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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代日本 の 病 と 治療法 について

蔚山大學校 洪聖牧
一、はじめに

古代日本において、医療に関して少なくとも何らかの記録に残る最も古いのは、『古事記』や『日本書
紀』、『風土記』に伝える神話の時代のものである。古代共同社会における首長は、呪術的及び宗教
的な職能をもって統治能力を補完させていた。人々の協業の上に成り立っている生産力の低い古代社会に
おいて、病は単に個人の命を脅かすだけでなく、労働力の低下による社会の存続にも重大な影響を及ぼ
すことになる。そのため、首長には常に病への対応能力、すなわち呪医的能力が問われるものとなってい
た。こうした古代共同社会の首長のもつ呪医的能力は記紀のオホクニヌシの神話によくあらわれている。
二、経験 医学及 び民間療法

蒲黃

オホクニヌシが兄たちの八十神とともに、稲羽のヤカミヒメの許に求婚に出かける。途中の気多の崎で、
ワニをだまして海を渡ろうとした兎がワニに気づかれ、丸裸にされているところに遭遇する。八十神は兎に
「海水を浴びて臥せておけ」と教えたが、皮膚はただれ、泣き苦しんでいた。兄たちの荷物を背負わされ
ていたため、遅れてやってきたオホクニヌシは、真水で体を洗って、炎症を抑える効果があるという蒲黄(ガ
マ)の花粉を塗るという治療法を教え、兎を本の身に戻してやった。すると、兎はオホクニヌシとヤカミヒメとの
結婚を予言する。

是に大穴牟遅神、其の菟に教へ告りたまひしく、「今急かに此の水門に往き、水を以ちて汝が身を洗ひて、即ち其の
水門の蒲黄を取りて、敷き散らして、其の上に輾転べば、汝が身本の膚の如、必ず差えむ。」とのりたまひき。故、
教の如為しに、其の身本の如くになりき。此れ稲羽の素菟なり。今者に菟神と謂ふ。故、其の菟、大穴牟遅神に白
ししく、「此の八十神は、必ず八上比売を得じ。帒を負へども、汝命獲たまはむ。」とまをしき。（『古事記』稲羽
素兎）

上記のようにオホクニヌシは、医療と禁厭の機能をもつ神で、出雲地方を中心とする医療集団に祭られる
いわば「医療․禁厭」の元祖と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松前健氏は、「素兎の治療法やオホクニヌシ自身
の治療の方法などは、当時に行っていた民間療法をうかがわせる。またオホクニヌシが大きな袋をかついで
歩く姿そのものも、呪薬や巫具をたくさん入れた巫覡の旅姿であるといえる。」と説いた。三浦佑之氏もま
た、上記のエピソードについて「古代の王がシャーマンと医者の役割を兼ね備えているということは普遍的
なことらしいから、オホナムチのこうした巫医的な側面は王になるために必要な力だったとみることができる。」
と述べる。このように、首長及び王者に求められる能力は、傷病に対してどのように対応するかというもので
あった。この神話で「蒲黃」が薬草として登場するため、日本における薬の最初の文献とする見方もあ
る。『本草和名』に「蒲黄」の訓としてカマノハナとある。現在いうガマで、古くカマと清音。茎の先に円
柱状の花穂ができ、上部に緑褐色の雄花がつく。花粉は古くから薬用とされる。なお、外傷や火傷に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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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薬として用いる漢方薬で、「蒲黄」の成熟花粉を乾燥させて粉末状にしたものも存在する。
韓国でも昔から「蒲黄」は漢方薬として、利尿剤、止血剤、通経済、炎症治療剤として用いる。特
に産後の腹痛、月経閉止期に腹がいつももたれ気味の際に効果があるとされる。民間療法では、葉っぱ
を煎じて糖尿病につかい、防腐剤、炎症の治療薬としても使われる。特に傷口が化膿したとき、蒲黄をか
けると傷口が早くふさがり、癒えると知られている。
母の乳
次は、これもまたオホクニヌシの神話のなかで見える蘇生の薬の「母の乳」というものである。オホクニヌシ
と八十神は稲羽のヤカミヒメの許に求婚に出かけるが、ヤカミヒメが八十神の求婚を拒み、オホクニヌシに嫁
ぐといったので、オホクニヌシは八十神に二回殺される。すると母の神とカミムスビが遣わしたウムガイヒメ․キ
サガイヒメの二女神に救われ、オホクニヌシは蘇生する。
爾に其の御祖の命、哭き患ひて、天に參上りて、カミムスヒに請しし時、乃ちきさ貝比賣と蛤貝比賣とを遣はして、作り
活かさしめたまひき。爾にきさ貝比賣、岐佐宜此の三字は音を以ゐよ 集めて、蛤貝比賣、待ち承けて、母の乳汁を塗りし
かば、麗しき壯夫壯夫を訓みてヲトコと云ふ に成りて、出で遊行びき。（『古事記』八十神の迫害）
。

。

ここで注目すべきところは、オホクニヌシを蘇らせるために女神たちが使った薬を「母の乳汁」と表現して
いるところである。この「母の乳汁」について、旧大系では「蛤の出す汁が母の乳汁に似ているのでそう
いったのであって、集めた貝殻の粉を蛤の汁（母の乳汁）でといて塗ったのである。火傷に対する古代民
間療法の一」と説いている。これはおそらく、古代人にとって「母の乳」すなわち女性の乳には治療や蘇
生といった神秘的な力が宿っていると信じられていたと思われるからであろう。
『日本霊異記』にも母の乳に関する説話が伝える。中巻第二縁の「烏の邪婬を見て、世を厭ひ、善
を修せし縁」1)には、和泉國泉郡の大領血沼縣主倭麻呂という男が、母烏が浮気をしたため、父烏が子
烏を抱いたまま死んでゆくのを見て、出家して行基大徳の弟子となった。そして倭麻呂の妻も夫に続いて出
家するが、子供が重病にかかってしまう。子供は死に瀕した際に、「母の乳を飮まば、我が命を延ぶ應
し」と、母の乳を求めたという話である。
この問題について多田一臣氏は、「子供が「母の乳を飮まば、我が命を延ぶべし」と語ることばに
は、子供の甘えを越えた「母の乳」の宿す神秘への期待が実際にもあったらしいことがうかがえる。生まれ
た子は「母の乳」だけを飲んで成長する。そこで「母の乳」には、生命力の根源ともいうべき力が宿され
ていると信じられたのである。乳(チ)と血(チ)は共通する意味をもっていた。一般にチとはつよい霊力をもつも
のを示すことばである。」と述べる。多田氏に即していえば、乳は血と共通する意味をもっており、チとはつ
よい霊力や生命力をあらわすことばであるといえる。
このように「母の乳」は、稲羽の素兎の治療に使われた「蒲黄」とともに、オホクニヌシと医療活動との
かかわりを示す具体的な話であろう。『日本書紀』第八段一書第六のオホクニヌシについての記述2)は、この
神のもつ病気の治療、災いの除去の職能をよくあらわしており、上記のエピソードとともに古代日本の経験医学及び民
間医療の片鱗を窺うことができよう。
1) 爰に男子、病を得て命終はる時に臨みて、母に白して言はく「母の乳を飮まば、我が命を延ぶべし」といふ。母、子の言に隨
ひ、乳を病める子に飮ま令む。子飮みて歎きて言はく「噫呼、母の甜き乳を捨てて我死なむか」といひて、即ち命終はる。然して
大領の妻おほあなむちのみこと
、死にし子に戀ひ、同しく共に家を出で、善法を修し習ひき。（『日本霊異記』中巻第二縁）
すくなびこなのみこと
あは
あめのした つく
また うつしき あをひとくさ
けもの ため
やまひ をさ
みち
2) 夫か の大己貴命
と、少彦名命と力を戮せ心を一にして、天下を經營る。復顯見蒼生及び畜産の爲は、其の病を療むる方を定む。又、
とりけだもの はふむし わざはひ はら
まじなひや
のり
ここ
おほみたから
ことごとく みたまのふゆ かがふ
鳥獸・昆蟲の災異を攘はむが爲は、其の禁厭むる法を定む。是を以て、百姓、今に至るまでに、咸に恩頼を蒙れり。(『日本書紀』第
八段一書第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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醤

『三国遺事』巻五の通感部に金現という人物が虎を感動させたという説話が載っており、虎に傷を負っ
た人を「醤」を利用して直したという話である。新羅の風俗に、毎年二月になると、初八日から十五日ま
で慶州の男女が興輪寺に集まり、塔を廻りながら一年の安寧を祈った。元聖王の時代、金現という人物
が塔を廻る際一人の乙女と出会い契りを結んだが、実は彼女は虎が化けたものであった。その後、慶州
で人々が虎に襲われ傷を負う事件が多発し、金現がそれを解決するため出向いた。すると、虎が出てきて
女に化けて金現に、あなたが私にくださった情に恩返ししたく人々に怪我をさせました。私に傷を負った人々
は興輪寺の「醤」を塗ってそのお寺の喇叭を聴けば治るでしょうといい、自ら死んでしまった。金現が彼女
の言ったとおりに治療したらみんな治り、今も民家ではその処方を使っていると伝えられている。
新羅俗。每當仲春。初八至十五日。都人士女。競遶興輪寺之殿塔爲福會。元聖王代有郎君金現者。夜深獨
遶不息。有一處女。念佛隨遶。相感而目送之。遶畢。引入屛處通焉。女將還。現從之。女辭拒而强隨之。
行至西山之麓。入一茅店。…（中略）…元聖王聞之。申令曰。戡虎者爵二級。現詣闕奏曰。小臣能之。乃
先賜爵以激之。現持短兵。入林中。虎變爲娘子。熙怡而笑曰。昨夜共郎君繾綣之事。惟君無忽。今日被爪
傷者。皆塗興輪寺醬。聆其寺之螺鉢聲則可治。乃取現所佩刀。自頸而仆。乃虎也。（『三国遺史』巻五、
通感七、金現感虎 ）

「醤」は味噌，醤油などの原形で古代中国で開発された調味料をさす。韓国にはいつ伝わったのか定
かではないが、日本には奈良時代に伝わり、当時の『大宝令』のなかに醤類を司る主醤という職がみら
れるから、おそらく韓国にも三国時代頃に中国から伝わり、上記のような説話に組み込まれたと考えられる。
もちろんこうした説話の背景には、「醤」の製造に使われる穀物の大豆が貴重品であったらしい理由もあろ
うが、実際に傷に効果があったからであろう。韓国の民間療法でも擦り傷などに「醤」、特に味噌や醤
油を塗ると効果があるといわれており、筆者も幼い時祖母が擦り傷によく味噌を塗ってくれた覚えがある。医
学の側面からも「醤」が発効するさいに生成されるものの中にペニシリンのような抗生物質が含まれているこ
とはすでに実証済みであり、抗生剤の概念がなかった古代に、経験療法として使われていたと思われる。
読経・ 呪文・呪具
読経、つまりお経の力を用いて病を治すという方法である。読経の霊験を示す逸話は日本でも『日本霊
異記』や『今昔物語集』などの仏教説話に多く見られるおなじみの話型である。『三国遺史』によれ
ば、新羅26代善德女王は長い間病を患い、興輪寺の僧侶の法惕を呼んで治療を頼んだが効果が無かっ
た。ある時、臣下たちが密本という法師が国中に徳行と法力でその名をはせているので、彼を呼び寄せて
治療を頼みましょうと申し上げた。それで王は密本法師を宮中に招きいれると、密本や王の寝間の外で『薬
師経』を読み上げた。そして持ってきた六環杖が寝間に飛んで行き、老狐一匹と興輪寺の僧侶の法惕をさ
して寝間の外に投げ出すと、王の病気も治った。また当時の宰相の金良圖が幼い時、家に大小の鬼達が
居座り、彼の口と体を束縛した。巫覡を呼んでお払いしたが効果が無く、法流寺の僧侶をお招きして経を読
んでもらったが、鬼達が来て金槌で僧侶を殴り殺してしまった。家族は密本法師に助けを請うと、法師が来
る前に仏法を守護する神たちが現れて鬼達を捕らえ、金良圖の病気が治ったのである。
善德王德曼。遘疾彌留。有興輪寺僧法惕。應詔侍疾。久而無效。時有密本法師。以德行聞於國。左右請代
之。王詔迎入內。本在宸仗外。讀藥師經。卷軸纔周。所持六環。飛入寢內。刺一老狐與法惕。倒擲庭下。
王疾乃瘳。時。本頂上發五色神光。覩者皆驚。又承相金良圖爲阿孩時。忽口噤體硬。不言不遂。每見一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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鬼率小鬼來。家中凡有盤肴。皆啖嘗之。巫覡來祭。則羣聚而爭侮之。圖雖欲命撤。而口不能言。家親請法
流寺僧亡名來轉經。大鬼命小鬼。以鐵槌打僧頭仆地。嘔血而死。隔數日。遣使邀<本。使還言。本法師受
我請將來矣。衆鬼聞之。皆失色。小鬼曰。法師至將不利。避之何幸。大鬼侮慢自若曰。何害之有。俄而有
四方大力神。皆屬金甲長戟。來捉群鬼縛去。次有無數天神。環拱而待。須臾本至。不待開經。其疾乃治。
語通身解。具說件事。良圖因此篤信釋氏。一生無怠。（『三国遺史』巻五、神呪六、密本摧邪 ）
そして呪文や呪具の力で病を治すという伝承は、『三国遺史』巻第五の神呪第六の惠通降龍、巻第
二の紀異第二の萬波息笛から確認できる。三国時代には上記の説話からもわかるように、病に医療を用
いるより民間療法や呪術による対応が一般的で、理性より感性に依存したといえる。この時代の人々は、
世に遺恨を残し死んで幽霊や鬼となったもの、また魑魅魍魎のようなもによって疾病がうまれると信じた。つま
り病は祭祀・読経・呪いで治せるものであると考え、巫覡或いは僧侶が施術の主体になった。このよう
に、古代韓国では疾病の原因と治療を超自然的・超越的な存在に頼っていたともいえよう。そして医学医
療の体系が本格的に成立したのは、『三国史記』の記録によればおそらく八世紀に入ってからであると考
えられている。
三、経験 から 体系化へ

医療の体系化
古代日本の医学医療の体系が本格的に成立し始めたのは七世紀に入ってから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
る。推古天皇十六年（608）九月に、惠日・福因が唐に十五年間在留し、唐の医学を学んで帰国して
からは 唐医学が隆盛することになった。国家体制のなかで医療法や薬方が定まり、地方諸国の疫病に対して中
央から薬や医者を派遣し、民を救うようになったのは文武天皇朝(697-707)以降のようである。
くにのうち えのやまひ
おほみたから まか
なかばにす
①五年に、國内
に疾疫多くして、民死亡れる者有りて、且大半ぎなむとす。（『日本書紀』崇神天皇五年）
ながをち
おほくにたまのかみ
しかう
あたしかみ
②即ち大田田根子を以て、大物主大神をいはひまつ
祭るかむぬし
主とす。又、長尾市
を以て、倭の大國魂神を祭る主とす。然して後に、他神を
やそよろづ もろかみ
あまつやしろ くにつやしろ
かむどころ かむべ
えのやまひ
や
祭まつ らむとうらな
卜ふに、吉し。便ち別に八十萬
の群神を祭る。仍りて天社・國社、及び神地・神戸を定む。是に、疫病始めて息み
やうやく しづま
て、國内漸に謐りぬ。（『日本書紀』崇神天皇七年）
えやみ おこ
つかさ
ほとけのみかた
③後に、國に疫氣
行りて、おほみたから
民あからしまにしぬること
夭殘を致す。久ひさ にしていよいよ
愈多し。治をさ め療いやすこと能あた はず。…（中略）…有司
、乃ち佛像を以て、
なには
ほりえ
てら
つ
つ
また
難波
の堀江に流し棄つ。復火を伽藍に縱く。燒き燼きて更餘無し。（『日本書紀』欽明天皇十三年）
えやみ おこ
④是の時に、國に疫疾
行りて、おほみたから
民死ぬる者衆おほ し。 （『日本書紀』敏達天皇十四年）
み
や
くだ
いさ
⑤又瘡かさ 發い でてみまか
死る者、國に充盈
てり。其の瘡を患む者言はく、「身、燒かれ、打たれ、摧かるるが如し」といひて、啼泣ちつ
おいたる わかき ひそか
なつみなづき
やまひおも
つ死る。老も少も竊に相語りて曰はく、「是、佛像燒きまつる罪か」といふ。夏六月に、馬子宿禰、奏して曰さく、「臣の疾病り
い
さむぼう
かうぶ
て、今に至るまでに愈えず。三寶の力を蒙らずは、救ひ治むべきこと難し」とまうす。（『日本書紀』敏達天皇十四年）
あきはつき
おほおみ やまひ
ため
をのこをみな
ちたり
いへで
⑥秋八月
に、大臣、病に臥す。大臣の爲に、男女併て一千人、出家す。（『日本書紀』推古天皇二十二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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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続日本紀』の病と治療記事
年度

位置

天平7年是歳自夏至冬
天平勝宝元年2月
宝亀4年5月
延暦4年11月

天下

文武天皇2年3月
越後國
文武天皇3年夏4月
近江國・紀伊國
文武4年12月
大倭國
大宝2年2月
越後國
大宝3年3月
信濃・上野
慶雲元年3月
信濃國
慶雲3年閏正月
天下
河内
・出雲・備前・安藝・淡
慶雲3年夏4月 路・讃岐・伊豫國等
慶雲4年2月
諸國
慶雲4年4月
天下
和銅元年2月
讃岐國
和銅3年2月
信濃國
天平5年是年
左右京及諸國
天平7年8月
大宰府
石見國
伊賀國
坂東諸國

状況

疫
疫
疫
疫
疫
疫
疫病
飢疫
疫
疫飢
疫
疫
飢疫者衆
疫死者多
患豌豆瘡
夭死者多
疫
疫
疫旱

治療措置

給医薬救之
賜医薬救之
遣醫藥療之
給藥療之
給藥療之
勅令祷祈神祇
遣使賑恤之
遣使大祓
詔加振恤。奉幣帛於諸社。又令京畿及諸國寺讀經焉。
給藥療之
給藥救之
並加賑貸
奉幣彼部神祇，爲民祷祈焉。又府大寺及別國諸寺。讀金
剛般若經。仍遣使賑給疫民，并加湯藥。又其長門以還諸
國守若介。專齋戒道饗祭祀。
賑 給之

遣醫療之
免今年田租

上記の表から分かるように、朝廷は地方諸国の疫病に対し薬や医者を送ったり、税を免除する政策で民を救恤し
救った。これは文武天皇朝頃から医療法がある程度確立したことをあらわしているといえるだろう。
平安時代になると陰陽五行説を中国から導入し、陰陽寮・陰陽博士を設置し、病疫に対して陰陽学
の占断が医の診断に先立つこともしばしばあったといわれる。嵯峨天皇時代は漢学を推進したこともあって、
遣唐留学生によって唐医學の吸収もいっそう進んだといわれる。宇多天皇の時代には医方薬物書は百六
十部以上、千三百九巻にのぼったが、その大半は随唐の書であったが、この蓄積が後に『本草和名』
『医心方』の著述につながったのである。そして『日本後紀』大同三年（808）五月三日の記事に、
平城天皇の勅命により、安倍眞直と出雲廣貞に撰集させた『大同類聚方』百巻が完成し献上されたとあ
る。しかしながら、平城天皇は即位からわずか四年で退位し、後継の嵯峨天皇は一転して唐医方を重視
する政策に転じ、『大同類聚方』は利用されることがなくなり、まもなく散佚したとされている。また『日本三
代實録』によれば、貞觀十二年（870）出雲廣貞の子である侍医菅原峯嗣は、医療を世業とした家名
に恥じず、治療すれば必ず効果が顕れ、加えて、それまでの医方にない新たな治療法を多数発見し、後
世に至るまでその効き目が称賛されたという。そして勅を受けて諸名医とともに医学書として『金蘭方』選定
したと伝える。このように、古代日本の医療・医学は『大同類聚方』『金蘭方』『医心方』などに集約
されて体系化されたと思われる。
このように疫病の際、神々への祈祷や祭り、緒社緒寺へ幣帛を奉ることで解決しようとしたが、その頻度は時代が下
るにつれ医療に比べて少なくなる。おそらく日本の経験医療と、大陸伝来の医療法の蓄積によって医療・医薬は年月
とともに発展し、疫病に薬を送り民を救った実績と経験が重なり、『大同類聚方』『金蘭方』『医心方』の著述に
つながり、古代日本の病に対する治療法が徐々に確立するよう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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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일어일문학회 하계 온라인 국제 심포지엄
문학 분과 발표자료(7월 25일)

–일본문학으로 보는 질병과 공동체「역병과 미신, 그리고 가짜 뉴스」
금 영진(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역병이 유행하였을 때 일본인들은 역신(역귀)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강력한 존재에 의탁하여 이를 퇴치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
앙과 미신의 경계를 넘나들기도 하였으며, 역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무지는 다양한 미신
과 유언비어를 발생시켰다. 문제는 이러한 역병 관련 미신과 유언비어의 발생이 과학이 발
달한 21세기에도 전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의도적, 악의적인 가짜 뉴스의 확산
은 무지에 의한 종래의 미신, 또는 유언비어와는 또 다른 의미의 역병이라 할 수 있다. 코로
나 인포데믹의 현 상황을 역병 관련 일본 고전문헌자료들을 통해 반추해 보고자 한다.

2. 역병과 신앙, 그리고 미신
100만 명 이상이 천연두로 숨진 天平（てんぴょう,735년-737년）の疫病大流行, 그리고
745년에 주조되기 시작한 나라 동대사 대불. 천연두로 정권 핵심이었던 후지와라 4형제가
사망하여 국정 중단 사태 발생.
왼손에는 약 종지(薬壷（やくこ・やっこ・くすりつぼ）)를 들고 오른손 약지(薬指)를 구부
린 의사 부처님 약사여래(薬師如来)
기온 다이묘진(祇園大明神)은 고즈텐노(牛頭天皇)와 스사노오노 미코노(素戔嗚尊)의 습합.
무서운 역신을 모시고 잘 봐달라고 아부?
元三（がんざん）大師
角（つの）大師 良源（９１２－９８５）：第18代天台座主（ざ
す） 命日（めいにち）が元日の三日 간잔 대사(元三大師)가 야차(夜叉)의 모습으로 변신하
여 역신을 쫓아냄. 쓰노 대사(角大師)의 모습은 제액 부적으로 정월에 팔려 나가 히에이잔
(比叡山) 주변의 민간에서 붙여짐.
에도시대 일본인들을 괴롭혔던 질병들
공동 1위: 천연두와 유아 습진
공동 2위: 뇌졸중과 소아 경기
공동 3위: 난치병(원인불명)과 감기
공동 4위: 중풍과 충치
에도시대 천연두 부적 그림 疱瘡絵(赤絵)「木菟（ずく）に春駒（はるごま・はるこま）」
어린 시절 천연두로 눈이 멀은 독안룡 마사무네(独眼竜政宗)
천연두(두창,마마)는 매화와 이누하리코(犬張り子), 하루고마(春駒)로 퇴치. 눈 속에서 핀 매화
는 생명의 재생을 상징. 눈 위의 개 발자국도 천연두 발진이 줄어 회복됨을 상징.
早咲の/梅のつぼみも/二つ三つ/雪に色よき/犬の足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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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슌세쓰 유미하리즈키(椿説弓張月)』에 의하면 미나모토노 다메토모(源為朝)가 하지조지마(八
丈島)에서 천연두 귀신(痘鬼（疱瘡神）)을 내쫓을 때, “두 번 다시 이곳에 들어 오지 않겠습
니다. 다메토모의 이름이 쓰여 있는 집에도 안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증서에 손바닥 인영(지
장)을 찍게 하였다고 한다.
미나모토노 다메토모(源為朝)에게 서약하는 마마 신 노파와 어린이 역귀, 그리고 빨간 눈토
끼, 바둑이, 곰, 빨간 떡, 도미가 등장하는 이유는? 어린이를 지켜주는 이누하리코(犬張り子)
와 사루보보(さるぼぼ) 아카베코(赤べこ)는 돼지 아님. 소（牛）검은 반점은 두창(痘（い
も））芋（いも）
홍역과 하시카에(麻疹絵-홍역 부적 그림)의 유행. 麻疹絵「麻疹童子退治図」홍역을 퇴치하는
ゑ樽大王. 홍역 귀신을 물리치는 철우(鉄牛)화상. 인도 벵갈 지방의 풍토병 콜레라가 에도
말기에 대유행! 三日以内にコロリと死ぬ流行り病、コレラ
1822년 콜레라 대유행. 중국에서 온 네덜란드 배를 통해 나가사키로 유입, 하코네에서 멈
춤. 1858년 2차 콜레라 유행. 중국에서 온 미국 배를 통해 나가사키로 유입. 수 개월 사이에
홋카이도까지 퍼짐. 사망 10만 명. 安政のコロリ(콜레라)虎狼狸（ころうり）=호랑이+늑대+
너구리
“호랑이를 퇴치한 가토 기요마사의 손바닥 인영(陰影)을 집 문 기둥에 붙이세요.”
구한말 일본에서 ‘コレラ’라는 세균명이 들어오면서 음차하여 호열랄(虎列剌)로 불리다가 '호
열자'(虎列刺)와 혼용. 조선 말기 콜레라 유행과 고양이 부적
2020년 한일 양국의 코로나 부적, 코로나를 막아 주는 アマビエ 부적.
1846년 4월 중순 구마모토 앞바다에 나타나 6년 풍년과 역병을 예언

3. 미신과 가짜 뉴스
무지와 오해에 의한 미신(가짜 뉴스)
표주박은 홍역에 좋다? (에도 후기)
메밀 국수는 홍역에 좋지 않다? 메밀 알레르기(蕁麻疹（じんましん）)？
홍역에 좋은 것: 표주박/무/금귤/당근/검은콩/팥/미역/고구마
홍역에 나쁜 것: 메밀국수/생선류/장어/두부/곤약/매실장아찌/복숭아/계란
『虎列刺退治』（東京都公文書館所蔵）。콜레라 특효약 매실초(梅酢)
오사카시에서 콜레라 예방을 위해 호박, 게, 한천(간텐)-꼬물 꼬시래기(홍조류), 심태(도코로
텐)-우뭇가사리, 톳(히지키), 대황(아라메) 등 소화에 나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함.(1880년)
荻上チキ 『検証

東日本大震災の流言・デマ』(光文社新書) 新書 – 2011/5/17

“탄산음료를 마시면 콜레라 예방에 좋다.”(1887년 일본)
“양파가 콜레라에 좋다!”(1888년 일본)
“가재 즙이 홍역에 좋다”(1970년대 한국)
“김치가 사스 예방에 좋다.”(2003년 중국)
872년(貞観十四年) 1월에 기침 감기(咳病(がいびょう))가 유행했을 당시, 발해국(渤海国)의
사신이 옮긴 것이라는 소문이 퍼짐.(『日本三代実録』) 하지만 발해의 사신은 전년 12월에 가
가노쿠니(加賀国（石川県）)에 막 도착하였을 뿐으로, 교토에서 역병이 유행한 12월에는 아
직 입경도 하지 않았다.
正暦5年（994）6月16일에 역신이 도성 거리를 지나갈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유포. 「公卿
以下庶民に至るまで門戸を閉ざして往還せず」라는 기사 내용이 『日本紀略』 正暦 5年 6月条
에 보인다.
1878년에 요코하마에서는 콜레라를 퍼뜨린 것은 구로후네(黒船)의 흑인이라는 소문이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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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배에 타고 있던 흑인이 해안에서 빨래할 때 하얀 거품(비누)을 바다로 흘려 보내 물고기
가 삼켰고 이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콜레라에 걸렸다.”
지바현(千葉県) 가모가와(鴨川)에서 콜레라 방역을 하던 의사 누마노 겐쇼(沼野玄昌（1836
〜1877）)가 어민들에게 맞아 죽음.
“우물에 넣은 소독약은 독약이다.”
“소독한다고 간을 떼어 간다.”
천연두(疱瘡ーほうそう)는 우두(종두)로 퇴치. 오가타 코안(緒方洪庵)이 1849년에 오사카에
우두를 놓는 접종소 ‘除痘館’을 개설했을 때, “종두를 맞으면 소가 된다.”는 유언비어가 돌았
다.
“홍역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2000년대 서구권 국가와 미국 등)
홍역백신괴담(1998년) 근년의 서구권 홍역 발생 폭증의 원인
메탄올이 코로나를 예방한다. (2020년 이란)
1416년에 역병이 유행하였을 때, 아와노 쿠니(阿波国（徳島県）)에서 온 남자가 신탁을
받아 돌 지장보살을 모시자 많은 영험이 있었고 병자에게 효험이 있었다는 소문이 돔. 사람
들이 몰려 들었으나 실은 사기였음이 밝혀지고 남자는 옥에 갇힘. (『看聞御記』)
1693년 ４월 하순, 에도에서 소로리 고로리(ソロリコロリ)라는 역병이 창궐. 1만 명 이상
이 사망. 매자 열매와 매실 장아찌를 끓여 마시면 즉효가 있다고 말(馬)이 인간의 언어로 알
려 줬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아 가격이 폭등. (20-30배) 南天の実 難(なん)を転(てん)じる縁起
物？
수사 결과, 야채가게 주인과 낭인이 짜고 퍼뜨린 찌라시 낭설. 에도의 유명 라쿠고 작가인
시카노 부자에몬의 작품에 보이는, 말(馬)이 사람의 말을 하는 대목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자
백. 아무 죄 없는 시카노 부자에몬 체포되고 출판 금지.
의도적, 악의적인 가짜 뉴스(일본)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일수록 믿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일본）

아래는 발표자에게 2월 말에 카톡으로 전송되어 온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

다음은 서울의대 졸업생들의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인데
현재 한국의 상황을 상당히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가 대비책까지 제시한 내용이라 상당한 설
득력이 있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황분석
1.확진자가 천명이 넘어가면 2주후 부터는 사망자들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음.
2.이렇게 되면 나도 감염되기 쉽고, 병원에 가는 것이 불가능 해짐.
3.현재도 선별진료소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꽤 있다고 함.
☆대비책 비상약 준비: 아스피린, 애드빌, 타이레놀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생제, 진해
거담제 등을 미리 가능한 한 가족 수 대로 사 두세요. 병원의 입원실이 모자라면 할 수 없
이 자가격리해야 하고 2주이상 외부 출입도 불가하니 비상 식량도 준비 해야 합니다. 1000
명의 확진자가 넘어 갔다는 건 우리나라 사정으로 볼 때 '지역감염단계'로 들어갔다는 얘기
입니다. 이 말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장소 를 막기엔 늦었고 산발적으로 각 도시, 지방, 장
소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완전히 막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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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무지에 의한 가짜 뉴스는 과실범, 악의에 의한 가짜 뉴스는 확신범
역병이 유행하면 인간은 신앙(알고 믿는 것)에 매달리게 되고 때로는 미신(모르고 믿는 것)
에 빠진다. 하지만 무지에 의한 미신과 유언비어(가짜 뉴스)보다 더 염려되는 것은 인간의
불안과 공포를 파고드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유포하는 사람들의 일
그러진 내면이다. 역병이 유행하면 가짜 뉴스는 당연히 유포되며 이는 일본에서의 역대 역
병 유행 양상에서도 확인된다.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가짜 뉴스(뜨거운 물을 마시면 좋다
같은)를 통제할 필요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특정 소수집단을 공격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만큼은 분명 걸러 내야 한다고 본다. (중간 유포자의 자각의 문제)

2020년 7월 18일 현재 세계 코로나 감염자 및 사망자 통계(WHO)
감염: 약 1400만 명. 사망: 약 60만 명.
-인류의 역병 사망자 랭킹1위 흑사병 (약 2억 명)
2위 천연두 (약 5600만 명)
3위 스페인 독감 (약 4000만명 이상 5000만 명 미만)
NicholasLePa「Visualizing the History of Pandemics」『VISUAL CAPITALIST』
20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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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李光洙)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가 글쓰기를 통해
질병을 바라본 관점
신윤주(동의대)

1. 서론
인간 존재의 운명은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과정적 표현 안에 압축되어 있다. 태어나서부
터 나이가 들어 병들고 결국은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불가피한 인간의 보편적 존재론이다.
그 가운데 우리를 한없이 소모시키고 죽음에 접근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을 가장 확연하게 확인시켜주는 물리적 사실은 아마도 질병일 것이다. 2020년 1월 20일 한
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났고, 이번 재난으로 우리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많
은 변화를 초래했다. 사람들의 질병에 대한 관심은 불안으로 자리 잡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각종 미디어와 출판업계에서는 질병이라는 키워드를 축으로 다양한 정보와 단행본
들이 줄지어 출판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문학과 질병이라는
주제는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2019년
6월 15일 부산대학교에서 ｢한국문학과 삶의 양식(4):한국문학과 질병｣이라는 기획 주제로 한
국문학회 상반기 학술대회와 2019년 7월 24일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의학과 문학
접경:문학 속 질병, 질병학 속 문학｣3)이라는 주제로 의학과 문학 접경 연구소 세미나가 개최
된 바 있다.
진교훈은 “인간의 병은 중요한 것만 골라서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3,000가지나 된다고 할
수 있다.(중략) 병의 중후(증상)란 단지 하나의 부수적 현상에 불과하며 그때그때의 인간의 개
별성과 또 그의 특수한 삶의 운명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4)고 한다.
작가가 직.간접적으로 질병 체험을 문학으로 형상화 한 목적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고통
을 위로하고 치유하고자 한데서 비롯된다. 개인적인 체험인 투병기를 통해 인간의 정신과 육
체의 고통을 사회에 알리고 위로받고 치유 받고자 했던 것이다. 개인의 직.간접적 질병체험
서사 속에는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가치관 및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 따라서 문학 속에
나타난 질병은 환자의 삶을 발견하게 하는 동시에 의학으로 하여금 생명의 소중함과 히포크라
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상기하게 해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작가의 질병 체험에 대한 글쓰기
작업을 살펴보는 일은 한 개인의 주관적인 질병체험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질병문학 서사는 그 시대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삶에 대한 가치관을 알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치유과정으로서 글쓰기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한다.

* 본 발표내용은 일본근대학연구59집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작품을 통해서 본 병(病)에 대한 수용
자세｣(2018.2.28.)와 일본근대학연구64집 「이광수(李光洙)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병(病)을 바라보
는 관점｣(2019.5.30.) 논문의 내용을 정리 및 일부 보완한 내용임을 밝힘.
3) 이승하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한하운 시의 변화 추이를 그의 신병과 관련해 살펴보고 시문학
속 질병에 대해 상고한다. 박재현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소설 페스트에 나온 질병을 소개하고, 한국의
현대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메르스 사태와 비교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감염성 질
환의 함의를 살펴 소설속 질병을 논의한다. 의사 시인인 유형준 교수가 질병학 속에 재주하고 있는 문학
을 소설과 시로 편의상 나누어 살펴보고 이어 질병 치료 분야에서 시 테라피에 관해 논술한다. 의학신문
2019.08.02.
4) 진교훈, 의학적 인간학(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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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광수의 글쓰기를 통해 병을 바라본 관점
20세기 초 러시아 대장성에서 한국을 조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는 “한국은 기후가 좋은데
도 불구하고 주민들 중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한다. 이는 위생법 및 치료기관의 결핍에
원인이 있지만 주민들이 청결에 주의하지 않아 더욱 그 질병의 발생을 쉽게 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 또 측간에서 나온 오물은 모두 시가를 지나는 복개가 없는 도랑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
에 장티푸스 발생에 적당한 곳이 되어 있는 데다 이 도랑에 흘러들어간 이들 유기물이 음료수
를 매개로 몸으로 들어가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 같다.”5)라고 하여 조선의 의료와 보건·위생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선 정부는 서양의 근대의학과 보건·위생학을 본격적으로 접
하게 되면서 부국강병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인구의 양적·질적 관리에 큰
관심을 가졌고, 근대적 보건의료 개념이 조선사회에서도 중요한 담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조선의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수많은 시행착오가 뒤
따랐다. 정부는 개항 이후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의 일행이 되어 근대적 보건의료를 일차적으로
접한 개화파 관료를 중심으로 기존의 체제와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두술, 서양식 병원, 검역 등 한정된 보건의료 부문을 채택하여 운영하였다.6)
이처럼 1894~1895년간 진행된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비로소 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가 제도
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국가보건의료체계가
결코 단기간에 확립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근대적 보건의료가 우리의 주체적 역량에 의해 제
도적·체계적으로 도입되고 시행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의 군진의료나 서구의 선교의료 등 외
세의 영향력 하에서 당면한 의료위기 상황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실정이었다.
일본의 식민정책이 만들어낸 위생, 불결의 이분법적 가치관은 한국사회전반에 걸쳐 불안과
불신의 세계를 조장하였다. 건강한 신체는 문명의 표상이면서 부국강병의 원천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병든 신체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위협을 가하는 타자로 인
식하게 했다. 이는 기존에 가졌던 한국인들의 연대감을 와해하면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가치
관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제국의 문화적 규범에 입각해 규정된 위생관리는 검열 및 환
경규제 체계를 통한 훈육과 사회통제의 또 다른 수단이 되었다.7) 근대 식민치하에 위생이 무
엇보다 큰 가치관을 형성하며 건강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8), 건강한 신체는 근대국가에서 필
요로 하는 전쟁에서의 군사력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력 담당에 필요하기 때문이다.9)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근대 지식인들은 치명적 질병으로 인해 생애의 절정에서 숨을 멈추었
다. 대표적으로 이광수가 그러하다. 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요절을 대표하는 이상(李箱,
1910~1937)과 윤동주(尹東柱, 1917~1945)가 있다. 이상은 “기침이 난다. 空氣 속에 空氣를
힘들여 배앝아 놓는다. (중략)나는 무너지느라고 기침을 떨어뜨린다. (중략) 기침은 思念 우에
그냥 주저 앉어서 떠든다. 기가 탁 막힌다.”(｢行路｣) 고통에 가깝게 느낄 정도의 기침은 병적
증상으로서 ‘기가 탁 막히는’ 이상에게는 절망적인 것이었다. 이상의 대부분의 시(詩)를 통해
죽음의 불안과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고자하는 희망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질
병을 방치하는 쪽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당시 정치성에 저항 즉 식민지를 개척하려 했던 일제
5) 露國大藏省 編/日本農商務省 譯, ｢風土病｣ 韓國誌 , 1905, p.292
6) 신동원․황상익, ｢조선말기(1876-1910) 근대보건의료체제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의사학
1996, pp.158~160
7) 엔소니 킹, 이무영 역, 『도시 문화와 세계 체제』, (시각과 언어, 1999), p.105
8)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p.151 참고
9) 미즈오 나오키, 정선택 옮김, 『생활 속의 식민지주의』, (산처럼, 2007), pp.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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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것에 몸으로 저항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이 스물여덟에 요절할 때까지 그
를 괴롭혔던 폐결핵은 병리학적 측면을 넘어 이상의 삶과 정신을 황폐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윤동주 역시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
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病院｣)라면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내적 질환에 대한 고백을 읽을 수
있다. 윤동주는 애초에 자신의 시집 제목을 ‘病院’으로 붙이고 싶어 했을 정도로 인간의 비극
적 존재 조건을 깊이 통찰한 바 있다.
이광수에게 병이 발발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작가라는 직업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타노 세쓰코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1916년 가을부터 이광수는 상당한 분량의
원고를 쓴 시기이며 작품 무정을 쓰기 시작한 무렵 결핵이 발병했고, 무정을 쓰던 당시
학비는커녕 식비 낼 돈도 부족｣10)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광수 전집 4권을 살펴보면 1928년 11월 질병으로 일 년 정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
데 그 시기에 작성된 병창어에 이어 단종애사를 ｢동아일보｣에 연재한 기록들을 읽을 수
있다. 특히 1927년부터 1929년은 이광수의 삶에서 병으로 인해 결코 몸과 마음이 자유로울
수 없었던 시기로 꼽을 수 있다. 감기를 자주 앓았을 뿐만 아니라 1929년 2월경에는 이유 없
이 몸이 심하게 붓기 시작했고, 결국 신장결핵 판명을 받게 된다. 이후 수술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하여 ｢동아일보｣에 연재하고 있었던 단종애사를 병으로 인해 휴재(休載)
하기에 이른다. 1929년 5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후 부작용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경을 헤
매게 된다. 이 경험은 이광수에게 작가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 남편이자 아버
지로서의 무거운 괴로움과 번뇌를 겪게 했다. 본 장에서는 1927년부터 1929년 이광수의 삶에
찾아온 병마로 인해 남긴 기록물에 초점을 맞추어 이광수전집 제8권 수필 ｢아프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광수가 병을 대하는 자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광수와 병과의 관계에 대해 안영미는 1910년대 이광수의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병 모티
프’에 착안하여, 작중 인물이 앓는 병의 분석을 통해 작가의 의식11)을 살피고 있다. 춘원 이
광수에게 있어 1927년은 다사다난한 해로 기록되어 있다. 허영숙과의 사이에서 차남 봉근이
태어났는데, 이미 전처가 키우고 있던 장남 진근이 있었다하더라도 서른여섯의 이광수에게 차
남 봉근의 존재는 기쁨 그 자체였다. 그 기쁨 이면에는 불유쾌함이 존재했다. 정신적 기쁨과
동시에 육체적 고통이 따랐던 것인데 이광수와 병의 관계에서 제일 첫 1기로 작품 재생을
집필하던 1925년 3월 척추 카리에스를 수술했던 시기이다. 하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은 1927
년 1월 폐병이 재발했고, 객혈을 몇 번이나 하여 몸이 힘들었던 시기였기에 신천 온천, 연등
사로 요양을 하며 삶을 이어가야 했다. 생후 5개월밖에 안된 아이 봉근을 업고 허영숙이 이광
수가 요양했던 연등사로 찾아왔을 때도 혹시라도 아이에게 자신의 병이 옮을지 몰라 재촉하며
돌려보냈던 이광수는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
을 느껴야 했다.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죽을힘을 다 해 종이와 펜을 잡고 무엇인가를 쓰며 살
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은 아내와 아들이 자신이 요양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온 일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한 것, 그것은 결국 아내와 아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이광수
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윤식은 이때의 이광수를 두고 ｢몸이 고달프고 신경이
몹시 날카로워진 춘원은 한적한 산골 절간에서 홀로 지내기가 너무도 괴롭고 쓸쓸하였다. (중
략) 병을 이겨야 된다는 의지력이 감정을 이겨내기란 너무 힘겨웠다｣12)고 논했다. 이광수의 ｢
10) 하타노 세츠코, 최주한 옮김이광수, 일본을 만나다,(푸른역사, 2016) p.164 참조.
11) 안영미(2002)｢이광수 초기 단편에 나타난 ‘병 모티프’고찰｣어문논총,Vol.-No.37, pp.177-17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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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던 이야기｣에는 ｢入院｣, ｢手術｣, ｢죽기 살기｣로 세 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담겨 있다.
나는 기운만 나면 <端宗哀史>를 써야 한다. 그것을 쓸 의무가 있다. (중략) 이렇게도 생각지 아니함이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런 거라도 써야 할 것같이 생각이 되고 또 쓰고도 싶다. (중략) 수술이라 함은 왼편
콩팥을 떼어 버리는 일이다. 콩팥에 結核菌이 들어가서 그 속이 고름 투성이가 되었으므로 이것을 떼어
버리지 아니하면 불원간 膀胱에 전염하고 다시 아직은 성한 오른편 콩팥에까지 전염할 위험이 있어서 마
침내 그 때문에 콩팥 주인인 나의 생명까지도 없어지게 된다고 하며, (중략) 지금은 두골을 깨뜨리고 뇌
수술을 하는 華佗도 西洋에는 수두룩한 모양이다. 朝鮮서는 아직 뇌수술은 있어 본 일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醫術이 발달된 이때에 그까짓 콩팥 한 개쯤 떼어 버리는 것 같은 것은 外科醫 눈으로 보면 식은
죽 먹기다. (중략) 이간이 될락말락한 조그마한 病室. 이것이 내가 앞으로 三, 四주일 동안 사생을 결판
할 방이다. 나아서 걸어 나가려나, 죽어서 들려 나가려나.
(李光洙全集8-病床錄-아프던 이야기:入院)13)

수술을 위해 입원 중인 이광수가 의술이 발달되어 자신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인 믿음을 가졌다가도 이내 조그마한 병실에서 어쩌면 죽음을 맞이할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인 감정들을 담담히 쓰고 있다. 강원국은 글 쓰는 사람에게 분노 등 부정적 감
정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고 정신과 전문의 이나미는 창조적인 에너지는 권태, 불안, 긴장,
슬픔, 우울, 외로움 등 소위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나온다14)고 지적했다. 이광수가 수술을
앞두고 ｢기운만 나면 집필 중이었던 작품을 써야한다는 의무｣감을 가진 것 역시 수술을 앞둔
불안과 긴장을 글을 쓰는 것으로 치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광수는 자신의 병을 무기
력하게 수용하지 않고 글쓰기 작업을 통해 파란 속 우울과 자포자기 가운데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일궈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인이 아닌 작가였기에 병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인다.
병원에서 입원과 수술, 통원치료와 같은 반복적인 시간을 거듭한 경험은 작품 곳곳에서 반
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정(1917)에서는 기생 계향이 걸린 매독, 폐결핵이라는 질병은
혁명가의 아내(1930), 유정(1933)에 등장하는 인물이 병으로 인해 겪는 심리와 상황을 표
현하고 있다. 김소륜은 이광수 소설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고,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질병 연구는 막대한 양의 기존 연구사 속에서 다소 빈약한 위치를 점하고 있
음15)을 지적하고 있다.
입원한 날 밤부터 열이 나서 氣管支炎으로 십여 일이나 고생을 하고 五月二十四日 金曜 午後에야 비로
소 手術을 받기로 작정이 되었다.(중략)아무 것도 잡수셔서는 안 되어요.하고 간호부는 어린애 타이르
듯이 다짐을 받았다. 감기로 여러 날 동안을 당초에 입맛이 없다가 이틀째나 입맛이 조금 나려고 할 때
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은 미상불 야속한 말이다. (중략) 못 먹으려니 하면 부쩍 먹고 싶다.(중략)나
는 지팡이를 끌고 마당에 나섰다.(중략)｢배가 고파―｣하는 것이 이때 내 영혼의 가장 큰 부르짖음이었다.
(李光洙全集8-病床錄-아프던 이야기:手術)

이광수가 병원에 있는 동안 수필에서 유난히 자주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아프다는 표현보다
는 배가 고프거나 먹고 싶은 것과 관련된 단어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광수가 병원에 입원하고
12)
13)
14)
15)

김윤식(1999)이광수와 그의 시대2솔, p.168
본장에서 원문인용은李光洙全集(三中堂, 1971)에 따랐다. 이하동일.
강원국(2018)강원국의 글쓰기메디치, pp.94-95 참조.
김소륜(2009)｢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질병 모티프를 중심으로｣이화어문집Vol.27 No,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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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는 동안에는 살아있다는 것, 먹고 싶다는 의식이 지배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수술이 끝나고 수술후유증으로 심각해진 몸 상태와 그에 비해 정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담긴 ｢아프던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 ｢죽기살기｣는 이광수가 병으로 인해 죽음
을 대하는 자세를 읽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죽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니다. 첫째 무서워한대야 죽음이 물러갈 것도 아니니 무서워
하면 다만 어리석고 점잖지 못하다는 치소를 받을 것이다. (중략) 둘째로 죽는 것은 나를 여러 가지 곤경
에서 건지어 내어준다. 내 좋지 못한 팔자에서 오는 모든 괴로움―가난, 못남, 게다가 이룰 힘도 없는 주
제넘은 여러 가지 욕망, 앓는 것, 가족에 대한 근심, 조국에 대한 모든 근심과 설움, 내게 향하는 세상의
조롱과 친구들의 냉정―에서 완전히 나를 건지어 낼 이는 오직 검고 냄새나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또
셋째로 죽는 것이란 그렇게 힘 드는 일이 아니다. 아프거나 말거나 가만히 누워 있노라면 죽어지는 것이
니 내 힘이라고는 손가락 하나 놀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중략) 죽거든 내 몸일랑 의학생을 내어주오.
뼈나 냉장이나 마음대로 깨라시오. 사랑턴 祖國에 바칠 最後奉仕이외다. 다행히 여러 恩人들의 살리려는
정성의 덕을 입어 이제는 살아날 가망이 많아지어서 이런 것을 쓰게 되었다.
(李光洙全集8-病床錄-아프던 이야기:죽기살기)

｢入院｣에서 밝혔던 것처럼 당시 조선의 의술은 아직 경험 부족으로 발달단계에 있었다는 것
을 이광수는 의식하고 있었고, 수술이 잘못되어 죽게 될 경우 자신의 몸을 기증하여 의술발달
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적어도 병을 통해 자신이 겪은 육체적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최소화되기를 바란 희망이 담긴 태도로 읽힌다. ｢죽기살기｣ 마지막에 밝힌 恩人은 간접적으로
허영숙을 떠올리게 한다. 결핵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의사의 지시에 잘 따르면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신념을 갖고 이광수를 챙겼던 의학생인 허영숙의 신념과 극진한 간호 덕분
에 이광수는 이후 사경을 헤매는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게 된다. 우리가 작가를 연구하고 그
작가의 사상, 인식구조를 파헤치는 데 늘 함께 연구되는 것은 1차적으로 작가의 글이고 그 글
을 통해 작가가 짊어진 인생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다. 이광수는 당대 지식인이라는 이름 아
래에서 삶이 고단했던 그 이유가 그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찾아온 병(病)이었다는 사실만
으로 정신세계는 이미 혼란과 혼돈 그 자체였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더불어 작품 외에 남긴
수필과 일기, 서간문을 통해 병으로 인해 작가의 삶의 영역을 통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일본 근대작가의 삶과 작품을 통한 병을 바라본 관점
일본 근대 지식인 역시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는데, 대표적으로 가사이 젠조(葛西善
蔵, 1887~1928), 호리 다쓰오(堀辰雄, 1904~1953), 가지이 모토지로(梶井基次郎, 1901~193
2)16) 그리고 본고에서 주로 다룰 소세키가 그러하다.
16) 가사이 젠조는 “문예 앞에서는 나는 물론 내게 부수된 그 어떤 것도 희생하고 싶다(文芸の前には自
分は勿論、自分に附随した何物をも犠牲にしたい)”는 결의 아래 신변에 있는 것들을 소재로 한 단편을
많이 써서 ‘사소설의 신’이라 찬사를 받았던 작가이기도 하다. 젠조 본인은 자신의 작품을 「자기 소설」이
라고 불러, 빈곤과 질병, 술 속에서 자기를 확립하는 괴로움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1928년 7월, 결핵으
로 41세에 세상을 떠났다. 작품 『약자(弱者)』에서 “무엇이 나를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만들었고 나를 약
하게 만들었는가. 내 병, 과도한 음주--그것이 대부분의 원인을 이루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이상으로 나를 약하게 만든 본체--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요즈음 약간 명료하게 알 수 있다. (중략) 나는
실로 무저항적인 약자다. 그것이 오랜 세월 나를 따라다니며 생활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울망상에 미쳐버린 것이다.” 호리 다쓰오 역시 1953년 5월, 결핵으로 죽었다. 그의 평생의 주
제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운명 이상의 것이다(我々の生は我々の運命より以上のものである)]였다. 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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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키는 영국 유학 기간에 ｢‘부족한 유학비’, ‘신체적인 열등감’, ‘영문학 연구로서 <문학
론> 집필에 대한 몰두’, ‘소화기관의 쇠약에 의한 소화불량’, ‘운동부족’, ‘유학생으로서 언어장
벽’ 등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신경쇠약｣17)에 걸려 결국 귀국 후 위장의 상태가 악화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광수는 1916년 무정을 집필하던 중 결핵에 걸렸고 이후 1929년 2월경 이유 없이 몸이
심하게 붓기 시작하여 신장결핵 판정을 받고 같은 해 5월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이후 찾아온
부작용이 결국 폐렴을 앓게 만들어 사경을 헤매게 했다. 소세키 역시 전기 3부작의 세 번째
작품인 문을 집필하던 1910년 6월, 위궤양으로 입원하였고 8월에 이즈(伊豆) 슈젠지 온천
(修善寺温泉)에서 요양생활을 하던 중, 800그램의 피를 토하고 생사의 기로를 헤매는 슈젠지
의 대환(修善寺の大患)을 겪는다. 이처럼 유사한 시기에 두 사람 모두 삶과 죽음을 넘나들 정
도의 경험은 입원과 수술, 병원생활과 요양생활, 그리고 육체의 고통에 대한 기분을 담담하게
수필과 일기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두 사람에게 병은 단순히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죽고
싶다’라는 회피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작가로서의 삶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소세키의 작품을 살펴보면 신경쇠약증 혹은 질병을 앓고 있는 인물들이 상당부분 나타나있
다. 소세키는 전기 3부작의 세 번째 작품인 문을 집필하던 1910년 6월, 위궤양으로 입원. 8
월에 이즈(伊豆) 슈젠지 온천(修善寺温泉)에서 요양생활을 하던 중, 800그램의 피를 토하고 생
사의 기로를 헤매는 슈젠지의 대환(修善寺の大患)을 겪는다. 의사의 기록을 보면 약 30분간
죽은 상태였다고 한다. 1910년 소세키의 위(胃)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위장약을 먹고도 배
변활동에 상당히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시기로 기록되어 있다. 무엇보다 변에 출혈이 보였던
시기로 위궤양 진단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몸이 아픈 소세키 자신의 기록을 보면 그 고통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1910년 6월 6일부터 1910년 8월 23일 소세키는 일기 뒤에 그날그날의 메모를 하였다. “1910
년 8월 23일 트림 비린내, 여전히 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은 비길 데 없는 혈색”18)이
다. 소세키 아내 교코의 기록 “1910년 8월 24일 진찰 후 저녁 8시에 갑자기 토혈. 5백 그램
이라고 함. 뇌빈혈을 일으켜 인사불성. 캠플 주사 15, 식염 주사로 약간 생기가 돎. 다들 아침
까지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함”19) 소세키 작품에서도 병고에 시달리는 인물과 자살하거나
죽는 인물이 빈번하게 등장한다.20) 반면 후기 작품에는 삼각관계를 바탕으로 그 관계 사이에
다쓰오가 결핵에 걸린 것은 학생시절로 결핵이 죽음의 병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병을 안고 학업을 계속
했다. 결핵을 앓으면서, 보다 병세가 안 좋은 약혼녀를 따라 신슈(信州)에서의 몇 달간의 경험을 토대로
쓴 작품이 『바람이 분다(風立ちぬ)』이다. 가지이 모토지로는 감각적이고 지적인 간결한 묘사와 시적인 문
체로 20여 편의 단편을 남기고 문단의 인정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1932년 3월, 31세의 나이에 폐결핵으
로 죽었다.
17) 권혁건(2007)나쓰메 소세키―생애와 작품고려대학교출판부, p.131
18) 나쓰메 쿄코, 마쓰오카 유즈루 지음, 송태욱 옮김, 나쓰메 소세키, 추억(현암사, 2016), p.250
19) 전게서, 나쓰메 소세키, 추억 p.251
20)
나는 고양이로소이다(1905)

그 후(1909)

고양이의 주인 쿠샤미(苦沙彌)는 사회에 대한 비판과 문명에 대한
불평으로 신경쇠약 증세
다이스케(代助)는 사회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서양문명을 거
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와의 고립을 의미하는 신경쇠약 증
상이 나타나는 인물로 묘사
‘빨리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육체에 대한 고통

만한 이곳저곳(1909)

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를 만큼 큰 고통이었음을 간
접적으로 알게 해 주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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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적갈등을 겪는 각 개인의 심리를 다루고 있다.
본 장에서는 소세키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위궤양과 관련한 일상이 여실히 잘 드러나 있
는 작품, 무엇보다 직접 체험에 의한 경험, 수필에 가까운 작품을 추려보았다. 그 중에서도 경
미했던 위궤양이 집중적으로 발작되는 시기로 추정할 수 있는 만한 이곳저곳(満韓ところどこ
ろ)(1909), 병원에서의 일상이 잘 담긴 생각나는 일들(思ひ出す事など)(1910),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담긴 『유리문 안에서(硝子戶の中)』(1915), 漱石日記21)를 통해 소세키가 병으로
인해 일상을 어떻게 마주했는지, 자신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수용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
소세키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은 위궤양이다. 위궤양은 “과다신경성 및 스트레스와 밀
접한 연관”22)이 있는데 소세키 생애를 통해 살펴보면 소세키의 죽음의 원인인 위궤양은 예견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즉 소세키의 생애가 낳은 병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수양아
들과 양자 체험, 소세키가 만주와 한국 여행을 떠나고 싶은 동기를 만들게 했던 양부 시오바
라 마사노스케(塩原昌之助)의 염치없는 금전 요구에 시달렸던 일, 그리고 위궤양에 걸렸던 가
장 큰 이유가 되었던 약 2년간의 영국 유학시절이다. 당시 외국인으로서의 연구에 대한 한계,
부족한 유학비, 명문학론는 집필에 대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소화불량은 위(胃)가
쇠약해지는 원인을 충분히 제공했을 것이다.
생각나는 일들(思ひ出す事など)(1910)23)의 주요 공간은 병원이다. 소세키의 말년, 그에게
있어 병원은 곧 집이 되어 버렸다. 작품은 모두 3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의 끝말에
슈젠지에서 의식을 잃고 도쿄의 집에도 들리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간만큼 “그날 밤부터 나는
병원을 제2의 집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소세키가 위궤양 진단을 받고 슈젠지
에서 요양 중 온천에서 대량의 피를 토하고 인사불성에 빠져 슈젠지로 가기 석 달 전의 병원,
같은 병실로 입원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의 구체적인 생활을 명생각나는 일들는을 통해 간접
적으로나마 읽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명생각나는 일들는은 소세키의 병실 생활의 단면과 더불어 삶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불안,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마음을 소세키는 담담히 담아내
고 있는 작품이다. 그만큼 소세키 스스로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나 병으로 인해 육체적 고

명문는(1910)

명생각나는 일들(思ひ出す事など)는(1910)

불륜을 저지르게 된 부부의 삶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신경쇠약
은 일상의 권태로운 질병의 면모
슈젠지로 가기 석 달 전의 병원에서의 구체적인 생활을 담고 있는
데, 삶과 죽음, 병이라는 단어는 작품의 각 장마다 빈번히 등장시
키며 삶에 대한 애착
그 동안 써왔던 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형태로 매 순간
건강하게 보내고 있는 일상에 만족할 줄 아는 자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는 인간의 도리를 작품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명유리문 안에서는(1915)

이처럼 초기 작품부터 1915년 명유리문 안에서는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에는 유난히 소설과 수필을 통해서 ‘몸을 의식이 있는 대로 자
유롭지 못할 때’ 타인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름을 다양한 형태
로 작품에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본장에서 원문인용은 平岡敏夫 編명漱石日記는(岩波文庫, 1990)에 따랐다. 이하동일. 명漱石日記는는 영
국 런던 유학생활의 일상이 담긴 ｢ロンドン留學日記｣를 시작으로 ｢명それから는日記｣, ｢滿韓 紀行日記｣, ｢
修善寺大患日記｣, ｢明治終焉日記｣, ｢大正三年日記｣, ｢大正五年最終日記｣로 되어 있다.
22) 삼육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명생명자원과학개론는(유한문화사, 2000), p.80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만일 위장 내부가 비어 있을 때 염산이 분비되면 위
장 벽에 상처가 생기게 되어 위궤양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의 양이 현저히 증가되어 위궤양 원
인이 된다.
23) 1910年 - 1911年、『朝日新聞』/1911年8月、春陽堂刊『切抜帖より』 収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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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는 일을 병원에서의 하루하루를 보낸 고된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명생각나는 일들는은 소세키를 죽음으로 몰고 간 신경쇠약과 위궤양
이라는 병이 소세키 생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지 읽어내는 자료로 삼을 만한 작품이다.
석 달 전 병원을 나설 때, 의사는 머물고 있는 곳을 바꾸어 보라고 했었다. 나 역시 의사의 말에 따라
숙소를 바꾸어 보았으나 바뀐 숙소에서 다시 병에 걸려 혼수상태로 도쿄로 돌아오리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 도쿄에 도착해서도 자신의 집에는 들르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병원에 입원할 운명이
되리라고는 더더욱 예상치 못했다.(1장)

소세키 스스로도 신체의 나약함에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음을 ‘나’를 통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지점이다. ‘나’는 슈젠지에서 도쿄로 돌아올 때에도 자신을 마중 나온 사람들의 얼굴
은 거의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였고, 목례 정도로 예를 표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마치 동굴 밑바닥에 버려진 존재｣로 의식하기까지 한다.
소세키는 인간이 육체적 고통이 한계점에 도달할 때 즈음 표현 할 수 있는 문구란 신체의
일부를 잘라 개에게라도 주고 싶은 생각이라든지, 오직 고통이 없을 수 있는 것만이 관심사라
고 표현하면서 ‘나’를 통해 고통만이 전부라면 숨 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를 느끼게 한다. 마흔 세 살의 소세키는 슈젠지 온천에 온 이후 약 20일쯤 지나 500그램의
토혈을 한 뒤 30분쯤 의식불명 상태로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데 이때의 경험
을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병에 대한 이야기가 작품 곳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에세이
형식으로 쓴 작품이 바로 『생각나는 일들』이다. 『생각나는 일들』에 삶과 죽음, 병이라는 단어
는 작품의 각 장마다 빈번히 등장한다. 특히 ‘800그램의 토혈’, ‘잊을 수 없는 14일’은 무려
다섯 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의식에서 그의 체험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음을 짐
작케 한다. 미래를 점쳐주는 일을 부업으로 하는 스님에게 자신의 미래가 어떤지 물어본다든
지, 점쟁이를 데리고 들어와 병원 처방보다는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들
었던 환자들을 보며 미신적 사상에 자신의 운명을 의지하고 기대고자 한 것은 삶에 대한 애착
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심정으로 읽힌다.
퇴원 후 한 달이 지나 소세키가 과거 슈젠지에서의 병상체험을 떠올리며 삶과 죽음이 무엇
인지, 그 의미에 대해 수없이 반문하게 만들었던 작품이 바로 『생각나는 일들』이었다. 즉 소
세키에게 병은 육체적 고통이 결국 정신을 지배하여 인간으로서 작동할 수 없는 무력감이 얼
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寺田寅彦) 앞
으로 보낸 신년 연하장을 통해서 「올해는 내게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 죽을지도 모른다(今年は
僕が相變つて死ぬかも知れない)」 고 만년에 이른 소세키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음을 알
『유리문 안에서』(1915)24)를 집필했던 해인 1915년 1월 1일 데라다 도라히코(
25)

수 있다. 『유리문 안에서』는 1914년 연말에 오사카 아사히신문사 측으로부터 신년을 맞이하
여 집필을 권유받고 1915년 1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39회에 걸쳐 게재되었으며, 이렇게
연재한 산문을 모아 탄생된 작품이다. 특히 만년 소세키의 인간관과 인생관을 읽어낼 수 있다
는 의미에서 중요한 작품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소세키 산방이라고 불리던 자신의 집 안 서재
24) 1915年1月 - 2月、『朝日新聞』/1915年3月、岩波書店
25) 荒正人, ｢漱石研究年表｣, 명漱石文學全集는別卷(集英社, 1979), p.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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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리문을 자신의 내면과 바깥 세계를 경계 짓는 은유로 불안했던 어린 시절 영국 유학으로
인해 발병된 신경쇠약증, 위궤양에 의한 질병에 시달려야 했던 괴로움, 사람들과의 교류하면
서 발견한 다양한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들을 차근히 풀어내고 있다. 권혁건은 소세키가『유리
문 안에서』를 집필할 즈음 심신의 병도 어느 정도 회복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야
기를 상당히 밝은 톤으로 채색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생로병사 문제에 대해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듯 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26)고 지적한다.
소세키는 일생에 두 번 해외로 나갈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는 1900년 9월 8일부터 1903년
1월까지의 영국 유학, 두 번째는 1909년 만주와 한국여행을 위해서였다. 漱石日記가 1900
년 9월 8일부터 일기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영국 유학을 출발할 때의 소세키의 몸 상태가 어
떠하였는지 대략 알 수 있는 지점이다. 이 시기만 해도 소세키의 병세는 크게 나쁘지 않았던
시기이며, 영국까지 41일 동안 가는 배 안에서 고단함이 위와 장의 상태를 자극하여 그 기분
을 그대로 일기에 쓴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滿韓 紀行日記｣는 실제로 작품 명만한
이곳저곳(満韓ところどころ)는(1909)의 내용에서 중복적으로 읽히는 지점이 제법 있다. ｢ロンド
ン留學日記｣를 살펴보면 소세키 생애 중 가장 여유로운 일상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만년에는 신경쇠약이 심해지고 위의 상태가 위중해졌던 이유로 면회사절이라는 방책까지 써가
며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줄이려 했지만 ｢ロンドン留學日記｣을 살펴보면 일본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엽서를 주고받은 시간이 상당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소세키가 하숙하고 있는 근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시거나 만찬의 시간을 가지는 등 교류의 시간 또한 상당부분 차지
함을 알 수 있다. 런던에서 자신을 위해 보낸 시간은 소세키가 작가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있어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명漱石日記는에서 소세키가 병에 대한 인지를 선명하게 했던 것으로 읽히는 부분은 육체와
정신이 건강했던 런던에서 보냈던 시간보다는 오히려 사경을 헤매고 피를 토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 심신이 가장 미약했던 시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문는을 집필하던 1910년 6월, 위궤양
으로 입원. 8월에 이즈(伊豆) 슈젠지 온천(修善寺温泉)에서 요양생활을 하던 중, 피를 토하고
생사의 기로를 헤매는 슈젠지의 대환(修善寺の大患)을 겪었던 당시 소세키가 남긴 일기가 바
로

｢修善寺大患日記｣이다. 의사의 기록을 보면 약 30분간 죽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때의 죽

음의 체험과 병상에서의 생활은 이후의 작품에 영향을 준다.
明治43(1910)年
8월 7일(일)
(중략) 변기에 앉았지만 변이 안 나온다. (중략) 위에 이상이 생긴 듯하다. 복부 팽만도 아니면서 (중략) 꾹
참고 잔다.
1910년 8월 6일 슈젠지로 와서 변을 제대로 보지 못한 기록은 유난히 자주 반복적으로 드
러나는 것으로 보아 위의 통증이 심각해지고 있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월 21일(일)에는 ｢19일 피를 토한 후 자양관장｣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결국 변을 제대
로 보지 못해 자양관장을 처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로 ｢병세 양호, 병세에 특별한 이상
없음. 상태 좋아 이 상태라면 걱정 없다, 병세 같음, 이상 없다. 병세 점점 좋아지다｣와 같은
문구들로 일정 기간 의료진처럼 일기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26) 권혁건 외, 『나쓰메 소세키 문학연구』(J&C,2001) p.483 참조.

- 21 -

22

明治43(1910)年
9월 20일(화)
어제부터 병에 걸리기 전에 읽었던 어려운 책을 자면서 조금 읽었지만, 머리의 상태는 병에 걸리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략) 이렇게 몸이 약해진 사람이 어째서 철학적인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인지 이상
하다.

우리는 무의식 세계의 은밀하고도 사적인 영역에서 죽음이 언제나 내가 아닌 옆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죽음을 성찰하는 일이란 인간의 전 생애에 극히 드문 일
이며, 죽음은 자신이 직면하기 전에는 남의 일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소세키 자신의 병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서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화장실을 가는 지극히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상에서 부정하고 싶었을 것이다.

소세키는 명漱石日記는를 통해 유난히 건강상태, 날씨, 기분에 대해 세세하게 열거하면서 ‘책을
읽어야 겠다’, ‘글이라도 써야 겠다’라는 행위를 통해 일반인과는 달리 작가 소세키만의 병을
수용하는 관점 즉 수용의 자세로서의 작가 의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지점이다. 사람의 행동이
나 증상에는 당연히 원인이 존재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목적이 생길 때 앞을 향해 살아갈 원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든 그것이 지금의 고단한 삶을 결
정짓지는 않는다는 점이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4. 결론
이광수와 소세키에게 병명(病名)이나 병(病)의 원인은 시대사적, 개인사적으로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병을 수용하는 자세나 병으로 인해 작품을 쓰는 작가로서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광수와 소세키는 병(病)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병원생활, 요양한 시기에 쓰여
진 글들을 통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괴로운 속내를 꺼내
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문화적 차이를 포함한다 치더라도 이광수와 소세키는 남의 시선에 갇혀
산다는 점, 각자 처한 제반적 상황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하며 자신의 모습이 과거 특정한 경
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태생적인 ‘성격’ 탓으로 돌린다는 점은 상당히 유사하다. 뿐만 아니
라 살아나가겠다는 삶을 버텨내는 열정 역시 공통지점이다. 그 열정은 작품 곳곳에서 허영심
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드러나 있다. 이광수와 소세키는 병을 통해 자
각하지 못한 타인 즉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노화,
질병이 가져다주는 고단함,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가치를 단순히 무엇을 할 수 있느
냐, 없느냐의 생산성만을 측정해 오는 삶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을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
질병임을 절감케 한다. 병의 무게감을 글을 쓰는 행위로 작가로서의 책무, 나아가 가족으로
시선을 돌린 이광수와 소세키를 새로운 관점에서 읽어내야만 하는 이유이자 향후 다양한 자료
들을 구축하여 연구해야 할 과제를 남긴다.

- 22 -

23

COVID-19 ・일본 ・문학

: 2020년 상반기의 회고와 전망
김태경 (가천대)
Ⅰ. 머리말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2019년에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
질환의 병원체에 대해 WHO(세계보건기구)는 사후적으로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라고 명명하였다. 여기에서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
(disease)을 의미한다. 이처럼 코로나19(한국정부에 의한 한글공식약칭)는 어디까지나 바이
러스에 의한 감염증이므로 ‘만연하고 있다’고 해야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될 지도 모르겠다.
‘before Christ’를 의미했던 B.C.가 이제는 ‘before Corona’의 약어가 되어 버렸다고 자조할
만큼,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뒤덮고 사람들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꾸었다. 따라서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코로나 이후의 세계』 『코로노믹스CORONOMICS』 『코
로나 투자 전쟁』과 같은 제목의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듯이 보인
다. 누군가에게 코로나는 또 하나의 기회일 따름이다.
일본의 이른바 종합지(総合誌) 또한 꽤나 이른 시기부터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기 시
작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대다수 잡지가 1월호는 전년도 12월 초에 발매된다. 일본에서 코
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어 최초 보도된 것은 2020년 1월 16일이다. 따라서 본 발표는
기본적으로 2020년 2월호부터 7월호까지의 6회 발행분을 대상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7월
초에 발매된 8월호를 다루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2020년도 상반기에 짜인 코로나19 관련
특집은 다음과 같다.
먼저 『世界』(岩波書店)의 특집을 살펴보면 「특집1-フィクション化する政治」, 「특집2-街頭
から再構築する民主主義」(2월호, 2020년 1월 8일 발매), 「특집1-災害列島改造論」, 「특집2もはや不可避の脱石炭」(3월호, 2월 7일 발매) 등이었던 데에 반해 , 「」(4월호), 「」(5월
호), 「」(6월호), 「」(7월호), 「」(8월호).
『中央公論』(中央公論新社)의 경우는 「入試大混乱」(2월호, 2020년 1월 10일 발매), 「大
災害時代」(3월호, 2월 10일 발매), 「21世紀の危機」(4월호, 3월 10일 발매), 「コロナ直撃 世
界激変」(5월호, 4월 10일 발매), 「脱・コロナ恐慌」(6월호, 5월 8일 발매), 「コロナ・文明・
日本」(7월호), 「コロナで見えた知事の虚と実」(8월호, 7월 10일 발매).
『文藝春秋』(文藝春秋社)의 경우는 「世界の知性が日本人に教える二〇二〇年の「羅針盤」
激動の20年代を生き残れ!」(2월호, 2020년 1월 10일 발매), 「医療を歪める「ニセ科学」」(3월호,
2월 7일 발매), 「「新型肺炎」中国と日本の大罪」(4월호, 3월 10일 발매), 「コロナ戦争」(5월
호, 4월 10일 발매), 「ウイルスvs.日本人」(6월호, 5월 9일 발매), 「コロナ後の世界」(7월호, 6
월 10일 발매), 「第二波に備えよ」(8월호, 7월 10일 발매).
『正論』(日本工業新聞社)의 경우는 「中国への決意」(2월호, 12월 25일 발매), 「中国人権
弾圧 絶望の慟哭」(3월호, 2월 1일 발매), 「中国という禍」(4월호, 2월 29일 발매), 「武漢ウイ
ルスに打ち克つ」(5월호, 4월 1일 발매), 「国難を乗り切る」(6월호, 5월 1일 발매), 「非常事態と
国家」(7월호, 6월 1일 발매), 「国難からの教訓」(8월호, 7월 1일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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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대략 3월 초에 발매된 4월호부터는 거의 매월 코로나19 관련 특집을 꾸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수 계열 잡지라 할 수 있는 『正論』의 경우, WHO(세계보건기
구)가 공식적으로 COVID-19라고 명명한 이후에도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 등의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도 눈에 띈다.
사상 관련 잡지로는 『現代思想』(青土社)을 살펴보자. 「量子コンピュータ──情報科学技術
の新しいパラダイム」(2월호, 2020년 1월 29일 발매), 「気候変動」(3월호, 2월 28일 발매),
「迷走する教育」(4월호, 3월 27일 발매), 「緊急特集＝感染/パンデミッ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から
考える」(5월호, 4월 28일 발매), 「汎心論──21世紀の心の哲学」(6월호, 5월 28일 발매),
「圏論の世界──現代数学の最前線」(7월호, 6월 26일 발매). 5월호에 긴급특집을 한 차례
꾸민 것을 제외하고는 예정된 특집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사적인 문제에 즉각
반응하는 종합지와는 달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철학과 사상의 말이 나오기까지는 보다 많
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한편 문예지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온
인문학, 그 중에서도 외부의 사건에 대한 인간 내부의 미세한 떨림이나 반응을 어느 장르보
다도 현실감 있게 그려내 온 문학이라는 장르가 코로나19가 인류에게 가져온 새로운 경험과
인간상을 그리지 않을 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문예지 또한 종합지에 비하면 다소 늦은 반
응을 보이고 있다. 각 잡지의 6월호에 실린 소설이 가장 빠른 예로 창작이 지면에 등장하는
데에는 역시 시간이 걸린다. (3.11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참사를 마주했을 때와 마찬가지)
먼저 2020년 상반기에 발표된 이른바 코로나 소설의 전모를 파악해보자.
각 문예지 별로 살펴보자.
『新潮』(2020년 6월호, 新潮社)
가네하라 히토미(金原ひとみ, 1983-) 「アン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
고노이케 루이(鴻池留衣, 1987-) 「最後の自粛」
『文學界』(2020년 6월호, 文藝春秋社)
다키구치 유쇼(滝口悠生, 1982-) 「火の通り方」
야마시타 스미토(山下澄人, 1966-) 「空から降る石、中からあく穴」
『群像』(2020년 6월호, 講談社)
고바야시 에리카(小林エリカ, 1978-) 「脱皮」
『小說TRIPPER』(여름호, 朝日新聞出版)
가네하라 히토미(金原ひとみ, 1983-) 「#コロナウ」
비교적 젊은 작가. 특히 여성 작가들의 활약.
어떠한 층위에서 어떠한 문제의식으로 코로나19를 다루고 있는가. 코로나는 배경인가 주
제인가, 무엇인가.
본 발표에서는 가네하라 히토미(金原ひとみ)의 코로나 소설들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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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네하라 히토미의 코로나 소설들
1. 「アン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 」

가네하라 히토미의 소설 「언-소셜 디스턴스」는 언(un-)이라는 부정의 접두사가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앞에 온다. 록다운(lock down)이 강화되어
이동제한이나 도시봉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하여 집에서 집까지 50분가량 걸리는 곳
에 살고 있는 우리─연인관계인 주인공 남녀─가 지금처럼 1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는 게 불
가능해지는 것은 아닐까하는 정도가 그들의 코로나19 관련 현 상황에 대한 ‘실감’이다.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나(沙南)와 대학 1년 선배이자 연인인 고키(幸希). 이야기
는 사나의 시점에서 시작되어 마지막은 남자친구인 고키의 시점에 의한 서술로 막을 내린
다. 이처럼 소설 「언-소셜 디스턴스」의 특징 중 하나는 두 명의 남녀 주인공이 각각 자신
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바를 번갈아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사건이 서로의 관점에서 되풀이되어지기도 한다.
둘 사이에 생긴 아이를 지우기 위해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병원을 나서며 사나는 “비상사
태로부터 일상으로 돌아오는 자신”을 느낀다. 일본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취한 조치에 대
해 공식적으로는 ‘긴급사태(緊急事態)’가 맞는 표현이지만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비상사태(非
常事態)’라는 말을 혼용한다. 따라서 사나의 표현은 2020년 4월 7일 발령되고 16일에 전국으
로 확대되었던 긴급사태선언과 맞물리며 묘한 뉘앙스를 풍기게 된다. 적어도 지금의 사나에
게 있어 ‘비상사태’이자 ‘비일상(非日常)’은 예기치 못한 ‘임신’이며, 비록 코로나19가 유행하
고는 있다 해도 ‘임신’이 제거된 상태야말로 그녀에게는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일상’인 것이
다.
3월 졸업식 날, 둘은 콘서트 장을 향한다. 둘이 가까워지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정식으로
사귀기 전에 함께 보러 갔던 둘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밴드의 공연이었다. 4개월 전에
예약에 성공했을 때는 하도 기뻐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다. 그렇게 “시시한 연수도 의미 없
는 입사식에도 견딜 수 있고” “거북하지만 사람 상대하는 것도 견딜 수 있다”고 고키가 생
각한 것은 이 밴드의 콘서트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공연 취소’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는 “이제 글렀어. 무리. 다 싫어(もう駄目だ。無理だ、全部嫌だ)”라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이도 잠시, 둘은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고키의 취업을 축하한다며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직접 보기 어려우니 할아버지가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해주신 10만 엔이 여행자금이
다. 행선지인 카마쿠라(鎌倉)는 예상과는 달리 사람이 많다.
코로나니까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라고 투덜대면서 30분 줄 서서 스테이크와 팬케
이크를 먹었다. 관광객도 많고 모두가 가게 간판 사진을 찍는 걸 보니 코로나 같은 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모두가 평범하고, 평범하게 관광을 하고 평범하게 맛있는 가게 앞
에 줄 서고, 평범하게 맛있는 팬케이크를 평범하게 먹고 평범하게 돌아간다. Twitter 트
렌드에 코로나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직 어딘가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p.27)
거의 유일하게 가마쿠라 문학관에만 ‘코로나 감염확대로 인한 임시휴업’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을 뿐이다. 사흘째에는 쇼난(湘南)의 해안가에 위치한 온천여관으로 이동했다. 출발
전 여행에 관해 라인(LINE)에서 주고받던 대화 가운데에 불현 듯 사나가 꺼낸 ‘동반자살(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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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계획을 그들은 이룰 수 있을까.
이러한 과정에서 코로나19가 그들에게 의미를 갖는 것은 오직 이 새로운 질환으로 인해
고키의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고 엄마가 감염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징후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출현하기 전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엄마가 죽을 확
률이 더 높아진 것이 의미가 있으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서 둘만의 생활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코로나가 만연한 세계에서 이렇게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처음으로 기쁨을 느꼈다. 이런 행복한 세계는 코로나가 없었다면 상상도 못 했을 것”
이라고 고키는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고키의 엄마는 지금껏 별 탈 없이 커온 아들이 사나를 만나면서부터 외모
나 행실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여 사나를 극도로 싫어한다. 이 소설에서 코로나19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물은 고키의 엄마이다. “애당초 신경질적이었던 엄마”는 일본에
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이래 “히스테리가 폭발하여 집에 돌아오면 어디든 만
지기 전에 손을 씻도록” 지시하고, “완벽하게 제균 하는 손 씻기 동영상, 소재에 따라 코로
나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시간을 비교한 표, 감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유효한 방법 등의
기사를 정기적으로 보내온다.” 하지만 고키의 엄마가 이처럼 코로나19에 대해 민감하게 반
응하는 것이 오로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이런 때에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
야 해. 대학생 정도의 젊은이들은 경증인 경우가 많은데다가 행동범위가 넓어서 바이러스의
매개가 된다고 여기저기에서 나와”라는 말 속에도 “사나와 만나는 것은 안 되고” 하지만
“출근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 그녀의 인식과 바람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녀 또한 아들인
고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한다.
코로나는 어딘가 세상과 닮아 있다. “타인의 기분 따위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강
대한 힘으로 억압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正)의 나선형이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도 죽어가고 있는 나” 즉 사나는 부(負)의 나선형으로 스스로에게 이미지 된다.
2. 「# コロナウ」

소설 「#코로나우」는 코로나(corona)가 만연하는 현재(now)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화상
을 그린다. 그런데 그 앞에는 # 표시가 붙어 있다. 흔히 샵(sharp)이라고도 많이 읽는
#(hash)와 관련하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해시 브라운(Hash
Browns)이었을 테다. 적어도 인터넷과 SNS 세상이 도래하고 해시태그가 등장하기 전에는
말이다. 감자채가 뒤죽박죽 섞여서 격자모양을 이루고 있는 해시 브라운처럼 이 소설은 코
로나가 초래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뒤죽박죽인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소설 「#코로나우」는 누구의 어떠한 이야기인가.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코로나
가 등장함으로써 전개되는 ‘현재(now)’가 시간적 배경이라는 점이다.
유미(ユミ)와 메이코(芽衣子)는 친구 사이이다. 현재 유미는 프랑스 파리에 남편의 일 관계
로 체류 중이고 란(ラン)과 다쿠마(拓馬) 두 남매가 있다. 메이코는 남편과 딸 하루(波瑠)와
함께 일본 도쿄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하루와 란은 1살
차이로 프랑스에 있을 때는 둘이 같은 학급에 속해 있었다. 라인(LINE)을 통해 란과 통화하
는 하루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 이 소설은 작가 가네하라 히토미가 동시기에 발표한 또 다른
코로나 소설 「언-소셜 디스턴스」와 마찬가지로 시점의 이동이 눈에 띈다. 유미가 시작한
시점인물의 역할은 친구인 메이코를 거쳐 마지막은 하루에게 옮겨진다.
현재 파리는 록다운(lock down) 상태이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확보한 유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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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파리에 남겨둔 채 두 남매와 함께 서둘러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15년 넘게 해외
에 체재하다가 “이러이러한 타이밍에 귀국한다고 말하면 누구나 납득해 주리라는 계산”에서
나온 결정이다. 남편은 기혼자인 상대방과 몇 년째 불륜을 이어가고 있다. 신규 오픈하는 뉴
욕 지점으로 이동할 가능성과 함께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작년 말이었다. 나와
아이들과의 생활에 아쉬움이나 정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남편의 태도와 이혼 후에도 아이
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천 유로씩 생활비를 보내준다는 제안에 이혼하기로 마음먹었
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터졌다.
귀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혼을 묻는 메이코의 질문에 “일단 지금은 안 하기로. 코로나가
끝나 안정될 때까지는 서로 새로운 생활에 힘을 쏟기로 했어”라고 말한다. 계엄령 하의 프
랑스, 록다운 상태인 파리에서 긴급사태선언 중인 일본, 특정경계지역인 오사카(大阪)로 떠
나고자 결심한 “지금 나는 살고자 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3년간 죽어 있던 나는, 코로나에
이긴 나는, 좀비처럼 다시 일어나 다시 사는 거다. 코로나는 나에게 죽음을 일깨워 주었
다.”(p.88) 남편을 ATM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견뎌온 지난 3년간의 세월이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죽어 있던 게 아닌가.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된 경험을 갖는 유미에게 코로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면 더 살 수 있다”고 깨닫게 해준 생명력과도 같은 존재이다. 유미는 코로
나를 계기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
메이코는 현재는 가즈미(一麦) 군과 불륜 중이다. 여기에서 ‘현재는’이라고 하는 것은 메이
코가 누군가와의 외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이코의 남편은 “상대
방과의 관계가 5년 이상 되고나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라”고 얘기할 만큼 아내의 지속적
인 외도에 익숙해져 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밤에 외출하거나 외박을 하고 이튿날 돌아오
는 것을 포함해 메이코의 불륜은 남편과 딸 하루에게 이미 ‘일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
에 메이코는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시도한다. 코로나의 확산세 등으로 밖으로 돌아다니면
위험하니, 이제 그만 외도를 그만두고 집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것일까. 아니다. 메이코와
가즈미는 의논하여 가즈미 군의 거처를 자신의 집 근처에 새로이 마련하기로 한다.
이를 들은 소꿉친구 히나(ヒナ)한테 “그렇다고 불륜 상대를 집 근처에 살게 해? 당분간은
자숙(自肅)하자고 어른답게 거리를 두는 게 보통 아냐”라는 비판을 듣자, 메이코는 “그가 재
택근무 하는 날은 같이 일도 할 수 있어 좋고, 전철 타지 않아도 되고, 외식이나 호텔 안 가
니까 가성비도 좋고, 왔다 갔다 하는 데에 시간 절약되니까 회사일도 가사일도 더 잘 할 수
있고”라고 얼버무리고는 ‘코로나든 남편이든 남친이든 윈윈(コロナ的にも旦那的にも彼的にもウィン
ウィン)’이라는 말이 목구멍 너머로 나오려던 것을 참는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히나의 남편 또한 불륜 중이다. 친구지간이지만 한 명은 불륜을 하
는 쪽, 한 명은 당하는 쪽으로 두 사람의 입장이 정반대인 셈이다. 여하간 그런 식으로 한
명도 아니고 복수의 여성을 상대로 동시에 바람을 피우던 히나의 남편은 코로나19 이후 달
라진 삶을 살고 있다. 아니 강요당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 “거래처도 영업을 안 하니까 재택
이야. 가끔 회사에 가기는 하지만 20퍼센트 이내만 출근이라 나가더라도 금방 집에 와. 아이
들도 아빠랑 놀 수 있어서 아주 좋아해”라는 말처럼 이로써 히나는 남편이 “호텔에 갈 걱정
도 여자 집에 갈 걱정도 차 안에서 섹스 할 걱정도 지금은 없어진 셈”이다. 히나는 코로나
덕분에 ‘마음의 평온’(p.92)을 손에 넣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 남편이 원래대
로 출근하게 되면 나 미칠지도 몰라”라는 그녀에게 코로나는 없어져서는 안 될, 가정의 평
화와 마음의 안정을 가져온 그 무엇이다.
그렇다면 메이코에게 코로나는 어떤 의미일까. “코로나가 확대되고 몇 개월이 지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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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 초조해지기 시작했음을 최근에야 알아차렸다. 끝없는 일상이 끝을 맞이했음에도 불
구하고 거기에 다시 새로운 일상이 아무 말 없이 모습을 드러낸 것에 화가 난다”고 하는 메
이코는 코로나를 계기로 자신에게 ‘일종의 파멸 충동’(p.89)이 존재함을 깨닫는다. 남편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도 가즈미와의 관계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이 힘이 아니었을
까. 인간은 생물은 어떠한 재난에도 적응하고 엄청난 생명력으로 생을 이어가지만 파멸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한 생각이 “즉물적인 쾌락으로 도망치는 자신을 무책임하게
긍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결국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역병(疫病)이나 인재(人災)로 인한 피
해를 입었든 입지 않았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p.93) 그녀에게 코로나는 새로운 일상에 다름 아니다.
메이코의 딸 하루는 중학교 1학년이다. 4월 개학 예정이던 학교는 현재 온라인으로 수업
을 진행한다. 처음 휴교가 결정되었을 때는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과 함께 탄성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졸업식도 입학식도 모두 중지되고, 중학교 같은 반 친구들과는 한 번도 얼굴
을 마주한 적 없이 “3개월을 맞이하는 지금, 이미 그렇게까지 기쁘지는 않다.” 아침에 일어
나 윗도리만 갈아입고는 온라인 수업에 참여, 학교에서 보내오는 과제와 통신교육교재로 정
해진 분량만큼 공부, 오후 3시부터 2시간 정도 친구와 LINE 통화 및 그룹채팅, 5시부터 남
자애들과 슈팅 게임, 저녁을 먹고 나서는 인기 이미지를 찾거나 우타이테(歌い手) 구독영상
을 보거나 YouTube 서핑을 하는 일상. 가끔은 시차(時差)가 있는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오
늘은 란과 또 다른 엄마 친구의 딸인 유리나(ユリナ)와 좋아하는 밴드의 콘서트와 부모의 이
혼에 관한 이야기를 라인(LINE) 통화와 메시지로 나누고는 잠자리에 든다. 결국 “코로나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환경에 관리를 당하고 있다”(p.100)고 생각하면 화가 섞인 한숨이 나온
다.
유미에게, 메이코에게, 히나에게, 하루에게 코로나는 무엇인가. 각각의 인생들에게 코로나
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어떠한 의미가 될까. 소설 내에는 Zoom HR은 물론이고 Zoom
술자리 등 코로나가 몰고 온 새로운 풍경들이 그려진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초래한 지방 사
람들의 도쿄 사람에 대한 기피, 뿌리 깊은 인종주의의 심화 등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소설 「언-소셜 디스턴스」가 가네하라 히토미가 지금까지 반복해 왔던 섹스와 죽음이라
는 주제를 코로나19를 통해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면, 소설 「#코로나우」는 코로나19가 우
리의 일상에 가져온 변화를 보다 다양한 층위에서 차분히 그려내고 있다.
Ⅲ. 맺음말

계간지 『文藝』 여름호(河出書房新社, 4월 7일 발매)는 「アジアの作家は新型コロナ禍にどう
向き合うのか」라는 긴급특집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시아 각국의 작가들이 에세이를
기고하고 있다.
2019년 말에 중국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0년 지금까지도 현재진행
형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한 이러한 팬데믹(pandemic) 상황
이 항구적인 일상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2020년 상반기에 일본의 작가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살펴본 본 발표가 역사적인 기록
이자 과거의 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회고와 전망이라는 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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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온라인 국제심포지엄 참여 방법
‣ ZOOM 프로그램 설치 없이, 해당 시간에 아래의 주소로 들어오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휴대전화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https://zoom.us/j/7479104197?pwd=dHExeEpnYm1VR2dJV0tnUW9vb01jQT09
(심포지엄은 ZOOM프로그램을 통해 녹화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ZOOM 설치방법>
‣ PC 의 경우
https://zoom.us/download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 의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합니다.

‣ 모바일의 경우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ZOOM' 으로 검색한 뒤,
설치합니다.

‣ 회의 참여 시 별도의 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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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회의 참여 방법>
둘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도 접속 가능합니다.

1) URL 접속
https://zoom.us/j/7479104197?pwd=dHExeEpnYm1VR2dJV0tnUW9vb01jQT09
해당 시간에 위의 주소로 접속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2) 회의 ID와 비밀번호 입력 접속
https://zoom.us/ 에서 '회의참가'를 누른 후, < 회의 ID: 747 910 4197,
비밀번호: 0725 >를 입력하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학회사무실 : TEL 010-3406-2534
Homepage : http://www.hanilhak.or.kr / E-mail : hanilha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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