을 용하여 계속 억류시켜 오다, 

끝내 병이 들고 말았다.

<나>의 증상은 매우 불안정하고 험한 상태인데도 입원비조차도 없는 “ 망 인 환자”23)

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철의 맹세에 견 만한” 강한 맹세를 했다.

‘인간은 이런 불행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노의 불꽃이 간헐 으로 나를 계속 고통스

럽게 하는 것이었다. 아니, 그런 억지 이론이 아니다. 단지 살고 싶은 것이었다. 어떻게든 살고 

싶은 것이었다. 일 이 어 든 내가 태어나야만 했던 것처럼, 사랑해야만 했던 것처럼, 반항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처럼, 그것은 한 조각의 이론의 투에 억지로 어 넣을 수 없는 우주 크기 

정도의 충동이었다.24)

<나>는 자신이 병이 든 것을 알고는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 이유와 욕망이 하나의 작은 

“ 투”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우주” 크기의 형용할 수 없는 “충동”이었다. 

결국, <나>는 그 당시 “ 헌(官憲)의 부당한 탄압과 경 의 타락”25)으로 이유 없는 오랜 

구속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나>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마와 싸워 나가면서 망

인 고독감에 휩싸인다.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주도 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나>는 부패한 사회 구조에 함몰되어, 타의에 의해 생(生)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3. 회상을 통한 모성(母性)의 회한(悔恨)

<나>는 남편이 두 번째 검거되고 한 달 만에 돌아 왔을 때를 회상한다. 혼자 남겨진 <나>는 

“ 등을 켤 때에는 등을 켤 때 남편의 모습”이, “요를 깔 때에는 요를 깔 때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한 동안 멍하니 서있을 정도로 두 사람의 일상생활이 주마등같이 떠오른다. 이 게 

22-11월 16일 ｢일본경제신문｣에 게재)
23) 矢沢美佐紀(1999)｢作家ガイドー平林たい子｣女性作家評論シリーズ2, 角川書店, p.465
24) ｢人間はこんな不幸のために死ぬべきではない｣という憤りの焰が間歇的に私を焙りたてているので

あった。いや、そんな理屈ではない。ただ生きたいのだった。どうしても生きたいのだった。かつ

てどうしても私が生ま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ように、愛さ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ように、反抗し

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ように、それは一片の理屈の袋に押し込めることのできない宇宙ほどの大き

さの衝動だった。(p.97)
25) 板垣直子(1956), 前揭書,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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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해 집착하면서도, 동시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이에 한 애 한 감정도 되살아났다.

 응시하고 있는 사이에 남편 모습의 살스러운 부분은  사라지고, 천진난만하고 순수

한26) 한 소년의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서 있었다. 그것은 이 에 내가  세상으로 놓쳐버린 

아이의 환 과 꼭 닮아 있었다. 내가 쫓고 있던 것은 남편의 모습이었는지 그 아이 는지, 이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은 하나가 되어 편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27)

<나>에 있어 남편의 모습은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소년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아이의 환 ”과 겹쳐져 보인다. 이런 <나>의 모습을 다이코에 입시켜 아베 나미코(阿部浪

子)도 “고보리 진지의 모습인지,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아 보노의 모습인지 순간 두 

개의 모습이 겹쳐져 있는 것을 응시”28)하고 있다고 고 있다. 

여기서 <나>에 투 되어 있는 다이코와 아이에 해 살펴본다. 다이코는 일본에서 임신한 

채로 야마모토 도라조(山本虎三)와 도쿄에서의 퇴거령에 의해 어쩔 수없이 국에서 생활하

게 된다.29) 이때 도라조는 불경죄(不敬罪)로 체포되어 2여년의 실형 결을 받아 입옥한다. 

남겨진 만삭인 다이코는 자선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지만, 아이(아 보노)는 일주일 만

에 죽고 만다. 그 아이가 의 인용문에서의 “내가  세상으로 놓쳐버린 아이”이다.

그 당시의 상황을 시료실에서(施療室にて)30)에서 살펴보면, <나>는 각기병에 걸려 있었

기 때문에 아이에게 모유를 먹일 수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 아이에게 먹일 우유를 공 받기 

한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나>는 병원 원장에게 우유를 부탁해 봤자 불가능 할 것이라는 

생각에 비굴하게 보이는 “어머니로서 보다 운동가로서의 사명”31)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아이

에게 자신의 모유를 먹여 죽게 만든다. 

결국, <나>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아이의 죽음을 자신의 사상  확립의 

도구”32)로 이용하여 투철한 사회주의자 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모성보다는 사상을 

26) “罪のない”의 직역은 “죄 없다”를 문장 흐름상 “순수하다”로 번역 함.
27) だんだん見詰めているうちに夫の姿の憎らしい部分はだんだん蒸発して行って、あどけなくて罪のな

い一人の少年の姿が私の胸の中に立っていた。それは、かつて私があの世へ見失った子供の幻に

そっくりだった。私の追っていたのは夫の姿だったのかその子供だったのか、今の瞬間二人の姿は

一つになって向うからも私を見詰めていた。(p.109)
28) 阿部浪子(1986)｢戰後｣平林たい子 花に実を武蔵野書房, p.226
29)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할 때, 히라바야시 다이코는 18세, 야마모토 도라조는 19세 다. 
30) 1927년 9월｢문 선｣에 발표. 시료실(施療室)이란, 한국어 표 으로는 어색하나  ‘무료 치료소’라는 

의미로 제목과 동일하게 사용. 
31) グプタスウィーティ(2009)｢平林たい子かういふ女に見る人間表象の轉換-私の多面性｣国文目白48
号, 日本女子大學 國語國文學 , p.65

32) 이상복(2012)｢히라바야시 다이코(平林たい子)의 시료실에서(施療室にて)론｣日本文化硏究43, p.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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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다이코는 <나>에게 강력한 사상  투쟁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자인 내가 투옥이라는 사실 앞에 축되어 있다. 확실히 축되어 있다. 아아, 그리고 

 이 처량한 자각이 나를 망하게 했다. 

여자여. 미래를 믿어라. 아이에 한 사랑이 깊다면 깊은 만큼 투쟁을 맹세하라.(시료실에서(施療

室にて))33)

<나>는 “ 을 죽이기 해 자기를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폭력주의의 심정”으로, “맹렬하

게 망 으로 과 치”34)하며, 혹독한 자기 괴 인 애정을 기 으로 사상  몰입을 

시도했다. 이런 <나>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다이코는 은 날 사회주의자로서의 투쟁을 

우선시 했던 삶에 한 후회 섞인 고백을 이런 여자(こういう女)에서 그려내고 있다.

이런 여자(こういう女)가 쓰인 것은 1946년이며, 1937년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의 출산은 1924년 6월(19세)이었다. 그 후 41세에 이르기까지 다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

자, “슬  어머니의 마음이 생겨 다시 한 번 잃어버린 아이의 모습을 구하는 비애가 실”해 

졌다. 이런 공허함의 빈자리를 남편에 한 사랑으로 채우고 싶어 한다.

이윽고 내 마음을 태우는 것으로 단지 바쁜 청춘시 이 지나가고 아이 없는 나에게 애처롭게도 

슬  엄마의 마음이 자라, 지  다시  잃어버린 아이의 모습을 찾는 비애가 더욱 실해졌다. 

년 에 자신의 나이에 한 살을 더할 때 마다 죽은 아이에게도 한 살을 더해주는 어리석은 일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어른에 가까운 키와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어딘가의 낯선 세계를 가련한 

운명의 등불로 항상 야등처럼 작고 리하게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고 공상해 보면, 

맑고 깨끗한 물이 이유도 없이 흐른  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지  이 순간 남편과 그 아이의 

환 이 함께해, “남편은 내가 낳은 그 아이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주 도 모순도 

없었다. 35)

33) 社会主義者私は、入獄という事実の前に萎縮している。たしかに萎縮している。ああ、そして、ま

た、このあわれむべき自覚が、私を絶望させるのだ。女よ。未来を信ぜよ。子供への愛が深いなら

ば、深いがゆえに、闘いを訴え。平林たい子(1968)日本の文學中央公論社, p.18  
34) 中山和子(1999)｢施療室にてー文芸前線の有力新人/身體感覺を通して/テロリストの心情｣平林た

い子, 女性作家評論シリーズ8, 新典社, p.82
35) やがて、自分の心を焚くのにただ忙しい青春時代が過ぎて、子のない私にあわれにも悲しい母の心が

育って来ると、今一度失ったものの姿を求める悲哀が更に切実になった。年のはじめに自分の年齢

に一歳を加えるたびに、失ったものにも一歳を加えてやるような愚かなこともやっていた。そし

て、ふとすると、もう大人に近い背丈と心とをもって、もしやどこかの見知らぬ世界を可憐な命の

灯で常夜燈のように小さく賢しく照らして生きていはしないかと空想してみると、浄い浄い涙が故

もなく、ながれることがあったのだった。私は、今のこの瞬間、あの夫とその子供の幻とを一緒に

して、｢夫は私の生んだその子供なのだ｣と思うのに、何の躊躇も矛盾もなかった。(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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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마음을 태우는 것(사회운동가로서의 활동)”으로 “바쁜 청춘시 ”을 지내고 나서

야 비로소 뒤늦게 아이가 없는 슬  엄마의 마음을 이해 할 수 있었다. 살아 있는 아이처럼 

자신의 나이가 한 살 많아지면 아이에게도 한 살을 더해 계산해 보기도 하고, 가끔은 “어른에 

가까운 키와 마음”으로, 어떤 “낯선 세계”에서 가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

 말도 안 되는 공상의 세계로 빠져 들기도 한다. 이 게 지난날 자신의 모유로 인해 아이가 

죽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집착”하는 “끝없는 고뇌를 표 ”36)하고 있다. 

었을 때, 은 마음이 반응하는 강한 생(生)의 요구에 따라 인생의 황야를 방황하여 가시와 

그루터기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 다. 아이는 나의 유방으로부터 나가는 순간 쓸한 국물만을 

들이마셔 엄마젖의 달콤한 맛도 알지 못하고 일주일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무 혼란스러워 

통곡하며 운명의 악의를 비난했다. 나의 여러 가지 감정은 분화처럼 하늘을 를 것이라고 생각 

되었다.37)

여기, “가시와 그루터기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는 시료실에서(施療室にて)에서, “얼룩진 

낡은 면 이불 한 장이 깔린 바닥에서 원숭이처럼 붉은 여자아이”이다. 실제로 다이코는 출산시

의 열악한 환경 뿐 만아니라, “인생의 황야를 방황”하던 시기로 회상하고 있다. 그 당시의 

두 사람의 생활을 ｢사상과 남성을 편력한 청춘(思想と男性を編曆した靑春)｣에서 “환멸”이었

다며, “결혼은 자신과 같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한 회한(悔恨)을 품고 있었다.38)고 회고하고 

있다. 이 게 남편을 무기력하게 생각한 다이코는 야마모토 도라조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운명의 주”39)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이에 해 그다지 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20여년

이 지난 지 에는 다이코의 심경을 <나>에 투 시켜, 그때 잉태한 아이에 한 엄마의 애 하

고 “고독한 정황을 의식 ”40)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  <나>는 이미 30세부터 자신의 장래에 해 회의감을 느낀 이 있으나, 일반 으로 

여자들이 결혼하여 “가계부”를 고, “노후”라든가 “병”이 났을 때를 비한 책을 세우고 

36) グプタスウィーティ(2009), 前揭書, p.65
37) 若かった頃、若い心が生の手応えを強く求めるままに人生の荒野を彷徨して棘と刈株との間に生み落

とした子供だった。子供は、私の乳房から出端の苦い汁だけを吸って母の乳の甘い味も知らずに一

週間でこの世を去った。私は惑乱して慟哭して運命の悪意を罵った。私のもろもろの感情は噴火の

ように天を衝くかと思われた。(p.109)
38) 平林たい子(1979)｢思想と男性を編曆した靑春｣平林たい子全集12, 潮出版社, p.37 (｢사상과 남성을 편

력한 청춘(思想と男性を編曆した靑春)｣은 1965년 婦人公論에 발표되었다.)
39) 阿部浪子(1986), 前揭書, p.226
40) 石川奈保子(1983)｢平林たい子かういふ女をめぐって｣国語国文研究69号, 北海道大學國文學會,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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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국가･가족･사유재산의 기원”등에 심을 가지고, “자신의 노래”만 불러 왔다는 

후회도 하고 있다.

일 년으로 말하면, 제일 해가 긴 여름에 해당하는 30세의 날에, 나는 가끔 변덕스럽게 아이도 

재산도 없는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 본 이 있었다. 그리고 시시한 개미조차 부지런히 먹이를 

운반하고 있는 이 괴로운 세상 속에서 양로원이라든가, 시료(무료치료)병원이라는 화 세트처럼 

실용이 되지 않은 것을 목표로 하여, 보아야 할 것에 을 감고, 들어야 할 것에 귀를 막고 자신의 

노래만 불러왔다. 물론 거기에는 신변의 작은 일상사(日常事)를 송두리째 던져 넣어도 후회하지 

않는 은 정열의 격류가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계부의 페이지를 넘기는 신에 

｢국가･가족･사유재산의 기원｣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던 시각에서는, 노후라든가 병이 났을 때라든

가 하는 정체의 날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생활은 격변한 흐름으로 보 다.41)

<나>는 스스로 은 날의 사고(思考)에 해 비 하고 있다. 이런 <나>의 변화를, Gupta 

Sweety는 “다이코가 후 롤 타리아 작가 시 의 정치  과제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시각”으로 “이런 여자에서 인간표상의 환을 유도했다”42)고 고 있다. 다이코의 “인간표

상의 환”을 알기 해, 우선 작가로서의 활동상황을 보면, 문 (文戰派)의 표 작가 의 

한 사람으로서 나 ( 일본 무산자 술연맹)에 립하면서 왕성하게 집필활동을 계속해 

오다 1930년 문 에서도 탈퇴하여 롤 타리아 작가로서 독립 인 행보를 취해왔다. 이

게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하며 작가 활동을 해온 다이코는 ｢문학  자서 (文學的自敍傳)｣에
서 자신이 작품 속에서는 지 까지 “건방지고 강한여자”로 비쳐지고 있지만, 사실은 “언약하

고 조 은 결단력이 부족한 것이 나의 본질”43)이라고 고 있다. 그 다면 다이코의 후(戰

後) 작품에서는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솔직하게 쓰고 싶은 충동을 느 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다이코는 이런 여자에서 <나>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망감과 은 날의 자신의 

41) 一年で言ったら、一番日の永い夏にも該当すべき三十歳の日に、私は時々気まぐれに、子のない財産

のない自分の将来を思ってみたことはあった。そして、虫けらの蟻さえ孜々として餌を運んでいる

この辛い世の中に、養老院だの施療病院だのと映画のセットのような実用にならぬものをあてにし

て、見るべきものに目をつぶり、聞くべきものに耳を塞いで自分の歌ばかり歌ってきた。勿論、そ

れには身辺の小さい日常事を掻っさらって投げ込んでも悔いない若い情熱の激流がたぎっているに

はいたからでもあった。家計簿の頁を繰る代りに｢国家・家族・私有財産の起源｣の頁を繰っていた

視角からは、老後とか病時とかいう停滞の日は思うこともできない程生活は激しい流れと見えた。

(p.97)
42) グプタスウィーティ(2009), 前揭書, p.69
43) 平林たい子(1979)｢｢文學的自敍傳｣ 平林たい子全集12, 潮出版社, p.33(｢文學的自敍傳｣은 1935년 新

潮에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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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놓쳐버린 아이에 한 후회를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서도 여성으로서 모성보다 사회운동가로서 사상을 시하며 살아온 은 날의 회한을 여과 

없이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다.

4. 결론

다이코는 1937년의 12월15일의 인민 선 (人民戰線派) 검거 사건의 간 인 피해자로 

건강을 잃고 문단에서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보리 진지의 극진한 간호로 

건강을 되찾은 다이코는 후(戰後) 작품 활동을 재개한다. 그 표작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여자(こういう女)에서 고보리 진지의 검거 동기와 더불어 자신이 남편을 신하여 구인되어 

본의 아니게 “인민 선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 를 여주인공 <나>를 통하여 상세하게 그려

내고 있다.

처음 <나>는 남편이 검거 도  도주하자, 남편을 검거하기 한 수단으로 구인된다. 그러나 

단순한 동기에서 시작된 구인이지만 남편이 자수를 해 와도 석방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나>

의 사상을 문제 삼아 그 로 방치하고 있어 오랜 구속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나>의 건강이 악화되어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자 석방한다. 경제 능력도 없이 병든 몸으로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도 갈 곳이 없는 <나>는 자신이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경제 인 개념 

없이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며 망 인 고독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 주도 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나>는 부패한 사회 구조에 함몰되어, 타의에 의해 생(生)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표방하며,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와 욕망을 형용할 수 없는 아주 

큰 “우주”에 비유한다.  

무엇보다 다이코는 여성으로서 모성애보다 사회 활동을 우선시 한 결과 아이를 잃었다는 

심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해 남편을 사망한 아이와 겹친 환 으로까지 승화시켜, 채울 

수 없는 허 함을 남편에 한 사랑으로 극복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다이코가 고보리의 애정 

어린 치료로 건강을 회복한 만큼 이런 여자를 쓸 당시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이 함께 내재되

어 있다고 본다. 

다이코는 롤 타리아 작가로서 독립 인 행보를 취해 온 만큼 “건방지고 강한 여자”로 

비쳐지고 있지만, 스스로 “연약하고 조 은 결단력이 부족한 것이 나의 본질”이라고 ｢문학  

자서 ｣에서 고 있듯이, 후(戰後) 작품에서는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솔직하게 쓰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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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을 느 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다이코는이런 여자에서 <나>를 통해, 사회개 을 한 은 날의 열정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나고, 오히려 부패한 사회구조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고 있다. 한, 여성으로서 모성보다 

사회운동가로서 사상을 시하여 자식을 잃었다는 회한을 여과없이 진솔하게 그려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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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히라바야시 다이코의이런 여자(こういう女)론
‒ <나>의 회상을 통한 여성으로서의 회한(悔恨) ‒

히라바야시 다이코의 생애에 있어서 최 의 사건은 이러한 여자의 시 인 배경이 되고 있는 1937년12월15일의 
인민 선 의 검거 사건이다. 고보리 진지(小堀甚二)가 검거 도  도주하자, 경찰에서는 진지를 검거하기 한 수단으로 
아내의 다이코를 구인한다. 그 결과 다이코는 건강이 나빠지고, 문단에서도 떠나게 된다. 후, 진지의 애정어린 간호로 
건강을 회복한 후 쓴 이러한 여자가 제1회 여류문학자상을 수상함으로써, 다이코가 다시 정열 으로 활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이코는 이 작품의 여자주인공인 <나>의 회상을 통해서, 당시 부당한 긴 구속 생활로 인해 지독한 병마에 시달리며 
당한 망 인 고독감과, 타의에 의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다. 

, 모성보다 활동가로서의 생활을 우선시 한 결과 20여년이 지난 지 에 와서, 자신의 아이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강한 죄책감을 남편에 한 사랑으로 극복해 보려고 한다. 다시 말해, <나>는 자신이 부패한 사회구조의 희생자인 것을 
강조하고, 타의에 의한 자신의 생사결정을 강하게 거부하는 한편, 어머니로서 우리아이를 지킬 수 없었던 을 때의 
통 한 회한을 고백하고 있다.

A study on “Kouiu Onna” by Taiko Hirabayashi

‒ The Repentance as a Women through “My” Reminiscence ‒
The biggest event Taiko Hirabayashi experienced in her life was the Popular Front Incident provoked on 15th December 

1937 and this is the background of her work, “Such a Woman (Kouiu Onna)”. The police detained Taiko instead as her hudsband, 
Kanji Kobori escaped from them. As a result, Taiko lost her health and faded out from the literary world.

After the war, Kanji looked after Taiko well and she recovered from the hurt then wrote this novel. She received the first 
Female Novelist Prize with this work shortly and she started producing actively again. Through a recollection by the heroine, 
“myself”, Taiko attempted to express her strong will of that her life was uninvadable by any other will as well as the feeling 
of desperate isolation, which she experienced to be under long detention and became ill. After more than 20 years of life as 
an activist rather than protecting her maternity, she tried to eliminate her sense of sin as she lost her baby by loving her husband. 
In other words, Taeko confessed the remorse of her younger days, which she failed to protect her baby as mother.  On the 
other hand, “myself” refused a life to be decided by the other will and emphasized that she was a victim of the spoilt social 
struc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