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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모」 시리즈 강좌⑶ 

주제: 근대 동아시아 맥락에서의 대만-일본 관계 

 

중국문화대학교 110 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 제 4 회 강연에서는 대만사 및 

일본 근대사 연구의 저명한 학자이자 국립타이베이교육대 대만 문화 연구소 소장인 

하의인(何義麟) 교수를 초청하였다. 하의인 교수는 일본어학과 학생에서 대만사 연구자가 

되기까지 40 년에 이른 자신의 삶을 공유하였으며, 대만 연구 저서 「근대 동아시아사 

맥락에서의 대만-일본 관계」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먼저 하 교수는 1979 년 일본의 연구 서적 ‘재팬 애즈 넘버 원(Japan as Number 

One)’이 출간되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같은 해 대만은 일본 관광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한 해이며, 그전까지만 해도 대만 국민들은 쉽게 출국을 할 수 

없었다. 그 후 1980 년대의 대만은 사회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 

방면에서도 당외 운동 및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회 개방 분위기는 대만을 주제로 

하는 연구에 점차 눈을 뜨게 하였다.   

 

대만인의 일본 시대 

계엄 당시 대만 역사는 교과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국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최근 교과 과정의 조정에 의해 대만 역사가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감춰져 있던 대만 역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대만 

역사적 기억에 대한 일종의 ‘압축 풀기’(Unzip Memory)이며, 이러한 압축 풀기 

작업이야말로 대만사 연구자로서의 사명이다. 2009년 국립대만대학교에서 발간한 <대일 

관계사>는 학계 최초로 ‘대일 관계’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분야를 넘어 대만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술 저서이다. 2019 년 하 교수는 <대만인의 일본시대>를 

저술하여 일본의 식민 통치 역사를 언급하였으며 마(馬) 정부 시대에는 「일제 시대」,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라 불리었다고 하였다. 하 교수는 역사의 이 시기를 「일본 

시대」라고 정하였으며, 역사는 결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며, 역사의 환원적 

서술은 지속적인 논쟁이라고 말하였다. 

 

일중(日華)관계에서 일대(日台)관계까지 

하 교수는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대일(台日) 관계는 없고 일중(日華) 관계만 있었다고 

하였다. 대만과 일본의 관계에서 대만을 주체로 하는 대일(台日)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중화민국을 전제로 한 일중(日華) 관계가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1990 년대 

들어서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92 년 마사히로 와카바야시(若林正丈)의 『대만-분열 국가와 민주화』는 많은 

대만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저자는 대만을 동아시아 국가와 사회 계열에 포함시켜 

논했으며 일본 학자의 관점을 통해 대만 근대 민주화의 우여곡절을 명쾌하게 그려냈다. 

1998 년 일본 학술계는 ‘일본 대만 학회’를 설립하고 회보를 발행하였다. 학회 설립은 

일본과 대만의 관계가 종래의 일중（日華） 관계를 벗어나 대만을 주체로 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8 년에는 마사히로 와카바야시(若林正丈)가 

『대만의 정치-중화민국 대만사의 전후사(戰後史)』를 저술하였다. 하 교수는 이 책의 

부제 중의 「중화민국의 대만화」는 대만의 전후(戰後) 변화를 가장 잘 파악한 것이라고 

하였다. 중화민국이 대만화되면서 대만과 일본의 관계도 일중（日華） 관계에서 

일대（日台） 관계로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였다.  

 

대만사 연구에 대한 소감 및 경험 공유 

옛날 대만은 주인 없는 땅이었다. 1624년 네덜란드가 대만을 통치하며 대만을 세계사의 

무대로 이끌었다. 에도 시대의 일본은 대만 섬을 '고사국(高沙國)'이라고 불렀다. 대항해 

시대 서양인들이 대만에 왔을 당시 대만 섬에는 네덜란드인, 일본인, 한인, 원주민 등이 

거주하고 있었다. 1867 년의 Rover 호 사건, 1874 년의 모란사 사건(牡丹社事件)은 대만 

역사를 바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대만은 수많은 외래정권의 통치를 거치며 이민이 

유입되는 사회, 다양한 문화의 충돌과 융합을 거치는 사회였다. 대만사를 통해 일본을 

인식하고, 세계사 발전의 흐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근대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의 맥락 

중에서 100 년 이상에 걸친 대일(台日) 관계사를 돌아봄으로써 우리는 대만이 걸어온 길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만이 앞으로 어떻게 진일보한 발전을 해나가야 할지도 

알 수 있다. 

 

(웹사이트: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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