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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사 검토  문제의식

이 논문은 한국계 미국작가 민진 리(Min Jin Lee, 1968~)가 2017년에 발표한 

Pachinko의 한국어 번역본 � 친코 1ㆍ2�(이미정 옮김, 2018, 문학사상사)에 나

타난 이민자 문학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 친코�는 조선인 ‘선자’ 일가가 

1933년에 일본으로 이주하여 이민 2세  만에 일본 정착에의 경제  토 를 마

련하고, 이민 3세  만에 새로운 도약을 한 내  성숙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장편 가족사 소설이다. 작가 민진 리는 서울에서 태어나 일곱 살이던 1970년  

* 홍익 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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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해간 이민 1,5세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역사학

을 공하고 로스쿨에 다녔던 그녀는 2002년에 단편 ｢조국｣을, 2004년에는 단편  

｢행복의 축｣을 발표하여 미국문단에 데뷔하 다. 하지만 그녀의 문학에 한 미

국문단의 심은 2007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Free Food for Millionaires(�백만장

자를 한 공짜음식�)에서 시작되었다. 이 작품은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을 제

로 형상화하지 못해온 미국 미디어나 문학들에 문제의식을 느낀 그녀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의 모습을 직  가감 없이 그려 보여  소설이다. 하지만 그녀의 문

학에 한 미국인들의 심은 2017년 Pachinko의 출간에서 본격화된다.1) 미국 

언론과 잡지의 북리뷰 코 들은 이 책에 담긴 민진 리의 실감나는 묘사력과 압

축 인 문장들에 찬사를 쏟아냈다.2) 민진 리는 일본계 미국인 남편이 일본에서 

근무하게 되어 4년간 일본에 체류했는데, 그때 자신의 첫 단편 ｢조국｣에서 감

을 받은 후 오랜 동안 묵 두었던 재일조선인 이야기를 다룬 Pachinko를 집필

하 다. 여기엔 그녀가 인터뷰한 재일조선인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그녀가 직  

미국과 일본에서 겪은 이민자의 삶에 한 체험과 인식이 녹아 있다. 

� 친코�에 한 지 까지 한국에서의 논의들은 이 작품이 ‘자이니치(Zainich:

在日)’의 삶을 형상화했다는 에 집 되어 왔다. 국역 의 해설에서 김성곤은 

이 작품에서 ‘ 친코’는 한 치 앞을 측할 수 없는 도박과 같은 기형 인 삶을 

사는 재일교포들의 운명을 상징한다면서 이 작품은 ‘자이니치’라 불리는 “재일교

포들의 슬  디아스포라를 생생히 그린 기념비  서사시”라 총평하 다.3) 김

성곤이 � 친코�를 모자수와 솔로몬 등 남성인물을 심으로 보았다면, 이 작품

1) National Book Review, Washington Post, NPR Book Review, USA today, New York 

Times Book Review, Japan Times 등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해서는 Min Jin Lee, 

Pachinko(Boston: Grand Central Publishing Co., 2017)의 앞표지 안쪽부터 소설 1부가 

시작되는 쪽에  있다. 

2) 이 작품은 출간된 2017년에 National Book Award를 수상했고, 뉴욕타임즈, USA투데이, 

국BBC 에서 ‘올해의 책’에 선정되었다. 정신교, 2021.4.21., ｢화제의 역주행 소설 ‘ 친코

(Pachinko)’｣, �시니어매일� . 재는 Apple TV가 8부작 드라마로 제작 이다.  http:// 

www.senior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17, 2021-08-17-16:01:41.

3) 김성곤, ｢재일교포의 슬  디아스포라｣ � 친코 2�[민진 리(이미정 옮김), 2018], 문학사

상, 389-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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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번역한 이미정은 � 친코�에 그려진 여성들의 삶에 주목하 다. 그녀는 양진, 

선자, 경희의 삶은 “여자의 인생은 고생길”이란 말을 실감 나게 하지만, 그들의 

삶은 모자수나 솔로몬 같은 훌륭한 자손을 생산한 데서 진가가 발휘되고 있다고 

보았다.  자이니치가 벗어날 수 없는 굴 라면 그것을 피하려다 죽고만 노아

가 아니라,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 수밖에 없음을 일  깨달은 모자수나 솔

로몬의 선택이 옳았다고 평했다.4) 강유진도 � 친코�를 ‘선자’ 심의 모계서사

로 이해하 다. 강유진은 미혼모인 선자를 조선에서 추방한 것은 남성 심의 조

선 통문화라면, 자이니치가 된 선자를 다시 그 사회의 외  존재로 배격한 

것은 일본인들이라고 보았다.  선자는 아버지 훈에게서는 장애라는 유  형

질을, 사랑했던 남자 고한수로부터는 야쿠자의 더러운 피를, 이상주의자 던 남

편 이삭으로부터는 실 인 무능력함을 물려받거나 체험하면서 고달  생을 살

았다고 설명하 다.5) 

한편, 이승연은 � 친코�의 핵심은 패싱(passing)에 한 등장인물들의 입장 

차에 있다면서 노아의 실패한 패싱과 피비의 성공 인 패싱을 비교하 다.6) 그

런데 노아는 재일조선인이고 피비는 한국계 미국인이기에, 이들의 패싱을 단순 

비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와 련해서 존 리가 �자이니치�에서 자이니치

의 귀속의식은 단일하지 않으며, 특정인의 패싱 실패나 성공을 일반화하는 것의 

험성을 지 한 것7)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임진희는 장소담론의 측면에

서 � 친코�의 자이니치들이 일본에서 체험한 ‘이카이노(猪飼野)’는 ‘내  피식

민의 장소’ 으며, ‘이카이노’는 일본이 자행한 공권력의 횡포이자 생명 억압  

실로, 거기서 자이니치들은 “장소기득권의 횡포와 장소분배의 불평등”을 경험

하 다고 설명했다.8) 손 희는 ‘ 친코’라는 사업의 상징성에 주목하 다.9) 주혜

4) 이미정, ｢‘삶’이라는 이름의 굴 ｣ 의 책, 395-399면.

5) 강유진, 2019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 없다: 민진 리, 이미정 옮김(2018), 

� 친코�, 문학사상｣ �교양학 연구� 9, 261면. 

6) 이승연, 2019 ｢생존을 한 도박: � 친코� 를 통해 보는 자이니치의 삶 � 친코�｣ �아시

아여성연구� 58(3), 213면. 

7) 존 리(김혜진 옮김), 2019 �자이니치�, 소명출 , 329-331면.  

8) 임진희, 2019 ｢민진 리의 � 친코�에 나타난 재일한인의 장소담론｣ � 술인문사회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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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트랜스내셔 한 에서 재일교포의 삶을 그린 � 친코�는 재일교포의 삶

이야말로 국가와 민족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지 한 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

는 작품이라 보았다.10) 통복식을 연구하는 원경이는 애 사가 � 친코�를 8부

작 드라마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11명의 주요 인물들의 캐릭터를 잘 살릴 수 

있는 의상과 색상을 동시  문헌과 사진 등을 통해 고증해내는 이색 인 연구를 

수행하 다.11) 

Pachinko에 한 해외에서의 논의들은 일간지나 잡지의 단평이나 북 리뷰가 

주종을 이룬다. 즉, 이 작품을 상으로 한 본격 인 외국에서의 논문은 아직 나

오지 않고 있다. 지 까지 나온 해외에서의 주요 논의들을 짚어보면, 디아스포라

의 에서 Min Jin Lee의 Pachinko에 나타난 이민자들의 혼란감과 정체성 

기를 살핀 12)과 Toni Morrison의 The Bluest Eye와 Min Jin Lee의 Pachinko

를 비교 분석하여 국경은 넘었으되 낙원에는 도달하지 못한 이주민들에게 제국

이 행한 권력의 문제를 헤친 것13)이 있다.  최근에는 이 작품에 나타난 일

제강 기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한국여성의 사회  지 를 분석한 논문14)도 안

출되었다.  

이상의 연구사 검토에서 특히 한국에서의 � 친코�에 한 논의들은 자이니치

 멀티미디어 논문지� 9(8), 273-275면.

 9) 손 희, 2020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계 넘기: 민진 리의 � 친코�에 나타난 경계인의 실

존양상｣ � 어 문학� 25(3), 65-83면. 

10) 주혜정, 2020 ｢한인 이주와 트랜스 내셔 리즘: 재미교포 작가의 재일교포 이야기 � 친

코�를 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 회 발표 자료집�, 103-107면. 

11) 원경이, 2020 ｢소설 � 친코�의 상화를 한 복식 고증｣, 안동  석사학 논문. 

12) Mali, Dev Singh(2019), “Immigrants’ Sense of Dislocation and Identity Crisis in Min 

Jin Lee’s Pachinko”, Tribhuvan University; Febriani Elfida Trihtarani, M. Mahbubdin 

Ridha al Fasya, Nurussofa Yusticia, Nining Setyaningsih(2019), “Antara Zainichi Dan 

Pachinko: Representasi Zainichi Korea Dalam Novel Pachinko Karya Min Jin Lee”, 

Poetika, Vol 7, No.2, pp.171-187 등이 그러하다.

13) Harrison, Shauna-Kay(2020), “Passing for Paradise: Colonial Mimicry and Desire in 

Pachinko and The Bluest Eye”, Mount Holyoke College. 

14) Khechab, Ilham(2021), “Korean Women’s Status under Patriarchy in Min Jin Lee’s 

Pachinko”, Universite Ahmed Draia-Ad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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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한 차별의 역사에 주목하여 자이니치의 디아스포라와 탈내셔 리즘 문제에 

을 맞춘 것들이 많고, 차분한 서사 분석은 오히려 드문 편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1부의 서사가 선명한 편이어서 그런지, 지 까지의 부분의 논의들

은 1부의 내용에 한정되어 온 감도 없지 않다. 이 논문은 지 까지 � 친코�에 

한 한국에서의 논의들이 이 작품의 체 서사 보다는, 선자의 일본이주나 노

아의 죽음 등, 일부 사건에 한정되어 왔고,  선자와 이삭, 요셉과 경희가 이카

이노에 거주하는 자이니치 음에만 지나치게 집 되어 왔음에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다. 이 은 � 친코�의 체 서사를 꼼꼼히 재독하여 이 작품이 이민자 

문학으로서 갖는 특징을 살피려 한다. 특히 주요 등장인물들의 행 와 선택에 

반 된 욕망과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이민 1.5세  작가 민진 리가 이민자의 삶

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2) 형 이지 않은 자이니치의 서사 � 친코�

이 은 민진 리의 � 친코�는 형 인 자이니치의 서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을 갖고 출발한다. 이런 단의 근거는 우선, � 친코�의 주요 인물들이 자

이니치들이긴 하지만, 이 작품에 형상화된 이들은 자이니치의 형 (typical)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원래 ‘자이니치(Zainich)’란 말은 ‘재일(在日)’이

란 한자어의 일본식 표 으로, 단순히 ‘일본에 살고 있는’ 상태를 기술한다. 따라

서 이 말은 한일 간의 식민지배의 역사를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용어는 재까지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리 통용

되고 있다. 자이니치는 일제강 기이던 1920~30년 에 증했는데, 이유는 1차 

세계 으로 호경기를 맞은 일본이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려고 조선인들을 많이 

데려간 때문이었다. 특히 제주-오사카 간 제항로가 개척된 후에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도일하 으며, 이 가운데 제주도민들의 오사카 이주가 

격히 많았다. 1930년  오사카 인구의 20%가 재일조선인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 다.15) 

자이니치 학자인 서경식은 자이니치의 본질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자유

15) 윤건차(박진우 외 옮김), 2015 �자이니치의 정신사�, 한겨 출 , 38-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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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에 따른 일본 이주가 아니라, 식민지배의 결과로 강제로 일본에서 살게 된 

사실이며, 둘째는 자기 민족을 식민 지배했던 구( ) 식민지 종주국에 남겨져 

살고 있다는 이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자이니치는 일단 강제로 이주를 당했

고, 조국과 거주국이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양자가 지배-피지배의 계에 있

었으며 해방 후로도 오랜 동안  계에 있다는 에서 재미한인이나 재이

란한인과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16) 더욱이 일본인들은 ‘자

이니치’란 단어를 멸칭(蔑稱)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말에는 지 껏 일본인에

게 차별을 받아온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이 내포되어 있다.17) 

작가 민진 리도 � 친코�를 통해 재일조선인들의 이야기를 집필하게 된 동기

에 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궁 했습니다. 일본 

내 한인은 미국 내 한인들과는 다르죠. 제 부모님은 스스로 선택해서 미국에 오

셨지만, 일본 내 한인들은 강제로 끌려오거나 아니면 속아서 온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기 때문에 재미 한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한 인

터뷰 기사가 있긴 하다. 하지만 이 인터뷰는 그녀가 첫 장편소설인 �백만장자를 

한 공짜 음식�을 발표한 2007년 6월 11일의 것이며,18) 실제로 민진 리가 �

친코�에 형상화한 재일조선인 1세  인물들은 모두가 개인 인 동기에서 자의

인 선택으로 일본으로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먼  선자-이삭 부부는 1933년 4월, 

목사인 이삭의 선교활동을 해 오사카로 자발 으로 이주하 고, 고한수나 요

셉-경희는 그들보다 먼  자의로 도일하 다. 고한수의 도일 이유는 명확히 서

술되어 있진 않지만, 일본여성 미에코와의 결혼과 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요셉

은 1925년경 돈을 벌기 해 자의로 도일하 다. 특히 주인공 선자의 도일 계기

는 유부남인 고한수의 아기를 임신한 채 목사인 이삭과 결혼한 때문인데, 여기

서 선자가 고한수에게 반한 이유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자는 고한수가 

하숙집의 더러운 어부들과 달리 “깨끗하게 면도를 한, 잘생긴 남자” 고, “티끌 

16) 서경식(임성모․이규수 옮김), 2006 �난민과 국민 사이�, 돌베개, 187면. 

17) 의 책, 117-119면.

18) ｢워싱턴 석: 첫 소설 '백만장자를 한 공짜 음식' 펴낸 이민진 씨｣ 인터뷰 기사. 

https://www.voakorea.com/a/a-35-2007-06-11-voa15-91294224/1310806.html, 

2021-01-19-14: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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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없이 하얀 옷”을 입고 있어서 반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선자의 아버지 

훈은 선자에게 남자를 외모로 단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훈계하 으나, 선자는 

고한수의 잘생긴 외모와 깨끗한 정장, 검은 색 띠가 둘러진 모자와 하얀 구두에 

완 히 마음을 빼앗겼다. 그녀는 지 껏 부산 도에 살면서 고한수처럼 옷을 

잘 입는 사람을 본 이 없었던 것이다. 16세의 선자는 30 의 고한수에 비해 

어렸지만 그와 사랑을 나  때 머뭇거리지 않았다. 고한수에게 반한 그녀는 

극 이고도 주체 으로 그와 사랑을 나 었다. 이후로도 그녀는 그를 떠올리거

나 만날 때면 항상 그의 잘생긴 외모와 화려한 옷차림부터 떠올리곤 해서, 그녀

가 사람의 화려한 외양에 마음을 빼앗기는 성정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한 

고한수는 일본 등지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미제 분홍색 사탕과 국제 버터 비스

킷을 선자에게 갖다 주었고, 선자의 일상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으며, 선자의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기도 하 다(1권 61-66면). 즉, 선자는 고한수의 화려함

과 달콤함, 따듯함에 마음을 빼앗겼는데, 결정 인 것은 그의 화려함이었다(1권 

307면).

� 친코�에서 이 목은 요하다. 왜냐하면 선자가 일본으로 이주하게 된 계

기의 일부가 선자의 그런 성정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자의 이주

는 고한수가 자신이 기혼자임을 그녀에게 미리 밝히지 않았던 사실과, 그 바탕

에 깔린 고한수의 가부장 인 젠더인식에서 발된 부분이 크다. 하지만 남자의 

화려한 차림과 외모에 혹되는 선자의 성정도 거기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

다. 선자는 조혼이 만연하던 당시에 재력까지 갖춘 30 의 멋진 신사인 고한수

의 기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와 사랑에 빠져 임신한 것이다. 이런 그녀의 

낭만 이고 돌 인 성정이 자이니치가 된 그녀의 운명에 향을 미치고 있다. 

선자가 고한수의 아기를 임신하지 않았다면 결핵을 앓고 있는 유약한 목사 이삭

과 결혼하여 오사카로 이주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자는 기혼자인 

고한수와 맺어질 수 없게 되자 자신과 태어날 아기에게 ‘외투 같은 존재’가 되어

 이삭을 구원자로 여겨 그와 결혼하 고, 1930년  조선에서 미혼모가 받게 

될 비난과 질타를 피하고자 목사인 이삭의 선교지인 오사카로 이주하여 자이니

치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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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서 요한 남성인물  하나인 이삭의 형 요셉은 이삭의 삼형제  

둘째로 1910년생이다. 부친은 요셉이 의사가 되길 원했지만 그는 돈을 벌고자 

1925년경 일 이 오사카로 이주하 다(1권 175면). 그는 일제가 운 하는 비스

킷 공장에서 6년째 감독 으로 일하며 일본인 사장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 당시 

비스킷은 장의 군인식량으로 일종의 군수물자 다. 즉, 요셉은 자신이 하고 있

는 일의 성격보다는 일을 하는 목 에 심이 큰 인물로, 그에게 그것은 가장으

로서 가족을 잘 부양하는 것이었다. 요셉은 밤에도 이카이노에서 기계를 수리하

는 등 밤낮없이 일하여 이카이노 주민  유일하게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일본어를 우아하게 구사하는 아내 경희와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지만, 방 세 개

짜리 집을 소유한 요셉은 이카이노 주민 가운데 형편이 가장 좋았다(1권 170- 

171면). 요셉은 동생 이삭을 오사카로 불러들여 동생 내외의 오사카 정착을 돕

는다. 요셉은 독립운동에 투신했다가 요 한 형 사무엘을 본 탓인지, 매사에 실

리 이고 실 인 단을 앞세웠다.  1944년 동생 이삭마  사망하자, 그는 

매우 시니컬해진다. 선자의 부친인 훈과 마찬가지로 요셉은 격변기엔 가족을 잘 

돌보는 일이 가장 요하다고 믿는 인물로, 아내 경희의 바깥일을 하는 등, 여

성 에 있어서는 근 인 편이었다.  

한편, 고한수는 제주도 출신으로 재 오사카와 조선을 오가며 교역을 하고 

있고, 야쿠자로도 활동하는 재력가인데, 그의 일본 이주 경 는 작품 내에서 정

확히 서술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의 일본 이주가 강제 인 것이 아님은 이 

작품에서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풍운아처럼 이곳 곳을 떠돌며 화려한 삶을 

사는 고한수는 자신을 신뢰하는 장인의 데릴사 가 되어 나 에는 일본의 야쿠

자의 두목 자리를 승계한다. 이로써 그는 간사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야쿠자 

조직의 보스가 되는데, 이런 사실에서 그는 이미 일본에 귀화한 자이니치일 가

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국역  � 친코�에는 그것에 한 명확한 서술은 

없다. 

이상에서 � 친코�에 등장하는 이민 1세  인물들은 모두 자의로 일본으로 이

주하 음이 확인되었다. 물론 자이니치 가운데 외견상 ‘자의 으로’ 이주하 으

나, 실은 식민지  조건들 속에서 일종의 ‘강요된’ 자의  선택으로 이주한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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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치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 게 ‘강요된’ 자의  선택으로 이주한 경우라

면, 자의 인 이주라는 사실만으로 그들을 형 인 자이니치가 아니라고 하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 형상화된 이민 1세 인 선자, 이삭, 요셉, 경

희, 고한수의 일본 이주는 당시 조선이 처한 역사  조건과는 거의 무 한, 개인

 선택들로 설정되어 있다. 돈을 벌기 해서 이거나, 선교할동을 해서, 혹은 

미혼모로서 받을 손가락질을 피해서 등, 매우 개인 이고 세속 인 이유나 포교

활동과 련된 선택이었다. 고한수의 이주는 일본 야쿠자 보스의 외동딸과 결혼

하기 한 것으로 보여, 그도 개인  출세욕과 련된 이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민 1세  재일조선인들은 역사  피해자인 자이니치와

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이 의 기본 인 이다. 

이주 동기뿐 아니라, 이들의 이카이노에서의 생활도 당시의 일반 인 자이니

치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수 으로 서술되고 있는 도 이들을 형 인 자이니

치로 보기 어렵게 한다. 선자와 이삭, 요셉과 경희는 자이니치로 이카이노에서 

살았지만, 고한수는 간사이 지역 야쿠자 보스의 외동딸인 미에코와 결혼하여 오

사카 외곽의 택에서 살았다. 그는 장인의 성을 이어받아 ‘모리모토 하루’(1권 

305면)라는 일본이름을 법 으로 사용하 는데, 그런 사실들에서 그는 이미 일

본으로 귀화한 자이니치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당시 자이니치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민국 국 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자, 조선 국 자

뿐 아니라 일본에 귀화한 조선인도 포함되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귀화한 조

선인도 자이니치로 차별하 기 때문이다. 

이제 선자-이삭, 요셉-경희 부부의 ‘이카이노(猪飼野)’ 생활을 살펴보자. 오사

카항에 도착하 을 때 선자는 “피어나는 묘목처럼”(1권 159면)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조선인마을 ‘이카이노(Ikaino)’를 보자 모든 희망이 사라짐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녀가 본 오사카항의 서양식 건축물은 ‘거 한 짐승’ 같고, 차는 ‘바

퀴 달린 속 황소’ 같아서 이 부셨지만, 이카이노의 잣집들에서는 동물냄

새, 음식냄새, 화장실 냄새가 뒤섞여 풍겼고, 일본인들은 이카이노의 조선인들을 

교활하고 악한 종족, 말썽꾼, 헛간의 동물 취 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1권 

153-160면). ‘돼지를 치는 곳’이란 뜻의 이카이노(Ikaino)는 “히라노(平野)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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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공사에 임 으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거리”인

데, 히가시나리(東城) 구와 이쿠노(生野) 구에 걸쳐 있었다. ‘일본 속의 조선’인 

이카이노의 조선시장엔 “김치, 명태, 고추 등을 는 조선 식료품 과 돼지고기, 

족발, 불고기를 는 요리 이나 포장마차, 혼례용 장신구 같은 물건도 취 하는 

민족의상 가게” 등이 집해 있었다.”19) 이카이노는 일본 내에서 불가 천민으

로 간주되는 부라쿠민의 거주지와 인 해 있었는데, 부라쿠민은 일본인이었기에 

이카이노의 재일조선인들보다는 덜 천시되었다. 한마디로 당시 일본은 거주지를 

심으로 일본인-부라쿠민-재일조선인 순으로 계화(hierarchy)되어 있었다(2

권 18-19면).

하지만 이삭은 평양 부호의 아들이었고, 선자도 모친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왔으며, 이들은 요셉-경희 부부의 도움까지 받아서 비교  수월하게 오사카에 

정착할 수 있었다. 이는 선자-이삭이 기거했던 방을 당시 일반 인 이카이노 거

주민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조선인들에게는 아무도 집을 빌려주지 않아. 이곳 목사가 으니 자네도 이곳에

서 조선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볼 수 있을 걸세. 상상도 하지 못한 경을 보게 될 

거라는 얘기야. 두 사람이 겨우 울 수 있는 방에서 열두 식구가 살면서 일을 나가

는 남자들과 나머지 가족들이 교 로 잠을 잔다네. 돼지와 닭도 집 안에서 기르고 

말야. 수돗물도 없어. 난방도 되지 않고,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만 이곳에서는 더러운 꼴로 살 수밖에 없어. 서울에서 온 양반들이 거지꼴이 되는 

걸 많이 봤다네. 목욕탕에 갈 돈도 없이 넝마를 걸치고 살고, 신발이 없어서 시장에

서 짐꾼으로 일하지도 못해. 그들은 갈 곳이 없어. 일자리와 돈이 있는 사람도 살 곳

을 찾기가 쉽지 않아. 몇몇 사람들은 불법 거주를 하고 있어.”(1권 189-190면, 

은 필자)

신발이 없어 시장에서 짐꾼조차 하지 못하는 자이니치들은 두 사람이 겨우 

울 크기의 방에서 12명의 식구가 교 로 잠을 잤다. 이것이 당시 자이니치들의 

평균 인 이카이노 생활이었다. 돼지와 닭과 사람이 함께 살았고, 수돗물과 난방

도 없었다. 이에 비해 이삭과 선자가 지내는 방은 외 은 허술하지만 내부는 정

갈하게 잘 리된 다다미 6장짜리의 깨끗한 방이었다. 

19) 윤건차(박진우 외 옮김), 2015 앞의 책, 40-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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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과 달리 집 안은 편안했다. 많은 하인이 있는 집안에서 자란 경희는 남편을 

해 집을 청결하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장소로 꾸미라고 배웠다. 단둘뿐이지만 두 

사람이 사는 집에는 다다미 여섯 장짜리 방이 세 칸이나 있었다. 다다미 두 장짜리 

방에서 열 명이 같이 자야하는 이 동네의 수 에서는 례가 없는 일이었다. … (

략) … 일행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경희가 불을 켰고, 선자는 이제 이곳이 자신이 살 

곳임을 되새겼다. 바깥의 거리는 어둡고 고요했지만 작은 잣집은 밝고 깨끗했다. 

이삭과 선자는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갔고, 경희는 그들 뒤로 문을 닫아주고 잘 자라

고 인사했다. 창문 없는 방은 요 하나와 옷장 용인 하고 납작한 트 크 하나

가 들어갈 정도로 했다. 사방은 깨끗한 벽지로 도배되어 있었고, 다다미는 군

가가 손으로 일일이 쓸어서 닦아 놓은 상태 다. 경희가 새 솜을 넣어서 비이불을 

도톰하게 부풀려 놓았다. 경희와 요셉의 방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등유 난방기도 

있었는데, 그 일정하게 웅웅거리는 소리에 마음이 차분해졌다(1권 163면, 170-171면, 

은 필자).

이삭과 선자는 오사카에 도착한 첫날부터 경희가 깨끗이 소제해 둔 다다미 6

개짜리 방에서 둘이서만 지냈다. 요셉은 8년 , 평양에서 가져온 돈으로 오사카 

이카이노에 방 3개짜리 집을 마련했는데, 방들은 모두 다다미 6장짜리로 꽤 컸

다. 요셉은 오사카에 땅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 집에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이카이노의 자이니치들이 어떻게 해서든 훔쳐갈 것이라며 이삭과 선자가 

오사카에 도착한 첫날밤에 그들에게 이카이노 주민들과는 말도 섞지 말고 그들

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집에 돈이 있는 티를  내지 말라고 주의까지 다(1

권 164면). 한마디로 요셉은 이카이노에서 최고 부자 다.  오사카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이삭은 류 목사네 교회의 부목사로 일했고, 선자도 고한수가  

국제 으로 된 시계와 어머니 양진에게서 받은 반지 등을 천삼아 일 감치 

김치장사에 나서는 등, 빠르게 그곳에 응해서 경제 으로 안정되어 갔다. 선자 

일가가 자이니치 일반에 비해 형편이 나았다는 단은 다른 에피소드들에서도 

확인된다. 선자가 김치장사를 하는 동안 경희가 살림을 맡았는데, 1933년에 경희

는 냉장고가 없어 음식이 상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1권 197면), 선자는 

아들들에게 분유를 사서 먹이고 기 귀도 사서 썼다고 서술되어 있다(1권 204면

과 247면).

이 듯 � 친코�의 재일조선인 이민 1세 들은 매우 세속 이거나 종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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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서 자의로 오사카로 이주하 고, 이들의 이카이노 생활은 당시 이카이노 

거주민들의 일반  수 을 훨씬 웃도는 윤택한 것이었으며, 특히 고한수는 이카

이노가 아닌, 오사카 외곽의 택에서 당시로는 매우 이례 으로 화려하고도 풍

요로운 삶을 살아서 이들을 형 인 자이니치로는 보기 어려운 일면이 있다. 

이런 근거들에서 이 은 민진 리의 � 친코�는 형 인 자이니치의 서사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단하여, 이민자문학으로서의 이 작품에 심을 갖게 

되었다.

2. 본론 

1) 이민 1세 의 혼종성과 생존 략

� 친코�의 1부는 이민 1세 인 선자, 고한수, 요셉이, 2부는 이민 2세 인 선

자의 아들 노아와 모자수와 이민 3세 인 모자수의 아들 솔로몬이 이끌고 있다. 

하지만 작품 체의 주인공은 선자와 고한수이다. 이유는 이들이 체 스토리를 

발하며, 이민자의 혼종  정체성과 이민자의 척박한 삶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주인공 선자는 일본 이주 후 이삭과 십여 년간 부부로 살다가 이삭이 1944

년에 사망함에 따라 27세에 두 아들을 둔 청상과부가 된다. 살아생  이삭은 그

녀에게 ‘ 무 은 것을 요구하는’ 남자 다. 선자는 자신과 고한수의 아기까지 

품어  ‘우아하고 아름다운’ 남자인 이삭을 ‘경외의 상’으로 여겼고, 사망한 후

에야 조  다가가기 쉬운 존재로 느 다(2권 376면). 반면 고한수는 기혼자여서 

헤어졌지만, 평생 그녀에게 그리움의 상이었다. 이삭이 사망한 후 고한수를 다

시 만난 그녀는 고한수에게 “자신이 여 히 여성일까?”를 고민한다. 그를 만나

러 가면서 “씻었는데도 손톱 가장자리가 여 히 흙에 물들어 게 변해 있는 

자신의 손”(1권 331면)을 자꾸만 걱정한다. 고한수는 일본인 아내가 사망한 후, 

선자 모친의 장례식에 와서 선자에게 청혼하 으나 선자는 거 하 다. 이유는 

그와의 인연은 노아의 사망으로 끝났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순이 넘은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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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만날 때면 언제나 얼굴과 옷매무새를 달리하며 그에게만큼은 여성으로 인

식되고자 한다(1권 345면, 2권 182-186면).  70  노년에도 꿈속에서 그와 사

랑을 나 던 때로 돌아가곤 하는 자신을 스스로도 민망해 한다(2권 377- 378

면). 즉, 선자에게 고한수는 원한 ‘남자’ 다.  

한편 선자에게 노아와 모자수는 “생명이자 죽음”이었다. 그만큼 그녀는 두 아

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헌신 이었다(2권 160면). 그러나 그녀는 장남 노아의 

장례식에 끝내 가지 않았는데, 이는 생부인 고한수도 마찬가지 다. 그들이 아들

의 장례식에 가면 노아의 일본인 처와 자식들(1남 3녀)이 노아가 조선인이었다

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 노아가 그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단한 때문이다. 이

민 2세 인 노아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를 네이티 처럼 구사하고 학업성

도 우수했지만, 자이니치로 차별받는 것을 끔 이 싫어한 나머지 일본인 행세를 

하고 다녔다. 그는 “조선인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되고 싶”다는 꿈이 좌 될 

기에 처하자 자살한 것이다. 이를 임진희는 “식민  장소성의 멘탈리티에 함몰”

된 것이라고 비 하 고,20) 이승연은 그런 노아의 선택이 지닌 ‘필연’  측면을 

보다 극 으로 읽어냈다.21) 그런데, 기실 노아의 자살은 � 친코�에 그려진 

10  조선인 학생 ‘기무라 데쓰오’의 자살과는 달리, 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설정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처와 4명의 자식을 둔 년(자살 당시 노아는 46세)

의 가장인 그가 안정 인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에 연락두 로 살

던 어머니가 출 하자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가족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 갑

자기 자살한다는 설정은 개연성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 친코�의 2부에서 노아의 자살은 더욱더 충격 인 사건이 되고 있다. 요한 

것은 그런 노아의 원망(願望)을 읽어서 선자와 고한수가 며느리와 손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2권 377면), 이로써 노아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일본인

으로 남게 되었다는 이다. 이를 노아의 패싱(passing)으로 본다면, 그의 패싱

은 그의 죽음이 아니라, 선자와 고한수가 노아의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가능하 다. 선자는 민하고 총명했던 노아가 “모든 규칙을 지키며 

20) 임진희, 앞의 논문, 276면.

21) 이승연, 앞의 논문, 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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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되려”는 ‘잔인한 이상’에 사로잡  있었기 때문에 죽었고, 거기엔 엄마인 

자신이 노아가 그런 무모한 이상에 사로잡  있도록 내버려둔 탓이 크다며 자책

한다(2권 282-283면).

한편, � 친코�에서 선자의 젠더인식은 독특한 이 성이 띠고 있어 주목을 요

한다. 쁘지는 않지만 튼튼한 선자는 일을 매우 잘 하고 생활력이 강한데, 이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재일조선인 여성들 모두의 공통 이기도 하다. 양진, 선자, 

경희, 모자수의 아내 유미까지, 재일조선인 여성들은 일에 해 남다른 집 력과 

열심을 보인다. 심지어 모자수가 유미를 아내로 선택한 이유도 그녀가 일을 잘 

하기 때문으로 되어 있다. 선자는 가족을 해 희생과 인고의 삶을 산다는 면에

서는 통 인 한국의 어머니상 자체이다. 이 작품에서 재일조선인 여성들은 한

결같이 말수가 고, 여자의 삶은 고생길임을 익히 알고 있으며 그에 해 수용

이다.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인 피비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음식을 만들  모

르는 피비를 신해서 매번 솔로몬이 식사 비를 하는데, 이를 본 솔로몬의 할

머니인 선자는 “요리를 할  모르면 어떤가?”라며 피비 세 의 여성을 이해하

는 태도를 보인다(2권 337면). 이는 이민 1세 인 선자가 이민 3세 인 손주 세

에 이르러 여성의 삶에 한 통  통념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음을 말해 다.  

이 작품에서 선자의 젠더인식은 “정숙한 여자는 유부남과 식당에 가지 않는

다.”(1권 183면)라는 양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매우 보수 인 일면을 갖

고 있다. 양진은 아버지나 남편이 아닌 남성과는 산책도 하지 않는다면서 이삭

이 바닷가 산책에 동행을 부탁했을 때 한참을 머뭇거렸다(1권 90면). 주디스 버

틀러는, 여성에 한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는 이런 통념은 사실상 제도 권력

이 반복 으로 주입해온 담론  구성물이며, 그 본질은 가부장제  남성 심주

의라고 비 한 바 있다.22) 선자의 가부장 인 남성 심  젠더인식은 “여자는 

말수가 어야 한다.”라는 아버지 훈의 가르침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에서도 확

인된다. � 친코�에서 선자의 남편인 이삭에 못지않게 비 이 큰 인물이 시숙인 

요셉인데, 요셉은 “성경에서 명한 사람은 를 단단히 묶어놓아야 한다.”라고 

 있다면서(2권 52면) 이를 선자나 경희 등 주변 여성들에게 거듭 훈계한다. 

22) 조 , 2016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커뮤니 이션북스,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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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카인 모자수나 노아에게는 정치나 이념 인 일에 연루되지 말라고 훈계

한다. 요셉의 인식체계에서 여성은 가사노동의 존재여서 사회  항운동의 주

체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23) 선자는 이런 요셉의 훈계에는 별다른 항을 않고 

순종 이다.  

선자의 캐릭터가 가진 혼종성은 그녀가 근 인 젠더인식의 소유자인 동시

에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성  주체로 묘사되어 있는 데에서 드러난다. 손자를 

둔 52세의 할머니인 선자는 70세의 고한수를 만나기로 한 날 “한수가 자신을 조

이라도 여자로 주기를 바”라면서 설 어 한다(2권 182-186면).  손윗동서

인 경희가 청년 김창호로부터 청혼을 받았을 때 그녀는 경희에게 김창호의 청혼

을 수락하여 둘이 결혼해서 북한으로 갈 것을 권유한다. 오히려 경희는 남편 요

셉이 원폭 피해를 입어 환자가 되었지만 엄연히 살아있고, 김창호에 비해 자신

이 훨씬 손  나뻘이며, 자신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란 이유를 들어 김

창호의 청혼을 거 한다. 경희는 김창호가 자신보다 은 여성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그의 청혼을 거 한 것이다. 하지만 선자는 김창호가 원하는 것

은 고 아기를 잘 낳는 여자가 아니라 경희여서 청혼한 것이니,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한다. 그것도 시숙인 요셉이 살아 있는데 말이다. 지 까지 한

국소설에서 모성성의 구 자로 형상화된 여성이 이 듯 선명한 욕망의 주체로 

형상화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모성성의 존재로 호명된 여성은 개 욕망이 거

세된 존재로 묘사되곤 하는데, � 친코�의 선자는 희생과 헌신의 모성성의 구

자이면서도 선명한 성  욕망의 주체로도 그려져 있어, 젠더인식에서 혼종성이 

드러나는 캐릭터라 하겠다. 

선자의  면모는 요셉과의 립에서도 확인된다. 그녀는 오사카에 도착

하자마자 경제활동에 나서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남편 이삭보다 시숙 요셉의 반

가 더 심했다. 여성의 바깥일을 용납하지 못하는 요셉과 공장에서 일하길 원

하는 선자는 그 일로 다툰다. 요셉은 여성은 임 노동이 아닌, 무보수의 가사에 

념하여 가장인 남성의 보조  존재로 남기를 원했다.  선자가 당포에 가

23) 마리아 미즈(최재인 옮김), 2014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여성, 자연, 식민지와 세계  규

모의 자본축 �, 갈무리, 98면.



242ㆍ한국문화 97

서 고한수가  시계를 당 잡  요셉의 빚을 갚아  일이 있었는데, 여성의 

당포 출입을 용인하지 못하는 요셉은 “어리석은 여자가 내 빚을 갚아주었다.”

면서 그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불알도 없는 놈 취 을 받게 생겼다.”면서 

선자에게 화를 내다 못해, 기야 300엔이나 하는 비싼 시계를 가지고 있던 선

자를 도둑이나 창녀로 의심한다(1권 220면). 이 일로 선자는 끝내 요셉과 다투

는데, 여성이 시숙과 다투는 것은 기존의 한국소설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이라 

하겠다.  

한 이삭과 노아가 모자수의 친코 사업을 비윤리 이라며 못마땅해 한 것

과 달리, 선자는 자이니치들의 친코 게임장 운 이 재일조선인에 한 고용효

과가 있음을 들어 정 으로 평가하고 모자수의 친코 사업을 극 지지한다. 

선자와 이삭의 아들인 모자수는 착한 조선인이 되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단 것을 

일 감치 깨닫고(2권 19면) 학교를 퇴한 뒤 17세에 친코 일을 배워 20세에 

친코 게임장을 6군데나 리하는 지배인이 된다.  20  반에는 요코하마

에서 친코 게임장을 직  운 한다. 하지만 그의 형 노아나 아버지 이삭은 

친코를 건 한 사업으로 보지 않았다. 선자만이 모자수를 지지했는데, 결국 서사

의 후반에 모자수가 경제 으로 성공하여 선자 일가 체를 부양하는 가장이 된

다. 선자는 야쿠자에 해서도 조직 인 범죄자로 나쁜 짓을 일삼는 것은 문제

지만,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재일조선인이면 모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쿠자가 조선인들에게 주는 일자리라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

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친 하고 훨씬 더 존경스러운 사람들”(2권 124면)

이라며 야쿠자를 부정 으로만 보지 않는다.  선자는 자식들에게 일본이나 

쟁에 반 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1권 307면). 이 듯 선자는 

실리 인 단력의 소유자이다. 작가 민진 리는 이민자가 낯선 땅에서 서바이벌

하려면 윤리나 이념을 앞세우기보다는 당장의 생존에 집 하는 삶이 시 함을 

선자라는 캐릭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듯 � 친코�에서 선자는 통 인 모성성과 인 여성의 면모가 뒤섞

인 이주여성의 혼종성을 잘 보여 다. 재미한인이든, 재일한인이든, 이민 1세

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특히 젠더인식과 같이 20세기 후반에 변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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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민을 오던 당시 조국에서의 그것과 시  정주국에서의 인식이 뒤섞

여 혼종  양상이 더욱 렷하게 나타난다.24) 즉, 선자의 혼종  캐릭터는 월경

 존재인 이민자의 공간 인 혼종성이 시간 인 의식에 투사되어 근 와 

가 혼재된 양상으로 발 된 것으로 보인다.  윤리나 정치  이념 등의 명분

보다 실리를 앞세운 실  단은 생존이 선무인 이민자의 입지가 반 된 선

택으로 보인다. 

� 친코�에서 ‘고한수’야말로 기존 한국소설에서는 보기 힘든 캐릭터인데, 그

에게서도 혼종성이 포착된다. 우선 그는 가부장 인 젠더인식의 소유자이다. 그

는 조선의 부잣집 남자들은 첩을 여럿 둔다면서 선자에게 자신의 부산 지처가 

되어 달라고 요청한다. 선자가 그것을 거 하자 그는 오히려 자신의 후한 제안

을 거 하는 선자를 이해하지 못한다(2권 180면). 아내 외의 여자를 늘 곁에 두

고 사는 그는 쟁이나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매우 빨라, 그의 정보력은 선자 

일가를 험에서 구해  정도로 유용하 다. 선자조차 그의 단은 “언제나 옳

았다.”라고 말할 정도 다(1권 333면). 특히 그는 일본인에 해 객 이고자 

하는데, 기본 으로 그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인 개

개인은 조선인에 비해 못하지 않다면서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도 좋은 사

람, 나쁜 사람이 있는데, 다만 일본인들은 제국주의화하여 조선을 지배하고 있어

서 나쁜 일본인들의 조선인에 한 하 가 매우 안 좋게 드러날 뿐이라고 말한

다(1권 341면). 

� 친코�에서 고한수나 모자수처럼 부자가 된 자이니치는 부자라는 이유로 일

본인들에게 재(再)타자화되고 있다. 그들에겐 일본이 결과 으로 기회의 땅이 된 

측면이 있는데, 일본인들은 자이니치로 이미 타자화한 그들에게 다시 범죄자

의 이미지를 워 재타자화한다. 고한수나 모자수는 일본인들이 그럴수록 오히

려 그들에 해 객 이고자 노력한다. 이는 그들이 경제 으로 안정되어 내면

에 자신감이 생긴 덕분으로 볼 수 있다. 한 고한수는 자기핏 인 노아에게 재

정 인 지원을 하는 등 생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며, 평생 변함없는 애정으로 

24) 김미 , 2016 ｢코리안 아메리칸 작가 김 교의 문학: 세 가지 층 의 쓰기를 심으로｣ 

�한국문화� 94, 121-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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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 일가를 돕는다. 손만 뻗치면 언제든 가질 수 있는 여자들이 주 에 많았지

만, 선자만큼은 제 맘 로 할 수가 없었던 그는 선자에게는 항상 자상하고 배려

심 있는 남자이고자 한다. 이삭이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선자를 원거리에서 물심

양면으로 도왔다. 그가 선자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삭이 사망한 지 2

년 후 다.  일본인 아내가 사망하자 곧바로 선자에게 청혼을 하기도 하 다. 

이 듯 선자에 한 고한수의 애정은 진정성을 지닌 것으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야쿠자로서 고한수는 폭력 이었다. 노인인 그는 18세의 일본인 창녀

인 여자친구 노리코가 자신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마구 구타하여 코를 부러

뜨리는 등, 회복 불가능하한 상태로 만들어 그녀를 터키탕에서 남자들의 몸을 

씻겨주는 ‘가부키 ’로 락하게 한다(2권 170면).  손님들의 신발을 제 로 

정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은 조직원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기도 한다(2권 171

면). 선자는 그런 고한수의 험한 일면을 일  감지하고 있었다(2권 182-186

면). 그럼에도 그녀는 남편 이삭과 함께한 10년여의 세월 보다 고한수와 함께 

했던 짧은 순간들이 자신의 동자가 “강가의 돌처럼 굳건하고 밝은 빛”으로 가

득 찼던 시간들이었다고 술회한다(2권 173면). � 친코�에서 고한수는 선자네 

일가에게 ‘키다리 아 씨’ 역할을 하는데, 민진 리는 선자에겐 고한수를, 경희에

겐 김창호를 곁에 두어, 평생 그녀들을 지켜보며 사랑하게 하고 있다. 이런 설정

에는 민진 리의 낭만  사랑에 한 동경이 읽힌다. 요한 것은 고한수도 혼종

인 인물이라는 이다. 그는 가부장 인 한량이고 폭력 인 야쿠자이면서도 

책임감과 진정성이라는 정 인 일면을 함께 지닌 복합 인 캐릭터로 형상화되

어 있기 때문이다.  

요셉은 일본 군수품 공장의 감독 으로, 그의 주된 임무는 조선인 소녀 노동

자들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형 사무엘이 독립운동을 하다 1919년에 사망한 것을 

목격했고, 동생 이삭이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하다가 요 하는 것을 지켜본 그는 

매사에 탈정치 이고 실 인 선택을 앞세운다. 1945년 8월 , 그는 나가사키

에 투하된 원폭의 피해를 입어 오른쪽 어깨를 다치고 안면 얼굴의 반이 없어

졌으며 심한 화상을 입고 한쪽 청력까지 상실하 다. 이후 약과 술로 세월을 보

내게 된 그는 “가족의 미래를 갉아먹고 사는” 괴 하고 무능력한 술주정뱅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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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한다(2권 28-49면). � 친코�의 반부에서 요셉은 활기차게 일하며 동생 

내외의 오사카 정착을 돕는 강한 남성이었는데, 서사의 후반부에선 원폭 피해자

로 35년간이나 가족들에게 비싼 치료비와 약값 부담을 지우며 술과 짜증으로 세

월을 보내다가 1979년에 사망한 나약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의 아내 경

희는 학교 선생님 같은 단아한 외모에 아나운서 같은 표  일본어를 구사하는 

교양 있는 여성으로 아기가 없음에도 자신을 내쫓지 않은 남편 요셉을 고마워하

며 그의 술주정과 짜증에도 불구하고 병수발에 평생을 바치는 통 인 양처(良

妻)형 여성이다. 하지만 � 친코�에서 그녀는 선자의 조력자이자 외로움을 나

는 자매나 친구 같은 존재일 뿐, 어떤 사건에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삭

은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선자를 아내로 맞았고,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자신의 아들 이상으로 그 아이에게 사랑을 쏟는 목회자로, 유약하지만 지 이고, 

수한 외모에 의와 배려심까지 남다른 인물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실 인 

부분에서 그는 무기력해서, 아내 선자가 늘 생활 선에 나서야만 했다. “사람들

과 이야기를 나 고 질문을 하면 이삭은 그 사람 목소리에 담긴 불안을 악하

는 법을 알고, 선자는 살아남는 법을 안다.”(1권 174면)라는 서술은 이삭과 선자

의 성격차를 극명하게 보여 다. 한마디로 이삭은 이상주의자이고, 선자는 실

주의자 다. 이삭은 희생 이고 부드러운 인품과 선비 같이 해사한 외모에 학문

을 즐기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 지만, 결핵을 앓는 병약한 인물로 일  사망한

다. 그는 류 목사네 교회에서 일하는 ‘후’의 신사참배 거부 건에 연 되어 일경

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다 출소하 으나 지병인 결핵이 악화되어 1944년 도일

한 지 11년 만에 요 한다. 

이상의 사실들에서 � 친코�에서 선자와 고한수가 이민자라는 경계인의 혼종

성을 가장 잘 구 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올바른 것보다 타지에서의 

생존에 필요한 일을 우선시하는 이민 1세 의 척박한 삶을 변하며 서사가 종

결되는 1989년까지 서바이벌(survival)에 성공한다. 즉, � 친코�는 이념형의 인

물인 사무엘, 이삭, 노아에 해, 생존형 인물인 선자, 고한수, 모자수 등이 승리

하는 서사이다. 작가는 자들을 역사에 패배해간 나약한 존재들로 그리고 있다. 

사무엘은 10 에 독립운동을 하다 일 이 사망하 고, 이삭은 어려서부터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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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약하여 항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인물이며, 노아는 공부를 잘 하 지만 고

집이 세고 내면 으로는 유약한 성격으로 끝내 차별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하

는 등 정신 으로 나약하 다. 반면, 선자나 고한수, 모자수는 생활력이 강하고 

실리 이어서 척박한 상황에서 서바이벌에 성공하는 강한 캐릭터들이다. 이민자

서사인 이 작품에서 작가는 착한 심성을 갖고 가치나 명분을 추구하는 자들보

다, 강한 생활력과 실리  단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에게 가치와 비 을 

부여하고 있고, 양진, 경희, 유미 등 재일조선인 여성들은 이들을 받쳐주는 조력

자들로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엔 낯선 땅에서 서바이벌하고 안착해야만 하는 이

민 1~2세 의 삶에서 무엇이 더 긴요한가에 한 작가 민진 리의 체험과 단

이 녹아 있다. 이런 맥락에서 � 친코�는 이민자문학의 성격이 강한 장편소설이

라 하겠다.

2) 이민 1~2세 가 신뢰하는 두 가지: ‘가족 챙기기’와 ‘자녀 교육’  

� 친코�의 2부에서는 친코 사업이 선자 일가의 가업일 뿐 아니라, 이민 

1~2세  재일조선인들에게 ‘가족 챙기기’(2권 315면)를 가능  하는 삶의 터

임이 그려지고 있다. ‘가족 챙기기’는 역사  혼란기엔 가족을 돌보고 지키는 일

에 집 하는 삶을 살자는 인식의 표 으로, 원래 선자의 아버지 ‘훈’이나(1권 95

면) 이삭의 형 ‘요셉’이 주장하던 바(1권 267면) 다. 훈은 “조선이 독립해야 한

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요한 것은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 믿었다(1권 95면). 

훈은 정세의 변화 소식을 물어다주는 남자들의 말에 한숨을 내쉬며 “상  없데

이, 상 없다고.”라고 하면서 “ 국이 항복을 하든지, 복수를 하든지 자기와는 

상 없다는 거 다. 세상이 어  변하든 그들은 그  텃밭의 잡 를 뽑아야 했

고, 신발이라도 신고 다니려면 짚신을 만들어야 했으며, 닭을 훔치러 들어오는 

도둑들을 쫓아내야 했다.”라고 말한다(1권 25면). 요셉도 압제에 항하는 것은 

가족이 없는 은이들이나 하는 일이라며, ‘내 밥그릇 잘 챙기기’의 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1권 169면). 이런 인식은 선자와 모자수,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져 선

자 일가의 삶의 모토가 된다. 고한수도 “난 내 자신과 내 사람들을 돌볼 거야. 

내가 정치인들에게 내 목숨을 맡길 거라고 생각해? 책임자들은 아무것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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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도 신경 쓰지 않지.”(1권 328-329면)라며 비슷한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일

본인과 조선인이 조련이다, 민단이다, 하면서 단체만 생각해서 망한다면서 그는 

개인, 즉 자신을 해서 일해야 함을 강조한다. 사업가인 자신은 조선인도 일본

인도 아니라면서 그는 특정 국가의 국민이기를 거부한다. 스스로를 ‘그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 규정하는 그는 애국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모두 신념일 

뿐이고, 신념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잊어버리게 되며, 결국 책임

자들은 그런 신념에 빠진 자들을 착취한다고 말한다. 즉, 고한수나 선자 일가의 

‘가족 챙기기’는 낯선 땅에서의 서바이벌이 일차  목표여서 정치  이념이나 도

덕  가치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민자들의 척박한 실을 

고스란히 변하는 생활신조라고 하겠다.

이념이나 명분 신 선자, 고한수, 모자수 등 � 친코�의 이민 1~2세 들은 

자녀교육과 경제력의 확보, 이 두 가지를 추구한다. 나라나 이념은 언제든 그들

을 배반할지라도, 잘 교육시켜 놓은 자녀나 내 손으로 이룩한 경제력은 자신들

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기에 그들은 자녀교육에 매진한다. 선자는 

총명한 노아를 와세다 학에 진학시키기 해 연했던 고한수의 도움을 받아

들 다. 모자수는 솔로몬의 미국 정주를 희망하여 일 감치 어린 솔로몬을 외국

인 학교에 입학시켰고 미국유학까지 보냈다. 고한수는 노아의 학비를 지원하면

서 스스로도 독학으로 조선어와 일본어를 공부하 으며 노아가 추천해  어책

으로 혼자서 어를 익혔을 정도로 교육에 남다른 열성을 보인다. 그는 “민족주

의자들과 종교, 심지어는 사랑도 믿지 않았지만, 교육의 힘은 믿었다.”(2권 111

면) 한 이들은 자력으로 확보한 경제력을 신뢰한다. 고한수가 간사이 지역에

서 두 번째로 큰 야쿠자 조직의 보스가 된 것이나, 모자수와 솔로몬이 친코를 

운 한 것도, 선자가 열심히 김치나 설탕과자 장사를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

친코�의 두 번째 문장은 “세기가 바뀔 무렵, 나이 든 어부와 그 아내는 돈을 더 

벌어 보려고 하숙을 치기로 했다.”(1권 11면)인데, 이는 부산 도에서 살던 선

자의 조부모 이야기이다. 이런 조부모의 생활 태도는 훈과 양진, 선자와 모자수

로 이어져 이 일가가 돈의 힘을 신뢰하고 그것을 조 이라도 더 얻고자 분투하

는 것이 가풍이 된다. 이로써 그들을 자신들을 망쳐놓은 ‘역사’와 상 없이, 가난

한 조국(조선)이나 자신들을 차별하는 낯선 땅(일본)에서의 척박한 삶을 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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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신과 후손의 서바이벌을 기약하는 것이다. 의미를 찾고 가치를 존 하기엔 

그들이 처한 여건이 무 열악하다고 그들은 스스로 단하고 있다. 민진 리가 

� 친코�에서 보여주고자 한 뿌리 뽑힌 이민자들의 척박한 삶의 주소는 바로 

이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작가 민진 리는 � 친코�에서 탈국가 , 탈정치 인 삶을 지향

함으로써 자신들을 소외시킨 국가나 이념 등의 무겁고 불편한 것들을 자신들의 

삶에서 철 히 배제하고, 나아가 그것들에 복수하는 인물들을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무기력하게 국권을 상실하여 자신들을 국제 미아로 만든 조

국은 자발 인 이주로 등졌다. 양진과 선자의 하숙집에 살 때 이삭이 하숙집 사

람들에게 신문에 난 기사를 이야기해 주면 당시 하숙집 사람들은 슬  소식들뿐

임에 망하곤 했는데, 이 목에서 작가는 “조선은 20년이 넘도록 식민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 어디에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다들 포기에 익숙해져 버렸다.”(1

권 93면)라고 서술하고 있다. 하여 일본으로 자발 으로 이주해온 이 작품 속 

재일조선인 1세들은 자신들을 자이니치라며 차별하는 일본인들의 폐쇄 인 내셔

리즘에도 묵언으로 항하며 노새같이 일하여 경제력을 갖추고 자녀를 잘 교

육시켜 미래를 개척해 가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민진 리가 이 작품에서 

첫 문장에 쓴 ‘우리를 망쳐 놓은 역사’에는 식민지배자인 일제의 것뿐 아니라 피

식민지가 된 무기력한 조선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진 리의  

� 친코�에서는 신념을 좇거나 정치  아젠다에서 놓여나지 못한 인물들은, 이

삭과 노아의 경우처럼 요 함으로써 결국 서바이벌에 실패한다. ‘역사’에 패배해

간 가족들을 목도하면서 선자, 고한수, 모자수는 역사에 지지 않기 해 탈정치

으로 생업에만 집 하면서 자녀의 교육에 헌신하는데, 결국 이들이 낯선 이국

에서 서바이벌에 성공하는 � 친코�의 주역들인 것이다. 여기엔 자신도 이민 1.5

세 인 작가 민진 리의 이민자의 삶에 한 이해가 녹아 있다. 왜냐하면 경제  

안정과 자녀 교육으로 자녀세 엔 주류사회에 편입되고자 하는 이민자의 가열 

찬 삶은 자이니치의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는, 보편 인 이민자의 지향성이기 때

문이다. 이로써 � 친코�는  한번 자이니치의 서사를 넘어, 보편 인 이민자문

학으로 비월(飛越)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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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민 2~3세 에게 친코와 정주지가 갖는 의미

� 친코�의 이민 1세   생존에 성공한 자들은 ‘탈정치 인 삶’, ‘자본주의

인 가치 추구’, ‘가족 챙기기’에 매진하는 실 인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 작품

에서 이민 2~3세 로 갈수록 거주국 문화에 습합되어 가면서 이민자  특성은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으로 이주해간 이민

자들에게 지화는 자연스럽겠지만, 재일조선인들은 1952년 샌 란시스코 평화

정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외국인 신분으로 락하게 되어 패싱(passing)을 둘

러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패싱’이란 이민자나 그 후손이 정

주국 국민이 됨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민 2~3세 는 지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며 경제활동을 하기에 그들에게 거주국은 계속 타국일 수만은 없다. 

따라서 그들의 귀화에 해서는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 그동안 식민 지배와 피

지배의 역사 때문에 일본인들은 자이니치를 타자화하고 조선인들은 재일조선인

의 패싱을 민족  배신으로 여겨 온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재일

조선인의 입장은 간과한 채 폐쇄 인 내셔 리즘에 젖은 시각일 수 있다. 왜냐

하면 재일조선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꼼짝 못하고 일본에 갇힌 자들이기 때문이

다. 아래에 인용한, 모자수가 일본인 친구 하루키에게 한 말에는 그와 같은 정황

이 잘 나타나 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이 나라는 변하지 않아. 나 같은 조선인들은 이 나

라를 떠날 수도 없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 고국으로 돌아간 조선인들도 달라진 

게 없어. 서울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은 일본인 새끼라고 불러. 일본에서는 아무리 돈

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근사하게 차려입어도 더러운 조선인 소리를 듣고. 체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공포에 떨고 있

어.”(2권 220면)

 

자이니치 학자 서경식은 조선 국 의 재일조선인 2세로, 모어는 일본어이고 

모국어는 조선어로, � 친코�의 모자수와 같은 처지이다. 서경식은 자이니치에게 

있어 “일본이라는 공간은 조 씩 공기가 희박해져가는 지하실과 같다. 아니면 

염천(炎天)에 달구어져 지 지  수분이 증발해가는 작은 웅덩이와 같다.”라면

서 루쉰의 “말라가는 수 바퀴 자국에 고인 물속의 붕어는 침으로 서로의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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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자이니치들의 고통을 표 한 바 있다.25) 특히 모국

(母國)과 거주국은 모두 일본이고 모어도 일본어이지만 조국(祖國)이 조선이어

서 취업에 제한을 받거나, 3년마다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 친코�의 솔로몬 같은 이민 3세 에게 국  문제로 인한 혼란과 불편함을 계

속 겪도록 강제할 힘은 어디에도 없다. 이민 2세 인 노아는 자이니치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고, 모자수는 이민 3세 인 아들 솔로몬만큼은 일본을 벗어

나 차별이 없는 미국에 정주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미국에도 인종차별이 없지 

않거니와, 솔로몬은 국계 투자회사인 트 비스 라더스에서 배신당한 쓰라린 

경험 때문인지,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기회를 마다하고 일본에 남기를 택한다. 따

라서 � 친코�의 2부에서 이민 2~3세 인 노아와 모자수, 솔로몬의 성격화는 

결국 국  문제에 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민 1세  재일조선인들은 이

카이노의 자이니치로 차별받았을지언정, 일본의 신민이었고, 이민 2세 인 노아

와 모자수도 1952년까지는 2등 국민 취 을 받았지만 일본 국민이었다. 이들이 

1952년 이후 갑자기 외국인으로 신분이 바  것은, 그들이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이나 조선과 일본이 합병되어 갑자기 일본신민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의사와는 무 한 일이었다. 한 자이니치로 차별받음은 일본 국민이었던 때나 

외국인 신분이 된 이후나 마찬가지 다. 하지만 3년마다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

해야 하는 솔로몬 같은 이민 3세 로선 외국으로의 이주나 패싱을 심각히 고려

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노아의 패싱은 그의 자살이 아니라, 선자

와 고한수가 그의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완성되었는데, 그는 어려서부

터 일본에의 패싱을 원했고, 학시 엔 유럽인이 되길 원했다. 그는 고한수가 

생부임을 알게 된 후 자기 피 속에 흐르는 야쿠자의 기질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 

같다며 자신은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주 받은 자라고 망하 다(2권 229

면). 그러다가 연했던 모친 선자가 찾아오자 이젠 조선인이란 민족 혹은 국

까지 문제가 되자, 결국 죽음으로써 연이나 민족이란 운명  굴 에서 자유롭

고자 하 다.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그는 결과 으로 연과 운명에 패배해 

갔다고도 볼 수 있다.  

25) 서경식(김혜신 옮김), 2006 �디아스포라 기행�, 돌베개, 1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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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노아조차도 일자리만큼은 재일조선인들이 운 하는 친코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서 재일조선인들의 삶에서 친코 게임장이 갖는 의미가 선명히 드

러난다. 노아처럼 한 재일조선인에게 최 의 일자리는 나가노의 친코 던 

것이다. 이는 이민 2세 인 모자수가 요코하마에서 친코 운 에 성공하여 자

이니치들에게 일자리를  것은, 그들이 일본인들에게 차별받고 안 받고의 문제

가 아니라, 재일조선인의 생존을 가능  하는 발 을 마련해  일에 해당함을 

입증해 다. 이런 맥락에서 친코 사업장의 요성에 한 인식이 선자에겐 

있었고, 이삭에겐 없었다. 

한편, 이민 3세 인 솔로몬은 미국시민권자가 될 기회를 마다하고 자이니치로 

남기로 하는데, 이는 개인의 삶에서 추상 인 국  보다 실제의 생활터 인 로

컬(local)한 장소성이 더 요함을 보여주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솔로몬은 미

국시민권자인 피비에게 청혼을 받아 미국시민권자가 될 기회를 갖게 된다. 피비

는 1989년 재 20  반의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작가 민진 리와 세 와 국

이 같은 � 친코�의 등장인물이다.26)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낳은 피비는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자연스  시민권자가 되었다. 그런 피비는 일본인들

이 일본에서 태어난 솔로몬에게 강고꾸징(韓國人)이냐? 조센징(朝鮮人)이냐?를 

묻는 것을 납득하지 못한다. “일본 국민은 일본인뿐이란 말인가? 외국에서 이주

해온 사람들은 언제까지 국외자인가?”라며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조선인 

2~3세가 여 히 조선 국 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도 그녀는 납득하지 못한다(2

권 314-315면). 피비를 작가의 메가폰  인물로 보면, 민진 리는 자이니치를 차

별하는 일본인의 태도나 정책뿐 아니라, 일본에서 몇 째 살면서도 여 히 조

선 국 을 유지하는 사람들, 즉 일본에의 귀화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조선인에 

해서도 비 이라고 볼 수 있다. 

피비의 미국인 친구들은 잖은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차별하는 게 사실이라

면 일본인들에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는 게 있어서 가는 

게 있지 않겠냐는 논리인 셈인데, 이 때문에 피비는 더 이상 미국 친구들에게 

일본인들의 인종차별에 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한다. 그런데 피비와 이런 이야

26) 민진 리는 1968년생으로, 1989년에 피비와 나이와 국 이 같은, 22세의 한국계 미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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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할 때 솔로몬은 어느 새 자신이 일본을 옹호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 

목에서 작가는 “솔로몬은 이미 일본인이었다. 일본인들이 그 게 생각하지 않을

지라도 말이다. 피비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단순한 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끈끈한 뭔가가 있었다.”(2권 369면)라고 고 있다. 생활터 과 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일본인과 자이니치 사이에는 ‘끈끈한 뭔가’가 있음을 인정한 솔

로몬은 자신도 결국엔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일본 재류를 선택한

다(2권 368면). 자신이 사는 로컬(local)한 지역이나 일상  삶의 터 은 이미 

자신을 구성하는 일부분이며, 그 터 을 공유하고 같은 언어와 문화를 나 는 

자들 간에는 차별 외에도 보이지 않는 끈끈한 유 감이 존재하는바, 솔로몬은 

그것의 소 함을 깨달은 것이다. 국가가 실감하기 어려운, 어떤 추상 이고 공간

(空間, space) 인 구획이라면, 자신이 하루하루 생활하는 지역은 그의 일상 인 

일들, 개인 인 경험과 의식과 정서가 통합된 장소(場所, place)로서 구체성을 

갖는다.27) 특별할 것도 없이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이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개

인  실존의 양태이며 개인사를 지배하는 시간의 조직이자 리듬인 것이다.28) 로

컬한 일상  장소에는 기억과 정체성, 정서가 묶이게 마련인데, 공간과 장소의 

차이를 연구한 이-푸 투안(Yi-Fu Tuan)은 공간은 ‘갈망’을 낳고 장소는 ‘애착’

을 낳는다면서, “공간에 우리의 경험과 삶, 애착이 녹아들 때 그곳은 장소가 된

다.”라고 말하 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이 태어난 장소로서의 집(home)은 “오래

된 가옥이자 동네이며, 고향이자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모국”인 것이다.29) 한 

개인의 실질 인 정체성을 규정하는 ‘장소’로서의 고향(hometown)과 모국

(motherland)은 � 친코�의 1부와 2부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민 1세  선자에게 

그것은 조선일 수 있지만, 이민 3세  솔로몬에게 그것은 일본일 가능성이 높다. 

솔로몬은 조모(선자)가 조선 출신이어서 통 으로 조선인이고 조선 인 요소

를 어느 정도 갖지만,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가 모어인 그는 한 반 이상 이

미 일본인인 것이다. 솔로몬이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것과 무 하게 이는 사

27) 에드워드 (김덕 ㆍ김 주ㆍ심승희 옮김),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77면.

28) 카  코지크(박정호 옮김), 1985 �구체성의 변증법�, 거름, 66면.   

29) 이-푸 투안(윤 호․김미선 옮김), 2020 �공간과 장소�, 사이,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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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인바,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일이 요한데, 솔로몬은 이를 미국체험뿐 아니

라 한국방문을 통해서 깨닫고 있다. 그가 피비와 함께 서울을 방문하 을 때, 미

국 이민 2세 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피비는 한국어를 잘 하 지만, 재일조선인 

3세로서 국 이 조선인 자신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을 구차하게 설

명하기 싫어서 그는 일본인 객 행세를 하 다(2권 315-316면). 일본어가 모

어인 그는 일본인처럼 일본어를 구사하고 미국에서 학을 다녀 어에도 능통

하지만, 서류상 조선인인 그는 한국어를  하지 못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

황 속 인물이 솔로몬인 것이다. 그가 아버지 모자수와 몇 차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한국인들은 그들을 반기지 않았고 일본인 취 을 하 다(2권 220면). 결

국 자이니치 3세인 그는 조국인 한국에서도, 정주국인 일본에서도, 외국인 미국

에서도 타자 던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정주국을 바꾸는 데 따른 비용과 

혼란을 선택할 이유가 그에겐 없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으며 아버지(모자

수)와 할머니(선자)가 살고 있고 친코 사업장이 있는 일본을 그가 최종 정주

지로 택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4) 이민 3세  ‘제다이’ 청년 솔로몬에게서 찾은 희망

� 친코�에서 이민 3세 인 솔로몬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일본 정착을 선

택한 데에는 그가 국계 투자회사이자 은행인 트 비스 라더스에서 1989년에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일본인들

이 모자수가 운 하는 친코 사업을 아무 근거 없이 야쿠자와 연결시켜 범죄와 

련된 사업체로 몰아가는 것을 체험하 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인들이 재일조

선인에게 ‘자이니치’라는 멸칭을 붙여 헛간의 동물 취 을 하고 부라쿠민보다 더 

열등한 족속으로 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인을 차별하는 일이었다. 그런

데 솔로몬은 이를 겪으며 오히려 일본에 살아남아 친코 사업을 이어가기로 마

음을 굳힌다. 

솔로몬이 트 비스에서 해고된 것은 부동산거래 건 때문인데, 솔로몬을 그 건

에 투입한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사람은 일본인 상사 ‘가즈’ 다. 이

유라면 솔로몬이 재일조선인이라는 것과 솔로몬의 아버지가 친코 사업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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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부자라는 사실, 그리고 친코가 야쿠자와 연 이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

는 추측이 부 다. 트 비스는 조선인 노부인이 가진 땅을 골 장 부지로 개

발하려 하는데, 그 노부인이 조선인이 아니면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가즈는 

재일조선인 ‘고로’ 씨를 내세워 그 땅을 매입하면서 솔로몬을 개인으로 끌어들

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부인이 땅을  직후 사망한 채 발견된다. 가즈는 땅

을 매입한 고로 씨가 노부인의 사망에 개입된 것으로 생각했다. 무인(武人)인 

고로 씨가 노부인을 살해하고 땅을 빼앗은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가즈는 무인

인 고로 씨가 친코 사업을 하는 모자수와 친한 사이임을 들어, 야쿠자와 친

코가 연결된 것으로 보는 일본인 주주들(골 클럽 건설에 투자할 주주들)이 고

로 씨의 땅 매입을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그 책임을 솔로몬에게 물어 솔로몬을 

해고한 것이다. 즉, 일본인 가즈와 일본인 투자자들은 친코를 세 개나 운 하

여 부자가 된 조선인 모자수가, 무인(武人)이지만 야쿠자와 아무 련이 없는 

고로 씨와 친한 사실을 은근슬쩍 왜곡시켜, 친코가 야쿠자와 연계된 범죄조직

인양 몰아간 것이다. 이를 빌미로 가즈는 재일조선인 고로 씨에게는 노부인을 

살해하고 땅을 빼앗았다는 명을 우고, 솔로몬에게는 부당하게 해고통보를 

한 것이다(2권 343-352면).

하지만 솔로몬은 가즈의 악행을 일본인 일반의 것으로 확  해석하지 않고 끝

까지 객 인 시각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솔로몬은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이

유로 폄하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도 일본인이라

는 이유만으로 나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즈 같은 일

본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쓰코나 하나, 하루키 같은 좋은 일본인들도 있음을 

상기하고,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며 자신의 일본 귀화에의 

가능성도 열어둔다(2권 368-369면). 솔로몬의 이런 태도와 인식은 이민 3세  

만에 도달한 진화된 의식으로 볼 수 있다. 노아가 야쿠자인 고한수가 자신의 생

부임을 알고는 다니던 학을 퇴하고 산송장 신세로 자리보 하고 웠을 때, 

큰아버지 요셉은 그에게 “용서 없이 사는 삶이란 숨을 쉬고 살아도 죽은 것과 

같”다는 얘길 해주었다(2권 129면). 하지만 노아는 끝내 고한수를 용서하지 못

했고, 자이니치인 자신의 운명도 수용하지 못한 채 자살로 생을 마감하 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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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솔로몬은, 큰아버지 노아와는 달리, 타민족이나 타문화에 해 구별 짓기의 

폭력성을 행사하는 폐쇄  내셔 리스트인 일본인들이 자신에게 강제로 부여해

 자이니치라는 정체성에 결박되지 않고 오히려 경계인의 유연성을 무기삼아 

객 이고 열린 시각을 새롭게 구성해 간다.30) � 친코�에서 선자 일가가 이민 

3세  만에 도달한 진정한 성취는 바로 이것이다. 이 작품에서 선자 일가가 이

룬 표면 인 성취는 이민 2세 인 모자수의 경제  성공이지만, 내 인 성취는 

이민 3세 인 솔로몬에게서 드러나는 성숙된 의식이다. 이런 솔로몬을 가즈는 

‘제다이(Jedi) 청년’이라고 칭한다. 솔로몬은 가즈에게 당한 이후 나약한 자로 남

지 않겠다고 재차 다짐하는데, 아래 인용한 장면은 세상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 의 세계라는 논리를 펴는 가즈에 해 청년 솔로몬이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내 으로 단련되는 과정을 보여 다. 

가즈가 담배를 던져버리고 팔짱을 다. “잘 들어. 실패 세 을 내는 사람들은 

개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시기에 태어나 부러진 손톱으로 간신히 이 땅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이 게임의 빌어먹을 규칙도 몰라. 그러니 그들이 진다

해도 그들에게 화를 낼 수도 없지. 그런 인간들을 엿 먹이고 짓밟고  짓밟는 게 

인생이야.”....( 략)... “그러니까 그런 패배자들은 에베 스트 산을 올라가야 그 지옥

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오십만 명  한두 명 정도가 거기서 탈출하지만 나머지는 평

생 그 빌어먹을 세 을 내면서 살다가 죽지. 신이 존재하고 공정하다면 사후에는 그

런 사람들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할 거야.”

솔로몬은 고개를 끄덕 지만 이야기가 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었

다....( 략)...“하지만 나라면 그런 게임 따 는 집어치울 거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이익을 다 이용할 거라고. 날 깔아뭉개려는 인간은 구든 때려눕힐 거야. 멍청이들

에게 자비를 베풀 수는 없지. 특히 그런 것을 받을 자격도 없는 놈들한테는 말이야. 

질한 녀석들은 물 쏙 빠지게 밟아줘야 해. 

“그럼, 성공 세 은 시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실패 세 은 착취 때문에 생긴 

거군요. 알겠어요.” 솔로몬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 다. “그럼, 일반 

세 은 뭐죠? 그건 어떻게....?” “좋은 질문이야. 제다이(Jedi) 청년. 일반 세 은 

처럼 자신이 보통 사람이란 걸 아는 사람들이 내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

씬 무거운 세 이지.”

30) 손 희, 2020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계 넘기: 민진 리의 � 친코� 에 나타난 경계인의 

실존양상｣ � 어 문학� 25(3), 65-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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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이 없었다.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

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혼잣말로도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2권 

324-325면, 은 필자).

가즈의 논리로는, 재일조선인들은 실패하거나 성공해도,  그 어디에 해당되

지 않아도 혹독한 세 을 내야 한다. 여기서 세 이란 실제 tax뿐 아니라 일본

인들에게 자이니치로 차별받는 것을 의미한다. 가즈는 1989년에도 재일조선인은 

후지나 소니에 취직할 수 없고, 교사나 경찰, 간호사가 될 수 없으며, 돈이 많아

도 도쿄에 방 한 칸을 빌릴 수 없는데, 솔로몬의 부친 모자수는 친코를 세 개

나 운 하면서 세 도 잘 내고 이웃도 많이 돕는 건실한 실업가여서, 일본인들

은 모자수에게 살인을 일삼는 야쿠자의 이미지를 덮어 우는 ‘높은 세 ’을 부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본인들이 경제 으로 성공한 모자수를 재타자화

하는 방식이다. 가즈는 일본인들의 이런 행동은 ‘가혹한 미친 짓’이라고 말한다. 

그는 일본의 엘리트층은 미국인이나 국인이 되고 싶어 안달이고 그 지 않은 

일본인은 남과 다른 걸 끔 이 싫어하며 보통사람이 되고 싶어 안달인데, 바로 

이런  때문에 일본은 곧 망할 것이라고 언하기도 한다. 

가즈는 이 듯 다소 시니컬한 일본인인데, 그런 그가 어린 솔로몬을 부당하게 

해고하 으면서도 그를 ‘제다이(Jedi) 청년’이라 부르고 있다. 여기서 ‘제다이

(Jedi)’란 조지 루카스 감독의 화 <스타워즈(Star Wars)>의 에피소드 6 ‘제다

이의 귀환’(1987) 편에 등장하는 사나 학자 집단을 말한다. 루카스 감독은 <스

타워즈>에서 일본 시 극의 검술에서 모티 를 차용하여 일본식 격투기 선수의 

수련복 비슷한 복장을 한 ‘제다이’라는 가상의 기사단을 만들었다. 이들은 은하

공화국을 수호하는 기사단으로, 명상과 수련을 통해 자신을 갈고 닦아 장에서

는 분쟁을 조율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용맹을 과시하며, 평화로운 시기

에는  선을 추구하며 은하계의 에 지인 포스를 연구하는 학자로도 활동한

다.31) 가즈는 호기심이 많은 콜롬비아 학 경제학부 출신의 명민한 자이니치 

31) 키백과 ｢제다이｣ 항목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EB%8B 

%A4%EC%9D%B4, 2021-09-06-1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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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솔로몬을 ‘제다이 청년’이라 부른다. 가즈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식

민화하 고, 패  후로도 계속해서 재일조선인들을 자이니치로 차별하는 국가주

의 , 인종주의  만행을 지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체주의  논리를 개체

에도 그 로 용하여 인생은 어차피 불공정한 게임이니, 우리는 자신이 우 에 

설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그것이야말로 가능한 유일

한 선택이라는 결론을 솔로몬에게 제시한다. 이어 가즈는 솔로몬에게 어차피 세

 폭탄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친코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두어 친코 

게임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솔로몬이니,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

언한다. 이런 가즈의 이야기에 솔로몬은 재일조선인  보통사람들은 무거운 세

을 내느라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평생을 사는데, 자신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도 아니라면서,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2권 325면)다는 꿈을 피력한다. 이후 그는 가즈에게 배신을 당하지만, 가즈

를 일본인 일반으로 확  해석하지 않고 객 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내  수련

을 통해 차분하게 미래를 비해 간다. 솔로몬의 이 에피소드는 일본인에게 당

하 으나 그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길을 한 그들에게서 찾는 재일조선인 

3세의 성숙함을 잘 보여 다. 작가가 이런 솔로몬에게 일본식 시 극에서 차용

한 ‘제다이 청년’의 이미지를 부여한 것은 그가 오히려 일본의 미래를 책임질 새

로운 세 의 핵심 인물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읽힌다. 한 이는 자연

스  그가 일본 귀화에의 가능성을 열어둔 목과도 연결된다.  

솔로몬과 가즈와의 화에서 작가는 자이니치를 유 민족에, 솔로몬을 유 민

족을 구출하는 ‘제다이’에 비유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 �

친코� 1부에서 이삭이 죽기 직 에 아들 모자수에게 “모세는 노 가 된 백성들

을 구출한 사람”이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노아와 모자수, 두 아들을 축

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이 장면도 유사한 연상을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일본인 가즈를 통해 일본인들의 만행을 비 하고, 어리지만 명민하고 진

한 재일조선인 청년 솔로몬을 은하공화국을 수호하는 기사단이자 평소에는 호

기심이 많은 청년 학자 ‘제다이’에 비유함으로써 은근히 그런 연상을 유도하고 

있다. 어 든, 솔로몬은 가즈의 배신과 트 비스에서의 부당해고라는 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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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속에서도 끝내 일본 재류를 선택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잃지 않는다. 작가는 � 친코�에서 솔로몬이 친코 사업에의 투신을 선택한 목

도 성경에서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의 선택’이 연상되도록 서술함으로써 자이니치

에게 친코 사업은 서바이벌을 한 합리 인 선택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3. 결론: 이민자 문학으로서의 � 친코�

이 은 이민 1.5세  코리안 아메리칸 작가인 민진 리의 � 친코�가 지닌 이민

자 문학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지 까지 � 친코�에 한 한국에서의 논의들은 

이 작품이 일본사회의 서발턴(subaltern)인 ‘자이니치’의 디아스포라(diaspora)32)

와 탈(脫)내셔 리즘  항을 그린 항서사(counter narrative)33)라는 에 집

되어 왔다. 하지만 이 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자이니치들이 자의  선택으

로 일본으로 이주하 고, 이들의 이카이노 생활은 일반 인 자이니치의 수 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그려져 있어, � 친코�를 형 인 자이니치의 서사로 보기

엔 무리가 있다는 단 아래, 이민자 문학으로서 � 친코�가 이룬 성취들에 주

목하 다.  

� 친코�에서 선자와 고한수는 이민자의 혼종성과 생존 략을 잘 보여주는 주

인공들인데, 특히 선자는 두 아들에게 헌신 인 어머니란 에서 한국의 통

인 모성상에 가깝지만, 고한수와의 계에서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성  주체

로 그려지고 있다.  선자는 김창호의 청혼을 수락할 것을 경희에게 권한 일화

에서도 성  주체로서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한편 그녀는 자신과 의견이 다

른 시숙 요셉에게 맞서는 장면에서는 자기주장이 분명한 인 여성의 면모

를 보이며, 아들 모자수의 친코 경 이나 고한수의 야쿠자 일에 해서는 실

리 인 단을 앞세우기도 한다. 당장의 서바이벌이 요한 이주여성이자 싱

맘인 선자의 처지에서 보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따지는 것보다, 가족의 생존

32) 서경식(김혜신 옮김), 2006 앞의 책, 13면. 

33) 서경식(임성모ㆍ이규수 옮김), 2006 앞의 책,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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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장되고 자녀를 안정 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일자리의 존재가 더 긴요했던 

것이다. 이 듯 선자라는 인물은 통과  요소가 뒤섞인 혼종  캐릭터인

데, 이는 고한수도 마찬가지다. 정보통에 수완가이며 경제력도 상당한 그는 노아

의 생부로서 책임을 다하려 하고 선자에게도 진정성을 가지고 ‘키다리 아 씨’ 

역할을 다하지만, 다른 한편 그는 폭력 인 야쿠자이며 근 인 젠더인식을 

소유한 한량이기도 하다. 즉 고한수는 능력 있는 젠틀맨의 면모와 근 인 

가부장  남성의 면모가 공존하는 혼종 인 캐릭터이다. 이민 1세 인 선자와 

고한수가 지닌 혼종성은 이민자라는 월경  존재의 공간  뒤섞임이 시간 인 

의식의 혼종성으로 발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혼종  의식은 20세기 후반에 

빠르게 변모한 젠더인식에서 특히 도드라지고 있다. 

� 친코�에서 선자와 고한수뿐 아니라 요셉도 자신들을 망친 역사에  감고 

개인  삶에만 집 하는 삶을 사는데, 이는 모자수에게까지 이어져 이민 1~2세

 선자 일가의 생존 략이 되고 있다. 이 작품의 첫 문장인 “역사가 우리를 망

쳐 놨지만, 그래도 상  없다.”는 � 친코�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데, 노아의 

자살, 이삭의 요 , 요셉의 원폭 피해 등이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놓”은 사례라

면, 고한수가 야쿠자의 보스가 된 일이나 모자수가 친코 사업에 성공한 일은 

“그래도 상 없”는 쪽에 선 경우들이라 하겠다. 이 작품의 두 번째 문장은 당시 

부산에서 형편이 좋은 편이었던 훈의 부모가 “돈을 더 벌려고 하숙을 치기로 했

다.”인데, 이는 이 작품 속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매우 자본주의 이고 세속

인 일면이 있음을 암시한다. 한마디로 � 친코�의 서사는 추상 이고 이념

인 일을 좇다 일  사망한 사무엘, 이삭, 노아 등에 해, 탈(脫)정치 인 태도

로 지극히 자본주의 인 가치를 추구하며 개인 인 삶에만 집 하는 실 인 

인물인 선자, 고한수, 모자수가 승리하는 구도인데, 서바이벌에 성공하는 후자야

말로 이민자들의 척박하지만 가열 찬 삶을 보여주는 인물들이자 이 작품의 주역

들이다. 이런 에서 � 친코�는 폐쇄  내셔 리즘, 인종주의  차별에 해 탈

(脫)이념  항을 펼치되, 매우 자본주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의 터 을 확

보해가는 이민자들의 삶을 형상화한 이민자 문학이라 하겠다.  

한 � 친코�에서 이민 1~2세 의 주요 인물들은 한결같이 역사ㆍ국가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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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그들을 배신해도 경제력과 잘 교육시킨 자녀는 자신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

이라 믿고 이를 추구한다. 그로써 외부에서 가해지는 차별을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것을 견뎌낼 자신들의 내 인 힘은 갖출 수가 있기 때문이다. 착한 선

인(鮮人)이어서 결국 역사의 피해자로 죽어간 이삭과 노아에 비해, 범죄에의 연

루 의심을 받으면서도 친코 사업으로 부자가 된 모자수나 나쁜 야쿠자로 끝까

지 살아남는 고한수 가운데 � 친코�의 세계는 후자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목이야말로 이 작품이 이민자문학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 이라 하겠다. 옳

고 그름 이 에 생존이 목표인 삶을 한동안 살아야하는 이민 1~2세 는 우선 

경제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정주지에 안착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 그들을 

빨리 주류사회에 편입시키고자 하는데, 이는 자이니치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이

민자의 보편  속성이기 때문이다. 

이민자 가족 3 의 서사인 � 친코�에서 이민 1~2세 에게는 타국에서의 서

바이벌이 과제라면, 이민 2~3세 에게는 국 문제가 요한 심사이다. 이민 2

세 인 모자수는 아들 솔로몬만큼은 차별이 없는 미국에 정주하기를 바랐지만 

솔로몬은 한국 방문과 미국 친구들과의 화에서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가 모

어인 자신에겐 일본이 고향이자 모국일 수 있음을 깨닫는다. 태어나서 살고 있

는 로컬(local)한 지역은 추상 인 국가나 국 과는 달리, 일상 인 삶과 기억과 

정서가 습합된 생활의 터 인데, 솔로몬에게 그것은 일본이기 때문이다. 그가 귀

화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즉, � 친코�는 개인의 삶

에서 ‘민족’이 갖는 규정력을 보여  뿐 아니라, 일상 인 생활터 , 정주하는 로

컬한 장소의 요성을 보여주는 이민자 문학인 것이다. 

한 � 친코�에서 일본인들은 친코를 인 오락으로 즐기면서도 이를 

야쿠자에 연결시켜 범죄의 이미지를 덧 우는바, 이는 솔로몬의 부당해고 과정

에 잘 드러나 있다. 작가는 별다른 근거 없이 친코로 성공한 자이니치 부자

(富 )인 모자수를 재(再)타자화 하는 일본인들에 해 비  시각을 드러냄으

로써 당장의 생존이 문제인 재일조선인들에게 있어 친코 사업장이 생존의 터

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이민 2세 인 모자수의 경제  성공은 

선자 일가가 일본에 안착할 물질  토  마련에 해당한다면, 이민 3세  제다이 



민진 리의 �파친코(Pachinko)�에 나타난 이민자 문학적 특징ㆍ261

청년 솔로몬의 내  성숙은 이 가계의 새로운 도약의 신호탄이라 볼 수 있다. 

즉, 민진 리의 � 친코�는 이민자 가족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한 객  단

은 이민 3세 인 솔로몬에 와서야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민자 문학인 것이다.

주제어 : 민진 리, 친코, 자이니치, 이민자소설, 재일조선인

투고일(2022. 1. 20),  심사시작일(2022. 2. 16),  심사완료일(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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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in Jin Lee’s Pachinko as 

the Immigration Narrative

34)

Mee Young Kim*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characters of Pachinko written by Min Jin Lee to find 

out what the writer thought about the life of immigrants. Min jin Lee’s Pachinko is a 

feature-length family history novel about the Japanese immigrants of the ‘Seon-ja’ 

family. So far, research on this work has been focused on the fact that it depicts the 

life of Zainichi. However, Pachinko is a character-oriented novel, as is generally the 

case with family history novels, so it is a novel that needs to be studied with a focus 

on character analysis. Although this novel deals with the story of Zainichi, the Zainichi 

in this novel is not a typical Zainichi. Also, the central characters of this novel, Seon-ja 

and Go Han-soo, are very hybrid characters. They are characters in which traditional and 

modern perceptions are intertwined. It seems that the spatial change of immigrants who 

crossed the border was projected onto the character of the reconciled person through 

temporal hybridity. The success of Seon-ja’s son Moses’s pachinko business and 

grandson Solomon’s choice to stay in Japan shows the importance of survival and the 

country of residence for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of immigrants. have meaning 

Solomon renounces his American citizenship and decides to remain in Japan. He does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naturalization in Japan. In a word, Min Jin Lee’s 

pachinko is a narrative in which strong realist men triumph over weak ideological male 

characters. Seon-ja and other female characters love and support strong and realistic men. 

These are Go Han-su, Moses, and Solomon. The weak ideological male figures are Isaac 

and Noah. Strong male characters, including female character Seon-ja, prefer work that 

realistically earns money to educate their children, rather than being good and right to 

survive in their new settlement as immigrants. In this respect, Minjin Lee’s Pachinko is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Hongik University.



민진 리의 �파친코(Pachinko)�에 나타난 이민자 문학적 특징ㆍ263

not simply a novel depicting the life of Zainichi, but a work depicting a universal 

narrative of immigrants.

Key Words : Min Jin Lee(민진 리), Pachinko( 친코), Zainichi(자이니치), novel of 

the Immigrants(이민자소설), Korean-Japanese(재일조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