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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자는 전후초기 대만의 혼란올 대만 2'28 사건의 간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보았고，이 혼란의 배경에는 중국 대륙으로부터 온 국민당 여러 계파의 이익과

지위다퉁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대만통치가 종식되면서 국민

당 정부가 파견한 관원들에게로 새롭게 권력의 이통이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대

만 2'28사건을 외성인과 본성인의 갈퉁，측 대륙에서 온 사랍들과 대만 본토 사

람들 사이의 갈퉁과 충돌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진의가 대만의 행정과 군사의 수장으로 파견되고 그와 함께 대만을 접수한 관원

들은 일본식민당국이 물러간 자리를 대신한 최고의 권력층이 되었는데，그들은

대부분 대만접수를 위해 잘 훈련된 사랍들이었다 이들 외에도 국민당의 여러

계파도 대만으로 들어왔는데 이들은 진의 정부와 협조적인 관계를 이루지 뭇하

고 오히려 경쟁적으로 권력다툼을 벌였다 여기에 대만 본토세력들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지위와 권익을 위해 국민당계파와 연합하여 진의정부를 공격하는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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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었다 대만학자 진명통은 이 셋을 각각 대등한 위치에서 권력다툼을 별

이던 파벌이라고 분석한 반면，본 논문은 이 셋의 성격을 재검토하여，크게 진의

의 사로L들과 대륙에서온 사랑들로 구분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이 툴 사이의 깔동
으로 이원화된 기운데 대만본토세력이나 진의 정부의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륙에서온 세력에 협조하거나 지원을 받으며 진의와 대립하는 양

상을 띤 것으로 분석하였다 대만 사람들은 이렇게 국민당 내부에의 권력다툼의

양상에 대해 실양하였고오히려 일본 식민통치자들의자리를 이어받은동포라고

생각했던 국민당정부에게 깊이 실망을 하게 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주제어 대만 1 권력충툴 1 천후시대， 국민당겨 1파 1 진의

I. 머리말

대만의 2"28사건은 우리나라의 5'18광주민주항쟁이나 제주의 4'3사건

과 자주 비교되는 대만의 민중항쟁으로， 1947년에 발생하였다 이 때는

광복 후 l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기로，이 사건의 발단은 우발적인 것

처럼 보이나，그 배경에 내재한 여러 원인들을 고창해 본다면 이것이 결

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사건 후 권력주체자(정부)

에 의한 진상조시는 냉전이라는 당시 시대상과 맞몰려 좌우이념 대립으

로 단순화하였고， 사건의 강경진압을 공비 토별로 해석해 버렸다 또한

그 이후 냉전이 종식되기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론화할 수도，재고

될 수도 없었던 상황은 이 사건으로 하여금 왜곡된 채로 역사 속에 남

아 있게 하였다

냉전이 종식되고 대만의 민주화 바람에 편숭하여 2"28사건이 다시 주

목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배상 뿐 아니라 학술적 연

구도 진행되었는데，지난 20여 년 통안 학계 뿐 아니라 일반 민중의 관

심도 높아진 기운데 크고 작은 연구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

나 배경에 대한 연구 성과를 놓고 본다연，현재까지의 연구가 단순히 좌

우의 이념대립적인 상황이었다는 사건 당시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를

부정하는 데에 치중하다보니 이를 증명하기 위한 전후 대만 사회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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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했던 사회적 모순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1980 년대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2'28 사건에 대한 연구 중，그 배

경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는 대다수의 학자들

이 공산당선동설을 부정하고 있다 1) 그리고 공산당 선동설을 부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2'28 사건의 진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전후 초기 대만

의 정치， 사회， 경제를 연구하여 정치의 부패와 파벌투쟁， 경제적 위기，

섬 문화와 대륙 문화의 충돌， 대만 민중의 섣리적 불안 풍에서 그 원인

을 찾았다 2)

필자도 본 연구의 출발점요로서 2'28 사건의 배경을 주목하였는데 그

중에서 전후초기 대만의 혼란에 관심을 두었고， 그 흔란의 배경으로 권

1)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裵可 fφr 台共됐亂及짧 t찜웹紀實" 台北 台}웹R죄務데합@용，
1987)，陳없쩌「論台빽--八뿔件的原머" 陳렛王主編의 r二二/\핑f中뽑術iìf討
會5삶文集，(1991))，좀彩1m.(r共 hlii)) 子與二=八좋件" 陳 fljj셔編 r禁릎 Il\罪 悲

1Îli!剛生Jt ，룹느二八휩뿌" 台北 *김~~pi.U版社 1990) 퉁이 있다
2) 張旭없('二=八꿇it的政治뿜景及췄影짧 J ，陳芳明 編，二二八띔 f將i쩨짧文集』

(1991)，台t 데J힘tIJ版社， 1989)은 대만 행정창관공서의 전횡，진애와 약탈，횡

령과 부패，무능한 정책 풍을 지적하였고，까끼용SA('1949年以때的台灣 ìñ'옛雨닮關
f!i\llf갓" 'jt 京大짱學해 J 1999年 第3期연 '*없와대만행갱장관공서가 인사챙
갱에 있어서 대만출신의 인사와 외성출신의 인사를 불평퉁하게 함으로써 대만인

의 볼안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P때燒j좁('陳優넘台與台뿜二二八”起義J，
「웹悔J 1992年 第6때J)는 경제적 원인을 지적하며 대만 화펴가치의 통 .9.，광공
뼈工)기업의 진흥부진으로 인한 실엽자수 급중，관공서의 기업체에 대한 뇌물수

수，곡물의 외부유출과 밀수로 인한 식량부족 퉁을 원인으로 꽁았다 주6했~'二
=八事 itÎijB9文 it ↑험突" 맴、與듬j 第29卷 第4期， 1991年 12月)는문화의 차이

를 강조하며，사건은 체질이 중국사회와 다흔 대만이 조국에 돌아간 후에 발생한

사회문화의 충돌과 "1활 때문이라고 하였고，許뿔 k~('台i협'Jé復찌期的民變 以홍

義르二事件윌 fJ1L，賴澤뼈主編 r台j혐Jt復初期탬 Ji:J，台jt 中央%’tr:Æ中山A
文社웹 4쩡E까，!\:PJf，1993)도 같은 맥락에서 대안과 중국대륙의 단절이 너무 오래

되고 쌍방 간의 의식차이가 매우 컸는데，행정당국은 이점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

였기 때운에 효융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밖에도 정

신의학전문가인 朴宗義는 「二二八學術ltIf읍f會J(1991)의 폐회사에서 대륙사람들은

대만언을 그플보다 낮은 풍급으로 보았고，대만인은 스스호 일제통치을 거치연서

대륙사랑들보다 더 잘 지내고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심리상태를 가진 것이 서로

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켰다고 말하였다 이려한 다각적 고활은 2'28사건이 현재

대만 사회에 끼지고 있는 영향을 제대호 파악히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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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주체의 갈등을 주목하였다 즉 일본의 식민통치가 종식되고 새로이 통

치 권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력 주체자들을 본문의 주인공으

로 삼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대만에서는 일본 식민당국자가 떠나간 후

권력을 이양받은 새로운 통치 집단이 지배력을 확립해 나가는 가운데

강압적인 통치행태가 나타나 통치 집단과 토착지역민 사이에 갈동이 고

조되어 갔다 대만 총독부가 불러간 자리를 대신한 통치 집단은 국민정

부와 그들이 파견한 진의를 대표로 하는 대만 행정장관공서였다 중국

국민정부가 카이로회담으로 전후 대만 수복을 확인한 이후，국민정부는

대만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대만 접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때 훈

련된 간부들이 대만의 새로운 행정방변의 주체자들이 되었다 필자가 주

목한 연구의 시작점은 종전 후 식민통치자가 대만을 떠난 이후에 나타

난 대만 사회의 혼란기가 아닌 그 이전 국민정부가 대만 접수를 준비하

면서부터이다 이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대만조사위원회는

대만접수를 위한 많은 준비를 하여 왔고，또 국민정부를 대표하여 대만

의 통치자가 된 陳없는 거의 독점적 권력을 부여받았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일본 식민세력이 물러난 이후 대만에서 발생한 정치，경제，사회

적 혼란이 심각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당시 대만총독부에게서 대만을 접수하기 위해 대륙으로부터 온 사람

들 중에는 대만조사위원회에서 준비되고 훈련된 행정가들 뿐 아니라，기

존의 국민당 내부의 각 계파들도 黨移，정치，경제，군대 둥 각 방면의

접수에 간여하기 위하여 대만으로 들어와 새로운 권력 주체자들이 되었

다 그리고 이들과 협력하면서 권력계층의 일부로 정착하고자 하는 대만

출신자들，또는 일본통치시기부터 유지해 오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원했

던 대만인틀이 이 시기의 권력 주체자들이었다 이들의 구성은 결코 단

순하지 않았는데 필자는 이들 권력 주체자들의 특성에 관심을 두고，이

들과 진의의 관계를 통하여 당시 대만사회가 가진 모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陳明뻐은 파벌투쟁의 각도에서 2'28 사건의 배경을 고찰한 거의 유일

한 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국민당중앙 �행정장관공서 및 본토 사

회라는 3개 파벌의 부패과 삼각구도의 대립과 투쟁으로 진의가 전후 부

흥공작을 수행할 수 없었고，이것이 2'28사변을 일으킨 주요원인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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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3) 필자의 관점도 이들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는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다만 陳明페의 구분처럼 국민당 중앙과 진의

의 행정장관공서， 그리고 대만본토출신자라는 대럽적인 삼각구도라는 것

이 독립적 개체로서 완벽하게 분리 구분할 수 있었을지 의문점을 제기

한다 엄밀히 말하면 진의도 국민당 중앙 소속이었고， 대만 본토출신의

세력은 국민당 중앙의 계파나 진의 정부와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세력

기반이 있었는지，이로 인해 이 세 가지 세력이 대퉁하게 다툼을 벌일

수 있는 정치여건이 대만에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는 전후 초기 대만사회의 공식적인 권력중심은 진의의 정부라고 보았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고찰대상을 크게 진의의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로

구분하였다 진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시 대륙에서 온 권력집단

과 대만본토 출신의 권력집단으혹 구분하였다

대륙에서 온 집단은 모두 국민당과 중국 대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1L*집단을 제외한 cc파와 군통，삼민주의 청년단은 당무

와 군정을 중심으로 한 정치 활동에 집중했다는 변에서 성격과 활동이

대동소이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툴 집단은 각각 장개석 에 대한 지

지와 충성을 표방하면서 통시에 자신틀의 세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는 陳며8週의 표현처럼 국민당 중앙이라는 표현도 전혀 손

색이 없다 4) 또한 본문 2장에서 살펴보게 될 陳廢의 집단에 대해 보자

연 陳歲도 정학계 출신이며 국민당 중앙에서 임명하여 대만에 파견되었

다는 점에서는 국민당 중앙이리는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그러

나 권력의 갈풍 구도에서 이 양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들 모두가 추구

한 권력과 이익의 선점이라는 측면을 떠나서 이들 양지플 구분하는 방법

으로 필자는 대만의 발전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대만에 ι 대해서 陳廢는 국민당 내의 다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고，

또 대만조사위원회의 조사와 분석활동을 거치면서 대만 재건에 대한 기

대외 이상이 있었다 그가 굳이 행정 장관공서제도라고 하는 대륙의 각

3) 陳明通，派쭈J태治與뼈없 t감훨論"，賴澤 iilí主編，쫓 il!r)\';復初期땀史 J，(풍jt，中
央뻐究院中山 A文자쩔 ilf究ßJi，1993)

4) 위의 글，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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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는 다른 제도를 고집했던 것도 물가와 통화의 심각한 상황에 있던

대륙과는 차별화시켜 독럽적인 화폐와 은행체계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

이다 51 재정금융 외에도 경제，생산，교통운수，교육，치안 동 민생을 우

선 고려해서 이미 일본 식민통치시기부터 자본주의화가 진행되어온 대

만에서 민생의 안정적인 통치체제를 이룩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비해서 대륙에서 온 권력집단들은 대만에서 국민당이 안정적으로 세력

을 뿌리내리는 것을 바라기도 했겠지만，그에 못지않게 자신들이 속한

칩단의 정치적 위치와 경제적 이익을 다른 집단보다 우위에 두고자 하

는 목적이 있었다 그려한 변에서 직접 통치와 운영을 담당하는 쩌옳의

행정장관공서가 가졌던 대만의 발전이라는 측면에 대한 기대는 분명 대

륙에서 온 다른 권력집단보다는 앞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이들을 국민당 중앙이라는 표현이 아닌 대륙에서 온 권력집단이

라는 단어로 구분 짓고 때優정부와 그들 사이의 갈동에 대해서 살펴보

고자 한다 이 사이에 위치한 대만 본토 출신자들은 물론 대만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동시에 그들 자신의 정치적 위치 확

보가 급급했고，그 과정에서 진의와 대립했다는 측면에서 대륙에서 온

집단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n 陳懷의 사람들

우선 살펴볼 세력을 필지는 진의의 사람들이라고 구분하였다 여기에

는 진의가 소속되어 있던 국민당 중앙의 한 계파인 신정학계와 전쟁 시

기 대만수복을 위한 준비기구로 조직된 대만조사위원회， 그리고 전후 대

만에서의 실제 접수와 관리를 당당한 대만행정장관공서가 있다 이들은

진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A면서 진의와 다른 계파와의 관계에 직

간접 적인 영향을 주었다

5) 全댐政뼈文史중 j티fIiI!究委貝會 풍編，陳 l종生平及被좀內풍ι，(北京 며國文史出

liJid:，1987)，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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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陳懷와新政學系

P명優는 절강 소홍출신이다 그는 1907년 일본 사관학교 포병과를 졸

업한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무창봉기 후에 軍務部部長 겸 陸1jí小學校 f중

에 임영되었다 1914년 북경으로 가서 政특흉堂統率辦事處參諸를 지냈고，

1916년 j윷i!t뀔I가 체제운동을 벌이자 사직하고 다시 일본으로가 육군대

학에 입학하였다 졸엽 후 귀국하였으나 국내 상황이 혼란하여 정치에

종사하지 않고 친구와 합작하여 江北짧華쩔植公司를 운영하였다 6)

1923년 江蘇군별 쩍燮元과 절강군별 盧永따이 江빼전쟁을 일으켰을

때，福建의 孫 f형芳이 齊燮元을 지지하여 절강으로 들어갔다 당시 절강

지역의 지주 신사들은 孫{평芳군을환영했고，陳f짧도 그중의 하나였으며，

孫傳芳을 지지한 陳없는 절강 第-師때長이 되었다 1926년 북별군이

江맥로 진격했을 때，진의는 자신의 참모장 훌敬恩을 파견하여 장개석을

만나게 하였고，훨敬恩은 陳{홉를第十九路軍 군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장

과 장개석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왔다 71 이렇게 장개석과 인연을 맺게

된 ”지않는1927년 7월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위원이 되었고， 1928년 3월

에는 국민정부의 유럽각국의 兵工廠 상황을 알아보라는 명을 받아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스위스， 이탈리아 퉁을 시찰하였다 8) 이 때，독일

유학중인 펌果뭘，陳束生등을 만나게 되었는데，91 張果월는 후에 P없優가

복건성을 주관할 때，복건성의 財政과 뼈政방면의 중임을 맡기게 된다

귀국 후， 1929년 4월 陳{않는1j!政部 兵I 훌暑長에 임명되었고，그 다음

달에는 軍政部 常務次長이 되었으며， 1934년에는 복건성 주석으혹 입명

되었다

정학계는 1916년 哀世~~가죽고 북경에 段順瑞정부가 틀어섰을 때，

국회가 다시 회복되자 댔캠曾，李tRi原，楊永泰 둥이 政團을 조직하여 ‘政

學쉽’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정학회는 정무를 연구하고 발전시킬 것을

6) i'屬周，됐所 J:n道的陳f훈" 戰國級，ri용↑양二二八" (풍北것~mt出版社，1992)，
2쪽

7) 全國政%文史資챔ff究쫓貝會 풍쩌，陳{옳生각i及被좀內옆 J，7-8쪽
8) 위의 책，20쪽

9) 錢國임，我 rfr옷Ði훌的 '*t옳"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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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방하였다 10) 그틀은 정학계는 우익적 성향을 가지고 국회에서 국민당

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정계에서 활동하면서도 줄곧 정학계라고 불렸

다 11) 1918년 段順 f밤}국회를 해산시키고 安福國쉽를 성립시켰을 때，

정학계의 구성원의 상당수는 북경을 떠나 남방정부로 가서 정치활동의

기회를 찾고 있었다 1927년 국민정부의 북별시기에 국민당내에서 군권

은 장악하였으나 행정적 인재기반이 부족했던 장개석이 행정부문을 장

악한 任챔{힘와 겨루기 위해 정학계 출신의 품群을 릉용하면서 정학계는

중앙정계에서의 활통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었다 특히 장개석이 댐玉

때，협1錫山，桂系，통북군 풍의 군별세력을 약화시키고 공산당 토별시키

는데 참여함으로써 정학계는 국민정부 내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g동群은 북별군사령부 總參議를 지냈고 楊치〈泰도국민정부의 군

사위원회의 참모장， í*원院 뺑j면E總司令部비서장동의 요직을 거쳤다 특

히 공산당토벌이 계속되는 동안 장개석의 신임을 얻은 楊永찢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세력그룹을 형성하였는데. ~R群 뿐 아니라 熊式輝，몫鐵

城，쩌文湖， 11*優，도罷惠，王삐杰 퉁이 참여하였고， 陳f옳도 그 당시 軍政

部 정무차장을 지냈다 이 때 구성된 그룹을 新정학계라고 부르는데， 이

들이 국민당 내에서 하나의 계파로 성장하며 행정권을 통제하는 위치를

가지게 되는데，이들이 湖南，河南，빼北，安徵 둥 지역에서 당무대권을

장악해 나가자 cc파의 불만이 고조되어 cc파의 수장인 陳果夫는 정학

계의 해산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936년 뼈北省 省長으로 있던 楊永泰

가 암살을 당한 후 신정학계의 활통은 침체되는 것 같았으나 그들의 세

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때優가 대만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뼈優를 지지했던 국민당 중앙

설계국의 국장은 같은 신정학계 소속인 141Ä쩍이었다 그들은 대만 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신정학계가 대만에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

자고 결의한 바 있으며，12)또한 1947년 국민정부가 개조할 때，꿇群，;i
Ji:il혔，王隨뽕、，또↑띠杰퉁은 모두 국무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선정학계가

건재함을 과시하였다

10) 趙英빼論南京國 Ii.'i&MP츄빼Ù~￥~i&씬系」，「史쩡集뀌J，1995'" 찢3때J，32쪽
11) 趙양뼈，앞의글，32쪽
12) 훔핑剛뼈핑풍探源」 1 r때記文핑，~63卷 第6삐 1993年12月)，2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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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조사위원회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전한 청의 요청에 따라 이토 히로부미(伊蘇 f형
文)와李댐훌은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에서 청은 일본에 遭

東반도，대만， i，렁뼈를 할양하기로 하였는데， 이 때부터 대만은 일본 식민

통치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937 년 전면적인 중일전쟁이 발발했을 당

시，대만은 이미 42년간 중국의 통치역량이 미치지 않는 땅이 되어 있었

지만，중국 국민정부의 수반인 쐐介石은 대만의 수복을 염두에 두고 있

었다 1938년 4월 1일 개최된 임시전국대표대회 제4차 대회에서 장개석

은 대만이 중국의 영토이며，고려와 대만을 일본 제국주의자의 손에 두

어서는 안 되며，고려와 대만의 인민해방을 직무의 목표로 삼는다고 밝

힌 바 있다 13) 사실 영토의 주권을 중시하는 중국인민들은 전후 대만의

수복을 아주 당연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타임지가 r태평양 관계』라는 표제의 소책;;<]-를발행하여 전후 대만의

“국제 공동관리”를 상정했을 때，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1942년

11월 3일，중국 외교부장 宋子文은 기자회견을 열어，일본이 침범한 영

토인 중국의 東北과 대만，오키나와는 마땅히 중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씨 뿐만 아니라 1942년 11월 13일 국민정부의 군사신문인

『챔傷報』또한 입법원장 孫科의 글을 통해 전후 대만의 국제 공통관리

에 대한 주장을 비판하였다 15) 일본의 식민통치하에 있는 대만에 대한

전후 처리는 중국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었고， 중국을 동아시아

에서의 盟友로 결정한 미국은 대만 문제로 인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보았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카이로

회담에서 루즈벨트가 장개석에게 대만의 반환을 약속한 것은 당연한 것

이었다

카이로 선언은 전후 중국이 통북지역과 대만，팽호열도를 수복할 것

이라고 천명하였고， 이에 장개석은 대만 수복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만틀

13) ，동채"" rj~戰H용뼈收復쫓 i!ll之重폈를論，(쫓겨b 近.1-1:9'國出版괴IT:，1990)，1쪽
14) 陳志좀，디 þ1흩民國外交史 Mi줌編，(十一X홉北 3꺼}용효文it 事業게날限公司， 1996)，

5475쪽
15) 아파F흉협iL(빠合뻐 1942年 11月 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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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부터 熊式輝가 비서장으로 있는 중국 국민당 중

앙설계국은 대만 수복 준비계획에 착수하였고， 1944 년 4월 17일 대만조

사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당시 국민당 중앙 黨政I 作委용쉽 考

核쫓員會의 비서장 겸 중앙훈련단 교육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1옳까 대
만조사위원회의 주임위원으로 임명되었는데 16)，陳않는 국민당 내에서도

‘좁챔通’으로알려진 인물이었다 1935년 陳優가 福표성 주석으로 재임

하던 시절，대만 총독부가 일제 통치 40주년을 기념하는 박람회를 개최

하였다 그 때 陳優는 대만의 근대화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에 크게 경

악하였다 그 후 그는 다시 사람을 파견하여 대만의 상황에 대해 조사하

게 한 후，시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정부 내에서 대만을 가장 잘 아

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것이다 국민당 내에서 대만에 대해서 가장 잘 아

는 인물로 P없優가 손꼽혔던 만큼 陳없도 대만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전후 대만의 거취가 결정되기 전부터 F빙優는 熊>':輝와자주 대만 수복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개석은 대만출신자 혹은 대만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양성하여 대만이

수복되면 곧장 黨政기구와 관련책임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의 명령에 따라 발족된 대만조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中央

設計局훌(램調효委員용組織規챔』에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대

만에 관한 자료 수집，대만의 실제상황 조사，@대만 문제에 관한 자료

편집，@대만문제에 관한 의견과 방안을 연구，(1)대만을 수복하고 처리

할 각 부문의 인재 훈련，@미래 대만 행정체제와 각종기구 접수 방안을

계획 등이었다 17) 대만조사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주임위원인 뼈歲 외에

ìt야九”王Jt生，錢宗起，周→뿔，효l똥生이 위원으로 임명되었고，또한 대

만조사위원회가 존재하는 통안 많은 수의 겸임 전문가를 초빙하였다 예

를 들면，謝南光，黃朝琴， ì!f)fîl!1l，林忠웃，宋풋如，林忠，連震束，李훤居，
원j땀光，謝챔§옳둥이었는데18) 이플 중에는 대만출신인 사람들이 다수 창

16) 孫彩힐，뼈優與쫓쐐 」ι)J，r海뼈폐 ñiìJ74期0997 年2月)，1쪽
17) r中央뒀計局쫓뼈詢죠쫓텅참 j.[I1&JJ!1운，0’44年4月);中國第二歷史협횟館， "rfjL戰

R양써J때」國 ~J 형政짜1，，:":，;흩j썩t흉備If1'l 섬案史1'+)월.J， rtt.~핑↑염종，0989 年第3째)에서
재인용

18) 陳P용짧 陳興J훔，훌뼈 jU~ 재)\';{동後五年省'I'~f(싱)，(南:t1-南F、ili版fι 198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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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인적 자원은 많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

륙 내지인 중에서도 초빙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대만조사위원회는 1944년 4월 17일부터 1945년 10월
말까지 때{흉의지휘아래 활동하면서 일본통치하의 대만의 행정제도，호

구조사，사회사업， 경찰제도， 전매사업， 교육，교통，무역，위생，금융 등

여러 방변에 대해 조사 분석，번역，편집을 하여 많은 자료집을 출간하

였다 그들이 분류하고 분석한 식민통치하의 대만 행정제도에 관한 자료

가 13종，법령자료가 5종이 있었고，오키나와와 대만의 지도도 작성하였

으며， 또한 『쫓灣地方行政~Ij度法規』，『좁않財뻐法令i똥集.，，日*統{김T
s'J풍灣行政$↑J度.，，티本統治下的좋 i썰敎育』퉁 대량의 자료와 책도 번역

되었다 그 후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줍챔按쉽計홉1炯홍』를 출간하여 대

만의 地政，金願，經뼈，교육 분야에 대한 접수관리계획의 기초로 삼았

다 그 중 「똘灣按官計웹鋼몇」는 수정과 토론을 거친 후에 장개석에게

보고되어 수정을 거친 후 1945년 3월 23일에 발표되었다 19) 그러나 이

들 자료는 아직 일본이 투항하기 이전에 수집한 자료들로， 대체로 책과

잡지 등 문서자료에 의존하고 있고 현지조사를 통한 조사를 통해 만틀

어진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만의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나 당시 국민정부의 입장에서

는 최선의 결실이었다

대만조사위원회가 준비해야 하는 대만 수복의 가장 중요한 준비작업

은 실무종사자의 양성이었다 대만을 통치하던 일본 관원과 주요 직무를

담당하던 일본인이 본국으로 귀환한 자리를 중국이 즉시 접수하여 대만

의 각 부문의 주요업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했다 그런 필요에서

단지 대만을 조사할 전문가 뿐 아니라 실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실 1

무자의 준비작업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는데， 陳優는 일찍이 陳立

夫에게 보낸 서신에서 인력배양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읍과 같이 피력하

고 있다 “대만 수복 후 제일 어려운 문제점은 인재수급의 문제로 대만

의 각 기관 고급 인력은 거의 대부분 적(일본)인이담당하였기 때문에

수복 후 중국인이 즉시로 인수하여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많은 인

19) 陳P.~鐘 陳옛g륨，앞의책，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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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보충되어야 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20) 이처럼 대만접수

후 행정의 공백을 없도록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jlH義
는 인력배양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만조사위원회는

인력 배양 작업에도 착수하였다

당시 쩌H흉카 중앙훈련교육부장직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훈련단에서 黨

i&幹部쉽11納、JJI을 개설하였고，각 훈련반의 모든 행정은 모두 중앙훈련단

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12월 25일 제 1기 대만 행정간부훈련반이 개설

되었고 陳價는 친히 훈련반의 주임을 담당하였 a 며 120 명의 수강생이

선발되었다 수강생의 출신지역별로 구분을 하면 복건성 출신이 31명으
로 제일 많았고 江蘇와 廣束출신이 23명과 20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대만출신자는 6병뿐이었다 21) 이 훈련반의 수강생은 중앙 각 기관 혹은

부속기관에 현재 재직 중인 사람들 중 선발하여 보낸 것으로，연령은 25
세에서 45세 사이였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추

어야 했는데， 1고퉁고시합격자， 2 存11이라고 하는 3등 문관의 직무를

역임한 적이 있어야 하며， 3 전문학교 이상의 상급학교 졸업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4 반드시 업무 성적이 우수한 자라야 했다 수강

생은 민정，재정금융，공상교통，농림수산과 목축，교육，사볍의 6개 조

로 나누어 훈련을 실시하였고，그 기간은 4개월이었기 때문에 제 171는

다음해 4월 20일에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 외에도 대만경찰간부강습반

과 경찰고급간부훈련반도 각각 개설하여 대만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였다 이 두 훈련반은 훈련을 통해 각급 경무인원 932 명을 배

출하였다 22) 또한 119~~總處 23)-는 국내외의 전문학교 이상의 졸업생 40명

을 모집하여 「좋챔銀行人員調깅IlfJIJ을 개설하고 대만 금융방변의 접수간

부가 되도록 하였다 24)

20) ，씨없줬P씨立夫찌J (1944年5月 15日);中國第二않史염家館，抗戰勝 flJ띠國民행政
!ll'l훗잦좋 i!'ll톰”며Tjtl 협案史 1'+;똥」에서 재인용

21) 賴澤뼈，朱f흉쩌，땀 l!èïl!엠中的兩뚱關↑자 1895-1945)J (황北i~映원쩌 tJjl:Ji社，
2005)，219'쪽

22) 陳P.!~쩔1，IDIi흉↓Q용，줍R양Jtj 흥꺼oJtf~j& 五年낌↑휩K상)J，7-8쪽
2)) 중앙은행，중국은행，교통은행，중국농민은행연합회를지칭
24) 陳P틴짤1 陳쟁~~，r훌씹光1ll제oJtj 정後五1fi 씌좁(상)J，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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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훈련된 사랑들은 장차 대만을 접수승F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상식적으로 대만을 접수할 수 있도록 훈

련된 사람은 대만출신자라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훈련

반 수강생으로 선말된 사람들은 위에 나열한 조건이나 상황에 의거하여

선발되었기 때문에 대만출신자가 극소수일 수밖에 없었다 이틀 훈련반

출신자들은 대다수가 내지인 출신자들로 비록 4개월 정도의 훈련과정을

거쳤지만，훈련자가 대만출신이든 내지인이든 간에 당시 일본통치하에서

살아온 대만인들의 상황과 정서，또한 해방과 더불어 중국에 귀속되면서

겪게 될 복잡한 심리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런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 접수공작에 참여하였고， 또한 대만

의 식민당국의 통치지위를 이어받은 따偉의 행정장관공서 내에서 주요

직위를 차지하였기 때분에 전후 초기 대만의 권력주체자 내부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세력이 되었다

3 대만 행정장관공서

1945 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을 선언하였고， 8월 28일 국민정부는

陳優를 대만성 행정장관으로 임명하였으며 또한 그에게 대만성 경비총

사령관의 직위도 겸임하도록 하였다 8월 30일에는 접수를 위해 흥敬멍‘

을 먼저 파견하여 대만성 행정장관공서와 경비총사령부의 前進指輝所를

설립하도록 하였고， 9월 1일에 陳價와 대만성 행정장관공서는 우선 重慶

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25) 陳뽑는 10월 24일 좁北에 도착하였는데， 당

시 대만 인민들은 陳優와 국민정부가 파견한 관원들을 열렬히 환영하였

다 10월 25일 陳않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오늘부터 대만과 팽호열도

는 중국의 영도로 다시 편입되었다 모든 일체의 토지，인민，政事는 모

두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주권 하에 있다”고 선포하였다 26) 이 때부터

50년간 일본 총독부가 차지하고 있던 대만의 통치 지위는 중국 국민정

25) ，國民政府公휘 IL，i兪~第八四六號.(1945年 5월 l 日)
26) ，훌쩍낌行政흉官없용”며總司令陳않正式효布중협 B軍投降)흉播詞"쫓~껴u탕없成

主編，光復줍때之뚫않 Ilj여뚱降 jJl;'풍J (쫓北 中!!I.잉11;옳中央쫓貝융흉史會， 1990)，
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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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게 넘어갔으며 陳없는 국민정부를 대표하여 대만을 치리하는 최고

수장이 되었다

대만수복 후 대만의 행정체제는 다른 대륙의 省틀과는 다르게 제정되

었다 대륙의 省들은 省政府를 두고，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무는 위

원들이 회의를 통해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위원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省政府의 주석도 위원회 위원 중의 한사람으로， 다른 위원들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지지는 않았으며，위원들은 省政府의 각부처장을 겸

임하기는 하였는데，그 지위적인 측면에서 省政府 주석이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대만은 대륙의 생들

과는 다른 체제인 행정장관제를 도입하였다 일본의 장기적인 통치와 경

영을 받은 대만을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았기 때문에，그에 걸맞는 특수

한 행정체제가 필요하다는 陳優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정부가 반

포한 「좁濟行政長官公著 組lJ\\j~헤」에따르면 장관공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법령에 의거하여 대만성 전체의 행정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한

다 @그 직권범위 내에서 각 서의 명령을 반포하되 대만성이 단독으로

제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을 처리

해야 한다 @대만성 중앙의 각 기관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27)

이에 근거하여 행정창관에게는 다른 省政府 주석들고F는 비교할 수 없

을 정도의 독접적인 권한이 주어졌다 예를 들면 위의 CD의 내용은 행정

장관 1인이 행정대권을 독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줍灣省흉官公

평 i야務會議 뽑行判法」에 근거하여 형식상 정무회의가 존재하고 행정장

관과 장관공서는 비서장，각부처장，각위원회의 주임위원，대만성 경비총

사령 참모장 풍으혹 구성되어 있으며，정무회의의 의제범위는 행정장관

이 제출하고 회의 출석자들이 세부적인 의제를 제의한다고 규정하고 었

다 28) 그러나 실제로 정무회의는 결정권이 없이 행정장관의 결책을 자

문õ-j-는 정도였고，행정장관공서 대의 각 부처장은 대체로 행정장관 陳{쫓

의 막료들로 공적으로든 사적요로든 행정장관과는 상하예속관계에 있었

27) 휠빽껍行政長官公용%홉￡偏輯졸編，풍灣강、行政各IlJlII組熾規則 J 0946年 4
月)

28) 종씹윌行政長ι힘公웠%훔處編輯室編"끓i형경行'1&長륭公풍公후iL，第-卷第-期
0945年 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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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뿐 아니라 행정장관은 대만 현지 상황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제도

와 규칙을 반포 실행할 수 있었고，대륙의 전국각지에서 적용되는 민국

의 법령에 대해서도 장관이 독자적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었다 이 때

만들어진 『좋j쩔省充實地方엽治辦法" •À民團體組짧辦法" .뿔寶品版賣

辦法 J，.[j' 日옳處f맹辦法」동의 법규는 대만이 독자적으로 제정한 법규들이

다 陳없는 사법，고시，감찰，중앙은행， 세관，육해공군 퉁 중앙정부가

만든 대만의 지부기관에 대해서도 모두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

었다 29) 이러한 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만의 행정장관은 대륙의 다른 성

주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주성과 독점적 권한을 누렬 수 있었다고 볼

수있다

이러한 권한 속에 陳않는 임기 반 년 만에 機흥용，À事 두 개의 좀，1'2，
書，民政，敎育，財政，::U뼈，農林，交通，警務，쉽計의 아홉 개 部處와，法

샘U，효{명，設름t~캉tA，土 Ji!J，적산처리， 일본교포관리， 學앓관리， 경제，물가

의 아홉 개 위원회， 전매，무역，식량，기상의 네 개 局，농업，수산， i뻗
業，공업，해양의 5개 실험소，그 밖에 박물관， 경제원，省은행 퉁 많은

기관을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하였다 1946년의 통계에 따르면 행정장관

공서 산하에 만들어진 기관은 1837R ，직원은 1만 8736명에 달했는데，30)
당시 대륙의 어떠한 성정부도 이와 같은 방대한 조직을 갖지 못했다 이

러한 방대한 조직과 인력이 陳{쫓1인의 독점적 지휘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었다면 비록 그 조직이 방대하기는 하나 상당히 효율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더불어 陳優 막료들은 오래동

안 진의와 함께 해 온 사람들로 대만에서 그들의 세력도 점차 성장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陳佛의 인적 자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필

요가 있겠다
전후 陳燈가 대만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의 그의 측근들을 출신배경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일부는 陳않가 복건성 주석으로 재입하던 시절의 수

하이거나 대만조사위원회의 위원들 또 대만간부훈련반 출신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이 세 부류도 중첩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또한 국민당 내

29) 쫓孝짧 *瑞쩌i r光復훌햄之흥똥劃 l!!é웅띠용 t~~.I，150쪽
30) 陳q없윷王編，줍협光，i1i쥐OJD復後五年省情， (上)，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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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벌분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P없佛가 政學系에 속하였으므로 이

들 부류의 상당수가 정학계 소속이기도 하였다 우선 복건생 재임시절의

수하 중 대표적인 인물로 대만조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인물로는

沈뼈九，댐 띔6퉁이 있는데，이들은 대만 행정 장관공서에서도 주요 직

책을 두루 거쳤다 沈f띠九는 때{뚫의종제로，일찍이 일본과 독일에서 유

학하였는데， 뼈않까 복건성에 재임할 때 그의 비서이자 고문으로 활동했

고，또한 복건성의 깨*政A員訓練所」를 주관하였다 대만에 온 후에는

장관공서에서 인사와 정책설계부문에 관여를 하였기 때문에 대만 각 縣

의 짜f증，자員，區長，區員，찍11'.院長，~깅별;짧f등풍 각 방면의 인물들이 대

부분 沈#九의 인맥이었고 이들 장관공서에서 중요한 계파를 이루었다 31)

陳짧가 복건성 재임시절 省쫓員會의 위원이자 省식량관리국장을 지낸 周

웹은 대만조사위원회 위원，중앙훈련단 대만간부훈련반부주임을 지냈고，

전후 대만으로 와서는 장관공서 에서 민정처장，토지위원회상무위원， B흉

처리위원회위원， Bli염관리위원회 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밖에도 徐學禹，주擇 ，嚴家 i\í1，夏흙聲，m좀康，쩌遠휴동은 陳備

가 복건생 재임 시절부터 함께 한 사람들로 대만 조사위원회의 위원으

로 활통하지 않았지만， 장관공서의 각 부처와 위원회，각 실에서 활동한

陳優의 수하들이라고 할 수 있다 32) 이 중 徐장3띔는 진의의 광복회 옛

친구인 徐錫嚴의 조카로 일찍이 독일에서 유학하였다 陳f옳가 유럽에 시

찰갔을 때 서로 알게 되었는데， !뱃않가복건 재임 시의 건설청장과 성정

부 고운 겸 복건성 무역，공광，운수공사의 대표를 역임하였고 장관공서

내에서 ì:t1'Þ九의 인맥과 대립하는 한 세력을 이루었다 33) 李擇→은 일본

유학시절에 陳優와 알게 된 사이로 복건성 陳倚의 휘하에서 省政府 顧

問을 지냈으며， 그는 일본통으로 대외관계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대만에

서도 창관공서의 고문으로 그에 대한 진의에 신뢰가 남달랐기 때문에

추擇-이 추천하는 많은 인물들이 성정부와 그 부속기관에서 중입을 받

았다’4) 이를 기반으로 주擇→도 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31) 錢없周，'eJ!HIiEEIW 휩略" 李겠編쩔，二二八 IJf究프集，(중jt 추종'xili!&Jïd:，1989) ，
42쪽

32) 왔，Iil!fi퇴陳않 ct!o\l事뼈 .J，42쪽
33) 위의 글，4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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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陳{흉정부내에는 陳Jft의 사람으로 채워졌고，그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계파라고 볼 수 있는 성격의 그룹들이 형성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지만，그래도 그들은 진의의 사람으혹 陳廣의 영향 하에 있는 사람

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후 대만의 시스댐

은 진의 l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

에 효율적인 통치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

았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양상은 그러한 기대와 거리가 멀었다 진의

가 집권한 후 대만에는 혼란상황이 나타났고 오히려 최근 적지 않은 연

구자들의 지적처럼 전후 대만은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도 국민정부가 대

만에 와서 접수하기 전까지 총독부의 관할 하에서 더 안정적인 사회모

숨을 유지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하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

퉁한 것을 제외하고 물가는 총독부의 물가 안정화조치에 따라 오히려

그 이전보다 하락하면서 민생은 안정적이었고 사회 질서도 잘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측면은 총독부가 관할하던 시기가 더 긍정

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35) 반면 10월 25일 국민정부가 대만을 접수하

고 대만 행정장관공서가 직접 대만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대만 물가는

폭응하기 시작하여 경제는 악화되었으며， 더불어 사회 불안마저 가중되

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본문은 陳밟의 려더십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합법

적으로 완벽한 통치권한을 부여받은 陳않가 완전하게 통일된 통치 권력

을 발휘할 수 없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필자는 장관공서의 진

의의 사람들은 대체로 진의의 통제 하에 있다고 가정하고，그 외에 陳優

가 부여받은 독점적 권한 범위로 제어할 수 없는 권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34) 錢않周， 앞의 달，42쪽
35) 蘇짧웠 「‘終戰’到光쩌’期「왜훌월때~Éì~社會變 ft" ，國史삶젤 jfq集뀌U 第13짧K2007

年 9月)，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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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대륙에서 온 권력집단들과 대만본토의 계파틀

본문에서는 陳짧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권력으로 대륙에서 온

세력과 대만 본토출신 세력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l 대륙에서 온 권력접단을

우선 대륙에서 온 권력집단틀은 국민당 내 오래된 계파갈둥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력들로 당시 대만에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진의 정부와 갈

등하였다 CC파，삼민주의 청년단，軍統，孔宋집단이 있다 순서대로 그

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C파

CC파는 중국어의 中央{具樂部의영문번역인 Cent떼 Club를 줄인 것이

기도 하지만， CC파의 리더인 陳교夫，陳果夫형제의 성인 陳(Cben) 의 영

문 첫 글자의 중복사용으로 두 때(Chm)씨 형제를 지칭하기도 한다 陳

씨형제는 장개석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의형제 P써其美의 조카틀로 P명

其美의 사후 장개석은 그들에게 당조직공작의 중임을 맡겼고，이들은 장

개석의 보살펌 속에 국민당내의 세력기반을 다져나갔다 1927년 장개석

이 l차로 하야했을 때，중요한 당무는 대부분 陳果夫가 담당했는데 그리

고 나서 조직된 것이 중앙구락부였다

1926년 장개석이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조직부 부장시절에 조사과

를 설립하여 퉁기당원의 상황을 조사하는 임무를 주었는데 당시 조사과

는 정보기구는 아니었다 1928년 장개석이 하야한 후 진과부가 건의하

여 조사과를 黨務에 관한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하면서 미국에서 돌아

온 그의 동생 陳立夫를 중앙조직부 조사과장으로 임명했다 이 때부터

조사과는 국민당 내에서 정보를 전담하는 최초의 기구가 되었다 중앙조

직부 조사과는 1932년 9월에는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조시통계국으로 개

편되는데， 이는 장개석의 명령으로 했효이 주도하는 군사위원회 조사통

계국과 통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때 출현한 군사위원회의 조사통

계국은 陳立夫가 국장되었고， 그 아래는 3개 처로 구성하였다 제 1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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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徐“똥、曾으로각 당파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였고，제2처 처장은 載호

으로 1!!협조사를 담당하였으며， 제 3처 처장은 T默때으로 우편전신방면

의 조λ}를 주관하였다 )6) 장개석이 통합을 추진한 목적은 정보 조직의

일원화에 있었요나，陳立夫와 했효이 각각 독자적으로 각자의 조직을 유

지하면서 국장으로서 陳立夫가 戰호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

자 결국 조사통계국의 3개 처는 분리하게 되었다 제1처는 국민당 중앙

당부로 이관하여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조사 통계국을 설립하였고，제2

처는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으혹 격상하여 군사위원회 {란從솥 주임인

윗뼈祖가 국장을 겸임하고 歡쏟은 부국장이 되었다 제3처는 군사위원회

특검처가 되어 T봤때가 담당처장이 되었다 37)

이렇게 분리되어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에 소속된 조사통계국을 줄여

‘中統’이라고부른다 중통은 일종의 특무기관으로， 경횡j영，정치，경제부문

으로 그 활동영역을 제한하였다 중통은 역시 陳씨형제를 중심으로 한

cc파가 장악하였다 cc파의 세력 확대는 특무부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

니었다 1938년 陳立夫가 교육부장이 되면서 교육계를 cc파가 창악해

나갔고，중앙농민은행과 교통은행 응을 장악하연서 경제계에 대한 영향

도 확대해 나갔다 이처럼 陳씨형체의 당내의 세력이 날로 생장해 감에

따라 「짧家天下，陳家黨(장씨집안의 천하，진씨집안의 국민당 )J이라는 말

이 있을 정도였다 38)

2) 軍統

군통은 국민당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을 줄인 말이다 1927년 장개석

이 하야했을 때，장개석은 황포군관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황포 졸엽생을 규합하여 載효으로 하여금 비밀특무소

조인 ‘調호뼈訊'1、組’를조직하게 하였다 39) 이를 기반으로 1932년 창개

36) 爾주居戰옆:띠!M'fJ? 허후'ilI1j:뼈iÍl\8섬開따」， 『國史îlìlìl뀌1. lf\33뼈(2012年 6月 30
B)，5-6쪽

37) 위의 글，6쪽
38) 꺼t~，‘曾뽕종 r細視대1統庫統 J (쫓北 {명記文용4社，1992)，3-5쪽
39) 뿜짧手樞 挑’띠n똥註， r fo룡빼失?훌tt 大陸的日등 B 從첨짧 :ìl!l'it~~任뼈l쭈從室J， r f흉

記文생J 60(4，5，199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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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따르는 황포생도들이 비밀특무조직인 ‘두民王義 力行社’를 만들었

는데，40) 역행사 내의 특무처는 數효이 주도하는 곳이었고， 이것이 군통

의 전신이었다 41)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조직부 조사과와 통합을 하여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의 제2처가 되었다가 1938 년 분리되어 제 I처가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조사통계국이 되면서 제2처는 군사위원회 조사

통계국이 되었고 이를 줄여서 또~lIt으로 불렸다

앞서 언급한 군사위원회 특검처로 분리되었던 제3처는 그 수장인 T
默때이 왕정위 정권에 의탁하면서 특검처의 업무쟁탈을 두고 중통과 군

통이 대립을 벌이다가 결국은 군통이 그 업무를 맡게 되었다 42) 그리하
여 군통의 엽무는 원래 맡았던 군정과 관련된 특무활통 외에 공공철로

와 수륙운송， 항공우편， 국기동원에 관련된 물자조사관리， 군수산엽경비

와 관련 업무를 맡았다

3) 삼민주의 청년단

삼민주의청년단은 陳誠이 리더가 되어 만든 황포군관학교 교우회세력

이 그 기반이다 장개석은 황포군관학교의 교장으로 군사생도와의 관계

도 매우 밀접하였지만， 군사총교관이면서 장개석이 일본 진무학당시절의

통기인 何應 j)X과 경쟁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황포군사계열에서의 세

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떼誠을 통해 황포 세력을 조직화하여 지지 세

력을 확보 하려 했다 43) 1938 년 4월 국민당 임시 전국대표대회에서 삼

민주의청년단의 설럽안이 통과되었다 장개석은 “復興社”와 “cc계”를
파견하여 n:~漢 동의 지역에서 삼민주의 청년단을 설럽하여 많은 공직인

사，군경，정계인사의 입단을 독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흥사를 완전

히 삼민주의 청년단의 핵심역량으로 병합하였다 그해 7월 9일，삼민주

의 청년단은 武昌에서 정식으로 성립대회를 개최하였고， 장개석이 단장

으로 취임하였다 陳誠，~따立夫를포함한 31인으로 중앙간사회를 조직하

였으며，陳誠은 서기장이 되었다

40) 周핫좋偏，펄 g용챔:2(s:，第 13冊 (，흉北縣新店市 國史6습，2004)，311쪽
41) 빼주댐，城쏟 Jlll융%려$H1 ↑F뼈織的 1m展" 5쪽
42) 徐J펀합 풍좁，'1뻐없中統 i힘(iItμ ，14-16쪽
43) 陳明뼈，派 iÆif!(i 읍與陳{옳iiN鋼.J，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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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孔宋집단
JL朱집단이란 孔祚熙와 宋子文의 세력을 지칭한다 宋子文은 孔따 ffie의

부인인 宋1m영유의통생으로 孔宋 두 집안 모두 민국시기 최고의 재별가

문이었다 宋子文의 여통생인 朱쫓敵이 장개석과 결혼하면서 孔宋 두 집

안은 政財界에서 최고의 지위와 이익을 누렸다 두 사람 모두 재정부장

을 역임했고， 宋子文은 외교부장과 행정원장까지 지냈으며， 그 외에도

두 사람은 각각 정부 은행인 중앙은행과 중국은행도 장악하였을 뿐 아

니라 많은 산업분야에서 기업을 설립하여 거의 독점적 이익을 취하였

다 44)

종전 후 행정원장이 된 末子文은 資i原위원회를 행정원에 예속시켰다

원래 자원위원회는 1932 년 남경에서 성립된 이후 국민정부 참모본부，

군사위원회， 경제부를 거치게 되는데 宋子文이 행정원장이 되면서 행정

원에 예속된 것이다 처음 설립될 당시 자원위원회는 직원 30여 명 규모

의 한 개 기엽을 관리하고 있었으나，전후에는 석유，금속철강，광산，기

계 풍 각 방면 거의 일천 개의 중대형 기업을 관할하였고， 이들 기업의

직원을 합산 "0"1'-면 30만 명에 달했다 45) 자원위원회는 전후 초기 대만에

서 일본의 적산을 처리하면서 전국의 주요 산업을 장악하였고， 그 과정

에서 陳優와 갈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공상회와 진의는 일찍이 복건성 재임시절 존재했던 갈퉁이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었고，전후 대만의 적산처리 과정에서는 송자문의 지휘아래

활동하는 자원위원회와 충돌비 일어났다 중화민국이 성립된 이후 중국

정부의 재정경제부문은 공송집단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로 전후 대만에서도 공송집단의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진의는 재경부문에서 스스로 무능함을 느끼게 되었다

2 대만본토의 계파들

1) 半山派、

일본이 대만을 통치하는 기간에 일부 대만인은 일본통치에 불만을 갖

44) 許!~.~용ll!. r國~i&iIf 建베껴예i1\，없1 i쏠jt縣 新rliilï 國史1iß，1984)，403쪽
45) 짧웠，'Wì原쫓융會按성:종뺑Il 댐企業얘論」，「史쩔月귀J" 2004'1' M lOJ~，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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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륙으로 이주하여 학엽을 하거나 취엽을 하였다 특히 항전기간에는

대륙에 와서 종군하는 경우도 있었다 진의가 대만정수를 준비하면서 국

민정부 각 부서의 인원을 차출하여 대만조사위원회와 대만 간부훈련반

을 조직할 때 이들 대만에서 온 사람들 중 일부도 여기에 합류시켰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장관공서와 대만 인민사이의 교량역할을 하고 각종

정책의 실시에 도웅을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반산인사들은 이러한 대

륙에서의 활동 경힘을 가지고 있었고，이를 바탕으로 후에는 대만행정장

관공서에서 요직을 맡았다 46) 이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함께 “臺ii!!“훤

llJ:th1進會”이나 “豪챔文化líl進깝” 동의 단체를 조직했는데， 때로는 함께

또는 따로 활동을 하며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였다 47) 이들은 모두 일본

이 대만을 통치하던 시기에 대륙으로 가서 반쯤은 대륙화된 사람들이라

는 의미에서 대만사람들은 이들을 우니j派라고 불렀다 대만사람들은 대

륙을 居山이라고도 지칭했는데 반쯤 대륙화하였다는 반산이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산파에는 좋챔省 參誠會 請長 黃朝琴，좋北

市長 (양i뼈堅，新↑f縣f등 엠J양光，줍北훼生댐社長 李평5居，삼민주의 청년단

좋j행區j횡長 추友돼둥이 있었다 48)

이들의 일부는 대만조사위원회나 대만행정장관공서를 통하여 陳{옳와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사실 이들이 陳없의 적극적인 지지자라고 말하

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륙에 있을 때부터 제각기 국민당의 각

계파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游뼈웰은 일찍이 부친이

재정부에 근무하면서 짜子文의 부하로 있었고 유미견도 그 배경을 통해

재정부 脫흉總團 1jI需처창이 되었기에 공송집단에 속하였다고 볼 수 있

다 49) 추萬탬는 1937 년부터 군사위원회 국제문제연구소에 들어가 일본

에 대한 군사정치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때 군통과 관계하게

되었다 50) 劉양光도 군사위원회 총정치부에서 上校쳐員과 대만공작단 주

46) 陳明通，派系政iéì與陳優fa台論"245쪽
47) 菜石 j상，<台챔y..쩡史쩨::l>(쫓 jt 春陣Wltii社，2003)，81쪽
48) 陳明通，派系ll1i쉰與陳않{읍台論"246쪽
49) 5J;~옳 *~~d않 帳永 'A(iIlt쫓)，，줍빽iiJt 名AM:~→)，(용jt 엽立땐1'Il社，1987)，

152쪽
50) ~liJk憲 주 Iilil$ 댔7k明 偏 t~)，rr'휠i형i!Î1t名^f，t~→ )J，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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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퉁의 직위를 거치면서 군통과 연을 맺었다 51) 黃朝琴는 1928 년 1월

부터 국민정부 외교부에 들어가서 이후로 줄곧 외교방변의 직무를 맡았

고 또한 그는 정학계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정학계소속이 되었다 52) 반

산파의 다른 인사들과는 달리 정학계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黃

朝琴에 대한 陳懷의 지지는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녔는데， 1945년 8월

에 대북시장이 되었던 f한朝琴은 얼마 후 시장직을 사임하고 省 참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당선되었고， 의회 의장자리를 두고 林厭堂파 각축을 벌

이게 되는데 때優가 林없풀을 압박하여 물러나게 함으로써 의장에 당선

될 수 있었던 것이다 53)

이들 반산파들에는 자신들의 직위와 관계들을 이용해서 나름의 계파

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으며，때에 따라서 대만본토인민을 위

하여 혹은 진의의 행정장관공서를 위하여 혹은 대륙에서 온 국민당세력

과도 이해관계를 함꺼 하는 사람들이었다

2) 훌中派
좋中 ilí\은 林 .qjj(堂을 중심으로 대만본토의 지주 신시층을 구성원으로

하는 계파로，일본 식민당국자가 물러난 대만에 새롭게 성립한 국민당정

부와 협력하며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던 인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의

정부가 대만을 접수할 초기에는 진의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

다 대표적인 인물인 林敵호는 일본 통치 시기부터 대만 도민의 민족의

식 고양을 위한 계몽운동을 펼쳐왔고，54) 10여 차례에 걸쳐 대만의회설

치청원운동을 펼쳤다 55) 중일전쟁 발발이후 국민정부의 항전에 줄곧 관

심을 쏟아왔던 林厭호은 광복과 더불어 국민당이 대만을 접수하게 된

것을 환영했었다 56) 그러나 대만성 참의회 의원에 참가하여 의장 경선

51) 帳씻憲 주 ffi(l쪼 §흉까〈明(編쩍)，，쫓협近代名 A誌\-)"222쪽
52) 용야t r本±협英~~!設용i&i음 -1능생省參讓會史 f까)E(l946-1951iJ (훨t남， 1985)， 24쪽
53) 횡야우， '~j;랩英 l"!~짧會政 j감 쫓쩍4쓸參짧會史 llf'Jt(l946'195l)" 24쪽
54) 추付寶，깜日據n총期林\tk1솥，홉1업7]<.89'큐~Æ굶動」，r東京文 'J!，J，2011年 第11期，

367쪽
55)，1\홈뻐 「試論日本統治時期89똘뺑짧會設置請願 j옳動」，r며共福챈옵쫓 :lí'(1J(!용해』

2001年 第2期，69-71쪽
56) 陳믿，↑*IIU웅DJ!中的國民흉與촬쩍」，r줍챔 llf'9tJ뽕주11，(훌뼈，2014年 第1期，50



166 뼈짧文 it 47호

에 참여하려고 하였을 때 P잉優의 압박에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57)

뿐만 아니라 1946년 2월 장관공서는 각 항목의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일본통치시대 뭘民奉公會에서 중요한 업무경험자란 사실이 확인된 자"

“간첩혐의자로 조사받은 적이 있는 자”는 풍기하고 공권력을 중지한다

는 규정을 반포하여 대만출신자의 정계진출을 제한하였다 즉 이 규정으

로 일본강점기 황민봉공회 직무를 맡은 적이 있는 대만출신 인사들은

전후 공직에 참선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규정은 임헌

당，林皮生，陳% 등 많은 대만 본토 지주 신사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이들은 “좁챔政治빠究성’를 조직하여 정권참여를 요구하였다 58)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때{옳와반목할 여지가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다

3) 阿海派

阿땀派는 J흉j몹川과 許n 두 사람이 결합한 계파로，이들은 대만에서

상당한 민중기반과 정치활동력을 가지고 있던 대만출신의 엘리트들이었

다 대만본토세력틀은 광복초기에 '*懷정부와순조롭게 결합을 하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ft‘십흘정부내의대만출신인 반산파들의 배척을

받았다 將볍川과 許려도 각기 반산파의 공격으로 투옥된 적이 있기 때

문에 출옥 후 반산파에 대항하기 위해 서로 결합하였던 것이지만， 각자

독자적이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59) 또한 P생{옳정부의대립관계에 있었

기 때문에 오히려 대륙에서 온 국민당계파들과 연계할 수 있었다 時볍

川은 국민당 대만당부의 협력 하에 “대만성정치건설협회”를 설립하였고，

대만성당부는 3￥{몹川을통하여 많은 수의 기충 본토세력을 “정치건설협

회”와 결합시킬 수 있었다 이 때 阿海派와 결합한 국민당 세력이란 cc
파와 삼민주의 청년단으로 이들은 阿f흉 iiK를 이용하여 대만 각지에서 당

조직을 발전시켰는데， 당시 대만인의 눈에 보기에 “진보인사와 열혈청년

은 삼청단을 따르고 보수인사와 유력한 土神은 국민당에 들어갔는데，

통일한 주의 하의 양대 파벌을 형성하는 기형현상”을 초래하였다고 회

쪽

57) 陳明通，派JAi&i쉰與陳뽑iéi台論1，251쪽
58) F>JiU띤”「林없풍D&中B~國fI:행與좋쐐 1，52쪽
59) 陳f꺼通，派系政iéî與陳없iéi台해 .J，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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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 ω) 이처럼 대만인들의 눈에는 진보와 보수인사가 서로 다른

색채를 가지고 대립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결국 그들이 소속된

단체가 국민당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 이상하게

보이는부분이었다

W 진의와 각 권력집단듬의 갈등

l 孔宋집단과의 갈등

陳↑義의장관공서와， 정학계를 제외한 대륙에서 온 네 개의 집단은 분

명 소속계파의 당무，산업금융，군권 이익추구를 위한 갈등을 연출한 권

력주체들이다 우선 공송집단과 진의의 장관공서 사이에 가시화된 갈퉁

원인에는 일본적산에 대한 처리문제가 있다 전후 대만의 각 기관의 접

수와 통치에 대해서 국민정부는 행정장관공서에 전권을 주었다 61) 그러

나 행정원 산하의 資源쫓員쉽는 특별히 따로 직원을 파견하여 이를 접

수하려고 하였고， 얘優는 이를 가절하였다 결국 쌍방의 거듭된 협의를

거쳐 대만 기엽을 3종류로 분류하여， E꾀활，[?Jl省合營，겁、쏠으로분류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國營과 國省잠연즘은자원위원회가 경영업무를 책임지기

로 하였는데，62) 국영과 국성합영으로 결정된 기업들은 모두 당시 대만

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중요한 기업이었다 예를 들면 電1)公司，水띠公
司，紙業公司， 石油公司 63)동으로 주요한 관리책임지는 모든 자원위원회

에서 파견한 고위관료들이었다 64) 이로써 대만 행정장관공서는 주요 기

엽을 결국 국영 또는 국성합영으로 내어 중으로써 실질적으로 전후 적

60) ，폈新졌回휩l;" 191쪽，陳잃첼，派系댐爭與樓품政治 二二八뽕~IJ的커→띠相"
(홉北 時때文↑ι 멈版企業有I'll公司，1995)，243쪽에서재인용

61) 했태，戰後풍j쉴때1);Ji'(!~重建 J (줍jt 新1t圖홉4남 Pll公司，1994)，136쪽
62) 錢昌照，찮昌 ffil回띔앓" (北京 cþ댐l文史出版게，1，1998)，72쪽
63) ，정써쫓융會在윷各事業聯席會짧칩錄 第→t.-t~太聯席용IiJt%cl~AI947'f 111 24B，

좁협L깅史햄所銀
64) 1빽앗，쫓源쫓융짤孩管줍챔 D 흉企業略論 J，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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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처리와 기업을 정수하는데 있어서 주도권을 자원위원회에 빼앗겼다

자원위원회의 주요 인재들은 대부분 중국 내의 고등 교육기관 출신자들

이었는데，항전이 발발한 후 위원회 내의 인재를 다시 선발하여 순차적으

로 미국 둥지로 파견하여 교육하고 시찰하게 하는 퉁의 재교육을 거쳤

던 사람들이었다 종전 후 宋子文이 행정원장이 되면서 자원위원회를 행

정원 산하에 두고 錢읍照를 위원장으로 삼아 적산의 접수，공업배치의

조정，중공업건설계획 동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국영기엽과 국성합영

기엽의 總*도理는자원위원회에서 임명하기로 함에 따라 각 주요기업에

도 공송접단의 사람들로 채워넣었다 65)
자원위원회는 중공엽 분야 뿐 아니라 재정과 금융，지방세 정세 부분

에까지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일찍이 대만 조사위원회가 간부훈련

반을 운영할 때에 국내 전문학교 이상의 졸업생 40명을 모집하여 「좁햄

銀行 A員짧J팀1"또j을 개설하고 대만 금융방면의 접수관리 간부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와 금융방면의 인사에 있어서 陳健는 孔朱

집단에 밀려나 실질적인 권한은 행사할 수 없었다 66) 이로써 대만의 적

산처리와 중요 산업분야는 자원위원회로 대표되는 孔宋집단의 영향 하

에 들어갔고， 대만을 대륙 각 省과는 다른 체제에서 지주성을 갖고 운영

하고자 했던 P東없의 이상은 실현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

해 진의 스스로 매우 한탄하였다 671 결국 산업과 긍융 방면에서 진의가

간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게 된 것이다

2 삼민주의 청년단과의 갈등

대륙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진의와 陳誠이 영도하는 삼민주의 청년단

과는 비록 표면적으로 크게 충돌한 적은 없었다 두 사람은 모두 군인출

신으로，진성은 창개석의 뼈系 황포군 세력이었고， 진의는 일찍이 군별

孫傳커에게 의지하여 후에 다시 장개석의 권력 진영으로 들어왔다 그러

나 두 사람은 선천적으로 그다지 융합되기 어려운 관계였던 것 같다 68)

65) 냄[바勇，錢읍H~與資源쫓용會」， f씻옮캄 f!(， (2007年혔 11期)，39-40' 욕
66) 文史쯤μ내뮤究會 編 f陳{앓生쥐5及被좀 I^J폼" 108쪽
67) 위의 책，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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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와 삼민주의 청년단의 갈등은 주友郭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다

李友페은 원래 대만 출신으로 정치적 색채가 변화무쌍한 사람이었다

그는 1924 년 대만을 떠나 중국 廣州로 가서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대만혁명청년단에 가입하였고， 1929 년에는 군대에서 좌익에

가담하여 활통하다가 국민당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기도 하였다 1937

년 항일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대만의용대를 조직하여 전쟁에 참가하였

다 1940 년 초，李友페이 대만의용대의 정식 비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重慶에 갔을 때，삼민주의청년단 중앙간사회의 간사장인 mtì'휩更은 대만

의용대를 비준하는 조건으로 대만의용대 내에 삼민주의청년단을 조직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1942 년 李友되은 그 책임자가 되어 대만의

용대에 삼민주의 청년단 설럽을 준비하였고， 1943 년 1월에 삼민주의청

년단↑대만의용대 分園을 설립하였다 69)

전후 삼민주의청년단의 영수인 陳誠은 李友돼，張士德에게 일본강정

기 대만의 반일 지식 분자를 홍수하여 대만어써 삼민주의 청년단을 조

직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주友페은 1945 년 12월 대만 삼민주의 청년

단의 책임자의 신분으로 대만의용대 전우들과 함께 대만으로 갔다 70)그

“ 러나 진의는 각 지역 접수공작에 함께 참여하고 있던 대만의용대 해산

셔 명령을 내렸고 주웠맨 이로 인해 매우 비통해 하였다 71) 대만의용대의

해산 이후 주友때은 삼민주의 청년단 훌灣區團을 중심으로 다시 체제를

정비하면서 과거 자신이 활동했던 대만문화협회의 동지들을 규합하였고，

또한 대만 내의 반일 의식을 가지고 활동했던 화익 활동가틀을 홉수하

였는데 예를 들면，王댄燈，陳復志，陳速松，Iî힘德동이 각 지역의 삼민

주의 청년단 설립공작에 가담하였다 이우방이 이틀을 기반으로 하여 정

치역량을 강화하려자 진의는 이들이 좌익색채가 농후하다고 하여 삼민

주의 청년단의 활동 경비를 줄이는 등의 방볍으로 견제하고 배척함으로

써 陳優와 대만 삼민주의 청년단의 갈퉁관계가 지속되었다 72) 그러나 진

68) 陳明通，'iIiEí\i&治與陳ilíti읍台論 J，254쪽
69) 陳在正，李友혜領핑的쏠뿔‘두좁團”멧훌il'l光復」，r층l~행{究集fiJ，(훌F에2010年

第 11\11)，1-2쪽
70) 위의 글，4쪽
71) 짧책 A，'辛짧六十年，(홍jt: 前옳ítIJ版Jfct. 1995)，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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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견제하였던 것은 사실상 삼민주의 청년단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

단체을 퉁에 업고 자신의 정치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우방이라고

하는 대만출신 세력으로 보는 것을 옳을 것이다

3. CC파와의 갈등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CC 파와 진의가 소속된 신정학계는 1920 년
대 후반기 장개석의 휘하에서 활통을 하면서부터 대립의 관계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진의와 CC파와는 일찍이 진의가 복건성에 재임시절에도 충

돌의 경혐이 있었다 당시 cc파가 복건성 경찰부문에서 세력을 확대하

면서 진의와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장개석은 cc파의 손을 들어줌으로

써 복건성 경창부문을 cc파가 장악하게 되었는데 이 때부터 진의와 cc
파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73) 진의와 cc파의 대립은 대만에서도

이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진의와 찌立夫와의 갈둥이었는데，그 첫 번째는

장관공서의 A選에 대하여 陳立夫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그는 정학계

가 행정장관공서를 독점한다고 보고 이에 우려를 표하였다 앞서 본 바

와 같이 장관공서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정학계 출신으로 채워지자 때立

夫는 창개석에게 李靈中을 국민당 대만지부의 총책임자로 캉력히 추천

하였다 74) 그는 격5혈中을 파견하여 앞에서는 당무를 통하여 진의의 통치

를 지지하게 하였지만 뒤에서는 그를 감시하는 이중적인 활동을 하였다

李靈며은 cc파의 모임에서 매번 진의를 비난하곤 하였고，阿海派의 댔

j몹川을 이용하여 진의를 우회적으로 공격하게 하기도 하였다 꺼)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대만출신의 阿땀派는 진의의 장관공서가 이용했던 반산

파와 대립하여 투옥되었던 적이 있는데 출옥 후 자신틀의 정치 세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당의 계파 중 cc파와 삼민주의 청년단과 결합하

게 되었으며，역으로 cc파는 진의를 공격할 때 阿海派의 장위천을 이용

72)，jj영A ，'푹짧六十'1'，410쪽
73) 앉템周，陳{앓主빼휩略" 54-55쪽
74) 賴澤뼈，悲 ~U↑뽀É1~開端 훨영二二八事燮， (풍北 "1報文 ft，1993)，113쪽
75) 陳프井，許말姬，↑*1tii 월先生굶間記앓 J，i"p파~IN史，(2)(좋北 中央1I1갓 l1Eili:.代史

f!lf究所， 1991)，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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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것으로볼수 있다

cc파와 陳優와의 갈등은 매체와 문화산업분야에서도 나타났었다

1946년 국민정부는 각 지역 당부 스스로가 운영경비를 마련하라는 지침

을 내렸는데，국민당 臺灣省黨部는 이를 구실로 장관공서에 영화관련 산

업의 권리를 省짧部의 운영경비 마련을 위해 념겨달라고 요구하였다 진

의는 처음에는 통의하지 않다가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가 대만성당부의

요구를 허락하자，쫓北國際 B찌픔뚱院만을남겨두고 나머지 영화와관련된 모

든 권리는 성당부에 넘겨주었다 이 때부터 장관공서는 대만의 영화산업

에 대해서 간여할 수 없었다 76) 이 또한 진의정부가 cc파와의 경쟁에서

패한 일례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진의는 국민당 소속이었으

며 대만 내의 최고 권력의 위치에 있었지만，당무에서도 영향력을 발휘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4 軍統과의 갈등

전솔한 바와 같이 진의가 복건성에 재임하던 시절에，cc파의 중통이

복건성의 경찰계에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진의는

군통을 끌어들였다 77) 그러나 군통에서 파견한 張超는 복건성의 건달들

을 모아 복건성 정창조직 내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빠르게 확대하였는데，

오히려 cc파보다도 더 거침없이 세력을 확대해 나가자，진의는 이를 견

디지 못하고 lit超를 살해함으로써 군통의 빼立과도 대립하게 되었다 78)
진의는 대만행정장관 뿐 아니라 대만성 경비총사령관을 겸직함으로서

표면적으로는 대만의 행정권과 군권을 모두 장악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

나 대만의 군 지도층에는 군통세력이 적지 않게 들어와 있었다 특히 군

통의 세력은 대만의 경비 총부와 헌병 제4단에 집중되었는데， 대만 경비

총사령부 참모장인 해遠했，헌병 제4단 단장 張暴뼈，대만기차역 역장

林頂立，대만보안사령부조사처장 陳達 :it 뿐만 아니라 진의가 복건성 재

76) 陳景뼈，戰後陳廣따α;派在월홉1[影옳業上的드~~영」，r품앨 )IJ，物";fí51卷 4뼈
1α임F

77) 錢Il!îH힘，陳優主關事 'h 55쪽
78) ~훌iR，r陳짧용殺9동超的rrrJ前後後J，주t!<編，二 =.i냉{究두集J，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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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절에 원수처럼 보았던 당시 복건성 경비국장 후進德도 후방근무 총

사령부 대만 파應局局長으로 임명되어 있었다 79) 이러한 Ai행 결과들은
진의가 군부 내에서도 권한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웅이 존재했을 거라

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진의는 명목상 대만의 행정권 뿐 아니라

경비총사령관으로서 군권도 장악하였지만， 실상은 군대 방변에서도 통치

력을 발휘하기에 커다란 장애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5 대만 본토계파와의 갈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복 후 대만 출신으로 세력을 이루기 시작

한 그룹들로 半 ÙJ 派，좁 '1'派，阿悔派가 있다 陳明通은 陳優정부가 半 ÙJ

ìl\는 이용하고 좁 'l'ìiR는 배척하고， 阿海派는 공격하였다고 주장한다 80)

그러나 그의 표현에는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다 청일전쟁이후 50년

간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아온 대만과 중국대륙의 정치，문화의 차이를

인정한 국민정부는 대만출신자들을 찾아 대만의 접수와 행정에 참여하

여 정부와 대만 기충사회의 교량을 삼고자 하였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대만출신으로 대륙에서 활통했던 반산파였다 P명{옳도이러한

관점에서 黃朝琴과 『빼뿔등반산파를 지지했던 것이다 대만 각 지역의

행정기관 수장으로 삼았고，놓고 흉中 ìl\의 林廠堂과 대만성 참의회 의장

직을 두고 경쟁 중이던 黃朝琴을 위해 林厭호을 압박했던 것도 그러한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반산파가 진의정부와 협력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반산파 인사들 중에는 대륙

에서부터 국민당 각 계파들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

문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游j빼堅은 공송집단과， 李萬居과 뺑j양'Jéι은 군

통과，黃朝琴은 정학계，주 1J:휘3은 삼민주의 청년단과 관계를 맺고 있었

다 이들이 각 계파와 연계되어 있었고，또한 독자적으로 자신의 계파를

형성하여 유지하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진의에 충몰한 적이 없기 때

문에 반산파와 진의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79) 씨낄뚫，'iU 뼈爭與權試 i&ì읍 二二八悲~~的커-面相"232쪽
80) 찌"A通，派系政 j슴Jll'Jliilí1넘台論 J，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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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산파 중 삼민주의 청년단의 李友페에 대해서 진의는 대만의용

대를 해산하고 삼민주의청년단을 견제하는 조치로 인해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대만을 접수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반산파의 도움이 진의에게는 중요했고 그렇기 때운에 진의는 그들을 이

용했지만，그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상황에 따라서

이들은 언제든지 국민당의 기타 계파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며 진의에게

서 퉁을 돌릴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게다가 이우방에 대해서는 공격에

가까운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반산파를 진의의 지지 세력이라거나 진의

에게 우호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용했다고 단언하기도 어

렵다 결국 진의가 반산파를 이용했다고 하기 보다는 반산파가 진의를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 좋을 것이다

훌中派에 대해서 진의는 배척하는 입장을 취했다 앞에서 본 훌며派

의 대표적인 인물인 林없숲은 광복초기 국민당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

고 하였기에 공개적인 강연에서 국민정부를 찬양하면서 국민당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열렬한 환영의 태도를 보였다 81) 그러나 陳짧정부의 무

능과 그들이 대만본토인에 대해 취한 태도는 林厭堂으로 하여금 국민당

에게 실망하고 돌야서게 했다 진의가 참의회 의장 경선에 참여하려던

林剛堂을 압박하여 자진해서 물러나게 하고 黃朝학이 의장이 되게 하였

을 뿐 아니라，더 중요한 것은 林厭堂을 비롯한 대만 빼±층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려고 한 것이었다 일본 식민시기의 첩자들 척결한다는 명분

으로 진의정부는 1946 년 2월 21 일，훌振범，陳 :Çj，~'Fpij，林熊神 퉁 각지

의 神土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을 체포하였고，이들

에게 대만독립을 획책한 간첩이라는 죄명을 붙였다 林없t숲은 이를 두고

진의 정부가 신사층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82) 더 L싸가 진

의 정부는 각 항옥의 선거를 치르기에 앞서 식민통치시기 식민당국에

협력한 사람들에 대해 참선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였다 이 조치는 林

厭堂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그는 비록 회의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81) 陳먼 'tt빼堂DIl.며的國民옳與흥샘J，『첼il1!lIf究集刊J (Ni門)，2014年 第1째，51
쪽

82) 許풀 i엔，IT"i짧園先生 B 듭è'.l(十八)，(줍北 中央liIf究Pt월휩!NtIf究所，2004)，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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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4월에 일본 웅族院의 의원이었고， 광복 후에 아직 국민정부가

대만에 입도하기 전에 林廠호은 총독부와 상의하여 “治安維持합”를조

직한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그는 일본의 어용신사라는 의심을 받았

다 83) 이러한 일들은 모두 좋中派와 대만본토 신사층을 압박하는 상황으

로 인식되어 국민정부의 대만 통치에 적극적A로 참여하기 원했던 대만

출신 인사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참선제한과 같은 조치는 결과

적으로는 P생佛가 좋 9' 派에게 취한 태도가 배척보다는 좀 더 공격에 가

까웠다고볼수 있다

阿海派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공격하였다 阿悔派의 許찌은 林敵숲과

마찬가지로 일본 식민 통치 시키 貴族院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총독부의

個]벼神商라불렀고，이 뿐 아니라 許며이 일본이 투항할 무렵 일본군과

草山에서 회의를 열어 국민정부의 접수를 거부하는 무장 항의를 논했다

는 죄목으로 투옥하였다 84) 阿悔派의 §용j뿜川은 cc파의 지원을 얻으면서

진의의 시정에 대한 불만을 신문과 강연회를 통해 표출하고 비난하연서 1

진의에 의해 기소된 적이 있는데，후에 회개서를 쓰고 사연되었다 2'28

사건이 발발했을 때，진의는 않볍川을 통해 삼민주의청년단이 통제하는

“2'28 사건처리위원회”를 분열시키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이루지 못

하자，장위천을 음모반란자라는 죄목을 적용하여 체포하기도 하였다 85)

반산파，대중파，아해파로 분류되는 대만 출신자들은 진의를 이용하거

나 진의와 적대적인 계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독자적인 역량

을 가지고 진의를 이용하거나 대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결국

독자적으로 서기 어려웠던 반산파는 국민당 중앙계파와 진의 사이의 갈

동을 적절히 이용하며 자신들의 지위 확보에 힘을 썼고，대중파는 국민

당 중앙계파와의 연계를 맺지 못한 상황에서 진의와 대립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지 못했으며，아해파는 처음부터 진의와 대립하는

가운데 C(파에 이용되었고，또한 cc파를 이용하여 진의와 대립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대만 출신 세력은 독자적인 힘으로 진의와 대립할 만한

역량이 없었고，오히려 국민당 중앙 계파들과의 연계 속에 진의와의 갈

83)許雪姬，앞의 책.66쪽
84) 陳明뼈 /iJ.tì系政治與陳 1m治台論 J，255쪽
85) 우1의 글，255-25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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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상황을 대처하였으며， 진의 또한 이틀의 존재를 그다지 심각하게 받

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한 변에서 대만 본토세력은 진의에 대항

하는 하나의 비중있는 세력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V 맺음말

본 논문은←전후 대만의 혼란정국의 원인으혹，전후 대만에 새로이 풍

장한 권력주체들의 갈동을 주목하였다 전후 국민정부이 파견한 새로운

대만의 통치주체인 진의가 항복의식을 거행하는 10월 말까지 대만의 통

치는 여전히 대만 총독부가 담당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

는 바와 같이 10월 말까지 2개월의 기간 동안 대만 경제，민생，치안 방

변에서 아주 안정되었으나 진의 정부가 접수공작을 시작하면서 나타난

여러 혼란의 양상은 날로 가중되어 대만민중들의 불만을 야기하였다 86)

본문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정부는 카이로 회담에서 대만의 중국

귀속이 결정된 이후부터 계속 대만 접수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비록 문

서에 근거한 대만 조사와 분석이 대만 실질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한계

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진의의 대만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만 접수 준비는 대만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륙의 일본 점령지 수복보다는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

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의의 접수 공작과 통치는 원

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는데，필자는 그 원언을 표면적으로는 진의가 軍

政대권을 장악하여 통치체제를 일원화한 듯 보였으나 실상은 진의가 통

제할 수 없는 권력구조 때문이라고 보았다

사실 진의는 표면상으로는 행정과 군사방변의 대권을 장악한 대만 최

고 권력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군사，경제 각 부문에

서 대륙에서 온 권력들과 겨루어 갈등을 초래하였다 즉 전후초기 대만

에서 cc파는 국민당 당무，군통은 군사와 정보，삼민주의 청년단은 청

년 지식분자를 홉수，공송집단은 경제와 금융조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86) 쩨짧뿔‘終戰’到‘Jt쟁’찢l間종뼈政治與社會變 iL" 64-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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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각 파는 원래 대륙시절에서부터 정학계 혹은 진의 본인과 대립하

는 관계에 있었는데 대만 접수과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각 파의

이익쟁취와 세력 확대에 힘을 쓰다 보니 진의는 여전히 통합 지휘할 수

있는 통일된 계통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각 파벌은 진의와 대

립하는 과정에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대만 본토의 세력을 끌어 들여 이

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진의를 공격히는 방식도 취하고 있었다 이는 국

민당 내부계파들의 권력투쟁과 대만본토 세력의 양분된 갈풍양상처럼

보이나 실상은 진의와 국민당 각 계파의 갈등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陳明通이 주창한 진의와 대륙에서 온

권력，대만출신세력의 삼각구도에 의한 대립이라고 하기 보다는 결국 진

의와 대륙에서 온 권력 계파들의 이원적 갈퉁이 주를 이루고 그 사이에

대만출신자들은 필요에 따라 국민당 중앙의 세력에 이용되는 양상이었

다고할수있다

이들 계파와의 계속된 이러한 갈등상황 속에 진의가 애초에 구상했던

이상적인 대만 재건의 길은 순조롭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만의

혼란온 가중되어 갔다 애초에 장개석은 대만에 중국 대륙의 정치경제적

흔란의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안정되게 정치와 경제의 건설을 이루기 위

해 진의에게 1!IUJ:-體의 권력과 엄밀한 통제체제를 허용했다 그러나 대

륙정치의 영향을 차단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상황으로

이끌었다 즉 진의를 둘러싸고 계파세력들의 각축이 대륙에서 온 권력주

체들 뿐 아니라 이들이 이용한 대만 본토세력에도 이식되어 대륙의 기

존 계파정치의 폐단이 대만에서도 심화되어 나타났다 그로 인해 진의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결국 당시의 권력구도는 크게 공식적인 대만의 권력기구인 진의정부와

대만에서의 이익을 노리던 대륙에서 온 권력인 국민당 중앙의 여러 계

파의 대립하는 양자대결 구도로 나타났고，그 사이에서 독자적인 힘으로

진의정부에 맞서기 어려웠던 대만본토세력이 대륙에서 온 세력에 협조

하는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전후 초기 대만의 권력층의 갈둥은 대륙에

서 온 세력사이의 갈둥에서 비롯되었고，대만인들은 대체로 국민당정부

의 지배에 갚은 회의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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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웰꾀

The Cause of the Confusion in Taiwan at the
Beginning of the Post-war: Conflict Among the

Authorities

Jung，H씨ng-Ah*

1 noted the confusÎon În TaÎwan at the cεginning of the post←war

regarded as ooe of the indirccr causes of the 228 Incidenr in Taiwan，

and 1 thought the authorities from mainland China provided the causes

of the conf1ict. With the end of J‘lpanese colonÎal r띠e，the power

structure has been reorganized inro new government. system of KMT

Generally speaking，conflict between oew government from mainland

and the settling powers in Taiwan was brought out the 228 incidenr

Chenyi and his Taiwan Administrative Offices formally was Ín a position

of highest power instead of ]apanese colonial rule. Most of Chenyi

Governmeot's administrarors were trained as 'che experts for all parts of

g。、.'crnance in Taiwan. Meanwhile，besides Chenyi and his partners，

KMT's own factions also 때〕E to Talwall to take the advantageous

position first in the party affairs，the fields of politics，the industry

economy，the military. Those factions of the KMT broke a lance with

Chenyi!s governmcnr，furthermore they were in confrontation with

Chenyi. In addition，the settling powers in Taiwan entered into a

combination with the KMT's factions against Chenyi. 50 the thrεe of

* ResearchProfcssorof TamlaCultureResearchInstir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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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may say The authorities at that rime，that 15，who are the main

characters of thi5 p~per

Apparently， Chenyi was 10 the position of supreme power io

Taiwaneseadminstration and rnilirary，but he could do nothing uncler rus

means. The CC Oigue engaged io KMT1s afi터1π，the Military→Statistics

Bureau was io control of the military and the 'secret intelligence service，

the Youth League of Three Principles ，of the People absorbed the young

intellecrual c1ass，and the Kung-Soong group seized the economy and

financε They all came from mainland，but didn'rcollaborate wirh

Chenyi，and they wεnt as far as to capitalize the settling powers of

Taiwan [0 press Chenyi. Not enough of the Taiwanese settling powers

were standing agáinst Chenyi， 50 they cooperated with the KMT1s

cliques from mi~nland. Eventually，the conflict among the authorities in

Taiwan at the beginning of the postwar proceeded from conflict between

Chenyi and the KMT's cliques，some of Taiwanese wanred to take

advantages between them，but most of Taiwanese felt doubts about

KMT's government ruling

K，γ Words Tai얘1，Cünfliaof theAuthαties，KMTs([j녕ues，t바 Bcginningof thePost-war，

Chen-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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