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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1980년대 일본의 ‘한국 붐(韓国ブーム)’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당

대의 사회문화적 문맥을 파악하고, 나아가 ‘한국 붐’ 속 나카가미 겐지

(中上健次, 1946~1992)와 이양지(李良枝, 1955~1992)의 ‘자아 찾기 서사’를

비교·분석했다. 이는 ‘일본(어)문학사’에서 고정적으로 독해되어 온 이들

의 문학을 새롭게 읽고자 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소비’와 ‘타

자’라는 시좌를 통해, 궁극적으로 현대사회의 ‘나 찾기’의 (불)가능성을

가늠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한국 붐’에 대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고찰해 보았다. 본

고는 세대, 젠더, 장르에 따라 1980년대 한국 붐을 두 시기로 분류했다.

첫 번째 시기는 단카이 세대에 속하는 남성 지식인들의 체험기가 주를

이뤘다. 세키카와 나쓰오(関川夏央)의 『서울 연습문제(ソウルの練習問

題)』(1984)와 잡지 『헤이본 펀치-대특집 멋진 한국(平凡パンチ-大特集

かっこいい韓国)』(1985.1) 등은 단카이 세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공유

하면서 ‘즐거운 한국’을 그려냈다. 운동의 시대가 끝난 일본 사회 속에서

‘비-역사’, ‘비-이데올로기’, ‘비-구조’적인 ‘척’을 해야 했던 이들에게 ‘한

국 붐’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탐닉하지만, 그 안에는 ‘거울로서의 한국’, 즉 이웃나라를 거

울삼아 일본(인)이 안고 있는 모순을 반성하자는 의도를 숨기고 있었다.

한편 두 번째 시기는 단카이 세대의 아랫세대인 여성 유학생들의 유학

기(留學記)가 주를 이뤘다. 이들은 모두 사회생활을 경험하였고, 유리천

장과 일상의 무기력함 속에서 유학을 감행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자신들

의 한국 유학 경험을 ‘미니코미(ミニコミ)’, ‘동인지’를 통해 발신함으로써,

수행적 글쓰기를 행했다. 그것은 부정적 이미지가 가득한 한국에서 유학

하는 ‘별난 여성’이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취하는 한편, 여성, 재일조선

인, 환경 등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화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본고는 1980년대의 ‘한국 붐’이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이라는

‘타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나카가미 겐지의 한국 경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기 서울(物語ソウル)』(1984)의 실패에 주목해 보았다. 그는 자신의 문

학 세계인 ‘골목(路地)’을 서울 ‘영등포’로 확장시켜 모권 신화를 축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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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자 했지만, 문단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한국의 전통예능(판소리,

탈춤)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나카가미는 당대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던

문화인류학, 기호론 등의 최신 이론을 가져오면서 한국을 ‘양반-피차별

민’이라는 ‘중심-주변’의 구조로 이해했다. 이어 그의 관심은 ‘동양’에 대

한 사유로까지 확장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나카가미는 1984년 ‘한국

붐’ 현상에 발맞추어,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사진

작가인 아라키 노부요시(荒木経惟), 시노야마 기신(篠山紀信)과 동행하여

펴낸 사진집들은 한국을 ‘기호의 제국’으로 그려냈다. 따라서 그에게 있

어 한국은 세계의 주변부이자 진지한 연대의 장소이기도 했으며, 문학적

영감을 가져다주는 다이나믹한 유희의 장소이기도 했다. 본고는 나카가

미가 ‘반근대’와 ‘탈중심’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과 불가해한 타자를 알

아가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모순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밝혀냈으며,

이 진지와 유희의 왕복운동은 그의 실존적 불안에서 기인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이양지를 공고하게 둘러싸고 있는 담론을 해체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양지는 1980년대 ‘한국 붐’을 비롯하여, 포스트모던적

다원주의 담론(소수자의 발견), 재일조선인 2세 지식인들의 공론장 참여

확대 등 다수의 담론들이 착종하여, 하나의 ‘상징’으로 소비된 인물이다.

그러나 이양지의 관심은 시종일관 ‘나’라고 하는 문제를 탐구하는 것에

있었으며, 그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철저하게 보편적”이라는

명제를 실천해왔다. 본고는 「각(刻)」(1984)을 통해 그의 문학에서 ‘불

행한 타자에 대한 응시’와 ‘존재와 시간에 대한 탐구’가 병렬적으로 나타

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그가 ‘나’를 찾기 위해 설정해 놓은

과제였으며 소설은 그 실천의 과정이었다. 대표작인 「유희(由熙)」

(1988)에 이르러, 이양지는 ‘유희’라는 타자를 내세움으로써, 한국인 화자

에게서 ‘말의 지팡이’를 빼앗고, 그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타자의 ‘얼굴’

을 아로새기고자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각」에서 「유희」로 이어지는

4년간의 서사를 비유적으로 담고자 한 미완성 유고작 『돌의 소리(石の

聲)』를 살펴보면서, ‘개인적 탐구’과 함께 ‘타자’와의 ‘불행의 연대’라는

끊임없는 실천 속에서 ‘나’가 발견될 수 있다는 ‘나 찾기’의 (불)가능성을

확인해보았다.

본고는 1980년대 ‘한국 붐’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두 작가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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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함으로써, 이들이 시대적 전환기로서의 ‘현재’의 본질을 묻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실존적 불안 속에서 부유(浮游)한 끝에 발견한 것

이 ‘한국’이라는 ‘타자’였다. 즉, 이들은 1980년대 일본에서 찾을 수 없는

답들을 ‘한국’을 통해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타자’는

그 무엇도 답해주지 않았다. 나카가미 겐지는 정치적 연대와 흥미 본위

의 유희를 동시에 얻고자 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서의 한국을 욕망하지

만, 이는 『이야기 서울』과 함께 실패했다. 한편 이양지는 ‘타자에 대한

응시’와 ‘존재와 시간에 대한 탐구’라는 실천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내

안의 또 다른 나’, 즉 불가해한 ‘타자’를 인정함으로써, ‘복수의 보편(보편

들)’의 (불)가능성을 열어놓았다.

1980년대 ‘한국 붐’ 속 나카가미 겐지와 이양지의 작업은 후기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부유하는 실존과 타자의 문제를 되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주요어 : 한국 붐, 나카가미 겐지, 이양지, 세키카와 나쓰오, 『헤이본

펀치』, 포스트모던, 타자, 소비, 부유, 실존적 불안, 끝나지 않는 일

상

학 번 : 2019-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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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제기

그녀는 새하얀 길을 홀로 걸어갔다. 끝없이 뻗은 길이다. 바람도 없는데 그녀는 바

람을 느꼈다. 그것이 시간이라 한다. 그녀는 하얀 길을 자꾸만 걸어갔다. 아무런 목

적지도 없는데 걸어가야만 했다. 아니 저절로 걸어가지는 것이다. 결코 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걸어가며 문득 뒤돌아 보았다. 순간 그녀는 뒤로 홱 쓰러

질 뻔했다. 그녀의 바로 발꿈치 뒤가 낭떠러지였다. 낭떠러지가 아니라 실은 하늘

도 땅도 없는 샛하얀 공간이다.(강조-인용자)1)

본고는 1980년대 일본의 문학 및 문화계에서 일어난 ‘한국 붐(韓国ブー

ム)’ 현상을 분석하고, 소설가 나카가미 겐지(中上健次, 1946~1992)와 재

일조선인2) 작가 이양지(李良枝, 1955~1992)가 차지하는 위상을 사회문화

적인 맥락에서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더 나아가 비교문학 연

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 중 하나인 ‘보편과 특수’에 관한 고찰을 계승하

는 것이기도 하다. 두 작가는 모두 ‘전후 일본문학사’3)에 있어 중요한 위

치를 점하고 있는데, 각각 ‘피차별 부락’4)과 ‘재일조선인’이라고 하는 ‘출

1) 한말숙, 『하얀 道程』, 徽文出版社, 1964, p.95.

2) 본고에서 사용하는 ‘재일조선인’이란 20세기 이래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일

정 기간 거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통칭이다. 한반도 분단 이후 재일조선인들의

귀속의식(identification)과 일본 외국인등록법에 따른 등록증의 국적 기재 문제,

그리고 남북한 및 일본, 그리고 미국 등에서 이들에 관해 가져온 역사적 관점의

변화 등 복잡한 요인으로 인해 이들은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코리안’,

‘자이니치’, ‘재일교포’, ‘재일동포’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려왔다. 본고는 ‘조선’ 또는

‘조선인’이 특정 국적에의 귀속이나 등록증의 국적 표기, 정치적 지향이 아닌 민

족적(ethnic) 함의를 갖는다는 전제하에 기본적으로 ‘재일조선인’이라는 호칭을 채

택했다. 무엇보다, 이양지는 생애 첫 글이자 수필인 「나는 조선인(わたしは朝鮮

人)」(高校生文化研究会, 1975)에서 제목 그대로 자신을 ‘(재일)조선인’이라고 밝

히고 있다.

3) 일본문학사에서 두 작가의 위상에 관하여 다음의 저작을 참고할 수 있다.

Stephen Snyder, Contemporary Japanese fiction, Haruo Shirane and Tomi

Suzuki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ESE LITER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p.760-761./p.765.

4) 피차별 부락이란, 과거 일본의 천민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을 가리킨다. 신분제가

엄격해진 도쿠가와 막부 시대부터 신분 집단에 따른 거주 지역의 구분이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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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出自)’의 문제를 다룬 작가들로 널리 알려져 있다.

두 작가는 동시대에 활동하였고, 전후 일본사회의 마이너리티 문제에

천착했다는 점에서 비교의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비교 연구는 아

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5) 이는 두 작가의 문학사적 위상의 차이에서 기

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나카가미 겐지는 문예비평가 가라타니 고

진(柄谷行人)이 이야기하듯, “자연주의 소설의 계보와 모노가타리의 계보

를 종합한 듯한 작가로 자리잡”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비천함(abjection)

과 미(美)의 문학”으로 “다니자키 준이치로와 미시마 유키오의 후계자”

로 평가받고 있다.6) 즉, 나카가미는 마이너리티의 문제로 시작해, 종국에

는 고유의 문학적 세계를 구축하여 문단의 적자(嫡子)로 인정받았던 것

이다.7)

된다. 피차별 부락민은 성 밖 일정한 구역을 배정받고, 도살, 정육, 피혁가공, 사

형 집행, 청소 등의 일들을 도맡게 된다. 히닌(비인, 非人), 에타(예다, 穢多)로 불

린 이들은 근대로 오면서 신분제 폐지와 함께, ‘신평민’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 신

평민이라는 이름도 구분과 차별 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며, 이후에는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부락민’으로 불리게 된다. 오늘날에는 역사적 의미를 반영하

여 ‘피차별 부락민’이라는 호칭이 쓰이게 됐다.(김중섭, 「한국의 백정과 일본의

피차별 부락민의 비교 연구」, 『현상과 인식』 제122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4, pp.87-114를 참조.)

5) 물론 피차별 부락과 재일조선인이라고 하는 이 ‘주변적 존재’들은 각자 독자적인

역사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둘의 비교가 쉽게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재일조선인 작가 이회성과 나카가미 겐지를 비교한 이헬렌의 연구가 제출된

바 있다.(이헬렌, 「이회성의 『다듬이질하는 여인』과 나카가미 겐지의 『미사

키』를 통해 보는 ‘마이너리티’와 장소론」, 『동악어문학』 제71권, 동악어문학

회, 2017.) 또한 개별 논문이지만 나카가미 겐지와 이양지의 비교 가능성을 보여

준 조관자의 연구들이 있다.(조관자, 「이양지가 찾은 언어의 뿌리」, 『사이間

SAI』 제3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7; 「나카가미 겐지의 ‘골목’：배타적인

‘타계’」, 『한국언어문화』 제6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9.)

6) 가라타니 고진, 「나카가미 겐지에 관하여」, 나카가미 겐지 저, 허호 역, 『고목

탄』, 문학동네, 2001 p.345 문학비평가 에토 준(江藤淳)은 “『고목탄』을 통독하

고 나는 일본의 자연주의 문학이 70년 만에 마침내 그 이상을 실현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감상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평하기도 했다.(江藤淳(1977), 「『枯木

灘』評」, 「日本の作家24 中上健次」, 『群像』, 小学館, 1996, p.144.)

7) 나카가미 겐지에 관한 주요 비평은 다음과 같다.

四方田犬彦, 『貴種と転生』, 新潮社, 1987; 明石福子, 『中上健次論：幻視の地が孕

むもの』, 編集工房ノア, 1988; 「特集＝中上健次─風の王者」, 『國文學 解釈と教材

の研究』, 学燈社, 1991.12; 「特集＝中上健次」, 『ユリイカ』, 青土社, 1993.3; 関井

光男 編, 『中上健次』, 『別冊国文学解釈と鑑賞』, 至文堂, 1993; 柄谷行人 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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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나카가미 겐지론’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는 문학비평가 요모타

이누히코(四方田犬彦)의 비평은 ‘피차별 부락’이라는 나카가미의 ‘출신’에

기대는 비평을 단호히 거부한다.

작품을 소재로 하여, 작가의 인생의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러나 인생을 소재로 하여 작품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비평가의 오만이다. 오에 겐자부로가 숲속 산골짜기에서 태어나고, 나카가미 겐지가

골목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는 어떤 문학적 의의도 가지지 못한다.

(중략) 피차별 부락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소설의 안심입명의 근거가 되고, 비평의

기준이 된다면, 나카가미의 모든 작품은 ‘부락’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의 비호 안

에서밖에 성립하지 않게 된다.

作品を素材にして、作者の人生の全体を理解することは不可能ではない。だが、人生

を素材として作品を判断する基準を定めうると信じるなら、それは批評家の傲慢である。

大江健三郎が森の谷間に生まれ、中上健次が路地に生まれたという事実は、それ自体

としては何の文学的意義をもたない。(中略)被差別部落出身であるという事実が小説の

安心立名の根拠となり、批評の基準とされるならば、中上のすべての作品は「部落」と

いう巨大な物語の庇護のもとにしか世立しないことになる。8)

작가가 자신의 출신을 이야기(独白)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이름 아

래에서 누구나 사건 연쇄의 질서라고 납득하고 있는 이야기에 자기를 넣

고, 위치시키는 행위”에 불과하며, 이 이야기 또한 “불투명한 질서에 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9) 나카가미 생전의 비평부터 그의 출신에 대한

독해는 이미 극복되고 있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나카가미 겐지 문학의

핵심용어인 ‘골목(路地)’을 연구한 정준지의 선구적인 연구10)로 시작하여,

민속11), 가족서사12), 페미니즘13) 등 다양한 작품론이 제출되고 있다.

「日本の作家24 中上健次」 『群像』, 小学館, 1996; 渡部直己, 『中上健次論:愛し

さについて』, 河出書房新社, 1996; 高澤秀次, 『評伝 中上健次』, 集英社, 1998.

8) 四方田犬彦, 『貴種と転生』, 新潮社, 1987, p.86. “歴史という名前のもとに誰もが出来事

連鎖の秩序と了承している物語に自己を組みこみ、位置づける行為である。”

9) 위의 책, p.86. “この物語もまた何者かによって価値付けられた不透明な秩序にすぎない。”

10) 鄭俊枝, 「中上健次と『路地』, 한양대학교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나카가미 겐지의 ‘골목’에 대한 이후의 선행연구로는 이유아, 「中上健次의

『岬』論」, 『한일어문논집』 제7집, 한일일어일문학회, 200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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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양지에 관한 연구는 일본(어)문학사의 하위분류로서의 ‘재일조선

인 문학사’ 안에서 그의 위상을 상찬(賞讚)할 뿐, 이 담론 밖으로는 좀처

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14) 이양지는 재일조선인 2세이자 ‘재

일조선인 문학사’에서는 3세대 작가로 분류된다. 또한 남성중심의 재일조

선인 문단에서 여성 작가로서 이름을 알린 최초의 인물이자 1980년대 국

제화의 흐름 속에서 모국(한국) 수학을 통해 재일조선인의 ‘아이덴티티

문제’를 새롭게 모색한 작가로서 평가를 받아왔다.15) 이외에도 여성이자

마이너리티(재일조선인)로, 일본 내 “카운터 컬쳐(대항문화)”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받기도 했다.16)

특히 이양지에 관한 국내 연구의 경우, 신원섭(2000)의 연구를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는데,17) 이는 나카가미 겐지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일본 내의 위상에 비해 그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양지 문학에 대한 연구의 주제는 크게 아이덴티티 문제18), 언어

11) 이종욱, 「나카가미 겐지 『고목탄』론―소문이라는 미디어」, 『일본어문학』

제22집, 일본어문학회, 2004.

12) 임유정, 「나카가미 겐지(中上健次)의 『곶』(岬)의 주제론」, 고려대학교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13) 박진향은 나카가미 겐지 소설 속에 나타난 비극적인 여성 인물에 주목하여 일련

의 논문들을 발표했다.(박진향, 「나카가미 겐지「곶」론」, 『일어일문학』 제73

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17; 「나카가미 겐지 『고목탄』론」, 『일본문화연구』

제66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8; 「나카가미 겐지의 「제일 첫 사건」론 -‘두 번

째 풍경’ 발견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71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9;

「나카가미 겐지(中上健次) 작품론 : 여성을 매개로 한 풍경 고찰」, 제주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14) 창작 활동 기간이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업 작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표한 작품의 수도 적다. 거기에 이양지가 철저하게 ‘재일조선인’이라는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 속에서 독해되어 왔기 때문에 독창적인 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일본에서는 조윤주(2018)가 이양지에 관한 첫 박사논문을 발표했다는 점

에서 주목을 요한다.(趙允珠, 「李良枝研究 -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を超えて-」, 早稲

田大学博士論文, 2018.)

15) 趙允珠, 위의 논문, pp.9-12.

16) 川村湊, 「在日する者の文学」, 『戦後文学を問う』, 岩波新書, 1995, p.200.

17) 심원섭, 「이양지의 ‘나’ 찾기 작업 –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방법과 관련하

여」, 『현대문학의 연구』제15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00.

18) 이양지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문제 관한 선행연구로는 김환기, 「이양지 문학

론 – 현세대의 ‘무의식’과 ‘자아’ 찾기」, 『일어일문학연구』 제43집, 한국일어일

문학회, 2002; 지명현, 「이양지 소설 연구 - 공간에 나타나는 정체성의 변화를



- 5 -

의식19), 디아스포라(Diaspora)20)로 구분할 수 있다. 위 세 주제는 긴밀하

게 연결되어 있고, 일본에서 나고 자라며 차별을 받아온 ‘재일조선인 2세

(이양지)’가 진정한 뿌리는 찾기 위해 ‘조국’인 한국으로 건너갔지만, 결

국 언어(한국어)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한국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

는 경계인의 슬픔을 그려냈다는 ‘서사(스토리)’를 축조해 내고 있다.

그러나 이 서사에는 관대한 ‘주체(자아)’가 외부의 ‘타자’를 고정시킨다

는 폭력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일조선인 작가

이양지’에서 ‘이양지’에 ‘괄호를 치’는 순간, 만들어진 ‘투명한 질서’들이

다시 작가 및 작품들을 옭아매기 때문이다.21) 후지이 다케시는 “디아스

포라에 대한 주목이 오히려 폐쇄적인 자아의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제2호, 국제한인문학회, 2005; 윤명현, 「李良

枝 문학 속의 在日的 自我’ 연구」, 동덕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등

이 있다.

19) 이양지 문학 속 한국어와 일본어의 길항 관계를 구명한 선행연구로는 강영기,

「이양지의 문학 연구 – 정체성 인식의 양상」, 『교육과학연구』 제8권, 제주대

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06; 이한정, 「이양지 문학과 모국어」, 『비평문학』 제

28호, 한국비평문학회, 2008; 황봉모, 「이양지(李良枝)의 『유희(由熙)』 - 그 언

어적 특성」, 『일본연구』 제4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09; 이재봉,

「“ウリナラ/한국”, “ウリマル/한국어”의 거리 - 이양지의 이중언어 문학」, 『현대문

학이론연구』 제51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등이 있다.

20) 2000년대 중반부터 부상한 ‘디아스포라’ 연구는 재일조선인 문학을 중심으로, 재

미교포, 조선족, 고려인 등 세계로 흩어진 ‘재외코리안’ 문학을 국적을 초월하는

노마드적 탈경계적인 주체로서 주목하면서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다. 관련 선행연

구로는 김환기,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2006; 이덕화, 「이양지의 새로

운 디아스포라 의식 – ‘있는 그대로 보기’」, 『세계한국어문학』 제5집, 세계한

국어문학회, 2011; 엄미옥, 「디아스포라 증언의 서사- 이양지 소설에 나타난 트

라우마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1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

회, 2011; 엄미옥,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에 나타난 언어경험 - 김학영, 이양지,

유미리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41집, 한민족문화학회, 2012;

강소희, 「‘반난민’적 존재의 정체성: 이양지의 「나비타령」, 「유희」를 중심으

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57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등이 있다.

21) 가라타니 고진은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논의를 가져오

면서, ‘괄호 치기’를 설명한다. 인간은 대상에 대해, ‘인식적 관심’(참/거짓), ‘도덕

적 관심’(선/악), ‘취미판단’(쾌/불쾌)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판단하는데, 이 중 하

나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다른 두 가지의 태도를 능동적으로 ‘괄호에 넣는’ 것이

다. 이러한 ‘괄호 치기’의 행위는 대상을 ‘물화’시켜 배제하거나 ‘미학’적으로 숭배

하는 ‘타자화’로 이어진다.(가라타니 고진 저, 조영일 역, 『네이션과 미학』, 도서

출판b, 2009, pp.15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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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무언가 결여되거나 과잉된 존재로 보며 주변

부에 고정시킴으로써 완전한 민족적 존재로서의 ‘우리’를 재확인하는 행

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22) 존 리(John Lee)는 ‘디아스포라 민족주

의’라는 역설적이고 ‘낯선’ 단어의 배열을 통해, “이데올로기상으로 디아

스포라는 그 존재를 부정 혹은 적어도 의문시하는 민족 및 민족주의와

융합하려고 하는 셈”23)이라며, 디아스포라들의 욕망을 적확하게 지적하

고 있다. 결국 디아스포라란, “식민 주체의 언어와 배경 안에서 상상된”

민족이라는 사상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식민 보편주의를 반식민 민족주

의로” 탈바꿈시킨, “탈식민 사회의 민족주의”이며 언제 ‘민족 본질주의’

로 포섭될지 모른다는 것이다.24)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재일조선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주변부’를 디아스포라 등의 담론을 통해

‘고정’시키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후지이 다케시의 연구를 비롯해, 주목할 만한 선행

연구도 있다. 조관자는 이양지 문학을 아이덴티티의 모색이라는 사소설

적 독해로부터 떨어져, 그가 집착했던 ‘내면에의 응시’를 ‘보편적 해방’의

가능성의 영역으로까지 끌어낸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고립된 자의식

이 아닌, 이양지가 살아온 한일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적인 역사

인,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 진리로 공식화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언어적

으로 해부하기 시작한 80년대 일본어 담론의 한 켠”에서 포착하고 있

다.25) 최근의 연구로는 션할버트 연구를 주목해 볼 수 있는데, 그도 사소

설적 독해를 단호히 거부하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

던 이양지 문학 속 ‘연애’와 ‘번역’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연애의

문제는 이양지 문학 속 ‘타자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는

곧 이양지의 내면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음을 지적했다.26)

22) 후지이 다케시, 「낯선 귀환: 역사를 교란하는 유희」, 『인문연구』 제52호, 영

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pp.36-37.

23) 존 리 저, 김혜진 역,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민족주의와 탈식민 정체성』, 소

명출판, 2019, p.299.

24) 위의 책, p.310.

25) 조관자, 「이양지가 찾은 언어의 뿌리」, 앞의 논문, p.249.

26) 션할버트, 「이양지(李良枝)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학위논문, 2019. 기존의 연구에서 이양지의 연애는 한국과 일본을 상징하는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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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 본고에서 주목하고 싶

은 것은 이양지를 둘러싸고 있는 1980년대 일본의 지적 담론과 언설 공

간이다. 1980년대 일본 문단은 시대적 명제에 응답하는 형태로 이양지를

호명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다원화와 마이너리티에 대한 관심의 영역

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었다. 포스트모던, 고도소비사회화, 세계화, 신자유

주의 등 일본 국내외에서 쏟아져 나온 담론들이 착종하고 있었던 것이

다. 본고는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현상으로서 ‘한국 붐(韓国ブーム)’에 주

목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일본에서 ‘한국’에 관한 출판물 및 미디어 콘텐츠들이 활발하

게 생산·소비되면서 ‘한국 붐’이라고 명명할 만한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

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나카가미 겐지는 1970년대 후반, 일본문단

에서 ‘문단의 적자’이자 근대 일본의 모순을 고발하는 ‘피차별 부락’ 작가

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던 시기27)에, 돌연 한국을 드나들면서 그곳의 전

통예능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심취하게 된다. 한편 그와 동시대에, 재일조

선인 작가 이양지는 한국(모국)에서 수학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일련의 소설들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그는 데뷔작(「나비타령(ナビ・タ
リョん)」)부터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오르며 문단의 관심을 받았고, 이윽고

1988년 「유희(由熙)」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면서, 1980년대를 대표

하는 작가 중 한명이 된다.

두 작가의 비교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들이 ‘한국 붐’과 직간접적

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나카가미 겐지는 본격적인 한국 붐이 시작되

는 1984년 이전부터 한국을 왕래하며, 문단을 향하여 한국에 대해 관심

을 가질 것을 독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오피니언 리더로서 ‘한

국 붐’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28) 이양지의 경우 한국 붐의 정점인 서울

고리’ 정도로밖에 읽히지 않았다.

27) 나카가미 겐지는 1975년 「곶(岬)」이 신인문예상인 아쿠타가와상(芥川賞)을 수

상하며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1977년 장편소설 『고목탄(枯木灘)』으로

마이니치출판 문화상(毎日出版文化賞), 예술선장 신인상(芸術選奨新人賞)을 거머

쥐며 일약 문단을 이끄는 젊은 세대 작가로 발돋움한다.

28) 나카가미 겐지는 인터뷰나 좌담회를 통해 ‘한국’ 및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지속

적으로 촉구했으며, 한국현대소설을 번역하여 소개한 『한국현대단편소설(韓国現

代短編小説)』(新潮社, 1985)을 편집하는 등 한국문학 소개에도 노력했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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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인 1988년, 제100회 아쿠타가와상이라는 기념비적

인 회차에 수상의 영광을 얻는다. 이양지는 한국 붐의 수혜자인 동시에

그의 경험(한국 유학)이 문단의 입맛에 맞는 ‘소비재’였다는 사실에서 그

가 갖고 있는 중층성을 읽을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가라타니 고진이 지적하듯, 이들은 일본 근대문학의 ‘전환기’

를 대표하는 작가들이다.29) 후술하겠으나, 비단 문학뿐만 아니라 1980년

대 초는 일본에게 있어 ‘전환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포스트모던’, ‘세

계화’, ‘버블 경제’ 등의 찬란한 수식어가 붙는 한편, 그 이면에는 후기산

업사회의 ‘복잡화된 시스템’ 속에서 ‘나’와 세계의 연결이 불가능해진 불

안의 시대이기도 했다. ‘끝나지 않는 일상’,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실존적 불안(성찰적 기획)’ 속에서, 대중은 ‘나란 누구인

가’를 물으며 끊임없는 ‘소비’로서, ‘성적 신체’로서, 종말을 구도하는 ‘종

교’로서 불안의 대처와 실패를 반복하며 ‘부유(浮游)’했다.30)

한편으로는 선정성과 무분별한 한국 소비로 논란이 되었던 『헤이본 펀치-대특

집 멋진 한국(平凡パンチ-大特集かっこいい韓国)』(マガジンハウス,1985.1.)을 ‘최고였

다’고 두둔하기도 했으며(관련해서는 편집자였던 시오자와 유키토(塩澤幸登)의 블

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ameblo.jp/yukiton-4030/entry-12390406439.html), 북한의 스파이’라는 명목

으로 체포된 일본인 청년(자신)의 경험을 소개한 이나바 유타카(稲葉裕)의 『서

울의 담 안(ソウルの塀の中)』(朝日新聞社, 1988.)의 추천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나카가미 겐지의 행보에는 아시아주의적인 사상 형성과 한국 붐이

라는 소비문화의 맥락이 같이 나타나며,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29) 가라타니 고진은 ‘근대문학’에 대해 언문일치 등의 예시를 들며, ‘내면적 주체’를

만들어 내고, ‘국민’들이 “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이션=스테이트’의 형성에 기여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설명했으며, 사르트르가 주

장한 바와 같이 “허구이지만 진실이라고 불리는 것보다도 더 진실을 보여”주는,

“반정치적으로도 보이지만, (제도화된) 혁명정치보다 더 혁명적인” 의미부여를 받

아왔다고 지적한다. 이어 가라타니 고진은 이러한 일본 근대문학의 종언을 맞이

하고 있으며, 그 ‘마지막 불꽃’으로서, 나카가미 겐지와 이양지를 호명하고 있다.

특히 나카가미 겐지의 죽음으로 일본 근대문학이 종언을 고했다고 설명한다.(가

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근대문학의 종언』, 도서출판b, 2006, pp.43-56.) 그러

나 리스먼의 『고독한 군중』이나 코제브의 ‘역사의 종언’을 통해, 주체성이 전혀

없는 ‘타인지향형’이고 ‘동물적인 사회’, 즉 부유하는 대중의 현대사회가 ‘근대문

학’의 종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가라타니의 주장에는 질문을 던질 수밖

에 없다. 과연 ‘부유하는 대중’이 주체성의 문제를 방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당면한 끊임없는 ‘실존적 불안’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30)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부유(浮游)’는 1980년대 ‘소녀 문화(オトメチック)’에 관한 연



- 9 -

그 한 켠에 한국이라는 ‘타자’를 ‘소비’하면서 수도 ‘서울’을 서성이는

‘별난’ 청년들이 있었고, 그들과 나란히 서서 ‘시대’와 ‘역사’의 의미를 묻

는 나카가미 겐지와 이양지가 있었다. 이에 본고는 다음의 질문들에 대

한 대답을 도출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일본에서 왜 ‘한국’이라는 타자가

호명된 것인가. 이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타자를 ‘소비’했다고 하는 행위

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타자’를 ‘소비’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한국 붐’ 위에서의 이들의 맥락을 따라가 보면, 이윽고 나카가

미 겐지와 이양지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의 이면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고는 두 작가를 통해 후기자본주의 속

‘나 찾기’의 (불)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에서 다뤄지는 용어다. 아동학자인 혼다 마스코(本田和子)는 ‘소녀 만화’, ‘소녀

소설’, ‘서정시(러브 포엠)’, ‘일기’ 등을 통해 “온갖 감각과 이미지의 영역을 하늘

하늘(ひらひら) 초경하고, 왔다갔다하며 자유자재로 부유하는” 당대 소녀들의 커뮤

니케이션 방식을 분석한 바 있다. 가령 소녀들은 자신의 일상을 소녀만화에 재현

하는 동시에, 소녀만화의 ‘꿈꾸는 듯한 감각’에 공감하며 자신의 일상에 대입한다.

즉 소녀들의 ‘하늘하늘(ひらひら)’이라는 ‘부유 감각’은 현실/가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현대의 복잡한 시스템 사회에 대응하는 미약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本田和子, 『異文化としての子ども』, 紀伊国屋書店,

1982; 宮台真司 他, 『增補 サブカルチャー神話解体』, 筑摩書房, 2001; 大塚英志,

『「おたく」の精神史 : 一九八〇年代論』, 講談社, 2004; 繁富佐貴, 「1980年代の

「少女」論の構造」, 日本女子大学大学院人間社会研究科紀要(15), 2009; 杉本章吾,

「少女マンガをめぐる言説空間」, 『筑波大学地域研究』(31), 2010를 참조) 1990년대

에 일어난 옴 진리교 사건(지하철 사린가스 살포 사건), 부르세라(ブルセラ, 여학

생들이 자신이 입은 속옷을 아저씨들에게 판 사회현상), 원조교제 등의 극단적

사건들에 대해 사회학자 미야다이 신지(宮台真司)는 『끝나지 않는 일상을 살아

라(終わりなき日常を生きろ)』(1995)를 통해 “부유하라!”고 제언한 바 있다. 이는

1980년대의 커뮤니케이션 문맥을 가져오면서, 출구 없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방

법을 ‘끊임없는 부유’라는 ‘(미약한) 실존 찾기’로서 제시한 것이다.(宮台真司,

『終わりなき日常を生きろ』, 筑摩書房, 1995.) 이러한 실존(‘나’) 찾기는 비단 1980년

에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특한 패션을 구가하며 1950년대 도쿄 긴자의

미유키 대로(みゆき通り)를 서성이던 젊은이(미유키족, みゆき族), 1960년대 도쿄 신

주쿠 광장의 잔디 위에서 무전취식을 하던 히피(후텐족, フ─テン族), 1970년대 ‘진

정한 나’를 찾자는 국철의 감각적인 광고를 보고 지방으로 혼자여행을 떠난 여성

(안논족, アンノン族)까지 각 시대의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내재한 폭발적인 에너

지를 도시와 관광지를 ‘부유’함으로써 발산했다. 이렇듯 ‘부유’는 현대 일본의 청

년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대변하는 ‘실천적 용어’로 확장된다.(難波功士, 『族

の系譜学―ユース・サブカルチャーズの戦後史』, 青弓社,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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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검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근현대 일본의 조선(한국) 표상에 관한 선행연구

들을 통해, 일본에서 조선(한국)을 논하는 작품 및 텍스트에 대한 전반적

인 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의 범위를 좁혀 ‘전후 일

본’의 ‘한국’ 표상에 관한 연구 흐름을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1980년

대 일본의 자기인식에 대한 인류학 분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본고의

연구사적 위치를 특정하고자 한다.

1)문학 속에 나타난 조선(한국) 표상

근현대 일본문학 속의 조선(한국) 표상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재일조선

인 평론가 박춘일(朴春日)의 선구적인 연구를 시작으로, 1980년대부터

꾸준히 발표되었다.31) 또한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시각에서,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각 시대에 생산된 르포르타주, 지리서, 관광안내서, 특

수 목적 잡지 등의 출판물들을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조선(한국) 표상을

다룬 연구들도 진행되어 왔다.32)

31) 다카사키 류지(高崎隆治)에 따르면, 재일조선인 연구자인 박춘일과 임전혜(任展

慧) 등의 선구적인 연구서 이외에는 해당 주제에 관한 논고는 1980년대 이전까지

는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한다. 한편 1980년대는 일본인 연구자인 다카사키의 연

구서를 비롯하여, 박춘일의 연구서의 증보판이 간행되는 등, ‘한국 붐’을 위시하

여, 한국이라고 하는 ‘타자’가 다시 논의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高崎隆治, 文學のなかの朝鮮人像, 靑弓社, 1982) 근현대 일본문학에 나

타난 조선(한국) 표상에 관한 주요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연도순)

朴春日, 近代日本文學における朝鮮像, 未來社, 1969; 高崎隆治, 文學のなかの朝
鮮人像, 靑弓社, 1982; 朴春日, 增補 近代日本文學における朝鮮像, 未來社, 1985;
磯具治郞, 戰後日本文學なかの朝鮮․韓國, 大和書房, 1992; 渡邊一民, 他者として
の朝鮮, 岩波書店, 2003.

32) 문화연구의 시각에서 일본의 조선(한국) 표상을 분석한 주요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연도순)

鄭大均, 韓國のイメージ; 戰後日本人の隣國觀, 中央公論社, 1995.(정대균 저, 이경

덕 역, 『일본인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도서출판 강, 1999.); 南富

鎭, 近代日本と朝鮮人像の形成, 勉誠出版, 2002; 中根隆行, 『“朝鮮”表象の文化
誌』, 新曜社, 2004(나카네 타카유키 저, 건국대학교 대학원 일본문화 언어학과

역, 『조선표상의 문화지』, 소명출판, 2011.); 서기재, 『조선여행에 떠도는 제

국』, 소명출판, 2011; 박진수 편, 『근대 일본의 ‘조선 붐』, 역락, 2013; 권나경

저, 김진규 역, 『친밀한 제국』, 소명출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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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는 1945년 일본의 패전을 기점으로 하여, 전전과 전후를 나누

고, 각 시대를 한정하여 고찰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박춘일(朴春日,

1969/1985), 와타나베 가즈타미(渡邊一民, 2003)의 연구와 같이, 전전과

전후를 연속되는 맥락으로 바라보는 거시적인 연구들도 있다. 박춘일의

연구서는 잡지 『분카효론(文化評論)』의 1965년 8월호부터 12월호까지

연재된 논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1965년 6월 22일의 ‘한일기본조약

(韓日基本條約)’을 다분히 의식한 위에서 집필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지주의에 대항하는 ‘숭고한 임

무’로서 위치시키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작가들

의 저항과 공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33) 한일기본조약을 일본의 ‘경제적

침략’으로 규정한 위에서, 과거 제국 일본의 조선표상을 보여주는 것이

비판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증보판(1985)에서는 「“조선 붐”의 허상과 실상(“朝鮮ブーム”の虚像と実

像)」 장이 추가되어, 1930년대와 1980년대에 반복되는 ‘조선(한국) 붐’

현상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근대 일본의 ‘조선 붐(朝鮮ブーム)’

과 80년대 ‘한국 붐’이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문학뿐만 아니라 경

제, 언론, 여행안내서 등의 영역에서 ‘일제히’ 한국에 관한 출판물이 쏟아

져 나왔기 때문이다.34) 박춘일은 “‘정한론’의 대두 이래, 일본의 보도·출

판계는 조선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사건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마

다 이상할 정도로 반응을 나타냈다”고 지적한다.35) 특히 ‘한일 병합’과

‘태평양 전쟁’ 시기는 일본에서 ‘조선 붐’으로 명명될 정도의 출판 붐이

일어났으며, 겉으로는 ‘우호와 연대’를 내세웠지만, 그 실상은 침략을 위

한 ‘관제(官製)’ 현상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1980년대 ‘한국 붐’이 대

북 정책인 한미일 삼각군사동맹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조선 붐’과 그

33) 朴春日(1985), 앞의 책, p.7.

34) 박춘일은 1969년판에서는 근대 일본의 정치가와 문학자들의 글을 중점적으로 분

석하였으며, 1985년판은 근대에 발행된 잡지, 여행서 및 인문사회 서적들의 리스

트를 정리하면서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서적들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흐름만을 짚고 있다.

35) 위의 책, p.375. “「征韓論」のふっとう以来、日本の報道・出版界は朝鮮問題に強い関
心を示し、事件や戦争が起きるたびに異常なまでの反応を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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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방식이 유사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박춘일의 연구는 그 판단기준이

특정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36)

나카네 다카유키(2004)와 서기재(2011)의 연구는 전전(근대) 일본의 조

선 표상을 고찰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의 특징은 직접 ‘월경’하여 조선을

‘여행’한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통계자료, 여행안내서 등의 출판물을

두루 다루고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서기재의 연구는 ‘관광’이라는 산업

을 통해 제국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진지’와 ‘유희’ 사이의 왕복을 통해

재구축했다는 점에서 신선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일본 제국이

정교한 ‘선동’과 ‘통치술’을 통해 일본 국민으로 하여금 ‘조선’을 ‘미개한

곳’인 동시에 ‘흥미로운 곳’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식민화 사업에 ‘동원’시

켰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후 일본이 망각해 온 제국(전쟁 범죄)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전후 일본이 전전 일본의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4

년 일본의 ‘교과서 문제’의 대두로 시작해, 1990년대에는 전시 일본의 ‘위

안부’, ‘강제징용’ 등의 ‘과거사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사죄’와

‘망언’ 사이를 왕복하고 있는 전후 일본의 모순을 비판·고발한다고 하는

‘탈식민주의적 시좌’에서 이들 연구가 성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들 연구에는 당대 지식인을 향해 전쟁(제국주의)에 ‘협력/저항했는

지’를 따지는 이분법적인 독해가 고질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제국의 고도

화된 시스템(감시권력) 아래에서 국민들은 이데올로기에 순순히 ‘동원’되

는 ‘비-주체’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관점들은 제국 일본을 비판하는 데는

유효할지 모르나, 조선이라고 하는 ‘타자’와의 마주침에서 촉발된 문학적

상상력을 해석할 일말의 여지조차도 없애버리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와타나베 가즈타미(渡邊一民)의 연구는 ‘표상’ 차원에서 더 나아가

36) 박춘일은 친북, 친사회주의 경향을 지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総

聯合会, 이하 조총련) 계열의 논자로, 작품의 분석에 있어 고정된 시각으로 일관

하고 있다. 더불어 1980년대 ‘한국 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박춘일의 독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당대 좌파 진영에서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춘일과 동일선상

에 있는 논자들의 1980년대 ‘한국 붐’ 비판의 논리적 한계에 대해서는 2장에서 보

다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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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라는 시좌를 통해 일본문학에서 나타나는 조선 및 한국을 고찰했

다. 그는 1919년 ‘3.1운동’을 중요한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상

3.1 운동 이전인 메이지(정한론 논쟁부터 한일 합병까지) 일본에게 있어

조선은 ‘타자’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37) 3.1운동은 “일본에는 동화

될 수 없는 스스로의 〈타자성〉에 근거하여 독립을 위해 일어난” 사건

이며, ‘일부 작가들’은 조선이라고 하는 자기 ‘내부의 타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됐다.38) 한국과 일본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관계에 있는 바,

이해 불가능한 타자를 응시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타자’를 발견하고, ‘타

자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Levinas)39)

박진수 등(2013)은 근대 일본의 조선 표상에 관한 연구가 제국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지배’한다는 논리 속에서, ‘지배/피지배’, ‘중심/주변’, ‘문

명/미개’의 ‘힘의 이분법적 논리’로 귀결되는 경향을 비판한다. ‘조선 붐’

에 대해 일본 제국이 식민지배를 위해 주도한 ‘관제’ 정책의 소산이라고

지적한 박춘일(1985) 등과 달리, 박진수는 조선을 둘러싼 다양한 욕망의

‘분출’로 바라보며, 조선 측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려 했던 ‘쌍방

향적 현상’으로 규정한다. 물론 서동주(2013)가 지적하듯, 조선 붐의 시기

가 ‘태평양 전쟁’과 ‘대동아공영권’과 겹쳐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제국/식민지’의 틀을 거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민족제국 일본 속 ‘식

민지 문화의 자율성’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어

버린다.40) 다시 말해,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제국 속에서 민족정신

및 언어(조선어)를 지키는 것을, 일본 측은 ‘대동아공영권 상상’ 및 ‘근대

의 초극’이라고 하는 대(對)서양 전략을 내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사상전’

37) 와타나베는 3.1 운동 이전에, 대부분의 일본인들의 한국관은 ‘무관심’에 다름 아

니었다고 지적한다. 이어 전국적인 규모로 민족자결을 내걸고 나타난 3.1 운동은

일본의 사회·문화계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고 분석한다.(渡邊一民,

앞의 책, pp.8-9.) 이러한 와타나베의 분석은 ‘정한론’ 이후 일본이 조선(한국)을

침략의 대상으로서만 흥미를 보였다는 박춘일 등의 분석과는 다르다.

38) 渡邊一民, 「<他者>認識について―序に代えて」, 앞의 책, p.ⅵ. “その朝鮮の民衆

が、日本には同化されぬみずからの<他者性>にもとづいて独立のため立ちあがったのだ。”

39) 우치다 타츠루 저, 이수철 역, 『레비나스와 사랑의 현상학』, 갈라파고스, 2013,

p.82.

40) 서동주, 「1938년 일본어연극 <춘향전>의 조선 ‘귀환’과 제국일본의 조선 붐」,

박진수 편, 앞의 책, pp.26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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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이는 문명의 후발주자가 어떻게 하면 ‘문명적 보

편’을 쟁취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뿌리 깊은

‘아포리아(Aporia)’의 한 전형이다.

2)전후 일본의 ‘한국’ 인식41)

다음으로는 전후 일본의 한국 인식을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1980년대 한국 붐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재일조선인 학자 정

대균(鄭大均, 1995)은 전후 일본의 한국 인식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접근

했는데, 다음과 같이 분류·분석하고 있다.

⓵첫 번째 시기: 무관심과 관심 회피의 시기(1945~1965년).
⓶두 번째 시기: 정치적 관심의 시기(1965~1984).
전반기(1965~1973년), 후반기(1973~1984년).

⓷세 번째 시기: 문화적 관심의 시기(1984년~).42)

크게는 세 가지, 작게는 네 가지의 시기로 구분되고 있는데, 각각 ‘한일

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김대중 납치사건’, ‘한국 붐(韓国ブーム)’이라고

하는 큰 사건들을 변곡점으로 두고 있다. 우선 앞의 두 시기를 간략히

논한 후, 본고의 분석 대상인 1980년대 ‘한국 붐’이 선행연구에서 어떻게

평가받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시기에 대해 정대균은 인류

학자 구노스키 고카쿠(楠弘閣)와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의 이민족에

대한 태도 조사(각 1949년, 1951년)를 소개·분석하며, 일본인의 한국인·

조선인 인식이 부정적이었다고 설명한다.43) 이러한 인식은 일본에 남은

41) 전후 일본의 ‘한국’ 인식이라고 하는 ‘한정’은 필연적으로 논리적 한계와 조우하

게 된다. 전후 일본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타자에 접근하는 순간 재일조선인을

호명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곧 ‘북한’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에 직면하기 때

문이다. 공교롭게도 ‘한국 붐’이 일단락되는 1992년, 마치 ‘바통 터치’를 하듯, 북

한에 관련된 서적들이 다수 출판된다. 이는 냉전의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맡아두기로 한다.

42) 정대균, 앞의 책, p.35.

43) 정대균 저, 이경덕 역, 『일본인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도서출판

강, 1999, p.22. 구체적으로는 “불결하다, 문화적으로 저급하다, 교활하다,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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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에 대한 편견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며, ‘한반도’에 대해서는

식민 통치의 기억을 ‘망각’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언급’을 금기시했

다.44)

두 번째 시기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과 그에 따른 국교

정상화에서 출발한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적으로 보면 일본의 자

본이 한국으로 일방적으로 유입되어 무역 불균형이 발생하고, 한국이 종

속되어 가는 형태를 띠는 한편, 일본 내에서는 좌파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군사독재 정권과의 유착,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를 이유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시기였다. 또한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은 ‘한국’에 관

한 정치적 관심을 일본 대중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됐고, 그와 함께 재

일조선인 문제가 가시화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였

다.

전후 일본의 한국 인식 유형과 그 변화를 정리한 이들의 연구는 그 나

름의 시사점을 주지만, 당대 국제정세와 일본의 상관관계는 다소 생략되

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역사학자이자 문예비평가인 마루카와 데쓰시

(丸川哲史)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아시아를 성립

시킨 것은 다름 아닌 그곳에서 행해진 ‘냉전’이었다고 지적한다.45) 이른

바 ‘냉전 국가군 시스템’이라고 명명되는 구조 속에서 일본과 한국은 ‘미

국’이라는 신제국 아래에서 ‘번영’과 ‘평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전후 일본이 후방기지화 되는 가운

데, 전후 일본의 정치적 입장 및 평화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

어”진 반면, “이러한 논의와는 모순되는 형태로 일본이 미군의 후방기지

로 적극 활용되면서 일본의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었다.”46) 이렇듯 ‘한국

전쟁’을 통해, 패전 직후 일본에서 한국은 ‘냉전’의 최전방으로서의 이미

지가 정착됐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경우에도, 그 배경에는 1960년대 베트남 정세

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을 업신여긴다, 일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

을 증오한다, 추악하다”와 같은 인식이었다고 한다.

44) 위의 책, pp.29-30.

45) 마루카와 데쓰시, 장세진 역, 『냉전문화론』, 너머북스, 2010, p.6.

46) 조정민, 만들어진 점령서사, 산지니, 2009,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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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와 1964년 중국의 핵실험 성공이 있었다. 아시아 냉전 구도 속의 격

변에 불안을 느낀 미국은 반공진영 동맹을 강화하길 원했던 것이다. 동

아시아 반공진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절실히 요

구되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전방인 한국의 베트남 전쟁 파병과 후방 기

지 일본의 경제 원조로까지 이어진다. 한일기본조약은 철저히 ‘냉전’의

이해관계 속에서 성립됐으며,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구호 아래에서 한국

정부의 독재와 인권 유린은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다.47)

문화사회학자 요시미 슌야(吉見俊哉)는 안보운동으로 촉발된 ‘반미’라는

내셔널리즘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 탈내셔널리즘화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반전’이라는 추상적인 주제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국민이 아시아

의 민중운동과 연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내셔널한 감각’은 미국의

신제국주의의 폭력성뿐만 아니라 미국의 비호 아래에서 과거의 전쟁 책

임을 망각하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침략을 시도하는 일본의 신식민지적

무의식과 신식민주의적 의식의 공존, 즉 ‘일본 안의 미국’과 ‘일본 안의

베트남’을 메타적으로 발견했다는 것이다.48)

‘김대중 납치사건’에서부터 촉발된 일본 대중의 관심도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74년 ‘전국민주

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의해 김지하 등이 사형선고를 받으면서 한일연

대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는데, ‘일한연대연락회의(日韓連帶連絡會議)’가

결성되어 한국의 독재 정권을 비판하고 김지하 석방을 위해 국제적인 운

동을 펼쳤다. 이는 한국 민주화 지원 운동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 침략

에 대한 반대 운동, 기생관광에 대한 반대 운동(여성문제, 기독교 단체),

일본 내 재일조선인 차별 문제에 대한 연대 호소, 환경 문제 호소 등 전

반적인 사회문제를 다루는 운동으로 확장된다.49) 일본 내 한일연대운동

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는 다음과 같이 글을 남

기고 있다.

47) 이상민, 「한반도 평화통일과 미국 - 독재정권과 미국의 우선적 선택[Priority

]」, 『내일을 여는 역사』 제15권, 민족문제연구소, 2004, p.64.

48) 요시미 슌야 저, 오석철 역, 『왜 다시 친미냐 반미냐』, 산처럼, 2008,

pp.247-253.

49) 青地晨, 和田春樹 編, 『日韓連帯の思想と行動』, 現代評論社, 197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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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베트남 반전운동은, 베트남 전쟁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이 전쟁에 대한 한국

군 참가의 의미, 후방에서의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간파하지 못했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문제로 하여, 한국 민중의 투쟁을 응시해 가는 운동에 참가하는 우리들

은, 한국 민중의 염원이 통일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문제를 조선반도 전체

로 확장하여 포착하지 않으면, 운동을 착오 없이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かつて、ベトナム反戦運動は、ベトナム戦争を構造的にとらえて、この戦争への韓国

軍の参加の意味、後方での日本と韓国の関係を見抜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今日、韓

国と日本との関係を問題として、韓国民衆の闘いをみつめていく運動に参加する私たち

は、韓国民衆の願いが統一にあることを片時もわすれず、問題を朝鮮半島大のひろがり

においてとらえていかなければ、運動を誤りなく進めることはできないと思う。50)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과거 베트남 전쟁처럼, 일본인으로 하여금 ‘일본

안의 한국’을 발견하게 했다. 또한 1972년 ‘연합적군(連合赤軍)’의 실패를

계기로 일본의 ‘운동권’이 힘을 잃기 시작한 와중에 냉전의 최전방에서

미국이 용인한 독재 정권에 통치당하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민주화

운동은 낙담한 일본의 운동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문학 연구를 살펴보자면, 이소가이 지로(磯具治郞, 1992)의 연구는

전후 일본문학의 한국 표상을 ‘주제’별로 나누어 소개·분석하고 있다. 그

는 ‘패전’을 기점으로 하여, 식민통치의 책임을 망각해 간 전후 일본 속

에서 ‘조선’을 기억하고 있는 작가들을 호명한다. 우선 그는 ‘식민지 체험

자’ 및 ‘재조일본인’의 기억의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고향으로서의 조선’

이라는 의식을 가진 일본인 작가들이 느끼는 현실과의 괴리를 밝혀낸다.

다음으로 일본을 배경으로 하면서 ‘한국’ 및 ‘재일조선인’을 직간접적으로

그려낸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의 ‘가교(架橋)’를 모색한 바

있다.

와타나베 가즈타미(渡邊一民, 2003)는 전전 ‘3.1 운동’에 비견되는 사건

으로,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에 주목하면서, 이웃나라에서 ‘한국 전쟁’이라

고 하는 ‘열전’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일본문학에서 ‘한국(인)’은 후경화된

50) 和田春樹, 「日韓連帯の思想と展望」, 위의 책,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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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였다고 지적한다. 이어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 등의 재조일본인의

기억에 관한 문제를 분석한다. 와타나베는 1970년대부터는 ‘재일조선인

문학’을 전면적으로 분석하며 ‘소수자 문학(들뢰즈-가타리)’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했다.51)

이어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할 1980년대 ‘한국 붐’에 대해서 선행연

구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본고에서 검토

해 온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1980년대를 일본의 한국 인식에 있어 일

종의 ‘전환기’로 간주하고 있다. 정대균은 ‘무관심’, ‘정치적 관심’에 이은

‘문화적 관심’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정대균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부

분은 한국의 현실 변화(1988년 ‘서울 올림픽’으로 대표되는 경제 성장)에

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인의 내적 변화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일본

내 국제화론과 이문화론이라는 시대적 관점이 새롭게 등장하고, ‘이문화

형’ 태도를 가진 신세대는 한국을 ‘직접’ 여행해 봄으로써, 그 경험을 ‘명

쾌한 언어’로 그려냈다는 것이다.

와타나베 가즈타미는 1982년 ‘교과서 문제’에 주목한다. 과거 식민지 국

가들(한국, 중국)이 정식적으로 항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은, 일본이 국제

정세(냉전)와 경제적 격차를 통해 외면할 수 있었던 타자들이 냉전의 흔

들림과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수면위로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동시에 재일조선인 2세 논자들이 일본의 담론공간에 본격적

으로 진출하여 ‘재일(在日)’의 의미를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

편, 능동적으로 모국(한국) 수학을 떠나는 일련의 작품들이 등장했다.

한편 ‘한국 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논자들도 있다. 박춘일과 같은

사회주의 계열의 좌파 지식인들은 ‘한국 붐’에 대해 대북 정책의 강화(한

미일 삼각군사동맹)라는 ‘관제 정책’의 한 흐름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52)

마지막으로 이들 연구가 제출되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가 한일의 역

사 문제에 대한 ‘격렬한’ 갈등 속에 있었음을 유의해야할 것이다. 여기서

1980년대가 1990년대를 예비하고 있는지, 90년대와는 다른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발생한다.

51) 渡邊一民, 앞의 책, pp.292-308.

52) 朴春日(1985), 앞의 책, 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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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에서 ‘한국’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항상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

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본고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한일 관계 속에서

전전과 전후를 연속된 것으로 보고, 이를 증언하는 수많은 작가 및 작품

들을 소개·정리하고 있다. 이들이 짚어내고 있는 주요사건 및 시대구분

은 타당하지만, ‘한국(조선)’을 그려냈다는 당위성에 기대어 개별 텍스트

분석에 있어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53) ‘한국’이라

고 하는 타자가 ‘사물’과 ‘세계’를 보는 하나의 ‘창’이라면, 보다 세세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개별 주체들의 맥락, 동기, 과정의 차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3) 1980년대 일본의 자기 인식

‘전후 일본사’에서 1980년대를 논하기 위해서는 ‘1973년의 경제 위기’를

빼놓을 수 없다. 역사학자 나카무라 마사노리(中村政則)는 1973년부터

1990년까지를 ‘전후의 흔들림’으로 포착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1973년

의 위기는 일본 국내외의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했다. 당시 다나카 가쿠

에이(田中角栄) 정권이 추진한 ‘일본열도 개조정책’54)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한편, ‘제1차 오일 쇼크’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겹쳐졌

기 때문이다. 1974년 일본은 전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

하게 된다. 이후 70년 초반까지 지지되어 왔던 ‘큰 정부’ 기조는 ‘작은 정

부’ 기조로 급변하여 사기업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기업들은 수출 지향에서 내수 확보로 방향을 틀고, 기업 통합과 하청의

53) 가령 와타나베 가즈타미의 연구는 주요 텍스트를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는 동시

에 이론적 시좌를 적절하게 차용하면서 분석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원죄(原罪)’

라는 단어를 호명함으로써, ‘전후’의 재고를 요청한다. 1987년 한국의 민주화와

1988년 서울 올림픽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와타나베는 “조선의 과거 1세기

가까운 고난의 행보를 돌이켜 볼 때, 과거 종주국에서 태어난 자로서 깊은 자책

감을 느끼면서도, 역사에 대한 신뢰를 새로이 이야기하고 싶다는 기분에 사로잡

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마무리 구절을 남기고 있다.(渡辺一民, 앞의 책,

p.312.) 이러한 가슴 벅찬 구절이 ‘타자와의 만남’인지, ‘한국을 특권화시키는 것’

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54) “대규모의 공업지대의 배치, 신칸센이나 고속도로 등의 전국 교통 네트워크의

구출, 지방으로 인구를 이동시키기 위한 25만 도시의 건설 등”의 공격적인 정책

을 추진했지만, 적자의 연속이었다.(中村政則, 『戦後史』, 岩波新書, 2005,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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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를 단행한다. 이에 따라 노동권이 축소되면서 “중고년의 인원 정리,

출향, 단신부임, 서비스 잔업, 과로사”가 급증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

다.55)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제를 맞바꾼 ‘단행’을 통해,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중성장’ 기조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는 80

년대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의 대전환이 완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56)

세계 경제의 위기에서 가장 먼저 ‘중성장’ 기조로 복귀한 일본은 새로운

‘일본인론’과 ‘일본문화론’을 욕망하기 시작한다.57) 문화인류학자 아오키

다모쓰(青木保)는 전후 일본문화론의 변천 과정을 네 시기[⓵부정적 특

수성의 인식(1945~54), ⓶역사적 상대성의 인식(1955~63), ⓷긍정적 특수

성의 인식(1964~76/76~83), ⓸특수성에서 보편(1984~)]로 나눈 바 있다.58)

아오키에 따르면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1980년대 일본(인)의 자

기인식은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무라카미 야스스케(村上泰

亮), 구몬 슌페이(公文俊平), 사토 세이자부로(佐藤誠三郎)의 공동 연구서

인 『문명으로서의 이에(家) 사회(文明としてのイエ社会)』(1979)와 에즈라

보겔(Ezra Feivel Vogel)의 『Japan as No.1』(1979)로 대표되는 이 시

기의 일본문화론은 일본 근대화의 비결을 소개함으로써, 일본이 선진국

(서구)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특수성’이 서구

의 ‘보편성’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하는 ‘보편-특수’ 담론의 일종이며, 그

특수성이란 집단주의, 수직형 기업문화, 관료제 등을 가리킨다. 특히 에

즈라 보겔은 일본이 ‘미국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미국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주장했다.59) 이러한 나르시시즘은 나아가 세계의 시장

55) 위의 책, p.154.

56) 酒井隆史 他, 「討議 80年代とは何だったのか」, 『現代思想』 29(14), 青土社,

2001.11., p.64.

57) 일본인론, 일본문화론은 국내 독자들로 하여금, 일본(인/문화)이란 어떠한지를

인식시켜주는 유용한 통로다. 또한 자기규정에는 세계가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일본과 세계(특히 서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필연적으로 다루게 된다.

특히 1980년대는 세계와 일본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가 주요한 화제

로 대두되기도 했다.

58) 아오키 다모쓰, 최경국 역, 『일본 문화론의 변용』, 소화, 2001(2쇄), p.34(초출:

青木保, 『「日本文化論」の変容』, 中央公論社, 1990.)

59) 위의 책, pp.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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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 비판

⓵ ‘서구화’에 의해 위협받았던 내셔널 아

이덴티티의 재구축·회복

생산하는 쪽(문화·지식계의 엘리트):내셔널 아이

덴티티의 회복≠소비하는 쪽(일반 독자):현실의

실제적 문제(직업적 성취)

⓶ 고도경제성장을 통한 문화적 우월감 표

출(서구를 뛰어넘었다!)

생산하는 쪽: 일본의 국제위상 상승을 과시

≠소비하는 쪽: 과거의 부정적 특수성이라는 콘

텍스트가 침입, 국제위상 상승을 따라가지 못함.

⓷
지배 이데올로기론: 일본의 자본자와

경영자가 자신들 지배계급의 가치를 노

동자 계급에게 무의식적으로 주입

계급의 구분보다는 일본 전체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고도로 통합된 사회라는 인식이 조장되

고 있음.

⓸
일본적 아이덴티티의 추구 자체가 일본

의 문화적 특질. 외부 집단과의 관계에

서 자기 아이덴티티 정의에 지나지게

집착.

문화 환원주의에 지나지 않음.

을 선도하는 일본 그 자체가 ‘포스트모던’이라는 주장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60)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문화 중심주의’는 1984년 미일 무

역마찰이 본격화됨에 따라 비판에 직면한다.61)

문화인류학자 요시노 고사쿠(吉野耕作)는 ‘일본문화론’의 융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의 한계를 검토하며, 일본문화론을 수용자(소비자)의 관점에

서 분석했다.62) 우선, ‘문화 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일본문화론의 ‘생산

자’가 문화·지식계의 엘리트들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들 일본문화론의

구체적인 목적은 단일하지 않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의 심리 또한

집단마다의 차이가 있다. 요시노는 일본의 한 지역의 교육관계자와 기업

가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일본문화론에 관한 다음의 네 가지 통

설을 분석·비판하고 있다.

<표1> 요시노 고사쿠의 일본문화론 분석63)

60) 酒井隆史 他, 「討議 80年代とは何だったのか」, 『現代思想』 29(14), 2001.11.,

p.65.

61) 아오키는 “일본이 세계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감에 따라, ‘일본문화론’은

열린 보편성을 추구하기보다 특수한 일본을 ‘긍정’하려는 폐쇄된 방향으로 향했

다”고 지적했다.

62) 요시노 고사쿠, 김태영 역, 『현대 일본의 문화 내셔널리즘 : 현대 일본 아이덴

티티의 행방』, 일본어뱅크, 2001(초출: 吉野耕作, 『文化ナショナリズムの社会学』,

名古屋大学出版会, 1997.)

63) 위의 책, pp.1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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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노는 일본문화론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엘리트 지식인’과 ‘훈련된 독

자(대중)’로 자연스럽게 상정해버리는 ‘이데올로기 비판’적 연구들에 회의

적이다. 물론 이는 ‘대중옹호론’이나 ‘독자 찬양’이 아니다. 그는 ‘텍스트

간(間)’(inter-textual)이라는 관점을 내세우며, 대중들이 당대 유행하는

일본문화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이 과거에 읽었거나

동시대에 유포되는 다양한 정보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해석’을 수행

했다고 지적한다. 일본문화론의 핵심은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에 의거한

‘오독’과 ‘불확정성’이라는 것이다.

요시노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소비’를 통해

창조·재구축되는 현상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그는 질문한다. “국가는 대

중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내셔널 프라이드의 변화에 반응하고 있을 뿐

인지도 모르며, 그 대중의 반응은 일본인론을 생산·재생산하는 지식인과

문화 엘리트의 활동으로부터 유인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64) ‘소비’의

관점에서, 생산자인 지식인과 소비자인 대중을 매개하는 것은 기업인이

다. 기업인이 학자들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하고, 평이한 말

로 바꾸어 표현하여, 다른 집단이 실생활에 입각하여 사용하기 쉬운 형

태로 전달”하며, 소비자에게 전파한다.65)

이어 요시노는 국제화 시대에 영어 회화 능력과 더불어 ‘문화 차이’에

관한 지식이 요구되었고, “유학생, 해외 협력단 멤버, 국제 소셜워커, 이

문화 카운슬러, 외국어 교사, 해외 여행자”와 같은 이들이 문화적 중개자

이자 ‘뉴 미들 클래스’로서, “현대 사회 속에서 문화의 차이에 관한 설명

에 귀를 기울이는 우수한 청중임과 동시에, 스스로도 이문화를 직업화하

64) 위의 책, p.223.

65) 위의 책, p.225. 요시노는 그 예시로 일본인론·일본문화론에서 나오는 일본의 특

수한 문화를 외국인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다룬 한 ‘이문화 커뮤

니케이션’ 서적을 소개한다. 여기서 빈번하게 논해지는 일본인론은 “첫 번째, 일

본적 집단주의를 종적 사회, 응석 등의 개념으로 강조하는 사회 구조적, 사회 심

리적인 명제. 두 번째, 비언어적, 초논리적인 전달 수법을 중시하는 일본적 커뮤

니케이션에 관한 명제. 세 번째, 일본 사회의 단일성, 동질성을 강조하는 명제. 그

리고 네 번째로, ‘일본인’ 이외의 일본적 사고·행동 양식의 이해와 습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문화의 인종적 소유’에 관한 명제”였다.(위의 책,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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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화의 차이의 설명을 전달하고 재생산”했다고 분석한다.66)

여기서 일본문화론의 또 하나의 수신자는 ‘미국’이라는 ‘타자’였다. 그러

나 미국은 매우 보편적이고 규범화된 나라였고, 이에 따라 일본은 ‘특수’

하고 불가해한 나라가 된다. 무역 마찰이 일어나도 “‘보편적 타인’인 서

양인(미국인)과 ‘특수한 우리들’인 일본인을 대비”시키고, 일본적 문화는

일본인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문화 내셔널리즘’이 싹트는 것이다.67) 그

리고 이러한 ‘소비’의 기저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여 외국인과 ‘이문화’ 커

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내재해 있다.

마릴린 아이비(Marilyn Ivy)의 연구68)도 일본인의 자아/(미국이라는)

타자 인식에서 ‘소비’라는 행위에 주목한다. 아이비는 1970년대에서 80년

대에 걸쳐 이뤄진 감상적인 ‘혼자 여행’을 권하던 디스커버 재팬

(Discover Japan) 사업을 다룬다. 이를 잠시 살펴보자면, 디스커버 재팬

은 1964년 도쿄 올림픽,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국제박람회)의 개최

로 상징되는 고도경제성장의 ‘이후(post-)’를 이야기하는 광고 캠페인이

었다. 맹렬한 속도로 경제성장을 구가했던 일본이 직면한 문제는 ‘인간

성’과 ‘환경오염’, ‘도시문제’ 등이었다. 거기에 국철(國鐵)의 경영악화로

인한 국내 관광 산업의 비대칭 문제, 도시-지방의 격차 문제까지 겹치면

서 ‘포스트 만박’의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광고 프로듀서인 후지오카 와

카오(藤岡和賀夫)는 국철의 의뢰를 받아 ‘디스커버 마이셀프(ディスカ

バー・マイセルフ)’라는 콘셉트를 제안했다. 일상을 벗어던짐으로써 ‘또 하

나의 나’를 ‘발견(디스커버)’한다는 의미로, 도시의 속박에서 벗어나 일본

인 고유의 ‘여행하고픈 마음(旅ごころ)’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바야흐로 소비자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 60년대에 유효했던 수법의 대부분은 매력

을 잃고, 쇠퇴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잘 보이게 하는 광고 본래의 기능에 철저해지면 철

저해질수록 주지의 현실과의 비틀림이 확대되어 나타난다고 하는 모순이 광고를 완전히 퇴

색시켰다.” (중략) 상품을 파는 것도 서비스를 파는 것도 아닌, 환경이나 인간을 테마로 한

66) 위의 책, p.231.

67) 위의 책, p.236.

68) Marilyn Ivy. Discourses of the Vanishing(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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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 70년대 무렵을 기점으로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생각하고 인

간으로 돌아가자’를 카피로 시작한 테이진의 ‘스콜레’(후략)

「いまや消費者は多くのことを知っている。[…]60年代に有効だった手法の多くは、もはや魔

力を喪い、サビついた。モノを売るためによく見せるという広告本来の機能に徹すれば徹する

ほど、周知の現実とのズレが拡大して示されることになるという矛盾が、広告をいっそうシラケた

ものとした。」（中略)商品を売るのでもサービスを売るのでもなく、環境や人間をテーマとした

広告が70年代頃を境に目立ってくる。「人間を愛し　人間を考え　人間に帰ろう」をコピーに

始まったテイジン「スコ-レ」(後略)69)

위의 인용문을 통해 일본은 70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소비’에 대한 인식

구조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광고는 상품 및 서비스 그 자체를 홍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과 분위기를 자극해야 되는 것으로 바뀐다. 광고

의 테마가 환경, 자연, 인간(성)으로 환원된다는 것은 자신의 아이덴티티

를 의탁했던 ‘번영’, ‘공동체’, ‘운동’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기도 했다. 기업협찬과 다양한 선전매체를 통한 공격적인 광고 캠페인

이었던 디스커버 재팬을 통해 만들어진 것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의탁

할 수 있는 기호로서의 ‘고향’이었다. “여행을 떠나면, 마음의 고향이 늘

어납니다”, “마음에는 무언가를 새기자”, “눈을 감고…무언가를 보자”,

“바다에 찾아보자, 나를”70) 등의 ‘감상적인’ 광고 문구들은 영문 모를 ‘그

69) 成相肇, 「まえがきーディスカバー、ディスカバー・ジャパン」, 東京ステーションギャラリー
編, 『ディスカバー、ディスカバー・ジャパン「遠く」へ行きたい』, 東京ステーションギャラ
リー, 2014, p.6.

70) “여행을 하면, 마음의 고향이 늘어납니다”(cat.no.47)라고 하는 캐치 프레이즈는

실로 그러한 끝없는 나 찾기를 계속해, 나 찾기의 수만큼, 여행의 수도 늘어가고,

그 결과, 여행하는 장소의 수만큼 ‘마음의 고향’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 구조를 나

타낸 것이다. 초기 포스터에는 캐치 프레이즈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

나, 캐치 프레이즈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는 무언가를 새기자”(cat.no.48),

“지금 나는 나그네”(cat.no.50), “눈을 감고…무엇을 볼까”, “바다에 찾아보자, 나

를”(cat.no.51), “마음으로 방문합니다. 시골길”(cat.no.61) 등, 여행자 자신의 내면

을 바라보는 행위를 여행한다고 하는 행위에 겹치고 있는 포스터뿐이다.(「旅にで

ると、心のふるさとがふえます」(cat.no.47)という惹句は、まさに、そうした終りのない自分探しを

続け、自分探しの数だけ、旅の数も増えていき、その結果、旅した土地の数だけ「心のふる

さと」が増えていくという、その構造を示したものである。初期ポスターには惹句のあるものとな

いものがあるが、惹句があるものについては、「心には何をきざもう」(cat.no.48)、「いまわた

しは旅人」(cat .no .50)、「目を閉じて…何を見よう。」、「海に見つめよう、私を」

(cat.no.51)、「心でたずねます。いなか道」(cat.no.61)など、旅行者自身の内面を見つ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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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움’을 불러일으키고, 대중들을 향해, 끊임없는 ‘나 찾기 게임’으로 초대

했다. 가와카쓰 마리(川勝麻里)는 디스커버 재팬을 “미래지향의 만박과는

정반대의, 과거로 시선을 돌린 발상”이라고 평가했다.71) 더 이상 고도경

제성장과 같은 번영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찾

은 것은 ‘일본 회귀’였던 것이다.

그리고 제1, 2차 디스커버 재팬에 이은 1984년 ‘엑조틱 재팬(エキゾチッ

ク・ジャパン)’이 시작된다. 마릴린 아이비는 “디스커버 아메리카를 직수입

하여 영어로 쓰인 ‘Discover Japan’과 달리, ‘가타카나’로 쓰인 엑조틱 재

팬(エキゾチック・ジャパン)”은 완전한 서양의 눈에 비친 ‘일본’을 당사자인

일본 자신이 내재화했다고 지적했다.72) 이는 타자(미국)의 욕망을 일본

이 욕망하고 있는 것이며, 서양의 오리엔탈즘적 시각을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다. 결국 디스커버 재팬에서 이야기한 ‘진정한 자아’ 찾기는

불가능하고, 서양이 욕망하는 ‘기호’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다. 마릴린 아

이비는 엑조틱 재팬의 레토릭을 그대로 물려받은 신세대가 소비상품에

‘아이덴티티’를 의탁하며 부유하는 형태로 살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

국 자신의 아이덴티티(집단 및 세계와 나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발견하

는 양식으로서 채택된 ‘소비’가, 실은 ‘공허한’ 방랑에 다름 아니라는 냉

철한 진단인 것이다.

る行為を、旅するという行為に重ねているポスターばかりである。」)(川勝麻里, 「「どこか

遠く」へ行きたい日本人たち」, 위의 책, pp.16-17.)

71) 위의 책, p.19. “未来志向の万博の発想とは正反対の、過去に視線を向ける発想であ

る。”

72) Ivy,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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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3) DISCOVER JAPAN 포스터

<사진 2>74) エキゾチック・ジャパン 포스터
73) 東京ステーションギャラリー 編, 앞의 책, p.52/p.54. 디스커버 재팬(ディスカバー・ジャ
パン)의 카탈로그 표지. 각 문구는 “어디서부터가 여행일까(どこからが旅かしら)”

(no.7, 1971.4.), “눈을 감고…무엇을 볼까(目を閉じて…何を見よう。)”(no.9, 1971.6.).

74) 『エキゾチック・ジャパン : 新しい旅の感覚』, 弘済出版社, 1985, pp.54-55. 엑조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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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전후 일본의 한국 표상에 관한 선행연구와 1980년대 일본의 자

기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일

본의 자기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과거 부정적인 일본인론·

일본문화론이 고도경제성장 및 세계정세의 변화와 함께 ‘(서구보다) 우월

한 일본문화론’으로 바뀌어 갔다. 그런데 다른 한편 같은 시기에 ‘한국’이

라는 ‘외면’하고 있던 타자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국 붐’이

라는 한국 ‘소비’ 현상이 나타나는 한편,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알 수

있듯 상대국의 국가적, 국민적 ‘항의’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다시 말

해, 한국이라고 하는 ‘타자’가 다양한 ‘얼굴’을 하고 다가오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도 대중의 욕망이 ‘차이화’, ‘자아실현’, ‘이문화 커

뮤니케이션’ 등 ‘국제화’, ‘지구화’라는 흐름 속에서 ‘불안’과 ‘기대’의 왕복

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요시노 고사쿠는 일본의 ‘비대해진 자아’가 세

계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정치적인 야망이라기보다는 대중의 커뮤니케이

션에 대한 욕망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마

릴린 아이비가 그리고 있는 것은 ‘부흥’과 ‘운동’의 시대가 끝난 상황에

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장해줄 ‘무언가’를 찾아 나선 젊은 세대의 모습이

었다. 본고는 ‘나’를 찾아 부유하는 일본의 젊은 세대와 다양한 ‘얼굴’로

나타난 한국이라는 ‘타자’의 ‘시대적 마주침’을 포착하고자 한다.

재팬(エキゾチック・ジャパン) 사업의 10번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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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시각

본고는 1980년대 일본의 ‘한국 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문

학 및 출판물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75) 앞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1980년대는 일본의 일종의 ‘전환기’였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적으로는 ‘경제적 부흥’, ‘정치적 운동’으로 집중돼왔던 대중의 ‘커뮤니케

이션’ 방식이, ‘사회의 원자화’로 인해 변화를 요구받았으며, 국외적으로

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 ‘미국’과 같은 타자와의 관계 재편이

일어났던 시기였던 것이다. 이에 본고는 우선 ‘세대론(전후세대)76)’과 ‘소

비’라는 키워드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 일본(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

의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인 맥락과 ‘한국 붐’을 견

주어 봄으로써, 당대 ‘한국 붐’이 차지하는 위상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

사회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인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는

1980년대 커뮤니케이션을 욕망하는 전후 세대의 모습을 “‘나’ 찾기 게임

(＜私＞探しゲーム)”이라고 명명했다. 분석 대상은 우에노 자신이 속한 단

카이 세대(団塊世代,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와 그 아랫세대로, 그는 이들

이 ‘소비’라는 행위를 통해 아이덴티티를 확보해나갔다고 분석한다.

우에노는 당사자적 발언을 통해 단카이 세대에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후 베이비 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그 후 좋든 싫든, 시대와 풍속의 파이어니어

(pioneer)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11세의 시절에는 ‘현대아(現代っ子, 두려움 없이 일

을 딱 잘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요즘 아이들-인용자 주)’라고 불렸다. 17세에 ‘무서

운 세븐틴’이 되고, 20세에 ‘전공투 세대’라고 불렸다. 소비 시장과 매스미디어도 또한

이 볼륨 마켓으로 타켓을 설정하면서 함께 성장했다. 우리들의 세대는 소년·소녀 만화

잡지의 파이어니어 시장이었다. 또한 수험 잡지업계의 오늘날의 번영도 가져왔다. (후

략)

75) 본고가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 ‘한국 붐’을 기준으로 하여, 1980년대라는 시대

구분을 편의상 사용했으나,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 변화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92년까지의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해왔고, 필요한 경우 80년대 이외의 시기도

다루도록 하겠다.

76) 전후 세대는 패전(1945년) 이후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며, 본고는 분석 대상을

단카이 세대와 신인류 세대를 포괄하는 1945년~1960년대 생으로 한정하도록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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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後ベビーブームに生まれた私たちは、その後よくも悪くも、時代と風俗のパイオニアの

役割を果たしてきた。11歳のときには「現代っ子」と呼ばれた。17歳で「おそるべきセブ

ンティーン」となり、20歳で「全共闘世代」と呼ばれた。消費市場とマスメディアもま

た、このボリューム・マーケットに、ターゲットを設定しながら、しだいに持ち上がってき

た。私たちの世代は、少年・少女マンガ雑誌のパイオニア市場だった。受験雑誌業

界の今日の繁栄ももたらした。(後略)77)

공동체적인 규범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자라 온 우리들 단카이 세대는, 상호 커뮤

니케이션을 위해 매스미디어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 우리들은 심야방송으로 동

세대 동향을 알고, 『피아』로 동세대와 만날 장소를 정했다.

共同体的規範から切れたところで育ってきた私たち団塊の世代は、お互いのコミュニ

ケーションにマス媒体を要請するほかなかった。(中略)私たちは深夜放送で同世代の動

向を知り、『びあ』で同世代と出会う場所へおもむいた。78)

1948년생인 우에노가 증언하고 있는 것은 패전 후에 태어난 자신들의 세

대가 ‘공동체(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욕망했고, 이를

만화, 잡지, 심야방송 등의 단카이 세대를 소비자로 삼고 있는 매체를 통

해 이루어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에노의 세대가 갖고 있는 감각은

‘소비’가 곧 공동체적 커뮤니케이션이며, 소비자인 자신들이 동시에 ‘시

장’을 견인한 ‘생산자’였다는 감각이다.

그 다음 세대인 신인류(新人類) 세대는 단카이 세대의 아랫세대를 지칭

하는 용어로,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에 걸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킨

다. 단카이 세대가 기성세대와 대립하면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구축하고,

시장을 견인해 왔다는 감각을 가진 이들이라면, 신인류 세대는 번영과

운동의 시대에는 미성년이었고, 성인이 됨과 동시에 ‘버블’을 맞이하는

세대다. 사회학자 미야다이 신지(宮台真司)는 신인류를 “‘기호’적 소비행

위와 ‘기호’적 대인관계를 결합한 젊은이들”이며 “매뉴얼 일방으로 ‘상품

언어’로 회화를 하는 사람들”로 정의한다.79) 신인류 문화의 독특한 점은

77) 上野千鶴子, 『「私」探しゲーム : 欲望私民社会論』, 筑摩書房, 1987, p.133.

78) 위의 책,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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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급이나 계층, 세대에 대한 저항 의식으로부터 형성된 문화가 아

니라는 점이다. (부르주아 도련님·아가씨의) 문화적 리더가 나타남에 따

라, 동세대가 이들의 패션이나 행동, 성격을 따라하는 것(팔로워)이 신인

류 문화였다. 반대로 신인류의 이면에는 ‘밝은 대인관계’를 공유하는 그

들의 문화에 따라가지 못한 ‘어두운 대인관계’를 가진 이들, 즉 ‘오타쿠’

문화가 있었다.

정리하자면, 이 ‘전후 세대’에게 있어 당면한 과제는 자신의 자아정체성

을 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의 문제였다. ‘사회의 원자화’와 ‘정보의 세계화’ 속에서 이들은 ‘세계’와

‘나’에 대한 끊임없는 ‘연결(희망)’과 ‘단절(불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그나마 학생 운동의 경험과 ‘대항(counter) 문화’를 공유했던

단카이 세대에서 ‘미국을 내재화’(마릴린 아이비)해 버린 ‘신인류’ 세대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문제였다.

이러한 일본 전후 세대의 감각을 이해하는데 앤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의 논의80)가 참조점이 될 수 있는데, 기든스는 오늘날을 ‘고도

현대’ 혹은 ‘후기 현대’로 규정한다. 이는 일상적인 상호 작용이 ‘지구화

(globalization)’에 의해 지구적인 규모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라는 것이

다. 위험과 위해가 넘쳐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상징적 징표(symbolic

token)’와 ‘전문가 체계(expert system)’에 대한 ‘믿음’을 통해 ‘안전’하다

고 간주해 왔지만, 고도 현대에서는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지만 그것이

깨질 것 같은 ‘실존적인 불안’이 지속적으로 엄습한다. 매스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지구촌’ 규모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은 ‘강박’에 가까울 정

도로 자아를 성찰한다. 이에 따라 기든스는 자아정체성의 형성을 위한

정서적·정신적 고투를 ‘성찰적 기획’이라고 정의한다.

미래의 위험(생태적 재난, 핵전쟁, 미증유의 재앙), 세기말적 종말론, 불

확실성의 분위기, 전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격리 등이 현대인을

79) 宮台真司, 「新人類とオタクの世紀末を解く」, 『中央公論』 105(10), 1990.10, p.195.

80) 앤소니 기든스, 권기돈 역,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새물결출판사, 2010.(초출: Anthony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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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긴장, 불안 상태로 내몰고 있으며, 개인은 세계에서 ‘동시적’

으로 살고 있다는 전례 없는 감각을 통해 ‘나’와 ‘사회’, ‘세계’의 관계를

끊임없이 사유해야 한다. 기든스는 이러한 자아의 고난 중의 하나로 상

품화를 들고 있는데, 라이프 스타일뿐만 아니라 자아실현 자체가 상품화

되어 광고 및 대중매체에서 흘러나온다. 개인은 그 정보를 창조적·해석

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것으로 능동적으로 차별화시킨다. 흥미로운 지

점은 기든스가 “자아의 성찰적 기획은 일정 부분 필연적으로 상품화된

영향력에 대한 투쟁”으로 보면서도,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한 자본주의의

논리를 인정하고 그 장에서 개인이 시장의 논리 이상의 창조성을 발휘한

다는 것이다.81)

‘소비’는 이러한 자아정체성과 공동체를 욕망하는 커뮤니케이션 문맥 중

하나로서 호명된다. 소비사회란 곧 “상품의 소비가 픽션의 소비를 동반

하기 시작하는 사회”라는 미야다이 신지의 설명처럼, 소비라고 하는 행

위는 단순한 상품의 구매가 아니라, 상품이 갖고 있는 기호와 상징에 소

비자가 연루되는 과정을 의미한다.82) 장 보드리야르는 타인과 ‘나’를 구

분시킴으로써 개성과 차이를 획득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체성 의식’을 창

조하려는 욕망이 ‘사물’의 ‘소비’를 통해 충족된다고 지적했다.83) 보드리

야르가 ‘소비’를 마냥 찬양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는 소비에 대해 다소

의미심장한 진단을 내렸다. 소비사회 속에서 역설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사물에 의해 규정되”어 버린다는 것이다.84) 미야다이 신지는 1970~80년

대 일본의 후기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고도소비사회’로 명명한다.

고도소비사회'란 무엇인가? 픽션이 소비되는 정도가 점점 높아지는 사회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한 '양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다. '고도소비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야

기>가 상품마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분화되어 버린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

자면, 소비의 동기형성이 꿰뚫어보기 어려워지고, 합의 불가능이 되어버린 사회라는

81) 위의 책, p.319.

82) 宮台真司, 「新人類とオタクの世紀末を解く」, 『中央公論』 105(10), 1990.10, p.182.

“「消費社会」とは、商品の消費がフィクションの消費を伴いはじめる社会、ということだ。”

83) 장 보드리야르 저,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2, pp.126-134.

84) 위의 책,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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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高度消費社会」とは何だろうか。フィクションが消費される度合がますます高まった社

会、というわけではない。そのような＂量的＂な概念ではないのだ。「高度消費社会」

というのは、<物語>が、商品ごとに、多様に分化してしまった社会のことである。いいか

えれば、消費の動機形成が見透しがたくなり、合意不可能になってしまった社会、という

ことである。85)

고도소비사회에서는 계급이나 계층, 젠더, 인종을 묶어주는 소비가 아닌

‘나 자신을 나타내는’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가 파편화되고 개인

은 부유한다고 하는 비판에 직면한다.86)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980년대 일본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소비’하면서

보드리야르의 언술의 ‘표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우에노

지즈코는 ‘포스트모던’이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서, ‘탈근대적 자아’ 찾기 프로젝트를 ‘나 찾기 게임’으로 명명할 수 있었

다.87) 문화비평가 오쓰카 에이지(大塚英志)의 경우도 보드리야르의 언술

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야기(서사)’조차도 소비할 수 있는 세계

를 그려냈다.88) 즉, ‘소비사회’로의 전환은 대중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내

85) 宮台真司, 앞의 논문, p.183.

86) 지그문트 바우만 저, 이일수 역, 『액체 근대』, 도서출판 강, 2009, pp.144-145.

87) 上野千鶴子, 앞의 책, pp.4-11. 우에노 지즈코는 1980년대를 사회적 전환기로 보

며, 근대에서 ‘탈근대’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으며, 아이덴티티의 문제에 있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근대적 자아’ 개념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88) “오늘날의 소비사회에서 인간은 사용가치를 가진 물리적 존로서의 ‘사물’이 아니

라, 기호로서의 ‘물’을 소비하고 있다는 보르리야르의 주장은, 80년대 말 일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명백하게 생활적으로 실감되고 있다.(今日の消費社会に

おいて人は使用価値を持った物理的存在としての<物>ではなく、記号としての<モノ>を消費し

ているのだというボードリヤールの主張は、80年代末の日本を生きるぼくたちにとっては明らかに

生活実感となっている。)”(大塚英志, 『物語消費論』, 新曜社, 1989, p.10.)/ “아마, 나

는 자본주의 사회가 죽을만큼 좋은 것이다. 바야흐로 ‘사물’로서의 존재가치조차

갖지 않은 기호로서의 ‘물’을 마치 게임처럼 가지고 놀면서 살아가는 골칫덩어리

인 나를, 나 자신은 꽤나 흐뭇하게 생각한다.(多分、ぼくは資本主義社会が死ぬほど

好きなのだ。もはや<物>としての存在価値さえ持たない記号としての<モノ>をまるでゲームのよ

うにやりとりしながら生きている困った存在である自分を、ぼくはけっこうほほえましく思う。)”(위의

책, p.238.) 오쓰카 에이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언술과 보드리야르의 기호소비론

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독특한 문화론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들이 ‘커다란



- 33 -

부로 응축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터져나가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따

라 개인은 쇼핑가를 돌아다니고, 여행 카탈로그를 보며 국내외로 관광을

다녔다.

그러나 이러한 ‘포스트모던으로서의 일본’이라고 하는 구호는 가라타니

고진의 지적처럼, 버블 경제라는 기반 위에서 “‘주체’나 ‘의미’를 조소하

고 형식적 언어적 유희에 빠지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89) 사카이 나오키

(酒井直樹)는 ‘쌍-형상화(対ー形象化) 프로젝트’라는 이론을 통해, 보편주

의와 특수주의가 ‘공범관계’라고 지적했다.90) ‘보편’은 ‘특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특수도 자신이 ‘우월한 특수’가 되기 위해서는 보편을 승인해

야 한다. 서구라는 보편을 뛰어넘기 위해 ‘특수주의’로 무장한 일본의 행

보는 ‘보편-특수’의 구조 안에서 ‘자리 바꾸기’라고 하는 ‘형식적 유희’로

불과한 것이다. ‘주체성(subjectivity)’의 추구와 권력으로의 ‘복종

(subjection)’이 반복된다는 ‘주체(subject)’의 역설은 1980년대 일본의 상

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논의를 정리해보자면 ‘소비’는 당대 전후 세대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일종의 ‘실천’ 중 하나였지만,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에노 지즈코는 “사물을 소유하지 않고,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지성”

을 촉구하기도 했으며91), 1980년대 고도소비사회를 대표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다나카 야스오(田中康夫)의 『어쩐지 크리스탈(なんとなく、クリ

スタル)』(1981)에서도 명품을 몸에 두르고 ‘그냥(なんとなく)’ 살아가는 주인

이야기(거대 서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이 안에 있는 ‘작은 이야기’

를 파는 것이다. 예를 들어 772장 있는 ‘빅쿠리맨(ビックリマン)’ 중 하나를 얻은 소

비자는 전체의 빗쿠리맨 세계관(거대서사)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게 된다.

또한 772장을 다 모은 소비자는 거대서사를 모두 파악하고 그 서사(정사)에는 없

는 새로운 캐릭터를 상상한다. 이것이 바로 2차 창작으로, 일본의 서브컬처 시장

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이다.

89) 가라타니 고진 저, 조영일 역, 『네이션과 미학』, 도서출판 b, 2009, 240-245

90) Naoki Sakai, “Modernity and Its Critique: The Problem of Universalism and

Particularism”, Masao Miyoshi and Harry Harootunian eds, Postmodernism
and Japan(Duke University Press, 1989)를 참조.

91) 上野千鶴子, 앞의 책, p.87. “モノに所有されずにモノを使いこなす知性が、そろそろ育って

きてもいい頃じゃないだろうか。生活の基本的なストックがそろった上で、それを「使用」できれ

ば、「所有」なんかしなくなったってかまわない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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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종속’이 아니라 ‘소속’을 하고 싶다고 바라

기도 한다. 이는 사회의 성숙 속에서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다른 한편으로 소비는 내재적으로 인간을 사물에 종속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며, ‘권력’에 대한 저항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지금-여

기’의 우리는 1990년대 일본의 현실로부터 80년대 ‘나 찾기’의 ‘(불)가능

성’이 어디로 향했는지 알 수 있다. 소녀들이 원조교제, ‘입었던 속옷 팔

기(ブルセラ)’ 등의 일탈을 시작하고, 어떤 이들은 종말론을 맹신하며 사

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신흥 종교(옴 진리교 등)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원인을 미야다이 신지는 갑갑하고 지루한 사회 속 ‘끝나지 않는 일상(終

わりなき日常)’으로 보았다.92)

그러나 ‘1980년대’적인 것과 ‘소비’를 전부 부정해버릴 수는 없다. ‘나 찾

기’, ‘내면 탐구’가 항상 ‘주체(성)’와 ‘의미’에 대한 나르시시스트적인 조

소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난바 고지(難波功士)는

92) 미야다이 신지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에 의하면, 80년대에는 두 가지

의 ‘종말론’이 존재했다. “80년대 전반에 주류였던 것은 여학생을 중심으로 한 ‘끝

나지 않는 일상’이라는 종말관이었다. 이제는 빛나는 진보도 없고,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파멸도 없다. (중략) 그렇다면 학교적인 일상 속에서 영원히 유희를 즐길

수밖에 없다―.(80年代前半に主流だったのは、女の子を中心とした「終わらない日常」と

いう終末観だった。(中略)とするなら、学校的な日常のなかで永遠に戯れつづけるしかな

いー。” “그러나 ‘끝나지 않는 일상’은 숨 막힌다. 유토피아인 동시에 디스토피아

이기도 하다. 가지지 못한 녀석은 영원히 가지지 못하고, 시원찮은 녀석들은 영원

히 시원찮다. 괴롭힘 당하는 애도 영원히 괴롭힘 당한다. 거기에 반발하듯 80년대

후반에 주류가 되는 것이, 남학생을 중심으로 한 ‘핵전쟁 이후의 공동성’이라는

판타지다. 폐허의 동란 속에서의 단결이나 공동성이라고 하는 이야기―.(だが、

「終わらない日常」はキツイ。ユートピアであると同時にディストピアでもある。モテない奴は永

久にモテず、さえない奴は永久にさえない。イジメられっ子も永久にイジメられたままだ。それに苛

立つかのように80年代後半に主流になるのが、男の子を中心とした「核戦争後の共同性」と

いうファンタジーだ。廃墟の動乱の中での団結や共同性という物語ー。)”(宮台真司, 『終

わりなき日常を生きろ』, 筑摩書房, 1995, pp.86-87.) 미야다이는 이 두 종말론이 출구

를 찾지 못한 채 90년대에 와서 각각 ‘브루세라’와 ‘옴 진리교’ 사건으로 이어졌다

고 분석한다. 미야다이가 제시하는 해법은 80년대적인 것으로 돌아가, 그 가능성

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끝나지 않는 일상을 살아가

는 지혜’다. ‘끝나지 않은 일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르는 채로, 막연하게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지혜’다.(私たちに必要なのは、「終わらない日常を生きる知恵」

だ。「終わらない日常のなかで、何が良きことなのか分からないまま、漠然とした良心を抱えて

生きる知恵」だ。)” 따라서 미야다이는 ‘80년대적’으로 부유하며 살기를 주장하는

것이다.(위의 책,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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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여성들의 혼자 여행과 소비에 대해 ‘여성해방’과 ‘수행성’으

로 해석한 바 있다.93) 1980년대의 ‘일본식 포스트모던’적 에너지는 ‘차이

화’와 ‘동일시’의 왕복운동 속에서 국외로 뻗어나갔다. 해외로 관광, 여행,

유학을 가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에 ‘한국 붐’ 안에서 개개

인들의 ‘수행’ 서사를 하나하나 들여다 보아야한다. 1980년대 ‘한국 붐’은

‘한국’이라고 하는 ‘타자’를 ‘소비’함으로써 ‘나 찾기’를 욕망한 사람들의

서사를 응축하고 있다. ‘한국 붐’의 논자들은 직접 ‘한국’으로 여행이나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무수한 얼굴’의 한국과 직면했다.94)

‘나 찾기’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실패한다. 그러나 그 실패는 ‘너’라

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

다.95) 한국 붐 논자들에 단순히 ‘일본인 지식인 남성’만이 아니라 ‘계층’,

‘젠더’, ‘마이너리티’ 등의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주체들도 다수 포진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열린다. 중국문학자이자 사상가인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는 ‘방법으

로서의 아시아’를 제창한 바 있다.96) 본고는 한국으로 ‘월경’하여 서울을

93) 남바 고지에 의하면, 1970~80년대 여성들은 『an·an』과 『논노』 등 여성잡지

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행했고, 그 내용은 ‘여성해방’, ‘우먼 리브’ 등이었다는 당

사자들의 증언을 소개한다. 여성지를 통해 여성에게 부여돼 온 ‘재봉’은 패션정보

로, ‘가정요리’는 먹으며 돌아다니기와 쿠킹 등의 레저로 변했다는 것이다. 남바는

여행과 쇼핑, 패션이라고 하는 여성들의 자기주장이 ‘수행’적인 행위였다고 재해

석하고 있다.(難波功士, 『族の系譜学―ユース・サブカルチャーズの戦後史』, 青弓社,
2007, pp.185-186.)

94) 에드워드 사이드는 서구인의 ‘비서구’를 향한 두 가지 시선을 비판했다. 하나는

대상을 사회과학적으로 ‘완전히’ 분석할 수 있다는 믿음이며, 다른 하나는 대상을

미지의 영역으로 ‘배제’함으로써 미적으로 숭배·찬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리엔

탈리즘에 의해 중심과 주변은 고정된다.(에드워드 사이드 저, 박홍규 역, 『오리

엔탈리즘』, 교보문고, 2000, pp.29-41.) 반면 ‘한국 붐’의 논자들은 불가해한 타자

인 ‘한국’과 만나며 ‘자아’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95) 주디스 버틀러 저, 양효실 역, 『윤리적 폭력 비판』, 인간사랑, 2013,

pp.121-122.

96)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는 강연 「방법으로서의 아시아(方法としてのアジア)」를

통해 한 가지 가설을 제기한다. 아시아에는 두 가지의 ‘근대’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과 같이 우등생으로서 서구의 근대를 착실히 모방한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과 같이 열등생으로서 서구의 근대에 ‘저항’하여 동양의 근대를 고민한 유형

이다. 다케우치는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존 듀이’를 예로 들며, 1919년 ‘5·4 운

동’의 충격을 설명한다. 일본 제국의 불평등 조약에 항거하여 전국민적인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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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浮遊)’하는 일본인 및 재일조선인의 ‘얼굴’을 통해 ‘방법으로서의 한

국’의 (불)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1980년대 일본의 ‘한국 붐’에 대한 정의 및 양상을 소개

하고, 당대 한국 붐을 둘러싼 담론을 분석·비판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 붐’을 두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의 대표적인 서적들을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르포르타주, 대중잡지, 유학기로 넓은 독자층을 확보한 에세

이 형식의 서적으로 한정했다. 분류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는

세대론, 두 번째는 젠더, 세 번째는 방문 유형이다. 우선 1984년을 기점

으로 하는 첫 번째 시기의 한국 붐은 주로 단카이 세대의 남성 지식인들

이 여행 및 단기 유학을 통해 집필된 서적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두

번째 시기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하며, 신인류 세대를 포함

한 단카이 아랫세대의 여성들이 ‘장기 유학’의 경험을 서술한 서적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분류는 한국 붐의 다면성을 드러내며, 각 개별 주체들

의 맥락을 살피는데 유용한 ‘분석 틀’이 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이들이

한국이라는 ‘타자’를 통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욕망했는지를 살펴보도

록 하겠다.

3장과 4장은 각각 나카가미 겐지와 이양지의 개별적인 작가론을 진행하

되, 시기를 ‘한국 붐’에 한정하고자 한다. 나카가미 겐지와 이양지도 2장

의 분석 틀 안에서 분류가 가능한 작가들이지만, 이들의 독특한 점은 일

본의 ‘마이너리티(타자)’로서 한국이라는 ‘타자’를 바라보았다는 점에 있

고, 그 안에서 각자 나름의 ‘보편’적 세계를 욕망했다는 점에서 심도 있

는 분석을 요한다. 물론, 이들이 2장의 소비문화적 문맥에 무조건적으로

된 5·4 운동을 본 듀이는 중국이 근대를 ‘내발적’으로 성찰한다는 점에서 칭양한

바 있다는 것이다. 다케우치는 일본이 서구라는 보편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보편-특수’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한 ‘근대의 초극’으로 귀결됐다고 비판

하기도 했다. ‘근대의 초극’은 ‘보편(서구)-특수(일본)’를 ‘보편(일본)-특수(서구)’라

고 하는 ‘자리 바꾸기’에 불과한 ‘아포리아’에 빠졌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근대

문학의 대가인 ‘루쉰’의 실천처럼, 서구와 근대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관철했다

는 것이다. 다케우치는 마지막으로 “서양을 다시 한 번 동양으로 감싸 안아 거꾸

로 서양을 이쪽에서 변혁시킨다”는 ‘문화적 되감기’를 통해 ‘또 다른 보편성’을 추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竹内好, 「近代超克」(1959)/ 「方法としてのアジア」

(1961), 『日本とアジア』, ちくま学芸文庫, 1993, p.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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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응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들 또한 자신들이 살아온 시대에 대한

물음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1980년대와 소비에서 촉발된 에너지와 무

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장에서는 ‘한국 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나카가미 겐지의 소설 및

에세이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교류가 그의 문학적·사상적 전환점으로서

역할을 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 전통예능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그의 행보는 ‘현재’에 관한 시대적 물음과 길항하면서 문학적·사

상적으로 승화시키는데 실패하게 된다. 본고는 그 결과로서 집필된 『이

야기 서울(物語ソウル)』(1984)과 『윤무하는, 서울(輪舞する、ソウル)』

(1985)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하여, 나카가미의 한국에 관한 에세이, 대담

집을 분석한다. 그의 실패의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진지’와 ‘유희’라고

하는 타자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양지를 둘러싸고 있는 재일조선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재일조선인이라

는 담론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이양지의 ‘나 찾기’ 서사는 ‘불행한 타자에

대한 응시’와 ‘존재와 시간에 대한 탐구’라는 ‘두 축’으로 이뤄진다. 「각

(刻)」(1984)과 「유희(由熙)」(1988), 그리고 『돌의 소리(石の聲)』

(1992)에서 나타나는 ‘불행한 타자’의 얼굴은 ‘또 다른 나’의 얼굴로 바뀐

다. ‘반복’과 ‘의례’를 통해 ‘나’를 규정하는 시간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주

인공들의 몸부림은 ‘나 찾기’의 (불)가능성을 나타내며, 본고는 최종적으

로 이양지가 욕망했던 ‘불행의 연대’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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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일본인 교포

1978 1,079,396 667,319(61.8) 135,058(12.5)

1979 1,126,100 649,707(57.5) 146,984(13.1)

1980 976,415 468,415(48.0) 156,908(16.1)

1981 1,093,214 506,819(46.4) 162,967(14.9)

1982 1,145,044 518,013(45.2) 174,621(15.3)

1983 1,194,551 528,265(44.2) 173,062(14.5)

1984 1,297,318 576,448(44.4) 173,242(13.4)

1985 1,426,045 638,941(44.8) 172,817(12.1)

1986 1,659,972 791,011(47.7) 202,261(12.2)

1987 1,874,501 893,596(47.7) 243,365(13.0)

1988

(추정)
2,340,462 1,124,149(48.1) 288,648(12.3)

저자 제목 출판사 발행년도

黒田勝弘

(구로다 가쓰히로)

韓国社会をみつめてー似て非なるもの

(한국사회를 바라보며

ー비슷하지만 다른 것)

亜紀書房 1983.9.

関川夏央

(세키카와 나쓰오)

ソウルの練習問題

ー異文化への透視ノート

(서울 연습문제

ー이문화에의 투시 노트)

情報センター

出版局
1984.1.

滝沢秀樹

(다키자와 히데키)

ソウル賛歌ーある韓国留学記

(서울 찬가ー어떤 한국유학기)
田畑書店 1984.1.

金元祚

(김원조)

凍土の共和国

(동토의 공화국)
亜紀書房 1984.2.

다나카 아키라

(田中明)

朝鮮断想

(조선단상)
草風館 1984.2..

-

別冊宝島39ー朝鮮・韓国を知る本
(별권 다카라지마 제39권

ー조선·한국을 아는 책)

JICC出版局 1984.2.

2. 한국 붐: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시좌

2.1. '한국 붐'과 그 비판

<표2>97) 연도별 일본인, 교포의 한국 입국 실적(1978~1988) (단위:명)

97) 「관광업무자료(통계중심)」, 교통부, 1989.1,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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鳥羽欽一郎

(도바 긴이치로)

これからの韓国

ー全斗煥大統領と先進祖国政策

(지금부터의 한국

ー전두환 대통령과 선진조국정책』)

サイマル

出版会
1984.4.

中上健次

(나카가미 겐지)

荒木経惟

(아라키 노부요시)

物語ソウル

(이야기 서울)

PARCO

出版局
1984.6.

大原照久

(오오하라 데루히사)

韓国のこころ

(한국의 마음)
広華企画 1984.6.

沢正彦

(사와 마사히코)

ソウルからの手紙 : 韓国教会のなかで

(서울로부터의 편지:

한국교회 안에서)

草風館 1984.7.

関川夏央

(세키카와 나쓰오)

海峡を越えたホームラン:

祖国という名の異文化

해협을 넘은 홈런:

조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문화)

双葉社 1984.10.

長谷川慶太郎

(하세가와 게이타로)

挑戦する韓国

(도전하는 한국)
光文社 1984.10.

-
平凡パンチー大特集かっこいい韓国

(헤이본 펀치ー대특집 멋진 한국)

マガジンハウ

ス
1985.1.

李良枝

(이양지)
刻(각) 講談社 1985.2.

黒田勝弘

(구로다 가쓰히로)

ソウル原体験ー韓国の生活を楽しむ記

서울 원체험

ー한국의 생활을 즐기는 일기

亜紀書房 1985.5.

豊田有恒

(도요타 아리쓰네)

日本人と韓国人ここが大違い:

誰も書けなかった隣国人の意識と行動

(일본인과 한국인 여기가 크게 다르다:

누구도 쓰지 않았던 옆나라 사람의 의식

과 행동)

ネスコ 1985.10.

小室直樹

(고무로 나오키)

韓国の悲劇ー誰も書かなかった真実

(한국의 비극

ー누구도 쓰지 않았던 진실)

光文社 19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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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上健次

(나카가미 겐지)

篠山紀信

(시노야마 기신)

輪舞する、ソウル。(윤무하는, 서울.) 角川書店 1985.11.

-

別冊宝島50ーハングルの練習問題

(별권 다카라지마 제50권

ー한글 연습문제)

JICC出版局 1985.12.

黒田勝弘

(구로다 가쓰히로)

韓国人の発想 コリアン・パワーの表と裏
(한국인의 발상 코리안 파워의 겉과 속)

徳間書店 1986.8.

角田房子

(쓰노다 후사코)

閔妃暗殺ー朝鮮王朝末期の国母

(민비암살ー조선왕조말기의 국모)
新潮社 1988.1.

戸田郁子

(도다 이쿠코)

ふだん着のソウル案内

(평상복의 서울 안내)
晶文社 1988.2.

稲葉裕

(이나바 유타카)
ソウルの塀の中(서울의 담 안) 朝日新聞社 1988.2.

高野生

(다카노 세이)

20歳のバイブル : 北朝鮮の200日

(20세의 바이블:북조선의200일)

情報センター

出版局
1988.3.

李良枝

(이양지)
由煕(유희) 講談社 1989.2.

日高由仁

(히다카 유니)

新村スケッチブック : ソウルの学生街から

(신촌 스케치북: 서울 학생거리에서)
新宿書房 1989.3.

筒井真樹子

(쓰쓰이 마키코)

ソウルのチョッパリ : 私の留学記

(서울의 쪽바리: 나의 유학기)
亜紀書房 1991.2.

つかこうへい

(쓰카 고헤이)

娘に語る祖国

(딸에게 말하는 조국)
光文社 1990.10.

金賢姫

(김현희)

池田菊敏

(이케다 기구도쓰)

いま、女として : 金賢姫全告白

(원제: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文藝春秋 1991.10.

오선화(呉善花) 치맛바람(スカートの風) 三交社 1991.10.

<표3>98) 한국 붐 출판 서적

98) 大場和幸, 「葬り去られる日帝36年―「韓国ブ-ム」と新たな<日韓条約>体制 (全斗煥

訪日に反対する<特集>)」, 『新日本文学』39(9), 1984.9, p.30과 정대균 저, 이경덕

역, 『일본인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강, 1999, pp.37-38을 참조하였

으며 부족한 부분은 연구자가 직접 보충하였다. 본고는 1984년부터 1991년까지를

집중적인 한국 붐의 기간으로 보고 있다. 1992년부터는 関川夏央, 『退屈な迷宮 :

「北朝鮮」とは何だったのか』, 新潮社, 1992가 보여주듯, 냉전 붕괴 이후 북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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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한국 붐(韓国ブーム)’은 대중문화 차원에서 ‘한국’에 관한 출판

물 및 미디어 콘텐츠들이 활발하게 생산·소비된 현상을 가리킨다.99) 먼

저 출판물을 살펴보면, 일본인 및 재일조선인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 대부분이며, 소설, 수필, 르포트타주, 소설, 사진

집, 대중잡지 등 다양한 장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작가들로는 회사원

출신의 일반 유학생부터 소설가, 기자, 학자, 사진작가 등 다양하게 포진

해 있다.(<표3> 참조)

미디어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는데, 가수 조용필

의 <돌아와요, 부산항에(釜山港へ帰れ)>(1982)가 대히트하고, TBS계 라

디오에서는 ‘음악의 여행은 멀리―봉선가·한국의 가곡(音楽の旅はるかー鳳

仙歌·韓国の歌曲)’, NTV계에서는 ‘11PM―한국특집’이 편성되기도 했다.

TV에서는 ‘세계 통째로 HOW 머치(世界まるごとHOWマッチ)’부터 ‘과연,

더 월드(なるほどザ・ワールド)’에 이르기까지 ‘한국’ 관련 상식 퀴즈도 자주

등장했다. NHK의 조선어강좌 ‘안녕하십니까-한글강좌(アンニョンハシムニ

カーハングル講座)’가 방영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거기에 <표2>

의 관광객 증가 추이를 고려했을 때, ‘한국 붐’은 1980년대 일본의 무시

할 수 없는 ‘문화현상’으로서 위치 지을 수 있겠다.

서론에서도 다뤘듯, 1980년대 ‘한국 붐’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호응하

여 정치 연대 운동으로 이어졌던 1970년대의 ‘정치적 관심’과는 다른 성

격의 현상이었다. ‘붐’(boom)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듯, 이는 일종의 ‘소비

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 선행연구들의 의견은 다

소 엇갈린다.(1.2. 참조) 이에 따라 본고는 당대의 담론장을 살펴보면서

‘한국 붐’에 관한 보충설명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1970년대의 정치주의 노선 위에 있던 좌파계열의 일본인 및 재일

조선인 지식인들의 ‘한국 붐’에 대한 관점은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1984

년에 『신니혼분가쿠(新日本文学)』의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한 재일조선

인 편집자 구보 사토루(久保覚)는 한국 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기가 다수 출판된다.

99) 「座談会-韓国をどう学ぶか」, 川村湊, 鄭大均編, 『韓國という鏡-戰後世代の見た隣

國』, 1986,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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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적인 것’이 명백히 일본의 소비문화, 패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종

의 '한국' 붐의 배경에 있는 것은 서울올림픽을 조준하여, '한국'을 상품화하려고 하

는 자본의 의지와 전략이다. 그리고 이 '한국' 붐은 감각적인 심층의 차원에서 한일의

권력과 자본이 기획하고 있는 '일한친선'의 자장 안으로 일본의 민중을 몰아넣는 역

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다. 즉, 일본의 매스컴의 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한 침묵과 소

비문화로서의 '한국' 붐은 표리일체인 것이며, 소비문화를 회로로 한 정치적 조작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韓国てきなもの」があきらかに日本の消費文化、ファッションの対象となりつつあるの

だ。この一種の「韓国」ブームの背景にあるのは、ソウル・オリンピックに照準をあわ
せて、「韓国」を商品化しようとしている資本の意志と戦略である。そしてこの「韓国」

ブームは、感覚的な深層の次元から日韓の権力と資本が企図している「日韓ち親

善」の囲いこみのなかに日本の民衆を追いこむ役割を担うだろう。すなわち、日本のマ

スコミにおける韓国の民主化運動についての沈黙と消費文化としての「韓国」ブームは

表裏一体のものであり、消費文化を回路とした政治的操作がそこにはたらいている。100)

일본의 매스미디어는 한국의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민중운동을 보도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 붐’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적인 것’의 소비를 유도하

고 있다. 구보는 이 현상이 한일 권력의 협력 위에서, 1988년 개최 예정

인 ‘서울올림픽’을 조준한 ‘자본의 기획’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

다.

조선사 연구자인 오오바 가즈유키(大場和幸)는 구보의 언설을 이어받으

면서, 한국 정부 주도의 현상임을 증명하는 사례들을 들고 있다. 우선,

1979년 도쿄 이케부쿠로 소재의 빌딩 ‘선샤인60(サンシャイン60)’에 ‘한국문

화원’이 들어와 한일 교류의 종합 창구이자 가교 역할을 자처했다. 그러

나 이 한국문화원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고,101) 오오바는 “민단

100) 久保覚, 「"韓国ブ-ム"の表層の下に何を見るべきか」, 『朝日ジャ-ナル』26(10),

1984.3., p.74.

101) 오오바 가즈유키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①한국문화원에서 명사를 초청하여 진

행된 강의는 전근대 한국의 역사나 한일 교류사 중심으로, 역사 갈등의 중심인

근현대를 다룬 강의는 없었다. 오오바는 “긴 역사를 통과하며 한국과 일본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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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련 인물들,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국방송공사 등이” 일제히

“선린우호(善隣友好)”를 명목으로 ‘조선’이라는 명칭을 지우고자 하는 한

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102)

닌시나 겐이치(仁科健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이후 20년을 분석하면

서, 한국의 독재 정권이 이미지 쇄신을 위해 일본의 권력과 지속적인 협

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訪日)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은 한일의 동맹과 미국의 핵을

포함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공세를 걸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103)

사하라 와타루(佐原渉)는 1980년부터 거세지기 시작한 ‘재일조선인 지문

압날 반대 운동’104)에 대한 사례를 소개·분석하면서, “‘일본은 단일민족이

다’라고 하는, 재일 등 타민족에 대한 배척주의(동화정책)도 노골적이다.

관제의 ‘한국 붐’을 침투시키기 위해,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동화를 압

박하고, 거부하는 자는 배척하여, 일본국내의 민중 분단지배에 이용하고

있다”며 그것이 “일본의 ‘이웃 나라’에 대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105)

린(善隣) 관계였던 시절이 훨씬 길고, 많았다”는 탈역사적인 발언을 지적한다. ②

한국의 문교부와 한국방송공사 측이 일본 교과서 집필을 담당한 교수와 ‘NHK

조선어강좌’ 측에 방송 이름을 ‘조선’에서 ‘한국’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본래 대

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같은 문화적, 민족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지만, 영토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역사, 언어 용어

는 모두 ‘조선’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 측에서는 “국교를 정상화

한 우방국가”로서 용어의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이다.(大場和幸, 앞의 글,

pp.34-36.)

102) 大場和幸, 앞의 글, p.36. “問題は、矢作勝美氏ら「ｎhｋが当初朝鮮語としていたこと
に対して、民団及びそれに連なる人々、韓国大使館、韓国文化院、韓国放送公社などが

講座の名称を「韓国語」とすることを要求したことに始まる。”

103) 仁科健一, 「「日韓文化交流」批判―「韓国ブ-ム」の背景にあるもの (日韓民衆の

連帯の未来を求めて―日韓条約20年・光州蜂起5年にあたって)」, 『新日本文学』

40(6), 1985.6., pp.23-24. “韓国は日韓の同盟とアメリカの核を含む軍事力を背景として、朝

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への政治ー軍事的攻勢をかけている。”

104) ‘재일조선인 지문 압날 반대 운동’에 관해서는, 이광규, 「재일(在日) 한인(韓人)

과 지문(指紋) 제도(制度)」, 『사회와 역사』 제23권, 한국사회사학회, 1990을 참

조

105) 佐原渉, 「李相鎬・指紋押捺拒否逮捕事件―「韓国ブ-ム」の蔭で」, 『新日本文
学』 40(7), 1985.7, p.23. “日本は単一民族であるという、在日他民族へのはいそう排斥主

義(同化政策)も露骨だ。官制の「韓国ブーム」を浸透させるために、在日韓国・朝鮮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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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성향이 짙은 문예잡지인 『신니혼분가쿠』의 논자들은 일관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 붐’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미일안

보조약),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같이, 반공(대북)을 목적으로 한 한일

국가주도(관제)의 협력체제 위에서 성립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오오바는

한국 정부가 ‘한국 붐’이라는 “문화의 이름을 빌린, 혹은 국가를 전면으

로 내세운 극히 정치적인 ‘새로운 한일조약 체제’”106)를 구상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70년대부터 이어진 한일연대의 정치주의 노선이 약

화되고, ‘한국’은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더불어 “전전의 식민지 지

배부터 일관해 온 ‘재일’ 사람들에 대한 일본의 억압 체제”가 “관제의

‘한국 붐’에 의해 강화되는 일은 있어도, 해소되는 일은 없다”는 사와라

의 지적처럼, 이 80년대의 한일 문화 교류는 일본 내 재일조선인 문제로

부터 그 관심을 멀어지게 만드는 측면도 있었다.107)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응당 소개해야하고 교류해야할 한국 문화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반독재, 반냉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한국의 민중 예

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출판이 금지된 문학(김지하

의 시집 등)들이 일본에서 이들에 의해 번역·소개되기도 했다. 구보 사토

루가 직접 편집에 참여한 『가면극과 마당극–한국의 민중연극(仮面劇と

マダン劇─韓国の民衆演劇)』108)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 붐에 관한 비판적 지식인들의 입장은 ‘저항문화=민중문화=생산문

화’와 ‘통속문화=권력에 의한 문화정치=소비문화’를 구분하고, 후자를 철

저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신니혼분가쿠』의 논자들의 논리는 일정한 설득력을 지니

に対して同化を迫り、拒否する者は排斥して、日本国内の民衆分断支配に利用する。それ

が日本の「お隣りの国」への政策だ。”

106) 大場和幸, 앞의 글, p.36. “いずれにしても、最近の「韓国ブーム」の背後には韓国政

府の文化の名を借りた、あるいは国家を前面にいち出したきわめて政治的な<新たな日韓条約

体制>に沿った動きがみられることである。”

107) 佐原渉, 앞의 글, p.23. “指紋押捺は差別のひとつの象徴である。しかし、問われている

のは、戦前の植民地支配から、一貫して続いている「在日」の人々への日本の抑圧体制

である。この抑圧体制は官製の「韓国ブーム」で強化されることはあっても解消されるもので

はない。”

108) 梁民基, 久保覚編訳, 『仮面劇とマダン劇 : 韓国の民衆演劇』, 晶文社, 1981.6.



- 45 -

고 있다.109)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들을 제기할 수 있다. 첫 번째, 논

자들이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한일의 ‘정치권력’과 ‘자본’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 붐’의 작가와 독자(대중)는 이러한

‘헤게모니’에 종속된 존재에 불과한 것인가. 두 번째, 작가들이 ‘한국 체

험’을 통해 그리고 있는 것이 과연 균질적인가. 역으로 논자들이 주장하

듯, 한국의 ‘민주화 운동/민중문화’만을 그리는 것 또한 본질에서 멀어지

는 것은 아닌가.110) 세 번째, 한국 붐의 독자(대중)들은 한국이라는 ‘기호

(표상)’를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제적 효용은 무엇인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답함으로써 한국 붐의 전체상을 그리는 것이

본 장의 목표이다. 첫 번째 질문은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판단된다. 당연하게도 ‘한국 붐’에 참여한 작

가 개개인의 맥락은 모두 다르다. 이에 본고는 대략적인 맥락을 파악하

기 위해 한국 붐을 작가들의 세대, 젠더, 장르에 따라 두 시기로 나눴다.

남성 지식인들의 한국론(韓国論)과 르포르타주가 중심이 된 전반기(1984

년 전후)와 여성 유학생들의 유학기(留學記)가 중심이 된 후반기(1988년

전후)의 각각의 대표적인 텍스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2.2. ‘소비문화’로서의 한국

2.2.1. 세키카와 나쓰오(関川夏央), 『서울 연습문제(ソウルの練習問

題)』(1984)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시 화제가 되었던 ‘현해탄의 바보(玄界灘の

バカヤロー)’ 사건을 언급하고자 한다. ‘테레비 아사히(テレビ朝日)’와 ‘한국

공영방송(KBS)’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 <현해탄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

109)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의 방한(訪韓)과 한국에 대한 ‘60억

달러 지원’이라고 하는 ‘경제 협력’이 이뤄지기도 했으며, 1984년에는 이에 호응하

듯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도 한다.(손기섭, 「한일 안보경협 외교의 정

책결정」, 『국제정치논총』 제49권 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를 참조.)

110) 사회학자 난바 코지는 서브컬처에 대한 정의 중 하나로서, ‘메인컬처’를 비추는

역할을 들고 있다. 서브컬처의 발견(표출)은 곧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통념(메

인컬처)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難波功士, 『族の系譜学―ユース・
サブカルチャーズの戦後史』, 青弓社, 2007, p.2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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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界灘に新しい道が開く)>111)에서 일본 측 참가자인 영화감독 오오시마

나기사(大島渚)가 자신은 일본을 대변할 수도 없고, 대변하고 싶지도 않

다는 점을 피력했지만, 한국 측은 개인과 국가를 분리할 수 없다는 시각

에서 과거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하고자 했다. 이에 오오시마가 분을

참지 못하고 김영작에게 ‘바보!(バカヤロー)’라고 욕설을 날린 것이다. 오

오시마의 이러한 ‘아나키즘적인 시각’에 대한 분석은 차치하더라도, 본고

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른바 ‘리버럴리스트’이자 한국의 민주화 운동

에 공감했던 논자들이 한국의 지식인들과 직접 대면했을 때의 문제이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일본인 측 지식인들은 1960~70년대부터 한국과 교류

를 지속해 온 이들로, 70년대 한국의 반체제 운동에 영향을 받은 ‘탈내셔

널리즘’적이고, ‘인터내셔널’한 시각을 가진 논자들이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문화적 연대’였지만, 그것이 한국 측과의 직접적인 교류에 있어서

는 통하지 않았다. 한국에게는 연대의 의지와는 별개로 ‘반일 감정’이라

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붐의 첫 저서라고 할 수 있는 구로다 가쓰히로(黒田勝弘)112)의

『한국 사회를 응시하며-비슷하면서도 다른 것(韓国社会をみつめて-似て

非なるもの)』의 제목과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의 민중을 ‘응시’하며

포착하고자 하는 인터내셔널한 ‘관념’과 한국에 직접 가서 맞닥뜨리는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이다. 같은 문화권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한국에

발을 딛고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의 ‘당황스러움’이야말로 『신니혼분가

쿠』의 논자들과 한국을 소비했던 작가들의 커다란 차이일 것이다.

본절에서 본고가 분석할 작품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화제를 모았던

111) 1984년 7월 17일에서 18일 사이에 부산 페리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으로, 일본

측에는 나카가미 겐지(中上健次, 소설가), 오오시마 나기사(大島渚, 영화감독), 오

카모토 타로(岡本太郎, 화가) 등이, 한국 측에서는 김영작(정치학자/정치인), 최인

호(작가), 최상용(국제정치학자) 김은국(재미교포 작가), 홍일식(역사학자), 김수용

(영화감독), 이우환(화가/미술평론가), 고시천(경영학자)이 참가했다.(세부적인 내

용은 「日韓, 真の対談求めて」, 『朝日新聞』, 1984.8.15.자를 참조.)

112) 한국 붐의 시작이었다고 일컬어지는 구로다 가쓰히로(黒田勝弘)는 ‘교도통신(共

同通信)’ 소속의 기자로, 1980년 한국정부의 지명을 받아 특파원으로 파견됐다.

이후 그는 교도통신 서울지국장까지 역임했으며, 지속적으로 한국 관련 서적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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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키카와 나쓰오(関川夏央)의 기행문 『서울 연습문제-이문화로의 투시

노트(ソウルの練習問題-異文化への透視ノート)』(1984, 이하 『서울 연습문

제』)와 대중잡지 『헤이본 펀치(平凡パンチ)』의 특집 『대특집 멋있는

한국(大特集かっこいい韓国)』(1985.1)이다.(또 하나의 중요한 논자인 나카

가미 겐지(中上健次)의 일련의 작품들에 대한 분석은 3장에서 행한다.)

우선, 세키카와 나쓰오(関川夏央, 1949~)113)는 일본의 문예 비평가이자

소설가로, 1979년 한국 방문을 시작으로 수차례 한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작가다. 그 경험을 토대로 1984년 출간된 서적들이 『서울 연습문

제』와 『해협을 넘은 홈런–조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문화(海峡を越え

たホームラン 祖国という名の異文化)』이다. 르포르타주의 형식으로 집필된

이들 저서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전자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여행안내

서, 후자는 한국 야구단에 입단한 재일조선인 선수를 취재하고 재구성한

논픽션 서적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연습문제』는 1980년부터 1983년까지의 여행기로, 세키카와가

‘혼자 여행’을 하면서 느낀 감상을 적고 있다.

이 책의 테마는 일관되어 있다. 그것은 한 명의 남자가 이문화와 비교적 농후한 접촉

을 행하고, 자신의 몸을 바짝 대어, 이문화의 형태와 질감, 깊이를 가늠하고자 하는 것

이다. 또 하나는 이문화에 접촉한 행동과 반응을 기준으로 하여, 나 자신의 내부에 숨

어있는 일본문화의 심연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この本のテーマは一貫している。それは、ひとりの男が異文化と比較的濃厚な接触を行

ない、自分の体を押しあてながら異文化の形と質感と奥行を探ろうというものだ。もうひと

つは、異文化に接触した行動と反応を目安に、当の本人の内部にひそんだ日本文化に

113) 세키카와 나쓰오(関川夏央, 1949~), 본명 하야카와 데쓰오(早川哲夫)는 일본의

소설가로 조치대학(上智大学) 중퇴 후, 만화업계에서 활동했으며, 1979년 12월 생

애 처음의 해외여행으로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당시의 경험을 르포르타주 형

식으로 재구성한 『서울 연습문제』(1984)가 베스트셀러가 되어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같은 해 한국에서 야구선수로 활동한 재일조선인 장명부(후쿠시 아키오,

福士明夫), 김일융(新浦寿夫, 니우라 히사오) 등의 분투기를 그린 취재기 『해협

을 뛰어넘은 홈런(海峡を越えたホームラン)』이 고단샤 논픽션상(講談社ノンフィクション

賞)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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測深鉛を垂らしてみようというものだ。114)

책에는 기본적으로 뒷골목, 시장, 청량리, 광화문, 시청 등 서울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인과 모국체류중인 재일조선인들을 만나 나눈 대화와

감상들이 경쾌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는 정치적 색채가 뚜렷했던

이전의 한국 관련 서적과는 다르며, 이에 따라 텍스트의 ‘문제의식’이 표

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면밀한 독해를 위해서는 우선 책의 구성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책

에는 서울의 곳곳의 그림 지도와 만화 형식의 삽화, 지하철 노선도, 한글

간판과 음식점의 메뉴판 등이 삽입되어 있고, 하단에는 ‘각주’가 들어가

있다. 각주에는 독자들에게는 생소한 한국 문화에 대한 부연설명이 들어

가 있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공식적이지 않은 풍문이나 화자의 노골적

인 취향이 드러나 있기도 하다. 또한 각 절마다 ‘칼럼’란이 삽입되어 있

는데, 칼럼에는 ‘대포집(술집) 풍경’이나 일본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

수 조용필에 대한 분석 등이 실려 있다.

이러한 구성방식은 당대 일본에서 유행하던 『피아(ぴあ)』115)나 『시티

로드(シティーロード)』 같은 타운지116)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세키카

와는 자신이 속한 단카이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코드’를 이용함

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문제의식에 있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117) 이러한 타운지는 도시를 의미를 결락한 하나

114) 関川夏央, 『ソウルの練習問題』, 情報センター出版局, 1984, p.146.

115) 1972년 창간. ‘영화’, ‘연극’, ‘음악’, ‘뉴 디스크’, ‘FM’, ‘미술’, ‘이벤트’, ‘강좌’, ‘신

간’의 9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타운지다. 목차의 바로 아래에 있는 지도는 국

철, 사철, 지하철의 각 역이 한눈에 보이는 개념도로,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정보

의 색인도 되는 안내도도 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16) 이들 타운지의 출현에는 70년대 초반 ‘무크’지(매거진과 단행본의 결합)와 전문

지의 증가와 깊이 관련이 있다. 잡지의 취미편중경향이 강해지고, 각 장르마다 정

보지나 가이드, 카탈로그지의 종류가 많아진다.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 분화

되고 다양화됨을 의미한다.(竹内洋, 佐藤卓己, 稲垣恭子 編 , 『日本の論壇雑誌』,

創元社, 2014, p.260.)

117) 서브컬처사(史)에서는 이들 잡지의 등장을 종합 잡지의 시대에서 다양화된 관

심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잡지의 시대로의 이행으로 설명한다. 미야다이 신지

는 고도경제성장기와 ‘전공투’로 대표되는 운동권이 끝나면서 단카이 세대의 반항

적인 서브컬처(어른/젊은이)가 ‘무관심’이나 ‘무의미’로 변해갔음을 지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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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호’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고, 이는 더 나아가 1980년대 초반 대

도시조차도 하나의 기호로서 ‘소비’할 수 있다는 ‘도시론 붐’ 현상으로 이

어진다. 기호론에 입각한 도시론을 선구적으로 제기했다고 평가받는 문

학평론가 마에다 아이(前田愛)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타운지 속의 도시는) 전차를 이용하거나 보행을 즐기는 젊은 세대에게 보이는 도시

다. 즉 한편에는 역을 중심으로 마음에 드는 영화, 연극, 이벤트를 원해서 도시공간을

탐색하는 보행자의 이미지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밀실에서 틀어박혀 FM이나 스테레

오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고독한 젊은이의 이미지가 있다. (중략) 이 ‘도시’는 말할 필

요도 없이 현실의 도쿄가 아니다. 일상적인 도시 공간―비지니스 거리나 주택지에 대

한 정보는 공집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아」나 「시티 로드」로부터 나타나

는 ‘도시’는 ‘보기’와 ‘듣기’로 집약된 욕망의 기호 뭉치가 카탈로그적으로 편성되어 있

는 도시인 것이다.(괄호 인용자)

電車を利用し、歩行をたのしむ若い世代に見えてくる都市である。つまり、一方には駅

を中心に気に入った映画、演劇、イベントを求めて都市空間を探索する歩行者のイメー

ジがあり、他方には密室にこもってFMやステレオの音楽に耳をかたむける孤独な若者のイ

メージがある。(中略)この「都市」は、いうまでもなく、現実の東京そのものではない。

日常的な都市空間─ビジネス街や住宅地についての情報は空集合になっているからで

ある。「びあ」や「シティロード」からたちあがってくる「都市」は、みるときくに集約され

る欲望の記号の束がカタログ的に編成されている都市である。118)

세키카와 자신도 “성실한 여행안내서”이자 “성실한 이문화 접촉 르포르

타주”를 집필하고 싶었다고 밝히고 있는 바, 한국이 갖고 있는 강한 정

치색(비평)을 탈색시키고자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대신 나타

나고 있는 것은 ‘보기’와 ‘듣기’로 집약된 ‘욕망의 기호 뭉치’인 서울이었

다.

저자는 첫 장부터 ‘보행자’와 ‘고독자(바벨리즘)’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가령 그는 일본인이 한국에 처음 방문할 때는 ‘한글 멀미’를 느끼곤 하지

『피아』에 대해 “‘좋은 비평/나쁜 비평’이라고 하는 대립에 ‘무비평’을 맞부딪힌

잡지”로 평가했다.(宮台真司·石原英樹·大塚明子, 『増補 サブカルチャー神話解体―

少女・音楽・マンガ・性の変容と現在』, ちくま文庫, 2007, p.157.)
118) 前田愛, 『都市空間のなかの文学』, ちくま学芸文庫, 1992,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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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영어조차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언어적 소통불가능에 의해 생긴 불

안과 혼란, 결과적으로 혼자 여행자가 이향에서 맛보는 무서울 정도의

고절(孤絶)감”119)을 느낄 수 있다고 서술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방인

으로서의 ‘군중 속의 고독’이다. 저자는 이러한 혼자 여행을 만끽하고 싶

다면 한국을 올 것을 추천하고 있다.

본격적인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거리의 이정표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화자의 발걸음은 ‘술집(칵테일 라운지)’으로 향한다. 거기서 바텐더

겸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25세 여성 유순자(柳順子)를 만난다.120) ‘미녀

유순자’는 책의 후반부까지도 등장하며, 고독한 여행자인 화자의 우수(憂

愁)를 북돋는 역할을 한다. 한국어가 짧은 일본인 화자와 일본어를 모르

는 한국인 유순자의 관계는 ‘모정(慕情)’이라는 표현에서도 유추할 수 있

듯, 노스텔직한 로맨스 관계로 그려지고 있다.

바벨리즘은 고독과 소외를 낳고, 적은 어휘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 오해와 환상을

가져온다. 그리고 고도의 언어기술은 이해와 절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バべリズムは孤独と疎外を生み、わずかな語彙によ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誤解と幻想を

もたらす。そして高度な言語技術は理解と絶望に至る早道である。121)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고독과 소

외에 도취할 수 있고, ‘환상’에 빠져들 수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이

문화(異文化)’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바로 타자와의 소통의 불가능성

119) 関川夏央, 앞의 책, p.13. “「孤独」という言葉がある。バベリズム、つまり言語的意志

疎通不能によって生じる不安と混乱と、結果として一旅行者が異郷で味わうすさまじいまでの孤

絶感を味わいたいならば、ぼくはためらうことなく、韓国の旅をすすめる。”

120) 유순자는 경상북도 대구 출신으로, 사립대학 미술과에 들어가지만 아버지의 사

업 실패로 대학을 중퇴하고, 상사의 사무원을 거쳐 술집의 바텐더 겸 웨이트리스

로 일하고 있는 여성으로 그려진다. 더불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여성의 이미

지는 “한국의 여성은 토탈하여 말하자면, 아름답다. 우선 하얀 피부색이 눈에 띈

다. 게다가 이는 다른 나라의 여성에게는 결코 없는 매력인데, 눈을 내리뜬 모습

의 아름다움은 특필하기에 적당하다. 왠지 모르겠는 우수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과장도 무엇도 아닌 사실”이며, ‘여성을 바라보는 행복’을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関川夏央, 위의 책, p.28.)

121) 위의 책,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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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오로지 자신의 쾌감을 얻고자 하는 ‘유희’인 것이다.

화자가 유순자와 다시 만나는 것은 1982년 여름으로, ‘일본 교과서문제’

가 대서특필되어 반일 감정이 높아지던 시기다. 순자와 재회하면서 화자

가 알게 된 것은 그의 생일이 ‘8월 15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유순자라

는 인물이 일종의 ‘한국’에 대한 상징으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8·15, 파루이루오라고 발음한다. 8월 15일을 한국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3·1 운동이

나 6·25 전쟁도 그렇다. 일본도 옛날에는 2·26(숫자 그대로 니니로쿠로 발음한다)처

럼 날짜를 표현하기도 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10.21(점까지 읽어 쥿‘텐’ 니이치로

발음한다) 등으로 부르게 됐다. 8·15는 광복절이라고도 부른다. 일본에서는 패전기념

일이려나, 아니다, 종전기념일이었지. 8·15가 생일? 나는 순간, 심볼릭한 의미로 그녀

가 그렇게 말한 것이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의 탄생일은 그녀 자신의 생일 그

자체이며, 그녀는 애국자로서 조국과 일체감을 갖고 있다는 느낌으로.(괄호 인용자주)

815、パルイルオと発音する。8月15日を韓国ではこんなふうにいう。３·1運動や6·25動

乱もそうだ。日本でもむかしはニイニイロクというふうに日付を表現していた。いまはどっちか

といえば、ジュッテンニイイチとか、そういうふうにいいたがる。815は光復節ともいう。日本

では敗戦記念日かな、いや終戦記念日だったか。815が誕生日？ぼくは一瞬、シンボ

リックな意味あいで彼女がそういったのかなと、構えた。大韓民国の誕生日は彼女自身

の誕生日そのものである、彼女は愛国者として祖国と一体感を持っていると、そういうふう

な。122)

“역사 시간에서도 말이야, 학교의”라고 그녀가 계속 말했다. “배웠어. 일본인이 얼마

나 나쁜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사람을 잔혹하게 괴롭혔는지. 겉치레가 아니라, 당신

을 보고 있으면 믿을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지나치게 배웠어.”

「歴史の時間でもね、学校の」と彼女はつづけた。「ならったの。日本人がどんなに

悪いか。ウリナラとウリナラ・サラムを残酷に苦しめたか。お世辞ではなく、あなたを見て

いると信じられないけど、そんなことをならいすぎたの。」123)

122) 위의 책, p.129.

123) 위의 책,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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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독백은 의미심장하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날짜의 숫자를 열거

하여 나타내는 한국식 표기 방식을 소개하고, 그에 대응되는 일본의 예

로서 ‘2·26’과 ‘10.21’을 든다.124) 그리고 한국에서는 8월 15일을 ‘광복절’

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화자는 일본의 8월 15일이 ‘패전’기

념일인지, ‘종전’기념일인지 헷갈려 한다. 시라이 사토시(白井聡)는 일본

이 ‘패전’을 부인하고 ‘종전’으로 바꿔 부름으로써 일본이 전쟁책임을 은

폐하고, 거기에 미국이라는 점령군이 그 ‘기만’을 용인해준 것으로부터

전후 일본의 비틀림이 시작된다고 지적한다.125) 이 은폐된 ‘패전’의 진실

을 한국(유순자)이라는 타자의 언어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한편 ‘교과서문제’로 인해 반일감정이 높아진 1982년, 그것도 8월 15일

에 화자는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며 한국땅을 밟았음을 토로하면서도, 일

본의 언론이 보도하는 것만큼 보복이나 위해가 없음을 밝힌다. 그리고

순자와 만나 이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데, 순자는 한국인이 어른스럽다며

칭찬하는 한편, 일본은 맹목적으로 싫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시

각에 이유란 없다. 결국 ‘역사 시간’에 일본이 나쁘다는 것을 ‘너무’ 배웠

기 때문에 한국을 싫어하는 것 같다며, ‘선량한’ 화자와의 만남 속에서

일본인이 한국을 그렇게 괴롭힌 게 사실인 게 믿을 수 없다고도 말한다.

화자와 순자의 만남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배워왔던 ‘진실’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책의 마지막 장의 시간적 배경은 1983년 가을로, 순자와의 세 번째 만

남으로 그려져 있다. 한국인과 일본인 중 어느 쪽의 영어발음이 더 형편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본인의 영어발음이 나쁘지 않다고

124) ‘2·26 사건’이란, 1936년 2월 26일 일본 육군의 ‘황도파’ 청년장교들이 일으킨

반란을 가리킨다. 이들은 내각 관료를 살해하고, 군사정권 수립을 요구했는데, 결

국 진압당하여 실패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군 파벌의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파시즘’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됐다는 것이다. ‘10.21’은 ‘국제

반전 데이(国際反戦デー)’로, 1966년 10월 21일 ‘노동조합총평회의’가 ‘베트남전쟁

반대 총파업’을 실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이후 일본의 6·8혁명과 ‘전공투’

로까지 이어진다. 세키카와가 이러한 두 시기를 예시로 들고 온 것은 다분히 의

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0.21’은 세키카와 자신이 전공투 세대임을 나타내

는 ‘코드’라고 할 수 있겠다.

125) 시라이 사토시 저, 정선태 역, 『영속패전론』, 이숲, 2017, pp.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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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화자의 강정(強情)을 보며, 순자는 그에 대해 “의외로 애국자적”이

라고 평가한다.

“애국자, 적?”

“응, 일본인의 영어 발음이 나쁘지 않고, 좋다고 우겼잖아.”

난 솔직히 당황했다.

애국자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쓰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본적도 없었다. 벌써 몇 백 년,

열린 적이 없는 상자에서 나온 제사 도구처럼, 그 사용 방법조차 몰랐다.

「愛国者、的？」

「そう。日本人の英語の発音は悪くない、うまいんだっていい張ったでしょ」

ぼくは、正直にいってとまどった。

愛国者という言葉がそんなふうにつかわれるなどは考えてみたこともなかった。もう何百

年、開いたことのない箱から出てきた祭の道具のようで、その使いみちすら知らなかっ

た。126)

전후 일본은 ‘애국’, ‘내셔널리즘’ 등의 용어를 과거 제국 일본의 ‘파시즘’

과 ‘국가주의’의 잔재로 간주하여 터부시해 왔다.127) 이러한 문화 속에서

자란 ‘전후 세대’인 화자는 ‘몇 백 년’된 상자 속 ‘제사 도구’라는 과장된

비유를 통해 ‘애국자’라는 말을 끌어온다. 일본의 망각된 과거를 기억하

고 있는 ‘한국(유순자)’과의 만남 속에서 ‘애국’이라고 하는 ‘숨겨진 상자’

가 열리게 된다는 서사는 작가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일본

이 부끄러운 과거를 망각하는 대신 얻어낸 ‘전후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세키카와가 그린 한국은 민주화운동이나 민중예술로 대변되는 양심과

정치의 나라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반일정서가 극도로 강해서, 생명의 위

협까지 느끼는 위험한 나라도 아니었다. 1982년 교과서문제로 인해 ‘일본

인 탑승거부’ 스티커를 붙이고 있음에도 돈만 있다면 일본인이든 누구든

태워주는 택시운전사가 있었고, 일본을 ‘내지(內地)’로 부르면서 안부를

126) 関川夏央, 앞의 책, p.255.

127) 조관자, 『일본 내셔널리즘의 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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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사람들도 있었다. 다음의 구절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호객꾼(ポン引

き)들에게 일본인이 아닌 교포(재일조선인)인 척을 한 화자의 경험을 이

야기하는 부분이다.

“고객님, 여자 있어요. 데파토 걸.”

“X△○△(영어 또는 한국어로 좋아하는 지방의 이름을 말한다.)”

“뭐야. 땡큐. 굿나잇.”

호객꾼 무리는, 곧바로 흥이 깨졌다는 표정으로, 떠났다. 그들에게 있어 일본인 외에

는 고객이 아니다. 비꼬아 말하자면, 단순히 인간일 뿐이다. 내셔널리즘과 부끄러운

마음 사이에서 마음을 동요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국인은 걸어가 사라질 뿐이다.

「おきゃくさん。オンナいるよ。デパトゥ・ガール」
「X△○△(英語または朝鮮語で好きな土地柄の名前をいう)

「なァんだ。サンキュー。クッサイ」

ポン引き諸君は、たちまち興醒めした顔つきとなり、去る。彼らにとっては日本人以外は

客ではない。皮肉にいえば、たんなる人間でしかない。ナショナリズムと、忸怩たる思い

のあいだで心を揺らせながら、得体の知れない外国人は歩み去るのみだ。128)

한국의 장사꾼들에게 있어 일본인은 돈이 많기 때문에 1순위 고객이며,

돈이 없는 자는 그냥 ‘지나가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1980년대 일본은

‘경제대국’이자 ‘선진국(문명)’으로서의 새로운 내셔널리즘을 구가했지만,

한국의 시선에서는 ‘돈 있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곳에서

일본인인 화자가 느끼는 것은 경제대국의 국민으로서의 내셔널리즘임과

동시에 그것뿐이라고 하는 부끄러움이다.

『서울 연습문제』는 한국 붐의 대표적인 서적으로 주목을 모은 만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129) 그러나 세키카와가 한국의 문화를 감상

적인 소비문화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는 비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128) 위의 책, p.142.

129) 비판의 골자는 1절에서 설명한 『신니혼분가쿠』의 논자들의 논리와 같다. 가

령, 구보 사토루는 세키카와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 간첩들의 공작이었

다는 택시기사의 말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국제 외신의 보도로 일본 내에서도

떠들썩했던 한국 독재정권의 ‘인권유린’을 모른 척했다고 비판했다.(久保覚, 앞의

글,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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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키카와의 시선은 그의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식

이며, 그는 한국에 편견을 갖고 있는 일본인 친구들에게 한국이 실제로

는 ‘현대적(ナウい)’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어필한다. 특히 본고가 집중

적으로 다룬 ‘유순자’와의 일화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패전’기념일을 ‘종

전’기념일로 교묘하게 바꾸어, 과거의 잘못을 망각한 일본의 전후 민주주

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또한 전후 부흥 이후에 나타난 내셔널리즘

(“Japan as No.1”)의 그 본질이 결국 자본이 많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는 씁쓸함이었다. 단지 그것을 ‘명시’하여 비판하는 것이 아닌, ‘현장성’이

라는 이름 아래에서 ‘타국’에서야 비로소 느끼는 정체모를 ‘위화감’을 통

해 나타내는 방식의 차이였던 것이다.

아즈마 히로키(東浩紀)는 한 사회의 구성원을 마을사람, 나그네, 관광객

이라는 삼분 도식으로 설명한 바 있다. 공동체에 소속된 ‘마을 사람’, 어

디에도 속하지 않는 ‘나그네’, 특정 공동체에 속해있지만 때로는 다른 공

동체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다.130) 현대 사회는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에서 상호배타적일 터인 글로벌리즘과 내셔널리즘이 상호협력 관계를 맺

고 있는 아이러니의 시대이다. 이러한 문제상황에 대해 세키카와가 제시

하는 해법은 ‘관광’이다.

순수하게 관광이면 되지 않는가. 관광이야말로, 물견유산(物見遊山)이야말로 우리들

의 최상의 즐거움이다. 단, 혼자서 가라. 단체로는 하지 마라. 혼자서 김치의 바다에서

몸을 물들여라. 그리고 고독과 쾌락을 동시에, 등과 배로 받아들여라. … 서울의 스트

리트 워킹의 체험은 얻기 어렵고, 때로는 마조히스틱한 쾌감의 색채를 더하면서, 익사

이팅한 것이다.

130) 아즈마 히로키, 안천 역, 『관광객의 철학』, 리시올, 2020, p.12. 아즈마 히로키

는 ‘관광’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에 맞닥뜨리는 경험이라고 설명한다.

관광을 통해서 이질적 공간, 새로운 사람과 맞닥뜨리는데, 그(것)들은 절대로 이

해할 수 없는 ‘타자’다. 그렇기에 관광객은 ‘구글(google)’을 통해 ‘검색’을 한다.

그러나 검색을 위해서는 ‘검색어’가 필요한데, 정작 관광객은 그 언어를 갖고 있

지 않다. 이에 따라 관광지의 ‘주변 환경’에 몰두하며, 검색어를 찾아내려 한다.

아즈마는 관광객이 검색어를 찾는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무언가’(자크 데리

다)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비-언어적 존재는 ‘언어’로

서는 도달할 수 없는 ‘타자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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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なおに「観光」でいいじゃないか。観光こそは、物見遊山こそは、われわれの最上

の楽しみだ。ただし、ひとりで行きなさい。団体はおよしなさい。ひとりでキムチの海に身を

沈めなさい。そして孤独と快楽とを、同時に、背中と腹で受け取めなさい。(中略)131)ソ

ウルのストリート・ウォーキングの体験は得がたく、時どきアゾヒスティックな快感の彩りを
添えながら、エキサイティングなのである。

세키카와는 ‘이주’나 ‘이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인이라는 소

속감을 강하게 어필하지도, 그렇다고 일본적인 것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일본인 관광객으로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관광하고, 서툰 한국어로

주위의 ‘사물’을 더듬어간다. ‘오해와 환상’, ‘위화감’이라고 하는 타자와의

소통 불가능성 속에서 나타나는 ‘약하고 느슨한 연결’, 그것이 세키카와

가 주장하는 ‘공동체’의 윤리다. 그리고 그것을 성립시키고 있는 것은 다

름 아닌 ‘자본’의 힘이고 그는 거기서 ‘씁쓸함’을 느낀다. 그 위화감과 씁

쓸함의 경험은 ‘마조히스틱’한 쾌감과 생동감(‘익사이팅’)을 준다.

그럼에도 이러한 세키카와의 서사에는 한계도 명확하다. 우선, 세키카와

는 아사히 컬처센터에서 한글을 뗀 한국어 초보자다. 그런데 책 속의 한

국어 대화, 특히 유순자와의 대화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책의 ‘4번

각주(NOTE 4)’를 살펴보면, “본서에 출현하는 그들과의 다이어로그, 나

중에 추리에 추리를 거듭하여 판명했다. 그리고 짐작 갔던 내용도, 단순

한 추측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다시금 밝혀 둔다”132)며, 내용의 신빙성

을 뒤흔드는 고백을 하고 있다. 게다가 「후기(あとがき)」에서는 본문에

서 다룬 한 재일조선인 여성에 대해, “사실은 4인 이상의 재일교포 여성

의 집합체이며 닮은꼴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녀들에 대한 인터뷰를 재구

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이는 픽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133)

는 저자의 자신감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논픽션(르포르타

131) 関川夏央, 앞의 책, 62-63.

132) 関川夏央, 앞의 책, p.27. “本書に出現する彼らとのダイアローグは、後刻、推理に推理

を重ねて判明した、または思いあたった内容も、単なる推測も含んでいることをあらかじめ断って

おく。”

133) 위의 책, p.263. “李淑姬というひとは、じつは四人以上の在日僑胞の女性の集合体であ

り、相似形の問題をかかえる彼女たちへのインタビューを再構成した。しかし、これはフィクショ

ンとはいえないはずだという自信を著者は持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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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라고 하는 책의 정체성을 뒤흔든다.

다음으로, 그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소통 불가능성에 의한 ‘오해와 환상’,

그리고 쾌락은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의미(소통)’의 영역에서 유순자

및 재일조선인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는 역으로 말하자면, 그가 경

계했던 ‘이해와 절망’의 영역으로 이행한다는 뜻이 된다. ‘위화감’이나 ‘씁

쓸함’이라는 단어를 통해 일본에 대한 교묘한 비판을 행한다고 하는 작

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오해와 환상의 ‘타자’가 이해와 절

망의 ‘자아’에 대한 비판으로 환원되는 순간, 그의 진정성이 흔들리게 되

는 것이다.

본고는 1984년 한국 붐에 대한 비판과 대표적인 출판물인 세키카와 나

쓰오의 『서울 연습문제』를 분석함으로써, 그 가능성과 한계를 차례대

로 살펴보았다. ‘인터내셔널’한 감각을 기반으로 하여 타자를 ‘소비(탐닉)’

하고, 그 안에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다는 ‘서사’의 구조는 분명히 직전

세대와는 다른 벡터를 가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서

‘세대감각’의 문제를 가져오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에 관한 책은 대부분,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며, 그 어느 방향이든 1센

치도 일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한국에서 일본인이 얼마나 과도하게 겸허

하게, 바꿔 말하면, 얼마나 비굴해 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향, 또 하나는 얼마나 존

대(尊大)하게 되는가라는 방향이다. 남은 하나는, 한국의 정치경제적 내막을 알고, 미

간의 주름과 한쪽 뺨에 비웃는 듯한 미소를 동시에 보이고 싶다는 방향이다.

これまでの韓国についての本はおおむね、三つの方向に分けられ、いずれもその方向

から一センチも逸脱していないと考えられた。ひとつは、韓国で日本人がいかに過度に謙

虚に、いい換えればいかに卑屈になれるかという方向、もうひとつはいかに尊大になれる

かという方向である。残りのひとつは、韓国の政治経済的内幕を知り、眉間のしわと片

側の頬の皮肉な笑いを同時に浮かべたいという方向である。134)

세키카와는 전후 일본에서 한국을 바라보던 시각이 몇 가지 유형으로 구

134) 위의 책,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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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 있을 정도로 고정적이었다고 비판한다.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고개를 숙이기만 하는 “비겁한 여행자”,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을 바라보는 ‘존대(尊大)한 여행자’, 반공독재라는 정치경제적

시스템 속의 한국을 실상을 보고, “근거 없는 것으로 고민하고, 지식 없

이 계속 냉소하”는 “심각·냉소파” 모두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은 “여행안내”이자 “하나의 성

실한 이문화 접촉의 르포르타주”다.135)

이러한 세키카와의 주장은 대단히 도발적으로, 종래(80년대 이전)의 한

국 및 조선을 바라보는 논자들의 시선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

이다.136) 동시에 그는 과거문제(식민지배)에 대한 비판적 언술을 억제했

다는 점에서 ‘비-역사적’이고, 선진국 사람임을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비

-중심적’고, 반공독재라는 시스템에 심각해지지 않음으로써 ‘비-구조적’

이라는 ‘일견’ 가치중립적 위치를 적극적으로 내세운다.

다만, 세키카와의 시선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 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국 동아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바

있는 문학비평가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는 사회정치적 조건의 변화와

더불어,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일종의 ‘서브컬처’적인 소비의 대상

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한다.137) 세키카와와 가와무라는 모두

135) 위의 책, p.263. “卑屈な旅行者は終始一貫して謝りつづけ、尊大な旅行者は傍若無人

にいばりつづける。深刻冷笑派は根拠のないことで悩み、知識なく冷笑つづける。韓国という

場所は、日本人の精神的硬直を誘うようななにかしらを持っているらしいが、そのいずれもが、

まったく生産的ではない。(中略)旅行案内と書いたが、それは謙遜である。そのような穏やか

な表情を崩すことなく、それを超えて、ひとつの誠実な異文化接触のルポルタージュを書きた

かったというのが著者の真意だ。”

136) 정대균은 전후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 형태’를 ‘식민지 체험형’, ‘속죄형’,

‘이데올로기형’, ‘고대사형’, ‘이문화형’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식민지

체험형은 전전 조선반도에 살았던 일본인, 즉 소위 ‘재조일본인’들이 ‘고향’으로서

의 조선을 노스텔지어적으로 회고하고, 제국에서 단일민족 국가가 된 전후 일본

의 모순을 비판하는 유형이다. 속죄형은 전전 식민지배를 무조건적으로 사죄하는

유형이며, 이데올로기형은 한국과 북한의 대립에 기초하여 한국을 두둔하는 자를

‘친미 제국주의자’로, 북한을 두둔하는 자를 ‘공산주의자’로 적대시하며 이데올로

기 논리를 펼치는 유형이다. 고대사형은 비정치적 유형으로, 근대 이전의 한일 교

류사에 주목하여 한국에 우호적인 감정을 지지는 유형이다. 이 네 가지 유형이

1970년대까지의 한국 인식이었다면, 타국의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는 이문화형은

한국 붐과 함께 1980년대에 비로소 등장한다.(정대균, 앞의 책, pp.47-7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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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카이(団塊) 세대에 속하며, 서브문화를 통해 ‘우리들’이라는 코드를 균

질적으로 공유하며 자란 이들이다. 가령 ‘만화’라는 매체를 주목해 볼 수

있는데, 다음의 가와무라의 회고를 살펴보자.

…『COM』(1967~73년)과 『가로ガロ』(1965~2002)의 대비로서 말해질 수 있을지

도 모른다. 나는 적은 용돈에서, 『가로』를 살까, 『COM』을 살까 고민했고,

『COM』으로 했다. 홋카이도의 지방 마을의 고등학생에게 있어 『소년 매거진』,

『소년 선데이』를 졸업했다고 생각한 뒤에 선택한 것이 이 둘 중 하나였고, 보다 도

회적인 『COM』을 고른 것은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윽고 1970년

대에 들어와 나는 대학생이 되어, 『가로』와 『COM』, 즉 내 안에서의 … 차이는

서서히 사라지고, 그 차이를 애매하게 하고 융합해갔다고 생각된다. (중략)

디스커버 재팬의 여행 붐에 뒷받침된 ‘일본 회귀’의 흐름 안에서, 그것이 보이는 것만

큼 다른 정신세계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 실감되게 됐기 때문이다. 토속적, 민족적인

일본 세계의 재발견이, 만화나 팝 아트, 애니메이션 등의 예술 표현의 영역에서 유행

했지만, 그것은 실로 『가로』와 『COM』의 각각의 영역을 융합시켜 갔다고 생각

되는 것이다.

『COM』(1967~73)と『ガロ』(1965~2002)の対比として語られるかもしれない。私は

貧しい小遣いの中で、『ガロ』を買うか、『COM』を買うかと迷って、『COM』にし

た。北海道の地方の町の高校生にとって、『少年マガジン』と『少年サンデー』を卒

業したと思った後に選択するのはそのどちらかであったし、より都会的な『COM』を選ん

だのは、今から思えば当然のことだったのである。しかし、やがて1970年代に入って、

私は大学生となり、『ガロ』と『COM』、すなわち私の中での…差異は、徐々に解消

し、その違いを曖昧にして融合していったように思える。(中略)

ディスカバージャパンの旅行ブームに後押しされた「日本回帰」の流れの中で、それ

が見かけぼど異なった精神世界の産物ではないことが実感されるようになったからだ。土

俗的、民俗的な日本世界の再発見が、マンガやポップ・アート、アニメといった芸術
表現の領域で盛んになったのだが、それは、まさに『ガロ』と『COM』のそれぞれの領

137) 川村湊, 鄭大均 編, 앞의 책, p.7. 다만, 정확히 말하자면 가와무라가 언급하는

80년대 ‘서브컬처’라고 불리는 것은 60년대 안보투쟁과 함께 나타난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대항)문화(counter-culture), 반전운동의 일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

야 한다. 운동권의 실패와 오일 쇼크 등의 일련의 사건들을 거쳐 1973년을 기점

으로 60년대의 대항문화로의 서브컬처는 ‘패배’하고 ‘잔재(사후처리 툴)’들이 나타

난다. 미야다이 신지는 “[<어른>/<젊은이>]라고 하는 상보적인 공통 코드가 붕

괴하고, ‘연대하는 내부’가 소멸되”는, ‘시라케의 시대(シラケの時代, 만사에 무관심하

게 된 시대)’가 도래했다고 지적했다.(宮台真司 他, 앞의 책,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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域を融合させていったと思われるのだ。(밑줄 인용자)138)

서론에서도 언급했듯, 전후 일본의 만화시장은 주 소비자인 전후 세대와

함께 성장해갔다고 볼 수 있다.139) 동세대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은 ‘이

야기’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COM』의 폐간이 상징하듯, 1970년대에 들어와 운동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단카이 세대는 ‘새로운 공동체(커뮤니케이션)’를 모색하게 된

다. 스기모토 쇼고(杉本章吾)는 전후 세대가 “어른들은 표현하는 것이 불

가능한, ‘우리들’의 내면의 고뇌(懊悩)나 욕망이나 꿈을 체현하”고 “60년

대의 젊은이 문화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청년기를 맞이한 만화”로서의 청년만화가 1970년대에는 노스텔지어의 대

상이 되어버림에 따라 사라진 ‘우리’ 혹은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새로

운 장르를 찾아 나섰음을 분석했다.140) ‘우리’의 시대에서 ‘개인’의 시대

가 되자 그 공허와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행해졌다는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와, 세키카와도 전후 세대에 속하는 작가로, 1973년 『주

간 플레이보이(週刊プレイボーイ)』를 통해 업계에 입문했으며, 1977년부터

는 에로만화 잡지의 편집장을 맡거나, 만화 원작자로서 만화가 다니구치

지로(谷口ジロー)와 함께 협업하기도 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70년대 중

반부터 ‘아사히 컬처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이후 한국을

관광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한 르포르타주를 집필함으로써 한국의 ‘대중

138) 川村湊, 「第十章 つげ義春『ゲンセンカン主人』」, 『温泉文学論』, 新潮, 2007,

kindle.

139) 그들이 아동이었을 때는 데즈카 오사무(手塚治虫) 등이 아동만화(『소년 매거

진』, 『소년 선데이』)를 창작하고, 청소년기에는 그에 발맞추어 『COM』과

『가로』와 같은 ‘청년만화’ 잡지의 시대가 도래했다. 거기에는 기성작가들과 함

께 전후 세대와 동세대인 신진작가들도 대거 포진해 있었다.

140) 杉本章吾, 「少女マンガをめぐる言説空間」, 『筑波大学地域研究』 (31), 2010,

p.137. “ひと時の安らぎを与える娯楽ではなく、「ぼくら」自身がそこに書き込まれている「青

年まんが」。大人には表現することのできない、「ぼくら」の内面の懊悩や欲望や夢を体験

する「青年まんが」。(中略) 60年代の若者文化の一翼を担うものとして、そして、「ぼく

ら」とともに青年期を迎えたマンガとして、「青年まんが」を顕揚してる。” 이어 스기모토는

그 대체재로서 ‘소녀 만화’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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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소개한 것이다. 세키카와가 한국을 ‘발견’하고 ‘소비’하는 경로는

단카이 세대의 ‘사후처리 툴’의 그것과 공명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즐겁”게, “한국의 상업문화를 일본의 상업문화에 접속시켜 보”는 것으

로, 일본에서 인기를 모을 수 있었다는 니시나의 분석141)과 “‘디스커버

한국’의 젊은이의 혼자 여행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또 ‘멋있는’ 것인지를

어필하고 있다”는 구보의 비판142) 모두 타당하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으로부터 39년, 한국전쟁으로부터도 30년, 한 세대

가 지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대의 추세입니다”라고 말한 세키카

와의 언술143)과, 좌파 지식인들에게 “민중문화를 사랑하고 있다기보다,

자신들의 좌익적, 진보적 〈사상〉을 호지하려고 하는 저의”가 엿보인다

는 가와무라의 지적144)을 보면, ‘한국 붐’은 이전 시대의 ‘한국관’과의 결

별을 다분히 의식적으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이전 세대가 오

히려 한국의 민중문화를 이용하여 일본 내 ‘혁명’을 촉구하고, 독재정권/

반체제운동(민주화운동)의 이항구조를 강조함으로써, 한국을 ‘고정된 타

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냐는 반문을 했던 것이다.

가와무라의 책 제목처럼, ‘한국 붐’은 ‘전후세대’의 눈을 통해 비로소 성

립했다. 그리고 전후세대의 에너지는 ‘소비’라는 행위를 통해 분출되었다.

소비가 1970년대 이후의 파편화된 시대 속에서도 ‘공동체’를 모색하는 통

로였다는 것은 서론에서 논한 바 있다. 그 에너지의 분출은 일본인으로

하여금 한국으로의 ‘월경’까지 시도하도록 만들었다. 가와무라는 한국이

141) 仁科健一, 앞의 글, p.25. “関川が日本でこれだけ受容された秘密はここにある。彼は韓

国の商業文化を日本の商業文化に接続してみせた。それも、ネアカに楽しく。つきつめていえ

ば、彼は韓国にまだみんなの知らないおもしろい商業文化があるということを呼びかけたわけ

だ。”

142) 久保覚, 앞의 글, p.75. “「ディスカバー・韓国」のヤングの一人旅がいかに「ナウ」
く、また「カッコ」いいものであるかをアピールしている。これは、「韓国」を商品化するコピー

のものなのである。”

143) 『夕刊 富士』 1984.7.18.(大場和幸, p.32에서 재인용) “戦争から39年、朝鮮戦争

からだって30年、ひと世代が過ぎたということじゃないですか。時代のすう勢ですね。”

144) 川村湊, 鄭大均 編, 앞의 책, p.8. “パンソリとか仮面劇、金芝河なんかを持ち上げる人

は、これは民衆の抵抗、恨の意識が入っているもので、これが分からなければ何も理解したこ

とにはならないんですよ、というような議論をする。それは本当に韓国の民衆のことを思ってると
か、民衆文化を愛してるというより、自分たちの左翼的、進歩的<思想>を保持しようという低

意のあるものなんで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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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거울’로서 일본 자신을 비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 이데올로기를 읽어내는 것은 거의 그대로 ‘일본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읽어

내는 작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상당히 큰 비

중을 차지하는 ‘반일(反日)론’ - 이것을 밝히어 나간다는 것은 즉 ‘일본’이라는 나라

혹은 민족의 역사적 모습, 현재적인 모습을 윤곽 짓고, 확정화해 나가는 작업일 것이

다. (중략) 다만, 그런 왜곡된 상(象) 안에서 ‘일본’의 ‘진실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내재

해 있고, 그것을 합쳐 거울로써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작업은 다름 아닌 일본인 자

신에게 있어 필요한 것이다.

韓国のイデオロギーを読み取ろうということは、ほぼそのまま「日本というイデオロギー」を

読み取るという作業と重なるからである。たとえば、〈韓国イデオロギー〉の中でも、かな

り大きな比重を示す〈反日論〉―これを読みといてゆくことは、即〈日本〉という国ある

いは民族の歴史的姿、現在的な相貌を輪郭付け、確定化してゆく作業ということになる

だろう。（中略）だが、そうした歪んだ像の中に「日本」の〈真実の姿〉が何ほどか

ふくまれており、それを合わせ鏡として自らを見つめなおすという作業は、他でもなく日本人

自身にとって必要なことなのである。145)

가와무라의 언술은 세키카와의 『서울 연습문제』와도 다분히 공명하고

있다. 한국의 내셔널리즘과 반일감정을 해체함으로써, ‘일본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알 수 있다는 그들의 시도는 다시 독해되어야 할 것이다.

145) 川村湊, 「韓国の〈低〉にひそむもの－韓国イデオロギー論」, 위의 책, p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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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헤이본 펀치- 대특집 멋진 한국(平凡パンチ-大特集かっこいい

韓国)』(1985.1)

<사진3>146)

1984년 2월에 발간된 『별책 다카라지마 제39권–조선·한국을 아는 책

(『別冊宝島39-朝鮮・韓国を知る本』)과 1985년 1월 특집호로 발간된

『헤이본 펀치-대특집 멋진 한국(平凡パンチ-大特集かっこいい韓国)』(이

하 『헤이본 펀치–한국특집』)처럼, 전후 일본의 ‘대중잡지’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147) 이중에서도 『헤이본 펀치–한국특집』은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보희, 나영희 등 한국 인

기 여배우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여성들의 화보가 대단히 높은 수위로 삽

입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한국 신문에서는 이 잡지가 한국 여배우

및 여대생들의 ‘반라 사진집’으로 알려져, 한국으로의 대량 밀수입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고 보도했다.148) 급기야 노출 논란으로 인해 배우

146) 『平凡パンチ-大特集かっこいい韓国』, マガジンハウス, 1985.1의 표지.

147) 대중 잡지에서 ‘한국’ 특집을 꾸린 것은 전후 최조의 일이다.(川村湊, 鄭大均

編, 앞의 책, p.7.)

148) 「국내女優 半裸 게재 日주간지 반입 금지」, 『조선일보』, 1985.01.17./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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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취조를 받게 되고, 여대생들은 신상이 밝혀져 곤욕을 치렀으며, 해

당 논란은 결국 일본 잡지가 이들에게 ‘사기 취재’를 했다는 것으로 일단

락되었다.149)

그러나 문제적인 부분은 해당 잡지의 특집을 둘러싼 내막과는 별개로

그 내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헤이본 펀치–한국특집』은 ‘1986년 서

울 아시안 게임’, ‘1888년 서울올림픽’을 겨냥하여 편성된 특집이다. 시작

기사인 「사나이 서울, 공사중 도시(男のソウル、工事中都市)」에서는 독

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종래의 이미지를 바꿔볼 것을 권하고 있다. 이는

세키카와의 논의와도 공명하는데, 기사는 “극도로 폴리티컬하거나, 과잉

하게 센티멘탈하거나, 그 시선이 묘하게 아래를 향하고 있어, 골목을 서

성거리거나, 트로트에 듬뿍 젖거나 김치를 고집해 보거나 하”는 종래의

한국에 대한 일본의 ‘스테레오타입’을 지적한다.150) 한국에 대해 정치 문

제에 관심을 갖거나, 그리움을 느끼거나, 민중예술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

려 한국에 대한 긴장과 부담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어 기사는 “정부의 철저한 폭력추방정책에 의해, 100퍼센트의 안전이

보장되고, 기타 외국의 도시에서 자주 있을 법한 위험, 트러블의 걱정이

없다”며, 도심의 고층 빌딩(마천루)이 늘어서고, 88 서울올림픽을 맞이하

기 위해 오래된 건물을 때려 부수고 있는 대공사 중인 서울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151) 또한 그 뒷골목에는 한식가옥과 날것 그대로의 식

재료들, ‘짝퉁 브랜드’, 미군발 야전용 통조림이 늘어져 있는 노천시장이

있다. 한편 서울을 둘러싼 산들의 정상에서 서치라이트가 돌아가고 있는

서울의 밤은 ‘요새’를 떠올리게 만들며, 영화 「블레이드 러너(Blade

예인 半裸사진 말썽 日雜誌 國內 우송 늘어」, 『조선일보』, 1985.01.25.

149) 「한마디 崔戊龍(최무룡)씨 <映協(영협) 연기위원장>」, 『조선일보』,

1985.01.22.

150) 「男のソウル、工事中都市」, 『平凡パンチ-大特集かっこいい韓国』, p.8. “極度にポ

リティカルであったり、過剰にセンチメンタルであったり、その眼差しが妙に下向で、路地をウロ

ウロしたり、演歌にどっぷり溺れたり、キムチにこだわってみたり、そのどれもが確かに韓国の特

色であるが、しつこいようだけと、一面でしかない。”

151) 상동. “現実的に言えば旅行者としてこの都市を訪れた場合、まず、政府の徹底した暴力

追放政策により、100パーセントの安全が守られ、他の外国の都市でよくあるような危険、トラ

ブルの心配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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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er)」, 만화 「아키라(AKIRA)」에서 나올 법한, 스펙터클하고 세기

말적인 ‘미래 도시’에 비유된다. 이 ‘사나이 도시’ 서울은 남성들의 흥미

를 끈다. 수많은 유명 여배우 및 여대생들의 관능적인 화보로 시작하여

광란의 디스코 클럽, ‘바이크’와 같은 거친 스포츠, 미국 문화의 거리 이

태원, ‘초(超) 도쿄 카페 디자인’, ‘경악의 장어 굿즈’, 무당과 유리겔라

붐, 전기인간 백남준, 전위적 패션을 자랑하는 앙드레 김이 연이어 나타

난다.

물론 ‘100%’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폭력추방정책의 주체는 당연히 ‘독재

정권’이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권력의 힘 아래에서 일제히 지어지고 있는

높은 빌딩과 지하철, 대규모 경기장은 ‘88 올림픽’의 성공을 통해 세계로

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한국의 ‘욕망’이 숨겨져 있다. 이국(한국)의 섹스와

쇼핑, 스포츠로 도배하여, 일본인 독자의 오감에 충격(쇼크)을 주는 자극

적인 소재와 구성을 통해 잡지는 성공적인 판매부수를 올렸다.152) 동시

에 일본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을 외설의 도

구로 썼다며 ‘3류 잡지’라고 비판했으며, 일본 내에서도 좌파 지식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우선 주간지 『헤이본 펀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헤이본 펀치』는 1964년부터 헤이본사(현 매거진하우스)에서 발간된

남성 주간지로, 패션, 풍속만화, 그라비아 등을 담은 전형적인 대중잡지

였다.153) 『헤이본 펀치』는 1966년 시점에서 발행부수가 100만부가 넘

어가는 인기 대중잡지가 되고, 1970년 초반 전공투로 대표되는 시위 현

장에서는 “오른손에는 『아사히 저널』, 왼손에는 『헤이본 펀치』”라는

152) 『헤이본 펀치–한국특집』은 발매 3일 만에 ‘완판’됐으며, 9시 NHK뉴스에도

보도됐다고 한다.

153) 1964년이라는 시대에서도 알 수 있듯, 『헤이본 펀치』는 일본 서브컬처사에서

중요한 위치는 점하고 있는데, 안보투쟁과 도쿄 올림픽을 위시한 고도경제성장기

속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서브컬처 잡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분방한 당시 젊

은 세대, 특히 남성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최초의 잡지이기도 했다. 천박하다고 간

주되는 성의 계급적 코드는 ‘해방’이라는 의미에서 젊은이들에게 어필하게 된다.

(세대적 코드) 성의 해방이 곧 기성의 권위로부터 젊은 세대를 해방시키는 것이

었다.(マガジンハウス書籍編集部編, 『平凡パンチの時代 : 失われた六○年代を求めて』,

マガジンハウス 1996,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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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이 유행할 정도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었다.154) 그러나 운동권

의 쇠퇴와 사회의 원자화가 진행되면서 『헤이본 펀치』의 인기도 함께

떨어져, 1980년대 초 잡지의 발행부수는 40, 50만부에 불과했으며, 1988

년에 결국 폐간되기에 이른다. 『헤이본 펀치–한국특집』은 60~70년대

전성기를 구가한 『헤이본 펀치』가 1988년 영구 휴간되기 직전에 나온

‘마지막 불꽃’이었다고 할 수 있다.155)

『헤이본 펀치–한국특집』의 편집·집필자들인 시오자와 유키토(塩澤幸

登, 1947년생), 모리나가 히로시(森永博志, 1950년생), 나마에 유우지(生江

有二, 1947년생) 등은 ‘한국 붐’을 주도한 작가들(나카가미 겐지, 세키카

와 나쓰오 등)과 동세대로, 한국의 ‘정치’가 아닌 ‘대중문화’에 관심을 가

졌다는 점에서 그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서울 연습문제』에서도 논했

듯, 이들의 경쾌한 글쓰기 스타일은 일견 ‘비-역사’, ‘비-이데올로기’적으

로 보이지만, 사회 비판적 시각을 숨겨놓고 있다. 미야다이 신지는 이들

세대가 ‘비틀기(해학)’라는 방식을 통해 무심한 듯하면서도, 비판적인 시

각을 공유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156) 이러한 ‘비틀기(해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의 시도는 다르게 해석된 여지가 생긴다.(“정부의 철저한 폭

력추방정책에 의해, 100퍼센트의 안전이 보장되고, 기타 외국의 도시에서

자주 있을 법한 위험, 트러블의 걱정이 없다”)

마침 도쿄 올림픽을 떠올리게 하는 경제성장률이 계속되는 이 나라의, 아직 잃어버

리지 않은 목표와 미래의 꿈. 올림픽은, 한민족의, 머지않아 포화점에 도달할 듯한 에

154) 稲垣太郎, 「朝日ジャーナルは何だったのか : 元編集長・筑紫哲也の遺言」, 『プロ
ジェクト研究』 (9), 早稲田大学総合研究機構, 2013, p.42. 더불어 주목해야 하는 것

은 당시 젊은 세대가 잡지들의 내용적 부분과는 별개로, 『아사히 저널』과 『헤

이본 펀치』의 이미지 자체를 ‘소비’함으로써 자신들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만들었

다는 것이다.

155) 이는 ‘세대교체’로 해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젊은 세대의 남성을 선도하는 잡

지로는 『뽀빠이(ポパイ)』와 『블루타스(ブルータス)』가 있으며, 이들 모두 같은

『헤이본 펀치』와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된 것들이다. 이러한 흐름은 당시 『헤

이본 펀치』의 편집자였던 모리나가 히로시(森永博志)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orinaga-hiroshi.com/profile/profile19.html), 인용일자

2021.12.31.

156) 宮台真司 他, 앞의 책, pp.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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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의 상징인 것이다. 서울올림픽이 이 나라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됐으면 좋

겠다.

ちょうど、東京オリンピックのころを思わせる経済成長率が続くこの国の、まだ見失われ

ていない目標と未来の夢。オリンピックは韓民族の、まもなく飽和点に達しようとするエネル

ギーの象徴なのである。ソウル五輪が、この国の人たちが考えるように出来るといい

な。157)

위와 같은 감상은 이미 1964년 도쿄올림픽을 경험해본 편집자·필자들의

세대가 공유하는 감각일 것이다. ‘소비’와 ‘정치’가 공존했던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기의 ‘가능성’이 한국에서는 현재진행형이다. 이 때문에 1960년

대를 기억하는 동세대 독자들은 ‘그리움’과 ‘씁쓸함’을 느꼈을 것이다.

기사 「레포트 기생관광을 날려버려!(レポート 妓生観光をけっとばせ!)」158)

는 한일 민간 교류의 그림자였던 ‘기생관광’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문옥표에 따르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방한 일본인 관광

객은 증가세를 보여 왔고 그 성비는 1970년대에만 해도 약 90% 이상이

남성이었다. 그리고 이들 남성의 목적은 요정(料亭)에서 한국인 여성에

게 접대를 받는 기생관광이었다.159) 한국은 외화벌이를 위해 선진국들에

게 ‘성 접대’를 해왔으며, 막강한 외화구매력을 갖고 있는 일본인은 당연

하게도 주요 고객이었다. 이러한 여성의 성(性)을 외화벌이로 사용하는

관광산업의 행태는 세계대전 이후(현대)의 신제국주의를 설명하는 커다

란 근거가 된다. 한일관계도 ‘경제협력’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불균형한

‘식민국-피식민국의 구조’ 속에 놓여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놀라

운 사실은 이러한 실태를 고발하고 비판한 것이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일본 기독교부인 교풍회(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会)’ 정도였고, 본고가 언

급해 온 한국 전문가들은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160)

157) 『平凡パンチ-大特集かっこいい韓国』, マガジンハウス, 1985.1, p.18.

158)「レポート 妓生観光をけっとばせ!」, 『平凡パンチ-大特集かっこいい韓国』, pp74-75.

159) 문옥표, 「일본인 관광객과 한국 문화」, 『우리 안의 외국 문화』, 도서출판

소화, 2006, p.37.

160) 高橋喜久江, 「妓生観光を告発する-その実態をみて」, 『世界』, 1974.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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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본 펀치–한국특집』은 이러한 기생관광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풍

자하고 있는데, 기사는 한국 관광객의 절대다수가 45세 이상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대부분의 목적이 ‘기생관광’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다.

매춘(売春)도 매춘(買春)도 동서양을 불문하고, 필요악 같은 부분이 있다. 단순히 시

비를 운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 사회의 구조 안에서 양껏 착취당하는 샐러리맨이

나 농업 협동조합의 아저씨들. 한편 가난한 가계를 지탱하지 가련한 아가씨들. 한국에

도 아마, 이 아가씨들이 가져오는 외화가 귀중했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売春も買春も洋の東西を問わず、必要悪みたいなことろはある。単純に是非を云々す

るわけにはいかなだろう。いっぽうには、日本の社会の仕組のなかでギリギリにしぼられ続

けるサラリーマンや農協のオジサンたち。いっぽうに貧しい家計を支えるけなげな娘たち。

韓国にもたぶん、この娘たちがもたらす外貨が貴重だった時代はあったのだろう。161)

기사는 일본과 한국의 신제국주의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의

착취 속에서 ‘지친 아저씨’들이 타국의 ‘가난한 아가씨’를 성의 도구로 삼

는다는 도식은 냉전 속 열전이었던 한반도와 한국 및 타이완(대만)을 방

패로 삼아 번영과 평화를 누린 일본이라는 구조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

다. 그리고 여성들이 가져오는 외화를 가져가는 것은 ‘한국’의 권력층이

다.

‘기생관광은 구체적으로 취재하지 않았다’면서도, 기사의 화살은 ‘중년남

성’들의 성욕과 그들을 매개하는 ‘여행대리점’으로 향하고 있다. 중년 일

본인 남성들이 한국에서 성욕을 채우고 귀국한 뒤, “추악하기 그지없는

성의 모험담”을 늘어놓는 한편, 언론에서는 한국의 급박한 ‘정치 상황’을

보도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 관한 이미지는 ‘추악한 성’과 ‘혼란한 정치’

로 점철되며 젊은 세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사는 한국의 정치를 엄숙한 시선으로 바라보자고 하면서도, 그 이면에

는 ‘기생관광’을 통해 변태적인 성욕을 충족한 윗세대의 모순을 ‘비판’하

고 있는 것이다.

161) 「レポート　妓生観光をけっとばせ!」, 『平凡パンチ-大特集かっこいい韓国』,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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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헤이본 펀치–한국특집』이 제시하는 젊은 세대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바로 ‘국제적 연애’다. 기사 「여기에도 있었는가! 필살 헌팅

남자(ここにもおったか！必殺のナンパ男)」에서는 이 국제적 연애를 성공시

킬 수 있는 한국여성을 ‘길거리에서 헌팅하는(ナンパ)’ 법을 장황하게 늘

어놓고 있다.162) 젊은 세대의 건전한 ‘연애’는 한일의 뿌리 깊은 ‘선진국/

개발도상국’의 구도에서 벗어나, ‘착취의 대상’에서 ‘연애의 대상’으로 격

상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잡지는 한국의 여성들을 대상화하고 있는데, “일본의 젊은 아가

씨들보다 정도 훨씬 많고, 남자의 프라이드를 높이는 배려도 훨씬 발달

해 있다”며, 일본인 여성보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수단계 위”라

고 설명한다. 이런 시선은 남성 독자들을 유혹하는 여배우 및 여대생들

의 높은 수위의 화보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기사 「수줍고 쾌

활한 아가씨들(シャイで陽気な娘たち)」에서는 시작부터 한국 여성이 “어쨌

든, 일본의 여자애들과, 기본적으로 몸의 밸런스가 다르다”며, 한국 여성

의 신체를 ‘품평’하면서 그 ‘육감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 여성들

은 “한번, (의심을) 풀고 신용을 받으면, 귤껍질을 까주거나, 어깨를 주물

러주는 등 대단한 서비스정신을 발휘해서 매우 감동적”이라고도 평가하

고 있다.163) 독자들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한국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

는 이러한 시선은 다분히 문제적이다.

여기서 한국 여성을 물신화시키는 것은 객관적인 ‘육감성’과 ‘배려심’도

있지만, 그 비교군이 ‘젊은 일본인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젊은 일본인 여성에 대한 불만과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1975년을 기점으로 ‘귀여움의 문화(かわいいカルチャー)’, ‘소녀틱(オトメチッ

ク)’ 등 소녀문화가 주목을 모았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일본 소녀’의

162) 「ここにもおったか！必殺のナンパ男」, 『平凡パンチ-大特集かっこいい韓国』,

pp.76-77.

163) 「シャイで陽気な娘たち」, 위의 책, pp22-23. “とにかく、日本の女のコたちと、基本的

な体のバランスがちがうのである。足が長い。お尻がピョンと上に向いている。ニッポンの女の

コたちも、最近がんばっているが、隣の国の方がカッコいいとは思わなかった。”/“ひとたび、う

ちとけ信用してくれれば、オミカンの皮をむいてくれたり、肩をもんでくれたりする、大変なサービ

ス精神を発揮して非常に感動的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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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항으로서 한국 여성이 돋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헤이본 펀치–한국특집』에 관여했던 편집자들은 은퇴 후 자신들의

블로그에서 당시의 기억들을 회상하고 있는데, 이들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다. 당시 ‘기생관광’과 ‘정치문제’로 인해, 대중 잡지에서 편성하기 어려

울 정도로 한국의 이미지가 부정적이었지만, 막상 한국으로 취재를 가보

니 ‘즐겁’고 ‘유쾌’한 곳이었다는 것이다. 『헤이본 펀치–한국특집』의

총괄편집자였던 시오자와 유키토(塩澤幸登)에 의하면 소재가 독특했을

뿐, 잡지 구성과 내용은 종래의 『헤이본 펀치』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

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이들의 시도는 ‘한국’에 대한 어두운 이미지를 벗

기고, 그 ‘흥미로움’과 ‘멋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멋진(かっこ

いい) 한국이 지닌 사회의 역동성은 그것을 잃어버린 일본과 대조된

다.164)

1988년 폐간된 ‘60년대적인 것’의 상징인 『헤이본 펀치』의 마지막 화

제를 모은 특집은 일본의 ‘60년대적인 분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한국’이

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헤이본 펀치–한국특집』을 둘러싸고, ‘섹

스’와 ‘쇼핑’을 통해 한국 여성, 나아가 한국을 대상화하는 문화제국주의

를 지탱하고 있다는 비판165)과 편집자들의 즐거웠던 한국 취재의 기억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들의 경쾌한 감각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한국’

의 이미지를 생산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 것

이다.

164) 시오자와 유키토의 블로그에 있는 <新大久保の謎を追え（三）　 わが韓国特集

03>(2018.7.13.)에서 한국특집의 내막과 편집자들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https://ameblo.jp/yukiton-4030/entry-12389951247.html 접속일자 2021.07.01.)

165) 大場和幸, 앞의 글,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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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여성 유학생과 한국

오늘날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문학 번역자인 사이토 마리코(斎藤真理子)

는 한국 붐이 시기적으로 두 번에 걸쳐 나타났다고 술회한다.166) 첫 번

째 시기는 1984년을 전후로 하여 남성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나타났으며

(본장 2절), 두 번째 시기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나타났다. 사이

토는 자신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던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일

본인 여성이 갖고 있던 한국에 관한 이미지는 “군사독재의 무서운 나

라”, “매춘관광의 나라”였다고 회상한다. 한편 1987년 한국이 민주화를

맞이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방한 일본인 관광객은 ‘112만 명’을

돌파한다.(표2 참조) 미디어에서도 한국에 관한 관광, 문화, 정치 소식을

연이어 보도했고, 한국에 대한 대중의 친밀감은 불과 3, 4년 전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대중적 인기와 콘텐츠의 질이 비례하는 것으로 보

이지는 않는다. 가와무라 미나토는 1988년 시점에서 대중매체의 ‘한국’

관련 콘텐츠들이 초기 『별권 다카라지마』, 『헤이본 펀치』의 한국 특

집만큼의 부수나 화제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167) ‘한국

붐’의 두 번째 시기에는 일본의 신세대인 ‘신인류’ 세대 등이 작가군으로

서 등장하나, 그들이 다소 자극적인 내용을 그리고 있다고 평가한다.168)

한편 사이토 마리코는 ‘한국 붐’의 두 번째 시기에 ‘여성 수필가’들이 대

거 등장한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사회 경험을 한 여성들로, 직장을 그만

두고 단신으로 한국에 와, 어학당을 거쳐 대학(원)에 입학하는 공통적인

경험을 그려내고 있는데, 본고는 이러한 여성 유학기(留學記)에 주목하고

자 한다.169) 이러한 일반 유학생들의 저작은 서울올림픽을 위시한 한국

166) 斎藤真理子, 「生きられない飛行機―私はなぜ韓国に行ったか」, 斎藤美奈子, 成田

一 편, 『1980年代』, 河出書房新社, 2016를 참조.

167) 田中明, 川村湊 他, 「座談会ーブームの裏に思考の衰退」(特集「韓国ブ-ム」問題

はこれから), 『現代コリア』(285), 1988.10, p.25.

168) 이들 서적으로는 ‘북한의 스파이(간첩)’라는 누명을 쓰고, 체포된 필자 본인의

기억을 그린 『서울의 담 안(ソウルの塀の中)』(이나바 유타카/稲葉裕), 20살의 나

이로 북한에 건너간 체험기인 『20세의 바이블:북조선의200일(20歳のバイブル:北朝

鮮の200日)』(다카노 세이/高野生) 등이 있다.

169) 해당 서적에는 도다 이쿠코(戸田郁子)의 『평상복의 서울 안내(ふだん着のソウ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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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이 수요가 되어 나타났으며,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여

성 독자들에게 어필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경기 호황으로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OL(Office Lady)’들이 저축한 돈으로 유학을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170)

이들의 체류기간을 살펴보면, 도다 이쿠코(戸田郁子)-1983~1987년(약 5

년), 히다카 유니(日高由仁)-1981~1987년(약 7년), 쓰쓰이 마키코(筒井真

樹子)-1987~1988년(약 2년)으로 장기간 체류(유학)했으며, 재일조선인 작

가 이양지(李良枝)도 1980년부터 약 10년 이상의 유학 생활을 보냈던 작

가다. 여기서 이 여성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쓰쓰이를 제외하더라도,

이들은 이미지가 좋지 않던 198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 ‘정주(定住)’했다

는 것이다. 이들의 존재는 ‘한국 붐’이라는 현상이 단편적이지 않았음을

증언한다. 한국 붐은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였고, 각 개별 주체들이 다른

방식으로 향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고는 여성 유학생들의 글을 살펴보

면서, 앞서 분석한 한국 붐의 첫 번째 시기의 남성 작가들과 비교해보고

자 한다. 이는 1980년대 한국 붐에 대한 논의를 풍성하게 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우선 이들이 왜 한국에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이토 마리코는

조선어 공부회인 ‘자주강좌 조선어’를 통해 한국에 입문했고, 도다 이쿠

코는 대학교의 세미나의 한국연수여행과 와세다 봉사원(早稲田奉仕園)의

조선어강좌 수업을 통해 한국어에 입문했다고 한다. 히다카 유니는 오사

카외국어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다. 이들은 모두 대학이라는 공간을

통해 ‘한국’을 처음 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 한국을 접한 시기와 한국으로 유학을 결심하고 실

행하는 시기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들이 대학 졸업 후 ‘사회

案内)』(1988), 히다카 유니(日高由仁)의 『신촌스케치북:서울의 학생마을로부터

(新村スケッチブック:ソウルの学生街から)』(1989), 쓰쓰이 마키코(筒井真樹子)의 『서

울의 쪽발이:나의 유학기(ソウルのチョッパリ:私の留学記)』(1991)가 있다. 또한 재일

조선인 작가 이양지(李良枝)가 모국 수학 경험을 토대로 한 일련의 소설들을 발

표하고, 대표작 「유희(由熙)」(1988)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것도 이 시기다.

170) 中島京子, 「「女の時代」とOL留学」, 斎藤美奈子, 成田 一 編, 앞의 책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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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1978년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느 관청 관계의 단체의

사무원이 됐다. 무엇보다 당시는 여대생의 취직이 극도로 힘든 시절이었고, 특기도 아

무것도 없는 데다 재수·유년을 거듭하여 나이도 있었던 나는, 사치를 부릴 입장이 아

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 생활에 활기도 목표도 없는 것이 견디기 힘들

어졌다. 그 직장은 기록과 집계만이 업무로, 게다가 입사할 때 “여성에게는 승진은 없

습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선배의 여성 직원들은 들어갈 당시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사

무를 10년 매일같이 계속하면서도, 잔업이나 업무 할당량이나 불황의 걱정이 전혀 없

는 업무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그런 근성이 없었다.

私は大学を出て、1978年に気は進まないながらもある官庁関係野団体の事務員になっ

た。なにしろ当時は女子大生の就職が極度に困難なときだったし、特技も何もない上に

浪人・留年を重ねて年もいっていた私は、ぜいたくを言える立場ではなかったのだ。しか

しものの半年もたつと、生活に張りも目的もないのが耐え難くなってきた。その職場は記録

と集計だけが仕事で、しかも入ると「女性には昇進はありません」と釘をさされていた。

先輩の女性職員たちは入った当時とほとんど変わらない事務を10年1日ごとく続けながら
も、残業やノルマや不況の心配の全くない仕事に満足だと言っていたが、私にはそういう

根気がなかった。171)

히다카가 증언하고 있는 것은 여대생에 대한 직업적 차별, 유리천장 그

리고 삶의 목표조차 없는 무료한 삶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붐’ 속

여성들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일본 내 여성차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자차별 철폐조약(女子差別撤廃条約)’과 ‘남

녀고용 기회 균등법(男女雇用機会均等法)’이 시행된 것이 1986년의 일이

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절대 소수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

다.172)

다음으로, 이들은 단카이 세대보다 약간 아래의 1955~60년생으로 신인

류 세대의 선두에 서는 인물들이다.173) 신인류 세대는 고도경제성장기와

171) 日高由仁, 『新村スケッチブック : ソウルの学生街から』, 新宿書房, 1989, p.11.

172) 中島京子, 「「女の時代」とOL留学」, 앞의 책, p.242.

173) 도다 이쿠코-1959년생, 히다카 유니-1955년생(추정), 쓰쓰이 마키코-1957년생,

이양지-1955년생, 사이토 마리코-1960년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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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투로 대표되는 시대가 1973년을 기점으로 끝나고 한참 뒤에서야 성

인이 되는 이들이다. 무기력, 무관심, 무책임이 사회의 분위기를 지배하

고 있는 시기 속에서,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주던 번영과 운동의

신화가 흔들리면서 시작된 “‘나’ 찾기 게임”(우에노 지즈코)의 주역인 것

이다.

더불어 ‘이상’이 사라진 ‘허구’의 시대 속에서 담론 위로 올라오는 것은

‘여성들의 문화’였다. 남성 만화 평론가들에 의해 ‘소녀만화’가 고평가를

받는가 하면, 소녀들의 커뮤니케이션 양태들이 분석의 대상이 되고, “70

년대 말 기요사토(青里), 쇼난(湘南), 시부야 등에서 연애나 섹스를 즐기

는” 젊은 여성들과 “과격한 소녀 잡지 『걸즈 라이프(ギャルズライフ)』를

읽고 구강성애フェラチオ의 방법을 공부하고 있던 중학생들”과 같은 사회

문제들이 터져 나오던 시기였다.174)

대문자인 '젊은이라는 것', '자기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에 대신

해서 소문자의 <'나'다운 나> <'나'다운 사랑><'나'다운 행복>의 추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문자의 '나' 탐구는 70년대부터 현재(1990년대 초)까지 계속되는,

변하지 않는 시대의 기조가 되어 있다.

大文字の「若者というもの」「自己というもの」「愛というもの」「幸福というもの」に

代わり、小文字の「<私>らしい私」「<私>らしい愛」「<私>らしい幸せ」の追求

が始まるのである。こうした小文字の<私>の探求は、70年代から現在まで続く、変わら

ぬ時代の基調となっている。175)

(70년대 초두 창간된 『앙앙an·an』, 『논노ノンノ』 등) 연예계 스캔들을 배제한

패션 여성지란 물モノ에 의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밖에 관심이 없어진 미이즘

(meism, 사생활주의)의 독자대중을 대상으로, 소비사회의 개막을 선언했던 것이었다.

(70年代初期創刊された『an·an』、『ノンノ』など)芸能スキャンダルを放逐した冨

ファッション女性誌とは、モノによって自分を表現することにしか関心のなくなったミ─イズム

(私生活主義)の読者大衆を対象に、消費社会の幕あきを宣したのであった。(괄호 인

174) 宮台真司 他, 앞의 책, p.116.

175) 위의 책,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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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176)

이러한 ‘나’ 찾기의 대표적인 문화현상은 감상적인 ‘혼자 여행’을 권하던

‘디스커버 재팬(Discover Japan)’이었다.(서론 참조) 기업협찬과 다양한

선전매체를 통한 공격적인 광고 캠페인이었던 디스커버 재팬을 통해 자

신의 아이덴티티를 의탁할 수 있는 기호로서의 ‘고향’이 상상되고, 집단

적인 ‘일본 회귀’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디스커버 재팬에 이어 1984년

‘엑조틱 재팬(エキゾチック・ジャパン)’ 사업이 시작된다.177) 그리고 일선에서

‘디스커버 재팬’에 호응했던 것은 당시 대중 잡지였던 『anan』과 『논

노(ノンノ)』를 읽고 있던 여성들이었고, 이들은 ‘안논족(アンノン族)’이라고

불렸다.178)

본고는 서론을 통해 사회의 원자화로 인해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어

려워진 개인의 불안에서 연유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거기에 사회

속의 ‘유리천장’은 여성에게 있어, 이러한 불안을 자극했다.179) 어디론가

혼자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교토(京都)

와 같은 ‘전통 있는 도시’도 아니고, ‘구미(歐米)’와 같은 ‘세련되고 동화

적’이지도 않은 ‘한국의 서울’이라는 장소를 ‘소비’했던 것일까. 사이토 마

리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국·조선은 일본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자주 말해진다. 나는 고등학교까지의 수업에

서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역사를 제대로 배운 기억이 없다. 그래서 이 자주(自主)

세미나처럼 서클에서 알게 된 것이 최초의 거울이었다. 한글을 조금씩 읽을 수 있게

176) 上野千鶴子, 앞의 책, p.140.

177) ‘디스커버 재팬’, ‘엑조틱 재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론의 2절을 참조.

178) 『anan』과 『논노(ノンノ)』에서 가장 빈번하게 소개한 관광지는 교토였다.(양

지 통산 36회) 다음으로 홋카이도(19회), 나라(17회)였다.(難波功士, 「旅するアイデ

ンティティ、アンノン族」, 앞의 책, p.182.)

179) 난바 코지는 안논족에 대한 흥미로운 견해를 전개하는데, 바로 이들이 『ana

n』과 『논노』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행했고, 그 내용은 ‘여성해방’, ‘우먼 리브’

등이었다는 것이다. 여성지를 통해 여성에게 부여된 ‘재봉’은 패션정보로, ‘가정요

리’는 먹으며 돌아다니기와 쿠킹이라고 하는 레저로 변했다는 것이다. 남바는 여

행과 쇼핑, 패션이라고 하는 여성들의 자기주장이 ‘수행’적인 행위였다고 재해석

하고 있다.(難波功士, 위의 책,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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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숨겨진 문이 희미하게 열려가고 있는 것 같은 두근거림이 있었다. 서클실에는

70년대의 학생운동의 꼬리처럼 딱딱한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 우리들은 매일처럼 만

나, 마시고, 주제넘은 논의를 하고, 선배에게 설교를 당하고, 또 집회나 데모에 가서,

서명을 모으고(後略)

韓国・朝鮮は日本を映す鏡だとよく言われる。ワタシは高校までの授業で、朝鮮に対

する植民地支配の歴史をきちんと習った記憶がない。だから、この自主ゼミのようにサー

クルで知ったことが、最初の鏡だった。ハングルが少しずつ読めるようになることには、隠

し扉がわずかにあいていくようなときめきがあった。サークル室には、70年代の学生運動

のしっぽのようなストイックな気分が残っていた。私たちは毎日のように会って、飲んで、

生意気な論議をし、先輩に説教され、また集会やデモに行き、署名を集め(後略)　 (밑

줄 인용자)180)

대학에서 자주적으로 ‘한국(조선)’과 ‘한국어(조선어)’를 배운다는 것은 한

국의 정치적 이미지와 결부되면서 ‘사회 운동’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이었다. 그리고 사이토는 자신과 대척점을 이루는 유형으로 ‘여대생 붐’

을 든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소비로서 자신을 대변하는 다수의 여성들

로, 디스코와 테니스, 스키 등을 레저로 즐기는 사람들이다. 사이토는

“그런 와중에 시대에 뒤떨어지고, 계절에 뒤떨어지는 것이 중첩된 것이

우리였다”며, “그래도 탈아입구에 역행한다는 자부심 같은 것으로 나는

가볍게 고양되고 있었다”고 서술한다.181)

‘탈아입구에 역행한다’는 사이토의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발언에서 서양

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인 양 받아들이고, 안주하는 ‘엑조틱 재팬’의 레토

릭을 조소하려는 의도가 나타난다. 즉, 이들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별난

‘나’로서 ‘포지셔닝’함으로써, 당대의 욕망되던 커뮤니케이션 문맥과는 대

척점에 있었던 것은 사실로서 드러난다. 거듭 지적하지만 이들이 유학을

떠나는 1980년대 초반 시점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독재 정권 하의 ‘어

둡’고, ‘무서운’ 곳이며 기생관광(불륜, 매춘)으로 유명한 남성적인 곳이었

180) 斎藤真理子, 「生きられない飛行機―私はなぜ韓国に行ったか」, 앞의 책, p.253.

181) 위의 책, p.254. “そんな中で、時代遅れに季節外れをかけあわせたようなのが私たちだっ

た。けれども脱亜入欧の逆を行くんだヨという自負みたいなもので私は軽く高揚していたと思

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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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대부분이 중년 남성임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귀여움’을 찾을 수는 없다. 사이토가 말하는 ‘자부심’과 당당함은 ‘한국’

이라는 새로운 맥락 속에서 ‘나’를 찾고자 하는 기대감이었음이 틀림없

다.

이들 유학기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이들의 글쓰기가 단순

히 내적 이야기를 독백하는 ‘일기’나 한국의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지’가 아닌 일종의 ‘수행적 글쓰기’182)였다는 점이다. 도다 이쿠코의 경우

미니코미183) 「웃자 통신(ウッチャ通信)」, 히다카 유니의 경우 동인지

『VIKING』, 쓰쓰이 마키코의 경우 일본의 월간지 『겐다이 코리아(現

代コリア)』에서 글을 실시간으로 연재했다. 물론 각각의 책들이 상정한

독자들의 규모는 달랐지만, 이들은 주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체류기를 발

표하고 독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우선 이들은 ‘한일 교류’의 매개자로서 논지를 전개한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 이 나라를 통해서 일본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본인이라

는 것을 때로는 부끄럽게 느끼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것 등을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자랑 따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것 같은 눈으로 이 나라를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여기서 한국의 친구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본의 친구에게

도 전한다고 하는, 그뿐입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작은 매개를 통해서, 한국을 모르

는 일본인이 한국에 흥미를 가지고, 일본을 모르는 한국인에게 조금이라도 일본의 현

실을 알아줬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私は今、韓国にいて、この国を通して日本をみています。自分が日本人であることを時

には恥ずかしく思い、またこうして自由に外国へ行けることなどを考えると良かったと思いま

す。でも日本人であることを誇りになどは思いません。上から下を見るような目でこの国を

見たくもありません。ただ日本と韓国の違いをここで韓国人の友達と話すように、こうして

日本の友達へも伝えているという、それだけなのです。そして私という小さな媒体を通し

て、韓国を知らない日本人が韓国に興味を持ち、日本を知らない韓国人に少しでも日

182) 조너선 컬러 저, 조규형 역, 『문학이론』, 교유당, 2016, pp183-186.

183) 미니코미(ミニコミ)는 mini communication의 약자로 텔레비전, 라디오, 규모가 큰

잡지 등의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의 반대어로 만들어졌으며, 개인이나 그

룹이 자비 출판을 하고, 친구들을 통해 전달되는 소규모 출판물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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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の現実を知ってもらえたら、それでいいのです。184)

자신을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작은 매체’로 위치 짓는 도다의 말을 통

해 이들의 저서가 단순히 유행을 타서 나온 글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실천’으로서 행해지고 있음 알 수 있다. 도다는 한국이라는 ‘창’을 통해

서 ‘일본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냉전이라는 구조에 편승함

으로써 일본이 얻었던 것은 번영과 평화, 민주주의였다. 마루카와 데쓰시

(丸川哲史)가 지적하듯 이는 한편으로 냉전이라는 전쟁을 한국과 타이완

(대만)이 최전방에서 막아줌으로써 얻을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

본이 기지국가(후방국가)가 될 것을 자처함으로써 얻어진 것이었다.185)

그리고 번영과 평화, 민주주의 위에서 일본은 전전의 ‘제국’의 기억을 망

각해 갔다. 전후 세대에게 있어 한국을 통해 일본을 본다는 것은 그 ‘망

각’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한국이 올바른 궤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

다. 도다는 한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양가적인 태도를 지적한다. 하나는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에서까지, 공사를 가리지 않고 뿌리 깊

게 박혀 있는 ‘반일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선진국으로서의 일본을 쫓아

가고 뛰어넘어야 한다는 ‘조바심’이다. 도다는 이 양가적 감정이 한국의

내셔널리즘을 구축하고 있는 커다란 줄기 중 하나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러한 모순을 목도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공해문제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예외 없이 “한국은 아직 뒤쳐져 있으니까, 거기까

지 신경 쓸 수 없어”라고 하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

서, 그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그

렇게 해서 언제까지나 일본을 “따라잡고 뛰어넘자”를 계속해 가는 것일까요. 나라의

발전이나 경제성장이나 풍부함이나,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 뒤에서 다양한 모

순이 늘어나기만 할 뿐인 건데……. 그리고 이런 것은 내가 과거 “침략”하고, 현재

“나아가고 있는” 측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184) 戸田郁子, 『ふだん着のソウル案内』, 晶文社, 1988, ｐp.104-105.

185) 마루카와 데쓰시, 앞의 책, p.6.



- 79 -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이런 때에는 가슴 안쪽이 개운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을 찾지 못

한 채 곤란해 있습니다.

公害問題について尋ねると、ほとんど例外なく「韓国はまだ遅れているから、そこまで手

が回らない」という答えが返ってきます。でも経済的な問題があるからといって、それで片

付くことなのでしょうか。同じ道を歩むことがそんなに良いことなのでしょうか。そうやっていつ

までも日本に＂追いつき追い越せ＂を続けていくのでしょうか。国の発展とか経済成長と

か豊かさとか、いったい何のためのことなのでしょうね。その裏でさまざまな矛盾が増えるぱ

かりだというのに……。そしてこんなことは、私が過去＂侵略＂し、現在＂進んでいる＂

側に位置しているからこそ言えることなんでしょうか。私にはわからない。いつもこんな時に

は胸の中がモヤモヤして、言うべき言葉を見つけられずに困ってしまいます。186)

원자력 발전소 문제, 공해 문제는 모두 일본이 ‘고도경제성장’을 경험하

면서 당면했던 문제들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일본을 쫓아오고, 뛰어넘

으려 한다. 이 서울올림픽을 향해 가는 달려가는 한국에서 운동권이자

지식인인 학생들조차 발전의 ‘이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다는 ‘일

본 속의 한국’에서 촉발된 인터내셔널한 평화주의(혹은 환경주의)와 ‘한

국 속의 일본’에서 발견되는 ‘반일 내셔널리즘’의 간극 속에서 ‘가슴 안쪽

이 개운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다.187)

다음으로, 이들은 ‘재일조선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교감하려 한다. 이들

의 기록에 적힌 것은 하숙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신촌 거리(대학가)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고, 어학당에서 함께 공부하는 재일조선인 유학생들의

모습이다. 윤다인에 의하면, 한국으로 ‘모국수학’을 오는 학생들의 숫자는

‘민단(在日本大韓民国民団, 줄여 民団)’의 자료만으로도 1970년대부터 한

해 100명 내외일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188) 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으나, 흥미로운 부분은 여성 일본인 유학생들

186) 위의 책, pp.61-62.

187) 도다의 유학 시기는 교과서문제와 나카소네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초중고 입학·졸업식에서의 ‘국가 제창’ 등 일본이 우경화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강화되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한국, 중국 등의 주변국이고, 도다는 이러한 ‘반일감정’을 일본인이

의식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188) 윤다인, 「모국수학이 재일동포의 민족 아이덴티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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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재일조선인 유학생들과의 강한 동질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히다카의 경우 재일조선인 여학생의 소개로 하숙집을 구할 수 있었고,

단짝처럼 같이 지냈다고 서술하고 있다. 도다의 경우도 재일조선인에 관

한 깊은 관심을 표명한다.

조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최근 한국 붐에 탑승하여 쉽게 외

출해버리는 일본인을 어떤 생각으로 보고 있을까? 나 자신도 그런 일본인의 한사람으

로 비쳐지는 질지도 모른다.

祖国へ帰りたくとも帰れない人たちは、最近韓国ブームに乗ってホイホイと出かけてしまう

日本人を、どんな思いで見ているのだろう？私自身もそんな日本人の一人だと映るかもし

れない。189)

재일조선인에 관한 책도 몇 권 읽어보았다. 재일로서 사는 것의 의미를 일본인의 내

가 생각한다. 조국이란 무엇인가, 재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는 타인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쳐 생각해보는 것에도 연결된다. 재일

의 사람들의 조국으로의 도피원망(逃避願望)이 충족되지 않는 현실을 나도 몇 가지

알고 있다. 재일에게 기대하지 않는 현지인. 일본에서의 차별로부터 도망쳤더니, 역으

로 조국에서의 차별이 있다고 하는 현실.

在日朝鮮人に関する本もいくつか読んでみた。在日として生きることの意味を、日本人

の私が思う。祖国とは何か、在日としてどう生きるか、これは他人の問題ではない。日

本人がどうあるべきかを考え直すことにもつながってくる。ザイチの人たちの祖国への逃避

願望が満たされない現実を、私もいくつか知っている。在日に期待しない現地人。日本

での差別から逃げたら、さらに祖国での差別があるという現実。190)

재일조선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을 생각한다는 도다의 서술에는 강한 연

대의식이 느껴진다. 물론 이 여성들이 찾는 ‘나(아이덴티티)’는 재일조선

인들이 찾았던 ‘에스닉 아이덴티티’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억압’과

‘차별’에 대항하는 여성과 재일조선인(마이너리티)의 연대는 한국이라는

189) 위의 책, p.46.

190) 위의 책,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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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위에서 비로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일본’에서 자신을 어떻게 위치 짓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도다는 방학 중 일본으로 돌아갔다 온 일을 회상하면서,

“쇼윈도에 장식된 형형색색의 옷, 건강하게 그을린 젊은이들, 여자애들의

탱크톱을 입은 모습, 미니스커트, 남자들의 쇼트 팬츠” 등에 대해 ‘자극

적’이라고 표현하며 녹아들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원하는 것은 모두 얻

을 수 있는 ‘편리의 나라’ 일본이지만, ‘빠듯한(ぎりぎり)’ 일본보다 ‘느긋하

게(のんびり)’ 놀 수 있는 한국을 긍정하고 있다.

그래도 없으면 없는 대로 모두 어떻게든 살아간다. 바나나나 키위나 캘리포니아 산

의 그레이프 프룻츠 따위 먹지 않아도 죽을 일은 없잖아. 돈과 바꾸는 것으로 무엇이

든 손에 넣는 상황이라면, 소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마비돼 가는 것 같아서 무서워.

일본에 사는 여러분, 조심하세요!

でも、なければないなりに皆なんとかやってる。バナナやキウイフルーツやカリフォルニア

産のグレープフルーツなんで食べなくたって、死ぬわけじゃないもんね。お金と引き替えに

何でも手に入る状況だと、消費に対する感覚がだんだん麻痺していくみたいで恐い。日

本で暮らすみんな、気をつけて！191)

도다는 일본의 ‘과도한 소비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 소비에 대

한 감각이 마비되어버릴 것만 같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의 서울도 ‘대

도시’이지만 상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다. “포식과 물질문명이

침투해 있는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망이 도다를 한국으로 이끄는

것이다. “‘고도소비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상품마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분화되어 버린 사회”이고 “소비의 동기형성이 꿰뚫어보기 어려

워지고, 합의불가능이 되어버린 사회”라는 점에서 도다의 이러한 두려움

은 납득이 가능하다.192) 그러나 미야다이가 지적하듯 “<이야기>의 자명

성이나 일반성이 사라진 만큼, 고도소비사회에서는 소비의 ‘허구성’에 대

191) 위의 책, p.78.

192) 宮台真司, 「新人類とオタクの世紀末を解く」, 『中央公論』 105(10), 1990.10, p.182.

“「消費社会」とは、商品の消費がフィクションの消費を伴いはじめる社会、ということ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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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판적인 시점이 수립되기 쉽”고 “소비사회 비판의 존재 그 자체가

그 사회가 ‘고도소비사회화’의 지표”라는 점에서, 도다 또한 ‘별난 나’를

증명시켜주는 ‘한국’이라는 이야기를 ‘소비’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

까.193)

정리하자면, 이들은 한국 유학의 경험을 서술함으로써, 한국을 둘러싼

담론을 자신에게 뒤집어씌웠다. 한일관계, 재일조선인 문제 등에 대해 자

신의 소신을 말하면서, 정치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의 부

정적 이미지(독재 정권, 후진성)도 이들의 ‘별난 나’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이들은 동세대의 소비문화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차별화시키고 있는 것이다.194)

이에 따라 한국이 ‘별난’ 일본인 여성들에게 있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의 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장의 레포트 용지에서 시작한 통신도, 회를 거듭할수록 볼륨업이 되고, 발행 부수

도 소문을 통해 점점 늘어 갔습니다. 그와 함께 매월의 수작업의 수고로움에 비명을

지르는 회수도 늘어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1개월분의 신문을 정리하고, 화제를 고르

고, 손으로 원고를 만들어, 근처의 복사집에서 몇 백 장 분의 양면 복사를 하고, (중

략) 이런 때, 일본으로부터의 편지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매달 기대하고

있다”, “흥미로웠다” 등의 기쁜 치켜세우기에 맞추어, 좋아, 다음은 이런 것을 소개해

보자, 저걸 조사해보자라며 혼자서 열중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一枚のレポート用紙に始まった通信も、回を重ねるごとにボリュームアップし、発行部数

も口コミによってどんどん増えていきました。それとともに毎月の手作業の大変さに悲鳴をあ

げる回数が増えていったのも事実です。一ヶ月分の新聞を整理し、話題を選び、手書

きで原稿をつくり、近所のコピー屋で何百枚もの両面コピーをとり、(中略)そんな時、日

193) 위의 글, p.183. “<物語>の自明性や一般性が失われてしまった分だけ、高度消費社会

では、消費の「虚構性」への批判的な視点を樹立しやすくなる。だから消費社会批判の存

在それ自体が、その社会の「高度消費社会化」のメルクマールなのである。”

194) 쓰쓰이 마키코는 다음과 같이 유학의 계기를 서술한다. 출판사에서 일하며 책

의 기획에 참고하기 위해 서점을 찾은 그는 외국 서적 쪽을 둘러보았다고 한다.

“‘조선·한국이라고 적힌 (서점의) 책장에는 책이 거의 없고, 넓은 공간이 남아돌

고 있다고까지 느꼈다. 「이거야! 지금부터는 한국이야!」 그렇게 생각한 순이,

나와 한국의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다.”(筒井真樹子 『ソウルのチョッパリ : 私の留学

記』, 亜紀書房, 1991, pp.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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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からの手紙がどんなに励みになったかしれません。「毎月楽しみにしている」「おもしろ

かった」などといううれしいおだてにのって、よし、次はこんなことを紹介しよう、あれを調べ

てみよう、と一人で夢中になったりもしました。195)

물론 이러한 배경 속에는 ‘한국 붐’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덕

도 있으리라. 그럼에도 도다의 글이 일기나 ‘서울 안내’에서 시작하여, 신

문을 번역하여 한국의 정세를 소개해 주는 ‘전문성’을 지니게 됐다. 또한

답답한 마음에 늘어놓는 ‘질문’들이 나중에는 소신 있는 ‘주장’이 되기도

했다.

독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일본인 여성들이 ‘한국’이라는 다이나믹

한 공간에서 ‘적응’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도 컸

을 것이다. 1980년대 여성 직장인(OL)들이 늘어나고, 1985년부터 ‘여자차

별 철폐조약’과 ‘남녀고용 기회균등법’이 차례대로 시행되면서, ‘소비자’로

서의 여성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남성 논자들, 특히 오쓰카 에이지 등은

이들을 ‘생산하는 남성’과 대비되는 ‘소비하는 소녀’로 간주하며 80년대를

‘소녀의 시대’라고도 명명하기도 했다. 또한 이토 도요(伊東豊雄)는 들뢰

즈-가타리의 ‘유목민’ 개념에 착안하여, “끊이지 않는 업무, 쇼핑, 놀이,

잠의 경주를 매일 같이 달리고 있”는 도시 여성 노마드를 고안해 내기도

했다.196) 이러한 ‘도시 여성 노마드’, ‘부유녀(浮游女)’에게 한국은 ‘(진정

한) 나’를 찾는 고투와 정주 (불)가능성에 대한 탐색할 수 있는 무대였

다.

그러나 이들이 유학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온 1987~88년은 한국 붐의 전

성기로, 이들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도 달라졌다.

물론, 한국이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것은 기쁘다. 그렇지만, 이전의 머리로 이 낙차

를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은 어려웠고, 애초에 나는 의심이 많은 성격이다. “한국어? 뭐

야, 그건”, “별난 거를 배우고 있구나”라는 말을 계속 들었는데, 갑자기 “선경지명이

195) 戸田郁子, 앞의 책, p.114.

196) 조나단 레이놀즈 저, 육영신 역, 「이토 도요, 이시오카 이쿠코, 그리고 여성 도

시 노마드 라는 환상」, 『한국근현대미술사학』제34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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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네요” 등의 칭찬을 받으면, 당황해버린다. 이게 올림픽 효과라면, 그냥 붐이라면,

바로 사라지고 도로아미타불이 되겠지 라고 그때 나는 생각했다.

もちろん、韓国がこんなに脚光を浴びるようになったのは嬉しい。だが、以前のままの頭

でこの落差を一気にのりこえるのは難しかったし、だいたい私は疑い深い。「韓国語?な

んだ、それは」「へんなもの習ってるんだね」と言われつづけてきたのに、突如として

「先見の明がおありで」なんでほめられたって、とまどってしまう。これがオリンピック景気

なら、ただのブームなら、たちまち過ぎ去って元のもくあみになるだろう─とそのとき私は考

えたのだった。197)

히다카의 술회처럼, 한국의 위상이 바뀌어감에 따라, 이들도 ‘별난 나’에

서 ‘선견지명을 가진 나’로 바뀌어버렸다. 이들이 ‘미니코미’, ‘동인지’, ‘전

문지’의 작은 단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연재했던 글들은 ‘한국 붐’

의 수혜를 받아 편집되어 출판됐다. 그리고 이 책들은 한국 붐을 상징하

게 됐다. 덕분에 히다카는 통역사가 되어 한일 교류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올림픽 효과가 끝나면 사라질 것이라고 한 히다카의 예측은 보란 듯이

빗나가고, 한국은 일본의 가까운 파트너로서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 이들

은 번역가, 통역사 등으로 오늘날에도 한일 문화 교류의 현장을 지탱하

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어두운 시대 속 고군분투기를 담은 이들의 수행

적 글이 밝은 시대(서울 올림픽과 한국 붐)에 종속되었다는 사실은 다소

아이러니하다. 이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내는 1990년대의 ‘한국상(韓国

像)’, 그리고 2000년대부터 생긴 ‘한류’ 현상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197) 日高由仁, 앞의 책,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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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카가미 겐지: 진지와 유희 사이에서

3.1. 『이야기 서울(物語ソウル)』 재고(再考)

나카가미 겐지(中上健次, 1946~1992)는 1975년 단편소설 「곶(岬)」이

신인문예상인 아쿠타가와상(芥川賞)을 수상하며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

작하고, 1977년 장편소설 『고목탄(枯木灘)』으로 마이니치출판 문화상

(毎日出版文化賞), 예술선장 신인상(芸術選奨新人賞)을 거머쥐며 일약 문

단을 이끄는 전후 세대 작가로 발돋움한다. 나카가미의 문학세계는

「곶」과 『고목탄』으로 대표되는 ‘기슈구마노 사가(紀州熊野サーガ)’198)

와 ‘골목(路地)’199)으로 집약되지만, 「곶」을 집필하기 이전인 ‘습작기’

혹은 ‘초기 문학’의 세계에서는 대도시 도쿄를 배경으로 한 청년 세대의

이야기를 주로 창작했다는 점200)에서 그의 독특한 문학 세계가 끊임없는

198) 기슈-구마노는 일본 와카야마현 남부를 가리키는 지명들로, 이외에도 기이반도

(紀伊半島)라고도 불린다. 나카가미 겐지의 고향인 신구시(新宮市)도 여기에 속해

있다. 기슈구마노 사가(saga)는 「곶(岬)」(1975), 『고목탄(枯木灘)』(1977), 『땅

의 끝 지상의 때(地の果て 至上の時)』(1983) 3부작을 중심으로, 주인공 아키유키

(秋幸)와 복잡한 혈족 관계의 비극을 그린 작품 세계를 가리킨다. 주인공 아키유

키는 3명의 아버지를 두었는데, 친아버지(하마무라 류조)는 ‘골목’의 악한으로, 그

릇된 일로 성공했다는 소문이 도는 인물로, 아키유키를 임신 중일 때, 외도와 범

죄 행위를 일삼으며, 결국 감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연이 끊기게 된다. 아키유키

는 어머니의 죽은 전남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게 되지만, 이윽고 어머니의 재혼

과 함께 어린 아키유키만 따로 새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된다. 어머니의 재혼에

분노한 형 이쿠오가 나무에 목을 매달고 자살하게 되고, 여자형제들도 병치레로

고생한다. 성인이 된 아키유키는 악한인 친아버지를 닮아 거대한 체구를 가지며

육체노동(공사현장)에 종사한다. 그러나 자신의 친아버지와 길에서 마주치게 되

고, 그를 증오하면서도 욕망하게 된다. 기슈구마노 사가(saga)는 지역에서 일어나

는 이러한 복잡한 가계의 폭력과 죽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199) ‘路地(ろじ)’는 소위 ‘골목’으로 번역되지만, 나카가미 문학에 있어서는 보다 상징

적인 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 나카가미의 고향의 ‘피차별부락’을 가리키며, 그 또

한 어린 시절 잠시 살았던 지역이다. 보다 정확히는 ‘구신구(旧新宮)의 뒷산 일대’

를 가리키며, 피차별 부락민, 재일조선인 등이 ‘중심’ 혹은 ‘정상’ 사회로부터 배제

됨으로써 밀려나 형성된 지역이다. (鄭俊枝, 「中上健次と『路地』」, 한양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pp.8-9) 더불어, 나카가미의 문학적 세

계가 견고해짐에 따라, 일본 시민사회의 모순(차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치

적 장소이자, 전락한 귀족이나 떠돌이들이 숨어들어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로 삶

과 죽음이 공존하는 ‘타계(他界)’이기도 하다.

200) 나카가미의 초기작은 단편소설집 『18세, 바다로』(김난주 역, 무소의뿔, 2020.)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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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과 탐구 속에서 탄생했음을 알 수 있다.

나카가미는 고향인 와카야마현 신구시(和歌山県新宮市)에서 나고 자라,

19살에 ‘수험생’의 명목으로 도쿄로 상경한다. 그러나 그는 와세다 예비

교(早稲田予備校)에 거의 출석하지 않고 음악에 심취해 신주쿠의 재즈

카페에 드나들거나, ‘베트남전쟁 반대 운동(반전운동)’이나 ‘한일수교 반

대 운동’의 시위 행렬에 가담하거나, 문예 동인지 「문예수도(文藝首

都)」에 활동하며 소설 집필을 한다. 사카구치 안고(坂口安吾), 요시모토

다카아키(吉本隆明) 등의 ‘안보의 정신적 지주’들을 탐독하며, 아나키스트

인 마키타 요시아키(牧田吉明) 등과의 교제를 이어나간다. 1967년 제 1,

2차 ‘하네다투쟁(羽田闘争)’과 ‘오지미군야전병원 반대투쟁(王子野戦病院

反対闘争)’, ‘나리타공항반대투쟁’에도 참가한 그는 명실상부 ‘전공투세대’

의 일원이었다.

‘연합적군 사건’으로 전공투의 막이 내리고, 나카가미는 하네다 공항에

서 화물 승하차 노동자로서 일을 하게 된다.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하는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집단의 시대가 끝나고, 사회는 원자화되기 시작한

다. 사회에는 ‘개인’들의 이야기가 확산되어 가고, 문단도 예외가 아니었

다.201) 그러한 와중에 나카가미가 눈을 돌린 곳은 ‘고향(지연)’과 ‘가족(혈

연)’이었다. 반항적인 도시 청년세대에 관한 초기 소설에서 ‘고향’과 ‘혈

족’에 관한 ‘이야기’ 탐구로의 변화는 곧, ‘나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연유하는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과 직결된다.202)

나카가미는 도시와 고향(신구시)를 왕복하면서, 자신의 유년시절을 반추

하기도 하고, ‘골목’의 사람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채집하기도 한다. 즉,

201) 1970년에 들어와 문단에서 활동했던 세대를 ‘내향의 세대(内向の世代)’라고 부

르는데, 이는 문예비평가 오다기리 히데오(小田切秀雄)가 주창한 용어로, 1930년

대에 태어나, 학생운동의 퇴조와 맞물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개인의

일상, 실존과 내면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작가들을 가리킨다. 대표적으

로는 후루이 요시키치(古井由吉), 고토 메이세이(後藤明生), 아베 아키라(阿部昭)

등이 있다.(호쇼 마사오 외, 고재석 역, 『일본 현대 문학사』 下, 문학과지성사,

1998 pp.131-132.)

202) 나카가미는 「문학에 있어 나란 누구인가(文学における私とは誰れか)」라는 짧은

에세이를 통해, 문학과 ‘나’에 대한 단상을 전개했다. 쓴다는 것은 “‘나를 나타내

는 방법”이지만, 언제나 “보기 좋게 실패”한다고 서술하고 있다.(「文学における私

とは誰れか」, 『中上健次全集』 14, 集英社, 1996, pp.3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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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가미 겐지에게 있어 ‘구마노’, ‘골목’이라고 하는 지역은 ‘상상’되고

‘발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2장에서도 다뤘듯, 나카가미의 세

대가 ‘자연 회귀’를 욕망하여, ‘8mm 레코드 카메라’를 들고, 바이크를 타

며 지방(시골)으로 향했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이야기로, ‘전공투 이후’의

원자화된 사회와 그 속에서 나타나는 ‘존재의 불안’ 속에서 그는 출신(피

차별부락)에 대한 문제의식과 문학적 감수성을 결합시켜 ‘기슈-구마노

사가’를 직조해낸 것이다.

한편, 나카가미를 둘러싼 일본은 국내외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의 파도 속에 놓여있었다. 나카가미가 발견한 ‘골목’이 이윽고 지방개발

정책으로 인해 파괴되는 한편, 그는 해외 취재 명목으로, 홍콩와 마카오

를 시작으로, 세계 곳곳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203) 그리고

이러한 나카가미 문학의 전환기에 ‘한국’이 있었다. 한국 체험을 시작으

로 나카가미는 자신의 문학적 상상체인 ‘골목’을 세계 곳곳으로 확장시키

려 했다. 또한 그는 수차례 한국에 방문하거나 장기체류를 하기도 하고,

한국의 작가들과 교류를 가지면서 ‘동양(아시아)’에 관한 사상적 관심까

지 표출하기도 한다.204) 그리고 그가 본격적으로 한국을 탐색하기 시작

한 1978년으로부터 약 7년째 되던 해에, ‘한국’과의 수많은 교류를 바탕

으로 한, 일종의 문학적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편 소설 『이야기

서울(物語ソウル)』를 발표한다. 『이야기 서울』은 일본어 소설임에도 불

구하고 서울 영등포를 배경으로 하여 순수하게 ‘한국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으로, 나카가미의 ‘골목’의 사상과 미학을 한국에 적용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야기 서울』이 문단에 철저한 외면을 받았

다는 사실이다.205) 더욱이 선행연구들에서도 『이야기 서울』에 대한 평

203) 「곶」의 아쿠타가와상 수상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같은 해, 그는 취

재 명목으로 처음으로 일본을 떠나 홍콩과 마카오로 출장을 떠나고, 이듬해 뉴욕

의 할렘가를 방문하며, 그 다음해에는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204) 판소리, 가면극 등의 한국의 민속예능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나카가미의 한

국 기행은 공식적인 취재·교류 방문만 해도, 1978년 6월 5일~16일, 1980년 6월 28

일~7월 4일, 1984년 1월 8일~15일, 동년 2월 초로, 활발히 이뤄졌으며, 1981년에는

2월부터 7월까지 약 반년 간 여의도에서 장기체류까지 하게 된다. 체류 중 윤흥

길, 김지하, 이호철, 황석영 등의 작가들과 활발히 교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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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야기 서울』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지적

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 설정과 황당무계한 전개인데, 아카시 후쿠코

(明石福子)는 베트남 귀환병, 한국의 뒷골목을 그리려했으나 실패하고

‘활극을 흉내 낸 절도나 암살극’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으며,206) 이종욱

은 원체험의 부재를 원인으로 들며 억지스럽고 시대착오적인 이야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207) 조관자는 『이야기 서울』이 다분히 남성주의적

시각에서 쓰인 소설이며, “일본 신좌익 세대의 아나키즘적 체취와 일본

인의 ‘기생관광’을 연상시키는 분위기”208)를 풍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편, 조영애(曺英愛)는 『이야기 서울』에 대해 이항대립적 사고를 거부하

는 포스트모던 문학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데, 나카가미가 『이야기 서

울』을 통해, 한국 근대문학이 안고 있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며, 한국문

학이 탈근대로 나아갈 것을 예견했다고 논한 바 있다.209) 그러나 역설적

으로 이러한 ‘긍정’은 앞선 연구들의 ‘부정’과 표리일체이며, 어떤 반박도

되지 못한다.

우선 나카가미 문학에 있어 『이야기 서울』이 가지는 위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나카가미 겐지는 세계의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한국’

을 발견하고, 『이야기 서울』(1984)을 집필하기까지, 장편소설 『봉선화

(鳳仙花)』210)(1980), 연작단편집 『천년의 유락(千年の愉楽)』211)(1982),

205) 『物語ソウル』가 발표된 당시 발표된 비평은 松本徹, 「文芸詩評-『物語ソウ

ル』評」, 『世界日報』, 1984.6.; 栗津則雄, 「今月の新刊抄-『物語ソウル』評」,

『潮』, 1984.8; 青木冨貴子, 「中上健次, 『物語ソウル』」, 『諸君』, 1984.9; 四方

田犬彦, 「中上健次・荒木経惟, 『物語ソウル』」, 『Marie Claire Japan』, 1984.;
川村湊, 「韓国という鏡」, 『文藝』, 1985.4.의 5건 정도뿐이다.

206) 明石福子, 「『物語ソウル』論」, 関井光男編, 『国文学解釈と鑑賞 別冊ー中上健

次』, 至文堂, 1993, p.177.

207) 이종욱, 「준주변의 가능성- 나카가미 겐지 『이야기 서울』을 중심으로」,

『일본사상』 제8호, 일본어문학회, 2005, pp.155-157.

208) 조관자, 「나카가미 겐지의 ‘골목’: 배타적인 ‘타계’」, 『한국언어문화』 제6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9, p.44.

209) 曺英愛, 「韓国「近代文学」への問いかけ―中上健次『物語ソウル』を中心に―」,

『日本アジア研究』, 2013 PP.15-17.

210) 「곶(岬)」, 『고목탄(枯木灘)』의 기슈구마노 사가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작

품으로, 아키유키(秋幸)의 어머니인 후사(フサ)의 전사(前史)를 그리고 있다. 『봉

선화』에는 일본으로까지 영향을 미친 서구의 세계대공황(1929)과 만주사변

(1931), 노구교사건(1937), 태평양 전쟁(1941-1945), 그리고 기슈(紀州)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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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소설 『땅의 끝 지상의 때(地の果て 至上の時)』212)(1983) 등을 펴냈

다. 이 작품들은 플롯으로는 ‘기슈구마노 사가’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

안에는 ‘한국’으로부터의 영향이 역력하게 남아있다. 우선 『봉선화』는

한국 소설가 윤흥길과 ‘어머니’를 테마로 한 장편소설을 동시 출판하기로

한 프로젝트 위에서 집필된 것으로, 골목을 생명의 근원인 ‘여성=어머니’

의 공간으로서 포착한 나카가미 문학의 ‘전환점’으로서 평가받는 작품이

다.213) 『천년의 유락』의 경우 모든 인간의 생과 사를 기억하고 있는

화자 오류노오바(オリュウノオバ)가 한국의 ‘무당’에서 영감을 받아 집필되

었다. 『땅의 끝 지상의 때』는 1981년 나카가미가 반년 간 서울에서 체

류하고 있을 때 1부의 원고를 집필하기도 했다.214)

그 중에서도 나카가미 겐지의 역작이라고 평가받는 『천년의 유락(千年

の愉楽)』의 미학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고 있다.

『천년의 유락』에서 오류노오바의 이야기가, 모토오리 노리리가가 『칡꽃(갈화/く

ず花)』에서 설명하고 있는 ‘언전(고토즈타)으로’, 즉 구승문학의 요건을, 거의 부족함

없이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작자는, 이른바 문자에 의한 구승전설을 ‘이야

기’하고 ‘노래’한다고 하는 과감한 실험을 위해, 이 오류노오바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

어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노래’하는 그녀의 목소리의 실재를 우선 믿고,

그것을 문자로 옮기는 것으로서, 현대일본의 한가운데에 『천년의 유락』의 공시적

지진(1946)에 이르기까지의 수난의 쇼와(昭和)시대를 담고 있으며, 일본의 주변인

신구시에서 한 여성의 눈으로 일본의 근현대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여준다.

211) 연작단편소설집인 『천년의 유락』은 한 일가의 비극적인 장소였던 ‘골목’을,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아는 산파이자 노인인 오류노바(オリュウノ

オバ)라고 하는 화자를 내세우며 “성스러움과 부정함이 환류하여 만나는 신화적

공간”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渡部直己, 『中上健次論―愛しさについて』, 河出書房

新社, 1996, pp.107-109.)

212) 『땅의 끝 지상의 때』는 「곶(岬)」, 『고목탄(枯木灘)』에서 이어지는 기슈구

마노 3부작의 마지막 작품으로, 주인공 아키유키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원인

인 친아버지 하마무라 류조가 허무하게 자살해버리고, 아키유키가 마을에 불을

지르고 끝나버리는 다소 허무한 결말을 맺는다. 이는 나카가미가 자신이 직조했

던 문학적 세계를 부수는 의도적인 결말로 평단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213) 나카가미는 ‘골목’을 여성적 질서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포착하고 있다. 윤흥길

은 장편소설 『에미』는 청한문화사에서 1990년 출판했다.

214) 『땅의 끝 지상의 때(地の果て 至上の時)』의 1부는 『문예중앙』(중앙일보사)

1981년 6월호에 한국어판(소설가 이호철 역)으로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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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설공간을 개척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千年の愉楽』におけるオリュウノオバの物語が、本居宣長が『くず花』で説いてい

る「言伝(コトヅタ)へ」、つまり口承文学の要件を、ほぼ過不足なく充足させていること

は明らかである。作者は、いわば文字によって口承伝説を「語」り「謡」うという果敢

な実験のために、このオリュウノオバという人物を創り出した。そして、「語」りつづけ、

「謡」いつづける彼女の声の実在をまず信じ、それを文字に移すことによって、現代日

本の只中に『千年の愉楽』の共時的言説空間を切り開こうと試みたのである。215)

나카가미 겐지의 ‘아시아’는 폐쇄된 곳에 존재한다. 그리고 ‘골목’이라고 하는 소우주

를 막은 ‘경계’ 너머에 있는 것은 ‘근대’라고 하는 시간뿐 아니라, ‘중앙’이라고 하는 공

간이다. 나카가미의 ‘아시아’를 굳이 정의하자면, 그것은 ‘동양’에 대한 ‘아시아’이며,

‘중앙’에 대한 ‘주변’이며, ‘도시’에 대한 ‘시골’이고, ‘중화’에 대한 ‘서역’이며, ‘관’에 대

한 ‘민’이며, 그리고 ‘한’에 대한 ‘화’이다.

中上健次の「アジア」は閉ざされたところに存在する。そして「路地」という小宇宙を

閉ざした「仕切り」の向こうに在るものは「近代」という時間だけではなく、「中央」と

いう空間でもある。中上氏の「アジア」を敢えて定義するとしたら、それは「東洋」に対

しての「アジア」であり、「中央」に対しての「周辺」であり、「都」に対しての

「鄙」であり、「中華」に対しての「西域」であり、「官」に対しての「民」であ

り、そして「漢」に対しての「和」である。216)

나카가미 겐지는 한국이라고 하는 ‘준주변’을 통해 ‘구승문학’과 ‘현대문

학’을 잇는 가교를 발견했다. 또한 그는 ‘근대’와 ‘중앙(중심)’을 철저히

비판하며, 전근대적 세계인 ‘골목’을 그렸던 것이다. 물론 보수주의 평론

가인 에토 준이 기도했던 것은 미국에 의해 ‘폐쇄된’ 전후 일본의 언설공

간(閉ざされた)’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였으며, 리비 헤데오는 서구의

‘동양(오리엔탈)’과는 다른 동양의 ‘독자적 근대(매지컬 리얼리즘)’를 염두

에 두고 논지를 전개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나카가미 문학이

대변하고 있는 것은 서양과 다른 ‘또 하나의 보편’의 세계임에는 틀림없

215) 江藤淳, 「「路地」と他界」, 『自由と禁忌』, 河出書房, 1984, p.211.

216) リ─ビ英雄, 「アジアの伝唱者、オリュウノオバ─韓国で『千年の愉楽』を読む」, 「日

本の作家24 中上健次」, 『群像』, 小学館, 1996,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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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본론으로 돌아와, 위와 같이 나카가미 겐지의 문학 세계는 ‘한국’을 통

해 보다 구체화된 사상과 미학을 성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야

기 서울』(1984)은 이러한 작품들 다음에 오는 작품으로 ‘한국’의 영등포

를 배경으로 하여, ‘골목’의 미학을 ‘외부(영등포)’로 옮긴 첫 작품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야기 서울』은 철저히 외면을 받았

다. 이는 다분히 역설적으로, 나카가미의 문학 세계가 일본의 ‘신구’라고

하는 지역에서밖에 통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닫혀있는 세계’임을 의미한

다. 이에 따라 왜 나카가미의 사상과 미학이 ‘한국(영등포)’으로는 확대될

수 없는지, 그 실패를 되묻는 작업이 요청된다. 본고에서는 『이야기 서

울』을 재독(再讀)함으로써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고, 그의 ‘실패’에 대해

되묻고 답해보도록 하겠다.

『이야기 서울』의 배경은 ‘영등포’의 한 골목이다. 나카가미가 영등포

를 알게 된 계기는 『이야기 서울』과 짝을 이루는 르포르타주 『윤무하

는, 서울(輪舞する、ソウル。)』(1985)에서 찾아볼 수 있다.217) 우연하게 만

나 친해진 한국인 청년의 하숙에 초대받은 그는 영등포에서 ‘골목’을 발

견한다.218) 자신의 고향을 상기시키는 영등포의 골목에서 나카가미는 황

217) 『이야기 서울』은 1984년 6월, 『윤무하는, 서울.』은 1985년 11월로 두 책의

출간일은 1년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1984년 1월과 2월에 연속으로 각 책의 취재

명목으로 방한한 것으로 보아, 두 책의 기획이 동시기에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윤무하는, 서울.』의 대부분이 1981년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서의 반년간

의 체류 기간에 대한 회상으로 남아있으며, 『이야기 서울』의 배경인 ‘영등포 골

목’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을 맺음으로써, 두 책의 연관관계를 알 수 있다. (中根

隆行, 「中上健次の韓国体験と後期作品群のアジアへの展開」, 『比較文学』 40,

1998, p.67.)

218) 자메이카의 레게음악의 거장 밥 말리(Bob Marley)가 죽은 1981년 5월, ‘반체제’

를 외치는 레게음악이 한국에서 금지되어 밥 말리의 부고 소식이 신문에서조차

나오지 않았을 당시, 재일조선인 작가 이양지(李良枝)와 술을 마시며 밥 말리를

추모한다. 술에 취한 채 빗속을 달려 근처 호텔에 도착, 룸서비스 보이인 ‘심’을

알게 된다. 심의 초대를 받아 도착한 곳이 ‘영등포 골목’이었던 것이다.(中上健次,

『輪舞する、ソウル。』 ) 대영 제국에 의한 긴 식민지 경험과 자유를 노래한 흑인

혼혈 밥 말리, 재일조선인 이양지, 광주 출신(출신 이외에는 자세한 묘사가 없지

만) 청년인 ‘심’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억압(차별)의 기억과 자유에 대한 강렬한

의지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연결되어 ‘영등포’는 나카가미의 문학세계인 ‘골목

(路地)’과 겹쳐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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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감을 느낀다.

리어카 한 대가 지나가면 통행인이 허리를 바싹 달라붙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좁

은 길이 쭉 곧게 뻗어 있고, 양 쪽에 집이 연립해 있다. 평범한 집도 있는가 하면, 과

자 가게, 석탄가게, 술집도 있다. 진로 소주에 취한 귀에, 골목이라고밖에 말할 길이

없는 늘어선 집락 안에서 새어 나온 소리가 모이고, 울려 퍼져, 그것이 곧은 길 위의

푸른 하늘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 (중략) 영등포의 골목에 발정한 것이다. 개 짖

는 소리가 난다. 아이의 소리가 들린다. 밖을 지나가는 여자의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뒤섞여, 방 안에 있는 나의 귀 안쪽으로 소용돌이 치고, 게다가 소리는 나를 넘어 골

목 전체를 둘러싸고, 하늘로 올라간다.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눈의 착각이

다. 한국의 여기에서는, 빛은 골목으로부터 하늘을 향해 해방되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다.

リヤカーが一台通れば通行人は脇にへばりつか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な狭い道が延々と

まっすぐのび、両側に家が立ち並んでいる。普通の家もあれば駄菓子屋、炭屋、飲屋

もある。真露(チンノ)で酔った耳に、路地としか言いようのない建て込んだ集落の中からも

れ出た音が集まり、反響し、それがまっすぐな道の上の青空に抜けていく気がする。(中

略)永登浦(ヨンドゥンポ)の路地に発情したのだ。犬の声がする。子供の声がする。外

を通りかかる女の声がする。音がないまぜになり、部屋の中にいる私の耳の内側で渦巻

きを籠り、さらに音は私を越えて路地全体をつつみ、空に立ちのぼっていく。光が空から

落ちてくるのは眼の錯覚だ。韓国のここでは、光は路地から空にむかって放たれ立ちの

ぼってゆくのだ。219)

나카가미 문학에 있어, 골목은 도망치고, 쫓겨나고, 전락한 사람들이 모

여드는 주변이자,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곳이다.220) 골목에는 ‘생명

력’, ‘폭력’, ‘인간의 벌거벗은 본성’이 응축되어 있고, ‘빛’과 ‘소리’에 의해

형상화된다. 『윤무하는, 서울』에서는 나카가미의 영등포 발견이 다소

우연적이고 감상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영등포가 지닌 역사를 살펴보

았을 때, 그의 직관이 틀린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영등포역은 조선 최초의 기차역으로, 1899년 9월 18일에 개통되었으며,

경인선과 경부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

219) 中上健次・篠山紀信, 『輪舞する、ソウル。』, 角川書店, 1985, pp.92-93.

220) 中上健次・尹興吉, 『東洋に位置する』, 作品社,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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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점기 당시 영등포는 일본인 밀집지역 중 하나였다. 이후 교통적 이

점에 힘입어 근대식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919년 경성방직이,

1930년대에는 만주사변에 의해 군수 공장이 들어섰고, 삿포로발(發) 조

선맥주 공장이 들어선 것도 이 시기이다. 해방 후인 1950년대 6·25 직후

진로소주 공장이, 1960년대에는 제과(해태, 롯데) 공장이 들어서고, 1970

년대에는 주변의 구로 공단이 활기를 띠고, 영등포 또한 문래동과 함께

경인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준공업지역’이 된다. 지방에 적을 둔 청년들

이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몰려든 곳이 바로 ‘영등포’였

다.221)

정리하자면, 나카가미 겐지가 한국에 체류했던 1980년대 영등포는 근대

부터 이어지는 공장과 영단주택단지로 구성된 준공업 지역이었으며, 서

울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고향을 떠난 ‘흘러들어온 자(流れ者)’들의 도시

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와 이야기들이 직조해낸 영등포의 풍경

은 나카가미의 ‘골목’과 공명하고 있다.

나카가미가 주목한 영등포의 또 다른 공간은 ‘시장’이다. 시장에서 노동

을 하고 있는 ‘아줌마’와 ‘아저씨’에 대한 그의 애착은 특별하다.

한국에서는 지식인보다도 학생보다도, 평범한 아저씨나 아줌마, 묵묵히 일하는 젊은

이가 압도적으로 매력이 있고, 장시간 이야기에 열중하다보면, 실로 인생을 살아본 사

람만이 할 수 있는 사상철학이 말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본받을 만하고, 생동감이

있어 흥미롭다. 아저씨와 아줌마가 한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누구도 아니

다. 이 아저씨들과 아줌마들이 이조(李朝) 500년의 양반정치를 통과하여, 일제 36년

의 폭거에서 빠져나와, 피로 피를 씻는 동족간의 전쟁으로 인해 찢어지고, 가슴에 한

이 맺혀, 지금의 에너지 넘치는 한국을 안에서 떠받치고 있다.

韓国では知識人よりも学生よりも、何でもないおじさんやおばさん、黙々と働いている若

者らが圧倒的に魅力があり、話し込めば実に人生からしか汲み取れないような思想哲学

が言葉をしっかりと裏打ちしているので、タメになり、生き生きとしていて面白い。おじさん

(アジョシ)とおばさん(アジュマ)が韓国を支えているのであって、他の誰でもない。このア

ジョシ、アジュマらが、李朝五百年の両班(ヤンバン)政治を生きぬき、日帝三十六年の

暴虐をくぐり抜け、血で血を洗う同族間の戦争にひき裂かれ、腹に恨(ハン)として思いを

221) 김영주, 민긍기 공저, 『영등포의 정치와 문화이야기』, 도서출판 누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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溜め、今のエネルギーあふれる韓国を内から支えているのである。222)

나카가미에게 있어, 소위 1980년대 한국의 핵심이라고 불린 민주화운동

및 좌파운동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23) 오히려 그에게 있

어 시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소시민’들이야말로 한국 역사의 주체에

다름 아니다. 이윽고 그는 조선-한국의 역사를 떠받쳐온 ‘골목’과 ‘시장’

의 민중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어 내기에 이른 것이다.

『이야기 서울』의 중심인물인 여자(女)가 사라진 남편을 찾아 서울로

상경(上京)하고, 정착하게 된 곳이 ‘영등포 골목’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납

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의 초반부를 장식하는 땀을 훔치는 인부

(人夫)와 “보통이라면 조선인삼의 뿌리, 빨간 고추, 참외, (中略) 시장에

서 다뤄지는 물건이란 물건이 만들어내는 냄새, 음식점에서 내뱉는 연탄

의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짐을 옮긴 뒤, 돌 위에 앉아 있으니 공기가 달

달하게 마저 느껴진다”고 하는 서술에서 작가가 포착한 ‘시장’의 분위기

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스치듯 서술되는 ‘제주도 말투’의 인부는 전국에

서 노동자들이 몰려드는 영등포의 상황을 적확하게 보여준다.224)

시장 그 자체가 불가사의한 힘을 갖고 있어, 그것이 모두에게 옮아가고 있다. 완구를

전신에 두르듯, 풍차나 가면, 피리를 넣은 상자를 등에 지고, 입에 피리를 물고, 손으

로 갓난아기를 달래는 딸랑이를 든 완구상인 노파는 세상에 기댈 곳 없는 불쌍한 몸

이었다. 그런데, 시장의 손님 모두가 손자나 증손자인 것처럼 피리를 불며, 딸랑이를

고객의 귓가에 흔들고, 물건을 팔고 있다. 시장이기 때문에 상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가져와 장사할 수 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간판대에 여의도 고급 아파트의 쓰레기통

222) 中上健次・篠山紀信, 『輪舞する、ソウル。』, pp.17-18.

223) 나카가미는 한국의 반체제파,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양반의식’이며 “지식은 즉 정의고, 학생들이 지식의 독점상태에

있다”고 진단하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지식 및 학력에 의한 격차 사회라고 판단

하고 있다.(『輪舞する、ソウル。』, pp.17-18.)

224) 中上健次・荒木経惟, 『物語ソウル』, PARCO出版局, 1984, p.3. “石の上に腰を下
ろした人夫は、裸の胸に伝う汗を手でぬぐう。胸に泥の跡がつく。息をするたびに腹動く。普

段なら朝鮮人参の髭根、赤唐辛子、まくわうり、赤のやら青のやら、新しいのやら萎びたのや

ら、食える物やら食えない物やら、市場で扱われる物という物が立てる臭い、食い物屋の吐き

出す練炭の臭いは鼻につくが、荷を運び終え、腰を下ろしていると空気は甘くさえ感じ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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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워 모은 양주의 병을 늘어놓고 팔아도, 시장이기에 이상하지 않다.

市場(シジャン)そのものが不思議な力を持っていて、それが皆に乗りうつっている。玩具

を全身に飾りつけたように、風車や面や笛を乗せたかごを背中に背負い、口に笛をくわ

え、手に赤ん坊をあやすガラガラを持った玩具売りの老婆は、世間相場では身寄りのな

い哀れな身だった。それが市場の客皆が、孫か曾孫だとでもいうように、笛を鳴らし、ガ

ラガラを客の耳元で打ち振り、品物を売りつけている。市場だから商品の一切合財を

持って商いが出来る。持ち運び出来る台に、汝矣島(ヨイド)の高級アパートのゴミ箱か

ら拾い集めてきた洋酒のビンを並べて売っても、市場だからおかしくない。225)

위의 인용구에 등장하는 세상에 기댈 곳 없는 불쌍한 노파는 시장 구성

원의 사회적 계층을 유추할 수 있는 인물이다. 한편, ‘여의도 고급 아파

트’에서 ‘양주’를 주워와 시장에 판다는 묘사는 ‘다리(서울교)’를 끼고 마

주보고 있는 두 지역의 계층적 격차를 알 수 있다. 여의도에는 1971년부

터 한국 최초의 10층 이상 아파트인 ‘시범아파트’가 건설되고, 연이어 당

대 고급아파트(삼익, 은하, 한양)들이 대규모로 건설됐는데, 이는 서울의

‘격차 사회’로서의 한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땀 흘리는 지방출신 인부, 코를 쑤시는 시장의 냄새, 괴이한 노파의 모

습에 이어 “발소리와 이야기 소리, 손님을 부르는 아줌마들의 목소리나

피리 소리가 모여 메아리치는, 의미 불명의 소리”가 가득한 시장의 모습

이 나타난다.226) 흥미로운 부분은 ‘시장’이 갖고 있는 ‘힘’으로, 화자는 이

에 대해 ‘불가사의(不思議)’, ‘의미 불명(意味不明)’ 등의 언어로 끊임없이

해석을 유보시키고 있다. 다만 주목해야할 부분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

어진 ‘시장’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乗り移る)’는 것이다. 보

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구성원들의 신체, 언어와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냄새, 소리가 일종의 정동(Affect)을 만들어내고, 그 정동이 시장이라는

‘장소’와 결합되어, 구성원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227)

225) 위의 책, p.7.

226) 위의 책, p.10. “いくつもの足音や話し声、客を呼ぶ女(アジマ)らの声や笛の音が集まり反

響し、意味不明の音のかたまりになって空の真中に漂っていた。音は終日わき返っては、空に

舞い昇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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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여자(女)’ 또한 시장이라는 장소의 힘을 수혜하고 있는 인물이

다. 사라진 남편을 찾기 위해 아들 ‘승민(スンミナ)’과 함께 올라온 ‘여자’는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체념하고 시장

에서 ‘샤워캡’ 장사를 하게 된다. ‘여자’는 ‘최근 4, 5년 급속도로 보급되

고 있는 아파트 생활’ 속 여성들에게 샤워캡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228) 이 아파트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상술했던 것처럼 여의도에

지어지고 있는 대규모아파트 단지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속

에서 ‘500원의 샤워캡’ 장사에 수완이 생기면서 ‘여자’는 알 수 없는 ‘힘’

을 얻어 ‘마술의 오백원, 마술의 아파트의 마법의 샤워캡’이라고 호객을

하게 된다. 이후 ‘여자’의 눈에 서울은 ‘마법의 도시(魔法の都)’로 인식되

며, 완전히 서울 영등포시장에 적응하게 된다.

‘여자’는 영등포 다리의 기슭에 있는 운하를 따라 길게 뻗은 ‘좁은 골목’

에 있는 판잣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다. 집주인 아줌마는 밭에서 재배한

야채를 깨끗이 씻어, 여의도 아파트단지에서 장이 열릴 때 가져가 팔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여자’의 방은 “아줌마가 쓰는 물소리와 골목의

갖가지 소리, 안개비의 희미한 소리에 섞인 음식을 익히는 소리”가 들리

는 등 매우 열악하지만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곳임을 알 수 있

다.229)

영등포 ‘골목’에서는 어느 날 흘러들어온 ‘여자’에 대해 소문이 풍성한

데, 그의 물품 중 “일본에 간 숙부로부터 기념품으로 받은 박래의 화장

품이 들어있었다”는 둥, “오성 재벌 2세의 첩이었는데 도망 왔다”는 둥,

227) 스피노자는 “감정[정서]이란 신체의 활동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혹은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신체의 변양(변양=변체=변화상태)이며, 동시에 그런 변양

[자극상태]의 관념이라고 나는 이해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스피노자 저, 추영

현 역,『에티카/정치론』, 동서문화사, 2008, p.114) 또한 들뢰즈는 “정동들은 되기

들이다(Affects are becommings)”라고 이야기한다. 신체를 통한 감각의 차원에서

‘마주치’는 생동적인 흐름이 바로 정동이다.(김영호, 「D. H. 로렌스와 (기관 없

는)신체」, 『비교문학』 제50집, 한국비교문학회, 2010, p.267/p.283.)

228) 中上健次・荒木経惟, 앞의 책, p.10.

229) 위의 책, p.15. “家といっても、市場(シジャン)仲間に紹介してもらった月々の家賃を払うハ

コバン(バラック小屋)同然の、オンドル(温床)一つ、土間一つだったが、外から聞こえるアジ

マの使う水音と、路地の物音と、霞み霧雨のあるかないかの音に混じった物の煮える音は、遠

い昔、自分が生まれるより遠い昔に引き戻される気が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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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배우였는데 권력자의 첩이 되고 이윽고 쫓겨났다”는 둥의 것들

이다.230) 소문에 의해 ‘여자’는 사연 있는 비천한 여성으로 간주된다. 이

는 영등포의 ‘골목’이 일종의 도시 커뮤니티이며, 비정하고 몰개성한 ‘흘

러들어온 자’들에 의해 형성된 도시의 주변적 공간임을 의미한다.231)

‘여의도(시범아파트)’에서 체류하던 나카가미가 ‘영등포’라는 ‘장소’를 ‘발

견’한 순간 『이야기 서울』 집필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등포’

는 그가 서울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으로 ‘집약’되는 장소라고 봐도 무

방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소설의 공간이 ‘영등포’(노동자)와 ‘여의

도’(부르주아)로 이분화되는 것처럼, 한국의 모순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포함되어 있다.

이윽고 ‘여자’가 김포를 거점으로 하는 깡패 집단의 두목의 여동생이라

는 소문까지 퍼지게 된다. 이는 ‘여자’가 깡패 집단 ‘맹호회’의 두목인 ‘장

길(チャンギル)’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길은 한국전쟁 중 빨치산(북

한군)에 의해 부모를 잃고, ‘엿장수(飴屋)’에게 길러진 인물이다. 엿장수

에게 ‘태권도’를 배우는 등 어엿한 성인이 된 그는 베트남전쟁에 출전(出

戰)하고, 강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베트콩을 자신의 원수인양 죽

였다고 한다.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하면서 ‘맹호(猛虎)’라는 별명을 얻게

된 장길은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퇴역군인들을 모아 맹호회를 조직하고,

부당하게 돈을 축적하고 있는 재벌 및 국회의원들의 창고를 털어 영등포

골목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을 자처한다.

엿장수는 장길을 거둘 때부터, 빛나는 눈빛부터 팔다리의 골격의 두터움을 본 것만

으로도 사춘기가 되고, 성기에 털이라도 자랄 즈음에는 지혜도 힘도 인내심도 남자로

서의 필수조건의 충만한 자신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간파했다.

飴屋はチャンギルを拾った時から、眼の輝きから手足の骨の太さを見ただけで、思春

期になり、性毛でも生える頃になれば、知恵も力も忍耐も、男としての必須条件のことご

とく自分に立ち優ってしまうと見抜いていた。232)

230) 위의 책, p.19.

231) 前田愛, 「町の声」, 『都市空間のなかの文学』, p.382.

232) 中上健次・荒木経惟, 앞의 책, p.82.



- 98 -

최근 한국의 수도 서울을 휩쓸고 다니는 대도 장길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유

쾌하고 막노동 인부들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다는 듯, 서울 제일의

재벌의 창고에 차를 갖다 대고, 대담무쌍하게 금은 재화를 스리슬쩍 가져오는 (장길

일당의) 수법을 이야기했다.

近頃、韓国(ハングク)の都ソウルを荒し廻る大盗ッ人の話は、耳にすればするほど愉快

で、荷運び人夫らは自分が一部始終を見ていたように、ソウル一の財閥の倉庫に車を

横づけにして、大胆不敵に金銀財宝をごっそりと運び込む手口を話しあった。233)

타고난 신체를 가진 장길은 영웅적 면모를 보인다. 부정부패한 부자와

의원들의 돈을 훔치고 영등포 골목에 나눠주는 행위도, 맹호회의 조직원

들을 매료시키는 ‘장길’의 대장부적 매력도 한국 고전에서 흔히 나타나는

의적 영웅의 전형이다. 황석영이 1974년부터 한국일보에 연재한 대하소

설 『장길산』에 영향을 받았다는 설이나, 당대 대도로 불렸던 조세형이

라는 설도 있으나234), 중요한 것은 ‘장길’의 모티프가 아닌, 노동자 계층

이 모여 사는 영등포의 민중의 ‘화제’에 오르내리며, 통쾌함을 선사한다

는 점에서 ‘소문’(이야기)이 한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역할을 작가가 의

도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235)

그러나 장길의 신화가 조금씩 붕괴되어 가는데, 이는 장길과 맹호회가

‘멸공흥국(滅共興國)’을 외치며 우익 활동을 전개하면서부터다. 장길은 우

익(右翼)과 공모하여 나라를 ‘변혁’하는데 이바지한다는 사명을 갖게 된

다. 깡패와 우익, 그리고 변혁이라는 모순된 단어들이 어울릴 수 있는 것

은 바로, ‘이데올로기’의 잔혹함 때문이다. 장길은 한국전쟁의 피해자인

동시에 베트남전쟁의 가해자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한 민족이 서로

를 죽였던 비극, 그 후손들이 베트남전쟁에서 다시 이데올로기의 기치

233) 위의 책, p.110.

234) 이종욱, 「준주변의 가능성-나카가미 겐지 『이야기 서울』을 중심으로」,

『일본사상』 제8호,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5, p.153.

235) 소문이라는 장치는 나카가미 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종욱, 「나카가미 겐지 『고목탄』론―소문이라는 미디어」, 『일본어문학』 제

22집, 일본어문학회, 2004 참조.



- 99 -

아래에서 적들을 학살했던 비극, 작가는 80년대 한국이 연이은 전쟁의

트라우마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냉전의 비극으로

불리는 두 전쟁을 뚫고 생존한 이들이 깡패가 되어 나라를 변혁하겠다는

‘맹목적’ 의지를 갖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윽고 장길은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학자 출신의 정치가 K를 눈엣가시로 여기며

암살을 계획한다.

나카가미는 한국의 자본주의와 반공(멸공) 이데올로기의 문제뿐만 아니

라 ‘소중화 사상’도 비판한다.236) 한국은 ‘국산’ 이외의 것의 수입을 제한

하는 쇄국 정책을 펼치는데, 이는 배타적인 애국주의로 이어진다는 것이

다. 여기서 ‘사상의 모순’이 나타난다.237)

소중화는 금지·억압에 의해 다른 하나의 소중화의 신화성을 높인다. 한국의 지식인

과 대화하면서, 대화의 너머에 금지·억압에 의해 높아진 공산당신화, 이상적인(無謬)

공산주의 사상 신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눈치 챈다. (중략) 내가 만난 지식인 중에

서, 확실히 반정부라는 입장을 취하는 자는 있어도, 〈북〉의 당을 지지한다고 말하거

나, 〈북〉의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표명하는 사람은 없었다. (중략) 즉, “관(官)”에

대한 비판자는 “관(官)”과 정반대의 세계관·우주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

(官)”과 같은 소중화의 우주에서 “관(官)”에 대하여 취한 거리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

이다.

小中華は禁止・禁圧によって、もう一つの小中華の神話性を高める。韓国の知識人と

236) 나카가미는 일본의 노래뿐만 아니라 자메이카의 레게조차도 금지된 이유를 고

민하며, 한국의 내셔널리즘, 즉 자민족중심주의를 분석한다. 특히 한국과 북한은

‘샴쌍둥이’와 같아, 한국은 “<북>으로부터의 시선에 신경 쓴다. 이는, 과열된 자

본의 요구대로 텔레비전·라디오에서의 가요나 스테이지에서의 가요를 방치하고자

하는 경향과, 적이 있고, 바로 임전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잘 훈련된 사회일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주의(fundamentalism)의 동시병렬이고, 정책은 이 두 극에서

흔들린다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한국사회에서 금지는 ”관“이 행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민“의 긍정이 그것을 뒷밭침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이

조 이래, 한국의 독특한 점인 그 소중화사상, 우리나라(와 중국)이 최고다, 나머지

는 야만이라고 하는 세계인식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쇄국주의를 평가하고

있다.(中上健次, 『輪舞する、ソウル。』, pp.60-61.)

237) 가령 나카가는 당시 한국 내 지식인들 사이에서 대두하는 ‘제3세계’에 대해,

“한국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이며, 자민족중심주의를 뒤흔드는 것이 아닐뿐더러,

흑인의 재즈이든, 자메이카의 레게이든 어느 것도 와닿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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話していて、話の奥に禁止・禁圧によって高められた共産党神話、無謬の共産主義思

想神話が存在しているのに気づく事がある。(中略)私のつきあった知識人の中で、はっ

きりと反政府の立場を取る者はいても、＜北＞の党を支持すると言ったり、＜北＞の共産

主義者である事を表明する者はなかった。(中略)つまり＂官＂に対する批判者は、＂官

＂とまるっきり違う世界観・宇宙観を持っているのでなく、＂官＂と同じ小中華の宇宙に
いて＂官＂に対して取った距離から批判しているのである。238)

나카가미는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반공 정책에 의한 ‘금지·억압’이 오히려

‘공산당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더러, “〈북〉과 〈남〉의 두 가지

소중화의 한쪽 편으로 나아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남〉의 중심에 있는 듯한 ‘관(官)’에서 자신이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

는가”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애국’ 혹은 ‘소중화’라고 하는 이

데올로기 속에서 “비판의 말은 논리가 아니라 윤리적이 될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239) 그리고 이러한 모순이 반영된 것이 『이야기 서울』의 인

물들이다. 장길과 같은 의적도, 반체제 좌파 인사도 모두 ‘배타적인 애국

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갇혀있는 것이라는 나카가미의 지적은 예리하다

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같은 민족을 대상화함으로써

내셔널리즘을 강화하고, 독재 정권(체제파)도. 반체제파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등포 사람들은 모두 장길의 동료인가요?”

‘여자’가 물으니 아줌마는 진지한 얼굴이 되어, 고개를 저으며, 엿장수의 지시로 남몰

래 남자들의 손에 선심 쓰듯 훔친 물건을 뿌려 입막음을 하고는 있지만, 영등포 골목

의 주민 중에 장길 일당의 동료가 된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238) 中上健次, 『輪舞する、ソウル。』, pp.71-72.

239) 위의 책, p.72. “もちろん私のつきあった知識人の中で、はっきりと反政府の立場を取る者は

いても、<北>の党を支持すると言ったり、<北>の共産主義者である事を表明する者はなかっ

た。これは<北>と<南>と二つある小中華の一方を進んで選ぶというのではなく、韓国という

<南>の中心にあるような＂官＂から自分はどのくらいの距離にあるか、という事が、韓国内の

政治・思想の立場を明らかにする」という事でもある。(中略)＂官＂を批判する反政府側

は、従って小中華の同じイデオロギーを使わざるを得ず、批判の言葉は論理ではなく倫理的に

ならざるを得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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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ヨンドンポの人ら、皆、チャンギルの中身?」

女が訊くとアジマは真顔になり、首を振り、飴屋が指図してひそかに男らの手でバラまか

れる口封じのための盗品を受け取りはするが、ヨンドンポの路地の住人で、チャンギルの

仲間になっている者は一人もいないと言った。240)

결국 장길이라는 인물이 ‘홍길동’이나 ‘장길산’과는 다른 인물임이 드러난

다. 장길은 이데올로기 전쟁 속에서 호도된 ‘우익 혹은 애국 병사A’에 불

과했다는 것이다. 결국 장길은 부하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만다.

그렇다면 나카가미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주인공 ‘여자’의

행보에 그 실마리가 있다. 『이야기 서울』은 얼핏 장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여자’의 성장소설이라는 병렬적인 서사가

존재한다. ‘여자’는 장길을 만나 영등포의 지하세계에 발을 딛게 되고 ‘여

자 장길’이 된다. 지식인이지만 무능력한 남편이 도망가고, 여자는 남편

을 찾아 서울로 올라온다. ‘여자’를 옭아매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정절

이데올로기’였으며 남겨진 자식을 길러야한다는 모성적 생존 본능이었다.

그런 ‘여자’가 장길을 통해 자신에게 지워진 관념들을 하나씩 탈피해 나

간다. 여자에게 있어 장길에게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청결함’인데, 이는

강인한 남성성에서 기인한다.

여자는 자신이 장길과 같은 정욕, 감정이 깊지 않더라도 쾌락을 맛볼 수 있는 여자로

변해가는 기분이 들었다. 어둠 속에도 장길이 청결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중략) 남자

의 나체는 남편의 것이 그랬던 것처럼, 어딘가 물렁하고 바보 같은 부분이 있지만, 장

길의 나체는 그렇지 않다. 길게 뻗은 검과 같은 성기.

女は自分が、チャンギルと同じような情欲の、深い果てることなく愉悦を味わいつづける

女に変っていく気がした。闇の中でもチャンギルは清潔な男に思えた。(中略)男の裸体

は夫がそうだったように、どこか柔で間抜けたところがあるが、チャンギルの裸体にはな

い。長くのびた剣のような性器。241)

240) 中上健次・荒木経惟, 앞의 책, p.171.

241) 위의 책, pp.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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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정절(금욕)에서 벗어나 ‘쾌락’을 긍정하기에 이른다. 장길의 신체

는 그의 별명인 호랑이(猛虎)와 같으며 빈약한 남편과 대조적이다. ‘여자’

는 장길의 육체를 통해 도망간 남편을 점차 잊게 되고, 주체로서의 자신

을 찾아나가게 된다. 이윽고 장길 일당은 반체제(좌파) 인사인 K의원의

암살을 계획하고 여자는 이에 가담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조직에 편입될

수록 여자는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장길이라는 인물이, 그의

행위가 옳은 것인가라고 말이다.

K는 일부에서 탄탄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심장병 수술을 받으러 미국으로 건너

가고, 이후 미국과 일본에서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발언을 반복했다. 베트남전쟁의 귀

환군으로 조직된 5개의 우익단체는 몇 번이고 경고했다. K는 경고를 듣지 않고, 나라

에 돌아와서는 한층 더 강하게, 북과 다른 길을 가는 지금의 정책을 비난하고, 우익을

화나게 했다. 여자는 K에게 오히려 호감을 갖고 있었다. K가 말하고 있는 것이 타당

하다고 여겼다. K가 북과 일단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같은 민족

이 두 개로 갈라져, 으르렁거리는 것은 그저 호전적인 군인들의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Kは一部で根強い人気を持っていた。心臓病の手術を受けにアメリカに渡り、それ以

降、アメリカと日本で容共的発言を繰り返した。五つのベトナム帰りの右翼集団は、何

度も警告を発した。Kは警告を聴き入れず、国に戻ってからはいっそう、激しく北と別な道

を取る今の政策を非難し、右翼を苛立たせた。女はKにむしろ好感を持っていた。Kの

言うことの方が正しいと思った。Kが北とまず話し合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うとおり、同

じ民族が二つに割れ、いがみ合うのは、ただ戦争好きの軍人らの愚かさだった。242)

이데올로기에 구애받지 않는 ‘여자’의 시선에서 K의원은 논리적이고 타

당한 인물이며 장길은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영웅 놀이를 하는 순진한 아

이에 지나지 않게 된다.

거사의 날, ‘여자’는 라이플로 K의원을 저격하려했으나, 그의 망원경에

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포착된다. 바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남편이었

다. ‘여자’는 K의원이 아닌 자신의 남편을 총살한다. 이 행위는 ‘여자’와

승민을 버리고 떠난 남편의 무능력과 부도덕에 대한 처벌이자, 양반 정

242) 위의 책,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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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대한 작가의 경계이기도 하다.243) 이후 장길은 독단적인 행보에 불

만을 품은 동료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여자’는 죽은 장길의 역할을 대

신한다. 장길이 죽었다는 소문이 흘러나왔지만, ‘여자’가 재벌의 창고를

털어 영등포 거리에 재화를 흩뿌리고, 의적 장길의 신화는 지속되는 것

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이야기 서울』에는 두 개의 신화가 교차하고 있다. 하나는 남자 장길

의 신화이며 다른 하나는 ‘여자’의 신화다. 장길의 신화는 한국의 ‘역사’

를 관통한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6·25 때 빨치산(북한군)에 의해 부

모를 잃고, 그 분노와 원한 속에서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어엿한 성인

이 된다. 이후 베트남 전쟁에 참가해 베트콩을 죽임으로써 ‘복수’로 치장

했던 그가 한국에 돌아와 깡패 조직을 만들어 영등포 골목을 먹여 살리

는 ‘남성적 영웅’의 신화다. 다른 하나는 ‘여자’의 신화다. 이 ‘여자’는 영

등포 골목에 흘러들어온 자였지만, 골목에 적응하고 장길과 육체적 관계

를 맺음으로써 ‘주체’로서 눈을 뜬다. 당당히 맹호회에 들어가 K의원 암

살 계획에 가담하지만, 그 행위에 대한 의문을 품는 유일한 자이기도 했

다. 영등포 골목의 주민들이 장길의 동료가 아님을, 장길의 행동이 위선

이었음을 자각하는 것도 ‘여자’다. ‘여자’는 여자 장길이 됨으로써 골목을

책임지게 된다. 즉, ‘여자’가 골목 그 자체를 껴안았다는 것이다. ‘여자’의

신화는 곧 ‘공간’의 신화이며, 상처 입은 역사를 껴안는 공간의 신화는

일종의 전복적 서사로 읽힐 수 있다.244)

본고는 『이야기 서울』을 재독함으로써, 외면을 받았던 작품의 가치를

이끌어내고자 시도했다. 나카가미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통해, ‘영등포’라

243) 나카가미 겐지는 70 80년대 한국의 학생 데모에 대해 “양반 정치의 부흥을 그

저 바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평하고 있다.(中上健次・篠山紀信, 앞의 책,

p.71.) 더욱이 이는 이미 ‘전공투’의 시대를 보낸 단카이 세대의 감각일 것이다.

244) 나카가미는 한국을 “본래 모권사상이 풍부한 사회”라고 보고 있다. 물론 ‘유교’

라고 하는 시스템이 가부장적 질서를 형성했지만, “그 윤리도덕의 나라, 예의 나

라에서, 서민이 쓰는 한국어의 너무나도 노골적인 비속어, 어떤 것을 끌어내릴 때

의 비유의 풍부함으로부터” “이 사회가 본질적으로 모권 혹은 여권이 뿌리내린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시인 김지하의 『분씨물어(糞氏物語, 똥바다)』

(1974)를 예시로 들며, 한국사회의 ‘의장(擬裝) 부권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中

上健次・篠山紀信, 위의 책,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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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골목’을 발견했다. ‘골목’과 ‘시장’이라고 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에서 장길과 ‘여자’의 서사를 교차시키면서, 전후 한국의 상처 입은

역사를 껴안는 시도를 한 것이다. 장기간의 교류를 통한 한국에 대한 이

해와 나카가미 특유의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고, 한국 사회 속 숨

겨져 있는 가치들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더 나아가 나카가미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애국주의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점은 시사적인데, 이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역설적으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가라타

니 고진의 지적과 맞물린다.245) 다시 말해 미국(자본주의)라는 제국의 질

서 속에서 ‘신(新)식민지적 무의식’이 ‘반공 이데올로기’로 나타난다는 것

이며,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자본주의 진영

이 안고 있던 모순이기도 했다. 한국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곧 일

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공격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 서울』의 ‘실패’ 또한 자명하다. 왜냐하면 본고

가 진행해온 분석은 나카가미의 한국론 및 사상에 근거하여야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나카가미의 사상이 완벽하고 투명하게

재현되었기 때문에 이 작품은 필연적으로 ‘실패’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 아카시 후쿠코(明石福子) 등의 비평가

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 서울』의 ‘영등포’가 그의 문학세계인 신구의

‘골목’과 ‘그대로’ 겹쳐져 보인다고 지적했다.246) 물론 이 기시감이 곧 나

카가미의 ‘상상력의 한계’나 ‘폭력적 시선’으로 규정될 수 없다.247) 오히

245)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조성일 역, 『근대문학의 종언』, 도서출판b, 2006,

p.47.

246) 가와무라 미나토는 “나카가미 겐지라는 소설가가 ‘한국’이라는 거울 속에서 찾

아낸 것은 남자들이 남자들끼리의 갈등 속에서 파멸하고 여자는 여자로서 그 땅

자체, 땅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골목’에 편재한다고 하는, ‘골목’ 이야기의 ‘서울

판’”이라고 지적했다.(川村湊, 앞의 글, p.173.) 아카시 후쿠코는 “나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기슈의 골목을 읽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고 말았다”고 평가한다.(明

石福子, 「『物語ソウル』論」, 앞의 책, p.176.)

247) 가령 이종욱은 『이야기 서울』의 피상성이 “한국현대사는 물론이고 한국사회,

더 나아가 한국인의 정서 내지는 집단무의식 같은 것들을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이해한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일본’에서 나고 자란 나카가미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일이다.(이종욱,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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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나카가미가 한국이라는 ‘타자’와 어떻게 마주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과

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더 나아가 나카가미가 구축한 사상과 문

학세계에 균열을 내고, ‘불안’한 그의 내면을 바라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나카가미가 처음 한국에 방문한 1978년부터 1985년

(『윤무하는, 서울』발간)까지의 에세이 및 수필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3.2 진지한 동양 그리기 혹은 반복되는 아시아주의

『윤무하는, 서울』의 중반에는 ‘판소리’, ‘가면극(탈춤)’, ‘샤머니즘’, ‘민

화’, ‘사물놀이와 남사당’ 등의 한국의 전통예능에 대한 짧은 단상들이 나

열되어 있는데, 본래 나카가미 겐지의 초기 한국 저술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 전통예능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러나 앞 절에도 서

술했듯, 『이야기 서울』에는 표면적으로 전통예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본절에서는 나카가미의 초기 한국 저술을 살펴보며, 나카가미의 사상을

엿보고, 왜 전통예능에 대한 부분들이 1984년 시점에서 다수 탈각되었는

지를 논하고자 한다. 우선 나카가미의 첫 한국 취재기를 다룬 「풍경 너

머에(風景の向こう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풍경 너머에(風景の向こうへ)」는 1978년 6월 5일부터 같은 달 16일까

지의 나카가미의 한국 방문을 바탕을 쓰인 르포르타주다. 『도쿄신문(東

京新聞)』 석간에서 1978년 8월 22일에서 같은 해 9월 8일까지, 10월 4

일에서 25일까지(총 10회), 그리고 속편이 10월 4일부터 같은 달 25일까

지(총 10회) 연재되었다.248) 나카가미가 한국에 찾아오게 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신문사 문화부 편집자의 권유로, 노래와 예능,

이야기의 원천을 찾아 한국에 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일조선인인 매

형이 부산에서 슈퍼마켓 개장을 기념하는 가족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이

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기행문은 그의 여정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판소리’를 취재하기 위해 전라북도 전주에, 연극의 원천을 찾아

p.156.) 이러한 비판은 작가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248) 柄谷行人, 浅田彰 他 編, 『中上健次全集 第15巻』, pp.797-800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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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춤(가면극)’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에, 가족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울산

에 방문한 기록이다.

사적인 일을 다룬 울산에서의 체험기를 제외하고, 나카가미는 한국의

전통예술을 문화인류학(민속학)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기행문의 시

작은 나카가미의 고향의 축제(본오도리)에서 불리는 노래인 「형매심중

(兄妹心中)」에 대한 고찰로 시작한다. 본래 교토의 니시진(西陣)에서 발

원한 이 노래가 어떻게 남쪽인 신구시까지 전해졌으며, 근친상간과 개연

성이 부족한 인물들의 행동 그리고 동반자살에 대한 연유를 묻는다. 그

리고 「형매심중」과 비슷한 구조로 이뤄진 노래가 오키나와와 아마미

(奄美) 군도 부근에서도 내려오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과거 일본의 수도

교토(중심)에서 시작된 이 노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쪽(주변)으로

전파되었다는 가설을 세운다. 그리고 그는 이 노래를 한국이라고 하는

‘주변’에서 고찰해보겠다고 선언한다.

전주로 이동한 그는 조선일보 논설주간인 선우휘와 시조시인이자 전북

대학교 교수인 최승범을 만나 판소리와 광대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249)

실제 판소리를 듣기 위해 선우휘가 추천한 요정 ‘궁전(宮殿)’으로 찾아간

나카가미는 그곳이 ‘기생 파티’를 위해 준비된 장소임을 눈치챘음에도,

그들이 과거와는 다른 엄연한 ‘호스티스’라며 판소리의 한 곡조를 부르도

록 한다.250) 그 다음날 최승범 교수의 소개로 판소리 명인인 성운선(成

雲仙)과 김유앵(金柳鶯)을 만나 판소리를 청한다. 그러나 나카가미는 그

들을 ‘아줌마(おばさん)’로 기록하고 있으며, 판소리를 청한 장소도 점심의

음식점에, 의상과 반주 도구도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노래를 청한 것이

었다.

여기서 그의 기행의 본질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우선 그가 청한 한국

의 전통예능이 제대로 된 공연장에서가 아닌 상당히 우발적인 상황에서

연주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후 서울에서의 탈춤 관람에 있어서도 반복

되는데, 그가 국악원에 들러 본 것은 유럽 순회를 위한 ‘연습 공연’이었

249) 中上健次, 「風景の向こうへ」(1978), 『風景の向こうへ·物語の系譜』, 講談社,

2004, p.23.

250) 위의 책,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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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 나카가미는 운이 없게도 정식 공연을 볼 수 없었던 것이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족한 정보는 그가 문화계 저명인사들을 만나

고,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보충된다. ‘한낱’ 일간지에 연재될 기행문의

‘취재’ 명목으로. 그가 만난 사람들이 선우휘, 최승범, 판소리 명인들, 국

악원 예능인들을 비롯해, 비평가 이어령, 민속학자 임동준, 작곡가 김연

준 등 문화계의 거물들이었다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위계질서

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저명인사들을 만나 나눈 이야기들

도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기본적인 정보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다분히

역설적이다.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한국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는 여건 속에

서 나카가미가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문화인류학’이라는 관점이었다.

그는 인류학자인 야마구치 마사오(山口昌男)를 비롯해 야나기타 구니오

(柳田國男), 오리쿠치 시노부(折口信夫) 등의 정통 민속학자들의 작업을

한국에 적용시키고자 했다. 나카가미의 기본적인 대(對)한국 인식은 ‘양

반-피차별민’이라는 ‘중심-주변’의 구조에 기반한다. 한국의 전통예능 중

에서도 ‘판소리’, ‘가면극(탈춤)’ 등은 ‘피차별민’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마당

에서 공연하던 방랑예(放浪藝)로, 광대에서 시작해, 기생, 남사당, 무당

등이 파생되었다는 것이다. 국악원에서 봉산탈춤을 관람한 나카가미는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예인(藝人), 천민(賤), 남색이란, 연극뿐만 아니라 예능 일반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코드다. 예능이란, 천함의 힘에 의해 깊어지기도 하고 빛나기도 하는 것은, 판소

리에서 생각해서 말했지만, 천의 힘을 지금 여기에서 성의 자장에 두어보는 것이다.

천함의 힘을, 차별당하는 자가 차별한다고 하는 뒤집기의 역학이라고 추출해보자. 우

리들의 엔카는 그 전형이다. 남자가 여심을 절절하게 노래한다. 가수는, 범해지는 자

가 범하고, 범하는 자가 범해진다고 하는 천함의 힘에 의해, 양성구유자로서 있다.

芸人、賤、男色とは、演劇のみならず芸能一般を考える時、避けては通れぬコードで

ある。芸能とは、賤の力によって深くもなり輝きもする事は、パンソリから考えて言ったが、

賤の力を、いまここで性の磁場に置いてみるのである。賤の力を、差別される者が差別

する、というひっくり返しの力学だと抽出してみよう。われわれの演歌はその典型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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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が、女心を切々と歌う。歌手は、犯される者が犯す、犯す者が犯されるという賤の力

により、両性具有者としてある。251)

탈춤에서 등장하는 치아(稚児), 떠돌이 광대(旅藝人), 천민, 남색은 천함

의 문화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코드’다. 이러한 피차별민, 천민들의 힘은

예능을 깊고 빛나게 하며, 한국 사회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빛/어둠, 남

성/여성, 중심/주변이라고 하는 이분법은 둘의 대립과 전자의 승리로 이

해되어 왔지만, 야마구치 마사오에 의하면, ‘중심’을 구성하는 질서는 부

정성을 오로지 ‘주변’에 떠넘기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주변’이라고

하는 타자는 오직 ‘경계’에서만 포착된다. 질서정연한 중심에서 억압(금

기시)되어 있던 ‘주변적인 욕망’들은 경계에서 ‘카니발’과 같은 축제들을

통해 허용되고 분출된다.

문화의 도발적 부분은 그것이 감추고 있는 반사회성 때문에 발생 상태에서는 주변으

로 떠밀리게 되지만, 끊임없는 기호의 증식 작용을 통해 중심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중심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경계를 시각화하고 강조하고 꾸임으로서, 중심을 구성

하는 질서에 대한 ‘역정언(逆定言, couter-statement)’을 행하는 것이다.252)

나카가미에게 있어 판소리와 가면극(탈춤)이 갖고 있는 역할은 일종의

경계 위의 카니발이며, 양반 질서에서 억압되어 왔던 주변부(피차별민)와

‘천함’의 힘을 발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신과의 소통이자(무당), 근대를

뛰어넘는 근원으로의 접근이다.253)

내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판소리, 가면극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의 위치다. 백정과

의 관계이며, 무당과 샤머니즘과의 관계이다. 피차별민이라는 사실은 천한 자라는 것,

251) 위의 책, pp.57-58.

252) 야마구치 마사오 저, 김무곤 역, 『문화와 양의성』, 마음산책, 2004, p.112.(초

출: 山口昌男, 『文化と両義性』, 岩波書店, 1975.)

253) 나카가미 겐지는 가면극(탈춤)에 대해 양반계급에 대한 풍자라고 하는 해석에

반대한다. 그에게 있어 풍자라는 것은 계급투쟁을 조장하는 근대지식인의 이데올

로기에 불과하다. (中上健次, 「風景の向こうへ」,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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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즉 종교와 성과 폭력에 손을 댄다는 사실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던, 나에게는 보인다. 나는 더 근원을 보고 싶다.

私がここで知りたいのは、パンソリ、仮面劇を持っていた人々の位置である。白丁(ペ

クチョン)との関わりであり、巫女とシャーマンの関わりである。

被差別民である事、賤なる者である事、それはとりもなおさず、宗教と性と暴力に手を触

れている事であるとは、日本で幾つかの仕事をやって、私には見えている。私はもっと根

源をみたい。254)

주변적 존재에 손을 댄다는 것은 ‘종교’, ‘성’, ‘폭력’과 같은 보다 근원적

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된다. 또한 그것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

라 일본의 오래된 피차별민인 ‘가와라모노(河原者)’에 관한 고찰과, 취재

여행의 목적인 ‘엔카(演歌)’, ‘노(能)’와 같은 일본의 전통예능에 대한 비

교문화적인 고찰로도 이어진다. 이로서 나카가미는 ‘테이프 레코더를 들

고, 카메라를 지참’하여 이야기를 기록하고 채집하는 문화인류학자를 자

처한다.

나카가미가 한국 취재여행을 갔다 온 같은 해에 그의 고향인 신구시에

토지개량사업이 시작되고, ‘골목’이 해체되어가기 시작한다. 이후 그는

1979년부터 6개월간 미국의 로스엔젤레스로 이주했다가 돌아온다. 나카

가미는 ‘골목’의 해체를 의식하면서, 1980년 6월부터 연재하기 시작한 고

향에 관한 에세이인 연작 단편 「구마노슈(熊野集)」에서, “골목이 해체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미국으로 갔지만, 불안으로 어쩔 수 없이

반년 만에 돌아왔다”고 술회하고 있다.255) 그리고 한국 취재 때와 마찬

가지로 “마치 급조된 문화인류학자라도 된 듯 테이프 레코더 한 대를 들

고” 골목을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설화)를 채집한다. 이어

254) 中上健次, 위의 책, pp.44-45.

255) 中上健次, 「蝶鳥」(1980.8.), 『熊野集』, 柄谷行人, 浅田彰 他 編, 『中上健次全

集 第5巻』, 1995, pp.227-228. “アメリカで1年、できるならそれ以上暮らして来ようと思った

のは色々理由があるが、妻子を新鹿に置き去りにしたまま新宮の路地の空家にいると、路地が

取り壊されるのを見たくないからアメリカへ行き、不安でしょうがないから半年でもどってきた気が

するのだった。それで妹の娘が世帯を持っていた空家に私一人、月の半分も泊まり込んで、

テープレコーダ一台持って、人の家に上がり込み、何でもいいから話をきかせてくれと頼み込

むのが仕事に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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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마노 출신인 자신이 무너져가는 고향의 이야기를 ‘문화인류학자’

인 양 채집하는 모습이 “원주민이지만 이인이기도 한 나는 자기 자신을

조사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이야기 한다.256) 구마노(‘주변’)에서 나고 자

라, 청년의 시절을 도쿄(‘중심’)의 히피(전공투 세대)로 지낸 그가, ‘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문학적 원천을 찾아 돌아온 ‘골목’(고향)에서,

주변부의 ‘혼돈’을 채집한다는 아이러니. 나카가미는 그 자신이 중심과

주변의 ‘경계’이자 “책 속의 등장인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257)

다시 말해 그는 해체되어 가는 고향을 바라보며 “단골 스탠드에서 술을

마시며, 그렇게 문화인류학이나 민속학의 추상물로 삼지 않으면 수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258) ‘나란 누구

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온 고향에서, 『고목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야기를 직조해낸 순간, 그 ‘골목’은 해체의 일로를 달린다. 그리고 겹쳐지

는 우연 속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골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다. 「풍경 너머에」에서도 한국이 ‘반도’라는 점에서 그의 고향이 위치

한 기이반도(紀伊半島)와 닮아있으며, 서울은 신구시와 닮아있다는 학자

의 말을 서술하기도 한다.259)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침, 도쿄 올림픽 당시의 건축 붐이었던 일본을 연상케 한

다고 편집자가 말한다.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나쁜 예감이 들었다. 나의 고향인 기이

256) 위의 책, p.233. “花がいたるところに咲き、私はまるでにわか仕立ての文化人類学になった

ようにテープレコーダー一台持って、共同井戸はどんな風に使っているのか、井戸から道のり

は、道筋は、と訊ね、それを確かめたところで一体何になるのか自分でも定かでないまま話して

もらう。言わばジャング族に対してジャング族の者が訊ねているようなものだが、原住民である

が異人でもある私には自分を調査しているという具合になる。”

257) 위의 책, p.228. “民俗学も神話学も、記号論も私の興味は言ってみれば無学な小説家の

早とちりで、何ひとつ満足に分かっていないが、そうやってみて思うのは何度も小説の舞台にし

たこの路地が絶えず、新しい読み終えることのない本としてあるという事だった。つまり私は本の

中の登場人物にすぎないのである。”

258) 中上健次, 「桜川」(1980.7.), 위의 책, p.217. “昔の花街跡の酒場から流れて、浮島

の脇にさながら蛇性の淫の邸があるならこの近辺だろうという坂の下にあるいきつけのスタンドで

酒を飲み、そうたって文化人類学や民俗学の抽象物にしないとおさまりがつかないというように、

雛を買い与えた親も親だと言いながら私は松根さん相手に、路地で見た家族関係の独特さに

ついて話している。”

259) 中上健次, 「風景の向こうへ」, 앞의 책,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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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기슈 신구가 그랬다. 아니, 일본 (전체)가 그랬다. 새로운 물건을 만들 때, 필연

적으로 오래된 물건을 부순다. 산업이나 경제에는 새로운 것이란 동시에 편리하며, 효

율이 좋고, 외견은 번드르르하지만, 단지 문화, 예술, 예능이 취약해 진다.

韓国という国が、丁度、東京オリンピック当時の建築ブームだった日本を思わせる、と

編集者は言う。その言葉を耳にして、正直、悪い予感がした。私の郷里である紀伊半

島、紀州新宮がそうだった。いや、日本（全体）がそうだった。新しい物を造る時、

必然的に古い物を壊す。産業や経済には新しいものとは同時に便利であり、効率がよ

く、見映えがいいが、ただ文化、芸術、芸能を脆弱にする。260)

그러나 나카가미는 1978년도의 한국을 1960년대 고도경제성장기의 일본

과 겹쳐놓으면서, 한국이라는 또 하나의 골목의 ‘해체’를 예감하고 불안

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여기’의 관점에서 나카가미의 이러한 예

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골목’을 발견하고자 하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카가미

의 역설을 알 수 있다. ‘자본’에 의해 ‘경계(골목)’는 끊임없이 유동한다.

.261) 다시 말하자면, 나카가미가 골목을 발견하는 순간, 골목은 해체중이

거나 해체될 예정이다. 그는 유동하는 ‘골목’을 따라(찾아) 세계를 횡단해

야 하는 숙명을 가진 ‘유목민’에 다름 아니다. 평론가 오쓰카 에이지(大

塚英志)는 후기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야기는 하나의 ‘소비재’로, 사람

들은 끊임없이 작은 이야기들을 소비함으로써 존재 유무를 알 수 없는

거대 서사를 욕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262) ‘골목’에 대한 ‘갈구(渴求)’는

나카가미에게 있어 곧 ‘나’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목민’으로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나카가미의 행보와 ‘나’를 찾아 끊임없이 소비하는 대중

들이 겹쳐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260) 위의 책, p.20.

261) 가라타니 고진은 마르크스주의자인 수잔 윌리스(Susan Willis)의 논의를 소개

하면서, 중심과 준주변(semi-periphery), 주변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준주변은

자본제에 의해 해체되는 장소이며, 주변의 전통적 질서도, 중심의 시민사회적 질

서도 존재하지 않는, 모순과 분열이 집약된 장소이다. 그리고 나카가미 겐지의

‘골목’ 또한 이러한 ‘준주변’,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경계’와 공명한다는 것이다.(가

라타니 고진, 「나카가미 겐지에 관하여」, 나카가미 겐지, 허호 역, 『고목탄』,

문학동네, 2001, p.350.)

262) 이와 관련해서는 서론 3절(각주 86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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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나’를 찾기 위한 ‘한국’으로의 몰두는 다소 의문스러운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다. ‘근대’와 ‘동양’에 관한 사상적인 고찰이 바로

그것이다. 「풍경 너머에」에서도 이 그림자가 발견되는데, 다음과 같다.

전후 민주주의, 전후 교육은, 전후 로쿠메이칸파의 지도에 의해, 다양한 동양적인 것,

일본적인 것을, 뒤쳐진 것, 나쁜 것으로 보고 제거해버리고, 억압하고, 차별했다고 할

수 있다. 토속적인 것 늦은 것은, 과거의 군국주의와 이어진다고.

戦後民主主義、戦後教育は、戦後鹿鳴館派の指導により、様々な東洋的なもの日

本的なものを、遅れたもの、悪いものと見なして追い払い、抑圧し、差別したと言える。

土俗的なもの遅れたものは、かつての軍国主義につながると。263)

억압된 ‘주변’의 해방을 주장하던 나카가미의 시야는 ‘동양(아시아)’ 그

자체로 확대된다. 로쿠메이칸은 일본의 문명개화 속에서 ‘구미 흉내’의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나카가미는 이를 전후 부흥 속 ‘미국화(미국 흉내)’

된 일본을 조소하는 메타포로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264) 이에 따라 전

후 일본은 ‘군국주의’라는 ‘금기’를 설정한 뒤, 동양, 어쩌면 전전(戰前)

일본 그 자체를 ‘주변’으로 몰아넣고, ‘미국’이라는 중심을 욕망한 국가가

된다.

반면 한국은 “활기가 있”고 “문학이 데구루루 굴러다니고 있는 곳”으로,

그 이유는 “민족 내 전쟁이 있었던 일, 국경이 지도에 그어지게 된 일”

이라고 하는 한국전쟁에 있다고 설명한다. 나카가미의 눈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근대국가 상에 가까웠”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에 비해 “내전이

나 무자비한 인공의 국경을 갖지 못한” 일본은 “사고방식을 애매하게

하”여 문제를 회피해온 것이다.265) 전후 일본 사회가 향유한 ‘안정’은 나

263) 中上健次, 「風景の向こうへ」, 앞의 책, p.42.

264) 이경희, 「로쿠메이칸(鹿鳴館) 무도회로 본 일본표상」, 『日本學硏究』 제45호,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5, pp37-38.

265) 中上健次, 「風景の向こうへ」, 앞의 책, p.45. “韓国は活気がある。ソウルに十日ほど

いれば、この活気ある韓国には、文学がゴロゴロと転がっているところだとみえてくる。それが、

小説家としてうらやましいのである。まず民族内の戦争があった事、国境が地図に線を引くよう

に設けられた事。この二つは、日本にない事である。誤解されるかも知れぬが、世に喧伝さ

れる韓国のイメージとは別に、私は韓国が、日本より近代国家の像に近いと思ったのだ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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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가미에게 있어서는 ‘애매한 사고방식’이었다. 이는 전후 일본 사회의

‘근대화’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266)

「풍경 너머에」에서 나타나는 사유는 ‘한국’이라고 하는 타자(이문화)

를 통해 일본의 근대(화)에 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었다. 이후 약

2년 동안 본격적인 ‘고향(골목)의 해체’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카가미는

‘한국 교류’와 ‘반년간의 미국 체류’를 감행한다. 본고는 이 과정에서의

사상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로서 한국 소설가 윤흥길과

의 대담집 『동양에 위치하다(東洋に位置する)』(1981)를 살펴보고자 한

다. 대담은 1980년 6월 28일~7월 4일에 걸쳐 이뤄졌으며, 일본어로 출판

되었지만, 한국어본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대담의 전체적인 맥락이 나

카가미 겐지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며, 윤흥길은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설명해주는 사람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체 2부로

구성된 대담집은 한일 비교문화의 시좌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었으

나, 본고에서는 나카가미 겐지의 ‘근대’와 ‘동양’에 대한 논의를 중심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267)

나카가미는 ‘세계사’적 인식을 전개하는데, 근대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

국으로 넘어가고, 그 미국의 패권이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으로 흔

들렸다고 설명한다.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한국 전쟁에서 ‘휴

つまり内戦や無慈悲な人工の国境を持たぬ国は、物の考え方をアイマイにさせるとさえ思っ

た。”

266) 존 다우어(John W. Dower)는 화가 가토 에쓰로(加藤悦郎)의 풍자화인 「하늘

에서 떨어진 선물」을 거론하며, ‘민주주의 혁명’을 미국으로부터 ‘선물’받았다고

설명한다. “손바닥 뒤집듯이 ‘무혈 혁명’ 편으로 돌아선 자들, 즉 ‘민주주의’라는

새 옷을 입고 희희낙락하는 군국주의자들, 전쟁을 고무하는 슬로건을 적던 손으

로 ‘자유주의’를 써 갈기는 정치가들, 근대 노동 운동 지도자들처럼 보이려고 팔

자수염을 기르는 우익 지도자들, 히틀러의 초상과 『나의 투쟁』이 있던 자리에

카를 마르크스의 초상과 『자본론』을 두는 학생들”까지, 패전 직후 일본은 미국

(GHQ)의 ‘위로부터의 혁명’을 반기며 ‘전향’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는 곧 전

시 일본의 ‘사상’을 순식간에 방기한 것이며, 어떤 반성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이다. 전후 일본의 ‘애매한’ 근대화는 이러한 역사에서 연유한다.(존 다우어 저,

최은석 역, 『패배를 껴안고』, 민음사, 2009, pp.73-75.)

267) 中上健次・尹興吉, 『東洋に位置する』, 作品社, 1981, 『동양에 위치하다』는 총

2부(반도와 열도, 내재하는 동양)으로 이뤄져 있으며, 한국문학에 관한 이야기부

터 언어, 문자체계, 풍습, 전통예능, 신화, 재일조선인까지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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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베트남 전쟁에서는 ‘패퇴’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아시아’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에 있어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들 수 있는

데, 한자와 가나를 혼용하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한글을 통해 ‘한자’라고

하는 문화적 영향력을 극복했다고 평하고 있다. 즉,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중국이라고 하는 ‘근대 일본’에 영향력을 미쳐왔던 존재들을 뛰어

넘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학에서도 윤흥길의 『장마』

와 같은 작품이 ‘근대문학’의 퍼스펙티브(원근법)를 뛰어넘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한국의 ‘후진성’ 안에 있는 전복적인 ‘보물’이다.

제가 왜 한국에 흥미를 갖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그 중 하나로, 역시 한국은 신화

와 현실이 믹스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와서도 말이죠. 저는 그거야 말로 정

말로, 자신이 근대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근대인이라고 하는 어수선한 근

대적인 자의식이라든지 다양한 것에서 생각하는 것은 싫다, 좀 더 근원적으로 존재하

고 싶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만, (중략) 그게,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은 혹은 현대 일본에서 한국을 보면, 그것이 신화의 시대의 것, 혹

은 신화적인 것이 현대의 이러한 문명과 함께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척

저는 그 사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편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방금 말한 진정

한 근원적으로 살아 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僕がなぜ韓国に興味をひかれるんだろうということを考えますと、そのひとつに、やっぱり

韓国は神話と現実がミックスしているんですね。いまここへ来てみても。僕はそれこそほんと

うに、自分が近代的な社会に生きていれば、おれは近代人というチャカチャカの近代的

な自意識とかいろんなことで考えるのはいやだ、もっと根源的に存在したいと思っても、そ

れは非常にむずかしいんだけれども、(中略)それが、今度韓国に来て僕が感じるのは、

あるいは現代で日本において韓国を見ると、それが神話の時代のもの、あるいは神話的

なものが現代のこういう文明と一緒に存在するみたいな感じがして、とっても僕はそのことに

興味をひかれる。そのことのほうが人として生きるのに、さっき言った、ほんとうに根源的に

生きら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気がしました。268)

나카가미가 찾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근원’이었다. 그는 한국과 자신

268) 위의 책, 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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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향인 ‘기슈 구마노’를 겹쳐서 보는데, 가령 거대한 바위가 있다면,

“정말로 누군가 엄청난 힘으로 한 번에 가르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

“바로 옆에 사람의 신장을 훨씬 뛰어넘는 강대한 힘이 있는 것 같은 느

낌”이 드는 신화적인 공간인 것이다.269) 그리고 한국은 비로소 ‘문명’과

‘신화’가 공존하는 나카가미 문학의 ‘골목’이 되는 것이다.

이 ‘근원’에 대한 물음은 푸코(Michel Foucault)와도 공명하고 있는데,

인간의 자아와 자의식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의 ‘권력(담론)’

이 만들어낸 수많은 ‘관계적 묶음(束, 시스템)’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270) 더 파고들자면, “우리들이 본래 갖고

있는, 산이나 바다나 바람, 빛, 열 등 그러한 다양한 현상에 대해 두려움

이나 외경 등”도 “역시 자의식을 형성시키고 있다”고 하는 의심이다.271)

나카가미는 이러한 ‘권력’과 ‘구조’의 찰지(察知)가 곧, ‘근대화의 끝’에 다

다른 테마라고 설명하고 있다.

저는 지금, ‘근대는 안 돼’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자의식이나 자아는 이미 파산했다

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옛날의 것이 스트레이트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략) 뒤쳐진 것으로서 배척해온 것이, 혹은 안 된다고 하며 배제해온 것이, 실은 더

욱 빛나는 것으로서, 숙지한 지식이 조직되는 대상이 됐을 터입니다만, 그것을 너무나

도 생각하지 않았고,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맞부딪히고 있는 신령(神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비로소 근대의 파산,

더 알지 않으면 우리들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시대와 만나는 테마 그 자체 같은 것

269) 위의 책, p.108. “紀州というのは、深い山があったり岩があったりすると、ほんとうにその岩

をひき裂いた者はいないんだけれども、ほんとうに誰か、大きな力でもっていっぺんにひき裂いた

んじゃないか、というような気がするわけですよね。だからすぐそばに、人の背丈をはるかに超え

るような、強大な力があるような気がするわけですね。”

270) 올리버 지몬스 저, 임홍배 역, 『한권으로 읽는 문학이론』, 창비, 2020,

pp.219-226.

271) 中上健次・尹興吉, 『東洋に位置する』, pp.119-120. “自我とか自意識とかというよりも
その自我とか自意識が、ある社会的存在であるとか社会緒関係において形作られてくるという

ものへの察知でね。だから、私というものがあっても、幾通りもの緒関係の束みたいなものが、

われわれの私を作っているし、それから、彼らが整理した文化的な基本の束みたいなものが自

意識をつくっている。だから文化的な束をもう一つやっていくと、もともと持っている、山とか海と

か、風、光、熱とか、そういうさまざまな現象のものに対するおそれとか畏敬とか、そういうもの

が奥のほうにやっぱり自意識を形作っているという、そういうことを察知しているんです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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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일본에서 혹은 미국에서도, 정말로 정신의 파산 혹

은 지성의 파산 같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계속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한 번 활성을 되찾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僕はいま、近代はだめ、ということは言っているし、自意識とか自我とかそういうものはもう

破産したんだとは思ってるけれど、じゃ大昔のものがストレートにいいということじゃないんで

すよ。(中略)おくれたものとして排してきたものが、あるいはだめということで排してきたもの

が、ほんとうはもっと輝かしいものとして、熟知した知識が取り組む対象になったはずなんで

すが、それをあまり考えなかったし、あまり知らなかった故に、それを排斥してしまったという

ことなんです。ところがいま僕がぶっつかっている神霊というものに対して、それこそが近代

の破産、もっと知らなくちゃわれわれは生きていけない、という時に出会っているテーマその

ものみたいなものとして、存在すると思うんです。

一つ言えることは、現在の日本において、あるいはアメリカにおいても、ほんとうに精神の

破産、あるいは知性の破産みたいなそれを経験し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それ

で、それを超えてわれわれはいまもなお生きているし、生き続けなくちゃいかんということか

ら、もういっぺん活性を取り戻さなくちゃいけないわけでしょう。272)

나카가미의 인식에서 ‘근대’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며, 근대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와 자의식‘은 ‘이미 파산’한 상태다. 왜냐하면 근대적 의

미에서의 ‘자아’는 사회의 ‘관계적 묶음’에 의해 종속되고,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나카가미는 이러한 ‘탈-근대’의 가능성을, 이제까지 사회가 ‘배

제’하고 ‘억압’해 온 것, 즉 ‘신령’과 같은 전근대적이고 원초적인 종교 관

념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근대적인 요소들이 살아 숨 쉬고 있

는 것이 바로 ‘동양’이고 억압되고 배제되었던 ‘동양’에서 삶의 원동력(활

성)을 찾아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양, 오리엔트라고 하는 것은 소위 유럽의 눈에서 보면 엑조틱한 대상물

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어서도 미국에 있어서도,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생

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산물이라는 것. (중략) 제게 있어, 일본에서 생각하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생각하는 편이 더욱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

272) 위의 책,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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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성이 살아가기에는 가장 불가분의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한국은, 저

는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만, 문명의 보고이고, 문학의 보고입니다.

いままで東洋、オリエントというのは、いわゆるヨーロッパの目から見れば、エキゾチック

な対象物だったわけですね。ヨーロッパから言ってもアメリカから言っても、東洋というの

は、もっと考えなくちゃいけない産物であるということ。(中略)僕にとって、日本で考えるよ

り、もっと具体的に、韓国で考えたほうがもっと豊かに考えられる。韓国はそういう知性が

生きていくには一番不可分のものが沢山あり過ぎる。それより韓国は、僕はいつも言って

いるんだけれども、文化の宝庫であって、文学の宝庫で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273)

나카가미는 자신이 ‘동양’을 깨닫게 된 요인 중 하나로 ‘미국체류 경험’을

들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생황이 매우 자신과 맞았다”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미국에서의 생활보다 이질적

이었음을 의미한다. “자신을 형성한 것”이 다름 아닌 “서양이었던 것은

아닐까”하는 나카가미의 의문274)과 자신 안에 있었어야 할 터인 동양에

대해 “무의식이라고 할지, 무자각”이었다고 하는 반성은 전후 일본의 ‘아

메리카나이즈’의 역사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275) 따라서 ‘서양화’가 덜

진행된, ‘문명의 보고’이자 ‘문학의 보고’인 한국에서 ‘동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카가미의 이러한 생각이 그의 개인사적인 맥락에서는 새로운

것이었을 터이나, 사상사적인 맥락에서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에 대한 논

의는 별개일 것이다. 전전에 발흥한 ‘반미 아시아주의’와 전시 ‘근대의 초

극’ 좌담회를 비롯해, 전후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가 주창했던 ‘근대의

초극’ 재론(再論)이 공유하고 있던 ‘아포리아’는 구미가 심어놓은 ‘근대’가

‘아시아’라는 타자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환상에 기인하는 것이었

273) 위의 책, pp.121-122.

274) 위의 책, pp.180-181. “アメリカに行ってしばらく暮らしてみて、アメリカの生活が非常に自

分に合ってるという気がしたんですよ。ところが、そういうところから考えてみて、これはうまく言い

にくいんですが、作家として振り返ってみると、自分を形作っていたものは何なのかというと、これ

は東洋ではなしに、西洋だったんではないか、と思ったんですね。”

275) 위의 책, p.181. “アメリカ人と話して、何が自分のなかになかったかというと、東洋を見つけ

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だった。ほとんど僕は東洋というのは、無意識というか、無自覚のままに出

てきているものだ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気がしたんで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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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6) 나카가미가 ‘기호학’, ‘문화인류학’ 같은 당대의 세련된 지적 ‘도구’

들로 무장하여 한국, 동양을 논했으나, 그가 그리는 ‘동양’의 본질이 기존

의 아시아주의의 반복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3.3. 전환기의 문학, 유희로서의 한국 소비

본고는 앞서 나카가미 겐지의 텍스트 위에 나타난 사상적인 맥락을 살

펴보았다. 다음으로 ‘한국 붐’을 포함한 작가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맥락

을 고려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문학비평가 고모리 요이치(小森

陽一)가 지적하듯, 나카가미가 본격적으로 해외로 교류를 행하기 시작한

1980년 전후는 “소련과 미국이 SALTII에 조인하고, 그 반년 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으며, 그 다음해에 모스크바 올림픽에 미국, 일본,

서독, 중국 등이 불참가를 결정”하는 한편, “한국에서는 박대통령이 암살

당하고, 그 다음해에 광주사건이 일어”났고, 같은 해에 “폴란드에서 ‘연

대’가 결성되고, 그 다음해에 계엄령”이 발령되는 다소 혼잡한 시기였

다.277) 미소 냉전의 마지막 파도가 세계적으로 급박하면서 동시적인 사

건들을 일으켰던 것이다.

반면 일본 국내적으로는 나카가미가 한국 취재 여행을 갔다 와 「풍경

너머에」를 연재하던 같은 해인 1978년,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내

276) 전전의 아시아주의와 다케우치 요시미에 관한 것은 서론 3절을 참조. 또한 나

카가미 겐지의 ‘동양’에 대한 사유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에 걸쳐 유행했던

동아시아공동체 담론과도 유사하다. 재일조선인 정치학자인 강상중은 1980년대

‘포스트모던으로서의 일본’과 1990년대 동아시아공동체론을 위시한 일본의 ‘탈구

입아(脫歐入亞)’의 행보에 대해 “1930년대 ‘근대의 초극’이나 ‘일본정신론’과의 차

별적 반복의 국면”을 내포하는 동시에, ‘아시아의 리더’로서 ‘동아시아’를 호명하

면서 “‘타자’ 없는 세계 속에서 자기 동일성을 반복”하는 행보에 대해 ‘역사의 반

복’이라고 하는 레토릭을 전유하고 있다.(강상중 저, 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

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p.83/p.136.)

277) 小森陽一、「自己言及の不可能性ー『地の果て　 至上の時』のまなざし」、『ユリイ

カ』第25巻第3号、靑土社, 1993, p.76. “その頃、アメリカとソ連はSALTⅡに調印し、その

半年後ソ連のアフガニスタン侵攻がおこり、翌年のモスクワオリンピックに、アメリカ、日本、西

独、中国などが不参加を決めた。韓国では朴大統領が暗殺され、翌年光州事件が起っ

た。その年ポーランドで「連帯」が結成され、翌年戒厳令がひか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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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출범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 9개의 테마의 정책 연

구회가 기획된다.278) 오히라 총리의 ‘시대인식’은 ‘탈경제’, ‘확신 없는 시

대’, ‘문화중시’, ‘탈이데올로기’로, “급속한 경제의 성장이 가져온 도시화

나 근대합리주의에 기반한 물질문명 자체가 한계에 와있”으며, 이른바

“근대화의 시대에서 근대를 뛰어넘는 시대로, 경제 중심의 시대에서 문

화 중시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279) 고도경제성장이 가져온

물질적 풍요 위에서 ‘탈근대’를 선언하며, 그동안 도외시해왔던 ‘문화(정

신)’를 생각하는 시대로 넘어가자는, 이러한 시대인식 속에서 오히라 내

각은 ‘탈근대’의 시대 속 80년대로 시작되는 미래를 구상했던 것이다.

이처럼, 1970년대 후반, 일본의 ‘국외’적인 맥락과 ‘국내’적인 맥락은 대

조를 이루면서 1980년대를 맞이한다. ‘격변기’를 보내는 세계(특히 제3세

계)와 물질적 풍요 위에서 ‘탈근대’라고 하는 희망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자 하는 일본이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그리고 ‘1억 총 중류사회’라고

하는 ‘탈근대의 담론’이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은폐시켰다고 하는 하

루투니언(H. D. Harootunian)의 지적280)처럼, 오히라 내각 및 일본의 지

식인들이 그려온 1980년대 일본의 ‘온도차’에 대한 수많은 비판들이 오늘

날 제출되고 있다.

당연하게도 나카가미 겐지가 이러한 사회적 조건들 속에서 상호작용했

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히라 등이 그린 ‘근대의 초극’과 나카가미의

‘근대의 파산과 그 이후’는 80년대 ‘포스트모던’이라는 시대정신의 사상적

씨앗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본고가 앞서 살핀 나카가미 겐지의 일련의

행보들(고향의 해체, 한국 교류, 미국 체류 등)이 그로 하여금 일본의 ‘현

재’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두기를 가능케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나카

가미는 보다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근대의 파산’을 감지하고 ‘동양 찾기’

278) 大平正芳回想録刊行会編著, 『大平正芳回想録』, 鹿島出版会, 1983를 참고.

279) 위의 책, pp.492-493. “もとより急速な経済の成長のもたらした都市や近代合理主義に基

づく物質文明自体が限界にきたことを示すものであると思います。近代化の時代から近代を超

える時代に、経済中心の時代から文化中視の時代に至ったものとみるべきであります。”

280) Harry Harootunian, “Visible Discourses/Invisible Ideologies”, Masao Miyoshi

and Harry Harootunian eds, Postmodernism and Japan, (Duke University
Press, 198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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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찾고자 했던 ‘동양’이 사상사적인 맥락

에서 그다지 새롭지 않았을 뿐더러, ‘탈-근대’와의 ‘짝짓기’ 속에서 과거

의 전철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본고는 『이야기 서

울』의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 그가 담아내지 못했던 한국의 ‘전통예

능’과 ‘동양’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매달려 보았다. 그러나 그의 ‘동양

찾기’ 또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본고는 ‘실패의

과정’을 끊임없이 되물을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1978년에서 1985년까지의 당시 나카가미의 일

련의 대담과 글(수필)을 참고할 때, 그가 ‘이야기(物語)’, ‘현재’에 대해 깊

은 고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281) ‘현재’가 부정적이고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나카가미가 ‘이야기’와 ‘근원’에 천착했다는 사실은 쉽

게 파악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나카가미가 역설

적으로 ‘현재’의 변화에 매우 민감했다는 사실이다. 1980년을 전후로 하

여, ‘문학’과 ‘현재’에 대한 나카가미의 불만은 젊은 작가들의 글이 마음

에 들지 않고 윗세대 작가들도 ‘빈혈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일종의 위기

의식에서 기인한다.282)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은 「나카가미에게 보내

는 서신(中上健次への手紙)」에서 “네가 일본 문예지의 연재를 집어던지

고 한국으로 떠난 충동은, 충분히 공감하네. 왜냐하면 나 자신도 그랬으

니까”라며 나카가미가 느낀 위기의식에 공감한 바 있다.283)

한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한국어를 일절하지 못하는 나카가미의 이

281) 가라타니 고진과의 대담 「문학의 현재를 묻다(文学の現在を問う)」(초출: 『現

代思想』, 1978.1)로 시작하여, 평론가 요시모토 다카아키와의 대담 「문학과 현

재(文学と現在)」(『海燕』, 1983.11.), 가라타니 고진, 무라카미 류와의 좌담회

「이 힘든 시대를 읽다(この大変な時代を解読む)」(『W-notation』1号, 1985.) 등을

통해 나카가미의 ‘현재’에 대한 강한 반발을 확인할 수 있다.(中上健次・柄谷行人,
「文学の現在を問う」,『柄谷行人中上健次全対話』, 講談社, 2011, pp.13-43;中上健

次・吉本隆明, 「文学と現在」, 高澤秀次編, 『中上健次「未収録」対論集成』, 作
品社, 2005, pp.48-81;中上健次・柄谷行人・村上龍, 「この大変な時代を解読む」,
「総特集＝中上健次：路地はどこにでもある」,『文藝別冊』, 河出書房新社, 2002,

pp.138-167을 참조.)

282) 中上健次・尹興吉, 앞의 책, p.10.

283) 柄谷行人, 「中上健次への手紙」,『坂口安吾と中上健次』, 講談社, 2006, p.118.

“君が日本の文芸誌の連載を放擲して韓国へ飛び去った衝動は、よくわかるような気がする。

なぜなら僕自身もそうだったから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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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탐구의 무기는 앞절에서도 언급했듯, ‘문화인류학’, ‘기호론’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이론이었다. 『동양에 위치하다』에서도 나카가미는 같은

관점들을 고수하면서 논지를 전개해 나간다.

기호론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면, 한국어는 다양한 메시지, 신호의 묶음 같은 것으로,

우리들의 머리로 이루 다 정리할 수 없는, 포착할 수 없는 기호의 묶음 같은 것을 저

에게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구조주의가 문화란 기호의 묶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즉 문화가 저의 눈으로부터 보면 과잉되게 정말 너무 많습니다. (중략)

여기에 오면, 너무나도 문화의 기호의 다발 같은 것이 너무 많고, 조금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상태가 있지만요.(웃음)

記号論的に捉えると、韓国語はさまざまなメッセージ、記号の束みたいなもので、われわ

れの頭で整理しきれないような、捉えきれないような記号の束みたいなものを僕に与えてくれ

るわけですね。ところが、たとえば構造主義者が、文化とは記号の束であるということを

言えば、つまり、文化が、僕の目からみると、過剰に、ほんとうにあり過ぎるんです。(中

略)だからここにくると、あまりに、文化の記号の束みたいなのが多過ぎて、ちょっと狂って

いるみたいな状態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ね（笑）284)

나카가미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서울을 들어보면, 빌딩을 차례차례 짓고 있

습니다. 이는 가령, 토템과 같은 형태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윤흥길 “저는 그렇게 느낀 적이 없지만요.(웃음)

나카가미 “저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빌딩을 지어도, 저런 것을 짓고자 하는

인간의 이른바 근원적인 욕구 같은…….

中上　たとえばこういうことがあります。ソウルをとってみると、ビルを次々に建てている。あ

れはたとえば、トーテムみたいな具合にとれないか……

尹　私はそう感じたこと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ね（笑）。

中上　 僕はそういう感じするんですよ。ビルを建てても、あんなものを建てようという人の、

いわば根源的な欲求みたいな……285)

‘기호’로 점철되어 있는 한국을 이루 다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나카가미

284) 中上健次・尹興吉, 앞의 책, p.123.

285) 위의 책,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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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열광’이다. 나카가미가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은

‘항아리(壷)’이고, ‘병(甁)’이며, 아름답게 빗은 종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고양이의 밥그릇’이었던 것이기도 하고 ‘이야기의 원리’이기도 하

며, 한국어이기도 하다. 이러한 수많은 기호들에 ‘정신이 나’갈 것만 같다

는 것은 완전한 ‘이방인’으로서의 ‘고양감’이며, 이방인이고자 하는 의지

이기도 하다. 또한 나카가미가 이러한 기호들로부터 찾고자 하는 것은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과 같은 원초적 동양의 모습이며, ‘어머

니’적인 근원이다.

그러나 나카가미의 이러한 시도들이 ‘진지함’과는 멀어지기도 하는데,

가령 위의 인용문과 같이 현대 서울의 빌딩이 차례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이데올로기 따위는 존재할 수 없는 ‘토템’이자 ‘근원적 욕구’를 독해

하려하는 허무맹랑함이 그렇다. 한국인인 윤흥길조차 느껴본 적 없는 기

이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희’적 해석에 다름 아니다. 그

런 그가 “야마구치 마사오가 왜 한국을 텍스트로 하지 않았는가, 바르트

는 일본 따위가 아니라 한국에 와야 했다”며 “한국이야말로 일본 문화의

최후의 텍스트”라고 선언한 것에는 강력한 글쓰기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286) 바로 야마구치 마사오와 롤랑 바르트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

이다.

여기서 잠시 롤랑 바르트의 『기호의 제국』(1970)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 1970년대 초에는 이미 바르트의 다수의 저작들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널리 읽혔으며, 외국학자의 시각에서 독특한 일본문화론을 전개한 『기

호의 제국』 또한 주목을 받았다.287) 『기호의 제국』은 기호론을 통한

구조주의의 대가였던 그가 ‘탈구조주의적’인 사유를 전개하기 시작하는

시기의 작품으로, 바르트는 텅 빈 ‘기표의 제국’인 일본을 통해 자신의

286) 위의 책, p.20. “韓国に来ると僕自身、いままで色々本で読んだり勉強したりしたものが、

なにしろ宝物がいっぱい転がっているから、一斉にうごめきはじめ、鳴りはじめ、かきまぜられた

ようになってくる。いま勉強しているものを言うなら、山口昌男はどうして韓国をテキストにしないの

か、バルトは日本へなどでなく韓国へこそ来るべきだったのに、と思うね。”

287) 롤랑 바르트의 첫 단행본인 『글쓰기의 영도(Le Degré zéro de l'écriture)』가

모리모토 가즈오(森本和夫)에 의해 1965년 현대사조사(現代思潮社)에서 번역·발간

되었으며, 『기호의 제국(表徴の帝国)』(宗左近訳, 「創造の小径」, 新潮社, 1974)

등의 주요 저작들이 1970년대 초를 기준으로 거의 완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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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적인 사유를 진행한다. 『기호의 제국』은 서양이 불가해한 동양을

자신들의 의미 기준으로, 해석하고 진단하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사유(동

양에 대한 신화)를 과감히 거부한다. 또한 현대 일본의 방향성을 결정짓

는 “일본 자본주의, 미국문화의 확산, 기술발전” 등은 바르트에 의해 젖

혀두어야 할 ‘암흑지대’로 설정된다.288) 이러한 의미에서 바르트가 바라

본 일본은 실체라기보다 ‘허구의 작품’이자 ‘불확실성’이 당연시되는 ‘텍

스트’이다. 그는 이러한 텍스트를 통해 ‘읽기’와 ‘쓰기’를 쇄신하려 한다.

“지식이나 주체를 동요하게 만드는 강력한 지진과 같”은 “말의 텅 빈 상

태”를 통해 기존의 인식틀을 파괴하는 전복적인 글쓰기를 시도하는 것이

다.289)

꿈. 다른 나라의 낯선 언어를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 언어의 다른 점을

인식하면서도 대화 등의 의사소통 수단이나 저속한 방법의 피상적인 사회적 행위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 새로운 언어 안에 긍정적으로 투영된 우리 언어의 불가능성을 아

는 것.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한 언어의 체계를 배우는 것. (중략) 꿈은 우리가 번역해낼

수 없는 단계로까지 우리 자신을 끌어내리고 있는 그대로의 충격을 경험하여 마침내

우리 안의 서구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흔들리게 되고 ‘모국어’의 권리마저 위협받게 하

는 것이다. 290)

‘낯섦’과 ‘언어의 불가능성’을 통해 ‘일본’을 특권화하고, ‘서구적인 것’,

‘모국어의 권리’, 즉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것은 그 나름의 가치를 담

고 있지만, 달리 말하자면 일본이라는 미지의 타자에 “작가로서의 ‘환

상’”과 “서양적 사고에 ‘함몰되지’ 않는 재현이 존재하는 어떤 기호학적

유토피아”를 담는 글쓰기의 유희이기도 하다.291) 그리고 이 ‘해체’와 ‘유

희’는 ‘현재’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바르트의 모습에서, 나카가미에게 있어서도 ‘한국’이 ‘기호의 제

288) 롤랑 바르트 저, 김주환, 한은경 역, 『기호의 제국』, 산책자, 2008, p.12.

289) 위의 책, p.14.

290) 위의 책, p.15.

291) 피터 페리클레스 트리포나스 저, 최정우 역, 『바르트와 기호의 제국』, 이제이

북스, 2003,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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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불가해한 한국을 ‘기호론’으로서 독해하면

서 ‘일본적인 것’, ‘근대적인 것’을 해체하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불안

한 ‘현재’로부터 탈출하여 ‘유토피아=한국’을 만들어내려는 유희적 글쓰기

에 대한 욕망이 내재해 있다.

‘근저의 부재’, 다르게 말하자면, 이야기(物語)의 범람, 다극적다중적인 원근법

(perspective), 원근법(perspective)이라는 말로조차 이루다 표현하지 못하는 만물의

카니발적 임립(林立), 내가 지금, 감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있는 그 범람, 그 임립이

이 파도를 치며 밀어닥치고, 그리고 어느 샌가 간조의 갯벌처럼 이국인인 나 한사람

이, 여기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根底の不在」、言葉を変えてみれば、物語の氾濫、多極的多重的なパースペク

ティブ、パースペクティブという言葉すら物の用をなさないあらゆる物のカーニヴァル的林

立、私が今、感知しているのは韓国にあるその氾濫、その林立が波を打っておしよせ、

そしていつの間にか干潮の干潟のように異国人である私一人、ここに取り残されていると

いう思いである。292)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글을 읽지 못했지만, 읽고 원래의 한자를 유추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을 전체가 디즈니랜드, 아니 신기한 나라에 길을 잃고 퍼즐을 풀면서 노는

기분이 된다. (중략) 한자오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거기에 한국본래의 말이 더해진 것

이 현대 한국어이지만, 누구의 눈으로 봐도 신기한, 열광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이 혼

재된 세계로 유례없는 인공표음문자 한글…

韓国に来た最初はハングルを読む事が出来なかったが、読んで元の漢字を類推するよ

うになってくると、町中がディズニーランド、いや不思議の国に迷い込んでパズルを解きな

がら遊んでいる気になる。(中略)漢字呉音をハングルで表記し、さらに韓国本来の言葉

が加わったのが現代韓国語であるが、誰の眼からみても不思議な、熱狂的なものと破

壊的なものが混在する世界で類を見ない人工表音文字ハングル(後略)293)

1981년 2월부터 7월까지 반년 간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92) 中上健次, 「柄谷行人への手紙」(1981), 『風景の向こうへ·物語の系譜』, 講談社,

2004, p.88.

293) 위의 책, 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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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가미는 윤흥길, 김지하 등 다양한 작가들과 교류를 하고, 한국과 일

본을 둘러싼 세계에 관한 비판적 시야를 공유하거나 ‘동양’을 상상하기도

하지만, 위의 구절들과 같이 한국이 갖고 있는 “근저의 부재(根底の不

在)”294)에 열광하고, ‘이방인(이국인)’으로서의 고독에 심취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타국을 방문한 ‘도시산책자 이방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서울은

다극·다중적인 원근법(perspective), 즉 ‘파노라믹(panoramic)’하게 펼쳐져

있어, 이루 다 인식할 수 없는 공간이다.295)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한)공간’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위압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한글’이라고 하는 기호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디즈니랜드’, ‘미

로와 퍼즐’ 등의 비유들은 이미 그가 한국을 하나의 ‘허구’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96)

이러한 나카가미의 행보가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야기 서

울』과 『윤무하는, 서울』이다. 1984년 1월 세키카와 나쓰오(関川夏央)

의 『서울의 연습문제(ソウルの練習問題)』가 출판되어 본격적인 ‘한국

붐’이 일어나는 해에 나카가미는 두 명의 사진작가들과 함께 서울을 방

문한다. 1월 8일부터 15일까지 약 일주일간 『이야기 서울』의 취재 명

목으로 사진작가 아라키 노부요시(荒木経惟)와, 2월에는 『윤무하는, 서

울』의 취재 명목으로 사진작가 시노야마 기신(篠山紀信)과 동행한다.

294) 근저의 부재(根底の不在)란 “지와 도, 안과 밖, 위와 아래를 궁극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地と図、内と外、上と下を窮極的に決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고 하는 ‘결정 불가

능성’을 의미한다. 이어 가라타니는 윤흥길의 『장마』를 인용하며 한국문학의 특

징이야 말로 ‘근저(根底)의 부재’에 있다고 판단하며, 나카가미의 도한(渡韓)을

“이 일본에 있는 ‘근저’-정치적으로는 만세일계의 천황제에 상징되는–에 대한 환

상을, 동아시아의 교통이라는 시점에서 해체하는 것(この日本にある「根底」─政治

的には万世一系の「天皇制」に象徴される─への幻想を、東アジアの「交通」という視点

によって解体する)”이라고 평가하고 있다.(柄谷行人, 「中上健次への手紙」, 앞의 책,

pp.120-121.)

295) 前田愛, 「BERLIN 1888」, 『都市空間のなかの文学』, ちくま学芸文庫, 1992,

p.263.

296) 사회학자 오사와 마사치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허구의 시대’ 속에서

‘허구’라는 반현실의 상징으로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도쿄 디즈니랜드’로, 담장을

사이로 현실과 비현실이 완전히 분리되고, 이를 통해 디즈니의 판타지 세계관을

탐닉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大澤真幸, 『不可能性の時代』, 岩波新書, 2008,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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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각각 재일 화가 이우환(李禹煥)과 그래픽 디렉터인 나가토모 게이

스케(長友啓典)가 구성을 맡았다. 다시 말해, 나카가미는 자신의 글(소설,

에세이)에 당대 유명 사진작가와 디렉터를 사진 및 구성에 참여시키면

서, 복합장르적인 시도를 감행했던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아라키 노부요시와 시노야마 기신이 당대 ‘성(특히 미소

녀)’을 강조한 예술 사진의 대가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시노야마 기신의

경우, ‘옆집 여자아이’의 “사소한 행동과 찰나의 표정, 즉 여자 스스로가

의식하지 못하는 ‘불의의 표출’”을 촬영함으로써 “‘무방비’하면서 ‘수동적’

인” 소녀(femme objet, 객체로서의 여자)를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진작가이다.297) 한편 아라키 노부요시의 경우, 피사체의 “예상 불가능

한 능동성”을 강조하면서, 길거리 여성들의 도발적인 포즈를 찍는, 높은

수위의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작가다.298)

이렇듯 당대의 ‘소녀’ 혹은 ‘여성’을 피사체로 한 예술 사진으로 유명한

작가들과 나카가미가 내놓은 사진들을 살펴보자. 아라키 노부요시의

『이야기 서울』은 을지로의 ‘반도조선 아케이드’라고 써진 간판과 환구

단, 높게 솟은 건물들의 사진으로 시작한다. 이어 명동의 거리, 남대문,

서울역을 경유하여 이름 모를 시장, 이름 모를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는 서울의 시내(중심부)에서 높은 건물들에 가려져 있는 주변(시장, 골

목)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역과

쓰러져 있는 노숙자, 지하철 안에서 눈먼 거지가 구걸하는 모습은 서울

의 소외된 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97) 宮台真司 他, 앞의 책, p.396. 시노야마의 사진은 ‘격사(激写) 시리즈’로 알려져

있다.

298) 위의 책, pp.405-406. 아라키는 시노야마와 다른 노선을 명시하면서 시노야마의

‘격사’를 패러디한 ‘劇写’(모두 [gekisha]로 발음이 같다) 시리즈를 펼쳐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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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299)

시장과 골목으로 들어가자마자 나타나는 것은 아이들과 여성들의 사진

이다. 특히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골목은

소녀부터 시작하여 불고기를 구워주는 식당 종업원, 거리와 골목의 여성

들, 심지어 할머니조차도 피사체가 되어 웃는 표정으로 섹슈얼리티를 발

산한다. 특히 사진집 후반부에 등장하는 여성의 나체 사진과 모텔에서의

도발적인 포즈의 사진은 아라키와 나카가미의 저의를 의심케 만든다.300)

아라키가 담아내고자 한 한국은 소외된 자들의 기이한 신체, 골목 아이

의 웃음, 여성의 성(性)을 통해 만들어지는 ‘역동성’과 ‘생명력’이다. 이

주변부가 만들어 내고 있는 에너지가 한국의 본질이며, 원동력이라는 것

이다.

299) 中上健次・荒木経惟, 『物語ソウル』, 앞의 책, pp.184-185.

300) 나카가미 겐지 또한 사진집의 피사체로서 나타나는데, 한국의 작가들과의 술자

리에서 담배를 문 남성들과 한손에는 담배, 다른 한손에는 숟가락을 든 여성이

상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다음 컷에는 의도적으로 초점이 흔들리게 찍

음으로써 ‘기생 파티의 밤’을 연상케 한다. 가와무라 미나토는 한국 붐에 대한 비

평 「韓国という鏡」(『文藝』 1985 4月号)에서, 아라키 노부요시의 사진을 통해

‘일본=남성, 한국=여성’이라는 도식 속에서 서울을 강간하는 눈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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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아라키의 『이야기 서울』은 나카가미의 『이야기 서

울』과 조응하고 있다. 강인한 육체를 가진 장길과의 성교를 통해 ‘주체

성’을 획득하고 의적으로 거듭하는 ‘여자’의 신화를 구축한 나카가미의

『이야기 서울』과 서울의 주변부(골목, 시장)의 여성들을 피사체로써 관

음하면서 도시의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아라키의 『이야기 서울』은 두

예술가의 ‘성’과 ‘폭력’, ‘천박함’에 대한 세계관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독특한 ‘허구’로서의 서울을 만들어낸다.

<사진5>301)

반면, 『윤무하는, 서울』 속 시노야마 기신의 사진들은 아라키의 그것

과는 분명히 다르다. 세 대의 카메라를 연동시킨 ‘파노라마’ 기법을 이용

하여 서울의 전경을 담고자 했기 때문이다. 나카가미는 『윤무하는, 서

울』의 후기를 통해 사진작가 시노야마와 촬영기법인 파노라마를 합쳐

‘시노라마’로 부르며, 위압적인 서울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사진

들에서 그려지는 것은 아라키의 순간적인 도시의 역동성과는 대조적인

정적이면서도 ‘엑조틱’하게 대상화 된 서울과 ‘죽음’의 이미지이다.

301) 中上健次・荒木経惟, 앞의 책, pp.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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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302)

시노야마의 사진들이 나타내는 ‘죽음’의 이미지는 나카가미의 타계(이계)

로서의 골목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안에는 무당과 벌어진 입, 제사음식

의 이미지들이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윤무하는, 서울』의 내용은 앞서

다룬 것처럼, 나카가미의 열렬한 한국론이며, 제목 그대로 그 생명력과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후기」에서 편집자인 나가토모 게이스케가

“감독(디렉터)으로서, 사진과 문장을 충돌(다이렉트)시켰다”고 남겼듯,

『윤무하는, 서울』에서는 나카가미의 열정과 시노야마의 정적 이미지를

충돌시키면서 ‘서울’을 입체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앞서 2절을 통해 나카가미가 한국의 전통예능에서 시작해, 한국

문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동양’이라는 사상을 상상하게 되는 과정을 살

펴보았다. 그리고 본절에서는 나카가미가 당대 유명한 서브컬처적 예술

가와 협업을 하면서 엮은 두 권의 단행본(글과 사진집)을 통해, 취향에

따라 ‘동적’이면서도 ‘정적’이고, ‘친숙’하면서도 ‘이국적(exotic)’인 다극·다

중적인 서울을 그려내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카가미에게 있어 한국은 ‘진

지’와 ‘유희’ 양쪽 모두에서 ‘미적 작업’을 가능케 하는 ‘만능열쇠’와도 같

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붐’이라는 현상이 1984년을 기점으로 터져 나

왔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한국 소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302) 위의 책, pp.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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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가미는 ‘한국 붐’이라는 한국을 대상화하는 소비사회적인 현상을 눈

치 채고 있었다.

지금, 여기저기 잡지에서 한국특집이 편성되고, 거기에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한미일

군사동맹이 맺어지고, 한국 내에 예정된 아시안게임, 88년의 서울 올림픽에 초점이 맞

춰지면서 한국을 상품시장에 내놓는 관점의 한국 붐으로부터 가능한 한 떨어져서, 가

능하다면 한국과 일본의 커다란 장래를 위해, 근시안적인 한국 붐을 비평하고 싶지만,

그런 나조차도 근대의 약아빠진 기법과 무관한 한국본래의 전통예능, 전통예술을 앞

에 두면, 열광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今、あちこちの雑誌で韓国特集が組まれ、さらにくっきりと誰の目にも顕らかな日米韓軍

事同盟が敷かれ、韓国内で予定されているアジア大会、八八年のソウル・オリンピック
に照準が合わされてさながら韓国を売りに出す観の韓国ブームからできるだけ遠ざかり、

できうれば韓国と日本の大きな将来の為に、近視眼的な韓国ブームを批評したいと思っ

ているが、その私でも、近代のこざかしい技法と無縁な韓国本来の伝統芸能、伝統芸

術を前にすると、熱狂的にならざるを得ない。303)

나카가미의 한국 붐에 대한 평가는 적확하다. 동아시아 냉전 질서 속에

서 한미일의 협력 체제와 함께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는 한편, ‘88 서

울 올림픽’을 조준하여 ‘한국’을 상품화하려고 하는 시장경제의 움직임

속에서 ‘한국 붐’이라는 현상은 ‘권력’과 ‘자본’에 놀아나게 되는 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의 커다란 장래’를 논하고, ‘근시안적인 한국 붐을

비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카가미조차도 ‘한국 붐’이라

고 하는 현상 안에서 ‘열광적으로’ 한국을 소비하는 ‘소비자’에 지나지 않

기 때문이다. 나카가미는 한국 붐을 둘러싼 구조를 직시하면서도 ‘한국

소비’라는 유희를 그만둘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한다.

문예비평가 요시모토 다카아키(吉本隆明)는 ‘현재(1980년을 전후로 하는

시기)’라고 하는 불가해한 대상의 문화적 심층을 비평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304) 그의 저서 『매스 이미지론(マス・イメージ論)』에서 대상으로 하

303) 위의 책, p.47.

304) 요시모토 다카아키(吉本隆明)는 문예잡지 『가이엔(海燕)』에서 1982년 3월부

터 이듬해 2월까지 총12회에 걸쳐 해당 비평을 연재했다. 이후 1984년 『マス・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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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텍스트는 소설 이외에도 텔레비전 영상(광고, 드라마), 만화와 같은

매체들도 포함된다. 이는 ‘현재’를 비평함에 있어, 더 이상 문학만으로는

논할 수 없는 시대적 변화를 감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카가미

겐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비평에는 그가 서 있는 위치가 적확하게 나타

나있다.

요시모토는 “누구도 고전근대(古典近代)적인 세계로부터 삐져나와, 일탈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필연”을 살고 있고, 감수성이 예민한 작가들은

그 과제를 받아들여 “일탈을 수복하거나, 맞대결을 하거나, 탈구축”하려

한다고 주장한다.305)

(나카가미 겐지는) <일탈>로부터 세계의 <재생산>으로까지 전화시키려고 하고 있

다. 이 작품(『천년의 유락(千年の愉楽)』)이 표출하고 있는 세계는, 몇 가지의 조건

을 쌓아올리는 것으로 완비된 세계가 되고 있다. 구태여 이름 붙이자면, 현재의 세계

상으로 깊이 관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가구된 고대적 혹은 아시아적 세계인 것이다.

현재 우리들을 급속도로 둘러싸기 시작한 시스템화된 고도의 세계상 안에서는, 이야

기다운 이야기가 구축될 리가 없다. 이른바 이야기의 해체만이 래디컬한 과제일 수 있

다. 여기서도 아직 이야기를 구축하려한다면, 세계상의 영토를 <죽은 자>의 영역으로

까지 확장시킬 수밖에 없다.(괄호 인용자주)

<逸脱>から世界の<再生産>にまで転化させようとしている。この作品が表出している

世界は、いくつかの条件を組みあげることで完備された世界になっている。強いて名づけ

るとすれば、現在の世界像に深くかかわるために必然的に仮構された古代的あるいはア

ジア的な世界なのだ。現在わたしたちを急速に囲いはじめたシステム化された高度な世界

像のなかでは、物語らしい物語が構築されるはずがない。いわば物語の解体だけがラジ

カルな課題でありうる。ここでもまだ物語を構築しようとすれば、世界像の領土を<死者>

の領域にまで拡張させるほかない。306)

メージ論』(福武書店)으로 엮이어 출판된다. 본고는 吉本隆明, 『マス・イメージ論』,
講談社, kindle을 참고했다.

305) 吉本隆明, 「世界論」, 『マス・イメージ論』, 講談社, kindle. “わたしたちの優れた作
家たちは、もちろん作品そのものを世界として、古典近代的な世界から逸脱を強いられ、現在

という空間と時間に、どうやってべつの世界を構成できるかという課題を強いられている。それは

不可避の逸脱であるし、またその逸脱を修復したり、とり込んだり、脱構築したりせずには作品

を生みだす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いるのだともいえる。”

306)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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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을 급속도로 둘러싸기 시작한 시스템화된 고도의 세계상’이 바로

당대 나카가미 및 문단이 마주하고 있었던 무서운 ‘현재’이다. 그런 와중

에 나카가미는 ‘고대적 혹은 아시아적 세계’를 구태여 가구(假構)함으로

써, 불가능한 ‘이야기’를 구축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의 영

역으로 문학 세계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런 세계 속에서 그려지는 것

은 ‘무당(초월적 나레이터)’과 ‘천하지만 고귀한 피를 지닌 인물(卑小な貴

種)’, 그런 인물들의 ‘동물적인 성교’, ‘비루한 죽음’ 등이다. 이러한 “윤리

도 반윤리도 아닌, 이른바 비윤리로써 어디까지나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희’라는 이름의 ‘허구’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307)

이렇듯 자칫 ‘배타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나카

가미는 ‘현재’라고 하는 ‘문제적 시대’에 응답할 수 있었다. 본고는 『이

야기 서울』의 실패에 주목함으로써 그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이야

기 서울』을 재독함으로써 나카가미가 ‘현대 한국’을 비평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나카가미의 ‘한국 전통예능’에

대한 관심, ‘이야기(物語) 탐구’, 더 나아가 ‘동양’이라는 ‘사상’을 만들어

내려는 ‘진지함’과 한국을 일종의 ‘기호의 제국’으로 파악하고, ‘성’과 ‘천

함’, ‘죽음’의 이미지로서 자신의 문학세계로 포섭시키려는 ‘유희’라고 하

는 양면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는 1980년대 ‘전환기’를 맞이하는 일본

의 ‘현재’에 대한 나카가미의 양가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요시모토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진다. “우리들의 세계가, 현재 해체와

탈구축으로 향하고 하고 있다는 모티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뛰어

난 감수성을 가진 작가들이 어쩔 수 없이 작품세계의 윤곽을 보완하거나

역으로 붕괴를 모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실인가.”308) 후기 근대의 참

을 수 없는 실존적 불안 속에서 나카가미의 행보는 진지함과 유희의 ‘사

307) 상동. “こういう倫理でも反倫理でもない、いってみれば非倫理としてどこまでもゆるされた、

動物みたいな性行為の描写は、主人公たちがいずれも、小悪事に日を送る遊び人や日雇い

として設定されているのとおなじに、作品の世界に不可欠なのだ。”

308) 상동. “わたしたちの世界が、現在解体と脱構築にむかいつつあるというモチーフはどこからく

るのか。すぐれた感受力をもった作家たちは作品世界の輪郭を補完したり、また逆に崩壊をな

ぞったりするのを余儀なくされているのはまこと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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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길항하면서,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지키려고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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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양지: 철저하게 개인적이며, 철저하게 보편

적인

4.1. 이양지의 '셀프 디스커버리' 서사

이양지(李良枝, 1955~1992)는 재일조선인 2세 작가로, 자신의 한국 유학

(모국 수학)이라는 경험을 작품화하면서, 태어난 나라인 일본에서도 모국

인 한국에서도 제대로 녹아들 수 없는 ‘이방인’의 비애를 그린 작가로 알

려져 있다. 데뷔작인 「나비타령(ナビ・タリョン)」(1982)이 제88회 아쿠타

가와상 후보에 오르며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유희(由熙)」

(1988)로 제100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며 1980년대 대표적인 재일조선

인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309)

본고는 종래의 시각과는 다소 어긋나는, 이양지 문학을 ‘삐딱하게 본’

논자들의 비평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선 재일조선인 철학자이

자 문예비평가인 다케다 세이지(竹田青嗣)는 이양지 문학에 대해 두 개

의 단상을 남기고 있다.310) 하나는 「각(刻)」(1984)에 대한 평론으로, 다

케다는 자신이 “이양지를 ‘여성’ 작가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재일’ 작가

라고는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평하고 있다.311) 이는 다케다가 이야기

하는 ‘재일성’312)이 이양지 문학에서는 일종의 ‘모티프’로서 쉽게 소환되

309) 이양지의 데뷔작인 「나비타령(ナビ・タリョン)」(1982)이 제88회 아쿠타가와상 후

보에, 「해녀(かずきめ)」(1983)가 제89회에, 「각(刻)」(1984)이 제92회에, 「유희

(由熙)」(1988)가 제100회에 후보에 오르며, 「유희(由熙)」가 수상하게 된다.

310) 다케다 세이지는 대표 저서인 『「在日」という根拠』(国文社, 1983)의 증보개정

판을 1995년(筑摩書房)에 출판했는데, 추가된 2부와 3부에는 80~90년대 발표된

신진 재일조선인 작가들의 작품에 관한 여러 편의 짧은 글들이 실려 있고, 그 중

이양지 문학에 관한 비평도 두 편이 실려 있다.(초출: 「呼びよせられた「在日」の

モチーフ」, 『週刊読書人』 第1579号, 1985.4.22./「理解されるものの＂不幸＂」,

『週刊読書人』 第1775号, 1989.3.20.)

311) 竹田青嗣, 「呼びよせられた「在日」のモチーフ」, 『「在日」という根拠』, 筑摩書

房, 1995, p.296. “私は当然李良枝を在日二世作家の流れの中で遇していることになるが、

じつは私は、李氏を＂女性＂作家だと思うほどには＂在日＂作家とは感じていないようなので

ある。”

312) 다케다 세이지는 김석범, 이회성, 김학영이라고 하는 재일조선인 작가들의 문학

을 비평함으로써, ‘재일성’을 분석했다. 특히 재일조선인 2세에 대한 시론인 이 책

은 ‘문학과 정치’, ‘민족과 동화’, ‘남과 북’이라고 하는 이항대립적 문제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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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버리는 한편 여성으로서의 문제의식이 더 날서있다는 것이다. 그럼에

도 다케다는 「각」을 문학적으로 성숙해가는 과도기로 보며 재일조선인

문학사의 중요한 인물로 간주한다.

그런데 다음 단상에서 다케다는 이양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유희」(1988)313)에 대해, 칭찬 일색이었던 문단과는 달리, 「유희」가

“「각」에 비해 한 발 후퇴”했다고 평한다.314) 「유희」에서 등장하는

한국인이자 하숙집 언니인 ‘나’와 집주인인 ‘나의 숙모’가 상처 입은 재일

조선인인 ‘유희’를 너무나도 쉽게 ‘이해’해 버린다는 것이다. ‘재일’의 슬

픔을 너무나도 쉽게 공감해 버리는 이 ‘자상하고 친절한 이해자’들은 ‘이

름 붙일 수 없’을 터인 ‘재일’의 위화감을 ‘이름 붙여진 것’으로 받아들인

다. 다케다는 이러한 인물 구도를 통해 “‘재일’의 불행을 이해하려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일본 독자들과 딱 맞게 겹쳐지고 있”다고 평하고 있

다.315)

다음으로, 재일조선인 활동가인 서경식(徐京植)은 보다 심도 있는 비판

을 전개했다. 서경식은 먼저 이양지의 강연인 「나에게 있어서의 모국과

일본」316)에 관해 논의를 시작한다. 그가 이양지의 강연에서 문제시하고

서 균열하는 ‘재일’에 주목한다. 다케다는 “이회성의 ‘반쪽바리’와 김학영의 ‘불우

성’”을 예로 들고 있는데, “자기가 ‘재일’인 까닭에 불행하다는 느낌을 세계 저편

에서 받아들여 ‘나’를 파악하고, 이제 결코 그 관념으로부터 스스로가 눈을 돌릴

수 없게 되어 버린 상황”이 재일의 불행으로 형상화된다고 지적했다.(『「在日」

という根拠』, pp.296-297.) 그리고 그 세계의 상대성과 끊임없이 대결함으로써 실

존 의식을 찾게 되는 것이다.

313) 「유희」에 관해서는 3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314) 竹田青嗣, 「理解されるものの＂不幸＂」, 『「在日」という根拠』, 筑摩書房, 1995,

p.299. “しかしわたしは、これらの評価に同意できない。『由熙』は、作家としての李良枝の

筆力をよく示した作品だが、文学的には、おなじく韓国に留学した女性主人公を扱った『刻』

に較べて一歩後退している。”

315) 위의 책, p.304. “ここで語り手の「私」とその「叔母」とは、<在日>の不幸を「理解」

しようと身構えている日本の読者にぴたりと重なるのである。作家のこのような進み行きは、<在

日>にとっても、また作家の「文学」にとっても＂不幸＂なことではないだろうか。” 다케다의

분석은 한국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인) 또한 ‘재일’의 불

행을 뿌리 찾기의 문제로 환원시켜 쉽게 이해해버리기 때문이다.

316) 「나에게 있어서의 모국과 일본」은 1990년 10월 26일에 개최된 한일문화교류

기금의 강연회에서 이양지가 직접 한국어 원고를 쓰고 발표한 강연이다. 강연은

작가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이양지, 『돌의 소리』, 삼신각, 1992) 이에 따라

본고도 해당 강연의 한국어본을 원전으로 삼아, 일본어 병기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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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와세다대학 사회과학부(2부)에 입학했을 당시의 회상 부분이

다. 이양지는 부모의 귀화로 인해 ‘일본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재일조

선인 서클(조선문화연구회/한국문화연구회)에서 배척당한 일이 있는데,

이 경험은 작가 본인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술회한다. 해당

이양지의 발언은 아래와 같다.

그때까지 책이나 문자를 통해서만 얻어 온 지식에 의해 혼자 상상하고 있던 재일동

포 사회란 힘없는 비억압자들이 모여 같이 도와주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밖에는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남북 분단의 현실이 짙게 반영되어 있고,

그 속에서도 귀화한 공포는 고립되어 외면당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중

략) 도대체 진정한 의미로서의 정치적인 절조란 국제문제만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인가. (중략) 저는 국적문제에 대한 동포사회의 히스테릭할 정도의 반응에 부딪힐

때마다 의문을 느끼며 말로써만 ‘우리나라’를 논하며, 말로써만 ‘혁명’을 외치는 韓文

硏의 활동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317)

이어 이양지는 학교를 자퇴하고 “국적을 초월”한 ‘정치적인 절조’를 가지

고, “권력이라든지 모든 특권적인 것을 증오”하며 “실체없이 말로써만

구호하는 정치적 슬로건보다 개별적인 문제에 눈을 돌리”고, “실감있는

운동을 전개”해 왔다고 서술한다.318)

서경식은 ‘한문연’의 OB로서 이러한 이양지의 비판에 일종의 ‘변명’ 혹

은 ‘해명’을 첨가하고 있다. 당시 재일조선인 사회가 국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열되어 있었고, 일본국적을 가진 자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

도 사실이지만, 그들이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독재정권을 비판한 것은

“일본의 동화 억압에 대한 불복종과 한국의 군사독제정권에 대한 불복

종” 운동이었다. 게다가 이들은 두 나라의 정부를 적으로 돌림으로써, 한

국 여행 및 유학에서 안전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감수해야

만 했다는 것이다.319) 이에 반해 이양지는 ‘일본국적’이라는 ‘특권’을 갖

317) 이양지, 「나에게 있어서의 모국과 일본」, 『돌의 소리』, 삼신각, 1992, p.222.

318) 위의 책, p.223-225.

319) 徐京植, 「ソウルで「由熙」を読む」, 『植民地主義の暴力』, 高文硏, 2010, p.175.

(초출: 「ソウルで「由熙」を読む」, 『社会文学』 第26号, 2007.6.) “彼らの活動は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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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일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며,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양지가 논하는 ‘정치적인 절조’도 정작 그 자신이 비판했

던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작품 비평으로 넘어가, 서경식도 「유희」에 대해 ‘작중인물의

조형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주인공인 ‘유희’는 “‘재일조선

인’이라고 하는 기호를 붙여 맞춘 것뿐인, 독창적이지 않은 스테레오타

입”이며, ‘나(언니)’와 ‘숙모’ 또한 ‘선량한 한국인’을 강조하기 위한 “부자

연스러운 스테레오 타입”이다. 특히 ‘유희’를 응원하는 ‘나(언니)’의 태도

는 “‘장애인’을 굽어보는 ‘건강한 자’의 온정주의적인 시선”에 다름 아니

며, 그 대사조차도 한국 사람들이 재일조선인에게 자주 향하는, ‘상당히

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320) 더욱이 유희와 ‘나(언니)’의 관

계성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결말부의 떠나버린 유희에 동화되어 ‘말의 지

팡이’를 생각하는 ‘나(언니)’의 행위가 소설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는 것이다.

물론 다케다 세이지와 서경식이 이양지를 마냥 비판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양지 문학이 가진 ‘재일조선인 문학사’적 ‘위치’에 공감

하고 있다. 오히려 서경식이 이야기하듯, 같은 세대의 ‘오빠’로써, 충고와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이리라.321) 그럼에도 본고가 이들의 비

평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양지가 「유희」를 통해 ‘문단’의 주목을 받았음

에도, 동세대의 재일조선인 비평가들은 이를 환영하기 보다는 비판적으

로 바라보았다는 점이다. 이들이 행하고 있는 작업은 이양지 문학에 대

한 ‘폄훼’가 아니라 이양지 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담론’의 ‘해체’다.322)

練で生硬であり、「革命」と独裁政権に対する不服従という、両面への不服従を意味してい

たといえよう。”

320) 위의 책, pp.184-185. “私は由熙に、「在日朝鮮人」という記号を貼りあわせただけ

の、つぎはぎのステレオタイプを見る思いがするのである。同じように、韓国本国の人々を表象

する下宿のアジュモニとその姪(オンニ)の人物像もまた不自然なステレオタイプであるといえよう。

/ オンニの態度は、喩えていえば、「障碍者」を見下ろす「健康者」の温情主義的な目差

しにすぎないように見える。”

321) 또한 다케다의 경우 ‘재일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독특한 문학관에서 이양지 문

학을 평가했으며, 서경식은 ‘디아스포라’라는 이론적 시좌를 가져오는 동시에 당

대의 정치적 문맥에 대한 분석을 주로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비평적 시각

의 타당성도 따져 보아야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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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 ‘담론’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유희」에 대한 시평

에서 문예평론가 가와무라 지로(川村二郎)는 “말의 지팡이를 모색하면서,

결국 찾지 못한 채로 관념의 모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여주인공의 불행

은, 관념과 생리, 혹은 몽상과 현실의 사이에서 분열된 인간의, 보편적인

비유를 획득하고 있다”고 평가한다.323) 이는 재일조선인 문학의 아이덴

티티의 문제를 다룬 전형적인 비평이다. 한 아쿠타가와상 심사위원의 평

가처럼, “매우 거칠고 공격적이었던 문체를 버리고 설득력이 가득한 냉

정한 문체를 획득해, 아주 몸에 익”혀 버려, ‘정제화’된 이양지는 일본 문

단에서 환영을 받게 된다.324) 나카가미 겐지(中上健次)는 「유희」에 관

한 비평에서 “한국인의 관점에서 재일한국인을 본다고 하는 복안의 장

치”를 높게 평가하는데, “이 복안의 사고는, 재일한국인, 조선인 문학의

흐름에서는 확실히 새롭”고 “김사량부터 재일문학이 시작한다고 하면,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이 시점”이라고 극찬한다.325) 이에 따라 이양지는

재일조선인 문학사의 ‘적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나카가미의 평가는 당대 재일조선인 문학의 담론을 반영하고 있는데,

송혜원(宋恵媛)의 연구326)는 1990년대 본격적인 ‘일본어 문학’ 담론327)과

322) 푸코는 “어느 사회에서나 담론 생산이 통제되고, 선별되고, 조직되고,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된다.” 또한 “그 과정은 담론의 힘과 위험을 제어하고, 예측불허의

사태를 방지하며, 심각한 위험요소를 피하기 위해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

다.”(올리버 지몬스 저, 임홍배 역, 『한권으로 읽는 문학이론』, 창비, 2020,

pp.218-219.)

323) 川村二郎, 「′88文芸時評-4-」, 『文芸』27(4), 1988.(竹田青嗣, 앞의 책, p.299

에서 재인용.) “言葉の杖を手探りしつつ、ういに探り当て得ぬまま観念の母国を去らねばなら
ぬ女主人公の不幸は、観念と生理、あるいは夢想と現実との愛だに引き裂かれる人間の、普

遍的な比喩たり得ている。＂

324) 三浦哲郎, 「第百回芥川賞選評」, 『芥川賞全集　第十四巻』, 文藝春秋社. 1989.

“この作者が荒々しいまでに攻撃的だった文体を捨てて説得力に富んだ冷静な文体を獲得し

すっかり身につけていることをまず喜びたい。けれども、扱っている言語の問題が複雑なせい

か、私はよく納得できない個所がすくなくなかった。”

325) 中上健次, 「文芸時評 第2回」, 柄谷行人, 浅田彰 他編, 『中上健次全集 第15

巻』, pp.687-689.(초출: 『ダカーポ』, マガジンハウス, 1988.11.) “作品の成功は、韓

国人の側から在日韓国人を見るという複眼の仕掛けによる。韓国人二人の会話、回想か

ら、由熙の姿、感性、苦しみが浮かびあがる。この複眼の思考は、在日韓国人、朝鮮人

の文学の流れの中では確実に新しい。金史良から在日文学が始まったとするなら、一度もな

かったものがこの視点である。”

326) 송혜원 저역, 『‘재일조선인 문학사’를 위하여-소리없는 목소리의 폴리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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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 연구가 활발해지기 이전의 재일조선인 문학을 둘러싼 담론을

살펴보는데 참조점이 된다. 송혜원에 따르면, 조선반도 및 재일조선인에

대체로 호의적인 관점을 가진 평론가 및 작가들의 선구적인 단평들이 있

었고, 이후 1977년부터 ‘재일조선인 작가를 읽는 모임(在日朝鮮人作家を

読む会)’를 주재한 문학평론가 이소가이 지로(磯貝治良)를 시작으로 재일

조선인 문학론이 구축되기 시작했다고 한다.328) 1980~90년대에 재일조선

인 문학을 ‘저항문학’으로 보거나(이소가이 지로), ‘일본문학의 질 높은

계승자이자 하위에 있는 문학’으로 보거나(가와무라 미나토), ‘공동체의

추방자로서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문학’으로 보는(다케다 세이지) 논의

들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송혜원은 이러한 논의들이 “일본 대 조선이라

는 이항대립을 도입함으로써 조선인들의 문학적 영위가 일본이라는 ‘적’

의 존재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공범관계를 불러”올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329)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재일조선인 문학의 전사(前史)로서 ‘김사량(金史

良)’이 있고, 전후 “김달수(金達壽)의 독무대”였다가, “1960년대 후반이

되어 김학영(金鶴泳)이나 이회성(李恢成) 등 2세대 작가들이 일본 문예

출판계에 등장”하는 한편, “여성작가가 나온 것은 그보다 20년 정도 늦

어 1989년에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이양지가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했

고, 이후 “유미리(柳美里),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와 “귀화해서 일본

국적을 가진 작가나 부모 한쪽이 일본인인 혼혈작가도 활약”하게 되었다

소명출판, 2019. 송혜원은 ‘재일조선인 문학사’가 없었다고 하면서도, 종래의 ‘재일

조선인 문학사’ 해체하는 아이러니컬한 작업을 수행한다. 이는 ‘끊임없는’ 재일조

선인 문학사 ‘다시쓰기’를 통해, 이를 둘러싼 담론들을 해체하는 작업인 것이다.

327) 종래 ‘일본문학’을 ‘일본인’이, ‘일본’에서, ‘일본어’로 쓰고 출판한 문학이라고 간

주했지만, 1990년대 초 재일조선인 문학, 일본인의 해외이민 문학 등의 재발견을

통해 ‘일본어 문학’라는 용어로 부르자는 의견이 제출된다. 더불어 ‘일본문학사’의

한 챕터에 재일조선인 문학을 위치시키는 것도 이 당시의 일이다.

328) 이소가이 지로의 『始源の光―在日朝鮮人文学論』(創樹社, 1979)는 재일조선인

문학론의 선구적인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329) 송혜원, 위의 책, p.28. 가령 다케다 세이지의 경우 재일조선인 문학이 일본의

‘사소설’을 계승한다고 지적하며, 세대론을 강화한다. 가와무라 미나토는 다케다

세이지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차용함으로써 재일조선인 문학이 일본문학의 하위

문학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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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대론’과 ‘아이덴티티론’ 그리고 기점으로서의 ‘김달수’라고 하는 ‘스

토리’가 현재에도 유통되게 되는 것이다.330) 이렇듯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포스트모던적 ‘차이화’ 담론과 사회의 ‘다원화’의 움직임, 재일

조선인 2세 지식인들의 활발한 학계 진출의 과정 위에서 이양지 문학이

놓여 있는 것이다.331)

거기에 ‘한국 붐’이라고 하는 소비문화적인 맥락도 이양지 문학을 둘러

싸고 있는 층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한국 붐의 최전선에 있었던 나카가미 겐지의 글들이다. 우선 나카가미의

‘「각(刻)」에 대한 서평’332)을 살펴보면, 한국을 배경으로 한 나카가미

자신의 소설 『이야기 서울』에 관한 부정적 비평들에 대한 해명으로 시

작한다.333) 자신의 ‘한국론’을 읊조린 이후에야 「각」에 대한 서평이 시

작되는데, 이러한 구도는 이양지 문학이 자신을 위시한 ‘한국 붐’ 논자들

의 논의 위에서 성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재일조선인문학,

재일한국인문학의 중심 테마이기도 했던 아이덴티티의 문제”와 “재일조

선인문학, 재일한국인문학의 가장 새로운 세대로서 결의”라는 수사들이

나타나며, 이양지는 서평의 제목 그대로 “한국과 일본의 현재”를 나타내

는 ‘상징’이 되어버린다.334)

330) 위의 책, pp.39-40. 원서에서는 스토리(ストーリー)였던 단어가, 저자가 직접 번역

한 번역서에서는 ‘이야기’로 번역되었다. 번역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본

고의 논의의 어감 상 ‘스토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스토리’로 했다.

331) 1980년대 중반부터는 포스트콜로니얼(탈식민주의) 담론이 일본에 번역 소개되

기도 했다.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의 저서들의 재판이 1984년 미미즈쇼보(み

すず書房)에서 간행되었으며,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1986년 헤이

본샤(平凡社)에 의해 번역·출판되었다. 일본 내 지식인들 중에서는 1990년대 초

재일조선인 정치학자인 강상중(姜尚中) 등이 활발하게 논의를 전개하였다.

332) 中上健次, 「韓国と日本の現在」, 柄谷行人, 浅田彰 他編, 『中上健次全集 第15

巻』, pp.466-469.(초출: 『新潮』, 1985.5)

333) 가와무라 미나토는 「韓国という鏡」(『文藝』 1985年4月号)에서, 아라키 노부요

시의 사진을 통해 ‘일본=남성, 한국=여성’이라는 도식 속에서 서울을 강간하는 눈

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334) 中上健次, 「韓国と日本の現在」, 앞의 책, pp.468-469. “在日朝鮮人文学、在日韓

国人文学の中心テーマであったアイデンティティーの問題は、現今の社会の気配からすれ

ば、不可能性の可能性という実に困難な形態を取るしかないのである。”/“「刻」が物語を

思いっきり分節化し、アップの多用、突然の物の挿入、というヴィデオ的手法を多用し、そして

デジタルに展開するのは、在日朝鮮人文学在日韓国人文学の最も新しい世代としての決意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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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가미 겐지의 한국 체험에 관한 에세이인 『윤무하는, 서울』(1985)

은 다분히 ‘한국 붐’을 의식하며 쓰인 글로, 후반부에 이양지와의 만남들

을 적고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거주한지 4개월째 되는 1981년 5월

초, 그는 판소리 대회를 보기 위해 전주로 떠났는데, 거기서 이양지를 만

나게 되고 술자리까지 함께 한다. 이양지는 그에게 자신의 인생과 한국

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한다.

이야기를 듣고 소설가인 나는, “그거, 써봐”라고밖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수기

든 일기든 괜찮아. 써서 다스릴 수밖에 없어.”

젊은 여성은 멋쩍어 했다. 쑥스러워하면서 마음속으로 혹시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는 기분이 들었는지, “오빠, 노래할게”라고 말하고, 가야금을 배우면서 노래도 배우고

있다며, 스승에게 배운 대로 자세를 바로잡고, “새가 날아든다”라고 새타령을 부르기

시작했다. 소리가 배에서 가득 나온다고 할 수 없지만, 나쁘지 않다. 배우가 그 새타령

에 맞추어 춤추기 시작했다.

話を聴いて小説家の私は、「それ、書きなよ」と言う事しかいつもできない。「手記

だって日記だっていいんだ。書いて治めるしかない。」

若い女性は照れくさかった。照れながらこころのなかでひょっとすると書けるかもせれないと

気持が弾んだのか、「オッパ、うたうね」と言い、伽倻琴を習いながら歌も習っている

と、師匠から教えられたとおり姿勢を正し、「セガナラドゥンダ」とセタリョンをうたいはじめ

る。声が腹いっぱいで出ているとはいえないが、悪くない。俳優がそのセタリョン会わせ

て踊りはじめた。335)

나카가미는 체류 기간 중 수많은 재일조선인을 만났을 터이지만, 그들은

목소리조차 가지지 못한 채 생략되어 있다. 한편, 굴곡진 인생사와 표정

의 변화, 그가 노래하는 ‘새타령’의 곡조가 어우러지면서 ‘작가 이양지’가

조형되고 있다.

서울로 돌아온 나카가미는 한 한국식 여관에서 이양지와 재회하고, 전

통악기인 장구(長鼓)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예지『군조(群像)』의

편집장인 즈지 아키라(辻章)를 소개시켜준다.336) 마지막으로, 자메이카의

のである。”

335) 中上健次・篠山紀信, 『輪舞する、ソウル。』, 角川書店, 1985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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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게음악의 거장 밥 말리(Bob Marley)가 죽은 날, 그는 이양지를 만난

다. ‘해방’과 ‘반체제’를 외치는 레게음악이 금지된 한국에서, 신문에 밥

말리의 부고 소식조차 나오지 않았을 당시, 나카가미는 이양지를 불러내

술을 마시며 밥 말리를 추모한다. 술값이 모자란 와중에 이양지는 술집

사장에게 ‘밥 말리 추모’를 명목으로, 갖고 있는 돈만 내겠다고 주장한다.

“알겠죠?”라고 이양지가 말하고, 주인이 장사에 강적이라도 만난 듯, “아이고”라고

소리를 내자, “자, 데모를 하자, 데모를”이라고 말하며,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주인이

다시 말을 걸려는 것을 뿌리치듯 나도 빗속에 뛰어들어, “차라리 청와대에서 데모를

하자”고 진로 소주로 휘청거리는 다리의 이양지를 부축했다. 밥 말리의 <엑소더스

(Exodus)>를 부르며, 달리다 멈추고, 다시 달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청와대로 향한

레게의 데모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고주망태가 된 두 사람이 달리거나 멈추거

나, 뭐라고 영어로 노래하거나 하고 있으니, 통행인은 히죽히죽 웃고, 멈춰 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취한 다리로는 너무 멀기에, 시청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끝내기

로 했다.

　「分かった？」と李良枝が言い、主人が、商売には大敵のような神様だと言うように

「アイゴ」と声を出すと、李良枝が「さあ、デモを掛けよう、デモを」と言い、雨の中に

飛び出す。主人がなお声を掛けるのを振り払うように私も雨の中に飛び出し、「しっそ靑

瓦台にデモを掛けようぜ」と真露でよろつく足の李良枝の腕をかかえる。ボブ・マウリー
の「エキソダス」をうたいながら、走ってずっこけ、また走る私らが、靑瓦台に向けての

レゲエのデモだと、誰も思わない。二人の酔っぱらいが走ったりずっこけたり、何やら英

語でうたったりしていると、通行人はニヤニヤ笑い、立ちどまり、見ている。靑瓦台は酔っ

た足にはあまりに遠いので、市庁の周りをひと周りして終える事にした。337)

이러한 다소 황당하고 정신없는 일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불행한

가족사, ‘뿌리 찾기’에 직결되는 한국 전통예능을 배우는 ‘재일조선인 2

세’, 다소 엉뚱하지만 자기주장이 확실한 ‘여성’으로서, 결과적으로 ‘이양

지’는 ‘윤무하는 서울’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이 된다.

336) 『군조(群像)』는 이양지의 대부분의 소설이 발표된 잡지로, 나카가미는 이양

지 문학이 자신과의 인연 위에서 탄생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337) 中上健次・篠山紀信, 앞의 책,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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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논의들을 정리하자면, 1980년대 ‘한국 붐’, 재일조선인 문학의 ‘재

발견’과 ‘다원화’ 담론의 구축이 착종하면서 이양지라고 하는 1980년대

재일조선인 문학을 대표하는 여성작가가 ‘발굴’되고 ‘소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재일조선인 2세대로서, 일본 사회의 현실과

이념으로서의 ‘조국’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안고, 한국으로 건너갔지만, 결국 ‘한국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계인

의 슬픔을 그려냈다는 ‘서사(스토리)’는 ‘문단’의 입맛을 자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불어 이양지가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해가 ‘한국 붐’

의 절정기에 해당하는 1988년 서울올림픽 직후였으며, ‘제100회’라는 상

징적인 회차였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된다.

본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양지가 자신의 둘러싼 담론의 희생양

이라는 것도, 「유희」가 실패한 작품이라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이양지

의 목적은 ‘나’라고 하는 문제를 탐구하는 것에 있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그의 대담, 에세이, 강연 어디에도 ‘한국 붐’, ‘모국 수학을 온 재

일조선인 일반의 사정’, ‘나카가미 겐지와의 인연’ 등에 관한 언급은 일절

없다. 아쿠타가와상 수상자 인터뷰 「재일을 넘어서(在日を超えて)」에서

이양지는 ‘재일(在日) 일반’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대담자 가와무라 미

나토(川村湊)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재일의 입장을, 나는 절대로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희가 한국에서 사는 재일을 대표하고 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희』가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철저하게 보편적일 것

이라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재일이라고 하는 존재를 저는 일반

화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고, 귀속한다고 하는 말에 있어서도,

그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에게 귀속하는 곳 따위가 있을까요, 과연.

그건 자기 자신밖에 없겠죠.

在日の立場を、私は絶対に代弁できません。それは絶対にできないし、してはいけない

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由熙は韓国で暮らす在日を代表してるなんてとても言えない。た

だ、『由熙』は徹底的に個人的な問題だから、徹底的に普遍的でもあるだろうとは、

自信を持っていえるけれども。とくに在日という存在を私は一般化して言いたくないです。

あまりにも多様で、帰属するという言葉にしても、それはとても危険だと思うわ。人間に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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属するところなんてあるかしら、真に。それは自分でしかないでしょう。338)

이양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문제였다. 부모의

불화, 자살시도, 가출, ‘뿌리 찾기’와 민족 운동까지, 그가 밟아왔고, 표현

하고 있는 삶의 여정은 철저하게 ‘나 자신이고자 하는 욕망’에 기인한

다.339) 서경식이 비판하는 이양지의 ‘관념’은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

을 것이다. 또한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철저하게 보편적”이라

는 명제는 주목을 요한다. 이양지에게 있어 ‘나’를 끊임없이 고찰하는 것

은 곧 세계와 보편의 문제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보편성’이

담지하는 것은 근대적인 주체의 탄생도, 한 시대의 윤리적인 진정성도,

‘보편(중심)과 특수(주변)’의 투쟁도 아니다. 바로 실존적 불안 속에서 도

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후기 근대의 ‘군상’이다. 이 시대 속 누군가는

이를 끊임없는 ‘소비’로, ‘성적 신체’로, 종말을 구도하는 ‘종교’로, ‘나’라

고 하는 ‘보편’ 찾기의 도전과 실패를 반복한다.

이양지 문학을 이해함에 있어 그를 둘러싼 담론, 심지어 다케다 세이지

와 서경식의 우려 깊은 시선까지도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가 시도하려는 것은 이양지를 포박해 온 담론(심지어 재일성과 디아

스포라까지도)의 ‘해체’이며, ‘부유(浮游)하는 주체’의 발견이다.

우선 이양지가 죽기 직전에 원고를 완성한 기고글 「우리들의

DISCOVERY를 찾아서(私たちのDISCOVERYを求めて)」를 살펴보자.340)

재일외국인을 독자로 상정한 이 글에서 이양지는 ‘국제화 시대’ 속에서

“이질적인 문화와의 만남을 새로운 문화 창조의 힘이 되도록”하기 위해

서로간의 이해를 촉구하며 “목소리의 울림과 나날의 됨됨이가 반드시 새

338) 李良枝·川村湊, 「「在日文学」を超えて」, 『文学界』, 1989.3, p.286.

339) 가라카즈 시게루 저, 한태준 역, 『나 자신이고자 하는 충동』, 도서출판 갈무

리, 2015를 참조.

340) 「私たちのDISCOVERYを求めて」는 이양지의 친 여동생이 편집한 「We’re」

창간호(1992.7)의 1면을 장식한 이양지의 기고글이다. 「We’re」은 재일외국인 독

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지로,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의 4개 국어로 편집되어

있다. 해당 잡지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총 20호가 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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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들의 우리들다운 ‘DISCOVERY’가 요구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는 결어(結語)는 그의 삶의 궤적을 관통하고 있다.341) 바로, 나(우리)의

나(우리)다운 ‘DISCOVERY’, 즉, 나 ‘찾기’이다. 그가 ‘DISCOVERY’에

방점을 두었듯, ‘찾기’라는 행위 그 자체가 이양지 문학을 관통하는 것이

다.

이러한 이양지의 ‘나 찾기’는 두 편의 수기에서 시작된다. 이양지는

1982년 「나비 타령」으로 문단에 데뷔하기 이전, 「나는 조선인이다(わ

たしは朝鮮人である)」(1975)342), 「산조의 율동 안으로(散調の律動の中

へ)」(1979)343)라는 두 편의 수기를 발표한 바 있다. 전자의 경우, 유년시

절부터 시작해 와세다대학에 입학하기까지, 민족정신을 각성하게 되는

과정을 세세하게 적고 있으며, 후자는 대학 입학 후 가야금과의 만남과

와세다대학 자퇴 이후의 삶을 적어내고 있다. ‘수기(手記)’라는 글쓰기 장

르가 전문화 된 남성주도의 ‘문학’이라는 제도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의

수단이었듯344), 이양지에게 있어 ‘수기’도 ‘나’를 말함과 동시에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수기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의 불화’와 ‘교토(京都)’로의

가출’이다. 부모의 의지에 따라 ‘누구보다 일본인으로 자란’ 문학소녀였던

이양지에게 드리워진 그늘은 바로 부모의 이혼 송사였다.345) ‘폭력적인

341) 李良枝, 「私たちのDISCOVERYを求めて」, 『李良枝全集』, pp.637-638. “異質な

文化との出合いを、新たな文化創造の力とできるかどうかは、出会った者同士が、どれだけお

互いを深く理解し合う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にかかっている。(中略)これからも、わたした

ちの交わし合う声の響きや日々の在り方が、必ず新しい歴史を作り出していく源になっていくだ

ろう。わたしたちのわたしたちらしい『DISCOVERY』が、問われているのに違いない。”

342) 초출: 「わたしは朝鮮人である」,『考える高校生の本6ー青空に叫びたい』, 高文硏,

1975.

343) 초출: 「散調の律動の中へ」,『季刊三千里』19, 三千里社, 1979 秋号.

344) 후지이 히데타다(藤井淑禎)에 의하면, 1960년대 중반부터 출판계의 ‘수기 붐’이

있었으며, 이는 “① 전문숙련자에 의해 독점되어 있던 ‘문학’을 아마추어의 손에

되찾자는 움직임, ②남성주도의 ‘문학’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여성 측으로부터

의 이의신청”으로 평가됐다. 또한 수기에 의한 자기표현은 70년대의 시점에서는

‘여성’의 내면을 대변하는 대중적 표현의 일환이 됐다.(大塚英志, 『「彼女たち」の

連合赤軍』, 文藝春秋, 1994, pp.200-201.)

345) “주위는 일본인뿐이고, 부모님은 조선어를 좀처럼 쓰지 않았을뿐더러, 김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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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참는 어머니’, 그리고 ‘어두운 가정’이라는 재일조선인 문학의

‘기본적인 패턴’346)이 그들의 척박한 현실의 ‘재현’이라고 할 때, 이양지

도 ‘집안’에서 안정을 구할 수 없고,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

였던 것이다.

당시 일본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사이에는 삼무주의(三無主義)라는 말이 유행되

고 있었습니다. 즉 무기력, 무관심, 무감동, 이 세 가지의 무를 합해서 삼무주의라고

한 것입니다. 안보투쟁에 의해 고양된 학생운동도 좌절로 끝나 학생사회 전체가 기묘

한 허탈감에 싸여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혐오감도 동시

에 작용해서 떠나야 하며,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결심이 절박하게 다가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347)

거기에 일본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기묘한 허탈감’에, 어디론가 ‘떠나야

하며,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결심’이 생기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어디

론가 떠나야 한다’는 감성은 일본사회 전반에 농후하게 깔려 있었으며,

이를 이용한 국토재개발 정책과 ‘디스커버 재팬’ 광고는 수많은 젊은이들

을 ‘나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끌어들이며 여행을 떠나게 만들었다.

일본사회의 급격한 소비사회화에 의해, ‘안논족(アンノン族)’으로 대변되

는 나를 찾는 ‘소녀’들의 낭만적 여행이, 이양지에게는 ‘가출’, 즉 경제적

독립이라는 명목의 ‘일’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나’

를 찾아 도착한 ‘교토’의 여관에서 수학여행 혹은 혼자 여행을 즐기는

‘소녀’들과 잡일을 도맡아 일하는 ‘이양지’가 교차되고 있다. 이양지는 여

관에서 일한 지, 일 년째 되는 해에 여관 주인의 주선으로 부립 오키 고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9살 때 일본으로 귀환했다. 그 때, 아버지는

후지산의 산기슭에 뼈를 묻는 심정으로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내가 보다 일

본적인 여성이 되기를 바라셨다. 나는 일본무용, 현악기, 꽃꽂이를 배우고, 학교의

성적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바람을 언제나 충족시켰다”며, “나는 재일조선인 따위

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李良枝, 「散調の律動の中

へ」, 『李良枝全集』, p.596.

346) 岡野幸江, 「「言語」への懷疑」, 『社会文学』(11), 1997.6, p.90. “『粗暴な父』

と『耐える母』、そして『暗い家庭』は在日文学の『基本的なパターン』であった。”

347) 이양지, 「나에게 있어서의 조국과 일본」, 『돌의 소리』, 삼신각, 1992,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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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鴨沂高校)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되는데, 이후의 일련의 사건을 통

해 재일조선인으로서의 민족정신을 각성하게 된다.348)

이후 그는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여관을 그만두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도쿄의 와세다대학 사회과학부(2부)에 입학한다.

「나는 조선인이다」의 말미에서 이제 막 대학생으로서 사회운동에 진입

한 화자는 패기 있는 어조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하늘하늘하게는 절

대 살지 않겠다. 무언가 보일 때까지 탐욕스럽게 살겠다고 생각한 것이

다. 재일조선인의 한 명의 여성으로서―.”349) 여기서 ‘하늘하늘(ひらひら)’

이라는 것은 “왜 이리도 조선인이란 것에 집착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미로를 향해 걷고 있는 것 같아서 해답이 없는 막연함”을 느끼는 자신

의 ‘유약함’을 가리킨다.350) 또한 그 유약함은 누구보다도 더 일본인으로

서 살아온 과거의 자신이며, 이 선언은 ‘소녀로서의 이양지’라고 하는 자

신 안의 타자와의 결별을 의미한다.351)

그러나 일본 국적을 가진 귀화 재일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재일조선인 운

348) 이양지는 통학하는 길 시영전차(市電)에서 근방 ‘조선학교’의 재일조선인 여학

생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떠드는 모습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 재일조

선인이 거의 없는 지방(야마나시현)에서 자란 이양지의 ‘들키면 안 된다’는 강박

적인 두려움이, 교토라고 하는 ‘도시’의 재일조선인 여학생들에게는 통용되지 않

았던 것이다. ‘교토-오사카’가 속한 간사이 지방은 역사적으로 재일조선인들이 정

착하여 형성된 마을이 다수 존재하며, ‘민족학교(조선학교)’도 다수 설립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양지의 성장 환경과는 매우 이절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사상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의 오키 고등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일본제국의 ‘조선’ 식민지화 문제를 공부하며, 민족정신을 각성하게 된 것이다.

349) 李良枝, 「わたしは朝鮮人である」, 『李良枝全集』, p.591. “ひらひらとは決して生きま

い。何かが見えてくるまで貪慾に生きてやろうと思うのだ。在日朝鮮人の一女性として―。”

350) 상동. “なぜこうも朝鮮人ということにこだわらねばならないのかと、消沈してしまう自分があ

る。胸をはることが苦しい時がある。自分の歩いている方向があまりにも迷路のようで解答がな

いような、漠としたものを感じるからである。”

351) 아동학자인 혼다 마스코(本田和子)는 근대적 제도로서의 ‘아동’이라는 아리에스

(Philippe Ariès)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아동 중에서도 그늘에 가려져

있는 ‘소녀’를 발견했다. 특히 혼다는 ‘소녀적인 것’의 핵심에 ‘하늘하늘(ひらひら)’이

라는 용어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 이미지는 “온갖 감각과 이미지의 영역을 하늘

하늘거리며 초경하고, 왔다갔다하며 자유자재로 부유하는” 곳에 있다. “집시적인

감각에 대해, 일상적 질서의 논리는 그것을 독해해야만 하는, 적절한 말을 갖지”

못하고, “‘하늘하늘’은 분류와 정합을 핵으로 하는 일상적 질서로부터, 완벽에서

삐져나온 이단아”였다.(繁富佐貴, 「1980年代の「少女」論の構造」, 『日本女子大

学大学院人間社会研究科紀要』(15), 2009,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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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서클인 한국문화연구회(한문연)에서 배척을 당하고, 한 학기 만에 중

퇴, 슬리퍼 공장에서 일을 하며, 사회운동에 참여한다. 「산조의 율동 안

으로」에서는 이념과 국적으로 갈라져 공허한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학

생 사회의 모습과 거기에 실망한 이양지가 그려져 있다. 그는 자퇴 후,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득현(李得賢)352)의 석방을 위한 1인 시위에 나서

거나, 수감소를 방문해 면회를 하거나, ‘진정한 가난’을 알기 위해 연립주

택의 ‘방 한 칸’을 빌리고, 슬리퍼 공장에 취직해 일하는 등, 자기 자신을

더 궁지로 몰아넣으며, ‘개인’과 ‘삶’에 밀착하여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그러나 그곳에 발견하는 것은 ‘몸이 불편한 자’, ‘더러운 방’, ‘공장의 탁

한 공기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아주머니들’과 그들을 착취하여 번 돈으

로, 한국으로 ‘기생관광’을 서슴없이 다녀오는 사장과 같이 추악해 보이

는 ‘생활(삶)’이었다.

가야금 선생님의 주선으로 이양지는 한국 유학을 갈 수 있게 되고, 인

간문화재인 박귀희(朴貴姬)의 문하생으로서 가야금과 판소리를 배우는

동시에, 재외국민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다. 그러나 2년 사이에 연이

어 전해진 오빠들의 부고 소식에 서울과 도쿄를 왕복하며 학업을 간신히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에 입학하지만, 부모님의 이혼이 최종 선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휴

학계를 내고 일본으로 돌아간다. 일본에서의 2년간 이양지는 「나비 타

령(ナビ・タリョン)」과 「잠수하는 여자(かずきめ)」, 「오라버니 전상서(あ

にごぜ)」의 총 세 편의 글을 연속으로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하게 된

다.353)

이양지의 작품들은 “마치 유서와 같이 지금까지의 생활을 정리해서 하

나의 작품으로 완성”했다는 작가의 말을 빌려, ‘사소설’적인 독해로 분석

352) 마루쇼 사건(丸正事件)의 당사자로, 1955년 후쿠오카현 미시마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쓴 인물이다. 해당 사건은 재일조선

인에 대한 편견에 의한 차별 사례로 대표적인 사건이다.

353) 「ナビ・タリョン」, 『群像』, 講談社, 1982.11./ 「かずきめ」, 『群像』, 講談社,
1983.4. /「あにごぜ」, 『群像』, 講談社, 1983.12. 본래 한국에는 「해녀」와 「오

빠」로 번역·출판되었지만, 번역상의 어색함으로 인해, 본고는 조관자(2007)의 논

의를 이어받아 위와 같이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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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354) 그러므로 소설 속 주인공들은 작가의 인생을 반영한 내면

의 타자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355) 그러나 내면의 탐구는 인생 속

수많은 타자와의 만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양지 문학의 주인공들은

‘수기’ 속 자신과 같은 ‘민족정신’과 ‘사회 변혁’을 외치는 인물들이 아니

다. 「나비 타령」의 아이코(愛子, 애자)는 길거리에서 일본인에게 죽임

을 당하는 상상(환각)을 가진 인물이고, 「잠수하는 여자」의 주인공(‘그

녀’)은 ‘관동대지진’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호명함으로써 타살의 공

포를 느낀다. 물론 이러한 인물들의 일탈, 자살충동,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과 억압 상황을 보여주는, ‘불행’의 문학적

모티프로서 여타 재일조선인 문학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356)

그러나 이양지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불안에 몸서리치는 여성 주

인공들의 ‘신체’를 가학적이거나 자학적인 형태로 손상시키며, ‘성’에 대

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가령 「나비 타령」의 아이코는

유부남인 마츠모토(松本)와 ‘불륜 연애(원조 교제)’를 하고 있으며, 「잠

수하는 여자」의 주인공(‘그녀’)은 가학적인 성의 ‘대상물’이 되어, 결국

매춘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인물이다.

“저 결심했던 거예요. 스무 살 때였어요. 병원을 찾아 가서 자궁과 난소를 떼어 달라

고 부탁을 했어요. 그 수술이 내 나름대로의 성인식인 셈이었는데, 어느 산부인과를

가도 거절당했어요.(후략)”

「私決心したのです。二十歳の時でした。病院に行って、子宮と卵巣を取ってくださ

い、と頼みました。その手術が自分なりの成人式のつもりだったのですが、どの産婦人科

に行っても断られました。(後略)」357)

성기에서 악취를 내뿜기 시작한 엄마는 이미 때를 놓친 상태로 병원으로 운반되었

354) 이양지, 「나에게 있어서의 조국과 일본」, 앞의 책, p.237.

355) 이덕화, 「이양지의 새로운 디아스포라 의식 – ‘있는 그대로 보기’」, 『세계한

국어문학』, 세계한국어문학회, 2011, p.71.

356) 윤송아, 「이양지 <해녀>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6호, 국제한인문학

회, 2009.

357) 李良枝, 「かずきめ」, 『李良枝全集』,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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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병명은 자궁암이었다. 그녀는 커튼을 응시하면서 답답해지는 가슴을 억누르고 있

었다. 병실의 냄새가 싫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엄마의 임종을 지켜보

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며 악취를 견디고 있었다.

性器から悪臭を放ち始めた母は、すでに手遅れの状態で病院に運びこまれた。病名

は子宮癌だった。彼女はカーテンを見つめながら苦しくなってくる胸を押えていた。病室の

臭いが嫌でならなかった。だが彼女は母の最期を見届けなくては、と歯を食い縛り、悪

臭に耐えていた。358)

20살이 되자 ‘자궁’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녀’의 모습은, 자궁암에 걸려

성기에서 악취를 내뿜은 ‘그녀의 어머니’의 모습과 연결된다. 임신 자체

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인물들을 통해, 이양지가 왜 이렇게까지 여성

인물들을 수난과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

지 않을 수 없다. 설령 그것이 ‘재일조선인’이자 ‘여성’이라고 하는 ‘이중

억압’이자, ‘타자의 타자’라는 위치에서 연유할 수밖에 없는 ‘문학적 모티

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성’의 이미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에서 일본에서 발견되는 것은 ‘소녀’라는 이

름의 타자였다. ‘소녀만화’가 만화비평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하고, 소녀들

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남성 비평가들의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이 시기

다.359) 시부야 거리에서 ‘패션’과 ‘소비’로서 자신들을 나타내는 이 소녀

들은 새로운 시대(소비사회)를 이끄는 주역인 동시에 ‘비행 소녀’와 ‘원조

교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타락한 문제아가 된다.360)

이양지는 1982년에서 1983년의 약 2년 동안, 고도소비사회 일본 속 ‘부

유하는 소녀’라는 타자를 발견했던 것이다. 본고는 이양지의 삶과 소비사

회 속 ‘소녀’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교차시키는 작업을 행했다. 그는 ‘하늘

358) 위의 책, p.91.

359) 이와 관련해서는 서론과 2장의 3절을 참조.

360) 마쓰모토 요시에(松本良枝)의 『비행소녀의 심리(非行少女の心理)』(1980), 하야시

마사유키(林雅行)의 『비행소녀라고 부르기 전에(非行少女と呼ぶ前に)』(1981) 등이 소

녀의 일탈에 주목하여 나온 책들이다. 이들은 비행소녀가 소녀 중에서도 특수한

존재이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그 이유가 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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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부유하던 ‘일본인 소녀’로서의 과거의 자신과 끊임없는 거리두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세계와 ‘나’의 관계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학(창작) 작

업 속에서 방황하는 여성들과 자신의 과거를 겹쳐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

이다. ‘재일조선인’과 ‘여성’의 문제를 접합시킨 그의 작업은 자신 안에

있는 타자들을 응시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며, 궁극적으로 ‘타자’와의 ‘관

계 맺기’로 이어진다.

4.2. 불행의 체취와 시간에 대한 저항

1984년 이양지는 앞서 발표한 세 편 중 두 편의 소설이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오르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나, 학업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한다.

제가 다시 서울에 가서 서울대학교에 복학하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문예지 편집자

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겨우 일본 문단에서 이름이 나기 시작한 이런 시기

야말로 작가로서는 계속 글을 써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

었고,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듯이 한국에 대한 편견과 정치적

비판에 근거를 두며 저의 행동을 비민주주의적 한국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단정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361)

이양지가 한국(서울)로 떠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복학하는 이 시

점은 공교롭게도, ‘한국 붐’이 일어난 시점으로, 이 당시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한일의 자본과 권력의 협력을 인정하고, 한국을 ‘소비’하려고 하는

풍조에 힘을 싣는 행위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는 나카

가미 겐지를 시작으로, ‘한국 붐’에 관여한 논자들이 마주한 비판들과도

연결된다.

또한 이러한 비판은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도 일부 나타나는데, 서경식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361) 이양지, 「나에게 있어서의 조국과 일본」, 앞의 책,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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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건의 피를 뒤집어쓰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자기의 이미지 업을 위해 일본

으로부터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대외정책을 취했다. 현재 ‘한국통’이라고 불리는

일본인의 다수가 이 시대에 한국으로 유학해, 말이나 문화를 배웠다. (중략) 군사 독

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사를 가진 재일조선인(한국적)이 유학, 상용, 친족방

문 등을 위해 한국에 왕래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光州事件の血を浴びて登場した全斗煥政権は自己のイメージアップのため日本から多

くの留学生を受け入れる対外文化政策をとった。現在「韓国通」といわれる日本人の

多くが、この時代に韓国へ留学し言葉や文化を学んだ。(中略) 軍事独裁を支持しない

という意志をもつ在日朝鮮人(韓国籍)が留学、商用、親族訪問などのため韓国に往来

することは、気軽なことではなかった。362)

서경식은 1980년대 초 일본의 방한(訪韓) 수학에 관한 세 가지 유형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에 초청을 받은 일본인 그룹, 한국에 방문하고 싶어

도 정치적 절조를 지키기 위해 가지 않고 일본에서 정치운동을 지속한

재일조선인 그룹, 모국 수학을 간 또 다른 재일조선인 그룹이다. 직접적

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경식이 이야기하는 전두환 정권의 대외

정책은 ‘한국 붐’과 연결되는 기조였다. 그가 언급한 당시 한국 수학을

다녀온 일본 지식인들이 1984년을 기점으로 다수의 저작물을 출판하여,

본격적인 ‘한국 붐’을 주도한 것이다. 한편 한국적을 가진 재일조선인들,

특히 군사 독재를 비판하고 반대운동을 펼쳤던 이들은 한국으로 건너가

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권혁태에 따르면, 1971년부터 1990년까지 ‘정치

범’으로 투옥·의심을 받은 재일조선인은 120명에 이른다.363)

362) 徐京植, 「ソウルで「由熙」を読む」, 앞의 책, pp.173-175.

363) 권혁태, 「‘재일조선인’과 한국사회: 한국사회는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표상’해왔

는가」, 역사비평 제78호, 한국역사연구회, 2007, p.253. 권혁태는 각주를 통해

“1980년대 초반에는 한국 정치범의 약 25%를 재일조선인 정치범이 차지했을 정

도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서경식

의 형제인 서승(徐勝), 서준식(徐俊植) 또한 1971년 조작된 ‘재일교포학생 학원침

투 간첩단 사건’의 주동자로 몰려 구속된 바 있었으며, 이에 서경식 또한 쉽게 한

국에 건너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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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64)

윤다인(<표4>)에 의하면, 전두환 정권 초기의 재일조선인 유학생 수는

평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자료가 ‘민단(民団)’과

연계된 국제교육진흥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두환 군

사정권의 출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그에 따른 탄압으로 말미암아,

재일조선인의 모국 수학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붐’이 본

격적으로 시작되는 1984년을 기점으로는 우상향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붐’ 속 모국 유학(방문)을 한 재일조선인은 어떻게 그려

364) 윤다인, 「모국수학이 재일동포의 민족 아이덴티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2013, p.45. 해당 표에는 개인 유학이

나 대학 부설 어학당 유학을 한 사람들은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그 숫자는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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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던 것일까. 본고는 2장과 3장을 통해 ‘한국 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들의 글들을 검토해 왔다. 흥미로운 점은 글들에서 ‘재일조선

인’에 관한 표상이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붐의 최

전선에 있었으며, 재일조선인 매형과 조카를 둔 나카가미 겐지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여행의 끝에 들른 울산에서, 솔직히, 나는,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의 ‘문제’에 부딪

힐 것이라 생각지도 못했다. 매형의 조카에게 일본에서는 물어볼 마음도 없었을 것이

라 생각하면서, 일본에서는 대체 어떤 상태였었냐고 물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

지 보통학교에 다녔지만, 묘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말한다. 외국인등록증을 끊임없이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취직도, 아르바이트조차도 불리하다. 지금 한국에 와서, 여

기서 지내려고 하니, 갑자기, 자신의 고향이, 오사카였다는 기분이 든다는 것을 알았

다고 말한다. 조카는, 즉 재일한국인 2세이다.

　旅の終りに立ちよったウルサンで、正直、私は、在日韓国人、在日朝鮮人の「問

題」にぶつかるとは思わなかった。その義兄のオイに日本でなら訊く気は起らなかっただろ

うと思いながら、日本ではいったいどういう状態だったのか、と訊ねた。高校卒業するまで

普通学校に通ったが、妙な差別を受けたと言う。外人登録証を絶えず持っていなければ

ならない。就職も、アルバイトすらも不利だ。今、韓国に来て、ここで住もうとしてみて、

ふと気づくと、自分の故郷が、大阪だという気持ちがあるのを知ったと言う。オイは、つま

り在日朝鮮人二世である。365)

전통가요인 ‘엔카(演歌)’의 원류를 찾는다면 명목으로, 한국의 ‘피차별민’

의 전통예능을 취재하러 첫 한국 여행을 떠난 나카가미는 총 20회의 신

문연재 중 마지막 단 두 회에 재일조선인 매형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하

고 있다. 예상치 않게 재일조선인 ‘문제’를 듣게 된 그는, 조카의 말을 빌

려, 재일조선인에 대한 ‘전형적인 서사’를 이야기하고, 일본(인)이 가진

‘단일민족’의 ‘(공동)환상’을 비판을 비판한다. 이후 나카가미는 자신이 어

릴 적, ‘골목(부락)’의 도랑 건너편에 살았던 재일조선인 집락을 떠올리거

나 재일조선인인 매형과의 추억을 이야기함으로써 ‘한국’과의 인연이 오

365) 中上健次, 「風景の向こうへ」(1978), 『風景の向こうへ·物語の系譜』, 講談社,

2004,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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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되었다는 것을 어필한다.

한국 붐의 중심에 있던 세키카와 나쓰오(関川夏央)의 저서 『서울 연습

문제(ソウルの練習問題)』에도 재일조선인에 관한 부분이 할애되어 있으

며 아래와 같이 시작한다.

외국인 한국, 외국인인 한국인을 사귀는 와중에, 그런 작업을, 나처럼 의식적이지 않

고, 무의식적으로, 혹은 숙명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재일교

포, 즉 재일한국·조선인 2세들이 그들이다. (중략) 재일동포들은, 조국이라고 하는, 솔

직히 말해 반드시 실감을 동반한다고 할 수 없는 말 안에 영혼을 넣으려고, 혹은 말의

배후에 무언가 실체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모습이, 조금씩이

지만 착실한 페이스로 용명해 버릴 것이라는 불안을 안고 있다.

外国である韓国、外国人である韓国人とつきあううちに、やがて、そのような作業を、

ぼくのように意識的にではなく、無意識のうちに、あるいは宿命的に行っている人びとがい

ることに気づいた。在日僑胞、つまり在日韓国・朝鮮人二世たちがそれだ。(中略)浮

遊状態にある在日同胞たちは、祖国という、率直にいって必ずしも実感のともなわない言

葉のなかに魂をこめようと、あるいは言葉の背後になんらかの実体を見ようと努力してい

る。そうしなければ自己の姿が、わずかずつではあるが着実なペースで溶明してしまうだ

ろうという不安を抱いている。366)

세키카와에게 있어서도, 재일조선인은 한국(인)과 접촉하는 와중에야 ‘알

게 되는(気づく)’ 사람들이다. 세키카와는 그들이 자신과 같이 ‘부유(浮游)

상태’로 한국에 왔으며, 그들의 내부의 문화를 ‘일본문화’로 규정한다. 그

리고 “일본 문화를, 냉정하게 ‘이문화’ 즉 조선반도의 문화의 거울에 비

추어 비교해보는 것이 그들의 일이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367) 일본에서

나고 자랐으며, 한국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2세들이기에, 그들의 내부

문화를 ‘일본문화’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키카와는 인터뷰를

통해 각기 다른 세 인물을 소개하고 있지만, 하나하나가 피상적인 수준

366) 関川夏央, 『ソウルの練習問題』, 情報センター出版局, 1984, p.146.

367) 위의 책, p.147. “彼らの内部の文化とは、まぎれもなく日本文化である。日本の文化を、

冷静に「異文化」つまり朝鮮半島の文化の鏡に照らして比較してみることが彼らの仕事にな

る。”



- 156 -

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이 중 한 명은 실제 인물이 아닌 각

기 다른 4명을 섞어놓은 가상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한계가 나타

난다.368)

물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재일조선인 2세(혹은 3세)들의 모습은 ‘관

찰자’의 입장에서는 납득될 만한 수준에 있다. 한국이라고 하는 타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일의 경계위에 있는 재일조선인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었으며, 이들의 자신들의 지면 일부에 재일조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당해야하는 당위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나카가미가 한국어

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작가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시종 옆에서 그를 보좌하던 재일

조선인 유학생의 통역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한

국 붐’을 지탱하고 있는 또 하나의 축이 모국 수학을 한 재일조선인이라

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재일조선인을 ‘한국 경험’을 통해서야 눈치를

챌 수 있었다고 하는 이들의 언술은 다분히 기만적이다. 이질적인 타자

를 통해 자신 내부의 모순을 반성한다는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

은, 과거 일본제국에서부터 기원하는 일본의 배제와 억압에서 보이지(보

려하지) 않았던 재일조선인이라는 ‘타자’와의 필연적인 마주침에서 흔들

리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맥락 속에서, 1984년 한국으로 건너간 이후 이양지가 놓인

상황은 이전과는 180도 다른 상황임은 자명하다. 이전은 일본을 배경으

로 하여 재일조선인 여성의 슬픈 인생사, 차별과 억압의 공포, 죽음 충동

그리고 성적 방황을 다루었다면, 이 시점에서는 ‘한국 붐’의 한복판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조형해 내야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는

위에서 서술했듯, 일본에서는 배제되어 있다가, 한국에서야 ‘중간자’로서

‘발견’된 재일조선인 상(像)을 그가 어떻게 전유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지

에 관한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각(刻)」(1984)은 재외국민교육원(언어교육원)에 다니는 재일조선인

‘이순(李順)’의 하루를 그리고 있는 소설로, 1981년 이양지가 재외국민교

368) 위의 책,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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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원을 다니던 당시의 일을 자전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읽혀왔다.369)

또한 ‘이순’의 분열하는 내면은 ‘관념’으로서의 한국과 그곳에서 녹아들

수 없는 현실의 괴리와 조응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그러나

「각」에는 주요 서사인 ‘이순’의 하루 일과와 동시에, 그가 바라본 수많

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다소 피상적이지만, 등장하

는 인물들의 수는 이양지 문학 중 가장 많다. ‘이순’은 그들을 관찰하며,

그 감상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 산만하게 읊조린다. 즉, 주인공 ‘이순’은

서울을 ‘부유하는 여성’이며, 그의 눈은 불행한 인물들과 서울의 그림자

를 보여주는 ‘카메라’이고, 그의 내면은 자신의 눈으로 찍은 사진들을 부

정해 버리는 ‘주석’이 된다.

이순은 ‘규칙’과 ‘순서’에 얽매여 있는 인물로, 모국 수학의 시작부터 같

은 일과를 반복해 온 인물이다.370) 그러나 ‘생리’라고 하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의해 그의 규칙이 조금씩 어그러지고, 그 예민함 속에서 비틀어

진 하루가 소설의 서사를 이루고 있다. 소설 속 이순의 경로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하숙집→학교(언어교육원)→하숙집→가야금 교습소→한국무

용 교습소→하숙집→지하상가의 식당→하숙집’으로, 각 장소로 발을 옮기

면서 그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신경을 건드리면서 불평을 내뱉게 한다.

이순의 하숙은 이층집이며, 소위 ‘달동네’라고 불리는 고지대에 위치하

고 있다. 하숙집에서 학교로 가기 위한 대로(大路)의 버스 정류장까지의

길은 걸어서 약 15분으로, 그 사이에는 많은 골목길이 나있다고 묘사되

어 있다. “작은,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로 작은 집들이, 절벽을 따라 서로

를 엉켜 붙어있듯 세워져 있다”는 묘사는 달동네의 궁벽함을 나타낸

다.371) 또한 정류장 근처에는 ‘판자 울타리’로 둘러싸인 넓은 공터가 있

는데,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369) 윤송아, 「근대적 시·공간 경험의 해체와 탈주 욕망」, 『국제어문』 제48집,

국제어문학회, 2010, p.187.

370) ‘화장’은 이순의 규칙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는 행위로, 이순은 반드시 같은 순

서의 화장을 해야만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순은 하루 일과와 이동 경로조

차도 매일같이 고집했던 것으로 보인다.

371) 李良支, 「刻」(1984), 『李良支全集』, 講談社, 1993, p.156. “小さな、心細くなるほ

ど小さな家が、絶壁に沿って互いに這いつくばるようにして建っ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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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경아, 버스정류장의 건너편까지 판자울타리가 계속되고 있잖아. 방대한 면

적인데, 대체 누구의 소유지인거야?”

나는 물었다.

“많은 집이 있었어. 그걸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가 사들인 거야. 곧 빌딩이

몇 채 지어진다네. (후략)”

「だってミギョン、バス停の向こうの方まで板塀が続いているじゃないの。厖大な広さよ。

一体誰の持ちものなの？」

私は訊いた。

「たくさんお家があったのよ。それをこの国で一番大きな保険会社が買いとったの。そのう

ちにビルがいくつも建つんだって。(後略)」372)

‘나라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가 빌딩을 짓기 위해 달동네의 땅을 사들이

고 있다. 이어 이순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 어디로 가

지?”라는 순박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는 곧 서울의 지역 개발에 의

해 달동네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80년대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의 현장에서 이방인인 이순이 느끼는 것은 공사 현장의 먼지에 의

한 ‘입 속이 텁텁해지는’ 불쾌함뿐이다. 이순의 눈은 서울을 걸으면서 ‘선

진조국, 의, 창조’라고 붙은 현수막과, 공중변소에 붙어있는 성병 예방 플

레이트와 지하철 벽의 피임 광고를 포착해낸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

한 한국의 발전 이데올로기와 산아제한정책은 재일조선인이자 여성인 자

신의 정체성의 문제를 들쑤신다.

재외국민교육원의 교과서는 “해외로 진출한 한국 민족 후예의 한 사람

으로 조국과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함을 강조

한다.373)

372) 위의 책, p.157.

373)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 『한국사-재외동포용(일본어권)』, 서울대학교 재

외국민교육원, 1989, pp.2-3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 사회는 오

랜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된 동질체로서 역사적 운명을 함께 한 집단이다. 이러한

민족 사회에서 인간은 문화적, 정신적인 전통을 이어 받고 있는 것이다. (중략)

올바른 자기 인식과 보람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

는 거주국 사회의 파악과 함께 우리 민족 사회의 이해가 필수적인 과제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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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의 구석에 한영사전과 영한사전이 포개어 쌓여있는 것이 보였다. 교과서가 한권

이 깔려있다. 꺼내어 얼굴에 가까이 댔다. ‘국민윤리’라고 읽혔다. 정신없게 책을 훑어

보았다. ……소련……사주(使嗾) ……북괴집단……화약고……뜨거운 충국애정(衷

國哀情)……국민의식……긍지.

文机の脚許に、韓英辞典と英韓辞典が重なっているのが見えた。教科書が一冊、下

敷きになっている。手に取り、顔に近づける。「国民倫理」と読みとれた。パラパラと

ページをめくってみる。……ソ連……使嗾……北傀集団……火薬庫……熱い衷國愛

情……国民意識……矜持。374)

당시 한국 정부는 모국 수학을 온 재일조선인을 ‘소련’ 및 ‘북괴집단’과

연관시키면서, 그들의 ‘사주’를 받았다며 간첩 누명을 씌우는 한편, 재외

국민교육원을 통해 ‘뜨거운 충국애정’과 ‘긍지’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 ‘재교육’을 강요했다. 이러한 국가 권력을 대변하는 재외국민교육원의

교사를 향해, 이순은 모국 수학을 온 재일조선인의 상황을 대변하는 연

설을 내뱉는다. “일본어에만 에워싸인 채 살아”와, “날마다 동화와 풍화

를 강요당하는 환경 속에서 저희는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괴로”워 해왔고, 정작 모국을 찾아 온 한국에서도 “발음의 이상함만을

지적”당하며 멸시받는다는 것이다.375) ‘동화와 풍화’, ‘열등의식’과 ‘멸시’

라고 하는 그의 언어는 그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부당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일장연설에 교사는 ‘군, 사, 부 일체’라는 말을 칠판에 적

략) 나아가서는 해외로 진출한 한국 민족 후예의 한 사람으로 조국과 세계의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저 한다.”

374) 李良支, 「刻」, 앞의 책, p.145.

375) 위의 책, pp.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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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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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묵살한다. 거기에 수업을 듣고 있는 같은 재일조선인 학생들도 이

순의 말을 흘려 넘긴다. 재외국민교육원은 재일조선인들로 가득한 공간

이지만 그들의 모국수학의 이유는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순의 옆자리

인 정일(正一)은 본인의 의사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반 강요로 서울에 오

게 된 인물로, 치약조차도 일제(日製)만 쓰는 인물이다. 정미(正美)와 혜

자(惠子)는 대학을 마치고 유학을 와, 이순과 별 나이차가 없는 인물들

로, 일제(日製)와 돈을 밝히는 하숙집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곤 한다. 이

순의 연설에 정일은 고개를 숙이고, 눈 둘 데를 못 찾아 곤란해 하며, 정

미와 혜자는 이순을 용감하다며, 무엇이든 해내는 그를 ‘마법사’에 비유

하며 선을 긋는다. 재외국민교육원에는 재일조선인 “1세인 부모에게 설

득되었거나 반 강요를 당하여 유학을 온 부류”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인을 후진적 ‘원주민’이라는 멸시적 의미의 ‘겐짱(原ちゃ

ん)’으로 부른다. 또한 서울의 유흥가를 그곳에서 만난 한국 여자를 품평

한다. 이순은 모국 수학을 통한 뿌리 찾기의 사명감을 이해하려조차 하

지 않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한편 예민해진 그의 신경은 ‘냄새(체취)’를 통해 타인의 ‘불행’을 눈치

챈다. 그는 재외국민교육원에서 “‘불행’의 분위기를 풍기는 소년”인 김성

(金誠)에게 흥미를 보이는데, 얼굴에 붉은 여드름이 가득한 김성은 초등

학교 때까지 한국에 살다가 일본으로 이주한 ‘뉴커머’다. 왜 그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으며, 방학 때조차 부모님이 계시는 일본으로 가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이순의 그의 집안 사정을 물어보며, 그의 ‘불행의 내력’을 캐

내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낀다.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개인이 ‘주체’가 되기 위해, 필연적

으로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아브젝시옹, abjection)들을 분석한 바

있다.376) 이에 따라 아브젝시옹은 한 사회의 배제와 혐오의 원리로까지

376) 이 아브젝시옹의 근원을 거슬러올라가 보면, 아이가 동일시의 대상이자 최초의

타자인 어머니가 분리되는 과정(어머니의 젖가슴에서 떨어지는 과정)이 나타난

다. 크리스테바는 구체적인 예로, 피, 배설물, 고름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내

안에 있는 혐오스러운 것들을 분리시키면서 ‘나’는 통일된 존재로서 자립할 수 있

는 것이다.(노엘 맥아피 저, 이부순 역,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앨피,

2007,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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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게 된다. 김성의 체취와 여드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의 불행

한 과거사를 포함하여, 그가 속한 사회가 그에게 행한 배제와 폭력이다.

이순의 하숙집에 있는 ‘옥숙(玉淑)’도 이를 대변하는 인물이다.377) 이순은

옥숙을 처음 보는 순간, 그에게서 풍기는 ‘이상한 냄새’를 맡고, “얼굴을

돌려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378) 이는 생리를 시작한 소녀의 냄새였

다. 옥숙은 집안일은커녕 심부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구박만 받는 주

변적 존재로, 순이는 “생년월일조차 알지 못하는 소녀에게 선망에 가까

운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멍청스런 그 눈 언저리가 퍼렇게 멍이 들도

록, 그 볼이 벌겋게 부어오르도록, 두들겨 패주고 싶”은 충동도 느낀

다.379)

이처럼 이순는 타인의 불행에 선망에 가까운 강한 호기심을 느끼는 동

시에 경멸한다. 가야금 교습소로 가는 길에 우연히 맞닥뜨린 거지를 응

시하는 시선과 복잡한 내면은 타인의 불행에 대한 그의 양가적 감정이

그대로 나타낸다.

육교 끄트머리 쪽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자는 차양이 찢어진 밀짚모자를 쓰고

있었다. 한쪽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이마를 댄 채 늘어져 있다. 표정은 보이지 않는

다. 남자의 연령은 더구나 알 수 없다. 새까맣게 더러워진 손, 너덜너덜하게 해진

신……. 꼼짝달싹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햇빛에 그을린 어깨 언저리에서 기묘한 생

명감이 풍기고 만다. 내려뜨린 다른 한쪽의 다리는 무릎 아래가 없었다. 바지의 자락

이 말려 올라가 있고, 마치 김칫돌 모양으로 동전 몇 닢이 얹혀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남자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자신의 발놀림이 저주스러웠다. 나

의 냉정을 빼앗아가는 그 광경, 남자의 꼴이 끔찍했다. 머리를 푹 숙이고 있어 표정은

377) 이순이 사는 하숙집 이층에는 집주인의 큰아들 부부와 의대생인 하숙생들이 살

고 있으며, 일층에는 이순과 집주인 부부, 딸 미경이 살고 있다. 그리고 부엌 현

관에 식모인 ‘옥숙(玉淑)’이 방을 부여받지 못한 채, 바닥에서 자고 있다. 경상남

도 출신의 옥숙은 아버지가 살인을 저질러 교도소에 가고, 어머니는 자취를 감췄

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돈을 아끼기 위해 어리고 일 못하는 ‘가난한 집 아이’를

거두었다고 말한다.

378) 李良支, 「刻」, 앞의 책, p.147. “全身から漂ってくるいやなにおいに顔をそむけたくなっ

た。この子はすでに生理になっているに違いない。”

379) 위의 책, p.146/p.186. “生年月日すらわからないという少女に、羨望に近い感情を覚えて

いた。”/ “少女の顔を思いきりぶちたくなっていた。呆としたその目のまわりが青くなるまで、その

頬が赤く腫れ上がるまで、叩きのめしてやり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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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지만 남자는 아마 무지한 꿈이라도 꾸면서 능글맞게 웃고 있을 것이 틀림없

다.

뭘 과시하자는 속셈인가. 그런 곳에 앉아서 뭘 호소하자는 것인가…….

歩道橋の向こう側に、男が坐っていた。男はつばの裂けた麦わら帽子をかぶってい

た。立てた片膝に額を当て、うなだれている。表情は見えない。男の年齢は想像すらつ

かない。黒く汚れた手、ぽろぽろに穿きふるされたズック……ぴくりとも動かなかった。しか

し日に当り、いぶされた肩の辺りから奇妙な生命感が匂ってくる。倒したもう一方の脚

は、膝から下がなかった。ズボンの裾が丸められ、まるでおもしのように、銅貨が数枚

のっていた。

一歩一歩、その男に近づいていく自分の脚の動きが、呪わしかった。私を冷静にさせ

なくする、その光景、男の姿が、いまいましかった。うなだれて表情は見えないが、男は

多分、無知な埋めをみながらにやにや笑っているに違いない。

何を示そうというのか。そこに坐り、何を訴えたいというのか……。380)

이순은 거지 쪽으로 향하는 것이 끔찍이 싫지만, 거지의 머리부터 발끝

까지를 세세히 묘사하며, ‘야릇한 생명감’까지 느끼고 있다. 한 쪽 다리가

불구가 된 거지의 모습에 ‘냉정’마저 빼앗겨, 이순은 거지가 무지한 꿈에

취해 ‘능글맞게 웃’는 모습을 상상한다. ‘아브젝시옹’들은 이순으로 하여

금 무시할 수 없는 끔찍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는 그 자신도 ‘불행한

아이’였기 때문일 것이다.381)

「각」은 1980년대 초 개발도상국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불쾌감’과 ‘불

행’으로 가득 찬 서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순의 시선이 보여주는

것은 천박한 한국인과 철없는 재외국민교육원의 재일조선인 2세(3세) 청

년들, 그리고 국적에 관계없이 ‘불행’의 냄새(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는 이

들이다. 그리고 이순의 마음이 동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불행한 ‘타자’들

이다.

불행한 타자들은 이순의 내면에 숨어있는 모순을 들춰낸다. 그는 ‘반복’

이라는 강박적인 의례적 행위를 통해 자신을 통제하고 있으며, ‘공부’와

380) 위의 책, p.195.

381) 가야금 교습소에도 불행한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이 있다. 인숙(仁淑)은 가야금

과 판소리 실력은 누구나가 인정하지만 투박한 외모를 가져, 매사에 자신이 없고

남의 외모를 부러워하는 여성이다.



- 163 -

‘전통예능’에 몰두하고, 기꺼이 ‘한국인’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정작 이순

의 눈에는 ‘불쾌하고 싫은 한국’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양지는 모국을

사랑해야한다는 ‘이상’과 ‘모국’을 싫어지는 ‘현실’의 간극 속에서 ‘위선’에

대한 고찰을 행한 바 있다.

가와무라: 저는 나 자신이 위선자이고, 여기서 무언가 위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다보면, 그 일에 휘말려버려, 비평이라고 하는 표현은 불가능하다고 생

각했던 것입니다. (중략) 자신이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적정치적으로 공리적인 것일

지도 모르지만, 지금, 써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쓴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하는 것입

니다.

이양지: (중략) 일한, 한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등의 것을 말하는 사람들

의, 내실……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생활과 매우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적사회적 문맥이라고 하는 것의 올바름은 인정합니다. 인간에게 X축, Y축은 언제나

복잡하게 교착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만, 어딘가 시점이 편향되는 경우, ‘심판’같은,

달리 단어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한 가지 시점에 선 경우, 진짜 자

기 자신을 지우개로 지우고, 입으로는 다른 것을 말한다고 하는 위선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川村: 僕は、自分が偽善者である、ここで何か偽善をして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とこを考え

ていけば、そのことに絡めとられて、批評という表現はできなくなると思ってたんですね。だ

から、少なくともその部分は決して忘れはしないと。忘れないけれども、自分のやることは

それこそ社会的政治的で功利的なことかもしれないけれど、今、書いておかなければい

けないことは書くんだというつもりでやってたわけなんですよ。

李: (中略)日韓、韓日の関係がこうあるべきだ、というふうなことを語っている人たちの、

内実……ね。それこそ生活とすごい乖離していると思えてならない。政治的社会的文脈

ということの正しさは認めます。人間にとってX軸、Y軸はいつも複雑に交錯していると認め

るけれども、どちらかに視点を偏らせてしまった場合、「裁き」みたいな、ほかの言葉が

ないから言ってるけれども、そういうところに一つの視点で立った場合、本当の自分自身
を消ゴムで消しながら、口では違うことを言うという偽善が始まるのではないかしら…

…。382)

주지하다시피 가와무라 미나토는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

382) 李良枝・川村湊, 앞의 글, p.275.



- 164 -

으며, 일본에서는 신진 비평가로서 한국 및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이야기

를 내놓는 ‘한국 붐’의 선두주자였다. 한일 관계의 신시대 속에서 문화

교류를 지속해온 그이지만, 한국이 싫어질 때가 있다고 고백한다. 그렇지

만 그것을 ‘위선’이라고 간주하고 자신의 본업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반

면 이에 이양지는 생활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의해 불쾌감을 느끼지만,

되려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논자들의 내실이

야말로 ‘위선’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이양지는 인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말리노프스키(Bronislaw

Malinowski)’의 예시를 든다. 그는 “뉴기니아에서 원주민과 몇 년이고

함께 살며, 큰 업적을 남”겼지만, 후대에 공표된 그의 일기에는 “원주민

은 더럽다, 어떻게 할 수 없다, 야만”이라고 써져있었다는 것이다. 이양

지는 “저는 한국에 와서 자신 안에 말리노프스키와 수도 없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라고 술회한다.383) 결국 이양지가 택하는 것은 한국의 모든 것

을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응시’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의 불

쾌함과 타인의 ‘불행’을 끊임없이 응시함으로써, 내면의 ‘위선’을 극복하

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양지는 타자를 향한 ‘위선’을 ‘응시하기’라는 실천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한편, 보다 ‘근원적인 것’에 대한 사유를 감행한다. 소설의 제목

(「刻」)에서부터 알 수 있듯, ‘시간’에 대한 사유를 흩뿌려 놓는 것이다.

이는 이순의 “물속을 부유하는 듯한” ‘상상’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 속에

서 지속적으로 동네의 ‘시계수리 가게의 남자’가 등장한다. “벽과 유리

두 장으로 나뉜 한 비좁은 공간”에서 남자는 “왼쪽 모습만을” 보인 채

일을 하고 있다. 384)

383) 상동. “たとえば人類学の父といわれているマリノフスキーは、ニューギニアで原住民と何年

も一緒に暮らして、大きな業績を残しています。ところが、あとから彼の日記が発見され、公開

されたわけ。そこには、原住民は汚い、どうしようもない野蛮だと。あれだけの仕事をした人

が、そういうことを日記に書いていたというんです。(中略)私は韓国に来て、自分のなかのマリ

ノフスキーと数知れないほど出会ったような気がしています。”

384) 李良支, 「刻」, 앞의 책, p.152. “手も足も胴も、身体の重ささえも感じられない。まるで

水の中に浮遊しているようだ。(中略)男だった。うつ向いているようだった。何故、左側しかみ

せないのだろう、と私は訝っ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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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사유의 내부에만 존재한다고 단언한 사람이 있답니다.”

남자의 입술이 약간 움직였다.

“애당초 이 세상 같은 건 없어. 사유하는 나,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렇지만 역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존재만은 분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문득 어세가 꺾였다. 나는 얼굴을 붉힌 채 수치심을 억누르며 목청을 높였다.

“일본제국주의는 36년간 조선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현재 이 반도는 두 나라로 분단

되어 있어요. 1910, 1945, 1950, 1965, 그리고 198x. 어떻습니까, 뺄셈을 한번 해보시

지 않을래요?”

남자는 까딱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떼를 쓰는 어린 아이처럼 유리문에서 떨어질 줄을 모른다.

“당신 눈앞에 있는 시계를 좀 보세요. 봐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연신 움직이고 있다

구요.”

「世界は思惟のうちのみにある、と断言した人がいます」

男の唇が、わずかに動いた。

「そもそも、この世などない。思惟する私、などというものも存在しない」

「でも歴史はどうなりますか、時間の存在だけは明らかです。たとえば」

ふいに語気が弱まった。私は顔を赤くさせ、恥ずかしさを押し殺しながら、声を張り上げ

る。

「日本帝国主義は、三十六年間朝鮮を支配しました。そして現在、この半島は二つの

クニに分かれている。1910、1945、1950、1965、そして198x。どうですか、ひき算をし

てごらんなさい」

男は微動だにせず、時計を見つめ続けている。

「何を恐がっているのだろう」

私は、だだをこねる子供のように、ガラス戸から離れない。

「あなたの目の前にある時計をごらんなさい。ほら動いている。動き続けている。385)

‘나’는 세계 안에 있고, ‘세계’라고 하는 추상 명사는 오직 ‘나’의 사유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근대 국민국가’를 뛰어넘으려면, 국가를 초월한 세계

와 ‘나’를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남자’는 이러한 ‘이순’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으며 세계도 ‘사유하는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

를 찾아 부유하는 이순은 ‘남자’의 무심한 진단에 분노한다.

385) 위의 책, p.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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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늘어놓으며 ‘시간’만은 존재한다고 외친다.

한일병합(1910),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독립(1945), 한국전쟁(1950), 한일

수교(1965)는 모두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이자, 일본과의 관련이

있는 ‘역사’들이다. 동시에 이순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 탄생한 것이 ‘재일

조선인’이자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자아정체성을 도모

하려 한다. ‘198x’, ‘한국 붐’을 위시하여, 이순 자신조차도 이렇게 한국에

서 수학할 수 있는 ‘현재’, 분명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와 ‘현재’를 잇는 이러한 행위가 곧

바로 ‘나’를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남자는 미동조차 없이 시계 수리라

고 하는 ‘반복’적 작업을 통해, 시간을 초월해버린 존재이며 이순은 그를

욕망하고 있다.

째각, 째각, 째각… 어쩌면 감사해야 하겠지……. 초침 소리의 간극을 누비며 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을 증오하는 나 자신이야말로 시간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시간의 덕택으로 지금, 지금, 바로 지금의 나로부터 도피할 수가 있다…… 기

억의 연쇄는 지금, 지금, 지금, 멀어져 간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나는 여기 이렇

게 있다.

カチッ、カチッ、カチッ、たぶん、感謝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ろう。……秒針の音の切

れ目から、私の声が聞こえた。……時間を憎んでいる私こそが、時間の恩惠を受けて

いるのだ。時間のおかげで、今、今、今、この今の私から逃れることができる。……

記憶の連鎖は、今、今、今、遠ざかる。そして今、この今、私はこうしてここにい

る。386)

이순의 시간은 초단위로 분절된다. ‘째각, 째각’하는 규칙적으로 움직이

는 시계의 초침에 따라 ‘나’도 분열한다, ‘시간’은 초침과 초침 사이의 무

한한 간극이며, 무질서하고 포착할 수 없는 ‘지금’의 순간이다. ‘지금의

나’에 대해 누구도 규정해 줄 수 없다. 그렇기에 ‘지금’을 ‘과거’에 포섭시

킴으로써, ‘기억의 연쇄’ 위에서 ‘나’를 유지할 수 있다.

생리의 고통을 느끼며, 이순은 서울을 걷는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타

386) 위의 책,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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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지나치면서, 생리대는 피를 머금는다. ‘시계 수리’라는 간판이 달

린 가게를 지나치면서 이순은 남자를 노려본다. 그럼에도 남자는 미동조

차 없이, 책상위의 시계를 바라볼 뿐이다. 다시 생리통이 심해진다.

째각, 째각, 째각……. 귀 안에 가득 소리가 울려 퍼진다. 빛이 부서져, 작은 진동이,

나의 신체를 뒤흔든다. 같은 보폭, 같은 리듬…… 다시 빛이 부서진다.

“알갱이는, 명백히 시간을 쪼개고 있다.”

나는, 나의 소리를 들었다.

…… 이 나라고 하는 일개의 신체에 역사를 부여하고, 지금, 이 지금의 한 때에, 전

존재를 아로새긴다.

カチッ、カチッ、カチッ……。耳の中いっぱいに音が響く。光が裂け、小さな震動

が、私の身体を揺らす。同じ歩幅、同じリズム……また光が裂ける。

「丸粒は、明らかに時を刻んでいる」

私は、私の声を聞いた。

……この私、という一個の身体に歴史を与え、今の、この今の只中に、全存在を刻み

付ける.387)

아픔은 다시 이순의 시간을 분절한다. 생리약은 ‘시간’을 쪼개고(刻んで),

‘지금’ 자신의 육체에 ‘역사’를 부여한다. 이 역사는 이순을 옭매는 ‘역사

(History)’가 아니라 ‘지금-여기’의 한 사람의 재일조선인 여성의 존재를

증명해 줄 ‘역사(Herstory)’이다. ‘쪼개진’ 시간에 전존재를 ‘아로새긴다’는

선언은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을 드러낸다.

지하상가에서 김밥을 먹는 이순은 다시 상상에 빠진다. ‘고가의 실크 재

질의 하얀 원피스’를 입고, 아름다운 얼굴을 한 ‘여자(女)’가 나타나는데,

이는 복잡하고 허름(粗末)한 지하상가의 벤치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대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순의 기억 속에서 정체를 특정할 수 없는 ‘남

자(男’)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여자와 남자는 이순의 상상과 기억 사이의

모호한 경계 위에서 연극을 행한다.

387) 위의 책,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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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88만 번 변화한다고 해”

여자는 언어의 독기를 빼면서, 남자의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응석배기 소

리를 내며 말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완전히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기분이 변하는 대로 두고만 보고 있으라는 거네.”

“지금 태어나고, 지금 죽는 겁니다.”

“…….”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사물의 속성이야. 나라는 사물도, 속성을 겹겹으로 입고 있는

거야”

「人間の心は一日に88万回も変化するといわれているのよ」

女は言葉の毒気を抜くように、男のこめかみを指でなぞり、甘えた声を出してそういった。

「自分の心を、自分で完全に統治できると思って？」

「じゃあ、気の変わるままにまかせているというんだな」

「今生まれて、今死ぬのよ」

「 」

「目に見えるのはすべて物の属性よ。私という物も、属性で着ぶくれしてるわ」388)

‘여자’는 사람의 마음을 하루에 88만 번 변화하는 것으로, ‘지금 태어나

고, 지금 죽는’ 과정이며, 지금-여기의 순간에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것

이라고 말한다. 이양지는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나’를 생각했다. 시계의

초침이 이동하는 간극 속에서 무한한 자기를 만들고, 죽임으로써, ‘나’가

사물에 지나지 않으며, 겹겹의 속성에 둘러싸여 있다고 주장한다.

“산다는 것은, 참아야 하는 것으로 가득해”

내뱉는 것처럼, 여자는 말했다.

“1인칭의, 파시즘”

과연 남자의 귀에 들렸을까. 남자는 손을 뻗어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틋하게

뺨을 만졌다.

“그래, 참아야 하는 것뿐이야”

388) 위의 책,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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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きるって、我慢することばっかりね」

吐き出すように、女は言った。

「一人称の、ファシズム」

果たして男の耳には届いたのだろうか。男は手を伸ばし、女の頭を撫で、いとしそうに頬

をさすった。「そうだよ、我慢することだらけだ。」389)

‘나’를 내포하는 1인칭이 휘두르는 욕망의 폭력, ‘나’는 세상에 질서를 부

여하는 파시스트(독재자)가 된다. 세상은 ‘나’로 하여금 만들어지고(태어

나고), ‘나’로 하여금 파괴된다(죽는다). 그러나 파시즘이라고 하는 남성

적 질서 속에서 행위하는 것이 그가 바란 ‘탈주’인 것인가. 한편으로 이

순은 1인칭을 ‘주박(呪縛, 저주)’이라고도 생각한다. “미이라 수집가가 미

이라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순의 탈주 욕망은 그 자신을 종속시켜 버

린다.390) ‘생리’라고 하는 ‘여성의 것’을 통해 시간을 분절하는 사유를 행

한 이양지는 남성적 역사를 거부하고, ‘나’란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반복

하지만, 그것은 남성(중심)들의 세계에 종속되어버리는 가능성을 내포해

버린다.391) 재일조선인이자 여성인 자신을 규정해버린 ‘근원’을 찾고자

하는 이양지의 시도는 결말부의 하루의 끝에서 다시 ‘화장을 시작한다’는

행위와 함께 끊임없이 반복될 것임을 암시한다.

389) 위의 책, p.199.

390) 상동. “ミイラ取りがミイラになってしまうように、裏切り尽くそうとしていた悪意が、男に対する甘

えや媚にすりかわっていく。とほうもない一人称の呪縛のなかに、彼女が彼女自身をおとしめて

いく。”

391) ‘남자’를 “배신하려고 했던 악의가, 남자에 대한 응석과 교태로 바뀌어 간다

(199)”는 구절은 자신의 욕망의 모순을 적확하게 자기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다. 줄

리아 크리스테바는 여성이 만들어낸 ‘반 사회(countersociety)’가 또다른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악의 재생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노엘 맥아피 저, 이부순 역, 『경

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앨피, 2007, pp.185-186) 이 또한 ‘보편-특수’의 논

리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70 -

4.3. '나(私)' 찾기의 (불)가능성

본고는 「각」을 통해 ‘불행한 타자를 응시하기’와 ‘존재와 시간에 대한

탐구’라는 두 세계가 병렬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양지는

「각」으로부터 4년 뒤,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유희(由熙)」(1988)

를 발표한다. 1988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올림픽 개최되며 ‘한국

붐’이 절정에 이른 시기에 이양지라는 작가는 그 결과물로서 하나의 ‘문

학적 세계’를 내놓아야했다. 「유희」392)의 특징은 한국인 화자(언니/‘나’)

를 내세운 ‘복안적 시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절에서 다뤘던 「유희」

에 대한 상반된 비평들의 논점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한국인인 ‘나(언니)’와 숙모가 대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나’/숙모와 ‘유희’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는 「각」에서 이어지는 이양지

의 ‘타자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바, 본고는 이 한국인들에 대

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유희」의 인물들은 부유(富裕)하지만 각자 개인적 고민들을 지니고

있다. 숙모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딸이 결혼하여 미국으로 떠나, 성북동

주택에서 ‘나(언니)’와 단둘이 사는 외로운 인물이다. ‘나(언니)’는 이화여

자대학교 출신으로,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으로 그려진다. 성북

구의 복층 주택에 살며, 서울의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대문

시장’에도 간 적이 없다는 언술에서 그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

왔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작가 히노 준조(日野啓三)가 지적하

듯, ‘나(언니)’와 숙모는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한국인의 상(像)

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인물들이다.393)

392) 「유희(由熙)」는 『군조(群像)』 1988년 11월호에 연재된 단편소설로, 제100회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이다.

393) 日野啓三, 「ある飛躍」, 『新潮』 86(5), 新潮社, 1989.5. 1980년대 폭발적인 경

제 성장은 ‘강남 신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계층을 탄생시켰다. 이들은 ‘부동산’을

통해 재화를 축적하고 사치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유희가 전전했던 하숙

집의 사람들처럼, 공동체의식이 강한 서민들도 있었다. ‘한국 붐’의 서적들은 위와

같은 인물상들을 그리고 있는데, ‘나(언니)’와 숙모는 이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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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는 우울증이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무렵 전례없는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혼기를 어쩌다 놓쳐 버리고 어느새 30대 중반이 되었음을 깨닫고, 나의 장래

에 대해 불안해져 있었던 까닭으로 생각된다. (중략) 매사에 흥미나 의욕이 솟지 않고,

하루하루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한다면 앞으로 나는 어찌되는 것일까. 그

런 불안이 머리를 짓누르듯이 엄습해 왔다. 그러던 중 일상의 사소한 실패에까지 자신

을 책망하는 식의 사고방식과 느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当時私は鬱病というほどではなくても、その頃を頂点のようにして塞ぎこんでしまう日々を

送っていた。結婚する機会をただ何となく逃してしまい、すでに30代の半ばみなっているこ

とに気づき、自分の将来について不安になっていたせいだと思えた。(中略)気分が晴れ

ず、いつもけだるかった。こんなに何事にも興味や意欲が湧かず、一日一日に魅力を

感じられないまま生きていったのなら、これから自分はどうなっていくのだろう、そんな不安

が頭を押さえつけるようにのしかかった。そのうちに日課の些細なつきずきにさえ、自分を

責めたてていくような考え方、感じ方から逃れられなくなっていた。394)

‘나(언니)’는 일정한 돈과 교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대적 흐름을 구

태여 따라가지 않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인물이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 속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불안과 우울을 느끼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유희’라는 인물이 우울감이 가득한 ‘나’와 숙모의 집에 하숙

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들은 ‘유희’의 발랄함으로 인해 차츰 안정을

되찾아 간다.

소설은 유희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 돌연 자퇴 의사를 밝

히고, 일본으로 돌아가 버린 부분에서 시작한다. 집에 남겨진 ‘나’와 숙모

가 유희와의 추억을 공유하면서 ‘유희’의 인물상이 조형된다. ‘나’와 숙모

가 유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모였을 때, 유희의 대략적인 인생사가 드

러나는데,395) 유희의 미숙한 외형과 불안정한 태도 및 몸짓은 ‘나’와 숙

394) 李良枝, 「由熙」(1988), 『李良支全集』, 講談社, 1993, pp.404-405.

395) ‘나’와 숙모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유희의 전사(前史)는 다음과 같다. 유희의 아

버지는 두 명의 부인의 연이어 죽고, 유희의 어머니와 재혼을 하게 된다. 중학생

일 무렵, 유희의 아버지가 한국인에게 사기를 당해 사업을 실패하고, 한국인을 증

오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유희는 일본에서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죽은 아

버지에게 모국인 한국을 변호하겠다는 의지로 모국 수학을 오게 되지만, 한국인

과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없게 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

문학과에 입학하여 가까운 곳에 하숙을 잡지만, 더럽고, 시끄럽고, 피를 흘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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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하여금 유희의 ‘불행’을 모국 수학을 온 재일조선인이라면 느낄 수

밖에 없는 ‘진실’로서 받아들이게끔 한다. 그러나 소설을 자세히 살펴보

면 유희의 불행한 과거는 모두 한국인들의 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편견 속에서 유희의 인생을 이해하고 공감할 뿐

이다.396) 선행연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유희의 비극’은 ‘나’와 숙모의

편견과 일부분의 사실 속에서 ‘서사화’된 것이다.

우울증에 가까웠던 내 울적함은 유희와의 만남에 의해 해소되어 갔다. 나와 가깝고

나와 닮아 있어도, 나에게는 없는 격동, 나에게 없는 철저한 폐쇄성에, 말하자면 독기

가 빠져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유희 앞에 있을 때면 나는 오히려 활달해져 있기조차

했다.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곧잘 놀라곤 했다.

鬱病に近かったような私の塞ぎは、由熙に会ったことでなくなっていった。自分と近く、自

分と似ていても、自分にはない激しさ、自分にはない徹底したこもり方に言わば毒気を抜

かれてしまっていたと言っていいのかも知れなかった。由熙の前にいると、私はかえって磊

落にすらなった。そんな自分に気づき、よく驚いてもいた。397)

처음 듣는 얘기였다. 놀라고 말문이 막히면서도, 유희는 어째서 나에게는 그 이야기

를 해 주지 않았던 것일까 하고 숙모에게 조그만 질투를 느끼기도 했다. 나도 숙모도,

서로가 알지 못하던 유희의 상을 보고 들었던 것이라고 새삼스럽게 생각했다.

始めて聞く話だった。驚き、絶句しながら、由熙は、とうして私にはその話をしてくれな

かったのだろう、と叔母に対しるかすかなやきもちを覚えもした。自分も叔母も、お互いが

知らない由熙の像を目にし、聞いてきたのだと改めて思い直した。398)

유희와의 만남을 통해 ‘나’와 숙모는 우울과 고독감을 극복할 수 있었지

까지 싸우는 다혈질적 기질에 충격을 받은 유희는 하숙을 전전하게 된다.

396) 가령 숙모는 반일 감정이 강한 숙부와 유희를 지속적으로 겹쳐보고 있다. 서울

대 경제학과를 나온 숙부는 일본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일본어도 잘했지만, 반일

감정으로 인해 상대 앞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던 숙부와 유희가 닮았다는 것이

다.

397) 李良枝, 「由熙」, 앞의 책, p.438.

398) 위의 책, p.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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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것은 유희의 ‘불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보다 더 심한 감

정의 격동과 자폐양상을 갖고 있는 유희를 보고 마음의 안정을 느낀다.

여기서 나와 유희의 불균형한 관계를 알 수 있는데, ‘나’는 유희라는 ‘타

자’의 불행을 ‘착취’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유희가 떠난 후, ‘나’와 유희의 관계는 역전된다. ‘나’는 우울했던

과거의 상태로 돌아오고, ‘나’가 몰랐던 유희의 이야기를 하는 숙모에게

‘질투심’을 느끼기도 한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라는 유희의 고백처럼, 유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와 숙모에게 접근

하여 그들의 약점을 손에 쥐었다. 물론 1절에서 살핀 서경식과 다케다

세이지의 지적처럼, ‘나’와 숙모는 ‘친절한 이해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우울한 이해자’들은 ‘타자’가 떠남으로써, 역설적으로 타자의 포로가

되어버린다. 후지이 다케시는 한국어 「유희(由熙)」의 동음이의어인 ‘유

희(遊戲)’를 적극적으로 해석에 가져오면서 “철저히 계산된 작품”이라고

분석한다.399)

유희는 치밀하게도 일본어로 된 ‘448매의 종이묶음’을 두고 떠난다. 일

본어를 모르는 ‘나’는 이것이 어떤 내용일지는 유추할 수 없으며, 일본어

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타자의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이다.

지팡이를 빼앗겨 버린 것처럼, 나는 걷지를 못하고 계단 밑에서 얼어버렸다. 유희의

두 종류의 글자가, 가느다란 바늘이 되어 눈을 찌르고, 안구 깊은 곳까지 그 날카로운

바늘끝이 파고들어 오는 것 같았다.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아]의 여운만이 목구

멍에 뒤엉켜, [아]에 이어지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소리를 찾으며, 소리를 목소리로

내려고 하는 나의 목구멍이, 꿈틀거리는 바늘다발에 찔려 타오르고 있었다.

杖を奪われてしまったように、私は歩けず、階段の下で立ちすくんだ。由熙の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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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후지이 다케시, 앞의 논문, pp.53-54.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난 ‘유

희’의 이야기가 비극이 아니라 역사를 교란시키는 유희(遊戲)적 수사라는 것이다.

한국인이자 소설의 화자인 ‘언니’의 회상과 진술이 곧장 ‘유희’의 진실을 담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을 떠난 유희는 ‘역사’의 바깥에서 서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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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燃え上がって

いた。400)

유희는 나에게 무의식 속에 나타나는 ‘언어’인 ‘말의 지팡이(言葉の杖)’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401) 한국어 ‘아’와 일본어 ‘아(あ)’를 구분할 수 없

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희가 떠난 뒤, ‘나’는 갑자기 ‘아’에 이어지는 소리

를 찾지 못하게 된다. 역설적으로 ‘나’ 쪽에서 ‘말의 지팡이’를 유희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다. 그런데 정작 ‘나’는 이중언어 사용자가 아니며, 그

렇다고 ‘나’가 유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일본어를 배우고자 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나’가 빼앗긴 ‘말의 지팡이’는 무엇인가. 유

희의 아픔을 다 아는 것 마냥 전유해버린 ‘나’의 모습은 위선적이기까지

하다. 여기서 「유희」가 한 재일조선인 유학생의 비극인지, 한국인인

‘나’의 비극인지를 재고해 보아야할 것이다.

유희라고 하는 ‘타자’는 ‘나’에게 (무)조건적인 ‘선물’을 남기고 떠났다.

그러나 그 선물은 ‘나’로 하여금 유희를 추억하게 만들고, 말의 지팡이를

빼앗아 버렸다. 이는 곧 타자(유희) 없이는 ‘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기도 하다.402) 여기서 미숙하고 중성적인 유희의 ‘얼굴’은

다른 타자의 얼굴로 무한하게 치환되며 결국 ‘나’의 얼굴이 된다. 「유

희」에서 보여주고 있는 ‘나’와 유희의 ‘관계 역전’은 현실을 반영한다.

‘이양지’를 위시한 ‘한국 붐’에서 ‘발견’된 재일조선인이라는 중간자로서의

400) 李良枝, 「由熙」, 앞의 책, p.450.

401) 위의 책, p.449. “그걸 무어라고 해야 좋을까. 눈을 뜨기 직전까지 꿈을 꾸고 있

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나는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목소리일까, 목소리라고 해도 좋을까, 단순히 숨소리일까.(あれをどう

言ったらいいのかなあ。目醒める寸前まで夢を見ていたのか、何を考えていたのか、よく思い

出せないのだけれど。私、声が出るの。でも、あれは声なのかなあ、声って言ってもいいのか

なあ、ただの息なのがなあ。)”

402) 레비나스에 의하면, 타자는 ‘나’에게 항상 말을 건다. 역으로 ‘타자로서의 나’는

‘주체로서의 타자’에게 항상 말을 건다. 이 때 커뮤니케이션이 창조되는데, 이는

‘의미작용’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과 궤를 달리하는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커뮤니

케이션, 기로를 증여하는 기호”이다.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만남’이란 내가 타자를

찾아내는 것이 아닌 타자에 의해 ‘나’가 폭로됨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우치다

타츠루 저, 이수철 역, 『레비나스와 사랑의 현상학』, 갈라파고스, 2013,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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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는 당대 수많은 담론에 착종되어 버렸지만, 이는 역으로 말해, 일본

과 한국이 이들 타자의 ‘포로’가 되어버렸음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그

리고 이는 분명 「각」에서 나타난 ‘불행한 타자를 응시하기’와 ‘존재와

시간에 대한 탐구’에 대한 이양지의 대답이다. ‘차이’와 ‘동일시’의 왕복운

동을 통해 ‘나’를 찾는 ‘유희(遊戲)’의 시대 속에서 어느순간 ‘유희(由熙)’

라는 ‘타자’가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아버렸다. 이 타자는 곧 ‘내

안의 또 다른 나’이자 ‘복수의 보편’인 것이다.403)

「유희」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고 다시 4년 뒤, 이양지는 자신의 문

학적 집대성으로서 장편소설 『돌의 소리』를 집필하기 시작한다. 첫 장

편소설이 되었을 터인 유고작 『돌의 소리(石の聲)』(1992)에서는 「각」

의 문제제기에서 「유희」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서사로서 보여주

려고 하는 것이다. 『돌의 소리』는 「유희」 이후 긴 슬럼프를 겪고 있

던 작가가 마음을 다잡고 ‘전업 작가’로서 투신하는 과정의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404)

총 10장으로 기획된 이 작품은 1장 「모아서(そろえて)」가 『군조(群

像)』(1992.8)에 발표되었으며, 2장 「늘어놓고(ならべて)」의 원안이 편집

자에게 넘어갔고, 3장 「자리를 잡고(いつき)」의 일부가 워드프로세서에

서 발견되어 남아 있다. 나머지 장의 이름은 순서대로 「제를 올리고(ま

つり)」, 「그 위에(さらに)」, 「씨앗을(たねを)」, 「흩뿌리지 않고(ちらさ

じ)」, 「바위에(いわへ)」, 「바쳐(おさめて)」, 「마음을 가라앉히고(ここし

ずめて)」라고 붙여졌다. 1장은 재일조선인 유학생인 임주일(林周一)의

유학 생활을 다루고 있으며, 2장은 일본으로 돌아간 주일의 여자 친구

가나(加奈)의 음성 편지를 다루고 있다. 3장은 다시 주일의 시점으로 돌

아오는 것으로 보이나, 미완으로 남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

403) 조관자는 ‘언니’, ‘아주머니’라고 하는 “개별적 인물 속에 내면을 가진 타자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보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타자’는 다름 아닌 ‘유희’이며, ‘동일성’의 폭력 속에서 단절과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속의 두 사람’ 혹은 ‘내 안의 타자’라고 하는 ‘복수의 보편

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조관자, 「이양지가 찾은 언어의 뿌리」, 『사

이』 제3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7, pp. 243-244.)

404) 尹明鉉, 「李良枝와 돌의 소리」, 『동일어문연구』 제22집, 동일어문학회,

2007,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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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의 소리(石の聲)』의 주인공 임주일은 매일 같이 의식(儀式)을 반복

한다. 그 의식은 아침에 일어나 어제의 기억과 꿈의 내용을 반추하면서

일본어로 된 단어를 떠올리는 일이다. 소설은 다음과 같이, 의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의로움(義)

나는 눈을 감고 눈꺼풀 안쪽에다 내 글씨체로 이 세 글자를 써 넣는다. 천천히 입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눈꺼풀 안쪽에다 다시 글자를 겹쳐 적어 나간다.

‘올바르다’라는 음이 먼저 떠오른 것이었다. 이윽고 ‘올바르다’라는 말과 그 음이, 그

스스로가 지닌 구심력과 원심력의 파장에 내쏟아지는 힘의 움직임 속에서 말 자체가

스스로 알맞은 한자를 찾아내어 의로움(義)이라는 글자가 되어 떠올라 왔다.

―義しさ

私は目を閉じ、瞼の裏側に自分の字体でその三文字を書きつける。ゆっくりと口の中で

呟きながら瞼の裏側に、さらに文字を重ねて書きつけていく。

ただしさ、という音がまず浮かんだのだった。そのうちに、ただしさ、という言葉とその音と

が、それ自体の持つ求心力と遠心力の波状に放たれる力の動きの中で、言葉自体が

自ら当てはまる漢字を捜し出し、義しさ、という文字となって浮かんできた。405)

의식 속에서 수일은 ‘義しさ’라는 단어를 떠올린다.406) 일반적으로 ‘다다시

사(ただしさ)’는 ‘바를 정(正)’의 한자가 붙어 ‘올바름’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일본어의 자의성에 의해 ‘다다시사(ただしさ)’라는 음에 ‘의(義)’라

는 한자를 붙인 것이다. 사전에서 ‘의(義)’는 의미상으로는 ‘정(正)’과 연

결되어 있으나, 형용사형의 어미도, ‘다다시사(ただしさ)’라는 음도 부여받

지 못한 말이다. 다다시사(義しさ)는 일반의 ‘올바름’에서 나아가 의(義)가

갖고 있는 뜻인 ‘의로움’, ‘타자와의 관계 맺기’, ‘가짜’의 의미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407) 주일은 이러한 자의적 단어에 ‘위태

405) 李良支, 『石の聲』, 『李良支全集』, p.455.
406) 이 떠올림은 20~30분을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에서 의식(意識)을 집중함으

로써 낱말들이 솟아 나오고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이는 직감적인 번뜩임이 아니

다. 어제의 기억과 꿈은 과거로 이어져 있어, 그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연속된 시

간의 뜻밖의 틈새에서 어휘가 나타나는 것이다.

407) 의(義)는 일차적으로 ‘마땅한 삶의 길’을 의미하지만, 피가 섞이지 않는 ‘타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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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듯한, 어딘가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 이러한 음과 뜻의 자의성을

무기삼아 일본인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유도한다. 이러한 의식을 주일은

‘뿌리의 빛살(根の光芒)’로 명명한다.

‘뿌리의 빛살’의 의식이 끝나면, 일어나서 자기 직전까지의 하루를 “두

시간 단위로 끊어서 일어난 일, 인상에 남은 모습, 느낀 일 등을 되도록

간략하게 생각나는 것만 써” 나가는 의식인 ‘아침의 나무’와 이를 ‘휴대

용 노트’에 옮겨 적는 ‘낮의 나무’를 행함으로써 아침의 의식이 끝이 난

다. 이어 주일은 『르상티망 X씨에게』라는 장편 서사시를 집필하고 있

는데, 이는 “오늘까지의 나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스스로 확인해 가”

는 과정으로, 아침에 행해지는 의식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침의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바하의 음악’을 들어야할 정

도로, 주일에게 있어 ‘반복’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행위가 된다.

반복이라 하는 것에는, 아니, 반복을 의식하는 것에는 더욱 중요한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행위이든, 이에 수반하는 의식이든 시간적 반복이라는 단일적

인 순환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렇게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그 반복에서 돌출되어 있다

는 것을 뜻하고 있다.

反復ということには、いや、反復を意識するということには、もっと重要なことが隠されてい

るような気がする。行為にしろ、それに伴う意識にしろ、時間的な反復という単一的な循

環を意識するということは、そう意識するということ自体が、その反復からはみ出しているこ

とを意味している。408)

「각」의 ‘이순’이 반복을 통해 고통스러운 한국 생활 속에서 부의 감정

을 통제하고자 했다면, 『돌의 소리』에서 주일은 이를 ‘의식(ritual)’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의식이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야 만 의식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반복을 인지하고 단상들을

매일 써 내려감으로써 ‘이제까지의 체험과는 다른 자기’를 발견하게 된

가족의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 의붓어머니(義母)와 같은 용례로 쓰일 수 있으

며, 가짜라는 의미에서 의수(義手)와 같은 용례도 있다.

408) 李良支, 『石の聲』, 앞의 책, p.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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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9)

그렇다면 주일은 왜 이러한 의식을 ‘모국 수학’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본래 주일에게 시(詩)창작은 관념적인 ‘사회성’과 ‘사회적 실존’만을 외치

며 저항운동을 벌인 재일조선인 사회 속에서 녹아들 수 없었던 자신을

위로해주는 행위였다. 그리고 이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존재론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정신적 비밀의식’이었다. 현지에서의 저항 운동이

아니라 모국 수학을 선택한 것도 ‘뿌리 찾기’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모국 수학 속에서 시를 쓸 수 없게 되었다. 한국

어가 몸에 배기 시작함에 따라, ‘한자를 쓸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한국어는 ‘피와 뿌리’에 맞닿아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외국어로

간주할 수도, ‘지식’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한편 주일에게 시는

나고 자라면서 배운 ‘일본어’로 쓰여야만 했다. 주일은 이러한 일본어와

한국어의 충돌 속에서 일본어를 잊지 않기 위해 의식을 시작한 것이다.

미완의 원고인 3장에서는 의식(儀式)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나

타난다.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에 유학을 왔지만, 한국어를 배우

면서 잊혀 가는 ‘일본어’에 슬픔을 느끼는 상황은 자신의 정체성이 언어

나 국가의 차원에서는 구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

라 ‘나’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보다 근본적인 나를 둘러싼 ‘순간’과 ‘시

간’이란 무엇인지로 확대되는 것이다.

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이란 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의문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의문은, 내가 없으면 발설될 일

이 없는 것이다. 의문 자체가 내가 없이 체험될 수 없고, 내가 나로서 체험되는 순간

비로소 의문으로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물음과 나라고 하는 존재의

물음은, 일촉즉발의 위험한 관계를 감춘 상상 이상으로 절박한 물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瞬間とは何か、時とは一体何か、という疑問は、私という存在に対する疑問であること

409) 들뢰즈와 가타리는 현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대는 시뮬라크르, 곧 허상

들의 세계이다. (중략) 모든 동일성은 흉내 낸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차이와 반

복이라는 보다 심층적인 유희에 의한 광학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질 들뢰즈

저,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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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確かだが、その二つの疑問は、私がいなくては発せられることもないものなのだ。疑問

自体が私がいなくては体験できず、私が私として体験されてこそ疑問として成立するのだ

から、時への問いと、私という存在への問いは、一觸卽發の危うい関係を秘めた想像

以上にきわどい問いというしかないのだった。410)

이러한 시간에 대한 물음은 「각」의 이순의 시간에 대한 사유와도 맞닿

아 있다. 자신을 얽매고 있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순간’이라고 하는 무

한한 시간을 붙잡는 것은, 어떤 담론에도 포섭되지 않는 ‘실존’ 그 자체

로서의 ‘나’를 발견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돌의 소리』는

이러한 ‘시작’으로서의 물음만 던진 채, 미완으로 끝이 났다.

그럼에도 「각」과의 비교 속에서 『돌의 소리』의 시도가 가진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각」에서는 생리통이라고 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예민해진 시간 감각과 함께 상상(환각)으로서 시간을 사유했다

면, 『돌의 소리』에서는 어제의 기억을 반추하는 의식(儀式) 속에서 ‘근

원’으로서의 ‘소리’를 더듬고 있다.411) 여성이자 재일조선인의 시선에서

시간에 대한 반항적이면서도 강력한 탈주 욕망을 드러냈던 「각」과는

달리, 『돌의 소리』에서는 남성 화자를 내세우면서 정숙한 의식을 통해

존재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고찰을 전개하겠다는 작가의 의지가 나타난

것이다.

존재와 시간에 관한 사유와 함께, 『돌의 소리』의 다른 한 축을 이루

고 있는 것은 ‘타자’에 관한 사유이다. 소설의 중반부에는 주일의 전 여

자 친구인 ‘에이코(英子)’의 편지와 함께 그의 일본 거주 시절의 과거가

나타난다. 주일은 한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이중적인 생

활을 한다. 그는 한국(인)에 대한 혐오와 불평의 감정을 거침없이 내뱉는

동료 다카노의 언행에 맞장구를 치는 한편, 에이코와의 관계에서는 폭언

과 폭행을 일삼으며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감을 보충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주일은 한국 혐오의 언설을 계속하면서도 ‘다른 누구보다도 한국을

410) 李良支, 『石の聲』, 앞의 책, p.556.
411) 독일어로 근원은 남성 명사로 ‘Ursprung’에 해당한다. Ursprung은 Ur(근

원)+sprung(도약)의 합성어로 솟구쳐 올라옴을 의미한다. 이는 주일이 ‘뿌리의 빛

살’의 의식에서 언어가 솟아올라옴과 연결되어 있다.



- 180 -

잘 알고 있다는 일종의 자부심’을 가진 다카노의 어조에 주눅이 들어버

린다. 왜냐하면 ‘재일조선인’으로서 한국에 대한 비난에 항변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나고 자란 그의 마음 한 켠에 이미 ‘거대한 일본’이 차지고 있

기 때문이다. 주일은 모종의 ‘열등감이나 초조감에서 오는 울분을 터뜨’

리며 약자인 에이코에게 폭력을 휘둘러온 것이다.

나는 깨끗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에이코와 같은 약자가 곁에 있지 않

으면 내가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일이 시에 대한 성실성마저 좌우한다니,

있어도 될 일인가? ‘일본인’이 있어야만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맞

으면 우는 여자가 있어야만 겨우 사내로 존재할 수 있고, 시를 모르는 지적으로 낮은

사람을 앞에 두어야만 시인으로 존재할 수 있다.

私は、潔くない自分が、恥ずかしくてならなかった。英子のような弱者が傍らにいなくて

は、自分が何者かであることも確認できず、そのことが、詩に対する誠実さすら左右する

など、あってもいいことだろうか。「日本人」がいてこそ、「日本人」ではない自分を

感じることが出来、叩かれては泣くだけの女がいてこそ、幸いじて男でいられ、詩を解さ

ない知的に低い者を前にしてこそ、詩人でいられる。それを自尊心の根拠にしてい

る……。412)

에이코는 마음씨가 따뜻한 인물로 그려지지만, ‘말더듬이’이며 ‘남에게 맞

추어 적당히 행동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다. 타자의 연약함에 대한

우월감에서 자신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다는 인식은 근대 일본의 뿌리

깊은 것이었다.413) 다카노는 약자인 한국에 대한 우월감을 통해, 재일조

선인 남성인 주일은 일본인 여성인 에이코에 대한 우월감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일본인’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재일조선

인’일 수 있다는 자기규정의 역설을 드러내고 있다.

강자와 약자, 억압자와 피억압자,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등식의 인식방법은 확

실히 역사나 현실을 확인할 때는 효과적인 해석의 길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이 지닌 잴 수 없을 정도의 수수께끼나 비밀은 먼 과거에서부터 무서울

412) 李良支, 『石の聲』, 앞의 책, p.495.
413) 강상중, 앞의 책,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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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위력을 담고 인간 자신을 위협하며 겁을 주어온 것은 아닐까. 만들어진 가치로

서의 인간의 모양에만 눈길을 주는 것은 단지 편파적일 뿐 아니라 인간을 인식함에

있어 커다란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진 진실로부터 점

점 멀러져 가는 행위와 비슷한 것은 아닐까.

強者と弱者、抑圧者と被抑圧者、支配した者とされた者……という捉え方は、たしかに

歴史や現実を見定める時には、有効な解釈の道を与えてくれるかも知れない。

だが、人間の持つ測り知れないほどの謎や秘密は、遠い過去から恐ろしいほどの威力

を秘めて、人間自身を脅かし、怯えさせて來たのではなかったろうか。作られた価値とし

ての人間のありようにのみ目を向けていくのは、単に片手落ちというだけではなく、人間を

知るに当たって、大きな語釈誤謬を犯す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人間という存在

が持つ真実からますます遠ざかって行く行為に等し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414)

‘강자와 약자’, ‘억압자와 피억압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러한 이분법

적인 세계 인식은 70~80년대 재일조선인 2세의 마음 속 깊이 각인된 것

이었고, 그렇기에 약자이자 피억압자이고 피지배자인 재일조선인이 ‘사회

적 실존’을 갖고 주체적인 삶의 운동에 참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실제로 작가를 포함해 주일을 옭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세계 인

식이다. 한편 주일 자신은 에이코라는 타자를 통해 강자이자 억압자이자

지배자가 되기를 욕망했다. 주일은 재일조선인에 대해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끼어 방랑하는 자’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이에 끼었다고 할 만큼 확실하게 입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고 고백한다. 즉,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란 ‘구조’를 뛰어넘는 보다 근본적

인 ‘수수께끼’를 감추어 지니고 있으며, 이를 다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화해 버린 것이다. 주일의 “그러나, 그럴까? 과연 문제는 그렇게 단

순한 것일까?”라는 물음은 1980년대 한국 붐을 둘러싼 언설 공간을 근본

적으로 흔드는 힘을 내포한다.

주일은 에이코의 ‘말더듬이’와 ‘불안정한 사회성’을 통해 ‘신성(神性)’을

느낀다. 이는 위에서 설명했듯, 남성이자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자존심을

확보하기 위한 굴절된 욕망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에이코의 시점으

414) 李良支, 『石の聲』, 앞의 책, p.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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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인 ‘편지’는 이러한 구도를 교란시킨다. 에이코의 편지는 도쿄에서

의 생활을 접고, 고향(M시)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어 그

는 어머니가 두 명이며 고향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

불임이었던 첫 번째 어머니(큰어머니)와 아이를 낳기 위해 들어온 두 번

째 어머니(친어머니)는 모두 건강에 문제가 있고, 큰언니가 도맡아 수발

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친어머니를 못살게 괴롭히는 큰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란 에이코는 집을 떠나고 싶다는 일념으로 수험에 임했고, 결국

상경하게 된다. 그런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완전히 새로운 인식

의 전환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서로의 그림자를 각기 내부에서 서로 발견해 온 것이었어요. 물론 복잡

하고 교묘한 그림자였으나 서로가 일종의 분신끼리라고 해도 좋은 사이였어요. 그것

을 알았습니다. 뜻밖의 어머니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런 면도 가지고 계셨는가 하고

놀랄 만한 큰 어머니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중략)

두 여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묘한 공동체 의식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설사 자식

이라고 해도 파고들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의식의 주고받음이 있어

요.

この二人は、お互いの影をそれぞれの中に見つけ合ってきんだわ。もちろん入り組んだ

ややこしい影だけれど、お互いが一種の分身同士とも言っていい間柄だったのよ。それ

が分かりました。意外な母の姿お見ました。こういう面も持っていたのか、と驚かされた義

理の母の姿も見ました。

二人の女たちが作りだしている、奇妙な共同体意識みたいなものがあるのよ。たとえ子

供であっても入り込めないような、二人だけが分かっている意識のやり取りがあるの。415)

에이코의 두 어머니 이야기는 주일과 에이코의 관계로 치환된다. 주일이

에이코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한편, 그의 ‘말더듬이’에 신성을 느끼는 것

은 그의 내부에서 그림자를 발견했기 때문이고, 에이코 또한 주일의 불

행에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말더듬이가 재일의 불우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메타포로 나타나는 것을 상기해 보았을 때, 이 ‘말더듬이’라는

415) 위의 책, pp.5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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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에이코에게 부여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 할 수 있다.416)

「각」에서부터 이어지는 ‘불행’한 자들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관심이

에이코라고 하는 ‘불행한 일본인’을 만들어내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

고 있는 것이다. 이 ‘불행의 연대’는 세계에 대한 인식의 허상을 고발한

다.

미완성 원고인 2장417)에서도 1장과 유사한 모티프들이 반복된다. 2장은

주일의 연인인 가나의 ‘음성편지’로, 그가 일본으로 돌아간 뒤의 일들을

다루고 있다. 가나는 재일조선인 2세로 한국의 전통 춤(무용)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왔던 인물이다. 유학을 마친 그는 주일에게 일본의 집에서

서양 고전예능(발레)과 살풀이를 접목시킨 새로운 예능의 장을 열어보겠

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편지의 초두에서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사건에 의해 가나의 목표가 잠시 중단된 상태임이 밝혀진다.

이어 가나는 오빠와 그의 연인인 ‘도모미(友美)’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오빠는 불량청년이 되어 방황하게 되지만,

도모미를 만나 안정되어 갔다는 것이다.

도모미는 “한국인 여성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극단에서 장구를

배우고 있는 연기자였다. 가나는 그의 장구 실력을 보고 “한(恨), 즉 한

국의, 특히 한국 여성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평가한다.418) 일본인이지만

한국인을 연상케 하는 도모미는 가나와 오빠에게 ‘어머니’와 같이 상처를

보듬어주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연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숙모의 음

식점을 도와주던 도모미는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귀향하게 되고, 가나가

그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416) 김학영(金鶴泳)의 소설 「언 입(凍える口)」의 제목에서 나타나듯, ‘말더듬이’의

표상은 언어와 민족의 문제 속에서 고통 받는 재일조선인의 불우성을 대표하는

문학적 모티프이다.

417) 2장은 미완성 원고로, 편집자에게 전달한 원고가 남아있어, 전집에 ‘참고자료’로

수록됐다. 결정고가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써 활용하

고자 한다.

418) 李良支, 『石の聲』, 앞의 책, p.532. “友美さんは、どこか韓国女性を思わせるような人

でした。彼女がまだ劇団にいた頃、友美さんはチャンゴ(太鼓)を習っていました。(中略)恨(ハ

ン)、即ち、韓国の、特に韓国の女の心がこもっている、と言ったらいいのか、言葉ではちょっ

と言い表しにくいような力を感じ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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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의 죽음과 의지하고 있던 도모미의 부재로 인해 가나는 극심한 두

통과 악몽에 시달리게 된다. 거기에 가게일과 불편한 손님의 방문은 그

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 가나에게 호감을 가진 신문기자 ‘고타니(小谷)가

숙모의 가게에 매일같이 방문하는데, 그는 서울에서 수년간 유학한 ’한국

통‘이다. 마치 자신이 ’한일관계의 전문가‘라도 된 것 마냥 재일조선인인

가나와 숙모 앞에서 고의적으로 한국을 운운하는 모습은 가나에게 참을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불행과 이에 따른 춤에 대한 슬럼프 속에서 가나

는 자신의 과오를 참회(懺悔)한다. ‘피’와 ‘죽음’, ‘예술’, ‘숙명’이라고 하는

근원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한국 유학시절만 해도

비오는 날을 싫어했지만, “비오는 날은, 사상을 만들어낸다”는 깨달음으

로, 비를 ‘동포’삼아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419)

진심이지 않았다.

조금도 진심이지 않았다.

모국에 대해서도, 오늘날까지 만나온 많은 사람들이나, 많은 동포에 대해서도, 진심이

지 않았다.

오빠에 대해서도 진심이지 않았다.

…….

솔직하긴 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리석을 정도로, 그 때마다의 감정에 솔직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생각이나 감정에 솔직한 것과, 진심인 것은 다르다. 마음가짐으로서

도,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마주하는 의지의 방식으로서도, 달랐다.

真面目ではなかった。

少しも真面目ではなかった。

母国に対しても、今日まで出会った多くの人や、多くの同胞に対しても、真面目ではな

かった。

兄に対しても真面目ではなかった。  

……。

正直ではあったかも知れない。自分は愚かなくらい、その時々の感情に正直ではあった

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思いや感情に正直であることと、真面目であることは違う。心

419) 위의 책, p.537. “雨の日は、思想を生み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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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えとして、生きるということに向き合う意志のあり方として、違っている。420)

가나의 ‘진심(真面目)’은 주일의 ‘의로움(義しさ)’과 상응한다. 가나는 두

통과 악몽의 원인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외면적

으로만, 한국 문화나 여러 생활들의 모양만 한국을 좋아하는 척만 했”던

과거를 반성한다. 자신 안에 있는 ‘말리노프스키’, 즉 한국이라는 이질적

인 타자를 온전히 좋아할 수 없는 또 다른 자신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살아온 가나가, 오빠의 죽음과 도모미의 부재라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서사가 성립되는 것이다. 숙모에게 자

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다시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며 가나의 음성 편지는

끝이 난다. 『돌의 소리』가 계획대로 완성되었다면, 가나가 “죽음을 테

마로 한 춤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살아 있는 신체를 통해 춤추”는 미래

를 보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421)

가나의 진심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시선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1장과 2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물 조형들은

이를 뒷받침한다. 전후 일본에게 있어 주변으로 치부되어, 의식조차 되지

않았던 ‘한국’에 ‘커밋(commit)’하는 이러한 인물들은 80년대 ‘한국 붐’이

라고 하는 맥락을 떼어 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 한국 기업을 상대하는

무역 회사 직원인 다카노가 한국(인) 멸시 발언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저널리스트 고타니가 한일관계의 전문가인

양 당당하게 자신의 한국관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한국 붐을 위시한 80년대 한일 관계의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들은 분명 한국이라고 하는 타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한국통’)과 자존

감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들이 한국을 공부하고 이해한 시간의 절대적인

양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한편 재일조선인을 연인으로 둔 일본인 여성인 에이코와 도모미는 한국

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불행을 보듬어주는 친절한 이해자

420) 위의 책, p.548.

421) 위의 책, p.543. “死をテーマにした踊りということではなく、死自体を、生きている身体を通

して踊ることはできる、必ず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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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위에서 설명했듯, 에이코도 불행한 가족사를 가슴에 담고 있는 인

물이었으며, 도모미도 자세한 기술은 없으나 장구 소리에 ‘한(恨)’을 느끼

게 한다는 구절을 통해, 그의 인생 또한 그리 순탄치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유사한 불행을 가진 재일조선인을 남자친구로 사귀는 것으로

시작한 그들의 ‘타자와의 관계 맺기’는 이별과 귀향으로 끝이 나지만, 불

행의 연대를 통해 찾은 ‘삶’의 생동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삶을 꾸려나갈

미래를 예측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붐’의 현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일

과 가나와 같은 재일조선인 2세, 3세들이다. 「각」의 이순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화장을 통해, 『돌의 소리』의 주일은 아침의 의식을 통해 ‘자

아’를 지키고자 한다. 다카노와 고타니의 언술이 그랬듯, 한국 붐 속 언

설 공간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재일조선인 독자와 청자들이기 때

문이다. 또한 한국을 통해 변혁의 가능성을 꿈꾸는 리버럴리스트 지식인

들, ‘재일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끊임없이 자기규정을 욕망하는 재일

조선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동화’와 ‘풍화’를 강요받는 것도 이들이다. 이

양지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철저하게 보편적”이라고 하는

명제 아래에서 ‘나’를 찾아 서울을 부유하는 젊은이들을 그려냈다. 그는

이들이 한국인, 일본인과 맺는 ‘불행의 연대’를 통해 ‘개별적인 나’라고

하는 ‘복수의 보편’을 찾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187 -

5. 결론

본고는 1980년대 일본의 ‘한국 붐(韓国ブーム)’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당

대의 사회문화적 문맥을 파악하고, 나아가 ‘한국 붐’ 속 나카가미 겐지

(中上健次, 1946~1992)와 이양지(李良枝, 1955~1992)의 ‘자아 찾기 서사’를

비교·분석했다. 이는 ‘일본(어)문학사’에서 고정적으로 독해되어 온 이들

의 문학을 새롭게 읽고자 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소비’와 ‘타

자’라는 시좌를 통해, 궁극적으로 현대사회의 ‘나 찾기’의 (불)가능성을

가늠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한국 붐’에 대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고찰해 보았다. 본

고는 세대, 젠더, 장르에 따라 1980년대 한국 붐을 두 시기로 분류했다.

첫 번째 시기는 단카이 세대에 속하는 남성 지식인들의 체험기가 주를

이뤘다. 세키카와 나쓰오(関川夏央)의 『서울 연습문제(ソウルの練習問

題)』(1984)와 잡지 『헤이본 펀치-대특집 멋진 한국(平凡パンチ-大特集

かっこいい韓国)』(1985.1) 등은 단카이 세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공유

하면서 ‘즐거운 한국’을 그려냈다. 운동의 시대가 끝난 일본 사회 속에서

‘비-역사’, ‘비-이데올로기’, ‘비-구조’적인 ‘척’을 해야 했던 이들에게 ‘한

국 붐’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탐닉하지만, 그 안에는 ‘거울로서의 한국’, 즉 이웃나라를 거

울삼아 일본(인)이 안고 있는 모순을 반성하자는 의도를 숨기고 있었다.

한편 두 번째 시기는 단카이 세대의 아랫세대인 여성 유학생들의 유학

기(留學記)가 주를 이뤘다. 이들은 모두 사회생활을 경험하였고, 유리천

장과 일상의 무기력함 속에서 유학을 감행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자신들

의 한국 유학 경험을 ‘미니코미(ミニコミ)’, ‘동인지’를 통해 발신함으로써,

수행적 글쓰기를 행했다. 그것은 부정적 이미지가 가득한 한국에서 유학

하는 ‘별난 여성’이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취하는 한편, 여성, 재일조선

인, 환경 등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화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본고는 1980년대의 ‘한국 붐’이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이라는

‘타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나카가미 겐지의 한국 경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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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 서울(物語ソウル)』(1984)의 실패에 주목해 보았다. 그는 자신의 문

학 세계인 ‘골목(路地)’을 서울 ‘영등포’로 확장시켜 모권 신화를 축조해

내고자 했지만, 문단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한국의 전통예능(판소리,

탈춤)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나카가미는 당대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던

문화인류학, 기호론 등의 최신 이론을 가져오면서 한국을 ‘양반-피차별

민’이라는 ‘중심-주변’의 구조로 이해했다. 이어 그의 관심은 ‘동양’에 대

한 사유로까지 확장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나카가미는 1984년 ‘한국

붐’ 현상에 발맞추어,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사진

작가인 아라키 노부요시(荒木経惟), 시노야마 기신(篠山紀信)과 동행하여

펴낸 사진집들은 한국을 ‘기호의 제국’으로 그려냈다. 따라서 그에게 있

어 한국은 세계의 주변부이자 진지한 연대의 장소이기도 했으며, 문학적

영감을 가져다주는 다이나믹한 유희의 장소이기도 했다. 본고는 나카가

미가 ‘반근대’와 ‘탈중심’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과 불가해한 타자를 알

아가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모순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밝혀냈으며,

이 진지와 유희의 왕복운동은 그의 실존적 불안에서 기인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이양지를 공고하게 둘러싸고 있는 담론을 해체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양지는 1980년대 ‘한국 붐’을 비롯하여, 포스트모던적

다원주의 담론(소수자의 발견), 재일조선인 2세 지식인들의 공론장 참여

확대 등 다수의 담론들이 착종하여, 하나의 ‘상징’으로 소비된 인물이다.

그러나 이양지의 관심은 시종일관 ‘나’라고 하는 문제를 탐구하는 것에

있었으며, 그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철저하게 보편적”이라는

명제를 실천해왔다. 본고는 「각(刻)」(1984)을 통해 그의 문학에서 ‘불

행한 타자에 대한 응시’와 ‘존재와 시간에 대한 탐구’가 병렬적으로 나타

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그가 ‘나’를 찾기 위해 설정해 놓은

과제였으며 소설은 그 실천의 과정이었다. 대표작인 「유희(由熙)」

(1988)에 이르러, 이양지는 ‘유희’라는 타자를 내세움으로써, 한국인 화자

에게서 ‘말의 지팡이’를 빼앗고, 그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타자의 ‘얼굴’

을 아로새기고자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각」에서 「유희」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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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의 서사를 비유적으로 담고자 한 미완성 유고작 『돌의 소리(石の

聲)』를 살펴보면서, ‘개인적 탐구’과 함께 ‘타자’와의 ‘불행의 연대’라는

끊임없는 실천 속에서 ‘나’가 발견될 수 있다는 ‘나 찾기’의 (불)가능성을

확인해보았다.

본고는 1980년대 ‘한국 붐’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두 작가를 비

교함으로써, 이들이 시대적 전환기로서의 ‘현재’의 본질을 묻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실존적 불안 속에서 부유(浮游)한 끝에 발견한 것

이 ‘한국’이라는 ‘타자’였다. 즉, 이들은 1980년대 일본에서 찾을 수 없는

답들을 ‘한국’을 통해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타자’는

그 무엇도 답해주지 않았다. 나카가미 겐지는 정치적 연대와 흥미 본위

의 유희를 동시에 얻고자 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서의 한국을 욕망하지

만, 이는 『이야기 서울』과 함께 실패했다. 한편 이양지는 ‘타자에 대한

응시’와 ‘존재와 시간에 대한 탐구’라는 실천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내

안의 또 다른 나’, 즉 불가해한 ‘타자’를 인정함으로써, ‘복수의 보편(보편

들)’의 (불)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2장에서 다룬 ‘1980년대 한국 붐’의 수많은 논자들과

견주어보았을 때, 두 작가의 작업이 가지는 의의과 한계를 짚어낼 수 있

을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져다준 차이와 동일시

의 반복적 유희의 맹점을 짚어낸 바 있다.422) 오늘날 모두가 ‘타인 자’이

며, ‘차이’와 ‘사이’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 불황 및 정치

대립과 함께 ‘혐오’로 전락해버린다고 하는 역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

에도 우리는 ‘소비의 시대’ 속에서 부유(浮游)해야 한다. 부유하는 주체는

똑같이 부유하는 타자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1980년대 후기자본

주의 사회 속 존재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부유(浮游)했던 이들이 들렀

던 곳이 한국이라는 ‘타자’였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422) 주디스 버틀러 저, 양효실 역, 『윤리적 폭력 비판』, 인간사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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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文要旨

ソウルを浮遊する日本(人)

-1980年代日本の「韓国ブーム」における

中上健次と李良枝の「私」探しのナラティブ研究-

鞠承仁

比較文学専攻

ソウル大学大学院

　本研究は1980年代日本における「韓国ブーム」という現象を分析することで、

当時の社会·文化的コンテキストを把握し、さらには「韓国ブーム」での中上健次

(1946~1992)と李良枝(1955~1992)における「私」探しのナラティブを比較·考察し

た。これは「日本(語)文学史」で固定的に読解されてきた中上健次と李良枝文学

を改めて読み直す試みである。そしてその「消費」と「他者」という視座を通して、

最終的には現代社会の「私」探しの(不)可能性を問うことを目的とした。

　2章では「韓国ブーム」に関する現象を具体的に分析·考察した。世代、ジェン

ダー、ジャンルを基準とし、1980年代の「韓国ブーム」を二つの時期に区分し

た。前期は団塊の世代に属する男性エリートらのルポルタージュを主な分析対象とし

た。関川夏央の『ソウルの練習問題』(1984)や大衆雑誌『平凡パンチー大特集

かっこいい韓国』(1985.1)などは団塊の世代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方式」を共有し

つつ、「楽しい韓国」を描き出した。学生運動の時代が終わった社会の中で「非

-歴史」、「非-理念」、「非-構造」的な「ふ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彼ら

にとって「韓国ブーム」は新た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場だった。彼らは表面的には

韓国の大衆文化を堪能したが、その裏には「鏡としての韓国」、すなわち隣国を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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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して日本(人)が抱えている矛盾を批判するという隠された意図を見出すことができ

る。

後期は団塊の世代よりも下の世代にあたる女性留学生の留學記を主な分析対象と

した。彼女ら皆社会経験を経て、社内におけるガラスの天井や日常の無力さから脱

出するため留学に取り組んだ。彼女らは韓国での留学経験を「ミニコミ」や「同人

誌」などに発信することで、パフォーマティヴ·ライティングを行なった。それはネガティ

ブなイメージで満たされていた「韓国」に留学する「変わった女性」という独特なイ

メージを取る一方、女性や在日朝鮮人、環境などに関する問題を訴えつづけること

だった。従って、1980年代の「韓国ブーム」が以前の世代とは異るかたちで韓国

という「他者」と接したことが説明できる。

　3章では中上健次の韓国体験の結果とも言える『物語ソウル』(1984)における失

敗に注目した。中上は彼の独特な文学世界である「路地」をソウルの「永登浦(ヨ

ンドゥンポ)」へ広げ、母権神話を作ろうとしたが、文壇から徹底的に無視された。

韓国の伝統芸能(パンソリ、仮面劇)に関心を持っていた中上は、当時日本で流
行っていた文化人類学や記号論などを用いて、韓国を「兩班-被差別民」という

「中心-周縁」の構造で、理解しようとした。さらに彼の関心は「東洋」に関する

思惟にまで広がった。また、中上は1984年「韓国ブーム」に積極的な関心を示し

たことでも知られる。写真家である荒木経惟や篠山紀信と同行し、発行した写真集

は韓国を「表徴の帝国」として描き出した。彼にとって韓国は世界の周縁、真剣な

連帯の場であり、文学的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もたらすダイナミックな遊戯の場でもあっ

た。本稿は中上が「反近代」や「脱中心」という「時代的使命」と不可解な他

者を知る「戯れ」という矛盾した態度を持っていたことを明らかにし、その真面目さと

遊戯の往復運動が彼の実存的不安によるものだ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た。

　4章では李良枝を取り巻くディスクールを解体することから議論を始めた。李良枝

は1980年代の「韓国ブーム」をはじめ、ポストモダン的な多元化主義(マイノリ

ティーの発見)、在日朝鮮人2世における知識人の公論参与の拡大など、多数の

ディスクールが錯綜し、一種の「象徴」として消費された人物である。しかし、李

良枝の関心は終始「私」という問題を究明することに一貫し、「徹底的に個人的

な問題だから、徹底的に普遍的でもある」という命題を実践し続けていた。本稿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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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刻」(1984)を分析し、彼女の文学の中に「不幸な他者への眼差し」と「存在と

時に関する探求」が並んで現れることを読み解いた。これは彼女が「私」を探すた

めに設定した課題であり、小説はその実践の過程として書かれた。代表作である

「由熙」(1988)に至っては、李良枝は「由熙(ゆき)」という他者を前面に立た

せ、韓国人の話者から「言葉の杖」を奪い取り、彼(女)の「心」に永遠に残る

他者の「顔」を刻み込もうとした。最後に「刻」から「由熙」へとつながる4年間

の物語を比輸的に込めた未完成の遺作である『石の聲』を分析し、「個人的探

求」とともに「不幸の連帯」という絶え間ない実践を通じてこそ「私」を探し出せると

いう「私」探しの(不)可能性を見いだすことができる。

　本稿は1980年代の「韓国ブーム」という社会·文化的コンテキストのうち、二人

の作家を比較することで、彼らが時代的転換期としての「現在」の本質を問いてい

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彼らが実存的不安の中で浮遊しつづけた最後に、出会った

のが韓国という「他者」である。彼らは1980年代の日本では見つけることのできな

い答えを「韓国」に求めようとしたのである。しかし、韓国という「他者」は何一つ

答えてくれなかった。中上健次は政治的連帯と興味本位の遊戯を同時に得ようと

し、無限の可能性としての韓国を求めたが、これは『物語ソウル』とともに挫折し

た。一方、李良枝は「他者への眼差し」と「存在と時への探求」という実践を繰

り返し続け、「私の中のもう一人の私」、すなわち不可解な「他者」を認めること

で、「複数の普遍性(たち)」の(不)可能性を残した。

　1980年代の「韓国ブーム」における中上健次と李良枝の取り組みは、後期資

本主義社会で浮遊する実存と他者の問題を改めて考察する大切な契機になる。

キーワード:　 韓国ブーム、中上健次、李良枝、関川夏央、『平凡パン

チ』、ポストモダン、他者、消費、浮遊、実存的不安、終りなき日常

学番 : 2019-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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