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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데뷔작을 비롯하여 초기에는 주로 단편소설을 발표하던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1935~)

가 1958년에 첫 장편소설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芽むしり仔撃ち)｣(群像1958.06)를 

발표한다. 이 작품은 에토 쥰(江藤淳)을 비롯하여 당시 문단의 극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스스

로가 “소년기의 기억을, 괴로운 것에서 감미로운 것까지, 솔직한 형태로 이 소설의 이미지군 

속에 해방시킬 수 있었”고 쾌락을 동반한 해방감을 준 “가장 행복한 작품”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1), 현재까지 이 작품에 한 평가와 문학사적 의의에 큰 변화는 없다.2)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제주 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 학교 인문 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1) 大江健三郎(1965)｢わが小説─≪芽むしり仔撃ち≫｣厳粛な綱渡り文藝春秋, p.439
2) 2009년 10월호 군상(群像)지에서는 ‘전후문학을 읽다(戦後文学を読む)’란 제목의 특집 기획으로 노마 

히로시(野間宏), 다케다 다이쥰(武田泰淳), 시이나 린조(椎名麟三), 우메자키 하루오(梅崎春生), 오카 
쇼헤이(大岡昇平), 고지마 노부오(小島信夫) 등 총 9명의 작가의 작품의 일부를 재록하고, 현재적 시점에
서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는데, 마지막 9회째(2012년 6월호)에서는 오에의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가 
수록되어 있다. 오쿠이즈미 히카루(奥泉光), 노자키 간(野崎歓), 마치다 고(町田康)에 의한 합평에서는  
“지금도 놀랄만한 신선함이 유지”되고 있고, “추상적인 설정과 구체적인 감각이 혼연일체가 되어 결정
체”(pp.230-231)를 이루고 있다는 노자키의 평가 외에 형용사 선택의 감각을 지적한 오쿠이즈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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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를 발표하고 20여 년이 지난 1980년에 오에는 자신의 

작품을 ‘재판’한다는 의미로 읽히는 기이한 제목의 소설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 

(芽むしり仔撃ち裁判)｣(新潮1980.02~04)을 발표한다.3) 이 작품에 관해서는 소설 속의 ‘마

을’에 주목하여 오에의 공동체에 한 인식을 고찰한 이와타 에사쿠(岩田英作)의 논고4)가 

발표된 이후 작품을 둘러싼 연구와 논의가 크게 진척되지 못한 상태이다. 논자 또한 오에의 

신화적 사고에 의해 초기작이 어떤 식으로 해체되고 또 재구축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

여 분석한 바 있으나5), 20년 전의 논고 던 만큼 이후에도 지속된 오에 연구의 성과를 반 하

면서 본고에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오에 자신은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에 해 초기작과 동일한 매수의 소설을 

다시 써봄으로써 “현재의 작가로서의 자신을 검토”6)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에 해서는 ‘동기부여’라는 기법이 도입되지 않았고, 소설의 무 와 배경도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안에서 감화원(소년원)  소년들의 닫힌 세계가 생명력이 넘치는 신화적

인 축제 공간으로 그려지는 것에 머물렀다고 자기비평을 하고 있다. 20여 년의 세월 동안 

직면한 현실의 변화, 작가로서의 자신의 삶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흡수한 문학이론과 방법론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지 자기검토를 

위해 쓴 작품이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이라는 것이다.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의 문체와 소설의 구성 등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쟁문학으로서
의 확고한 위치 또한 발표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奥泉光/野崎歓/町田康(2012)｢合評　芽むしり仔撃ち｣
群像67(6), 講談社, pp.229-241)

3) 참고로 이 작품은 신조(新潮)지에 발표한 후 현 전기집(現代伝奇集)(岩波書店, 1980.06)에 수록된 
바 있으나, 이후 신조사(新潮社)에서 발행된 소설집(전 10권, 1996~1997)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만년양
식집(晩年様式集)(講談社, 2013.10)을 마지막으로 소설 집필을 중단하면서 작가 사후에 발행되는 형태
의 전집을 원하지 않는 오에의 적극적인 주도로 지난해에 발행을 마친 오에 겐자부로 전소설(大江健三

郎全小説)(講談社, 2018.07~2019.09)에는 수록되어 있다. 
4) 岩田英作(1991)｢大江文学における共同体と犠牲─芽むしり仔撃ちから｢芽むしり仔撃ち｣裁判へ｣

近代文学試論(29), 広島大学近代文学研究会, pp.50-58 
5) 蘇明仙(2000)｢｢芽むしり仔撃ち裁判｣論─神話性をめぐって｣近代文学論集(26), 日本近代文学会九

州支部, pp.101-110. 이 논문에서는 만엔원년의 풋불이후의 오에문학에 나타나는 주요 현상으로  
<신화형성>에 주목하고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을 오에의 <신화형성>으로의 도정을 밝혀주
는 작품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작이 신화적 사고에 의해 해체･재구축되는 과정, 즉 산골마을을 
소우주로 설정하고 신화성을 만들어 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등장인물과 소설의 공간에 있어서의 
이화(異化) 양상을 분석하고, 이화된 요소가 신화성을 구축하고 있음을 밝힌 논고이다. 이 논고에서는 
오에의 멕시코 체험과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야마구치 마사오(山口昌男)의 신화 해석과 중심과 주변의 
논리, 그리고 일본신화에서의 스쿠나히코나미코토 등이 논지 전개의 주요 자료가 되고 있고, 본고와는 
문제 제기는 물론 논지 전개과정과 도출되는 결론 또한 상이하다. 그러나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
재판｣에 한 논자의 근본적인 시각은 동일하다. 다시 말해 본고는 20년 전의 논자의 논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6) 大江健三郎(1982)｢小説と現実をむすぶ｣核の大火と｢人間｣の声岩波書店,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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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은 초기작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에 한 

재판임을 시사하는 제목을 달고 있으나, 그 안에는 액자구조와 같이 패전 직후 점령군에 

의해 이루어진 ‘데모크라시 재판’을 내포하고 있다. 자기검토를 위한 작품이라고는 하지만, 

오에는 왜 굳이 ‘재판’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재판’이라는 기제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재판’이라는 단어에 주목한다. 먼저 초기작과

의 비교를 통해 이화(異化)된 요소를 확인하고, 소설의 제목이 시사하는 ‘재판’과 소설 속의 

‘데모크라시 재판’의 의미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오에의 전후인식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에서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으로

1980년  이후 오에가 과거에 쓴 자신의 소설을 인용 혹은 참조하거나 재이용 혹은 재생하

는 식의 방법론에 해 고찰한 구와바라 다케카즈(桑原丈和)의 논고에서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 있다. 구와바라는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
을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의 후일담이 아니라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의 패러디로 

보고 있다. 소설의 화자가 ‘반･동생(反･弟)’에게서 발견해내는 ‘악의’는, 전염병이 만연한 마을

에 감화원의 아이들만 남기고 떠난 마을 사람들과 자신의 신체를 파괴한 세계에 한 것이고, 

‘반･동생’이 품은 ‘악의’가 이 소설이 가지는 ‘악의’와 중첩된다고 보고 있다.7) 패러디를 통한 

‘악의’가 아름다운 소설로 기억되는 초기작을 ‘반･동생’의 파괴된 육체처럼 해체하고, 과거의 

소설에 한 해석에도 변화를 초래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것을 1980년 부터 오에가 시도한 

새로운 방법의 일례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오에는 자신이 쓴 소설 

전체를 다양한 관계망 속에 엮어가고 있으며, 이때 과거의 소설은 새로운 소설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1980년  이후의 오에문학에 해 자작 

언급과 자작 인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오에의 자기언급성을 지적한 논자의 논고8)와 일치

7) 桑原丈和(2014)｢1980年代の大江健三郎による自身の小説の再利用･再生の方法｣昭和文学研究(68), 
昭和文学会, p.4 

8) 오에의 자기언급성에 관해서는 ｢自己言及性をめぐって─取り替え子と憂い顔の童子を中心に｣(比
較社会文化研究(13), 2003, 九州大学大学院比較社会文化学府), ｢大江健三郎の<自己言及文学>、その

可能性｣(九大日文(5), 2004, 九州大学日本語文学会) 등에서 고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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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구와바라의 분석에 큰 이견은 없다. 그러나 ‘반･동생’의 ‘악의’가 초기작의 고착화

된 해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와바라는 이를 통해 초기작이 어떠한 해석의 

장에 놓이게 되고, 실제 변화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1980)은 패전 후 30여 년이 지난 시점으로 설정되어 

있고 후일담처럼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1958)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소설을 

쓰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오에 자신 다양한 문학과 문화이론을 수용하여 소설의 방법(小

説の方法)(岩波書店, 1978.05)이라는 문학이론서를 집필한 후에 발표된 작품인 만큼 현저한 

변화가 확인된다. 본장에서는 초기작과의 비교를 통해 변화된 요소를 확인하고, 이러한 초기

작의 해체와 재구축이 어떠한 해석을 유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전시에 산골마을에서 발생한 사건, 즉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의 내용이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에서 전개되는 또 하나의 사건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작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는 태평양전쟁 말기 감화원 아동 15명이 산골마을로 집단 

소개(疎開)하게 되는 것에서 시작된다. 소설의 화자는 감화원의 소년 ‘나’이고, ‘나’에게는 

경범죄를 저지른 그들과는 다른 이유로 집단 소개에 합류한 동생이 있다. 홍수로 인해 외부세

계와의 통로는 광차 궤도 하나만 남은 이 마을에 소년들이 도착하자 전염병의 징조가 나타나

기 시작한다. 감화원 아동들의 마을에서의 첫 임무는 동물들의 사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곳 마을로 소개해온 여자와 조선인에 이어 감화원의 소년마저 죽자, 마을

사람들은 집단 탈출을 감행한다. 그러나 감화원 아동들은 마을에 남겨둔 채이고, 심지어 아동

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총을 든 감시원까지 배치해 두고 마을을 떠난다. 

전염병이 만연한 마을에 유기된 감화원 아이들, 여기에 전염병으로 아버지를 잃은 조선인 

소년, 마을로 소개해온 후 어머니를 잃은 소녀, 조선인 마을에 숨어 지내던 탈주병이 마을사람

들이 부재중이던 5일 동안 갇힌 속에서도 그들만의 자유로운 세계를 만끽하게 된다. 숲에서 

꿩을 사냥했을 때는 조촐한 축제가 열리기도 하지만, 곧 소개해온 온 소녀가 발병하게 되고, 

그 원인을 ‘나’의 동생이 아끼던 개에게 있다는 아이들의 말에 연장자인 한 소년이 개를 때려죽

여버린다. 그 충격에 자취를 감춘 ‘나’의 동생은 강물 속에서 그가 지녔던 소지품이 발견됨으로

써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윽고 마을사람들이 돌아와 감화원 아동들

만 남겨두고 마을을 떠났다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그들의 부재중에 빈 집에 들어가 비축해둔 

식량을 훔치고 기물을 훼손한 사실을 눈감아주겠다고 아이들을 협박하고 회유한다. 그러한 

가운데 ‘나’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며 숲으로 도망치는 것으로 끝난다. 

이로부터 20여 년 후에 발표된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은 소설의 화자가 감화원 



오에 겐자부로의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론 ························································소명선  151

측 소년 ‘나(형)’에서 그들을 유기하고 떠난 마을 측의 소년 ‘나(동생)’으로 전환되어 있다. 

소설의 모두에 일찍이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를 쓴 적이 있는 소설가 ‘나’가 개입하여 

이제부터 전개될 이야기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동생이 어로 써서 보낸 편지를 번역한 것이

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후 화자는 소설가인 형의 동생 ‘나’로 바뀌고, ‘나’는 자신이 미국에

서 경험한 사실을 형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나’가 라과디아 공항에서 처음 만난 

‘반･동생’9)은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에서 강물에 빠져죽은 ‘동생’을 자칭하는 인물이다. 

패전 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시민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베트남전쟁에 지원하여 혼자서 

베트콩 52명을 죽인 전훈의 가로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 양쪽 눈, 그리고 아래턱과 성 를 

잃은 상태이다. 지금은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 중의 한 명인 여성의 보좌를 

받으며 언어표시기가 붙은 특별 제작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을 소설풍의 자서전으로 출간하고자 한다. 자서전의 제1부는 전시 중의 일본의 산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제2부는 점령군 관계자의 보호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부터 베트남전쟁에 

지원하여 전공을 세우고 부상을 입기까지의 과정을 다룰 예정이다. ‘나’는 마을 측 증언자로서 

‘반･동생’의 자서전 집필을 돕는 협력자로 출판사 사장에게 고용되어 ‘반･동생’ 일행과 함께 

지내게 된 20일간의 일을 형에게 보고하게 되는 것이다.

‘나’와 ‘반･동생’의 화는 패전을 전후하여 발생한 두 개의 사건, 즉 전쟁 중 마을에서 

발생한 감화원 아동 유기사건과 패전 직후 점령군 주도로 이루어진 ‘데모크라시 재판’을 중심

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반･동생’이 ‘나’를 통해 듣고자 하는 것은 두 사건의 진위보다는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마을과 마을사람들에 관해서이고, 그런 ‘반･동생’의 질문에 해 

‘나’는 적극적인 설명을 회피하고, 오히려 ‘반･동생’의 발언에 자신들의 마을에 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두 사람의 화 과정에서 초기작에 한 이화는 크게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마을의 성격의 경우,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에서의 마을은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홍수로 인해 외부세계와의 통로가 차단된 공간이었다. 그러나 “우리 마을이 

전염병이 돌 때 인근 마을이 우리를 돌봐주지. 반 로 다른 마을에 전염병이 돌면 우리 마을은 

도망쳐오는 자들을 먹여주지. 20년 전의 일이지만, 콜레라가 돌았을 때 우린 석 달이나 이웃마

을에 있었어.”10)라는 장장이의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홍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립되

9) ‘반･동생(反･弟)’이라는 호칭은 강에 빠져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弟)’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그를 제거하려는 장장이의 눈을 피해 숲으로 도망친 ‘동생’의 형이라는 사실을 눈치 챈 ‘나’가 붙인 
것이다. 

10) 大江健三郎(2018)｢芽むしり仔撃ち｣大江健三郎全小説1講談社, pp.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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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뿐 외부세계와의 교류마저 완전히 단절된 마을은 아니었다. 이것이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에서의 마을은 ‘반･동생’과 점령군 2소 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상으로 그

려지고 있고, 마을사람들만의 고유의 행동원리와 사유체계를 가진 공동체, “고립해서 닫혀 

있던 세계”(p.134)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초기작에서 감화원 아동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감금한, 억압과 폭력, 회유로 점철된 

마을사람들의 행동에 해서도 새로운 해석이 가해진다. 패전 후 강에 빠져 죽은 ‘동생’을 

자칭한 ‘반･동생’은 전시 중에 저지른 마을사람들의 죄를 묻기 위해 점령군과 함께 마을로 

다시 돌아온다. 그는 마을사람들이 전염병이 만연한 마을에 감화원 아동들을 유기한 채 도망

쳤고, 귀환한 후에는 자신을 제외한 아동 전원을 학살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반･동생’의 

고발로 시작된 것이 ‘데모크라시 재판’이다. ‘반･동생’의 주장에 해 마을 측은 전염병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없었다고 반론한다. 그러나 감화원 아동들을 방치한 

채 도망친 것은 사실이고, 그 사이에 복통을 일으킨 아동이 사망하고, 또 ‘동생’의 익사 사고까

지 발생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당시도, 또 지금까지도 ‘반･동생’에게

는 마을사람들이 가축까지 데리고 마을을 떠난 이유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이에 해 ‘나’는 마을사람들의 도망은 “마을 전체의, 생과 사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p.116)이라고 답한다. 마을 자체가 “어딘가 다른 장소에서 전원이 탈출해온 

자들”에 의해 성립되었고, 전쟁말기의 도망 또한 수백 년 전에 선조를 움직 던 것처럼 “암흑

의 힘”(p.117)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나’의 답변에 해 ‘반･동생’은, 마을사

람들의 집단 퇴거는 “마을 전체의 우주론적인 죽음을 건, 죽음의 위기와 싸우는 것으로 재생의 

계기를 거머쥐기 위한, 시련의 여행길”(p.118)로 의미를 규정하며 아래와 같이 말한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욱 깊은 우주론적인 감수성이, 어린 너희들에게는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아무튼 

저 마을 사람들의, 그 공동체적인 마음의 움직임은, 예사로운 게 아니었을 거야. 모두가 개체로서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게 아닐까? 너희들이 마을을 나가 떠돌며 시련을 거친 후, 

다시금 마을로 귀환했을 때, 장로들이 얼마나 격하게 화를 냈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군. 

그건 너희 마을의 인간이 도망치고 있을 때, 내버려진 마을이 총체로 죽음에, 암흑의 깊은 곳에 

가라앉아, 거기를 태내처럼 빠져나오는 것으로써, 재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히려 

마을에 죽음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도망친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귀환해 보니, 그곳에서는 우리

들이 활기차게 살고 있었지. 눈이 내려서 숲 속에는 먹을 것이 없어져 마을에 내려온 야조를 

잡은 날에는, 축제까지도 하면서. 나는 그 축제를 항상 떠올려왔어…… (p.118)11)

11) ｢芽むしり仔撃ち裁判｣로부터의 인용은 大江健三郎全小説6(講談社, 2019.01)에 의한다. 한국어 번
역은 논자에 의한 것이며, 이하 논지 전개 과정 중의 인용은 페이지만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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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생’은 마을사람들의 집단 퇴거는 마을에 “죽음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

하고 있다. 재생을 준비해야 하는 “죽음의 시간” 동안 감화원 아동들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시간으로 채웠고, 그 때문에 귀환한 마을사람들이 그토록 

격분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이해하게 된다. 즉, 초기작에서 보인 마을사람들의 

악의적이고 폭력적인 행위가 마을이 지닌 특수한 역사와 사유체계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에서의 마을과 마을사람들에 한 새로운 

성격 부여는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일까? 이것에 관해서는 ‘반･동생’의 고발에 의한 ‘데모

크라시 재판’과 ‘반･동생’과의 화를 통해 소설가인 형의 소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나’에 

의한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 재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점령군에 의한 ‘데모크라시 재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죽이기재판｣은 소설의 제목이 시사하는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에 한 재판이 ‘반･동생’이 자서전을 쓰기 위해 유소년기의 

기억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부각되는 점령군 주도의 재판을 내포하고 있는 이중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데모크라시 재판’은 패전 1년 후 무장한 점령군에 의해 이루어진 공개재판을 

가리킨다. 홍수로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죽은 줄 알았던 ‘동생’, 즉 ‘반･동생’이 점령군과 

함께 나타나 전쟁말기에 마을사람들에 의해 자행된 감화원 아동 유기 사건과 학살을 고발한 

것에서 비롯된 재판이다. 재판은 ‘동생’의 증언에 근거하여 점령군 측의 맹렬한 공격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을 측의 적극적인 반론으로 재판의 전반과 후반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진다. 

마을 측은 마을에 전염병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염병 확산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이 소개 아동들을 남겨두고 마을을 떠났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생’을 제외한 감화원 아동들을 전원 학살했다는 사실은 거짓으로 판명되면서 재판의 기류

가 변화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을사람들이 모두 소집된 가운데 야외에서 공개재판으

로 시작된 ‘데모크라시 재판’이 후반에 이르러서는 “철저하게 한정된 참관인만의, 폐쇄된 

재판”(p.90)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자신의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패닉상태에 빠진 ‘반･동생’도, 

재판 현장에서 배제된 ‘나’도 재판의 후반은 지켜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나’가 재판의 

후반에 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재판에 참석한 마을 유력자들이 교 로 재판의 경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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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주었고, 그 보고를 바탕으로 한 연극이 소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무  위에서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존 다우어(John W. Dower)에 의하면, 점령 초기의 GHQ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한 올바른 

인식과 내실 있는 민주화 실현을 위해 일본인 개개인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감정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모든 일본인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망을 구축하고, 미국인으로 구성된 교육팀을 일본 각지의 읍과 마을에까지 

파견하여 공민교육을 실시했다.12) 소설에서는 전시 중에 발생한 사건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그 이념을 선전하기 위해 점령군 병사가 중심이 되어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데모크라시 재판’과 같은 사례가 GHQ에 의한 점령시 에 실제 

존재했는지의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데모크라시 재판’에 해 ‘나’와 

‘반･동생’이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이고, 이들이 서술하는 내용을 통해 

상기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먼저, 화자인 ‘나’는 이 ‘데모크라시 재판’이 “어린아이들에게조차,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간파할 수 있는 형태”로 전개되었고, 여기에는 점령군과 마을사람들 사이에 모종의 “정치적인 

절차”(p.85)가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한편, ‘반･동생’은 ‘데모크라시 재판’에 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어떤 식으로, 나의 고발을 둘러싸고 민주주의를 실시, 교육하는가? 전시하의 농촌과 산촌의 봉건적

인 지배체제를, 촌민의 면전에서 탄핵한다. 그리고 민주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게 한다, 그러한 

것이 시도된 것이었다. 그러나 전시하의 마을로부터의 집단 도망이, 마을의 지배층에서 촌민에게 

강제되었다고 하는 것만은 증명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은, 점령군의 시위에 굴복한 

촌민의 다수가, 장로들을 희생양으로 한다. 그것을 하는 수 없이 인정한다, 그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생각해. 내 보호자의 민주주의자로서의 행동에는, 평생 그러한 위선

의 냄새가 따라다니고 있었지. 그리고 그의 행동의 부분이, 거기에 포함된 위선에 어울리는 

것 이상으로 벌을 받고, 계속 실패했던 거야. (p.108)

여기서 ‘나’가 ‘데모크라시 재판’에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부분과 ‘반･동생’이 

‘데모크라시 재판’을 포함하여 자신의 보호자 역할을 떠맡은 인물을 향해 위선적이라고 비난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보자. ‘데모크라시 재판’에 해 ‘나’와 ‘반･동생’이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우선 재판의 최종 결과에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반･동생’의 위증으로 

12) ジョン･ダワ─, 三浦陽一ほか訳(2004)増補版 敗北を抱きしめて(上)岩波書店, pp.250-2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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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데모크라시 재판’은 종국에 이르러 큰 파국을 맞이한다. 재판의 후반을 연극으로 

지켜보던 마을사람들은 점령군에 의해 모두가 하와이의 수용소로 보내질 거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도하게 되고, 이 안도감은 점차 축제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 소학교 운동장에는 

조주까지 나돌게 되고 술에 취한 마을 청년과 미군 사이에 발생한 오해가 2명의 사망자와 

5명의 중상자를 낳게 한 불상사로 이어져, 점령군과 마을사람들이 전면 치하는 긴장된 

상태로 급변한다. 그러나 마을 유력자와 점령군과의 교섭의 결과는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을 

덮고, 고발자인 ‘반･동생’이 더 이상 사건에 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점령군 측이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이러한 처리가 민주주의의 근본적 이념과 모순된다는 

의미에서 점령군의 위선적 태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전쟁 말기 산골마을에서 발생한 감화원 아동 유기 및 학살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된 점령군 주도의 ‘데모크라시 재판’은 일본의 전쟁책임을 묻고 전쟁범죄자를 처벌

하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을 환기시킨다. GHQ의 점령정책은 역시 동일한 패전국인 

독일의 직접통치와 달리 천황을 포함한 기존의 일본 정부 기구를 그 로 이용하는 간접통치를 

실시했다. 존 다우어는 GHQ의 점령정치를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혁명”13)으로 보고, 이러한 

상명하달식의 통치는 민주주의와 평등사상을 부르짖으면서도 맥아더 최고 사령관은 패전 

전의 천황과도 같이 패전국 일본에 군림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쟁이 종결되기 전부터 패전

국 일본의 통치 방식을 두고 연합국간의 일본에 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일본에서의 민주주

의 혁명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거론되었다.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재편하기 위해 천황제의 

존폐 문제가 논의의 핵심이 되었고, GHQ의 최종 결론은 천황제를 존속시키면서 민주주의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었다. 그 배경을 분석한 존 다우어는, 일본은 “공동체적 사회, 즉 계층사

회이고, 거기에서는 사회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자가 목표를 정하고, 하위의 자는 그것을 따를 

뿐”이라는 일본 전문가 유진 두먼(Eugene Dooman)의 발언이 향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이러

한 사회구조의 최상층에 위치한 천황은 “일본인의 인종적 속성의 산 증거”이고, 사회의 

일체성을 가져다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14) 여기에 일본인은 권위에 해 

순종적으로 반응한다는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의 분석은, 천황제를 보존하면서 천황의 

비호 아래 민주주의를 추진하는 정책을 합리화하는 최적의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한다.15) 

그리고 천황제로 결속을 다져온 일본사회에서 천황제 폐지가 초래할 혼란을 막고, 공화제를 

채택할 경우 급진적인 공산 세력의 확 를 우려한 GHQ는 헌법 개정에도 적극 개입하여 헌법

13) ジョン･ダワ─, 三浦陽一ほか訳(2004)増補版　敗北を抱きしめて(上)岩波書店, p.261
14) 위의 책, pp.270-271
15) 위의 책,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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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했다. 이 초안이 심의를 거쳐 일본국헌법으로 공포된 것은 1946년 

11월 3일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완성된 일본국헌법의 제1장 제1조의 

‘천황의 지위, 국민주권’ 항목에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국민 총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하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16)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헌법에 명시한 천황제를 보존하기 위한 GHQ의 물밑작업은 도쿄재판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1946년 5월 3일에 시작된 도쿄재판은 일본국헌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이후까

지 무려 31개월간 지속되었다. 2차세계 전 이후 세계 각국에서 전범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일본에서 개최된 도쿄재판은 타 재판에 비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존 다우어가 

“쇼윈도 속의 처벌”17), “승자의 기만”18)이라 비판한 도쿄재판에 해서는 정치적 논쟁이 

되는 것을 꺼려해 온 일본정부의 방침에 부합하듯, 한동안 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도쿄재판에 한 일본 내에서의 연구가 본격화하기 시작

한다. 그 배경에는 1970년  중반에 미국 국립공문서관(NARA)에서 국제검찰국(IPS)의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도쿄재판과 관련된 1차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19) 물론 오에가 미국이 공개한 1차 자료를 열람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도쿄재판과 

관련된 담론은 연합국군 총사령부 문서가 공개되기 전에도 형성되긴 했으나, 1970년  후반부

터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20) 이와 같이 도쿄재판이 담론화되고 있던 시기에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이 발표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할 것이다.  

패전 초기 연합국에 의한 전범 재판을 예상하고 일본 정부는 자체적으로 전범을 색출하여 

재판하겠다는 의지를 보 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제안이 GHQ에 의해 거부되기는 하 으나, 

존 다우어는 일본인이 구상한 재판의 주된 목적이 도쿄재판의 숨은 의도와 일치했다고 한다. 

즉, 천황의 이미지를 “평화주의자이고 무구하며 정치를 초월한 존재로 확립”21)한다는 것으로 

16) 講談社編(1985)日本国憲法講談社, p.12
17) ジョン･ダワ─, 三浦陽一ほか訳(2004)増補版 敗北を抱きしめて(下)岩波書店, p.239
18) 위의 책, p.273
19) 永井均(2017)｢日本における東京裁判研究の動向─回顧と展望｣広島平和研究(4), 広島平和研究所, pp.99- 

111 참조
20) ｢芽むしり仔撃ち裁判｣이 발표된 것은 1980년 2월부터 4월에 걸쳐서이다. NARA의 1차 자료가 공개된 

이후 일본에서 도쿄재판과 관련된 문헌의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주요 문헌을 살펴보
면, 大沼保昭戦争責任論序説 : ｢平和に対する罪｣の形成過程におけるイデオロギー性と拘束性(東京

大学出版会, 1975.11), 児島襄東京裁判(文芸春秋, 1979.02), 児島襄史録･日本国憲法 ; 天皇とアメリ

カと太平洋戦争(文芸春秋, 1979.04), 保坂正康日米開戦から東京裁判まで 伝統と現代社, 現代

ジャーナリズム出版会(発売), 1980.01), 木戸日記研究会編集校訂木戸幸一日記 : 東京裁判期(東京大

学出版会, 1980.07), スミルノーフ,ザイツェフ/ 川上洸, 直野敦訳/粟屋憲太郎解説東京裁判(大月書店, 
1980.08) 등이 있으며, 특히 1980년 에 들어 아와야 겐타로(粟屋憲太郎)의 도쿄재판 관련 연구가 왕성
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에 겐자부로의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론 ························································소명선  157

결국 천황의 전쟁 책임을 묻지 않고, 당연히 전범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2) 

실제 도쿄재판에서 피고로서 천황을 법정에 세우지 않기 위해 증거에 한 통제가 검사 측에

서 이루어졌고, A급 전범으로 지목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비롯하여 역시 전범 재판을 

받은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기도 고이치(木戸幸一) 등의 피고인들도 적극 결탁하여 그들의 

진술 내용에서 천황을 언급하는 일이 없도록 한 사실이 이후에 밝혀졌다. 

소설에서 점령군이 주도한 ‘데모크라시 재판’에 관해 ‘나’가 점령군과 마을 측과의 사이에 

“정치적인 절차”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로 도쿄재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관점이

다. 공개재판으로 시작된 ‘데모크라시 재판’이 후반에 접어들면서 철저하게 폐쇄된 재판으로 

바뀌었고, 그 후반의 내용을 ‘나’는 “무 에 연극화된 재판”(p.90)을 통해 보았다고 했다. 구두

로 전달된 재판의 진행 상황을 굳이 무  위에 재현해서 연극 형태로 관람했다는 것은 마을사

람들이 재판을 회화화했다는 의미이다.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이 도쿄재판을 “거의 미국에 

의한 공연”이었고, 마치 “ 적인 연극 공연”23) 같았다고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을사람

들에 의해 희화된 ‘데모크라시 재판’은 도쿄재판에 한 오에의 시선과도 겹쳐볼 수 있다. 

GHQ의 점령은 일본제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에서, 그리고 전쟁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전범 재판에서, 천황의 죄를 묻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에서지만 천황제를 유지

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일본은 천황제 민주주의 국가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데모크라시 재판’에 

한 ‘나’와 ‘반･동생’의 비판적인 시각은 천황제 민주주의를 낳게 한 GHQ와 일본 정부의 

정치적 결탁을 비판하는 오에의 시각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 재판

소설의 모두에서 소설가인 ‘나’(｢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의 저자)는 일찍이 고향인 산골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룬 ‘나’의 소설을 둘러싼 해당 지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현재까

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금부터 독자가 읽게 될 동생의 편지 또한 ‘나’가 

21) ジョン･ダワ─, 三浦陽一ほか訳(2004)増補版　敗北を抱きしめて(下)岩波書店, p.280  
22) 천황의 전쟁 책임과 관련해서, 미국의 점령이 없어도 일본에서의 전후개혁은 가능했다고 보는 정치학자 

아메미야 쇼이치(雨宮昭一)는 쇼와천황의 측근이었던 기도 고이치(木戸幸一)의 일기 등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천황에게 퇴위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천황이 퇴위함으로써 전쟁의 책임을 지는 
것을 저지한 것은 맥아더를 중심으로 한 미국 측에 있다고 보고 있다.(아메미야 쇼이치/유지아 역(2012) 
점령과 개혁어문학사, p.65) 

23) ジョン･ダワ─, 三浦陽一ほか訳(2004)増補版　敗北を抱きしめて(下)岩波書店,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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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소설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서술의 주체는 소설가 ‘나’에서 동생 ‘나’로 전환된다. 

즉, 미국에 체재중인 동생이 뉴욕에서 경험한 20일간의 이야기를 형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편지가 곧 형의 소설(｢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에 한 재판이 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엄 히 말하자면 동생의 편지에 해 ‘재판’이라는 제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편지를 

번역한 소설가 자신이다. 그리고 소설을 읽는 독자를 공개재판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지만, 

소설 속에는 동생의 일방적인 비난(비판)만 있을 뿐, 소설가 ‘나’의 반박은 없는 불완전한 

형식의 ‘재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설 속에는 원고의 목소리만 존재하고 피고의 변론 혹은 반박은 없으며, 판결은 

독자의 몫이 되는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이 동생으로

부터의 비판이라는 형태를 취한 오에의 자기비평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이 가능하

도록 조형된 인물이 ‘반･동생’이다. 따라서 자기비평의 장치가 되고 있는 ‘반･동생’은 소설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에가 자작에 해 ‘재판’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까

지 단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장에서 고찰한 것처럼 ‘데모크라시 재판’은 ‘반･동생’의 고발이 위증으로 판명되었고, 7명

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이 났다. 그런데 ‘반･동생’

의 행동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먼저, 마을사람들이 마을을 떠나 있는 동안 

‘동생’을 잃은 슬픔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마을사람들이 감화원 아동들을 모두 살해했다는 

위증을 하면서까지 그들에 한 보복을 계획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베트남전쟁에서 베트콩을 향한 그의 증오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라는 것이다. 그는 신체의 절반을 잃고 재활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을 베트남의 숲 속으로 이끌어줄 눈만 있으면, 베트콩을 잔멸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며 자동소총과 눈을 달라고 백악관에 탄원서를 낸 적이 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안을 단 자신을 언제나 눈을 뜬 상태인 베트콩 위협용 허수아비로 보내줄 수 있냐는 

문의를 하기도 한 인물이다. 자서전 출판을 앞두고 개최된 출판 캠페인에 참석한 기자로부터 

“가미카제 베트콩 킬러”(p.77)라는 야유를 받기도 한 ‘반･동생’의 베트콩을 향한 증오는 어떻

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반･동생’의 베트콩에 한 남다른 적의와 증오,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충동은 이와타 에사

쿠(岩田英作)의 지적처럼 자신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마을사람에 한 집착과 살의”24)가 

24) 岩田英作(1991)｢大江文学における共同体と犠牲─芽むしり仔撃ちから｢芽むしり仔撃ち｣裁判へ｣ 
近代文学試論(29), 広島大学近代文学研究会, p.53. 참고로 이와타의 분석은 ‘반･동생’의 살의와 스스
로에 한 파괴적인 충동이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에서 ‘동생’을 지켜주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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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를 정체를 알 수 없는, 마을 자체에서 발하는 

공포에 의한 것으로 해석을 유도하고 있다. 소설의 후반부에서 ‘반･동생’의 정체를 알아챈 

‘나’가 처음부터 ‘동생’이 아니라 강물에 빠져 숨진 ‘동생’의 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재판에 

임했다면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음에 틀림없는데, 왜 ‘동생’이라고 했냐고 

묻는 장면이 있다. 이때 ‘반･동생’의 답은 “무서웠기 때문이다”(p.123)라는 한 마디 다. 

이러한 ‘반･동생’의 “무서웠기 때문이다”는 말의 의미를 ‘나’는 아래와 같이 형에게 보고한다. 

그러한 특별한 내력을 드러내는 토지에, 토지와 인간 모두를 적으로 해서 다시금 들어올 것을 

계획한 ‘형’에게는, 죽은 ‘동생’을 분장해서 그 ‘ 혼’의 힘을 빌리는 것 외에는, 용기의 기반이 

없었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것은 바로 그 우리 마을이야말로 ≪무서웠기 때문이다≫, 정말 

마을과 숲의 형태 그 자체가 무서웠음에 틀림없어.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일단 ‘동생’인 척 한 

‘형’은, 데모크라시재판에 깨진 후에도 계속 ‘동생’을, 그 ‘ 혼’을 연기한 것이지. 형, 나는 생각하

지만, 인생의 모든 때를 그 ‘ 혼’을 분장해 가기 위해, 그는 자신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선택과는 

체로 반 의 진로를 선택하고, 지금 저처럼 철저한 폭력적 파괴를 육체에 새기는 처지도 된 

거야. 그리고 여전히 저 소년의 날에 그를 사로잡은, 거 한 공포 혹은 두려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어. (p.135)

‘나’는 ‘반･동생’의 공포의 상이 다름 아닌 ‘나’의 마을의 지형과 마을사람들이었다고 

한다. ‘반･동생’이 느낀 공포는 무장한 점령군 2소 도 공유한 것으로, ‘반･동생’의 보호자도 

훗날 “저만큼 통제가 어른, 어린이를 불문하고 잘 되는 협동체로서의 마을은, 점령하의 일본의 

어떠한 지방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상한 마을”(p.107)로 기억하고 있다. ‘나’는 ‘반･동생’이 

소년기에 체험한 공포가 그로 하여금 파괴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동생’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창건 이래의 독자의 

역사”(p.134)를 들려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아닌 소설가인 형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형, 아직 젊었을 때 형은, 전쟁말기의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설로 썼지만, 그것은 

내가 지금 말한 성격의 것이 아니었어. 오히려 그 진짜 일을 회피하기 위한, 알리바이 만들기와 

같은 작업이었지. 형은 자신의 소설을, 다름 아닌 소년시절의 ‘형’의 눈과 육체를 통해 서술했지만, 

그러나 그 새싹 밟기, 어린 짐승 쏘기를 시중드는 사람이 읽어서 들려줬다고 해서, ‘형’은 거기에 

한 죄책감, 그리고 ‘동생’의 슬픔보다는 그들 공동체의 결속을 우선시했던 자신의 행동에 한 죄책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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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무서웠기 때문이다≫는 말의, 공포 혹은 두려움의 핵심을 찾아낼 수 없을 거야. 오히려 

그것의 소재 자체를 은폐하기 위해, 형은 저 소설을 쓴 것이 아닐까 하고, 나는 의심하고 있을 

정도야……

형, 형은 자기 변호할 지도 모르지. 네가 꿈에 본 붉은 가오리의 저 아이와 같은 운명을, 젊은 

자신이 따라갈 수는 없었던 것이라고, 동생으로서 나도 생각은 해. 형은 저 목가적인 새싹 밟기, 

어린 짐승 쏘기를 쓴 것만으로, 우리 마을에서 배제되는 인간이 되어버렸지. 하지만 형, 우리 

마을이 어떻게 해서 창건되고, 그 고립해서 닫혀 있던 세계에서, 원회귀 같은 독자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인가? 그리고 그 역사가, 지형학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까지, 마을과 

그곳을 둘러싼 숲에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가? 그 총체를 계속 묵비하도록 해서, 전쟁말기 그곳에 

일어난 사건을, 설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나 자신이 새싹 밟기, 어린 짐승 쏘기를 

읽은 이후, 계속 품어온 의문은 그러한 것이야. 우리 마을의 역사와, 지형학적인 그 현현의 전부에 

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 저기에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사건은 과연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것일까? (p.134. 굵은 글씨는 원문의 방점을 신함)

상기의 인용 부분은 ‘나’에 의한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 비판의 핵심에 해당된다. 

‘나’는 ‘반･동생’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공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전쟁 말기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을 제 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마을의 독자적인 역사와 지형학적인 

특징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형이 쓴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는 그 일을 회피하기 위한 “알리바이 만들기”에 불과했고, ‘반･동생’이 느꼈을 

공포의 소재를 은폐하기 위해 쓴 소설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나’가 형의 소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전경화되고 있는 것도 역시 마을과 마을사람들이지만, 소설을 읽는 독자 

측에서 보자면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를 비판하고 있는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
판｣에서조차 마을과 마을사람들의 실체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의 마을의 정체성을 추찰할 수 있는 근거는 소설 속에 제시되어 있다. ‘나’와 

‘반･동생’의 화에서 ‘반･동생’이 전쟁말기 마을사람들의 집단 퇴거의 의미를 “전시체제에 

한 반항･저항”(p.116)이라고 해석한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2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나’가 

이야기하는 마을은 동시  게임(同時代ゲーム)(1979)에서 ‘파괴하는 사람(壊す人)’과 창건

자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 시코쿠(四国) 산지에 도착해서 건설한 ‘마을 = 국가 = 소우주’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마을 = 국가 = 소우주’는 표층적으로는 일본제국의 천황의 

권력 하에 있지만, 주민들의 내면에는 그들 마을의 독립이 유지되고 있고, 일본제국과 맞서 

‘50일 전쟁’을 치르기도 한 곳이다. 소설에서 마을을 흐르는 강 하구에 위치한 해군기지에서 

예과연습생이 탈주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취한 태도는 이를 방증한다. 처음에는 수색작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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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적이던 마을사람들이 도망 기간을 거치고 돌아와서는 탈주병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를 죽창으로 찔러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 이것은 전시체제에 한 사보타주를 감추

기 위한 행동이었고, 나아가 그들 마을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한 “정치적인 생각”(p.116)에 

의한 것이다. ‘나’의 마을은 천황 중심의 일본제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사유체제에 의해 운 되

는 공간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반･동생’을 매개로 한 ‘나’의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에 한 비판은 마을의 

특수한 지형과 독자적인 역사에 관해 의도적으로 기술을 회피했다는 사실에 있고, 나아가 

천황 중심의 국가체제와는 다른 독자적인 우주 원리로 운 되는 공간, 즉 반천황제적 공동체

에 한 상상력을 활성화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반･동생’은 마을과 마을사람들에 한 재해석을 위한 장치에 머무르지 않는다. 

‘데모크라시 재판’을 경험한 이후의 ‘반･동생’의 자기 파괴적인 삶을 생각해 볼 때, ‘반･동생’

은 다양한 시공간을 연결하는 매개로서 오에의 현실 인식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베트남전쟁에 지원한 ‘반･동생’은 미국의 전쟁에 아시아 최 의 미군기지 

오키나와를 거점으로 베트남전쟁에 관여한 일본을, 그리고 “망가진 인형 같은 모습”(p.131)으

로 기꺼이 출판사 사장 부부의 성적 유희물이 되어주고 있는 모습은, 점령이 끝난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미군기지 일본의 현실을 비춰내고 있다. 또한 소설 속에서 전쟁 말기 일본의 

산촌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의 리얼리티를 확보하기 위해 체 게바라의 살해 작전 상이 도입

되는 것은 ‘반･동생’의 잠재의식 속에서 일본의 산골마을과 베트남과 볼리비아의 산지가 동일

시되고 있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태평양전쟁 이후 미국이 치른 

최 의 전쟁인 베트남전쟁에 이어 볼리비아 혁명을 위해 싸운 체 게바라를 미국의 주도로 

살해한 사실도 함께 상기시키고 있다. 그로테스크한 ‘반･동생’의 신체는 전쟁의 폭력성을 

그 로 현현시키고 있다. 동시에 트릭스터(trickster)로서의 ‘반･동생’은 미국과 일본을, 태평양

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그리고 시코쿠의 산골과 베트남과 볼리비아를 매개하면서 미국과 미국

의 군사기지로서의 일본의 관계, 태평양전쟁 이후 미국의 주도로 치러진 폭력적인 전쟁의 

역사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5. 나오며

이상,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을 상으로 소설의 제목과 소설 속 등장인물에 

의해 재생되는 기억의 중심에 있는 ‘재판’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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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에서 오에는 갇힌 세계 안의 어린이들만의 목가적인 

유토피아라는 하나의 미적 구조체로서 완결된 초기작을 파괴하고 현재적 시점에서 재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초기작의 화자와는 조적인 위치의 화자를 설정하고, ‘반･동생’이라는 인물

의 조형을 통해 소설의 구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는 태평양전쟁 

중의 일본의 한 산골마을이라는 단일한 시간과 공간 속의 이야기 으나,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에서는 ‘반･동생’과 같은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소설의 시공간이 확 되고 

있다. ‘반･동생’은 일본과 미국을 매개하고, 태평양전쟁과 베트남전쟁, 그리고 일본의 산촌마

을과 베트남 현지를 매개하는 트릭스터로 조형되어 있다. ‘데모크라시 재판’ 후 미국으로 

건너간 ‘반･동생’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신체의 절반을 잃은 

인물로, 그의 자기 파괴적인 삶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의 폭력성이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발자취

는 태평양전쟁과 베트남전쟁, 그리고 1980년 현재라는 다의적인 시간축을 일시에 현재화시킴

과 동시에 공간적으로도 일본을 벗어나 미국, 베트남, 볼리비아 등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트릭스터를 통해 초기작에서 홍수와 전염병으로 갇힌 세계로 구축되었던 마을, 

그리고 감화원 아동들에 해 폭력과 회유로 점철된 악의적인 마을사람들에 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독자적인 세계관과 고유의 원리로 운 되는 공동체로의 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점령군에 의한 ‘데모크라시 재판’을 바라보는 시각은 도쿄재판에 

한 시선을 환기시킨다. ‘나’와 ‘반･동생’은 민주주의를 선전하고 교육하기 위한 재판이 닫힌 

공간 안의 폐쇄적인 재판으로 바뀌고, 마을 유력자와 점령군 사이에 “정치적인 절차”가 이루어

진 위선적인 재판으로 회상하고 있다. 이것은 군국주의 국가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재탄생

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본정부와 점령군의 정치적 타협에 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천황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천황이 전범으로 지목되는 것을 적극 저지한 결과 일본은 천황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신(神)의 위치에서 상징적 존재로 변하기는 했으나, 천황제를 유지함

으로써 쇼와(昭和)라는 연호는 패전 후에도 사용되었다. 천황이 전쟁의 책임을 회피했고, 전쟁 

전과 전쟁 후가 동일한 연호로 연결된 일본은 민주주의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전쟁에 한 

근본적인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의 민주주의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혁명이 아니라 미점령군이 적극 개입한 ‘위로부터의 혁명’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의 민주주의화를 주도한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책략은 일본을 

그들의 기지로 점거하면서 일본을 다시금 그들의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소설에서 ‘데모크라시 재판’에 한 비판적 시각은 전후의 일본의 현실에 한 오에의 시각과 

중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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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형의 소설에 해 ‘나’가 단죄하고 있는 것은 초기작에서 마을의 지형학적 특수성과 

마을 창건 이래의 역사를 제 로 서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감금된 자들에 의한 유토피아

로 완성된 초기작에서는 주변부에 한 상상력, 천황 중심의 세계를 위협하는 반천황제적 

공동체에 한 상상력을 활성화하지 못했다는, 혹은 붉은 가오리로 변한 청년의 운명처럼 

되는 것이 두려워 마을의 정체성을 은폐했다는 오에의 자기비평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설 속에서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 재판과 ‘데모크라시 재판’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되는 ‘재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천황제를 존속시킨 천황제 민주주의에 

한 오에의 비판적인 시각과 동아시아 최 의 미군기지로 태평양전쟁에서의 패전 후에도 

미국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전후 일본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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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오에 겐자부로의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 ｣론

- ‘재 ’의 함축  의미를 심으로 -

소명선

본 논문은 오에겐자부로의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1980)을 연구 상으로 한다. 초기작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1958)와의 비교를 통해 이화된 요소를 확인하고, ‘재판’이라는 기제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인지에 
관해 분석함으로써 오에의 전후인식의 일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재판｣은 화자를 감화원 
측에서 마을 측으로 전환하고, 초기작의 화자 던 ‘반･동생’을 일본과 미국, 태평양전쟁과 베트남전쟁을 매개하는 트릭스
터로 조형하여 소설의 시공간을 확 하고 있다.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두 사건에 관한 ‘나’와 ‘반･동생’의 화는 
초기작의 마을의 특성과 마을사람들의 성격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점령군 주도로 이루어진 ‘데모크라시 
재판’에 한 회상에는 도쿄재판에 한 오에의 시선, 즉 천황제와 천황제 민주주의에 한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형의 소설에 해 ‘나’가 단죄하고 있는 것은 초기작에서 마을의 지형학적 특수성과 마을 창건 이래의 역사를 제 로 
서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주변부에 한 상상력, 천황 중심의 세계를 위협하는 반천황제적 공동체에 한 
상상력을 활성화하지 못했다는 오에의 자기비평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소설 속에서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되는 ‘재판’이라
는 기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천황제 민주주의의 현실과 동아시아 최 의 미군기지로 미국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전후 일본의 현실에 한 오에의 비판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A Study on the Oe Knezaburo’s ‘“Memushiri Kouchi” Saiban’

- focusing on the connotative meaning of ‘trial’ -

So, Myung-Sun

This paper is based on Oe Kenzaburo’s ‘“Memushiri Kouchi” Saiban’(1980). At first I will confirm the elements of 
defamiliarization through comparison with the early work ‘Memushiri Kouchi’(1958). Then, I will analyze what he is trying 
to say under the mechanism of ‘trial’. It would be possible to do the one aspect of Oe’s postwar recognition clearly by this. 
The narrator of “Memushiri Kouchi” Saiban’ has been changed from the juvenile reformatory side to the village side. In addition, 
the novel expands the time and space of the novel by shaping the ‘anti-younger brother’, who was the narrator of the early 
work, as a trick star that mediates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Pacific War and the Vietnam War. The dialogue 
between ‘I’ and ‘anti-younger brother’ about the two affairs that took place before and after the Pacific War gives new mean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llage and the villagers in the early work. The reminiscence on the ‘Democracy Trial’ conducted 
by the occupation forces can confirm the Oe’s perspective on the Tokyo Trial, that is, Oe’s perspective on the emperor system 
and emperor democracy of Japan. On the other hand, what “I” condemned for his brother’s novel was that in his early work, 
he did not properly describe the geographic specificity of the village and the history of the village. It is also Oe’s self-criticism 
for not revitalization of his imagination of the surrounding and the imagination of an anti-emperor system community that threatens 
the world centered on the emperor. Through the mechanism of ‘trial’, which is developed in two forms in the novel, I confirmed 
that Oe’s critical perspective on the reality of imperial democracy and the reality of Japan participating in the American war 
as the largest U.S. military base in East A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