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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고는 《아시아의 고아(亞細亞的孤兒)》와 《화산도》라는 창작 과정이 순탄치 않

았던 작품을 비교하여 각각의 배경이 되고 있는 타이완과 제주의 문제점에 한 분

석을 통해 두 지역의 거리를 좁히는 데 목적이 있다. 《아시아의 고아》나 《화산도》

는 모두 그 정치적인 내용(그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때문에 정치적 환경의 향을 

절 적으로 받는 작품이었다. 《아시아의 고아》는 일본 패망 전 주인공 胡太明의 삶

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화산도》는 일본 패망 후 제주에서 벌어진 4.3 사건을 

중심을 하고 있으나 주인공 이방근에 해서는 일제강점기의 삶에 해서도 충분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비교는 충분히 가능하다. 두 인물의 삶에 각인된 역사의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제주 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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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는 현재의 타이완과 제주에도 그 그림자가 뚜렷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양자의 비

교를 통해 타이완과 제주의 거리를 좁혀봄으로써 공통으로 주어진 미래라는 과제를 

푸는 데 미약하나마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Ⅰ. 서론

臺灣과 濟州는 륙 또는 내륙을 마주보고 있는 섬이라는 그 지정학적 특성과 

일본의 식민 지배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식민과 탈식민이라는 공통된 역사가 점철된 

지역이다. 타이완의 발견과 明ㆍ淸과의 관계, 일본에 의한 통치라는 타이완의 역사

와 탐라에서 제주로의 명칭의 변경, 원에 의한 통치, 고려ㆍ조선과의 관계,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제주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이는 분명해진다. 《아시아의 고아(亞細亞

的孤兒)》1)와 《화산도(火山島)》2)라는 두 지역을 다룬 작품 역시 문학적으로 식민

 1) 저자는 吴浊流(1900–1976), 타이완 작가. 본명 吴建田, 호는 饶畊, 台湾 新竹县 출

생. 1916年 台湾总督府 国语学校 师范部(台北 师范의 전신)에 입학. 1920年 졸업 

후 교직에 종사. 1928年 “苗粟诗社”에 가입, 旧体诗词 창작, 십 여 년 간, 천 여 수의 

시 창작. 1936年 처녀작 《水月》 발표. 1940年, 교내 운동회에서 일본의 교육공무원이 

타이완인 교원을 능욕하는 걸 목격한 후 사직, 근 20年 간의 교직생활 마침. 1941年 

일제 점령치하 던 南京에서 《大陆新报》의 记 가 되었다가 일본상공회의소에서 통역

을 맡음. 1942年 3月 타이완으로 돌아가 《日日新报》, 《台湾新报》, 《新生报》 등의 기

자가 됨. 1948年 大同 工业 직업학교, 台湾工业同业 등에 취직하여 문학 창작을 계

속함. 1964年 《台湾文艺》 잡지 창간, 52期 발행. 1969年 자신의 사재를 털어 “吴浊

流文学奖”을 수여하기 시작함. 표작에 《泥沼中的金鲤鱼》, 《功狗》, 《先生妈》, 《陈大

人》, 《亚细亚的孤儿》, 《无花果》、《台湾连翘》 등이 있음.

 2) 저자 김석범(金石範). 1925년 일본 오사카 생. 본명 신양근(愼陽根). 광복 이전까지 

일본에 주로 거주하면서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했으며, 1943년에는 부모의 고향인 제주

도에 1년여 간 머무르며 그곳의 청년들과 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할 계획을 짜기도 

함. 해방 이후에는 서울에서 국학 학의 국문과를 다니며 공부를 했지만 결국 학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하여 48년경 항을 통해 오사카로 돌아감. 하지만 그가 오사카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제주도에서 도망쳐 온 사람들을 통해서 제주 4.3 사

건 당시 벌어진 참극에 해 듣고 충격을 받아 4.3을 소설로 다루기 시작. 1967년 작

품집 <까마귀의 죽음>을 시작으로 4.3 관련 소설들 발표, 1965년부터 1997년까지 

하소설 <화산도>를 집필. 1984년 다이부츠 지로상, 1998년에는 마이니치 예술상을 각

각 수상. 한국에서도 2015년 제주 4.3평화상, 2017년 제1회 이호철 문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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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탈식민이라는 주제 혹은 주장에서 그 공통점이 쉬이 보이는 것은 이 두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이 반 된 결과물일 것이다.

《아시아의 고아》와 《화산도》의 공통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의 특수함 

역시 이와 관련된 것이다. 《아시아의 고아》는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인 1943년에 

쓰기 시작해 1945년에 완성된 작품이다. 저자 吳濁流에 의하면, ‘당시에는 그 누구

도 감히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소설을 쓸 엄두를 내지 못했’으며, ‘만일을 

비해 원고가 완성될 때마다 바로바로 부엌에 있는 숯 바구니 밑에 숨겨 놓았다. 

또 일부분은 시골 고향집에 가져다 놓’기까지 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발각이라

도 된다면, 불문곡직하고 곧바로 반역자나 반전주의자로 몰려 처벌을 받았을 것이

다. 그랬다면 아마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했을 일이기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작품을 창작하는 환경이 위험했고 그만큼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3) 

《화산도》의 창작과정과 한국에서의 번역 출판 과정 역시 매우 지난했다. 작품은 

200자 원고지 2만 2천장의 작으로, 창작과정에서 창작된 장소와 언어가 작가에

게 커다란 고충을 안겨주었다. 번역자 김학동에 의하면, 작가 김석범은 《화산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작품 <까마귀의 죽음(鴉の死)>과 <看守 朴 書房>을 1957년

에 일본어로 발표했고, 1962년에는 <觀德亭>을 발표한 뒤 중단하 다가 1969년에 

《虛夢談》을 쓸 때까지 공백기를 가진다. 이 시기 그는 조총련이 조선어로 발행하던 

《朝鮮新報》와 《文學藝術》에 한글로 창작한 작품의 발표에 힘을 쏟았다. 즉 이 시

기는 그가 일본어가 아닌 우리말로 창작을 시도하던 전환기 다. 이 기간 중에 작

가는 <꿩 사냥>(1961), <어느 한 부두에서>(1964)에 이어 한글 《火山島》를 《文學

藝術》에 연재하 다(1965년 5월부터 1967년 8월호까지). 이때 연재는 9회 만에 

중단된 것으로 줄거리 전개를 위한 등장인물의 배치 정도가 전체적인 내용이었다. 

이는 당시 조총련의 문예정책이 북한의 공화국을 인민에게 선전하고 반동세력과의 

투쟁을 독려하는 작품을 쓰도록 강요했던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탓이었다. 이

후 작가는 다시 일본어로 《화산도》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1976년 2월에 <해소

https://namu.wiki/w/%EA%B9%80%EC%84%9D%EB%B2%94(%EC%86%8C

%EC%84%A4%EA%B0%80) 참조.

 3) <日語版 序文>, 吳濁流 著 송승석 역, 《아시아의 고아》(서울, 도서출판 아세아, 

2012), 제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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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嘯)>가 그 시작이었다. 이후 20년의 세월이 지난 1995년 9월에 집필을 종료하

고 1997년에 전 7권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다시 20년의 세월이 흘러 2015년 10

월에 한글 완역본 《화산도》가 발표된 것이다.4)

특이한 사항은 작품이 쓰인 장소 즉 일본이라는 지역의 특수함이다. “남북 어느 

한쪽에 살았다면 나는 살아있지도 쓰지도 못했어요. 원수의 나라 일본에 있었기에 

<화산도>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5)라는 작가의 말 로 작품이 쓰인 일본은 ‘원수의 

나라’ 던 것이다.

결국 《아시아의 고아》와 《화산도》는 모두 그 정치적인 내용(그 많고 적음은 상관

없이) 때문에 정치적 환경의 향을 절 적으로 받은 작품이었다. 《아시아의 고아》

는 일본 패망 전 주인공 胡太明의 삶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화산도》는 일본 패

망 후 제주에서 벌어진 4.3 사건을 중심을 하고 있으나 주인공 이방근에 해서는 

일제강점기의 삶에 해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비교는 

큰 무리 없이 가능하다. 두 인물의 삶에 비쳐진 역사의 부채는 현재의 타이완과 제

주에도 그 그림자가 뚜렷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양자의 비교를 통해 타이완과 제주의 

거리를 좁혀봄으로써 공통으로 주어진 미래라는 과제를 푸는 데 미약하나마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6)

Ⅱ. 胡太明과 이방근 사이의 거리 좁히기

1. 胡太明을 한 변호

《아시아의 고아》는 타이완의 작가들이 전쟁을 고취하거나 식민정책을 옹호ㆍ 선
 4) 이상 김학동, < 《火山島》 완역의 의미>, 《제주작가》 51호(2015년 12월) 참조. 한국에

서는 실천문학사에서 1988년에 그 1부가 李浩哲, 金石禧 共譯 전 5권으로 출간된 적

이 있었다. 최근의 완역은 金煥基, 金鶴東 共譯(파주, 보고사)이었다.

 5) < 《화산도》 金石範, 미리 쓰는 ‘속(續)한국행’>, 한겨레신문. 2017년 9월 23일.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12210.html

 6) 두 작품의 편폭의 차이가 너무 크고(1권과 12권), 또 《아시아의 고아》가 胡太明 개인

의 이력에 집중이 되어 있으므로 비교의 편의를 위해 본고는 胡太明과 이방근에 논의

의 초점을 맞추어 비교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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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는 글들을 쏟아내야 했던 시기, 즉 ‘친일파’ 황민 작가들 외에는 다수 작가들

이 창작을 그만두었을 때 완성된 작품이다. 그러므로 타이완에서는 ‘일본 식민주의

에 저항하는 거의 유일한 문화적 실천으로 타이완인의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는 작

품이다.7) 일본의 식민지 던 타이완의 지식인 胡太明이 타이완과 일본에서 그리고 

륙에서 겪었던 피식민의 고초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이다. 胡太明은 타이완

에서 일본 식민인들에게 차별과 멸시를 당했을 뿐 아니라 일본에 유학을 가서는 중

국 륙의 학생들에게 오히려 중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과 간첩이라는 오해를 

받는다. 륙으로 건너가 한 학교의 교사로 취직하고 결혼 생활도 하게 되나 다시 

간첩 혐의를 받아 체포되었다가 겨우 탈출하여 타이완에 돌아 간 후에는 일제에 의

해 강제 징용도 당한다. 징용 당시 얻은 질병으로 인해 타이완으로 돌아가나 잔혹

한 일제의 식민 통치에 의해 스러져 가는 고향과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받고 실

성하고 만다. 

胡太明에 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陳映眞의 평가를 벗어나지 않는다.8) 陳映眞

은 <試評 《亚细亚的孤儿》>에서 胡太明에 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胡太明의 인생은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의 인생이었다. 그는 자신의 근원을 잃

어버렸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장래와 가야할 길도 찾지 못했다. 역사라는 깊은 산중

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 고독과 적막, 답습, 냉담함, 나약함, 자책 등으로만 세월

을 보냈던 것이다. 그의 탄식은 ｢고아！ 고아！ 고아！｣라는 처절한 메아리가 되

어 끊임없이 되돌아왔다.

물론 胡太明이 일본, 중국 륙에서 체험한 ｢고아｣라는 느낌은 그가 결단코 개

입하지 않으려는 태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히스테리에 가

까운 거절은 그가 나약함과 우유부단함, 중용적인 태도와 답습 등에 둘러싸인 자

아와 가장 격렬한 투쟁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는 최후의 승리

를 예고하는 것이었다.9)

 7) <옮긴이의 말>, 송승석 역, 《아시아의 고아》, 389쪽.

 8) 陳映眞, <試評 《亚细亚的孤儿》>, 吳濁流 《亚细亚的孤儿》(台北, 遠景出版社, 2009). 

陳映眞 외에 刘红林, <“孤儿意识”论——吴浊流 《亚细亚的孤儿》分析>, 《华文文学》

(2005.3), 冯晓娟, <自我认同危机下的“孤儿意识”——透析吴浊流的 《亚细亚的孤儿》>, 

《湖南人文科技学院学报》(2015.6) 등도 胡太明의 성격에 한 분석은 陳映眞의 견해

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9) “胡太明的一生是一个失落了认同的人的一生。在他的后面, 他失落了他所自来的渊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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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최후의 승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평하기는 했으나, 胡太明에 해서 ‘고

독과 적막, 답습, 냉담함, 나약함, 자기 위안 등으로 세월을 보냈던 것’이라고 평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胡太明에 한 평가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작가 우줘류가 《아시아의 고아》를 창작하던 당시 처해 있던 상

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는 일본 패망 직전이었고, 《아시아의 고아》에 쓰인 

내용만으로도 발각되면 ‘반역자나 반전주의자로 몰려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필자는 발각되더라도 최악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절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작가가 주인공으로 정치적 행위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란(藍)이나, 쩡(曾), 잔(詹)을 삼지 않고 胡太明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胡太明이라는 인물을 꼼꼼히 분석해보면 그의 성격이 ‘고독과 적막, 답

습, 냉담함, 나약함, 자기 위안 등으로 세월을 보냈던 것’만이 아니라 나름 로 긍

정적인 면도 많이 찾을 수 있다. 먼저 胡太明의 사범고등학교 시절의 동창생 ‘란’과 

비교해보자.

胡太明이 자신에게 가장 먼저 좌절을 안겨준 일본인 여교사 나이토 히사코(內藤

久子)와의 연애 실패 후 일본유학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로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 역시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일본 유학 중에 胡太明은 란을 찾아간다. 란은 졸

업을 앞두고 교사와의 자그마한 충돌로 인해 중도에 퇴학을 당하자 내친 김에 일본 

메이지 학 법과에 유학을 가서 장래 변호사나 고등문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었다.

란이 胡太明에게 가장 먼저 권한 것은 타이완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라는 

것이었다. 이때 胡太明의 태도를 보면 자존심이 아주 강함을 알 수 있다.

在他的前程, 他看不到他 去、应去的道路。在历史的深山中, 他迷失了自己, 孤独、
寂寞、因循、冷漠、自谴……。他的叹息, 成了重重叠叠的回声向他凄楚地呼叫: ｢孤
兒! 孤兒! 孤兒!｣

當然, 胡太明在日本、在中国大陆所體验的｢孤兒｣感, 是这種坚不介入的 度的重要

原因之一吧。但是, 这種近於歇斯底里的拒绝, 也在说明他正在 懦弱、优弱、中庸、
因循的自我做着 激烈的斗争, 预告着胡太明 终的胜利。” <試評 《亚细亚的孤儿》>, 

吳濁流 《亚细亚的孤儿》(台北, 遠景出版社 2009),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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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은 갑자기 소리를 죽이며 타이밍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이곳에서는 자네가 타이완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 않는 게 좋아. 타이완 사람들

이 하는 일본어는 규슈 발음하고 비슷하니까 자네는 그냥 후쿠오카나 구마모토 출

신이라고 하게.”

타이밍은 란의 충고가 썩 달갑지 않았다. 그는 이런 비굴함이 정말 싫었다.10)

이어서 란이 자신을 란과 동향인 후쿠오카 출신이라고 소개할 때 ‘타이밍은 기분

이 나빠질 로 나빠졌다. 수치심과 굴욕감에 타이밍은 얼굴이 빨개졌다.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자신이 타이완 사람임을 떳떳이 밝히고 싶었다’11)고 할 정도로 불만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리고는 일본인의 집으로 이사를 가서는 집주인에게 자신이 타

이완인임을 끝내 떳떳이 밝히고 만다. 이는 분명 胡太明의 성격의 단면을 보여주는 

실 예이며, 이를 통해 그의 지식인으로서의 지조만큼은 전혀 손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중국재일동학총회 주최 강연회에서 胡太明이 참석자에게 타이완인임을 밝

힌 데 해 란이 ‘바보 같은 자식! 일본 고등특무정책의 앞잡이질하는 일부 타이완 

놈들이 샤먼 일 에서 일본의 힘을 뒷배경으로 온갖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한

다는 거 몰라서 그래?’라고 한 데 이어 “이 멍청한 풋내기 새끼!(｢豎子！｣)라고 까

지 비난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소원해지고 만다.12) 란이 타이밍을 《台灣青年》이라

는 잡지의 동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혹했으나 타이밍은 시험 준비에 

바쁘다는 핑계를 면서 가입하지 않은 것 역시 胡太明 나름 로 자신과 란 사이

의 어찌할 수 없는 간극을 느꼈기 때문이지 胡太明이 우유부단하다 느낀 건 란과 

그의 친구 잔(詹)뿐이었다.

귀국 후 타이밍이 란과 재회했을 때 란은 정치에 참여하느라 감옥에도 다녀오는 

등 온갖 사회적 경륜을 쌓은 후 이제는 안정을 찾은 때 다. 란이 일본의 통제경제

와 皇民派의 두를 비판하며, 이는 ‘멸망하려는 민족의 비극적인 모습’13)이라고 

한탄할 때 胡太明은 그와는 분명 다른 생각을 내보인다. 

10) 본고의 작중 인용문은 송승석 역 《아시아의 고아》(서울, 아시아, 2012)를 참조하기로 

함. 본서 112쪽.

11) 《아시아의 고아》, 113쪽.

12) 《아시아의 고아》, 124쪽.

13) 《아시아의 고아》, 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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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화운동은 확실히 타이완인의 등골을 뽑는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중독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명리에 눈이 먼 일부 극소수의 타이완인일 뿐이며 나머지 다

수의 타이완인, 특히 농민들 가운데는 여전히 중독되지 않은 건전한 정신이 살아 

있다. 그들 농민들에게는 지식도 학문도 없지만, 지에 족한 생활이 있다. 또한 

그로부터 생겨난 생활감정은 명리나 헛된 선전 따위에 함부로 춤을 추지 않는 건

전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지에 착해 있는 한, 결코 그들은 동요하지 않는

다.14)

란이 한때는 항일운동에 참여하고 투옥도 당했다 하나 지금은 변호사로서 안정적

인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의식이나 이론적으로는 황민파와 통제경제 등을 비판

하는 등 胡太明보다 더 밝을 수는 있으나 농민에 한 인식은 胡太明이 훨씬 깊이

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란이 ‘멸망하려는 민족의 비극적인 모습’이라 한 데서 보이

듯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胡太明이 그날 밤 ｢지금의 암흑은 새벽이오

기 전의 암흑이다. 그렇다! 이것은 머지않아 새벽이 올 것을 알리는 암흑이다!｣라
고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15)

胡太明의 형 志剛과 비교를 해봐도 胡太明의 지조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 

즈강은 여전히 ‘新体制’에 열심이었다. 그는 생활을 부단히 생활을 개조해나갔다. 

그의 ‘신체제’란 것은 새로 목욕탕을 만들고 나무 향기로 코를 찌르는 노송나무 욕

조를 그 안에 들여놓는 정도에서 시작하더니 붉은 색은 중국식이기 때문에 집안의 

기본적인 색조 역시 일본식 색깔로 덧칠했다. 심지어는 자신의 성씨 ‘胡’를 둘로 나

누어 ‘고게쓰(古月)’이라는 일본식 성으로 바꾸고는 타이밍에게도 이를 권하는 것이

었다.16)

이를 봐도 胡太明이 그리 비난만 받을 인물은 아니다. 게다가 ‘聖戰’에 한 생

각을 보면 의식적으로도 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의 아들인 다슝(達雄)이 성전

에 해 ｢지금 타이완인은 일본인이 될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아주 커다란 시련의 

시기에 봉착해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전(그는 성전이라고 했다)에 협력

하는 것만이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십억 동아시아 인민의 해방을 위해 

14) 《아시아의 고아》, 317쪽.

15) 《아시아의 고아》, 318쪽.

16) 《아시아의 고아》, 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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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한 목숨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의 숙원이다.｣라 했을 때,17) 胡太

明은 다음과 같이 다슝을 설득한다.

｢다슝.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돼. 저들은 타이완 사람에게 일본

인이 되라고 하지만, 그 뒤에서는 오히려 타이완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 그것도 폭력배들처럼 무지막지한 통제를 통해서 말이야. 넌 지금 목숨을 

바쳐 싸운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거지? 관절 무엇을 위해 목숨을 

던진다고 하는 거지? 잘 한번 생각해봐.｣18)

이를 보면 胡太明이 분명 당시 시국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각성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이방근의 抗日 행  분석

《화산도》는 제주 4.3사건의 발발 원인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최후까지 워낙 방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번역자의 견해를 빌어 간단하게 살펴보자.

시 적으로는 1948년 전후 해방정국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삼고, 공간적으로는 

제주도- 목포-광주- 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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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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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충돌을 전면화하면서도, 유엔의 단독선거 결정과 남북분단, 이승만 정권의 

등장과 함께 일제 강점기 친일파 세력이 재기하는 사회현실만이 아니라 여수순천 

반란사건 등의 극한적 립양상도 형상화된다.19)

얼핏 공간적ㆍ정치적 배경만 보더라도 그 폭넓음이 감지된다. 《화산도》는 1948

년 전후 左와 右라는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던 시기 제주도라는 작은 지역에서 주인

공 李芳根이 시 에 맞서 자신의 고향인 제주와 제주인을 구해내기 위해 몸부림치

17) 《아시아의 고아》, 372쪽.

18) 《아시아의 고아》 375쪽.

19) 김환기, <金石範⋅《화산도》⋅｢제주 4⋅3｣ - 《화산도》의 역사적/문화사적 의미>, 《일본

학》 41(동국 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 11),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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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끝내 시 의 격랑에 휩쓸리고 마는 결말을 보여준다.

이방근은 소학교 5학년 어린 나이에 봉안전(奉安殿: 일제강점기 천황과 황후의 

사진을 보관하던 곳)에 방뇨를 하다가 들켜서 6학년이 되자마자 퇴학 처분을 당했

을 정도로 항일 의식이 강렬했다.20) 장성한 후에는 일본 동경에서 유학 중에도 사

상범으로 체포되어 서울형무소로 이감되었다. 그리고 사상범으로서 1년 남짓 복역

한 후 폐결핵 보석되면서 전향서를 제출했다. 胡太明과는 달리 어려서부터 항일 활

동을 적극적으로 두드러지게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편벽진 제주라는 

지역의 위치와 그의 부친의 독보적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덕이었다.

작중 화자의 말을 보자.

이방근이 출옥 후 친일 활동을 하지 않고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

가 본토로부터 떨어진 벽지라는 점, 그리고 아버지 이태수가 친일파의 유력자 다

는 점이, 오히려 이방근의 방패막이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친일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말하자면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점도 있었다. 실제로 조선 국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조금이

라도 친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가…….21)

‘조선 국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친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가’라

는 화자의 말을 참고하면, 조선보다 작은 타이완에서는 더욱 친일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외에 이방근의 항일 행위에 한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 중 작품의 창작 환경을 

빼놓을 수 없다. 《화산도》가 창작되던 1960년  일본의 정치적 환경은 작품에 묘

사된 로 당시의 한국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다. 제주의 4.3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한 최초의 작품인 현기 의 <순이 삼촌>이 1987년에 비로소 발표된 것만 봐도 한

국의 정치상황은 일본보다 훨씬 열악했다. 《화산도》에 인용된 미국인 기자의 기사

를 보자

서울을 방문한 INS특파원 리처즈 씨는 조선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

20) 김환기, 김학동 共譯(파주, 보고사 2015), 제2권 227쪽. 이하 권수와 쪽수만 밝힘.

21) 《화산도》 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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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최근까지 미국의 적이었던 일본인은 미국에 협력한 조선인 이상으로 좋

고 이지적인 우를 받고 있다. 조선은 불행히도 미소 양국 열강의 정책적 무 로 

변했고, 미 국무성 당국은 조선인이 가혹한 개인적 제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인이 종래 향유하지 못했던 자유를 그들의 일상생활에 부여함으

로써, 일본인에게 민주주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맥아더 원수의 일정책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22)

이와 같이 패전국 일본과는 달리 조선에서는 일본 패망 이후 강요된 좌우 정치 

노선에 따라 바로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제한을 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1980년

까지도 계속되었던 것이다. 金石範의 말 로 일본은 ‘원수의 나라’ 지만, 이러한 

정치적 자유 덕에 《화산도》가 쓰일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아시아의 고아》가 1940

년  일본 패망 직전에 정치적 자유가 극히 제한받던 상황 아래 목숨을 걸고 창작

된 것이라면, 《화산도》는 그보다는 정치적으로 훨씬 자유로운 일본에서 창작되었다

는 점 역시 주인공들의 정치적 성향에 절 적인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즉 

胡太明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아시아의 고아》에 묘사된 것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에는 그 정치적 배후의 향이 너무 강하며, 두 인물 사이의 거리는 겉보기보다 훨

씬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패배의 굴욕’과 고아의식

두 작품의 배경이 공히 일제 식민치하(《화산도》에서는 일제 패망 후 한국의 정치

적 상황을 일제에 이어지는 미국의 식민치하로 본다)이므로 작품에 식민과 탈식민

이라는 주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식민이란 간단하게 정의하면 ‘지배국이 식민

지에 자국민을 옮겨 심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식민주의란 ‘힘이 센 나라가 무력으

로 자신보다 약한 나라의 땅을 침략하여 정복하고, 그곳의 물적⋅인적 자원을 약탈

하며 자국민을 이주시켜 지배하고 통치하는 행위 및 이념’을 일컫는다. 그리고 식민

주의는 의식적으로는 ‘자국민에게 승리의 광을 가져다주지만, 식민지인들에게는 

22) 《화산도》 4, 145-146쪽.



196  《中國文學硏究》⋅제75집

패배의 굴욕을 안겨준다.’23) 두 식민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시아의 고아》와 

《화산도》의 주인공들에게서 ‘승리의 광’과 상반되는 ‘패배의 굴욕’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1. 胡太明과 이방근의 ‘패배의 굴욕’

《아시아의 고아》에서 胡太明이 느낀 ‘패배의 굴욕’은 그가 좋아했던 일본인 여교

사 히사코와의 관계로 구체화된다. 

胡太明이 히사코를 좋아하게 된 후 그와 그녀의 교류과정을 보자. 

① 타이밍은 이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는 게 외려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

웠다. 그녀에 한 연모의 마음이 깊어 가면 갈수록 그 자신과 히사코 사이의 거

리 - 그녀는 일본 사람이고, 자신은 타이완 사람이다 - 가 더욱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이 거리는 그를 아주 공허하게 만

들었다.(63쪽)

② ‘그녀는 일본 사람이고, 나는 타이완 사람이라는 이 현실. 그래! 이건 그 누

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폐부 깊숙한 곳에서 가슴을 쥐어뜯는 것 같은 고통이 전

해져 왔다. 만에 하나 그녀와 결혼할 수 있다 하더라고 그 이후에 닥쳐올 삶은 또 

어떨 것인가? 박봉에 시달리는 한심한 생활 능력으로 일본 여자인 히사코가 요구

하는 높은 생활수준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64쪽)

③ ‘내 피는 더럽다. 내 몸 안에는 무지하고 음탕한 여인을 첩으로 둔 아버지의 

더러운 피가 돌고 있다. 이 죄업은 어떻게든 기필코 내 스스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66쪽)

④ 이윽고 히사코의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러나 분명하고 단호한 답이 흘러

나왔다.

“전, 아주 기뻐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저

와 당신은……다르니까요.”

도 체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지?

그녀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피차 민족이 다르다는 것이었다.(101-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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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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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을 보면 胡太明과 히사코의 관계는 단순한, 정상적인 남녀관계라 하

기 어렵다. 胡太明이 단순하게 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기보다는 피식민인이 식민

인에게 느꼈던 동경과 선망, 열등의식이 고스란히 단계별로 담겨있다. 즉 히사코가 

보여주는 터무니없는 우월감은 ‘자국민에게 승리의 광을 가져다 준’ 결과이고, 胡

太明에게서 보이는 근거 없는 죄의식과 열등의식은 ‘식민지인들에게는 패배의 굴욕

을 안겨준’ 식민화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좀 더 심각한 것은 루이어(瑞娥)를 하는 胡太明의 태도이다. 胡太明이 진실로 

축하해주는 루이어에게 보이는 반응을 보라.

누굴 좋아한다는 뜻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루이어의 태도에 타이밍은 

진저리가 났다.

어쩌면 루이어에 한 타이밍의 이런 감정 때문에 반사적으로 히사코에 한 헐

떡임과도 같은 사모의 마음과 흠모의 정이 더더욱 깊어지는지도 모르겠다.24)

위 인용문에서 보이는 胡太明의 태도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어쩌면 이미 자

신은 식민지배국의 여성을 사랑함으로써 피식민인 보다는 지위가 높아졌다는 착각

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것이다.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은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서 흑인이 아닌 백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아프리카 피식민인의 심리를 

‘나를 사랑해주는 백인 여성을 통해서만 나는 백인화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로 

표현했다.25) 胡太明은 식민지배국의 여성을 사랑함으로써 자신 역시 식민지배국의 

남성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졌고, 그가 루이어에게 보이는 반응은 식민지배국의 남

성이 피식민지 여성에게 보이는 반응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신이 히사코에게 

받은 접을 고스란히 루이어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패배의 굴욕’의 전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식민과 피식민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 민족 내부에서

도 벌어진다. 즉 식민주의는 강자와 약자로 통칭되는 모든 세력에게 통용되는 이념

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민족 간의 문제일 경우 ‘패배의 굴욕’은 훨씬 심

24) 《아시아의 고아》, 73쪽.

25) 프란츠 파농(Frantz Fanon), 이석호 역 《검은 피부, 하얀 가면》(고양, 인간애, 

2003), 제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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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 왜냐하면 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

이며,26) ‘민족은 공동체이다’라는 것이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수평적 동료의식에 

기반한 동료관계를 형성하는 집단’이며 이것이 스스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형

제애’가 만들어지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수평적 동료의식’이 깨진 식민인과 피식민

인 사이에서 피식민인에게는 ‘패배의 굴욕’만이 남는다.

이 ‘패배의 굴욕’은 《아시아의 고아》와 《화산도》에서 조국 혹은 동족이라 여겼던 

륙과 반도내륙에서마저 피식민인 접을 받고 피식민인으로서의 차별을 절감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胡太明이 륙에서 느꼈던 타이완인들을 ‘일제 간첩’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타이

완과 륙의 관계에 한 새로운 각성을 그에게 안겨주었다. 애초에 그가 륙에 

간 것은 취업을 위해서 고, 내심 ‘강남에 뼈를 묻을 각오로 선조의 가호를 빌’ 정

도로 륙에서의 차별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륙에서 그는 간첩으로 오

인 받아 체포되었다가 제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에 성공했다. 돌아온 이후에도 

‘선조에 해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뿐’일 정도로 륙에 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27) 

胡太明을 륙으로 초청했던 동료 청은 그에게 타이완인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알려준다.

“우리는 어디에 가더라도 신용 얻지 못해. 숙명적인 기형아 같은 존재지.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죄도 없는데 그런 우를 받는다는 건 정말 부당한 거야. 그러나 

할 수 없어. 어디까지나 끝까지 따돌림만 당하는 의붓자식처럼 비뚤어진 근성을 

갖지 않으려면 말없이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수밖에는. 중국 건설의 희생이 되

겠다는 열정에서 우리는 절 로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28)

위 글에서 보이는 ‘기형아’ 혹은 ‘의붓자식’이라는 관념이 나중에는 고아의식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건설의 희생이 되겠다는 열정에서 우리는 절 로 

26)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한 성찰》

(서울, 나남, 2002), 25쪽.

27) 《아시아의 고아》, 261쪽.

28) 《아시아의 고아》,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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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에서는 ‘패배의 굴욕’을 애써 지우려는 몸부림이 읽히

기도 한다.

《화산도》는 일본 패망 후 제주에 미국에 의한 새로운 식민이 시작되었음을 보여

주면서 4⋅3의 원인으로 새로운 식민지로의 전락이 줄곧 제기된다.29) 《화산도》에

서 ‘패배의 굴욕’은 같은 민족(혹은 같은 민족이라 여겼던)에 의한 차별로 구체화된

다. 육지의 경찰이 제주에 내려오면서 ‘멸치도 생선이냐, 제주도 것이 인간이냐’30)

고 내뱉고 다녔다는 상황을 보면 제주와 육지 사이에는 엄연한 차별의식이 존재했

다. 육지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제주인들은 그것을 부당하다고 느낀 것일 뿐이었

다. 이는 주인공 이방근이 생각하기에는 그 역사가 오랜 것이었다. 서울에서 남로

당원 황동성과의 화 과정에서 제시되는 이방근의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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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배의 땅. 저주 받은 천형의 땅이었고, 본토인으로부터 멸시와 차별이 중첩된 

땅’이 이방근이 파악하고 있던 제주의 위상이었고 이는 상당히 객관적인 것으로 보

인다. 이 ‘패배의 굴욕’은 ‘이 나라를 위해서 30만 도민이 전부 없어져도 상관없다’

고 했던 토벌 장의 연설(7권 67쪽)이나 토벌 의 잔학 행위에 한 이방근의 아

래와 같은 고민에서 극 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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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이 점을 《화산도》의 주제로 해석하는 글로 김동윤 < 《화산도》의 힘: 투쟁과 평화> (《제

주작가》 54호, 2016. 9), 김동현 < 《화산도》를 읽는 몇 가지 방법> (《제주작가》 54호, 

2016. 9) 등이 있다.

30) 《화산도》, 54권 165쪽.

31) 《화산도》, 6권 184-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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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같은 일본인이 아니다. 이쪽은 작은 섬 안에서 동족에게, 더 없이 잔혹했던 

조선 침략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흉내를 내고 있었다.32)

‘동족’을 ‘조선 침략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흉내를 내’서 국외의 침략자보다 더 

잔혹하게 학살하는 상황으로 인해 이방근의 ‘패배의 굴욕’은 더해만 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동생 유원의 남편감으로 소개되는 같은 제주출신 최용학의 서

울 말씨는 같은 제주인에게서 느낀 ‘패배의 굴욕’으로, 이는 당연히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최용학과의 면 장면들을 보자.

“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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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위 인용문에서 보이는 최용학의 태도는 일본 유학 혹은 륙 진출 이전 

胡太明이 드러냈던 식민모국의 문화에 한 동경과 지향을 보여주는 식민지인의 

전형적인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이방근이 서울 유원의 거처에서 마주

친 최용학에게 “돌아가! 일제의 주구 같은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33)

2. 고아의식 비

‘패배의 굴욕’은 그러나 식민과 피식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전제한 후에 발생하

는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이나 인식 아래에서는 타이완과 제주의 주체성이나 독자

32) 《화산도》 11권, 205-206쪽.

33) 《화산도》 6권,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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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가치는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

고아의식의 발생과정은 《아시아의 고아》의 제목 변화와 관련이 있다. 《아시아의 

고아》의 원래 제목은 《胡志明》이었으나 ‘누군가의 이름과 동일해 혹여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제명을 《아시아의 고아》로 바꾸어 일본에서 출판’하게 되었다. 이 

과정이 10여 년이 걸렸고, 도중에 고아의식이라는 개념도 생겨난 것으로 보인

다.34) 원래 청이 말했던 ‘기형아’ 혹은 ‘의붓자식’이라는 인식의 발전된 개념이라 할 

것이다. 역자의 말을 빌면 고아의식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고아의식은 지금도 타이완 근현 사를 사고하고 정의하는 가장 강력한 메타포가 

되고 있다. 고아, 그것은 디아스포라와도 구별되는 처절한 단어이다. 디아스포라가 

물리적ㆍ지리적으로 격절되어 있음에도 문화적ㆍ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조국과 연결

되어 있다면, 고아는 한마디로 돌아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결석의 존재들이다. 

버려지고 배반당한 고아가 가질 수밖에 없는 분노와 슬픔 그로 인해 앓게 되는 정

신적 트라우마가 곧 타이완의 현 사를 구성하고 타이완인의 집단 무의식을 빚어

낸다.35)

그러나 ‘돌아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결석의 존재’, ‘버려지고 배반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륙을 ‘돌아갈 곳’과 ‘의지할 곳’으로 전제한 채 사고하는 것은 아닌지, 

륙에 의해 ‘버려지고 배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지 의

문이 든다. 또 이 과정에서 타이완은 원히 륙의 식민지 혹은 부속물로 전제되

는 것은 아닌지 사고해봐야 할 것이다. 그 결과 타이완 자체의 독립성과 가치는 상

당부분 저하되기 때문이다.

34) <중국어판 서문>, 《아시아의 고아》 10쪽. 《아시아의 고아》는 원래 일본어로 쓰인 작품

으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2년에 걸쳐 창작되었다. 《아시아의 고아》의 또 다른 번

역자인 김양수에 의하면 이 작품은 일본에서 1956년 아시아의 고아(一二三書房)라

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가, 57년에는 일그러진 섬(ひろば書房)으로 제목이 바뀌었으

며, 1973년에는 아시아의 고아(新人物往來社)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한다. 또 

일본어판 아시아의 고아(アジアの孤兒)를 저본으로 하여 중국어판 아시아의 고아

(亞細亞的孤兒)가 양소게(楊召憩)가 번역한 외로운 돛(孤 )(高雄⋅黃河出版社, 

1959), 부은 (傅恩榮)이 번역한 아시아의 고아(亞細亞的孤兒)(台北⋅南華出版社, 

1962) 등 몇 종의 판본이 존재한다고 한다. 김양수, <역자후기> 《아시아의 고아》(동국

학교출판부, 2015) 참고.

35) <옮긴이의 말>, 《아시아의 고아》, 3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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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도》에서 줄기차게 제기하는 ‘패배의 굴욕’ 역시 고아의식의 일종이다. 내지

와 동등하기를 염원하나 실제로는 동등하지 않았던, 동일한 민족으로 접받기를 

원했으나 동일한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비판하면서 느끼게 되는 ‘패배의 굴

욕’은 ‘돌아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결석의 존재’, ‘버려지고 배반당한’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무언가 한계가 느껴진다. 이 역시 내지를 ‘돌아갈 곳’

과 ‘의지할 곳’으로 전제로 하는, 내지에 의해 ‘버려지고 배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사고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耽羅’에서 ‘濟州’로 명칭이 변했다는 것은 ‘나라에서 하

나의 주요 행정구역으로 위상이 격하된 것’,36) 즉 식민지로의 전락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사고의 한계는 더욱 뚜렷해진다.

제주의 역사를 중앙이 아니라 지방의 역사로 보기를 주장하는 김 권의 주장 로 

‘제주 사람들에겐 고려도 몽고도 삼별초도 모두 똑같은 외세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

가 누구이건 제주 사람들과 등하게 교류를 나누면 친구인 것이고, 고통을 주면 

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고려 말 牧胡의 난(1374)을 진압했던 ‘최 은 민족의 

웅일지언정, 제주사람들에게는 학살의 책임자일 수도 있’음37)에 비추어보면 일말

의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이는 《화산도》가 창작되던 시기와 《새로 쓰는 제

주사》가 발표된 시기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4ㆍ3 소설 중 ‘자치를 넘어 독립(분리)의 문제까지 역설한’38) <땅울림>39)과 비

교해보면 이러한 아쉬움은 더 짙어진다. 이는 당시 제주 사람들의 의식에 ‘독립국가

로서의 과거성과 중앙정부의 한 지역으로서의 현재성이 혼류’했었고40), <땅울림>의 

작중 인물 김종민이 제주에서 발생했던 역 의 민란들을 ‘육지로부터 독립하여 옛날

의 탐라왕국 시절로 돌아가고픈 복고적 이상주의’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면 두

드러진다. 이런 점에서 최근 발표된 《탐라, 노을 속에 지다》를 주목할 만하다.41)이 

작품에서는 ‘목호(牧胡)의 난’을 ‘고려판 4⋅3사건’이라 부르며 작품의 주인공을 목

36) 《새로 쓰는 제주사》, 72쪽.

37) 《새로 쓰는 제주사》, 96쪽.

38) 김동윤, <4ㆍ3소설에 나타난 독립적 자치주의 - 김석희의 <땅울림>론>, 《작은 섬 큰 문

학》, 각(제주, 2017), 250쪽.

39) 《실천문학》 1988년 여름호에 발표.

40) 현길언, <제주문화와 제주사람의 의식의 바탕>,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제주, 

2001), 13쪽. 본고에서는 김동윤 위의 글에서 재인용.

41) 이성준 저, 《탐라, 노을 속에 지다 1, 2권》, 각(제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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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지도자 석질리(石迭里)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석질리와 목호 등 원(元)나라 

사람들의 화와 사고는 우리말 표준어로 처리하고 제주 사람들의 언어는 제주어로 

표기하면서 이에 한 해석을 각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특히 눈길을 끈다.

Ⅳ. 結論

‘패배의 굴욕’과 그에 상반되는 ‘승리의 광’, 그리고 ‘패배의 굴욕’에 이어지는 

‘고아의식’은 모두 각각의 집단의 우열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무의식적 감정이다. 즉 

이는 식민모국과 피식민국이라는 관계에 뒤따라 자연스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집단

의 무의식에 속하는 범주인 것이다. 이러한 무의식의 존재를 고발하고 이에 한 

철폐를 호소하는 것은 그러므로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적인 것으로 해결하려는 지난

한 행위이다. 무의식이 생겨나는 물적 토 를 바꾸지 않는 한 의식은 바뀌지 않는

다. 그러므로 무의식에 속하는 이들 요소에 한 고발 행위는 ‘부질없는’ 행위에 불

과하다. 이 점에서 胡太明이 무화과와 타이완 개나리에서 발견한 생존방식이 오히

려 현실적인 안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물에게는 두 가지의 생존 방식이 있다고 한다. 불상화처럼 꽃은 

예쁘게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떨어지고 마는 것이 있는 반면에 무화과처럼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남모르는 곳에서 살며시 열매를 맺는 것이 있다. 그는 왠

지 무화과의 생존 방식에 마음이 끌렸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타이밍에게 있어 

무화과의 생존 방식은 매우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던져 주었기 때문이다.(……)

문득 그 밑동을 들여다보니 커다란 나뭇가지 하나가 울타리 중간을 뚫고 제멋

로 자라나 수족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는 경이로운 눈길로 다시 한 번 그 

가지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위로 뻗쳤다거나 가로로 누워 있었다면 필경 다 가

지치기 되었을 텐데 유독 이 가지만이 잘리지 않고 자유롭게 그 생명력을 발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그는 새삼 깊은 감명을 받았다.42)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남모르는 곳에서 살며시 열매를 맺는’ 무화과처럼 조용히 

42) 《아시아의 고아》,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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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것과 ‘울타리 중간을 뚫고 제멋 로 자라나 수족을 길게 늘어

뜨리고 있었’던 타이완 개나리와 같은 독자적인 생존방식이 ‘패배의 굴욕’과 ‘고아의

식’을 극복하는 유력한 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에 비추어볼 때 

‘고아의식’ 이라는 개념 설정 혹은 제목을 《아시아의 고아》로 바꾼 점은 아쉬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화산도》에서 보이는 이방근의 친구 김동진의 다음 발언은 제주뿐 아니라 

제주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타이완 등 지역에 관한 진리로 삼을만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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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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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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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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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부드럽게 핥아 준다네. 위 한 자연이야.”43)

이는 타이완과 제주뿐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진정한 주인은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나 부강한 세력이 아니라 ‘바다와 육지의 원초적인 회’를 방

해하지 않는 사람들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어느 한 지역에 한 패권 싸움이 역사

적으로 보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역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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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亞細亞的孤兒》和《火山島》都是由于其政治性的内容(不管多少)而严重受到政

治环境影响的作品。《亞細亞的孤兒》以描写日本败亡之前胡太明的人生为主, 《火

山島》则以日本败亡之后在济州发生的四.三事件为主, 可因为《火山島》也足够给读

者提示主人公李芳根日本败亡之前的人生,所以本人认为对两者的比较是可行的。
在两个人物的人生轨迹中留下的历史烙印还明显地留在现在的台湾和济州, 经过两

者的比较试图拉近两者之间的距离就是本稿的目的。
无花果和台灣連翹的生存方式就是胡太明的生存方式。像无花果和台灣連翹

那样‘又如無花果虽无悦目的花朵, 却能在人们不知不觉间, 悄悄地結起果實’就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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胡太明坚持自己的个性活下来的生存方式, 也就是往后的生存方式, 也是脱殖民的

方法。
李芳根的脱殖民行为是用自己所有的财产转移游击队队员们到日本。还有他

认为引起4.3这个悲剧的根本人物就是主动破坏国防警备队和游击队之间的和平协

议的警察干部郑世容。所以以自己的生命样子, 还原到发生悲剧之前的状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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