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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이 논문은 타이완 식민지 시기 일제 총독부가 제작한 국책 다큐멘터리 <남진 타

이완>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제 식민주의자들이 어떻게 타이완에서의 40년 넘는 식

민역사를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남진 타이완>의 재현 의식과 

방식을 읽어보고자 한다. 타이완 일제 총독부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일

제 남진 정책과 정책선전 그 이면에 담고 있는 식민의식을 본다. 일본은 제국의 식

민지 확장을 위해 식민지에 새로운 보편적 가치(예를 들면 개화와 문명, 근대화, 

남진 정책)를 주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 대만에서 벌어진 식민지 전쟁의 정

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일본 제국주의는 타이완의 식민지 의식을 부단

히 재편하는 동시에 일본 신민으로서 식민지 타이완을 선전하였다. 일본 제국주의

의 식민의식은 문명 전파와 근대화 발전, 아시아 공영이라는 논리로 감추어지고 조

작되었다. <남진 타이완>은 타이완 전체를 위에서 조감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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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과 욕망을 재현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가 배치하는 영상 속 타이완과 타이완

인, 원주민들의 전시 속에서 식민담론은 분열증을 보여준다. 일제의 식민교육(식민

의 의식화)에 대한 타이완인(원주민)의 모방과 그 미끄러짐 속에서 분열증은 담론

의 해체를 의미한다.

I. 들어가는 말: 제국의 기록과 식민 표상

일본의 타이완 “국책 다큐멘터리”(“国策纪录片”으로 표기) <남진 타이완>은 1937

년에서 1940년 사이 일제의 타이완 총독부가 타이완에서의 식민 치적을 선전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일제 정책 선전용 다큐멘터리

였다. 그것은 흑백 35mm필름, 64분 41초짜리 영상으로, 내용은 7권(七卷)으로 

구분되어 있고, 일본어 해설에 중문자막으로 만들어져 있다. 영상은 2003년 국립 

타이완 역사박물관의 뤼리정(吕理政)주임과 타이난예술대학 음향⋅영상예술대학 징

잉뤼(井迎瑞)원장이 쟈이(嘉义)에서 일제 강점기 영상을 발굴해 2005년~2007년 

수리 복원을 진행했고 현재는 타이완 역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1) 

판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937년 제작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40년 

재촬영을 진행한 것이다.2) 지금은 1940년 판본만 볼 수 있다. “7권”으로 이루어진 

내용은 명확하게 권과 권 사이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대체로 제1권에서는 제작

자들과 주최 및 후원 기관에 대한 설명, 제작 목적, 타이완의 지리적 중요성과 일

제의 타이완 점령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제2권에서는 타이베이(台北)의 타이완 총

독부, 학술 및 교통, 문화와 명승고적을 소개한다. 제3권에서는 신주(新竹)와 타이

중(台中)의 일제 기관, 신주의 종축장과 물자 및 에너지, 일월담(日月潭) 수력전기

공장 등을 보여준다. 타이난으로 내려가 제4권에서는 타이난(台南)의 각 기관, 문

화기구, 염전산업, 아리산(阿里山) 기차역, 북회귀선 등을 전시하고, 제5권에서는 

 1) 吴密察､ 井迎瑞编, 《片格转动间的台湾显影》(台北, 国立台湾历史博物馆, 2008년), 

30쪽 참조. 

 2) 陈怡宏, <观看的角度: 《南进台湾》纪录片历史解析>, 吴密察､ 井迎瑞编, 《片格转动间

的台湾显影》(台北, 国立台湾历史博物馆, 2008年),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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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으로 타이완의 제당산업을 소개한다. 설탕제조 지역, 일본에 제공하는 사탕, 

국가연료정책, 주정과정, 총독부 설탕제조 시험소 등을 보여주며, 산물과 조공 지역

으로서의 타이완의 공헌을 강조한다. 제6권에서는 가오슝(高雄)의 알루미늄공장, 

일제 기관, 가오슝 축제(마쯔리), 열대지역 과일 생산품, 제국의 가장 남단인 어롼

비(鹅銮鼻) 반도, 타이완의 도로 건설 치적, 화롄항(花莲港) 기차역, 화롄 설탕제

조 산업 등을 일람한다. 제7권에서는 타이둥(台东)의 일제 기관, 타이둥의 설탕제

조와 생산물, 타이둥 위항(渔港), 가오샤족(高砂族) 원주민 개화, 제국 제일 남단

인 어롼비와 남양 산물지도를 전시하며, 타이완 거점의 남진정책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 국책 다큐멘터리는 타이완총독부 후원과 타이완총독부/ 타이완헌병대가 

검열했고, 실업시대사(实业时代社)와 재계지일본사(财界之日本社)가 제작 제공하

였음을 공시하고 있다. 영상 초반 자막을 보면 영상 제작과 관련한 인물들 모두가 

일본인임을 알 수 있다. 검수는 일본인 ‘永冈凉风과 枠本诚一’이 하였고, 촬영 편

집은 ‘藤井静, 喜多村俊, 新井博’이 담당하였으며, 일본어 해설은 ‘牧野周一’가 진

행하였다. 이렇듯 <남진 타이완>은 일제가 자국민과 타이완인들에게 남진정책을 선

전하기 위해 일본인 제작자들이 타이완에서 만든 일본 제국주의 다큐멘터리였다. 

타이완 식민시기 일본 총독부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와 그 식민의 기억, 식민자가 

기록한 40여 년간의 타이완에 대한 역사와 그 표상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보아 

낼 것인가. 국책 다큐멘터리로 타이완 총독부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영상에서 지금 우리가 식민자의 식민의식과 이데올로기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

을 것이다. 그들은 왜 이런 영상을 만들어 자국과 식민지에 공급했을까. 그것은 일

제가 제국의 식민 확장을 위해 식민지(타이완)에 새로운 보편적 가치(개화와 문명, 

근대화, 남진정책 등)를 주입하고 이를 근거로 제국이 식민지 타이완에서 벌이는 

식민/전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이 혁신적인 근대 매체인 영상(영화)을 통해 의식

화하면서, 타이완 피식민의 구조를 재구성하면서 타이완인들에게 식민의식을 재편

하기 위한 것이었다. 식민주체에 의한 역사 기록, 타이완에서 진행한 40여 년간의 

식민화 기억은 <남진 타이완>에서 식민주체의 제국의식을 발현하며 피식민자에게 

식민의식을 의식화하고 있었다. 제국주의의 음험한 식민의식이 문명과 근대화, 아

시아 공영으로 대체되며 은폐되고 조작되었다. <남진 타이완>은 일제의 시선으로 

타이완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그들이 상상하는 혹은 욕망하는 타이완을 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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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식민통치의 정당성이나 일본 황실(식민)의 권위, 신흥 타이완의 모습, 문

명 건설과 원주민 개화, 풍부한 물자와 자원으로서의 타이완, 타이베이서 타이둥까

지 타이완 지역의 풍경과 자원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지금의 관객들은 영상 

곳곳에서 일제 식민자의 식민의식과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발견해 낼 수 있을 것

이다. 

<남진 타이완> 다큐멘터리의 발굴과 연구에 관해 타이완 연구자들의 성과는 상당

히 흥미롭고 그 학술적 논의도 매우 진지하다. 예를 들면 징잉루이(井迎瑞)와 그의 

연구생 셰요우언(谢侑恩), 우미차(吴密察), 천이홍(陈怡宏), 천창런(陈昌仁), 궈

리신(郭力昕), 차이칭동(蔡庆同), 취구이펀(邱贵芬)과 그의 학생 샤오즈판(萧智

帆), 장메이링(张美陵) 등이 있다.3) 일제 제작 다큐멘터리를 발굴한 타이완 연구

자들은 제국, 식민, 피식민, 식민주의와 포스트식민주의, 식민해체, 제국기억, 신체 

서사, 지리정치학이나 기억의 정치학, 문화정치학 등의 시각으로 분석 정리하고 있

다. 중국에서는 린하오(林豪)와 리샤오홍(李晓红)의 논문 1편만이 보인다. 그들은 

황민화시기 제국의 기억과 식민 선전을 서술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연구는 전무하

다. 이에 <남진 타이완> 다큐멘터리를 분석 소개하는 것은 동일한 식민역사의 경험

을 가진, 그리고 여전히 역사 청산의 과업이 남겨져 있는 우리에게, 또 식민 기억

과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한반도의 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식민 주체성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일제 다큐멘터리 <남진 타이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다큐멘터리 화면에서 표상하는 타이완과 영상 속 식민역사 

40여 년간의 타이완 풍경, 식민 영상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틈새와 불일치 지점

 3) 吳密察/井迎瑞編 《片格轉動間的台灣顯影》(2008), 井迎瑞 <殖民客體與帝國記憶: 從

修複影片<南進台灣>談記憶的政治學>(2008), 謝侑恩 <影像與國族建構: 以國立台灣

曆史博物館館藏日據時代影片<南進台灣>爲例>(2007), 陳怡宏 <觀看的角度: 《南進台

灣》紀錄片曆史解析>(2008), 陳昌仁 <亭子腳的午後: 從日治時期影片談紀錄片的三段

辯證及175種看法>(2008), 郭力昕<帝國､ 身體､ 與(去)殖民: 對台灣在‘日治時期記錄

影片’裏之影像再現的批判與反思>(2008), 蔡慶同<帝國､ 電影眼與觀看之道: 以<南進

台灣>爲例>／<<南進台灣>: 紀錄片作爲帝國之眼>(2012), 蕭智帆<帝國､ 影像與現代

性: 日治時期影像台灣中的殖民現代性探--<南進台灣>爲討論對象>(2012), 張美陵<檔

案痕跡--日據時期的<南進台灣>與鄧南光作品>(2010), 林豪/李曉紅<“皇民化”時期台灣

紀錄片的帝國記憶與殖民宣傳――以《南進台灣》爲例>(2016)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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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에서 당시를 반영하고 있는 영상과 현실의 원본 

사이에서 발생하는 파편적이고 찰나적인 섬광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논문은 <남진 

타이완> 중에 식민 주체인 일제가 새로이 재구성하는 식민지 타이완과 그들이 욕망

하는 타이완의 간극 속에 은폐되어있는 이중적 식민의식을 보고자 한다. 먼저 다큐

멘터리 제작 의식과 일제의 남진정책을 살펴보고, 타이완 재현에 숨겨진 식민의식

은 무엇인지, 그리고 타이완 식민 풍경을 재현하는 일제 당국의 시선과 타이완 현

실 사이의 벌어진 틈새에 존재하는 실재(진실)가 무엇인지 특히 영상 속에 재현되

고 있는 원주민 표상과 그 식민의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남진 타이완> 다큐멘터리 제작과 
남진(南進)의식

일본은 근대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자국 발전과 자원 확보(생존)를 위해 아시아 

주변 지역에 대해 제국주의 식민지 팽창 정책을 실시하였다. 메이지 유신(1868년) 

이후 류큐 병탄(1874년), 청일전쟁(1895), 러일전쟁(1905), 조선 침략(1919), 

중국 만주사변(1931)과 만주국 성립(1932), 중일전쟁(1937) 등을 거치면서 타이

완과 한국, 중국에 대한 세력 확장을 진행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특히 대동아 전쟁

을 통해 남양(뉴질랜드와 호주를 포함한)까지 대동공영권으로 일제 주도의 아시아 

공동체, 즉 일제 주도의 식민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추진되었던 

것이 일본의 남진정책이었다.4) 

타이완과 관련한 일본의 남진정책의 시작은 1871년으로 거슬러 간다. 일본에게 

타이완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남진정책의 주요한 발판이 

되던 곳이다. 1871년 11월 류큐5) 사람들 60여 명이 태풍으로 타이완섬에 표류하

 4) 일본의 남진정책은 188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고 초기 민간 상인들의 동남아 모험에서 

비롯되어 학자들에 의한 경제담론으로 다시 국책성격의 남진론으로 전환되었고, 중일전

쟁 이후 군사적인 남진정책으로 결정되면서 남방 열도들이 새로운 식민지로 부상되었고 

대동아공영권이 현실화되면서 남방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었다고 한다. 최말순, <종족지

와 전쟁동원 - 일제말 전쟁기 접경지 대만의 남방담론>, 《중앙사론》 47호, 2018년 6

월, 2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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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가 원주민들에 의해 54명 모두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일본은 이를 핑계로 

타이완을 점거해 들어왔다. 그들은 1874년 2월 중국에 사신을 보내 사건 처리를 

위한 <타이완 원주민지역 처분 요략(台湾番地处分要略)>을 제시하였고 4월 “타이

완 야만인 탐험대”(일본은 타이완 원주민을 야만인 혹은 미개인으로 인식한 것) 

3,000여명을 파견해 7월에 도독부를 설립하기까지 한다. 이에 청 정부는 션바오전

(沈葆桢) 푸젠성 선정대신(船政大臣)을 보내 일본 군대와 교섭하였다. 10월 양국

은 <베이징 전문조약(北京专条)>을 맺고 청 정부는 보상을 하게 되며 일본군은 명

분을 잃고 타이완을 떠나게 된다. 두 번째는 1895년 갑오전쟁의 실패로 청 정부가 

일본과 <시모노세키조약马关条约>을 체결하고 규정에 의거해 타이완과 펑후(澎湖)

열도를 일본에게 할양하게 되면서 일제 식민지임을 명문화한 것이다.6) 타이완의 

식민지화는 일본의 남양 점령을 위한 남진정책 실행에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본

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신들의 중심위치와 제국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는 추후 

일제의 아시아 연맹의 형성 즉 대동아공영권 구축 의식으로 이어진다. 1차 세계대

전 이후 남양에 대한 위임통치를 통해 남양의 중요성을 간파해 온 일제는 중국을 

포함해 동남아시아, 인도, 나아가 하와이까지를 남방의 범주로 넣었고 남방 담론을 

만들어냈으며 타이완에서 남방 점령 정책을 더 노골적으로 실천하였다. 일제는 남

진정책과 대동아공영권을 통해 서구 열강의 아시아 침략을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명

분을 내세웠지만 기실 그 내면에는 식민지 전쟁과 식민 영토 확장, 자원 확보를 위

한 침략 논리를 품고 있었다. 일제는 서구에 대항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의 단결을 

호소하며 “아시아는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타이완 점령을 서구 침략으로부

터 아시아를 해방시키는 과정이라고 선전하였다. 이런 해방의 논리는 경제 수탈의 

합리화로 이어진다. 침략을 통한 일제의 경제권 구축 과정 속에는 제국적 경제 식

민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다. 

 5) 류큐(琉球) 왕국은 원래 1429년 중산의 쇼하시 왕에 의해 만들어졌고, 1609년 일본의 

사쓰마 번이 침공하여 반식민지 상태로 만들고 공납 등 수탈을 하게 된다. 1872년 일

본 명치정부는 일방적으로 류큐 군도를 일본 영토로 선포하고 류큐왕국을 류큐번으로 

강등하고, 국와 쇼타이를 류큐번왕으로 임명하고, 1879년에 완전 흡수 통합하였다. 오

카모토 다카시, 홍미화, <일본의 류큐 병합과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 - 청일수호조규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32), 2011년 6월, 71쪽 참조.

 6) 黄靖皓, <论明治维新后日本的“南进政策”>, 《云南社会主义学院学报》 2014년 제3기, 

370쪽 참조 정리. 



일제의 국책 다큐멘터리 <남진 타이완南進臺灣> 속에 나타난 타이완 재 과 식민의식  113

1940년 타이완, <남진 타이완> 영상은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제작되어졌다. 40

여 년간 일제의 식민 지배하에 타이완이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문명화에 성공했음을 

선전하며 총독부의 치적을 전시하였다. 그들은 “남진 타이완”의 구호 아래 일제 천

황의 “신민” 타이완을 강조하였고, 이를 거점으로 대외 확장을 해야 한다는 남진정

책의 합리성을 선전하였다. 당시의 남진정책은 일제의 동남아지역 침략 정책으로, 

이 지역을 기반으로 서남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쥐고 중국 점령을 전면화하려는 욕

망을 담고 있었다. 섬으로 이루어진 파편화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제의 점령

은 용이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광산과 자원 등을 내지(일

본)에 공급하였고 전쟁을 위한 군수물자로 이용하였다.

<남진 타이완>은 이런 일본의 남진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남방으로! 

남방으로!”, “바다를 건너!”라는 격앙된 구호가 곳곳에 배치되고 있다. 영상은 1937

년 1월 28일 일본의 실업시대사(实业时代社)와 재계지일본사(财界之日本社)가 타

이완에서 제작하였고 4월 동경과 일본 전역과 타이완에서 상영되었다.7) 이는 일본 

“내지(內地)” 사람들, 즉 자국민(일본인)에게 일본 제국이 추진하는 남방으로의 식

민지 확보 및 전쟁의 필요성을 선전하고 제국의 건재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의 남진 정책과 그 성과로서의 타이완 식민지 교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편화하기 위해, 또 타이완인들에게 일제 점령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근대 타이완”을 전시하는 타이완 홍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두 번째 판

본은 1940년 촬영하여 6월 완성되었다. 그리고 타이완 통치 “시정기념일(始政纪念

日)”인 6월 17일 동경에서 처음 개막하였고 이후 타이완에서 상영되었다.8) 

영상 초입 부분, 먼저 일본의 다큐멘터리 제작 의도를 나타내는 자막이 올라가는

데, 그 목적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

게 타이완을 기록한 영상을 소개하고 또 우리 일본 민족을 알리기 위함이다. 매년 

남방 이주 인구가 백만씩 증가하며 천연자원의 개발도 소진되었다. 이 작은 섬에 

 7) 陳昌仁, <亭子腳的午後: 從日治時期影片談紀錄片的三段辯證及175種看法>, 吴密察､ 
井迎瑞编, 《片格转动间的台湾显影》(台北, 国立台湾历史博物馆, 2008年), 65쪽.

 8) 1937년 2월 28일과 1940년 4월 14일 《타이완일일신보(台湾日日新报)》에 <남진 타이

완> 관련된 촬영 소개 글이 있다. 陈怡宏, <观看的角度: 《南进台湾》纪录片历史解析>, 

吴密察､ 井迎瑞编, 《片格转动间的台湾显影》(台北, 国立台湾历史博物馆, 2008年), 

80쪽 재인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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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며 남진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세상은 일본 이민을 거부한다. 일본 상품도 

배척한다. 일본은 이런 정세를 타파하기 위해 북방에 강대한 국방선을 세워야 하

며, 더 나아가 남방에서는 산업과 경제적 생활전선을 확보해야 한다. 타이완이 바

로 거기에 있다. 타이완은 위치상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타이완은 제국의 남방 

확장에 중요한 기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타이완을 더 깊이 이

해해야 한다. 남방으로 매진하는 첫 단계는 근대 타이완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

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고 설명한다. 남쪽으로 식민 기지를 구축하는데 주

요한 지점으로서의 타이완, 식민의 지정학적 위치를 강조하며 타이완에 대해 일본

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국민들에게 식민자로서의 ‘위대한’ 일본과 

그들의 ‘정당한’ 식민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한 것이다.

영상은 일본인의 타이완 이해를 돕기 위해 타이완 각지의 자연환경과 경제산업의 

발전 현황을 재현한다. 타이완을 다섯 개 주와 두 개의 청(“五州二厅” 즉, 타이베이

주台北州, 신주주新竹州, 타이중주台中州, 타이난주台南州, 가오슝주高雄州, 화롄

항청花莲港厅, 타이둥청台东厅)으로 구분하여 북쪽의 타이베이로부터 시작해 남쪽

의 가오슝까지 그리고 다시 서쪽에서 동쪽 타이둥까지 타이완 전역을 내려다보며 

조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양 군도의 산물(产物) 지도를 보여주며 타이

완을 거점으로 남방으로, 남방으로 가자는 “남방을 향하여 가자, 쿠로시오 해류의 

저 너머,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남양군도의 산물지도를 보여주며) 남진하자(再

往南去! 黑潮的另一段! 在那里有什么?(南洋物产地图) 南进吧!)”는 정책 구호를 

외친다. 이어서 자막을 통해 “남쪽으로! 거기에는 일본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개척되

지 않은 땅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구할 수 없는 석유, 철, 천연고무, 면사, 양모, 

펄프, 보크사이트, 주석이 있다. 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바로 이런 생활 필수품들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경제상의 남진이다. 남진하자! 무한한 보물창고를 향해. 유일

한 길이 타이완이며, 그것이 제국이 확장해 가야 하는 길이다. 남진의 최전선 타이

완을 알아야 한다. 만주국 성립으로 북진 노선이 이루어졌다. 모국 일본의 남진정

책을 어깨에 지고 매년 백만 인구를 넘어, 최전선 타이완을 수비하고, 산업과 국방

상의 자원 개발지로 우리나라의 행군 노선은 남방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일본제국 생존권의 평화적 발전전략, 그것이 바로 남진인 것이다. 남진의 최전선, 

토대가 되는 유일한 곳이 타이완이다. (제국) 국민은 필히 타이완의 중요성을 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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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타이완은 남진의 기초이다. 우리는 남방으로 가야 한다. 제국의 국운(国

运)에서 보면 반드시 남방을 개척해 가야 한다. 남방으로 확장해 남방 산업과 경제

의 생활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장엄한 설명이 이어진다. 영상 해설자는 다소 격앙

된 목소리로 일본의 남진 정책의 중요성을 호소하며 감정적 호응을 유도하고 있었

다. 일제의 남진 의식과 식민의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언설로 보인다.

Ⅲ. 타이완과 타이완인 재 과 식민화 과정

<남진 타이완>은 타이완과 타이완인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가? 영상은 저항 없

는 평화의 공간 타이완과 피식민인의 유순한 식민지 신체를 전시한다. 일본 내지

(内地) 국민들에게 식민지로서의 타이완이 갖는 전략적 의미와 풍부한 자원 근거지 

타이완을 표상하고, 피식민인으로서의 타이완인들의 문명화된 일상과 순종화된 신

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내레이션의 일본어 음성을 제외하면 영상 어느 곳에서

도 타이완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피식민자의 소리를 무성으로 처리하며 소

리 없는(저항 없는) 타이완을 전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식민 모국 일본과 천

황의 은덕으로 ‘신민’ 타이완이 발전해 왔다고 강조한다. 이는 타이완 지역의 지난

한 식민 투쟁의 역사를 제거하고 있으며 일제에 의한 근대화 발전의 식민역사를 재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영상은 타이완의 식민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자막에 “명치 28년(1895년) 4

월 17일 시모노세키조약(马关条约)이 체결된 이후 타이완은 우리나라로 귀속되었

다. 우리나라 영토가 된 후 같은 해 6월 14일 화산(桦山) 해군대장이 첫 총독으로 

타이베이에 왔다. 당시 근위사단장인 기타시라카와 요시히사 왕이 직접 타이완에 

오셔서 총독의 정치적 시정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

날의 찬란한 문화 타이완이 만들어졌다. 예속되기 전 타이완은 청 정부에게 있어 

중화 밖에 있는 황무지였다. 타이완의 거주민들은 중화 밖에 있는 백성들이었다. 

예속 이후 일본 정부는 그들을 제국의 신민으로 동화시키고 훈육하였다. 그 성과는 

탁월하였다. 채 몇 년이 되지 않아 도적의 반란을 평정하고 산업 지도와 장려, 철

로, 항만, 교통건설 및 수리, 통신과 위생 정비, 관개치수, 교육을 진행하였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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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제도를 개혁하고 군사 부분도 모두 완비하였는데 그 성과는 지금 보는 것과 같

다. 타이완의 모습은 일신하였다.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성적이 나온 것은 

세계 식민역사에 유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황실의 은덕이며 관민 일치의 노

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본과 일본인이 힘을 합쳐 만들어 낸 신흥 

타이완이다”라고 설명한다. 일제는 자신들이 청 정부가 경시했던 황무지에 와서 개

척한 것이며, 청 정부가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던 타이완인들에게 일본 국민의 지위

를 부여하였다고 강조한다. 제국의 신민으로 동화시키며 타이완 지역과 타이완인들

을 문명화하였고 산업 경제발전 및 기반시설 완비를 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재고

시켰다고 자화자찬하며 제국에 대한 복종을 강제하고 있다.

또 그들은 타이완이 사실 일제 식민 이전에 본래부터 식민지였다고 주장한다. 

“츠칸루(赤莰楼)는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 1653년에 지은 것이다. 지금은 일부분만 

남아있다. 이 성은 벽돌로 건축되었다.....280여년 후의 지금도 여전히 우뚝 서 있

다. 거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또 “러란저성(热兰遮城)은 1624년 네덜란드 

사람들이 타이완을 점령하고 건축한 성곽 유적지”로 이곳은 당시 일본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설명한다. “1630년 일본 나가사키 상인인 하마다 야요이(滨田弥兵卫) 

등이 네덜란드의 폭압에 보복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일제가 “타이완을 점령

한 후 이곳에 안핑(安平) 해관(1896년)을 만들고 등대를 설치”하면서 일본 영토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네덜란드 식민의 역사를 종식한 정청공에 대해서도 일본과 관

계짓기를 한다. 중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정청공의 ‘궈

싱예 회전’9)의 이야기이다. “정청공(郑成功)은 우리나라(즉 일본) 관영원년(寬永元

年/1624년) 큐슈 나가사키 히라도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명나라 정즈룽(鄭芝龍), 

어머니는 히라도 번의 번사 타가와 시치자에몬의 딸이었다. 카이산신사(开山神社) 

정전은 정청공을 기리는 곳이고, 후전은 그 생모인 타가와씨를 기리는 곳이다.” 이

는 타이완의 ‘모국’, 즉 일본인 어머니로 대체되는 일본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그

래서 타이완이 일본풍 정체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지금의 일본 영토 타이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제 식민 이후 “타이완의 도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의 구식 건축을 근대

 9) 国姓爷会战에서 나온 이야기로, 궈싱예는 정청공의 별칭으로 명나라 황제가 정청공에

게 하사한 것으로 명나라 황제의 성을 가진 지도자라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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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건축으로 바꾸었다.” 영상에서는 “신흥 타이완”, “근대 타이완”을 상징하는 일제 

식민 기관과 건축물의 전시도 동행되었다. 타이완 총독부에서부터, 타이베이시 센

터, 타이베이주청, 타이완 총독부 전매국, 군사령부, 중앙연구원, 타이베이 병원, 

총독부 교통국철로부, 우정부, 타이완전력회사, 총독관저, 타이완일일신문사, 타이

베이역, 타이완신사, 타이베이공회당, 박물관, 타이베이방송국, 식물원, 상품진열관, 

타이중공원, 골프장, 타이베이 비행장, 그리고 산업 공장들은 식민 건축물로 전시되

었다. 이로 인해 타이완 도시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발전하였고 근대도시로서의 풍

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타이베이시의 문화적 면모에도 현저한 변화가 일

었다. 일반적으로 타이완의 대도시 주요 거리는 방사상이나 바둑판 형태로 확장된 

넓은 대로는 인도와 차도로 구분되었다. 이런 구분은 우리나라에도 없는 아주 독특

한 것이다. 특히 특이한 정자각(亭仔脚)은 넓은 두 칸의 처마 밑에 설치되는 것인

데 이게 바로 인도이다. 사람들은 100도 이상의 날씨나 폭우가 쏟아져도 우산을 

쓸 필요가 없고 높은 게다를 신어도 거리를 걸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가장 이상

적인 인도이다.” 타이완 신흥도시의 상징인 가오슝은 “타이완 남부의 주요 항구이자 

가오슝주의 수도이다. 북으로는 지룽(基隆)이 있고, 남으로는 가오슝의 큰 항구 두 

개가 있다. 그중에 남방 가오슝항구는 타이완 남부의 산물을 수송한다. 사탕이나 

쌀, 바나나와 배, 시멘트 등을 포함한 주요 항구이며 또 원양어업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또한 제국 남진 국책 책략의 요충지이다. 가오슝은 최근 공업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가오슝의 약진을 기대한다.” 공업 도시로서 가오슝은 일제의 국책 

산업을 일구는 주요 토대가 되던 곳이었다. 또 타이완의 남쪽으로는 “제국의 최남단 

어롼비(鹅銮鼻)가 있다, 서쪽으로는 중국 대륙에 가깝고, 남쪽으로 남양 군도의 섬

들을 가까이 볼 수 있다. 등대는 제국 남단을 지키며, 제국 경제의 남진 지표가 되

어 일장기와 함께 위풍당당하게 빛나고 있다. 여러분도 제국 경제의 남진 국책을 

알고 있는가. 그 유일한 곳이 바로 타이완이다.” 가오슝이나 어롼비 등 지역이 일제

의 국책 전략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영상은 지리적 중요성을 설명하고는 바로 이어서 타이완의 풍부한 자원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 자원의 개발이 전적으로 일본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

이 일본과 일본 황실의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내지에서 지룽까지, 고베에서 

출항해 3박이면, 또 멘사에서 출발하면 2박이면 도착할 수 있다. 타이완은 남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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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국책사명의 집행 지역으로, 타이완척식회사를 새로 창립했다. 이민을 모

집하고 다른 미개척지를 개척해 목화를 재배하고 금융사업 등 많은 계획들이 수립

되었다. 타이완에는 아직 미개척지가 많다. 그래서 타이완 개척은 타이완을 도우면

서 또 남중국(화남) 남양의 본국인 사업을 돕는 것과 같다.” 타이완척식회사를 만들

어 미개척지를 개발해 일본 ‘모국’을 보좌한다는 것인데, 이는 경제적인 식민 침탈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침탈은 농산물에서 석유, 가스, 사탕, 목재 

등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신주(新竹)의 주요 농산물은 쌀과 차, 뽕깡이다. 기

타 광산, 축산, 임산도 풍부하다. 특히 신주에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저장량은 상당

하다. 1933년 이후 실시된 산업 5개년 계획은 각 산업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신주의 차 생산은 연간 1,200만 근으로 전 섬의 60%에 달한다. 우롱차는 주요하

게 미국으로 수출하고 바오종차(包种茶)는 자바나 남양지역, 만주국으로 간다. 타

이완의 대표 홍차 ‘르둥홍차(日东红茶)’는 르둥척식농림회사(日东拓植农林会社)차

원(茶园)에서 재배한다. 생산량이 최근 급격히 늘어 일본 내지로 수출하고 있고 또 

영국이나 미국, 페르시아 등 각 국으로도 수출된다.” 또 일본 “모국에 쌀이 부족할 

때 식민지 조선이나 타이완이 공급해야 한다. 타이완의 모국에 대한 사명은 사탕의 

자급자족처럼 쌀 역시 자급자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런 사명은 매우 중요하

다.” 일본 모국을 위해 생산하고 수출하는 즉 경제적으로 복무하는 것이 타이완 식

민지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또 “유명한 뤼주(瑞竹)에 핑둥타이완제당회사(屏东台湾制糖会社)가 있다. 황제 

폐하(昭和天皇)가 섭정할 때 제당회사가 이곳에 휴식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중 대

나무 하나가 싹을 틔고 올라와 오늘날 이렇게 번성해졌다. 핑둥은 제국의 남단에 

위치해 있다. 황실의 번영을 기원하며 핑둥시는 매년 뤼주 앞에서 마쯔리를 거행하

며 황실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바친다.” 영상은 황실 번영을 기원하는 마쯔리(축

제)를 들어 많은 타이완인들이 일본식 마쯔리 복장을 갖추고 길가를 행진하는 모습

을 전시하였다. 타이완 제당업 발전의 근원이 황제폐하 섭정할 당시까지 연결된다

는 것이다. 또한 “제당업은 타이완의 주요 산업이다. 대일본제당주식회사 후웨이(虎

尾) 공장. 네덜란드 사람이 타이완을 점령했을 때 사탕은 타이완의 특산품이었다. 

일본 영토가 되었을 때 사탕사업은 초보적 단계였다. 얼위(儿玉) 총독 시대(즉 儿

玉源太郎) 제국의 제당주식회사 타이중공장이 있었다. 총독부의 장려 후 점차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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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자급자족하게 되었다. 이 기간 제당회사의 노력은 대단했다

고 볼 수 있다. 타이완 제당은 쿠바, 인도, 자바 다음으로 세계 4위로, 우리나라 제

당업의 중심이 되었다.” 타이완은 일본의 연료 자급자족 국가 정책에 타이완의 제당

회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제당 주산지로서 자국의 타이완이 자랑스럽다고 설명

한다. 또 안핑(安平)은 염전으로 유명한데, “제조방식이 내지와 다르다. 타이완은 

열과 빛을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 독특한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내지의 모래 염전

과 다르다. 타일 같은 염전에서 바닷물을 태양의 열로 결정이 된다.” 이 모든 경제 

산물을 운반하기 위해 일제는 또 도로와 철도를 구축하였고 한다. 그 대표적인 것

으로 아리산역이 영상 속에 비춰진다. “아리산 역은 가오산(玉山)의 서쪽 명치신궁 

등과 연결되어 있다. 총독부 영림소 관할로 경영된다. 목재를 운송하려고 아리산 

철로를 만들었다. 이 외에 벌목이 끝나는 곳에서 단계적으로 조림을 한다. 여기서 

대규모 경영하고 벌목된 목재가 우리나라 유일의 특수 운재차로 쟈이(嘉义)까지 운

송된다. 쟈이시(嘉义市)는 아리산 목재의 집산지로 활력이 넘치는 곳이다. 16만평

의 타이완총독부가 경영하는 목재 저장소에 최신식 제재 기계가 설치되었는데 그 

규모가 아주 크다. 어떤 거목이든 자유자재로 자를 수 있다. 이는 본국 제재공장 

중에서 보기 드문 것으로 동양 최고의 제재소이다.” 운송을 위해 일제는 철로와 도

로를 건설했는데, “철로는 타이베이에서 쑤아오(蘇澳)까지 간다. 자동차로 가는 해

변도로(쑤화蘇花국도)는 남쪽의 린하이(臨海) 도로로 향한다. 이 길은 본 섬의 도

로 공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14년이나 걸려 완성되었다. 동양 최대로 대리석을 

뚫어 해안 중간을 절단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산과 바다, 하천을 보면서 종횡으

로 31리 장거리 도로로 화롄(花蓮) 항구까지 간다.” 타이완의 철도와 도로, 항만의 

건설이 ‘모국’ 일본을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Ⅳ. 타이완 원주민 재 과 식민의 이 화 

영상 속에서 원주민의 모습은 세 차례 등장한다. 처음은 영상 초반 도입 부분에

서 타이완 지리 특성을 설명하는 중에 남성 원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원을 돌며 동일

한 형태의 춤을 추고 있다. 두 번째는 일월담(日月潭) 샤오족(邵族) 여성 군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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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이둥(台东)의 가오샤족 여성 원주민들이 처음 남성 

원주민들처럼 원형을 그리며 춤을 추는 모습이다.

원주민 형상의 첫 출연은 영상의 3분 29초 장면에서이다. 영상 초반에 일본어 

해설자는 근엄하고 담대하게 타이완 주변의 자연지리를 소개하는데, “타이완은 일본 

영토 중에서 유일하게 열대와 아열대 지역으로 일본 군도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태평양과 미 대륙이 있고, 서쪽으로는 타이완 해협과 연결된 지나(중

국) 대륙이며, 남쪽으로는 필리핀 군도와 우리에게 있어 이민의 주요 생명 전선인 

위임 통치지역인 남양 군도가 있다. 그중에 타이완은 제국의 남방의 제일 관문으로 

국방이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기후는 아열대부터 열대까지 걸쳐져 있어서 

날씨가 무덥다. 여름이 비교적 길다고 할 수 있다. 겨울은 당연히 일본 내지와 같

지 않다. 타이완은 사계절이 늘 푸르고, 쌀도 두 종류가 있다. 일 년 내내 아름다우

며, 맛 좋은 과일도 풍부하다. 꽃들도 많고 과실도 달고 맛있다. 공기 중에는 쟈스

민 향기가 가득하다. 이곳이 남국의 몽상! 보물의 섬인 것이다. 이것이....바로 여

러분이 상상하는 타이완이다.” 영상은 “남방 제일 관문”으로서의 타이완의 지리적 

중요성을 설파하면서 그곳을 유토피아의 공간 “몽상의 남국”으로 상상한다. 사계절 

내내 아름답고 자연 물자가 풍성한 타이완을 몽환의 공간으로 신비화한다. 일제는 

자연환경이 완미한 남국 상상과 몽상을 통해 식민자의 남진 정책과 그들의 야심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남방으로!(往南方)” 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아름다운 남국으

로의 확장을 미화하고 있다. 카메라는 줄곧 야자수가 들어선 해변가 모래사장 위에

서 춤을 추는 남성 원주민을 배치하고 있다. 이들은 원형을 그리며 반복해 소리 없

는 춤을 추고 있다. 오직 그들 곁에는 영상 해설자인 일본인의 일본어 소리만이 발

화하고 있다. 원형의 춤을 반복적으로 추는 남성 원주민들의 모습은 마치도 일본 

국기를 연상하게 한다. 그리고 춤을 추는 원주민의 영상을 뒤로 하고 곧바로 배 위

에 꽂혀진 일본 국기가 힘차게 휘날리고 있는 모습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원형의 

춤은 타이완 원주민이 일제의 “남방으로 가자”는 정책에 “원만(圆满)”하게 결합하고 

그것을 위해 일제에 복무하라는 의식을 상상하게 한다.

그 다음 영상은 29분 11초에 나타나는 일월담(日月潭) 호수의 원주민 부락에 

살고 있는 여성 원주민들 군체이다. 일본어 독백은 또 “일월담은 타이중주 관할 내

에 위치해 있다. 해발 728미터의 산 위에 있으며, 해 모양의 일담과 달 모양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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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으로 형성되어 있다. 일과 월이 서로 만나 일월담을 만들었다. 어떤 이는 중찬사

(中禅寺) 호수라고도 한다. 호수 위에는 몇 개의 쪽배가 떠 있고, 사람들은 물고기 

낚시를 한다. 증기선이 오가는 중찬 호수보다는 훨씬 흥미롭다. 이밖에, 호수의 동

쪽 해안에는 귀화한 토착 부락(지금의 샤오족부락)이 있다. 부락 여자들이 모여서 

길고 짧은 각양각색의 절구공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른다. 절구공이 노래는 마당 

앞에서 절구공이로 절구와 같은 돌을 두드리며, 약간 애조를 띤 곡조를 내는데 재

미있다. 소리는 산 계곡 사이 조용한 호수 위에서 메아리친다. 달 밝은 밤에 들으

면, 아름다운 음악 선율은 한층 신비로운 느낌을 더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해설음

이 입혀지며 일월담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두 명의 원주민 여인이 등장한

다. 그녀들은 미소를 지으며 배를 저어 샤오족 부락에 도착하고 있다. 그녀들의 표

정은 평화로우며 안정적이고 생기가 있다. 그리고 화면은 다시 가득히 마당 앞에서 

맨발인 채로 원형으로 둘러서서 절구공이를 찧고 있는 샤오족 여성들을 등장시킨

다. 그녀들이 찧는 절구공이 소리는 마치도 일본 나막신 소리를 연상시키게 한다. 

그러면서 해설자는 이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 선률”로 한층 “신비감”을 갖는다고 설

명하고 있다. 일본인 해설자는 이 샤오족 원주민들이 일본에 귀화하였음을 강조한

다. 그래서 절구공이의 연주는 귀화의 행복감을 표현하는 듯 상당히 경쾌한 소리를 

생산하고 있다. 일월담의 소개 영상은 고산의 골프장에서 일본/남성들의 골프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생활의 여유로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들 곁에 서서 시중을 들

고 있는 사람들은 원주민 남성이거나 골프채 가방을 들고 가는 어린 아이들이었다. 

풍요로운 타이완이 누구를 위한 타이완인지 거기에 헌신하는 자들이 누구여야 하는 

지를 말하는 것이며 식민과 피식민의 위치를 고정화하는 것이다.

마지막 영상은 1시간 56초에 시작된다. 일본어 해설은 다시 일본인들이 타이완 

원주민들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내지 사람들은 가오샤족(高砂

族)에 관심이 많다. 지금 현재 15만 명이 있는데, 원래는 ‘번족(蕃族/야만족)’이라

고 했었다. 지금은 가오샤족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타이완 토착민들로 과거에는 목

을 자르는 풍습이 있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번인들이 지금도 

목을 자른다고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촬영을 위해서 그들

은 하루 일을 접어야 하는데 이는 마을의 발전(필자: 일제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

며 거절했었다. 그들은 원시적인 생활을 벗어나고자 했고, 경제가 발전하기를 바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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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그들은 힘을 다해 수전(水田)을 보존하고 각종 노역에 자발적으로 종사

한다. 근검절약의 미덕을 배웠다....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생도 있고, 어떤 사람

은 순사(경찰)나 교사가 되었다. 무의식중에 그들을 번인이라고 부르면 그들은 난

색을 표하며 ‘우리들도 일본인이예요, 우리를 번인이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가오샤족들은 각성되어 있어서 시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화면 위에 여성 가오샤

족 원주민들이 출현하였고, 그녀들은 원형을 그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때로는 엎

드린 자세로 한동안 원을 그렸다. 이는 영상 초반에 나타났던 남성 원주민들의 춤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그들이 서서 원형을 그렸다면 그녀들은 엎드린 채로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그들의 이런 춤의 표상 역시 일본 국기를 상상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일본어 해설은 가오샤족이 과거에 목을 자르는 관습이 있었고 이런 원시적

인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제국의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을 받은 이후 그들은 교사나 

경찰이 되어 일제를 위해 복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교육을 

받은 그들에게 “번인” 즉 야만인 혹은 원시인이라고 하면 불쾌해하며 자신들을 일본

인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화면은 다시 기모노 복

장을 한 여성 원주민들을 배치하고 “우리는 일본인입니다”라는 자막을 넣어 원주민

들의 이런 언행이 일제의 교육에 의해 생겨난 자각임을 강조한다.

다큐멘터리 속에서 원주민은 식민자 일본인을 닮아가려는 모습으로 표상되고 있

었다. 기모노 복장을 하고 자신들도 일본인임을 요구하며 인사하는 그녀들의 모습

에서 낯설고 어색한 주체들의 파편화를 경험한다. 원주민에 대해 일제는 어떤 의식

을 자국민과 타이완인에게 의식화하려고 했을까. 일제는 그들의 남진정책을 선전하

기 위해 타이완과 타이완인(한족과 원주민의 타이완)을 식민타자로 놓고 지리적으

로 혹은 문화에 있어서, 혹은 경제산업 발전의 과정에서 온전히 타자화된 타이완을 

조감하고 있었다. 일본어 해설(중국어 자막)은 매우 자연스럽게 타이완 식민역사를 

설명하였다. 네덜란드의 식민역사와 정청공(郑成功) 명나라 한족의 식민역사(원주

민 샤오족과 가오샤족에게 있어 식민)에서 작금의 일제 식민의 현황까지, 그들은 

식민역사의 흔적(1598년 네덜란드인들이 지은 츠칸루赤崁楼유적과 정청공의 카이

산신사 등)을 전시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일제 식민시기 발전을 강조하고 있

는 “신흥 타이완”을 소개하고 있다. 주요 관객이 일본 내지의 일본인과 식민지 타이

완인은 영상을 어떻게 보았을까. 먼저 영상은 도시 타이완과 한족의 타이완(치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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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고 길을 가는 여성들과 노동하는 한족들)을 전시하였고 그 이면에 다시 세 차

례의 원주민 형상 중에 산촌(농촌)의 원주민 타이완을 표상하였다. 영상은 내지 일

본인들에게 타이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들이 이런 타이완을 새로이 인식하기

를 바란다. 즉 식민 제국의 우월감과 자부심(원시 타이완에 대한 문명화) 선전하며, 

그들에게 식민 전쟁 침략과 확장의 합리성을 주지시키고 있다. 그리고 도시 문명의 

세례를 받은(한족의/ “현대화된 도시”의)타이완에서 원시적인 원주민(영상은 원주민

의 원시성을 말한다)을 분리하고 있다. 과거 역사 중 한족이 원주민의 타이완에서 

진행한 개발과 발전 소위 “문명화”의 의식을 강화하며 일제의 타이완 식민화에 정당

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타이완인들에게 일제의 식민의식(개발, 산업 발전, 경제 

수입의 증가 등등)을 내재화하는 것이다. 원주민의 표상은 경제발전의 논리에 있지 

않으며 원시 문화의 탈피와 문명의식의 제고 속에서 현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식민 논리는 한족 타이완인에게 일종의 허위적 우월감과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원주민 타이완에서 네덜란드의 식민지, 명청 왕조의 식민지를 

강조하는 영상을 통해 일제는 자신들의 식민화를, 즉 네덜란드와 명청 왕조의 한족

들이 원주민 타이완에 가했던 식민의 연장으로 식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것은 일종의 식민 정복과 수탈에 대한 면죄부(합리화)로서 한족 타이완에게 일제

와의 동일시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원주민 영상의 첫 장면인 

남성 원주민의 군무와 마지막 장면인 여성 원주민의 군무가 원을 그리는(일장기의 

원처럼)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그(그녀)들은 반복적으로 동일 형태

의 춤을 춘다. 이런 반복성과 동일성은 피식민자에 대한 식민자의 식민화 언설로 

훈육적 효과를 갖는다. 반복성은 의식화 혹은 내재화를 진행하며, 동일성은 식민자

의 피식민자들에 대해 닮음이나 모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피식민자 타이완 원주민

들이 일제 식민교육을 받아 일제 조직에 봉사하는 경찰과 교사가 되어 식민 체제를 

유지하거나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교육을 대리하지만 식민자들은 피식민자들이 그

들과 같아지는 것(동일)에는 두려움을 갖는다. 동일시(동일화) 욕망이 갖는 양가성

이다. 동일시되는 것을 욕망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방하여 동일화되는 과정에서 그들

이 자신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식민담론이 해체되는 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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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오는 말: 이 식민화 과정에서의 식민 분열성

일제의 타이완과 원주민을 포함한 타이완인에 대한 식민지화, 즉 “우리는 일본인

입니다”라고 말하는 원주민들,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재현 

속에서, 남진정책의 기지로서 타이완의 식민지 점령을 홍보하는 그들의 강력함 속

에서, 네덜란드부터 시작된 식민역사의 맥락화와 그 표상 속에서 우리는 1940년대 

일제의 불안한 의식을 읽을 수 있다. “식민지배 담론은 피지배자가 지배자와 아주 

비슷해지기를 바라지만 결코 똑같아지기를 바란지는 않는다. 만약 둘 사이에 절대

적인 동등함이 있다면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는 작동할 수 없을 것이

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구조적인 불균등성, 즉 한 집단의 인간이 다른 

집단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인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 사이의 분열을 가정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간의 차이를 보여 준 식민지배 담론은 그 차이로 인해 발

생하는 결과를 감당할 수 없다. 이 담론은 특히 의미의 미끄러짐이 암시하는 행위

주체로서의 피지배자를 통제할 수 없다.”10) 일제는 식민지 타이완인을 동원하고 포

섭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자신들과 똑같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 제국

의 모순된 욕망을 가지고 있다. 동일화와 표준화를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를 불가능하게 하는 차별을 욕망한다. 이에 피식민자들의 “모방(mimicry)은 닮는 

것인 동시에 위협이기도 하다.”11) 이 지점에서 식민담론은 분열을 가져 온다. 일본

이 식민 동화정책을 실시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위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바바는 “정확하지 않은 흉내가 식민지배의 거대 담론인 휴머니즘, 

계몽주의 등등을 약화시킨다”고 본다. 또 영상 내내 흘러나오는 격앙된 일본어 내레

이션과 대비해 타이완인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식민국가와 주체를 ‘표

준화’시키는 데 계몽주의 이후의 문명화 꿈은 계몽주의 자체가 지닌 자유의 언어를 

소외시키고 그 표준에 대한 다른 종류의 지식을 생산한다.”12) 일본어 목소리는 타

10) 데이비드 허다트 지음, 조만성 옮김, 《호미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서울, 도서출판앨

피, 2011년), 111쪽.

11) 호미바바 저,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서울, 소명출판사, 2005년), 180쪽.

12) 데이비드 허다트 지음, 조만성 옮김, 호미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서울, 도서출판앨

피, 2011년), 11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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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의 저항의 소리를 숨기며 일본 제국주의 의식을 선동하며 구체화한다.

일본의 “남진 타이완” 구호 속에는 민족국가인 일본이 제국화하는 과정에서 드러

낸 복잡하고 불안한 내면이 투사되어 있다. 내지(일본)와 외지(식민지)를 구분하지

만 다시 그것을 연계하려는 이중적 의식과 각종 식민 정책 담론에는 이런 불안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자신들이 타이완과 타이완인을 일본의 신민으로 고정화하고 

자국으로서의 타이완을 문명화하고 계몽하고 있으니 마땅히 타이완이 남진기지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다. 특히 정청공의 한족 타이완이 원주민 타

이완을 서구 침략자들로부터 해방시켰던 것처럼 일본은 시모노세키조약을 통해 청 

정부가 돌보지 않고 방치했던 타이완을 자신들이 문명화하고 발전시켰다는 논리를 

선전하고 있다. 그들의 이런 식민주의 발전 논리와 계몽 의식은 일본 기모노 의상

을 입고 고개 숙이며 “우리는 일본인입니다”라며 소리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원주

민 여성들의 어색함과 낯섦 속에서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이자 일본 제국의 

신민임을 매우 “격앙되게” “강조하는” 표상 속에는 근본적으로 두려움이나 불안증을 

배태할 수밖에 없으며 불완전한 지배자들의 식민의식은 흔들려 파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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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per analyzes <Southward Expansion to Taiwan>, a 

documentary produced by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during 

Taiwan’s colonial rule. How Japanese colonialists record Taiwan’s 

more than 40 years of colonial history. “Now, here,” we’d like to read 

what kind of reenactment was being made in the video. In this 

video, which emphasizes that it was produced by Taiwan’s 

Governor-General as a state-run documentary, we can now find 

colonialism and ideology. Japan injected new universal values (e.g. 

enlightenment and civilization, modernization) into the colonies for 

the colonial expansion of the empire, and on the basis of this, it 

sought to gain the legitimacy and rationality of the colonial w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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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d in colonial Taiwan. Japanese imperialism constantly reshuffled 

Taiwan’s colonial consciousness while promoting colonial Taiwan as a 

new Japanese citizen. Imperialism’s insidious colonial consciousness 

was replaced by civilization and modernization, concealed and 

manipulated. The paper believes that <Southward Expansion to 

Taiwan> is recreating Taiwan, which they imagine or desire, in a 

way that takes a bird’s-eye view of the entire island from above. 

However, in the display of Taiwan, the Taiwanese and the 

indigenous peoples in the video deployed by the Japanese 

colonialists, colonialism shows signs of division. The division of 

colonial discourse is illustrated by the imitation of the Taiwanese 

(native inhabitants) of Japanese colonial consciousness and its 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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