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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백화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식민지 좌익작가 賴明弘의 권점 

 

                    台灣淸華大學台灣文學硏究所敎授 柳書琴 

 

1.들어가며 

일본식민통치가 가져온 커다란 변동 속에서 대만문화는 비로서 자각적으로 ‘중국 

밖’에서 자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본도인’은 공공영익에서는 당국의 요구에 따라 

점자 일문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민족 정체성에 의거하여 중국의 

한문(漢文)이나 백화문 혹은 민남어(閩南語)나 객가어(客家語)등 지역언어를 사용했다. 

일문은 명치시대에 점차 규범화되고 한문은 5・4 운동과 중국의 국어운동 밖으로 

배제되었다. 또 일본통치하에서 일문과 한문이 동거하는 신문매체시대에 들어가면서 

대만한문의 내용과 형식은 중국과는 전혀 다르고 더 복잡한 것이 되었다. 

중국의 국어운동은 1920 년대 후반에 전국적인 운동이 되었다. 그러나 대만이 

받은 영향은 극히 한정적인 것이었고 (국어도 북경어도 화어도 아닌) ‘한문’이라는 

용어가 주류가 되었다. ‘한문’은 ‘일문’과 대등한 개념이 되어 두 사이에는 경계가 

생겼는데 그것은 대만의 당시 언어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식민지통치 

50 년 동안에 ‘한문’은 ‘제국한문/식민지한문’(일제한문), ‘한시문’(문어), 

‘백화한문’(통속적인 문어), ‘중국백화문’, ‘한문대만화문’등 언어종류나 문체, 언어, 문자와 

같은 다양한 면에서 방향을 다르게 했다. 5・4 운동 후에 ‘국어의 문학, 문학의 국어’가 

제기되어, 1923 년 대만에서 중국백화문이 제기되어, 이어서 1930 년대에 일어난 

대만향토・어문 논쟁은 ‘대만한문’의 개념과 실제적인 운용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했다.     

당시에는 대만한문을 ‘화어’라고 부르지는 않았고 화어어계문학(華語語系文学) 

이라는 개념도 물론 없었지만 필자는 일본통치시기는 대만화어어계문학의 

맹아기었다고 보고 있다. 대만 신문학운동에서 주장된 ‘일용문’ (黃呈聰), 

‘백화문/중국국어문’ (張我軍), 그리고 향토문학논쟁 가운데 사용된 ‘대만화문’이나 

‘중국백화문’은 물론 모두 화어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 영향 아래에서 출현된 

근대문학의 창작 실천이나 1895 년에서 1920 년 사이에 ‘제국한문’이나 중국통속문예, 

서구어번역체의 영향으로 출현된 평이한 한문과 구어체문학도 모두가 대만화어문학의 

선구이다. 따라서 현대의 대만화어어계문학에 대한 관심은 그 전제로 우선 

일치日治시기 상황에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언어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이것은 일본어 체제와 이중언어 세대가 대만한어 

(중국백화문이나 대만어문을 포함)의 언어 위상과 분업역할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의 재평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소홀이 할 수 없는 과제이다.  

 

2. 대만한문은 청조淸朝한문의 잔재인가? 

陳培豊의 ‘한문’과 한문문체’ 연구에는 높은 독창성이 있다. 그는 중국과 일본 문화 

사이를 월경하는 한문 교섭 및 ‘제국한문’과 ‘식민지한문’을 복선계(複線系)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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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분석하여 일치시기 대만한문은 청조한문의 잔재라는 전통적인 인식을 전복했다.  

중국백화와 식민지한문의 관계에 대해서 그는 기존의 ‘조국이식설(祖國移植說)’을 

‘명칭치환설(冠称置換說)’로 시정했다. “1920 년대에 유행한 대만문화계의 ‘중국백화문’은 

‘조국’에서 이식된 언어가 아니라 식민지통치하에서 한자문화권에 속하고 있던 대만 

내부에서 태어난 문체의 혼합현상을 이 명칭으로 대체시킨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식민지한문’이라는 몸에 중국백화문이라는 외투를 입힌 상상의 문체명명이다”1 

필자는 陳培豊의 논점, 즉 제국한문의 영향을 받은 ‘식민지한문’의 문체가 힘을 

축적하여 20 세기 전반 대만의 근대화어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나 중국백화문 운동이 당시 대만문학의 창작에 준 영향이 한정적인 것이었다 해도 

그것은 결코 ‘명칭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은’ 공허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향토・화문논쟁의 ‘중국백화파’는 물론 정통 중국어언류(言流)파의 ‘타자’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내실은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논의하고 싶다. 본고에서는 식민지 

좌익작가 賴明弘의 관점을 통해서 그것을 검토하고자 한다. 

 

3. 기절초풍의 한문? 적성의 한문? 

대만신문학의 한문작가의 문학표현은 당시 중국작가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가. 

1936년4월 대만문학과 조선문학은 처음으로 중국문단에 단행본 형식으로 소개되었다. 

그 소설집『山靈：朝鮮台灣短編集』에 ‘대만문학’으로 수록된 것은 두 편의 일문소설 

즉 楊逵의 〈新聞配達夫〉과  呂赫若의〈牛車〉이었는데 권말에 楊華의 한문소설 

<薄命>이 ‘부록’이라는 형식으로 붙어 있었고 편자인 胡風이 다음과 같이 평을 썼다. 

“부록 한 편은 평점부호(評点符號)조차 옛날 그대로다. 이것을 실은 것은 작품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중국 독자들에게 억압당한 발육부전의 어언문자를 보이고 놀라게 하기 

위해서다」2. 冰心、梁宗岱등의 영향을 깊이 받은 楊華（1906-1936）는 당시 대만의 

대표적인 ‘중국백화문’ 작가였다. 그러나 처음으로 중국에 소개된 그의 한문소설은 

참담한 문자표현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실이 대만인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대문화어어계문학’이 1920 대와 1930 년대에 벌써 독자적인 언어형상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실은 밝혀주는 자장 좋은 증거가 아닌가.  

   ‘대만한문’은 중국어와 일본어와 대만어가 섞이는 언어환경 속에서 태어난 대만의 

주체적인 화어체계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뒤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은 ‘백화문’이란 

‘식민지한문’을 대체하여 은폐하는 상상의 문체명명인지 혹은 중국국어운동의 성과를 

흡수하면서 제국한문의 자원을 같이 받아들인 ‘식민지한문’인지에 대해서다. 바꿔 

말하면 ‘식민지한문’ 속에 있는 중국백화의 흐름에 주목하여 대만문학언어가 그것을 

                             
1 陳培豊『想像和界限：台灣語言文體的混生』、台北：群學，2013 년 7 월，121 

-130 쪽.（三木注：陳培豊의 『日本統治と植民地漢文』（三元社、2012、123 쪽）에 

같은 기술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했다. 또 이 발표문 번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책에 나오는 용어를 답습했다） 
2 胡風〈序〉,上海：文化生活, 1936 년 4 월、Ⅱ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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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운용했던가를 이해한 후에 ‘대만한문’으로 쓰인 초창기의 근대 

화어어계문학을 대할 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발견이 있겠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1924 년에 일어난 대만 신구문학논쟁에서 ‘문학언어혁명’은 張我軍이 논술 

핵심으로 놓은 것의 하나였다. 이 해에 북경어가 표준어음이 된 것이 북경에 

유학중이었던 張我軍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1925 년에 그는 “신문학운동의 의의” 

속에서 胡適의 ‘문학의 국어, 국어의 문학’을 구체적으로 대만 신문학의 기본적인 두 

항목으로 내걸었다：1.백화문학의 건설. 2.대만어의 개조. 이 두 주장은 신구문학논쟁의 

대립점이기도 했다. 그 뒤『대만민보』와 『대만신민보』는 중국백화문을 실천하고 

보급시키며 대만한문이 중국국어를 모범으로 삼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것에 따라 

대만한문은 ‘제국한문’과는 다른 곳에 새로운 영향의 원천과 논리를 가지게 되었다.  

『대만민보』 문예란을 보면 20 년대 대만신문학운동의 선구자 중에서 중국백화문을 

자유로이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작가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백화문이 대만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楊華의 

이형화문체(異形華文体)나 張我軍이 창출에 노력한 매체 공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백화문이 없었다면 대만의 ‘중국백화문’도 없었다는 것이다. 

중국백화문은 ‘중국백화문’이 창출될 때 꼭 필요했던 열쇠이고 경상(鏡像)이었고 또 

거기에는  근근이 계속되었던 창작실험이 있었다.  [역주: 집필자의 보충설명을 아래에  

부기한다. 「J.Lacan 의 경상이론을 원용하면 대만의 ‘중국백화문’은 중국백화문을 

모방대상과 상상의 바탕으로 한 형성과정에서 명명된 ‘대만화어어계문학’적인 경상 

단계 (the mirror stage)로 볼수 있다」] 조국파 (지식인, 유학생, 혁명가, 상인, 

거류자）와 좌익 (台共등) 그리고 저널리스트(한문기자)나 화교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것은 명백해진다.  

陳炘, 黃呈聰, 黃朝琴, 張我軍등이 한문개혁과 백화문 운동을 제창한 뒤 십여년 

동안, 한문은 대만총독부의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었을까? 

1936 년 12 월, 楊逵가 주필을 하고 있던 『대만신문학』지는 ‘한문창작특집’이라는 

기획을 대대적으로 세웠는데 총독부 경무국보안과에 의해 발금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중요한 사실을 밝혀준다. 즉 1936 년말에는 벌써 당국은 신문잡지의 한문란과 

진보적인 한문출판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930 년대 초기 당국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1937 년이 이르러서 진보적 한문논술은 대만에서 어떤 위협이 되었을까?  1937 년 

4 월에 대만총독부는 신문잡지의 한문란을 폐지했다. 왜 폐지했을까? 河原功와 

中島利郞는 이것을 동화정책에 따라 매체의 언어가 정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李承機에 의하면 1931 년의 좌익 대검거 후 대만 공산당을 

전위로 하는 좌익운동은 2 년동안의 당국의 단속으로 궤멸했는데 그 때 많은 좌익 

“잔당”들이『南瀛新報』『新高新報』『昭和新報』의 세 신문사에 들어갔다. 주간지가 

‘한문란’을 통해서 대만독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주간지의 강점이 정론과 평론인 만큼 

일간지와 대립하면서 독자 쟁탈전을 벌렸다. 주간지는 ‘대만의 목과 혀’가 되어 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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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운동 궤멸 후의 실천운동 배경을 논설로 날카롭게 파헤쳤다. 1930 년대에 주간지에 

나타난 ‘좌익신문인’은 많았고 또 주간지 한문란도 일간지 한문란에 비해 확실이 

과격했다3. 

‘좌익 잔당’들이 주간매체에 몸을 던져 ‘좌익기자’가 되면서 주간지 문예란을 

부흥시켰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당국으로 하여금 ‘한자란폐지’ 정책을 취하게 

만들었다. 한문 여론공간은 좁아지고 총독부는 더욱 강한 탄압 의지를 보였다. 

이것으로 보아 30 년대 전반에 급속히 융성된 신문잡지 한문란이 비판성을 가진 

비주류적 문화 공공영역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일/한/대어의 혼합’을 

특징으로 한 화어어계문학은 결코 중국작가가 본 것과 같은 발육불양의 문학이 아니라 

대만총독부가 적시해야 할 만한 비판세력 잔당이 활약하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4. 대만의 ‘중국백화문’은 뒤죽박죽인가? 

賴明弘（1915-1958）는 台中의 豊原 사람이어서 신문잡지의 기자와 편집을 하며 

문학창작도 했다. 그는 최초의 향토화문논쟁이 일어났을 때 중심인물이었다. 

1930 년에서 1934 년의 논쟁에서 중국백화문의 수장이었던 그의 주변에는 늘 林越峰, 

廖毓文, 朱點人, 林克夫, 王詩瑯과 같은 당시 한문작가로 활약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그 일원으로 간주되었지만 실은 그는 한문작가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동시대 작가들과 다른 점이 많이 있다. 첫째：일개 무명청년이었던 그는 

1932 년 향토문학논쟁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고 다음 해 『신고신보新高新報』의 

한문기자가 되었다. 둘째：1933 년에서 1936 년에 걸쳐 그는 『신고신보』의 기자와 

한문란 주임, 대만문예연맹 발기인, 『대만신문학』 편집자가 되면서 문단에 

공헌했지만 창작을 시작한 것은 1936 전에 병 때문에 사직한 뒤었다. 셋째：그의 

작품은 주로 일문소설이어서 처음에는 문법적인 틀림이 많아 공공연히 비방을 

받았지만 『대만일일신보』의 원고모집에 입선되어 일년도 채 못되어 질과 양적으로 

진보했다.  넷째：그는 평논을 쓸 때는 한문만으로 썼지만 그에게 한문은 창작언어가 

아니었다. 다섯째：그는 일치시기에 극히 소수였던 이중언어작가의 한 사람이어서 그 

중에서도 특히 희소한  중문을 제일언어로 하고 일본어를 한문으로 번역할 수 있는 

작가였다. 여섯째：그는 문단에 등장하자마자 ‘Marx Boy’라고 불렸다. 

『신고신보』에서의 그의 언론은 과격하였고 스무살에 동경에 가서  ‘대만문예연맹 

동경지부’ 창립에 조력하였고 또 郭沫若을 방문했다. 대만에 돌아온 후 楊逵의 

『대만신문학』을 지지하여 신보적인 문예의 월경과 연대에 전력했다. 그는 한문기자 

출신의 좌익작가였다.  

賴明弘은 명석하고 실천성이 있는 사람이어서 楊逵나 吳坤煌과 비길 만하다. 이런 

이중언어 능력을 가진 좌익기자이자 평논가가 왜 중국백화문에 대해 굳은 신앙을 

                             
3 李承機『台湾近代メディア史研究序説─植民地とメディア』,東京大學大學院総合文化研

究科博士論文，2004 년 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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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을까? 또 그는 한어와 일본어란 언어의 분업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賴明弘의 예는 우리들에게 ‘중국백화문’이 ‘식민지한문’으로 점거된 되었는가, 

뒤죽박죽인 문체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賴明弘의 주장은 「對最近文壇上的感想」（1932）, 

「對鄕土文學台灣話文徹底的反對」（1933）, 

「絶對反對台灣話文催翻一切邪說」（1934）와 같은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는 

『대만신민보』와 『南音』의 타도를 외치며,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무대를 만들었고, 

향토문학을 농촌 프티부르 계급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며, 향토문학과 대만화문 논자를 

형식만 중히 여겨 내용은 얕고  계급의식이 부족해서 대만문학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문학혁명을 숭배하여 프롤레타리아 문학 

건설에는 반드시 중국백화문을 도구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졍리하면 그는 

중국백화문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1. 대만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건설. 2. 

실천에 직접적인 응용. 3. 자기 손으로 자기 말을 쓴다(吾手寫吾口). 4.한문을 유지할 것. 

5.중국과 연락 경로를 유지할 것. 중국백화문파가 매체에서 달성한 일은 경시할 수 

없다. 매체 사람들과 당국의 기구인원의 배경에는 그들이 표준화된 백화문의 사용을 

주장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비식자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둔 

대만화문파와 달리 그들은 중국백화문의 중/대화어권(臺華語圈)（대/일한자권에 

대응함）사이의 정보교류의 안정성과 효용을 중시한 것이다.  

 

5.결론 

    1933 년에 주간지 기자가 된 賴明弘은 1930 년을 전후하여 정치적으로 좌절한 

사람이 신문계에 전신한 전형적인 예다. 좌익진영이 눈을 한문란에 돌렸던 것은 물론 

근대 인쇄자본주의가 식민지에서 성숙하고 있엇다는 사실이 바탕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근대한어가 가지고 있던 잠재력에 대한 평가와 일어의 역할과 결합된 

이중언어의 배치와도 관계가 있다. 본고는 賴明弘의 예를 통해서 중국백화문이 

대만화어어계문학을 창조하는 또 하나의 힘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다. 그것은 

식민지한문에 점거되지 않으며 ‘중국백화문’의 본도화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다. 

1930 년대에 사회주의문학의 풍조와 문예대중화의 의론이 일어난 가운데도 

중국백화문파는 결코 그 때문에 환멸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이 跨國連帶라는 시점으로 

대만의 문학언어와 대중계몽을 생각하고 국경을 넘어서 연대하여 화어문학자원의 

진보에 적지 않은 노력을 경주한 것은 확실하다. 우리들은 이 사람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평가할 필요가 있다. 

                 （三木直大의 일본어역에서 하타노가 중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