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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와  민족 음식의 세계화:
한인 이민과 일본 음식의 세계화에 대한 고찰

송창주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들 어 가 는  말

오늘날 세계 어디서나 일본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물론 정통 일본 음

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흔히 ‘스시’(sushi)로 불리는 초밥은 북미, 유럽, 대양주 

등은 물론이고 아시아와 남미의 주요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일본 음식을 

대표하는 스시는 특히 지난 20년 사이에 북미, 서유럽, 대양주 등에서 대중화

되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스시집을 쉽게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슈퍼마켓의 식

품 매대에서도 팔리고 있다. 그리고 스시의 판매량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 햄버거의 소비량을 앞질렀다는 보도가 있었다1).  

물론 일본은 서양에 아주 일찍부터 알려져 왔고 서양인들의 일본문화에 대

한 매료는 그 역사가 제법 깊기 때문에 일식이 서양사회 어디서나 인기를 끌

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런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일

찍부터 무역을 했던 네덜란드 지역을 중심으로 일식이 유럽에서 오랫동안 알

려져 왔다. 그러다가 지난 20년 사이 세계적인 웰빙 붐을 타고 북미와 서유럽

에서 일식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특히 스시 가운데 서양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 롤2)’은 이미 일상의 음식으로 되어 일반 가정에서도 만들

1)     New York Times(2003.03.03)는 전통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대중 음식이었던 햄버거의 판

매량이 심각하게 줄고 있으며, 반면에 스시 등의 소비는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2)     California Roll, 초밥을 말 때 김이 있는 쪽을 안으로 넣고, 속에는 아보카도, 게맛살, 마요

네즈 등을 넣은 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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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뿐만 아니라 서양식 카페에서도 샌드위치와 함께 나란히 팔린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

카고, 밴쿠버, 시드니 등지에서 관찰한 바로는 서양식 카페에서 점심으로 스시를 취급하는 경우

가 꽤 있다. 사진 1에서 보듯이 밴쿠버 시내의 한 서양식 런치바(카페)에서 샌드위치, 베이글, 파

스타 등과 함께 캘리포니아 롤이 팔리고 있다.   

그런데 미국, 캐나다, 유럽, 대양주에서 일본 음식인 스시가 확산된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배후

에 한인 이민자들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미국, 캐나다, 

호주, 서유럽 등지에서 스시가 급속하게 보급될 때 일식당을 경영한 다수의 사람들은 일본인이 

아니라 바로 한인이었고 지금도 이들 나라에서 스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한인 

이민자들이다. 

로스앤젤레스 시내에는 2003년 기준으로 150개 이상의 한인 운영 일식당이 ‘L.A. 코리아타운 업

소록’에 등록되어 있었다3). 필자가 거주하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의 경우에도 시내 중심부에 약 40

개의 일식당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인이 경영하는 곳이 반이 넘는다. 미주, 대양주, 서유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동유럽에서도 상당 수의 일본 식당들은 한인 이민자에 의해 운영된다.

언제부터 또 어떤 이유로 한인 이민자들이 북미, 유럽, 대양주 등에서 일식당을 운영하게 되

었을까? 이것은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뒤에서 보다시피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이 현상이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3)   2003 LA Koreatown Directory

사진  1.   서양식 런치바에서 샌드위치와 함께 판매되는 캘리포니아 롤(밴쿠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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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일본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배와 관련이 있고, 또 이 시기를 통해 일본문화와 한국문화가 

섞이면서 문화의 변용이 일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

은 일본인과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그 시기와 패턴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고, 또한 이런 사회들에서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이 갖는 세계화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와 경제

적 이윤의 차이라는 전략적 요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인 이

민자들이 일식당을 선호하는 이유, 또 그들이 일본 음식을 세계화하는 과정을 알아보면 앞으로 

한국 음식이 일식처럼 세계화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지, 또 어떤 요소들을 갖춰

야 하는 지에 대해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나라들에서 일본 식당을 운영하

는 것을 잘 살펴보면 글로벌시대의 ‘소수민족들’(이 경우는 한인 ‘디아스포라’)4), 즉 이민자들이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창의적, 능동적으로 적응해 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산이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다 큰 ‘아시아적 문화 정체성’

으로 변모시켜 가는지에 대해서도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아무튼 이런 취지에서 이 글은 한인 이산들이 전략적으로 일식당을 택하여 운영해오는 이유와 

그 과정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상업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또 이들에 의해 운영되는 일식당

이 어떻게 일본적 전통을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한인 이

산이 어느 정도로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서 양 에 서 의  한 국  이 민 들 에  의 한  일 식 당 의  운 영 과  실 태

실제로 한인 이주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어느 정도로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한인 밀집지역의 교민사회 업소와 사업실태를 보여주는 여러 

지역의 교민 업소록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에서 대략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일식당을 운영하는지

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양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시의 한인 업소록을 중심으로 한인들의 일식운영 실태를 살펴본다. 

4)      ‘이산’(diaspora)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민족이 자기 고향을 떠나 두 

개 이상의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전통을 지키고, 또 떠나온 고향에 대한 신화적 기억과 회

귀적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해한다. 이산의 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Safran(1991)과 Cohen(1996)의 논

의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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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그리고 같은 상권에 속한 뉴저지의 동부를 포함하는 2005년판 한인 업소록에 수록

된 이 일대의 한인 운영 식당의 총수는 약 400개이다. 그 가운데 ‘횟집’, ‘스시’, 소수의 ‘데리야

끼 식당’ 등 일본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의 수는 111개로 전체 요식업의 28%가 일식이다. 그리

고 111개의 일식당 가운데 한국식 일식집, 즉 ‘횟집5)’은 30개였으며,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스

시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에는 2003년 기준으로 150개 이상의 

한인 운영 일식집이 코리아타운 업소록에 등록되어 있었다. 한편, 재 뉴질랜드 한인회가 2006

년에 발행한 ‘뉴질랜드 한인 가이드북’(2006 The Korean Guidebook of NZ)에 따르면 오클랜

드 시내에는 총 136개의 한인 식당들이 수록되어 있고 그 중 34개가 일식당이었다6). 즉 한인들

이 운영하는 식당의 25%가 일식당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미나 대양주에서 대체로 한인 이

민자들이 경영하는 요식업체 가운데 최소한 25~30%는 일식을 취급하는 일식당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횟집’이 한인 거주 지역에서 한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반면, 초밥 위주의 일

식당들은 주로 유럽계 고객을 중심으로 한 현지인들을 상대하는 업소들이다. 이들 ‘스시바’들은 

식당 위치도 한인 거주 지역에서 벗어나 있으며 보통 쇼핑몰 내부 등 번화한 곳에 위치하는 경

우가 많다. 보통 가격이 저렴하며 고객들은 홀에 앉아서 먹거나 또는 그냥 ‘벤또’처럼 가져갈 수

도 있다(테이크 어웨이, take away). 이 글에서 다루는 한인 운영 일식당들은 바로 이런 스시

바 형태의 일식당을 말하며, 한국인 고객을 위주로 하는 ‘횟집’은 제외한다. 

이들 한인들이 운영하는 일본 식당은 대개 이름이 단순하고 일본 대중문화와 관계있는 이름

들이 많다. 예를 들면 ‘쇼군’, ‘도꾜’, ‘사무라이’, ‘아사히’, ‘후지산’, ‘긴자’, ‘스모’ 등으로서 일본인

이라면 식당이름으로는 붙이지 않을 듯한 이름도 많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일본어처럼 들리지만 

일본어로는 전혀 의미가 없고 한국어로는 의미가 있는 이름도 있다, 예를 들면 ‘Wara Wara’(와

라 와라)같은 이름이 그 예이다. 즉 일본어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지만, 한국어로는 손님이 

많기를 기대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다. 반면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일본 식당들의 이름은 좀 

더 심오하다. 예를 들면 LA의 부유한 지역에 있는 ‘키요노’라는 일식집은 한 일본여성이 오랫동

안 운영해오는 식당인데 ‘키요노’라는 이름은 그녀의 어머니 이름이고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 맛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이 이름을 땄다고 한다(사진 2)7). 물론 최근에는 한인들

5)     전형적인 한국식 일식집으로서 주요 고객은 한국인들이고, 주로 사시미, 생선찌개 등을 술과 함께 판매하며 비

한국인 고객은 거의 없다.

6)     재뉴한인회, The Korean Guidebook of  NZ, 오클랜드, 244-248, 2006

7)      ‘Kiyono’는 LA북부의 부촌 비벌리 힐스에 있는 정통 일본식 식당이며, 주방장도 일본에서 고용되어 왔다(2004

년 2월 필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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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영하는 일식당의 이름도 보다 세련되고, 또 보다 더 일본화하여 ‘Fugu’(복어라는 뜻의 일

본어), ‘Katoya’(가또씨의 식당이라는 뜻) 등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스시집에서의 초밥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것이 많

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일식당 ‘Shogun’의 예에서 보듯이(사진 3) ‘매콤하다’는 의미의 ‘spicy’

라는 수식어가 붙은 스시 롤이 많은 것이 그 예이다. 즉 ‘Spicy Tuna Roll’, ‘Spicy Yellow Tail 

Roll’, ‘Spicy Albacore Roll’ 등의 스시가 있는데, 이것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스시 식당들의 메

뉴에서는 대체로 생소한 것들이다. 대개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이민들은 일본인 요리사들

과 달리 일본의 전통에 얽매이지도 않고, 또 그런 전통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보다 용감하게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스시를 발명하고 전통적인 스시를 변형시킬 수 있는 입

장에 있다. 

그러나 스시의 메뉴가 일본적이지 않은 것은 미주, 유럽, 대양주 등의 일식당에서는 주인이 

한인 또는 일본인인지에 관계없이 흔히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위의 캘리포니아 롤의 예에서 

보듯이, 현재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여러 종류의 스시 가운데 많은 것들이 미국에서 

발전했기 때문이다. 스시의 이름이 다양하고, 비일본적이며, 재미있는 것은 일본인이 경영하

사진 2. 일본인이 운영하는 일식당 ‘Kiyono’의 메뉴

            (Beverly Hills, L.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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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식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로스앤젤레스 소재의 일인직영 식당 

‘Kiyono’의 메뉴에서 보듯이 ‘Bad Boy Roll’, ‘Las Vegas Fever Roll’, ‘Sexy Dancer Roll’, ‘Show 

Me the Money Roll’, ‘God Father Roll’ 같은 이름의 스시들이다. 이런 이름들은 ‘마구로’, ‘마

다라’, ‘우나기’ 등의 일본식 이름보다 더 외우기가 쉽고 손님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

다. 오히려 한국인이 경영하는 일식당의 메뉴가 더 일본적이고 보수적일 때도 많다.      

한인 이민자들이 경영하는 일식당들은 외형적으로 일본식을 따른다. 즉 식당의 구조8)나 장식

들이 일본 식당과 같다. 요리사는 일본식으로 흰 모자나 검은 모자를 쓰고, 일본식 옷을 입고 손

님을 맞는다. 식당에는 노렌(noren)9)이 걸려져 있고 일본 그림이나 장식, 마네키 네코(Maneki 

Neko)10)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외형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이 운영하는 일식당과 일본인들이 운영하

는 일식당과의 차이는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우선은 노렌에 대한 관념과 취급방식이 다르다. 전

통적 일본 식당에서는 노렌이 식당의 상징으로서 아주 귀중하게 취급되어 늘 깨끗하게 유지된

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 수년간 일을 배우면서 봉사한 요리사가 그 집을 떠나 자신의 식당을 열 

때 주인은 종업원에게 노렌을 물려주며, 종업원은 물려받은 노렌으로 주인 식당의 전통을 물려

받았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한인들이 운영하는 일식당에서는 이런 전통을 알지 못하고 노렌은 

그저 하나의 장식품으로 여겨지므로 노렌을 세탁하는 일도 드물고 일본 식당처럼 정중히 다루

지도 않는다. 또한 일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종업원과 주인이 모두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하

지만 한인이 운영하는 일식당에서는 간혹 주인과 종업원이 유니폼을 입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래서 그가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또는 손님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유니폼을 입는 

경우에도 모든 종업원의 유니폼이 통일되지 않거나 그저 비슷한 색깔의 티셔츠 등으로 유니폼을 

대신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식당에서는 흔히 한인 고객에게는 김치를 내

어주기도 한다.  

물론 요리사를 훈련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개 오랜 수련과 

실습을 통해 훈련이 이뤄지지만 한인들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속성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로

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도쿄 스시아카데미(사진 4)를 보면 배우는 과정이 얼마나 속성으로 이뤄

지는지를 알 수 있다. 이 학원은 6주 코스로 120여 종의 일식을 가르치는데 전통적 일본식 스시, 

미국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스시 롤 등의 각종 스시와 찌끼다시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 학원

8)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는 홀이 있고, 식당의 중심부나 입구에 따로 주방을 만들어 손님들이 그 둘레에 앉아 주

방장을 직접 보며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도록 되어있다.

9)     식당 등의 문에 다는 길이가 짧은 일본식 커튼

10)   한 손을 들어 복을 불러들이는 흰 고양이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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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광고를 보면 “예전에는 3년이 걸렸던 일식 요리사 과정을 6주로 단축했다.”고 한다11). 한인들의 

일식은 전반적으로 일본식에 비해 많은 것들이 단순화, 약식화, 속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에도 비슷한 속성 일식학원이 성업 중이며,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곳이 동원수산이 

운영하는 동원 스시아카데미, 일식전문 요리학원인 삼성요리학원이다. 이 두 학원은 공히 일식

을 배워 해외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원 스시아카데미의 경우 

2003년부터 이민유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창업, 이민 전문과정(7주) 및 해외이민 전문

과정(8주)을 운영하고 있다12). 삼성요리학원의 경우에도 스시 롤 이민 창업과정(6주)을 운영하고 

있다13). 

또한 여기저기서 한국 음식점들이 흔히 스시 등의 간단하고 대중적인 일식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예를 들면 밴쿠버 시내의 ‘JAKO’라는 식당의 경우 간판에 ‘Japanese 

Korean Restaurant’이라고 쓰여있으며 각종 한식과 일식(스시)을 함께 팔고 있다. 이 식당의 이

름이 왜 ‘JAKO’인지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즉 Japan과 Korea의 첫 글자를 따와 ‘JAKO’

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북미와 대양주의 다른 도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11)    2001년에 설립된 도쿄 스시아카데미(http://tokyosushiacademy.com)는 매년 수백 명의 한인 일식 요리사들을 

길러내며 여기서 훈련을 받은 한인 일식 요리사들은 미국의 각 지방에서 일식당을 창업한다. 6주 코스의 수업료

는 미화 3천 달러, 4주 코스의 경우는 2천 5백 달러의 수업료를 받고 재료비는 따로 부담한다고 한다(2004년 2

월 필자와의 전화 인터뷰). 

12) 동원 스시아카데미, Available from: www.openyori.com, Acceeseed 2010.09.20

13)  이 밖에도 몇몇 요리학원에서 미래의 이민자들을 위해 스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동원 스시아카데미의 경우 자

사의 코스를 이수하고 해외로 나가 일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www.dwculinary.com).  

사진 4.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도쿄 스시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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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오클랜드의 한인 경영 식당 업소록을 보면 ‘Korean and Japanese Restaurant’이라고 붙

여진 이름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어떤 곳에서는 비빔밥과 스시를 함께 파는 식당도 있다. 그

리고 어떤 경우는 아예 스시를 한국 음식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밴

쿠버의 ‘Zari Sushi’가 그런 경우인데 이 식당의 간판에는 태극마크가 선명히 그려져 있고 식당 

이름도 ‘Koreana’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에 ‘Zari Sushi’라고 붙여져 있어, 마치 스시

가 한국 음식인 것처럼 보인다(사진 5). 이들은 모두 한식만 가지고는 서양사회에서 고객의 유치

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식과 함께 일반인들에게 더욱 친숙한 일식을 함께 파는 전략을 택한 것

이다.           

한 국  이 민 들 이  일 식 에  몰 두 하 는  이 유

그렇다면 한인 이민들이 해외에서 한식대신 일식에 이렇게 대규모로 몰두하는 이유는 무엇일

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여기에는 역사적, 문화적, 인구적, 상업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

고 있다. 

역사적·문화적 이유

 

우선 한식과 일식 사이의 유사성을 들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양국 사이에 활발한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 그리하여 서로 비슷한 식문화를 발전시

사진 5. ‘Zari Sushi Koreana’ 한식과 일식을 같이 파는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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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왔다. 예를 들면 원래 대륙문화가 아니라 태평양계 문화인 생선을 날것으로 먹는 습관은 한일 

양국이 똑같이 갖고 있다. 특히 환동해권을 중심한 한반도의 동부해안 지역과 일본 혼슈의 서부

해안 지역은 음식문화가 비슷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현재 초밥의 원형은 바로 환동해권의 음식

으로서 내부를 제거한 날 생선의 뱃속에 밥을 넣어 발효시킨 음식인데 이것이 나중에 도쿄 지방

에서 현재의 스시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14). 게다가 양국이 모두 중국문화의 영향권에 속해 있어

서 장문화를 공유하고 된장국 같은 것은 양국이 거의 동일하다. 지금도 한국 요리에서 고추와 마

늘을 제외하면 양국의 음식이 실질적으로 비슷하다. 

또한 일제시대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 사이에 문화교류가 있어서 한국인들의 음식

에 일본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다. 예를 들면 김밥은 일본의 스시가 변형된 것으로 근대 교육이 

생기면서 소풍을 갈 때 먹는 음식으로 자리를 잡은 음식이다. 그밖에 메밀국수, 소바, 우동, 그리

고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먹는 중국 음식도 일본의 영향으로 탄생한 것들이다. 예를 들

면 짬뽕, 교자 등은 모두 일본의 화교들이 일본에 퍼뜨리거나 개발한 음식이며 일제시대에 이런 

음식들이 식민지인 조선으로 들어온 것이다15). 식민지시대에 청요리를 즐긴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선인들이 아니라 일본인들이었고 이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들이 들어와 지방화한 것이다.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식민 지배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배이며 착취이지만, 문화적

인 시각에서 보면 이 식민시대는 일방적인 지배와 복종 또는 저항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광범

한 문화적 교류가 양방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즉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이 한 공간에 같이 살면서 

서로의 문화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을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음식문화는 어디서나 빠

르게 전파되고 변화한다. Bell과 Valentine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민족 음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복잡한 과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무역, 식민지배, 다른 나라들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의 역사적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다16). 

위에서 언급한 김밥의 경우 외형은 일본식이지만 내용은 한국식이라는 도식을 보여주는데 이

것은 식민지와 피식민지 사이의 문화교류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화변용의 형태이다. 즉 식민지의 

문화는 자신보다 선진적인 종주국의 문화를 모방하는데 이때 외형은 받아들이되 내용은 자국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성을 보인다. 사실 근대화의 초기에 봉건사회의 엘리트들이 서양문화

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도 크게 보면 이런 패턴이었다. 즉 동양의 문화에 서양의 기술만

을 받아들이자는 동체서용, 동도서기 등의 사상이 모두 같은 문화수용과 변형의 형태인 것이다.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베트남의 경우에도 식민지시대 때 음식문화가 변화하여 지금도 사

14) 정대성,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음식, 솔, 서울, 2000  

15) 주영하, 동아시아 음식문화의 역사와 현재: 차폰, 잔폰, 짬뽕, 사계절, 서울, 2009 

16) Bell & Valentime 1997: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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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아침 식사로 바게뜨 빵을 즐겨 먹으며 차 대신 커피를 즐겨 마신다. 이들은 또 바게뜨 빵

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데, 흔히 ‘발레17) 샌드위치’라고 하여 외형은 프랑스식(바게뜨 빵)이

지만, 속에 넣는 내용물은 소시지나 치즈 같은 프랑스식이 아니라, 베트남식 야채절임과 ‘분차’

(베트남식 고기구이) 같은 것을 쓴다. 김밥도 이와 같이 외형은 일본식이지만 내용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쇠고기, 시금치, 계란 등을 넣는다는 면에서 이런 식민지-피식민지 문화모방의 일반

적인 형태를 띈다. 

아무튼 한일 양국의 이런 문화적 유사성이 한인 이민자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일본 음식에 대

해 친숙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민생활에서 일식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이민사적 요인

다음으로는 한일 양국민의 미국으로의 이주시기와 패턴이라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들 수 있다. 

1855년에 시작된 일본인들의 미국 이민은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본격화되고, 특히 1882년 

미국에서 중국인의 이민을 금지하면서부터 더욱 늘어나 캘리포니아와 하와이로 대규모의 이주

가 있었다. 특히 1910년대와 1920년대를 통해 많은 일본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했기 때문에 

1910년과 1940년 사이 하와이의 일본인 인구는 7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두 배 이상의 증가를 기

록했다. 1920년대 중반까지 미국 본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이민자 수는 13만 명이 넘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다. 그러나 1924년에는 미국에서 일본인들의 이주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2차대전이 끝난 다음 1947년에 처음으로 다시 미국 군인들과 결

혼한 일본인 처18)들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었고, 또 1951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평

화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인들의 이민이 시작되었지만 196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인들의 미국 이

주는 아주 적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일본인들이 해외 이민을 할 요인이 

없어진 탓이다. 그리하여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식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높아지는 시기인 1980

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일본을 떠나 해외로 이민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아주 적었고, 이들만

으로 증가하는 일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다. 거기다가 이민 3세, 4세인 일본 이민들의 후예

들은 이미 미국사회에서 전문적인 직업인들이 많고, 중산층의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요식

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적었다.   

반면에 미국이 1965년에 이민법을 개정해 아시아인들의 이민이 가능하게 되면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인의 미국 이주는 아주 급격히 늘었다. 한국인들의 미국 이주는 1970년대, 1980년

17)     여기서 ‘발레’는 ‘빠리’를 의미한다.

18)     소위 전쟁신부(war brides)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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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1990년대 초반을 통해 거의 해마다 1만 7천~2만 명 가량의 이주가 계속되었다. 이들은 미

국사회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 등의 제약 때문에 대개가 자영업에 종사했는데, 처음에는 주로 

야채장사를 하다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점차 큰 식당이나 세탁 공장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갔다. 이들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날로 증가하는 일식의 수요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

던 일본 음식점들에서 일을 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때 많은 수의 한인 이민자들이 일식을 배

운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다른 한인 이민자들과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고, 장

래성이 좋은 일식산업으로 진출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에서의 일식산업 ‘한인화’의 주역

이 된 것이다.  

그러나 북미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일식을 하는 한인 이주자들과 미국 한인들 사이에 일식에 

대한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이민자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오클랜드에서 한인들이 스시집을 운영하게 된 것은 한국 또는 미국에서 스시

를 만드는 기술을 배워온 것이 아니라 1990년대 초에 오클랜드로 이민을 온 한인 첫 세대가 그 보

다 조금 전에 이 도시에서 ‘세인트피어스 스시’(St Pierre’s Sushi of Japan) 라는 브랜드로 스시 식

당을 연 네덜란드인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스시 만드는 법을 배워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19). 이

들도 처음 뉴질랜드로 이민을 와서 어떤 자영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스시 만드는 일이 사

업성이 있는 것 같아 이 일을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오클랜드에서 한인들에 의해 생긴 모

든 스시집은 다 위의 ‘세인트피어스 스시’에서 배운 기술이 모체가 되어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한인 이민들이 스시 산업에 발을 들이는 일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단적

으로 증명한다. 즉 한인 이민자로서 서양사회에서 크지 않은 자본을 들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자

신들의 문화적 자본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일식집의 운영이라는 점이다. 필자가 

인터뷰를 한 오클랜드에서 한인 최초로 스시집을 운영한 박모씨에 따르면 그는 이미 미국에서 

한인들이 스시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부인과 함께 ‘세인트피어스 스

시’에서 일년 이상 일을 하면서 스시 만드는 법을 배운 후 오클랜드 시내에 스스로 스시바를 열

었는데, 장사가 잘 되어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늘 스시 만드는 법과 

새로운 종류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장사가 그럭저럭 자리가 잡힌 몇 년 후에는 보다 맛있는 스

시 만드는 법을 알고 싶어서 직접 일본을 방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그는 자신의 식당이

나 ‘세인트피어스 스시’에서 만드는 것 이상으로 더 배울 만한 스시의 종류가 없어서 크게 실망했

다고 한다. 즉 스시가 서양에서 더 발달되고 대중화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19)  오클랜드에서 최초로 스시집을 운영했던 박모씨(가명)와의 인터뷰(2008.05). 그는 1990년에 뉴질랜드의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로 이민을 와서(1987년 이민법이 바뀌면서 거의 초창기 이민이었다.) 어떤 사업을 할지 고민하

다가 세인트피어스 스시가 성업 중인 것을 보고 스시 식당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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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이유

한인 이민자들이 이렇게 일식집을 운영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물론 일식업이 상업적으

로 이윤이 많이 남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일식업에 종사하는 한인 이민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한

식에 비해 일식은 일단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든다고 한다. 게다가 일식의 재료가 

한식의 재료에 비하면 특히 신선한 생선이 상대적으로 비싸기는 하지만, 한식에 비해 재료가 덜 

들며, 부가가치와 판매가격이 높고, 손님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실제로 일식당의 평균 

종업원 수는 한식당에 비해 적은 편이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드는 시간도 적게 든다고 한다. 그

리고 ‘테이크 어웨이’ 스시 도시락이 있기 때문에 매장이 클 필요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 한식당

의 주요 고객들이 주로 한인, 중국인 등 아시아 사람들 중심인데 반해 일식당의 경우 유럽계 고

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이유로 한 번 일식당을 해본 한인들은 다시 한식당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이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한인들이 서양사회에서 대거 일식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즉 일본인 

이민자들의 수가 아주 적은 상황에서 크게 높아진 일식의 수요 속에서 이들은 한국인으로서 다

문화, 다인종 사회인 미국에서 ‘일본식’ 음식을 세계화하고, 또 이를 대표하며 자연스럽게 ‘아시

아계 미국인’이라는 범종족적(pan-ethnic) 정체성인 소위 미국에서 새로 나타나는 ‘아시아인의 

정체성’까지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다.   

일 식 의  세 계 화 와  그  요 인

그렇다면 일식이 이렇게 세계화된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한식의 세계화라는 커다란 과제

를 생각할 때 일식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현재처럼 세계화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 필자의 견해이다. 우선 일식이 세계화된 과정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세계화 요인을 일식

의 내재적 요인과 서양사회에서의 문화 변동을 중심으로 한 외재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일식이 미국에서 널리 퍼지게 된 과정에서 우선 미국 내의 일본 이민,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일

본문화의 요람인 ‘리틀 도쿄’(Little Tokyo)를 빼놓을 수 없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일본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는 한인들의 이주보다 깊고 규모가 컸다. 미국의 일본 이민자 수는 위에서 본 것

과 마찬가지로 1920년대에 이미 10만을 넘어섰고 대부분이 다른 아시아인들과 마찬가지로 대개 

캘리포니아에 살았다. 이들이 초기에 일식을 미국에 전파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차이나타운 

옆에 ‘리틀 토쿄’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 음식문화가 퍼져나갔다. 이 곳에는 많은 수의 일식당이 

있어서 일본 이민자들이 즐겨 찾았다. 물론 로스앤젤레스의 일본 식당은 태평양 전쟁 시작 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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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의 일본인들이 내륙의 수용소로 강제이주를 당함으로써 (WRA, war 

relocation authority camp) 문을 닫았고 전쟁 후에도 그 수가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60

년대부터 서서히 그 수가 늘어 1965년에는 43개, 1975년 88개, 1980년에는 173개로 늘었다20). 

그러다가 1960년대 LA의 반문화 운동 때 젊은이들이 자연 식품(유기농 식품 등)과 비유럽계 

민족 음식을 받아들이면서 일본 음식의 수요가 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미국에서 불었던 첫 번

째 일본 음식의 유행이라고 할 수 있다21). 물론 일본이 세계 경제의 핵심 산업국가로 등장하면서 

반문화 운동가들의 관심을 잃었지만, 미국 내에서 일식, 특히 스시의 소비, 높은 교육수준, 상류

계급과의 연관은 지속되었다. 1972년 뉴욕의 엘리트 클럽인 하버드클럽에 스시바가 열린 것을 

보면 이 연관을 알 수 있다22). 

그 후 20년 동안 두 번의 유행을 타고 일본 음식이 미국에서 크게 유행했다. 첫째는 1970년

대와 1980년대에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서 일식을 즐기는 것이 고급문화와 코스모폴리탄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으로 여겨졌고, 이것이 점차 일식을 일종의 ‘여피’(yuppie) 음식으로 

발전되게 한 것이다. 두 번째의 유행은 1990년대에 일어났는데 스시가 슈퍼마켓의 매대에 놓

이게 되고, 피자, 부리토, 베이글 등과 일반적인 미국인의 대중적 패스트 푸드로 발전한 것이

다23). 즉 미국식 패스트푸드에 대한 반성과 비만과의 싸움, 미국인들의 아시아 음식에 대한 우

호적 감정들이 작용 했다24). 그리하여 값이 비싸고 상류층의 음식이었던 일식이 대중화한 것이

다. 이때가 바로 한인들이 대거 일식산업으로 뛰어든 때였다. 즉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영업

을 하는 많은 한인들이 마땅한 사업거리를 찾다가 일식의 유행 붐을 타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

에 진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 내에서의 문화적 변동이라는 외재적 요인 이외에 일식의 세계화 요인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일식의 서양화 또는 현지화이다. 즉 이미 캘리포니아라는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서 일본인 이민자와 현지인들에 의해 일본 음식이 자연스럽게 현지화되고, 캘리포

니아 롤의 출현 등 전통적인 일본 스시의 서양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스시가 더욱 대중화되었던 

것이다. 즉 전통적 스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보카도 등의 현지산 재료를 넣고, 또 생소한 

김에 대한 서양인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김을 안쪽으로 넣은 캘리포니아 롤의 발명이 스시

를 일반인들에게 더 가깝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 밖에도 간단히 통조림 튜나를 넣은 튜나롤, 또 

20) Cwiertka 2006: 182에서 재인용. 원래는 Koyama Shuzo 1985    

21) Cwiertka 2006: 182에서 재인용. 원래는 Warren Belasco 1989: 43-67

22) Cwiertka 2006: 182에서 재인용. 원래는 Bestor 2005: 14-15

23)  Cwiertka, Katarzyna J, Modern Japanese Cuisine: Food, Power and National Identity, Reaktion, London, 

182-183, 2006

24) 즉 아시아 음식을 소비하는 것은 멋진 일이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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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들을 위해 간단히 오이만 넣은 스시 등도 개발되어 어떤 식성을 가진 사람들도 다 즐

길 수 있는 값싸고 대중적인 스시가 생겨났다. 

이에 덧붙여 ‘데판야끼’(teppanyaki) 같은 새로운 형식의 일본 음식도 일식의 세계화에 공헌

을 했다. 데판야끼는 본질적으로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스테이크 하우스인데 일본 전통을 접목하

여 미국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아오키 히로아키

(Aoki Hiroaki)가 1964년에 설립한 Benihana 식당에서 미국 최초로 시작했는데, 미국인들이 쉽

게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 생선 바베큐 등을 손님들 앞에서 직접 요리하여 그 자리에서 서빙하

면서 또 요리사의 멋진 연기까지 곁들여져 아주 흥미있는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큰 

인기를 누렸다. 

유럽에서 일식은 전반적으로 미국보다도 그 인기가 덜 했고, 덜 퍼졌었다. 우선 일본인 거주자 

수가 미국에서 보다 적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일본회사들의 세계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유

럽 각국에서 일본인 인구가 급격히 늘기는 했지만 이때 생긴 일본 식당들은 대개 본국에서 파견

된 일본인들만을 상대로 장사를 했으며, 현지인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가 침체를 겪으면서 많은 수의 일본회사들이 유럽에서 철수하자 이 

일본 식당들은 현지인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유럽에서 일식이 

대중화되었다. 1970년대에는 Benihana 체인이 유럽에도 진출하여 1980년대까지는 서유럽의 여

러 나라에 퍼졌다25). 데판야끼가 인기를 끌자 네덜란드 등의 유럽국가들에서는 중국 음식점들이 

재빨리 받아들여 이 음식이 유럽에서 더욱 널리 퍼져 나갔다. 

또한 일본 내에서 개발된 새로운 방식들도 해외에 전파되어 일식의 세계화에 공헌했다. 예를 

들면 회전 스시(kaitenzushi)의 출현이 그것인데, 1950년대 말 오사카 지역에서 나타난 ‘회전 스

시바’는 일본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고26), 1980년대 후반에는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었고, 1990년

대 중반에는 유럽에서도 대중화되었다.  

그 밖에 일본인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일식이 세계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에서 본 것과 같

이 한인들에 의한 값싼 스시의 공급, 유럽에서 중국인들에 의한 데판야끼의 대중화 이외에도 

Wagamama27) 같은 일본식 퓨전음식 체인점도 거론 될만하다. Wagamama 식당은 Alan Yau 

라는 중국계 영국 이민이 만든 체인점으로서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대중적 일식을 만든다는 개

념으로 영연방계 나라들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25)     Cwiertka, Katarzyna J, Modern Japanese Cuisine: Food, Power and National Identity, Reaktion, London, 

188-189, 2006

26)     이것은 일본 내에서의 스시의 대중화 과정이기도 했다.

27)  Wagamama Noodl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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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서양에도 서양화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일본 식당들도 많고, 이런 식당

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음식

의 ‘정통성’(authenticity)에 관한 문제이다. 음식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와 이에 대한 분쟁은 자

주 있는 일이지만28) 실제로 음식에 있어서 정통성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음식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데판야끼나 회전 스시의 경우처럼 전에는 없다

가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이것이 전통적 일식과 어떻게 일치하거나 배치되는 지를 따지자면 한

이 없다. 예를 들어 한인들이 운영하는 수많은 일식당들은, 비록 그 주인들이 자신들의 식당을 

가능한한 일본식으로 꾸미고, 일본식 복장을 하여 일본적인 외형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일식당들과는 차이가 있다. 대체로 그들은 일본식 전통에 무지하고 상업적 이유로 일본식을 적

당히 모방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인들은 자신들이 전

통적 일식을 한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아주 미국화되어 자신들의 전통을 잃어버린 일

본인 3세나 4세들 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더 일본문화와 ‘아시아’ 문화에 능숙하다고 믿는 경향

이 있다29).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소위 ‘떠오르는 아시아인의 정체성’(emergent Asian identity)이 나타

난다. 즉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인들은 ‘아시아인’으로서 일본 음식이나 기타 아시아 음식과 문

화, 아시아의 ‘정신’에 익숙한 자신들과 아시아 문화를 모르는 ‘서양인’들로 구분하면서, 자신들

이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일식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이들 가운데는 ‘일

본인이건 한국인이건 모두 아시아인’이라는 아시아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계

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 정체성의 좁은 경계를 벗어나 보다 크고, 자유로우며, 유연한 

정체성을 갖도록 한 것이다30). 아무튼 여기서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한식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것을 유지하는 전략과 함께 ‘보편화’와 ‘현지화’(또는 ‘서양화’) 전략이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전통적인 한식당들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싼값에 세계

의 대중들이 널리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한식을 발전 시켜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한식은 

‘건강식’이라는 이미지를 함께 가지면 더욱 좋을 것이다. 최근에 크게 보도되었던 로스앤젤레스

에서의 ‘김치 타코’ 와 ‘불고기 케사디야31)’ 같은 음식은 바로 이런 면에서 한식의 세계화에 크게 

공헌 할 것이다. 

28)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김치’와 ‘기무치'의 문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장류’의 문제들이다.

29)  로스앤젤레스, 밴쿠버, 오클랜드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많은 한인 이주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30) 세계화와 이산의 새로운 정체성의 발전에 대해서는 Scholte(2000: 181), Aihwa Ong(1999)을 참조

31) 뉴욕 타임스, 2009.02.25(http://www.nytimes.com/2009/02/25/dining/25tac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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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식은 북미, 서유럽, 대양주 등에서 세계화되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 이면에는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 대거 미국, 유럽, 대양주로 진출한 한인 이

민들이 있다. 한인 이민들은 한식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고, 수요가 크며, 만들기가 쉬운 스시 등 

일식을 택하여 일식산업에 뛰어들었으며,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스시를 개발했으며, 새로운 일본 이민이 적은 미국, 유럽, 대양주 등의 곳곳에 일식을 전파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일간의 문화적 유사성, 식민지시대를 

통한 양국 음식문화의 교류라는 역사적, 문화적 요인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서양에서 일식이 

크게 유행할 때 일본 이민이 적었던 사회·인구학적 요소도 있었다. 

한인들에 의한 이런 일식당의 운영은 특히 디아스포라의 초민족적(transnational) 생활상

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개인들이 여러 나라에 영주하면서 초민족적 삶을 영위하면서 소위 ‘융

통성있는 시민권’(flexible citizenship)32)을 가지고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

여주는 것이다. 한국 이민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한국 음식에만 매달리지 않고 이렇

게 유연하게 자신의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 일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일종의 ‘해방적’ 초민족주의

(transnational) 생활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인이라는 좁은 민족적 정체성의 개념과 

울타리를 벗어나서 또 거기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소위 ‘떠오르는 아시아인 정체성’(emergent Asian identity)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식 세계화의 과정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하나의 민

족 음식이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음식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

가 필요한지를 일식의 세계화 과정과 역사가 알려주는 것이다. 한식이 지금보다 더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일식이 가졌던 세계화 자산을 가져야 한다. 즉 서양에서의 일식처럼 대중화되는 과정

에서 전통의 유지와 동시에 현지화가 필요하고, 또 보편화된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

서 앞으로 한인 이산들이 크게 공헌을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김치 

타코’와 ‘불고기 케사디야’는 바로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인이 아닌 이민족이 공헌을 할 가능성도 있다. 북미나 유럽에서 현재는 

일식산업에 중국계 이민이 많이 진출해 있다. 심지어는 터키, 중동계 이민 등 비한국계 이민자들

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특히 한인 이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과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중

32)     ‘융통성 있는 시민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Aihwa Ong(1999)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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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이나 말레이시안들이 일식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33). 가히 진정한 일식의 세계화가 나타나

고 있는 것이다. 한식업계에도 이민족의 진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파리의 ‘바베큐 

드 서울’(Barbecue de Seoul)은 중국인 소유의 한식 바비큐 체인 점이다. 중국계 이민들은 중식

당이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누구나 보편

적으로 즐기는 바베큐 등은 요리법도 쉽고 또 중국 음식의 조리법에도 바베큐가 있기 때문에 이 

방면으로 많이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인 이외에도 미국 전역에서 한인 식당과 

식품점에서 일을 하는 수많은 라틴계 이민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한식을 세계화시킬 가능성

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사진제공 | 송창주]

33)     Wai-Ming Ng, Popularisation and Localisation of sushi in Singapore: an ethnographic survey, New 

Zealand Journal of Asian Studies, 3(1), 7-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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