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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火山島》와 《눈에 보이는 귀신(看得見的鬼)》은 제주와 대만에 살면서 제주와 대

만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러나 작중 인물들은 종내에는 

각각 자신이 곧 제주이고 대만임을 깨달으며 제주와 대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

의 선택을 모색하는 양자의 공통점을 보여준다.

《火山島》는 1965년 재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의 기관지인 《문학계》 2월호에 《해

소(海嘯)》라는 제목으로 발표 시작, 1981년 8월까지 연재된 후 1983년에 《火山

島》 전 3권으로 간행되었다. 1986년 《문학계》 6월호에 그 속편이 발표된 후 1996

년 9월까지 계속되다가 1997년 9월에 마지막 제7권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한

국에서는 실천문학사에서 1988년에 그 1부가 번역되었었고, 2015년 10월에야 12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濟州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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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 완역이 이루어졌다.1)

그 내용은 당연히 제주 4.3사건의 발발 원인과 전개 과정을 그린 것으로 그 내

용이 워낙 방대하여 번역자의 견해를 빌어 간단하게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시대적으로는 1948년 전후 해방정국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삼고, 공간적으로는 

제주도- 목포-광주-대전-서울-부산의 육로와 해로,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도쿄

(東京)-교토(京都)-오사카(大阪)-고베(神戶)에서 반목했던 남북한 좌우익의 갈등

/대립과 함께, <제주 4⋅3사건>을 둘러싼 군경-미군-무장대-제주도민 사이의 사상

/무력충돌을 전면화하면서도, 유엔의 단독선거 결정과 남북분단, 이승만 정권의 

등장과 함께 일제 강점기 친일파 세력이 재기하는 사회현실만이 아니라 여수순천

반란사건 등의 극한적 대립양상도 형상화된다. 뿐만 아니라 작품에서는 역사문화

적으로 당대 한반도에 존속해온 봉건적인 가부장제, 해외유학, 신세대의 결혼관/

자유연애, 제주도의 생태학적 문화지리를 얽어내고 있다. 《화산도》는 해방정국의 

정치경제의 현실을 부조(浮彫)해내는 차원을 넘어 사회역사, 민속종교, 통신교통, 

의식주와 교육에 이르는 당대의 정치역사성, 사회문화적 지점을 총체적으로 형상

화한 걸작인 셈이다,2)

《火山島》에 40년대 후반의 한국사회와 한일관계 전반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총체

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火山島》는 1948

년 전후 해방정국 아래 제주도라는 작은 지역에서 주인공 李芳根이 벌이는 ‘길 찾

기’이다. 左와 右라는 정치적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강요되던 당시 현실에서 주인

공은 좌에 대해서는 4.3의 당위성과 현실성, 그리고 항쟁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다. 

물론 자금으로 도움을 주기는 하나 그들과 함께 하는 것만큼은 극구 사양한다. 우

에 대해서는 일제 친일파의 재기 세력이며 현재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철

저한 벽을 쌓는다. 좌우 모두에 대해 거리를 두던 주인공이 좌우 이외의 새로운 길

을 찾아 헤매는 것이 전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라 할 수 있고, 그의 최후의 선택

은 비극적인 것이나 숭고한 것이었다.

《눈에 보이는 귀신》3)은 李昂(1952~ )의 2004년 작으로, <나라의 동쪽⋅정번

 1) 김환기, 김학동 공역. 寶庫社(坡州) 출판.

 2) 김한기, <김석범⋅《화산도》⋅<제주 4⋅3> - 《火山島》의 역사적/문화사적 의미>, 《일본

학》 41(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 11), 2쪽.

 3) 원제 《看得見的鬼》, 聯合文學(臺灣 新北, 2004) 출판. 한국에서는 김태성의 번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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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의 귀신(國域之東 番婆的鬼)>, <나라의 북쪽⋅대나무의 귀신(國域之北吹竹節

的鬼)>, <나라의 중심⋅불견천의 귀신(國域之中不見天的鬼)>, <나라의 남쪽⋅임투 

숲의 귀신(國域之南林投叢的鬼)>, <나라의 서쪽⋅여행하는 귀신(國域之西 旅行

的鬼)> 등 5편의 중단편소설로 이루어져 있다.

《눈에 보이는 귀신》은 단순한 귀신―여귀(厲鬼)4)―이야기가 아니라 臺灣의 전

체 역사에 대한 기술로서, 대만의 400여년 역사를 귀신의 눈으로 새로이 정리한다. 

원주인이었던 平埔族이 먼저 살고 있었고, 네덜란드인, 한인 등으로 지배자가 바뀜

에 따라 원주인들은 편벽진 곳으로 밀려났고, 그 뒤를 이어 대만에 거주했던 한인

들 역시 청조, 일본, 국민당의 지배를 받으면서 원주인과 같은 처지로 전락하여 여

귀들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여귀들과 함께 따라 복수의 여정과 각성하는 과정

을 주로 보여준다.

귀신들의 복수는 대부분 쉬이 이루어지고 다루어지는 편폭도 짧다. 귀신들이 여

귀인 만큼 그들의 사연도 기구하고 그에 비례하여 복수과정이 장황하게 그려질 듯 

하나 귀신들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보다는 복수 이후 귀신들의 새로운 삶이었던 것

이다. 이 복수 이후에 펼쳐지는 여정 속에서 작가의 의도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5)

식민이란 간단하게 정의하면 ‘지배국이 식민지에 자국민을 옮겨 심는다’는 뜻이

다. 그리고 식민주의란 ‘힘이 센 나라가 무력으로 자신보다 약한 나라의 땅을 침략

하여 정복하고, 그곳의 물적⋅인적 자원을 약탈하며 자국민을 이주시켜 지배하고 

통치하는 행위 및 이념’을 일컫는다. 그리고 그 결과 ‘정치적 주권을 상실하고, 경제

적 수탈과 착취를 당하며, 언어와 문화와 전통을 상실하는 일련의 굴욕적 과정’을 

겪게 된다.6)

출판되었다(서울, 문학동네, 2011년). 이하 《눈에 보이는 귀신》이라 칭하고, 본고에서

는 이 번역본을 참조하기로 한다.

 4) 여귀는 후손이 없거나 횡사,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망령으로서, 안식처를 찾지 못해

서 항상 복수를 위해 돌아오거나 공양물을 바치도록 위협하는 귀신으로 정의된다. 林富

士, 《孤魂 鬼雄的世界: 北臺灣的厲鬼信仰》(台北, 台北縣立文化中心, 1995), 14- 

16쪽. 본고에서는 劉亮雅, 《遲來的後殖民 -再論解嚴以來臺灣 說》(台北, 台大出版

中心, 2014), 215쪽 참조.

 5) 《눈에 보이는 귀신》의 귀신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졸고 <濟州의 거울로서의 臺灣 -李昂

의 《눈에 보이는 귀신(看的見的鬼)》 >, 《中國文學硏究》 제63집(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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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탈식민주의란 ‘억압과 착취를 낳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해체 혹은 전복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식민화를 지지하는 인종차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지배권력의 횡포에 제동을 걸어 종주국과 식민국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형

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7)

본고에서는 《火山島》와 《눈에 보이는 귀신》이 제주(《火山島》에서는 4⋅3사건을 

위주로 하고 있음)와 대만의 역사를 보다 강대한 외부의 지배세력이 제주와 대만에 

자국민을 ‘옮겨 심은’ 식민화 과정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 과정을 

검토해보고 작중에서 제기되는 탈식민 전략을 탐구해봄으로써 제주와 대만의 미래, 

제주와 대만이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해보는 것이 본고의 목표라 할 수 있다.

Ⅱ. 식민지 제주와 만

1. 제주의 새로운 식민 상황-은폐와 발명

제주의 원래 명칭은 耽羅, 耽牟羅國(《三國史記》), 涉羅(《高句麗本紀》), 乇羅

(《삼국유사⋅馬韓》) 등이었다. 탐라에서 제주로 이름이 바뀐 것은 고려 고종 10년

경인 1223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8) 중요한 것은 탐라와 제주라는 명칭의 변화에 

담긴 의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주를 뜻하는 ‘耽羅’, ‘耽牟羅國’, ‘涉羅’, ‘乇羅’의 

‘耽(tam-이하 한국어 발음)’, ‘耽牟(tammo)’, ‘涉(sub)’, ‘乇(tag)’ 등은 소리글자로

서 섬(sum, 島)이라는 뜻이며 뒷 글자에 공통된 ‘羅(ra)’는 나라(nara, 國)를 의미

하는 것으로, 곧 ‘섬나라’라는 나라 이름으로 해석된다.9) 그리고 ‘濟州’에서 ‘濟’는 

 6) 이상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푸코, 파농, 바자, 스피박》(파주, 살림, 2013), 

4-5쪽 참조.

 7) 위의 책 7쪽.

 8)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서울, 휴머니스트, 2005), 70쪽.

 9) 朴趾源(1737-1805)의 《燕巖集》 第6券 別集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글이 그 최초의 근

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살펴보니 모두 탐라耽羅이다. 동국(우리나라)의 방언으로 

島(도)는 섬(剡)이라 한다. 그리고 國을 일러 羅羅(나라)라고 한다. 탐耽, 섭涉, 섬澹

의 세 음은 아울러 섬(剡)과 서로 비슷하니, 대개 섬나라(島國)를 말하는 것이다. (按

此皆耽羅也. 东国方 . 岛谓之剡. 而国谓之罗罗. 耽涉澹三音, 并与剡相类. 盖云岛



《火山島》와 《 에 보이는 귀신(看得見的鬼)》 비교연구  111

‘큰 물을 건너다’라는 뜻이고, ‘州’는 原州, 尙州, 慶州, 全州, 羅州와 같은 한반도

의 다른 지명에서 보이듯 큰 고을이나 중요한 행정구역을 의미하므로, ‘濟州’는 한

반도로부터 바다 건너 먼 지역에 있는 중요한 행정구역이라는 의미이다. 즉 ‘耽羅’

에서 ‘濟州’로 명칭이 변했다는 것은 ‘나라에서 하나의 주요 행정구역으로 위상이 

격하된 것‘을 의미한다.10) 이는 곧 자치국에서 식민지로의 전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주의 역사가 내륙인이 아닌 제주인의 입장에서는 식민의 역사였음을 의미한

다.11)

《火山島》에서도 4⋅3의 원인으로서 새로운 식민지로의 전락이 줄곧 제기된다. 

작중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인 남승지가 버스에서 만난 한 나이 많은 농부의 말과 

남승지의 사고를 통해 미국의 존재는 계속 부각된다.

“요즘 세상은, 이번엔 미국이 들어와서 더 살기가 어려워졌지만, 사람은 오래살

고 볼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오.”(1권 19쪽)

도청 건물 위에서 성조기가 기세 좋게 펄럭이고 있었다.(……)과거에는 일장기

가 36년간이나 ‘국기 게양대’에 걸려 있었다. 그 현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에 불과하다. 본질적으로 뭐가 달라졌단 말인가.(1권 36-38쪽)

그리고 제주사람들이 제주에 상륙하는 미군을 직접 마주했을 때 그 실체는 더욱 

분명해진다.

9월 28일, 드디어 미군이 몰려왔다. 제1진이 수송기로 성내 서쪽 근교에 있는 

옛 일본군 비행장(지금은 미군용 비행장이자 캠프였다)에 상륙했다.(……) 그들은 

관덕정 광장에 정렬한 수십 명의 유지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

다. 아니, 적의에 가득 찬 눈초리로 행진하는 그들의 태도는 마치 전쟁 중의 적국

에 상륙한 군대나 다름없었다.(……) 모두들 말이 없었다. 환영 아치도 그렇고 현

수막도 그렇고, 만세! 하고 들었던 손 역시 어찌할 바를 몰랐다.(1권 164쪽)

国也.)”

10) 《새로 쓰는 제주사》 72쪽.

11) 제주의 옛명칭에 대해서는 전경수 외, 《탐라사의 재해석》(제주, 제주발전연구원, 2013) 

59-92쪽에 보다 상세한 자료가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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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을 해방군으로 여기고 열렬히 환영하려던 제주인들과 점령군으로서 제주에 

상륙한 미군 사이의 인식 차이는 바로 이 비극의 씨앗이었던 셈이다.

엔리케 두셀 Enrique Dussel에 의한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

견에 대한 재해석은 식민지인들에 대한 권리선언이라 할 만하다. 그는 이를 아래에

서 보듯 ‘발견 dis-cover’이 아니라 ‘은폐 cover’였다고 재해석한다. 

반면에, 이 강연에서는 ‘발명’이라는 말로, 인도로 가는 항로에서 발견한 섬을 

‘아시아 존재’로 여긴 콜럼버스의 실존적 경험을 가리키고자 한다. ‘아시아 존재’는 

위대한 지중해 항해자들의 관조적이고 미학적인 환상 속에서만, 상상 속에서만 존

재할 뿐인 발명품이다. 타자, 즉 ‘인디오’는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타자로 발

견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동일자(아시아인)를 단지 인식한 것이다(따라서 

타자로서는 부정된다). 즉, ‘은폐’이다. 12)

‘발명’과 ‘은폐’라는 말 속에는 식민지인들에게 강요되었던 식민지인으로서의 착취

와 왜곡이 담겨 있다. 미군정이 1945년 한국의 독립 후 취한 정책은 한반도를 자

신들의 상상 속에서만 인식한 것이었고 이어지는 것은 미군정에 의한 ‘발명’, 즉 강

요에 의한 뒤틀림, 왜곡이었다.

한국이 일제로부터 1945년 독립한 직후 한반도 전역에는 도, 시, 군, 및 마을 

단위까지 ‘인민위원회’로 가득 차 있었다. 북한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정권 수립의 대

중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고, 남한에서는 국토의 반이 넘는 지역에서 이들이 각기 

다른 기간 동안 통치를 하였다.13) 제주도 역시 1945년과 1946년 사이에 완전한 

인민위원회의 지배를 보여주었고 1948년 4⋅3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1947년 3

월 1일의 독립 기념 행사에 제주 전역에 걸쳐 수천 명을 동원할 수 있을 만큼 역량

이 있었다.14) 그러나 미군정이 시작된 이후 한반도에는 미국의 통치에 편리한 일

제하 부일협력자들이 그대로 쓰이면서 모순이 잉태된다. 제주도의 신임 경찰서장으

로 임명된 신우권이라는 사람이 “나는 일본 치하의 경찰관으로서 지금 이처럼 중요

12) 엔리케 두셀(Enrique Domingo Dussel), 《1492년 타자의 은폐 -‘근대성 신화’의 기원

을 찾아서(1492. El encubrimiento: Hacia el origen del “mito de la 

modernidad”)》, 박병규 역(서울, 그린비, 2011), 40-41.

13) Bruce Cummings, 김자동 역, 《한국전쟁의 기원》(서울, 일월서각, 1986), 345쪽.

14) 위의 책 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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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책을 맡게 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인사의 왜곡은 심했다.15)

《火山島》에서는 이후에도 제주의 식민적 상황에 대한 고발이 이어진다. 특히 

4⋅3사건 발발의 원인으로 줄곧 제기되는 친일파 등용과 반공이라는 미국에 의한 

‘은폐’가 근본적인 문제로서, 작품에서도 줄곧 제기된다.

“이놈 저놈 모두 일제협력자가 아닙니까! 도대체가 말이죠. 이 나라는 일제협력

자의 천국입니다.”(제5권 175쪽)

“난 제주도사건도 친일파가 지배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본을 

따지자면…….”(제7권 318쪽)

“(……)미국과 친일파가 뿌린 무시무시한 씨앗이 이렇게 만드는군. ‘반공입국’, 

‘반공 애국’의 나라라는 것이지. ‘반공 애국’을 소리 높여 외치는, 3년 전까지는 일

제 강점기의 친일파, 지금은 친미파에 의해서 말이지. ‘친일’을 ‘반공 애국’으로 바

꿔치고 있는 친일파 지배의 정부에 의해서 말일세.(……)”(11권 166쪽)

자치 능력이 있는 한 지역으로서 존재해왔던 제주는 ‘은폐’되고 ‘반공입국’, ‘반공 

애국’으로 ‘발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은폐에 이은 발명이야말로 4⋅3의 근본

적인 원인일 것이다.

2. 식민지로서의 만

다른 한편 대만의 명칭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보인다. 대만 이전의 명칭의 명칭

은 東鯷《前漢書⋅地理志》, 夷州⋅流求(《三國志》, 琉球(元《島夷誌略》), 琉球, 

東番(《明實 》, 明 萬曆2年, 1574년), 鷄籠⋅北港(大員)⋅鷄籠淡水(《明實 》, 

萬曆44年, 1616년) 등이었고 대만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616년 《明

史稿⋅琉球傳》에서의 한 기록이었다.16) 그러나 이들 명칭은 모두 중국인들이 대만

을 부르는 명칭이었고, 대만인들 스스로 자신들을 불렀던 명칭은 전해지지 않는다.

《火山島》가 제주의 4⋅3 발발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귀신》

은 대만의 근 4백여년에 가까운 역사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가 李昻이 前作 

15) 여론국, raw reports, 1946년 12월 9일. 위의 책 433쪽에서 재인용.

16) 高明士 主編, 《臺灣史》, 五南圖書出版(台北, 2012) 61-63쪽 참조. “萬曆四十四年

(1616년), 日本有取鷄籠山之 . 其地名臺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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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彩妝血祭》17)에서 대만의 2⋅28을 집중적으로 다룬 후 《눈에 보이는 귀신》에서 

대만 현대사의 갈등의 원인을 대만사 전체를 통해 탐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彩

妝血祭》의 후속작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눈에 보이는 귀신》에 실린 중단편의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18) <나라의 동쪽⋅정번파의 귀신>의 월진(月珍)／월주(月珠)는 淸代에 자신들

이 가담했던 토지환수운동이 반란으로 변질되어 비참하게 능욕당하면서 살해된 지 

수백 년 후에야 허름한 작은 사당에 모셔졌다. ‘大家乐’, ‘六合彩’ 등 지하도박이 전 

대만과 천여만 국민 전체의 운동이 되자, 월진／월주가 모셔진 사당에도 ‘명패(明

牌)’19)를 내려주기를 기원하는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가장 낮은 번

호에 당첨된 사람 하나가 스트립 댄서를 데려와 답례를 했는데, 스트립 댄스를 추

던 무녀의 신체적 결함을 보게 된 월진／월주의 귀신은 ‘정말로 자기 몸이 운명의 

손에 맡겨진 거라면 굳이 뭔가에 집착할 필요도 없을 테고 수백 년 간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도 굳이 간직할 필요가 없을 터였다’고 깨달으면서 집착과 원한에서 벗

어나게 된다는 내용이다.

<나라의 북쪽⋅대나무의 귀신>의 주인공은 귀신이 아니라 한의사 ‘漢藥仔仙’으로

서 초기 대만 이주민의 전형적인 예이다. 명청대의 쇄국정책으로 인해 대만에 비밀

리에 건너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빈곤층이나 탈주범 혹은 모험가들이었다. 한약자선 

역시 임신 중이던 이웃집 여인과의 시비 끝에, 그 여인을 죽이게 되고, 그 후환이 

두려워 대만으로 일가족과 함께 도주한 것이었다. 그러나 임신한 상태에서 죽었던 

그녀의 귀신이 심해를 건너와 한약자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괴롭히자, 그 어디로 

도주를 하더라도 안심할 곳을 찾아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만을 최후의 

안식처로 삼기로 하고 귀신과 타협 화해한다. 대륙에서 대만으로 이주⋅정착해온 

한족들의 일반적인 심리를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17) 《聯合文學》 제13권 제4기(1997)에 발표.

18) 이 줄거리는 졸고 <濟州의 거울로서의 臺灣-李昂의 《눈에 보이는 귀신(눈에 보이는 귀

신)》 >(《中國文學硏究》 제63집(2016) )를 참조함.

19) 명패: 1980년대 중엽 타이완 중부 지역에서 ‘다냐뤄’가 유행하면서 상금을 애국복권 형

식으로 지급했다. 애국복권의 상금 지급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

전에 번호가 유출되었다고 여겼고 이런 정보에 밝은 사람들을 ‘명패’를 가졌다고 표현했

다. 《눈에 보이는 귀신》 53쪽 역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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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중심⋅불견천의 귀신>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자살을 선택했던 월홍(月

紅)/월현(月玄)(선)의 이야기다. 월홍/월현(선)의 혼백은 장서각에서 오랜 세월 독

서를 한 끝에, 자신을 시문에 능하게 했던 것은 부친과 오빠들과 미래 남편을 빛나

게 하기 위해서였고, 조상을 빛내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언정 가문을 욕되

게 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기풍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가족들이 추종한 

것은 ‘천조’의 유풍에 불과했던 것일 뿐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

에 조상들의 명예와 그들이 세운 가문의 규례를 위한 자신의 자살은 덧없는 것이었

음을 깨닫고는 거리를 떠도는 수많은 얼굴 없는 원혼들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서 그

들이 대만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저항의 결과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불견천(不見

天, 비와 햇살을 피하기 위해 하늘을 가린 상가 골목길의 지붕) 지붕에 새겨놓는

다. 

<나라의 남쪽⋅임투 숲의 귀신>은 《눈에 보이는 귀신》의 유일한 단편으로 임투나

무 숲에 출몰하는 여자 귀신은 ‘임투 언니 林投姊’이며 임투 언니는 줄곧 억울하게 

죽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임을 밝힌다. 그들이 임투나무 숲으로 들어와 임투나무의 

줄기와 가지에 목을 매어 자진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호의 학대로 죽은 하녀, 시

어머니에게 독살 당한 며느리, 명예와 절개를 짓밟힌 명문가의 규수, 남편에게 악

의적으로 버림받은 아내 등 사연도 제각각이었다. 임투나무 숲이 원귀들의 안식처

였고, 임투나무 숲이 전 대만에 퍼진 것처럼 억울한 사연들이 전 대만에 가득차 있

음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라의 서쪽⋅여행하는 귀신>의 월항(月嫦)／월아(月娥)는 집안에 재산도 많았

고 혼수도 적지 않게 챙겨서 상선을 따라 단신으로 대만에 건너온 가성(家誠)/가충

(家忠)과 결혼하나, 남편은 그녀를 살해하고 재산을 챙겨 도주한다. 여러 해가 지

난 후 그녀들의 혼백이 지관의 도움으로 泉州에까지 가서 복수에 성공했다는 소문

이 돈다. 복수에 성공한 다음, 그녀의 혼백은 지관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지관이 

주관하는 법회마다 지관의 곁을 지키며 참회의 경문을 듣고, 인간을 도와 공덕을 

쌓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생겨나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의 몸이 

가벼워졌고 몸 곳곳에서 새나오던 피도 멈추었으며, 처참했던 신체도 온전해졌고, 

경문을 통해 ‘인연에 따라 이 세상에 왔으니 인연에 따라 사라질 뿐’임을 깨닫는다. 

혼백은 평생 시종으로 지관 곁을 지키고자 했으나 지관은 어느 날 때가 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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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며 우산 속에 몸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혼백은 이에 따라 여행할 

수 있는 혼백이 된다.

《눈에 보이는 귀신》에서도 대만인의 삶은 대만에 건너온 식민 세력에 의해 발견

되고는 은폐된다.

한인들이 이곳을 개간하기 위해 찾아오기 전부터 평포족의 지파인 바부자가 이

곳에 무리를 지어 살면서 마즈린사라 칭했다. 이곳은 평야가 비옥하고 거대한 무

리의 매화사슴이 해구의 초원 위를 뛰놀았다.

바부자인들은 사슴을 잡아 가죽과 고기를 과거의 통치자였던 네덜란드인들에게 

건네고 대신 필요한 물품을 얻어냈다.……
고기잡이와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바부자족 사람들은 한인들이 내려와 식민

지를 개척하기 시작한 뒤로 순식간에 해안가의 평야지역을 빼앗기고 점차 산간지

역으로 쫓겨가게 되었다. 이들은 산으로 이주하면서 늙어서 움직일 힘이 없는 부

녀자와 아이들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곳을 점령한 한인들은 이들의 거주지를 가

리켜 ‘번파장(番婆莊)’ 또는 ‘下番婆’라고 불렀다.

이들이 ‘번파장’과 ‘하번파’를 모두 잃고 다시 산간지역 어귀로 쫓겨나자 한인들

은 그곳을 番婆라 불렀다.

가장 꼭대기, 마지막 거주지라는 의미였다.20)

위 인용문에는 대만의 400여년 역사가 간단히 개괄되어 있다. 원주인이었던 平

埔族의 지파인 바부자족이 먼저 살고 있었고, 네덜란드인, 한인 등으로 지배자가 

바뀜에 따라 원주인들은 편벽진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형상화인 것

이다.

20) 李昂, 김태성 역 《눈에 보이는 귀신》(파주, 문학동네, 2011) 11-12쪽. 이하 본고에서

는 김태성이 번역한 《눈에 보이는 귀신》을 텍스트로 하며 이후 쪽수만 표기한다. 바부

자족은 원작에서는 ‘巴 薩(Babuza)’로 표기되어 있다. 원주인들은 청 정부에 의해 생

번(生蕃, 청 조정이 鄭成功 집단으로부터 타이완의 정권을 탈취한 이후 청의 통치에 

복종하기 시작한 타이완 원주민)과 숙번(熟蕃, 생번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하여 청 조정

이 지정한 세금을 납부한 계층)으로 나뉘었으나, 이러한 명칭이 차별을 의미한다 하여 

1920년대부터는 숙번은 ‘평포족(平埔族)’으로 생번은 ‘고사족(高砂族)’으로 명칭이 바

뀌었다. 평포족은 7-12개 군으로 분류되며, 고사족은 최근 14개 군으로 분류된다. 바

부자족은 이중 평포족에 속하며, 현재 대중시 이남에서 서라 이북에 이르는 근해 평원

지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高明士 主編, 《臺灣史》, 32-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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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들의 이름 역시 식민세력의 편의를 위해 원래 이름은 쓰지 못하고 식민세

력이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바뀐다.

그때 그녀는 여전히 바부자족의 이름을 갖고 있었다. 이를 한자로 표기하자면 

이라(伊拉), 이판롄(伊凡蓮), 와나(娃那) 등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녀의 이름은 월진(月珍)/월주(月珠)였다.

월진/월주는 어느 한인에게서 얻은 이름이었다.(<나라의 동쪽⋅정번파의 귀신>, 

《눈에 보이는 귀신》, 12쪽)

피식민의 특징이라 할 정치적 주권 상실과 경제적 수탈과 착취, 언어와 문화와 

전통을 상실 등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식민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것은 월진/월주의 토지 반환 운동을 반란으로 모함하여 극형

에 처해진 월진/월주의 몸에 대한 묘사이다. 너무 참혹하여 일부만 인용하면 아래

와 같다.

형이 집행되는 광경을 바라보던 지사 나리는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는지 회자수

에게 유방 피부를 벗겨낸 뒤 가는 칼로 유두 아랫부분을 여러 조각으로 절개하라

고 명령했다.

지사 나리는 또 회자수에게 명령하여 다른 부위의 살을 베어내 유방의 절개된 

상처 열 군데에 쑤셔 넣게 했다.(49쪽)

지사 나리가 유방을 절개하여 억지로 다른 부위의 살을 쑤셔 넣게 한 것은 월진

/월주의 ‘객가 떠돌이’출신 성분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더하려는 처사였다. 유방에 

메워 넣은 살과 피는 월진/월주의 하반신에서 도려낸 것이었다. 치욕의 정도를 한 

단계 더 높이려는 잔혹한 의도였다.(50쪽)

‘식민지를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식민지배는 강간에 해당된다. 몸은 식민지에 

대한 은유이다’라는 언급대로21) 월진/월주의 몸과 나머지 네 작품에 출현하는 귀신

들은 식민지배에 파괴되는 대만에 대한 ‘내셔널 알레고리’로 해석된다.22)

21)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푸코, 파농, 바자, 스피박》, 5쪽.

22) 劉亮雅, 《遲來的後殖民-再論解嚴以來臺灣 說》, 台大出版中心(台北, 2014), 213

쪽. ‘李昻의 《눈에 보이는 귀신》은 3백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廘港을 배경으로 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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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원주민뿐 아니라 대만으로 이주해온 한인들 역시 식민지인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나라의 중심⋅불견천의 귀신>의 월홍/월현(이 인물 역시 이름이 7개

가 제시된다)의 조부의 심리 묘사는 대만 지배층의 심리마저 식민지인의 심리를 벗

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높은 성적으로 향시에 합격한 조부는 자신이 곧 경사에 올라가 과거시험을 봐야 

하지만 탕산23)의 천조 과거에 합격해도 벼슬길에는 거부당할 수도 있고 권력이 

따르는 관직을 얻는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작은 섬에서는 고작해야 신사나 장로가 될 수 있을 뿐이었다.

내심 불만이 없을 수 없었지만 한편으론 통치자인 중원과 그 문화에 큰 동경과 

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122-123쪽)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에 대한 저항보다는 굴복과 식민모국의 문화에 대

한 동경과 지향은 식민지인의 전형적인 심리라 할 것이다. ‘식민지인은 식민모국의 

문화적 수준을 자신이 어느 정도 전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밀림의 신분을 초월하기

도 하고 매몰되기도 한다’는 파농의 지적대로,24) 식민지인은 그들의 영혼마저 식민

모국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Ⅲ. 내부 식민

1. 내부 식민 제주

식민주의가 앞서 언급한 대로 ‘힘이 센 나라가 무력으로 자신보다 약한 나라의 

땅을 침략하여 정복하고, 그곳의 물적⋅인적 자원을 약탈하며 자국민을 이주시켜 

지배하고 통치하는 행위 및 이념’을 일컫는다 했을 때 식민과 피식민이 나라와 나라 

아래에 놓인 5명의 여자 귀신의 이야기를 3,4백년 간 대만의 역사를 통해 묘사하여 대

만의 내셔널 알레고리를 담고 있다.’

23) 《눈에 보이는 귀신》에 나오는 탕산(唐山)은 대만, 홍콩, 마카오 사람들이 대륙을 일컫

는 일반적인 칭호이다. http://baike.baidu.com/subview/4673/6553298.htm 참조.

24) 프란츠 파농, 이석호 역, 《검은 피주 하얀 가면》(고양, 인간사랑, 2003),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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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문제로 비치나 식민과 피식민은 한 민족 내부에서도 벌어진다. 즉 식민주의

는 강자와 약자로 통칭되는 모든 세력에게 통용되는 이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민족 간의 이중 식민 혹은 내부 식민일 경우 그 자괴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식민주의가 꼭 극복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火山島》에서 내부 식민은 먼저 제주에 대한 지역적 차별로 나타난다. 제주는 주

인공 이방근이 생각하기에 과거로부터 전통적으로 차별을 심하게 받는 내부의 식민

지였다. 이방근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자.

‘멀리 제주도에서 온 귀빈’……. 제주도에서 서울 한가운데에 나타난 촌놈이겠지. 

제주도…….

옛날부터 중앙정부의 버림을 받은 ‘지수민빈(地瘦民貧)’의 학정에 시달리던 백

성의 땅, 일찍이 적객(謫客, 정치범)들이 서울에서 출발하여 험한 산과 물길을 몇 

달씩이나 걸려 고생 끝에 간신히 도착한 유배의 땅. 저주 받은 천형의 땅이었고, 

본토인으로부터 멸시와 차별이 중첩된 땅이었다. 또한 지금은 게릴라가 봉기하고 

있는 ‘혁명의 땅’, 아니, ‘폭도’에 의한 반란의 땅이다.(6권, 184-185)

이와 같이 차별받는 제주도를 실감해오던 이방근에게 여동생 유원의 남편감으로 

소개되는 최용학의 서울말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최용학과

의 첫 대면 장면을 보자.

“댁은 서울 말을 잘 하시는군요. 서울에는 오래 계셨고……?”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3,4년은 있었습니다. 서울말 같은 건 노력하면 금방 몸

에 익혀집니다.”(2권 305쪽)

“……또 이 형은 나에게 이 지방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최근에 본적을 

광주로 옮겼으니까, 호적법상으로 보면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본토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자 중에는 본적을 바꾸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지

방차별이 강한 본토에서는 옛날부터 그랬지만, 제주도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소위 

출세에 지장을 받았다.(2권 307쪽)

민족의 개념을 거칠게나마 정리해보면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

되는 정치공동체”이다.25) ‘민족은 공동체이다’라는 것이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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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동료의식에 기반한 동료관계를 형성하는 집단’이며 이것이 스스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형제애’가 만들어지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인용문에서 보이는 

최용학의 태도는 식민모국의 문화에 대한 동경과 지향을 보여주는 식민지인의 전형

적인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초면이었으나 이방근은 최용학에 신경질적인 반응

을 보이며 과격하게 내쫓고 만다. 나중에 이방근이 서울 유원의 거처에서 마주친 

최용학에게 “돌아가! 일제의 주구같은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반응은 내부 식민

에 대한 작가의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라 할 것이다.26)

《火山島》에서 보이는 내부 식민의 적나라한 예는 4⋅3 당시 ‘이 나라를 위해서 

30만 도민이 전부 없어져도 상관없다’고 했던 토벌대장의 연설(7권 67쪽)이나 토

벌대의 잔학 행위에 대한 이방근의 아래와 같은 고민이다.

이 역겨운 짓은 최근 10월부터 11월에 걸쳐, ‘동기토벌대작전’에 맞추어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소개령이 나오고 곧바로 불을 지른 부락에 게릴라도 아닌 마을 

사람들이 많이 학살된 것은, 보상금을 노리고 귀를 베거나 목을 자르기 위해서였

다고 할 수 있었다.

공명을 세우기 위해서 귀를 잘랐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이야기가 아

닌가. 이방근은 일본의 고도 교토에 이총(耳塚) 일명 코 무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그러나 귀, 코를 베는 것은 바다를 건너온 왜군이 조선인에게 벌인 짓이고, 상

대는 같은 일본인이 아니다. 이쪽은 작은 섬 안에서 동족에게, 더 없이 잔혹했던 

조선 침략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흉내를 내고 있었다. 머지않아 능지처참, 사지

가 절단된 사체가 섬 전체에 나뒹굴 것이다.(11권 205-206)

‘작은 섬 안에서 동족’에게 ‘조선 침략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흉내를 내’서 국외

의 침략자보다 더 잔혹하게 학살하는 상황은 이방근에게 민족의 의미와 제주의 미

래, 4⋅3의 원인 등에 대해 보다 더 심도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고, 이는 이후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한 원인이 된다.

25)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 2002), 25쪽.

26) 6권 2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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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 식민 만

대만의 2⋅28 사건을 다룬 李昻의 《彩妝血祭》는 작가가 대만의 2⋅28사건을 

주 배경으로 2⋅28의 아픔과 고통을 고발하면서 고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2⋅28

로부터 벗어나 전진할 것을 주장하는 작품이다. 《눈에 보이는 귀신》은 이 작품의 

후속 작업으로 《彩妝血祭》에서 다룬 대만 현대사의 아픔의 근원을 대만 전체의 역

사로 확대하여 탐색해본 작품이라 할 수 있다.27) 《彩妝血祭》에서는 국민당군의 대

만 입성에 대한 묘사가 보인다. 

(이차대전이 끝나자 대만은 50년간의 일본 통치에서 벗어났다. 대만인들은 고

국 중국의 품에 안기게 된 사실에 열광했다.

그러나 대만을 접수하기 위해 대만에 온 조국의 군대는 남루한 군복에 짚신 등, 

복장부터 대만인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들은 군기는 엉망인 데다 전횡을 

일삼았으며 심지어는 재물 약탈도 서슴지 않았다.)28)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고국 중국의 품에 안긴다는 새로운 꿈에 부풀어 있던 

대만인들이 해방군으로서 반겼던 내지의 군인들은 동포가 아니라 새로운 점령자로

서 식민지 대만에 온 것이었고, 이 괴리 역시 2⋅28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대만

에서 네덜란드인이 물러나고 한인들이 주류세력이 된 이래 이 착각 혹은 기대의 어

긋남은 계속되어 왔다. 그것은 아래 인용문에서 보이듯 한인이 대만의 주류세력이 

된 이후로는 대만인과 외부인의 차이가 대만에 정착한 시간의 차이에 기인한 경우

가 많았기 때문이다.

루청 사람들은 새로 이주해오는 이민자들을 줄곧 이방인으로 대해왔다. 똑같이 

푸젠에서 왔으면서도 새로 온 사람들의 민남어 억양을 싫어했다. 그들은 일이백 

년 전에 자신의 선조들도 탕산 인근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 타이완으로 왔다는 사

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85쪽)

27) 《聯合文學》 제13권 제4기(1997)에 발표.

28) 《北港香爐人人揷》(台北, 麥田出版, 1997), 제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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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만의 역사는 <나라의 중심⋅불견천의 귀신>이 원혼들의 정체를 탐문한 

끝에 밝힌 대로 ‘탕산의 통치세력이 타이완에 내려온 뒤로 212년이란 세월이 흐르

는 동안 ‘대규모 반란’이라 불릴 만한, 청 조정에 대한 타이완 사람들의 항쟁은 무

려 열여덟 차례나 있었”던 동란으로 점철된 역사였다(195쪽). 불견천의 여자귀신이 

이 모든 항쟁을 백여 년 간 불견천에 머물면서 나무기와에 새겨 넣은 후 발견한 사

실은 아래와 같았다. 

모든 침략자들이 기본적으로 다 똑같다는 생각에 장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름, 

지명, 발생 시간만 바꾸면, 타이완 백성들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청 왕조에 맞서 

싸웠던 것이 다른 이민족이나 일본의 침략에 대항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똑같이 끝없는 살육이자 고압적인 능멸이요 학대였다. (228쪽)

청 왕조와 싸우는 것이 다른 이민족이나 일본과 싸웠던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

로 대만의 내부 식민은 외부 식민과 닮아 있었다. 

Ⅳ. 결론-탈식민을 향하여

탈식민을 위해서는 ‘그들은 왜 왔을까? 우리는 아무런 문제없이 평화롭게 잘 살

고 있었는데, 왜 왔던 것일까?’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제기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

이다.29) ‘발견’이나 ‘은폐’는 그 주체가 이미 침략자, 식민모국인이므로 식민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미 식민지를 

‘발견’이나 ‘은폐’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질문의 주체는 원주민, 

이주민 등 인간일 수도 있으나 자연 그 자체일 수도 있다.

이방근의 탈식민 행위는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재산을 총동원하여 게릴라들을 일

본으로 빼돌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4⋅3이라는 비극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 여긴 

국방경비대와 게릴라간의 평화협상 파기를 주도한 경찰 간부 정세용을 자신의 목숨

을 버려가며 처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길 찾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9)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푸코, 파농, 바자, 스피박,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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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자연에 대해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이보게 거긴 좋은 곳이야. 새파란 바다가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고 진주목걸

이 같은 파도가 단조로운 해안선을 감싼 채 출렁이는 게 보이지. 정말 그곳에는 

인간 냄새가 나지 않는 바다와 육지의 원초적인 밀회가 있어. 해변에선 볼 수 없

는 게 확실하게 보이지. 바다와 육지의 포옹 말야. 바다가 육지를 끊임없이 적시

며 부드럽게 핥아 준다네. 위대한 자연이야.” (2권 52쪽)

이 ‘위대한 자연’ 제주도가 나중에는 그의 꿈 속에서 ‘어둠 속 침대에 누워 있던 

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제주도, 제주도가 아닌가.’(제10권 46쪽)라고 자신과 제

주를 일치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결국 그의 최종 행위는 제주를 원래의 모습으

로 돌려놓고 싶었던 철저한 탈식민의 표현으로 보인다.

《눈에 보이는 귀신》은 저자의 말대로 귀신들의 배열 순서에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고 이는 그대로 작가의 탈식민 전략으로 연결된다. 李昻은 이 배열 순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원래 처음부터 다섯 여자귀신들의 정위를 정확하게 계산해내기 어려웠고 어떤 

순서로 배열할지도 무척 고민스러웠다.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귀신 넷이 완성되자 

순서도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귀신들의 나라’는 동, 북, 중, 남, 서 다섯 방위의 

순서로 배열되었다. 물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동, 서, 남, 북, 중의 순서와 다

른 것은 일정한 우언적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30)

작가가 언급한 순서대로 작품들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나라의 동쪽⋅정번파의 귀

신>은 대만이 외부인에 의해 발견된 이래 네덜란드인과 한인에 의해 식민지의 역사

가 바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나라의 북쪽⋅대나무의 귀신>은 대륙 이주민이 

대만을 임시 피난처로 삼았다가 대만을 정착지로 삼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나라의 중심⋅불견천의 귀신>은 대만의 역사를 대만인의 시각과 새로운 도구, 문

자 등으로 새롭게 정리하여 청 정부에서 매국노, 부랑아, 도적이라 했던 사람들을 

대만인의 입장에서 의인, 선열로 명예회복 시켜주었다. <나라의 남쪽⋅임투 숲의 

30) <후기>, 《눈에 보이는 귀신》, 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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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은 임투 숲이 대만의 성장에 따라 그 규모가 변했으나 그곳에서 자살했던 여

인들의 귀신은 계속 출몰하고 있음을 통해 비극이 계속되고 있음을 표현했다. <나

라의 서쪽⋅여행하는 귀신>에서는 복수에 성공한 귀신이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명상을 통해 자신과 바다, 섬, 대륙이 일치한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이상을 간

략하게 정리해보면 대만의 전체 역사를 식민의 역사로 개괄하고 이주민들이 대만의 

의미를 정착지로 새로 정의하면서 그들이 정착민이 되어갔으며, 대만 역사 다시 쓰

기를 통해 시야가 넓어졌고 최후에는 자신에 대한 각성을 통해 해탈에 이르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비애와 저항, 격정에서 벗어나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

고 앞서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그녀의 창작관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를 그녀의 탈

식민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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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论文着眼于《火山岛》和《看得见得鬼》这两部小说，结合济州和台湾的历史，
描写了在不可抗拒的强大外部势力的支配下，济州和台湾的本国居民被“移植”到济

州和台湾后所经历的殖民化过程。通过探讨殖民化过程和作品中提出的去殖民化

战略，探索济州和台湾未来发展的新机遇，构建一个让济州和台湾更紧密联系在一

起的契机，这就是撰写本论文的目的。
通过对《火山岛》这部小说的探讨，我们有了新的发现，也就是这部小说的主人

公李芳根达到了自身和济州合一的境界，小说结尾处他的一番行为我们可以解读

为他想彻底地去殖民化，从根本上复原济州原来的面貌。《看得见的鬼》是一部把台

湾历史概括成殖民史的一部作品。在这部作品中，外来的移民们把台湾作为定居

地，作为他们新的开始，并且逐渐定居了下来。他们重新书写了台湾的历史，这使

得他们的眼界开阔了，思想上觉醒了，达到了一种超脱的境界。这和把“从悲哀、
抵抗和激情中摆脱出来从而具有高瞻远瞩的眼光”作为创作观的作家的目标一致，
也可以从这个角度解析她的去殖民理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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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Uprising of April 3, The Taiwan Uprising of February 28, 

Colonialism, Postcolon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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