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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945 년 8 월 15 일, 천황이 ‘옥음’ 방송으로 종전을 선언한 순간, 이 순간에 섬에 사는 

대만인과 일본인은 단절되었고, 각각의 ‘전후’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1945 년 7 월 26 일에 

나온 포츠담 선언에 의해 일본이 항복한 뒤, 대만은 중국에 ‘반환되어’, ‘중국인’이 되었다. 

일본 제국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대만에 있던 일본인은 패전국 국민이 되어 

‘닛쿄(日僑)’ 2 라고 불렸다. 정권은 교체되고 대만 섬 안에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남양의 전쟁터에서 대만인들이 계속해서 ‘대만으로 돌아’오고, 또한 

바다를 건너 대만에 온 외성적(外省籍) 지식인이나 정권에 결탁해 한몫 잡으려는 

모리배(政商)나 투기꾼 등도 있다. 한편 일본의 옛 제국 체제를 대표해 왔던 관료나 군인, 

민간인, 더욱이 같은 식민지에서 온 조선인은 대만을 떠나려고 하고 있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228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들은 대만에서 자주 만나 교류하고 있었고 특수한 

교류의 장이 형성되어 그들에게는 대만에 대한 기억이 남았다.   

제 2 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을 때, 대만은 일본이 점령했던 다른 해외 점령지에 비하면 

비교적 평온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1946 년 2 월이 되어서야 겨우 미군으로부터 함대를 

빌려 국가의 계통적인 지원 하에 대만 체제 일본인(在臺日本人)의 대규모 반환 사업을 

시작했다. 일부 관료와 기술자는 첸이(陳儀) 정부에 의해 활용(留用)되었지만 3 , 228 사건 

이후 대만의 정세가 삼엄(不穏)해지자 결국에는 모두 대만을 떠났다.  

본고는 구 일본제국 붕괴 후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대규모 이동, 그 역사적 컨텍스트 

속에서, 전후 초기 대만에 있던 일본 문화인이 대만을 떠날 때가지 했던 문화활동과 사회에 

대한 관찰을 다시금 검토하려고 한다. 제국이 와해되었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쫓겨난 

일본인들이, 대만을 떠나 식민지인 “고향 대만”을 멀리서 상기할 때, 대만을 어떻게 

기억하고 제국을 [어떻게-역자] 다시금 그려냈던(複寫) 것일까? 그들은 이러한 전후 텍스트 

속에서 [대만을-역자] 어떻게 ‘기억’하고 ‘망각’했을까? 

이들 재대 일본인은 전전에 제국의 확장정책에 의해 대만에 이주해 왔고 대만에 오래 

살면서 어느 정도 토착화를 이루었다. 그들은 대만이 그들이 안주할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국 붕괴 후 ‘식민통치자’였던 그들은 패전에 의해 ‘이향반국(離郷返国-

고향을 떠나 귀국한다)’을 해야 했다. 이와 함께 대만 체제 일본 문화인이 40 년대에 힘을 

기울여 창도(唱導)한 외지문학(外地文学)과 문화사상도 해체되었다. [그들 중에는-역자] 

전후에 침묵을 선택하고 대만에서의 식민지 경험을 언급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니시카와 미츠루(西川満)등은 대만에 대해 씀으로써 대만에 대한 기억을 

반복하고 온존시켰다. 또한 그들의 향토 정서를 ‘두 개의 고향 사이’에서 표류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귀국 초기에 그들 ‘개인의 기억’은 대개 ‘제국의 기억’과 뒤섞여 있었고, 두 기억 

사이에는 복잡하게 착종된 모순이 나타난다. 히키아게(引き 揚げ ) 4 를 했던 초기에 그들은 

                                                        
1 이하 역주인 경우에는 맨 끝에 (역주)로 표시했다. 또한 가번역 상태이므로 개념어의 선택이나 

고유명사의 음독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음을 밝혀 둔다. (역주)  
2 닛쿄(日僑)는 ‘일본인 화교’라는 뜻. 부르는 주체에 따라 음독하는 언어가 바뀔 테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일본어 음독으로 판단해 ‘닛쿄’로 번역한다. (역주)  
3 일어 번역문은 ‘유용(留用)’. 사전적 의미는 “사람을 자기 나라에 머물게 해서 부림”이다. 이하 

문맥에 따라 ‘유용’이라는 명사와 ‘대만에 남아 활용되었다/활동했다’라는 말을 섞어 쓴다.  (역주) 
4 “히키아게(引き揚げ)”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나 점령지에 이주했던 일본인들이 패전 후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는 ‘귀환/귀국’이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역사적 배경을 살려 일본어 그대로 음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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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로부터 쌀쌀 맞은 대우를 받았다. 이러한 귀국 경험이 대만 향토에 대한 그들의 정서 

아이덴티티를 강화했다. 과거(시간)의 ‘아름다운’’식민지/출생지’(공간)가 그들의 ‘향수’가 

귀착될 장소가 되고, 그들이 제국의 기억을 술회하는 문학 속 시공간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전후 초기의 역사 컨텍트스 속에서 재대 일본인의 대만에 대한 

기억, 그 내용이 지닌 특색을 정리한다. 이어서 니시카와 미츠루 등이 재대 일본인의 

입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어떠한 문화활동을 전개했는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니시카와 

미츠루의 전후 초기에 대한 기억 저작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대 일본인의 전후 초기의 역사 

기억을 담고 있는 문학 저작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전후 대만 사회에서 대만인과 중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정(恩)과 의리(義)가 교착하는 복잡한 정서 구조를 다시금 자세히 논하려고 

한다.  

  

2. 재대 일본인의 전후 초기의 대만 기억 
  

일본 패전부터 1946 년 2 월에 히키아게를 시작할 때까지는 7,8 개월의 시간이 있었다. 그 

사이에 재대 일본인은 ‘닛쿄(日僑)’로서 대만에 체재했고, 새로운 정권에 대만인이 접수되어 

가는 여러 가지 사회상황을 가까이서 보고(傍観) 있었다. 

신문계에서는 당시 대만성행정장관공서(台湾省行政長官公署) 소속의 『대만 

신생보(台湾新生報)』와 국민당 선전부의 『중화일보(中華日報)』가 

「일문판」（1946 년 2 월~ 10 월）을 남기고 있다. 일부의 [일본인-역자] 편집 스탭이 

남아 일을 맡게 했고, 과도기의 문화사업과 편집 번역 작업에 [그들을-역자] 활용하고 

있었다. 그 일에는 정부 당국에 협력하여 번역하고 보도 선전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장관공서는 조직 기구 속에 대만성 편역관(編訳館)을 두고 대만문화의 

재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편역관에는 하부 조직으로 학교교재반(学校教材班), 

사회서적반(社会読物班), 명저편역반(名著編訳班), 대만연구반(台湾研究班)의 네 개 반이 

있었다. 대만에 남아 일했던 ‘유용 닛쿄(留用日僑)’는 주로 

「대만연구반(台湾研究班)」에 편입되어 있었다. 그들은 고쿠부 나오이치(国分直一, 

1908～2005 년) 5 , 이케다 도시오(池田敏雄, 1916～1981 년） 6 , 다테이시 

데츠오미(立石鐡臣, 1905～1980 년)7 등으로 대부분이 전전의  『민속대만(民俗台湾)』 

동인이다. 그들은 대만적(台湾籍) 지식 엘리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전후에도 

계속해서 민속채집 등을 했다. 동시에 ‘편집 번역’을 통해 일본인의 학술자산을 대만의 

새로운 학술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대만에 온 중국인 문화인과 협력하여 전후 대만의 

문화재건사업에 착수하고 있었다.  

이들 유용 닛쿄는 대만의 228 사건 동란을 목격한 일본인이 되었다. 당시 사상자 

수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들은 ‘집에서 자숙’하도록 

요청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폭력에 말려들지 않았다. 그러나 전후, 제각각 여러 가지 

수단으로 그들이 목격한 대만의 당시 사회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하 그들의 기록과 

기억에 초점을 맞춰 그들이 대만의 전후 초기를 어떻게 기억했는가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1) 대만에 상륙한 중국 국군의 모습(軍容)에 대한 묘사와 기억 

 

전후 대만인은 흥분해 ‘광복’을 맞이하지만 히키아게를 기다리는 일본인은 매우 

뒤숭숭하고 안정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국민당 첸이 정부의 대만 상륙의 

                                                        
5 고쿠부나 오이치(国分直一, 1908~2005): 민속학자, 고고학자. 도쿄에서 태어나서 대만에서 자랐다. 

(역주)  
6이케다 도시오(池田敏雄, 1916~1981): 대만의 가정 생활, 여성과 민속, 등 각종의 연중행사나 마을의 

역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민속대만(民俗台湾)』을 발간했다. (역주) 
7 다테이시 데츠오미(立石 鐵臣, 1905~1980 년): 식민지기 대만에서 태어난 일본인으로 ‘완생(湾

生)’으로 불렸다.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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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에는 매우 놀랐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러한 그들의 기억은 대만 민중의 기억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대만에서 태어난 화가 다테이시 데츠오미의 

『대만화책(台湾画冊)』（1962 년） 중 「닛쿄편(日僑編)」에도 당시에 대한 선명한 

역사 기억이 쓰여 있다. 대만에 남아 활동했던 문화인 이케다 도시오는 당시 

대만연구반에 근무하고 있어서 228 사건 당시의 타이베이 동란 상황을 목격했다. 
 그런데 안도 요시오(安藤芳男)은 중국 국군에게 접수 당할 당시에 대만인이 보인 반응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 안도는 대만인이 전후에 정세에 따라 방향전환을 한 심리를 

조롱하듯이 회상하고 있다. 식민(植民)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이 대만 비화(台湾秘話) 에는 

전후에 군국주의 의식을 지니고 있던 일본인 한 명의 솔직한 심리가 드러나 있다. 그는 

대만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정부 직원들이 바로 그 배후에서 이전의 식민자를 관찰하면서 

일본인을 동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일본인도 대만인도 마찬가지로, 

도처에서 강탈을 일삼는 중국 군인을 견뎌야만 했기 때문이다8. 

  일본 패전 후, 대만인은 하룻밤에 패전군의 ‘신민’에서 전승국의 ‘국민’이 되었다. 

그렇지만 불과 1년 사이에 국민당 정부에 대한 대만인의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최후에는 

절망적인 반항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228 사건 전야에 ‘일본 시대’는 

‘동경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 되어 있었다9. 패전국의 국민인 일본인은 가산을 팔고 잇달아 

대만으로 돌아갔다. 신문의 「일문판」은 대만에 있던 일본 친구들이 작별의 말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일본인은 차마 작별하기 싫은 아쉬움과 감상을 조심스럽게 드러냈다. 

히키아게 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생활 재건의 곤란이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만인은 국민당 접수 후 관료의 군림과 전후 신정권이 잇달아 일으켰던 곤란들과 

직면해야만 했다. 양쪽 모두가 각각 다른 시대 과제와 마주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전후 2 년간은 함께 국민당 통치를 경험하고 어떤 종류의 상호 신뢰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었다. 이 때가 친일(親日)로 전환하는 키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다.  

 

2) 228 에 대한 역사증언 

 

  왕이더(王育徳, 1924～1985 년） 10 은 일본에서 잡지 『대만청년(台湾青年)』 

(1960~2000 년)을 창간하고 주로 당대 대만의 정치문화에 관한 정보 뉴스를 번역하여 

소개하고 보도했다. 그런데 그는 일본에 망명했던 초기에 228 사건을 둘러싼 자료를 

비밀리에 모았으며 228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바라고 있었다. 

『대만청년(台湾青年)』 창간은 그 숙제를 이뤄낸 것이었다 11 . 창간 당시는 매해 228 

시기를 전후하여 기념 특집을 게재했다. 특히 1963 년에 왕이더는 일본인에게 원고를 

의뢰하고 특집 「일본인이 본 2.28(日本人 の 見 た 二・二八)」을 게재했다. 사건 당시 

대만에 있었던 모리타 토미요시(守田富吉)、린슈리(林樹理, 이케다 도시오의 다른 이름), 

가나세키 다케오(金関丈夫, 1897～1983 년）12와 당시 이미 대만을 떠나 있었던 마츠이 

도우로(松居桃楼, 1910～1994 년）13의 글을 편집한 것이다. 

 그들 기억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사건 발생의 상황을 그리는 것 이외에 특히 그들은 

데모 행진에 참여한 군중(群集)의 이성적인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외성적(外省籍) 

부녀자에 대한 폭력이나 재물 약탈 행위는 보지 않고, 그들의 요구 행동과 혼란을 틈타 

민가를 약탈했던 양아치들을 함께 논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 

                                                        
8George H. Kerr著、詹麗茹、柯翠園訳『重訳校註被出賣的台湾』（注１参照）、85頁。 
9楊村(揚風)「祖国啊!祖国」『文匯報』(1947年 1月 14日)、6版。(黃惠禎著『戦後初期楊逵与中国的対

話』より引用。(台北・聯經出版、2016 年 7 月、203 頁)。 
10 왕이더(王育徳, 1924~1985): 대만출신의 언어학자, 정치 운동가. 일본에서 대만어나 중국어의 온갖 

방언 연구를 하면서 대만 독립운동을 전개함. (역주) 
11王育徳、「『台湾青年』創刊当時的故事」、『台湾青年』第 51 期、(1965 年 2 月)。 
12 가나세키 다케오(金関丈夫, 1897~1983 년): 일본 해부학자, 인류학자. 1934 년 타이베이 의학 

전문학교 교수가 됨. (역주)  
13 마츠이 도우로(松居桃楼, 1910~1994 년): 일본의 수필가. 1942 년 대만연극문예부장을 지냈고, 

1946 년에 귀국한다.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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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성인과 본성인 사이의- 역자] 성적(省籍) 대립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었던 

당시의 사회 정세에 직면하여 그들은 매우 걱정하고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국민당 첸이 정부에 대한 본성인의 분개(憤懣)와 원한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있었지만, 사건에 말려 들어갔던 외성인의 경우와 그 안전을 지켰던 경험도 덧붙여 

쓰면서 [당시의-역자] ‘기억 저작(記憶著作)’에 객관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3) 대만인 친구에 대한 추억 

 

전후 초기, 228 사건의 청산과 체포 과정에서 많은 대만 엘리트가 희생되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보도 관계자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14. 예를 들면 『대만신생보』의 사장 

루안차오리(阮朝日, 1900～1947 년）, 일문판 총 편집장인 呉金錬（1913～1947 년）, 

『민보(民報)』사 사장인 린마오셩(林茂生, 1887～1947 년）등으로 그들은 사건 후 

체포되고 살해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계엄령 하에서는 친족이나 친구들은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이들 대만 엘리트의 죽음에 대해 겨울의 매미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귀국한 

일본인만이 글을 쓰고 바다 건너 영령을 기념했던 것이다.  

 228 사건 후 대만 섬에는 계엄령이 내려지고 백색 테러가 일어났다. 이들 엘리트들의 

죽음은 섬 안에서는 정치적 터부가 되었고, 추도문을 공개할 용기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가장 먼저 그들을 추도했던 것은 대만에서 일본으로 히키아게 되었던 일본인이었다. 당시 

공공 장소에서 친구를 추억하고 과거를 회상할 ‘자유’는 그들에게 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28 사건으로 희생된 대만 엘리트에 대한 기념글에서 글 쓴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항일 민족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의 비참한 상황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이며 

역사 속에서 이 이상 터무니없는 경우는 없었다. 

 

3. 전후 초기 재대 일본인의 문화활동 
 

전전, 대만 문단에서 활약했던 일본 문화인은 대만을 떠난 시간은 다르지만 전후의 대만 

문화의 재건에 변함없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히키아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연달아 적극적으로 현지의 문화활동에 몰두했다. 다음에서는 그들의 활동을 개관해 보려고 

한다.   

  

1) 번역 편집과 문화 출판 활동  

  

『민속대만(民俗台湾)』의 일본인 동인 중 많은 수는 대만 대학이나 대만 편역관에 

‘유용(留用)’되어 귀국을 늦추고 훌륭한 재능을 발휘했다. 전후 초기, 가나세키 다케오와 

고쿠부 나오이치는 전전부터 해 왔던 민속학과 고고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 

필드 워크의 성과 중 많은 것을 『대만문화(台湾文化)』에 발표했다. 그밖에 가나세키는 

‘린시옹셩(林熊生)’이라는 이름으로 대만을 무대로 한 일본어 탐정소설 『배 속의 살인(船中

の 殺人)』과 『롱산스의 카오노인(龍山寺 の 曹老人)』을 출판했다. 이케다 도시오는 주로 

편집과 번역 일을 하고 있었다. 전후 『민속 대만(民俗台湾)』 복간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지만, 1946 년 4 월에 일본인의 히키아게가 일단락 되자, 이케다와 대만에 남아 일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동인적 성격의 『회람잡지(回覧雑誌)』를 발행했다 15 . 친구들은 모리 

오토(森於菟), 가나세키 다케오(金関丈夫), 야노 호진(矢野峰人), 고쿠부 나오이치(国分直一), 

다테이시 데츠오미(立石鐡臣)、하야사카 이치로(早坂一郎, 1891～1977 년), 마츠야마 

겐조(松山虔三) 등이었다. 이들 문화인들은 대만에 오래 남아 민속과 고고학 등의 일을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2) 연극활동 

                                                        
14呂東熹、『二二八記者劫』、(台北市・二二八基金会、2016 年 2 月)。 
15張良澤編、「池田敏雄先生年表」、『台湾文学評論』5巻 2期(2005年 4月)、64-6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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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식민지 체제에서 해방되자 문화인들은 기뻐하며 대만문화의 재건에 착수했다. 

연극연출이 그들이 전후 대만 문화계에 개입하는 가장 빠른 수단이었다. 그들은 중일 문화 

교류의 요구 속에서 전후 대만에서 연출할 정당성을 얻었던 것이다.  

1945 년 11 월, 니시카와 미츠루는 슈린(樹林) 탄광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타이베이에 

돌아와 이미 출판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상황에서 하마다 하야오(濱田隼雄, 

1909～1973 년）16와 상담하여 극단 ‘지즈오좌(制作座)’를 성립하고 자택에서 문화 낭인을 

모아 기타자토 도시오(北里俊夫, 1913～1980 년） 17에게 주최하도록 했다. 최초의 공연은 

기타자토 도시오가 개편하여 감독한 마르셀 파뇰 18 의 「파니」였고, 미야타 

야타로(宮田彌太郎)와 스즈키 요헤이(鈴木陽平)가 무대설계에 협력했다. 상연에는 많은 

중국인 관중이 왔다고 이야기된다. 제 2 회 공연으로 하마다 하야오의 「골목의 그림(横丁の

図)」을 준비하고 있을 때, 충칭(重慶)에서 온 화가 황롱찬(黄栄燦)과 알게 되었다. 제 3 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는 일본인 귀환 사업이 시작되어 쫑산탕(中山堂)에서의 

「멸만흥한의 깃발 아래(滅満興漢の旗の下に)」 상연으로 연극활동은 끝났다19. 

즈지오 좌의 상연 이외에도 1946 년 10 월에는 오키나와 출신 재대 일본인이 편성한 

「까오안 폭소극단(高安爆笑劇団)」이 일본풍의 코미디 「마음의 건축(心の建築)」을 5 회에 

걸쳐 상연했다. 관중은 모두 일본인으로 관람율도 나쁘지 않았다 20 . 이에 더해 오락성이 

띄어난 많은 일본인 극단이 상연활동을 하고 있었다21. 

 

3) 중국과 일본의 목판화 교류 

 

전후 초기, 문예활동을 하고 있던 중국 청년들이 바다를 건너 대만에 왔다. 그들은 

중국의 항일기에 문선대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다. 대만에 온 그들은 신문사나 잡지사에서 

편집 일을 하거나 학교 선생님을 하거나 했다. 이 시기에 그들은 전후 초기의 대만사회 및 

비판정신을 반영한 목판화를 남기고 있다. 이들 중 황롱찬(黄栄燦)과 

주민강(朱鳴岡)、첸야오환(陳耀寰)은 당시에 가장 일찍 대만에 왔던 목판화가였고, 황롱찬과 

주민강은 재대 일본 문화인들과 가장 친밀하게 왕래했다. 니시카와와 하마다는 특히 

황롱찬으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고, 마치 미리 짜기라도 한 듯이 그 둘은 귀국 후 즉시 

짧은 글을 써서 그를 그리워했다22.  

                                                        
16 하마다 하야오(浜田隼雄, 1909－1973): 소설가. 토호쿠제국대학 졸업후 대만에서 교원생활을 함. 

대표작으로 「남방이민촌(南方移民村)」등이 있음. (역주) 
17 기타자토 도시오(北里 俊夫, 1913~1980): 일본의 극작가, 영화감독, 각본가 등. 이케부크로 

아방가르드극단 경영자. 『야생의 라라(野性のラーラ)』등 초창기 독립 영화감독으로 알려짐. 전후 

직후에 대만에 체재중이었고, 니시카와 미츠루와 하마다 하야오 등과 함께 극단 지즈오좌(制作座)를 

결성하여 연극활동을 했다. (역주) 
18 마르셀 파뇰(Marcel Pagnol, 1895 ~ 1974 년): 프랑스의 극작가. 마르세유 근처에서 태어나 

중학교의 영어교사로서 남프랑스를 전전한 후 파리로 부임(赴任)하여 극작가가 됨. 1928 년 

<토파즈>가 상연횟수 1,000 회를 넘는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마리우스> <파니> <세잘>의 마르세유 

3 부작이 대표적이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도 알려져 있으며  <빵가게 마누라> 등이 대표작이다. 

(역주) 
19西川満、「創作版画の発祥と終焉：日本領時代の台湾」、『アンドロメダ』第 271号(1993年 3月)、11-12

頁。 
20焦桐、『台湾戦後初期的戯劇』、(台北・台原出版、1994年 3月)、152-154頁。 
21徐亞湘、「省署時期台湾戯劇史微探」의 주 9 번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 “이 시기에 

히키아게를 하지 않고 대만에 남아 있던 일본인은 하오리악단(好来楽団), 다이홍후아 

소녀가극단(大紅花少女歌劇団, 新台湾), 지즈오 좌(制作座), 까오안 폭소극단(高安爆笑劇団), 이에 

더해 당산슌 무도단(當山勲舞踊団), 까오산 대무곡단(高山大舞曲団)등 음악과 무용을 주로 한 

버라이어티 단체 등을 조직하여 얼마 동안 운영하고 있었다.”이들 극단의 성격은 제각각 달랐고, 

연극 활동의 상황에 대해서는 더 한층 고찰되길 기대한다.(『戯劇学刊』第 21期(2015年 1月)、78頁) 
22  하마다 하야오는「황룽찬군---종전 후의 대만에서(黄栄燦君──終戦後 の 台湾

で)」(『文化広場』3月 

号、 西部図書株式會社、1947年 3月)를 발표했는데 작품은 아직 보지 못했다. 하마다 하야오가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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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니시카와 미츠루의 히키아게 문학을 통해 본 전후 초기의 기억저작  
  

 니시카와 미츠루는 귀국 후에도 대만에 대한 향수를 계속 지니고 있었고, 대만에 대한 

텍스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생산한 일본인 작가가 되었다. 그의 텍스트에는 대만을 떠나기 

전 대만 친구에게 작별을 고하는 장면의 기억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그의 

작품에는 전후 초기의 대만 사회와 문화상황도 쓰여 있다. 전후에 그는 전전의 대만 향토 

문화 지식을 자신의 문화기억으로 전화시켰고, 그것을 은밀히 지니고 [일본으로-역자] 

돌아가서, 로맨틱한 환상으로 가득 찬 대중 문학 텍스트를 엮어 냈다. 그리고 당시 

일본문단의 주목 받고 친구 문인들의 든든한 후원을 얻어 일본 대중문학계로 복귀하는 데 

성공한, 얼마 안 되는 재대 일본인 문학자가 되었다.  

  니시카와 미츠루에게는 전후 초기의 대만 사회를 무대로 한 소설이 여러 편 있는데, 차마 

대만을 떠나 히키아게를 할 수 없는 심정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 「장미기(玫瑰記)」를 

예로 들면, 이 작품은 음악선율을 소제목으로 해서 일곱 단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인과 대만인 사이의 결혼이 낳은 비극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은 골동상인 대만 남성 

쩡즈시엔(鄭子賢)인데, 그에게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말하게 하고 장미주(玫瑰酒)와 노조키 

요시코(莅佳子)가 그려진 유리 초상화를 배치하여 대만의 사림(士林), 반차오의 

림가(板橋林家) 화원의 문화배경을 상세하게 그린다. 이를 통해 대만의 특수한 물질문화나 

성황 아비(城隍爺) 신앙, 영국시인 프랜시스 톰프슨 23 의 생애 속 일화 등을 텍스트로 

엮어냄으로써 니시카와 미츠루의 특수하고 로맨틱한 이국정서를 풍부하게 전개하고 있다. 

「연금술(錬金術)」에는 전쟁 중에 골동상 첸 박사(陳博士)가 엉뚱한 것을 생각해 내, 

금종이와 은종이를 태워 금을 얻을 일을 꾸미는 것을 그리고 있다. 전쟁이 끝나도 그의 

연금술은 성공하지 못하고 “영주할 생각이었던 대만에서 내가 히키아게를 할 때, 첸 박사는 

일부러 찾아와서 『신령이 보호하사 편안하다(保佑平安)』라고 새겨진 상품인 은 목걸이와 

돼지 고기 절임(豚 の で ん ぶ )을 작별선물로 줬다.” 이처럼 마음 따뜻해지는 작별 장면은 

전후 니시카와의 마음에 언제까지나 감동을 주는 것으로 남았다. 

 「대만탈출(台湾脱出)」은 50 년대 초의 작품이다. 일본으로 히키아게를 하는 일본인이 

30 톤의 작은 아카네 호(あかね丸)를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대만으로 밀항한다. 방첩(防諜) 

때문에 당국이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는 대만항 거리를 헤매다가 결국에는 대만 독립당인 

친구 랴오(廖)등의 도움을 얻어, [대만을-역자] 침공해 온 중국 공산당의 포화를 뚫고 

탈출하기 까지를 그리고 있다. 작품은 대중소설의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골손님과 기생(芸妓)과의 정과 의리가 있는 연애를 중심으로 빠른 템포로 스토리가 

진행되며 등장인물의 복잡한 애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작가는 주인공인 

우따이(五代)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대만을 매개로 일본과 중국이 영원한 

친선을 맺는 것, 그것이 그의 비원이었다. 그런 연유로 최근의 국제 정세의 변화와 전개에 

따라 부패한 관리가 숙청(粛正)되거나 농지개혁이 단행되거나 하여 점차 대만인의 인권이 

중시되어 왔음을 대만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한 사람이었다.”24 

 「후이리엔의 부채(恵蓮 の 扇)」는 마찬가지로 타이베이를 무대로 하고 다툰 

산봉(大屯連峰)을 원경으로 하여 단수이 강(淡水河)이나 양밍산(陽明山) 등 대만의 풍경으로 

소설의 공간으로 삼아 구성하고 있다. 일본인인 ‘나’와 주인공 후이리엔은 일본과 

대만이라는 입장 차이 때문에 결혼은 할 수 없지만, 일종의 정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는 

대만을 떠날 때까지 그녀에 대한 생각을 버릴 수 없다. 백단향의 부채는 둘의 추억을 

상징하는 것이다. 후이리엔은 결국 대만인인 종밍(仲明)에게 시집가는 것을 선택한다. 

종밍은 일본에 유학했던 대만인 엘리트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로, 정열적인 항일 

                                                        

뒤 니시카와 미츠루는 「소설목판화(小説木版画)」를 재판(再販)했다. (『 ア ン ド ロ メ

ダ』第 273 号、1993 年 5 月、8-11 頁). 니시카와 미츠루는 1947 년 여름, 대만의 히키아게 

수용소(引揚寮)에서「창작판화의 발상과 종언:일본령 시대의 대만(創作版画の発祥と終焉：日本領時代

の台湾)」을 쓰는데, 1993 년에 이를 다시 정리해서 출판했다. 
23 프랜시스 톰프슨 (Francis Thompson, 1859~1907): 영국의 종교시인이다. (역주) 
24西川満、「台湾脱出」、『台湾脱出』(東京・新小說社、1952年 1月)、17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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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자이다. 전후, 기뻐하면서 국민당 정권의 대만 상륙을 맞이했지만, 228 사건 이후 

백호단(白虎隊)의 지도와 관련되었다는 죄목으로 총살당한다. 아내인 후이리엔은 복수에 

실패하고 감옥에서 독을 먹고 자살한다. 

   소설 속 ‘나’는 구미 제국의 이민 지역에서는 그곳에 남는 것(残留)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재대 일본인은 그럴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자신은 군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히키아게 된 것을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왕바이유엔(王白淵)은 일본의 전쟁 책임은 군에 있다는 그의 논조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228 사건의 학살과 대만적 엘리트가 잡혀서 살해된 것에 대한 작가의 분노와 동정이 그 

부분의 표현에 흘러 넘친다.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여 ‘나’는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일본의 잘못된 전쟁 탓으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그럼에도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인을 믿어 주었던 당신들에게 대한, 부족하나마의 나의 속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25 

이 소설 마지막 부분에는 니시카와 미츠루 개인이 지녔던 전후의 속죄 의식이 다소간 

나타나 있다.  

 귀국 후 니시카와 미츠루가 쓴 소설은, 일관되게 대만의 풍경과 특수한 민속 신앙 

활동이나 물질 문화 등을 설정하길 선호하고 있으며, 대만의 이국적 실상을 전개한다는 

느낌이 든다. 그럼에도 그가 설정한 ‘대만인’의 인물상이나 심리 묘사를 상세하게 검토해 

보면 작가 개인의 문학 사상에 기반한 허구성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그곳에 있지 않은’ 

니시카와는, 대만의 풍경을 [소설의-역자] 공간으로 삼고, 전후 초기의 228 사건 직후를 

[소설의-역자] 시간으로 설정하여, 시사적인 보도를 작품 속에 배치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과거의 대만 문화 풍경에 젖어 있어서, 여전히 진정으로 대만인의 마음 속 세계로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대만인의 시대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복잡한 심리변화나 사건의 

충돌과정 속 비극성을 명확하고 충분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문학적 아름다움을 전개하면서 228 사건을 기념하는 이 

작품을, 허구와 실제를 엮어 가면서 써내려 가고 있다. 이 작품은  『킹( キ ン グ )』의 

대중소설로서 출판되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일본 독자가 228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되었고, 

문학을 통한 전파라는 역할을 달성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작품은 대만의 228 문학작품 

역사에서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작품이 되었던 것이다.  

 

5. 결론 
 

 228 사건 전에 대만을 떠났던 니시카와 미츠루이지만, 228 사건에 대한 뉴스는 모두 

들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전후 초기의 대만을 기억하는 글에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과 

원망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대만 향토에 대한 강한 향수를 드러낸다. 한편 대만에 남아 

활용되었던 일본인은 대만 민중과 함께 폭동을 경험했다. 그 유용 일본인들은 유용당하고 

그 후 대만에서 떠나도록 강요당함으로써 국민당 정부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대만을 떠날 필연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니시카와 미츠루의 문학은 

그다지 많지 않은 대만 히키아게 문학이다. 그는 전후 대만 사회의 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지만, 그가 쓴 전후 텍스트에는 제국 시대의 사고에 정체된 

상태이며 대만 향토를 숭배하는 마음에 젖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 

대만의 친일 콤플렉스와 성적(省籍) 콤플렉스는 어느 쪽이든 전후 초기의 교류의 

경험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따라서 당시 사회 발전의 심리를 정리함으로써만 이와 같은 

복잡한 콤플렉스를 이해하고 해명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니시카와 미츠루의 문학 저작은 

우리들에게 ‘대만 콤플렉스’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던 문학자를 상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申知瑛 訳) 

                                                        
25西川満、「恵蓮の扇」、『アンドロメダ』250号(1990年 8月)、11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