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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무(慰撫)와 무위(無爲)의 현대 일본문학

『노자』의 ‘무위’는 아니지만, 세속적인 욕망과 결별한 삶을 지향하는 무욕

(無慾)과 무집(無執)의 현대 일본의 젊은이들을 가리켜 ‘사토리 세대’(さとり世

代)라고 부른다. 극단적으로 말해 일하는 것보다 먹지 않는 편이 낫다는 논

리다. 승진을 위해 경쟁하는 삶보다 애써 노력하지 않고 상사가 시키는 일 

정도만 소화하고, 인간관계에도 깊이 관여하지 않으며, 연애나 결혼에도 과

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 굳이 마이카나 마이홈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세계여행을 돈 들여 발품 팔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어느 나라든 손쉽게 들

여다보는 것으로 충분한 현대 젊은이들의 소비 패턴은 이들을 공략해야 하

는 광고업계나 기업에 지각변동을 가져오고 있다. 바야흐로 저성장의 시대

에 성장에 익숙한 삶과 결별했다기보다, 성장의 과실을 맛보지 못한 세대들

의 ‘무위’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과 같은 소

설이 나오지 않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작가 조세희가 말한 것처럼, ‘무위’

는 본래 문학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과연 현대 일본

사회는 ‘무사’(無事)의 시대인가? 

전후 일본사회가 걸어온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다. 1968년

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는 「아름다운 일본의 나」

(美しい日本の私)라는 수상소감에서 중세 선승(禪僧)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자

연과 합일된 일본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이 수상 소감은 고도 경제

성장기에 힘입어 일본문학이 패전의 참상에서 벗어나 미학적으로 논의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어서 1994년 두 번째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

자부로(大江健三郎)는 가와바타를 패러디한 수상소감 「애매한 일본의 나」(あ

いまいな日本の私)에서 폐쇄적인 절대적 일본의 가치를 비판하고 근대 일본의 

양의성(兩義性)에 찢긴 일본인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문학이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런데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의 문제를 예술의 신비한 치유력으로 극

복하고자 했던 문학자의 자성(自省)도 이제 빛바랜 감상으로 느껴지는 시대

흔들리는 열도, 그래도 문학



172   일본비평 15호 

특
집

   제
로

성
장

기
 일

본
의

 경
제

와
 사

회

가 되었다. 2009년에 히라노 게이치로(平野啓一郎)가 정보화시대에 문학이 

나아갈 길을 이야기한 어느 인터뷰에서, ‘멸망해가는 일본의 나’(滅びゆく日

本の私)라는 말로 현대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했다.1 

문맥은 조금 다르지만 ‘잃어버린 20년’에 망연자실해 있는 현대 일본인의 

초상을 엿볼 수 있는 말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고도 경제성장에서 저성장,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성장’의 

환영을 좇던 전후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저성장이 더욱 심각한 

것은 양극화의 격차사회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끊이지 않는 재

해와 계속되는 정치적 우경화 등, 최근의 현실을 생각하면 ‘무사’에 연유하

지 않는 ‘무위’는 공포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폐색(閉塞)의 디스토피아적인 

현대 일본사회에 치유로 가득한 문학이 유행하는 현상이 가볍게 넘겨지지 

않는 이유다.

최근의 일본문학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상실과 치유를 다룬 ‘구루메 소

설’(グルメ小說)이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사회에 지진과 같은 재난

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통한 치유의 가족서사는 늘 있어왔다. 

특히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 이어진 원전사고

로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과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치유의 문학이 절실

해서인지, 따뜻한 음식으로 위안하는 소설이나 에세이가 많다. 대표적인 예

로, 오가와 이토(小川糸)의 『따뜻함을 드세요』(あつあつを召し上がれ)(新潮社, 

2011)를 들 수 있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과 관련된 좋은 기억들을 떠

올리는 단편집이다. 마르셀 푸르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주

인공이 마들렌을 홍차에 찍어서 입 안에 넣으면 어렸을 적의 행복한 날들의 

기억이 다양하게 떠오르는 것과 같다. 할머니의 빙수나 아버지의 삼겹살 덮

밥, 송이버섯 요리의 맛은 이별의 순간도 따뜻한 기억으로 떠올리게 한다.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을 치유하는 것은 현대 일본문학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다. 거슬러 올라가면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의 

1    沼野充義, 『世界は文学でできている』, 光文社, 2012, 71~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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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친』(キッチン)(福武書店, 1987)이 있다. 주인공 사쿠라이 미카게가 일찍이 부

모를 잃고 함께 살던 조부모마저 돌아가신 뒤, 텅 빈 집에 이제는 있을 수 

없게 된 모든 것을 떠올리며 따뜻한 사람들과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이

야기다. 같이 지내던 애인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들고 사라진 뒤 할머니

가 남겨준 겨된장 항아리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 집 창고에 식당을 열고 

‘달팽이’라는 이름으로 안주(安住)의 공간을 찾는 소설 『달팽이식당』(食堂か

たつむり)(ポプラ社, 2008)도 소박하고 따뜻한 음식으로 가득하다. 작중인물의 

어머니의 죽음이 따뜻하고 맛있는 요리 속에서 서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33년간 같이 살다 세상을 떠난 계모와의 이별을 그린 이부키 유키(伊吹有喜)

의 『49일의 레시피』(四十九日のレシピ)(ポプラ社, 2010)도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꼭 재난으로 인한 상실이 아니라도, 삶의 허기를 맛있는 음식으로 채우

고 있는 듯한 소설은 현대인의 일상에 파고들었다. 풍요로운 대중소비사회

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경제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현대인의 일상은 여

전히 허기가 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집밥’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도 일상을 새롭게 발견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삶

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고통의 근본적인 구조를 보지 못한 채 주고받는 위로가 과

연 치유가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치유보다는 오히려 

판타지로 소비될 뿐인 것은 아닌가? 이데올로기 부재의 시대에 유토피아적 

환상만큼 위험한 것도 없을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조차 내

면의 감성으로 위로해버리면 주체적인 삶의 근거를 어디에서 발견할 것인

가. 삶의 허기를 맛있는 음식으로 채우는 현대인의 모습을 다룬 만화 시리

즈 『고독한 미식가』(孤独のグルメ)가 드라마로 제작되는 등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시간이나 사회에 구애받지 않고 홀로 음식을 먹는 행위야말로 

현대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최고의 치유(癒し)라는 내레이션이 매회 들어 

있는데, 작중에 나오는 음식이 비교적 비싼 것도 문제지만 고독한 현대인의 

내면을 비추기보다 바깥 세계와의 소통은 안중에 없고 먹는 일에만 열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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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비록 만화이긴 하지만 요즘 일본문

학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만그만한 구루메 소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마찬

가지로 만화에서 시작해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어 인기를 누린 전작(前作) 

『심야식당』(深夜食堂)이 소외된 사람들의 공감과 대화의 장을 그린 것과 비

교해보면, 형상화된 언어나 대화보다는 감각적인 이미지가 갈수록 중시되

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다.   

2. 현대사회의 문학의 소비와 ‘유머’

구루메 소설과 같이 상실과 치유를 키워드로 하는 문학과 공명하면서도 ‘유

머’를 키워드로 하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문학작품이 최근 일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의 일본문학계는 한 작가의 탄생으로 떠들썩했다. 마타요

시 나오키(又吉直樹, 1980~). 그는 연예기획사 요시모토흥업(吉本興業)에 소속

되어 아야베 유지(綾部祐二)와 만담 콤비 피스(ピース)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

는 개그맨인데, 그가 처음으로 쓴 중편소설 『불꽃』(火花)(『文學界』, 2015.2)이 

일본사회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불꽃』이 처음 실린 잡지 『문학계』는 발매 사흘 만에 매진되고 문의가 

빗발쳐 잡지가 창간된 1933년 이래 처음으로 7천 부를 증쇄했으며, 3월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주로 20~30대가 많이 사보았다고 하는데, 34만 부

가 팔린 여세를 몰아 『불꽃』은 그해 7월에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다. 이후 

수상 효과가 더해지면서 2015년 판매누적부수 240만 부의 대기록을 세웠

고 마타요시 나오키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일본 오리콘차트에서 발표한 

순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 팔린 10위권 책 중에서 소설로는 『불꽃』이 

유일하다. 그밖의 에세이 등도 2위가 대략 80만 부를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소설의 인기는 가히 경이로운 수준이다.2 『불꽃』은 지금도 꾸준히 판매되고 

2    「オリコン 2015年 年間 “本” ランキング」, http://www.oricon.co.jp/special/48458/2/(검색일: 201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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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영화로도 제작 중이라고 한다. 그 외

에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의 매스컴에 마타

요시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다

지 인기 없던 무대에서의 예능도 흥행몰이

를 하는 등, 그의 인기는 2016년 현재도 계

속되고 있다. 

사실 아쿠타가와상이나 나오키상 같은 

문학상 자체가 문예춘추사라는 대형 상업

저널리즘의 출판 전략의 하나로 수여되고 

있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문학

계』의 소설 게재에서 아쿠타가와상의 수여, 

그리고 판매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상업성 시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240

만 부의 기록은 특기할 만하다. 이전에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의 단행본 발행 

부수로 화제가 된 무라카미 류(村上龍)의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限り

なく透明に近いブルー)(講談社, 1976)가 131만 부, 와타야 리사(綿矢りさ)의 『발로 

차 주고 싶은 등짝』(蹴りたい背中)(河出書房新社, 2003)이 125만 부를 기록한 예

와 비교해도 단연 월등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출판사의 전략이 기능한 때문

이라고 해도 240만 부라는 기록은 독자의 호응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다. 일

본 3대 일간지를 비롯해 각종 매스컴은 2015년의 문화계를 흔든 사건으로 

‘마타요시 신드롬’을 꼽았다. 무엇이 이토록 일본국민을 열광시키고 있는 

것일까?

소설은 코미디 예능을 하는 작중인물 도쿠나가(徳永)가 같은 업계의 네 

살 연상인 가미야(神谷)를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도쿠나가, 즉 ‘나’는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늘 예능거리를 생각하는 가미야에게 감화

되어 사제지간의 관계를 맺은 이후, 웃음이 무엇이고 개그맨이 어떤 존재인

지 생각해가는 날들을 담담하고 코믹하게 이야기해간다. 도쿠나가는 자신

의 전기(傳記)를 써달라는 가미야의 청을 받아들인다. 

『불꽃』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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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대화는 흡사 만담을 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예를 들어, 가미

야가 도쿠나가에게 “너는 책을 읽니?” 하고 묻자, 도쿠나가는 “별로 읽지 

않습니다”고 답하는 식이다. 전기를 쓰겠다는 사람이 책을 별로 읽지 않는

다고 스스럼없이 답하고 있어 유머러스한 장면을 연출한다. 이에 가미야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전기를 쓰려면 문장을 써야 하니까 책은 읽는 것이 좋아.”

가미야 씨는 진심으로 내게 전기를 쓰게 할 작정인 것 같다.

나는 책을 적극적으로 읽는 습관이 없었는데, 까닭 없이 읽고 싶어졌다. 가미야 

씨는 벌써 내게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다, 이 사

람에게 미움을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뭔가가 있었다.3

소설의 작자 마타요시 나오키는 책을 많이 읽는다는 사실이 각종 인터

뷰를 통해 알려져 있는데, 작중에서는 책을 그다지 읽지 않는 청년을 주인

공으로 설정한 것이다. 만약 문학을 좋아하는 작자가 자신과 등신대의 작중

인물을 설정했다면 오히려 식상했을지도 모르는데, 반대의 인물설정이 우

선 신선하다. 그리고 이 소설을 열심히 읽고 있을 독자에게 책을 읽지 않는

다는 주인공의 발언은 분명 재미있는 설정이다. 칼럼니스트 나카모리 아키

오(中森明夫)는 “문학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개그맨 청년을 주인공으로 해

서” “문학과 개그(お笑い)를 명확히 분리해 대결시키는” 구도라고 설명하며, 

이 대결이 소설에 흔하지 않은 긴장감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4 

나카모리의 말대로 이 소설에는 개그라고 하는 다른 장르의 요소가 들

어와 있다. 도쿠나가나 가미야가 각각 결성한 콤비와 예능을 펼치는 무대 

이야기를 비롯해, 둘이서 나누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의 재치 있는 표현이나 

재담 등은 웃음을 자아낸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만담꾼(漫才師)이라고 외치

3    又吉直樹, 『火花』, 文藝春秋, 2015, 14쪽.

4    中森明夫, 「又吉直樹論: 小説家 ·又吉直樹の宿命」, 『文學界』, 2015. 9,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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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미야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이 성숙하고 있음을 느끼는 도쿠나가의 내

레이션이 곳곳에 나오는 등, 개그 예능인의 삶이 소재를 넘어 현장감을 느

끼게 한다. 기승전결의 전개나 장 구성을 취하지 않고 짧은 단막처럼 구분

해 여러 에피소드를 연결하는 식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 소설의 형식도 이 

작품을 소설보다는 개그 예능의 분위기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분명 이 작품은 ‘소설’로 발표되었고, 순수문학에 주는 영예로운 

상인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다. 즉, 나카모리가 말한 문학과 개그의 대결구

도라기보다 오히려 개그가 문학이라는 틀을 빌려 그려진, 혹은 문학 속으로 

대중적인 오락성이 개입해 들어온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작자인 마타요시 나오키 자신이 개그 예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서 소재를 취한 부분이 많다. 만담 콤비에서 그의 역할이 보케(ボケ)

인 영향도 있어 얼빠진 듯 웃음을 자아내는 분위기도 소소히 즐길 수 있는 

데다, 코끝을 찡하게 하는 작중인물의 고난의 일상에 감정이 이입되는 장면

도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도쿠나가는 예능을 그만두게 되고, 가미

야도 빚에 쫓겨 사라진다. 두 사람의 인생역정은 아쿠타가와상 선평에서 가

와카미 히로미(川上弘美)가 평가했듯이, 모순이나 기쁨, 실망과 쩨쩨함, 반짝

임 같은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있는 다양한 감정을 잘 담아내고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이 10년 만에 재회하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가미야

가 가슴확대수술을 하고 나타나 괴이한 형상을 하고 있는 모습의 묘사는 웃

어넘길 수 없는 조금 충격적이고 황당한 결말이다. 개그 예능이라면 반전의 

연출로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소설의 결말로 보기에는 필연성이 없는 우연

과 통속적인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우연은 소설의 처

음에 도쿠나가가 가미야에게 감화되어 제자가 되겠다고 한 시점부터 이미 

시작된 현상이다. 오쿠이즈미 히카루(奥泉光)가 선평에서 “개그 예능을 목표

로 하는 젊은 사람들의 심정의 핵심으로 깊이 파고들어가지 못한다”고 하

면서 상을 수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한 대로, 이야기의 전개가 작중인물

의 내면적인 필연성을 수반하고 있지 않아 이야기들이 맞물리지 않고 단편

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또 다른 선자(選者)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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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카미 류도 “너무 길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은 이유를 밝힌 

것이다.5

요컨대, ‘마타요시 신드롬’은 소설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인기도 없던 대

중 예능인이 순수문학을 써서 가장 대표격인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이나, 희극의 힘을 믿고 싶어 하는 현대 일본인의 허한 심경에 잘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후자에 착목한 출판사가 전자의 기획을 통해 

만들어낸 성과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산업화되어 콘텐츠로 소비되는 

현대문학의 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소설 『불꽃』에 등장하는 도쿠나

가와 가미야는 둘 다 개그 예능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도쿠나가는 전업을 

했고 가미야는 생활비도 여의치 않을 정도로 돈벌이를 하지 못해 궁여지책

으로 사람들을 웃길 방법을 찾다 가슴확대수술을 한 것이다. 이런 가미야의 

모습을 보고 ‘나’는 “공포와 분함이 섞인 감정으로 잠시 세계를 정말로 저

주”하고 불쾌한 기분이 든 이유를 설명하자, 가미야도 지금은 수술한 사실

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순간으로도 영원으로도 

생각되는 동안, 주위를 신경 쓰지 않고 목메어 운다.” 

즉, 개그 예능은 한때 불꽃처럼 타오른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두 사람에

게 패배를 남긴 것이다. 『불꽃』은 인생에 처참하게 실패한 자의 웃을 수 없

는 음울한 냉소가 여운으로 남는 소설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블랙 코미디

(black comedy)적 성격이 있다. 살아 있는 한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고 계속해

가야 한다는 말미의 작위적인 교훈은 사족이다. 그보다는 유머의 공간이 씁

쓸한 웃음으로 그 강도(强度)를 유지하는 긴장감, 유머조차도 밝고 쾌활할 

수만은 없는 현대사회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 이 소설의 특징이다. 현실의 패

배와 비참함, 그리고 유머가 나뉠 수 없는 지점이 바로 문학이라고 이야기하

고 있는지도 모른다. 『불꽃』에 그려진 것은 개그와 문학의 대결이 아니라 이 

5    인용한 아쿠타가와상 선평은 모두 http://prizesworld.com/akutagawa/senpyo/senpyo153.htm(검색일: 

2016. 5. 21)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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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문학이 놓인 복잡하고 힘겨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3. 길거리에서 문학을 하다

일본은 최근에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잃어버린 20년’의 장기침체에서 탈

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중에, 선진국의 더딘 경기 회복과 국내외의 

경기 변수가 작용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기업 실적의 악화와 주가하락

이 이어지는 등 다시 일본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일어난 구마

모토(熊本) 지진을 포함해 대지진의 우려가 이어지면서 일본사회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음식이나 유머를 소재로 하는 문학과 다른 

시각으로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문학이 있다.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의 곤궁한 삶의 체험과 현장을 그리는 문학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의 문제를 문학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

작한 2000년대 중반 무렵과, 이후 장기침체의 불안이 가속화되는 2010년대 

이후의 문학작품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2000년대 중반에 경기 침체와 부의 양극화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프리터

(freeter)6 나 니트(NEET),7 프레카리아트(Precariat)8 등, 소위 사회의 잉여자들

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이의제기가 문학의 

다양한 층위에서 표출되었다. 2005년에 발표된 이토야마 아키코(絲山秋子)

의 단편소설 『니트』(ニート)를 비롯해 2006년에 나온 이토 다카미(伊藤たかみ)

의 『8월의 길 위에 버리다』(八月の路上に捨てる)는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 속에

6    ‘  프리터’(freeter)는 일본에서 정직원 외의 계약사원, 파견사원, 파트타임근로자의 형태로 생계를 유지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프리 아르바이터’를 줄인 말이다.

7    ‘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줄인 말로,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8    ‘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불안정한 고용 · 노동 상황에 있는 노동자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불안정

한’이란 뜻의 이탈리아어 ‘Precàrio’와 노동자 계급을 의미하는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의 합성

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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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젊은이가 느끼는 일상의 감각을 잘 그려내고 있다. 또 아카기 도모히로

(赤木智弘)의 논문 「“마루야마 마사오”의 뺨을 때리고 싶다:  31세, 프리터. 희

망은 전쟁」(「丸山眞男」をひっぱたきたい :  31歳, フリーター. 希望は. 戦争)(『論座』, 2007. 

1)도 그러한 예다. 이 논문은 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빈곤한 비정규

직인 자신이 최고의 엘리트 계급인 마루야마 마사오 같은 사람의 뺨을 때릴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비유를 통해 정체된 사회의 바깥으로 밀려난 분노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어 2008년에는 ‘게공선 붐’(蟹工船ブーム)이 일었다. 소설 『게공선』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전성기였던 1929년에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가 

발표한 소설로, 북오호츠크 해에서 게를 잡아 통조림으로 가공하는 배의 노

동자들이 비위생적이고 착취당하는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 저항해 파업을 

일으킨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고바야시 다키지가 1933년에 고문사를 당하

고 작가들의 전향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궤멸상태

에 이른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시체제에 접어들면서 일본문학계에는 사상

의 공백이 생기고 이 틈을 타고 대중문학이 융성한다. 1930년대의 소위 ‘문

예부흥’은 이러한 사상의 결락이 초래한 현상이었다.

이와 같이 1920년대 말에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주도했던 소설이 80년

이 지난 2008년에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은 특기할 만한 사회현상

이었다. 특히 현대 일본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게공선』이 화제를 모았는

데, 이는 8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의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고 청년 실

업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공감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청년들이 책을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청년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간 ‘게공선 붐’ 현상은 현대사회에 대한 불안

을 노정시킨 네거티브의 기호로서 읽을 필요가 있다.9

이와 같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작된 폐색된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9    도에다 히로카즈(十重田裕一)는 『게공선』 붐이 “격차사회, 가혹한 노동에 더해 위장(僞裝) 문제, 무차

별 살상사건 등”의 “현대사회의 다양한 마이너스적인 일들을 비춰주는 거울로 기능”한 것이라고 말한

다. 十重田裕一, 「閉塞の現代を映す「蟹工船」ブーム」, 『読売新聞』, 2008.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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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가혹한 환경에 내몰린 다른 세대의 절

망적인 사투로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다무

라 히로시(田村裕)의 『홈리스 중학생』(ホ-ムレ

ス中學生)(ワニブックス, 2007)이나 버려진 노파

들의 삶을 그린 사토 유야(佐藤友哉)의 『덴데

라』(デンデラ)(『新潮』, 2009. 1) 등의 작품들로 

이어졌다. 이들 문학은 신분과 계층을 넘어 

사회적으로 퍼진 빈곤의 문제를 다루고 있

다. 그런데 이상의 작품들이 소재로서 빈곤

을 다루고 있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빈곤

한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

는 문학의 장(場)이 마련된다.

아쿠타가와상과 전혀 목적이 다른 또 하나의 문학상이 있다. ‘길거리 문

학상’(路上文学賞)10이라는 것인데, 노숙인이 쓰는 문학작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즉, 현재 노숙 생활을 하고 있거나 노숙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노

숙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숙인과 사회가 문학을 통해 

살아 있는 몸으로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다는 미션을 세우고, 작가 호시노 

도모유키(星野智幸)와 사진가 다카마쓰 히데아키(高松英昭)가 2010년에 제정

한 상이다. 소설과 에세이 중심의 문학 부문과 센류(川柳) 부문으로 나누어 

2015년까지 4회에 걸쳐 100개 이상의 작품이 투고되었고, 2015년에 선정

된 제4회 작품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그리고 이전 작품도 순차적으

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공지하고 있다. 

‘길거리 문학상’은 노숙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생활이나 생각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글을 쓰는 사람은 물론이고 읽는 사람도 자기의 

틀을 깨고 나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길거리’라는 토포스는 모든 사람

10    ‘길거리 문학상’의 홈페이지 주소: http://www.robun.info/. 문학상에 선정된 작품은 위의 홈페이지

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고, 선평은 모두 공개한 상태다.

고바야시 다키지의 『게공선』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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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곳으로, 누구나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축제의 장임을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길거리’가 어울린다고 호시노 도모유키는 말

한다. 그렇다면 상을 제정한 주최 측의 이러한 의도가 노숙인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공유되고 있을까?

노숙인이 투고한 글 중에는 ‘길거리’가 절망이 아니라 뭔가를 알게 되는 

공간으로 그려진 작품이 있다. ‘길거리’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고, 따라서 자신보다는 사회에 대해 더 생각하는 공간이라는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서 생활이 변해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

작한다. NHK에서 2011년 12월 26일에 방영한 다큐멘터리 <길거리에서 문

학이 시작되다>(路上で文学が生まれた)는 ‘길거리 문학상’에 응모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을 취재하고 있는데, 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잡지를 판매하거나 길거리에서 바라본 일상을 격정적이면서도 유쾌한 

에세이로 담아 매월 『해피통신』(ハッピー通信)이라는 소식지를 발행해 행인

에게 나눠주는 등,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10월 제4회에서 대상 1편, 가작 5편 총 6편이 선정되었고, 센류

는 없다. 대상을 수상한 「고양이와 한 남자와 다마강」(ネコと一人の男と多摩川) 

제4회 길거리 문학상 수상 작품집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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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노숙인이 쓴 단편소설이다. 작자 가와기시 나마오(川岸生男)는 강가에

서 노숙 생활을 하는 자신을 비유한 필명일 것이다. 실제로 다마강의 하천

부지에는 축구나 낚시를 하며 한가로이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

로 인접한 곳에 약 천 명의 노숙인이 지내고 있는 별세계가 있다. 소설은 이

곳에서 조그맣게 텐트를 치고 3년째 빈 깡통을 모아 생계를 유지하며 고양

이와 지내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짧게 그리고 있다. 어느 날 다마강에

서 같이 지내던 친구가 목을 매 자살하는데,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듯 아

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계속되는 다마강 사람들의 모습과 하루하루의 생활

로 빠듯해 내일 일어날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노숙인들의 삶이 극히 절제

된 감정으로 그려지고 있다. 

가슴 답답한 현실이 압박해오는 것은 오히려 소설의 문체를 통해서다. 

문장은 간결한데, 행 바꿈을 거의 하지 않고 빽빽이 이어 쓴 내용이 현실의 

무게만큼이나 버겁다. ‘길거리 문학상’의 선자(選者)인 호시노 도모유키는 

의식적이지 않은 삶과 죽음의 절제된 묘사가 무직한 감명을 준다고 평했다. 

필자가 선자라면 절제된 묘사와 중압감으로 육박해오는 문체가 만들어내는 

소설의 강도(强度)를 평가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 작품의 문학적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 

가작 「도쿄 길거리 생활 매뉴얼2: 개인번호를 깨부숴라」(東京路上生活マニ

ュアル2: マイナンバーをぶっつぶせ)는 제3회(2013년 3월)에 이어 연속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13년간 노숙 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매뉴얼을 소개하면서 일본사

회에 대한 비판을 해학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27세라고 밝히고 있는 자신이 

왜 노숙인이 되었는지도 짤막하게 들어 있는데, 그는 거품경제 붕괴 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른바 ‘헤이세이 불황’(平成不況)의 취직빙하기 세

대로서 정착한 길거리 생활을 통해 “지금 자신은 이겼다”(今の自分は勝ってい

る)고 말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자신과 사회 양쪽을 모두 객관적으로 비

평하는 작품이다. 그밖에 북미나 유럽 등 해외에서 난민체험을 하고 도쿄로 

돌아와 작곡을 하면서 노숙인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린 「해외

에서도 노숙인」(海外ホームレス)과 같은 작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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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로 형상화하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끄집어내고 사회 속에

서 소통하고자 하는 데에 기준과 자격이 별도로 있을 리 없다. 찢어진 수첩

의 한 페이지에 손글씨로 가득 써서 보낸 듯한 원고를 포함해, 규칙도 형식

도 없이 보내온 글들을 수합해 공론화하고 있는 ‘길거리 문학상’은 작가인 

호시노 도모유키의 활동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데, 그밖에도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유지되는 부분도 있다. 또 당선작이 외부의 평가를 받는 일도 

있어 인터넷을 통한 문학의 공적 기능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상의 존재

와 그 의미가 점차 알려지게 되었다. ‘길거리 문학상’이 아쿠타가와상과 같

은 주류 문학의 정형화된 의미를 상대화시키며 문학의 의미를 새롭게 전유

하는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4. 현대 일본문학과 ‘개인’의 문제

이상에서 최근 일본사회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두 문학상과 관련된 작품을 

살펴보았다. 이들이 문학 현상을 넘어 현대 일본사회에 영향력 있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길거리 문학상’ 수상작의 경우, 작자

와 소재 자체가 노숙인이라는 현대사회의 문제 자체를 대변하는 것은 분명

하지만, 곤궁한 화자의 내면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아직은 담담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도에 그

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꽃』의 작가 마타요시 나오키에게 보이는 현상이

기도 하다. 그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1909~1948)이

고, 그의 책을 반복해서 읽으며 작가로서의 꿈을 키웠다는 인터뷰를 여기저

기서 하고 있는데, 일본문학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새삼 확인시켜주

는 대목이다. 무슨 의미인가?

주지하듯이, 다자이 오사무는 전후 일본문학을 대표하는 이른바 사소설

(私小說) 작가로, 뒤틀리고 연약함을 연기(演技)하는 자전적 내레이션으로 패

전 직후의 허무주의에 사로잡힌 일본의 젊은이들을 매료시켰다. 그는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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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이나 자살을 시도해 결국 마지막에 성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쓰는 

‘나’와 씌어지는 ‘나’의 분열을 다양한 문학 형식으로 표현해 어둡고 퇴폐적

인 전후의 혼란을 내면의 심상에 담아내는 사소설 형식을 고도로 방법화한 

작가다. 앞에서 소개한 와타야 리사도 아쿠타가와상 수상 소감에서 다자이 

오사무를 가장 존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소설은 1900년대 근대 초기에 생겨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문학

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소설은 작가가 신변잡기적인 내

용을 허구를 거의 섞지 않고 쓴 자전적인 것이 많다. 그런데 독자가 해당 텍

스트의 작중인물과 화자, 그리고 작자의 동일성을 기대하고 믿는 것이 궁극

적으로 그 텍스트를 ‘사소설’로 만들기 때문에 사소설은 실체라기보다 모드

(mode)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언설 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문학 형식이라

고 주장하는 논의도 있다.11 사소설을 어떻게 정의하든, 현실사회가 맞닥뜨

리고 있는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 특징을 부정할 수 없고, 따라서 

외부와 소통하는 대신 내면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서정적인 감상성이 주조

를 이루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학은 개개인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현실세계의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공간

이어야 하는데, 사소설은 이러한 공적인 영역으로 회수될 수 있는 기제를 

소거시켜버린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소설 『불꽃』도 소비되고 있을 뿐인 

현상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길거리 문학상’의 작품에서는 자신

이 처한 경제 상황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

직 개별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히라노 게이치로는 보편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철학이나 사회학과는 다

르게 문학은 항상 ‘개인’에서 시작하고, 그 개인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

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사회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말한다. 그의 에세이집 

『나란 무엇인가』(私とは何か: 「個人」から「分人」へ)(講談社, 2012)는 현대의 인간관

을 매우 독창적인 발상에 토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즉, ‘나’라고 하는 것은 

11    스즈키 토미 저, 한일문학연구회 역, 『이야기된 자기』, 생각의나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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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 따라 다양한 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에 대한 상대의 분인(分人)일 

뿐이라고 히라노 게이치로는 주장한다. 분할 불

가능한 단 하나의 자아로서의 ‘개인’(individual)

이 아니라, 상대에 따라 다종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분인’(dividual)으로서의 인간관을 이

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분인’이 하

나씩 늘어간다면, 언제나 똑같은 자신으로 있어

야 한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만

큼 자신에게 긍정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히라노 게이치로의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살펴볼 수 있다. 

히라노 게이치로가 ‘개인’을 세부적으로 구성하는 ‘분인’ 개념을 도입하

고, 문학의 즐거움을 ‘개인’에서 찾고 있는 것은 작고 세밀하게 파고들어가

는 일본문학의 특징적인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가 도입하고 

있는 ‘분인’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개념인 만큼 내면으로 침잠

해들어가는 감상적인 ‘나’와는 구별된다. 1990년대 거대한 정치담론이 사

라진 한국 사회에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를 비롯해 일본문학이 파고들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결락된 ‘개인’에 대한 욕구와 맞닿아 일어난 현상이

라고 할 수 있다. 히라노 게이치로가 최근에 자살을 소재로 발표한 소설 

『공백을 채우세요』(空白を満たしなさい)(講談社, 2012)도 사회와 연결된 개인의 

내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사실 ‘개인’은 일개인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문학자, 혹은 

작중인물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의 시대를 나타내는 ‘대표적 개인’이기 때문

에, 문학작품은 시대를 표상하는 유효한 텍스트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문

학 속의 사회’ 혹은 ‘사회 속의 문학’이라는 의미의 ‘문학사회학’이라는 카

테고리가 말해주듯, 문학과 사회는 떼려야 뗄 수 없이 관련되어 있다. 더욱

이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의 현대 일본사회는 이미 개인의 영역에 머무를 

히라노 게이치로의 

『나란 무엇인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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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하다. 성장이 멈춘 이후에도 삶은 지속되고 개인의 

문제는 늘 사회에 노출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치담론이

나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대서사만이 사회를 그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

다. 한 개인을 통해서도 사회는 얼마든지 표출될 수 있고, 소수자나 주변부

의 인물을 통해서 권위적인 기성 담론의 허위를 폭로할 수도 있다. 개인화

된 내면에 갇히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 공간으로 문학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서술 전략이 필요하다. 히라노 게이치로의 ‘나’의 개념은 개

인을 더 세분화시킨 말이지만, 그 속에는 사회와 연결되는 지점에서 개인을 

그리려는 전략이 담겨 있다. 그런데 평론에서 말하는 논리와 소설의 언어는 

다르다. 히라노 게이치로도 이러한 전략을 소설에서 성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추리소설과 같은 대중소설이 현대 일본사

회를 더욱 잘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5. 거품경제 이후 시대의 사회파 추리소설

거품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동일본대지진 등의 가공(可恐)

할 현실에 대응하는 현대 일본문학의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상은 불

문하고 콘텐츠로서의 상품가치를 제일로 여기는 풍조나, 일상에 지친 마음

을 치유해주는 예쁘기만 한 문학작품이 줄지어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현상

도 보인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행하는 것은 거의 그대로 한국사회에 번역 

소개된다. 교보문고에서 집계한 2015년 문학작품 베스트셀러 30위 중에, 1

위와 5위를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 추리소설이 차지했고, 무라카미 하

루키의 단편소설집이 12위, 명랑하고 유쾌한 웃음을 주로 그리는 오쿠다 히

데오(奧田英朗)의 소설이 22위에 각각 랭크되었다.12

12    http://www.kyobobook.co.kr/bestSellerNew/bestseller.laf?range=1&kind=3&orderClick=DAC&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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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통계에서도 확인되듯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최근 한국에서 고공행

진을 하고 있다. 소설뿐만 아니라 「백야행」, 「용의자 X의 헌신」에 이어 「방

황하는 칼날」까지 그의 소설이 한국에서 영화로 리메이크되는 등 그의 인

기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회에서 소년범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문제

시한 「방황하는 칼날」과 같이 히가시노 게이고는 최근에 사회파 추리소설

의 성격을 띤 소설도 선을 보여 본격과 사회파 양쪽을 넘나들며 추리소설의 

거장으로 자리 잡았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인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품경제 이후의 현대 일

본사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가는 오히려 미야베 미유키(宮部みゆき)라고 

할 수 있다. 거품경제가 붕괴된 직후인 1992년에 일본에서 출판된 소설 『화

차』(火車)는 소비자신용의 비정상적인 팽창으로 다중채무자가 늘면서 개인 

파산이 잇따르던 1990년대 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채권 추심원에게 시

달리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여자 신조 교

코를 형사 혼마 스케가 쫓는 이야기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변화나 

사건이 풀려가면서 점차 현대사회의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는데, 개인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사회파 추리소설의 매력

이 있으며, 일본사회의 어두운 면을 해부하는 미야베 미유키의 예리한 시각

이 들어 있다. 사금융에 의존하면서 가계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개인 

파산하는 작중인물을 그리기 위해 작자 미야베 미유키가 참고한 경제나 법

률 관련 문헌이 소설의 후기에 열거되어 있다. 미야베 미유키는 동시대적인 

문제를 소설 속으로 끌어들여와 범죄를 만들어내는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미야베 미유키는 『화차』에 이어 세 권으로 된 장편소설을 발표했는데,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올린 화제작이 바로 『모방범』(模倣

犯)이다. 작중에서 미야베 미유키가 한 말을 빌리면, 범죄란 ‘사회가 갈구하

는’ 형태로 일어나기 마련으로, 즉 범죄가 사회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포괄

Gb=KOR&linkCl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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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시점에서 사건을 그리고 있다. 희대의 살

인자 아미카와 고이치가 펼치는 가공할 연쇄살

인사건과 이를 추적해가면서 밝혀지는 사건의 

전모는 각 500쪽이 넘는 세 권을 읽는 내내 긴

장과 흥미를 놓을 수 없게 한다. 『모방범』은 

1995년부터 4년에 걸쳐 『주간포스트』(週刊ポス

ト)에 연재된 내용을 가필 수정해 2001년에 단

행본으로 간행되었다. 거품경제가 붕괴한 뒤의 

상처가 남아 있는 1990년대 중반 전후를 시대

적 배경으로 한 전체 3부 구성이다. 1부는 사건

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2부는 가해자의 시점에

서, 3부는 사건을 둘러싼 관계자와 미디어가 동원되면서 범인의 광기가 폭

발한다. 사실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은 2부에서 이미 정체가 밝혀진다. 

즉, 범인 찾기가 소설의 지향점이 아닌 것이다. 소설은 일련의 살인사건

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고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파생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범인을 계속 감춰뒀

다가 소설의 마지막에 밝혀지도록 하기 위한 서사 트릭도 필요하지 않다. 

반전의 묘미를 노리는 서사 트릭은 작자가 사건 전체를 제어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형식이다. 그러나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은 다르다. 독자는 일찌

감치 밝혀진 범인이 어떻게 그 전모를 드러내는지 주변을 관찰하면서 점차 

문제의 중심으로 돌진해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대사회의 문제가 점차 

드러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작자가 소설 전체를 통어하고 있다고 해도 작자

는 후경(後景)으로 밀려나고 범죄의 전모와 이를 둘러싼 현대사회의 문제가 

전경화(前景化)되는 구조다. 이것이 바로 사회파 추리소설의 묘미이며, 미야

베 미유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장편 구성 능력이 이러한 추리소설

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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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래 봤자 문학, 그래도 문학

이상에서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의 경기침체기에 일본문학이 무엇을 그려

왔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서브컬쳐 시대에 걸맞게 개그 장르를 포섭

해 소설의 영역을 확장시킨 마타요시 나오키의 『불꽃』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이, 문학은 변화된 소비 패턴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또 변화된 

시대에 적응한 문학만이 살아남는다는 사실도 보여주었다. 니시타야 히로시

(西田谷洋)는 거품경제 이후의 변모된 일본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포스트모던적인 사회관에 기초하면 1980년대에 찾아온 소비사회에서 거품으

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 사람들은 차별화된 욕망을 채웠는데, 1991년의 거품 붕

괴와 그에 수반된 정리해고, 불량채권의 빈출로 인한 붕괴감각은 전지구화의 

진행과 함께 일본적인 가치관이나 제도를 결함과 기능 불완전으로 인식하게 했

고,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의 보급에 입각한 고도 정보화사회가 

도래해 오리지널이 소멸하고 복사물이 범람했으며, 큰 이야기의 해체와 작은 

이야기의 난립, 문화 장르나 계층질서가 흔들려 와해되고 평평한(flat) 문화나 

문학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13

위의 니시타야의 인용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개별성이나 구체성이 균질

화 혹은 동질화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평평한 문화나 문학

의 탄생을 경고하는 문맥에서 나온 것으로, 현대 일본사회의 문학이 처한 

위험성을 대변하고 있다. 정치담론이 해체된 자리에 글로벌리즘이라는 지

배적인 큰 이야기가 채워지고, 이러한 큰 이야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간으

로 문학이 기능하지 않는다면 개별적인 복수의 이야기는 은폐되어버릴 것

이다. 경기침체가 계속될수록 이질성을 허용하지 않는 폭력을 경계하고 문

13    西田谷洋, 「暴力のテクスト: バブル前後のテロリズムと決断主義の位相」, 『日本近代文学』 82集, 2010. 5,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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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다성(多聲)적인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길

거리 문학상’은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의 일종이다. 가라타니 고진

(柄谷行人)이 말한 ‘근대문학의 종언’은 문학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기보다, 

변화하는 현 시대에 알맞은 문학의 존재에 대한 성찰을 일깨우고 있다. 문학

이 현대에 실효적인 양식으로 남기 위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마타요시 나오키의 『불꽃』을 제외하면 최근에 나온 문학작품의 개별적

인 성과는 사실 미미한 수준이다. 그런데 『불꽃』의 성공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음을 시마다 마사히코(島田雅彦)는 선평에서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비하

면 ‘길거리 문학상’이 대상으로 하는 작품이나 현대사회의 ‘나’를 새롭게 보

려는 시도, 사회성과 오락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추리소설 분야 등은 당

분간 지속될 수 있는 대중성과 깊이가 검증된 것들이다. 너무 현상적인 유

행에 휘둘리기보다 자신과 타자, 나아가 사회와 관련된 속에서 문학을 대해

야 하는 것은 일본에 한정된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드라마 <미생>(未

生)에 나오는 구절이다. 조치훈 프로바둑기사가 바둑 한 판 이기고 지는 것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 바둑이니까 치열하게 

둔다고 이야기했다는 에피소드에서 유래한 말이다. 집도 없고 먹고 살 돈도 

없는 노숙인이 소설을 쓰고 센류 열일곱 글자를 늘어놓는다고 해서 생활이 

바뀔 리는 없다. 그럼에도 그들이 매달려 놓지 않는 문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의 의미를 이어주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

다. 그러고 보면 경기침체가 이어질 때 그럼에도 요청되는 문학이야말로 문

학 본연의 의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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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위해서는 교육력의 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을 통한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주제어: 비정규직, 고용 형태, 프리터, 니트, 고용의 미스매치

젠더 관점에서 본 저성장사회: 저성장으로의 적응을 가로막는 일본의 젠더 차별 | 

다케노부 미에코  

투고일자: 2016. 5. 7 | 심사완료일자: 2016. 5. 19 | 게재확정일자: 2016. 8. 2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도 불리는 장기불황에 고통받고 있다. 그 이유로 (소자화)나 임금 저

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고도성장기 남녀분업 모델로부터의 전환 실패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1980년대 거품경제 시기에 이루어졌던 일시적인 경제호황기는 일본이 저성장사회에 

진입해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숨겼다. 그것이 “남여분업모델”의 연속이 영원히 가능하다는 착

각을 불러일으키고, 성숙사회로의 연착륙을 막았다. “너무 성공하고 만 남녀분업의 주박”을 풀고, 남

녀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정체기는 극복할 수 없다.

주제어: 젠더, 저성장사회, 아베노믹스, 남녀고용평등법 

흔들리는 열도, 그래도 문학 | 김계자

투고일자: 2016. 5. 23 | 심사완료일자: 2016. 6. 4 | 게재확정일자: 2016. 8. 2

고도경제성장에서 저성장,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성장’의 환영을 좇던 일본의 전후시대가 막

을 내렸다. 경제적으로 양극화된 격차 문제에 끊이지 않는 재해와 계속되는 정치적 우경화 등, 현대 

일본사회는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때에 문학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본고는 경제침체기에 화제가 

된 문학작품과 현상을 살펴보고 현대 일본사회에 문학의 본연의 의미를 생각해본 것이다.

현대 일본문학의 키워드로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치유와 유머다. 최근에 유행한 일련의 

구루메 소설은 현대사회의 불안으로부터 위안을 주지만 고통의 근본적인 구조를 보지 못하고 판타지

로 소비될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 2015년에 문학계에 선풍을 일으킨 마타요시 나오키의 

『불꽃』은 코미디 예능이라는 소재로 유머를 그려 콘텐츠로 소비되는 현대문학의 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경기침체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폐색된 사회에 대

한 비판을 담고 있는 소설들, 특히 ‘길거리 문학상’을 통해 선보인 노숙인 당사자의 체험을 쓴 소설은 

주류 문학의 정형화된 의미를 상대화시키며 동등한 지평에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는 문학의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다.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개인의 영역에 머무를 수 없는 문제들을 그려내기 위한 현대 일본문

학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미야베 미유키의 사회파 추리소설이 그러한 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

고 요청되는 문학이야말로 문학 본연의 의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저성장시대의 문학, 유머와 치유, 『불꽃』, 길거리 문학상, 일본문학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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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s:    gender, low-growth society, Abenomic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between Men and Women

Quaking Japan, Yet Literature | KIM Gae Ja

From rapid economic growth to low and minus growth, post-war Japan who pursued 

phantasm of “growth” came to an end. Modern Japan is quaking due to economic polarization 

problems, endless disasters, and continuous conservative shift. During this period, what role 

did literature play? This article examines sensational literary works and followed phenomena 

at the time of economic depression and reconsiders the actual meaning of literature in modern 

Japan.

Two outstanding keywords of modern Japanese literature are healing and humor. A series 

of novels about gourmet have prevailed recently, because they provide consolation in anxiety 

of modern society. However, they need close watch on their patterns of consumption as simple 

fantasies without revealing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pain. The novel Flame by Matayoshi 

Naoki created a noticeable sensation in the literary world in 2015, illustrating humor with 

materials from comedy entertainment. The success of this novel shows one characteristic of 

modern literature, which is an act of literary consumption as an industrial content. In addition, 

novels describing the agony of people that comes from economic depression and criticizing 

closed society have also succeeded. Especially, since 2010 “literary award on the street” has 

introduced novels that depicted the experience of homeless people, and such movement is 

expected to evoke the proper meaning of literature by relativizing the standardized mainstream 

literature and to propose the possibility of literature as a place for horizontal communication 

among common readers.

Since the collapse of economic bubble, modern Japanese literature is struggling to 

describe the problems that cannot stay in the individual area. Miyabe Miyuki’s detective novels 

are noticeable examples. If a certain literature is requested in spite of economic depression, 

such literature can be considered as in the form nearest to the proper meaning of literature.

• Keywords:    literature at age of low growth, humor and healing, the novel Flame, literary 

award on the street, Japanese literature and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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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Japanese Music Students in Berlin during the Weimar 

Republic and the Third Reich | LEE Kyung Boon  

It is well known that the Japanese people were the largest group among the East Asian 

musicians who had studied ‘Western Music’ in Germany, especially in Berlin, during the 

Weimar Republic and the Third Reich. However, the research has progressed around on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