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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대만문단의 「조선」 언급과 그 맥락 

 

崔 末順（臺灣・國立政治大學）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이차대전 종전까지 일본과 각 식민지의 관계는 제국과 식민지에서 

내지와 외지로 급격한 변동과 재조정이 진행되었다. 특히 1940년을 전후해 신체제운동이 실

시, 적용되면서 일본은 외지인 식민지를 체제 내부로 끌어들이는데 전력을 기울였고 문학 

분야에서 그동안 홀시되었던 식민지 문학을 외지문단으로 재편하는 기획이 이루어졌다. 이

를 통해 대만문학은 일본문학이라는 절대 중심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예증하는 하나의 지방

문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동아신질서와 대동아공영의 정치논리를 문학적 차원에서 정당

화, 구체화하는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신체제 담론의 등장과 대동아전쟁의 발발 등 전쟁의 

확대는 대만문단과 문학에 대해 서구문학과 문화의 여독에서 벗어나 일본정신과 전통을 담

아내야 함을 요구했고 결전기인 1943년 이후에는 불리한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군인정신의 

문학화는 물론 작가를 직접 증산현장으로 파견하는 문학인의 실제적 동원으로 이어졌다. 이

러한 과정을 거치며 대만문단은 점차 전쟁시국에 호응하는 일본 지방문학의 역할을 담당하

게 되었다. 1940년 이후 대만문단 추이와 각종 좌담회 혹은 문학잡지의 문예시평 등을 통해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같은 처지인 조선

의 문단, 문학, 문인들에 대한 언급이 간간히 보인다. 본문은 대만문단에서 제기된 조선 문단 

관련 언급의 맥락과 시각을 고찰하여 1940년대 대만문단이 직면했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

다. 

 

盧溝橋사건이 일어난 다음 달인 1937년 8월부터 대만사회는 전시체제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 이전 4월부터 이미 삼대신문(臺灣日日新報, 臺灣新聞, 臺南新報)의 漢文欄이 정지되고 6월에는 

楊逵가 발행하던 臺灣新文學이 정간되는 등 대만인의 문단은 소위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이러

한 상황의 타개는 흔히 1939년 9월 西川滿이 주도하여 결성한 臺灣詩人協會의 성립이 시작점

이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1939년 9월 1일자 臺灣時報에 실린 기사를 통해 당시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데, 堀越生이 쓴 〈文藝時評〉에서 《臺灣日日新報》와 《新民報》의 보도내용을 인

용하여 臺灣詩人協會 성립이 「게으른 본도문단에 활력을 불어넣은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盧溝橋사변 후 일본문단의 대륙묘사 열기로 인해 작가들이 조선과 만주로 나간 결과 조

선과 만주의 문예운동이 활발해졌다면서 이에 비해 대만문단은 너무 게으르고 무력하여 문

화의 퇴화까지 우려된다는 점을 제기했다. 때문에 이번 협회의 결성과 문예 강연회, 연구회

의 개최 나아가 臺灣詩集(《華麗島》를 말함)의 간행계획은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게으

름」을 타개할 계기인 「암흑세계의 대만에 비친 한 줄기 신문화의 광채」가 되리라는 기대

를 한다는 것이다.(堀越生, 〈文藝時評〉, 《台灣時報》237號, 1939.9.1.) 이를 통해 우선 전쟁기 대만

문단의 甦生으로 여겨지는 1939년의 臺灣詩人協會의 결성과 활동은 사변이라는 역사적 계기

가 가져온 일본제국의 팽창, 그와 맞물려 확대된 일본문학의 영역, 특히 조선과 만주문학의 

발전에 자극 받은 바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본문단의 시국색채, 확장된 문학지

형, 조선과 만주문단의 자극이 1940년대 대만문단의 소생의 한 이유라는 점이다. 

1940년을 전후해 일본문단의 하야시 후사오(林房雄)、유리코 미야모토(宮本百合子), 기쿠치 

간(菊池寬) 등이 제기한 외지와 지방을 둘러싼 새로운 인식은 전쟁을 통한 일본영토의 확장

과 더불어 외지붐과 외지문단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고 일본문단의 주류 문학상도 외지에 

관한 내용을 형상화한 작품이 수상작과 후보작으로 채택하였다. 즉 중일전쟁 이후의 대륙열

이 식민지를 외지로 편입시키는 주요 원인이었고 외지문단이 활성화된 계기였던 것이다. 당

시 대만의 작가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가령 張文環은 당시문단에서 지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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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를 중시하는 기류가 「興亞의 대업 아래 중앙도 과거처럼 제한을 두지는 않게 될 것이다. 

문단을 확충하기 위해 중앙도 자연스럽게 지방풍격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 이러한 중

앙의 기류 영향을 받아 대만문단이 새로 시작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일종의 전

환기라고 생각한다. 」(張文環, 〈關於臺灣文學的將來〉, 《臺灣藝術》1:1,1940.3.4.)라고 했고, 徐瓊二 역

시 「지금의 문학운동은 총독부의 支那에 대한 宣撫공작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모두 총

독부 당국의 지령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徐瓊二, 〈邁向臺灣文化之路〉, 《臺灣藝術》

1:2,1940.4.1.)라고 하여 지방 특색을 가진 외지문단으로서의 대만문단의 소생과 문학에 대한 

시국요구를 인식하고 있었다.  

전쟁이 가져온 대륙열에 의한 외지와 외지문학에 대한 관심은 만주와 조선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가령 蒙疆文學懇話會의 성립이나 改造社에서 발행한 《大陸》잡지, 일본잡지 《文藝》

와 《모던니뽄》등이 마련한 조선특집 등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러한 소위 외지붐, 그중에서

도 조선문단의 상황이 대만문단에 큰 자극제가 되었던 것이다. 다시 堀越生의 앞 문장으로 

돌아가면, 그는 구체적으로 조선과 만주에서 간행 중인 《朝鮮文藝年鑑》과 《滿洲文藝年鑑》을 들

면서 이 두 지역의 문단이 내지문단과 대응 가능한 세력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대만문

단만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인협회를 계기로 「향토에 대한 사랑, 興亞의 희망, 排英을 

시작」하는 문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朝鮮文藝年鑑》은 

1939년과 1940년 두 해에 걸쳐 人文社에서 펴낸 것으로 조선의 문학, 예술, 출판 등에 관한 제

반사항을 정리한 책자이다. 이 연감에 의하면 1939년에 나온 문학 단행본으로 소설 35종, 시

집 23종, 수필집 3종, 평론집 2종, 희곡집 1종이 나와 있으며, 그 밖의 연구서나 자료집까지 

포함해 모두 80여종에 이른다고 한다. 1940년도 연감에 실린 문인은 모두 156명인데 그중 소

설가는 68인, 문학평론가 25인, 극작가 3인, 아동문학가 1인으로 나와 있어 당시 조선문단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조동일, 《한국문학통사5》, 지식산업사, 1989, 31면) 그리고 1937년에서 39

년까지 滿洲文話會에서 편찬한 《滿洲文藝年鑑》은 만주지역의 문학 활동에 대한 자료를 자세

하게 기록하고 있다.(王向遠, 《筆部隊和侵華戰爭:對日本侵華文學的研究與批判》, 昆侖出版社, 2005, 69

면) 이렇게 두 지역의 문단규모와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문예연감의 편찬과 내지문

단의 두 지역에 대한 주목은 같은 외지로서 대만문단에 상당한 자극이 되었음을 알 수 있

다. 堀越生은 문장의 마지막에서 「문예면에서 조선과 만주는 昌隆興盛한데 대만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1939년 12월 대만시인협회가 원래의 30명의 회원에서 두 배 이상 성장한 62

명의 회원을 두고 臺灣文藝家協會로 확대 개편하고 문예지 《文藝臺灣》을 발행했으며 동시에 

《臺灣藝術》의 창간과 니시가와 미쓰루(西川滿)의 南方文學 등 대만의 외지문학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 뒤에도 이어진다. 胴蛇가 쓴 〈台藝評壇〉에서는 조선에서 《朝鮮文學

選集》, 《朝鮮代表小說集》이 나왔고 滿洲에서 《原野》가 발간된 점을 들어 대만문단의 활동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胴蛇, 〈台藝評壇〉, 《台灣藝術》1:3,1940.5.1.) 이들 선집

과 잡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없지만 조선과 만주문학이 내지문단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朝鮮文學選集》은 조선문학붐이 일어나던 1940년 赤塚書房에

서 펴낸 것으로 安懷南의 〈謙虛〉, 廉想渉의 〈自殺未遂〉, 李石薰의 〈嵐〉, 金史良의 〈無窮一家〉, 

崔明翊의 〈心紋〉과 韓植이 쓴 후기가 실려 있다. 《朝鮮代表小說集》은 《朝鮮小說代表作集》(敎材

社, 1940)을 잘못 쓴 것이 아닐까 하는데 申建이 편역한 이 소설집에는 金南天의 〈少年行〉, 李

箕永의 〈苗木〉, 李孝石의 〈豚〉, 兪鎭午의 〈滄浪亭記〉, 蔡萬植의 〈童話〉, 朴泰遠의 〈崔老人傳抄

錄〉, 安懷南의 〈軍鷄〉, 金東里의 〈찔레꽃〉, 崔明翊의 〈逆說〉, 金東仁의 〈붉은 산〉, 李光洙의 〈嘉

實〉, 李箱의 〈날개〉, 李泰俊의 〈農軍〉등이 실려 있다. 물론 이러한 언급은 조선문단을 직접 이

해한데서 나온 것은 아니고 대륙열이 촉발한 내지문단의 조선붐을 경유한 것이다.  

조선문단에 대한 언급은 1940년말 한 해의 대만문단을 회고하는 《臺灣藝術》 좌담회에서도 

나왔다. 당시 문단의 주요인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변 이후의 대만문단 상황과 작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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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 자리에서 張星建은 사변발생 이래 창작, 전쟁문학, 평론, 번역문

학 혹은 舊作品의 改寫 등 중앙문단의 盛況과 半島文壇의 중앙 진출을 눈에 띄는 현상으로 꼽

았고 니가키 고이치(新垣宏一) 역시 대만작가들이 「신체제 하 가야할 길」을 사고하여 최대한

의 노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작가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台灣藝術》編

輯部, 〈回顧昭和十五年度的台灣文壇〉, 《台灣藝術》, 1940.12.20.) 黃得時 역시 대만문화가 여전히 유

년기를 벗어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면서 「늦게 태어난 동생 조선이 형을 뛰어 넘어 벌써 어

른이 되었는데 우리를 생각해 보면 참 창피한 일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민지로의 편

입이 대만보다 늦은 조선이 문학에서 앞서 나가는 것에 자극을 받아 대만의 독특한 생활과 

사회를 문화에 적용시켜 신체제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龍瑛宗、長崎浩、

黃得時, 〈新體制與文化〉, 《台灣文藝》2:1, 1941.3.1.)이로써 1940년을 전후해 침체된 대만문단을 자

극하고 신체제운동에 부합되는 외지문학의 건설에 조선문단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37년 이후 대만문단의 주요 의제는 소위 식민지/외지문학의 내용과 경향에 대한 두 가

지 의견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니시가와 미쓰루(西川滿)은 자신의 창작을 기반으로 한 이

국정조와 낭만주의 경향을, 시마다 겐지(島田謹二)은 외지풍토와 현실주의 경향을 중시했다. 

앞서 본 바 전쟁에 따른 외지문학붐이 대만으로 확산되고 조선과 만주문단의 동향이 주목

을 받으면서 기존의 이 두 경향 중 전자는 주로 기존 대만문학의 연구와 이해에, 후자는 미

래의 지향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 과정에서도 조선문학은 외지문학의 모범적인 

모델로 언급되었다. 1940년 《臺灣文藝》에 〈외지문학의 과제〉를 발표한 나카무라 아키라(中

村哲)은 서천만의 작품경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외지문학의 출발점이 「외지 거주자가 외지

의 풍물, 기후와 人情 속에서 생활」하는 데 있으며 따라서 외지문학의 방향은 「우선 외지문

화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즉 외지에서 살아가는 실제 생활인의 눈, 귀와 신체

로 느끼는 것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외지문학의 전례로 메리메의 〈콜롱바〉, 사토 하

루오(佐藤春夫)의 〈女誡扇綺談〉 같은 이국정조와 고골리의 〈코〉, 지드의 〈콩고기행〉 같은 현

실풍자의 두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서 이는 모두 여행자의 눈으로 본 外鄕人문학이

므로 진정한 외지문학은 외지인 제2세대 같은 외지생활자의 문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외지인문학이라고 정의했는데 「외지에 대한 관찰의 눈, 감각신경과 의식정신」, 즉 외

지인의식으로 生活實情을 그리는 寫實文學을 강조하고 있다. 그 예로 자신이 최근 읽은 두 편

의 아쿠타가와상 작품을 들었는데 사무가와 고타로(寒川光太郞)의 소설은 메리메와 같이 이

국정조의 작품으로 비록 눈에는 띄지만 생활의 실감이 결핍되어 공허함을 느끼게 한다면서 

이러한 허구적 인물의 기록은 외지문학이 취해야할 방향이 아니라고 했다. 반면 외지의 이

족 혼혈아의 심리를 그린 金史良의 소설이야말로 외지문학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金史良의 知性觀點이 작품의 수준을 높인 최대공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소설

에서 외지의 풍부한 제재, 즉 풍토, 기후, 산업의 문제 그리고 이족간의 도덕, 애정, 습속, 심

리, 人情 등 요소가 잘 활용되었다는 점을 특기했다. <빛 속으로>에 대한 당시 일본문단의 논

평은 민족감정, 반도인의 심정, 휴머니즘, 일선융화 등의 소재를 중시하면서 외지문학으로서

는 대체로 합격이지만 일본문학으로서는 표현양식에서 결함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곽형덕, 

《김사량과 일제 말 식민지문학, 소명출판, 2017, 173-8면) 나카무라(中村哲)가 이러한 내지문단

의 평가를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金史良의 소설이 가진 외지의 특유한 요소들과 이를 구

성해낸 작가의 지성적 시각을 높이 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강조하는 「문학은 현실 중

의 인류가 생활을 탐구하는 데서 나온 산물이며 현대인의 지성의 두 눈이야말로 그 탐구의 

눈이다」는 견해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러한 지성의 눈은 내지에서 외지로 옮겨가서 생활하

거나 혹은 외지를 떠나 교육을 받은 경우와 외지를 여행하는 사람이 외지인의 생활실황을 

파악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기본적으로 내지인 작가를 상정한 것인데 金史良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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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문장의 말미에서 그는 다시 한 번 조선과 만

주의 문단을 예로 들고 조선의 작품들을 읽어보지는 못했으나 조선어문학은 일본문학의 또 

다른 일파라고 해서 金史良의 소설로부터 출발해 조선어로 쓰여진 조선문학을 인식하는 데

까지 나아가고 있다.(中村哲, 〈外地文學的課題〉, 《台灣文藝》1:5, 1940.7.10.) 

실제로 나카무라(中村哲)가 조선어로 된 문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金史良 이외에도 李光洙와 張赫宙를 들어 그가 구축하려던 외지현실과 지성관점을 겸비

한 외지문학의 예로 조선문학을 언급했다. 내지인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문학이 아니라 대

만 현실생활의 건강함을 반영하는 작품을 창작하자는 黃得時의 의견(黃得時, 〈臺灣文壇建設論〉,

《臺灣文學》 1:2,1941.9.1.)에 동의하면서 다시 한 번 이국정조와 여행자의 시점으로 창작한 소

설을 비판하고 외지의 현실에 기초한 외지문학론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대만문단에서 상당

히 높은 관심을 받던 쇼지 쇼이치(庄司總一)의 〈陳夫人〉에 대해 비록 그 중요성과 인도주의 

정신은 인정하나 소재가 간단하고 수법도 너무 전통적이어서 중국의 가정비극영화와 비슷

한 유형이라고 하면서 대만판 《大地》 혹은 《京華煙雲》이라고 보았다. 니시가와 미쓰루(西川

滿)의 소설은 玄想적 특색과 문자의 시각적인 배열로 인한 독특한 분위기, 필력의 풍부성이 

장점이지만 유미주의 경향을 가지며 그에 비해 雄渾한 힘을 가진 문인으로 張文環을 들었는

데 그 필력의 剛勁과 靭勁을 계속 연마해 간다면 대만문단에서 유일하게 조선의 李光洙, 張赫

宙와 대항 가능한 다시없는 인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李光洙나 張赫宙의 작품에 대한 진일보

한 언급은 없지만 그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외지문학의 내용과 방향에 비추어 볼 때 내선통

혼, 만주개척 등 외지현실을 다룬 이들의 소설을 모범적인 외지문학으로 상정했음을 알 수 

있다. (中村哲, 〈論今日的台灣文學〉, 《台灣文學》, 2:1, 1942.2.1.)  

다케시 다케무라(竹村猛) 역시 지방문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장에서 외지인 대만

의 지방문학에 대해 이국정조와 현실주의 두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대만의 풍토와 민속을 

재제로 하여 그리되 여행안내서나 관광포스터가 아닌 실질적 생활의 문제를 그리라는 주문

을 하고 있다. 그 예로 「최근 반도작가들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이는 반도의 풍토, 

민속 혹은 民話등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마침 그들이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이 남대문이나 금강산을 소개했기 때문이겠나? 이런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

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들이 진실하게 바라는 바를 느끼고 싶을 뿐이다. 그중 대부분은 내선

관계를 묘사한 것이다. 바로 내선융합 문제이다. 이런 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주로 작가의 내

재적 진실상태가 어떤지 하는 것이다. 작가의 진실과 외부와의 교류 혹은 괴리 문제가 우리

의 주목을 끌고 있다.」(竹村猛, 〈作家的態度〉, 《台灣公論》7:9, 1942.9.1.) 라고 하여 조선의 특수

한 상황과 조선민속의 성분이 포함된 반도문학을 바람직한 외지/지방문학으로 언급하고 있

다. 

 

조선 문단과 작가, 작품에 대한 언급은 1942년 11월 개최된 제1회 大東亞文學者大會 이후 조

선작가들의 태도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동경에서의 회의참가 뿐 아니라 함

께 大阪, 奈良, 京都등을 참관했고 특히 대만과 조선대표는 회의 전 下關에서 합류했으며 다른 

지역 참가자와 다른 호텔에 머무는 등 접촉의 시간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만대표 중 

한 사람이었던 龍瑛宗은 돌아온 후 기고한 문장에서 아시아 신문화의 전사가 되자는 취지를 

피력함과 동시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로 다른 외지에서 온 문학자들을 언급했다. 「대회석상

에서 만주국의 古丁, 조선의 香山光郞 등 인사들이 위대한 신념과 의견을 토로했다. 나는 스

스로의 빈곤함에 내심 매우 부끄러웠다.」(龍瑛宗, 〈豐碩的成果〉, 《台灣藝術》4:1, 1943.1.1.) 열정

과 두려움을 동시에 보여준 것으로 알려진 李光洙의 연설은 대만 작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듯한데 니시가와(西川滿) 역시 「나는 어제 조선의 香山光郞의 연설을 듣고 상당히 감동

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香山씨의 그 강렬한 신념은 그가 국어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 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조선의 兪鎭午 역시 조선의 국어보급에 대해 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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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했다.」(龍瑛宗,西川滿,濱田隼雄,張文環,〈大東亞文學者大會速記抄〉,《台灣文學》3:1,1943.1.31.)李光洙

나 兪鎭午의 발언내용과 태도 뿐 아니라 줄곧 조선어로 문학하던 이들이 일본어로 창작을 

하겠다는 포부와 마음가짐에 큰 감명을 받은 듯하다. 

니시가와(西川滿)는 특히 《臺灣文學》에 기고한 문장에서 〈조선의 사람들〉이란 소제목을 붙

이고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회에 참가했지만 특히 조선에서 온 문인들에 대해 인

상이 깊었다고 했다. 「대회에서 얻은 수확은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 나는 조선의 사람들에게

서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그들의 수양의 깊이나 철학적인 사유, 그리고 아름답고, 정

확하고 유창한 일본어에 정말 감복했다. 오사카역까지 배웅해 주면서 그들은 특별히 플랫폼

까지 내려와서 우리와 굳은 악수로 이별을 나누었다. 비록 다시 만나자고 기약했지만 헤어

지기가 너무 애석했다. 마치 문학에서 진정한 知己를 만난 것 같았다. 그들과의 이야기를 나

눈 며칠간을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니시가와(西川滿)는 대만으로 돌

아온 후 兪鎭午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편지에서 「『올해 마침내 국어를 문학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현재 국어로 전환 중이다』라고 했는데 香山光郞이나 兪鎭午나 과거 조선

어로 창작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그들이 조선어로 창작을 했더라도 아름다고 

정확하고 유창한 국어를 말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西川滿, 〈自「文

學者大會」歸來〉, 《台灣文學》3:1, 1943.1.31.) 이렇게 조선 문인들의 일본어 창작능력에 특별한 관

심을 보이고 있다.  

알려진 대로 문학어로써 일본어 사용에 자각을 보인 이는 金史良이라고 할 수 있다. 金史良

에 대한 언급은 1943년초 《臺灣時報》에서 마련한 나카무라(中村哲)과 龍瑛宗의 좌담회에서도 

보인다. 龍瑛宗은 우리가 쓴 문학은 내지인보다 본도인이 더 잘 이해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 

나카무라(中村哲)가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조선의 金史良과 매우 유사

한 거지요. 김군의 소설은 조선문학이라기 보다는 내지문학의 하나라고 보아야겠지요. 그런

데 생각해 보면 사실 대만에서 대만의 일을 쓴다고 해서 굳이 대만문학이라고 해야 할 필

요가 있을까요?」(中村哲、龍瑛宗,〈中村哲、龍瑛宗之座談會-關於台灣的文化〉,《台灣時報》4:2,1943.2.1.) 

라고 하여 龍瑛宗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대로 동일하게 일본잡

지 《文藝首都》의 동인이었던 龍瑛宗과 金史良은 1941년초 서신을 통해 각자의 소설 〈초저녁 달〉

(1940)과 〈빛 속으로〉(1939)에 대한 의견, 식민지 작가로서의 고민 등을 교환했는데 내지문단

에서 어떻게 식민지 현실을 드러낼 지에 대한 공통된 고뇌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下村作次郞, 〈論龍瑛宗的〈宵月〉〉, 《中心到邊陲的重軌與分軌》(上), 臺大出版中心, 2012,172-198頁) 이

들에 비해 나카무라(中村哲)은 식민지 작가들의 고민과는 달리 대만문학과 조선문학을 따로 

표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龍瑛宗에게는 金史良이 가진 일본어 사용과 관련

된 생각은 찾아볼 수 없지만 金史良을 통해 내지문단에서 어떻게 식민지 현실을 그릴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그를 참고와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1940년의 신체제운동과 문예총후운동의 실시에 이어 1941년 태평양 전쟁의 도발, 1942년부

터 대동아문학자대회 개최 등 일본발 전쟁 이데올로기의 주입과 식민지문단에 대한 통제가 

심화되면서 대만과 조선에서도 동시적으로 문학과 문인들의 전쟁동원이 진행되었다. 대만

총독부 정보과의 책동으로 성립한 臺灣文藝家協會(1941), 臺灣文學奉公會(1943), 조선총독부 학무

국의 알선으로 성립한 朝鮮文人協會(1939)와 朝鮮文人輔國會(1943)등 조직에 의해 전황의 추이에 

따른 문학의 전쟁논리 주입과 문학인의 전쟁동원이 진행되었다. 臺內融合, 內鮮一體 논리는 물

론이고 양국 문단은 동일하게 대동아성전의 찬양, 국체와 일본성의 강조, 증산보국에의 참여 

등 강도 높은 전쟁 이데올로기에 대응해야만 했다. 이런 가운데 외지문학의 방향성은 전쟁

문학으로 수렴되어갔고 급기야 대만문인들은 증산현장에 파견되어 총독부가 요구하는 산업

전사의 사기진작을 담당했다. 이 시기 《臺灣公論》잡지는 朝鮮特輯을 마련하고 〈전환기의 성

립과 조선통치〉(石田穰), 〈조선의 황민화운동〉(津田剛), 〈조선작가와 국어문제〉(白石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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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작가에게〉(張文環)등 문장을 실었는데 조선의 전반적인 산업경제, 정치의식, 문단상황을 조

망하여 대만의 전쟁동원에 참고자료로 삼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張文環은 조선이 대만보다 

먼저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에 유감을 표시하고 공동의 적인 英美를 격퇴하여 세계평화를 건

설하는 일본용사가 되자고 하면서 이러한 때 대만과 조선은 문학을 통한 상호 격려와 일치

된 보조가 필요하다고 쓰고 있다.(張文環, 〈寄給朝鮮作家〉, 《臺灣公論》,1943.12.) 張文環은 또 韓

植의 시집 《高麗村》(汎東洋社, 1942)을 후지노 기쿠지(藤野菊治)에게 추천했다고 하는데 후지노

(藤野菊治)는 시집을 읽고 천여년 전에 고향인 扶餘를 버리고 일본 武藏으로 건너와 우수한 

일본인이 되려한 고려인들의 이야기는 民族同化의 표본으로 매우 감동을 받았으며 동시에 

시집의 서문을 쓴 다카무라 고타로(高村光太郞)의 말을 빌어 「이 청년은 일본어의 아름다움

에 대한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가끔 일어에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나 그것

이 오히려 흥미를 유발시켜 새로운 일본어의 아름다움을 만들기도 한다.」(藤野菊治,〈讀《高麗

村》有感〉,《台灣文學》3:3,1943.7.31.)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결전기의 대만문단에서 韓植의 시

는 일본어 범위의 확대나 八紘一宇의 동원논리에 부합되는 등 언어와 내용에서 소위 충량한 

일본신민의 양성이란 황민연성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종전 이전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조선작가는 張赫宙이다. 張赫宙는 일본어 창작과 프

로문학 내용으로 인해 대만문단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조선인 작가이기도 하다.(최말순, 

〈1930년대 대만문학 맥락 속의 장혁주〉,《사이間SAI》제11호, 2011.11,61-92면) 다카미 쥰(高見順)

은 1943년 상반기의 대만문단을 총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쓴 글에서 「呂赫若은 조선작가 

張赫宙를 연상시킨다. 그를 연상하는 것은 張君이 내 친구여서기도 하지만 張과 呂 두 사람의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高見順, 〈小說總評-昭和十八年上半的台灣文學〉 , 《台灣公論》

8:8,1943.8.1.) 비록 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전쟁이 이미 백열화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대만

문단에 대해 文學報國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에서 기술적인 평론을 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작가를 동시에 언급한 숨겨진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상 1937년 이후 전쟁의 확대와 더불어 외지문학에서 전쟁문학으로 식민지문학의 방향성

이 정해지던 시기 대만문단의 조선문학 관련 언급과 그 맥락을 살펴보았다. 주요논점은 우

선 중일개전 이후 생겨난 대륙열에 따른 외지문학붐에서 만주문학과 더불어 조선문학이 대

만문단의 시야에 들어왔다는 점과 아쿠타가와상 후보작 지명으로 金史良의 소설 〈빛 속으로〉

가 외지문학의 모범적인 모델로 언급되었다는 점, 그리고 제1회 대동아문학자대회 이후 李

光洙의 열렬한 태도와 兪鎭午의 일본어로의 전환 문제가 西川滿, 龍瑛宗 등 대만대표들에게 상

당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점, 그 외 결전기에 들어서 식민지 민족의 완전한 포섭을 보여

주는 韓植의 시집 《高麗村》이 전쟁문학의 참고작으로 언급되었다는 점 등이다. 특히 金史良 

소설이 일종의 모범이 되면서 內台共婚 문제를 다룬 〈陳夫人〉이나 식민지 교육현장을 그린 

龍英宗의 〈초저녁 달〉등이 창작되기도 했다. 그러나 1943년 후반기 이후 증산과 산업문제가 

전쟁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었고 대만작가들은 증산의 현장으로 파견되어 정해준 주제와 

의도에 맞는 국책문학에 종사하게 되면서 조선문학과 작가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대만의 

문학잡지에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