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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는 동아시아 식민지 장에서의 지역(區域)문학을 어떻게 상상해야 할 것인가? 

-대만의 유명작가 천잉쩐(陳映眞)이 보내온 서신으로부터 

 

張泉（북경사회과학원 장췐） 

 

1.천잉쩐(陳映眞)과 그가 보내온 서신의 내용 

1998 년 9 월 8 일 대만의 유명작가 천잉쩐(陳映眞)의 친필 서신을 한 통 받아보았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장췐(張泉)교수님께, 

당신의 대작인 『윤함시기북경문학 8 년(淪陷時期文學八年)』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아주 기쁘고 또 감사드립니다. 

대만에서 우리는 다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대만지역의 신문학은 식민지시대인 

1920 년대에 시작하였고, “5.4”신문학운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1940 년대 초에는 황민화문학의 영향을 받아 사람의 수가 적고, 작품의 수준이 

떨어지고 영향력이 전무한 한간문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독파문론(臺獨派文論)은 이런 한간문학과 대만에서의 일본식민작가와 작품을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대만지역문학에서의 중화문화의 전통을 

희석하고 극소수인 황민문학에서의 “탈화(脫華)”, “입일(入日)”(일본에 동화)에 대한 

해석을 과장하고 확대하여 대만독립을 부추기려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차례의 논쟁이 있었는데 소론 두 편을 첨부합니다.  

대륙의 문론(文論)은 어떻게 윤함기, 괴뢰정권(중국 동북)의 문학을 대하는지요? 

이는 우리에게 자못 중요한 참고가 될 것 갔습니다. 특히 동북이 그렇습니다. 

위만주국(僞滿洲國)의 “건국”이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위만주국지역, 그리고 

위만주국시기 한간문학과 “건국론”의 연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요? 이는 

우리가 대만에서 대독문론(臺獨文論)과의 투쟁에서 아주 중요한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께서 지적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자료를 모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윤함구문학 저작은 대만에서 출판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술저작의 판매가 

부진한 점도 있고 또 대만 학계에서 대륙에 광범한 흥취를 가지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의 책과 『Unwelcome muse』는 양안(兩岸)이 합작하여 

분담하는 형식으로 출판이 가능한지 저의 벗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관심과 우정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책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루 평안하십시요. 

동생 잉쩐 올림 

 

1998 년 9 월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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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잉쩐(陳映眞 1937-2016), 일제시기 대만의 신주주(新竹州) 주난군(竹南郡)에서 

출생, 중국 대륙의 개혁개방시기 북경시 조양구(朝陽區)에서 노년을 보냈고 79 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맑스-레닌의 공산당주의, 노신 등의 좌익서책의 습독(習讀)을 

조직하고 공산당을 선전한 죄명”으로 7 년(1968-1975) 간 옥살이를 한 적이 있다. 그는 

약소군체를 격려하고 그들의 소리를 내주는 『인간(人間)』(1985-1989)잡지 

(총 47 회)를 간행했고, 동시에 인간출판사(1989)를 성립했다. 1998 년에는 대만 

중국통일연맹의 창설에 참여하여, 제 1 대 주석으로 당선되었다.  

천잉쩐의 창작생애는 47 년 (1959-2006)간 지속되었다. 2017 년에는 그의 작품들을 

모아놓은 『천잉쩐전집(陳映眞全集)』 (타이베이(臺北):인간출판사,2017)이 출판되었다.  

천잉쩐은 일찍 1996 년부터 중국 대륙의 문학장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중국사회과학원의 명예연구원으로 임용되기도 했다. 1998 년에는 중국인민대학의 

객좌교수로  활동했다. 2006 년 6 월 북경으로 이주했고, 같은 해 9 월부터는 중풍으로 

인해 창작과 사회활동을 부득이하게 그만두었다. 그 이후 고향인 대만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2010 년 중국작가협회의 천거로 와병 중이던 천잉쩐은 제 7 회 전국위원회 

명예부주석으로 취임했다. 

천잉쩐은 문학창작과 연구, 그리고 사회개조 참여를 두루 실천한 인물로 대만의 

정치, 사상, 문학계의 상징적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 대륙 

문단에서는 중국통일을 견지한 대만문학의 기수(旗手)로 평가된다.  

천잉쩐의 내신(來信)은 “5.4”시기 대만신문학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인 

장워쥔(張我軍)의 맏아들인 허뱌오(何標)(1926-)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정리한 

북경윤함구 문학유산에도 장워쥔을 포함한 대만작가군의 공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북경에서의 대만인”들을 연구하던 허뱌오와 교집합을 이룬 것이다. 

그후 허뱌오가 천잉쩐에게 나의 상황을 전해주었다. 

 

2.편지로 본 천잉쩐이 “대독파문론(臺獨派文論)”에 대한 비판의 새로운 맥락 

근대 일본점령구문학에 대한 중국대륙과 대만의 연구는 1970년대 말에 시작되었다. 

시간 적으로 볼 때 대만이 중국대륙보다 좀 앞섰다. 대만의 경제자유화와 

정치민주화의 격변은 결국 2000 년 정당의 교체를 야기했다. 한편 중국대륙은 

성공적으로 개혁개방을 실시하여 새롭게 세계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대만과 

대륙의 문학사 연구에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새로운 개척은 바로 이 광풍이 휘몰아치던 

시기, 어렵게 앞으로 나아가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만과 대륙의 사회진보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의 특수성은 만약 1937 년 이후의 “황민화시기”를 회피한다면 근현대문학사에 

공백이 생긴다는 데에 있다. “황민문학”의 사료정리와 연구평가는 처음부터 쟁의가 

있었으나 1990 년대 이후에 이르러서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이는 본토입장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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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兩岸) 통일파 간의 대립의 승화가 문학사 연구 분야에서의 체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천잉쩐의 편지 내용은 “황민문학”을 착안점으로 하고 있으나 그 속에는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본토의식에 대한 우려가 숨어있다. 

중국 대륙은 이와 차이가 있다. 30 년 간의 중국현대문학에는 일본점령지역，그리고  

중화민국(국민당통제지역)과 공산당통제지역의 문학이 결여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완전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대혁명”이후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현대문학의 의제는 많았다. 따라서 상황이 불분명한 윤함구 문학의 연구에 

전념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나의 윤함시기북경문학 8 년(淪陷時期文學八年)』(1994)은 

사료에 대한 주관적 비판을 하는 데에 충실했다. 윤함구 문학의 주체 역시 

5.4”신문학운동을 따른 것으로 식민통치가 억누르지 못한 중국의 정신을 보존하였으며 

항일전쟁시기 중국문학의 구성부분으로서, 또한 세계 반파시즘문학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국가의 국민들이 내포하고 있는 민족국가의식은 

이민족(異民族)의 통치를 받는 비상시기에 특히 민감해진다고 할 수 있다. 

윤함구문학의 실적은 문학의 차원에서 유구한 역사문화와 강대한 민족의 응집력이 

중화민족이 군사침입과 문화노예화에 저항하는 내적요인 중 하나임을 증명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논점은 부정과 질의(質疑)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나는 바로 

「중국윤함구문학 연구 중의 정치적 입장문제—“<윤함시기북경문학 8 년>에 대한 

정치적 평가-장췐(張泉) 씨와의 논의”에 대한 응답」(1997)을 썼다. 이렇게 피동적으로 

윤함구 문학논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천잉쩐은 이런 상황을 알고 나서 편지에서 “대독파문론”에 반격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를 제기했다. 즉 중국 대륙의 일제강점지역 문학연구를 인입하여, 대만에서의 

대만일제강점기 문학연구영역에서 이를 대독문론（臺獨文論）을 비판하는 데 참조로 

한다는 것이다.이는 경계를 뛰어넘는 비교방법으로 일제강점지역 간의 차이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계시를 준다.현재에는 이런 방법이 광범위하게 채용되고 있으나 

당시에는 퍽 앞서갔던 관점이다.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항상 첫자리에 놓던 천잉쩐은 바로 맹아 중이던 

“문학대독(文學臺獨)”에 대한 비판으로 방향을 정했다. 나도 2000 년에 얼떨결에 

현재까지도 단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또다른 논쟁에 말려들어 천잉쩐이 제창한 

비교연구법에 대해 호응하고 탐구해 볼 겨를이 없었다.또한 나는 준비가 충족하지 

못한 채 섣불리 대만의 논쟁에 개입하여서는 시간의 흐름을 견뎌내지 못하는 실수와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비록 천잉쩐이 일부 구체적 문제에서, 예를 들어 양쿠이(楊逵)가 식민지, 반식민지 

인민들의 반제국주의 활동을 홍보한 연극 『포효하라, 중국이여!(怒吼吧，中國!)』을 

썼다고 한 점이나 황민문학과 한간(漢奸)문학을 동일시 한 점 등 틀린 부분은 있으나 

그의 새로운 사고 방향은 내가 경계를 뛰어넘어 완전성을 연구하는 데에 적극적인 



4 

영향을 일으켰다. 예를 들어 나는 점차적으로 근대 동아시아 일제강점지역 문학을 

연구하는 네 개의 배경, 방법, 차원을 형성했다. 

 

1.세계범위 내에서의 체제식민/신식민/포스트식민 세 식민단계의 통시적 진화의 

차원 

2.“7.7”사변을 기준으로 한 중국근현대문학사에서의 전쟁 전/전시/전후 세 단계의 

통시적 진화의 차원 

3.중국 항일전쟁시기의 국민당통치지역/윤함구/공산당항일근거지 세 지역 간의 

공시적 체제 차이의 차원 

4.일제강점기 대만/“만주국”/“새중국” 세 가지 식민형식 간의 공시적 식민제체 

차이의 차원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식민지 장의 네 가지 공시적/통시적 

차이-윤함구문학연구에서의 지역(區域)/국가별/지구사적 방법』이라는 전문저서를 

형성했다. 

 

3.  20 년 후 황민문학 논쟁에 대한 반성 

역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진상(眞相)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치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시 전개되었던 “황민문학”에 대한 비판은 첫 정당의 교체가 야기한 

정치대독(臺獨)위기가 격화되던 배경 하에 총망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일부 

비판은 본말이 전도되어 “황민문학”의 역사적 진상을 정리하지도 못한 채 이를 

“문학대독(文學臺獨)”의 증거의 하나로 삼았다. 이는 자연히 정치대독에 대한 

비판과정에서 예견하였던 작용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떠들썩하던 논쟁이 일단락되고 나서 “황민문학”의 양을 규정하고 성격을 규명하는 

견실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1.천훠췐(陳火泉)의 「도(道)」와 「장선생(張先生)」(1943)은 “확실한 황민문학”이고, 

저우진풔(周金波)의 작품은 다만 “황민의제문학(皇民議題文學)”이다.   

                                                     (류수친(柳書琴),2008) 

2.“자발적”황민문학작가에는 천훠췐(陳火泉), 저우진풔(周金波), 왕창슝(王昶雄)이있다. 

“굴복”한 황민문학작가, 즉 기층에서 생활을 체험하고 이른바 “전쟁에 협력”하는작품을 

발표한 자로는 뤼허뤄(呂赫弱)의 「풍두수미(風頭水尾)」(타이중 씨에칭(謝慶)농장), 

장원환(張文環)의 「구름 속에서(云之中)」(태산), 룽잉쭝(龍瑛宗)의 「젊은 

바다(年靑的海)」(까오슝(高雄)해병단), 양윈핑(楊云萍)의 

「철도시초(鐵道詩抄)」(대만섬유공장 및 철도), 양쿠이(楊逵)의 「증산의 음영 

속에서(在增産的陰影里)」등이다.  (추위쯔(褚昱志),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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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43 년에 처음으로 “황민문학”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이후 고정적인 용어로 

형성되고 나서는 엄밀하게 보면 황민작가는 “몇 명이 안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말하지 않을 자유가 없거나 여전히 지속적인 작품발표를 원했던 작가들은 모두 

황민문학을 썼다.  (“비황민문학은 없다”, 장원환(張文環), 1943) 

위의 두 견해는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통일된 것이다. 자발적인 

경우에도 정체성이 가져다 준 고통과 혼란, 답답함이 있을 것이고, 굴종에는 더욱 

받아들여야만 하는 데서 오는 분노와 표면적인 순종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당시 

대만에 남은 대만인들이 일본적(籍)을 가진 지는 이미 48 년이 되었다. 유명작가들은 

출생시부터 이미 일본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손으로 꼽을 수 있는 황민문학은 천사도 

악마도 아니다. 현재 정치투쟁에서 역사적 자원인 황민문학을 어떻게 이용하든, 

연구자의 입장이 어떠하든 황민문학이 문학사체계에서의 위치는 명확한 것이다. 

황민문학과 관련된 의제로는 일본동방식민주의와 식민주의，“황국문학”과  

“황민문학”의 구별, 재대만 일본인의 “황민문학”설, 그리고 한간, 한간문학의 범주 확정 

난제 등 많이 있다. 식민지 담론과 관련된 네 개의 차원, 특히 세 번째 식민체제 

차이의 차원을 인입하는 것은 여러 관련 의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中国語からの翻訳（中譯韓）：朴麗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