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戰後의 龍瑛宗의 일상생활과 문단 복귀 

 

                                        王 惠珍(臺灣・國立淸華大學) 

 

1. 시작하며 

  龍瑛宗(1911-1999)은 1937년 ｢파파야가 있는 거리パパイヤのある街｣로 “改造”의 

懸賞創作賞을 받은 후 전쟁 속에서 문학 활동을 했다. 戰後 初期에는 언어와 정치 등의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했으나 1970년대를 전후로 창작을 재개했다. 그의 문학 활동은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4기는 1976년의 退職에서 1999년의 사망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2015년에 장남 劉文甫씨가 1974년부터 1986년까지 부친이 쓴 50여 통의 

편지를 國立淸華大學 도서관에 기증했다. 이들 편지는 그의 제4기 문학 활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제1차 史料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들 편지 외에 龍瑛宗이 戰後에 

남긴 편지를 참고하고 또 수필 등의 텍스트를 참고하면서, 30년에 걸쳐 집필을 중단했던 

이 시기 그의 개인적인 창작에의 의욕 외에 그의 문단 복귀에 영향을 준 사회적 환경의 

객관적 조건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그의 문단 복귀는 어떤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우선 편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작가의 晩年의 일상생활과 편지 속에 

드러나 있는 역사관과 문학적 감성을 고찰한다. 이어서 戰後 龍瑛宗과 문학 동료 간에 

교환된 편지를 통해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와 臺灣의 일본어세대 간에 

보이는 상호 영향관계, 나아가 戰前의 在臺灣  日本人과의 인적 네트워크에 관해 

검토한다. 일본어소설 발표에 좌절한 후 그는 어떻게 중국어로 창작하게 되고, 당시 

문예란 편집자의 원고 집필에 응하여 戰 後 의 창작에서 새삼 또 한 번의 정점을 

개척했던 것일까.  

 

 

2. 龍瑛宗의 晩年生活 

  1976년에 퇴직한 후 집에 칩거한 龍瑛宗은 한가로운 생활을 보내며 아내 李耐와 

손주를 돌보는 것이 생활의 중심이었다. 언제나 해질녘이면 산보를 나가 우표나 엽서를 

사고, 일본에 가 있는 장남 劉文甫와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의 생활 리듬의 

하나였다. 

  (1) 가정생활의 에피소드와 추억 

  개인적인 편지의 대개가 그렇듯 편지의 내용은 대개가 가정생활의 자잘한 기록이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자주 오르는 화제는 함께 사는 차남 知甫 가족의 일상생활이나 

손주들의 성장 에피소드였다. 당시 장남 文甫는 載國煇의 소개를 통해 

아시아경제연구소에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龍瑛宗은 자식을 위해 “聯合報” 해외판, 

“데이터 북データ·ブック”을 주문하고 신문 스크랩한 것 등을 일본에 보냈다. 항공편용 

얇은 편지지에 항상 가족의 사진을 동봉했고, 편지의 문면에는 그의 문학적 감성과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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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北埔 친구와의 교류와 기억의 호소 

  北埔는 臺灣  北部의 隘勇線上에 있다. 淸朝時代에는 漢族의 개척으로 인해 

원주민과의 충돌이 잦은 지역이었고, 일본 통치 시기에는 1907년 대규모의 北 埔 

항일사건이 일어나 민족적 충돌이 발발한 역사적인 공간이었다. 龍瑛宗은 1927년 北埔公

學校를 졸업하자 고향을 떠나 臺北에 있는 학교에 다녔다. 그리고 전쟁 말기에 처자식을 

데리고 疏開하여 잠시 北埔의 친척집에 몸을 의탁한 외에는 오랫동안 北埔의 바깥에서 

살았다. 다만 가족과 친한 친구들이 北埔에서 살았기 때문에 편지에는 종종 가족과 친한 

친구들과 왕래한 정황과 소식이 담겨 있다. 

  이들 편지로부터, 龍瑛宗이 北埔의 친한 친구가 방문했을 때 나눈 잡담에 촉발되어 

고향과 가족의 개척의 역사를 쓰겠다고 생각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가 晩年에 

집필한, 北 埔 를 무대로 하는 가족역사소설의 발상은 어쩌면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친족과의 환담 가운데서 생겨난 것일지도 모른다. 

  1987년의 계엄령 해제를 전후하여 客家運動과 그 밖의 사회운동이 활발해지자 龍瑛宗

도 ‘客家籍作家 ’의 신분으로 복귀하고, 원고 집필을 의뢰받아 客家村인 北埔에서의 

유년기의 기억, 北埔의 歷史古蹟, 祭典 등 고향의 기억을 題材로 삼아 글을 썼다. 

  (3) 戰後 일본인 친구와의 편지 교환 

  龍 瑛 宗 은 부지런히 글을 쓰는 사람으로 언제나 친구의 편지를 소중히 보관해 

두었는데, 문학 관계 臺灣人  친구의 편지 외에 일본인의 편지도 많이 남아 있다. 이런 

편지 가운데 池田敏雄에 대해 언급한 편지가 3통 있다. “臺灣 近現代史 硏究”에 게재된 

그의 글은 池田의 의뢰에 응하여 씌어진 回想文이다. 또 池田가 보낸 1980년의 年賀狀 

내용으로부터 그가 일찍이 “紅塵”의 출판을 부탁한 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81년 

龍瑛宗은 池田의 訃報를 들은 후 곧 장남 文甫에게 편지를 보내 弔問하러 가도록 

부탁했다. 文甫는 부친의 부탁에 응하여 弔問하러 갔다. 이듬해에는 그 자신이 臺北에서 

열린 追悼會에 참석했다. 그는 동시대 작가 가운데서는 長壽한 편이었고, 그 때문에 晩

年에는 문학자 친구를 追悼하는 수필을 많이 남겼다. 

  (4) 전람회 감상과 문학에 관한 논의 

  龍瑛宗은 오랫동안 잡지 편집 등의 일을 했던 관계로 많은 臺灣 本土人 화가들을 

알고 있었다. 戰後에 출판된 그의 소설집 “밤의 물결夜の流れ” 표지는 賴傳鑑이 그린 

것이다. 모임이 있을 때는 문학 관계 친구들과 문학에 관해 논의했다. 30년대의 臺灣 文

藝界에서 작가와 화가, 극작가들은 종종 왕래가 있었는데, 戰後에는 언제나 ‘幾何會’나 

‘益壯會’를 열고 모임을 가져 戰前世代의 특수한 문화 그룹을 형성했다.  

  (5) 독서와 창작 

  龍瑛宗의 가장 큰 즐거움은 독서였다. 편지 속의 독서 기록을 보면 친구가 준 일본 

서적 외에도 일본어로 된 책이며 近刊  잡지까지 적극적으로 읽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편지에서 그는 독서로 얻은 수확에 대해 한껏 쓰고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편지에서 언급된 것은 잡지에 연재된 글, 단행본, 한 편의 글 

등으로 그 대부분은 80년대 무렵의 문장이고, 단행본은 대개 5,60년대의 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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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시대에는 일본 서적의 입수가 쉽지 않아 그는 주로 두 개의 채널을 통해 일본 

관계의 최신 정보를 얻었다. 하나는 직장인 合作金庫로, 은행이 업무의 필요상 일본의 

주요 신문을 구독하여 그는 정기적으로 신문을 읽을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먼 친척인 劉 興炎씨가 調査局에 근무하고 있던 관계로 “世界”나 “中央公論” 등 많은 

잡지와 서적을 그에게서 빌렸다. 龍瑛宗은 일본어로 臺灣 바깥의 다양한 정보를 얻었다. 

따라서 당시의 전체적인 국제정세나 戰後  일본의 사회발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정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편지에서 특히 金史良에 관한 보도를 언급하고 있는 대목도 

눈에 띈다.  

  (6) 해외여행과 戰前의 친구와의 연락 

  1960년대에 龍瑛宗은 吳濁流를 통해 戰前에 사귄 친구 工藤好美 교수와 새삼 연락을 

취한다. 장남 文甫의 대학원 입학 신청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工藤 교수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계엄령 시기는 臺灣人의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고, ‘身分 ’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출국할 수 있었다. 1978년에 그는 가까스로 合作金庫의 ‘業務部主任’의 신분으로 

출국하여 동남아시아 여행을 떠났다. 停年  후 첫 일본 방문 때는 文甫가 시중을 들어 

특별히 戰前의 친구 西川滿을 방문하고 있다.  

 

3. 戰後 龍瑛宗의 문단 복귀 

  龍瑛宗은 戰前에는 臺灣文壇에서 이름 있는 일본어 작가였지만 戰後에는 일개 은행원 

‘劉榮宗’으로 일본에 건너갔다. 그러나 그는 역사에 대한 열렬한 책임감을 갖고 창작에 

복귀하여 ‘역사의 증인’ 신분으로 새삼 문학의 길로 되돌아갔다. 

 

  (1) 川端康成의 臺灣 방문 

  川端康成(1899-1972)는 1970년 6월 16일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신분으로 중화민국 

펜클럽 회장 林語堂(1895-1976)의 초대로 臺灣에서 열린 국제 펜클럽 제3회 아시아 작가 

회의에 참석했다. 張文環은 이 무렵 다시 창작을 시작했다. 黃得時의 격려에 의한 

것이었는데, 黃得時는 그의 창작이 川端康成들의 臺灣 방문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은 川端의 臺灣 방문 전에 당시 접대의 책임을 맡았던 黃得時는 이 문제로 

龍瑛宗과 상의한 일이 있다. 이후 張文環의 “땅에 기는 것地に這うもの ”은 순조롭게 

일본에서 출판되었는데, 이는 간접적으로 龍瑛宗에게 일본어 집필을 재개할 뜻을 

굳히도록 해주었다. 

  (2) “紅塵”의 집필과 일본 친구로부터의 투고 의뢰 

  龍瑛宗의 문학적 주요 테마는 일반 臺灣人 인텔리층의 시대환경을 묘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퇴직 후의 장편소설 집필 계획 역시 이 문학적 주요 테마를 둘러싼 것이었다. 

그는 매일 규칙적으로 집필했고, 거의 1년의 시간을 들여 오랜 기간 공들인 題材를 

“紅塵”에 담았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池田敏雄은 일찍이 龍瑛宗에게 원고를 

부탁한 일이 있다. 그 밖에 北原政吉은 戰後 그에게 다시 일본어로 원고를 써서 

발표하도록 권유한 주요인물이다. 이 두 사람은 1978년 무렵 臺北의 芳蘭美術展覽會에서 

재회했다. 龍瑛宗은 北原政吉의 소개로 모구라서점もぐら書店의 宮崎端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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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애초에 龍瑛宗의 계획으로는 宮崎에게 부탁하여 “紅塵”을 

출판할 작정이었지만 일본 출판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는 宮崎와의 관계 덕분에 일본에서 소설집 “밤의 물결夜の流れ ”을 

출판할 수 있었고, 새삼 戰前의 문단 관계 일본인 친구과 연결될 수 있었다.  

  그의 첫 일본어소설 “밤의 물결”이 전후 일본에서 출판된 것은 그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었다. 그는 속편을 쓸 예정이었지만, 속편이 연재될 예정이었던 “다힌だぁひん ”은 

제5호로 停刊되었다. 즉 龍瑛宗의 戰後 일본어 소설의 집필 계획은 일본 잡지에서의 

연재가 어려워져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3) 연구자에게 다시 주목받다 

  일본의 학자 塚本照和는 비교적 이르게 龍瑛宗과 왕래한 연구자이고, 張良澤은 鍾肇

政의 소개로 이른 시기에 龍瑛宗에게 관심을 가졌던 臺灣文學 연구자이다. 

  1980년대 臺灣社會가 나날이 민주화를 향함에 따라 국내외의 학자는 점차 戰前의 臺

灣 新文學作家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龍瑛宗은 찾아오는 학자에게서 경력과 창작 

자료에 대해 질문 받으며 새삼 戰前  작품의 정리 및 著作  연표 작성의 필요성을 

의식하게 되었다. 

  (4) 중국어 집필에 대한 자신감 확립과 문예란 편집자로부터의 원고 의뢰 

  퇴직 후 龍瑛宗은 중국어에 능숙해지려고 노력했다. 1977년의 鄕土文學論爭 후 戰前의 

일본어 작가가 주목받게 되고 작품은 점차 번역되어 빛을 보았다. 그는 臺 灣 의 

‘선배작가’로서 당시 주요 신문 문예란이 편집장에게서 원고 의뢰를 받게 되었다. 이 

때문에 편지는 특히 신문 문예란에 글을 발표한 정황을 언급하고 있다. 1983년을 

전후하여 그는 마침내 중국어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고, 중국어 작품도 신문 

문예란이나 校友會誌 “開南 校友通訊” 등에 잇달아 발표했다.  

  龍瑛宗은 晩年에 향토색이 농후한 “臺灣時報 ”와 “自立晩報 ”의 문예란에 작품을 

발표하는 외에, “大華晩報” ‘淡水河 문예란’의 편집자인 吳娟瑜가 선배작가에게 청하는 

원고 의뢰에 응하여 중국어로 독자에게 현대 일본문학 등을 적극 소개했다. “聯合報” 

문예란의 편집자 瘂弦(1932 - )은 黃武忠을 통해 龍瑛宗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 자신의 

중국어 대표작인 ｢두보 장안에 머물다杜甫在長安｣를 신문에 게재했다. 瘂弦은 편집장을 

맡고 있던 시기(1977-1997) 종종 전화로 老作家에게 안부인사를 했고, 원고 의뢰는 주로 

편지로 했다. 龍瑛宗의 원고가 모두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우정이 쌓였다.  

 

4. 결론 

  戰前의 龍瑛宗은 “改造 ”의 懸賞創作賞을 받은 후 일본의 중앙문단에 진출하여 

작가로서의 꿈을 이루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무거워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戰後 停年後에 다시 일본어로 창작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생각처럼 힘을 내지 못했다. 일본의 잡지에는 작품을 싣는 데 한계가 있었고, 유일한 

장편소설 “紅塵 ”의 출판도 잘 진척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臺灣의 문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는 戰後에 익힌 중국어로 천천히 또박또박 써가며 창작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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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에 문단에 복귀했다. 문학에 대한 열정과 의연한 정신이 아니었다면 언어 전환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 통치기 臺灣의 지식인은 일본의 교양주의에 강한 영향을 받아 知性을 추구했다. 

龍瑛宗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동시대 臺灣人  作家  가운데 그는 누구보다도 문학 

창작에 열중했다. 1970년대 말 그의 문단 복귀는, 직장에서의 퇴직으로 집필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거기에 집필에 대한 개인적 의욕이 더해진 외에, 臺灣의 정치, 

경제, 문화도 여러 객관적 조건을 제공했다. 30여 년 넘게 적막하게 지내온 일본어 

작가에게 새로운 활약의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다. 1969년 川端康成들의 臺灣  방문은 

그들을 오랜만에 만난 戰前의 일본어 작가 張文環 , 龍瑛宗  등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었다.  

  나머지 편지와 수필 등으로부터는 장남 劉文甫가 일본에 유학하게 되어 龍瑛宗이 戰

前에 사귀 일본 친구와 연락을 취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과 

臺灣의 문학 관계자들 간의 왕래가 빈번해져 龍瑛宗은 친구와 재회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일본어 창작에 대한 격려가 되었다. 戰後  그가 주로 관계한 일본인 문학자에는 다음의 

두 가지 그룹이 있다. 하나는 戰前의 “文藝臺灣”의 同人들로, 예를 들면 北原政吉, 西川

滿, 小石原妙子 등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吳濁流의 소개를 통하여 새로 알게 된 일본의 

친구들, 예를 들면 池田敏雄, 工藤好美 등이다. 

  1970년대 말 臺灣鄕土文學論戰 후 臺灣社會는 한층 적극적으로 戰前의 臺灣 本土作

家에게 주목하게 되고 그후 국내외의 학자가 빈번히 龍瑛宗을 방문하여 자료를 구하게 

되어  龍瑛宗은 자신이 쓴 戰前의 원고와 편지 등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다수의 신문 

문예란이 臺灣作家의 일본어 작품을 번역하여 싣거나 나아가서는 “光復前 臺灣作家全

集 ”과 같은 형태로 번역 출판했고, 이 때문에 신문 문예란의 편집자가 빈번히 원고 

집필을 의뢰하여 그는 좀처럼 없던 발표의 기회에 적극 응하여 원고 집필에 애썼다. 

이러한 가운데 龍瑛宗과 瘂弦은 찾아보기 어려운 작가와 편집자로서의 깊은 관계를 

쌓았던 것이다. 

  晩年의 문장으로는 회고나 수필이 소설 창작보다 많고 잡담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며, 

문학적인 성과는 명백히 戰前에 쌓아올린 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 본인도 ‘어떤 노인의 

독백’이라고 자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臺灣의 선배작가로서의 역사적 사명감이 

담겨 있다. 그는 되풀이해서 北 埔 에 거주했던 가족의 開 拓 이라는 역사적 경험과 

식민지의 기억, 北埔의 地方誌 등에 관해 썼고, 臺灣의 역사적 기억과 주체성의 재구축, 

그리고 臺灣의 포스트콜로니얼문학 텍스트의 축적을 꾀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龍瑛宗은 

단지 빌려온 언어로 쓸 수 있었을 뿐이고, 그의 평생에 걸친 문학적 경험은 식민지 

작가로서의 비애를 증명하고 있다. 그의 창작적 실천은 일본어 세대의 절망적인 悲歌를 

읊은 것이고, 창작 의지는 절망자로서의 ‘희망’이라는 형식에 가깝다.  

                                            （일본어에서 번역：崔珠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