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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文 摘 要 ： 本研究計畫的提出，是為了開發重新探討戰後台灣文學的研究新視
角。台灣文學研究進入學院體制已有十多年時間，相關研究也累積
了一定程度的成果，因此，我認為有必要從各時期的文學外部環境
和歷史條件著手，尋求能夠觀照文學和社會，文學和政治關係，以
及各個文本個別反映此關係樣貌的新角度和新視野。
本計劃將提出冷戰知識架構，以期更客觀地把握戰後台灣文學的種
種樣貌。並且舉出同樣經歷過日本殖民地支配和戰後冷戰經驗的韓
國文學，作為比較參照的對象，以考察台灣文學的冷戰風景。雖然
在其展開過程和方式上有所差異，但是台韓兩國都是從殖民和冷戰
的連續和斷絕狀況中，共同建立或被編入所謂的「自由陣營」。因
此，相互比較兩國文學對此歷史課題做出的因應樣貌，肯定能夠更
加客觀地把握戰後台灣文學的許多面向。
本計劃所擬定的主題有三：第一，考察1950年代台灣反共文藝體制
的建立及其背後的意識形態，以及1948年之後韓國右翼文壇的反共
主義和純粹文學理論。第二，考察台韓兩國的自由主義派文人的意
識形態和文學論，進而分析他們在面對美蘇對立的世界冷戰架構和
邏輯下，如何思考及挪用個人自由和反共意識，並以何種方式反映
在文學上。第三，考察作為美國冷戰策略的文化外交宣傳和對外支
援政策，如何造成台韓兩國既有反共文學產生變化。

中文關鍵詞： 冷戰、台灣文學、韓國文學、自由主義、美國文化政策、反共文學

英 文 摘 要 ：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ew
perspectives of the post-war Taiwanese literature, which
had already enter the college system for more than ten
years and accumulated a lot of related research result.
Therefore, in my opinion, it is necessary to start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historical conditions of each
period of literature to seek a new point of view in the
relationship of literature to society, and to political
situation.
This study addresses the Cold War knowledge structure to
objectively grasp the various aspects of post-war
literature in Taiwan. It also refers to Korean literature,
which underwent the same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and
the post-war Cold War experience, to investigate the scene
of Taiwanese literature under Cold War.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rocess, both of them co-founded, or
were incorporated into the so-called "liberal camps" in the
continuation and severance of colonial times and Cold War.
Consequently, comparison between responses of the two
countries to adapt the historical topic can definitely let
us learn about diverse aspects of post-war Taiwanese
literature in a more objective view.
There are three main subjects of the study. Firstly,
investigate the establishment of Taiwanese Anti-Communism
Literary system and the ideology behind in 1950, in
addition to the anti-communism and pure literary theories



of Korean right-wing literature after 1948. Secondly,
investigate the liberalist’s ideology and literature
theory of Taiwan and Korea, and analyze how they reflect
when facing the logic and structure of the Soviet-America
Cold War and how to divert the personal freedom and anti-
communism consciousness to the literature. Lastly,
investigate the changes of Taiwanese and Korean anti-
communism literature under the American Cold War strategy
for cultural diplomacy promotion and foreign support
policy.

英文關鍵詞： Cold War, Taiwanese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Liberalism, American cultural policy, Anti-Communism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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研究成果報告 

 

一、計畫名稱： 

冷戰下台韓兩國文學風景(103.8.1-106.10.31) 

 

二、研究目的 

本研究計畫的提出，是為了開發重新探討戰後台灣文學的研究新視角。眾所

周知，既有台灣文學的研究方向，多以作品是否呈現台灣人的歷史記憶或生活體

驗，作為優劣劃分或價值評斷的基準。例如，在戰前殖民地時期文學的了解上，

如果能夠刻畫出日本如何以政治、經濟力的壓迫，來推動其殖民支配和統治政

策，以及如何剝削及影響台灣人民的生活和意識，並且對此進行批判，則該作品

大都能受到高度的評價，並被認為是日據時期台灣文學的主流。戰後文學的情況

也並無二致，從是否為台灣本土作家的創作，能否反映台灣固有的歷史記憶，以

至與台灣現實和民眾生活之間的關聯程度又是如何等的層面，都可做為台灣性文

學內涵的判斷依據。我認為此種研究趨向，已完成它階段性的任務，換言之，作

為一門獨立學科來建構台灣文學概念及成立其研究視野時，確實有必要規範台灣

文學之所以不同於中國文學的特性和歷史因素。不過，台灣文學研究進入學院體

制已有十多年時間，相關研究也累積了一定程度的成果，因此可說已到了需要更

客觀、更具歷史性眼光來把握台灣文學，找出新的研究視角的成熟時刻。而第一

步驟，我認為就是要從各時期的文學外部環境和歷史條件著手，以尋求能夠觀照

文學和社會，文學和政治關係，以及各個文本個別反映此關係樣貌的新角度和新

視野。 

此一想法來自現代文學本身所具備的屬性：一如台灣現代文學的形成及其發

展歷史所呈現，由於被強制編入現代歷史階段，並處在殖民地環境中，透過公共

媒體作為其傳播媒介，文學一開始即無可避免地擔負起追求西方現代和抵抗強權

的雙重性的時代和歷史課題。而現代文學具有的此社會責任傳統，到了戰後台灣

文學的開展上，也同樣顯露無遺，因為台灣從殖民地處境中得到解放的同時，旋

即被編入定位為自由中國的國家體制框架中，文學同樣被要求擔任此歷史轉型過

程中應該扮演的角色。因此，無論是戰前或戰後，台灣文學的內涵和外延，不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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止於強調台灣人在這塊土地上的感受反映，而是要更多方考慮活動在此地的人

們，面對資本主義現代和近代中國的進入，必須做出如何的因應及文學的刻畫。 

有鑑於此，本計劃將提出冷戰知識架構，以期更客觀地把握戰後台灣文學的

種種樣貌。並且舉出同樣經歷過日本殖民地支配和戰後冷戰經驗的韓國文學，作

為比較參照的對象，以考察台灣文學的冷戰風景。雖然在其展開過程和方式上有

所差異，但是台韓兩國都是從殖民和冷戰的連續和斷絕狀況中，共同建立或被編

入所謂的「自由陣營」，也同步努力推動過民族解放運動和國民國家的建立。因

此，相互比較兩國文學對此歷史課題做出的因應樣貌，肯定能夠更加客觀地把握

戰後台灣文學的許多面向。 

冷戰的文學化過程，應該是包括意識形態和制度面，以及日常和審美等多層

次來進行的，因此有必要提出能夠包攝這些多層次的研究主題。本計劃所擬定的

主題有三：第一，考察1950年代台灣反共文藝體制的建立及其背後的意識形態，

以及1948年之後韓國右翼文壇的反共主義和純粹文學理論。在台灣方面，將就反

共文藝體制的運作及其背後的國民黨右翼文學論，拿來與自由中國的建立問題連

結考察；在韓國方面，則集中探討右翼文壇的純粹文學論邏輯和文學化方式所具

有的歷史意義，並在此基礎上，進一步從制度面考究兩國的反共文壇和文學的異

同及其原因。第二，考察台韓兩國的自由主義派文人的意識形態和文學論，進而

分析他們面對美蘇對立的世界冷戰架構和邏輯，如何思考及挪用個人自由和反共

意識，並以何種方式反映在文學上。第三，考察作為美國冷戰策略的文化外交宣

傳和對外支援政策，如何造成台韓兩國既有反共文學產生變化。在這裡進一步找

出1950-60年代兩國文學共同出現的存在主義哲學思潮、心理主義和精神分析理

論，以及現代主義傾向的影響痕跡，並以實際文本作為例子，深入勾勒出冷戰的

文學風景。同時也將進行比較美國的文化援助路徑–即台灣的美國新聞處和韓國

的美國公報院兩者的運作機制和方式，探究它所引起的文壇變化和文學變貌。 

執行此研究計畫，我想將可作為往後考察包括台灣和韓國在內東亞冷戰體制

的運作原理和機制的一個前提和基礎。作為一個地區的東亞，雖然被美國的冷戰

邏輯納入第三世界範疇，但是在冷戰初期曾經是冷戰知識(Cold War Knowledge)

認知論的形成場域，並呈現在包括中國的國共內戰、韓國戰爭、八二三金門炮戰，

以至越戰上面。這些地區展開過熱戰(hot war)，也凝聚成冷戰(cold war)形態，最



4 

 

後成為冷戰的最前線，因而冷戰意識形態終以制度化權力化方式，長期進入人們

的日常生活當中。即令到了世界性冷戰已然解體的當今，它仍然支配及規範著這

個地區的政治、經濟、文化諸多層面。因此，有必要先以台灣和韓國的文學為對

象，對冷戰的文學化現象進行深入研究，以期能掌握到更加客觀、更具歷史性眼

光來解讀台灣文學的知識基礎。 

 

三、研究方法 

本研究是以特定時期兩國的文學現象來做分析比較，因此必須援用比較文學

的研究方法。比較文學研究在東西方已盛行一段時間，是一個跨地域性的學科，

有它自己獨特的理論和研究方法。比較是文學研究的一種重要方法，比較的目的

不僅在於鑑別優劣和高下，更重要的是在於內在規律的開掘、發現和發展，在於

他山之石可以攻玉，在於對客觀事物的深層認識。 

本研究雖然屬於比較文學的範疇，但所採取的角度，不同於法國學派的「影

響研究」(Influence Study)和美國學派的「平行研究」(Parallelism or Parallel Study)，

而將採取「社會文化研究法」(Socio-Cultural Approch to Comparative)和「科際整

合的研究法」(Interdisciplinary Approach)，著重探討日據時期兩國文學相互認知

與交流狀態，以進行文學的歷史、社會層面的觀照。  

 

四、研究成果 

(1) 第一年 

論文（一）：〈「重建台灣、建設新中國」之路：戰後初期刊物中的「文化」和

「交流」的意義〉，發表於「跨界東亞：現代性及其轉化」研討會（政治大

學頂尖大學計畫「現代中國的形塑」之「文學與藝術的現代轉化與跨界研究」

團隊），2014.12.19；刊登於《台灣文學研究學報》（THCI）二十一期（國

立台灣文學館），頁 39-69，2015.10 

【摘要】  

本文以戰後初期發行的幾本刊物為對象，考察光復後台灣的文化重建以及與

中國之間的接觸上成為重要議題–「文化」和文化「交流」的意義。文化部門可

以說是戰後初期台灣知識階層廣泛參與的領域，而且當時有了必須與中國接觸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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進行交流的需求和必要性，因此對文化人來講，這可說是重新思考既有文化的性

質以及未來文化屬性的契機。同時文化的建設和交流，被認為與時代課題–新台

灣和新中國的建設有著直接的關聯，因此不管是中國來台接收人員或民間文化

人，都同樣持有這種認知。 

本文以戰後初期發行的幾本刊物為對象，考察光復後台灣的文化重建以及與

中國之間的接觸上成為重要議題–「文化」和文化「交流」的意義。文化部門可

以說是戰後初期台灣知識階層廣泛參與的領域，而且當時有了必須與中國接觸和

進行交流的需求和必要性，因此對文化人來講，這可說是重新思考既有文化的性

質以及未來文化屬性的契機。同時文化的建設和交流，被認為與時代課題–新台

灣和新中國的建設有著直接的關聯，因此不管是中國來台接收人員或民間文化

人，都同樣持有這種認知。 

本文進行考察的結果，發現戰後初期兩岸知識階層所要建立的文化內容，基

本上指向民主和自由的價值，並在現實基礎上擁護人民大眾的利益，同時在其交

流層面上，互相了解產生於兩岸現實的現代文學藝術和文化抗爭。雖然刊物屬性、

參與人員身分和出身背景的不同，存在各自不同的立場和視角的差異，不過，其

文化的主流方向和所指向的價值，都著重在民主理念、現實基礎以及民眾性上面。

對此，本文以一種重新追求現代性的努力來加以定義。在殖民地時期，台灣知識

份子從啟蒙時期即開始追求的解放的現代性和民族獨立、民權發達內容的社會運

動都遭到挫敗，新文學的發展也隨著受到箝制。因此，從殖民統治獲得解放，對

台灣知識分子來說，這意味著將是一個可以重新癒合受挫的現代性的絕好機會，

並且認為重建台灣、建設新中國此時代課題上做出貢獻的一個途徑。 

 

論文（二）：〈五六零年代台灣文學傾向與美援文化的相關性〉（韓文），發表

於「美國援助與冷戰亞洲」（韓國東北亞歷史財團），2014.12.13；刊登於

《東北亞歷史論叢》（KCI）48 號（韓國東北亞歷史財團），頁 53-88，2015.

6。 

【摘要】 

本文透過針對6種文學雜誌的分析，探討了冷戰下的產物美援文化與台灣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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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推移之間的關連性。這裡所謂5,60年代台灣文學的推移，是指從反共文學轉向

接受西方文學–尤指英美現代主義文學的變化過程。 

本文分為三個部分進行考察；第一階段，首先是以50年代反共文壇的代表性

雜誌『文藝創作』與『半月文藝』為對象，就其與美援文化的關聯性，考察這些

雜誌引介外國文學的意圖；第二階段，就負責美援文化的機構美國新聞處所發行

並普及於台灣的『今日世界』與『大學生活』，考察這些雜誌呈現的現代屬性跟

現代文學的主流內容為何?同時它帶給台灣文化界的影響又是如何?第三階段，藉

由考察60年代倡導現代主義文學的『文學雜誌』與『現代文學』所譯介的歐美文

學，探討此一時期台灣文學的主流傾向以及他與美援文化的關係情形。 

透過這樣的考察，可以知道美援文化與5,60年代台灣文學的推移，有著非常

密切的關聯性。在冷戰背景之下，標榜反共與現代的美國價值，可說就是美援文

化的本質，但從5,60年代台灣文學的推移過程中可以看出，美援文化初期還扮演

著強化反共文學的角色，但逐漸卻反而起到協助動搖反共、甚至反對反共，進而

走向現代的作用。像這樣，透過對美援文化與台灣文學推移之間關連性的考察，

不僅可跳脫一向將反共文學與現代主義文學視為截然互不相屬的偏狹見解，以比

較立體的視角重新建立該時期的文學史，同時對了解冷戰時期亞洲的社會與文學

的實質面貌，相信將有其一定的貢獻。 

 

論文（三）：〈外來美學，抑或在地現實?-台韓文學史對現代主義文學的評價問

題〉，刊登於《東方文學比較研究》（韓國東方文學比較研究會）第 3 集，頁

37-67，2014.12。 

【摘要】 

本文主要是針對目前在台灣出版及流通的幾本文學史著作，他們如何記述及

評價五、六○年代的現代主義文學進行考察，以尋找了解台灣文學的客觀條件。

為達此一目的，文章也同時舉出韓國學界對現代主義文學的評價問題作為參考。

現代主義本是西方產物，它從西方傳過來之後，一直都是被探討的重要文學議題。

圍繞著現代主義的接受樣態所引發的討論，目的就是要檢討一個地區文學的在地

性和外來性的關係。如台灣、韓國等抵抗的、民族的、現實的濃厚指向面對資本

主義現代的地區，現代主義文學容易成為批判對象。如此，有關現代主義文學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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討論，基本上是考察這些地區如何看待現代經驗，以及如何達到文學現代性的過

程。 

 

論文（四）：〈從「我」的故事到「我們」的故事：近一個世紀以來韓國女性小

說的旅程〉，發表於「臺日韓女作家跨國研討會」（政治大學台文所），

2014.11.21-22。 

【摘要】 

     本文的寫作目的，在於考察韓國現代文學史中女性小說的形成、發展以及其

流變的概括樣貌。亦即，本文將嘗試從韓國現代文學所面臨的歷史課題和時代環

境中，去了解韓國女性作家和女性文學所關注的焦點以及她們所提出的問題意識。

回顧過去一個世紀以來的韓國文學變遷，可知它積極參與時代任務，反映人民的

生活經驗不遺餘力。殖民地時期因痛失國家主權，而站在朝鮮人民的立場上發言；

光復後到經歷韓戰的五○年代，文學的主流則是揭露戰爭慘狀，以及對民族對峙

局面採取不認同態度的現實主義傾向；到了六○年代，隨著戰後新世代作家的陸

續登壇，洋溢著個人主義的文學風潮，他們以現代感性作為武器，探討社會中個

人的處境和價值；七○年代韓國經濟開始起飛，此時的韓國文學雖然趨附在商業

主義的裙擺下沾沾自喜，卻仍可見到面色沉重地批判炎涼世態、慨歎人性蕩然無

存的文學傾向出現；進入八○年代，由於要求政治民主化和主張經濟利益均衡分

配的民眾運動熱烈展開，文學自然無法置身事外的，以民族、民眾和勞動文學之

名，起來呼應社會變革的要求；九○年代以後的文學傾向，在「後現代主義」、「新

世代」｣、「世紀末」、「女性」、「日常」、「幻想」這幾個概念的宣導之下，文學主

要處理普遍性資本主義文明之下的個人存在和日常問題。 

女性文學也從未缺席，它與時代脈絡和歷史條件不斷交涉，創作出可觀的成

就。各時期的女性作家，基本上著重在揭露以男性為中心的韓國社會問題，以及

摸索女性自我認同的方向。在此一個世紀的進展過程中，從早期的「告發」父權

暴力到九○年代的「建構」女性特質，成功地呼籲了女性價值的重要性，建立了

真正屬於女性的文學。同時女性小說的內容取向也從早期關注「我」的故事，隨

著女性的社會參與和交涉增加，逐漸移轉到關懷「我們」的故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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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二年 

論文（一）：〈反共文學的古典詮釋：五〇年代文藝雜誌所反映的民族主義文藝論〉，

刊登於《民國文學與文化研究》第三輯，頁 138-168，2016.12。 

【摘要】  

本文擬以五〇年代的反共文藝雜誌為對象，考察所刊載有關中國古典文學和

歷史人物題材的文章，分析其取材標準和詮釋角度，找出民族主義文藝論所強調

的民族精神和固有文化的實際例子，藉此了解如何將反共意識形態落實到文藝和

歷史的解讀上面。依此，本文先考察大陸時期國民黨所提出的三民主義文藝論內

容，以及撤退到台灣後所推行的各種文化運動中有關民族主義文藝論和政策的基

調。透過這些考察，希望能弄清反共文學所主張的具體面貌、民族主義文藝的美

學標準，以及它與國民黨意識形態之間的關聯性，進而據以思考七〇年代現代詩

和鄉土文學論戰時，民族傳統問題之所以成為討論現代主義文學的一個尺度，是

否與該時期反共文學所建構的民族文藝論有關。 

 

論文（二）：〈心的戰爭：殖民地台灣的戰爭記憶與祖國想像〉，發表於「感情

的政治學與國際關係國際學術研討會」（韓國昌原大學主辦），2016.10.28-29：

收錄於《中國語文論叢》（KCI）80 輯（中國語文研究會），頁 265-285，20

17.04。 

【摘要】 

本文擬以蕭金堆先生描述日據末期台灣青年自願從軍的短篇小說〈命運的洋

娃娃〉為考察對象，探討殖民地台灣人民的戰爭記憶。台灣青年的志願從軍，並

不單純是皇民化運動強力推動下的結果，而是日本建構從西方帝國主義國家手中

保衛亞洲的戰爭論述所發揮出來的效果。不過，無論在社會或學校，普遍存在的

殖民地差別待遇和輕蔑視線，製造出青年不滿和憤怒的情緒，而這也成為一股逆

向拉引戰爭論述的無形力量。特別是在從軍後的軍旅生活之中，一再受到的不平

等待遇，加上因面臨戰爭的死亡恐懼，逐漸讓台灣青年對日本建立的戰爭理念產

生懷疑，文中我把它命名為「心的戰爭」。本文順著情節發展，追蹤人物的這些

心理狀態和精神面貌，並聚焦於心理狀態的變化和故事中的台韓友誼情節，來觀

察此變化所引起人物對民族認同和「祖國」想像的轉移過程，據此思考被動員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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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的殖民地台灣人民的戰爭經驗以及其記憶的歷史意義。 

 

論文（三）：〈亞洲基金會（The Asia Foundation）和冷戰時期台灣文學的傾

向〉，《韓國學硏究》（KCI）47 輯（仁荷大學韓國學研究所），頁 159-194，2

017.11。  

【摘要】 

〈亞洲基金會（The Asia Foundation）和冷戰時期台灣文學的傾向，《韓國學

硏究》（KCI）47 輯（仁荷大學韓國學研究所），頁 159-194，2017.11。  

本文是從美國文化冷戰的視角，探討「亞洲基金會」(亞細亞財團)對台灣文

壇的援助項目及援助方式，並考察此援助對冷戰時期台灣文學帶來的變化。「亞

洲基金會」是冷戰時期為保護新興國家不被蘇聯等共產陣營染指，而推動的國際

援助活動的美國眾多民間機構之一。該基金會從 1950 年代開始運作，援助範圍

包括台灣社會的教育、媒體、社區建設、農村事業等多個領域。其中文學部門，

主要係透過由香港出資贊助成立的「亞洲出版社」、「友聯出版社」等窗口，拉攏

台灣作家創作反共小說，同時藉著由這些出版社發行的《亞洲畫報》、《中國學生

周報》雜誌所舉辦的小說徵文比賽，吸引台灣作家投稿，也因此產生了不少台灣

與香港右翼文壇或反共文學共存的現象。 

「亞洲基金會」也支助台灣作家前往美國進行研修活動，1950 年代後半期

起，還與「美國新聞處」共同協助《自由中國》、《文學雜誌》、《現代文學》等雜

誌的創刊及營運，直接或間接的發揮了對台灣文壇的影響力。受到以美國為中心

的西方文學傳播、介紹的影響，台灣文壇一向以反共文學民族議題的創作傾向，

逐漸轉移到以個性、日常生活，或探討人類內心世界、感覺的個人議題為主。換

句話說，冷戰時期台灣文學包括反共、自由主義、現代主義等三大主流文學傾向

的重疊或交替變化現象，「亞洲基金會」與美國官方機構「美國新聞處」對共產

政權的心理戰與文化援助政策，在在都發揮了它很大程度的影響力。 

 

(3) 第三年 

論文（一）：〈1930 年代台灣文壇的鄕土文學／台灣話文論爭的焦點與成果〉，

《中國學論叢》（KCI 韓國核心期刊）58 輯（中國學研究所），頁 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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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摘要】 

1930 年代在台灣文壇發生的鄉土文學/台灣話文論爭，是始於左翼文壇的文

藝大眾化方法和方式的討論。在 1930 至 1934 年間共有兩次集中性的論爭，主要

的討論重點為：第一、鄉土文學的定義，以及在實際創作上的表現問題。第二、

選擇採用中國白話文或是台灣話文作為文學語言。第三、提出建設台灣話文的相

關意見。此論爭雖然始於左翼文學的文藝觀，但是在環境上與現代初期殖民地台

灣文壇的諸多條件和限制相關，因此，不僅限於左翼文壇內部，其他陣營的知識

份子亦大量參與，共同思考現代文學成立時期的殖民地文學的發展和方向。本文

將先從鄉土文學台灣話文論爭發生的原因、路徑、過程、焦點、論者的背後思考

等方面進行全盤考察，接著整理此論爭在殖民地台灣文壇所具有的意義和成果，

以此作為瞭解 1930 年代殖民地台灣文學的歷史條件。 

 

論文（二）：〈A War at Heart: War Memory and the Friendship Between 

Taiwan and Korea in Hsiao Chin Tui The Doll of Fate〉，《Journal of L

iterature and Art Studies》Vol.7 , Number 9, 頁 1103-1112，2017.09 

【摘要】 

  This paper aims to explore Taiwanese people’s memories of war based on H

siao Chin Tui’s novel The Doll of Fate which describes the later period when

 Japan colonized Taiwan and the youth of Taiwan serve in the military volunt

arily. The voluntary is not only influenced by kominka movement, but also is 

the effect of Japan’s war discourse of protecting Asia from the fight of wester

n countries. However, no matter in schools or society, discrimination in colony

 leads youth’s anger and forms an invisible power of the discourse of anti-wa

r. Youth in Taiwan gradually doubt of the war idea of Japan, including the fe

ar of death. In this paper, I define the situation as “the war of heart”. This pa

per focuses on the changing of character’s mind and spirit. This paper also ob

serves the changing process of the identification of race and mother land. The 

observation will be a basis to think about the historical meaning of war exp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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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e of mobilization and memories of Taiwanese people during the colonial pe

riod by Japan.  

 

論文（三）：〈1950年代台灣文藝雜誌的「五四」詮釋〉，「文類的記憶與其轉

換的研究」國際工作坊(政治大學台灣文學研究所主辦)，2017.12.01. 

 【摘要】 

「五四」與台灣文學的關係，從運動發生直到現在，隨著不同時期兩岸政治

關係起伏以及思想文化論述的變動，時而可為同質性的繼承，時而又為異質性的

斷絕，期間的演變過程可謂錯綜複雜。不可否認，「五四」在中國思想與文化史

上具有劃時代的意義，由「五四」起開展的新文化運動，它力倡革新思想、打破

舊習，從而帶動了中國的現代化運動。從十九世紀以來，由於處在西方帝國主義

對外擴張，以及因而帶給中國人民深受苦難的歷史條件下，所喊出來的現代化口

號，無論是海峽兩岸的哪一方，始終都帶有普及新文化、改善民族處境、對抗外

來文明和尋求救國的內涵。「五四」可說是為因應此一歷史要求，不斷地被召喚

出來的一種民族和文化的符號象徵。本文針對深受政府文藝方針和反共政策影響

的1950年代文藝雜誌為對像，探討它們如何對「五四」進行評價。 

 

   此外，在本硏究計劃期間發表其他論文如下： 

1.〈韓國文學與左翼傾向〉，收錄於《人間思想》（人間出版社）第九期，頁 204-218，

2015.5。 

2.〈新文學的啟蒙內容及其結構：五四與台灣新文學運動中的文學論比較〉，發

表於「2015東方文化國際學術研討會——五四精神在東亞的發展與變遷暨跨

文化研究」(慈濟大學東方語文學系主辦），2015.5.2-3；收錄於《五四精神

在東亞的發展與變遷暨跨文化研究》（慈濟大學東方語文學系，2017.08），

頁097-132。 

3.〈Aesthetic Tendency and the Meaning of Taiwanese Literature During the 

Late-Colonial Era〉，發表於「Empire & Language: Translingual Inter-Asia」

研討會（Duke Kunshan University Academic Center 主辦），2015.03.12。 

4.〈「現代」與「傳統」：台灣文學的兩種指向〉，發表於「韓國學與台灣學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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融合可能性之探索」研討會（國立政治大學韓國語文學系、韓國建國大學亞

洲文創硏究中心共同主辦），2015.01.28。 

5.〈日據時期的台灣文壇與韓國〉，發表於「從相互交涉角度看近代東亞文學」

研討會（韓國 KAIST( 韓國科學技術院 ) 人文社會科學研究所），

2014.12.26-27。  

6.〈「民族」，還是「民主」?--戰後初期台韓兩國的文學理念〉，發表於「臺韓

對話的新視野」2014臺灣研究在東亞學術研討會（中興大學台灣文學與跨國

文化研究所），2014.11.28。 

7.〈韓國文學在台灣的翻譯、出版情況及展望〉，「作為翻譯空間的東亞」國際

出版論壇（韓國坡州出版城市文化財團），2014.10.6-7；已收錄於《作為翻

譯空間的東亞》（韓國出版城市文化財團，2014.12），頁552-561。 

8.〈戰爭時期台灣文學的審美化傾向及其意義〉，《臺灣文學的感覺結構：跨國

流動與地方感 國際研討會論文集》（國立暨南國際大學中國語文學系，

2015.09），頁61-96。 

9.〈日據時期的臺灣文壇與韓國〉，《跨國·跨語·跨視界-臺灣文學史料集刊 第五

輯》（國立臺灣文學館，2015.8），頁 109-122。 

10.〈台灣文學一世紀－現代與傳統兩種指向〉(韓文)，《今天的文藝批評(Korean 

Critical Review)97》（Sanzini 出版社，2015 夏），頁 76-91。 

11.〈韓國文學與左翼傾向〉，《人間思想》（人間出版社）第九期，頁 204-218，

2015.5。 

12.〈日據末期台韓文壇的「東洋」論述〉，「雙語書寫和韓國文學」國際研討會

（KAIST 韓國科學技術院人文社會科學研究所），2015.12.09 

13.〈1940 年代戰時台灣小說的敍事結構及其成因〉，「海峽兩岸抗日題材作品座

談會」(中國作家協會主辦），2015.8.24-25 

14.〈由《臺灣出版警察報》觀察殖民地台灣的言論檢閱與朝鮮問題〉，「「東

アジア植民主義と文学研究会」第3回年度大会及び「台湾／満洲／朝鮮の

植民主義と文化交渉」国際シンポジウム」（日本学術振興会科学研究費助

成事業基盤研究(C)/課題名：日本語創作を通してみた東アジア3国文学の

関連様相/代表者：波田野節子）及び（基盤研究(C)/課題名：「満洲国」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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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芸政策とメディア統制機関に関する実証的研究/代表者：大久保明男）

共同主催），2017.9.17-18。 

15.〈韓國現代小說中的生態意識〉，「台日韓當代作家研討會―生態與旅行」

國際學術研討會（政治大學台灣文學研究所主辦），2017.4.14-15。 

16.〈殖民地自治論與葉榮鐘的朝鮮行〉，「第 17 屆中國韓國學國際學術研討會」

（山東大學韓國學院主辦），2016.10.13-16。 

 



科技部補助專題研究計畫執行國際合作與移地研究心得報告 

                                     

日期：2018  年 1 月 10 日 

                                 

一、移地研究目的： 

在台灣和韓國文學的比較，乃至相關研究方面，我特別感興趣的，是以東亞

的觀點來探討台灣文學和韓國文學，然後再擴及到日本和中國大陸等其他地區的

文學上面。在此所謂的東亞觀點，指的是走過殖民地和冷戰結構的共同經驗。近

年來有關東亞觀念和東亞文學的探討，在各國都已陸續展開。在執行硏究計畫的

過程中，感到前往韓國、日本，以及中國大陸等地，蒐集相關資料及了解當地的

硏究情形的必要，安排共四次的移地硏究行程。 

 

二、移地研究行程： 

日期：2017年06月28日∼07月05日 

地點:韓國首爾 

行程: 

06/28 搭機前往南韓。 

06/29～06/30 參加仁荷大學「冷戰時代自由亞洲的文化／媒體網絡」國際學術

研討會。 

07/01～07/02 至現代文學館、國會圖書館調查資料。 

07/03～07/04 至東北亞歷史財團情報館調查資料。 

計畫編號 MOST 103－2410－H－004－140－MY3 

計畫名稱 冷戰下台韓兩國文學風景 

出國人員姓名 崔末順 
服務機構及

職稱 

國立政治大學台灣文學研

究所 

出國時間 

2017 年 6

月 28 日至

2017 年 7

月 5 日 

出國地點 

韓國首爾 

出國研究目的 
□實驗 □田野調查 □採集樣本 □國際合作研究 █使用國

外研究設施 



07/05 啟程回台。 

 



科技部補助專題研究計畫執行國際合作與移地研究心得報告 

                                     

日期：2018  年 1 月 10 日 

                                 

一、移地研究目的： 

在台灣和韓國文學的比較，乃至相關研究方面，我特別感興趣的，是以東亞

的觀點來探討台灣文學和韓國文學，然後再擴及到日本和中國大陸等其他地區的

文學上面。在此所謂的東亞觀點，指的是走過殖民地和冷戰結構的共同經驗。近

年來有關東亞觀念和東亞文學的探討，在各國都已陸續展開。在執行硏究計畫的

過程中，感到前往韓國、日本，以及中國大陸等地，蒐集相關資料及了解當地的

硏究情形的必要，安排共四次的移地硏究行程。 

 

二、移地研究行程： 

日期：2017年08月17日∼08月24日 

地點:韓國首爾 

行程: 

08/17 搭機前往南韓。 

08/18 參加首爾大學「2016年 第36次 中國學國際學術大會-從時空秩序來看中

國學」國際研討會（韓國中國學會主辦） 

08/19∼08/20 參加成均館大學「殖民性與重疊的時間」硏討會(成均館大學東亞

學術院人文韓國硏究所主辦) 

計畫編號 MOST 103－2410－H－004－140－MY3 

計畫名稱 冷戰下台韓兩國文學風景 

出國人員姓名 崔末順 
服務機構及

職稱 

國立政治大學台灣文學研

究所 

出國時間 

2017 年 8

月 17 日至

2017 年 8

月 24 日 

出國地點 

韓國首爾 

出國研究目的 
□實驗 □田野調查 □採集樣本 □國際合作研究 █使用國

外研究設施 



08/21 至現代文學館調查資料。 

08/21～08/22 至國會圖書館調查資料。 

08/23 至延世大學，與白永瑞敎授交換心得。 

08/24 啟程回台。 



科技部補助專題研究計畫出席國際學術會議心得報告 

                                     

日期： 2018 年 1  月 10 日 

 

參加會議經過與發表論文全文 

受主辦單位邀請參加會議，並發表論文。會議主要討論從情感的角度觀看國際間

的交涉過程及其問題。筆者一直以來在兩國學術界活動，因此可以說相當熟悉此

議題，透過撰寫論文及參加會議，可以了解世界各國如何看待相關問題。發表論

文〈心的戰爭：殖民地台灣的戰爭記憶與祖國想像〉，已刊登在韓國學術期刊《中

國語文論叢》（KCI）80輯（中國語文研究會，頁265-285，2017.04。) 論文全

文如下： 

                                 

計畫編號 MOST 103－2410－H－004－140－MY3 

計畫名稱 
冷戰下台韓兩國文學風景 

 

出國人員

姓名 
崔末順 

服務機

構及職

稱 

國立政治大學台灣文學研究

所 

會議時間 

2016 年 10 月

28 至 2016 年

10 月 29 日 

會議地

點 

韓國昌原 

會議名稱 
(中文) 「感情的政治學與國際關係」國際學術研討會 

(英文) 

發表題目 
(中文) 〈心的戰爭：殖民地台灣的戰爭記憶與祖國想像〉 

(英文)  



마음의 전쟁
― 식민지 대만의 전쟁기억과 ‘조국’ 상상

최 말 순1)

*

＜목 차＞
1. 서 언 ― 전쟁시기 대만에서의 군사동원
2. ＜운명의 인형＞ 내용과 인물의 심리상태
3. ‘조국’에 대한 상상과 민족 정체성의 전환
4. 결 어 ― 남은 문제

1. 서 언 ― 전쟁시기 대만에서의 군사동원

본문은 일제 말전쟁에 동원된항공병의 이야기를통해 식민지 대만인의전

쟁기억과 조국에 대한 상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대만 시인이자

소설가인 蕭金堆(1927-1998)1)의 ＜운명의 인형＞(運命的洋娃娃)이다. 이 소
설은 1948년 동인지 ≪潮流≫2)에 일문으로 연재되었지만 5기를 끝으로 정간
되어일부만남아있고3) 1955년내용을더첨가하고약간의수정을거쳐≪영
혼의맥박≫(靈魂的脈搏)이란작품집4)에다시실렸다. 해방 후대만본성인의
* 台灣 國立政治大 台灣文學硏究所 副敎授.
1) 대만 문학사에서는 필명인 蕭翔文, 淡星 등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2) ≪潮流≫는 해방 직후 대만 본성인 청년들에 의해 성립된 문학동인 銀鈴會(1942-1949)의
잡지로 주로 모더니즘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3) ≪潮流≫에 실린 소설명은 ＜運命の人形＞으로 1948년 秋季號와 1949년 冬季號 2회에 걸
쳐 연재되었다.

4) 蕭金堆, ≪靈魂的脈搏≫(台南:人文出版社, 1955) 이 작품집에는 ＜命運的洋娃娃＞이외 소
설로 보이는 ＜吞蝕＞, ＜風波後的微笑＞, ＜芥川呂志中尉＞, ＜新生＞과 ＜山的誘惑＞ 등
3편의 시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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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활동이란측면에서이작품이실린문학잡지≪조류≫에대한연구는나와
있지만5) ＜운명의 인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현재 찾아보기 어렵다.
해방 후국민당의대만철수와이어진백색테러의반공시기를거치면서오랜

기간 대만인 일본병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시되어 왔고 관련 소설, 구술역사

자료등은대부분 1960년대 후반기부터창작, 정리되기시작했는데그에비해

이 소설은 시기적으로 매우 빠른 1940년대 후반에 쓰여 졌고 게다가 작가의

자전적이야기이기도하여식민지말기태평양전쟁에동원된대만인의경험과

심리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잘 알려진 대로 메이지 유신을 거치며 서구에 대한 적극적 학습과 모방을

통해 근대국가로 성장한 일본은 초기부터 부국강병 정책을 기조로 주변 국가

들에대한군사적팽창을 시도하였다. 특히 청일전쟁과러일전쟁을통해전통

적문명국인청 제국과백인종 러시아에승리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향

후 자국의 내부갈등과 모순을 대외적인 군사행동을 통해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강력한 군국주의 국가로 변모해 갔다. 특히 1920년대 말의 세계적 경

제공황으로 촉발된 불안을 만주사변(1931)과 곧 이은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략(1937), 남진정책(1940), 나아가 서구를상대로한 태평양전쟁의도

발(1941) 등 전장의 확대와 전쟁의 장기화를 통해 해소하고자 했다.

이러한일련의전쟁을원활하게수행하기 위해일본은자국뿐아니라식민

지 대만에 총동원체제를 구축하여6)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대만인을 천황의

신민으로 개조하는 황민화 운동을 전개했다. 동화정책의 종결판이라 불리는

황민화정책은전쟁의추이에따라인적, 물적동원의강도를높여갔는데구체

적으로 종교와 사회풍속의 개정, 일본어 운동, 창씨개명 정책7), 지원병제도

5) 張瑜珊, ＜≪邊緣≫或≪潮流≫ ─ 從≪銀鈴會≫討論跨語一代的發生與發聲＞(國立交通大學  

社會與文化硏究所 碩士學位論文, 2010.07)
6)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만의 전시동원체제도 두 단계로 나누어 구축되었는데 첫 단계는
1937년 10월부터 진행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고 두 번째 단계는 1941년 1월 조직된 황
민봉공회를 주축으로 한 운동이다.

7) 대만에서는 改姓名정책이라고 부르는데 1940년 2월 11일에 실시되었고 국어상용 가정과
황국신민으로서 자질과 공공정신이 풍부한 자에 한해서 조건부로 허가하였다. 한국과의
차이는 씨(氏)를 새로 만들지 않고 성(姓)을 고치는 것이다. 이는 대만의 호구제도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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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며8), 총력전 체제하 대만소설에서 보이는증산보국(增産報國), 대내친선

(台內親善), 종군고취(從軍鼓吹), 황민연성(皇民練成) 등의 주제9)가 말해 주

듯물질적측면에서정신적, 심리적측면에이르기까지전방위적인동원체제

를건립하고 시행했다. 그중 가시적이고직접적이며 황민화운동의결실을 그

대로드러내 주는것이군사동원이라 하겠다. 대만인에대한군사동원은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1937년에서지원병제도가 실시된 1942년 이전까지의 군

부, 군속(軍夫, 軍屬)동원과 지원병제 시기(1942-1945)의 지원병, 징병제 시

기(1945)의 대만인 일본병이며 이를 통틀어 흔히 대만국적의 일본병(台籍日

本兵)이라 부른다.10) 일본 후생성의 통계에 따르면 일제말기 전쟁에 동원된

대만인은 20만 명을 넘으며 그중 30,304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일본군의대외확장은러시아를가상의적으로상정하고조선과중국의동북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육군의 북진론과 남지(南支), 즉 중국의 화남지역과 동

남아를 포함한 인도양, 태평양 지역의 여러 섬을 포함하는 남양(南洋)으로의

진출을노리는해군의남진론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895년 청일전쟁의승

리로요동반도를 획득하려던계획이독일, 러시아, 프랑스 3국 간섭으로 무산

되어북진론이좌절되자, 일시적으로남진정책으로선회하였는데대만은지정

학상남양진출의제일기지로인식되었다. 이후 러시아의 만주진출로 인해 잦

아들던 남진론은 1940년대 전쟁의 확대에 맞추어 설계한 대동아공영권 기획

으로다시주목받기 시작했고대만에 대한 진일보한군사동원, 즉대만청년의

전쟁참여 독촉이란 결과를 초래했다.

군부와군속은군사작전에필요한인력이기는하지만전방에서싸우는병사

는 아니며 식량, 의료, 위생등 군수품의운반과비행장, 도로 등의 건설에 동

의 가(家)제도와 비슷하다고 판단한 데서 기인한다.
8) 대만의 황민화 운동에 대해서는 周婉窈, ≪海行兮的年代 ― 日本殖民統治末期台灣史論集≫
(台北:允晨文化, 1993.2)을 참고.

9) 일제시기대만소설의황민화주제에대해서는崔末順, ≪現代性與台灣文學的發展1920-1949≫
(國立政治大學 博士學位論文, 2004.1), 316-338쪽 참고.

10) 이에 대해서는 여러 명칭이 혼재하는데, 台籍日本兵 이외에 台灣人日本兵, 台灣人元(原)日
本兵, 元(原)台灣人日本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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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된인력과군사상의 행정과서무를 맡은인력으로 징발과징용을 통해이루

어졌고, 주로 중국화남지역과필리핀, 수마트라, 뉴기니아등광범한 남양지

역으로파견되었다. 이어 1941년 태평양전쟁의도발로인적동원이시급해지

자이듬해먼저육군특별지원병제가대만에서실시되었다. 이는 조선보다 4년

이늦은것으로대만인을중국전장에투입시키는데따르는위험때문인것으

로보이는데 실시방법과절차는 조선에서의 경험에 준하여진행되었다. 첫 단

계의실시에서 1,012명선발인원에지원자가 42만 6천명이나몰리는높은경

쟁률을 보였다. 그 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육군특별지원병제에서 모두

4,200여명이선발되어 3개월의간단한훈련을마친후전장으로향했다. 이어

남양으로의 전쟁 확대 필요성에 의해 해군도 1943년 특별지원병제를 실시하

여여섯차례에걸쳐약만여명의대만청년들이전장으로차출되었다. 징병제

의 실시는 1945년 대만총독부가 '황민연성소규칙'(皇民練成所規則), 즉 신병

교육의준칙을공포하면서대만청년에대해징병검사를실시하여 8월 15일 일

본의 투항으로 일련의 군사동원이 중단될 때까지 2만 명 이상이 현역병으로

입대하였다.

그중대만인의항공병동원은매우특수한경우라고하겠는데항공비행학교

학생은제국의정식군인으로취급되었기때문에대만학생들의진학은거의없

었다. 자료에 의하면 1938년 첫 번째 대만인소년비행병 張彩鑑(1922-1944)

이 일본군사학교의 입학자격을 취득하여 육군소년항공병으로 버마작전에투

입된이래숫자는많지않지만만주, 소련변경에서정찰임무를맡거나필리핀

전선에서특공대원으로 생을마감한 대만청년도있었다고 한다.11) 본문의고

찰대상인＜운명의인형＞의주인공은학도병으로지원하여항공병훈련을받
는 인물로 실전에배치되기까지의 군사훈련과정에서 일본군과의 차별로인한

갈등과 심리적 모순을상세하게 드러내고있다. 따라서인물의 심리상태를 따

라가며 그가 느끼는 감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에 대한 소위 '조국'

상상과 정체성의 전환과정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1) ≪臺灣學通訊≫81(台北: 國立臺灣圖書館, 2014.5.10.),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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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명의 인형＞ 내용과 인물의 심리상태

소설은 모두 아라비아숫자로표기된 9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과

9는 서술자인 ‘나’의 시각으로 그려진 張淵泉이란 인물에 관한 것이고, 2-8까

지의내용은 張의 전쟁전후 체험기로그의 1인칭 시점으로서술되어있다. 이

야기의 시작은 내가 彰化에서 台南으로 가는기차에서 옆좌석의 사람이보는

신문을 통해 성립사범학원(省立師範學院)12) 시절의 동창이며 같은 기숙사에

서 생활했던 張이청년시절 문예 모집13)에서 1등을 차지한소식을 보게 되면

서그에관한기억을되살린다. 당시역사지리학과(史地系)의 학생이었던張은

마치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듯이 매일 몸을 혹사하면서 배구 연습을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생겨 왜 그렇게 열심히 배구 연습을

하느냐를 묻게 되면서 張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1944년 불리한전황에놀란일본군벌이이를만회하고자전국의학생들에

게종군을고취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요전쟁지인 남해와가까운대만에서는

하늘을 지키는 것이 대장부의 임무라고 선전했다. 당시 張은 彰化의 S상업학

교의학생이었는데같이공부하던일본인학생들이해군의비행예과연습생(飛

行預科練習生)으로 앞 다투어 지원하는 구국열기와 교장을 비롯한 교관과 교

사들의 종군 부추김에 마음의 갈등을 겪다가 영국이 중국을 침략하는 내용을

담은 전쟁선전영화인 ‘아편전쟁’을 보고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해군항

공대에 지원하게 된다. 張은 자신이 쓴 일기를 토대로 매우 상세하게 군대가

이동한 날짜와 장소를 기록하고 있는데 台北, 基隆을 거쳐 일본의 기후(岐阜)

항공학교에서 6개월간 기본훈련을 받은 후 도쿄 교외 조후(調布)비행장의 사

12) 省立師範學院은 1946년에 창립되었으며 현재의 臺灣師範大學 전신이다.
13) 중화민국정부는 黃花崗72烈士의 廣州起義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 29일을 청년절로 정

했으며 1949년 대만으로 철수한 후에도 정부 차원의 성대한 경축행사를 열었다. 徵文대
회도 행사 중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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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부대에소속되어 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실지 전쟁에 투입되었다. 소설

의 많은 부분이 이 과정에서 받게 되는 대만인에 대한 차별대우와 편견, 일본

인과대만인병사사이의갈등과모순으로인한심리적방황에할애되고있으

며, 조선에서온학도병과의우의도매우큰비중으로그려지고있다. 전쟁막

바지에는오키나와에서공격해오는미군을저지하기위해자살특공대의임무

를 맡게 되었지만 그럴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전쟁이 끝나게 되고 이후 복귀

과정도 상세하게 그려지고 있다.

소설은 제목에서말해주듯이 종군지원 당시 素香이란 여학생에게 호신부를

겸해 선물로 받은 인형을 매개로 훈련과 실전, 전후 복귀 과정에서 고난과 공

포감및일본여성의유혹에흔들리지않고견디는사랑이야기인동시에지원

병으로 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대만인이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심리적 갈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심리적 갈등은 자원입대의 결정에서부터 훈련과

전쟁투입 기간, 나아가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으

로보아핵심주제라고생각된다. 따라서심리적갈등의구체적인모습, 원인과

경과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변화의 추이를 다음 절에서 토론하게 될 '조국'

에대한상상과국민으로서의정체성자각등의내용과연관시켜보고자한다.

소설에나오는시간의순서대로살펴보면종군을지원하게된동기에서부터

이미갈등이시작된다. 당시전쟁을고취하는사회와학교내의분위기, 즉 “펜

을 버리고 조종간을 굳건히 잡자”, “교문은 군대로 통하고 남해로 통하며 곧

바로야스쿠니신사로통한다”(29)14) 등의 부추김에 고무되고일본이선전하

는아시아의평화를위한희생이가치있는일이라는생각과실제대만의식민

지적 상황, 즉 학교 내부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겪게 되는 대만인에 대한 차

별과 모욕에 대한 원망과 분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던 데서 비롯된다. 일

본인학생들이구국의 열기로종군을 선택할때대만인학생들은남의일처럼

여기고동요되지않았으나교장, 교사, 교관 등에의한지속된강제성을띤정

신적 감화, 예를 들어 종군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대만인 학생들에게 “너희들

14) 괄호 안의 숫자는 ≪靈魂的脈搏≫ 소설집의 페이지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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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도 일본인이라고할 수있어?”(29)라고 하는 등의 협박성 발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책선전영화를 동원한청년의 충동성을 고취하는 전략에넘어가

종군을 결정하게 된다.

소설의서술을따라가보면, “교묘한선전에일시적으로 미혹되었다”(30)라

든가 교장의 훈화에 감동받아 “확실한 일본인이 되어야겠다”(30)라고 맹세를

하다가도 일상생활에서 일본인 교사와 학생들이 대만인 학생들을 대하는 “참

기 어려운 모욕과 도리 없는 횡포”(30)를 볼 때는 머릿속에 거미줄이 쳐진 것

처럼 혼란스러웠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억지로라도 일

본인이 되고 싶다고 결심하다가도 낮에 겪은 여러 일로 인해 저녁 취침 때가

되면 식민지인으로서의 운명에대해 원망을하는 “반복된모순현상”(30)과 심

리적 방황이 전쟁말기 식민지 대만청년의 심리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이선도하여서구제국주의로부터아시아를지키고평화를유지하기위한

종군지원의 명분과 현실의 불평등이 초래한 일본인에 대한 의구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국책선전영화인아편전쟁을보게되는데제국주의영국에대한적개

심으로 인해 “잠시나마 정신적인 고뇌에서 해방”(31)되었다. 특히 마지막 장

면, 林則徐가아편을불태우면서 50년혹은백년이후에중국은반드시너희를

동양에서쫓아낼 것이라고 하는 말에 고무되어 눈물을흘리며 아무런의심없

이일본의전쟁담론을받아들이게된다. 즉일본이태평양전쟁을일으킨이유

는 “아시아를 점거하고 있는 구미 제국주의국가의 세력을 축출하고 아시아인

의아시아를 건설”(31)하기 위함이라는 선전을믿게 되고 그동안일본인에 대

한 회의로 인한 마음의 고뇌를 일시에 없애고 종군을 결심하게 된다.15) 이렇

게종군지원의동기와 결심의과정등에서주위분위기에이끌려지원하는모

습이나선전에고무되어정정당당한일본인으로서국가와천황을위해목숨을

바치는 숭고한 애국정신에 도취되는 장면 등은 실제 특별지원병제 실시 이후

15) 전황의 추이에 따른 일본의 전쟁담론과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졸고, ＜일제말기 대만문
학의 심미화 경향과 그 의미＞, Empire & Language: Translingual Inter-Asia 研討會

(Duke Kunshan University Academic Center，2015.03.1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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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대만인들의 경험을정리한 구술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것으로

보아 매우 개연성 있는 서술이라 하겠다.16)

그리고 또 하나의 동기는 하늘을 지배하는 항공병(航空兵)에 대한 동경과

여학생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다. 일제말기 대만소설에서도 이런

지원병 이야기가 있으며17) 종군지원을 명예로운 일로 여기고 출정식에 여학

생들을동원하여열렬하게환송하는내용이매일대대적으로보도되었던점으

로보아충분히가능한일이었을것이다.18) 張역시해군항공대의비행훈련에

여학생들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며 출정할 때 여학생들이 만들

어 주는 센닌바리(千人針)나 평안을기구하는 인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통

해마음에두고있던이성에게접근하려는의도도다분히있었다. 즉청년시기

에있을법한막연한동경으로인한충동적인결정이자원입대이유중의하나

라고 하겠다. 이러한 관념성과 막연함은 이후 張의 군대 생활에서 지속적인

내면 갈등의 불씨가 된다.

張은 台北와 基隆을거쳐 일본으로가서 병영생활을하게되는데훈련과실

전의과정에서도여전히신념의 동요와심리적갈등으로 방황한다. 그 발단은

대만인에대한 여전한차별대우이다. 가령군대상관이보급식량을 밀매하여

사욕을채우느라대만인병사들에게극히소량의밥만배급한다든가교만하고

이기적이며민족적우월감을가진일본인병사들에게경멸적인언사를듣는다

든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는 이로 인해 일본인들이 말하는 ‘팔굉일우’(八

紘一宇)나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등의 이상이그저군벌들이지어낸교

활한기만이라고생각하게된다. 이렇게종군후에도여전한물질적, 정신적인

차별대우로 인한 심리적 고뇌로 張은 군대 생활의 의미와 목표를 잃게 되고

16) 姚錫林, ＜台籍日本兵的記憶建構與認同敘事＞(台南: 國立成功大學台灣文學系碩士論文, 2010),
33-50쪽.

17) 張文環의 ＜頓悟＞, 陳火泉의 ＜道＞ 등에서 주인공 남성이 지원병으로 종군하는 것으로
여성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다.

18) 당시 식민정부의 대대적인 동원으로 기차역으로 나온 사람들이 일장기를 흔들며 替天征不

義, 誓勝出鄕 등의 군가와 만세를 부르며 지원병들을 열렬히 환송했으며 매일 이런 성황을
신문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서는 周婉窈, ＜美與死 ― 日本領臺末期的戰爭語言＞, 앞의
책, 186-21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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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시절탁월한성적과강건한신체로누구에게도뒤지지않는다는자부심을

가졌던 적극적인성격에서 점차 인생관도소극적으로변하게된다. 탄식과 고

민으로 “마치 영혼이 허공에 떠도는 것처럼 돌아갈 곳을 찾을 수가 없고 너무

적막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생활의 목표를 찾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마치 머릿속에 그물이 씌워져 있는 것처럼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렀

다. 정신적인 불안으로 인해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꼈던 훈련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고 어떤 때는 자살 충동을 느끼기까지 했다.”(36) 한 마디로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겠다. 소설 전체를 통틀어 한 번의

공습장면이외실제전쟁이거의묘사되지않고있으며주인공이실전에투입

되는내용도잘드러나지않기때문에비록전쟁과종군을소재로한소설이지

만실제 전쟁보다는 주인공의마음에서행해지는 전쟁, 심리적 갈등과모순을

해결하고자하는치열한싸움과인내등이이소설의핵심내용이라고하겠다.

이러한고뇌와방황은대만인과대만여성을비하하는일본인병사와의몸싸

움으로 폭발되기도 했지만 소향에게서 받은 인형이 주는 위로와 힘, 그리고

같은 처지의 조선인 병사와의 감정적 연대감을 통해 견뎌내게 된다. 허리춤에

매달린인형은어떻게든살아남아야겠다는결심을하게하기도하고실제로인

형을 가지러 갔다가 미군의 폭격에서 살아남기도 하는 등 그를 지켜주는 역할

을 한다. 또한 조선인 병사 孫立榮과의 우정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동일

한 식민지인으로서의 비애를 함께 나누기도 하고, 당초 충동적으로 결정한 종

군에대한후회와특공대원으로투입되어긴박한상황에서맞닥뜨린죽음의공

포등을함께단가(短歌)로 공유하기도하며, 실제로일본인병사들과갈등이나

싸움이 발생했을 때 대만과 조선인 병사들은 서로 연합해 대처하기도 한다.

3개월의항공병 훈련을 마치고파견된항공대에서도이들의우정은 지속되

는데 당시 미군이 사이판을 점령하고 일본 본토의 공업도시를 폭격하기 시작

하자그들에게 수도 보위의임무가주어져 가고시마지란(鹿兒島知覽) 특공기

지에서 가미카제의 임무를 부여받게 되면서19) 마음의 갈등과 방황은 죽음의

19) 지란은 일본 가고시마현 남부 구릉에 있는 공군기지로 가미카제 특공대 병영지이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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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맞물려 한층 그를 괴롭히게 된다. 또한 그런 만큼 후회가 깊어지고 당

초 자신의 종군 결정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된다. “처음에는 화염과 같은 격

렬한 열정에 도취되어아무것도생각지않고출정했었다. 그런데죽음의의미

를찾지못하게되자생존에대한미련이맹렬하게타올랐고이는어두운죽음

의그림자와뒤섞여나를전율케했다.”(42) 이러한심리상태를거치면서그는

일본이 건립한 전쟁신화인 산화(散華)의 의미에 대해 씁쓸함을 느끼고 조롱하

게되며이로인한정신적인적막감에괴로워하면서산중을방황하거나가고시

마만의바다를바라보며대만을그리워하고만약출전의기회가온다면오키나

와의 미군전함이 아니라 대만의 해안으로 가서 자폭하겠다는 결심까지 한다.

또한이러한정신상의고뇌에다고향과소향에대한그리움, 자신의표박과

부유하는 신세, 그로 인한 비애를 31자의 단가로 토로하면서 동일한 처지의

孫이쓴단가와교환해읽기도한다. 그러던어느날 孫이비행기를몰고도망

가다 해안에서 격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孫의 이러한 행위가 죽음으

로모순을해결하고자 하는데서나온것이라고생각하게되고마음에어긋나

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孫의 이러한 행동으로 무한한 용기를 얻게 된

다. 병문안을반대하는전대장에게하는말은이러한심정을대변해준다. “우

리는 모두 일본을 믿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싸운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두 먼곳에서부터여기까지 와서 죽음으로일본

에 공헌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가장 고귀한 희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대장님은아십니까? 일본인병사들이우리에게어떻게대했는지. 우리는그들

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이곳에 왔는데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모욕했습니다.

군대에서도이럴진대대만에사는일본인이대만인을얼마나노예처럼부렸는

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남방 점령지의 일본인들은 더

흉포하겠지요. 왜 남양의 섬들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는지 아십니까? 그곳

주민의 옹호를받지못해서그런것입니다. 이렇게좁은마음을가진일본인이

인 특공대원 탁경현(光山文博) 역시 지란 교육대에서 기초 조종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김
윤형,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서울: 서해문집, 2012),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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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를구할수있다고누가믿겠습니까?”(47) 양심의가책에서벗어나고자

이런행동을했다는孫의말과비록심각한부상을입었지만영롱하고맑게빛

나는孫의눈을보고張은마치자신의심적부담을해소한듯한느낌을받는데

이는 張이 드디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곧 이어 전쟁이 일본의 패배로 끝나고 8월 23일부터 복귀가 시작되자대만

으로 귀환하기까지 일본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전쟁 참여에 대한 마음의 부채

는 없어졌지만 일본인의 중국인에 대한 멸시와 적대감을 보면서 향후 자신의

일생지향을중일양국 간의제휴를위한교량이되겠다고결심하며 이것이대

만의 50년 식민지로서의 희생을 가치 있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절

에서살펴보겠지만종군지원이후의 심리적갈등과 방황은전쟁이 끝남과동

시에 막을 내리지만 갈등과 방황, 정신적인 고뇌는 종전 이후 직면해야 할 대

만인의 과제, 어떻게 중국을조국으로 맞아들일지와 깊은 연관성을가지고 있

다. 張에게 있어서 전쟁은 실전 경험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참

전해야 하는지를 끝없이되묻는 심리적방황과 정신적고뇌로 점철된소위마

음의 전쟁이었고 이것이 자의든 타의든 종군하게 된 식민지 대만청년의 보편

적인 심리상태라고 하겠다.

3. ‘조국’에 대한 상상과 민족 정체성의 전환

소설의 내용은 상당부분 작가인 蕭金堆의 일생과 일치하는데 그 역시 소설

속 주인공 張처럼 彰化출신이며 1942년 台中州立彰化商業學校에 입학했고 실

제로 1944년 17살의 나이로 육군특별간부후보생 항공병으로 종군지원하여

전쟁 말기에 특공대원으로 복무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의 조후(調布),

지란(知覽), 요카이치(八日市) 등의 비행장에서훈련을받고근무한경험이있

으며 소설의 주인공처럼 집으로 보낸 편지는 단가로 대신했다고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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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끝나고 1946년 대만으로 돌아온 후 省立師範學院 역사지리학과에 입

학했으며 ＜내가 아는 조국＞(我所認識的祖國)으로 대만방송국 문예대회에서
일등상을받기도했다.20) 이몇가지행적을보면소설의인물과거의일치함

을알 수있는데 지원병으로의 참전과일본에서주둔했던지역명도 같아자전

적 성격이 매우 농후하다고 하겠다. 또 1944년에서 1946년까지의 전쟁추이,

즉 미군의 동향, 소련의 선전포고, 일본본토 결전태세, 전후 복귀 상황 등도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여 실제 체험에 기반하여 창작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앞에서도 보았듯이특별지원병제가 실시되면서 대만의 지원병청년들의

심리상태, 지원동기등이매우사실적으로그려지고있는데, 이들이향후전장

에서, 그리고 종전이후에 맞닥뜨리게 될국가정체성의 문제는대만인들에게

매우현실적이고 엄중한역사적 과제로이문제가전쟁체험을 통해 어떻게드

러나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앞 절에서 본 張의 고뇌와 방황은 학교에서나사회에서불평등한대우를받

았던 식민지인의 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일본인과 식민지배에 대한

불만은곧 자아정체성에 대한탐색으로 이어진다. 張은일등의성적에도 불구

하고 자신보다 훨씬 뒤쳐진 일본인 급우가 급장을 차지한다든가 일본인 교사

와일본인학생들이대만학생들에게 듣기어려운모욕과무리한횡포를부려

그의가슴에철발굽마냥깊이상처가박혔을때대만인들이모여사는빈민굴

을지나며거기서들리는호금(胡琴) 소리를 통해자신의한족(漢族) 정체성을

확인한다. 또한 그가 종군지원을 결심하게된 직접적계기인아편전쟁이란 영

화는비록서구 제국주의의아시아침략으로해석되었지만그가영화를 본후

눈물을흘리며분노하게된이유역시영국에의한침탈과불평등조약을체결

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처지를 민족적 입장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0) 蕭金堆의 일생에 대해서는 蕭掬今, ＜哀思與追念 ― 蕭翔文先生生平事蹟(1927.12.15.-
1998.7.4)＞과 岩上, ＜燃燒而木訥的鳳凰花 ― 蕭翔文詩文學與生活＞, ≪笠詩刊≫207期
(1998.10), 84-85, 97-102쪽 참고. 또 한가지 이 소설을 자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로
≪潮流≫에 실린 원 소설에서 여성의 이름이 碧雲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작가 蕭金堆의
아내 이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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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각지에서 훈련을 받고 실전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점으로 소량으로 지급되는 급식을 들고 있는데 배고픔이 엄습할 때마다 대만

인병사들은삼삼오오 모여앉아명절에먹는 대만의떡을떠올리고얘기하면

서 차별대우에 대한 분노를 삭이는데 이렇게 일본군대에 대한 불만과 의심이

짙어질수록자신이 그들과는다른 민족이라는점이 부각된다. “자칭 세계에서

최고라는일본군대가겨우이런정도라니? 이렇게도량이좁은민족이어떻게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건설을 지도할 책임을 질 수 있겠나? 일본을 신뢰하

고일본인과함께죽고자하는 대만인병사들에게도 이렇게민족우월의식으

로 일관하니 말이지.”(36)

특히대만과같은처지의조선인병사와만나면서일본과구별짓는대만인,

한국인21)이라는 민족정체성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조선인 병사 孫立榮과

만나게 되는 이유도 그가 아픈 동족 병사를 위해 담을 넘어 조선인 부락에 가

서 약을 구해오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이며 그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된 후

그가베를린올림픽의마라톤우승자인손기정의조카이며자신이자원병으로

입대할때 삼촌인 손기정이격렬하게반대했다는 얘기를 들려준다. 이렇게 孫

을통해자신과같은처지의한국인에대한인식을보여주고있다. “두사람은

손을맞잡고장래반드시서로 도와 흉악한일본병사를 대적하자고맹세하였

으며, 대만 병사와한국병사들은연합행동을취하게됐다.”(37) 이부키산(伊

吹山)에서 보병 훈련을받던 어느날, 그는웃는 소리에 잠이깨고 말았다. 마

침 대만에서온 일본인병사가 다른 일본인병사들에게대만인은일본인과달

리 찰기 없는 안남미를 먹고 대만 여자들은 더럽고 불결하며, 햇볕에 그을려

목탄처럼 얼굴이 새까맣다고 비하하고 있었고, 이를 들은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달려든다. “이전부터받아왔던나에대한모욕은이를악물고참아내었

지만전체대만인의 명예에대해서는 죽음으로라도 지켜야만했다. 전체 대만

인의 분노가 내 주먹에 뭉쳐져 있는 듯이 느껴져 때리면서 눈물을 흘렸

21) 소설에서는 조선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1955년에 쓰였기 때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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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9) 더 이상 개인적인 절망과 불만이 아니라 전체 대만인을 위해 분노하

는 모습으로 나아간다. 이런 과정을 통해 종군입대 전 정정당당한 일본인이

되겠다는 마음은 갈수록 약해지고 한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된다. 즉

張의불만과고뇌가심화될수록그에비례하여 일본과다른민족정체성을 점

차적으로 확인해 가는 것이다.

전황이 더욱 불리해지면서 미군의 빈번한 폭격으로 인한 가미카제 임무가

주어짐에 따라 죽음의 공포가 심해지자 대만인 병사들은 방공호에 숨어서 대

만말로 얘기를나누며 일본인과 다른 발가락의 생김새등신체적특징을찾아

서로간의 연대감과 공동의식을강화해가며22) 더 이상 일본이 선전하는 전쟁

담론을받아들이지않는다. 가미카제로차출될가능성이농후해지자전대장이

대만인 병사들을 모아놓고 술과 풍성한 음식으로 접대하면서 “일본정신을 이

해하지 못하는 일본인은일본인이라할수 없다. 비록외국인이라도 일본정신

을이해하면 일본인이라고 할수있다.”(40)라고 정신감화를시키지만 이들은

“우리는겉으로는 성실하고엄숙한 태도를취하면서 마치감동한 듯이행동했

지만 마음속으로는 ‘한민족의 몸에서 어떻게 야마토 민족의 피가 흐르겠는가,

우리는 절대 다시는 속지 않을 것이다’하고 소리치고있었다.”(40-41) 죽음의

공포와 당초 종군을 결정하게 된 명분의 상실로 인해 극도의 비극적 정서에

빠진 張은 단가를 통해 마음 속 깊이 자리한 침울함과 적막감을 해소하는데

이과정에서고향에대한향수와사랑에대한그리움은 “간접적으로조국중국

에 대한 막대한 사모를 표현하는 것으로 변했다.”(45) 즉 죽음의 그림자가 짙

을수록 더욱깊이자신이중국인이라는것을느끼게 되는데마치체내의피가

자신의 선택과 지금의 생활이 조국을 배반한 것이라고 말해주는 듯하여 정신

적 고뇌는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자신이 일본인과 다른 민족인 한족이라는

정체성은일본을 더이상자신의국가로인정하지않는국가 정체성으로확대

되고 중국을 조국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차대전 후

22) 이는 혈연적인 정체성으로 하버마스의 ＜도덕발전과 자아 정체성＞에서 말하는 ‘자연적
정체성’ 단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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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의국가정체성에대해서는국민당의교육과강제적이데올로기화의결

과라고 보는경향이우세하지만 이소설에서보는대로광범위하게 진행된전

쟁동원의현실에서식민지대만인의전쟁경험이가져온국가정체성의전이현

상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쟁이끝나고복귀가시작되자일본국적이더이상인정되지않는상황에

서 張은 화교연합회에 참여하고 중국인으로서 대만과 조국의 건설에 당당히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화교들이 가슴에 다는 표지를 달고 승전국으로서, 또

세계 강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나인, 청국노라고 야유하는 일본

인과 싸우기도 하고 전쟁시기 총알받이로 잡혀 온 중국병사들을 위로하며 같

이 국가를 부르면서 동포임을 확인한다. “우리는 비록 처음 여기에 왔지만 마

치 자기의 집으로 돌아 온 것처럼 아무런 구속도 느끼지 않았고 모든 것이 자

연스러웠다.” “머지않은장래에우리는조국의가슴에기대어향기로운조국의

공기를 맡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니감동으로 눈물이흘러내렸다.”(60-61) 종

전 후에도일본인이중국과중국인에 대해가지고있는적개심과여전한멸시

에대해그것은일본의패배가미국의원자탄투하로인한것이지결코중국의

저항 때문이 아니라고 여기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면서 교육을 통해 일본중

심주의 역사관을교정해야 한다는점을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중국과일본

의 교류와 제휴만이 아시아의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향후 일생의 지향으로 삼을 것이라고 결심하며 문학이 양국 상호간의 이해를

가능하게할것이라는 생각에서 대만으로 돌아온후 이전공으로대학에진학

한다.23) 중일양국의교량이라는임무와과제는실제식민지시기일본이대만

에전파한담론 중의 하나인데 목적은다르지만주인공은실제자신의전쟁체

험을통해아시아평화에대한시각과대만의역할에대한인식에도달한것이

다. 이런 인식은 소설에서 장개석이 항일전쟁 후 제기한 ‘덕으로써 원한을 갚

자’(以德(恩)報怨)정책에 대한 해석과 연결되기도 한다. “장총통의 은혜로 원

한을갚자는덕정이얼마나높고위대한가. 마치평소에태양과공기의소중함

23) 1946년 당시 역사지리학과는 문과대학에 속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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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물이 주는 은덕을 모르고 사는 것과 같이 일본인들도 이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을 모른다”(57)라고 하여 상당히 이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소

설이 나온 1955년이 반공의식과 백색테러가 정점에 달한 시기라는 점, 작가

자신이 실제로 백색테러에 연루되기도 했지만24)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사고

는자신의전쟁체험에서기인한것임을부정할수없고이것이 50년에달하는

대만의 식민지 역사가 남겨 준 교훈이라고 하겠다.

전쟁이끝나고복귀가이루어지는동안일본인들로부터여전한경멸과모욕

을 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족이고 같은 국민으로 의심치 않던 중국인으로

부터 피해를 보기도 한다. 화교연합회 이사장의 착복 비리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가 파견한중국인으로부터 구타당하고 생명까지 위협받는내용

이 나오는데, 張은 자신의 신체적 아픔보다 이들이 존재하는 조국의 앞날을

더 걱정하고 만약 자신이 희생당한다면 그것은 조국을 위한 유혈이라고 위안

을삼는다. 불의를바로잡기위한행동이비록위험을초래하고중국인동포로

부터구타를당하지만 이를중국인과 대만인의 대립으로 여기지않고어쩔수

없는사회적 현실이라인식한다. 이렇게일본에대한것과는다른중국에로의

국가 정체성은 대만에 돌아온 후에도 지속되는데 소향의 무관심이 가져온 실

연으로 고통을당하면서도 고난의조국을 위해 일을 하려면반드시 기운을차

려야 한다고 자신을 독려한다.

소설에서 소향은 온갖 정신적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자신을 버티게 해 주는

존재이며살아돌아올수있게한심리적힘의근원이다. 때문에귀환후소향

의무심함은그에게청천벽력과같은절망감을안겨주었고또한번생의의지

를박탈하는시련으로그려진다. 죽을힘을다해배구연습에매진한것도실연

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미에서 말해주듯 소향의 태도는 그를

단련시킬 목적으로 의도된 것이며 결국은 그와 맺어짐으로써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사랑을 이룬다. 때문에 소향이 만들어준 인형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24) 1949년 대만에서 일어난 학생체포사건인 4.6사건의 여파로 당시 학생이었던 銀鈴會 성원
에 대한 체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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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통한 승화, 즉 전쟁의 고통을 통해 진정한 자아와 국가 정체성을 획득

하는 은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나고야에 머물고 있었을 때 비록 은연

중이나마예감하고있었다. 내머리속의아름다운상상은어느날엔가현실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지금 현실을 통해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건전한 사랑은관념속에서완성되는 것이아니라부단히새로운혈액을보충

하고새로운내용을채워넣어배양해야한다는것을. 강녕한조국도마찬가지

다. 이는 남이건설해주는것이아니라자신의피와땀으로건설해내는것이

다.”(66) 즉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충동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듯이 막연한 동경과 충동적인 종군의 선택 역시 차별적인 현실 앞에서

정신적 고뇌와 방황을 초래하였고 이를 온몸으로 겪고 극복해야만 사랑도 조

국에 대한 정체성도 확고하게 얻을 수 있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여기서

관념적이고충동적인 사랑은소향뿐아니라 중국에 대한 상상도포함된다. 현

실이매개되지않은혼자서의짝사랑이현실앞에무너지듯이 조국 중국에대

한정체성역시혈연성에기초한감각적인차원이아니라귀환대기중에직면

했던 일처럼 현실적인 접촉과 상호 이해에 기초해야만 가능하다는 의미를 전

달하고 있다고 하겠다.25)

4. 결 어 ― 남은 문제

이상 해방 후에 나온 대만소설 ＜운명의 인형＞을 대상으로 식민지 대만인
의 전쟁체험과 그 체험을 통해 전환되는 조국에 대한 상상과 민족 정체성이

형성,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논의된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군지원으로 대표되는 식민지 청년들의 전쟁참여가 전 방위로 진행된

25) 그의 시 ＜祖國＞과 ＜心的祖國＞을 통해 이러한 분석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이들
시에서 피의 조국(血的祖國), 법의 조국(法的祖國), 마음의 조국(心的祖國)이라는 세 개의
조국 사이에서 번뇌하는 자신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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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화 운동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아시아 보위전이

라는명분이청년들에게영향력을발휘했다는점을들수있다. 이 전쟁담론은

당연히일본이식민지인을동원하기위해창안한이데올로기이기는하지만아

편전쟁 같은 역사적 사실을 선전에 이용함으로써 청년들의 자발적 동의를 끌

어내는 데일정정도 영향을미쳤다. 그러나 사회와 학교를막론하고 현실생활

에 존재하는 식민지 차별대우와 경멸적인 시선으로 인한 불만과 분노는 이러

한 명분으로도 상쇄시킬 수 없는 무게를 가지는 것이었고 특히 군대배치 후

훈련과실전투입과정에서도반복되는불평등은신체적인실감과죽음의공포

가더해져일본이건립한 전쟁이념에 대한 심각한 동요를유발시켰다. 전쟁의

이념에 대한 동의가 사라지면서 자신의 종군이 민족을 배신한 것으로 인식되

었고그과정에서미칠정도의혹은자살을결심할정도의심각한정신적고뇌

와 번민이 몰려왔다. 가히 마음의 전쟁이라고 할 만한 극도의 심리적 방황은

사랑의 추구와죽을각오를한 일탈 행동으로 완화되기는하지만전쟁이종결

되지않았다면결코해결되지않을정도의심각성을띤것이었다. 이러한심리

상태는일본과는다른말, 풍습, 음식, 신체적특징을가진대만인의한족정체

성의확인과강조로이어지고아직은구체적이지않은, 즉현실에기반을두지

않은중국이라는 조국에대한상상으로전이되어전쟁이 끝난 후의심의여지

없이중국을자신의조국으로받아들이게된다. 즉법의조국에서피의조국으

로, 다시 마음의 조국으로 정체성이 확립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본문은 사랑이든, 조국에 대한 상상이든 막연한 동경과 충동적 선택이

전쟁이라는 현실적 체험을 통해 구체적인 인식을 가능케 한다는 주제를 전달

하는소설로이작품을규정했다. 동시에이소설에서아시아의평화라는이야

기의출발점이주인공의전쟁체험을통해중일양국의상호이해와제휴라는아

시아 내부의 노력으로 가능해질 것이라는 역사인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여겨지는데, 이것이바로반세기에걸쳐 진행된대만의식민지 경

험이주는역사적교훈일것이며어쩌면지금까지여전히유효한시각과과제

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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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식민지대만인의전쟁체험이란시각에서＜운명의 인형＞을 검토하
였기 때문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마지막에 부기해 둔다.

하나는 소설 속 인물인 손입영이란 한국인에 관한 것이다. 이 소설은 작가의

실제 경험을 재구성한 것으로 따라서 소설 속 내용도 충분히 실제로 발생한

일일가능성이높다. 손입영이란인물은자신의입으로 1936년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의 조카라고 하면서 삼촌이 자신의 지원병 입대를 격렬

하게반대했다고했다. 또삼촌인손기정이올림픽우승순간가슴의일장기를

어깨로 감추고 싶을 정도로 망국민의 비애를 느꼈다고 하면서 자기가 입대하

게 되면 곧 바로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해 주었다고

얘기한다. 이 인물은전쟁의최후막바지에정신적고뇌를견디지못하고비행

기를훔쳐탈출하려다격추당하지만살아남아한국전쟁으로보이는서울보위

전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 그가 가고시마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을

간주인공에게자신이죽게되면가지고다니던인형과자신이쓴단가를인천

고등여학교에다니는 金麗華에게 전해달라는말을 한다. 종전 후 다시 만나지

는못했지만소설말미에그가이미사망했다는사실과그의전기를쓰고싶다

는 희망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서술자 ‘나’의 눈에 보인 듯한 張의

허리춤에달린두개의인형이모두이인물의실존가능성을말해준다. 아쉽

게도아직사실 확인은하지못했지만사실여부를막론하고태평양 전쟁당시

대만과 한국에서 지원한 학도병들의 심리상태와 상호인식 등에 관한 이해 증

진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서론에서 얘기한 대로 이 소설은 해방 직후 본토 대만인들의

동인지인≪조류≫에실린미완성소설을증보, 개작한작품으로 1955년에출
판된 단행본 소설집에 실려 있다. 즉 전쟁이 끝난 이후 그것도 국민당의 대만

철수와 연이은 백색테러의 정점에서 나온 작품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일보한 분석과 고찰이 요구되는데 하나는 1948년, 즉 이보다 더

일찍 나온 원작과의 비교검토이고, 다른 하나는 본문에서도 살펴본 바 있는

조국 상상과 민족 정체성에 대한 해석 문제이다. 특히 작가가 백색테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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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옥된 경험도 있어 상당히세밀하고 조심스러운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논

문에서는 1955년판 텍스트에 한정시켜 논의를 진행하여 보다 상세한 작가연

구를 병행하지 못했는데 이는 다음 번 과제로 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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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War at Heart： 
Colonial Taiwan's War Memory and “Motherland” Imag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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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Mal-soon

I intend to investigate the war memory of the colonial Taiwanese people

based on Hsiao, ChinTui's short novel The Doll of Fate that describes the

Taiwanese young volunteer army during the Kominka, the lat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The presence of Taiwanese young volunteer army was not

only the result of the Japanization, but also due to the Japanese martial

statement, which claims to protect Asia against the western imperialist

countries.

However, under differential treatment and contempt, the growing

dissatisfaction and indignation among Taiwanese youth has become an invisible

power against the Japanese martial statement. The Taiwanese youth’s faith in

the martial statement was gradually shaken by the constantly suffering from

unequal treatment in the army, and by the fear of death under hostilities. I

named it “a war at heart”. Following the plot development in the short novel,

this article tracks the mental state of the characters. By focusing on the

variation of their state of mind and the Taiwan-Korea friendship plot in the

story, one can observe the consequent transformation of their national identity

and the “Motherland” imagination; and further, to ponder over the war

experience of those Taiwanese mobilized to fight a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ir memory.

Key words: Taiwanese literature, Taiwan colonial period, Hsiao, Chintui, war

memory, the doll of 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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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洲基金會와 냉전시기 대만문학의 경향

최말순*

15)

[국문초록]
본문은 미국의 문화냉전이란 시각에서 亞洲基金會(아시아재단)의 만문단에 한 원조

의 내용과 방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원조가 냉전시기 만문학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아주기금회는 냉전시기 소련을 위시한 공산진 으로부터 신흥국가들을 보호

하기 위해 국제원조활동을 진행한 미국의 여러 민간기구 중 하나로 1950년 부터 교육, 언
론, 사회공동체건설, 농촌사업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만사회를 지원했다. 그중 문학부문은 

부분 홍콩에서 출자하거나 지원하여 성립한 亞洲出版社, 友聯出版社, 人人出版社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들 출판사를 통해 만작가들의 반공소설이 량 출판되었고, 이들 출

판사가 간행한 잡지 亞洲畫報, 中國學生周報 등의 소설 공모전에 많은 만작가들이 

참여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홍콩의 우익문단과 반공문학의 공유현상이 나타났다.
아주기금회는 또한 만작가들의 미국연수를 지원하고 관방기구인 美國新聞處와 더불어 

1950년  중반 이후 만의 주요 문학잡지인 自由中國, 文學雜誌, 現代文學 등의 

창간에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만문단에 향을 미쳤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

방문학의 소개와 전파로 만문단의 경향을 반공문학의 민족의제에서 개성과 일상, 인간 내

면의 심리와 감각을 다루는 개인의제로 바꾸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즉 냉전시기 만문학

의 반공, 자유주의, 모더니즘의 세 가지 주류적 경향의 중첩과 교체라는 변화에 아주기금회

 * 만 정치 학 만문학연구소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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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방기구인 미국신문처의 공산정권 심리전과 문화원조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주제어] 아시아재단, 냉전시기, 만문학, 미국문화원조

1. 서언

본문은 미국의 문화냉전이란 시각에서 亞洲基金會1)와 만문학의 관련성

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원조와 관련한 냉전시기 만문학에 한 

연구는 이미 여러 편의 논문이 나와 있는데 주로 관방기구인 美國新聞處

(USIS)의 문화선전활동과 이 기구에서 발간한 今日世界(1952~1959)등 잡

지의 향, 냉전시기 홍콩을 통한 문화원조 등이 언급되고 있다.2) 필자 역시 

한글로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을 통해 1950년  반공문학에서 1960년  모더

니즘 문학으로 변화하는 만문학의 추세를 미국의 문화원조와 관련시켜 살

펴본 바 있다.3) 그중 아주기금회의 역할에 해서는 주로 홍콩문단과의 교

류 부분에서 언급되는데 이는 아주기금회의 만 내 문화선전과 지원 사업이 

문학부문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아주기금회에 한 

연구는 만사회의 발전과 연관시켜 지원내용과 규모를 분석한 전문서가 나

와 있지만4) 정치적 혹은 문화적 냉전을 불문하고 냉전사 연구의 시각에서 

특별히 조명되지는 않았다. 또한 미국의 아시아 냉전전략이나 중국 공산정

 1) 아시아재단의 중국어 표현인데 만에서 이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 로 따르기로 한다. 더불어 미

국의 냉전문화 선전을 수행했던 기구나 기타 재단의 명칭도 만에서 쓰이는 용어로 표기함을 밝

혀둔다.
 2) 林純秀, ｢冷戰現代性的國族/性別政治: 今日世界 分析｣(世新大學社會發展研究所碩士論文, 2008); 

王梅香, ｢肅殺歲月的美麗/美力? 戰後美援文化與五, 六○年代反共文學、現代主義思潮發展之關係｣

(國立成功大學台灣文學研究所碩士論文, 2005); 陳建忠, ｢美新處(USIS)與台灣文學史重寫: 以美援

文藝體制下的台港雜誌出版爲考察中心｣, 國文學報 52: 211~242; 王梅香, ｢麥加錫與美新處在台

灣的文化冷戰｣, 媒介現代:冷戰中的台巷文藝 國際學術硏討會論文集, 台北: 里仁, 2016, 101~148
쪽; 應鳳凰, ｢1950年代香港美援機構與文學生產－以｢今日世界｣及亞洲出版社為例｣, 一九五〇年代

的香港文學與文化國際學術研討會, 香港: 嶺南大學, 2013.5.21~23.
 3) 최말순, ｢민족에서 개인으로－1950년  냉전 만의 문학풍경｣, 中央史論 제38집, 中央史學研究

所, 2013.12, 339~365쪽; ｢1950, 60년  타이완문학의 경향과 미국원조문화와의 상관성｣, 동북

아역사논총 48호, 동북아역사재단, 2015.6, 53~88쪽.
 4) 官有垣, 半世紀耕耘－美國亞洲基金會與台灣社會發展, 臺灣亞洲基金會, 2004.



｢亞洲基金會｣와 냉전시기 대만문학의 경향   161

권에 한 응전략이란 측면에서 미국의 군사, 외교, 경제, 교육과 문화전반

에 한 원조의 규모와 방식, 효과에 한 연구, 그리고 미국의 몇몇 민간기

금회의 중점사업과 원조방식, 관방조직과의 관계에 한 연구는 진행되었지

만5) 냉전의 문화전략이란 시각에서 아주기금회의 만 내 활동에 한 전문

적인 연구는 없다.

본문은 만문학과 아주기금회의 관련성을 고찰하기 전에 우선 아주기금

회의 만 지원사업에 한 기존연구를 참고하고 1950년 부터 20년간 만

의 미디어에서 보도된 아주기금회 관련소식을 찾아 기금회가 만에서 관여

한 사업에 한 초보적인 이해를 진행하고, 두 번째로 아주기금회가 홍콩을 

거점으로 설립한 출판사에서 펴낸 서적과 잡지의 성향, 및 이들과 만작가

들과의 교섭, 그리고 이들 잡지에서 실시한 문예공모전에 참여한 만작가의 

면모를 통해 아주기금회를 매개로 진행된 홍콩과 만문단의 교류 상황을 고

찰하며, 이 기초에서 1950년 부터 향후 20년간 냉전시기 만문단의 추세

와 문학경향을 아주기금회 관련 잡지와 관련시켜 해석해 보고자 한다. 그런

데 문단의 형성과 문학의 추세는 특정한 면모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다양

한 원인과 계기로 인해 촉발되고 변화해 가는 것이므로 어느 한 조직과 기구

의 역할이 결정적 역할을 했거나 특정 변화를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초보적인 이해 과정에서 냉전시기 만문학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있

어 아주기금회의 문화선전활동을 특화하기보다는 美國新聞處(미신처로 약칭)

가 진행한 문화사업을 포함하여 미국의 포괄적인 문화냉전이란 측면에서 고

찰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판단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주기금회 관련 문화

사업과 만문학의 변화를 중심에 두고 살펴보되 필요할 경우 ｢미신처｣가 

추진한 문학, 문화사업도 연계시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전망

에 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냉전시기 아주기금회의 대만 활동

 5) 貴志俊彥、土屋由香、林鴻亦編、李啟彰等譯, 美國在亞洲的文化冷戰(台北: 稻鄉出版社,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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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국공내전에 패배한 국민당 정부가 만으로 철수해 오면서 만해

협을 사이에 두고 양안 사이에는 치국면이 형성되었다. 蔣介石(1887－

1975)은 만으로 이전해 온 중화민국 정부의 실질적 통치구역인 臺灣, 澎

湖, 金門, 馬祖와 東沙, 南沙群島에 계엄을 실시하면서 강력한 반공정책을 시

행했다. 이차 전 당시 중단되었던 중화민국에 한 원조는 1950년 한국전

쟁의 발발로 인해 재개되었으며 이듬해 미국과 공동방위협정을, 이어 1954

년 제1차 만해협 위기6)를 계기로 중미공동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美

國經濟合作總署(ECA), 美國國際發展總署(USAID)등 기구에 의한 개발원조

가 만에 제공되었고 월남전의 군용물자 조달을 거치면서 미국원조는 향후 

만의 현 화와 경제적 고도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전쟁 이후 1970년 까지 미국정부는 자신을 자유중국(Free China)의 

수호자로 규정하고 공산진 인 적색중국(Red China)에 항하여 경제, 군사

와 외교상의 지원 뿐 아니라 각종 학술과 문화교류에 따르는 경비와 기회를 

제공하여 미국 위주의 서방사상과 문화가 만 사회와 지식계로 유입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 문화적 현상을 흔히 냉전 미국원조(美援/美元)문화라고 

부르고 미국의 공산진 에 한 문화냉전의 향과 결과로써 고찰하는 게 일

반적이다. 문화냉전에 한 연구는 미소 양 국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립

이나 혹은 국제관계를 위주로 하는 냉전관에서 벗어나 보다 복잡하고 다중적

인 냉전의 면모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이유는 냉전이 직, 간접적으

로 집단 혹은 개인의 생활과 심리층면에 광범위한 향을 끼친 전쟁이었기 

때문이고 만을 포함한 아시아에 한 미국의 문화적 원조가 일방적, 전면

적으로 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상황과 복잡한 상호관련을 맺으

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문화냉전은 미국의 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친미여론을 배양하는 미국

정부의 각 기관, 그리고 이들 기관과 협력하는 민간단체가 실시한 외활동

 6) 1954년 미국과 만 간 방어조약 체결 논의가 본격화되자 중화인민공화국이 金門섬에 포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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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이들의 정보, 선전활동은 방송, 화, 전문가 파견, 전

단지 발송, 교육 프로그램, 전시회, 문인 간 교류,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의 활

동뿐 아니라 반미 미디어에 침투하거나 향력 있는 정치인에 한 조언 및 

이들에 한 물질적 원조 제공과 유세 등의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었다. 냉전초기 이런 활동을 맡은 주요 선전기관은 미국무원, 1953년 국무원

에서 독립한 美國新聞總署(USIA)와 그 해외 지부인 미신처(USIS)7), 그리고 

비군사 외원조를 실시한 美國國際發展總署(USAID)등이었고 그밖에도 이

차 전 당시의 戰時新聞局(OWI) 산하의 미국의 소리(VOA), 표적인 민간

기구인 록펠러 기금회(The Rockefeller Foundation), 풀브라이트 협회

(Fulbright Association) 등도 적극적으로 외선전활동에 참여하 으며 첩보

기관인 중앙정보국(CIA) 역시 자유아시아방송국(Radio Free Asia)을 이용하

여 외선전활동을 진행했다.

그중 포드 기금회, 록펠러 기금회, 아주기금회 등 민간기금회의 활동이 주

목되는데 이들은 반공이란 동일 목표 아래 미국정부와 긴 히 협력하면서 특

히 공산진 으로부터 오는 신식민주의, 제국주의라는 비판과 피원조 지역 지

식인의 반감을 고려하여 미국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적극적

인 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부조직 민간기구(NGO)는 

일찍이 1,2차 세계 전 때부터 국제원조활동에 참여해왔으며 미국정부와 민

간사회의 공동된 인식에 의해 냉전시기 이후에도 소련을 위시한 공산진 으

로부터 신흥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정부의 외교정책을 보조하는 역할

을 지속적으로 담당해 왔다.8)

아주기금회 역시 이러한 목적 아래 운 된 민간기금회 중 하나이다. 잘 알

려져 있듯이 아주기금회의 전신은 1951년 설립된 반공조직 자유아시아위원

회(The Committee for Free Asia)로 이는 중앙정보국의 막후 조종 하에 유럽

 7) 미국문화공보원인 미신처(USIS)는 아시아 각 나라에 설립되었고 반공과 친미의 공동 기조 하에 나

라별 조금씩 다른 선전활동 목표를 설정했다. 만에 해서는 아시아 自由華人基地와 피난소로 

위치를 정하고 해외 華人에게 만의 자유중국 정부가 반공의 상징이며 중화문화의 수호자임을 

선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8) 주 4), 2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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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모로 공산권 문화선전계획을 진행했던 문화자유연맹(Congress 

for Cultural Freedom) 활동의 아시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조직의 목

적과 수단은 각종 출판물, 예술전시와 국제회의 개최, 화사업, 출판사, 방

송국 등에 한 지원과 찬조, 그리고 각종 문예의 장려와 공연, 전람의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국문화를 선전하고 해당지역의 지식인을 끌어들이는 

데 있었다. 자유아시아위원회는 1954년 아주기금회로 이름을 바꾸고 장기적

이고 지속적인 아시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비공산권 아시아 국가에 중점

을 두고 아시아 지역의 각 단체와 개인이 사회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

는 것에 집중적이며 전면적으로 협조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는 반공선전

에 집중했던 원래 취지를 수정, 보완하고 보다 광범위한 아시아 문화전략

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지만9) 민간기구의 성격과는 달리 유럽에서와 마찬가

지로 1967년까지 중앙정보국으로부터 경비를 제공받았다. 이는 이차 전 종

결 직후 미국의 아시아 냉전활동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인식과 관련되는데, 

유럽에서는 소련과 코민테른에 한 문화적 반격이 목표 다면, 아시아에서

의 목표는 중국내 반중공 세력을 지원하고 북경정권을 억제하는 데 있었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아시아에서 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

되자 미국은 홍콩을 거점으로 하여 중국에 한 전면적인 억제와 침투를 진

행하는 과정에서 관방기구인 미신처의 심리전 상으로 만을 중시하 다. 

이렇게 민간 명의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미국무원과 중앙정보국에 의해 설

립, 운 된 아주기금회는 홍콩과 만에 설립된 미신처의 여러 활동과 상호 

협력,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문화선전에 주력했다.

아주기금회의 만 분회는 1954년부터 1997년까지 운 되었고10) 1997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현지의 자발적 조직으로 전환하여 台灣亞洲基金會(Asia 

Foundation in Taiwan, AFIT)의 이름으로 미국의 아주기금회와 결맹관계를 

맺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지난 43년간 아주기금회는 법치, 경제, 시민사

 9) 일 년 전인 1953년 공산정권에 한 심리전, 문화전 성격의 자유아시아 방송을 중지했다.
10) 1954년 미국아주기금회가 성립된 후 바로 중화민국 정부와 기술합작계약을 맺고 타이베이에 사무

실을 설치했는데 당시 內政部에 亞洲協會로 등기하여 1997년 만아주기금회로 전환되기까지 아

주기금회와 아주협회의 두 가지 기구명이 공존했다.



원조 역 원조기간 원조금액/달러(당시 기준)

中央硏究院 1954~1979 145,000

역사언어연구소, 경제학연구소, 근 사연구소, 민족연구소, 미국연구센터 등 中央硏究院의 5개 
연구소 설치와 후속 지원

과학교육 1960~1970 60,000

과학훈련과 연수과정 지원, 과학잡지의 출판 협조

사회학 1960~1963
1978~1981

62,000

東海大學과 台灣大學의 사회학과와 사회학 연구를 지원

학의 기업관리학과 신설과 
발전 지원

1972~1981 151,000

납세제도개혁 1956~1973 91,000

재정부와 협조해 중화민국 납세제도의 현 화를 추진

도시와 구역계획 1972~1976 38,000

행정원 경제설계위원회(CEPD) 도시주택처의 업무발전을 지원

인력자원계획과 발전 1974~1978 16,105

행정원 경제설계위원회(CEPD) 도시주택처의 업무발전을 지원

경제계획과 발전 1973~1977 62,800

행정원 경제설계위원회(CEPD)와 협조해 기획능력 개선과 인재확충 지원

사법행정 1968~1982 80,000

법관의 연수와 훈련을 지원하고 사법행정 개선을 지원

가정계획과 위생 여권 마련 1960~1981 85,550

중국가정계획협회, 만성 가정계획연구소, 만성 부녀위생연구소를 지원하여 가정계획을 
추진하고 실험적인 공동체 의료위생계획을 추진하는데 자금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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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발전, 양안과 국제관계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기

간 동안 지원한 항목은 3000여개에 이르며 지원 상은 주로 학술연구기관, 

정부부문, 민간 비 리기구, 각계의 엘리트들이었다. 통계에 의하면 1952년

부터 1969년까지 만에서 쓰인 경비는 매년 20만 달러이며, 한 해 평균 40

명의 개인이 자금지원을 받아 해외로 파견되었다고 한다. 1954년에서 1982

년까지 아주기금회의 만 내 주요 자금지원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1)와 

같다.

 

11) 자료출처: Shel Severinghaus, “A letter to the President of The Asia Foundation, attached table” 
March 11, 1982, 및 기타 아주기금회 당안. 주 4)의 책, 43쪽에서 재인용.



농업홍보와 추진 1960－1964
1975－1979 

88,000

3개 학의 농업홍보학과, 학원 과정을 지원

법률원조 1973－1982 94,000

민간 법률단체를 지원하여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에 빈민 법률서비스 센터를 열게 하고 
운 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

정보와 전파 1958－1976 43,680

중앙도서관의 확충 지원, 政治大學 신문학과의 교학과 연구 지원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1964－1981 72,521

YMCA의 공동체 발전계획, 타이베이시 생명라인의 성립과 운 , 타이난 기독교 가정상담센터를 
지원, 중국互助社운동협회 저축互助社의 운 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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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기금회의 만활동은 냉전초기에 속하는 1954년에서 1965년까지 주

로 인력자원과 교육발전에 초점을 두고 현 사회의 기본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그중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이 시기 

가장 많은 액수의 자금원조는 1957년 國立故宮博物院에 2만 달러를 지원한 

것인데, 타이중 霧峰에 문물전람관을 건립하여 25만 건의 국보를 공개 전시

하 다. 둘째, 1952년 亞洲自由委員會 시기 주타이베이 표 던 Ward 

Smith가 自由中國(1949~1960) 잡지사 사장인 雷震(1897~1979)과 자금

지원협약을 맺고 1953년 1월부터 매월 잡지 1000권을 구매했으며 이듬해부

터 1500권으로 늘렸고 이렇게 구매한 잡지를 동남아 화교들에게 증정함으로

써 잡지의 안정적인 발행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화교사회에 향력을 행사하

다. 자유중국은 자유와 민주를 취지로 발행된 종합잡지로 반정부 언론으

로 지목되어12) 1960년 정간되기까지 10년간 만사회와 지식인에 많은 

향을 미쳤는데 특히 이 잡지의 문예란은 생활과 개인 등 반공 일색의 당시 

문학기류와는 다른 경향을 보여 주었다. 셋째, 이 기간 동안 고등교육, 인력

자원의 발전, 과학교육을 중시하여 中央硏究院, 政治大學, 台灣大學, 師範大

學 등 고등교육기관의 자연과학, 사회, 인문학의 발전과 연구에 자금지원이 

12) 雷震은 재야인사 李萬居, 郭雨新, 高玉樹 등과 공동으로 蔣介石이 세 차례 총통에 연임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  서명을 했고 1960년 2월 自由中國에 ｢장총통에게 드리는 마지

막 충고｣라는 사설을 실었으며 국민당을 비판하고 반 당인 중국민주당 창당의 필요성을 역설했

다. 이로 인해 雷震은 반란죄로 체포되고 自由中國은 정간되었으며 이를 雷震事件이라 부른다.



날짜 보도내용 관련내용

1954.
10.31

自由亞洲委員會가 조직과 장정을 수정하고 
이사회를 확충하여 亞洲基金會로 명칭을 바꿈

목표는 ｢평화, 독립, 개인자유와 
사회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아시아의 
진보적 개인 혹은 단체에 미국의 개인적 
지지를 제공함｣

1955.
05.06

立法院教育委員會의 어제 회의에서 

中央硏究院長 朱家驊가 업무 보고.
중앙연구원에 近代史硏究所를 증설하는 데 있어 

亞洲基金會의 원조를 받기로 함.

亞洲基金會에서 경비지원

1956.
08.01

정부는 어제 훈장을 미국 亞洲基金會 駐華代表 

饒大衛博士에게 수여
중미문화교류 촉진에 한 공헌을 인정

1956.
09.13

董顯光大使의 미국내 방문 중 
샌프란시스코에서 강연, 주제는 ｢러시아의 
새로운 면모와 共匪세력에 한 인식｣

亞洲基金會 이사장 魏爾伯의 접 를 
받음

1956.
11.14

亞洲基金會太平洋區計劃主任 史徒華氏가 어제 

駐華代表 史懷席博士와 함께 홍콩에서 입국
亞洲基金會의 만에서의 활동에 한 
진전상황 시찰

1957.
05.27

國民黨駐美總支部 新委員취임 亞洲基金會主席 布魯姆와 

亞洲基金會計劃處長 司徒華가 참석하여 
화교교육문제에 해 토론

1957.
06.02

中美兩國文化關係 촉진을 위한 양국 教育家 

圓桌會議. 회의주제는 (1)미국학교에서 어떻게 
중국문화교육을 실시할 것인가 

(2)중국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방법과 필요한 
조치 (3)중국정부의 학생해외파견에 따른 
장기정책과 중국 도인재의 훈련문제 검토

亞洲基金會代表資格으로 만에 
체류했던 饒大衛博士도 참석

1957.
08.01

亞盟中華民國總會 會員大會개최.
주제는 (1)아시아 인민반공연맹 제1차 
이사회개최장소와 시간 토론 

(2)세계인민반공회의의 조기개최 방법 논의 

(3)아시아연맹 중국총회 향후 일 년 간의 
활동방침

美國亞洲基金會駐台代表 史維林이 致詞

1958.
04.08

農復會에서 개최하는 農村青年交換訪問 

프로그램으로 2명의 표를 미국으로 파견
美國四健會基金會에서 주최하고 
왕복경비는 亞洲基金會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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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었다.13)

당시 만의 유력 신문인 聯合報14)의 보도를 통해 만 내 아주기금회

의 활동내용과 지원방식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3) 이 부분의 내용은 주 4)의 책을 정리한 것이다.
14) 중화민국 만에서 발행된 중국어 신문으로 중국국민당 중앙위원이었던 王惕吾가 1951년 9월 16

일 창간하 으며 全民日報, 民族報 및 經濟時報로 구성된 연합판이었으나 1953년 3개 신문

이 합병하여 지금까지 聯合報로 발간되고 있다.



1958.
07.08

亞洲基金會 駐華代表 譚維理 만 도착 신임 표로 3년 전에 

台北美國新聞處에서 일했고 부임 전에는 

亞洲基金會의 한국 표 역임 

1958.
07.11

이직하는 亞洲基金協會 駐台代表 史麟書博士가 
화교교육의 성과 자축

1952년 自由亞洲協會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만에서 공부하는 화교 학생수는 
약100명, 教育部, 僑委會, 安全分署, 
亞洲基金協會와 各級學校의 노력으로 

6년만에 7000여명으로 증가

1958.
07.25

미국의 육상경기 감독을 초빙하여 만선수의 
기량을 양성

亞洲基金會에서 경비지원

1959.
05.06

國民大會代表 겸 國際關係研究會常務理事 

鮑靜安이 5일 미국으로 출발
美國國務院과 美國亞洲基金會의 연합 
초청을 받아 3개월의 미국방문

1959.
08.13

中南部의 水災에 한 관심과 기부 亞洲基金會駐華代表 米勒가 관심을 
표명하고 新台幣五千元을 기부

1959.
10.20

立法委員겸 劇作家 李曼瑰의 국방문 亞洲基金會에서 방문기간의 경비를 부분 
지원

1959.
11.19

교육부에서 科學世界방송 시작, 전문가 초청 
강의

교육부國民教育司, 亞洲基金會, 
中華科學協進會, 中國廣播公司 등의 찬조

1960.
02.12

台灣省 四健會 제7회 年會가 11일 순조롭게 
폐막

亞洲基金會駐台代表 密勒博士가 
참여하여 각종 교육모델의 설계와 
전시에 해 칭찬과 격려

1960.
03.12

農復會 주최로 2명의 農科大學生이 미국농촌 
방문

亞洲基金會에서 경비를 부담

1960.
04.27

미국 과학자 克禮倫, 柯立芝이 만을 방문하여 
각 학에서 강연

亞洲基金會의 지원으로 방문한 것이며 
다음 일정은 한국방문

1961.
02.28

2명의 농촌 청년을 선발하여 미국으로 파견 中國農村復興聯合委員會와 亞洲基金會가 
진행

1961.
03.05

필리핀과 농촌청년교환 프로그램 실시 亞洲基金會, 中國四健會協會와 農復會가 

人員選拔과 旅費부담

1961.
07.29

부총통 미국방문, 샌프란시스코에서 중요연설 亞洲基金會와 世界問題協會에서 초청

1961.
08.08

홍콩大學 文學會 教育文化考察團 29명 
만도착

僑委會와 亞洲基金會의 초청

1961.
12.24

四健會(4H클럽)青年 4명 선발하여 미국과 
필리핀으로 파견

亞洲基金會, 中國四健協會와 農復會에서 
진행

1962.
03.19

｢亞洲學生｣週刊에서 胡適의 별세에 해 조의를 
표하고 기념 사설을 게재

｢亞洲學生｣은 亞洲基金會에서 발행하는 
잡지로 미국 내 외국학생이 가장 많이 
보는 잡지

1962.
04.22

亞洲基金會에서 교육문화사업에 거금을 지원 中華科學協進會에서 출판하는 

科學畫報에 新台幣二十萬元 기부; 
國立中央圖書館에 

新台幣十六萬四千二百元 기증; 기타 
문화사업에도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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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09.02

學術研究의 강화를 위해 中央研究院에 

物理研究所 부활; 國立中央圖書館에서 
｢中華民國學術機構錄｣修訂版 출판

美國亞洲基金會에서 지원

1962.
10.28

亞洲基金會主席 史密斯 단기 방문 부총통, 亞洲基金會 駐台代表 白安楷 

등과 회견

1963.
01.12

美國 ｢科學作家擢拔委員會｣에서 국제적인 
과학자 등기작업

만의 경우 亞洲基金會中國分會에서 
진행

1963.
01.13

四健會에서 4명의 농촌청년을 선발하여 미국과 
필리핀에 파견

旅費는 亞洲基金會에서 부담

1963.
05.14

과학 동 상 교재 기증 亞洲基金會에서 증정

1964.
02.10

타이베이시 커뮤니티 발전계획 시행, 복리시설 
건설, 유엔에서 협조 동의

亞洲基金會에 170여만원 지원 요청

1964.
05.02

中國輔導學會에 3년 기한으로 기부금 전달 첫해의 기부금은 新台幣三十萬元, 
나머지 이년은 三十二萬元,총액이 

新台幣六十二萬元

1964.
05.15

亞洲基金會主席 F．H．威廉斯博士 방문 현안 시찰과 격려

1964.
05.30

泰國佛教徒 우호방문 亞洲基金會의 찬조

1964.
11.04

記者團一行 샌프란시스코 방문 亞洲基金會代表 艾森柏 등이 접

1966.
04.16

故宮博物館의 歷史文化 보물을 만으로 옮겨 
온 경과를 보도

보물을 일시 보관하는 장소를 
마련하는데 亞洲基金會에서 4만 달러 
지원

1966.
05.21

과학교육의 중요성 그 일환으로 亞洲基金會의 지원을 받아 
과학인재 초청

1967.
05.06

만 학에 電機工程연구소 신설 포드기금회, 亞洲基金會와 초보적인 
접촉, 경비지원 협의

1967.
06.14

바이올리니스트 郭美貞의 귀국 연주회 亞洲基金會에서 300달러 지원

1967.
07.15

아시아농업서비스센터 설립계획, 목적은 
아시아지구 투자개발회사를 조직하여 아시아 
경제발전 도모

亞洲基金會, 亞洲開發銀行, 
록펠러기금회, 포드기금회에 지원요청

1967.
11.18

美國亞洲基金 新任駐華代表 韓佛瑞 도착 새로운 표로 취임

1968.
02.07

清華大學 총장 미국방문 亞洲基金會의 초청

1968.
03.26

行政院賦稅改革委員會主任委員으로 劉大中

내정
經濟部長, 美國亞洲基金會 駐華代表 등과 

租稅改革問題에 해 의견교환

1968.
03.28

중학교, 초등학교의 科學展覽 입선작품은 亞洲基金會의 찬조를 받아 
동남아 지역에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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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01.22

미국에서 열린 제2회 太平洋貿易 및 

開發會議에서 韓國 서울 학교 교수 

宋兆(譯音)가 한국의 경제기적에 한 논문발표

각지의 亞洲基金會 표들이 모여 경청

1969.
03.25

8명의 農村青年代表가 國際農村青年交換計劃에 
선발되어 필리핀, 태국, 한국, 일본 방문

亞洲基金會에서 여비 부담

1969.
10.20

전면적으로 커뮤니티 건설 추진, 
커뮤니티발전센터 건립

경비는 유엔과 亞洲基金會의 보조를 
받음

1969.
11.08

亞洲基金主席 威廉斯 만 방문 中華民國과 亞洲基金會의 합작에 해 
격려

1969.
12.10

사범 학 英語教學中心에서 초등학생 
어실험반 실시

亞洲基金會에서 찬조하여 실험반의 
교학과정을 화로 제작해 활용

1970.
01.20

科技發展의 새로운 방향 모색 亞洲基金會에서 관련 경비 지원

1974.
03.26

만 학에 人口中心 설립 록펠러, 포드기금회, 亞洲基金會에 
원조요청

1974.
09.06

제3회 中日 ｢中國大陸問題｣ 및 文化交流 세미나 
개최

亞洲基金會駐日代表 史徒華가 참가

1975.
07.12

저명한 인력전문가 高希均教授 귀국, 교육부 
교육 기획팀, 정치 학과 합작하여 고급인력 
육성에 한 연구 진행 

亞洲基金會의 초청

1975.
09.02

國際職業婦女協會에서 婦女人力資料中心 건립 亞洲基金會에 보조 요청

1975.
09.30

기업관리인재의 육성 필요성 증가 亞洲基金會와 全國職業訓練基金會의 
찬조

1975.
10.26

歐豪年, 朱慕蘭 화가부부의 미국전시회 亞洲基金會의 찬조

1975.
11.18

美洲中國圖書館 성립 亞洲基金會에서 서적기증

1976.
01.12

홍콩 中文大學 語文翻譯器(簡稱CULT)시스템 
개발성공

亞洲基金會와 록펠러기금회에서 합작 
투자하여 연구 지속

1976.
02.24

정치 학에서 신문업 세미나 개최 亞洲基金會駐華代表 邱越倫 참가

1976.
03.18

台灣大學 ｢大學論壇社｣에서 
｢自由中國婦女應具有的時代意識｣ 주제로 
좌담회 개최

亞洲基金會 執行秘書 王世榕 참가

1976.
11.14

東吳 학 사회학과 社區조사활동 亞洲基金會가 경비지원

1977.
06.21

亞太地區作物收穫後之處理與儲藏 세미나 개회 亞太糧肥中心,食品研究所, 香蕉研究所, 
亞洲基金會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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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리해 보면 만의 학과 학술기구에 한 지원, 세계 반공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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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과 신설, 화교사회에 한 지원과 교육업무, 4H클럽을 위시한 농촌청년 

교환 프로그램, 과학교육과 산업연구에 한 지원, 문화학술 교류지원, 유엔

이 주도하는 도시 커뮤니티 발전계획의 지원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의 보도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아주기금회의 활동과 

원조로 인해 학술적 측면에서의 미국경향, 친미인사의 배양, 화교교육을 통

한 동남아 지역 친미 지도자 양성, 과학기술교육, 반공문학의 번역과 출판, 

정계와 학술계를 포함한 미중간의 인원교류와 문화적 교감 등으로 만사회

에 광범위한 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5)

3. 아주기금회의 홍콩거점 문화사업과 대만작가의 참여

앞서 본 로 아주기금회의 만 내 활동과 사업에서 교육과 언론, 예술 

등 문화부문에 한 지원 사항은 찾아 볼 수 있지만 문단과 문인에 한 지

원 등 만문학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아주기금

회와 만문학의 관련성에 관한 현재의 관찰은 홍콩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

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연구에서도 제기한 바 있듯이 홍콩은 거리상으로 

중국과 가까워 정보의 확보에 유리할 뿐 아니라 南來文人으로 불리는 중국

에서 피난 온 난민 지식인들의 활용 가능성, 좌우사상의 완충지 , 동남아 

화교에 한 장악 등의 이유로 인해 냉전초기 10년간은 미국의 아시아 문

화냉전의 구심점이자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고 그에 따라 미국의 원조

아래 출판기구와 그에 예속된 간행물이 생겨나게 되었다.16) 특히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중국 정책이 소극적인 관망에서 적극적인 진공으로 바뀌면서 

아주기금회는 매년 60만 달러의 자금을 출자하여 홍콩의 문화 사업을 지원

하기 시작했다.

15) 이는 아주기금회를 키워드로 검색한 것이며 亞洲協會로 검색하면 더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지원활

동과 내용의 파악에는 별로 향이 없기에 생략하 다. (http://udndata.com/library)
16) 오병수, ｢아시아재단과 홍콩의 냉전(1952~1961)－냉전시기 미국의 문화정책｣, 동북아논총 48

호, 2015.6, 7~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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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출판사업으로 美聯社에서 일한 적이 있는 張國興(1916~2006)의 亞

洲出版社를 지원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아주출판사는 1930년  민족주의문학

을 제창하여 魯迅(1881~1936)의 비판을 받았던 黃震遐(1907~1974)가 편집

장으로 있던 출판사 다. 1952년 9월 성립한 이 출판사의 간행물은 홍콩의 

기타 잡지와는 달리 중화민국 기원을 사용하 고 부분 반공작품과 공산당 

문예를 비판하는 평론 서적을 주로 출판했다. 아주출판사는 강력한 미국의 

원조를 배경으로 서적 간행, 번역, 코믹북, 아동과 청소년 총서 등 다양한 출

판사업 이외에도 통신사, 화보사와 화회사 등을 경 했는데 중국의 문예부

흥운동을 표방하면서 보험판세제도를 설립하고 높은 원고료를 지급하여17) 

난민 지식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객관적인 기준의 원고채택 등을 통해 문학 

기풍을 진작시켰다. 이로 인해 아주출판사는 1950년  홍콩문단의 중진이자 

문화적 반공보루로 떠올랐다.18)

黃震霞가 밝힌 편집방침에 의하면 공산중국에서 피난 나온 실제 이야기를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참회록 형식으로 기록하거나, 半下流社會 같은 시

를 반 할 수 있는 망명 지식인의 생활, 소설공모와 원고모집 등을 통한 

홍콩과 만의 문화교류 촉진, 해로운 사상을 제거하고 시 를 도할 수 있

는 건전한 학술사상의 건립 등이었고19) 아주출판사에서 발간한 잡지 亞洲

畫報(1953)의 3주년 경축호에 의하면 출판사의 성립과 운 은 반공에 기초

하여 자유를 추구하며 만과 홍콩 두 지역 간 문화소통의 통로, 나아가 자

유세계 간 소통의 교량이 되는, 즉 이름처럼 아시아 자유세계 간의 소통을 

목표를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의 사악함을 제거하고 지식인의 

창작과 예술적 자유를 회복하는데 문예의 목표를 두었는데 이에 걸맞게 아주

출판사에서 펴낸 출판품은 부분 만과 홍콩작가의 반공소설이고 그중에

서도 만작가의 반공작품이 더 많은 량을 차지했다. 이렇게 아주출판사는 

홍콩뿐 아니라 해외문단에도 향을 미쳤는데 만에도 아주출판사 지점이 

17) 당시 일반적인 고료는 천자에 5원 홍콩달러 는데 아주출판사에서는 20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18) 鄭樹森, ｢被遺忘的歷史․歷史的遺忘－5, 60年代的香港文學｣, 從諾貝爾到張愛玲, 台北: 印刻出

版社, 2007, 167쪽.
19) 譚貽善, ｢香港出版事業亂糟糟－黃震霞、徐訏返港前的一席談｣, 聯合報 第6版, 195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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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었고 1953년 창간한 아주화보는 여러 차례 단편소설을 공모하여 홍

콩뿐 아니라 만과 동남아 등지에서 큰 향력을 발휘했다.20) 한 가지 예로 

1962년 만작가 郭良蕙(1926~2013)의 장편소설 心鎖가 謝氷瑩
(1906~2000), 蘇雪林(1897~1999)등에 의해 황색소설로 지목되어 검열당하

고 中國文藝協會로부터 제적되자 아주화보는 124기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특집을 꾸며 찬성과 반 의견을 모두 실었고 이 소설은 이후 만에서 출판

되었다. 또한 1950년  만의 반공문학잡지의 편집인으로 잘 알려진 虞君質

(1912~1975)의 藝術論叢도 이 출판사를 통해 발간되었고 만의 반공작가

인 郭嗣汾(1919~2014), 穆中南(1912~1992)등도 이곳에서 나온 當代文藝作

家論에 소개되었다.

아주출판사에서 펴낸 만작가의 소설로는 林適存(1914~1997)의 駝鳥, 

趙滋蕃(1924~1986)의 半下流社會, 魏希文(1912~1989)의 我永遠存在, 

思果(1918~2004)의 藝術家肖像, 謝氷瑩의 聖潔的靈魂, 張一帆의 春到

調景嶺, 沙千夢의 長巷, 王平陵(1898~1964)의 錦上添花, 郭嗣汾의 黎
明的海戰, 威震長空, 風雪大渡河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아주출판사의 

서적은 만에서 매우 높은 인기를 얻었는데 半下流社會와 聖潔的靈魂
은 中國靑年寫作協會에서 조사한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로 뽑히기도 

했고21) 이 출판사의 간판작가인 徐訏(1908~1980)의 작품은 만에서도 높

은 인지도를 자랑했다. 그 외 1953년 성립한 화회사인 亞洲影業公司도 

만작가의 반공소설인 長巷와 半下流社會를 화로 각색하기도 했으며 

아주출판사가 출판한 이백 여 종의 소설 중 만문단에서 활동하던 반공작가

가 부분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22)

또한 사진을 위주로 하고 中英 조본으로 발행한 아주화보는 좌익 쪽의 

良友畫報와 경쟁구도를 형성하며 원동에서 가장 미관이 뛰어나고 판매량

20) 아주출판사는 본사를 홍콩에 두고 만지사에서 외부 외판 총 리를 맡아 만은 물론 마카오, 베
트남, 태국, 버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태평양군도, 일본, 미국, 캐나다, 쿠바, 
파나마, 필리핀 등지로 판매되었다.

21) 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 光復後臺灣地區文壇大世紀要, 台北:文訊, 1985.6, 79쪽.
22) 鄭樹森, ｢香港新文學年表｣, 香港文學 第62期, 1990.2.5.



년도 만 참가자 비율 주요 만 수상자

1955.05 160/355 45% 彭歌(姚朋), 楊品純(梅遜), 郭晉秀, 吳崇蘭, 郭良蕙, 嚴友梅

1956.05 428/592 72% 郭嗣汾, 尼洛(李明), 郭衣洞(柏楊), 童眞, 郭晉秀, 吳崇蘭, 王蠢靈

1957.05 414/480 86% 楊品純(梅遜), 司馬中原, 郭衣洞, 貢敏(應聚才)

1958.05 568/660 86% 郭良蕙, 鍾錚(鍾理和), 司馬中原(吳延玫), 朱西甯

1959.05 126/165 76% 彭歌(姚朋), 潘壘, 鍾錚(鍾理和), 桑品載

1960.05 공포하지 않음 邵僩, 松青(馬森慶)

1961.06 278/312 89% 王韻梅, 張曉風

1962.06 자료 없음 王韻梅, 朱韻成, 文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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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잡지로 칭해졌으며 무엇보다 만에서 향력이 높았다. 우선 반공

소설 半下流社會를 쓴 작가 趙滋蕃이 아주출판사의 편집으로 초청되어 잡

지 편집을 맡았고, 郭嗣汾 역시 그림과 문장을 함께 실은 이 잡지가 만과 

해외 독자들에게 인기가 높았음을 증언하고 있으며23) 鍾肇政(1925~ ), 鍾理

和(1915~1960)등 만의 저명한 본토작가들도 1950년  文友通訊
(1957~8) 시절 이 잡지에 투고하기도 했다는 데서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

다.24) 실제로 鍾理和의 ｢菸樓｣가 가작으로 당선되는25) 등 이 잡지가 실시한 

문예공모에 참여한 만인 숫자를 통해 이 잡지의 만 내 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 표에서 보듯이 만인 응모자 비율이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다.

아주화보의 문예창작은 소설이 가장 많았는데 투고자가 가장 많은 것 

외에도 만작가의 수상 비율도 가장 높아 매번 앞 순위는 거의 다 만작가

가 차지했다고 한다.26) 아주화보의 단편소설 공모는 1955년에서 1962년

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일반조와 학생조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앞 3등에 한해 

23) 郭嗣汾, ｢淺談香港文學｣, 文訊月刊 20期, 1985.10, 25쪽.
24) 王梅香, ｢肅殺歲月的美麗/美力？戰後美援文化與五, 六○年代反共文學、現代主義思潮發展之關係｣, 

國立成功大學台灣文學研究所碩士論文, 2005, 53쪽.
25) 吳佳馨, ｢1950年代台巷現代文學系統關係之硏究: 以林以良, 夏濟安, 葉維廉爲例｣, 國立淸華大學台

灣文學硏究所碩士論文, 2008, 162쪽.
26) 郭嗣汾, ｢淺談香港文學｣, 文訊月刊 20期, 1985.10,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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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달의 잡지에 게재하고 10등까지는 따로 亞洲短篇小說選을 편집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이 공모전은 상금도 높고27)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다

고 한다.28)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군중작가와 여성작가들이 부분이며 

이들은 홍콩문단에서 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만 내의 문학상과 각 문

학잡지에서도 활약했다. 학생조의 통계를 보면 만 학, 정치 학, 사범

학 순이고 중, 고등학생도 참여했으며 그중 만 학의 외국어학과 학생의 

수상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부분 1960년  만 모더니즘 문학을 이끈 現
代文學(1960~1984) 작가군과 중첩된다. 王文興(1939~ )은 표적인 예이

고 그밖에도 水晶(1935~ ), 馬森慶, 叢甦(1939~ ), 金恆杰(1934~2014)등도 

이 소설공모전에 응모했다. 아주화보가 미국의 원조를 받아 발행된 반공선

전 잡지임을 감안하면 도서관이나 일반 기관도 구매하거나 증정 받았을 가능

성이 매우 높은데 당시 아주화보의 이 같은 소설공모전은 만과 홍콩의 

문인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홍콩과 만의 문학교류의 교

량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로 友聯出版社를 들 수 있는데 아주기금회의 찬조를 받아 1951년 

4월 창립되었다. 전신은 中國靑年民主同盟(Y.C.D.C)으로 이 단체가 해체된 

후 陳濯生, 徐東濱, 燕歸來등의 책임 하에 余英時, 胡菊人 등이 편집을 맡았

다. 우련출판사는 홍콩과 만뿐 아니라 동남아로 범위를 넓혀 해외 華人들

의 정치, 문화와 사회운동, 문예 등을 취급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

지만 문예가 업무의 주요 역이었다. 아주출판사가 량으로 문예저작을 출

판한 것과는 달리 출판업 이외에도 友聯硏究所를 설립하고 중국 륙의 정보

수집과 분석에 주력하여 丁淼의 中國統戰戲劇, 趙聰의 中共的文藝工作
등 저작을 발간했고, 홍콩에서 수신한 륙 방송국의 자료와 정보를 어로 

번역하여 미국무원에 제공했다. 우련출판사의 소개책자에 나오듯이 단기간에 

동남아 화교에 해 선전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반공

27) 당시 교원의 월급이 만돈 700원 정도 는데 1등이 5000원, 2등이 3750원, 3등이 2500원으로 

상당히 높았다고 하겠다.
28) 보통 200명에서 400명이 지원하여 30명 정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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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매우 분명했음을 알 수 있다. 우련출판사는 각종 서적의 출

판뿐 아니라 그 선전의 범위와 상을 아동, 청소년 지식인으로 나누어 각각 兒童

樂園(1953~1995), 中國學生周報(1952~1974), 大學生活(1955~1959), 祖
國週刊(1953~1964)을 발행했다.

그중 어린이를 상으로 한 아동낙원은 1953년 1월 6일 창간한 반월간

으로 간행목적은 어린이에게 정상적인 오락을, 부모에게는 자녀교양의 수단

을, 교사에게는 과외보충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穆中南에 의하면 만의 

正中書局에서 리 판매한 아동낙원은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다 사보는 

인기 있는 잡지 다고 한다.29) 청소년을 상으로 한 중국학생주보는 

1952년 7월 25일 창간하여 1974년 7월 20일까지 28년간 1128기가 발행되

었고 발행량도 3만분에 달해 향력도 상당히 컸다. 문학, 교육소식, 중점보

도, 생활사상, 독서연구, 과학지식, 문연습, 학생문예, 시페이지, 사진촬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창간호에 따르면 오락에서 예술, 학식에서 

문화, 사상에서 생활을 망라하여 연구하고 창작의 상으로 하여 청년학생의 

계도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학생주보의 문예란은 西西(1938~ ), 亦

舒(1946~ ), 崑南(1935~ ), 鍾玲玲(1947~ )등 홍콩문단의 신예작가를 배양

한 토양이 되었고 이 잡지에서 주관한 장학금 문예공모는 錢穆(1895~1990), 

唐君毅(1909~1978)등이 심사를 맡았는데 이 공모를 통해 만작가 司馬中原

(1933~ ), 段彩華(1933~2015), 瘂弦(132~ ), 白先勇(1937~ ), 陳映眞

(1937~2016)등이 작품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중국학생주보는 만문단에

서도 활동했던 홍콩작가 王敬羲(1933~2008)의 提燈的人(詩集), 燕歸來의 

梅韻(散文集)과 趙聰의 談寫作方法등 시리즈 총서를 기획하여 友聯書報

에서 발행했다.

우련출판사의 또 다른 잡지  학생활은 1955년 5월 창간하여 1959년 

6월까지 발행되었는데 학생이 편집을 맡은 종합잡지로 해외 학생들의 

필독서 다. 학생의 과외 독서물로 지정되어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주

29) 穆中南, ｢香港文學印象｣, 文訊月刊 20期, 1985.10,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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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위주로 편집되었고 인물과 학교의 소개 통신, 문예 등이 주를 이루는데 

王平陵, 蘇雪林, 張秀亞(1919~2001), 郭良蕙 등 당시 만문단의 표적 작

가들이 이 지면을 통해 문장을 발표하 다. 또한 만의 학생들에게도 발

표의 지면을 제공했는데 그중에는 王文興, 叢甦, 尉天聰(1935~ ), 朱西甯

(1927~1998), 趙天儀(1935~ )처럼 이후 만문단을 이끈 작가도 다수 있었

다.30) 앞서 본 중국학생주보와  학생활의 편집위원들은 모두 아주기금

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新亞書院, 崇基書院의 교수 는데 이를 통해 이들

의 사상이 이 두 잡지의 풍격을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우련출판사에서 펴낸 또 다른 종합잡지인 조국주간은 지식인을 상으

로 한 것으로 1953년 1월에 창간하여 1964년 4월 조국월간으로 바뀌었고 

1972년 12월 다시 中華月報로 개명했다. 주간시기에는 중공의 실황을 보

도, 분석하는 것이 기본내용이었고 반공입장을 견지하고 만의 현재 상황에 

한 시사와 비평적인 기사도 게재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당 정부로부터 10

여기가 검열당하기도 했다. 穆中南의 기억에 따르면 이 잡지의 내용은 크게 

문예창작, 특약통신, 시사평론, 학술논문, 중공연구 등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 문예작품의 작가는 부분 만작가 다고 한다. 조국주간 역시 문예공모

를 실시했는데 鍾虹, 童眞(1928~ ), 彭歌(1926~ ), 潘壘(1927~ ), 歸人

(1928~2012) 등 만작가가 주로 투고했다.31)

이들 우련출판사에서 발행한 잡지는 각각의 상이 다르고 내용에도 차이

가 있지만 기존작가와 신예를 막론하고 만작가들이 량 참여했으며 홍콩

과 만, 심지어 동남아 화교사회를 하나의 연락망으로 구성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고 의지할 여지없이 반공을 기조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홍콩문학 

연구자인 鄭樹森을 포함해 당시 지식인들이 우련출판사의 미국 향력에 

해 잘 알지 못했다는 진술로 보아 미국의 냉전 문화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문예부문에서 아주기금회 같은 민간 기구를 통해 미국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는 방식으로 은 하게 선전활동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30) 秦賢次, ｢香港文學期刊滄桑錄｣, 文訊月刊 20期, 1985.10, 61~2쪽.
31) 穆中南, 주 29)의 문장,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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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人人出版社를 들 수 있는데32) 이곳에서 발행한 반월간 人人文

學은 1952년 5월부터 시작해 1954년 전후까지 3년 남짓 지속된 청소년 

상의 순문예잡지이다. 잡지의 내용은 소설, 산문과 번역 등이 있고 따로 서양

문학과 서양예술을 소개하는 ‘독서와 창작’, 만과 홍콩 학생들의 문학창작

을 싣는 ‘학생문단’ 두 개의 항목이 있었는데 1950년 초 문학과 예술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주요통로로 기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참여한 

학생인 崑南, 西西등은 이후 홍콩과 만문단의 주요한 작가로 성장했다. 작

가군을 보면 륙에서 피난 온 우익작가 위주인데 그중 만에서도 활동한 

林以亮(1919~1996)은 만작가들과 깊은 교유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편집

방침에 있어서 ≪인인문학≫은 특히 중국문예부흥의 길을 개척한다는 목표

를 가지고 있었으나 36기에 그쳐 다른 잡지에 비해 향력은 그다지 크지 

못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면을 통해 작가의 양성과 서양문학과 

작가작품에 한 소개를 통해 서구문학과의 접촉 기회를 제공한 중요한 잡지

라고 하겠다.

이상 아주기금회의 원조를 받은 출판사와 각종 잡지의 성향을 일별하고 

이들 출판사에서 펴낸 만작가의 소설과 각 잡지의 소설공모전에 참여한 

만작가의 명단을 살펴보았다. 언뜻 보아도 반공작가부터 자유주의, 모더니즘 

문학 경향 등 냉전시기 만문학의 주류 경향과 상당히 깊은 관련성을 가지

고 것으로 파악된다.

4. 反共, 自由, 現代－냉전시기 대만문학의 주류적 경향

일반적으로 냉전시기 만문학의 주류적 경향을 반공문학, 자유주의문학, 

모더니즘문학으로 나누어 파악한다. 물론 이 세 가지 경향에 수렴되지 않는 

여성문학, 순문학, 만본토문학 등이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각자

32) 盧瑋鑾、鄭樹森、黃繼特, ｢5,60年代香港文學現代三人談－導讀 香港新文學年表(1949~1969)｣, 中
外文學 28卷10期, 2000.03,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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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예지와 출판사, 인적 관계망으로 형성되어 특정 기간 지속된 진 과 문

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세 문단은 냉전시기 시간의 차이를 두고 점차적

으로 형성되었는데, 그 배경과 원인에 해서는 여러 다른 의견이 제기되어 

있지만 반공문학의 경우 직간접적인 정부의 개입과 지원으로 형성된 소위 반

공문예체제가 토양이 되었고, 개인적인 창작의 자유와 새로운 문예의 추구를 

목표로 내세운 자유주의와 모더니즘문학 진 도 반공진 보다 강하지는 못

하지만 공동된 생각을 가진 인사들을 결집시킬 물적, 인적 토 와 조건이 마

련되어 있었다.

우선 반공문예체제는 中華文藝獎金委員會와 中國文藝協會, 靑年文學寫作

協會 등 문예조직과 文藝創作(1950~1956)같은 특정 문예지의 발간, 국가

정책으로서 추진한 반공문예의 창작과 전파에 협조한 출판사와 많은 문학잡

지들이 정부에서 시달하는 문예이론과 방침을 적극 수용하고 반 하는 방식

으로 작동되었다.33) 국민당 정부에 의한 반공문예체제의 강력한 작동으로 

1950년  전반기 만문학을 규범하고 제한한 틀은 反共抗俄, 戰鬪文藝, 軍

中文藝등 중국의 공산정권에 항하는 반공이념이었고 절 다수의 작가가 

정부주도의 반민간 조직인 중국문예협회에 소속되어 신문과 잡지를 통해 반

공내용의 문학을 생산하 다. 앞서 본 홍콩을 거점으로 한 아주기금회의 지

원을 받는 출판사에 문학작품을 발간했거나 그들 출판사에서 발행한 잡지에 

작품을 기고하고 응모에 참여한 기존 만문인이 거의 전부 반공문예체제에 

속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를 통해 만의 반공작가들이 아주기금회

의 문화적 지원을 받아 만뿐 아니라 홍콩, 동남아 화교지역으로 무 를 넓

혀 갔음을 알 수 있다. 아주출판사나 우련출판사가 지향한 아시아 지역에 

한 반공이념의 확산이란 목적을 생각할 때 만의 반공문예체제를 통해 준비

된 작가들이 이들 출판사가 제공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은 매우 자연스

런 일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1950년  만과 홍콩문단은 아주기금회 같은 미국원조에 기초하

33) 반공문예체제에 해서는 최말순, ｢민족에서 개인으로－1950년  냉전 만의 문학풍경｣, 中央史

論 제38집, 中央史學研究所, 2013.12, 339~36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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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반공 기조에서 같은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지역의 상황이 

동일한 것은 아니었고 작가, 평론가 등 문단의 구성도 달랐으므로 반공이란 

기조는 같지만 정도의 차이는 존재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1953년 만문

단에서 反共抗俄 문예정책과 전투문예를 제기했을 때 홍콩의 작가들은 이를 

비판하고 자유문학의 논조로 응했다. 무산되기는 했지만 당시 만의 잡지 

文壇(1952~1986)의 책임자인 穆中南이 이에 관한 토론을 준비한 바 있다. 

말하지만 만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반공문학이 추진되었던 데 비해 홍콩은 

좌우문학 진 이 공존하며 경쟁하는 상태 고 국 식민지로서 제국주의 제

한을 받고 있기도 했다. 때문에 만의 주요 반공문학 작가들이 홍콩의 아주

기금회가 주도하는 출판사에서 거 소설을 출판하고 아주기금회가 지원하

는 잡지의 소설 공모전에서 량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준비된 만의 인력

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홍콩에서 반공선전

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미국의 입장에서 민간 기구를 이용하여 

만 반공문예체제가 배양한 문학적 역량을 활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면 홍콩의 

우익문단과 만문단은 반공문화전선에서 일체의 양면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겠다.

1950년  미국은 아시아 공산당 정권의 힘과 향의 증강을 약화 또는 저

지하기 위해 경제, 문화, 심리 등 일체의 가능한 공개적 혹은 비 행동을 취

한다는 아시아 냉전전략을 세우고 중공의 동아시아 중국어 문화권의 향

력을 막기 위해 자유중국의 소재지이자 서태평양 방어선의 중요거점인 만

의 국민당 정권을 지원했으며 동시에 홍콩을 중공정권을 관찰하는 정보거점

으로 삼아 각종 문화 사업을 지원하여 반공문화선전에 활용했다. 이러한 조

건과 환경에서 만과 홍콩문단의 교류가 빈번할 수 있었으며 만작가들이 

아주기금회의 문화 사업을 홍콩진출의 경로로 이용할 수 있었고 나아가 만

의 반공문예론이 홍콩으로 전파되어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반공문예체

제의 작동으로 홍콩보다 상 적으로 획일적, 배타적, 통일적인 성격을 띤 

만의 반공문예이론과 문예운동이 홍콩문예에 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아주기금회를 매개로 한 두 지역의 반공문학 교류는 이렇게 만작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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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문단 거 참여에서 잘 드러나지만 그뿐 아니라 중국전통문화에 해서

도 동일한 시각과 태도를 보여주고 데서도 상관성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의 

문화냉전 전략은 중국어와 중국고전, 전통문화를 통해 홍콩의 중국작가들을 

규합하고 나아가 한자 문화권인 아시아 기타지역과의 연관성도 고려한 측면

이 있고, 만에서는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의 무산계급문예가 소련에서 들어

온 외래사상과 이념에 근거한 것으로서 민족의 전통을 외면하고 부정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만에서의 국민당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34) 

즉 목적에서 차이는 있지만 중국의 전통문화와 고전문학의 중시는 국민당의 

문예정책과 미국의 문화전략의 공통된 면모라고 하겠다. 앞서 보았듯이 아

주화보, 중국학생주간, 조국주간,  학생활등 아주기금회의 지원을 

받는 출판사들의 잡지가 만에서 많이 읽힌 만큼 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적어도 중국의 공산정권이 고전과 전통을 부정하고 심지어 파괴

한다는 점을 반공선전에 활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중 우련출

판사에서 발행한 잡지  학생활을 보면 시경, 한부, 당시, 송사에서 청  

홍루몽에 이르기까지 중국문학경전의 소개와 해석, 중국문자의 소개, 역사인

물, 문인소전, 중국고전의 문학기교 소개 등 중국문학, 문자와 역사적 인물을 

게재함으로써 중국성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족문화와 전통은 국민당

의 반공문예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부분이다.

1950년부터 작동된 반공문예체제는 냉전시기 내내 지속되었지만 직접적

이고 구체적으로 반공이념의 문학적 반 을 요구한 것은 흔히 1956년까지로 

본다. 그 이유는 中華文藝獎金委員會의 폐지와 기관지 문예창작의 발행이 

이 해에 중지되었으며 한편으로 만문학사에서 반공문학으로부터의 본격적

인 이탈의 시작으로 일컬어지는 文學雜誌(1956~1960)의 창간이 같은 해

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국민당 정부는 좀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방

식으로 반공문학을 추진하는데 그 이유는 만해협을 사이에 둔 양안 간의 

정세가 안정되고 미군의 주둔으로 즉각적인 전쟁의 위험성이 낮아졌기 때문

34) 崔末順, ｢反共文學的古典詮釋:五〇年代台灣文藝雜誌所反映的民族主義文藝論｣, 民國文學與文化

研究 第三輯, 2016.12, 138~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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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흔히 이차 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한국과 만의 경우 

1950년  중반까지 열전상태 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다. 

특히 국공내전에서 패배하고 만으로 철수해 온 국민당 정부는 언제든 전쟁

이 일어날 수 있는 전시 비상상태로 규정하고 反共復國을 국가의 기본정책

으로 내세웠다. 정부가 주도한 군중문예와 전투문예는 바로 비상시기의 문예

정책이었고 그만큼 직접적이고 적나라한 반공내용의 문학을 요구하 다. 그

러나 한국전쟁이후 미군의 개입으로 양안 간 상호 침략의 길이 봉쇄되고 곧 

이어 1954년 미국과 상호방어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

아졌다. 비록 정치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강조하고 계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강력한 통치를 지향하고 문화적으로도 군중문예운동(1951), 문

화청결운동(1954), 전투문예(1955)의 추진 등 전시동원상태를 지속시키려고 

시도했지만 반공 일색의 문학으로 제한하지는 않았고 반공 이데올로기에 저

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학적 자유를 허가했다. 1950년  중반 이후 두한 

자유주의 문학과 모더니즘 문학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 문학경향에 해서는 

반공문학에 한 비판에서 비롯되었으며 정부의 창작 제한에 항거하는 문학

적 태도라는 평가가 있지만35) 작가의 면모로 보나 문학적 내용으로 보나 정

치적으로 항거하거나 비판적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유주의 

문학은 自由中國의 문예란이나 혹은 文學雜誌에 실린 문학을 일컫는데 

소설과 산문을 막론하고 일상적 소재나 개인적인 감회, 여행담 등이 많았고, 

現代詩(1953~1962), 藍星(1954~ ), 創世紀(1954~ ) 등의 신시와 現
代文學을 중심으로 전개된 모더니즘 소설은 개인 내면의 감각과 심리적 상

태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胡適(1891~1962)을 위시해 자유중국의 

주요작가 吳魯芹(1918~1983), 陳之藩(1925~2012), 張秀亞, 聶華苓(1925~ ), 

思果, 彭歌 등과 紀弦(1913~2013), 覃子豪(1912~1963), 余光中(1928~ ) 등 

신시운동의 주역, 문학잡지의 夏濟安(1916~1965), 林以亮, 현 문학의 

白先勇(1937~ ), 王文興 등은 반공과 척된 지점에서 창작을 했다기보다는 

35) 陳芳明, 台灣新文學史(上冊) 第十三章, 台北: 聯經出版社, 2011.



｢亞洲基金會｣와 냉전시기 대만문학의 경향   183

직접적으로 반공이념을 문학에 표현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런 문

학이 창작되고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반공문예가 허용하는 범위

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미국의 문화냉전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는데 미국의 문화 원조를 받아 잡지를 창간했거나 미국문학을 비롯한 서구문

학의 소개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미신처에서 진행한 서적출판과 번역계획 등

에 의한 미국문화의 전반적 유입 등은 민족의 사활을 내세운 반공내용에서 

개인의 내면세계로 문학의 경향을 이동시키는 주요원인이 되었다.36) 몇 가

지 예를 들어 보면, 우선 아주기금회의 원조 하에 발행되었고 학생에게 많

은 향력을 가지고 있던 잡지  학생활은 과학, 의학, 현  예술 등 다방

면에 걸쳐 미국문화를 소개하고 이를 현 와 진보로 선전하 다. 정치적인 

자유주의와 철학, 예술상의 실증주의와 존재주의, 현 과학의 이성주의로 공

산국가의 낙후성을 재단하면서 미국적인 교양과 지식을 선진적이고 현 적

이며 공산주의와 적할 수 있는 가치로 홍보하 다. 특히 문예에서 학술논

문, 독후감과 서평, 명저번역, 보도통신, 문예 창작란을 통해 보들레르부터 

릴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유럽의 모더니즘 문학과 동시에 미 모더니즘 

문학을 소개하고 전파했다.37) 인물의 내면세계와 심리의 변화, 언어와 기교

의 운용, 시간성보다 공간성의 계기를 중시하는 서사방식 등은 도식적이고 

공식화된 서사를 중시하던 반공문학과는 질적으로 다른 미적 감수성을 제공

하 고 계엄 하 폐된 정치적 분위기에서 하나의 탈출구로 여겨지기도 했

다. 하지만 서구 모더니즘문학의 사회현실에의 참여주장은 생략되고 외면되

었으며 문학사조로서의 모더니즘의 정신과 이념은 제 로 이식되지 못했고 

언어와 기교의 참신한 운용, 복잡한 인간 내면과의 면이라는 지엽적 측면

에 그치게 된다.38)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가능하나 시와 산문, 소설을 

36) 이러한 내용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가장 상세한 내용은 주 2)의 王梅香 석사논

문 참고.
37)  학생활, 문학잡지, 현 문학 등 문학잡지에 소개된 서구문학에 해서는 최말순, ｢1950, 

60년  타이완문학의 경향과 미국원조문화와의 상관성｣ 참고.
38) 游勝冠, ｢前衛, 反共體制與西方現代主義適在地化｣, 媒介現代: 冷戰中的台巷文藝 國際學術硏討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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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론하고 작가의 사상적 기반이 체로 반공과 일치했으며 그럼으로 인해 자

기검열의 기제가 자연스럽게 작동했을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당 정부가 문학

예술에서 전시체제의 기준을 견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정세와 맞물려 미국의 공산정권에 한 심리전이 반공에서 

점차 미국문화의 선전으로 초점을 전환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모더니즘예술

의 급진성과 과격적인 정치주장을 배제한 개인의 창작자유, 인간의 이성적 

사고, 일상성과 개성의 존중, 건강한 생활과 개척정신 같은 반공문학의 도식

성과는 구별되는 문예를 소개하고 전파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 

문학이 보여주는 온화한 속성, 예를 들어 유머와 여유, 생활과 개인적 취미의 

중시, 그리고 목전의 만 사회현실과는 동떨어진 개인 내면과 심리에 집착

하는 모더니즘 소설과 이성적이고 건강한 경향을 고수했던 신시 모더니즘이 

이를 어느 정도 입증해 준다고 하겠다.

미국이 문화 원조를 통해 선전, 전파하고자 한 내용과 그것의 만사회에 

미친 향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미신처｣의 각종 문화 활동 뿐 

아니라39) 소위 美援文藝體制40)하 진행된 서적출판과 번역계획의 면면이다. 

王梅香의 최근연구에 의하면 1950년  만과 홍콩은 아시아 문화냉전의 중

국어 출판센터로서 주로 미국의 외교목표에 부합하는 반공, 민주의 선전과 

서방서적의 번역과 출판이 이루어졌는데 선전효과 확인을 위해 인원을 파견

해 독자의 생각과 독서경향 등을 조사, 평가하 다고 한다.41) 이런 과정을 

거쳐 관방기구인 미신처와 아주기금회 같은 민간 기구를 통해 서적번역과 잡

지의 간행을 지원했는데, 서적의 번역과 출판은 주제선정과 신청방법 등에서 

매우 세분화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지만 체로 미국의 역사, 문학, 인물소

論文集, 台北:里仁, 2016, 241~266쪽.
39) 만 내 美新處의 활동범위와 이곳에서 발행한 今日世界의 미국문화전파에 해서는 최말순, 주 

37) 논문 참고.
40) 陳建忠, 주 2)의 논문에서 제기한 개념으로 국민당의 반공문예체제가 강압적으로 운 되었던 剛性

體制인 데 비해 미국문화원조는 보다 탄력적으로 작가들의 문학관념과 문화상상에 미국 혹은 서방

의 세계관과 미학관에 친화적인 성향을 가져 오게 한 軟性體制라는 것이다.
41) 王梅香, ｢隱蔽權力:美援文藝體制下的台港文學(1950~1962)｣, 國立淸華大學社會學硏究所博士論文, 

2015,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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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학과 의학지식, 각종 어선전 독물과 어학습교재, 英中 조본 등을 

출판했고 미국인들이 즐겨보는 문고판 책자소설 등도 번역 유포되었다. 미신

처에서 진행한 美國文學選集叢書의 내용을 보면 소설, 산문, 시, 비평을 포

함하는 방 한 량이었는데 소설의 경우 너 니얼 호손(Nathaniel 

Hawthorne, 1804~1864),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 1817 

~1862), 워싱턴 어빙(Washington Irving, 1783~1859), 허먼 멜빌(Herman 

Melville, 1819~1891)과 마크 트웨인(Mark Twain, 1835~1910) 등 1900년 

이전의 작품이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만문학의 경향 추이와 관련이 

깊은 비평부분을 보면 夏濟安, 梁實秋(1903~1987), 思果, 夏志淸(1921~ 

2013), 余光中, 吳魯芹 등이 엘리어트 문학론, 프로이드 심리학, 르네 워렌과 

웰렉의 문학이론과 비평, 예이츠론, 헤밍웨이론 등을 번역했고 일부는 그들

이 참여한 문학잡지와 藍星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 총서의 번역과 집행

에 참여한 작가, 번역가, 편집인, 학자 등 전문가의 모집과 초빙은 미신처가 

직접 관여하 고 책이 출판된 이후 이들 지식인의 명성을 이용해 학과 학

계로 전파될 수 있도록 했다. 만 학을 비롯한 학의 문학과 교수이며 

자유주의 작가로 분류되는 이들은 1960년  만 모더니즘문학의 전성기를 

연 현 문학 동인들을 양성한 학자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만 자유주의 

혹은 모더니즘 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미국 문화냉전의 향이 직접적으로 작

용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작품을 포함한 미국관련 서적의 중국어 번역과 출판은 1955년 이후 

미국작품의 소개에서 현지작가의 창작 고무와 이들 작품의 어 번역과 출판

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주요한 계획 중의 하나가 타이베이 미신처에서 출판한 

Heritage Press시리즈이다. 이차 전 후의 만현 문학 작품을 처음으로 

계통성 있게 문으로 번역 출판한 것인데 동남아 지역에 중국어 문학을 보

급하는 목적 이외에도 중공의 문학작품 외국어 번역과 경쟁하기 위해 고전 

위주의 중국문학번역보다 만의 현 문학을 통해 향력을 확 한다는 의

지가 반 된 것이라고 하겠다. 동시에 자유중국 만을 중국문화의 정통으로 

인정하고 반공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만작가들에게 창작의 자유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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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민주, 자유, 과학, 인성 등의 가치를 내세웠다. 이 계획에 의해 문으

로 번역된 만 작가와 작품을 보면 陳若曦(1938~ )의 ｢招弟的早晨｣, ｢礦工

之妻｣, 黃娟(1945~ )의 ｢相親｣, 林海音(1918~2001)의 ｢燭｣, 潘人木

(1919~2005)의 ｢寧爲玉碎｣, 王文興의 ｢一個公務員的結婚｣, 歐陽子(1939~ )

의 ｢牆｣, 王禎和(1940~1990)의 ｢鬼․北風․人｣, 張愛玲(1920~1995)의 ｢等｣, 

鍾肇政의 ｢腳的故事｣, 및 余光中의 詩作과 吳魯芹의 산문 등이 있고, 아주기

금회에서 펴낸 아주화보의 공모전에서 소설상을 수상한 彭歌의 ｢黑色的淚｣

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총서는 반공보다는 당  만의 생활과 풍속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두 경향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미신처는 미국원작 동화의 개사, 출판을 통해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거나, 홍콩에서 중국사정을 그린 보도문학 紅旗下的大

學生活을 기획 편찬하 고 공산정권 하 생활을 그린 張愛玲의 ｢秧歌｣와 ｢赤

地之戀｣ 등의 창작도 지원하 으며, 작가들의 공동저작으로 小說報를 발

간하여 통속적인 반공서사를 유포하기도 했다. 또한 아주기금회를 통해 만

작가 陳紀瀅(1908~1997)의 반공소설인 荻村傳을 어로 번역했으며 만

의 中華文藝獎金委員會나 中國文藝協會 등 반공문예체제와도 협력관계에 있

었다. 아주기금회는 그밖에도 만작가의 아이오와 학교(The University 

of Iowa) 연수와 체류도 지원했는데 1950, 60년 에 한해 보면 余光中, 白先

勇, 歐陽子, 王文興, 葉維廉, 聶華苓, 楊牧(1940~ ), 瘂弦(1932~ ), 陳映眞, 

鄭愁予(1933~ ), 商禽(1930~2010) 등 만문단을 이끈 유명작가들이 거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1950년 에서 1960년 까지 냉전시기 만문학의 주류경향인 

반공, 자유, 현 의 점차적 추이는 국민당 정부의 문예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미국의 문화원조와 상당히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50

년  중반 이후 전시상태에서 평시상태로의 인식이 문학과 예술상의 개인적 

자유를 일정정도 허용하는 국민당 정부의 반공문예체제의 변화 다면 미국

의 문화선전 역시 반공 일변도보다 현지 지식인에 한 미국문화와 문학의 

전반적 이식과 전파가 주류적 경향이 되었다는 데서 양국의 이해가 일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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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에서 냉전시기 만문학의 주류적 경향이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5. 정리와 전망

본문은 아주기금회를 중심으로 냉전시기 만문학의 경향과 미국의 문화

원조 사이의 관련성을 논의해 보았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주기금회

의 직접적 향은 홍콩에서 출자하거나 지원하여 성립한 아주출판사, 우련출

판사 등을 통해 만작가들의 반공소설이 량 출판되었고, 또한 이들 출판

사가 간행한 잡지 아주화보나 중국학생주보 등의 소설 공모전에 많은 

만작가들이 참여하여 홍콩의 우익문단과 반공문학의 공유현상이 나타났

다. 뿐만 아니라 이들 출판사의 간행물인  학생활, 조국주간, 아동낙

원 등도 만에서 판매되어 아동, 청소년, 학생을 비롯한 여러 계층에 

향을 미쳤다. 이런 과정에서 냉전초기 만의 반공문예체제의 형성과 작동으

로 반공문예 이론과 창작은 역으로 홍콩문단에 향을 주기도 했다.

문학부문의 원조에서 아주기금회는 또한 만작가들의 미국연수를 지원하

고 관방기구인 미신처와 더불어 1950년  중반 이후 만의 주요 문학잡지

인 자유중국, 문학잡지, 현 문학 등의 창간에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

는 방식으로 만문단에 향을 미쳤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문학의 소개

와 전파로 만문단의 경향을 반공문학의 민족의제에서 개성과 일상, 인간 

내면의 심리와 감각을 다루는 개인의제로 바꾸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즉 

냉전시기 만문학의 반공, 자유주의, 모더니즘의 세 가지 주류적 경향의 중

첩과 교체라는 변화에 아주기금회와 관방기구인 미신처의 공산정권 심리

전과 문화원조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냉전시기 만문단의 형성과 작동원리, 문학경향의 추세변화는 1970년  

이후의 만문학의 발전과 추이에도 지 한 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의 만문학 이해와 논의에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기도 한다. 해서 지금까

지의 관찰을 통해 앞으로 더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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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를 제시해 두고자 한다.

첫째는 앞에서 보았듯이 냉전시기 홍콩문단과 만문단의 교류 상황에 관

한 것이다. 1949년 이후 두 지역의 문학교류가 매우 긴 하게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는 아주기금회의 문화사업 같은 미국의 문화냉전이 큰 향을 미쳤

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향관계나 협력 상

황에 해서는 진일보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반공내용에서 모더니즘 경향

으로 변화에 홍콩문단과의 교섭과 상호작용에 한 구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지역은 미국의 문화원조라는 동일 조건 외 만의 강력

한 반공문예체제와 홍콩의 식민체제라는 다른 환경에 처해 있었고 따라서 반

공에서 현 로의 변화라는 동일한 문학경로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상호 문

인 간의 교유나 작품의 평가와 관련된 문학논쟁에 해서는 더욱 자세한 고

찰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국 냉전문화와의 관련성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 아주기금회의 아시아 중국어권 활동은 홍콩과 만 이외 동남아 화

교에 한 반공문화선전과 친미 지식인의 양성에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보

이는데 각 지역의 현안과 조건에 따라 진행된 구체적인 면모에 해서도 상

호 조와 참고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국민당 정부의 화교업무와 

화교 학생들에 한 교육 등과의 연관성에 해서도 상세한 고찰이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아주기금회를 비롯해 민간 기금회의 역할에 한 것이다. 지금까지

의 고찰에 의하면 민간 기구는 미국 관방이 원하지만 직접 개입하기에 부담

이 따르는 활동을 리하는 찬조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적 자

원에 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 내에서 진행한 전

반적인 활동과 문화 사업에 해서 아직 문서를 확보하지 못해 당시 미디어

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했을 뿐이다. 그 외 미신처의 문화선전 활동, 국민당

의 반공정책과 어느 정도의 협력관계를 가지는지도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

다.

넷째, 아주기금회는 아시아 16개국에 지회를 설치하고 운 했으며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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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다른 민간기구와 비교할 때 문화 제 역에 걸쳐 전방위적인 원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냉전 시기 한국문화의 축조에 많은 향을 미쳤다.42) 

만의 아주기금회 관련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기를 마친 주한국 표가 

만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도 있고 만과 한국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도 

있으며 원조를 받는 단체나 개인의 교류도 빈번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과 한국의 아주기금회의 원조 역이나 규모 등의 객관적 비교뿐 아니라 

이러한 문화사업이 냉전시기 혹은 그 이후의 양국 사회와 문단에 미친 향 

등도 비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2) 이봉범, ｢냉전과 원조, 원조시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1950~60년  미국 민간재단의 원조와 

한국문화－｣, 한국학연구 제39집, 2015.11, 221~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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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ia Foundation and the Trend of Cold War 

Era Taiwanese Literature

Choi, Mal-Soon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sia 

Foundation and Taiwanese liter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 cultural 

Cold War. The paper is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the Asia Foundation, 

a Taiwanese support enterprise, is explored through its depiction in the media. 

Although a private organization, the foundation operated under the goal of 

anticommunism in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US government, being actively 

involved in areas in which it was difficult for the US to directly intervene 

without drawing the criticisms of neocolonialism and imperialism in addition 

to inspiring antipathy among intellectuals of aid-recipient nations. According 

to twenty-years of reports from the United Daily News starting from 1950, 

the foundation focused on manpower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order to lay down the basic structure of modern Taiwanese society. 

This initiative took the form of support for Taiwanese universities and academic 

institutions, the establishment and solidification of worldwide anticommunist 

organizations, backing for the overseas community in education and business, 

exchange programs for rural youth including 4-H clubs, aid for science 

education and 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for exchange in culture and 

academia, and a support enterprise, lead by the UN, for city and community 

development planning. These kinds of activities and aid measures had a 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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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in Taiwanese society including a trend in favor of the US in 

academia, the cultivation of pro-US public figures, the fostering of pro-US 

leaders in Southeast Asia through overseas education, educ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anticommunist literature, and the 

exchange of individuals and culture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political 

and academic world.

The second section examines the exchange that took place between Hong 

Kong and the Taiwanese literary establishment through the Asia Foundation 

by investigating the foundation’s aid in Hong Ko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iwanese authors and the character of magazines published by the Asia Press, 

the Union Press, and the Everyone Press such as Asia Pictorial, College Life, 

Fatherland Weekly, and Literature for Everyone, and the representation of 

Taiwanese authors in literary contests held by the abovementioned magazines. 

This research has uncovered deep links between anticommunist, naturalist, and 

modernist writers.

In the twenty years that followed 1950, the trends of Taiwanese literature 

and the literary establishment have typically been understood to be 

anticommunist literature, naturalist literature, and modernist literature. Under 

the absolute influence of the Asia Foundation, the rightest literary 

establishment of Hong Kong and the Taiwanese literary establishment both 

put forth writing premised upon anticommunism. From this basis and the fact 

that Taiwanese writers participated in the Hong Kong literary establishment, 

that both literary establishments valued China’s traditions and culture as a 

cultural tactic in relation to communist China, that the introduction of US-style 

education and knowledge comprised a large portion of magazines related to 

the Asia Foundation, and that Taiwanese writers were actively involved in 

the translation and introduction of American literature demonstrates that the 

main trend of Cold War era Taiwanese literature was deeply related to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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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uomintang literary policy in addition to the Asia Foundation and US 

cultural aid.

Key words : The Asia Foundation, Cold War Era, Taiwanese Literature, US 
cultural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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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30년  만문단과 문 화론

만 근 문학은 1920년  문화계몽과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

다. 당시는 일본 식민지로 편입된 지 이미 25년 이상이 지난 때로 자본주의 

사회로의 환을 가능  하는 물 , 인  토 가 마련되어 가고 있었다. 근

식 교육을 받은 만 도내 지식인과 일본 유학생으로 형성된 근  지식인 계층

은 제일차 세계  후의 세계사  분 기를 받아들여 문화계몽과 민족자결의

식을 민 들에게 주입함으로써 사회로의 환과 식민지 처지의 개선을 도

모하는 역할을 자임하 다. 1920년을 후해 蔡惠如(1881-1929), 蔡式穀

(1884-1951), 林呈祿(1886-1968), 王敏川(1889-1942), 黃呈聰(1886- 

1963), 彭華英(1893-1968) 등 일본 유학생들은 啓發 (1918), 應聲

(1919), 新民 (1920) 등 단체를 조직하고 ≪臺灣靑年≫, ≪臺灣≫, ≪臺灣民

  * 臺灣 國立政治大學 臺灣文學硏究所 副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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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등 신문잡지를 통해 총독 제정치의 근간인 63법1)의 철폐와 만인의 정

치  자치권을 주장하는 臺灣議 設置請援運動2)을 추진했다. 이들은 본토자

산계  민족주의자인 林獻 (1881-1956)등의 지원을 받아 차 만 도내로 

운동의 심을 이 해 왔고 그 결과 1921년 문화계몽을 앞세운 민족단체 臺灣

文化協 3)를 성립시켰다. 이 조직은 정치  항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문화 

보 운동의 형태로 민 들에게 서구 근 성을 계몽하는 동시에 식민지 만사

회의 문제 을 지 하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농민들의 자발성 항단체인 농민

조합이나 기타 정치, 사회운동 세력과 연 하며 민족주의 운동을 개했다. 

만 근 문단의 형성과 근 문학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기 와 제에서 출발

한 것으로 문화 회의 기 지인 ≪臺灣民報≫를 통해 당시 의 문제를 반 하

는 근 문학이 창작, 유통되었다. 이 게 문화계몽과 민족주의운동의 일환으

로 탄생한 만 근 문학은 1920년  어문개 , 국신문학의 향과 신구문

학논쟁을 거치면서 근 문학의 형식을 정립하 고, 동시에 건성에 한 비

, 식민지로 락한 민족처지에 한 반성을 주로 하는 근 문학의 내용을 

확립했다.4)

그런데 이러한 기 계몽  민족주의 성격의 근 문학을 이끈 문단의 주도

세력은 1920년  반 이후 식민지 만사회의 성격과 개 의 방안을 놓고 

의견 충돌을 보이다 좌우 진 으로 분열하게 된다.5) 1927년 만문화 회의 

분열이 표 인 사건인데 이를 계기로 자산계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

 1) 1896년 제정된 법률63호 ‘ 만법령을 시행하는 것에 한 법률’로 일본헌법이나 의회의 

심사나 감독을 받지 않고 만총독의 명령으로 만에서 법령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

로 통독 제정치의 법률  기 로 만인의 기본인권이 제약을 받았다.

 2) 新民 가 발기한 정치운동으로 일본제국의회의에 만자치의회의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그 기원은 63법 철폐운동이다. 1921년부터 1934년까지 15차례 제국의회에 청원서를 제

출하고 정치  자치를 요구했으나 실패하 다.

 3) 1920년  문화정치시 의 도래를 알리는 민족주의문화계몽단체로 자산계 과 지식인 계

층을 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만문화의 발 을 목 으로 하여 신문화를 보 하고 민족

주의를 고취하는 각종 활동을 진행했다.

 4) 만신문학운동과 계몽민족주의 문학 에 해서는 崔末 , ＜現代性 臺灣文學的發展

(1920-1949)＞, 國立政治大學中文系博士論文, 2004.1, 79-108쪽.

 5) 그  표 인 것이 1926년 8월부터 1927년 2월까지 ≪台灣民報≫를 무 로 진행된 陳

逢源(1893-1982)과 許乃昌(1907-1975)의 中國改造論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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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계몽운동과 계몽주의 문학보다 사회주의 이론과 시각으로 만사회의 모

순을 분석하는 사회주의 운동과 좌익문학의 경향성이 등장하게 된다. 사회주

의 이론과 사조의 유입은 일차 으로 종속 인 식민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생

겨난 민족, 계  간의 경제  불평등과 모순의 심화로 인한 것이지만, 이와 동

시에 코민테른이 선 한 세계 식민지의 독립주장이 청년 지식인 계층에 의해 

받아들여진 결과 다. 따라서 계 , 민족 , 경제  시각에서 식민 자본주의

의 모순을 하려는 열망이 문학으로 표출되기 시작했고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시기 으로 늦기는 했지만 좌익문단이 형성되었다.6) 시기 으로 

보아 1929년에서 1931년까지 소  만의 4  정치, 사회운동 세력7)에 한 

검거와 진압으로 항운동이 궤멸되면서 주도세력이던 지식인의 일부가 문학

역으로 모이는 시기와 겹치는데, 를 들어 1931년 일본과 만 지식인이 

타이베이에서 결성한 臺灣文藝作家協 와 기 지 ≪臺灣文學≫의 발행은 만

문단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조직 인 좌익문인단체이다. 이로써 1920년  

기부터 차 으로 진입된 사회주의 이념은 문단으로 확산되었고 식민경찰의 

진압으로 인한 사회운동의 쇠퇴와 함께 좌익문학 진 이 강화되면서 문

화, 농민문학론, 동반자문학론 등 좌익문학의 각종 의제들이 토론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문인과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이 문 화론

이라고 할 수 있다. 무산 들이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게 문 를 그들에게 

돌려주자는 내용의 이 문 은 닌(Ле́нин, 1870-1924)의 ＜당 조직과 당 

출 물＞에 나오는 ‘ 술은 인민에 속하는 것이다’에서 나온 개념으로 1928년 

일본 로문 이론가 고 히토 구라하라(藏原惟人,1902-1991)가 제기하여 

나 (NAPF)의 이론  기 가 되면서 동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되고 토론

되었다. 문 화론의 제기는 무산문 운동 진 의 필연  결과인데 계몽의 

상이었던 민 을 무산 으로 구체화하고, 이들을 명의 주도세력으로 지

목하면서 문 를 무산 에게 보 하여 그들이 자신의 처지를 각성하고, 나

 6) 崔末 ，＜日據時期台韓左翼文學運動及其文學論之比 ＞，≪跨國的殖民記憶 戰後經驗－
台灣文學的比 文學研究≫, 陳建忠主編，國立清華大學台文所，2011.05，155-187쪽.

 7) 臺灣工友總聯盟, 臺灣民衆黨, 臺灣農民組合, 新文化協 를 일컫는다.



4  ≪中國學論叢≫ 第58輯

아가 그들 자신에 의한 문 창작과 향유를 통해 계 과 민족의 해방을 도모하

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산계 문 운동의 궁극 인 목표 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는 1931년 이후 정치사회운동에서 좌 한 좌익지식인이 문학으로 

심을 돌리면서 시 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이 시기 출 된 ≪洪水

報≫, ≪赤道報≫, ≪曉鐘≫, ≪伍人報≫ 등 좌익 성향 잡지에서 공히 문

화의 기치를 내걸었고, 앞서 본 ≪臺灣文學≫역시 문 화의 필요성을 강

조했으며 심지어 1932년에 출간된 자산계  성향의 잡지 ≪南音≫에서도 창

간호에 문 의 보편화와 화를 발간의 사명으로 내세웠다. 이어 1934년 결

성된 좌익문 조직인 臺灣文藝協 와 기 지 ≪先發部隊≫, ≪第一線≫에서도 

문 화의 선결조건인 의 識字率 제고가 선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

고, 만 문화인의 단합과 지식인의 좌우익 공동노선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

가받는 1934년 臺灣文藝聯盟과 기 지 ≪臺灣文藝≫에서도 문 화 방안

은 좌우익 지식인 모두가 찬성한 안건이었으며, 1936년 楊逵(1905-1985)가 

이 연맹에서 탈퇴하여 창간한 좌익잡지 ≪臺灣新文學≫에서도 ‘ 술은 의 

소유물’이란 이념에 부합되는 문학을 추구했다.8)

이를 통해 1930년  만문단에서 문 화론은 당 으로 인식된 매우 

보편  주제 음을 알 수 있으며 좌우익 문단에서 공동으로 논의되었고 논쟁

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시기 문 화론은 문

를 어떻게 들에게 보 하는가 하는 문제에 토론이 집 되었으며 을 

문 의 창작주체로 설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산

의 낮은 식자율, 들의 언어와 지식인의 문학어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과 

만의 복잡한 언어상황 등이 그 원인이었다. 따라서 ‘ 한 군 과 함께 느

끼고 그들을 감동시키기 해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호흡하고 그들을 

상으로 하는 문 를 해야 한다.’9)는 기본 제에서 출발해 이러한 문 를 어떻

게 ‘工農兄弟에게 확 ’10)해 갈 수 있을지에 한 집 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8) 주 4)의 논문 참고, 109-181쪽.

 9) 黃石輝, ＜怎樣不提倡鄕土文學(三)＞, ≪伍人報≫ 11, 1930.9.1.

10) 林克夫, ＜淸算過去的誤謬-確立大衆化的根本問題＞, ≪臺灣文藝≫ 2/1, 1935.1.1.,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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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1930년  향토문학/ 만화문논쟁은 바로 좌익

문단의 문 화 방법과 방식에 한 토론에서 비롯되었는데 문 화의 

방식, 의 범 , 구체  실천 등을 둘러싸고 약 5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규모로 진행되었다. 앞서 제기한 바 이 논쟁은 비록 좌익문학의 문 에서 

발단했지만 근 기 식민지 만문단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제약과 연 되면서 좌익문단 내부뿐 아니라 기타 진 의 지식인이 거 참여

하여 근 문학 정착기 식민지 만문학의 발 과 방향에 해 사고하는 계기

가 되었다. 이에 본문은 1930년  만문단에서 발생한 향토문학/ 만화문 

논쟁에 해 우선 그 발생원인과 계기, 과정과 쟁 , 논자들의 사고 등을 반

으로 고찰하고, 이어 이 논쟁이 식민지 만문단에서 가지는 의미와 이후의 

성과를 정리하여 1930년  식민지 만문학의 역사  조건을 이해하는 계기

로 삼고자 한다.

2. 논쟁의 발생, 경과  쟁

좌익문단의 문 화 논의에서 발된 향토문학/ 만화문논쟁은 1930년

부터 1934년까지 5년간 두 차례에 걸쳐 집 으로 진행되었고 재 정리되

어 있는 련 문장만 70여 편에 이르며11) 논쟁의 성과 혹은 여 로 볼 수 있는 

이후 문단 상황까지 함께 논의하자면 상당히 방 한 분량이다. 해서 논쟁의 

쟁 에 따른 시간  순서를 따라가며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겠다. 논쟁

의 의제는 체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향토문학에 한 것으로 향

토문학의 정의와 실제 창작에서 어떻게 표 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이 진행되

었다. 두 번째는 어떤 문학어를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일어난 것으로 臺灣話文

과 中國白話文 사용 주장이 엇갈렸고, 세 번째는 이와 동시에 진행된 만화문

11) 中島利郞編, ≪1930年代臺灣鄕土文學論戰資料彙編≫(高雄: 春暉出版社,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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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설에 한 논쟁이었다. 정리하면 향토문학논쟁은 문학내용에 한 것이

고, 나머지 두 논쟁은 문학 언어에 한 토론이라고 하겠다.

1930년부터 1932년 사이에 일어난 1차 논쟁은 ≪伍人報≫에 실린 黃石輝

(1901-1945)의 ＜怎樣不提倡鄕土文學＞으로부터 시작되었다.12) 이 문장으

로 발된 논쟁의 주요내용은 黃石輝가 제기한 향토문학에 한 찬반의견으

로, 주요 참여자는 찬성 인 黃石輝와 그 반 편의 廖毓文(1912-1980), 林克

夫(1907-?), 朱點人(1903-1951) 등이다. 일실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

만 ≪臺灣新聞≫상에서도 李春霖과 반  간에 향토문학을 두고 논쟁이 있었

다고 하고, 1932년 ≪南音≫이 창간되면서 ≪臺灣文學≫의 賴明弘(1915- 

1958)과 黃石輝, 黃春成(1907-?), 莊垂勝(1897-1962) 사이에도 논쟁이 일어

나 ≪臺灣文學≫과 ≪南音≫ 간의 진 립으로 격화되기도 했다. 이어 郭秋生

(1904-1980)이 향토문학은 만화문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13)을 제기하자 이

에 한 찬반의견과 더불어 찬성  내부에서도 표기와 추진방식을 둘러싸고 

 다른 논쟁이 발생했다.

1차 논쟁의 도화선이 된 黃石輝의 문장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 만의 하늘 아래 만의 땅을 밟고 사는 만인이라면 보고 듣는 것이 모두 

만의 소식이고 입을 통해 나오는 것 역시 만말이므로 만의 문학을 해야 

한다; 만의 문학은 만말을 사용하여 창작한 시, 소설, 가곡을 말하는 것으

로 만말로 만의 사물을 묘사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14) ‘

한 군 을 감동시키는 작품을 쓰려면 그들의 마음을 느끼고 그들을 상으

로 문 를 해야 한다; 노동자 을 상으로 문 를 하려면 향토문학을 제창

해야 하고 향토문학을 건설하려면 실제상황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15) 즉 黃石

輝의 향토문학 주장은 노동자들을 상으로 내용 으로는 만의 사물을 묘사

12) 克夫의 ＜鄕土文學的檢討-讀黃石輝君的高論＞(≪台灣新民報≫ 377, 1931.8.15.)에 의하

면 당시 ≪伍人報≫에 찬반의견이 실리면서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伍人報≫
는 당국에 의해 검열되고 지되어 이 문제의 토론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13) ＜建設台灣話文一提案＞, ≪臺灣新民報≫ 379-380號, 1931.8-9.

14) 黃石輝, ＜怎樣不提倡鄕土文學(一)＞, ≪伍人報≫ 9, 1930.8.16.

15) 黃石輝, ＜怎樣不提倡鄕土文學(三)＞, ≪伍人報≫ 11, 19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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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형식 으로는 만화문으로 창작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문장과 더

불어 일 년 후 다시 한 번 ‘향토문학을 제창하는 이유는 각 지방마다 그 곳의 

말이 있고, 그 말로 쓴 문학만이 정확하게 사물을 묘사하고 뜻을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16)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토문학의 기치를 내걸면서 만화

문의 건설을 주장하 고 이에 한 반  문인들의 질의가 시작되었다.

廖毓文은 ‘향토문학이란 개념은 19세기 말엽 독일 문단에서 온 것으로 시

성과 계 성이 없어 지 은 이미 사라진 문학’17)이라고 했고 이에 동조하는 

朱點人은 독일작가 로세게스(Roseegges)의 ＜나무꾼의 집＞을 향토문학의 

표작이라고 소개하며 이런 향토문학을 제창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으며, 林克

夫는 향토문학이란 용어는 세계 어느 지역에도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黃

石輝가 제기한 개념이 이런 정도의 향토문학이라면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해 黃石輝는 일본어와 문언문으로 만의 생활상황을 제 로 충분히 

묘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향토문학을 만화문을 쓴 문학으로 재정의 했고18) 

논쟁은 곧 만화문의 채용여부를 둘러싼 문학어 논쟁으로 확산되었다.

賴明弘은 ‘ 만의 로계 을 해 무산 을 목표로 문 를 해야 하며’, 

‘  세계 로계 을 해 힘을 쏟아야 하므로’ 동단결의 입장에서 漳州, 廈

門 이외에 통용가치가 없는 향토문학을 반 하고 ‘그보다 범 하게 사용되며 

국과도 연계가 가능한 국백화문의 주장을 제창’19)했고 같은 입장에서 廖

毓文, 林克夫, 朱點人 등은 ‘문학을 화하기 해서는 한 지방의 문학만을 

건설해서는 안 되며 객 인 실의 요구와 역사 인 필연성을 가진 볼셰비

키의 로문학’20)을 건설해야 하므로 만화문을 문학어로 채용하는 것에 반

했다. 이들이 국백화문을 주장하는 이유는 일본통치가 날로 공고해지면서 

16) 黃石輝, ＜再談鄕土文學＞, ≪台灣新聞≫, 1931.7.24.

17) 毓文, ＜給黃石輝先生-鄕土文學的吟味(一)＞, ≪昭和新聞≫ 140, 1931.8.1.

18) 黃石輝의 주장을 莊垂勝은 ‘ 만화문을 완성하여 만문학을 건설하자’는 것으로 요약했

다. 負人, ＜臺灣話文雜駁(一)＞, ≪南音≫ 1/1, 1932.1.1.

19) 賴明弘, ＜做個鄕土人的感想＞, ≪臺灣新聞≫ 1931.12.24.에 게재되었으나 일실됨. 負人, 

＜臺灣話文雜駁(四)＞(≪南音≫ 1/4, 1932.2.22.에서 재인용.

20) 毓文, ＜給黃石輝先生-鄕土文學的吟味(二)＞, ≪昭和新聞≫ 141, 19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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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서당이 소실되어 가고 있어 黃石輝가 제기한21) 臺灣話文硏究 의 조직이

나 기타 간행물의 발간이 불가능하다는 , 국백화문이 이미 통용되고 있다

는 , 만의 언어가 복잡하여 漳州와 泉州에서만 쓰는 말을 채택하면 알아듣

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 만화문을 쓸 경우 만과 국이 멀어질 수 

있다는 , 만어가 아직은 유치하고 미성숙하여 문학의 이기로써 불충분하

다는  등을 들었다. 이를 정리하면, 언어의 성숙도와 표 화의 가능성 여부

를 들어 만화문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자는 일본의 식민통치로 

인해 개선을 한 시도나 노력을 기울이기 어렵고, 후자는 백화문과 비교하여 

특정지역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낮을 뿐 아니라 비경제 이라는 이

다. 이에 해 黃石輝는 만 도내에서 쓰이는 福佬話22)가 실제 으로 만의 

공통어이므로 이를 채용한 문학으로 민 들에게 문 를 보 할 수 있다는 입

장을 견지했다.

사실 어느 쪽이든 문 화의 방법  고민에서 출발한 것으로 문화 회 

분열 후 좌익의 신문  간부 던 黃石輝나 ‘ 은 마르크스주의자, 투쟁하는 이

론가’로 불리며 좌익문학잡지인 ≪臺灣文學≫에서 활동했던 賴明弘, 타이베이 

지역의 좌익경향 작가들인 廖毓文, 林克夫, 朱點人 등이 모두 좌익문인이었다

는 으로 보아 첫 단계의 논쟁은 좌익문단 내부의 다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백화문이 이미 통용되고 있다거나 만화문이 통일되지 않았음을 지 하고 있

다는 에서, 이들의 의견 차이는 만의 당시 실과 언어상황에 한 인식에

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사회주의 사상의 만  이후 1930년

에 이르러 민족과 계 , 만 본토(鄕土)를 둘러싸고 좌익문인들 간의 의견차

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주도권 싸움이 논쟁의 배후 원인이라고 하겠다. 

즉 黃石輝와 郭秋生으로 표되는 좌익본토주의자는 무산계 의 입장에서 무

산계 의 본토문화를 건립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은 바로 

만의 인민을 가리키며 만인민을 한 로문학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21) 黃石輝, ＜鄕土文學的檢討-再答毓文先生＞, 주 11), 105-111쪽에서 재인용.

22) 福佬는 福建人을 말한다. 學佬, 鶴佬, 河 , 河洛라고도 한다. 따라서 福佬話는 복건인들의 

말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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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에 비해 좌익국제주의의 입장을 견지했던 賴明弘, 

廖毓文, 林克夫, 朱點人등은 만의 로문학을 건립하여 장래 한 국의 

무산 과 교류할 수 있는 문학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들의 입장과 발언을 

한족민족주의자와 만본토주의자로 나 거나23) 혹은 국과 만을 립

으로 인식했다는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24) 당시의 좌익문단이라는 테두리에서 

볼 때 그다지 심각한 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국백화문을 주장

한 朱點人은 만약 만말이 통일될 수 있다면 만화문의 사용을 찬성하겠다

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고25) 만인의 문맹을 치료하기 해서는 만어로 시

가나 소설을 창작하는 것이 더 효과 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며26) 만화문 주

장자인 黃石輝도 국백화문과 만화문이 완 히 연된 것이 아니며 상호 

연 인 계에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27) 만화문 사용을 둘러싼 이 논쟁

을 좌익문단의 실인식과 미래 망이란 에서 본다면, 찬성 는 다수 

만의 무산 이 재 사용하고 있는 만화문으로 창작함으로써 우선 로

문학을 발 시켜 민 에게 보 하자는 주장이고, 반 는 지식인 계층에 이

미 통용되고 있는 국백화문으로 창작하여 만 민 뿐 아니라 장래 국의 

무산 과도 연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한 찬성 는 명의 주체

를 무산 에 두고 그들이 창작하고 향유할 문 는 그들이 사용하는 만화

문이어야 한다는 을 주장했고, 반 는 여 히 지식인이 주체가 되어 민

을 계도하는 문학이  단계의 만실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악했다고 보이

며 이는 1930년  만의 무산계 운동의 진  상황에 한 인식의 차이를 

반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28)

23) 趙勳達, ＜文藝大衆化的三線糾葛-1930年代臺灣左右翼知識份子 新傳統主義 的文化思維

及其角力＞, 國立成功大學臺灣文學硏究所博士論文, 2009.6.

24) 표 인 것으로는 游勝冠, ≪臺灣文學本土論的 起≫(臺北: 前衛出版社, 1996)가 있다.

25) 點人, ＜檢討｢再談鄕土文學｣(一)＞, ≪臺灣新聞≫, 1931.8.20.

26) 毓文, ＜我的希望＞, ≪臺灣新聞≫, 1932.12.17.

27) 黃石輝, ＜我的幾句答辯(中)＞, ≪昭和新報≫ 143, 1931.8.22.

28) 1930년   사회운동의 궤멸로 련 잡지와 문헌이 소실된 것이 많아 그들의 무산계

운동에 한 생각차이는 정확히 찾을 수 없지만 만화문논쟁 련 문장 등 문학잡지에서 

드러난 것을 기 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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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石輝의 향토문학 제창 이후 시작된 논쟁은 郭秋生의 등장으로 보다 구체

인 만화문건설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는 언어는 집단생활

의 반 이며 민족정신의 표 29)이라는 제 하에 국역사에서의 언문괴리 

상과 화민국 건립, 胡適(1891-1962)의 문학 명 주장을 상세히 소개하고 

만인의 언어  환경이 매우 특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30) ‘식민지의 

원주민에게 본국의 문화, 다시 말해 본국의 언어, 문자, 생활양식을 주입하여 

식민지민의 고유한 정신, 민족성을 잃게 하는 것은 식민지의 원주민을 만 백년 

제국에 순종하여 공하게 함이다.’31) 그의 이런 의견은 일본 동화정책을 

비 하고 만의 고유문화가 기에 처했음을 말하는 것으로, 국어(일어)교육

의 진행과 통 서당교육의 몰락이라는 식민지 실에서 다수 민 들이 문

맹의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기 해서는 언문일

치의 만화문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식민정부에 기 어서는 민

의 식자율을 높일 수 없고 통서당도 갈수록 어지고 있으며 국백화문

으로 만어의 표기를 기 하기 어려우므로 어쩔 수 없이 만화문을 만들어

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만화문이란 바로 만어의 문자화를 지칭하

는 것으로 언문일치가 이루어지면 민 들이 바로 생활과 결합해 말하는 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표기기호에 해서는 한자의 향을 인정하는 범 에서 

새로운 자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2)

郭秋生이 제기한 만화문의 표기와 련한 논의는 1932년 창간된 잡지 

≪南音≫으로 옮겨와 진행되었는데, 만본토의 문학본  시 를 연 것으로 

평가받는 ≪南音≫은 ‘臺灣話文討論欄’, ‘臺灣話文雜駁’, ‘臺灣話文新字問題’ 란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으며 동시에 民間文學의 채집과 재정리를 추진했다. ≪南

音≫은 우익 자산계  지식인이 주도한 잡지로 이들 우익 성향의 자산계  지

29) 郭秋生, ＜建設臺灣話文一提案(五)＞, ≪臺灣新聞≫ 1931.7.11.

30) 郭秋生, ＜建設臺灣話文一提案(二十)＞, ≪臺灣新聞≫ 1931.7.26.

31) 앞주와 동일.

32) 그는 蔡培火(1889-1983)의 敎 로마자나 일어 표기가 효과가 없고, 그 이  連雅

(1878-1936)이 고증한 漢字臺灣語 역시 시 에 합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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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들은 식민지 상황과 사회로의 변화가 가져온 만 고유문화의 유실을 

막고 민간문학의 정리를 통해 이를 보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만화문건설에 한 심과 ≪南音≫이라는 무 의 제공은 원래 좌익

문단에서 논의되던 문학어의 논쟁을 좌우익 문학 진  간의 논쟁으로 확산시

키는 결과를 래했다. 負人(莊垂勝)이 연재한 ‘臺灣話文雜駁’ 시리즈 문장을 

보면 그와 曾演奏, 劉魯, 廖毓文, 林克夫, 朱點人, 賴明弘 등과의 논쟁상황을 볼 

수 있다. 그는 만말이 국어의 방언이지만 통용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로 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즉 국백화문의 만 용은 일본어나 문언

문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黃石輝와 郭秋生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이 

견해는 일어, 문언문, 국백화문, 만화문 등 당시 만의 언어와 문자표기 

상황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만민 의 언문일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에서 실성과 시 정합성을 가진 논의라고 하겠다. 그는 廖毓文, 林

克夫, 朱點人, 賴明弘 등의 국백화문 주장에 해서 동상이몽의 사형제라고 

지칭하면서 ‘漢字의 뜻을 취해 만말(臺灣話)을 표기하면 바로 만문(臺灣

文)이 되므로 이 게 臺灣話文이 성립되면 만화문의 문학을 건설하게 되고 

문학의 만말이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지 은 만화문을 主로 하고 

국화문을 從으로 해야 하는 단계’33)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에 해 賴明弘은 로계 의 동단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여 히 만화문을 반 했으며34) 이에 해 黃石輝는 ‘ 만화문의 반 는 객

인 정세를 무시하는 것으로 무산계 의 단결을 논하기 에 먼  하나

의 사람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릴 수 있게 해야 하며 이것이 무산계 의 

요구’35)라고 반박했다. 黃石輝의 이러한 논 은 문 화의 실천을 해서 

이론보다 실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무산 이 온 한 실천의 

주체가 되게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진화했음을 알 수 있다. 周定山은 국백화

문 주장자들을 ‘민족 열근성에 든 로문학의 괴물’36)이라고 비난하면서 

33) 負人, ＜臺灣話文雜駁(三)＞, ≪南音≫ 1/3, 1932.2.1.

34) 賴明弘, ＜做個鄕土人的感想＞, ≪臺灣新聞≫ 1931.12.24.

35) 黃石輝, ＜臺灣話文討論欄-答負人＞, ≪南音≫ 1/8, 193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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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시하는 처사라고까지 비 했다.

다음으로 1933년에서 34년 사이에 있었던 2차 논쟁은 ≪臺灣新民報≫와 

≪福爾摩莎≫, ≪新高新報≫를 무 로 진행되었는데 발단은 역시 黃石輝가 제

기한 향토문학에 한 질의와 응답이었다. 1933년 신민보에 실린 黃石輝의 

＜所 ｢運動狂｣的喊聲-給春榮克夫二先生(上)＞37)에서 그는 향토문학이란 명

칭보다는 내용이 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에 해 賴明弘은 여 히 

향토문학의 개념과 명칭을 유럽의 원문학과 동일한 차원이라고 비 하면서 

계 인 입장에서 볼 때 도시문학과 향토문학이 모두 자산계 문학으로 

을 외면한 반동문학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38) 한 黃石輝와 郭秋生이 제기

한 만화문의 주장이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실체가 없는 문학론이라고 

비 했다.39) 1차 논쟁 때와 마찬가지로 여 히 국제주의에 입각해 향토문학

과 만화문 주장을 계 보다는 민족을 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臺灣民衆黨40)의 외곽단체인 赤 勞働靑年 와 신문 에서 활동했던 

櫪馬(趙啓明)은 臺灣地方自治聯盟41)의 우익인사들이 제기한 향토문학 내용을 

비 했는데 그들이 ‘日月潭, 阿里山 같은 만의 향토미를 드러내는 것을 향토

문학을 건설하는 것’42)이라고 알고 있다고 지 하면서 이를 ‘貴族文學’이며 문

단의 발 을 해하는 ‘排外主義文學’으로 규정했다. 만문단에서 쟁 이 된 

향토문학의 내용문제는 일본의 만유학생들이 주축이 된 ≪福爾摩莎≫ 잡지

36) 一吼, ＜拍賣民衆＞, ≪南音≫ 1/6, 1932.4.2.

37) ≪臺灣新民報≫ 967, 1933.10.29.

38) 賴明弘, ＜ 鄕土文學臺灣話文絶 反 (二)＞, ≪臺灣新民報≫ 956, 1933.10.18.

39) 賴明弘, ＜絶 反 建設臺灣話文摧翻一 邪說(二)＞, ≪新高新報≫ 411, 1934.2.9.

40) 만민 당은 1927년 7월 10일 타이 에서 성립된 만인에 의한 첫 정당이다. 기의 

주요 인물로는 李應章(1897-1954), 林獻 (1881-1956), 蔣渭水(1890-1931), 蔡培火 

등이 있다.

41) 1930년 만의 우익 신사계 이 설립한 정치단체로 만인의 공민자치권 보장을 주장했

으며 지방자치 단체장의 민선과 의결권을 요구했다. 이에 해서는 崔末 , ＜殖民地自治

論 葉榮鐘的朝鮮行＞, ｢第17屆中國韓國學國際學術研討 ｣(山東大學韓國學院主辦), 

2016.10.13.-16 참고.

42) 櫪馬, ＜幾句補足(上)＞, ≪臺灣新民報≫ 934, 193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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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등장하는데 먼  淸葉은 향토문학을 원문학, 농민문학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 하고 ‘토지와 긴 히 연결되어 있는 정감을 표 하는 문학이어야 하

며 만을 자기의 향토라고 여기는 데서 출발한 모든 문학을 만문학이라고 

주장했다.’43) 만문단의 동향에 심을 가진 유학생의 시각을 보여주는데 그

에 따르면 범 한 만문학에 도시문학, 원문학, 농민문학, 좌익문학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 劉捷(1911-?)는 만에서 향토문학을 두고 논

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일어로 만의 지방색채를 쓴 작품이 ≪臺灣新民報≫에 

실렸다고 하면서 언어문제보다는 만의 특색을 드러내는 것이면 바로 만문

학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44) 그러나 그가 로 든 ≪命運難違≫나 ≪女性的

悲歌≫는 비록 당시 만인의 생활을 드러낸 것이기는 하지만 무산 의 시

각이나 처지와는 거리가 있어 로문학의 에서 토론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의견에 해 좌익 지식인인 吳坤煌(1909-1989)은 ＜論台灣的鄕土

文學＞45)에서 앞 두 사람의 의견에 해 실에 맞지 않고, 핵심에서 빗겨갔

다고 지 하면서 향토문학이 단순히 ‘ 만을 무 로 만생활을 표 하는 문

학작품’이어서는 안 되며 ‘지방색채와 더불어 민족동향을 묘사하는’ 로문학

 을 가진 것이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구라하라, 닌, 마르크스의 이론을 

인용하여 계  시각에서 향토문학을 언 하면서 향토문학 논의를 다시 좌익

문학 내부로 수렴하고 있다. ≪福爾摩莎≫에 실린 이 세 편의 일본어 문장은 

만문단에서 언어문제가 쟁 이 된 것과는 달리 향토문학의 내용에 더 심

을 기울이면서 작품의 성패와 언어를 따로 분리시켜 이해하는 면모를 보여주

고 있다.

만화문과 련된 논쟁은 貂山子(何春喜)가 ＜ 建設台灣鄕土文學型式的芻

議＞를 발표한 후 열렬한 토론이 있었다.46) 이 문장에서 貂山子는 만화문을 

43) 淸葉, ＜具有獨特性的臺灣文學之建設-我的鄕土文學觀＞, 吳枚芳 譯文, ≪文學臺灣≫38, 

2001.4, 47-51쪽.

44) 櫪馬, ＜幾句補足(下)＞, ≪臺灣新民報≫ 935, 1933.9.27.

45) ≪フォルモサ≫(福爾摩莎) 2, 1933.12.

46) 이 문장은 일실되었지만 내용은 越峰, ＜ ｢建設臺灣鄕土文學的形式的芻議｣的異議＞, 

≪臺灣新民報≫ 914, 1933.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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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하기보다는 직  국의 註音字母를 쓰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했다. 이에 

해 좌익지식인 林越峰(1909-?)은 註音은 배우기가 어렵고, 만에 원주민

어 이외에도 漳, 泉, 奧의 언어가 각각 다르며 奧語(廣東語)만 해도 四縣, 饒平, 

海陸豐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이 게 언어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음을 

채용한다면 각 지역마다 다른 표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 표

음문자는 뜻이 의미를 드러낼 수가 없고 그 지역에서만 통하기 때문에 국백

화문을 채용하는 것이 더 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林越峰은 국백화문은 字

義를 가지기 때문에 漳, 泉, 奧 사람들이 쓰고 읽을 수 있고, 만인이 쓴 국

백화문 작품은 만에서 쓰고 있는 한자표 과 용어가 쓰이기 때문에 만특

색을 드러낼 수 있다고 했다.47) 즉 국백화문을 근간으로 하고 만의 특수

색채를 더하기 해 방언을 넣는 방식으로 창작하면 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黃石輝가 말한 ‘ 만화문도 국에서 통할 

수 있다’48)는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비록 각자의 언어주장은 다르지만 

만화문과 국백화문이 통용될 수 있다고 단했던 것이다. 貂山子와 林越

峰 사이에는 이후에도 여러 번 국의 주음자모를 채용하여 만어를 표기하

는 문제에 해 설 이 오갔는데, 요지는 국백화문은 만의 과 격리된 

언어이기 때문에 국음자모로 만말을 표기하자는 의견과 만의 표 어가 아

직 건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단기간에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국백화문

을 채용하여 도내의 언어를 통일하자는 의견으로 나 어졌다.

이후에도 賴明弘, 櫪馬, 邱春榮 등의 반론이 있었는데 櫪馬는 새로운 표기를 

창조하느니보다 행의 국백화문을 쓰자고 하면서 최근 白話가 차 유행하

고 있으며 국과는 본래 뗄 수 없는 문화  계가 있다고 주장했다.49) 逸生

(吳松谷)은 일본당국의 교육에 한 압제를 생각하면 만화문의 건설은 불가

능한 것이라고 하면서 ‘생활, 풍속, 습 , 언어 등에서 국과 분리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백화문으로 창작하면 국과 만인들이 모두 알아 볼 수 있어 

47) 越峰, ＜ ｢建設臺灣鄕土文學的形式的芻議｣的異議＞, ≪臺灣新民報≫ 914, 1933.9.5.

48) 黃石輝, ＜我的幾句答辯(上)＞, ≪昭和新報≫ 142, 1931.8.15.

49) 櫪馬, ＜幾句補足(下)＞, ≪臺灣新民報≫ 935, 193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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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보다 이상 이고 만의 고유한 언어와 문자, 방언 

등을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잘 활용하면 만색채를 잘 드러낼 수 있다’50)고 

했다. 林克夫 역시 이에 부응하여 ‘ 국백화문을 主로 하고 만화문을 從으로 

하며, 만약 자가 없을 경우 국백화로 체하면 새로운 자를 만들어내는 

수고를 덜 수 있고 동시에 臺灣人, 廣東人, 福州人, 기타 국의 族郡51)이 모두 

알아볼 수 있으며 동시에 만향토색채를 가진 언어를 병용할 수도 있다’52)고 

했다. 이들은 한문이 차 쇠퇴하고 일본어가 나날이 발 하는 상황에서 가능

성이 희박한 만화문의 창조보다는 조국과 통용되는 국백화문을 선택한 것

으로 보인다.그러나 만의 사물과 상황을 드러내는데 있어 만말을 겸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서 만화문 주장자의 문제의식에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53) 이러한 충  방식은 당시 만의 언어 환경에서 가장 실 인 방안

이었는데 실제로 부분의 일제시기 소설이 기본 으로 백화문의 서술구조에 

만말 단어나 만식 표 을 첨가하는 방식을 어졌다.54)

이에 만화문 주장자들은 논쟁보다는 만화문의 건설에 나섰는데 郭秋生

은 각지의 구비문학을 채집하고 정리한 ‘臺灣話文嘗試集’을 신민보에 연재하

고, 만화문을 지지하던 李獻璋도 ‘臺灣謎語纂 ’을 연재하면서 실천의 단계로 

들어갔다. 이런 기 에서 黃石輝는 다시 한 번 만화문으로 만사회의 상

을 표 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 만이 독립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을 향

토로 규정하고 향토문학, 만화문을 표방한 것’이라고 하면서 ‘ 만의 언어가 

혼잡하기 때문에 한자(形과 義가 있는 문자)를 사용한 만화문을 주장하는 

바이며 이럴 경우 국백화문과도 통하기 때문에 국인들도 알아 볼 수 있

다’55)는 을 확인했다. 동시에 黃石輝는 賴明弘, 林克夫, 邱春榮 등의 생각에 

50) 逸生, ＜ 鄕土文學來說幾句＞, ≪臺灣新民報≫ 935, 1930.9.27.

51) 에스니시티(Ethnicity)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각기 다른 언어와 생활습 을 가진 만의 

다문화 공동체 사회에서 각 공동체를 일컫는 데 쓰인다.

52) 克夫, ＜ 臺灣鄕土文學的認識(三)＞, ≪臺灣新民報≫ 941, 1933.10.3.

53) 賴明弘과 邱春榮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54) 廖毓文도 일본 식민통치를 받는 상황에서 만화문 건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55) 黃石輝, ＜所 ｢運動狂｣的喊聲-給春榮克夫二先生(中)＞, ≪臺灣新民報≫ 968, 1933.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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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을 제기하면서 당시 일간 ≪臺灣日日新報≫, ≪臺灣新聞≫, ≪臺南新報≫
와 주간 ≪新高新報≫, ≪昭和新報≫의 문언문 세력도 무시하기 어렵고 서당에

서도 여 히 문언문을 교육하고 있다면서 만화문만이 만의 과 유리되

지 않는 언어로 이를 통해서야 진정한 만의 로문학을 창조할 수 있다는 

주장56)을 이어갔다. 郭秋生 역시 문맹이 부분인 무산 에게 통하는 만

화문만이 문 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하면서 한자 만화문을 주체로 하여 

문언문, 국국어, 일본국어, 외국어 등 각종 언어의 정화를 흡수하고 민간문

학을 골간으로 하여 만말의 문학을 추진해야 문학의 臺灣話文을 완성할 수 

있다고 했다.57) ≪臺灣新民報≫의 논쟁 이후 ≪新高新報≫에서 廖毓文, 賴明

弘 등 국백화문 주장자들이 로문학의 국제주의 입장에서 만화문을 반

하는 문장을 발표하고 국과의 문화 련성, 한자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백화문을 만의 문학어로 채택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문학어 채택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한해 쟁 과 참여 논자들을 정리하면 아

래와 같다.

만화문

지지자

黃石輝, 郭秋生, 黃春成, 鄭坤五, 

莊垂勝, 周定山, 李獻璋, 黃純靑, 賴和

貂山子, 黃石輝,

郭秋生, 李獻璋

국백화문

지지자

廖毓文, 朱點人, 林克夫, 邱春榮, 

賴明弘

林越峰, 賴明弘, 趙櫪馬, 吳逸生, 

林克夫, 邱春榮, 廖毓文

시간 1930-1932 1933-1934

미디어
伍人報, 臺灣文學, 南音, 臺灣新聞, 

昭和新報

臺灣新民報,

新高新報

56) 黃石輝, ＜解剖明弘君的愚論(五)＞, ≪臺灣新民報≫ 978, 1933.11.9.

57) 郭秋生, ＜還在絶 的主張建設臺灣話文(一)＞, ≪臺灣新民報≫ 980, 193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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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쟁의 성과와 향

앞서 본 로 1930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만문단의 향토문학/ 만

화문 논쟁은 문  화의 방식과 상을 모색하고 설정하는 과정에서 시작

되었다. 논쟁에 참여한 논자들이 각기 다른 입장과 시각을 끝까지 견지하여 

통일된 결론과 유효한 실천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1930년  식민지 환

경에서 근 문학의 성격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한 지식인의 사고가 

잘 드러내고 있다. 논쟁의 성과와 향은 다음 몇 가지로 나 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  만화문건설과 련한 구체 인 논의와 실천이다. 만화문

건설의 가장 기본 인 문제는 만음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에 한 것으로 

이는 화문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하나는 郭秋生이 주장하는 ‘取音不

取義’(뜻보다는 음을 취한다) 원칙이다. 말하자면 실제로 만민 들이 쓰는 

음을 그래도 표기하자는 것인데 표기방식으로 이미 있는 字는 그 로 쓰되 

없다면 新字를 창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郭秋生은 당시 만에서 인기를 끌

던 歌仔冊58)과 만어 유행가59) 등에서 발상하여 만사람들이 내는 소리의 

원음을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가요, 민가 혹은 속담이나 수수

께끼 등 민간문학을 채집하고 정리하여 字를 찾고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표

기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0) 그러나 이에 해 黃石輝는 반  입장

을 표명했는데 음보다는 뜻을 고려한 ‘取義不取音’(음보다 뜻을 취한다) 원칙을 

내세웠다. 음을 우선으로 하여 新字를 만들면 생소한 자가 많아져 그 자체로

도 복잡하게 되고 나아가 국백화문과의 소통도 어려워져 번잡함만 더할 뿐

58) 歌仔冊는 만의 민간희곡 歌仔戲의 唱本으로 요한 閩南語 통속문학이며 1930년  

만에서 상당히 유행했다.

59) 가령 ＜桃花泣血記＞같은 유행가는 콜롬비아 코드사에서 발매하여 상당한 인기를 끌었

다고 한다.

60) ≪南音≫ 상의 ＜新字問題＞나 ≪臺灣新民報≫ 상의 ＜建設臺灣話文一提案＞ 시리즈 문장

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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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이다.61) 이런 원칙하에 그는 常識課本(상식 교본), 尺牘課本(편지쓰

기 교본), 做文課本( 짓기 교본)등 각종 교과서를 만들어 서당이나 학의 아

동들에게 보 하고, 辭典이나 字典, 용어집 등을 편찬하며 동지들을 규합해 鄕

土文學硏究  등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 표 자를 정하고 동시에 시, 소설, 

산문, 논문 등 모범으로 삼을 만한 작품을 창작하는 방식으로 만화문을 보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생각에 해 郭秋生은 시간과 경제 으로 비효율

이기 때문에 민간문학에서 字를 찾는 이외 기존 문학에서 자를 섭취하

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南音≫의 ‘臺灣話文嘗試欄’(동요, 민가, 

수수께끼 등의 채집), ‘X光線室’, ‘新名詞’, ‘糞屑船’ 난을 통해 실천했으며 ≪南

音≫이 정간된 후에는 신민보를 통해 지속 으로 실천해 나갔다.

한편 黃純靑(1875-1956)은 ＜臺灣話文改造論＞에서 廈門音을 표 으로 하

여 언문일치를 이루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본 으로 한자를 채용하여 되도

록 간편한 방식으로 만말을 표기하자는 것인데, 이미 알고 있는 자를 이용

하는 ‘取義做根本, 取音做枝葉’(뜻을 주로 하고 음은 보조로 한다)의 ‘屈話就

文’(음을 자에 맞춤)의 방식이다. 이 게 하면 漳泉人에게 합할 뿐 아니라 

新字가 많아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讀音의 통일은 廈門음을 표 으

로 하고 모를 경우 音標를 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만말 표기를 개조

하여 정착시키자는 주장이다. 그 역시 臺灣話文硏究 를 조직하여 조사, 연구

를 진행하고 책을 편찬하며 강습회, 언론홍보 등을 동원해 서당과 公學校62)에 

만어과목을 개설할 것을 청원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만어의 개조를 통해 

만과 福建, 廣東지역  남양의 화교 등과도 연락이 가능하며 이로써 일본이 

제기한 남진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63) 그러나 이런 주장

은 郭秋生과 黃石輝에 의해 만어를 개조하려면 반드시 만의 언어를 표 으

61) ≪臺灣新聞≫ 상에 연재한 ＜再談鄕土文學＞ 시리즈 문장(1931.7.24.부터 8회 연재)에서 

이런 입장이 잘 드러난다.

62) 식민지 시기 만에 개설된 아동교육기 으로 1898년부터 1941년까지 지속되었다. 입학

상은 만인 자제들이었고 이와 분리하여 일본인 아동들은 學校에 입학했다.

63) ≪臺灣新聞≫에 연재한 ＜臺灣話改造論＞ 시리즈 문장(1931.10.15.부터 14회 연재)을 통

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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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야 당 성과 실성이 있다는 반 에 부딪혔다. 만문학의 주요작가인 

賴和(1894-1943)도 新字의 창조는 기존의 문자에서 음과 뜻이 다 통하는 것

을 찾을 수 없을 때 부득이하게 하는 것으로, 뜻이 통하고 음이 통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에 음을 표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64) ≪南音≫의 주도

 인물인 莊垂勝 역시 만에서 통용되는 만화문과 국백화를 함께 참고

하여 ‘以台灣話文爲主, 中國話文爲從’( 만화문을 주로 하고 국화문을 보조

로 한다)기 을 내놓았고65), 李獻璋은 문언문이나 국백화, 혹은 連雅  등

이 수집한 만가요 등 민간문학에서 사용가능한 모든 자를 가져오자는 의

견을 내고66) ≪南音≫잡지에 ‘讀 通信欄’을 만들어 민 과의 소통 실험을 진

행했다.

李獻璋의 이러한 실험은 기존의 자를 채집하는 계기가 되었고 ≪南音≫에

서 채집한 가요를 정리하여 이후 ≪臺灣民間文學集≫을 펴내게 되었으며 이후

의 문단에서도 지속 으로 민간문학에 해 지속 인 심을 기울이는 기 가 

되었다. 1933년 9월 ≪南音≫에 ‘臺灣謎語纂 ’을 연재하면서 李獻璋은 민간문

의 정리에 해 선조들의 유산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집과 정리

를 통해 풍속과 사회상태, 민족의 소리를 조사, 연구하여 문화사의 기록을 남

기고, 그  문학성이 있는 작품을 발굴하여 문인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채집한 수수께끼를 動物, 植物, 自然, 構造, 雜 등 다섯 종류

로 분류하고 체계 으로 정리하 으며 민간문학집에 수록하 다. 이를 통해 

만화문논쟁으로 발된 만화문 건설주장은 민간문학의 채집과 정리를 통

해 만어의 문자화를 한 노력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만민간문학의 

정리는 淸朝시기 정치교화의 목 으로 편찬된 지방 역사인 方志의 한 내용으

로 시작되었고, 일제시기 에는 총독부가 통치의 필요성에 의해 민간풍속과 

구 습에 한 조사를 범 하게 실시하면서 민간문학이란 개념이 이식되었

고 이후 신구지식인을 막론하고 통과 민족성의 보존, 학술과 문 에서의 참

64) 賴和, ＜臺灣話文的新字問題(一)-給郭秋生＞, ≪南音≫ 1/3, 1932.1.10.

65) ≪南音≫에 연재한 ＜臺灣話文雜駁＞ 시리즈 문장(1932년 1월부터 5월까지 연재) 참고.

66) ＜臺灣話文討論欄-新字文字＞, ≪南音≫ 1/5, 193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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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능성 등의 목 아래 지속 으로 진행되어왔다.67) 1936년에 나온 ≪臺灣

民間文學集≫은 이러한 실천의 연장선에서 李獻璋, 賴和, 黃石輝 등 화문 의 

노력의 결과인 동시에 국백화문논자인 林越峰, 朱點人, 廖毓文 등이 채집한 

민간이야기도 수록하고 있어 1930년  향토문학/ 만화문논쟁의 직  성

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민간문학집의 출간을 앞두고 ≪臺灣新文學≫은 ‘가요

와 설은 모두 국민생활의 반 이며 정감의 기록, 지혜의 이고 동시에 

국민행동의 무형의 지배자이다. 따라서 만민간문학집은 체 만인의 문

 상상력의 총합이며 先民들의 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68)라는 소개를 

했고 민간문학집의 서문에서 李獻璋은 ‘福 人이 閩南지역에서 옮겨 왔으므로 

문화와 역사에서 국의 향권 아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만에서 새롭게 만

들어진 이야기도 많으므로 福建 泉州의 이야기집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많다.’

고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만화문논쟁을 거치면서 국과는 다른 만 특유

의 언어와 문학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1930년  만문학 창작의 실제 언어상황을 통해 논쟁이 어떤 

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체 으로 논쟁에서 제기되고 토론된 방의 의견

이 반 되었고 창작으로 실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일제시기 만의 문학

어 상황을 살펴보면 국백화문, 일본어, 일본식 한문, 통 문언문, 만화문 

등이 있다. 1920년  만민보 계열 신문잡지를 통해 형성된 만근 문학은 

부분 국백화문으로 어졌는데 이들 신문잡지의 발행주체가 문화 계몽운

동을 개한 근  지식인이고 五四 국 신문학운동의 향을 받았던 데서 원

인을 찾을 수 있다. 일본어 문학은 기 일본 유학생에 의해 창작되었고 1930

년   만 내 일본무산청년들이 주도한 ≪臺灣文學≫과 일본의 만유학생

이 발간한 ≪福爾摩莎≫ 등 문학잡지에서 량 등장했다. 한 식민당국의 검

67) 이에 해서는 施懿琳, ＜民歌采集史上的一 補白-蕭永東在≪三六九 報≫的民歌仿作及其

價值＞, ≪第三屆通俗文學 雅正文學全國學術研討 論文集≫(台北: 新文豐, 2002); 王美

惠, ＜1930年代台灣新文學作家的民間文學理念 實踐-以＜台灣民間文學集＞爲 察 象＞
(國立成功大學歷史硏究所博士論文, 2008.1) 참고.

68) ≪臺灣新文學≫ 1/10, 1936.12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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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과 언어규제로 인해 1930년  반기 이후 만 도내에서 발간된 문학잡지 

≪第一線≫, ≪臺灣文藝≫, ≪臺灣新文學≫에서도 일본어 비 이 늘어났으며 

1940년  쟁시기의 만문단은 漢文이 지되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

고69) 일본어로만 창작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논쟁이 일어났던 1930년  만문단에서는 사회주의 사조의 

향과 좌익문단의 형성 등 근 문학의 주체와 독자층에 한 사고가 심화되

었고 이런 가운데 일본, 국과 구별되는 만인의식이 문학논의에도 등장하

여 논쟁으로까지 격화되었다. 가장 첨 한 쟁 은 문학어로 만화문을 채용

할지 여부 는데 논쟁이 지속된 시기와 그 이후의 창작을 통해 살펴볼 수 있

다. 陳淑容의 연구에 의하면 논쟁의 단 를 제공했고 시종일  만화문을 주

장했던 黃石輝는 ＜以其自殺, 不如殺敵＞(1931)이라는 만화문소설을 창작

하여70) 자신의 주장을 실천으로 옮겼다고 한다. 이 소설은 청과 일본의 제

당회사에 의해 임야를 강탈당한 가족이 항을 하지만 규모의 진압으로 결

국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동지를 고한 이를 살해한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된 주인공이 출옥하여 일본인이 경 하는 철공장에서 일

하다 과도한 착취에 견디지 못해 동맹 업을 하다 쫓겨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설 의 만화문 표기는 자신이 주장한 로 부분 기존 문자를 채용하

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자를 소수 만들어 사용하 다. 한 량의 

만 속어와 속담을 운용하여 만의 풍토와 특성을 잘 살렸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 소설은 賴和에 의해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만화문으로 

된 語句를 국백화문의 어투로 바꾼 것이었다. 비록 간행되지는 못했지만 

만신민보에 실을 것을 제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문단에서 받아들

여질지 여부에 한 고민이 수정의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賴和의 이러한 수

69) 를 들어 1930년  반 이후 ≪風月報≫계열 잡지로 불리는≪風月≫, ≪風月報≫, ≪南

方≫ 등은 문언문과 국백화문을 사용했는데, 일본의 국침략과 이어지는 남진정책에서 

日華提携가 시되었으며 南洋의 화교와의 연락에도 필요하 기 때문이다.

70) 이 소설의 작자와 창작시기에 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에 해서는 陳淑容, ＜1930

年代鄕土文學⋅臺灣話文論爭及其餘波＞(國立臺南師範學院鄕土文化硏究所碩士論文, 

2001.6), 13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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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자신의 소설 창작에서 얻은 경험과도 연 시켜 생각할 수 있는데, 체

으로 1930년  반 이 의 소설은 국백화문으로 썼지만 1934년 ＜善訟人

的故事＞부터 백화문을 서술의 근간으로 하되 화에서 만화문을 첨가하여 

인물의 특색을 살려내는 방식을 채택했고, 1935년 나온 그의 마지막 소설 

＜一個同志的批信＞에서는 거의 만화문으로 표 하 으며 생 에 발표되지 

못한 ＜富戶人的歷史＞는 두 사람의 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완 히 만화문

을 채용한 소설이다. 일제시기 가장 요한 작가로 평가받는 賴和의 이러한 창

작경험을 통해 국백화문과 만화문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음을 알 수 있

다. 가령 ＜一個同志的批信＞은 발표 후 읽기 어렵다는 비 을 받았는데 이러

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黃石輝의 소설을 수정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극

인 만화문 주장자 던 郭秋生은 1920년  말부터 ＜死麽?＞(1929), ＜鬼＞
(1930), ＜跳加冠＞(1931) 등 소설을 발표했는데 국백화문을 주로 하되 

화에 만식 표 과 어휘를 량 첨가하 다. 논쟁이 진행되면서 ≪南音≫
과 일간 ≪臺灣新民報≫에 발표한 산문에서는 만화문을 주로 썼지만 논쟁

이 끝난 후에 나온 소설 ＜王都鄕＞(1935)은 다시 매우 유창한 국백화문으

로 어졌고 만화문은 상 으로 약해지고 있는데 이는 만화문을 실제창

작에서 운용하기 어려운 실정을 변해 다고 할 것이다.

다름으로 국백화문 주장자들의 창작을 보면 朱點人의 경우 논쟁이 시작된 

이후 나온 주요작품 ＜島都＞(1932), ＜紀念樹＞(1934), ＜蟬＞(1935), ＜安

息之日＞(1935), ＜秋信＞(1936), ＜長壽 ＞(1936) 등에서 국작가와 비

교해도 손색이 없는 유려한 국백화문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1936년에 나

온 ＜脫穎＞에서는 서술과 인물의 화에서 만어 표 이 량 등장하는데 

논쟁 당시 만어가 통일된다면 사용을 반 하지 않겠다고 한 주장의 실천일 

수도 있다. 朱點人뿐 아니라 趙櫪馬 역시 량의 만화문을 운용한 소설을 발

표했는데 수리시설이 완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를 하지 못하는 농민과 일

본 경찰과의 충돌을 그리고 있는 ＜西北雨＞(1936)에서 만화문이 압도 으

로 많으며 특히 농민들의 화에서 두드러진다. 이들 논쟁에 직  참여한 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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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작품뿐 아니라 일제시기 소설의 언어상태를 살펴보면 1930년  다

수의 소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백화문을 근간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되 

인물의 화나 특정표 에서 만화문을 운용하는, ‘서술은 백화문, 화는 

만화문’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보았듯이 논쟁이 진행되면서 두 

진 이 모두 백화문이든 만화문이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정도를 지향했으

며 바로 그런 인식의 문학  실천이라 하겠다. 화문론자인 黃石輝, 黃純靑, 莊

垂勝, 賴和, 李獻璋 등이 모두 기존의 자를 채용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졌고 

국백화문 주장자들도 만방언의 채택을 받아들임으로써 실제 창작은 백화

문의 기본구조에 만화문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논

쟁의 계기가 되었던 문 화의 시각에서 볼 때도 지식인이 창작의 주체인 

황을 고려하면 그들이 무산 의 실을 드러내는 내용을 창작하는 과정에

서 자연스럽게 인물과 상황에 맞는 만화문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4. 논쟁의 의의와 만근 문학의 역사조건

1930년  향토문학/ 만화문논쟁은 만 좌익문단의 문 화 논의에서 

발단되었으나 논쟁이 진행되면서 다른 진 의 인사들이 거 참여하여 근 문

학의 내용과 문학 언어에 한 의견을 개진한 요한 문학사  사건이었다. 

이 에서는 논쟁의 쟁 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 1930년  만문학이 처해 

있었던 역사  조건에 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쟁 이 된 근 문학의 언어문제이다. 1895년 청일 쟁

의 결과 만은 청조에 의해 일본 식민지로 할양되면서 곧 바로 총독 제의 

식민통치를 받게 된다. 일본은 강력한 동화정책을 추진했는데 근 식 학교를 

통해 일본어 교육을 면 으로 실시했고 일부 서당에서 문언문의 한문교육이 

지속되기는 했지만 근 사회로의 신속한 변화와 식민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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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교육과 일어보 은 만사회와 교육에 매우 큰 향력을 발휘했다. 그 결과 

근 문학이 형성되기 시작한 1920년  만사회의 언어상황은 언문일치가 이

루어지지 않은 상태 고 문학의 주요 창작과 향유층은 구지식인이었으며 이들

에 의한 문언문의 통한시가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만 도내와 일본 유학

생 등 근 식 교육을 통해 성장한 근 지식인들은 문화 계몽운동을 개하는 

동시에 언어의 화 개조를 추진했다. 1920년  기의 문자개  주장과 

국신문학운동의 소개 문장에는 문학에 사회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뿐 아니라 

고문을 알기 쉬운 日用文으로 개조하자는 요구가 상당히 두드러진다. 이들은 

국의 신문학운동을 참고로 하여 백화문으로 개조할 것을 주장했고 이에 

한 비 으로 1920년  신구문학논쟁이 발생한 사실로 보아 문언문을 사용하

는 구문학 진 이 완강하게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문자개 의 주장은 

몇몇 논자의 문장을 싣는 선에서 끝났고 만민보 계열의 근 미디어가 일본

어와 백화문 혼용에서 백화문 용을 채택함으로써 지식인층의 언어로만 채택

되었다. 즉 식민지 상황에서 교육기 을 통한 면 인 백화문 교육과 보 이 

불가능했고 따라서 범 한 은 백화문의 사용에서 유리되어 문자표 이 

어려운 만어를 구어로 제한된 문자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는 근 식 교육체

계를 통해 백화문을 면 으로 보 하기 시작한 국의 상황과 다른 이며 

이런 들의 언어상황으로 인해 문학어 문제가 1930년  만화문논쟁의 

쟁 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좌익문단에서 들의 처지를 주요소재로 그

들을 상으로 문학을 창작하여 보 하는 것이 시  임무로 논의되자 곧 바

로 의 언어, 그들이 쓰고 읽을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부분이 문맹인 

그들에게 어떤 언어로 된 문학을 보 해야 할 지, 그리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

는 것이 그들의 처지를 보다 더 잘 드러낼 수 있는지가 쟁 으로 떠올랐다. 

즉 식민지 상황으로 인해 언어의 화 과정이 미완성으로 남은 것이 논쟁의 

불씨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로 만근 문학의 형성과 발 단계의 문제이다. 서구와의 으로 

뒤늦게 근 로 진입한 모든 지역의 문학이 그 듯 1920년  근 문학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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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은 계몽의 상이었고 문학의 주체

로 인식되지 못했다. 문학이 근 문명을 포함한 보편지식의 달 뿐 아니라 

민족처지를 자각하는 매개체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몽의 상인 

은 문학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이들은 지식인층이 문학을 통해 한 지식과 

가치 을 문학이 아닌 강연, 화, 연극 등 다른 방식으로 섭취하면 되었다. 

따라서 1930년  만화문논쟁에서 언어문제가 쟁 으로 부상한 것은 과 

문학의 이 이루어진 단계로까지 만근 문학이 진 되었음을 말해 다

고 하겠다. 1930년  들어 문학본 시 의 도래와 도시의 소비 층이 형성

되자 은 문학의 독자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과 

가치 을 반 한 문학창작이 요구되었고 그들의 언어가 작품 속으로 량 진

입하게 되었다. 계몽시기 신문잡지 등 공공미디어를 통해 지식인층에서 창작

되고 유통되던 문학이 이 시기에 와서 단행본이 출간되고 들에게 읽히는 

상이 생겨나면서 그들의 언어를 채용한 창작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

다. 뿐만 아니라 우익 자산계 과 구지식인들이 식민의 진 에 따른 민족 통

의 유실을 우려하여 자신들의 미디어71)를 통해 민간문학을 채집하고 정리하

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민 들의 언어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에 해 사고하기 시작했다. 만화문을 둘러싼 논쟁에 여러 진 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열렬한 토론을 펼친 것은 이러한 근 문학에서의 독자층에 한 인

식과 련이 있다고 하겠다.

세 번째로 사회주의 사조의 유입과 좌익문단의 성립, 발 과 직  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문 화 개념의 이입은 무산 을 문학의 주체 혹은 

상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격렬한 토론을 일으켰으며 논쟁의 주요쟁 이 되

었다. 하지만 무산 을 문 의 보 상으로 보든 창작의 주체로 상정하든 

먼  해결해야 할 것은 그들의 문맹상태를 타 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들에

게 가장 근 한 언어를 채용하는 것이 식자율을 높이는데 효과 이란 인식을 

71) 를 들어 ≪三六九 報≫, ≪風月報≫ 계열 잡지(≪風月≫, ≪風月報≫, ≪南方≫), ≪雅

≫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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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고 좌익본토주의 문인들에 의해 만화문이 강력하게 주장되었다. 

반면 좌익국제주의 입장을 견지한 이들은 국 륙의 한 무산계 과의 단

결과 소통을 제로 국백화문을 채용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일본을 통해 들어온 코민테른의 단계별 테제의 수용과 련되는데 비

교  고 진 72)이며 도시거  문인들73)이 국제주의를 수용한 반면 자생

 농민운동을 통해 형성된 문인들74)은 만 도내 무산 의 처지에 을 

맞추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생활을 드러내는 만화문의 향토문학을 지향한 

것이다.

네 번째로 논쟁의 개양상에서 보듯이 만지역의 복잡한 언어상황과 깊은 

연 성이 있다. 만지역의 거주민은 선사시기부터 살아왔던 소수의 원주민과 

明末부터 淸朝시기에 국 륙에서 이주해온 다수의 漢人들로 구성되어 있

다. 한 한인들은 크게 복건성에서 온 閩南人과 동성에서 온 客家人으로 나

뉘고 이들이 구사하는 閩南語는 漳州와 泉州의 지역차이가 있으며 客家語 역시 

원래 국의 다른 지역에서 온 까닭에 각 지역마다 조 씩 다르다. 문제는 이

들 언어가 말은 있지만 통일된 표기문자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다. 때문

에 어떤 언어를 만화문으로 할 것인지에 한 의견부터 각기 다른 지역의 

언어를 어떻게 통합하고 표 화된 표기체계를 만들지를 두고 쟁론이 벌어졌던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만어문학을 주장하는 당 의 문인과 학자들에게도 

여 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기도 하다.75) 한 표기방식에 해서도 기존 

한자의 채택정도, 새로운 자를 만드는 원칙 등을 두고도 각자의 의견이 엇갈

렸다. 때문에 만화문론자들 사이에서조차 통일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실험단계에 그쳤다.

이 게 1930년  만문단의 향토문학/ 만화문논쟁은 만근 문학의 발

72) 賴明弘이 표 이다.

73) 타이베이 萬華 지역을 심으로 활동한 廖毓文, 朱點人, 林克夫 등이다.

74) 를 들어 남부 彰化지역을 심으로 활동한 賴和, 莊垂勝, 周定山 등 ≪南音≫ 동인들이다.

75) 만어문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부분 만독립의 정치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자를 완 히 배제한 로마자 표기를 주장하는 진 도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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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문학어의 정립, 무산 의 실, 민간문학 의 민족 통 등 의제

를 수면 밖으로 끌어내었으며 그 결과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실 인 방안인 

국백화문의 기본서술구조에 인물의 화나 특정표 에서 만화문의 사용

이라는 서사방식을 정착시켰다. 아쉬운 것은 논쟁이 끝난 시 인 1930년  

반은 날로 강화되어가는 문학검열과 일본어 창작의 강제, 일본유학생 문단의 

성립과 만유입, 일본어 교육세 의 성장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이미 일본어 

창작이 만문학의 주류로 등장했고 곧 이어 쟁 시기 황민화운동으로 만

인을 주체로 하는 문학논의는 쇄되었다. 따라서 논쟁의 결과는 문학창작에 

충분히 반 되지 못했다. 하지만 강력한 식민통치와 제국언어의 강세에 맞서 

만민 의 언어로 그들의 생활을 그릴 것을 제로 한 이 논쟁은 만근 문

학의 방향과 내용을 실성, 민 성, 민족성으로 설정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

다고 하겠다. 논쟁에서 제기된 문 화와 문학어의 선택문제는 만뿐 아

니라 한국과 국에서도 동일하게 요한 문단의 의제 으므로 본문에서 고찰

한 만문단의 상황을 향후 동아시아 각국의 논의로 확 해 가는 기 로 삼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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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cus and the Achievements of the Local Literature / Debate of the Spoken 

and Written Taiwanese in the 1930s Taiwan Literature Circle

Choi, Mal-soon

The local literature / debate of the spoken and written Taiwanese that took 

place in the 1930s Taiwan literary circle originated from the debates of the 

ways and manner of the literary popularization in the left-wing literary circle. 

There were two concentrated debates between 1930 to 1934, emphasizing: first, 

the definition of local literature, and the question of performance in practical 

writing; Second, the choice of the literary language between the mandarin 

Chinese and the Taiwanese vernaculars. Third, opinions about proposing the 

construction of the Taiwanese vernaculars. Although the debate is originated 

from the viewpoint of left-wing literary circle, it was environmentally confined 

by many conditions and restrictions in Taiwan’s early literary colonial era. 

Therefore, it was not limited by the left-wing literary circle, but the 

intellectuals in other camps also heavily participated, and commonly thinking 

about the development and the direction of the colonial literature during the 

period of establishing modern literature. This article will first conduct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causes, paths, processes, focuses and the thought 

behind the participants of the local literature / debate of the spoken and 

written Taiwanese, and then arrange the significance and achievements of the 

debate in the colonial Taiwan literary circle, as a basis for understanding the 

1930s historical conditions of the Taiwan Literature in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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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技部補助專題研究計畫出席國際學術會議心得報告 

                                     

日期：2018年 1 月 10日 

                                 

參加會議經過與發表論文全文 

    受主辦單位邀請參加會議，並發表論文。會議的討論集中在殖民地時期台灣、

韓國文壇和日本之間的關係上面，此一主題為筆者一直關注並較為熟悉的議題，

透過撰寫論文及參加會議，可以了解台韓殖民地文壇受日本文學影響及其硏究狀

況。發表論文〈由《臺灣出版警察報》觀察殖民地台灣的言論檢閱與朝鮮問題〉，

將會收進論文集《東亞殖民主義與文學》。論文全文如下： 

 

計畫編號 MOST 103－2410－H－004－140－MY3 

計畫名稱 
冷戰下台韓兩國文學風景 

 

出國人員

姓名 
崔末順 

服務機構及

職稱 

國立政治大學台灣文學研

究所 

會議時間 

2017年 7月 1

至 2017 年 7

月 3 日 

會議地點 

日本東京 

會議名稱 

(中文) 「東アジア植民主義と文学研究会」第3回年度大会及び

「台湾／満洲／朝鮮の植民主義と文化交渉」国際シンポジ

ウム 

(英文) 

發表題目 

(中文) 〈由《臺灣出版警察報》觀察殖民地台灣的言論檢閱

與朝鮮問題〉 

(英文)  



1 

由《臺灣出版警察報》觀察殖民地台灣的言論檢閱與朝鮮問題 

崔末順(臺灣 國立政治大學 臺灣文學研究所 副教授) 

 

《臺灣出版警察報》是一份可以窺探1930年代初期臺灣總督府如何控制言論

及檢閱雜誌的機密資料。1928年由臺灣總督府警務局保安課圖書掛所發行的這份

文書，記錄著當時包括報紙、雜誌等媒體的檢閱狀況、檢閱標準以及檢閱的報導

內容，同時也詳細記錄了總督府對殖民地台灣言論的發行情形以及所頒布禁令的

實際樣貌。遺憾的是，這份文書目前僅留存第6號(1930年01月)至第35號(1932年

6月)共2年6個月期間的相關資料。因此，本文僅能以此作為依據，首先初步考察

當時總督府管制殖民地台灣言論的整體狀況，接著篩選當中約達200件有關朝鮮

相關內容的檢閱狀況，然後再據以了解殖民地警察想要阻絕的朝鮮報導究竟為何

種內容。 

 

1.日據時期台灣的出版法與檢閱制度 

日據時期台灣的言論政策，在兒玉源太郎擔任第四任台灣總督，任命後藤新

平為民政長官的1898年時初步立案，並於1900年1月頒布第3號律令「臺灣新聞紙

條例」，此時言論政策已初步形成。這部律令可說承襲了「新聞紙印行條例」(1

869)、「新聞紙條例」(1883)等日本內地新聞法令的基本精神，亦即法規的制定

是建立在限制言論自由與權利的基礎上。此後，日本國內因憲法明訂人民基本權

利必須獲得保障，而促使部分條文得以修正，但在殖民地台灣，卻依然嚴格執行

言論的統治與管理政策。1917年，更在「臺灣新聞紙條例」的條文基礎上，頒布

增訂有關從島外“移輸入紙”新規定的「臺灣新聞紙令」。其後整個殖民期間，總

督府即根據此法令規定，建構檢閱制度，嚴密地控制台灣的言論。 

這些有關新聞紙法規的主要內容，包括：第一，它採取發行許可制。在此所

稱的「新聞紙」，是指日刊新聞及定期或非定期出刊的雜誌。向總督府提出許可

申請時，必須明確填寫名稱、刊載事項的種類、發行日期(定期)、發行宗旨(非定

期)、發行處所和印刷所，以及發行人的姓名、出生年月日和地址等六大項目；申

請變更時，也同樣必須獲得總督許可，此外在發行人的資格上，也設定了限制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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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第二，發行前必須先向臺灣總督府提交二本、管轄州廳及地方法院各一本的

納本，接受檢閱機關的審查。此與日本可於發行同時才提交納本的規定不同。由

於屬發行前的檢閱，若遭受懲處導致發行被禁，很可能會給新聞社帶來極大的財

政損失，因此新聞社自然會在發行前自我檢閱報導內容，如此無形中即可達到控

制言論的目的。第三，有關引進島外新聞紙的規定。由於新聞紙在日本發行時並

未事先檢閱或提交納本，因此總督府乃修訂「臺灣新聞紙令」，針對在台銷售的

日本新聞紙，增訂要求銷售者事先提交相當發行許可的納本的規定。 

除新聞紙相關法規以外，1900年總督府又頒布「臺灣出版規則」府令，針對

不屬新聞紙或雖屬新聞紙發行物，但與時事內容報導無關的「出版物」，訂定管

理法規。相較於新聞紙的許可制，出版物採取的是與日本相同的申請制，亦即在

發行三日前，透過所管轄的地方官廳向總督府報告，再提出二份裝訂本即可。若

所引進的島外出版品刊載有違規定的內容，將遭到禁售，同時印刷品也將遭到扣

押的行政處分。此項規定，亦適用在島內的出版品。此外，總督府也賦予地方長

官禁售及查扣印本或刻本的權限，這或許是為了填補採取申請制可能出現管制漏

洞的補救措施吧。 

根據這些法令，總督府可說完全控制了台灣的言論。執行檢閱的任務，189

6年先是由總督府民政局警保課的高等警察掛負責，其後1901年改由警察本署高

等警察掛、1919年由警務局保安課特別高等掛負責，1928年又再改由警務局保安

課圖書掛執行。負責執行單位雖經多次變更，但始終都不離警察單位，足見言論

管制與治安業務密切相關。負責檢閱業務的高等警察，一般都是負責擔任政治和

思想考核的警務人員，其中新聞紙、雜誌等言論的專業檢閱工作則由出版警察負

責。由此可知，言論檢閱被歸類在高等警察業務項目之下，這說明言論自始即被

總督府視為與思想、政治運動具有緊密關係的一環，而必須防患於未然，事先做

好徹底的掌控工作。 

根據1929年出版的《臺灣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所載，總督府警務局保

安課所屬30名職員，編制內正式職員有事務官、翻譯官及屬，非正式職員則有囑

託及雇員，其中事務官擔負政策性責任，實際檢閱業務則由屬來執行。值得特別

注意的是，1927年以後，隨著中國語輸入品的逐漸增多，通曉中國語且具一定程

度學識、見識的人才需求甚殷。檢閱的標準，可大分為是否妨害安寧及是否有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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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風良俗兩個種類，其中有關風俗類，檢閱的著重點在於出版品內容是否出現露

骨的性愛描寫，而妨害安寧類則細分19個項目，觀其內容，包括：①褻瀆皇室的

尊嚴；②否定君主制度；③共產主義、無政府主義的理論、戰略、戰術宣傳與運

動，以及支持此類思想的革命團體；④過度強調法律、司法判決等國家權力的階

級性或歪曲其意義者；⑤煽動暴力行為、直接行動、群眾暴動；⑥煽動殖民地獨

立運動；⑦非合法的否認議會制度；⑧動搖國軍存立基礎的行為；⑨詆毀外國君

主、總統、使節的名譽或造成國際外交上重大紛爭的行為；⑩在軍事外交上惹出

重大爭議者；⑪煽動犯罪、保護犯罪或協助、讚揚犯罪者或刑事被告者；⑫妨礙

重大犯罪的調查，以致引起社會的不安者；⑬干擾財政金融秩序，引起社會重大

的不安者；⑭有挑起戰爭之虞者；⑮妨礙日本內地與臺灣的融合；⑯鼓吹臺灣

獨立或張揚民族意識；⑰毀謗臺灣總督等使節致使威信受損的行為；⑱對於臺

灣統治方針，以惡意的宣傳方式，困惑水準低下的島民的行為；⑲其他明顯妨礙

治安的行為。這當中，從第15項到第19項是專門適用在台灣的標準。基本上，據

此在實際執行檢閱工作時，執法鬆緊往往取決於出版警察的解釋，因此各種不同

程度或方式的限制層出不窮，而且隨著社會情勢的變化，檢閱的焦點也會時有變

動。 

檢閱結果若判定為違法出版品，會施以禁止銷售、扣押等行政處分，累犯者，

總督府可能下令撤銷其許可或終止發行，這些處罰措施也同樣適用在島外發行的

新聞紙。其結果，新聞紙若在當局事前檢閱時，被判定為禁止發行或調查、扣押

時，將遭受極大損失，不過當局檢閱目的主要在於確保內容符合政策精神，若僅

是局部內容有問題，則僅圈出，要求刪除。不過，以這種方式檢閱，卻因提交納

本到下令行政處分，耗日費時且又過程繁瑣，不僅檢閱人員感到業務繁重，發行

者也損失不貲，因此乃有「下刷檢閱」的檢閱方式。這個方式是在接受刪除處分

時，發行前可以抽換別的文章，或以、〇〇之類的伏字替代，亦或以留白或

塗黑活字的方式處理。在印刷階段，將以跳過該頁碼，或在要求刪除時，不標示

該頁碼，以使看起來以為是印刷錯誤，此外還以塗黑覆蓋方式處理。檢閱完畢，

會在封面蓋上「濟」字章作為標示。假如出版品已裝訂完成，會將該頁剃除，再

於其封面蓋上「濟」字章。檢閱所需時間，從一天至30天不等，需要翻譯的中文

出版品，約需兩周時間。此外，除檢閱作業所需時間以外，申請發行或銷售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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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時間往往受到拖延，因此，檢閱制度可以說是成為妨礙報紙、雜誌發行，以及

引進島外出版品銷售的最正當理由，當然它也就威脅著台灣言論的生存空間。 

 

2.《臺灣出版警察報》對有關韓國相關報導與消息的管制 

前面提到，《臺灣出版警察報》是由臺灣總督府警務局保安課圖書掛所編制

的秘密文書，目前僅留下1929年12月至1932年6月，每月發行一份共30分的資料。

這份文書大致分為三類：首先，「出版警察概況」記錄頒布禁止銷售出版品的目

錄與統計，從中可看出每個月的檢閱狀況。雖然每個月記錄的項目有些許差異，

但基本上包括：出版物(定期、單行本)納本月表、出版物和新聞紙檢閱數、行政

處分件數、頒布禁止發賣出版物(新聞紙)一覽表、出版物和新聞紙警告頒布及警

告註銷現況等，可說等同是一份禁書目錄與統計。其次，「禁止要項」係就一部

份頒布禁止銷售的新聞紙或出版品，說明其處分理由。再者，「資料」係就所執

行檢閱的內容中，有值得參考的資料，另以附錄形式收錄其中，包括：社會主義

宣傳歌、反戰不安分的宣傳物、無產者新聞發禁資料、無產文藝雜誌概況、主要

左翼新聞紙雜誌系統圖，以及新聞紙和出版物扣押數量表等。 

《臺灣出版警察報》中與朝鮮有關的項目，約略可整理如下：首先，「出版

警察概況」中頒布禁止銷售的內地出版物，有東京發行的李北滿的朝鮮問題叢書

《對日本朝鮮勞動運動應該如何回轉?》(6號)，新聞紙有京城發行的《朝鮮新聞》

共13次(6,7號)、《京城日報》8次(7,9號)、釜山發行的《釜山日報》1次(7號)等。

「禁止要項」欄下有關朝鮮的出版品，全都是在中國發行輸入來台的，就6號(19

29.12)至35號(1932.6)初步考察結果，可分類為出版物的單行本與雜誌共26件，可

歸類為新聞紙的報紙與雜誌共142件。此外，記錄韓國與日本的合併過程以及韓

國成為殖民地後的狀況的教科書共26件。 

禁止事

由 

勞動、

階級問

題 

反日 

史觀 

侵略 

滿州 

獨立 

運動 

批判

殖民

政策 

反日、

反帝國

主義 

排華 台灣

報導 

其他 

單行本 3 9 1 6 1 1 3 0 3 

教科書  26        

新聞紙 1 7 11 91 17 1 11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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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計 

195件 

4 

(2%) 

42 

(21.5%) 

12 

(6.1%) 

97 

(49.7%) 

18 

(9.2%) 

2 

(1%) 

14 

(7.1%) 

3 

(1.5%) 

3 

(1.5%) 

就其頒布禁止銷售處分的事由來看，①有關朝鮮人獨立運動者有50多件，占

比最高，內容包括朝鮮人獨立運動始末、大獨立黨的發起消息與宣言文、檄文刊

載、獨立黨領袖的逮捕消息、以東北地方為首的各地朝鮮人反日示威消息等等。

朝鮮獨立黨的消息集中在9、10、11號(1930.4,5,6)出現，其中瓊崖日報(海口發行)

1930年2月13日版因刊登獨立黨籌備大會宣言文，而遭到禁售處分，其處分事由

有如下內容：⒜積極地破壞日本人的統治機關，致使統治力無法維持；⒝援助學

生舉行示威運動，並指使進行暴力破壞活動；⒞反對自治運動，主張絕對獨立；

⒟將所有革命的力量都投注在大獨立黨，直至最後一名、最後一刻都要積極地反

抗日本帝國主義。②批判日本統治朝鮮者達40餘件，主要是報導韓日合併以後韓

國人的政治自由被剝奪，人民在經濟被壓榨的痛苦生活中掙扎的情形。即如記述

合併歷史的中國教科書，也因這種批判的理由，被列為禁書。③報導朝鮮學生擾

亂事件的光州學生抗日運動有30多件，且集中在8號(1930.2)留下檢閱記錄。被禁

止發行的新聞紙，其報導焦點大都放在學生示威已從光州擴散至全國，且抗日運

動已越來越為激烈。④與此相關，刊載朝鮮人遭到逮捕、虐殺，並對朝鮮人表示

同情，同時對安重根、尹鳳吉、李鳳昌等抗日志士的英勇事蹟表示讚揚的報導，

也有20篇之多。⑤報導朝鮮內華僑問題以及萬寶山事件，遭到檢閱處分的有10餘

件，內容大概都是揭示朝鮮人受到日本唆使、或因中了日本挑撥離間的伎倆，而

犯下虐殺朝鮮中國人的野蠻暴行。除了這些相關報導以外，宣傳單、小冊子遭到

沒收或扣押的案件也不少(29號)。此外，文書還出現因刊登朝鮮社會主義內容遭

到處分的檢閱記錄。 

另外，「資料」當中，7號(1930.1)收錄有1926年12月11日遭到禁止處分的朝

鮮革命歌。其內容為：⒜我們究竟要屈服到幾時?/無視自由的暴政啊/13道的血液

往上沖漲/這裡勇敢的革命兒/⒝用暴力來向暴力復仇吧/手上拿起炸藥/起身引發

暴動/就在這裡一決勝負/⒞高呼勝利的民眾/凱歌的歡聲響徹雲霄/在南天北嶽豎

起紅旗/祝賀呀!革命!/ 

像這樣，與朝鮮相關的出版物會被禁止發行，其理由不外乎內容涵蓋反日思

想、煽動反日、鼓吹獨立運動、向本島住民灌輸反抗意識、破壞與日本的感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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浮誇的報導與誣告栽贓、過激與不安分的思想、階級意識，以及對日本帝國主義

的批判等等，然而針對出版物檢閱的標準並非一成不變，它幾乎取決於檢閱官的

主觀判斷。另外，朝鮮的報紙若有談及霧社事件或鴉片戰爭問題者，也同樣會被

禁售。至於經檢閱被禁的中國報紙、雜誌，主要是上海發行的《申報》、《時事

新報》、《時事月報》、《天聲報》和南京的《中央日報》、汕頭的《汕報》、

海口的《瓊崖民國日報》，以及香港的《華僑日報》、《香港工商日報》、《循

環日報》、廈門的《廈門晩報》等，雜誌則有《興華》、《拓荒者》、《新東方》、

《東方雜誌》、《青年界》等，主要多為上海地區所發行。 

 

以上透過《臺灣出版警察報》所登錄有關朝鮮議題的檢閱記錄，可以知道總

督府管制的朝鮮報導全都與安寧相關，亦即可能會帶給台灣社會不安與動亂的消

息。可以這麼說，總督府當然不希望同在殖民地處境的台灣人民，接觸到朝鮮人

的被殖民狀況，以及隨之而來的反日情緒和抗日獨立運動等的訊息，因而想方設

法都要阻絕朝鮮人對日本帝國主義的實質認知與批判意識傳入台灣島內。雖然目

前僅存1930年代初期約2年多的檢閱記錄，但依然可藉此窺探出殖民時期整個殖

民支配的狀況，以及殖民者藉著檢閱制度，如何控制台灣人民對批判性世界認知

的渠道、箝制台灣人民的言論自由和思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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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人於2004年1月以〈現代性與台灣文學的發展（1920-
1949）〉論文取得博士學位後，主要是從下列三個方向繼
續進行個人的學術活動。其一為承襲博士論文主題，持續
研究日據時期的台灣文學；其二為以東亞視角建構台灣文
學與韓國文學的比較研究框架，進行日據以至戰後冷戰時
期的台韓文學狀況與歷史經驗的關係研究；其三則是分別
在台韓兩地介紹對方的文學和文化。十餘年來，前兩個方
向的研究成果，已陸續以參加學術會議、執行科技部專題
研究計畫或參與韓國相關研究團隊共同研究，進而向學術
期刊投稿，並出版專書的方式展現；而第三部分，則屬生
平志業，截至目前為止，已有超過百篇文章分別以專欄、
邀稿、主題書寫的方式，在台韓兩地報章雜誌、期刊或相
關媒體發表，可說已有一定程度的成果展現，同時也頗受
評論界的注目與肯定。
    在學術研究上面，本人這些年來主要都以比較觀點和
東亞角度，持續觀察台韓兩國各個時期的文學狀況和歷史
經驗之間的關係。台灣和韓國，同屬東亞國家，地理上來
看固然存在一定的距離，但都一樣遭受過日本的殖民統治
，且在二戰後的世界冷戰結構之下，也都同樣經歷過內戰
帶來的民族分裂、長期威權統治和激烈的政治民主化運動
等許多類似的歷史經驗。因此，此十餘年的學術活動，個
人以為或可以台韓文學研究的橋梁角色來定位自己。期間
最為重要的研究成果，當可推《海島與半島：日據台韓文
學比較》（台北：聯經出版社，2013）此一專書的出版。
該書係就殖民地時期的兩國社會和文學，探討了其所關注
的焦點及其歷史意義：包括現代文學語言的確立、啟蒙的
文學刻畫、文學和大眾媒體的關係、傳統文學和現代文學
之間的衝突和連帶、對殖民支配的抵抗和批判、資本主義
發展與人的疏離、社會變革的文學形象化、殖民末期日本
皇民化政策引發的矛盾與認同等種種議題。該書出版後
，還曾入圍時報出版評論類年度十大好書，更在2017年獲
得巫永福文學評論獎的肯定。
    在專書出版後的最近三四年，將研究領域擴及到戰後
時期，特別是1950年代的文學上面，進行該時期文學環境
和生態的研究，並已發表若干篇的論文。眾所周知，戰後
在世界冷戰秩序中，台韓兩國都被劃入由美國所主導的自



由陣營，受到反共主義意識形態的支配，並同時走上以經
濟開發為主要導向的現代化路線。1949年國民政府撤退台
灣，以及1950年韓戰爆發，在在都對往後兩國的社會和文
學，產生重大長久的影響。此兩個歷史事件，遂成為世界
冷戰體制在兩國得以長期運作的直接契機，同時也是兩國
社會受到反共意識形態強力支配的主要原因。再且，一般
稱為冷戰時期的1950到1970年代三十年間，兩國文壇也呈
現出相當類似的展開過程：在反共文藝體制的運作之下
，文學與政治密切結合；接受長達十年的美國援助，以致
其文化冷戰意識形態滲透到台韓文學；針對前兩種傾向提
出批判性檢討，並展開立腳在自國現實的文學創作和批評
活動等等，這些現象都同樣成為兩國文學的主要議題。如
此，可以說政治意識和反共文學、個人自由和形式實驗、
民族傾向和鄉土現實等三種文學傾向，都同樣在兩國先後
登場，其原因不外乎世界冷戰造成民族分裂及長期對峙局
面持續，助長及維持此情勢的政治權力和國家機器亙在眼
前，美援帶來的美國式文化和西方現代主義文學影響著文
壇，在冷戰秩序的世界體制下層結構中，追求出口導向經
濟成長引發出對現實的關懷等等。可以說冷戰時期兩國文
學面對國際情勢和國內問題，都做出相當類似的對應方式
。在上述認知和本人在台韓文學兩方面既有的研究經驗和
成果基礎上，目前更細緻且具體地進一步檢視在冷戰和反
共雙重結構中的五六零年代台韓兩國文學相關議題。當中
，除執行科技部相關專題研究計畫發表多篇論文以外，也
積極參與東亞地區相關領域研究團隊，如「65年體制研究
團隊」（韓國）、「殖民及其後研究團隊」（日本）、「
抗日語境下的東亞文學交流研究團隊」（中國大陸），定
期互訪，舉辦學術論壇。
  除了上述所參加的研討會以外，2013年本人在韓國著名
出版社昭明所出版的《運動．制度．殖民性–台灣的近代
文學1-3》（共三冊），在韓國學界曾引起廣泛迴響，一
時還造成韓國學界對殖民地時期台灣文學的研究熱潮，當
中甚至有多位原先攻讀韓國文學、中國文學或東亞文學的
碩博士班研究生，因此書或閱讀過個人發表的論著之後
，將其研究重心轉向台灣文學。政治大學台灣文學研究所
也由本人主要負責而舉辦了「東亞文學的實像與虛像–台
灣皇民文學與朝鮮親日文學的對話（或比較）」國際學術
研討會（2011.11.25）；「檢閱與殖民地的文化結構：以
朝鮮為例」（韓國成均館大學東亞學術院韓基亨教授演講
，2012.10.24）；「韓國近代自由主義傳統形成與東亞
：兼論韓中自由主義比較」（韓國東北亞歷史財團吳炳守
研究員演講，2014.06.20）；「台日韓女性文學：一場創
作與發展的旅程」國際研討會（2014.11.21-22）；「台
日韓當代作家研討會–生態與旅行」國際研討會
（2017.4.14-16）等學術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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