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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양지는 80년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2-3세 재일한인 작가였다. 그녀
의 문학은 한국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던짐으로써 재일과
한국의 상황에 특유한 문학일 뿐만 아니라 아이덴티티라는 매우 보편적
인 주제를 다루는 문학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이양지의 소설을 전반적
으로, 상호텍스트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소설의 의미를 풀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양지가 ‘모국체험’을 통해서 무엇
을 얻었을까 하는 물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본 논문의 목적과 문제의식을 밝히면서, 한국문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양지 문학과
같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들은 여러 관점에서 한국문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장에서는 이제껏 다루지 못한, 이양지 문학에 나
타난 아이덴티티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주제인 ‘연애 이야
기’를 다뤘다. 여기서 초기 작품의 연애 이야기가 알레고리의 형식을
이룬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관해서 후기 작픔의 변환을 살펴봤다. 3장에
서는 언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언어를 민족의 본질로 이해하는 이데
올로기가 이양지 문학에서 어떻게 문제화되었는지 설명했다. 「유희」에
서 이양지가 보여주듯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언어 장벽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 장벽이라는 것이 언어 이전에 존
재했다는 신화에 대한 완고한 믿음이다. 4장에서 「유희」,「나에게 있
어서의 母國과 日本」, 그리고 『돌의 소리』에 나타난 아이덴티티 문제
에 대한 해결 방법을 살펴봤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 보기’라는 이양
지의 표현은 흔히 이해하는 대로 일본성을 받아들이는 이양지의 체념을
뜻한다기보다, 식민지 역사를 극복하고 세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겠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양지가 네이션에서 사람으로 시선
을 옮기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작품 해석에서
초점을 옮겨 이양지 문학의 언어적 특성을 검토했다. 특히 1 절에서 이
양지 문학의 이중언어적 표현 방법을 살펴보면서 그 언어적 특징을 피진

어, 크레올어, 코드쉬이칭 등의 개념으로 이해해 보았다. 이 구절의 결론
은 이양지는 코드스위칭을 통해서 언어적 간격을 극복하여 일본어로만
표현할 수 없던 모국체험을 서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2절
에서 이양지의 한일 번역 방식을 살펴보았다. 자가번역, 동가, 이국화와
자국화 등의 개념을 가져와 이양지의 번역 방식을 범주화해보았다. 그
결과

번역학에서 흔히 가정하는 이분법적인 관계들을 통해서는 이양지

의 번역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양지는 동시적

으로 이국화하면서 자국화하는, 원본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그의 의미를
왜곡하는 아주 모순되는 평행 번역을 선호함으로써 자아와 타자를 대립
시키는 번역론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번역의 과정에서 상실이 발생하
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양지는 주로 일본어로 활동했던 재일한인 작가였기 때문에 국문학
계에서 잘 연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일한인 작가에 대한 편견에서 벗
어나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양지의 문학이 보여주는 것
처럼 재일한인 문학은 한국문학의 일부이다. 적어도 본 논문이 그 사실
을 증명했기를 바란다. 또한 이 논문이 국문학계에서의 이양지에 대한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주요어: 이양지, 재일문학, 아이덴티티, 혼종성, 탈식민주의, 자가번역,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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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디아스포라 문학을 쓴 李良枝
1.1. 李良枝는 누구였을까, 왜 연구해야 할까?
이양지의 문학 세계가 기본적으로 아이덴티티를 다루므로 이양지의
삶부터 소개하는 것이 본 논문을 시작하는 가장 적당한 방법일 것이다.
이양지(李良枝)1)는 1955년 3월 15일 일본 야마나시(山梨)현 니시카쯔라
(西桂)정, 후지산 북동쪽 산기슭에 위치한 일본의 전형적인 시골동네에서
재일한인 2・３세로 태어났다. 그녀의 부친 이두호는 1940년에 15세라는
어린 나이로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노동자로 이주한 반면에 이양지의 어
머니 오영희는 일본에서 태어났다. 이양지가 자란 동네는 무척 작았고
주변에 다른 재일한인이 한 명도 없었다. 더불어 그녀가 9살이었을 때
양친이 일본으로 귀화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그녀는 1세대 재일한인
이나 다른 2세대 재일한인과 달리 민족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아이로
자랐다.
고등학교 3학년에 조선인으로서의 그녀를 격려해주는 일본인 선생님
을 만남으로써 이양지는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발견하여 모국과 한인이
라는 정체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1975년 이양지는 와
세다 대학교에 입학하여2) 거기서 다른 재일한인 학생들과 만나고 한국
역사, 한국어, 한국문화(특히 가야금) 등을 열심히 배웠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강요로 코토(琴)를 배운 이양지에게 가야금이 특별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와세다 대학교에서 좌절감과 환멸감을 맞닥
뜨렸기 때문에 한 학기만에 중퇴했다.3) 이양지는 그 후 4년간 재일한인
1) 이양지는 본명이 이양지(李良枝)이긴 하지만, 그녀가 9세였을 때 아버지가 일
본으로 귀화하여 일본 이름도 얻었다. 그 이름은 바로 다나까 요시에(田中 樂
枝)였다. (지명현, 「이양지 소설 연구 - 공간에 나타나는 정체성의 변화를 중심
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2, 2005, 157쪽 참고.)
2) 이양지가 와세다 대학교를 택한 이유는 “당시 한국문화연구회라는 재일동포
학생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클이 각 대학에 있었는데, 특히 와세다 대학교 학
생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이양지, 「나에게 있어
서의 母國과 日本」,『돌의 소리』, 삼신각, 219 쪽 참고.)
3) 이양지는 입학하고 보니 자신이 상상했던 재일동포의 상이 실제의 재일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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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인 아라카와구에서 재일한인의 평등과 권리를 위
해 운동을 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 정체성에 대한 모색에 있
어서 만족감을 주지는 못했다. 그 결과 일본에서 탈출할 겸 가야금과 한
국 고전 무용을 통해서 진짜 한국인이 될 겸 그녀는 1980년 5월 난생 처
음으로 모국땅을 밟았다.
그러나 모국에서 발견한 것은 소속감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감이었다.
자신이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모국과 달리 현실의 한국은 폭력적이었고
아름답지 않았다. 공사 작업이 일으킨 먼지로 공기는 매서웠으며, 한국
인들의 반일 감정은 매우 강렬했다. 이양지는 일본인이 아니었지만 당대
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일본인이나 다름없이 차별을 당했다. 또한 그녀가
한국에 도착한 1980년 5월은 바로 광주학살이 발생한 달이었는데, 이 사
건은 한국에서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온 일본에서는 잘 보도되었
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사건은 충격적이겠지만 고향을 사랑하고 싶었던
당시 25세였던 이양지에게 더더욱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
다도 그녀는 한국에 와서 한국어는 그녀의 모어가 아니라 단순히 외국어
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어의 습득은 그
녀가 ‘진짜 한국인’이 되는 제일 우선적인 방법이었지만 어느새 한국
어가 오히려 한국인이 되는 데의 커다란 방해물이 되어버렸다. 즉 일본
에서 탈출하고 유토피아를 찾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이양지는 오히려
폭력적이고 이국적인 땅을 발견했다. 바로 이러한 모국체험은 소위 ‘역
디아스포라’의 현실이며 그녀의 문학의 주제이다.
1980년에서 그녀가 별세한 해인 1992년까지 이양지는 일본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여러 한국학교를 다니면서 등단하여 문학활동을 했다. 특히

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양지에게 와세다 대학교에서의 재일동포
학생들은 너무나 관념적이었다. 따라서 이 학생들과 토론할수록 실망감, 좌절감,
그리고 환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때 이양지는 마르크시즘을 많이 읽었는
데, 마르크시즘을 통해 얻은 결론은 재일한인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말로만” 운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몸으로도 운동해야 했
다. 이점에서 이양지는 말로만 토론하는 학생에 대한 환멸감을 느꼈다. 또한 이
양지는 자신이 일본 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적잖은 갈등을 겪었다. 이에 더
하여 이양지는 재일동포 서클에 남북 분단의 현실이 짙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고 점점 그로부터 거리를 두었다. (이양지, 위의 책, 220-222쪽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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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에 서울대학교에 속한 한국재외국문교육원을 거치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다. 개인 사정으로4) 입학하자마자 바로 휴학했는
데 1984년까지 복학하지 않았다. 그 이년 동안 이양지는 모국체험에 대
한 소설을 3편 쓰고 데뷔했다. 그 시간의 결과는 데뷔작 「나비타령」5)
과「해녀」6)와「오빠」7)였다. 이 중에서 「나비타령」이 일본에서 제일
권위 있는 문학상인 아쿠타가와 문학상(芥川賞)의 후보작으로 올랐기 때
문에 이양지는 일본문단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한국에 돌아가기 전 이
양지는 이 세 작품을 단행본으로 묶어서 『해녀(かずきめ)』의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양지는 1984년에 서울대학교에 복학하여 1988년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이양지의 졸업 논문의 제목은 「바리공주와 이어짐의 세계」
였다.8) 그 동안 이양지는 「각(刻)」9),「그림자 저쪽」10),「갈색의 오
후」11),「Y의 초상」12),「청색의 바람」13) 중단편소설 5편을 발표했다.
그리고 졸업한 해에 「유희」14)라는 소설을 발표하여 재일한국인 중 두
번째로 아쿠타가와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일본문단과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후 이양지는 1989년에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에 입학하여 1991년에 수료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듬해 이양지는 37세
라는 젊은 나이로 급성 심근염으로 요절했다. 이양지는 중단편소설 아홉
4) 작은 오빠와 큰 오빠의 죽음과 귀화 문제로 인한 양친의 이혼 때문에 1학기
만에 휴학을 해야 했다.
5) 李良枝, 「ナビ‧タリョン」,『群像』, 講談社, 1982.11. 향후 「ナビ‧タリョ
ン」.
6) ______, 「かずきめ」,『群像』, 講談社, 1983.4. 향후 「かずきめ」.
7) ______, 「あにごぜ」，『群像』，講談社, 1983.12. 향후 「あにごぜ」.
8) 이양지의 졸업 논문은 「바리공주와 이어짐의 세계」. 와타나베 나오키 (渡
邊直紀), 「관계의 불안 속에서 헤매는 삶」, 『일본연구』 6, 2006, 280쪽 참고.
9) 李良枝, 「刻」,『群像』, 講談社, 1984.8. 향후 「刻」.
10) ______, 「影絵の向こう」,『群像』, 講談社, 1985.5. 향후 「影絵の向こ
う」.
11) ______, 「鳶色の午後」,『群像』, 講談社, 1985.11. 향후 「鳶色の午後」.
12) ______, 「来意」,『群像』, 講談社, 1986.5. 향후 「来意」.
13) ______, 「青色の風」,『群像』, 講談社, 1986.12. 향후 「青色の風」.
14) ______, 「由熙(ユヒ)」,『群像』, 講談社, 1988.11. 향후 「由熙(ユ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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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과 미완 장편소설 한 권(『돌의 소리』15))을 남겼다.
이양지는 십년 정도밖에 활동하지 못했지만 위와 같은 경력 때문에
비평적이고 연구적 관심을 많이 끌었다. 일본에 있어서 이양지에 대한
연구와 비평은 1983년에 데뷔작 「나비타령」이 아쿠타가와 문학상의 후
보로 선정된 것과 함께 시작되었다. 일본문단에서의 비평은 주로 그녀의
문학이 기존의 재일문학과 어떻게 다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면
문학평론가 노지마 히데가츠(野島秀勝)가 『교도통신(共同通信)』이라는
일본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나비타령」(군상, 82년 11월호)으로 등장한 이양지는 재일한국인
작가로서는 아주 젊은 세대에 속한다. 고도성장 속에서의 일본의 도시
문화를 향수하여 성장한 이양지는 김달수, 이회석, 김석범 등이 지니
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선은 일본에서 건
설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으며 한국은 민속음악의 리듬을 통해
상기된다. (중략) [이양지 작품에 나타난] 소외는 지금까지 재일한국인
작가에게는 볼 수 없는 테마다.16)

이처럼 내면적인 문학을 쓴 이양지는 정치적 문제의식이 강한 이전의
재일한인작가와 대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심원섭이 지적했듯이 일본에서 진행되는 이양지 문학
에 대한 연구는 80년대 말기에 시작되어 “주로「유희」를 중심으로 하
여 그녀가 체험 ‧ 고백한 경계인으로서의 갈등적인 국면을 강조”했다.17)
처음에는 아쿠타가와 문학상의 수상으로 일분문단에 큰 충격을 줬기 때
문에 그녀에 대한 비평과 연구는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고 지금
도 다른 재일한국인 작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하
지만 죽음으로 갑작스럽게 문학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인지 주류 일본문

15) ______, 『石の聲』, 講談社, 1992.10.
16) 노지마 히데가츠(野島秀勝), 이문희 역, 「「각」이 발표되었을 때(84년 8월
호『군상』사)의 일본언론의 평」, 『각』, 중앙일보사, 1985, 181쪽.
17) 심원섭, 「이양지의 ‘나’ 찾기 작업 –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방법
과 관련하여」, 『현대문학의 연구』15, 2000,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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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관심은 살짝 식은 것으로 보이며, 이양지를 일본에서 연구하는 연
구자들의 핵심은 이제 재일한인 학자나 일본문학계에 속한 한국인으로
옮겨졌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서 이양지에 대한 연구와 비평은 상대적으로 늦
게 그리고 미약하게 시작되었다. 1989년에 아쿠타가와 문학상을 수상한
후에도 이양지는 한국문단에서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받았다. 당시에 이
양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기자는 한국 문예지에 이양지에 대한 비평이 한
편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대중지(誌・紙)에서는 관심있어 하지만 한국문단이 이양지씨에 대해
어쩐지 무관심한 인상입니다. 춤계의 관심있는 우리는 적어도 문단에
서 화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한국문학계 본류를 끌어가는 주요
문학지에서 얘기가 되길 기다렸지요. 비평이 없다는 것이 무관심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18)

이양지의 생각에는 자기 문학이 한국문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한국이 갖는 일본적 저항” 때문이다. 또한 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이양지는 자기가 일본문단에서 등단했기 때문에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
으로 보인다.19)
그러나 이양지에 대한 비평이 주요 문예지에 없었다고 해서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평론가이자 번역가인 신동한은
당대에 한국 내에서의 반응을 잘 그렸다.
지난 83년 일본 문단에 큰 파문을 던졌던 재일교포 여류작가 이양
지의 작품활동은 그것이 국내에도 보도되어 여러가지로 많은 화제를
몰고 있다. (중략) 그동안 일본의 문단에서 몇 사람의 교포 작가가 활
동해 왔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중략) 그러나 이번의 작가 이양
지의 데뷔는 (중략) 확실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이다. 우선 그는 동인지
18) 이양지 ‧ 김경애, 「춤 사랑은 숙명적인 것 - 작품 「유희」로 일본 「아쿠
다가와 문학상」 받은 이양지씨와」, 『춤』, 1989.6, 82쪽.
19) 위의 글,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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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나 현상신인 작품의 응모 등의 수속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처녀
작이 당당하게 일본의 일류문예지에 기성작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게재되었고, 또 그것이 바로 아쿠타가와상의 후보작이 되었다는 사실
이다.20)

이와 더불어 이양지에 대한 기사는 대중언론에 상대적으로 빈번히 발표
되었다. 예를 들면 이상에서 언급한 인터뷰는 『춤』이라는 무용 잡지에
세 편으로 나눠 실렸다. 삼십 페이지 이상에 달한 이 인터뷰에서 이양지
는 자기의 삶과 문학 ‧ 가야금 ‧ 무용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1984년에 두 번째로 아쿠타가와 문학상의 후보로 선정되었을 때 기자 박
덕수와의 인터뷰도 『소설문학』이라는 학술지에 실렸다.

이 외에도 이

양지는 『동아일보』21)와 『중앙일보』22)에 에세이를 한 편씩 게재했다.
한국 내에서 이양지에 대한 문학연구는 90년대 초기에 국내 일본문학
연구자에 의해 시작되었고, 2000년대에 와서 한국문학연구자에 의해 연
구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처음에 행해진 연구는 주로 그녀를 재일한국인
작가 3세로 분류하는 작업에 지나지 않았다. 이한창23)은 이양지를 3세로
분류하여 김사량, 김달수, 김석범, 이회성 등의 기존의 재일한국인 작가
와 달리 정치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내면적인 아이덴티티와 자아 의식을
추구하는 작가라고 칭했다. 박종희가 지적했듯이 이 시기에 나온 연구의
“세대별 유형파악”은 이양지 문학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 유효하지만
동시에 “작가의 개성과 다양성을 무시해 버릴 위험성”이 있었다.24) 다
행스럽게도 그 이후로 이양지 문학 연구는 다양해졌다. 작가론25)과 작품
론26)도 등장했고 언어27), 폭력28), 트라우마29), 가야금과 살풀이춤30) 등등
20) 신동한, 「민족의식의 자아」, 『해녀』, 모음사, 1984, 227쪽.
21) 이양지, 「모국생활 4개월째」, 『중앙일보』, 1984.6.14, 9쪽.
22) 이양지, 「목련에 부쳐」, 『동아일보』, 1989.4.1, 29쪽.
23) 이한창, 「민족문학으로서의 재일 동포문학 연구」, 『일본어문학』 3,
1997.6.
24) 박종희, 「이양지 문학의 경계성과 가능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5, 5쪽.
25) 김환기, 「이양지 문학론 – 현세대의 ‘무의식’과 ‘자아’ 찾기」,『일어
일문학연구』 43, 2002.
26) ______, 「이양지의 『유희』론」, 『일어일문학연구』 4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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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지의 문학에 나타난 다양한 모티프를 다루는 논문도 많이 발표되었
다.
그러나 기왕의 연구에 불만족스러운 주장이나 오독까지 있으며 아직
도 중요한 주제가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러한 약점과 결핍을 부분적으로라도 해결하고자 한다.
일단 지금까지 본 논문과 이양지 문학작품의 주된 주제인 아이덴티티
는 여러모로 연구되었지만, 아쉽게도 주로 비슷한 주제나 모티프로 연구
되었다. 특히 이양지 문학에 나타난 아이덴티티 모색을 연구하는 이는
일반적으로 모어(일본어)와 모국어(한국어) 사이의 갈등에만 주목한다.
물론 언어는 문학적으로 의미심장하고 이양지 문학과 삶에서 특별한 자
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양지는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정체성에 접근했
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다양한 시각으로 이 주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이와 관련해서 2장에서 이양지 문학에 나타난 연애 이야기와 그의
뜻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애 이야기는 이양지의 거의 모든 작품에 나오
는데 이양지의 아이덴티티 모색과 그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양지 문학에 나타난 언어의식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
어 조관자31), 이한정32), 엄미옥33), 정보랑34)과 같은 연구자들은 ‘우리
말’이라는 개념이 이양지에게 얼마나 폭력적인 것이었는지 잘 조명했
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 특히 이양지라는 사람

27) 이한정,「이양지 문학과 모국어」,『비평문학』28, 2008.
28) 윤명현, 「이양지 문학에 나타난 집단적 폭력」, 『동일어문연구』 19,
2004.2.
29) 차청은, 「이양지 문학에 나타난 트라우마 고찰」, 『일본어문학』 51,
2011.12.
30) 윤명현, 「이양지 문학과 조국」, 『일본학보』 53, 2002.
김환기, 「이양지 문학과 전통 ‘가락’」,『일어일문학연구』 45, 2003.
31) 조관자,「이양지가 찾은 언어의 뿌리」,『사이』3, 2007.
32) 이한정,「이양지 문학과 모국어」,『비평문학』28, 2008.
33) 엄미옥,「재일디아스포라 문학에 나타난 언어경험 - 김학영, 이양지, 유미리
의 작품을 중심으로」,『한민족문화연구』41, 2012.10.
34) 정보랑,「재일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불안과 극복의 모색 - 김사량, 김학영,
이양지의 소설의 언어 의식을 중심으로」,『차세대 인문사회연구』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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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문학에 나타난 재일한국인 인물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양지 문학 연구는 아직도 전기적 독해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이양지의 언어에 대한 사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잘못된 해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독을 극복하기 위하여 3장에서 언어의 측
면에서 이양지의 소설들을 재독하고자 한다.
이양지의 아이덴티티 모색과 그의 결말과 관련하여, 김환기35)와 심원
섭36)과 강영기37)는 이양지가 그 모순된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있
는 그대로 보기’라는 방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있는 그대로 보
기’라는 표현은 이양지가 한글로 쓴 에세이 「나에게 있어서 母國과 日
本」에 나타난 표현인데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세계
관을 통해서 이양지는 자신에 내재된 일본성을 받아들이고 ‘한국이냐,
일본이냐’ 라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독해는 유효
하다고 보지만, 다소 불완전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독해
에 그치는 연구자들은 주로 이양지의 모국체험을 실패로 규정하는데, 여
기에 필자는 의문이 생긴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양지의 해결법은 훨씬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앞선 연구들이 이양지의 문학을 ‘모국유학생의
비극’으로 잘못 독해하는 이유는 어쩌면 소설의 전기적인 요소를 지나
치게 중요시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즉 기존의 연구는 그 문학을 저자
의 삶의 기록으로 읽어내려고 함으로써 텍스트의 자율성을 충분히 존중
하지 않는다. 4장에서 이러한 독해법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보기’
라는 표현을 재독하면서 이양지의 참된 아이덴티티 해결법을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기왕의 연구에서 이양지가 언어에 대해 무엇이라고 논의했는지
많이 연구되었지만, 이양지가 과연 언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검
토는 별로 없다. 이양지는 다른 재일한국인 작가와 마찬가지로 언어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양지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언
35) 김환기, 「이양지 문학론 – 현세대의 ‘무의식’과 ‘자아’ 찾기」,『일어
일문학연구』 43, 2002.
36) 심원섭, 앞의 글.
37) 강영기, 「이양지의 문학 연구 – 정체성 인식의 양상」,『교육과학연구』 8,
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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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어떻게 싸웠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5장
에서 작품 해석에서 잠깐 벗어나 이양지 문학의 언어적 특성과 이양지의
번역 방식을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가와 마찬가지로 이양지에 대
한 문학 연구는 여전히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이나 재일문학에 대한 문
제의식이 강한 연구소38)라든가 한국문학계의 주변부에 남겨져 있다는 현
황을 언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일본어로 창작한 재일한국인으로서의
이양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놀랍지 않지만, 다음 장에서 논의하듯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은 한국문학으로 연구할 가치가 많다. 이점에
서 본 논문은 이양지의 문학을 다름이 아닌 한국문학으로 연구하고자 한
다. 물론 이는 이양지의 문학에서 민족성을 찾아내려는 작업이 절대 아
니다. 다만 이양지, 그리고 한 발 나아가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가의 전
체가 한국문학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한국문학이라는 개
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자고 제안한다.
추가로, 지금까지 기왕의 연구의 약점과 그 맥락에서 본 논문의 필요
성을 논의해봤는데 넘어가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 소위 ‘소수 작가’인
이양지의 문학을 왜 연구해야 하느냐는 물음을 다뤄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간략하게 답을 제공하자면 필자는 이양지의 문학이 외면할 수 없
는 이슈가 되어가는 ‘역디아스포라’와 그의 모순을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역디아스포라’란 말 그대로 세계 도처로 펴져갔
던 민족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뜻한다. 그러나 역디아스포
라를 거친 많은 이가 발견하듯이 돌아온 고향은 기억대로, 상상대로 남
아 있지 않다. 이는 고향이 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국에서 태어난 이들은 소외를 당하면서 이방인으로 자라는
데 그들은 조국땅으로 돌아가는 날만 바란다. 그러나 조국땅을 드디어
밟는 순간은 어떨까? 해외에서 소외를 당한 것처럼 별 차이 없이 모국에
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유는 디아스포라의 과정을 거치면서
38)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논문을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표하는 국문
학 연구소들은 주로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
대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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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디아스포라는, 후
지이 다케시의 말을 빌리자면 아주 ‘낯선 귀환’39)이다. 개인적으로 혼
혈아로 태어난 필자는 이러한 이중적 아이덴티티로 인한 고통을 깊이 공
감하는데, 그뿐만 아니다. 이양지 문학의 중요성에 있어서 ‘역디아스포
라’는 한국의 맥락에 특히 해당된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 인
구는 7백만 명을 넘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 인구 중의
하나이며 이제, 한류와 글로벌화와 한국의 국제적 지위의 상승 때문에
귀국하는 재외한인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역디아스포라의 어
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는 재외한인도 셀 수 없이 많다. 즉 일제강점기와
그로 인해 발생한 한민족 디아스포라처럼 지금 발생하는 역디아스포라도
한민족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이점에서 이양지의 문학은 매우
중요하다. 이양지는 누구보다도 그 모순과 싸웠고 ‘한국인’이란 대체
무엇이냐는 물음에 끊임없이 몸부림쳤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이양지 문
학을 읽을수록 거기에 ‘역류 디아스포라’라는 모순을 풀어주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고 느낀다. 본 논문은 어쩌면 그 열쇠를 찾기 위한 작업이라
고 할 수 있다.

1.2.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을 접근하여
한국문학계에서 재일문학, 그리고 한 발 나아가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
학 전체는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어쩌면 대부분의 코
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이 한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쓰였기 때문일 수 있
다. 그러나 한국문학은 한국어로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정한 작품이
한국문학인지 아닌지 따질 때 그 작가의 민족, 그 작가가 다루는 테마,
작가가 활동했던 역사적 맥락 등등 언어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이 많
다. 본 장에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의 가치와, 코리안 디아스
포라 문학을 한국문학으로 포함할 여러 가지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이

39) 후지이 다케시, 「낯선 귀환: <역사>를 교란하는 유희」, 『인문연구』 52,
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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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양지 문학을 한국문학으로 읽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다.
일단 제대로 논의하기 위하여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의 의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의의에 있어서 주로 두
가지의 주장이 있다. 첫째,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이 한국의 거울이라
는, 그러므로 그 문학의 역사・사회적 중요성을 주장하는 자세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가치의 일부는 한반도가 과거
에 조우했고 지금도 조우하는 역사・사회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주장은 재일한인 문학에 대해 특히 적절하다. 물론 한편으로 재
일한인의 문학은 해방 이후 일본에서 계속 살아온 한인 고유의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일한인의 문제를 식민 시
대에 모든 한국인들이 겪었던 문제와 연결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더
불어 재일문학은 단지 옛 한국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다. 물론 식민
시대의 역사와 문학은 거의 80년 전에 끝났지만, 사실상 이광수의 친일
행위에 대한 의견이 아직도 분분한 한국문학에는 그리 뒤처진 문제가 아
니다. 이 점에서 재일문학은 민족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학담론적, 또
한 한국문학사적 가치도 있다. 윤송아는 이러한 관점을 제일 분명하게
표현했다.
‘재일 조선인’의 현실은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를 반영하는 오래
된 거울과 같다. 독도 영유권 분쟁이나 종군 위안부 문제 등 미완의
관제로 남아 있는 한일 관계 청산 문제, 그리고 남북통일의 평화적 실
현 등, 일제 식민시기를 거쳐 해방과 남북 분단의 기나긴 역사의 터널
을 지나오면서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일본 사이에 미처 해결되지 못한
산적한 문제들은 그대로 ‘재일 조선인’의 현실을 읽는 불편한 코드
로 작동한다. (중략)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처절한 육성으로 증언해
내고 있는 재일 조선인 문학을 꼼꼼히 짚어보는 것 또한 한국 앞에
놓인 미룰 수 없는 숙제라 할 수 있다.40)

40) 윤송아, 「저항과 모색의 서사로서의 재일 조선인 문학」, 『한민족 문화권
의 문학 2』, 김종회 엮음, 새미, 2006,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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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은 식민 시대의 문제 이외에도 다
양한 사회적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중요하다. 홍기삼이 지적했듯이 코리
안 디아스포라 작가들은 5‧18 광주 학살이나 제주도 4‧3 사건 등등 분단
과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당대의 한반도 작가들이 다루지 못했던 문제
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썼다. 특히 그에 따르면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가
의 문학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본국의 문인들이 쓸 수 없는 문학사의
여백을”

41)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점에서 코리안 디아스

포라 문학은 한국사회의 거울일 뿐만 아니라,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개
별적인 일부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주장의 단점은 문학에 대한 자세
에 있다. 즉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을 통해서 한국역사와 한국사회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만 주장하면, 그 문학의 예술적 가치를 환원시킬 우
려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문학으로 연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바
로 ‘한국’문학으로 연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당
분간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예술적 가치를 가정해야 한다. 물론
이는 북한 문학42) 혹은 공산주의적 성격이 강한 조총련의 문학 등등 모
든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에 적용할 수는 없다.
두 번째는 글로벌화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한국문학이 글로벌화의 목
적을 이루는 데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이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전자와 기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코리안 디아스
포라 문학에 접근한다. 전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국성’이
나 ‘민족성’을 주장하는 반면에 후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보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화의 주장에 따르면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
학은 정체성, 민족적 차별, 탈/범(汎)네이션성 등을 다루기 때문에 한반도
에서 창작되는 한국문학보다 보편적인 성격이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홍기삼은 “재일동포 작가들은 외국체험 없이 쓸 수 없는 작

41) 홍기삼, 『재일한국인 문학론』, 솔출판사, 2001, 10쪽.
42) 물론 엄격히 말하자면 북한 문학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이 아니지만, 한
민족문학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북한문학을 다른 코리안 디아
스포라 문학과 같이 논의하기 때문에 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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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생산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풍부화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고 주장
한 바가 있다.43) 또한 ‘글로벌화 시대’에 와서 한국이 단일국가에서
다문화국가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문학도 다문화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은 한국의
과거적 문제와 현재적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말
할 나위 없이 ‘기왕의 한국작가들이 한반도에서 보편성이 부족한 작품
을 창작했다’는 전제에 대하여 필자는 큰 의문이 생긴다. 여기서 ‘한
국문학의 글로벌화’라는 논란적인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할 수는
없지만, 다만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과 한국문학의 관계를 ‘보충’적인 것으로 보면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을 한국문학으로 읽는 이
유는 한국문학이 그런 보편성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을 읽지 않으면 한국문학의 그림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이점에서 그 둘의 관계는 오히려 필수적인 관계이다.
그러나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을 한국문학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를 한국문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
다. 여기서부터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재일문학, 그리고 이양지 문학
의 범주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일단 한국문학의 범위나 경계를 따지는 작업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을 초월하여 매우 복잡하고 꽤 오래된 논쟁이다. 손유경이 지적했듯
이 베네딕트 앤더슨의 책 『상상된 공동체』를 인용하면서 “문학이 민
족주의의 유용한 매체라면 그것은 문학이 민족에 대한 상상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황종연의 논문 「민족을 상
상하는 문학: 한국소설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문학동네』
1994년 겨울 창간호)을 비롯해 한국문학이라는 개념을 해체하려는 탈민
족주의 연구적 시도는 9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었다.44) 이어서 손유경
은 ‘한국’문학이라는 범주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43) 홍기삼, 앞의 글, 10쪽.
44) 손유경, 「한국문학사의 새로운 가능성」, 『문학과사회 하이픈』 봄호, 문
학과지성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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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대의 김사량이나 재미 교포 이창래처럼 한국 밖에서 한국
어 아닌 언어로 창작한 작가들이 우리 문학의 역사 속으로 꾸준히 편
입해오는 현실을 고려하면 과연 ‘한국’ 문학의 경계를 어디쯤 그어
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대학원 강의실에서도 ‘한국’ 문학을
어디까지로 한정해 논의를 전개하겠다는 말을 하기 어렵다.45)

필자가 보기에는 한국문학의 경계가 불확실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문
학의 규정이 각 연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민족이란 상상된 것이기 때문에 문학을 민족문학의 경계로 범주화해야
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하는 (속류) 탈민족론 연구자들이 있는가 하
면 한국문학이라는 범주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이도 (다행스럽게도)
많다. 이들은 오히려 한국문학을 재규정하려고 시도한다. 문제는 이들
사이에 연대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김사량의 문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는 김사량의 피식민자적 위치를 지적하면서 김사량이 일본어로
창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럼으로써 식민 시대의 특별한 상황
을 고려해 한국문학의 범위를 식민시기(특히 말기)에 일본어로 쓴 조선
인의 문학까지 확정시킨다. 그러나 이 규정은 미국에서 쓰는 이창래에
적용할 수 없다. 이창래가 한국어를 억압하는 일제말기 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연구하고자 하는 이는 그런 변명을 사용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이창래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어라는 조건을 아예 버리자고 제안
한다. 그럼으로써 언어를 초월하여 한국문학의 범위를 트랜스네이션적인
‘한민족문화권문학’으로 확정시킨다. 심지어 재일한국인 문학의 장 내
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예를 들면 손지원46), 강태성,47) 이재훈48) 등과
같은, 조선어 문학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은 한글로 창작했던 재일조선
45) 위의 글, 22쪽.
46) 손지원, 「재일동포국문학운동에 대하여」,『한민족문화권의 문학 2』, 김종
회 편, 새미, 2006.
47) 강태성, 「재일 조선인 조선어 소설문학」,『한민족문화권의 문학 2』, 위의
책.
48) 이재훈, 「재일 조선인 조선어 시문학의 주제 변모 양상」,『한민족문화권의
문학 2』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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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문학을 한국문학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그들이 한글로 썼다는 사실
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재일한국인의 다른 절반인 일본어
로 쓴 작가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의 작업을 방해한다. 이처럼 작가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한국문학의 규정이 좌우된
다. 그러나 해결법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자세가 아니다. 우리
는 한국문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한
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한국)문학의 범주화에 대한 여섯 가지 입장
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첫째, 속어주의(屬語主義), 혹은 속문주의(屬文主義)의 입장이다. 속어
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은 문학의 본질은 언어에 있기 때문에 문학을 언어
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김윤식은 재미한인 문학을 한
국문학으로 읽으려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한 바 있다.
김은국 씨와 더불어 김용익 씨는 재미 작가이다. 원칙적으로 그들
의 문학은 한국문학일 수 없다. 영어로 쓴 작품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
라면 번역 문학이 아니겠는가. 반대로 한국어로 쓴 것을 영역한 것이
라면 영문학일 터이다.49)

요약하자면 김윤식의 입장은 주제나 민족과 상관없이 다른 언어로 쓰인
문학이면 그 언어권에 속하는 문학이라는 것이다. 가령 번역해도 단지
번역문학이다. 물론 여기서 김윤식이 논의의 기반으로 삼는 것은 문학이
원칙적으로 언어로 분류되어 있다는 가정인데, 이때문에 다소 순환적인
논리이다. 또다른 언어 중심의 귀속주의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광수는
“어느 나라의 文學이라 함에는 그 나라의 文으로 쓰이기를 基礎條件으
로 삼는 것이다”50) 라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이 아이러니컬한 이유
는 이광수가 「사랑인가(愛か)」라는 소설을 일본어로 썼는데, 우리는 한
국문학의 대표 작가인 이광수의 작품이라면 한국문학으로 범주화하지 않
49) 김윤식, 「초벌과 재창조의 실험에 대하여」,『한국현대문학50년』, 민음사,
1995, 46쪽.
50) 이광수,「朝鮮文學의 槪念」,『新生』, 1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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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러한 입장은 어쩌면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권의 문학계에서도 지배적인 입장일 것이다. 예를 들어 옴 오
버렌드가 지적했듯이 다문화적 국가로 유명한 미국의 문학도 전통적으로
미국 영어 문학과 동일시되어 왔다.51) 따라서 이 문제는 한국문학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속어주의의 주장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간단함은 단점이면서도 동시
에 장점이기도 하다. 일단 간단하기 때문에 유용하고 실용적이다. 그러
나 너무나 간단한 나머지 문학의 복잡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다음의 두 가지의 반박이 바로 생각나는데, 첫째, 한국고전 문학이
주로 한자로 쓰였다는 사실이고, 둘째 일제 식민 시대에 일본어로 쓴 조
선인 작가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의 문학들이
이미 정전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한 논쟁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속어주의의 시대가 이미 지
나갔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상대주의적 자세가 있다. 이러한 입장은 속어주의의 단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복잡한 역사가 야기한 문학의 복잡성을 인정하여 주로 역
사적이나 사회적인 이유를 지적하며 (재외한인) 작가들이 다른 언어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다른 언어로 쓴 작가를 위해
‘변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다른 언어로 쓰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웬만
하면 피해야 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강화하고 단일언어주의적 세계관을
유지한다. 이점에서 상대주의(변명주의라고 할까?)는 속어주의와 매우 비
슷하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상대주의는 언어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반면에 속어주의는 언어의 절대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주
의는 속어주의보다 합리적이며, 문학적이나 언어적 경계선을 흐리게 만
든 역사적 압력들을 설명하는 데에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상대주의자들
은 여전히 민족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로 언어적 민족성을 역사적 민
족성이나 계보적 민족성으로 보충하려고 노력한다.
셋째는 문학 주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자세이다. 이 자세는 코리안
51) Øverland. Orm, “The Many Languages of American Literature 1870-1930:
Norwegian as an Example”, Comparative American Studi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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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 문학의 민족성은 작품의 언어가 아니라 작품이 다루는 주제
의 ‘민족성’의 여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민족적 주
제들’은 주로 한민족이 집단적으로 경험한 역사와 관련된 주제이기 때
문에 이 접근법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역사성을 중요시한다. 언뜻
보기에는 이것도 상대주의와 비슷하겠지만 사실상 매우 다르다. 왜냐하
면 상대주의는 언어를 여전히 중요시하는 반면에 이 접근법은 언어와 아
예 상관없이 민족적 주제를 다루는 모든 작품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작가가 그 민족의 구성원임이 가정되지만 아닐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다소 개방적인 주장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
한 자세를 취하는 이는 한국문학의 주제를 규정하는 또다른 어려운 작업
과 맞닥뜨린다.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관점은 답을 제공하지 않
고 그냥 물음을 “한국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한국문학의 주제가 무
엇인가”로 바꿨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설명했듯이 많은 연구자들
은 ‘한민족적 주제’를 한민족 역사의 주제로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그
런 역사를 다루지 않는 작품들은 무조건적으로 한국문학이 될 수 없을
까? 또한 누구의 시점에서의 역사를 말하고 있느냐는 물음도 던질 수 있
다. 즉 젠더와 세대에 따라 한국 역사의 서술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가
지의 역사가 아니라 복수의 역사가 존재한다. 이점에서 이러한 자세는
역사적으로 망각된 목소리를 무시하며 한국문학의 가능성을 제한할 위험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치명적인 단점이 아니지만, 이러한 관점을
갖고 ‘한국문학적인 주제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또다른 문제를 신
중하게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넷째, 속민주의(屬民主義)적 주장이다. 이 주장은 주제나 언어와 상관
없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가들이 본질적으로 ‘한민족의 구성원’이라
는 점에서 한국문학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며 소위 ‘한민족문화권’의 설
립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 관점은 어쩌면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을
연구하는 이들의 사이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관점이다. 이 진영의 대표
자로 뽑을 수 있는 연구자들은 홍기삼52), 김종회53), 윤송아54) 등이 있다.
52) 홍기삼 편, 『재일한국인문학 서론』, 솔출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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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민주의자들은 한국문학의 범위를 한민족문화권으로 확산시킬 것을 주
장한다. 이점에서 속민주의적 연구자들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을 한
국문학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문학이라는 범주를 아예 재규정하려고
한다. 이 관점은 속어주의처럼 간단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민족을 강조하기 때문에 앞
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이 논의는 오히려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며 민족중
심주의적인 논의가 될 우려가 있다. 또한 문학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너
무나 포괄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즉 단순히 한인이 썼다고
한국문학으로 범주화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한민족문화권을 역설하는
김종회는 북한이나 조총련의 문학을 연구할 가치에 대해 논의하지만, 필
자는 이런 문학의 ‘문학성’도 고려해야 한국‘문학’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로 속지주의(屬地主義)가 있다. 김종회가 논의했듯이 이는 한
국 내에서 산출된 문학이 아니면 한국문학이 아니라는, 매우 경직된 생
각이다.55) 사실상 이 주장만 옹호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속지
주의는 주로 속어주의나 속민주의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관점은 아예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어디서 살고 창작했느냐에
따라 그 문학의 본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로 탈민족주의, 혹은 탈네이션주의가 있다. 이 접근법은 특
별하다. 앞서 언급한 모든 접근법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 민족성을 역
설하는 반면에 이 접근법은 민족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어떤 탈민족주의적 접근법은
언어, 국적, 민족 등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코리안 디아스포
라 문학을 무슨 언어권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 괜히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개별적으로, 자신만의 범주에서 연구할 것을 자주 주장한다. 따라
서 탈민족주의적 연구자에게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은 한국문학이 아
53) 김종회 편, 『한민족문학권의 문학 2』, 새미, 2006.
54) 윤송아, 「재일조선인 문학을 호명하는 한국문학의 지형도」, 『우리어문연
구』 45, 2013.1.
55) 김종회, 「해외 한글문학, 그 확산과 치유의 길」,『한국문예창작』37, 2016,
179-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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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단지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이다. 그러나 이는 다소 만족스럽지
않은 논의다. 왜냐하면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을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
게 하기 때문이다. 이를 인정하여 어떤 탈민족주의적 연구자들은 한 걸
음 나아가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국문학이
라는 것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즉 이연숙이 지적했듯이
탈민족주의적 접근법은 한국문학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을 보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국문학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한국문학을 재검토하고 있다.56)
마지막으로 이론이나 학설로 분류할 수 없겠지만 언급해야 할 것이
몇 가지 더 있다. 특히 한국문학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접근할 때 작가가
창작한 언어나 작가의 민족이나 작가가 쓴 주제 등이 모두 중요하지만,
작가가 상상했던 독자와 한국문학(사)에 준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독일에서 Der Yalu Fließt(『압록강은 흐른다』)라
는 작품을 독일어로 쓴 이미륵, 미국에서 영어로 The Grass Roof (『초
당』)를 쓴 강용흘, 프랑스에서 불어로 Autour d’une vie Coreenne
(『어느 한국인의 삶과 주변』)를 쓴 서영해 등 외국에서 작품을 발표한
작가들이 여러 명 있다. 최윤영이 논의했듯이 이 소설들의 목적은 한국
문화의 소개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
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만 알려져 있던 외국
에서 한국을 독자적이고 유구한 문화전통을 지닌 독립국가로 소개하는
것, 또한 서양의 낯선 시각에서 자주 ‘야만국’의 범주에서 서술되는
한국을 ‘서양과는 다른,’ 그러나 마찬가지로 ‘문화국’으로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일제의 한국침략은 얼마나 야만적 폭력이었는가
를 전달하는 것”이 이 세 작품의 주요 관심사이다.57) 그렇다면 이 소설
들은 한국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당시 의견의 일치는 “조선어로
쓰지 않았으면 조선 문학이 아니라는” 것이었다.58) 또한 이 작품들의
56) 이연숙, 「디아스포라와 국문학」,『민족문학사연구』19, 2001, 70쪽.
57) 최윤영, 『한국문화를 쓴 강용흘과 이미륵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19쪽.
58) 예를 들어, 이광수가 『동아일보』에 「강용흘 씨와 『초당』」이라는 서평
을 발표한 후 한국의 문단에서 이 작품이 한국문학인가 하는 논쟁이 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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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생각해 보면 그 작가들이 상상했던 독자는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
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미륵, 강용
흘, 서영해는 한국의 이미지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서 그 작품을 창작
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독자가 아니라 모국을 위해서 썼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 내에 국어 교과서에 자주 실려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와 『초당』을 모르는 이가 거의 없으며 그 작품들이 원래 해외에서 외
국어로 쓰였다는 것을 모르는 이도 많다. 이 사실과 이러한 작품을 둘러
싼 당대의 한국 문단의 논쟁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작품들이 한국문학
(사)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처럼 한국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다양함 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한국문학의 규정
이 연구자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문학이라는 장이 혼란에 빠질 위험
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그 중에서 하나를 뽑고 한국문학의 규정을 확
정하자는 이도 있겠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논의들의 대부분은 한국
문학 범주화의 많은 조건 중에 단 한 조건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문학
의 복잡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는 어쩌면 한국문학의 전체를
단 한 조건으로만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바로 여기서 앞서 제시한 문제의 해결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즉 한국문학을 가부가 아니라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
바르다. ‘한국문학이냐 아니냐’의 물음에 접근할 때 우리는 작가의 민
족, 작가가 창작했던 언어, 작가가 창작했던 나라, 작가가 상상했던 독
자, 작가가 맞닥뜨린 역사・사회적 현실, 작품의 주제와 역사성, 그리고
그 작가(혹은 작품)와 한국(문학)의 상호작용 등을 모두 다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어려운 작업이지만, 한국문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 방법
은 그 문학을 생산한 현실이 복잡한 만큼 세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본 논문의 관심인 이양지의 문학은 어느 정도 한국문학일까?
일단 이양지의 문학은 한국문학보다 일본문학에 더 가깝다는 주장의 근
다. 결국 『삼천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선어로 쓰지 않았으면 조선
문학이 아니라는 견해가 가장 많았다. 김욱동, 『강용흘 – 그의 삶과 문학』, 서
울대학교출판부, 2004, 316-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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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터 살펴보자. 이양지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리
고 주로 일본어로 창작했으며 아쿠타가와상이라는 일본문단의 문학상으
로 데뷔했다. 심지어 그녀의 모든 작품이 일본 문예지 『群像』에 발표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양지의 문학을 한국문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도
많다. 그러나 그 근거를 나열하기 전에, 필자가 명명한 ‘변명주의’적
자세를 잠깐 취하여 재일한국인의 역사를 짧게 살펴보고 이양지의 일본
적(?) 문학활동을 변명할 수 있는데, 이는 필수적인 작업이 아니고 다소
수세적이겠지만, 이양지의 문학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어쩌면 이양지를 위해 변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설명하는 것이라
고 생각해도 좋다. 일단 재일한국인의 일본 이주와 정착은 식민 시대에
시작되었다.59) 특히 일본정부는 1938년부터 여러 노동자 모집 계획을 발
표했는데, 이에 따라 일본으로의 조선인의 강제연행이 시작되었고, 1941
년 태평양전쟁의 시작과 함께 이는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해방 시에 일
본에 남아 있었던 조선인의 수는 230만명에 이르렀다.60) 그러나 일제의
패전은 일본 내의 조선인들이 모두 다 자유롭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
는 것을 보장하지 않았다. 경제적 사정61)과 조선의 정치사회적 상황 때
문에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잔류하게 된 조선인의 수는 약
60만명이었다. 이들은 언젠가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희망했겠지만 6・25
전쟁과 분단 등의 정치적 상황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어려워졌다.
그리고 법률상 해방 이후 일본 내에서 재일한국인들은 한국어를 자유롭
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일본의 억업적인 사회적 분
위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 물론 일본 내에 소위 ‘조선학
교’라는 것이 있지만 이는 공산주의적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줄여서
조총련 혹은 총련)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이다. 이점에서 이양지와 같은
재일한국인들은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59) 물론 한일합방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은 있었지만 수가 많지 않았
다.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153쪽.
60) 위의 글, 9쪽.
61) 특히 1946년 3월 맥아더 사령부가 발표한 정책은 조선인 귀환자가 고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액을 1천 엔 이내로 제한했다. 위의 글,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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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1945년 10월 『민중신문』의 발간으로 시작된62) 재일한국인
한글 문학운동은 오늘날까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한국어
문학을 써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재일한국인 작가는 한 명도 없다.63)
심지어 대부분의 재일한국인 한국어문학은 조총련에 속한, 공화국의 설
립이나 소위 ‘민족교육’ 등의 공산주의적인 주제에 대해 쓴 작가에 의
해 인도되었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 한국어로 창작하는 것은 이러한 정
치적 소속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일본에서 ‘한국어로 쓰느냐 일본어로
쓰느냐’의 물음은 재일한국인 집단의 어느 진영에 속하느냐라는 또다른
물음으로부터 뗄 수 없었다. 이처럼 이양지가 일본어로 썼다는 사실은
이양지의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과 정치적인 상황의 산물
이었던 것이다. 이점에서 이양지의 일본어 창작은 식민시기 작가들의 일
본어 창작과 그리 다르지 않다. 어쩌면 재일문학은 식민시대의 망각된
이어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무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양지의 문학을 범주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양지 문학의 ‘한국성’으로 돌아가자. 앞서 언급했듯이 이양지가
주로 일본어로 창작했지만, 실제로 한국어로도 쓴 바 있다. 「나비타
령」, 「오빠」, 「각(刻)」, 「갈색의 오후」, 「그림자 저쪽」, 「유
희」, 그리고 『돌의 소리』는 모두 다 이중언어적 요소를 담고 있다.
특히 「각」과 「유희」는 한글 문장까지 포함된다. 어떨 때에는 일본어
와 한국어를 너무 많이 섞어 쓴 나머지 일본어 독자가 읽기 어렵기까지
하다. 또한 이양지는 총 3편의 에세이를64) 한국어로 쓰기도 했다. 게다
가 비록 이양지가 모든 작품을 일본의 문예지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작품을 한국에서 창작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양지 작품에
‘1980년 서울’이라는 도시가 자주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양지의 문학은
한국(특히 서울)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전의
62) 손지원, 「재일동포국문학운동에 대하여」, 『한민족문화권의 문학 2』, 김
종회 편, 새미, 2006.
63) 강태성, 「재일 조선인 조선어 소설문학」, 위의 책, 221쪽.
64) 「모국생활 4개월째」(『중앙일보』, 1984.6.14.),「목련에 부쳐」(『동아일
보』, 1989.4.1.), 「나에게 있어서의 母國과 日本」(『돌의 소리』, 삼신각,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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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언급했듯이 이양지가 데뷔했을 때 한국문단의 반응이 다소 냉정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양지가 한국문학(사)과 상호작용하지 않았던 것
은 아니다. 물론 이양지 문학과 한국문학이 주고받은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양지가 1980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다니면서 지
금 활동하고 있는 많은 문인과 만났으며 그동안 이상과 이광수 등등 한
국문학의 정전을 읽었고 그녀의 문학이 이제 재일문학의 대표적인 작품
으로 읽힌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상호작용이 아예 부재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양지의 문학은 일제 강점기와 그것
이 남긴 상처, 또한 한국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또한 직접적으로 다
뤘기 때문에 기왕의 한국문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제 이양지의 문학이 한국문학인지 아닌지 이분법적으로 판단을 내
리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다. 위의 논의를 읽은 독자에게 이양지의 문학
이 어느 정도로 한국문학다운지는 이미 자명해졌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앞서 언급한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킨다고 해서
그러지 못하는 작품보다 무조건적으로 더 한국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다. 문학은 장르와 범주에 도전할 때에 제일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텍스트들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한국문학이든 다른 언어권의 문
학이든, 문학을 공식적으로 연구할 때 아무리 해체주의적인 문제의식을
갖더라도 번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는 언어능력이 뛰어난 연구자를 필
요로 한다. 그렇다고 해도 번역이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번역은 한국 독자를 비롯해 보다 다양한 독자에게 다양한 언어로
쓴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을 확산시키는 데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일상
적인 독자뿐만 아니라 문학연구자들도 번역된 작품을 읽는 것이 현실이
다. 물론 궁극적으로 원본을 봐야 하지만, 다른 언어로 쓰인 문학이나
이론을 처음으로 접할 때 번역은 유리한 연구적 도구가 아닐 수가 없다.
또한 논문을 쓸 때 번역된 작품을 구할 수 있으면 작품을 인용할 때 국

- 23 -

내에 사는 모든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다. 만약 코리안 디
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논문을 쓸 때 원본의 언어로만 인용하면 그 문학
연구가 국내 국문학계에서 인정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점에서
이양지의 모든 문학작품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사실이
다. 논의할 때 한국어로 인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양지의
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중언어적 미국문학의 연구의 선구자인 워너 솔러즈가 지적
했듯이 “번역은 유용한 도구이다. 특히 미국 문학이 다양한 언어로 쓰
였으므로 한 명의 독자가 모든 미국 문학 작품을 원본으로 읽을 수 없기
에 더욱 유용하다. 그러나 번역은 원본의 대체가 될 때 위험해질 수도
있다.”65) 이처럼 연구적 측면에서 번역에만 의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일단 문학 작품은 언어를 통해서 의미를 만들기 때문에,
작품의 언어가 바뀌면 결과적으로 작품의 의미도 조금이라도 바뀔 수밖
에 없다. 이는 디아스포라 문학에 특히 해당된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작가들은 주로 두 언어권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문제의식
이 강한 편인데, 이러한 문제의식이 작품의 표현 방식에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중언어적 작품을 쓰는 디아스포라 작가가 많기도 하다. 이점
에서 디아스포라 문학은 번역이 굉장히 어렵다. 이중언어적 작품의 번역
이 어려운 이유는 그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번역가가 필요해서가 아니
라(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다양한 언어의 상호작용을 단 한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크 데리다가 지적했
듯이 “가령 작동하는 가상적 충동을 모두 다 번역할 수 있더라도 (중
략) 결코 번역하지 못할 것이 하나 남아 있을 것이다. 바로 거기에 언어
두 가지(이상)가 있다는 것이다.”66)
65)Sollors, Werner and Marc Shell, The Multilingual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 a Reader of Original Texts with English Translations,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0, p.10; 원본: “Translation are helpful tools, especially
since the great variety of languages in which American literature has been
written makes it unlikely that a single reader could read all the original texts.
Yet translations can also be treacherous once they become substitutes for the
originals.” 국문은 인용자의 번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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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지 문학의 번역도 마찬가지다. 이양지는 일본어로 주로 썼지만 일
본어 독자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한글도 종종 썼으며 가타카
나67)로 한국어 단어를 자주 썼다.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러한 이중언어
적 뉘앙스들은 역주를 달더라도 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점에서 번
역본을 사용할 때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원본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다. 번역은 연구
방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을 번역문학으로만 접근하면 불가피하게 가능한 연구의 종류도 제한
된다. 예를 들어 이양지 문학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주로
해석학적 연구방법에만 집중하고 시학적인 연구방법을 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작품의 의미만 해석하고, 그 작품의 언어적 특징에 깊이 파
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작품의 의미와 언어를 그렇게 쉽게 분리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 이를 고려하여 본고는 원본의 인용문을 각주
로 달 뿐만 아니라 원본의 언어적 특징도 직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본론에서는 특정 번역에 대한 코멘트를 여기저기 제공하겠지만,
여기서는 그 번역(가)들의 스타일과 그의 단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논
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일단 이양지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가
는 신동한, 김유동, 이상옥, 이문희, 김효자68) 총 5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66) Derrida, Jacques, The Ear of the Other: Otobiography, Transference,
Translation, ed. Christie V. McDonald, and trans. Peggy Kamuf, New York,
1985, p.99; 원본: “Even if by some miracle one could translate all of the
virtual impulses at work […] one thing remains that could never be translate:
the fact that there are two tongues here, or at least more than one.” 국문은
인용작의 번역이다.
67) 일본어에서 가타카나는 외국어명, 외래어, 의성어 혹은 의태어, 한자 대신,
전문용어, 강조의 표현에 한하여 사용하는 소리 글자이다.
68) 신동한(1928-2011)은 문학평론가이자 작가였다. 「나비타령」, 「오빠」,
「그림자 저쪽」, 「갈색의 오후」, 「각」을 번역하여 이를 『나비타령』(삼신
각, 1989)이라는 단행본으로 묶었다. 그리고「나비타령」, 「오빠」, 「해녀」를
포함하는 이양지의 첫 작품집을 번역하여 1984년 모음사에 출판했다. 마지막으
로 이양지의 미완작 『돌의 소리』(삼신각, 1992)를 번역/출판했다. 신동한은 이
양지 문학 번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김유동(1936~)은 「유희」, 「Y의 초상」, 「푸른 바람」, 「해녀」, 「나비타
령」을 번역하여 『유희』(삼신각, 1989)라는 단행본으로 묶었다. 현재 한국번역
가협회(일본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는 『미래의 인간』, 『명치천
황』, 『忠臣臧』, 『우편배달부는 언제나 두 번 벨을 울린다』, 『유원인 타
잔』, 『투명인간의 고백』, 『잃어버린 도시』, 『사랑을 부르는 마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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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신동한과 김유동이 이양지 문학의 대부분을 번역했으므로, 그 둘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신동한은 이양지 문학을 제일 많이 번역해온
사람으로 역시 언어적 정확성을 중요시한 번역가로 평가할 수 있다. 특
히 다른 번역가에 비해 한국어 독자에게 이양지가 사용했던 일본어의 정
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역주를 빈번히 삽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
래를 보면 신동한이 역사 설명 (가), 문화 설명 (나), 일본어 단어 혹은
그 단어의 뜻 (다,라,마,바,사) 등을 괄호 안에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또다시 간또오(関東)대지진과 같은 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한국인들
◯

은 학살당하게 될지 모르겠죠? <이찌엥 고줏셍(一円五十銭)>이라고 말
해 보라면서 (당시 한국인은 일본어의 濁音 발음이 서툴렀기 때문에
이 발음을 통해 한국인을 가려냈다는 이야기가 있다-역주), 마구 죽창
으로 찔러댈까요?69)
나 오지까는 내게 통조림 파인애플과 바움쿠핸(과자종류)을 주었다.70)
◯

다 한국말로는 선생님(일본어로는 선생(센세이)라고 함-역주)이라고 하
◯

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후지다(藤田) 선생님>. 좀 이상한 느
낌.71)

랑이 지나치면 상처도 깊다』 등 다수가 있다.
이상옥은 「해녀」, 「오빠」를 다시 번역하여 단행본 『해녀』(삼신각, 1993)로
출판했다.
이문희는 「각」(중앙일보사, 1985)을 번역/출판했다.
김효자(1932~)는 영암에서 출생하여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 일
어과 대학원에서 일본 고전문학을 전공하였다. 동경대학 문학부 교환 교수, 경
기대학교 일문과 교수로 역임했다.「내의」, 「갈색의 오후」, 「그림자 저쪽」
을 번역하여 『내의』(삼신각, 1986)라는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저서로 『그림속
의 나그네』, 『나의 만남 나의 사랑』, 『두고 떠나는 연습』 등이 있으며, 역
서로 『일본 민속의 이해』, 엔도슈사쿠(遠藤周作)의 소설 『침묵』, 제아미(世
阿彌)의 『풍자화전(風姿花傳)』 등이 있다.
69) 이양지, 신동한 역, 「해녀」, 『유희』, 삼신각, 1989, 252쪽; また関東大震災
のような大きな地震が起こったら、朝鮮人は虐殺されるかしら。一円五十銭、十
円五十銭と言わされて竹槍で突つかれるかしら。(李良枝, 「かずきめ」,『群像』,
講談社, 1983.4, p.138.)
70) 이양지, 신동한 역, 「나비타령」, 『유희』, 삼신각, 298쪽; お千加は私にカン
詰めのパイナップルやぼろぼろのバウムクーヘンを出してくれた。(李良枝, 「ナ
ビ‧タリョン」,『群像』, 講談社, 1982.11,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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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들이 볼 때 나는 오바상(おばさん), 한국말로 아주머니랍니다.
◯

72)

마 원군(原君, 일본어로는 겐장:原ちゃん), 원군, 하고 지껄이는 소리가
◯

귀에 거슬린다. 재일동포 학생의 일부에서 은어처럼 본국의 한국인을
〈원주민〉이니〈원군〉이니 하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73)
바 다노모시꼬(頼母子講, 계의 일종-역주)를 돈전쟁이라고 바꾸어 말
◯

해 보았던 셈이다.74)
사 「혼나라(그럼) 안녕」
◯

75)

비록 필자 개인적으로 이 모든 역주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
은 신동한이 많은 역주를 통해서 각 단어의 뜻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점
이다. 이에 비해 김유동은 역주를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저자
가 인물의 일본어를 강조한 경우 이외에는 거의 삽입을 피했다. 일본어
적 요소와 관련해서 김유동과 신동한은 한국어 번역본에서의 일본어 사
용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달랐던 셈이다. 방금 언급했듯이 김유동은 원
본에서 인물의 일본어가 강조되었을 때 이외에는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
았다. 그렇다고 해도 강조가 있을 때에도 만약 문맥상 인물이 일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분명하면 일본어 삽입을 삼갔다. 예를 들면 「유희」에
서 재일동포 주인공인 유희는 하숙집의 냄새를 맡았을 때마다 일본어로
“イイニオイ(이이 니오이: 좋은 냄새다)”라고 했다. 이양지는 원본에서
71) 이양지, 신동한 역, 「각」, 위의 책, 260쪽; 先生、は韓国語でソンセンニ
ム、というのよう。先生は「藤田ソンセンニム」。ちょっと変な感じね。(李良枝,
「刻」,『群像』、講談社, 1984.8, p.11.)
72) 위의 글, 260쪽; 彼らからみれば私はおばさん、韓国語で、アジュモニです。
(李良枝, 「刻」,『群像』, 講談社, 1984.8, p11.）
73) 위의 글, 296쪽; 原ちゃん、原ちゃん、という声が耳に障った。在日学生の一
部は、隠語のように日本の韓国人を「原住民」とか「原ちゃん」とか呼んでいる
のだ。(李良枝, 「刻」,『群像』、講談社, 1984.8, p.36.）
74) 위의 글, 324; 頼母子講のことをトン・チョンジェン（お金の戦争）と言い換
えてみたのだった。（李良枝, 「刻」,『群像』, 講談社, 1984.8, p.55.）
75) 위의 글, 311; 「ほんなら、アンニョン（さようなら）」(李良枝, 「刻」,『群
像』, 講談社, 1984.4,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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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가나로 “いいにおい”를 쓰는 대신에 가타카나로 “イイニオイ”를
씀으로써 유희의 일본어 발음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소설이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모든 대화가 한국어로 진행된다는 것
을 알고 있는데, 유희의 일본어 사용이 그만큼 눈에 띌 수밖에 없다. 그
러나 김유동은 유희가 이 말을 처음 말했을 때 일본어 없이 번역했다.
肩のうしろ辺りから、イイニオイ,と遠い日に呟いた由熙の日本語の
声が聞こえてくるような気がした。76)
어깨 뒤쪽에서 「좋은 냄새군요」하고 아득한 전날에 중얼거린 유
희의 일본말이 들려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77)

이유는 어쩌면 이양지가 가타카나와 함께 직접적으로 “由熙の日本語の
声が聞こえてくるような気がした(유희의 일본어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썼으므로 상황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던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유희가 이 말을 다음에 했을 때 일본어로 말했다는 것
이 분명하지 않아서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쓰고 괄호 안에 뜻을 설명했
다.
「イイニオイ」
玄関を出ようとした時、運動靴を履いて顔を上げた由熙が言った。78)
「이이 니오이(좋은 냄새다)」
현관을 나서려 했을 때, 운동화를 신고 얼굴을 든 유희가 말했다.79)

반면에 신동한은 빈번히 일본어 발음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일본을
배경을 한「나비타령」에서 재일한국인 주인공인 아이꼬가 여관에서 일
76)
77)
78)
79)

李良枝,
이양지,
李良枝,
이양지,

「由熙(ユヒ)」,『群像』, 講談社, 1988.11, p.8.
김유동 역, 「유희」, 『유희』, 삼신각, 1989, 10쪽.
「由熙(ユヒ)」,『群像』, 講談社, 1988.11, p.29.
김유동역, 「유희」, 『유희』, 삼신각, 1989,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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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재일한국인을 차별하는 일본인을 조우하게 된다. 아이꼬는 자신
의 정체를 밝히지 않지만, 같이 일하는 오지까는 재일한국인의 티가 많
이 난다. 이에 위의 일본인이 오지까에게 “お千加さん、ほんとにチョー
センなの？（오지까상, 정말로 조선인이에요?: 필자의 번역)”라고 묻는
다. 여기서 이양지가 朝鮮人(ちょうせんじん）을 한자로 쓰는 대신에 가
카타나로 チョーセン를 쓴다. 그런데 앞의 경우와 달리, 여기서 가타카
나를 선택한 이유는 그 일본인의 일본어 발음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
라, 오히려 대화의 느낌과 발화자가 교양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다. 어차피, 모든 대화가 거의 일본어로 진행되어서 이양지는 그들의 일
본어 사용을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 신동한은 “오지까상, 진짜 조센징
예요”를 씀으로써 발화자의 일본어 발음을 강조하는 번역을 택했다. 더
불어 그 이후 朝鮮人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양지가 가타카나로
쓰지 않았어도, 신동한은 계속 “조센징”으로 번역한다. 이와 비슷하게
이양지가 “日本人(にほんじん)”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녀가 일본어
발음을 부각시키 않았는데도 신동한은 “일본인” 대신 “니혼징”으로
번역했다. 이를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

「哲ちゃん、帰化したって朝鮮人は朝鮮人よ。そんなあっさり日本人
にならないでよ。」80)
「뎃짱, 귀화해도 조센징은 조센징이야. 그렇게 간단하게 니혼징(日
本人)이 될 순 없어」81)

이처럼 이양지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는 많은 어려움에 맞닥뜨
린다. 특히 이양지의 문학에는 이중언어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번역하기
가 쉽지 않다. 물론 이양지가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썼기 때문에 다
른 언어에 비해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이다. 예시를 보자. 「유희」에서 이양지는 한
80) 李良枝, 「ナビ‧タリョン」,『群像』, 講談社, 1982.11, p.25.
81) 이양지, 신동한 역, 「나비타령」, 『유희』, 삼신각, 1989, 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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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일본어 독자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다.
전형적인 예를 아래의 표로 정리해보았다.
표1) 「유희」에 나온 한글 표현과 그 번역
원본

김유동 번역

バ ウイ

「바위」

「바위 (岩)」
イ

ナ

ラ

イ

ナ

ラ

「由熙(ユヒ)」, p.7.

「이 나라 (この国)」
サ ラム

「이 나라 사람（この国の人）」
「由熙(ユヒ)」, p.13.
ウ

リ

ナ

「우 ‧ 리 ‧

ラ

나 ‧ 라 (母国)」
「由熙(ユヒ)」, p.30.

オン ニ

언니
チョ ヌン

ウイ ソン ジャ イム ニ

ダ

저는 위선자입니다
チョ ヌン

コ ジン マルジャン イ イム ニ

ダ

저는 거짓말장이입니다
(オンニ
私は위선자です
私は嘘つきです)
「由熙(ユヒ)」, p.44.
サ ラン ハル

ス

オプ スム ニ

ダ

사랑할 수 없읍니다
(愛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由熙(ユヒ)」, p.44.
テ グム

ジョ ア

ヨ

대금 좋아요
テ グム ソ

リ ヌン

ウ

リ マル イム ニ

ダ

대금소리는 우리말입니다
(テグム好きです
テグムの音は母語です)
「由熙(ユヒ)」, p.45.

「이 나라」
「이 나라 사람」
「우 ‧ 리 ‧ 나 ‧ 라」

「유희」, 8쪽.

「유희」, 16쪽.
「유희」, 40쪽.

언니
저는 위선자입니다
저는 거짓말장이입니다
「유희」, 59쪽.

사랑할 수 없읍니다
「유희」, 59쪽.
대금 좋아요
대금소리는 우리말입니다
「유희」, 59쪽.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양지가 한글을 사용할 때 후리가나82)와
괄호 안에 일본어로 뜻을 썼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글자가 세 가지나 있
고 그 중에 하나는 외국어인 한글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들이 독자의
시선을 끌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인물의 한국성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표의 ‘김유동 번역’이라는 단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로 번역했을 때 김유동은 이러한 낯설음과 독특함을 전달하지 못한 채
단지 원본에 있는 한국어만 살렸다. 이처럼 이양지 문학이 번역되었을
82) 후리가나는 한자나 외국어의 발음을 표시하는 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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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일본어적 요소들은 너무 많이 부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 독자에
게 낯설게 느껴지는 한국어는 오히려 숨겨져 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문
제가 왜 중요한지 3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다만 여기서 강조
하고 싶은 것은 번역을 통해서 이양지 문학의 이중언어적 특징과 그가
내포하는 뜻은 다소 왜곡되었다는 점이다.

2. 이양지 문학에 나타난 연애 이야기의 의미와
그 변환
이양지 문학의 특징은 정체성에 대한 모색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측면을 다루는 연구자들이 주로 비슷한
주제나 모티프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이양지 문학
에 나타난 정체성 모색을 연구하는 이는 일반적으로 모어(일본어)와 모
국어(한국어) 사이의 갈등에만 주목한다. 물론 언어는 문학적으로 의미심
장하고 이양지 문학과 삶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양지는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정체성에 접근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다양한
시각으로 이 주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장은 이양지
문학에 나타난 연애 이야기의 뜻을 검토하고자 한다.

2.1. ‘네 민족은 내 아이덴티티를 규정한다’
이양지의 초기83) 작품에 나타난 연애 이야기는 다양한 뜻을 지니고
83) 젊은 나이로 요절한 이양지가 문학 활동을 십년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
녀의 문학세계의 초기와 후기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부자연스러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양지는 그 십년을 거쳐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십년 전 처음으로 모국 땅에 선 저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세월의
빠름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며, 동시 모국에서의 생활이 얼머나 큰 변화를 저
자신에게 주었는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양지, 신동한 역, 「나에게
있어서의 母國과 日本」, 『유희』, 삼신각, 1989, 206쪽.) 필자가 보기에는 초기
- 31 -

있는데 우선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모색의 무대가 된다. 「오빠」라는 작
품은 재일한인에게 연애의 민족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
한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오빠」는 편지의 형태를 이루는데,
이 편지에서 서술자 다미꼬(民子)는 그의 죽은 오빠 히데오(秀男)에게 여
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핵심은 자기 언니 가즈꼬(和子)에 대한
이야기다. 간략하게 말하면 다미꼬는 가즈꼬 언니가 선택한 길에 대해
걱정한다. 민족의식이 강한 가즈꼬는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가서 가수가
되려고 하는데, 다미꼬는 원래 광적이고 성격이 급한 언니가 올바른 길
을 택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소설의 중반부에서 다미꼬는 히데
오 오빠에게 자기와 가즈꼬 언니의 연애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다 자기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사건에 대해 쓰게 된다. 어느 날 집에 와서 낯
선 여자를 발견하여 출장을 간다는 남자친구의 거짓말을 알게 되고 충격
을 받는데, 이러한 배신에도 불구하고다미꼬는 일본과 일본 남자를 떠나
기로 한 가즈꼬와 달리 남자친구와 함께 계속 일본에서 살기로 한다. 이
렇게 자매가 서로 다른 길로 헤어지는 것으로 소설이 끝난다.
황봉모84)가 지적했듯이 주인공인 다미꼬과 그녀의 언니 가즈꼬는 이
양지의 분신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각각 일본인이 되어도 괜찮다는 분신
과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분신을 상징한다. 가즈꼬는 다미꼬와 달리 민
족의식이 상당히 강력하다. 특히 그녀는 정치운동을 하며 스스로 민족의
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한국어 과외를 구해 ‘우리말’을
열심히 공부한다. 또한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가서 가수가 되고 싶어 한
다. 더불어 자신을 가즈꼬(和子)라고 부르지 말고 한글로 ‘화자’라고
부르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다미꼬는 정체성에 대한 자세가
작품은 「나비타령」(1982)「해녀」(1983)「오빠」(1983)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
가 이 세 작품을 한 시기로 묶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양지는 이 세
작품을 첫 잡품집으로 묶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세 작품은 전기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1980년 이양지는 한국에 처음으로 가서 2년 동안 공
부했다. 1982년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으나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
음 때문에 바로 휴학을 하고 일본으로 귀국했다. 다음 2년 동안 이양지는 이 세
작품을 발표했으며 1983년에 한 작품집으로 묶어서 출간했다. 그리고 1984년에
한국으로 다시 가서 복학했다. 이 전기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자는 이 시기를
일종의 지표로 여긴다.
84) 황봉모, 「이양지(李良枝)의 『유희(由熙)』-그 언어적 특성」,『일본연구』
41, 2009.9,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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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수동적이다. 그녀는 일본에서 계속 살려고 하고, 그녀에게는
한국어가 다소 생경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한글 이름을 쓰자는 언니에
대해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이 쓴다.
언니는 가즈꼬(和子)가 아니라, ‘화자’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
렇지만 어릴 때부터 가즈꼬 언니라고 불러 온 것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저는 다미꼬(民子)가 아니라 ‘민자’이고, 오빠
는 히데오(秀男)가 아니라 ‘수남’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인데, 아
무래도 귀에 설어서 멋적을 뿐이었어요.85)

즉, 다미꼬는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어와 일본어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글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 대비는 각 자매의 연애 이야기에도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러한 연
애 이야기들은 민족의식에 대한 대비적인 자세의 또다른 예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대비가 극에 달하는 무대라고 할 수 있다. 가즈꼬는 다까나까
(高中)라는 일본 남자와 연애하다가 그가 일본인이고 부인이 있기 때문
에 결국 헤어진다. 처음에는 다까나까를 위해 한국에서 가수가 되는 꿈
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이상에서 언급한 이유로 결국 그러지 못한다는 것
을 깨닫는다. 따라서 그와 헤어진 다음에 한국으로 가기로 다시 다짐하
고, 이번에 가수가 되려가 아니라 공부하러 간다. 이러한 점은 가즈꼬가
완전한 한국인이 되고 싶은 꿈과 일본인 남자와 연애하는 것을 상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다미꼬는 사노(佐野)라는
일본 남자와 연애하다가 그와 동거해서 일본에 살기로 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노가 일본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선택한 길이다. 따라서 소설은 자매가 반대 방향의 길로 헤
어지는 장면으로 막이 내린다. 이처럼 가즈꼬와 다미꼬의 대비되는 선택

85) 이양지, 신동한 역,「오빠」,『해녀』, 모음사, 1984, 174-175쪽; おねえさん
は和子ではなく、ファジャと呼べと言います。でも小さい頃から和子おねえさん
と呼んできたのに急に変えることなんてできない。私は民子ではなくミンジャ、
おにいさんは秀男ではなくスナムと呼ぶらしいけれど、どうもピンとこなくて照
れ臭いだけだった。(「あにごぜ」，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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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들의 연애 이야기에 반영되고 극에 달한다. 이렇게 「오빠」에서
누구와 연애할 것이냐는 선택은 바로 ‘한국인이 될 것이냐, 일본인이
될 것이냐’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양지의 문학에 나타
난 연애 이야기는 바로 정체성이 규정되는 무대이다.
물론 이 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다소 뻔하겠지만) 가즈꼬는
한국남자와 사귀었을 것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아니면 소설
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86))은 오히려 매우 의미심장하다. 사실
상 한국남자라고는 죽은 히데오 오빠와 자매의 아버지, 즉 두 명의 재일
한인 남자밖에 없다. 그러나 이 둘도 다미꼬나 가즈꼬에게 한국남자와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없다. 일단 아버지는 1세대 재일한인이며 이
미 일본으로 귀화했기 때문에 자매에게 문제적인 인물이다. 세대간의 갈
등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되는 가능성만 보여준다. 그리고 히
데오 오빠는 같은 세대이지만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소설에 없다. 따라
서 일본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 한국남자의 상, 바로 완전한 한국이
될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점에서 다미꼬가 죽은
히데오 오빠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중요하다. 다미꼬는 일본에 남아
살아 있는 한국 남자가 아니라 죽은 한국 남자에게 편지를 보냄으로써
일본에서 한국인 남자와 연애할 수 있는, 바로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가
능성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 꿈인지 알려준다. 이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정거장까지 가즈꼬 언니를 배웅
하러 가는 길에 다미꼬는 희망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가즈꼬
가 절망이라는 거짓도 있다고 하자 다미꼬는 자신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깨닫는다.
나는 정신이 번쩍 났읍니다. 그 사이에 어찌된 영문일까? 몸이 그
래도 날아가버릴 듯한 거센 바람, 크나큰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
니다.
86) 사실상, 이양지의 초기 작품의 특징 중의 하나는 주로 일본을 배경으로 한
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초기 작품의 연애 이야기는 일본에서 벌어지는 연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 한국에서 벌어지는 연애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는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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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나 사노씨와 살 작정이야.」87)

즉 일본에 계속 남아 있을 다미꼬는 처음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언니의 말을 들어 보니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왜
냐하면 일본에서 한국인남자를 찾을 희망은 없지만 일본남자를 찾을 수
있는 희망은 있다. 따라서 “크나큰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고 웃으
면서 “나 사노씨와 살 작정이야”라고 선언한다. 그녀는 한국인이 되는
꿈을 포기하고 일본인 남자와 동거하기로 결심한다.
「나비타령」에서 나타난 연애 이야기는 이와 비슷한 뜻을 지닌다. 특
히 소설은 연애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에 대한 선택이 얼마나 이분법적인
지를 보여준다. 「나비타령」은 이양지의 데뷔작으로 모든 작품에서 가
장 전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소설은 아이꼬(愛子)라는 재일한인 여
성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도망치는 이야기를 그린다. 소설은 아이꼬가 교
토역에서 뎃짱(哲君) 오빠에게 전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부모님의 이
혼판정에 참여하기 위해 교토에서 다시 도쿄로 돌아왔다. 아이꼬의 생각
에는 부모님은 궁극적으로 귀화의 문제로 인해 이혼하고 있는데, 뎃짱을
만나서 그에게 일본으로 귀화한 아빠가 이길 것 같다는 소식을 듣는다.
재판정에서 아이꼬는 증언해야 하는 그녀의 뜻과 정반대로 자기 엄마를
비롯해 제주도 여자를 멸시하는 아버지에게 유리한 증언이 되고 만다.
그 도중에 작은 오빠 가즈오(和男)가 병을 앓아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다. 한 번도 한국에 가보지 못하고 죽어버린 가즈오 오빠의 모습을 보자
아이꼬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아이꼬는 자
기 애인 마쓰모또(松本)와 이별해야 한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
으로 간 아이꼬는 한국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숙고한다. 결국 한국어의 ‘바보’라는 말이 일본어의
‘빠카(馬鹿)’라는 말보다 따뜻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쓰모또에게 이별의
편지를 부친다.
87) 이양지, 신동한 역,「오빠」, 『해녀』, 모음사, 1984, 226쪽; 私ははっとしま
した。そのうちにあれは何だろう。身体がふきとんでしまうような大きな風、大
きな力を感じました。//「おねえさん、私、佐野さんと暮らすの。」(「あにご
ぜ」,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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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나비타령」에서 ‘일본인이
냐, 한국인이냐’의 정체성에 대한 선택은 애인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하
다. 예를 들어 아이꼬는 제주도 여성인 엄마와 이혼한 아버지에게 “아
버지, 그렇게도 일본이 좋아? 일본 여자가 좋아? 일본 여자가 좋아서 귀
화한 거야?”88) 묻는다. 즉, 아이꼬는 애인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귀화하기로 택한
것을 일본 여자를 선호하는 것과 동일시한다. 이점에서 아이꼬가 소설의
결말에서 마쓰모또에게 이별의 편지를 보내기로 한 결심과 한국에서 계
속 공부하고 판소리를 배우기로 한 결심은 사실상 같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 다 완전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선택이다. 즉 아이꼬에게
한국인이 되는 것은 일본인 정체성을 버리는 것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나비타령」과 「오빠」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선택은 이분법
적으로 주어진다.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의 물음에 내재된 이분법성
처럼 이 주인공들은 정체성을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 이 이분법
성은 「나비타령」에 나타난 이혼재판에 잘 반영된다. 재판에서 어머니
쪽, 아니면 아버지의 쪽, 단 한 명만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아이꼬가 재
판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양친의 이혼문제는 무엇보다도 귀화 문제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즉 어머니는 일본으로 귀화하는 것을 거절한 반
면에 아버지는 일본으로 귀화했는데, 바로 재일한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 때문에 아이꼬 가족에 균열이 생겼다. 이점에서 양친의 재판은
정체성에 대한 아이꼬의 내면적 갈등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 아이꼬의
정체성처럼 이 재판은 ‘일본인이냐 한국인이냐’의 대답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질문의 이분법성을 강요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 남자와 연애하는 것과 완전한 한국인이 되는 것은 왜 상
반되는 것일까?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답은 자명해 보이겠지만,
사실상 재일한인과 한국인에게는 이 문제는 보다 복잡하다. 「나비타

88) 이양지, 김유동 역, 「나비타령」, 『유희』, 삼신각, 1989, 314쪽; 「オヤ
ジ、そんなに日本が好きですか、日本のオンナが好きですか、日本のオンナが好
きだから帰化したのか」（李良枝, 「ナビ‧タリョン」,『群像』, 講談社, 1982.11,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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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중반부에서 아이꼬는 자기가 마쓰모또와 연애하는 행위에 대해
모순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민족의식이 강한 아이꼬는 마쓰모또에게 의
존하는 것을 느끼자 자신이 다소 위선적이라고 생각한다.
혼자서 목욕탕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졌다. 태어날 때부터 줄곧 스
스로 내 몸을 씻은 일이 없었던 거처럼 탕 속에서 갑자기 불안해 울
어버린 적이 있었다. 마쓰모또가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변해가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다.
나는 머리를 흔든다. 니혼(日本) 남자를 범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자
신은 어디로 가버렸을까.89)

물론 이상에서 논의했듯이 아이꼬는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거절하
는 것을 일본 남자와의 연애를 꺼리는 것과 동일시한다. 따라서 일본 남
자와 연애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배반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 남자를 범하고 싶다
고 생각했”다는 아이꼬의 말은 이 문제의 역사성도 말해주고 있다. 아
이꼬는 민족의식이 강한 여성으로 식민 시대의 역사를 잊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식민 시대에 한국인 여성에게 성폭행을 한 “일본 남자”에
게 복수하기 위하여 범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녀는 일본이
많은 한국인을 학살했다는 역사, 특히 관동대지진 때 발생한 학살을 생
각할 때 자기도 일본인에게 살인당할지도 모른다는 정신적인 공포에 시
달린다. 물론 우리는 옛날의 일본 정부와 당대의 일본인들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민족의식이 강한 아이꼬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를 한국 친구 미숙이와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일본 사람이 싫다는 한국인 친구 미숙이와 대화하다가 아이꼬는 “그렇
다면 미숙이, 일본 정부와 일본 사람 하나 하나가 같다고 생각해?” 묻
89) 위의 글, 316쪽; 一人で風呂に入るのが恐くなった。まるで生まれた時から
ずっと自分で自分の身体を洗ったことがないように、湯船の中で急に心細くなっ
て泣いてしまったことがある。松本がいないからというだけでない、自分の変わ
りようが恐くなるのだ。// 私は首を振る。「日本」のオトコを犯したい、とそう
思っていた自分はどこに行ってしまったのだろう。（李良枝, 「ナビ‧タリョン」,
『群像』, 講談社, 1982.11,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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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그랬더니 미숙이는 “같다고 해도 좋겠지요”라고 대꾸한다.90) 즉
다시 말해 미숙이는 당대의 일본 사람들과 옛날에 한국을 정복한 일본
사람들은 같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이다. 이 생각은 미숙이가 말하고 있지
만 실은 민족의식이 강한 아이꼬의 마음도 보여주고 있다. 이점에서 완
전한 한국인이 되고 싶은 아이꼬가 왜 일본 남자와 연애를 못하는지 드
디어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민족성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민족의 적이었던 일본 출신 남성과 연애하는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배반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2.2. 사랑의 이분법성을 극복하여
후기 작품에 와서 이양지 소설에 나타난 연애 이야기는 다소 다른 뜻
을 지니게 된다. 초기 작품에 나타난 연애 이야기는 일본에서의 탈출을
뜻하고 있다면, 후기 작품에 나타난 연애 이야기는 이양지의 주인공들이
한국에 와서 맞닥뜨린 현실을 상징하고 있을 것이다. 「그림자 저쪽」이
라는 중단편을 한 예시로 들 수 있다. 「그림자 저쪽」은 한국 유학을
하고 있는 재일교포 쇼오꼬(章子)에 대한 것인데, 쇼오꼬가 새벽에 일어
나 아파트에서 한강으로 산책하러 나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소설 속에
서는 별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데, 쇼오꼬는 산책에서 돌아와서 그냥
방에서만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이 시간은 무척 괴로운 시간이다. 자기
방의 책상에 앉아서 S대학교의 한국재외국문교육원에서 받은 과제를 해
야만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쓰지 못한다. 과제는 ‘한국에 보내는 편
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쇼오꼬는 한국에 온 이유는 원래 ‘진짜
한국인’이 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에 편지
를 써야 한다. 즉 이 과제를 통해서 그녀는 모순되는 아이덴티티를 느끼
고, 그 결과 무위에 빠진다.

90) 위의 글, 343쪽; 「それじゃあ、ミスギ、日本政府と日本人一人ひとりは同じ
かな？」//「同じっていってもいいかな」(李良枝,
「ナビ‧タリョン」,『群像』,
講談社, 1982.11,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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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보내는 편지〉......
아무튼 심각해질 필요없이 시원시원 써 버린다면 어떨까. 써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책상쪽에 눈을
준다.
국어 숙제였다. 일주일전 2백자 원고지 10매 이상으로 스스로를 외
국인이라 생각하고 편지 형식의 작문을 하라는 숙제를 받았다, 그것을
쇼오꼬는 하루하루 미루어 왔었다. 스스로 외국인이라 생각하고, 라는
대목에서 벌써 막혀 버렸다.91)

과제를 완성하려면 자신을 외국인으로 가정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인이
되고 싶은, 아니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쇼오꼬의 정체성과 기본
적으로 상반된다. 이러한 정체성 갈등은 쇼오꼬의 연애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중반부에서 쇼오꼬가 과제를 미루는 동안 한국인 남자이자 전 남
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장면이 있다. 쇼오꼬와 그 남자는 “어느날
갑자기 쇼오꼬의 태도가 변하고 만날 약속조차도 받아주지 않게 되
었”92)기 때문에 헤어졌는데, 남자는 계속 전화해서 다시 만나자고 빈
다. 그러나 쇼오꼬는 단호하게 거절하기만 한다. 남자는 수년간 일본에
서 체재하면서 습득한 일본어를 유지하기 위하여 쇼오꼬를 만날 때마다
일본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쇼오꼬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싶
다. 처음에는 남자가 사용하는 서투른 일본어가 귀엽게 느껴졌지만 만날
수록 남자의 일본어를 듣는 것이 점점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서툴러서가
아니라, 남자의 일본어를 듣는 동안 “일본에서 나서 일본어를 말할 수
있고 일본 냄새를 마구 풍기고 있던 자신”93)을 싫어하게 되었기 때문이
91) 이양지, 신동한 역, 「그림자 저쪽」, 『나비타령』, 삼신각, 1989, 154-155
쪽; 〈韓国へ送る手紙〉……。 とにかく深刻にならずに、あっさりと書いてし
まったら どうだろう。書けるような気がしないでもない。そう思 い、机の方を
見てみる。 クゴ (国語)の宿題だった。二百字の原稿用紙に十枚以 内という指定
で、一週間前、自らを外国人と想定し、手紙 形式で作文を書け、という宿題が出
されていた。(「影絵の向こう」, p.15.)
92) 위의 글, 177쪽; ある日急に、章子の態度が変わり、会う約束さえも、 受け付
けなくなったのだ。(李良枝, 「影絵の向こう」,『群像』, 講談社, 1985.5, p.33.)
93) 위의 글, 177쪽; 初めの うちは、そんな男の使う日本語が可愛らしくも思え
た。し かし、男に会い、男の日本語を聞くのが、次第に章子には 我慢できない
ものになっていった。 「日常的な気疲れも、拍車をかけていたに違いない。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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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쇼오꼬는 대학에서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겁내고 있지만
“남자의 일본어, 남자가 일본어를 사용하는 태도에 역정이 나서 마치
심술부리듯이 유독 한국어로 말한다.”94)
이 장면은 어쩌면 소설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재일교포인
쇼오꼬는 ‘진짜 한국인’이 되기 위해 유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S대학교
에 입학하고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어쩌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
하여 한국인 남자친구까지 사귀었을지도 모른다. 특히 초기 작품에서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의 물음이 ‘누구와 연애할 것이냐’는 물음
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쇼오꼬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남자친구에게조차 일본인으로 취급을 받는다. 따
라서 한국인이 되는 데에 도움이 될 줄 알았던 도구는 오히려 그 목적을
이루는 데의 방해물이 되어버린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남자의 일본어를
듣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일본적인지 깨닫는다. 따라서 한국인
남자와의 연애를 통해서 그녀의 목적과 정반대로 오히려 자신의 일본인
으로서의 정체성이 더더욱 굳어지는 것을 느낀다. 이점에서 「그림자 저
쪽」은 한국인 남자와의 연애를 통해서 한민족적 정체성을 얻을 수 있다
는 전제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이와 관련해서 이양지는 「 각(刻)」이라는 중단편 소설에서

초기 작

품에 나타난 연애 이야기의 이분법성에 도전한다. 「그림자 저쪽」처럼
「刻」은 한국으로 유학하러 온 재일교포의 조국체험에 대한 소설이다.
소설은 주인공 순이가 화장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순이가 화장을 끝낸
후 화장대의 거울에 비친 여러 가지 물건이 순이의 눈에 들어온다. 한일
사전, 국사 교과서, 국어 교과서, 그리고 벽에 기대어 있는, 나체의 여인
같은 가야금. 이 물건들을 통해서 순이는 화장하듯이 한국인처럼 위장하
に生まれ、日本語を話すことができ、日本の匂いをぷんぷ んとさせた自分が、そ
のことによって絶えず晒され、問われ続ける。（李良枝, 「影絵の向こう」,『群
像』, 講談社, 1985.5, p.33.）
94) 위의 책, 179쪽; 章子は、大学でも韓国語を話すことに怯えている。ときに
は、韓国語を嫌悪し、聞くまい受けつけまい、と必死に拒 否している自分も知っ
ている。ところが、男の日本語、男 が日本語を使う態度には苛立ち、まるで当て
つけるように してことさら韓国語を使う。(李良枝, 「影絵の向こう」,『群像』,
講談社, 1985.5,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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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자신의 허위성에 갑자기 화난 순이는 벌떡 일어서 가위를 가지
고 가야금의 선을 자른 후 하숙집을 떠나 학교에 간다. 그러나 복도에
“한국말로 꿈을 꾸자”라는 벽보가 붙어 있는, 아침마다 <애국가>를 불
러야 하는 학교에 가도 민족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학교에서 다
른 재일동포와 수업을 듣다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국어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는다. 억울해서 순이는 일어나서 국어선생님에게 왜 자신이 일
본인처럼 발음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길게 설명한다. 그 다음에 수업
을 떠나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휴게실에서 기다린다. 학교가 끝나면 순
이는 서투른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재일동포 학생과 한국
여자를 업신여기는 재일동포 남학생 등 여러 모습을 보게 된다. 밤에 가
야금과 무용을 배우러 학원에 간다. 춤을 추는 동안에만 순이는 마음이
놓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순이는 다시금 화장을 하기 시작
한다. 이처럼 「각」은 재일한인 유학생의 한 하루를 그린다.
앞서 서술한 일 중에 순이의 내면적 갈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
는 장면은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국어 선생님이 순이의 일본인적
발음을 비난하자 순이는 속에 넘치는 억울함과 분노를 참지 못하여 폭발
해서 연설을 퍼붓는다.
「선생님, 저희들은 재일동포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고 자라면서
일본의 안에만 에워싸인 채 살아온 자들입니다. 날마다 동화(同化)와
풍화(風化)를 강요당하는 환경 속에 살면서 저희는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괴로와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은 제각기 여러가지 동기를 가지고 모국유학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
렇지만 단 한가지, 우리 말을 배워야겠다는 열망만은 모두에게 공통하
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열등의식에 시달려야 했고 우리나라에 와도 멸시를 당해야 합
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발음의 서투른 면만 지적 당하다 보니 기분이
싹 가시고 맙니다. 그러지 않아도 자신의 출신에 대하여 이를 객관시
하지 못하고 있고 열등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나는 발음의 포인트를 하나하나 강조했다. 재빨리 머리 속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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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어를 번역하면서, 더듬거리기는 하면서도 단어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나열했다.95)

아이러니컬하게도 순이는 일본인적인 발음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방
어하면서도 한국인적인 발음을 하려고 애써 노력한다. 이점에서 순이 마
음 속에 있는 양가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순이의 일부는 실제로 국
어 선생님과 동의한다.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은 순이도 한국인처럼
발음하고 싶고 한국어를 구사하고 싶지 않을 수가 없다. 순이에게 이는
단순한 희망일 뿐만 아니라 그 목적으로 이루는 데의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순이는 자기가 연설에서 비판했던 동화주의를 실
제로는 비밀스레 아직도 원한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깨달은 것은 일본
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다. 순이는 일본에서 일본인처
럼 아주 오랜 시간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일본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
가 많다. 그래서 순이는 중요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상호배타적인 것인가? 이에 대하여 순
이는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자면 순이 머릿
속에 두 가지 목소리가 존재한다. 첫 번째 목소리는 모든 일본적인 것을
얼른 버리자는 민족주의적이고 동화주의적인 목소리이다. 그리고 두 번
째 목소리는 일본인이라는 정체성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상호배타적
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다. 이점에서 이 연설을 하면서 순이
가 공격하는 대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어 선생님이라기보다는, 한국인

95) 이양지, 신동한 역, 「각」,『나비타령』, 삼신각, 1989, 291쪽; 「ソンセンニ
ム、私たちは、在日同胞 です。日本で生まれ育ち、日本語ばかりにとりかこま
れて生きてきた者たちです。日々、同化と風化を強いられる環境の中にいて、私
たちは民族的主体性を確立できないまま、悶々としてきました。ここにいる学生
たちは、それぞれが、さまざまな動機を持って、母国留学を決意しました。しか
し、ただ一点、ウリマル(母国語)を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という熱い思いは
共通しています。ところがどうでしょう。日本では在日韓国人であることの劣等
意識にさいなまれ、ウリナラ（母国）に来ても、蔑視を受ける。いくら努力しよ
うとしても、発音のおかしさばかりを指摘され、水をかけられる。ただでさえ自
分の出自、というものを客観視できず、劣等意識を克服できずにいるのです。結
局私たちは…」// 発音のポイントを、いちいち強調した。すばやく頭の中で日本語
を訳し、たどたどしくはあっても、単語の一つひとつをはっきりと並べたてて
いった。 (李良枝, 「刻」,『群像』, 講談社, 1984.4,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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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려면 모든 일본적인 것을 버려야 한다고 강요하는 그녀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민족주의적인 목소리다. 이처럼 「각」은 이양지의 초기 작품
에 나타난 이분법적인 아이덴티티 의식과 몸부림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정체성에 대한 이해방법은 「각」의 연애 이야기에
아주 흥미로운 형태로 나타난다. 소설이 전개되는 동안 순이는 애인 두
명에 대해 계속 상상한다. 첫 번째 애인은 후지다(藤田) 선생님이라는 일
본 의사이고, 두 번째 애인은 일본에서 만난 최 교수라는 한국인이다.
일단 후지다 선생님은 순이의 애인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한국유학을 경
제적으로 지원하는 파트론이기도 한다. 소설의 초반부에서 순이는 후지
다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서 「그림자 저쪽」에서 봤듯이 연
애와 언어는 연결되어 있다. 순이는 다음과 같이 쓴다.
학교의 복도에 벽보가 나붙었는데, 〈한국말로 꿈을 꾸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꿈은 아직 일본이예요. 꿈속에서, 선생님(센세이: 인용
자), 하고 부르고 있어요. 꿈 속이 아니라 낮에 길을 걷다가도, 센세
이, 하고 부르고 있을 때도 있어요. 한국말로는 ‘선생님’이라고 하
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후지다 선생님〉. 좀 이상한 느낌. 선생
님(센세이: 인용자)만 생각하고 있는 탓으로 저는 일본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96)

여기서 마지막 문장에서 순이는 후지다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는 탓으로
“일본어를 잊을 수가 없”다고 쓴다. 이는 초기 작품과 매우 다르다.
초기 작품에서는 이양지의 여주인공들은 일본과 일본어를 잊기 위해 일
본인 애인과 헤어지고 한국으로 떠난다. 특히 「나비타령」의 결말에서
봤듯이 주인공인 아이꼬는 한국에 가서 마쓰모또에게 이별 편지를 보냈
다. 그러나 그와 달리 여기서는 순이는 한국에 왔는데도 후지다 선생님
96) 위의 글, 260쪽; 学校の廊下に貼り紙がしてあって、「韓国語で夢をみよう」
と書いてあります。夢はまだ日本語です。夢の中で、先生って呼んでいます。夢
でなくても歩きながら、先生って呼んでいる時もあるの。先生、は韓国語でソン
センニム、というのよ。先生は「藤田ソンセンニム」。ちょっと変な感じね。先
生のことばかり考えているから、私は日本語を忘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李良枝,
「刻」,『群像』, 講談社, 1984.4,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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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속 연락하고 있다. 그리고 후지다 선생님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
에 일본어를 잊을 수가 없다. 이점에서 초기 작품은 일본에서의 탈출에
대한 이상적인 꿈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후기 작품은 이러한 주인공들이
실제로 한국에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순이가 “후지다 센세이(藤田先生)” 대
신 “후지다 선생님(藤田ソンセンニム)”이라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서 부른다는 점이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일본인 애인을
부름으로써 순이는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구분을 갑자기 깨뜨려버린다.
즉 지금까지는 일본인 남자와의 연애는 한국인이 되는 것과 상반되는 것
으로 여겨졌는데,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일본 애인을 한국어로 부르는 것
은 역설적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연애를 통해서 순이는 이분법적인 정체
성에 대한 개념에 도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최 교수라는 순이의 한국인 애인이 있다. 순이는 최 교
수를 그가 교환교수로 도쿄에 왔었을 때 처음 만났다. 그리고 그를 좇듯
이 두 번 한국을 방문했고, 결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그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최 교수는 한국에 있는데도 불구
하고 소설에서 물리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일본에 있는 후지다 선생
님처럼 순이의 회상으로만 등장한다. 두 애인의 국적을 고려할 때 후지
다 선생님과 최 교수는 각각 일본인 정체성과 한국인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이 연애 이야기는 일종의 알레고리다. 그러
나 흥미롭게도 예상과 달리 후지다 선생님과 최 교수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특히 순이는 최 교수에 대한 기억과 후지다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자유롭게 왕래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
실하지는 않다. 심지어 어떨 때는 최교수와 후지다 선생님의 경계가 완
전히 사라질 때도 있다. 이점에서 이 연애 이야기는 초기 작품의 연애
이야기에 나타난 양자택일적인 형식에서 벗어난다. 이제 이양지의 주인
공들은 이중적인 정체성의 가능성을 찾아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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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돌의 소리』는 미완작이므로 줄거리를 요약할 수 없으나 대략 이백
페이지나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주인공과 그가 맞닥뜨리는 갈등을
짐작할 수 있다. 주인공 임주일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는 재일한
국인 남자이다. 일본 무역회사에 근무하다가 한국인을 경멸하고 차별하
는 동료의 태도를 참지 못해 회사를 그만둔다. 동시에 에이코(英子)라는
일본인 여자와 사귀고 있는데 그녀와 헤어지며, 자기 어머니와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아버지를 만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으
로 건너가기로 한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시(詩)를 꾸준히 써왔던 자신이 이제 한국에
와서는 시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일은 이유를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지만 한국어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시를 못 쓰는 슬럼프를 극
복하기 위하여 일종의 의식(儀式)을 만든다. 그것은 아침마다 일어나자마
자 무의식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시구(詩句)를 노트에 쓰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주일은 자기가 작성하고 있는『르상티망 X씨』라
는 서사시를 쓸 수 있다고 믿는다. 작품의 중반부에서 주일은 전 여자친
구 에이코에게 편지를 받고 읽는다. 이 편지에서 에이코는 주일만 아이
덴티티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누구나 그런 사
정이 있는데 자기가 특별한 것처럼 그만 우울해 하라고 한다. 주일은 자
신이 재일한국인 증후군이 있다는 에이코의 진단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한다. 이양지는 나
머지 이야기를 쓰지 못했지만 필자는 어쩌면 이러한 ‘재일한국인의 증
후군’을 극복하는 과정은 소설의 핵심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결말이 없는 미완작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양지가 이백
페이지나 남겼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다. 적어도 작품의
분위기와 소설 줄거리의 방향이라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연애 이야기에 있어서 『돌의 소리』는 이전의 연애 이야기와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이양지 소설에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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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이야기는 주로 알레고리의 형태를 이룬다. 이는 그 소설에 등장하
는 모든 애인은 구체적인 숨결을 지닌 인간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개념,
특히 일본인이나 한국인의 아이덴티티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각」에 등장하는 최 교수와 후지다 선생님은 각각 한국인의 아이덴티
티와 일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한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한국인의 길, 일본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일치하다. 또한 최 교수와
후지다 선생님은 사실상 소설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순이의 기
억이나 머리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둘 인물의 대사를 합쳐도 몇
줄 채 되지 않는다. 심지어 각 애인의 민족과 직업, 가족 사정 이외에는
아무 내용도 없다. 최 교수와 후지다 선생님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 이점에서 그 두 애인은 인간적인 요소가 빼앗겨진 상징에 불과하
다. 이처럼 이양지의 연애 이야기를 ‘연애 이야기’라고 부르는 것 자
체는 다소 부자연스럽다. 알레고리와 로맨스는 기본적으로 적대적이기
때문이다.
『돌의 소리』에 와서 이는 달라진다. 이름으로만 언급되는 민정을 제
외하면 주일의 모든 애인은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에이코라는 인물이다. 에이코는 완
전한 일본인 여성이며 대학시절에 주일을 만났고 5년 동안 연애했다. 이
내용만 있었다면 에이코는 다른 소설에 반복되는 일본인 아이덴티티의
상징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에이코의 이야기는 그러한 간단한 해석을
거부한다. 특히 에이코는 주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의 복잡한 가족
상황을 자세히 고백함으로써 감정과 생명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인물로 등
장한다. 요약하자면 에이코의 아버지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첩과
함께 에이코와 3 명의 형제를 낳았다. 에이코는 이렇게 큰 어머니라는
아버지의 아내와 친어머니인 아버지의 첩과 한 집에서 자랐다. 이러한
복잡한 집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에이코는 도쿄로 이사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로 한다. 그러나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는 것을 깨닫자 에이코
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다는 것을 고백한다. 물론 이렇게 요약
하면 편지를 통해서 에이코가 표현하는 감정과 생각을 생략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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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통째로 읽어보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작가의 도구가 아니라
진짜 감정을 갖고 있는 진짜 사람처럼 느껴진다.
또한 이전의 연애 이야기에서 이양지는 인물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이
유를 설명해주거나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로맨스를 쓰려면 이를 꼭
써야 한다. 로미오가 줄리엣을 처음 볼 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석에 비
유하는 것처럼 작가는 그 사랑의 근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독자는 그 로
맨스의 성실성을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도 이양지의 연애 이야
기는 기본적인 변함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주일은 에이코의 외형 때문
에 그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주일에 따르면 에이코는 “외견상 결
코 미인은 아니고, 주근깨 투성이의 둥근 얼굴인 데다가 말을 더듬었다.
에이코는 한결같았다. 인내심이 강하고 유순한 여성이 또 있을까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97) 오히려 주일이 에이코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녀가
자신을 구원해줬기 때문이다. 주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에이코의 관계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에이코를
통해서 바로 나 자신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에이코가 없었다면 날마
다 따라 붙는 불안이나 초조함 속에서 어쩌면 나는 자폭하였을지도
모른다.98)

이처럼 주일과 에이코의 관계는 추상적이지 않아, 오히려 상당히 구체
적이다.
또한 주일은 에이코와 헤어지고 한국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할 때 비슷
한 선택한 이전의 주인공과 달리 그녀의 민족이 자기가 원하는 아이덴티
티가 아니라는 이유로는 헤어지지 않는다. 주일이 인정하듯 자기는 에이

97) 이양지, 신동한 역, 『돌의 소리』, 삼신각, 1992, 100쪽; 外見は決して美人
ではなく、そばかすだらけの丸顔で、その上、彼女は吃音だった。英子はひたむ
きだった。あれほど忍耐強く、優しい女性はいるだろうか、と思うほどだった。
(『石の聲』, p.372.)
98) 위의 책, 102쪽; 英子との関係は私に多くのことを教えてくれた。私は英子を
通じて、まさしく私自身を知って行った。あの当時、英子がいなくては、日々付
きまとう不安や苛立ちの中で、もしかしたら私は自爆していたかも知れない。
(『石の聲』, p.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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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주일의]
편에서 그녀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다.”99) 따라서 “에이코를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헤어져야 한다.”100) 이처럼 주일은 보다 이타
적인 이유로 에이코와 헤어진다. 우선적으로 에이코의 행복을 위해 헤어
진다. 이처럼 에이코는 이래저래 이용해도 괜찮은 개념이 아니라 행복하
게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는, 주일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인간이다.
바로 여기서 이양지 소설의 사랑에 대한 사상의 기본적인 전환을 발
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애인을 개념의 상징으로 환원시키는 태도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사랑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돌의 소리』에서 주일은 보다 인간적인 형태의 사랑을 보여준다. 주일
은 민족과 국가 너머로 그 뒤에 숨도 쉬고 삶도 사는 사람을 발견했다.
에이코는 ‘일본인’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 주일의 인간적인 사랑을
받을 만한 인간이다. 그리고 이는 주일에게도 적용된다. 주일이 설명하
듯이 자신은 에이코와 있을 때 “다른 인간으로 있을 수 있다. 그 사람
과 있으면 적어도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 에이코와 있
으면 [주일]은 ‘일본인’이 아닌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101) 이처럼
주일은 사랑에 의해 민족과 국가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3. ‘말의 지팡이’를 빼앗겨서
이양지는 데뷔작인 「나비타령」부터 유작인 『돌의 소리』까지 자신
의 문학작품에서 끊임없이 언어란 무엇인가를 검토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양지의 사상과 문학의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양지가 언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 선
99) 위의 책, 121쪽; そんな英子を、私は幸せに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肉体的
にも、精神的にも、私の方が彼女を苦しめ続けた。(『石の聲』, p.380.)
100) 위의 책, 121쪽; 英子のためにも、そして自分のためにも別れるべきだ、と数
えきれないほど考えた。(『石の聲』, p.380.)
101) 위의 책, 117쪽; 違った人間でいられる。その者といれば、少なくとも自分が
何者かでいられる……。// 英子といれば、自分は「日本人」 ではない者としてい
られる。(『石の聲』, p.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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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가 간과한 바가 있다. 특히, 이양지라는 사람과 그 문학에 나타난
재일한국인 인물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양지 문학 연구는
아직도 전기적 독해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이양지의 언
어에 대한 사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잘못된 해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 이양지의 언어 사상이 나타난
소설들을 재독하고자 한다.
김환기102)가 지적했듯이 이양지 문학에서는 한국어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이양지의 문학에 나오는 재일한국인 주인
공들은 모두 다 서투른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이러한 서투른 한국어 때
문에 다른 한국인에게서 일종의 소외를 당한다. 예를 들면「나비타령」
의 아이꼬는 판소리 수업에서 폭포라는 단어를 실수로 봇보라고 발음했
을 때 판소리 선생님은 ‘봇보는 키스한다는 뜻이라니까’ 하고 그녀를
조롱한다. 이와 비슷하게「각」의 순이도 한국어 발음이 좋지 않고 일본
인적이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에게서 야단을 맞는다. 그리고 「유희」의
주인공인 유희는 Ｓ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에 다니면서도 일본어로 쓰인
소설을 읽는 것과 일본어로 일기장을 쓰는 것을 선호한다. 일본어가 더
편한 유희는 그의 한국인 친구에게서 일본인 취급을 받는다. 이렇게 창
피한 일을 당해서 이양지의 주인공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
국 이양지의 모든 주인공들은 한국에서 자신의 보잘것없는 한국어가 차
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며 자신이 일본에도 한국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처럼 ‘우리말’은 이양지 같은 재외한국인을 포함하
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그들’을 가리는 폐쇄
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언어적 갈등에 있어서 연구자들은 이양지의 주인공들은 자기의 “생
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103)기 때문에 좌절감에 빠지고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해
는 너무나 표면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석에 머물러 더 깊게 파고

102) 김환기, 「이양지 문학과 전통 ‘가락’」,『일어일문학연구』 45, 2003.
103) 윤명현, 「이양지 문학과 조국」,『일본학보』 53, 2002, 4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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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지 않으면 이양지가 도전했던 민족에 대한 개념을 오히려 강화시
킬 우려가 있다. 이양지에게 있어서 한국어를 못하는 그 주인공들을 실
패자로 규정하는 행위가 왜 문제적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하여 우리는 현
대 국가에서의 내셔널리즘 혹은 민족주의와 언어의 관계, 그리고 서적에
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유럽의 언어적 내셔널리즘과 그와 동일시할 수 없
는 한국의 어문민족주의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서양의 언어적 내셔널리즘(linguistic nationalism)은 모더니티에서 시작
되었지만 실제로 더더욱 오래된 논쟁에서 유래된다. 특히 유럽의 언어적
내셔널리즘은 언어와 사상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에 뿌리를 두
고 있다. 서양에서 이 논쟁은 플라톤이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
은 『크라튈로스』라는 대화편에서 말과 그 말이 가리키는 사물의 관계
가 임의적인지 내재적인지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대화는 현실과 재현의
문제를 다루므로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관련되어 있는데, 대화에 등
장한 소크라테스의 결론에 따르면 말은 더 높은 차원의 현실을 완벽하지
않게 재현하는 신호에 불과한 반면에 또다른 등장인물인 크라튈로스에
따르면 사물의 이름은 천래이므로 그 사물에 내재적이다. 플라톤이 만족
스러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보편적인 차원의 진
실에 대한 사상은 중세 사상에 큰 영향을 줬다. 중세의 언어에 대한 지
배적인 사상은 도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체이토르104)와 포스터105)가 논
의했듯이 라틴어와 여러 방언(vernacular)를 구사해야 했던 유럽의 지배
계급은 언어를 초월한 보편적인 진실을 믿었고, 언어는 다양한 사회적
문맥에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언어는 사회적
정체성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106)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
한 바와 같이,

107)

대중전달이나 인쇄술이 없던 중세 때 네이션이라는 개

104) Chaytor, H. J, From Script to Print: An Introduction to Medieval
Liter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05) Forster, Leonard, The Poet’s Tongues: Multilingualism in Liter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106) Hokenson, Jan and Marcella Munson, The Bilingual Text: History and
Theory of Literary Self-Translation, St. Jerome Publishing, 2007, p.24.
107)『상상의 공동체』를 쓴 베네딕트 앤더슨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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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다. 더불어 언어가 충실성의 문제가 아니었
던 이유는 왕국의 시민들은 그 언어를 공유하는 나라보다는 임금과 교회
에 충실해야 했기 때문이다.108)
그러나 이는 프랑스 혁명과 독일 낭만주의의 출현과 함께 바뀌기 시
작했다.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시민들을 한 언어로 묶는 것은 아주 민
주주의적인 행위로 이해되었다. 그 전까지 언어는 귀족의 안과 밖, 바로
계급을 구별하는 역할을 행했는데 모든 프랑스 시민들이 앞으로 규범화
된 프랑스어를 사용할 것이라는 선언은 평등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유럽에서 ‘한 언어, 한 나라, 한 국가’라는 개념이 탄생했다.109)
프랑스 혁명의 다른 개념과 마찬가지로 언어적 내셔널리즘은 온 유럽
으로 퍼져 갔는데 특히 독일의 철학자들이 이 개념을 많이 사용했다. 헤
르더(Johann Gottfried Herder),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쇼펜하우
어(Arthur Schopenhauer) 등등 독일 낭만주의 운동의 많은 철학자들은
특정 언어의 본질(Wesen)이 그 언어를 말하는 나라(Volk)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는 “언어의 혼을 파악해야
그 언어를 말하는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110) 즉 다
른 언어를 바꾸는 것은 사상을 바꾼다는 생각이다. 이는 보편적인 진실
을 믿었던 중세적인 사상과 정반대이다. 이제 현실과 진실은 언어에 따
라 다르다. 결국 소쉬르(Saussure)는 구조주의를 세우면서 의미는 말이
가리키는 사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호들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
어진다고 주장했다.111) 물론 이러한 사상은 언어를 중요시하는 독일문화
권의 특징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독일의 영향력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독일 낭만주의 운동의 언어적 내셔널리즘은 대표적인 내
셔널리즘이 되었다.112) 이는 바로 서양 사상의 언어적 대전환이다. 따라
서 18세기 말에는 다른 언어로 문학 작품을 쓰는 것이 찬양할 만한 작업
108) Barbour, Stephen, Language and Nationalism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0, p.108.
109) Ibid, p.72.
110) Hokenson, Jan and Marcella Munson, ibid, p.144.
111) Ibid, p.136.
112) Barbour, Stephen, ibid,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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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반면에 19세기 말에는 오스카 와일드가 『살로메(Salome)』를 프
랑스어로 쓴 것이 모국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졌다.113)
한국의 민족주의는 이와 다소 다르다. 일단 번역하기 어려운 민족(民
族)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한국 민족주의는 종교・인종・지역・언어・
문화 등에 기초한 각각의 서양의 내셔널리즘들과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
특히 중세에도 여러 인종이 공존한 유럽 국가의 내셔널리즘보다 한(韓)
민족은 역사상 인종이 더 단일적이어서 혈연의 의미가 더 강한데, 그렇
다고 해도 서양의 인종(race)과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보다 차이점
이 많은데 그 차이점을 나열하는 대신 한국의 민족주의의 역사를 서술하
면 그 차이점이 더 자명해질 것 같다.
이광린이 지적했듯이 애국과 민족주의라고 불러도 될 이데올로기는
17세기와 18세기 조선에도 존재했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민족주의와
는 매우 달랐다.114) 서양 사상의 도입 이전에 조선115)을 지배했던 세계관
은 중화주의와 그의 변종이었다. 주지하듯이 중화주의(中華主義)란 명
(明)나라를 천하의 중심으로 여기는 세계관이다. 물론 이 세계관에서 조
선은 자신을 어떻게 파악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확실하지 않다. 특히 명
나라의 멸망 이후 조선이 자신을 소중국으로 보면서 조선중화주의나 대
국주의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사대의식을 유지했는
지 분명하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 조선은 전근대에 어떤 차원
에서 나라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있는 원민족(proto-nation)으로 존재했다
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서양 사상의 도입 이전에도 조선의 양반들이 이미 언
어와 사상을 자기 나름대로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에서 한문과
한글은 각각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었는데, 도구처럼 사용되던 라틴어와
방언과 달리 한문과 한글이 다른 상황에서 사용된 이유는 한문과 한글은
서로 다른 ‘차원’ 혹은 ‘사상’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병

113) Jan Hokenson and Marcella Munson, ibid, p.143.
114) Lee, Kwang-rin, “The Rise of Nationalism in Korea”, Korea Studies,
Volume 10, 1986, p.2.
115) 여기서 ‘조선’이란 양반과 조선의 지배계급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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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116)이 논의했듯이 조선에서 ‘眞書’ 곧 ‘참글’이라 불린 한문은
“보편불변의 진리를 담는 글이므로 [비석]에 새겨 오래 전할 수 있지
만” ‘언문’ 곧 ‘사투리’라 불린 한글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
을 표현하는 문자에 불과하므로 후세에 길이 전할 비문을 적기에는 적당
치 않다 보았”다.117) 아울러 한문은 마음의 이야기인 심성우언(천군소
설)을 쓰기에 적당한 반면에 한글은 몸의 이야기인 신체우언을 쓰기에
적당했다. 즉 “조선에서 한문은 마음을 표현하는 매체라 할 수 있으며,
한글은 몸을 표현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118) 물론 이러한 문자 사
상과 독일 낭만주의의 언어적 철학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지만, 중요
한 것은 독일 낭만주의 운동에서처럼 조선에서 문자를 바꾸면 재현할 수
있는 사물도 변했다는 것이다.
근대적 민족주의는 서양과 일본의 상승, 또한 중국의 몰락과 함께 19
세기 말에 나타났다.119) 이광린이 논의했듯이 이 시대에 생긴 애국계몽
주의나 민족주의는 서양과 일본에 대한 저항적 민족주의였다.

즉 서양

과 일본이 한국의 자주권을 침입하는 것과 그것에 저항하는 운동자의 노
고를 목격하면서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이 점점 고취되었다.120) 중화 질서
의 종말도 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대의 지식인들은 국가 형성의
방법 중에서 한국어를 규범화하는 것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어문민족주의’의 대부라고 부를 수 있는, 조선어학회에 속한 주
시경은 언어가 국민국가의 형성・독립・발전에 필수적 요건임을 주장하
였다.121) 주시경의 국어 의식에 영향을 준 것이 독일 낭만주의의 훔볼트
(Alexander von Humboldt)인지 사회진화론인지 그 이전의 데카르트나 라
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인지 아니면 일본의 코쿠고(国語)122)
116) 정병설, 「조선시대 한문과 한글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一考」,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12.
117) 위의 글, 12쪽.
118) 위의 글, 9쪽.
119) Lee Kwang-rin, ibid, p.2.
120) Ibid, p.2.
121) 조태린, 「근대 국어 의식 형성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언어문화』
39, 2009.8, 92쪽.
122) 코쿠고(国語)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185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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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조태림이 논의했듯이 주시경이
어떤 방법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서구의 사상을 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
다.123) 물론 당시에 조선학술원과 국어문화보급회 등 어문민족주의를 역
설하는 조선어학회와 대립하는 다른 마르크스주의적이나 실증주의적인
진영도 있었지만 조선어학회그의 이데올로기인 어문민족주의는 한국의
민족주의에 제일 큰 영향을 줬다. 그 결과 서양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근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언어를 민족의 징표로 여기게 되었다.
이양지의 작품으로 돌아가자면 어문민족주의의 논리에 따라 이양지의
주인공들이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과 정신을 표현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부족한 한국어 실력이 아니라, 그들이 기본적으로 일본인이기 때
문이다. 재일한국인들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일본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즉 그들은 완전히 일본화되어 버렸다. 따라서 한국
어를 구사하더라도 머릿속에 있는 일본적인 사상을 한국민족의 정신을
대표하는 한국어로 절대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혹은 다르게 말하자면,
이양지의 재일한국인 주인공들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언어
를 배우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몸과 마음에 밴 일본성을 완
전히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문민족주의의 신화에서 '일본성
을 유지하는 이상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또다른 종류의 이분법성이 나
타난다.
표면적으로 볼 때, 특히 이양지와 주인공들을 동일시할 때 이러한 견
해가 이양지의 사상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이론은 이양지가 전혀 믿지 않는 사상이라는 것도 아니다.
사실상 이양지의 일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다. 「오빠」에
서 민족의식이 강한 가즈꼬 언니는 “민족의식은 말이지, 우선 언어를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124) 라고 토론한다. 반면에 가즈꼬
1880년대 후반까지 일본 고유어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적 의미의 모든 개별 언
어를 가리킬 수 있는 보통 명사적 의미만 가졌다. 독일에서 공부한 우에다 카즈
토시(上田万年)는 1894년의 강의에서 그가 독일에서 배운 언어유기체관을 이용
하여 일본에서의 근대적 국민어 형성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제기했다. 이점에
서 일본의 코쿠고 의식도 서양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주태린, 위의 글, 92쪽.
123) 조태린, 위의 글, 97-98쪽.
124) 이양지, 신동한 역,「오빠」, 『해녀』, 모음사, 1984, 173쪽; 「民族意識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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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의 여공생인 다미꼬가 보이는 ‘우리말’에 대한 태도는 다소 묘하
다. 처음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한국어가 흥미로웠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다미꼬에게는 한국어가 오히려 외국어처럼 느껴졌다.
다미꼬가 서술자이기 때문에 그녀의 시각으로 우리는 민족의식이 강한
가즈꼬의 광신에 대해 의문을 느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양지가
비판하는 것은 민족의식의 신화를 믿는 다른 재일한국인인 것처럼 보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이양지는 가즈꼬이면서도 동시에 다미꼬이
다. 즉 두 자매는 각각 이양지의 분신이다. 그렇다고 해도 많은 연구자
가 주장한 것과 달리 필자가 보기에는 민족의식이 강한 가즈꼬는 청년기
의 이양지가 아니라 현재의 이양지이다. 이양지는 변한 다음에 돌아보면
서 옛날의 자기 모습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여전히 살아
가는 민족주의적인 분신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양지는 아직도 언어를 우
선시하는 민족주의적인 사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내면적
갈등을 탐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가즈꼬와 다미꼬로 분리하여 「오빠」를
쓰지 않았을까 싶다. 이러한 태도는 「각」에서도 나타난다. 2장에서 논
의했듯이 「각」의 주인공인 순이는 일본인적인 발음을 갖고 있다. 따라
서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은 순이가 ‘진짜 한국인’이 되는 것을 도와주
기 위하여 그 발음을 고치려고 한다. 이러자 순이는 국어 선생님을 거부
하여 자기가 일본인적인 발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방어한다. 그러
나 이를 하면서 순이가 공격하는 대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어 선생님이
라기보다는, 한국인이 되려면 한국어를 무조건적으로 구사해야 한다는
그녀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민족주의적인 목소리다.
이러한 언어와 민족성을 일치하는 행위에 대한 반박은 「유희」라는
소설에서 극에 달한다. 이상에서 「유희」를 이미 몇번 언급했지만 줄거
리를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짧게 요약하고자 한다.
「유희」는 제100회 아쿠타가와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이양지의 제
일 유명한 소설이다. 다른 소설과 달리 「유희」는 재일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위 ‘진정한’ 한국인인 ‘나’에 의해 서술
ね、まず言葉の修得から始まるんですよ。」(「あにごぜ」,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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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다. 그렇다고 해도 이 서술자는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다. 소설의 주
인공은 유희라는 재일한국인인데, 우리는 ‘나’의 시각에서만 유희에
대해 알게 된다.「유희」는 '나'와 유희가 전화를 끊는 장면에서 시작된
다. 유희는 공항에 가 있고 곧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귀국하려고 하는
데, '나'는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배웅하러 나가지 않았다. 유희와
같이 살았던 하숙집에 돌아가는 '나'는 하숙집 아주머니와 유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오랫동안 회상하고 이야기한 후 그 둘이 도달한 결론
은 유희가 일본화되었고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서 한국을 떠났다는 것이
다. '나'는 유희가 떠난 방에 들어가서 아까 유희가 말한 편지를 찾는다.
그러나 봉투를 뜯어보니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로 쓴 수백 장의 편지를
발견한다. 그 편지의 내용을 읽을 수 없고, 이는 소설의 끝까지 여전하
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아”라고 발음해보지만
그 “아”는 한글 「아」인지 일본어의 「あ(아)」인지 알 수 없다. 즉
‘나’는 갑자기 ‘말의 지팡이’를 빼앗겨 버린 것처럼 한국어와 일본
어를 구별하기 못하게 된다.
이양지는 「말의 지팡이를 찾아서」라는 작가의 말에서 이 소설에 대
해 “유희는 「あ(아)」와「아」사이에서 말의 지팡이를 잡지 못해 고민
하고 결국은 일본으로 돌아간다”125) 라고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많
은 연구자들은 이양지도 한국에서 말의 지팡이를 찾지 못했다고 생각한
다. 그러나 다른 소설에서 봤듯이 이양지와 유희를 동일시할 수 없다.
유희는 사실 너무나 이상적으로 한국을 이해했다. '나'는 유희의 이상주
의적인 태도를 인정하면서 “그 앤 말이야, 한국에 와서 자기가 그리고
있던 이상이 단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야, 그래서 아마 한국말까지
싫어져 버린 게지, (중략) 결국 유희는 일본인 비슷한 거야”라고 말한
다. 즉 유희는 한국이라는 이상에 집착한, 이양지의 분신이다. 이점에서
유희가 한국을 떠났다는 장면의 의미는 유희가 한국인이 되는 것을 실패
해서 일본으로 귀국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속에서만 그리던 이
상적인 한국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이양지는
125) 이양지, 김유동 역, 「말의 지팡이를 찾아서」, 『유희』, 삼신각, 1989,
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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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는 소설을 통해서 자신 마음에 계속 살아왔던 유희라는 분신
을 성공적으로 제거해 내지 않았을까 싶다.
언어에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희가 말의 지팡이를 찾지 못했
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희가 ‘나’에게서 ‘말의 지팡이’를 빼앗
겼다는 사실이다.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소설의 결말에서 ‘나’는 이양
지에 대해 회상하다가 “아”라고 발음해본다. 그러나 그 소리를 글자로
쓰려면 한글로 ‘아’를 써야 할지 아니면

일본어로 ‘あ’를 써야 할

지 알 수 없다. ‘아’라면 ‘아/야/어/여’ 하고 계속해야 지팡이를 잡
을 수 있다. 아니면 ‘あ’라면 ‘あ(아)/い(이)/う(우)/え(에)/お(오)’ 하
고 계속해야 지팡이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둘 중의 어느 언어인지 파
악하지 못해서 지팡이를 빼앗겨 버린 것처럼 어지러워진다.
「아」
나는 천천히 눈을 꿈벅이며 중얼거렸다.
유희의 글씨가 나타났다. 유희의 일본 글씨에 겹쳐지면서 유희가
쓴 한글 글씨도 떠올랐다.
지팡이를 빼앗겨 버린 것처럼 나는 걷지를 못하고 계단 밑에 뻣뻣
이 섰다. 유희의 두 종류의 글자가 가느다란 바늘이 되어 눈을 찌르
고, 안구 깊은 곳까지 그 날카로운 바늘끝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다음이 이어지지 않는다.
「아」의 여운만이 목구멍에 뒤엉킨 채 「아」에 이어지는 소리가
나오지를 않았다.
소리를 찾으며, 그 소리를 목소리로 내 넣으려는 나의 목구멍 꿈틀
거리는 바늘다발에 짓찔리며 불타 오르고 있었다.126)

ア

126) 이양지, 김유동 역, 「유희」, 『유희』, 삼신각, 1989, 88-89쪽; ―아 // 私
はゆっくりと瞬きし、呟いた。// 由熙の文字が現れた。由熙の日本語の文字に重
なり、由熙が書いたハングルの文字も浮かび上がった。// 杖を奪われてまったよ
うに、私は歩けず、階段の下で立ちすくんだ。由熙の二種類の文字が、細かな針
となって目を刺し、眼球の奥までその鋭い針先がくいこんでくるようだった。//
次が続かなかった。// 아の余韻だけが喉に絡みつき、아に続く音が出てこなかっ
た。// 音を捜し、音を声にしようとしている自分の喉が、うごめく針の束に突つ
かれて燃え上がっていた。(李良枝, 「由熙(ユヒ)」,『群像』, 講談社, 1988.11,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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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 때문에 늘 머리속에서 경계가 분명했던 두 언어가 갑자기 겹쳐져
있게 되었다. 즉 한국어와 일본어를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나는 말을 계속할 수 없어 말이 막혀버린다. 이는 유희가 한국어를
못해서 한국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말이 막힐 정도로
매우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일본인 같은 유희와 한국인 같은 ‘나’의
차이는 ‘유희가 일본어로 생각하고 내가 한국어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에서 ‘나’는 일본어로 편지를 쓴 유희라
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러
나, 이 장면에서 ‘나’의 민족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밑받침해준 언어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다. 실제로 ‘나’는 언어의 장벽에
도 불구하고 유희를 잘 이해했다. 예를 들면 소설의 중반부에서 ‘나’
는 유희의 일본어 편지를 보면서 글자의 뜻을 읽지 못하지만 왠지 모르
게 그 편지를 보면서 유희의 감정과 표정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서
술자는 유희가 쓴 편지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나는 일본어를 전혀 읽지 못했다. 읽을 수 있는 것은 한자뿐이었다.
그 한자를 좇으며 더듬으며 쓰이어 있는 내용을 상상해 보려 했다. 곧
단념했다. 허사임을 알았다. 그러나 역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글씨가 숨을 쉬고 있었다.
소리(목소리: 인용자)를 내며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유희의 목소리가 들려 오고, 소리가 머리속
에 쌓아 올려지는 것같은, 소리의 부피가 핏속으로 스며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심경이 되어 있었다.
매끈한 글씨라고는 할 수 없었다.
(중략)
글씨에는 표정이 있었다.
날짜는 없고, 여기저기 한줄이나 두줄을 띄어서 쓰이어 있었는데
표정의 변화가 그때 그때 유희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상상시키듯 선
명했다. 어떤 부분과 어떤 글자는 울면서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
각하게 하며, 어떤 부분과 어떤 글자는 초조해하고 노하기도 하며, 혹
은 유희가 때때로 드러내 보이던 갓난 아기 같은 표정이랑 응석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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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느끼게 하는 것도 있었다.127)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서술자인 ‘나’는 한자로 편지의 내용
을 짐작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허사이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편지를
보면서 유희가 느꼈던 감정, 취했던 표정을 아주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
다. 그리고 실제로 소설을 거쳐 서술자 ‘나’가 유희의 마음을 잘 표현
하는 것을 보니 언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적인 ‘나’는 일본인
적인 유희의 마음을 잘 이해했다. 따라서 「아」와 「あ」의 차이를 더
이상 듣지 못하는 ‘나’는 묘하게 무언가를 깨닫는다. ‘나’와 유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언어의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
가 민족성을 보장한다는 거짓에 대한 집요한 ‘나’의 믿음이었을 뿐이
라는 것이다.

4. 「유희」와 『돌의 소리』에 나타난 아이덴티
티 문제에 대한 방안
후지이 다케시는 “유희라는 작품은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해석은 '모국유학생의 비극'이라
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128)다고 논의한 바가 있다. 이는 2007년
에 발표된 논문에서 나온 말인데, 십년 이상 후인 지금도 이러한 경향이
127) 위의 글, 52-53쪽; 私は日本語が全く読めなかった。読めるのは知っている漢
字だけだった。その漢字を追い、辿り、書かれている内容を想像しようとしてみ
た。すぐに諦めた。無駄だとわかった。だが、それでも目をそらすことができな
かった。// 文字が、息をしていた。// 声を放ち、私を見返しているようだった。
// ただ見ているだけで由熙の声が聞こえ、音が頭の中に積み上げられていくよう
な、音の厚みが血の中に滲んでいくような、そんな心地にさせられていた。// な
めらかな文字とは言えなかった。(中略) 文字には表情があった。// 日付はなく、
ところどころ一行か二行空けて書き綴られていたが、表情の変化がその時時の由
熙自身の心の動きを想像させるように、鮮やかだった。ある部分やある文字は泣
きながら書い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せ、ある箇所やある文字は、焦り、怒り
もし、また由熙が時折見せていた幼児のような表情や、甘えた声を感じさせると
ころもあった。(李良枝, 「由熙(ユヒ)」,『群像』, 講談社, 1988.11, pp.49-50.)
128) 후지이 다케시, 「낯선 귀환: <역사>를 교란하는 유희」, 『인문연구』 52,
2007.6,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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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하다. 특히 지배적인 해석은 이양지가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것을 받
아들이고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양지가 제안한 해결법은 이것보다 훨씬 긍정적이고 다양하다. 본 장에서
이양지가 「유희」와 『돌의 소리』를 통해 제안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루고자 한다.

4.1. ‘있는 그대로 보기'를 재독하여
‘있는 그대로 보기'라는 표현은 「유희」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양지가 「유희」를 통해서 얻은 새로운 세계관에 대해서 썼을
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이 개념을 중심으
로 「유희」를 해석해왔다. 필자는 이양지가 이 표현 이외에도 보다 다
양한 해결 방법을 동원해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싶
지만, 동시에 이 표현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기존
의 해석은 다소 불완전한 면이 있으므로 제일 우선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기'라는 표현에 대한 재독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양지는 「나에게 있어서의 母國과 日本」이라는 한글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와 삶에 대한 자세’ 바로 이것이야
말로 제가 모국과의 만남을 통해 모국에서 배워 얻은 가장 귀중한 것
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129)

모국에 유학하고 난 후의 후지산은 또 다른 양상, 더욱 복잡한 대
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하루 빨리 부정하며 청산해 버려야 하는
일본의 상징인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모국에 와서야 알게 된 내 자신
속에 배어 있는 일본을 인식하면 할수록 부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애착과 집착의 증명이 되는 것과 같은 심정을
129) 이양지, 「나에게 있어서의 母國과 日本」, 『돌의 소리』, 삼신각, 1992,
251-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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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며 후지산의 존재가 제 마음 속에서 깊숙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 드디어 “유희”를 완성하고 나서 저는 이제
특별한 사랑도 미움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후지산과 마주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130)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양지는 모국과의 만남과 「유희」라는 소설
을 통해서 후지산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다. 그 전에 이양지는 후지
산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겼는데, 「유희」를 쓰고 나서 후지산의 아름다
움을 있는 그대로 감상할 수 rn있었다. 심원섭은 이에 대하여 이양지가
자신 속에 있는 일본적 아이덴티티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그에 따르면 「유희」 이후의 이양지는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감에 자신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 자신 속에 일본적 아이덴티티가 엄존하
고 있다는 사실을”131) 깨달았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있는 그대
로 보기’에 대한 해석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후지산이다. 이양지에게 후지산이 증오의 대
상인 이유는 후지산이 자신의 일본적 아이덴티티를 상기시켜서가 아니라
일본의 전체와 그에 포함되는 식민주의적 역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
덕화132)와 김희숙133)이 지적했듯이 후지산은 역사로 왜곡되었다. 후지산
은 원래 눈이 덮어진 아름다운 산이었을 뿐인데 일본의 식민주의와 그로
인한 고통스러운 역사 때문에 그 이미지가 왜곡되었다. 이는 모든 한국
인에게 해당되지만 이양지에게는 특히 그랬다. 이양지는 후지산의 그림
자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후지산에 애착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후지산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적이었던 일본의 상징이기 때문에,
후지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은 왠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배반으로 느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양지가 후지산을 있는 그대로 마
130) 위의 글, 253-257쪽.
131) 심원섭, 「「유희」 이후의 이양지 – 수행으로서의 소설 쓰기」, 『일본
학』 19, 2000, 277쪽.
132) 이덕화, 「이양지의 새로운 디아스포라 의식 – ‘있는 그대로 보기’」,
『세계한국어문학』, 2011.4, 82쪽.
133) 김희숙, 「이양지의 『유희』를 통해 본 재일 문학의 현재적 의미」, 『한
국문예비평연구』 23, 2007, 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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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볼 수 있었다는 사실은 바로 역사적 민족성을 극복하여 일본적인 아이
덴티티와 한국적인 아이덴티티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
달았음을 의미한다.
‘있는 그대로 보기’의 본격적인 모습은 이양지의 유작이자 미완작
인 『돌의 소리』에서 볼 수 있다. 2장에서 서술했듯이 『돌의 소리』의
주인공은 서울대학교 경역학과에서 공부하는 임주일이라는 재일한국인
남자이다. 이양지 문학에 나타나는 다른 주인공들과 같이 주일은 재일한
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 때문에 내면적 갈등이 생긴다. 예를 들어 한국에
오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근무했던 회사에 다카노(高野)라는 일본인 남자
가 있는데, 다카노는 주일이 재일한국인임을 알고 있는데도 그 앞에서
한국과 한국 사람을 자주 혐오한다. 주일은 다카노에게 직접적으로 차별
당하지 않지만 모국에 대한 모욕을 들을 때 물론 억울하다. 그러나 문제
는 주일은 반발하거나 항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일은 화나는 대로 자
기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원하지만 결코 그럴 용기를 찾지 못한다. 이
렇게 비겁한 자신을 혐오하며 왜 그런 용기를 찾지 못하는지 곰곰이 생
각한다. 또한 자기 아버지 때문에 매우 괴롭다. 해남에서 태어난 주일의
아버지는 거의 네 가정을 갖고 있다. 한 가정은 주일의 어머니를 도쿄에
서 만나기 전에 해남에서 시작한 가정이며 나머지 두 가정은 서울에 있
다. 심지어 한 때 이 여러 가정들을 비밀스럽게 유지했다.134) 결국 아버
지에 대한 혐오를 극복하고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일은 조국
에 가서 서울에 거주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공부하기로 한다. 그 결심의
계기는 어느 날 회사에서 다카노와 한국으로 출장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
은 것과,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당시 연애하고 있었던 에이코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양지의 다른 작품을 읽은 독자가 예상할 수 있듯이 주일이
한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의 일부는

134) 이양지의 문학과 다른 재일한국인 문학에서 볼 수 있듯이 재일한국인의 집
안은 항상 복잡하다. 귀화와 다른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은
데다가 강한 가부장적인 전통 때문에 재일한국인의 집안은 많은 고뇌에 시달린
다. 이점에서 주일과 그 아버지의 갈등은 특별히 ‘재일’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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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에서 봤듯이 주일이 역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이 말해주듯 주일은 이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모양이다.
사회성이란 말이 마음에 걸렸다.
사회적 실존이란 말도 마음에 걸렸다.
우리 민족의 비극, 역사적 요청, 가차없는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
그 모두를 지금 생각해 낼 수는 없으나 그런 말도 마음에 걸려서 어
쩔 수 없었다.135)
마찬가지로 민족이라는 말이나 민족을 둘러싼 여러 말들도 이미 주
어진 의미나 가치로부터 언어 스스로를 해방시켜 주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만들어진 하나의 가치로서의 인간, 그 스
스로 만들어 온 가치나 의미의 주술과 속박의 흐름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 ‘재일한국인’이므로 더욱 그렇게 생각한다.136)

주일이 설명하듯이 민족이라는 말이나 민족을 둘러싼 여러 말들이 사회
와 역사의 맥락으로부터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다. 이는 ‘재일한국
인’에게 특히 그렇다. 재일한국인들은 민족의 비극, 특히 일본 제국주
의의 탄압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역사가 자신의 삶을 조종하
게 한다.
그러나 이외에도 또다른 이유가 있다. 소설의 중반부에서 주일은 전
여자친구 에이코에게 편지를 받는다. 편지에서 에이코는 자기 가족 사정
을 고백한다. 에이코가 이야기하듯 그녀의 아버지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135) 이양지, 신동한 역, 『돌의 소리』, 삼신각, 1992, 70쪽; 社会性、という言
葉が気になった. 社会的実存、という言葉も気になった。// わが民族の悲劇、歴
史的要請、仮借ない日帝の弾圧……、
すべてを今、思い起こすことはできない
が、そういう言葉も気になってしかたがなかった。(『石の聲』, p.361.)
136) 위의 책, 74쪽; 同じように、民族という言葉や、民族をめぐってのさまざま
な言葉たちも、すでに与えられた意味や価値から言葉たち自身を、解放してやら
なければいけないような気がする。// でなければ、私たちは作られた一つの価値
としての人間、その自ら作りだしてきた価値や意味の呪縛の流れから抜け出るこ
とはできない。「在日韓国人」であるからこそ、そう思う。(『石の聲』, 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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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서 첩과 함께 에이코와 3 명의 형제를 낳았다. 에이코는 이렇게 큰
어머니라는 아버지의 아내와 친어머니인 아버지의 첩과 한 집에서 자랐
고 이러한 복잡한 집안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콤플렉스가 있었다. 거기
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에이코는 도쿄로 이사하고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결국 그 복잡한 가정에서 계속 도망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
서 이 편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모든 것과 직면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고백한다. 물론 에이코가 설명한 대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의 일부는
단순히 주일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긴 한데, 무엇보다도 주일이 콤
플렉스를 극복하는 데에 도와주고 싶기 때문이다. 앞서 서술했듯이 주일
도 복잡한 가정을 갖고 있다. 아버지가 비밀스레 가정을 4개나 갖고 있
으며, 자신은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다. 그러나 에이코가 보여주듯
일본인인 자신도 그러한 복잡한 가정 때문에 무척 괴로웠다. 주일처럼
에이코는 여러 아내와 함께 가정을 만든 아버지가 있다. 또한 두 명의
어머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아니면 일본을 모국이라고 불려야 할
지 모르는 주일처럼 이중적 아이덴티티가 있다. 따라서 에이코가 보기에
는 주일이 특별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 에이코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말
한다.
주일 씨, 제가 당신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었는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당신도 당신 자신의 일로 언제나 가슴이 꽉
차, 제가 얼마나 당신을 걱정하고 생각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자기 일만이 어째 그렇게 대단한가 하고 좀 항의해 보고 싶을 정도
로 당신은 당신 일 투성이 속에서 살아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고
있는 사정이나 문제의 크기가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압니다. 당신
의 진지함이 무엇보다도 당신을 그렇게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도 잘 압니다. 그러나 괴로운 것은 당신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 ……
괴로움은 사람들 저마다 가지고 있다는 것, …… 이것만은 전하고 싶
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괴로움의 몇 분의 일도 이해하지 못
한 채 지냈는지 모르지만 자기나 자신을 둘러싼 문제를 심각하게 생
각하면 할수록 사람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아닐까요. ‘일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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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확실히
‘일본인’일지 모릅니다. ‘재일한국인’인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할
자격 같은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137)

에이코의 진단에 따르면 주일은 자신 일 투성이 속에서 살아간다. 그
러나 꼭 그래야 하지는 않다. 물론 에이코가 “저는 당신의 괴로움의 몇
분의 일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로 인정하듯이 주일의 문제, 다른 재
일한국인의 문제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주일의 진
지함 때문에 문제의 크기가 괜히 커졌다. 주일의 문제는 그리 대단한 것
이 아니라 누구나 어느 정도로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이다. 복잡하지 않은
집안이 없는 사람, 아이덴티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
이다. 물론 이러한 진단을 들으면 에이코가 재일한국인의 특수성을 존중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일본인인 그녀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에이코는 이에 반박한다. 일
본인인 에이코에게 특권이 없는 것처럼 ‘재일한국인’인 주일에게도
‘재일한국인’의 신분 때문에 특권이 없기 때문이다.
에이코 편지에 주일은 깊이 반성한다. 특히 주일은 “왜 관념은 인간
의 구체적인 생이나 있는 그대로의 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까, 용서
할 수 없는 것일까”138) 곰곰이 생각한다. 다시 말해 자기가 이렇게 된
137) 위의 책, 146쪽; 周一さん、私はあなたをどれくらい理解してあげていたの
か、と思うたびに、心苦しくなります。でも、あなたも、あなた自身のことでい
つも心が一杯で、私がどれほどあなたのことを心配したり、考えていたか、気づ
かなかったと思います。// 自分のことばかりが、どうしてそんなに大変なのって
ちょっと反抗してみたい気がしたほど、あなたは、あなたのことだらけの中で生
きているように見えました。抱えた事情や問題の大きさが、あなたをそうさせて
いたことは分かります。あなたの真面目さが何よりも、あなたをそうさせずには
おかなかったこともよく分かります。でも、つらいのは、あなただけでは決して
ない、ということ……。苦しさは人それぞれなんだと言うこと……。これだけは
伝えたく思うの。// 誤解しないでくださいね。私はあなたの苦しみの何分の一も
理解できずにいたのかも知れないけれど、自分や自分を取り巻く問題を深刻に考
えれば考えるほど、人は、ある落とし穴にはまり込んでしまいがちになるのでは
ないかしら。｢日本人」のくせにそんなことを言う資格はあるのか、なんて言わな
いでください。私は確かに「日本人」かも知れない。在日韓国人のあなたに何か
を言う資格なんてないかも知れない。(『石の聲』, p.390.)
138) 위의 책, 150쪽; 何故、観念は、人間の具体的な生や、なまな生を、引き受け
られないのだろう。許せないのだろう。(『石の聲』, 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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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 수 없게 된 이유는 바로 관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어쩌면 위에서 논의한 역사적 민족성과 관련되어 있다.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은 역사 때문에 왜곡된 것을 다시금 참된 모습으로
보는 태도인데, 이 태도는 그 역사를 절대 잊지 못하는 민족주의에 따르
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관념은 있는 그대로의 생을 받아들이
지 않고 용서할 수 없다.
또한 이 편지의 계기로 주일은 주변의 다른 재일한국인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주일은 재일한국인들은 ‘재일’의 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에 따르면 재일한국인들은 다양하며 각각 특수하지만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집’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는 점
이다.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재일한국인 2세나 이따금 만나는 3세들도 꼭
맞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으나 어떤 공통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기까지는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일본에서 만났더라면 이토록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나도 그렇지만 모국이라는 장소에 와서 모르는 사이에 한 꺼풀씩 외
피(外皮)가 벗겨지는 것 같은 체험 각각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표면에 나타나는 일이 없었던 부분이, 어떤 경향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재일한국인 증후군’이라고 나 나름대로 받아들였다.
재일한국인 증후군의 요체가 되는 공통사항은 집이었다. 그것도 불
안정하며, 불행하며, 복잡한 사정만이 들러붙은 집이었다. 왜 모두 집
이라는 것으로부터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일까. 만나 본 어떤 재일한
국인이든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가족 구성의 복잡함, 세대의 불화,
가족 내부에서의 모국관의 차이와 왜곡……. 물론 내용은 다양하지만
거의 모두가 공통된 고민을 짊어지고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139)
139) 위의 책, 196-197쪽; けれども、それほど多様な「在日韓国人」の二世や、時
折出合う三世たちでも、言葉で巧くは言い当てられないかも知れないが、ある共
通した傾向を持っていることに気づくまでに、それほど時間はかからなかった。//
日本で出合っていたなら、これほど痛切に感じなかったことかも知れない。私も
そうだが、母国という場所に来て、知らない間に一めくりずつ外皮がめくられて
行くような体験をそれぞれがしているのだと思う。日本では表面に現れること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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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주일의 경험에 따라 재일한국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순
간부터 불안정하며, 불행하며, 복잡한 사정만이 들러붙은 집에 대해서만
불평한다. 그러나 주일이 이를 ‘재일한국인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말해주듯 이러한 집타령은 타당하다기보다는 증후군에 불과하다.
즉 재일한국인들은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참하게만 살아가
는 병이 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같은 증후군에 시달리는 친구와의 만남으로
주일의 인식은 심화된다. 주일의 친구 천인길은 한국에 왔을 때부터 방
에만 갇혀 술만 마시고 잠만 잔다. 인길은 사실상 재일한국인이라기보다
는 한일 혼혈이다. 따라서 다른 재일한국인보다도 이러한 콤플렉스가 심
한 것처럼 보인다. 주일에게 하소연하듯이 인길은 자기 계보에 대한 열
등감과 불안감이 있다. 실은 인길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족보라는 말이
나 본관이라는 말도 몰랐다. 그래서 어느 날 수업에서 선생님이 족보와
본관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인길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주일 씨, 나는 족보(族譜)라는 말을 몰랐다. 본관(本貫)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수업 중에 그룹으로 나눠 서로 대화하면서 족보나 본관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선생님이 말했지만,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
요. 한국인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으며, 혈통의 증명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자신
이 천인길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런 것도 몰랐을까, 하고 남들이 생각하
는 것도 싫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어디 출신인지, 본관
이 어디인지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부산 근처인 것 같다
는 정도는 들었습니다만 어머니도 확실히는 모릅니다.140)
なかった部分が、ある傾向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くらいにあらわになっていく
のだろう。// それを、｢在日韓国人症候群」と私なりに捉えていた。// 在日韓国人
症候群の要になる共通事項は、家だった。それも、不安定で、不幸で、ややこし
い事情ばかりが取りついた家だった。何故、皆、家というものから離れて生きて
いくことができないのだろう。出合ったどの在日韓国人も、話し始めれば途端に
家族構成の複雑さ、世代の確執、家族内部における母国観の差異と歪み……、も
ちろん中身は多様でありながらそのほとんどが、共通する悩みを背負っていると
いってもいいほどだった。(『石の聲』, pp.4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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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인길은 주일에게 “주일 씨는 자신의 본관은
알고 계시겠지요. 당연하지요, 족보는 어떻습니까? …… 참 그렇군요, 주
일 씨는 아버지에게 물으면 되는군요”라고 말한다. 그랬더니 주일은
“그렇게 알고 싶은 걸까? 본관이나 족보가 그렇게 귀중한 것일까?” 반
문한다. 이렇게 반문하니 인길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괴로움은
모릅니다”라는 표정을 짓는다.141) 바로 여기에서 주일은 자신의 위선을
알게 된다. 주일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했던 행동을 인길로부터 고스
란히 되돌려 받는다. 즉 족보나 본관을 모르는 인길에게 자신의 문제가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일이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재일한국인’인 주일은 인길의 처지를 잘 이해한다. 바로 여기서 주일
은 에이코가 토로했던 것을 드디어 이해한다. 주일은 자신만이 이러한
문제에 맞닥뜨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비로소 알아차린다. 따라서 혼자서
버틸 필요도 없다. 아쉽게도 여기서 작품이 끝나기 때문에 주일은 이러
한 통찰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상상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일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일본에 돌아가서 에이코와 대화를 나
누었으리라 가정해볼 수 있다. 주일이 에이코와 헤어지기로 결심한 이유
는 자신만이 문제가 많고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140) 위의 책, 191쪽; 「スイルさん、僕、チョッポ(族譜)という言葉を知らなかっ
たんです。ポンガン(本貫)という言葉も知らなかった。授業中、グループに別れて
それぞれ会話しながら、自分のチョッポやポンガンについて話せ、と先生に言わ
れたんですが、僕は何のことか分からなかった。韓国人であれば、皆持っている
し、血の証しのようなものです、と言うけれど、一体何のことなのか分からない
ので恥ずかしくてしかたがなかった。チョン・インギと自分が名乗っている以
上、そんなことも知らなかったのか、と思われるのも嫌で、僕はずっと黙ってい
ました。言葉の意味を知らなかっただけではないんです。僕は、父親がどこの出
身なのか、ポンガンがどこなのか、そのこと自体も知らなかったんです。母親か
らは、釜山の近くらしいということくらいは聞いていたんですが、母親すらも
はっきりとは知りません。」 (『石の聲』, p.408.)
141) 위의 책, 192쪽; 「スイルさんは、自分のポンガンは分かっているんでしょ
う。当然ですよね。チョッポはどうなんですか。……そうだ。スイルさんはアボ
ジがソウルに住んでいたんですよね。アボジに聞けばいいことなんですよね。」//
私は少しの間、口ごもってしまったが、 // 「そんなに知りたいものかな。ポンガ
ンとかチョッポとか、そんなに大切なものかな。」// インギルの表情の動きを見な
がら、そう言った。持っている人には、こういう苦しみは分からないんですよ、
とでも言いたげなインギルに向かって、それ以上言葉を続ける気持ちはなかっ
た。(『石の聲』, p.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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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코도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서로 다
른 길로 걸어갈 필요는 없다. 이야기가 다 쓰였다면 주일은 에이코와 함
께 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다.

4.2. 네이션에서 사람으로
이양지가 「유희」를 통하여 ‘있는 그대로 보기’라는 세계관을 얻
어 일본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면, 한국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변했을까. 어떤 연구자들은 「유희」를 통해서 이양지가 이상적
인 한국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142) 반면에 한국
의 일면인 한국어에 집중하여 이양지가 지나치게 관념적인 언어인 한국
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야금과 살풀이춤이라는 ‘전통적이고 보편적
인’ 언어로 자신을 표현했다는 연구자들도 있다.143) 그러나 필자가 보
기에는 이 둘은 다소 모순되는 주장이며 이양지가 제시한 해결법을 제대
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장은 이양지가 「유희」를 통
해 ‘네이션’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양지 소설에 나타난 여주인공들이 한국인이 되고 한국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방해물은 바로 네이션이라는 이데올로기와 그 이
데올로기의 핵심이 되는 언어였다. 이상에서 논의했듯이 한국어가 문제
적인 이유는 그 주인공들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습득은 ‘진짜 한국인’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뿐
만 아니라, 이양지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민족주의적인 도구로 환원되어
버렸다. 예컨대「각」에서 쇼오꼬는 차별적인 택시 기사의 한국어나 버
스 안에서 물품을 파는 사내의 시끄러운 한국어 등등 다양한 한국어와
조우하는데, 이중에서 제일 끔찍한 한국어는 아침마다 학교에서 불러야
하는, 저녁 여섯시가 되면 거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서서 근처의 건물 옥
상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면서 불러야 하는, 영화관을 가도 피할 수
142) 신은주, 「서울의 이방인, 그 주변 – 이양지, 「유희」를 중심으로」, 『일
본근대문학』 3, 2004.5, 148쪽.
143) 김환기, 「이양지 문학과 전통 ‘가락’」, 『일어일문학연구』 4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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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애국가>였다. 쇼오꼬는 <애국가>의 가사가 제대로 외우지 못하여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움직여 따라부르는 시늉만 한다. 그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든가 자연에 대한 처음의 두 소절만이 감동적이고 “우리 나
라 만세”라는 뻔뻔하게 애국적인 구절부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
처럼 쇼오꼬가 한국에서 만났던 한국어에는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배어 있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이양지가 민족주의적인 언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원했던 방책 중의 하나는 바로 음악과 무용이었다. 예를 들어
「나비타령」에서 어렸을 때부터 동화주의적인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고
토(箏)를 배웠던 아이꼬는 다른 재일교포의 소개로 한국에 가야금이라는
전통 악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아이꼬는
조국의 오래된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느낀다.
내 등만한 작은 악기 속에 우리 나라가 깃들여 있는 것이 내게는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1천 5백년 전부터 계속 타 왔다는 가야금을 탈
때마다 먼 실감없는 말만의 우리 나라가 아니라 음색이 확실하고 굵
은 밧줄이 되어 나와 우리 나라를 한데 이어 주었다. 한(韓)선생 댁에
서 몇 시간을 지낸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우리 나라였다. (중략) 하지
만 연습이 끝나고 한 걸음 바깥으로 나온다. 횡단보도를 건넌다. 야마
노떼선(山手線: 도쿄에 있는 지하철 노선)의 가죽손잡이에 매달린다.
정신을 차리자 내 몸에서 장단도, 산조도, 선율도 사라지고 없었다. 노
래를 저편에서 빼앗아 오듯 흥얼거리려고 한다. (중략) 노래(소리: 인
용자)가 사라졌다, 소리도 사라졌다.144)

144) 이양지, 김유동 역, 「나비타령」, 위의 책, 309-310쪽; 自分の背ほどしかな
い小さな楽器の中に、ウリナラが宿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私には誇らしく思え
た。千五百年前から弾き継がれているという伽倻琴に触れるごとに、速い実感の
ない言葉としてのウリナラではなく、音色が確かな太いともづなとなって、私と
ウリナラを結びつけた。// 韓先生の家での数時間、そこは私にとってのウリナラ
だった。(中略) だが稽古が終わって一歩外に出る。横断歩道を渡る。山手線の吊
り革にもたれる。気づくと私の身体からチャンダンも散調も旋律も消えているの
だった。音を彼方からたぐり寄せるとうにして口ずさもうとする。(中略) 音が消
えた。声が消えた。(李良枝,
「ナビ‧タリョン」,『群像』,
講談社,
1982.11,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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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볼 수 있듯이 쇼오꼬는 “가야금을 탈 때마다 실감없는 말만
의 우리 나라가 아니라 음색이 확실하고 굵은 밧줄이 되어 나와 우리 나
라를 한데 이어주었다.” 즉 쇼오꼬에게 가야금은 우리말보다 자신을 한
국과 연결시키는 데에 더 효과적이었다. 가야금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한국의 오래된 역사와 나를 직접적으로 매개해줄 수 있다. 반면에
한국어는 신체가 없고 지나치게 관념적이며 한국의 역사와 단절되어 있
다. 이 부분을 분석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양지에게 가야금이 진정한
우리말 혹은 “언어 이전의 언어”145)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야금을
통해서 한국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도 역설한다.146) 그러나 여기서 중
요한 것은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다. 쇼오꼬가 선생님 댁에서 가야금
을 연주하는 동안 그 공간은 '우리 나라'가 된다. 그러나 연습이 끝나고
그 공간에서 나오면 가야금의 소리가 갑자기 사라진다. 즉 연습이 끝나
면 한국과의 연결이 갑자기 끊어진다. 물론 여기서 쇼오꼬가 일본에 있
기 때문에 이 구절의 뜻은 단지 그 선생님의 댁이 일본 내의 한국이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각」에서도 상황은 달라지
지 않는다. 「나비타령」처럼 「각」에 나타난 가야금 학원은 쇼오꼬에
게 마음이 편한 아지트 같다. 그러나 그 공간에서 나올 때는 마음이 더
이상 편하지 않고 한국이라는 현실과 맞닥뜨려야만 한다. 즉 전통 악기
인 가야금이 나와 연락시켜주는 것은 현재의 한국이 아니라 옛날의 한국
이다. 이점에서 가야금은 이상적인 고향에 대한 상징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 존재하는 한국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보여줄 수 없다.
이양지가 한국어를 제대로 극복한 시점은 어쩌면 「유희」가 아니었
을까 싶다. 다른 소설에서 봤듯이 「유희」에서도 한국어는 아주 문제적
인 언어였다. 그 주인공 유희는 S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에서 언급했던 이유로 한국어를 사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유희가 모든 한국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유희는
145) 강소희,「‘반난민’적 존재의 정체성: 이양지의 「나비타령」, 「유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57, 2012, 259-292쪽.
146) 윤명현, 「이양지 문학과 조국」, 『일본학보』 53, 2002, 475-476쪽; 윤명
현, 「이양지 문학 – 이질적 자아의 발견과 문학적 배경」, 『동일어문연구』
23, 2008.2, 94-95쪽; 강소희, 위의 글, 259-262쪽.
- 71 -

하숙집 아주머니와 서술자인 ‘나’에게 “아주머니와 언니의 한국말이
좋아요. ‧‧‧‧‧‧ 이런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이 나라에 머무른 바람이 있었어요. 나는 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 이 나
라가 아니라 이 집에 말예요”147) 하고 말해준다. 이 구절에 있어서 많
은 연구자들은 유희가 그 언니와 아주머니의 한국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둘은 다른 한국인과 달리 차별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다.148) 그러나 그 언니와 아주머니의 행위를 보면 사실 그 둘도 다른 한
국인과 마찬가지로 유희를 일본인처럼 대했다. 그 언니는 특히 한국어가
서투른 유희가 짜증스러웠다. 이를 고려했을 때 유희가 그들의 한국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착한 한국인이었기 때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
다. 실은 여기서 나쁜 한국인과 좋은 한국인의 구별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머니와 언니의 한국어는 국가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라는 점이다. 즉 민족 집단을 강조하는 ‘우리 말’과 달리
‘아주머니와 그 언니의 한국어’는 개인적인 차원에 존재한다. 이를 통
해 유희가 “나는 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집에 말
예요” 라고 강조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즉 유희가 사랑하고 싶은 한
국은 국가의 차원에만 존재하는 한국이 아니라, 숨쉬는 인간이 살고 있
는 집에 존재하는 한국이다. 이처럼 이양지는 「유희」에서 자신의 시선
을 한국이라는 네이션에서 한국인이라는 인간으로 옮겼다. 그렇다면 유
희의 귀국은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귀국이 아니라, 네이션의 이데올로기
로 왜곡된 한국에서 인간적인 한국으로의 귀국이다.

147) 이양지, 김유동 역, 「유희」, 『유희』, 삼신각, 1989, 61쪽; オンニとア
ジュモニの韓国語が好きです。……こんな韓国語を話す人たちがいたと知っただ
けでも、この国に居結けてきた甲斐がありました。私は、この家にいたんです。
この国ではなく、この家に。(李良枝,
「ナビ‧タリョン」,『群像』,
講談社,
1988.11, p.46.)
148) 윤명현, 「이양지 문학과 조국」, 『일본학보』 53, 2002, 481쪽; 김희숙,
「이양지의 『유희』를 통해 본 재일 문학의 현재적 의미」, 『한국문예비평연
구』 23, 2007, 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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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양지 소설의 언어적 특성과 번역 방식
기왕의 연구에서 이양지가 언어에 대해 무엇이라고 논의했는지 많이
연구되었지만, 이양지가 과연 언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별로 없다. 그러나 다른 재일한국인 작가와 마찬가지로 이양지는 언어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양지가 언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언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이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 이양지 소설의 언어적 특성과
이양지의 번역 방식을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재일한인 작가들은 언어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므로 작품 속에서
언어와 의식적으로 또한 무의식적으로 싸운다. 예를 들어 일본어로
창작한 김달수는 일본어를 제국의 언어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제국의 언어를 가지고 그것으로 제국과 싸웠다. 김달수의 말을 빌리자면
“적의 무기를 가지고서라도 적을 쓰러뜨릴 수 있다.”149) 김시종이라는
재일한국인 시인은 “재일조선인 시인도 일본어로 창작을 하면서도
일본어와는 다른 일본어를 사용함으로써 제국의 언어에 균열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150) 이재봉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논리는 김석범과 같은
많은 재일한인 작가에게 이어졌다.151) 이양지 역시 작품 속에서 언어에
대해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언어와 직접적으로 싸웠다.
그러나 다른 재일한인 작가와 달리 그녀는 다소 다른 길을 택했다. 특히
이양지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한 작품 안에서 사용하여 이중언어적
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유희」의

서술방식

특징을

연구한

황봉모는

이양지가

사용한

이중언어적 표기 방식을 자세히 검토한 바 있다. 그가 지적했듯이
「유희」에 나타난 언어 서술방식은 전부 8가지 표기방법으로 나눌 수
149) 김달수, ｢一つの可能性｣, 『朝鮮文藝』, 朝鮮文藝社, 1948.4, 16쪽.
150) 이재봉, 「ウリナラ한국, ウリマル한국어의 거리: 이양지의 이중언어 문
학」, 『현대문학이론연구』 51, 2012, 307쪽.
151) ______, 「해방직후 재일조선인 문학의 자리 만들기」, 『한국문학논총』
74, 2016.12, 4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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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52) 황봉모의 정리는 유용하지만, 범주의 수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153) 특히 이양지 작품에 나타난 언어 서술방식은 한국어를
가타카나로 쓰는 방법과 한국어를 한글로 쓰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간결성을 위하여 가장 전형적인 예만 가져와 아래의 표를
만들어봤다.
표2) 이양지 작품에 나온 한국어와 그 공식적 번역154)
원본
1

オン ニ

언니
チョ ヌン

ウィ ソン ジャ イム ニ

ダ

저는 위선자입니다
チョ ヌン

コ ジン マルジャン イ イム ニ

ダ

저는 거짓말장이입니다
(オンニ
私は僞善者です
私は嘘つきです)
「由熙(ユヒ)」, p.44
2

3

サ ラン ハル

ス

オプ スム ニ

ダ

사랑할 수 없읍니다
(愛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由熙(ユヒ)」, p.45
テ グム

ジョ ア

ヨ

대금 좋아요
テ グム ソ

リ ヌン

ウ

リ マル イム ニ

ダ

대금소리는 우리말입니다
(テグム好きです
テグムの音は母語です)
「由熙(ユヒ)」, p.45
4

イ

ナ

ラ

「이 나라 (この国)」

공식적 번역
언니
저는 위선자입니다
저는 거짓말장이입니다
「유희」, 59쪽

사랑할 수 없읍니다.
「유희」, 59쪽
대금 좋아요
대금소리는 우리말입니다.
「유희」, 59쪽

「이 나라」
「이 나라 사람」

152) 그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를 가타카나로 쓰고 괄호 안에 일본어
뜻 표기를 하는 방법, 한국어 위에 한국어 발음을 가타카나로 토달고 괄호 안에
일본어로 뜻을 표기하는 방법, 한국어를 가타가나로 표기하는 방법, 한국어만
표기, 한국어단어를 한자로 쓰고 그 발음을 가타카나로 토달고 괄호 안에 일본
어 뜻 표기, 뜻을 가타카나로만 표기, 한국어 위에 한국어 발음을 가타카나로
토달은 표기, 한글로만 쓰고 그 뜻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 황봉모, 「 이양지(李
良枝)의 『유희(由熙)』-그 언어적 특성 」, 『일본연구』 41, 2009.9, 276쪽.
153) 특히 괄호 안에 뜻이나 발음을 표기하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경우를 합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양지는 작품 속에서 한국어를 처음 쓸 때 괄호 안에 발음이나
뜻을 쓰는데, 그 이후 이미 한번 썼기 때문인지 이러한 것들을 생략하기 때문이
다. 또한 문맥상 한국어의 단어가 분명할 때 이양지는 일본어로 뜻을 쓰지 않았
다.
154) 이 표는 황봉모의 논문 「이양지의 유희 – 그 언어적 특성」(『일본연구』
41, 2009.9.)에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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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

ナ

ラ

サ ラム

「유희」, 16쪽

「이 나라 사람（この国の人）」
「由熙(ユヒ)」, p.1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ウ

リ

ナ

ラ

우리나라(母国)って書けない。
「由熙(ユヒ)」, p.52
ウ

リ マル

우리말(母語)と泥酔した由煕が書い
た乱れた大きな文字も、はっきり
とよぎっていった。
「由熙(ユヒ)」, p.56
国、という文字の塊り、나라
（ナラ）、우리나라
（ウリナ
ラ）、という文字の塊りが鏡の前
をよぎっていく。ウリナラ、ウリ
ナラ、と呟く自分の声が、次第に
大きくなる。
「刻」, p.7
「おにいさん、ウリマル（母語）っ
てという言葉、ちょっと抵抗感じ
ない？」
「うん、ウリマルとうい言葉自体が
オレにはもう外国語だな」
私も同感でした。ウリ（私の、私
たちの）という所有を表わす接頭
語を、素直に自分の言葉として言
いきることができない気がしてい
たのです。
「あにごぜ」, p.73
「先生、ナビが、蝶が……。白い
蝶があそこに飛んでいたのよ」
「ナビ・タリョン」, p.47
「アンニョンハセヨ（こんにち
は）」
「刻」, p.15
「ヨルシミハセヨ（頑張って
ね）」
「刻」, p.15
「ネェ（はい）」
「刻」, p.28
「カムサハムニダ（ありがとうご
ざいます）」
「刻」, p.62
ウ

リ

ナ

ラ

「우 ‧ 리 ‧ 나 ‧ 라 (母国)」
「由熙(ユヒ)」, p.30
「韓国にも琴があるの？」

「우리나라」라고 쓸 수 없어요.
「유희」, 69쪽
우리말이라고 술취한 유희가 써 놓
은 구불구불하고 커다란 글씨도 똑
똑히 아른거렸다.
「유희」, 75쪽
국(国), 이라는 문자의 덩어리, 나라,
우리나라, 라고 하는 문자의 집단이
거울 앞을 지나간다. 우리나라, 우
리나라, 하고 중얼거리는 자신의 목
소리가 점차로 커진다.
「각」, 254쪽
「오빠, ‘우리말(모국어)’이라는 말
에 좀 저항 같은 것 느끼지 않아
요?」
「응, ‘우리말’이라는 언어 자체가
나한테는 벌써 외국어이니까.」
난 동감이었습니다. ‘우리’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어휘를 순순히 자
신의 언어로서 당당히 발음할 수 없
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
다.
「오빠」, 174쪽
「선생님, 나비가, 나비가……. 하얀
나비가 저기서 날고 있어요.」
「나비타령」, 334쪽
「안녕하세요」
「각」, 265쪽
「열심히 하세요(분발해 주세요)」
「각」, 265쪽
「네에」
「각」, 285쪽
「감사합니다」
「각」, 335쪽
「우 ‧ 리 ‧ 나 ‧ 라」
「유희」, 40쪽
「한국에도 거문고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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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18

19

20

21

22

23

二十歳になったばかりのある日、
私は一人の女子大生に訊き返し
た。反外勢、反事大、そんな言葉
でしか知ることのできなかったウ
リナラ（母国）に音がある—。
「ナビ・タリョン」, p.28
ウリナラを一度も見ずに私は死ん
でいく。「日本」で生まれて、今
日まで私は何をしてきたのだろ
う。シゴト、酒、そして—。
「ナビ・タリョン」, p.45
部屋にたちこめているほのかなに
んにくの匂い、キムチの色あい、
立て掛けられた伽椰琴に見入りな
がら間断ないチャンダン（リズ
ム）に浸りきった。
「ナビ・タリョン」, p.28-29
目の前でまだスゴン（手巾）が翻
えっている。あのスゴンの先で
舞っていた白い蝶—
「ナビ・タリョン」, p.59
「クゴ（国語）、クッサ（国
史）、国、クニ、ナラ（クニ）、
ウリナラ（母国）……」
「刻」, p.7
少し歩き、地下市場に下りて行っ
た。市場の中に、キムパブ (海苔巻
き寿司)やクッス (うどん)を売る軽
食の店がある。
「刻」, p.68
アジュモニは話に熱中しているよ
うだった。すばやく輪切りにして
盛った皿を台に置き、キムチと
スープの入った碗を並べると、私
に背を向け、男と話し始めた。
「刻」, p.69
トク(もち)を売る店、ピーナッツや
くるみを売る店、その横の、かご
からあふれそうな赤い唐辛子の
山、棗の山、……辺りを見回し、
キムパブの輪切りを一つほうばっ
た。
「刻」, p.69
「アムゴットアニダ、ケウルンサラ
ミ、ボヌン、グム。(何のことはな
い、怠け者の見る夢)」
「刻」, p.85

스무 살이 갓된 어느날 나는 어느
여대생에게 물어 보았다. 반외세,
반사대, 그런 말로만 알 수 밖에 없
었던 우리 나라에도 소리가 있다—.
「나비타령」, 308-309쪽
우리 나라를 한 번도 못 보고 나는
죽어 간다. 일본에서 나서 오늘날까
지 나는 무엇을 해 왔을까. 일, 술,
그리고—.
「유희」, 331쪽
방안에서 풍기고 있는 어렴풋한 마
늘 내음, 김치빛깔, 세워둔 가야금
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장단(리듬)
에 빠져 갔다.
「나비타령」, 309쪽
눈앞에 아직 수건이 펄럭인다. 그
수건 끝에서 춤추던 하얀 나비—.
「나비타령」, 348쪽
「국어, 국사, 국, 국가, 국가, 나라,
우리나라(母国)……」
「각」, 254쪽
조금 걷다가 지하 상가로 내려갔다.
상가 안에 김밥이나 국수를 파는 간
이음식점이 있다.
「각」, 345쪽
아주머니는 이양기에 열중해 있는
모양이다. 재빠른 솜씨로, 썰어온
김밥 접시를 탁자 위에 갖다 놓다
김치와 장국도 갖다 놓더니 나에게
등을 돌려댄 채 남자와 이야이기를
하기 시작한다.
「각」, 346쪽
떡집, 땅콩이나 호도 따위를 파는
가게, 그 옆 집에는 광주리가 터져
나가게 빨간 고추랑 대추가 산더미
처럼 쌓여 있고…… 주의를 둘러보며
나는 썰어온 김밥 한 토막을 입에
넣었다.
「각」, 346쪽
「아무것도 아니다, 게으른 사람이
보는 꿈」
「각」, 3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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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5

「アジュモニ、オルマエヨ（いくら
ですか）」
「刻」, p.70
「カッタオゲスムニダ(行ってきま
す)」
「刻」, p.25

「아주머니, 얼마예요?」
「각」, 348쪽
「갔다 오겠습니다.」

「각」, 280쪽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양지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사용
했다. 그러나 처음 살펴볼 때에는 그 언어가 별로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
다. 왜냐하면 이양지가 작품 속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는 해외한국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한국어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해외한
국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처럼 이양지도 일본어 문장에 한국어 단어를
빈번히 삽입하는데, 이러한 삽입의 상당한 비율은 ‘언니’, ‘아주머
니’, ‘아버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러나 뜻이 별
로 깊지 않은 한국어다. 물론 이는 이양지가 사용하는 한국어의 전부가
아니지만 회의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녀의 언어를 이른바 ‘엉터리
일본어’, 연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가 쉽다.
다른 한편으로 그 소설의 언어를 다소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면, 거기
에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 절에서
두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양지의 언어를 보다 깊이 파고들고자 한
다. 그 두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양지의 언어가 피진어, 크레올어,
코드 스위칭, 다이글로시아 등 여러 언어학 개념과 얼마나 유사한지 검
토하는 것과, 둘째 번역론을 가져와서 이양지의 한일 번역 방식을 연구
하는 것이다.

5.1. 이양지의 언어는 피진어였나?
일단 이양지의 언어가 피진어, 크레올어, 코드 스위칭, 다이글로시아와
얼마나 유사한지 살펴보는 것은 그 언어나 다른 재일한국인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범주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설사 그런 목적이 있었더라도 무
척 어려울 것이다. ‘이양지가 피진어를 사용했다, 크레올어를 사용했
다’ 하고 주장하는 대신 그런 개념을 가져와서 이양지의 언어를 풀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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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보다 생산적일 것이다. 이제 피진어, 크레올, 코드 스위칭, 다이
글로시아의 정의를 보자.
피진어(pidgin)는 연구자마다 정의가 다른데, 가장 넓게 사용되는 정의
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집단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매체로 탄생하는 언어’라는 것이다.155) 더불어 모든 연구
자들은 피진어는 도구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원어민이 없다는 것에 동의
한다. 언어학적 측면에서 피진어는 전통적으로 어휘적 그리고 문법적 환
원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진어들
은 사실상 원래의 언어의 어휘적 이념적 확장을 동반한다.156) 또한 피진
어를 개별적인 현상 대신 과정의 한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특히 피진어는 특수 용어(jargon) 후의 단계이며 크레올 이전의 단계이
다.157) 여기서 특수 용어는 어휘 차용으로 이해된다. 주지한 바와 같이
크레올(creole)은 원래 식민의 맥락에서 유래한 말인데 유럽인과 토착민
이나

흑인의

혼혈을

가리켰다.

이처럼

크레올어(creole

or

creole

language)는 원래 혼합 언어(mixed language)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혼합
언어라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주로 ‘모국어(native language)가
된 피진어’로 정의한다.158) 코드 스위칭(code-switching)은 확정된 언어
라기보다는 이중언어 혹은 다언어 사용자가 하는 행동이다.159) 특히 같
은 상황이나 맥락에서, 어떨 때는 같은 발언 안에서 언어를 갑작스럽게
바꾸는 것이다. 여기서 외래어와의 차이점은, 코드 스위칭을 할 때 사용
하는 말은 주된 언어의 원어민들이 보통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
고 마지막으로 다이글라시아(diglossia)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른 언어
를 사용하는 언어 구조 또 그런 사회이다.160) 개인적 현상인 코드 스위
155) Thomason, Sarah, Language Contact: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1.
156) Mühlhäuser, Peter, Pidgin and Creole Linguistics, London: University of
Westminster Press, 1997, p.4.
157) Ibid, p.6.
158) Ibid, p.7.
159) Bullock, Barbara and Almeida Jacqueline Toribio, The Cambridge
Handbook of Linguistic Code-switch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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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과 달리 다이글라시아 사회에서 발생하는 언어 교체는 사회적으로 정
해져 있으므로 자발적이지 않다.
위의 개념들을 이양지의 문학에 적용하기 전에, 이들이 지금까지 재일
한국인의 한국어에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재일한국인의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은데, 그 연구를 하는 작
은 수의 연구자조차도 서로와 잘 동의하지 않는다.161) 쓰카모토 이사오
와 김정자162)에 따르면 1세 재일한국인의 한국어는 진정한 피진어이다.
나중에 김정자163)가 이 주장을 조절하여 1세 재일한국인의 한국어는 피
진어 이전의 단계이며 코드 스위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토 히데
토164)와 신청수165)는 그 언어를 오직 한국어의 변종으로 여겼으며 손정
혜166)는 새로운 개념을 가져와 이민 언어(emigrant language)167)라고 주
장했다. 여기서 위의 연구들의 결과를 세세히 밝힐 수는 없겠지만 주목
할 만한 점이 몇 가지 있다. 일단 쓰카모토 이사오와 김정자가 지적하듯
이 1・2・3세 재일한국인들은 친족명칭・음식 이름・의식(儀式) 등 한국
문화와 관련된 말을 할 때 (주로 발음이 왜곡된)

168)

한국어로 언어를 바

160) Ibid, p.6.
161)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모든 재일한국인들은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춍련에 속한 재일한국인들과 민단과 소속된 재일한국인은
서로 다른 한국어를 사용한다. 총련의 재일한국인들은 주로 소위 ‘민족교육’
학교에 다닌 반면에 민단 재일한국인들은 일본 사회에 보다 철저히 동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거의 말할 나위 없이 1세 재일한국인들이 쓰는 한국어와 2세
또는 3세 재일한국인들이 쓰는 한국어는 다르지 않을 수가 없다.
162)쓰카모토 이사오와 김정자, 「재일한국/조선인의 언어 – 일세/이세/삼세
통하여」, 『국어학연구백년사』, 일조각, 1992.
163) 김정자, 『재일한국인 1세의 한국어/일본어 혼용 실태에 대한 연구 –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태학사, 2002.
164) 伊藤英人,「在日朝鮮人によって使用される朝鮮語の研究の必要性について」,
『日本の多言語使用についての実態調査』,
東京外国語大学井上史雄研究室, 1989.
165) 申昌洙「民族教育の歴史と朝鮮学校における朝鮮語教育」,『在日コリアンの
言語相』, 和泉書院, 2005.
166) Son, Jeonghye,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ir Korean Language in
Multiple Language Contact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MA Thesis, 2008.
167) 손정혜에 따르면 이민 언어란 모국에서 모국어로 배운, 그러나 이국적인
환경에서 사용하고 그 이국적인 환경에서 태어난 세대에 물러주는 언어이다.
Ibid, p.45.
168) 예를 들어 ‘할머니’는 ‘할매’나 ‘한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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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다. 김정자에 따르면 이러한 코드 스위칭을 통해 재일한국인들은 어휘
적 공백을 채운다. 또한 1세 재일한국인들은 한국어 조사를 일본어 말과
동시에 사용하며 한국어 동사 ‘하다’와 일본어 동사 ‘する’를 섞어
서 사용한다. 김정자와 손정혜는 이러한 현상을 코드 스위칭이라고 주장
하지만, 이러한 어휘・문법적 교체는 2・3세가 하는 코드 스위칭과 달리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코드 스위칭이라기보다는
피진어적 현상, 특히 피진어 이전의 단계인 ‘특수 용어(jargon)’에 가
깝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련의 재일한국인의 언어 선택은 주로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이글라시아로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와 이야기하거나 학교나 다른 공식적인 공
간에서 총련 재일한국인들은 주로 한국어로 말한다. 반면에 집이나 다른
사적인 상황에서 일본어를 선택한다.
이제 재일한국인의 언어를 대략적으로 살펴봤으니 이양지의 언어로
시선을 옮겨보자. 우선, 이양지는 총련 한국인으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
에 위의 연구 결과를 이양지에게 쉽게 적용할 수 없다. 사실 이양지는
가끔씩 가족을 방문하러 오사카에 갈 때 이외에는 한국인 공동체와 상호
작용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또한 동화주의자인 그녀의 아버지의 태도와
그녀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야 비로소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양지가 어렸을 때 한국어와의 접촉은 아주
제한되어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점에서 다음의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이양지가 일종의 피진어를 사용했다면, 그 피진어는 일본
어의 피진어인가, 한국어의 피진어인가. 다시 말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배운 다른 재일 한국인, 특히 1세 재일한국인과 달리 이양지가
상당히 늦게 한국어를 제2언어로 접했기 때문에 그녀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피진화된 일본어가 아니라, 피진화된 한국어일 수도 있다. 그렇
다면 식민지 현실의 결과라기보다는 역디아스포라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양지의 언어가 피진어나 크레올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피진어는 주로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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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가진 집단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매
체로 탄생하는 언어’이며 크레올어는 새로운 세대의 모국어가 된 피진
어이다. 그런데 이양지의 소설에서 나오는 언어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으
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일본어 원어민인 이양지는 일본어 독자와 소
통하는 데에 새로운 매체의 언어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양지의
언어는 개인적인 언어이지 다른 재일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양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일본어 독자
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본어의 어휘적 개념적 공백을 초월하고 피진어
와 같은 새로운 언어를 필요로 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 표의 7
번과 8번을 보면 이양지가 우리말, 우리나라 등의 한글 어휘를 일본어
문장에 삽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말, 우리나라 등의 어휘와 비슷
한 말은 일본어에 존재하지만, 그 말의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양지
는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에 있는 개념적 간격을 채워야 했다. 이 관점에
서 그 언어는 한국어 고유의 어휘와 개념으로 확정된 일본어이다. 그리
고 피진어의 용어로 규정하자면 중요한 용어만 삽입하고 있기 때문에 특
수 용어 단계(jargon stage)와 비슷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특수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달리 이양지는 제2언어
를 구사했으며 어휘만 사용하는 데에 제한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양지는
작품 속에서 완성된 한국어 문장도 썼다. 또한 피진어 이전의 단계인 특
수 용어 단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문법적 환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위 표의 1번, 2번, 3번, 23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절에
서 이양지는 일본어를 하다가 갑자기 유창한 한국어로 교체한다. 이점에
서 이양지의 언어는 코드 스위칭과 가장 가깝다. 위에서 정의했듯이 코
드 스위칭은 이중언어 사용자가 하는 행위로 같은 상황・발언・문장에서
언어를 바꾸는 현상이다. 바바라 벌럭이 설명했듯이 코드 스위칭은 언어
적 간격을 채우거나 민족적 (혹은 이중적) 정체성을 표현하거나 다른 담
론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다.169) 그리고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
리 코드 스위칭은 발언자의 언어 실력 부족의 증상이 아니다. 오히려 코
169) Bullock, Barbara and Almeida Jacqueline Toribio, ibid,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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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스위칭을 하는 이는 한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두 언어의 도구를 모두
동원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양지의 경우에는 그녀가 코드 스위칭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양지의 코드 스위칭의 일부는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양지가 ‘ハングル(한글)’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가 일본어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언어를 교체할 수밖에 없다. 이
러한 경우들은 이양지의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문화에
대해 쓰는 모든 사람이 맞닥뜨리는 표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이다. 한국 이름과 다른 한국 고유의 대명사도 이러한 경우에 포함되는
데, 이러한 예들은 이양지의 코드 스위칭에서 소수를 차지한다. 반면에
이양지가 일본어로 아무 문제도 없이 쓸 수 있을 경우에도 그러지 않고
한국어나 가타카나로 바꾸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이양지는 ‘장단’
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가타카나로 ‘チャンダン(챵단)’을 쓰고 괄호 안
에 가타카나로 ‘リズム(리듬)’나 한자로 ‘長短(쵸우탄)’을 표기한다.
장단이라는 단어는 일본어에도 있으며, 서술자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발화자의 한국어 발음을 강조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이 단어는 춤과
음악에 관심이 많은 이양지에게 키워드였다. “대금소리는 우리말이다”
라고 말한 이양지에게 춤과 관련된 ‘장단’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한국
과 한국어로부터 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어로 교체하면 그것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와 비슷하게 이양지는 소설의
제일 중요한 표현을 주로 한글로 썼다. 예를 들어 이양지가 문제 삼았던
‘우리말’과 ‘우리나라’를 자주 한글로 표기했다. 여기서도 이양지가
한국어로 바꾼 이유는 사실 일본어에 완전히 같은 의미나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이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이양지는 ‘모국체험’을 서술하
기 위하여 일본어의 어휘적 공백을 초월하여 코드 스위칭을 동원해야 했
다.

5.2. ‘이양지는 번역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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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다시 보면, 눈에 띄는 것은 이양지가 한국어 구절 옆에 괄
호 안에 일본어를 자주 표기했다는 점이다. 즉 이양지는 이중언어 텍스
트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자가번역(self-translation)까지 했다. 자가번
역(특히 같은 작품 안에서의 자가번역)은 흔치 않은 현상인데170) 텍스트
와 작가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흥미로운 차원이 될 수 있다. 본
절에서 여러 가지 번역론을 가져와 이양지의 번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자가번역에 대한 오해가 많다. 특히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작가
가 자기 작품을 번역하는 데에 제일 이상적인 번역가라고 생각하는 이가
많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물론 작가들은 자신의 의도를 남
보다 잘 이해하지만 다른 번역가만큼 원본 텍스트를 존중하지 않을 위험
성도 있다. 또한 자가번역을 하는 작가의 동기는 보통 번역가의 동기와
다른데171) 이는 그 번역의 성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점
에서 자가번역은 다른 번역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한다. 특히 자가
변역이란 그 작가의 예술적 행위의 이어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
구의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가번역을 통해서 작가가 두 언
어, 두 문화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번역을 평가하거나 해석할 때 거의 어김없이 사용하는 개념은 바로
등가(equivalence)이다. 번역학에서 등가란 특정 번역이 원본 텍스트와
얼마나 동일한지 표현하는 개념이다. 등가는 번역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접근법은 상당히 분분하다. 예를 들어 유진 나디아172)
는 등가를 형식적 등가(formal equivalence)와 역학적 등가(dynamic
170) 사뮈엘 베케트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를 자가번역으로 유명한 작가로 꼽을
수 있다.
171) 잔 호켄손이 지적했듯이 이중언어 작가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자가번역을
해 왔다. 예를 들어 18세기 유럽처럼 불어와 같은 문화적 영향력이 절대적인 언
어가 존재할 때 그 언어로 성공하고 싶지만 모국어를 버리지 못했던 많은 작가
들은 자가번역하기로 결정한다. 또한 사뮈엘 베케트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등
많은 이중언어 작가들은 다른 번역가를 의심해서 결국 자신만이 자기의 작품을
번역할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로리타』의 영어 번역본을 한
예시로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예술적 이유로 자가번역을 하는 작가가
많다. Hokenson, Jan, “History and the Self-translator”, Self-Translation:
Brokering Originality in Hybrid Culture, edited by Anthony Cordingley,
Bloomsbury: London, 2013.
172) Nida, Eugene, Towards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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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valence)로 구분했다. 형식적 등가는 언어적 요소를 강조하는 반면에
역학적 등가는 독자 반응과 문화적 문맥을 중요시한다. 다시 말해 무엇
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등가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텍스트의 언어의 뜻 자체와 작가가 사용한 표현의 언어적 의미
에 대한 충실성을 우선시하는 이는 형식적 등가의 진영에 속하며, 작가
의 의도나 원본을 읽는 원어 독자의 경험을 되살리고 싶은 이는 역학적
등가의 진영에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로렌스 베누티173)는 모든 번역 방
식을 이국화(foreignization)와 자국화 (domestication)로 구분했다. 이국화
는 원본 텍스트의 이국적인 요소를 살리거나 강조하는 반면에 자국화는
목표어 독자에게 낯설게 느껴질 부분을 없애려 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양지의 번역을 볼 때 그녀가 단 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소설을 썼고 한국인으로서
의 정체성을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이양지가 이국화적 번역을 선호했으리
라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심하다고 할 정도로의 자국화적 번역도
있다. 예를 들어 「각」에서 이양지는 キムパプ(김밥) ・ クッス(국수)
・ トク(떡)을 각각 海苔巻き寿司(노리 스시) ・ うどん(우동) ・ もち(모
찌)로 번역했다.174) 이러한 번역들은 문화 차이의 뉘앙스를 놓쳐서 그 차
이를 아는 독자에게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떡을 모찌로 번역함으
로써 이양지는 떡을 그의 일본문화적 등가물인 모찌로 바꿨고 일본어 독
자로 하여금 더 쉽게 이해하게 만들었지만 한국문화의 차별성을 없애 버
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한 발 나아가 이양지는 ‘떡’,
‘김밥’, ‘국수’라는 말을 사실상 두 번 번역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떡・김밥・국수를 일본어로 もち ・ 海苔巻き寿司 ・ うどん으로
번역하기 전에 먼저 카타가나로 トク(도쿠) ・ キムパプ(기무파푸) ・
クッス(쿠쑤)로 번역했다. 이렇게 소리만 옮기는 번역은 바로 음역
(transliteration) 이라고 하는데, 음역은 목표어 독자에게 낯설게 읽히기
때문에 주로 이국화로 여겨진다. 이처럼 이양지의 번역은 한국어의 소리
173) Venuti, Lawrence,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Routledge: New York, 1995.
174) 괄호 안의 한글은 인용자의 삽입. 원본에 카타가나와 히라가나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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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능한 만큼 살리면서 괄호 안에 그 소리의 문화적 뜻을 왜곡함으로
써 동시적으로 이국화와 자국화를 이루었다.
이 모순이 문제적인 이유는 이국화와 자국화를 각각 저항과 반역과
연결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로렌스 베누티는 이국화가 민족중심
주의, 인종차별주의, 문화적 나르시시즘,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형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자국화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
는 효과를 낼 수 있다.175) 이양지의 작품들이 이중언어 문학이라는 점에
서 김달수나 김석범처럼 일본어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
럽다. 즉 한글을 쓰고 역음으로 한국어 소리를 일본어 작품에 집어넣음
으로써 일본어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
했듯이 더 파고들어가면 그와 동시에 이양지가 또다른 번역을 통해서 그
낱말의 문화적 특수성을 없애 버렸으므로 일본에 대한 저항적인 자세를
약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고유의 문화물을 일본
의 문화물로 대체하는 행위는 아주 문제적일 수는 있다.
그렇다면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문제는 이양지의 번역이
아니라 그 번역에 접근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이국화와 자국화라는 이
분법은 두 나라나 두 문화, 바로 타자와 자아의 개별적인 존재를 가정함
으로써 그 둘의 상호 배제성을 전제하는데, 이 전제는 보통 사람에게 적
당하지만 두 세계를 넘나드는 이양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이양지
에게는 자국화와 이국화가 그리 상반되는 행위처럼 느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떡이라는 한국어 소리와 모찌라는 일본어 소리를 나란히
놓는 것은 제일 자연스러운 번역이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떡과 모
찌, 김밥과 노리스시, 국수와 운동처럼 한국과 일본이 그녀의 삶에도 갈
등없이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이양지는 ウリナラ(우리나라)・ウリマル(우리말)・ウリ
ナラサラム(우리나라사람)의 단어 옆에 母国・母(国)語・同胞의 단어를
괄호 안에 표기했다. ‘떡’과 ‘모찌’처럼 이러한 번역들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들은 이국화와 자국화의 축보다는
175) Venuti, Lawrence, ibid,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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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셋 중에 하나에
집중하자면 ‘우리 나라’라는 말은 문자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주로
‘우리 한민족이 살아가는 나라’ 바로 ‘한국’의 뜻을 지닌다. 그러나
‘한국’과 동의어라고 해도 집단주의적이나 애국주의적 뉘앙스가 있어
서 분명히 다르다. 이처럼 이양지뿐만 아니라 모든 번역가들이 ‘우리나
라’를 번역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다고 해도 이양지의 선택은 특
별히 흥미롭다. 일본어로 ‘우리나라’에 제일 가까운 말은 ‘我 が 国 (와
가쿠니)’인데 이는 ‘우리나라’, 일본인의 관점에서 바로 ‘일본’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우리나라와 달리 我 が 国 는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보통 일본인은 일본을 가리킬 때 단순히 ‘日本(니혼)’
이라고 하는데 이는 ‘我 が 国 ’ 의 민족주의적인 뉘앙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의 동의로 사
용할 수 있는 반면에 我 が 国 라는 말은 정치적인 의미로부터 뗄 수 없
다. 즉 我 が 国 는 일본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일본에 대한 애국심을 내포
하기 때문에 이양지는 그 단어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
라’는 대다수의 상황에서 단지 ‘한국’을 뜻하기 때문에 일본어로 번
역할 때 주로 ‘韓国 (칸코쿠)’라고 한다. 그러나 이양지가 문제 삼았던
바는 ‘우리나라’라는 개념의 집단주의적인 뉘앙스이기 때문에 단순히
韓国 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결국 이양지는 我 が 国 나 韓国 로 번역하는 대신

‘母 国 (보코쿠)’라

는 말을 택했다. 그러나 위의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불만족스럽다.
母 国 는 한국어의 ‘모국’처럼 자기가 태어난 나라나 조상의 나라를 의
미한다. 물론 이양지 같은 디아스포라 이주민의 경우에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와 조상의 나라가 일치하지 않지만, 한국어의 ‘모국’과 일본어의
‘母 国 ’ 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디아스포라적 현실을 재현하는 데에 제
한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母 国 ’은 ‘우리나라’라는 말의 등가물
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역학적 등가나 형식적 등가 등 어느
관점에서 보아도 ‘母 国 ’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언뜻 보기에는 이양지의 번역은 번역의 불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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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이양지는 ‘우리나라’와 ‘우리말’을 두 번 번역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위에서처럼 이양지는 ‘우리나라’, ‘우리말’을
번역했을 때 먼저 소리를 음역한 다음에 괄호 안에 뜻을 표기했다. 그러
나 전과 달리 여기서는 이국화와 자국화나 저항과 반역보다 상실(loss)과
반환(restitution)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조지 스타이너는 가장 이상적인
번역을 평행 번역(원본과 번역을 나란히 보여주는 텍스트)이라고 주장했
다. 스타이너에 따르면 평행 번역에서 이중언어 독자는 두 언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원본과 번역을 비교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두 현상이 나
타난다. 먼저 독자는 번역이 원본을 재현하는 데에 실패한 것을 보아 상
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번역과 원본을 비교하면서 불가피
한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반환의 상태에 도달한다. 즉 두 언어, 두 문화를 나란히
놓고 보고 그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깨달음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평행 번역은 상실만 하는 평범한 번역과 달리 오히려
인간과 세계에 대한 더 넒은 이해방식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해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176) 물론 여기서는
스타이너는 이중언어 독자를 이상적인 독자로 설정하지만 이는 그의 이
론의 한계라기보다는 이중언어적 존재, 특히 혼성 문화나 디아스포라 작
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호미바바는 혼성 문화는 번역
하기가 불가능한다고 한 바 있는데177), 필자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혼성 문화는 번역하기가 불가능하기보다는, 혼성 문화는
바로 번역 그 자체이다. 번역과 마찬가지로 혼성 문화는 두 언어, 두 문
화의 병치인데, 그 병치를 통하여 혼성 문화의 사람들은 원래 그 두 언
어를 분리하던 장벽을 넘어갈 수 있다. 이는 바로 번역의 본질과 이양지
문학의 핵심이다. 이처럼 이양지의 평행 번역들은 단일언어주의를 부정

176) Steiner, George, After Babel: Aspects of Language and Transl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p.413.
177) Bhabha, Homi,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Classics,
1994,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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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번역과 이중언어 능력의 중요성을 역
설한다.

6. ‘문학을 쓴 춤꾼’: 이양지 문학의 의미
이양지 문학은 한국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던진다. ‘한
국성’은 ‘피’의 문제인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달린 문제인가? 공통
적 역사의 문제인가? 한국어나 한국인 고유의 사고방식에 달려 있나? 그
리고 다른 아이덴티티, 특히 재일한국인의 아이덴티티와 이항대립적인
가? 이러한 질문과 이양기가 제기한 답을 풀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
이었다.
요약하자면 서론에서 본 논문의 목적과 문제의식을 밝히면서, 이양지
문학이 한국이란 것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한국문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양지 문학과
같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들은 여러 관점에서 한국문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한국문학 규정에 대한 폐쇄적이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태도
를 거부하고 보다 회의적이고 균형을 잡는 자세를 취하여 민족, 언어,
주제, 장소, 독자, 문학사적 위치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결국 한국문학을 여부의 개념이 아니라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2장에서는 이제껏 다
루지 못한, 이양지 문학에 나타난 아이덴티티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매
우 중요한 주제인 ‘연애 이야기’를 다뤘다. 이양지의 모든 소설에 연
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형적인 로망스와 달리 이러한 연애 이야기들은
알레고리 형식으로 아이덴티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이양
지 초기 작품에서 누구와 연애하는 것은 아이덴티티에 대한 표현으로 여
겨졌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에 연애 이야기에 아이덴티티의 선택의 이분
법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기 작품의 연애 이야기들은
아이덴티티에 대한 조화적인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고 아이덴티티
를 ‘한국이냐, 일본이냐’의 이항대립적인 문제로 파악했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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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후기 작품에 와서 이는 달라진다. 「각」과 같은 작품에서
이양지는 주어진 이분법성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돌의 소
리』에서 주로 알레고리적 성격을 가진 이양지의 연애 이야기는 이러한
환원적인 태도를 드디어 극복했다고 주장했다. 사람을 민족의 상징으로
환원시키지 않는 로망스를 그림으로써 이양지는 이데올로기에 제한되지
않은, 보다 진정한 형식의 사랑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3장에서는 언어
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언어와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연결시키는 경향은
현대적 국민국가의 현상이라는 이론을 짧게 살펴봤다. 그 다음에 언어를
민족의 본질로 이해하는 이데올로기가 이양지 문학에서 어떻게 문제화되
었는지 설명했다. 특히 이양지 소설에서 한 때 ‘완전한 한국인’이 되
는 도구로 여겨졌던 한국어는 역설적이게도 한국인이 되는 데의 가장 커
다란 방해물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유희」에서 이양지가 보여주듯 세계
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언어 장벽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 장벽이라는 신화에 대한 완고한 믿음이다. 4장에서 「유희」,
「나에게 있어서의 母國과 日本」, 그리고 『돌의 소리』에 나타난 아이덴
티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살펴봤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 보기’
라는 이양지의 표현은 흔히 이해하는 대로 일본성을 받아들이는 이양지
의 체념을 뜻한다기보다, 식민지 역사를 극복하고 세상을 보다 객관적으
로 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고통스러운 역사 때문에 이양지
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이양지
는 후지 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지 못한 채 일본의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렌즈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양지는 보다
객관적인 눈을 가질 것,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양지가 네이션에서 사람으로 시선을 옮기자고 제안했
다고 주장했다. 이양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싶었는데 이데올
로기와 민족주의적 수사법이 담겨 있는 한국어 때문에 한국을 사랑할 수
없었다. 결국 이양지는 나라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 한국어라는 것은 국가의 도구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숨쉬듯
사용하는 언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점에서 이양지는 한국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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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하는 방법은 바로 한국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작품 해석에서 초점을 옮겨 이양지 문학의 언어적
특성을 검토했다. 특히 1 절에서 이양지 문학의 이중언어적 표현 방법을
살펴보면서 그 언어적 특징을 피진어, 크레올어, 코드쉬이칭 등의 개념
으로 이해해 보았다. 이 구절의 결론은 이양지는 코드스위칭을 통해서
언어적 간격을 극복하여 일본어로만 표현할 수 없던 모국체험을 서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이양지의 한일 번역 방식을 살
펴보았다. 자가번역, 동가, 이국화와 자국화 등의 개념을 가져와 이양지
의 번역 방식을 범주화해보았다. 그 결과 이양지의 번역 방식을 번역학
에서 흔히 가정하는 이분법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결
론에 도달했다.

이양지는 동시적으로 이국화하면서 자국화하는, 원본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그의 의미를 왜곡하는 아주 모순되는 평행 번역을 선
호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양지는 자아와 타자를 대립시키는 번역론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번역의 과정에서 상실이 발생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즉 이양지는 번역을 통해서 두 문화관에 대한 새로운 이
해방법을 얻었다.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이양지 문학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다른 재일한국인 작가의 맥락에서, 이양지는
독특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다. 다케시 세이지가 설명했듯이 모든
재일한국인 작가들은 민족이나 동화, 정치나 문학, 한국이나 일본의 이
분법적인 쌍과 맞닥뜨린다.
‘정치의 길은 자기 삶의 방식을 사회적인 정의와 일치시키려는 길
이다. 이에 대해 ‘문학’의 길은 자기의 로망과 진실에 따라 내적인
자유 의식을 실존의 가장 중요한 핵으로 간주한다. ‘정치’적 인간은
‘문학’이 자기 내적 자유에 갇혀 있는 것을 비난하고 그 정치적 반
동성을 규탄한다. ‘문학’적 인간은 정치의 신념을 검증받지 않은 이
데올로기로 간주하고 이에 항변한다. 예술은 인간의 내적 자유 정신의
표현이므로 상위의 어떤 관념에도 규정받거나 구속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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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이양지에게 적용해 보면 이양지가 문학적 인간의 쪽에 속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양지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문제에 대해
“어느쪽이 옳은가라는 진리주의적 사고 또는 모든 신념은 상대적일 수
밖에 없다라는 사고는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이다”179)라고
한 다케시 세이지와 동의했을 것 같다. 그러나 다른 점은 다케시 세이지
와 다른 재일한국인 작가가 민족과 동화, 정치와 문학의 이분법과 싸운
반면에 이양지는 자기 나름대로 바로 자아와 타자라는 이분법과 싸웠다
는 것이다.
또한 이양지가 완전히 독톡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 같다. 많은 한국인
과 마찬가지로 이양지는 식민지 역사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잊지 못했
다. 그러나 보통 한국인과 달리 이양지가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
에 일본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일치했
다. 그 결과 이양지는 한동안 자신 내의 모든 일본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작업의 불가능성을 깨닫자 이양지는 다른 대
안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 대안은 바로 객관성이었다. 세상을 있는 그대
로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던 한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는 후지 산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게
다가 이양지는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를 넘어서기 위하여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양지는 혼자서 이데올로기와 국가와 싸울 수
없었다. 그러나 자신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있었다. 그녀가 발
견한 세계관은 한국이 정치적이나 관념적인 차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숨결을 갖는 사람의 집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양지가 왜 문학을 선택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해 숙고할
수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이양지는 춤을 좋아했다. 문학에 관심을 갖
기 전에 먼저 춤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춤꾼’과 달리 이양지
는 말이 많았다. 무용 선생님 김숙자가 그녀에게 “춤을 하는데 너는 너
178) 다케시 세이지, 재일조선인문화연구회 역,『재일이라는 근거』, 소명출판,
2016, 6쪽.
179) 위의 글,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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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말이 많다, 가만히 있어도 춤인데 웬말이 그리 많으냐” 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 많았다.180) 김숙자의 말은 가벼운 놀림이었겠지만 이양지에
대한 깊은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여기서 우리는
이양지가 ‘춤을 춘 문학인’이 아니라 ‘문학을 쓴 춤꾼’이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이양지는 ‘춤을 춘 문학인’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는 작가로서의 이양지의 특징이 춤을 췄다는 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양지 문학에 나타난 춤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심지어 그들은 언어적 예술과 신체적 예술을 대립시켜 이양지
가 전통적 한국 무용을 통해서 언어를 극복하고 조국에 접근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말로 그랬다면 이양지는 문학을 쓰지 않았을 것
이다. 오히려 이양지가 문학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문제에 대해
썼다는 사실은 이양지에게 문학이 춤만큼, 아니면 춤보다 중요했다는 것
을 알려준다. 그러면 과연 이양지에게 문학이 왜 중요했을까?
답은 이양지가 소설을 씀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논의했듯이 이양지는 소설을 통해서 자신
의 아이덴티티 문제들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예를 들
어 「오빠」에서 이양지는 자신을 자매로 분리하여 일본인이 종종 되어가
는 과정에 저항하지 않은 내면적 목소리와 그 것에 강하게 저항하고 완
전한 한국인이 얼른 되어야 한다는 내면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었
다. 이양지가 이 소설을 발표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전기적 사
실을 상기할 때 그 두 목소리를 듣고 나서 이양지는 한국에 온 선택의
올바름과, 앞으로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유희」에서 모국체험에 대한 좌절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자퇴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버린 유희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그림으로써 진
짜로 그렇게 될 수 있던 자신의 진로를 바꾸었다. 여기서도 이양지가 이
소설을 발표한 시기와 그때의 전기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유희」를 쓰는 동안 이양지는 유희처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
학과에서의 공부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
180) 이양지・김경애, 「춤 사랑은 숙명적인 것 - 작품 「유희」로 일본 「아쿠
다가와 문학상」 받은 이양지씨와」, 『춤』, 1989.6,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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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결국 그러지 않고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한국에서 계속 살기로 결심
했다. 따라서 「유희」의 창작은 그 선택에 큰 영향을 줬다고 알 수 있
다.181) 이점에서 문학은 자신의 삶, 자신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힘,
바로 변화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양지에게 중요했다. 이양지는 자
신이 재일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었지만, 문학을 통해
재일한국인의 현실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다. 바로 이
러한 변화의 힘 때문에 이양지는 문학을 택했다.
모두에 언급했다시피 본 논문은 역디아스포라라는 모순을 풀어주는
열쇠를 찾기 위한 작업으로, 이제 본 논문을 끝맺기 위해 다시 그 원점
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한국 곳곳에는 복잡한 이민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인이 많다. 귀국한 재일한국인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온
재미교포, 중국에서 온 조선족, 러시아와 중동에서 온 고려인, 그리고 세
계 곳곳으로 입양된 수많은 한국 아이 등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다
양한 구성원들이 자신의 근본을 찾아

조국이나 모국으로 돌아오고 있

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국행 귀향은 낯선 귀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
안 언어와 민족,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잃어버렸
기 때문이다. 이에 있어서 비슷한 경험을 겪은 이양지는 자신의 문학을
통해 답을 제공한다. 어쩌면 이양지의 문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제일 심오한 교훈은 소속감의 추구에 있다. 난 누구인가, 어디에 속
하는가. 우리 모두는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자문하게 된다. 그러나 이양
지가 그녀의 문학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어디에 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절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양지에 따르면 추상적
인 국가나 민족에 속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무엇보다 가족과 친
구들, 바로 숨결을 갖고 있는 진짜 사람의 집단이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
인 공동체다.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에게 받아들여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 복잡하고 모순적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181) 이에 대해 말하여 이양지는 “「유희」를 써내는 작업을 통해 분명히 무엇
인가가 [자기] 마음 속에서 솟구치듯 일어나고, 또한 결산되는 것을 스스로 느
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한 바 있다. (「나에게 있어서의 母國과 日
本」, 20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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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처럼 이양지의 소설은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
랑의 표현이다. 아이덴티티 문제에 오랫동안 시달려 온 사람으로써 필자
도 이렇게 이양지의 소설을 읽으면서 소속감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에서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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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Novels of Lee Yangji
Sean Lin Halber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Yangji (1955-1992) was an influential Zainichi author who
wrote during the 1980s. Her novels deal with the themes of identity,
nationalism, and colonialism, and are considered some of the most
defining works of second and third generation Zainichi authors. This
thesis takes a broad look at Lee Yangji’s novels, attempting to unpack
their

meaning

through

intertextual

readings.

By

describing

Lee

Yangji’s ideas as presented in her novels and documenting the ways
in which these ideas changed, this thesis attempts to gain insight into
the personal discoveries Lee Yangji made through her sojourn in Korea.
Hopefully, this exploration of Lee Yangji’s works will lead to a
greater understanding of not just her novels, but the relationship of
Zainichi

literature

to

Korean

literature,

the

complex

legacies

of

Japanese colonialism on Koreans, and the universal quest to find
belonging in a world filled with contradictory hybridity.
In the introduction, while also stating the main purpose and
goals of this thesis, it was argued that researchers of Korean literature
should reevaluate the boundaries of “Korean” literature. In particular,
it was stated that this thesis takes the unorthodox position that Korean
diaspora literature like Lee Yangji’s literature can, and should, be
categorized as Korean literature. Chapter 2 dealt with ‘love stories’
as they appear in Lee Yangji’s novel, a topic which hitherto had been
- 102 -

untouch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but

which

is

essential

to

understanding the progression of Lee Yangji’s thought concerning
Zainichi identity. This chapter focuses on analyzing the allegorical
nature of Lee Yangji’s love stories, and how this allegorical nature
changed throughout her career. Chapter 3 shifted the focus toward
language. In particular, in Section 1, it was shown how Lee Yangji
problematized nationalistic ideology that conflates language with national
identity. In particular, as Lee shows through her novel “Yuhui”, what
prevents people around the world from understanding each other is not
a “language barrier” per say, but rather the stubborn and unfaltering
belief that such a barrier exists a priori language, in the fundamental
ways different people think. Chapter 4 explores Lee Yangji’s unique
solutions to her identity crisis, focusing on the works “Yuhui”, The

Sound of Rocks, and the essay “What Korea and Japan Mean to Me”.
Here it was argued that the phrase “looking at things as they are”
meant overcoming colonial histories and looking at the world more
objectively, and not, as is commonly argued, that Lee Yangji resigned
to accept that she is Japanese and not Korean. Similarly, it is argued
that another one of Lee Yangji’s solutions was shifting her focus
from nations to people. Finally, in chapter 5 the thesis moved from
text analysis to an exploration of the linguistic features of Lee
Yangji’s works. In particular, in Section 1, looking at the multilingual
elements of Lee Yangji’s literature, concepts such as pidgin, creole,
and code-switching were employed in an attempt to characterize Lee
Yangji’s use of language. Then in Section 2, Lee Yangji’s Korean to
Japanese translations

were explored.

Employing concepts such as

self-translation, equivalence, and foreignization and domestication, this
section

attempted

to

categorize

and

understand

Lee

Yangji’s

translations. It was concluded that Lee Yangji’s translation style

- 103 -

cannot be easily understood along the lines of traditional distinctions in
translation studies, such as foreignization and domestication. Because
Lee Yangji simultaneously domesticated and foreignized the Korean
language through her novels, she was able to challenge the premise in
translation studies that the self and the other are mutually exclusive
entities.
Because Lee Yangji was a Zainichi author who composed mostly
in Japanese, her works have been neglected in Korean literary studies.
But there is a need to look at her works in a more objective light. As
her literature so eloquently shows us, Zainichi literature is indeed a
part of Korean literature and should be read as such. It is this fact
which the researcher hopes, if anything, this thesis was able to prove.
Finally, it is the researcher’s wish that this thesis will serve as a
springboard for future research on Lee Yangji and other Korean
diaspora authors by the Korean literature community.
Keywords: Lee Yangji, Zainichi Literature, Identity, Hybridity, Postcolonialism, Self-translation, Love Stories,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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