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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일본의 현대미술 작가 무라카미 타카시 (村上隆, 1962-), 

아이다 마코토(会田誠, 1965-), 나라 요시토모(奈良美智, 1959-)의 작품

을 중심으로 서브컬쳐가 이들 작품에 끼친 영향을 살피고, 그 결과 어떤 

특징들이 지적되며 상징되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서브컬쳐란 사회학적으로

는 주류문화 외의 사변적 움직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대미술에까지 이

러한 비주류문화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일본의 현상은 리오타르가 말하는 

거대담론 부재의 시대를 맞이한 서양의 포스트모던과 유사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구의 경우 거대담론으로 불리는 종교, 역사, 사회적 규

범 등의 근대적 흐름이 전제되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포스트모던

이라는 현상이 찾아왔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역사적 배경이 상이한 일본의 

경우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다고 볼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개화기에 급속히 서양의 제도를 도입하며 근대화를 이루었으

며 그 결과 근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아시아를 점령하고, 서방연

합국에 도전하기 위해 2차대전에 참전하게 된다. 하지만 2차대전에서의 

패배는 일본에게 이들이 이룩한 근대를 불완전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으

며, 따라서 결코 극복할 수도 없는 복잡한 개념으로 규정짓게 한다. 이러

한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은 이들의 포스트모던과 서구의 포스트모던과를 

결정적으로 차이 나게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세 작가의 작품을 연구하

는데 있어 과연 이들의 작품이 포스트모던적 특징을 띠고 있다면 이는 근

대의 극복으로서의 포스트모던이라는 서구적 과정과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별개의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살피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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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패전을 계기로 한 일본의 근대 문제

는 전후 세대에 의해 경제발전과 맞바꾸어 그 해결이 유보되었으며, 일본

은 미국과의 이해관계를 통해 사상초유의 호경기인 버블경기를 맞이하게 

된다. 경제부흥을 발판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는 소비를 새로운 미덕으로 

삼는 신인류들과‘오타쿠’라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 서브컬쳐의 매니아들

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대두하면서 사회활동 보다는 취미활동에 몰입하는 

어린이 같은 젊은이들이 증가한다. 오타쿠 문화는 전쟁 후 이룩한 고도 경

제성장과 함께 패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보된 일본의 제문제들을 

상징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오타쿠 문화는 세대별로 다양화 되어있지

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오타쿠 문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만화나 게임 속의 이야기 보다도 개별 캐릭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으로, 특히 귀엽고 에로틱한‘캬라모에(キャラ萌え)’라고 불리는 특정 

외형이 갖추어진 캐릭터에 대한 가상적 연애감정이 문화소비의 주요 동기

가 된다는 점이다.  

 무라카미는 1990년대 후반부터 오타쿠 문화를 도입한 작품으로 국제

미술계에서 활약해 왔는데, 특히 ‘카라모에’요소를 반영한 캐릭터 피규

어의 제작으로 로리콘적 변태성애를 현대미술의 문맥으로 이동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는 오타쿠의 특이한 관심거리와 제도들을 전시와 도록을 통해 

체계적으로 국내외에 소개하고, 동시에 만화처럼 평면적인 이미지들과 에

도시대 일본의 화법을 연결시켜 ‘수퍼플랫(superflat)’이라는 사조를 만

들기에 이르렀다. 그 밖에도 패션 브랜드인 루이비통과의 협업을 통해 수

퍼플랫을 응용한 디자인제품 및 작품을 제작하여 미술관 내에서 판매하는 

등 제품과 작품의 구분을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렵게 하였다. 무라카미의 

이러한 활동들은 한편으로는 수퍼플랫을 통해 과학적 원근법에서 기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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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구 모더니즘 회화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스스로의 비서

구적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다른 한 편으로는 스스로의 상태에 대한 비판

의식(self-criticism)이 결여된, 작품보다는 제품에 가까운 작업들을 발표

함으로써 예술성과 상품성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모더니즘에 대항하는 반

모더니즘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다의 경우 서구와 근대에 대한 비판의식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는 점에서 무라카미와 구분되는데 그 역시 서브컬쳐적인 표현이나 이야기

구조를 작품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아이다의 경우 일본화단에서는 

패전 후 터부시된 전쟁화의 장르를 부활시켜 강한 반미감정이나 전쟁의 

가해자로서의 입장을 들춰내고 있는데, 이야기의 전개나 이미지의 유래가 

만화나 애니메이션, 특수촬영 영화 등을 답습한 것으로, 오히려 실제전쟁

과의 거리감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지적될 수 있다. 아이다 세대에게 있어

서 전쟁을 주제로 다룬다는 행위는 시간적, 경험적 거리감으로 인해 직접

성을 띨 수 없고, 서브컬쳐를 비롯한 미디어 속의 전쟁에 대한 언급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2차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의 전후 

세대 인 신표현주의 작가들의 경우와 비교해볼 수 있는데, 홀로코스트의 

주체로서의 자숙기간을 거쳐 오랜 침묵 끝에 1980년대에 부활한 전쟁에 

관한 주제는 아이다와 비교할 때 보다 더 진지하고 구체적인 측면이 부각

된다. 아이다의 반미의식을 비롯한 전쟁화의 내용들은 그 양식만큼이나 다

양한 아이다의 주제 중 일부를 차지하는 것으로써, 결국 큰 범위 속에서의 

서양의 근대에 대한 비판의식일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트라우마의 영향이

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위의 두 작가들과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라는 작품을 통해 근대 

서구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데뷔 이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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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년 이상을 어린 소녀의 초상화만을 그리고 있는 나라의 작품은 일본 특

유의 미성숙에 대한 동경과 만화와 동화 등의 서브컬쳐적 표현에서 유래

한 탈기술적(de-skilled) 묘사가 특징적이다. 이러한 이미지의 탈기술성은 

그가 사사한 독일의 현대미술가 펭크(A.R. Penck)의 영향을 비롯한 바젤

리츠(Georg Baselitz) 등의 신표현주의 작가들이 사용하는 의도적으로 원

시적이며 반모더니즘적인 경향과, 1970년대의 모더니즘의 종말 이후 회화

의 즐거움을 재 인식하는 뉴페인팅 계열 작가들의 비영웅적인 구상회화의 

성향이 담겨 있다.  

 이 세 작가들의 작품경향에 공통적인 것은 과거의 전쟁과 관련된 이

미지들의 표현인데, 같은 패전국인 독일 작가들의 전쟁에 대한 언급과 일

본 작가들에게 있어 과거의 전쟁 후 복귀된 구상적 이미지들과의 차이점

은 이들의 형상성은 역사적 경험이기 보다는 서브컬처를 통해 화면으로 

도입된 환영들이며 구체적인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형상이 부활함을 논하

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에 공통적인 반근대라는 의식은 이들이 결코 

모더니즘적 제도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대미술이라는 틀 속에서 활동하는 

한 뒤틀림을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어: 일본 현대미술, 오타쿠, 서브컬쳐, 무라카미 타카시, 아이다 마코토, 

나라 요시토모. 

학번: 2005-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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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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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 주제 및 목적 

 

무라카미 타카시(村上隆, 1962-), 아이다 마코토(会田誠, 1965-), 

나라 요시토모(奈良美智, 1959-)는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작품활동

을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이미 시대의 중요한 일본인 미술가로 불릴만

한 대표성을 갖게 된 작가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작품에서 두드러진 

현대 일본 특유의 오타쿠(おたく, 또는 オタク) 1 문화로 알려지는 만화, 

캐릭터, 피규어 등을 비롯한 서브컬처의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논문 앞부

분에서 깊이 있게 다뤄질 서브컬처란 일반적으로는 주류 문화라고 불릴만

한 사회 중심의 흐름 외의 세분화된 문화 양태를 가리키지만, 현대 일본이

라는 환경에서는 오타쿠 문화로 대표되는 특화된 취향에 좁혀 적용되기도 

한다.  

각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과 서브컬쳐와의 연관성의 예를 들자면 무라

카미의 <DOB>(1993)[도판1]는 일본의 게임회사 세가(SEGA)가 닌텐도

우(任天堂)의 게임 <마리오 브라더즈(Mario Brothers)>의 주인공 마리오

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소닉(Sonic)’의 모습과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개발한 일본과 미국 서브컬처의 혼성교배(hybrid)

의 결과물이다. 아이다의 <거대후지대원 VS. 킹구기도라(巨大フジ隊員VS

キングギドラ)>(1993)[도판2]는 <울트라맨(ウルトラマン)>(1966~67년 

최초 방영)이나 <고질라(ゴジラ)>(1954년 상영) 등의 특수촬영기법을 사

                                           
1 3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될 것이나, 일반적으로 오타쿠는 대중문화의 광적인 매니아 층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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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어린이용 영화와 TV연속극에서 인용한 캐릭터를 화면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으며 <뮤턴트 하나코(ミュータント花子)>(1997)[도판3]등

은 만화적 화법과 서술구조를 그대로 사용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 나

라가 19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20여 년에 걸쳐 일관되게 다뤄온 소녀이

미지들의 기원은 현대일본의 소비를 주도하는 젊은 여성들의 침대맡에 놓

인 2등신의 곰 인형들과 만화책들, 그리고 그 안의 성장하지 않는 주인공

들의 표상이다.  

이처럼 서브컬처가 예술의 영역으로 침입하게 된 상황을 살피기 위해

서는 우선 근현대사 속에서의 서브컬처의 전개와 사회적인 의미,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일본이 갖는 특수성을 아울러 고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

본이 비서구국가중 유일하게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라는 사실은 일본

의 전후 문화를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이 비록 전

쟁 이전부터 근대화의 길을 준비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근대국가를 이룩

하는 듯이 보였음에도, 패전을 통해 그 도전이 실패로 끝났을 뿐 아니라 

근대적 주체도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본의 사상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다.2  

따라서 전후 일본에 전통이나 아카데미를 바탕으로 한 주류로 불릴만

한 문화보다도 이에 저항하거나 맞서는 성격의 서브컬처가 활발히 전개되

고, 또 그 활성화가 미술영역까지 영향을 끼쳐왔다는 사실은 결국 일본의 

근대의 문제까지 거슬러올라가 살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

서는 1945년의 일본의 패전을 전후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그 인과

관계로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서브컬처의 정체를 파악함으로써, 작가들의 

                                           
2  논문 본문 중 제2장을 통해 자세히 논의될 내용이나, 일본의 대표적 근대학자로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 眞男), 타케우치 요시미(竹内好), 히로마츠 아유무(廣松渉) 등이 

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일본에서의 근대가 완성되지 못한 개념임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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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드러나는 서브컬처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며 무엇을 은폐하고 있는

지를 다루고자 한다.  

세 명의 작가들의 특수성은, 이들이 만화나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이나 캐릭터가 입체화 된 피규어 등을 적극적으로 작품 속에 도입하거나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들을 경계로 일본의 현대미술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일본의 현대

화단의 주요 작가들로 꼽히는 전 세대들, 도야 시게오(戸谷成雄, 1947-), 

스기모토 히로시(杉本博司, 1948-), 모리무라 야스마사(森村泰昌, 1951-

), 미야지마 타츠오(宮島達男, 1957-)등과는 작품의 주제나 매체, 작품에 

대한 태도 등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매체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나 1970년대적인 정체성의 분열에 대한 고민, 새롭게 도입된 디지털 

매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던 전시대 작가들 중 무라카미 세대를 예견

하는 작품은 찾기 어렵다. 일본이 버블경기시대를 겪은 후 침체된 20년을 

지내는 동안 전통적 미술의 제도에서 일탈하여 서브컬처적 가능성을 받아

들이게 된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시대와의 단절감은 오히려 도약의 발

판으로 작용한다.  

작품 속에 드러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작품의 주제, 표현 

또는 구성이나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서브컬처’의 일반적인 의미와 함

께 서브컬처 대국으로 알려진 일본 내에서의 특수한 의미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주류문화에 대비되는 비주류문화를 가리키는 서브컬처는, 사회학

적으로는 대다수집단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소수 민족, 동성애자, 아웃사이

더 혹은 젊은이 등 특수 집단, 소수자들의 문화를 지칭하는 것이다.3 그렇

                                           
3  서브컬처 학자인 난바 코우지(難波功士)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서브컬처라는 단어의 

기원은 미국도시사회학에서 국민 문화 내에 있는 인종이나 민족성에 기반하는 부분문화를 

지적하는 기술적(技術的) 용어로 발생했다고 한다. 難波功士, 「メディアとサブカルチャ

ー」,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No.70, 学文社, 2007,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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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근대 서양의 모더니티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대다

수의 백인 남성들의 집단문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과거에는 

공론화 되지 못하던 사회 문화적 또는 성적 소수자에 적용되었으나, 20세

기 중엽에는 문화 담론의 일부로, 또 모더니즘의 말기와 함께 찾아온 비주

류적 성향을 배척하기 보다는 ‘차이’로 긍정하는 움직임을 통해 보편화 

하기 시작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주류문화를 “학교나 정부가 인정하는 것, 국가

가 시민을 양성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양”으로 정의하며, 이에 

대항하는 젊은이의 문화, 기존 권위가 인정하지 않는 문화를 폭 넓게 서브

컬처로 일컫는 경향이 있다.4 따라서 일본에서 서브컬처라는 단어는 장난

감 프라모델부터 일장기를 휘두르며 월드컵 응원에 매진하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국수주의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5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만

화나 애니메이션의 광적인 팬들인 오타쿠 세대가 부흥함에 따라 만화나 

                                           
4 加野瀬未友, ばるぼら, 「オタク VS. サブカル15年戦争」, 『ユリイカ』, vol.37-9, 青

土社, Aug. 2005, p.94. 
5 大塚英志, 『少女たちの「かわいい」天皇－サブカルチャー天皇論』, 角川文庫, 2003, p.60. 

오오츠카 에이지(大塚英志)는 월드컵 축구경기의 뉴스영상 등에서 목격한 일본인 

응원자들이 거대한 일장기를 휘두르며 눈물을 흘리면서 ‘키미가요(君が代 역주: 일본 

국가國歌)’를 합창하는 장면을 언급한다. 그는 이러한 형태의 국수주의를 문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향하는 국수주의는 역사적 상징으로서의 일장기나 키미가요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인용된 형태의 무의미한 상징에 지나지 않으며 이미 ‘서브컬처’화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처럼 역사적 의식 없는 국수주의를 하나의 서브컬처로 분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즈마 히로키(東浩紀) 역시 일본의 천황제와 관련하여 천황제가 

서브컬처화 해간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의 경우는 더 이상 천황제라는 개념이 

사회 대다수의 인구들에게 있어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극히 일부의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만 논의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인용하자면 “…인터넷 덕분에 

모든 사람이 다 천황에  대해서 딱딱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거기에서는 천황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해도, 근대천황제의 정치적 의미를 알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무지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일 정도로, 

‘그런 것을 왜 존중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런데다 세금을 쓰는지 모르겠다’와 같은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 (東浩紀, 森暢平 対談, 「変貌する象徴天皇制」, 『論座』, 154号, 

朝日新聞社, 2008.3, p.51.) 즉, 국수주의나 애국, 천황제와 같이 과거에는 국민전체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법한 사안이, 관심의 다양화로 인해 극히 일부의 관심 있는 자들만이 

흥미를 보이고 나머지에게는 정보전달조차 되어있지 않은 고립된 사안으로 전락하는 

경우에도 서브컬처화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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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상품을 탐닉하는 특수층들의 활동에도 서브컬처라는 단어를 적용

하면서, 점차 오타쿠 문화만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에 이르

렀다.6  

 서브컬처는 단순히 문화소비적 측면을 넘어, 일본의 현대사회를 이해

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는 바로 서브컬처가 갖는 비대표성과 반

체제성, 반권위주의적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대표적 평

론가인 아즈마 히로키(東浩紀)에 의하면 “서브컬처의 대두가 왜 현대사

회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하냐 하면, 서브컬처가 몇 종류씩 대두된다는 현

실은, 국민의 문화적 통합을 상징하는 고급문화, 예를 들어 대문자의 문학

(역주: 정통성 있는 순수문학)이나 대문자의 전통(역주: 하나의 지속적인 

전통)이 기능하지 않음을 가리키기 때문”7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서

브컬처의 활성화는 주류적인 대표성을 띄는 영향력의 와해를 상징하며, 쟝 

프랑소와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식으로 표현하자면 거대담론

의 종말과 포스트모더니티의 도래를 뜻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브컬처가 활성화 해있는 일본의 현대사회는 전형적

인 포스트모던적 양상을 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술분야에 있어서도 이처럼 고급과 저급예술이 혼합되어 그 높낮이

의 구분이 힘들어지고, 동시에 고급예술을 지탱해 왔던 엘리트층이 유지해

오던 지식과 이데올로기의 성벽이 무너져 역사성과 대의명분이 단절되는 

현상은 미술에 있어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상황과 직결된다. 서브컬처는 

마치 상업미술이 팝 이후 서구미술의 중요한 테마가 되었듯이 이미 일본 

미술계에 깊숙이 침투한 현상으로, 고급미술의 전시를 맡아오던 대형미술

                                           
6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오타쿠 문화와 그 외 비주류 젊은이문화로서의 서브컬처를 

구분하여 오타쿠 VS. 서브컬처의 구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일본에서 서브컬처라고 

할 때는 오타쿠적 문화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東, 森, 「変貌する象徴天皇制」, 『論座』, 2008, 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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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만화와 구분이 가지 않는 이미지가 전시 되고, 모네(Claude 

Monet, 1840-1926)나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가 거래되는 

미술시장에서 오타쿠 문화에서 파생된 만화 캐릭터의 조각이 고가로 거래

되어 왔다. 이는 일본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브컬처의 확대된 영향

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고급미술이 고급미술일 수 있는 유일한 가

시적인 장치인 대중성을 기피하는 상황이 종결되었음을 확실히 하는 것이

다. 프레데릭 제임슨(Fredric Jameson)에 의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중 하나는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mass or popular culture)사이의 기

존의 구분이 파괴되는 등의 주요 경계와 구분의 소멸”이라고 한다. 8 이

러한 현상은 서브컬처의 일본 현대미술에의 침투를 통해 이미 목격된 바

이다.  

 그런데 제임슨이 말하는 다른 한가지의 특징은 바로 대부분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학이나 미술관, 미술 갤러리의 네트워크와 재단들을 정복

해 온 지배적인 전성기 모더니즘에 대한 특정한 반응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이다. 9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도전의 대

상으로서의 모더니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전의 

대상으로서의 모더니즘의 실체는 일본의 역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서구의 문명이 계몽주의 이래의 근대화 과정을 거쳐 그 한계점을 경험하

면서 찾아온 포스트모더니티로의 여로가 서양과 같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

지 않은 일본에 있어서 동일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

한 문제의식은 일본 사상계에서는 일본 포스트모던의 ‘뒤틀림(ねじれ)’

문제로 불리며 지적되어왔다. 구체적인 예로는 에하라 유미코(江原由美子)

                                           
8 Fredric Jameson, “Postmodernism and Consumer Society”, in Hal Foster, ed., The 
Anti-Aesthetic, New York: The New Press, 1998, p.112. 
9 같은 책, p.111. 



7 

 

의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다.  

 

일본의 페미니즘에 있어서는…「근대」로의 비판적 관점을 제기하는 것은 기

묘한 뒤틀림을 만들어낸다. 일본은 서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구에 자신을 위

치시킨다면, 포스트모던이라는 입장은, 동시에 자기사회, 자기문명을 비판적으

로 검토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자신을 일본에 위치시키는 한, 이와 같을 수는 

없다…일본에 있어서의 「근대」란 「서구」를 뜻하며…「근대」를 상대화시

키는 것은, 자기사회나 자기문명에의 비판적 검토로 직접 연결되지 않을 뿐 더

러, 오히려 일본이라는 사회나 문화를 재평가하고 긍정하는 주장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다.10   

 

에하라는 페미니즘의 예를 들고 있으나 대부분의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

서 공통적으로, 서양에서 일반적인 근대에 대한 저항으로서 포스트모더니

즘이 대두된다는 구도가 일본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움 것으로 보여지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증후가 일본 미술

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들이 도전하려고 하는 근대

의 존재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 것 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각 작가의 

작품의 이해의 실마리를 찾는 데도 적용될 것이다.  

 이 논문은 일본의 전후 문화라는 특성상, 광범위한 시간의 흐름과 자

료 그리고 현상들을 다루고 있으나,11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시점은 현

                                           
10 富田宏治, 『丸山眞男-「近代主義」の射程』, 関西学院大学出版会, 2001, p.130, 에서 

인용. 원전 江原由美子, 「フェミニズムから見た丸山眞男の『近代』」, 『現代思想』22巻一

号, 1994.1., p.212.  
11  이러한 역사, 사회적인 문맥의 제시는 일본유래의 현대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생각 되는데, 무라카미 역시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세계에 소개될 때 일본의 

특수한 배경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아즈마와의 대담에서 일본의 애니메이션의 

서술구조가 서양의 그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논하며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 

예를 들고 있다. 인용하면,“미야자키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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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일본사회와 서구근대라는 대상과의 관계에 기반한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진행한 이 시대의 작가들의 작

품에 있어서 이미지 구현의 원점에 있는 서구근대와의 관련성은, 일본사회

의 근대와 근대 이후로의 움직임의 규명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

으로 보인다. 서구근대라는 테마는 이들에게 있어서 도전과 극복의 대상이

자 동시에 선망하는 이상이며 실체를 알 수 없는 상대로서 영감을 제공하

고 있다.  

 

 

선행연구 

 

 서브컬처와 현대미술은 각각 사회학과 미술사라는 각 분야 내에서의 

연구는 활발하지만 서로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

지만 이러한 두 가지의 분야는 최소한 현대일본이라는 사회에서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우선 서브컬처를 다룬 선행연구부터 살펴보

자면, 대표적인 서브컬처에 대한 연구서로는 문화연구 계열 전집으로 영국

에서 집대성 한 켄 겔더(Ken Gelder)편저의 『서브컬처들 (Subcultures)』

이 있는데, 12 총 4권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는 “서브컬처는 ‘사회적인’ 

                                                                                                           

데 비해서) 인간을 그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현장에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과도하리 만큼의 문맥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 준비가 없이 「오타쿠 내적 

기술주의로 저패니메이션 양식(良識)의 미국상륙이요,」 라고 해 봤자 극장에서 히트하지 

못 할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인의 현실이란 무엇인가를 1에서 10까지 시간을 들여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東浩紀ｘ村上隆, 「村上さんの言う「スーパーフラ

ット」はポストモダンの欲望を説明していると思うので」, 『広告批評』, マドラ出版, 1999, 

11/12号, p.58.) 아즈마 역시 이에 수긍하고 있는데, 최소한 일본의 일부 문화인들의 

생각으로는 자국내의 특수성을 인식해야지만 자신들의 현대적 문화 양상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12  Ken Gelder ed., Subcultures: Critical Concepts in Media and Cultural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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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집단으로 그들의 존재 자체나 하는 일 또는 어디서 하는지 때문

에, 즉 그들의 사회적인 정체성이나 문화적인 관습 때문에 일반적인 또는 

‘주류’의 가치관에서 차별화된 사람들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13 즉 

기성세대와 그 외의 집단의 구분으로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에서는 연구 대상이 시대적으로 가장 거슬러 

올라간 것으로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인 16세기 유럽의 최대 도시이던 런

던의 변두리 지역에서 생성되어가던 아웃사이더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연

구를 예로 들고 있으며, 그 외에 뉴욕 등 대도시에서의 범죄자를 포함한 

아웃사이더들에 대한 연구를 서브컬처 연구의 역사적인 예로 꼽고 있다.  

 그 외에는 시카고 학파의 연구에서 비롯된 보다 분화된 서브컬처 그

룹의 연구, 즉, 노동자, 소년, 소녀들, 보헤미안들이나 특수한 음악을 향유

하는 층, 흑인 그룹, 펑크, 힙합으로 분류되는 층들의 연구와 성적 소수자

들, 사이버 월드의 주민들, 게임광들을 서브컬처의 일부로서 다루고 있다. 

같은 책에는 일본의 오타쿠에 대한 샤론 킨셀라(Sharon Kinsella) 의 연

구 「아마추어 만화 서브컬처와 오타쿠 패닉(Amature Manga Subculture 

and the Otaku Panic)」이 일본의 오타쿠 서브컬처를 다루고 있어 특기할

만하고, 저자 중에는 무라카미의 「©MURAKAMI」전시 도록에 기고한 딕 

헤디지(Dick Hebdige)가 있어, 그의 「서브컬처로 부터: 양식의 의미 

(From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라는 논문도 포함되어 있다. 

헤디지는 이 글을 통해 펑크문화의 기호적 상징성에 대해 논하면서, 서브

컬처 특유의 강하고 개성적인 스타일이 사회일반의 질서에 대한 무의미한 

저항임을 논하고 있다.  

 일본 내의 서브컬처에 대한 연구로는 사회학적 접근이 주된 것으로, 

                                           
13 Ken Gelder, “Introduction: Subcultural histories” in Gelder, ed., Subcultures,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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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바 코우지(難波功士)에 의하면 그 범위에 있어서는 미디어론을 비롯, 대

중문화로서의 서브컬처, 광고학, 지역문화로서의 서브컬처, 패션, 특수 장

르의 음악, 만화, 잡지를 망라하여 특히 2000년을 기준으로 세분화된 연

구가 활성화 해 있다.14  서브컬처에 대한 선행연구는 난바의 「미디어와 

서브컬처(メディアとサブカルチャー)」논문에15 집대성되어있는데, 보다 

협의의 오타쿠적 서브컬처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저서라 할 수 있는 아즈

마의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 오타쿠가 본 일본사회(動物化するポスト

モダン－オタクから見た日本社会)』를 비롯 ‘오타쿠 학’이라는 단어가 

한때 유행했을 정도로 다수의 논문 및 단행본이 출판되어있다.16  

 난바의 논문에 소개되지 않은 그 외의, 또는 2007년 이후의 연구로는 

젊은이 문화에 대한 세밀한 연구로 일본 서브컬처의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이와마 나츠키(岩間夏樹)의 『전후 젊은이 문화의 빛살(戦後若者文化の光

芒)』 이 있다.17 또한 서브컬처로서의 소녀문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시마

무라(島村麻里)의 『팬시의 연구 - ‘카와이이’가 사람, 물건, 돈을 지배

한다 (ファンシーの研究―‘かわいい’がヒト, モノ, カネを支配する)』,18 

서브컬처로서의 소년, 소녀문화, 그리고 음악, 성문화에 대해 집대성한 미

야다이(宮台真司)의 공저 『증보 서브컬처신화 해체 – 소녀・음악・만화・

성의 변용과 현재(増補サブカルチャー神話解体-少女・音楽・マンガ・性の

変容と現在)』가 대표적이다.19  

                                           
14 難波, 「メディアとサブカルチャー」,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2007,  

pp.29-39.  
15 같은 책. 
16 東浩紀, 『動物化するポストモダン－オタクから見た日本社会』, 講談社, 2001. 
17 岩間夏樹, 『戦後若者文化の光芒』, 日本経済新聞社, 1995. 
18 島村麻里, 『ファンシーの研究―「かわいい」がヒト, モノ, カネを支配する』, ネスコ, 

1991.  
19 宮台真司 共著 石原英樹, 大塚明子, 『増補サブカルチャー神話解体－少女・音楽・マン

ガ・性の変容と現在』, ちくま文庫,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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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컬처의 소비자로서의 오타쿠에 대해서는 원조 오타쿠로 불리던 

오카다 토시오(岡田斗司夫)가 동경대학교에서 2년간 실제로 오타쿠학을 

강의하여 집대성한 『오타쿠 학 입문(オタク学入門）』20이 있으며, 요시

모토 타이마츠(吉本たいまつ)의 『오타쿠의 기원(おたくの起源）』21 카라

사와 슌이치(唐沢俊一)와 오카다 토시오의 대담집인 『오타쿠론!（オタク

論！）』22 등 다수가 있다.  

 한편, 보다 협의의 서브컬처, 즉 1990년대에 들어 ‘쿨 저팬(クー

ル・ジャパン)’이라는 명칭으로 특화되면서, 일본에서 생성되는 뉴미디어 

계열의 팝, 또는 오타쿠 문화에 대한 일본 국외의 연구자와 출판물이 비약

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더글라스 맥그레이(Douglas McGray)의 「일본의 

국민 총매력 23  (Japan’s Gross National Cool)」 24에서 다룬 포케몬

(Pokemon. 원명 ポケットモンスター. 닌텐도 비디오 게임에 유래한 캐릭

터 시리즈.)의 나라로서의 일본의 이질적인 현대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관

심의 표출은 전자제품의 대표적 수출국에서 컨텐츠의 수출강대국으로 돌

아서려고 하는 일본의 현실을 인식시키며 여러 중요한 후속 연구의 발표

를 촉진시켰다. 프랑스인 저널리스트 에티엔느 바라르(Étienne Barral)는 

일본 특파원으로 시작하여 오타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로 오타쿠에 

관한 다큐멘타리 영화 <오타쿠, 버츄얼제국의 아들들>(1993)을 제작하였

으며, 그 외 오타쿠에 대해 집대성한 저서를 프랑스에서 펴낸 바 있고 그 

                                           
20 岡田斗司夫, 『オタク学入門』, 太田出版, 2007. 
21 吉本たいまつ, 『おたくの起源』, NTT出版, 2009.  
22 唐沢俊一, 岡田斗司夫, 『オタク論！』,  創出版, 2007. 
23  김효진, 「‘귀여운’ 역사는 가능한가?: 『헤타리아』를 통해 본 초국가시대의 

일본오타쿠문화」, 『일본학연구』 제28권,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9, pp.185-208, 

에서의 번역을 인용. 
24 Douglas McGray, “Japan’s Gross National Cool”, Foreign Policy, 2002, May, 

Washingt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온라인 기사: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02/05/01/japans_gross_national_cool 

(최종확인 2013년10월11일).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02/05/01/japans_gross_national_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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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오타쿠 자포니카: 가상현실인간의 탄생(オタク・ジャポニカ: 仮想現

実人間の誕生)』은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많이 알려져 있다.25 이처럼 해외

에서의 발생한 오타쿠 연구의 경향으로는 인류사회학적 관점에서 오타쿠

라는 현상에 대해 파악하려고 하는 계보와 오타쿠 문화가 경제적 측면에 

끼친 영향에 관심이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해외의 일본 오타쿠 계열 문화 연구자인 추국희(秋菊姫)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및 대중 문화에 대해 「태평양을 건넌 시각적 진화: 미

국 영화 미디어에 있어서의 애니메이션의 영향 (Visual Evolution across 

the Pacific: The Influence of Anime on US Film Media)」26등의 논문을 

발표해 왔다. 앤 앨리슨(Anne Allison) 역시 미국 연구자로 인류학적 관

점에서 일본 대중문화, 특히 포케몬을 비롯한 만화를 통한 일본사회에 대

한 연구를 수록한 『신세대의 괴물들: 일본의 장난감과 세계의 상상력 

(Millennial Monsters: Japanese Toys and the Global Imagination)』 등

을 발표했다.27 자칭 오타쿠인 미국인 학자 패트릭 갤브레이스(Patrick W. 

Galbraith)는 영문으로 된 오타쿠 개설서인 『오타쿠 백과사전 (The 

Otaku Encyclopedia)』을 출간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고 충실하며 해외

에서 출간된 오타쿠 연구서 및 논문을 다수 참고문헌으로 수록하고 있

다.28   

 일본에서도 잘 알려진 만화의 연구자들로는 쟈클린 베른트

(Jacqueline Berndt)와 토마스 라마레(Thomas LaMarre)를 들 수 있다. 

                                           
25 エチエンヌ・バラール, 『オタク・ジャポニカ:仮想現実人間の誕生』, 河出書房新社, 2000. 
26 Kukhee Choo, “Visual Evolution across the Pacific: The Influence of Anime on US 

Film Media”, Post Script, Vol.28, No.2, (Spring/Winter 2009) pp.28-37. 
27  Anne Allison, Millennial Monsters: Japanese Toys and the Global Imagin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28  Patrick W. Galbraith, The Otaku Encyclopedia,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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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트는 무라카미의 작품과 만화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하여 「“무

의미”의 “해독” – 현대만화에서 본 무라카미 타카시의 회화(“無意味”

の“解読”―現代漫画からみた村上隆の絵画) 」 등 만화 전문가의 시점에

서 무라카미의 작품을 분석하는 참신한 시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29 라마

레의 경우 최근에 출간된 『아니메 머신: 애니메이션의 미디어론 (The 

Anime Machine: a Media Theory of Animation)』을 통해 스타지오 지

브리(スタジオ・ジブリ)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나 <신세기 에반

게리온(新世紀エヴァンゲリオン)＞의 감독 안노 히데아키(庵野秀明)의 작

품에 관한 논의와 함께 무라카미의 수퍼플랫(Superflat) 이론에 관해 형

식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30 그는 이 책에서 수퍼플랫 이론이 서양

을 과학적 원근법을 사용하는 근대라고 분류하고 수퍼플랫의 일본은 포스

트모더니티라고 이분법적으로 주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수퍼플랫의 논점과 일본의 근대/포스트모더니즘 사상과의 연관성을 

지적한 연구로 일독의 가치가 있다.  

  오타쿠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학위 논문도 최근에는 다수 발표되어 

왔는데, 진잉 린(Jinying Lin)의 박사논문 「세계의 괴짜들: 정보화 시대의 

아니메와 오타쿠의 부흥 (Global Geekdom: The Rise of Anime and 

Otaku in the Information Age)」,31 브라이언 러(Brian Ruh)의 박사논문 

「아니메의 수용: 미국과 일본간의 초국가적 매체 (Adapting Anime: 

Transnational Media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32 에반

                                           
29 ジャクリーヌ・ベルント, 「無意味の解読―現代漫画からみた村上隆の絵画」, 『美術フォ

ーラム21』, Vol 24, 2010, pp.132-136. 
30 Thomas Lamarre, The Anime Machine: A Media Theory of Anim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9. 
31 Jinying Lin, “Global Geekdom: The Rise of Anime and Otaku in the Information 

Age”, (Ph. D. diss., New York University, 2012). 
32 Brian Ruh, “Adapting Anime: Transnational Media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h. D. diss., Indiana Universit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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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온(エヴァンゲリオン. 역주: 1995년 최초로 방영되어 선풍적인 인기

를 끈 애니메이션.)과 음악과의 관계를 연구한 하이케 호퍼(Heike Hoffer)

의 석사 논문 「파괴의 미학: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이카리 신지의 세계관

과 음악 (Aesthetics of Destruction: Music and the World View of Ikari 

Shinji in Neon Genesis Evangelion)」33 등 다양한 오타쿠 문화와 그 영

향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만화와 관련된 선행 논문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일본 만화 중에서 언

더그라운드적 성격을 띤 『가로(Garo)』라는 만화 잡지에 대한 라이언 홈

버그(Ryan Holmberg)의 학위논문 「종이 나팔: 『가로』 만화, 1964-

1971 (Paper Megaphone: Garo Manga, 1964-1971)」에서는 만화를 

일본현대 문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로 보고 있다.34 미술사논문으로서 

작성된 이 연구에서 그는 “일본의 고급 예술들은 스스로의 문화의 가슴

과 정신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양식과 형식적인 지각 경험에만 집중한다”

35고 전제하면서, “이 주제(『가로』)의 선택은 2차 대전 이후 일본 문화

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며, 그 미학적 영향이 가장 큰 문화 제품들의 하

나로서 필요성을 느껴 결정된 것이다.”36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홈버그

의 시각은 다소 극단적인 면도 있으나,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만

화의 중요성, 특히 사회, 문화적인 터부에 제한받지 않고 발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던『가로』와 같은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

이다. 동시에 일본 현대 문화사에 있어서 서브컬처의 중요성도 역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요시코 후쿠시마(Hukushima Yoshiko)의 일본 현대 연극

                                           
33 Heike Hoffer, “Aesthetics of Destruction: Music and the World View of Ikari Shinji 

in Neon Genesis Evangelion”, (Ph. D. diss., University of Arizona, 2012). 
34 Ryan Holmberg, “Paper Megaphone: Garo Manga, 1964-1971”, (Ph D. diss., 

Yale University, 2007). 
35 같은 글, p7. 
36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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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대표하는 극작가 노다 히데키(野田秀樹)의 작품들과 만화의 연관성

에 대한 박사 논문 「1980년대 일본 현대 연극: 노다 히데키와 일본의 만

화 담론 (Japanese Contemporary Theatre in the 1980s: Noda Hideki 

and the Manga Discourse of Japan)」이 있다.37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서브컬처

에 대한 연구는 1999년에서 2000년을 기점으로 활발히 나타난다. 초기의 

예로는 일본의 2차대전 중 신문 연재만화, 한 컷 만화 등의 프로파간다적 

역할을 지적한 레이 오카모토 (Okamoto Rei)의 연구가 있다.38 그 이후에

는 2005년경부터 일본 만화와 관련된 논문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면 일본

의 대표 만화가 테즈카 오사무(手塚治虫)와 2차대전 이후의 만화에 관한 

나츠 오노다(Natsu Onoda)의 연구39, 소녀만화에 드러나는 인간관계에 관

한 제니퍼 프로(Jennifer Prough)의 연구,40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만화가 끼친 영향을 조사한 논문까지 등장하고 있다.41 그러

나 학위 논문 중 미술과 오타쿠적 서브컬처와 직접 연관 지어 발표된 것

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질 세 명의 작가들에 대해 현재까지 발표된 박사 

학위논문으로는 무라카미에 대한 것이 유일하다. 신디 리시카(Cindy 

Lisica)의 「소비를 넘어서: 무라카미 타카시의 예술, 상품과 세계적인 영

                                           
37 Yoshiko Fukushima, “Japanese Contemporary Theatre in the 1980s: Noda Hideki 

and the Manga Discourse of Japan”, (Ph. D. diss., New York University, 2000). 
38 Rei Okamoto, “Pictorial propaganda in Japanese comic art, 1941-1945: Images of 

the self and the other in a newspaper strip, single-panel cartoons, and cartoon 

leaflets”, (Ph D. diss., Temple University, 1999). 
39 Natsu Onoda, “Tezuka Osamu: An intertextual history of comics in post-World 

War II Japan”, (Ph D. diss., Northwestern University, 2005). 
40  Jennifer Sally Prough, “Mediating ningen kankei: Gender, intimacy, and 

consumption in the production of Shojo Manga”, (Ph D. diss. Duke University, 2006). 
41 Hsiao-ping Chen, “The significance of Manga in the indentity-construction of 

Young American Adults: A Lacanian Approach”, (Ph D. diss. The Ohio State 

Universit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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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Beyond Consumption: The Art, Merchandise and Global Impact of 

Takashi Murakami)」이 무라카미의 회화론인 수퍼플랫 이론을 중심으로 

미술 외 분야와 손을 잡는 그의 작업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42  리시카는 

‘일본의 앤디 워홀 (Japan’s Andy Warhol)’이라는 어구로 표현되듯 

워홀과 무라카미를 비교하며 미술과 상업성의 결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

루고 있다. 동시에 우키요에의 예를 들어 일본 문화의 특수성 및 과거 일

본과 서양문화의 접점에 대한 고찰도 시도되고 있다. 리시카는 무라카미의 

상업성이 농후한 활동들이 ‘혁신적’이며 ‘시기 적절한’것으로 보고, 

현시대의 국제화하고 소비자우선화환 미술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라카미의 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논문의 고무적인 면은 리시카가 직접 무라카미와의 인터뷰를 한 자료

와 당시의 신문기사 등 생생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논문의 참고문헌들이 무라카미의 인지도가 높아진 2004~5

년 이후 서구에서 출판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야의 폭이 좁고 또한 

작가의 전시 도록글과 인터뷰, 미술관 홈페이지 동영상 등 1차적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퍼플랫이라는 현상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에 머무르

고 있으며, 미술사적 또는 역사적인 관점이 결여된 것이 이 논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의 박사 논문으로는, 2006년 크리스틴 샤프(Kristen Sharp)의 

「 수퍼플랫 세상: 무라카미 타카시와 수퍼플랫 미술의 문화의 지형 

(Superflat Worlds: A Topography of Takashi Murakami and the 

                                           
42 Cindy Lisica, “Beyond Consumption: The Art, Merchandise and Global Impact of 

Takashi Murakami”, (Ph D. diss. University of Lond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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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s of Superflat Art)」이 있다.43 이 역시 무라카미의 수퍼플랫 이

론을 바탕으로 역사를 거슬러올라 일본의 미술사와 현재의 오타쿠 문화를 

연결시키고 있다. 포스트모던이라는 시기적인 특수성과 일본 문화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인론 등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서는 리시아의 논

문에 비해 체계적으로 역사적, 지역적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논문의 전개가 단순히 무라카미의 상업성과 예술의 영역을 넘나드는 

활동들의 개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결론도 무라카미의 활동

이 다양한 상업분야에서 미학적 가치를 확장하면서 작품을 상품화 함으로

써 관객층을 확장 시켜가는 프로세스임을 재인식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에 출판된 석사논문 중 마크 스타인버그(Marc Steinberg)의 

「평면성으로부터의 출현: 무라카미 타카시와 수퍼플랫 미학 (Emerging 

from Flatness: Takashi Murakami and Superflat Aesthetics)」에서는 

수퍼플랫을 에도(江戸)시대의 역사에 회귀하고자 하는 시도임과 동시에 

새로운 포스트모던적 사고의 시발점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평면적인 이

미지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44  박사논문은 아니지만, 비교적 빠른 시기에 

무라카미의 작품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학위논문이라 할 수 있으

며, 이 논문의 지도교수는 전술한 라마레로, 수퍼플랫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분석은 그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일본의 현대미술가에 대한 연구로는 모리 마리코(森万里子, 

1967-)에 대한 죠나단 월리스(Jonathan Wallis)의 논문 「모리 마리코: 

계몽된 미래를 모색하는 예술 (Mariko Mori: Art in Search of an 

                                           
43 Kristen Sharp, “Superflat Worlds: A Topography of Takashi Murakami and the 

Cultures of Superflat Art”, (Ph D. diss. RMIT University, 2006). 
44 Marc A. Steinberg, “Emerging from Flatness: Takashi Murakami and Superflat 

Aesthetics”, (Master’s Thesis. McGill Universit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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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lightened Future)」이 있다.45 저자는 모리의 작품에서도 중요한 영감

의 원천이 되고 있는 오타쿠 관련 문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현상의 

배경이 되는 버블경기의 영향과 모리의 초기 작품을 연관 짓고 있다. 

“(모리의) 이미지들에 대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철저하게 피상

적이라는 것이다. 이 번뜩이는 사진들은 오직 표면적일 뿐인 생활양식과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경제적 호황, 기술적 진보 그리고 대기업의 힘을 

자만하는 화려한 세팅은 관객들에게 지나치게 귀엽게 굴며 공허한 거짓의 

미소를 보내는 여주인공의 배경이 된다.”46 월리스는 이러한 모리의 작업

을 연구하며 “우리는 이 작품들의 얕고 장난스러운 외관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모리가 비판하

고자 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

문은 본 논문에서 거론되는 작가들의 작품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것

으로 이 시대 일본인 작가들의 특징적인 일면을 지적한 것이라 볼 수 있

다. 그러나, 본문에서 그는 이러한 경향들이 일본사회를 충실히 묘사한 것

이라고 결론 짓고 있어,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과연 동시대 예술

의 역할로서 충분한 것인가, 비평의 시각은 더 이상 미술에서는 기대되지 

않는 것인가, 등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연구를 유보하

고 있다.   

 이 밖에 일본 현대작가를 다룬 학위논문으로는 2001년에 제출된 로

즈마리 야시노브스키(Rosemari Jasinowski)의 모리무라 야스마사의 자화

상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미술사적 관점에서 보다는 비 동양계 작가의 자

기표현이라는 비교문화, 또는 다문화 연구적인 시점에서 쓰여진 것이다. 47 

                                           
45 Jonathan Wallis, “Mariko Mori: Art in Search of an Enlightened Future”, (Ph D. 

diss. Temple University, 2004). 
46 Wallis, 2004, p.90. 
47 Rosemari Wright Jasinowski, “Morimura Yasumasa: A Cross Cultural Stud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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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는 개념미술가로 잘 알려진 가와라 온(河原温, 1933-)에 대한 

2004년의 연구가 있다. 48 그 외 일본 미술에 대한 학술 논문은 1970년대 

이전의 작가들이나 작가 그룹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인데,49  최근 몇 년 

동안 발표된 것으로는 플럭서스와 관련된 Hi Red Center, 오노 요코(小野

洋子, 1933-), 테라야마 슈지（寺山修二, 1935-1983）, 오오시마 나기

사(大島渚, 1932-2013)등을 연구한 타로 네틀턴(Taro Nettleton)의 박

사논문 「책을 버려라, 길거리로 나가라: 1960년대 일본의 언더그라운드 

미술의 공간과 주체성 (Throw Out the Books, Get Out in the Streets: 

Space and Subjectivity in Japanese Underground Art of the 1960s)」

50이  있으며, 일본의 현대 사진을 다룬 요시아키 카이 (Yoshiaki Kai)의 

박사논문 「스납푸: 일본 사진의 한 쟝르, 1930-1980 (Sunappu: A 

Genre of Japanese Photography, 1930-1980)」51 등이 있다.  

 이 밖에 주제 면에서 특기할 만한 박사논문은 크리스틴 윌리

(Christine Wiley)의 전후 일본미술 속의 핵무기와 관련된 이미지를 다룬 

「일본의 핵 이미지: 전후 일본 미술에서의 원자력 시대의 재현 (The 

Japanese Nuclear Imaginary: Representations of the Nuclear Age in 

                                                                                                           

Self Portrait, Self Definition and the Creative Process”, (Ph D. diss., New York 

University, 2001). 
48 Eunhee Yang, “On Kawara’s Nomadic Mind: Autobiography of “A Citizen of the 

World””, (Ph D. diss.,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04). 
49 Natsu Oyobe, “Human Subjectivity and Confrontation with Materials in Japanese 

Art: Yoshihara Jiro and    Early Years of the Gutai Art Association, 1947-1958”, 

(Ph D. diss., The University of Michigan, 2005), 또는 Miwako Tezuka, “Jikken Kobo 

(Experimental Workshop): Avant Garde Experiments in Japanese Art of the 1950s”, 

(Ph D. diss., Columbia University, 2005)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50  Taro Nettleton, “Throw Out the Books, Get Out in the Streets: Space and 

Subjectivity in Japanese Underground Art of the 1960s”, (Ph D. diss., University of 

Rochester, 2010). 
51 Yoshiaki Kai, “Sunappu: A Genre of Japanese Photography, 1930-1980”, (Ph D. 

diss.,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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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war Japanese Art)」이 있다.52 윌리는 고질라를 비롯 영화, 만화, 소

설 등 특히 서브컬처의 쟝르 속에 묘사된 핵에 관한 이미지를 관찰하였다. 

서브컬처에서 발견되는 핵과 피폭에 관한 잠재적인 피해의식은 본문에서 

논의할 무라카미와 그 주변의 평론가들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에, 보다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윌리의 논문은 참고가 되었

다.  

 학위논문 외에 일본의 현대미술과 서브컬처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는 무라카미 타카시의 「Little Boy」전 도록이 대표적이다.53 무라카미는 

다양한 도판과 다수의 논문을 수록하여 자신의 작품을 대표로 한 일본현

대미술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을 비롯한 일본 전통문화들과의 근접

성을 강조하였다. 당시 뉴욕의 재팬 소사이어티(Japan Society)관장이던 

알렉산드라 먼로(Alexandra Munroe)를 비롯하여, 미국 내 유력 미술평론

가 중 무라카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가운데 초기부터 중립적인 

글을 써온 케이티 시걸(Katy Siegel)등 뉴욕 현지에서 영향력 있는 현대

미술의 필진을 모았다. 한편, 일본에서 무라카미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서

브컬처에 대한 글로도 알려진 사와라기 노이(椹木野衣),54 영어실력을 통

해 해외에 일본현대미술을 알리는 역할을 해온 마츠이 미도리(松井みどり)

의 글을 모았다.55 이 평론가들의 글만이라면 일반적인 도록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나, 결정적으로 무라카미는 이 도록에 오타쿠 전문가들, 모리카

                                           
52  Christine Wiley, “The Japanese Nuclear Imaginary: Representations of the 

Nuclear Age in Postwar Japanese Art”, (Ph 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011). 
53 Takashi Murakami, ed., Little Boy: The arts of Japan’s exploding subculture, New 

York: Japan Society, 2005. 
54 Noi Sawaragi, “On the Battlefield of ‘Superflat’: Subculture and Art in Postwar 

Japan”, in Murakami, ed., Little Boy, pp.186-207. 
55 Midori Matsui, “Beyond the Pleasure Room to a Chaotic Street: Transformations 

of Cute Subculture in the Art of the Japanese Nineties”, in Murakami, ed., Little Boy, 

pp.20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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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카이치로(森川嘉一郎), 오카다 토시오와의 “오타쿠 토크”를 실어 오

타쿠 문화와 현대미술과의 접점을 제공하려고 시도했다.56  

 사와라기와 마츠이는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평론가로서, 무라카미, 아

이다, 나라 모두에 대한 평론을 잡지나 도록을 통해 발표해왔다. 특히 마

츠이는 원래는 미국과 일본의 문학에 대해 연구한 비교문학 전공자로서, 

무라카미의 작품에 대해서 비교문학회 국제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인연으

로 현대미술비평에 뛰어든 이후 현재는 평론뿐 아니라 전시도 기획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포스트모던 문화와 진지하게 대면하

면서 그 혼돈을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의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애니메이션

이나 만화라는 동세대의 공통언어를 작품에 도입하는 것을 통해 그 의미

를 생각하고자 하는 무라카미의 표현에 공감”했다고 밝히는 그녀는 이 

세대 미술가들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7  마츠이는 

1994년 무라카미의 개인전 도록 글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자아의 의식은 다양한 정신성의 언설에 의해 무마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예술가가 자신의 관객과 심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언어가 애

니메이션, 매스미디어, 패션의 어휘 밖에 없다면, 이는 슬픈 상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근대화, 특히 전후의 대중 사회가 가져온 구조적인 실어증상

태의 비극이기도 하다. 무라카미의 작품은 이 상황으로부터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상황 속에서 쾌락을 찾으며, 그 공허 역시 받아들이고 있다.58  

 

                                           
56 Toshio Okada, Kaichiro Morikawa, moderated by Takashi Murakami, “Otaku Talk” 

in Murakami, ed., Little Boy, pp.164-185. 
57 松井みどり, 『マイクロポップの時代：夏への扉』, PARCO出版, 2007, p.240. 
58 松井みどり,“村上隆：戦うニヒリスト,”『村上隆展：明日はどっちだ Fall in Love』, 

SCAI the Bathhouse, 1994,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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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분석한다. 비록 무라카미의 극단적인 서브컬처와의 동화현상이 진행

되기 전인 1994년에 쓰여져 현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다소 추상적으로 읽

히는 글이지만, 시대적인 상황과 무라카미의 작업과의 연동에 대해 언급하

고 있으며, 일종의 필연성을 긍적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단계에서는 무라카미 작품에 담긴 비평의식의 부재 등 심층적인 문제점들

에 대한 지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시기 마츠이의 글은 무라카미의 

등단 당시의 작품에 대한 반응을 단편적으로나마 짐작하게 해 주는 중요

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후 쓰여진 마츠이의 글 중에는 보다 더 역사적인 관점에서 현재 상

황을 바라보려는 시도도 있다. 1999년 일본의 국제교류기금(国際交流基金)

에서 기획하여 무라카미와 나라 외 7인의 작품들로 구성한 전시인 「즐거

움을 위한 회화: 1990년대의 새로운 일본 회화 (Painting for Joy: New 

Japanese Painting in 1990s)」의 서문에서 마츠이는 일본의 현대 회화가 

‘미술’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생기게 된 메이지(明治) 이후, 전통적 유

산과 서양의 새로운 사조사이의 매우 복잡한 상황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59 이백여 년에 걸친 쇄국 정책 끝에 서양세력에 의한 근대

화를 피할 수 없었던 일본은 미술에 있어서도 유럽적인 기준에서의 ‘양

화(洋畵)’, 일본취향을 가미한 ‘일본화(日本畵)’의 전통을 급조해야 했

고, 비교적 최근인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에 추가하여 ‘현대회화

(contemporary painting)’가 전후 미술의 학구적 전통이 되었다는 것이

다. 이렇게 “외부에서 기원한 일본의 근대화는 근대 서양식 제도의 불완

전한 모방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의식 있는 일본인 작가들은 그들 자신

의 문화적 체험에서부터 기원하지 않은 미학적 영역에서 독창성을 추구해

                                           
59 Midori Matsui, et. al., Painting for Joy: New Japanese Paintings in 1990s, Exh. Cat., 

Tokyo: Japan Foundation, 1999,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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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모순을 안게 된 것이다.”라는 일본현대미술의 입지에 대한 근

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60  

 서양 모더니즘의 영향을 안고도 독창적일 수 있는가 하는 일본 현대

미술가들의 고민은 과연 일본 내에서 모더니즘의 구현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모더니즘에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기의 성립은 가능한가 라는 본 논문의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직결되는 것

으로서, 여기에서 다뤄지는 일본인 작가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마츠이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단편 논문들에

서 문제를 제기만 할 뿐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마츠이는 

무라카미와 나라의 주요 도록에 기고해왔으며, 2012년의 아이다의 모리미

술관의 개인전이 특집이 된 미술전문 월간지 『미술수첩(美術手帖)』에도 

긴 전시평을 발표하는 등 명실공히 이 세대 작가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61 

 마츠이 외에 현대일본미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평론가로는 

사와라기가 있다. 그 역시 마츠이처럼 문학을 전공하였으나, 『미술수첩』

에 근무하면서 미술평론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특히 일본사회와 연관하여 

미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집해 왔다. 그는 집필활동 외에도 1990년대 초

부터 무라카미 등 당시 젊은 신진작가를 기용한 전시기획을 펼쳐와 현대

                                           
60 같은 글, p.9. 일본내의 일본화와 양화의 명칭에 대해서는 佐藤道信, 『〈日本美術〉誕生 

－近代日本の「ことば」と戦略』, 講談社, 1996, 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61  마츠이는 전술한 「Little Boy」전 도록에의 기고 글 외에 「©MURAKAMI」전의 

도록에 “Murakami Matrix: Takashi Murakami’s Instrumentalization of Japanese 

Postmodern Culture” in Paul Schimmel, et al., ©MURAKAMI, Exh. Cat., Los 

Angeles: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07, pp.80-108, 을 기고했으며, 2012년 

출판된 나라의 카타로그 레조네에 「白い空間の中の子ども：大きなマイナー・アーチストと

しての奈良美智」, 『奈良美智：全作品集 1984-2010』, 美術出版社, 2011, pp.330-

353을 실었다. 또한 아이다의 특집호로 꾸며진 2013년1월호 『미술수첩』에서는 「下降か

らの上昇：会田誠の反近代」, 『美術手帖』, 美術出版社, Jan. 2013, pp.88-95, 를 통해 

아이다의 작품론도 발표하고 있어 이 시대 가장 중요한 평론가의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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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미술사와 함께 성장해 온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다수에 이르는 사와라

기의 저서 중 본 논문과 관련하여 흥미를 끄는 대목은 그의 저서 『일

본・현대・미술(日本・現代・美術)』에서 미술의 진흥에 있어서 전후 일

본사회는 ‘나쁜 장소(悪い場所)’로서 역할 한다는 주장이다.62 사와라기

의 ‘나쁜 장소’론은 미술평론의 범위를 넘어 90년대 말 당시 현대일본

이 처해있는 특수한 상황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로도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사사키 아츠시(佐々木敦)는 일본 전후의 사상사를 정리한 『일본의 사상

(ニッポンの思想)』속에서 오움진리교(オウム真理教)사건63(1995)과 코우

베 연속 아동 살상(神戸連続児童殺傷)사건64(1997)이 일어나는 등 일본 

내에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던 당시에 등장한 사와라기의 ‘나쁜 장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65 “‘일본’이라는 ‘나라=장소’의 ‘본질’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 현실적인 사건의 연쇄에 의해, 어쨌든 ‘결코 변화할 

일이 없고, 변화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변했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변화

하지 않고, 따라서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 변할 일도 없는’ 그 자

체가 계속 반복되어온 ‘일본=역사’관을 사와라기는 ‘나쁜 장소’라는 

알기 쉬운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66 

‘나쁜 장소’는 미술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특히 

문화의 근대화에 있어서 서구세력의 강한 압력에 의해 일본 고유의 질서

가 붕괴되었다는 사와라기의 문제의식에서 발단한다. 유럽의 계급사회에서 

                                           
62 1996년6월에서 1997년6월에 걸쳐 월간지 『미술수첩』 에 연재되었던 칼럼을 모은 책. 

椹木野衣,『日本・現代・美術』, 新潮社, 1998. 
63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라는 교주를 중심으로 한 컬트교 집단으로 신자들에게 불법행위

를 강요하거나 유괴, 납치, 살인에 이르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직적으로 일으켜 사회불안을 

조성하였다. 생화학무기를 제조하여 시민의 대량학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64 1997년 2월부터 수 개월에 걸쳐 중학생 소년이 초등학생 아동 수명을 연속으로 폭행, 

살인한 사건.  
65 佐々木敦,『ニッポンの思想』, 講談社現代新書, 2009. 
66 같은 책,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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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되어 온 특수층을 위한 미술이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일본 안에서 주

류의 위치를 차지하던 일반대중의 오락문화(가부키歌舞伎나 우키요에浮世

絵 등)는 “악한 것/불순한 것=서브컬처”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로 낙인 찍히기에 이르렀다.67 따라서 이렇게 수입된 개념에 의존하는 

미술의 위치는 일본 고래(古来)의 문화를 영원한 콤플렉스로 밀어 넣었고 

그대신 소수엘리트 층의 전유물이던 미술이라는 개념을 전 국민에 대해 

강요해 왔다는 모순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엘리트 미

술을 전담해온 일본화 계열 혹은 아카데미의 흐름 속에서는 유럽의 거장

들의 모방으로 밖에 여길 수 없는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만화로 

대표되는 서브컬처 영역은 영향력 있는 작품으로 그 지지기반을 확대해 

왔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전후 국가적 정책으로 특권계급이 붕괴된 현대 일본에 

있어서 미술은 그 존재기반(미술 시장을 포함) 자체를 잃고 사실상 “모

든 문화 요소들이 계층 없이 평면적으로 병렬되어 등가적으로 접속되었다”

고 주장 한다.68 그렇기 때문에 전후 일본이라는 상황은 미술의 필연성은 

이미 해체되어 들어설 자리를 찾기 힘든 ‘나쁜 장소’이며 이런 장소에

서 배양된 미술들은 무라카미나 그 외의 일부 작가들처럼 전면적으로 미

술의 고급-저급 분류를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될 수 밖에 없

다는 결론이다. 사와라기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현재 발표되어 있는 이 

시기 일본미술들에 대한 글 중에서도 특히 서브컬처와 현대미술과의 근접

성에 대한 가장 단순 명쾌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 

하다. 그의 이론을 참조로 한다면, 미약하나마 유지되던 일본 미술 내 모

                                           
67 椹木野衣, 「スーパーフラットからGEISAIへ：村上隆の近未来をめぐって」, 『ユリイ

カ』, 青土社, 2001.10月, p.90. 
68 같은 글,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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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즘의 결정적인 쇠퇴는 서양에서처럼 그 구조내부의 갈등에 의해 비롯

된 것이 아니라 전쟁 후 패전의 결과로서 그 지지계층이 말살되고 동시에 

자본의 뒷받침을 잃게 되면서 찾아 온 것으로, 서양미술에서 말하는 모더

니즘의 종말과는 크게 상이함을 지적할 수 있다. 사와라기의 시점은 종종 

미술사 내부의 문제로 보이는 사건들에 대해 역사, 사회의 광범위한 문제

와의 연관을 통해 인과관계를 묻고 있어, 본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주

요한 참고가 되었다. 

 마츠이와 사와라기의 두 평론가를 제외한 일본 국내의 미술평론가들

에 의한 무라카미, 나라, 아이다의 논의는 이들 모두의 작품활동이 현재진

행형인 까닭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뤄진 예는 드물며, 평론에 있어서도 

작가들의 전시 도록 또는 전시의 평론이 대부분이다. 특히 무라카미의 경

우 일본 국내에서의 외풍이 가장 심한 작가 중 한 명으로, 그가 일본화를 

전공하였는데 현대미술로 전환 했다는 점, 그리고 초기에 오타쿠라는 사회

현상을 스스로의 명성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인상에 대한 변명 또

는 반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 그리고 무라카미 스스

로가 해외 미술계에 대조하여 일본 미술계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는 

다는 점 등이 일본 내에서 그의 입지를 어려운 것으로 하고 있다. 더군다

나 일본에서의 지지 기반이 미약한 채 국제적으로 스타가 되어 그의 화려

한 행보에 대한 관심이 작품에 대한 것 보다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

라서 작품론이기 보다는 흥미로운 기사거리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그 외에 국내 학술지 논문 중 오타쿠와 일본 현대미술을 다룬 것으로

는 김민수 교수의 「무능현실 전능예술의 역설 – 오타쿠 문화와 무라카미 

다카시로 본 일본」69, 최태만 교수의 「히로시마에서 후쿠시마까지, 핵과 

                                           
69  김민수, 「무능현실 전능예술의 역설 – 오타쿠 문화와 무라카미 다카시로 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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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가의 대응」70 등이 있다.  

 한편 고전시기 또는 20세기 초까지에 집중되던 일본 미술에 대한 관

심이 최근에 들어 현대 미술로도 옮겨 오면서 관련 전시활동들이 국제적

으로 활성화 해왔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20세기 이후 일본미술 중 

유일하게 국제적인 움직임으로 여겨지는 구타이에 대한 전시「구타이, 훌

륭한 놀이터 (Gutai: Splendid Playground) 」가 열렸으며,71 뉴욕의 현대

미술관 (MoMA)에서는 「동경 1955-1970: 새로운 아방가르드 (Tokyo 

1955-1970: A New Avant-Garde) 」가 개최되었다.72 이에 따라 본격

적인 일본의 실험예술에 대한 증언 등 일차 자료를 모은 자료집도 출판되

었다.73 이렇게 일본을 대상으로 한 전시가 미국의 초대형 미술관에서 개

최된 이유로는 각각 구겐하임과 뉴욕현대미술관에 동양인 큐레이터가 재

직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1998년에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

에서 이미 대형 그룹전으로 뉴욕을 놀라게 한 중국 현대미술의 등장보다

는 많이 늦어졌으나,74  구겐하임의 먼로(2006년부터 현직)와 뉴욕현대미

술관의 정도련(2009~2013년 재직)이 각각 기획한 일본 현대의 전시는 

일본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전시들과 시기를 같이하여 미술계 유력 월간지 『아트포럼 

(Artforum)』은 이전에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던 영역인 일본 미술 및 영

                                                                                                           

『일본비평』 5호 2011, pp.90-125. 
70  최태만, 「히로시마에서 후쿠시마까지, 핵과 미술가의 대응」, 『미술이론과 현장』, 

Vol.13, 2012, pp.35-71. 
71 2013년 2월15일~5월8일까지. 
72 2012년 11월18~2013년 2월25일까지. 
73 Doryun Chong, Tokyo 1955-1970: A New Avant-Garde,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2013, 과 Doryun Chong, ed., From Postwar to Postmodern, Art in Japan 
1945-1989: Primary Documents,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2012.  
74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New Chinese Art: Inside out」전은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의 작가들을 총망라한 대규모 중국 현대미술전으로 화제를 모았다. (전시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sites.asiasociety.org/arts/insideout/introduction.html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종 확인 2013년 10월20일.) 

http://sites.asiasociety.org/arts/insideout/introduc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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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특집을 2013년 2월호에 대대적으로 게재하여 전후 일본미술에 대한 

서구논단의 관심을 증명하였다.75 이 직전인 2012년, 무라카미의 전속화랑

인 미국 LA의 화랑 블럼&포(Blum & Poe)에서는 모노파에 대한 본격적

인 전시를 미술사학자 미카 요시타케(Mika Yoshitake)의 기획으로 진행

하였는데, 이러한 전시를 미국에서 일본 전후 미술의 붐을 일으킨 작은 시

초로 보는 시각도 있다.76 그 밖에 전 동경 모리미술관 초대관장이던 데이

비드 엘리엇(David Elliot)은 1990년대 이후 일본 현대미술에 대한 대표

적인 연구자이자 큐레이터로, 2011년 뉴욕의 재팬 소사이어티에서 「바이

바이 키티!!!(Bye Bye Kitty!!!)」전을 기획하여, 헬로 키티 캐릭터로 대

표되는 전형적인 일본현대미술의 모습을 벗어난 다양한 일면을 소개하기

도 하였다.77  

 국내에서도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의 기획 하에 

2013년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Re:Quest-1970년대 이후의 일본 현대

미술」전이 열려 전후 일본 미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

며, 곧 이어 서울의 전시장  플라토(Plateau)에서 무라카미의 개인전을 개

최하였다. 최근까지도 일본 작가들에 대한 소개는 대형 기획전의 아시아 

작가 중 일부로서가 대부분이었고, 상업화랑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소개되는 작가들이 드물게 있을 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한국 내

에서 체계적으로 일본 현대작가들이 소개되는 것은 이들에게 그만큼 관심

                                           
75 『아트포럼』은 이 호에서 일본인 작가 에이 아라카와(Ei Arakawa, 1977-), 야마자키 

츠루코(山崎つる子, 1925-), 아카세가와 겐페이(赤瀬川原平, 1937-)와 Hi-Red Center, 

구타이 등에 관하여 개별 특집 기사로 다루고 있다. (Artforum, Feb. 2013, New York: 

Artforum International Magazine.) 
76 Wakako Onishi, “Leading U.S. museums showcasing avant-garde Japanese art”, 
The Asahi Shimbun, Jan. 10, 2013,  

온라인기사: http://ajw.asahi.com/article/cool_japan/culture/AJ201301100009 (최종확인: 

2013.10.27) 
77  David Elliott, Tetsuya Ozaki, Bye Bye Kitty!!!: Between Heaven and Hell in 
Contemporary Japanese Art, New York: Japan Society, 2011. 

http://ajw.asahi.com/article/cool_japan/culture/AJ201301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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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일 시점이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이러한 일본미술에 대한 관심을 반

영하듯 최근 보다 많은 수의 일본미술 연구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무라카

미가 국제적으로 활약함에 따라 일본인이 아닌 연구자들도 그의 미술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논문의 구성 

 

 문제제기를 한 서론 이후의 논문의 구성은 1장에서는 시대와 사상적 

배경으로서의 근대와 포스트모던에 대해 다룬다. 일본 내에 이어지는 근대

와 ‘근대의 초극(近代の超克)’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는 일본은 개

화기에 성급히 달성하고자 한 근대를 확인하고자 전쟁에 참전하여, 오히려 

근대를 주체적으로 이루지 못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

본에 있어서 근대의 초극, 극복이라는 문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주체성

을 상징하게 되며, 패전을 겪게 한 주 원인으로 터부시 된다. 전쟁에의 참

전과정과 패전을 통해 일본은 정치, 외교적 주체성을 잃게 되고, 이러한 

영향은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과 미성숙 또는 소년으로 정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일본에서 주류문화에 저

항하는 서브컬처가 이례적으로 부흥하고, 특히 1980년대의 버블경기와 맞

물려 젊은 세대 중에서는 소비를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려 하는 신인류와 

오타쿠라는 층이 대두하는 현상을 살핀다.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신인류들

의 소비패턴에 비해 내향적이고 분석적인 오타쿠들의 양상은 부모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토대로 성장을 거부하고 좋아하는 컨텐츠로 가득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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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칩거하는 사회문제와도 표리관계에 있다. 1990년대 이후 오타쿠 문

화의 특징 중 하나는 이들이 만화, 애니메이션이나 비디오 게임의 캐릭터

를 중심으로 소비하는 ‘데이터베이스 소비’(東, 2001)의 경향을 띄게 

된다. 1, 2장에서는 일본 현대작가들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사상, 시대, 사회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3, 4, 5장에서는 각각 무라카미 타카시, 아이다 마코토, 나라 요시토모

의 작품을 관찰하며 이들 작품에 드러나는 서브컬쳐적인 특징들과 그와 

함께 지적될 수 있는 반모더니즘적 특징들을 살피고 있다. 무라카미 타카

시는 특히 오타쿠 문화 중 일종의 캐릭터나 스토리에 대한 패러디라 할 

수 있는 ‘2차창작’, 즉 원작자가 아닌 독자가 원작에 기초한 새로운 이

야기나 성향이 다른 캐릭터를 제작하는 방식을 답습하여 2차원의 세계에 

있는 캐릭터를 3차원으로 재탄생시킨 피규어를 미술작품으로 제시한다. 그

의 이러한 시도는 오타쿠 특유의 로리콘적인 변태성애를 그대로 현대미술

의 맥락으로 옮겨놓는 역할을 하였으며, 서구미술계가 사실상 하나의 기호

화된 포르노그래피라 할 수 있는 조각상을 받아들이도록 꾀한 것이었다. 

무라카미는 이 외에도 캐릭터라는 상업적 아이콘을 미술 작품으로 제시하

거나, 루이비통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상품과 작품을 미술관 속에서 판

매 하는 등 기존의 서구미술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 또는 한계를 시험하

는 듯한 작업활동을 거듭해 왔다. 무라카미의 2000년의 마니페스토인 수

퍼플랫은, 무라카미의 활동들이 전적으로 서구미술사에 대한 부정으로 관

철되어 왔으며, 일부는 직접적으로 패전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나타내는 것

임을 깨닫게 한다.  

    아이다는 강한 비판의식을 토대로 노골적인 서구비하와 비판, 그리고 

영어나 서구 모더니즘예술에 대한 부정을 특징으로 한다. 국민총력전 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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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부 화가들에게 의무화 되었던 전쟁화는 패전 이후 터부시된 장르

였는데, 아이다는 이를 부활시키면서 그 속에서 미국에 대한 피해의식과 

그 반면 일본의 가해적 역할에 대하 언급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특징적으

로 서브컬처적 이미지와 이야기 전개를 답습하고 있는데, 특히 서브컬처 

속에서는 순수화단에서는 등장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전쟁에 대한 언급이

나, 전쟁을 통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는 폭파나 파괴의 이미지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어, 트라우마가 서브컬처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수 있다. 한편 

아이다의 이러한 전쟁에 대한 서브컬처적 시선을 통한 접근은 전쟁 그 자

체에 대한 평가나 인식을 오히려 부정확하게 나타내고 전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나라는 스스로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팬덤을 이루고 있는 서브

컬처의 일부와도 같은 측면을 갖는다. 그는 작품의 소녀 이미지 때문에 어

린이와의 연관성 속에서 연구되어왔다. 아이다의 소녀들의 이미지가 갖는 

인상은 단순화 되고 생략되며 세련되지 않고 난폭함도 때로는 내포하는 

탈기술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독일 신표현주의 작가들의 예에서 보듯

이, 탈기술적 기법은 규범화된 이미지 제작방식에 의도적으로 역행해가고 

저항하는 반모더니즘적인 성향이 있다.  

 마지막 6장에서는 세 작가들에 대한 일본 내, 외 미술계의 수용과 평

가, 이를 통한 각자의 한계점을 살피고 있다. 특히 이들이 놓여있는 조건, 

즉 근대에서 포스트모던이라는 서양과 같은 사상, 시대적 진행이 어려웠던 

환경에서 반모더니즘적인 성향을 띄며 서구근대에 대한 저항을 하는 이들

의 어려움에 주목하며 이들의 반모더니즘의 움직임 조차 서구 모더니즘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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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배경: 근대와 포스트모던의 문제 

 

 1장에서는 일본이 근대라는 개념을 수용하고 서구화되어가는 과정에

서부터 전쟁에의 참전, 그리고 패배와 미국에 의한 원자폭탄의 투하, 이러

한 트라우마가 일본의 전후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1. 전쟁의 원인으로서의 근대  

 

 이 절에서는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근

대화 욕구와 이와 관련된 ‘근대의 초극’론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일본은 

1854년 매튜 페리(Matthew Perry, 1794-1858)제독의 쿠로부네(黑船) 

압박에 의한 개국이래 약 2세기간의 쇄국기간을 만회하듯 급속도로 서구

적 시스템을 받아들였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은 에도(江戸)의 봉건적 막

부체제를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강한 중앙집권으로 재구성하면서 문명개화

(文明開化)에 박차를 가하였다. 일본은 동아시아 어떤 국가 보다도 빠르고 

급진적으로 서구화를 이루고 근대국가로 탈바꿈해 갔다.78  

                                           
78 서구적인 근대화는 사회와 제도상의 개혁과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변화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척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도시로의 비교적 고도한 인구 집중과 사회 전체의 도시 중심적인 경향의 증대. 

(2) 무생물 에너지의 비교적 고도한 사용, 상품의 광범위한 유통 및 서비스 기관의 

발달. 

(3) 사회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횡단적 접촉, 경제와 정치문제에 대한 참여의 확대. 

(4) 환경에 대한 개인의 비종교적 태도의 확대와 과학적 지향의 증대, 그에 동반되어 

진행되는 식자율의 상승. 

(5) 외연적, 내포적으로 발달한 매스컴의 네트워크. 

(6) 정부, 유통기관, 생산관계와 같이 대규모적인 사회 시설의 존재와 이러한 

시설들이 점차 관료적으로 조직화되어가는 경향. 

(7) 거대한 인구 집단이 점차적으로 단일 통제 국가 체제로 통합되어 이러한 단위간 

상호 작용(국제관계)이 차례로 증대. 

(8) 공동체적인 또는 세습적인 사회집단의 붕괴와, 그 결과 개인에게 가능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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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의 근대는 일본의 경우처럼 서양과 그 외 지역

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개념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79 중국근대

문학 연구자인 타케우치 요시미(竹内好)는 그의 「근대란 무엇인가 - 일

본과 중국의 경우(近代とは何か - 日本と中国の場合）」라는 글에서 다음

과 같이 말한다. “동양의 근대는 유럽에 의한 강요의 결과이다, 혹은, 결

과부터 유도된 것이다, 라는 것은 우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유럽이 그 생산양식과, 사회제도와, 그에 따른 인간의 의식을 동양에 들고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이 동양에 탄생했다.”80 타케우치

는 일본이 개화되는 과정에서 맞이한 근대를 서구열강의 압력의 결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레베카 서터(Rebecca Suter) 는 다음과 

같이 일본의 ‘근대문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근대에 대해 특별히 중요하지만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문제점은 근

대와 동-서 관계의 연관성이다. 근대는 종종 미개한 국가들에게 수출되

거나 강요되는 서양 특유의 사상으로 비추어져 왔다. 그러나, 서양의 근

대 또한 이러한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탄생되었다. 의미있게도, 근대기

는 ‘위대한 지리적 발견’, 즉 유럽이 ‘그 외의 세계’와 처음으로 접

                                                                                                           

이동 범위의 확대와 사회에서 개인 활동 범위가 광범위하게 다양화. 

(John Whitney Hall, “Changing Conceptions of the Modernization of Japan”, in 

Marius B. Jansen ed., Changing Japanese Attitudes Toward Modernization, 1965, 

에서 재인용 고사카 시로, 『근대라는 아포리아』, 야규 마코토, 최재목, 이광래 옮김, 

이학사, 2007, pp.159-160.) 

이 장에서는 서구적 근대라는 실체에 대해서 보다는 일본이 초월하고자 했던 대상으로서의 

근대와 일본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79 예를 들어 Wang Hui의 글 “Imaginign Asia: A Genealogical Analysis”에서는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탈아론(脱亜論)」과 레닌의 아시아에 대한 글에서도 

공통적으로 “아시아의 근대는 유럽의 근대의 결과이며, 아시아의 상황이나 안녕과는 

무관하게 아시아의 근대는 보다 발달된 유럽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중요성을 드러낸다.” 

고 지적하고 있다. Chiu, Melissa, ed., Contemporary Art in Asia: A Critical Reader, 
Cambridge: MIT Press, 2011, p.89. 
80 竹内好,「近代とは何か - 日本と中国の場合」, 『近代の超克』, 筑摩叢書, 1983,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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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하고 점령하며 개종시키고 동화시켜 근대화 시키려는 순간에 시작된다

고 할 수 있다. … 과정으로서의, 모든 나라가 따라야만 하는 길로서의 

근대화라는 개념은 ‘문명의 충돌’, 즉, 세계화의 시대에 국제적인 관계

를 설명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패러다임의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다.81 

 

서터에 의하면 서양에 있어서 근대는 그 외의 지역들에 대한 발견과 이들

에 대해서 우위에 서려고 하는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그 개념이 확고히 자

리 잡았으며, 따라서 그 외의 지역들도 서양과 같은 길을 따름으로써 진보

적으로 근대화할 수 있다고 종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강력한 도구 (powerful instrument)”82로서 기능하며, 민주주의, 자유, 

정의 등 서구적 가치관, 특히 미국적 가치관이 근대적인 것이며, 진보로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모든 비근대국가들이 미래의 목표로 삼아

야 할 것으로 각인되어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의 근대화는 유럽과 같이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회, 경제로 진입하는 시대적 

진행을 뜻하기 보다는, 서양 선진국들에 의해 규정된 시스템에 스스로를 

대입하여 그들의 기준을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 단행하는 연속적인 전통

과의 단절이자 역사성의 부정이라고 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대부

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처럼 서구적인 시각에 의해 결정되다시피 한 

근대화 정책이 국가적 사업으로 실행 되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의 그리고 대표적인 

‘미국적 전후 근대화’의 예가 되었다.83 근대화를 통하여 일본은 서구에

                                           
81 Rebecca Suter, The Japanization of Modernity: Murakami Haruki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1, p.17. 필자의 강조. 
82 같은 책, p.18. 
83 같은 책, p.20. 근대화 실천의 시기로는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 1811~186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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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는 이분법적 구분, 즉, ‘근대적인 서양 (a modern West)’  도 

‘비근대적인 비서양 (a non-modern non-West)’ 도 아닌 ‘아시아 

속의 서양’이라는 특수한 장소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으며, 

1885년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에 의한 “탈아론(脱亜論)”은 이러

한 일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실질적 근거로 작용한다.84 메이지유

신 이후의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동양에 속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서양

의 문명과 권력을 따르려는 화혼양재(和魂洋才)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

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메이지 유신을 통한 일본의 갑작스런 근대화는 그 이후로 근

대의 개념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된다. 대외적으로 일본의 앞선 

근대화 과정은 일부 층들을 스스로의 선진의식에 도취되게 하여 군국주의

적 동아시아 침략의 정신적 발판으로 삼게 하였다. 대내적으로는 부국강병

을 위한 근대의 실현은 외형적으로는 일본을 서구적 근대국가로 규정시키

기 위한 면모를 갖추도록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유입된 제

도로 인해 일본의 전통과 문화, 이를 바탕으로 한 정체성이 위협받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서구식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의 시

                                                                                                           

“화혼양재”를 구상한 것이 1853년, 박규수가 실학으로부터 개화로 전환한 것은 1872년, 

중국의 장지동이 “중체서용”론을 제창한 것은 1890년으로, 이 이후 근대형 국가체제를 

정비한 것은 일본이 1868(메이지 원년), 조선은 1897(대한제국), 중국은 

1911년(신해혁명)으로 이 역시 일본이 가장 빠르다.(고사카,『근대라는 아포리아』, 

pp.46-47.) 또한 타케우치는 명치유신 이후 일본이 급속도로 서구화 된 것에 대해 

일본문화자체의 특성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일본문화에는 ‘밖을 향해 언제나 새로운 것을 

기다리는’ 성질이 있다고 보며 이 때문에 유럽적 영향에 저항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竹内, 「近代とは何か」, 『近代の超克』, p.41.) Lisica는 일본 근대의 성급한 서양화에 

대해서 1911년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가 일본이 어른들 흉내를 내 

“맛도 모르면서 맛있는 양 담배를 피우는 소년들과”같다, 고 언급함을 지적한다. (Lisica, 

2010, p.36.) 
84  “탈아론(脱亜論)”은 1885년 3월16일자 신문 『시사신보(時事新報)』에 게재된 

무서명의 사설로, 일본이 근대화에 뒤쳐진 근린국 들인 청과 조선을 거부하고 아시아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한다. 이는 무기명으로 게재되었으나, 당시의 집필진과 후에 출판된 

후쿠자와 전집에 이 글이 실린 정황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후쿠자와 유키치의 글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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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신을 토대로 한 근대국가의 설립은 체재로서의 근대와 개인의 근대의

식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있던 일본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서

구식의 내재적 근대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남기는 것이었다. 85 서양에서와

는 다르게 일본의 근대가 복합적인 하나의 ‘문제’로 취급될 수 밖에 없

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서구에 있어서의 근대의 의미와 일본의 근대와는 

각기 다른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입지와 근대화의 관계는 일본의 진주만 침공을 발판으로 

한 대미전쟁, 곧 일본의 2차대전 참전과 연관되어 일본 내에 있어서도 많

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는 잡지『文学界』 

주최로 1942년 7월에 개최되고 9월과 10월호에 걸쳐 발표된 심포지움 

‘근대의 초극’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심포지움은 교토학파(京

都学派)를 중심으로 한 13인의 일본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서구의 근대사

상을 초월한 일본만의 독자적인 사상을 구축함으로써, 당시 일본의 상황 – 

군부에 의한 중국대륙 침략의 확대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서구 근대사

상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문명개화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의 황폐 및 퇴

폐 등 - 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 것이다.86 심포지움의 사회를 맡은 카와카

미 테츠타로우(川上徹太郎)는 “우리 지식인들의 지적 활동의 진정한 원

동력으로 작용하던 일본인의 피”와 이를 “볼 상 사납게 체계화 시키려

던 서구지성”의 상극을 이 회의에서 확인했음을 밝히고 있다.87  그러나 

이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결론은 유도되지 않았으며, ‘근대’란 

무엇이며 어떠한 상태가 ‘초극’인지에 대해 각 참가자의 의견이 합치되

는 일은 없었다. 단지“서구=근대를 모방하는 형태를 띄고 성립된 일본 

                                           
85 服部裕, 「近代なき ‘近代の超克’ －世界史的立場と日本の意味」, 『秋田大学教育学部研

究紀要 人文科学社会科学部門』 53, 1998, p.44. 
86 같은 책, p.45. 
87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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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를 배경으로 발생한 위기의식”88이 바탕이 되고 있음은 확인될 수 있

었으며, 일본의 근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근대라는 개념을 초월해야 

하는 서구적 영향으로 규정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구의 ‘초월’이라는 과제의 인식은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정당화 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1942년 당시 일본은 군사적으로 

동남 아시아의 많은 부분을 점령하고 있었으며, 침략한 여러 국가에서 군

사력을 시험해온 일본이 빠져있던 우월주의의 사고방식은, 이들이 아시아 

내에서의 서양으로 군림하여 대동아공영권(大東亜共栄圏)을 설립하겠다는 

파시스트적 결론으로 향해갔다. 일본은 마치 자국의 우월한 근대성을 확인

하려는 듯이 동아시아의 국지전을 초월한 세계전의 구도에 참여하려는 구

실을 만들고 있었다.89 타케우치는 일본의 참전은 “식민지침략전쟁이면서 

동시에 (서구 열강에 맞서는) 대(對)제국주의의 전쟁이기도 했다”고 보

고 있다.90 이 ‘근대의 초극’론은 일본의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일

종의 일본“제국주의를 위한 알리바이”91로 쓰여지게 되었다.92 당시 심포

지움에 참가한 오다기리 히데오(小田切秀雄)는 “태평양전쟁 하에 행해진 

‘근대의 초극’논의는, 군국주의 지배체제의 ‘총력전(總力戰)’의 유기

적인 일부분이라 할 ‘사상전(思想戰)’의 한 양상”이라 보고 있다.93 타

케우치 역시 오다기리의 이러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근

                                           
88 松本健一, 「解説」, 竹内, 『近代の超克』, p.276. 
89  Harry D. Harootunian, “Overcoming Modernity”, Overcome by Modernity: 
History, Culture, and Community in Interwar Japa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34. 
90 磯前順一, 「「近代の超克」と京都学派―近代性・帝国・普遍性」, 酒井直樹, 磯前順一 編, 

『「近代の超克」と京都学派―近代性・帝国・普遍性』, 以文社, 2010, p.33. 
91 같은 책, p.34. 
92 이 부분에 대해서, Sun Ge, “In Search of the Modern: Tracing Japanese Thought on 

‘Overcoming Modernity’”, in Impacts of Modernitie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4, pp.53-75, 를 참조. 
93 竹内, 『近代の超克』, p.59, 에서 인용. 원전은 小田切秀雄, 「『近代の超克』について」, 

『文学』, 1958, 4月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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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초극’은 전쟁 중 일본의 지식인을 사로잡았던 유행어 중 하나였다. 

또는 주문(呪文)과도 같았다. ‘근대의 초극’은 ‘대동아전쟁’과 연결되

어 상징적 역할을 한 것이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근대의 초극’에는 

불길한 기억이 연상된다.”94라고 밝힌다. ‘근대의 초극’은 일본에게 주

어진 서구적 근대와 이를 극복하여 스스로 구축하려던 자주적 근대화간의 

갈등이 현저하게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타케우치의 저서에 해설문을 기고한 마츠모토 켄이치(松本健一)는 타

케우치가 ‘근대의 초극’ 심포지움의 참가자들 중 특히 서구적 ‘근대주

의’  이론가들(고바야시 히데오 小林秀雄, 카와카미 등)이 스스로 일본 

근대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점에 이 심포지움의 중요성이 있다고 보며, 

‘근대의 초극’이라는 간판은 내걸었으나, 이들간에 실제적인 사상투쟁이 

없었던 탓에 패배감이 나올 수도 없었다고 본다.95 바꿔 말하면, ‘근대의 

초극’이 전쟁과 파시즘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확립되었었다면, 패전을 통

해 파시스트들의 패배가 자인될 수 있었을 것이나, ‘근대의 초극’논의가 

근대주의에 대한 충분한 안티테제로서 기능하지 못한 까닭에 패배를 인식

하는 일 조차 불가능 했다는 것이다. 그는 근대주의 지식인들에 의해 근대

의 패배가 자인될 수 있었더라면, 그 패배감으로 인해 새로운 사상창조를 

기대해 볼 수 있었겠으나, 이러한 과정이 없이 오히려 전쟁 후 점령군, 미

국에 의해 근대주의자들이 복권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의 ‘사상의 

황폐상태’가 초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96 즉 ‘근대의 초극’은 실패한 

전쟁의 이데올로기임이 제창자들에 의해 뿌리 깊이 인식되는 일이 없었으

며,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이 주체적 근대를 이룩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되지 

                                           
94 竹内, 『近代の超克』, p.53. 
95 松本, 「解説」, 같은 책, p.273. 
96 같은 책, pp.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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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던 것이다. 패전 이후 이루어진 전후 정리는 또 다시 서구의 주도하에 

진행 된 것으로, 일본이 자주적 근대를 이루는 일도 서양의 근대를 초극하

는 일도 현실화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대’에 대해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전쟁 직후 

1945년 전쟁책임과 관련하여 일본이 “근대라는 미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97고 논했으며 이러한 과정은 ‘근대의 초극’ 심포지움을 재고하면

서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에 의하면, 일본은 극복은커녕 근대 자체

를 이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이는 결국 일본이 전쟁직전에 이룩했던 것으

로 보인 것은 전적으로 일본 외의 영향에 의한 외재적인 근대화로, 그 내

부에 있어서의 진정한 근대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마루야마는 일본

이 파시즘에 빠져, 패배할 것이 분명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일본에 근대적

인 주체가 확립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98  그렇기 때문에 전후 

일본에 있어서 그가 가장 먼저 촉구한 것은 역사에 기반한 개인의 근대적 

주체화이다.99  

 마루야마 외에도 전후 일본의 근대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은 마르크스 학자 히로마츠 아유무(廣松渉)의 『「근대의 

초극」론』의 해설에서 “「근대의 초극」이라는 토픽은, 이중의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나는, 우리가 아직도 초극해야 하는 「근대」속에 

있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우리가 여전히 전쟁전의 「근대의 초극」의 문

제를 본질적으로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00라고 시사했다. 가라다니

의 이러한 발언은 마루야마와 같이 일본에서의 근대화는 ‘미완’의 작업

이라는 자조적이면서 동시에 자위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결국 이들

                                           
97 Suter, The Japanization of Modernity, p.21. 
98 東浩紀, 北田暁大 共著, 『思想地図特集・日本』, ＮＨＫブックス別巻, 2008, p.256. 
99 Suter, The Japanization of Modernity, p22. 
100 柄谷行人, 「解説」, 廣松渉, 『近代の超克論』, 講談社, 1989,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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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언이 상징하는 것은 서구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근대화=서구화’

의 등식을 인정함과 동시에 근대화가 서구화를 뜻하는 한, 일본이 결코 완

성할 수 없는 근대화라는 상태에 대한 콤플렉스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101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 참전을 통해 서양에의 견제와 아시아에 대한 식

민지화의 욕구를 강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근대의 초극’에 대한 콤플렉

스는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패전을 통해 전후 사회에까지 확장되었다. 

1945년 8월6일, 그리고 8월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확장은 종결된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일

본의 현대사회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낳고 있다. 흔히 ‘주체성의 상실’

102이라 불리게 되는 전후 일본의 대미관계를 통한 국가, 심리적 위축은 

결국 일본의 포스트모던기의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며, 서양 근대라는 이루

지 못한 대상에의 경외, 혐오와 콤플렉스라는 일본 포스트모던기의 한 특

징을 이루게 한다. 

 

 

 

                                           
101 일본의 근대에 대한 콤플렉스는 이에 이어지는 포스트모던에 대한 논의와도 직결된다. 

특히 가라타니는 서구의 포스트모던이 모던이라는 근대사회가 명확히 있었기에 나타나는, 

즉 모던이 극한까지 도달한 상황에서 나타난 모던의 극복을 위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수입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필연성이 철저히 결여된, 즉 일본에서는 극복할만한 

대상이 없는 형태만의 포스트모던임을 주요논점으로 설정한다. (가라다니 고진 사이트 참조 

http://www.kojinkaratani.com/jp/essay/post-68.html 최종확인 2013년 7월10일.) 
102 전후 일본의 맥락에서 주체성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서구의 근대적 주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근대라는 환경, 즉 역사, 국가, 사회 등의 테두리 속에서 자율적으

로 스스로의 가치기준을 갖고 주체적으로 사고하여 행동하는 인간을 뜻하고 있다. 이러한 

근대적 주체에 대한 정의는 谷崎秋彦, 「実存思想と近代・反近代-主体性をめぐって」, 早

稲田大学社会科学研究所, 『近代と反近代-近現代思想史の課題』, 早稲田大学社会科学研究所, 

1996, pp.61-84를 참조. 전후 일본의 주체성 논쟁에 대해서는 小林敏明, 「戦後主体性論争」, 

『主体のゆくえ:日本近代思想史への一視角』, 講談社, 2010, pp. 151-184, 를 참조. 

http://www.kojinkaratani.com/jp/essay/post-68.html%20최종확인%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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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쟁과 원자폭탄의 트라우마 

 

 이 절에서는 일본의 패전의 최종적 원인이 된 두 차례의 원자폭탄의 

투하와 이로 인한 정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2차 대전 말인 

1944년부터 미국은 이미 사이판(Saipan), 괌(Guam), 테니안(Tinian) 등

에 진격하여 일본열도 전체가 미군의 B29기의 폭격범위 내에 있었다. 

B29의 공습 대상은 일본 열도 내 비행기 제조공장이 있는 주요도시였으

나, 일본이 항복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 대상은 전 주요도시 및 중

소도시에까지 확대되었다. 동경은 1945년 4월부터 8월 사이에만 63번의 

공습을 당했다.103 독일이 이미 5월에 항복을 한 상황에서, 일본의 항복조

항에 대해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한 달에 걸쳐 상의한 후 7월26일 포

츠담 선언(Potsdam Declaration)으로 이를 제시했으나, 일본의 반응은 불

명확한 것이었다. 이에 미국은 8월6일 새벽에 테니안 섬에서 B29기 ‘에

노라 게이(Enola Gay)’를 출발 시켜, 오전 8시경 히로시마(広島) 상공에 

도착, 8시15분30초에 히로시마 중심지인 상생교(相生橋)부근에 우란 원자

폭탄 ‘리틀 보이(Little Boy)’를 투하한다. 이로 인한 피폭민의 수는 히

로시마 대학의 2011년 통계에 의하면 약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104 일본 열도가 아직 첫 번째 원폭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3일 후인 8월9일 오전 11시 2분에는 역시 B29기 ‘ 박스카

(Bockscar) ’에서 나가사키(長崎)에 풀루토니움 원자폭탄 ‘팻맨(Fat 

                                           
103 平塚敏克 著, 太平洋戦争研究会 編,『日米開戦への道』, 河出書房新書, 2011, p.145. 
104  히로시마대학 원폭피폭자 데이터베이스 http://www3.rbm.hiroshima-

u.ac.jp/project_abs/chart?la=ja 참조. (최종 확인 2013년12월10일)이 데이터베이스는 

국가에서 배부한 피폭자건강수첩(被爆者健康手帳)을 배부 받은 대상자의 통계로, 실제의 

피폭자 총수는 약 55만명에 달한다고 보도된바 있다. 「広島被爆者55万7478人」, 

『中国新聞』, 2013년3월34일 게재. 온라인 기사 

http://www.hiroshimapeacemedia.jp/mediacenter/article.php?story=20130325151920

931_ja  (최종 확인 2013년12월10일). 

http://www3.rbm.hiroshima-u.ac.jp/project_abs/chart?la=ja
http://www3.rbm.hiroshima-u.ac.jp/project_abs/chart?la=ja
http://www.hiroshimapeacemedia.jp/mediacenter/article.php?story=20130325151920931_ja
http://www.hiroshimapeacemedia.jp/mediacenter/article.php?story=20130325151920931_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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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이 투하되어 7만4천 여명의 목숨을 앗아갔다.105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뉴스로 각인된 이 두 차례의 원자폭탄 투하는 

전대미문의 폭력적 상황이었다.106 당시 에노라 게이에 탑승하여 폭탄 투

하의 장면을 목격한 미군은 “그 중심부에 가장 찬연하게 빛나던 것이 태

양보다도 커보이는 거대한 붉은 불덩어리였다. 정말로 하늘에서 태양이 지

상에 떨어져 다시 우리를 향해 상승해오는 것 같았다”107 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박스카’에서 직접 폭탄을 투하한 폭격수는 “버섯구름의 입 속

에서 여러 개의 혓바닥처럼 불길이 솟아나와 끓고 있는 큰 가마솥처럼 보

였다. 끔찍한 광경이었다.”108라고 후술하고 있다. 미군에 의해 상공에서 

촬영된 폭탄 투하 후 버섯구름이 치솟는 영상은 전쟁이 끝난 후 여러 차

례 방영되었는데, 핵실험의 폭파 순간을 기록한 타 영상들과도 연동된 원

폭=버섯구름이라는 이미지는 일본인에게 있어 파괴와 종말을 상징하는 아

이콘으로 자리잡는다. 어린이 만화인 <얏타만(ヤッターマン)> 등에109 단

골로 등장하는 악당들을 무찌를 때 피어 오르는 해골모양의 버섯구름은, 

극적인 패전을 경험했던 어른들에 의해 삽입된 묵시록적 풍경일 것이다. 

 일본이 겪은 공습과 원폭의 충격,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 직전인 

                                           
105  나가사키시의 자료에 의하면 1945년 12월말까지의 피폭에 의한 사망자 수 약 7만 

4천명, 중경상자가 약 7만5천명이라고 한다.  

http://www.city.nagasaki.lg.jp/peace/japanese/record/iryoku.html  

(최종 확인 2013년12월10일).  

그 이후 2013년 8월9일까지의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를 합산한 나가사키원폭 총 사망자 

수는 약16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http://www.city.nagasaki.lg.jp/heiwa/3020000/3020100/p002235.html 

(최종 확인 2013년12월10일). 
106 ピーターカズニック, 「米国側の原爆投下認識」, 『広島, 長崎への原爆投下再考』, 法律

文化社, 2010, p102. 
107 같은 책, p.129. 
108 같은 책. 
109  1977년부터 방영된 TV만화시리즈로 1975년 선행되었던 타임보칸(タイムボカン ) 

시리즈의 두 번째 연작.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인공에 맞서는 3명의 악당이 항상 

에피소드 끝에 폭파당하며 도망치는 스토리전개가 전형적. 무라카미 타카시는 이 만화의 

제목을 따 해골구름이 피어 오르는 모습을 담은  <Time Bokan>연작(2001-)을 제작했다. 

http://www.city.nagasaki.lg.jp/peace/japanese/record/iryoku.html
http://www.city.nagasaki.lg.jp/heiwa/3020000/3020100/p0022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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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6일 새벽 최후의 순간에 무너진 소련과의 중립관계와 곧 이은 소련의 

만주침략은 일본의 전쟁 주도자들에게 있어 늦게나마 패전을 인정하고 15

년간의 전쟁(1931년 만주사변 ~ 1945년 포츠담선언 수탁)을 종결시키려

는 의지로 기울게 하였다. 일본 내에서는 일본 본토로 밀려들고 있던 연합

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항복하지 않으려는 골수 

국수주의자들도 적지 않았으나, 결국 마지막에는 쇼와천황(昭和天皇) 히로

히토(裕仁)의 주장으로 항복과 패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곧 이은 1945년 8월15일 정오에 시작된 히로히토의 이례적 대국민 

라디오 방송(일본에서는 옥음방송 玉音放送 또는‘종전의 조서 終戦の詔

書’로 불림)을 통한 종전 및 패전에 대한 선언은 격식 차린 문어적 표현

과 당시의 녹음(반대파의 방해공작에 대비하여 녹음된 후 방송됨) 상태 

및 라디오 음질의 조악함으로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어려웠다고 한다.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천황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국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의 높고 가냘픈 목소리와 슬픈 어조는 한 나라의 상징적 대표로서의 천

황의 비참함과 무력함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그는 이 방

송을 통해 전쟁 주도자에서 피해자로 탈바꿈 하는데 성공하였다.110 그의 

음성을 배경으로 라디오 앞에 무릎을 꿇고 모여 앉아 방송을 들으며 머리

를 조아리는 마을 주민들이나, 천황의 거처인 황궁 앞 광장에서 손수건으

로 눈물을 훔치는 여인들의 흑백 영상은 종전기념일(終戦記念日)로 불리

는 8월15일 전후에는 아직도 국영방송 등을 통해 방영되는 유명한 장면이

다. 따라서 일본의 전후 세대들은 2차대전에 있어서 일본의 가해자적 측면

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지한데 비해 원자폭탄의 투하에 의한 히로시마, 나

가사키의 피해, 이에 따른 패전에 대해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 각인되어 왔

                                           
110 음원: Imperial_Rescript_on_the_Termination_of_the_War.ogg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2/Imperial_Rescript_on_the_Termination_of_the_War.o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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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쟁 중 천황은 현인신(現人神, 아라히토가미)으로서 절대적인 존재였

다. 일본의 건국신화에서부터 유래되는 건국여신의 자손이라는 설정 하에 

세습되어온 천황의 자리는 2차대전을 계기로 극적으로 신격화하였다.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 천황을 위한 성전(聖戰)이었으며, 일본은 신국(神国)이

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신풍(神風)이 불어 구제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전쟁이 치러지고 있었다. ‘신풍’이란 스스로의 목숨을 희생해 천황폐하

의 만세(萬歲)를 이루고자 하는 젊은 희생양들의 명칭 ‘카미카제’이다. 

이들은 현세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천황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있다는 주입

된 사상을 가지고 미군 전투기와 전함에 자신의 초라한 제로센(ゼロ戦:전

투용 항공기)을 부딪혀 갔다. 하지만 천황은 패전과 곧 이은 미국의 통치

를 계기로 현재의 위치로 격하되어 이제는 상징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1890년 근대일본을 시작하는 메이지(明治)정부가 발령한 대일본제국헌법

(大日本帝國憲法) 제1조에서는 천황의 통치권과 함께 신성불가침성을 보

장하고 있으며, 천황을 국가의 원수로 밝히고 있다.111 메이지정부 이후의 

다이쇼(大正)정부 역시 같은 법령 하에 기능해 왔으며, 2차 대전 당시에도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패전 직후부터 천황권의 실추는 가속된다.  

 1945년 9월27일 쇼와천황 히로히토와 당시 연합국군최고사령부

(GHQ: 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최고사령관이던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와

의 회견에서 촬영된 한 장의 사진은 일본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인 천황의 

미국에 대한 영원한 굴욕의 기록이다. [도판4] 전쟁책임에 대한 심판을 받

기 위해 미국대사관저를 찾은 당시 약관 44살이던 히로히토는 사진 속에

                                           
111 1889년 2월11일 발부, 1890년 11월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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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로줄무늬 바지와 타이를 갖춘 엄숙한 모닝정장차림에 직립부동의 경

직된 표정인 데 비해 그를 맞은 맥아더는 옅은 색의 일반 군사무복 차림

에 두 손을 허리 뒤로 버틴 비스듬한 자세로 무표정하게 서있다. 이들의 

신장 차이는 실제로는 2-30센티가 될 듯 말 듯 하지만, 뒷짐을 지고 길

게 뻗은 맥아더의 이미지에 비해, 굳은 표정과 의상의 검은색까지 더해 위

축되어 보이는 왜소한 히로히토의 모습은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보인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자단에 의해 촬영된 이 공식 사진은 당초 천황

에 대한 불경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GHQ의 지시로 

결국 9월29일 각 일간지 1면에 게재되었고, 거침없어 보이는 맥아더의 자

세와 대조되는 히로히토의 굴욕적인 모습에 일본국민은 새삼 패전과 열세

한 자국의 처지와, 이에 비해 승전국을 대표하는 최대열강인 미국의 힘을 

실감했다.[도판5]  천황의 긴장되고 무력한 작은 모습은 동정과 공감을 사

기에 충분했을 것이며,112 이와 동시에 한 명의 이 왜소한 남자가 수백만

의 인명피해와 끔찍한 파괴의 주범임은 쉽사리 망각될 수 있었다. 

 이듬해 개정된 일본국헌법(日本国憲法)에는 천황의 지위에 대한 격하

가 명기된다. 천황의 위상에 대한 항목은 “일국의 상징이자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이러한 지위는 주권자인 일본국민의 총의에 따른다” ,113  라는 

조항으로 대체된다. 즉 천황의 정치적 통치권자체가 사실상 폐지되며, 국

민 뜻에 의해서만 존속 가능하다는 일견 민주주의적 존재로 전환 되는 것

이다. GHQ의 전략적인 일본 비무력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같은 개정 

헌법이자 2013년 현시점에서 현행법인 일본국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명

                                           
112  소설가 아베 가즈시게는 저서 『요소의 제국: 성숙을 거부하는 일본인』에서 당시 이 

신문을 보고 격노한 일본인 지식인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阿部和重, 『幼少の帝国－成

熟を拒否する日本人』, 新潮社, 2012.) 
113 日本国憲法본문 중 제1장 제1조.  

(참조: http://law.e-gov.go.jp/htmldata/S21/S21KE000.html） 

http://law.e-gov.go.jp/htmldata/S21/S21KE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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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된 ‘전쟁의 포기’ 조항이다. 2차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미국, 중

국과 영국 수뇌들(후에 소련도 포함)간에 1945년 7월26일 채택되고, 두 

차례의 원자폭탄 투하 후 결국 같은 해 8월14일 일본 정부에 의해서도 수

락된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일본의 무력화, 곧 2차대전의 가해자였던 일본을 

무장해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 되는데, 그 집행을 위해 일본에 

설치되었던 것이 GHQ였다. GHQ는 인력 면에서 타 연합국 보다는 미군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공식적인 미국

의 일본 지배가 종료되기까지 존속되었다. 1946년 이 GHQ의 영향하에 개

정된 일본국헌법은 ‘평화헌법’이라는 별명과도 같이 일본의 군대를 해

산시켜 전쟁능력을 철저히 무력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제9조

만으로 이루어진 헌법 제2장, 전쟁의 포기(戦争の放棄)를 이곳에 옮겨 보

면 다음과 같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가로서 발생시키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

력의 행사는, 국가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원히 포기한다.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을 보유

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114 

                                           
114 원문 “第二章, 戰爭の放棄. 第九條, 日本國民は, 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國際平和を誠

實に希求し, 國権の発動たる戰爭と, 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 國際紛争を解決する手

段としては, 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 陸海空軍その他の戰力は, これ

を保持しない。國の交戦権は, これを認めない。”실제로는 1954년 일본자위대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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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헌법 제9조를 통해 일본은 미국에 의해 국제사회에 있어서 대외적 

전쟁의 가능성을 박탈당한 나라로, 그 뿐 아니라 어떠한 국제분쟁에 대해

서도 해결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되었다.115 따라서 일본

은 의도적인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데, 이미 한반도까지 밀려온 공산

주의 진영을 경계한 미국은 일본을 민주주의 진영의 마지막 보루로 지탱

하기 위해 일본 영토 안에 미군기지를 자리잡게 하고, 유사시에는 미군이 

일본을 방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116 즉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 

하에 놓이게 되며, 맥아더로 상징되는 큰 키의 강한 미군들의 존재가 오키

나와를 비롯한 일본 본토내의 미군기지 보유 지역에 정착되어 간다.  

 GHQ의 전략은 천황을 전범으로 규정하여 실추시킴으로써 패전 후 일

본의 국세를 혼란 시키기 보다는, 일본 국민에 있어서의 천황의 중요성을 

이용하여, 그의 지위를 유지시킴으로써 국민을 안정시키되, 무력침략의 가

능성을 앗아가고 실질적 통치권이나 어떠한 정치적 반란가능성도 억압당

한 허수아비 천황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일본 

국력의 빠른 회복이었다. 이는 동아시아 권의 공산화 저지를 위해 필수적

이며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대해 코모리 요이치(小森陽一)는 “‘국체’

                                                                                                           

자국의 안전보장만을 위해 활동하는(専守防衛) 방어적 역할을 한다고 하나, 사실상 

걸프전이나 아프간전에서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 국제전에 동원 되는 등 그 모순적인 

위치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게 한다. 
115 참고로 비교하자면 미국의 헌법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참조: 

http://www.archives.gov/exhibits/charters/constitution_transcript.html 최종 확인 

2013년11월20일.) 에서는 제1조 8절 11항에서 연방 의회가 전쟁을 포고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은 12항에서 14항까지는 육, 해군의 편성에 대한 항목으로 군대의 

육성에 대해 명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0000 최종 확인 

2013년11월20일.) 에서는 제5조 1항에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으나, 2항에서는 

국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116  Sawaragi, Noi, “On the Battlefield of “Superflat”: Subculture and Art in 

Postwar Japan”, in Murakami, ed., Little Boy, p.202. 

http://www.archives.gov/exhibits/charters/constitution_transcript.htm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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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천황제를 ‘공산혁명’을 제지하기 위한 유일한 국가 장치로서 존

속시킨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히로히토의 전쟁 책임을 전면적으로 면

죄하는 것이며, 그에게 잇닿아 있는 ‘근대 천황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

한 책임도 모호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117 당시 미국 및 연합국의 판

단으로 결정되었던 일본의 천황제의 유지가 일본인들의 전쟁 책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였으며 천황이 전범자 재판에도 회부되지 않았던 탓에 일

본인들에게 천황은 무죄판결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보여졌을 것이다. 때

문에 ‘인간선언’을 통해 역대 천황으로서는 처음으로 ‘사람’이 된 히

로히토가 적극적으로 일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양복을 입고 지방을 

순행(巡幸)하고 다니면서, 보다 서민다운 면모를 연출하였을 때, 그의 모

습은 우리나라를 비롯 대만과 만주, 베트남 등의 식민지를 획득하기 위해 

약 2천 만 명으로 추정되는 희생자를 낸 범죄자로서가 아닌 한 명의 신사

적인 국가원수로 비춰졌을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118  

이 후 일본은 미국에 의해 천황의 무력화, 국가적 차원에서의 무장해

제를 경험하고, 역시 국가 재건을 위해 미국의 주도하에 국제, 경제적 지

원을 받았다. 일본은 패전 후 불과 11년만인 1956년의 경제 백서에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여 이것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국력을 

회복해 갔다. 이후 1964년 개최된 동경올림픽을 향하여 “고속도로나 신

칸센(新幹線, 역주:고속철도)의 개통이라는 도시 인프라의 정비, 텔레비전

을 중심으로 한 가전 제품의 급속한 보급”을 이루어 경제에 매진하는 시

기에 돌입한다.119 이러한 전후 복구와 경제발전은 냉전 체재 하에 일본을 

극동의 강대국이자 위성국으로 개조하려는 미국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117 코모리 요이치, 『포스트콜로니얼』, 송태욱 옮김, 삼인, 2002, p.102. 
118 피해자 수는 The Pacific War Online Encyclopedia에 의거. 

 http://pwencycl.kgbudge.com/C/a/Casualties.htm (최종 확인 2013년10월23일) 
119 코모리, 『포스트콜로니얼』, p.138. 

http://pwencycl.kgbudge.com/C/a/Casualti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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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와 맞바꾸어 일본은 역사와 정치적 정체성을 포기한 채 미국에 이은

(버블기에는 미국을 초월하는) 경제대국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다. 일본 사회와 정치는 원자폭탄 투하에 이은 전후 복구 과정을 통해 자

연스럽게 미국에 의해 길들여져 갔음을 알 수 있다. 

 

 

3. 패전과 주체성의 상실 

 

 이 절에서는 일본의 패전 이후 찾아온 일본 사회심리의 변화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무력화가 가져다 준 주체성의 

상실과 이에 따라 형성된 ‘미숙’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본다. 전후 복구

가 미국의 개입 하에 빠르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본은 전쟁의 가해자

로서의 입장을 인식하며 역사화하는 단계를 생략하였으며, 원자폭탄의 폭

격에 의한 피해자로서의 정체성 조차 (자국 외에서는) 획득하지 못했다. 

패전 이후에 일본은 ‘근대의 초극’론에 기원한 무리한 침략의 결과에 

대한 인정과 반성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 정체성

의 추구도 포기하다시피 하였다. 일본의 젊은 세대 평론가의 한 명으로 꼽

히는 키타다 아키히로(北田暁大)는 아즈마와 같이 발행한 무크지 『사상

지도(思想地図)』에 실린 일본의 주체성과 국수주의를 주제로 한 대담에

서 근대주의자 마루야마의 예를 들며, “패전에 의한 자기 긍정감의 상실

에 대하여 첨단적 지식인들이 우선 주체확립으로서의 국수주의의 필요성

을 논했다”고 보고 있다.120 그러나 이러한 거창한 국수주의의 실현을 통

한 주체성 확립의 요구는 전후 일본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급급하던 일

                                           
120 東, 北田, 『思想地図特集・日本』,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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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들에게 쉽게 수용되지 않았으며, 경제발전에 주력하는 국가 분위기 속

에 잊혀질 수 밖에 없었다.  

 같은 대담에 참여한 카야노 토시히토(萱野稔人)는 또한 패전국에 대

한 전후 체제는 “구 파시즘 국가를 주체화시키지 않기 위한 제도로 성립

되어 있었습니다. 국련(国連, 역주:국가연맹)이 좋은 예입니다…패전국인 

구파시즘 국가에게는 정치적 주도권을 절대로 주지 않는 것. 하지만, 독일

과 이태리는 EU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그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일본에서

는 지역공동체의 구축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발휘할 가능성이 아직 낮

습니다.”고 보아, 전후 일본의 주체성의 결여를 패전과 이에 이은 결과로 

보고 있다.121 뿐만 아니라, 그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의 선택에 의

해 6.25 한국전쟁에의 참여를 통한 재군비의 가능성이 배제되고, 그 대신 

경제발전이 전후의 기본 노선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말하자면 대외적 주

체를 성립하기 보다 경제중심 국가로 다시 태어나는 선택을 한 것이다.122  

 키타다는 일본이 전후 주체의 확립과 맞바꾸어 얻은 것은 경제적 풍

요였으며, 국민들은 근대적 주체를 포기하고 풍요 속의 대중으로 안주게 

되었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주체의식의 포기는 다음 장에서 설명될 일본

의 포스트모던의 상황과 직결된 것으로, 풍요 속의 대중사회를 긍정하는 

1980년대 일본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신인류와 오타쿠로 대표되는 당대 서브컬처의 부흥을 이루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 패전의 결과가 오타쿠 문화의 근원이 된다는 무라카미나 사와라

기의 발언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을 통한 주체성의 미확립을 근거로 

대두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무라카미는 원자 폭탄 투하의 트라우마가 일

                                           
121 같은 책, p.261. 
122 요시다 시게루 수상 재임기는 1946-47, 19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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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오타쿠 문화를 낳았다고 비판하면서 “일본은 미국의 군사력의 비호

하에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되고, ‘타자의존’적인 심리구조가 일본인 속

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후 일본은, 묵묵히 ‘어른’인 미

국이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들을 수 밖에 없는 ‘어린이’가 되었다. 그

리고 현재 그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123  

 이처럼 성숙한 미국에 비해 ‘미숙한 일본’이라는 개념이 일본 국내

에 점차로 정착하는 것은 키스 빈센트(Keith Vincent)에 의하면 “미국점

령시대와 전후 고도경제성장시대”라고 한다.124 일본을 미숙의 국가로 부

르는 것은 이미 “상투구중의 상투구”라고 하는 그는 이 시대 일본의 미

숙함에 대한 논의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고 보는데,125 하나는 “일본의 패

전과 점령이 어찌된 일인지 일본인을 ‘거세’하여, 일본에 임포텐츠와 유

아적퇴행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126 이러한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전술

한 맥아더와 히로히토의 사진과 함께, 1951년 맥아더가 “일본은 12세의 

소년과 같다”라고 한 발언에 의해 자리잡은 인식을 들 수 있다. 맥아더의 

발언은 원래의 문맥에서는 종전 후 일본인들이 서구의 과학기술문명으로부

터 그만큼 배울 점이 많다라는 긍정적 의견이었다고 하나, 『「카와이이」

론(「かわいい」論)』을 쓴 요모다 이누히코(四方田犬彦)에 의하면, 일본인

의 국민의식의 유치함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회피하여, 타협적 태도

                                           
123 Murakami, Little Boy, p.22. 
124 キース・ビンセント, 「日本的未成熟の系譜」, 『日本的想像力の未来 - クール・ジャパ

ノロジーの可能性』, ＮＨＫブックス, 2010, p.20. 일본의 미숙에 대한 논의는 빈센트의 

2010년 3월에 동경공업대학세계문명센터(東京工業大学世界文明センター)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움 ‘일본적 상상력의 미래’에서 발표된 「일본적 미성숙의 계보(日本的未成熟の

系譜)」나, 이 후 개최된 토론 「일본적 미성숙에 대해서(日本的未成熟について)」등을 

비롯 『왜 일본인은 성숙해질 수 없는가(なぜ日本人は成熟できないのか)』, 曽野綾子, クラ

イン孝子, 海竜社, 2003, 『유소의 제국: 성숙을 거부하는 일본인(幼少の帝国：成熟を拒否

する日本人)』, 阿部和重, 新潮社, 2012, 등 다수가 있다. 
125 같은 책, p.16. 
126 같은 책,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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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한 것, 즉 우리는 어린이처럼 약하고 무해한 존재라는 일본인 측의 자

기인식이 반영된 내용으로 왜곡되어 전달되곤 하였다는 것이다.127  

 빈센트는 맥아더의 이 발언은 “전후 일본에서 남성성의 운명을 상징하

는 단어로 종종 인용”되어 왔음을 문학 작품을 예를 들어 언급하고 있

다.128 그는 노벨상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1958년 

작품 『어두운 강 무거운 노(暗い川 おもい櫂)』에 등장하는 설정, 즉 중학

생인 남자 주인공과 이웃집에 사는 정부, 그리고 그녀의 애인인 흑인 미국 

GI라는 삼각형구도를 예를 들어, (미군에 의한) 일본인 남성의 거세라는 테

마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129 이 외에도 일본 전후 문학 중 강인한 미군 GI

와 대립되는 미숙한 일본인 소년의 성적 무력함을 소재로 삼는 작품에는 

대표적으로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소설 『금각사(金閣寺)』등이 있

다.130 전후 일본의 패배감과 주재미군에 대한 경외감, 동경 그리고 공포심

은 일본인 스스로에게 치욕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한편, 동시에 스스로

의 무력함을 전면으로 내세움으로써 대립관계를 무마시켜, 긴장감의 완화와 

상대방을 경계로부터 해제시키는 이점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스스로를 성숙한 서구에 빗대어 미성숙한 상태로 폄하함으로써 정치적

인 문제에서 물러나 경제를 필두로 한 그 외의 안건들을 궤도에 올려 살길

을 찾아가는 일본 나름의 생존 방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빈센트에 이하면 일본의 미숙함에 대한 다른 한가지의 논의로는, 모성

사회로의 전환과 그로 인한 나약한 청년세대의 대두에 대한 것이 있다.131 

                                           
127 四方田犬彦, 『「かわいい」論』, 筑摩書房, 2006, p.123. 
128 ビンセント, 「日本的未成熟の系譜」, 『日本的想像力の未来 - クール・ジャパノロジー

の可能性』, p.21. 
129 같은 책, p.22. 
130 三島由紀夫, 『金閣寺』, 新潮社, 2003. 
131 ビンセント, 「日本的未成熟の系譜」, 『日本的想像力の未来 - クール・ジャパノロジー

の可能性』,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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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의 인간선언 이후 일본은 GHQ 통치하에 전후 복구와 경제재건, 그 

밖에 산적한 문제해결에 몰두함으로써,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갖춰야 할 정

신적 성장을 미루어왔다. 각 가정에서는 패전에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

로 성장한 일본경제를 이끈 아버지들이 부재한 가운데, 자녀세대는 어머니

의 영향을 중심으로 성장해, 사회적 의식이 미숙하고 성장 후에도 어머니 

주변을 맴도는 유아적 면모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특징을 띠게 된다. 아버

지의 엄격함과 이에 따른 질서, 남성적 세계관이 결여된 세대들 중에서, 

외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고 자신의 취미생활에만 집중하고 싶어하

는 층들이 생겨나는데, 이들은 아버지 세대들이 일구어 놓은 풍요의 밭에

서 새로운 소비문화를 탐닉하는 서브컬처의 가장 중요한 소비층, 오타쿠들 

이다.  

 모라토리움, 피터팬 신드롬, 캥거루 세대, NEET132, 유토리 교육세대

는133 전후 이래 어른이 되지 못하는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시대적인 용어

들이다. 70년대 모라토리움을 시작으로 이들의 특징은 대부분 ‘부모의 정

강이를 갉아먹는다(親のすねをかじる)’는 일본어 관용구에 걸맞게 성인

이 된 후에도 부모세대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서도 정규직장

에는 반감이 있으며, 스스로가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한 불

안감과 주저가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숙이나 성인 개념의 결여는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한 근대적 의식의 부재, 즉 굳건한 사회적 시스템이나 혹

은 서구와 같은 강한 종교적인 정신적 지주의 부재와도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현대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2차대전 이후 완전한 독립국가로 기능

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정치적인 상황과도 맞물려있다고 본다.  

                                           
132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젊은 무직자를 뜻함. 
133 ゆとり教育, 여유로운 교육세대, 즉 2002년도 초,중학교, 2003년도 고등학교 교육부터 

실시된 학과시간의 축소와 커리큐럼의 단순화를 경험한 세대로, 흔히 학력저하와 이에 따른 

무기력감을 대표하는 세대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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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일본=미성숙이라는 등식의 성립과 유지는 다양한 사회적 현

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와 개인의‘미성숙’의 상태는 전

쟁의 후유증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1980년대를 통해 오타쿠나 신인류 등 

젊은 층의 소비 문화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미성숙한 상태의 선호, 미성

숙의 국가라는 인식 등의 사회적인 문제와 표리관계에 있는 위태로운 입

지를 갖고 있으나, 미성숙을 선호하며 귀여움을 희구하는 ‘카와이이(귀여

운) ’문화는 성인이 되고 싶지 않아하는 오타쿠들의 서브컬처와 함께 

1980년대 전후 대두된 일본의 중요한 젊은이 문화를 대변한다. 카와이이 

문화는 일본에서는 이미 하나의 주요 서브컬처 영역으로 사회, 경제적 측

면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국가적 컨텐츠 수출 정책인 ‘쿨 저팬(クール・

ジャパン)’의 중요한 테마이다. 

일본인의 일상을 에워싸고 있는 귀여운 잡화들에 대해 연구한 시마무

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인의 주머니 속, 책상 위, 집안, 집밖, 심지

어는 종교, 학교, 공사현장, 결혼식장에까지 이르는 산리오(Sanrio)로 대

표되는 귀여운 캐릭터의 범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서양인들

에게 일본인의 유치함과 미숙함을 각인시키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134  그

녀에 의하면 현재 쓰여지는 ‘카와이이’의 의미가 정착된 것은 전쟁 후 

소화 30년대, 즉 1950년대쯤이며, 이미 1990년에는 동경대학교 강의에서 

‘카와이이’의 가치관에 대해 토론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토론을 통한 전

체적인 합의로는 ‘카와이이’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일종의 완충제역할

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돌출된 발언을 막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135 

완구 인형에 대한 연구를 거듭한 마스부치 소이치(増淵宗一)는 일본의 소

                                           
134 島村麻里, 『ファンシーの研究―「かわいい」がヒト, モノ, カネを支配する』, ネスコ, 

1991, pp.11-54. 대표적 팬시상품 제조업체. http://www.sanrio.com/ 참조. (최종확인 

2013년12월14일.) 
135 같은 책, p.224, p.232. 

http://www.sanr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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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문화에서 ‘카와이이’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나, 또 이에 따른 소녀

용 완구인 마루인형에 드러나는 귀여운 소녀상의 구현화, 그리고 ‘카와이

이’의 어원에 대해서 중세 이전으로 거슬러올라 기술하고 있다.136 그는 

카와이이 문화의 번성은 카와이이를 선호하는 대표주자들, 즉 유년 층이나 

젊은 여성층이 일본의 문화를 주도하며 소비하는 층이 된 것에 기인하며, 

이에 비해 카와이이 이외의 취향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50대 전후까지

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회사와 일에 매달려 문화 소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137 

 이미 일본이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이자 선진국가로 거듭난 상황에서 

주체의 미숙과 이로 인한 카와이이 문화의 선호라는 시나리오는 어느 정

도의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던지게 한다. 일본이 유지하고자 하는 

미성숙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의 상품화된 개념으로 더 가치가 있는 듯 하

다.‘쿨 저팬’에 대한 일본정부의 수출확대의 기대는 이들이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만화는 교육적 차원에서 좋지 않은 것이라는 부정론을 고

수하다가 긍정하는 입장으로 돌변한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138 오타

쿠 문화를 비롯한 카와이이 컨텐츠의 경제효과를 염두에 두고 옹호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기대치는 오타쿠 생성 초기에 존재하던 

이들의 반사회적 모습에 있어왔던 비판을 국가적 차원에서 일축하는 것으

                                           
136 増淵宗一, 『かわいい症候群』, 日本放送出版協会, 1994, p.199. 
137 같은 책, p.204. 
138  1955년의 일본출판단체연합회(日本出版団体連合会)에 의한 불량출판물박멸 

(不良出版物絶滅) 선언을 비롯하여 일본은 공적단체등을 통해 아동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만화책에 대한 규제를 벌여왔다. (일본 만화의 규제에 대해서는 나가오카 

요시유키(長岡義幸)의 『만화는 왜 규제당하는가: 「유해」에 대한 반세기의 공방 マンガ

はなぜ規制されるのか：有害をめぐる半世紀の攻防』, 平凡社, 2010, 참조.) 하지만 

일본만화의 컨텐츠로서의 수출에 대한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보자, 문부과학성(文部科学

省)은 2000년의 교육백서에 만화, 애니메이션을 영화나 방송과 같은 예술의 장르로 공식 

기재했다.  

http://japanese.joins.com/article/035/121035.html?servcode=A00&sectcode=A00 

(최종 확인 2013년 11월20일) 

http://japanese.joins.com/article/035/121035.html?servcode=A00&sectcode=A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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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나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139  

 

 

4. ‘일본의’ 포스트모던이라는 문제 

 

 앞 절에서는 패전에 따른 일본의 주체성의 상실과 이로 인한 사회 문

화적인 파장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미성숙의 나라라는 정체성의 이면에는 

서구열강으로 대표되는 근대적인 국가를 성숙한 나라로 보는 관점이 잠재

되어 있는데, 이 절에서는 서구국가들이 포스트모던으로 접어드는 과정과 

미성숙의 나라 일본에서의 포스트모던으로의 진행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

을까를 알아보도록 한다.  

 근대에의 콤플렉스, 패전이 가져다 준 국가적 미성숙이라는 일본의 현

상은 종종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로 귀결된다. 아즈마는 “포스트모던화란, 

근대의 다음에 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본은 원래 충분히 근대화 되

어있지 않다. 이는 지금까지 결점으로 여겨졌으나, 세계사의 단계가 근대

에서 포스트모던으로 이행하려는 현재,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분히 근대화 하지 않은 이 나라는 반대로, 가장 용이하게 포스트모던화 

할 수 있기 때문”140 이라는 식으로, 일본 근대의 부재 문제를 곧바로 포

스트모던에 대한 변명으로 삼고 있다. 아즈마가 이야기하는 “일본에서는 

근대적인 인간관이 충분히 침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포스트모던적 

주체의 붕괴에도 저항감 없이 적응할 수 있었다”141는 상황은 참전세대에

                                           
139 오타쿠 문화에 내재되어있는 사회적 문제들, 즉 미챠자키 츠토무의 예처럼 로리콘 성향

과 이에 따른 범죄화 가능성에서부터, 사회, 경제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오타쿠들의 생활방

식 등이 무비판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 오타쿠 문화를 국가적으로 진흥하는 데 있

어서의 문제점의 예라 할 수 있다. 
140 東,『動物化するポストモダン』, p.28. 
141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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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녀세대로 이동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근대적 주체성의 역할모델이 

생성되지 못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패전 후 돌아온 아버지들이 하루 아침

에 영웅에서 전범으로 바뀌어 불리게 되는 것을 지켜본 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절대적 가치의 실추와 기존 제도에 대한 불신을 경험했다. 패전 이후 

국가규모로 이루어진 침략의 과거와 전쟁에 가담한 기성세대에 대한 철저

한 부정은, 패전 직후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에 침투하여, 국민 

총력전을 강요당하던 전쟁 전 세대와 전후 세대간에 커다란 단절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서구사회에 있어서는 근대라는 단일화된 질서에서 포스트모던이라는 

역사와 사회규범에 대한 재고와 부정, 단절과 다양화를 특징으로 하는 시

대로 전환하는 과정에 과거 사상에 대한 혁명적인 재해석과 이데올로기적 

투쟁이라는 의식적인 변화를 종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반면, 아즈마가 뜻

하는 것은, 이미 패전 후 한 차례 기존의 질서에 대한 불신과 와해를 경험

한 일본인들에게는 서양의 포스트모던적 인간상을 수용하는데 있어서의 

거부감이 적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일본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적인 

주체가 부재한 곳에 들어선 자본주의가 경제성장을 이룩해 내면서 사상과 

역사의 빈자리를 윤택한 자본의 흐름으로 채운 상태로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근대적 주체의 존재자체가 부정당한 일본에 있어서 근대

의 결과로서, 또는 근대에 대한 저항으로서 포스트모던으로 진행하는 역사

적 필연성은 미약했다. 그대신 근대의 부재와 이로 인한 콤플렉스와 자폐

감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1980년대의 풍요로운 사회를 포

스트모던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리오타르 식의 포스트모던

으로의 전개, 즉, 구시대를 대표하던 개념의 상실 또는 부정에 초점을 맞

춘 해석이 일본에서 특히 인기리에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 같은 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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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분리욕망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사키 아츠시(佐々木敦)의 경우, 

일본에 있어서의 포스트모던 론의 계기는 “틀림없이…쟝 프랑소와=리오

타르의 『포스트모던의 조건』이라는 책이 번역된 일”이라고 단언하고 

있다.142 리오타르를 유명하게 한 중요한 초기논문인 「포스트모던의 조건: 

지식에 대한 보고서(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를 수

록한 동일한 제목의 저서 서문에서 그는 포스트모던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그는 “극단적으로 단순화 하자면, 나는 포스트모던을 메타담론에 

대한 불신으로 정의한다.” 고 밝히며 현재까지 인식되던 사회 및 지식의 

구조체계와의 단적인 결별을 암시하고 있다.143 그는 세상의 다양한 담론

들을 규정하는 상위개념 중 하나로 모더니티라는 거대담론을 꼽고 있다. 

그러나, 모더니티의 결과 20세기에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오히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된 것으로 상징되듯이, 거대

담론(grand narrative)이 붕괴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근대화의 

폐단에 직면하여 그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메타담론의 연장선상에서 우

리의 역사를 논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모더니티를 기초로 한 거대담론이 

이제 무력화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1968년 프랑스의 학생운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서구에서는 과거의 질

서에 대한 도전과 현실에 대한 재검토를 종용하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각 

곳에서 일어나면서 점차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된 논의가 깊어져 갔다. 리

오타르의 포스트모더니티에 대한 정의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는 

                                           
142 佐々木, 『ニッポンの思想』, p.142. 
143Lyotard, Jean-François, “Introduction”,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xxiv. (원문의 강조). 

메타담론=metanarrative. 대부분의 리오타르에 대한 저서에서는 grand narrative와 

metanarrative를 (리오타르가 사용한 범위에 있어) 크게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나 

의미상으로는 metanarrative가 narrative들을 총괄하는 상징적 위치를 갖는다면 grand 

narrative는 그 개별적(시대별 또는 사상별) metanarrative를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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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 내에서는 1972년의 아사마 산장(あさま山荘) 사

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반체제적 움직임은 확대되지 않았을 뿐 더러 

같은 해 타나카 카쿠에이(田中角栄) 수상에 의해 ‘일본열도개조계획(日

本列島改造計画)’이 발표되고 수 년 후에는 타나카가 정치자금 문제로 

수상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국내문제에 보다 높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144 

그렇기 때문에 1983년에 아사다 아키라(浅田彰)를 통해 일본에 포스트모

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소개되었을 당시 일본은 사상적 공백기로, 포스트모

더니즘의 일본으로의 소개는 거의 전후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고 볼 수 있다.145  

 1982년에 『현대사상(現代思想)』이라는 잡지에 발표되었던 단편 논

문을 모은 아사다의 『구조와 힘(構造と力)』은 라캉, 들루즈-가타리론을 

비롯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간결하고 단정적 어투로 요약한 것으로서, 

당시 철학서로서는 파격적인 15만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146 처음에는 

일부 학생을 중심으로 읽혀지고, 이 후 일간지 등에 아사다의 인터뷰, 서

적 소개 등이 빈번히 게재되기 시작하면서 이 책이 전국을 향해 던진 

‘홈런’과 같이 팔리게 된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147 『구조와 힘』은 아

사다가 다루는 ‘차이화’라는 테마의 시대적 친근성, 그리고 조교시절부

터 이미 대학가에서는 천재라는 소문을 듣고 있던 젊은 저자의 카리스마, 

그리고 시대를 풍미하던 그를 둘러 싼 유명 지식인들 (철학계, 광고업계, 

방송계 등)에 대한 동경이 결합되어 공전의 히트 ‘상품’이 된 것이다. 

                                           
144  아사마 산장 사건은 일본의 마지막 이데올로기적 투쟁이라 할 수 있는 학생운동의 

결말로, 2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145 佐々木,『ニッポンの思想』, p.28. 
146 같은 책. 浅田彰, 『構造と力：記号論を超えて』, 勁草書房, 1983. 
147  사사키는 아사다의 『구조와 힘』, 그리고 이 책의 판매 추이에 대해 당시 서점 

직원이던 이카리 하루오(井狩春男)가 ‘홈런’이라고 표현한 것을 인용하고 있다. (佐々木, 

『ニッポンの思想』,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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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화를 갈구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 책은 지식의 축적이나 학술적 

필요성에서 보다는 유행과 멋의 일환으로 소비된 측면이 강하다. 정신과 

의사이자 에세이스트인 카야마 리카(香山リカ)는 80년대를 회고하는 저서

에서 이 책을 “갖고 있기만 해도 멋있었고 똑똑해 보였다”고 회상 한

다.148 데리다, 라캉, 들뢰즈-가타리 등의 난해한 사상들을 단순 간략하게 

아사다 나름으로 정리하고 있는 이 책은 지적 허영심을 적절히 채워주면

서도 난해하지 않은데다 작가의 유명세도 합세하여 ‘신인류’들의 유행

을 선동하는 연출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1983년 11월30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조간에 게재된 아사다

의 인터뷰는 비스듬한 자세의 작가 사진과 함께 ‘시라케세대(しらけ世

代)’, 직역하면 흥이 깨진 세대, 즉 넘쳐나는 정열로 상징되는 학생운동

(전공투 全共闘로 알려짐) 세대와 결별한 원조 신인류 세대를 향한 메시

지로 소개되며, 아사다는 일관성이나 이성의 구속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는 

것 만이 이상적임을 논하고 있다. “몸을 기댈만한 곳은 모두 촌스러워 보

이죠. 우익도, 좌익도, 또는 종교도, 과학도.” 라는 그의 발언은 메타담론

과의 결별을 ‘촌스러움’이라는 새로운 기호소비(記号消費)적인 기준으

로 단행하는 정치 비참여형 세대의 도래를 극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다.149 

아사다는 서양의 당대 사상을 간편하고(이 책의 말미에는 근대와 포스트

모던의 특징을 도식화 한 도표가 있다) 매력적으로 포장해 일본에 상륙시

킴으로써, 학생운동 세대들과의 시대적 격차를 느끼던 신인류와 오타쿠 세

대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새로운 소비의 가능성, 지적 관심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문제는 서양에서는 계몽주의와 근대화의 역사를 거쳐 도달

한 하나의 결과로서의 포스트모더니티가 일본에서는 역사적 맥락이 희박

                                           
148 香山リカ,『ポケットは80年代がいっぱい』, バジリコ, 2008, p.174. 
149 인터뷰 기사, 「若者*若者」, 『朝日新聞』, 1983, 11,30,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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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필연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유행과도 같이 공허하고 가벼운 형식으로 

퍼져나갔다는 점일 것이다. 아사다의 젊은 세대를 향한 선동은 소비를 위

한 동기와 이를 뽐내기 위한 환경을 갈구하던 신인류나 오타쿠 집단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 책의 인기를 발단으로 아사다는 인류학과 종교

학을 신비론적으로 풀이해 동시기에 주목을 받은 『티벳의 모짜르트(チベ

ットのモーツァルト)』(1983)의 저자 나카자와 신이치(中沢新一)와 함께 

시대적 아이콘으로 떠올랐으며, 이들은 ‘뉴-아카데미즘’, 속칭 ‘뉴-아

카’로 불려 일종의 유행어가 되기까지 했다. 

 사사키는 ‘뉴-아카’의 붐과 병행하여 유행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개

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프레·버블(Pre-bubble, 역주:버블 

경기 직전 상태를 뜻함)이라는 붕 뜬 상황 속에서 ‘뉴-아카’의 ‘사상’

자체가 그랬듯이, ‘포스트모던’도 또 현재를 긍정하는 편리한 용어로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150 즉, 이 시기 일본의 경제호황이 ‘뉴-아카’와 

이들의 저서를 통해 포스트모더니즘이 수용되는 데 지극히 개방적이고 호

의적으로, 마치 새롭게 개발된 상품이나 패션, 유행을 받아들이듯이 무저

항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기여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아사다는 대학생들

을 향해 쓰여진 『구조와 힘』의 서문에서 과거에 매달리기 보다는 스스

로의 감성에 맡겨 시대를 영위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151 반면, 그 본문에

서 다루는 내용은 과거의 서구 철학적 규범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을 촉구

하는 20세기 말의 프랑스 철학인 것이다. 즉, 아사다의 『구조와 힘』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새로운 세대로의 이항과 과거와의 차이화, 그리고 현실

에의 안주를 부정하는 미래지향적 도주인 것이다.152 

                                           
150 佐々木, 『ニッポンの思想』, p.144. 
151 浅田, 『構造と力』, pp.1-24. 
152 아사다는 곧 이어 1984년 출판한 아사다 아키라(浅田彰), 『도주론- 스키조・키즈의 

모험(逃走論-スキゾ・キッズの冒険)』, ちくま文庫, 1986, 에서 이러한 관점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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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다의 『구조와 힘』, 그리고 직후에 출간된 『도주론(逃走論)』을 

통해 독자들은 이전 세대와의 결정적인 결별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에 대

한 긍정적인 고무를 받았던 것이다. 그 결과로, 일말의 거리낌 없는 소비

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비정치적인 젊은이 문화는 80년대 이후 세대

의 대표적인 세태로 부추겨졌으며, 역사적 필연성 없이 차용된 포스트모더

니즘 이론은 별다른 검증 없이 이런 젊은이 문화를 뒷받침하는 꼴이 되었

다. 이러한 사실은 사사키를 비롯한 연구자들에게서도 지적되고 있다.  

 

「차이화」라는 개념이 결과적으로 「80년대」 당시의 일본에 무르익어

가는 중이던 소비사회를 긍정하는 논리가 되어버렸다, 최소한 그렇게 받

아들여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아사다, 나카자와)도, 그러한 오

해(?)에 대해서 특별히 이론을 제기하는 일도 없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듯이 보였습니다…이는 그들의 「사상」이 「80년대 일본」

에 등장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본래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 사실을 「뉴-아카」의 최

대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오히려 「뉴-아카」라는 일대 

                                                                                                           

강조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들뢰즈-가타리의 인기의 시초는 이 시점에 기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2년 수 차례에 걸쳐 후에 『구조와 힘』으로 통합된 아사다의 

논문들을 실었던 『현대사상』은 1982년 12월호를 들뢰즈 특집으로 발간하면서, 당시 

아직 일본 내에 번역되어 있지 않았던 들뢰즈=가타리의 가장 중요한 공저인 

『안티오이디프스』와 『천의 고원』에 대한 아사다와 그의 스승뻘이 되는 이마무라 

히토시(今村仁司)의 대담을 수록했다. 두 사람은 들뢰즈=가타리의 두 저서를 통해 핵심이 

되는 ‘기관 없는 신체’에 대한 논의를 비롯, ‘욕망기계’, 원시사회에서 

근대자본주의에 이르는 들뢰즈=가타리의 사회이론 등을 장장 30페이지에 걸쳐 

구체적으로 파헤치면서 독자들에게 마치 이 두 권의 책을 읽은 것과 같은 착각을 

심어주었다. 들뢰즈=가타리의 혁명적인 두 저서는 프랑스에서 출판된 당시 1968년의 반 

정부학생운동의 어둡고 정치적인 움직임을 밑바탕으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확장에 대한 

경계와 의식에서 발단된 것에 비해, 일본에 있어서의 정식 소개는 이미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시기를 끝낸 후 버블경기로 향하던 시기에 이루어지기 시작했기에, 그들의 

사상이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이론으로 받아들여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今村仁司, 

浅田彰, 「対話<ドゥルーズ=ガタリを読む>」, 『現代思想』, 1982. 12, pp.21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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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의 「승인」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153 

 

이와 같이 아사다와 나카자와는 시대적인 배경으로 인해, 그리고 이 두 사

람의 새로운 패셔너블한 ‘학자관 (學者觀)’에 이끌려 소비되는 사상을 

일본 신인류 세대에 소개한 꼴이 되었다. 결국 일본에 상륙한 포스트모더

니즘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일본사회의 현실, 현상을 긍정하는 마법의 단어

가 되어간 것이다.  

 아사다는 그러나 독자들의 이러한 성향에 대해 비판적이다. 1984년 4

월, 주간지 『아사히저널(朝日ジャーナル)』에 새롭게 시작된「젊은이의 

신들(若者の神々)」이라는 연재는 첫 회의 주제로 아사다를 선정하여 편

집장 치쿠시 테츠야(筑紫哲也)와의 대담을 게재하였다.154  여기서 아사다

는 자신의 저서가 신인류 또는 오타쿠적 유형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경고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중산계층의 

파라노(paranoid, 역주: 파라노이드에 기원하는 당시 일본에 유행하던 표

현) 지향자들, 즉 중산계층임을 유지하고자 편집증적으로 노력하는 부모 

사이에 태어나 최대한 독립을 유보하는 젊은이들 속에서 자신의 지지자들

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 

 

 내 책을 칭찬하는 이들은 기분이 나빠요. 매우 왜소한 모라토리움155공간에 

                                           
153 佐々木, 『ニッポンの思想』 , pp.93-94. 
154 浅田彰, 筑紫哲也対談, 「連続対論：若者の神々１」, 『朝日ジャーナル』, 1984,4,13, 

pp.43-47. 
155 Moratorium. 이 시대 젊은 세대들에게 빈번히 적용되는 단어로, 성장을 연기한 또는 

성숙해 지지 않는 이라는 의미로 쓰임. Weblio사전에 의하면, “어원은 라틴어의 

mora(지연), morari(지연되다).”  

http://www.weblio.jp/content/%E3%83%A2%E3%83%A9%E3%83%88%E3%83%AA

%E3%82%A6%E3%83%A0 (최종확인 2013년 12월28일). 

http://www.weblio.jp/content/%E3%83%A2%E3%83%A9%E3%83%88%E3%83%AA%E3%82%A6%E3%83%A0
http://www.weblio.jp/content/%E3%83%A2%E3%83%A9%E3%83%88%E3%83%AA%E3%82%A6%E3%83%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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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나약한 도련님」들이, 자신들의 미-이즘156같은 것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나왔다며, 나를 환영하는 현상이 있어서, 정말 농담하나 

싶어요. 분명히 나는 모라토리움도 좋다, 그걸로 갈 데까지 가라고 말은 했

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중간에 있기 위한 하부구조를 제대로 만들라

는 거죠. 어머니가 솜털로 둘러 쌓아준 것 같은 모라토리움 공간에서, 이것 

저것 지적 의장(知的意匠)만 갈아 끼워가며 즐기는 거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지요. 어리광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157 

 

그가 지적하는 부모의 보호 하에 왜소하고 포근한 공간 속에서 성장을 거

부하며 지적 호기심만을 충족하는 젊은 세대의 이미지는 곧바로 신인류의, 

보다 정확하게는 오타쿠 세대의 모습과 일치한다. 그러나 아사다가 개탄하

는 이들의 무책임한 현실도피적인 모습은 바로 그가 소개한 분열적인 포

스트모더니즘의 이론과 도주론을 통해 소개되고 대변된다는 점이 역설적

이다.   

 아사다가 최초로 스스로의 후계자로 지목한 것은 아즈마이다. 아사다

는 단행본화된 아즈마의 데리다에 대한 졸업논문의 서평을 통해 아즈마의 

우수성을 보장하였다. 158  아즈마는 이 시대 평론가의 대표격으로, 흥행성 

없는 순수철학 보다는 사회에 기반한 서브컬처를 주요 주제로 다루는 대

                                           
156Me-ism. 역시 당시 젊은 세대의 경향을 나타내는 단어로 자기 지상주의, 이기주의를 

의미. デジタル大辞泉에 의하면, “자신의 행복이나 만족을 추구할 뿐 그 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고방식. 자기중심주의.” 

http://kotobank.jp/word/%E3%83%9F%E3%83%BC%E3%82%A4%E3%82%BA%E3%

83%A0 (최종확인 2013년 12월28일). 
157 浅田, 筑紫, 「連続対論：若者の神々１」, 『朝日ジャーナル』, pp.44-45. 
158  아사다는 아즈마의 데리다론 아즈마 히로키(東浩紀), 『존재론적, 우편적 – 자크 

데리다에 대해서(存在論的, 郵便的 －ジャックデリダについて)』, 新潮社, 1998, 의 책 

띠에서 “아즈마 히로키와의 만남은 신선한 놀라움이었다…그 놀라움과 함께 나는 

『구조와 힘』이 드디어 완전히 과거의 것이 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佐々木, 『ニッポンの思想』 , p.279.) 

http://kotobank.jp/word/%E3%83%9F%E3%83%BC%E3%82%A4%E3%82%BA%E3%83%A0
http://kotobank.jp/word/%E3%83%9F%E3%83%BC%E3%82%A4%E3%82%BA%E3%83%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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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 성향을 갖는다. 무크지와 같이 테마 별로 연속 출간되는 그의 근황과 

관심사를 모은 간행물 『사상지도』는 화제의 인물들과의 인터뷰와 대담, 

논문으로 채워지며, 특집 내용을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호에 만화에 대

한 논문이 포함된다. 단행본을 통한 연구발표 보다도 트위터나 무크지 또

는 인터넷 생방송 「니코니코도우가(ニコニコ動画)」를 통한 발신이 주가 

되는 아즈마에게 있어서 이 시대 서브컬처는 연구대상이자 동시에 연구의 

도구로도 기능한다.  

 일종의 철학의 서브컬처화를 침투시키고 있는 아즈마의 저서로 가장 

유명한 것은 전술한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2001년도의 잡

지 연재를 바탕으로 발행된 이 책은 아직까지도 오타쿠 관련 서적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중 하나이다. 아즈마의 후계자로 볼 수 있는 우노 

츠네히로(宇野常寛)는 아즈마를 “서브컬처를 예로, 프랑스 현대사상을 이

론으로 사용하여 현대사회의 구조를 설명”한 인물로 보고 있다.159 이 책

에서 아즈마는 일본의 포스트모던기에 사람들은 근대적 ‘커다란 이야기

(大きな物語)’에 의지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축되는 ‘작은 

이야기(小さな物語)’들의 집합체를 목격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커다란 이야기’에 따를 필요도, 타자와의 접촉도 필요 없이 원하는 

‘작은 이야기’만을 소비하는 동물적인 상태로 빠진다는 것이다.160 아즈

마는 바로 이 같은 ‘작은 이야기’들의 난립과 소비를 통해 타자에 의존

함 없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오타쿠의 등장 배경

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작은 이야기’란 리오타르의 거대담론(=‘커

다란 이야기’)의 종말 뒤에 등장한 소형담론을 가리키고 있어, 결국 하나

의 ‘커다란 이야기’가 무력화하면서 그 자리에 무수한 ‘작은 이야기’

                                           
159 宇野常寛, 『ゼロ年代の想像力』, 早川書房, 2011, p.42. 
160 아즈마가 가리키는 ‘동물화’에 대해서는 東,『動物化するポストモダン』, p.125, 참조 



66 

 

들이 산재하는 형태로 전환되었음을 뜻하고 있다. 대표적 담론이 부재한 

사회에서 서브컬처의 증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브컬처를 집

착적으로 즐기는 오타쿠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정치에 무관

심하고 오직 특수한 취미 분야에만 관심을 보이는 오타쿠들에 대해 아즈

마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오타쿠들이 사회적 현실보다도 허구를 선택하는 것은 양자의 구별이 되

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회적 현실이 주는 가치규범과 허구가 주는 가치규

범 중 어느 편이 그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유효한가, 예를 들어, 아사히 

신문을 읽고 선거에 가는 것과, 애니메이션 잡지를 한 손에 들고 즉매회

161에 줄을 서는 것과 어느 편이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원활하

게 진행시킬까, 그 유효성이 가늠된 결과인 것이다 (중략) 오타쿠들이 취

미의 공동체에 갇히는 것은 그들이 사회성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

라, 오히려, 사회적 가치규범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별개의 가치규범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특징이 포스트모던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단일한 커다란 사회적 규범이 유효성을 잃고, 대신에 무수

한 작은 규범이 촘촘히 들어서는 과정이 바로 프랑스의 철학자, 쟝 프랑

소와 리오타르가 최초에 지적한 ‘커다란 이야기의 조락(凋落)’에 대응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162  

 

이처럼 아즈마는 마치 변명하듯 오타쿠 비판론 중의 하나인 현실과의 단

                                           
161  즉매회(即売会)란 동인지(同人誌) 즉매회라고도 불리며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동인지를 배부, 판매하는 집회이다.  

(참고: 

http://ja.wikipedia.org/wiki/%E5%90%8C%E4%BA%BA%E8%AA%8C%E5%8D%B3%

E5%A3%B2%E4%BC%9A 최종 확인 2013년 9월10일.) 
162 東, 『動物化するポストモダン』, p.44. 

http://ja.wikipedia.org/wiki/%E5%90%8C%E4%BA%BA%E8%AA%8C%E5%8D%B3%E5%A3%B2%E4%BC%9A
http://ja.wikipedia.org/wiki/%E5%90%8C%E4%BA%BA%E8%AA%8C%E5%8D%B3%E5%A3%B2%E4%BC%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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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 대해 그 원인이 현실사회의 도태에 따른 것으로 정당화하는 입장이

며 이러한 상황을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던론과 연관 짓고 있다. 계속해서 

그는  

 

근대는 커다란 이야기로 지배된 시대였다. 그에 비해 포스트모던은, 커다

란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기능부전을 일으켜, 사회전체의 통일감이 급속

하게 약해진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고도경제성장과 ‘정치의 계절’

이 끝나고, 오일쇼크와 연합적군사건을 겪은 70년대에 가속 되었다. 오타

쿠들이 출현한 것은 바로 이 시기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졍크 같은 서

브컬처를 재료로 해서 신경질적으로, ‘자아의 껍데기’를 만들어내는 오

타쿠들의 처사는 바로 커다란 이야기의 실추를 배경으로, 그 공백을 메우

기 위해 등장한 행동양식임을 잘 알 수 있다.163  

 

이처럼 리오타르의 시대적 구분이 아즈마에게 있어서 오타쿠의 등장에 대

한 변호로 적절히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오타르가 거대담론의 예

로 들고 있는 것은 “신에 대한 논리나 의미에 대한 성경학적 해석, 이성

과 주체의 해방 또는 부의 창조”로,164 인간의 진보를 주관하는 근대적인 

제도들이며, 이러한 거대담론과 과거의 메타담론과의 차이는 현재 사회(대

부분의 경우 인류를 지칭)가 직면해있는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희망적 미

래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165 그의 이러한 분석은 18세기 계몽주의와 

헤겔로 이어지는 서양의 큰 사상적 흐름인 진보와 발전을 대전제로 하는 

진보주의적 낙관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리오타르의 연구자 

                                           
163 같은 책, pp.44-45. 
164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1984, xxiii. 
165 Simon Malpas, Jean-François Lyotard, London: Routledge, 2002,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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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 말파스(Simon Malpas)는 “사변적 거대담론의 중심개념은 인간의 

삶 - 또는 헤겔의 말에 의하면 ‘영혼 (Spirit)’ - 은 지식을 증폭시킴

으로써 진보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리오타르가 언급하는 거대담론 

중 하나인 사변적 거대담론의 본질은 인간의 지식의 획득과 이로 인한 낙

관적인 진보에의 희망임을 시사한다.166  

 리오타르가 여기서 지적하는 모던사회의 붕괴는 정확하게는 일본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가“신에 대한 논리나 의미에 대한 성

경학적 해석, 이성과 주체의 해방 또는 부의 창조”로 보는 거대담론들과 

이들의 붕괴는 기독교적 사고가 발달되지 않은 일본의 사회나, 부의 창조

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하려는 일본의 1980년대 초 상황과는 근

본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지만, 이러한 거대담론들이 붕괴된 후의 서양의 

상황, 즉 낙관적 진보의 종결이나 2차 대전으로 겪은 인간불신 또 과거와

의 단절감은 일본의 전후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60

년대 서구의 학생투쟁이나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작가들의 역사의 재해

석등을 통해 달성된 서구에서의 포스트모던이라는 적극성은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단지 고도경제성장과 이데올로기의 상실, 비정치적 세대

의 대두라는 무의식적인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이 형성되는 것은 목격할 

수 있다.  

 우노는 일본의 포스트모던 상황의 진행이 “70년대이후의 소비사회의 

정착, 또 이에 따른 사회의 유동성의 상승에 병행한다.”167 고 보며, 또 

“80년대의 낙관적인 포스트모던관은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결정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버블 경제로 치달리던 호경기에 의해 지탱되었다”고 하고 

                                           
166 같은 책, p26. 
167 宇野, 『ゼロ年代の想像力』,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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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68  그는 동시에 버블경기가 종결된 1990년 중반 이후에도 일본의 

포스트모던의 상황이 진행된다고 언급하고 있어서, 일본과 서구의 포스트

모던적 양상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소비사회와의 연관성에서 지적하고 있

다.169 따라서, 아즈마가 말하는 것처럼 서브컬처의 범람과 오타쿠 들의 적

극적 서브컬처의 소비가 거대담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몸부림으로(“신

경질적으로…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東, 2001, pp.44-45.) 대두되었다기 

보다는, 일본의 IT산업의 발전과 경제적 풍요, 다중적인 문화의 갈래를 인

정하는 역사적 배경하에 등장한 것이라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아즈마의 시도는 오타쿠라는 특수집단의 등장을 일본 사회의 

기존의 가치관과 대조하여 이론화한 드물고 유력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아즈마의 저서를 통해 널리 알려진 리오타르에서 빌어온 역사적으로 축적

된 가치에 의한 지배의 종말,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소형

담론들의 활성화라는 시대관을 일본의 포스트모던의 상황과 대비시키는 

방식은 특히 90년대 이후 일본의 논객들에 의해 선호되고 공식화한 구도

라고 할 수 있다.170 대표적으로 오오츠카의 『정본 이야기 소비론 (定本 

物語消費論)』,171 우노의 『리틀 피플의 시대 (リトル・ピープルの時代)』

172 등에서 일본의 현대 사회를 주된 흐름이 없이 ‘작은 이야기(小さな物

語, 소형담론)’들이 산재된 채 떠다니는 상태로 빗대어져 이야기되는 것

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대형담론의 실추와 이에 따른 소형담론

의 분절된 증식이라는 일본의 상황에, 국제적 사조인‘포스트모던’이라는 

                                           
168 같은 책, p.68. 
169 같은 책, p.65. 
170  아즈마보다 먼저 리오타르 이론과 일본의 포스트모던 상황과의 대비를 시도한 것은 

1980년대 말 하스미 시게히코(蓮見重彦)의 『투쟁의 에티카(闘争のエチカ)』, 河出書房, 

1988,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171 大塚英志, 『定本 物語消費論』, 角川文庫, 2001. 
172 宇野常寛, 『リトル・ピープルの時代』, 幻冬舎,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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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어서, 현대 일본의 상태에 대한 규명을 

지역적, 역사적 특수성과 연관 짓기 보다 보편적 시대관에서 추구하고 있

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의될 세 명의 작가들의 태도와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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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현상: 서브컬처와 오타쿠 

 

 2장에서는 서브컬처의 의미를 살핀 후 전후 일본에서의 서브컬처의 

전개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1980년대까지의 일본에서 서브컬처로 불렸던 

보다 광의의 저항문화적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1980년

대 이후 오타쿠라고 불리는 일부 젊은 층 특유의 문화를 지칭하는 보다 

협의의 서브컬처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탄생하게 한 사상, 경제, 사회적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오타쿠의 실상과 이들이 창조한 문화의 특징

에 대해서 고찰한다.  

 

 

1. 서브컬처의 정의와 전개 

 

 이 절에서는 서브컬처의 정의를 각각 사회학적 관점과 일본내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본의 전후 사회에서 서브컬처라고 

불리는 문화가 전개되는 과정을 시대별로 알아본다. 일본 사회에서 포스트

모더니즘론이 활발히 전개되던 1980년대는 서브컬처의 부흥기와도 일치

한다. 일본에서의 거대담론의 부재가 결국 각종 서브컬처가 난무하는 상황

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오타쿠의 존재가 부각되었다는 아즈마식의 견해

는 서브컬처 원래의 반체제적이고 비주류적이라는 성향과 모순되지 않는

다. 그가 말한 대로, 서브컬처가 활성화한 사회는 주류문화가 부재하는 포

스트모던의 사회라 볼 수 있다.  

 『현대사회학사전(現代社会学辞典)』에서 난바는 크게 두 가지의 초

기 서브컬처 연구의 흐름에 대해 시사하는데, 서브컬처가“하위문화, 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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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준문화 등으로 번역되고, 전체에 대한 부분, 주류에 대한 방류, 고급

에 대한 저급, 중심에 대한 주연(周縁)등의 의미로 언급되는 문화의 방식 

또는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전제하고 있다.173 그는 

서브컬처라는 명칭이 미국사회학에 있어서는, 소위 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 이외의 소수 그룹이나 특정한 직업집단 등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 온 한편, “대중문화연구의 흐름에 있어서는, 대중문

화의 융성 속에서 고급문화, 정통문화에 대립하는 컨텐츠 – 예를 들어 대

중소설, 중간소설, 라이트노벨, 오락영화, TV나 라디오방송, 팝음악, 팝아

트,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패션(에 있어서의 유행) 등 – 을 서브컬처로 

부르는 용법이 부상해왔다.”174고 언급한다. 그는 그의 저서 『족의 계보

학(族の系譜学)』에서 미국에서의 서브컬처 연구의 기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원래 “서브컬처”라는 단어는, 1940년대에 미국에서 사회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져, 처음에는 학술용어로서 사용되었고, 후에 일상의 용어로 쓰여

졌다. 그런데 서브컬처 연구의 근원은, 그보다 더 전에 소위 시카고학파

의 민족학(ethnography)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도시, 시카고에 이주해온 사람들의 민족주의적(ethnographic), 또는 인종

차별적인(racial) 커뮤니티 속에서 공유되는 문화, 스트리트에 주둔하는 

비행소년들에게 고용된 파트너로 사교댄스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더 나

아가 시카고의 ‘모임터, 호보헤미야(hobohemia, 역주:떠돌이 일꾼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나 ‘야영지, 졍글’에 흘러 들어가거나 또는 흘러 

                                           
173 佐藤守弘(他)編, 『現代社会学辞典』, 弘文堂, 2012, 중 難波功士, 「サブカルチャー」, 

pp.484-485. 
174 같은 책, p.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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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일당근로자, 떠돌이 일꾼(hobo)’들의 문화 등을 그린 생생한 

학술논문(monograph)이 사회학에 있어서의 서브컬처 연구의 원형이라고 

우선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후 영국에 있어서는 미국도시사회

학의 서브컬처 연구가 갖는 행정관리적 또는 사회개량주의적 색채에 대

항하여 일종의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가 등장해, 노동자계급 커뮤니

티에서 발전된 50년대의 테즈(Teds, 역주:Teddy Boys, 영국 에드워드 

시대의 댄디들의 의상에 유래한 재킷과 슬림한 바지를 입고 미국의 록음

악을 즐기는 영국 청년들), 60년대의 모즈(Mods, 역주:모던 재즈를 즐겨 

듣고 스쿠터를 타는 영국 청년들) 와 록커즈(Rockers, 역주:오토바이와 

가죽 재킷, 록음악을 즐기는 영국 청년들), 70년대의 스킨헤즈나 펑크 등

이 연구대상이 되어간다.175  

 

그의 설명을 통해 짐작하는 한, 초기 서브컬처 연구의 심연에 있는 것은 

WASP사회에 있어서 이민자들이 포용되는 과정에서 복수문화주의가 출현

하고, 결국은 자본주의적 후기식민주의와 직결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상황

이 대두되는 데서 등장한 연구 분야라 볼 수 있다. 난바에 의하면 이러한 

계보를 잇는 연구는 일본에서는 미비하다고 하는데, 이민자의 유입이라는 

제도적인 구도가 결여되어 있던 일본에서 민족주의에 기원한 서브컬처의 

연구가 활성화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본 내

에서 유행하는 ‘서브컬처’라는 단어의 어의는, 난바의 정의 중 뒷부분에 

해당되는 문화연구적 측면으로, 특징적 패션과 집단행동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는 다양한 젊은이 문화에 보다 가깝다.  

 그런데 일본의 버블경기의 시작과 함께, 원래는 광범위한 문화사회학

                                           
175 難波功士, 『族の系譜学－ユース・サブカルチャーズの戦後史』, 青弓社, 2007,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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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류를 위해 사용되었던 ‘서브컬처’의 단어가 일본내의 특수한 분야

를 한정하여 지칭하는 용법으로 전환된다. 난바는 전술한 그의 저서 속 2

개의 장에 걸쳐 서브컬처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는데, 그 중 협의의 용법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아즈마의 정의를 인용한다. 

 

“‘오타쿠’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코믹, 애니메이션, 게임, 컴퓨터, SF, 특촬(특별촬영), 피규어, 

그 밖에 서로 깊이 연관된 한 무리의 서브컬처를 탐닉하는 사람들의 총

칭이다. 이 책에서는 이 한 무리의 서브컬처를 ‘오타쿠계문화’로 부

르고 있다.”… 이 (서브)컬처관은 일정한 표현의 형식에 입각하여, 패

키징된 어떤 컨텐츠야말로 문화라고 하는 작품 지상주의의 속박에서 자

유롭지 못하다.176 

 

즉, 난바가 아즈마의 용법을 인용하면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일본의 현대 

서브컬처라고 지칭할 때에는 일련의 매니아적 팬 층을 중심으로 한 양식

화한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미디어에 등장하는 컨텐츠를 가리키게 된다. 

마찬가지로 난바가 전술한 『현대사회학사전』에서의 언급과 같이, “‘집

단’으로 분류를 시도한 서브컬처 이해가 사회학내에서의 기술적 용어

(technical term)으로 존속했던데 비해, ‘컨텐츠’ 중심의 서브컬처 이해

는 져널리즘에서도 언급되며, 넓게 일반적인 용어로서 유포되고 정착되었

다.”177는 것이다.  

 난바에 의하면, 일본 국내에서의 서브컬처 연구에서는 ‘하위, 부차문

                                           
176 難波, 『族の系譜学』, pp.22-23. 아즈마의 정의는 東,『動物化するポストモダン』, p.4, 

에서 재인용. 
177 佐藤(編), 『現代社会学辞典』, p.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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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서의 청소년하위문화연구가 있는가 하면, 보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것은 ‘젊은이 문화론’ 이었다. 이 속에 포함되는 것은 아동으로부터 성

장해가는 발달론(發達論)적 구분으로서의 ‘청년’에 대체되어 등장한 문

화의 한 단위로서의 ‘젊은이(若者)’의 문화에 대한 내용이다. 각종 새로

운 미디어의 사용이나 점차 길어지는 청년기(若者期), 등 새로운 가족, 사

회, 교육, 성문화 등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나 변화를 다루는 사회학적인 연

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한편 서브컬처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사용으로는 

1960년대를 시작으로 젊은 층이 소비하는 패션, 음악 등 소위 언더그라운

드적 문화에 대해 점차로 서브컬처로 총칭할 수 있도록 용법의 전환이 있

었다. 나아가 8-90년대를 거치면서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일환으

로 보다 일반화 하였고 댄스, 카페, 클럽, 스포츠 등의 젊은이 문화 전반에

까지 적용되게 되었다.  

 그런데 난바가 지적하듯이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일본에 있어서

의 젊은 세대의 서브컬처에 대한 특정적인 문화 연구의 흐름과, 사회학에

서의 하위문화연구, 그리고 보다 일반적인 젊은이(문화)론이 거의 유기적

으로 연관되는 일 없이 별개의 연구영역 또는 양식으로서 병립하고 있다.”

178 뿐만 아니라 영미권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드러나는데, “추상적, 이론

적 모델로서의 서브컬처의 전통적인 사회학적 의미와 일상의 문맥에 있어

서의 서브컬처라고 하는 단어의 일상적인 사용과의 사이에 괴리가 벌어지

고 있다.”179 즉 학문적인 정의에서 현재진행중인 새로운 젊은이 문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현상들이 서브컬처라는 단어로 지칭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서브컬처 연구는 비교적 새로운 사회학 분야인데, 미야다이 신

                                           
178 難波, 『族の系譜学』, p.40. 
179 같은 책, p16, 각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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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학술적 접근이 미비하던 만화와 성문화에 대해 사회학적인 연구방식

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공저 『증보 서브컬처 신화해체(増補 サブ

カルチャー神話解体)』에서 전후 일본의 만화, 소년소녀문학, 대중음악과 

성문화를 통해 집필진이 정의하는 서브컬처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다. 미야

다이는 서론에서 젊은이 문화로서의 서브컬처가 대두되는 과정에 대해 지

적하고 있다. “이러한 ‘질서’(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바탕 한)의 존재에 

대응하는 대중문화를 메인컬쳐라고 부른다면, 전쟁 전의 소년 소녀문화는 

어디까지나 메인컬쳐의 일부이며, 분화된 서브컬처였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180 즉, 미야다이가 말하는 서브컬처는 기성문화에 대항하는 반체제

적 성향을 띤 젊은이 문화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만화에 

있어서의 ‘서브컬처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0년대 후반에 들

어, 어른들의 주류문화와는 명백히 대립되는 입장이 제기될 때 비로소 찾

아온다고 말한다. 미야다이에 의하면 그 이전의 소년·소녀만화는 “회복

이 필요한 「질서-사회정의」가 「대일본제국」에서 「세계평화」로 바뀐 

점은 있으나, 「이상」의 실현을 매개로 하는 「질서회복」이라는 서술구

조에는”181일관성이 있으며, 이러한 서술구조 자체는 어른들이 사회질서

를 유지하려는 의도에 부합되는 것으로 내용상 서브컬처이기 보다는 주류

문화적 성향을 띈다고 한다.  

 일례로 1952년에 연재가 시작된 『철완 아톰（鉄腕アトム）』의 목

표가 세계평화에 있듯이, 1950년대까지의 만화에서는 사실상 개인의, 또는 

어린이의 이야기이기보다는 어른이 중심이 된 사회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이야기가 주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줄거리를 쫓다 보면, 

결국 어린이들은 어른의 사회 속에서 이미 기성화한 질서를 지키기 위한 

                                           
180 宮台, 『増補サブカルチャー神話解体』, p.27. 
181 같은 책,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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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거듭해가는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기성사회의 일부로 동화하는 시

각을 배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줄거리 상에서는 어린이, 또는 청소

년층이 독립된 그들만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고, 어른들의 주류사회, 

즉, 서브컬처가 아닌 메인컬쳐 속에 편재되어 있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미야다이의 이러한 지적은, 일본에 있어서의 서브컬처에 대한 다중적

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화라는 장르자체가 이미 서브컬처로 분류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주류문화에 대한 저항의식을 서

브컬처 판단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야다이가 서브컬처에 

기대하는 바는 양식상으로 만화이면서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메인컬쳐

적 사고방식에 역행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라카미나 

아이다, 나라의 미술이 서브컬처적 화법을 동원하여 기성의 회화적 또는 

이상주의적 규범에 대항하고 있는 자세와 비견할 만하다. 앞으로 이어질 

각 작가의 장에서, 기성체제, 즉 미술에 있어서의 주류담론에서 소외된 위

치에서의 반항이나 저항으로서의 활동이 이 작가들 작품의 근간이 되는 

것을 살필 수 있다. 이들의 작품은 미야다이가 시사하는 것처럼, 형식과 

내용의 양면에 있어서 서브컬처적 태도를 표상한다. 

  미야다이에 의하면 계몽적인 어른중심의 시각에 일차적으로 전기가 

찾아오는 것은 1955년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의 소설 『태양의 계

절(太陽の季節)』이182 발표되는 시기이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라고 외침으로써, 젊은 작가(발표당시 23세)에 의해 자

신들 세대가 기성세대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행복·우정·사랑·성을 모

색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야다이의 지적은 전쟁

에 의해 ‘젊은이’라는 삶의 단계를 박탈당했던 시대를 거쳐 드디어 일

                                           
182 石原慎太郎, 『太陽の季節』, 新潮社,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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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서도 젊은이의 서브컬처 문화가 구미사회를 곁눈질 하며 등장했다는 

난바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183  미국에서 제임스 딘(James Dean) 

주연의 <이유없는 반항(Rebel Without a Cause)>이 상영된 것도 같은 

1955년이다. 『태양의 계절』은 이듬해 영화화 하여 큰 관심을 모으며 동

시에 주인공들과 유사한 행동패턴을 갖는 실제 젊은이들에게 태양족(太陽

族)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지면서, 기성세대가 눈살을 찌푸리는 젊은이문화

가 탄생된다. 미야다이는 “여기서 처음으로 서브컬처로서의 ‘젊은이 문

화’가 분출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184  

 이때 미야다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서브컬처의 ‘서브’에 해당되

는 어의, 즉 ‘메인’, 주류에 저항하는 개념이다. ‘서브’는 일반어른들

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의 문화와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기존의 질서에 

반대되는 방향성을 가진 흐름으로서, 이러한 메인컬처의 정통성에 대항하

는 새로운 이상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결국 1955년을 기점으로 등장하는 

것은 기존질서=어른, 이로부터의 소외=젊은이라는 구도인데, 지금까지 귀

속하려고 노력했던 사회에서 느끼는 개인의 소외=해방이라는 국면으로 전

개되면서 사회에의 부정적 의식이 표면화 된다.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본격적으로 소위 ‘비주류’의 부류에 속하

는 형식으로서 만화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 대중성이나 상

업성을 추구하는 단순 명쾌한 줄거리에서 벗어나, 작가의 개성을 중시하는 

특유의 작품들이 등장한다. 이런 만화들을 모은 잡지가 동경올림픽이 개최

되던 1964년 출간된 『월간 가로(月刊ガロ)』이다. 『가로』에 실린 만화

들은 세련된 표현이기 보다는 거친 묘사나 초현실적인 배경설정으로, 만화

적 표현의 가능성이 확대되었으며 동시에 “소외된 자 자신의 자기표현으

                                           
183 難波, 『族の系譜学』, p.108. 
184 宮台, 『増補サブカルチャー神話解体』,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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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읽혀지는 ‘앤티 만화’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185 『가로』

에 대한 박사논문 「종이 메가폰: 가로만화, 1964-1971」을 발표한 홈버

그에 의하면 만화의 황금시대로 불리던 1960년대 경제성장을 계기로 급

성장하는 출판사가 속출 하는 가운데 “『가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에 대항하며 발간되었다.”186 즉, 사회를 역행하듯이 『가로』에는 상업

광고가 전혀 없었으며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웠던 탓에 패전 이후의 사회나 

정부 비판을 서슴치 않아 속박되지 않은 발언매체라고 하는 중요성을 지

녔다.  

 이러한 사회의식의 발로에 대해 미야다이는 “중산계급출신의 문화적 

리더들이, 원래는 동경/지방, 상층/하층, 과 같은 경제적-물질적 차이와 융

합해있던 ‘소외’를, 초기 마르크스의 소외론을 철학적 지축으로 하면서, 

어른/젊은이, 또는 비본질/본질 등과 같은 문화적-정신적 차이와 융합한 

보다 추상화한 개념으로 세련화 시켜간 것이다.”187라고 보고 있다. 미야

다이의 분석은 일본 서브컬처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저항과 반발에서 비

롯된 문화적 분화가 근본적으로 경제격차를 토대로 발생됨을 시사하고 있

으며, 그 후의 전개가 결국 정신적 극복을 통한 목적달성에로 승화하는 경

우를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소외-> 극복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 -> 

목적달성에 의한 극복’의 구도는 부분적으로는 1960년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는 학생운동의 전개, 즉 지방 출신학생들의 상경과 

이들의 정치적 자아의 싹틈, 사회개혁의지와 표출노력이라는 방향성과의 

유사성을 지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외라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수용, 즉, 소외를 소외

                                           
185 矢口國夫, 大賀洋介, 乙葉哲, 出原均, 岡本芳枝 編集,『マンガの時代 The MANGA 

Age 手塚治虫からエヴァンゲリオンまで』, 東京都現代美術館/広島市現代美術館, pp.68-69. 
186 Holmberg, 2007, p.18. 
187 宮台, 『増補サブカルチャー神話解体』,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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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가 아닌 사회로부터의 해방으로 인식하는 풍조가 점차로 발달하면서 

해방된 자아를 탄생시킨다. 이에 따라 어른/젊은이, 그들/우리라는 구조에

서 ‘나와 그 외부’로 주변의 현상을 재정의함으로써 80년대 서브컬처의 

주축이 되는 신인류와 오타쿠라는 문화적 정체성 발생의 기원이 되었다.  

 『전후 젊은이문화의 빛살』의 저자 이와마에 의하면 전후 베이비붐 

(1947년~1949년)시대에 탄생한 약 8백만명의 인구가 성인이 되어 형성

된 소위 단괴세대(団塊世代)는, 1980년대의 오타쿠와 신인류 등장의 발판

을 마련한 세대이다.188 이들의 문화는 소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을 

갖는다. 단괴세대 초기의 소비의 동기는 주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생긴 

것으로서 남들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너나 나나 새로운 가전제품, 

특히 ‘삼종의 신기 (三種の神器)’로 불리게 된 흑백TV, 세탁기, 냉장고

를 가정마다 구비하려는 욕구였다. 이 같은 소비욕구는 중류층의 형성에 

기여한다.189 그런데 소비문화의 새로운 전개가 본격화 하는 것은 세대적

으로는 단괴세대의 자녀 층, 단괴 주니어(団塊ジュニア) 세대에 가서라고 

할 수 있다. 단괴세대가 형성해 놓은 경제를 바탕으로 이들은 미니스커트, 

청바지, 장발, 만화 등을 통해 어른들과 일선을 그은 후, 새롭게 젊은이로

서의 연대감을 구성해 나간다. 

 이와마는 본격적인 ‘젊은이문화’, 즉 서브컬처의 주인공들을 이 시

기의 단괴 주니어에서 찾는다. 이와마는 “이때까지 오랫동안 ‘생산’만

이 사람들의 관심사였다. ‘소비’에 주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새로운 일

                                           
188 협의의 단괴세대는 1947~1949년(소화 22년 ~ 24년) 사이에 탄생한 세대를 가리키나, 

광의에서는 소화 20년대 생에 해당되는 약 2천만 명이 해당된다. (岩間, 『戦後若者文化の

光芒』, p.38.) 
189 195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한 경제를 바탕으로 일본 가정에서는 이러한 가전제품을 

비교적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삼종의 신기(三種の神器)란 역사적으로는 

일본의 건국 신화 속에 등장하는 보물로서, 거울, 칼, 그리고 옥을 가리키며 역대 천황이 

계승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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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이 시대에는 ‘소비’ 그 자체가 서

브컬처였다.”190라고 단괴 주니어 세대를 분석한다. 이와마의 이러한 발언

은, 단괴세대들이 생산에 집중하여 검소와 절제를 미덕으로 삼으며 이룩해 

놓은 바탕 위에 등장한 새로운 문화적 가능성이자 동시에 반사회적 서브

컬처로서의 ‘소비’를 지적하는 것이다. 

 한 편, 단괴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나 1960년대를 휩쓸고 간 통칭 전공

투운동(全共闘運動)으로 대표되는 전학공투회의운동(全学共闘会議運動)은 

60년대 젊은이들의 서브컬처의 소비주의적 흐름과 동시에 나타난 저항정

신의 극단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191 미군의 계속적인 일본 영토 내 활동

을 보장하는‘일미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 통칭‘안보(安保)’

의 강화를 위한 갱신에 반대하는 움직임에서 발단한 이 조직은 비록 단괴

세대의 십 수 퍼센트에 해당하는 대학진학자 중에서도 극히 일부가 가담

한 움직임이었으나, 60년대를 상징하는 흐름으로 남아있다. 100여 개 대학

에서 분쟁사태를 일으켜 항시 경찰과 대립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아사마 산

장 사건으로 이어지는 극좌파의 집단적 광기를 야기하였고 이것이 TV를 

통해 각 가정의 안방으로 이들의 소식이 중계되었다. 마치 미국의 60년대 

히피문화와 같이, 역사적 관성으로 유지되어오던 커다란 흐름으로서의 정

치적 역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소수파이며 이단적인 이들에 의

해 행해진 점에 있어서 일본 내에서는 이 역시 일종의 서브컬처적 흐름으

로 인식된다.  

 전공투는 주류사회와 이를 지탱해 온 공권력에 대한 체계적 저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저항은 1964년 동경올림픽 개최로 하나의 결실을 본 

전후 일본의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나라의 재정비를 이룸으로써 전체주의

                                           
190岩間, 『戦後若者文化の光芒』, p.51. 
191같은 책, p.52. 



82 

 

적 사고에서 벗어날 여유가 생긴 일본에 처음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이러

한 의미에서 전공투가 상징하는 바는 1968년 서구에서 일어난 학생운동

을 중심으로 한 개혁의지의 표출에 발단하는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전

개와 비교할 만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공투의 움직임이 후에 

베트남 전쟁 반전시위나 여권운동 등의 시민운동으로 분화해가는 양상을 

보는 한, 세계적인 정치적 포스트모더니즘이 일본으로 유입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합적군파사건(連合赤軍派事件, 연합적군:사회주의 학생동맹의 일부와 

공산주의자 동맹의 일부가 통합된 제2세대 좌파조직)으로도 불리는 아사

마 산장 사건이란, 학생운동의 과격파들로 구성된 일단의 무장집단이 

1972년 2월19일에서 2월28일에 걸쳐 동경 북쪽의 아사마산 인근 아사마 

산장에 칩거하면서 산장 관리인의 부인을 인질로 가둔채 경찰과 대치, 총

격전 끝에 결국 3명의 사망자와 27명의 부상자를 낸 사건이다. 이 사건의 

진정한 공포는 아사마 산장으로 칩거하기 전 1971년 12월부터 전투훈련 

명목으로 적군파의 전사들이 서로의 혁명정신고양을 위해 자아비판을 강

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 린치이며, 동료 중 8명의 남성과 4명의 여

성멤버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192 이 과정에서 여전사 들에 대

                                           
192  연합적군파사건은 아사마 산장 사건과 아사마 산장으로 칩거하기 전에 있던 ‘산악 

베이스사건(山岳ベース事件)’의 총칭으로 이 두 연쇄적 사건들의 핵심은 당시 20대 초, 

중반이던 구성원들 간의 내분 속에 사회, 문화, 그리고 역사적인 전환점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적군파로 불리는 몇몇 혁명 골수 분자들은 혁명을 위한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산장에 은신하여, 혁명정신고양을 위해 ‘총괄(総括)’을 실행하는데, 총괄이란 자아비판과 

비판된 사실을 교정시키기 위한 집단 린치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이 총괄을 통해 8명의 

남성 멤버와 토오야마 미에코(遠山美枝子, 1946-1972), 코지마 카즈코(小嶋和子, 1949-

1972), 오오츠키 세츠코(大槻節子, 1948-1972), 카네코 미치요(金子みちよ , 1948-

1972)등 총 4명의 여성이 사망하게 된다. 그 발단이 되었던 토오야마에 대한 비판은 

다름아닌 그녀가 훈련기지에까지 끼고 온 반지와 입술에 바른 립크림, 그리고 그녀의 길게 

기른 머리에 대한 것이었다. 혁명정신의 고취를 위해 의도된 총괄에서 결국 지적된 것은 

극단적인 정신성을 부정하듯 한 육체와 물질에 대한 욕구였으며, 이에 대한 비판으로 

처방된 것은 처참한 폭력성이었다. 일종의 여성성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일련의 총괄에서 

토오야마는 립크림을 바른 입술에서 피가 터지도록 스스로를 폭행하도록 명령받고 기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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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린치의 발단은 그녀들이 긴 머리에 립크림을 바르고 군사훈련기지에 

오거나 유행하는 판탈롱을 공금으로 샀다는 것으로, 요시미 슌야(吉見俊哉)

는 “오오츠카나 키타다가 지적한 듯, 1972년의 연합군사건은, 60년대까

지의 ‘사상에 의한 자기실현’의 시대가 70년대 후반 이후의 ‘소비에 

의한 자기실현’의 시대에로 옮겨가는 한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보았다.193 오오츠카는 『「그녀」들의 연합적군 – 서브컬처와 전후 

민주주의(「彼女たち」の連合赤軍－サブカルチャーと戦後民主主義)』라는 

저서에서 이 좌파세력의 골수 분자들의 모임에서 동지들을 서로 살해하는 

광기 어린 행동의 발단은 다름아닌 궁지에 몰린 말기 혁명주의의 욕구와 

이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새로운 소비지향시대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194 즉, 서브컬처로서의 저항의 면모(이와마의 표현을 빌리자면)

와 소비의 면모의 충돌이며,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소비적 

면모인 것이다.195 매체로 광고되는 카와이이, 귀여움, 이라는 감성과 카와

                                                                                                           

묶인 채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게 된다. 또 다른 피해자인 오오츠키는 혁명자금으로 

판탈롱을 사 입은 일을 계기로 자아비판을 강요당해 총괄을 통해 사망하게 되는데, 당시 

학생운동의 과격파로 활동하던 여성혁명가들 중에는 최신 유행의 복숭아뼈까지 오는 긴 

코트 속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앙앙(an·an)』이라는 패션잡지를 든 상태로 체포를 당해 

신문에 사진과 함께 소개된 예가 있을 정도로 첨단 패션과 혁명좌파의 결합은 선풍적인 

것이자 공존 가능한 듯이 보여지는 것이었다. 서양의 히피세대들이 장발과 청바지를 

고집하듯 기성세대에 대한 정치적 반항정신과 외관상의 반항은 이 수명의 혁명파 엘리트 

여대생들에게 있어 마치 군인들의 군복과도 같이 일관성 있게 느껴졌던 것일지도 모른다. 

사상적 전위로서의 혁명활동과 시각적 전위로서의 첨단 패션의 조합은 민감하게 소비의 

시대를 감지한 자들에게는 수긍이 가는 것이었으나, 소비문화의 물결을 무력으로 막으려 

했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193 吉見俊哉,『ポスト戦後社会－シリーズ日本近現代史＜9＞』, 岩波新書, 2009, p.13. 
194 大塚英志,『「彼女たち」の連合赤軍－サブカルチャーと戦後民主主義』, 角川文庫, 2001, 

p.27. 
195 오오츠카는 전술한 저서에서 연합적군의 여성 지도자로, 총괄을 가하는 측이던 나가타 

히로코(永田洋子)에 주목하는데, 특히 재판 후 사형선고를 받고 구치된 그녀가 구치소 

내에서 매우 소녀취향적인 일러스트를 그린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림들은 특별히 잘 

그렸다기 보다는 여간수와 수감원들의 모습을 단순한 만화 캐릭터화시켜 그린 것으로, 

오오츠카는 연합적군의 2인자로 타 여성병사들의 여성성에 대한 총괄조차 마다하지 않던 

나가타에 잠재하던 모종의 귀여움에 대한 내적 욕구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여성성이 현저했던 이유로 총괄을 당해 사망에 이르렀던 여 병사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조직의 논리를 앞세워 그 외의 요소들을 억압시키는데 성공한 듯이 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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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 하기 때문에 (필요와 무관하게)구입하게 되는 상품들의 등장, 즉 기

호소비의 욕구는 이 극좌파들의 자아비판 내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 때

문에 이데올로기가 카와이이로 대치되어 혁명사상이 소비적 서브컬처로 

전락하는 순간을 아사마산장 내의 투쟁 속에서 읽어낼 수 있다. 현대 일본

사회에서 흔히 ‘60년대 서브컬처’하면 이 시대를 지칭하는 것은 이들의 

행동이 사회적 극소수파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임에도, 젊은이 문화로서 당

시의 소비와 유행을 반영하여 공감대를 유지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60년대 말 활발하던 정치성 짙은 서브컬처에서 80년대의 소비문화로

서의 서브컬처로의 이행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은 이 시대 혁명세력이던 전

공투 운동의 가담자들이 대거 80년대 서브컬처 문화의 견인차역할을 해 

온 사실일 것이다. 80년대 고도의 기호소비를 주도하던 신인류의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는 전공투 세대의 혁명가들이 다수 존재한다.196 모우리 요시

타카(毛利嘉孝)는 “69년의 전공투 운동에 관여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70년대에 출판이나 광고산업(그 속에는 포르노잡지업체로 대표되는 여러 

언더그라운드 문화산업도 포함된다.)에 유입하여, 80년대 후반의 버블 문

화를 준비하면서 그들 나름의 ‘혁명’을 지속했다.”197라고 언급하고 있

                                                                                                           

나가타에게서도 여성성에 대한, 그리고 시대적 감수성으로서의 귀여움과 만화적 감성에 

대한 욕구가 잠재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듯 하다. 오오츠카는 나가타의 만화 

속에서 60년대 서브컬처적 사상의 종결형과 이를 표현하는 양식으로서 대두되는 70년대 

이후 서브컬처의 형태를 지적한다. 같은 저서 속에서 오오츠카는 수명의 여성 

혁명가들(대부분이 숙청됨)에 대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카네코에 의해 남성 지도자이던 

모리 츠네오(森恒夫)에게 사용되었던 ‘카와이이 (かわいい:귀엽다)’라는 단어에 주목한다. 

투철한 듯이 보이던 이데올로기의 강건한 요새 속에 밀려들어오는 카와이이의 감성은 

무자비한 폭력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굴하지 않았던 특수한 끈질김을 보인다. 이 

여성 혁명가들은 마치 눈 앞의 폭력에 상기되어 스스로를 내놓는 사디스트와 같이 

카와이이라는 단어로 권력을 도발하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大塚, 『「彼女たち」の連合赤軍』, 1996, 을 참조. 
196 카피라이터 이토이 시게사토(糸井重里), TV 프로듀서 테리 이토(テリー伊藤),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 坂本龍一)등. 
197 毛利嘉孝, 『ストリートの思想―転換期としての1990年代』, NHKブックス, 2009, p.59. 



85 

 

다. 운동권 학생들의 서브컬처 산업으로의 유입이라는 면모는 의외로 느껴

질 수 있으나, 반사회적인 활동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학생운동 가담자들

에게 보수적 기업이나 기관으로의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출판

이나 광고 등 첨단문화사업으로 연결되었으리라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전공투 세대와 서브컬처 문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오타쿠에 대한 

연구서를 낸 요시모토에 의해서도 지적된다. 그에 의하면 이미 1960년대 

후반에서부터 전공투 세대는 기존의 만화에 대한 기성세대의 이미지, 즉, 

만화란 어린이의 문화이며 어른이 되면 졸업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대항해 

왔으며, 이들이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만화를 즐겨 읽고 또한 『가로』와 

같이 읽을 만한 어른들의 만화가 등장하는 것도 특징적이라는 것이다.198 

만화계 자체에서도 『가로』로 대표되는 ‘현 체제의 해체’를 지향하는 

만화가 등장하는 것 역시 전공투 세대의 저항의식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공투 운동에 관여하고, 사회변혁을 목표한 당시의 젊은이

들에게 있어서, 만화는 자신들의 상황을 반영하는 생생한 것이라고 받아들

여진 것은 틀림 없다. 전공투 사람들이 만든 깃발에는 아카츠카 캐릭터,199 

타니오카 캐릭터가200  그려진 것이 있었다. 또 요도호(よど号) 사건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하이잭 범들은 「우리들은 ‘내일의 죠’다」라는 말을 

                                           
198 吉本, 『おたくの起源』, pp.60-67. 
199아카츠카 후지오(赤塚不二夫)는 1950년대의 어두운 전후 사회에 개그만화를 발표하면서 

인기를 끌어 수 많은 히트작을 남긴 개그만화계의 거장. 만화가로서는 드물게 나라에서 

공로훈장을 수여했으며, 유명해진 후에는 젊은 예능인들을 후원해 거물로 성장시키기도 한 

유명인사. 무라카미 타카시가 처음으로 직접 만화 이미지를 인용한 것은 이 아카츠카의 

만화 중 『천재 바카봉 (天才バカボン) 』의 등장인물들로, 이 작품은 천재였으나 사고를 

계기로 바보가 된 아버지가 가장인 소박한 가정을 배경으로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있으면서도 넌센스 코미디로 웃음을 자아내는 전후 일본 개그만화를 대표하는 작품.  
200타니오카 야스지(谷岡ヤスジ)는 아카츠카와 동시대 개그 만화가로 소년만화잡지에 인기 

연재를 여러 편 발표해 왔으며, 특히 등장인물들이 발하는 특이한 조어는 당시 유행어가 

되어 현재까지도 전해짐.  



86 

 

남기고 있다.201 만화는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의 감성과 깊이 링

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화는 우리들 세대의 문화이다」라는 인식이 공

유되어간다.”202  

 즉 만화나 청소년 출판매체를 통한 기성세대와의 대립이 고정화해 갔

으며, 『가로』와 같은 정치의식을 노골적으로 한 매체들은 이러한 학생세

대들의 의식을 고무하였다. 당시의 세대를 가리켜 「오른손에 져널, 왼손

에 매거진(右手にジャーナル, 左手にマガジン)」이라는 말을 한다. 이는 

바로 전공투 세대들이 대학 내 바리케이드 속에서 져널(=아사히 져널. 

朝日ジャーナル)을 읽으며 바리케이드 외부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데모나 

집회가 없을 때는 매거진(=주간소년매거진. 週刊少年マガジン)203으로 대

표되는 만화잡지를 읽으며 시간을 보내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다. 이러한 현상은 만화가 일본 사회의 깊은 곳까지 침투한 친밀한 매체였

음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1970년대 회자되기 시작하는 모라토리움 세

대, 즉 만화책과 같은 어린이 매체를 버리지 못하고 어른으로 자라지 않는 

어린 젊은이 세대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폭력적 사태의 중심에 있어서 만화를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은 비현실

                                           
201  『내일의 죠 (明日のジョー) 』란 권투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연재만화의 제목으로 

TV만화로도 방영되어 사회현상이 될 정도로 인기를 끈 작품. 마지막 화에서 주인공이 

전심전력을 다해 시합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는 모습에서 하이잭 범들이 뜻한 것은 

전력을 다해 혁명에 도전한다는 의미로 전해짐. 요도호사건이란 1970년3월31일 

공산주의자동명적군파가 일으킨 일본항공(351편, 보잉727형. 애칭 요도호) 하이잭 

사건으로, 적군파 범인 9인이 북한으로의 망명을 위해 민간기를 하이잭 한 후 북한 

미림(美林) 공항에 착륙한 사건. 범인들은 범행성명문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내일의 죠』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참조: 

http://ja.wikipedia.org/wiki/%E3%82%88%E3%81%A9%E5%8F%B7%E3%83%8F%E

3%82%A4%E3%82%B8%E3%83%A3%E3%83%83%E3%82%AF%E4%BA%8B%E4

%BB%B6 최종 확인 2013년 9월20일) 
202吉本, 『おたくの起源』, p.62. 
203 요시모토와 당시를 회상하는 동경여대교수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소년 만화뿐 아니라 

소녀만화들도 다수 읽혀졌다고 한다. (吉本, 『おたくの起源』, p62, p93,주4)  

http://ja.wikipedia.org/wiki/%E3%82%88%E3%81%A9%E5%8F%B7%E3%83%8F%E3%82%A4%E3%82%B8%E3%83%A3%E3%83%83%E3%82%AF%E4%BA%8B%E4%BB%B6
http://ja.wikipedia.org/wiki/%E3%82%88%E3%81%A9%E5%8F%B7%E3%83%8F%E3%82%A4%E3%82%B8%E3%83%A3%E3%83%83%E3%82%AF%E4%BA%8B%E4%BB%B6
http://ja.wikipedia.org/wiki/%E3%82%88%E3%81%A9%E5%8F%B7%E3%83%8F%E3%82%A4%E3%82%B8%E3%83%A3%E3%83%83%E3%82%AF%E4%BA%8B%E4%BB%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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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기도 하나, 결국 투쟁하던 학생들은 투쟁이 끝난 후 일본 역사상 가장 

소비주의적이었던 버블 사회의 핵심으로 뛰어들어 갔다. 이들은 기성세대

화 하여 출판, 광고 업계를 비롯한 회사나 가정으로 편입되어 가고 있었다.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에서 뚜렷이 나타난 기업, 광고대리점 그리고 

미디어의 자본중심의 결탁은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예시

였다.204 1970년대의 이러한 경향은 이후 80년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신

인류, 그리고 동시에 오타쿠들의 토양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논포리 

세대’205라고도 불리는 비 정치적 세대의 대두를 계기로 저항, 반체제적 

의미에서 서브컬처라는 단어가 쓰이는 일은 드물어진다. 동시에 소비를 중

심으로 한 신인류의 젊은이 문화가 서브컬처이기 보다는 사실상 메인컬쳐

로 자리잡게 된다. 한편 신인류에 속하지 않는 그 외 세력들이 초기 오타

쿠층을 형성해 가게 되는데, 80년대에 들어서서 이 오타쿠층의 문화에 서

브컬처라는 명칭이 고정되기 시작하는 것은 이러한 경위를 거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신인류와 오타쿠의 대두 

 

 이 절에서는 1980년대 신인류와 오타쿠 문화가 대두되는 배경을 경

제적 관점에서 살피고, 그 후 이들이 등장하게 되는 양상을 알아본다. 미

야다이는 70년대 초의 달러쇼크(1971년)와 오일쇼크(1973년)에서 80년

대까지 이어지는 “생산자주도형에서 소비자주도형으로 옮겨간 경제구도

의 전환”이 1980년대 후반으로 향해 전개되는 버블 경제와도 맞물려 고

                                           
204 吉見, 『ポスト戦後社会』, pp.41~77, 참조 
205 논포리, 즉 논 포리티칼(non-political)의 줄인 형태로 ノンポリ世代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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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코드소비(コード消費)를 발생시킨다고 본다. 206  코드소비란 실질적 

필요와 무관한 상품을 그 상품의 상징성을 얻기 위해 구입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경제의 양상은 곧바로 이 시대 서브컬처의 부흥의 열쇠가 된다. 필

요에 의한 소비의 시대를 지나 나와 그 외부를 차이화 시키기 위한 도구

로서의 소비가 대두되며 이때의 동기화는 자신이 속한 서브컬처 그룹 내

에서 독자적인 ‘나’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207  

 소비와 직결된 80년대 일본의 문화는 당시의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 친미파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수상 재임 당시 체결된 

플라자합의(1985년9월22일)를 통해 설정된 엔고정책의 결과로 1986년부

터 기록적인 버블경기가 시작되고 실질경제를 떠난 숫자놀음으로 변종되

어간 호경기는 1990년 초까지 계속된다. 부동산, 주식은 최고가를 기록, 

개인의 소비수요 또한 역사적인 최고점에 달했으며, 생산이나 이윤의 증대

보다는 부동산, 주식의 가치상승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수익이 거품과도 

같이 기록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길거리에는 수입된 해외의 고급 승용차가 

줄을 이었고 유럽의 사치소비품은 모두 다 일본으로 흘러 드는 듯 했다. 

말하자면 패전 후 약 40년 만에 이루어낸 일본 사상 최대의 호경기는 그 

후 20년이 넘게 계속되는 불황이 증명 하듯이, 실체 없는 일종의 가상 속

의 호황이었으며, 생산이 뒤따르지 않는 공허한 거래만이 계속된 결과였다.  

 요시미는 이 시기에 버블 경기로 향해 급속도로 팽창한 일본 국내 소

비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백화점과 광고대리점, 특히 이미지 전략

으로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세이부(西武) 백화점 계열사와 산하 광고대리

                                           
206 宮台, 『増補サブカルチャー神話解体』, p.118. 
207  미야다이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70년대 중반의 ‘카와이이 컬쳐’가 그 후의 

소비사회화를 준비하는 기능을 다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나’만이 아는 

‘나’를 추구하는 소녀들의) 나르시시즘이 그 후의 ‘나’다운‘나’, 의 추구와 연결된 

상품의 소비의 출발점이 된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 (같은 책,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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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208 세이부는 백화점, 호텔, 철도,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거느리는 초대형 기업으로 2004년 전후로 규모를 축소하기는 했으

나 1980년대 동경을 중심으로 한 신인류 문화의 배경을 제공했다. 세이부 

백화점 및 산하 소매업체들은 1970년대에 이미 서구화된 생필품을 모두 

갖춘 가정에 또 다른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세련되고 의미심장한 광

고를 통해 이미지를 앞세운 전략을 사용했다. 각 가정의 일상을 항시 새롭

게 보충해 가야만 하는, 끝없는 이미지에 대한 갈망과 이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상품의 제공을 연출해 온 것이다. 특히 동경의 젊은 층이 밀집하는 

시부야(渋谷) 지역에 위치한 파르코(パルコ) 백화점(세이부 계열)을 중심

으로 이 지역 자체를 하나의 무대장치로 삼아 ‘이미지의 극장’을 만들

어냄으로써 보다 새로운 차원의 소비를 촉진해왔다.209 “각각의 도시공간

은 단순히 진열된 상품이 일정한 취향=기호(記號) 코드로 집약될 뿐 아니

라, 방문자가 스스로 이러한 코드에 따라 역할을 연기하는 무대로서 연출

되어야만 했다.”210 일본의 신인류가 성장해 온 배경은 이처럼 구세대에

서는 집단에 매몰되어 발견하기 어려웠던 자아에 대한 발견과 이를 유지

하기 위한 차이화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대형 기업들에 의한 

미디어 이미지와 상품 공급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의 극장’의 일부로서의 젊은이들의 화려한 소비양상이 신인

류들의 문화를 대변한다면, 같은 시기 오타쿠들의 등장 배경이 되는 첨단

기술산업의 발전도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1990년대 말에 오타쿠에 대한 

저서를 발표한 바라르는 패전 후 일본이 신속하게 경제력을 회복함을 지

적하면서 “일본은 군국주의에서 과감하게 민주주의가, 아니, 산업주의 국

                                           
208 吉見, 『ポスト戦後社会』, p.53. 
209 같은 책, p.54. 
210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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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되었다.”고 논하며, 전후 일본이 약 50년 만에 국내 수요에 민감하

게 대응하면서 세계 1,2위의 소비민족이 되어간 과정에서 오타쿠 발생의 

밑바탕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했다.211 바라르에 의하면, 이러한 경제발전, 

특히 첨단기술산업들은 오타쿠의 대두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다. 특히 TV나 비디오 등의 하드웨어, 영화산업을 비롯한 소프트웨어의 

멀티미디어 시장의 발달은 직접적으로 오타쿠들의 존재기반이 되며, 이러

한 산업의 발전이 전후 일본의 경제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타쿠와 일본의 경제발전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패나소닉(Panasonic)으로 더 잘 알려진 마츠시타(松下) 그룹의 주

요 생산품 및 산하 산업에 대한 바라르의 연구에 의하면, 마츠시타는 

1960년대에는 컬러 텔레비젼, 70년대에는 하이파이(Hi-Fi) 스테레오, 80

년대에는 자회사인 JVC가 VHS규격의 비디오데크를 출시했다.212 생필품

화 된지 오래인 텔레비전에 대한 일본 총무성(総務省)의 통계에 의하면 

99.2%의 가정이 최소한 한대의 컬러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5.1%, 15세 이하의 어린이의 12%, 18세 이하 어

린이의 21%(남자아이의 경우 30%)가 자기전용 텔레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213 일본가정은 평균적으로 2.24대의 텔레비전을 보유하며, 비디오

데크의 보급률은 77%에 달한다. 214  어린이들의 전용 텔레비전 보유율이 

이토록 높은 것은 이들을 다른 가족들이 모이는 거실을 떠나, 자기 방 속

으로 은거시키는 큰 이유가 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

축하게 하는 충분한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마츠시타 그룹은 이 후 1990년대 초부터 멀티미디어 산업으로 기반

                                           
211 バラール, 『オタク・ジャポニカ』, p.41. 
212 같은 책, p.42. 
213 같은 책, p.43. 
214 같은 책,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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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장하여, 미국의 MCA(Music Corporation of America, 현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8천억엔으로 매수했다. 215  비록 얼마 가지 않아 버블붕괴로 

인해 1995년 매각하기에 이르지만, 1989년 소니가 컬럼비아 그룹을 매수

함으로써 일본의 본격적인 소프트산업의 세계적 확장의 시대를 이루었

다.216 마츠시타나 소니는 특히 이러한 분야의 성장과 그 시장 확대, 결과

적으로 오타쿠 층의 형성에 크게 공헌한 바 있다. 소니의 기업 슬로건은 

‘디지털 드림 키즈 Digital Dream Kids’로 오타쿠를 떠오르게 하는 키

워드이며, 소니가 비디오시장에서 패배한 베타막스(Betamax) 규격 비디

오는 일반인들에게는 이미 무용지물이 된 후에도 오타쿠들 사이에서는 필

수품처럼 되었다. 217 ,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 게임기는 1994년에 

출시, 4년 만에 5천만대가 판매되었으며, 2004년에는 플레이스테이션과 

소형화한 모델인 PSone과 합해 1억대를 판매, 현재까지도 플레이스테이

션 4로 개발되어 판매 중이다.218 게임기용 게임 소프트웨어는 다른 게임 

회사에서도 항시 개발 중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을 이용한 아케이드게임의 

가정 내 보급을 통해 나무코( ナムコ , NAMCO), 캐프콤( カプコン , 

Capcom), 코나미(コナミ, KONAMI), 타이토(タイトー, TAITO) 등 게임 

제작회사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라르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 자라난 세대들의 특징은 그 무엇보다도 ‘소비하라’라는 

것이며 오타쿠의 출현이 일본의 경제성장, 특히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오락산업의 전략적인 내수 개발과 시장확대의 노력의 결과 촉진된 현상임

을 효과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오타쿠들은 이처럼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

인 대기업들에 의해 육성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15 같은 책, p.42. 
216 같은 책. 
217 같은 책, p43. 
218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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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기 속에서 성장한 초기 오타쿠 세대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난점은 풍요 속에서 고난과 결핍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성인

이 된다는 점, 또는 그렇기 때문에 성인화 하기 어렵다는 점이라 할 수 있

다. 법적 성인이 된 후에도 인간관계와 야근 등의 부담이 있는 정규사원이 

되기 보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고 취미를 향유하며 적극적인 사회, 경

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오타쿠들의 모습은 성숙하지 않는 일본인에 대한 

이미지가 이들과 겹쳐지는 이유가 되었다.  

 오타쿠들의 이러한 경제관은 아사다가 발표한 ‘어린이의 자본주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아사다가 (일설에 의하면 데리다와의 

대담을 통해 얻은) 어린이의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공표한 것은 버블 경기

가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던 1987년이다. 아사다는「일본의 포스트모던」

이라는 월간지 『현대사상』의 1987년도의 기획에서 일본의 자본주의 성

향은 전통적인 수직 질서의 가치체계나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벗어나 고유

하게 파생된 특수한 것이라고 말한다.219 그는 상업의 발달로 일찍이 자본

주의를 경험했고 카톨리시즘과 같은 초월적 가치체계가 아직 남아 있어 

신이나 왕, 또는 아버지와 같은 절대적 주체(Subject)가 수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국가의 자본주의를 노인의 자본주의(Elderly 

capitalism)라고 규정했다. 또 산업혁명을 계기로 유럽에서 바다를 건너가 

산업자본주의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스스로를 주체화시킬 수 있게 된 영국

이나 미국의 상황을 어른의 자본주의(Adult capitalism)라고 불렀다.220 이

에 비하여 절대적 주체(신, 왕, 경영자)를 잃고 주체를 내면화 시키지도 

않았으나, 상대적 경쟁의식과 차별화를 위한 게임만으로 기능하는, 어른이 

                                           
219 浅田彰,「子供の資本主義と日本のポストモダニズムひとつのフェアリー・テイル」,『現代

思想』, 青土社, 1987, 12月号, p.72. 
220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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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미숙한 어린이의 자본주의(Infantile Capitalism)를 1980년대 

말 일본의 상태로 진단한다.221 아사다는 이러한 예로서 집착적으로 기계

를 제작해 내는 일본인 엔지니어나 만화 캐릭터나 게임을 열광적으로 그

려내는 제작자를 들고 있다. 아사다는 특정한 방향성 없이 서로간의 표상

적인 차이에만 관심을 갖고 끝없이 생산, 소비해내는 세대들이 만들어 놓

은 말기 자본주의적 스펙터클을 일본의 현재상태로 보고 이를 어린이의 

광적인 자본주의(children’s frenzied capitalism)라고 부른다.222  

 이러한 모습은 소니로 대표되는 특수 첨단산업을 이끄는 일본 기업과 

이를 집착적으로 소비하는 오타쿠들의 모습을 지칭하는 것에 다름없는 것

으로 아사다는 이러한 경제체제의 기형적 구조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유럽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완숙한 노인으로, 세계 경제 최고위인 미국을 

성인으로, 일본에서의 특정 3차산업들의 급속도의 전개를 어린이의 게임과 

동일시하는 관점은 서구=성숙, 일본=미숙이라는 전형적인 일본 내 근대

주의자들의 해석과 크게 차이 없다는 점이 특기할 만 하다. 일본이 버블경

기로 지탱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폐단의 ‘최첨단’을 걷고 있

다고 생각되는 일본의 현상에 대해 아사다는 유럽에서 시작된 자본주의의 

결말은 포스트모던기의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다분히 자학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사다가 언급하는 ‘어린이의 자본주의’에서 직접 예로든 집착하는 

엔지니어나 게임 및 캐릭터 제작자의 모습은 곧바로 오타쿠 산업과 연결

되는 부분이며, 유럽이나 미국의 자본주의와는 명백하게 다른 방향으로 흐

                                           
221 아사다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면 “전통을 중시하고 초월적인 가치를 신봉하는 노인들도 

스스로의 가치관을 내재화 시킨 내면적 성인도 없는 채로, 타인지향의 어린이 들이 

전개하는 거의 순수하게 상대적인 경쟁만이 자본주의에게 충분히 강력한 구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어린이의 자본주의라 부르자.” 같은 책, p.72. 
222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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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농업, 중공업, 경공업에서 금융, 서비스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급속도로 겪어온 일본에서 경제성장으로 이루어 낸 풍요

로움은 엔지니어나 제작자들을 생산성의 향상보다는‘표상적인 차이’에

만 몰두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대기업들의 이해관계 속에 부

추겨지고 동시에 소비자들은 오타쿠화 하여 ‘표상적 차이’에 대한 수요

도 증가하는 상호관계가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이 한 때 세계 경제 2

위, 버블경기시에는 1위의 국력을 자랑해온 반면, 바라르의 지적과 같이 

경제발전의 이면에 발생하는 일본사회의 문제 중 하나는 젊은 층의 쇠약

화였다. 일부 일본의 젊은이들은 이미 70년대에 모라토리움 세대, 즉 어른

이 되기를 거부하는 피터팬 세대의 전조를 나타냈으며, 80년대 미디어환경

의 확장과 버블경기를 바탕으로 등장한 오타쿠층 역시 굳건하고 성숙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는 취미생활에 빠진 영원한 어린이를 표방한 것이었

다. 

 당시의 분위기는 1980년 발표되어 같은 해 문예상을 수상하고 이듬

해 아쿠타가와상(芥川賞)의 후보로까지 오른 타나카 야스오(田中康夫)의 

소설 『어쩐지, 크리스탈 (なんとなく, クリスタル)』에 극명하게 반영되

어 있다.223 당시 자신도 대학교 4학년이던 타나카는 본문 중 한 여대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나와 같은 영문과이고, 같은 테니스 동호회에 속해있는 사나에는, 센조쿠

(洗足)224에 코우포라스(コーポラス)225를 빌려 혼자 살고 있다. 언제나 

                                           
223 田中康夫, 『なんとなく, クリスタル』, 新潮社, 1985. 1980년 제17회 문예상(文藝賞) 

수상, 1981년 제84회 아쿠타가와상(芥川賞) 후보. 특히 아쿠타가와 상은 일본 문학계의 

대표적인 상중 하나로, 1955년에는 전술한 이시하라 신타로의 태양의 계절이 수상하였고,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오에 켄자브로도 1958년 수상한 바 있다. 당시 화려하고 퇴폐적인 

젊은이 상을 연출한 타나카 야스오는 그 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그 후 

나가노현지사 (長野県知事)를 역임하였다.  
224 동경도 메구로구(目黒区)의 지역. 고급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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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클레이(バークレイ)226나 십프스(シップス)227의 트레이너(トレーナ

－)228에, 크레쥬(クレージュ)229의 도시락통 같은 가방을 들고, 미하마

(ミハマ)230의 납작 구두에 동그란 구슬이 달린 하이삭스를 신고 있다. 

(중략) 학교의 카페테리아에 가면 항상 들러리의 남자애들이랑 소프트크

림이나 먹고 있다. 에렛세(エレッセ)231의 셔츠에, 나이키의 스니커와 코

듀로이 바지를 입은 테니스 소년들이 그녀의 친위대를 형성하고 있다.232 

 

이처럼 인물상의 특성이 그녀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어

떤 집단에 속하고, 어디에 살며,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등의 외적 요소로 

규정되는 것은 서브컬처 집단을 구성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정확

히 이야기 하자면, 실제의 인물상이라기 보다는 그 개인이 연속적인 기호

의 제시를 통해 외부에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비추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인 것이다. 젊은이의 서브컬처와 이들의 특정 양식에 대해 헤디지는 

어떠한 서브컬처에도 극단적으로 규칙적인 내부구조가 존재함을 지적한다. 

그는 『의식을 통한 저항(Resistance through Rituals)』233 의 저자 스튜

어트 홀(Stuart Hall)을 인용하여 “상징적인 사물들 – 의상, 외모, 언어, 

의례적인 상황들, 교류의 양식, 음악 – 들은 그 그룹의 관계, 상황과 경험

에 통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234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당시의 서브컬

                                                                                                           
225  corporate house의 일본식 줄인 말. 입주희망자의 공동출자에 의해 세워지는 주택. 

일반적인 맨션의 명칭으로도 사용됨.  
226 Berkeley. 1970년 설립된 동경 하라쥬쿠에 본점이 있던 미국 대학생 풍의 옷 브랜드. 
227 SHIPS. 1975년 설립된 셀렉트샵으로 현재까지도 대표적인 영 어덜트 브랜드로 지속됨.   
228 두터운 면 기지로 된 상의. Sweatshirt.  
229 Courrèges. 프랑스의 여성 브랜드.  
230 MIHAMA. 1927년 요코하마에서 시작된 수제 여성화 브랜드. 
231 Ellesse. 1959년 이태리에서 시작된 스포츠웨어 브랜드. 
232 岩間, 『戦後若者文化の光芒』, p.108. 
233 Stuart Hall, Tony Jefferson, ed., Resistance through Rituals: Youth Subculture in 
Post-War Britain, London: Routledge, 2012. 
234 Dick Hebdige, “Chapter Eight, From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in 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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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를 구성하는 것은 다나카의 소설의 주인공 사나에로 대표되는 신인류들 

만이 아니다. 신인류들이 자신들을 차별화 시키려고 하는 이질적인 그룹 

중 대표적인 것이 오타쿠 그룹이라 할 수 있다.235  

 이 두 그룹의 대조를 위해 ‘오타쿠’라는 낱말이 처음 사용된 한 로

리콘(로리타 콤플렉스, Lolita Complex의 줄임말. 어린 소녀에 대한 비정

상적 성애) 계열 잡지에 실린 1983년의 나카모리 아키오(中森明夫)의 글

을 옮긴다. 이 글을 통해서 나카모리는 특정그룹의 젊은이들에게 오타쿠라

는 명명을 하게 된다.  

 

영양실조 같은 빼빼이거나, 안경의 은색 테두리를 볼 살에 파묻어가며 웃

는 흰 돼지이거나, 여자라면 단발머리에 대개는 뚱뚱하고, 통나무 같은 굵

은 다리에 흰색 하이삭스를 신곤 하지. 보통 때는 교실 한 구석에서 눈에 

안 띄게 어두운 눈을 하고 친구 하나 없이 (중략) 만화팬이나 코미케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영화의 공개 전날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놈, 카메라를 

자랑하며 블루 트레인236을 찍는다고 선로에서 깔려 죽을 뻔한 놈, 책꽂이

에 옛날 SF잡지랑 하야카와의 금은색 SF시리즈237가 나열돼있는 놈이나, 

마이콘238샵에 우글거리는 우유유리병 바닥 같은 안경을 쓴 이과소년, 아이

돌 탤런트의 사인회에 아침 일찍부터 가서 장소를 확보하는 놈, 유명진학 

                                                                                                           

Gelder, ed., Subcultures, p.235. 
235  이와마는 “상품이 말해주는 커뮤니케이션의 기회의 잇점은 여기에 있다. 상대방의 

겉모습을 쳐다보기만 하면 상대의 속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세대코드가 

없어진 젊은이 들 간에 디스커뮤니케이션의 위험성이 낮아 진다.”(岩間, 『戦後若者文化の

光芒』,p74.)고 본다. 신인류와 오타쿠들은 서브컬처간의 상품에 의한 차이화를 통해 

자신이 연출하고자 하는 모습을 경쟁적으로 갖추어감과 동시에, 그 외의 이질적인 세대나 

그룹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 보호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236 ブルートレイン. 일본의 침대열차의 별명.  
237  하야카와(早川) 출판사에서 판매하던 SF소설 시리즈로 책 겉표지가 금색, 은색으로 

디자인 되어 있음. SF소설의 매니아 층은 조직이나 동호회 활동에 있어서 초기 오타쿠의 

형성에 크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짐.  
238 마이크로컴퓨터의 약칭.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탑재된 초기의 개인용 컴퓨터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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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다니는 공부 빼면 동태눈을 한 겁쟁이가 되는 도련님 (중략) 그래

서 우리는 그들을 「오타쿠」라고 명명해, 이후 그렇게 부르도록 했다.239 

 

이와 같은 증언을 통해 애니메이션, 기차, SF잡지, 컴퓨터 등의 새로운 소

비문화에 매료되어가는 오타쿠의 서브컬처 역시 이 시기에 활성화 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타나카의 사나에도 나카모리의 오타쿠도 한마디도 발언

할 필요 없이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과 상황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인

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속하는지 일목요연하게 드러낼 수 있다. 상표

나 상품은 다르지만, 신인류와 오타쿠 모두 ‘기호(記號)적 소비’의 큰 

견인차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시대적인 분위기는 포스트

모더니즘마저 즐거운 소비의 일부로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들뜨고 표상

적으로 각색된 것 이었다. 이러한 환경은 무엇보다도 부유해진 일본사회를 

전제로 성립될 수 있었으며 풍요로운 물자들은 전후 일본의 이들 부모세

대가 이뤄낸 경제발전의 상징이다. 부모세대가 생활에 필요한 주요 물품들

의 생산을 담당했다면, 그 다음세대들은 실질적인 필요와는 무관한 기호소

비를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두 글의 대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인류들은 우상시 되었던 것에 비

해, 오타쿠 그룹에게는 노골적인 조소와 비하가 쏟아진다. 당시 신인류 문

화가 메인컬쳐화 하여 버블 경기 내내 당당한 소비자 주도형 문화소비를 

이끌어 갔다면, 오타쿠 문화는 이런 메인컬쳐에 의식, 또는 무의식 적으로 

대항한 것으로, 패션, 자동차, 여행, 스포츠와 같은 대표적 젊은이 문화의 

‘트렌디’화, 즉 주류로서 유행되는 세태에서 철저히 배제되면서 서브컬

처화 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타쿠 들은 이러한 화려한 메인컬쳐에 애

                                           
239 岩間, 『戦後若者文化の光芒』,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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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터 관심이 없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고, 그 결과 일

반 젊은이들의 메인컬쳐에서 분리된 서브컬처, 즉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의 세계에서 소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나카모리의 오타쿠에 대한 

차별이 스며든 듯한 글에 이 잡지의 편집장이자 후에 오타쿠 문화를 연구

하게 되는 미야다이가 나카모리의 글의 연재를 취소시키는 해프닝도 있었

으나, “오타쿠 배싱(bashing)”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에 대한 멸시는 앞

으로 살피게 될 한 오타쿠 젊은이가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 보도되자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오타쿠의 문화를 ‘서브컬처’와 보다 강하게 연결시

키는 인식은 이러한 맥락에서 찾아오게 된다.240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

는 아즈마의 정의와 같이 서브컬처가 곧바로 오타쿠의 문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편화 한다.  

 오타쿠라는 단어가 최초로 특정집단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것은 앞

에서 인용한 나카모리의 잡지연재에서였다.241 여기서 나카모리는 마치 오

타쿠를 새로운 단어인양 서술하고 있으나, 사와라기는 『리틀보이』에 기

고한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이 단어는, 이러한 서브컬처 세대가, 상대방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

름을 사용하지 않고, ‘오타쿠’라고 서로 부르던 것에서 유래한다. 

                                           
240  구체적으로 분류하자면, 서브컬처의 어의 속에 음악, 잡지, 패션 등 오타쿠와 무관한 

젊은이 문화도 포함되어 있어서, 때로는 서브컬처 VS. 오타쿠라는 구도도 가능하다. (예: 

加野瀬, ばるぼら 編集, 「オタク VS. サブカル」, 『ユリイカ』.) 
241  오타쿠 관련 연구자들에게 있어 오타쿠의 표기, 즉 히라가나의 오타쿠, おたく와 

가타가나의 오타쿠, オタク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히라가나의 오타쿠, おた

く, 란 초기 등장했을 당시의 표현으로, 가타카나의 オタク가 하나의 성립된 문화의 양상을 

가리키거나, 예를 들어 “무라카미 타카시의 현대미술과 마치 관련이 있는 듯”(大塚英志, 

『「おたく」の精神史, 1980年代論』, 講談社, 2004, p.3.)한 용법, 즉 문화적으로 보다 

발전된 형태의 하나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과 달리 대중적으로 덜 알려졌을 당시의 

오타쿠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혐오감, 특히 미야자키 츠토무 사건으로 대표되는 오타쿠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실린 표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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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로를 ‘오타쿠’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 사회에서는 전혀 새

로운 관습이 아니었다. ‘오타쿠’는 원래는 ‘집’(역주:댁, 宅에 존

칭형 접두사 오, ‘お’를 붙인 형태인 お宅)을 의미한다. 물론, ‘집’

이라고 해도, 이것은 ‘가계’와 같은 혈연적 연관을 나타내는 추상적

인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건설물로서의 ‘집’ 그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242 

 

 과거에는 일반적인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어왔던 오타쿠는 한국말로

는 “댁”의 개념으로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도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를 갖춘 호칭이라는 의미에서는 일본의 오타쿠와 한국어의 댁과는 공통적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와라기는 나아가 오타쿠의 어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측한다. 그의 분석은 일본의 SF와 팬터지 평론가인 코다니 마리(小

谷真理)의 관찰에서 비롯되는데, 그녀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오타쿠말이

야~(おたくさ～, 댁 말이야~)’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오

타쿠’라는 표현이 이미 위 세대에 의해 빈번히 사용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요. 특히, 고도성장기의 「핵가족」의 어머니들에게서. (중략) 오타쿠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러니깐, 집에 속하면서 집과 동일화한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이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243 이

러한 추리에 기반하여, 사와라기는 1960년대 단괴세대의 핵가족에 있어서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가 학교로 떠난 후 서로 모인 전업주부들이 “댁네 

저번에 컬러텔레비전 사셨죠?”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적절히 거리를 둔 커

뮤니케이션을 취하는데, 이러한 거리감과 흩어져 일상을 보내는 가족간의 

단절감이 아이들에게도 전이가 되며,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만화, 게임, TV, 

                                           
242 Sawaragi, Little Boy, pp.188-189. 
243 같은 책,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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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의 취미를 자기 방에 갇혀(집=宅=타쿠 속에서) 즐기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러한 사와라기의 추론은 오타쿠라는 단어자체가 갖는 폐쇄감과 

사용되는 세대의 변화에 따른 어의의 변화 (단괴세대 부모에서 자녀세대인 

오타쿠 예비군들)를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사와라기는 나

아가 오타쿠라는 개념자체가 부인과 자녀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일에만 집

중해온 7-80년대 아버지들 세대에 있어서 낯설고 섬뜩한 것 이라는 뉴앙

스를 담고 매스미디어를 통해 퍼져가게 되는 데 있어서 이 일련의 과정이 

아버지 스스로의 부재로 인해 발단된 가족의 디스커뮤니케니션의 결과라는 

점에서 모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244  

 

 

3. 오타쿠의 실상 

 

 이 절에서는 오타쿠의 실제모습에 주목한다. 또한 1980년대말부터 시

작된 오타쿠에 대한 멸시, ‘오타쿠 배싱(bashing)’의 원인에 대해서도 

살피고자 한다. 이와마와 미야다이는 1984년 통계조사회사를 설립하여 대

기업 리크루트(株式会社 リクルート)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1985년 대규

모 통계조사를 통해 오타쿠들의 존재를 수치상으로 확인하였다. 1985년 

약 1500명, 그리고 1986년 약 30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 이들의 결론은 명확하게 신인류의 성격을 띄는, 즉, 활발하고 

사교적이며 패션에 신경을 쓰고 소비도 활발히 하는 리더 역할의 젊은이 

그룹과 이들을 추종하는 팔로워를 합해 전체의 약46.1%를 차지한다면, 패

션이나 사교에는 관심이 없지만 특수분야에 대한 관심과 소비의욕은 있는 

                                           
244 Sawaragi, Little Boy,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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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오타쿠 문화의 전형을 보이는 이들이 33.7%로 분명히 이 두 개의 

별개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음을 주장한다.245 신인류로 분류되는 두 그

룹에는 「미-하-246보통인」, 「첨단적 고감도인간」이라는 별명이 붙여

져, 대인관계가 좋고 유행의 발신인이라는 설명이 보충 되었다. 이에 비해, 

오타쿠 층들에게는 「언발란스한 전문가」라는 별명이 붙여졌고, 이들의 

특징으로는 “「어떤 분야의 극단적인 매니아」로 음악, 애니메이션, 사진, 

컴퓨터, 만화…등의 방면으로는 고감도를 갖고 있으나, 그 좁은 분야에 열

중한 나머지 다른 분야에서는 ‘침울한 낙후자’처럼 보인다”247고 결론 

짓는다. 설문조사의 결과가 실린 1985년 12월의 『캠퍼스 센서』에 실린 

오타쿠 층에 대한 묘사를 인용하자면,  

 

매우 흥미가 치우쳐있어서, 자신의 필터를 통해서 밖에 세상을 보지 못

한다… 대부분 신변이 어수선하고 불결하기 때문에 남들이 멀리 하려 

한다. 하지만 당사자는 그런 사실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교제범위는 그 분야의 친구들에 한정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의 분야에

만 민감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그룹(설문분석 결과)보다 둔감하다

… 대부분 빠져 나오지 못하고 편안한 ‘일부 카리스마에로의 길’로 

향하기 마련이다.248 

 이처럼 대학생들 사이에서 오타쿠적 특징을 지닌 층이 형성되어 있는 

                                           
245 岩間, 『戦後若者文化の光芒』, p.136. 
246 ミーハー. 유행을 좇는 사람들.  

(참조: 

http://ja.wikipedia.org/wiki/%E3%83%9F%E3%83%BC%E3%83%8F%E3%83%BC 

최종 확인 2013년 11월3일) 
247  설문조사 결과가 실린 1985년12월 『キャンパスセンサー』 제22호에서 인용하여 

宮台真司, 「新人類とオタクの世紀末を解く」, 『中央公論』, 中央公論新社, 1990, 10月, 

pp.187-188,에 게재. 
248宮台, 「新人類とオタクの世紀末を解く」, 『中央公論』, p188. 

http://ja.wikipedia.org/wiki/%E3%83%9F%E3%83%BC%E3%83%8F%E3%83%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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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실제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 되었다는 것은 오타쿠의 실체

를 실감나게 하는 것이었다. 이와마에 의하면 오타쿠 층의 형성은 1970년

대 말부터 이루어 졌으며, 이들이 상호간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수의 동호인들의 존재를 알게 되며 점차로 추종자 수를 늘려 

갔다는 것이다. 특정 쟝르(애니메이션, SF, 컴퓨터, 무선)의 내용만을 담은 

잡지들이 1976~80년에 걸쳐 속속 창간되고 만화 동인지의 판매회인 코

믹마켓 컨벤션, 통칭 코미케(コミケ)가 시작된 것이 1975년인 것을 보면 

70년대 말에서부터 이미 원조 신인류에서 오타쿠층이 갈라져 나오기 시

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49 이들은 동호회나 후에 수 만명을 동원하

게 된 코미케를 통해 동지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들 사이에서 차별화를 

심화시켜갔다. 1986년의 조사를 통해 드러난 수치인 신인류 46.1% 대 오

타쿠 33.7%라는 수치는 근본적으로 오타쿠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형

성되기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질문항이나 분류에 있어 미비한 부분이 지

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보다도, 이미 오타쿠적 경향을 

갖는 층이 폭 넓게 존재해 있음을 시사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오타쿠의 세대론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구분의 시점에 차이

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오타쿠 1세대를 1960년대생으로서, 1980년대에 

활동하던 세대로 본다.250 이들은 <울트라맨(ウルトラマン)>(1966~67년 

최초 방영)이나 <가면라이다(仮面ライダー)>(1971~73년 최초 방영) 등

의 특수촬영 시리즈나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로, 애니메이션 붐의 기초를 

                                           
249岩間, 『戦後若者文化の光芒』, pp.112-113. 
250  오타쿠의 세대론에 대해서는 사사키 타카시(佐々木隆)연구실의 

홈페이지(http://ssk.econfn.com/)를 비롯 이하 사이트를 참조.  

http://ssk.econfn.com/otaku/otaku2.pdf,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0803/19/news027.html, 

http://matome.naver.jp/odai/2129575412751974201, 

http://yaraon.blog109.fc2.com/blog-entry-19773.html (최종 확인 2013년 12월17일) 

http://ssk.econfn.com/
http://ssk.econfn.com/otaku/otaku2.pdf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0803/19/news027.html
http://matome.naver.jp/odai/2129575412751974201
http://yaraon.blog109.fc2.com/blog-entry-197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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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간 세대이다. 현재 오타쿠에 대한 평론가로 활약하는 미야다이나 오

오츠카는 바로 이 세대에 속한다. 그 이후 1970년대생은 2세대로 볼 수 

있으며, <기동전사 건담(機動戦士ガンダム)>(1979년 최초 방영)에 대표되

는 애니메이션 붐을 어린 시절 경험하고, 소년 만화 주간지 『소년점프(少

年ジャンプ)』를 애독하고, 1983년에 등장한 패밀리 컴퓨터(ファミリーコ

ンピュータ)로 마리오 등의 게임을 하며 자란 세대이다. 앞으로 논의될 미

야자키 츠토무(宮崎勤)의 여아살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자란 세대로

서, 사회적인 오타쿠 배싱을 경험했기에, 오타쿠라는 단어에 대해 민감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생으로 1995년의 <신세기 에반게리

온(新世紀エヴァンゲリオン)>(1995~96년 최초 방영)을 어려서 본 세대

를 제3세대로 부르는 것은 대부분의 관점에서 공통적이다. 3세대부터는 1, 

2세대와 그 오타쿠적 컨텐츠의 대량화 때문에 차별되는 시기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대량의 오타쿠 관련 상점과 코미케가 활성화 되어있던 세대

이다. 이들부터 SF적 컨텐츠 속에서, 또는 여기서 벗어난 로리콘적 요소를 

지닌 여주인공들의 팬덤(fandom)이 발생하며,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

션이 활발해지는 특징이 있다. 1990년대생들의 제4세대들은 보다 발달한 

오타쿠계열 매체, 게임이나 보칼로이드(ボーカロイド. 약칭 ‘보카로 ボカ

ロ’. 야마하가 개발한 음성합성기술로 멜로디와 가사를 입력하면 샘플링

한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를 합성해내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캐릭터가 인기를 끔.), 코스프레(コスプレ. 코스튬 플레이어 コスチ

ュームプレーヤー의 약칭. 만화나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의 캐릭터와 같

이 분장하는 것.)등 오타쿠 전성기를 보며 성장한 현재의 주력세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시대별로 다양화하는 오타쿠의 컨텐츠를 통한 경제효과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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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노무라 종합연구소(野村総合研究所)의 2005년의 발표에 따르면 총 

12종류로 나뉜 오타쿠들의 시장분야 중,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 만화 오

타쿠로서 약 830억엔 규모이며, 그 외 애니메이션은 200억엔, 게임은 

210억엔 규모로 보고 있다.251 오타쿠의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코미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자면 코미케는 일본 국내 만화 동인지의 합동 판매 및 

전시회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국내에는 직업만화가가 그려 대형출판사에서 

매주 출판하는 유명 만화잡지 외에도 소규모 동인지의 형태로 만화를 그

려 발표하는 모임과 또 이런 만화를 향유하는 팬층이 두텁게 존재하는데, 

이들은 1980년대에 들어 오프셋 인쇄와 복사매체의 저가화 등의 영향으

로 대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들 아마추어 만화가들의 교류는 1975년부터 

시작된 코미케에서 이루어 졌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공공연한 만화잡지의 

일반적인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지 못했던 새로운 양식의 만화나 진보

적인 내용, 또는 성인만화의 장르들이 매매되었다.  

 이러한 아마추어 만화의 박람회는 버블기와 발맞추어 1980년대 말 

오타쿠 2세대를 통해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1975년 시작 당시는 32개의 

아마추어 만화 서클과 600명의 참여자가 모인데 비해 1988년에는 약 

9000개의 만화 서클과 8만 여명이 참여, 1990년대 초에는 약 3만 통의 

참가희망이 접수된 가운데 장소의 관계로 1만6천개의 만화서클만이 참여

할 수 있었고, 관객은 25만명에 달했다.252 주의할 점은 비록 이러한 오타

쿠 층이 증폭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코 주류문화 향유자, 즉 서브컬처 

외의 맥락에서 고려되는 일은 없었고 여전히 문화적 소수자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251 野村総合研究所オタク市場予測チーム, 『オタク市場の研究』, 東洋経済新報社, 2005, 

페이지 미기제. 
252 Sharon Kinsella, “Amateur Manga Subculture and the Otaku Panic” in Gelder, 

Subcultures, pp.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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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비주류적 성향은 1985년의 미야다이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미 

표면화 하고 있다.  

 

술은 못 마시고, 음주기회도 적다. 식사의 내용에 관심이 없는 비미식가로, 

말하자면 “사료대신” 먹는다. 패션에 무관심하고, 차도 “슬리퍼 대신” 

이용하는 횟수는 많은 편이지만, 차 자체에 대한 관심은 없다. 출세욕도 적

고, 정치적 관심도 흐리다. 여기에는 이미 사물의 “기호”적 의미에 극단

적으로 무관심하여 도구로서만 접근하고, 사회성은 전무하여 수년 후 사회

적 문제가 될 특이한 모습이 이미 제시되고 있었다.253 

 

미야다이가 말하는 수년후의 사회적 문제란, 취업을 포함한 사회생활에 무

관심하고, 자신의 취미생활에만 매진하는 오타쿠들의 습성에서 발생되는 

문제들로서, 이 조사로부터 4년 후인 1989년 아사다가 묘사한 듯한 부모

의 비호 하에 밀폐된 자신의 방에서 좋아하는 취미만을 섭렵하던 26살의 

오타쿠 미야자키 츠토무가 연속적으로 여아를 유괴, 살인한 사건을 비롯한 

수 건의 오타쿠가 범인이 되거나 희생되는 사건에서 절정을 이룬다. 미야

자키는 특히 여아들 만을 범행의 대상으로 한 점 때문에 변태성욕적인 로

리콘 취향이 있는 인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미야자키 사건을 보다 상세히 살피기 전에 당시 오타쿠 문화에 있어

서의 특징이자 사회적 지탄의 원인이 되는 로리콘 장르에 대해 개관 하고

자 한다. 앞으로 다루게 될 작가 중 아이다의 경우 스스로의 성향을 로리

콘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나라의 경우 20년 이상 소녀의 이미지만을 

고집하여 그리는 것은 성적 측면은 제거되어 있더라도 로리콘적 성향이 

                                           
253 宮台, 「新人類とオタクの世紀末を解く」, 『中央公論』,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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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라카미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오

타쿠 서브컬처와의 관련성이 짙은 1996년에서 99년사이에 제작된 작품들

에 있어서 어린 소녀 이미지를 중요시 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적인 이미지

는 그가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신인류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남녀간의 연애관계가 대부분의 기호소

비의 동기가 된다면, 오타쿠들은 패션에 대한 무관심이나 대인관계의 문

제로 인해 이미 여성들의 관심 밖에 존재하며, 이러한 연애게임에서 반 

강제적으로 탈퇴 당했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실제 여성들(또는 

남성들)과의 관계에 있어 적극적이지 못할 수 밖에 없다.254 물론 오타쿠

로 분류되는 여성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서255 오타쿠 남녀들의 연애관

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는 하지만, 신인류의 기호소비가 전적

으로 연애에 대한 기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오타쿠에게 있어 연애

는 보다 부차적인 관심사항이 되어있다. 그 대신 적어도 80년대의 시점

에 있어서 오타쿠들이 선호하는 대상은 기호상의 에로티시즘, 즉, 현실의 

여성의 육체가 아닌, 만화 속에 그려진 여성성에 대한 기호와 상징이었다

고 할 수 있다. 

 ‘오타쿠’의 단어를 처음 언급한 나카모리의 글이 실린 매체는 로리

콘계 만화잡지, 즉 어린 소녀들을 성적 시각에서 다루는 잡지였으며, 이

러한 사실은 오타쿠의 등장 초기부터 현실의 남녀간의 연애관계와 오타

쿠들이 이상으로 하는 에로티시즘사이에는 거리가 있음을 뜻한다. 로리콘

이라는 장르의 성립에 대해 요시모토는 코미케 초창기 과반수 이상을 차

                                           
254 따라서 오타쿠 들은 이와마가 말하는 “다양한 상품쟝르를 횡단적으로 보면서 차이를 

추구하는” 신인류들과 달리 “차이의 무한연쇄를 한정된 하나의 쟝르 속에서 

추구”함을 이해할 수 있다. (岩間, 『戦後若者文化の光芒』, p.111.)  
255  이에 대응하는 쟝르로 오타쿠의 여성층들에게는 ‘야오이( やおい )계’로 불리는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루는 만화쟝르도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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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던 여성 참가자들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남성 참가자들이 만화에 등

장하는 미소녀를 애호하는 움직임을 만든 것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256 

그는 이러한 움직임이 1978년 공개된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 애니

메이션 <미래소년 코난(未来少年コナン)>에 등장하는 여 주인공에 대한 

팬덤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며, 이후 미소녀가 등장하는 만화에 특화 시킨 

작가들이 인기를 끌고 이윽고 1980년 코미케에서 최초의 로리콘 만화 

동인지가 판매되기에 이른다고 말한다.257 이렇게 로리콘 계열의 만화 동

인지가 활성화 하면서 코미케의 참가자의 성 비율이 남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동시에 남성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어, 그 결과 코미케 회장

에서 동인지나 피규어 구입을 위해, 또는 남자 화장실 사용을 위한 줄서

기가 급격히 증가해 안전을 위해 경찰이 동원될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코미케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성인 여성의 활동에 대항하는 수단

으로 로리콘 만화가 성립되었고, 또 이에 동조하는 남성 인구가 폭발적으

로 많았음을 시사한다. 1985-6년의 미야다이와 이와마의 조사에서 밝혀

진 것처럼 신인류 성향 젊은이의 인구비율이 오타쿠와 결정적으로 차이

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적 소수자로 머문 이유는 대표적

으로 이들이 즐기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파생된 제품들이 일반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선호되지 않는 내용, 즉, 유아적이거나 소녀취향적, 또는 폭력

적이거나 성애적, 그리고 로리콘적인 미성년 여아에 대한 호기심과 왜곡

된 욕망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일례로 일련의 로리콘 만화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의 모습은 

얼굴은 미숙하나 신체적으로는 성숙한 기형적인 형태의 모습이 인기를 

끌며, 남성의 성적 욕구에 대해 무방비하거나 호의적인 수동적 대응으로 

                                           
256 吉本, 『おたくの起源』, p.81. 
257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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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258 물론, 오타쿠 층 전반이 로리콘 적 취향

을 가졌다고 말 할 수는 없으며, 예를 들어 초창기 오타쿠들은 로리콘과

는 거리가 먼 SF소설의 매니아층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

려진 사실이다. 오타쿠 연구자로 알려진 모리카와 카이치로에 의하면, 오

타쿠의 세대는 SF에서 일반 애니메이션, 그 후에 미소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변천해 왔다고 한다.259 이에 이의를 제기

하는 연구자도 있으나, 공통된 의견으로는, 현재 오타쿠들의 가장 두터운 

층을 이루는 것이 미소녀계열 컨텐츠, 즉, 로리콘적 컨텐츠라는 사실과, 

오타쿠들은 이러한 금기시 된 컨텐츠에 대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

실이다.260 오타쿠적 성향의 한 주된 방향이 로리콘 취향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하고 또, 이들이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취미

를 공유하는 집단 외의 인물들과 단절되어간다는 인상은 1983년의 ‘오

타쿠’명명 이후 종종 이들에 대한 비하와 상대적인 멸시를 공공연하게 

하여 이들을 시달리게 해왔다.  

 이러한 인상을 결정적으로 각인시켜 오타쿠의 존재를 공식적인 사회

악으로 인식하도록 한 사건이 미야자키의 여아유괴살인사건이다. 일본 국

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이 사건은 당시 26세이던 미야자키가 

1988년에서부터 1년에 걸쳐 4명의 여아를 유괴, 학대하여 살해한 후 토

막 낸 사체를 아이들의 집 앞에 다시 배달하기도 하고, 체포 후 자백내용

에 의거하면 식육하기도 했다는 엽기적인 측면이 폭로되어 오랫동안 회자

되었던 사건이다. 최초 범행 후 1년 이상이 지나 체포된 그의 방을 촬영한 

                                           
258 이러한 예로 대표적인 캐릭터가 보칼로이드로 널리 알려진 하츠네 미쿠(初音ミク)라고 

할 수 있다. 하츠네 미쿠의 용모는 어린 소녀의 얼굴과 양 옆으로 묶은 긴 헤어스타일인데 

팔다리는 길게 뻗은 전형적인 로리콘 계열 캐릭터라 할 수 있다.  
259 Morikawa, Okada, “Otaku Talk”, in Murakami, ed., Little Boy, p.174. 
260 같은 책,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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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은 천장까지 쌓아 올려진 만화책과 동인지, 그리고 좋아하는 만화

와 TV, 음란, 호러물을 더빙한 약 6000개의 비디오 테입 등이 벽을 이루

고 있는 이미지였다.[도판6] 조사에 의하면 미야자키는 소녀를 주제로 한 

로리콘 만화를 다루는 동인지와 애니메이션의 광적 팬으로, 체포되기 불과 

몇 달 전 그는 코미케에 자신의 만화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었다고 한

다.261 이 사건은 미야자키 개인의 문제를 넘은 오타쿠 전체의 변태적이고 

자폐적인 측면에 대한 사회적인 혐오를 불러일으켰다.  

 1990년 개시된 미야자키의 재판에서 열쇠는 범행 당시 그의 정신상

태에 대한 감정이었다. 당시 변호 측의 주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았다. 

 

피고인의 본 사건 당시에 있어서의 정신상태는 자아의 형성이 미발달, 자

신과 타자의 구별이 곤란, 생과 사의 인식, 이해의 결여, 현실감의 부존재, 

강한 모태회기의 원망의 존재 등이 있었다. 즉, 피고인에게 있어서 자신

의 방은 모친의 모태이면서, 방에 놓인 TV속의 영상세계는 또 하나의 모

태이고, 동인의 생활감각의 대부분은 모태인 자신의 방과, TV, 라디오의 

영상세계에 흠뻑 젖어, 태아에서 유아기에 걸쳐 모친에게서 받았을 부드

럽고 포근함, 자유, 달콤함에 젖고 안심할 수 있는 등의 감성에 몸을 맡

기는 것이었다. 현실감이 없고 극히 특이한 폐쇄적인 정신세계였다고 할 

수 있다.262 

 

 이에 비해, 1997년 사형판결을 내린 판결문에 있어서는 이 사건의 동기를 

미야자키 피고의 성적 욕구에 의한 것으로 보고, “성인여성 대신에 순진

하고 남을 의심하지 않으며 저항할 힘이 없는 여아들을 자기 욕망충족의 

                                           
261 一橋文哉, 『宮崎勤事件-塗り潰されたシナリオ-』, 新潮文庫, 2003, p.348. 
262 宮崎勤, 『夢の中: 連続幼女殺害事件被告の告白』, 創出版, 2006,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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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했다”263고 결론 내리고 있다. 변호인 측에서는 미야자키의 정

신이상을 근거로, 그의 미숙함과 비현실감에 중심을 맞추고 있는데, TV와 

라디오, 영상의 세계에 대한 극단적 몰입과 습관적인 도취는 당시 오타쿠

로 분류되던 성인남성들에게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던 사회 전반의 

의식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판결문에 있어서는 미

야자키의 로리콘 취향(피고 자신의 정신적 미성숙함과의 연관관계는 언급

되지 않음)을 직접적 학대와 살인의 원인으로 연관지음으로써, 로리콘 취

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살필 수 있게 한다.264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미야자키 스스로의 미성숙의 문제점 (자폐적, 

현실감 결여, 모태회기 욕망 등)과 로리콘 취향 (여아만을 유괴, 진술에 

의하면 성기에 대해 관심)이라는 두 가지 상황을 합일화 시킴으로써, 오타

쿠=로리콘=사회악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킴과 동시에 오타쿠 문화의 주요 

부분인 로리콘 팬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지적하여 미성숙에의 집착과 위

험성을 공론화 시킨다. 미야자키의 사건을 발단으로 퍼지는 오타쿠 배싱은 

부정적인 인격적 특성, 즉 “내향적”, “사교능력이 낮다”, “신체적으로 

약하나 남존여비사상을 가짐”, “성욕이 강한 반면 여성취득능력이 모자

라다”, “멋이 없다”, “어린이 같다” 등을 오타쿠에게 적용시키게 한

다.265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사실상 전후 “서양인이 본 일본인상”으로 

유통된 일본인 비판 그 자체라는 것이 호리코시 히데미(堀越英美)의 주장

이다.266 그녀는 “전쟁으로 「남자」가 되려고 했는데, 서양의 손에 의해 

                                           
263 같은 책, p.12. 
264  미야자키의 정신상태가 범행 당시 정상적이 아니었음을 근거로 하여, 미야다이 등 

오타쿠 관련 학자를 비롯 심리학자들은 그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감형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법적 대응에는 나서지 않았다.  
265 堀越英美, 「家政婦はオタクVS.サブカル論争に旧制高校生の亡霊を見た！」, 『ユリイカ』 

vol.37-9,青土社, 2005.8, p.138. 
266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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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되어버린, 일종의 굴절된 마치즈모(machismo)를 안은 남자. 

이러한 굴욕적인 일본인상을 「오타쿠」로 명명된 인종에게 전가함으로써 

스스로의 남성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도, 오타쿠 비평에는 있었다”고 

본다.267 그녀의 이러한 시각은 약자들 속에서 최약자를 색출하여 책임을 

전가 시키는 전형적인 ‘부정적 소용돌이(負のスパイラル. 점점 더 부정적

인 흐름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으로, 일본의 패전이 오타쿠

를 만들어 냈다는 무라카미의 증언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로리콘이 내포하는 미성숙과 성의 위험한 결합이 미성년에 대한 성적 

관심이라는 윤리적, 법적으로 물의를 빚을 만한 민감한 이슈임에도 불구하

고 현실에서 공공연한 기호(嗜好)적 분류로 유통되는 것은, 이 문제가 교

묘하게 카와이이와 성이라는 보다 추상적이고 관용적인 내용으로 대체되

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카와이이는 어리거나 귀엽다는 미성년이나 소

녀에 대한 본질을 효과적으로 내포하면서 카와이이의 선호에 대해 일말의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카와이이의 지지, 선호자 임이 스스

로의 폭력이나 비정상적 성애에 대한 방패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야다이에 의하면 이러한 미성숙과 성, 그리고 이를 불투명하게 감싸버리는 

카와이이의 관계는 단괴세대적 문화가 서브컬처에 의해 교체되면서부터 

현저해진다는 것이다.268  그는 소녀만화의 연구에서 이미 1960년대 후반

에서부터 카와이이 지향이 성에서 격리되기는커녕 ‘어른(성숙)/어린이(미

숙)’이라는 메인 컬쳐의 코드를 의식적으로 없애고, ‘어린이인체로 성적

이 되는 것’을 선언하는 젊은이 서브컬처의 마니페스토 역할을 했다고 

본다.269 즉, 당시 만화원작(1969)에서 TV드라마화(1970-71) 된 <사모

                                           
267 같은 책. 
268 宮台, 『増補サブカルチャー神話解体』, p.109. 
269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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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18세(奥さまは18歳)>라는 작품에서처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교

사와 비밀리에 결혼한 주인공은 미숙함/귀여움/성적 이라는 복합적인 여주

인공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270 미야다이는 이 시점에서 이미 성

적인 완숙 (결혼을 통한 성인화)과 신체적 미숙함 (소녀의 모습)이 공존

하는 히로인의 등장을 확인한다. 어리면서도 성적으로 성숙한 모순된 히로

인은, 여성에 대한 고전적인 남성의 공포심(성숙한 여성에 대한 거세공포

나 정신적으로 자신보다 우월한 여성에 대한 콤플렉스)을 배제한 남성우

월주의의 시각에서 파생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이 보다 강조

되어 노골적으로 성적인 시선이 강조된 소녀들의 묘사가 대표적인 오타쿠 

서브컬처의 주된 표현양식이 되었으며, 이 부조리함 때문에 오타쿠 문화가 

향유자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서브’컬쳐여야 만 하는 인과관계를 

낳기도 하였다.  

 

 

 4. 모에요소와 데이터베이스 소비 

 

 이 절에서는 평론가 아즈마의 글을 인용하여 오타쿠의 특수한 문화소

비형태인 ‘데이터베이스 소비’에 대해 알아본다. TV드라마나 만화 속의 

미숙과 성숙이 혼재된 부조리적 히로인이 인기를 끄는 것처럼, 오타쿠 산

업에 있어서도 소비자 위주의 시선으로 상품을 개발할 때 히트에 필요한 

요소만을 결합시킨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은 경제원리에 입각한 당연한 발

상일지도 모른다. 아즈마에 의하면 특히 오타쿠들의 특수한 성적, 미적 의

                                           
270 같은 책,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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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이용하여 개발된 캐릭터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271 그는 

전술한 저서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에서 삽화를 제시하면서, 시장원

리로 구성된 하나의 캐릭터를 예로 들고 있다. ‘데·지·캬랏토(デ·ジ·

キャラット)’, 통칭 ‘데지코(デジ子)’[도판7]는 원래 기업홍보를 위해 

개발된 소녀 캐릭터로, ‘메이드 복장’, ‘촉각처럼 묶은 머리’, ‘고양

이 같은 귀’, ‘꼬리’와 ‘커다란 손발’로 묘사되어 있어 로리콘 만화

의 특징적인 소녀이미지를 보여준다.272 이 캐릭터는 기업 광고를 통해 유

명해져, 급기야는 캐릭터를 사용한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기에 이르러, 이야

기 속의 캐릭터가 아닌, 캐릭터를 위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엮어

내었다.  

 이처럼 이야기라는 기반 없이 특징적 외양 요소들을 조합한 캐릭터들

은 소비자의 ‘모에(萌え)’를 자극하는가를 기준으로 제작이 되는데, 모

에는 “가공의 캐릭터나 어떤 특정요소에 대한 의사연애감정을 가리키는 

말”273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오타쿠들의 모에의 대상은 현실에 존재

하지 않는 다는 전제를 내포하는 기호화된 이미지들인 것이다. 오타쿠의 

현실이 담긴 『전파남(電波男) 』을 쓴 혼다 토오루(本田透)는 모에를 가

공의 캐릭터에 대한 뇌내연애 (腦內戀愛) 라고 정의하기도 한다.274 오카

다는 오타쿠층에는 육체적인 성욕을 거부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성욕을 

‘모에’로 바꿔 부르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275  

 아즈마는 이렇게 모에를 유발하는 특징들을 ‘모에요소(萌え要素)’

라고 부르며, 이러한 특징들을 효율적으로 구성한 작품들이 동경의 아키하

                                           
271 東,『動物化するポストモダン』, pp.65-70.  
272 같은 책, p.66. 
273 森川嘉一郎, “侘び, 寂び, 萌え 解説” 중, 「おたく:人格=空間=年」, 森川嘉一郎 編集,  

『ベニスビエンナーレ第９回国際建築展日本館図録』, 国際交流基金, 2004, p.36. 
274 稲葉振一郎, 『モダンのクールダウン』, NTT出版, 2006, p.185. 
275 Morikawa, Okada, “Otaku Talk”, in Murakami, ed., Little Boy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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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秋葉原)나 신쥬쿠(新宿)의 오타쿠 전문점들에 집적되어있다고 한

다.276 이러한 모에요소의 사이버 공간 속의 집대성으로는 오타쿠 계열 검

색엔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타쿠적 도상의 특징을 자세하게 분류하여 

찾아낼 수 있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277  즉 검색조건으로 ‘고양이 귀’ , 

‘메이드 복장’, ‘15세 이하의 연령’ 등을 입력하면 이에 해당되는 캐

릭터를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즈마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캐릭터의 

‘데이터베이스적 소비’라고 부르는데, 데이터베이스 소비의 가장 큰 특

징은, 캐릭터가 생성되기 위한 이야기가 전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

의 모에요소(성적 뉴앙스가 기반이 됨)가 핵심이 되고 모에요소를 살리기 

위해 이야기가 부수적으로 구성되는 기존의 서술구조와 인물의 관계가 뒤

바뀐 소비양상이라고 본다.278 

 데이터베이스 소비의 개념은 다수에 이르는 아즈마의 저서 가운데에

서도 특히 오타쿠 서브컬처에 관한 그의 관점을 대표할 만한 것이다. 오타

쿠 문화에 있어서의 데이터베이스란 모에요소로 대변되는 단편적인 요소

들이 축적되어 있어, 하나의 서술구조를 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

는 모에요소를 중심으로 주인공이나 모에의 대상을 구축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샘플링’ 또는 ‘리믹스’라고 부를만한 행위의 바탕이 되

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279 오타쿠들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대, 

또는 소비형태를 분석하여 창안한 데이터베이스 소비는 모더니즘적 커다

란 이야기소비에 대항되는 특징적인 포스트모던적 소비라 할 수 있다. 아

즈마는 “일본의 오타쿠들은, 70년대에 커다란 이야기를 잃고, 80년대에 

                                           
276 東, 『動物化するポストモダン』, pp.66-67. 
277  TINAMI (http://www.tinami.com/) 로 1996년부터 공개. 초기에는 검색엔진으로 

기능했었으나 최근에는 아마츄어 만화, 애니메이션 작가들의 투고 사이트로 이용됨. 

검색기능도 이러한 투고된 작품을 중심으로 기능함.  
278 東, 『動物化するポストモダン』, pp.66-70. 
279 같은 책, p.66. 

http://www.tinam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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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잃어버린 커다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단계(이야기소비)를 맞이하여, 

이어진 90년대에 이야기를 만들어 낼 필요성조차도 포기하여 단순히 데이

터베이스를 욕망하는 단계(데이터베이스 소비)를 맞이했다.” 280고 보고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이야기 소비란 오오츠카의 이론인 ‘이야기 소비 

(物語消費)’에서 오는 것으로 특히 오타쿠계 문화에 있어서 배경이 되는 

설정이나 세계관등을 단편적인 에피소드들을 통해 분절된 작은 이야기로 

쪼개서 소비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오오츠카가 든 이야기 소비의 대

표적인 예는 ‘빅쿠리만 쵸코(ビックリマンチョコ)’281라는 아이들 과자

로, 과자 속에 한 장씩 든 스티커에 인쇄된 각각 다른 캐릭터를 모음으로

써 캐릭터들의 숨겨진 신화적 연대기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마케팅 방

식을 취한 과자였다.282  오오츠카는 “소비자인 어린이들은, 이 ‘커다란 

이야기’의 체계를 얻기 위해, 그 미분화한 정보의 단편들인 ‘스티커’를 

구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원인 과자메이커가 어린이들에게 ‘판매’한 

것은 쵸콜릿도 스티커도 아닌 ‘커다란 이야기’ 그 자체인 것이다.”283 

오오츠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의 시뮬라크라의 제조와 판매의 

과정으로, 아이들이 구입하는 것은 과자가 아닌 부록 스티커 속의 캐릭터

가 속해있는 가상의 시스템, 거대담론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론은 여러 

등장인물들을 사 모아야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배경을 갖출 수 

있는 완구들(실바니아 페밀리. シルバニアファミリー: 1985년부터 판매된 

동물가족 인형으로 다수의 가족 구성원부터 집, 가재도구 일체를 각각 구

                                           
280 같은 책, p.78. 
281  http://bikkuri-man.mediagalaxy.ne.jp/index0.html 는 빅쿠리만의 공식 홈페이지. 

1970년대에 시작되어 약 10년간 폭발적인 인기를 모아 사회현상으로 확장된 이 과자가 

최근에 다시 리바이벌 되면서 만들어진 사이트.  
282 大塚英志,『物語消費論改』, アスキー・メディアワークス, 2012, pp.64-65. 
283 같은 책. 

http://bikkuri-man.mediagalaxy.ne.jp/index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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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놀도록 되어있음.)이나 구성원이 수 십 명에 이르는 아이돌 그룹

(오냥코 클럽. おニャン子クラブ:1985년 TV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회원

제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 총 50명이 넘는 구성원이 있음.)등의 구조를 설

명하는 것이다.284  

 반면, 이미 붕괴한 거대담론이라는 환상을 가공의 것으로나마 부활시

킨 이론이라는 점에서 아즈마의 데이터베이스 소비와는 결정적인 차이점

을 갖는다. 아즈마의 데이터베이스 소비에 대한 이론은 비록 비판점들, 예

를 들어 “모던 VS. 포스트모던의 구조 속에서 끝나, 프리모던, 전통사회

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소비의 분석만이 있

고,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의 설명도 적극적으로 없다”

등이 지적될 수 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포스트모던에 있어서의 ‘커

다란 이야기의 죽음(終焉)’ 후의 ‘커다란 비(非)이야기’에 대해 단순

한 부정형(비이야기)가 아닌 ‘데이터베이스’라는 적극적인 규정을 마련

한”285 공적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아즈마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소비의 특징적인 예를 귀여운 캐릭터

가 주가 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90년대 이후의 오타쿠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에반게리온>등 전투계 만화에서도 찾고 있다. 대

표적으로 90년대 이전에 <에반게리온> 처럼 평화를 탈환하기 위해 종말

전쟁을 일으키는 설정의 만화 중 <건담> 등에서는 인물보다도 그 이야기

의 설정이 우선시 되어 이야기의 연결을 바탕으로 한 속편도 등장하곤 했

었다. 그러나, <에반게리온>에 있어서는 각각의 이야기가 단편적이며 이야

기의 설정보다는 여주인공 아야나미 레이(綾波レイ)의 캐릭터의 디자인이

나 설정에 대한 관심이 커, 에로틱한 패러디 피규어의 제작이나 이 캐릭터

                                           
284 東, 『動物化するポストモダン』, p.48. 
285 稲葉, 『モダンのクールダウン』,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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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등장시킨 주변상품들의 개발이 왕성하다.286  이렇게 90년대 이후 도래

한 서술형 구조가 아닌 데이터베이스의 소비라는 오락의 형태는 무엇보다 

오타쿠들의 소비가 이야기를 읽기 위해 만화를 사거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기 때

문에,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모에욕구 만을 충족시켜 소비에 직결시키는 방

식이 채택되게 된다. 이는 결국, 오타쿠 계열의 작품 속에서 이야기의 중

요성이 격감하는, 일종의 ‘커다란 이야기’의 실종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

로, 아즈마가 주장하는 오타쿠 문화에서의 리오타르적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가 현실화 되는 부분이다.  

 그는 “90년대의 오타쿠들은 일반적으로, 80년대에 비해, 작품세계의 

데이터 그 자체에는 집착하면서,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나 의미에 대해서 

지극히 무관심하다. 역으로 90년대에는, 원작의 이야기와는 관계없이 그 

단편인 일러스트나 설정만이 단독으로 소비되어, 그 단편을 향해 소비자가 

독자적으로 감정이입을 강화해간다, 는 새로운 타입의 소비행동이 대두된

다. 이 새로운 소비행동은, 오타쿠들 자신에 의해 「캬라모에 (キャラ萌え)」

라 불린다.”287고 하고 있다. 이처럼 90년대 이후 서브컬처의 경향은 배

경이 되는 이야기의 상실과 함께 캐릭터에 대한 모에, 「캬라모에」를 기

반으로 한 캐릭터들의 독립적인 활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캐릭

터들이 그 뒤에 스스로가 속한 서술구조나 개별인물의 특성, 이를 통한 메

시지의 전달 등을 상징하는 상징체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면,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탄생하여 외양을 중시하여 조합된 캐릭터들은 기본골격이 되는 줄

거리가 없는 캐릭터들로써 이야기 또는 일체의 서술구조를 상실한 존재들

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286 東, 『動物化するポストモダン』, p.59-62. 
287 같은 책, p.58. 원문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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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의 시초는 챨스 디킨즈(Charles Dickens)의 소설 속 삽화가 인

물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시점으로 잡는 견해도 있

는데, 이와 같은 서술구조가 우선이 되는 고전적 형태에서 벗어난 독립적

인 캐릭터들이 특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는 상업적인 것일 경우가 많

다. 『캐릭터란 무엇인가(キャラクターとは何か)』 를 펴낸 오다기리 히로

시(小田切博)는 이처럼 원래의 맥락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브랜드

화 한 캐릭터들을 “컨텐츠와 관계없이 구매의욕을 환기하는 기호”라고 

보며, 그 예로 산리오의 ‘헬로 키티’ 나 ‘마이 멜로디(My Melody)’

288 또는, 만화는 거의 읽혀지지 않지만 일본국내에서도 캐릭터 자체의 지

명도가 높은 ‘스누피(Snoopy)’등을 들고 있다. 289 그는 또한 일종의 브

랜드로서의 캐릭터는 하나의 ‘상행위를 매개하는 기호’로 생각하는 것

이 더 현실적이며, 결국은 이들의 목표는 사회적인 인식만 형성하는 것으

로 축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90 산리오 초기에 단순한 일상소비제품에 

딸기 이미지를 그려 넣음으로써 수요를 증폭시켰듯이 1960년대 내수 확

장기에 기업들에 의해 개발되어 제품 및 기업홍보를 전담하는 마스코트들

이 다양하게 창조되었다.291 이러한 경향은 마케팅의 차원을 넘어서 시각

문화로서도 연구되어, 다양한 마스코트들의 수집가나 컬렉션들이 형성되면

서 최근에는 결국 오타쿠 문화의 한 경향으로 분석되기에 이른다. 캐릭터

                                           
288 토끼를 기반으로한 캐릭터. 
289 小田切博, 『キャラクターとは何か』, ちくま新書, 2010, p.26. 
290 같은 책.  
291  일본 기업은 특히 이러한 유아적인 이미지의 마스코트를 통해 홍보해온 역사가 길다. 

유명한 캐릭터들로는 제과업체 후지야(不二家)의 페코( ペ コ )와 포코( ポ コ ), 

미츠비시전기(三菱電機)의 메루코(メル子), 사토제약(佐藤製薬)의 사토(サト)등 각각 소녀, 

소년, 유아 그리고 어린 코끼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1960년대에 처음 

제작되어 제품 포장에는 물론 각종 광고에 등장하며 판촉활동을 돕는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아 ‘캐릭터 왕국’으로도 불리는 일본의 상태에 대해 일러스트레이터 미우라쥰(三浦じ

ゅん )은 “이렇게 작은 섬나라에 관측 불가능한 숫자의 캐릭터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물에도 신이 살고 있다는 사상이며 고사기(古事記)의 시대로부터 8백만의 

신을 캐릭터화 해온 일본의 전통입니다.”라고 한다. (Murakami, ed., Little Boy,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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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호적 문화소비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문화적인 면과 경제

사회학적 분야와도 관련이 있어 콘텐츠 개발의 측면에서 최근 연구가 거

듭되어온 분야이기도 하다.292   

 

 

 

 

 

 

 

 

 

 

 

 

 

 

 

 

 

 

 

                                           
292  캐릭터에 대한 연구로는 전술한 오다기리의 『캐릭터란 무엇인가』가 캐릭터의 

고전적인 정의와 기원에서부터 현재 일본의 캐릭터 산업에 대한 고찰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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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서브컬처화 된 미술: 무라카미 타카시 

 

 3장에서 5장까지는 각각 무라카미 타카시, 아이다 마코토, 나라 요시

토모의 작품과 연관 지어 이들 작품에 드러난 서브컬처의 영향을 살피고 

있다. 3장에서는 무라카미의 작품이 오타쿠계 서브컬처의 형상과 방식을 

답습하여 이를 현대미술의 문맥이나 시장경제의 장으로 제시하는 과정을 

알아본다. 이러한 무라카미의 방식은 서양의 모더니즘을 강하게 의식하여 

자신의 특수성을 추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 캐릭터의 사용 

 

 이 절에서는 무라카미가 작품 속으로 도입한 서브컬처 유래의 캐릭터

들과 이들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오타쿠 문화의 대

표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캐릭터의 소비는 

사실상 무라카미의 작품에 내재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와 일치한다. 이제는 

비교적 오타쿠의 이미지를 쇄신하여 국제적인 아티스트이자 갤러리 경영

인, 그리고 영화감독으로 거듭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무라카미이지만, 그

의 초기 작품을 대표했으며, 국제미술계에서 데뷰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오타쿠 문화와의 연관성과 <DOB>를 비롯한 각종 캐릭터들을 

통한 차별화였다.293 이러한 캐릭터들이 아즈마가 제시하고 있는 서브컬처 

                                           
293  2012년 도하에서의 개인전 「Murakami:ego」 오픈 당시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방송 

니코니코 도우가(ニコニコ動画)를 통해 그는 “오타쿠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바 

있다.  

(http://www.nicovideo.jp/watch/sm16921166?ref=search_tag_video 최종 확인 

2013년 8월10일.) 

http://www.nicovideo.jp/watch/sm16921166?ref=search_tag_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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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특성처럼 ‘모에’ 또는 그 외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배경이 되

는 서술구조 없이 조합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미술평론가인 구레사와 

(暮沢剛巳)는 캐릭터 문화에 대한 그의 저서 『캐릭터 문화 입문(キャラ

クター文化入門)』에서 오타쿠계의 캐릭터나 서브컬처 속의 캐릭터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대미술과 캐릭터를 논할 때 피할 수 없는 존재로 무라

카미를 들고 있다.294  

 사실상 무라카미의 작품에는 그가 의도적으로 시도했던 추상화 작품 

연작(<Warp>연작[도판8] 등)을 제외하고는 1993년에 개발된 DOB와 그

의 사무실 이름이 된 카이카이 키키(<Kaikai Kiki>[도판9])를 비롯, 대부

분의 경우 모종의 캐릭터가 그 중심 소재가 된다. 서브컬처적인 문맥을 살

려 귀여움과 괴기함, 때로는 폭력성까지 내포한 다양한 캐릭터들은 그 이

미지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줄거리 하나 없이 화면에 순수 조형요소로 

등장한다. 무라카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한 1995년의 <Miss Ko2>[도

판10], 1996년의 <Hiropon>[도판 11], 이듬해의 <MLC(My Lonesome 

Cowboy)> [도판12] 등, 대형 피규어의 모습들도 모두 그가 구상하여 만

든 캐릭터들을 입체화한 것들이다. 그 밖에도 부처의 형상을 패러디 한 

<OVAL>[도판13], 일본화의 화조풍월 (花鳥風月)이라는 테마에서 착안했

다고 하는 <Flower Matango>[도14], 원자폭탄의 폭발장면을 나타낸 해

골 이미지 <Timebokan>[도판15]도 모두 캐릭터 화한 이미지들이다. 그 

밖에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된 <Yume Lion>(Tokyo TV의 로고)[도판16], 

<66성인>(66星人, 롯본기 힐즈의 캐릭터)[도판17]등은 물론, 자신과 애

견의 모습을 캐릭터화한 <Pom & Me>[도판18] 역시 빈번히 화면에 등장

하는 모티브이자 입체화된 이미지이다. 이제는 무라카미의 회화양식을 대

                                           
294 暮沢剛巳, 『キャラクター文化入門』, NTT出版, 2010,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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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대명사가 된 수퍼플랫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깊은 눈, 일명 <Jelly 

Fish Eyes>[도판19] 모티브도 명확히 캐릭터화한 이미지이며 비슷한 시

기 루이비통과의 협업을 계기로 만들어 낸 눈코입이 달린 벚꽃이나 버찌

의 이미지들도 모두 캐릭터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일본의 전통 속에서 찾

아낸 <달마(達磨)>연작이나 최근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 이후 그려진 

<500나한도(五百羅漢図)>[도판20]도 결국에는 미술사에서 발견한 아이콘

들을 만화 풍으로 캐릭터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미술 작가로서 첫 개인전이었던 1991년 호소미화랑(細見画廊)에

서의 전시 「찬성에 반대다」에 출품 된 <B.P. (바카봉 프로젝트)>(1991) 

[도판21]라는 평면작품에서는 일본인에게 잘 알려진 만화 캐릭터, ‘천재 

바카봉(天才バカボン)’이 화면 중심에 유일한 이미지로서 등장한다.295  

작은 흰색 캔버스의 중심에는 각각 검정색, 적색, 흰색으로 눈을 감고 양

팔을 꿰고 앉아 있는 바카봉, 바카봉의 아빠, 가족 등의 모습이 그려져 있

다. 화면 자체로는 그다지 놀랄만한 특징도 없고 사이즈도 가로세로 1미터

를 넘지 않을 정도의 작은 크기이다. 여기서 무라카미는 바카봉 캐릭터를 

“철저한 레디메이드 (만화가 아카츠카 후지오의 그림이며, 사용하는데 있

어서 프로덕션의 허가를 얻었다)”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일본현대미술

계 컬렉터들의 ‘급소’인 “미니멀풍 작품이지만 그 외의 서술성도 있으

며 레디메이드 같은 것이 좋다” 라는 조건을 리서치한 결과 얻은 최상의 

결론이라 밝히고 있다. 296  무라카미는 이 캐릭터가 갖는 양식 및 개념적 

                                           
295  천재 바카봉은 일본의 만화 작가 중에서도 그 작품의 인기는 물론 작가의 카리스마 

때문에 전설화 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아카츠카 후지오(赤塚不二夫)의 시리즈 중 하나로, 

1967년 만화잡지 『주간 소년 매거진(週刊少年マガジン )』에 처음 게재되었다. 천재 

바카봉, 즉, 천재 바보돌이, 쯤으로 번역될 수 있는 주인공의 이름이자 제목인 이 어구 

자체도 이미 모순을 안고 있듯이, 넌센스 코메디 이면서도 어딘지 모를 특유의 비극성이 

풍기는 이야기가 특징적이다. 이 전시에 대한 전시평은 「Takashi Murakami: 聖域から離

れた強靱なアートへ」, 『月刊アトリエ』, アトリエ出版社, 1992, pp.96-97, 에 게재.  
296  村上隆, 「美術における『意味の無意味の意味』をめぐって」, 東京芸術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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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즉, 만화로서 간결하게 그려진 선묘(線描)이므로 미니멀하고 동시에 

기존의 만화 속 이야기에서 오는 서술성을 가지며 기존의 캐릭터이므로 

레디메이드가 된다는 형식적 특성을 철저하게 이용하여 컬렉터들을 만족

시키기 위한 이미지를 추가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캐릭터의 사용에서 

이처럼 상품으로서의 실제 수요와 인기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 1993년에 그는 스스로의 캐릭터인 DOB를 개발하기

에 이른다. DOB는 그 후로 작가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로 소개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변형, 입체화하여 꾸준한 소재로 자리잡고 있

다. DOB의 경우 활동 초기인 1993년 무라카미가 「로망스의 저녁」이라

는 개인전을 준비하다가 탄생하였다고 한다. “세잔, 뒤샹, 워홀, 피카소, 

오카모토 타로(岡本太郎, 1911-1996. 역주:전후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 

미술가.)처럼 아트의 역사를 수 십 년에 걸쳐 살아남을”297 강력한 캐릭

터를 연구하던 그는 당시 제니 홀저(Jenny Holzer, 1950-)의 전시회가 

일본에서 개최되고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 1945-)의 아류같은 

작품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왜 일본인이 잘 모르는 영어를 써서 작품을 해

야 하는지에 대한 반감이 순수한 일본어를 사용한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는 것이다.298  

 조수들과 연구한 결과 『촌 동네 대장 (いなかっぺ大将)』이라는 만

화에 나오는 말장난과 과거에 유행하던 유리 토오루(由利徹)라는 코메디

언의 언어개그를 합한 “도보치테도보치테 오샤만베(ドボチテドボチテ オ

シャマンベ)”라는 순수한 일본말의 어구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 영문표기 

‘DOBOZITE DOBOZITE OSHIYAMANNBE’의 앞 글자 3개를 따서 

                                                                                                           

大学院美術研究科博士論文, 東京, 1993, 페이지 표기 없음. 제3장3번 중. 
297 村上隆, 『召喚するかドアを開けるか回復するか全滅するか』, カイカイキキ, 2001, 

p.131. 
298 같은 책,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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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라는 캐릭터를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다.299 캐릭터에 있어서는 “세가

의 캐릭터인 소닉군이나 미키마우스등을 합체시켜서”300 무라카미가 스케

치한 이미지를 디자인 전문가가 완성시킨 것이다. 무라카미에 의하면 “팝

을 획득하기 위해서 특정 캐릭터가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

미 같은 건 없어도요.” 라고 하고 있는데 초기 설정부터가 “작품 속에 

본질이 없는” 이미지로 ‘팝’즉 대중성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작된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301 즉, DOB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마치 기업의 마케팅에서 효과와 효율성을 중시하여 수익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캐릭터나 그 외의 마케팅 도구를 제시하듯이, 이미지 

자체의 의미나 내적 필연성이 없는 곳에서 DOB가 유래한다는 점이 특기

할 만 하다. DOB의 본질은 작품 속에 없고 작품이 펼쳐내는 효과 속에 있

는 것이다.  

DOB는 말장난에서 유래한 그의 명칭 또는 대중적 만화 이미지의 조

합을 통한 형상의 설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작 당시부터 깊은 의미를 

내포하는 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DOB는 무라카미가 자신의 박사논

문의 제목으로서 설정하고 있는 ‘의미의 무의미의 의미’라는 상태를 구

현화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그는 1999년 발간한 삽화집 『이상한 숲 

속의 DOB군 (ふしぎの森のDOB君)』을 통해 DOB가 자신에게 있어서 

‘의미의 무의미의 의미’라는 신기한 세계로 연결되는 무거운 문을 여는 

비밀번호와도 같았다고 회상한다.302 또한 그는 같은 삽화집에서 “현대의 

일본에서는 ART라는 것은 필요도 없고, 오히려 ‘<가짜>의 가짜가 왠지 

                                           
299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에서 시작된 작품에서 결국 캐릭터 명이 알파벳으로 

표기된 모순에 대한 설명 등은 찾아볼 수 없음. 
300 인터뷰 기사 村上隆, 「Artist Interview 村上隆-ジャパニーズ・ポップを探れ！」, 

『美術手帖』, 美術出版社, Nov. 1994, p.180. 
301 같은 책. 
302 村上隆, 『ふしぎの森のDOB君』, 美術出版社, 1999, 페이지 표기 없음. Mr. DOB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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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처럼 되어버린’ 캐릭터 비즈니스가 훨씬 가치가 있는 진정한 

창조물(リアル クリエーション)이 아닌가…. DOB군은 당초 그런 생각으로 

만들기 시작한 작품 이었는데, 캬라(역주: キャラクター, 캐릭터의 구어체 

줄임말)란 무서운 점이,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생명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죠”303 라고 DOB에 대한 감회를 논한다. 즉 무라카미는 이 형상을 통

해 비록 내면은 공허하지만 자신만을 상징하는 시각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여느 기업체의 로고디자인처럼 성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목표였기에, 

DOB는 무의미 할수록 유용한 것이었으며, 친숙한 시각효과를 전달하면 

그것으로 충족된 기호가 되었던 것이다. 커다란 눈망울과 둥근 얼굴로 미

소 짓는 DOB의 의의는 무라카미의 말을 빌리자면 당시의 개념미술적 경

향에 반발을 표시하던 그 나름의 ‘서양의 기준으로 승부하지 않겠다’라

는 선언이면서 예술적 본질 없이 작가로서의 성공만을 구현하기 위해 실

체화한 이미지인 것이다.304   

 이 후 무라카미는 또 다른 이색적인 캐릭터의 개발에 힘을 쓰는데, 대

표적으로는 현재 그의 사무실의 명칭으로도 쓰이고 있는 <카이카이 키키>

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카이카이 키키>는 모모야마(桃山)시대 카노우(狩

野)파의 카노우 에이토쿠(狩野永徳, 1543~1590)의 작품이 당시 이상하면

서도 매력적이다 라는 뜻으로 ‘카이카이키키(恠恠奇奇)하다’고 평가 되

었다는 점, 그리고 그 전 시대부터 기묘하고 괴상하다라는 뜻으로 키키카

이카이(奇々怪々)라고 표현하는 점에 착안하여 사용하게 된 명칭이라고 

한다. 305  <카이카이 키키>는 일본의 패션업체 이세이 미야케 멘(ISSEY 

MIYAKE MEN)과 무라카미가 협업을 할 당시 중요한 테마로 주목되어 

                                           
303 같은 책. 페이지 표기 없음. 
304  그는 박사논문에서 개념, 의미가 중시되는 예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村上, 

「美術における『意味の無意味の意味』をめぐって」, 페이지 표기 없음. 제1장 중. 
305 村上, 『召喚するかドアを開けるか回復するか全滅するか』,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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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의 전시회도 매장에서 열렸다. 그 후 무라카미는 1999년에서 

2000년에 걸쳐 <카이카이 키키>라는 명칭에 맞는 이미지 캐릭터를 개발

하게 되었는데, 어떤 자선기획에서 지적 장애인 소녀가 전철에서 내리는 

역을 놓쳐 힘들게 자력으로 집을 찾아가는 에피소드를 듣고 그녀의 이야

기를 이미지화 하는 작업을 통해 <카이카이>와 <키키>라는 캐릭터를 만들

게 되었다고 한다.306  

 물리적으로 카이카이는 토끼와 같은 귀가 달린 흰색 점프수트를 입고 

있는 2등신의 캐릭터이고 키키는 둥근 귀가 달린 분홍색 점프수트를 입고 

있는 눈이 세 개인 캐릭터이다. 키키의 눈이 세 개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들이 ‘카이카이 키키’할 이유, 즉 기상천외하거나 모모야마로 부터의 

고전적인 영향을 잇는 의미는 찾기 어렵다. 이미 카이카이 키키 사무실의 

매스코트가 되어 이제는 직원 명함에도 각인 된 이 캐릭터들은 사실상 외

견상으로는 일반적인 팬시 캐릭터들의 특징을 띄어 둥굴고 단순화하여 극

히 만화적이라, 기괴하기 보다는 우선 분홍색과 흰색의 조합에서 오는 

귀여움이나 가벼움이 지배적인 인상이다. 이들의 긴 귀에는 각각 카이카이

와 키키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 상의 텍스트의 삽입과 

그 글씨체는 이들 이미지의 기원 되는 만화의 표현을 답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평론가 구레사와의 지적처럼, 무라카미의 캐릭터를 담은 일련의 작품

들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미술작품 속에 “패턴화한 기호

적인 특징을 갖춘 캐릭터를 미디어 속에서 무한으로 증식, 유통시켜 많은 

팬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구조”307를 적용함으로써 미술이 갖

는 대표적인 가치관, 즉, 유일무이의 독창적인 창조물이라는 조건에 정면

                                           
306 같은 책. 
307 暮沢, 『キャラクター文化入門』,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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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반발한 점일 것이다. 무라카미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캐릭터를 

표상한 작품들은 사실상 처음부터 서로가 절충될 수 없는 두 가지의 차원, 

고급과 저급 미술을 결합시켰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러나 무라카미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급과 저급 미술의 구분은 작품의 영감을 떠올리는데 있

어서의 제재 또는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 듯 하다. 오히려 철저한 가치의 

평면화가 그가 지향하는 바임은 그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구레사와는 무라카미가 DOB의 디자인에 있어서 스스로도 다양한 애

니메이션의 캐릭터를 혼합하다시피 하여 만들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

본의 아동복 메이커 주식회사 나루미야 인터내셔널 (株式会社 ナルミヤ・

インターナショナル)에 대해 DOB와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소송을 했음을 지적한다.308 그는 특히 무라카미가 이 사건에 대해 카이카

이 키키 공식 홈페이지(www.kaikaikiki.co.jp)에 자신의 의견을 논하며 

“이 캐릭터들은 캐릭터임과 동시에 아트작품입니다.”라고 언급한데 주목

하며, 무라카미 스스로가 이 이미지들이 캐릭터임을 강하게 의식하고 동시

에 이들을 예술작품으로 여긴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309 그러면서 “무

한으로 증식 가능한 캐릭터를 유일무이의 오리지널 작품으로서도 성립시

키려는 무라카미의 발상은, 확실히 보편적인 아트컨텐츠 비즈니스의 범주

에는 머무르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310  구레사와는 무라카미의 행위를 

아트 컨텐츠 비즈니스와 연관해 보고 있으나, 사실상 무라카미에게 있어서 

DOB의 존재는 그의 발언 그대로, 보편적인 캐릭터의 개념과 가까우며 동

시에 그 자체가 예술작품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복합적이며 모순적인 성질

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라카미의 캐릭터들은 예술 작품으로서 캔

                                           
308  사건에 대해서는 www.kaikaikiki.co.jp/news/list/murakamis_lawsuit/ 참조. (최종 

확인 2013년 2월9일) 
309 暮沢, 『キャラクター文化入門』, p.37. 
310 같은 책. 

http://www.kaikaikiki.co.jp/news/list/murakamis_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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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그려지거나 또는 그 외의 제품의 일부로서 등장할 때에도 궁극적

으로 캐릭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공허한 시각요소로 풀이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그 어느 경우에도 예술작품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무라카미의 캐릭터들은 점차로 폭발적으로 증식하고 복잡화 해가는 

것이 특징으로, 증식과 다양화가 진행될수록 그 의미에 있어서는 보다 파

편화하고 희석되며 분산되어간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줄거리가 없는 공

허한 이미지들이며, 변형된 캐릭터들은 단순히 형식적인 다양성을 추구하

는데 그친다. 마치 폭발적인 인기를 끈 수퍼 마리오 브라더즈의 두 주인공

이 디자인은 같고 색상만 다르게 표현되어 있듯이, 탄생 초에는 단일한 이

미지이던 파란 DOB의 색상에 변화가 왔다가,311 점차 그 형태도 변형되어 

수 년 후에는 화면 속에서 ‘게로탕(ゲロタン)’312[도판22]이나 토르네이

도의 형태[도판23]로 다양화 하게 된다.313 DOB의 이러한 증식은, 무엇보

다 캐릭터의 상업적, 또는 산업적 특징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의 

대상이 끝없는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분적인 변화를 가해 재생

산되는 서브컬처 전형의 마케팅 양식과 일치한다.314  

 이 캐릭터들은 변형을 통해 이미지가 다양해지는 것과 반비례하여, 마

치 공허한 허상처럼 상실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단순한 하나의 시각적 

                                           
311  <I can’t touch, Blue>(1996), <I can’t touch, Red>(1996), 는 각각 푸른색과 

붉은색의 DOB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원색을 배경으로 한 금, 은색의 DOB등 다채로운 

색의 DOB가 존재한다.  
312 DOB의 변형으로 거대한 DOB가 화려한 색의 이물질을 토해내고 있는 형상. <Tan Tan 

Bo Puking-a.k.a. GeroTan>(2002)이 대표적 이미지.  
313  DOB의 눈이 여러 개로 늘어나고 입 속 이빨이 날카롭게 표현된 <DOB’s 

March>(1995), 구체가 된 <Goes to Another Dimension>(1996), DOB의 귀가 또 다른 

DOB가 되는 세 쌍의 DOB의 연결체가 된 <Gourd>(1996), 길쭉하고 다수의 DOB가 

연결된 형태의 <Twisting Muscle>(1998), 등이 초기 변형의 예이다. (모두 村上, 『ふし

ぎの森のDOB君』 게재. 페이지 미상.) 
314 DOB의 이러한 증식에 대해서는 Marc Steinberg, “Characterizing a New Seriality: 

Murakami Takashi’s DOB Project”, Parachute, 110, pp.90-109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기사에서 스타인버그는 보드리야르의 연속성(seriality)의 개념을 인용하여 

무라카미의 캐릭터의 증식을‘차이’를 만들어내는 산업시대의 중요한 단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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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작용으로 보여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색채와 형식이 증폭되어 다양

해질수록, 화면이 갖고 있는 물감이라는 실체는 더 없이 명확하면서도 눈 

앞에 드러나는 DOB의 의미의 공허함이 보다 부각되는 것이다. 의미의 부

재를 채워 넣는 듯한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감각(완벽한 끝마무리나 3차원

으로 재현되는 존재감 등)은 강해지며 공업화된다. 카이카이키키 공방에서 

제작된 무라카미의 작품들은 수 십명의 조수들에 의해 엄격히 규격화한 

작품제작과 관리 과정을 거쳐 균일하고 광택 있는 표면을 갖는 것으로 유

명하다. 이러한 세밀하고 공업적인 화면의 처리는 여러 차례의 캔버스 화

면의 밑칠과 그 때마다 표면을 연마하는 과정의 결과로서, 작업의 내적 의

미로는 메울 수 없는 공허한 캔버스에 물리적인 스펙터클을 마련해 물질

적 존재감을 부각시킨다. <Hustle ’n’  Punch by Kaikai and Kiki> 

(2009)[도판24]에서는 가로 6미터를 넘는 은색 바탕화면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카이카이와 키키가 각기 다른 표정을 하고 <Flower 

Matango> 캐릭터유래의 꽃과 함께 그려져 있다. 화면을 가득 메운 이미

지와는 대조적으로 일관된 하나의 스토리라인은커녕 보여지는 형상 이상

의 의미를 찾을 만한 또는 읽혀 내어질 만한 상징성은 철저히 결여되어있

어, 이미지들은 순수하게 장식적 요소로 환원된다. 물론, 카이카이와 키키

의 배경을 장식하는 꽃들의 패턴에 대해서도 무라카미가 제시한 것과 같

은 일본화의 맥락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제재인 ‘설월화(雪月花)’  나 

‘화조풍월’에서 비롯되는 꽃이라는 1차원적 상징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315 하지만 이러한 상징성은 이미지의 근원적인 유래를 전하

는 이상의 의미를 발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베른트가 말하는 “표상적

인 의미작용(signification), 의미부여를 목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그에서 

                                           
315 村上, 『召喚するかドアを開けるか回復するか全滅するか』,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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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난 의미, 뜻의 발생(meaning)에는 미치지 못한다”316 라는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화려한 이미지들은 어떠한 의미나 뜻과도 무관한 순수

하게 장식적 또는 시각적인 자극으로 남는다.  

 스펙터클과 무의미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는 현대미술사에서 이미 무

라카미의 선구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1996년 발표한 ‘예술의 음모(芸術の陰謀)’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 언급

하고 있다.  

 

예술자체의 소멸과 예술의 대상의 소멸을 연출해 보이는 예술, 그것은 

그래도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현실을 빼앗아가는 「예술이 현실을 

표상하는 것을 멈추고, 현실 그 자체가 되는」것으로 예술 자체를 무

한히 재활용 한다는 전략을 사용하는 예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까? 그런데 현대미술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곧, 가치나 이데올로기로서는 하찮은, 평범하고, 쓰레기와 같

은 현실을 빼앗아가는 것이다…이는 ‘나는 무가치/무내용하다! 무가

치/무내용하다!’고 외치며, 무가치/무내용을 뽐내는 것에 지나지 않지

만, 사실은 정말로 무가치/무내용 한 것이다. 현대미술의 표리에 있는 

이중성은 전부, 이점에서 시작된다. 그 자체가 이미 무가치/무내용 한

데, 더더욱, 무가치/무내용, 무의미와 넌센스를 요구하고, 무가치/무내

용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미 무의미한데, 넌센스를 지향하고, 얄팍

한 언어로 얄팍함을 뽐내는 것이다.317  

 

                                           
316 ベルント,「無意味の解読」, 『美術フォーラム21』, p.134. 
317 ジャン・ボドリヤール, 『芸術の陰謀:消費社会と現代アート』, NTT出版, 2011, pp.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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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는 현대미술로 불리는 작품들이 예술의 종말을 표상할 때 (1960년

대 말에서 1970년대초)에는 그래도 의미가 있었으나, 예술이 이러한 (종

말에의) 상징성/메시지성 마저 포기한 채 현실 속에서만 소재를 찾는 상황

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동시에 그러한 상황의 방식을 통해 이렇다 할 내

용이 없는, 아마도 과거에는 예술로 적합하지 않았을 법한 현실의 대상을 

미술인양 제시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즉 그 내부에 의미나 가치가 없는 

대상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이들이 마치 겉으로만 가치가 없고 

내용이 없는 척을 한다, 고 보고 있다.  

 1996년의 이 글에서 그가 예로 든 작가는 앤디 워홀이 유일한 인물

로, 그는 워홀의 방식에 대해서 “이미지의 중심부에 허무를 재도입했다는 

의미에서 무내용 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318 워홀 자신도 사실상 스스

로의 작품은 표면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이면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선언바 

있으며, 워홀 이후에 등장한 수많은 작가들에게 있어서 “무”를 뽐내는 

것은 이미 하나의 형식화된 수법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319 

그 이후의 인터뷰 등에서 보드리야르가 언급하는 무내용, 무의미한 작품의 

예로는 제프 쿤즈의 “앤디워홀의 재탕”320등 이 있다. 보드리야르가 현

대미술에 대해 갖는 ‘무’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는 뒤샹을 계기로, 뒤샹

의 행위가 세상을 예술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예술화

가 일종의 마술로 작용한다는 견해에 바탕 한 것으로 보인다.321 즉 뒤샹 

이후 일상의 현실을 도입시키는 (워홀에 있어서의 대량생산된 상품들이나 

쿤즈에 있어서의 키치를 통해) 종류의 미술작품에 대해서 더 이상 미술이

라는 의식(儀式) 이상의 내용을 찾아낼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318 같은 책, p.13. 
319 같은 책. 
320 같은 책, p.37. 
321 같은 책,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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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카미의 경우 그 전제자체가 “평범하고, 쓰레기와 같은” 현실에

서 도입한 캐릭터를 작품화 하고 있는데, 보드리야르의 앞서의 지적은 작

가의 존재나 작품을 통해 의도하는 효과라는 현실 만을 추구하는 무라카

미의 DOB등 캐릭터 이미지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시사되는 바가 있다. 미

술 밖의 현실을 미술로 도입하는데 있어 ‘무가치/무내용’을 매개로 함을 

지적하는 보드리야르의 이 비평은 무라카미와 캐릭터의 사용에 있어서 

“무의미함”, “넌센스”, “얄팍한 언어로 얄팍함을 뽐내는” 상태와 일

맥상통한다. 322  무라카미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무의미함”자체가 이미 

하나의 양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무라카미 역시 스스로의 이미지들에 대해 의미나 내용이 없음을 공언

하고 다녔다. 작품이 지닌 의미를 통해 가치를 창조해 내려는 노력은 그가 

데뷔한 직후 다루던 시사적 주제의 설치작업들을 중지하던 단계에서 이미 

멈춘 것이다. 무라카미의 미술과 무의미에 대한 인연은 그의 대학원 재학

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무내용과 무의미에 대해서 무

라카미는 동경예술대학(東京藝術大学) 박사과정 졸업 논문에서 의식적으

로 다루려는 시도를 했었다. 「미술에 있어서의 「의미의 무의미의 의미」

에 대해서(美術における「意味の無意味の意味」をめぐって)」라는 제목의 

그의 논문에서 ‘본래 순수시각으로서 존재하던 미술이 더 이상 의미를 

개재하지 않고서는 성립하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1, 2, 3장에 나눠 

고찰하고 있다.323 그는 논문 서두에서부터 자신에게 있어서 미술의 ‘의

미내용’은 미술을 보호하고 성립시키고 있는 허구임을 밝히고 ‘무의미

한’ 미술의 가능성을 찾고자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50페이지가 안 

                                           
322 베른트는 「無意味の解読」, 『美術フォーラム21』, p.133, 에서 무라카미가 DOB등 

캐릭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무의미’하게 보이기 쉬운 만화, 즉 관계성을 매개로 

해야지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종류의 만화에 집착해왔다고 한다.  
323 村上, 「美術における『意味の無意味の意味』をめぐって」, 페이지 표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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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이 논문을 읽어보면 사실상 논문 전반에서는 ‘무의미’에 대한 논

리적인 추구도, 자신의 작품들을 통한 무의미의 추구에 대한 논증도 성공

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는 없다. 논문을 작성한 1992-3년의 시점에

서 무라카미의 작품들은 학과과정에 바탕한 일본화의 전통에 속한 순수한 

형태의 일본화이거나, 324  교외 전시활동을 통한 설치작품을 중심으로 한 

개념미술적 성향으로 이분화 되어있어,325 그 어느 쪽도 작품의 ‘무의미’

라는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326  

                                           
324  당시 작업의 이미지 자료는 게재할 수 없으나, 카이카이 키키 사무실의 무라카미 

아카이브에서 확인한 결과(2012년7월20일 방문), 동경예술대학 박사과정 졸업 전후 

무라카미 작품의 경향은 정통 일본화의 계보에 속하는 것으로, 연못 속의 잉어 그림 또는 

색면화를 구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325  대표적인 예로는 <R.P. Randoseru Project>(1991), <Sea Breeze>(1992) 등으로 

워싱턴 조약으로 금지된 야생동물의 거래부터, 일본 군국주의, 원자폭탄의 투하 등 폭 넓은 

함의를 갖는다.  
326  간략하게 그의 논문내용을 소개하자면 우선 제 1장 “미술에 있어서의 ‘무의미의 

의미’란”에서 그는 1990년대에 현저해진 정치적 미술 등의 예를 통해 미술 속에 

‘이야기’가 불가피해짐을 지적하며, 이러한 이야기의 말소에 대한 욕구를 드러낸다. 그는 

“불필요한 요소를 최대한 확대하면서, 표현의 텍스트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는 일견 

모순된 상황을 앞으로 지향할 바로 내세운다. 그 외에 그는 선배 미술가 츠바키 

노보루(椿昇, 1953-)와 구타이(具體)등의 예를 들며 이들을 일본에서의 무의미의 의미의 

실천자들로 꼽고 있다. 또한 자신이 당시 강하게 영향을 받은 작가로 독일작가 호르스트 

얀센(Horst Janssen, 1929-1995)을 예로 들며 그가 그의 작품에 있는 미완성적인 

특징들 (드로잉적이거나 판화)을 화집을 제작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것으로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무라카미는 얀센이 선호하는 작가임을 누차 밝히면서 그의 작품의 

특징적인 선묘나 자신의 작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각주로 자신의 

작품과 일본 애니메이션과의 영향관계도 언급하고 있는데, 작품의 무의미화라는 점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비해 직접적인 언급이 줄어들고 있음은 물론, 논문자체가 그다지 

논리적으로 설계된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쉽게 지적될 수 있다.  

이어서 일본화 화단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2장을 지나 3장에서는 아우라의 

재생이라는 테마로 자신의 1989년에서 1992년사이의 작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역설적으로도 이 장에서 설명되는 무라카미의 당시 작품군들, 프라모델 군인의 설치 연작 

<폴리리듬(Polyrhythm)> (1991)[도판25], 일본화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은 

<컬러즈(Colors)>연작(1990-1992), 초등학생의 통학용 가죽 배낭인 란도셀에 

군국주의적 환영과 동물보호에 대한 시사성을 얹은 <R.P. (란도셀 프로젝트)>(1991) 

[도판26], 전술한 <B.P. (바카봉 프로젝트)> 들은 사실상 DOB가 개발된 1993년 이후의 

작품들에 비해 상당히 의미심장할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몇 단계의 상징작용을 

유발시키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그 스스로의 설명은 란도셀의 상품화나 레디메이드 

캐릭터의 사용 등을 이유로 들면서 이들이 미술 속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존재임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그는 무의미를 강조는 하고 있으나 상당히 억지스럽게 

작품 속에 무의미를 심어 넣으려고 하며, 작품 경향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미숙한 

무의미화를 보여주고 있다.(리시카의 논문에 의하면 모우리 요시타카는 그의 글 

“Subcultural unconsciousness in Japan: The war and Japanese contemporary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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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카미의 논문은 논리적 허술함이 있는 내용이지만, 그의 논문을 통

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박사과정 당시부터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무의미

에 대한 연구를 의식적으로 해왔다는 점과, 특히 그에게 있어서의 의미의 

제거가 바로 사회, 정치적 내용을 배제한 작품을 주로 뜻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논문작성을 전후한 시기의 무라카미의 작품 속에서는 거꾸로 전

쟁이나, 일본화 또는 넓은 의미에서의 서브컬처적 성향에 대한 시사적인 

내용들327이 엿보이는데, 결국 1993년 이 논문이 발표된 직후 개발하는 

DOB의 캐릭터를 통해 그는 사실상 진정하게 스스로가 찾고 있던 무의미

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듯 하다. 무라카미는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무

의미의 의미’라는 일견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말의 컨셉 자체에 매료되어 

있던 듯 하며, 그 결과 이러한 컨셉을 스스로의 작품 해석에 대입하고 싶

은 욕망이 앞서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R.P.>나 <B.P.>

등을 마지막으로 그는 의식적으로 무의미를 표상해 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DOB를 시작으로 하는 끈질긴 캐릭터의 개발과 발표, 그리고 이를 

응용함으로써 무라카미는 ‘무’를 표상하는 선배작가들의 ‘얄팍한 이미

지’의 대열에 낄 수 있게 되었다. 

 

 

                                                                                                           

에서 무라카미의 란도세루 프로젝트를 비롯한 이시기의 작품들이 특히 정치적 성향을 

띠었으나, 그가 국제미술계에서 명성을 얻어가면서 점차로 비정치성을 지향하게 되었다고 

본다. 리시카 논문 중 모우리 인용. 원문은 Mori Yoshitaka, “Subcultural 

unconsciousness in Japan: The war and Japanese contemporary artists”, in Popular 
Culture, Globalization and Japan, edited by Matthew Allen and Rumi Sakamoto,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174-191. Lisica, 2010, p.16.) 
327  <R.P.>는 초등학생용 책가방인 란도셀이 유럽의 군대식 배낭의 명칭과 형태에서 

유래한 점을 지적하여 군국주의와 아동교육에 대해 언급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Polyrythm>역시 미국 병정의 모형을 통해 2차 대전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B.P.>의 

경우 만화 캐릭터를 주된 이미지로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예 모두가 일본 내 서브컬처에 

대한 언급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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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현과 제시 

 

 이 절에서는 무라카미의 작품이 갖는 ‘무의미’의 특징과 이러한 특

징을 이용하여 그가 작품을 전시장과 일상적 맥락의 양쪽에 자유자재로 

제시하는 현상을 알아본다. 워홀이나 뒤샹, 또는 쿤즈라는 선배들과 무라

카미의 DOB 사이에는 ‘무’를 표상하는 방식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보드리야르를 인용하자면 워홀이나 쿤즈에게 있어서 

그들의 작품이 “그 자체가 이미 무가치/무내용한데, 더더욱, 무가치/무내

용, 무의미와 넌센스를 요구하고, 무가치/무내용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고 한다면 무라카미의 경우는 무의미나 넌센스를 요구하거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와 무내용 그 자체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미술사로 

도입된 캐릭터인 DOB는 그 외의 것을 시사하거나 비평하는 것이 아닌 

‘그저 그 자체임’을 통해 현대미술사 상에서도 자신의 무의미함을 매우 

특수한 것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미국 가전을 대표하는 후버 진공청소기를 유리케이스에 넣거나(<New 

Hoover>연작 (1979-86)) 길쭉한 장난감 풍선으로 만든 푸들을 확대해 

거대한 크롬 조각으로 제시하는 (<Balloon Dog>연작) 쿤즈의 작품은 조

악한 미술, 키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쿤즈의 작품조차 

일말의 예술적인 장치를 통해 개념화되여 전시장에 놓여진 까닭에 무라카

미의 DOB앞에서는 난해하고 숭고해 보이기까지 한다.328 쿤즈의 <Balloon 

Dog>(2010)[도판27]은 원래 길쭉한 풍선을 꼬아서 만든 작고 터지기 쉬

운 푸들모양의 완구를 그 성질에 정 반대되는 형태로, 즉 거대한 크기로 

                                           
328  쿤즈는 자신의 작품이 소비적 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사치품들에 대한 

경계라고 보고 있다. (Lisica, 2010, p47) 그의 말이 합당한지의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쿤즈는 자신의 작품들을 일종의 메시지성을 갖는 매개체로 보고 있다는 점이 무라카미의 

작품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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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하고 번뜩이는 재질을 사용해 거액을 들여 제작하여 전시함으로써, 물

리적, 의미적 전환을 주요 컨셉으로 하고 있다. 후버 청소기를 사용한 작

품들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청소기라는 대량생산품을 미술관에 

전시 하도록 유리 케이스에 넣어 케이스 밑에서는 형광등으로 조명까지 

비추고 있는 작품이다. 일상과 전시장이라는 맥락의 전환과 일상적인 대량 

소비품의 예술화라는 재치 있는 의미상의 변화가 핵심이다.  

 이 작품들을 예로 생각한다면, 우선 쿤즈는 키치적 아이템들에 대한 

언급과 적극적인 찬미를 통해 미술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즉 ‘재현’이

라는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하고 있다. 즉 그는 조형물을 ‘기호화’ 또는 

‘상징화’ 시키고 있으며 단순한 제시가 아닌, 해석을 가해 ‘다시’나타

내고 있다.(‘re’- present, 再現) 그러나, 무라카미는 이러한 일종의 메

타적 역할, ~에 대한 의견의 피력 또는 ~에 대한 해석, 찬미나 비판을 포

기한 채, 역할의 포기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진다. 

이는 작품 스스로가 자신의 ‘작품성’에 대해 깨닫고 있음과 그렇지 못

함의 차이로 생각할 수 있다. 일종의 자각(self-awareness)의 결여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2007년도 무라카미 도록 『ⒸMURAMAKMI』에 기

고한 스콧 로트코프(Scott Rothkopf)의 말을 인용하자면 “스스로의 상태

에 대한 비판적인 재검토”가 결여된 상태일 것이다.329 스스로의 상태에 

대한 끝없는 자기반성, 또는 자각은 19세기 모더니즘의 대두시점에서부터 

미술의 가장 크고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꼽히는 상태로서 모더니즘 미술

의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쿤즈의 <Balloon Dog>은 갖고 있으나 무라카미의 <DOB>가 갖추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술을 예술이도록 하는 코드화, 기호화라 할 수 있

                                           
329 Rothkopf, Scott, “Takashi Murakami: Company Man”, in Schimmel, Paul et al., 

ⒸMURAKAMI, Los Angeles: Museum of Contemporary Art, Rizzoli, 2007,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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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로트코프에 의하면 미술평론가 피터 셀달(Peter Schjeldahl)은 

쿤즈가 기업문화의 신격화를 ‘상징’한다고 한다는데, 무라카미의 작품들

이 이미 예술의 영역을 벗어나 일상의 범주로 진출한 것에 비한다면 쿤즈

의 작품들은 아직도 ‘상징’의 기능을 유지하며 철저히 미술 내의 상업

적이면서도 제도적인 영역 내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330  무라카미의 

방식이 기존의 예술적 방법론, 즉, 재현(re-presentation)과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은 해석이나 재고의 과정이 생략된 사물 자체의 제시

(presentation)라 할 수 있다. 그의 캐릭터 들은 일상세계에서도 그리고 

예술의 맥락 속에서도 똑같이 캐릭터 그 자체로서만 존재한다.  

 과거에도 무라카미 외에 캐릭터를 다뤄온 작가들은 있었지만, 이들이 

지향한 것은 문화나 캐릭터의 초상권 등에 대한 제도비판적 담론이었다. 현

대미술가인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 1962-)는 1999년 필립 파레노

(Philippe Parreno, 1964-)와 함께 미화 428불로 만화 속 한 캐릭터의 

권리를 구입하였다. 이들은 이 캐릭터를 앤 리(Ann Lee)라고 부르며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만화영화를 제작하거나, 대여료를 받고 타인에게 대여하

여 작품을 만들도록 하였다. 앤 리라는 캐릭터는 특별한 특징이 없는 긴 머

리의 소녀로 외형적으로는 전형적인 일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소녀로 

볼 수 있다.[도판28] 그녀를 사용한 작품들은 특별한 스토리성이나 생김새

를 중시하는 것이기 보다는 앨리슨 진저라스(Alison Gingeras)의 말처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것임이 명확하다. 331  즉, 

“그들은 예술, 소비지상주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경계를 흐리려고 하

                                           
330 Rothkopf, “Takashi Murakami: Company Man”, ⒸMURAKAMI, p139, 각주 14. 
331 Jack Bankowsky et. al., “Round Table ‘Pop After Pop’”, Artforum, Oct. 2004, New 

York: Artforum International Magazine,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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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술가들의 반대 쪽 끝에서 활동한다.”332  로트코프의 지적대로 다른 

작가들의 시도들은 실제의 상업적 또는 법적 거래에 대한 “의견제시

(comment on them)”, 즉 캐릭터를 둘러싼 현실 세계의 현상들에 대한 

메타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무라카미의 성가신 DOB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렇다고 말하기 매우 어렵다” 라고 보고 있어, DOB가 그 어떤 비

평적인 의도에서가 아닌 단순히 한 캐릭터로서 사용됨을 시사하고 있다.333 

무라카미가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예술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작업에 정면

으로 역행하는 것, 즉 현실을 그 이상의 예술의 위치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서도, 제도상으로는 예술의 범주에 (최소한 유통이나 취급이라는 외적 조건

들에 있어서는) 속하려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로트코프는 무라카미가 

“무한적으로 탄력 있게 확장하는 예술의 범주”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할 

방식을 개발해 냈다고 보고 있으며 냉소적인 뉴앙스를 품고 이러한 개발을 

“상당한 업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334 

 바꾸어 말하면, 무라카미가 캐릭터를 통해 실현할 수 있었던 가장 혁

신적인 면모는 캐릭터를 통해 성공적으로 미술의 제도적 범주와 현실 사이

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원래가 서브컬처라는 

사회적 현실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된 캐릭터의 이미지는 무라카미에 의해 

미술계에 도입되었다가도, 원래의 문맥인 상업적 환경으로 환원되기도 한다. 

아래 로트코프의 지적처럼 전혀 다른 두 종류의 환경에 있어서도 캐릭터라

는 만화적 형태의 근본적인 차이는 전무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차원의 대입

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로트코프는 무라카미가 동경 롯본기 힐즈(六本木ヒ

ルズ)를335 위해 디자인 한 캐릭터들인 <66성인>(2003)에 대해서 “중요

                                           
332 같은 책.  
333 Rothkopf, “Takashi Murakami: Company Man”, ⒸMURAKAMI, p.156.  
334 같은 책, p.157.  
335  동경 미나토구(港区) 소재의 사무실과 주거용 맨션, TV방송국을 포함하는 복합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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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은, 이들이 무라카미의 상표 등록된 창작물과도 같은 DOB등과 똑같

은 디자인방식을 공유하며, 그가 이들을 마음대로 그의 회화나 조각으로 사

용해도 된다는 허락까지 받았다는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다.336 기업로고

와 무라카미의 작품과는 이론상으로 종이 한 장 또는 최소한의 제도상의 

차이마저도 없는 샘이다. 이러한 맥락 교환의 용이성은 산업화에 적합한 캐

릭터의 형상뿐만 아니라 그 근원적 성질, 즉 복제와 분산에 적합한 무의미

의 의미체계를 갖는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로트코프에 의하면 워홀과 

달리(Salvatore Dali, 1904-1989) 등 상업성과 연관이 깊던 이전 작가의 

경우 그래도 예술작품과 상업적 작업의 구분은 가능했었으나, 무라카미의 

경우 이러한 구분은 불가능에 가깝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337  무라카미는 

캐릭터라는 2차원의 이미지를 통해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듯이 미술과 

현실세계를 넘나드는 열쇠를 손에 넣는다. 

 미술과 현실세계와의 교차 및 궁극적인 합일은 무라카미의 작품세계

에서 일관적으로 제시되는 작업방식이다. 특히 2차원의 이미지가 3차원으

로 현실공간을 차지하게끔 조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이러

한 교차는 캐릭터라는 매개를 통해 자연스럽게 왕래 가능해진다. 이러한 현

상은 물론 미술계로부터 현실세계로의 일탈이자 하이와 로우의 평준화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미술과 관련된 오브제의 제품화라는 상징성을 갖

는다. DOB가 입체화된 풍선은 상업목적의 캐릭터가 미술의 전통적 지지체

인 캔버스에 그려졌을 때의 의미와 가치의 전환만큼이나 흥미로운 반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라카미는 캐릭터 제품이나 마스코트 인형 등에서 영감

을 얻어 DOB의 캐릭터로서의 특성을 살려 2차원의 DOB를 3차원으로 재

                                                                                                           

콤플렉스. 2003년 준공. 
336 Rothkopf, “Takashi Murakami: Company Man”, ⒸMURAKAMI, p.151. 
337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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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시킨다.  

 1994년 동경의 SCAI THE BATHHOUSE에서 열린 개인전 「내일은 

어느 쪽 (FALL IN LOVE)」에서 그는 DOB를 그린 캔버스와 함께 DOB

를 입체화한 대형 풍선을 선보인다. [도판29] 구체적인 형상은 중심의 큰 

구체에 작은 구체 두 개가 귀의 위치에 붙은 것으로, 무엇보다 이 풍선의 

중요성은 첫째, 회화라는 2차원의 틀 속에 갇혀 있던 캐릭터를 3차원으로 

존재 가능하게 함으로써 매우 직설적으로 캐릭터를 현실화/물질화 했다는 

점이며, 두번째로는 애드벌룬처럼 하늘에 띄워 올려져 기업홍보를 하는 원

래의 캐릭터들의 역할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 풍선을 통해 

캐릭터 유래의 DOB는 성공적으로 3차원적 현실세계에 돌려 졌으며, 그 현

실세계야 말로 DOB라는 캐릭터가 원래 속해있던 일상적 공간인 것이다. 

보드리야르를 재인용 하자면 그가 “그런데 현실을 빼앗아가는[예술이 현

실을 표상하는 것을 멈추고, 현실 그 자체가 되는] 것으로 예술 자체를 무

한히 재활용 한다는 전략을 사용하는 예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

런데 현대미술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곧, 

가치나 이데올로기로서는 하찮은, 평범하고, 쓰레기와 같은 현실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의 ‘현실’은 DOB의 풍선이 떠다니는 공간과 

보다 가까운 일상을 뜻하고 있다. DOB는 일상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되어 

미술의 맥락에서 사용된 후 미술이라는 부가가치를 얻어 원래 이 이미지가 

속하던 일상으로 환원된 것이다.  

 무라카미가 DOB를 풍선으로 만들게 된 계기는 바로 이러한 상업성이 

농후한 환경을 통해서이다. 동경의 백화점이 모인 상업의 중심가 유라쿠쵸

(有楽町)의 대형 백화점 콤플렉스에서 띄운 도라에몽(ドラえもん. 인기 만

화로 미래에서 온 고양이형의 로봇의 이름.)의 애드벌룬을 보고 그는 “이



141 

 

게 아트보다 훌륭하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애드벌룬을 만들었다는 것이

다.338 그가 풍선을 통해 미술의 외부에 있는 현실적 공간으로 뻗어나가고

자 했다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1995년 큐레이터 난조 후미오(南条史生)

가 베니스 비엔날레와 연동된 전시인 「Transculture」전에 무라카미를 

초대함으로써 DOB 풍선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무라카미는 그 이 

후 여러 차례 풍선을 사용해왔다. 대표적으로는 2000년 미국 뉴욕의 중심

가에 위치한 대형 기차역 그랜드 센트럴(Grand Central)역사 내부에 

<Oval Buddha>와 그의 특징적인 눈 마크<WINK>가 인쇄된 구형 풍선이 

전시되었었으며, [도판30] 이 외에 2010년에는 뉴욕 추수감사절의 연례행

사인 메이시즈 백화점의 애드벌룬 행진‘Macy’s Thanksgiving Parade’

에 카이카이와 키키의 풍선을 띄워 행진시킨 일도 있었다.[도판31] 이 외

에도 일본 국내의 쇼핑몰 행사 및 기념일에 무라카미의 풍선들이 등장한 

일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로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설치 공간 또는 대

상 행사와 현대 미술과의 행복한 만남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339  

 무라카미의 풍선 사용과 실제적 건축 또는 행사와의 연관성은 앞으로 

논하게 될 오타쿠계 피규어의 등장을 예고하는 의미를 갖는데, DOB 또는 

그 외의 캐릭터가 풍선이라는 형태를 통해 3차원으로 구현되는 것은 ‘모

에캬라’라는 역시 2차원적 공상의 산물이 피규어로서 3차원공간에 실존

하게 되는 현상과 비교할 수 있다. 캐릭터가 미술의 문맥에서 2차원으로 

재현되었다가 풍선이라는 3차원의 물체로 환원되어 상업적 이벤트나 공간

이 있는 현실로 되돌아오는 현상은, 피규어와 오타쿠 문화의 맥락과 연관

시켜 생각할 수 있다. 무라카미의 피규어는 오타쿠계에서는 일반화되어 있

                                           
338 岡田, 『オタク学入門』, pp218-219. 
339 뉴욕 타임즈의 기사, 

http://www.nytimes.com/2010/11/25/arts/design/25murakami.html?_r=0, 

 http://hakata.keizai.biz/headline/514/ 등(최종 확인 2013년 8월14일) 

http://www.nytimes.com/2010/11/25/arts/design/25murakami.html?_r=0
http://hakata.keizai.biz/headline/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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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차원의 이미지를 3차원의 대상으로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미술의 맥락

에서 행함으로써 현실세계에서 유래하는 현상을 미술의 문맥을 거쳐 2차

원화 한 후, 또 다시 현실로 제시하는 환원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340  

 메이시즈 행진에 미술작가의 작품과 연관된 풍선이 등장한 것은 무라

카미가 처음이 아닌데, 2006년 제프 쿤즈도 그의 상징적 작품 중 하나인 

은색 토끼(<Rabbit>, 1986)를 대형풍선으로 제작하여 출품했다. 쿤즈의 

이름에 따라다니는 상업성과 키치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미술작품이라는 

명목과 상업적 색이 짙게 연출된 공간(메이시즈 백화점은 미국 내 798개

의 점포를 소유)에 이들의 대형 풍선이 부유하는 상태는 미술-캐릭터-상

업성 이라는 3가지 요소를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는 매우 흥미로운 상황임

에 틀림없다.  

 

 

3. 피규어와 오타쿠의 문맥 

 

 이 절에서는 무라카미가 오타쿠들의 ‘2차창작’의 산물인 피규어를 

미술품으로 재연출하여 제시하는 과정을 알아본다. DOB의 풍선처럼 기호 

화된 캐릭터 이미지가 3차원의 현실로 제시되는 현상은 오타쿠 서브컬쳐

에 있어서 캐릭터가 2차원에서 3차원적 현실로 소환되는 피규어의 제작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전술한 듯이 무라카미의 작품과 오타쿠적 성향이 

연관되어 그의 이름이 국제 미술계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무라카미의 

캐릭터 <Miss Ko2>가 피규어로 제시되어 미국의 갤러리에서 전시되던

                                           
340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무라카미는 이렇

게 미술의 문맥에서 제작된 오타쿠의 피규어를 오타쿠의 전당인 원더 페스티벌(ワンダーフ

ェスティバル. 1998, 1999, 2000, 2013년)에 전시함으로써 다시 한번 오타쿠라는 사회적

인 문맥으로 되돌리는 시도도 감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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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전후 시점이다. 바꿔 말하면 무라카미는 무명에 가깝던 미국 현지

에서 피규어화된 캐릭터를 통해 성공적으로 자신의 작업을 차별화 하기 

시작한 것이다.  

 피규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몇 가지의 오타쿠적 상식에 대한 지식

이 필수적인데, 우선 형식적으로, 캐릭터의 피규어는 오타쿠의 ‘2차창작 

(二次創作)’이라는 활동과 연관해 설명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소비의 

데이터들은 (원전이 있는 경우) 만화나 애니메이션 속의 캐릭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차원의 이미지로 존재하는데, 캐릭터의 열렬한 

팬들은 2차창작을 통해 스스로 2차원의 캐릭터를 3차원으로 입체화하여 

제작하여 자신이 사는 현실 속에 그 캐릭터를 배치하고자 한다. 눈으로 보

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 같은 공간에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만지며 말을 걸

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피규어들을 총칭하여 가레지 킷토(ガレージ・キット, 

garage kit)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프라모델처럼 대량으로 생산되는 취미

용 모형에 비해 비교적 소량 생산되는 모형들이며 주로 게임에서 유래하

는 미소녀 캐릭터나, 특촬영화에 등장하는 괴수, SF물의 우주선 등을 3차

원으로 제작한 것 들이다. 341  이 가레지 킷토를 만드는데 있어서 만화나 

TV화면 속에만 존재하는 2차원의 평면적인 대상을 그 이미지에 충실하면

서도 상상력을 동원하여 입체화하는 과정이 관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갖고 원형을 제작하는 전문 원형사(原型師)의 역할

이 중요시 된다. 이들은 특히 소녀 피규어의 원작을 패러디 하여 기본적으

로 보다 에로틱 하게 재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해야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오타쿠적 미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며, 솜씨 있게 입체화해야 한다.  

                                           
341 오다기리는 가레지 킷토에 대해 저서 『キャラクターとは何か』에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小田切, 『キャラクターとは何か』, pp.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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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이기 때문에 인물의 경우 1/5, 그 외의 전투무기나 괴수들은 

1/35, 더 큰 항공모함들은 1/72등 축소스케일이 규격화되어 있으며, 소량

제작 되기 때문에 대대적인 유통경로를 갖지 않고 가레키 즉매회나 1년에 

2번 열리는 ‘원더 페스티벌’342이라는 대규모 박람회를 통해 거래된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의 매매도 활발하다. 비교적 가격대는 높지만 매니

아 층에게 있어서는 가레키는 동경하는 대상들이 실제공간에 존재하게 되

는 궁극적인 환상을 현실화 하는 것으로 광적인 팬들도 많다. 이러한 ‘2

차창작’은 원래의 판권을 갖는 출판사 등에서 발매되는 원전에 재해석을 

가한 입체 또는 2차원의 패러디 작품들을 총칭한다. 현실적으로는 원작에 

대한 사용료나 로열티라는 문제가 걸려 있음에도 가레키의 제작과 매매는 

원작 작품의 인기를 증폭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원작 기업측에도 사실

상 2차창작을 묵인하고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2차창작의 인기가 원작의 

소비에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2차창작의 수량이 작품의 인기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1994년부터 구상되어 1996년에 비로소 제작된 무라카미의 <Miss 

Ko2>(1996)는 오타쿠계의 표현을 빌리자면 데이터베이스 소비에 기반을 

두고 모에요소를 응집시킨 무라카미 나름의 2차창작 작품이 된다. <Miss 

Ko2>를 비롯, <Hiropon>, <MLC>, <Second Mission Project Ko2>(1999) 

[도판32], 최근의 <3m의 소녀>(2013) [도판33], 까지 서브컬처의 제작

자 측이 효율적인 소비를 위해 전략화시킨 특히 에로틱한 요소에의 집착

은 무라카미가 제작한 일련의 피규어 작품의 신체적 특징, 그리고 그 밖의 

의상과 소품 등에서 그대로 발견된다. 더불어 무라카미의 피규어들은 형식

적으로 일반적인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 서브컬처 유래, 패러디, 하이어

                                           
342 원더페스티벌에 대한 내용도 같은 책에서 설명되고 있다. 小田切, 『キャラクターとは何

か』,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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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에 대한 저항, 단편적, 키치적 등 - 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한편, 

그 조형요소에 있어서는 일본의 문화적 특성이라 보여질 수 있는 에로티

시즘과 유아적 특징의 공존, 만화적 단순함과 과장, 디자인적 완결성 등을 

반영하고 있어, 이러한 양면성이 합해진 집합체가 그를 현대미술의 세계무

대에 오르게 하는데 크게 공헌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에 43만불에 낙찰된 <Hiropon>(1997), 2003년에 56만불에 

낙찰된 <Miss Ko2>, 그리고 기록적인 1천5백만 불에 낙찰된 <MLC(My 

Lonesome Cowboy)>(1998)등은 무엇보다 그 높은 가격으로 인해 국제

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그 형상만으로도 무라카미의 작품 전반에 대한 관

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우선 가장 선행하여 제작되었던 <Miss Ko2>

는 정밀하게 따지자면 무라카미가 최초에 만들고자 한 <Hiropon>이라는 

피규어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단계쯤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Miss Ko2>는 186x68x65센티미터인 금발의 소녀상이다. 비록 신장이 

거의 실제 인체사이즈와 유사한 등신대의 입상이라 할 수 있는데도 <Miss 

Ko2>의 형상이 실제의 인물의 골격과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그녀가 에반

게리온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아야나미 레이(綾波レイ) [도판34]에 대표되

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전형적 미소녀상을 모방한 것으로 10등신 이상으로 

보이는 긴 체형에 가는 팔다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긴 머리 뒤

에는 아즈마가 모에요소로 지적하던 커다란 리본이 달려 있으며, 얼굴의 

표현은 애니메이션 특유의 커다란 눈망울 속에 흰 반사광이 여럿 그려져 

있는 평면적인 두 눈과 거의 없는 듯한 코와 작은 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장은 남성이 봤을 때 섹시함을 느끼며, 여성이 입고 싶어하는 유니

폼으로 한 때 붐을 일으켰던 체인 음식점 ‘앤나 밀러스(Anna Miller’s)’ 

[도판35]의 유니폼에서 유래한 것으로 실물도 치마길이가 매우 짧은 디자



146 

 

인이었으나, 여기서는 그 특징이 보다 더 강조되어 속옷이 보이는 상태로 

설정되어있다. 어깨에 달린 부풀린 소매 또한 중요한 모에요소이며, 둥근 

가슴 또한 꽉 조이는 허리와 대비되어 강조되어있다. 목에서 치마 아랫단

까지 걸쳐진 앞치마도 중요한 모에요소 중 하나로, 카페에 들어서면 원피

스에 흰 앞치마를 걸친 서양 메이드풍 소녀들이 “지금 오셨어요, 주인님?”

이라고 외치며 남성고객을 맞고 주문을 받는 메이드 카페가 유행할 정도

로 오타쿠들의 동경의 대상이다. <Miss Ko2>의 이러한 설정은 1993년에 

18금 TV 게임으로 시작된 <베리어블 지오 ( ヴァリアブル・ジオ , 

Variable Geo)>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타케우치 유우카(竹内優香)의 모습

을[도판36] 3차원화 한 것으로, 이 게임은 그 후 히트하여 만화와 애니메

이션으로 OVA(Original Video Animation)343화 되어 연작으로 존재한다.  

 게임 속에서 타케우치는 앤나 밀러스를 패러디한 ‘한나 밀러스’의 

웨이트리스로, 소속이 다른 웨이트리스들과 전투를 벌인다는 설정이다. 이

러한 18금 게임은 대부분 스토리의 중요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우선시킨 모에요소의 집합체로서 캐릭터의 무의미한 노출과 

글래머한 신체조건이 기본이 된다. 무라카미는 피규어를 제작하는데 있어 

일본에서 독보적인 피규어의 생산회사인 카이요우도우(海洋堂)의 도움을 

받았다. 카이요우도우 소속인 가레키의 원형사 중 가장 유명한 보메(ボー

メ)는 무라카미가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전적으로 도움을 청한 오타쿠 업

계 전문가중 한 명이다. 그는 이 타케우치의 캐릭터와 원작 게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게임의 컨셉은 너무나도 특징이 없을 정도로 스

테레오타입의 오타쿠의 페티시즘에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이것이 오리지널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서, 제복페치(유니폼에 대한 페티

                                           
343  OVA란 초기에는 비디오, 최근에는 DVD의 판매와 대여만을 위해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TV방영이나 영화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장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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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즘)의 취향은 오타쿠 업계 전원이 동의하는 바이다.”344 그의 의견에서

도 알 수 있듯 <Miss Ko2>의 원형 타케우치는 한 명의 소녀상 이기 이전

에 짧은 제복과 앞치마, 긴 팔다리와 큰 가슴, 만화와 같은 눈, 코, 입이라

는 오타쿠계 내에서 규격화된 욕망의 집합체이며, 하나의 완성된 기호라 

볼 수 있다. 이 타케우치를 바탕으로 피규어를 제작하고자 하는 무라카미

에게 보메는 “그건 너무 한 거 아닌가요? 오타쿠 그 자체 잖아요! 아트가 

뭡니까?”345라고 반문했다고 할 정도이다. 무라카미는 이에 스테레오타입

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타케우치를 바탕으로 무라카미가 디

자인 하고 보메가 1/6 스케일로 제작, 후에 1/1로 재제작된 <Miss Ko2>

는 사실상 형태적 기호라는 측면에 있어서 오타쿠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

할 뿐 아니라, 제작에 있어서도 오타쿠업계 전문 원형사가 입체화한 후 현

실공간으로 재도입한 철저하게 오타쿠적 산물이었다. 이 작품은 무라카미

가 1996년 뉴욕 체재 시 알게 된 Feature, Inc.라는 화랑에 전시 되었으

며 이로서 오타쿠 계에서 현대미술의 문맥으로의 이동은 완성된 것이었다.  

 이러한 오타쿠계 피규어의 현대미술로의 진출은 그런데 무라카미에 

의해 처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 <Miss Ko2>의 구상에 앞선 1992

년, 대학원을 갓 졸업한 무라카미는 『미술수첩』대담에서 한 동료 미술가

의 오타쿠적 취향을 도입하는 작업의 궤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방식은 그가 이 후 10년여에 걸쳐 실행해 나가게 될 

노선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346 이는 무라카미와 오타쿠의 연관성이 동세

대의 미술가들의 그룹과 섞여 보다 추상적으로 지적되었을 당시 ‘일본의 

후기 취미적 미술 (ポスト・ホビー・アート・ジャパン, Post Hobby Art 

                                           
344 村上, 『召喚するかドアを開けるか回復するか全滅するか』, p.139. 
345 같은 책, p.140. 
346 中原浩大, 村上隆, ヤノベケンジ, 「“ポスト・ホビー・アート・ジャパン”座談会」, 

『美術手帖』, 美術出版社, Mar. 1992, pp.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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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 즉 취미생활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가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담이었는데, 1992년 시점에서 애니메이션 오타쿠들 사이에 인기

를 끈 미소녀 피규어를 먼저 현대미술의 문맥 속에 소개한 것은 나카하라 

코다이(中原浩大, 1961-)였다. 그는 일본 국영방송인 NHK의 연속 TV 

애니메이션 이던 ‘이상한 바다의 나디아 (ふしぎの海のナディア)’의 주

인공 나디아의 피규어를 제작하여 작품으로 소개한 바 있었다.347 [도판37] 

이 애니메이션은 쥘 베른(Jules Verne) 원작의 『해저2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초기 오타쿠의 가장 큰 관심사이던 SF계열 소설을 원작으로 

했으며, 95년에 TV시리즈가 방영된 이후 신세대 오타쿠들의 원점이 되는 

<신세기 에반게리온(新世紀エヴァンゲリオン)>을 제작한 안노 히데아키

(庵野秀明)가 애니메이션의 총감독을 맡아, 오타쿠의 혈통을 정통으로 갖

춘 애니메이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자신의 작

품으로 도입한 나카하라는 사실상 최초로 오타쿠의 문맥을 현대미술에 도

입하기 시작한 작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1992년 당시 무라카

미는 애니메이션과 피규어를 이용한 작품은 아직 제작하지 않고 있었으나, 

오타쿠의 세계를 경험은 했으며, 그러나 스스로가 정통 오타쿠는 아니라는 

것은 자각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348 

 이 세 명의 젊은 작가들의 대담에서 피규어를 작품으로 제시하면서 

“일단 가슴이 두근거렸으면, 두근거린 대상을 만들어볼까? 보여줄까?” 

라는 생각으로 피규어를 만들었다는 나카하라에 대해 무라카미는 “나는 

나카하라씨의 작품을 보고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 나와야겠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피규어는 나에게는 너무나 가까운 것이라, 내가 저렇게 해버

리면, 매니아들에 대해 창피해지니까요. 언더그라운드의 애니메이션이나 

                                           
347 같은 책, p.73. 
348 같은 책,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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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촬에는 엄격한 매니어가 있어서, 그들이 보면 한마디로 끝이 납니다. 

‘아니다’라고. 나는 그것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아요.”349 나카하라에 대

해 이렇게 비판한 무라카미의 입장은 매우 복합적인 것이었으리라 짐작된

다. 완성도에 있어 실패에 가까운 2차창작의 결과물을 오타쿠의 문맥을 모

르는 이들(미술계 인구) 앞에 가져가 작품으로 제시한 나카하라에 대해 

자칭 애니메이션 오타쿠였었다고 하는 무라카미가 적지 않은 불쾌감을 느

꼈을 수 있다. 오타쿠 서브컬처의 2차창작의 개념을 그대로 미술의 문맥으

로 끌어들인 나카하라에 대해 무라카미는 이 시점에서는 신랄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가 <Hiropon>으로 이어지는 피규어의 제작을 구상하

기 시작한 것이 이로부터 불과 2년 후인 1994년이다.  

 이 대담 기사에서 세 명의 작가들의 작품은 나카하라, 야노베, 그리고 

무라카미의 순서대로 지면에 실리는데, 다른 두 작가의 2페이지에 비해 나

카하라의 작품은 4페이지에 걸쳐 소개되고 있다. 특히 나디아의 피규어 작

품사진이 한 페이지를 크게 차지하고 있어 이 피규어의 이미지가 주는 효

과가 상대적으로 강조된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무라카미는 이 기

사에서는 <Signboard TAMIYA>(1991)를 비롯 전술한 란도세루를 이용

한 설치작품 <R.P.> 등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 <Signboard 

TAMIYA>를 통해 포괄적으로 오타쿠적 시점을 시사하고는 있으나, 오타

쿠 문화특유의 서브컬쳐적인 이미지는 없었다. 비록 대담을 통해 나카하라

를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라카미는 기사를 통해 오타쿠 문화의 성향

이 짙은 나카하라 작품에 대한 편집부의 관심이나 이미지의 강한 시각효

과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대담 내내 스스로가 나카하라보다 오타쿠임

을 강조하고 있던 무라카미로서는 당대의 서브컬처를 미술과 연관해 보려

                                           
349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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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좌담회의 취지도 포함해 오타쿠 문화의 미술의 문맥에서의 유용성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후 무라카미는 일본 미술계의 정체된 현상에 불만을 느껴 1993년

부터 미국 행을 준비, 락펠러 재단의 ACC(Asian Cultural Council) 기금

을 받고 뉴욕으로 떠난다. 하지만 막상 뉴욕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미국 

미술계에 접근할 도리가 없어 한 층 더 막막해진 그가 결국 새로이 구상

하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피규어의 제작이었다. 그의 이런 선택은 뉴욕 

미술계에 도전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써 오타쿠적 문맥을 활용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에서 체재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찾았던 일본 서점에서 우연히 목격한 한 애니메이션 잡지를 통해, 자칭 애

니메이션 오타쿠였던 과거를 회상하며 <Hiropon>등 피규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350 이 시점부터 무라카미는 도미 전의 시사성 

있는 작품 제작을 중단하고 오타쿠 문화 일변도로 작품의 방향을 전환한

다.  

 무라카미가 최초의 피규어로 구상하던 <Hiropon>을 제작하기에 앞서 

<Miss Ko2>를 만들게 된 이유는 그가 피규어를 제작하기 위해 도움을 청

한 전술한 보메를 비롯한 오타쿠 산업의 전문가들이 <Hiropon>의 드로잉

을 보고 오타쿠를 무시하는 디자인이며 이런 이미지를 피규어화 하게 되

면 오타쿠계의 큰 불만을 사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로 제작을 거부했

기 때문이다.351 무라카미는 이 이미지를 처음 구상하는데 있어서 “1992

년 여름의 코미케에서 구한 플로피동인지에 나온 거유소녀(巨乳少女, 역주: 

가슴이 큰 소녀)게임을 기원으로 한 디자인, 젖꼭지와 유방이 이상하도록 

큰 소녀의 도상에 일본의 서브컬처 역사의 두께와 과장된 미학, 일본인으

                                           
350 村上隆, 『村上隆完全読本: 美術手帖全記事 1992－2012』, 美術出版社, 2012, p.40. 
351 村上, 『召喚するかドアを開けるか回復するか全滅するか』,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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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섹스 콤플렉스, 기형화 해가는 오타쿠컬쳐를 일러스트화하자!”352

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Hiropon>의 원작이 되는 무라카미의 드로잉에

는 비키니 수영복으로는 도저히 가려지지 않는 비치볼 만한 거대한 가슴

을 가진 분홍색 머리의 소녀가 가슴에서 뿜어내는 흰 액체의 띠로 줄넘기

를 하듯 한 쪽 다리로 뛰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도판38] <Hiropon>의 

이미지는 미야다이가 말한 1969년에 등장한 미숙함/귀여움/성적이라는 캐

릭터가 혼재한 히로인의 설정에서 모든 모에요소가 극단적으로 과장된 형

태이다.  

 이처럼 무라카미의 의도는 단순한 오타쿠 피규어의 재현이라기 보다

는 오타쿠 서브컬쳐에 현대미술계에서 화제를 끌만한 시각 효과를 결합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Hiropon>은 <Miss Ko2>에 비

해 생김새에 있어서도 오타쿠들에게 “못생겼다”는 비평을 받고 노골적

인 육체의 묘사는 배척 받을 만큼 과장된 것이었다. 즉 <Hiropon>은 순수

하게 오타쿠적인 시각에서의 모에요소를 반영한 산물로 보기는 어려우며, 

오타쿠적 캐릭터에 기반하되, 무라카미에 의해 보다 현대미술의 문맥에 보

다 적합한 형태로 가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타쿠계에서 조차도 두 손

을 들 정도로 성적으로 왜곡된 이 작품은 오타쿠의 맥락이 아닌 현대미술

계, 그것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미술계를 향한 작품인 것이다.   

 무라카미의 현대미술계에 대한 의식은 <Hiropon>이전의 <Miss Ko2>

의 제작에서부터 그가 피규어의 사이즈에 주목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전형적인 피규어의 1/5 또는 1/6의 스케일은 오타쿠들의 특유의 미의식과 

소규모 제작의 현실적 한계에서 나온 크기이지만, 이 비례로 제작하여 미

술관이나 화랑에서 전시할 경우 보여지는 효과가 미비할뿐더러 1:1의 인

                                           
352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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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각이나 동상이라는 미술사상의 규모와는 비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

상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인체사이즈와 1/1의 피규어는 실제의 성적 대상

으로서의 여성이라는 현실감을 갖게 해, 팬들의 환상을 깰 수 있다는 우려

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터부시되어온 스케일임을 알면서도 굳이 등신대의 

피규어를 주문한다.353 <Hiropon>에 대표되는 전형적 피규어와의 차이, 즉 

엽기적 포르노그래피의 삽입과 서양의 조각사에 견주려는 듯한 스케일감

의 변화는 무라카미가 현대미술의 맥락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미술사적 관점의 제시를 위해 무라카미의 피규어와 뒤샹의 레디메이

드를 비교해 보자면, 레디메이드의 대표적 예인 뒤샹의 <샘>(1917)의 중

요성은 일상품을 미술제도 내로 편입시킴으로써 찾아오는 일상품의 의미

의 전환, 그리고 작가의 역할의 변화 등의 개념적인 측면에 있다. 이에 비

해, <Hiropon>은 오타쿠 문화라는 일본의 서브컬처의 산물을 미술제도 내

로 편입시킨 것으로, 개념적인 전환보다도 이 특정 서브컬처가 일본 현대

사회의 문제를 노골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사실이나, 오타쿠들의 기호화

된 에로티시즘에서 온 도발적이고 외설적인 생김새가 주는 인상이 무엇보

다 압도적일 것이다. 따라서 무라카미에게는 오타쿠 문화자체에 대한 관심

이나 오타쿠적 에로티시즘의 제시가 작품을 성립을 위해 중요성을 갖는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레디메이드가 일상품을 미술이라는 제도로 이식해 온 것임에 비

해 무라카미의 경우 피규어를 일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 

오타쿠계에서 생산, 유통되는 산물들은 일반적인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353  오타쿠계에서 1/1의 피규어는 무라카미의 <Miss Ko2>가 처음으로 1/1로 제작된 

이후에 카이요우도우(海洋堂)에 의해 에반게리온의 여주인공 아야나미 레이(綾波レイ)의 

1/1 피규어를 만든 것이 처음이다. 岡田, 『オタク学入門』, pp.22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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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역고유의 상상의 산물이다. 따라서 레디메이드가 미술계로 편입되며 

그 실질적 기능성(use-value)을 잃는데 비하여 피규어의 미술계로의 편

입이 유발하는 것은 단순한 기능의 상실이기 보다는 한층 더 복잡한 변화

이다. 피규어의 경우 기능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하며, 피규어

가 유도하는 모에로 대표되는 오타쿠의 욕망은 피규어가 미술계로 편입 

되면서 원래의 상정된 대상(오타쿠)을 잃게 된다.  

    바르트는 저서 ‘신화’에서 언어와 신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신화 속에서도 앞서 이야기한 기표·기의, 그리고 기호라는 3차원의 도식이 발견

된다. 그러나 신화는 신화 이전에 존재하는 기호학적 연쇄에서 출발해 세워진다는 

점에서 특수한 체계이다. 즉, 이것은 제2의 기호학 체계이다. 제1체계에서 기호(즉, 

개념과 이미지의 결합체)는 제2체계에서 단순한 기표가 된다. 여기에서 신화적 

파롤의 질료들(이른바 언어·사진·회화·광고·의식·대상 등)이 처음에는 아무

리 다르다고 해도, 그 질료들이 신화에 의해 포착되는 순간 순수하게 의미하는 기

능으로 환원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신화는 그 질료들 속에서 하나의 동일

한 원료(matière première)만을 본다. 그들의 통일성은 바로 그 질료들이 언어활

동이라는 단순한 지위로 모두 환원 된다는 것이다. 문자표기를 다루든 혹은 그림

표기를 다루든지 간에, 신화는 거기에서 기호학적인 첫번째 연쇄의 마지막 항인 

전체적 기호, 기호의 총체만을 본다. …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신화에는 두 개의 

기호학 체계가 있는데, 그 한 체계는 다른 체계에 비해 상자 밖으로 벗어나 있다. 

언어학적 체계, 즉 언어(혹은 그와 유사한 여러가지 표현 양식들)를 대상 언어활

동(langage-objet)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화가 자기 자신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탈취한 언어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화 자체는 그 언

어 속에서 첫번째 언어에 대해 이야기되는 두번째 언어이므로, 메타 언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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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éta-langage)이라 부르겠다. 메타 언어활동에 대해 고찰하는 기호학자는 대상 

언어활동의 구성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을 던질 필요가 없고, 언어학적 구조의 세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354 

 

뒤샹의 샘이 일차적으로 표상하는 것은 일용품인 소변기이다. 소변기는 1

차적인 기표이며 일상적인 용도로 기능하는 한 그 형태가 뜻하는 바를 이

해하는 대부분의 인구에 의해 해독 가능한 기의를 갖는 1차적인 기호로 

존재하고 있다. 바르트의 예를 빌어 사용하자면 “quia ego nominor leo” 

에 있어서 단순히 라틴어가 나타내고 있는 1차적인 뜻, 즉, “나는, 내 이

름은 사자이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언어-물체가 

그대로 미술이라는 2번째의 기호학적 시스템에 와서 전시장에 놓임으로 

인해 하나의 원료로, 기표로 역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시장에 놓

인 소변기라는 물체로 작용함으로써 메타 언어화되어 새로운 기의, 즉 미

술 작품으로 인식됨에 따라, 뒤샹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표상하는 레디메이

드라는 기호(sign)로 정착하는 것이다. 이는 곧 “quia ego nominor leo”

가 하나의 의미를 갖는 문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문법의 예로서 원래

의 언어적 의미를 비워가면서까지 총체적인 의미작용(문법의 해설)내에 

포섭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현대미술

이라는 신화가 완성되며 소변기가 20세기 최고의 예술품으로 재정의 되는 

현상이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무라카미의 <Hiropon>에 와서는 원래의 문맥(오타쿠적 사물)

에서 이동되어 현대미술이라는 영역에서 제시된 사물(피규어)이라는 문맥

상의 전환은 소변기에 있어서의 총체적 의미작용의 전환과 비교할만한 것

                                           
354  롤랑 바르트 저,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옮김, 『현대의 신화』, 동문선, 1997, 

pp.271-273. 원문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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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일차적으로 제시된 사물(피규어)의 상태가 변기처럼 기능성을 잃고 

레디메이드 미술작품으로 전환되는 명쾌한 전개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

가 발생한다. 즉, 이 피규어 입상 자체가 단순한 소녀상이 아닌 오타쿠적 

코드로 철두철미하게 기호화된 상태로 제시 되고 있으므로,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단순기능을 표방하지 않고 철저히 신화화된 언어가 제시된 

것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Hiropon>의 바로크 풍의 소용돌이 치는 머

리모양, 눈만 강조한 어린이 같은 얼굴과 이에 대조되는 기형적으로 풍만

한 가슴과 가는 팔다리는 오타쿠적 모에의 대표적인 특징들이다. 말하자면, 

대상 언어활동자체가 이미 오타쿠 문화라는 다른 체계의 메타 언어를 사

용한 것으로 이루어져, 피규어의 현대미술로의 전환에 있어서 1차적인 오

타쿠적 신화작용의 효과들(모에 등)이 무력화되는 일 없이 여전히 포르노

그래피로 기능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신화화 활동(현대미술로의 편입)으로

의 전개에 맞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피규어는 오타쿠 문화의 1차적인 신화의 효과들을 비우지 못한 체 

(소변기가 미술에서 원래의 용도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과는 다르게) 미술

의 문맥으로 뛰어들려 하는 것이다. <Hiropon>에서는 원래의 상징성을 상

쇄시킬(소변기의 기능가치가 현대미술이라는 전시기능으로 전환되듯) 수 

없을 만큼 모에의 기능과 상징성이 강력한 것으로, <Hiropon>은 오타쿠의 

문맥에서도, 현대미술의 문맥에서도 결국 하나의 상징화된 포르노그래피로 

존재한다. <Hiropon>은 문맥상의 이식을 통해 현실 속의 오타쿠적 사물에

서 현대미술 속의 미술품으로 이동하기 보다는 오타쿠라는 하나의 신화에

서 또 다른 신화적 구조(현대미술)로 평행이동하며 그 본질에 있어서 변

화를 겪지 않는다. 뒤샹이 하나의 오브제로서의 소변기를 현대미술의 제도

로 편입시키면서 일상의 모든 사물들에 걸었던 ‘마법’은 이미 오타쿠의 



156 

 

피규어를 통해서는 걸리지 않는다. <Hiropon>은 현대미술의 문맥 내에서

도 단순한 오브제가 아닌 독립된 상징체로 역할 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Hiropon>이 겪는 것은 한 신화적 구조에서 다른 신화적 구

조로 이동하면서 경험하는 제도적 차이와 이에 따른 관객의 변화이다. 오

타쿠계에서 제시되었을 때의 반응과 현대미술계에서 제시되었을 때의 반

응이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다. 모에를 이해하는 인구들에게 있어 

<Hiropon>이 ‘못생긴’ 피규어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데 비해, 그렇

지 못한 인구들이 <Hiropon>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는 누구에게 있어도 

자명한 형태의 특수성에 대한 관심, 즉 어리고 에로틱한 괴물에 대한 원초

적인 관심이며 말초적 자극에 대한 흥분 및 쇼크로 귀결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Hiropon>은 오타쿠계에서 벗어나 제시될 때 명확한 트라우마 문

화(trauma culture)가 되는 것이다. 이는 바르트 풍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신화의 질료자체의 특수함을 현대미술이라는 다른 맥락에 갖고 옴으로써 

새로운 청중 앞에 노출시켜 그 쇼크효과를 기대하는 형태로 보드빌

(vaudeville)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라카미는 미국에 뿌리 깊은 기독교적 윤리관이 허용할 리 없는 아

동 포르노와 다름없는 <Hiropon>이 기록적인 가격으로 거래되거나 심지

어는 공공기관인 미술관에 기증, 전시되는 현실이 역사적으로 미술이 포르

노그래피로 기능해 왔던 것에 비춰볼 때 컬렉터에게 있어서는 포르노그래

피로 기능하면서 예술이고 또 미술관에 기증함으로써 이미지의 세척(‘イ

メージのロンダリング’)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피규어 프로젝트

는 “그게 결국 당신들의 윤리관이군요, 유지되어야 한다는 하이어아키군

요, 라는 언급”이라고 하니, 일견 그의 미국에 대한 도전적인 자세를 표

명하는 듯 하나, 사실상 향수병을 달래려고 뒤지던 오타쿠 잡지에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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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원을 발견하여 그 후 수년간 제작에 매진해온 <Hiropon>에 대한 의

견으로는 꿈보다 해몽이 훨씬 좋은 듯 하다.355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오타쿠에서 미술관으로의 맥락의 이동은, 

<Hiropon>를 하나의 작품으로 보고 평가할만한 잣대에 변화를 가져온다. 

<Hiropon>이 오타쿠적 상품으로 제시되었을 때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보

다도 데이터베이스적 캐릭터로서의 <Hiropon>의 모에와 관련되는 직, 간

접적 효과가 될 것인데 비해, 현대미술에 있어서 <Hiropon>의 평가기준은 

이와는 판이한 역사성이나 전위성 또는 미적이거나 상징적인 내용의 표출

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의 오타쿠적 상품으로서의 

<Hiropon>이 현대미술계로 제시될 때 이미 현대미술의 평가기준은 

<Hiropon>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 사상적, 형식적, 그리고 내용적인 기

준이 변질되거나 무너진 후 라는 사실이다. 보드리야르가 지적하듯 예술이 

일상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예술을 예술이게 하는 범주들을 잃어가는 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브컬처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다시피 하는 유형의 

작품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뒤샹이나 워홀의 재탕이라는 상징성 외에, 더 

이상 그 고유의 상품으로서의 가치 이외의 평가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작

가의 손이 전혀 가지 않은 탈기술화 된 뒤샹의 샘에 대해 우리가 그 형태

나 색감 등 재현적 성질을 논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아이디어로 받아들였

기 때문에 <샘>의 혁명성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Hiropon>에 있어

서도 기존의 미술사적 기준을 대체할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Hiropon>과 같이 이미 현실세계 속의 서브컬처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대

상의 경우 이에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Hiropon>의 원래의 모에의 

                                           
355 東, 村上,「村上さんの言う「スーパーフラット」はポストモダンの欲望を説明していると

思うので」,『広告批評』,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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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어, 상품으로서의 평가이상의 것을 어렵게 하

고 있기 때문이다. 즉 <Hiropon>이 스스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미지의 근

원적인 배경의 특성 때문에 새로운 청중들이 기존의 예술에 대해 적용해

왔던 평가의 기준이 기능부진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Hiropon>은 새로운 미술계의 청중들을 향해 스스로

가 발단이 된 근원의 오타쿠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발생하

게 된다. 바르트의 예로 돌아가면, 1차적 기호가 메타 언어활동으로 편입

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의미 작용이 제한되고 의미가 비워질 필요가 

있는데356, 이는 <Hiropon>의 경우 오타쿠 문화라는 신화 내에 존재할 때

의 기호임에도, 현대미술의 문맥에 있어서 하나의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

에 사실상 그 의미를 지탱하는 것은 2차적 기호항, 즉 신화에 있어서의 기

의가 된다. 바르트는 이 항을 개념(concept)이라 부르는데, 이는 “신화를 

말하게 하는 동기”, 즉 신화적 상황의 배경이자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바

르트는 “(개념은) 상황으로 가득 차 있다. 개념에 의해 신화 속에 도입되

는 것은 곧 하나의 새로운 역사이다.” 라고 말하며, 라틴어 문법 연습에 

사용되는 문장의 예를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357  “그 우연성이 미리 

제거된 사자 leo 의 명명 속에서 문법의 예는 곧 나의 실존을 요청하게 

된다. 즉, 라틴어 문법이 교육되던 그런 시기에 나를 태어나게 한 시간, 사

회적인 차별작용에 의해 라틴어를 배우지 않는 아이들과 나를 구별하는 

역사, 이솝이나 혹은 페드르 속에서 이런 예를 선택하게 하는 교육 전통, 

속사일치 속에서 예증될 만한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보는 나 자신의 언어

                                           
356바르트식으로 말하면 의미(sens)가 형식(forme)로 전환되는 과정, 즉 의미가 형식이 

되면서 우연성을 잃고, 의미가 비게되고, 빈약해지고, 이야기는 사라지고, 문자만 남게되는 

과정. (바르트, 『오늘날의 신화』, p.276.) 
357 같은 책, 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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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습관들이 바로 그것이다.”358 즉 바르트가 말하는 ‘상황’은 신화

와 존재배경으로 필수적이라고 하며 신화를 말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Hiropon>의 예로 돌아가면, 신화적 차원의 배경이 성립되기 위해서

는 무라카미로서는 오타쿠 문화와 피규어 제작의 시스템(이라는 signified, 

metalanguage)이라는 상황을 2차항의 기의, 개념으로써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해 지는 것이다. 이 시대와 이 문화라는 실존적 상황을 통해야만 비

로소 <Hiropon>이라는 오타쿠의 피규어를 이용한 미술품이라는 기본적 

신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무라카미로서는 

이 오타쿠 문화라는 서브컬처의 시스템 자체를 현대미술이라는 맥락 속에

서 신화화 하는 작업에 분주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무

라카미는 피규어나 작품 제작에 있어서 과정과 관련된 거의 모든 요소들, 

생산에서 발표까지의 시스템을 오타쿠의 문맥 속에서 실시하면서 이 행위

자체를 도록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이미지화 하여 공개해 왔다. 

이러한 배경의 마련은 오타쿠적 상황을 체계적으로 현대미술의 틀 속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이자, 나아가 히로퐁과 현대미술의 관계성 설정을 위

한 필요 불가결한 과정이다. 

 무라카미는 오타쿠 문화와의 관련성을 본격적으로 내세우게 된 이후

로부터 전시 도록을 통해 오타쿠 문화에 대한 정통성 설립과 동시에 이러

한 문화의 현대미술로의 이항과정의 조명에 큰 힘을 쏟아온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의 「Superflat」전에서는 오타쿠 문화와 관련된 만화 스틸

컷, 캐릭터의 일러스트레이션, 서브컬처적 영향이 나타난 다른 작가의 작

품 등 오타쿠 문화에 대한 시각정보를 제공하는 도록359을 제작했다. 무라

카미가 기획한 그룹전이었던 「Superflat」전의 도록에서 도록의 대표글 

                                           
358 바르트, 『오늘날의 신화』, p.278. 
359 村上隆, 『スーパーフラット』, マドラ出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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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무라카미 본인 또는 무라카미의 작품에 대한 것인데 비해, 전반적

인 이미지는 변태만화의 한 컷에서부터 피규어의 대표 원형사 보메의 작

품 사진, 에반게리온의 감독 안노 히데아키가 찍은 원조교제하는 여고생에 

대한 영화(<러브엔 팝>)의 컷까지 소위 서브컬처적 세계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사진집과 이러한 이미지들에 대한 단편적인 해설(무라카미에 의

한)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 비록 객관적인 정보는 아니라 할 지라

도 일본의 오타쿠세계에 대한 감수성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2001년에 있었던 무라카미의 개인전의 도록『召喚するかドアを

開けるか回復するか全滅するか』360의 경우 순수한 작품의 이미지가 전체 

도록의 1/4이하인 반면, 제작에 관여한 인물들과 제작과정이 사진을 통해 

자세히 소개되면서 디자인부서, 채색부서, 홍보부서 등 그가 차린 공방 

‘카이카이키키’의 각 전문부서들의 작업과 대표자의 인터뷰까지 망라한 

것이었다. 무라카미의 작품의 소개에 항상 작품의 제작과정, 스탭, 운반, 

조립 및 전시의 과정전체가 빠지지 않는 것은 추측컨데, 제품의 제작에 있

어서의 오타쿠 문화적 정밀함과 계획된 치밀함이 작품의 존재를 뒷받침 

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며, 이런 오타쿠 문화적 상황을 현대미술과 접합하

기 위함일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다중적인 과정과 엄밀해 보이는 생

산과정은 작품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검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그 외

의 예술적인 가치나 질, 의미작용에는 기여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 도록에는 2001년 당시 주요작품으로 취급되던 카이카이와 키키의 

만화적 묘사나 <DOB>의 변형들이 주 작품으로 실려 있어, 얼핏 화집이라

기 보다는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애니메이션의 삽화집으로 보인다. 그만큼 

                                           
360 村上, 『召喚するかドアを開けるか回復するか全滅するか』, カイカイキキ,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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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과 주변인의 인터뷰 등으로 작품 과정과 공방 설립 당시에서부

터의 에피소드를 수 십페이지에 걸쳐 다룸으로써 단순한 삽화집이 되지 

않도록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뉴욕의 저팬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리틀보이 (Little Boy)」

전의 도록은 ‘일본의 폭발적인 서브컬처’라는 부제를 붙여서 무라카미 

스스로가 영향을 받은 애니메이터의 스틸컷, 영화의 장면, 고질라, 울트라

맨 등의 특촬 영화의 이미지와 스토리라인까지 담은 것이다. 이 도록은 전

술한 ‘오타쿠 토크’등을 동원하여 오타쿠라는 실체에 대한 호기심을 끌

면서 오타쿠 서브컬처에 대한 이미지와 다양한 필자에 이한 글들을 통해 

오타쿠에 접근하는 구성이다. 도록과 전시를 통해 무라카미의 작품이 표상

하는 것은 하나의 회화, 하나의 조각으로서의 완성도를 넘어선 그 작품의 

형상과 존재의미를 지탱하고 있는 오타쿠 문화라는 사회적인 움직임과 경

제활동, 산업적 기반과의 연관성이다.  

 반면 오타쿠의 현상이 현대일본의 사회적 폐해(로리콘, 미성숙, 무직, 

히키코모리361 등)를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무라카미가 작품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점은 서구에서는 사회윤리에 대한 발언의

식이 평가되는 현대미술의 문맥에 있어 감점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

라카미는 오타쿠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최소한 작품을 통해서는 비판적 

시점을 취하는 것을 봉인한 듯하며, 이를 대신하여 삽입한 것이 미술사를 

통한 일본적 정체성의 모색과 역사적 정통성이다. 아즈마도 그의 저서에서 

오타쿠 문화에 드러난 일본 에도시대 문화의 부활을 지적하는 등362 일부 

오타쿠 문화와 일본적 전통에 대한 연관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무라

카미의 경우 이러한 양상은 특히 에도시대의 미술과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361引きこもり. 사회와 단절되어 집안에 칩거하는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말.  
362東, 『動物化するポストモダン』, pp.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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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되는 화면의 평면성에 대한 의식과 장식성의 비교로 드러난다. 그는 

마치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여러겹의 레이어를 하나의 그림으로 결합하는 

순간처럼 일본에서는 하이와 로우가 모두 납작하게 늘어서있다 라며 이것

을 일본문화의 근저에 흐르는 감각으로 본다.363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나, 

결국 르네상스적 원근법이 적용되지 않던 시대의 회화와 같이 모든 것이 

전면(前面)으로 나열된 납작한 구도가 무라카미가 주장하는 일본미술사에

서 오타쿠 문화, 특히 만화와 애니메이션 표현으로의 영향이다.  

 그가 구체적으로 예를 든 일본화가에는 이토우 쟈쿠츄우(伊藤若冲, 

1716-1800), 카노 산세츠(狩野山雪, 1590-1651), 카츠시카 호쿠사이

(葛飾北斎, 1760-1849), 소가 쇼우하쿠(曽我蕭白, 1730-1781)등 모두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들로, 이들은 공통적으로 일본미술사가 츠지 노

부오(辻惟雄)의 저서인 『기상의 계보（奇想の系譜)』에 “에도시대의 표

현주의적 경향의 화가”로 연구된바 있는 인물들이다.364 무라카미는 이러

한 내용을 2000년에 출판한 『수퍼플랫(スーパーフラット)』에 실린 도

록 글 “수퍼플랫 일본미술론(スーパーフラット日本美術論)”을 통해 소

개하고 있다.365 이 글에서 무라카미는 총 6장의 에도시대 일본화를 예로 

들어가면서 7-80년대 애니메이션 작가들이 그린 화면들이 에도시대 화가

들의 작품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역설하고 있다. 그의 수퍼플랫이라는 조어

는 분명히 성공적인 것이 있으나,366 이 도록에 제시된 “수퍼플랫 일본미

술론”을 통해 무라카미가 전개하고 있는 에도의 일본화와의 연관성은 실

                                           
363 村上, 『スーパーフラット』, p.4. 
364 辻惟雄, 『奇想の系譜』, 筑摩書房, 2004. 
365 村上, 『スーパーフラット』, p.4. 
366  수퍼플랫으로 단어화 되기 전 super flat이라는 어휘를 사용한 것은 그의 LA지역의 

갤러리 Blum & Poe의 공동주인인 Peter Blum이 처음으로, 무라카미의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It’s super flat”이라고 이야기 한데서 무라카미가 힌트를 얻은 것으로 알려진다. 

(Lisica, 2010,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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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무라카미 작품에 있어서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가 예로 든 자신의 작품과 츠지가 언급한 작가들의 작품과의 연관

성은 불과 한 두 작품에서 밖에 찾아 볼 수 없다. 일부 인용을 사용하며 

그 논지를 살피면, 그는 츠지의 계보에 등장하는 작가들의 컨셉이 수퍼플

랫을 탄생시킨 시작지점이라고 밝히면서 “쟈쿠츄우, 쇼우하쿠, 산세츠 등

의 ‘기상’의 화가들의 화면구성법의 특징으로, 틈새가 없는 정면성으로 

초평면적 화면을 인식시키는 트릭을 때때로 사용한다”367는 점을 각기 예

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쟈쿠츄우의 예로는 <군계도(群鶏図)>(18C)[도판

39]에 등장하는 정면을 바라 본 닭, <수화조수도병풍(樹花鳥獣図屏

風)>(18C)[도판40]의 중심에 있는 역시 정면을 본 코끼리, 산세츠의 <노

매도 (老梅図)>(1647)[도판41]등에 그려진 매화 줄기의 꺾임, 쇼우하쿠

에 이르러서는 <당사자도(唐獅子図)>(1765-68?)[도판42]의 사자의 시

선과 물줄기의 흐름 등으로, 화면 표면에서 보는 이의 시선을 이동시키는 

장치들과 정면과 측면의 두 종류로 한정되는 시선의 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예가 화면의 평면성의 좋은 예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

운 점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이 6장의 일본화 이미지가 무라카미의 의식에

서 중요한 참고대상이 되고 있음은 그의 열변을 토하는 듯한 구어적인 표

현과 각 작가들에 대한 존경이 드러나는 어투가 여실히 전달하고 있다.368  

                                           
367 村上, 『スーパーフラット』, p.8. 
368  무라카미의 수퍼플랫 이론과 동서양의 원근법에 대한 연구는 토마스 라마레의 The 
Anime Machine: A Media Theory of Animation의 Part II. Exploded View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수퍼플랫 이론이 오타쿠와 에도문화의 전통과의 

연관성을 넘어서는 부분에 까지 미친다는 것이 라마레의 주장이다. 그는 무라카미가 

수퍼플랫을 통해 일종의 서구의 근대적인 시각, 즉 과학적 원근법의 부재를 강조하고 

있으며, 서양의 근대를 부정함으로써 일본의 포스트모던의 타당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무라카미의 논법은 두 가지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우선 과학적 

원근법의 부재라는 측면만으로 서양의 근대적 시각, 또는 시각방식을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다 다양한 원근법이 존재) 서양 근대의 적극적인 부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한 가지는 서양의 원근법, 또는 수퍼플랫이라는 전형적인 2분법론을 

주장함으로써 지극히 (그것도 과실이 있는)근대적인 방식으로 일본의 포스트모던적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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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flat을 이론화 시키는데 있어 오타쿠 문화와 기상의 계보를 연결

시키고자 했던 무라카미의 작품이 직접적으로 에도의 작가의 것과 비교된 

예는 같은 『수퍼플랫』에 수록된 <로즈 밀크 - 카노 산세츠에 바침(ロー

ズミルク - 狩野山雪に捧ぐ)>(1998)[도판43] 한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부제처럼 산세츠의 작품, 그 중에서도 매화가지가 역동적으로 굴절하면서 

화면에 뻗어나가는 작품을 의식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 작품은 마치 

<Hiropon>이나 <MLC>가 각각 모유와 정액으로 상상되는 흰 액체를 뿜

고 있는 모습과 연관 지을 수 있도록 흰 액체가 분수와 같이 위로 뻗었다

가 다시 옆으로 휘는 등 화면에서 요동치는 모습을 만화적인 음영을 사용

해 그린 것이다. 매화 나무의 가지가 뻗는 모습과 이 액체가 상하좌우로 

뻗는 형태는 매우 유사하게 의도되어 있는 듯 한데, 작품 제목에 헌정하는 

뜻을 달지 않았으면 두 작가의 연관성은 파악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상상

된다.  

 역시 같은 글의 “「Super Flat」의 계보”369라는 장에서 그는 에도 

화가들과 현대 일본의 애니메이션 화법을 비교하고 있다. 수 많은 애니메

이션 작가 중 특히 무라카미가 예로 든 인물은 카나다 요시노리(金田伊功)

로, 대표작으로 <은하철도 999(銀河鉄道999)>(1979)가 있다. 무라카미

는 “카나다들(제자 포함)은 그 경력 초기에 일본회화사의 문맥을 참조해

서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기의 ‘기상’의 화가들이 그리는 

작품의 화면구성의 역학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일본의 회화가 자연현상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마레가 수퍼플랫의 시각적인 처리를 통해 근대에서 

포스트모던으로의 사상, 시기적인 전이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우며 

일독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그의 작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Thomas Lamarre, The Anime Machine: A Media Theory of 
Animation의 Part II. Exploded View,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9.)  
369  무라카미는 초기에는 Super Flat으로 띄워서 표기하다가 후에 이를 하나의 단어, 

superflat으로 연결시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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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픽업해서, 많은 작품을 만들어온 것처럼, 카나다의 흥미는 폭발장면이

나 인간이나 로봇에 의한 특수한 포즈, 움직임에 집중한다.”370고 분석한

다.  또 무라카미는 카나다의 “그림의 방정식은 『기상의 계보』의 작가

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이미지의 제시나 

분석은 없으며, 글의 대부분은 그의 카나다 예찬, 특히 그가 감명받았다고 

하는 전투나 폭발 신에 대한 의견이다.371 사실상 무라카미의 글을 분석하

면 쟈쿠츄우나 쇼우하쿠, 산세츠의 화면의 평면성과 애니메이션 화면의 납

작함은 구체적으로 고찰되어지지 않고 있어, 무엇보다 그의 ‘기상’의 화

가들의 시대에 비해 현대적인 표현과 대담한 구도, 병풍화 특유의 시선을 

이동시키는 장치들에 대한 매료와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의 폭발 신에서 

느꼈다는 감동만이 되풀이 되어 서술되고 있다. 그의 글을 읽는 한, 이들 

기상의 작가들의 작품과 카나다를 비롯한 현대 애니메이션 작가들의 화풍

과를 논리적으로 연관시키기에는 적지 않은 무리가 있다.  

 글에서 부족한 연관성을 보충하려는 듯 이 책의 대부분을 이루는 도

판에 있어서도 무라카미는 애니메이션의 스틸화와 에도작가 들의 이미지

를 병치하여 표면적인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다. 도판의 첫 번째는 카나다

의 <은하철도 999>(1979)[도판44]의 폭발 신으로, 동영상의 컷들이 여

러 개 나열되어 있으며, 그 옆에 마주보는 이미지는 호쿠사이의 후지산을 

담은 판화 <부악삼십육경-산하백우(富嶽三十六景-山下白雨)>(1831?)[도

판45]이다. 호쿠사이의 판화의 구도와 색상의 대담함과 화면구성의 기발

함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으나, 여기서 비교되고 있는 두 이미지는 색

조와 풍경화적인 수평구도, 지면의 생략된 표현 위에 가해진 섬광과 같은 

사선의 삽입 외에는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370 村上, 『スーパーフラット』, p.8. 
371 같은 책, p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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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에서는 에도 화가들의 작품과 애니메이션의 대비가 계속 되며, 이

어서 활동중인 젊은 작가들의 서브컬처를 주제로 한 이미지들과 근현대 

일본미술과의 대비로 채워진다. 지그재그로 나뭇가지가 뻗은 산세츠의 <매

에 산조도 (梅に山鳥図襖)>(1631)[도판46]는 역시 카나다의 <안녕 은하

철도 999(さようなら銀河鉄道999)>(1981)의 폭발 신에서 희고 푸른 연

기가 화면을 횡단하며 솟는 모습과 병치 되어 있으며, 만화로 그려진 단발

머리 풍 소녀 이미지는 키시다 류세이(岸田劉生, 1891-1929)의 딸의 초

상 <야동녀도 (野童女図)>(1922)[도판47]와 대비되어 있다. 여기서 무라

카미의 의도는 분명하다. 즉, 그가 필요로 하고 있는 오타쿠 문화를 비롯

한 서브컬처 전반에 대한 정통성을 이미 그 우수성과 작품성이 인정되어 

있는 전통적인 이미지들과의 병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며, 그 중에는 

논리적으로는 결코 연관성을 증명할 수 없으나, 시대를 초월한 공통적인 

정서나 색감, 분위기를 통해 감성의 공통성을 시사하는 작품들도 적극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 구획된 면적 속을 단색으로 메꾸어가는 만화적인 표현

을 오타쿠 문화에서 온 것으로 단순화 시킨다면 수퍼플랫이라는 개념 자

체가 서브컬처의 모방이나 패러디로 일축될 가능성이 많은데 비해, 전통 

일본화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평면성이나 화면 표면에 대한 의식을 인용한

다면 수퍼플랫과 오타쿠와 일본미술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무라카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수퍼플랫을 화면상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전반이나 미술체계 내에 있어서의 구도로도 연관시키고 있다. 그는 일

본에서 미술이 갖는 불안정한 위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히 미술과 연예

계와의 연결에서 보듯 서브컬처화 되어가는 미술과 한편으로 독자적인 일

본화의 영역에 있어서의 특수한 가격구조, 스타 작가들의 신격화 등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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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의 제문제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제와 흐름을 정리

하기 어려운 산만한 글이 되고 있다.  

 그가 글의 결론으로 내세우는 것은 “파이오니아이고 에폭이며 아직 

보지 못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 일본, 전위, ART의 형태의 하나

인 Super Flat은 큐비즘이나 슈르리얼리즘, 미니멀리즘, 시뮤레이셔니즘처

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이즘인 수퍼플랫이즘이라고 말 할 수 있다.”

372라는 의미상으로는 불명확하나, 새로운 일본의 미술의 형태를 창조하고 

싶다는 뜻은 전달되는 문장이다. 그가 『수퍼플랫』도록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퍼플랫은 오타쿠적 표현, 즉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평면적인 화법과 일본미술사 속의 에도시대 작가들의 작업에 드러나는 평

면적 의식과 대담한 작품구도를 시대와 분야간의 격차를 일축하여 표면적

으로 연결시킨 이론이라는 것이다. 이 수퍼플랫의 개념은 오타쿠라는 키워

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던 무라카미의 활동을 특히 해외에서 급속히 

활성화 시킨 것으로, 비논리 적이기는 하나 이미지와 도록, 연계전시를 통

해 일본의 현대와 전통의 문화와의 연결고리를 각색해 작품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 역사적 배경을 제공한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Superflat이라는 조어는 무라카미 자신의 결코 논리정연하지 않은 글과 

적지 않은 무리가 있는 역사와의 교합을 넘어선 힘을 발휘하였으며, 그의 

바람대로 일본 미술의 한 시대를 개척하게 되었다.  

 그가 수퍼플랫을 제창한 것은 2000년이며, 이 후로 2001년 LA 현대

미술관 갤러리(MoCA Geffen Center, L.A.), 워커 아트센터 (Walker Art 

Center, Minneapolis), 헨리 아트 갤러리 (Henry Art Gallery, Seattle) 

등으로 수퍼플랫 전이 순회, 동경도현대미술관에서도 같은 2001년 무라카

                                           
372 村上, 『スーパーフラット』,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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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서는 일본의 현대미술관에서 처음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전시를 열었

고 2002년에 <Hiropon>이 뉴욕의 크리스티즈 옥션에서 기록적인 4800

만엔에 낙찰되기에 이른다. 수퍼플랫이라는 단순하면서 말 그대로 깊지 않

은 개념의 구축이 무라카미의 세계전략에 크게 이바지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그 자신도 이 단어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어 

홍보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 단어를 처음 발견한 1999년부터 2001년

에 이르기 까지 무라카미가 미술 잡지 『미술수첩』 에 소개된 것은 무려 

41회, 이 중 수퍼플랫이 특집이나 기사 제목으로 등장한 것이 8회로, 매

체에서도 이 새로운 조어와 무라카미와의 조합에 대해 호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무라카미의 전술의 뛰어난 점은 실질적으로 작품 상에 반영된 역사적 

맥락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매체, 도록, 전시, 수많은 인터뷰, 잡

지 연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의 작품과 고전적 전통과의 연관성, 그 

완충제로서 일본 회화적 전통과 애니메이션 화법과의 연관성을 되뇌기 때

문에 그의 언설을 통해 작품의 맥락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최소한도 그가 

수퍼플랫을 주장하던 2000년 전후 작업에는 그가 주장하는 만큼 강하게 

그의 작품과 일본의 전통회화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그의 그림에 전통성을 형상화한 요소가 삽입되는 것은 그로부

터 약 7년 뒤인 2007년 달마도를 제작하면서부터이다.373 그 사이 작품들 

                                           
373  무라카미와 일본화적 전통의 연관은 또 다른 논문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주제이나, 

그는 2001년을 전후 하여 일본화의 전통적인 주제가 되는 ‘설월화(雪月花)’를 

만화적으로 해석하여 DOB를 등장시키거나 얼굴 달린 꽃 그림인 

<코스모스(Cosmos)>연작을 통해 일본화의 전통적 화제(畵題)를 다룬 예가 있다. 이들은 

그러나 매우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코스모스>연작의 경우 

그 후 오래 그려지기는 했으나, 꽃의 표현이 전적으로 만화적이며 소재자체가 일본화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전통과의 연관을 강하게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부터 

캔버스 화면의 배경으로 금박 은박을 사용하는데, 이 역시 일본 장벽화와 기법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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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는 폭 넓은 서브컬처, 즉, 애니메이션, 피규어를 비롯하여 루이비통의 

로고 디자인이나 일본 방송국 캐릭터 디자인 등을 섭렵하는 상업자본과 

밀접한 활동을 벌여나가면서도 전통에 대한 언급은 뜸했다. 즉 2000년도 

시점에 있어서 무라카미에게는 그가 이전에 시사적 문제나 일본의 문제점

등을 작품을 통해 언급함으로써 얻었던 사회적 주목을 재현하기 위한 방

법이 필요했던 것이며, 동경대 명예교수인 츠지라는 일본미술사의 정통성

을 상징하는 인물과 그가 이미 마련해 놓은 『기상의 계보』의 선정작가

들과의 연관성을 통해 스스로를 재정의 했던 것이다.374 

 

 

4. 자본과의 관계 

 

 이 절에서는 무라카미가 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작품과 상품의 경계

를 넘나드는 방식을 살피고 있다. 캐릭터를 사용한 일상적 현실과의 접점, 

그리고 피규어를 동원한 서브컬처적 현실과 미술과의 동질화를 통해 무라

카미는 고급 미술과 저급 미술의 잇점만, 즉 고급 미술의 아우라라는 환영

과 저급 미술의 대중을 향한 시장의 양편을 취하려 한다. 시각적 상징성과 

자본의 원리를 한 몸에 결합한 꼴이 되는 캐릭터들은 결국에는 풍선의 경

우처럼 미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캐릭터산업

이라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일상과 미술, 나아가서는 직접적인 자본과 미

술의 경계의 와해는 무엇보다도 무라카미와 루이비통(Louis Vuitton)이라

는 프랑스 패션업체와의 협업과정을 통해 증명된다. 무라카미는 작가의 작

                                           
374  무라카미는 2001년 美術手帖에서 주최한 츠지와의 대담을 통해 수퍼플랫 도록에 

언급된 것과 같은 일본화와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辻惟雄, 村上隆 対談, 「『奇想の系

譜』を汲む者たち」, 『美術手帖』, 美術出版社, Nov. 2001, pp.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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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라는 고차원의 부가가치를 루이비통의 로고에 응축하여 이를 상품화 

한 후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작업에 성공했다. 무라카미와 루이비통의 협업

이 대성공을 거둔 것은 바로 캐릭터를 사용한 무라카미 작품이 내용적으

로는 제품의 장식적인 효과만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그 의미를 

비울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조형적으로 이미 상업미술의 언어를 구사했

었기 때문일 것이다.  

 패션이나 디자인 브랜드들은 상업적 성공을 이루면 보다 고차원의 마

케팅을 위해 모종의 문화적 깊이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종종 예술가

들과의 협업을 시도해왔다.375 그런데 종래의 협업이 미술가의 작품을 상

품 표면에 인쇄하는 등376 약간은 억지스럽거나 결과적으로 그다지 대대적

인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인상이 있는 이유는 정상적인 현대미술 작품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성된 기호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또 다른 맥락에 

존재하는 패션 상품과 있는 그대로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일종의 잉여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미술품의 형태와 의도를 같이 살리고서는 

상품과 결합할 수 없거나, 또는 미술품도 아니고 세련된 제품도 못 되는 

구차한 상품이 태어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미술의 맥락이 하나

                                           
375  패션과 현대미술과의 협동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리시카의 논문에 인용된 

「Art/Fashion」 전시의 도록에서 “토니 크랙(Tony Cragg)과 칼 라커필드(Karl 

Lagerfield)의 협업, 미우치아 프라다(Miuccia Prada)와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질 

샌더(Jil Sander)와 마리오 메르츠(Mario Merz), 올리버 헤링(Oliver Herring)과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 로이 리히텐스타인(Roy Lichtenstein)과 지아니 

베르사치(Gianni Versace), 아제딘 아라이야(Azzedine Alaïa)와 쥴리앙 슈나벨(Julian 

Schnabel), 제니 홀저(Jenny Holzer)와 헬무트 랭(Helmut Lang) 등의 예가 제시되어있다. 

(Celant, Germano (ed.) Art/Fashion New York: Guggenheim Museum SoHo, 1996 

도록에서 인용. Lisica, 2010, p.140) 뉴욕타임즈의 기사에서도 이와 같은 현대미술작가와 

패션 업계의 협업동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참조: 

http://www.nytimes.com/2007/11/08/fashion/08ART.html?pagewanted=all&_r=0 

2013년 9월20일 최종 확인) 
376특수한 예외로 작품과 상품의 보다 적극적인 결합을 시도한 키스 해링(Keith Haring)의 

작품들, 그리고 이들을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팝샵(Pop Shop)이 있다.  

http://www.nytimes.com/2007/11/08/fashion/08ART.html?pagewanted=all&_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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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품 보다는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에 있기 때

문에 미술작품이 그 형태를 바꾸거나 해체되는 일 없이 상품에 담기기 위

해 단순히 상품에 그 미술작품의 이미지를 인쇄하는 형식으로 양자간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왔다.377 즉, 작품 자체의 기표를 포기하거나, 

또는 기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상품과 결합할 여지가 없는데, 무라카미 

작품의 경우 그 이미지가 캐릭터에서 유래한다는 특징을 발휘해, 이미지의 

기의가 공허한 채로 적용될 수가 있어 보다 상품화가 용이했던 것으로 보

인다. 무라카미 디자인의 캐릭터들은 훌륭한 브랜드 로고, 그 이상도 이하

도 아닌 투명한 제품 로고와 디자인 양식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다.  

 엘리자베스 커리드(Elizabeth Currid)는 이러한 현상이 “미술가가 단

순히 상업적인 성공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앞장서서 추구하는 좋은 예”

라고 보며, 이러한 사업에서는 “관여하는 모든 집단들의 경제적 지평을 

확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만들고 있다.” 고 논한다. 378  커리드의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러한 형태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미술가’

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식되며 예술적인 성공여부나 예술성, 또는 예술

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부차적이거나 무관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여기서 

무라카미의 활동은 미술의 부가가치를 적극적으로 자본으로 합일화 한 것

이며 그 특유의 만화적 화법과 캐릭터화하는 기술로 무리없이 미술과 상

품을 일체화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2002년에 발매가 시작된 무라카미가 디자

인한 루이비통의 새로운 로고와 눈마크, 또는 눈코입이 그려진 벛꽃과 앵

                                           
377  예를 들면,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이미지가 인쇄된 여성 드레스, 앤디 워홀의 자화상 

등이 인쇄된 T셔츠, 에르메스(Hermes)사에서 제작한 요셉 알버스(Joseph Albers), 

다니엘 뷔렌(Daniel Buren)의 작품이 인쇄된 스카프 등이 있다.   
378 뉴욕타임즈의 기사.  

 http://www.nytimes.com/2007/11/08/fashion/08ART.html?pagewanted=all&_r=0 

(최종 확인, 2013년 9월29일) 

http://www.nytimes.com/2007/11/08/fashion/08ART.html?pagewanted=all&_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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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무늬의 제품들은 고가의 상품들임에도 불구, 첫 해에만 3억달러의 매상

379을 기록하고 매진은 기본, 상시 웨이팅 리스트를 자랑하는 히트를 이루

었다. 이렇게 무라카미와 패션하우스와의 협업이 대중적이며 성공적일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그의 디자인 자체가 일상에 사용되

는 제품의 특성에 맞추어 예술적인 무게를 느끼게 하지 않고 동시에 예술

작품으로서의 그 어떤 상징성이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루이비통의 로고는 물론, 눈을 표상하는 이미지들이나 눈코입이 그

려진 벛꽃, 또는 앵두 캐릭터들은 화려한 색채와 간결한 선을 자랑하는 장

식적인 성향을 보이며 가방 자체가 갖는 갈색이나 흰색의 단색 바탕을 지

루하지 않고 활기찬 표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무라카미가 이렇게 제작된 가방과 패션소품들을 일상과 미술과의 

경계에 놓고 동시에 자본과 미술과의 상호 침투현상을 활발히 북돋아 

주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2007 년의 LA 의 MOCA (Museum of 

Contemporary Art)에서 시작된 회고전「©MURAKAMI」에서 가장 

뚜렷이 제시된다. 그는 자신의 업적들을 총망라한 회고전을 개최하는 

미술관 전시장 속에 루이비통 매장을 열고, 자신이 디자인 한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대담한 활동의 배경에는 미술과 

미술시장, 세계굴지의 사업가이자 현대미술 컬렉터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계가 모두 모호해진 탓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시도는 무라카미가 오타쿠 문화를 미술계로 이식해온 것이나 

자본의 원리로 생성된 이미지인 캐릭터를 미술로 이동시켜 놓은 것과 

비슷한 사고방식으로, 이번에는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이라는 연결고리를 

이용해 자본주의의 상품 유통과정 자체를 미술계에 제시한 사례로 볼 수 

                                           
379 Hal Foster, Rosalind Krauss, Benjamin H.D. Buchloh, Yves-Alain Bois, Art since 
1900, Thames & Hudson, 2005, p.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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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물론 사회적으로 화제를 모을 수 있었고, 

자본과 예술이라는 테마로 만들어진 하나의 야망에 찬 설치작품과도 같이 

보여질 수 있던 것이다.  

 전시장 속에서 일종의 모의(模擬)가게를 여는 작가는 무라카미가 

처음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미술관 속에서의 모의판매는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또는 판매과정 혹은 매매라는 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에서 비롯된 작품일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이슈, 즉, 유기농 

제품이거나 아동 노동력을 동원하지 않은 또는 판매이익이 사회적인 

단체로 돌아가는 등의 의식적인 설정 하에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르는 일반적인 매매의 장은 미술관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미술관내 서점이나 기념품점 또는 카페, 레스토랑이 

맡아왔다. 이러한 공간들이 일상의 상업공간이라면 이들과 접해있을 

지라도 미술관의 전시장은 이와는 무관한 미술품의 전시를 위한 비상업적 

공간이었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가게가 전시의 맥락으로서 설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게는 근본적으로 여느 미술작품과 다름없이 

메시지의 전달 또는 특정 상황에 대한 주의환기 또는 비판의식의 제시를 

위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무라카미의 전시장 내 루이비통 매점이 기존의 

모의가게와 달리 특수한 점은 자본에 대한 비판의식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고 순수하게 자본의 원리 내에서 전개되는 일상적인 판매행위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판매된 제품의 개수는 총 214 개이고 이에 

의한 루이비통의 이익은 140 만달러로 알려진다. 380  캐릭터의 사용이 

무라카미의 작품 내에서 이러한 서브컬처 문화에 대한 커멘트가 아니라 

                                           
380  L.A. Times기사.  http://articles.latimes.com/2011/mar/05/entertainment/la-et-

murakami-suit-20110305    (최총 확인 2013.6.12) 

http://articles.latimes.com/2011/mar/05/entertainment/la-et-murakami-suit-20110305
http://articles.latimes.com/2011/mar/05/entertainment/la-et-murakami-suit-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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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그 자체로 사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술관 내 루이비통 

매점도 상행위에 대한 커멘트가 아닌 상행위 그 자체로 귀결된다.381  

 당시 수석 큐레이터 이자 무라카미 전의 도록 글을 쓴 폴 쉬멜(Paul 

Schimmel)은 루이비통 매점의 설치에 대해 “우리는 갤러리가 아닙니다. 

우리 서점 옆에 루이비통 매장이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 매장이 

상업적인 시설로 취급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매장이 

마치 전시장 한 가운데에 착륙한 우주선처럼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업시설을 차렸다가 (만에 하나) 미술관에 직접적인 이윤을 

가져오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비영리기관이라는 상태에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이비통과 무라카미가 그 

매장의 재정과 운영에 있어서 모든 것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매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382  라고 밝히면서 일차적으로 루이비통 

매점이 마치 미술관의 일부인 양 미술관서점 옆에 들어서는 것은 원치 

않았음을 언급한다. 이어서 매장이 상업적인 장소로 취급되는 것을 막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그의 발언은 루이비통 매장이 미술관에 

가져올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가늠하게 함과 동시에 누구 

눈에도 자명하게 상업적인 의도와 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역설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쉬멜의 결론은 마치 ‘우주선’이 전시장 한가운데 

                                           
381  무라카미 자신은 루이비통 대표인 이브 카셀(Yves Carcelle)에게의 이메일에서 

판매행위를 퍼포먼스 적으로 도입한 것 (원문"incorporate the 'act of selling' into the 

exhibition as a performance; which I believe is a scandalous act unthinkable at any 

other art exhibition.")이라고 이야기 한 기록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퍼포먼스적인 요소, 

상징성이나 시사성 또는 비평적인 시각에 제시된 행위가 아닌 현실적인 상거래로 끝났다. 

(같은 기사.) 
382 2009년 11월21일 LA Times와의 인터뷰 본문. 

 http://articles.latimes.com/2009/nov/21/news/la-OE-MORRISON21-2009nov21/2 

(최종 확인 2013년 8월26일) 

http://articles.latimes.com/2009/nov/21/news/la-OE-MORRISON21-2009nov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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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듯이 루이비통 매점을 설치 하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설정이며 

실현되지도 않았던 궁여지책으로 들릴 따름이다.  

 대담하고 비영리기관이라는 미술관의 역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전시방향의 설정은 보다 현실적인 미술관 경영의 문제와 이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LA 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인 MOCA 가 재정난을 겪고 

있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센세이셔널한 전시를 통해 입장객과 

화제를 끌기 위한 노력의 표출이라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술사가 토마스 크로우(Thomas Crow)가 1960 년대 폭발적인 인기를 

거두며 대량으로 판매되었던 미국의 팝아트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한 

“제품처럼 보였고 제품처럼 팔려갔다 (looked like products being sold 

like products)” 383  는 상태에서 ~처럼이라고 비유하여 부를 수 조차 

없고 그 자체인, 즉 “제품이 팔려가는 (products being sold)” 미술에서 

분리된 철저한 일상으로 되돌아온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팝아트가 레오 카스텔리와 일레나 소나벤드가 개척한 유럽대륙으로의 

수출대로와 초창기 미국 내 현대미술 옥션 회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이미지들을 제품처럼 매매하기에 이르렀다면 384 

무라카미는 이 모든 경로를 생략하고 미술관이라는 장을 빌어 럭셔리 

패션하우스와의 협업제품 그 자체를 판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라카미의 <Eye Love SUPERFLAT>(2003) 

[도판48]이라 불리는 일련의 회화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들에서 

무라카미는 마치 그가 루이비통과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가방을 전시장

에 제시한 것과 호환관계를 이루듯이 루이비통과의 협업을 통한 회화를 

                                           
383  Thomas Crow, “Historical Returns”, in Artforum, Apr. 2008, New York: 

Artforum International Magazine, p.289. 
384 같은 글,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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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에 이른 것이다. 이 <Eye Love SUPERFLAT>연작은 몇 가지 패

턴의 루이비통 가방의 표면과 동일한 루이비통의 모노그램로고와 마름모

꼴의 형상, 화려한 색의 눈의 아이콘이 함께 캔버스에 담긴 것으로, 더 이

상 이 캔버스가 루이비통사의 것인지, 무라카미의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

다.385 심지어 그는 실제로 루이비통이 가방의 제작에 사용한 (한 면에 문

양들이 인쇄된) 캔버스 천을 캔버스 지지체에 짜서, 에디션 있는 판화로써 

판매했다. 이러한 판매는 그의 2007년 LA에서의 전시 중 루이비통 매장

에서 이루어졌다.386  

 이는 <카이카이 키키>나 <DOB>처럼 캐릭터를 통한 우회적인 자본의 

이미지들에 익숙해진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명확하게 제시된 

자본 그 자체의 이미지, 또는 단순히 자본 그 자체(기사 이미지에서 추측 

하건데 약 30x30cm에 6000불~10000불)인 것이다. 무라카미의 <Eye 

Love SUPERFLAT>은 워홀의 달러지폐를 인쇄한 캔버스가 무색할 정도

로 지금까지 제시된 미술작품 중 물리적으로 가장 자본과 가까운 회화작

품이며 자본의 형태를 띤 캔버스라 할 수 있다. 푸들모양으로 꼬아진 풍선

을 본뜬 대형 크롬 조각을 만들기 위해 전속 갤러리가 파산할 각오를 하

고 대출을 받아 작품을 완성한 쿤즈의 에피소드나 리만 위기가 일어난 날 

옥션을 통해 스스로의 작품을 개인작가 판매최고가를 갱신해가며 판매해

버린 허스트의 파렴치함이 무색할 정도로 무라카미의 루이비통 회화는 노

                                           
385  루이비통은 이러한 캔버스 작품들을 통해 4백만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 

(http://latimesblogs.latimes.com/culturemonster/2009/06/art-fraud-lawsuit-

against-louis-vuitton-over-murakami-prints-to-go-forward-judge-rules.html 

최종 확인 2013년8월26일) 
386  이때 판매된 작품들이 판화, 또는 대량으로 생산된 가방을 위해 만들어진 캔버스라는 

사실을 모르고 단일작품으로 알고 구입한 LA의 구매자 클린트 아서(Clint Arthur)가 

루이비통과 MOCA에 대해 소송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LA 

Times기사http://articles.latimes.com/2011/mar/05/entertainment/la-et-murakami-

suit-20110305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다. (최종 확인 2013년8월26일) 

http://latimesblogs.latimes.com/culturemonster/2009/06/art-fraud-lawsuit-against-louis-vuitton-over-murakami-prints-to-go-forward-judge-rules.html
http://latimesblogs.latimes.com/culturemonster/2009/06/art-fraud-lawsuit-against-louis-vuitton-over-murakami-prints-to-go-forward-judge-rules.html
http://articles.latimes.com/2011/mar/05/entertainment/la-et-murakami-suit-20110305
http://articles.latimes.com/2011/mar/05/entertainment/la-et-murakami-suit-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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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적이며 대담하게 자본과 예술을 통합하고 있다.  

 일본의 팝아트라고 불리는 무라카미 계열 작가들의 작품과 팝아트의 

원조 워홀 등의 작품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 곳에 있다. 워홀의 경

우 자본과 제품소비라는 일상에서 영감을 얻어 이를 작가라는 필터를 통

해 재현의 과정을 거쳐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다면, 무라카미의 경우 자본

으로 구성된 제품, 그리고 이의 소비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앤디 워홀이 맨 처음 캠벨 스프캔을 화폭에 담았을 때, 또는 리히텐스타인

이 미키 마우스를 캔버스에 그렸을 때 이들의 행위는 5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대상을 보고 이를 화면에 재현한다는 무척 고전적인 

미술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무라카미가 제시한 것은 루이비통이 가방이며 기업의 캐릭

터이자 오타쿠의 피규어인 것이다. 무라카미의 작품이 옥션에서 고가로 팔

리는 이유와 그의 루이비통 제품이 잘 팔리는 이유는 같은 것일 것이다. 

둘 다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원리하에 소비자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제

작되고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논리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성격이 그 

어느 미술작품보다도 강하기 때문이다. 현대미술에서 항상 이름이 거론되

는 가장 자본과 가까운 작가로는 데미안 허스트와 제프 쿤즈를 들 수 있

을 것 같은데, 특히 이중 쿤즈와 무라카미가 수 백명의 조수들이 컴퓨터 

상으로 제작을 진행하고 대형 공장과 같은 규모의 작품제작 시설을 세계 

각지에 갖고 일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 벤자민 부클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

다. “각각의 경우에, 시장이 (제작)방식을 구성하고 있다; 어떤 의미로는, 

시장이 바로 예술의 매체가 된다.”387 현대미술의 기준이 점차로 자본으

로 구성되어 가고 있다는 시대에 자본이 매체화 한다는 표현은 참신한 것

                                           
387 Benjamin H.D. Buchloh,“Farewell to an identity”, Artforum, Dec. 2012, New 

York: Artforum International Magazine,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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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동시에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388  

 보들리야르는 워홀의 캠벨스프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논한다. 

“1962년의 경우 발생한 것은, 사실상, 미술의 세계에 상품이 침입한다는 

트라우마였다.”389 워홀에 있어서의 침입이 회화적인 기법을 통한 일종의 

침입의 시뮤레이션 이었다는 점, 즉 상품의 이미지가 회화적 지지체의 화

면을 차지하는 상징적인 침입이었다면, 무라카미에 있어서의 미술의 세계

와 상품의 관계는 보다 더 직접적인 침입으로, 상품 그 자체가 상징화 되

는 일 없이 미술 세계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일말의 폭력성 마저 느

끼게 하는 물리적인 상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보들리야르가 미국

의 팝이후 작가들에게서 엿보았던 경향, 즉 시뮬라크르의 세대에 태어난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시뮬라크르야말로 현실이었으며, 이들에게 더 이상 

미술이라는 활동을 통해 현실을 기호화하는 작업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늦은 일이라고 지적했던 상황에서 한걸음 나아가 무라카미는 미술 세계를 

통해 오타쿠적 조형물이라는 시뮬라크르를 또 다시 시장경제라는 현실로 

제시하고, 잇달아 시장경제를 미술관에서 제시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뒤샹에 의한 레디메이드의 제시로 세계전체가 레디메이드화 = 미

술화 된 이후 이러한 미술의 ‘마술적 조작’390을 풀어 12시가 지난 신데

렐라의 마차와 같이 다시 한번 호박넝쿨의 모습으로 돌려 논 것이 진정한 

무라카미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88  2008년의 무라카미의 회고전에 대해 대부분의 전시평이 그의 작품에 대한 것이기 

보다는 설치된 루이비통 매장 또는 판매된 제품에 관한 것임을 볼 때 시장이 매체라는 

부클로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참조: http://articles.latimes.com/2011/mar/05/entertainment/la-et-murakami-suit-

20110305 

http://www.highsnobiety.com/2007/12/13/louis-vuitton-x-takashi-murakami/ 

http://www.nytimes.com/2007/11/08/fashion/08ART.html?_r=1&oref=slogin 등. 최종 

확인 2013년11월20일.) 
389 ボドリヤール, 『芸術の陰謀:消費社会と現代アート』, p114. 
390 같은 책, p78. 

http://articles.latimes.com/2011/mar/05/entertainment/la-et-murakami-suit-20110305
http://articles.latimes.com/2011/mar/05/entertainment/la-et-murakami-suit-20110305
http://www.highsnobiety.com/2007/12/13/louis-vuitton-x-takashi-murakami/
http://www.nytimes.com/2007/11/08/fashion/08ART.html?_r=1&oref=s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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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3차원에 존재하는 무라카미의 작품들은 더 이상 미술이라는 환

상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오타쿠의 현실이자 자본의 현실로 

보는 이를 환기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기호화되었던 현실을 단숨에 생생한 

현실로 되돌리고 있다. 무라카미는 루이비통의 가방을 전시장에 제시하면

서, 또 오타쿠적 캐릭터를 3차원의 피규어로 제시하면서 현실의 기호화라

는 신화제조기 (kaikai kiki 사무실)를 거쳐 신화의 베일을 씌운후 다시 한

번 현실에 던져 놓고 있는 것이다. 결국 뒤샹의 레디메이드는 무라카미를 

통해 일상에서 전시장을 거쳐 계산대로 올려져 현금으로 정산되는 운명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난 세기의 현실의 예술화에 대한 마술을 푸는데 기

여한 것이 자본이라는 점은 비교적 명백한 것인데, 동시에 이와 같이 자본

이 매체화 되는 것의 최대의 문제점은 바로 이를 통해 전할 수 있는 메시

지가 공허하다는 점으로 자본이 고갈된 이후, 즉, 작품 가격의 버블이 사

라지고 유통을 가능하게 해온 대형기업이나 대주주들이 사라진 이후 과연 

무엇이 이 작품들의 지지체로 남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 같은 무라카미 작품의 상업성과의 모호한 관계 와 미술과 일상 사

이의 어지러운 도착적 왕래때문에 그의 작품에 대한 미술사적/ 건설적인 

평가는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다. 무라카미의 작품이 끝없이 그리고 정확

하게 그의 의도대로 미술계가 아닌 일상의 현실과 근접해 있다는 사실, 그

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 즉 예술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비판

적인 시각이나 평가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바

꿔 말하면 예술로서 평가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그의 화려한 

작품과 마찬가지로 화려한 무용담(국제 옥션과 미술시장에서의)에 가려져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시도에 도전한 이로는 무라카미의 회고전「©MURAKAM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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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에 글을 실은 휘트니 미술관의 큐레이터 스콧 로트코프 (Scott 

Rothkopf)가 있다. 그는 「 무라카미 타카시: 사업에의 충성(Takashi 

Murakami: Company Man)」이라는 글에서 그의 작품이 서구 아방가르드 

예술의 평가 잣대, 즉 최소한의 선에서라도 대중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혐

오감을 전제해야 하고 동시에 스스로의 상태에 대한 비판적인 재평가가 

꾸준히 일어나야 한다는 두 가지의 조건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한다.391 로트코프는 무라카미의 ‘사업’영역이 기존의 화실

이나 미술의 운영형태에서 이미 벗어나 있음을 이 글을 통해 제시하고 있

는데 특히 그가 일본의 오타쿠 계열 대중문화의 양식을 흡수하기가 무섭

게 그 상업적인 혼돈 속으로 자신이 만든 상품들을 뱉어내기 시작했다고 

한다.392  

 로트코프가 그 중의 한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이 식완(食玩. 쇼쿠간)이라

고 불리는 장난감의 장르인데, 이는 쵸콜릿이나 껌등 과자를 사면 같이 붙

어오는 소형 장난감 또는 마스코트의 형태를 한 인형들을 가리키는 것으

로 일반적으로 손바닥만한 과자상자에 삽입되어 있는 것들이다. 무라카미

는 전술한 <Miss Ko2>나 <DOB>의 형상을 한 인형 등을 2003-2004년 

사이에 이러한 식완의 일종으로 판매한 적이 있어, 껌 한 상자를 사면 무

라카미의 초소형 작품이 무료로 따라오는 상품을 선보였었다.[도판49] 그 

가격은 일반적인 과자의 가격보다는 약간 높은 350엔, 약 3500원 정도로, 

편의점에서 판매되었는데, 각각 종류별로 약 3만개의 에디션이 있고 일련

번호까지 달린 것이었다. 무라카미는 이러한 식완의 종류를 약 50종 만들

                                           
391  원문이 매우 함축적이면서도 명석한 표현이기에 인용함. “…Western avant-garde 

art has long been premised, at least to some degree, on its fundamental antagonism to 

mass culture and on its ongoing critical reappraisal of its own conventions – twin aims 

that Murakami’s corporate project cannot easily be claimed to fulfill.” (Rothkopf, 

“Takashi Murakami: Company Man”, ©MURAKAMI, p133.) 
392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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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 지는 구입하여 뜯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게 

하였기에, 종류별로 50개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당수의 껌을 구입

하지 않으면 안될 뿐 더러, 운이 나쁘면 영영 모든 종류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법은 일본의 과자류 판매에 있어서, 특히 

수 십 년간 꾸준히 판매되어온 신선미가 덜한 과자들(캬라멜이나 쵸코렛

등)의 마케팅에 사용되어왔다.  

 이러한 무라카미의 방식에 대해 로트코프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

다. 그는 무라카미가 피규어의 제작에 있어서 오타쿠 문화의 정통성을 상

징하는 카이요우도우와 협업 하에 진행했다는 점을 과자상자에 끼어오는 

설명지를 통해 밝히며 이로 인해 그의 상품들의 “예술적인 훌륭함(무라

카미의 단어)”을 보장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들어 “무라카미가 ‘예술품’

의 자격을 ‘무료’  노리개에게 부여하기 위해 대표적인 상업적 모델링 

전문회사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의도되지 않았지만) 매우 역설적이

다.”393고 보고 있다. 로트코프의 지적에서 돋보이는 것은 이처럼 무라카

미가 서브컬처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역으로 미술품으로서의 입지를 단

단히 하려고 하는 등, 미술 영역과 현실적인 상업의 경계를 대중문화를 통

해 넘나드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조

차 희박하다는 것을 꼬집은 점이다. 따라서 그가 필요한 곳에 미술계의 규

범을 적용하고 (예술가로서의 작가 자신, 전시 경로나 작품의 가격) 또 그

런가 하면 오타쿠의 방식도 도입하며 때로는 식품산업의 마케팅 도구도 

사용해봄으로 해서, 미술과 미술품, 일상과 대중문화의 경계를 끊임없이 

허물어 더 이상 미술계의 비판의식에 따른 규범 하에서는 통용되기 어려

운 형식과 내용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93 Rothkopf, “Takashi Murakami: Company Man”, ©Murakami, p.138. (괄호는 원문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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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트코프는 무라카미의 행위자체에 미술에 대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대미술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비판의식이 철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우회적으로, 그러나 명확하게 지적한다. 그의 작품들은 로트코프가 

말하는 ‘비평적 테두리(critical framework)’속에서 스스로의 입지를 

찾지 못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종종 무라카미의 작품들은 마치 그가 

「리틀 보이」전에서 일본의 오타쿠 문화를 있는 그대로 소개했듯이, 대중

문화의 일부로서 스스로를 제시(present)할 뿐이지 재해석이나 비판의식

을 갖고 현대미술로서 재현(represent)된 대상들이 아니다. 이들은 비판

의식의 결여 때문에 작품이 되기 보다는 캐릭터를 사용한 상품 또는 제품

에 가깝게 된다.  

 

아이러니에 대한 질문은 비평적인 거리에 대한 의식을 드러내기 때문에 매

우 중요한데, 이는 이러한 비평적인 거리가 진보적 예술이 감시한다고 생

각되는 상업적 구조들에 대한 무라카미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커버하고 있

기 때문이다. 아이러니는 예를 들어, 워홀이 상업과 스펙터클의 시각용어들

을 무비평적으로 복제하였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사용되어 왔

다. (비록 논쟁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지만.) 무라카미에 대해 글을 쓴 작가

들 중에는 그의 상업적인 활동들에 대해 역설 또는 비평적인 측면을 부여

하려 해왔으나, 나에게는 대부분의 경우 그의 논리는 그의 작업들을 이들

이 그다지 잘 어울리지 않는 비평적인 범주 내로 편입시키려는 (대부분 좋

은 의도에서의) 솔직하지 못한 시도로 보여진다.394  

 

로트코프는 이와 같이 무라카미의 상업적인 활동들에 대해 그 내부에 비

                                           
394 같은 책,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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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인 주장을 싣고 있는 듯이 평가하려는 시각에 대해서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작가의 이러한 활동들이 비평적인 기능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럴 의도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결국 무라카미

의 활동들이 더 이상 예술의 범주에서 해석될 수 없는 것이고 현실세계의 

상업제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논의되는 대상(또는 더 이상 논의의 필

요가 없는 소비품)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게 되는 시점이라 볼 수 있

다.  로트코프는 예술 감상자들이 갖고 있던 “자본주의의 대중문화적 효

과들과 예술의 의사(擬似)-자동주의적 효과들 사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나야만 한다는 모더니즘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믿음” 395이 또 다시 

(과거에 와토, 마네, 다다, 워홀에 의해 그랬던 것과 같이) 깨지는 순간임

을 시사하고 있다.  

 무라카미의 경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예술의 영역에 

대한 의식이 아방가르드를 표방하는 과거 모더니즘 작가들의 전투적이라 

할 만큼 선진적이려고 하는 전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즉 그의 흥미

는, 다양한 일상계의 현상들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보다 전위적인 

활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로 불리는 스스로가 지극히 일상적

인 (자본주의 경제에 입각한) 생산활동을 벌이거나 생산시스템을 경영하

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롯본기 힐스가 오픈 할 당시 대형 광고기획사가 

맡아 진행하던 캐릭터 디자인과 상품 제작을 오픈 3개월을 남겨놓은 상태

에서 전격 교체 받아 카이카이 키키 사무실이 진행하거나, 예술적 방향성

에서 동떨어진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예술영화 전문이 아닌 일반 상영관에

서 상영하게 되는 등, 무라카미의 비예술적인 방면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예술과 비예술의 

                                           
395 같은 책,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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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는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일상적인 세계에 발을 내려놓고 활약하는 

사업가로 보이기만 한다.  

 

 

 5. 수퍼플랫이라는 카모플라쥐 

 

 이 절에서는 앞선 무라카미의 작품들에 내한 논의를 총괄하고 그의 

수퍼플랫 이론을 같이 살피면서, 그의 활동들이 서구의 미술계를 향한 전

략임을 밝히고 있다. 오타쿠 문화의 인용을 비롯한 무라카미의 작업 활동

을 살피면 그가 일본 국내가 아닌, 서구미술계를 의식하여 작업을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경력 초기부터, 무라카미가 오타쿠의 전도사처럼 된 동

기는 그의 ‘포스트 하비 아티스트’로서의 전력이 아니라 (나카하라가 

그보다 앞서 미술과 오타쿠의 시도를 했을 때도 무라카미는 부정적인 태

도를 보였었다.) 그가 미국 뉴욕에 가서 현대미술의 본고장에서 느낀 소외

감과 슬럼프이다. 미국이라는 토양이 그에게 일본화(日本画)라는 지역적인 

사조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오타쿠 작가로서, 나아가서는 보다 넓은 범위를 

시야로 넣은 현대미술가로서 활동하게끔 하는 근본적인 자극이 된 것이다.  

 무라카미가 일본에 있어서는 팬보다도 앤티팬이 훨씬 더 많은 작가임

은 자타공인하는 사실인데, 이러한 이유의 큰 부분이 그가 일본에서는 서

브컬처의 일부로 존재하는 오타쿠의 컨텐츠를 자신이 오타쿠의 대표인양 

서구에 소개했기 때문이다. 오타쿠들은 무라카미의 이러한 위치 때문에, 

웹상에서 그에 대한 불만을 공론화 시켜갔다.396 오타쿠의 입장에서는 무

                                           
396  단편 적인 예로: 왜 무라카미 타카시가 오타쿠로부터 지탄 받는가 트위터 발언 모음 

http://togetter.com/li/46166,  

무라카미 타카시에게 화가나는 것은 왜일까 모음 

 http://mojix.org/2010/09/03/murakami-mukatsuku,  

http://togetter.com/li/46166
http://mojix.org/2010/09/03/murakami-mukatsu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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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카미의 피규어나 작품들이 그다지 잘 그리거나 만들지 못한 아류로 밖

에 취급할 수 없으며, 그런 작품을 해외에서 원래 가치의 수 천배로(비록 

경매 거래는 작가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지만) 매매하는 행위는 지탄

될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런 골수 오타쿠 중심의 무라카미에 대한 

반발들은 미술계에 있어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그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라카미가 이러한 작업방식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의 인기이자 주목임을 알 

수 있으며, 그는 이에 성공해왔다.  

  그가 최소한 도록이나 인터뷰 등 작품 외적인 발언을 통해 강조해 온 

점은 일본의 오타쿠 문화가 미국과의 영향을 원동력으로 발전해 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제1장에서 살폈듯이「리틀 보이」전시 도록에 삽입된 다양

한 글들을 통해 그는 오타쿠라는 미성숙의 상징과 같은 남성상의 형성과

정에 있어서 미국에 의한 일본에의 피해와 이에 따른 일본의 콤플렉스를 

지적하고 있다.397 그 결과로서의 오타쿠 문화는 한편으로는 전투와 전쟁

이 테마가 되는 공중폭격으로 인해 초토화 된 대지나 원자폭탄으로 버섯

모양 먹구름이 솟아나는 일본의 이미지를 담은 것들, 또는 반대로 스토리

에 대한 중요성도 상실한 채 귀엽고 미숙한 여성이미지를 통해 카와이이

와 섹슈얼리티의 결정체를 소비하는 모에캬라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두 종류의 오타쿠 컨텐츠 중, 무라카미가 수퍼플랫을 선언하면서 

두 번째 노선으로 돌아 선 것, 다시 말하면, 전후 미국과의 마찰 속에서 

일본 속에 심어진 공포의 이미지를 시각화 한 오타쿠의 표현들은 제시하

는 일 없이, 소녀상을 내세워 일본의 미숙함과 귀여움을 앞세움으로써 효

                                                                                                           

무라카미 타카시를 때리고 싶은 이유 블로그  

http://d.hatena.ne.jp/Lobotomy/20100901/p1 등이 있다.  (최종확인 2013년12월12일) 
397 무라카미 자신의 주장은 Murakami ed., Little Boy, p.22. 

http://d.hatena.ne.jp/Lobotomy/20100901/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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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역사성을 소독’해낸 것은 그의 제작활동이 기본적으로 국외

의 서구사회를 향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사와라기는 

“만일, 수퍼플랫의 기원에, 핵의 투하에 의한 시민의 대량살상이나, 동경

대공습에 의한 동경의 폐허화 등의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있어서의 미국의 

폭력이 개입되어있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면, 이는 미국에게는 받

아들이기 힘든 것이 될 것이다.”398라고 보며, 무라카미가 의도적으로 오

타쿠 컨텐츠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을 제거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수퍼플랫을 탄생시킨 것이 일본사회의 고유성이라기 보다

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휘두른 폭력과 점령”399임에도 불구하고 무라카

미가 이 도구를 사용해 미국에 진출하는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며, 동시에 무라카미 나름의 역경에서 출발한 창의적 성과라 할 

수 있다.  

 무라카미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미술계와 애증관계를 생각할 때 

수퍼플랫으로 그가 내세운 납작함의 회화는 그 마니페스토의 논리적 허술

함과 전통/오타쿠 문화와의 비체계적 비유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의미를 지

니게 된다. 최소한 무라카미가 생각하는 한 수퍼플랫은 미국에 대해 던져

진 도전장이며 미국의 현대미술이 갖고 있는 권위에 최대한의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론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 등장했을 때부터 포스트

모던 또는 이것의 말기쯤에 서 있는 무라카미로서는 일본이 해결하지 못

하고 있는 근대라는 문제, 또는 과거, 즉, 공유된 역사의식과 자본의 효과

적인 성장, 과학적인 지식의 체계적인 발전을 부정하는 것이 스스로의 설 

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일본화의 문하생으로 11년

                                           
398 椹木, 「スーパーフラットからGEISAIへ：村上隆の近未来をめぐって」, 『ユリイカ』, 

p.93. 
399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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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냈기에, 일본내의 그 어떤 미술사적 움직임에 연속되거나 또는 저항

해 나가기 보다도, 서양미술의 근간이 되는 브루넬레스키로부터 이어지는 

과학적 원근법의 계보에 맞서는 것이, 보다 폭 넓은 관중을 끌어들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듯 하다.400 전면적으로 화면상의 입체감의 표현이나 

원근감, 공간감을 부정한 수퍼플랫의 주장은 따라서 무라카미의 오타쿠 문

화와 에도미술로 환유된 일본미술에의 헌정인 듯 들리나 사실상 그 본래

의 취지는 무라카미의 서양미술로 대표되는 근대성에 대한 도전장이며 근

대의 부재를 개탄하는 한 일본작가가 자국의 특수성을 포스트모더니티와 

병치시킴으로써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무라카미는 아즈마와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 미술에 있어서 이미 “인간을 그린다”라는 구조는 붕괴되

어있는데, “허구 속의 인간중심원망(願望)”을 현실로 지속시키려 한다면

서 “발가벗은 임금님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누가 ‘자네는 발가벗었네’라는 말을 먼저 해주는가에 달린 문제일 뿐이

지요. 그래도 외부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외부인물인 

일본인인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어떤 무기가 유효한가를 생각했을 

때 아니메(anime)적인 문맥이라고 생각했지요.”401  타이밍 좋게 뉴욕에 

체재하면서 자신의 역사에는 부재하는 거대한 존재, 근대라는 괴물의 붕괴

를 보아버린 그는 이들의 ‘위계질서의 붕괴(hierarchy crisis)’를 바로 

자신이 파고들 수 있는 절호의 니치로 인식한다. 이들의 근대의 빈자리에 

그는 일본이 미국의 포스트모던의 도래 이전부터 경험하던 포스트모더니

                                           
400 맥길 대학의 라마레에 의해 지적된 듯이 과학적 선 원근법의 기술은 비록 에도시대에도 

공유되고 있는 지식이었으나, 무라카미는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Lamarre, Anime 
Machine, p.119.) 
401 東, 村上, 「村上さんの言う「スーパーフラット」はポストモダンの欲望を説明していると

思うので」,『広告批評』,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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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의 환경하에서 발달된 오타쿠의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그 공백을 성공적

으로 메운 것이다. 모더니즘에 대항하는 해답으로 그가 찾아낸 것이야 말

로 <Hiropon>으로 대표되는 반종교적이고 반윤리적이며 반역사적인 반근

대성의 결정체이자 수년 후 수퍼플랫으로 이어지는 서구미술의 기반구조

에 대한 전적인 반기인 것이다. 무라카미의 작품이 우키요에(浮世絵) 이래 

처음으로 일본미술의 존재를 서구화단에 인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알기 쉽게 피식민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미국미술과의 차이점을 강조하여 

스스로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반사회적인 이미지를 통해 논쟁을 불러일으

킨 전략이 성공한 것이라 보여진다. 

 무라카미의 자아실현의 여정은 일본의 근대학자들이 지적하는 ‘일본 

찾기’의 과정과 많은 유사점을 갖는다. 흔히 ‘일본인 론’이라 불리는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 만의 특수성을 지적하는 담론의 맥락에서 데이비

드 폴락(David Pollock)은 일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항상 

타자에 기대어 (과거에는 중국에 현재는 미국에) 자신을 하나의 특수성으

로 규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본다.402 타자는 하나의 보편성, 즉 서구세

계의 근대문화를 가리키며 반대로 일본은 여기서 일탈한 특수문화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일본은 근대적이지 않아야지만 스스로를 정의 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사카이 나오키는 “일본은 보편적인 기준에서 

특정한 통일적인 특수성으로 정의된다. 일본이 서구라는 보편적인 영역 속

에서 하나의 특수한 대상으로 부각되는 한 일본의 특이성과 정체성은 보

장된다. 다시 말해 일본은 서구에게 인식될 때만 자신의 ‘자아’를 부여

받고 깨닫는다.”라는 일본의 자국정체성의 문제, 즉 스스로에 대한 정의

                                           
402 사카이 나오키, 「모더니티와 그 비판: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문제」, H.D. 하루투니언, 

마사오 미요시엮음, 『포스트모더니즘과 일본』, 시각과 언어, 1996,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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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유래해야만 하는 한계성을 지적한다.403 비록 

이러한 서구 대 일본이라는 이분법적 극단주의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승인”하는404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공모관계를 드

러내는 것이기는 하나, 이때 그가 지적하는 일본의 타자의존적인 자아정의 

방식은 항상 서구, 특히 미국의 문화를 의식하며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 일

본인들의 자세를 정확히 꼬집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무라카미가 미국진출에 있어서 채택한 것 역시 이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20세기 이후 미술계에 있어 보편적인 기준

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모더니즘을 커다란 문맥으로 삼는 현대미술의 흐

름 속에서 스스로를 인식시키기 위해 그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특이하고 특수한 대상을 찾은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현대미술 속에서의 

첨예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대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점검할 때, 무라카미의 캐릭터의 사용이나 피규어의 제작 또는 패션과의 

협업 등 작품의 형식적인 면모에 있어서 서브컬처의 영향이 짙은 것에 못

지 않게 두드러지는 것은 마치 서브컬처의 정의 자체가 기존의 공인된 문

화에 대립하는 또는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측면을 함의하고 있는 것과 같

이, 무라카미 작품의 근본적인 입장도 서구 모더니즘이라는 주류문화와의 

대립에 있다는 점이다.  

 자본과의 적극적인 결합에 있어서도 그의 활동은 모던아트가 가장 경

계하는, 경계하지만 헤어나지 못하는 작품의 환금성이라는 문제에 정면으

로 도전하는 것이다. 미술관 속으로 제품의 매장을 도입시키고 그 매장 속

에서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모더니즘 미술이 고급미술로서 스스

로를 정의하여 대중적 상업성과 분리시켜 특히 키치적 상품의 매매를 멸

                                           
403 같은 책, p.133. 
404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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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온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2차대전 직후 문화적 패권 쟁

취를 노려 추상표현주의의 작품들의 정신성을 강조하는 한편 유럽을 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출하였는데, 무라카미는 바로 이러한 모더니즘 미

술의 자본에의 취약성을 비웃는 듯 하기도 하다.  

 무라카미 작품의 스스로의 상태에 대한 무비판성 역시 모더니즘에의 

대립되는 성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미술이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 스스로

가 미술임을 자각하는 상태가 결여된 것은 이 작품들이 양식을 넘어서 서

구 고급문화에 대립하는 서브컬처로서 제작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은 개별적인 현대미술의 작품이기 이전에 모더니즘과의 대립, 이를 통한 

서구에의 비판적 의식, 그리고 현재의 일본의 문제들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의 관계성에의 재조명 등을 촉진하는 역할도 달성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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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브컬처를 통한 모더니즘 비평 

: 아이다 마코토 

 

4장에서는 아이다 마코토의 작품과 이에 드러난 서브컬처적인 특징들, 

그리고 그의 대(對) 서구, 대 근대적 비판정신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

다. 아이다의 경우 서브컬처적 표현양식과 동시에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에 

사용되는 특정의 이야기전개방식을 이용하여 전쟁을 다루는 방식을 취하

고 있다.  

 

 

1. 비판적 시점 

 

이 절에서는 아이다의 특징인 각 작품에 내재하는 날카로운 비판적 

시점에 대해 알아본다. 아이다는 무라카미처럼 서구에 대한 전략이 철저한 

작가들에 대해 “헐리우드의 닌쟈배우”라는 비유를 한다.405 아이다의 비

유처럼 무라카미가 서양이 갖고 있는 일본인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를 

받아들여 이를 도구 삼아 서양 미술계에서 활약하는 반면, 아이다는 현대

미술가라는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서양의 현대미술계라는 대상에 대한 

혐오와 도전의식을 노골적으로 나타내왔다. 무라카미의 작품들이 오타쿠의 

서브컬처를 이식하다시피 하면서 피규어를 제시하고 캐릭터 그림을 발표

하여 수퍼플랫의 표피적 장식성과 작품의 환금가치를 자랑해 온 것은, 개

념이나 비평성을 배제한 예술 외부의 동기에 집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다의 경우는 이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그가 그려

                                           
405 片岡真実, 「混沌の日本の会田誠」,  会田誠, 『天才でごめんなさい』, 森美術館, 2012, 

p.24,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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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거의 모든 이미지는 자의식에서 발단되는 스스로의 상태에 대한 불

안감이나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한 재검토이자 그 결과로서의 강도 높은 비

판을 담은 것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그의 이러한 

비평의 시각은 마네로 대표되는 초기 모더니즘회화처럼 전위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가 취급하는 주제는 철저히 서구와 근대, 또는 서구 모더

니즘 미술에 대한 반발이 중심이 된다. 그가 이러한 비평을 시각화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은 오타쿠 서브컬처의 만화적 표현이나 서브컬처 특유

의 이야기 설정으로, 세분화 하자면 개그만화적인 표현, 로리타 콤플렉스

적 여성의 대상화나, 전쟁의 픽션화 등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한다. 

아이다가 비판하는 대상은 크게 일본내의 상황에 대한 것과 서양에 

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일본의 주어진 문제들은 그 근원이 

일본의 역사 속에서 서양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아이다는 무라카미의 서구와의 갈등 속에서 구축된 일본의 현재라는 문제

의식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아이다의 이러한 의식은 서양의 미술에 대

한 또는 서양미술과 일본의 미술이라는 관계 속에서 표출된다.  

아이다의 최근 작품 중 <미술과 철학(美術と哲学)>연작(2008-2012)

은 동경예대 유화과를 졸업한 작가가 일본이라는 비서구적 토양에서 서구

식의 현대미술을 실천해나가려는 모색을 작품화 한 것이다. 이 중 <미술과 

철학2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美術と哲学2 フランス語, ドイツ語, 英

語)>(2011)는 3채널 비디오로 작가가 각각 프랑스인, 독일인, 영국인 화

가처럼 분장을 하고, 각 문화에 전형적이라고 생각되는 추상화를 그리면서 

그 나라 말로 철학서를 읊는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미술과 철학에는 친

화성이 매우 있다고도, 전혀 없다고도 느꼈었다.”라고 말하는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서양미술에서는 지성을 상징하는 철학적인 사고와 미술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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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중요시 됨을 인식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이론적 배경이 

명쾌하게 시각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406  

이 연작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미술과 철학 1>(2008)에서는 칸트

(Immanuel Kant, 1724-1804)의 『 판단력 비판(Critique of 

Judgement) 』 을, <미술과 철학 3>(2012)에서는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의 『존재와 시간(Being and Time)』을 다루고 

있는데 결국 아이다가 지칭하는 미술은 이러한 서양 철학과의 관계성 속

에서 논의 되는 서구 고급 미술로, 일본 미술과의 연관성은 배제되고 있다

는 점이다. 그가 여기에서 풍자하는 것은 서구식 학문의 습득을 통해 달성

될 수 있는 배타적 엘리티즘에 젖은 고급미술의 위치이다.  

<미술과 철학2>에서 아이다가 세 장의 통유리를 캔버스 삼아 그려내

는 이미지는 추상화하고 파편화한 기호적 단면들로서, 그가 생각하는 서구 

고급 미술의 일종의 캐리캐처로 작용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그의 분장이나 

어색한 외국어 발음과 융합되어 결코 성공적인 고급 미술작품으로 보여지

지 않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인 듯 하다. 아이다는 이 퍼포먼스 형태의 비

디오를 통해 서양의 문화사 속에서 성립된 고급예술의 존재를 문제시함과 

동시에, 금발의 가발과 어색한 발음의 낭독을 통해 일본인임에도 서구 미

술의 한 지류(支流)로 행사하려고 하는 일본인 모더니스트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겸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이전부터 그의 바로 전 세대 일본의 미술가들 중 서구 

모더니즘의 영향이 농후한 작가들과 이들에게 서구 미술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아사다 아키라에 대한 야유와 독설을 감행해 왔다. 그는 <미술에 

한해서 말하자면, 아사다 아키라는 하찮은 것을 칭찬하고, 소중한 것을 업

                                           
406 같은 책,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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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여겨 일본의 미술계를 한참 정체시킨 책임을 언제, 어떤 식으로 질 것인

가.(美術に限っていえば, 浅田彰は下らないものを誉めそやし, 大切なものを

貶め, 日本の美術界をさんざん停滞させた責任を, いつ, どのようなかたちで

取るのだろうか。)>(2007)[도판50]라는 도전적인 작품을 선보였었다. 이 

작품은 오카자키 칸지로(岡崎乾二郎, 1955-)라는 일본의 추상화가의 작

품과, 그의 작품의 서술형 제목에 대한 패러디이다. 작품 자체도 오카자키

의 특징적인 미니멀한 추상화 작품처럼 흰 캔버스에 연두색, 분홍색, 파란

색의 세 종류의 색체가 붓으로 조금씩 묻혀져 있는 단순한 이미지를 모방

한 패러디라 할 수 있다. 오카자키는 이론가로서도 알려져 있어, 아사다나 

가라타니 등과 같은 대표적 학자들과 포스트모던 담화를 나누기도 하는 

인텔리 미술가이다.407  

아이다의 제목은 아사다가 일본에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소

개함으로 해서 일본 미술계에 끼친 영향이 오카자키처럼, 즉, 서양식 회화

의 복권이나 모더니즘에 대한 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재현하게 되는 현

상을 낳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오카자키나 아사다와 같은 

인물은 그 학구파적인 인상이나 미디어에 있어서의 영향력 때문에 자연스

럽게 일본 미술계 내에서도 권위가 있어 아사다의 저서를 읽고 오카자키 

같은 추상화를 구상하는 것이 미술의 올바른 형태인 양 인식되는 경향을 

무시할 수 없다. 아이다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동경예술대학교 유화과 

재학시 받은 교육법이 점차로 추상으로 유도되는 아카데믹한 것이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408 아이다는 서구식 모더니즘의 방식이 일본인 미술가들

                                           
407 柄谷行人,『近代文学の終わり』, インスクリプト, 2005, 에 수록된, 柄谷行人, 浅田彰, 

大澤真幸, 岡崎乾二郎, 「来るべきアソシエ―ショニズム」좌담회 등이 있다. 
408  아이다는 한 인터뷰에서 학생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예대의 유화과에 있는 

학생들은, 천천히 추상화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상적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교관도 

그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는 느낌이 났습니다. 사실(寫實)적인 것을 하고 있으면, 「이런 

것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네. 다음단계로 가도록.」「네」 같은 식으로요. 「그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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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답습되어 결과적으로 하나의 규범과도 같이 적용되면서 일본 미

술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매우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미술과 철학 3 하이데거 – 존재와 시간(美術と哲学３ ハイデガ- 

- 存在と時間)>(2012)은 “두꺼운 철학서를 완독한 경험이 없는”409 작

가가 하이데거의 책을 읽으면서 그에 대한 반응을 토대로 유화를 작성해

가는 작품으로, 독서와 제작의 전 과정이 고정된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되

어 작품과 함께 전시된다. 장기에 걸쳐 독서와 제작이 반복되는 이 작품에

서 작가의 독서가 진행되면 될수록 캔버스에 남겨지는 것은 형태를 알아

볼 수 없는 물감의 얼룩으로 이 역시 성공적인 미술작품으로 보기에 무리

가 있다. 아이다는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의 철학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미술과 철학 2>의 경우 각 나라별 경향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

로, 즉 “나의 한계”로 인해 우스꽝스러운 이미지가 제작된 것이라는 태

도를 유지한다.410 아이다의 이러한 태도는 마치 서양의 고급미술은 자신

의 이해의 범주 밖의 존재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작품화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결국 제작된 작품이나, 그 과정에 있어서

의 논의에서 빗겨난 연출 등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난해한 사상을 빌어 

이론화에 힘쓰는 모더니즘 식 서양회화에 대한 조롱과 비판에 다름없다. 

특유의 겸손함의 뒤에는 강하고 단정적인 반발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아이다가 2008년부터 진행해온 참여 프로젝트의 일종인 <무를 위한 

기념비 II (Monument for Nothing II)>(2008-진행 중)[도판51] 역시 그

가 갖는 서양미술에 대한 이미지, “장엄함”, “압도적인”, “고딕교회의 

                                                                                                           

더 색면으로 구성해 볼까」「인체를 분해한 후 재구성해보지」이런 식으로 점점 흔해빠진 

추상화처럼 되어가는 것 이지요.” (会田誠, 他, 『太陽レクチャー・ブック, 004：アートの

仕事』, 平凡社, 2005, p.54.) 
409 会田, 『天才でごめんなさい』, p.166. 
410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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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조각”, “천 년은 끄떡없는”411 작품에 대한 저항이자 전복이다. 

고딕교회의 재단용 부조조각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작품은 아이다

의 지휘하에 전국의 미대생을 비롯한 지원자의 공동 작업으로 폐골판지와 

종이 테이프 그리고 종이 노끈만을 사용해 여러 개의 거대한 종이 부조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이다. “본래 무거운 돌로 만든 것을 골판지의 허술한 

구조 같은 가벼운 것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영구적인 것에 대한 동경과 

의심」이라는 이 <무를 위한 기념비>연작에 공통된 나의 이율배반이 나타

나 있다.”412고 밝힌 그는, 재료의 전환은 물론, 만들어진 이미지도 무작

위로 종교와 무관한 세속적 이미지나 유머러스한 대상을 적극 도입하는 

등 중세인의 삶을 지배하던 유일무이한 존재로서의 신을 찬양하는 제단조

각과는 상반되는 부조들을 만들어 낸다. 제작자 역시 전문 조각가들이 아

닌 자원봉사자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작품들의 완성도에는 크게 편차가 

있다. 아이다는 서양미술의 웅장함과 숭고함이 싹트기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는 중세시대의 건축적 규모의 조각들에서 비판의 대상을 발견하여 패러

디 함으로써 서양미술사 근본에 있는 사상과 가치관에 대해 도전하면서 

가치의 전복을 꾀하고 있다.  

로뎅(Auguste Rodin, 1840-1917)의 <생각하는 사람(The 

Thinker)>(1902)을 패러디 한 <생각하지 않는 사람(考 え な い

人)>(2012)[도판52]은 이러한 가치의 전복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는 서양조각사에서의 <생각하는 사람>이 상징하는 인간의 이성과 능력, 

그리고 육체적 완벽이라는 요소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를 철저히 부정하는 

개념, 얼굴은 주먹밥이고 몸체는 막대기 그림 같으며 자신이 배설한 황금

대변의 꼭대기에 앉아 반가사유상처럼 지그시 눈을 감는 캐릭터를 만들어 

                                           
411 같은 책, p.179에 게재된 <Monument for Nothing II>를 위한 구상노트 중 발췌. 
412 같은 책,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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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이 작품에는 개인의 사고를 중시하는 서구 이성주의에의 조롱과 인

간 육체를 통한 이상적 조형미의 추구에 대한 안티테제가 드러나 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원형은 아이다가 <주먹밥 가면(おにぎり仮

面)> 이라고 이름 붙인 캐릭터에 나타나 있다. 그는 거대한 주먹밥 형 머

리를 뒤집어 쓰고 일본에서 보편적인 화장실용 슬리퍼의 색깔인 탁한 초

록색 타이즈를 전신에 입고 슬리퍼를 착용 한 캐릭터로, 아이다는 이처럼 

분장하여 비디오 <주먹밥 가면의 너무도 작은 여행(おにぎり仮面のあまり

にも小さな旅行)>(2005- 진행 중)도 찍었다. 분장한 아이다가 비좁은 집

에서 자고 일어나 동네를 걷는 모습은 <월광가면(月光仮面)>, <가면라이더

(仮面ライダー)> 같은 슈퍼맨 식의 서구적 영웅주의를 도입한 일본의 아

동용 특촬 TV연작 장르의 허구성을 비꼰 반 스펙터클과 반 영웅주의의 

산물이다.  

그가 일상적인 서양과의 접촉, 특히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영

어의 사용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이 일본인 

임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

는 사실은 종종 작품의 영감이 되어왔다. <당신의 발음은 틀렸어요!(Your 

Pronunciation is Wrong!)>(2000), <통역(通訳)>(2005), <세계바보회의

(世界バカ会議)>, 2003/2012, 등은 모국어인 일본어 외에도 영어로 커뮤

니케이션을 취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작가의 항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당신의 발음은 틀렸어요!>는 뉴욕에서 이루어진 퍼포먼스로, 

영어 원어민들도 일본인들처럼 혀를 굴리지 않는 일본어 식 발음을 하라

는 가두시위였다. <통역>은 모국어 외의 다른 나라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일어와 영어 2개국어로 표현한 설치이며 <세계바보회

의>는 <모두 다 같이>연작 중 하나로 일본과 프랑스의 술주정뱅이들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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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채팅을 동시통역사가 통역하는 프로젝트를 국제적 전시회인 도큐멘타

(Documenta)에 출품하겠다는 내용의 드로잉이다.  

아이다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적인 전시에 참여하거나 2000년 뉴욕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면서 현대미술가로서 겪는 서구적인 기준

이나 기대치에 대한 위화감을 적나라하게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일본에서 (일본 전통 미술이 아닌) 현대미술을 하는 작가라

는 스스로의 입장의 어색함에서 발단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미술의 

국제적인 흐름에 접함으로 해서 결국 일본이라는 특수한 지리/문화적 상황

을 일탈한 서양미술의 제도하에 속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과도할 정도의 자의식의 표출로 보인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아이다는 무

라카미 처럼 일본의 문화적 특수성, 즉 오타쿠 문화의 맥락이나 일본화의 

계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서양미술의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작가들

에 대해 “헐리우드의 닌쟈배우”같다고 폄하하였는데 아이다의 방식에는 

이러한 경향에 맞서는 항의의 태도가 보인다. 무라카미처럼 신종 오리엔탈

리즘을 무기로 무장한 작가들이 서양의 미술계에서 흥미로운 대상으로 받

아들여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는 “해외의 관객을 향해 특별한 가공이나 

변화를 하는 일 없이”413 작품을 발표해 왔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역으

로 아이다가 해외의 관객에 대해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증

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이다의 서구에 대한 의식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은 그의 <전

쟁화 RETURNS(戦争画リターンズ)>연작(1993-2005)이라 할 수 있다. 

태평양전쟁을 테마로 구성된 이 연작들은 실제의 전쟁화, 즉, 2차대전시 

국민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해 국가적 정책으로 제작되었던 전쟁화 들이 패

                                           
413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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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후에는 전쟁책임을 추궁 당하는 이미지로 낙인 찍혀 장르 자체가 터

부시된 현대의 시점에서 굳이 이러한 테마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복합적인 

작가의 뜻이 담긴 것이다.  

이 연작은 특징적으로 전 작품이 일본 전통가옥의 미닫이 문인 후스마

(襖)를 병풍처럼 연결한 지지체에 그려져 있다. 작가 자신은 “간편하게” 

“저가로” 제작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으나, 일본 장벽화의 전통적 흐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상이 되고 있다.414 연작 중 모든 작품이 서구와

의 전쟁의 모습을 담은 것은 아니지만, 이 연작에는 아이다의 반미 감정이

나 서구에 대한 피해의식의 표출과,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 등 태평양전쟁 

중 일본이 피해를 준 나라들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

뉴욕공폭의도(紐育空爆之図)>(1996)[도판53]는 미국 뉴욕의 마천루에 일

본군 특공부대가 폭격을 가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양식에 있어서 마천

루의 표현은 일본의 야마토에(大和絵) 중 부감시점으로 제작되는 낙중낙

외도(洛中洛外図)의 구성을 사용하고 있고, 불타는 건물들은 지옥도를 답

습한 것이며, ∞(무한대)모양으로 이어지는 특공 전투기는 일본화의 대가

인 카야마 마타조(加山又造, 1927-2004)의 천 마리의 학을 그린 <천우

학(千羽鶴)>(1970)의 형상을 채택한 것이다. 즉, 이 작품은 일본 고전화

법과 현대의 전통화법을 인용하여 표현한 극단적인 우익파의 환상 같은 

반미의식을 이미지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전통화법으로 알려진 일본화의 의미는 자체의 독창적 스타일로 

정의되기 보다는 그 성립과정에 있어서의 복잡한 서양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어 왔다. 미술사학자 키타자와 노리아키(北澤憲昭)나 사토 도신(佐

藤道信)에 의하면, 일본화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882년 동양미술

                                           
414 会田誠, 『Monument for Nothing』, グラフィック社, 2007,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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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자이자 동경미술학교의 개교에 이바지한 어네스트 페노로사(Ernest 

Francisco Fenollosa, 1853-1908)의 강연 속에 사용된 ‘ Japanese 

Painting’이라는 언급을 번역한 데 기원한다고 밝히고 있다.415 즉 단어 

자체가 “전통회화를 나타내는 「일본화」가 서양으로부터의 이미지(영어)

의 반전(번역)으로서 성립한 것”은 물론, 일본화라는 어휘의 필요성도 메

이지 이후 서양화가 일본에 유입되면서 서양화와는 다른 고유의 회화를 

총칭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416 즉 일본화라는 

장르는 서양에 대항하는 필요로 인해 비로소 생성된 것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화과 출신임에도 일본화, 또는 일본화 풍의 표현을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아이다의 태도는 화풍을 통해 서양의 부차적 

위치에 종속되어 있는 일본의 자세를 시사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뉴욕

공폭의도>에 있어서는 일본화법의 다중적인 인용이 전통에의 경의를 넘어

서 일본화에 내재된 서구에의 피해의식이 도사리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물론 이러한 감각은 무엇보다 그 주제 자체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고 있

다. 물감으로 가려져 식별은 어려우나, 작품의 배경으로는 『일본경제신문

(日本経済新聞)』이 깔려 있는데, 2차대전시 실제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한 

제로선(ゼロ戦)전투기는 한대도 없지만, 전후 복구를 통해 이룩한 일본경

제의 힘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을 향한 이토록 

강한 파괴의지는 다른 작품에서도 주된 테마가 되고 있다.  

역시 <전쟁화RETURNS>의 한 작품인 <뮤턴트 하나코(ミュータント

花子)>(1997)는 원작은 만화로서, 일본=나약한 미성년, 미국=귀축구미

(鬼畜欧米)의 구도를 전형화한 것이다. 만화의 줄거리는 태평양전쟁을 멈

                                           
415 佐藤道信, 『＜日本美術＞誕生近代日本の「ことば」と戦略』, p.77. 
416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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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려고 하는 소녀 하나코가 맥아더의 성노예로 잡혀 결국 핵폭탄과 함께 

히로시마에 투하됨으로써 방사능의 영향으로 뮤턴트 하나코라는 강력한 

존재로 재탄생하여 미국과 싸운다는 것이다. 소녀는 처음에는 남성의 성기

로 표현되는 미 대통령에 의해 능욕당하는 가련한 피해자이다가, 핵폭발의 

영향으로 변이되어 초인적 존재로 탈바꿈 함으로써 미국을 무찌르는 거인

으로 변화되고 있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양인은 책임을 지고 모두 할복하라!!(西洋人は責任を

とって全員切腹しろ!!)>(2011) 등은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필요조차 

못 느끼는 듯 서양인에의 단순한 혐오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

한 노골적인 반미감정이 담긴 작품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이 궁금한데, <뉴

욕공폭의도>는 심지어 미국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에서 미국에 관한 세계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미국 효과: 미국에 대한 국제적 시점, 1990-

2003 (The American Effect: Global Perspectives on the United States, 

1990-2003)」전에 전시되기도 하여, 그의 도전적 자세가 일종의 미술적 

퍼포먼스로 받아들여짐을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서구에 대한 노골적인 의식이 있는 반면, <화염연잡초도(火炎

縁雑草図)>(1996)[도판54]는 일본화의 돌가루 안료 물감을 사용하여 잡

초를 그려 넣은 벽지처럼 보이는데, 아이다가 도록에서 밝히듯, 일본의 잡

초의 대부분이 메이지기 이후에 북미대륙에서 온 외국 종 임을 의식한다

면, 근대화와 함께 서구에서 일본의 땅으로 도달한 영향들을 백해무익한 

잡초에 비유하는 은유적인 서구비판일 것이다. 아이다의 서구비판은 특히 

일본과 서구와의 접점에 있어서의 강한 피해자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역

사적으로 두 차례의 직접적인 접점, 19세기의 근대화 과정과 20세기의 태

평양전쟁의 결과로서 일본이 입은 피해를 들춰내는 데 큰 관심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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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전과 피해의식 

 

이 절에서는 아이다의 작품 중 소녀와 폭력을 다루는 내용에서 패전

으로 인한 미국에 대한 피해의식의 표출을 읽어내고 있다. 아이다의 작품

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잔인한 취급을 다루는 것도 다수 있다. <

개(犬)>연작(1989-진행중)[도판55], <거대후지대원VS킹구기도라(巨大フ

ジ隊員キングギドラ)>(1993), <뮤턴트 하나코(ミュータント花子)>, <쥬서

믹서(ジューサーミキサー)>(2001)[도판56], <식용인조소녀·미미쨩(食用

人造少女美味ちゃん)>연작(2001), <할복여고생(切腹女子高生)>(2002)[도

판57], <Jumble of 100 Flowers>(2012)등이다. 소녀에 대한 잔인한 행

위를 담은 이미지들은 작가의 변으로는 어린 시절 누나에게 괴롭힘을 당

한 기억과 동급여학생들에게 무시당하던 경험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부터”417 생각했던 것이라 하는데, 학대 당하는 소녀들의 이미지는 자신

의 어린 시절의 피해를 복수하려는 유아적인 의도를 넘어서는 강하게 폭

력적인 것이다.  

아이다의 서구비판 및 일본인으로서의 피해의식을 담은 작품들을 비

춰 볼 때, 소수자, 즉, 어린 여성에 대한 인권 및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한 대상화는, 작가의 억압받은 의식이 해방을 추구하면서 극단적인 폭력으

로 해소하려는 상황과 겹쳐진다. 아이다가 소녀들에 대한 사랑, 즉 로리콘

적 성향을 공언하면서도 아이다와 소녀들과의 접점에는 폭력, 그것도 비현

실적으로 극단적인 폭력이 개입되는 양상과, 미국에 대항하는 일본의 이미

지가 소녀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점을 대입해 본다면, 아이다가 일본에 느

끼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의식, 애증의 관계를 읽을 수 있다. 즉 소녀들은 

                                           
417 会田, 『Monument for Nothing』,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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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에게 있어 동경하는 대상이자 동시에 환상 속에서의 능욕의 대상이기

도 한데, 동시에 미숙하고 미약한 피해자로서의 소녀는 그가 <뮤턴트 하나

코>에서 표상하듯, 서구에 의한 피해자로서의 일본의 모습과도 동일시 될 

수 있다.  

아이다의 소녀들과 일본이라는 대상의 연관성은 그가 다양하게 사용

하는 표현양식 중에서도 일본화의 또는 일본화 풍의 감각과 소녀의 이미

지를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설득력을 갖는다. <개>연작은 그가 

1989년 대학원시절에 습득한 일본화의 기법을 사용한 것이며, 일본식 분

재의 작고 굽이치는 나뭇가지와 소녀의 모습을 교배한 <아이짱 분재(愛ち

ゃん盆栽)>(2005), 역시 일본 특유의 감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오오산쇼

우오 (大山椒魚)>(2002-03)[도판58]역시 일본 특유의 생물과 미녀의 

모습을 결합한다. 전통 일본화에서 인용한 여러 작품, 오가타 코린(尾形光

琳, 1658-1716)의 <연자화도(燕子花図)>(18세기)의 구성을 본딴 <群娘

図>(1997), 히가시야마 카이이(東山魁夷, 1908-1999)의 <길

(道)>(1950)을 패러디 한 <논두렁길(あぜ道)>(1999)[도판59], <폭포그

림> 모두 일본화적 표현으로 교복 또는 학교 수영복을 입은 소녀들의 이

미지를 그리고 있다. <전쟁화RETURNS>연작에 속하는 <아름다운 깃발

(美しい旗)>(1995)[도판60]에서 각각 일장기와 태극기를 들고 맞서있는 

것은 제복차림의 소녀들이다. 소녀=일본이라는 구도는 무라카미 등에 의

해 “little boy”라든지, 맥아더의 12세의 소년 발언, 또 미시마 유키오 

등 전후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어린 소년으로 비교되었던 일본의 이미지

에서 성적 피해자로서의 가능성의 확대를 통한 희생자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 읽을 수 있다. 결국 아이다의 주된 작품군인 <전쟁화RETURNS>

연작과 미소녀를 주제로 한 경향은 일견 상이한듯한 표상들이지만 결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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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이다 속에 내재된 외부로부터의 억압과 이에 대항하려는 갈등과 동

시에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일본대 서구라는 대립구조를 그 근간으로 

함을 살필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 국가적 차원에서의 피해자 의식과 이에 대항하기 위

한 내재적인 폭력성은 스스로를 주류에서 벗어나는 소외자로 간주하는 데

서, 또는 불가피하게 소외자로 낙인 찍힘으로써 발생되는 일종의 반사회적 

아나키즘의 표출로 불 수 있다. 1970년대 전공투의 소멸 이후 이미 사상

적 투쟁이 소멸한 일본에서 아이다는 강력한 사회저항세력으로서의 아나

키스트이기 보다는 현재의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적 체제와 규범에 

대항하는 이미지를 통한 프로파간다 차원에서의 저항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다 같이(みんなと一緒)>연작(2002-진행 중), 중 <양복인간 

박멸작전(背広人間撲滅作戦)>(2003), 또는 <일인 데모머신-샐러리맨 반

대(一人デモマシーン-サラリーマン反対)>(2005), <회색산(灰色の

山)>(2009-2011)[도판61]과 같이 일본의 전형적인 근로제도, 매일매일 

같은 양복을 입고 회사에 출근해 월급을 받는 회사원 ‘샐러리맨’에 대

항하는 자세에서 이와 같은 시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아이다는 스스로는 결코 샐러리맨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만큼, 

일본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전사로서의 영웅주의에 대한 동경을 반증

하는 형태로 이들에 대해 공격하고 있다. 샐러리맨이라는 표준적 일본남성

이지 않은 스스로의 사회의 이단자적인 위치에 대한 자각이 샐러리맨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게 한 것이다. 1960년대 중 후반 일본의 샐러리맨들이 

가정이나 취미생활에 시간을 투자하는 일 없이 회사와 자신의 이윤추구에

만 몰두하고 그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모습에 대해 서방세계에서 일본을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부르던 과거는 현재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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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된 것은 아니다.418 일본을 경제발전 지상주의의 나라로 이끌게 한 것은 

성실한 국민성도 있지만, 전후 미국의 의도적인 경제개발계획과도 연관되

어 있음을 생각한다면, 현대일본의 전형을 비판하는 아이다의 작품에는 미

국과 일본간의 주종관계에 반기를 든 측면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전쟁의 서브컬처화 

 

 이 절에서는 아이다가 만화나 아동용 TV시리즈의 형식과 스토리 구

조를 답습하여 과거의 전쟁을 다룸으로써,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침범하는 

과정을 다룬다. 아이다와 서브컬처라는 연관성은 회화적 표현 형식의 차용

이라는 일차적인 측면과 서브컬처 작품이 내포하는 반미, 반전을 포함한 

특유의 묵시록적 세계관의 인용이라는 이차적인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워낙 한가지 스타일을 특정할 수 없는 아이다의 표현양식 중, <거대후지대

원 VS. 킹구기도라>, <오오산쇼우오>, <개> 연작, <할복여고생>, <폭포그

림>등에서는 광범위한 만화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

다. <거대후지대원 VS. 킹구기도라>와 <할복여고생>외에는 모두 일본화적

인 요소도 엿보이지만, 인물을 가는 선으로 파악하고 명암을 극도로 억제

하는 방식, 특히 소녀들의 이목구비의 묘사에 있어서 얼굴의 세부 명암을 

생략하고 큰 눈망울을 강조시키는 방식 등은 전형적인 일본 만화의 양식

이라 할 수 있다. 엄격한 부모님 아래서 만화책을 사본적이 없다는 아이다

는 친구들의 만화책을 보고 와서는 그 기억을 토대로 집에서 만화를 손수 

                                           
418 실제 발언은 1965년 파키스탄의 부토 외상이 한 것으로 알려짐. 

http://kotobank.jp/word/%E3%82%A8%E3%82%B3%E3%83%8E%E3%83%9F%E3%

83%83%E3%82%AF%E3%82%A2%E3%83%8B%E3%83%9E%E3%83%AB (최종 

확인 2013년 12월6일) 

http://kotobank.jp/word/%E3%82%A8%E3%82%B3%E3%83%8E%E3%83%9F%E3%83%83%E3%82%AF%E3%82%A2%E3%83%8B%E3%83%9E%E3%83%AB
http://kotobank.jp/word/%E3%82%A8%E3%82%B3%E3%83%8E%E3%83%9F%E3%83%83%E3%82%AF%E3%82%A2%E3%83%8B%E3%83%9E%E3%83%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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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렸었다고 한다. 만화, 그리고 만화적 화법에 대한 친근감은 이 때부터 

생성되었던 듯 하다.  

 <거대후지대원 VS. 킹구기도라>에는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공룡 같

은 괴수가 주택가에 쓰러져 있는 거대한 여인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능욕

하는 장면이 애니메이션적 필치로 그려져 있다. 제작에 있어서는 실제 애

니메이션을 그리는 셀룰라이트제 투명 비닐 위에 그려져 ‘세루화(セル

画)’라고 불리는 화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그 크기가 확대된 것 외

에는 있는 그대로 애니메이션 양식을 따른 것이다. 이 작품에는 아이다가 

“일본근세의 대중화인 우키요에와 현대에 융성한 만화(애니메이션)사이

에 강한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키요에와 현대 서브컬

처의 영향이 농후하게 반영되어있다.419 그는 이 두 분야가 “천박해지기 

일수인 대중의 수요와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인지를 잘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가장 정직하고 오리지널한 시각적 표현이

라는 점”을 의식하였다고 한다.420  

 우선 서브컬처의 영향을 관찰하자면, 이 작품에는 두 종류의 일본 전

후 대표적 아동 SF특수촬영물인 <울트라맨>과 <고질라>의 등장인물이 혼

합되어있다. 고질라는 일본에서 가장 사랑 받는 몬스터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기를 끄는 캐릭터이다. 1954년 최초로 공

개된 특촬, 즉 세트와 분장 및 각종 장치를 동원한 특수촬영영화인 <고질

라>는 헐리우드에도 소개된 인기 시리즈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듯이 핵실

험에 의한 피폭으로 괴수화한 50미터 키의 공룡인 고질라는 어느 날 갑자

기 일본에 나타나 주요 도시 및 주민들을 파괴하고 다닌다. 아이다가 그린 

킹구기도라는 고질라가 대결하게 되는 우주괴수로, 긴 세 개의 목과 두 개

                                           
419 会田, 『Monument for Nothing』, p.211. 
420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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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꼬리가 특징적이다. 반면 <울트라맨>은 1966년에 시작된 TV연속물로, 

그 이후 영화화 또는 재제작되기도 하여 현재까지도 이 장르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시리즈 중 하나이다. 울트라 맨은 과학특사대 소속의 한 대원

과 우주인의 결합체로,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존재이다. 그는 

평상시에는 남성대원으로 근무하다가도 위기에 직면하면 울트라맨으로 거

대하게 변신하여 괴수들이나 우주인과 싸우게 된다. 아이다가 묘사한 후지

대원은 여성 특사대원으로, 어떤 어피소드에서 그녀가 광선을 잘못 맞아 

거대하게 변신하는 설정이 있었는데, 아이다의 작품은 그녀를 ‘거대후지

대원’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 에피소드를 원전으로 삼

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시리즈에서 소환된 킹구기도라와 후지대원은 아이

다의 작품에서 또 다른 원작을 토대로 조합되었는데, 이는 에도시대 카츠

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 1760-1849)에 의한 염본(艶本), 『키노에노코

마츠(喜能會之故真通)』에 등장하는 모티프로 <해녀의 꿈(海女の夢)>[도

판62]이라는 작품이다. 이 19세기 목판화에서는 해녀로 추정되는 여인이 

거대한 문어와 작은 문어 두 마리에게서 성적자극을 받고 있는 모습이 그

려져 있다. 421  아이다는 SF특촬영화의 대표작품들 속에서 홍일점인 후지

대원과 문어와 가까운 형태의 킹구기도라를 이 작품에 대입한 것이다. 이

는 아이다의 말 처럼 시대를 초월한 서브컬처의 총체적 패러디로 볼 수 

있는데, 그는 이 작품의 드로잉을 당시 신예작가를 찾던 화랑 렌트겐예술

연구소(レントゲン藝術研究所)의 주인 이케우치 츠토무(池内務)에게 보여

줌으로써 흥미로운 작가로 인정 받아 화랑에서 공식적 데뷰를 할 수 있었

                                           
421Andrew Maerkle, “No More War; Save Water; Don’t Pollute the Sea: Makoto 

Aida”, Art Asia Pacific, Jul/Aug 2008. (온라인 기사 

http://www.artasiapacific.com/Magazine/59/NoMoreWarSaveWaterDontPolluteTheSea

MakotoAida, 최종 확인 2013년 9월30일.)  

http://www.artasiapacific.com/Magazine/59/NoMoreWarSaveWaterDontPolluteTheSeaMakotoAida
http://www.artasiapacific.com/Magazine/59/NoMoreWarSaveWaterDontPolluteTheSeaMakotoA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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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브컬처적 인용이 농후하며 성적이미지 또한 강한 이 작품은 1990년

대초의 화랑가에서 주목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작품은 종말론적 전

투상황과 애니메이션 풍의 가벼운 필치, 비현실적인 에로티시즘을 다룬 오

타쿠의 취향에 정확하게 호소하는 작품이라는 평가가 있다.422 

 그러나 아이다가 인용한 서브컬처들의 상징적 근원을 살피면 이들은 

단순한 괴수와의 싸움이나 1차원적인 권선징악 또는 어린이들의 엔터테인

먼트의 범주를 벗어나는 복잡한 설정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질라>

는 이름 자체가 원자력을 상징하는 <아톰>과 함께, 일본의 서브컬처 속에 

패전의 트라우마가 반영된 대표적인 예이다. 423 패전 후 10년이 채 안되

                                           
422 滝本誠, 「まことちゃんから, まことちゃんへ。」, 『美術手帖』, 美術出版社, Jan.2004, 

p.72. 
423 일본의 전후 만화나 아동용 오락물 중 전쟁 또는 원자력의 영향을 드러내는 작품들.  

 

작품명 시작연도 작가명 내용 및 원자력, 전쟁과의 관련이 지적되는 

항목 

앞으로 올 

세계 

(来るべき

世界) 

1951 테즈카 

오사무 

(手塚治虫) 

원폭실험으로 돌연변이로 태어난 신생물 

후우문이 인류를 가축화하려고 계획 

철완 아톰 

(鉄腕アト

ム) 

1952 테즈카 

오사무 

아톰은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움직이는 

로보트로, 원래 태어난 행성의 폭발로 인해 살 

곳을 잃고 지구로 왔다는 설정이다. 아톰의 

가족은 방사선원소와 관련된 이름으로, 동생은 

우란, 쌍둥이 코발트, 엄마가 린이다. 아톰의 

활약중에는 폭탄을 정지시키려는 시도도 있다.  

고질라 

(ゴジラ) 

1954 원작: 카야마 

시게루 

(香山滋) 

감독: 혼다 

이시로 

(本田猪四郎) 

미국의 비키니섬에서의 핵실험에 의해 피폭한 

제5복룡환사건(第五福竜丸事件)을 계기로 

만들어짐. 쥬라기의 공룡이 진화를 거치며 

생존해 남은 생물이 수중 핵실험의 영향으로 

기형화하고 또 원래의 거주지에서 쫓겨나 

수면상에 등장했다는 가정을 바탕 

뮤턴트 

사브 

(ミュータ

ントサブ) 

1960년대 이시노모리 

쇼타로 

(石ノ森章太

郎)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에 의해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피를 서로에게 수혈함으로 

뮤턴트가 된 주인공 사부와 마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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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등장한 고질라는 핵실험의 영향으로 쥬라기의 공룡이 변형된 것으로 

거대하고 흉칙하며 난폭하게 일본의 도시를 파괴하는 그의 모습은 “일본

인이 느낀 원폭의 공포를 그대로 구체화 시킨 것”이라고 무라카미는 주

장했다.424 입에서 뿜어내는 불로 동경의 도심을 하룻밤에 불사르는 이 괴

수의 모습에서 “불과 얼마 전 현실이던 동경대공습을 오버랩”시키는 효

과가 있다는 것이다. 425  고질라가 처음에는 단순히 인간문명을 파괴하는 

가해자로 등장하지만 우주에서 찾아오는 새로운 거대 괴수들 앞에서는 이

들을 물리침으로써 인간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역할로의 전환을 보이는 

점은 고질라와 미일관계를 고려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유사점으로 떠오른

다.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가해자이던 미국이 종전 후 일본의 회복을 위해 

지원 했던 일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울트라맨의 경우 울트라맨이 외계에서 온 절대적인 적과 싸워 이기는 

단순한 구도에서, 그 이후 제작된 울트라세븐에서는, 적으로 묘사된 괴수

의 아이덴티티가 지구의 선주민족으로 설정이 되는 등 복잡성을 가진 스

토리로 전개되는데 대하여 무라카미는 시나리오 작가가 오키나와 출신이

였던 점과 관계한다고 보고 있다.426 오키나와는 원래 일본과는 분리된 류

큐(琉球)라는 이문화로 인식이 되었다가 일본 본토와 같은 통치하에 들어

온 후 아시아 최대의 미군기지가 건설된 정치적 분쟁지역이다. 때문에 오

키나와 지역주민들의 정체성은 류큐국에서 일본으로 편입된 후 또다시 미

                                                                                                           

우주전함 

야마토 

(宇宙戦艦

ヤマト) 

1974 마츠모토 

레이지 

(松本零士) 

 

1945년 패전 당시 전몰한 전함 야마토를 

개조하여 만든 우주전함을 타고 방사선으로 

오염된 지구와 인류를 구하기 위해 방사선 

제거장치를 얻고자 우주를 항해하는 

이야기이다.  

 
424 Murakami ed., Little Boy, p.7. 
425 같은 책. 
426 같은 책,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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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주둔하는 토지의 주민이라는 불안정한 인식이 주민들에게 남아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미국은 타자에서 침략자로, 미군기지가 활성화 한 이후에

는 이들의 지역경제활동을 지지하는 중요한 주인으로 쉴 새 없이 전환되

었던 것이다.427 이처럼 전후 서브컬처를 대표하는 작품들에는 일본과 미

국간의 다중적인 갈등구조가 재구현 되어있는 것을 살필 수 있다. 무라카

미가 핵과 전쟁의 공포가 일본인의 창조의 영역까지 큰 영향을 미쳐, 핵의 

공포의 이미지가 일본의 팝 문화의 근저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 때문일 것이다.  

 이 밖에 아이다의 작품에는 울트라맨이나 고질라 같이 특정 서브컬처 

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을 지라도, 전후 쏟아져 나온 일본의 서브

컬처가 갖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도덕, 윤리관이 

붕괴되어 과도한 폭력 등 사회 미풍양속에서 벗어난 행위가 해방감과 유

모어를 가져오는 슬랩스틱 형 개그만화의 전형과, 다른 한 편으로는 평화

로운 일상이 하루아침에 묵시록적인 상황으로 돌변하거나 무력한 개인이 

거대한 폭력과 맞서야 하는 대립구도 등을 반영한 예를 들 수 있으며, 또

한 로리콘 계열의 감수성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뮤턴트 하나코>는 이 모

든 경향이 결합되어 있으며 미국에 대한 적대의식이 추가되어 폭력의 대

상으로 표현되어있다. <거대후지대원 VS. 킹구기도라>, <할복여고생>, <회

색산>, 등의 묵시록적 상황, <쥬서믹서>, <식용인간미미짱>, <개>연작 등의 

비인륜적 발상 등은 악몽과 같은 폭력성과 로리콘적 경향의 예로 들 수 

                                           
427  뿐만 아니라 울트라맨의 설정 자체가 일반인이 유사시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수퍼맨’의 모델을 답습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제작 회의 시에 이미 

‘수퍼맨’이라는 구체적 선례가 제시되었다고 한다. 

( http://ja.wikipedia.org/wiki/%E3%82%A6%E3%83%AB%E3%83%88%E3%83%A9%

E3%83%9E%E3%83%B3#cite_ref-13 최종 확인 2013년11월15일.)  

울트라맨의 디자인 자체도 당시 이 시리즈의 미국 수출을 염두에 두던 제작진에 의해 

서양의 시청자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무표정한 철가면으로 제작 된 것이라고 한다. 

http://ja.wikipedia.org/wiki/%E3%82%A6%E3%83%AB%E3%83%88%E3%83%A9%E3%83%9E%E3%83%B3#cite_ref-13
http://ja.wikipedia.org/wiki/%E3%82%A6%E3%83%AB%E3%83%88%E3%83%A9%E3%83%9E%E3%83%B3#cite_re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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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뮤턴트 하나코>의 경우 형식자체가 만화책으로, 손으로 그려 호치

키스로 묶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려보던 만화책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428  스토리 구성에 있어서도 이성적인 플롯이나 스토리 전개이기 보다는 

넌센스적 진행이나 잔인한 묘사, 로리콘 성애적 요소가 만연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독자는 아이다의 작품을 극단적인 애국 군인만화인 『켄페이군

(ケンペーくん)』429이나 초등학생들에게 닥친 재앙의 드라마인 『표류

교실(漂流教室)』 430 , 또는 주간 코믹잡지에 연재되던 성적 유모어가 

이어지는 개그만화 『진유기(珍遊記)』431등과 비교한다.432 소년 만화의 

단골인 과격하고 비현실적인 묘사나 인체를 모형처럼 절단하여 살해하

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잔인함을 넘어 유머러스해지는 만화 특유의 

표현들이 <뮤턴트 하나코>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특히 『켄페이군』에서

는 2차대전에 참전한 일본군이 현대에 환생한 내용으로서, 군복을 입

은 주인공이 현대사회에 나타나 일본의 밝은 미래를 위해 타락한 젊은

이들을 총이나 일본도, 탱크로 살해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전쟁의 

폭력에 대해 희극화 하고 있다. <뮤턴트 하나코>에서도 일본천황과 루

즈벨트 대통령 등 실제 인물들이 등장하면서도 과장되고 희화된 모습

이어서, 과격한 만화적 연출이 일본의 역사적 현실을 희비극처럼 픽션

                                           
428 아이다의 인터뷰 중. http://tokyoartnavi.jp/interview/index002.php (최종 확인 

2013년11월15일) 
429 무츠키 카게로우(睦月影郎)작, 1995년 라·테르 출판국 발행.  

http://ja.wikipedia.org/wiki/%E3%82%B1%E3%83%B3%E3%83%9A%E3%83%BC%E

3%81%8F%E3%82%93 (최종 확인 2013년11월15일.) 
430 우메즈 카즈오(楳図かずお)작. 1972년부터 週刊少年サンデー에 연재. 

http://ja.wikipedia.org/wiki/%E6%BC%82%E6%B5%81%E6%95%99%E5%AE%A4 

(최종 확인 2013년11월15일.) 
431 만☆가타로(漫☆画太郎)작. 1990년부터 週刊少年ジャンプ에 연재.  

http://ja.wikipedia.org/wiki/%E7%8F%8D%E9%81%8A%E8%A8%98 (최종 확인 

2013년11월15일.) 
432 아이다의 단행본 <뮤턴트 하나코>의 아마존 홈페이지상의 독자평에 의함.  

http://tokyoartnavi.jp/interview/index002.php
http://ja.wikipedia.org/wiki/%E7%9D%A6%E6%9C%88%E5%BD%B1%E9%83%8E
http://ja.wikipedia.org/wiki/%E3%82%B1%E3%83%B3%E3%83%9A%E3%83%BC%E3%81%8F%E3%82%93
http://ja.wikipedia.org/wiki/%E3%82%B1%E3%83%B3%E3%83%9A%E3%83%BC%E3%81%8F%E3%82%93
http://ja.wikipedia.org/wiki/%E6%BC%82%E6%B5%81%E6%95%99%E5%AE%A4
http://ja.wikipedia.org/wiki/%E6%BC%AB%E2%98%86%E7%94%BB%E5%A4%AA%E9%83%8E
http://ja.wikipedia.org/wiki/%E7%8F%8D%E9%81%8A%E8%A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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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게이트 볼(ゲートボール)>(1999)[도판63]은 일본의 

태평양전쟁 중의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만행을 개그만화적인 터치로 그

린 것이다. 일본 내에서는 전쟁의 피해자로서의 입장이 강조되는 데 비

해 가해자로서의 일본인의 이미지가 드문 가운데 이 작품은 일본인이 

직시하고 싶지 않은 현실, 역사적 만행의 주도자로서의 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의 지도 위에서 일본 노인 

들이 피해국 국민, 중국, 타이, 베트남인 등의 절단된 머리로 게이트 볼

을 하는 모습은 일본 노인들의 묘사가 괴물에 가까운 자학적인 것이라

고 할 지라도 일본이 저질러온 비인간적인 만행들까지 나쁜 농담으로 

희석해버릴 가능성 또한 지니고 있다.  

 이 작품에서 다루는 1937년 발단된 중일전쟁은 일명 아시아의 홀

로코스트로도 불리는 잔학무도한 일본의 대학살극으로 대표된다. 난징

사변은 수 십 만명에 이르는 민간인을 단기간에 살해하고 방화와 강간

을 포함한 변태적인 살인행각을 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품 속에

서 아직 피가 흐르는 희생자의 머리로 게이트 볼을 하는 노인의 운동

복 등에 쓰여진 대동아공영권을 의미하는 듯한 “Team Great East 

Asia”, 나 만주국기를 비롯한 참전 각국의 특징적 이미지들, 또한 일

본군의 잔인한 살해방식들은 모두 현실과의 연결고리로 주어져있다. 하

지만 인물들의 과장된 만화 같은 표정이나 피가 흐르는 머리채를 마치 

게이트 볼처럼 태연히 잡고 다니는 설정들은 <뮤턴트 하나코>처럼 비현

실적인 잔인함을 일상화 시키는 양식을 답습하고 있다. 현실과 만화적 허

구의 결합은 현실의 진실성을 희석할 뿐 아니라 사건을 전체적인 허구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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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하면, 원자폭탄의 투하나 공폭의 두려움 또는 지진, 해일 등의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의 연장선상에서, 현재라는 일상이 언제 파괴될지 모

른다는 잠재적 공포심은 일본의 서브컬처를 대표하는 테마이기도 하다. <

거대후지대원 VS. 킹구기도라>에서처럼 일상적인 풍경 속에 초현실적인 

상황이 벌어져 파괴로 이어지는 이야기구도는 <할복여고생>, <회색의 산>

등에서도 공통된 것으로, 지극히 일상적인 주인공들, 여고생이나 샐러리맨

들의 엽기적 대량 학살 또는 자해라는 초현실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섬뜩함이 더하다. 서브컬처에 있어서의 이러한 설정은, <고질라

(ゴジラ)>, <울트라멘(ウルトラマン)> 등의 고전적인 특촬 영화를 비롯하

여 <건담(ガンダム)>, <마크로스(マクロス)>의 애니메이션을 거쳐 이제는 

오타쿠의 대명사가 된 <신세기 에반게리온>, <아키라(AKIRA)> 등 나와 

적의 대립구도를 갖는 대부분의 SF계열 서브컬처물에 공통적이다. 일본을 

배경으로 현재 누리는 평화가 그 어느 순간 사라지고 묵시록적 아수라장

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일본인들의 의식은 역사이전부터 일본에 존재해온 

자연재해 등을 통해서는 물론, 2차대전의 후반에 집중적으로 일본 본토에 

투하된 공폭탄 들과 그로 인해 생활의 터전이 산산조각이 나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아즈마는‘세계계(セカイ系)’ 로 분류되는 <신세기 에반게리온> 이

후 1990년대 후반의 일련의 작품들은 “주인공과 연애상대의 작고 감정

적인 인간관계를 사회나 중간 항의 개입 없이 ‘세계의 위기’나 ‘이세

상의 끝’등의 커다란 존재론적 이야기에 직결 시키는 상상력”433이라고 

본다. 이러한 스토리라인은 사회에 대한 의식이나 공동체적 소속감, 나라

의 비호(庇護) 라는 근대적 테두리가 개개인에게 상실된 결과 개인의 공

                                           

433 宇野常寛, 『ゼロ年代の想像力』, 早川書房, 2011, p. 3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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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나 역경이 중간 매개의 도움 없이 곧바로 세계의 종말로 연장되어버리

는 폐쇄적 정신성을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의 사사로운 사건이 그 배후의 세계나 전 우주적 규모로 확대되는 영향

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설정들은 예를 들면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주인

공 이카리 신지(碇シンジ)가 평범한 학교생활에서 소환되어 지구를 지키

기 위한 거대한 사람형 병기(兵器) 인 에반게리온의 파일럿이 된다든지 

또는 <최종병기그녀(最終兵器彼女)>에서 주인공의 여자친구 치세(ちせ)가 

어느 날 갑자기 적과 싸우는 마지막 병기로 변신하는 등 2000년대 초까

지의 작품들에 찾아볼 수 있는 특징적인 이야기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우노는 “지하철사린사건(地下鉄サリン事件)434과 같은 ‘마치 만화 

같은’사건이 일어나, 확고한 현실감각이 상실된다. ‘세상이 이상하다’

라는 감각은 젊은이들의 사회적 자기실현의 신뢰를 감퇴시키고… 신뢰할 

수 없는 ‘사회’’역사’라는 중간 항을 빼고 ‘자기의 내면’과 ‘세계’

가 직결되는”상태라며 아즈마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435 단적으로 말하

면 상실된 거대담론에 대한 개인 차원에서의 두려움의 표출이자 이로부터

의 탈출의지 또는 종말론이 서브컬처의 이야기 설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의 특징으로는 평범한 일상의 표현과 세계전쟁과 

같은 초월적인 상황이 매우 가깝게 공존하며, 특히 가장 무력해 보이는 소

녀들에게 개인의 희생을 통해 나라를 구하도록 종용되는 모순적 설정이 

많다는 점이다. ‘전투미소녀(戦闘美少女)’라는 서브컬처 캐릭터의 장르

가 있을 정도로 일반화한 이 개념은 아마조네스 적인 강인한 여성과는 상

                                           
434  1995년3월20일 종교단체 오움진리교도들이 동경의 지하철에서 신경가스인 사린을 

뿌려 13명이 사망, 6천명이 넘는 부상자를 낸 동시다발테러 사건. 평화로운 일상에 커다란 

충격을 던진 이 사건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오움진리교도들을 공포스러운 신흥 컬트 

종교단체로 인식하게 하였다.  
435 宇野, 『ゼロ年代の想像力』,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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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는 어리고 연약한 소녀가 대상으로, 그 의상이나 신체표현을 통한 로

리콘적 관심의 대상으로도 여겨진다.  

 <뮤턴트 하나코>의 경우 일상으로부터 급격한 전쟁상황으로의 전환이

나 어린 소녀가 일본을 구하는 인물로 선택된 점, 로리콘 취향이 반영되는 

점 등, 이러한 서브컬처의 영향이 짙게 드러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할

복여고생>은 아이다의 작품 중에서도 특이하게 컴퓨터 그래픽을 동원한 

작품으로, 표현법 자체는 만화적인 터치이면서 화면의 구성이나 상, 하단

의 텍스트를 통해서는 전통 판화나 삽화의 양식, 그리고 현대의 상업디자

인적 타이포그래피의 요소를 표현하고 있어서, 외견상으로는 과거와 현재

가 겹쳐진 팝 문화적인 이미지를 준다. 그 내용은 역시 ‘세계계’의 구도

를 차용하여,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이 일본도를 가지고 스스로의 머리나 

배등을 절개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할복은 일본의 무사가 자책의 뜻으로 

목숨을 끊는 데 사용된 방식인데, 전쟁 시 포로들은 물론, 패전 직후 살아

남은 애국주의 군인들이 자해한 예는 무수하다. 시간, 공간, 그리고 의도 

중 어느 하나도 명확하지 않은 이 그림에서는 과거의 군국주의를 상징하

는 테마가 키치나 팝의 감수성으로 그려져 있다. 

 가로폭이 7미터에 육박하는 <회색산>을 접하며 느끼는 이질감은 안개

에 쌓여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마치 일본화의 한 풍경 같은 이미지가 사

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끔찍한 세부의 결합으로 구성된 데서 비롯된다. 

이들은 모두 회색 양복을 입은 일본의 샐러리맨들로, 컴퓨터나 사무용 책

상, 의자들과 함께 마치 매립지에 버려진 쓰레기들처럼 첩첩이 쌓여 드높

은 산을 이루고 있다. 산수화의 산처럼 아득히 쌓인 시체더미들은 비록 그 

묘사가 한구 한구를 세밀하게 그려, 넥타이의 문양까지 알아볼 수 있을 정

도로 치밀함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현실감이 없는 이미지가 되고 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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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죽음에 대한 애도나 충격이 완전히 생략된 대량의 사체들은 죽음

의 이미지라고 하기에는 극단적으로 가볍고 허구적이며 인형이나 만화의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일종의 기호들의 무덤에 가까워 보인다.  

 피라미드에 육박할 듯한 규모로 쌓여진 인체의 더미는 아이다가 처음 

도전하는 테마는 아니었다. 그는 2001년의 <쥬서믹서>를 통해 이미 수백 

수천의 인체가 믹서기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지옥도를 구현한 적이 

있다. 이 속에서 소녀들은 마치 바비 인형이 거대한 믹서 속에 쌓여있는 

것처럼 스스로의 상황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작가의 표현에 의하

면 “크랜베리 주스처럼” 형체도 없이 갈려지기를 무표정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이미지는 미켈란젤로의 시스틴 성당 벽화 <최후의 심판>을 

동화처럼 보이게 할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비인간적인 것으로서, 사실

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 엽기성과 잔혹성 때문에 악몽 속의 한 장면처

럼 현실감이 철저히 결여되어 있다. 이 두 작품 역시 가까운 일상 속의 소

품들 – 믹서기, 샐러리맨, 오피스용품 – 과 전 후 관계를 알 수 없는 대학

살의 참사가 겹쳐지면서 이성적 판단이나 논리적 개연성을 배제한 일본적 

상상력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광활한 지역에 사체가 널리는 장면을 묘사한 <자쿠-전쟁

화RETURNS 번외편(ザク-戦争画RETURNS番外編)>(2005)[도판64]는 

사체가 인간이 아닌 SF스토리에 등장하는 로봇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지

의 원전이 일본의 전쟁화에서 유래한다는 점에서 보다 다중적 의미를 갖

는다. 어두운 화면 속에는 곳곳이 마그마와 같이 붉은 불길이 솟고 끝없이 

펼쳐진 평지와 언덕 너머로는 이를 가득 메운 셀 수 없이 많은 로봇들이 

총격전을 벌이고 있다. 자쿠는 1979년 시작된 <기동전사건담(機動戦士ガ

ンダム)>에 등장하는 로봇으로, 미래의 우주를 배경으로 지구연방과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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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독립하려는 콜로니행성의 싸움에 도입되는 인간형기동병기의 명칭이

다. 건담은 TV시리즈로 시작되어 극장 영화나 소설로도 전개되듯이 일련

의 우주계전투를 다루는 일본의 로보트 시리즈 중 높은 인기를 자랑하며, 

두터운 매니아 층을 형성하고 있다. 아이다가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계기

도 매니아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건담을 테마로한 전시기획에 초대되었던 

것이 발단이다.  

아이다는 스스로 건담 매니어는 아니지만, 이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

어서, 일본의 대표적인 전쟁화 후지타 츠구하루（藤田嗣治）의 <아츠섬의 

옥쇄(アッツ島玉砕)>(1943)[도판65]를 재해석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화RETUNRS>연작의 일환으로 “자쿠를 구(舊)육군이

등병으로 바꿔 놓는”시도를 고안 했다. 이 방식을 통해 두 종류의 상이한 

쟝르에 속하는 전작들에 대한 헌정을 “후지타 츠구하루 – 토미노 요시아

키(富野由悠季) – 나, 라고 하는 세대가 다른 3명의 일본인에 의한 이

미지의 릴레이”로 구성했다고 밝혔다.436 아이다의 이러한 시도는 패전 

후 원천 봉쇄 되다시피 한 전쟁화 중에서도 아츠섬에서 전멸한 일본군의 

시체더미를 표현한 후지타의 작품을 선택하고 있어 처참하고 비극적인 분

위기를 인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후지타 작품의 선택은, 전쟁화의 제작

을 계기로 종전 후 일본에서의 삶이 어려워지는 등의 작가의 정치적 에피

소드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어, 그의 이미지를 통해 전쟁화의 터부를 상

기시키려 한 의도가 엿보인다. 동시에 건담처럼 공상과학의 세계 속의 비

현실적인 전투와 우주라는 막연한 타자를 상정하여 초월적인 규모의 싸움

을 후지타의 작품이 연상되는 구도와 색채, 분위기를 이용해 그려냄으로써 

실제 일본군의 전투에 대한 침울한 이미지를 반영하면서도, 서로 엉키는 

                                           
436 会田, 『Monument for Nothing』,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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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모습은 허구적인 종말론을 연상케 한다. 후지타의 원작에서 감도는 

어두움과 스푸마토로 덮인 듯한 흐릿한 공기가 조성하는 분위기는 사실적

이면서도 어딘지 모를 신비감과 비현실감에 젖어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아이다가 말하는 서로 다른 3세대의 일본인들의 이미지의 릴레이는 전쟁

과 비극, 전투에 대한 몽환적인 비장함과 초현실적 스케일감에 기초한 것

으로 보여진다.   

  아이다는 다각도로 서브컬처적 표현과 감각, 그리고 서술구조를 참조

함으로써, 작품에 다중적인 이야기의 층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층은 역사

적인 지평으로 실제로 일어난 전쟁과 일본의 패배, 그리고 이로 인한 일본

과 미국 사이의 역학관계를 담고 있다. 그 다음은 이러한 역사적 현실과 

이에 대한 제작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브컬처 작품으로서 해석된 층이며, 

그 다음이 아이다의 회화에 해당되는 층으로 1,2차적인 층을 인식하면서 

그를 토대로 제3의 의미를 형성하는 구조이다. 전쟁화를 염두에 두고 제작

했다는 <자쿠>에 이르러서는 이 3개의 층에 전쟁화라는 전쟁에 대한 당시 

미술가의 1차적인 반응의 층이 추가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에 패전과 관련된 역사적 현실이 반영되

는 것은 순수미술영역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거의 철저히 제거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마치 2차대전 직후 너무도 큰 트라우마를 겪음으로 

인한 육체, 심리적 상처로 쉽게 예술활동에 돌아가지 못했던 독일인 작가

들이나 유대인 혹은 유럽 전반의 예술가들처럼, 원자폭탄에 의한 피해의 

상황이나 패전을 직접 언급하는 작품은 패전후의 일본에서 나오기 어려웠

었던 것이 현실일 것이다. 당대 미술의 맥락에서 볼 때 전쟁 중 정부의 요

청으로 일본군을 영웅화 하도록 그려진 전쟁화를 제외하고는 일본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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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한 직접적인 전쟁의 회고는 많지 않았다.437  

 테즈카 오사무의 「아톰」의 예처럼, 일본의 공상과학 만화나 어린이

용 오락물에 투영된 원자력이나 방사능, 또는 전쟁관련 사건들의 설정은 

패전 후 두드러진 것으로, 전후 서브컬처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무라카미

는 1954년의 <고질라>에서 <울트라맨> 시리즈, <야마토>나 <건담> 그리

고 패전으로부터 무려 50년이 지나 발표된 <에반게리온>을 통해 “겨우 

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했나 하고 생각할 틈도 없이, 그 다음을 자신의 힘

으로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딜레마”가 표출된다고 했다. 결국 대중적으로 

사회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크게 인기를 끈 이 일련의 서브컬처들에는 너

무도 긴 패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438 이는 비단 그

만의 시선은 아닌데, 사와라기의 경우 소설가 시미즈 아리카(清水アリカ)

의 글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우주전함 야마토>나 <기동전사 건담>을 거

쳐서 <아키라>나 <북두신권(北斗の拳)>, 또 신 <가메라(ガメラ)>에서 <

신세기 에반게리온>에 이르기까지 1970년대에 오일쇼크로 인해 고도성장

에 막이 내려진 이후의 전후 서브컬처는, 일관되게, 전쟁에 대한 대량살상

과 핵전쟁후의 폐허,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침략자에 의한 불가해한 테러리

즘을 그려왔다.”고 논한다.439 그는 1995년을 기점으로 일어난 정상적인 

                                           
437  초현실주의적 기법이나 리얼리즘회화로 불리는 묘사를 통한 화법을 사용한 전쟁의 

주제화는 1952년 하마다 치메이(浜田知明) <초년병애가(풍경)(初年兵哀歌(風景)>”나 

1950년 마루키 이리·도시(丸木位理・俊) 의 <원폭도(原爆の図)>등 찾아볼 수는 있으며 

전무한 것은 아니나, 1950년대에 시작된 전위적 움직임인 몇 개의 주된 그룹과 같이 

조직화 된 움직임은 아니었다. 당시의 전쟁화에 대해서는 사와라기의 『日本⋅現代⋅美術』의 

마지막 장 “어두운 그림(暗 い 絵)”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椹木, 

『日本⋅現代⋅美術』, 1998, pp. 321-349.) 
438 개별 작품에의 이러한 성향은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인기 서브컬처 만화, 

애니메이션, 특촬 등이 갖는 정형화된 양식은 있다. 앞장에서 살폈듯이, 전후 직후의 

아동SF물에서는 테즈카의 아톰이나 고질라의 탄생배경처럼 원자력과 관련된 설정이 눈에 

띄였고, 그 이후 건담, 야마토 등의 우주전쟁물, 그 후로는 아키라나 에반게리온에 대표되는 

‘세계계’작품으로 이어진다.  
439 椹木, 「スーパーフラットからGEISAIへ：村上隆の近未来をめぐって」, 『ユリイカ』,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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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하루아침에 아수라장으로 전환되는 사회적 사건들, 관서지역을 강

타한 ‘한신아와지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이나 오움진리교(オウム真理

教)라는 컬트교도에 의한 대량학살의 시도인‘지하철사린사건’ 등은 일

본인들에게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만은 않은 인상을 남겼다고 보며 이러한 

광경들이 서브컬처를 통해 끝없이 되풀이되어온 픽션이기 때문이라고 설

명한다.440 현실에서는 처음 일어난 일들에 대해 데쟈뷰를 겪는 현상은 현

실과 허구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로, 이처럼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

치 경험한 듯 느끼게 하는 반면, 역으로 실제 발생하였던 일에 대해 서브

컬처를 통해 경험함으로써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수용하게 될 위험성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와 서브컬처의 관계는 시미즈가 지적하듯이 

서브컬처가 실제의 전쟁의 폭력을 다룰 때 가장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시미즈는 미일관계와 패전이라는 일본역사에 기원하는 내제된 폭력

성이 서브컬처에 스며 나오는 것으로서, “역사로부터 잘려 나온 얄팍한 

표상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예를 들어 서브컬처)

은, 사실은 …부서지고 흩어진 역사 그 자체이고, 그 단편의 하나하나에 

근원적으로 가해진 폭력이 직접 쓰여져 있는 것”이라고 본다.441 서브컬

처에 표현된 폭력성과 세기말적 종말론은 그리 멀지 않은 일본의 과거로

부터 기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시미즈의 가정에 타당성이 있다면, 이

러한 역사의 파편들이 픽션과 혼재되어 결국 망각되거나 하나의 이야기로 

수용되는 것에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 오락물들을 통해서 원자폭

탄과 전쟁, 파괴의 역사의 이야기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있어

서 전쟁에 대한 현실인식 보다는 공상과학이나 비현실적인 상상 속의 이

야기로 이해되면서 오히려 원자폭탄이나 전쟁에 대해 매우 객관적인 시선

                                           
440 같은 책.  
441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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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나의 픽션을 감상하듯 하는 자세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물

론, 전쟁이나 과거에 대해 전후 세대가 비현실감을 느끼는 데에는 일본 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교육의 문제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나, 일본에서의 

서브컬처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미디어가 갖는 커다란 영향력과 이를 통

한 공상과학물 차원의 전쟁의 이미지는 구분되고 경계되어야 할 분야이다.  

 비록 그 전후 처리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일본과 같은 2차대

전의 패전국인 독일에서도 서브컬처와 역사에 대한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홀로코스트를 겪고 포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계 가족의 이야기

를 아버지의 구술을 토대로 아들이 만화로 표현한 『마우스: 한 생존자의 

이야기: 나의 아버지의 피묻은 역사(Maus:A Survivor ’ s Tale: My 

Father Bleeds History)』442와 이의 출판 후 이어진 논의들은 일본의 경

우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시사점이 많다. 『마우스』는 소설이나 다큐멘타

리 형식이 아닌 만화책으로 출판이 되었다는데 주목할만하다. 홀로코스트

에 대한 이야기는 독일을 비롯한 전 유럽, 또 많은 전쟁난민들이 이주한 

미국에서는 일본에서 전쟁의 충격과 피해자론 또는 가해자론 이상으로 민

감한 사항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아도르노

의 유명한 금기,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이다 (To 

write poetry after Auschwitz is barbaric)”일 것이다. 이러한 금기는 대

부분의 예술의 영역에서 재확인 되어,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나치의 행위와 

이러한 수모를 겪어야 했던 유대인의 피해,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공포와 

절망을 생각한다면 홀로코스트는 적절히‘재현(represent)’될 수 없고, 

재현되어서도 안된다는 일종의 표현의 금기로도 역할 했다.  

 이러한 홀로코스트의 재현불가능함(unrepresentablity), 나아가서는 

                                           
442 Art Spiegelman, Maus:A Survivor’s Tale: My Father Bleeds History, New 

York:Pantheo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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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전후 예술의 전쟁에 대한 표현의 불모함 대해서는 아도르노의 

해석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새로운 우상파괴론 (iconoclasm)

으로 해석되어왔다. 443  독일의 전후 미술이 프랑스 - 쟈코메티(Alberto 

Giacometti), 포트리에(Jean Fautrier) - 나 영국 – 베이컨(Francis 

Bacon) - 과 달리 전쟁에 대한 언급에 있어 1980년대 가까이까지 침묵

을 지켜온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코스트에 

대한 재현은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1980년대의 세대들에게 있어서 

“만일 한다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역사적 트라우마를 재현할 것인가”

라는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444  

 이러한 배경하에서 『마우스』가 만화의 형식으로, 그것도 (제목에 

있듯이) 인물이 아닌 생쥐를 의인화한 등장인물들로 홀로코스트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다중적 의미를 갖는다. 마우스에 대한 글을 쓴 홀로코

스트 학자인 안드레아스 후이센(Andreas Huyssen)에 의하면 만화라는 

서브컬처의 매체를 통해 다루는 역사는 보다 많은 청중에게 알려져야 한

다는 정치적 의도는 달성할지 모르나, “적절하거나 정확하다고 생각되기 

힘들다.”445 이러한 부적절성은 대중매체 특유의 강한 재현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이센은 여기서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

(Schindler ’ s List)>(1993)의 예를 들면서 “ ‘ 진정한 역사(real 

history)’와 교환된 헐리우드라는 허구적 대체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며 <쉰들러 리스트>가 대중매체의 방식을 통해 역사를 재현함으로써 망각

                                           
443 이러한 관점의 연구중 대표적인 것은 Cathy Caruth, Unclaimed Experience: Trauma 
and the Possibility of Histor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James Edward Young, The Texture of Memory: Holocaust Memorials and Mean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등이 있다.  
444 Andreas Huyssen, “Of Mice and Mimesis: Reading Spiegelman with Adorno”, in 

New German Critique No.81, Autumn, 2000, p.67. 
445 같은 책,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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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446  그는 이처럼 정통적 매체가 아닌 미디어로 

재현되어 대중화한 역사적 현실에 내재된 허구적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역사라는 거대담론적 대표성을 갖는 테마가 다뤄지기에

는 만화는 그에 상응하는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후이센은 『마우스』 속에 내재된 특정 장치들, 이야기

의 주체가 사실상 홀로코스트와 포로수용소를 직접 경험한 아버지임에도 

그의 이야기를 듣는 아들의 시선에서 그려져 있다던지, 이야기의 주인공이 

인물이 아닌 의인화한 동물을 사용하는 등 허구적인 이미지가 주는 단계

적 ‘단절 (estrangment)’효과가 활용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장

치들은 “그의 부모들의 근원적 트라우마에서 한 차원 물러난 두 번째 단

계의 생존자로서의 죄의식”을 표현하며, 결국 구술을 통해 2차적 경험으

로 인식된 역사라는 내용을 담는 적합한 그릇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

다.447 이와 같은 전쟁의 트라우마에 대한 2차적인 표상은 사회적 터부가 

되다시피 한 전쟁에 대한 재현을 보다 용이한 차원으로, 즉 비대표적인 매

체를 통하여 대중적 오락의 일환으로 끌어내려,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함과 

동시에 역사적 사실과 트라우마의 성격에 있어서는 반비례적으로 ‘정확

성’과 ‘적절함’에 있어서는 떨어지게 된다.  

 일본의 서브컬처에 드러나는 전쟁관에 있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브컬처를 통해 표현된 전쟁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또

는 감정 이입은 이것이 “역사의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허구적 이야기로 

가공되어 큰 규모로 소비됨으로써 그 정확성과 적절함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서브컬처의 소비자층에게 있어서 전쟁의 현실은 가공되고 소

비되어 망각됨으로써 수많은 트라우마 문화의 일부로 잠식될 가능성이 크

                                           
446 같은 책. 
447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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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후 만화를 보고 자란 세대에 있어서 서브컬처화한 전쟁이라는 테마

는 작품을 위한 다양한 영감중 하나로 다시 부각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아이다에게 두드러짐과 동시에 일부 무라카미와 나라의 작품에도 드러난

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역사적 현실이 아닌 역사를 언급한 서브컬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 속의 비현실감, 희비극화, 또는 과장된 

전개들은 바로 이들과 실제의 트라우마와의 거리감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이다의 경우 이러한 현실과의 거리감은 작품에서 전쟁에 대해 중

립적 또는 정치적으로 애매한 표현을 연출하게 한다. 아이다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뮤턴트 하나코>, <거대후지대원 VS. 킹구기도라>, <할

복여고생>, <게이트 볼>, <자쿠> 등에서 서브컬처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이 

혼재하는 양식을 다양하게 다뤄왔다. 특히 그의 작업 중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는 <전쟁화RETURNS>에 있어서는 의식적으로 역사적 테마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다의 입장은 다양한 그의 양식만큼이나 분명하지 않고 

항상 애매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다의 작품들은 

실제로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하기에는 미비한 약점을 남기게 된다.  

 태극기를 든 치마저고리 복장의 소녀와 일장기를 든 세일러 교복차

림의 소녀가 마주본 구도의 <아름다운 깃발>은 그 전형적인 예로, 태극기

와 순국열사 유관순을 생각나게 하는 흑백의 차림이라는 강한 항일의 상

징이 드러나 있음에도, 이들의 정치성 또는 관계를 설명하는 실마리는 제

시되지 않고 있다.448 만일 아이다가 이 두 소녀의 대치를 통해 전달코자 

하는 저의가 있었다면 이것은 실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나 어떠한 평론을 통해서도 단호히 한일관계에 대한 정치

적 의견을 표상하지 않고 있다. 그에 의하면 깃발의 이미지는 그가 한국을 

                                           
448 아이다는 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유관순의 존재와 그녀의 상징성에 대해 알고 

있음을 밝혔다. (2012년 12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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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했을 때 목격한 태극기가 일장기보다 복잡한 디자인이면서도 아름답

게 느껴진 데서 사용한 표상이며, 한국인 소녀의 이미지 역시 한국 거리의 

소녀들의 미모를 보고 그리게 된 것, 또 치마저고리는 일본의 조총련계 학

교의 교복을 보고 착안한 것이라고 한다.449 작가의 말을 그대로 따르자면, 

그에게 있어서 한국과 일본사이의 과거는 역사적으로 생략된 것과 같고, 

시각적으로는 대립된 구도를 조성했음에도 불구, 소녀들로 대표되는 국가

적인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 바는 없는 것이다. 이 주제의 사용은 

철저히 현세적인 흥미, 태극기의 디자인이나 소녀들의 아름다움에서 비롯

된 것이라는 작가의 변은 이 작품이 <전쟁화RETURNS>의 범주에 속해있

음을 보아도 수긍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가지 명백한 것은 작가가 과거

의 한일관계에 대해 감상자 개개인의 범위에서 상기되는 것은 바라고 있

으나, 그 이상의 작가 개인 차원에서의 주장은 철저히 배제하고 싶어한다

는 사실이다.  

 이 작품에 사용된 화법은 연필소묘와도 같은 선적 느낌이 강한 것으

로 드라마틱하게 휘날리는 깃발은 물론 강조와 생략이 뒤섞인 소녀들의 

모습 또한 만화나 삽화의 한 장면처럼 연출되었다. 그녀들이 서 있는 발 

밑에는 부서진 나무조각이나 건물의 일부 같은 자재들의 묘사가 폐허를 

암시하는 듯 하고 소녀들의 다리에는 각각 붕대가 감겨 있어 전투 후의 

상황임을 환기하고 있다. 이런 설정은 전형적인 전투미소녀의 모습으로, 

스펙터클한 상황(폐허와 바람에 날리는 국기)과 소녀들의 투혼이라는 요

소를 고스란히 나타내어, 서브컬처에서 인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소

녀의 모습이 서브컬처의 맥락에서 기호화된 이미지들이라는 사실과, 아이

다가 전쟁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에는 연관성이 느껴진다. 만

                                           
449 같은 인터뷰에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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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 많이 본 상황, 본 듯한 풍의 그림에서는 비극적 과거에 대한 실질

적인 작가의 고민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  

 히로히토의 아들인 아키히토(明仁)의 모습을 그린 일본화풍의 작품에 

있어서도 그의 애매한 입장은 계속 표출된다. 역시 <전쟁화RETURNS>의 

한 작품인 <일일일선(一日一善)>(1996)[도판66]에는 아키히토가 전쟁 

후 1992년 일본의 천황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당시의 모습을 

담고 있다. 뒤 배경에 솟은 탑은 삼장법사(三藏法師)가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을 안치한 서안(西安)의 자은사(慈恩寺)에 있는 탑이라고 하는데, 이

러한 불교전래나 실크로드를 주제로 한 작품은 동경예술대학교 학장을 역

임한 일본화단의 대가로 알려지는 히라야마 이쿠오(平山郁夫)의 주된 분

야였으며, 이 작품은 그의 화법을 모방하여 제작된 것이다. 아이다는 오른

쪽 하단에 히라야마의 이름까지 흉내 내어 써넣고 있다.  

 제목에는 또 다른 복선이 있는데, <일일일선>은 일본선박진흥회(日本

船舶振興会, 현 일본재단)의 전 회장인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가 TV

광고에서 외치던 슬로건으로, 사사카와는 태평양 전쟁 때에는 제국해군 장

교로서 과거 전범으로 낙인 찍혔었으나, 당시에는 모터보트 경주의 수익금

을 자선사업에 기증하여 자선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 작품 속에

는 과거의 사건들과 현재의 위선적인 모습들이 난무하고 있다. 현 천황은 

정치적으로는 상징천황에 지나지 않으나, 과거 아버지의 원죄에서 자유로

울 수 없으며, 패전 후 50년이 다 되는 시점에서 전쟁의 피해국가인 중국

에 찾아가면서도 위안부 문제 등 두 나라간의 과거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전 협의 하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50 일본화단의 

                                           
450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kihito-expected-to-offer-china-a-

nonapology-japans-emperor-walks-a-diplomatic-tightrope-on-his-historic-

visit-to-peking-writes-terry-mccarthy-in-tokyo-1559065.html(최종 확인 

2013년 12월1일)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kihito-expected-to-offer-china-a-nonapology-japans-emperor-walks-a-diplomatic-tightrope-on-his-historic-visit-to-peking-writes-terry-mccarthy-in-tokyo-1559065.html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kihito-expected-to-offer-china-a-nonapology-japans-emperor-walks-a-diplomatic-tightrope-on-his-historic-visit-to-peking-writes-terry-mccarthy-in-tokyo-1559065.html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kihito-expected-to-offer-china-a-nonapology-japans-emperor-walks-a-diplomatic-tightrope-on-his-historic-visit-to-peking-writes-terry-mccarthy-in-tokyo-15590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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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인 히라야마의 작품은 정치자금으로 일종의 돈세탁 목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된 일이 있었으며, 그가 유네스코 친선대사를 지내는등 인도적

인 활동도 많이 했지만 최근 그의 사후 그의 부인이 탈세혐의로 보도되는 

등 그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단순히 영웅적이지 만은 않다. 사사카와의 경

우 젊은 시절에는 전형적인 파시스트임을 내세웠으나, 패전 후 마치 전쟁 

때의 행각을 속죄하려는 듯이 거액을 자선사업에 투자해 왔다.  

 이 <일일일선>은 거론되고 있는 아키히토, 히라야마, 사사카와의 세 명

중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하고 있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긍정하고 있

지도 않다. 아이다 자신도 작품의 설명문에 “물론 나는 이런 훌륭한 선인

들을 비판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모두가(위생적인 미소와 함

께) 평화와 자선을 어필한 전후 일본의 ‘보수주류파’가 발하는 독특한 

냄새, 그곳에 각인된 패전의 기억을 한 장의 그림으로 정착시키고 싶었습

니다.”451 라며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의 이러

한 태도는 전쟁 후 2세대가 지난 그에게 있어서, 그만큼 전쟁에 의한 또는 

전쟁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없음을 역설적으로 이야기

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쟁과 천황문제를 포함한 전후 처리에 대해 매

체를 통해 매개된 지식으로써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받아들인 정

보 이상의 의견을 형성할 만큼의 구체적인 감정은 없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표면적으로는 강한 반미감정과 전쟁 이후의 피해

의식을 담는 듯이 그려진 <뮤턴트 하나코>, <뉴욕공폭의도>, <뮤턴트 하나

코>의 경우에도 그가 그려낸 이미지가 직접적인 작가의 정치적 태도가 아

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 비록 그가 한국, 중국과의 사이에 형성

되어있는 가해자로서의 일본의 주체성을 표출할 장소에서만 전쟁 또는 군

                                           
451 会田, 『Monument for Nothing』,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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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의의 찬미인지 비판인지를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지만, 강

한 피해자의식을 노골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려진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

이기에는 그의 피해자의식 조차 연출된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다. 이러한 구도는 전술한 아이다의 이미지의 세 개의 층에 네 번째 층을 

형성하게 하는 것으로, 역사적 현실과 이를 토대로 한 서브컬쳐, 서브컬쳐

를 해석한 아이다의 이미지라는 세 개의 층 위에 이미지로는 드러나지 않

는 또 다른 냉소적인 객관화된 해석의 층을 겹치게 한다. 드러난 이미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폭력적인 장면이지만, 이것이 그대로 폭력성과 피해자

의식을 표현한 것이기 보다는 전쟁의 폭력적 표현에 대한 ‘인용’에 지

나지 않는 측면도 있다.  

 <게이트 볼>이나 <아름다운 깃발>, <자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브컬

쳐의 인용을 통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거리감을 생각한다면, 미군의 소녀

에의 폭행, 제로선이 뉴욕시가를 초토화 하는 이미지 역시 아이다의 진정

한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담는다고 보기에는 서브컬쳐적인 표현 양식을 

빌린 의도된 연출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

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의 입장의 어느 경우에도 현실감 없는 역사비

평으로 끝나고 있다.  

 

 

4. 트라우마의 표상 

 

 이 절에서는 일본과 같은 2차대전 패전국인 독일의 예를 들면서 아

이다 작품에 표출되는 전쟁의 트라우마에 대해 알아본다. 패전국인 독일의 

경우 순수미술에 드러나는 전쟁의 흔적은 신표현주의의 등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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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가 되어 비로소 현저해진다. 홀로코스트의 기억과 함께 터부시 

되었던 전쟁이라는 소재는 귀재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1921-1986)

에 의해 <Fat Chair>(1964) 등의 작품을 통해 천천히 회복의 조짐을 보

이다가 그의 제자 세대인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 1945-), 게오르그 

바젤리츠(Georg Baselitz, 1938-) 등의 화면에 본격적으로 형상화 된다. 

특히 1945년생인 안젤름 키퍼는 “태어나보니 아버지 세대의 막대한 죄

를 안고 있었다”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전세대의 만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구체적인 형태로 화면에 반영시킨다.  

 키퍼는 초기에는 <직업(Occupations)>연작(1969)[도판67] 등을 

통해 2차대전의 나치를 상기시키는 포즈를 취한 일련의 자화상 사진을 발

표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발표 당시 파시즘에의 동조로 인식되어 네오나치

임이 의심된다는 심각한 비판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 이후에도 그는 독

일의 역사나 신화에 관계된 이미지들, 독일의 영웅들이나 나치즘의 군국주

의적 건물들을 화면에 도입함으로써 터부를 깨왔다. 후이센은 키퍼의 이러

한 작품들이 네오나치적 감성을 표현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고 보고 있

다. 452  그대신 그는 이러한 이미지의 제시를 통해 과거를 잊고 원상태로 

돌아가는(normalize) 것이 아니라,“과거를 이미지나 영화, 사진과 재현에 

의해서 밖에 알 수 없는 전쟁에서 40년이상이 지난 우리의 시점에서 기억 

속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본다.453 즉 독일이 가해자였던 과거와 이를 형성해온 전통들에 대해 사실

적인 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해 나갈지 고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키퍼의 이미지들은“과거에 대해 기억하며, 파시즘이

                                           
452 Huyssen Andreas, “Anselm Kiefer: The Terror of History, the Temptation of 

Myth”, October Vol. 48 (Spring 1989), pp.28-29. 
453 같은 책,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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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독일의 국가적 정체성에의 부담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억압

에 도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454 즉 그의 독일성을 나타내는 작품들은 

과거의 죄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이를 기억하고자 하는 매체로 작용한다

는 것이다.  

 비록 후이센은 키퍼의 작품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키퍼의 작품에 대한 이중적인 해석의 가능성은 그의 작품에 대한 꾸준한 

비판의 근원이 되어 왔다. <직업> 이후에 이어진 거대한 서사적 회화에서 

신표현주의 특유의 구상성과 추상적 물감의 처리 등을 혼합시켜 나치시대

의 거대한 건축물 등을 화면에 가득 담은 <실내(Innenraum)>(1981)[도

판68]의 경우, 웅장한 파시즘의 역사를 상기시킴으로써 나치즘에 대한 찬

양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물의도 일으켜왔다. 그의 작품이 의

도적으로 양면적인 해석에 대해 개방되어있다고 느끼는 것은 필자만은 아

닐 것이다. 그러나, 키퍼의 작품들이 아이다의 전쟁화 들과 결정적으로 다

른 것은 키퍼의 경우 이미지를 다루는데 있어서 아이다처럼 간접적인 정

보로서의 전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해 보다 직접적

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미지의 구성방식에서도 드러나는데, 키퍼의 경우 예

를 들어 <실내>에서처럼 구체적이고 강한 원근법을 사용하여 과장된 환영

을 동원함으로써 이미지와 작가, 관객과의 관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연출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밖의 풍경화에서도 거대한 화면에 선원근법을 과

장되게 적용한 구도를 그림으로써 보는 이가 마치 빨려 들어가는 듯한 감

각을 불러 일으켜, 가상의 것이던 현실의 장면이던 주제에 대한 몰입을 종

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지의 대상도 키퍼의 경우 대부분이 알

                                           
454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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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는 건축물이거나 최소한 그 장소가 전쟁으로 초토화된 독일의 땅 

또는 숲이라는 사실이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장소성을 갖고 있다. 그의 표현은 가공(架空)의 것이나 픽션이 아닌 

역사적 현실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화면처리에 있어서는 키퍼의 경우 물감의 물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표

면에 지푸라기(금발의 상징)나 모래(아버지의 땅의 상징)등 각종 물질을 

접착하여 환영의 일부 또는 환영을 방해하는 요소로 쓰는 것이 특징이다. 

그가 촉각까지 동원된 경험의 공간을 만들어 냄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작가와 주제, 주제와 관객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유도해 내고 있는 것은 그

의 정치적 성향의 방향성과 관계없이 확인될 수 있다. 키퍼의 화면은 실질

적 경험을 구체적인 대상과 사실적 표현을 통해 작품에 대한 공감을 이끌

어 냄으로써 역사의 표현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아이다의 작품들은 <게이트 볼>이나 <뮤턴트 하나코>에 대표되

듯이 대부분 서브컬쳐, 특히 만화적 표현의 요서를 반영한 기호화된 화면

으로, 이를 읽어내는 호기심을 유발하기는 하나, 그 이상의 주제와의 깊은 

관련성은 유도하지 않는다는데 키퍼와의 큰 차이점이 있다. 만화 유래의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화면 속의 공간의 깊이 감이 설정되어있지 않아 평

면적이고 얕은 공간을 갖고 있다는 점도 관객이 이미지를 읽어내지만 깊

이 공감하기 힘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현실에 대한 또

는 기존의 서브컬쳐 상의 스토리나 등장인물들에 대한 패러디인 이 작품

들은 서브컬처가 인용한 전쟁을 또 다시 재인용 하는 결과가 되며, 따라서 

시각적으로나 개념적으로 현실감이 부족한 채 하나의 회화의 소재로 취급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 작품경력의 대부분을 독일의 역사

적 과오에 대해 고민하는 키퍼나 바젤리츠 등의 신표현주의 작가들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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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쟁화RETURNS>연작이 아이다의 수많은 테마중의 하나에 불과하

다는 점이 아이다와 독일작가들과의 입장차이를 말해주고 있다.  

 아이다들의 전쟁에 대한 관심을 단순히 정치적 또는 포퓰리즘적인 퍼

포먼스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전출한 동경예대교수 사토는 무라카미, 아이

다, 나라 등이 기본적으로는 비정치적성향을 갖는 논포리세대의 다음세대

로, 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개인들일 가능성이 많으며, 전쟁에 

대한 정보는 참전자로서가 아닌, 이미지와 매개된 정보로서 받아들였을 뿐

일 것이라고 본다. 때문에 참전 세대들이 전쟁의 참혹함을 육체적으로 경

험하였기에 오히려 이에 대해 함구하는 것과 달리, 간접적인 정보만을 통

해 일본인으로서의 전쟁에 대한 책임의식 없이 무책임한 표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한다.455 사토는 또한 아이다세대의 작가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테마가 갖는 중요성은 그 시간적 거리와 교육의 부재 때문에 

필연적으로 결코 클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쟁은, 특히 서브컬쳐를 통해 접한 컨텐츠로서의 전쟁의 설정은 무라

카미나 나라의 경우에도 한때 관심을 갖게하는 소재에 지나지 않았음을 

단편적인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무라카미와 나라 역시 가상적인 설정의 

서브컬처 유래의 전쟁을 화면에 담은 일이 있었다. 무라카미는 2005년도

의 「리틀보이」전에 일본의 서브컬쳐를 소개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과거

사를 서브컬쳐의 근원으로 제시했었다. 이 전시에서 무라카미 작품의 대표

적인 아이콘이 된 것은 원자폭탄 폭발 후 하늘로 솟는 버섯구름을 해골로 

표현한 <Time Bokan>연작 들이었다. 큰 해골과 작은 해골이 상하로 머리

를 맞대고 있는 이 작품은 제목이 상기시키고 있듯이 과거 어린이 만화로 

방영되던 <Time Bokan> 시리즈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이미지와 매우 유

                                           
455 2012년 11월20일 필자와의 인터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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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것으로 각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악당들이 폭파당한 후 등장하는 구

름의 모양에서 유래하고 있다. 무라카미는 「Little Boy」전의 주제에 적

합하게 일본의 과거와 미국의 폭력의 결과로 나타난 일본 서브컬쳐의 양

상을 하나의 이미지로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미지 역시 아이

다의 경우와 유사하게 실제 전쟁의 비극이나 폭발의 공포와는 무관하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화속에 세겨진 전쟁의 폭력에 대한 하나의 아이

콘이자 디자인적 성격이 강한 캐릭터화한 시각효과임에 불구하다.   

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 과거 태평양 전쟁시 일본의 특공대이던 카

미카제를 작품의 소재로 다룬일이 있다. <Kamikaze Bomber>(1991)[도

판69], <Jailhouse Kamikaze>(1994)[도판70],  <A Little Kamikaze> 

(1993)[도판71], <Pancake Kamikaze>(1996)[도판72] 등 소수의 카미

카제 관련 작품들은 특유의 만화적인 터치로 그려진 어린 아이가 장난감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는 기본적인 구도를 취하고 있다. 이 작품들에서 특

징적인 것은 역사적으로는 카미카제 특공대의 존재가 일본의 태평양전쟁

에서의 가장 충격적인 제도중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감은 

전무하고 마치 비행기를 탄 소년 소녀의 캐릭터나 장난감처럼 나라 특유

의 불규칙적인 선과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유하는 도상으로 존재한다

는 점일 것이다. 전쟁이미지에 대한 서브컬처적 표현의 방식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실제 카미카제의 비장함이나 무자비한 인명의 

희생, 섬뜻한 군국주의의 혼은 나라의 카미카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실

제 전쟁과 강한 연관성을 갖는 대상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미

지들을 통해 전쟁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거나 각인시키는 등의 정치적인 의

도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무라카미가 처음으로 <Timebokan>을 제작했던 것은 1993년인데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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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직후에 다루던 보다 정치적인 설치작품 - <R.P.>나 <Seabreeze> - 

의 일환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라가 카미카제 

이미지들을 처음 그렸던 것 역시 1990년대 초중반이 되는데, 이미 80년

대 말부터 독일에 거주하던 나라의 경우는 일본인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된다. 두 작가의 경우 

다 <Timebokan>과 카미카제라는 소재는 전쟁과 관련된 유일한 테마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작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456 아이다는 이 두 

작가들에 비해서는 <전쟁화RETURNS>연작에서 보듯이 보다 심층적으로 

전쟁을 테마로 취급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의 경우 역시 이러한 테마는 

그의 보다 포괄적인 서양의 근대적인 조건들에 저항하는 성향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다. 결국 세 명의 작가들 작품에 있어서 전쟁과 관련된 테마

는 설정에서부터 비현실적이고 작품의 제작 빈도에 있어서도 중요성은 떨

어지며 무엇보다 정치성이 회피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456 무라카미의 경우 <Timebokan>을 다른 캐릭터처럼 색상을 바꿔가며 그 후에도 제작을 

하고는 있으나, 전체 작품을 고려할 때 매우 작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나라의 

경우 역시 2000년대 들어서도 주로 드로잉으로 카미카제 관련 작품을 제작하기는 하지만, 

1년에 1-2차례의 빈도로 결코 절대적 숫자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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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소녀라는 상징성:나라 요시토모 

 

5장에서는 나라 요시토모의 소녀들의 표상의 형태적 특징과 이들이 상

징하는 바를 알아본다. 특히 이들의 표현이 독일의 신표현주의나 미국의 

뉴페인팅처럼 탈기술화 해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나라의 작품이 갖는 반모

더니즘적 성향을 살피고자 한다.  

 

 

1. 미성숙의 표상 

  

이 절에서는 나라와 어린이라는 이미지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무라카

미의 작품이 내용과 제작, 제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일상적인 현실과의 경

계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온 것과는 사뭇 다르게, 나라의 경우 현실과 작품

과의 경계는 명확하게 그어져 있다. 기업규모의 사무실과 체계화한 작업실

을 운영하는 무라카미와는 대조적으로 나라는 홀로 흰 캔버스 앞에서 묵

묵히 밑그림 없이 영감만을 토대로 소녀의 이미지를 그려나가는 방식을 

고집해 왔다.  

낭만적인 화가의 면모를 유지하는 그에게는 일본과 동아시아 여성들

을 중심으로 한 컬트 같은 팬덤이 존재한다. 특히 나라의 작품은 일본의 

베스트셀러 여류소설가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의 연재 소설의 삽화

로 게재되어, 그녀의 인기만큼 그의 작품도 널리 알려져 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요시모토 소설의 가볍고 사변적인 양식과 나라의 유아적인 

감수성이 융합된『데이지의 인생(ひな菊の人生)』(2000)이나  『아르헨

티나 할머니(アルゼンチンババア)』(2002) 등은 세계적으로 번역되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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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화 하기도 하여, 유아성을 졸업하지 못한 채 성장하고만 이 시대 어른들

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평론가인 아카사카 히데토(赤坂英人)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나라의 작품에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특별한 애착을 느끼는 팬들 중에는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 위화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층이 

있었다고 한다. 457  학교에서 고립해 있던 한 소녀는 나라의 회화를 통해 

‘위로 받았다’ 고 밝혔다.458 원하든 원치 않든 매일매일 어른으로 성장

해 가야만 하는 청소년들이 불쾌한 표정을 한 2등신의 어린아이를 보며 

불행과 고난이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찾아옴을 느껴 위안으로 삼았는지

도 모른다. 나라가 그린 어린 소녀들은 단순 명쾌한 이미지 임에도 불구하

고, 관람자의 깊은 기억 속에 각인된 과거의 형상과 맞닿는 부분을 찾아 

마치 원시적 부적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힘을 발휘하여 호소하는 

것 같다.  

2000년도의 작품 <All the World Is Yours>[도판73]는 나라의 전형

적인 작품이다. 명암 없는 옅은 크림색의 단색 톤을 배경으로 반팔원피스

를 입은 2등신의 여자아이가 화면의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 서있다. 그녀의 

두상은 사람과 동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유아적인 특징인 베이비쉐마

(baby schema)459, 즉 행동과학분야에서 말하는 둥근 머리, 부드러운 볼, 

큰 이마, 큰 눈과 미숙한 입, 코라는 공통되는 형상을 갖고 있어, 특수한 

자극을 유발하여 보호욕을 일으키게 하는 형상이라고 한다.460 물론, 나라

                                           
457  Midori Matsui, “Art for Myself and Others: Yoshitomo Nara ’ s Popular 

Imagination”, in Yoshitomo Nara: Nobody’s Fool, Abrams, 2010, p.15. 
458 Midori Matusi, “Beyond the Pleasure Room to a Chaotic Street: Transformations 

of Cute Subculture in the Art of the Japanese Nineties”, Little Boy, p.227. 
459 콘래드 로렌즈(Konrad Lorenz)에 의해 연구된 아이들의 육체적인 특징으로, 보는 이의 

보호본능을 불러 일으킨다고 한다. Konrad Lorenz, Studies in Animal and Human 
Behavio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460 Stephan Trescher,‘Young Artist’s Portrait as a Puppy’, in Nara, Yoshitomo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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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러한 과학적 특성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표면적인 유사성

은 명확하다. 넓고 둥근 이마에 눈꼬리가 올라간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는 

이 단발머리 소녀는 짧은 팔다리에 몸에 비해 너무도 작은 양 발로 스스

로를 위태롭게 지탱하는 듯 보인다. 서 있는 소녀가 불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한편으로는 화면 어디에도 그림자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명암이 

생략된 묘사는 나라 작품의 특징인데, 특히 이목구비에 입체감이 없는 것

은 기호화된 아동 만화 이미지의 특성이다.461 

중년의 화가가 아직 골격도 다 발달이 안된 어린 소녀의 밋밋한 얼굴

만을 20년 이상 테마로 삼는 다는 것은 도덕적 잣대 또는 일반 상식적 기

준에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라의 작품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다뤄져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 이미지들은 여자아이 만을 범행의 대상으

로 집착하던 미야자키 츠토무의462  경우 같이 심리적 문제를 의심하게도 

한다. 또는 시점을 바꿔 작가 내면의 자화상이라면 소녀처럼 여리고 순수

하며 미숙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할 것

이다. 최소한 이러한 질문은 일부 지식인 층에서 공유되었던 듯 하다. 아

사다는 『보이스(Voice)』라는 월간지에서 무라카미 타카시, 나라 요시토

모 그리고 이들보다 약간 전세대의 모리무라 야스마사의 전시가 동시에 

열리던 2001년 가을 「참으로 유치한 『현대미술』(かくも幼稚な『現代

美術』)」463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이 속에서 아사다는 나라의 작품에 

대해 특히 “유아적 욕망의 치졸한 배설(垂れ流し)이 있을 뿐”이라고 언

                                                                                                           

al., Lullaby Supermarket, Verlag Fur Moderne Kunst Nurnberg, 2001, p.148. 
461 만화 독자의 연령대와 이미지 구현방식에 명확한 구분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며 만화 작

가의 화법에도 좌우되지만, 청소년 이상을 주 독자로 하는 극화(劇画)에 비해 아동을 주된 

독자로 하는 『아톰』 [도판74], 『ドラえもん』 [도판75]처럼 특히 등장인물이 아동일 경

우 이목구비가 완전히 평면화하는 경향이 있다.  
462 宮崎勤. 제2장에서 논의된 유아유괴살해범으로 여자어린이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음.   
463 浅田彰,「かくも幼稚な『現代美術』」, 『VOICE』, Oct.2001,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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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서 일본 평론계에서는 이례적인 독설을 내 뿜었다.464 아사다가 신

인류의 등장초기부터 성장을 거부하는 미숙한 청년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혐오해왔고,465 이들의 취미활동이 이끌어가고 있는 일본의 유아적 자본주

의에 대해 자조한 것을 생각 한다면 그의 일본의 현대미술계에서 일어나

고 있는 유아퇴행적 조짐에 대한 비판은 일관성이 있다. 그는 이러한 현상

이 일본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일본에 있어서 특히 눈에 뜨이는 

것은 일본이 ‘소아화’(아사다 浅田)나, ‘동물화’(아즈마 東)에 있어서 

세계의 최첨단에 서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현

상이 서양식의 주체성이 결여된 일본을 겨냥한 포스트모던 오리엔탈리즘

의 투영이라 보고 있다. 이를 철저히 의식하여 유용하게 적용한 무라카미

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수출형 일본 현대미술작가들 (쿠사마 야요이 草間

彌生 1929-, 오노 요코, 모리무라 야스마사, 스기모토 히로시 杉本博司 

1948- 등)과 아사다의 단어를 빌리자면 “미술사적인 전략”조차 없다고 

지적되고 있는 나라 간에는 서구 미술계에 대한 의식에 차이가 있는 듯이 

느껴진다. 아사다가 이 기사에서도 특히 나라를 꼬집어 그 ‘유치함’을 

개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으로서라도 주류 

미술사 속에 포함되려했던 다른 작가들에 비해 나라의 경우 그 이미지와 

태도 양면에서 미숙한 듯한 측면이 보이며, 이것이 별다른 전략이 아닌, 

그 자신의 자연스런 유아적 성향인 듯 하다는 점에 아사다는 특히 혐오감

을 드러내고 있다.  

나라의 작품이 아사다에게 ‘유아적 욕망’의 ‘치졸한 배설’로 비

춰졌던 이유는 그의 논리 정연한 설명처럼 2가지 단계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한가지는 나라의 주제가 ‘유아적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졌을 

                                           
464 같은 책, p.43. 
465 浅田, 筑紫, 「連続対論：若者の神々１」, 『朝日ジャーナル』, pp.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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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배설’로 분류될 정도로 ‘치졸’한 것으

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앞을 내다보는 공허한 눈빛의 아이들은 과연 

어떤 ‘유아적 욕망’을 체현한 것이며, 이들의 묘사가‘치졸’해 보이는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아사다의 지적처럼, 나라의 작품에 있어서의 유아

적인 것, 또는 미숙함은 그 소재와 표현방식의 두 가지 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2. 유아적 소재와 서브컬처적 감성 

 

이 절에서는 나라의 작품 속에 드러난 유아적 감성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서브컬쳐들과 연관하여 살피면서, 작가내면의 유아적 측면에 대해 살

피고자 한다. 나라의 경우 사생활에 관해서도 자신이 발신하는 블로그나 

트위터의 정보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어서인지, 그의 다소 어른스럽지 않

은 어리숙한(naïve) 행동들이 주목을 받아 그의 작품 속의 어린이와 그 

자신의 모습이 연관 지어지는 경우가 있다.466 비록 그는 회화 외의 각종 

프로젝트를 관련된 외부 관계자들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새

벽부터 그림을 그리거나 때로는 오후에 일어나는 등 기본적으로 회화제작

중심의 그의 생활이 일반인들에게는 특이하게 보일 수 도 있을 것이다. 나

라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활동들에 있어서 금전관계에 대해 놀라우리만

큼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몇 번 화제가 되어, 그가 그야말로 어린

아이처럼 돈 관리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알려져 왔다. 과거에는 작품을 지

                                           
466 나라의 블로그(‘나라요시토모의 나날들 奈良美智の日々’http://ynfoil.exblog.jp/ )는 

이전에 비해 활성화 해있지 않지만 꾸준히 그의 글들이 올라온다. 그의 트위터는 

@michinara3 로 하루에도 여러 건의 트윗을 게재하며, 10만명이 넘는(2013년 12월현재) 

팔로워가 있다.   

http://ynfoil.exblo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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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나라 작품의 소녀 이미지 사용을 무상으로 

허가하기도 하는 등 작품 관리면에서 어리숙함을 보이기도 하였다.467  

나라는 금전관리뿐 아니라 그 외의 생활 속의 제도들에 대해서도 무심

하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한 예로 2009년 2월 그가 자

신의 개인전 때문에 뉴욕을 찾았을 당시 오픈 전야에 술에 취해 뉴욕 지

하철역에 낙서를 하여 경찰에 구치된 사건이 있었다.468 나라가 그날 술을 

마시던 주점의 벽면에 술기운으로 낙서 한 것을 주인이 좋아해 작품으로 

남기겠다고 하자, 기분이 고조된 그는 귀가길 지하철 역에 까지 낙서를 하

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피티 아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현지 작가였다

면 아마 경찰에 발각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하였을 것이다. 술김에 자

신의 표현본능을 누르지 못하여 낙서를 하고 경범죄로 경찰에 잡혀가는 

것은 아마 10대의 악동들이나 할 짓이다. 그 어느 쪽도 아닌 나라는 그야

말로 10대의 감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어른이라고 말 할 수 밖에 없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나라의 작품, 그리고 그 자신의 성향이 어린이와 

연관되는 것은 2012년 출간된 그의 방대한 카탈로그 레조네에 실린 마츠

                                           
467 나라의 어리숙한 금전관리방식은 무엇보다도 그가 직접 한 블로그 기사에 대한 항변으

로 쓴 글에서 잘 드러나 있다. 온라인 미술잡지인 Art-it에서는 공식 블로거로 에이드리안 

파벨(Adrian Farvell)이라는 파리의 한 대학(Sciences Po) 교수의 글을 사이트에 게재 했

는데, 이중 파벨은 나라가 마치 어리숙한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작품매매 및 이미지 초상권 

산업에 대한 이윤을 톡톡히 챙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나라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사실무근이라며 격노하여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소송까지도 들먹였는데, 결국 같은 

Art-it사이트에 자신이 얼마나 금전적인 관리에 무관하여 손해도 보았다는 사실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일본 미술계에서 약간의 스캔들을 불러 일으킨 이 사건은 “나는 아마 정말로 

나이브=바보라서, 가만히 있으면 될 것도 이렇게 반론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사실

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필자(파벨)이 말하는 냉정한 장사의 재능은 사실관계

를 알게 된다면 바보 같은 장사의 재능이라는 인식으로 바뀔것이라 생각됩니다. “(Art-it 

사이트 http://www.art-it.asia/u/admin_ed_sp2_e/4YdEabseUS2JxFG0LmoI 최종 확인 

2013년 11월8일)라고 한 그의 말처럼 나라나 파벨 어느쪽에도 이득이 되는 일 없는 에피

소드로 끝이 났다. 나라의 사건에의 대응방식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예를 

들어 치밀한 준비하의 소송보다) 사건처리 방식에 있어서도 나라의 어리숙한 면이 지적될 

수 있다.  
468 이 사건에 대해서는 Art Asia Pacific지 기사를 참조. 

http://artasiapacific.com/Magazine/63/YoshitomoNaraArrestedForGraffitiInNewYorkS

ubway (최종 확인 2013년 11월9일) 

http://www.art-it.asia/u/admin_ed_sp2_e/4YdEabseUS2JxFG0LmoI%20최종%20확인%202013
http://www.art-it.asia/u/admin_ed_sp2_e/4YdEabseUS2JxFG0LmoI%20최종%20확인%202013
http://artasiapacific.com/Magazine/63/YoshitomoNaraArrestedForGraffitiInNewYorkSubway
http://artasiapacific.com/Magazine/63/YoshitomoNaraArrestedForGraffitiInNewYorkSub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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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도리의 글에서도 알 수 있다. 「하얀 공간 속의 어린이: 커다란 마이

너·아티스트로서의 나라 요시토모(白い空間の中の子ども：大きなマイナ

ー・アーチストとしての奈良美智)」라는 제목의 글 속에서 어린이를 위한 

일본 동화(童画)의 작품에의 영향을 논하면서 나라가 “어린이를 자신의 

내적 신화의 중심에 놓고, 어린이가 이미지를 집적할 때의 연상적인 방법

을 채택함으로써 독자적인 양식을 만들어 냈다”고 본다.469 즉 그의 표현

의 근원에 어린이가 있으며, 그 표현의 형상도 어린이라는 일종의 어린이 

성의 양면적 구속이 있다. 이는 아사다가 나라의 작품에 대해 ‘유아적인 

욕망’의 ‘치졸한 배설’이라 부르며 그 형식과 내용 양면에 있어서의 

유아적인 면을 지적한 것과 일맥 상통한다.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작

품의 영감으로 삼고 있음은 작가자신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나는 단

지, 스스로의 어린 시절을 긍정하고 싶을 뿐”470 또는, “역시 사람으로부

터 격리되어, 자폐증처럼 우울해지거나, 자기완결로서 행복해지거나 하면

서,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를 떠올리면, 무섭다든지, 즐겁다든지, 하

늘이 아름답다든지 하는 자신의 감각이나 생각을 확인하려 할 때 마다, 자

신의 과거의 근원이 된 경험에 도달한다고 생각한다. 과자를 처음 먹고 달

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단맛은 어디에서 왔나를 생각하면, 처음 그 감각에 

달다라는 단어가 주어진 가장 처음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471 등, 스스로의 어린 시절의 원초적인 경험에 대해 중요성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의 작품에 항상 어린이가 등장하는 데 대한 질문에 대해 나라는 

                                           
469 松井みどり, 「白い空間の中の子ども：大きなマイナー・アーチストとしての奈良美智」, 

『奈良美智：全作品集 1984-2010』 , p.337. 
470 奈良美智, 「Artist Interview Yoshitomo Nara - 以心伝心のアート」,『美術手帖』, 美

術出版社, Apr. 1998, p.134. 
471 天野太郎, 「断片へ」, 『I don’t Mind, If You Forget Me』, 横浜美術館図録, 淡交社, 

2001,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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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거의가 자신의 눈꺼풀 뒤에 세겨진 과거의 체험을 현재의 자신이 

되돌아볼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472라고 밝히면서 소녀들의 이미지가 

직접 스스로의 과거와 그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계 속에서 등장한 것이라

고 이야기하고 있다. 어린 시절에 대한 강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궁금증으로 연결된다. 그는 유소년기에 부모님이 맞벌이이고 

형제와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인 관계로 학교에서 돌아오면 긴 시간

을 혼자서 보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473 하교 후 자기가 열

쇠를 따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 일명‘열쇠아이 (鍵っ子)’였던 그는 외로

움 속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겼고 그림을 그리며 보냈다고 한다. 474 

혼자서 지내는 허전하면서도 쾌적한 감각을 일찍이 알아버린 그의 작업 

속에는 일관되게 한 명의 소녀만이 약간은 우수에 찬 듯이 화면 내 공간

을 지배하곤 한다.  

나이브한 어린이 같은 이미지가 있는 반면, 나라는 열렬한 록음악의 

팬으로도 알려져 있다. 사실‘서브컬처’라는 단어가 무라카미의 작품들과 

연관될 때는 대부분 오타쿠 문화를 가리키는 것인데 비해, 나라의 경우 보

다 광의의 서브컬처, 즉, 오타쿠 문화뿐만 아니라 각종 비주류 문화들, 어

린이를 위한 동화나 문학, 록이나 펑크 음악, 현대의 대안형 건축방식 또

는 소외된 지역 개발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작가의 영감이 되어왔

다.475 2010년의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 개인전에서의 테마가 음악과 작

                                           
472 奈良美智, 「特集:快楽絵画 - 奈良美智インタビュー」, 『美術手帖』, 美術出版社, Jul. 

1995, p.38. 
473 奈良, 「Artist Interview Yoshitomo Nara」, 『美術手帖』, 美術出版社, Apr. 1998, 

p.134. 
474 奈良美智, 「特集: 奈良美智 - 40年間の旅ノート」, 『美術手帖』, 美術出版社, Jul. 

2000, p.88. 
475 나라는 graf라는 디자인 집단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총6개국에서 대규모 설치

를 포함한 전시를 해왔으며(奈良美智,『奈良美智＋graf: A to Z』, Foil, 2006, 에 수록),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고향인 아오모리현(青森県) (히로사키시)弘前市의 옛 주조공장이던 붉은 

벽돌 창고(赤レンガ倉庫)에서 전시를 개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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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연관성인 것처럼, 특히 록 계열 음악은 나라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가 작업을 하는 단계에서도 직, 

간접적으로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476 그림 속에 록 음악의 가사가 드

로잉과 함께 기입되어 있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소녀나 개가 등장하기도 

한다.477 나라의 레코드 및 시디 컬렉션이 회화작품과 함께 전시된 경우도 

있는가 하면, 작품 관람시에 틀어놓을 음악 플레이리스트(music playlist)

가 마련되기도 한다. 록이나 펑크는 서브컬쳐의 원류(源流)격이 되는 대표

적인 젊은이 문화의 한 갈래로, 기성의 체제나 제도권에 대한 반골정신이 

그 원동력이 된다. 나라가 그리는 소녀들이 단순히 어리고 순수하기만 한 

존재이기 보다는 반항심과 불만에 가득 찬 표정을 짓거나 짓궂은 내면을 

숨기는 듯 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어린 소녀이미지에 때로 담배, 칼이나 못, 방망이 같은 섬뜩한 

폭력의 요소나 放火(방화) 등 반사회적 내용이 삽입되기도 하는 것은, 중3

부터 일종의 ‘불량청소년’이었던 나라 속에 잠재된 성향에서 온다고 생

각할 수 있다.478 중학교 이후 대학 진학까지의 시기는 ‘악마의 자식’이

라고 불렸을 정도의 불량기를 자랑했다고 하는데, 경찰에 보호지도 된 적

도 있다고 한다. 이 시절의 나라의 태도와 내재된 폭력성은 기성세대에 대

                                                                                                           

고향 근처인 「토와다오쿠이리세 예술제(十和田奥入瀬芸術祭)」에서 직접 무대디자인과 DJ

를 맡은 ‘푸른 숲의 작은 음악회라이브(青い森のちいさな音楽会ライブ)’를 진행하는 등

(데일리동북신문사デーリー東北新聞社 관련기사 http://cgi.daily-tohoku.co.jp/cgi-

bin/news/2013/10/15/new1310151401.htm 최종 확인 2013년 12월5일) 다방면에서 서

브컬처적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476 Yoshitomo Nara, 「Nobody’s Fool」, 2010년 9월9일~2011년 1월2일까지. 전시에 

관한 정보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사이트 http://sites.asiasociety.org/yoshitomonara/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종 확인 2013년 12월5일) 이 전시에서는 소외(Isolation), 반항

(Rebellion), 음악(Music)을 세가지 테마로 삼고 있다.  
477 <Nothing Ever Happened>(1997)(NCN)P-1997-012, 

<Untitled>,(2009)(NCN)B-2009-006은 일례로, 특히 나무판을 가공하여 그 위에 

그려진 빌보드형태 작품에는 음악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다수 있다.  
478 児島やよい構成,「40年間の旅ノート」,『美術手帖』 , 美術出版社, Jul. 2000, p.90. 

http://cgi.daily-tohoku.co.jp/cgi-bin/news/2013/10/15/new1310151401.htm%20최종%20확인
http://cgi.daily-tohoku.co.jp/cgi-bin/news/2013/10/15/new1310151401.htm%20최종%20확인
http://sites.asiasociety.org/yoshitomonara/


244 

 

항하는 반체제적 성향이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서브컬처의 특징이자 

발생요인과 일치한다.479 목에 열쇠를 차고 부모의 이목이 닿지 않는 곳에

서 시간을 보내는 법을 일찍 터득한 소년이 부모의 보호 없이 사회와 접

촉함으로써 급속도로 그 어둡고 폭력적인 면에 매료되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The Girl with a Knife>(1995)[도판76], 나 <Silent 

Violence/ Girl with Bat>(1996) 등에서 유아들이 어울리지 않는 칼이나 

방망이를 잡아든 모습은 열쇠아이에서 악마의 자식으로 변천한 그의 내부

에 공존하던 순수함과 굴절된 의식을 고스란히 투영한다. 유명해진 이후 

그가 잡지 등에 때때로 공개해온 10대의 사진에는 위로 솟는 헤어스타일

이나 담배를 피우는 그의 모습이 담겨져있다. 미성년자는 출입이 불가한 

록다방이나 라이브 하우스에만 드나들며 대학생들과 사귀고 다녔다는 그

는 기성세대의 규칙과 사회의 순리에서 벗어나는데에만 힘을 쏟는 『태양

의 계절』 의 젊은이들을 생각나게 하는 말하자면 고전적인 반골정신을 

가진 청년이었을 것으로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상냥하게 눈 웃음 짓는 털

털한 청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현재의 나라의 사진이나 이미지로는 생

각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나라의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일정기간 그의 의

식에는 기존의 질서에 속하지 않으려는 반사회적이며 소외를 향해가려는 

성향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유아적 소재의 표현방식 

 

이 절에서는 나라의 작품에 드러나는 미숙한 형상성에 대해 탈기술이

                                           
479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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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관점에서 살피고 있다. 나라의 작품은 무라카미처럼 서브컬처적 감수

성을 드러내면서도 최소한 (종이 위에 그려진 드로잉을 제외한) 캔버스에 

그려진 회화작품들에 있어서는‘미술사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궁극적인 예술의 경계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지는 않는다. 평론가들

에 의해서도 주로 나라 작품의 미술사 내에서의 위치에 대한 고민이 주가 

되는 것으로, 마츠이에 의하면 나라의 평론가들은 여러 차례 그의 작품에 

대한 미술사적인 분석을 시도해왔다.480 그럼에도, 그의 표현방식을 회화를 

중심으로 정리된 주류 미술사와 연관 짓기 어려운 것은 그의 작품이 동화

(童画)나 만화 적인 경향과 관련이 깊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적으로 다소

의 변화는 추적할 수 있으나,481 나라의 대부분의 캔버스 작품은 몇 개의 

곡선과 평면적인 색면으로 그린 단순화하고 투박한 소녀의 이미지로 표현

되고 있다. 네모난 캔버스 속에 한 인물만이 담겨있는 구도는 만화에서 보

는 한 프레임 단위의 설정이나 동화 중 한 장면을 재현한 것 같은 간결성

이 있다. 인물의 세부 표현은 일체 생략되고 인체 비례가 왜곡된 방식 때

문에 그림책이나 삽화 같은‘치졸’함이 지적되었을 것이다.  

만화를 특별히 많이 본 것도 아니고 애니메이션은 전혀 보지 않는다

고 주장하는 그가 보다 적극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동화

                                           
480 마츠이는 나라의 카탈로그 레조네에 기고한 논문, 「白い空間の中の子ども：大きなマイ

ナー・アーチストとしての奈良美智」, 에서 그의 작품에 대한 많은 평론들은 그를 미술사적

으로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왔다고 한다. 그녀는 이러한 예로 요코하마 

미술관 개인전 당시 『미술수첩』2001년7월호에 기고된 대부분의 평론들이나 2002년 로

라 호프트맨의 「만화와 서브컬처」(Laura Hoptman, “Comics and other subcultures,” 

Drawing Now: Eight Propositions,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2002, 

pp.128-147.) 등을 들고 있다.   
481 2000년도 7월의『美術手帖』에서는 나라의 특집 중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 (여자아

이와 강아지) 모양의 변천을 시대별로 검증하였다. 소녀에 있어서는 1984년에서 1991년 

사이에 그 신체비율이 3-4등신에서 2등신으로 급격히 낮아진 이래로 커다란 변화 없이

 2000년 시점까지 일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きゅんきゅんキャラクター変遷図」,『美

術手帖』 , 美術出版社, Jul. 2000, p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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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동문학의 장르이다.482 동화의 표현이 어린이를 위한 것이라 단순화

되고 유치하면서도, 그린 이들이 전문 작가인 만큼 숙달된 스타일이나 기

술에 있어서의 특징이 베어 나오기 마련인데, 나라가 자신이 좋아하는 동

화로 꼽은 작품들의 특징은 컴퓨터를 사용한 최근의 동화 이전의 동화의 

매력인 독특한 작가만의 손 맛과 회화적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는 것들

이다.483 이런 특징은 유화나 아크릴로 캔버스에 그려진 나라의 작품들 속

에서도 드러난다. 그려진 대상에 일체의 그림자나 명암이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는 공간이라는 개념조차 미비함에도, 부분적으로 물감의 겹침이나 

흐름이 의도적으로 가시화 한 표면 효과로 인해 회화적 아름다움을 느끼

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적인 회화적 감각을 제외한다면, 

손가락이 생략된 손이나 높이 없는 코, 색종이로 오려 붙인 듯한 머리카락

과 원피스, 무엇보다도 만화처럼 패턴화 한 이목구비의 표현 등은 만화, 

낙서화나 삽화를 비롯한 회화와는 무관한 서브컬처 유래의 시각매체의 영

향을 제시한다.  

아오모리현립미술관(青森県立美術館)에서 「너와 나랑 조금 닮은(君

や僕にちょっと似ている)」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도에 시작된 나라의 

순회전이 개최되었을 때 미술관의 작은 방에서는 그가 즐겨 읽었으며 영

향을 받았다는 동화와 만화가 진열되어 있었다. 이들 중에는 일본에서 잘 

알려진『우는 빨간 도깨비 (泣いた赤鬼)』나 『작은 집(小さな家)』 그리

고 소년기에 대한 노스탈지아를 불러일으키는 청소년 문학이라 할 수 있

는 미야자와 켄지(宮沢賢治, 1896-1933)의 『바람의 마타사부로우(風の

                                           
482 「アーチストによるアーチスト論 奈良美智-コメ文化圏で思うこと」, 『美術手帖』, 美

術出版社, Jul. 2008, p.27.   
483 浜田廣介著, 池田龍雄 イラスト, 『ないたあかおに』, 偕成社, 初版1965, [도판77]참조. 

이 작품은 두 명의 도깨비에 대한 유명한 아동문학으로 교과서에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동화작가에 의해 그림이 그려졌으나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나라가 특정한 작품은 

도판에서 보이는 이케다 타츠오의 것이다.  



247 

 

又三郎)』등이 있었다. 또, 『가로』에서 활약하던 스즈키 오우지(鈴木翁

二)의 만화나 자연과 풍경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이가라시 다이스케(五十

嵐大介) 등 대중적이기 보다는 좀더 겨냥된 층을 향한 언더그라운드 성향

의 만화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 작품들의 특징으로는 모두 다 다소 환상

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현실적이지도 상업적이지도 않은 과거나 꿈

속의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며, 작품의 화법도 『가로』식의 ‘헤

타우마(へたうま)’ 즉, 공을 들여 그린 듯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맛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484 

 『가로』만화들은 일반적으로 명랑하거나 진취적인 내용이기 보다는 

소외나 비참함 또는 블랙유모어를 담고 있으며, 거칠다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의 특징적인 표현방식으로 차별화 된다. 일반적으로 만화라는 범주에

서 상상하는 유쾌하고 단순히 권선징악적인 이야기 전개를 따르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일반적인 만화가 대중적인 인지도와 인기가 높아지면 자

본을 들여 TV만화로 제작되는 데 비해 최소한 1980년대 말 경영체제가 

바뀌기 이전의 원전적인『가로』만화들은 이런 식으로 대중화할 만한 내

용은 아니었다. 마츠이는 전술한 글에서 이야기로서의 동화(童話)나 그 속

의 동화(童畵)의 정신성이 1970년대 일본에 등장한 두 가지의 만화적 장

르에 의해 계승된다고 보고있다. 그 두 가지가 시적이고 내성적인 내용을 

갖는 야심적인 소녀만화와 언더그라운드 만화, 즉 앙구라 만화(アングラマ

ンガ)로 불리는 『가로』등에 연재되는 표현주의적 양식이라고 한다.485 

특히 『가로』의 만화가들의 양식인 “굵고 유기적인 선과, 간략화하고, 

                                           
484 角田拓郎＋編集部, 「1970－85キーワード解説」, 『美術手帖』, 美術出版社, Jul. 2005, 

p.178에서 헤타우마는 “1970년대부터, 주로 삽화계에서 헤타우마라는 미적 감각, 취미가 

등장. 80년부터 시작된 「일본그래픽전」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지상주의에의 반동으로 80

년대 내내 융성하였고, 뉴 페인팅 적 전개의 발단이 되었다.”라고 설명된다.  
485 松井, 『奈良美智：全作品集 1984-2010』,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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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되고, 과장된 표현”은 나라 작품에 있어서도 모두 해당되는 사항들이

다.486  

정통적인 소년, 소녀만화, 즉 <은하철도 999>나 <아키라> 같이 세련

되고 날카로우며 사실적인 표현들을 이용해 전개되는 스토리에서 무라카

미가 영감을 받았다면, 나라의 경우 언더그라운드 만화의 이미지들이 보다 

큰 영향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무라카미의 작품들이 컴퓨터로 구상

되기 이전에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화법을 답습하여 명확한 아웃라인과 

그 속을 메꾸는 납작한 색면, 성격이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없는 인공적이

고 무기질적인 인물, 얼굴표현을 이루어 낸 것과는 대조적으로 나라의 소

녀들에게는 보다 폭 넓은 물감의 감촉이나 붓질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 남

아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배경이나 의상, 소녀의 눈동자 속에 다양하고 회

화적인 색 면의 비중의 증가도 관찰할 수 있다.487 나라의 작품들과 만화

와의 연관성은 무라카미의 작품에서 보았던 만화와의 관계와는 내용과 형

식 양쪽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무라카미는 애니메이션적인 이미지, 즉 

컴퓨터로 그린 듯한(후에는 실제로 컴퓨터로 디자인함) 깨끗한 외곽선과 

균일한 색의 표면, 세부에 이르는 묘사를 구사하여 보다 인공적인 느낌이 

나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 이에 비해 나라의 소녀들은 단순하고 투박한 

유기적인 선으로 『가로』만화적 헤타우마 맥락과 보다 유사성을 지니며, 

표상하는 바에 있어서도 단순한 소녀스러움이나 밝고 귀여움 보다는 언더

그라운드적인 소외와 저항, 반영웅적 비애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헤타우마의 방식은 말 그대로 ‘헤타’, 즉, 잘 못 그린 그림이 ‘우

                                           
486 같은 책. 
487 <Missed Autumn Rendez-Vous>(2013)[도판78]등이 대표적인 예로 기존의 단색 톤

의 의상이나 머리, 눈이 아닌 다양한 색의 점으로 이미지를 구상한 것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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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잘 그려진 듯이 보이는 일종의 탈기술화(de-skilling)된 방식이라 

볼 수 있다. 탈기술화는 미술사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화가 개인에 있어서는 숙련을 쌓은 결과로서의 회화 

능력을 고의적으로 무력화시켜, 서툴거나 어색해 보이는 아마추어적인 이

미지를 만들어 냄을 뜻한다. 때문에 미술사에 있어서의 탈기술은 아르 브

륏(art brüt)이나 소외자의 미술(outsider art)또는 야만해 보일 정도의 극

단적인 표현주의적 작품이나 반대로 작가의 손을 거치치 않고 주문 제작

되는 개념, 미니멀 미술들에 대해 사용되는 표현이다.  

부클로는 탈기술은 “장인적인 능숙함”과 “수공적인 기교”를 “예

술 제작과 미학적 평가의 지평에서 제거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

데, 손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인 방식을 동원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

와 함께 일부러 숙달된 기술을 피해 새로운 표현을 찾는 경우도 이에 포

함이 된다.488 부클로는 탈기술의 예로 인상파나 쇠라가 아카데미의 전통

에 반하여 색소를 화면에 직접 흩뿌리는 듯한 화법을 사용함으로써 매끄

러운 표면 대신에 단순한 반복적 노동의 자국을 남긴 것을 들고 있다.489 

즉, 탈기술은, 아카데미적 전통에 맞서 보다 새롭고 비정형화한 표현을 추

구할 경우 사용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로, 이러한 의미에서는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전위적, 아방가르드적 태도로 읽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생성된 이미지를 토대로 평가하자면, 기술적으로 숙달된 표현에서 벗어난 

원초적이거나 미적으로 완성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자체만으로

는 모더니즘의 진보적인 성향이기 보다는 원초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이미

지의 시대로 역행하는 퇴행적인 방식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프레드 마이어스(Fred Myers)는 그의 모더니즘과 원시성

                                           
488 Benjamin H.D. Buchloh, “Deskilling”, in Foster, Hal, et.al., Art since 1900, p.531. 
489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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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itivism)에 관한 글에서 잭슨 리어스(Jackson Lears)를 인용하여 

‘반-근대 (anti-modernism)’는 “ ‘과도하게 문명화한’ 근대적 경

험으로부터의 반동”  이라고 논한다. 490  원시성은 그 자체로서 반근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원시가면과 큐비스트 작가와의 만남이 20세기 초 

가장 혁신적이고 전위적인 모더니즘 미술이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러한 역설적 관계는 큐비스트들이 원시성을 통해 기존의 서양미술에 결여

되어 있던 시점과 개념을 발견하여 이를 제작에 적용 한 데서 성립된다. 

세련된 표현을 지양하고 의도적인 왜곡이나 단순화를 도입하며 입체감 마

저 부정하는 나라의 방식은 그 양식적 측면에서 탈기술적 표현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의 이러한 탈기술의 도입은 그러나 친근함을 주는 대

중성과 고집스러운 반복과 결합하여 전위성과 연관되기 보다는 소녀들을 

물신화(Fetishize) 시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작품이 스스로의 물리적 조건

을 초월하여 정신적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얻게되는 현상은 나라 작품의 

‘반-근대성’과 직결되고 있다. 극단적으로 비교하자면 마치 윌렌도르프

의 비너스 같은 인체비례와 상징화한 최소한의 표현만을 갖는 나라의 소

녀이미지들의 중요성은 이들이 매우 원초적인 형태를 가진 유아적 욕망의 

표상체이며 존재자체가 공감하는 자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인 것이다. 

나라의 경우 그 탈기술의 기원이 원시미술에 있다기 보다는, 만화, 동화 

등 서브컬쳐적 표현에 기원한 세련된 표현의 거부에서 유래한다는 점이 

큐비스트들과의 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45년 이후 대표적인 탈기술적 화법을 보이는 것은 아르 브륏의 쟝 

뒤뷔페(Jean Dubuffet, 1901-1985)나 쟝 포트리에(Jean Fautrier, 

                                           
490 Fred R. Myers, “Introduction to Part One: Around and About Modernity: Some 

Comments on Themes of Primitivism and Modernism, in Jessup, Lynda ed., 

Antimodernism and Artistic Experience: Policing the Boundaries of Modernit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1,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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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1964)등의 예가 있다. 이들의 표현방식과도 나라의 탈기술은 비교

될 만 하다. <소외자 들의 단장(Grand Maitre of the 

Outsider)>(1947)[도판79]등 뒤뷔페 화면에서 일그러진 머리와 과장된 

골격, 생략되고 선으로 그려진 얼굴표정에는 이미 자연주의적인 인체에의 

접근은 사라졌으며, 왜곡된 형상을 통해 내면, 심리의 표출을 의도하고 있

다. 포트리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질(Otages)>연작[도판80]의 경우

처럼 두꺼운 타원형의 물감 층이 전쟁 전 후 목격했을 법한 인질의 두상

을 표현하고 있다. 뒤비페나 포트리에는 대담한 생략과 변형을 동원해 2차

대전 이후 유럽의 황폐화한 사회심리를 의식적으로 대변하려 했다. 사실적

인 묘사만으로는 불가능 한 심층심리의 표현을 위해 탈기술적 화법이 사

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라 역시 <Untitled>(1994)[도판81] 491  같은 극단적으로 단순화하

고 탈기술화 된 인체의 표현을 통해 이들 세대에 공통된 감각, 즉 정확한 

묘사나 치밀한 선묘를 통해서 보다는 현실을 떠난 왜곡된 형태로만 전달

할 수 있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기존의 표현법, 세련된 방식에 대한 비판을 

전한다. 동시에 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불안감과 같이 베이비쉐마적 형상과 

둥글고 부드러운 선을 통해 표현되는 귀여움 또한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나라의 세대가 공감하는 대중적인 시각 표현들, 『가로』풍의 언더

그라운드 만화의 화법과 귀여운 캐릭터를 표현할 때 흔히 사용하는 2등신

의 단순화된 프로토타입에 기원한다. 2등신의 프로토타입이란 일본의 아동

만화에서 흔히 찾아보는 신체표현의 특징으로 대표적으로 토리야마 아키

라(鳥山明)의 <아라레짱(アラレちゃん)>[도판82]을 들 수 있다. 주인공 

아라레의 머리비율이 매우 크게 강조되어 어떤 행동도 마치 아기의 움직

                                           
491 (NCN)P-199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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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처럼 귀엽게 느끼게 한다. 이 밖에도 산리오 계열 캐릭터인 헬로 키티나 

마이 멜로디(My Melody)[도판83], 초등학생이 주인공인 <꼬마 마루코

(ちびまる子ちゃん)>[도판84] 등 유아를 위한 유아의 이미지는 머리 비례

가 극단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 나라의 소녀들은 전신이 표현된 경우 

대부분 이와 유사한 비율을 따르고 있다. 단순히 정확한 인체비례의 규범

을 따르지 않는 데 그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어린이의 특징인 머리의 비

례가 큰 점을 과장함으로써, 어리고 귀여움을 강조하는 것이다. 동시에 헬

로키티의 입이나 키키라라(キキララ)의 코의 예처럼 이목구비를 생략함으

로써 생명체의 표현이기 보다는 귀여움의 상징체로 읽혀지도록 종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나라 역시 구멍만 두 개 나열한 코의 표현이나 한 

줄로 그려진 입의 표현 등 캐릭터적인 경향을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처럼 나라의 탈기술의 기원은 ‘카와이이’문화에 바탕한 만화나 

유아적 특징을 강조한 캐릭터 문화속의 양식과 유사점이 많다. 탈기술화 

된 이미지와 귀여움의 결합은 정통회화에 대한 거부와 분리욕구를 보여주

는 유아적이고 퇴행적인 굴절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나라뿐 아닌 동시대 

작가들의 표현에서도 엿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일례로 무라카미의 사무실 

카이카이 키키에서 관리하는 전속 작가들 중 쿠니카타 마호미(國方真秀

末), 타카노 아야(タカノ綾), 반 치나츠(坂知夏) 등의 그림에서는 나라의 

경우 보다도 명확하게 만화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492  

 

                                           
492 대부분 무라카미의 조수로 경력을 시작한 이들은 수퍼플랫이 뉴욕에 소개된 후 2004년

에 Tokyo Girls Bravo라는 주제로 뉴욕 화랑에서 전시되기도 하였다. 각 작가들의 작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쿠니카타 마호미<魚タオル若芽ちゃん>(2005)[도판85], 타카노 아야(タ

カノ綾)<In those woods, she…>(2005)[도판86], 반 치나츠(坂知夏)<ソウゾウ妊娠・ソウ

ゾウ出産>(2004)[도판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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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표현주의적 탈기술 

 

이 장에서는 나라의 탈기술적 측면과 신표현주의 작품의 특성을 비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라의 화면의 탈기술의 영향은 단순히 생각한다면 

나라의 독일 유학시절의 스승이던 펭크(A.R. Penck, 1939-)의 화풍과 연

관시켜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독일의 신표현주

의 화가 중 한명인 펭크는 동시에 주목을 받은 안젤름 키퍼, 게오르그 바

젤리츠, 마크스 루퍼츠(Markus Lüpertz, 1941-)등 보다 더 인체의 표현

에 있어 기호화하고 단순화한 처리로 눈길을 끌었다. <Untitled>[도판88]

의 예처럼, 막대기 인물(stick-figure)과 기호들이 주가 되는 펭크의 화폭

에는 짧은 선과 원 등 상형문자 보다도 함축된 형상의 무늬들이 엇갈려 

혼재하고 있었으며, 바젤리츠나 루퍼츠 등의 탈기술적이고 원초적인 화폭

에 비해서도 더 극단적으로 상징적이고 문자적 형상을 띈다고도 할 수 있

을 것이다. 나라의 화면에서도 특히 드로잉 작품에 있어서 이미지를 함축

적으로 기호화하는 경향을 찾아 볼 수 있으며 그가 펭크에게 직접 지도를 

받던 시기에 그려진 <Untitled>(1989)[도판89]493등은 마치 펭크의 검은 

선들에 영향을 받은 듯 나라의 이미지에 검정색 테두리가 등장하기도 한

다.  

한편 바젤리츠 역시 나라처럼 한, 두 명의 인물이 중심이 되는 단순한 

구도의 이미지를 다수 제작하였는데, 성기의 묘사 때문에 전시장에서 강제

철수 되었다는 <Great Night Down the Drain>(1962-3)[도판90] 등에 

묘사된 머리가 크고 육체와 이목구비가 대담하게 생략 표현된 소년의 인

물화 등은 나라의 소녀상과 견주어볼 만 하다. <The Last 

                                           
493 (NCN) D-198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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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1996)[도판91] 494에서는 거의 무채색의 아웃라인으로만 그려진 

2등신의 소녀의 모습에서 이목구비가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자연적인 표

현과는 동떨어져 그 어느 것도 실제의 눈코입의 역할을 할 듯이 보이지 

않는다. 갈색으로 두텁게 칠한 색면이 머리카락을 나타내고 있고, 짧고 경

직된 팔다리나 불안정한 발은 마치 곰 인형이나 헬로키티 캐릭터 상품을 

억지로 세워놓은 것 같이 부자연스럽게 소녀의 거대한 머리를 지탱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대부분의 나라의 소녀 이미지에서 공통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바젤리츠의 소년의 경우 벽과 바닥의 구분이 지어져 나라의 소녀보다

는 현실적인 공간속에 놓여져 있고 극히 부분적으로 음영을 느낄 수 있는 

색감이 사용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인체의 표현방식은 거친 붓자국을 

써서 그려져 있는 까닭에 두 눈의 존재 외에는 이목구비를 알아보기 힘들

고, 육체 역시 기형적으로 돌출한 성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베이

지 계열의 붓 자국과 그 위에 덧칠해진 붉은 상처와 같은 흔적으로만 구

성이 되어 생략 및 과장, 왜곡이 많은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외형상의 유사점보다도 이 두 작품이 공유하는 것은 

회화의 내적인 완결성에서 오는 현실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불안감이라 할 

수 있다. 바젤리츠의 소년의 정강이에서 잘린 불안정한 구도나 그로테스크

에 가까운 인체에의 무자비한 변형과 거친 표현은 공포심이나 긴장을 상

기시키며 20년전 등장한 아르 브륏 작가들 못지 않게 처절한 심리상태를 

대변하는 듯 하다. 나라의 소녀가 서 있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적막감이나 

공허함, 세피아색의 화면과 소녀의 모습이 자아내는 향수, 그리고 마지막 

성냥개비를 들고 불만스럽게 일그러진 눈으로 우리를 직시하는 태도는 나

                                           
494 (NCN) P-1996-006. 



255 

 

라와 바젤리츠가 공유하는 시대적 불만감이자 이들의 회화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라가 서브컬처 유래의 영향과 탈기술의 도입을 통해 정통 미술사적 

맥락과는 거리감을 두듯이495 바젤리츠도 최소한 데뷔 당시에는 주류 미술

사에서 벗어나고자 비주류의 미술에서 영감을 얻는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부클로는 바젤리츠를 비롯하여 후에 신표현주의자가 되는 작가들 중,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건너온 작가들이 탈

기술화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우선 최초의 탈기술화는 서독으로 삶의 터

전을 이동하면서, 동독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기법에서 벗어나려고 한데

서, 그리고 이어서 서독에서 이시기에 유행하던 “ 국제적인 추상화

(International Abstraction)”로 화법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찾아온다고 

보고 있다.496 서독에서의 이러한 추상화는 원시주의(primitivism)와 고전

주의(classicism)의 교차로의 중심에 서서 서독의 정치, 문화적인 억압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유럽과 미국식의 모더니즘의 역사에 물들지 않은 

“앙슈러스 미학(Anschluss-Aesthetik)”497 을 표방하는 것이었다. 결

국 유럽의 유일한 패전국이자 홀로코스트의 주체로서 타 유럽국가나 미국

과는 차별되는 독자적인 노선을 모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바젤리츠의 탈기술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 중심의 중립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국제적 추상화의 독일(정치적으로 나치와 연관된 특수성

을 갖는 장소)에서의 활성화를 전적으로 부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495 나라는 스스로의 작품이 미술사의 맥락에 속하지 못한다는 의식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

음을 고백해왔다. “나 스스로가 미술의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존재한다는 콤플렉스가 있

어요.” 「Artist Interview 以心伝心のアート」,『美術手帖』, 美術出版社, Apr. 1998, 

p.138. 
496 Benjamin H.D. Buchloh, “1963”, in Foster, Hal, et.al., Art since 1900, p.475. 
497 Anschluss란 나치 독일과 오스트리아 간의 협력체제를 뜻하는 것으로 독일 민족주의를 

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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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파의 미학을 “퇴폐미술(degenerate art)”, 즉 독일 표현주의의 맥

락을 따르는 원시적 표현주의의 화법에서 찾고자 했다는 것이다. 498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나치에 의해 타락한 미술로 낙인 찍힌 작품들에는 에밀 

놀데(Emil Nolde, 1867-1956)나 키르히너(Ernst Ludwig Kirchner, 

1880-1938), 막스 베크만(Max Beckmann, 1884-1950) 등 독일 표현

주의 작가들의 강렬하게 추상화 된 이미지나 흐트러진 인물상 또는 두터

운 외곽선으로 왜곡 표현된 인체들이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구상이지만, 

자연적이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은 원초적인 화면들이 바젤리츠의 정형화한 

양식으로 정착하면서, 이 시기부터의 바젤리츠의 화폭은 결과적으로 구상

회화의 맥락과 지역주의적 회화사의 맥을 모두 이어가는 결과를 낳았으며, 

궁극적으로 독일의 전후 문화의 국수주의적 성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

과를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바젤리츠의 경우 역설적으로, 그의 작업이 2차대전 이후 황폐

했던 독일미술의 중심에서 회화를 되살리고자 한 신보수주의의 맥락을 조

성하여 인물을 중심으로 한 구상회화를 제작하였음에도, 실제로 그 이미지

에는 “흉한 형상의 붕괴와 분절, 그리고 그로테스크할 정도의 왜곡”499

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부클로는 바젤리츠의 이러한 상황을 영국 화가

인 프란시스 베이컨, 루시안 프로이드(Lucian Freud, 1922-2011) 그리

고 미국인 필립 거스톤(Philip Guston, 1913-1980) 등의 작품 곧 당시의 

추상표현주의적 성향을 인물표현에 접목시켜, 그 결과 인체가 조각이 나거

나 그로테스크한 카툰(만화)적 왜곡으로 표현된 작품의 영향을 받은 것으

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들보다도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포트리에

를 들고 있다. 그의 추상적이고 물감의 임파스토를 사용한 원형질적인 두

                                           
498 Buchloh, Art since 1900, p.475. 
499 같은 책, p.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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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표현 등을 통해 바젤리츠가 보다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인물화에 대한 질문, 즉, “홀로코스트와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인간의 표

현이 과연 ‘인체’라는 형상으로 재현될 수 있는지, 보다 본질적으로, 그

들이 아직도 인간이라는 주제에 이름과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500 결국 부클로는 바젤리츠가 구상표현을 부

활시키면서 동시대적인 추상화한 표현방식과 독일의 지역적인 역사적 회

화법을 동일하게 답습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당대 

예술가들에게 가장 큰 고민을 제공하였던 아도르노의 우상파괴론,“아우슈

비츠 이후에 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이다”라는 금기를 염두에 두고, 미술

사적으로 형상을 재현은 하되, 근현대 독일의 역사적 과오를 묘사함으로써 

금기를 깨는 것에 대한 죄의식의 표현으로, 탈기술화한 이미지를 구현한다

고 보고 있다.501  

바젤리츠의 탈기술화는 따라서 1,2차대전에 의해 빚어진 문화적 단절

을 연결하려는 듯한 태도의 일환으로 독일표현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한 형식상의 동기가 있다. 그런 한편, 독일인으로서의 역사적 죄의식과 

명확하고 구체적인 형상을 구현하는 것에 대한 금기로 인한 저항감에서 

오는 탈기술의 측면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참전병사들이나 

포로들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현실이었던 폭력적 상

황을 붓을 사용해 추상화하여 화면상에 제시하는 것처럼 바젤리츠에게 

역사, 정치적 환경은 그의 작품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드러난다.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그가 독일에 1988년부터 2000년에 걸

쳐 거주하면서 당시의 신표현주의적 영향을 받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바젤리츠와 공유하는 것은 결국 바젤리츠가 유럽과 미국식의 

                                           
500 같은 책.  
501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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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니즘의 전통을 잇는 것을 거부하고 민족주의적 해결방식을 모색하였

듯이 주류미술로서의 모더니즘이라는 현실에 대한 저항심이라고 생각된

다. 바젤리츠에게 있어서는 서독의 장벽을 타고 들어오는 듯한 유럽과 미

국식 순수한 추상의 우월성의 신화, 동시에 과거의 역사, 사회적 사죄의 

행위로서의 구상이미지의 금기를 밀어내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새롭게 

개척한 토양으로서의 야만적인 인물화가 그 결과로 도출되었던 것이다.  

그런 반면, 청년기부터 반골정신이 강했던 나라에게 2등신 소녀를 구

현하도록 한 탈기술은 20세기의 주류미술사인 모더니즘을 실제로 경험하

지 않고 참조할 필요성 조차 느끼지 않는 그의 근원적인 반항심의 표출

이며, 동시에 정통적인 아카데미즘과도 의식적으로 결별하려고 노력한 결

과 도달한 왜곡된 신체성과 귀여움의 감성을 간직한 소녀상의 형태로 표

출되었던 것이다.502  소녀의 이미지는 나라에게 있어서 성별의 중요성은 

없는 ‘약자의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미술을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공

부하면 할 수록, 나의 인생에서는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그의 

‘약자’성은 주류미술로부터의 소외와 불안감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503 결국 『가로』만화적 비주류의 소외와 고독, 아동 동화와 같은 

몽환적인 비현실의 감각과 캐릭터 표현의 귀여움을 가지고 나라가 저항

하고 있는 것은 모더니즘이라는 근대적 예술관임을 알 수 있다.504  

                                           
502  나라는 수 차례의 인터뷰에서 원래는 아카데믹한 그림을 잘 그리지만, 일부러 단순화 

하여 그린다고 언급. 예를 들어 평론가 카토 마스에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신도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카토가 요코하마미술관 개인전 당시 나라의 작품에 대한 강연에서 그가 원래 그림을 잘 

그린다고 말한 것에 감사하고 있다. 「奈良美智, 全活動を振り返る」,『奈良美智：全作品集 

1984-2010』, 美術出版社, 2011, p.469. 
503 奈良美智, 「特集:快楽絵画 - 奈良美智インタビュー」, 『美術手帖』, 美術出版社, Jul. 

1995, p.34. 
504 나라의 모더니즘에 대한 불편함은 그가 항상 캔버스를 만들어 그 위에 제작하는 것을 

매우 귀찮고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점, 그래서 결국 주변의 종이 쪽지에 끊임없이 드로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종이보다는 강하고 캔버스 처럼 상징적이지 않은 새로운 지지체를 

계속해서 모색해 왔다는 점(접시, 빌보드, 석고붕대로 마감한 캔버스)등을 통해서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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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리츠가 모더니즘에의 저항의 방식으로 독일 표현주의 식의 민족주

의적 근원과 아도르노의 금기에 기원한 구상화의 탈기술을 택했듯이, 나

라 역시 서브컬처 에서 온 영향들을 혼합해가면서 지역주의적이고 동시

에 자기회고적인 이미지로 환원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젤리츠의 

인물화가 폭력적, 야만적이고 때로는 스스로를 지워 버리는 것처럼 자기

파괴적으로 보여진다면, 붕대를 감거나(<No Hopeless>(2007)[도판

92]505, <In the Deepest Puddle II>(1995)[도판93]506) 눈을 감아 마치 

데드마스크처럼 보이는 나라의 소녀들(<Midnight Vampire>(2010)[도판

94]507) 역시 비슷한 경향임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 약자라는 스스로의 상태에 대한 불안감과 이들을 약자로 규

정하고 있는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 저항이다.  

 

 

5. 뉴페인팅과의 연관성 

 

이 절에서는 나라의 작품과 미국 및 일본의 뉴페인팅 작가들의 탈기술

적 측면을 비교해 본다. 나라에게 있어서의 탈기술화가 주로 동화적 또는 

만화적 양상을 띄는 것은 팝, 또는 네오 팝적 양상이라기 보다도 1959년

생인 나라가 실질적으로 속하는 현재 4-50대인 뉴페인팅 세대의 특징과 

비교해 볼 만 하다. 특히 1990년대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새로운 구상화

가들 중 1980년대 신표현주의의 보다 거대담론적인 테마, 즉 키퍼나 바젤

리츠로 대표되는 역사와 신화의 서술성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 극히 사적

                                                                                                           

있다.  
505 (NCN) P-2007-007. 
506 (NCN) P-1995-004. 
507 (NCN) P-20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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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용과 이에 걸맞은 표현기법으로 달콤하고 관음적이며 사변적인 내용

과 표현을 회화에 부활시킨 작가들이 나라와 비슷한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츠이는 이러한 작가들의 예로 캐런 클림닉(Karen Kilimnik, 1955-

), 엘리자베스 페이튼(Elizabeth Peyton, 1965-), 존 커린(John Currin, 

1962-), 레이몬드 페티본(Raymond Pettibon, 1957-)등을 들고 있

다.508 마츠이는 이전에 커린, 페이튼, 타이만즈의 3인전을 기획했던 큐레

이터 로라 호프트맨(Laura Hoptman)이 MoMA에서 열린 또 다른 드로잉 

기획전 「현대 드로잉(Drawing Now)」을 위해 이들 작가와 함께 나라를 

포함시키고 있음을 들면서 “2000년대 전 후에 있어서의 구상회화 실전

의 현저한 경향이던 대중문화나 지역문화유산의 채택을 통해 현대 미술에 

또다시 인간적인 요소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새로운 조류의 일부로서 평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509고 보고 있다. 비록 마츠이 자신은 

나라가 그 이후의 전시들을 통해 서양미술의 주류로 편입되는 사태는 일

어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새로운 구상회화로 등장한 커린, 페이

튼, 킬림닉 등의 화면의 소재의 가벼움과 표현법에 있어서의 만화적인 면

모들은 나라의 것과 충분히 비교될 만 하다.  

1965년생인 페이튼은 색연필이나 유화를 사용하여 잡지나 신문에 

게재된 유명인들의 모습을 화면에 옮기는 방식으로 초상화연작을 제작해 

왔다. 그녀의 소재는 영국 왕실의 왕자들부터 록스타나 배우 등, 

연예잡지를 장식하는 인물들이다. 그녀는 특징적으로 마치 친숙한 친구 

인양 유명인들을 각자의 이름(first name)으로 제목을 붙여 제시하였고, 

그 화법에 있어서도 모두 가늘고 창백한 얼굴에 날씬한 몸매 그리고 

                                           
508 松井, 『奈良美智：全作品集 1984-2010』, p.331. 
509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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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눈과 입술을 가진 듯 묘사함으로써 미화된 동화나 만화 속의 

주인공처럼 다루었다. 페이튼의 이러한 시도는, 그 동안 그린버그 식의 

엄격한 모더니즘 회화에 대한 규제들로 인하여 잊혀졌던 달콤하고 

즐거우며 아름다운 (‘pleasure painting’) 로코코적 구상회화의 

가능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십대 소녀들이 자신의 우상의 

이미지를 모으고 그려보며 그 애착이 심화되는 것처럼 이미 중견이 된 

페이튼이지만 화면 속에는 청소년기에 특징적인 젊음에 대한 자신감과 

불안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동시에 화면 속에서 회화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색상이나 붓 놀림이 성공적으로 어울러져 

하나하나의 작품을 매혹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Kurt>(1995)[도판95]  

그런가 하면 크림닉의 경우 이미지의 대상은 비현실과 팬터지의 

세계까지도 포함하는데, 페이튼과 같은 타블로이드지(가십잡지)의 

주인공들뿐 아니라, 그 밖에 동화이야기나 마녀사냥 또는 나폴레옹의 

시대와 같은 보다 추상적인 테마를 구축하여, 연상되는 풍경이나 정물 

등을 그려 이들을 마치 무대를 연출 하듯이 소품들과 함께 설치하기도 

한다. 주로 유화나 색연필을 사용하는 그녀의 화법은 페이튼 보다 거칠고 

마무리가 덜 되어 보이기도 하며, 완숙된 화가의 솜씨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인 것도 있다. 

이 두 작가에 공통되는 것은 이미 40대를 넘은 작가들의 현실과 비현

실의 경계에 위치한 자아도취적인 소녀취향과 그 구현방법에 있어서의 탈

기술화를 상기시키는 아마투어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전적

으로 반 근대적인(anti-Modern) 회화를 표상하여, 20세기의 모더니즘 회

화가 체현해 온 형식적 완결성이나 서술성으로 부터의 독립, 엘리티즘의 

지향에 반대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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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인 특징이 있으나, 이들 작품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면 페이튼과 

크림닉이 적극적으로 외부의 현실을 화면으로 도입하여 재편집해 나감으

로써 일종의 역사의 기술(narrative)을 달성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나라의 경우 소녀의 이미지들은 기본적으로 불변의 소재이며 그 이미지의 

기원도 작가의 내면에서 내재된 것으로 구상, 재현의 과정이 폐쇄적인 회

로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밖에 형식에 있어서도 나라의 경우 동화, 

만화적인 표현방식을 탈기술의 원점으로 삼는 반면 페이튼과 크림닉의 경

우 타블로이드 잡지 등 일종의 서브컬쳐와 관련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시

각적인 미술 외적 참조는 배제된, 회화적인 범위 내에서의 탈기술, 즉 순

수회화기법으로서의 탈기술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외에 죤 커린의 경우 그리는 소재로 소녀나 중년 여성이 빈번히 

등장하며, 남성 동성연애자들도 자주 등장한다. 그는 최근에 약간은 언밸

런스한 성에 대해, 즉 미성년자, 동성연애자 혹은 중, 노년의 성을 테마로 

삼고 있다. 인체의 왜곡 또한 그의 특징인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팔다리

는 개미처럼 가늘고 얼굴과 배, 엉덩이 등 특정 부위만 둥글게 확대하여 

모델링 한 후, 마치 패션잡지에서 나온 듯한 특이한 포즈를 취하게 하여, 

결코 일반적인 초상화라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엽기적인 상황을 연출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미지의 구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고전적인 유화의 표

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페이튼이나 크림닉에 비해서는 화면 하나하나

의 완성도가 높은데, 이러한 화법과 부자연스러운 상황의 결합 때문에 때

로는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감돌기도 한다.510  

                                           
510 페이튼이나 크림닉에 비해 커린은 회화적 양식에 폭이 넓다. 세밀 묘사에 바니쉬까지 

칠한 전통 유화풍 작품이 있는가 하면, 붓자국을 일부러 강하게 남긴 반 추상적 표현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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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 작품만을 고려할 때 이 네 명의 작가에서 공통적인 특징들, 즉, 

인물을 중심으로 한 구상회화가 주된 테마임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뉴페

인팅 작가들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대상의 선택에 있어서 나라의 소녀들은 

커린이나 페이튼, 클림닉이 다루는 소녀들에 비해 현저히 연령대가 낮으며, 

많은 경우 별다른 서술성의 제시 없이 유사한 연령대의 소녀들만을 고집

한다는 점에서도 이들과 구분된다. 화법에 있어서는 이들과 보다 더 큰 차

이를 지적할 수 있는데, 페이튼이나 클림닉의 경우 사실적인 전통 초상화 

방식에서는 일탈해 있지만, 회화적인 느낌이 충분히 살아 있으며, 오히려 

표면이나 윤곽을 깨끗이 다듬지 않은 방식이 뉴 페인팅 이후의 구상회화

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시대적으로 적절한 새로운 전형이 

될 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나라의 경우 회화적이기 

보다는 만화나 동화에 대표되는 서브컬처적 방식에 가까운 반면, 무라카미

와 같이 단순한 상업적 캐릭터의 재현과는 달리 캔버스와 물감이라는 소

재를 의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라카미의 작품과 같이 회화 표면이 균일

하게 단순하지는 않고 강한 윤곽선이 기계적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511 

반면, 이미지의 구성방식이 명암도 그림자도 없는 평면적 특성이 강하고, 

이목구비나 육체의 모델링이 캐릭터화 되어 극단적이고 상징적으로 단순

화 되어 회화적인 묘사와는 구분된다.  

이처럼 나라의 작업들은 표현주의에서 신표현주의, 뉴 페인팅으로 이

어지는 현대 회화사와 연관되는 특징도 많은 한편 결정적인 차이점도 다

수 있다. 나라의 작품에는 이처럼 미술사 내부의 논리와 그 외 시각 문화

의 특징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키스 해링이 그린 낙서화에 

손끝 발끝을 뭉툭하게 생략한 인물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해링 역시 

                                           
511 나라의 캔버스 외의 작품들 (드로잉, ‘빌보드’로 불리는 나무 패널에 그려진 작품)들

에서는 강한 외곽선으로 그려진 소녀들도 빈번히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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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감이라는 회화적 매체를 사용하면서도 캔버스화의 전통 속으로 편입되

는 것이 아니라 실제공간에 그려지는 낙서화처럼 미술과 그 외부의 경계

에서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대학시절을 보낸 버블 경기의 일

본에서는 바로 이렇게 예술과 현실세계의 대중적 엔터테인먼트가 혼재하

여 경계를 그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곤 하였다. 동경예대 디자인과 출신

인 히비노 카츠히코(日比野克彦, 1958-)는 1980년대 당시의 시각 디자

인의 추세 - 세련되고 미니멀하며 모노크롬적인, 또는 극단적으로 화려한 

형태 – 에서 180도 벗어나, 마치 후년의 마티스를 연상케 하는 선명한 색

상의 회화적 드로잉을 그려 인기를 모아, 대중과 예술, 보다 정확하게는 

신인류와 예술을 연결시키는 활동으로 인기를 끌었다. 세이부 산하의 잡지 

『빅쿠리하우스(ビックリハウス)』 가 주최하는 공모전「일본그래픽전(日

本グラフィック展)」의 제3회 대상수상(1982년)으로512 데뷔한 그는 “영

역횡단적”513 활동으로써 서적이나 잡지의 출간을 비롯, 젊은 지식인 층

을 겨냥한 TV프로그램의 사회도 맡으면서 빈번하게 대중매체에 등장하여, 

마치 대중적 시각예술이라는 미술의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는 듯 하였다. 

당시는 호경기로 기업도 문화를 통한 홍보나 광고에 넉넉한 예산을 책정

한 시대로 출판, 미디어, 백화점등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호기심 많은 

신인류의 기호소비를 내다보며 히비노의 디자인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1958년 생으로 나라와 거의 동세대인 히비노는 회화적인 표현을 단순

히 회화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형식에서 벗어난 드로잉이나 디

자인 제품으로 응용하는 선험자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가 

유명해진 계기가 된 골판지를 사용한 드로잉들은, 그 효과면에서 뿐 아니

                                           
512 中ザワヒデキ,「Chapter 5. 1970-1985: モダンの臨界点・ポストモダンの旋回」, 『美

術手帖』, 美術出版社, Jul. 2005, p.176. 
513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언급. http://www.dnaand.org/hibino.html (최종 확인 

2013년9월30일) 

http://www.dnaand.org/hibin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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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재의 특수성으로 인해 중요성을 갖는다. 골판지에 크레용이나 파스텔, 

매직펜 등으로 그린 낙서 같은 이미지를 얹고, 그 주변에 영문으로 글씨를 

쓰는 형태가 기본이 되는 이러한 드로잉들은 골판지의 색상과 질감을 그

대로 사용하여 가벼우면서도 회화적이고 대중적인 효과를 얻었다. 이는 마

치 반근대적 효과를 가시화한 소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골판지라는 

소재자체의 평면이면서 이를 통해 입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현실과 회

화면을 연결하는 성질, 비전통적이고 생활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전통 회화의 벽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히비노는 이런 

소재와 기법을 통해 캔버스의 엄숙함을 비웃는 듯한 자유로움과 가벼움을 

표상하는 작품을 제작하여, 그의 이미지에서 다가가기 쉽고 그러면서도 조

야하지 않은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본 사람은 많았을 것이다. 작가이자 

평론가인 나카자와 히데키(中ザワヒデキ)에 의하면 당시 히비노의 등장은

“캔버스=회화=미술=촌스럽다”라는 연상을 없앴다고 한다.514 히비노의 

이미지 전형, 즉, 화려한 색채로 만화적 표현을 그려 넣고 그 주변을 영문

으로 장식하는 방식은 나라가 1988년 독일로 떠나기 전에 그린 1987년 

까지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물감과 글씨와 아이, 동물이라는 복합적인 요소

가 드러나는 작품들과 근접성을 지적할 수 있다. <Krokodil>(1987)[도판

96]에는 칠하다 만 듯한 물감자국이나 캔버스 화면에 부유하는 알파벳 단

어들, 그리고 밝은 색채가 등장하여 어딘지 모르게 서구적인 느낌과 동시

에 견고하고 탄탄한 회화의 화면이기 보다는 낙서와 동화, 삽화의 중간 정

도로 보인다.  

나라의 드로잉들은 회화작품 보다도 이러한 과도기적 형상이 뚜렷하다. 

특히 초기 드로잉 들은 히비노의 작품들이 갖는 손의 터치를 그대로 살린 

                                           
514 中ザワヒデキ, 『美術手帖』, Jul. 2005,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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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움과 어딘지 모르게 미완성인 것 같은 소박한 느낌을 공유한다. 

<Futaba House, Waiting for Rain Drops>(1984)[도판97]515나 <Dog Is 

Man’s Best Friend!>(1985)[도판98]516의 경우 골판지가 일종의 지지

체 이자 그 잘린 형태나 골이 패인 형태가 조형요소의 일부로 쓰인 가운

데 나라의 제스쳐를 그대로 담은 거친 붓 자국이나 영문과 일어의 글씨들

이 회화적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Present Soccer>(1982)[도판

99]와 같은 히비노의 작품들과 매우 유사하다. 나라에게 있어 드로잉은 

카탈로그 레조네를 만들 때 아예 두 권 중 한 권을 드로잉의 레조네로 만

들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의 드로잉은 작가의 작업과정을 보

여준다기 보다는, 캔버스에 그려진 회화작품과 별개의 구도나 소재를 취급

하는 등 독립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그에 의하면 드로잉으로 종이 위에 그린 소녀들은 “생동감이 넘치고” 

그에 비해 캔버스에 그린 이미지들은 “죽은 사람들의 사진을”거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드로잉의 즉각적이고 민첩한 성향은 캔버스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회화와 다르다고 한다. 517  앉아 있는 시간이 나면 거의 

항상 마치 “숨을 쉬듯이” 손을 움직이며 주변의 종이쪽지 위에 드로잉

을 하고 있다는 그에게 있어서, 드로잉은 사실상 조형적인 의미보다는 습

관적인 행위이자 일상의 기록으로서의 중요성이 더 클 것이다.518  나라의 

드로잉들이 정형화되지 않은 표현과 텍스트를 화면상에 도입하는 점, 그리

고 회화에 있어서 볼 수 없는 만화표현의 기호들 (움직임을 나타내는 보

조선들)을 풍부하게 도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회화 작품에 비하여 드로잉

                                           
515 (NCN) P-1984-014. 
516 (NCN) P-1985-004. 
517 奈良, 『美術手帖』, 2000, 7, p.41. 
518 같은 책,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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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삽화나 만화, 또는 상업미술과 더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519 

반면 회화(캔버스) 작품들에서는 만화적 기호들이나 텍스트가 거의 등장

하지 않고 있어, 작가 스스로가 드로잉과 회화의 매체의 차이에 가장 민감

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미술사적 기준에 대한 작가의 의식이 바

탕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회화와 드로잉에서는 같은 소재가 등장하고, 색채나 화법이 공통

적이듯, 캔버스와 종이라는 매체의 차이 외에 작품 속의 표현만을 가지고 

나라의 드로잉과 회화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한 작업일 수 있다. 바로 이

러한 회화 속의 삽화적인 또는 드로잉 속의 회화적인 경향은, 나라의 작업

을 기존의 회화의 계보 내에서 분석할 것인지, 또는 그 외의 대중적인 시

각표현, 즉 히비노와 같은 상업미술적 계보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

한 딜레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히비노가 미술작가로 활동 한

다고 하기 보다는 디자인의 교수이자 시각표현매체와 그 밖의 활동을 연

결하는 위치로 자리를 잡은 것은 적당히 대중적이고 동시에 기존 미술에 

기반한 삽화적 화풍을 살린 처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히비노 외에, 일본의 미술계에서 이들만큼 드로잉적인 감각이 살아 있

는 화풍의 작가로는 요코오 타다노리(横尾忠則, 1936-)나 오오타케 신로

우(大竹伸朗, 1955-)등이 있다. 히비노 만큼의 나라 작품과의 외형적인 

유사성은 없으나, 두 작가 모두 회화적 요소와 상업미술적 요소, 특히 광

고 디자인이나 편집 디자인적인 종이매체와의 친근성이 높다고 볼 수 있

다. 버블기를 거치면서 신인류에게 인기를 끌던 잡지를 비롯한 서브컬처 

                                           
519 그의 작품의 미술사적 규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마츠이 미도리의 지적처럼 여러 

미술사가들이 고민해 왔다. 마츠이는 특징적으로 그의 개인전 도록 Lullaby 

Supermarket,에 기고한 Stephan Trescher, “Young Artist’s Portrait as a Puppy”, 를 

들고 있다. (松井みどり, 「外側からのまなざし:奈良美智の絵画における周縁」, 『I don’t 

Mind, If You Forget Me』, 横浜美術館図録, 淡交社, 2001,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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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매체들의 성장과도 연관 지어지는 이들의 작품은 실제로 포스터 등의 

디자인으로 사용되거나 책으로 만들어지는 등 상업미술과의 연관성이 짙

으면서도 일본현대미술사에서는 뉴 페인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520  활동

의 기반이 상업미술적 장르와 화랑 또는 미술 전문지라는 순수와 대중미

술 양편에 있는 작가들의 존재는 일본미술계의 비계층적 성향에서 온 것

으로 볼 수 있다. 521  나라 작품이 갖는 순수미술과 상업미술이 혼재하는 

특징과 이에 대한 거부감의 부재는 일본현대미술 상의 이러한 경계를 무

화시키는 전례하에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코오나 오오타케 처럼 상

업미술과 가까운 작가들일 수록 대중적 인지도도 높은데, 2012년 나라의 

개인전의 기록적인 방문자 수는 이런 경향을 뒷받침 해 주는 것이다. 522  

 

 

6. 캬라모에로서의 소녀들 

 

이 장에서는 나라의 작품의 소녀이미지와 오타쿠적 감수성인 ‘모에’

를 연관시켜 살피고 있다. 나라의 작품이 히비노나 요코오 또는 오오타케

의 경우와 유사하게 일본의 미술계 안에서 순수미술과 구분이 모호한 상

업미술과 가깝게 느껴지는 원인은 형식적 특징과 함께 소녀의 이미지의 

                                           
520  월간지 『美術手帖』의 「일본근현대미술사 100주년: 1905-2005 

(日本近現代美術史:1905-2005)」 특집호에서 요코오와 오오타케는 히비노와 함께 일본의 

뉴 페인팅 세대로 분류되어있다.『美術手帖』, 美術出版社, Jul. 2005, p.169.  
521 현재로서는 오오타케는 일본 미술계에서 중요한 미술작가로 통용되고(2012년 독일 도

쿠멘타에 출품한 유일한 일본인 작가) 요코오의 경우 디자인 작업이 보다 널리 알려지기는 

했으나 회화 작업에 대한 평가도 있는 것에 비해 히비노는 디자이너와 가깝게 분류되어 있

다. 나카자와의 경우 히비노처럼 한때의 서브컬처적 영향하에 등장한 그래픽적인 성향이 짙

은 작가들이 미술사에 편입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같은 책, p.177.) 
522 2012년 요코하마 미술관 개인전 집객수는 16만명에 달함. (요코하마시 연례보고서 

2012에 따름. 

www.city.yokohama.lg.jp/bunka/outline/about/pdf/bkannualreport2012.pdf 최종 

확인 :2013년 11월20일) 

http://www.city.yokohama.lg.jp/bunka/outline/about/pdf/bkannualreport2012.pdf%20최종
http://www.city.yokohama.lg.jp/bunka/outline/about/pdf/bkannualreport2012.pdf%20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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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적인 풍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나라 작품의 전형적인 이미지인 

<All the World Is Yours>에서 처럼 거대한 머리와 단순화된 묘사 때문에 

소녀의 이미지는 특정 개인을 묘사한 것이 아닌 하나의 기호화된 상징체

로 읽혀지게 된다. 사와라기는 나라의 소녀들의 대중적인 인기의 원인을 

일종의 오타쿠 문화에서 유래한 캬라모에523로 보고 있다. 그는 아즈마를 

언급하면서 “미술관에서 나라의 작품에 접하는 사람들이 몰입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기억과 심적외상과의 대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즈마가 

말하는 일종의 「캬라모에」그 자체가 아닐까.”라고 분석한다.524 그는 키

시다의 유명한 소녀초상 <동녀도(童女図)>(1923)[도판100]를 예로 들어

가며, “이처럼, 나라의 작품을 근대이전부터 지속되어온 보다 광대한 

「캬라다치/캬라모에」문화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저항이 있을지 

모르나 일본과 같은 토양에서 「미술」에 대해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비평적 의견을 제시한다. 이는, 우키요에나 삽화의 예를 들것까지도 없이, 

일본에 있어서 「미술」이 받아들여질 때, 근대이전부터 일종의 캐릭터문

화로서의 「모에」의 성질을 짙게 갖는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분석하고 

있다.525  

사와라기는 이처럼 일본의 근대양화의 수용기에서 부터 회화 속에 그

려진 특정 대상에 대한 관심이 회화자체의 감상보다 앞서는 경향이 있었

음을 지적하고 있다. 작품의 미술사 내에서의 위치를 의식하기 이전에 보

다 1차원적으로 반응하여 묘사된 대상과 공감하는, 즉 아즈마가 지적했던 

오타쿠 문화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베이스적 소비와 유사한 경향이 회화의 

감상에 있어서도 발생함을 지적한다. 여기서 ‘나쁜 장소’제창자인 사와

                                           
523 제2장 각주 289 참조. 
524 椹木野衣, 「[特集]奈良美智 読本 美術でキャラ萌え, こどもと美術 - 奈良美智の作品を

めぐって」, 『美術手帖』, 美術出版社, Dec. 2001, p.101. 
525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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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는 일본의 토양이 결코 서양유래의 전통적인 회화관을 전수, 유지하기 

힘든 장소임을 재확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작품들처럼 캬라를 내

세우는 서브컬처 유래의 작품들이야말로 대중친화적으로 인기를 획득할 

수 있었음을 분석하고 있다.  

나라 작품의 캬라모에가 오타쿠 문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오타쿠

적 캬라모에가 캐릭터의 성적 어필을 그 핵심으로 삼는 반면, 나라 작품의 

소녀들은 결코 성적 요소를 드러내지 않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의 회화

에서 고정화된 2등신의 소녀들은 물론, 독일로 건너가기 이전 1980년대에 

제작된 비교적 어른스러운 비례를 갖는 여성의 이미지에서 조차 성적 어

필은 찾아볼 수 없다. 같은 소녀의 이미지라고 해도 무라카미와 나라의 소

재에 결정적인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무라카미의 피규어들이 공격적이기까지 할 정도로 여성의 신체의 성적 특

성을 부각시켜 철저하게 대상화되어 있다면, 나라의 소녀들은 결코 대상화 

될 수 없는 작가의 내재적 이미지들 이기 때문이다. 소녀들의 모습은 스커

트나 원피스를 입고 있기는 하지만, 나라에게 있어서는 ‘중성’적인 이미

지들이며, 스스로의 내부에 기억으로서, 또는 기억과 맞닿은 현재의 자신

의 표상이다.526 만일 사와라기의 ‘모에’의 개념이 적응이 된다면, 이는 

오타쿠적 모에에서 파생되어 나온 유아들에 대해 사용되는 치졸한 귀여움, 

‘카와이이’로서의 모에가 될 것이다. 

마츠이는 이러한 카와이이의 개념이 서양근대사회와 모더니즘에 있어

서의 ‘지배’라는 담론에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본다.527 백인남성이 지배

하는 서양근대사회에서 귀여움은 대상화된 여자와 아이들에게 할당된 피

                                           
526 奈良, 『美術手帖』, Apr. 1998, p.131. 
527 松井みどり, 「偏愛のマイクロポリティックス:逸脱の記号としてのかわいらしさ」,『美術

手帖』, 美術出版社, Feb. 1996,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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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자들의 정체성과 연관된다. 한편으로 귀여움이나 키치는 모더니즘미술

에서는 배제되는 잉여적인 감성, 즉 형식주의적 계보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매체의 특질 외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근대가 추진하는 “금욕주

의, 근면주의, 주체중심주의”의 노선을 위협하는 “일탈의 기호”로 작용

한다고 마츠이는 보고 있다.528 카와이이가 표상하는 키치적인 양상, 즉 소

비나 소비가 과도해 지면서 나타나는 사치, 그리고 방탕으로 직결되는 현

상은 미술에 있어서도 소비와 예술이라는 원칙적으로 이질적인 두 가지 

개념을 가깝게 연결한다.  

소녀의 외형적 특징인 귀엽고 키치적이며 미숙한 이미지는 나라가 의

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도달한 궁극적인 반모더니즘의 결정체라 할 수 있

다. 나라 자신이 갖는 반체제적인 성향들, 반항하던 10대의 모습이나 록음

악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일상에의 어리숙한 대응 등은 그의 2등신의 소녀

에 반영되어 있다. 나라의 이러한 성향은, 미술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에 대

한 상대화, 남성우월주의적 시각과 이를 토대로 대두하는 엘리트주의적 시

각문화에 대한 대항으로도 읽혀지며, 서브컬처 유래의 탈기술과 귀여운 대

중성 있는 소재를 통해 시각화되고 있다. 나라의 반모더니즘은 그러나 무

라카미의 대 서구전략, 아이다의 모더니즘 비판과는 다르게 노골적으로 저

항의 대상을 시각화 하고 있지 않은 데 그 특징이 있다. 신체성이 생략되

고 성장하지 않는 그녀들의 이미지는 모더니즘 특유의 남성우월적 관점에 

대항하는 나라의 조용한 저항으로 해석된다.  

 

 

 

                                           
528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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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수용과 평가 

 

6장에서는 세 작가들에 대한 평론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떠한 관점에

서 평가되고 있는지를 살피며 각기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는 이들의 작품에 표상된 형상들이 과연 과거의 트라우마를 바

탕으로 출현하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이들의 반근대성은 어떤 의미를 갖는 

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1. 작가 별 작품의 수용과 평가 

 

이 절에서는 세 작가들에 대한 미술계에서의 비평과 이를 통해 드러

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현재 무라카미의 작품에 대해서는 크

게 두 갈래의 평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무라카미를 하나의 현

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가 대외적으로 달성한 업적들, 주요 옥션에

서의 고액거래나 루이비통 관련 사업의 성공, 또는 베르사이유 궁전을 포

함한 세계 유수의 전시장에서의 잇단 개인전등에 대해 선동적으로 보도하

는 것으로, 긍정과 비판이 섞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에는 작품

에 드러나는 오타쿠와 관련된 일본의 만화나 카와이이 문화에 대한 관심 

및 유입(국외 평론의 경우)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비전문적 매체에서 미

술가를 다루는 것은 주로 이러한 시각에서의 접근방식으로, 무라카미에 대

한 내용은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의 경계에서 대중적이며 경제, 국제적 소식

과 화려한 화보까지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우량 주제로 여겨질 것이다. 

그의 도록 참고문헌에 세계적인 일간지에서 패션 잡지에 이르기까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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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의 이름이 즐비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물론 실제로 

1990년대 후반에 미국에 본격 데뷔하여 불과 20여년만에 그가 이룬 업적

들은 질과 양의 양면에 있어 파격적인 것이다. 그에게 단순히 그림을 그리

는 능력 외의 추진력이나 행동력, 교섭능력이나 친화력이 뛰어났음은 명백

하다.  

 이에 비해 두 번째 종류는 작품자체에 대한 진지한 작품론으로, 첫 번

째 종류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적다. 아마도 그에게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일본 국내에서는 현재 가장 진지하고 중요한 평론가로 꼽히는 사와라기, 

마츠이 그리고 아즈마가 무라카미의 국내 데뷔 초기서부터 그의 도록이나 

유일한 미술월간지인 『미술수첩』 등을 통해 작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왔다. 무라카미가 미국으로 진출하기 이전인 1994년, 박사과정을 마친 직

후 열린 SCAI the Bathhouse에서의 전시부터 마츠이가 그의 작품을 보아

왔고, 그가 극단적으로 오타쿠에 경도되기 직전의 시사적인 작품의 맥락에

서 애니메이션적 표상을 사용한 것에 대해 그녀는 “일본의 근대성, 특히 

전후의 대중사회화가 일으킨 구조적인 실어증상태”라는 비극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호평하고 있다.529  

 사와라기는 1992년 미술수첩의 「로리팝-그 최소한의 생명」530 기

사를 통해 무라카미를 처음으로 군국주의의 잔재와 오타쿠 문화, 카와이이

의 관련성이라는 맥락으로 공론화시킨 인물이다. 그 후 2005년의 「Little 

Boy」전 도록글 「’수퍼플랫’의 전쟁터에서: 전후 일본의 서브컬쳐와 

예술(On the Battlefield of ‘ superflat ’ : Subculture and Art in 

Postwar Japan)」에서 그는 패전과 오타쿠 문화의 관련성에 대해 무라카

                                           
529 松井みどり,『村上隆展：明日はどっちだ Fall in Love』, p.30. 
530 椹木野衣, 「ロリポップ－その最小限の生命」, 『美術手帖』, 美術出版社, Mar.1992, p

p.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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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거의 같은 시점을 제공하여 무라카미가 바로 사와라기의 아이디어에

서 이 전시 및 일련의 패전과 관련된 주장을 펼쳐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들게 할 정도였다.531 하지만 같은 1962년 생으로 동시대를 살아왔

으며, 스스로도 오타쿠나 그 외 서브컬처에도 정통하는 사와라기 역시 무

라카미의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오타쿠 관련 현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눈에 띈다. 아즈마는 2000년의 『수퍼플랫』 도록에서 그의 전공

이던 데리다의 철학과 라캉의 회화분석을 수퍼플랫의 설명에 적용하고 있

다.532 미술이 전공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그는 무라카미 작품과 일본의 포

스트모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온 인물이나, 최근에 들어서는 무라카미에 

대한 전문적인 글은(트위터나 인터넷 중계 사이트 ‘니코니코 동화’를 

통해서는 단편적으로 언급) 발표되지 않았다. 

 이처럼 1990년대 중반인 작품활동 초기에 무라카미의 작품이 비교적 

시사성을 띠는 경향이 있었을 당시부터 그를 아는 인물들에 의한 국내의 

평론은 전개되어 왔지만, 그 후 그의 작품들이 해외에서의 관심 끌기에 주

력하여 오타쿠 문화 등의 특수한 주제들을 강조하면서, 해외에서는 그 주

제에 관심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무라카미의 주된 

활동무대가 일본에서 미국 및 유럽대륙으로 이동한 것을 고려한다면 현지 

매체를 통해 현상(現象)론을 극복한 국제적 담론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라카미에게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리라 생각된다. 뉴욕을 중심

으로 한 현대미술계에서 정통성 있는 비평을 이끌어 내는 것은 한정된 평

론가들이다. 이들의 주된 활동 무대는 『아트포럼(Artforum)』이나 『옥

토버(October)』, 『크리티컬 인쿼리(Critical Inquiry)』, 『뉴 크라이테

                                           
531 Noi, Sawaragi, “On the Battlefield of ‘superflat’: Subculture and Art in Postwar 

Japan”, Murakami, ed., Little Boy, pp.186-207. 
532 東浩紀, 「スーパーフラットで思弁する」, 村上, 『スーパーフラット』, pp.13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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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온(New Criterion)』등으로 대표되는 전문성 있는 월간지나 학술지, 또

는 개별 작가의 도록에 실리는 평론으로 한정적이다.  

 무라카미의 짧은 전시평들은 1999년의 바드 대학(Bard College)에서

의 전시 「의미의 무의미의 의미(The Meaning of the Nonsense of 

Meaning)」를 기점으로 『아트포럼』에 실리기 시작했으나, 짧은 지면에

서는 본격적인 작품의 분석은 이루어지기 힘들었다.533 2007년 『옥토버』

의 기고자중 한 명인 파멜라 리(Pamela Lee)에 의해 『아트포럼』에 그

에 대한 글이 실렸으나, 그 내용은 기업을 방불케 하는 그의 작품제작방식

에 관한 것으로, 작품 자체의 분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리는 무라

카미의 수퍼플랫한 화면의 제작 방식은 그린버그 식의 화면의 평면성을 

통한 것이 아니라,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디지털 그래픽을 통

해서이며, 그의 이러한 방식은 세계의 시장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것임을 지적한다.534  

 이미 서구 평론계에서는 무라카미의 이미지는 키치와 자본의 표상과

도 같이 취급되어 제프 쿤즈, 데미안 허스트와 유사한 분류로, 리의 표현

을 빌리자면 그가 그린버그의 모더니즘을 제치고 디지털 그래픽을 택하면

서, 정통적인 회화론의 대상에서는 제외된 인상이 있다. 부클로는 2012년

을 되돌아 보는 그의 『아트포럼』의 기사에서 이들은 새롭게 경제적인 

부를 바탕으로 등장한 세력들인 월가의 재력가, 부동산 개발자나 재벌들에 

의해 새로운 문화의 대표자격을 부여 받은 층으로 지적한다.535 즉 이들에 

대한 평가는 작품 속 논리가 아닌 작품을 통한 경제효과로 대신된다는 것

                                           
533 David Rimanelli, “Takashi Murakami”, Artforum, Nov. 1999, New York: 

Artforum International Magazine, pp.134-135. 
534 Pamela Lee, “Economies of scale: Pamela M. Lee on Takashi Murakami’s 

technics”, Artforum, Oct. 2007, New York: Artforum International Magazine, 

pp.337-341, p.343. 
535 Buchloh,“Farewell to an identity”, Artforum,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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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무라카미의 평론이 대부분 그를 ‘오타쿠의 전도사’라는 사회적 현

상으로서 다루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를 갖는다. 무라카미가 각종 수

단을 동원하여 예술의 영역으로 맥락을 이동해 놓았음에도, 그의 작품들은 

계속해서 예술의 영역에서 벗어나 일상의 영역, 즉 비평의 지평과 거리가 

먼 곳으로 일탈하고 있는 것이다. 환전가치에 대한 화제 이외의 비평적인 

맥락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결정적으로 모더니즘에 입각한 미술의 범주와

의 격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로트코프의 글 등을 통해 논의 되어왔다.  

 무라카미가 초기부터 서양을 의식하여 작업해 왔음을 스스로가 논하

고 있는데 비해, 동서의 평론가들에 의해 무라카미의 서양근대라는 콤플렉

스가 지적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지적은 패전과 동시대 일본 미술을 연

관시키는 사와라기나 마찬가지로 일본의 미술과 근대성의 문제와 왜곡을 

지적하는 마츠이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무라카미가 오타쿠 노선으로 작

품을 제작하게 된 이후, 작품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언급들이 작품에 대한 

논의 보다 활발해 왔기 때문이다.  

 정면에서 그의 작품과 반근대라는 테마를 다룬 것은 라마레의 저서 

『아니메 머신(Anime Machine)』이 유일한 것이다. 라마레는 무라카미의 

수퍼플랫 이론을 예로 들며, 이러한 납작한, 평면적인 시각에 내재된 반근

대성과 동시에 외형적인 반근대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는 “계층적인 

깊이라는 근대적인 서양의 구조(기하학원근법)와, 비계층적 분배라는 포스

트모던적인 일본의 구조(수퍼플랫)의 대립”이라는 논리 속에서 고의적으

로 제거된 것은 “일본의 근대의 가능성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체성, 

규율화, 권력에 대한 물음이다” 라며, 수퍼플랫 이론을 또 다른 일본의 

포스트모던 긍정론으로 취급하고 있다.536 그런데, 이런 서양 근대와 일본

                                           
536 Lamarre, The Anime Machine,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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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포스트모던이라는 연결은 결국에는 뿌리깊은 근대주의적 사관에서 비

롯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만일 일본사회에 계층적 깊이를 무마하는 풍조

가 있고 에도의 평면적인 문화에도 이러한 특징이 표출된다면, 이는 원래

라면 일본의 전통성과 연관되어 해석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이

에 현대적인 잣대를 들이대어 포스트모던의 경향과 연관 시키는 것은 서

양의 역사적 관점을 적용시킨 것이다. 만일 무라카미의 주장대로, 일본의 

17세기(또는 그 이전)이래의 표현이 수퍼플랫에 이어졌다면, 수퍼플랫은 

일본의 포스트모던이 아닌 일본의 전통을 계승한 고유문화로, 혹은 19세

기 대중적 판화미술인 우키요에를 계승하는 일관성 있는 대중문화로 해석

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생각된다. 일본 국내만을 생각한다면, 굳이 수

퍼플랫 미술을 포스트모던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는 필요성은 없을 것이

다.  

 하지만, 무라카미는 바로 패전과 일미관계라는 장치를 끌어들임으로서, 

수퍼플랫을 세계적 시야에서 바라보도록 종용하고 있다. 라마레는 무라카

미가 「수퍼플랫」과 「리틀보이」를 통해 “일본인의 피해자의식을 자연

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537고 보고 있다. 원자폭탄에 의한 세

계유일의 피해국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느 정도까지는 패전의 과거와 오타

쿠 문화의 성립을 연결 짓는 교량역할을 하면서 서양근대에 대한 저항의

식을 일본의 현대미술을 이해하는데 성공적으로 끌어들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무라카미의 수퍼플랫 이론이 단순히 만화적 기법을 초월하는 비위계

적인 일본의 사회구조까지 포함시키는 이유는 수퍼플랫 VS. 과학적 원근

법이라는 대립관계가 일본 VS. 서구근대라는 거시적인 시점으로까지 확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퍼플랫이 단순히 만화적 화법의 차용이 

                                           
537 같은 책,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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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특정 시기의 일본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현재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에는 이러한 대립구도의 조심스러운 구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현재와 서양의 근대라는 대립구도는 2000년도에 

무라카미에 의해 「수퍼플랫」전을 통해 제시되어 2005년 「리틀보이」

전에서 일본의 서브컬쳐와 연관시켜 재차 강조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론에

서만큼 작품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538  그의 대부분의 

작품들은‘무의미’를 표상하거나 장식적인 역할이 강하고 자본과의 결탁 

속에 새로운 화제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즉 그에게 있어서 서구근대에 대

한 대항의식은 필요에 의해 강조되거나 또는 은폐되는 일종의 전략적인 

의미이상의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무라카미 작품의 서양 근대와의 관계나 모더니즘적 의미에서의 예술

작품으로서의 존재가치가 불명확하다는 점, 즉, 앞에서 논의 된 바와 같이 

스스로의 상태에 대한 의식, 작품으로서의 의미나 작품이 등장하게 된 내

적 필연성이 결여된 듯 보인다는 점은 이들이 작품으로써 선행하기 보다

는, 무라카미의 욕망이 선행하고 그에 따르는 전략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

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안게 만든다.539 욕망의 도구화된 미술은 이데올

로기와 결합하면 사회주의나 파시즘의 공포를 재현할 것이며 자본주의와 

결합하면 환전가치로 단순화되는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무라카미의 경우 

이데올로기적 측면은 2005년의 「리틀보이」전 이후로는 집중적으로 드

                                           
538 미일관계와 패전에 대한 언급은 대표적으로 <타임보칸>이 있으며 그 외의 이미지들은 

3장에서 살핀 듯이 전쟁이나 일본의 피해, 가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은 없다.  
539무라카미는 1999년 잡지의 대담에서 자신의 작품의 성격에 대해 “주체로서의 아티스트, 

아트피스(작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것은 철저한 비평성뿐.”이라고 논한바 

있다. 자신의 작품의 내면이 아닌 비평성에 주목한다는 사실은 역시 작품을 통한 발언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우선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森村泰昌, 村上隆, 「ARTとアー

トのあいだで日本の美術は揺れている」, 『広告批評』, マドラ出版, 226号1999,4,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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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고 있지는 않으나, 사와라기와 마찬가지로 일본 헌법의 군사력의 부정

항목이나 원자폭탄 투하의 피해에 대한 강조 등은 일본의 소위 우익 집단

들과 공통되는 시점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무라카미의 작품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는 자본과의 연관성만이 강조되어 쿤즈나 허스트와 같

은 키치성 높은 작가로 분류되어있기는 하지만, 그가 다루는 주제에 분명

히 정치적인 우경화 성향이 잠재해있음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그 작품의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이다의 경우는 무라카미와 대조적으로, 해외 지명도는 그다지 높지 

않으나 일본 국내에서는 미술계에서의 긴 활동기간과 비례하여 널리 알려

져 있다. 특히 2012년 말에 열린 모리미술관에서의 개인전을 통해 TV, 

주요 일간지, 주간지 등에 일제히 노출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도 급속히 

향상되었다. 이 전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한가지는 그

가 2011년 3월11일 동북 대지진 직후 트위터 상에 올라온 원전사고에 관

련된 글들을 투고자의 동의 없이 출력하여 전시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하

나의 보다 큰 화제가 된 내용은, 전시 중 강한 성적 표현이 있는 작품들은 

‘18금의 방’540이라는 전시공간을 만들어 입구에 작품의 선정성에 대해 

주의하고 선별적으로 관람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녀에 대

한 잔혹성을 다룬 <개>연작에 대해 복수의 여성단체에서 항의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항의는 대대적인 시위로 발전되지는 않았으며, 장소가 사립

미술관이며 내부에 내용에 대한 주의환기도 있었던 점, 그리고 작가의 표

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무마된 채 전시는 종료하였다.  

『Art-it』이라는 온라인 잡지에 연재를 해오던 사와라기는 아이다의 

전시에 즈음하여 특별히 연재내용을 바꿔 그의 전시에 대한 글을 올렸다. 

                                           
540 18세미만 관람/입장 금지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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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속에서 사와라기는 이 스캔들에 대해 “내 자신의 견해는, 아이다 마코

토의 작품에는, 사회통념으로서의 「양식(良識)」에 저촉되는 성질이 보이

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허용범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여기서 파

생하는 단적인 풍속적 성질보다도, 그러한 요소를 「다양한 의미=다양한 

디자인」의 하나로서 기호화하여 대상화 하는 예술적 「방법」이 이기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감상적 가치가 우선한다고 생각한다.”541 며 사실상 

옹호하고 있다. 특히 사와라기는 아이다가 지금까지 밝혀온 바와 같이 그

를 일종의 개념미술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표현은 액면 그대로의 이

미지로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한가지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그의 표현 자체도 때로는 수

년에 걸쳐 제작된 작품도 있을 정도로 (<회색 산>, <폭포그림> 등) 충분

히 감상의 가치가 있고 매력적인 것이지만, 이들은 결국은 작가의 아이디

어에 대한 삽화, 디자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 등에서 문제가 

되는 잔혹함이 그의 본질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다.  

그의 작품이 일종의 개념미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는 한가지 방식

에 한정하지 않고 각종 화법을 동원 하면서 제작하는 아이다의 화풍과도 

일맥상통한다. 사용하는 형식도 다양한 내용과 일관성 있는 것이 선택된다. 

그가 취급하고 있는 내용도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서구미술이나 서구에 

대한 비판의식, 소녀이미지를 통한 피해의식의 표출이나 서브컬처적 상상

력은 물론, 그 외 일상에서 시사적 내용까지 폭 넓고 다양하다. 바로 그렇

기 때문에, 아이다의 전쟁화에 대한 반응이 다양한 소재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토의 관점, 즉, 일상성이나 시사성, 유모어나 에로티시즘과 조

                                           
541 사와라기의 『Art-it』온라인 기사. http://www.art-

it.asia/u/admin_ed_contri9_j/yzOAHbRU7JsXxiBhZVmv/(최종 확인 2013년12월17일) 

http://www.art-it.asia/u/admin_ed_contri9_j/yzOAHbRU7JsXxiBhZVmv/
http://www.art-it.asia/u/admin_ed_contri9_j/yzOAHbRU7JsXxiBhZV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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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맞추기 위한 역사적 소재로서의 일본의 패전이라는 관점이 신빈성을 

갖게 된다. 아이다가 항상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서 ‘소재 (‘ネタ’, 컨

셉)’를 찾고 있으며, 좋은 소재를 발견해야지만 그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의 제작 방식도 전쟁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소재’로써 역할을 할 

뿐, 작품 속에서 그 이상의 역사적인 무게를 추구하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다. 

사와라기에 의하면, 이번 전시를 통해 형성된 아이다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총명한’작가라는 것이며, 이는 그가 겉으로는 “에로, 그로, 로리 

(‘エロ・グロ・ロり’, 에로틱하고 그로테스크하며 로리콘적)” 해 보이

고 실제로도 다소 그러한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의도적으로 선별

된 자기성찰의 결과이며, 이러한 내용을 아이러닉한 수법으로 대상을 가리

지 않고 이지적으로 형식화 시키는 것은 모더니스트적이라고 한다.542 사

와라기의 이러한 평가는 아이다가 항상 스스로에 대해 폄하하여 겸손해하

는 겉모습을 꿰뚫고 그 속의 날카로운 비평정신을 가리키고 있는 듯 하다.  

아이다는 글솜씨도 인정받아 잡지 연재를 통해 단행본도 여러 권 출

간 했으며, 그 내용에서도 자신의 일상적인 실태를 다루는 한편,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나 철학적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통찰력을 과시한바 있

다. 사와라기가 아이다의 문제점을 형성하고 시각화 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모더니스트적이라고 보는 시각에는 강하게 공감할 수 있다. 작품에서 엿보

이는 비평성이나 현실에 대한 수정 또는 개혁의지는 예를 들어 마츠이가 

규정하는 일부 마이너 작가들543, 즉 동시대의 작가들에게 관찰되는 단순

한 장식성이나 사사로운 현상에로의 귀착을 특징으로 하는 화풍과 큰 대

조를 보인다. 겉으로는 소녀에 대한 집착이나 아름다움에의 동경으로 보이

                                           
542 같은 페이지.  
543 松井みどり,『マイクロポップの時代：夏への扉』, PARCO出版,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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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이미지들이 사실상 보다 큰 사상, 사회적 의

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경우가 있어 아이다 특유의 새

로운 거대담론으로의 형성의지로 보인다.  

아이다의 화상인 미즈마 스에오(三潴末雄)는 『Art-it』의 편집장 오

자키 테츠야(小崎哲哉)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적인 미술’이란 과연 가능

한가에 대해 논하면서,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이, 아직까지도 

일미안보조약으로 보호받으며 전후 65년이 지난 후에도 자립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조바심이 납니다…미국은 왠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럼 일본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자신의 근본에 있었다고 밝힌다. 544  그의 발언은 

패전의 피해의식이 미치는 범위를 느끼게 한다. 미즈마는 아이다를 비롯한 

자신의 화랑의 전속작가들이 서양의 예술과 일본의 고유의 풍토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에 공감한다고 논한다. 미즈마와 오자키가 논의하는 일본 미

술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역시 아이다에게 있어서도 공유되는 것으로 미

즈마가 지적한 듯이 현재 일본의 상황을 전쟁으로 거슬러올라가 그 영향

으로 유추하는 자세가 아이다에게 ‘소재’를 제공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다가 제시하는 문제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 자신의 

입장 표명에 대해 유보된 것으로 문제제기는 있으나 이에 대한 태도가 불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다. <전쟁화RETURNS>나 <회색 산>등이 갖는 시사

성은 아이다의 의식이 정치적인 방향으로 향해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이지만, 결정적으로 작가의 의사표명이 없어 많은 중 하나의 정치적 ‘소

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사회적 의식이 강한 작가들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실주의와도 연관된 

                                           
544 미즈마와의 『Art-it』인터뷰 기사. http://www.art-

it.asia/u/admin_columns/YKH72BbVJaj8gmPwOMrh (최종 확인 2013년12월17일) 오자

키는 2010년3월에 퇴직. 

http://www.art-it.asia/u/admin_columns/YKH72BbVJaj8gmPwOMrh
http://www.art-it.asia/u/admin_columns/YKH72BbVJaj8gmPwOM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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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의 미술가 도미에(Honoré Daumier, 1808-1879)의 삽화들이 떠

오른다. 그의 삽화들이 주간지에 실렸던 사회비평의 캐리캐츄어 였음에도 

아직까지 미술사의 일부로 중요시되는 이유는 작품의 조형적 아름다움도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체포되면서까지 약자인 시민의 입

지를 진실성 있게 담아 냈다는 것이 큰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아이다 작품 특유의 중립적인 입지는 그가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시

도했다는 사실에 그치고 있어서, 여기서 출발하여 공개적인 전쟁화, 전쟁, 

패전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리기는 힘들 것이다. 사회에의 날카로운 시선

에는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관객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투영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이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데올로

기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입장을 확실히 하지 않는 태도는 물론 어느 정도

까지는 미덕일 수도 있으나, 이대로는 이데올로기주의에 빙자한 포퓰리즘

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아이다의 작품에 대한 또 다른 비판점은 그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식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그는 입버릇처

럼 자기는 만화가가 될 만큼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 미대에 왔다고 하

는데 이처럼 되풀이 되는 발언은 결국 그의 작품에 대한 전문가답지 못한 

태도를 대변하는 듯 하다. 그는 수 차례에 걸쳐 개념미술작가처럼 작품의 

‘소재’적 측면에 경도되어 작품 형식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작품의 외형적인 완성도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 그가 전시 

시작일까지 작품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것은 이미 상습화 된 현상이라, 그

는 물론 주변 관계자 들도 미완성된 작품이 전시장에 걸리는 것에 큰 위

화감이 없는 듯 할 정도이다.  

최근의 모리미술관의 개인전에서도 출품된 작품 중 가장 큰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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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미터의 <Jumble of 100 Flowers>(2012-)는 전시 시작 당시 사실

상 50~60퍼센트의 완성도 밖에 이루지 못했다. 결국 오픈 당일 관람객이 

보고 온 것은 앞으로 이렇게 채색이 들어갈 것이라는 견본으로 그려진 소

형 스케치를 확대해 잉크젯 프린트로 출력한 캔버스였다. 수 십 명의 소녀

들이 마치 비디오 게임 속의 캐릭터들처럼 과녁이 되어 웃으며 총을 맞고 

있는 이 작품에서, 그가 애초에 예정한대로 배경은 차치하고 소녀들의 모

습만이라도 아크릴 물감으로 덧그리려(잉크젯 프린트 위에) 한다면, 최소

한 수주간, 아마도 몇 달간의 추가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전시에서 

미완성이었던 작품은 이 뿐만 아니어서, 아이다는 이미 전시기간 중 내내 

그린다고 해도 완성의 가능성이 없는 이 작품은 포기하고, 그 대신 거의 

끝난 상태이지만 마무리 짓지 못한 <전신주, 까마귀, 그 외(電信柱, カラ

ス, その他)>(2012)라는 10미터짜리 병풍그림을 관람객이 들어올 수 없

는 야간에 전시장에 나와 마무리 했다고 한다. 이 작품 외에도 약100점의 

작품이 출품된 이 전시를 위해 대폭 미완성인 상태인 <Jumble of 100 

Flowers>를 전시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도 있었을 것이나, 굳이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선보인 이유에 대해 그는 잉크젯 프린트를 통해서 대강 

이러한 내용임이라도 알리려고 했다고 답했다.545  

즉 그에게 있어서 회화의 외관적인 형식은 2차적인 것으로 그 아이디

어의 전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

히 형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에 단순히 작은 스케치를 확대한 잉크젯 

이미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에 물감으로 덧칠을 하고자 한 것이리라. 

비록 잉크젯 프린트를 통해 전체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기는 하지만, 프린

트를 그대로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 물감으로 이미 그리기 시작한 

                                           
545 2012년 12월 28일 필자와의 인터뷰를 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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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도중에 전시한다는 것은 미술계일반의 상식에서는 어긋나는 것으

로 생각된다. 1970년대 미국의 개념미술작가들처럼 그가 회화와 전시라는 

제도 속에서의 의식(儀式)적 행위에 대해 자유롭고자 하는 제도비판적인 

태도를 피력한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엄격한 모더니스트적 회화의 규범

이나 완전성에 대해 불신하는 것 일수도 있다. 물론 작품의 크기와 밀도, 

그리고 남겨진 시간을 배분하는데 실수를 한 것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중

요한 점은, 아이다가 국내 주요 미술관의 대형 개인전에서 절반도 채 완성

되지 않은 작품을 걸 수 있는 감각을 가졌다는 점이며, 이는 그가 지향하

는 곳이 개념주의 미술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자신이 몸담는 회화라는 쟝

르에 있어서의 형식적 완성도에 대해서 낮은 기대치와 의식을 갖고 있음

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다른 한가지의 유사한 예 역시 같은 전시에서 발단이 되었다. 그의 작

품 중 <모두 다 같이(みんないっしょ)> 연작은 ‘소재’를 중시하는 아이

다가 유명 작가들의 세련된 스케치나 에스키스에 대항하는 의미로, 시판되

는 최대 크기의 모조지에 매직과 아동용 수채화 물감만을 사용하여 그때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들을 빨리, 수정 없이 그려낸 것이다.546 아이다는 이 

일련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데 있어 회사나 학교에서 사용되는 공공 게시

판 위에 포스터라도 게시하듯 압정으로 꽂는 방식을 고집하였는데, 모리 

미술관 전시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일부 작품은 이미 컬렉터의 것으로, 그 

작품에 압정 구멍을 낼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 대처 방안으로써 합의 된 

것이 원작을 컬러 복사하여 복사물로 전시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

으로써 압정으로 꽂는 것이 가능해져 아이다가 원하는 전시방식을 채택할 

수 있었다고 한다.  

                                           
546 会田, 『Monument for Nothing』,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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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정은 원작 작품의 의미에 대한 아이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원작이 뛰어난 기술을 사용해 그려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미술

작품의 권위에 대항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긴 하나, 이를 컬러복사 된 복제

물로 똑같이 대신할 수 있다는 발상은 그에게는 이미지 자체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담겨진 컨텐츠에 있는 것임을 명확히 해준다. 전시장에 

이 작품들이 원작의 컬러복제물임이 명백히 제시되지 않았기에(매체는 잉

크젯 프린트로, 연도는 각각의 원작연도와 복제된 해, 2012가 병기) 복제

품을 전시했다는 비평이 있었으나, 단순히 작품이냐 복제품이냐의 문제이

기 보다도, 작가 공인 하에 벌이진 이 소동은 아이다가 스스로의 작품의 

회화적 가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의식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도 아이다가 이 작품들을 하나의 아이디어나 기호의 차원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와라기는 전술한 평론 중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전람회 구성상 커

다란 과실이었다. 아이다 자신의 트위터에 따르면, 벽에 직접 압정으로 꽂

는다는 컨셉에 빠진 결과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컨셉 없이 착상한 것을 

재빨리 종이에 담는 본 작품에(<모두 다 같이> 연작) 실물이 아니면 가치

가 없다.”고 단호하게 반응하고 있다.547 아이다의 문제점은 이처럼 작품

의 아이디어적 측면에 치중한 결과 형식의 중요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

다는 점과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다루는 만큼 관심이 분산되어 전쟁이나 

미일관계와 같이 정치적 파장이 있는 소재를 다루는 경우에도 그의 소재

에 대한 진정성을 의문시하게 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무라카미에 대한 평론이 주로 그가 사업가로서 이루어 놓은 결과들에 

대한 현상론으로 편중되고 있다면, 나라의 관련 연구들은 나라라는 인물 

                                           
547 사와라기의 『Art-it』기사.  http://www.art-

it.asia/u/admin_ed_contri9_j/isC20eHFMbpP1AfvyjSw (최종 확인 2013년 12월10일) 

http://www.art-it.asia/u/admin_ed_contri9_j/isC20eHFMbpP1AfvyjSw
http://www.art-it.asia/u/admin_ed_contri9_j/isC20eHFMbpP1Afvyj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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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에 대한 관심, 즉 작가론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 될 수 있다. 이

는 필연적인 결과로, 나라가 소녀의 초상화라는 단일한 표현방식만을 

1984년(스스로가 카탈로그 레조네에서 첫 작품으로 삼고 있는 <Sanchan 

with Shark “in the Room”>이 제작된 해)부터 30년 이상 주된 작업형

식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매우 특이한 작가로 분류 할 수 있기 때

문이다.548 따라서 작품 속의 시대별 변화를 분석하거나 상징성을 파헤치

는 류의 작품론 보다는 편집적으로 하나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는 작가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작가자체에 대한 관심은 특히 독자에 어필하고자 하는 미술저널리즘

의 기사에서 두드러진다. 나라의 특집호로 발행된 2012년 9월의 『미술수

첩』에는 그의 국내외 지인 13명이 그의 작품이 아닌 ‘나라 요시토모의 

매력’에 대해 글을 기고하고 있다.549 최소한 일본에서는 그는 명실공히 

‘아트 스타’인 것이다. 일본의 평론은 나라를 ‘어린이’, ‘강아지’, 

‘록커(Rocker)’ 등으로 비유하면서 그를 그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투

영시켜 해석해왔다. 현대미술가로서는 드물게 여러 장의 작가 근영이 미술

잡지에 화보로 제공되는 이유도 아마 작가 그 자신의 인기도와 잡지 판매

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저널리스트들의 의도를 배반하지 않고, 

장신에 청바지와 재킷을 걸친 나라는 좋은 피사체 역할도 한다. 2010년 

50대 직전에 레조네의 출판과 새로운 도자기 전시 등 크고 작은 이벤트를 

치른 나라는 대담을 위해 같이 전시장을 돌던 20세 연하의 남성 아이돌 

                                           
548 회화에 비해 나라의 드로잉 작품들에서는 보다 다양한 소재와 구도를 찾아 볼 수 도 있

다.  
549 「奈良美智の魅力」, 『美術手帖』, 美術出版社, Sep. 2012, pp.72-77. 미술출판사의 

자료에 의하면 나라의 기사가 처음으로 월간지『미술수첩』에 실린 1991년부터 2013년 

사이 나라를 특집으로 한 호는 2000년 7월호, 2001년 12월호, 2010년 7월호, 2012년 9

월호로 무려 4차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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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리더의 풍모에 뒤떨어지지 않는다.550 그의 외모뿐 아니라 어린 시

절의 인상적인 에피소드들, 부모가 맞벌이라 혼자 집을 지키던 일이나 불

량 청소년이던 에피소드들도 측은하면서도 역경을 딛고 일어선 현대적 아

티스트의 모습을 구현한 듯 하여 관심을 일으킨다. 이렇게잡지 기사 등을 

통해 구성된 나라라는 인물상은 작품의 감상에 있어 주요 참조 요소로 작

용하여 이와 독립적으로 작품을 관찰하는 것이 힘들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론 속에도 작가상과 작품의 밀착된 관계가 반영되어있다. 그의 작품

에 대한 많은 논의는 소녀의 상징성과 나라라는 성장하지 못하는 어른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어린이라는 대상의 설정, 어린이의 상징성이 갖

는 문제점은 ‘어린이’라는 대상이 종종 서양의 시각에서 바라본 ‘반근

대성’과 동일시 된다는 점에 있다. 근대적 주체가 백인 성인 남성을 기준

으로 한 것이라면 이에 비해 ‘어린이’는 스스로의 고유성을 갖는 대상

이 아니라 비이성적이고 미숙하며 원시성을 간직한 발전의 도중에 있는, 

즉, 어른이라는 완성된 상태를 향해 매진중인 미완의 상태로 보여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어린이에 대한관점은 어린이의 그림에 머무른 채 어른을 

그리지 않고 있는 나라의 상태를, 주제와 작가의 상태 양면에 있어서 미성

숙한 것으로 보도록 종용하며, 어린이라는 완결된 고유성의 묘사로 보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나라의 작품을 ‘유치하고 치졸한’것으로 평가하는 아사다의 시점은 

이러한 서양의 근대적 의미에서의 주체를 기준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평론가 시미즈 미노루(清水穣)는 아사다의 이러한 발언을 “근대서양과 

직면하여 이에 의해 거세당한 피식민지의 지식인”으로서의 아사다 자신

                                           
550 大野智ｘ奈良美智, 「Special Talk」, 『美術手帖』, 美術出版社, Jul. 2010,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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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수성과 연관시키고 있다. 551  시미즈는 서구의 근대문명이 어른이고 

일본의 포스트모던이 여자나 어린이라면, 아사다 같은 일본의 근대주의자

는 “성인이 된 여자나 어린이(成人した女子ども)”552라는 왜곡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입지를 고수하기 위해 나라와 같은 회화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미즈는 아사다로 대표되는 일본인임에도 서구적 사상

을 갖는 평론가들에 의한 포스트모던 비평의 상태를 “완전한 문화적 거

세와 불완전한 제도적 거세(한마디로 하자면, 서양화된 황실에 의한 천황

제의 존속)가 괴리된 체로 공존”하는 역사적 문제에서 기원한다고 보고 

있다.553 시미즈의 발언에 의거하자면, 서양의 모더니즘적 시점으로 관찰할 

때 서양 근대가 성인남성을 주체로 삼는다면 이에 속하지 않는 반모더니

즘적 주체는 여성이나 어린이가 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소녀만을 그리는 

나라의 방식은 궁극적인 반모더니즘적 소재를 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나라가 소녀의 이미지를 통해 표상하는 바는 최소한 일부 평론

가들의 시점에서는 일본의 피해자의식과 무관할 수 없다. 성인 남성 화가

에 의한 근대적인 주제라는 의식과는 대극(對極)에 놓여있다고 생각되는 

소녀의 이미지는 유아적이고 사변적이며 반근대적인 주제로써 일본이 겪

고 있는 미성숙이라는 상황과 연관 지어 고려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나라

의 소녀들은 대부분의 경우 실존하는 소녀를 그린 것이 아닌 일정한 머리

모양과 원피스를 걸치고 신체적 특징이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하나의 개념

                                           
551 清水穣, 「さよならPCさよならイノセント：奈良時代の言説をめぐって」,『美術手帖』, 

美術出版社, Dec. 2001, p93. 
552 같은 책.  성인 남성을 사회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 외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약자나 불

완전한 대상으로 제외시키는 방식은 서양 근대의 주체성을 성인이 된 백인남성으로 보는 

관점과 동양적인 남존여비사상을 통해 ‘여자나 어린이(女子ども)’를 비하하는 관점을 결

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근대와 포스트모던을 대립시켜 성인(성인남성)과 여자나 어린이로 

각각 대비시킨 것은 따라서 근대를 기준으로, 포스트모던을 비정통적인 흐름으로 바라본 것

이라 할 수 있다. 시미즈가 사용한‘여자나 어린이’라는 표현은 일본사회에서는 성인남성

에 못 미치는 존재로 분류되어 총칭되는 용법이 일반적이다. 
553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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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상징성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형상적 특질은 나라의 소

녀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기 보다는 소녀가 상징하게 된 바, 즉 반근대성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보다 부각시키고 있다. 성숙한 50대

의 남성이라는 나라의 입장 그리고 작품 속 소녀들이 전혀 성적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소녀 이미지는 상징화된 존재일 뿐이라는 점 등

을 아울러 고려할 때 나라가 재현하고 있는 이미지는 주류 서양미술사에 

대항하는 듯한 미숙의 신화를 되뇌어온 전후 세대의 자화상으로 보여지게 

된다. 나라는 자신이 그려내는 소녀의 이미지에 대해 ‘약자’를 대변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발언해 왔는데,554 소녀의 ‘약자’성은 소녀에 대비되는 

강한 면모를 갖는 상대를 상정함으로써 유도된 정체성일 것이다.  

 

 

2. 반근대와 근대의 초극 

 

1절에서 살핀 듯이 세 작가의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점은 이

들이 과거 일본의 패전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다루려는 시도를 보여왔다는 

점이다. 무라카미의 경우 작품상에는 서브컬쳐에서 차용된 순수하게 시각

적인 이미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세우고 있는 전략으로서의 수

퍼플랫은 궁극적으로 서구 근대라는 가치관과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 아이

다의 경우 전쟁을 소재화 함으로써 서구와의 관계에 대한 콤플렉스를 표

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나라의 경우 근대사에서 기원하는 패전 이

래의 일본의 현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약자’로서의 정체성을 표상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이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취하는 자세는 반

                                           
554 奈良, 「Artist Interview Yoshitomo Nara」, 『美術手帖』,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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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또는 회화적 방식으로서의 반모더니즘적인 입지로서, 서구적 근대에 

대항하고 모더니즘 화법에 역행하는 각종 표상들이 이들 화면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555  

 부클로는 낙서와 만화를 결합한 형태의 드로잉으로 알려진 페티본에 

대한 평론에서 그의 작품의 등장과 연관된 형상성과 서술성에 대해 논하

면서 “반모더니즘은 기술의 부활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미학적 

본질에 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모더니즘이 금기시한 구상, 서술 그

리고 기억과 관련된 재현의 특성들에 대항하였다.”556 고 이야기한다. 부

클로는 페티본의 초기 작업이 서브컬처와 미술계사이의 어느 측에 속하는 

지, 혹은 이런 질문자체가 바람직 한 것인지 라는 자문을 남기며 페티본의 

작업이 일종의 반모더니즘과 통해 있다고 본다.557  

 반모더니즘의 특징으로 부클로는 모더니즘에 있어서 개혁과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로 포기하였던 기술의 복구를 들고 있으며, 그 외에 

그린버그의 모더니즘에 있어서의 금기들, 즉 재현에 있어서의 구상성과 서

술성 그리고 기억의 환기를 모두 깨버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558 페티

본은 미국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밴드활동이나 잡지 투고 등 언더그라

운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의 작품 역시 서핑이나 배우지망생들을 포함

한 이 지역의 서브컬처 문화와 연관성이 있다. 또한 그의 작품 역시 마치 

『가로』만화처럼 폭력과 성에 관한 내용 등 성인 만화에 준한 언더그라

운드 적 경향을 띄는 이미지와 함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텍스트의 결합

                                           
555 마츠이는 2013년1월호의 『미술수첩』을 통해서 아이다의 반근대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그의 작품의 비이성적 특징들을 예로 들며 주로 전후 일본문학의 반근대성과 비교

하고 있다. 松井, 「会田誠論 下降からの上昇：会田誠の反近代」, 『美術手帖』, pp.88-95. 
556 Benjamin H.D. Buchloh, “Raymond Pettibon: Return to disorder and 

disfiguration”, October 92, (Spring, 2000), MIT Press, p.38.  
557 같은 책. 
558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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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클로가 페티본의 작품들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예로 들지 않고 반모

더니즘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아마도 페티본이 포스트모던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최소한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관찰할 때, 만화, 

영화 또는 TV라는, 서술성과 형상의 묘사가 전제되는 시각언어를 차용함

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모더니즘에 반하는 성향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브컬쳐와 언더그라운드문화 그리고 만화적 표현

과 연관되는 무라카미, 아이다, 나라의 세 작가들의 작업에 대해 생각할 

때 반모더니즘이라는 태도는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559  부클로의 

페티본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작품의 핵심은 형상성을 통한 

서술적 표현이며 최소한 레디메이드나 미니멀 아트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

은 제작 기술의 일괄적 포기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반모더니즘과의 가장 

명확한 친밀성은 이들 작품이 그린버그적 모더니즘과 대립되는 위치 있다

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미술에 있어서의 반모더니즘적 움직임과 정치·사회적 배경 및 작품 

속에 드러나는 형상성의 부활에 대해서 부클로는 그의 에세이 「권위의 

형상, 퇴화의 암호 (Figures of Authority, Ciphers of Regression)」560를 

통해 1,2차대전에 따른 미술작품 속의 형상성의 부활에 대해 논한바 있다. 

그는 특히 프랑스와 소련 등 유럽 각 지역에서 가장 전위적인 형태의 추

상회화가 등장한 1915년의 직후인 1920에서 30년대에 걸쳐 같은 작가들

에 의한 구상적 표현이 재등장하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논하였

                                           
559 이경우 반모더니즘은 사회적의미에서의 반근대이기 보다 19세기말 시작된 미술사조로

서의 모더니즘에 반하는 뜻을 갖는다.  
560 Benjamin H. D. Buchloh, “Figures of Authority, Ciphers of Regression: Notes on 

the Return of Representation in European Painting”, October, Vol. 16 (Spring, 1981), 

Cambridge: MIT Press, pp.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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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1차세계대전 등의 사회적 영향에 의한 알레고리적 

필요성, 즉, 화면에 의미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짐과 동시에, 추

상화 과정을 통한 이미지 표현에의 금기라는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의미 

또한 강했던 것이다. 부클로는 특히 1차대전 후 선보인 구상회화들이 전근

대적인 회화양식으로 돌아가 데키리코의 풍경화나 피카소의 신고전주의 

작품들처럼 향수적 화면으로 재부활 한 현상을 퇴행으로 낙인 찍어 ‘병

적인 증세(morbid symptom)’에 비유했다.561 이러한 현상에는 양식적으

로는 그린다는 행위에 있어서 말레비치의 <백색 위 백색(white on 

white)>(1918)이나, 피카소, 브라크의 신비주의 큐비즘(hermetic cubism)

이 다다른 회화의 한계처럼 더 이상 재현이라는 방식을 봉인한 상태로는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을 찾기 힘들었다는 어려움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었다.  

부클로는 이러한 현상이 2차대전 이후의 서구 미술에 재도래 하는 현

상에 주목한다. 1945년 이후의 미국과 유럽 미술에 등장하는 신- 사조들, 

독일의 신표현주의(New Expressionism)나 미국의 신회화, 뉴페인팅

(New Painting)에서는 일제히 회화적인 터치의 구상회화가 부활 하고 있

다. 이러한 부활의 배경에는 그린버그의 사상으로 대표되는 모더니즘의 재

현의 금기와 2차대전 이후 아도르노의 서정적 예술에 대한 금기라는 이중

적 터부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시대적 영향이 작용하였으며, 그 근본에는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다. 20세기 초 부활했던 형상성의 배경에

는 1차대전과 함께 찾아온 미래에 대한 기대감, 기계적 미학과 속도감, 새

로움에의 갈망이 초래한 미래파를 위시한 환영적 회화의 부활이 있었다면, 

2차대전 후의 프랑스, 영국에서는 참혹한 인류의 만행을 고발하려는 왜곡

                                           
561 같은 책,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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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체의 환영들이 만연했으며, 이는 다소 간격을 두고 독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 20세기 서구 모더니즘에 의한 이미지 재현에의 

터부는 곧 이은 반모더니즘적 성향, 즉 정치, 사회적 격동기를 통한 서술

적 화면에의 회귀라는 연쇄현상으로 되풀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 

전쟁이 끝난 지 40여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되는 무라카미, 아이다, 나라

의 작품의 이미지들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일본인 작가들의 화면에 드러난 형상성은 부클로가 지적하는 예들과 일

부 공통점을 갖는다. 우선 이들은 이상주의, 엄격한 형식주의 등을 표상하

는 20세기적 모더니즘에 대항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나라의 소녀

들의 단순화된 이미지나 아이다의 가장 악몽적인 장면이 될 것이다. 나라

의 탈기술화되어 왜곡되고 단순화된 소녀들의 모습은 강박적으로 반복되

면서 ‘치유’나 ‘위로’의 역할(작가와 관객에게)이 부여되기도 하는데, 

이는 회화의 원초적인 기능, 즉 물신적인 주술작용과 연관시켜 볼만하다. 

1988년 뒤셀도르프로 건너간 작가가 최첨단의 모더니즘의 붕괴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두를 경험한 후 터득하여 모색한 독자적인 위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로 작품에 이러한 기능이 주어지는 것은 19세기 

‘예술의 위한 예술’을 거쳐온 모더니즘 회화가 이미 배제한 작품의 역

할성을 부활시키는 반모더니즘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회화의 물신주의적 기능과 함께 그의 작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바

로 이미지 자체의 성격인데, 성스럽지도 교훈적이지도 않은 단지 현세적으

로 귀엽기만 한 소녀의 얼굴은 서브컬처 유래의 캐릭터가 미술의 일부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무라카미가 현세의 캐릭터를 있는 그

대로 미술계에 제시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나라의 경우 캐릭터들을 때

로는 회화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화면 속에 담음으로써 성공적으로 회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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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삼고 있다. 소녀가 주는 미성숙과 귀여움, 카와이이하다는 인상은 

그 감수성 자체가 모더니즘의 절제주의적 방법론 속에서 잉여적이다.  

아이다의 경우 특히 미술사적인 반모더니즘의 측면과 사회적으로 정의

되는 근대에 반하는 반근대의 측면이 섞여서 작품으로 표출되는 예를 보

이는데, 그 속에는 서구근대에 대한 저항의식이 있는가 하면, 일본의 근대

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의식도 엿보인다. 그와 무라카미의 공통점은 패전으

로 인해 일본인들의 주체의식이 미발달 되었고, 전후 경제발전기를 통해 

집안의 아버지가 부재함으로써 나약한 청년들이 등장하고 이들을 바탕으

로 오타쿠 문화가 발생된다는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다

는 강한 존재감이 없던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의해서도 이는 뒷

받침된다고 언급한바 있다.562  

그의 작품의 원동력은 많은 경우 그의 엘리트 부모와 누이, 또는 학교

로 상징되는 기존 질서와 기득권 세대에 대한 반발심에서 나왔다. 인터뷰 

등을 통해 그는 성장환경에서 접해온 사회의 주류세력에 대한 극단적인 

반발을 나타내 왔다. 그의 작품들에서 분변학(scatology)이나 사도마조키

즘(sado-masochism)등의 반사회적이고 사회질서를 의도적으로 파괴하

고자 하는 아나키즘이 엿보이는 것은 이러한 아이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초현실주의적 이미지들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근대가 상징하는 이성적인 질서에 대한 저항이자 도전이다. 전쟁과 관련된 

아이다의 묵시록적 장면들은 패전의 과거를 갖는 일본의 근대에 대한 비

판임과 동시에 일본에 피해를 안겨준 서구 근대에 대한 원망이 담겨있는 

것이다.  

 무라카미가 갖는 반근대성은 무엇보다 수퍼플랫과의 연관성에서 명백

                                           
562 2012년 12월28일 필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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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드러난다. 제3장에서 살폈듯이 그는 원근법을 비롯한 서구미술의 규

범들을 의도적으로 작품의 반대급부로 동원하여 이론화 해왔다. 반모더니

즘은 단순히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무라카미가 의도적으로 구축해 놓은 

대립구도인 것이다. 수퍼플랫의 평면성이나 그의 작품의 무비판성 등은 미

술사의 범위 내에서의 반모더니즘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수퍼플

랫 이론을 통한 위계질서에 대한 언급이나 그의 여러 차례에 이르는 패전 

및 이의 여파에 대한 강도 높은 미국에 대한 비판은 서구적 근대에 대한 

저항일 것이다.  

 이들의 반근대성 또는 반모더니즘적 성향에 있어 공통적인 것은 모두

가 일본 특유의 서브컬처를 서구적 모더니즘의 계보에 대항하기 위한 시

스템으로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반모더니즘적(미

술사적 모더니즘)경향과 반근대적(역사, 사회적 의미) 성향을 공유한다. 

서브컬쳐는 그린버그가 말하는‘아방가르드와 키치’의 관계로 대표되듯

이 엘리트주의적 모더니즘과 반대의 흐름에 위치하는 경향으로, 이에 영감

을 얻고 있는 세 명의 작가들의 작품 속 반모더니즘적 방법론이자 테마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이들과 서구의 신표현주의를 대표로 하는 반모더니즘

적 구상회화의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된다. 일본 작가들의 구상성은 

일차원적인, 자연주의적 환영의 구현으로써의 형상성이기 보다는 서브컬처

를 경유한 2차적인 모방,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브컬처의 모방을 통해 탄생

한 형상성이라는 점이다. 이들 작품에 추상화가 드문 것이 무엇보다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추상화로 그려진 만화가 없는 것처럼 이들은 만화

적 형상에 매개된 메시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간접성은 이들 세

대와 역사적 트라우마간의 시간적 거리와도 연관된다.   

과연 이들에게 있어 전쟁의 트라우마란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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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까. 무라카미의 경우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다. “우리 세대는 일

본에 원자폭탄을 투하 당했다는 사실이 어린 시절 TV등의 미디어를 통해 

각인시켜져 온 세대이다. 그런 세대가 만들어온 만화작품으로, <아키라>=

오오토모 카츠히로(大友克洋)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風の谷のナウシ

カ)>=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등이 갖는 종말사상에 강하게 공감해 왔다. 

그리고 현실은 아키라의 만화의 세계 같은 카타스트로피가 습격해 왔다.”

563 또한 그는 2011년 3월11일에 일어난 동북대지진에 대해서 다음과 같

이 언급한다. “지진을 겪고 일본은 패전 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진정한 독

립을 할 때라고 생각. 원자력정책의 배경에 보이는 일본의 슬픈 역사가 있

고, 그 목줄에서 도망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맞보고 있다.”564 즉 

그의 발언은 2005년의 「리틀보이」 도록에서부터 일관되게 미국에 의한 

일본의 피해에 대해 강하게 의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국간의 관계는 패

전 이후에도 ‘목줄’이라는 강제성으로 지속되어왔을 뿐 아니라 지진 이

후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본의 현재의 ‘괴로움’의 원인

이 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뜻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발언에 있어서는 미국

에 대한 대항의식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비하여 그의 작품에는 아이

다에 비할 만큼의 노골적인 반미감정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작가 의견과 

작품이 표면적으로 일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나, 무라카미의 주 활동

무대가 미국을 비롯한 구미지역임에도 그가 반미, 반서구적 발언을 거듭해

오는 상황은 모순적이며 일본의 포스트모던 비평과도 유사한 ‘뒤틀림’

을 느끼게 하고 있다.  

무라카미의 이러한 입장은 일본의 전형적인 ‘서양’과의 관계 즉

“서양이 되고 싶다는 욕망과 다른 하나는 서양에 대한 반발적인 감정”

                                           
563 필자와의 이메일 인터뷰. (2012년4월23일) 
564 같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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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갈등은 무라카미 작품의 

주된 고객들이 서구에 있으며, 그의 활약상도 서구에서 보다 활발하듯이 

“서양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바탕으로 일어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동양 속에서의 하나의 원형(original)에 머무르지 않고 그 특수성을 서

양에 제시함으로서 서양이 되고파 하는 동양이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이토록 서양화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면에는 미국에 대한 피

해의식과 반미감정, 미국의 힘의 범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이 잠재한

다는 모순이 있다.  

무라카미의 상태는 아이다와 나라의 입지와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

다. 아이다는 자신의 발언에 있어서는 무라카미와 대조적으로 노골적인 반

미나 반근대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반면 작품을 통해서 비판적인 입장

을 취해왔는데, 그 역시 다수의 해외전등을 통해 자신의 활동무대로서 미

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의식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입지의 애매함을 

의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아이다의 정치성을 띄는 작품들이 일

종의 ‘소재’화 되어온 상황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애매한 의견을 제시함

으로써 미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보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성의 개입

이라는 측면을 도구 삼아 착취한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관점에 따라서는 나라의 경우가 반근대성이라는 개념이 가장 뿌리 깊

게 내재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라는 소녀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약한 존재”566라고 밝혔는데, 이는 서구적 근대라는 

편협 된 시각에서 보았기 때문에 소녀의 이미지가 미숙함과 비주류(minor)

임을 상징하는 것이며, 소녀 자체로도 완결된 존재일 수 있다는 가설을 무

                                           
565 磯前, 「「近代の超克」と京都学派―近代性・帝国・普遍性」, 『「近代の超克」と京都学

派―近代性・帝国・普遍性』, p.33. 
566 奈良, 「Artist Interview Yoshitomo Nara」, 『美術手帖』,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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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것으로, 그 자신이 이미 반근대의 시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그려온 이미지는 작가 자신의 사회적인 존재와 그 내면에 

잠재된 미완성의 대상 사이의 불일치를 말하고 있다. 

이들에게 공통되는 뒤틀린 입장은 1장에서 논의된 ‘일본의 근대’라

는 문제와도 같은 구조를 갖는다. 일본의 근대연구에서 일본이 안고 있는 

근대성에 대한 고민은 결국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과연 근대라는 상황이 이들에게 있어서 ‘해결’ 또는 ‘미해결’이라는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일본 근대연구의 핵심이 되는 ‘근대의 초극’은 일본이 근

대를 초극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전에, 과연 근대의 ‘초극’이 가능한 

것인지라는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567 일본 근현대사에 있어서 이러한 근

대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것이라는 인식과 이 때문에 현재진행형의 

보다 국제적인 정세에의 대응에 지장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학자

들에 의해 표출된바 있다. 미네시마 히데오(峰島旭雄)는 일본인의 근대 문

제에 대한 인식은 “근대의 주술(呪縛)을 부정한듯 하면서도 다 부정하지 

못한것이다. 말하자면 어깨에 힘을 주고, 근대를 단죄하면서, 그 근대에서 

반근대로 탈출하는일 없이, 오히려 본질적으로 탈출이란 불가능하여, 그 

자리에 멈춰있다고 할까.”568 

일본이 자주적으로 또는 근대적 주체를 통한 정통성 있는 서구적 근

대를 이루었는가의 정확한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일본이 전근

대(前近代)를 지난 근대국가에 돌입한 지는 이미 1세기 이상이 지나있음

                                           
567 이러한 일본에서의 근대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早稲田大学社会科学研究所, 『近代

と反近代-近現代思想史の課題』, 早稲田大学社会科学研究所, 1996, 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568 峰島旭雄, 「近代と反近代への序章」, 早稲田大学社会科学研究所, 『近代と反近代-近現

代思想史の課題』, 早稲田大学社会科学研究所, 1996,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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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명하다. 최소한 제도적인 근대국가를 상정할 때, 일본의 ‘근대의 초

극’ 논의는 과연 일본이 근대를 초월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인지, 초극

의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고민하게 한다. 하루투니안은 근대성에의 

반발, 반근대로의 이동은 결국 근대라는 맥락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그에 따르면 근대의 외부라는 구조를 상정하기가 어

려운 만큼 근대란 초월 가능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고려해야만 할 것이

다.569 하루투니안은 ‘근대의 초극’ 논의에 대해 “근대는 이미 하나의 

초극이었다. 초극을 초극하는 것을 상상하는 어떤 시도도…근대의 과정을 

재차 긍정하는 결과일 수 밖에 없었다.”570 고 보고 있다. 결국 서구근대

에 대항하려고 하는 일본의 근대라는 구도는 이중적으로 서구근대를 긍정

하는 일이며, 서구 내부에서 이어지는 근대에서 후기근대, 포스트모더니티

로의 이동은 일본의 근대가 서구근대를 긍정하는 한 역시 일본에 있어서

도 빌려온 서구적 포스트모더니티라는 형태로 드러날 수 밖에 없을 것이

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서구에서는 근대의 부정으로 등장한 포스트모던이 

일본에서는 일본의 근대가 결국 서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근대를 부정한 것이 아닌 서구를 부정하게 되는 가능성을 갖는 것임이 상

기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세 명의 일본작가들이 처한 상황은 이들의 입장과 작품이 드러

내는 모순만큼이나 뒤틀려 있는 것이다. 근대비판을 시도하는 일본의 현대

미술가라는 입장은 이들이 ‘현대미술’에 속하는 이상 서구적 모더니즘

의 기반 없이는 성립불가능한 입지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반근대라는 도구

가 결국 근대성의 정의, 제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들이 궁극적으

                                           

569 磯前, 「「近代の超克」と京都学派―近代性・帝国・普遍性」, 『「近代の超克」と京都学

派―近代性・帝国・普遍性』, p.40. 
570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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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속되는 사조, 즉 서구 모더니즘의 후예로서의 포스트모더니티에 깊숙

히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작업에 드러나는 역사적인 주체와 포스트모던한 비주체성, 즉 일

본의 근대에 대해 고민하는 자아와 이를 풀어내는 방식으로서의 타자의존

적(서브컬쳐 유래)인 방식 사이의 갈등은 이들 작품에 중요한 특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패전을 통한 미일관계의 결과로서의 피해의식과 서구에의 

동경이라는 현대 일본 사회의 문제를 서양 근대의 규범들에 대한 저항으

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미술사조로서의 모

더니즘의 반대급부, 반근대라는 수법으로 풀고 있는 이들의 어려움은 단순

히 작품들의 외형만으로는 쉽게 파악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의 일본인 작

가로서의 입장과 서구 모더니즘 또는 근대와의 관계에서 유래된 이미지들

은 표현된 공간이 결코 서구 모더니즘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현대미술

이라는 틀 안이라는 현실을 깨달음으로써 스스로의 비주류적, 서브컬쳐적 

위치를 인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 작품과 서브컬쳐와의 연관성이 

짙을 수 밖에 없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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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가라타니가 말하듯 일본의 근대는 자생적인 포스트모던을 발생시키기에

는 너무나도 취약하고 혼돈스러웠으며, 극도로 내재적이었기에 이를 관망

하고 비평할 외부를 지니지 않았으며 그 다음 차원으로 전진해가기 위한 

역동성이 결여되어있었다고 한다.571 이 세 작가들에게 있어서 역시 일본

의 근대는 현재 상황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영향력은 미비한 

것이었다.572 반대로 이들에게 있어 서양의 근대는 이를 통해야만 자신의 

특수성을 대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티테제이자 도전과 동경의 대상으로 

존재했으며, 따라서 이들의 작품은 일본 미술사 내에서 그 연관성을 찾기 

보다는 일본으로 이식된 서구적 근대에의 반작용이라고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부클로가 반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페티본의 이미

지들이 모더니즘이라는 미술사적 지평을 바탕으로, 이에 상반된 것임을 강

조하고 있듯이, 무라카미를 비롯한 아이다, 나라의 경우 역시, 서구 모더니

즘과의 대립된 관계를 통해서 해석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작업들로 보여진

다.  

                                           
571 柄谷, 『近代の超克論』 중 「解説」, p.272. 
572 일본의 근대에 대한 논의는 제1장과 6장 2절을 통해 살펴왔다. 일본의 미술적 근대, 즉 

모더니즘의 경향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이들이 일본의 모더니스트로 불리는 작가들과 단절

되어있음이 이들 세대와 일본의 근대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

카자키 켄지로우, 타츠노 토에코(辰野登恵子, 1950- )등이 이들 보다 한 세대 위로, 서구적

인 모더니즘의 영향을 수용하여 전통이나 일본적임을 내세우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국지적 

모더니즘으로 승화한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사상, 형식적으로도 모더니즘의 

정수를 받아들인 인텔리 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미술내의 모더

니즘적 움직임은 말하자면 무라카미 세대들이 가장 조롱하는 대상이자 반면교사적 역할을 

하게 된 현상들이다. 전술하였듯이 아이다는 노골적으로 오카자키작품에 도전해 왔다. 무라

카미 역시 해외 수출형 작가들과는 일 획을 긋는 이 일본 내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들에 대

한 언급을 피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나라의 경우 히비노 카츠히코를 위시한 1980년대 버블

기를 전 후로 등장 했던 일본의 뉴페인팅 세대의 바스키아나 키스 해링과 같은 그래피티적 

회화들을 답습하는 듯한 제스쳐가 초기에 있었으나 독일로 옮겨간 직후부터 이미 현재의 

구도인 초상화의 구도로 변형하여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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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 작품에서 서브컬쳐가 갖는 의미는 자칫하면 서구 포스트모더

니즘의 아류로 취급되거나 문화적 고아처럼 자문화와의 연결고리가 단절

될 수도 있었던 전후 세대 일본작가들에게, 비록 키치적이고 일본 사회의 

병폐를 드러내는 측면도 엿보이지만, 최소한 서구중심적인 현대미술의 현

장에서 겨룰 만한 독자성을 부여하고 토론의 주제가 될 만한 외적 여건을 

갖추게 한 참조대상이었다. 무라카미는 서브컬처를 모더니즘의 문맥에 대

항하는 특수성으로 제시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서구에서 인식시키려 

했으며 나라는 내재적 소녀라는 반근대적 주체를 유일한 주제로 내세우는

데 있어 서브컬처적 감수성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아이다의 경우 서브컬

처를 통해서 정통 모더니즘을 비판하는 사실상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무라카미는 비록 일본 사회의 미숙과 관련된 ‘카와이이’의 이미지

나 오타쿠적 서브컬처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

는 곳은 마치 개화기 일본인들이 추구한 듯한 근대적 상태로의 진입, 즉 

성숙된 문화를 가진 서구에서의 수용이자 그 일부로의 편입이라 할 수 있

다. 신종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비평을 받으면서도 후기자본주의적 현상, 예

를 들어 상품과 작품의 접근이나 예술품에 대한 가치의 폭등 등을 이용한 

무라카미의 서구진출의 전략은 지난 20여년간 성공적으로 그 흔적을 남겨

왔다. 2010년 베르사이유 궁전 속 태양왕 루이 14세의 초상이 걸린 아폴

로의 방에 무라카미의 <Yume lion>(2009-2010)이 놓인 순간과 2008년 

소더비즈 뉴욕(Sotheby’s New York)에서 <My Lonesome Cowboy>가 

약 1천5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낙찰된 순간은 이중적으로 아이러닉한 장면

들이다. 모더니즘에 대한 저항과 차별화를 통해 명성을 쌓은 그의 작품이 

서구 모더니즘의 태동을 알리는 베르사이유에 전시 되어 축하를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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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나의 희비극(farce)이 아닐 수 없으며, 서양미술의 근원이 되는 그레

코-로망 조각의 아름다움을 비웃는 <My Lonesome Cowboy>가 기록적

인 가격으로 현대미술의 중심지에서 거래되는 현실 역시 모더니스트들의 

악몽일 수 밖에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무라카미의 작품들은 반모더니즘을 그 양식으로 내

세우고 있음에도 서양 근대가 이루어놓은 제도와 범위, 권위를 벗어날 생

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의 작품들은 ‘근대를 초극’ 하기는 커녕 

서구적 현실 속에 안주하고 영위하는 듯이 보인다. 트로이의 목마와 같이 

서브컬쳐의 가면을 쓰고 서양미술사의 문맥에 파고든 무라카미의 캐릭터

들은 현지에서의 활약을 꿈꾸고 있으나, 그의 작품의 비평적 수용에서 엿

보이듯, 현대미술의 성지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그 작품가가 상향하면 할 

수록 오히려 더 굳게 닫혀만 간다. 만일 그가 스스로의 성공을 해외 유명 

전시장에서의 회고전이나 금전적인 보상 또는 대외 지명도 등의 외재적 

성과에서 찾는다면, 그의 근대의 정복은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무라카미의 작품은 비평적 맥락에서 보자면 그 근원부터가 모더니즘 미술

의 문맥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크로우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작품

들은 ‘상품들’이며 로트코프식으로 말하자면 그의 작품들은 ‘무한적으

로 탄력 있게 확장하는 예술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일본 외의 지역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최소한 전속화랑

이라는 현대미술의 제도상으로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아이다의 경우에는 

제도상의 모더니즘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반근대적 자세를 통해 소외되어 

있는 특수한 공간을 만들어내어 그 속에서만 기능하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가 모더니즘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모더니즘 비평과 서구근대 비

평을 감행하는 태도는 챗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와도 같이 비평대상에는 도



305 

 

달하지 못한 채 비평의 공간 내부에서만 순환하고 있는 자위적이고 소모

적인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그의 의식적인 정치적 접근인 전쟁화의 패러

디가 역사에 접근하는 패러디로서의 ‘전위의 희비극적 회귀’573라는 순

환식 구조에 무한히 가깝다는 사실은 그의 행위를 개혁의지에 바탕한 진

보적인 사고의 결과라기 보다는 현대미술의 유행에 의거한 하나의 퍼포먼

스적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라 역시 30여년에 걸쳐 (재료의 변화는 있어왔을 지언정) 같은 테

마와 감성으로 소녀의 이미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퍼포먼스라는 지적

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약자’를 다루고 있다는 그의 현상에 만족하

는 듯한 안주는 아이다와 유사한 일종의 자위적인 회화의 역할을 부각시

키는 것이다. 나라 내면의 약자는 화면에 그려질 뿐 주장도 불평도 없이 

공감되기만을 바라는 무언의저항정신을 표상한다.  

이들 셋은 마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안은 서양 모더니즘의 적출자

(嫡出子)와 같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모더니즘의 그림자 속에서 성장하

지 못하는 이미지를 생산해 낸다.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보다도 서

양근대의 맥을 잇는 국제적 현대미술이라는 주류 사조에 저항함으로써 존

립하고 있는 스스로의 서브컬처성에 대해 각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

한 각성을 바탕으로 한 비평의식만이 이들을 챗바퀴를 보다 유용한 동력

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담고 있다. 

 

 

 

 

                                           
573 Hal Foster, Return of the Real, Cambridge: MIT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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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influence of subculture on the works 

of Japanese contemporary artists Takashi Murakami, Makoto Aida 

and Nara Yoshitomo and studies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such impact. In social studies, subculture is known as peripheral 

trends outside the main culture. The Japanese phenomenon where the 

influence of such subculture reaches as far as the contemporary art 

production is comparable to the postmodern state especially in 

relation to Lyotard’s concept of the demise of the Grand Narrative.  

The Grand Narrative stands for a modern system involving the 

religious, historical and social conventions, and the postmoder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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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saw the shortfall of such conventional systems. However in 

Japan the paradigmatic change from the modern to the postmodern 

cannot be said to have taken place in the same way due to the 

apparent difference in the historical background. Japan achieved its 

hurried modernity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West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and flaunted its modernity by invading the 

neighboring Asian countries and eventually challenging the Western 

powers in the World War II. By its defeat, Japan is made to 

reformulate its idea of modernity as unattainable and therefore an 

unsurmountable concept. Due to the complexities regarding the 

treatment of modernity in Japan, the concept of postmodern and what 

it originates against differs in the fundamental sense, and the 

postmodern characteristics in the works by the three Japanese artist 

should be examined with a conscious attention to such difference. 

 The Japanese ‘modern problem’ and the defeat in the War 

resulted in the lack of modern subjectivity in Japanese culture as well 

as the symptomatic display of immaturity causing the culture of  

‘cuteness(kawaii)’; the preference to immature culture is said to 

lead to the fandom of Manga, animation and video game subculture by 

the Otaku population from the mid-1980s. Otaku culture varies 

through generations, yet the most significant aspect since the mid-

1990s is the dominant importance of characters and their erotically 

cute features, compared to the narrative storyline.  

 Murakami takes such Otaku subculture and create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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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art works which gained recognition in the international art 

scene. As many characters are developed in a capitalist context, 

Murakami’s works easily crosses the border between the artwork 

and commercial production. Such movement places his works against 

the Modernist concept of art where the artworks need to be 

consciously aware of its own state as an art piece and not as an 

industrial production. His vision of ‘superflat’ derives from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Otaku culture and the Edo paintings based on 

their flat treatment of the pictorial space; it acts as the frame of 

criticism and denial towards the traditional Western vision of 

perspectival pictorial space.  

 Aida takes the tabooed genre of the War paintings in the Japanese 

art history and utilize it as a vehicle to comment on the Japanese war 

history. However the artists’ application of the subcultural effects 

such as the Manga-oriented narrative frames and tragi-comical 

display of the tragedies of the war works to distance the reality and 

truth of the war than to sincerely dwell upon the effects of the war. 

This contrasts with the attitudes of the German neo-Expressionists 

who deals with the war subject in a more direct and serious manner.  

 Nara has continued to produce the image of an infant girl since 

the beginning of his career and continues the practice after more than 

twenty years. The most significant aspect of his works apart from the 

persistence in the unchanging subject is his display of deskilled 

expression in depicting the child where the head is enlarge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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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unk and the details of bodily parts completely dismissed. The 

deskilled imagery is also comparable to the German neo-

Expressionists who consciously takes the anti-Modern approach in 

reviving the figurative painting after the war.  

 The works by three Japanese artists shares anti-Modern 

sentiment both in terms of the Modernist art as well as Modernism in 

the socio-historical sense in the West. Their condition as Japanese 

contemporary artists who deals with the anti-Modern subjects with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postmodernism is a deeply contradictory 

one and should be resolved by their conscious awareness of their ow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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