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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 논문은 1964년 창간되어 2019년 현재까지도 발행되고 있는 시 전문잡지인 

《삿갓》에 게재된 자오톈이의 시를 중심으로, 타이완 본성인의 타이완의식 고찰에 

그 연구 목적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인의 작품 속에 자주 표상되고 있다고 판

단된 기억과 재해의식, 이 두 가지를 시작품 세계의 분석틀로 삼았다. 우선 기억의 

경우 대체로 일제 통치기와 국민당 통치시기로 양분되는데, 여기에는 일제 통치기

와 국민당 계엄 시기를 모두 겪어온 2세대 본성인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두 시

기 기억에 대한 시인의 정서 표출의 결은 사뭇 다르다. 즉, 일제 통치기의 경우 유

년 시절의 개인적 회상을 바탕으로 비교적 따뜻하게 표현되고 있다면, 국민당 계엄 

시기의 경우 청장년 시기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어둡게 기록되어 있다. 

시인의 유년 시절의 기억은 대개 향토음식, 향토문화, 타이완지명 등 자신의 고향

을 매개로 표출되고 있는데, 이는 1970년대 국민당 계엄 시기에 겪었던 ‘타이완대

학 철학과 사건’ 등 일련의 고통스러운 기록들과는 자연스럽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민당 통치 시기의 기억은 더 나아가 ‘2⋅28 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기억들도 불

  * 경기대 중문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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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게 된다.

이러한 시인의 타이완 본토의식과 반국민당 정서는 타이완 재해의식으로까지 확

대된다. 시인의 타이완 재해의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타이완이 지리

적 환경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자연재해가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적 역학

관계와 내부적 정치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타이완 내부의 각종 정치적 곤경이 

그것이다. 태풍, 지진 등 타이완이 빈번하게 겪게 되는 자연재해는 비교적 단순한 

르포 형태로, ‘양안관계’, ‘통독문제’ 등 타이완 특유의 역사적 갈등과 정치적 분열 

등의 정치적 난제는 풍자적 비판 형태로 표출되어 있다. 특히 정치재해를 표현한 

작품 중에는 ‘타이완콤플렉스’ 혹은 ‘대륙공포증’ 등 다소 방어적 의식에 기반을 둔 

것들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시인은 정치적 이념의 갈등을 넘어선 타이완인의 진

정한 화합 정신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주체적이고도 평화로운 타이완 수립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견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시인의 ‘타이완본토의식’의 일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I. 들어가며

자오톈이는 타이완 현대 시인으로 한국 중문학계에 그다지 많이 소개된 작가는 

아니다. 이에 따라 그의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본고의 연구 목적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자오톈이는 1935년에 태어난 타이완 2세대 시인이다. 1세대의 경우 

1910년~1920년대 출생해 일제 통치기1) 일본어로 문학 활동을 했던 세대라면, 2

세대는 1930년대 출생하여 소학교 때 일문을 배우고 태평양전쟁 종료 후 국민당 

정부의 일어 사용 전면 금지로 인해 중문으로 문학 활동을 하게 된 이른바 경계언

어(跨越語 ) 세대로 일제 통치기와 국민당 계엄 시기를 모두 겪었다. 이런 까닭인

 1) 타이완 내부에서는 타이완의 일본 할양 시기 규정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즉 강압적 

일제강점기, 즉 ‘日據’로 규정할지, 혹은 중립적인 의미를 지닌 일본통치기, 즉 ‘日治’로 

볼 것인지가 그것이다. 통상 타이완에서 일본통치기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백영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창비, 2013, 276쪽 참조) 본고가 본성인 시각을 중

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일제통치기로 그 용어를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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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의 일제 통치기와 장제스(蔣介石) 국민당 계엄 시기에 대한 기억 양태가 비교

적 다르게 표상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그의 시 세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그는 타이중(臺中)시 룽딩(榮町)에서 태어난 본성인(本省人) 시인이다. 본

성인이라는 용어는 타이완 특유의 ‘에스닉(ethnic)’ 의식2), 그중에서도 외성인(外

省人)의 대립항으로 그 의미를 획득한다. 본래 타이완에서의 성적(省籍)은 1931년 

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표기에 불과했다. 게다가 1992년에 이르러 호적법이 수정되

면서 본성과 외성의 구분도 폐지되었다.3) 그럼에도 ‘에스닉’ 구분은 타이완의 역사

에 대한 해석과 미래 국가관 정립이라는 화제에 봉착하는 순간4)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그가 1964년 국민당 중심의 문학계에 대한 저항

의식을 바탕으로 창간하여 2019년 현재까지도 격월로 발행되고 있는 본성인 중심

의 시 전문잡지 《삿갓》5)과 밀접한 관련6)을 맺으며 시 창작 활동을 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삿갓》에 게재된 그의 시작품을 중심으로 본성인 시인으로서의 그의 시 

세계를 조망하고자 한다.

셋째, 자오톈이의 필명은 류원저(柳文哲)이다. 이 필명은 《삿갓》 기고문 중 시 

이외의 작품 투고 시 사용했다. 어쨌든 그가 필명을 ‘문(文)’과 ‘철(哲)’로 사용한 

 2) ‘에스닉’이란 공동의 조상, 문화, 언어를 통해 하나의 독특한 사회집단을 구성한다고 자

각하며, 동시에 이에 대해 제3자로부터 인정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타이완

의 ‘에스닉’은 외성인, 본성인, 객가인, 원주민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이들의 상호 간 

대립적 구도는 시기별로 변화 양상을 보인다. 즉 1970년대의 경우 본성인과 외성인 

간, 1980년대 초의 경우 원주민과 한인 간, 1980년대 중반의 경우 본성인과 객가인 

간 그리고 1990년대의 경우 외성인과 본성인 간 대결구도 양상을 보여 왔다. (王甫昌 

/ 지은주, 《갈등의 정체성 - 현대 타이완사회의 ‘에스닉’ 상상》, 나남, 2008, 38, 87쪽 

참조) 

 3) 王甫昌 / 지은주, 《갈등의 정체성 - 현대 타이완사회의 ‘에스닉’ 상상》, 나남, 2008, 

150쪽 참조.

 4) 王甫昌 / 지은주, 《갈등의 정체성 - 현대 타이완사회의 ‘에스닉’ 상상》, 나남, 2008, 

16쪽 참조.

 5) 《삿갓》은 1964년 본성인 중심이 되어 창간된 시 전문잡지다. 

 6) 물론 자오톈이는 《삿갓》 이외에도 반공 문학이 문단의 주류를 형성하던 1950년대에 

《중앙일보(中央日報)》, 《국어일보(國語日報)》 등에 시를 투고하기도 하고, 탄즈하오

(覃子豪)가 주필한 《공론보(公論報)》, 지셴(紀弦) 등이 주관한 《현대시(現代詩)》 등에 

시를 게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인의 본격적인 창작 활동은 《삿갓》과 인연을 맺게 되

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은 《삿갓》의 창간 멤버 중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삿

갓》시사의 사장도 역임하는 등 《삿갓》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작품 활동을 해왔다.



156  《中國文學硏究》⋅제77집

것은 시를 비롯한 산문, 아동문학, 평론 등 문예에 종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철학

전공을 업으로 삼아 타이완대학 철학과 교수를 역임했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그에게 있어 문학과 철학은 그의 삶에 있어 양대 축이다. 자오톈이

는 1962년 《과수원 방문(果園的造訪)》 등 적지 않은 시집7)을 발표했는데, 그의 

두드러진 시적 특징 중 하나는 일상 언어로 일상생활을 반영한 비교적 쉬운 시를 

창작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시라야/ 좋은 시란 말인가?｣8)

라고 당시 유행하고 있던 현대주의 등의 시에 반발하며, 이른바 ‘笠(삿갓)’의 상징

성9)을 줄곧 실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시인은 타이완대학 철학과 재직 

당시 ‘타이완대학 철학과 사건’10)에 연루되게 된다. 이 사건은 1970년대 타이완본

토의식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시인의 작품 속에 어떻

게 표출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삿갓》에는 발기인 총 12명11)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시인이 활동했는데, 본고에

서는 일차적으로 자오톈이 시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그가 비교적 장기

간에 걸쳐 《삿갓》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삿갓》의 시적 방향을 잘 견지해

온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삿갓》에 

대한 심화 연구를 통해 좀 더 구체화할 예정이다. 요컨대 본고는 자오톈이가 본성

인 시인으로서 타이완본토의식 수립에 중심 역할을 한 잡지 중 하나인 《삿갓》과 밀

 7) 자오톈이 시집으로는 《따안시 물가(大安溪畔)》(笠詩社, 1965年), 《구링 거리(牯嶺

街)》(三信出版社, 1978年), 《세배돈(壓歲錢)》(笠詩社, 1986年), 《수풀 사이의 수향

(林間的水 )》(台中 立文化中心, 1992年), 《발자국 소리(腳步的聲音)》(人民文學出

版社, 1993年), 《세월은 숨어 있는 마술사(歲月是隱藏的魔術師)》(富春文化公司, 

2006年) 등 다수가 있다. (https://zh.wikipedia.org/zh-tw 참조)

 8) <시를 논하는 두 수⋅역설(論詩兩首⋅ 說)>, 《삿갓》 제185기.

 9) 시 잡지 《삿갓》은 ｢우산의 화려한 외형과 우아한 모습은 없지만 가장 단순한 모양으로 

가장 힘든 일을 견디는｣(林郊, [笠 [笠]-我 [笠]兩年來的看法], 《삿갓》 제13기) ‘삿

갓’을 시 창작의 상징으로 내세운 바 있다.

10) ‘타이완대학 철학과 사건’은 1971년 ‘댜오위다오 보위 운동(保釣運動)’ 이후 타이완대학 

철학과 학생 중심의 민주화운동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상세한 상황 설명은 2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11) 《삿갓》은 제1세대 우줘류(吳濁流/1916~1971), 잔빙(詹氷/1921~2004), 천첸우(陳

千武/1922~2012), 린헝타이(林亨泰/1924~ ), 진롄(錦連/1928~ ) 등과 제2세대 

자오톈이(趙天 /1935~ ), 바이추(白萩1937~ ), 황허셩(黃荷生/1938~ ), 두궈칭

(杜國淸/1941~ ) 등 12명으로 창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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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관련을 맺고 활발히 활동해 온 시인 중 한 사람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그가 

시 작품을 통해 타이완의식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

업을 위해 그의 시작품 속 중심 표상이라고 판단되는 ‘기억’과 ‘재해의식’을 양대 프

리즘으로 삼아, 그의 시작품이 지닌 의미와 한계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두 갈래의 기억

자오톈이 시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형태의 시가 적지 않다. 베르그손에 따르면 기

억이란 부재하는 대상을 현재적 표상12)으로 포획함으로써 개체적 자기동일성과 정

체성을 유지하는 일종의 인지작용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오톈이의 회고시 분석

을 통해서 시인의 자기동일성, 즉 정체성 일면을 짚어내는 일은 가능할 것이다. 우

리가 현재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은 무수히 축적되어있는 과거를 불러내는 행위다. 

즉 ｢현재란 과거들이 가장 수축되어 나타난 수준｣13)인 것이다. 

시인은 기억에 대해 ｢현재는 금방 사라지고/ 과거는 고집스럽게 닫치지만｣ 동시

에 ｢마음에 용솟음친다｣14)고 말한다. 즉, 기억이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재생

적 인지 활동이다. 물론 그의 시작품 속 기억들이 모두 객관성과 선명성을 담보하

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시작품에는 자신의 개체적 기억과 

집단의 공동체적 기억의 일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 기억을 통해 

타이완의 과거 인식과 미래 비전 제시의 사이에 있는 어느 한 본성인 시인의 현재

적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오톈이 작품 속 과거에 대한 

기억 활동은 단순히 정태적 의미의 명사 ‘기억’이 아니라 ‘기억하기’라는 보다 적극

적인 동태적 활동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12) 주재형, <베르그손의 《물질과 기억》에서 기억의 보존과 가변성에 대한 연구>, 《철학과 

현상학연구》 제77집, 2018, 52쪽 참조.

13) 김재희, 《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그린미, 2010, 244쪽 참조.

14) <瘋子>, 《笠》 제84기.



158  《中國文學硏究》⋅제77집

중국의 한 여성학자가 이렇게 물었다/ 어째서 타이완사람들은/ 어째서 타이완 

남부사람들은/ 일본을 그리워하면서, 모 정당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째서 타

이완 항일작가 양쿠이 선생은/ 일본 정부에 10여 차례 넘게 체포되면서도/ 1년밖

에 옥살이를 하지 않았을까요?// 일본 법률 규정에 따라 한 번 체포되면/ 29일만 

구류 가능한데/ 만일 증거가 없다면 기소할 수 있어도/ 바로 석방되기 때문입니다

// 일본인은 그들이 규정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비록 악법이라도 역시 법인 것입

니다/ 비록 일본인 역시 혐오할 만한 매우 많은 불평등한 낙후된 법이 있지만요// 

원래 화제로 돌아가 조국의 항일작가인 양쿠이를 말하자면/ <평화선언>을 지어 두 

차례 체포되었지요/ 첫 체포로 12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
<멀리서 선배작가 양쿠이 선생에게 부치다>의 일부15)

｢중국의 한 여성학자｣가 던지는 두 가지 질문, 즉 ｢어째서 타이완 남부 사람들은 

일본을 그리워하면서｣ 같은 타이완인인 ｢모 정당｣은 배척하고 있는지, ｢양쿠이｣의 

행적 속에 친일파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에는 다분히 1945년 광복 이

후의 타이완을 승리자 위치가 아닌 ｢매국노(漢奸)｣의 위치16)로 바라보는 대륙적 

시선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중화민족｣이 1912년에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토대

로 일제 통치기 타이완을 피지배 민족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타이완 남부 사람들의 친일적인 성향에 대한 이러한 질타적 질문은 생각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시인은 ｢중국의 한 여성학자｣의 ｢양쿠이｣ 친일행적 의심에 대해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조목조목 반박한다. 첫째, ｢일본 정부에 10여 차례 넘게 

체포되면서도｣ ｢1년밖에 옥살이를 하지 않은 점｣은 ｢양쿠이｣가 아무런 ｢증거 없이｣ 
｢체포｣되었기에, ｢법률을 준수｣하는 ｢일본인｣들이 그를 ｢구류｣로 풀어 주었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법률을 준수｣하는 ｢일본

15) 中國一位女學 問/ 爲什麽台灣人/ 爲什麽台灣南部的人/ 懷念日本, 不喜歡某政黨// 

爲什麽台灣人抗日作家楊逵先生/ 被日本政府逮捕了十多次/ 却關不到一年// 因爲日

本法律規定, 逮捕一次/ 只能拘留二十九天/ 如果沒有證據可以起訴, 就放人// 日本

人遵守自己規定的法律/ 雖然惡法亦法/ 雖然日本人亦可惡, 有許多不平等的陋規// 

但是說回到祖國的抗日作家楊逵/ 被逮捕了兩次, 因爲撰寫｢和平宣 ｣/ 第一次被逮

捕, 就被判了有期徒刑十二年// …… <遙寄前輩作家楊逵先生>, 《笠》 제276기.

16) 柴高潔 《20世紀50-70年代臺灣現代詩潮轉向硏究》, 南開大學博士學位論文, 2013, 

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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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라는 점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그 이면에는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계엄 통치

했던 ｢모 정당｣에 대한 간접 비판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양쿠이｣가 ｢평화

선언｣을 지어 ｢음산하고 깜깜한 감옥 속에서 족히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며 ｢피
눈물｣로 일본을 ｢규탄｣했는데 어떻게 친일파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한다. 이는 ｢사
회개혁가의 열정적 꿈으로/ 한 사람의 존엄과 자유를 추구한｣17) ｢양쿠이 선생｣에 

대한 시인의 적극적 항변이다.

그런데 시인은 ｢중국의 여성학자｣가 던진 첫 번째 질문, 즉 ｢어째서 타이완 남부 

사람들은 일본을 그리워하면서｣ ｢모 정당｣을 배척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은 흥미롭다. ｢중국의 여성학자｣가 ｢타이완 남부 사람들｣이라

고 특정한 것은 본성인을 겨냥한 것이고 여기에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

는 통독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이기에 직접적 응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시인의 소극적 대응은 ‘양안관계’가 지닌 정치적 민감성 및 비대칭적 

‘양안관계’로 인한 타이완인의 어려운 점을 반증한다. 

전쟁이 끝났을 때/ 한 선배 시인이 내게 물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자네는 어

디에 있었지?”/ “전쟁이 끝났을 때/ 저는 11살 소년이었죠/ 고향 농가에 있었는데

/ 저녁노을이 자주색으로 사라질 때/ 성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이 소식을 가져오셨

어요!”/ 완두 넝쿨이 대나무가 있는 채소밭 쪽으로 뻗어 왔고/ 우리는 고치를 쥔 

손으로 물을 뿌리고 비료를 줬다/ 어머니는 저녁 기도 중이셨고/ 모색은 저물어가

는 대지를 덮고 있었다/ 전쟁은 이미 끝났으나/ 우리는 오히려 망연자실했다/ 공

포스러운 과거도 대면했지만/ 낯선 미래도 마주해야 했기에/ 전쟁이 끝났을 때/ 

고향 농가에는/ 전쟁 속의 어린 시절이 있었다/ 순진하고 천진한 세월/ 봉화 가장

자리에서/ 우리의 공포와 희망은 연소 되고 있었다/ 선배 시인은 확실하게 말했다

/ “그때 나는 무지하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지.”/ 그때 마지막 황혼/ 전

쟁 끝에는/ 처량한 비극이 막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다 <동상 및 기타>18) 전문

17) <진흙의 포옹 - 양쿠이 선생을 회고하며(泥土的擁抱 - 懷念楊逵先生)>, 《笠》 제216

기.

18) 當戰爭結束的時候/ 一位前輩詩人問我/ “戰爭結束的時候, 你在那裏?”/ “戰爭結束的

時候/ 我是一個十一歲的 年/ 在我故鄕一個田莊裏/ 當晩霞的紫光漸漸 去/ 來自城

裏的父親帶來了消息!”/ 豌豆延伸在搭着竹籬的菜園/ 我們用帶繭的手灑過水施過肥/ 

母親在晩禱/ 暮色籠罩在向晩的大地/ 戰爭雖然已經結束/ 而我們却一片茫然/ 面 着

恐懼的過去/ 也面 着陌生的未來/ 當戰爭結束的時候/ 在我故鄕一個田莊裏/ 那裏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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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은 비록 어렸지만 ｢전쟁이 끝난 날｣을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날 

｢성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이 소식을 가져왔을 때 당시 시인은 ｢모색은 저물어가는 

대지를 덮고 있었고｣, ｢완두 넝쿨이 뻗어온 대나무가 있는 채소밭｣에서 ｢고치를 쥔 

손으로 물과 비료를 주고｣ 있던 ｢11살 소년｣이었던 것이다. ｢전쟁의 끝이 처량한 

비극의 서막이 될 줄 몰랐다｣고 말한 ｢어느 선배 시인｣의 고백 속에 국민당 통치 

시기의 고통이 압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선배의 고백은 ｢어째서 타이완 남부 사람

들은 일본을 그리워하면서｣ 같은 타이완인인 ｢모 정당｣은 배척하냐고 물었던 ｢중국

의 여성학자｣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시인의 기억 속 일제 통치기 기

억은 대체로 따뜻한 정서로 가득한데, 장제스 국민당 계엄 기간의 기억은 비극적 

고통으로 가득한 것이다. 일제 통치기 유년 시절 ｢산이 붕괴되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전쟁｣의 ｢폭격｣19) 속에서 공포를 느끼며, ｢이국의 언어로 망연자실하게 어

린 시절｣20)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절의 기억이 오히려 장제스 국민당 시절

보다 평온하고 따뜻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전시/ 등화관제의 저녁/ 달걀 하나/ 아빠, 남동생과 나는/ 3분의 1로 나누었다/ 

그리고 백반 한 그릇에/ 간장 한 방울/ 돼지기름 한 덩어리/ 맛있었고/ 멋진 저녁

식사였다 <저녁식사>21) 전문

시인은 등을 켜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등화관제｣의 전시 상황 하에, ｢아빠, 

남동생｣과 ｢3분의 1로 나눈 달걀 하나｣, ｢간장 한 방울 넣은 백반 한 그릇｣, ｢돼지

기름 한 덩어리｣가 고작이었던 시절을 ｢맛있고 멋진 식사｣로 기억하고 있다. 그뿐

만 아니라 ｢태평양전쟁 말기｣ 갑작스럽게 ｢징집｣되어 아쉽게 작별했던 일본인 ｢담
임선생님｣과 ｢5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은발과 은발｣이 되어 재회한 기쁨22) 등을 

過我戰火下的童年/ 無邪而又天眞的歲月/ 在烽火邊緣上/ 燃燒着我們的恐懼 希望/ 

一位前輩詩人肯定地說/ “那時我無知, 不知未來 怎樣?”/ 那時 後的黃昏/ 戰爭結束

/ 是一個凄凉的悲劇徐徐地落幕… <銅像及其他>, 《笠》 제191기.

19) <우장리의 기억(五張犂的一幕記憶)>, 《笠》 제54기.

20) <고향의 소리 모음곡 - 그때(鄕音組曲-那時候)>, 《笠》 제51기.

21) 戰時/ 在燈火管制的夜裏/ 一粒鷄蛋/ 有爸爸、弟弟和我/ 各分三分之一/ 而一碗白飯

/ 只要一滴醬油/ 一丁點兒的猪油/ 就是那麽可口/ 就是一次美好的晩餐 <晩餐>, 《笠》 

제6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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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제 통치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년의 기억을 따뜻하게 회

고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생경할 수 있다. 이것은 시인 외부와 내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외부적으로 보자면 ｢청(淸) 정부에 의해 유기된 타이완이 종전 후에

는 더욱 잔학하고 무능한 외부세력에 재차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적대

적 감정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었던 것｣23)이고, 내부적으로 보자면 일제 통치

기에 시인이 고향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점에 있다. 즉, ｢고향은 아름다운 상

징/ 동년의 기억｣24)이 되었기 때문이다. 

남국의 밤/ 마사지걸의 피리소리가/ 그 오래되고 어두컴컴한 골목에 흐르며/ 졸

음 덜 깬 내 눈을 깨웠다// “차야, 살구차/ 뜨거운 살구차 (좀 마시렴)”/ 그릇을 

옷에 품고 있었던 할머니 얼굴이 희미하게 기억나는 것 같다/ 한파에/ 붉은 윤택

의 따뜻함을 드러낸 채// 골목 안에/ 내가 밤에 공부하던 불빛이 있고/ 처량한 피

리소리는/ 뜨끈한 향의 살구차와/ 자상한 할머니의 얼굴이 함께하고 있었다 

<고향말 모음곡 - 살구차>25) 전문

｢한파｣가 닥친 어느 추운 겨울 저녁, ｢자상한 할머니｣가 ｢졸음 덜 깬 눈｣으로 공

부하고 있는 어린 손주에게 내온 뜨끈한 ｢살구차｣에 대한 기억은 사랑이다. ｢살구

차｣로 매개되는 기억 속 또 다른 장면은 밤늦도록 일하는 ｢마사지걸｣의 모습이다. 

｢어느 업소에서 들려오는 쓸쓸한 피리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는 ｢살구차｣의 미각, 

후각, 촉각 등의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며 ｢붉은 윤택의 따뜻함｣을 누린 어린 시절

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처럼 시인의 유년 시절 기억들은 공감각 이미지

로 가득하다. 예컨대 ｢아주 멀리서부터 고약한 냄새｣가 나는 ｢취두부｣26)의 후각적 

기억, ｢민요 가락을｣ 넣어 ｢꽈배기(油炸糕)｣27)를 팔러 다니는 ｢앳된 목소리｣28), 

22) <太平洋戰爭的記憶 - 懷念日本老師後藤晃先生>, 《笠》 제296기.

23) 정칭원 외 / 김양수, 《흰 코 너구리》, 한걸음.더, 2009, 13쪽 참조.

24) <고향(故鄕)>, 《笠》 제294기.

25) 南國的夜/ 一支按摩女的笛音/ 穿過了那古 的幽暗的 巷/ 吹醒了我惺忪的眼神// 

“茶, 杏仁茶/ 熱仔杏仁茶”/ 依稀我猶記得祖母揣碗的臉/ 在寒流下/ 流露着一絲紅潤

的溫暖// 巷裏, 有我夜讀的燈光/ 有一支凄凉的笛音/ 伴着一碗燒噴噴的杏仁茶/ 

以及一幅安詳的祖母的容顔 <鄕音組曲⋅杏仁茶>, 《笠》 제51기.

26) <고향말 모음곡 – 취두부(鄕音組曲 - 臭豆腐)>, 《笠》 제51기.

27) ｢油炸糕｣은 민남어로 ‘꽈배기(油條)’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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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먼동이 트기 전｣ ｢사투리 가득한｣ 목소리로 ｢만두｣를 팔

러 다니던 ｢산둥(山東) 남자｣의 ｢오토바이｣ 소리나 ｢쭝즈(燒肉粽)｣29)를 팔기 위

해 ｢골목 안｣이 울리도록 외치던 소리 등의 청각적 기억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들 

특징은 주로 음식과 관련된 향토적 정서가 표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시인의 이러한 유년의 기억 속에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애환은 거의 반

영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시인의 시대적 인식의 깊이와 유연함에 장애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시인의 유년 시절 기억들은 모두 고향에서 배양된 것들이다. ｢내 뿌리｣, 
｢내 족적｣30)이 남아있는 ｢고향｣에 대한 인식은 1970년대 이후 자주 표출되기 시

작한다. 시인의 고향은 ｢동쪽으로는 쉐산(雪山)산맥, 서쪽으로는 타이완(臺灣)해협

에 놓여 있기에 산세가 험준한 먀오리(苗栗)｣를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 ｢타이

중｣31)이다. 시인은 고향을 떠나 오랜 기간 타지에서 주거지를 자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아빠, 나는 고향에 갈래요(爸爸, 我要回故鄕)>(제101기)에서의 자신이 

태어난 ｢신뎬삐탄(新店碧潭)｣으로 돌아가자고 응석을 부리는 ｢어린 아들｣의 ｢고
향｣ 타령은, 사실 ｢타이중｣을 떠나 타지를 오랫동안 떠돌던 시인 자신의 향수를 에

둘러 표현한 것이다. 본성인 시인이 보이는 향수의식은 외성인의 그것과는 다른 의

미를 지닌다. 외성인의 향수의식은 대륙으로 돌아갈 수도 타이완에 속할 수도 없는 

일종의 ‘분리불안의식’의 표출32)이라면, 본성인의 향수의식은 일종의 타이완의식의 

맹아인 향토의식33)이기 때문이다. 

28) <사투리 모음곡 - 꽈배기(鄕音組曲⋅油炸糕)>, 《笠》 제51기.

29) <사투리모음곡 - 쭝즈(鄕音組曲⋅燒肉粽)>, 《笠》 제51기.

30) <고향은 거기에 있다(故鄕在那裏)>, 《笠》 제86기.

31) <춘절의 두 가지 제목 - 열차가 나를 싣고 남방으로 달린다(春節兩題⋅列車載着我奔

向南方)>, 《笠》 제29기.

32) 이희현, <余光中 향수 시에 관한 독법들>, 《중국문학연구》, 한국중문학회, 167쪽 참조.

33) 18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향토예술운동은 동아시아로 들어와 시기마다 다른 의미로 사

용되었는데,(이윤회, <20세기 초 동아시아 ‘향토’ 개념과 중국작가의 ‘향토’ 의식>, 《동

아문화》,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2014, 144-145쪽 참조) 타이완의 경우 향토예

술운동은 크게 두 차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하나는 1920년대 타이완 시문학운동 중 

쟁점이 되었던 민남어와 백화 사용 문제가 1930년대 향토문학논쟁으로 이어진 것(柴高

潔 《20世紀50-70年代臺灣現代詩潮轉向硏究》, 南開大學博士學位論文, 2013, 5쪽 

참조)이고, 다른 하나는 1980년대 예스타오(葉石濤/1925~2008) 주도 하에 촉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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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이러한 향토의식은 유년 시기 고향에 대한 기억 소재에서부터, ｢마조 생

일 순례자들｣의 이른바 ｢츠바이바이(吃拜拜)34)｣ 행렬을 다룬 <마조(媽祖)>(제79

기), ｢지신(地神)｣ 등 민간 제사 문화의 변천 과정을 노래한 <봄비가 온다(春雨來

臨)>(제294기) 등과 같은 타이완문화 소개, <줘란에서 숙박하니(夜宿卓蘭)>(제89

기)에서의 ｢줘란(卓蘭)｣, <다두산에서의 하룻밤(大度山的一夜)>(제86기)에서의 

｢다두산(大度山)｣ 등과 같은 타이완지명 노출 등 타이완본토의식으로 확대되어 간다.

……// 여긴 일제 통치기 일본인의 옛 집터였지/ 그러다가 광복 후엔 임시 경매 

교역장이었고/ 지금은 헌책방들 두 줄로 우뚝 서서 노천을 채우네/ ……// 여기라

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초대하지/ 여기라야 남녀든 노소든 함께 서점 

사이를 유유히 걸을 수 있지/ 유모차는 헌 잡지 책 무더기 옆에 세워놓고/ 아기는 

엄마가 드러낸 유방에 얼굴을 묻고 젖을 빤다/ 여기는 그들의 집, 따뜻한 공급지, 

행복한 공급지이기에/ 무심한 듯 여기에서는 값을 왕창 깎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다 <구링 거리>35)의 일부 

<구링 거리>는 시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구링 거리｣는 ｢일제 통치기 일본

인의 옛 집터｣에서 ｢광복 후엔 임시 경매 교역장｣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노
천｣ ｢무허가건축물｣에 ｢헌책방들｣이 즐비하게 들어선 ｢타이베이 풍경구｣가 된 곳이

다. 이곳은 ｢네온싸인｣의 화려함도, ｢고성의 유적지｣도 없어 특별할 게 없지만, 타

이완의 기억을 담고 있는 장소 가운데 하나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녀든 

타이완향토문학논쟁이 그것이다. 《흰 코 너구리》를 쓴 鄭淸文의 설명처럼 처음에는 향

토문학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다가 향토문학이 강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 80년대 관변작가들이 향토문학에 대한 비판적 공격을 가하면서 논쟁이 발생하

였지만, 오히려 이러한 논쟁의 과정은 타이완본토의식의 사회적 성장과 탐구에 더 큰 

발전의 계기를 가져다주었다.(전형준, <타이완문학, 혹은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의 고

뇌>, 《창작과 비평》 제37호, 창작과 비평사, 2009, 417-418쪽 참조)

34) ｢拜拜｣는 타이완 등지에서 명절날 행해지는 제례 의식이며, ｢츠바이바이(吃拜拜)｣는 

일종의 음복이라고 할 수 있다.

35) ……// 這兒曾經是日據時期日人的 巢/ 這兒曾經是光復後臨時拍賣的交易場/ 這兒聳

立着兩排的 書攤 露天爲家/ ……// 只有這裏 不論富豪或貧民一律招待/ 只有這裏 

不論男女或老幼一同漫步於書城之間/ 嬰兒車座落在 雜誌的旁邊/ 孩把臉朝向母

親吸吮微露的乳房/ 因爲這是他們的家 溫暖的來源 幸福的來源/ 因爲却視若無睹 在

此大開殺價的念頭// …… <牯領街>, 《笠》 제5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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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든｣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간미 넘치는 공간인 것이다. 위 작품

을 통해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타이완을 꿈꾸는 시인의 염원을 읽을 수 있다.

이상의 기억들은 고향의 향토정서에 기반을 둔 따뜻한 기억이라면, 시인에게는 

역사적 ｢상처｣로 인해 축적된 ｢위험한 기억｣36)들도 있다. 이 ｢위험한 기억｣의 중

심에는 ‘2⋅28 사건’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2⋅28 사건’은 1947년 2월 27일 불법 

담배 단속 중 유혈 사건 발생으로 촉발되었다. 초기에는 일부 외성인 관료의 행정

처리 미숙으로 간주하여, ‘2⋅28 사건처리위원회’는 본성인 관료 임용, 전매제도 취

소, 일본 ‘불하자산’ 처리 과정에서의 본성인 참여 등을 요구함으로써 사건을 정리

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민당 정권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오히려 본토에

서 증원부대를 파견 후 유혈 진압하여 1만여 명이 넘는 본성인들이 희생되었다. 이

때부터 본성인은 외성인을 군대를 동원한 통치자로, 자신들은 피통치자인 민중으로 

구별하며 집단적인 저항의식을 지니게 되었다. 즉, ‘2⋅28’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몸

속에 중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할 만큼37) 본성

인의 외성인에 대한 저항의식은 크게 증폭되었다. 

그해 2⋅28 이후/ 둘째 형은 총살당하고/ 셋째 형은 투옥되었으며/ 넷째 형은 

장화 기차역에 유랑하다/ 질병과 기아로/ 거의 죽을 뻔 했는데/ 다행히 외국인 신

부에게 구조되었다// 2⋅28 이후/ 우리 집은 망했으며/ 나는 시집간 큰 누나가 

거두어줬다/ 성적은 뚝 떨어졌고/ 부모님은 이혼했으며/ 사망의 두려운 가장자리

에서/ 나는 발버둥 치면서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야 했다/ …… 
<2⋅28 시초 - 촨웨이쉰을 그리워하며>38)의 일부

시적 화자인 ｢나｣는 철학가 촨웨이쉰(傳偉勳/1933~1996)이다. 그는 일제 통치

기 신주(新竹)에서 태어났으며, 니시다기타로(西田幾多郎/1870～1945)의 철학적 

36) <2.28 시초 - 고향에 돌아왔다(二二八詩抄⋅回到了故鄕)>, 《笠》 제198기.

37) 왕푸창/지은주, 《갈등의 정체성 - 현대 타이완사회의 ‘에스닉’ 상상》, 나남, 2008, 

93-97쪽 참조.

38) 當年二二八以後/ 二哥被槍斃/ 三哥進牢獄/ 四哥流浪到彰化火車站/ 疾病和棄兒/ 差

一點死去/ 幸虧外國神父救去// 當年二二八以後/ 我們家破人亡/ 我被出嫁的大姊收

留/ 功課一落千丈/ 雙親又離異/ 在死亡恐懼的邊緣/ 我掙扎, 找失落的自己/ 驚死, 

所以我追求/ 生命的 嚴/ 死亡的 嚴/ 我追求超克自己/ ……<二二八詩抄-懷念傳偉

勳>, 《笠》 제19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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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아 ｢문화중국｣, ｢창조적 해석학｣ 등의 개념을 구상했으며, ｢생사학 교육

(生死學敎育)｣을 추진하여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39) 그러나 ｢2⋅28 이후｣인 

1951년 ‘사회주의동맹 사안’으로 그의 둘째 형 웨량(偉亮)은 ｢처형｣되고, 셋째 형 

웨이치(偉奇)는 5년간 ｢투옥｣되었으며 ｢부모님은 이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

게 된다.

한편 <2⋅28 시초 - 황진수이를 그리며(二二八詩抄-懷念黃金穗)>(제198기)에

서도 신주 출신 황진수이(黃金穗/1915~1967)를 시적 화자로 삼아 ‘2⋅28 사건’

과 관련한 아픈 기억을 기록하고 있다. 황진수이는 교토대학에서 철학 전공으로 

1939년도에 졸업한 후에 도쿄 이와나미(岩波)서점 잡지인 《사상(思想)》 편집에 참

여하게 된다. 그러다가 태평양전쟁 기간 중 ｢부친이 작고｣하자 타이완으로 돌아와 

｢방공호에서 선을 보고 전쟁 중에 가정을 이루게｣ 된다. 태평양전쟁 종료 후 일본

어 사용 금지가 내리자 중문을 습득한 그는 《새로움(新新)》이란 잡지를 창간하여 

중일 교류에 힘쓰나 경제적 문제로 곧 정간한다. 이 무렵 ‘2⋅28 사건’이 터지자 그

가 근무하던 타이베이 옌핑(延平)학교는 봉쇄되었다. 백색테러 공포 확산으로 그는 

결국 류큐로 피신하지만, 지명 ｢수배자｣가 되어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며 

비참하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 중 하나는 ‘2⋅28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주로 신주 출

신이라는 점이다. 신주는 객가인 마을 중 하나40)로 1964년에 《타이완문예(臺灣文

藝)》를 창간함으로써 본성인 작가의 결집을 이끌었던 우줘류(吳濁流/1900~1976)

의 고향이기도 하다. 우줘류의 《아시아의 고아》에서도 어느 진보적 사상 단체가 신

주에 와서 성공적으로 강연회를 마쳤다41)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항

정신이 비교적 강했던 지역이었으리라 판단된다. 

이상을 통해 시인의 ‘2⋅28 사건’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면 다음의 몇 가지 특징

을 볼 수 있다. 첫째, 타인의 기억을 대언하는 형태로 재구성되어 있다. 이는 자오

톈이 시작품의 시적화자가 대부분 작가 자신인 것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둘째, ‘2⋅
39) https://zh.wikipedia.org/wiki

40) 객가인들은 주로 북부의 타오위앤(桃園), 신주(新竹), 먀오리(苗栗)와 남부 가오슝(高

雄), 빙둥(屛東) 일대 등에 살았다. (왕푸창/지은주, 《갈등의 정체성 - 현대 타이완사

회의 ‘에스닉’ 상상》, 나남, 2008, 66쪽 참조)

41) 우줘류 / 송승석, 《아시아의 고아》, 아시아, 2012, 154-1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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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건’ 관련 인물들이 대부분 타이완대학 철학과와 관련 있는 인물들로 시인과는 

동기동창 혹은 스승 관계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셋째, ‘2⋅28 사건’ 회고시들

은 주로 1996년 ‘2⋅28 사건’ 50주년에 창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90년대 

이르러 ‘2⋅28 사건’ 진상규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과 관련이 깊다. 이처럼 

‘2⋅28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 간접적인 것들이라면, 다음의 작품들은 1970년대 시

인이 직접 겪은 시국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내가 인 선생님 댁에 방문했을 때는/ 인하이광 선생님이 시국에 휘둘리시는 나

날/ 타이완대학 교직에서 강제로 떠나셨는데/ (당국은) 그분에게 다시는 청년학자

를 물들이지 말라고 요구했다// 내가 인 선생님 댁에 방문했을 때/ 선생님 댁 골

목에는 늘 길가에 차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골목 어귀에 앉아 있었으나/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래도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어디 소속 분인가요?”// ……// 

내가 인 선생님 댁에 방문했을 때/ 인 선생님은 떨리는 입술로 말씀하셨다/ “나는 

자유를 원합니다. 나는 더 큰 자유를 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 역시 철학

과 사건에 연루되어/ 자립 석간신문 5대 잡문에서 뜻밖에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그들은 인하이광의 잔당들이다!” <인하이광의 잔당>42)의 일부

인하이광(殷海光/1919~1969)은 시인의 스승으로 ｢서정적이면서 이지가 풍부｣
했으며 ｢더 많은 자유를 위해 무정하게 속세를 끊은 분｣43)이다. 황진수이와 천웨

이쉰의 경우 본성인으로 ‘2⋅28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면, 인하이광은 1938년 서

남연대(西南聯大) 철학과에서 수학하고 1949년 타이완에 넘어 와 《자유중국》 등의 

주필을 맡아 자유주의 가치를 전파하여 당시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을 

준44) 외성인이다. 위 작품에는 ‘타이완대학 철학과 사건’ 직전 ｢선생님 댁 골목 길

가에는 늘 차가 있었고｣ ｢골목어귀에는 누군가 앉아｣ 수시로 사찰하던 군부독재 시

기의 공포와 긴장감이 묻어 있다. 결국에 인하이광은 구속되었고 시인 역시 ｢인하

42) 當我到殷府造訪的時候/ 正是殷海光老師風雨飄搖的日子/ 被迫要離開臺大敎書/ 要他

不再毒害靑年學子// 當我到殷府造訪的時候/ 他家巷口經常有車子在路邊/ 有人坐在

巷口/ 但我總不能去問人家:/ “請問你是哪一個單位?”// ……// 當我到殷府造訪的時候

/ 殷老師以顫抖的口吻說:/ “我要自由, 我要更大的自由!”/ 不久我也陷入哲學系事件/ 

自立晩報五大雜文竟說: “他們是殷海光的余孽!” <殷海光的余孽>, 《笠》 제283기.

43) <悲愴的輓歌 - 悼殷老師>, 《笠》 제33기.

44) 韓毅勇, 《民主 民族: 陳鼓應 臺灣1970年代的社 運動硏究》 34쪽 참조.



어느 본성인 시인의 타이완의식 일면 고찰  167

이광의 잔당｣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

시인이 ‘타이완대학 철학과 사건’에 연루되었던 1970년대 초 타이완은, 국제적으

로 입지가 매우 좁아지고 있었고 이로 인한 국민당 독재정치는 날로 강화되고 있었

다. 때마침 중일 간 ‘댜위타이(釣魚臺) 영토분쟁’이 발생했다. 이때 타이완대학 철

학과 연구생 왕샤오보(王曉波)가 《중화잡지(中華雜誌)》에 <댜위타이를 지키자(保

衛釣魚臺)>란 글을 게재하며, 타이완 내 ‘댜오위다오 보위운동保釣運動’을 촉발시

켰다. 1971년 6월 17일 전개된 ‘댜오위다오 보위운동’은 1972년 5월 22일에 종료

를 선언했음에도 청년들의 열기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게 된다. 이후 왕샤오보45) 

등이 타이완대학에서의 언론자유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해 7명의 교수가 초대되

고 40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하면서 타이완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46) 처

음으로 타이완에 통독논전(統獨論戰)이 전개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이

들은 결국 1973년 당국에 의해 체포되면서 더 이상의 좌담회 개최가 불가능해졌는

데, 이것을 일명 ‘타이완대학 철학과 사건’이라고 한다.47) 

당시 국민당은 타이완 유엔탈퇴, ‘댜오위다오 분쟁’ 등 대외적인 어려움을 겪자 

중국의식에 기반을 둔 ‘혁신으로 타이완을 보위하자(革新保臺)’는 정책을 통해 상황

을 돌파해나가고자 했지만, 본성인 작가들이 등장하여 타이완 본토역사와 고유문화

에 토대를 둔 현실주의로 기성 문단과 정치패권에 저항하게 되었다.48) 즉, 중국의

식에 상대하는 타이완의식이 생긴 것이다. ‘타이완대학 철학과 사건’은 1977년 ‘향

토문학논전’, 1979년 ‘메이리다오(美麗島)운동’ 등으로 이어져 반국민당 민주화운동 

역량을 집결시킴으로써 타이완 독립운동으로 진행되었다.49) 이처럼 ‘타이완대학 철

45) 천구잉(陳鼓應)은 1935년 복건에서 태어났으나 1949년 모친을 따라 타이완에 천입하

여 타이완대학을 졸업했다. 1954년 타이완사범대학에서 사학을 공부하다가 한계를 느

끼고 2년 후 타이완대학 중문과 입학하여 창작에 관심을 두다가 다시 철학과로 전과하

였다. 대학시절 몰래 루쉰(魯迅), 선충원(沈從文), 원이둬(聞一多) 등 대륙 작품 읽기

도 했다. (韓毅勇, 《民主 民族: 陳鼓應 臺灣1970年代的社 運動硏究》, 華中師範

大學博士學位論文, 2016, 31-32쪽 참조)

46) 韓毅勇, 《民主 民族: 陳鼓應 臺灣1970年代的社 運動硏究》, 華中師範大學博士學

位論文, 2016, 68-70.

47) 韓毅勇, 《民主 民族: 陳鼓應 臺灣1970年代的社 運動硏究》, 華中師範大學博士學

位論文, 2016, 3쪽 참조.

48) 柴高潔 《20世紀50-70年代臺灣現代詩潮轉向硏究》, 南開大學博士學位論文, 2013, 

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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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사건’은 타이완의식 형성과정의 주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시인이 ‘타이완대학 철학과 사건’에 연루되게 된 상황은 이러하다. 1972년 12월 

4일 제1차 좌담회가 끝날 무렵 천구잉(陳鼓應)은 학생 펑후샹(馮滬祥)으로부터 타

이완정부의 어두운 면만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문제 삼는 것 같다는 공격적 질의를 

받게 된다. 그러자 천구잉은 펑후샹을 정부 쪽 ‘프락치 학생’으로 판단, 그에 관한 

내용의 성명서를 학교 훈도 위원회에 발송50)하게 되는데, 그때 학과장을 맡고 있

던 자오톈이가 이 공문을 처리하게 된다. 자오톈이는 펑후샹 사안과 관련한 징벌위

원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은 훈도 위원장은 오히려 펑후샹

을 두둔하게 된다.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펑후샹은 논리학 과목을 미적분 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 

신청했으나 자오톈이는 이를 수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자 펑후샹은 <수강면제 진정

서(免修陳情書)>를 총장에게 제출하였지만, 자오톈이는 학과장 직권으로 논리학을 

필수과목으로 만들어 그를 유급시키게 되었다. 학교 당국은 학생을 보호하지 않았

다는 명목을 들어 1974년 자오톈이를 해임51)하기에 이른다. 

시인은 타이완대학 철학과에서 해임되기 전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속물근성 농후한 지식인을 풍자한 <‘신유림외사 - 수단을 가리지 않다(新儒林外

史⋅不擇手段)>(제81기)와 당시 타이완대학 총장이었던 옌전싱(閻振 /1912~ 

2005)52)에 대한 비판을 담은 <옌전싱 선생께 삼가 드립니다(敬致閻振 先生)>

(제91기) 등을 통해, 1970년 초 학내 민주화운동 저지 세력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

49) 양태근, <‘타이완문학사’ 서사를 통해 본 타이완의식과 중국의식 고찰>, 《중국현대문학》,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6, 8쪽 참조.

50) 당시 陳鼓應가 낸 성명서 내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좌담회 중 馮滬祥는 주제에 맞

지 않는 발언으로 나를 난처하게 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륙 학자들의 성취와 대륙 

정권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데도 馮군은 이를 고의적으로 왜곡해서 질문했다. (臺

大哲學系事件調査 組, 《臺大哲學系事件調査報告》, 國立臺灣圖書館, 2013년 38쪽 

재인용) 96쪽 참조.

51) 韓毅勇, 《民主 民族: 陳鼓應 臺灣1970年代的社 運動硏究》, 華中師範大學博士學

位論文, 2016, 97쪽 참조.

52) 河南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귀국한 후 1947년 河南大學에서 

재직하다가 1949년 국민당 정부를 따라 타이완으로 건너와, 타이완정부 교육부를 거쳐 

타이완대학철학과 사건 발생 시에는 타이완대학 총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https://zh.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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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년이 지난 1990년대에 이르러 재조사되었는데, 그 과정에

서 원래 둥하이(東海)대학 화학과 학생이었던 펑후샹이 민주화운동 방해 공작을 위

해 타이완대학 철학과에 위장 편입했다는 사실53)이 밝혀지게 되었다. 당연히 자오

톈이는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으나 당시 이 사건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는 ｢여
권 취소｣, ｢고향에 돌아갈 권리 박탈｣54), ｢호적명부 강제 전이 조치｣55)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상황의 유사성과 인접성에 따라 저절로 재생되는 기억을 지배적 기억이라고 한 

베르그손56)의 정의에서 보자면, 시인의 지배적 기억은 주로 일제 통치기와 군부독

재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오톈이의 기억 표출은 본성인 정체성과 시

대별 정치 상황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70~80

년대 타이완 향토의식에 기댄 유년 시절의 기억, 1990년대 ‘2⋅28사건’ 기념에 따

른 기억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그의 향토의식은 향후 ‘타이완 독립파’로 합류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그의 작품 속에 어떻게 표출되어 있는지 다음 장을 

통해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다. 

Ⅲ. 재해의식과 그럼에도

타이완은 ｢포모사(Formosa)｣란 별칭에 알맞게 수려한 경관을 지닌 아름다운 섬

이지만 동시에 제반 난제를 떠안고 있는 고통스러운 섬이기도 하다. 자오톈이 시작

품에는 바로 이러한 딜레마가 포착되어 있는데, 그것은 타이완 본토의식에 기반을 

둔 타이완 재해의식을 통해 표출되어 있다. 시인은 <타이완을 위한 기도(爲台灣祈

禱)>에서 타이완의 난제를 크게 ｢자연재해｣와 ｢사회공해｣로 분류하고 있다. 타이완

은 주지하다시피 각종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섬 가운데 하나다. 자연재해 가운

53) 韓毅勇, 《民主 民族: 陳鼓應 臺灣1970年代的社 運動硏究》, 華中師範大學博士學

位論文, 2016, 100쪽 참조.

54) <黑名單블랙리스트>, 《笠》 제161기.

55) <戶口名簿호적명부>, 《笠》 제248기.

56) 주재형, <베르그손의 《물질과 기억》에서 기억의 보존과 가변성에 대한 연구>, 《철학과 

현상학연구》 제77집, 2018, 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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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한파도 포함된다. 타이완의 겨울 평균온도가 10도 안팎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한

파를 자연재해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것에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 만일 겨울이 왔다면 봄은 아직 멀었단 말인가?/ 한파는 공포와 위협의 

힘/ 난류는 일종의 위협에 저항하는 응집/ 깊은 밤, 생사의 가장자리에서 애쓰는

데 갈망하는 생명의 말이 있다 <생명의 애씀>57)의 일부

시어로 사용되는 ｢겨울｣은 대개 생명의 계절인 ｢봄｣과 대립 구도를 이루며 죽음

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시인 역시 ｢군부독재 시기｣58)를 ｢영원히 냉각된 한파｣
로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작품 속 ｢한파｣는 비유적 장치라기보다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하나의 ｢공포｣로 등장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한파에 대한 공

포｣는 따뜻한 지역에 사는 남방 사람들이 훨씬 크게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인처럼 타이완 중에서도 남부 쪽에 속하는 타이중 출신이고, 게다가 어린 시절 

｢고독하게 떠는 작은 둥지｣ 같은 ｢가난한 농가｣에서 살았다면 추위에 대한 공포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시인은 ｢한랭전선｣은 ｢흉용한 파도｣59)로, ｢푸
르게 언 두 다리를 휘감았던｣ ｢한파｣는 ｢차가운 뱀｣60) 등으로 묘사하며 한파에 대

한 공포를 전달한다. 

그러나 ｢한파｣의 경우 타이완에 자주 발생하는 태풍에 비한다면 덜 심각한 자연

재해에 속한다. 타이완에는 한 해 평균 ｢종말의 도래｣61)와 같은 태풍이 무려 10여 

개가 넘게 지나가는데 이 태풍들은 때때로 ｢산을 밀어 치우고 바다를 뒤집어엎는 

위세와 돌진으로｣ ｢수많은 전답을 수몰시키며｣62)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

시킨다. 또한 강력한 폭우를 동반한 태풍의 경우 ｢잡석과 모래를 이사시키고｣, ｢계
곡과 들판을 갈라놓음｣으로써 때로는 ｢양쪽 언덕의 들판이 계곡보다 더 낮아지

게｣63) 지형 변화도 가져다준다. <호우 중의 홍수(豪雨中的洪流)>(제289기), <토

57) ……// 如果冬天來了, 春天還 遠嗎?/ 寒流是一股恐怖 脅的力道/ 暖流是一種抵抗

脅的凝聚/ 深夜, 在生死邊緣掙扎, 有一種生命的話渴望 <生命的掙扎> 《笠》 제285기.

58) <공해 - 일찍이(公害⋅曾經)>, 《笠》 제78기.

59) <한랭전선 - 한파의 날개를 타고 있다(一群冷氣團.乘着寒流的翅膀>, 《笠》 제282기.

60) <한류 속의 작은 초가집(寒流下的 茅屋)>, 《笠》 제65기.

61) <그해 태풍(那年台風)>, 《笠》 제2기.

62) <그해 태풍(那年台風)>, 《笠》 제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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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엄청난 기세와 속도로 흐르는구나(土石流乘風波浪)>(제280기) 등은 모두 태

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그에 따른 공포가 드러난 작품들이다. 이렇듯 잦은 태풍

은 타이완인의 일상생활 전반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자연재난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지진 발생일 것이다. 인간을 한순간에 ｢무
기력｣64)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타이완은 잦은 지진 발생 지역에 속한

다. 이는 타이완이 지정학적으로 환태평양 지진대의 동부와 필리핀 판, 유라시아판, 

인도-오스트레일리아판의 북부에 위치하는데, 그중 환태평양 지진대가 전 세계 지

진의 2/3가량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타이완은 섬 중앙에 쉐산(雪山)山脈, 아리

산(阿里山)山脈 등이 형성되어 있어, 지진 발생 경우 동쪽에서는 필리핀 판이, 서

쪽에서는 유라시아판이 각각 섬 중심부로 진행하게 되면서 압축력이 만들어지는데 

이 압력으로 평지에 매우 많은 활단층을 형성하게 된다.65) 

시인의 지진 관련 작품 중 2013년 발생한 지진을 다룬 <대지진의 밤(大地震的

夜晩)>(제297기) 등을 제외하면, <지진단열(地震斷裂)>(제214기), <지진 연상(地

震的聯想)>(제214기) 등 대부분 1999년 발생한 대지진에 관한 시들이다. 실제로 

시인의 조카가 ｢지진 이후｣ 8시간 만에 ｢까맣게 탄 살아있는 증인｣66)으로 무사히 

구조되기도 했다. 1999년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한 찰나｣ ｢땅이 울고 포효하는 소

리｣와 ｢무너져 땅 위에 덮치는 건물｣67) 등의 대지진 상황은 그야말로 ｢‘지우번신

(地牛翻身)’신화｣68)가 현현된 것과도 같은 악몽 그 자체였을 것이다.

63) <모범촌 및 기타 - 제방 위(模範村及其他⋅堤上)>, 《笠》 제112기.

64) <여진(餘震)>, 《笠》 제214기.

65) 정길호 외, <1999.9.21 타이완지지(集集) 지진>, 《한국방재학회》 26-27쪽 참조.

66) <목숨을 살려주세요(給我活着吧)>, 《笠》 제214기.

67) <영겁의 고향(永劫的故鄕)>, 《笠》 제214기.

68) ‘지우번신(地牛翻身)’ 관련한 신화는 다음과 같다. ‘지우’는 ‘둥징(東京)’이라고 불리는 

육지를 싣고 다니다가 5천년에 한 번씩 몸을 뒤집는 짐승이었다. 5천년의 세월이 흘러 

‘지우’가 몸을 뒤집는 그날이 다가오자 둥징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을 염려한 ‘토지공(土

地公)’은 ‘지우’에게 찾아가 “돌사자가 피를 토하고 강철나무에 꽃이 피는(石狮吐血, 铁

树 花)”날이 오면 뒤집어도 된다고 허락한다. 이런 날이 오리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느 날 “돌사자가 피를 토하고 강철나무에 꽃이 피는”날이 도래했고, ‘지우’는 결국 몸

을 뒤집게 되었다. 그 결과 둥징은 해저로 가라앉게 되어 오늘날의 만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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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밤/ 홀연 땅이 우는데 ‘지우번신(地牛翻身)’의 신화처럼/ 천지가 뒤집어지 

듯// ……// 그날 저녁/ 섬의 방송국에서 즉시 방송한다/ 리히터 7.3이라고// ……
// 그날 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사의 경계에서 발버둥 치며/ 재난 후의 여생을 

찾았을까 <그날 밤>69)의 일부

타이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지진을 합치면 한 해 평균 3천여 회의 지진이 

발생한다. 타이완의 동쪽 해안과 해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보다, 타이완 내부 

즉, 아리산을 진앙으로 하는 지진의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나다. 1999년의 지진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되었다. 20세기에 발생한 지진 가운데 사상자가 천명 이상을 

넘었던 경우는 1906년, 1935년 그리고 1999년70)이었던 점을 생각해본다면, 

1999년도에 발생한 지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사의 경계에서 발버둥 치며｣ 공
포에 떨었을지 상상조차 어렵다. 그런데 타이완이 직면해야 하는 고난은 여기에다 

족군 간 갈등까지 겹쳐 있다.

지진 이후/ 둥스(東勢)에서 대량의 유골이 나왔다/ 오래된 신문에 싸여/ 현지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쩌면 허뤄(河洛)와 객가의 전투인 듯/ 어쩌면 한족과 

원주민의 싸움인 듯/ 어쩌면 역사적인 도살의 억울한 내막이 있는 듯/ 대량의 유

골 한 무더기는 잃어버린 대량의 역사이다// 지진 이후/ 방치되었던 일이 거론된 

셈이라/ 유골은 출토된 행렬에 있기에/ 시간은 죽은 영혼을 매장할 수 없었다

<출토된 유골(出土的骷髏)>71) 전문

2002년 타이중시 중부에 위치한 ｢둥스｣(東勢)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충격으

로 인해 ｢대량의 유골｣이 지표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문제는 이 ｢대량의 유골｣
이 ｢허뤄(河洛)72)와 객가｣ 혹은 ｢한족과 원주민｣ 간의 전쟁 탓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객가, 추안저우(泉州), 장저우(漳州) 등 본성인 간 갈등73), 본성인과 

69) <그날 밤(那一夜)>, 《笠》 제214기.

70) 정길호 외, <1999.9.21 타이완 지지(集集) 지진>, 《한국방재학회》 28쪽 참조.

71) 地震以後/ 東勢震出了一大窩骷髏/ 古老的報紙包裏/ 代有待 察// 也許是河洛 客

家的械鬥/ 也許是漢族 原住民的互鬥/ 也許是一則歷史上的屠殺冤情/ 一大 骷髏是

一大 被遺忘了的歷史// 地震以後/ 百廢待擧/ 骷髏也在出土的行列/ 時間却埋葬不

了死魂靈 <出土的骷髏>, 《笠》 제234기.

72) ‘허뤄河洛’는 洛陽을 중심으로 한 중원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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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간의 갈등을 보여준다. 특히 국민당 정부의 타이완에로의 이주는 본성인과 

외성인 간 갈등을 발생시켰고, 이후 ‘양안문제’와 얽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

었다. 이에 대해 시인은 두 가지 태도를 취한다. 즉, 대외적 ‘양안문제’에 대해서는 

‘표류의식’을, 대내적 ‘통독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가 그것이다. 

먼저 시인의 ‘표류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타이완은 고구마 지도/ 타이완은 유동하는 표류 나무/ 타이완은 미개발 봉래도/ 

타이완은 아열대 밀림의 유토피아// 고구마 형상은 지도의 모양을 이루고/ 유동하

는 표류 나무는 기댈 곳 없는 나뭇조각으로 변했고/ 봉래산 위에 아직 개간하지 

않은 토지가 있고/ 아열대 밀림에 유토피아 같은 아름다운 신세계가 있지// ……// 

봉래도에 와서 우리와 함께 섬의 부유를 누리자/ 아름다운 섬에 와서 우리와 함께 

식민지 통치의 세월을 체험하자/ 아름다운 섬에 와서 우리와 함께 타이완인의 비

애를 인식하자/ 타이완에 희망의 미래가 있도록 우리 힘써/ 재 식민의 족쇄에서 

벗어나자 <타이완의 희망>74)의 일부

시인이 생각하는 본토 ｢타이완｣은 아직 개발할 곳이 많은 ｢미개발 봉래도｣이자 

｢아열대 밀림의 유토피아｣와 같은 곳이기도 하지만, ｢유동하는 표류 나무｣처럼 ｢기
댈 곳이 없는 나뭇조각｣과 같은 위태로운 운명을 지닌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인

의 ‘표류의식’은 외성인 작가들, 예컨대 위광중(余光中/1928~2017)의 향수의식 

속 ‘표류의식( 泊)’과는 다르다. 외성인 시인의 표류의식이 어디에도 정주할 수 없

는 개체적 ｢유랑의식｣75)이라면, 본성인 시인 자오톈이의 그것은 정체성 수립도 제

73) 중앙연구원 민족학연구소 린메이룽(林美容)에 따르면, ‘장저우인(漳州人)’과 ‘취안저우

인(泉州人)’ 두 집단은 청조시기 중부지역에서 토지 개간을 둘러싸고 빈번하게 충돌했

다고 한다. (왕푸창/지은주, 《갈등의 정체성 - 현대 타이완사회의 ‘에스닉’ 상상》, 나남, 

2008, 59-61쪽 참조)

74) 台灣是一塊蕃薯的地圖/ 台灣是一片流動的 流木/ 台灣是一個未開發的蓬萊島/ 台灣

是一座亞熱帶叢林的烏托邦// 蕃薯的形狀形成一張地圖的模樣/ 流動的 流木變成一

塊無依的木頭/ 在蓬萊山上, 有尙未開發墾的土地/ 在亞熱帶叢林, 有一片烏托邦一樣

美麗新世界// ……// 來到蓬萊島, 讓我們共享島上的富裕/ 來到美麗島, 讓我們體驗

植民地統治的歲月/ 來到美麗島, 讓我們意識到台灣人的悲哀/ 爲了台灣有希望的未

來, 我們要掙脫/ 被再植民的枷鎖 <台灣的希望> 제296기.

75) 이희현, <余光中 향수 시에 관한 독법들>, 《중국문학연구》, 한국중문학회, 2016.8, 

152-1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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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할 수 없는 타이완 현실과 맞물려 나타난 ‘표류의식’이다. 물론 자오톈이 시에

도 ｢끝없는 인산인해 속에/ 방향 없는 작은 배처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76)가

늠하지 못한 채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77) 방랑하는 개체적 ｢방랑자｣78)의식

이 없진 않지만, 그것은 ｢유랑생활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워/ 그 뿌리가 고향 흙의 

심장으로 깊이 들어가길｣79) 바라는 고향 회귀적 염원 즉, 고향으로 표상되는 타이

완과의 동질적 유대 정서를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광중의 향수의식과는 본질

적으로 다른 것이다.

또한 자오톈이의 ‘표류의식’ 속에는 공포가 내재 되어 있다. ｢로빈슨｣이 ｢고독하

게 표류｣하다 들어선 곳은 다름 아닌 ｢거인｣ 나라의 거대한 ｢발자국｣80) 속이기 때

문이다. ｢거인｣ 나라의 거대한 ｢발자국｣은 ｢재식민의 족쇄｣ 이미지와 중첩을 이룬

다. 따라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이야말로 최우선의 과제가 된다. 시인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한다. 하나는 국제사회를 향한 관심 촉구다. 

관광지 타이완에 와서 ｢타이완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타이완인의 비애｣를 공감해 

주길 호소하는 대목이 흥미롭다. 또 다른 하나는 타이완인의 현실에 대한 각성 촉

구다. 만일 ｢타이완인｣이 자신들의 처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장차 국적을 

잃고｣ ｢노예의 길로 들어가｣ 결국 ｢해상의 난민｣81)이 되어 영원히 표류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한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타이완이 독립을 강행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2005년 3월 중국 전인대(全國人民代表大 )에서 통과시킨 ‘반국가분열

법’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 국민당의 타이완 이입을 ‘재식민(再植民)’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통독문제’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예컨대 천잉쩐

(陳映眞/1937~2016) 등은 통독문제에 관한 이분법적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당 통치기를 ‘재식민’으로 규정하는 것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반자본주의적 

76) <노년의 남은 원고(歲暮餘稿)>, 《笠》 제53기.

77) <이사(搬家)>, 《笠》 제14기. 

78) <작은 마을 기행( 鎭紀行)>, 《笠》 제1기.

79) <향토의 포옹(鄕土的擁抱)>, 《笠》 제100기.

80) <외딴 섬(孤島)>, 《笠》 제215기.

81) <통치자가 권력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當統治 充滿了權力傲慢的時候)>, 《笠》 

제29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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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전후 타이완을 미국 제국주의에 의한 ‘연성 식민’의 ‘두 번째 황민화’ 상태

로 규정｣82)했던 것이다. 그들은 ｢세대와 국가를 초월하며 역사에 구속되지 않고 

정치권력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포스트 식민주의사관’에 입각해 개방적이고 관용적

인 태도를 견지하는 길이 타이완 사회의 통합된 역량을 다질 수 있는 최선｣83)이라

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자오톈이의 ‘표류의식’ 속 ｢재식민｣의식은 본성인 

천잉쩐 등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시인의 정치적 재해의식은 주로 타이완 내부 정치사회를 향하고 있다. 특히 타이

완의 역사적 갈등과 그로 인해 파생된 분열을 기회로 삼아 ｢국민의 생명｣, ｢국민의 

재산｣, ｢국민의 자유｣는 뒷전에 두고, 온갖 편법을 도모해 오로지 정권 장악에만 

혈안이 된 ｢사악한 권력｣84)에 대한 혐오적인 분노를 풍자적으로 표출한다. 이들 

정치세력 중에는 ｢호적｣을 불법적으로 악용해 ｢유령인구｣85)를 만든 후 선거 투표 

집계를 조작하거나,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걸어 국민을 미혹한 후 ｢당선｣86) 된 인

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나쁜 일을 드러내놓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수고는 

민중을 위한 것｣이라고 어불성설 떠드는 ｢진짜 소인｣과, ｢나쁜 일을 남몰래 하면서 

그것을 부패 관료 숙청을 위한 것｣이라고 위선적으로 가공하는 ｢가짜 군자｣87)들이다.

시인의 비판은 정치사회뿐만 아니라 지식인사회로까지 향한다. 시인은 ｢생떼 부

리는 말재주｣로 ｢대학에서 군림｣하며 ｢정치 풍조를 선동하는 교수｣88), ｢석유 운반

선이 침몰해 해협을 오염｣시키듯 ｢학부를 오염시킨 어느 박사｣,89) 정치권력에 영

합해 무소불위의 문단 권력을 남용하는 시인90) 등을 풍자한다. 이들 풍자대상의 

특징은 대개 ｢민주투사를 사칭｣하면서 대중을 현혹하는 ｢뛰어난 말재간｣91)을 지닌 

82) 양태근, <타이완문학사｣ 서사를 통해 본 타이완의식과 중국의식 고찰>, 《중국현대문학》,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6. 7, 10쪽 참조.

83) 양태근, <타이완문학사｣ 서사를 통해 본 타이완의식과 중국의식 고찰>, 《중국현대문학》,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6. 7, 16쪽 참조.

84) <자유를 위해(爲了自由)>, 《笠》 제276기.

85) <유령인구는 어디에 있는가?(幽靈人口在那裡?)>, 《笠》 제279기.

86) <애석하게도 그는 주석이 되었다(可惜他當了主席)>, 《笠》 제151기.

87) <진짜 소인과 가짜 군자(眞 人 僞君子)>, 《笠》 제297기.

88) <여러 종류의 집단 따돌림 사건(多類覇凌事件)>, 《笠》 제283기.

89) <공해(公害)>, 《笠》 제78기.

90) <보좌(寶座)>, 《笠》 제261기.

91) <오뚝이(不倒翁)>, 《笠》 제11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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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다. 

이러한 자오톈이의 정치풍자시는 2000년 이후 특정 정치적 편향을 보이기 시작

한다.

반대론자가 해외에서 돌아와/ 경작도 하지 않고 수확을 한다/ 일찍이 그는 블랙

리스트 인물이었으나/ 끊임없이 수난받았던 자신의 영혼을 판다// 속았던 사람들

은 그를 혐오하나/ 잘 알지 못하는 소녀들은 그를 추앙한다/ 때에 따라 녹색 깃발

을 들어 녹색 깃발을 반대하고/ 때에 따라 자색 기치를 들고 흔든다

<반대론자>92) 전문

시인이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작품을 쓰게 된 배경에는 향토의식

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된 ‘타이완 독립파’ 합류와 그 맥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발표한 위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반대론자｣가 누군지 특정되어 있진 않지

만, 시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반대론자｣의 면면을 유추해볼 수 있다. 즉 그 ｢반대

론자｣는 한때 시인과 마찬가지로 국민당 정권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다가 ｢블랙리스

트｣로 분류된 인물이었지만, ｢해외에서 돌아온 후｣에는 ｢녹색 깃발｣로 ｢녹색 깃발｣
을 ｢반대｣하고 ｢자색 기치｣93)를 흔들며 젊은 층의 ｢추앙｣을 끌기 위해 정치적 전

향을 택한 인물이다. 시인이 민진당(民主進步黨)과 국민당 상징인 ｢녹색 깃발｣과 

｢자색 기치｣를 시어로 사용함으로써 당파적 색채를 드러낸 점은, <신화(神話)>(제

233기)에서 ｢신을 만들어내는 운동 중/ 순식간에/ 좌익의 신화가 펼쳐지고/ 우익

의 신화도 펼쳐졌다｣라고 하면서 복잡한 정치사회 환경 속에 단순한 이분법적 ｢편 

가르기｣식 정치가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지적하며 국민적 통합을 바라는 그의 염원

과는 다소 배치되는 모순적 태도로 읽힌다. 

92) 異議份子自國外回來/ 不必耕耘, 却回來收割/ 曾經是黑名單人物/ 却不斷地出賣自己

受難的靈魂// 受騙上當 唾棄他/ 無知的 女崇拜他/ 時而 着綠旗反綠旗/ 時而

着紫色的旗幟搖晃 <異議份子>, 《笠》 제273기.

93) 타이완에 존재하는 정치적 대립 진영은 크게 ‘남색’과 ‘녹색’ 이렇게 둘로 나뉜다. 하나

는 통일 지향적이면서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남색 진영’으로 국민

당, 친민당, 신당 등이 여기에 속하고, 또 다른 쪽은 독립 지향적 방향을 주장하는 ‘녹

색 진영’으로 민진당, 타이완단결연맹 등이 여기에 속한다. (王甫昌 / 지은주, 《갈등의 

정체성 - 현대 타이완사회의 ‘에스닉’ 상상》, 나남, 2008, 179-18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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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형씨/ 우리는 같은 나라입니다/ 고향을 떠나 흩어져/ 타국에서 황혼

의 고향을 노래합니다// 블랙리스트는 손오공 머리의 금테/ 나를 수난자로 만드는 

군요/ 아름다운 아내는/ 밤낮으로 타향에서 동행하고 있죠// ……// 일찍이 적이었

으나/ 영원한 적은 없고/ 일찍이 동지였으나/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여보세

요, 형씨/ 우리는 같은 나라/ 좌익이든 우익이든/ 통일파든 독립파든// 타이완은 

다만 일종의 무기/ 하나의 주술에 불과해/ 필요할 때/ 여전히 기본교의파입니다// 

……// 타이완은 단지 블랙리스트에 불과하고/ 타이완은 단지 수난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같은 나라>94)의 일부

시인은 이념 혹은 입장에 따라 ｢좌익과 우익｣, ｢통일파와 독립파｣로 나뉜 타이완

의 정치적 상황을 자조적으로 비판하면서, ｢우리는 같은 타이완 나라｣ 사람임을 강

조하는데, ｢같은 타이완 나라｣ 사람의 근거를 ｢손오공 머리의 금테｣처럼 ｢블랙리스

트｣에 묶인 ｢타이완 수난자｣ 의식 속에서 찾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블랙리스트｣ 명부에 올라 자신의 주체적 의지를 자유롭게 발현하기 어려웠던 경험

을 했던 사실을 생각해본다면, ｢타이완｣을 ｢블랙리스트｣에 연계한 것은 의미심장한 

부분이 없지 않다. 즉, 시인 자신과 타이완의 동일시는 그의 시 전반에 걸쳐 나타

나는 보편적 정서인 까닭이다. 

시인의 작품에 ｢블랙리스트｣가 시어로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이

후의 일인데, 이는 아마도 계엄 해제 이후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일 것 같다. 어쨌든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독재정권 시

절임에 ｢인디언 서머의 날｣95)처럼 ｢푸르고 싱싱하여 자유로운 공기를 호흡｣96)할 

수 있길 소망했던 시인은, ｢좌익과 우익｣, ｢통일파와 독립파｣ 모두에게 ｢블랙리스

트｣에 묶여 있는 ｢타이완｣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일갈한다. 그러나 시인은 이 지점

94) 喂, 老兄/ 咱是同一國/ 離散故鄕/ 在異國唱黃昏的故鄕// 黑名單是一個緊箍咒/ 使

我成爲一個受難 / 美麗的妻/ 日日夜夜, 在異國陪伴// ……// 曾經是敵人/ 沒有永

遠的敵人/ 曾經是同志/ 沒有永遠的同志// 喂, 老兄/ 咱是同一國/ 卽是左翼, 也是右

翼/ 卽是統派, 也是獨派// 台灣只是一種武器/ 一道符咒/ 必要的時候/ 還是一個基

本敎義派// ……// 台灣只是一個黑名單/ 台灣只是一個受難  <咱是同一國>, 《笠》 제

236기.

95) 북아메리카의 한가을과 늦가을 사이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날이 계속되는 기간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1&ieutf8&query)

96) <산정상의 동상(山 的銅像)>, 《笠》 제18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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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가당착에 빠지고 만다. ｢우리는 같은 타이완 나라｣ 사람이라고 외치지만 정

작 그가 ｢반대론자｣를 비판하는 순간 그 역시 특정한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딜레마는 대부분의 타인완인이 겪고 있는 구조적 

모순일 것이다.

자연재해이든 정치적 갈등이든 간에 시인의 타이완 재해의식 속에는 타이완 본토

에 대한 강한 밀착 정서 즉, 본토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체성이 기반을 이룬다. 

그것은 타이완 본토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모래 한 알, 돌 한 덩이｣에 모두 

시인 자신의 ｢깊은 그림자와 족적｣97)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내 고향은 재난이 많았다네/ 피할 시간도 없는 대지진/ 토네이도가 만들어지

는 태풍이 있었지/ 지진은 엄청난 사상자를 냈고 건물은 붕괴됐지/ 태풍은 심각한 

수재를 야기하고, 홍수로 넘쳤어// ……/ ……/ 고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보니 

고향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 
<나는 내 고향을 사랑한다>98)의 일부

② 타이완에는 양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태풍이 쓸어버리고 지나갈 때/ 군락

을 이룬 나무는 떨고/ 지진이 흔들리며 올 때면/ 천지가 뒤집히는데 산이 무너지

고 땅은 갈라집니다/ 우리는 이렇듯 볼 수 있는 재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자

연과 도모하며 조화롭게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 타이완에는 정확하게 말

할 수 없는 사회공해/ 불의한 정치적 진압과 박해가 있고/ 불량한 사회 바이러스

가 만연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그리고 볼 수 없는 수많은 재해가/ 끊임없이 강

림할 것입니다/ 통치를 당하면서 자각하지 못하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농락을 당

하면서도 깨어있지 못한 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미래 타이완을 위해, 새

롭고 아름다운 타이완을 위해/ 또한 사랑과 비폭력으로 충만한 타이완을 위해/ 우

리는 묵묵히 기도할 것입니다 <타이완을 위한 기도>99)의 일부

97) <난류(暖流)>, 《笠》 제115기.

98) 我的故鄕, 多災多難/ 有來不及 避的大地震/ 有造成龍捲式的大颱風/ 地震造成許多

傷亡, 建築物倒塌/ 颱風造成許多水災, 洪水一片汪洋// ……/ ……/ 在危急存亡的時

候, 想起保衛家鄕// …… <我愛我的故鄕>, 《笠》 제298기.

99) 台灣有兩大自然災害/ 當颱風橫掃而過的時候/ 群樹顫抖, 屋瓦飜飛/ 當地震搖撼而來

的時候/ 天旋地轉, 山崩地裂/ 我們爲這些看得見的災害而祈禱/ 祈求跟大自然共 和

諧相處// ……// 台灣有說不淸的社 公害/ 不義的政治鎭壓迫害/ 不良的社 病毒漫

延/ 許多看得見的和看不見的災難/ 卽 不斷地降臨/ 不要怨嘆被統治而不自覺/ 不要

埋怨被愚弄而不淸醒/ 爲明日未來的台灣, 爲新生美好的台灣/ 也爲充滿愛和非 力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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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①과 ②는 각각 ｢고향｣과 ｢타이완｣을 노래하고 있지만, 재해의식이라는 면에

서 ｢고향｣과 ｢타이완｣은 상호 치환된다. 다시 말해 작품 ①의 ｢대지진｣, ｢태풍｣ 등 

온갖 자연재해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대도시｣ 개발로 아름다운 ｢전
원 풍광｣이 훼손되어 가는 ｢고향｣의 모습은, 시 ②의 타이완 모습에 거의 완벽하게 

오버랩된다. ｢고향｣과 ｢타이완｣을 동일시하는 이러한 타이완의식은, 어떤 맥락에서 

보자면 ‘민남족군(閩南族群)’의 본성인을 본토의 정통 세력이라고 보는 관점을 반영

한다고 하겠다. 

시 ②에서도 타이완의 재해를 자연재해인 ｢볼 수 있는 재해｣와 정치적 문제인 

｢볼 수 없는 재해｣로 분류한다. 특히, 성숙한 정치문화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볼 

수 없는 재해｣는 ｢미래의 타이완｣에 ｢끊임없이 강림｣할 것인데, 그것에 ｢농락｣ 당
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재해들의 속성을 ｢자각｣하여 저항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다

만 그것에 대한 저항은 반드시 ｢사랑과 비폭력｣이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사랑과 비폭력으로 충만한 타이완｣을 바라는 시인의 비전 제시는 다소 추상적인 

느낌이 없지 않지만, 여기에는 시인 특유의 긍정적인 세계관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

각한다. 시인에게는 ｢어떠한 습격｣에 직면할지라도 ｢전투 의지와 인내심｣100)을 잃

지 않고 ｢길도 없이 덩굴진 풀 가운데라도｣ ｢한 걸음 한 발자국 상처를 찍으면서｣ 
그곳을 ｢걸어 나올 수 있다｣101)는 신념이 있다. 그러기에 ｢겨울의 저기압에 오랫

동안 눌려있었고｣, ｢동토에서 너무 길게 갇혀있었던｣ 타이완이지만 언젠가 ｢온갖 

꽃이 성대하게 피어 색깔을 화려하게｣ 펼치는 ｢봄｣102)이 도래할 것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봄｣은 ｢따뜻한 연대의 손을 꽉 잡고｣ ｢피｣의 ｢십
자가｣103)를 지고 ｢두려움｣ 없이 ｢자유를 향해｣ ｢걸어 나갈｣104) 수 있는 신념과 

실천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요컨대 자연재해와 정치문제에 집중된 시인의 타이완 재해의식은 ｢포모사여, 그

대가 없으면 내 생명에 빛이 없을 것이고/ 내 일생은 고난으로 가득 찰 것이

台灣/ 我們 黙黙地祈禱 <爲台灣祈禱>, 《笠》 제182기.

100) <오십 평생을 자술하다(五十自述)>, 《笠》 제120기.

101) <길 - 하나(路⋅一)>, 《笠》 제289기.

102) <봄의 축복(春天的祝福)>, 《笠》 제295기.

103) <담장(牆)>, 《笠》 제216기.

104) <在黝暗的曠野上>, 《笠》 제8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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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5)라는 자아와 타이완 본토를 동일시하는 타이완본토의식, 더 나아가 타이완 

주체의식106)과 맞물려 있다. 특히 정치적 재해의식의 경우 분열을 기회로 삼아 권

력 창출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타이완 내부의 정치세력에 대한 혐오감과 더불어, 

비대칭적 ‘양안관계’로 인한 불안감을 일종의 ‘대륙공포증’으로 환기하고 있다.

시인은 타이완이 처한 대내외적 곤경을 극복하려면 반드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본인 역시 정치 분열의 자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한다. 이뿐만 아니라 시인에게서 원주민 등 다른 ‘족군’, 사회의 소

외계층 등에 대한 폭넓은 포용의 시각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물론 ｢시내｣에서 작업

을 하다 다쳐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강한 비린내｣가 나는 국밥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며, ｢폭죽｣ 터지는 ｢어두컴컴한 하늘｣만 응시하고 있는 우라이(乌来)107) 

｢타이예루108) 청년｣109)을 노래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작품은 많지 않다는 점은 

시인의 한계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으로부터 은혜를 받든 혹은 횡액을 

당하든｣ ｢초심｣을 잃지 않고 서 있는 나무처럼, 타이완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세계를 마주하고｣110) ｢우리가 우리의 토지를 영원히 수호해야 한다｣111)고 외치는 

자오톈의 시작품 속 ｢포모사｣는 일종의 절박한 항쟁부호112)로 독해된다.

105) <포모사여,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福爾摩砂, 我不再哭泣)> 제242기.

106) 타이완의식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면 타이완주체의식의 경우 1990년 중반 양안관

계의 무역관계 등의 충격으로 타이완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형성된 것

이다. (王建民, <臺灣意識 臺灣主體意識問題的討論>, 《北京聯合大學學報》, 2008.12, 

30쪽 참조)

107) 우라이(乌来)는 태아족(泰雅族)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신베이(新北) 남단에 위

치한 풍광이 아름다운 산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온천 지역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108) 태야노족(泰耶魯族)은 태아족의 한 분파에 속한다. 

109) <우라이의 새해(烏來的新年)>, 《笠》 제85기.

110) <오래된 나무의 노래(古樹吟)>, 《笠》 제94기.

111) <우리는 우리의 토지를 사랑한다(我們愛我們的土地)>, 《笠》 제280기.

112) 唐景崧 등이 1895년 처음으로 ｢타이완민주국｣이란 표현을 했는데, 이때부터 타이완

은 항쟁부호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柴高潔 《20世紀50-70年代臺灣現代詩潮轉

向硏究》, 南開大學博士學位論文, 2013, 1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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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오며

본고는 《삿갓》에 게재된 자오톈이 시작품을 중심으로 본성인 시인의 타이완을 바

라보는 몇 가지 관점을 고찰하였다. 사실 자오톈이의 시작품은 미학적 성취 방면에 

있어 대단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그가 ｢소박하고 사치하지 않으

며/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113) 문예관을 추구한 탓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자

면 일제 통치기 ｢국어를 말할 줄 모른 채｣ ｢이국의 언어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영향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고에서는 《삿갓》에 게재된 그의 시작품이 2

세대 본성인 작가 특유의 시대적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억과 재해의

식이라는 두 가지 프리즘을 통해 그의 시작품 속에 반영된 타이완본토의식을 분석

하게 되었다. 

우선 그의 시작품 세계 속 기억은 크게 일제 통치기와 국민당 계엄 시기로 양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기억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기계적으로 사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자오톈이 시작품 속 기억 양상은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즉, 일본 통치기 기억의 경우 주로 1970년대 이후 창작된 것들로 유년 시

절의 농후한 고향 향토정서를 통해 타이완 향토의식을 발현하고 있다면, 국민당 계

엄 시기의 경우 1990년 이후 창작된 것들로 시인의 청⋅장년기 직⋅간접적으로 겪

었던 ‘2⋅28 사건’과 ‘타이완대학 철학과 사건’ 등 비극적인 역사기억을 통해 타이완

본토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인은 아름다운 섬 타이완이 직면한 난제를 

크게 자연재해와 정치적 재해의식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적 재

해의식 속에는 상당 정도의 ‘타이완콤플렉스’ 혹은 ‘대륙공포주의’가 내재 되어 있다. 

이것은 화합과 평화를 통한 자립적인 타이완을 염원하는 시인의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시인이 타이완의 화합을 노래하면서도 ‘에스닉’ 상상 메커니즘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 역시 타이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남족군’을 타이완 본토 정통 세력으로 보는 의식이 내재 되어 있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990년대 이전에는 ‘민남족군’이 외성인에 대한 약세적 

113) <만년청(萬年靑)>, 《笠》 제11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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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처해 정치적 곤경을 당한 것이 사실이지만, 1990년 이후에 나타난 약세 ‘에

스닉’ 의식은 오히려 외성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본성인 중에서도 인구 

비중이 높은 ‘복로인(福佬人)’, 즉 ‘민남인’을 겨냥하고 있다｣114)는 사실은 의미심

장하다. 이러한 사실은 타이완 본성인 문학비평가 천팡밍(陳芳明/1947~ )이 주문

한 ｢세대와 국가를 넘어섬으로써 역사에 구속되지 않고 정치권력의 인질이 되지 않

는 문학｣115) 실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물리학에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념의 혼재를 상보성이라고 한다. 예컨대 입자와 

파동의 관계가 그러하다. 그런데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대개의 모든 

우주적 질서가 이러한 상보적 관계성 속에 혼재되어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면 타이완 

사회가 직면한 두 개의 상보적 요소, 즉 ‘중화문화’ 자장 속에서도 타이완의 정체성

을 수립해 나가는 일은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 갈등

과 분열을 조장하여 이권을 챙기는 정치세력을 걸러낼 수 있는 타이완 사회의 성숙

한 시민 역량 함양, 그리고 비대칭적 ‘양안관계’로 인해 깨질 수 있는 동아시아 평

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 역시 타이완 평화 유지에 중요한 선결 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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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consideration to analyze Taiwan 

consciousness around the poetry of Zhao Tianyi. The poet Zhao 

Tianyi is a ethnic Fulao(福佬) who was born in Taizhong, Taiwan. In 

this paper, he tries to analyze his Taiwanese consciousness by using 

his work published in 《Traditional Hat Made of Bamboo》 as a 

research target. 《Traditional Hat Made of Bamboo》 is a Poetry 

magazine founded in 1964 by a a ethnic Fulao. Zhao Tianyi is 

closely related to 《Traditional Hat Made of Bamboo》. Because he is 

one of the founding members, and he has contributed many poems.

This study analyzed his poems, focusing on memory and 

consciousness of disaster. First, I analyzed the Taiwan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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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prism of memory and foun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He is Japanese colonial rule and People’s Party martial law has 

undergone all the time. Even though the war, but his Japanese 

occupation with memory is relatively warm sentiments. I think this 

is because it is deeply related to the writer’s local sentiments such 

as food, culture and place name, etc. On the other hand, the period 

of the People’s Party martial law is painfully remembered. The 

reason is that the memory of the incident included the ‘2.28 incident’ 

and the ‘Taiwan University philosophy incident’, etc.

Next, I analyzed the Taiwanese consciousness through the prism of 

the consciousness of disaster and foun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His consciousness of disaster is roughly divided into natural disasters 

and political disasters. In particular, he described the political 

disaster as a historical conflict and political division caused by 

cross-straits relations. His political consciousness of disaster is 

accompanied by Taiwan Complex and Sinophobia. Nevertheless, the 

poet maintains his hope for a self-reliant and peaceful Taiwan.

【主題語】

자오톈이, 《삿갓》, 타이완의식, 기억, 재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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