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년 3월 1일(전 5막)
이 일편(一篇)을 삼가 기미년(己未年)혁명운동에 순(殉)한 젊은이들의 영
전(靈前)에.
戱曲[희곡]
己未年[기미년] 三月[삼월] 一日[일일](禁無斷上演上映[금무단상연상영])
最後[최후]의 一人[일인]

最後[최후]의 一刻[일각]까지 民族[민족]의 正

當[정당]한 意思[의사]를 快[쾌]히 發表[발표]하라.(獨立宣言書[독립선언
서] 公約[공약] 第二章[제2장])
제 1 막
인물: 사이풀(米國人[미국인] 선교사, 교장)
권상갑(權尙甲 ; 교무주임, 男[남] 50세)
나카니시 하마(中西浜[중서빈] ; 日女[일녀], 역사교사 겸 生徒監[생
도감], 35세)
최순천(崔順天 ; 3년 담임, 女[여] 23세)
정향현(鄭香峴 ; 3년 女[여]
목계숙(睦桂淑 ; 3년 女[여]
진국진(陳菊珍 ; 3년 女[여]
손소복(孫召福 ; 3년 女[여], 警部[경부] 孫圭鐵[손규철]의 딸)
다와라(俵河[표하] ; 헌병소위, 警視總監部[경시총감부] 高等課長[고
등과장]
손규철(孫圭鐵 ; 형사)
노소사(老小使 ; 舊韓國解散兵[구한국해산병] 나팔수)
3년 1조생(三年 一組生) 다수
서력(西曆) 1918년 10월.
구주대전(歐洲大戰)이 종식(終熄)할려는 무렵 경성재(京城在) 미인계(米人
系) 사립 성화여학교(聖花女學校) 교주(敎主)겸 교장인 선교사 사이풀의 거
실. 좌변(左邊) 정면 벽에 큰 세계대지도, 그 우에 기독의 겟세마네 -(山上
祈禱[산상기도])의 그림들. 그 이외엔 집무용 테 - 불과 응접용 셋트 일식

(一式), 뻬 - 지카엔 불이 피였다.
좌변에는 직원실로, 우변에는 복도로 연(連)하는 도어 2개.
정면엔 커 - 텐을 제친 아 - 치식 창문, 창외(窓外)에 큰 은행나무 1주(一
株), 그 뒤로 라이락의 꽃울타리, 울타리 너머는 교정.
막이 열리면 사이풀, 텅 비인 실내를 이리갔다 저리갔다 한다. 무슨 큰 사
건이 생기어 처리할 길이 없나 보다.
교정에서 여학생들의 떠드는 소요, 낭하(廊下)를 이리저리 달리는 학생들
의 발소래. 그 사이를 뚫고 교사들의 “빨리 돌아들 가라”, “빨리 돌아들
가라”, “곧바루 집으로 가야 한다” 등등의 규성(叫聲).
교무주임 권상갑(權尙甲) 들어온다. 흔히 볼 수 있는 무능력과 비굴의 표
본이다.
사이풀

권선생, 아즉두 학생들이 아니 돌아가고 있습니까?

교무주임

네. 1, 2학년은 거의 다 돌아가구 3학년 애들이 이쪽 저쪽
에 남어서 쑤군거리구 있습니다.

사이풀

대체 웨들 아니 돌아가고 있습니까?

교무주임

향현이 외 두 학생을 빨리 석방해달라구 하나 붑니다.

사이풀

석방이라니?

누가 체포했단 말이요? 감금했단 말이요? 조

사가 끝나는 대로 집에 가두룩 할 테니 딴 애들은 빨리 돌
아가라구 하시오. 누가 보면 마치 스트라익크나 하는 것 같
지 않소? (하고 성급히 책상 우의 초인종을 친다)
노소사(老小使), “불르셨습니까?” 하고 들어온다. 왕년의 무인(武人)의
풍모는 다 - 만 형형(炯炯)한 안광(眼光)에 겨우 찾어볼 수 있을 뿐, 하잘
것 없는 초라한, 그야말로 고쓰가이가 되고 말았다.
사이풀

다시 한번 파학나팔을 부시오. 학생들이 아즉두 아니 돌아
가구 있나 보오.

노소사

네. 대가리 큰 처녀들이란 사내들보담 더 말을 안 들어먹이
엽쇼. 제가 군대에 있을땐 상관의 명령이라면 그야말로 소
굼섬을 물루 끌래두 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무주임

또 시위보병(侍衛步兵) 제 1연대 이야기요. 어서 나갑시다.
(교장에게) 그럼 다시 한번 타일러서 돌아가두룩 해보겠습
니다.

교무주임, 노소사를 앞세우고 나간다. 이윽고 교정에 퍼져가는 유량(嚠喨)
한 나팔 소래. 학생들의 떠드는 소래. 교무주임의 “빨리 돌아들 가라. 아
니 돌아가면 단호한 처분을 할 터이다” 하는 함성. 낭하(廊下)에서 튀는
듯한 스맆퍼 끄는 소리가 나드니 일(日) 여교사 나카니시 하마(中西浜[중서
빈]) 들어온다.
나카니시

(숨이 턱끝에 달 듯이 흥분해가지고) 고 - 죠 - 센세이, 사
이센 세이한테선 아즉두 아무 통지가 없어요?

사이풀

그렇습니다.

나카니시

그럼 그 주모자인 데이고 - 갱(鄭香峴[정향현]), 보구게이
슈구(睦桂淑[목계숙]), 징기쿠징(陳菊珍[진국진])은 끝까지
자기들 죄를 고백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사이풀

그렇습니다.

나카니시

아이 능글능글한 계집애들, 이쪽에선 확실한 증걸 잡구 있
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면 그게 그대루 통할 줄 아남?! 이
사건요, 아무래두 저희들 손만으룬 해결되지 않을꺼에요.

사이풀

그래서 나두 이렇게 대단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카니시

고 - 죠 - 센세이, 이번 일은 3학년 데이고 - 갱, 보구게이
슈구들만이 꾸민 일은 절대루 아닙니다.

사이풀

그럼?

나카니시

배후에서 그 기집애들을 조종하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이풀

최순천 씨 말입니까?

나카니시

그렇습니다.

사이풀

나는 그 선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분은 인격
잡니다. 결코 학생들에게 그런 일을 계획하라고 선동했을
리 없습니다.

나카니시

고 - 죠 - 센세이, 그인 껍질을 쓰구 있어요. 겉으루 봐선
파리 한 마리 못 죽일 보살님 같지만 속은 아주 무서운 사
람입니다. 그인 아즉두 조선 독립을 꿈꾸구 있어요. 부산
고등여학교 시대에 지금 그 데이고 - 갱들처럼 스트라익크
를 주모한 건 고 - 조 - 센세이두 잘 아시겠지요. 그인 지
금두 학창시대하구 똑같은 사상을 가지구 있습니다. 아니에
요. 그때보담두 더 불온한 생각을 품구 있어요. 그인 사립

학교에나 취직할 수 있지 공립학교엔 절대루 못 합니다.
사이풀

사람이 자유를 동경하고 조국을 사랑하며, 독립을 하구 싶
어하는 것은 민족의 본능일 것입니다.

나카니시

(펄쩍 뛰며) 본능이라구요? 그럼 죠 - 센징(朝鮮人[조선
인])이 독립운동을 하는 게 민족의 당연한 요구라구 하시는
말입니까?

사이풀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나카니시

학생들이 해야 할 공부는 하지 않고 연판장에다 도장을 찍
어가지고 카이젤이란 녀석한테 독립을 탄원하는 게 죠 - 센
징 학생의 권리란 말이에요?

사이풀

그런 건 아닙니다.

나카니시

선생이란 자가 학생들을 충동이 시켜가지고, 국가에 대한
반항을 음모토록 하는 게 죠 - 센징 교사의 의무란 말이요?

사이풀

그런 건 아닙니다.

나카니시

고 - 죠 - 센세이, 여긴 아메리카는 아닙니다. 반도의 일부
인 경성이에요. 이 승화여학굔 경기도 학무과와 총독부 학
무국의 지도 명령에 복종치 않군 일시도 존속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이풀

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카니시

잘 아시면 아까 하신 말씀은 취소하세요. 다시 한번 여쭤듸
리겠습니다. 여긴 아메리카가 아니라 우리 일본의 영토에
요. 그리고 학무국의 교육방침은 죠 - 센징을 훌륭한 우리
황국신민으로 맨드는 게 목적이지 결코 결코 독립사상을 장
려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쇼.

사이풀

그것도 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 - 만 내가 말하고 싶은것
은 최선생이…….

나카니시

고 - 죠 - 센세이, 이번 사건요 보통 사립학교에 흔히 볼수
있는 백지동맹이나 교사배척하군 성질이 달릅니다. 정치운
동의 하나에요. 민족운동이에요. 여학교 3학년 정도의 두뇌
루 국제정세와 전국의 동향을 파악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이풀

정향현은 두뇌가 명석한 아햅니다.

나카니시

고 - 죠 - 센세이 말씀대루 정향현이가 수재인 건 사실입니
다. 성적두 평균 96점을 내린 쩍이 없어요. 허지만 결국 그
건 학교성적이에요. 정치적 사회적 식견과는 근본적으로 달

릅니다.
사이풀

그럼 아마 가족이나 혹은 친구의 영향을 받았나 보지요.

나카니시

영향은 가족에게서두 친구에게서도 받은 게 아니에요. 사이
쥰덴 센세이한테서 받은 거에요.

이때 교무주임이 들어온다.
나카니시

교 - 무슈닝 센세이, 마침 잘 오셨습니다. 그 사이센세이
말입니다. 그이가 자기 담당인 수학시간의 삼분지일, 아니
에요 반 이상일 꺼에요. 거진 전부를 일한합방, 불란서 혁
명, 워싱톤의 독립전쟁 얘기루 보내구 있는 건 교 - 무슈닝
센세이두 잘 아실 껍니다. 그리구 교 - 무슈닝 센세이가 순
시하시면 능청맞게두 시침을 딱 떼고 호 - 대이시기(方程式
[방정식]) 얘길 시작하거든요. 네에, 소 - 데쇼 - 교 - 무
- 슈닝 센세이. [그렇지요? 교무주임 선생님] (하고 동의를
구하는 듯 주임을 본다)

교무주임

네. 내가 목격한 것만 해두 세 번이나 됩니다.

나카니시

음악시간은 더해요. 한 번두 우리 일본 노래를 가르치는 걸
본 쩍이 없어요. 해삼위(海蔘威)에 망명한 죠 - 센징 혁명
가들이 부른다는 그 불온한 노래가 아니면 청승이 뚝뚝 떠
는 조선 민요에요. 그래서 그 어린 것들한테 칼슈무 주사같
이 민족의식을 집어넣주구 있어요.

교무주임

사실 최선생에 관해선 나두 여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3
학년 일조가 우리 승화여학교에서 마치 불순분자의 소굴처
럼 돼 있는 것두 나카시니 선생 말씀대로 최선생께 책임이
있다구 봅니다.

이때 노크 소래, 사이풀의 응낙을 최순천(崔順天) 들어 온다. 이지와 정열
이 고요한 품성속에 흐르고 있는 23세의 처녀.
사이풀

최선생, 어떻게 됐습니까?

최순천

자긴 독립이란 생각두 못해봤을 뿐더러 독일이 연합국한테
승리하리라구두 생각지 않구 있다구 합니다.

사이풀

그건 정향현 양의 말입니까?

최순천

네, 그리구 국진이, 계숙이두…….

사이풀

그럼 자기들이 계획한 일 절대루 아니라구 한단 말입니까?

최순천

네.

사이풀

그럼 누가 했단 말입니까?

최순천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이풀

허지만 3학년 1조에서 계획했든 것만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
까?

최순천

확실히 단언할 수야 없겠지만…….

나카니시

난 단언합니다. 연서하고 도장을 찍은 노 - 트 표지에 산노
이찌(三之一[삼지일])라고 확실히 씌여 있지 않어요?

최순천

3학년 1조라고만 썼지 일홈이야 어디 씌여 있었어요?

나카니시

고구고(國語[국어])로 말해주세요. 교내에선, 특히 직원실
에선 고구고를 상용하도록 시학(視學)한테서 여러 번 주의
를 받구 있으니까요.

최순천

그리게 지금 국어로 얘기하구 있지 않어요?

나카니시

죠 - 센고(朝鮮語[조선어])는 고구고가 아니에요. 고구고는
닛봉고(日本語[일본어])에요. (하고 응원을 구하는 듯 교무
주임을 본다)

교무주임

최선생, 고구고 상용문제는 전일 전국 교장회의에서…….

사이풀

(말을 가로채며) 권선생, 나는 그날 외국인들에겐 아즉 시
기상조라구 했습니다. 그리구 우리들이 일본말로 능숙하게
회화를 할 수 있게 될 때까진 조선말을 쓰겠다구 내락을 얻
었습니다.

나카니시

(무안하야) 우린 뭐 교장 선생님께…….

교무주임

그렇습니다. 저흰 교장 선생님께 여쭌 게 아니라……. 최선
생께선 국어를 잘하시니까…….

사이풀

(그들을 견제하기 위하야 일부러 크게) 최선생, 그럼 나에
게 최선생 개인의 의견을 솔직히 얘기해주십쇼.

최선생

무슨 의견 말입니까?

사이풀

최선생 담임인 3학년 1조에 이번 사건을 주모함직한 애를
전연 짐작하실 수 없습니까?

최순천

전연 짐작할 수 없습니다.

사이풀

최선생, 이문젠 주모자 몇 사람의 문제나 직원들의 책임문
제에 끄치는 게 아닙니다. 학부과의 귀에 들어가면 이 승화

학교의 운명까지도 좌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짐작할 수 있는 학생이면 불러다 엄중히 심문을 해보는 게
좋을까 생각되는데……?
최순천

저두 거기엔 동감입니다.

사이풀

지금 최선생께서 남아 있으라구 한 정향현 외 두 아해를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천

저는 도저히 그애들이 주모했다군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카니시

허지만 사이센세이.

최순천

가만히 계세요. 미처 말을 끝내야지요.

나카니시

허지만 사이센세이.

최순천

가만히 계세요. 미처 말을 끝내야지요.

나카니시

도 - 소 - .

최순천

허지만, 나카니시 선생과 교무주임께서 정향현, 국진, 계숙
3인을 절대 자신을 가지시고 주모자로 지목하시므로 다른
애들은 전부 돌아가게 하고 그애 셋만 교실에 남겨논 후 두
시간 동안이나 달래두 보구 얼러두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
까두 말씀한 바와 같이 일제히 함구하구 ‘모른다’구만 하
니 전들 그 이상 더 어떻게 추궁하겠습니까?

사이풀

그럼 전연 부인한단 말입니까?

최순천

네.

사이풀

필적을 조사해볼 수 없습니까?

최순천

일기책을 내라고 해서 조사해봤습니다만, 탄원서의 글씨체
완 전연들 달릅니다.

교무주임

문맥이나 문장으로 봐선?

최순천

반애들 일기를 매일 제가 읽구 있습니다만 그런 문장을 쓸
만한 애가 없습니다.

사이풀

이거 대단 난처하게 됐습니다. 권선생, 무슨 좋은 방법 없
겠습니까?

교무주임

글쎄요. 당사자들이 일제히 입을 봉하고 있다니까…….

나카니시

(암상이 잔뜩 나가지고) 고 - 죠 - 센세이, 저런 애들은 신
사적으로 심문하는 게 첨부터 틀렸습니다. 도적놈이란 아푸
지 않으면 결코 고백하지않는 법이에요.

최순천

그럼 생도들한테 고문을 해서 강제적으로 자백을 시키잔 말
이에요?

나카니시

교장이나 직원은 학생을 취조할 권리가 없어요.

최순천

그런데요?

나카니시

사이센세이같이 미온적인 심문에 고백할 생도가 누구겠어
요? 저애들은 첨부터 교장과 직원들을 우스꽝스럽게 보고
있어요. 정향현이 그룹이 한 게 분명해요. 그 애들은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끝까지 자백 안 한다면 이
우엔 당국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어요.

사이풀

(약간 당황하며) 당국이라니요?

나카니시

게이시소 - 감부(警視總監部[경시총감부])에요.

최순천

그럼 헌병들한테다 넘긴잔 말이에요?

나카니시

그래요.

사이풀

나카니시 선생, 이번 일은 될 수 있으면 교내에서 우리 끼
리 해결짓두룩 하십시다.

나카니시

사건이 여늬 사건이야지요? 우리 끼리 해결할 그러한 간단
한…….

사이풀

허지만 나카니시 선생, 이 얘기가 당국의 귀에 들어가게 되
면……?

교무주임

교장 선생님, 이 문젠 역시 당국의 힘을 비는 게 졸까 생각
합니다. 나카니시 선생님 말대루 사건이 사건인 만큼, 교내
에서 해결할려구 숨겼다가 나종에 경시총감부나 학무국의
귀에 들어가는 날이면 범인은닉죄루 교장 선생님과 저희들
까지두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최순천

나종엔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은 교내에서 처리해야지…….

나카니시

(신경질적으로) 벌써 보고했어요. 이러쿵저러쿵 했댔자 소
용없어요.

사이풀

그럼 도(道) 학무에도?

나카니시

네. 과장하구 시학한테두 각기 한 장씩 보낼 참이요.

최순천

그것이 직원으로서 생도들에게 취할 유일한 것이라구 생각
하세요?

나카니시

그렇소. 어쩔 테요?

사이폴

나카니시 선생. 웨 그런 보골 나의 승낙도 없이 임의대루
하십니까?

나카니시

이번 사건은 정치문제에요. 죠 - 센징이 우리들 일본 사람
한테 대한 반역이에요. 교장의 승낙을 안 받아두 당국에 보

고할 권리가 있구 또 의무가 있을 꺼에요. (하고 팔딱팔딱
튀는 듯이 나간다)
(침묵)
사이풀

최선생, 정향현 외 두 애를 이리 더리고 오시오.

최순천

네. (하고 밖으로 나간다)
(무거운 침묵)

최순천의 인도로 정향현·목계숙·진국진 들어온다.
사이풀

거기들 앉으시오.

3인

(의자에 앉는다)

사이풀

당신들이 끝까지 아니 했다고 하는 이번 일을 내가 또 다시
되풀이해서 묻는 게 물론 불유쾌하겠지만, 나는 당신들의
진심을 다시 한번 듣고저 오라고 한것이오.

3인
사이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설혹 당신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도 도적질을 한 게 아니
요, 교사배척의 동맹파업을 한 게 아니요, 당신들이 찾고저
하는 자유독립에 관한 일이라 나로서는 충분 동정하고 또
한편 가긍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여기 계신 최
선생도 같으실 것이오. 그러나 여기는 어디까지든지 학교요
사회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본무
는 수학에 있는 것이지 정치운동에 있는게 아니라는 것은
당신들도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당신들 한
일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동정하고 또 이해할 수 있으나
일교의 책임자로서 당사자를 찾아내서 책임을 지게 할 의무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닙니까?

3인
사이풀
3인
사이풀

(무언[無言])
(다시 다지며) 진실로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닙니까?
(무언)
(흥분하야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시오. 학무과와 헌
병대에서 사람이 오기 전에.

3인

(헌병대란 소리에 약간 동요하야 서로 얼골을 바라보드니
다시 고개를 숙인 채 무언)

사이풀

돌부처같이 입을 다물고 있지만 말고 어서 대답을 하시오.
도에선 지금쯤 이 승화학교의 폐교문제를 회의중일 것이오.
당신들도 아다시피 학무과장은 나카니시 선생의 남편이십니
다.

3인
사이풀

(무언)
나와 최선생은 교내에서 그냥 처리할랴고 했으나 나카니시
선생이 벌써 당국에다 보고를 하시고 말었다 합니다. 당신
들 몇 사람 때문에 이 크나큰 학교가 문을 닫어야 옳겠단
말이요? 600명 생도와 22명 교직원이 교문을 나가야 시원하
겠단 말이요? 당신 부모들과 오빠·언니들은 배우지를 못했
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든 것 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만
은 가르치고저 가진 고난을 겪어가며 당신들을 이 학교에다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들 몇 사람의 잘못으로
전교 600명 학생이 모두 공부를 못 하게 된다면 그 부모들
이 얼마나 당신들을 원망하겠소?

3인
사이풀

(의연 무언)
오래잖아 헌병대에서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사람들이야 나
나 최선생같이 당신들한테 순순히 대하진 않을 것이오. 당
신들이 저질른 짓이라 물론 그만한 각온 했겠지만 주모잘
찾기 위해서 다른 애들까지 헌병대에 불려가게 한다면 그게
무슨 꼴입니까? (책상을 내리치며) 어서 대답들 하시요.

3인

(부동[不動]무언)
間 [간 ]

사이풀
3인
사이풀

내려와 무릎을 꿇고 앉으시오.
(의자에서 일어나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내 앞에 고백하기가 싫으면 주 예수 크리스도 앞에 자백하
시오. 너희가 너희 자신은 속일 수 있으되 나는 속일 수 없
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선 당신들 왼편 가슴에 앉어 계
십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를 올리는 동안 당신들 중에 이

번 일을 주모한 사람은 눈을 뜨고 기도를 올리지 마시오.

주님께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의 기도는 아니 받으십니
다. (두 팔을 벌려 3인의 머리 우에 얹으며) 다 - 같이 정
성된 맘으로 기도합시다.
3인
사이풀

(엎대인다)
거 - 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승
화여학교가 7년 동안 아무 연고없이 융창해오든 중 오늘 뜻
하지 아니한 중대 사건이 일어나 학교의 운명이 좌우되게까
지 경각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엎대인 이 세 어린 양은 자
기의 범한 과오를 스스로 고백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가슴에 성부·성자·성신의
삼위일체 성신이 손을 얹으시어 그들로 하야금 자기의 행한
일을 고백케 하야 주옵소서.

이때 낭하에 거츠른 구두 발짜욱 소리와 대검(帶劍)소리가 나드니 나카니
시의 안내로 고등계 과장(헌병 소위)과 형사(孫圭鐵[손규철]) 들어온다.
나카니시

(일부러 큰소리로) 고 - 죠 - 센세이, 경시총감부에서 오셨
습니다.

사이풀, 기도를 “아 - 멘”으로 끝맺는다.
사이풀

(생도들에게) 다시 불를 때까지 교실에 가 기대리고들 있으
시오.

정향현·목계숙·진국진 나간다.
고등과장

(명함을 내주며) 와다구시 고 - 도 - 노 다와라가 쇼 - 이
데스. [고등계 俵河小尉[표하소위]입니다]

사이풀

나, 교장 사이풀입니다.

고등과장

대강 이야긴 보고서로 보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나카니시

(기대리고 있었다는 듯이 앞으로 썩 나오며) 와다구시가라
모 - 시아게마쇼 -. [제가 이야기하지요] 오널 아츰 둘째시
간인 국사시간이였습니다. 아해들이 몰 - 래 책상 밑으로
리레 - 식으로 공책을 패스하고 있어요. 난 또 그저 저희들

끼리 둘러보는 ‘부단세이지노 쇼 - 다이오 규 - 메이’
[武斷政治[무단정치]의 正體[정체]를 糾明[규명]함]식의 회
람신문인가 하고 내버려두었드니 너무두 얼골빛들이 엄숙하
길래 때를 봐가지고 전광석화로 노 - 트를 집어챘습니다.
이것이 그거에요. (하고 노 - 트를 내준다)
고등과장

호 -. 지(血)데 가아다 데스네. [피로 썼군요]

나카니시

그렇습니다. 진실로 자유와 독립을 사랑하고 일본의 식민정
책의 철사에서 해방코저 하는 사람은 서명날인하라고 했습
니다.

형 사

도장을 받아가지고 어떡허자는 작정입니까?

나카니시

이 끝장을 보십쇼. (하고 공책장을 넘겨주며) 독일 황제 카
이젤한테 독립 탄원서를 보낼려는 거에요.

고등과장

일본과 교전중인 독일한테 말입니까?

나카니시

네.

고등과장

게시까랑, 지쓰니 게시까랑 하나시데스나. [당돌한, 당돌한
얘깁니다]

나카니시

일본은 반드시 질 꺼라구 했어요.

고등과장

마게루? 바까니……. [지다니?

망할것들……] 고 - 슈 -

왕(膠州灣[교주만])을 봉사하고 찐다우(靑島)에 상륙해야
인동양(印度洋)으로 나갈랴는 동양함대와 육전대를 전멸시
킨 건 대체 누구라는 거에요?
나카니시

물론 우리 일본이지요. 그런데 글쎄 그 기집애들은 독일의
승리를 믿구 있군요. 그것뿐 아니라 그 불량자 카이젤을 마
치 구세주나같이 떠바치구 있어요. 그리구 그녀석한테 일본
이 지나시장에 침략할려구 하구 있으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서라두 조선을 독립시키도록 해달라구 매달릴 작정이에요.

고등과장

아호 - 매, 도이쓰가 오이소래또 유루스까. [바보 같은 년
들, 누가 그렇게 쉽사리 해준다드냐?] 대관절 이런 당돌한
생각을 품구 있는 년이 누구에요?

나카니시

데이고 - 갱, 북게이슈구, 징기구찡 외 몇 사람의 그룹 이
에요.

최순천

나카니시 선생, 무슨 증거루 그애들을 지명하세요?

나카니시

당신은 가만히 구구루 있어요.

최순천

그애들이 무고하게 잽혀가게 되는데 담임으로서 어째 가만

있을 수 있어요?
나카니시

그 기집애들은 이번에 한한 일이 아니에요. 한번인가 기미
가요(君が代)를 바르게 불른 걸 들은 쩍이 없어요. 소뿌
라·알트·빠리통·오리떼 합창두 그것보단 날 꺼에요.

고등과장

게시까랑, 지쓰니 게시까랑.

나카니시

기미가요는 그래두 난 폭이에요. 죠구고호 - 도구(勅語奉獨
[칙어봉독])땐 으레 옆에 사람을 쿡쿡 찔르구 킬킬거려요.
‘징오모후니 고 - 소 고 - 소’(朕思[짐사]ふ仁皇祖皇宗
[인황조황종])를 징 어머니 궈서 궈서, 즉 황태후 폐하를
황공하옵게도 궈서 궈서 씹어 먹자는 거에요.

고등과장

지쓰니 후게이 데스나. [實[실]로 不敬[불경] 막심이군요.]

나카니시

‘구니오 하지무루고도 고 - 엔니’(國[국]を肇[조]むるこ
と高遠[고원]に)를 ‘감기를 시작하기 영원히’, 즉 천황
폐하께옵선 황감하옵게도 영원히 감기를 앓으시라는 거에
요.

형 사

그렇다면 불경 막심인데요.

고등과장

광대무변한 일시동인(一視同仁)의 황은에 부익코 있는 반도
의 학생으로서 참으로 죄당만사입니다.

형 사

과죠 - 상[課長[과장]님], 이런 년들은 붙잡어다 한번 본때
를 벼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과장

본때가 아니라 때려죽여도 션치가 않겠다. 고 - 죠 - 센세
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이풀

무엇을 말입니까?

고등과장

구주대전 말입니다.

사이풀

나는 우리 미국과 연합군이 승리할 것을 믿구 있습니다.

고등과장

그렇시지요?! 나두 동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독일에다 독
립을 탄원할려는 과대망상광이 데이고 - 갱인가 하는 바세
기뿐만 아니라 일반 지식인들층에두 상당히 많은가 봅니다.
요전에두 그런 놈이 한 30명 드러나서 유치장에다 처박어뒀
습니다.

사이풀

(탐지[探知]할려고) 그럼 그 사람들두 역시……?

고등과장

네, 그눔들은 유림(儒林)을 동원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형 사

범인들의 고백에 의하면 첨엔 100만 명의 연서로 할려구 했
다는군요. 그러나 100만 명 도장을 받을려면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이므로 경학원 대제학(經學院 大提學)을 끼고 전국
의 유생들을 동원시켜 단체적으로 그들의 서명날인을 받어
가지고 천진에 있는 독일 총영살 찾어갈랴구 했었다구 합니
다.
고등과장

일본 사람하구 당신의 조국 미국군대가 현재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조선눔들은 독일이 이기길 바라구 있으니,
아무리 착하신 키리스토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사이풀

허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 사람들처럼 투철한 의식이 있어가
지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조직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
한 애국심에서…….

고등과장

마아, 그 얘긴 나종 문제로 하고 그 데이고 - 갱인가 하는
애를 좀 불러주십쇼.

최순천

(결연히)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불를 수 없습니다.

고등과장

뭐, 불를 수 없어요?

최순천

네

고등과장

경찰의 명령이오. 불러주시오.

최순천

아무리 경찰의 명령이라두 증거가 없는 이상 그애들을 당신
들 손에 넘길 순 없습니다. 교원들은 학부형들한테서 학생
들을 맡어가지고 있는 이상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
다.

고등과장

경찰은 그 대신 총독에게서 취조심문할 권리를 맡어가지구
있습니다.

나카니시

(얼굴이 주홍이 돼 가지고) 사이센세이, 증인이 있는데야
어떡허시겠어요?

사이풀·최순천 (이구동성으로) 증인이요?
나카니시

네, 동급생의 손쇼 - 후구(孫召福[손소복])가 확실히 데이
고 - 갱이라구 제 입으루 그랬어요.

최순천

(골수를 얻어맞은 듯 현기증이 일어나는 것을 겨우 진정하
며) 손소복이가요?

나카니시

그래두 못 믿겠거든 아주 증인을 즉접 대면시켜드리지요.
(직원실로 통하는 도아를 열고) 고쓰가이(小使[소사]), 고
쓰가이.

노소사, 복도 훔치는 걸레를 든 채 들어온다.

노소사

불르셨습니까?

나카니시

산넨노 이찌구미노 손 - 쇼 - 후꾸[3학년 1조의 손소복이]
좀 불러와.

노소사

다 - 들 돌아갔습니다.

나카니시

나가봐. 있을 테니.

노소사

(중얼거리며) 요 쪽바린 부러진 젓가락으루만 먹구 살았나,
턱이 떨어졌나 고쓰가이, 고쓰가이 그저 말끝마다 반말이
야. (하며 나간다)

나카니시

고 - 죠 - 센세이, 사이센세이, 지금 증인이 올 꺼에요. 허
지만 크라스의 딴 애들한테는 비밀루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그럴 조건으로 일러줬으니까요.

최순천

염려마세요.

노소사, 손소복을 안내해주고 다시 나간다.
최순천

이리 가까이 오너라.

손소복

(가책에 고개를 못 든다)

최순천

주모자가 향현이라는 게 사실이냐?

손소복

…….

최순천

여기 있는 분들만 알고 절대로 비밀히 해줄 테니 조곰도 거
리낄 것 없이 얘기해라.

고등과장

호오. 기미노 무스매쟈 나이까.

형 사

(머리를 긁으며) 헤헤헤.

나카니시

손쇼 - 후꾸상, 절대로 딴 사람들한테 비밀로 하기로 맹세
했으니 안심하고 얘기하라, 데이고 - 갱이지?

손소복, 막 대답을 할려는 순간, 정면 창외(窓外) 은행나무 우에서 무엇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래. 이어서 학생 한 애가 창 뒤를 달려서 지나간다.
고등과장

무슨 소리에요?

나카니시

(달려가 창문을 열어보며) 나무 위에서 파술 보다 달아났나
봅니다.

이때, 도어가 열리며 말없이 정향현 들어온다. 일동의 시선은 일제히 향현
에게로 쏠린다. 손소복, 그의 시선이 마주치자 탈토(脫兎)같이 도어를 차고
나간다.
고등과장

기미가 데이고 - 갱까. [네가 정향현이냐?]

향 현

(냉연히) 그래요.

고등과장

카이젤에게 탄원설 내려는 이유는?

향 현

당신들의 그 야만적 무단정치에서 한시라도 빠져나오구 싶
어서 조선의 자주독립을 청원할려구 했든 거에요.

고등과장

무단정치라니?

향 현

문화를 수립하고 경제를 부흥시키어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
키고 행복되게 하려는 정치가 아니라, 헌병 순사 군대의 삼
중도로 조선 사람을 탄압하야 그들의 거사를 억제하고 인권
을 유린하야 1,600만 민족을 영원히 이 지상에서 막멸할려
는 당신들 정치의 대명사 말이요.

고등과장

그럼 우리는 조선인의 안녕질서의 유지자가 아니고 조선인
의 자유와 재산의 보호자가 아니란 말이냐?

향 현

뿐만 아니라 표 없는 개를 잡을려는 쇄올개미와 몽둥이를
든 백정에 가깝다고 봐요.

나카니시

마아, 데이고 - 갱. 쇼 - 이도노 오에다 닷데. [소위님더러
백정이라고?]

고등과장

총독부의 정치가 무단정치라면 어째서 학교를 설립하고 앨
써 너희들을 가르칠려고 하겠냐? 아니 나온다는 여자를 가
마를 태우다시피 하여 연필을 주고 공책을 주고 월사금도
안 받고 너희들을 가르칠려고 막대한 비용을 예산에 계산하
는 이유는?

나카니시

그리게 말이요. 내무국의 작년도 교육비 예산은 30만원이
요.

향 현

그건 당신들이 우리들의 문맹을 깨춰줄려는 게 아니라 우리
들을 일본 신민을 만들려는 수단이요, 당신들의 충실한 개
로, 머슴으로,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방편이예요. 당신들은
연필을 주고 공책을 주고 월사금을 면해줬다고 하지만 그
대신 우리말을 빼앗어가고 우리의 역사를 빼앗어가지 않았
어요? 조선말을 못 하게 하고 당신들 일본말을 상용케 하

고, 단군 대신 아마네라스 오 - 미까미(天照大神[천조대
신])을 머리에 집어넣어줬으며, 고유한 우리 민족의 역사·
전통·사상·도덕·풍속 등 가운데서 온갖 미풍을 제거하고
괴상망칙한 당신들의 문화를 강제적으로 의식시킬려고 하고
있지 않어요? 조선의 4천년 역사와 일천육백만을 일본인으
로 동화시킬려는 데 그까짓 교육비 30만 원이 많다 말이에
요?
나카니시

마아, 고노고와……. [어쩌면 얘가……] (하고 얼굴이 푸르
락 누르락한다)

고등과장

(폭발하려는 감정을 억제하며) 그럼 교육비 30만 원이 적어
서 하는 말이냐?

향 현

작년도 경찰비가 150만 원이고 재판소와 감옥비가 137만 원
인데 교육비 30만 원이 기형적 비례가 아니고 뭐예요? 30만
원 중에두 7만 5천 원은 당신들 일본애들 교육비 아닙니까?

고등과장

넌 뭐든지 이로메가네(色眼鏡[색안경])로 보는 악질 습성을
가졌구나.

나카니시

죠센징 각세이와 젠부 히네꾸래데이마스. [조선 학생들은
전부 외져 있어요] 우리 일본 아해들의 심상소학굔 현재 32
4교예요. 그런데 조선 아해들의 보통학굔 426교로 약 100개
가 더합니다. 그런데도 우릴 무단정치라고 하고 배격하니
이런 억울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향 현

통계를 늘어놓실려거든 비례까지 늘어놓세요. 1,630만 9천
명 조선 사람에게 426이면 3만 8,200명에 한 학교예요. 당
신들 이수자 32만 1천 명에 324이면 987명에 한 학교 아니
예요? 그것뿐이예요? 당신들은 소학이 6년제, 중학이 5년제
인데 조선 사람은 보통학교가 4년제, 고등보통이 4년제예
요. 수료연한에도 차를 두고 월사금에도 차를 두고 허다 못
해 영어시간 수효에도 차를 두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선 최
선생님하고 나카니시 선생은 사립학교지만 월급에까지 차가
있어요.

나카니시

(최순천을 흘겨본다)

향 현

당신들하고 합방하기 이전에 조선에 사립학교가 2천이 넘었
어요.

그런데 현재는 170밖에 안 되니 1,830개가 10년 동

안에 준 셈이에요, 이게 웨 줄었어요? 당신들의 충복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였지요? 전 한 학생으로 교육에 관한 숫자
만 이야기했지만 이 차이(差異)가 조선의 노동시장이나 토
지나 기타 경제계의 통계표에는 비등점과 냉각점 사이 같은
현격이 있어요. 이 현격을 나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고등과장

(칼로 마룻바닥을 찍고 벌덕 일어서며 규환한다) 그래서 독
립을 할려고 했단 말이냐?

향 현

(눈도 깜작 않고) 그래요.

고등과장

(격양하야) 허지만 독일이 지는 날이면?

향 현

과학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이 웨 진단 말이에요? 독일엔 쳅
베링이 있고 잠수함이 있어요. 영국의 론돈은 매일 이 괴물
의 세례를 받고 있고, 미국의 군대는 수송 도중 대서양에서
잠수함에게 침격을 당하고 있어요. 독일은 미국의 군대가
구주에 상륙하기 전에 절대의 승리를 거둘 거에요. 최후의
승리는 단연코 독일에게 있어요.

고등과장

그따위 등사판 신문에서 줏어 읽은 승패론은 그만 지껄여
라. 독일에 쳅베링이 있다면 연합국엔 탕크가 있다. 탕크란
수풀 속에두 진탕 속에두 마구 뚫구 지나가는 전차야. 우리
일본에서두 지금 군부에서 전과학진을 총동원시켜서 맹렬히
연구중에 있다. (뱉는 듯이 함성을 치며) 일본은 독일과 싸
우기 위해서 탕크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니야. 너 같은 독일
광신자나 독립운동을 할려는 불온분자를 소탕하기 위해서
맨들고 있는 거야. 다시한번 똑똑히 얘기해둔다. 일본은 너
희들 반역자들을 이 지상에서 영원히 말살하기 위해서 탕크
를 만들고 있는 거야. 총독정치를 부정하고 일본 사람을 배
격하고 일본 상품을 보이곳트해서 배일사상을 선동하는 너
희들 같은 박데리야를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서 만들고 있
는 거야. 독일이 이기건 연합국이 이기건 그건 나하군 상관
없는 이야기야. 나는 경시총감부 헌병소위로서 사내 총독각
하의 명령에 복종하야 너희들을 탄압하면 그만이야. 카이젤
한테 탄원해서 독립할랴거든 해봐라. 탕크로 조선바닥을 깨
끗이 소제해줄 테니. 바까매(馬鹿奴[마록노]).

형 사

(평신고두[平身叩頭]하며 비굴하게) 가죠 - 상, 이런 기집
애들은 야마도마찌(大和町[대화정])에 웨 헌병사령부가 있
는가를 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 헌병대에서 경찰행정을

겸하구 있는가두 모르구 있습니다.
고등과장

가르쳐주랴? 순사로선 너 같은 위험분잔 취조할 수 없기 때
문에 우리 같은 헌병이 경찰 임무를 겸임하고 있는 거다.

형 사

유치장 맛을 보기 전엔 자유니 독립이니 하는 생각이 좀처
럼 없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구주대전 얘기를 하시드래도
총감부 세멘트 바닥 우에서 하시지요.

고등과장

끌구 가지. (교장에게) 잠깐 물어보고 돌려보내겠습니다.

고등과장·형사, 향현을 더리고 나가려 할 때 어데서인지 분노와 원차(怨
嗟)에 찬 이양(異樣)한 고함소리가 들리드니 돌팔매가 정면 창으로 일제히
날러온다. 고등과장, 본능적으로 몸을 피한다. 최순천, “얘들아, 얘들아,
그 돌맹이 놔라. 그 돌맹이 놔” 하고 창턱에 올라서서 돌팔매를 맞어가며
필사적으로 제어한다.
고등과장

(발검[拔劍]을 해가지고 창가로 달려가며 포후[砲吼]하는
듯한 노호로) 우 - 누, 관겐니 데무까이 수루까, [관헌[官
憲]에게 반항할 테냐?]

형 사

(역시 규환[叫喚]을 치며) 돌팔매 끄치지 못하겠냐? 끄치지
않으면 이루 사정없이 모주리 체포해버릴 테다.

이때 돌팔매는 최순천의 희생으로 잠시 정지됐다.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철철 흐른다. 나카니시는 꼴 좋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다.
사이풀

(성난 맹수같이 날뛰는 과장과 형사 앞에 필사적으로 막아
서며 애원하듯이) 과장 참으시오, 과장 참으시오.

고등과장

(그를 떠다 박질르며) 도끼나사이. [비키쇼]

사이풀

과장, 이 사이풀을 봐서 참어주시오.

고등과장

관헌에게 돌멩이를 던져? 요구모 손나 다아소레다 고도
가……. [그런 불손한 행위를 겁두 없이……]

나카니시

죠 - 센징이란 돌맹이 던지는 것밖엔 몰르나 봐. (창외[窓
外]를 향하야) 야반징(野蠻人[야만인]), 야반징, 야반징.

고등과장

(격노에 떨며) 반항할려거든 해봐라. 이쪽에선 얼마든지 탄
압해줄 테니. 기관총의 탄환은 너희년들 돌팔매하군 맛이
달르다. 이누메. [개 같은 것들]

사이풀

애들이 흥분돼서 그럽니다. 철 모르고 하는 것이니까 너그
럽게 생각하십쇼.

형 사

요새 학생들 공기가 여간 험악해진 게 아니에요. 아까두 말
했지만 아직들 유치장 맛을 못 봐서들 그래요.

향 현

그리게 지금 맛보러 가지 않어요.

형 사

서에 가서두 네가 그런 소리 할 테냐?

최순천

(향현을 끌어안으며) 얘야, 넌 가만히 있거라.

사이풀

(애원하듯이) 과장, 오늘은 이대로 돌아가주시오. 모든 것
은 이 사이풀의 책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일이 우리 승
화학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주대전이 불일간 결정이
날 모양이므로 그런지, 학교뿐 아니라 경성 시내와 지방의
방방곡곡바다 민심이 별안간 소요해졌습니다.

고등과장

서울은 30인치 대포알 3발이면 넉넉해요.

사이풀

허지만 지금이 교전중 아닙니까? 교전중 제일 무서운 건 내
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연합국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
니다. 구주대전두 셀비아의 일 청년의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었습니까. 오스토라리아 황태자 흴지난드 태공(太公)에게
향한 피스톨 한 방에 폭발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
면 그것이 조선 사람들의 폭동의 동기가 안 된다구 누가 단
언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조선 사람들의 반란은 일촉직발
의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두 분이 그냥
돌아가십쇼. 30분 내로 내가 이 애를 데리고 갈 터이니
…….

고등과장

(칼자루로 향현의 중복[中腹]을 콱 찔르며) 민나 오마헤노
다메다. [모두 너 때문이다]

형 사

(쓰러진 향현을 발길로 콱 차며) 망할년, 하룻강아지 범 무
서운 줄 모르구…….

최순천

(달려가 향현을 부축한다)

고등과장

(교장에게) 30분 중에 1분이라두 틀리는 경우엔 내 대신 기
마대가 올테니 그리 아십쇼.

사이풀

절대 책임지고 더리고 가겠습니다.

고등과장·형사, 나가려고 도어를 여니 복도에 흥분된 학생들이 위집(蝟
集)해 있다.

고등과장

(대질[大叱]한다) 도강가. [비키지 못하겠냐?]

학생들, 좌우로 비키니 양인, 발을 쾅쾅거리며 나간다.
사이풀

(과장과 형사를 바래고 다시 들어오며) 최선생과 향현이만
남기고, 딴 분들은 일단 직원실로 나가주시오.

나카니시·교무주임, 직원실로 나간다.
사이풀

몹시 아푸시오?

향 현

(고통을 참으며) 괜찮어요.

사이풀

참으시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
소.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희망을 가지고 독립과
자유를 구하다 쓰러진 생령이 한일합방 후 오늘까지 몇 천
명 몇 만 명이겠소? 허다한 젊은 청년남녀가 당신 같은 뜻
을 품고 해외에서 감옥에서 울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
네들 뜻있는 학생이, 젊은이가, 무지한 일본관헌의 탄압 밑
에 감옥으로 가는 것을 조선에 건너온 후 10년 동안이나 목
격해왔소. 이 승화학교에서만두 스물두 번쨉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진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조선이 독립될 때까지
당신들 젊은이들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용감히 져야 할 것
입니다.

향 현

교장선생님, 독일이 그 헌병 녀석 말대로 참말로 질까요?

사이풀

당신에겐 낙망될 말이지만 그건 결정적 사실입니다. 우리
미국의 참전으로 항복 전야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향 현

정말로 카이젤이 손을 들게 됐습니까?

사이풀

(고개를 끄덕인다)

향 현

(절망한 듯 비통한 눈으로 먼 - 허공의 일우[一隅]를 응시
코 있드니 돌연 쾅 엎더져 흐느껴 운다)

사이풀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울지 마시오. 하날은 늘 가난한자
와 괴로워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카이젤한테 내려든 당신들
탄원서를 연합국에 내면 되지 않겠소?

향 현

(소스라치듯 고개를 들며) 연합국에다요?

사이풀

그렇소, 전쟁이 끝나는 대로 우리 미국의 대통령 윌슨은 세
계평화를 위하야 반드시 강화회의를 열 것입니다. 거기다
당신들 조선 사람의 독립탄원서를 내면 연합국은 동정과 성
의로서 조선독립에 대해서 힘써줄 것입니다.

향 현

허지만 그 속엔 일본이 껴 있지 않어요?

사이풀

일본의 참전은 영토를 목적한 형식적인 것이라 국제연맹엔
아무런 발언권이 없을 것입니다.

향 헌

허지만 제가 감옥에 들어가구 나면 누가 나 대신…….

최순천

(그의 팔을 시차게 붙들며) 염려마라. 네가 못 한 일은 내
가 해줄 테니.

향 현

선생님께서요?

최순천

너 같은 생각으로 독립운동을 하구 있는 사람이 교장 선생
님 말씀대루 해내 해외에 한두 사람이겠냐? 그분들과 손을
잡어 나도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싸울 결심이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조곰두 말구 헌병대에 가서라두 절대루 반항하
지 말구 순순히 해서 하루바삐 나오두룩 해라.

향 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그 대신 좋은 동지 한분을
소개해드리겠어요.

최순천

누군데?

향 현

강기덕 씨라구 보성전문 학생이에요. 안국동 34번지 하숙에
계시니 그분을 한번 꼭 만나보세요. 그분두 지금 동지를 구
하구 있어요. 선생님이 동지가 돼주신다면 여간 든든해 하
지 않을 꺼에요.

최순천

그분이 너를 코 - 취한 분이냐?

향 현

그렇진 않아요.

이때 나카니시 들어온다.
나카니시

고 - 죠 - 센세이, 시간입니다. 기마대가 오구 하면 귀찮어
질 테니까 빨리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풀

(향현에게) 그럼 설설 가보십시다.

향 현

네.

사이풀, 향현을 데리고 나간다. 도어를 여니 목계숙, 진국진 달려와 향현

을 붙들고 운다. 복도에 섰든 학생들의 입에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야 하
학(下學)후의 공허한 교사내에 멀 - 리 퍼져간다. 최순천은 쏟아질려는 눈
물을 씹으며 씹으며 그를 바랜다.
제 2 막
인물: 강기덕(康基德 ; 普成法律專門學敎[보성법률전문학교] 3년생, 31세)
한창완(韓昌桓 ; 보성법률전문학교 3년생)
주

익 (朱

翼 ; 보성법률전문학교 卒[졸], 法科硏究部[법률연구부]
在[재])

김원벽(金元壁 ; 延禧專門學校[연희전문학교] 27세)
한위건(韓偉鍵 ; 醫學專門學校[의학전문학교])
김문진(金文軫 ; 세부란쓰 醫專生[의전생])
박희용(朴熙容 ; 하숙 주인. 聖花女學校[성화여학교] 小使[소사])
최순천(崔順天 ; 聖花女學校[성화여학교]교사)
손규철(孫圭鐵 ; 형사)
손소복(孫召福 ; 그의 딸, 聖花女學校[성화여학교] 3년생)
사이풀(聖花女學校[성화여학교] 교장, 미국인)
향현(香峴) 어머니
1919년 1월 하순
강기덕(康基德)의 하숙
상세히 말하라고 하면 안국동(安國洞: 34번지 박희용(朴熙容) 방(方)이고,
하숙을 영업으로 했으되 거늠방(房)에 강기덕, 아랫방에 향현이가 있었다.
그러나 편의상 구조를 안채·바깥채로 노나 무대엔 주인의 거처를 내지 않
고 아랫방·마루·웃방을 한일자로 나열시킨 바깥채의 학생들 하숙처만 내
어서 진행시키겠다.
물론 담과 대문과 장독대와 세면소가 있을 것이다. 실내도 알려달라 하겠
지만 지방서 부급상경(負笈上京)한 조선 학생들의 방이란 밧짝 구루마에다
싣고 전당포엘 간들 몇 푼을 주랴. 책상에 이불에 땀 배인 샤쓰 몇 벌이 고
작이고, 시계가 있다면 지주나 부상(富商)의 아들이요, 없다면 소작 반 자
작 반의 빈농의 아들이라 생각하면 될것이니, 여기는 두 방 다 시계가 없다
는 것만 알아두라.

강기덕과 최순천의 이야기 도중에 막이 오른다.
최순천

그런데 제가 강선생님께 꼭 한 가지 물어볼 께 있어요.

강기덕

무언데요?

최순천

향현이가 카이젤에게 탄원설 낼 계획을 한 데 대해서 전연
강기덕 씨께 의론이 없었어요?

강기덕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지금두 그 애 어머니께 여쭌 바와
같이 절대루 찬성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최순천

그건 그 애 어머님 말씀대루 혁명운동에 뛰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까?

강기덕

누구든지 자유를 찾는 정신을 막을 순 없겠지요. 마치 대지
속에서 솟아나는 자연의 생명을 막지 못하는 거와 같이.

최순천

그럼 어느 의미에서?

강기덕

전 첨부터 독일이 패할 것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최순천

그럼 연합국의 승리를?

강기덕

네. 그 이윤 독일이 단독으로 세계 30여 개국을 상대 했다
거니, 동원 군대와 무기의 비율에 있어 열세(劣勢)했다거
나, 해군력을 못 가져 영국에서 해상봉쇄를 당했다거나 식
량과 물자가 결핍했다거나, 군대내에 반전사상이 태동했다
거나, 국민의 전쟁 결의가 동요했다거나, 의회가 주전론·
화평론으로 싸우고 있었다거나 등등의 그런 직접·간접의
이유가 아니라, 지구상에서의 침략주의의 전면 퇴각을 예단
했었기 때문입니다.

최순천

…….

강기덕

침략국과 피침략국, 제국주의와 민주주의, 군국주의와 평화
주의의 금번 세계대전은 역사적 필연성에 있어 전자의 패배
를 피치 못하게 하였었던 것입니다.

최순천

군국주의의 패배를 역사적 필연성으로까지 단정하셨다면 그
애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남의 일같이 불찬성이라구만 하
실 께 아니라 웨 즉접 말리지 않으셨어요?

강기덕

그야 여러 번 말렸지요. 그리고 그 애 신념을 뒤집기 위하
야 우리 서북친목회서도 여러 가지 수단도 써보았으나 그
앤 끝끝내 초지를 굴치 않았었든 겁니다.

최순천

설혹 독일이 그 애 말대루 이긴다구 하세요. 세계제패를 야

망코 알랙산다 - 대왕을 꿈꾸는 카이젤이 조선을 독립시켜
줄 상싶어요? 그는 로 - 마 제국 같은 푸로시아 일대제국을
건설하야 게르만 민족 이외의 전인류를 노예로 삼고 독일
이외의 세계 전영토를 식민지로 삼을꺼에요. 웨 이 카이젤
의 전쟁목적을 그 애에게 못 일러 주셨어요?
강기덕

그 말두 여러 번 일러줬지요. 독일에게 의탁할려는 사람이
야 비단 향현이뿐이겠어요. 난 평화를 위한 국경 조정문제
에만이 조선의 독립안이 상정될 것이고, 이 평화를 위한 국
제기구의 재편성은 연합국의 손으로서만 수행할 수 있는 문
제일 것이라구두 누누히 일렀었습니다.

최순천

저두 거기에 절대 동감입니다. 그런데 향현인 웨 그걸 못
깨달았을까요?

강기덕

그 앤 연합국측을 전적으로 증오했으니까요. 일본과 연합국
은 한 구멍 속의 너구리니까 일본의 체면을 봐서라두 조선
문젠 일부러 회피하야 불간섭으로 나갈 꺼라구 늘 주장했었
습니다.

최순천

전 그런 줄은 전연 몰랐어요. 그 애가 그런 착각을 일으키
게 된 건 순전히 강선생 때문이라구, 속으루 여간 강선생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리구 ‘그이가 웨 자기 무식을 남에
게까지 강요할까’ 하구 속으루 여간 화를 내지 않았어요.

강기덕

우리 친목회에선 또 친목회대루 향현이에게 비뚜룬 판단력
을 넣준 건 최선생인 줄루만 오해했지요.

최순천

그러니 틀린 생각 때문에 고연히 희생들만 당했지 뭐에요.
향현이를 잡아가드니 그 다음날 형사대가 와서 즈이반 애들
을 전부 잡아갔어요.

강기덕

그래 아즉도 안 내줘요?

최순천

30여 명은 나오고 아즉도 열두 명이 그냥 있어요.

이때 형사 손규철, 기척도 없이 쑥 들어온다.
손규철

뭐 그렇게 놀랄 거 없네.

강기덕

어서 오십쇼. (소개하며) 저 성화여학교에 계신…….

손규철

우리 딸 바루 담임이시라 잘 아네.

최순천

저, 나머지 아해들은 언제쯤이나…….

손규철

댁에 반 애들은 과장이 직접 취조하시니까 난 전연 상관 안
합니다. (책들을 조사하며 강에게) 그런데 요새 학생들 공
기가 어때?

강기덕

나야 학교서 파하고 돌아오면 하루 종일 들앉었는 사람이
라…….

손규철

이거 웨 이래? 강군이 거느리고 있는 서북친목회(西北親睦
會)를 강군이 모르면 누가 안단 말야?

강기덕

또 심심하신 게군.

손규철

전쟁이 끝나구 구라파에서 만족자결주의가 제창되자 학생놈
들이 그 문제에 주렸든 개새끼들같이 밧짝 달겨드는 모양이
야. (순천에게) 최선생은 이 민족자결주의를 어떻게 보슈?

최순천

전 첨부터 총독정치의 절대 지지자니까요.

손규철

(돌연 비굴하게) 너무들 그렇게 괄세 말어요. 내가 비록 형
사를 해먹을망정 나두 조선 사람이요. 날 낳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조선 사람이요, 조상들이 조선 사람 아니요? 당신
들하구 다 같이 조선옷 입구, 조선말하구, 김치·깍뚜기 먹
구 자랐는데 낸들 어찌 조선독립이 하구 싶지 않겠소? 일본
놈들 밑에서 인젠 정말 울화가 뻗쳐 못 해먹겠소. 그렇다구
어디 가 하소연을 할 곳이 있소, 의론 한마디 할 곳이 있겠
소. 하두 답답해서 사실은 오늘 찾어온 거요. 헤헤헤.

강기덕

그래, 학생들이 민족자결문젤 상당히 관심들 갖는 모양이에
요?

손규철

그런가 봐, 학생놈들뿐 아니라 선생자식들이 더 몸이 달아
서 야단이라데. 조선의 화약고는 이눔의 학교들이거든.

강기덕

우리 보성전문에선 전연 거기에 대해서 아불관언이에요.

손규철

(위압하며) 거짓말 말어. 그 얘기가 신문에 나든 날 교장
윤익선(尹益善)이를 위시해서 최린(崔麟)이 김상옥(金商
沃), 유억겸(兪億兼)이, 김병노(金炳魯)등 선생자식들이 찻
잔으루 간빠이했단 소릴 다 듣구 있어.

강기덕

직원실에서 일어난 일이야 우리들은 알 수 없으니까요.

손규철

간빠이한 걸 보면 이번 기회야말로 독립할 천재일우의 호기
라구들 생각한 걸 추측할 수 있어. 선생자식들이 간빠일 했
을 적에야 학생놈들은 어깨춤을 췄을 꺼 아닌가?

강기덕

…….

손규철

(음울하게 웃으며) 헤헤헤, 기덕이 혹 동경 소식 못 들었
어?

강기덕

유학생에 친구가 있어야지요?

손규철

동경선 야단들이라는군. 상해서 지도잘 파견시켜 은밀히 독
립운동을 일으킬 계획을 꾸미구 있다는 거야.

강기덕

…….

손규철

그리구 동경뿐 아니라 조선내에두 해외에서 그 혁명 운동한
다는 자식들이 상당히 많이 들왔어. 그래서 동지들을 뫄가
지구 일을 일으킬려구 맹활동을 한다는군.

강기덕

우리야 그 방면에 전연 백지라…….

손규철

기덕이가 말은 그렇게 시침을 떼구 하지만 속으룬 이눔 엿
좀 먹어라 하구 콧방굴 뀌구 있으실걸? 지금 내가 앉은 이
자리에 상해서 들온 독립단 자식이 앉어서 기덕이한테 작전
계획을 다 -

일러 주구 간 걸 내가 다 알어. 그걸 모르구

형살 어떻게 해먹게?
강기덕

손상, 그게 무슨 동에두 안 닿는 말씀입니까?

손규철

잡아떼지 말어. 상해뿐 아니라 동경서 유학생이 찾어 온 것
두 다 알구 있어.

강기덕

유학생이요?

손규철

그래,

강기덕

아까두 말했지만 난 동경에 친구라군 한 사람두 없으니

자네들하구 연락하기 위해서 말이야.

까…….
손규철

괜히 그렇게 잡아떼면 재미없어. 승화여학교 3학년 학생들
을 충동이 시킨 건 강기덕이라는 걸 서에선 다알구 있어.

최순천

그건 제가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손규철

두 분이 어느 틈에 동지가 되셨군. 헤헤헤. 최선생, 강기덕
군이 독립운동 자금이 필요하다거든 얼마든지 취해 주십쇼.
민족을 위해서 쓰는 돈은 조선이 독립만 되는날이면 반드시
총리대신의 감사장과 함께 몇십 곱절 푸레미아가 붙어가지
구 돌아오는 법입니다. 헤헤헤.

최순천

전…… 하숙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

손규철

그럼 난 그만 실례하겠네. 그 대신 앞으루 무슨 계획하는
일 있을 땐 잊지 말구 나두 계획동지루서 가담케 해주게.
(하고 내려온다)

최순천

안녕히 가세요.

강기덕

(따라나가며) 안녕히 가십쇼.

손규철, “헤헤헤” 하고 나간다.
최순천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 기덕에게)갔어요?

강기덕

네.

최순천

아이, 징그러운 녀석. 눈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
게 쳐다보는데 눈 속으루 그냥 겨들어갈 것 같군요.

강기덕

난 그눔 그 헤헤헤 웃는 소리만 들으며 자다가두 소름이 쭉
쭉 끼쳐요.

최순천

그런데 그 녀석 말대루 상해서 누가 오셨드랬어요?

강기덕

넘겨잡구 하는 소리지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그런 수단에 넘어가구 맙니다.

최순천

경무국에서두 민족자결문제에 상당히 겁들을 집어먹구 있나
부지요?

강기덕

겁내게두 됐지요. 한일합방 후 조선을 떠난 혁명가들이 상
해에서, 북경에서, 해삼위, 우라지오스토크, 만주, 북간도
등 각지에서 이문젤 가지고 일제히 일어날려구 움직이구 있
으니까요.

최순천

그럼 그 형사녀석 말대루 실지루 해외에서 사람이……?

강기덕

네. 그 저, 저희 학교 선생이시든 신익희 씨도 상해서 들어
오셨다구요. 그리고 전 경신학교 학감으로 계시든 김규식
씨 부인과 남경의 금릉대학생 서병호 씨 등이 동경·북경·
봉천·상해·서울을 연락하구 인편 연락으루 왕래하구 있다
구 합니다.

최순천

그럼 동경서 유학생이 나왔다는 건?

강기덕

그 녀석은 넘겨잡구 한 소리지만 사실은 닷새 전에 와세다
대학의 우용구(禹用求)란 사람과 여자대학의 송복신(宋福
信)이란 사람이 한위건(韓偉鍵)이란 제 친구 집에 왔었습니
다.

최순천

그럼 동경선 벌써?

강기덕

네. 최팔용이란 학생이 대장이 돼가지고 조도전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상해와의 연락 밑에 독립을 선언키루 준빌하구 있

다구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두 몇 사람 의론한 결과
동경과 보조를 같이하야 독립을 선언키루 결정했습니다.
최순천

(동요하며) 그럼 선생님들두?

강기덕

네, 그래서 우선 선언문 기초를 한위건 군의 선생이든 중앙
고보 현상윤(玄相允)씨한테 부탁했습니다.

최순천

그럼 선언서는 누구의 일홈으로?

강기덕

정치계 귀족계를 위시하야 각계각층을 망라한 민족대표를
소집한 후 그들 대표의 일홈으로 일천육백만 민족의 의사를
대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천씨, 우리들 일에 가담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최순천

제가요?

강기덕

네, 전 향현이를 통해서 순천씨의 사상으로부터 일상 생활
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최순천

허지만 저 같은 게 이런 민족적인 큰 일을…….

강기덕

동지에게 필요한 건 신약이지 자격은 아닙니다. 동무들한텐
벌써 순천씨가 가맹키로 하셨다고 해놨습니다. 모두들 대환
영입니다.

최순천

(묵고[默考]의 표정. 이때 멀리서 전승축하행렬의 ‘고고와
미쿠니노 남봐쿠리’ 악대와 제창 소리) 축하행렬을 하나보
군요?

강기덕

성서에 보면 하날은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허지만 사실은
부하고 강한 자의 편이에요. 청국을 넘어트리고, 노서아를
동양에서 구축하고, 조선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통째 삼
키고, 거기다 또 독일을 이겼으니 저놈들 국력은 날로 강해
지고 우리 기력은 날로 쇠잔해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김원벽(金元璧), 혼자 분주해가지고 떠들며 들어온다. 뒤따라 한창환(韓昌
桓), 주익(朱翼), 김문진(金文軫).
김원벽

(돌아다보며 돌아다보며 매도한다) 개자식들……개자식
들…….

한창환

자네가 그렇게 흥분할 이유가 도무지 없네.

김원벽

뭣이 어쨰?

강기덕

무슨 일이 있었나?

김원벽

옆집 강아지가 죽어두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게 인류의 도덕
이구 예의이거늘 하물며, 일국의 황제께서 승하하셨음에랴.
그런데 그 자칭 일등 국민이란 놈들이 상청을 모신 덕수궁
대한문 문전에다 등불을 내휘두루면서 ‘고고와 미쿠니노
남봐쿠리’를 불러야 옳단 말인가?

한창환

그 울분을 아무 반응도 없는 공간에다 터트릴 게 아니라 우
리 《독립신문》에다 쓰란 말이야. 차라리 산곡에 고사리를
캐되 누가 망국에 왕 되기를 원하랴. 어때 이 미다시?

김원벽

자네가 누굴 약을 올리는 셈인가?

한창환

허지만 자네가 개자식 소릴 만 번 던지는 것보담 국상과 왜
놈들에 의한 등행렬이란 논설을 써서 학생들의 피를 끓게
하는 게 훨씬 혁명적이란 말일세.

김원벽

이 문제가 그까짓 글 몇 줄로 해결될 줄 아나?

강기덕

그리게 근복적 해결을 할려고 모인 게 아닌가. 빨리 들어들
오게.

일동, 방으로 들어온다.
강기덕

(순천을 소개한다) 요전 얘기한 승화여학교…….

최순천

최순천이라구 합니다.

강기덕

(제각기 다토아 인사할려는 것을 막으며) 자네들은 다 아시
니까……. 그런데 한위건 군은…….

김문진

오다가 현상윤 씨한테 들렸네. 요전 부탁한 선언문 때문
에…….

이때, 한위건 달려온다.
강기덕

선언선?

한위건

(방으로 들어오며) 선언서가 문제가 아닐세. 일은 아주 커
지고 말았네.

일

동

한위건

일이 커지다니?
현상윤 씨가 우리들 계획을 중앙고보 교장인 송진우(宋鎭
禹) 씨한테 얘기했다나봐. 그랬드니 송진우 씨가 신문관 최
남선(崔南善) 씨하구 보성고보 교장인 최린(崔麟) 씨한테

얘기해서 네 분이 송진우 씨 집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자기들두 독립선언을 하기루 결정했다데.
일

동

한위건

(흥분하야) 그럼 그쪽에서두?
응. 그래서 둘째번 회합엔 중앙학교 교주 김성수(金性洙)씨
두 참가해서 일사천리격으로 진행을 시키구 있다는 거야.
동경유학생하구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큰일을 앞찔린다는
건 크나큰 수치라구 아주 서둘르는 모양이래.

김원벽

방식은?

한위건

거기도 우리처럼 민족대표의 일홈으로 독립선언을 하기로
한다데. 동경서 가지고 나온 이광수가 기초한 선언서는 너
무두 문학적이고 문맥이 격문(檄文)으로선 약하다구 최남선
씨가 새로 기초하기로 했대.

한창식

그럼 우리 건?

한위건

현상윤 씨가 최남선 씨 것으로 통일했으면 어떠냐구 그러드
군. 그래서 우린 역시 우리끼리 초안해서 쓰겠다구 하구 왔
네.

일

동

그거 잘 대답했네.

김원벽

허지만 아무 집단두 못 가진 자기들 넷이서 어떻게 할려구?

한위건

천도하고 기독굘 동원시킬 계획을 하고 있대. 그래서 천도
굔 최린 씨가 맡구 기독굔 최남선 씨가 각각 맡았다는 거
야.

김원벽

대표자 선거는?

한위건

아직 못 했나 봐.

강기덕

거긴 어떻게들 하건 상관 말고 우리들이 내세울 대표나 선
거하세. 자칫하면 혁명운동이 아니라 경쟁심리가 되기 쉽겠
네.

김원벽

그럼 종전대로 의장은 강기덕, 서기는 카미유 데무랑으루
하고.

일

동

한창완

좋습니다.
카라일 밀라보 - . 카미유 데무랑의 붓에 불란서 혁명의 서
사시가 엮어졌다면 이 《독립신문》 주필 한창환이 붓에 웅
곤하고도 찬란할 우리 기미년 독립혁명사는 지금부터 기초
돼 가겠습니다. (하고 기록준비를 한다)

강기덕

새로 참가하신 최순천 씨가 계시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내정

한 각계 대표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하겠습니다. 사회운동
가 대표로 기독교청년회관의 윤치호(尹致昊) 씨, 리상재(李
商在) 씨, 종교계 대표로 천도교에 교주 손병희(孫秉熙)
씨, 최린 씨, 기독교의 장로파에서 리승훈 씨, 감리파에서
리필주(李弼柱) 씨, 문화계 대표로 신문관(新文館) 최남선
씨, 광문회(光文會)의 주시경(周時經) 씨, 교육계 대표로
보전교장 윤익선 씨, 중앙교장 송진우 씨가 각각 피선됐습
니다.
최순천

불교계와 유교계에선?

한위건

(낙뢰[落雷]같은 소래로) 고려는 중 때문에 망했고 이조는
그놈에 유림들 때문에 망했어요. 불굔 그래두 말이나 없지
만 유굘 넣보세요? 독립선언 글자 한 자, 어휘 하나 가지고
옳다 긇다 좋네 나뿌네 하고 캐고 따지고 논할 테니 또 논
쟁하다 일두 못 하고 판칠까봐 미리 뺐습니다.

김문진

사알 사 - 알 얘기하세. 귀창 떨어지겠네.

강기덕

전조선 민족의 총의로 발표하자는 이 마당에 누굴 넣고 누
굴 빼고 하는 건 옳지 못하지만, 불교는 지방조직이 약하고
이조 오백년 역사에 오점이 유교의 파벌당쟁에 중심한 것이
라 나중에 다시 추가 하드라도 이번엔 빼기로 했습니다.

최순천

그럼 학생 대표들은?

김원벽

강군이 보전, 제가 연전, 한위건 군이 의전, 김문진 군이
세전, 모두 학생회 대표입니다. 허지만 저희들은 어데까지
든지 한 혁명의 일 병사로서 한 초석으로서 만족합니다. 그
래서 저희들은 발표치 않기로 했습니다.

최순천

절대 저두 동감입니다. 그럼 그중 중요한 정치계와 귀족계
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피선될 사람은 명실공히 민족의 신
뢰와 총의를 일신에 지니고 있는 분이라야 할 것은 물론이
거니와, 우리 겨레와 역사와 강토를 위하야는 언제든지 자
기들의 지위와 명망과 부귀를 파리같이 버릴 수 있는 희생
정신의 소유자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내정한
어느 대표보다도 냉정한 비판과 준엄한 검토로서 신중에 신
중을 거듭해주기 바랍니다. 정치계와 귀족계는 민족의 대표
일 뿐 아니라 여기 망라된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에 또 대표
래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선 정치계부터…….

한창환

김윤식(金允植)씨 어때? 김홍집(金弘集) 내각 때 외무대신
이 된 후 총리대신을 지냈구 중앙추천의장으로 국가의 원로
이든 분이니까. 뿐만 아니라 유학의 권위로 현재 경학원 대
제학으루 계시니까.

한위건

(과격하게) 허지만 결국 나라 팔아먹은 자가 아닌가?

김문진

살살 해도 다 들리네 -.

한창환

을미사변에 연좌해서 제주도에 종신 귀양가 절해고도의 배
소에 20년 동안 울든 걸 생각해줘야지.

한위건

한일합방을 누가 했기에? 물론 리완용·송병준·리용구 놈
들이 팔아먹었지만 최후의 어전회의를 마춘 왕께서 황족대
표자 리재면(李載冕), 원로 대표자 김윤식을 부르셔서 최후
의 자문을 하셨을 때 김윤식 씨가 절대루 합방해선 안 된다
구 했으면 오늘날 우리 조선이 이렇게 안 됐을지도 몰라.

김원벽

그건 억설일세. 김윤식 씨가 우겼다구, 합방이 안 됐겠나?
총리대신 리완용, 내무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조중응(趙重應), 탁지부대신 고영희(高永喜)눔들이 사내(寺
內) 총독놈, 대동일진회 송병준·리용구 등 하구 꽉 짜가지
구 그냥 강제적으로 왕께 도장을 찍으시라구 했는데, 그 내
막을 아는 그이가, 해두 이미 소용 없는 반댈 해서 뭘 하겠
나?

김문진

당시 원로대신들 중에 그래두 나라를 애낀 사람의 한 사람
이지.

강기덕

삼대일루 김윤식 씬 추대하기로 합니다. 각계에 두명씩이니
까 또 한 분……?

김원벽

전 참정대신(參政大臣) 한규설(韓圭卨) 씨 어때?

한창완

이의 없지 뭐.

김원벽

이등박문(伊藤博文)이 놈이 한일합방의 기초공작으로 우리
나라에 외교권을 저희놈들한테 무조건하구 위양하라구 강제
적으로 공갈한 을사년 조약에 법무대신 리하영(李夏榮), 탁
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하구 셋이서 ‘부’(否)자를 쓰구
서 절대 반대한 분이니까.

강기덕

그럼 만장일치로 한규설 씨를 추거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
은 귀족계에서…….

한위건

귀족이란 게 대체 뭐야? 나라 팔아먹구 현금 몇 만 원씩하

구 작위 받아먹은 놈들 아닌가? 그자들은 모조리 빼버릴 뿐
아니라 아주 죽여버려야 하네.
김원벽

귀족도 귀족 나름이지. 을사조약엔 반대하고 목을 찌르고
자살한 보국(輔國) 민영환(閔泳煥)씨두 매국노란 말이야?
후작의 영전날 독을 먹구 자살한 신남작 김석진(金奭鎭)과,
역시 목을 찌르구 자살타 미수한 신남작 조정구(趙鼎九) 같
은 사람두 있지 않나?

한위건

허지만 현재 살아 있는 사람으루 지졸 지킨 사람이 있어야
지?

김원벽

웨 없어. 윤용구(尹用求)씨가 있지 않나?

한위건

윤용구 씨?

한창환

자네가 졌네. 그분은 작위 주는 것 싫다구 퇴한 양반이
야…….

한위건

그런 이가 있었든가?

강기덕

그럼 윤용구 씨를 추거하기로 함. 다음 또 한 분은?

김원벽

박영효(朴泳孝) 씨루 하지.

한위건

그인 백작을 받구 은사금이란 나미다낑까지 받은 치 아닌
가?

김원벽

철두철미 처음부터 친일파구.

친일파라두 그건 어디까지든지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취한
방법으로서의 외교수단이였다구 나는 보네. 그 증거루 그가
양위(讓位) 문제에 취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네. 헤이그
(海牙) 밀사사건을 빙자해가지구 이등박문 이놈은 전후 15
회에 이른다는 죄명을 나열하야 폐하를 문책하고, 장곡(長
谷)의 사령관 놈은 대한문전에다 대포를 나열하여 놓고 위
협하며 양위를 재촉했을 때 왜놈들의 끄나풀이 돼가지구 도
장을 찍으시도록 박차를 가한 그 리완용 외 6대신, 7적(七
賊)틈에 끼어서 그래두 끝까지 도장을 감추고 서리에게 내
주지 않은 인, 당시 궁내대신 박영효 씨였네. 그뿐 아니라
군부의 양위 반대파인 태장(泰將) 리희두(李熙斗), 부령(副
領) 환담(奐潭)등과 짜가지고 양위식날 리완용이 일팔, 모
조리 학살할 계획을 세웠다가 탄로가 나서 일본놈들 군인에
게 포위가 되구 말었든 걸세. 이등박문이눔이 군대루 궁성
을 둘러싸구 황태자의 즉위식, 즉 리태왕의 퇴위식을 거행
하구 말았을 때 박영효는 이것은 서정대리(庶政代理)지 진

실한 양윈 아니라구 주장했고, 동지들에게 결사대를 조직시
켜 비양위의 선언서를 배포케 하고

리완용의 집에다 불을

질르고 경찰소, 파출소를 습격해서 막 부시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치안 방해법으루 제주도에 1년 동안 귀양을 살았었
지.
한창환

이건 바루 논문일세. 원벽이의 양위론을 학회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두 단연코 박영효 씬 귀족대표로 선거하기를 제의하
네.

강기덕

그럼 이상 네 분을 추거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치계

김윤식ㆍ한규설

귀족계

윤용구ㆍ박영효

사회운동계

윤치호ㆍ리상재

교육계

윤익선ㆍ송진우

천도교

손병희ㆍ최

기독교

리승훈ㆍ리필주

문화계

최남선ㆍ주시경

린

이상 7계 14명입니다.
일

동

(박수)

강기덕

쉬 ―. (하고 밖을 살펴본다)

최순천

현재 선출된 대표 중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강기덕

뭔데요?

최순천

경제계란 사회의 중요한 일 구성이니까 역시 거기서 두 대
표를 선출하는 게?

강기덕

일본놈들의 침략으루 제일 먼저 우리 조선이 뺏긴 것이 상
권과 광업권이라 실업계라면 구멍가게요. 공업계라면 수공
업뿐 민족의 대표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최순천

그중에서두 한 분은 있어요. 마땅히 내세워야 할 사람
이…….

김원벽

누군지 최선생께서 천거하십쇼.

최순천

한상룡(韓相龍)씨요.

일

(가느다란 경탄소래)

동

김원벽

(잘못 들은 줄 알고) 한상룡이라니 어느 한상룡이 말입니
까?

최순천

한상룡씨가 또 있나요? 한성은행(漢城銀行) 두취 말구두?

김원벽

아 - 니, 그럼 바루 그 총독 아들을?

한위건

최선생, 이게 무슨 농담이십니까?

한창환

오늘은 적어두 민족을 좌우할 중대 회담입니다.

김문진

좀더 경건한 맘으루 우리 회담에 참가해주십쇼.

최순천

전 농담두 아니구 허튼 소리두 아니예요. 제 신념에서 하는
의견이예요.

김원벽

(격양하여) 신념에서요? 일본 옷에 일본 말만 쓰고 다니는
그 친일파를 신념으루서 추천하신단 말이예요? 그런 불순한
자를 민족 대표의 일홈 속에 넣어 우리의 영광을 더럽히겠
단 말이예요? (벌덕 일어나며) 나가십쇼.

강기덕

(그를 붙들며) 원벽이 원벽이, 이게 무슨 짓인가? 앉게.

김원벽

당신이 안 나가시면 내가 나가지요, 당신과 그런 허튼소릴
허구 앉었기엔 우리의 정렬은 너무도 크고 우리의 반항심은
너무도 세차고 우리의 결의는 너무두 엄숙하오. (문을 박차
고 나간다)

강기덕

(쫓아가 껴안으며)원벽이, 이게 무슨 점잖지 못한 짓 인가?

김원벽

(냉소하며) 자네가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구 천거한 애국
자가 그래 고작 저 위인인가?

한위건·김문진·한창환도 따라나와 그를 달래서 억지루 끌고 다시 들어온
다.
최순천

김선생, 한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땐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을게 아니예요. 좀 경솔하시다구 생각합니다.

강기덕

(옹호할려고) 순천씬 한상룡일 잘 모르고 하신 소리야.

최순천

강선생님…….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사람을 누구
보다 더 잘 알구 있습니다. 제가 그사람을 천거 하는 것은
그사람이 아까 김선생 말씀대루 극도의 친일파구 총독부의
충실한 머슴이기 때문이에요. 그인 사내(寺內) 총독의 쉬영
아들이란 말까지 있어요. 그러므로 이사람을 리승훈 씨하고
어깨를 나란히 적어놓면 재미있는 대조일 꺼예요. 한 사람
은 총독을 암살하려든 사람으로, …… 한사람은 그의 쉬영
아들로 이 선언서를 받아보는 외국공사, 영사들이나 국제연
맹의 전권 대사와 윌슨은 혼자서 속으로 중얼거릴 꺼예요.

‘한상룡이 같은 친일적인 사람이 다 이 독립운동의 선두에
나섰을때야 일본놈들이 얼마나 악착하게 해먹었을까…….’
그뿐 아니라 이 선언서를 받는 사내(寺內)는 ‘우리 쉬영아
들까지가 독립을 갈망할 때야 내 무단정치가 확실히 지나친
게 분명해……’ 하구 반성할 거예요.
일

동

(포복절도[抱腹絶倒]한다.)

한위건

원벽이 사과하게 사과해 -.

김원벽

최선생, 너무두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렇게 신중한 고려 끝
에 내신 의견인 줄은 모르고…….

최순천

실롄 제가 한 셈이에요.

강기덕

(일동에게) 어떡했으면 좋겠습니까?

일

넣두룩하지.

동

이때 노소사의 안내로 사이풀과 향현어머니 들어온다. 향현어머니는 울어
서 눈이 퉁퉁 부었다. 마루에 기계적으로 올라오드니 딸의 방 문지방에 얼
골을 묻고 오열한다.
강기덕

벌써 다녀오세요?

사이풀

(악수하며) 강기덕 씨 차입 정향현한테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생 털짜껫도……. 정향현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
다.

기덕ㆍ순천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사

그래 매는 맞지 않었답디까?

향현어머니

(울분을 퇴적을 쏘을 길을 발견한 듯) 어째서 매를 맞질 않
었겠소? 그 무지한 놈들이 때려두 이만 저만 모질게 때렸겠
소? 얼굴이 개고리 뱃바닥같이 시퍼렇게 부풀어 올랐습디
다.

최순천

그래, 말이나 해보셨어요?

향현어머니

말할 새가 있습디까, 어디? 동물원 철창 같은 속에서 얼굴
만 잠깐 내미는데, 대하구 보니 혓바닥이 입창에 가 딱 붙
어가지구 말이 영 나와야지. 갈 때 교장 선생님이 향현이
앞에서 울면 그 애가 가슴 아퍼할 테니 결단쿠 울어선 안
된다구 신신 다지기에 나두 이를 악물구 울지 않을려구 했
었소. 그런데 그애 그 종잇장 같은 얼골을 대하구 보니 그

냥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수가 있어야지. 그 애가 “어머니
울려구 여기 왔소? 그럴려거든 다시 오지 마오” 하기에 정
신을 차리고 말을 한마디 걸랴구 하니까 형사놈이 와서 시
간 됐다구 하구 그냥 문을 철그렁 내립디다.
노소사

어쩌면 아주먼네 집안은 하나같이 다 그렇소?

향현어머니

내가 오면서 교장선생님께 그 얘길 다 했소. 내 반생은 유
치장하구 감옥 속에 차입벤또 날르다가 늙었다. …… 즈 할
아버지가 나라 뺏기는 꼴 보기 싫다고 자결하신 후 즈 아버
지, 즈 작은아버지, 두 형제분은 강원도에 가서 의병 일으
켜가지고서 일본 군대하구 싸우다가 그놈들 총에 돌아가셨
으니 그 필 받은 자식들이 어째 그냥 있겠소? 그래서 난 애
당최 아들애 셋 있는건 언제구 나갈 사람이거니 하구 믿지
두 않구 의지할 맘두 안 먹구 있소. 허지만 향현인 계집애
라 그렇지 않을 줄 알구 데릴사위를 얻어서라두 의지할까
했드니……. 그 애마저…… 그 애마저…….(하고 오열한
다.)

사이풀

향현어머니, 우지 마십쇼. 향현어머닌 누구보다 똑똑한 따
님 가지셨습니다.

향현어머니

동리 사람들 말대루 공부나 시키질 말걸. 서울 가 공부시켜
놓면 집에 안돌아오구 감옥으로 곧장 간다구 모두들 시키지
말래는 걸 기덕이가 있기에 믿구서 보냈드니……. (하고 운
다)

사이풀

(강에게) 입회한 형사가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라 정향현에
게 어머니 우시는 동안 많은 이야길 했습니다. 지난 1월 18
일 파리강화회의에 우리 미국 대통령 윌슨이 14개조를 제출
하야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한 이야기도, 강기덕 씨가 동지들
과 자주 독립을 선언할 계획을 진행하구 있다는 것도, 또
그 선언서를 오는 6월에 파리의 뵐사이유 궁전에서 개최할
국제연맹에 독립선언서와 함께 제출할려고 한다는 것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나도 거기에 협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순천

(상기가 되며) 그래 향현이는 뭐라지요?

사이풀

아주 실망하는 얼골이었습니다.

학생들

(의아하야) 아 - 니 웨요?

사이풀

정향현, 우리 윌슨을 절대로 의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리고 국제연맹에 청원을 해도 아무 효력 없으니 차라리 하
지 않는 게 낫다고 합니다. 나는 그의 그릇된 신념을 고쳐
줄려고 했으나 벌써 그땐 시간이 없습니다.

노소사

그만 우시고 들어가 저녁이나 잡숩시다.

향현어머니

그 앨 거기다 두고 밥이 내 목구멍을 넘어가겠소?

사이풀

향현어머니 걱정마십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당신 따님과
그외 학생들 내오두룩 노력하겠습니다. 경무국장 나하구 대
단 친합니다. 그사람한텐 정향현 외 열두 명 단단히 부탁했
습니다. 불일간 나오게 될 껍니다.

노소사

교장선생님두 찬은 없지만…….

사이풀

난 바빠서 가봐야겠습니다. 향현어머니나 모시고 들어가십
쇼. (학생들에게) 그럼 잘들 계시오.

학생들과 순천

안녕히 가십쇼.

노소사와 향현어머니는 안으로, 사이풀은 밖으로 각기 나간다.
주

익

(이때까지의 침묵을 깨틀고 비로서 입을 연다) 자네들은 향
현이의 지금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나?

강기덕

어떻게 생각하다니? 그앤 우리 서북친목회에서도 유명한 고
집불통 아닌가? 자기가 믿었든 독일이 참패했기 때문에 의
지로라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을려는 발악밖엔 아무 것도
아닐세.

김원벽

참, 암소 곧다림이지.

한위건

자넨 지금 와서 세계 신사조에 뒤떨어진 향현이 말을 믿어
민족자결주의를 또 부정할 작정인가?

주

익

국제정세의 착각은, 사실은 자네들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향현이는 옳은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 걸세.
제１조

비밀외교 및 비밀조약의 금지

제２조

경제적 장벽의 철거

제３조

해양의 자유

제４조

군비의 축소

제５조

식민지 요구의 공평한 조정

제６조

노서아(露書亞) 국민생치(國民生治)부흥의 원조

제７조

백이의(白耳義)의 회복

제８조

불란서 내에서의 동맹군의 철병 및 알싸스 로렌
양주(兩州)의 회복

제９조

이태리 국경의 조정

제10조

오지리(墺地利), 홍아리(洪牙利), 제국(帝國) 내
제민족의 자치

제11조

빨칸 제국가(諸國家)의 부흥

제12조

토이기제국(土耳其帝國)내에의 비 토이기민족의
자치 및 다 - 다넬쓰의 해협의 통과

제13조

파란(波蘭)의 독립

제14조

국제연맹의 설립

이것이 왈 14개조일세. 여기 여기 어느 조항에 민족자결이
란 어구가 씌여 있나?
김원벽

그런 추상적인 문자보다 벨기 -, 최코슬로봐키아, 빨칸, 폴
랜드를 독립시키고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나?

주

익

내 말은 거기 어디에 조선의 자치나 독립을 요구하는 조목
이 있냐 말일세.

김문진

14개조에 들어 있는 건 이번 대전 직접 참가한 나라들에 한
해 있네.

주

익

그러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김칫국 마시는 격
이지 뭔가?

김문진

달라지도 않는 떡을 줄 사람은 또 누군가? 그들이 우리 조
선문제에 등한하면 등한할수록 무관심하면 무관심할수록 우
리는 국제연맹에게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할 기회와
인식을 새롭게 할 재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꺼야.

한창환

사실은 윌슨이 15개조를 맨들었었는데 파리에 들어가 너무
도 열광적 환영을 받는 바람에 조선의 즉시 독립이란 제15
조를 깜박 잊어버린 것이 분명해. 그러니 새로 일 조목을
추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단연코 독립을 선언하고 또 청
원할 필요가 있을 줄 아네.

강기덕

14개조에 빠진 거야 어디 조선뿐인가? 휜랜드가, 아일랜드
가, 휠립핀이, 인도가 난령(蘭領) 인도네시아가, 큐 - 바
가, 불인(佛印)이, 삘마가 다 빳지 않았나? 허지만 이들 약
소민족들도 금번의 민족자결주의의 여론에 호응하야 일제히

자유와 독립을 부르짖고 일어섰네. 그러니 우리도 이들 피
압박 민족과 보조를 같이하고 어깨를 겨누어 우리들의 잊었
든 민권과 자주성을 부르짖자는 걸세. 여기에 무슨 김칫국
을 마시는 어리석음이 있단 말인가?
한위건

민족자결이란 금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전쟁 목적의 하
나일 뿐 아니라 강화목적의 전부일세. 처음 연합국이 강화
를 제안했을 때도 민족주의의 승인과 약소민족의 자유한 존
재에 대한 보장을 주장했었고, 그 다음 중립제국이 강화를
알선했을 때도 모 - 든 인민에 대한 보장을 제안하지 않았
나? 그 다음 로 - 마 법왕 벤네틔크 15세가 강화를 시킬려
고 출마했을 땐 경계문제에 있어선 민족자결주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확실히 제안했고. 그러니 윌슨의 14개조에 조선의
독립이 씌여 있건, 안 씌여 있건 문제가 아닐 줄 아네. 일
체의 구시대의 질서는 도괴되고 새로운 항구적 평화를 위한
신질서가 건설되려고 하고 있네. 이 크나큰 변동기에 있어
서 웨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없단 말
인가?

김문진

우리가 이때 안 일어서면 또다시 일어설 기회는 오지 않을
거야. 독립을 한다면 이번에 하는 거고 못 한다면 영영 못
하는 거지.

주

익

금번 강화회의의 언권자가 누군가? 윌슨이 조선독립을 제안
한다면 일본은 휠립핀을, 큐 - 바를 주장할 것 아닌가? 영
국이 아일랜드를, 인도를, 호주를, 카나다를, 남부 아프리
카를 독립시킬 용의가 있겠나? 불란서가 불인을, 사하라를
내놀 수 있겠나? 그들이 그 광대한 식민지를 내놀 수 없는
한 일본에겐 불간섭주의로 나갈 수밖엔 없을 걸세. 원체가
미국은 몬로 - 주의를 제창치 않나? 윌슨이, 로이드 쬬 지가, 크레만소 - 가 조선의 독립을 주장치 못할 것을 사이
풀 씨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향현이 말에 답변을 못
하고 그대로 돌아왔든 걸세.

강기덕

그러니 결론은 뭔가?

주

우리가 할려는 독립선언이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익

것에 불과하다는 걸세.
강기덕

그럼 자넨 어떻게 했으면 좋겠단 말인가?

주

익

흥개호(興凱湖)로 모두들 가세. 그래서 고기를 잡을 그물을
뜨잔 말일세.

일

동

흥개호로?

주

익

흥개호란 노서아, 만주, 북간도의 국경에 있는 일대 호수일
세. 그 주위는 광도 만리의 미개지이고. 안창호(安昌浩),
리동휘(李東輝), 리갑(李甲), 류동열(柳東說)씨 들이 거기
다 둔전병(屯田兵)을 양성하고 있으시네. 자기 손으로 이
땅을 개간해서 자급자족을 하고 군대를 훈련하야 무기를 들
고 일본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시네. 사방에서 상당히 혁
명 청년들이 모여들어 일대 낙토가 건설되려고 하고 있네.
우린 거기 가서 군사훈련을 받세. 여기서 독립선언에 우리
가 동원할 학생들을 전부 그리로 끌고 가잔 말일세. 그래서
무력으로써 당당히 그 왜놈들을 무찔르고, 잊었든 우리나라
를 찾을 준비를 하잔 말일세.

강기덕

너두 나두 해외로만 달아나면 이 해내는 어떻게 된단 말인
가? 가려거든 자네 혼자 가게. 우린 자네 말대로 나무에 올
라서서 고기를 낚는 어리석은 짓을 그대로 진행시키겠네.

주

익

그럼 끝까지 선언을 해야만 하겠단 말인가?

강기덕

초지를 휠 수는 없네.

주

그럼 성사를 빌고, 난 나대로 조선의 행복을 위할 장을 찾

익

아가겠네. (하고 밖으로 나간다)
강기덕

사실 우리가 하려는 이 선언은 타력비원(他力悲願)일세. 그
러나 우리에게 칼 한 자루가 있나? 총 한 자루가 있나? 있
는 건 영양 부족의 쇠퇴한 얼골과 개 백정에게 위협당한 강
아지의 공포와 불안과 억겁이 있을 따름일세. 신문이 스물
이 있으되 열여덟은 일본말이요, 하나는 영문이요, 하나가
국문이되 주인이 일본놈이 아닌가? 언론이, 집회가, 신앙
이, 억제돼도 우리는 반박을 못 해봤네. 혁명가들을 소탕하
기 위하야 사내총독을 암살할 계획을 했다고 일백이십 명을
잡아다 두들겨 범죄를 날조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입
을 못 가졌었네. 동양척식이란 괴물을 황금정에다 세워놓고
조선 사람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매수하고 남조선의 따뜻한
곳에 저희놈들을 이주시키기 위하야 우리 동포를 만주벌판
으로 내쫓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한번도 항의를 못했었

네. 우리의 눈엔 수건이 감기였고 우리의 입엔 자개가 물렸
고, 우리의 수족엔 자물쇠가 채여 있네. 우리가 독립을 선
언하자는 건 이 갬긴 눈으로 한번 그놈들을 쏘아보자는 것
이요, 자개 물린 입으로 한번 말을 해 보자는 것일세. 독립
이 되고 안 되고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닐세. 이 가슴 속에
든 분통을 전세계에 한번 외쳐보는 것, 그것으로서 만족하
네.
최순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주먹으로 세계 3대강국의 하나인 일
본놈들에게 독립을 선언한다는 것은 병아리가 수리를 향해
조전을 개시하는 것처럼 어리석다는 것을 제 자신 누구보담
두 잘 압니다. 그러나 지랭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언하는 것은 고작 꿈틀거리는 것에 불
과할 거에요. 허지만 전세계가 일본놈의 악선전으로 말미암
아 조선 민족은 죽은 줄만 알고 있는데, 아즉도 꿈틀거리드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의의가 있을 거에요.

김원벽

쥐가 바뿌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야. 개가 바뿌면 백정을 향
해 뛰어오르는 법이구.

한위건

우린 지랭이도 아니고, 병아리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그
리고 개도 아니야. 두 눈이 멀뚱멀뚱 떠 있는 사람이야. 수
효는 일천육백만이나 되구.

이때, 밖에서 무엇이 쿵 하고 쓰러지는 소래
김원벽

(소스라치며)무슨 소릴까?

한위건

(밖을 향하야) 누구요?

어둠 속에 무엇이 휙 지나가는 그림자.
최순천

누가 지금 휙 지나갔어요.

김원벽

사람이에요?

최순천

확실히 여학생이에요. 판장에 지금 그림자가 어렸었어요.

한위건

그럼 아까 들올 때 문깐에서 기웃기웃하는 그 기집앤가?!
(하고 신발을 끌고 쫓아나간다)

김문진

스파이 아닐까?

한창환

그럼 우리 계획은 허탕방이게?

김원벽

쫓아가 잡아보세. 내려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고
달려가니 순천만 남기고 일동 뒤따른다)
間 [간 ]

이윽고 학생들, 손소복의 팔을 잡고 끌고 들어온다.
최순천

(비명을 치듯) 너 소복이가 아니냐?

학생들

(일제히) 그럼 향현이를 찔른?

최순천

바로 그 애에요.

한창환

우물에다 거꾸로 틀어넣버려. 빌어먹을 년.

한위건

(안을 향하야)향현어머니, 향현어머니, 향현이 일러 바친
기집애 잡았습니다. 빨리 나와보십쇼.

향현어머니와 노소사 달려 나온다. 향현어머니, “그럼 저년이 바루 내 딸
을” 하고 달려가 붙들고 늘어진다.
향현어머니

이년, 애비가 형사질 해먹으면 딸년두 해먹으란 법 있든?
다신 네년이 그 따우 버르장머리 못 하게 그 아가릴 찢어놔
야겠다.

손소복

(때리는 대로 맽기고 저항치 않는다)

최순천

(뜯어 말리며) 놓세요. 이 팔 놓세요. (억지로 향현 母[모]
를 떼친 후 노소사에게) 모시고 들어가세요.

노소사

들어가십시다 우린. (하고 향현 母[모]를 붙들고 들어 간
다)

최순천

(조용히) 문깐엔 웨 섰드랬냐?

손소복

(시선을 피하며 무언)

최순천

웨 디려다보구 있었드랬어? (쏘는 듯이 날카롭게) 우리들이
무슨 계획 하구 있나 봐가지고 또 향현이 식으로 일러바칠
려는 게지?

손소복

…….

최순천

너 때문에 우리 학교서만 희생당한 학생이 몇 명이냐? 선생
이 또 몇 명이구? 내가 이때까지 안 들어가구 있는 게 사실

은 기적이라구 모두들 그런다.
손소복

…….

최순천

네가 판장 새로 디려다본 대로 우린 독립운동을 일으킬 계
획이다. 어서 가서 일러라.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을 테
니, 어서 가서 너희 아버지 더리고 오너라.

김원벽

형사대 오 - 도바이로 싣구 와서 이 집 뺑 둘러싸구 붙들어
가게 어서 가서 일러.

손소복

(돌연 소래를 낮춰 운다)

강기덕

웨 우니? 동족을 팔어 너희 아버지가 출세할 수 있고 네가
부귀를 누릴 수 있는데 웨 그 미끼를 앞에다 두고 우니?
응, 뭣이 답답해서 우는 거야?

최순천

(규환을 치며) 어서 빨리 가서 일러.

손소복, “선생님” 하고 그의 가슴에 엎더진다. 최순천, 무슨 징그러운
동물을 대하듯 그를 휙 뿌리치니 손소복 그대로 땅바닥에 엎더져 흐느껴 운
다.
손소복

(목 메인 소리로) 아버진 날더러 최선생님이 서북친목회 회
장집에 나타난 것을 보면 필경 무슨 음모가 있는 것 같으니
가서 탐지해보라구 하셨어요. 허지만 난 선생님들의 계획을
탐지하러 온 건 아니에요.

최순천

(폐부를 찌르는 듯이) 아닌데 웨?

손소복

사실은 향현이 소식을 좀 들을까 하구 왔어요. 향현어머니
께서 교장선생님 하구 면회가셨단 얘길 반 애들 한테 듣구,
여기 오면 소식을 좀 들을 것 같기에 왔든거에요.

최순천

향현이 얘길?

손소복

네. 선생님 말씀대로 전 우리 학교에서 불온한 사상 가진
선생과 애들은 모주리 밀고를 해왔어요. 그렇지만 이번같이
가슴이 에어지는 것같이 괴로운 적은 없었어요. 밤에 드러
누면 천정에, 벽에, 창문에 향현이가 붙들려 가든 광경이
떠올라요. 제가 고등과장한테 막 이름을 댈려고 할 때 말없
이 들어와 나를 쏘아보든 그 눈, 그럴 쩍마다 난 물푸레로
두들겨 맞는 듯 가슴이 아펐어요.

최순천

…….

손소복

향현이가 카이젤에게 탄원서를 내려는 것이 선생님이 언젠
가 저희들한테 들려주시든 쨘다 - 크같이 승스럽게 생각되
여지기 시작했어요. 그 애의 용기와 그 애국심이 나 같은
옹졸한 계집애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크나큰 존재로 보여
지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이 조고만 구세주를 찔러바친 내
자신이 이스카리온의 유다같이 몹쓸 년이라는 가책이 나를
괴롭혔든 거에요.

일

동

손소복

…….
(오열과 함께) 향현어머니께서 이리 들어가실 때 전 쫓아가
서 붙들고 용서를 구할까 했지만 차마 그 용기가 안 났어
요. 그래서 향현이…… 소식이나 들을까 하고 구멍으로 디
려다 본다는 것이 그만 나도 모르게 선생님들의 계획을 다
듣고 말았어요.

일

동

손소복

…….
흥개호로 가서 싸울 준비를 하자시는 아까 나가신 그분의
말씀도, 자개 물린 입으로 한번 외쳐나 보자시는 강선생님
의 말씀도 유난히도 오늘은 내 가슴에 화살같이 한마디 한
마디가 콕콕 백혔든 거에요. 그리고 향현이보담 더 크나큰
존재들이 또 한 곳에 계신 것을 알았어요. 동시에 이 조선
의 방방곡곡엔 혹은 해외엔 선생님보담도 더 훌륭한 분들이
독립을 위하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주위에 찬바람이 휙 부는
듯 허전해지고 무서워졌어요. 이때까지 세력을 쓰든 모 든 지배자들이 다 물러나고 향현이와 선생님, 그외 보지도
듣지도 못하든 분들이 일제히 나타나서 불시에 조선 천지가
뒤바뀌어지는 환상이 떠올라오자 아찔해지고 정신을 잃어
쓰러졌든 거에요.

일

동

손소복

…….
선생님은 나의 밀고로 우리 아버지가 출세하고 우리집이 부
해간다고 하시지만 그건 오해십니다. 저의 아버진 첨부터
형사는 아니였어요. 선량한 농사꾼으로 대동 일진회 회원이
었어요. 한일합방만 되는 날이면 군수나 주사는 고사하고
도지사도 된다는 바람에 소 팔고 땅 팔고 나머지 집까지 팔
아 일진회 회비를 대오셨어요. 허지만 정작 합방이 되고 보

자 아버진 겨우 순사자리 하나밖에 못 얻어 하셨든 거에요.
아버진 출세를 해보려고 갖인 짓을 다 하시다 끝에 가선 나
를 끄나풀로 쓰시기 시작했든 거에요. 나는 그짓이 얼마나
천하고 악한 짓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아버지가 불쌍해서
끌려서 했든 거에요. 내밀고로 이번 향현이 사건을 빼놓고
학생이 100여 명, 선생이 세 명이나 체포됐지만 우리 아버
지는 여전 부장도 주임도 아니고 히라형사에요. 나는 밤낮
내일 내일하고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
요. 난 이 이상 그 일본놈들에게 이용은 안 당할 결심이에
요. 선생님들을 찔러바쳤댔자 아버지 어깨에 별이 안 늘고
조곰도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내가 웨 또 이 어리석은 개짓
을 되풀이하겠어요?
일

동

손소복

…….
선생님, 저도 선생님들의 하시는 일에 가담해주실 수 없겠
어요? 동지로서가 아니라 리승훈 씨 대조로 한상룡이를 뽑
으시듯 향현이와의 대조로 말입니다. 형사딸, 스파이, 끄나
풀, 세파 - 트인 손소복이도 여러분의 독립운동에 가담했을
쩍에야 일본놈들이 조선 사람을 얼마나 이용만 해먹었기에
그랬을까 하고 외국인들이 항복할 것입니다.

최순천

그 말이 진심에서 하는 소리냐?

손소복

네.

학생들

(일제히) 정말로 진심에서?

손소복

네.

최순천ㆍ학생들 (그의 팔을 붙들며 격하야) 고맙다.
강기덕

우리가 이렇게 하구두 독립이 안 된다면 그것은 천운이니
할 수 없겠지.

제 3 막
최린(崔麟 ; 보성고교 교장, 43세)
최남선(崔南善 ; 新文館[신문관] 主宰[주재], 31세)
송진우(宋鎭禹 ; 중앙고보 교장, 31세)
현상윤(玄相允 ; 중앙고보 교사, 28세)
리승훈(李昇薰 ; 기독교 장로파 장로, 56세)

함태영(咸台永 ; 남대문교회 장로, 48세)
리갑성(李甲成 ; 세부란쓰병원 사무원, 34세)
강기덕(康基德 ; 보성법률전문학교 학생, 31세)
김원벽(金元璧 ; 연희전문학교 학생, 27세)
한위건(韓偉鍵 ; 의학전문학교 학생)
손병희(孫秉熙 ; 천도교 교주, 60세)
권동진(權東鎭 ; 천도교 道師[도사], 60세)
오세창(吳世昌 ; 천도교 道師[도사], 57세)
최린의 처(妻)
봉래(蓬來 ; 崔麟[최린]의 딸)
1919년 2월 초순
최린(崔麟)의 집
이 극은 사실에 있어선 중앙고보 숙직실, 가회정(嘉會町) 손병희 저(邸),
최린의 집의 3개처에서 2월 1일부터 15일경에 걸쳐 분산적으로 있었던 일을
작극(作劇)의 편의상, 최린의 집을 무대로 하고 시간과 장소를 일치케 한
것이다.
최린은 천도교 간부로, 보성고보 교장으로 보성법률전문의 교수를 겸임했
고, 생활은 흡족지도 않았거니와, 부족지도 않았다. 무대에 사용되는 곳은
그의 서재이다.
막이 오르면 최린과 중앙고보 교사로 그의 제자였던 현상윤, 마주앉어 바
둑을 두고 있다.
최

린

현군두 제법 수가 늘었는걸?

현상윤

원, 선생님두.

최

현군이 나한테 배든 때가 4학년 때든가?

린

현상윤

네.

최

그때 아마 현군이 전학해왔었지? 아차차, 이거 꽉 맥혔구

린

나.
현상윤

오산학교 3학년에서 중앙으루 옮겼었드랬지요.

최

책상에 앉인 현군이 어제 같은데, 벌써 그 학교 선생이 됐

린

으니……. 세상에 무서운 거 무서운 거 해두 성장하는 것하
구 청년밖에 무서운 건 없어.

현상윤

저야 일홈이 선생이지 참 베락 선생이지요.

최

언제든지 시대는 청년의 거야. 이번 일만 하드래두 그렇지.

린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의 발표에 감격지 않은 사람이야 없었
지만, 실천으루 제일 몬저 들고 나선 건 동경 유학생들이니
까. 그리구 그 다음이 여기 학생들이구.
현상윤

그럼, 우린 제일 꼴진 셈이게요?

최

시초에 있어선 꼴찌지. 사실 군이 첨 그 안을 가지구 왔을

린

땐 난 여간 부끄럽지 않았네. 사회인으루 학생들에게 이런
큰 일을 앞질렸다는 게, 소위 조선서 제일 몬저 동경 유학
을 댄겨왔다는 나로서는 참말이지 잔귀치 않을 수 없었구.
현상윤

그런데 이번 일에 제가 참 묘하게 생각되는 건 학생측들하
구 우리들 하는 일이 기차의 레 - 루같이 조꼼도 비꼬이거
나 뒤틀리지 않고 똑같이 병행해나간다는 겁니다.

최

린

그건 조선 사람들의 자유 독립에 대한 갈망이 똑같기 때문
이겠지.

현상윤

그것보담두 우리들도 청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최

이 사람아, 내가 올해 마흔셋인데?

린

현상윤

청년이란 비약하고 발전할려는 패기로 따질 것이지 연령으
로 따질 건 아닙니다.

최

린

현상윤

그야 물론이지.
그런데 선생님은 사회측 사회측 하시지만, 실지에 있어선
학생측들하고 맞먹구 있습니다. 송진우 씨가 서른 하나지
요. 최남선 씨가 서른 하나지요, 전 스물여덟이지요. 그런
데 학생측은 강기덕 씨가 최남선ㆍ송진우씨 하구 동갑이구
연전 김원벽 군이 나하구 동갑이거든요.

최

린

요샌 학생 나이가 선생보담 으레 많게 마련이니까. 하하하.
그런데 얘기가 레 - 루 밖으로 나갔네. 지금 말한 학생들하
구 우리들 일이 레 - 루처럼 병행해 나간다는건?

현상윤

민족 대표 선거 말입니다. 방식이 동일할 뿐더러 선거한 인
물이 허다 못 해 한상룡이꺼지 똑같습니다.

최

린

그건 기적인데? 허지만 이게 기적이 아니고 엄연히 있을 수
있는 실제인 것은 그들과 우리가 독립을 희구하는 맘이 일
치하고 있기 때문일세. 이 민족 대푠, 보통학교 훈도들더러
뽑으래도 똑같을 것이고, 세부란쓰의 간호부들더러 뽑으라

고 해도 똑같을 것일세. 전조선이 일본놈의 철쇠에서 해방
코저 하는 염원이 절실히 일치하고 있는 한 표시야. 그런데
어떻게 귀족들 교섭은 한 모양인가?
현상윤

어제 한위건 군을 만났는데, 찾아갔다 면회거절을 당했다드
군요.

최

린

으응? 원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마 예의 취직
알선이나 학비 보조 부탁하러 오는 고학생들인 줄 안 모양
이겠지……하하하.

이때 최린의 처 들어온다.
린의 처

저, 웬 학생 두 분이 현선생을 찾으시는데요.

현상윤

들오라구 해주십쇼.

강기덕, 한위건 들어온다.
현상윤

(위건에게) 어서 오게.

최

(강에게) 강군 아닌가? 올라들 오게.

린

강기덕

(올라오며) 편찮으시다드니 좀 어떠십니까?

최

아즉두 가끔 혈담이 나오네. 그래 학교는 별일 없구?

린

강기덕

네.

최

강군 얘긴, 이 현군을 통해서 늘 듣구 있지. 면회갔다 퇴짜

린

맞은 얘기두 들었구…….
강기덕

(머리를 긁으며)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찾아뵈러 온 겁니다.
선생님께 소개장을 한 장 써주십사구…….

최

린

나야 면식은 있지만 사람을 소개힐 만한 사인 못 되네. 최
남선 씨하구 송진우 씨가 친하니까 그이들한테 얘기해서 얻
어주지.

강기덕

그럼 꼭 좀 부탁합니다.

현상윤

교섭은?

한위건

우리 둘이 갈 작정입니다.

현상윤

그럼 이럭허면 어때? 지금 최남선 씨하구 송진우 씨가 교섭
을 갔으니까 그 결과를 봐가지고 하면?

한위건

그럼 여기서두?

현상윤

응, 그러니 만일 그분들이 승낙한다면 거기들한테두 응할
것이고, 또 승낙지 않는다면 역시 거기들한테두 응하지 않
을 꺼야……. 그러니 우리 결과 봐가지고 하면 고연히 헛걸
음 할 필욘 없지 않겠어?

강기덕

그게 좋겠습니다.

최

사회운동가ㆍ종교가들은?

린

강기덕

귀족들 때문에 아직 못 갔습니다.

한위건

그런데 참, 정주서 리승훈 씨가 오셨다지요?

최

응, 그분두 최남선 씨하구 친하니까 그이가 불러올렸지?

린

현상윤

정로식(鄭魯湜)씨 댁에 있는 김도태(金道泰)군을 시켜서 오
산학교 경영 문제에 관해서 긴히 의론할 얘기가 있으니 지
급 상경하라고 해서 사실은 큰 출자자나 나온 알구 속구 뛰
어올라오신 셈이지.

한위건

김도태라구 어디서 들은 일홈 같은데?

강기덕

아, 웨 휘문의숙(徽文義塾)에 있지 않어?

한위건

아, 그 오산학교 졸업한……. 그래, 최남선 씨가 만나 보셨
대요?

현상윤

그인 바뻐서 못 만나구, 송선생께서 대신 만나셨지.

강기덕

출자주 얘긴 간데 없구 상말루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루
독립선언 얘기가 쑥 나왔을테니, 여간 놀라시지 않으셨을
걸요?

현상윤

엽서루 해두 넉넉할 얘길, 우정 자기 제자인 김도태 군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편지 받을 때 벌써 즉감적으로 무슨 일
꾸미자구 하는 건 줄 예감하셨답니다.

최

린

민족자결 문제로 서북선이 지금 그중 저기압 상태에 있으니
까…….

한위건

(강에게) 그것 보게. 그인 편지 한 장이면 당장 뛰어 올라
오실 분이라고 내가 안 그래?

이때 린(麟)의 처 들어온다.
린의 처

정주 오산학교서 오셨다는 분이……?

최

(강ㆍ한에게) 자네들 좋아하는 리승훈 씨가 오셨나보이.

린

(하고 영접차 나간다.)

린의 처, 뒤따라 나간다.
이윽고 최린, 리승훈을 안내하고 다시 들어온다.
승훈은 본명 인환(仁煥), 6척 장구(長軀)에 음성은 과장을 허(許)한다면
남포 터지는 소리라 할까.
리승훈

(좌중은 불관언[不關焉], 질책조로) 대체 그런 법이 어데
있소?

최

린

리승훈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리 피하구 저리 피하구 하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연락이 잘못돼서 그런 거겠지요.
연락이 잘못되다니, 그게 무슨 시원치 못한 소리요? 대관절
최남선 씬 요새 최선생하구 더러 만나긴 하시요?

최

린

더러가 뭡니까? 매일 만나다시피 하구 있습니다. 오늘두 단
겨갔습니다. 아마 오래잖아 또 오겠지요.

리승훈

그런데, 그인 대관절 무슨 이유루 날 올라오라고 해 놓구,
자긴 빳구 송진우 씨만 대신 만나라구 하는 거요?

최

린

본인이야, 좀 선생이 뵈웁고 싶겠습니까만, 모 - 든 일을
주가 돼서 할려니까, 자연 바뻐서 대신 만나뵙게 한 거겠지
요.

리승훈

아무리 바뿌기로서니 이쪽은 평안두서 차타구 온 사람 아니
요?

최

린

선언문, 기타 작성해야 할 서류가 원체 많으니까…….

리승훈

무슨 서류가 그렇게 많아서?

최

첫째, 우리가 독립한다는 걸, 세계에 선포하는 선언문을 만

린

들어야 할 게 아닙니까? 둘째, 윌슨 대통령에게 조선독립에
노력을 애끼지 말아 달라는 청원문이지요. 셋째, 국제연맹
과 각국 전권대사들한테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한 평화수립과
국제기구 재편성에 대한 격례문이지요. 넷째,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한테 우리가 너희들 제국주의의 지배를 거부하고
독립국가로서 당당히 세계의 오열에 참가한다는 통고문이지
요. 이걸 다 혼자서 하자니까 자연 총망해서…….
리승훈

서류 초안은 송진우 씨 얘기엔 벌써 다 - 끝났다구 합디다.
난 그 후 얘기요.

최

린

리승훈

그 훈 귀족들 교섭 댕기느라구…….
그래, 지금 그것 때문에 돌아댕기구 있소?

최

린

네, 김윤식 씨, 한규철 씨, 윤용구 씨 다 혼자서 댕기구 있
습니다.

리승훈

최남선 씨야 바뻐서 그렇다거니와, 송진우 씬 또 웨 나를
피하는 거요?

최

린

리승훈

피하다니요?
첨, 계동정 김성수(金性洙) 씨 집에서 만났을 땐, 난 하나
님께서 이 동지를 내게 보내신 줄로 믿구 어떻게 감격했는
지 모르오. 그래서 그 길로 돌아와서 사람을 평양ㆍ선천ㆍ
정주에 보내서 연락을 하게 하고, 또 여기 남감리교ㆍ북감
리교 장로, 감사, 목사들하고도 만나서 의론한 결과, 전부
같이 하자는 승낙을 얻었소.

최

린

리승훈

욕 보셨습니다.
그랬는데, 어저께 소격동(昭格洞, 金昇熙[김승희] 方[방])
내 숙사에서 그일 만났을 땐 운동에 관해선 통 얘길 안 합
디다. 그리구 내가 방식을 물으면 말꼬리를 이리 피하구,
저리 피하구 하는데, 그 태도가 여간 애매하고 모호한 게
아닙디다. 내가 보기엔 첨 만날 때보다, 통 열이 식은 것
같든데, 무슨 내막이 있어서 그렇소?

최

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열이 식구서야 일이 되겠
어요?

리승훈

허느니 내가 그 말이요.

최

그이가 원체가 무뚝뚝하구 교제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린

정열이 식었다문야 박영효 씨한텔 갈 리가 있겠어요?
리승훈

그럼, 박씨한텐 그이가 갔소?

최

네, 지금 이 학생들도 그이하고 최남선 씨 회답을 기둘르고

린

있는 중입니다.
리승훈

(비로소 현[玄]과 학생들에게) 내 얘기만 떠들어대서 미안
하오.

강기덕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때 중앙고보 교장 송진우 들어온다.
송진우

(승훈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리승훈

당신 열이 식었다구 내가 지금 한바탕 분개를 하든 길이오.

그러나 그게 내 곡핸 것을 알았으니까 사과하겠소.
송진우

원 별 말씀을…….

최

그래 교섭 결관 어떻게 됐소?

린

송진우

(앉으며) 안 됐습니다.

일

(일제히) 그럼 못 하겠다구?

동

송진우

네.

최

그냥 덮어놓구 못 하겠다구 합디까?

린

송진우

사실은 자기두 민족자결 문제엔 관심을 가지구 있었다구 합
니다.

현상윤

그런데요?

송진우

그래서 실상은 상해측하구 연락하구 일을 꾸며볼까 하구 있
는 중이니까, 상해의 결과를 봐가지고야 참가하겠다구 합디
다.

리승훈

(의아한 듯) 상해의 결과를 봐서라니, 무슨 결과 말이오?

송진우

6월 28일에 베루사이유 궁전에서 열릴 국제연맹에 상해측에
서 조선인 대표를 파견한다는 말이 있고, 또 일방 우리처럼
독립선언과 청원문을 보낸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거기 결과
를 봐서 만일 요행히 윌슨과 쿠레만소 -(佛國首相[불국수
상]), 로이드 쪼 - 지(英國首相[영국수상])가 조선에도 민
족자결의 실시를 주장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참가하겠다는
거지요.

리승훈

땅 짚구 헤엄치자는 격이구료?

송진우

그렇지요. 그래 전 우린 우리대로 일을 진행시켰다가, 나종
에 상해측하구 합작하면 되지 않겠냐구 했드니, 자긴 결괄
못 보곤 참가할 수 없다구 굳이 그러시드군요. 그래, 또다
시 뵙겠다구 하구 그냥 물러나왔지요.

현상윤

상해하고 연락이 무슨 기급할 연락이야? 다 - 발뺌할려는
고연한 변명이지.

강기덕

물론이지요.

한위건

(강에게 비꼬는 듯이) 그리게 내가 첨부터 박영횬 반대하지
않았나? 김문진 군의 일대 학위논문, 박영효론의 진상은?

강기덕

낙젤세.

이때 신문관(新文館) 주재자 최남선 들어온다.

최남선

(반가이 승훈에게 달려오며) 오래 기둘르셨습니까?

리승훈

지금 막 들온 길일세.

최남선

상경하십사고 해놓구 찾어뵙지두 못해서 뭐라구 사과 말씀
여쭤야 할지…….

리승훈

직접 우리가 못 만나면 어떻오? 같이 한 목표로 일하고 있
으면 그만이지. 그래, 교섭 간 결관?

송진우

(초조한 듯) 희소식이오? 비소식이오?

최남선

당신은?

송진우

(초연히) 난 전연 틀리고 말았소.

최남선

난 희소식은 희소식이되, 기뿔 희자 희소식이 아니라 희롱
할 희자 희소식이요.

일

동

그럼 그 양반들두 역시?

최남선

단념할 수밖에 없게 됐소.

송진우

그 양반들 못 하겠다는 이윤 대체 뭐요?

최남선

김윤식 씬 왜놈들의 헌병·경찰이 원체 혹독해서, 도무지
그 속에서 항거할 용기가 안 난다구 하고, 한규설 씬 김윤
식 씨 거취를 봐가지고 그이가 하면 자기도 따라서 하고,
그이가 못하면 자기도 못 하겠다고 합디다.

최

린

최남선

그럼 윤용구 씬?
자긴, 황실은 알되 민족은 모른다구 하니 이런 웃지 못할
희극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더러 황실을 위해 죽자
면 지금 당장 덕수궁 댓돌에 골을 바시구 죽어두 한할 께
없지만 님금도 없는 민족을 위해서 웨 피를 흘린단 말이냐
구, 오히려 나를 야단 야단하십디다.

일

동

한위건

(어이가 없어 껄껄들 웃는다)
(청년다운 의분으로) 그렇게 웃고 말 문제가 아닙니다. 직
접 매국한 7족을 위시해서, 봉작하고 나미다낑 받아 처먹은
70명 귀족놈들은 모두 때려죽여야 해요. 김윤식은 80이요,
딴자들은 70 고갤 모두 넘지 안했어요? 살면 얼마나 살겠다
구 그 늙은 뼉다귈 웨 이런 크나큰 역사의 창건에 못 바친
단 말이야. 아이, 더러운것들…….

강기덕

윤용구 씨야 황실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두 죽을 용기가 있
다니까 그래두 귀여운 점이 있다구하겠지만, 김윤식 씨, 박

영효 씨 등은 이해할 수 없는데……. 조선 사람이 합방 후
10년 동안 왜놈들 탄압 밑에 갖인 학대를 다 받고 그놈들
착취 밑에 북어 뼉다귀같이 말라 비틀어지도록 됐는데, 그
래두 저이네들은 일본놈의 보호를 받았고 사회적으로 행세
를 했고 고루당 같은 기와 집에서 호의호식으로 오늘까지
떵떵거리고 살아오지 안했습니까? 그러니 미안해서라도 이
번 일엔 제일 몬점 참가해야 할 텐데…….
현상윤

참가했단 어떻게 되겠소. 백작·자작 다 떨치고 천석지기
논 마지기 다 - 뺏기게?

한위건

좌우간 더런 놈들이오. 어디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덩
덩거리고 살다 죽나 봅시다. (강기덕에게 질책하듯이) 그리
게 내가 뭐랬어? 정치계·귀족계란 다 친일파고 민족 반역
자니까 송두리째 빼자고 안 그랬나?

강기덕

설마가 사람 잡구 말았네. (최린에게)그들에게 단톤, 로베
스 피엘의 민족애를 요구하는 건 무리한 청일지 모르나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식의 본능적 애국심은
기대할 수 있을 줄 알았든 것이 제 착각이었습니다.

최

린

리승훈

그건 자네네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질세.
아무리 생각해두 우린 그이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야. 조선옷 입고, 조선말 하고, 조선땅에서 조선의 피
를 받아가지고 살면서 그런 대답들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야.

현상윤

(한[韓]에게) 자네들은 어떡허겠나?

한위건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지요. 우린 그 사람
들 네 분만 빼놓구 예정대로 진행시키겠습니다.

최남선

내가 소개장을 써줄 테니 학생들이 한번 직접 찾어가 보시
겠소?

강기덕

찾어가 보나마나겠지요. 인젠 자기들이 먼저 같이하자고 해
두 이쪽에서 거절해버려야겠습니다. 그런 퇴물들을 집어넣
고, 우리가 어떻게 민중을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에
게) 그럼 우린 그만 나가봅시다.

한위건

오히려 그들 노틀 뺏는 게, 청신하게 된 셈일세. (좌중에
게)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강기덕

안녕히들 계십쇼.

남은 사람들

살펴들 가시오.

강기덕ㆍ한위건, 밖으로 나간다.
최남선

어떻게들 허실까?

최

어떻허긴 뭘 어떻게 해? 지금 그 학생들 말대로 그 사람들

린

만 빼놓구 진행하는 거지. (승훈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리승훈

내야 뭘 아우? 당신들 젊은 청년들 하는 대루 따라 갈 따름
이지.

최남선

허지만 그 사람들 빼구야 민족 대표가 권위가 있겠어요?

최

그야 물론 손색이 있겠지요. 허지만 안 하겠다는데야 강제

린

로 끌고 하겠소?
최남선

허지만 역시 우리들만으루선 약해서…….

최

그럼, 거기 대신할 사람을 물색해봅시다.

린

송진우

딴 사람들이야 요전 다 검토해서 낙제한 사람들 아니에요?

최

그러게 말이요. 해외엔 정치계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더

린

러 있지만……. 흥개호(興凱湖)에 리종호(李鐘浩), 안창호
(安昌浩), 리갑(李甲), 리동휘(李東輝), 상해(上海)에 리동
녕(李東寧), 여운형(呂運亨), 그리고 재작년(1917) 8월에
서전(瑞典) 스툭홀무에서 열린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
大會)에 조선 대표로 참석하고 현재 손문(孫文)씨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는 신규식(申奎植 ; 일명 申檉[신정]), 북경
(北京)에 신채호(申采浩), 천진(天津)에 김규식(金奎植),
미국에 서재필(徐載弼)·리승만(李承晩), 서간도에 리시영
(李始榮), 북간도에 리범윤(李範允)ㆍ홍범식(洪範植) 씨 등
이 있지만 도장을 맡을 수가 있소?
최남선

도장이야 설혹 맡는다 하드라도 그렇게 분산돼서야 집단적
으로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최

린

그리게 말이요. (송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송진우

역시 좀더 생각해가지고 신중히 하는 게 졸 것 같습니다.

최

신중이야 이 이상

린

송진우

더 어떻게 신중히 하겠소?

사실 듣구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린

(약간 흥분하며) 일리가 있다니?

송진우

김윤식 씨 말대로 일본놈의 경찰이 원체 지독하니까 섣불리
했다간 성사도 못하고 고연히 희생만 당하지 않을까요?

최

린

그건 이미 각오지사가 아니요? 그리구 일본경찰이 독일경찰
하구 세계에서 제일 우수하고 혹독하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새삼스럽게 안 거요, 어디?

송진우

…….

최남선

그것보담두 난 거사도 못 하고 사전에 발각이 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딴 거야 두려울 것 없지만.

최

린

발각이야 날 턱이 있겠소. 우리들 계획을 아는 사람이란 외
부에선 오늘 거절한 그네 사람밖에 더 있소?

최남선

오다가 생각하니까 그이들한테 고연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한위건이 말마따나 귀족이란 전부 친일파고, 또 현
재 총독부에서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 어느 연줄로 헌
병놈들한테 우리들 일을 찔러 바칠지두 몰를 거에요.

최

린

그건 상말에 도적이 제 방구에 놀란다는 거요.

최남선

그럴 줄 알았드면 내가 교섭가지 않는 걸 고연히…….

최

후회하시오?

린

최남선

후회랄 꺼야 없지만…….

최

현군은 어떻게 생각하나?

린

현상윤

저야 현재 중앙학교에 봉직코 있는니만치 교장하시는 대로
따라갈 따름이지요.

송진우

무슨 일이든지 시초가 좋아야 끝이 좋은 법인데……. 이건
제 삼십 평생의 경험으루 비춰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
시초부터 기둥될 인물이 쑥 빠져서야…….

최

린

(그의 팔을 붙들며) 송선생, 그건 우리 조선 민족의 가장
결점인 사대주의의 관념이요. 내 자신부터도 그 봉건적 인
습에 사로잽혀 있소. 우리가 아까 그학생 말처럼 첨부터 그
들을 제외하고 시작지 않은 게 잘못이요. 그보다 더 잘못은
그들을 기대하고 의지한 것이요. 그들은 살면 몇 살이나 살
겠소. 이미 칠순과 팔순은 넘은 인생의 골동이 아니요? 그
들은 노쇠했고 우리는 펄펄 뛰고 있소. 그들의 의욕은 마비
됐고 침잠됐고 무기력하고, 모 - 든 것에 권태하고 억겁합
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는 싱싱하고 꿋꿋하고 늘 새시대
에 대한 의욕과 혁명적 정열에 용솟음치고 있소. 그들의 앞

에는 캄캄하고 협잡한 묘결이 있을 따름이지만, 우리 청년
들 앞엔 드넓은 벌판과 청청한 궁창이 있지 않소? 그뿐 아
니라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라면 물도 불도 헤아리지 않고
뛰어들려는 학생들이 있소. 그들 한 사람의 젊은 학생들은
실로 김윤식 외 3인의 명사보다 날 뿐 아니라 나아가 고의
순준하는 만 명의 인물보다 훌륭한 병사일 것이요. 그들 청
년을 믿고 기왕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끌고 나가십시다.
송진우

글쎄요.

최

자고로 동서를 물론하고 희생에는 늙은 양보다 어린 양을

린

값있게 생각하오. 그들은 늙은 양이요. 우리는 펄펄 뛰는
신선한 피를 지니고 있는 어린 양이요. 제사에 어린 양이
효력이 있다면 이 우리 민족의 제전엔 청년들의 희생이 가
장 귀할 것이오. 우리는 젯상 우에 놓인 어린 양이 됩시다.
조선의 행복은 크나큰 희생을 필요로 하고 있소. 또한 가장
귀하고 신선한 청년의 제물을 필요로 하고 있소.
송진우

그야 최선생께서 말씀 안 하시드래도 십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애끼고 사랑하고 이 민족의 간성들을 생각하면 생
각할수록 저는 선생 말마따나 고의순준하게 됩니다. 저는
최선생도 아시다시피 현재 600명의 중학생들의 장래를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은 직접 간접으
로 이 애들한테 울려집니다. 우리가 만일 이번 일에 실패한
다면 내 한 몸이야 희생 되드래두 한할 께 없지만 학교가
폐교가 되어 600명 학생이 노두에 나오게 되면 교장된 자로
서 그 책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좀더 신중히 생
각해서 행동코저 합니다.

최

린

그러니 생각할 여유를 달라는 말이시오?

송진우

네.

최

그럼 현군은?

린

현상윤

전 그저 송교장 하시는 대로…….

최

최선생은 어떡허시겠소?

린

최남선

난 첨부터 최선생한테두 얘기했지만 그저 문필가로서, 학자
로서 일생을 마치고 싶으니까…….

최

린

최남선

그럼 최선생도 빠지시겠단 말씀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나야 빳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운동에 가담해서 혁명가로서 서는 것보다 그저
문필가로서, 일개 학자로서 입신코 싶으니까…….
최

린

최남선

그건 누구보담두 내가 잘 알고 있지 않소?
그러니 서류를 작성한다든가 선언문을 기초한다든가 하는
건 전적으로 내가 담당하되 실제에 있어 민족 대표에 가담
하는 것만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최

린

허지만 독립선언문을 당신 손으로 써놓구서 민족 대표에 일
홈을 뺐다구 빠질 수야 있겠소?

최남선

그야 내가 썼드래두 표면엔…….

최

그거야 좋도록 합시다. 내가 썼다구 해두 좋구 또 우리 천

린

도교에서 누가 썼다구 해두 될 테니까……. 다만 최남선 씨
빳구선, 이번 일이 선언문 기타 문서 중심의 운동인 만치
절대로 곤란할 것 같소.
최남선

내가 맡은 책임만은 끝까지 이행할 결의니까 그 점은 염려
마십쇼.

리승훈

(이때까지의 침묵을 깨트리고 그 소위 남포 터지는 한 소래
로 노호[怒號]한다) 좋소. 다 - 들 빠지시오. 다 - 들 빠지
시오. 시골서 불러온 이 리승훈이만 냄겨놓고 다 - 들 빠지
시오.

최남선

선생님, 전 전적으로 빳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한 것처
럼 내막에 있어선 일을 전부 보되 서명에만…….

리승훈

당신 졸 대로 하시구료? 당신이 이럴랴고 나를 정주서 불러
올렸소?

최남선

…….

리승훈

당신이 나를 안 만나구 (송을 가리키며) 저이더러 만나게
했을 때, 내 속으로 벌써 이럴 줄 알았소.

최남선

선생님, 그것만은 맹서코 제가 바뻐서…….

리승훈

말 마시오.

최남선

…….

리승훈

송진우 씨가 나한테 일에 관해서 자꾸 피하는 이유도 지금
생각하니 알겠소.

송진우

그건 전연 선생님의 억측이십니다.

리승훈

당신도 말 마시오. 당신들도 청년이요? 그렇다고 난 당신들
을 힐책하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아모 것도 아니요. 다만

웨 사람을 불러올려놓고 언약을 어기냐 말이요?
최남선·송진우 …….
리승훈

처음 편지 말마따나 출자주에 관한 이야기라면 난 화도 안
내고 두말 없이 다수굿이 내려가겠소. 나한테 총리대신을
시켜줄 테니 올라오라고 했었드래두 안 됐으니 그냥 돌아가
겠소. 만석지기 논밭을 줄테니 올라오라고 했었드래두 안
주는 이상 두말 없이 내려가겠소. 어여쁜 색시를 천거해준
다고 했었드래두 언약을 어겼다고 탓할 것 없이 나는 그냥
내려가겠소. 허지만 그게 다 - 아니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하자고 올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그냥 내려가진
못하겠단 말이요. 내가 자나깨나 궁리하든, 어떡허면 남북
삼천리에 이르는 우리 땅에서 저 왜놈들을 몰아 내쫓을 수
있을까? 어떡허면 사천 년 역사에 영원히 찍힌 오점을 다시
씻을 수 있을까? 어떡허면 그놈들의 착취와 탄압 밑에 우는
우리 이천만 동족의 얼골에 웃음을 볼 수 있을까? 이걸 당
신들이 의론하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그냥 어슬
렁어슬렁 내려가진 못하겠소.

최남선·송진우 …….
리승훈

(격하야 말끝은 통곡으로 변하며) 당신들은 나를 바람을 맞
춰놨소. 시골에 들앉은 처녀 가슴에다 불을 질러 놨단 말이
오. 어떡헐 테요? 나는 이대로 고향엔 못 돌아 가겠소.(하
고 소래를 높여 통곡한다)

최

린

리승훈

리선생님, 너머 심뇌치 마십쇼.
(눈물을 닦으며) 추태를 부렸소. 용서하시오. (일어나며)
돌아가겠소.

일

동

리승훈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난 정주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요. 내 숙사
로 돌아가겠소. 그래서 기왕 난 바람이니 끝까지 한 번 싸
워보겠소. 우리 기독교끼리만이라도 끝까지 그놈들과 싸워
보겠소. 싸워보겠소가 아니라 싸우겠소. 전조선의 기독교도
가 응치 않는다면 우리 서북선 평양ㆍ선천ㆍ정주의 기독교
도만으로서라도 하겠소. 그것도 안 된다면 나 혼자서라도
선언문을 들고 국제연맹에 뛰어갈 작정이오. (하고 뒤도 아
니 돌아 보고 나가버린다)

최남선

(“선생님 선생님.”하고 쫓아가다가 다시 돌아오며) 난 뭐
빳겠다는 게 아니라…….

송진우

나도 뭐 언제 빳겠댔소? 좀더 신중히 생각해가지고 하자는
거지. (현상윤에게) 가서 김성수 군 하고도 의론해서 다시
오십시다.

최남선

같이 나가십시다. 리선생이 그렇게 화내실 일이 못되는
데……. (린에게) 리선생님한텐 좀 쫓아가봐야겠소.

최

린

최남선

그럼 그 선언문 날 주구 가시오.
(안가슴에서 서류 뭉탱이를 내주며) 갔다가 곧 올 텐데요,
뭐.

송진우

그럼 또 보십시다.

현상윤

안녕히 계십쇼. 이따가라두 또 들르겠습니다.

최남선ㆍ송진우ㆍ현상윤 ,나간다.
혼자 남은 최린의 눈에서는 눈물이 스르르 볼로 흐른다. 그의 딸 봉래(7
세) 달려온다.
봉

래

아빠, 아저씨들 다 갔어?

최

린

응, 갔단다.

봉

래

(부[父]의 눈물을 발견하고) 으응. 그런데 아빠 웨 울어?
아빠 울면 난 싫여.

최

린

(급히 눈물을 닦으며) 울긴, 아빠가 웨 우니?

봉

래

그런데 웨 눈물이 나왔어? 아빠가 뭐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그 아저씨들이 안 한다구 해서 그렇지? 난 다 알아, 그렇지
아빠?

최

린

아니야, 눈에 티가 들어가서 그래.

봉

래

뭘, 거짓말. 엊그저께 천도교 아저씨들도 모두 아빠가 뭐
하자구 그랬는데 안 한다구 했다구 밤에 울구서 뭐. 난 아
빠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자는 척하구 다 들은걸.

최

린

…….

봉

래

아빠, 그런데 아빠가 하자는 게 뭐유?

최

린

그건 알아서 뭘 하게?

봉

래

웨, 봉래가 알믄 못쑤?

최

린

꼭 알구 싶으냐?

봉

래

응.

최

린

(딸을 무릎 우에 올려논 후) 아빤 저 - 벽장 속에 든 조선
나라 기 있지?

봉

래

응. 경찰서에서 못 달게 해서 처넣둔 태극기 말이지?

최

린

응. 그 태극길 말이야. 아빤 그 기를 단오날, 팔월 추석날,
또 정월 설날, 이런 봉래 꼬까 입는 명절날 우리 대문깐에
다 걸두룩 하자구 그랬어.

봉

래

그러구 또 리태왕 초상날.

최

린

(뜨금하야) 리태왕 초상날?

봉

래

응. 어저께 두부집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조선나라 님금님
이 돌아가셨으니까 조선나라 깃대에다 껌정 흥겊을 달어야
만 된다구. 그런데 학교선 모두 히노마루 깃대에다 달라구
하지 않수?

최

린

(격하야 딸을 꼭 끼어안는다.)

봉

래

그런데 아빠. 그 아저씨들은 태극기 다는 걸 싫다구 그러
우?

최

린

그런 게 아니라 그아저씨들은 조곰 뒀다가 달자구 그러셨
어.

봉

래

그럼 아빠. 두부집 할아버지더러 하자구 하면 되지 않어.
그 할아버진 지금 곧 하자구 그럴 꺼야.

이때 천도교 교주 손병희, 동(同) 도사 권동진, 동(同) 오세창 들어온다.
봉래, “할아버지”하고 손(孫)에게로 달려가 매달린다.
최

린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봉래 넌 나가 두부집 할아버
지하구 놀아라. (하고 1전 끄내준다)

봉

래

손병희

응. (하고 받아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간다)
(앉으며) 어째 그리 풀이 하나도 없소?

교섭이 실패로 돌

아간 게구료?
최

린

네, 김윤식 씬 일본 경찰이 너무 독해서 될 것 같지가 않다
구 하구, 한규설 씬 김윤식 씨 거취를 봐서 하겠다구 하구,
윤용구 씬 황실을 위해서 해두 민족을 위해선 못 하겠다구
하구.

손병희

그럼, 박영횬?

최

린

그인 상해의 결과를 봐가지고 가담하겠다고 피하드랍니다.

권동진

우리도 그럴 줄 알았소.

오세창

그럴 줄 알았드면 학부대신 리용직(李容稙) 씨나 한번 만나
볼 껄 그랬지.

손병희

그인 별 거 있겠소? 그래 최남선이, 송진우들은?

최

교섭 갔다 오드니 그만 풀이 죽어가지고 못 하겠다구들 그

린

러는군요.
손병희

뭐, 못 하겠다구?

권동진

자기들이 허자구 말 내놓구서 나가자빠지면 어떡허구?

오세창

그리게 말이요? 다 - 허기로 발표하구 기독교측에서 사람까
지 불러올려왔다면서?

최

린

그래서 리승훈 씨가 펄펄 뛰다가 갔었습니다. 다른 건 다
고사하구라도 동경 유학생들과 여기 학생측들한테 대할 면
목이 없겠습니다.

손병희

그래 선언선…….

최

그건 두고 갔습니다. (하고 내준다)

린

손병희

(받아서 말없이 펴 읽는다)

최

문서 기초라든지 기타 서류작성 일체에 관해선 종전대로 끝

린

까지 협력하되, 자긴 역시 문필가로서 입신코저 하는 사람
이니까 연명에만은 빼달라는 겁니다.
오세창

그래두 결국 빳는 건 빳는 거지.

손병희

그래 당신은 어떡했으면 좋겠소?

최

사실은 그래서 지금 교주님 댁으로 올라가 뵐려구 하든 참

린

입니다.
손병희

(선언서를 권, 오에게 돌리며) 다 - 빠지라구 하슈. 우리
천도교에서 단독으루 합시다.

최

린

손병희

(소생[蘇生]한듯) 그럼?
그게 말썽두 없구 편하겠소. 명령 계통도 일률적으로 될 수
있고 각계 각층을 망라하는 것보다 더 강력할 꺼요. (권ㆍ
오에게) 어떻소? 그럭허는 게.

권동진

그게 좋겠소. 도중에서 허네 안 허네 소리가 나올 리도 없
구.

오세창

교주님 말씀대루 우리 천도교에서 합시다. 현재 있는 전선
교도 100만 명이면 전민족의 십육분지 일 아니요? 넉넉히

우리끼리 단독으로 할 수 있소.
권동진

그렇소. 참 아닐 말로 100만 명 신도 일홈이면 나라도 팔아
먹을 수 있다지 않소?

오세창

실지에 팔아먹었지. 매국노 송병준·리용구 놈이 대동일진
회 백만 교도 일홈으로서라 하고, 총리대신 리완용이 놈하
구 왜놈 통감 이등박문이 놈한테 진언설 내가지고 한일합방
을 하지 않았소.

최

린

우리가 백만 신도를 가지고 있는 건 절대 강점입니다. 일본
놈의 무단정치로 조선에 회나 단체란 한 개만 남고 해산 해
체 당한 데 있어, 우리 천도교만은 전선적으로 조직을 가지
고 있으니까 우리끼리만도 능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손병희

그야 우리 천도교 중에서도 또 더러는 반대하는 사람 두 있
을 테지만 끄트머리 가서는 우리 넷이서만이라두 할 결심으
로 나갑시다.

권·오 양인

옳은 말씀이시오.

손병희

천도교 교주치고 아룻묵에서 죽은 사람 있소? 교조(敎祖)
최제우(崔濟愚) 선생께선 대구에서 목을 잘리시어 용담수
(龍潭水)에 수장을 당하셨고, 제2교주 최시형(崔時亨)선생
께선 동학당(東學黨)난리에 체포되시어 서울 옥에서 교살
(絞殺)당하시지 안하셨소? 사실은 나두 그때 죽을 목숨이지
만 상해루 일본으루 망명해서 천행으루 오늘 살아 있는 거
요. 내가 산들 내 팔자에 방바닥에서 죽기를 바랄 수 있겠
소? 나는 기왕 그때 죽은 목숨이니 조곰도 두려울 께 없소,

오세창

교주님이야 지금두 동학봉기(蜂起) 때 혈기 그대루시지요.

손병희

그때두 양반놈들의 학대에 참다 참다 못해서 일어난 거에
요. 지금 우리가 이 민족운동을 일으킬려는 것두 일본놈들
학대와 탄압과 착취에 참다 참다 못해서 일어나는 거요.

권동진

아마 사회정세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을 걸요?

손병희

꼭 같구 말구. 일이란 늘 민심의 기미를 잘 보촉해가지고
일으켜야 하는 법이요. 당시 농민계급들의 양반놈들과 탐관
오리들에 대한 증오와 원차의 소리는 남선일대에 충만했었
소. 그래서 모두들 어느 구석에서든지 일이 터지기만을 고
대 고대하고 있었든 거요. 그러든 때라 우리가 전봉준이하
고 고부에서 들고 일어나자 불과 수일내에 전라도서 10만

명이 몽둥이와 괭이를 들고 몰려들었었소. 우리가 전주로
진군하자 연도의 웅꾼들이 일제히 가담했고 경상도ㆍ강원도
ㆍ경기도ㆍ충청도 각지의 방방곡곡에서 농민들이 관가와 양
반을 뚜드려 부시기 시작했든 거요. 내가 시세를 관변하건
대, 민심의 동향이 그 임시와 똑같소. 해내ㆍ해외를 물론하
고 도시와 농어산촌을 막론하고 어느 구석에서 일이 터지기
만 기대리고 있는 상태요. 종기로 치면 만창이란 말이요.
그러니 바늘만 갔다대도 터지게 되였소. 우리의 힘이라는
건 극히 미약한 것이요. 강력한 건 이 민중의 힘이요. 그러
니 우리 지도자가 그들 민심의 기미를 잘 보촉만 하면 만사
는 기계적으로 제절로 진행케 될 것이요.
최

린

우리에게 백만 교도가 있는 것과, 사회정세가 국제상으론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민족의 반항심이 일촉즉발의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로서 손쉽게 거사를 할 수 있는 큰 강점이지
만, 우리 천도교엔 크나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손병희

약점이라니?

최

그것 때문에 사회정세가 우리들의 봉기를 기대리고 있으되

린

실지에 있어 까닥하면 민중이 아니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손병희

(초조한 듯) 그 약점이 대체 뭐요?

최

우리 천도교 자체에 대한 불신임과 손선생님의 사생활에 대

린

한 세간의 비난입니다.
손병희

(약간 노기를 뿜은 어조로)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최

우리 천도교를 사회의 일부에선 아즉도 친일적으로 곡해하

린

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병희

뭐 친일적? 그럼 내가 친일파란 말이요?

최

그런 게 아니라 매국적 역할을 한 대동일진회가 우리 천도

린

교의 전신인 동학(東學)의 분신이므로 일부에서는 대동일진
회와 우리를 동일 계통으로 곡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
고 대동일진회를 동학으로서 조직케 한 분이 손선생님이시
기 때문에 단순한 민중은 손선생님을…….
손병희

그야 리용구 놈한테 내가 동학을 맽겼든 건 천추에 남을 한
이오. 허지만 내가 동경 있을 그 당시의 리용구는 친일파가
아니라 과격한 친로파(親露派)였소. 나는 그래서 그놈한테
조선에 나가서 동학을 중심으로 회를 조직하되 표면으로는

친일적 색채를 띠우고 내면으로는 동학의 보지를 확립하라
고 하고 그에게 동힉 인솔의 전권을 주었든 거요. 그랬는데
그놈이 나와의 언약을 어기고 송병준이 놈과 결탁하야 정말
로 친일을 표방하고 심지언 한일합방을 창론했든 거요.
권동진

그랬기 때문에 손선생님께서 동경서 나오시자 곧 리용구ㆍ
송병준이 놈을 우리 동학에서 내쫓이지 않았습니까?

오세창

그렇지요. 그래서 우린 천도교라 개명하구 저희놈들은 따로
시천교(侍天敎)를 만들구 확실히 갈라섰는데, 그게 어찌 자
매 단체가 될 수 있단 말이요?

손병희

그건 그렇거니와 내 사생활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유는 뭔
가?

최

린

(약간 주저하다가) 선생님의 생활이 너무도 호화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가회동 저택이 경복궁 같다느니……. 우이동
별장이 수십만 원 나간다느니……. 일본서 사들인 쌍두(雙
頭)마차만 타구 댕기신다느니……. 또 거기다 셋째 사모님
(제3부인 朱山月[주산월], 27세)께 대한 풍설 등……. 결국
말하면 선생님의 생활이 왕자 부럽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오세창

남이야 아무렇게 살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일까?

최

선생님의 100만 원이 넘으시는 재산이 다 성미(誠米), 즉

린

삼백만 신도들의 혈간의 결정인 의연금이라구…… 해서 그
러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지
만……. 그것 때문에 선생님께 대한 신뢰가…….
손병희

그러니 우리가 단독으로 해선 민중이 따라오지 않을꺼란 말
인가?

최

린

네.

손병희

(비통해지며) 그럼 나만 빠지면 되겠나?

최

선생님이 빠지시구야 교도들이 움직이겠습니까?

린

손병희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최

린

기독교하고 합작을 하시지요.

일

동

기독교하구?

최

린

네, 그게 이번 일을 전민족적으로 강력케 전개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한편 우리 천도교에 대한 비난과 불신뢰
의 바람을 막을 수도 있는 길일 줄 압니다.

손병희

허지만 기독교에서 응할지 안 할지 모르지 않겠나?

최

린

조곰 아까 최남선 씨가 리승훈 씨 댁으로 쫓아올라갔는데
아마 합을 권하러 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하자고만 하면
그분은 당장 응하실 것입니다.

권동진

기독교도 한 50만 될걸?

최

훨씬 넘을 껍니다.

린

손병희

(권ㆍ오에게) 두 분 의향은 어떻소?

권·오 양인

좋겠습니다.

손병희

그럼 만사는 최린이가 맡아서 잘 조처하게.

최

네.

린

손병희

(권ㆍ오에게) 그럼 우린 올라가서 지방에 사람들 내려보내
구 교도들을 결속하야 준비들 해나갑시다.

권·오 양인

그러시지요.

최

그럼 같이 나가시지요.

린

최린, 오 - 바 - 를 입고 3인과 함께 나간다. 무대 잠시 공허. 이윽고 리
승훈과 최남선과 이야기하며 최린 되돌아온다. 뒤따라 남대문교회당 교사
함태영.
리승훈

그럼 지금 나가신 이가 바루 교주님이시요?

최

네.

린

리승훈

잘 자셔서 그런지 풍채가 좋소. 그래, 천도굔 어떡허기로
했소?

최

린

리승훈

단독으루라두 하기루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당신들과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할려는거니 합
작하면 어떻겠소? 최남선 씨도 우리집엘 쫓아와서 그걸 자
꾸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대표로 왔소.

함태영

(인사하며) 함태영입니다.

최

최린입니다. (승훈에게) 사실은 저희들도 합작 얘기가 나와

린

서 제가 댁으로 올라갈려든 참입니다.
리승훈

최남선 씨 말이 불교도 넣으면 좋겠다구 하는데 댁에선 어
떻겠소?

최

린

사실은 한용운(韓龍雲) 씨한테 우리 계획을 얘기했드니 자
기들도 꼭 가담케 해달라구 했습니다. 역시 이 일이 전민족
적인 일이니만치 종파를 가리지 말고 대동단결로 나갔으면

좋을까 합니다.
리승훈

나두 그 말엔 절대 동감이요. 그럼 천도교, 불교, 우리 기
독교, 세 단체에서 각각 대표자를 뽑아서 민족 대표를 삼고
독립을 선언키로 합시다.

최

린

선언할 날짜는?

리승훈

3월 1일이 좋겠소.

최

3월 1일이요?

린

리승훈

3월 3일에 고 리태황의 국상이 거행될 테니까 각 지방에서
참관자가 모여들 꺼요. 이 군중을 선동합시다. 그리고 이날
은 또 각 지방 방방곡곡에서 일제히 국상식이 거행될 테니,
서울과 지방이 동일 동시각에 행동을 개시할 수 있을 꺼요.

최

린

3월 1일이면 삼일이군요. 천시(天時), 지리(地理), 인사(人
事)의 삼위일체……. (무릎을 치며) 아주 길일입니다.

최남선

국가구성의 3요소인 주권과 민족과 강토의 삼위일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함태영

우리 기독교 신자로선 성부·성자·성신의 삼위일체 성신으
로도 됩니다.

최

린

삼일 -. (다시 한번 무릎을 치며) 길일입니다. 아주 참 잘
잡으신 날짭니다.

함태영

그런데 천도교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최

일본놈이 그걸 두게 합니까? 약간 감춰뒀든 거 다 몰수당했

린

지요.
함태영

우리, 무기 사용만은 절대루 말기루 하십시다.

리승훈

헐래야 헐 수나 있겠소.

함태영

그런데 이 운동방식 말입니다.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노라
하고 일본과 정면 충돌을 할 께 아니라 역시 독립탄원서를
내서 한번 청원을 해보면 어떨까요?

최

린

리승훈

탄원이야 민족자결은 아니지요.
나 원, 이렇게 겁많은 이는 보길 첨일세. 우리가 우리의 독
립을 당당히 선포하는데 탄원이란 무슨 비겁한 짓이요?

함태영

그럼 선언을 하되 어데까지든지 무저항주의로 나가십시다.
‘칼을 들지 말라. 너희가 너희 칼에 스스로 망하리라’ 하
시지 않았습니까?

리승훈

그야 우리가 무기가 없는 이상 비폭력주의로 나가는 수밖에

없겠지요. (최린에게) 그런데 최선생께 챙피한 말 하나 할
께 있소.
최

린

리승훈

무슨 말씀이신데요?
우리에게 운동자금이 한푼도 없소. 뿐만 아니라 서명 할 사
람은 죽을 각오 해야 할 테니까, 그들 유가족의 생계도 도
와줘야 하겠구…….

최

린

대강 얼마 가량이면?

리승훈

한 3천 원 가지면 되겠지요.

최

그건 염려마십쇼. 한 5천 원까진 보조해디릴 수 있을 껍니

린

다. 손선생님께 여쭈어 내일까지 전해디리지요.
리승훈

고맙소.

이때 돌연 고막을 찢는 듯한 총성 1발, 계속하야 2발, 3발, 이어서 날카로
운 호적(呼笛) 소래 삐 - 삐 - 하고 이쪽 저쪽에서 교차한다.
함태영

무슨 일일까요?

최남선

해외에서 누가 들왔다 잽힌 게 아닐까요?

이때 최린의 처, 급히 들어온다.
린의 처

(공포에 떨며) 지금 바로 요 앞에서 웬 학생이 헌병놈들 총
에 직사했어요.

최

린

린의 처

(불길한 예감이 홱 들며) 학생이?
네, 동경 유학생이라나 봐요. 주머니 속에 독립선언문을 넣
구 나오다가 정거장에서 추격을 당했다는군요.

이때 김원벽(金元璧), 달려들어온다. 일동, 이 불의의 입자(入者)에게 놀
란다.
김원벽

승낙도 없이 무단히 들어와 죄송합니다. 전 강기덕·한위건
부탁을 받은 연희전문 김원벽입니다. 신문엔 게재가 금지됐
습니다만 지난 9일날 동경서 그만 터지고 말았습니다.

일

동

김원벽

그럼?
네. 최팔용(崔八鏞), 리광수(李光洙), 송계백(宋繼白), 서

춘(徐椿), 최근우(崔謹愚), 김철수(金喆壽), 백관수(白寬
洙), 리종근(李琮根), 윤창석(尹昌錫), 김도연(金度演), 장
덕수(張德秀) 등이 간다(神田[신전]) 기독교청년회관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참집한 남녀 유학생들과 만세를 고
창하며 시가로 시위행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팔용
이하 대표자들이 독립청원서와 결의문을 귀중량 의원, 각국
대ㆍ공사, 동경내 각 신문사에다 제출하고 그 길로 경시청
으로 몰려가서 즉시 독립의 단판을 했다구 합니다.
리승훈

그럼 기여쿠 터지구 말았구료? (하고 감격하야 일동의 손목
을 잡는다)

최

린

김원벽

역시 조선에도 피가 있군요?
리광수, 장덕수는 상해로 탈주하고 최팔용 외 주모잔 체포
당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도망하야 나오다가 하관과 부산서
거의 다 잽혔다구 합니다. 오늘도 경성역에서 두 사람이 잽
혔고 댁의 문전에서 달아나다 한 사람이 무참히 왜놈 총에
죽었습니다.

일

동

김원벽

그럼 지금 죽은 그 학생이?
네,헌병대에선 일제히 요시찰원의 가택수색을 개시했으니
주의들 하십쇼. 우리들은 전부 하숙을 옮기고 몸을 피했습
니다. 그럼 안녕히들 계십쇼. (하고 질주해 나간다)

리승훈

제１차로 동경서 터졌소. 제２차는 오는 3월 1일에 우리가
터트리고. 방방곡곡에서 우리가 함께 연락한 것도 아니요,
계획한 것도 아니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하든 사람이 제３
차, ４차, ５차로 나설 것이오. 그리하야 최후의 일인 최후
의 일각까지 다 함께 우리 의사를 발표할 것이요. 그러니
우리 다시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합작을 굳게 약속하십시
다. (하고 최린의 손을 잡는다)

최

린

(그의 손등에 다시 손을 얹고) 약속하겠습니다.

제 4 막
사이풀(美人[미인] 聖花女學校[성화여학교] 敎長[교장])
다와라(俵[표]) 소위(헌병, 경무총감부 고등계 주임)
손규철(孫圭鐵 ; 형사)

리승훈(李昇薰 ; 기독교 대표)
리필주(李弼柱 ; 기독교 서명자)
리명룡(李明龍 ; 기독교 서명자)
신석구(申錫九 ; 기독교 서명자)
신홍식(申洪植 ; 기독교 서명자)
최성모(崔聖模 ; 기독교 서명자)
박동완(朴東完 ; 기독교 서명자)
오하영(吳夏泳 ; 기독교 서명자)
박희도(朴熙道 ; 기독교 서명자)
리갑성(李甲成 ; 기독교 서명자)
김창준(金昌俊 ; 기독교 서명자)
리명룡의 노부(老父)
김창준의 처
리갑성의 노모
함태영(咸台永 ; 남대문교회 목사)
최

린(崔麟 ; 천도교 서명자)

강기덕(康基德 ; 普專[보전]대표)
한위건(韓偉鍵 ; 醫專[의전]대표)
김원벽(金元璧 ; 延專[연전] 대표)
최순천(崔順天 ; 聖花女學校[성화여학교] 교사)
한창환(韓昌桓 ; 普專生[보전생])
김문진(金文軫 ; 世專[세전]대표)
손소복(孫召福 ; 聖花女學校[성화여학교] 생도)
1919년 2월 28일 야(夜)
사이풀의 집
사실엔 있어선 기독교 대표 16인의 서명은 노량진 산중의 어느 교인의 집
에서, 학교측의 전문학교 대표들의 회합은 승동(勝洞) 예배당에서, 중학교
회합은 정동(貞洞) 예배당에서 각각 했었다, 그러나 이것도 작극의 편의상
미인(美人) 선교사 사이풀의 집을 무대로 하고 한데 얼기로 하였다.
무대는 독신자 사이풀의 질소(質素)한 거실로, 정면에 아 - 치형의 문이
있고 비로 - 드의 커 - 탠이 느러워 있으며 그 우에 회개실(悔改室)이라 적
혀 있다. 책장에는 기독교는 물론이요. 문화 각 방면에 이르는 기천(幾千)

권의 양서와 한쪽으로 조선판 본 불전(佛典)들.
피아노, 조선병풍, 유화, 묵화, 석상, 조선가면 등은 고도한 다방면의 취
미를 대언하되, 어느 곳에든지 조선에 대한 무한한 애착의 표정을 볼 수 있
다. 유화는 따뷘치의 〈최후의 만찬〉이요, 석상은 〈수난의 기독상(基督
像)〉이다. 좌변은 식당으로, 우변은 침실로 연하게 되는 양, 만취한 고등
주임 다와라(俵[표]) 소위와 손규철, 좌변 식당에서 사이풀이 따라나온다.
다와라 소위

‘요히마시다. 요히마시다. 혼도니 고고로요꾸 요히마시다.
손꿍, 브도오슈 낭떼 하지매대 논다로오.’ [취했습니다.
취했습니다. 아주 잘 취했습니다. 손군 포도주란 첨 먹었
지?]

손규철

‘하.’[네]

사이풀

그 포도주 일천팔백오십 년제입니다.

다와라 소위

(감심[感心]하며) ‘호 -’[그래요!] ‘이이 사께데스나.’
[참 좋은 술인데요] (창변[窓邊]으로 가며) 사이푸루상, 동
경은 지금쯤 매조꽃이 만개일 껍니다. 창밖엔 꾀꼬리가 울
꺼구. 그런데 여긴 눈이 오구 있군요,

사이풀

다와라상, 일본 노래 하나 들려주십쇼.

다와라 소위

전 노래하군 아주 인연이 없습니다. 손꿍, 어때? 나대신 하
나 불러봐.

손규철

(비굴하게 웃으며)헤헤헤, 전 평생 노래라군 불러 본 적이
없습니다.

다와라소위 그래두 귀루 들은 건 있겠지?
손규철

(애원하듯이) 노래만은 용서해주십쇼. 바른 대로 말이지 노
래라군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져서부터 이적까지…….

다와라 소위

(돌연 악을 쓰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치 않을 테냐?

손규철

(질겁을 하야) 하, 하겠습니다. (눈치를 살피며) 모두 넘어
들은 곡조지만 뭐든지 지적해주시면…….

사이풀

조선 학생들이 늘 길로 부르고 댕기는 〈한양아 한양아〉노
래가 좋겠습니다.

다와라 소위

참 그게 좋겠군.

손규철

그럼, (기척하고 혼신의 용기를 다하야 쥐어짜는 듯한 성운
[聲韻]으로 부른다)
한강물은 쉬지 않고

흐른다. 한양아
남산우에 송백들은
사시로 푸르다.
청청한 산림 새로
드리는 바람소리
널 부르는 열성이다.
한양아 한양아
널 부르는 열성이다.
한양아 (작자·작곡자 不明[불명])
최후의 행은 고음(高音)이라 그야말로 돼지 멱따는 소리다. 다와라 소위,
배를 붙들고 폭소한다.
사이풀

(면구하야) 참 좋은 노래였습니다.

이때 멀 - 리서 거리를 지나가며 학생들이 부르는 같은 노래가 규철의 노
래와 더불어 점점 가까이 들리드니, 다시금 눈 나리는 밤거리의 정적 속에
멀 - 리 사라진다.
다와라 소위

(귀를 기울이고 듣더니)‘이야나 우다데스나.’ [께름직한
노랜데요] 죠 - 센징들은 어째 모두들 저런 슬픈 곡조만 좋
아할까요?

사이풀

정신상 희망과 기쁨이 없는 탓이겠지요?

손규철

아니에요. 천성이 망종으로 돼먹어서 할 수가 없어요.

다와라 소위

그눔의 한양구야 한양구야를 듣구 있으니까 모처럼 잘 취했
든 흥이 일시에 깨지는걸. 에이, 망할 자식들.

손규철

(추종하야 아첨[阿諂]하며) 그럴 걸 웨 저더러 불르라구 하
셨습니까. 그 자식들이 웨 행길로 밤이면 그 노랠 불르고
댕기는데요? 일본 사람한테 빼앗긴 서울을 다시 찾도록 결
속하자구 외치구 댕기는 거에요.

다와라 소위

손꿍, 내일부터 한양구야 노래부르는 자식들은 모주리 잡아
디려라.

손규철

네,

사이풀

그 노래 그렇게 나뿐…….

다와라 소위

(말을 막으며) 아닙니다. 아주 우리 일본 사람들을 증오하
고 원차하는 노랩니다. 오늘 과조 - 도노(課長[과장]님)께
서 저 노랠 못 들으셨기 망정이지 들으셨드면 큰일날 뻔했
습니다.

사이풀

오늘 마에다(前田[전전])대좌께서 못 오신 거 참으로 섭섭
합니다. 이번에 그분 신세 대단 많이 졌습니다.

다와라 소위

사이푸루상 아니면 행현이 외 열두 명은 최하 10년은 갈 때
없었지요.

사이풀

다와라상과 손형사의 각별한 후의에두 이 사이풀

다시금

이 자리에서 치하말씀 디립니다.
손규철

본인들도 이번에 혼이 났으니까 다신 그따우 짓 못 하겠지
요.

사이풀

그애들 마에다 대좌 말씀대로 전부 퇴학시켰습니다. 행현인
바누질 배가지고 시집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와라 소위

잘 생각했지요.

사이풀

다와라상, 가시는 길에 포도주 한 병 과장께 전해주시겠습
니까?

다와라 소위

그러지요.

사이풀

그럼 지하실에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식당쪽으로
나간다.)

손규철

(주저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그런데 슈닌도노, 저……
저……..

다와라 소위

뭐야?

손규철

저…… 제 승급은 언제나……?

다와라 소위

승급? 웨 넌 사람이 옹졸하냐? 올라갈 때 되면 어련히 올라
갈라구.

손규철

허지만 하야시상은 작년에 들어와가지구 벌써 세번짼데……
전 한 번두…….

다와라 소위

하야시꿍은 하야시꿍이구 넌 너야. 남이야 어떻든간에 넌
너대로 소처럼 묵묵히 일만 해. 충실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보수가 있는 법이야. 우에
선 다 보고 듣는 눈이 있으니까…….

손규철

저야 이런 말씀 어쭙고 싶지 않지만 집에서 어린 것들 하구
살 수가 없다구 바가질 긁으니까……. 딸년은 딸년대루 스

파일 해줘두 생기는 게 없다구 쫑쫑거리구…….
다와라 소위

좀더 참으라구 해라. 오를 땐 한꺼번에 뭉청 오를 테니. 그
리구 자리두 부장으루 그야말루 삼단도비(三段쟘푸) 껑충
뛸거구…….

손규철

저야 그날을 손꼽아 기둘르구 있지만 집에 것들은 그걸 믿
질 않기 때문에…….

다와라 소위

손꿍, 손꿍이 그렇게 조급히 승급이 하구 싶거든 경무총감
부가 벌컥 뒤집힐 데가라(공)를 올리면 되지 않냐? 손꿍,
수완을 한번 나타내 봐.

손규철

…….

다와라 소위

독립선언 할려는 음모단을 잡아내란 말이야. 그럼 승급이나
부장 문제가 아니라 부귀영화가 모두 손꿍 것일 테니…….

손규철

그래서 저두 밤잠을 못 자구 헤매구 있습니다만 당최 단서
를 잡을 수가 없군요.

사이풀, 깨끗한 색지에 포도주를 싸들고 들어온다.
사이풀

오래 기둘르셨습니다. (탐지할려는 듯) 그런데 또 무슨 사
건이 생겼습니까?

다오라 소위

네. 독립선언을 할려는 음모가 있습니다.

사이풀

(일부러 경악한 듯) 그럼 요전 그 동경 유학생들처럼 말입
니까?

다와라 소위

네.

손규철

서북친목회 학생놈들이 계획을 하구 있는 게 분명한 것이,
하숙을 모주리 옮겼습니다. 보전 강기덕이, 연전 김원벽이,
의전 한위건이, 그외 각 학교 학생회 대표자들이 거의 함경
도, 평안도 출신 학생들인데 지난 15일경부터 일제히 하숙
을 옮기구 어데루 숨어들 버렸습니다.

다와라 소위

학생뿐 아니라 천도교도 낌새가 있어.

사이풀

허만 거기야 종교단체 아닙니까?

다와라 소위

표면은 그렇지만 출발부터가 종교보다 정치성을 더 표방한
단쳅니다. 요전엔 장부를 압수해다가 혹 수상한 지출이 있
나 하구 샅샅이 조사해봤드니 지방으로 도사(道師)들을 파
견한 출장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산학교

교주 리승훈한테 오천 원을 지불 한 것이 있습니다.
사이풀

리승훈 씨한테요?

다와라 소위

네. 자기들은 그 학교를 인계하야 경영하기루 했다구 하지
만 리승훈인 사내총독 암살계획자였든 만큼 단순히 경영권
위양의 선금이라구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군하구
둘이서 마에다 과장에게 여쭈어 천도교 총검속을 하시자구
했드니 과장은 승낙하셨는데 경무총감인 사령관 각하께서
천도굔 절대로 염려없다고 손대지 말라고 하셔서 부득이 중
지했었지요.

손규철

총검속만 하면 당장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이런 건 못
하게 하시구 수완만 보이라구 하시니 제가 죽을 지경입니
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요새 혹 리승훈씨 만나시지 못했습
니까?

사이풀

그 장로님 경성 오셨단 소린 들었지만 한 번도 만나진 못했
습니다. 아마 시골로 다시 내려가신 게지요.

손규철

정주 헌병대루 수배를 해봤는데 상경한 후 한번두 안 내려
왔다구 합니다. 천도교에서 받은 돈이 독립운동자금인 게
분명한 것이 기독교에서두 지방으루 전도사ㆍ목사들이 상당
히 많이들 내려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이풀

그건 나는 초문입니다.

손규철

교장께서는 외국인이시니까 물론 몰르시겠지요. 지방 경찰
서의 보고에 의하면 천도교ㆍ기독교뿐만 아니라, 방학도 아
닌데 전문학교ㆍ중학교 학생들이 어제 오늘 상당히 많이들
내려왔다구 합니다. 무슨 음모가 있는것만은 확실한 사실인
데 통 단서를 잡을 수가 없군요. 기독교 리승훈이하고 강기
덕이, 김원벽ㆍ한위건 세 학생놈만 잡아도 사건의 윤곽은
드러날 텐데…….

다와라 소위

기왕 천도굔 총감 각하께서 손대지 말라구 하시니까 할 수
없지만 내일은 천도교 인쇄소만이라도 형사대로 습격해볼
작정입니다.

사이풀

그럼 그 수송동에 있는 보성사(普成社)말입니까?

다와라 소위

손꿍이 은밀히 그 동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어저께 그저
께 이틀 동안 공장에 불은 꺼졌는데 밤새 무얼 박어내는지
덜그락 덜그락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드라구 합니다.

손규철

슈닌도노, 내일까지 갈 것 없이 비상소집해가지구 아주 지
금 가십시다.

다와라 소위

지금?

손규철

네, 그래서 공장장 리종일(李鍾一)이를 잡아다 족쳐보십시
다.

다와라 소위

(얼골을 찡그리며) 모처럼 이렇게 유쾌한 기분이 됐는데 또
고문을 하잔 말이냐? 내일 하자, 내일 해. 오늘은 가서 오
래간만에 에펜네 볼기짝이라두 두들겨주구…….

손규철

허지만 그 자식들 밤일 한 게 독립선언설 찍어낸 거라면?

다와라 소위

그렇다구 설마 내일 아침에 독립선언하겠냐? (사이풀에게)
이거 고연히 즈이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
만 실례하겠습니다.

사이풀

좀더 노시다 가십쇼.

다와라 소위

많이 놀았습니다. 또 포도주, 과장께 전해야 할테니까…….

사이풀

그럼 과장께 오늘 못 오신 것 여간 섭섭히 생각코 있지 않
드라고 말해주십쇼.

다와라 소위

‘하, 데와 고래데.’[네, 그럼 이만] (하고 거수경례 한
다)

손규철

아주 잘 놀구 갑니다.

양인(兩人) 앞서 나가니 사이풀 뒤따른다. 기도실의 문이 열리고 커 - 탠
이 허치며 리승훈ㆍ함태영ㆍ리필주ㆍ신홍식ㆍ신석구ㆍ최승모ㆍ오하영ㆍ박희
도, 나온다. 기도실내에는 촛불이 깜박이고 있다. 이윽고 사이풀, 그들을
바래고 다시 들어온다.
리승훈

갔습니까?

사이풀

두 사람 다 만취해가지고 갔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겠다구 하니 오늘밤은 절대로 안심하고 서명들 하십쇼.

리필주

난 그 녀석이 보성사 습격하자고 할 때, 간이 콩만해졌소.
리갑성이가 김성국(金成國)이란 세전 학생들 더리고 선언서
를 찾으러 갔는데, 그 녀석들이 거길 습격한다면 어떡헐 뻔
했소?

사이풀

나 오늘 죄 많이 졌습니다. 계명에 말리시는 술을 권하
고…….

리승훈

고난에 우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니 주님
께서도 용서해주실 껍니다.

사이풀

도장 찍으실 분은 다 - 들 오셨습니까?

리승훈

아즉 네 사람이 덜 왔습니다.

사이풀

그럼 난 파수 겸 응접실에 나가 있겠습니다. 이 방은 지금
부터 여러분의 방입니다. 내 이 누추한 방이 조선독립을 선
언하시는 여러분의 최후의 서명을 하는 방이 된다는 것은
이 사이풀의 무한한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이 방을 빌려드
리라고 명령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거든
불러주십시요. (하고 밖으로 나간다)

신홍식

나머지 사람들은 어찌된 일일까?

리승훈

원, 이렇게 시간관념들이 없어서야 큰일을 어떻게 한담. 헌
병대 녀석들이 와서 주인하고 술 먹구 놀구 가도록 안 오니
이게 몇 시간이야.

오하영

가족들하구 작별이 용이치 않은 거겠지요. 에펜네, 자식들
이 울구 매달리는 데야 아무리 맘을 독하게 먹어두 역시 동
요하게 되니까요.

함태영

그게 인간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아니요? 난 아시는 바와 같
이 고등법원의 판사를 여러 해 지내봤지만 사형을 언도받는
죄수치고 동요치 않는 사람은 못 보았습니다.

신석구

어째 목석이 아닌 이상 동요칠 않겠소. 바른 대로 말이지
여기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불안과 공포감이 없다
는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함태영

이번 우리 독립선언은 일본 국체를 전복하는 것입니다. 다
시 말하면 일본 천황이 도장을 찍은 한일합방을 부인하고
일본 천황이 친임한 총독정치를 거부하는 것이니 즉 일본
헌법을 뒤엎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봐선 내란죄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홍식

내란죄면 으레 사형 아니요?

함태영

그야 물론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독립을 선언치 않고 탄원
을 한다면 법적으론 아무 저촉되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리승훈

탄원이란 자결의 본의에 어그러진대도 그러시네. 민족자결
이란 여론에 호흡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질려는데 탄원이란 무슨 비겁한 것이란 말이요?
우리가 10년 동안 그 놈들한테 압제받은 것도 참으로 굴욕
인데, 이제 또다시 그놈들한테 독립을 좀 시켜달라고 애걸
을 해야 옳단 말이요.
함태영

애걸하군 의미가 달르지요.

리승훈

글자만 달렀지 뜻이야 마찬가지지 뭐요? 설사 또 다르면 지
금 와서 변경하게 됐소? 독립을 선언하기로 하고 지난 일에
국제연맹에 각국 전권대사에게 보낼 격례문과 윌슨 대통령
에게 보낼 이견서를 가지고 현순(玄楯) 목사님께서 안동(安
東) 경유로 상해로 떠나시지 않았소? 지금쯤은 도착돼서 영
문과 기타 각국 국어로 번역을 끝마추고 파리로 갈 사람을
상해측과 절충코 있을 것입니다.

함태영

안세황(安世煌 ; 平壤基督敎書院會[평양기독교서원회] 총
무, 32세) 씨가 무사히 동경에 닿았는지?

리승훈

참 깜박 잊었소. 오늘 아침에 인편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무사히 도착해서 숙소를 와세다대학 근처에다 정하고, 천도
교에서 파견한 림규(林圭 ; 早大[조대] 출신, 56세)씨하구
둘이서 귀중량의원(貴衆兩議院)에 제출할 서류도 다 완료됐
다구 합디다.

신홍식

요전 림규 씨가 떠나기 전에 선언문 번역한 걸 읽어 봤는
데, 참 일본말도 거까지 가면 문사 뺌치겠습디다.

리승훈

그러니 상해측은 국제연맹 개최일만, 동경선 또 내일만 기
대리구 있는데 지금 와서 탄원으로 변경할 수 있겠소? 천도
교선 보성사서 이틀밤을 새고 선언서를 이만 일천 매를 찍
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탄원서로 고치겠소?

함태영

누가 지금 탄원으로 변경하자는 겁니까? 탄원으로 하면은
사형은 면한다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지. 리장로님은
너무두 과격하시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리승훈

당신은 처음부터 탄원주의 아니요? 오늘 새삼스럽게 했어야
지나가는 말이지 그렇지 않어도 학생들은 투쟁으로 나가자
는 걸 비폭력 무저항의 주의로 나가자구 해서 따지구 보면
나약한 방식인데 거기다 또 어떻게 탄원까지 한단 말이요?
원, 웨 이리 기독굔 말이 많은지 천도굔 일이 착착 진행되
는데 우린 갑론 을론 뭐 한번 순조롭게 결정된 것이 없소.

오늘 이렇게 도장들 찍으려 나온 게 난 기적인 줄 아오.
함태영

…….

리필주

(공기를 전환할려고) 그런데 웨 이렇게들 늦일꼬?

신석구

이렇게 시간이 있을 줄 알았드면 막내눔이나 한 번 더 안아
주고 오는 것을…….

오하영

허느니 내가 그말이요. 이렇게 시간이 있을 줄 알았드면 작
년에 입학한 막내눔이 밤낮 사달라구 졸르든 그 가죽 챙모
자나 하나 사주고 올 껄 그랬소.

신홍식

난 평양 떠날 때 식구들하고 변변히 얘기두 못 하구 나와
서……. 아버님께 마지막 절이나 하구 오는 것을…….

리승훈

(소래를 지르며) 또 그 부모니 처자니 하는 소리들이요? 일
체 가족에게 대한 미련은 얘기치 않기로 약조치 않았소? 아
직 도장들을 찍은 건 아니니까 빠질려거든 지금들 빠지슈.
찍기 전엔 빠질 수 있으니까……. 찍어 놓고 후회들 할 께
아니라 빠질 사람은 지금들 아주 빠지슈.

신홍식

장로님은 사람을 말두 못 하게 하신단 말이야. 시간이 있으
니까 가족들이 생각난단 말이지 누가 빳겠댔습니까? 입 가
지구 그런 말두 못 한대서야.

리승훈

우리 입에서 자유와 독립과 죽음 이외 무슨 말이 또 있단
말이요.

집을 한 번 나온 이상 내일 오후 두 시 빠고다 공

원에서 선언서를 낭독하고 단두대에 목이 잘릴 때까진 절대
로 가정에 대한 이야긴 우리 말기로 합시다. 사람이란 나약
한 동물이라 언제든지 시험에 빠지고 마는 법이요.
이때 사이풀이 들어온다.
사이풀

리명룡 장로님, 선천서 아버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리명룡

저희 아버님이요?

사이풀

네. 이리 모시고 올까요?

리명룡

제가 나가지요.

리승훈

(나갈려는 리명룡을 붙들며) 여기서 만나십쇼. 혼자 만나시
면 자연 또 마음에 잡념이 들어갑니다. (사이풀에게) 미안
하시지만 이리 안내해주십쇼.

사이풀, 다시 밖으로 나가드니 리명룡의 부친을 안내해주고 다시 나간다.
박눌(朴訥)한 농민이다.
리명룡

(달려가며) 아버님, 어떻게 여기 있는 줄 아시구……?

명룡의 부

차에서 내리는 길루 정동 예배당을 찾아갔드니 리필주 목사
님 부인께서…….

리필주

그럼, 저희 집에 들러오시는 길입니까?

명룡의 부

네, 댁에서두 중학생들이 뫼서 야단들입디다. (명룡에게 옷
보재기를 내주며) 안 메누리애가 새루 지었다구 감옥에 갈
때 바꿔 입으라구 하드라. 그러니 이게 바루 네 수의(壽衣)
다. 헌옷은 벗어 날 다구.

리명룡

그대루 두시고 가십쇼.

명룡의 부

농사일은 네 안해하구 나하구 메누리하구 셋이서 그저 해나
갈 테니, 뒷걱정은 조금도 말고 죽어라. 내가 못 죽는 걸
네가 죽어주니 애비된 자로서 부끄럽고 미안하다. 오늘은
집에 아니 돌아오냐?

리명룡

네. 헌병들이 위험해서 오늘은 모두들 집에서 안 자고 내일
바로 탑동공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명룡의 부

그럼, 헌옷은 어떡헐까?

리명룡

이따가 정동 예배당에 벗어놀 테니 내일 아침에 오셔서 찾
어가십쇼.

명룡의 부

그럼 그럭허마 -. (일동에게) 내가 이 애 애빕니다. 안 올
라올려구 했으나 집에서들 가까운 변호사한테 물어봤다나
요. 그랬드니 아무래두 사형이 될 꺼라구 했다구 하면서 아
주 올라가서 묵구 있다가 시체를 찾어가지고 오라고 해
서…….

일

동

리승훈

…….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구, 제２차, 제３차로 일을
일으킬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선천으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비용 들여 체류하실 것 없이 내
려가십쇼.

명룡의 부

그럼 집행당하는 날은……?

리승훈

네. 사람이 내려가든지 전볼 치든지 할 겁니다.

명룡의 부

(아들에게) 그럼 난 그대로 내려가랴?

리명룡

네…….

명룡의 부

그런데 우리 선천이야 여러분 목사님께서 준비들하구 계시
지만 딴 데도 다 연락들 있었습니까.

리승훈

네. 원산 방면엔 정춘수 씨, 경상남도엔 리갑성 씨, 전라도
엔 김필순 씨, 충청도엔 김세화 씨가, 서선엔 오상근 씨가
각각 연락을 하고 오셨습니다.

명룡의 부

그럼 여러분들 부디 성사하시오.

일

안녕히 가십쇼.

동

명룡의 부(父), 나가다 눈물이 확 쏟아져 나올려는 걸 억지로 참고 나간
다.
리승훈

자, 기도실로들 들어가십시다. 가만히 있으면 쓸데없는 잡
념이 드는 법이요. 나머지 세 사람이 올 때까지 들어가 기
도를 합시다. 주님께서 겟세만 산상에서 삼일 기도를 올리
시고 폰대오 빌라드의 손에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등에 지시
든 때같이……. (하고 일동을 최촉[催促]하야 기도실로 들
어간다)

이윽고 기도실에서 나즉이 흘러 나오는 찬미가(讚美歌).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믿는 거 서로 멀리 뵈네.
있을 곳 예비하신 구주
우리들을 기대리시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미가가 시작될 때 갓난애를 업은 신혼의 안해와 김창준 들어온다.
김창준

벌써들 오셨나 보우. 세 시간이나 기둘르시게 해서……. 그
럼 그만 돌아가보우…….

창준의 처

(고개를 숙인 채) 네…….

김창준

우리의 뜻대로 독립이 되는 날이면 일동이 감옥에서 만세를
부르고 살아 돌아오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사형당하는
것, 앞으로 닥쳐올 운명은 두 길밖엔 없소.

창준의 처

두 길이 아니라 한 길이예요. 우린 반드시 독립할 것이예
요. 전 그걸 믿어요. 전 그날을 예기하구 둘이서 손꼽아 기
둘를 테야요.

김창준

그럼 당신두 정말로 독립이 될 것 같소?

창준의 처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지 않구야 어떻게 기나
긴 세월을 살아나가겠어요? (하고 눈물이 어린다)

김창준

(그의 등에 손을 얹으며) 거짓말이라도 믿어야 할 게 아니
라 신념을 가지고 믿읍시다 우리. 난 지금 이 방에 들어설
때까지도 독립이 될지 안 될지를 회의했었소. 그러나 그것
은 내가 믿음이 약한 탓이었소. 구하라 또한 주실 것이오,
찾아보아라 또한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또한 열어주실 것
이라 하셨소. 뿐만 아니라 아비된 이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배암을 주며……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랴 하셨
소. 우리 불쌍한 조선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음과 멸망을 주시겠소? 그리고 또 칼로 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셨소. 일본은 저희놈들의 칼에 스스
롤 망할 것이오. 아 -, 내가 웨 이런 좋은 말씀을 잊었었든
가……?

창준의 처

…….

김창준

내가 죽더라도, 향국(香國)이만은 잘 키워 우리가 독립이
못 되는 경우엔 그에게 대신 시키시요. 그러나 독립이 안되
면 나는 온 - 갖 예수님의 말씀과 하누님의 존재를 믿지 않
을 것이오. 그러니 그땐 향국이에게 성경 대신 칼을 주시
요. (하고 어린애 볼에다 입을 맞춘 후) 그럼 그만 돌아가
보시요.

창준의 처

네……. (하고 무어라 말을 할랴니 목이 메여 나오질 않고
참았던 울음만이 터진 수도같이 쏟아져 나온다.) 그럼, 안
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마지막 일별[一瞥]을 던지고 나간
다)

창준, 가슴을 부둥켜쥐고 기도실로 도망하는 듯 달려들어간다. 엇기어, 울

며 매달리는 노모를 달래며 리갑성 들어 온다. 그는 한 손에 큰 꾸레미를
오 - 바로 싸서 들었다.
리갑성

글쎄 그만 울구 인제 돌아가세요. 남 부끄럽게 이게 뭐예
요?

갑성의 노모

글쎄 얘야, 다른 사람들은 다 빳는데 너만 중뿔나게 도장을
찍구 사형을 당할 게 뭐란 말이냐?

리갑성

빳긴 누가 빠졌다구 그러세요? 저 찬송가 안 들리세요? 모
두들 나만 기둘르구 계시는 거예요.

갑성의 노모

오상근(吳祥根) 목사님두, 김필순 목사님두, 오기순 감리사
님두, 김지환(金智換) 전도사님두 다들 빠지셨다드라. 첨엔
잔체집 먼 일가처럼 나두 나두 하구 나서시드니 막상 도장
찍는 마당엔 모두들 꽁무닐 빼시구 빠지셨다지 않냐?

리갑성

누가 그래요?

갑성의 노모

누가 그러긴, 어젯밤에 네가 네입으로 안 그랬냐? 약은 사
람은 다들 빳구 너같은 어리석은 사람들만 열여섯 명이 남
았다구 화를 내면서 - 네 입으루 안 그랬냐?

리갑성

(답변이 쿡 맥힌다)

갑성의 노모

더군다나 함태영(咸台永)목사님은 제일 몬저 나서서 하시자
구 하셨다면서?

리갑성

함태영 씬 빠진 게 아니라 제２차로 찍기로 했어요. 33인이
잽혀가구 나서 운동이 중단돼서야 쓰겠어요?

갑성의 노모

그건 다 구실이야. 이번에 안 찍는 사람은 둘째 번에두 안
찍구 셋째 번에두 안 찍을 께다. 두구 봐라. 내 말이 거짓
말인가?

리갑성

그 사람들이 찍긴 안 찍건 어머니가 무슨 아랑곳이에요?

갑성의 노모

내가 열달 배를 앓구 너를 났는데 웨 아랑곳을 못 한단 말
이냐? 네가 번연히 독립두 안 될 일에다 애꾸진 목숨을 바
치는 걸 내가 보구 어떻게 가만 있을 수 있겠냐?

리갑성

이번 일은 도장 찍는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니래두 그러시
네. 우리 뒤엔 펄펄 뛰는 학생들이 있어요. 각 전문학교ㆍ
중학교, 30여 학교 생도들이 있어요. 우린 도장 찍구 그냥
붙들려갈 방침이지만 그 학생들은 실지루 만세를 불르구 헌
병놈 숭굼놈들하구 싸울 거예요.

갑성의 노모

(기울으며) 그럼 학생들이?

리갑성

네, 거짓말인가 내일 오후 두 시에 탑동공원에 나와 보세
요. 서울의 학생이란 학생이 다 모일 테니. 우리가 식을 끝
마추는 대로 독립만셀 불르고 서울시내를 돌아다닐 꺼예요.

갑성의 노모

그럼 학생들은 학생들대루 딴 곳에서 도장을 찍구 있냐?

리갑성

학생들은 도장 찍는 대신 실지루 만셀 부르기루 돼 있대두
그러시네. 그것 때문에 전문학교 학생들은 승동 예배당에
서, 중학교 학생들은 정동 예배당에서 각각 대표자들이 뫼
서 지금 의론을 하구 있어요. 오래잖아 이 인쇄물 찾으러
모두들 이리로 올 꺼예요.

갑성의 노모

그게 뭔데?

리갑성

이게 독립선언서예요. 학생들은 직접 전 서울 시내에 다 뿌
리고 시민들을 선동해서 헌병대, 경찰서를 뚜드려 부실 꺼
예요. 그러니 그까짓 몇 명 빳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갑성의 노모

(비로소 고개를 끄덕인다)

리갑성

그러니 오늘은 돌아가 주무시고 내일 어머니도 탑동공원으
로 나오세요. 벽장에 처넣둔 그 태극기 드시구……. 그래서
내가 끌려가구 없드래두 학생들 뒤만 따라댕기시면서 만세
만세 조선독립만세 하고 불르세요. 어머니가 만세 불르시면
단박에 독립이 될 꺼예요.

갑성의 노모

(별안간 일체의 회의가 사라진 듯 경소[輕笑]가 돌며) 그럼
내일 두 시에 공원으로 나가마. (하고 아들을 끼어안은 후
만족하야 나간다)

모(母)를 보내고 난 그의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숨어들어 머리를 움
켜쥐고 기도실로 들어가려할 때 세례수를 든 리승훈을 선두로 일행이 나온
다.
리승훈

(일동에게) 다들 모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서명하기로 하
겠습니다.

함태영만 열외로 따로 서고 나머지 일동은 일렬로 그의 앞에 무릎을 꿇는
다.

리승훈

(세례수를 한손에 들고) 내가 성부ㆍ성자ㆍ성신의 삼위일체
성신을 대신하야 우리 열여섯 명이 기독교를 대표하고 또
천도교ㆍ불교의 열일곱 동지와 더불어 외람하게도 조선 민
족을 대표하야 우리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우리 조선 민족이
자주민임을 세계에 선포하는 독립선언문에 서명할 것을 주
님의 성수(聖水)로 맹서케 하노라.

하고 무순(無順)으로 세례를 하니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씩 일어서서,
함태영이 책상 우에 펴놓은 선언문에 서명하고 날인한다. 리필주·김창준·
신홍식·신석구·박동완·최승모·리명룡·오하영·박희도·리갑성이 끝나
자,
리승훈

원산에 계신 정춘수(鄭春洙) 목사님, 선천의 량전백(梁甸
伯), 류여대(劉如大), 김병조(金秉祚) 목사님, 평양의 길선
주(吉善宙) 목사님의 다섯 분은 본인이 도장을 맡었습니다.
리필주 목사님, 그분들을 대표해서 서명 해주십쇼. (하고
도장을 다섯 개 끄내준다)

리필주, 나아가 대신 서명하니 뒤이어 리승훈, 자기의 서명을 한다. 함태
영은 한 편에 묵(默)히 서 있을 뿐. 이때, 최린 들어 온다.
리승훈

어서 오시오.

최

어떻게 서명은 끝마추셨습니까?

린

리승훈

지금 막 손을 뗀 참이오. 그런데 댁에선?

최

저흰 그저께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두 말씀 여쭸지

린

만 33인의 연명 순서 말입니다, 교회에 가서 의론해봤습니
다만 역시 첫머리엔 손병희 선생님을 써주셔야만 되겠습니
다.
리갑성

그건 천도교 생각만 하구 하시는 말씀이지요. 연명자 수효
에 있어서두 댁에보다 우리가 한 사람 더 하구, 또 학생들
과 합작을 하게 한 것두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최

린

그야 그렇지만 전국적 신도 수효로 봐선 우리가 압도적으루
다수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기독굔 아무래두 외국의 종교
이고 우리 천도굔 조선에서 개종한 교이니 만치…….

리승훈

연명순서에 우리가 종교의 발상질 따질 필요야 있겠소? 난
요전에두 말했지만 첫머리니 끝이니 할 것 없이 다 같이 평
등으로 하기로 하고 무순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소.

최

린

저두 무순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나다순을 주장했었
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측의 서명하신분들은 거개
가 육십을 넘으신 감감한 고로들이시라 33인의 대표자 될
첫머리를 역시 희망하십니다.

리승훈

정 그렇다면 첫머리엔 손병희 씨를 쓰두룩 하시구료,

최

감사합니다.

린

리필주

그건 안 될 말씀이오. 다 같이 목숨을 바치고 찍는 도장인
데 누굴 앞에 찍고 누굴 나중에 찍구 한단 말이요?

리승훈

우리가 양보하십시다. 우리가 운동자금으로 오천 원을 얻어
온 것만 해요 천도교의 신셀 진 게 아니요?

리필주

그야 그렇지만…….

리승훈

(최린에게) 그 대신 둘째 번과 셋째 번은 우리 기독굘 주시
오. 우린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두 교회가 합쳐 있으니까.

최

린

그야 물론이지요. 그럼 손병희 씨 댁으로 올라들 가시지요.
조촐한 음식이나마 준비해놓고 모두들 기대리고 계시니 33
인의 초대면 인사겸, 최후의 만찬으로…….

리승훈

(일동에게) 그럼 올라들 가십시다. 그래서 천도교·불교측
서명한 분들 얼골이나 알아두십시다.

리갑성

학생들이 선언서를 찾으러 올 텐데요.

최

가는 길에 승동 예배당에다 주고 가십시다 그려.

린

이때 한위건·최순천 들어온다.
한위건

선언문 찾으러 왔습니다.

리갑성

이때껏 기둘르다 안 와서 예배당으로 가지고 나갈려고 하든
참이오.

최

린

최순천

그런데 강기덕 군은?
몰려댕기면 위험하니까 나눠서 나왔습니다. 김원벽 씨하구
곧 오겠지요.

리승훈

그래, 학생측들 준빈 다 됐소?

한위건

네, 중학교는 내일 아침 조회시간을, 여학굔 점심시간을 이

용하야 전광석화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회시간엔 으레
학생들이 집합한 후에야 교장과 선생들이 들어오니까 직원
들이 강당으로 들오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고 그 학교 대표
가 등단해서 우리들의 계획을 연설하고 이 선언설 배포한
후 그 길로 빠고다 공원으로 행진 해오기로 했습니다.
최순천

여학교들은 점심시간에 선생들이 교실 나가는 길로 낭하(廊
下)에 파수를 세우고 대표자가 각 반으로 돌아 단기며 우리
들의 계획을 전하고 선언문을 배포한 후 공원으로 인솔코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승화여학교 사이풀 교장 선
생님과 의론해서 내일 오전중에 3일날 거행할 리태왕 국상
식의 예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예습이 끝나는 대로 올
라가서 선언에 관한 얘길하고 그들의 궐기를 구하야 공원으
로 데리고 갈 작정입니다.

최

린

보전과 연전과 그리구 중앙학교는 교직원들이 내일 일을 다
들 알구 있으니까 공공연하게 해도 괜찮을걸.

한위건

네. 허지만 학생들 중에두 스파이가 많으니까요.

리승훈

허지만 시민들의 동원은?

최순천

시민들은 주로 여학생들을 동원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국
동, 동대문, 종로, 광화문, 구리개, 마포의 요소요소에 선
언문과 태극기를 들고 있다가 오후 두 시가 땅 치는 대로
일제히 통행인들에게 배포하고, 우리들이 공원에서 만세를
불르고 행길로 나오는 대로 즉시 시민들과 함께 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은 집집으로 단기며 뿌리고 전신
주 벽에다 붙이기로 했습니다.

한위건

그리고 내일, 선생님들이 들어가시고 나면 이번에 연락 못
한 학생들을 총동원시켜 제２차를 3월 5일 남대문 정거장
앞에서 일으킬 작정입니다.

일 동
최순천

5일날?
네. 그러니 3월 1일은 선생님들 날이고 3월 5일은 저희 학
생들 날이 되겠습니다.

일

동

한위건

(격하야) 고맙소.
그래서 내일 빠고다 공원의 대표는 강기덕·김원벽, 그리고
세전 김문진(金文軫)군, 의전 김포기(金炮璣)군, 전수학교
김성득(金性得)군이 되고 이 사람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체

포되게 될 테니까 3월 5일의 남대문 정거장은 저하구 이 최
순천씨하구 그리구 보전 한창환(韓昌桓)군, 세전 리용설(李
容卨)군, 전수학교 윤자영(尹磁瑛)군이 대표가 돼서 일으키
기로 했습니다.
리승훈

수고들 했소. 우리가 이 운동을 계획한 지 시일로 만 석
달, 지역적으로 중앙과 지방을 일괄한 전체에 걸쳤지만 오
늘까지 탄로가 안 난 게 기적이요. 이건 반드시 하날이 우
리 독립을 도우시고 있는 표시이요. 그러나 결코 방념하거
나 경계를 늦춰선 안되오. 최후의 오 분간이 가장 중하오.
최후의 한 층을 남기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밤을 무
사히 넘기두룩 하기 바라오.

한위건

염려마십쇼.

이때 강기덕·김원벽 들어온다. 강은 붕대로 머리를 감았다.
최

린

강기덕

(놀라며) 강군, 그 머린?
형사놈들 피하랴 세부란쓰에 가짜로 입원하구 있느라구 그
냥 처맨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리선생님두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승훈

(서명자들에게) 그럼 앞서들 나가시오.

함태영과 서명자들 나간다.
최

린

강기덕

무슨 얘긴가?
대체 저희들은 누굴 위해서 이번 독립선언을 하려는 것입니
까?

리승훈

여보,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리요? 그야 물론 우리 조선
민족을 위해서지 누굴 위해서겠소?

강기덕

조선 민족에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조 오백년 부패
한 정치로 나라를 망친 리왕과 그의 일가 족속들이 있고,
직접 매국노인 70명의 귀족이 있지 않습니까?

최

린

강기덕

그야 물론이지.
우리가 독립을 하드래도 다시금 그 리왕이 나와서 시아버
지, 며느리 싸홈을 되풀이하고 어여뿐 궁녀들과 더불어 애

욕치정을 일삼고 왕위쟁탈로 비린내 나는 살육전을 연출하
며, 수렴 안에 공자왈 맹자왈을 외이게 된다면 우리의 독립
은 그 의의를 다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김원벽

우리가 이번 일을 일으킬려고 했을 때 제일 몬저 반박한 자
식은 귀족놈들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찾아 놓드래도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다고 그놈들이 썩
시침 떼구 다시 나타나서 의연 권력을 잡고 다시금 그 봉건
적 정치를 반복한다면 우리의 해방 자유는 이제나 다름없이
될 것입니다.

한위건

귀족보담두 더 우리가 타도해야 하고 증오해야 할 것은 현
리왕을 비롯한 황실이야.

최

린

강기덕

그러니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립이 왕정의 복벽을 의미한다면 그들 특권계급을 제외한
농민과 서민은 현재 일본놈들에게 당하고 있는 착취와 압제
와 구속을 그들 임금과 귀족들에게 바뀌어 당할 따름이니
조곰도 자주 독립이랄 게 없단 말입니다.

최순천

저희가 독립을 하고 있든 합방 이전에도 농민과 서민들은
역시 기아에 울고 양반놈들의 위협에 습복했고, 조선을 어
떻게 끌고 나갈까의 문제엔 일체 언권이 없었으니까요.

리승훈

그러니 군들이 희구하는 국가의 주권은?

강기덕

세계 선진제국을 본받아 절대로 우리 인민의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위건

그리고 정치계의 대표자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거한 사람
이고 우리의 내일을 대변할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리승훈

(격하야 그들의 손을 잡고) 고마우이. 역시 새시대의 물결
은 군들 젊은이에게 제일 몬저 부듲히게 마련인가 보구료.
나도 군들과 같이 절대 민주주의자일세. 그리고 우리 기독
교 서명자들두 다 자네들과 같은 뜻일세.

최

린

강군, 그러나 지금 그 문젤 전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곤란할 줄 아네. 나두 절대 공화정치주의지만 우리 천도
교엔 노인들이 많으셔서 아직도 왕정의 복벽을 희구하고 있
으시네. 합방 후 10년밖에 안 된 오늘날 그들 신사조에 뒤
떨어진 노인들께 일종의 봉건적 잔재의 청소를 요구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리승훈

그건 비단 노인들뿐이겠소? 현재 서울에 국상 참배온 수십
만 지방 사람들이 다 왕정을 그리는 증거요. 서울 시민의
태반이 아즉도 봉건적 관념을 가지고 있을거요.

김원벽

그렇다구 우린 지금 공화정치의 수립만을 위해 싸우시자는
건 아닙니다.

강기덕

선생님들만이라두 고루한 관념을 가지셨다면 앞으로의 진정
한 독립을 위해서 청산해주십사는 것입니다.

리승훈

그건 자네들 노파심일세. 우리도 자네들과 같이 새시대의
정신만은 늘 호흡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그 말은 가슴
속에 고대로 간직해두기로 하세. 지금 우리가 왕정복벽이니
공화국의 수립이니 하면 민족 분열을 초래하야 강력한 투쟁
을 못 하게 될 걸세. 그러니 투쟁목적은 한 곳에다 집중하
세. 즉 그 목표를, 타도 일본의 한 곳에다 두잔 말일세. 그
래서 독립이 되거든 그때 가서 우리가 바라는 정부를 세우
도록 하세.

한위건

그때 가서 또 님금이 나선다면요?

리승훈

그땐 노서아나 불란서의 백성이 왕과 귀족을 구축하듯 조선
에서 몰아내버리면 그만 아닌가?

강기덕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만 가져주신다면 저희들
은 일체를 선생님들께 맡기고 명령에 복종하며 목숨을 내던
질 수 있습니다.

리승훈

(린에게) 그럼 나가보십시다.

일동이 막 나가려 할 때, 문이 획 열리며 손소복 달려들어온다
손소복

빨리들 피하세요. 아버지가 지금 이리로 오세요.

학생들

(소스라치듯) 느 아버지가?

손소복

네, 강선생님 뒤를 밟아서 오셨든 거에요.

리승훈

쟤 아버지가 누군데?

최순천

손규철 형삽니다.

리승훈

그럼 바루?

일동, 문을 차고 나가려 할 때 손규철 쑥 들어서며 문앞에 턱 막아선다.
일동,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뒤따라 난처한 표정의 사이풀.

손규철

(잔인하게 웃으며) 헤헤헤. 어디로돌 도망갔나 했드니 여기
서 내가 오길 기둘르구들 있었군. (사이풀에게) 이럴려구
나를 술을 멕였소? 헤헤헤.

사이풀

그런 건 아닙니다.

손규철

천도교, 기독교, 학생 각 대표들이 일당에 모여서 무슨 계
획이요? (하고 최순천의 손에서 선언서 꾸러미를 잡아챈다)
이건 뭐요. (손규철이 꾸러미를 끌르려 할 때 한위건, 최후
의 각오를 하고 그에게 덤벼들어 탈환할려고 하니 손규철
날쌔게 피스톨을 꺼내 겨누며 귀성[鬼聲] 같은 소래로 웃는
다) 헤헤헤. 미안하지만 헌병대까지 가야겠네.

손소복

(학생들 앞에 가 막아서며) 아버지, 이분들을 잡아서 어떡
허실려는 거에요?

손규철

(돌연 분노에 찬 소래로 규환을 친다) 이년, 비키지 못 하
겠냐?

손소복

아버지, 그 총 놓으세요. 이분들은 조선독립을 위해 싸우구
계시는 분들이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온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구 계시는 분들이예요. 무슨
죄가 있다구 이분들을 죽일려구 총뿌리를 겨누시는 거예요?

손규철

빨리 비켜, 이년아. 넌 이 애비 편이냐? 저 학생놈들 편이
냐?

손소복

아버지 편도 아니고 이분들 편도 아니에요. 일천육백만 조
선 사람의 편이에요.

손규철

이년아. 너를 낳고 너를 길러준 이 애비보담 아무 상관없는
저자들이 네겐 더 중요하단 말이냐? 저놈을 잡으면 부장과
승급이 문제가 아니라 부귀영화가 다 내거라고 주임께서 말
씀하셨다. 어서 가서 헌병대에 가서 응원을 청해가지구 오
너라.

손소복

난 이 이상 그런 개짓은 할 수 없어요.

손규철

뭐, 할 수 없어?

손소복

네. 이분들을 잡으면 부장을 시켜주구 승급을 시켜준다는
건 또 그놈들이 아버질 이용할려는 거에요. 아버지, 인젠
그만 속구 이 총 이리 내세요. (하고 달려들어 부[父]의 손
에서 총을 뺏을려고 한다.)

이 통에 한위건, 날쌔게 덤벼들어 양인이 붙들고 뒹굴고 격투하다가, 손규
철이 방아쇠를 잡아댕기는 찰나, 탄환은 소복의 발목에 가 들어맞는다. 소
복, 그 자리에 쓰러진다. 손규철이도 이때만은 당황하야 딸을 일으키려 할
때, 학생들 그의 손에서 총을 뺏고 그를 묶어버린다. 학생들, 소복을 둘러
업고 도어를 차고 나간다.
손규철

(묶인채) 소복아, 소복아, (사이풀에게) 나를 빨리 끌러주
시오.

사이풀

미안합니다. 내일 아침까지만 고생해주십쇼. (하고 다시 들
어간다)

손규철이 발버둥치는 얼골에 용암(溶暗).
― 막 ―
제 5 막
손병희(孫秉熙 ; 천도교 교주, 60세)
권동진(權東鎭 ; 천도교 道師[도사], 60세)
오세창(吳世昌 ; 천도교 道師[도사], 57세)
최

린(崔麟 ; 普成高普[보성고보] 교장, 43세)

기타 천도교 서명자 11명
김완규(金完圭 ; 44세)

권병덕(權秉悳 ; 53세)

라용환(羅龍煥 ; 57세)

라인협(羅仁協 ; 49세)

량한묵(梁漢默 ; 未詳[미상]) 리종훈(李鍾勳 ; 65세)
리종일(李鍾一 ; 63세)

림례환(林禮煥 ; 53세)

박준승(朴準承 ; 55세)

홍병기(洪秉箕 ; 52세)

홍기조(洪基兆 ; 56세)
리승훈(李昇薰 ; 五山學校[오산학교] 校主[교주], 56세)
리필주(李弼柱 ; 정동 예배당 목사, 52세)
량전백(梁甸伯 ; 선천 장로교 목사, 51세)
리갑성(李甲成 ; 세부란쓰 병원 사무원, 34세)
박희도(朴熙道 ; 기독교청년간사, 31세)

기타 기독교 서명자 7명
김창준(金昌俊 ; 31세)

리명룡(李明龍 ; 48세)

박동완(朴東完 ; 35세)

신홍식(申洪植 ; 47세)

신석구(申錫九 ; 45세)

오화영(吳華永 ; 41세)

최성모(崔聖模 ; 47세)
한용운(韓龍雲 ; 僧[승], 42세)
백용성(白龍雲 ; 僧[승], 57세)
강기덕(康基德 ; 普性法律專門[보성법률전문] 학생, 31세)
한위건(韓偉鍵 ; 醫學專門[의학전문] 학생)
김원벽(金元璧 ; 延禧專門[연희전문] 학생, 27세)
최순천(崔順天 ; 聖花女學校[성화여학교] 교사)
정향현(鄭香峴 ; 성화여학교 3년생)
손소복(孫召福 ; 성화여학교 3년생)
마에다(前田[전전]) 헌병대좌(警務總監部[경무총감부] 高等警察課長[고등
경찰과장])
다와라가와(俵河[표하]) 헌병소위(경무총감부 고등주임)
손규철(孫圭鐵 ; 경무총감부 형사)
명월관 주인
기타 ― 기생, 뽀 - 이, 인력거꾼, 헌병, 순사, 형사, 남녀학생 다수.
1919년 3월 1일
명월관(明月館) 지점(舊[구] 太華館[태화관])
요리점 명월관 지점내의 후원에 면한 별실, 아담하고 청아한 방이다. 실내
엔 연상(宴床)을 가운데 하고 손병희 이하 32인 중 4인이 흠(欠)한 29인이
정좌해 있다. 그러나 정면 미닫이는 닫히여 실내는 보이지 않는다. 뽀 - 이
들이 요리를 날르고 있으며 기생들이 왔다갔다 한다. 명월관 주인, 창황히
달려와 문을 여니 최린, 실내에서 마루로 나온다.
명월관 주인

최선생님,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최

일이 무슨 일이 있겠소? 그저 오래간만에 한번 회식하자는

린

게지.
명월관 주인

단순히 연회뿐이시지요?

최

암.

린

명월관 주인

그런데 오늘은 뵙지 못하던 분들두 많이 계신 듯한데……?

최

사실은 오늘 종교계 친목횔 하자고 묀 거요. 천도교·기독

린

교·불교 다 같은 종교인데 이때까지 너무도 서로 몰교섭이
라 서로 얼골들이라도 알고 지내자고 우리 천도교에서 한턱
내시는 거요.
명월관 주인

어저께 교주님께서도 그러시드군요. 친구 몇 사람하고 점심
을 먹으러 갈 테니 방 하나 준비하라구요. 그리고 이번 손
님들은 귀중한 손님들이시니까 특별대접으로 한번 요리 수
완을 보여달라구 하시기에 우정 쿡쿠를 딴 데 가서 불러까
지 왔습니다.

최

린

요린 그만하면 과연 진수성찬입니다.

명월관 주인

원, 농담의 말씀을……. 부끄럽습니다.

최

그런데 어디 우리한테 미심한 점이 있소?

린

명월관 주인

아닙니다. 오늘은 교주님 이하 모두들 목욕을 하셨는지 말
끔하시고 또 머리들을 일제히 깎으셔서 말입니다.

최

린

초면의 손님들이라 실례 안 될려고 모두들 신경을 쓴 탓이
겠지요. 나두 그통에 오래간만에 목욕하고 이발 한 번 했
소.

명월관 주인

옷들도 모두 새옷을 입으셨고……. 지금 안에선 권번 애들
하구 뽀 - 이들이 웅성거리고 야단들이랍니다. 밤낮 동정
끝에 때가 조르르 끼어 있는 권도사님도 오늘은 새 동정이
시고 량도사님도 보선, 토수, 속샤쓰까지 전부 빨아 입으신
걸 보면 무슨 일이 반드시 있을 꺼라구 지레 겁들을 먹구
야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볼려구…….

최

린

절대 별 일 없으니 조곰두 걱정들 말라구 하슈. (하고 방으
로 들어간다)

이때 기생 한 사람 낭하(廊下)로 달려온다.
기

생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명월관 주인

아 - 니 웨.

기

빠고다 공원에 학생들이 수만 명이 웅성거리고 있어요.

생

명월관 주인

학생들이?

기

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문학교·중학교·관립학교·사

생

립학교, 아무튼 경성에 있는 학교의 생도란 생돈 전부 모였
나 봐요. 인력걸 타고 오는데 지나올 수가 있어야지요? 그
래서 종로서부터 걸어온 걸요.
명월관 주인

무슨 일일까?

기

아마 필경 무슨 난리를 일으킬려나 봐요. 학생들뿐만 아니

생

라 인산(因山)구경 올라온 시골사람들이 종로 양편에 꽉 늘
어서서 순사들이 나와서 지금 물을 뿌리고 총을 대고 가라
고 악들을 쓰는데도 까닥두 안 하구들 있군요.
명월관 주인

그래, 무슨 기색은 없든?

기

가만히 보니까 남학생들 모자 속에다 양복 주머니에다 태극

생

길 감췄구 여학생들은 저고리 소매에다 모두들 접어서 수건
처럼 넣드군요 글쎄.
명월관 주인

그럼 만세들을 부를려는 게 아닌가?

기

모두들 무얼 기대리는지 시계들만 자꾸 끄내보구 섰어요.

생

명월관 주인

시계를?

기

네.

생

명월관 주인

이 방 손님들도 음식은 하나토 안 자시고 아까부터 자구 시
계만 쳐다보구들 계시다구 게월이석건 모두들 모두들 이상
하다구 그랬는데…….

기

생

명월관 주인

그래, 누구 누구 들어갔어요?
긴히 얘기할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 화대는 내되 시중할 필
요는 없다구 해서 아무두 안 들어갔다. 그래 모두들 틀어져
가지구 사무실에서 화투를 치구 있다.

이때 멀 - 리서 고막을 깨트는 요란한 싸이렌 소래. 군용 오 - 트바이의
질주하는 소리.
명월관 주인

무슨 소릴까?

기

헌병대 오 - 트바이 소리지 뭐에요? 아마 빠고다 공원을 둘

생

러싸나 보군요. 어서 빨리 빨리들 먹구 가라시지요. 그리구
우리두 문 닫읍시다.
명월관 주인

응. (방문을 살며시 열고) 다 - 들 오셨는지요?

최

(다시 나오며) 한 분 덜 오셨어. 선천서 올라오시는 목사님

린

이라 서툴르실 테니까 나가계시다 들어오시는 대로 안내해

주시오. 그리고 여긴 걱정들 말구 들어가 딴 손님들이나 접
대하시오. (하고 다시 들어간다)
싸이렌 소래는 점점 요란해지며 뒤에서 뒤에서 연속해 들려온다. 어린 기
생, 종종 걸음으로 달려온다.
어린 기생

아버지, 나 갈테야.

명월관 주인

손님 안 받구 가면 어떡허냐?

어린 기생

그래두. 인력거꾼이 그러는데 지금 무장한 경관대가 수십
명 오 - 트바일 타구 달려와서 빠고다 공원을 삥 둘러쌌대.
그리구 거기다 형사대, 기마순사, 헌병들이 그뒤를 두 겹,
세 겹으루 똬리를 틀 듯 둘러쌌구. 나갈려면 지금 나가야
지, 조곰 있으면 보신각(普信閣)부터 동대문 사인 기마순사
때문에 못 댕길 꺼라구 그래.

기

생

(방문에다 귀를 대보고) 기도들을 하구 있나? 쥐죽은 듯 소
리가 없으니…….

이때 현관에서, “고안나이” 하는 뽀 - 이의 튀는 듯한 소래.
어린 기생

(“네 -”하고 달려간다)

명월관 주인, 기생 갑, 뒤따라 나간다. 싸이렌 소래 점점 고조한다. 어린
기생, 량전백을 안내하고 다시 들어온다.
어린 기생

이 방입니다.

량전백

고맙소.

어린 기생

종로에, 사람들 못 댕기게 하지 않어요?

량전백

그럽디다. 그래서 난 뒷길루 돌아서 왔소.

어린 기생, 불안하야 급히 나간다. 량전백, 방문을 연다. 동시에 정면 미
닫이는 좌우로 전부 열리고 병풍을 걷히여 주안상을 가운데 놓고 좌우로 늘
어앉은 28인.
리승훈

(일어나 그를 맞으며) 지금 차에 내리셨소?

량전백

늦어서 미안하오.

손병희

어서 앉으십쇼.

량전백

감사합니다. (하고 리승훈 옆에 앉는다)

리필주

그래, 준빈 다 - 해놓시구?

량전백

예. 우리 선천은 김병조(金秉祚) 목사님께서, 그리구 평양
은 길선주(吉善宙) 목사님, 류여대(劉如大) 목사님께서 각
기 전부 준빌 해놓시고 오후 두 시만 기대리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시는 걸 여간 유감으루
생각지 않는다고들 하시며 여러분께 안부 전해달라 하셨습
니다.

리승훈

길선주(吉善宙) 목사님께선 앞을 못 보시니 우리 서명한 33
인의 얼골도 보시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소?

량전백

여러분의 얼골을 본 쩍도 없고 또 보지도 못하지만, 당신의
가슴속엔 여러분들 얼골이 당신이 선언문에 찍으신 도장같
이 꽉 찍혀 있다구 하시며, 평양 정거장까지 나오셔서 서울
의 성공을 빌어주셨소.

최

린

량전백

그래 집 찾기 곤란은 안 당하셨어요?
어데서 어떻게 알았는지 성화여학교 댕기는 선천여자들이
경성역에 인력거를 불러가지고 나왔습디다. 손목을 붙잡고
그냥들 우는데 나도 눈물이 나서 혼났소. 보신각 앞에 이르
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각 학교 남녀 학생들이 일
제히 나를 보고 절을 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절을 받을 무
엇이 있나 생각하니 부끄럽습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내가
도장 찍은 사람인 걸 이야기했나 부지요?

권동진

우리도 가회정서 예까지 오면서 줄곧 아지도 못하는 학생들
한테 절을 받았습니다. 첨엔 딴 사람한테 하는 건가 하고
여러 번 주위를 돌아다봤으나 아무래두 우리한테 하는 것
같기에 답례를 했었지요.

오세창

빠고다 공원으로 가는 중앙학교·휘문학교·제일고보 학생
들이였소. 눈마다 희망과 감격이 찼습디다. 모두가 우리들
을 하눌같이 믿는 눈이였고 부디 성공해달라고 부탁하는 눈
이였소.

리승훈

그들의 눈마저 없다면 우리 조선은 얼마나 어둡고 캄캄하겠
소? 그들의 눈은 단 하나인 조선의 등불입니다. 그들 젊은
이들과 소년 소녀들의 눈에 별이 있는 한, 그들의 눈에 태

양이 있는 한 우리가 오늘 단두대의 이슬로 스러지드래도
우리 뒤에는 늘 광명과 희망이 있을 껍니다.
손병희

난 오늘 집에서 나올 때 에펜네, 자식들 다 불러놓고 마지
막 작별을 하고 나왔소. 허지만 정작 대문을 나서다 식구들
의 울음 소래를 들으니까 마음이 동요해집디다. 물론 내 자
신 수양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그러나 도중에 미지의 남녀
학생들에게 절을 받고 그 신뢰와 감사와 격려를 포함한 수
천 수만의 시선을 전기처럼 받고 나니, 모 - 든 동요가 깨
끗이 사라집디다. 오냐, 즉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마, 너희
들의 행복을 위해서 죽으마, 너희들 눈에 굴욕과 공포를 없
이 해주기 위해 죽으마 하고 속으로 여러 번 외치니, 마음
이 조용히 가라앉어집디다. 난 지금 무한히 기뿝니다. 난
지금 이 평정 된 마음으로 고대로 단두대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소.

리갑성

이번에 학생들이 참 애 많이 썼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선언식을 거행할 수 있는 것도 학생들 힘이 많습니다.

이때 옆방에서 열한 시를 치는 시계 소리. 실내는 다시금 고요해지며 죽음
같은 정적이 흐를 뿐.
최

린

기독교에선 아직도 한 분 안 오셨는데 아주 안 오시는건지,
또는 조곰 늦더라도 오시는 건지……?

량전백

(좌중을 돌아보며) 누가 빠지셨는데?

리필주

남감리교의 정춘수(鄭春洙) 목사께서 아즉 안 오시는군요.

량전백

댁이 먼가요?

리갑성

그렇지도 않습니다.

리승훈

아마 안 올 꺼야. 숫제 기대리지 않는 게 날걸?

오세창

이 자리에 한 분이라두 빠져서야 쓰겠소? 지방에 계신 세
분이야 헐 수 없이 못 오시겠지만 서울 있는 사람이야…….

리승훈

첨엔 날뛰다가 도중에 빠진 이가 하두 많으니까 그이두 믿
을 순 없어요.

손병희

그래두 그인 도장을 찍었으니까.

리갑성

이 마당에 와서 한 사람이 빳는다는 건 우리 기독교 수치뿐
아니라, 33인 대표의 수치요, 나아가 민족 전체의 수치가

될 텐데…….
최

린

예정대루 천도교 열다섯, 기독교 열다섯, 불교 둘로 32인으
로 했으면 깨끗이 전부 모이게 되는 걸, 고연히 기독교에서
한 명 더 내시드니.

리승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었나요? 그이가 본시 겁이 많고 표
리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수시로 변절을 잘 하고.

한용운

좀더 기대려봅시다. 카레 - 의 구주(救主) 우스타슈도 삼삐
얼처럼 맨 나종에 나타날지 누가 압니까?

리승훈

카레 - 의 구주라니?

한용운

불란서 항구를 파괴에서 구한 사람 말입니다. 희생이 될 속
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최후의 시각까지 나타나질 않아서
시민들은 그를 배반자·반역자라고 증오하고 매도 했는데
나종에 그의 자살한 시체가 들것에 눕혀가지고 들왔든 것입
니다.

손병희

역시 소설간 우리하군 달르군.

오세창

듣구 보니 우리가 경솔했소.

이때 기생 갑, 봉서 한 장을 최린한테 전하고 나간다. 최린은 겉봉을 보드
니 “정춘수 씨한테섭니다” 하고 리승훈한테 전한다.
리승훈

(편지를 뜯어 읽어 내려가드니 얼골에 안개가 서린다)

리갑성

(초조한 듯) 뭐라고 했습니까?

리승훈

(편지를 리갑성에게 주며 한용운에게) 소설은 현실이 아니
구료? 집안 사정이 있어 못 온다구 했소. 내 그럴 줄 알았
소.

손병희

그런데 정목산 기왕 못 오셨거니와 총독부에 통고서 가지고
간 사람은 어떻게 된 거요?

량전백

누가 가지고 가셨는데요?

리갑성

강기덕이란 보성전문 학생이 가지고 갔습니다.

리승훈

각국 영사관엔 누굴 보내셨소?

리갑성

미국 영사관엔 성화여학교 최순천 선생, 소련 영사관엔 연
전 김원벽 군이 각각 가지고 갔습니다.

손병희

(최린에게) 일본 사람 명사들도 초대했다드니 하나토 안 오
니 웬일이요?

최

린

리승훈

글쎄요. 아마 겁이 나서 못 오는 게 아닐까요?
고 깝쭉깝쭉하는 청류남명(靑柳南冥)이하고, 국지겸양(菊池
謙讓)이쯤은 옴직두 할 텐데……. 그래야 또 조선독립 소요
사나 조선 지식인에게 고함이라고 《매일신보》에다 대서특
서할 께 아닌가?

이때 강기덕·김문진·김원벽 달려온다.
리갑성

(복도를 나오며) 전하셨소?

강기덕

네, 경무국으로 들어가서 국장 앞에다 즉접 디밀구 나왔습
니다.

최

린

(앉인 채) 그래 뭐라든가?

강기덕

미처 펴보기 전에 그냥 도망왔지요.

김원벽

헌병눔들이 선생님들 여기서 뫼시는 줄은 몰르구 조곰 아까
한 10여 명 되는 일대가 청년회관으루 뛰어들어갔다구 합니
다. 그래서 온통 책상을 뒤엎구, 애맨 도깨비루 회관 사람
들만 붙들고 족친 모양이에요.

최

린

경무국장이 그 통고문 펴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알테니
까, 오래잖아 달려들 오겠지.

강기덕

그런데 아무래두 공원으로 나가셔야겠습니다. 학생들을 만
여 명을 공원에다 뫼놨는데, 이렇게 별안간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시면 우리 책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갑성

그리게 어젯밤에 내가 기덕씨한테 얘기하지 않았소? 부득이
별안간 변경이 됐으니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통지를 해달라
구…….

김원벽

갑성씨께선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쉽게 통지
가 됩니까? 학교가 하나 둘도 아니고, 전경성 남녀 30여 굔
데…….

김문진

그야 시간만 있다면 전선 연락은 못 하겠어요? 허지만 변경
한 얘길 저희가 듣긴 어젯밤 아홉 시경 아닙니까? 그땐 중
학교 대표들을 정동(貞洞) 예배당에다 뫄 놓구 독립선언서
를 전부 노나준 후였습니다.

김원벽

우리두 승동(勝洞) 예배당에다 전문학교 대표들을 뫄 놓구
독립선언서를 각각 노나주구 내일 오후까지 빠고다 공원으

로 모이라고 하고 헤어진 후에야 그 얘길 들었습니다. 그러
므로 연락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갑성

사실은 어젯밤 손병희 씨 댁에서 서명한 스물여덟 명이 첨
한 좌석에 뫼서 대면인사를 겸해 최후의 별주를 나눴었소.
그때 동석했든 연희전문 수물학 교수 빽커씨가 장소를 딴
곳으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구 해서 모두들 의론한 결과 명
월관으로 변경하기로 의견이 일치됐었소. 그래서 그렇게 밤
늦게야 통질 하게 됐든 거요.

강기덕

허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일방적 편의만 생각코, 혼자들 작
정하신 게 아닙니까? 저희들더런 오후 두 시까지 빠고다 공
원으로 뫄놓라구 해놓시고 여러분들은 열한시부터 이렇게
요리점에 가 들앉어 계시니 이게 어디 합작이라구 할 수 있
겠어요?

리갑성

요리점에 들앉어 있다니, 우리가 어디 여기 요리 먹으로 온
거요?

강기덕

무슨 말을 그렇게 외지게 하쇼?

첨 대관원 중국요리집에다 박희도 씨가 우릴 불러다 놓고
뭐라구 하셨는데요? 합치면 강하구 흩어지면 약하니, 천도
교·기독교하구 합쳐서 행동을 끝까지 같이 하면 꼭 성공할
수 있다구 했습니다. 그리구 또 갑성씬 댁에다 전문학교 대
표들을 뫄놓구 뭐라구 하셨습니까? 동경유학생이 실패한 건
조선내 학생들하구 합작지 않구 단독으루 했기 때문이라구
하지 않었습니까?

리갑성

지금 와서 그 얘길 되풀이하면 뭘 하겠소? 우리가 어디 단
독으로 하는 거요? 첨부터 우린 선언식만 할 테니 시위운동
은 학생들이 하라고 한 거 아니요?

강기덕

시윈 우리가 하기로 준비 다 됐으니 선언식은 예정대로 빠
고다에 나오셔서 같이 허시잔 말씀입니다.

김원벽

우린 서명에 참가도 않고 어디까지든지 여러 선생님들의 수
족으로서 만족하고 또 이 선언운동의 한 병졸로서 자인합니
다. 그러므로 일체를 여러분들께 일임하고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너흰 너희끼리
하라는 식으로 내던지시면 여러 선생님을 믿구 일을 했든
저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갑성

허지만 33인이 의론해서 결정한 거니 그대로 시행하십시다.

김문진

우린 그렇겐 못 하겠습니다.

강기덕

우리가 설혹 그대로 시행하자고 하드래두 지금 모여 있는
학생들이 듣질 않을 껍니다.

김원벽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 총독부하구 영사관에 가기
전에 최선생님 댁으로 뛰어갔었습니다. 가니까 선생님들은
벌써 나가시구 안 계셔서…….

최

린

조곰만 더 일찍 장소 변경을 통지했어도 이렇게 당황친 않
게 되는걸.

강기덕

그런데 장소를 여기로 작정하신 이윤 대체 뭡니까?

최

식을 조용히 거행하자는 거지. 공원엔 그렇게 학생들이 운

린

집해 있으니 다감한 청년들이 무슨 소란을 일으킬지 아나?
뿐만 아니라 종로엔 국상에 참례 온 지방 사람들로 혼잡해
있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거행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연
전 빽커 교수 말대루 조용한 장소를 택하기로 된 걸세.
이때 정향현·손소복·최순천 달려온다.
정향현

오빠, 빨리 나오세요. 뭘 하구 계시는 거에요.

손소복

학생들이 모두들 우리끼리 하자고 야단들입니다. 빨리들 나
오세요.

정향현

중앙학교 대표 장기욱(張基郁)이란 학생이 지금 육각당으로
뚸올라가서 선언서를 읽으려는 걸 세전 리용설(李容卨)씨하
구 김사국(金思國)씨가 겨우 붙들고 말려 놨어요.

최순천

이러다간 정말로 난장판이 되겠습니다. 천신만고해서 전교
학생들을 동원시켜놓고 우리 손으로 그들을 오합지졸을 만
든다면 이게 무슨 지도자의 수칩니까? (최린에게) 선생님,
밖으로 나가시지요.

최

린

강군, 강군이 가서 학생들에게 잘 이얘기하게. 그리구 강군
이 선언서을 읽구. 강군 말이면 학생들이 무조건하고 따를
테니까.

강기덕

(단념하고) 우리끼리 허는 수밖에 없겠네.

김원벽

이럴려면 첨부터 우리끼리 했지. 합작할 이유가 뭐야. 다른
학생이 다 들어도 한위건 군이 안 들을 걸세.

최순천

여기서 이러구 있을 께 아니라 강선생님, 김선생님들 만이

래도 빨리 나가보시지요.
강기덕, 밖으로 나간다. 뒤따라 김원벽·김문진·최순천·정향현·손소복
나간다.
리승훈

(최린에게) 역시 학생들 말대루 공원으루 나갑시다. 우리가
나가서 선언하는 것하구 강기덕 군이나 김원벽 군이 하는
것하군 학생들두 쇼크가 달를 꺼요.

손병희

학생들과의 언약을 우리가 어긴 것 같어 맘이 좋지 않소.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신뢰하고 기대하는데, 거기에 어그러
지게 해서 쓰겠소? 공원이 혼잡하드라도 우리 나가서 하십
시다.

최

린

혼란만 했으면 괜찮지만 학생들 중에 누가 경찰서 폭력단이
며, 누가 진정히 선언을 하러 나온 사람인 줄 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총독부에다간 여기서 선언식을 거행한다고 통
고해놓구 일본인 고관(高官)들도 이리로 초청해놓구 이제
와서 공원으로 나가면 그놈들한테 대한 체면과 권위가 뭐겠
습니까?

손병희

그렇기도 하지만 학생들과의 신약을 어긴 게…….

이때 멀 - 리서 오 - 드바이가 질주해오드니 문전에서 딱 정지하는 소래.
최

린

리갑성

경무총감부 헌병대 오 - 드바이 소립니다.
모두들 오나 보군요.

뒤이어 고막을 깨트는 요란한 싸이렌 소래와 질주해오든 오 - 드바이가 2
대, 3대, 4대 연달아 문전에 도착한 소래. 기생, 뽀 - 이들이 낭하를 왔다
갔다하는 소래. 패검 소래와 군화 소래가 이쪽을 향해 가까이 오드니 경무
총감부 고등경찰과장 마에다 대좌, 부관헌병 1명을 대동하고 들어온다. 동
시에 고등주임 다와라 소위에게 인솔된 헌병 일대, 손규철 형사에게 인솔된
형사대, 무장한 순사대 일제히 들어와 건물을 포위한다.
마에다 대좌

(문앞에 선 채) 개이무소 - 깜부노 마에다데스. [경무총감
부의 마에답니다]

일

동

마에다 대좌

(무언[無言])
보내신 독립선언문과 통고문은 보았습니다. 지금 마침 ‘하
세가와 소오도꾸가구가’[長谷川[장곡천] 총독각하께서] 도
- 교 - (東京[동경])에 출장중이시므로] ‘세이무소오깡 가
구가’[정무총감각하께서 읽으시고] 경무총감부로 전화를
하셔서 가보라구 해서 제가 왔습니다.

일

동

(무언)

최

린

그럼 거행하십시다. (하고 한용운을 본다)

한용운

(일어서서 선언문을 낭독) 우리들은 여기에 우리 조선의 자
주독립국임과 조선사람의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
계만방(萬邦)에 고하야 인류에 평등의 대의를 극명(克明)하
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쳐[悟] 민족의 정권을 형유(亨有)
케 하고자 한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가지고 이를 선언하
는 것이고, 이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야 이를 포명(佈明)
하는 것이고, 세계 개조(改造)의 대 기운(機運)에 순응 병
진(倂進)하기 위하야, 이를 제기(提起)하는 것이니 이는 곧
하날의 명명(明命)이고 시대의 대세라 천하의 누구든지 이
를 저지(阻止) 억제치 못할 것이다.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
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으로 유사 이래 천 년에 처음으로 이
민족 겸제(箝制)의 통고를 맛본 지 이에 십 년, 우리 생존
권의 학상됨이 무릇 얼마이며 심령상(心靈上)발전의 장해됨
이 무릇 얼마이며, 민족적 존영(尊榮)의 손상됨이 무릇 얼
마이랴. 과거의 억배(抑背)를 선창(宣暢)하려면, 현재의 고
통을 파탈하려면, 장래의 협위를 억제하려면, 최대 급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하는 것이니 이에 이천만이 방촌(方
寸)의 칼을 품고 정의의 군병과 인도의 간과(干戈)로서 호
원(護援)하야 분투진취하면 무엇을 부시지 못하며, 무슨 뜻
인들 이루지 못하랴.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래로 시
시로 가지가지로 금석맹약(金石盟約)을 삼켰다 하야 일본의
무신을 죄할려는 것도 아니고, 학자는 강단에서, 정객은 실
제에서, 우리 조종세업(祖宗世業)을 식민지로 생각코 우리
문화민족을 토(土昧)인으로 대하야 정복욕의 쾌감을 탐할
뿐이고 우리에게 구원한 사회 기초와 탁월한 민족심리를 무
시한다 하야 일본의 소의(小義)를 책할려는 것도 아니니 자

기자신을 책려(責勵)하기에 급한 우리가 어느 하가에 남을
원망하랴.
오늘날 우리의 소임은(所任)은 다만 자기의 건설에 있을 것
이지, 남의 파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당초에 민족적 요구
로서 이루어지지 않은 양국병합의 결과가 필경에 고식적(姑
息的)위압과, 차별적 불평과 통계숫자상의 허식(虛飾) 아래
이해상반한 양국 민족간에 영원히 이용할 수 없는 원한의
개천을 날로 구축해가고 있는 실적을 보라. 이 어찌 용단과
감으로써 구오(舊誤)를 확정(廓正)하고, 진정한 이해와 동
정에 기본한 우호적 신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피차간 원화소
복(遠禍召福)을 꾀하난 첩경(捷徑)인 것을 명지(明知)해야
하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동양 안위(安危)의 주축인 사
억만 지나인의 일본에 대한 위구(危懼)의 시의(猜疑)를 날
로 농후케 하여 그 결과로 동양전국(全局)이 공도동(供倒
同)의 비운을 초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의 조선독립은 조선사람으로 하야금 정당한 생영(生榮)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사로(邪路)에서 나와
동양 지지자인 중책을 오로지 하게 하는 것이고, 지나로 하
여금 몽상도 잊지 못할 불안, 공포에서 탈출케 하는 길이
니,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만의 문제이랴.
아아 - 바야흐로 새로운 천지가 눈 앞에 전개되려고 한다.
위력시대는 사라지고 도의시대가 올 것이다. 새로운 봄이
세계에 와 만물의 회소(回蘇)를 재촉하고 있다. 천지에 복
운(復運)을 걸고, 세계의 조류에 오른 우리들은 아무 주저
할 것도 기탄할 것도 없을 것이다. 오 - 즉 우리의 고유한
자유권을 획득하야 행복된 생활을 영위할 따름이다. 우리들
은 이에 일제히 일어나자. 천백세(千白歲) 선조의 영혼이
우리를 안으로 도울 것이고, 전세계의 기운이 밖으로 우리
를 원호할 것이다. 착수가 곧 성공을 의미할 것이니 눈앞의
광명을 향하야 일로 맥진할진저.
공약삼장(公約三章)
1.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
한 민족적 요구이니 오 - 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일동, 따라서 복송

한다)
2.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
히 발표하라. (일동 복송)
3.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야 우리의 주장과 태
도로 하야금 어데까지든지 공명정대하게 하라. (일동 복송)
조선 건국 사천이백오십이년 삼월 일일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리필주, 백룡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라용환, 라인협, 량전백, 량한묵, 류여대,
리갑성, 리명룡, 리승훈, 리종훈, 리종일, 림례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낭독중 노인들 중에는 스스로 감격하야 하얀 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이
도 있다. 한용운, 선언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앉는다.
리승훈

(일어서며) 우리가 오늘 선포한 이 시각에 전조선 방방곡곡
에서도 일제히 선언식이 거행됐을 겁니다. 지금 우리 선천
에선 오늘 참석지 못한 류여대 목사, 김병조 목사께서, 평
양엔 길선주 목사께서 지금 읽으시고 있을것입니다. 인천·
수원·마산·부산·공주·전주·함흥·원산 일제히 지금 선
언서를 읽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목표를 향하야
이렇게 한가치·한뜻·한몸으로 나가는 것은 아마 합방 후,
아니 개국 후 오늘이 처음일 것입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비
록 최남선 씨가 썼으되, 전국민적 응혈의 상징입니다. 그러
므로 우리 33인이 대신하야 서명했으되 선언에 쓰인 것과
같이 반만 년 역사의 권위를 장(仗)하야, 우리가 대신 서명
한 것이고, 이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야 우리가 대신 포명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서명한 것을
조곰이라도 자긍하여도 안 될 것이며 조고마한 우월감을 가
져도 벌써 순일치 못하고 무잡치 못하다는것을 잊지 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독립을 기할 순 없으되 만일을
위하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선언문 가운데의 세 가지 공약
외에 두 가지를 약속 하십시다.

일

동

리승훈

(다시 한번 그를 바라본다)
독립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자기 공을 내세우지 말것. 즉
우리가 서명하고 독립을 선언했고 또 이 운동을 계획전개시
켰으므로 독립이 됐다는 착각 밑에 명예와 권세를 독점할려
는 야망을 갖지 않도록 할 것 말입니다. 이건 내 노파심이
겠지만 지금 휘뜩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엔 속된 인간이 너무 많어 후일에 우리가 찬란한 역사
를 다시 찾게 될 땐, 서명에 빠진 사람들도 제２차, 제３차
를 위해서 빠졌다고 들고 나서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하겠습
니까? 우린 지금 공원에 모인 학생들처럼 혁명의 한 병졸
로, 한 부역꾼으로서 만족하십시다.

손병희

좋은 말씀이시오.

리필주

우리가 다 같이 명심해야 할 이얘기요. 너두 나두 대신짜리
를 하구 나선다면 오늘 일이 첨부터 불순합니다.

일

동

리승훈

(죽은 듯이 무언)
둘째, 우리가 실패할 경우에 우리 입으로 조선을 모른다고
하지 말 것입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 세 번 주를 모른다
고 했거늘 우리가 그놈들의 고문과 악형에 못 이겨 세 번,
아니 열 번, 스무 번 조선을 모른다고 안 하리라 누가 단언
하겠습니까?

손병희

적절한 말씀이시오.

리승훈

우리의 투쟁은 앞으로 독립이 되는 날까지 10년이건 20년이
건 계속해 나갑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젊은이와 어린이들
눈에 별과 태양이 있는 한 우리가 거꾸러지드래도 뒤에서
뒤에서 꼬리를 달고 그들의 후속부대가 우리를 따를 것입니
다. 그러나 우리가 최후의 승리까지 돌진치 못하고 도중에
변절하야 총독정치의 협력자가 된다든지, 혹은 일본경찰 앞
잽이가 되어 우리 동족의 피를 그들에게 파는 민족의 반역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다.

최

린

그야 물론이지요? 민족의 대표로 서명을 해놓고 중추원의
고문이 된다면 이 무슨 반역이겠습니까?

박희도

우리 33인 가운데 만일 동족을 적에게 파는 배반자가 후일
에 나온다면 우린 그 사람의 이마에다 영원히 씻쳐지지 않
을 낙인을 찍어 마땅할 것입니다.

리승훈

그럼 이 승훈의 두 가지 약속을 천도교는 천신께, 기독교는
주님께, 불교는 부처님께 각기 맘 속으로 맹약하십시다.
(하고 눈을 감으니 일동 각기 명묵[冥默]한다)

손병희

그럼,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하야 축배를 올립시다.

일동, 따라논 잔을 들어 마신다.
마에다 대좌

시기가 오와리마시다나라 개이무소오깜부 마데 고이찌도오
고도오꼬오 내가히마스. [식이 끝나셨으면 경무총감부까지
여러분 동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규철

(공손히)사태가 동행하셔야만 하게 됐습니다.

최

더리고 가서 우릴 어떡헐 작정이냐?

린

손규철

(마에다 대좌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

마에다 대좌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총독 각하께서 동경에 출장
중이시므로 여러분의 독립선언과 총독통치 거부의 통고에
대해선 무어라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까 동경으로 전보를
쳤으니까 오래잖아 회전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진 총감부로
일단 동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리승훈

동행이야 하겠지만 어떻게 더리고 갈 작정이요? 용수를 써
가지고 갈 테요, 그냥 묶어만 가지고 갈 테요?

마에다 대좌

그럴 수야 있겠습니까? 그냥 동행하시지요.

리승훈

허지만 종로에 사람이 들끓고 있는데 걸어갈 수야 있겠소?
자동차를 가지고 오시요.

마에다 대좌

(다와라 소위에게) 아이데이루노 나이까. [쉬구 있는 거 없
냐?]

다와라 소위

에, 젬부 빠고다 고오엔니 야리마시다노데 이미 노도고
로……. [전부 빠고다 공원에 보냈으므로 마침……]

마에다 대좌

전화 걸어서 어디 한 서너 대 찾어보라구 하라.

다와라 소위

하. [예] (하고 사무실을 향해 나간다)

리승훈

자동차가 하나토 비지 않도록 헌병을 실어다가 빠고다 공원
을 둘러싼 모양인데 그들 죄없는 학생을 어떡헐 작정이요?

마에다 대좌

소란이 날 듯하므로 우선 포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
나 지금은 교통차단에 불과합니다. 동경의 총독각하한테서
회전이 오는 대로 우리의 진압방침도 결정될 것입니다. 그

때까진 일체 손을 대지 말라는 헌병사령관의 명령이십니다.
일

동

…….

이때 돌연 현관쪽이 소요해지며, 파수보는 헌병의 “이깡. 하잇쟈 이깡.”
[안돼. 들어갈 수 없어] 하는 노성. “도게, 요 - 지가 아룬다.” [비켜,
할 얘기가 있어] “도강가.” [비키지 못하겠냐] 하는 학생들의 고함. 이윽
고 강기덕·한위건·한창환 달려온다. (사실에 있어서 한창환 대신 김경식
[金璟植]이란 무식청년이었다 한다)
헌

병

한위건

(칼 꽂은 총부리를 대며) 낭가. [뭐야?]
(낙뢰하는 소리 같은 노성으로) 난데모 이이쟈나이까. [아
무 일이면 어때?]

헌병들, 그들의 살벌한 기세에 눌려 또다시 입을 못 연다.
손규철

(비굴하게) 기덕씨, 어쩔려고 글쎄 공원에다 수만 명 학생
을 모아놓고 이놈을 괴롭히십니까?

한창환

(분노에 찬 소래로) 이 자식아, 넌 가만 있어. 이때까진 느
이들 세상이었지만 오늘은 세상이 달러. 밤낮 어제와 오늘
이 같을 줄 아느냐?

손규철

(위압되어 모욕에 대한 반발을 못 하며) 헤헤헤, 세상이 그
렇게 하룻밤 새에 바꿔져서 어떡허게요? 헤헤헤. (하고 교
활히 웃는다)

한위건

현재 바꿔진 게 네 눈깔엔 안 뵈니? 이 태화관은 10년 전
리완용이 놈이 이등박문이하구 합방조약문을 기초하든 집이
야. 그 집에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구 있지?

강기덕

(최린에게) 선생님, 역시 나오셔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끼
리 하자고 하니까 모두들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
표자들더러 인책 사직하라고 날뜁니다.

최

린

강기덕

거 참, 난처하게 됐는걸.
학생들과의 언약문제뿐 아니라 이 독립운동 자체로 봐서도,
공원으로 나오셔야겠습니다. 종로 노점상인들을 위시하야
물장수패, 인력거꾼패, 지게꾼패, 의사, 간호부, 관리, 할
머니, 아낙네, 여직공 할 것 없이 전 경성의 시민들이 약속

이나 한 듯이 태극기를 들고 모여 있습니다.
한창환

그것뿐인가요? 지 민중방서 올라온 국상 참관자가 무려 수
만 명은 늘어섰을 것입니다.

강기덕

그러니 빨리들 나오셔서 선언식을 해주십쇼.

최

여기서 벌써 거행했네.

린

학생들

(경악하며) 그럼?

최

응, 한용운씨가 낭독하시고 같이 공약을 복송하고 축배를

린

나눴네. 지금 헌병대에서 자동차를 불르러 갔으니 이젠 따
라가는 것이 남어 있을 뿐일세.
강기덕

그럼 나가서 한번 더 해주십쇼. 절대 저희들 대표들이 책임
지고 혼란이 없도록 질서정연하게 하겠습니다.

한창환

(짜는 듯한 음성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선언식을 해 주십
쇼. 그래서 선생님들 33인이 진두지휘를 해주십쇼.

리승훈

(그들 앞으로 나오며) 나가세.

학생들

(격하야) 감사합니다.

최

(승훈의 앞에 막아서며) 지금 나가시면 우리가 기도했든 무

린

저항의 저항이 아니라 폭동의 저항이 되고 맙니다. 이건 우
리들의 본의에 어그러질 뿐더러 공약 제３장에 쓰인 일체의
행동은 질서정연하게 하자는 가소에도 상치됩니다.
리승훈

학생과 민중이 우리처럼 무저항의 저항으로 나간다면 몰를
까 아무래두 폭동화되구 말꺼요. 그러니 우리도 밖으로 나
갑시다. 그래서 공원에서 다시 한번 그들과 선언식 하구 한
창환 군 말대로 진두에 서서 시위합시다. 손선생, 어떠시
요.

손병희

좋겠습니다. 난 첨부터 무저항의 저항이란 반대였었소. 허
지만 우리 교 간부들과 여러분들이 무저항으로 나가자구 하
므로 헐 수 없이 내 주의를 굽혔던 것입니다.

리승훈

동학당 봉기 일으킬 때처럼 밖에 나가서 한번 일으킵시다.
잽혀가면 가는 길로 죽을 꺼 아니요. 모두들 나갑시다. (하
고 밖으로 나오니 손병희, 리갑성, 량전백 외 수인 따라나
오고 나머지 사람은 동[動]치 않는다)

최

린

(필사적으로 막아서며) 우린 선언이 목적이지 시위나 폭동
이 목적은 아닙니다. 폭동은 공약에 적힌 공명정대한 행동
은 아닙니다.

리승훈

운동이 어떻게 우리가 기약한 곳과는 딴 방향으로 가고 있
소. 오늘까진 우리가 계획하고 민중을 지도해왔지만, 오늘
부턴 민중이 오히려 우리를 끌고 가게 된 것 같소. 그러니
민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손병희

다 - 들 나가십시다.

최

우리가 밖으로 나가려면 치안법 문제까지도 생각지 않으면

린

안 됩니다. 옥외에서 선언하는 것은 법(法)의 경중이 있습
니다.
강기덕

(돌연 그의 팔목을 잡으며) 일천육백만 민족이 그 목숨을
내걸고 사생결단을 하자는 이 마당에 치안법의 중과가 문젭
니까? 그렇게 목숨이 아깝다면 애당초에 웨 시작을 했습니
까?

한위건

(양복 포캣트에다 손을 넣고) 빨리 밖으로 나가시지 않으면
육혈포로 쏠 텝니다.

리승훈

(손에게) 여보, 장솔 변경한 이유가 치안법의 경중을 생각
하고 한 거요?

손병희

그건 전연 초문이요.

이때 헌병 한 사람 달려온다.
헌 병

(마에다 대좌 앞에 기척 경례하고) 호오고구, 지금 빠고다
공원에 이름 모를 학생이 한 사람 육각당으로 뛰어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낭독이 끝나는 대로 학생
들과 민중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데 어찌 했으면 좋겠습
니까?

마에다 대좌

도 - 교 - 에서 아즉도 회전이 안 들왔다. 폭동이 일어나드
래도 명령이 있을 때까진 절대로 발검 발포하지 말어라.

헌

병

강기덕

하이. (경례하고 다시 달려나간다)
기여쿠 터지고 말았습니다. 들어들 가십쇼. 인전 가도 소용
없을 것입니다. 군중은 태갑이 풀린 듯 제대로 행동을 개시
하겠지요.

이때, 멀 - 리서 천지가 진동할 듯한 조선독립만세 소래. 강기덕·한창
환·한위건, 일제히 양복 포캣트에서 태극기를 끄내들고 “조선독립만세”

를 화창(和唱)한다. 리승훈·손병희, 그들을 따라 화창하니 27인이 전부 밖
으로 달려나오며 화창한다. 공원에서 부르는 만세성은 점점 충천하고 무대
내의 만세성도 이에 호응하야 점점 고조된다. 기생 한 사람이 “조선독립만
세”를 절규하고 달려나오니, 뽀 - 이, 인력거꾼, 손님, 쿸크, 명월관 주인
이 만세를 부르며 달려온다.
강기덕

다들 빠고다 공원으로 나가십시다. 그래서 한데 엉켜서 부
르십시다.

기

생

모두들 공원으로 나가자.

기생, 만세를 절규하며 선두에 서니 명월관 주인을 비롯한 인력거꾼, 뽀 이, 기생들, 따라부르며 뒤따른다. 리승훈·손병희, 자기들도 모르게 손을
쥐고 감격하야 운다. 28인 가운데 서로 이쪽 저쪽에서 벅찬 가슴을 억제치
못하고 울음이 터진다. 이때 성화여학교 학생들 일대와 손소복 달려온다.
손소복

선생님, 군중이 모두들 종로로 나왔습니다. 사과장수할아버
지, 부칭개 팔든 할머니, 어린애 업은 아주먼네들,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만세를 불르고 야단났어요. 보전학생들이 앞
에 서고 연전학생들이 그 다음에 서고, 모두 보신각 앞으로
몰려갔어요.

여학생 갑

빨리나와 앞에 서십쇼.

리승훈

강군, 빨리 가보게.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

강기덕

안녕히들 계십쇼.

한위건

그럼 감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리승훈

그때까지 살려준다면…….

강기덕·한위건·한창환, 급히 소복을 따라나간다.
마에다 대좌

(손규철에게) 이마노 온나와 다시까 기미노 무스매쟈 나갓
다까. [지금 그 여자는 자네 딸 아닌가?]

손규철

헤, 모오시와게 고자이 마셍. [네, 죄송합니다]

마에다 대좌

고마루네 기미. [거 안 되갰는걸] 이야시꾸모 개이관노 무
스매가. [적어도 경관의 딸이]

손규철

헤, 난또모 모오시와게오 고자이마셍. [네, 참말 죄송합니

다]
이때, 현관에 자동차가 정지하는 소래, 다와라 소위 들어온다.
다와라 소위

지도오샤노 요오이가 대끼마시다. [자동차가 준비가 됐습니
다.]

마에다 대좌

차가 왔답니다.

최

그럼 타구들 가십시다.

린

리갑성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종에 타고 연로하신 분들부터…….

리승훈

(손병희에게) 먼저 타십쇼.

손병희

(최고령자 리승훈에게) 같이 나가십시다.

손병희·리승훈, 다와라 소위에게 나치(拿致)되어 나간다. 기생들 한 패가
달려오드니 그들 앞에 엎더져 통곡한다. 계속하야 리종일·권동진·오세창
의 순으로 29인, 헌병들에게 끌리어나간다. 현관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
는 소래.
다와라소위

(들어오며) 기생과 군중들이 자동차에 매달려서 갈 수가 없
습니다. 그리고 남녀학생들이 자동차에 뛰어 올라 만세를
부르는데 아주 쏴버릴까요.

마에다대좌

동경서 회전이 올 때까진 절대로 발포치 말어라.

다와라소위

허지만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진압할 수가 없습니다.

마에다대좌

사령관 각하의 명령이셔.

다와라 소위 다시 나간다. 멀 - 리 시가에서 부르는 만세 소래. 현관에서
학생들이 자동차에 매달려 절규하는 만세 소래. 리승훈이 헌병을 따라나가
려할 때 남녀학생 일대와 정향현 뛰어들어온다. 리승훈, 향현의 손목을 잡
으니 향현 운다.
정향현

(눈물을 닦고, 순사들에게) 조선 사람이면 당신들도 만세를
부르십쇼. 전시민이 부르는 저 소리가 당신들 귀엔 안 들립
니까? 자유와 해방의 노래 소래에 웨 당신들은 고의로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십니까? 당신들이 만세를 부르면 독립이 됩
니다. 반드시 독립이 됩니다.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

지 우리의 정당한 의사를 발표합시다. 난 잘 압니다. 당신
들 순사들이 누구보다 일본놈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선
일차별이 그중 심각한 곳도 당신들 경찰서입니다. 웨 당신
들은 당신들의 마음을 속이십니까?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가
오려고 합니다. 일본놈의 지배권은 물러가고 당신들이 그들
을 지배하게 될 날이 눈앞에 있습니다. 푸른 하날이 우리
머리 우에 있고 새로운 봄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자, 어
서들 이놈들 헌병놈들 앞에서 당신들의 정당한 의사를 표시
하십쇼. 우리 조선독립만세.
순사들

…….

정향현

조선독립만세.

순사 갑, 격하야 모자를 벗어 공중에 쳐트리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니, 다
른 순사들 일제히 모자와 칼을 벗어던지고 만세를 부른다.
정향현

(손규철에게) 소복아버지, 소복 아버지도 같이 부르십시다.
소복 아버진 언제까지 저놈들한테 속으실 작정이십니까? 10
년 동안이나 속아왔으면 그만이지 앞으로 또 얼마나 이용당
할랴고 자기 자신을 청산치 못하십니까? 소복인 잠에서 깨
서 승화여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복아버지도
한시 바삐 잠에서 깨십쇼. 그래서 빼앗긴 민권을 찾도록 하
십쇼.

손규철

…….

29인의 최후로 최린이 나가자 헌병 한 사람 달려와 마에다 대좌에게 지편
(紙片)을 전한다.
마에다 대좌

(돌연 벌떡 일어나드니, 이때까지의 은인[隱忍]이 일시에
폭발한 듯 포후(砲吼)한다) 뎀뽀 - 가 기다. [전보가 왔다]
버러지 같은 조 - 센징 일천육백만 전부 몰살을 시켜도 국
제연맹에선 아무런 항의가 없을 터이니, 즉시 계엄령을 펴
고 철저적으로 탄압하라는 고마우신 명령이시다. 만세 부르
는 자는 늙은이, 어린애 할 것 없이 씨도 안 남기고 죽여버
려라. 제일 몬져 여기 이년부터. (하고 칼을 빼 향현을 내

리친다. 향현, 그 자리에 피를 분수같이 뿜고 쓰러진다. 혼
신의 힘을 다하야 일어서서 끊어져 가는 소래로 “조선독립
만세”를 절규하니 마에다, 둘째번 잔인하게도 칼을 내리친
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젊은 전문학교 학생 하나가 격양하야
달려온다)
학

생

(증오와 분격에 부들부들 떨며) 잘 친다. 신인이 공노하게
잔인하게 쳐라. 네놈들이 고대하든 학생명령이 이제야 내렸
나 보구나. 우린 너희 놈들의 칼과 총이 두려워 물러나가진
않을 것이다. 너희 놈들 앞에다 시체로 성을 쌓고 피로 강
을 파드라도 우리의 요구를 정당히 표시할 것이다. (돌연
가슴을 허치며) 자, 발포명령이 내렸다니 쏴봐라. 나같은
하잘 것 없는 초개 같은 자도 이만한 결의와 용기는 있다.
자, 쏴라. 너희 놈들 총이 얼마나 잔인하고 너희 놈들 칼이
얼마나 혹독한가 나도 한번 맞어보자.

마에다 대좌

(포후하며) 우데. [쏴라]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 하나, 가슴을 향하여 발포한다. 학생 쓰러진다.
학

생

(다시금 일어나며 원차[怨嗟]에 찬 소래로 처절하게 고함한
다) 자, 이놈들아. 똑똑히 봐라. 우리가 너희 놈들의 총을
맞어도 우리의 의사는 최후의 일각까지 굴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테니. 조선독립만세.

마에다 대좌

(광호[狂虎]같이 날뛰며) 이누매. [개놈] 최후의 일각까지
만세를 불러라. 우린 최후의 일각까지 이렇게 처치해줄 테
니. (하고 피스톨로 쏜다)

학생, 쓰러져 다시금 반항할랴는 것을 마에다, 구둣발로 질근 질근 내리짓
찧는다. 학생, 최후의 반항을 하려고 꿈틀거리드니 그만 절명한다.
마에다 대좌

(손규철에게) 나니오 마고마고 시데이루까. 하야꾸잇데 오
마에노 무스매까라 힛밧데고이 빠가야로오. [무얼 어물어물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가서 느이 딸년부터 잡아오너라. 망
할자식]

손규철

하이. [네] (하고 개처럼 밖으로 나간다.)

이때 현관에서 “조선독립만세” 소래.
마에다 대좌

우데 -. 노라이누오 가류요오니 가답빠시까라 우데. [쏴라,
개를 잡듯 닥치는 대로 쏴라] 규환을 치고 밖으로 달려나간
다.

명령이 떨어지자 이쪽 저쪽에서 일제히 발포하는 총성, 최순천과 동급생
일동 달려와 향현을 일으킨다.
최순천

향현아, 향현아.

여학생

선생님, 여기두 웬 학생이……. (하고 남학생의 눈을 감겨
준다.)

향

현

(최후의 눈을 뜨고) 선생님, 우리는……반드시……독……
립……할 것입니다. (하고 숨이 끊어진다)

멀 - 리 시가를 진행하는 학생과 시민군중의 진동하는 만세 소래와 이쪽
저쪽에서 난사(亂射)하는 헌병들의 총성. 최순천과 동료들의 울음 속에 막.
✽ 내가 어렸을 때 들은 3․1운동 당시의 남녀학생들의 노래는 흔히 하기
(下記)의 노래였다.
우리의 웃음은 따뜻한 봄바람
춘풍을 만난 무궁화 동산
우리의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또다시 소생하는 이천만
빛나거라 삼천리 무궁화 동산
잘 자라라 이천만의 고려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