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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03년에서 2004년에 걸쳐 일본에서 갑자기 일어난 한국붐 이른바 한류는 

2005년 말 재도 쇠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겨울연가>의 주인공역

을 맡은 배용  씨가 일본을 방문한 2004년 4월의 엄청난 열기는 사라졌으나, 

한류는 여 히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한류는 더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동시에 안정  국면에 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지 되었듯이 일본의 한류는 텔 비 드라마 <겨울연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그 다면 <겨울연가>의 어떤 면이 일본 시청자의 마

음을 사로잡았을까? 그 이유는 개 아래와 같다.

1. 첫사랑으로 시작된 純愛가 작품 全篇을 통하고 있다는 .

* 편집인 주 : 한류 상과 한국학이라는 제하에 싣는 3편의 은 2005년 11월 18일 

개최된 서울  한국문화연구소 제100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9편의  가운데 

일부이다. 이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통합된 한국문화연구소의 학술발표회가 갖

는 의의를 살리기 해 학술발표회 계라는 별도의 특집을 마련하여 싣는다. 본지

에서는 당시 발표회의 장감을 살리기 해 발표문을 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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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순애의 세계라는 것이 재 일본에서는 사라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

들의 머릿속에서 옛날 일본의 아름다웠던 시 을 되살리게 한다는 .

3. 등장인물의 옷차림, 몸가짐, 행동거지가 이고 센스 있으며 고상하다는 .

4. 자연 배경이 단히 아름답고, 한 아름다운 음악이 그 분 기를 받쳐 다

는 .

일반 으로는 이 정도의 답만으로도 의 물음에 한 답은 되겠지만, 한

류가 이 게 오래 지속되는 이유에 한 설명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

서 본 발표에서는 <겨울연가>와 그 배경에 해 좀더 심층 으로 근함으로

써, 재 일본 한류의 성격과 문제 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겨울연가>로 열린 세계

일본의 신  한국학 연구자 오쿠라 기조( 倉紀藏) 씨는 이번 한류를 역사

상 세 번째 상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는 고  일본의 국가형성기이며, 두 

번째는 에도(江戶)시  때의 문화교류이고, 세 번째가 지 이라고 한다. 이 말

이 옳은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번 한류가 양국의 역사상 단히 요한 사건이

라는 것은 양국의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일본 시청자들이 왜 <겨울연가>에 열 했는지도 이와 같은 거시 인 역사  

시 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론 으로 말해 <겨울연가>에 한 열 의 기 에는 일본과 한국 간의 근

본 인 문화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은 <겨울연가> 속에서 자기들

과 완 히 이질 이지만 뛰어난 문화를 발견하 고, 그 놀라움과 기쁨이 오랫

동안 지속되는 한국붐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그 이질  문화라는 것은, 내

가 보기에는, 한국문화가 지니는 ‘지성’, ‘ ’, ‘로맨티시즘’이다.

우선 <겨울연가>는 지성으로 가득 차 있다. 주인공 강 상이 서울과학고등

학교 출신의 우등생이라는 , 이민 ( 상이 나 에 바꾼 이름)이 캐나다와 

칸느의 리조트나 박물  등의 설계를 맡았고  수많은 건축상을 탔다는 , 

 여주인공 정유진도 학교 우등생이며 서울에 있는 건축사무소 폴라리스의 

핵심인물이라는 , 그리고 상의 戀敵 김상 도 우등생이고, 상과 상 의 



․ <겨울연가>로 열린 세계와 닫힌 세계 477

아버지 김진우는 학교수로 수학을 가르치는 지식인이라는  등이다. 

일본 드라마에서 - 이야기나 소설도 별 다르지 않다 - 이런 지성  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일본 드라마의 기반이 ‘知’가 아니라 ‘情’ 는 

‘몸’( 개 육체 이고 성 인 문제)에 있기 때문이다. 11세기에 창작된 일본 

최고의 고 인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주인공 히카루겐지(光源氏)나 

17세기 출간된 일본의 유명한 고 소설 <고쇼쿠이치다이오토코(好色一代男)>

의 주인공 요노스 (世之介), 근 소설 < 짱(坊ちゃん)>(夏目漱石)의 주인공 

짱, 그리고 후의 화와 드라마에서 표 인 스타인 이시하라 유우지로

(石原裕次郞) 씨, 기무라 다쿠야(木村 也) 씨 등이 맡은 배역도 한결같이 知

的이기보다는 情的이며 육체 이다. 이는 일본문학이 근  이 에는 국 인 

‘知’에, 근  이후에는 서구 인 ‘知’에 항하며 나타났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정’이나 ‘몸’에 익숙한 일본 시청자들에게 <겨

울연가>의 ‘지성’은 놀라움과 동경의 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에 해서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에도시 에 국이나 조선에서 유교

를 받아들 지만, 이 때 ‘ ’만은 수입되지 않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이런 

까닭 때문인지 일본의 이야기나 소설에는 ‘ ’을 다룬 작품이 거의 없다. 특

히 에도시  이후의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에는 가부키(傾き) 정신 즉 괴짜 

정신 는 不良 無禮의 정신에 향을 받아서 그런지 을 갖춘 주인공을 

찾기 어렵다. 앞서 언 한 주인공들도 모두 그 다. 

그런데 <겨울연가>에는 이 넘치고 있다. 를 들어서 드라마 속에는 애

인이나 친구, 부모와 자식 간에 격렬한 립이 그려질 때가 있는데, 여기서 

에 띄는 것은 립 그 자체보다 립 속에서도 을 잃지 않는 인물들의 

아름다움이다. 주인공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들에서도 은 자연스  드러나 

있다. <겨울연가>는 부분의 장면이 주인공들이 서서 화를 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임이 다. 평소 할리우드 스타일의 과격

한 액션 화나 일본 화 는 드라마에 익숙한 으로 보면 화면이 거의 

멈추었다는 인상까지 받는다. 그러나 그래서 오히려 신선하다. 특히 주인공역

을 맡은 배용  씨와 최지우 씨가 서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 두 사람은 서 있

는 것만으로도 한 폭의 그림이 될 정도다. 그리고 두 사람의 거리와 그 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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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에 두 사람의 심정이 자연스  나타나 있다. 일본 시청자들은 주인공

들의 그런 겸손하면서 고상한 행동에 매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은 ‘로맨티시즘’이다. <겨울연가>에 한 일본 측의 반응을 보면, 이 

이야기를 단순히 연애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은 듯하다. 를 들면 겨
울연가에서 생각한다(高野悦子․山登義明)에는 시청자의 의견이 많이 실려 

있는데, 그 에는 자식의 죽음이나 남편의 병, 가족의 불행 때문에 고통에 빠

져 있을 때 <겨울연가>를 만나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는 소감이 많다. 이는 

<겨울연가>가 연애 이야기이면서도 그런 세계를 월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겨울연가>에서 죽음과 질병 등, 이 모든 불행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사랑, 

상과 유진의 사랑이다. 두 사람의 사랑은 참으로 강고하다. 상의 죽음과 

失明, 그리고 상이 죽은 후부터 다시 민 을 만날 때까지의 10년이라는 긴 

세월, 그 모든 것을 극복한 퇴색하지 않는 사랑이다. 일본에는 <겨울연가>처럼 

강고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그린 작품이 많지 않다. 앞서 언 한 <겐지모노가

타리>나 <고쇼쿠이치다이오토코>는 물론 근  연애소설들도 순간 으로 불타

는 강렬한 사랑이 심이며, 수십 년에 걸쳐도 퇴색하지 않는 사랑을 주제로 

삼지는 않는다. 사카구치 안고(坂口安吾)가 지 했듯이 일본인은 하나의 감정

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민족이며, 이는 사랑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이 게 보면 일본 시청자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것은 상과 

유진의 사랑이라기보다 두 사람의 강고하고 변치 않는 의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감정은 흔히 ‘끈기’라는 말로 설명되는 듯하다. 하지만 

일본인인 내가 볼 때, 이는 더 밝고 더 자유로우며 더 폭넓은 것처럼 느껴진

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로맨티시즘’이라는 표 을 썼다. 이러한 한결같고 변

함없는 감정에 일본 시청자들은 자기들에게 없는 어떤 것을 본 것 아닌가 한다.

앞에서 나는 <겨울연가>의 특징 세 가지를 들었다. 그런데 이들 특징은 한

국 근 문화나 문학이 지니는 특징이라고 하기보다, 근  이 , 특히 조선시  

소설에 한층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金鰲新話>, <九雲夢>, <春

香傳> 등의 한국 고 소설들은 의 특징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구체 으로 

<구운몽>을 보자. <구운몽>의 주인공 양소유는 뛰어난 詩才로 과거에 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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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지성’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외 없이 엄격히 

을 지킨다. 한 양소유와 팔선녀의 사랑은 상과 유진의 사랑처럼 퇴색

하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덥  있다. <겨울연가>의 ‘로맨티시즘’과 상통하는 것

이다.

이러한 공통성은 <겨울연가>가 조선의 문학  통을 잇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평소 조선시  소설과 시를 애독하는 내게 이

것은 한 조선시  문학이  세계와 통하는 ‘세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최근 <겨울연가>가 동아시아에서 한류를 불

러일으킨 사실과 ‘세계성’은 깊은 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계성’이라

는 것은 곧 질 높은 로맨티시즘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할리우드가 세계 상 술의 심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할리우드는 이미 한계에 이르 다. 이 한계는 바로 서부극이나 <스타

워즈>로 표되는 미국 화의 런티어 정신과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한 로맨

티시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재 미국  자유주의나 런티어 정신은 

세계 각지에서 실패하여 추한 침략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 

화를 궁지로 몰아가지 않았나 생각된다.

미국  로맨티시즘의 한계는 새로운 로맨티시즘의 두를 상  한다. 그

리고 최근 동아시아의 한류도 그런 새로운 요망에 부응한 것이 아닐까 생각

한다. 이런 세계  흐름을 놓치지 않기 해서, 한국 상 술은 할리우드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통인 조선시  소설이나 시에 더 주목해

야 할 것이다. <겨울연가>의 성공은 이 을 잘 시사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3. <겨울연가>로 닫힌 세계

이문화 이 상호 간에 좋은 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그 다고 좋은 면

만 지 하는 것은 문제다. 어떤 일이든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 <겨울연가> 

상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음을 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나 <겨울

연가>처럼 우수한 작품, 즉 강한 빛을 발하는 작품이면, 빛과 함께 더욱 짙은 

그림자가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겨울연가>의 그림자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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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자 한다.

내가 <겨울연가> 상에서 두려운 것은 ‘일한간의 역사’가 애매해지고 말았

다는 것이다. <겨울연가>는 한국의 人情, 자연, 풍토를 정말 아름답게 그려냈

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에는 역사가 없다(역사를 버림으로써 새로운 역사와 

美를 한국 풍토 속에 발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를 들

어 드라마 가운데 춘천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면서 민 은 애인의 죽음이

라는 고통을 떨치지 못한 유진이한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게 아름답잖아요. 여기... 이 게 아름다운데 유진 씨가 본 건 뭐죠? 추억밖

에 없죠. 슬  추억밖에 안 보이는 거죠.

마음을 그 게 꽁꽁 묶어놓고 굴 사랑하겠어요?

이 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을 놔두고 혼자 계속 외롭게 살거냐구요?

요...보라구요.

이 감동 인 말은 한국인들에게 슬  과거를 헤쳐 앞으로 나아가자는 메시

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를 버린 아름다움의 추구에는 과거를 

지워버린다는 어두운 측면이 있다. 를 들어, 춘천이 50년  한국 쟁 당시

의 격 지 다는 사실은 부분의 일본인들이 알지 못한다. 지도를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38선에 가까운 춘천은 한국군, 연합군과 북한군, 국

군에게 있어서 략  요충지 다. 춘천을 가 장악하느냐가 세와 깊은 

련을 맺는 그런 지역이었다. 재도 군사기지가 이 지역에 몰려 있다. 한국

쟁의 결과, 춘천의 시가지는 큰 피해를 입어 주 의 자연까지 크게 훼손되었

다. 유진, 상, 그리고 상 을 비롯한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장면을 연출한 춘천은 한국에서 단히 쓰라린 역사를 지닌 도시

던 것이다.

<겨울연가>는 이런 역사를 지운 다음 개되고 있다. 물론 <겨울연가>에 이

런 지 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 할 수 있다. 제작자의 의도에서 볼 때, 지  한

국에서는 과거의 역사에 한 매듭을 짓는 새로운 메르헨이 필요하다고 말할지

도 모른다. 한국에서는 그 말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다른 동

아시아의 여러 나라, 특히 일본으로 퍼질 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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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게 한국 쟁은 자신의 깊은 상처를 들추게 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제2차 세계  이후 일본이 번 한 것은, 쟁에 한 반성이나 평화헌법이 

아니라, 다른 나라, 곧 쟁 이 에 일본과 하나라고 했던 한반도에서 일어난 

쟁 덕분이었다. 한국 쟁은 이러한 사실을 일본이 부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인데, 그런 상처에 손 지 않고 춘천의 자연을 마음껏 감상하게 하는 <겨

울연가>는 분명 일본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하지만 이 편안함은 공허

한 것이다. 공허함을 극복하자면, <겨울연가>를 본 일본인들에게 춘천의 자연

이 아니라 춘천의 군사사설을, 그리고 그 시설을 만들어낸 역사를 “ 요...보라

구요”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데 참고가 되는 일본 텔 비 드라마로 구라모토 소

오(倉本聰) 감독의 <북쪽 나라에서(北の國から)>를 들 수 있다. 이 드라마는 

도시 생활에 지친 한 가족이 고향 홋카이도(北海道)로 돌아가서 엄혹한 자연

과 복잡한 인간 계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1981년에서 

2003년까지 무려 20년 이상 방 된 일본의 표 인 텔 비 드라마이다. <겨

울연가>를 만든 윤석호 감독이 <북쪽 나라에서>의 향을 받았다고 밝혔듯이 

양자는 깊은 연 을 맺고 있기도 하다. 나 역시 <겨울연가>를 보았을 때 바로 

<북쪽 나라에서>를 연상하 다.

<북쪽 나라에서>의 주제는 연애가 아니라 가족애지만, 양자의 基調는 놀랄 

만큼 비슷하다. 그것은 우선 아름다우면서 엄혹한 자연, 거기서 펼쳐지는 인간

의 진실한 모습,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아름다운 음악이다. 이 두 이야

기를 시청한 사람은 구나 바쁜 일상을 지내다가 완 히 잊어버린 첫사랑

(<겨울연가>)과 가족애(<북쪽 나라에서>)를 떠올리게 된다. 메르헨이 아이들

을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 아이 던 어른들을 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두 작품은 틀림없이 메르헨 가운데 메르헨이라 할 것이다.

두 작품은 한 역사를 지웠다는 면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북쪽 

나라에서>에서도 홋카이도의 역사가 지워져 있다. <북쪽 나라에서>에서는 주

인공 구로이타 고로오(黑板五郞)의 아버지 등등이 엄혹한 자연 속에서 어떻게 

자연과 싸우고 땅을 개척했는지 그리고 있다. 이런 고난 극복의 이야기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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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를 감동시키지만, 그들이 싸웠던 것은 자연만이 아니었다. 홋카이도의 원

주민인 아이 족과의 싸움도 있었다. 이 싸움은 일본인[和人]의 침략으로 비

롯된 것이며, 이는 후  한반도에서도 행해진 침략, 차별, 동화의 선형태이기

도 하다. 가라타니 고오진(柄谷行人)이 지 한 것처럼 일본의 아시아 침략의 

원형이 홋카이도 침략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북쪽 나라에서>에는 이러한 

역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공 방송이라는 이 드라마의 성격상 정치  색채가 농후한 역사를 사

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 다면 더욱 이러한 문제에 해 지 할 필요가 

있다. 재 일본에서는 아이  문제에 한 심이 매우 낮다. 홋카이도라고 

하면 자연의 寶庫라는 이미지가 제일이고, 옛날 이 땅에 아이  문화가 번성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때문인지 정치가들의 아이 족에 

한 차별 인 발언은 그치지 않는다. 심지어 홋카이도 출신 정치가의 입에서

도 이러한 발언이 거듭 나오고 있다. <북쪽 나라에서>는 이런 차별  상황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일한 계는 2005년 3월 이후, 토 문제가 재연되며 속히 악화되었

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교과서 문제, 고이즈미( 泉)총리의 야스쿠니 신사(靖

國神社) 참배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이 문제에서 내가 충격을 받은 은 

2003년에서 2004년의 한류가 양국의 역사인식을 개선하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양국의 근본  문화 교류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

았고, 따라서 성 하게 성과를 기 할 시기가 아닌지도 모른다. 하지만 양국의 

문화 교류가 본격화하는 지 은 한류의 본질, 그 밝음과 어두움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4. 맺음말

<겨울연가>의 비역사성은 <겨울연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것을 받아들

이는 일본 측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일한의 상호이해를 심화하기 해 앞으로

도 <겨울연가>와 같은 작품은 계속 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시

에 리얼리즘과 역사성을 지향하는 작품의 드라마화 작업에도 도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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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역사 , 실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자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

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문제된 것처럼 일한 합작의 러 스토리에는 韓男日

女 커 은 가능하지만 반 의 경우는 곤란하다고 한다.  일본인들이 했던 

기생  등의 이미지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로부터도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기의 틈에서 질의 포퓰리즘이나 내셔 리즘이 자

랄 수 있기 때문이다. 일한 방의 드라마 제작자들이 담 한 용기를 가지고 

실 , 역사  드라마 제작에 도 해 주길 기 한다.

(필자 : 일본 이바라키그리스도교 학 교수)

*번역자 : 사카타 사요(坂田沙代, 서울 학교 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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