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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베이는 꿈을 꾸다
전경수

난토우의 무사사건의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는 산으로 올랐다.
나는 몇 차례의 안내방송을 하였다. 지진과 태풍으로 대규모의 산사태가
난 곳들이 목격될 때마다, 대만의 지질과 기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하였다. 산자락으로 어지럽게 찢어진 절개지의 아랫부분은 토사로 뒤덮
혔고, 아래로 흐르는 강은 온통 흙탕물이었다. 그러한 장면들을 뒤로 하
고 구불구불 돌고 돌아서 올라간 곳이 무사사건(霧社事件)의 현장이었다.
‘시딕발레’ 영화가 배경이 된 역사적 현장이었다. 1930년 10월 27일 개
최된 운동회에 관한 소식을 사전에 접했던 臺北帝國大學 土俗·人種學硏
究室의 우츠시가와네노조(移川子之藏: 1884-1947, 1918년 하버드대학
인류학박사) 교수는 무사로 향하였고, 사건이 벌어지던 날 그는 교통편
이 여의치 않아서 무사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난토우(南投)에 있었다. 교
통편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식민지 탄압에 저항하였던 시딕족의 지도자 ‘모나 루다오’(莫那魯
道)가 지휘하였던 원주민들은 일본인들의 목을 잘랐다. 이른바 ‘헤드헌
팅’(首狩)으로 자신들의 축제를 벌렸다. 식민통치자들에 의해서 금지되었
던 목베기가 식민통치자들을 향하여 실천되었다. 그야말로 오랜만의 목
베기 축제였던 것이다. 130명의 일본인들이 시딕족에 의해 희생되었고,
그 댓가로 대만총독부의 명령을 수행한 일본군은 7백명 가까운 시딕족을
살육하였다. ‘모나 루다오’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고, 그를 따라서 2백 여 명이 집단자살하였다. 결과
적으로 일본군은 약 천명 가까운 원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건
이 있었다. 이제 ‘모나 루다오’는 ‘抗日英雄’으로 추모되고, 그곳의 지명
도 仁愛鄕으로 바뀌었다. 80여 년 전 피로 물들었던 사건현장은 한가로
운 仁愛鄕國民小學으로 변모하였고,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천진스런 아
동들은 무사사건의 소용돌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 현장을 뒤로 하고 우리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음식을 날라
준 종업원은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노동자. 대만과 필리핀 사이는 바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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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이어진다. 그 옛날 필리핀으로부터 북상하였던 오스트로네시안들이
도달하여 정착하였던 곳이 대만의 산지였으며, 그 후손들의 일부가 시딕
족이다. 필리핀의 일롱곳과 이푸가오에서도 대만의 원주민들처럼 목베기
를 한다. 동일한 계통의 문신도 한다. 사람은 이동한다. 끊임없이 이동한
다. 사람은 동물이다. 식물만이 고정된 장소에 거주할 뿐. 동물은 이동한
다. 영어의 animal을 번역한 ‘動物’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九族文化村의 안내판에서 만난 陳奇祿(Chen Chi-Lu: 1923- ) 교
수의 성함도 새롭게 다가왔다. 현대사회에서 인류학자의 역할이 어디까
지 전개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전후 대만인류학
의 건설에 가장 공로가 큰 학자였다. 臺南출신이면서 東京의 第一高
(1943년)를 다녔고, 후일 런던대학에서 수학 후 동경대학에서 사회학박
사학위를 받은 그의 이력서는 동아시아 인류학사를 조명함에 있어서 반
드시 추급되어야할 학자들 중의 한 분이다.
담건평(대만인으로서 인류학과 석사졸업생) 회장의 초대로 우리 모
두는 별미의 음식점에 초대되었고, 인사소개가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작
스럽게 지진을 감지하였다. 음식점 내에는 적지 않은 대만인들이 담소를
즐기며 음식을 먹고 있었다. 잠깐의 흔들림(진도5 정도) 사이에 서울에서
간 한국인들과 현지의 대만인들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드러났다. 대만인
들은 심하게 흔들리는 전등과 실내장식 아래에서 한결같은 평상의 모습
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우리들은 아우성이었다. 대만인들이 오히려
모두 휘둥그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시간이 잠깐 흘렀다. 만약에 서
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서울은 아우성의 아수라장으로 변하리라.
박순영 교수 덕분에 가능하였던 학생들과의 대만답사는 내가 정리
하고 있는 동아시아인류학사의 주변을 더듬는 과정이 되기도 하였다. 함
께 하였던 김옥천 조교와 대학원생들 그리고 학부생들로부터 따끈적한
기를 받을 수 있었던 기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며칠
뒤 나는 ‘시딕발레’의 강열한 음향과 함께 나의 목이 베이는 꿈을 꾸었
다. 덕분에 꿈에서나마 목자르기가 몸으로 기억되는 행운을 얻었다. 목
이 잘 붙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나는 천천히 목을 한 번 만져 보았다. 이
푸가오도 생각해보고, 시딕도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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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참여 인원
- 인솔교수: 전경수 선생님
- 인솔조교: 김옥천, 이민영, 김인아
- 1조: 박재형(07), 김현지(12), 서희경(12), 박나연(13), 윤유선(13)
- 2조: 신승민(09), 이다영(12), 이윤하(12), 심현아(13), 안미혜(13)
- 3조: 조희수(09), 변광범(12), 전나영(12), 김소담(13)
- 4조: 김진영(11), 장한라(11), 고형민(12), 국명표(13)

답사 일정

10월 28일(월)

출국: 인천국제공항 → 타이베이 국제공항
타이베이 답사
-

10월 29일(화)

충열사
국립고궁박물원
용산사
화시지에 야시장

타이베이→우서
(타이중 경유)
- 모나루다오(莫那魯道) 기념공원
및 항일전쟁 무장봉기 역사 유적지
- 구족문화촌

10월 30일(수) ~ 11월 1일(금)

11월 2일(토)

난토우→타이베이로 이동
조별연구
- (1조 주제)
- (2조 주제)
- (3조 주제)
- (4조 주제)
국립대만대학교 캠퍼스 견학
귀국: 타이베이국제공항 →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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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들의 대만 답사에 대한 인류학적 관찰 결과
이민영
나는 여행의 종류별 특징에 관심이 많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여행을
했고 여행업계에서도 일한 적이 있는데다가, 인류학까지 공부했기 때문
일 것이다. 여행자의 여행 동기, 여행 코스, 행동 패턴 등이 어떤 패턴으
로 드러나는지가 자꾸 보이고 느껴지는데, 서울대 인류학과 학부생들의
이번 대만 답사 또한 그랬다.
이들은 평생 모범생으로 살다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이라서 그런지,
박물관을 보라고 자유시간을 주니 1시간 반이 넘는 긴 시간을 꽉꽉 채워
샅샅이 보고 나왔다. 학생들 그룹을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손님들과 함
께 대만의 고궁박물관은 물론 유럽, 미국의 다양한 박물관을 가봤는데,
이렇게 박물관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없었다. 피곤한 일정에 다리도
아팠을 텐데, 지적 호기심이 딴 또래집단에 비해 훨씬 커서 그런 것 같
다.
그리고 20대 초반 "요즘 애들"이라서 그런지,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관
심이 많았다. 수시로 편의점에 가서 커피와 맥주의 용기별 특징, 내용물
배합 등을 연구하고 매일 종류를 바꿔 사먹어 보는가 하면, 파인애플 케
익, 망고빙수, 버블티 등 항목별로 유명한 가게를 종류별로 다 찾아가서
맛을 비교해보았다. 타이베이 근처의 광부촌에는 철도시락에 밥을 담아
낸 후 식사 후 그 용기를 가져가게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철도시락
을 받아오는 것에 설레어하고 열광하기도 했다. 이런 자신의 행동을 전
시하는 것도 즐겼는데, 한 줄 짜리 아스트랄한 문장을 묘한 얼굴 사진과
함께 페이스과 카카오톡에 수시로 올려댔다.
“요즘 애들”의 예기치 못한 행동 패턴은 정시에 겨우 나타나거나 몇
분 늦게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한국 어르신들은 보통 집결시간
20분 전에 모이기 시작해 10분 전에는 다 나와 있는데 비해, 이 집단은
5분 이상 먼저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게다가 외부 식당에 가야 하
는데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나타난다든지, 뭔가 놓고 나와서 다시 방에
갔다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모범생이라 똘망똘망하고 시간도 잘
지킬 것이라는 기대를 깨는 이런 행동들은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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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었을까? 패키지여행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패
턴이 나타나는데, 이게 학력과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패턴이라면 왜 그런 걸까?
“요즘 애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어르신들에 비해 조용한 방식으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조용히 즐긴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어르신들이 즐겨
하는 그룹 전체를 의식하며 과시하거나 함께 놀기, 유머로 그룹 전체의
기분을 띄우기, 솔선수범하여 돕기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다. 사람들 앞
에서 어르신들처럼 강렬한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물어
보면 냉정하게 모든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좋은 예가 현지 가이드에 대한 판단이었다. 불만을 겉으로 얘기하
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내심 가이드가 관광지에 대해 더욱 전문적인 설
명을 해주고 각종 토종 브랜드, 현지 음식 등 '현지 문화'에 대한 설명까
지 해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곳 가이드도 너무 어르신들
에게만 길들여져 있었기에 이런 숨은 수요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다.
최근 수년 간, 이제는 동남아 가이드들도 애교로 슬렁슬렁 넘어갈 게 아
니라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잘 설명하는 한편 개개인의 분화에 대한
취향과 반응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여러 번 느꼈는데, 대만도 역시 그런
것 같다. 가이드들은 물론, 여행업자들이 여행산업의 구조도 바꾸어야
하겠다.
학생들의 행동 패턴 외에 흥미로웠던 것은 답사 코스였다. 학생들에게
대만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전경수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한국
인들이 절대로 흥미를 갖지 않는 곳에도 많이 갔다. 표준 관광 일정에
도, 가이드북에도 나오지 않는 곳이지만 인류학도들에겐 성지와 같은 곳
의 좋은 예로 구족문화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 처음 온 한국인
가이드는 길을 수 차례 헤깔리는가 하면, 가라오케 반주를 곁들인 하급
의 원주민 가무 쇼만 본 후 그냥 케이블카를 타고 나가자고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내가 지도를 보니 고산족 마을 십수 개를 거쳐서 걸어
내려오면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코스를 바꾸자고 제안했고,
덕분에 인류학도들이 그렇게 꿈꾸던(?) 헤드헌팅 전시장을 모형으로 볼
수 있었다. 적들의 목을 베어 집 뒤에 전시하고 자신의 신으로 삼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생생히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전경수 선생님에 의하면
일본인 인류학자들이 식민지 시절 고산족들을 조사하면서 이런 현장들을

대만답사보고서 ‘彩’

7

기록으로 남겼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싱싱한 머리의 입에 밥과 술을
먹이는 사진, 그 사진을 본 할머니가 인류학자한테 "참 예쁘네요"하며 진
심으로 칭찬했다는 기록 등이 있단다. 인류학도들은 교과서에서만 보고
상상하던 현장을 실제로 보면서 순례자와 같은 감격을 느끼는 것 같았
다.
구족문화촌에는 십수 종족의 마을 모형이 있었는데, 집과 마을 모양이
조금씩 다 달랐다. 공통점은 집 앞이나 안에 그 집의 남자가 잡은 멧돼
지의 하악골을 모두 전시한다는 것. 대만 고산족들 중 가장 용맹한 자는
멧돼지를 가장 많이 사냥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전경수 선생님이 한 달
반 정도 머물렀던 류카이족 마을에는 하악골을 1000개나 걸어놓은 유명
한 사냥꾼도 있었단다. 여러 마을을 지나면서 류타오족 마을에서 할아버
지가 직접 아궁이에서 구워주는 고구마도 얻어먹고, 인류학 교과서에서
만 배웠던 것들을 눈으로 보았다. 아주 충실하게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재현해놓아서 놀랐는데, 그 비결은 인류학자의 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
고 한다. 구족문화촌 입구에 그의 싸인이 새겨져 있을 정도였다.
구족문화촌 이외에 역시 한국인 관광객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무사
(Wushe)라는 곳도 방문했다. 일제 시절 일본인 수백 명의 목을 잘라 적
들을 물리치고 명예를 회복한 원주민들의 마을이다. 헤드헌팅이라는 전
통적인 방식을 이용한 것이 참 상징적이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이렇게
항거했건만, 대만의 중국계 주민들은 일본의 식민지를 즐겁게(?) 받아들
였고 지금도 일본을 참으로 좋아한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내친 김에
인도에서 한동안 요가를 함께하던 대만인 친구를 찾아가 물어보니, 이
친구의 가족사와 생애사, 그리고 친구들의 생애사에도 대만의 복잡한 역
사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이들의 인생을 통해 대만을 들여다보니,
예전에 미국에서 만난 수많은 대만 유학생들이 왜 그렇게 공중에 붕 뜬
느낌이었는지, 이들이 왜 일본을 좋아하는지 등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역시, 여행을 하며 사람들을 통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큰
관심 없던 나라도 가슴으로 들어온다.
이번 대만 답사의 주인공이었던 학부생들이 자신들의 여행을 인류학적
으로 바라보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페이스북으로 확인했기에 이런
후기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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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후기
김옥천
학생조교라는 일을 시작하면서 전임 조교였던 채주헌 조교님에게 인수
인계를 받을 때 가장 걱정이 되었던 업무는 ‘해외답사’였다. 학부, 대학
원을 거치며 수차례의 답사를 다녀왔지만 항상 학생의 위치에서 교수님,
조교님들의 인솔 하에 따라다니기만 했던 내가 이제는 답사를 인솔해야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 답사가 국내도 아니고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낯선 해외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더욱 절망으로 다가왔다. 물론 내가 일을 시작하기도 훨씬 이전인 2013
년 봄부터 답사와 관련된 논의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2학기에 접어들
어서는 답사를 위한 모든 세팅이 완료되어 학생들을 모집하여 떠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답사 이전에는 어찌나 모든 것이 걱정
되고 염려되었는지 모른다.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는 달리
야속하게도 2013년 10월 28일은 다가왔고 결국 나는 비행기에 몸을 싣
고 대만으로 떠나게 되었다.
심각하게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현지에서의 답사 일정은 생각보다
무탈하게 진행되었고 답사 보고서 발간만을 남겨둔 지금 생각해 보면
‘잘 다녀온’ 답사가 되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답사는 대만이라는 나라
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타이베이에서의 공식 일정이
었던 국립고궁박물원, 충렬사, 용산사, 야시장 답사를 통해서 대만의 문
화, 정치, 종교, 식문화를 피상적으로나마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
지게 되었다면 난토우에서의 구족문화촌 관람, 모나루다오 항일 기념 유
적지 방문은 학과 답사가 아니면 알지 못하였을 대만의 원주민과 그들의
문화, 역사에 대하여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경험이었다. 물론 끼
니때마다 풍성하게 식탁을 채우던 요리, 그리고 망고빙수, 펑리수, 버블
티, 금문 고량주 등 대만의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들은 답사의 소소한 즐
거움이 되어 주었다.
답사를 떠나기 이전 각종 걱정과 염려로 앓는 소리를 일삼았던 내가
당시를 회상하며 감상에 젖어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고마운 분들의
덕택이다. 전경수 선생님께서는 답사단을 이끌어 주셨으며 이번 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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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대만 그리고 이를 넘어선 동아시아에 대한 인류학적 지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셨다. 박순영 선생님께서는 비록 대만에서 함께 하
지는 못하였지만 여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답사를 수월
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 박사과정 이민영 선배와 석사과정 김인아는 현
명한 조언과 거침없는 행동력으로 현지에서는 물론이고 답사 전후로 나
의 짐을 덜어주었다. 18명의 학생들은 미숙한 조교가 끊임없는 잔소리로
귀찮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한국에서 떠났던 모습 그대로
무사히 한국에 돌아와 주었다. 인류학과 석사 8?학번 담건평 선배님께서
는 졸업하신지 30년이 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잊지 않고 챙겨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성대한 저녁식사까지 대접해 주셨다. 마지막
으로 항공편, 숙박, 식사 등 이번답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현지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신 아
쿠아 여행사의 서현정 선생님께도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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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이 남는 대만 답사
김인아
이번 대만 답사로 올해 외국행 비행기 탑승만 3번째이고, 7번째로 맞
이하는 여행이었다. 학기 중이라 몸은 지칠 대로 지쳐있었고, 여행에 대
한 환상도 예전 같지 않은 터라 관성적으로 짐을 싸고 무감각하게 공항
버스에 올랐다. 답사 지원서가 한 번 반려된 적도 있어 기대감은 상당히
사그라져 있는 상태였고, 갑작스럽게 답사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미처 마
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 전부 싸들고 비행기를 타야만 했다. 그래서
답사 준비도 제대로 했을 리 없었다.
그러나 아차 싶던 마음은 타이베이 공항에 도착해 습하고 더운 공기를
마실 때부터 시작되었다. 온 몸의 감각이 낯선 타국의 향취를 일깨워주
기 시작하면서 나의 마음가짐도 달라졌다. 전날 과제로 인해 단 1분도
눈 붙이지 못했지만 주변의 온갖 한자들과 구불구불한 소리들로 인해 정
신이 번쩍 들었다. 도로 이름으로 붙여진 ‘忠孝’라는 글자가, 지나가는
젊은이들의 생경한 패션이, 익숙하지 않은 길가의 식생 등이 이곳이 내
가 온 곳과 ‘다르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각인시켰고 그렇게 ‘다른’ 것
들과의 비교대상인 나의 존재도 되살아났던 것 같다.
그 이후부터는 줄곧 궁금증의 연속이었다. 첫째 날 밤에 갔던 용산사
에서는 사람들이 그 곳을 그렇게 자주 찾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향
불을 꽂고 기도를 하는지 등이 궁금했다. 또, 용산사를 이루는 여러 셋
팅들에 어떠한 사상들이 혼합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었다. 야시장의 음식
들에는 그야말로 놀라움과 신기함이 가득 차 있었다. 현지 사람들은 야
시장에서 주로 어떤 음식을 언제 먹는지 궁금했고, 가게들 한 곳 한 곳
에 대한 평을 물어보고 싶기도 했다. 물어보고 싶은 것도, 해결되지 않
은 궁금증도 많았기 때문에 내가 중국어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괜한
자괴감으로 다가왔다. 간단한 중국어 회화라도 익히고 갈 걸 하는 아쉬
움은 답사가 진행될수록 짙어갔다. 그리고 대만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에
대한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던 것도 몹시 아쉬웠다. 대만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새로 알게 된 사실들 마다 격한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한
편으로는 이렇게 귀한 기회를 얻었는데 보다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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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간다는 사실에 속상했다. 개인적으로 일본 연구에 관심이 많은데 대만
의 여러 일본 문물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도 아쉬
울 따름이었다.
한편, 대만은 듣던 대로 단연 식도락의 천국이었다. 무엇을 대만의 음
식이라고 규정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한 형태와 재료, 풍미의 음식들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쉽게 보지 못한 조합들의 음식도 많았다.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맛이 그다지 이질적이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주요 관심
사는 음식 그 자체에 있었지만, 음식에 이미지를 엮고 소비자들에게 다
가가는 방식도 흥미로웠다. 음식들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기도 했지
만, 나의 편협한 중화권에 대한 인식을 깨는데도 도움을 주었다. 음식들
을 둘러 싼 역사적 배경 및 사람들의 인식 등의 여러 이야기들이 매우
궁금했지만, 당시에는 도통 아는 바가 없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만의 가정식을 한 번쯤 체험할 기회가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이 들기도 했다.
그래도 이번 답사를 통해 대만에서 체험하고 온 것들은 개인 여행이었
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구족 문화촌과 도교 사원 및 타이베
이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곳에 대한 배경 설명을 알차게 해주신 전경수
선생님과, 여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
려주신 이민영 선배, 그리고 중국어 회화 실력이 탁월하고 중화권 및 대
만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김옥천 선배 덕분에 일천했을 뻔 했
던 경험이 훨씬 더 다채로워질 수 있었다. 또한, 예쁘고 멋진 후배들 덕
분에 대만 답사가 더욱 유쾌했다. 까마득한 후배들인데도 워낙 다들 붙
임성이 좋고 쾌활해서 즐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대만에서 소중한 체험들을 할 기회를 허락해주신 학과에도 감사
한 마음이다.
대만은 매우 매력적이고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나의 미흡한
준비로 인한 이번 답사는 더욱 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
중국어와 현재의 대만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대만
에 다시 오고 싶다. 그 때는 타이베이와 타이중 뿐 아니라 이번에 들르
지 못한 타이난과 가오슝도 반드시 방문할 계획이다. 여러 지역을 다니
면서 보다 다양한 대만의 모습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다.

1부 : 주제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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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은 살아있다

김현지
박나연
박재형
서희경
윤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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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 우리는 왜 박물관에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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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왜 박물관에 가는가 ?
박물관은 ‘전시’의 표본이다. 즉 박물관은 해당 민족과 국가의 역사를
자아 정체적 시각에서 오롯이 드러낸다. 이러한 ‘전시되는 것으로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세기 전으로, 시각 언어로 전시
되는 역사는 근대적 피조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역사가 전시되는 사
회적 장치 내지 제도가 바로 박물관으로, 이는 ‘근대 교육으로 육성된
근대인이 자주 가서 감상해야 할 학교’의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근대
사회에서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 자리 잡고 있다(하세봉, 2010).
또 가네코 아쓰시(2002)는 박물관이 수집품을 모으고 보인다는 근본적
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수집한다’ 또는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말한다. 전시물들이 어떤 일정한 의도에 근거한 가치컨
트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근대박물관은 그 구조로서 이미 정치성을
내재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대영박물관이나 일본의 대동아박
물관 구상을 예로 들면서, 박물관이라는 ‘장치’가 특정 이데올로기에 매
개된 가치를 보급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해 왔음을 이야기한다.
이렇듯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 의미 없는 전시물들을 보
여주는 것이 아닌, 특정한 가치관, 정치적 의미를 지닌 대상들을 보여주
는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문제 안에는 복잡한 권력관
계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닐 해리슨은박물관을 두고 “헤
게모니적 의례가 집행되는 극장이자 근대적 가치와 훈육체계를 촉진시키
는 핵심적인 수단”이라 말한 바 있다(박소현, 2011).
따라서 박물관을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물들의 나열을 보는 것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정치성을 확인해보는 것이며, 그 안에 담긴 가치 체
계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왜
박물관을 연구해야하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 박물관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유물을 보는 것을 넘어, 해당 사회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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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물관을 통해 본 ‘대만’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대만은 중국이라는 국민국가의식(‘중화’라는 문명의식)과 대만
이라는 지역의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만이
집단으로서의 기억과 자기발견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고작 최근의 일
이다. 1997년 교육부가 400년의 대만 역사를 다룬 <인식 대만> 과목을
설치했다는 것은 대만이 자신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찾아 나선 좋은
징표가 된다. <인식 대만> 등장 이전에 대부분의 대만인들은 ‘우리가 누
구인가’를 굳이 되새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본토 수복을 꿈꿨던
국민당에게도 대만은 중국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 항일
문학운동에서 일본어를 대체할 언어가 북경어냐 대만어냐를 둘러싸고 일
어났던 논쟁이나, 일제에 편입 되어 중국에 맞서는 전쟁을 치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방 이후에는 중국의 통치하에 놓인 경험에서 오는 환
영과 불안의 감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만인들은 본인의 고유한 아이덴
티티에 대해서 줄곧 고민해온 것으로 보인다.
<인식 대만>의 등장과 함께 ‘대만 아이덴티티’가 형성되기 시작했지
만, 대만사회만의 독특한 현실인 종족문제는 또 다른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 <인식 대만>에 따르면, 오늘날 대만에는 원주민, 민남인, 객가
인, *외성인(1949년 전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해 대만으
로 건너올 때 함께 건너온 사람들)이 4대 종족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
들은 본성인 대 외성인/ 원주민 대 한인 / 객가인 대 민남인 구도를 형
성하며 다차원적인 종족집단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 어떤 구도는
어떤 종족에게는 의미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본성인 대 외성인 구도
로 형성된 ‘대만 아이덴티티’는 원주민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
게 된다. 원주민에게는 본성인과 대만인 모두 이주민으로 여겨질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 아이덴티티’를 추구할 때 최대다수의 언어인 민남
인의 ‘대만어’가 주된 언어로 선택되지만, 이 때 객가인은 자신들의 언어
가 무시되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된다. 한편, 과거 우월한 지위를 누리던
외성인도 경제발전과정에서 점차 소외되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더욱
결집하고 있다. 이처럼 대만의 복잡한 종족 현실은 정체성의 형성을 어
렵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인에 의한 대만연구는 1980년을 전후하여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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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 광복 후에도 대만사에 관한 연구는 금기의 영역이었다. 본
토 수복을 꿈꾸는 국민당에게 대만은 중국의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말 정치개혁운동을 거치고 나서야 역사적 사고가 중국에서 대
만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부터 대만 역사학계에서는 현재의
대만은 중화문화의 내지화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주장인 ‘내지화론’과 현
재의 대만은 불안정한 이민사회에서 안정된 토착사회로 전환되며 완성되
었다는 주장인 ‘토착화론’이 팽팽히 대립하였다. 한편, 대만의 중국사 연
구 또한 자문화 연구에서, 타자에 대한 연구로 성격이 전환되고 있다.
대만연구의 붐은 대만사와 중국사의 구분을 명확하게 만듦으로써 비로소
중국을 대상화시켜 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한 예로, 1995년 설립된 대
만역사학회의 핵심 주장은 ‘대만의 주체적 역사관을 갖고, 대만의 관점
으로 중국사를 연구하자’는 것이었다. 대만 내에서 중국의 자문화중심주
의적 역사관을 비판하는 연구가 나오는 것이나, 중국사 연구의 의의를
대만사회의 이해에 두는 것, 대만 원주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역시 대만의 역사를 중국과 분리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
다.
대만은 최근에 들어서야 ‘우리가 누구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나라이
다. 대만은 중화문명과 자신들을 구분하여 ‘대만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
시작했지만, 복잡한 종족현실은 정체성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들이 세운 박물관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파악하
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박물관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가치관을 상
징하고 확인하고 홍보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은 박물관에도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고 상호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또
한, 대만의 박물관에서 우리는 대만인의 눈으로 본 대만역사와, 청, 일본
에 의해 기록된 대만 역사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며, 전시가 중국사를
어떻게 묘사함으로써 중국을 대만과 구분 짓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대만 박물관과 전시의 정치학 –3대 박물관을
중심으로」 (하세봉, 2010)에서 저자는 정치적 상황, 박물관과 관련된 문
화정책, 그리고 박물관 관장의 정치적 배경이나 학문적 경력 등을 추적
하여, 정치와 박물관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
로 박물관 전시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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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50 : 탈식민화 - 중화문물의 보존과 수집
1960-70 : 중화문화부흥운동 - 중화문명의 선양과 보급
1980-90 : 탈중국화로의 과도기 - 전시의 다원화
1990-현재 : 탈중국화 및 대만화 - 대만본위의 전시
저자에 따르면, 각 시기의 정치적 특징과 박물관 전시 양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았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역사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박물관
의 전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연구했지만, 우리는 탈 중국화 및 대
만화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춰, 대만이 규정하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한다.
3. 대만 3대 박물관
1) 국립 고궁 박물관
(1) 박물관 개요
대만의 국립 고궁 박물원은 중국 왕실의 보물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중 하나로, ‘중국 5천년 역사를 보려면 북경이 아닌 대만으
로 가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국립 고궁 박물원은 현재 매년 250만
명이 찾아오는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박물원의
풍부한 소장품들은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 유명세에 맞게, 박물원 입구에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박물관 안내서가 준비되어 있었다. 안내서는 ‘고궁 소개’
라는 제목 아래 국립고궁 박물원의 간략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었다. 이
에 따르면, 고궁이라는 이름은 국립 고궁 박물원이 1925년 베이징 자금
성에 설립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고궁의 문물들은 1931년 일본의 침략
전쟁을 피해 내륙의 서남쪽 먼 후방으로 임시 이전된 후, 1949년에 내
전이 발생하면서 국민당 정부에 의해 중요문물 60여만점이 대만으로 옮
겨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1965년 타이베이 스린 와이상
시의 현재 위치에 새 건물이 지어지면서 고궁박물원이 복원된 것이다.
박물원의 소장품은 중국 송대(宋代)와 원대(元代), 명대(明代), 청대(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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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 등 네 왕조의 궁정유물을 계승한 것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당
한 규모를 지니고 있다. 은허(殷墟)의 출토품을 포함한 청동기, 옥기, 시
대별 서화, 도자기, 자수, 문방구, 문헌 등 다양한 문물을 소장하고 있
다. 박물원은 양적으로도 엄청난 양의 소장품을 자랑하는데, 그 수가 너
무 많아 유물을 연중 수차례 교체하며 전시하고 있다.
국립 고궁 박물원은 신축한 이래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와 인원을 확대하고 통합하였으며 다섯 차례의 확장공사를 통
하여 현재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6년 새롭게 개장한 고궁박물원은
신석기 시대부터 근래 중화민국 시대까지 60만 점이 넘는 유물을 소장
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보면 기물 4만6,100점, 서화 5,526점, 도서문헌
54만5,797점과 원 중앙 박물원 소장품인 기물 1만1,047점, 서화 477점,
도서문헌 38점 등 소장품의 수가 총 60만8,985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 유물의 수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국립 고궁 박
물원의 홈페이지는 61만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반면,
안내서에서는 69만점 이상을 소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1) 그 수가
어떻든 간에 박물원이 실로 방대한 양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음은 분명하
다. 이 중 한 번에 전시 가능한 전시물의 숫자는 약 6,500여 점으로, 박
물원은 3~6개월마다 유물을 수시로 교체해 전시하고 있다. 박물원은 국
립 고궁 박물원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타이완에 뿌리를 내리는 50여 년의 세월동안 국립 고
궁 박물원은 현대화된 국제적인 박물관으로 발전하였습
니다. 그간 지속적인 시설과 설비의 확대, 기술의 향상
뿐 아니라 유물 수집에도 힘써 현재 보유한 소장품은
69만점을 넘어 세계적으로 황하문물 소장에 있어 단연
첫 손에 꼽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국가의 소장
품 정보화 과학 기술 계획에 적극 참여한 결과 고궁의
문물은 앞선 전산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면모를
갖게 되었으며, 더욱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전시가 가능
함으로써 문화 창의 발전상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새
1) http://www.npm.gov.tw/ko/Article.aspx?sNo=03001513, 국립 고궁 박물원 홈페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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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박물관으로서의 다원화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미래의 국립 고궁 박물원은 황하
문명을 핵심으로 삼고 타이완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것입
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국립 고궁 박물원은 황하문물 소장에 있어 명
실 공히 일인자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방대한 양의 소장품
을 바탕으로 세계적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립고궁 박물관 전시관 소개
(a) 전시의 구성
고궁 박물원의 전시는 3개월 간격으로 변경된다.
우리가 고궁박물원을 방문했을 때 전시의 대략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층
서관 : 테마 - 전시안내 로비, 도서문헌 특별전시실, 황실 소장품, 다보
격, 가구
동관 : 테마 - 불교조각, 도서문헌 특별전시실, 종합 특별전시실
101 자비와 지혜 - 종교 조각예술
103, 104 도서문헌 특별전시실
106 자자손손 영원한 보물 - 청대 황실 문물 소장전
108 귀족의 부귀영화 - 청대 가구전
2층
서관 : 서화 - 서화 특별전시실
동관 : 기물 - 도자기 상설전, 기물 특별전
201, 205, 207 흙으로 빚어낸 조화 – 중국 역대 도자기전
202, 204, 206, 208, 210, 212 서화 전시관
203 기물 특별전시실

대만답사보고서 ‘彩’

23

3층
서관 : 기물 - 조각품 상설전시실, 옥기 상설전시실, 취옥 배추
동관 : 기물 - 기물 특별전시실, 청동기 상설전시실, 모공정
300 청동기 공예의 수수께끼
301 종과 정의 명문 - 한자의 원류
302 하늘과 사람이 이뤄낸 조화 - 오묘한 옥조각
303 기물 특별전시실
304 장인의 마음과 천상의 솜씨 - 명 청 시대 조각전
305 307 청동예기의 광채 - 중국 역대 청동기 전시
306 308 하늘과 사물의 이치를 찾아서 - 중국 역대 옥기전
(b) 몇몇 전시에 대한 설명
108 청대 가구전
Splendors of Qing Furniture 청 가구의 훌륭함
가구는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복합된 예술이다. 중국 가구의 발전은
15C에서 17C 사이에 절정을 이루었다. 이때 목수들은 그 견고함과 세밀
함 때문에 ‘자단(zi-tan)’과 ‘비단(huang-hua-li)’ 이라는 목재를 선호하
였다. 학자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공예가들은 우아한 붓놀림을 모방한
형태의 가구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명대의 가구 양식은 간결하지만 우
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갔다. 18C에는 궁궐 가구 수요의 급증에
따라, 황제들의 선호가 가구 양식에 반영되어 더욱 장엄해지고 화려해졌
다. 또한 서양적인 미의 요소가 도입되어 세심함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공예가들은 더욱 뛰어난 기술들을 발전시켜나갔다.
국립고궁박물원은 자단으로 만들어진 가구들을 소장하고 있다. 자단은
항상 그 견고함을 높이 평가받아왔다. 비록 비단만큼 빛나거나 아름다운
색을 띠지는 않지만, 자단은 맑고 안정감을 준다. 같은 재목을 사용한
가구들도 완전히 같은 것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다. 17C부터 19C까지 매
우 다양한 양식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구는 여러
가지 양식들이 함께 짜 맞춰진 근대적인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시는 두 가지 상보적인 구조로 가구들을 배치했다. 하나는 삶의 공간

24

대만답사보고서 ‘彩’

안에서 보다 역동적으로 배치한 것이고, 하나
는 학자의 집무실에서 보다 정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청대 그림들에 남아있는 청대의 삶을
참고하여, 당대의 그림과, 서예, 수집품들이 공
간 안에서 가구와 함께 배치되었다. 유리 안에
가구를 단독적으로 전시하는 대신, 다양한 물
건들을 가구와 함께 둠으로써, 우리는 본래 가
구들이 놓여있었던 공간을 상상해볼 수 있다.

201 205 207 흙으로 빗어낸 조화 – 중국 역
대 도자기전

waisted rectangular stands with leaf
patterns, Ching Dynasty (1644-1911)

The Magic of Kneaded Clay - A History of Chinese Ceramics
이 전시는 중국의 역사 안에서 도자기의 발전을 보여준다. 다양한 도
자기를 통해 우리는 도자기가 각기 다른 가마에서, 각기 다른 시대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 수 있고, 또한 어떻게 공식적인 양식이 형성되어
갔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전시는 5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다.
1.도자기
2.신석기에서 5대까지
3.송에서 원까지
4.명
5.청
먼저 ‘도자기’ 영역은 다양한 도자기들을 소
개하는 영역이다. ‘신석기에서 5대까지’ 영역은
원시시대에서부터 더 발전한 시대까지 도자기
의 발전을 보여준다. ‘송에서 원까지’ 영역은
일상적인 미의 관점을 통해 다양한 도자기들의
양식과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명’ 영역은 징더
전(Jingdezhen) 황실 가마들의 설립을 설명한
다. 도자기 제조는 국가사업이 되었고, 각 지역

Pottery figure of ladies playing polo
game in sancai tri-color gl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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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간 가마들은 시장 점유를 위해 경쟁하였다. ‘청’ 영역은 어떻게 세
황제인 강희(Kangxi), 옹정(Yongzeng), 건륭(Qianlong)이 황실 가마들
에 도자기 제조를 개인적으로 명령했는지 보여준다. 이 시기에는 공식적
인 양식의 영향이 절정을 이루었다. 왕조가 기울어가면서, 청 후기 도자
기들에 민속공예 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자기는 인간 활동 영역의 증거가 된다. 관람객들로 하여금 중국 도
자기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해하게하는 것 외에도, 이 전시가 더 많은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피드백을 유발해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기를 바
란다.

300 청동기 공예의 수수께끼
The Mystery of Bronzes
박물관의 소장품은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고대의 기
술 개발의 영광스러운 업적을 보여
준다. 우리가 이 유물을 감상할 때,
우리는 고대인의 지혜와 창의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유물 자체
는 탐사이기도 하지만 예술이기도
하다. 고대 문화의 창조적 프로세
스를 이해하는 것은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
X-rays of various bronze object

청동기 시대는 문명의 발전에 이

정표일 뿐만 아니라, 기술의 응용의 첫 번째 표시이다. 이 전시회는 청
동 유물이 광상의 발견에서, 추출, 제련 및 주조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
방의 과까지의 기술을 소개한다. X-선과 같은 현대 기술을 사용하여, 우
리는 청동 유물의 구조에 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 전시는 고대 기술 공예의 정교함과 업적을 보여줄 것이다.
302 하늘과 사람이 이뤄낸 조화 - 오묘한 옥조각
Art in Quest of Heaven and Truth — Chinese Jades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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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s
옥은 시원하고 단단하면서, 우아하게 아름답
고, 보기에는 부드럽게 따뜻하다. 이 같은 요소
는 긴 시간을 견디고, 깊은 감정과 중국 사람
들의 생각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잘 전달하는
개체이다.
7천 년 전에, 우리의 조상은 미와 영원의 돌
인 옥을 채취하는 것이 삶의 수고라는 것을 알
았다. 봄의 햇살처럼 반짝이는 광채는 진기
Jinqi(활력이나 에너지)가 많다고 믿어졌다. 아
름다운 옥은 음과 양의 개념을 양방향 원이나 Jade Pig-dragon
입체적 사각형으로 표시하여 이신론과 조상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기호로 썼다. "자연을 모방하는 유물"에서
태어난 “궁합”의 힘을 통해 그들은 희망 "궁합"의 힘은 생물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인간을 만든 최고신과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초기 정령 숭배
신앙에서 나온 것이 중국의 독특한 드래곤과 피닉스의 문화가 되었다.
인문주의는 시간과 사회 발전의 흐름과 함께 도래했다. 옥이 조각된
모습이 점차 정령 속성에 멀어지고 용, 봉황, 호랑이, 또는 독수리와 같
은 동물의 모형을 띄게 되었다. 이는 한 가문의 영적 상징이나 타고난
미덕을 상징했다. 이는 후에 자비, 정직, 지혜, 용기와 청렴과 같은 유교
적 가치로 해석되기도 했다.
여섯 왕조와 수나라, 당나라 시대 때에는 중국 옥 예술이 외국으로부
터 영향을 받았다. 옥의 정령이나 유교적인 의미에서부터 자유로웠던 송
나라와 원나라의 지식인들은 자연과 인간 모두에 대해 치열히 숙고했다.
그들의 예술은 리얼리즘과 궁극적 진실에 도달하는데 그 목표가 있었다.
리얼리즘이 있었는데도, 정치적 정통성에 의거한 고문체는 옥의 골동품
스타일을 대중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옥 조각은 송나라, 원나라 문화
의 정수로 평가된다.
명나라와 청나라 왕조의 세련미의 시대로 예술 및 공예가 발전한 시기
이다. 이는 명나라 중기 때 시작하였고, 남쪽 양쯔 강의 지역은 큰 경제
적 번영을 주었다. 옥 조각은 지식 계급과 부유한 상인의 후원 아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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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고 우아하게 발전하였다. 청나라 시기에는 황실의 취향에 힘입어,
옥 조각은 전례 없는 번영하는 기간을 맞이했다.
거의 8세기 개발 전반에 걸쳐, 옥 조각은 먼저 하늘을 경외하고 조상
숭배는 중국의 종교 윤리를 구현했다. 다음으로 양식과 정신을 추구하는
예술은 사물의 본질적인 성격을 추구하는 중국학자의 학문적 유산을 보
여준다. 두 가지 개념은 우리의 국가적 성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늘
과 진리의 탐구의 예술인 옥의 가장 깊고 심오한 의미를 나타낸다.
303 기물 특별전시실
정신과 육체를 들어 올리다; 코담배
병 속의 예술과 문화 Lifting the
spirit and body: The art and
culture of snuff bottles

Gold agate-inlaid snuff box

코담배는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원조이다. 코담배는 담배 잎이 가루

로 갈아진 것으로, 꽃이나 다른 향이 추가된다. 발효된 후 코담배는 밀
봉되어 숙성을 거친다. 태워서 연기를 흡입하는 말린 담배와는 다르게,
코담배는 콧구멍을 통해 곧바로 냄새를 맡는다. 재채기를 유발하는 자극
적 효과와 독특한 향 때문에, 코담배는 비관을 깨끗이 해준다고 여겨졌
다.
16세기에, 코담배는 의학적 효과를 위해 주어진 이국적인 물건이었다.
유럽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코담배는 빠르게 사회 통치계급에 받아들여졌
으며, 왕족, 귀족, 심지어 교회도 포함되었다. 17세기엔 의학적인 기능뿐
만 아니라 상류층에서 사교적 교환의 매개로도 가치를 인정받았다. 프랑
스의 루이 14세 통치 기간에, 코담배는 유행의 정점을 찍었으며,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바로 이 시기에 코담배를 담아두기 위한 상자가 귀중
한 장신구가 되어 인기가 있었다. 화려한 장식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드
러냈던 것이다. 값나가는 재료들과 뛰어난 기술로, 코담배 상자는 당시
유럽의 유행과 사치를 보여준다.
17세기 중반부터 시작하여 서양의 코담배 소비 유행이 중국으로 번져
갔다. 코담배는 정치적 인 선물 주기에 쓰였다. 유럽의 선교, 사절,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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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방법으로 청 왕조에 유입된 코담배는 황제만큼이나 유명해졌다. 중
국에서 코담배를 들이마시는 것이 새로운 유행이 되었으나, 기후와 습관
차이로 인해 유럽의 코담배 상자는 사용하기에 부적합했다. 대신 황제의
귀중한 골동품이 되었다. 강희제의 통치 아래에, 황실에서는 코담배 병
을 제조하기 시작했다. 작은 입구, 큰 몸, 작은 숟가락이 함께 있는 마개
로 이루어져 휴대하기 쉽고, 공기 차단이 잘 되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였다.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통치 동안 서양의 법랑그
릇 채색과 유리 제조기술이 다양한 형태의 장식과 능숙하게 결합되어 매
우 독특한 코담배 병을 만들어냈다.
건륭제 때 작고 정교한 코담배 병은 이미 유행이 되어 다양한 손기술이
적용되었고, 축소 모형도 나타났다. 그 당시에 이미 재료의 사용, 형태,
기술은 솜씨나 디자인 면에서 정점에 달했다. 동시에, 코담배와 그 병은
청 왕조 아래서 사회적 상호 작용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코담
배 병이 집에 장식용으로 쓰였든, 선물이나 보답으로 쓰였든 모든 경우
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며 고상한 취향을 상징했다. 또한, 중국식 코담
배 상자는 서양식 코담배 병에 중국 황실의 취향을 덧붙인, 동양과 서양
의 요소를 녹여내었다.
이 전시는 네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서양에서 온 것: 유럽의
코담배 상자”, “새로운 발전: 청 궁정의 코담배 병”, “유행이 되어 퍼지
다: 화려함의 경쟁”, 그리고 “취향의 수렴: 사회, 문화적 교환”이다. 관
련 소장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담배 상자와 병이 포함되어, 청 궁정이
유럽 식 코담배의 유행에 반응하여 독특한 코담배 병 문화를 만들어냈는
지 볼 수 있다. 동시에 중국과 서양의 최고의 손재주가 담긴 코담배 용
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305 307 청동예기의 광채 – 중국 역대 청동기 전시
의례용 주조의 탁월성- 중국 청동기의 역사 Rituals Cast in Brilliance
–Chinese Bronzes Through the Ages
중국의 청동기 역사는 하(夏)왕조(기원전 2070~1600년 경) 후기부터
시작하여 상, 서주, 동주 왕조에 이르기까지 약 1500년간 지속되었다.
진, 한나라 때 철기가 등장한 이후로도 청동은 계속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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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방면에서, 상과 주 왕조는 중국 문화의 형성에 있어서 중대한 요
소였다. 정치적으로, 인본주의적 의식의 급성장과 함께 제정일치의 통치
는 종교적 의례와 예에 따른 통치로 전환되었다. 물질적으로는, 청동 제
련과 주조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례 그릇과 무기류는 새 시대를 맞이했
다. 획기적인 손재주와 기술 덕에 산업 상 폭넓은 번영을 이룬 것이다.
정신적으로, 국가의 주요 사안인 숭배와 전쟁을 목적으로, 조상뿐만 아
니라 신들에 대한 경이와 영적 교감을 다양한 모양과 패턴의 의례용 청
동기를 통해 전달했다. 또한, 청동기에는 그 청동기가 만들어진 의례 행
사가 새겨져 기록되었다. 축제 의식, 군사 행동, 보상과 수여 의식 등이
있다.
그 먼 옛 시대엔 통치계급만이
권한을 가지고 귀중한 청동 그릇을
사용할 수 있었다. “숭배와 전쟁은
국가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
제”라고 여겨졌다. 청동은 주로 무
기류와 함께 의례용으로 주조되었
다. 조상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혈
국립 역사 박물관 입장 티켓

통의 축복을 위해 제물을 바치기
위함이었다. 특정 의식에서 쓰인 청
동기의 배치와 수량을 통해, 그 의
식을 주최한 상류층의 사회적 지위
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청동기는 상, 주 왕조의 귀족층에게

Ding cauldron to Ji from his grandson

가장 중요한 의례 물건이었다.

2) 국립 역사 박물관
대만 타이베이시 식물원 안에 5층 구조의 중국식 전통 건물로 세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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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55년에 설립되었다. 개봉(開封)

의 허

난성 박물관에 있었던 허난성의 신정

(新鄭)

및 휘(輝)현 출토의 청동기, 무기를 비

롯 해

옥기, 3채명기, 도자기, 아조(牙彫), 가

구 등

을 소장, 진열하고 있다. 이층은 현대미

술 의

전람회장으로 되어 있다. 원래는 하남

박물관

의 지방색이 풍부한 수집품 위주였기

때문에

그 유물들이 있는 것이며, 현재는 예술

계 와

교육계에서 중시하는 예술문물의 소장,

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금승문 토기, 한나

라 녹

채도기, 육조 무악용 및 당삼채, 갑골, 칼전 팜플렛 2

청 동

기, 옥기, 자기와 문헌 등 진귀한 문물

이 소

장되어있다.
참고로 부산박물관은 타이완 국립역사박물관의 문화교류 35주년을 기
념하고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10월 8일 ‘포모사 : 타이완 문화’ 전
을 개막했다고 한다. 타이완을 테마로 한 전시로, 중국대륙으로부터 유
입된 한인 이주민들이 타이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생활문화와
토착 원주민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역사박물관에서 중국대
륙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겠지만, 타이완 자체만의 역사를 주목하고
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박물관은 매우 작았고 둘러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박물관의 1층은
불교 특별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교는 인
도에서 와서 중교 및 중화에 많은 영향을
준 종교이다. 이러한 불교의 발전은 불교 예
술까지 함께 발전하는 결과를 낳았다. 2층은
국립 갤러리로 사용되는데, 매 월마다 다른
전시를 하고 있다. 우리가 갔을 때는 ‘칼전’
을 하고 있었다. 팜플렛이 모두 중국어로 돼
있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2층에서
칼전 팜플렛1

는 주로 동시대 또는 현대의 예술을 다루고
있다. 대만의 예술 뿐 아닌 국제전까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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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하고 있다. 3층은 주로 Huaxia(고대 중화) Artifacts에 대한 것이다.
고대 중국 문화는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

국립 대만 박물관의 티켓

나이고, 잘 보존되어 현존한 문화중 하나이
국립대만 박물관의 전경

다. 이 곳은 총 400피스 이상의 전시를 보

여주고 있으며, 선사시대와 현대 중화민국까지 모든 세기를 다루고 있
다. 특히 상과 주왕조의 동(bronze), 한과 당왕조의 토기, 다른 종교적인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4층은 주로 특정 테마 전시이다. 2층과 더불어
역시 다양하고 혁신적이며 융통성 있는 갤러리이다.

3) 국립 대만 박물관
1) 박물관 내부의 특징 및 전시내용
(a) 박물관의 발전과 건축양식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으로, 1908년에 세워졌다. 일본 정부는
북-남 철도 개통을 기념하려고 타이완 총독부 박물관을 1908년 10월 24
일에 세웠다. 초기엔 소장품이 1만 점이 넘었다. 1915년, 228 평화공원
에 새로운 박물관 건물이 완성되었다. 일본이 타이완을 식민 지배했던
기간 동안 가장 뛰어난 공공 건축물 중 하나였다.
1949년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넘어온 이후, 박물관은 교육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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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아래에

있었으며,

“타이완

지방

박물관(Taiwan

provincial

museum)”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99년에 박물관은 중앙 정부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지금의 명칭인 “국립 타이완 박물관”으로 바뀌었다.
이름은 바뀌었으나, 전쟁에서 살아남고 정부의 변천을 겪은 이후에도 여
전히 그 자리에 서있는, 유일한 일제 식민 시대의 박물관이다.
박물관 건물은 1915년에 건립되었다. 일본인 건축가는 이치로 노무라
(Ichiro Nomura)였으며, 건축 작업은 타카이시(Takaishi) 그룹을 비롯
한 업체에서 진행했다. 박물관의 건축 양식은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했던
도리아 양식이다. 웅장한 중앙 돔은 30미터 높이로, 전체 건물의 중심이
다. 건물의 전체 구조는 강화 콘크리트와 무게를 지지하는 벽돌 벽이 합
쳐져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부 장식 재료는 일본에서 수입하였는데, 아
카사카의 검은 대리석과 미토의 감홍(염화 수은)이다. 나무는 대부분 타
이완의 사이프러스이다.
박물관이 처음 지어졌을 땐 기술이나 재료 면에서 모두 타이완과 어울
리지는 않았다. 수준 높은 실력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형체와 우아한 조
각 덕에 박물관은 90년이 넘도록 타이완의 현대식 건축의 상징으로 여
겨져 왔다.
서구 건축 양식이 조합된 박물관 건물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설계되었
다. 앞은 북쪽과 관전로(館前路)를 바라보며, 뒤는 남쪽의 228 평화공원
을 향해 있어서 박물관에서 공원을 바라볼 수 있다. 또한, 타이완의 여
름은 아주 더운데, 남-북향과 직사각형 모양 덕에 건물이 서쪽과 맞닿은
지역이 줄어든다. 이는 건축이 도시 계획적이며 기후까지 고려했음을 보
여준다. 주 출입구와 홀은 건물의 중심에 위치한다. 양 편에 있는 전시
장은 중간에 base기능을 하는 홀이 있으며, 대칭적이다.
건물의 외부는 고대 그리스 양식이다. 정문은 고대 그리스 신전을 본
따 만들어졌다. 주요 특징은 계단, 거대한 도리스식 기둥과 정교한 꽃과
잎 무늬가 있는 박공이다. 로마식 돔과 함께 엄숙하고 웅장한 이미지의
권위가 만들어진다.
중앙 홀은 건축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32개의 기둥은 이오니아 양식과
코린트 양식이 절충된 혼합 기둥이며, 위쪽에는 아칸서스 잎 모양과 소
용돌이 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중앙 홀에서 위를 쳐다보면, 돔 천장에
채색된 하늘빛을 볼 수 있다. 장식적으로 훌륭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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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을 들일 수 있다. 햇빛이 곧장 들어오면서
천장의 통해 다양한 색으로 퍼져 바닥으로 쏟
아지는 모습은 웅장하고 아름답다.
홀의 양 옆에 있는 벽감에는, 박물관이 지어
질 당시 총독, 시 장관이었던 고다마 겐타로
(Kodama

Gentaro)와

고토

신페이(Goto

Shinpei)의 청동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두 사
람의 가문 상징을 합한 무늬 역시 1층 계단의
기둥 기반에 장식되어 있었었다.
타이베이 기차역 앞에 20세기 초반부터 있
국립 대만 박물관의 내부

어 온 박물관은 청 왕조 시기 타이베이의 동
서, 북남의 교차로에 위치한다. 우아하고 장엄

한 건축 양식, 다양하고 풍부한 전시와 소장품, 그리고 중심부에 위치한
점 때문에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다. 1998년에는 내무부에서 박물관을 역
사적 유적으로 지정했다. 식민지 시기 총독부 박물관에서 오늘날의 ‘국
립 타이완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타이완의 역사를 목격해왔으며 이
땅의 자연 환경과 문화의 모든 부
분을 기록해왔다. 박물관에서 타이
완의 발전과 문화, 지질학, 동식물
군의 다양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예전

타이완

토지은행

(LBOT) 본부가 일본 칸교 은행 타
이베이 지사가 있었던 자리에 위치

국립 대만 박물관의 천장 중앙 돔: 30미터 높
이로, 전체 건물의 중심이다.

해 있었다. 본부 건물은 다양한 신
공법, 건물 시스템, 설비, 재료 등이 사용되어 1933년에 완공되었다. 전
후 LBOT가 세워지고 일본 칸교 은행 타이베이 지사로 이동한 것이다.
1991년 내무부에서는 그 자리를 역사적 장소 3위로 지정했다. LBOT와
타이완의 협력 아래 복구 작업이 2007년 1월에 시작하여 2009년 11월
에 마무리되었다. 마침내 ‘국립 타이완 박물관 토지 은행 전시장‘이
2010년에 다시 열렸다.
오늘날 박물관은 설립 당시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타이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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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역사, 종과 자연 현상에 초점을 둔 수집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로 주제가 있는 전시들, 교육 활동, 출판과 다양한 협력 계획들을
진행한다. 2006년엔 비즈니스와 목표 면에서 재보수를 거쳐 4개의 특화
된 부서를 만들었다. 연구부, 소장품 관리부, 교육부, 전시 및 입안 부
로,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적 효과를 성취하기 위함이다.
(b) 역사와 인종 집단
타이완에서 인간이 활동한 역사는 2~3만 년 정도지만, 이 섬나라에선
다양한 부족과 전통 문화가 발전해왔다. 인류학적으로, 타이완에서 “인
류의 이야기”가 이어져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고대 문명들과는 다르게, 타이완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 하지만
인종 교류와 문화적 접촉이 빈번했다는 특징이 있다. 인류학 수집품은 4
만 점 가량이며, 그 중 상당량이 현 시대 이전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들
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타이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간 화석
“Tso-Chen Man”과 신석기 시대에 대북 지역의 농경문화를 보여주는
“원산 문화 유적”은 모두 박물관의 중요한 선사시대 물품들이다.
타이완의 문화적 다양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원주민들이다. 그들
에 관한 인류학적 수집품이 7,000점이 넘는다. 20세기를 통틀어, 그 수
집품들이 타이완에서 가장 오래되고 완전할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전
통 문화를 가장 잘 보여준다. 타이완 역사에서 인종 접촉은 여전히 빈번
하다. 16세기부터 일본, 독일, 스페인 사람들이 타이완으로 왔으며 수집
품에서 그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1945년 이후, 수집품의 범위는 남 중국과 타이완 한족의 민속으로도
확장되었다. 1950년대 이후 북아메리카 인디언 유물과 타이완 중심부의
안-리 핑푸 마을(An-Li Pingpu Village) 또한 포함되었다. 일본 식민지
배 시기에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수집한 유물들과 함께, 타이완
의 인류 활동을 보여주는 방대한 수집품을 구성하고 있다.
(c) 지질학적 역사와 광물들
1970년, 타이완 패류학회가 박물관 큐레이터였던 리우얀(Liu Yan)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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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의로 설립되었다. 박물관 내의 학회는 당시 중요한 연구소로서 국
제 학계에서 명성을 얻고 상도 수상했다. 1971년, 화석 조각들이 타이난
에 있는 좌진(左鎮,Zuozhen)지역 채료(菜寮, Tsai liao)강 바닥에서 발
견되었다. 박물관에서는 팀을 조직해 유물을 복원하고 많은 코뿔소 뼈
화석들을 발굴했다. 그 화석들은 중국 코뿔소의 아종으로 판명되었다.
이 발견은 타이완 고생물학 연구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다.
지구과학 수집품은 4 가지 범주로 이루어져있다. 어류, 연체동물, 화
석, 광물이다. 어류와 광물 수집품이 가장 비중이 크다. 특히 지방 어류
와 연체동물의 생물학적 유형별 표본은 중요하게 취급된다. 화석의 경
우, 팽호 해협(penghu channel)에서 발견된 거대 포유류의 화석과 채
료강 바닥에서 발굴된 화석이 있다. 이 수집품들은 타이완의 환경이 지
질의 제4기 초기부터 위대한 변화과정을 거쳐 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미네랄 수집품은 북투석(北投石)과 팽호의 결 있는 돌 등이 있다.
(d)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식물, 동물과 미생물 등 모든 생
물의 다양함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 단계로 이
루어진다.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이다. 이 세
가지가 모여 지구 상 생명을 형성한다.
36,000 평방km밖에 안 되는 타이완은 다양한 자연 현상, 지형, 기후와
식생이 존재한다. 그래서 생태계가 열대부터 고산성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다. 타이완은 높은 비율의 지방 고유 종과 아종으로 유명하다.
1908년부터, 수집품은 9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포유류, 조류, 양서
류, 파충류, 갑각류, 곤충, 식물, 암석층과 모형이다. 곤충 표본이 가장
많고, 조류와 동물 표본은 특별한 것들이 많다. 종, 아종과 고유 동식물
을 포함한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인 동물들도 있다. 이러한 표본들은 생
물 다양성이나 둥물 관련 연구에 아주 중요하다.
(e) 보존과 디지털화
최근에 수집품들에 관해 박물관에서는 보존과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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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 2003년에 현대적 기술을 이용한 보존 사업을 위해 스튜디오가
설립되었다.
수집품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디지털화 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가고 있다. 자연의 역사에 관한 지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박물관에서
는 디지털 수집품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f) 기타 : 고다마 겐타로와 고토 신페이 청동 동상 전시관(The
exibition room of bronze statues of Kodama gentaro and Goto
shinpei)라는 안내장 : 이 안내장에는 박물관이 세워진 이유와 당시 상
황들이 더욱 상세하게 나와 있다. 특히 대만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일본
과, 이후 대만으로 들어온 국민당 세력의 관계에 대해 박물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대만 정부와 중국, 일본의 관계, 대만인
들의 역사적 인식과 정체성 문제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고다마-고토 기념관으로서의 박물관 역사
1908년에 타이완 총독의 사무실로서 처음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것 같다. 이 안내장에는 그 과정이 세세하게 설
명되어 있다. 처음 타이완 총독부는 민정 사업 기관의 부속 박
물관을 설립했다. 그것이 바로 타이완 총독부 박물관으로 불렸던
초기 형태였다. 이후 그 건물은 지어진 지 7년 만에 2차 세계대
전으로 파괴되었다. 다시 지을 때 총독 고다마와 사령관 고토
기념관으로서 완성된 것이다.
1913년 4월 1일부터 1915년 3월 25일에 완공된 고다마-고토
기념관에는, 완공 한 달 후 두 사람의 청동 동상이 1층 벽감에
세워졌다. 완공된 해 5월에, 고다마-고토 기념 건축위원회 위원
장은 기념관 건물을 총독부에 박물관으로 쓰라고 헌정했다.
일본이 타이완을 식민 지배하던 초기에, 타이완 총독부의 예산
은 빡빡했다. 기념관 건설에 들어가는 돈을 댈 만한 상황이 아
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외부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안내장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대로 옮겨보겠다.
“1906년 만들어진 고다마-고토 기념관 건설 위원회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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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모금 활동을 해도 된다고 총독부로부터 허가받았다. 위원회
는 전국에 20개의 모금 부서를 만들었고, 각각에 지역 관리들이
배치되었다. 모든 정부 관리들은 자기의 등급에 따라 정해진 특
정량을 기부하도록 요구받았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세금과 함께
기부금을 냈다. 이렇게 하여 256,101 위안이 모금되었다.”
또한, “위원회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서있는 박물관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함을 표하고 있다.
대체 고다마와 고토라는 인물이 무엇을 했던 사람들이기에 안내장에
드러나는 대만인의 인식이 이렇게 객관적일 수 있을까? 대다수의 한국인
입장에서 볼 땐 일본 세력이 자기들 관리의 기념관을 짓기 위해 국민들
에게 세금과 더불어 돈을 걷어낸 착취에 불과하다. 아마 건물도 남아있
지 못했을 것이다. 고다마 겐타로는 일본의 네 번째 총독이었는데, 1906
년 7월 갑자기 사망했다. 두 달 후, 사령관 고토 신페이는 남만주의 철
도 회사 사장의 지위를 맡기 위해 타이완을 떠났다. 9월 28일, 타이베이
뉴파크 사령관의 이동을 작별하기 위해 관리들이 모였다. 그 때 참가자
들이 고다마-고토 기념 홀 건설을 제안했고, 곧 위원회가 만들어져 건설
과 자금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2) 박물관의 위치와 그 의미
국립대만박물관이 2.28 평화공원 안에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2.28 평화 공원은 예전 타이베이 뉴파크와 같은 것인데, 안내장에서도
왜 박물관이 이곳에 위치했는지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대신 당시 시대상황이 몇 가지 단서를 준다고 한다.
“일제 통치 초기에는, 모든 식민 정부 관리소와 거주지가 타이베이 시
내에 위치해 있었다. 1905년 타이베이 뉴파크 설계 스케치에는 공원이
남북 방향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뻗어 있다. 사실 남쪽 절반(관리소와 근
접한)만이 공원으로서 쓰였다. 당시 지도를 보면, 남쪽 절반은 관리와 지
방 단체들이 썼던 천후궁(temple of heavenly queen) 유적으로 되어
있다. 천후궁은 1911년 여름 계속된 태풍과 홍수로 인해 심하게 파괴되
었다. 타이베이 뉴파크는 사실 기념홀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고다마 겐타로와 고토 신페이 동상이 차지하고 있었다. 공원은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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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정
부 관리들을 기념하고 대중을 교육
하는 기능을 모두 하기에 적합했다.
고다마-고토 기념 홀이 세워지면서
공원이 제 목적을 찾은 셈이다.”
정리하자면 2.28 평화공원의 전
신인 타이베이 뉴파크가 박물관 건
평화 공원 안에 있는 국립 대만 박물관

물보다 먼저 있었는데, 그 위치가
정치적 기념관이나 교육의 장소로

완벽했다. 그 곳에 고다마-고토 기념관이 세워진 건 그 기능을 공식적으
로 인정한 것이다.
2.28 평화공원에 대한 설명을 보자.
“228 기념 평화공원은 처음에 타이베이 공원으로 불리다가 뉴
파크로 이름이 바뀌었었다. 청 왕조의 지배를 받던 시절2) 세
워진, 타이베이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이다. 2차 세계대전 이
후,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을 차지했다. 하지만, 경제적 독점과
부패가 시민들의 저항을 일으켰다. 1947년 2월 27일, 사람들
은 경찰서 앞에 모였으나 군인들의 총에 맞았다. 다음날, 사람
들은 타이베이 공원에 모여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들의 운동을
방송했다. 국민당은 군사력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이후 참가자들을 체포했다. 이 사건에 대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1996년에 공원을 228 기념 평화 공원이라 이름을 바꿨

2) 1661년 명의 유신 정성공(鄭成功)이 부하를 이끌고 타이난[臺南]에 상륙하여 제란디아
성을 점령해서 네덜란드인을 항복시키고 이곳을 항청복명(抗淸復明)의 기지로 삼았다.
그러나 1683년 6월 중국의 통일을 완성한 청(淸)은 타이완에 진격하여 정군(鄭軍)을
무조건 항복시켰으므로 정(鄭)의 타이완 지배는 불과 3대, 23년으로 끝났다. 다음해인
1684년 청은 타이완을 푸젠성에 예속시키고 타이난에 타이완부(府)를 설치하였다. 그
후 대륙으로부터 이민이 격증하여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신천지를 개척하고
1885년 타이완은 하나의 성으로 독립하였다. 청일전쟁(淸日戰爭) 후 시모노세키조약
[下關條約, 1895]에 의하여 213년간 계속되었던 청나라의 통치를 벗어나 타이완은
일본의 최초 해외 식민지가 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타이완은
51년 간 일본 치하에 놓여 있었으며, 1949년에는 중국공산당의 내전(內戰)에 패배한
국민당(國民黨)의 장제스[蔣介石]정권이 타이완으로 이전하여 그 지배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네이버 지식백과] 타이완의 역사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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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희생당한 무고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공원에는 기념비가 세워졌
다. 기념비를 만든 사람 역시 228사건을 겪은 Cgeng Cai Zi(Cheng
Tze-Tsai) 씨다. 그는 1962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 타이완으로 돌아온 후, 그는 타이완 인권 향상과
독립에 기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미국에 방문한 총통 장징궈(蔣經國 |
Chiang Ching kuo)를 암살하려고도 했다.(장징궈는 장제스의 아들로
역대 타이완 총통이다.) 그

이후 그는 20년 간 추방당했다. 기념비에는

228 사건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 가슴 아픈 사건으로부터
무언가 배우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3)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아, 현재 타이완 정치세력에는 국민당 장제스
쪽과 그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또 중국과 일본도 엮이게 되
면, 박물관이 목격하고 있는 타이완의 역사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셈
이다. 박물관 안내장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들어온 국민당 정부는 박
물관 건물을 통제 아래 두면서, 타이완 지방 박물관(Taiwan Provincial
Museum)으로 이름을 바꿨다. 또한 고다마 겐타로와 고토 신페이의 동
상도 창고에 넣어버렸다.”고 한다. 2008년에야 박물관이 100주년을 맞이
하면서 기념 홀에 원래 있던 그 동상들을 꺼내어 대중에게 보여주게 되
었다.
(3) 국립 ‘대만’ 박물관의 대만화
추론해 보자면 타이완 국민당 세력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우호적이지
는 않은 게 분명하다. 또한 중국에게도 마찬가지다. 그에 반해 228 사건
의 시민들처럼 국민당에 저항했던 사람들도 존재한다. 국립 대만 박물관
을 가지고 세세하게 정치적 관계를 따져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박물관이
대만 근현대의 온갖 사건들을 바라보고 겪어왔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
다. 그리고 이제는 각종 세력 간 갈등으로 인해 숨겨지고 과장되었던 사
실들을 대만인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는 듯하다. 그

3) http://eng.taiwan.net.tw/m1.aspx?sNo=0002090&id=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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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점에서 국민당과 관련된 228 사건 평화 공원과, 그 안에 일본 식민통
치의 유물인 오늘날의 국립 대만 박물관이 위치해있다는 점은 꽤 의미가
있다.
박물관의 전시 내용은 대만의 고유한 자연, 인종, 문화 등인데 건축
양식은 일본이 지은 근대식 건물이
다. 초기 설립 목적은 일본의 정치
적 계산에 따른 것이지만 현재는
대만의 3대 박물관 중 하나로서 대
만을 대표하고 있다. 게다가 박물관
을 세운 일본 세력을 국민당이 몰
아내고 들어왔는데, 그 국민당이 주
중정 기념당

인공인 비극적인 228사건을 추모하
는 곳에 위치한다. 이런 점들이 합

해져, 대만을 중심으로 벌어진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곳이라는 평을 내
릴 수 있다.
별첨) 중정 기념당
1975년 중화민국 총통이었던 장제스가 사망하자, 전 국민의 애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1980년에 중정기념당이 세워졌다. 중정기
념당의 이름에서 중정(中正)은 장개석의 본명이며, 개석(介石)은 그의 자
이다. 25만㎡에 이르는 넓은 중정공원 안에 우뚝 선 높이 70m의 기념물
이 중정기념당이다. 기념당 1층에는 장제스 생애를 엿볼 수 있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거대한 장제스 동상은 항상 근위병이 그 앞을 지키고
있다. 중정공원 안에는 중정기념당 외에도 국립 희극원과 국립 음악청이
있는데, 이곳에서 연극과 콘서트를 한다. 공원 조경 또한 잘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며 천천히 둘러보기에 좋다. 현재 중정기념당은 국립국부기
념관, 국립고궁박물원, 용산사와 함께 타이베이 시의 4대 관광 코스로
꼽히고 있다.
(a) 중정기념관의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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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동 동상이 있는 홀
거대한 청동 동상은 메인 홀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다. 동상 뒤에 있
는 벽에는 ‘윤리, 민 주, 과학’ 이라는 문구가 새겨져있다. 이 세 단어는
장개석의 정치사상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윤리는 민주의 원리이며, 민
주는 민권의 원리이고, 과학은 민생의 원리이다. 양쪽 벽에는 이러한 문
구가 새겨져 있다 : 삶의 목적은 인간의 보편적인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며, 삶의 의미는 세계 속의 삶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지탱하는 것이다.
이는 장개석의 동기와 야망을 잘 보여준다. 천장에는 국가의 상징이 웅
장하게 새겨져있다.
(2) 제1전시실
- 평화현의 시코우 - 장개석의 고향인 시코우는 평화 현에서 15km 정
도 떨어져 있으며 산으로 둘러싸여있다. 1000여 가구가 그곳에 살고 있
었다.
- 위타이 소금가게 : 장개석이 태어난 곳이다. 장개석의 할아버지가 운
영하던 상점으로 장개석의 아버지가 이어받았다. 훗날 장개석은 이 가게
의 현판을 직접 써서 달았다.
- 왕 부인과 그녀의 손자 : 왕 부인은 장개석의 어머니이다. 그녀의 손
에 들려있는 아이는 장경국으로, 장개석의 첫째 아들이다. 훗날 장경국
은 대만의 6,7대 총통이 된다.
- 장개석을 돌본 어머니 : 장개석
의 아버지는 장개석이 9살 때 세상
을 떠났다. 장개석의 어머니는 양육
과 교육의 책임을 모두 떠맡았다.
장개석의 덕망은 모두 어머니로부
터 나온 것이다.
- 장개석과 송미령의 결혼 사진 :
송미령은 해외에서 공부했으며 기
장개석 동상

독교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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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장개석은 군인이자 청 왕조의 사람인 까닭에 군
복이나 중국식 옷을 입었다. 그가 양복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 시코우에서 장개석과 그의 가족들
(3) 제2전시실
- 펑루이 학교에서의 장개석 : 17살에 장개석은 펑루이 학교에서 신식
교육을 받았다. 18살에는 지안진 학교에서 전쟁 기술에 대해 배웠으며
쑨원이 일으킨 혁명의 위대함에 대해 배웠다. 이는 일본 유학에의 꿈을
키우는 데 영향을 끼쳤다.
- 일본 신무군사학교에서 장개석과 그의 친구들 : 장개석은 신무군사학
교를 졸업한 뒤 나가타에 파견되어 훈련을 받았다. 장개석은 훈련을 받
는 동안 상하이 혁명에 참여하여 쫓겨나게 되었다.
- 함포군사학교 : 쑨원은 혁명이 성공하는 데 군사력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여 함포군사학교를 설립하였다. 장개석은 이 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임
명되었다.
- 두번째 동진에서 휘주문을 성공적으로 함락 : 1925년 휘주에서의 전
쟁은 두번째 동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었다. 동진이 끝
나자 혁명군의 수가 크게 늘었고, 장개석은 북진을 준비할 계획을 세우
기 시작했다.
- 시안에서 탈출하여 난징에 돌아온 장개석 : 장개석은 국가 내부의 평
화가 먼저이고 항일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장개석을 감금하였다. 장개석 부인의 끈질긴 중재 끝에 장개석은 여론과
타협했고 난징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4) 제3전시실
- ‘마르코폴로의 다리’와 중일전쟁의 발발 : 1937년 중국을 자극하기 위
해 일본은 중국에 무단 침입하였다. 일본군은 완핑에서 공격을 시작했
고, 이에 중국군은 즉시 반발하였다. 이 사건은 이른바 ‘마르코폴로의 다
리’라 불린다. 중국은 4년간 홀로 저항했으나,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부터는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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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일본의 항복 선언
(5) 제4전시실
- 첫번째 총통 장개석과 그의 아내 : 1948년 장개석은 헌법이 효력을
발휘한 이래 대만의 첫번째 총통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총 5번의 총통직
을 지냈으며, 6,7대 총통은 그의 아들인 장경국이었다. 8,9대 총통은 리
덩후이였으며, 10,11대 총통은 천수이벤이었다.
- 장개석을 반기는 대만 시민들 : 1947년 장개석이 대만 땅에 첫 발을
디딜 때이다. 장개석은 타이완 시민들에 의해 환영받았다. 장개석은 이
순회에서 미래 발전에 있어 대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6) 제5전시실
- 장개석과 장개석 부인의 인도 여행. 간디의 가족들과 함께. : 1942년
장개석은 17일간 인도를 순회했다. 장개석은 중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도
로를 설립했으며 간디에게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도와주기로 약속하였
다.
- 장개석과 장개석 부인의 공군기지 방문 : 장개석 부인은 공군의 중요
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USAF의 장군을 고문으로 두고
중국 비행사들을 잘 훈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공헌이 인정받아
공군위원회는 그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 장개석 부인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 : 장개석 부인은 60세에 유명한 화
가들의 제자로 들어가 그림을 그리
기 시작하였다.
- 산케이 신문에 의해 세워진 장개
석 기념관 : 일본에 대한 장개석의
관대함에 감동하여, 산케이 신문은
장개석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을 세
웠다.
- 카이로 회담 : 1943년 카이로 회
장개석과 간디

담에서 각 나라의 대표들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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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에 대한 장개석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 시 호수 박물관 : 시 호수 박물관은 장개석이 직접 설계한 건물이다.
장개석은 박물관의 경치를 매우 좋아했고, 죽은 뒤 그곳에 매장되었다.
(7) 장개석 기념실
이 전시실은 1994년 10월에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모든 전시품은 장
개석의 집무실에서 옮겨져 원래대로 배열해놓은 것이다. 전시실은 35평
인 반면 원래의 집무실은 24평이다. 집무실 책상에는 마치 살아있는 듯
보이는 총통의 동상이 앉아있다. 이 전시실에 전시된 물품들은 단순하고
소박한 것들이다. 장개석 부인이 그린 중국풍의 그림 등, 거의 모든 것
들이 방문객들이나 친구들에게 받
은 선물이다. 1950년 3월 1일 그의
집무실이 생긴 뒤로, 많은 정책들이
많은 생각들을 거쳐 이 집무실 안
에서 만들어졌다. 그 정책들은 오늘
날 국가의 견고한 기반이 되었으며
경제적 번영과 국민들의 행복을 자
아내고 있다.
장개석 기념실

4. 결론 :

박물관을 통해 살펴본

대만의 정체성 문제
대만박물관들은 황하 문명에서부터 시작된 중국 본토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박물원이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고궁문물
은 중국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
운 점은, 중국 본토 문물을 집대성 해놓은 듯한 이 박물원이 중국 본토
가 아닌 대만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바로 우리의 궁금증
이 시작된다. ‘대만인은 중화 문화에 대해 얼마큼의 동질감을 느끼고 있
는가?’ ‘그들에게 고궁문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대만의 고궁박
물원이 중국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이와 같이 국립
고궁 박물원은 ‘대만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매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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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롭고도 중요한 주제인 것이다.
특히 국립 고궁 박물원 홈페이지는 박물원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본토
문화와 혁신’이라는 제목 아래 2005년 이후 나타난 새로운 변화를 소개
하고 있다. 다음은 박물원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2005년 5월 중앙연구원 원사인 뚜쩡성(杜正勝) 선생이 원장
에 취임하면서 타이완 본토문화의 구현을 통해 국립고궁박물
원의 운영에 본토의식이 투영되도록 하였다. 뚜원장의 지도아
래 "포모사:17세기의 타이완, 네덜란드와 동아시아 특별전"이
개최되었으며 전시기간 동안 각계의 폭넓은 반향을 불러일으
켰다. 뚜원장은 역사학자로서 전시기획 담당자에게 재질분류에
의거한 기존의 전시방식에서 벋어나 시간의 순서에 따른 방식
으로 전환하도록 제안하고, 전시실의 전면적인 수리가 실시된
정관 동선공사를 (제5차 확장공사) 기회로 삼아 본원이 소장한
역대 유물들을 8000년 역사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여,"문명의
서광: 신석기시대","고대문명: 청동기시대","고전에서 전통으로:
진대와 한대","연속와 융합: 육조에서 수당","새로운 규범의 성
립: 송대와 원대","새로운 장식미술의 시대: 명대 전기의 관영
공방","관과 민의 경쟁시대: 명대 말기","태평성세의 공예: 청대
강희제와 옹정제, 건륭제의 시대","현대를 향하여:청대 말기"등
편년에 따른 전시를 새롭게 선보였다.4)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것은 바로 뚜쩡성(杜正勝) 선생의 취임
이후 본토의식이 투영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다. 국립 고궁 박물원은 황
하문명부터 시작하여 중국 본토의 문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여기에는 중화문화에 대한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본토의 역사가 아닌 대만 자체에 대한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대만 본토문화를 구현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대만이라는 독
자적 정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http://www.npm.gov.tw/ko/Article.aspx?sNo=03001502 국립 고궁 박물원 홈페이
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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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서론에서 나타난 하세봉의「대만 박물관과 전시의 정치학 –3대
박물관을 중심으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세봉은 박물관과 관련된
문화정책, 그리고 박물관 관장의 정치적 배경이나 학문적 경력 등을 추
적하여, 정치와 박물관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도록 한 바 있고 이를 바탕
으로 대만의 박물관 전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변화양상을 정리하
였다.5)
1940-50 : 탈식민화 - 중화문물의 보존과 수집
1960-70 : 중화문화부흥운동 - 중화문명의 선양과 보급
1980-90 : 탈중국화로의 과도기 - 전시의 다원화
1990-현재 : 탈중국화 및 대만화 - 대만본위의 전시
우리는 ‘탈 중국화 및 대만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가정 하에 현재 박
물관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 과연 대만이 규정하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전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했다. 그러나 실제 국립 고
궁 박물원에서 대만의 독자성 및 본토의식을 찾기란 매우 어려웠다.
먼저 박물관의 건물 구조만 보아도 중화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나타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장권을 내고 박물원 안으로 들어가면 고
급스러운 느낌의 계단이 펼쳐져 있다. 전시실로 올라가는 이 계단은 붉
은색 융단으로 덮여있는데, 이는 황금색의 구조물과 어우러져 고급스러
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원래 중국에서 붉은 색은 권위와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특히 과거 중국 황제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전시실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붉은색 융단은 과거 화려했던
중화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고궁박물원 앞에 있
는 즈산위안(지선원: 至善園)이나 즈더위안(지덕원: 至德園)같은 정원은
중국 왕실 정원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중화 의
식을 그대로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전시되고 있는 전시실 중에 대만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은
없었으며, 대만의 독자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란 어려웠다. 사
실 국립 고궁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궁문물을 전

5) 하세봉, 2010, 「대만 박물관과 전시의 정치학 –3대 박물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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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박물원에서 대만의 독자성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박물
관을 통해 정체성 문제에 접근하는 시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은 아니다.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만화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대만인의 역사인식이 아직 그대로 유지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대만인의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황하 문명으로부터 시작된 중화의 역사를 대만인의 역사로 포괄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대만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중국 내전으로부
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대만인들은 본인들을 대만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독자적인 민족이 아닌, 중화라는 공통의 문명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
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자신들이 문물을 자신의 나라가
아닌 대만에서 보는 중국인들은 이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질문에 대해 박물관 관계자는
방문객의 60퍼센트가 중국인, 20퍼센트가 대만인이라고 대답하였다. 대
만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중국인들이 대만에 있는 국립 고궁 박물원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과 대만인이 같은 전시품을 보면서, 모두
자신의 문물이라고 생각하는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 그렇다면 현대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우리는 박물원에서 현대
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대만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관
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전시실에 걸려있는 연표에서 현대사
는 거의 생략되어 있었고, 현대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설명도
찾기 어려웠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인식이 최근 대만의 역사학계의 흐름과는 조금 다
르다는 점이다. 1995년 설립된 대만역사학회의 핵심 주장은 ‘대만의 주
체적 역사관을 갖고, 대만의 관점으로 중국사를 연구하자’는 것이었다.
즉, 대만의 중국사 연구 또한 자문화 연구에서, 타자에 대한 연구로 성
격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대만연구의 붐은 대만사와 중국사의 구분을
명확하게 만듦으로써 비로소 중국을 대상화시켜 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고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박물원에서 중화문물이 전시되고
있다는 점이 반드시 대만인의 정체성과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문
제를 제기해볼 수 있다. 즉, 고궁 문물을 전시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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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관점이 아닌 타문화의 관점에서 문물을 대상화하여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몇 십 년 만에 정체성이나 역사의식이 완전히 변했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이러한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도 하나의 가능성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는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국립 고궁 박물원이 본래
중화에 대한 의식에서부터 성립되고 이어져온 것이며, 따라서 중화의 정
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나 중화적
인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
다.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이 지나고 학계의 흐름이 변화하면, 지금과 똑같은 전시품을 보고도 대
만인들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다. 국립 고궁 박물원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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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기
박재형
답사의 조장으로써 조원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다녀오게
된 답사였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고생해주신 교수님 및 조교님들
과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학과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발부터 늦어지며 답사가 꼬이는 듯 했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무사히
답사를 다녀와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이번 답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만의 원주민 마을에서 본 '헤토로토피아‘입니다. 이게 다 대만의
인류학자들이 해낸 작업인데 그 곳은 마치 시공간을 초월한 곳 같았습니
다. 하나의 공간에 있으면서 몇천년 간의 시간을 한꺼번에 느끼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인류학자들에 의해 그러한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만
의 인류학은 한국보다 한 수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학문적으로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매 끼니마다
먹었던 대만의 향과 9첩 상, 망고 삥, 우육면 등 현지의 음식들도 제 몸
의 3kg와 함께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한 학과의 동생 및 선배님들
도 반가웠습니다. 대만에 또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윤유선
대만 답사를 통해 느낀 점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하나는
인류학 강의라고는 2학기에 교양수업 하나 듣기 시작한 인류학과 학생으
로서 느낀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데도 소속되지 않은 나 자신으로서
느낀 점이다.
무슨 강의는 들어야 한다, 듣는 게 좋다는 사람들의 말이 마치 고등학
생 시절과 달라진 게 없는 것만 같아 반항하는 의미로(인류학 자체에 반
항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내 마음만을 고려해서 1학년을 보냈다. 그래
서 남은 게 무엇인지는 잘 보이지 않지만, 답사 전까지 대학에서 배우는
인류학이란 무엇인지 하나도 감이 잡히지 않았다. 다들 읽었다는 대표적
인 인류학 서적도 읽은 적이 없다. 내가 인류학을 하는 학생이라는 생각
보다는 인류학과에 소속되어있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일단 이러
한 상태로 갔는데 배운 게 많았다. 과정은 건너뛰고 결론적으로는 한자,
중국어, 일본어를 차근차근 배워야겠고, 인류학을 전공으로 삼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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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을 했다.(원래 할 것이긴 했지만 좀 더 확신 있게)
대학에 들어오면 알아서 잘 살아질 것처럼 생각했던 실수로 인해 혼란
이 좀 있었다. 길진 않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보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었다. 생각만 했던 것들을 몇 가지 하긴 했는데, 실천보다 생각
이 좀 과했다. 이젠 생각을 좀 버리고 실천을 늘려야겠다고 느꼈다. 여
행이 쓸데없이 많은 생각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이 사는 모
습, 다른 사고방식이나 문화가 마음을 넓혀준다는 사실을 오랜만에 느끼
고 왔다. 결론은 앞으로, 특히 대학생인 지금 여행가고 싶을 땐 재보지
말고 과감하게 준비해서 떠나야겠다는 것!
서희경
10월 28일 출국하여 11월 2일까지, 인류학과 답사로 대만을 다녀왔습
니다. 대만은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과 원주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국
가로, 인류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5박 6일의 대만 답사 일정 중 가장 기억이 남는 곳은 이튿날 일정에
있던 대만의 원주민 마을에서 전경수 교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시간
입니다. 저 혼자 봤으면 30분도 안 걸리고 휙 돌아봤을 마을이었는데,
전경수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내려오니 2시간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대만 원주민의 존재도 답사하기 직전에야 알 정도로 사전 지식이 부족했
는데 교수님의 설명으로 대만 원주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
습니다. 심지어 전경수 교수님이 3년 전 대만 원주민 부족과 함께 시간
을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에 교수님의 학문적 열정에 감명 받았습니다.
대만답사에서 좋았던 또 다른 요소는 조별연구 시간이 이틀 반 정도로
매우 길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대만으로 여행을 올 때 2박 3일을 자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동안 조원들과 함께 대만을 여행하는 것은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특
히 재형 오빠가 저희를 많이 신경써주셔서 잘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
희 조는 박물관이 주제여서 많은 박물관을 돌아다녔습니다. 조별 연구
틈틈이 대만 관광도 하고 대만 음식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
다.
또 이번 답사를 통해 인류학과 사람들을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긴 조
별연구 시간을 통해 같은 조였던 재형 오빠, 현지, 나연이, 유선이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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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워졌습니다. 특히 룸메이트이자 조원이었던 현지와 많이 친해졌습니
다. 조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조원들과도 보다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조교님들이나 교수님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
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다녀왔던 일주일간의 대만 답사. 이 기간은 저
에게 매우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김현지
“인류학과 2학년 김현지입니다.” 남들에게 제 자신을 소개할 때면 ‘내
가 인류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기는 하나’라는 생각에 스스로가 참 많
이 부끄러웠습니다. 1학년 때는 아직 전공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막 전공에 들어왔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변
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2학년 2학기가 시작되자 참 많은 고민이 들었습
니다. 이번 학기가 끝나면 3학년, 즉 대학생활의 후반기로 접어드는 것
인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러던 중 작년 답사를 다녀온 한 선배가 답사를 다녀오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만 답사 신청 공지
가 나왔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답사를 신청했습니다. ‘인류학 답사는
어떤 것일까? 대만 답사는 나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 저는 그렇
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답사를 떠났습니다.
타이베이의 충열사, 용산사, 화시지에 야시장, 타이중의 모나루다오 기
념공원과 구족문화촌 답사, 국립 대만 대학교까지 이 곳 저 곳을 다니면
서 대만의 여러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조별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립 고궁 박물원, 역사
박물관, 국립 타이완 박물관, 국부 기념관, 장계석 박물관까지 여러 박물
관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
을 들으며 구족 문화촌을 걸어 내려올 때는 지금까지 관심 가져보지 않
았던 대만의 원주민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며 느껴볼 수 있었고, 여러
유적지를 돌아다니며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대만 답사는 그저 지식 하나를 더 얻은 것, 그 이상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주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가까워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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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배들, 후배들, 그리고 동기들. 인류학과 사람들과 함께 했던 추억들
과, 함께 나누었던 고민들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게 대만 답사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한 행복하고도 소중한 시간이었습
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준 인류학과 모든 분들에게 정말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나연
인류학을 처음 배우는 1학년으로써 해외 답사에 다녀온 경험은 매우
유익했다.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필드워크를 하면서 비록 어떤 대단한
결과물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인류학을 실제로 겪어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과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워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 오고 나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것들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
지는 것이 신기하다. 교수님께서 우리는 모두 인류학자라는 말씀을 하시
면서, 학자라는 직업을 갖던 갖지 않던 인류학자처럼 살라는 말씀을 하
셨는데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남아 계속 생각이 난다. 대만에 다녀온 것
을 계기로 인류학자처럼 사는 삶의 첫걸음을 띠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
다. 5박 6일 동안 선배들과 함께하면서 학문적인 것 뿐 아니라 인간적으
로도 배운 것이 많아 참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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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의 종교적 특수성
대만은 종교와 대단히 밀접한 국가이다. 설문 조사에서 대만의
87.08%가 종교가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 60.34%,
일본 37.97%로 나타나고 있는 등 대만은 종교인구가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대만에서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종교적 위상
이 더욱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게 한다(서운석 2010: 192). 이러
한 보편적인 종교에 대한 믿음은 종교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보통 1~2개
의 주요 종교가 민족, 국가적 단위에서 장려되는 것과는 그 형태가 다르
다. 불교, 도교나 혹은 혼합적인 양상의 민속종교가 성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대만의 문화적인 특수성이 보
인다. 이는 한족적인 특징이면서도 대만이라는 곳의 특징이다. 이에 실
제 대만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행위
를 관찰하면 대만인에 대한 더 깊
은 문화적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고 생각하고 타이베이시의 종교시
설들의 함의를 조사하고 종교시설
에서 나타나는 종교행동들을 관찰
했다.
대만의 종교는 지리적 요인, 자
연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정치적

단수이의 기념품 가게

요인 등에 의해 종교적 순수성이 유지되기 보다는 다양한 종교를 포용하
여 융합된 토속 종교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대만 사람들은 여러 신에
대해 빠이(절)를 하며 행운을 빈다. 이는 대만의 다신교적, 현세 기복적,
실리주의적, 종교혼합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특히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종교의 혼합성이다.
실제로 인터뷰할 때 많은 대만인들은 도교와 불교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
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혼합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사원에서
도 불교와 도교의 양식은 대체로 구분되지 않았다. 불교의 신들을 도교
식으로 모시는 것이 대표적이며, 사원의 구조적 형태 또한 같은 모습을
보인다. 사람들의 종교 행동에서도 신들에게 향을 들고 참배하는 빠이빠
이와, 소원을 점치는 척교는 어떤 신을 모셨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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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종교용품 판매점에서도 관우 등 도교의 신과 부처상이 같이 진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대만 사람들의 종교와의 밀접
성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원에서 진지한 태도로 참배하고 점을
치는 것은 매우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광경이다. 효험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거대한 사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큰 사
원이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람이 몰리는 거대한
사원이 아닌 작은 사원에서도 사람들은 항상 참배를 한다. 마찬가지 맥
락에서 사원은 타이베이 시내 곳곳에 있다. 비교적 상권이 크지 않은 후
미진 골목에서는 한 블록 건널 때 마다 사원을 볼 수 있으며, 도심 한복
판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원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상기 사항을 두서없이 서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에 우
리가 실제로 방문했던 종교시설 위주로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을 통해 이
러한 대만의 특징적인 종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용산사(龍山寺, Lungshansì)
1) 불교, 도교, 민간신앙의 동거 용산사
용산사는 타이베이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 주소는 台北市萬華區廣州街
211號 이다. 시내 중심에 위치해 학생, 직장인,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
이 수시로 이곳을 찾아 참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접근도 매우 편리
하다. 용산사의 이름을 딴 전철역 용산사역에서 내리면 출구에서 나오자
마자 바로 용산사의 위용을 감상할 수 있다. 대만의 사찰은 이렇듯 시내
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사찰이 속세를 떠나 산 속에 지어지곤 하는 우
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이다. 용산사가 위치한 만화(萬華, 만카)지역은 예
로부터 발전되었던 구시가지 지역으로 군소 묘우들이 더욱 조밀하게 분
포하고 있다.
용산사는 타이베이(台北) 시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다. 1738년에 건립
되었고 주신으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을 모시고 있다. 처음으로 건립
된 것은 푸젠 성에서 타이베이로 온 이주자들이 고향의 용산사를 모델로
이주지에 묘우를 짓고 원래 묘우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 시초이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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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는 몇 차례 파괴되었다가 재건하기를 거듭했다. 1919년에 다시 짓기
시작해 1924년에 완공되었다가,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57년이다.
용산사는 1945년 6월 8일 비행기 폭격을 당해 본당이 소실되었을 때도
관음보살상은 손실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때로부터 영험하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소원을 들어주는 절로 명성을 높이게 되었다.
용산사의 특징은 불교, 도교, 민간신앙이 어우러진 독특한 묘우이다.
이름에서 보듯이 불교 사찰에 그 바탕을 두고 있지만 후전에는 각종 도
교 신들이 모셔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만 묘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
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이주자들은 창업에 어려움을 겪어 묘
우를 건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때문에 적은 공간에 많은 신을 모시게
되었다. 주신과 부신을 한 당에 모시거나, 불교와 도교의 신을 한 묘우
에 모시고는 했다(상기숙 2011: 225).
이러한 종교 시설물들을 묘우라고 한다. 지금은 묘우들이 단지 종교
단체에 불과할 뿐이지만, 초기 개척 단계에는 권력과 무력을 구비한 촌
락과 도시 상인협동조합의 자치기관이었다. 그 기능은 매우 광범위하였
으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상징이기도 했다(상기숙 2011: 226).
사찰은 본전(本殿)과 후전(後殿), 삼천전(三川殿) 등으로 구성되어 있
고, 동쪽과 서쪽 행랑이 위치한다. 가장 큰 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있고 사찰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인다. 오른편에는 폭포가 있는데, 맑은
폭포를 보며 마음을 정화하라는 뜻이다. 출입할 수 있는 문은 두 개가
있는데, 사찰을 대하여 섰을 때 오른편이 입구인 용문(龍門)이고 반대편
이 출구인 호문(虎門)이다. 용문으로 들어서면 예물과 향을 파는 곳이 있
고 호문 쪽에는 부적과 관광상품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용문이 있는
쪽은 용변이라고 칭하고, 호문이 있는 쪽은 호변이 된다. 용변 쪽 바깥
에는 음식을 씻어 준비할 수 있는 수도 시설과 예물을 담기 위한 쟁반이
준비되어 있다. 호변 쪽 바깥에는 화장실이 있다.
본전에는 불교 신들이 모셔져 있다. 가운데에 모셔진 것은 관세음보살
(觀世音菩薩)로, 이 묘우의 주신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음보살은 대자대
비의 마음으로 세속의 중생들을 구제하고 왕생으로 이끄는 보살이다. 동
쪽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文殊菩薩)이 있고 서쪽에는 덕을 상징
하는 보현보살(普賢菩薩)이 있다. 양측에 작게 모셔진 것은 18나한으로
보살들을 보좌하는 신이다. 그리고 동편에는 위타호법(韋馱護法)과 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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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가람호법(伽藍護法)이 모셔져 있는데, 이들은 절을 지키는 신이다.
후전에는 도교 신들이 모셔져 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동편이 문창제군전(文昌帝君殿), 가운데는 천상성모(天上聖母) 즉 마조
(媽祖)를 모시는 전이고, 서편은 관성제군(關聖帝君), 즉 관우를 모시는
곳이다. 마조는 바다의 여신으로 주로 어부들이 숭앙하던 신이다. 관성
제군은 관우이며, 특히 상인들의 신이기도 하다. 문창제군은 학업을 담
당하는 북두성의 여섯 별이 신격화된 것으로서, 대만의 대입 시험이 진
행되는 기간이면 그의 탁자가 꽉 찬다고 한다. 각각의 큰 신들은 보좌하
는 신들을 좌우에 데리고 있다. 실로 관료제를 연상시키는 도교적 특성
이 잘 나타난다 하겠다.
천상성모전에는 큰 신이 둘 더 모셔져 있다. 바로 동편의 수선존왕(水
仙尊王)과 서편의 주생랑랑(註生娘娘)이다. 이들은 본래 용산사에 모셔졌
던 신은 아니다. 도시 개발을 진행하면서 묘우가 없어지자 그곳에 있던

용산사 정문, 뒤편에 건물이 보이는 용산사 묘우 입구. 오른편이 용문이고
것으로 시내에 위치한다는 것을 확연 왼편이 호문이다. 밤에는 조명으로 더
히 알 수 있다.
욱 화려하다.

신상을 용산사에 옮겨와 모셔왔던 것이다. 또한 성황야(城隍爺)와 복덕정
신(福德正神)이 천상성모전에 모셔진 것을 볼 수 있다. 복덕정신은 토지
신이고 지역신으로 사찰에서 지역신을 모시곤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동편에는 화타(華陀)청이 있어 건강을 주관하는
신인 화타를 모시고, 서편에는 월로(月老)청이 있어 애정을 주관하는 월
하노인을 모신다.
이러한 신들이 특이한 점은 그들이 현존했던 인물로서 생몰과 생전의
영험한 치적에 대한 전설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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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묘우마다 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면 대만인들은 신에 관한 이야기와
전설들을 들려주었다.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생몰년도
가 뚜렷한 경우도 있었다.
삼천전은 신도들이 기도하고 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향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가스 시설이 있고 초를 꽂을 수 있는 촛대도 마
련되어 있어 초를 준비한 사람은 여기서 초를 꽂는다. 초는 가스불로 붙
이지 않고 이미 꽂혀 있는 다른 초를 이용해 불을 붙인다. 삼천전의 가
운데에는 자그마한 불상들이 모셔져 있다. 사람들은 삼천전 외에도 곳곳
에 서서 또는 앉아서 신에게 열심히 기도를 올린다.
이러한 묘우의 기본 구조는 다른 군소 사원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
났다.
1. 사원의 입구는 용문이며 출구는 호문이다. 보통 용문 바깥쪽에는
향을 가져가거나 구입하는 곳과 제물을 준비하는 곳이 있고, 지전을
태울 수 있는 소각로가 있다.
2.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높은 신이 가장 깊은 곳에 가장 크게 위치하
고 있다. 장소가 좁아 건물의 층을 올리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신이 위치한다.
3. 신의 좌우로는 보좌하는 신들이 있다.
4. 신들 앞에는 그 신에게 드릴 향을 꽂는 향로가 1개씩 있다. 큰 신
은 큰 향로를 가지고 있고, 작은 신은 작은 향로를 가지고 있곤 했다.
5. 묘우의 맨 앞쪽, 그러니까 입구 또는 도로 쪽과 가까운 곳에는 옥
황상제의 향로가 놓여 있다.
6. 지역신인 복덕정신은 묘우마다 대부분 모셔져 있었다.
옥황상제는 최고신이므로 감히 신상을 만들어 모시지 못하고, 다만 모
든 묘우의 입구에 천공로(天公爐)를 놓아서 매번 향을 살라서 최소한의
예를 보이는 것이다.
2) 용산사의 종교 행위
참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오른쪽에 위치한 향촉판매처에서 향을 산다.
이곳에는 각종 음식과 지전도 준비되어 있다. 용산사 정문 밖에는 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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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아 그들에게서 꽃이나 염주 등을 구매할 수도 있다. 향은 한 묶음
에 7개가 들어 있다. 향로가 7개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의 묘우에서는
향을 알아서 개수를 세어 가져가는데 큰 신에게는 향을 더 꽂기도 한다.
어느 신에게 몇 개를 드려야 하는지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향을
준비했으면 돌아서 삼천전으로 간다. 가스 시설에서 향에 불을 붙이고
흔들어 끈다. 이때 입으로 불어서 꺼서는 안된다. 향을 준비했으면 본전

용산사 안내도에서 발췌한 용산사 구 참배와 점치는 방법. 외국인을 위해 영
조도
어로 설명해 놓았다. 일본어도 있다. 한
국어는 없었다.

을 바라보고 서서 신에게 이름을 말하고 사는 곳을 말하고 기도를 드린
다. 자신의 상황이나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대체로
기복 신앙이 주를 이루고 있는 듯 보였다. 열심히 참배하고 있는 사람들
의 표정과 몸을 흔드는 정도를 볼 때 얼마나 종교 행위에 열성적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신마다 삼배를 드린 후에 앞으로 나아가
관음로에 향을 꽂는다. 이때 향이 여러 개 꽂혀 있으므로 손을 데지 않
기 위해서는 투호를 던지듯 빠르게 던져 꽂아야 한다. 그 뒤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고 뒤돌아서 천공에게 기도한다. 천공로
에 향을 꽂은 뒤에 내려가서 동편의 길을 통해 후전으로 간다. 그 뒤 역
시 차례대로 신들에게 기도를 올리고 향을 꽂는다. 일곱 번째 관우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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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마지막 향로를 꽂고 나면 서편의 길을 이용해 다시 삼천전으로 돌
아오게 된다. 관광복무처에서 부적이나 향물을 살 수 있고, 호문으로 나
오면 된다.
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점치기 방법은 크게 두가지를 관
찰할 수 있다. 하나는 빨간 반달 모양의 나무조각인 배교(杯筊)를 이용하
는 방법인 척교(擲筊)이다. 반달 모양의 나무조각은 단단한 나무나 대나
무,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빨간 칠이 칠해져 있고, 한 면은 볼록하고 한
면은 평평해야 한다. 볼록한 면을 양이라고 하고 평평한 면을 음이라고
일컫는다. 신의 뜻을 물을 때는 손에 배교를 쥐고 묻고자 하는 것을 정
성스럽게 여쭌 뒤에 배교를 던져 결과를 관찰한다. 음과 양이 나오면 성
교로 대길이고, 음과 음이면 음교로
흉이고, 양과 양이면 소교로 정성이
부족하여 신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첨시(籖詩)인데, 첨
지(籖枝)라는 제비를 뽑아 운수를
점치는 방법이다. 첨지는 대나무로
만든 길다란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
배교(杯筊). 쟁반에 담겨 있는 것을
쓰고 다시 돌려놓는다.

고, 그 끝에 숫자가 적혀 있다. 용
산사 안내도에 노란 동그라미로 관

성제군첨시좌, 관음보살첨시좌라고 표시된 곳은 첨시를 할 수 있는 곳이
다. 기도를 드리고 이름과 사는 곳을 아뢴 뒤에 척교(擲筊)로 윤허를 받
고 첨지를 뽑는다. 나온 숫자와 같은 첨시(籖詩)를 취하여 적힌 점괘를
읽어보고 길흉을 알아본다. 이것은 시구로 되어 있으므로 해석을 돕기
위해 해(解)를 첨시 옆에 써 놓기도 한다.
신도들은 신에게 더욱 정성을 드리기 위해 예물을 준비하기도 한다.
쟁반에 음식을 정갈하게 담아 예물을 바치고 싶은 신의 탁자에 올려둔
다. 이 때 꽃을 두어 장식하기도 한다. 예물은 참배가 끝나면 다시 가지
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에 탁자에 있는 것을 함부로 만
져서는 안된다.
오후 3시경에 관세음보살 앞의 마당에서 사람들이 같은 책을 들고 경
을 읽는 행사를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책에 쓰인 것은 노랫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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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했다. 마당에 선 사람들은 열을 맞춰 서서 노래를 불렀으며, 개중에는
가사를 모두 외우고 있는 듯한 사람도 있었다. 서 있지 않고 행랑에 걸
터앉아서 함께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후전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불교 행사였던 것 같다.

용산사 구조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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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수조사묘
1) 대만 민중의 우상 청수조사
타이완과 중국에는 청수조사(靑水祖社)를 모시는 묘우가 많다. 중국전
역에는 약 백 좌의 청수조사묘가 있으며, 타이완에는 400년 전 안계인이
이주하면서부터 청수조사묘가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청수조사는 역사적
인물로서, 후에 신격화되어 타이완 전역의 묘우에서 모셔지고 있다. 청
수조사묘는 타이완 이민의 역사를 반영함과 동시에 타이완인들의 종교적
심성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청수조사묘의 주신인 청수조사는 「마장상인 麻章上人」，민남(閩南) 일
대에서는「오면조사 烏面祖師」，복건 안계인들에 의해서는「조사공 祖師
公」,「조사야 祖師爺」등으로 달리 불리기도 한다. 별칭으로는「삼대조사
三代祖師」,「봉래조사 蓬萊祖師」,「현응조사 顯應祖師」,「조응조사 照應祖
師」,「휘응조사 輝應祖師」,「보암조사 普庵祖師」가 있다. 청수조사의 속성
은 진(陳)이며，이름은 응(應, 일설에 의하면 진소陳昭 혹은 진소응陳昭
應)이었는데, 진응은 송인종 4년에 복건성 영춘현에서 태어났다. 진응은
어렸을 때 대운원에서 출가하였으며, 자라서는 고태산에서 모축암을 짓
고 수련을 쌓았다. 후에 대정산 명송선사(大靜山明松禪師)의 가르침을
받고 불교경전을 삼년 간 참독한 이후, 도를 얻게 된다. 그는 명송선사
의 의발을 전수 받고 계를 남겼는데 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我佛最大功德，就是行仁，是故要捨棄萬緣，以利
物濟世為職責 (부처님의 가장 큰 공덕은 인을 행
한 일이며，옛날의 모든 인연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로움을 위한 책임입니다.)
진응은 마장에서 거주할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어 큰 덕
을 쌓았다. 이로부터 마장인들은 진응을 「마장상인 麻章上人」이라고 부
르게 된다. 이후 송산종 원풍 6년에 청계의 영춘 일대에 큰 한발이 들었
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진응을 청하여 기우제를 열게 하였고 진응의 기
우제에 따라 비가 널리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진응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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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사 淸水祖師」로도 불리게 되었다. 진응은 이후 봉래산의 정사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는 이곳에서 19년 간 수행하였으며 선행을 베풀었
다. 그 선행이 전해져 창주(漳州)、청주(汀州) 일대의 사람들에게 진응은
숭상의 대상이 되었다. 송 휘종9년, 진응은 설교하던 도중 65세의 나이
로 좌화하였다. 지방 인사들은 그의 덕을 기려 조정에 상주하였고 조정
에서는 「소응대사 昭應大師」라 봉호를 내렸다.
타이완의 삼협조사묘(台灣三峽祖師廟)에있는 설명에 의하면，진응은
송의 승상이었던 문천상이 의거할 때 원병에 저항하여 대강남북으로 전
쟁을 수행하는 등 항원활동을 하였던 민족영웅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청수조사는 사후에 명태조에 의하여 호국공에 소명되어 복건성 안
계현의 사당에 숭사되었다.6)
타이완의 청수조사묘는 400년전 안계인이 타이베이로 이주해 왔을 때
함께 타이완으로 유입되었다. 안계인들은 대부분 엽차를 재배하는 다농
이라 습기가 많은 문산의 산지로 오게 되었는데, 이주와 동시에 그들의
향토보호신인 보의존왕, 보의대부, 청수조사 등의 신명을 모시고 온 것
이다. 당시 안계인은 주로 고씨, 장씨, 임씨의 3대성이었는데 시간이 흘
러감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고 개간한 토지가 경미지역으로부터 목책, 심
갱, 석정 부근까지 확대되었으며 안계현의 향토신을 공양하는 사람들도
점차 많아지게 되어 집응묘도 3곳으로 확장되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청수조사묘가 타이완에 건립되게 된 배경은 타이완
의 신앙분류시기에 속한다. 이 시기는 민월 이민자들이 타이완을 개척하
기 시작한 때로, 이 시기 각 씨족은 그 출신지가 다르고 그들이 모시는
신앙대상도 달랐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민간신앙신이 유입되어 신앙 대상
자체가 증가하였고, 사회의 분업화에 따라 신앙 대상의 다양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더불어 각 씨족은 향토신을 모신 묘우를 거점으로
다른 씨족과 무장전투를 벌였는데, 이를 통해 신앙의 분류가 형성되었으
며 타이완 민간신앙의 지역색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상기숙 2011:
211). 청수조사묘 또한 무장전투의 거점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타이완
의 3대 조사묘 중 하나인 맹갑 청수암의 역사는 위와 같은 시대적 배경
을 잘 반영하고 있다.

6) http://www.cheramia.net/board/view.php?id=bbs4&no=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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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조사묘를 실제 방문했을 때는 그저 청수조사를 불교적 인물로만
해석하고 불교의 인물을 도교적 신으로 모시는 특이성에만 초점을 맞춰
서 보았었는데 사실 조사해보니 이러한 케이스가 적지 않은 것을 알았
다. 대만의 신앙에서 존경할 만한 인물은 가리지 않고 신으로 모셔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수조사의 경우에는 대만인들에게 선량하고 사람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청수
조사에 대한 설화가 있다.7)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수조사는 복건의 한 진씨 가문의 농가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전혀 울지 않았고 항상 웃는 낯이었다. 자라난 후에도 항
상 남에게 해를 당해도 웃기만 하였는데, 얼굴이 못생겨서 웃는
것이 보기 싫다고 집안에서 미움을 받았다. 또한 너무 착해서 가
난한 사람에게 항상 집안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또 미움
을 받았다. 하루는 한 노파가 구걸하자 밥과 옷을 주었는데 부친
이 이를 제지하고 그를 때렸다. 그는 밤에 몰래 옷을 가지고 나가
노파에게 주었는데 노파가 옷을 주었으니 집안의 어른에게 혼나게
되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다음날 부친에게 흠씬 맞은 그는
자신이 상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준 물건을 같은 셈 치라고 하며
집을 떠나 노파를 찾아갔다. 갖은 고생을 하며 노파를 찾아갔더니
사실 노파는 대운원의 승려였고 그의 선함을 시험하려 구걸을 했
던 것이었다.
그는 승려가 되어 수련을 하였고 18세가 되어 대운원이 불에 타
버리자 고태산으로 가서 초가집을 짓고 수련하며, 의사노릇을 하
며 세상 사람들을 도왔다. 산민들의 아이들을 제자로 받아들여 세
상 사람들을 돕던 그는 대정산의 명송선사를 스승으로 모시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대도를 깨달았다. 그는 고태산으로 돌아와 다시
선행을 하였고 가뭄이 들자 기우제를 지내 비를 오게 하는 등 신
통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었다. 사람들은 청수조사만
을 위한 ‘청수암’이라는 사원을 지어 그가 수행하게 하였고 청수조
사는 국내외에 이름을 떨쳤다.

7) http://www.cheramia.net/board/view.php?id=bbs4&no=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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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조사는 이렇듯 어릴 때부터 그 선행이 남달랐고, 평생 남을 도우
며 지낸 인물로 민중들에게 알려져 있다. 타이완의 한 도교 사원에서 관
리인이 자신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기도하는 기복적 신앙 또한 이해하지
만 결국 종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어울림이 아닐까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난다. 청수조사가 타이완 사람들
에게 널리 사랑받고 숭배받는 이유 또한 이러한 사람과 사회를 중요시하
는 마음이 종교적으로 발현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2) 타이완의 3대 청수조사묘
타이완에는 전역에 걸쳐 청수조사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삼대 조사
묘로 꼽히는 조사묘가 있다. 맹갑 청수암과 삼협의 청수암, 단수이의 청
수엄조사묘가 삼대 조사묘에 속하는데, 2조는 위 3곳의 조사묘 중 맹갑
청수암과 단수이의 청수엄조사묘를 방문할 수 있었다. 이에 3대 청수조
사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짧게나마 서술해 보도록 한다.
(1) 맹갑 청수암(盟舺靑水巖, mengjia qingsuiyan)
맹갑 청수암은 타이베이시 만화구 타이베이시 108만화구 강정로 81호
에 위치해있다. 맹갑 청수암은 청대 건륭 황제 시절에 세워졌으며 약
2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 3급 고적이다. 청수암은 맹갑의 용
산사, 다룽퉁(大龍峒)의 보안궁(保安宮)과 함께 타이베이 3대 묘우로 불
린다. 또한 삼협(三峽)의 조사묘, 단수(淡水)의 조사묘와 함께 타이베이
3대 조사묘로 불리기도 한다. 맹갑 청수암은 중후하면서도 질박한 조사
묘의 건축 풍격을 지녔으며, 청대 중기의 가장 특색 있고 예술적 수준이
높은 타이완 묘우라는 명예를 얻었다. 묘우의 한쪽 면에는 ‘공자정제(功
資拯濟)'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데, 이것은 광서황제가 하사한 것으로 역
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사당 안에는 총 일곱 존의 청수조사(清水祖師)를 모시고 있는데, 그중
봉래조사가 가장 영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때 봉래조사는 일곱 존의
청수조사 중 한 존의 별칭이라고 할 수 있다.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부
근에서 매번 화재가 발생하기 전 청수 조사의 코가 떨어져 내리며 주민
과 신도들에게 경고했다고 하며, 이에 따라 낙비조사(落鼻祖師)라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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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래가 생겼다고 한다.8)
맹갑 청수암은 안계인들의 수호신인 청수조사 진소응의 축사로 건공되
었는데, 함풍 3년(1853) 정하교평 당시 화재로 훼손된 적이 있다. 이는
맹갑 청수암이 이주민 간 무장투쟁의 거점으로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화재로 훼손된 부분은 동치 6년(1867)에 보수되었다.
맹갑청수암은 일제 강점기 때 타이베이 주립 제 2중학교(현 공중학교)
와 타이완 총독부 국어학교인 제 2 부속학교(현 노송초등학교)의 학교
창설과 타이베이 주립 제 3 여고(현 중산여고)의 부지사용을 허가하는
등 타이베이의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중대한 의의를 남기고 있다.9)
맹갑 청수암의 구조는 여타 타이완의 묘우와 다르지 않게, 향로와 음
식을 올려 놓을 수 있는 탁자, 주신을 모신 신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각각 우측과 좌측에 점복을 볼 수 있는 자리와 관리인의 자리가 위치
해 있다. 여타 타이완의 묘우와 유사하게 맹갑 청수암에도 묘우의 한 쪽
편에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묘우 주변에는 여
러 음식점들이 분포해있다.
맹갑 청수암에서의 종교적 행위는 기타 도교 묘우의 종교적 행위와 동

8) (타이베이시정부-타이베이 관광 웹사이트)
http://www.taipeitravel.net/frontsite/kr/sceneryKrListAction.do?method=doFindB
yPk&menuId=1050501&scenerySerNo=2011051800000311
9) 맹갑 청수암 안내서
Ching Shui Yen Tsu Shih Temple at Meng Jia was built in the 52nd Year
of the Reign of Emperor Chien Lung of Ching Dynasty(A.D. 1787). The
temple houses the deity and founder of the Ching Shui Buddhist Sect,
Chao-Ying Chen, who later became Ching Shui Tsu Shih. He is regarded
as the guarding deity for An-Hsi immigrants to Taiwan. The temple was
destroyed in the third Year of the Reign of Emperor Hsien-Feng(1853)
during the “Ting Hsia Chiao Pin” (the war of Chin-Chiang, Hui-An, Nan-An
immigrants VS. Tung-An immigrants)and had been rebuilt in the 6th Year
of the Reign of Emperor Tung-Chih(1867). During the era of Japanese rule,
Ching Shui Yen Tsu Shih Temple at Meng Jia used to be the original place
of several educational institutes, including Taihoku Prefectural Second High
School(the current Taipei Municipal Cheng Kung Senior High School) and
Second Affiliated Taiwan Government Chinese Elementary School(the
current Taipei Municipal Lao-Song Elementary School). The temple was
also used as a temporary site for Taihoku Prefectural Third Girls High
School(the current Taipei Municipal Zhong Shan Girls High School).
Therefore, the temple also has great significance in the educational history
of Tai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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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나타난다. 신자들은 향로에 향을 꼽고 빠이빠이를 하며 점복을
보기도 한다. 또한 음식을 준비하여 제물을 바치기도 한다.

(2) 삼협 청수조사묘(三峽靑水祖社廟, sanxia qingsuizusimao)
삼협 청수조사묘는 안계현(安溪顯)에서 17㎞ 떨어진 안계봉래향(安溪

맹갑 청수암

맹갑 청수암

蓬萊鄕)에 위치해 있으며 복건성의 명승지이다. 청수암은 높은 산등성이
에 있으며 사면에 괴석이 많고 나무가 무성하며 반령정(半嶺亭), 각정(覺
亭), 암도부조비(岩圖浮雕碑), '지지
조북(枝枝朝北)' 대장숙, 천년라한
(千年羅漢) 소나무 등이 있다.
삼협 청수조사묘는 청 건륭 34년
(1769)에

창건되었으며

광서25년

(1899)에 다시 중건되었다. 1층은
호천구(昊天口), 2층은 청수조사를
모시는 조사전(祖師殿), 3층은 역가
루(譯迦樓)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삼협 청수조사묘
신으로 청수조사를 모시고 있다.10)
이곳도 여타 도교묘우와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향로와 점복을
볼 수 있는 장소,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장소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
한 묘우 주변에는 음식점이 즐비하다.
삼협 청수조사묘의 특징적인 점으로는 청수조사 봄맞이 민속활동을 언
10) http://ganato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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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수 있다. 이곳에서 열리는 청수조사 봄맞이 민속활동은 제를 지내
러 오는 사람과 많은 관광객을 유인한다.
(3) 담수 청수조사묘(淡水靑水祖社廟, dansui qingsuizusimao)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 단수이 지역에 있는 도교 사당이다. 주신으로
청수조사를 모시고 있으며 이곳은
지붕이 아름다운 사당으로 유명하
다. 부근에는 타이완 근대의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마셰 박사의 동상
도 세워져 있다. 사당의 지붕이 정
교하고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
어 특히 유명하며 사당 내부의 조
각도 아름다워 이곳을 찾는 관광객
담수 청수조사묘

들이 많다.11)

구조는 여타 도교 묘우와 다르지 않게, 향로와 음식을 올려 놓을 수
있는 탁자, 주신을 모신 신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우측과 좌측
에 점복을 볼 수 있는 자리와 관리인의 자리가 위치해 있다. 이 묘우에
서는 주신 청수조사 말고도 다른 불교, 도교, 민간신앙의 신을 모신다.
여타 타이완의 묘우와 유사하게 삼협 청수조사묘에도 묘우의 한 쪽 편에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묘우 주변에는 여러 음
식점들이 분포해있다.
4. 선도사
1) 일본 정토종의 영향 선도사
선도사(善導寺)는 타이베이시 중정구(中正區)에 위치한 정토종 불교 사
원으로 타이베이에서 가장 큰 절이다. 선도사는 1926년 일본 정토종 대
북 별원(日本淨土宗台北別院)이 만들어진 데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기
존의 대만 전통 불교 사원과는 다른 모습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청일전

11) 네이버 지식백과 청수엄조사묘(淸水巖祖師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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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이후 1895년부터 약 50년간 대만을 식민지배 하는 동안, 대만 선교
를 위해 많은 일본 정토종 사원이 생겼다. 그중에서 일본 정토종 대북
별원은 일본 정토종 3대 본산(本山) 중 하나인 지온인(知恩院)의 별원이
었다. 이후 1945년 대만이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뒤, 타이베이 시정

일본 정토종 대북별원 당시 모습

선도사의 정문

부 교육부에서 사원들을 관리하며 국가로 귀속되었다. 이후 이자관(李子
寬;Li

Zikuan)이 사원을 관리하며,

대성(大醒;Daxing)법사,

장가(章

嘉;Zhanjia)법사, 남정(南亭;Nanting)법사, 인순(印順;Yinshun)법사 등
유명 승려들을 초대하며 불교 진흥에 앞장섰다.
1953년에는 정토종 선도사 위원회가 성립되며 1955년에는 국가로부터
독립하였다. 이후 인순법사가 주지스님으로 있었으며, 현재에는 요중(了
中;Lezhong)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다. 법회는 연중으로 열리며, 2월, 5
월, 8월, 10월 12월에는 특별한 불교 행사를 개최한다. 현재 선도사는
불교 문화, 복지, 자선활동, 교육 등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넓혀가고 있
으며, 매년 겨울에는 자선구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매달 해조음(海潮
音;Hai

Chao

Yin)이라는

월간지를

출판하고

있으며,

신주시(新竹

市;Hsinchu City)의 현장대학(玄奘大學;Hsuanchuang University)12)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선도사는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웅전(大雄寶
殿)과 미타전(彌陀殿) 총 두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대웅전은 2002
년에 완공되었는데 9층으로 이루어진 현대식 건물이다. 1층에서는 신도

12) 정식명칭은 현장대학 종신교육 학원 선도 교육 중심(玄奘大學終身敎育學院善導敎育
中心; 玄奘大學)이며, 현장대학은 정토종과 관련된 사립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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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및 스님들이 수양을 행하는 곳이며 불교 신자 외의 출입이 금지되고

선도사 대웅전(大雄寶殿)

미타전(彌陀殿)

있으며 2층과 3층에는 세 개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 이곳에서는 법회가
열리며 1층에 비해 관광객 등 외부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다. 4층에
는 태허(太虛;Taixu Library) 도서관이 있으며, 5층에서부터 7층까지는
전시실로 이용되며 중국 남북조시대부터 현재까지의 불교 예술품을 보관
하고 있다. 한편 미타전은 2003년에 완공되었으며 현재에는 신죽시 현장
대학의 평생교육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2) 선도사의 내부와 종교행위

법회시 모습

평상시 선도사 대웅전 2층

대웅전의 2층과 3층에는 금동 삼존불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불상 및
보살상이 모셔져 있는데, 이곳은 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층과 3층은 중앙이 뚫려있는 거대한 중앙홀과 같은 느낌으
로,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있으며 천장에는 정사각형 모양의 전등으로
장식되어있다. 특히 바닥에 정사각형의 방석이 깔려있는데, 신도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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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각형 방석 위에 앉거나 무릎을 꿇은 채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우선 각 불상 및 보살상의 모습과 위치를 보면, 가장 앞쪽에는 석조
보살상이 있다. 이 보살은 다른 보살상처럼 넓은 귀를 갖고 있으며 전체
적으로 웃는 모습이며 볼과 입주변 그리고 배꼽주변은 황색으로 칠해져
있다. 또한 풍채가 굉장히 좋으며 옷을 걸치고 있지만 오른쪽 어깨와

선도사의 불상 보살상

수호신

석조 관세음보살

배․가슴을 드러내고 있다.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위에 두고 있으며 왼손
에는 단주를 들고 있다. 천수 천안 관세음보살 금동상이 위치하고 있다.
이 천수 천안상은 총 20개의 팔을 갖고 있으며 크기는 석조 보살상보다
는 작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금동상 뒤에는 관세음보살 석조상이 있
다. 이 석조상은 전형적인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자와 같
은 얼굴을 갖고 있고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있다. 또한 옷을 걸치고 있
는 입상이며 오른손은 버드나무가지를 들고 있으며 왼손에는 정병을 들
고 있다. 전체적으로 불교 관세음보살의 자비롭고 인자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듯하다.
가장 뒤쪽에는 금동 아미타 삼존불이 위치하고 있다. 이 삼존불은 전
체 중앙홀을 압도할 만큼 거대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2층과
3층이 한 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 높이는 약 3m 정도 되는 듯하
며, 삼존불의 양 끝에는 작은 크기의 수호신이 지키고 있다. 여러 부처
와 보살을 한 곳에 둔 배치는 대만의 다른 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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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절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약 10개 정도의 광명등
(光明燈)이 있으며 점을 볼 수 있는 첨시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천수천
안 금동상과 관세음보살 석조상 사이에는 법회를 진행하는 스님이 앉을

대웅전 1층에 모셔진 보살상

대웅전 1층에 모셔진 보살상·불상

수 있는 의자를 두고 있는데, 기존의 바닥보다 좀 더 높이 두고 있다.
한편 금동 삼존불 사이에 80cm 정도 크기의 병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특히 이 병에는 복숭아나무
와 제비, 모란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불교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
대웅전 1층에는 앞서 말했듯이 외부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지 않은
데, 신도들이 깊은 기도나 수양을 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추정된
다. 실제 1층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을 때 외부 경비원과 안에 있는 스님
은 들어오지 말라는 손짓을 하면서 막았다. 그러나 이후 기도를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스님께서 들어와도 좋다고 허락하셨다. 2층에는 낮
은 쿠션이 바닥에 깔려있던 반면, 가로로 긴 나무위에 쿠션이 있는 형태
의 낮은 의자들이 여러 개 깔려있었다. 또한 다른 불상과 보살상들이 모
셔져 있었으며 천장은 낮은 편이었다.
대만에는 비구니 스님이 많은 편인데, 선도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구
니 스님이 많은 듯하였다. 실제 선도사에서 만났던 스님들은 모두 비구
니 스님들이었는데, 이들은 법회를 준비하고 주도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들의 기도와 수양을 돕고 있는 듯했다. 또한 대웅전 1층에는 식당도
마련되어있었는데, 이곳에서 신도들과 함께 음식도 만든다. 아쉽게도 법
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법회에서 승려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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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는 직접 관찰할 수는 없었다.
일반 신도들은 대웅전 2층과 3층 중앙 홀에서 자유롭게 기도를 할 수
있다. 실제 선도사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신도 한명을 볼 수 있었다.
이 신도는 50대 정도의 여성 신도였는데, 척교를 던지며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이는 첨시와 함께 부처에게 기도를 드리고 답을 구하는 대만의
도교적인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아
미타 신앙이 중심이 되는 정토종 절에서 이러한 행위를 보이는 것은, 절
의 교리와 일반 신도들 간의 괴리 혹은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 아미타
신앙은 사후세계 즉 내세에 관한 신앙이기 때문에, 현세구복적인 종교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대만의 신도들은 내세보다는 현세에 초점을 둠으로
서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물음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
해 선도사가 '정토종' 사원인 것은 신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의문이 드는 바이다. 또한 대만 불교의 현세적
성격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스님께서 우리를 1층으로 데려가면서 실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우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뒤 인사를 하고 무릎을 꿇
고 머리를 무릎까지 숙인다. 그 다음 양 손을 손등이 하늘
을 향하도록 한 뒤 머리 옆쪽에 두고, 천천히 손바닥이 하
늘을 향하도록 손을 뒤집는다. 그 다음 다시 손을 모으고
일어선 뒤 다시 인사를 한다. 이러한 동작을 3번 반복한
다.
한편 스님과 함께 기도드리는 법을 익히고 있을 때, 옆에서 기도를 드
리고 있던 일반 신도가 우리에게
오더니 긴 머리는 묶어야하고 옷이
너무 짧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기도를 모두 마치고 떠나려고 할
때 스님께서 짧은 반바지를 지적하
며 다음에 절을 방문하게 될 때에
는 긴바지를 입고 오는 것이 좋다
고 알려주셨다. 이런 모습에서 외 점치며 기도를 드리던 여성 신도의 모습
부인들도 자신들의 종교 활동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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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참여해볼 수 있다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5. 완화 구의 묘우들
1) 생활 속에 자리잡은 다양한 묘우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용산사(龍山寺), 그 용산사가 위치해 있는
타이베이 시 완화(萬華) 구는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며 전통적인
쇼핑거리와 지역의 먹을거리, 그리고 다양한 묘우들을 지역의 자랑으로
삼고 있다.13) 그 명성에 걸맞게 완화구의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
된 묘우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용산사를 중심으로 완화구의
북부지역에는 도보로 5~10분 걸리는 간격으로 묘우가 많이 분포해 있었
고, 완화 거리를 답사한 약 이틀 동안 용산사, 행덕궁(行德宮), 맹갑 청
수암, 복덕궁(福德宮), 용진궁(龍津宮), 오복궁(五福宮), 현무궁(玄務宮),
청산궁(靑山宮) 총 8개의 묘우를 조사했다. 후에 관광 차원에서 들렀던
대만의 대학로 융캉제에서 성모궁(聖母宮)을, 단수이의 거리에서 복우궁
(福祐宮)을 추가적으로 조사했다. 대만 최대 규모의 묘우인 용산사와 불
교의 승려를 신격화한 청수조사묘는 앞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니, 여기서
는 그를 제외한 지역 묘우들 8개의 특징과 종교 행위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자.
완화 구의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묘우들
은 사원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
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만은 비가 많이
오기에 건물의 1층이 안쪽으로 움푹하게 건
설되고 그 위치에 인도가 만들어져 비를 가
려주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래서인지 건물 1
층의 상점들 중에는 문이 없이 완전히 개방
된 곳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묘우도 이러한
상점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개방된 구조를
가진 곳이 많다. 그래서 묘우의 근처에 가면
타이베이시 완화구

강한 향냄새를 맡을 수 있다. 또한 신의 상

13) 타이베이 시청 홈페이지(http://english.taipei.go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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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종교 물품들이 인도를 침범하여 늘어서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엔 묘우의 관계적 위치를 살펴보자. 행덕궁은 주민들이 사는 골목
안 쪽에 위치해 있었고, 복덕궁은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가 바로 옆에 있
었다. 반면, 복덕궁이나 용진궁, 청산궁처럼 상점들이 있는 길거리에 있
는 사원들도 많았다. 특히 성모궁의 경우, 대만대학교와 사범대학교의
중간부에 위치한 젊은이들의 번화가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곳과 아주 근접한 위치
에서 종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절은 주로 사원에
있고, 도심에 있는 교회나 생활불교의 절도 대부분 건물의 상층에 있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확실히 분리된다. 또한 한국에서는 바깥에서 특별
한 행사를 하지 않는 이상 비종교인과 접촉이 드물다. 이렇게 대조시켜
볼 때, 대만 종교가 얼마나 일상화, 보편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완화 구에서 본 묘우들의 명칭으로는 크게 ‘궁(宮)’과 ‘사(寺)’, 그리고
‘암(庵)’이 있다. 궁이나 사, 암 모두 종교 행위의 과정은 비슷하게 나타
나며 한 묘우에서 여러 종교의 신을 함께 모시기도 한다. 그러나 다양한
신들을 모시더라도, 일반적으로 ‘궁’에서는 복덕정신(福德政神), 현천상제
(玄天上帝) 등 도교에서 숭배하는 신을 주신으로 모시며, ‘사’와 ‘암’은
보살과 부처, 승려를 주신으로 모신다. 이처럼 어떤 종교의 신을 주신으
로 모시느냐에 따라 궁과 사/암이 구분되며, ‘궁’은 도교와 민간신앙의
묘우, ‘사’와 ‘암’은 불교의 묘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묘우 내

번화가에 위치한 성모궁의 모습

복덕궁의 옆에 위치한 놀이터

부에서 불교와 도교의 공간이 분리되는 용산사의 경우도, 불교의 본당이
중심이 되며 관음보살(觀音菩薩)을 주신으로 모신다(상기숙 2011: 15).
잠깐 언급했지만, 묘우에서 모시는 신들은 매우 다양하고 그 수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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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교 내에서는 다양한 존재를 신격화하여 섬기고, 다른 종교의 신이
도교화되어 모셔지는 경우도 있다. 한 묘우 안에서 다른 종교의 신들을
함께 모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처럼 도교 내 종교의 혼합양상은 모
시는 신들로부터도 표면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한 묘우 안에서 하나의
신만을 모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최소 5명, 최대 2,30명까지 모시는
묘우도 있었다. 그러나 모시는 대상이 다양해도 종교행위의 양식은 동일
하게 나타난다.
각각의 묘우에서 모시는 신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복덕궁
이라는 작은 궁에서는 복덕정신(福德政神)을 신으로 모신다. 복덕정신이
란 도교에서 토지신을 통칭하는 용어로 고유명사가 아니며, 따라서 완화
구의 복덕궁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었다. 궁의 관리인은 이
사찰이 300년이 넘었으며, 이 복덕정신은 살아생전 송대(宋代)의 장군으
로 황제가 칭호를 하사했으며, 남자형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
산사와 용진궁 등에 모셔져 있던 관성제군(關聖帝君)은 삼국지에서 등장
하는 관우를 신격화시킨 것으로 도교에서 높은 위상을 가진 신이며, 관
성제군 이외에도 천상궁의 영안존왕(靈安尊王), 용산사의 태상노군(太上
老君) 등도 실존인물이 신격화 된 경우였다. 이렇게 실존했던 사람이 신
격화되는 것은 도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실존 인물이 아닌, 하늘의 별을 신격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현무궁의
현천상제(玄天上帝)는 북극성이 신격화된 북쪽 하늘의 상제이다. 북쪽 하
늘 별자리의 중심에 있는 북극성을 보고 사람들은 북극성을 하늘의 중심
으로 여겼으며, 따라서 현천상제는 자연현상과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
는 신으로 숭배 받는다.14) 학문과 지식의 신으로 받들어지는 문창제군
(文昌帝君)에 대해서도 북두칠성의 여섯 번째 별을 신격화한 것이라는
설이 존재한다. 문창제군에 대해서는 황제의 아들이라는 설과 당대(唐代)
의 장아대신이라는 설이 함께 존재하여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역시 하늘
의 별을 신격화시키는 도교의 경향이 드러난다.
위에서 언급한 두 사례가 도교 신을 숭배하는 경우였다면, 성모궁과
복우궁은 마조(媽祖)를 숭배하는 묘우이다. 성모궁에서는 천상성모(天上
聖母)를 모시고 있으나 이는 마조의 다른 이름이다. 마조신앙은 송대에
14)

네이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33784&cid=103&category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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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남부 해안에서 발생한 뱃사람들의 해신신앙으로 해안지역을 중심
으로 전파되었다(서승화 2006: 1). 그러나 점차 해신의 성격이 변모되며,
대만에 와서는 복과 재물, 출산, 양육 등 확장된 범위를 관장하는 만능
신으로 모셔진다(서승화 2006: 47). 우리가 조사한 마조 묘우는 성모궁
과 복우궁 단 두 곳이었으나, 용산사에서도 마조를 모시고 있었으며 성
모궁과 같은 마조 묘우는 2006년 기준 807여 곳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서승화 2006: 45).
마조를 도교와 민간신앙 중 어느 종교의 신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는 명
확하지 않다. 마조는 분명 민간신앙으로 발생해서 전파되었지만, 후에
도교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마조의 종교신앙 틀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서승화 2006: 33). 또한 토지신의 경우에도 애매모호하다. 도교에서도
토지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명말청초에 도교가 전파되기 이전부터 존
재하던 토지공도 있다. 이처럼 대만에서 도교와 민간신앙은 특히 그 경
계가 모호하며 혼재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대만에서 도교와 민간신앙의
구분은 때로 무의미하며, ‘궁’이라
는 명칭도 도교와 민간신앙의 묘우
라고 보아야 한다.
복우궁에서는 주신인 마조와 함
께 아수라(阿修羅)도 신으로 모시고
있었다. 아수라는 본래 인도의 오
래된 귀신이었으나, 불교에 흡수되
어 불교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팔부

복우궁에 모셔진 아수라 상. 머리 세 개

신 중의 하나가 되었다. 아수라는 와 팔 여섯 개를 가지고 있으며, 각 손
본래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며, 에는 해와 달, 칼, 노끈 등을 들고 있다.
선악을 모두 갖추고 있어 특징을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이다. 불교의, 심지어 악한 성격도 가지고 있는 존
재를 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2) 묘우들의 내부구조와 종교행위
우리가 조사했던 궁은 비슷하면서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오
복궁에서는 양 벽면에 마치 장승같은 구조물을 일렬로 세워놓고 있었고,
다른 묘우와는 달리 다섯 개의 작은 호랑이상이 바깥에 드러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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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궁은 묘우의 문 바깥 인도 쪽에도 신상이 있어 향을 피울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단층으로 된 곳도 있었고, 용진궁, 청산궁처럼 3층이 모두
묘우로 구성된 곳도 있었다. 그러나 다양성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본 구조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다층으로 구성된 궁에서
는 수직적 구조의 특징을 발견했다.
먼저 단층에서의 기본구조를 살펴
보면, 묘우의 가장 바깥쪽인 입구에
는 거대한 향로가 놓여 있다. 그 향
로는 천공(天公), 즉 천신을 위한 향
로로 사람들은 이 향로에 향을 꽂으
첨시. 글자가 새겨져 있다.

며 국봉민안(國奉民安)을 기원한다.
향로의 바로 위 천장부근에는 묘우

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이 걸려있다. 향로를 지나쳐 들어가면 입구의 바
로 안쪽에 관리인의 책상이 있다. 책상은 왼쪽에 있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기도 하며, 책상의 건너편 혹은 바로 옆에는 금지(金紙)를 놓아둔다.
사람들은 빠이빠이(拜拜)를 할 때 이 금지를 함께 태우며, 이는 금을 태
워 신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첨시(籤詩) 할 때 사용되
는 첨지(籤枝)를 넣어둔 첨지통도 금지의 근처에 놓여있다. 입구에서 보
이는 공간의 가장 안쪽 정면에는 그 묘우의 주신(主神)이 모셔져 있고
그 상단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주신의 앞쪽에는 커다란 탁상이 있고
그 위에는 주신을 위한 향로와 주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올려져있다. 제
물은 주로 꽃과 음식이며, 이 제물을 담는 작은 접시는 궁에서 제공한
다.
탁상 위치의 양 옆에는 두 개의 등, 재신등(財神燈)과 광명등(光明燈)이
놓여있다. 이 등은 크게 한쪽 벽면을 채워 넣는 형태와 커다란 원뿔형
두 가지가 있고, 이름이 새겨진 작은 등들로 구성된다. 이 등의 이름은
새해 초에 선착순으로 새겨 넣을 수 있어, 용산사 같은 큰 절은 그 시기
에 매우 붐빈다고 한다. 그래서 큰 절의 재신등과 광명등은 모두 가득
차있었지만, 규모가 작은 묘우는 반도 채워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
리고 주신의 양 옆에는 다른 신들을 함께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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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그 신들의 앞에도 각각 향로가 놓여진다.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 주
신이 놓인 받침대의 하단을 살펴보면, 받침대가 안쪽으로 오목하게 파여
있고, 그 자리에 호랑이 신이 있다. 호신(虎神)을 위한 향로도 마련되어
있으며, 호신에게는 재물, 특히 도박운을 종종 빈다고 한다.15)
묘우에서 나타나는 층간 위계구조에 대해서는 서승화(2006)가 송산자
우궁(松山慈祐宮)을 예로 들어 이미 다룬 바 있다. 그는 글에서 만능신
으로 인기가 높은 마조는 대중과 가까운 1층에 위치하지만, 그보다 영험
하다고 인식되는 도교의 신들이 위계적으로 더 높은 상층에 위치하며,
여신들은 보통 같은 층에 모셔진다고 서술했다(서승화 2006: 52-54). 우
리가 조사했던 청산궁에서도 비슷한 위계구조를 볼 수 있었으며, 그에
더하여 추가적인 요소도 발견했다. 먼저, 청산궁에서 각 층 별로 모셔진
신은 다음과 같다.

3층
2층

옥황상제, 삼관대제, 남두성군, 북두성군, 남천대성, 제천대성,
태세성군 등
요지금모(서왕모), 천상성모(마조), 관성제군(관우), 태양성군,
태음성군(월궁항아) 등

1층

쌓여있는 금지

영안존왕(토지신) 등

주신의 아래 있는 호신과 광명등을 가까이 찍은 사
향로
진

15) 글의 뒤에 첨부된 구조도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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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서 모시는 영안존왕은 삼국시대 손권
의 장군인 장곤(張滾)이 신격화된 것으로, 권
선징악을 다스리는 토지신이다. 2층에서는 도
교의 최고 여신인 서왕모(西王母)와, 마조신앙
의 여신 마조, 관우가 신격화된 관성제군, 태
양신인 태양성군(太陽星君)과 달의 여신인 태
음성군(太陰星君), 즉 월궁항아(月宮姮娥)가 모
셔져있다. 3층에서는 도교 최고의 신인 옥황
상제(玉皇上帝)가 모셔져 있다. 또한 각각 복
과 죄, 액을 다스리는 천관, 지관, 수관이 합
쳐진 천관대제(天官大帝), 죽은 자와 산 자를

신의 탄신일에 행덕궁에서
빠이빠이를 체험하는 일본 다스리는 북두성군(北斗星君)과 남두성군(南斗
인의 모습이 실려있다.
星君), 그리고 남천대성(南天大聖), 제천대성

(齊天大聖), 태세성군(太歲星君) 등을 모시고
있다.
송산자우궁과 마찬가지로 청산궁에서도 종교간, 신들 간의 위계관계가
나타난다. 상층일수록 도교 신들의 비중이 크며, 3층에는 도교 신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도교 신들 중에서도 보다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어 지위
가 높은 신들이 상층에 모셔져 있다.16) 반면 토지신은 가장 하층에 위치
해 있고 장식도 가장 화려한데, 이로부터 민간신앙이 도교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게 인식되지만 동시에 현지인들에게 보다 대중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산궁에서는 마조가 지위가 낮은 도교신들과 함
께 2층에 모셔져 있었는데, 지역적 범위가 넓은 마조가 토지신보다 높게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성별 간 위계관계도 나타난다. 2층에는 마조, 서왕모, 월궁항아가 함께
모셔져 있다. 서왕모는 여선(女仙)들을 관장하는 최고의 여신임에도 불구
하고, 최고의 신인 옥황상제와 남자 신들보다 아래층에 안치되었다. 이
처럼 신들의 위계관계에도 전통적인 남녀의 위계관계가 반영된다.
성모궁을 제외한 모든 묘우에는 항상 한 명 이상의 관리인(Chairman)
16) 별이 신격화된 남두성군, 북두성군 등이 태양성군, 태음성군보다 지위가 높은 이유는
음양오행이라는 중국의 세계관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태양은 양, 달은 음이라는 인식
이 있고 이로 인해 태양과 달에 대한 숭배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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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머물고 있어 궁금한 것은 바로 물어볼 수 있었다. 오복궁에서는 바깥
에 비치된 의자들에 관리인과 두, 세 명의 지인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
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묘우들을 조사하는 동안, 내부를 살피거
나 사진을 찍는데 이 관리인들에게 저지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
다. 저지를 하기는커녕, 그들은 굉장히 친절했으며 물어보는 것은 무엇
이든 알려주려 노력했다. 가장 처음에 행덕궁을 방문했을 때, 나는 사진
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려 했다. 영어를 하지 못하시기에 일본어로
질문했으나 관리인은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자 관리인은 주변에 사는 주
민 중에 일본어를 할 줄 아시는 어르신을 모시고 왔고 사진을 찍어도 좋
다는 대답을 들은 후에도 이것저것 여쭤볼 수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살
펴보는 내내 떠나지 않고 친절히 대답해주었다. 용진궁에서도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자 비교적 영어를 잘 하시는 다른 관리인과 대화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묘우의 곳곳을 다 안내해주셔서
우리는 이 날 평소에는 개방하지 않고 불상들을 모아두는 3층도 견학할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은 5박 6일 동안 대만을 답사하면서 느낀 대만인들의 친절
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어와서 절을 해보라
고 제안한 선도사의 스님이나, 빠이빠이를 해보려고 향을 사들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빠이빠이하는 법을 알려준 대만인의 사례는 그만
큼 대만의 종교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한
편, 행덕궁에서는 복덕정신의 탄신일에 빠이빠이를 체험해보고 있는 일
본인의 사진을 입구에 전시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면서 대만의 종교문화
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종교의 혼재 양상은 묘우의 구조나 건물의 장식, 봉사하는 신뿐만 아
니라 대만인들의 인식 속에서도 나타났다. 일례로 복덕궁을 조사할 때
정보제공자가 되었던 궁의 관리인은 복덕궁을 불교사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복덕정신은 송대(宋代)의 장군이 신격화된
신으로, 도교 혹은 민간신앙의 신이며 불교와는 관련성이 적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를 우리에게 설명해준 궁의 관리인은 불교와 도교를 구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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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이상의 시설들을 살펴보며 대만의 종교생활을 살펴보았다. 불교, 도교
등 제종교가 심각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합되는 형태를 보았고, 그들의
종교생활이 일상생활 속에 깊게 파고들어 있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다.
그들이 종교를 대하는 태도는 때로는 엄숙함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불
교인지 도교인지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종교적 행동이 일상화 되어있는
모습, 혹은 도박을 담당하는 신 등에서 그런 면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용산사 등 큰 절에서 대단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빠이빠이를 하는 모습
에서는 경건함마저 느낄 수 있었다.
대만인들의 종교적 행동에는 정말 대만의 심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생
각을 하게 된다. 종교적 포용성과 그로 인한 혼합적인 모습은 자연재해
가 잦은 대만에서 기댈 수 있으면 어떤 신이든 좋다는 실리주의적인 모
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혹은 어찌 되었든 싸우지 않고 화합하자는
너그러움이 숨어있을 것이다. 실존 인물을 신으로 모시며 그가 어떤 신
인지 설명하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떠나 인류애마
저 느껴졌다. 어쩌면 그들이 하는 참배는 인생 선배에게 하는 존경의 표
시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밖에도 다른 요소는 얼마든지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사실 대만인 자신들도 각자 모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을 중국인과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만인은 중국인이 아니라
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에게 혹은 그에게 과연 종교란 무엇이었을
까.
짧은 기간 동안 대만에 머물며 시간에 비해 참 많은 사원을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만 사람들이 가진 종교에 대한 생
각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보려 노력했지만 지식의 부족에 의해 효율적인
연구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배경지식의 얄팍함으로 집중해서 보아야
할 곳을 지나친 것도 많고,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그들이 전하려던 메시
지를 놓친 것 또한 셀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으로 직접
부딪혀 알아보고 나름의 생각을 갖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대만 사람들의 포용적인 종교 생활 전반을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전
달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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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후기
신승민
사실 대만에 가기 전에는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만에 대
해서는 주로 가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종종 왜 대만은 한국을 싫어하는
가라는 주제로 많이 거론이 되는 등 부정적인 정보만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대만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
이다. 이런 짤막한 정보로 편견이 생기는 이유도 아는 게 없으니까 대충
머릿속에서 아 이런 나라구나 하고 끼워맞췄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답사를 통해 대만에 대해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실제로 가 보며 짤
막하게나마 대만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마음속에 가
지고 있는 편견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대만 사람들이 그리 외국인
들에게 친절할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 하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외국에 가는 것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 반, 걱정하는 마음 반이었는데 딱 생각한 비율로 기대했
던 일도 일어나고 우려도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외국을 돌아보는
경험을 통해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남을 관찰하는 입장에 서게 되니
세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져 볼 수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익숙한 것을 새로이 돌아보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었습
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느낀 ‘알고 보면 미워할 사람 없다’는 말. 인류
학의 골자는 서로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
다. 반면 나이 많은 조장이 오히려 어리버리해서 조장에게 기대하는 역
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같아 조원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던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
다. 그리고 방대한 지식으로 인식의 지평선을 넓혀 주신 전경수 선생님
과, 너무 고생하신 조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
회가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다영
가장 처음 연구주제를 정할 때 무엇으로 하다가 고민도 많이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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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의견이 나왔었는데, 다른 조랑 겹치는 주제들을 빼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 대만의 종교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종교라고 하면 굉장히 따분하고 가장 재미없는 주제가 되지 않
을까 걱정도 많았다. 기존의 연구들도 대부분 대만보다는 중국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보니 대만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았고, 더
욱이 대만의 종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유일하게 알고 있던 것들
은 대만에는 굉장한 많은 신들이 있고 불교, 도교, 민간신앙 등이 혼재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대만으로 출발하기 전에 가볼만한 사원들을 정리
하다보니 과연 얼마나 많은 사원에 가볼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다. 그러
나 실제 대만에 가보니 사원이 집중되어있는 지역(특히 호텔 근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원들이 있었다!!)이 있고 거리 곳곳에서도 사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듯한 사원부터 시작해서 아
저씨들의 수다공간이 된 사원, 부처와 도교신이 함께 있는 사원,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현지인보다 더 많은 사원인 용산사까지 다양한 사원에
가볼 수 있었다. (먼 거리도 걸어가면서 이곳저곳에 있는 사원들을 둘러
봐서 발이 좀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이윤하
이번 인류학과 답사의 목적지는 대만이었다. 그러나 답사를 다녀 온
이 시점에도 ‘대만’, 혹은 ‘인류학’이라는 큰 덩어리는 잘 와 닿지 않는
다. 대신 인류학과 답사를 돌이켜 볼 때마다 특정 장소에서 일어났던 토
막의 일, 순간의 감정들, 분절된 단상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이 모든
단상들은 합하여 인류학과 답사에 대한 소감이라고 뭉뚱그릴 수도 있겠
으나, 그 토막토막의 기억이 소중하고 의미 있기에 하나의 흐름으로 녹
여내는 것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떠오르는 단상들을 두서없이 늘어놓
게 되었다.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조별연구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방문 한 용산
사에서의 ‘빠이빠이’이다. 우리 조의 주제는 묘우를 통해 본 대만인들의
종교생활이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타이베이의 여러 묘우들을 방문하
였는데, 대만인들이 관광객이 들어오든 말든 개의치 않고 성심성의껏 초
에 불을 붙이고 절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었다. 향로 앞에 선 사람들
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에게 끊임없이 머리를 숙였고, 빌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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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을 구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신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대답을 해
준다고 믿고 있는 것일지 궁금했다. 그 믿음과 절박함이 신기해 보였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빠이빠이만을 관찰하며 다니다가, 마지막 날에는
첫날 방문했던 용산사를 다시 들러 직접 빠이빠이를 해보기로 하였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나는 용산사를 방문한 다른 대만인들과 함께 향로 앞
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문창제군한테 수강취소하고 싶었으나 취소하지
못한 한 과목의 성적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고 온 마음을 다하여 빌었다.
그리고 척교를 던져, 문창제군의 대답을 듣고자 했다. 그 순간만큼은 빠
이빠이와 문창제군을 정말로 믿고 있었다. 물론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문
창제군이 내 앞에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이러한 기도의
효험 역시 그저 자기위안일 뿐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이러한 판단과는 별
개로 문창제군은 있으며 내 말을 알아듣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
고 온 힘을 다하여 척교를 던졌고 척교의 결과를 보고 몹시도 기뻐했으
며, 아직도 문창제군이 대답해 준대로 에이대를 받을 것이라 믿고 있다.
대만인들의 종교적 심성이 내가 경험한 이것과 같은지는 알 수 없었지
만, 그 순간 나의 절박함과 믿음은 내가 보아 온 그들의 절박함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떠오르는 감상은 하루 종일 팀원들,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느
꼈던 행복감이다. 새로운 풍광들과 낯선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즐거웠지
만,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팀원들과 하루 종일 같이 돌아다니며 같은
장소와, 경험과, 사건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돌아오는 비행
기 안에서 했던 한 시간의 대화도 인상 깊다. 한 토막의 대화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신기하지만, 그 한
시간 동안의 대화를 통해 나를 뒤돌아보고 또 여러 삶의 방식들을 생각
해볼 수 있었다. 이밖에도 한 잔에 천 이백원 밖에 하지 않으면서도 엄
청난 양과 맛을 자랑했던 버블티, 뜨끈한 국물의 육우면 등이 생각난다.
원탁에서 오갔던 대화들도, 밥 먹다 경험한 지진도 생각난다. 이 모든
것들이 답사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했던 대만의 문화를 느끼고 인류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에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심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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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답사는 정말 ‘답사’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대만에서 마
지막 이틀 동안은 101층빌딩도 찾아가고 젊은이들의 거리라는 융캉제에
도 가보고, 단수이의 예쁜 모습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런 예쁘고 멋있는 관광지들보다도 골목을 돌아다니며
보았던 묘우들이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를 발견하자 연이어 등장하
는 도교 사원들을 열심히 조사하며 무작정 완화 구 골목과 대로변을 돌
아다니는 처음 일정은 체력이 약한 저에게는 조금 힘들기도 했습니다.
저녁쯤에는 완전히 지쳐서 술자리도 참석하지 못했지요. 그렇지만 현지
인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며, 그들의 심성을 느
껴보는 경험은 정말 즐겁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직
원이 있고 최신식으로 꾸며놓은 101층 빌딩, 유명한 관광지 단수이 거리
만 갔다면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정
말 우연하게 완화구의 관광지인 청산궁과 대만 최대의 절인 선도사를 아
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니, 답사와 진정한 관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만인들의 종교문화와 생활상을 살펴보는 일은 인류학에 대해
서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류학에 대해 생각하면
서 고민했던 것은, 현지조사를 하려면 직업적으로 새로운 장소와 사람들
을 많이 만나야 할 텐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장소를 접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제 성격과
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대만 답사를 통
해, 직접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일이 정말 즐겁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답사는
단지 5박 6일이었을 뿐이고, 이번에 느낀 어려움을 실제 현지조사와 인
류학자가 해야 하는 일에 비할 수는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러나 직접 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 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
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답사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은 못내 아쉬웠습니
다. 감사하게도 중국어를 잘 하는 조원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의 의사소
통은 가능했지만, 묘우와 관련된 어려운 내용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신교를 믿는 이곳에서도 특정 신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용산사에 새겨진

대만답사보고서 ‘彩’

91

벽화들은 어떤 의미인지 등등 의문을 풀지 못한 점들도 상당히 있었습니
다. 만약 중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그들을 보다 잘 이해하
고, 호의를 가지고 말을 걸어오는 그들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호의를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요? 인류학을 하는데 있어 언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었고, 이번 방학을 이용해 언어를 공부한 후
의사소통이 되는 곳에서 조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일부만이라도 돌아보기에 5박 6일은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
니다. 가보고 싶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가보지 못한 곳도 정말 많고,
먹어보지 못한 음식 중에 아직도 머릿속에 아른 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한 뒤 다시 대만에 가서 여유롭게 좀 더 많은 곳을 둘러보
고, 묘우에 대해 조사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하게 궁들을 살
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미혜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해 기본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시험과 과제로 인
해 사전 준비도 많이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어 아쉬운 점도 있
었다. 여행 일정에 어떤 곳이 있는지, 기본적인 회화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몸으로 부딪히면서 추측하고 추리
하고 어설픈 의사소통으로 헤쳐 나가는 것도 나름대로 뜻 깊은 경험이었
다.
대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고궁박물관이었다. 대륙의 진기한 보
물들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신석기와 청동기 관이
흥미로웠다. 청동기에 남아 있는 문양이라던가 오래된 글씨들은 비록 그
뜻은 알지 못해도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구족문화촌에서는 내용 자체
도 훌륭했지만 전시 형식에 느낀 점이 많았다. 학문적 지식은 많이 없는
어린아이들과 일반인들도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밀랍모형을 전시하
거나 실제 원주민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의 전시가 눈에 띄었다. 한국
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문화재가 일반 사람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았다. 조별자유답사시간에는 주로 군소 사원들
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녔다. 사원을 방문할 때마다 사람들을 열심히 관찰
하고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많이 얻
어냈다. 덕분에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만인들의 종교생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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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은 많은 경험을 하고 왔다는 뿌듯한 생각이 있다.
답사를 통해서 학문적인 큰 주제를 가지고 대단한 결과물을 내야 하는
줄로만 생각하고 처음에는 신입생이 답사를 가도 될까 하고 걱정했었다.
그런데 동기들도 많이 참가한다고 해서 용기를 얻고 답사를 신청하게 되
었다. 답사라는 기회는 인류학과 학생이라면 꼭 한 번은 참가해봐야 하
는 특권이다. 해외답사를 간다고 하니 타과 학생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교수님과 학과 사람들과 돈독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교수님과 말씀을 나눠 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햇병아리 인류학도에게는 인생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신입생으로서는 인간관계를 넓히고 선배들의 인생 경험을 들어볼 수 있
었고 여행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주는 특유의 감정으로 인류학이 무엇인
가에 대해 성찰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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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 음식
1) 이주민들의 전통 음식
대만의 음식은 문화적 결합과 공존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을 것
이다. 본토(상하이, 광동, 베이징, 사천 등)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대만
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에 맞게 본토 음식을 적절히 변화·발전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푸젠 계통의 요리가 대만 음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
다. 따라서 대만의 전통음식 중에는 대만 고유의 전통음식이라기보다
중국 본토의 전통음식이 대만의 특징에 알맞게 변화한 음식이 많다.
대만의 조리법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50년 이상을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식 조리법이 대만 음식의 조리법
에 가미된 것인데, 이에 따라 간편하고 담백한 맛을 살릴 수 있는 조
리법이 일반적이다.
한편, 대만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
문에 해산물이 풍부하다. 싱싱한 해산물은 대만 요리에서 중요한 식품

쫑즈 1

쫑즈 2

재료인데, 식재료의 신선도와 영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재료를 소
스와 함께 볶거나 강한 불에 급히 볶는 조리기술이 일반적이다.
(1) 쫑즈(粽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 본토의 전통음식이 대만에 정착한 경
우이다. 쫑즈는 중국에서 단오 날에 먹는 대표적인 명절음식이다. 대만
과 홍콩에서도 단오 날 쫑즈를 먹는 것이 오랜 전통이며 요즘에는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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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절 뿐 아니라 한 끼 식사대용으로, 간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쫑즈의 유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중국 초나라 사람 중에 굴원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일찍이 정

치에 뜻을 품어 좌도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중상모략으로 인해 자리
에서 쫓겨났다. 유배지에서도 늘 초나라를 걱정했던 그는 초나라의 수
도가 진나라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한 나머지 호남성을
흐르는 멱라강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백성들은 이를 슬퍼하여 힘껏
배를 저어 굴원을 구출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찹쌀로 만든 주먹밥(종
자)을 강에 뿌려야 물고기들이 굴원의 시체를 먹지 않을 것이라 생각
하여 단오 날, 배를 타고 강에 나가 주먹밥을 던졌다. 』
당시에는 강에 던지는 음식을 교룡이 물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를 막기 위해 갈대 잎사귀를 쪄서 주먹밥을 감쌌다고 한다.
쫑즈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른 재료들이 사용되는데, 그 종류만
해도 고기· 대추· 땅콩· 밤· 팥· 계란 노른자· 오리 알· 카레 등 상당히
다양하다. 이러한 재료들과 찹쌀(또는 일반 쌀)을 갈대 잎으로 감싸고
색깔 실로 묶어 찌거나 삶으면 쫑즈가 완성된다.
대만에서 식사를 할 때, 쫑즈를 먹을 기회가 있었다. 그 때는 무슨 음
식인지 알지 못했는데, 쫑즈를 조사하면서 그 음식이 사실은 쫑즈였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음식점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조리한
것 이외에도 대나무 통에 밥을 찐 형태의 쫑즈를 판매하고 있는데, 우
리가 먹었던 쫑즈는 고기가 들어간 것과 작은 새우가 들어간 것이었
다.
대나무 통에 쪘기 때문에 향이 좋고, 밥 이외의 재료들도 상당히 부
드럽다. 또한 맛이 그다지 강하지 않아 여행객들이 먹기에 부담이 없
다.
(2) 쵸우또우푸(臭豆腐, 취두부)
초우또우푸는 두부를 발효시킨 제품의 일종으로 초우또우푸깐(臭豆
腐乾, 건조시킨 것)과 초우또우푸루(臭豆腐乳, 건조시키지 않은 것) 두
가지로 구분된다. 건조시킨 것이 비교적 인기가 있으며, 건조시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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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은 과거 초우뚜우푸의 최초 형식이다. 초우또우푸의 유래에 대해
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의 두 이야기이
다.
『청나라시대(서기 1644~1911년) 안후이(安徽)성의 선비 왕치화(王致

和)가 상경하여 과거시험을 쳤으나 낙방한 뒤 베이징에 남아 두부가게
를 경영했다. 하루는 장사가 잘되지 않아 팔지 못하고 남은 두부가 많
았다. 그래서 두부를 작은 덩어리로 잘라 소금을 뿌려 말렸다. 일종의
두부 요구르트를 만들어 보관하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며칠이 지
나지 않아 두부가 푸른색을 띠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초우또우푸
의 최초 원형이 됐다. 그 후 향기가 특수하고 맛이 독특해 황제가 먹
을 반찬으로 궁정으로 보냈는데 자희태후(서태후)의 사랑을 받았다. 서
태후는 초우또우푸에 「위칭팡(御靑方)」이란 이름을 하사했다.』
『명 태조 주원장(서기 1328~1398년)이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하여 썩

은 두부를 몰래 가져와 튀겨 먹은 적이 있었다. 썩은 두부로 만든 음
식이지만 맛이 훌륭하여 오래도록 잊지 못했다. 그는 나중에 혁명을
일으켰을 때 요리사에게 특별히 명령해 이것을 만들어 군대에 포상하
도록 했다. 그 후 기름에 지진 두부는 안후이 지역으로 점차 퍼져나가
오늘의 초우또우푸가 되었다. 』
초우또우푸는 집에서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두부를 작은 크기로 잘라 흰
베에 올려놓고 이를 감싼다.
2. 잘 싼 두부를 목판 위에 놓
고, 그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은 채 밤새 둔다.
취두부

3. 종이 상자 안에 볏짚이나 옥
수수 잎을 깔고 2.의 과정을 거친

두부를 올려놓은 뒤 다시 잎사귀로 덮는다.
4. 곰팡이가 필 때까지 이것을 저장고에 저장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두부가 완성되면 이를 튀기거나 찌는 등 다양하
게 요리하여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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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음식 중 가장 호기심이 생겼던 것이 바로 이 취두부였다. 고약
하고 독특하며 오묘한 냄새는 청국장이나 김치처럼 냄새가 강한 음식
에 익숙한 한국인으로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취두부에 대
한 평가는 극명하게 나뉘는데, 특히 외국 여행객들에게 취두부는 두려
운 음식이면서도 한 번쯤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취두부를 만드는 공장의 위생상태가 불결하다는 것이
보도되어 현지인들과 외국 여행객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3) 또우장(豆漿)

또우장 1

또우장 2

또우장 역시 대만 고유의 전통음
식이라기 보다는 중국의 전통음식이 이주민들과 함께 대만에 정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또우장은 말 그대로 콩을 갈아 만든 국물이며, 묽
고 달짝지근한 맛을 낸다. 흔히 soy milk라고 표기되어 진하고 달콤한
맛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은데, 실제 또우장은 콩만을 갈아 만들기 때
문에 그보다는 훨씬 묽고 ‘밍밍’하다.
대만인들은 아침 식사로 빵·국수·샌드위치 등을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사먹는데, 또우장은 인기 높은 아침 식사 중 하나이다. 사진에 제시된
것처럼 밀가루를 기름에 튀긴 과자인 요우티아오(油条)와 함께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일부 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이 중국·대만의 전통음식인
또우장에 대해 자신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소문이 일었던 사
건이 있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남의 문화를 넘보는 도둑 민족’이라
며 비난했는데, 오해가 확산되자 한국 유학생들은 성 요한 과학기술대

대만답사보고서 ‘彩’

99

학에서 주최한 ‘총통과의 면담’행사에서 총통에게 이와 같은 오해를 풀
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4) 커짜이지엔(蚵仔煎)
굴은 통통하고 즙이 많으며 영양가치가 아주 높다. 비타민과 광물질
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바다의 우유」라고 불렸다. 이러한
굴은 대만 음식의 대표적인 식재료이다.
커짜이지엔(굴전)은 일찍이 「지엔스쭈이(煎食追)」로 불렸는데, 타이
난(臺南) 안핑(安平) 지역의 노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전통 간식
이다. 이것은 본래 물을 탄 고구마 가루 반죽으로 굴과 돼지고기, 표
고버섯 등 재료를 감싼 뒤 지져서 만든 떡 모양의 음식이다.
커짜이지엔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가 타이난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 정성공(鄭成功)이 군대

를 이끌고 이를 공격해 잃어버린 땅을 수복하려 했다. 연전연패를 하
던 네덜란드 군대는 크게 분노해 가진 식량을 모두 감춰버렸다. 이 때
문에 정성공의 군대는 현지에서 재료를 구해 식량을 삼을 수밖에 없었
다. 타이난 현지의 특산물인 굴을 고구마 가루와 섞은 뒤 물을 부어
지져 전을 만들어 먹었다. 』
오늘날까지도 커짜이지엔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즐기
는 음식이며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으로 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높
다. 신선한 굴에 타이바이펀(太白粉, 감자 등으로 만든 전분)과 고구마
가루로 만든 묽은 반죽을 입힌 뒤 달걀과 채소를 더해 후라이팬에 넣
고 강한 불로 기름에 구우면 커짜이지엔이 완성된다. 먹을 때는 커짜
이지엔 용으로 판매되는 시고 달콤한 소스를 곁들이는데, 이 때 코코
넛 밀크를 가미하기도 한다.
(5) 샤오롱빠오(小籠包)
샤오롱빠오는 북송시대(서기 960~1127년)의 유명한 왕로우(王樓)란
요릿집에서 만든 「산똥메이화빠오즈(山洞梅花包子)」에서 유래한다.
『샤오롱빠오의 바깥 껍질은 14개 이상의 주름으로 무늬를 만들어야

최고로 친다. 외형은 쟁반에 놓았을 때는 범종과 비슷해야 하고, 젓가
락으로 집어 들면 초롱처럼 보여야 한다. 이 요리는 소의 재료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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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한다. 닭 국물로 돼지껍질을 삶아 만든 고기껍질을 얼린 다음 돼
지고기와 섞어 만든다.』
대만의 샤오롱빠오는 장쑤(江蘇)성과 저장(浙江)성, 상하이(上海) 출
신 사람들이 국민당 정부와 함께 대만으로 이주해오면서 전래되었다.
이후 오랜 기간의 개량과 연구 개발을 거쳐 오늘날과 같이 자신만의
고유한 이름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미식으로 발전했다.
샤오롱빠오는 대만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먹은 음식인데, 맛이 자극
적이지 않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샤
오롱빠오를 더 맛있게 먹는 tip은 간장에 식초를 한 두 방울 떨어뜨리
고 거기에 채 썬 생강을 섞어 고기에 찍어 먹는 것이라고 한다. 맛은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판매하는 고기만두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기름기
가 있고 부드럽다.
샤오롱빠오의 특징은 얇은 만두피에 소를 많이 넣는다는 것이다. 만
두를 쪄서 익힌 뒤, 안쪽을 감싸는 고기껍질은 잠시 얼려 탕 즙에 향
기가 진하도록 한다. 바깥 껍질은 반투명한 모습을 띤다. 여기에 소스
와 식초, 생강 등 보조 재료를 곁들이면 맛이 더욱 뛰어나다.

샤오롱빠오 1

샤오롱빠오 2

2) 원주민들의 전통 음식
「靠山吃山, 靠海吃海(산에 의지해 살면 산에서 나는 것을 먹고, 바
다에 의지해 살면 바다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라는 글귀는 원주민들
의 음식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고기잡이와 수렵을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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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기 때문에 각종 산나물과 멧돼지, 산치앙(山羌, 노루의 일종), 계
곡의 물고기와 새우 등이 주요한 식품 원료로 사용된다.
원주민들의 조리방법이 갖는 특색은 식품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맛을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튀기는 것 보
다 찌고, 삶고, 굽는 것을 위주로 조리한다.
현대문명의 발전에 따라 원주민들도 산에서 나는 재료나 사냥한 동
물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식문화 또
한 과거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며 전통적인 원주민들의 음식문화는
페이위(飛魚, 날치) 축제나 풍년제와 같은 중요한 경절 때에만 볼 수
있다. 원주민 음식은 1990년 이후 여러 지역의 식당에서 간편하게 즐
길 수 있다.
(1) 마까오찌탕馬告雞湯
마까오(馬告)는 바로 대만 특유의 원생종인 산후자오(山胡椒, 산후
추)를 가리킨다. 마까오는 레몬향이 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익히면 검
은색 과실이 된다. 맛은 후추와 생강의 맛을 합쳐놓은 것과 비슷하며
원주민 민족들의 전통적인 조미료이다. 과거에는 이것으로 소금을 대
신해서 사용했다. 레몬의 상큼한 향기와 약간 매운맛을 가진 마까오로
조미하여 만든 닭고기 탕이 바로 마까오찌탕인 것이다.
마까오(산후추)는 대만에서 해발고도가 중간쯤인 산악지역에 분포한
다. 마까오의 독특한 맛은 원주민 마을의 음식에만 있는 특별한 맛을
만들어낸다. 이 밖에도 마까오는 그 자체가 많은 효용을 갖고 있는데
과실에는 레몬향기를 가진 기름이 풍부하게 함유 되어있어 먹을 때 식
욕을 자극하고 위장의 연동운동을 돕는다. 아울러 세균을 억제하는데
도 큰 효과가 있어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천연재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마까오(산후추)로 맛을 낸 마까오찌탕은 식욕을 북돋우는 효과
외에도 겨울철에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답사 둘째 날에 방문했던 타이중 시에서 먹은 점심 식사에 이 마까
오찌탕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삼계탕과 비슷한 모습이며 맛
또한 그러하다. 다만 삼계탕보다는 약간 싱겁고 레몬 향이 많이 나서
‘독특하다’는 느낌을 준다. 대만에서 먹었던 식사의 대부분에는 이렇게
닭으로 끓인 탕이 나왔는데, 대체로 싱거운 삼계탕을 먹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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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특이했던 점은 닭의 목이 잘리지 않은 채 그대로 요리된다는
것인데, 한 프로그램을 보니 중국·대만인들은 닭 머리에 붙어 있는 살
과 뇌까지 맛있게 먹는다고 한다.
(2) 차오꿔마오차이(炒過貓菜)
꿔마오(過貓)는 원주민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나물 먹을거리
중 하나이다. 대부분 간단하게 볶거나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뒤 식혀
서 비벼 먹는다. 이 요리는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맛 또한 훌륭하다.
차오꿔마오차이(炒過貓菜)를 만들 때는 돌돌 말린 새 순을 따서 사
용한다. 가늘게 썬 생강과 빻은 마늘로 향을 내고, 이것을 꿔마오 및
조미료와 함께 비벼서 볶거나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뒤 소스에 찍어
서 먹는다. 이렇게 하면 가장 간단한 조리 방식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다.
꿔마오는 고사리 종류에 속한다. 해열과 해독 기능을 갖고 있어 삼
림과 함께 살아가는 원주민들에게는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꿔마오
는 주로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 분포하며 응달지고 습기가 많은 물가와
계곡에서 자란다. 대만에서는 난터우(南投)와 화롄(花蓮) 등지에서 대
규모로 재배하는데, 계절에 관계없이 채집해 먹을 수 있다.
꿔마오차이는 한국의 반찬 중 시금치와 비교할 수 있다. 꿔마오차이
는 식감이 아삭하면서도 한 입 물었을 때 국물이 약간 배어 나온다.
시금치 무침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렸다면 꿔마오차이는 좀 더 부드러
우면서 따뜻한 ‘조리된 식품’의 느낌을 준다. 그 밖의 요소, 간이나 맛
은 시금치와 유사하다.

2. 지방 토속 음식

대만의 문화는 여러 민족집단의 문화가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
도 지역별로 다른 전통의 요리가 발달되어 있다. 특히 대만 요리는 중
국 본토 중부와 남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대만에는 중국의
8대 요리(쓰촨, 광동, 장쑤, 산둥, 푸젠, 저장, 후난, 안후이) 계통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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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모두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수십년간 일본 치하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대만의 요리는 일본 요리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대만 요리는 발전과 변화에서 푸젠 요리 계통의 영향을 받았을 뿐 커
자 요리와 광둥 요리의 영향도 받았다. 나아가 일본이 대만을 식민 통
치한 반세기의 역사에서는 일본식 조리의 스타일도 대만 요리의 조리
방식에 점차적으로 더해졌다.
1) 광동요리
광동지방은 아열대지역에 속하며 16세기 이후부터 외국 선교사와 상
인들의 교류가 빈번했던 곳으로 외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요리에
도 서양요리법이 결합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쇠고기, 채소, 토
마토 케첩, 우스터소스, 굴소스 등 서양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와 조미
료를 쓰며 해산물과 생선을 재료로 하는 요리가 많은데 자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신선한 재료를 센불에서 살짝 익히고 간을 조금만 해서
맛이 싱거우며 기름도 적게 쓴다. 맛이 신선하고 담백하며 쫄깃함을

깐쇼 새우

딤섬

그대로 살려 천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첫 날에 점심으로 먹
어던 딤섬은 광동식 주말 브런치이다. 구채일탕 요리를 먹을 때 종종
보였던 생선 찜과 절인 닭고기 요리, 깐쇼 새우 등도 광동요리이다.
2) 쓰촨 요리
쓰촨 지역은 바다가 멀고 더위와 추위가 심한 곳으로 예로부터 이러
한 악천후를 이겨내기 위하여 마늘, 파, 고추 등 향신료를 많이 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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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요리가 발달하였다. 또다른 말
로 천채(川菜)라고 하는데, 대부분
맛이 얼얼하고 매콤해서 매운 것
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어울리기도 한다. 내륙지
방이라는 지역성을 반영해 해산물
재료는 적게 들어가고 야채나 닭,

천외천의 훠궈

오리고기, 곡류를 주 재료로 한다.
마지막 날 갔던 천외천의 훠궈가 대표적인 쓰촨 요리로 한쪽은 맵고
한쪽은 담백한 탕에 재료를 담궈 먹는 일종의 샤브샤브이다.
3) 푸젠 요리
대만 요리는 주로 중국요리 중 푸젠(복건) 지방의 요리를 기반으로
발전했는데 푸젠 요리는 가볍고, 풍미가 있으며, 부드럽고 선미(씨안웨
이)라고 불리는 맛을 강조하며 식재 본래의 맛을 잃지 않도록 한다.
복건은 우리 나라의 동남연해에 위치해 있으며 해산물이 특별히 풍부
하다. 그래서 복건요리는 보통 해산물을 주요 재료로 한다.
답사 때 먹었던 푸젠 요리로는 고기와 새우, 야채 따위를 양념하여 양
배추에 싸먹는 요리가 있었다. 중국 본토에서 이 음식은 워워토우라
하여 속이 비어있는 빵 속에 양념을 넣어먹는다. 포티아오창은 푸젠
요리에서 유명한 요리로 대만의 경사스러운 연회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요리이다. 특히 이 요리는 대만 사람들에게는 의심할 바 없이 온 가족
이 함께 모이는 의미를 상징한다.
4) 커자(客家) 요리
커자 요리는 커자 민족집단의 전통 요리로 커자(客家) 민족집단은
바다를 건너 대만으로 이주해 온 집단이다. 이들은 척박한 땅을 개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천신만고를 겪었는데 커자는 이러한 이
주와 산악지역 거주 생활에서 오는 고초로 인해 각종 음식재료를 스스
로 생산하거나 대자연에서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아울러 이것을 변화
시키거나 햇빛에 말리거나, 혹은 소금에 절여 보관함으로써 항상 필요
할 때에 대비했다. 커자 음식의 입맛은 짜고, 향기롭고, 기름지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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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보관이 용이하고 쉽게 부패하지 않으면서도 힘들게 농사일을 하
며 땀을 흘린 뒤 필요한 염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기름진 것도
역시 커자 사람들이 고된 일을 하기 때문에 대량의 체력을 보충할 필
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향기로운 것은 식욕을 증진시키고 포만감을 오
래 유지시켜준다. 아울러 커자 요리의 식품재료는 딱딱한 재료(예를 들
어, 말린 오징어)가 많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 향기로운 맛으로 처리
하는 것을 특별히 중시한다. 커자 요리의 조리방식은 간단하고 소박한
것을 위주로 하며, 음식물의 원료가 가진 본래의 맛을 보존하는 것을
중시한다. 커자 사람들은 특히 향료와 찍어먹는 소스를 운용하는데 뛰
어나다. 커자의 음식문화는 각양각색의 절인 식품을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차이푸(菜脯, 절여서 말린 야채)와 시엔차이깐(鹹菜乾, 김치의 일
종) 등은 모두가 커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이다. 커자 민족
집단은 또 자연자원을 잘 이용함으로써 음식에 곁들이는 소스를 대량
으로 창조했다. 시큼한 귤을 가공해 만든 쥐장(桔醬, 귤 소스)이 그 예
이다. 쥐장은 짙은 과일향기 맛을 가지고 있어 커자 요리가 본래 갖고
있는 기름기의 느끼함을 덜어줄 뿐 아니라 조미료의 소모를 줄이게 해
준다.
5) 일본 요리
일본 식민지 지배로 인해 대만 요리는 일본 요리의 영향을 많이 받
았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대만에는 유순한 문화 통치를 했는데, 그
때문에 식민 지배 이후에도 일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음식
문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또한 섬나라라는 공통된 환경으로 인해 식재
료도 비슷하다. 실제 대만 시내를 나가보면 일본어를 그대로 쓴 간판
도 많이 보이고 일본 외식 업체도 많이 들어와 있다.
6) 기타 8대 요리
(1) 장쑤요리
장쑤요리는 상해 요리의 원형이자 소채(蘇菜), 양채(揚菜), 강소채(江蘇
菜)로 불린다. 강남 지역의 비옥한 평야의 농산물, 장강 수계와 동중국
해의 풍부한 민물고기, 바다 물고기와 물새와 발달한 강남 도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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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태어난 요리이다. 장쑤 요리는 맛이 담백하며, 여러 계절의 식재
맛을 살리는 것을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식재가 부드럽게 될 때까지
요리하기 때문에, 모양이 뭉개질 정도로 부드럽게 된다. 또한 계절의
제철 식재를 사용하여 각 접시에 담아 색이나 형태의 조화를 중시하며
스프를 이용하여 맛을 더하는데 중점을 둔다.
(2) 산둥 요리
산둥 요리는 북경 요리의 원형이며 노채(魯菜)로 불린다. 산둥 요리
의 특징은 맛은 향기가 좋고, 짜고, 씹는 맛은 부드럽고, 채색이 선명
하고, 구조는 섬세하다. 투명한 국물(淸湯)과 희고 향기로운 우유 스프
(奶湯)가 잘 사용되어 파 등을 향미료에 사용한다. 또 바다가 가까워
생선과 어패류를 사용한 요리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현재는 제남 요
리, 교동 요리, 곡부 요리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제남 요리는 황하에
접한 비옥한 평원 지대를 발상지로 진한 맛의 조리법이 특징이다. 교
동 요리는 산둥 반도 끝의 교동 지방을 발상지로 생선과 어패류 등의
식재가 사용되어 소재를 살린 담백함, 조형이나 섬세한 부엌칼 다루기
등이 알려져 있다. 곡부 요리는 공부가 있는 곡부 시 부근에서 독자적
으로 발달한 특수한 요리로, 역대 제왕이 공자를 위한 제전에 바치기
위한 요리에서 발전하여, 대단히 정교한 음식으로 유명하다.
(3) 저장 요리
저장은 전당강 유역의 호수에 생산하는 민물고기, 새우, 물새, 동중
국해에서 잡힌 해산물, 내륙의 구릉지의 야생초와 야채가 풍부하며, 절
강 요리는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항주가 남송의 수도였던
시기, 화북에서 많은 요리사가 이전하여 북방의 미식이 여러 가지가
추가되었기 강남과 화동의 식재를 화북 조리법으로 만든 요리도 있다.
조리법은 잘 연구되어 섬세하고, 다양하며 음식과 정갈하고, 변화가 풍
부하여 씹는 맛은 부드럽고 양념이 짜고, 음식은 담백하다. 이 지역
특산품인 양질의 신선한 식재를 골라 그 특색과 상쾌한 맛을 이끌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화려하고 아름다게 담아서 이 지방 특유의 산수
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으며, 소동파의 이름과 일화에서 유래된 동
파육을 비롯하여, 절강의 역사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담긴 요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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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조리법은 볶음 요리, 볶아서 익힌 요리, 찜, 고명, 약한 불로 삶
은 것, 튀김 등이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요리이다.
(4) 후난 요리
중국에서의 일반적인 호칭은 호남채(湖南
菜) 또는 산채(湘菜)이다. 사천 요리, 귀주
요리와 마찬가지로 고추를 많이 사용하고
중국의 매운 요리의 대표격이다. 극단적인
것은 큰 고추를 작은 고추와 도우치(豆豉)를
넣은 음식이 있다. 사천 요리와 다른 점은
사천 마라(麻辣)에 솬라(酸辣)라고 불리는
맵고, 신고, 짠 맛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국립대만대학교 내에 있

모든 요리가 매운 것은 아니다.

는 아침식사 가게의 모
습.

(5) 안후이 요리
중국 중부에 위치한 안후이 성은 바다에

접해 있지 않고, 남부에는 산이 많고, 중부, 북부는 장강, 회하 유역으
로 회북 평원을 형성하고 낮고 습한 지역이 많다는 지리적 특징이 있
다. 따라서 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 차, 죽순, 버섯, 야생 동물
과 민물고기, 자라 등 민물 식재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3. 외식 문화
1) 아침식사 문화
대만에서는 아침식사를 집에서 먹지 않고 바깥에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만 곳곳에는 오전에만 영업을 하며 아침식사용 음식을
파는 ‘자오차디엔(早餐店)’이 많다. 이 가게들은 보통 새벽 4시부터 영
업을 시작해 오후 1~2시 정도가 되면 문을 닫는다. 아침‘사해두장대왕
(四海豆漿大王)’과 같은 전국적인 아침식사 가게 체인점도 있다.
콩을 갈아 만든 콩국물인 ‘더우장(豆醬)’, 밀가루를 길게 반죽해 기
름에 바싹 튀겨낸 빵인 ‘요우티아오(油條)’, 계란말이와 비슷한 ‘딴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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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만의 대표적인 아침 식사 음식이다.
‘더우장’과 ‘요우티아오’를 함께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가격은 보통 30~50NTD로,
담배 한 갑이 보통 50~80NTD라는 것과 비
교해 보면 저렴한 가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바오’는 빵 사이에 고기와 계란, 양
상추 등을 넣어 먹는 대만식 햄버거이다.
‘판투안’은 대만식 주먹밥이다. 기본적으로
따뜻한 찹쌀 안에 고기를 갈아 만든 ‘로우
쏭’과 바삭바삭하게 튀긴 ‘요우티아오’가 들
어간다. 그 밖에도 치즈, 계란, 참치, 옥수
수, 멸치 등 다양한 메뉴를 선택해서 집어넣 테이크아웃 버블티 가게
을 수 있다.
의 모습.
아침식사는 식당에서 먹고 갈 수도 있지
만 음식을 포장하여 학교나 사무실에 가져가는 경우도 많다. 대만의
대학교에서는 아침 첫 수업시간의 경우 아침식사를 가지고 와서 교실
에서 먹기도 한다.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고 한다.
2) 길거리음식, 디저트 발달
대만 음식 가운데는 디저트류가 많이 발달해 있다. 다양한 디저트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끈다. 대만 특유의 디저트라고 할 수
있는 것에는 두부로 만든 디저트, 버블티, 그리고 빙수 등이 있다.
두부로 만든 디저트는 ‘두화’라고 부르는데, 이는 연두부나 순두부에
설탕물을 붓고, 팥이나 녹두, 과일을 얹어서 먹는 음식이다. 보통은 차
게 해서 먹지만 추울 때에는 따뜻하게 해서 먹기도 한다. ‘두화’는 대
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디저트라 세븐일레븐과 같은 프랜차이즈 편의점
에서도 이와 같은 디저트를 상품화해서 판매한다.
대만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여겨지고 있는 버블티는 1980년대 대만에
서 개발되어 주변 아시아 국가와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음료수다. 초기
에 버블티는 밀크티를 베이스로 한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갈수록 종류
가 다양해지면서 지금은 과일 음료나 청량음료로 만들기도 한다.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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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를 포장할 때 밀봉된 컵을 사용하는 것은 외국에 진출한 대만계 버
블티 기업이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밀봉 컵을 사
용하던 관행이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는 빙수 역시 다양한 종류가 있다. 대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국식 빙수인 ‘바오빙’은 대만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도
즐겨 먹는 빙수이다. 이는 한국의 팥빙수와도 비슷한데, 얼음을 간 다
음 그 위에 팥, 녹두, 땅콩, 젤리 등을 얹어 먹는 디저트이다. 빙수의
일종인 망고 빙수 역시 대만 현지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
기를 끈다. ‘아이스몬스터’, ‘망고차차’, ‘스무시’ 등 대만 내에 여러 개
의 망고빙수 체인점이 있을 정도다.
3) 야시장의 식문화
대만은 야시장이 많이 발달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주요 관광상품으
로 내세우기도 한다. 야시장에서
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요
리들을 먹을 수 있다. 야시장이
발달하던

초창기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도시로 이주해온
노동자들이 야시장의 주요 고객
이었다. 당시 상인들은 연회 요
리를 간단히 한 ‘시아오츠’ 음식
들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다. 대만의 망고 빙수.
대만의 야시장은 바로 이 ‘시아오츠’ 때문에 유명해졌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작은 먹을거리’(small eats)로 중국 음식에서 중요한
음식이다. ‘시아오츠’는 소량으로 제공되는데, 보통 포장용이지만 자리
에 앉아 먹을 수 있도록 작은 접이식 식탁과 의자를 마련해 둔 가게도
많다. 이 음식들은 매우 저렴한데, 단품의 가격은 보통 30~50NTD 내
외이다. 대만 내에서도 야시장은 굉장히 저렴한 쇼핑지역이다. 이는 대
부분의 야시장 주변에 대학가가 있어 학생들이 많이 찾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야시장 상인들은 지출하는 임대료나 가게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재료를 대규모로 구입하기 때문에 생산비 자체가 적
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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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오츠’는 유행을 타기 때문에 그 종류가 자주 바뀌지만, 사람들
에게 인기 있는 ‘시아오츠’는 계속 판매되며 여러 야시장의 주요 상품
이 되기도 한다. 때때로 도시의 야시장 또는 심지어 그 도시 안의 어
떤 한 특정한 시장은 그 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같은 요리를
더 잘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유명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타이베이
에 있는 스린 야시장은 튀긴 닭가슴살을 파는 특별한 가게로 유명하
다.
대만에서는 야시장을 이용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48.2%,
52.8%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대가 48.2%로
가장 높았고,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야시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47.7%)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인들이 길거리에서 파는 음
식을 간식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많은 대만인들은 야시장의 길거
리 음식을 식사대용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17) 응답
자의 41.6%가 식사대용으로 길거리 음식을 먹는다고 답하였다. 또한
길거리 음식 섭취 횟수를 묻는 질문에 50.8%가 주 1~2회 먹는다고 답
하였으며 그 뒤로 3~4회가 22.6%로 집계되었고 5~6회 먹는다는 답변
도 10% 가까이 조사되었다.
대만 야시장의 먹을거리는 대만의 복합문화를 잘 나타낸다. 중국 송
나라 시대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전통음식이 있는가 하면, 한국과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먹을거리를 개조하여 팔기도 한다. 야시장의
음식들은 각 지방의 특산 재료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나라답게 해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도 주류를 이룬다.
야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대만의 전통 음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로우쫑’은 대나무 잎에 찹쌀, 표고버섯, 땅콩, 달걀노른자, 돼지
고기 등을 넣고 싸서 만든 음식이다. 원래는 단오절에만 먹는 음식이
었으나 이제는 야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먹을거리로 자리 잡았다.
‘거바오’는 설날에 먹는 음식이었으나 이 역시 야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간식이 되었다. ‘거바오’는 하얗고 부드러운 빵 사이에 돼지고기
장조림과 땅콩가루, 샹차이 등을 끼워 넣은 음식이다. 이것들은 모두
명절에 먹던 음식들이 보편화된 것이다. 한편, 지방의 유명한 요리가
17) 「한국과 대만의 길거리 음식 섭취 실태 및 위생 인식도」, 이보희, 2013, 숙명여자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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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에서 널리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한 사례로, ‘관차이반’은 타이

화시지에 야시장의 입구.

야시장의 ‘시아오츠’를 먹는 사람들.

난 지방의 특별식이다. 이 음식의 이름은 마치 생김새가 관과 같다는
데서 따왔는데, 속을 파낸 식빵 안에 닭고기, 새우, 당근, 감자, 우유
등을 넣고 다시 식빵으로 뚜껑을 만들어 덮기 때문이다.
4) 저렴한 음식값
대만 사람들은 아침식사를 집에서 해먹기보다는 밖에서 사먹는 편이
고, 저녁식사 역시 야시장에 들러 포장해가는 경우가 많다. 식생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외식문화가
대중들 사이에서 일반화된 데에는 음식 값이 저렴하다는 사실이 한 몫
을 한다.
대만의 물가 수준에 비해 음식 물가는 저렴한 편이다. 대만의 전반
적인 물가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 가운데 주거비는 비싼 편인
데,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에서 작은 원룸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0NTD 정도를 월세로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반면, 한국에 비해
대만의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다.

대만의

대졸자

임금은

보통

2500NTD, 한국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이다.
대만은 한국과 비슷하게 1960~70년대 고속 경제성장을 겪었다. 그
러나 한국과 달리 대만은 자국의 농업을 정부 차원에서 보호해 왔다.
1980년대 후반까지 정권을 잡아온 대만의 국민당은 정치적으로는 독
재를 지속해왔으나, 물가 안정 정책만큼은 확실히 고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주거비가 비싸고 월급 수준이 낮은 편인데도 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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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그럭저럭 사는 까닭은 먹을거리 가격이 한국의 절반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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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기
김진영
인류학과 답사는 아름다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기 중에 5박 6일동
안 교수님의 그 깊이의 끝을 알 수 없는 가이드도 듣고, 맛있는 것도 많
이 먹고, 좋은 호텔에서 동기랑 같은 방 쓰고, 사람들이랑 맥주도 마시
고, 자유일정으로 놀러 다니면서 여행할 수 있다니...♥ 심지어 대만은
날씨도 아름답고 교통도 편리하고 먹을 것도 많고 물가도 저렴해서 꼭
다시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이 책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 대만 여
행을 가신다면 타이베이101 빌딩에 있는 페이지원이라는 서점에 꼭 가
보시길, 그 다음엔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에서 파는 녹차빙수를 드시길
추천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도 시간 넉넉히 잡고 가보세요! 전혀 지루하
지 않고 놀라운 구경거리들이 많아서 중국 문명에 감탄하실 거예요.. 하
지만 대만을 여행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중국 냄새보다 오히려 일본스러운
감성이나 한류의 강세 때문에 놀랄 일이 많았던 것도 재밌었어요.
일주일이나마 걱정 없이 단순하게 살 수 있어서 행복한 여행이었는데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은 아득하게만 느껴지네요. 후기를 쓰기 위해 잠시
감상에 젖어봅니다. 우리 조 친구들 고마워. 아주 높이 올라가는 동물원
리프트 속에서 조원들이랑 바나나맥주 몰래 마시다 흘린 것, 다른 조 친
구들이랑 페리 타고 빠리 가서 엄청난 대왕오징어튀김을 먹고 4인용 자
전거 탄 것 못 잊을 것이여요. 후식으로 자주 나오던 새끼망고 디저트
도...

장한라
학기 중에 일주일 동안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사뿐히 다녀오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덥썩 다녀온 답사였어요. 하지만 실상은, 만만찮은
여독과 후폭풍으로 2013년 2학기에 잊지 못할 도장을 꾸욱 찍어주었던
답사!
2시간 남짓 걸려 날아간 대만은 가까운 나라였지만, 중고등학교를 통
틀어 6년이나 중국어를 배우고도 한자공포증에 벌벌 떠는 저에게는 낯선
나라이기도 했어요. 당장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메뉴판을 못 읽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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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
조별 연구 시간(이라 쓰고 자유시간이라고 읽는)도 많고, 날씨도 쾌적
해서 재미난 답사였어요. 일본이나 발리는 개인적으로 자주 다녀왔지만,
중화권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면서도 생소한 모습들이 보여 좋았어요. 일본인가 싶을
정도로 일본계 상점이나 상품들이 많고, 그 와중에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의 태반은 K-pop이고, 국토는 좁다던데 타이베이 안에도 동물원이
나 시립미술관처럼 은근히 넓은 부지를 펑펑 쓰는 공간들이 있어 신기신
기. 웬만한 여행에서는 쉬이 갈 수 없었을, 타이중 지역의 고산족 마을
을 방문한 것도 값진 경험이었어요. 그치만 무엇보다도 하루가 멀다 하
고 밤마다 어슬렁어슬렁 모여 편의점에서 데려온 간식도 나눠 먹고, 처
음 보는 맥주도 한 캔씩 나눠 마시던 시간이 참 좋았어요. 다시 가고 싶
어라 :)

고형민
대만이라는 국가에 대해 나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우
리나라는 중국과 더 밀접한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교류를 맺어 왔기 때
문에 일상적으로 접하는 소식도 대만보다는 중국과 관련된 것이 많았고
그에 따라 대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적었다.
그래서일까? 인류학과 답사가 대만에서 진행된다고 했을 때 나는 마냥
설레지만은 않았다. 물론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국가를 직접 방문
해 교수님, 조교님들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며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은 뜻 깊은 일이지만 대만에 대한 지식이나 호기심이 별로 없
는 상황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
이다. 또, 아무래도 언어가 거의 유사하고 중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
기 때문에 대만의 문화가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
었다.
하지만 대만에 도착하여 조사를 시작한 후 나는 나의 걱정이 기우였음
을 깨달았다. 그들은 중국과는 또 다른, 독자적이고 고유한 그들만의 문
화를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우선 대만의 언어에서는 중국처럼 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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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어조나 발음이 더 부드러워 한자를 배우고 싶다
는 느낌까지 받았다. 도시의 모습은 중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도 많이
유사했지만 타이중 시와 같은 지방으로 가니 일본의 건축양식과 비슷한
모습의 집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5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일본 식민지
배 하에서 지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해방 후 일
제시대에 만들어졌던 건물들을 대부분 철거하고 일제의 잔재를 지우려
했던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그대로 유지하는 대만의 모습에서 나는 문화
적 다양성의 또 다른 예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식민통치가 다른 방
법으로 이루어졌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과 지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
고 그들의 문화나 영향을 크게 비판하지 않는 모습은 대만인들의 가치체
계나 이후의 역사가 우리와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만대학교
학생과 대화하면서, 마지막 날 국립 대만대학교를 직접 방문하면서 느낀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이었다.
대만의 식문화 또한 매우 흥미로웠다. 단순히 맛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는 방법이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경
우,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식사는 단순히 끼니를 해결한다는 것 이상
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도 나누고, 예절
과 인성을 함양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이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아
침·점심은 주로 밖에서 해결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가족이 함께 하지만
집에서 먹기보다는 식당에서 사먹는다. 이러한 모습은 여권이 다른 아시
아 사회에 비해서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식사의 의미가 우리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5박 6일은 한 나라의 문화를 연구하기에는 길지 않은 시간이다. 따라
서 답사 기간 동안 내가 느낀 점이나 조사한 바가 대만문화의 모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업과 스펙만 생각하며 다른 것은 돌아보지 못하는 현
실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느끼고 다양한 삶과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
도 충분히 의미 있고 보람찬 답사였다고 생각한다.

국명표
해외는 중국하고 일본 밖에 가보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5박 6
일 동안 다녀온 대만은 중국과 일본을 묘하게 섞어 놓은 듯한 나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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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공항에 내리는 순간 나는 냄새부터 중국이었고, 사람들의 외모,
식사 문화, 스쿠터를 좋아하는 것, 오래된 건물의 양식 같은 것은 중국
과 매우 흡사했다. 아무래도 언어가 중국어의 방언격이기 때문에 중국스
럽다는 느낌을 더 받았다고 생각한다. 하긴 대만이 중국에서 갈라져 나
온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스러운 것은 당연한 것 같기도 하다. 신기했던
점은 대만이 일본과 닮아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 생각하기에 대만
도 우리와 같은 일제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반일감정이 심하거나 최소
한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대만 곳곳에서 느껴지는 일본틱
한 감수성, 그리고 도처에 널려 있는 히라가나와 일본 프랜차이즈 가게
들을 보면서 반일감정은 커녕 친일감정이 더 강하다는 것이 느껴졌다.
중간에 가이드인지 교수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설명을 들으니 일본이
대만에서는 문화통치를 하면서 여러모로 대만을 발전시켜주었기 때문이
라고 하던데, 그 점이 놀라웠다. 한국과 대만의 서로 다른 식민 경험이
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왠진 모르겠지만 인류학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
다. 물론 답사 다녀온 지 삼 주 차가 된 지금에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억나진 않는다. 대만에서 5박 6일을 지내면서 좋았던 것, 행복했던 것
이것 저것 많은데 지금은 하나하나 기억나지 않고 오래전 풍경을 찍은
흑백사진처럼 그 기억들이 가슴 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다.
아쉬웠던 점은 한 나라의 문화를 아는 데 일주일이 채 안되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다는 것이다. 대만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소들
을 둘러보긴 했지만 그 장소들이 선사하는 의미들을 음미할 시간 없이
빠르게 훑기만 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해외 나갈 때는 짧은 여행이 아
니라 느긋하게 오래 여행하고 싶다. 마치 그 나라 사람이 주말 오후를
보내듯이 지내면서.
나는 문화라는 것이 한 집단이 공유하는 ‘감수성’ 따위의 것이라고 생
각한다. 이번 답사에서도 알 수 없는 지점에서 나의 생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왔다. 다른 감수성을 공유하고, 적어도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경험을 해야 할 지 궁금하다.
아무튼 여러모로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 누나들 셋과 한 조가 되어 22
살 여성들의 문화를 참여관찰 하는 것도 힘들지만 재밌는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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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일본, 그 수상한 관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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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으로 떠나며
대만 답사가 공지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정보수집 차에 대만에
서 1년간 교환학생을 다녀온 친구에게 대만은 어떤 나라인지 물어본 것
이었다. 대만은 먹거리의 천국이니 실컷 즐기다 오라는, 이런 저런 이야
기를 해주던 친구가 대만에서 해야 할 잡화점 쇼핑에 대해 말하다가 갑
자기 의아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걔네는 정말 일본 팬이야. 팬. 화장품 가게며 길이며 어딜 가
든 일본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지. 대만에서 화장품은 일본 브랜드만 썼
다니까.”
친구의 말에 따르면 대만은 역사적으로 1895년에서 1945년까지 50년
에 걸쳐 일본에 식민지배를 당했고 중국 본토에 대항해서 반공운동을 펼
쳤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들의 일본에 대한 동경이나 친근감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
다고 했다. 이는 일제의 식민지배가 끝나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강하게 한국에 퍼져있는 반일감정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었
다. 과연 실제로 일본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궁금함이 커졌고 우리는 그 양상과 원인
에 대해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일본에 대한 대만인들의 친일적 성향은 남아있는 일제시대의 유적을
취급하는 방식이나 현대 일본 문화의 수용 방식 등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지답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 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주로 2차적인 학술 자료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였다. 우선 친구와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대만의 일본에 대한 친근감이 무엇에서 비롯되는가에 대
해 대만 내에서 유력시 되는 통설 몇 가지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배경에
는 과거의 중국 본토와 일본 제국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현대 중국과 일
본 사이의 정치 역학적 관계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근거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현지 항일 유적 답사를 통해 대만 내부의 집단별, 계층별 역학
관계 또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답사를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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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에 남은 일본의 흔적
1) 역사 유적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만은 진과스, 적산가옥, 대만대
학, 타이완 총독부 등 일제시기의
건물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Taiwan POW Memorial park(http://www.powtaiwan.org/)

(1) 진과스(金瓜石)

일본어로 Kinkaseki라고도 부르는 진과스는 일제시대에 개발된 황금
광이 있던 옛 탄광마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곳은 1942-1945년 동
안 일본의 전쟁포로수용소로도 사용되었던 곳이다.
진과스는 타이완의 북동쪽 해안에 자리 잡은 곳으로 과거 약 523명의
연합군 포로가 수용되어 있었던 곳이다. 이곳은 악명 높은 수용소로 유
명하였다. 대만 총독부는 이곳에서
사람이 들어가기도 어려운 공간과
환경에서 사람들이 작업하도록 하였
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착취당
하였다. 뿐만 아니라, 포로들에게
음식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영양
결핍으로 인해 걸리는 병들에 걸린
Site of Kinkaseki POW camp
(출처 http://www.powtaiwan.org/)

병사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이 곳
은 현재 포로 수용소 기념관으로 정
리되어 있다. 또한 금광을 캐던 곳

이기 때문에 탄광마을 유적지로도 유명하다.
진과스는 포로 수용소 이외에도 금 박물관 구역(Gold Ecological
Park)도 남아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금과 은의 생산량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일제시대 활발하게 금광작업이 이루어졌다. 지우펀과 같이 산 중
턱에 자리하고 있으며 좁고 가파른 지형을 가지고 있다. 옛 모습을 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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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과스 황금폭포

진과스에 남아있는 일본식 가옥

(출처 http://channol12.tistory.com/m/post/view/id/907)

(출처 네이버 블로그)

란히 간직하고 있고 일본 건물이 그대로 존재한다.
구역 내에는 "황금 박물관","환경관","생활체험관","황금신사"등과 같은
옛 금광촌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별도의 요금을 내면 "금광체험
"(NT$50)이나 "도금체험"(NT$100)도 가능하다. 이 곳에서는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갱도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고, 박물관이 있어 이 곳의
지리적, 기후적 요인에 의해 황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돌들이 나옴을 보
여주고 있다. 또 광부들의 삶을 보여주는 박물관도 있다. 하지만, 이전의
포로들이 겪은 처참함이 특별히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
제강점기 시절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가 드러나는 지점을 확인했다.
이곳은 금광촌 이외에도 황금폭포","차주전자 산" 등의 자연 경관도 즐
길 수 있다.
진과스의 여러 관광 장소 중에서 가장 흥미를 끈 것은 일본 태자 히로
히토를 위한 건물인 ‘태자빈관’ 이라는 시설이었다. 이는 일제 시절 당시
일본인 태자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지은
별관으로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날씨의 변화로 인해 태자의 방문 계획은
무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점은
관광객들에게 이를 소개하고 있는 방식이었다. 관광지로서 태자빈관을
소개하는 글을 보고 우리는 이 건물이 온전한 일본식 양식을 갖추고 있
다는 점과 식민시대의 고급 가옥의 형태를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
종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태자빈관을 비롯한
일본 가옥이 많으며 그것이 다 보존되어 있었고 구역 내 일본인 관저는
1930년 일본탄광주식회사에서 지은 목조주택으로 일본색이 진했다.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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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 및 역사적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인데 공간에 대한 설명에서
일본에 대한 분노 혹은 아픔은 잘
드러나 있지 않았다. 우리는 한국의
일제 강점기 유적지를 이렇게 가볍
게,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면 곧
바로 친일 논란이나 역사인식의 부
재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
과는 상당히 다른 역사적 인식에
대해 놀라워했다.
대만 총독부(출처 네이버 블로그)

(2) 적산가옥
적산가옥(敵産家屋)이란 일본이 식민지배한 곳에 남겨둔 건물을 의미한
다. 대만에는 이러한 적산가옥을 흔히 볼 수 있다.
(3) 타이완 총통부 [ 臺灣總統部(대만총통부) ]
중화민국 총통부(中華民國 總統府, 중국어: 中華民國總統府/中华民国
总统府)는 중화민국 타이완 성 타이베이 시에 위치해 있는 총통의 관저
이다. 이는 일본 점령 당시 총독의 거주지로 사용하고 타이완 총독부로
쓰기위해 1919년에 지어진 르네상스 후기 양식의 5층 건물로 중앙탑은
높이가 60m에 이른다. 제2차 세계 대전에 패한 일본이 물러간 후, 총독
부 건물은 중화민국 소유가 되었다. 그 후 장개석 총통 출생 60주년을
기려 건물 이름을 개수관 이라고 고쳤다. 1949년에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중화민국 정부가 중국 대륙에서 타이완으로 이동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통의 관저로 활용하고 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창문 밖으로 볼 수 있었던 이 건물은 과거에
존재했던 한국의 일본 총독부 건물과 같이 일(日)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외관에서 장엄한 느낌을 주며 앞에는 넓은 광장이 펼쳐져 있었다. 한국
의 총독부 건물이 국가의 치욕적 과거를 환기시킨다는 국민적 여론으로
인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는 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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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피하지 못했던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총독부 건물이 국가의 공적
용도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과는 다른 역사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건물은 새해 및 쌍십절과 같은 국가 경축
일에는 갖가지 색깔의 리본과 조명으로 현란하게 장식되며, 대광장에서
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4) 대만 대학교
국립

타이완

대학(국립대만대학,

중국어

정체:

國立臺灣大學,

National Taiwan University)은 중화민국 타이완 섬 타이베이 시에 있
는 국립 대학이다. 1928년 일본 제국에 의해 다이호쿠 제국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1945년 11월 15일에 중화민국이 이 대학을 인수
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이곳에서 눈여겨보았던 점은 대학의 모습이 과거 한국의 ‘경성대학’과
건물 구조 및 분위기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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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제국대학에는 정식 교원 중에 조선인이 거의 없었으며 사실상 이는
식민지 지식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학교의 전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그래서 여러 이유로 인해 개교 원년을 1946년
에서 189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까지도 수차례 재기되었
지만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제국대학 시절을 인정해야한
다는 총동창회와 인문, 자연, 사회 대학 교수들의 반대 여론이 맞서면서
2010년에는 개학 1895년, 개교 1945년이라는 타협안이 통과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대만은 건물이나 역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흥
미로웠다. 대만대학은 일제시기 두 가지 부서-문학과 정치 부분과 과학
과 농업부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의학 부분이 1936년 생기고 1943년
공학 부분이 신설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만대학교가 농업과 산림
부분을 발전시킨 것인데 열대의학연구협회가 생기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1943년에는 The Southern Cultures Research Institute 가 생기기도
하였고 협회를 위한 전문도서관이 있을 정도였다. 문화통치 시기에 지어
진 이 대학에서 일본은 연구된 산림, 농업적 자료들을 이용하여 대만 지
배에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식민지 제국대학이 민족자결
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 때문에 학부나 정원은 한정되었으며
교수는 일본인이었고 학생의 상당수 역시 일본인이었다. 즉 대만을 위한
대학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경성 제
국대학과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Tsukahara 2007). 또한 일본 본
토의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이 문부성의 관할에 있었던 것에 비하여 게이
조 및 다이호쿠의 제국대학을 시작으로 식민지의 학교와 대학은 타이완
총독부와 조선총독부, 관동국 또는 외무성의 관할로 관리되었다.
대만 대학 또한 1945년 중화민국에 인수된 이후로는 학생과 교수의
개편 및 과의 개편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답사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
면 여전히 근본적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적산가옥과 같은 건물을 비롯하
여 일제시기 다이호쿠 제국대학의 색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 제국대학
시절 역사를 부정하거나 감추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만대학은 한국의 서울대학과 달리 제국시기 대학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학교 박물관을 만들어 그 역사를 모두 보여주
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대학에서 일본 도쿄대에 한국어과가 없다는 이유
로 일본어과를 개설하지 않는 등 일본 관련 학과가 최근까지는 거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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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일본학과가 상당히 큰 강의실 규모와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과 대만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5) 시먼홍루
이 건물은 일제시기 대만 총독부의 영상과를 맡고 있던 일본 국적의
건축가 곤도주로(近藤十郎)에 의해 설계되었다. 곤도주로는 서양식 건축
형식에 정통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시먼역에 시먼홍루를 짓고 시장
입구인 만큼 온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원한다는 뜻으로「8괘 형상」
으로 지었다. 또한 시장의 전체 골격이 십자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것은 타이완의 정부 주관으로 1908년에 건립된 첫 번째 공영 시장이며
가장 온전히 보존된 3급 고적시장이다.
대만은 이 시장이 동서양 역사상으로 가장 앞선 건축물이라고 홍보하
고 있으며, 시먼홍루는 팔각루와 십각루라고 불리는 누각만을 말하는 것
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난,베이 광장을 모두 포함한 구역이다. 즉 규모
가 상당한데 대만은 이 건물이 일본인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관광지로 만들고 있으며 잘 보존하려 노력한다. 이는 한국과는 사뭇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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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모습이다. 일본의 잔재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여기
지 않는다.
오히려 2007년에 대만의 정부 문화국은 이곳을 문화 기금회의 관할로
넘기면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만든다. 팔각루에는 2층극장, 중앙 전시
장, 바이바오거(악세사리 판매점), 딩시찻집, 시먼홍루 공예품 구역을 만
들어 놓았다. 십각루의 수직방향으로는 16공방, 문화 예술 전람 플랫폼
이 있으며, 수평방향으로는 허앤리우옌 시먼홍루 전시 공연장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베이광장(북쪽 광장)의 추앙이장터(아이디어 장터)와 위
에광영화관(달빛 영화관), 난광장(남쪽광장)의 노천 커피숍 등 다차원적
인 장소들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러한 관광사업으로 시먼홍루는 2008년
제 7회 【타이베이시 도시 경관대상】에서 역사 공간 활성화 상을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역의 발전 및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볼 사안은 시먼홍루를 돌아다니면 누구든 느낄 수 있겠
지만 한국의 명동같고 일본의 거리같다. 길이 정리되어 있는 방향과 가
게들의 구조가 일본에서 흔히 볼 법하며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그 유사함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가로등까지도 일본 시
내와 상당히 유사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대만이 일본의 흔적이나 아직까
지 남아있는 일본의 색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었다.

2) 문화 및 인식
적산가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만은 길거리 곳곳
에 일본의 색이 강하게 보인다. 그 뿐 아니라 화장품, 상점들, 드라마 등
다양한 곳에서 일본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반
일본감정이 아예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1) 인식
대만 현지인과의 인터뷰 결과 일본에 대한 감정은 그 사람이 본성인
(本省人)인지 외성인(外省人)인지, 원주민인지에 따라 다르며 또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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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다르다고 한다. 대만 인구의 98%는 중국 본토에서 이주한 한족이
며 이 한족은 크게 본성인과 외성인으로 나뉜다. 본성인은 대만 본토출
신으로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과의 싸움에서 패해 대만으로 건너오기 전
에 이주한 한족을 지칭하며 외성인은 중국 본토출신으로 국민당 정부와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이주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기본적으로 본성인은
대만인으로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를 겪어 일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중
화민국이 일본 다음으로 제국경영을 할 때 더 심한 차별을 받았기 때문
에 반 중국 감정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한다. 외성인의 경우 일본이 남겨
둔 잔재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그들은 중화민
국과 함께 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반 감정
이 거의 적으며 중국에 대한 감정 마찬가지이
다. 특히 두 집단 모두 원주민을 내쫒고 그들
생활의 제한구역을 만들 때 일본이 많이 도와
주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더 우호적이다. 이
런 배경으로 인해 원주민, 토착민들은 일본에
의한 탄압이 가장 심하였고 일본인을 죽이고
그들과 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다. 옆의 사진은
고산족 마을의 기념상인데, 이곳에 가면 토착
고산족마을의일본인헤드헌팅기념상

민들의 일본인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 곳은 무사(Wushe)라는 곳으로, 원주

민들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헤드헌팅을 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한 것
을 보여준다. 이곳은

Seediq Wushe 원주민들이 사는 곳으로 당시 일

본의 강한 억압에 대항하여 약 130명의 일본인을 죽이고 일본인에 의해
약 100명의 Seediq Wushe 원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한 사건
은 영화

Warriors of the Rainbow: Seediq Bale.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외성인과 본성인들은 일본에 대해 우호적이
다. 특히 어른들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일본에 대해 감사하며 길을
가다 보면 일본 관광객을 보고 고맙다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들
의 근대화를 일본이 이루어 주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일본
어로 된 안내책자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나이가 어리고 스스로의 역사인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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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고 한다. 오히려 젊을수록 일본에 대한 반 감정이 존재한다고
한다.
(2) 길거리
대만을 여행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본식 거리를 느꼈다고 말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타이베이101빌딩 근처에 가면 길 정돈 되어 있는 것
이 일본과 비슷한 느낌이다. 특히 백화점과

상점에서 일본의 모습을 많

이 볼 수 있었다.
유독 일본 브랜드가 많은 대만
에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브랜드
가 일본의 SOGO백화점, 대만식으
로는 타이핑양(太平洋)백화점이다.
이는 대만의 웬똥 (遠東) 그룹에서
들여와 만든 백화점으로 미쯔코시
백화점과 양대 라이벌을 이루고

대만의 소고 백화점(출처 네이버 블로그)

있다고 한다. 그런데 미쯔코시 백
화점 역시 일본의 백화점으로 대만의 신광(新光) 그룹에서 들여와 만든
것으로 대만식 이름으로는 신광산위에 백화점이다. 두 백화점은 백화점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만의 번화가에서는 흔히 볼 수 있
다. 최근에는 대만의 통이그룹이 일본의 한큐백화점 브랜드를 들여와서
통이반지 백화점을 오픈하였다고 한다. 시정부 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오픈하여 오픈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갔다고 하니 일본의 메
이저 브랜드가 대만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처럼 대만에 일본 브랜드가 많이 입점해 있다보니, 간판에서도 일본의
간판과 유사한 글씨체를 볼 수 있었고 건물 구조에서도 일본을 연상시키
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백화점과 같은 건물 이외에도 우리는 대만에서 다양한 일본 브랜드를
마주쳤다. 특히 화장품에 관해서라면 이곳이 일본인지 대만인지 헷갈릴
정도로 일본의 마켓을 고스란히 옮겨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예컨
대 한국에 입점되지 않은 수많은 일본 화장품 브랜드 또는 제품이 대만
에는 거의 모두 수입되어 있었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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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미쯔코시 백화점(출처 네이버 블로그) 대만의 왓슨즈(출처 네이버 블로그)

있었다. 특히 Watson’s가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 곳은 드
럭 스토어로 약국이지만 약품류 이외에 일용잡화나 화장품 담배 음료 등
의 다양한 것을 판매하는 곳이다. 대만의 왓슨스는 3층짜리 규모의 것도
있었다. 이곳에서는 대부분이 일본의 화장품 종류였다. 시세이도 뿐 아
니라 비오레, 메이블린, 하다라보 등이 있었다. 이 제품들에서 주목할 부
분은 제품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출시되지 않고 일본어가 여과없이 그대
로 적혀있다는 사실이다.

타이베이 동취에 위치한 샤오싼메이르 (小三美日) 매장

왓슨스뿐 아니라 대만에서는 일본 화장품을 비롯한 다양한 화장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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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파는 곳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셋
째 날 찾아갔던 샤오싼메이르(소삼미일)은 대만
의 젊은 여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
는 화장품 매장으로 얼핏 보면 인적이 드문 구
석진 곳에 위치한 것 같았으나 들어가 보니 사
람들이 별로 없을 평일 낮에도 사람들로 북적
이고 있었다. 이곳은 일본과 미국의 드럭스토
어 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일부 미국 제품도
판매가 되고 있었으나 일본의 화장품 매장을
그대로 옮겨 온 것 같이 일본 제품이 주로 판
매되고 있었다. 화장품 이외에도 키티 전문점
이거나 일본 문화나 만화의 캐릭터 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일본 만화 <장난스런 키스>를 원작
으로 한 대만 드라마 <악작극 지문>
(출처 네이버 검색)

대만에서는 일본만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 역
시 인기를 몰고 있다.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하여 드라마를 촬영하고 영화를 촬영한다고 한
다. 대표적으로 꽃보다 남자의 대만판 ‘유성화
원’이 있다. 한국에도 수입될 만큼 아시아권에
서 대중적으로 성공했던 대만 드라마 ‘악작극
지문’ 또한 일본 만화인 ‘장난스런 키스’를 원
작으로 한 드라마라고 했다. 또 우리 집으로
오세요의 대만판 ‘래아가바’, 피치걸의 대만판
‘밀도여해’, 사랑의 상처, 사랑의 흔들림의 대
만판 ‘열애상흔’, 마르스의 대만판 ‘전신’, 타로

본 만화인 <꽃보다 남자>를 원작으

이야기의 대만판 ‘빈궁귀공자’, 장미를 위하여 로 한 대만 드라마 <유성화원>
대만판 장미지련, 악마로소이다의 대만판 악마 (출처 네이버 검색)
재신변, 동경줄리엣의 대만판 동방줄리엣 등이
있다. 이들 드라마는 상당수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흥행 수익을 보장
해왔으며, 대만 만화도 이에 영향을 많이 받아 일본만화와 상당히 유사
하게 발전해왔다.
물론 이에 대해 일본이 아시아권의 대중문화를 선도해왔기 때문이며
한국도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대만이 한국보다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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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답사
를 하면서 느낀 것은 대만 대중문화의 트렌드가 전부터 유지되어온 일본
중심의 대중문화와 최근 유행하기 시작한 한류 중심의 문화로 양분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타이베이의 번화가인 동취 부근에서는 중소
규모의 서점에서도 상당한 크기의
일본 서적 및 최신 잡지 코너가 마
련되어 있어 일본의 트렌드가 실시
간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점가에서는

UNIQLO를 포함한 일본 브랜드의
의류샵이나 일본 연예인을 광고모
대만의 망고빙수 가게인 아이스 몬스터에

델로 사용한 광고판을 자주 보았다.

걸려있는 일본 만화 <심야식당>의 캐릭터들

문화 상품 뿐 아니라 대만에서는
일본 만화 캐릭터를 이용하여 가게

를 꾸민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망고 빙수로 유명한 대만의 3대 빙수 집
중 하나라고 해서 찾아간 ‘아이스 몬스터’에서는 일본만화인 ‘심야식당’
의 주인공 캐릭터를 메인 마스코트로 이용하여 가게를 꾸민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천장에 일본어가 적힌 캐릭터 사진이 있었고, 가게의 인테리
어 역시 일본과 같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3. 대만과 일본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분석
1) 일본 식민 지배 이전의 대만의 역사
대만 땅의 역사는 식민 지배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대만은 여
러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다. 대만의 원주민은 16세기까지 대만에
널리 분포하여 거주했던 말레이 계통의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원주민들이
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한족 이주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7세기 유
럽 상인들이 찾아 들어오면서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포르투칼 사람들
이 대만에 도착했고 명나라 말기인 같은 시기 한족들의 대만 이주도 시
작되었다.
이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타이난을 점령해 ‘안평고보(질란디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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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를 세웠고 이로부터 3년 후 에스파냐인들이
단수이를 점령해 섬에 들어왔고 ‘홍모성(세인트
도밍고 성)’을 세운다.18) 이 둘의 치열한 세력
다툼 끝에 네덜란드의 대만 식민 지배가 시작
되었다.
그리고는 청나라에 끝까지 대응하던 명나라
의 정성공 세력이 네덜란드 군대를 몰아내고
대만에 최초의 한족 정권을 수립한다. 정씨 정
권은 3대째 이어가며 내부 분열을 일으키게 되
고 결국 청나라, 즉 만주족의 지배를 받게 된
다. 이 당시 많은 수의 한족들이 대만으로 이
주했고 이들이 지금의 대만 국민 대다수를 이

단수이에서 견학했던 홍모성

루는 한족계 본성인이다. 청의 지배 기간이 212년이었지만 청은 대만을
지배하려는 의향이 없었기에 원주민 섬으로 간주하고 방치하다가

후에

대만의 지리적 중요성을 깨닫고 약 20년 동안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
치한다.
그러나 청나라가 청일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근
거로 대만은 일제에 할양되었고 일제의 식민지배가 시작된다. 대만 섬과
평후제도가 일제에게 할양되면서 대만에는 총독부가 설치되었다. 일제는
1922년부터 대만에 대해 일제 동화정책을 펼쳤고, 법제도를 넘어서 문화
까지 일본화시키려고 하였다. 1936년 2,26 사건 이후 일제가 총력전 체
제화를 진행하면서 타이완 총독부는 동화정책을 강화하여 일본어 사용
및 창씨개명이 강화되었으며 대만에 철도,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과 교육
제도를 정비하면서 식민 지배를 공고히 하였다.19) 이러한 정책에 대항하
여 대만에서 독립을 주장하고, 대만 민주국이 건국되기도 하였지만 일본
의 강한 진압으로 그것은 무산되었다.
청나라의 방치와 가까운 지배 상태에서 일본의 실질적인 식민 지배를
18)
http://ko.wikipedia.org/wiki/%ED%83%80%EC%9D%B4%EC%99%84%EC%9D%9
8_%EC%97%AD%EC%82%AC
19)
http://ko.wikipedia.org/wiki/%ED%83%80%EC%9D%B4%EC%99%84%EC%9D%9
8_%EC%97%AD%EC%8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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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된 것은 그 전보다 상황이 나아진 것이라 볼 수 있었다. 대만 원주
민들과 한족 이주민들 간의 갈등 상황 또한 일본의 지배를 어느 정도 환
영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는데 한족 이주민들에게 대만 원주민들을 통치,
관리해줄 수 있는 일본의 행정력과 군사력은 기존의 청나라가 해주지 못
했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만은 통치 당시부터 일본
에 대한 반감이 한국의 경우와 달리 강하지 않았다.
여러 국가에 의한 오랜 식민 지배 끝에 중국인들이 대만에 진출해 국
가를 세운 역사가 수 백년 정도인 대만과는 달리 한국은 천년이 넘는 민
족적 단일국가를 유지했기 때문에 독립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다. 이
러한 연유로 일본을 한국보다 열등한 국가로 치부해왔다는 점에서 지배
의 충격이 컸고 반발도 컸다. 따라서 대만과 한국의 식민 지배 전 상이
했던 역사 상황이 해방 이후 대만은 친일, 한국은 반일 기조로 가게 된
원인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이다.
2) 일제의 대만 식민 통치 정책
한국과 대만은 모두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으나 일본에 대한 두 국
가의 인식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들조차 해방 후에 일본은 대
만 통치는 비교적 성공적이었으나 조선 통치는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실 일본의 대만 통치는 식민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만큼 성공적이었
다. 이러한 현상은 해방 전의 역사와 해방 후의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서
연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대만과 조선의 식민 통치의 차이
가 현재의 일본에 대한 인식 차이를 유발했을 것이다.
일본은 대만과 조선의 총독 파견에서부터 식민 통치에 차이를 두었다.
조선에는 문관 총독이 기용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역대 조선의 총독 8
명, 데라우치 마사다케부터 아베 노부유키까지 모두 무관 출신이었다.
반면 대만의 총독들은 19명 중 9명이 문관이었다. 문관 총독보다는 무관
총독의 지배가 더 가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반감
이 클 수밖에 없었다.
더 중요한 점은 대만과 조선의 총독부는 재정 상태부터 큰 차이를 보였
고 이것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일본에 대한 두 국가의 인식
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대만의 경우, 지배 초기에 항일 무장 세력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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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하고 통치 기구를 정비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했지만 대만의 세입
은 미미하여 일본 본국에서 국고로 막대한 예산을 대만 쪽으로 보조해야
하는 상태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총독부는 설탕(사탕수수) 산업과
전매제를 실시했다(문명기 2009).
네덜란드의 식민지 시기부터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재배되었던 사탕수
수 산업은 세원으로서의 잠재력이 상당하였다. 조선의 쌀 산업이 일본의
쌀 산업과 경쟁하여 한편으로는 일본 농민들의 정치적 반발을 낳은 것에
반해 대만의 설탕 산업은 일본에게 완벽한 수입 대체 산업이 되어주었
다. 또한 사탕수수 재배를 바탕으로 대만인들은 식민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100% 자립도와 상당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아편 전매제는 대만에 일본 식민지 시기 이전부터 상당한 아편 흡연자
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대만 안에서는 지식인들의 금연운
동도 계속되고 있었기에 일제는 아편 점금 정책을 실시했다. 아편의 흡
연을 불법화하되 일본 정부가 아편을 전매하여 기존의 아편흡연자들이
식민지 당국에 '아편중독자'로 등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아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곧 이는 대만 총독부의 주된 수입원이 되었고
이후 소금과 술, 담배, 각종 약재와 셀룰로이드, 필름의 전매도 실시하여
대만 총독부는 재정 자립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탄탄한 재정
상태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따라서 총독부는 도로, 철도, 통신 등의 사
회간접자본 투자, 근대 교육 투자,
행정력 강화를 가능하게 했고 기본
인프라 건설로 인해 대만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근대화의 기
초를 닦았다.
반면에 조선의 경우 을사보호조
약 직전에 러일전쟁으로 인하여 일
일제시대 대만의 설탕공장 (출처 네이버 블로그) 본 본국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으

므로 대만에 비해 일본 본국이 투
자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문명기 2009). 또한 대만에 비해 그
영역과 인구가 광대하므로 재정이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아편을
흡연하는 인구가 있지도 않았으므로 총독부가 아편을 전매할 수도 없었
다. 그렇다고 사탕수수와 같이 판매를 위해 대규모로 재배해온 작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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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았다. 조선 총독부가 재정자립을 달성해 성공적인 식민 경영을
하기에 조선은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다.
3) 일제 지배 후 국민당의 지배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대만에 들
어섰다. 1945년 이후 대만에 이주한 이들을 외성인이라 한다. 이후의 국
공내전에서 국민당 정부가 패배하자 장개석은 타이베이시를 중화민국의
수도로 삼고 중앙정부와 병력 모두를 옮겨온다. 국민당 정권은 매우 강
압적이고 가혹한 방법으로 대만을 통치한다.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던 세
력들을 모조리 없앴으며 대만인들에게 중국의 문화와 문물을 강요하였
다. 결국 외성인에 대한 본성인들의 불만은 1947년 2월 28일의 항거
(2·28 사건)으로 폭발하게 된다. 중국 본토의 국민군까지 개입된 이 사건
은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를 불러왔다. 그 수는 약 3만 명으로 추산되며,
사건 후 약 40여년 동안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다 1991년 리덩후이 총통
의 주도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장개석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일제의 식민 지배 직후 국민
당 정권의 지배의 탄압과 폭력으로 인해 대만인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식민지에 대한 기억은 미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친일적인 성향의 원
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 대만 원주민과 일본과의 관계
대만의 원주민은 16세기까지 대만에 널리 분포하여 거주했던 말레이
계통의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원주민(고산족)들이고, 현재 대만 정부는 공
식적으로 ‘원주민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일본, 일제에 대한 대만 원
주민족의 인식은 식민지 시대 발생한 ‘우서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우서 사건 (무사 사건)은 일제시대인 1930년 10월 27일 난터우현의
산간지대인 우서 지구에서 원주민들이 일제에 대항해 일으킨 최대 규모
의 봉기이다. 우서지구의 해발 1100ｍ에 달하는 마흐푸 마을은 일제 침
략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시디그족의 마을이었다. 대만의 역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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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디그 베일>의 포스터와 스틸컷 (출처 네이버 블로그)

저우완야오는 사건의 발생 원인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강제 이
주와 노동력 착취 문제이고, 둘째는 고산족과 일본인의 혼인문제, 셋째
는 시디그족장 모우나 루도의 개인적 문제이다. 일제 시대에 대만의 14
개 원주민 부족들은 최하층 계급으로 분류되어 가혹한 지배와 탄압의 대
상이 되었다. 비인간적인 멸시와 함께 거주지를 빼앗기고 강제 이주 당
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번기를 무시하고 주재소·도로·교량건설 등 강제로
원주민을 동원, 저임금으로 가혹하게 혹사하거나 부녀자에 대해 비행을
저지르는 등 가혹한 경찰행정을 시행하였다. 식민 통치의 원활함을 위해
일본인들은 원주민 여성들과 무책임한 결혼을 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시디그족의 족장은 일본 경찰과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
제에 대한 반감은 고조되었고, 우서 사건을 통해 이 반감이 폭발했던 것
이다.
마흐푸 마을의 족장 모우나 루도는 10월 27일 수백 명의 시디그족을
이끌고 우서공학교에서 열리는 일본인ㆍ대만인ㆍ원주민들의 합동운동회
를 습격했다. 이로써 일본군과 경찰을 비롯한 134명의 일본인과 2명의
대만인이 살해되었고, 215명이 부상당했다. 이밖에도 시디그족은 일본
주재 경찰서 등 식민지 관청을 공격해 탄약을 탈취했고, 약 50일간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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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계속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만 총독부는 경찰과 군대로 즉
각 토벌대를 조직했고 기관총과 대포로 사격을 가하며 무참하게 시디그
족을 학살했다. 1930년 11월 19일 일본군의 비행기는 공중에서의 무장
이 빈약한 시디그족에게 우서지구에 독가스탄을 살포했다. 결국 모우나
루도 족장은 일본군을 피해 1930년 12월 자결했다.20)
우서 사건으로 인해 약 700명의 시디그족이 전사 및 학살되거나 자결
했고, 500여 명의 시디그족이 투항하였다. 그러나 추가로 투항해 온 약
200명은 이미 투항하였던 시디그족에 의하여 살해당했고, 일본은 동족
학살을 유도하고 방관하였다. 또한 시디그 부족에 적대적인 다른 부족을
포섭하여 친일 성향의 원주민들을 통해, 투항해 온 시디그족과 전투하도
록 이간책을 쓰기도 했다. 그 결과 남은 시디그족도 대부분 희생되고 생
존자 298명만 남게 되었다. 이 싸움으로 일본 측 사상자 105명, 원주민
전사자 722명, 사살 및 투항 후의 학살된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제의 원주민 정책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변
화하였고 원주민의 호칭을 고산족으로, 그리고 조선인·만주인 등과 같은
외지인과 동등한 존재로 취급했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
았다고 한다.
2011년에 웨이더솅 감독 연출, 오우삼 감독 제작으로, 대만의 우서 사
건을 다룬 영화 <시디그 베일(赛德克 巴莱ㆍSeediq Bale)>이 개봉했다.
시디그 베일은 대만영화 사상 최대인 총 제작비 7억 대만달러(약 280억
원)를 투입해 13년간의 제작 기간 끝에 개봉되었다. 영화는 상영되자마
자 ‘시디그 발레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대만 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대
만과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기도 하였다. 대만인과 중국인의 원주민
을 포함한 대만인들과 중국의 중국인들은 일제의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탄압에 대해 ‘중화적’ 민족주의를 외쳤고 영화는 대만인들과 중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탈식민주의와 민족주의 의식을 드러낸다(신동순
2013).
4. 대만과 일본의 현재 관계와 그에 대한 분석

2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8179&cid=802&categoryId=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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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부터 1945년까지 51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대만은 1945년
10월 25일 타이베이에서 중국 작전구역 대만성 투항을 접수하는 의식을
통해 정식으로 중화민족국가의 성 행정단위가 되었다. 일본제국주의의
자본과 재산을 모두 접수하고 원래의 식민자본을 민족자본으로 탈바꿈시
켰다. 그리고 대만에 있던 50만 명에 달하는 일본군과 일본인들을 일본
으로 차례로 돌려보냈다. 많은 대만의 작가들이 당시의 상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생생히 묘사하였다. 그 중에는 “대만의 광복은 그 본질을 보면
철저한 민족혁명이었다”, “광복의 경사로운 가을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
은 세 가지 큰 발견을 하였다. 첫째, 우리는 사람이고 자연인이다.(더 이
상 식민지인이 아니다.) 둘째, 사회를 발견하였다.(민족사회의 발견) 셋
째, 국가를 발견했다.(민족국가의 발견)” 등 그 기쁨을 표현한 이들도 있
었다(증건민 2003).
광복 후 1년 동안 대만의 문화 재건설은 정부와 민중의 공동목표였다.
과거 항일 인사들에 대한 기념과 표창을 했고, 친일인사를 검거하고 일
본식민주의 선전 서적 등을 찾아 소각하였다. 그리고 해방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보통선거가 시행되어 각종 대표를 선출하고, 각급 의회
를 설립했다. 또한 국민대회 대표들도 선출되어 남경에서 개최된 전 중
국 회의에 중국국민의 일원으로 참정권도 행사했다. 광복을 맞이한 첫해
에 대만인들의 민족정체성 회복과 조국복귀는 함께 추진되며 탈식민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51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의 식민통치가 대만에 남긴 잔재와
국민당정부의 봉건적, 식민지적 성격은 크게 충돌하였다. 이는 대만의
광복 후에 생긴 여러 문제점들의 뿌리가 되는 일이기도 했다.
첫 인상부터 국민당 정부는 대만인들에게 좋지 않았다. 해방 후에 본
토에서 대만으로 들어온 70연대는 대만인들의 큰 기대와는 다르게 초라
한 행색이었다. 많은 대만인들이 일본군의 규모와 수준을 알고 있는 상
황에서 대만으로 내려온 본토의 70연대는 일본군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특히 이들은 대만에 남겨진 일제 잔재를 처리하
기 위해 대만의 대도시들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 단위까지 구석구석 들어
갔기 때문에 70연대가 상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 대만인들이 부족해
보이는 70연대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
이들이 도입한 치안, 행정, 교육 등도 현지 대만인들을 잘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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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본토 중국과의 통일에만 관심을 두었기에 현지 대만인들(내성
인, 객가인, 원주민 등을 포함)과 마찰이 잦았다. 이들의 치안과 행정은
일관성과 명확한 규율이 없었고 대만의 현실과도 잘 맞지 않았다. 파견
된 경찰들은 애인간의 사소한 말다툼에 총을 꺼내고, 지나가는 열차를
세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기존의 질서정연했던 일본의 통치방
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일제가 남기고 간 공장과 사업체 등
재산을 처리함에 있어도 뇌물과 부패가 오갔고 상당수가 본토 관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또한 북경어가 원만하지 않았던 대만인들에게 일제
히 시행한 일본어, 광동어 사용금지 조치는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지식
인과 언론계층의 혼란과 반발을 일으켰다.
당시 충칭(중경) 정부는 대만에서 행할 목표로 대만인들의 국가의식
고취와 노예근성 박멸을 들었다. 그리고 일본어에 대한 관심과 사용을
노예근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였다. 식민기간동안의 일제의 교육
으로 노예화되었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비정부계열의 언론과 지식인들의
큰 반감을 사는 내용이었다. 당시의 지식인 중 하나였던 Wu Zhouliu는
이에 대해 “본토인들이 대만인들이 노예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만
인들은 노예근성이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에 본토인들과는 다르게
대우받아야하고 다시금 지배를 받아야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다.”라고 해
석하였다(Narangoa & Cribb 2003).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대만인에 대
한 외성인의 차별은 대만인들 스스로가 본토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인식
을 갖게 했다. 정부 관리들은 소수의 외성인인들이 독차지하였고, 경제
력 또한 그들에게 집중된 상황이었다. 광복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대
만은 식민통지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의 쇠약, 전후의 불경기에 국민당정
부의 봉건적이고 부패 무능한 통치 그리고 국공내전의 영향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2.28사건은 본성인의 외성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었다. 1947년 밀수 담배 상인을 폭행한 경찰들에 대항에
시민들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사건은

2월 28일 타이베이에서 발생하여

3월1일 대만 전역으로 퍼졌다. 대만 정부의 시민들을 향한 발포와 계엄
령 등으로 시민들의 큰 분노를 사게 되었고, 각종 시위가 벌어지게 되었
다. 이 상황에서 대만의 지식인들이 모인 ‘2.28사건 처리 위원회’는 담배
전매 폐지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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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 나아가 무차별 발포를 한
군·경을 대신하여 학생과 청년들로
조직된 치안 봉사대가 치안을 유지
하고 처리위원회의 공정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3월 4일 이후 사태는
서서히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기 시
작했다. 특히, 처리위원회에 대한
1947년 2월 28일 타이베이에서의 시위
(출처 위키피디아)

타이완 주민들의 지지가 더해지면
서 그 권위가 높아지자, 처리위원회
는 2·28 사건에 대한 수습을 넘어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요구하면서 이를 타이완의 자치와 인권보장을 요구
하는 '32개조 요구'로 구체화시켰다. 당시 행정을 맡고 있던 천의 장군
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중국본토의 장개석
에게 대만에서 국가전복시도가 있다며 지원군을 요청하였고, 본토의 군
대가 상륙한 이후부터 무차별 학살이 진행되었다. 많은 본성인 주민과
지식인들이 체포되고, 살해되었다. 특히 ‘2.28사건 처리 위원회’의 인사
들은 대부분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밝혀지지 않았는
데 대략 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21)
국민당군대가 자행한 살육은 민족 내부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들었다.
대만인들이 국민당정부에 대해 갖는 불만과 분노는 어렵게 재건하기 시
작한 민족의 기대를 잃어버리게 했다. 특히 긴 일본 식민통치 기간에서
벗어나 조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대만인들의 입장에서 오랜 세
월을 두고 민족의식을 재건해야할 마당에 2.28사건이라는 봉변을 당한
것이다. 그들은 조국에서 온 군대가 자신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광경
을 목격하면서 조국에 복귀한 것에 실망하고 민족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
렸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는 다시금 식민의식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세계는 양 극단으로 대
치하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다. 국공내전의 거중조정에 실패한 미국은
과거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을 새롭게 조합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대만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중요지역으로 자리했다. 마침 국민당정부의

21) http://ko.wikipedia.org/wiki/2.28_%EC%82%AC%EA%B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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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실패는 탈식민작업의 일차 좌절을 초래했고, 미국은 이 시기에 대
만민중의 불만과 불안을 이용하고, 민족정체성을 상실한 본토 출신 자산
계급 분리주의 세력을 내세워 “전후 대만의 지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
다”는 소문과 ‘대만 신탁통치론’을 퍼뜨렸다. 이것이 대만분리주의의 기
원이었다. 국민당 국가와 중국대륙의 충돌상황은 물리적, 심적 민족분리
의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대만 내부의 정치독재와 경제적으로의 미국
‧ 일본 종속의 역사적 구조가 대만사회 내부에서 민족분리의식과 식민의
식을 싹트게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증건민 2003).
대만에서 일당독재를 취하고 있던 국민당정부는 대륙탈환이라는 명분
을 내세워 지속적인 내전상황을 유지하며 37년간의 반공계엄상황을 지
속했다. 1950년대에는 일제강점기에 성장한 반일, 반식민지 세대를 숙청
하면서 진보적 시각으로 민족문제를 재인식하는 능력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또한 장기간의 민족격리 상황과 반공, 중국대륙을 질시하는 정
치 선전은 대만인들이 중국대륙에 대한 기형적 의식을 갖게 했다.
국민당 정부는 이와 함께 정권유지 차원으로 국민당방식의 민족정신교
육을 실시했다. 강압적이고 봉건적이었던 정부 하에서 민족의식교육은
표면적으로만 성공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
화되면서 중국을 대표한다는 국민당정부가 유엔에서 퇴출되자 국민당정
부의 대만 통치는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국민당정부가 만들어낸 대
륙에 대한 기형적인식과 민족교육의 파멸은 대만민중들로 하여금 민족정
체성에 의심을 품게 만들었고, 계속해서 제기되던 민족분리의식을 조장
했다.
동아시아 냉전체제하에서 국민당정부는 미국 ‧ 일본을 중심으로 한 자
본주의 경제체제에 종속된 경제발전을 추구했다. 이 시기에 대만 본토의
자산가들은 이 경제체제 하에서 신속하게 자본축적을 이룩했고, 매우 짧
은 기간에 신흥 자산계급이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 지주였
거나 일본군국주의 훈련을 받은 청소년들이었다. 엄격한 사상통제와 언
어통제의 환경 속에서 그들은 일본어로 된 자료를 통해 외부를 인식했
다. 그들이 일상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어의식을 갖추고 일본경
제와 긴밀한 관계에서 자본축적을 이룩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일본을
정신적 ‘내지(內地)’로 간주했다. 대만과 일본이 정치 ‧ 경제적으로 아무
리 밀접하다 하더라도 민족국가의 관계에서 보면 일본은 어디까지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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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나라이다. 하지만 정신상에서는 여전히 ‘내지’와 ‘외지(外地)’의 관계
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대만의 국민당 중국은 오래 전에 힘을
잃었고, 중국대륙은 그간의 선전으로 완전한 ‘이방’으로 인식했다. 그리
고 이 사이의 경제적 격차에서 생기는 우월감은 민족정체성을 더 흔들리
게 하였다.22)
현재 대만의 ‘식민지긍정론’은 신식민주의 여건에서 나온 구식민주의
에 대한 긍정과 미화로 보인다.

5. 대만을 떠나며
우리는 일본에 대한 반감을 과거 역사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생각해왔
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일제의 식민 지배를 겪은 이후 그 과거를 청산
하고 일본의 잔재를 없애려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대만에서는 일제 지배
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한국처럼 거부감이
심하게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 보였고 이는 우리가 대만에 대해 가장
흥미롭게 생각했던 지점이었다. 대만 답사 기간 동안 찾아갔던 대만의
많은 관광지에서는 일제시절의 건물이나 당시의 여러 흔적들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뚜렷한 명시적 흔적 이외에도 답
사 기간 동안 일본과 비슷한 길거리 모습이나 문화적 특성 때문에 일본
여행을 간 것과 같은 기시감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일본 만
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유행이었으며 일본어 서적, 일본 음식 전문점
등 곳곳에서 일본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처음 답사를 시작할 때
우리 조가 갖고 있었던 전제는 대만이 친일본적 성향을 가진 나라라는
점이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실제로 관찰을 통해서 이를 증명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답사와 문헌 연구를 거치면
서 이러한 전제는 일부 옳은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했다.
대만에서 한국과 달리 일제의 모습이 남아있고 또 그것을 숨기려하지
않는 것은 같은 식민 지배를 겪었지만 그 역사적 맥락이 달랐기 때문이

22) 증건민, 위의 글,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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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일제 강점기 이전에 조선과 대한제국이라는 주
권국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본성인이 들어오기 전부터 유럽인이 들
어오며 하나의 주권국가를 이루지 못했던 대만에게 일본의 제국 통치는
다른 외세집단들 중 하나였을 뿐이다.23) 즉 대만에게는 식민지배 역사가
일본에 대해 두고두고 원한을 가질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역사의 오점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만은 외성인과 본성인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집단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일본에 대해 가진 감정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만이 대만을 식민지배한 것이 아니라 일제
이후 국민당 정부가 들어와 군사통치를 하면서 대만 주민들의 요구를 수
용하지 않고 일제의 식민통치행태를 답습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만사
람인 본성인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 컸다. 반면 중국 국민당과
함께 들어온 외성인의 경우에는 일제 식민통치자들의 관공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월급, 거주지역 등에서 차별을 받으며 일본에 대한 반감이 상
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집단적, 계층적으
로 일본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누군가는 대만이라고 해서 일본에 대해 식민 지배로 인한 거부감이나
적대감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며 대만이 일본에 대해 우호적이고 그에
반해 한국에 대해서는 수교 단절로 인한 반감이 지배적이라는 것도 지나
치게 단순화 된 설명이라고 주장한다. 분명 이러한 해석은 지나치게 단
편적인 생각이다. 우리가 본 대만은 훨씬 복잡하며 다층적인 사회였다.
중국 본토에서 여러 번에 걸친 이주로 인해 형성된 중국 출신 대만인들
간의 갈등 상황과 기존에 대만에서 거주해온 여러 원주민 집단과 이주민
들의 갈등, 중국 본토와 대만의 갈등이 역사적으로 식민 통치를 자행한
일본에 대해 단순히 적대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만들었고 최근에 이르
러 사실상 국가가 아닌 현대 대만의 외교적 관계는 더더욱 일본을 필요
로 하게 만들었다. 그에 더해 오랜 시간 형성되어온 일본에 대한 문화적
친근감은 한때 지나친 일본 문화의 유입을 ‘왜색’이라고 부르며 부정적
으로 인식해 온 한국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일본에 대한 우호적
23)
http://ko.wikipedia.org/wiki/%ED%83%80%EC%9D%B4%EC%99%84_%EA%B3%
B5%ED%99%94%EA%B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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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증대시켰다. 즉, 대만 사회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의 일본에 대한
우호적 감정의 원인은 대만의 복합적인 역학관계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46

대만답사보고서 ‘彩’

6. 참고문헌
위키피디아 타이완 공화국 항목,
http://ko.wikipedia.org/wiki/%ED%83%80%EC%9D%B4%EC%99%84
_%EA%B3%B5%ED%99%94%EA%B5%AD
위키피디아 타이완의 역사 항목,
http://ko.wikipedia.org/wiki/%ED%83%80%EC%9D%B4%EC%99%84
%EC%9D%98_%EC%97%AD%EC%82%AC
위키피디아 2.28 사건 항목,
http://ko.wikipedia.org/wiki/2.28_%EC%82%AC%EA%B1%B4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우서사건 항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8179&cid=802&categ
oryId=2540
시먼홍루 공식 사이트, http://www.redhouse.org.tw/info_Korea.html
Togo Tsukahara, “Introduction to Feature Issue: Colonial
Science in Former Japanese mperial Universities”
위키피디아 중화민국 총통부 항목,
http://ko.wikipedia.org/wiki/%EC%A4%91%ED%99%94%EB%AF%B
C%EA%B5%AD_%EC%B4%9D%ED%86%B5%EB%B6%80
http://www.weeklytrade.co.kr/sub_read.html?uid=24185
http://www.papersearch.net/view/detail.asp?detail_key=45801110
http://www.kaja.or.kr/journal/Vol80.pdf#page=211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athina?Redirect=Log&logNo=40197424292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mahalkitaojh?Redirect=Log&logNo=1715837
08
김혜진·장미숙, 2010,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헤어와 의상에 표현된
이미지 비교분석-대만, 일본, 한국의 F4 characters를
중심으로-”.
문명기, 2009, “조선총독부의 초기 재정 비교연구 : '식민제국' 일본의
식민지 통치역량과 관련하여”, 『중국근현대사연구』, pp.91~113.

대만답사보고서 ‘彩’

147

손준식, 2002, “일본의 대만 식민지 지배 : 통치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 2002(18), pp.9~25.
신동순, 2013, “웨이더성(魏德聖) 감독의 영화〈시디그 발레 Seediq bal
e〉와 ‘중화적' 탈식민주의 의식”, 『중국어문학논집』, 2013(78).
pp.253~270.
안지영, 2011, “일본침략 및 강점기에 대한 주변국들의 역사인식 : 한국,
중국, 대만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2011(13), pp.45~80.
이은자, 2008, “중국 근대사 서술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중국
역사교과서와 대만 역사교과서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사총』, pp. 269~301.
증건민, 2003, “대만의 민족정체성과 탈식민 문제”, 『역사비평』,
2003(64), pp. 221~237.
하세봉, 2000, “대만의 정체성과 역사 찾기”, 『역사비평』, 2000(53),
pp.243~266.
Peng-Er, 2004, “Japan-Taiwan Relations Between Affinity and
Reality”,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2004(4),
pp.249~267.
Li Narangoa·Robert Cribb, 2003, “The transformation of
Taiwanese attitudes toward Japan in the Post-colonial
period” 『Imperial Japan and National Identities in Asia,
1895-1945』, pp. 1~22.
Togo Tsukahara, 2007, “Introduction to Feature Issue: Colonial
Science in Former Japanese Imperial Universities”,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2007(2), pp. 147~152.

148

대만답사보고서 ‘彩’

7. 후기
조희수
대만에 대해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려고 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대
만은 단편적이면서 지나치게 복합적인 공간이어서 특정하기가 어려웠다.
대만은 중국 본토와 달리 자본주의가 오래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에서
홍콩을 떠올리게 만들었지만 홍콩과 같이 세련되고 현대적인 대도시 같
은 분위기는 없었고 오히려 대만 드라마를 보면 연출이나 CG 처리 등에
서 이제는 중국 본토보다도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게 했다. 문화 산업의
측면에서는 화장품이나 의류, 음식, 대중문화 등에서 일본의 영향이 크
게 작용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한국 대중문화 열풍 또한 거세졌다는
점에서 여러 국가의 문화의 수용에 있어서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인해 중국에 편입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대만 사
람들은 여전히 본인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정치적 자치를 인정받으면서도 외부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의 정체성은 어떤 것일지 감이 오지 않았다. 대만 답사 이후로 이러
한 혼란이 정리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대만에
서 특정한 오리지널리티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만은 작으
면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았으며 중국이 아닌가 하면 중국이었고 중국인
가 하면 중국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면을 발견할수록 대만
은 더욱 매력적이었고 독특하게 느껴졌다. 한 나라에서 수많은 문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단점일까, 이 모든 특성이 어우러져
서 새로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다는 점 자체로도 흥미로운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답사였다.
변광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첫 답사를 여권준비를 성실히 하지 못하는 바람
에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5박6일의 일정 중 처음 이틀을 혼자
다녔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한 답사였다. 혼자 타이베이를 여행
한 둘째 날에는 홀로 타이베이 사람들과 풍경을 조용히 관찰할 수 있었
다.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10년도 더 된 초등학교 5학년
때의 방문 때문이라기보다는 답사 전에 봤던 꽃보다 할배의 영향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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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았다. 거리나 가게들이 일본과 흡사한 부분들이 많다고 느꼈다. 수
요일부터 진행한 조별답사 시간에는 조원들이 방랑하던 나 대신에 준비
를 잘 해주어서 재밌게 다녔다. 감사했고 미안했다. 특히 미식가인 조원
들이 많아 대만의 식도락을 잘 경험할 수 있었다. 대만의 일반 식생활부
터 후식문화까지 만족스럽게 음미했다. 해외답사라는 것이 처음이었는
데, 연구주제를 생각하며 관찰을 하고 경험을 한다는 것이 기존에 해왔
던 그냥 여행과는 달랐다. 풍경과 사람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많은 생각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우리
조의 연구주제를 생각하면서 대만을 보고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답사 보
고서를 작성하며 자료들을 보니 대만은 인류학적으로 연구할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은 것 같았다. 고산지형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식민지
경험의 역사 등 가는 곳마다 보고 생각할 거리들이 많았다. 그리고 답사
를 갈 때가 마침 서울대학교 도서관 대출 1위(?)라는 <총, 균, 쇠>를 읽
는 중이었는데, 대만이 언어학적인 풍부함이 정말 다양한 곳이라는 것과
폴리네시아와 미크로네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시발점이
라는 것을 보고 매우 흥미로웠다. 대만은 좁은 땅이지만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곳이었다.
김소담
대만 답사가 결정되었을 때 나는 중화권 국가에 가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답사 연구 주제를 정하고 출발 전 날에 짐을 싸면서 아주
들떠 있었다. 그만큼 5박 6일 동안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고 학문적 호기
심은 물론 중국어에 대한 공부 열망까지 생겼다. 대만에 다녀와서 생각
해보니 대만에는 중국과 일본이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체적인
중국의 분위기와 음식들, 언어가 존재하지만 길을 걷다보면 특히 타이베
이 시내에서는 일본어가 쓰여 있는 간판과 일본 수입 제품들, 일본식 분
위기의 식당과 가게들이 많아 일본의 분위기를 확 느낄 때가 많았다. 반
면에 타이베이를 벗어나서 구족문화촌을 보러 갔던 타이중은 산속이기도
했고 시골 느낌이 많이 나서 또 달랐다.
대만에서 단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음식이다. 첫날의 딤섬부터 시
작해서 9채 1탕, 7채 1탕의 대만 음식들, 우육면, 여러 브랜드의 망고
빙수, 망고 맥주, 금문고량주, 쩐쭈나이차, 그리고 야시장의 음식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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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약간 맛이 낯설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음식을
먹었던 게 대만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가장 육체적인 체험이 아
닌가 싶다.(^^) 음식 문화를 통해 확연히 ‘이국’에 왔다는 것을 느꼈다.
한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그곳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부터 사먹거나 배달
해먹는 등의 외식문화가 발달해있고 특히 유제품의 소비가 엄청나다고
느꼈다. 편의점에 구비되어있던 각종 유제품들은 내 눈을 빠르게 돌아가
게 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을 꼽아보자면 타이베이의 용산사를 비롯한 사
원들이다. 대만은 화려한 사원 안에 불교, 도교, 민간 신앙이 융합되어있
다고 한다. 시내 중심에 불교, 도교 사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놀라
웠고 대만인들에게 종교는 생활화되어있고, 여러 종교에 대해 전혀 배타
적이지 않고 관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용산사에 갔을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근심이 가득한, 진지한 얼굴로 음식과 같은 재물을
바치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고 점괘를 치는 것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단수이에 갔을 때 한 사원에 들어가서 직접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비는 것
을 직접 체험해보았는데, 열 개의 향에 불을 붙여서 열 개의 신상에 절
을 하며 열 번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이동하는 중간 중간에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는 등의 규칙들도 존재했다. 대만인들에게 종교, 신이라는
존재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내가 무교이기
때문에 더 크게 느꼈지 않나 싶다. 그리고 그들에게 종교를 초월한 신의
존재는 어떤 의미일지, 현실에 대한 도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전나영
대만 답사를 다녀온 것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을 경험하게 해 주었
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인류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
어 기뻤다.
어느 해외여행이 그러하듯 대만을 다녀오고 현지 사람들을 보고 그들
의 음식을 먹으며 ‘문화’를 체험한다는 것은 내게 새로움을 느끼게 해
주는 한 경험이었다. 중국이나 홍콩과 같이 중국어를 사용하여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을 거라 생각하였다. 일제의 식민지를 겪었다고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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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일본과 또 닮으면 얼마나 닮았을까 하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그러나
직접 가서 보고 느껴보니 인터넷이나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만의 풍
경이 있었고 그것은 중국의 그것과 일본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대만의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역시 가보지 않고는 알기 어렵다는
생각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 외에도 대만 답사에서 야시장을
다녀 온 것이나 맛집을 다닌 것, 그 나라에서 유명하다는 101빌딩에 가
야경을 보고 대만 기차도 타 보며 대만 관광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번 답사에서 유일하게 ‘관광객’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으
로 남아있었던 시간은 대만 박물관과 구족 민속촌이다. 그 때만큼은 그
들의 문화를 경험하겠다는 마음으로 그저 많은 것을 보고 사진으로 담으
려고 했던 시간이 아니었다. 박물관에서 유명하다는 유물들을 가이드의
관광과 설명에 따라 휙 돌아보고 끝내는 관광객이 아니라 진짜 그 박물
관을 보러 온 사람이 되었었다. 거기서는 ‘대만에서 뭘 보았다.’ 고 말하
는 것이 아니라 ‘대만 박물관에 가 무엇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
진짜 공부하는 학생처럼 박물관의 유적들을 하나하나 보고 이전의 것과
비교하면서 저 유물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고민하고 교수님과 학
우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은 인류학도로서의 역할 내지는 사명을 분명히
느끼게 해 주었다. 그리고 이전에는 박물관이 고고학의 것이라 여겨졌는
데 인류학이 여기 유물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찾고 그 이야기를 담는 곳
을 박물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전에 인류학
사를 들으며 수없이 고민하였던 ‘인류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어렴
풋이나마 느껴볼 수 있게 되었다.
인류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던
곳이 구족 문화촌이었다. 그 곳에서 원주민들의 삶을 보고, 대만 박물관
에서 본 무늬와 패턴을 보며 그리고 그들과 잘은 안 되지만 대화해보면
서 인류학자들이 새로운 집단에 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상상해 볼 수 있
게 되었다. 보통 인류학자들은 가설을 세우고 필드워크를 하는 것이 아
니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었는데, 직접 가서 전혀 모르는 사
람들을 만나보니 가설이 없어도 배우고 이끌어 낼 수 있는 이야기가 무
궁무진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관광객이 아닌 인류학도로서 새로운 장소를 가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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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험은 내가 해외에 가거나 새로운 곳에 갈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
지 무엇을 보는 것이 가장 내게 재미있고 즐거운지 알 수 있게 해 주었
다. 그리고 동시에 인류학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안이나 회의가 사라지
고 확신과 인류학의 미래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시간
이었다.

2부 : 일정별 사진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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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사 떠나기 전

타이베이행 비행기를 타러 가는 길.

착륙 전 비행기 안. 각양각색의 모습이 보인다.

155

156

2. 답사 첫째 날: 타이베이 일정

대만에서의 첫 일정, 딩타이펑에서의 점심.

충열사. 근위병 교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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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

용산사 안에서 기도하는 대만 사람들.

157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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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 앞에 위치한 화시지에 야
시장 입구.

화시지에 야시장의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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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지 야시장의 음식.

화시지 야시장의 음식.

159

160

답사단의 숙소가 위치하였던 시먼띵 거리

시먼띵의 상징 시먼홍러우(西門紅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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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사 둘째 날: 모나 루다오 기념공원과 구족문화촌

타이중행 고속열차를 타기 위해 들른 타이베이 기차역.

타이중으로 향하는 고속열차 안에서.

161

162

우서 마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강의 중이신 전경수 선생님.

우서 마을로 가는 길, 창밖으로 대만의 고산지대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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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우서 마을 모나루다오 기념공원 입구.

우서사건을 주도한
족장
동상.

세딕족

모나루다오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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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루다오 동상 앞에서.

우서사건이 일어난 우서공학교는 이제 인애 국립 소학교(仁愛國小)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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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서 마을 역사 기념관.

우서 마을에서의 점심식사.

165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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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원주민들의 문화와 풍속을 재현해 놓은 구족문화촌.

구족문화촌에서 만난 북미 원
주민 토템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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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원주민 토템폴 앞에서.

북미 원주민 토템폴 앞에서.

167

168

대만 원주민들의 공연.

대만 원주민들의 공연을 관람 중인 답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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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대만 원주민의 가옥 재현품.

원주민 가옥 외벽에 걸린 멧돼지 하악골. 이는 집 주인이 부족 내에서 갖는 위
세를 상징한다.

170

원주민 가옥 내에서.

전경수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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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대만 고산족의 헤드헌팅 전시 장소를 재현해 놓은 모습.

원주민 아저씨가 내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 경청중인 답사단. 상품은 군고구마.

172

가옥 내에 재현된 대만 원주민들의 생활상.

부족의 이름을 딴 음식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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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답사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 번째 날: 조별 활동

조별 활동 중인 2조.

조별 활동의 일환으로 방문한 홍마오청.

173

174

종교 시설에서 조별 활동 중인 2조.

조별 활동 중 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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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활동 중인 2조.

타이베이 밤 거리에서.

175

176

시먼띵에서 기념 사진.

조별활동 중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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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3조 조원들의 심금을 울린 우육
면.

단수이에서 길거리 퍼포머를 감상하며.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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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 아침식사 전문점 체험.

영국과 스페인의 이국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딴수이의 홍마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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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비오는 날의 지우펀.

우비소녀 신세를 면치 못했던 지우펀에서의 조사.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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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과스에 소재한 태자빈관의 일
본식 정원.

진과스에 위치한 태자빈관을 둘
러보는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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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먼띵의 명물 곱창국수.

대만의 특산품 펑리수.

181

182

담건평 선배의 초대로 마련된 저녁식사 자리.

저녁식사 자리에서 만난 대만 학생과 답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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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시의 야경

183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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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답사 마지막 날: 국립대만대학교

국립대만대학교 정문. 대학로 시절의 서울대학교 정문과 흡사한 모습.

야자수가 식재되어 이국적인 향취를 주는 대만대학교 중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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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대학교의 역사를 전시해 놓은 교사관(校史館).

교사관의 내부.

185

186

교사관 2층에 위치한 인류학박물관 민족학전시실.

인류학박물관 민족학전시실에 전시된 파이완 족의 장식품.

대만답사보고서 ‘彩’

대만답사보고서 ‘彩’

187

대만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배경으로 졸업사진을 찍는 학생들.

대만대학교 중앙도서관 내부.

188

대만답사보고서 ‘彩’

대만대학교 내에 조성된 호수.

대만대학교 건물을 배경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