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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화감독 양 희의 두 편의 다큐멘터리 <디어 평양>(2005), <굿바이, 평양>(2009)과 극 화 <가족의 

나라>(2013)는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 감독의 자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화로 남북한과 일본

이라는 국민국가의 틈바구니에 선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 편의 화는 제주, 오

사카, 평양을 횡단하며 구축된 가족의 서사를 질문하는 것을 통해 국민국가가 부과한 경계를 의심하고 ‘가

족의 나라’라는 새로운 탈주의 공간을 모색한다. 이 은 양 희의 화가 분단으로 한반도에 발생한 두 

개의 국민국가가 강력하게 추구하는 통합과 일체감, 조국에 한 획일 인 교육에 긴장을 일으키고 그것을 

이질화시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정해가는 과정을 추 하 다. 결국 이들 화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혼종  정체성에서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미래 정체성을 견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의 평

화와 공존, 남북한의 성을 해체하는 작업에서 요구되는 타자 수용성, 개방성, 연 성의 가능성이 재일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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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s director Yang Yong-hi’s documentary films “Dear Pyongyang”(2006), 

“Goodbye, Pyongyang”(2009) and her fiction film “Our Homeland”(2012). These films were 

produced on the base of the director’s autobiographical experience, and raise issue of 

Jainichi-Korean diaspora who be caught in nation-state; North Korea, South Korea and Japan. 

With the family narratives crossing Jeju, Osaka, and Pyongyang, these films doubt boundaries 

be set by nation-state, and seek new breakout space. This paper traces restructuring identity 

in the tensional heterogeneity of nation-state exaction; Integration, unity, uniform education. In 

conclusion, these films foresee Korean diaspora’s future identity from hybrid identities. It shows 

Korean diaspora’s potential of receptivity, openness and solidarity which are required for 

Northeast Asian peace and the solution of two Korea’s hos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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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이지 않는 존재’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국경을 넘어 자본과 인력의 이동이 늘고 문화와 정보

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민족, 국가, 인종의 경계를 묻

는 질문들과 함께 디아스포라(Diaspora)가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2013년 재  세계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는 700만이 넘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약 10%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1 그런데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주로 미국, 일본, 국, 구소련과 같이 우리의 분단과 

계된 나라들에 분포되어 있다는 지정학  특징을 보인

다. 그만큼 일제의 식민주의, 한국 쟁 그리고 분단으로 

이어진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게 투 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냉 이 종식되면서 국, 

러시아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와의 교류는 수월해진 반

면 재일코리안2 디아스포라는 여 히 한반도의 역사  

갈등과 그 장을 겪고 있다.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발생은 일제 강 기 수탈

 식민 정책에서 벗어나기 해 혹은 강제징병이나 유

학, 취업 등의 목 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자의반 타의

반으로 일본으로 건 가면서 시작되었다. 1909년 790명

에 불과하던 재일코리안은 일제의 토지정리사업이 끝

난 1920년에는 3만 명으로 증가했고 1930년에는 29만 

명, 1940년에는 119만 명으로 증했다.3 이는 일제의 

식민주의와 강압정책이 격한 디아스포라  이동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방이 된 후 많은 조선인들이 한반도로 돌아왔으나 60

만여 명의 조선인들은 돌아오지 못한 채 일본에 머물러 

1. 2013년 재 재외 한인은 170여개국에 7,267,000명이 거주하며 그 가

운데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는 70여만 명이다. 디아스포라는 본래 

유 인의 경험을 지칭하기 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국제이주, 

망명,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그 경험과 문화  공동체를 지칭하기 

해 사용되고 있다[1].

2. 재일코리안은 ‘재일동포’, ‘재일교포’,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

일한국․조선인’ 등으로 불렸으며 일본 언론에서는 ‘재일한국조선

인’으로, 재 은 층은 재일(在日)의 일본식 발음인 ‘자이니치’를 

많이 사용한다. 이 은 같은 핏 을 강조하는 재일동포나 교포, 국

을 상기시키는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이란 표  신 최근 일본

에서 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재일코리안’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단 

남북한이 국가로 성립하기 이 에는 ‘조선인’ ‘재일조선인’이라는 표

이 한반도 출신임을 표시하는 의미로 쓰 으므로 필요에 따라 함

께 사용한다. 

3. 구체 으로 1920년에는 30,189명, 1930년에는 298,091명, 1940년에는 

1,190,444명이다[2].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형성했다.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은 해방이 된 후에도 여 히 어수선한 한반도의 

정치  상황과 경제난으로 인해 실질 으로 취업이 어

려워 생계 책이 무했고 일본이 한 사람당 천 엔까지

만 반출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함으로써 귀국 후 경제

 곤란이 더욱 상되었기 때문이었다. 곧이어 한국

쟁이 발발하자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분단으로 인해 

귀국의 꿈을 어야했다. 

한편 한반도에는 분단으로 인해 냉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두 개의 국민국가가 들어서 서로 각을 세우게 

되었다. 그 결과 한반도의 정치 상황과 맞물린 재일코

리안 디아스포라는 국민을 주권자로 배타  귀속 계

를 주장하며 국민에게 정치  순종과 국가에 해 헌신

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국가의 요구로 인해 남북한의 이

데올로기 경쟁의 희생양이 되었다. 냉 시기 재일코리

안은 무국 으로 남든지 한국 , 조선 , 일본으로의 귀

화  하나를 선택하도록 내몰렸다.

그로 인해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남한을 지지하

는 ‘재일본 조선거류민단’(약칭 민단)과 북한을 지지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약칭 조총련)로 분열해 한반

도내 갈등을 재연하며 다른 어떤 코리안 디아스포라보

다 한반도의 정치  상황과 연동하여 갈등을 겪었다. 

이들은 한국 쟁 이 까지 연합국최고사령부나 일본의 

차별에 맞서 공동의 행보를 취하기도 했으나 한국 쟁

과 분단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3]. 재일코리안 사회

에 분단의 갈등이 단 으로 가시화된 사건이 1959년 북

한의 귀국사업이었다. 

북한의 귀국사업은 1959년 시작해 1984년까지 9만 명 

이상의 재일코리안을 북한으로 귀국시킨 사건으로 그

것은 가족과 친척을 포함시킨다면 당시 거의 모든 재일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연루된 사건이었다. 귀국사업은 

민단과 조총련의 갈등을 심화시켜 재일코리안 사회에 

분단을 각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들에게 재일

코리안을 ‘빨갱이’로, ‘조선 ’을 곧 ‘북한사람’으로 인식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 귀국을 선택한 재일코리안 디

아스포라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길이 막 버리면서 

귀국과 그로 인한 이산은 지 까지도 재일코리안 사회

에 커다란 상처로 남아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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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귀국사업의 트라우마가 재일코리안 사회에 침 된 

채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형성과 갈등에 

재까지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거의 주

목을 받지 못했다. 소제목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재일코

리안 디아스포라가 일본과 남북한 사회 모두에서 주변

화 되었으며 학술연구에서도 소외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양 희의 두 편의 다큐멘터리 <디어 평양>(2005), 

<굿바이, 평양>(2009)과 한 편의 극 화 <가족의 나

라>(2012)는 감독의 자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화들로 객의 심을 분단과 귀국사업의 결과 국민

국가의 틈바구니에 선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로 

이끈다.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졌듯이 양 희의 가족은 

일제강 기에 일본으로 건 와 북한국 을 선택한 부

모님,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평양에 살고 있는 세 오빠 

그리고 재 남한 국 을 취득한 감독 자신 등 식민과 

탈식민 과정에서 발생한 한반도의 갈등을 표상하고 있

다. 양 희는 자신과 가족, 조국과 민족이라는 자신을 

둘러싼 문제의 답을 풀어보고자 그동안 화조차 단

된 채 지냈던 아버지와 인터뷰를 시도해 ‘평양연작’이라

고 할 수 있는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디어 

평양>과 <굿바이, 평양>이 오사카와 평양을 오가며 감

독이 은 홈비디오에서 출발한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

듯이 평양연작은 10여년에 걸쳐 오사카의 부모님과 평

양의 세 오빠와 조카들의 일상  모습을 담고 있는 두 

개의 편집본이다. <디어 평양>은 아버지와의 인터뷰를 

심축으로, <굿바이, 평양>은 조카 선화를 심축으

로 가족의 서사를 풀어놓는다. 평양연작에 주해를 달듯 

제작된4 극 화 <가족의 나라>는 귀국사업으로 평양

에 간 오빠 성호가 25년만에 치료를 해 일본으로 잠

시 돌아온다는 가정 하에 부모님과 성호 그리고 여동생 

리애의 상 과 내재된 갈등을 다루고 있다. 세 편의 

화를 통하는 주제는 여성화자로 설정된 평양연작의 

‘나’와 <가족의 나라>의 ‘리애’의 정체성 찾기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아버지와의 화해이다. 이들 화는 재일

4. <가족의 나라> 련 인터뷰에서 양 희감독은 다큐멘터리에서 사

람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한이 많은데 극

화는 다큐멘터리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아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해 <가족의 나라>가 앞의 두 다큐멘터리를 보완해 보여주는 부분

이 있음을 밝힌바 있다[4].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찾기와 가족의 화해의 공

간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분단이 재일코리안에게 미친 

실 규정력과 재일코리안의 변화를 의미 있게 보여주

고 있다. 

이 은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 양 희가 분단

으로 한반도에 발생한 두 개의 국민국가의 요구와 충돌

하는 한편 그것을 이질화시키면서 자신의 장소, 소속, 

역할을 재조정해가는 과정을 추 해 재까지도 수많

은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흔 을 남긴 분

단의 트라우마를 분석하고 있다. 한 이 은 양 희 

화가 시사하는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의

미 있는 변화가 동시병렬 으로 진행 인 로벌과 로

컬담론 사이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재일코리

안 디아스포라를 경유해 분단이 해외의 코리안 디아스

포라에게 미친 향을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가 남북과 

해외를 연결하는 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의 

지평을 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Ⅱ. 이중의 디아스포라로서 가족의 서사

양 희 감독의 세 오빠는 14살, 16살, 18살이던 1970

년  반 부모님이 선택한 이념에 따라 만경 호를 타

고 평양으로 갔다. 이로써 제주 출신 부모가 오사카에 

정착하며 이산을 경험한 가족은 다시 오사카와 평양으

로 갈라져 이 의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본래 의미 로

라면 귀국은 디아스포라의 조국귀환이 되겠지만 북한

에서  다른 차별과 억압에 마주함으로써 귀국은 양

희의 가족을 이 의 혹은 층 인 디아스포라의 질곡

으로 내몬 사건이 되었다. 세 편의 화는 가족이 겪은 

이산의 고통을 통해 국민국가와 분단의 폭력을 비추어

낸다.

오빠들의 만경 호 승선은 1959년 시작된 북한의 귀

국사업의 일환이었다. 해방 이래 이어진 남북의 갈등은 

한국 쟁 이후 직  투 신 이데올로기 쟁으로 

가열되었다. 이데올로기 공세는 토 내 국민뿐만 아니

라 해외 이주자들을 상으로도 극 으로 펼쳐졌다. 

북한은 1955년 4월 6일부터 재일본 사회에 한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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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개시하고 동년 5월 결성된 조총련을 통해 다양

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1955년 9월 김일성은 ‘조국으

로 귀국하여 신 국가건설에 동참하라’고 재일코리안 사

회에 호소하 으며 곧이어 1956년 6월에는 귀국자에게 

직업, 개인 비 , 사업융자 , 자녀의 교육을 보장한다

는 특별조치를 표명하 다[6]. 

김일성은 한 담화에서 “우리는 조국인민들의 생활이 

좋아질수록 같은 동포들이 해외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

을 더욱 가슴 아 게 여기며 비록 한 그릇의 밥을 나

어 먹는 한이 있더라도 동포들이 하루 빨리 조국으로 

돌아올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8]”며 인도 , 도덕  감

정에 호소했다. 귀국사업은 한국 쟁으로 손실한 인구

와 노동력을 보충하여 세계가 주목할 경제성장을 이룩

한다는 김일성의 원 한 계획과 세계무 를 상으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세계로의 민족 이동’이라

는 로 간다의 승리라는 목표 하에 진행되었다[9]. 이

를 해 북한은 재일코리안 사회에 향력이 컸던 조총

련이 귀국사업을 주도하게 하 으며 조총련을 통해 귀

국자에게 주택, 교육, 직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선

해 ‘낙원천국 북조선’이라는 환상을 재일코리안 사회에 

퍼뜨렸다. 북한정권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조총련 간부

던 아버지가 아들들을 모두 평양으로 보냄으로써 ‘애

국자 가정, 명자 가정’으로서의 지 를 릴 수 있었

던 것처럼 그것은 조총련 내부에서 애국경쟁의 상이 

되기도 했다. <가족의 나라>에서 성호가 만경 호를 

타기  삼 에게 “내가 안 간다면 아버지에게 해가 될

까?”라고 했다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분단 상황에

서 체제 경쟁에 몰입했던 북한정권이 조총련을 통해 재

일코리안 사회를 혹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했던 것

이다. 

당시 재일코리안을 열등한 존재 취 하거나 일본사

회에 해악을 미칠 수 있는 험한 존재로 여기며 진학, 

취업, 사회보장에서 배제했던 일본은 귀국사업의 인도

주의  성격만을 강조하며 귀국을 부추겼다.5 북한과 

5. 당시 귀국사업을 다룬 일본의 신문들은 하나같이 귀국사업의 인도주

의  성격을 부각시키며 정 으로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1959년 

2월 1일자)은 “이들 다수 조선인의 희망을 짓밟는 것은 인도상 용납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마이니치신문(1959년 10월 28일자)은 

“구국으로 맺어진 당 의 우정/소원은 하나 인류애”라며 귀국사업

의 인도주의  측면을 강조했다[11].

일본은 같이 인도주의와 근  산층의 삶이라는 환

상을 선 에 활용했다. 귀국선을 타고 평양에 다녀왔다

는 니혼게이자이 기자는 “이미 평양 기공장에서 1천

명의 귀국자를 맞이할 비도 끝났다. 온돌방과 다다미

방 두 칸의 주택이 귀국자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방

에는 옷장과 탁자, 부엌에는 두 개의 솥, 찬장에는 냄비, 

식기류, 크고 작은 항아리와 단지, 식칼과 도마에 이르

기까지 당장이라도 생활할 수 있도록 비돼 있다”고 

했다[12]. 이는 북한에 가면 당시 부분의 들이 

열망하던 근  산층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선

한 것으로 귀국사업을 공정하게 해주지 않은 보도

다.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의 조국귀환이라는 도덕 ·인

도주의  명분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반

를 무마시켰다. 그 과정에서 귀국당사자들은 소외되

었다.

일본에서 거의 극빈층을 이루며 살던 조선인들은 이

와 같은 정치  상황은 모른 채 일본과 북한의 선 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었다. 1950년  당시 재일코리

안 체의 10%이상이 생활보호 상자 으며 부분이 

세 상업이나 블루칼라 노동자 고 일본 국 이 없다

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배제되어 있었고[13]6 

오빠들이 귀국을 선택한 시 에도 “일본의 민족차별로 

진학과 취업이 어려웠다”는 내 이션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인들의 열악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의 선 과 일본 신문을 한 조선인 사회는 “조선

인도 나라가 있으니 오라”는 메시지에 술 다. 이는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귀국을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도록 해 “(북한이) 건국 기니만

큼 충분히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조선인과 어울려 

차별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리라[11]”는 기 를 일으켰

고 그런 기 감은 어린아이까지도 가슴이 뛸 정도의 희

망찬 귀국 분 기를 조성했다. 아버지가 ‘상황을 지나치

게 낙 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6. 일본이 1947년 외국인등록령을 공포하고 1952년 샌 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거 재일코리안을 외국인으로 등록하게 하자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은 기존의 일본국 을 박탈당한 채 무국  상태가 되었다. 

국 박탈과 함께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더욱 빈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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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북한의 경제력은 수많은 귀국자들을 돌

볼 여력이 없었다. 1950년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고 후복구사업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지만 그것은 정신력 동원에 

가까운 것이었다. 귀국자에게 혜택이나 우 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7 그것은 결코 귀국자들이 일본에서 보고 

들으며 꿈꿨던 근  산층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 한국 쟁이후 북한의 주요한 과제는 경제안정 이

외에 체제의 통합이었는데 자본주의 생활에 익숙한 귀

국자들을 신생 사회주의 북한의 체제내로 통합하는 일

은 상보다 어려웠다.8 북한은 1957년부터 모든 사람

을 핵심/동요/ 계 으로 나 어 교육과 직업에서 차

별하는 계 정책을 펼쳤는데 귀국자는 동요계 으로 

분류되었다. 남한이 재일코리안을 간첩 취 한 것과 마

찬가지로 북한도 정치상황에 따라 귀국자를 ‘반동분자’, 

‘반자본주의자’ 취 했던 것이다. 환상을 갖고 출발한 

귀국자들은 일본보다 나을 것이 없는 북한의 실에 경

악했지만 일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 

오빠들이 북한으로 간 1970년  반은 김일성이 

1967년 갑산  심으로 정권의 구도를 새롭게 짜며 

1972년 유일체제를 선언하고 수령 독재를 강화하던 때

로 평양연작에서 보여주듯 모든 서양음악과 서 을 

지하며 사상통제를 강화하던 때이다. 평양연작에서 오

빠들의 입을 통해 귀국 후의 평양에서의 삶에 한 언

은  없지만 클래식과 커피를 좋아하던 큰오빠가 

30년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가족의 나라>에서 성호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말과 사상이 통제된 삶이라는 이다. 그것은 큰

오빠의 우울증과 성호의 뇌종양의 원인이 되었다. 

객이 화를 통해 마주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추

7. 북한은 ‘재일동포 귀국 원회’를 내각에 설치하고 귀국자 수용

센터와 교육 로그램을 비했으며 일본에서 오는 새로운 주민을 

지원하거나 지도할 지방 리도 임명했다. 귀국자들은 귀국자 원

이 특별 등록증을 받아 주택을 불하받고 기차표를 살 때 을 서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렸다고 한다. 정치  특권도 있어 자본주의사

회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어느 정도 이해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용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한다[10].

8. 이에 해서는 북한 화 <민족과 운명>시리즈  ‘노동계 편’을 보

면 알 수 있다. <민족과 운명> 시리즈  1950년  사회통합의 문제

를 다룬 이 화에서 사옥비는 일본에서 북한으로 온 귀국자로 일본

식 생활양식으로 인해 ‘반쪽발이’ 취 을 받는가하면 간첩으로 오해

를 받기도 한다.

종한 한 인간과 가족의 패착이라기보다 국민국가 사이

에 놓인 가족의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에 무 심

한, 냉 과 분단의 폭력  모습이다. 분단의 폭력은 평

양연작에서 큰오빠의 우울증과 <가족의 나라>의 성호

의 뇌종양처럼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신과 신체

에 깊게 뿌리박  있다. 결국 이 의 디아스포라로서 

가족의 서사를 통해 세 편의 화는 귀국사업이 일본이 

주장하듯 ‘인도주의’ 사업도 아니고 북한이 주장하듯 디

아스포라의 ‘조국귀환’도 아닌 분단의 폭력임을 폭로하

고 있다. 

Ⅲ. 침묵과 부재의 언어

양 희의 화는 말없음, 화면의 암 과 같은 침묵과 

부재의 언어를 말보다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다. 연

작을 통해 우리가 만난 이 가족은 화의 공백을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짧고 일상 인 화를 이어간다. 수다

에 가까운 화는 평양에서의 제한된 만남의 시간 때문

에 그동안 함께 못한 일상을 보상하고자 하는 욕구이기

도 하지만 때론 화의 공백이 불러올 회상과 성찰을 

이 가족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로 

지속된다. 그러나 그 많은 화에도 불구하고 화외

인 정보를 통해 얻은 오사카와 평양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의 사연, 회한, 안타까움, 원망 같은 것들이 가

족의 화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인물들은 정작 

요한 답이나 말을 해야 하는 순간 입을 닫아버린

다. 객이 인물들의 진실과 마주하는 것은 화를 통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는 인물을 잡는 롱테이크

(longtake)나 인물의 부재, 화면이 가려지거나 혹은 카

메라가 꺼지는 때이다. 사람들에게 “카메라 앞에서 안

하는 이야기, 못하는 이야기, 그리고 카메라가 없어도 

 안하는 이야기[4]”가 있다면 침묵은 그런 이야기

를 끌어온다. 이와 같이 화가 말보다 침묵과 부재에 

방 을 두는 이유는  특정체제의 공식 이데올로기를 반

복하는 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가 분단 이데올로기

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 이후 국민국가는 국가의 통합을 해 언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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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성을 동일화 략의 주요한 표지로 여겼다. ‘한 민족, 

한 국가, 하나의 언어’는 근  국민국가를 떠받치는 이

데올로기이자 언어 , 사회 , 문화  차이를 지닌 집단

을 타자로 만들어 억압하고 배제하는 략이었다[14]. 

때문에 국민국가의 통일된 언어란 소수민의 언어를 억

압하는 것으로 주류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언어

는 그 자체가 억압, 감시, 차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표

어의 에서와 같이 동일한 언어공동체 속에서도 통

합이나 통일을 지향하는 헤게모니 집단에 의해 다른 언

어가 억압되기도 한다. 이 의 디아스포라인 양 희의 

가족들은 일본인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념집단인 조

총련이나 북한과 같이 ‘단일한’ 목소리만 인정하는 체

주의 국가에 의해 배제 된 경험을 갖고 있다. 자신의 자

유로운 사고를 말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억압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던 가족에게 언어의 통제는 자유로운 생각

이나 디아스포라로서의 자신들의 서사를 억압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평양연작에서 언어의 억압성과 허 성은 북한의 공

식언어를 되풀이하는 부모님의 말을 통해 잘 드러난다. 

평양 옥류 에서 벌인 아버지의 칠순잔치에서 아버지

의 “아직도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연설처럼 혹은 낙

원천국으로 간 아이들이 양실조에 걸려 보내온 비쩍 

마른 사진을 본 후 평양의 삶을 지탱한 것은 어머니의 

돈과 소포 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

게 “장군님의 배려 속에 아이들이 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9 언어는 사실을 말해주지 못한다. 부모님의 말

은 통제를 의식하고 있으며 공식 으로 허용가능한 말

일 뿐이다.

<가족의 나라>에서 성호가 동창들에게 평양의 생활

에 해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조총련에서 일

하는 다른 친구의 말로 확인되듯이 성호가 ‘북으로 가

면 다 보고해야하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해 통제 당하

는 것은 성호의 말만이 아니라 사고 자체이다. 그런 의

9. 가족을 북한으로 보낸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앉기만 하면 “수령님은 

체 뭐하는 거야?” “정말 무 하네”부터 시작해 북한과 총련에 

한 험담을 하지만 집밖에만 나서도 북한에 한 비 을  입에 

담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에 있는 자식들에게 해가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11]. 자식을 북한에 보낸 사람들이 북한과 총련에 해 비

난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가족을 볼모로  하나의 감시

와 통제를 당하고 있었음을 보여 다.

미에서 성호의 뇌종양은 생각을 하면 머리가 이상해지

기 때문에 사고를 정지시켜야 하는 성호의 억압당한 말

과 생각이 신체에 남긴 흔 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을 반복하거나 어떤 상

황에서건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행 이

다. 그 기 때문에 인물들에게 차라리 침묵이 더 많은 

의미를 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디어 평양>에서 아버지와 큰오빠 건호가 평양의 길

을 걷는 신(scene)에서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해주

는 침묵을 만날 수 있다. 건호는 18살에 아버지의 결정

에 따라 북송선을 탔는데 동생들에 비해 북한 체제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음악을 사랑하던 청년의 

민한 감수성이 체주의 사회의 통제와 감시를 견디

지 못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30년간 우울

증에 시달리고 있는 큰오빠와 아버지 사이에는 그 구

보다 할 말이 많을 것이지만 객의 기 와 달리 나란

히 길을 걷는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자리하고 있

다. 이 신이 의미 있게 보이는 이유는 평양연작에서 드

물게 내 이션이나 화의 부재가 지배하는 신이기 때

문이다. 이 신은 부모님과 두 아들이 집을 나서면서 시

작되는데 카메라가 네 사람 모두를 잡다가 슬쩍 빠져 

뒤에서 걷고 있는 아버지와 큰오빠만을 잡는다. 잠깐 

둘째 오빠가 새로 건설되는 아 트에 해 설명해주는 

(shot)으로 이어지다가 다시 길을 걷는 아버지와 큰

오빠의 투 (two shot)으로 이어지는데 아 트를 나와

서 새 아 트 건설 장을 거쳐 주체사상탑에 이르기까

지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계속된다. 늘 오빠들

이 보고 싶다고 하면서도 막상 오빠들을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하는 아버지와 어쩌면 감독보다 더 ‘왜’라는 질

문을 아버지 앞에 던져놓고 싶었을 아들 사이에서 언어

는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한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30

년의 회한은 말로는 도 히 풀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듯이 이 신을 지배하는 것은 침묵이다.

그런데 침묵 신 언어가 들어서면 오히려 의미가 달

아나버린다는 사실을 양 희는 극 화 <가족의 나라>

를 통해 확인해 다. 이 신에서 양동무로부터 여동생 

리애를 첩자로 포섭하라는 임무를 받은 성호가 리애에

게 슬쩍 말을 비췄다가 무안만 당한다. 이를 목격한 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Vol. 13 No. 744

버지가 성호를 불러 자신도 조직에서 일해 서 성호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섣불리 로를 건네자 이때 

그동안 억 렸던 성호의 감정이 분출한다. 성호는 아버

지가 알 리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얘긴 그게 다에

요? 정말 그게 다에요?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그런 말 

밖에 하지 않는군요”라며 신경증 인 감정의 상태를 드

러낸다. <디어 평양>에서 한 번도 서로의 감정을 터놓

거나 화를 하지 않던 아버지와 아들이 이 신에서 감

정을 드러내고 말을 주고받지만 말은 사실을 설명해주

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화가 드러내는 것은 

침묵이 언어가 되었을 때 냉  이데올로기에 침윤된 언

어는 ‘ 무 작은 말’이 되어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언제

나 반복하는 말이 되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다.

<굿바이, 평양>에서도 객은 언어가 사라진 곳에서 

진정한 언어가 생성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선화와 내

가 연극에 한 이야기를 나 던  선화는 카메라를 

꺼달라고 부탁한다. 선화의 요구에 의해 화면이 꺼지면

서 객들은 까만 스크린을 쳐다본다. 카메라가 꺼지자 

선화는 고모가 본 외국 연극에 해 묻고 “잘 모르지만 

이야기조차 못 듣는 것보단 낫다”며 더 들려  것을 요

구한다. 화의 진정한 언어라고 말해지는 이미지가 사

라지고 인터뷰조차 부재한 상태에서 비로소 우리는 은

둔의 도시 평양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외

부 소식에 목말라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들에

게 정부의 공식  보도가 해주지 않는 외부세계에 

한 궁 증이 그것이다. 분단체제에서 항상 감시의 시선

을 의식해야했던 이들에게 카메라의 시선도 부담스러

운 것이었다. 카메라가 꺼지고 그 시선에서 자유로워지

자 비로소 선화의 ‘생생한’ 언어가 튀어나온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 신은 등학생에 불과한 선화조

차 ‘카메라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의식하고 

있을 만큼 분단이 내면화돼 있음을 확인해 다.

<굿바이, 평양>의 마지막 장면은 가족들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큰오빠의 아들인 운신이 할아버지를 해 

피아노를 연주하던  정 이 된 순간이다. 이 신은 

작 <디어 평양>에서 나왔던 신인데 <굿바이, 평양>의 

마지막 장면으로 반복되고 있다. <디어 평양>을 개

했다는 이유로 이제 북한 출입이 지된 상태에서 감독

은 평양의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을 하필 정 이 된 순

간, 스크린에 이미지가 부재한 순간, 화면 밖으로 모든 

이미지가 사라진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감독

이 이 신을 되풀이 하는 이유는 정 으로 카메라의 시

선이 가려지고 피아노의 선율이 언어를 신하자 놀랍

게도 이때 가족의 감정이 살아나고 평화가 찾아오기 때

문이다. 정  속에서 운신의 피아노 소리가 감미롭게 

들려오고 어둠속에서 이미지가 지워지자 그것은 북한

이 아닌 여느 평화로운 가정의 음악회와 다름없어 보인

다. 보고 싶었다는 말조차 표 하지 못하던 아버지가 

손자에게 뽀뽀를 해주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

내는 것도 정 을 틈타서이다. 

이와 같이 분단체제 하에서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는 국가가 독 한 언어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침묵과 부재를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다. 분단체제와 

결합한 언어가 이 의 디아스포라인 가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라면 양 희의 화가 보여주듯 침묵

과 부재의 언어는 감시의 시선을 반사하며 카메라 앞에 

분단과 이산의 상처를 드러내고 디아스포라로서 스스

로의 서사를 드러내는 행 이다. 

Ⅳ. 이방인으로서‘조국’인식

양 희의 세 편의 화를 통하는 주제가 정체성 찾

기와 아버지와의 화해라고 했는데 사실상 두 주제는 모

두 ‘조국’이나 ‘국 ’과 연계되어 있다. ‘조국’ 선택이 인

물들의 삶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체성과 분리해

서 생각할 수 없으며 ‘조국’에 한 서로 다른 생각이 아

버지와 자식 세 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 으로 보면 평양연작에서 나는 오사카에서 태

어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조총련의 민족교육을 받고 자

랐지만 뉴욕에서 공부했고 지 은 일 때문에 한국국

을 취득하려고 한다. <가족의 나라>에서 리애는 조선

이라는 이유로 한국에 갈수도 없고 여행에도 제한을 

받는 등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다. 성호 한 일본에

서 태어났지만 북한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일본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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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특별한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재일코리

안 디아스포라에게 조국은 여 히 강력한 실이기 때

문에 정체성의 탐구 과정에서 필연 으로 ‘조국이란 무

엇인가’라는 질문과 충돌하게 된다.10 재일코리안 디아

스포라에게 “조국이란 앤더슨이 말하듯이 단지 ‘상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정치  실에 의해 일상

의 삶을 구속하는 것이며[10]” 거주국에서의 삶을 규정

하는 실질 이고 구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

도의 분단으로 인해 상황이 더 복잡해져 재일코리안 디

아스포라는 남한, 북한 그리고 일본이라는 세 개의 국

민국가의 폐쇄성과 마주해야 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선택한 국 을 가족들에게 강요해 

가족의 이산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아버지의 강요

로 자식들은 조선학교에 다니거나 국  때문에 여행의 

제한을 받는다거나 귀국사업의 상이 되는 등 삶의 일

상 인 부분에서 핵심 인 내용까지 향 받게 되었다. 

따라서 자식세 에게 조국이나 국 은 아버지를 경유

해 인식하는 것이다. 

근  민족주의에 정향된 아버지에게 ‘조국’은 자신

의 이념이자 삶의 신조 그 자체이다. 제주에서 태어났

지만 15세 때 일본으로 건 와 지 의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고 오사카에 정착한 아버지는 일반 인 재일 1

세  즉 유소년 시 을 조선에서 보내고 해방이 에 도

일한 사람들과 많은 공통 을 보인다. 1932년 제주와 

오사카 사이에 정기 연락선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도일

하면서 1947년 오사카의 조선인 인구비율이 3.15%로 

도쿄나 교토보다 높았을 정도 으며 이 가운데 특히 제

주출신이 압도 이었다.11 해방이 되자 오사카의 12만 

조선인 에 8할이 북한계 을 정도로 사회주의자가 

많았는데[16] 아버지 역시 그  한 사람이었다. 해방공

간의 열악한 상황은 사회주의를 이상으로 여기게 했고 

북한이 재일코리안에게 극 으로 ‘조국’으로서 손을 

10. <안녕 김치>를 만든 재일코리안 감독 마쓰에 데쓰야키는 “아이덴

티티는 생활 반에서 늘 끊임없이 제기받고 있는 문제”이며 “살아

가면서 자이니치들은 ‘생활’과 ‘뿌리’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

받고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는 그만큼 재일코리안에게 

정체성의 문제가 요하며 그것이 조국이나 국 문제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임을 지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15].

11. 특히 1948년 제주 4.3사건이후 제주출신의 도일이 격히 늘었다

[13].

내 고 경제  원조를 함으로써 많은 조선인들이 북한

국 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들의 국 이 무엇이든 재일 1세 를 통하

는 한 가지는 조국 혹은 민족이었다. 분단 이 의 조국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세 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독립해 근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꿈을 간직한 세

이다. 한반도가 분단에 이르면서 아버지 세 는 이상으

로서의 통일조국과 이데올로기 조국의 분열을 경험하

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강한 민족 , 조

국 지향  성격을 유지해왔고 “일본에서 차별받고 살면

서 조국이 잘돼야 해외동포들도 기를 펴고 산다는 걸 

아주 리게 경험했기”12 때문에 아버지에게 조국은 

아무리 충성을 해도 언제나 부족한 그런 존재로서 각인

되어 집안에서 조국을 비 하는 그 어떤 행 도 지했

다. 그 기 때문에 1세 에게 남한으로든 북한으로든 

귀국은 ‘우리 민족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 다. 다만 귀국자 가운데 상당수가 남한 지역 출

신이었음에도 북한을 선택한 이유는 독재정권과 경제

난에 신음하고 있는 남한보다 후재건에 앞서나가며 

자신들을 ‘해외공민’으로 호명한 북한에 더 친 감을 느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모범생, 집에서는 비틀즈음악을 

들으며’ 자란 자식세 에게 민족이나 조국만을 강조하

는 가족은 부담스럽고 ‘조국’이란 알 르기를 일으키는 

무엇이었다.13 민족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조국’에 

해서 배웠고 ‘조국’에 충성해야한다고 배웠지만 평양

연작의 나에게 평양은 늘 낯설고 어색한 곳이다. 처음 

수학여행을 통해 가본 평양은 ‘학교에서 배운 평양’과 

달리 화감을 느끼는 곳이었고 평양으로 가는 길은 매

번 ‘먼 나라’를 가는 것으로 느껴졌다. 평양연작에서 ‘조

국’은 오사카와 비되어 소음으로 기억된다. 원산항에 

울려퍼지는 환 인 의 소음, 집단체조를 연습하는 사

람들의 마이크소리, 원산에서 평양까지 끊임없이 이어

지는 가이드의 선동에 가까운 설명소리, 평양50주년 기

념행사를 비하는 사람들의 북 거림 등 조국은 도착

부터 소음과 떠들썩한 분 기로 다가온다. 오사카가 아

12. 한통련 곽동의 의장의 말[15].

13. 양 희 감독은 인터뷰에서 국기가 그려진 티셔츠도 입지 못할 정도

로 ‘조국’이란 말이 싫었다고 말한다[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Vol. 13 No. 746

버지의 체조나 어머니의 자 거산책, 조용하고 텅 빈 

거리, 한가롭게 화단에 물을 주는 일상으로 그려지는 

것과 달리 뚜렷하게 각인되는 평양의 소음은 소  ‘조

국’에서 내가 느끼는 이질감과 불편함을 보여 다. 조국 

평양에 해 느끼는 부모님과의 격한 차이는 나를 더 

힘들게 한다. 평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고향산천’이라

며 반가워하지만 나에게 평양은 그  20년간 ‘시계가 

멈춘 나라’로 보일 뿐이다. 김주석의 동상 앞에서도, 평

양극장에서도 즐거워하는 부모님과 달리 나는 어린이

들의 어색한 동작과 경직된 표정에 우울해진다. <가족

의 나라>에서 리애가 느끼는 ‘조국’도 다를 바 없다. 뇌

종양치료를 해 3개월의 체류허가를 받고 도쿄에 온 

오빠 성호에게 감시인을 붙여 놓는가 하면 자신을 간첩

으로 포섭하라는 지령을 내리고 결국 3일 만에 ‘조국으

로 돌아오라’고 갑작스럽게 호출하는 ‘조국’은 리애에게  

폭력 으로 느껴질 뿐이다.

이와 같이 세 편의 화는 아버지 세 가 조국, 고향, 

평양을 일치시키며 죽어서라도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

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조국에서 삶의 경험이  

없는 인물들이 아버지로부터 충성을 강요받은 ‘조국’과 

자신 사이에 아무런 문화  공감을 찾지 못하고 혼란스

러워하는 모습을 따라간다. 나는 조카 선화의 뒤를 따

라 학교에 갔다가 출입을 제지당하고 ‘조국’이라고 배워

온 여기에서도 결국 자신이 이방인임을 실감한다. 후세

 국민을 키워내기 해 국민국가가 리하는 근 공

간인 학교는 국민국가의 경계에 치하는 디아스포라

인 나에게는 좌 을 안겨주는 공간이다. 국민이 아닌 

나는 평양의 학교에서 배제되고 자신의 이방인으로서

의 치를 감하며 ‘조국’과의 거리를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가족의 나라>의 리애 역시 폭력 인 아버지

의 ‘조국’을 ‘당신들의 나라’로 인식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흥미로운 은 화에서 인물들이 이방인으

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행 가 나와 리애가 ‘문지방에 

치하는 존재[17]’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

하고 재 치 짓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사실이다. 문지방

이란 이 공간과  공간을 나 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두 공간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이쪽과 쪽 모두에 속하

면서 그 어느 쪽도 아닌 공간이기도 하다. 일본 뿐 아니

라 여기 평양에서도 완 히 소속될 수 없는 이 의 디

아스포라로서의 자기 깨달음의 결과 인물들은 더 이상 

아버지처럼 ‘조국’을 당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억지로 ‘조국’과의 동질성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다. 이

방인 혹은 문지방의 치에서 나는 ‘당신들의 나라’와 

거리를 두고 견고하고 단일한 동질성을 가정하는 조국

이나 민족, 국민국가 담론과 긴장 계를 형성하며 그들

과 거리를 확보한다. 

민족  국민국가 담론은 차이에 해 동질성이나 정

체성을, 외부에 하여 내부를 구축하기 해 외부에 

해 내부의 우월성을 가정한 상태에서 경계를 설정하

고 강화하는데[18] 인물들의 이 ․혼종  치 혹은 

사이성(in-betweenness)은 내부와 외부를 흐려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민족 혹은 국민국가 담론의 허 를 드러

낼 수 있는 것이다. 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

고 그럼으로써 가족조차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국민을 주권으로 한다는 ‘국가’나 ‘조국’이라고 할 수 있

는지 객에게 질문한다.  <디어 평양>에서 조국의 폭

력성은 주체사상탑 아래 몇 개의 처럼 질식할 듯 놓

여있는 가족들의 으로 이미지화 된다. 이름마 도 이

데올로기를 표방하고 있는 거 한 주체사상탑 아래 가

족들은 무나 작고 보잘 것 없이 보인다. 로우앵

(low angle)로 거 하고 높게 강조되는 주체사상탑은 

분단체제 하에서 이데올로기가 개인과 가족 에서 군

림해온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디아스포라로서 ‘조국’과 거리를 두는 인식에 이

르자 화는 디아스포라의 공간으로서 ‘조국’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환한다. 원산에서 평양으로 향하

는 버스에서 계속되는 가이드의 선 내용을 듣던 나는 

그 공식  목소리와 결별하고 가족들을 생각한다. 그러

자 소음으로 가득했던 ‘조국’으로 가는 그 길에서 심장

의 설렘이 느껴지며 “나는 결코 어머니 조국 품에 안긴 

것도, 명의 수도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운 사람들

이 있는” 평양으로 가는 것을 퍼뜩 깨닫게 된다. 이 지

에서 평양은 조국이나 충성의 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재규정된다. 그래서 항

상 이방인으로 섰던 평양이 아니라 이제 평양은 그리움

의 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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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나라>에서도 조국은 국경이나 국 , 이념으

로 말해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친숙한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면 익숙한 골목풍경이 있고 귀퉁이를 돌아서면 

문간에서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는 곳이 고향이자 

조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곳은 김일성 배지도 떼고 

친구들과 어릴  불 던 ‘하얀 그네’를 읊조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가족의 나라>가 어 제목 ‘Our 

Homeland’로 번역되는 가능성도 가족이 있는 곳이 곧 

고향이자 조국임을 표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양

희 감독은 인터뷰에서 “ 화가 말하는 ‘나라’란 국가가 

아니라 ‘장소’이다[4]”라고 밝히고 있다. ‘가족의 나라’가 

국민국가가 리하는 ‘나라’가 아니라 디아스포라인 가

족이 행복할 수 있는 가족의 장소를 뜻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단일한 국가나 지역을 넘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컨  가족의 장소는 오사카와 평양이 한데 묶인 곳

이다. 부모님의 집은 오사카 안의 평양이고 선화의 집

은 평양 안의 오사카이다. 부모님의 집에서 늘 화제가 

되는 것은 평양의 아들들이고 그곳에서 평양을 한 소

포가 꾸려진다. 한편 선화의 집 찬장 안에는 오사카에

서 보내온 그릇들이 가득하고 선화는 양말부터 손난로, 

학용품까지 오사카에서 보내온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과 북한이라는 국민국가의 국경선이나 오사카와 

평양의 거리는 무화되고 이들 가족은 오사카 안의 평

양, 평양 안의 오사카라는 자신들만의 가족공간을 생성

해 국민국가가 정한 경계를 넘어버린다.

거리두기를 통해 나와 ‘조국’ 혹은 아버지와의 화해 

역시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조국과 나의 조국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는 유연한 사고가 생산됨으로써 나

와 아버지는 화해하게 된다. 오사카와 평양으로 사는 

곳이 달라도, 조선 과 한국 으로 국 이 나뉘어도 가

족의 끈으로 연결돼 있다는 믿음이 이 가족을 서로 화

해하게 이끈 것이다. 사실 아버지가 자신이 죽거든 평

양에 묻어달라고 한 이유도 평양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

들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디어 평양>의 끝부

분에 이르면 아버지는 내가 한국국 으로 바꾸는 것을 

허락한다. 

‘조국은 어디에 있는가’란 질문의 끝에서 화는 디아

스포라로서 재일코리안이 이항 립을 해체하는 경선 

사이에 자신을 치짓는 것이 분단이데올로기가 강요

한 국가주의와 거리를 둘 수 있는 방편이자 이산된 가

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

한 자기 정체성의 재인식은 다음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억압받는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에서 능동 인 주체

로 자신의 정체성을 환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Ⅴ. 정체성을 재조정하기

이상으로 양 희 화를 통해 분단체제에서 양 희 

가족이 겪은 역사 ․정치  갈등과 해소를 살펴보았

다. 로벌화의 진행이 탈국민국가, 탈 토화에 한 논

의에 추진력을 달아주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는 여 히 

근 의 과제를 청산하지 못한 채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

로 남아있다.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식민과 분단으

로 이어지는 역사  과정이 낳은 고난의 상징  존재로 

재에 이르기까지 국 의 분열 속에서 근 국가의 틀 

사이를 힘겹게 헤쳐 왔다. 특히 민단과 조총련으로 분

열하여 한반도내의 남북한의 갈등을 되풀이 하던 재일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1959년 귀국사업은 이 의 디

아스포라의 고통을 안겨  사건이었다.

귀국사업으로 가족의 이산을 체험한 양 희는 화

를 통해 아버지와 국 이 동 의 양면처럼 붙어 재일코

리안 정체성을 압박해왔고 그 과정에서 분단의 향력

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드러내고 있다. 남한에 민주정부

가 들어서기 까지 남한정권의 향력아래 있었던 민

단과 재도 북한 정권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조총

련의 갈등상황에서 국  선택은 재일코리안 디아스포

라가 일상생활에서 국민국가의 경계와 충돌 으로 마

주쳐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냉 시기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싸움이 해외에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상으로 ‘국민되기’를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은 오롯이 개인에게 가해왔다. 때문에 재일코리안은 

국민국가의 경계인이라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으로 인

해 배제와 소외를 겪으며 ‘조국’에서조차 이방인으로서 

자신을 인식해야 했음을 양 희의 화분석을 통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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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러나 양 희 화의 결말은 고통스런 과거를 다투

는데 머물지 않고 미래의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

체성과 역할에 한 감각을 새롭게 조정하고 있다. <굿

바이, 평양>이 끝날 즈음 어공부를 열심히 해 외교

이 되어 고모와 세계여행을 하는 것이 꿈이라던 선화가 

마침내 학생이 되어 할머니와 고모에게 보내온 문

편지는 선화가 로벌한 감각을 수용할 수 있는 도구를 

획득해 자신이 선택하기 이 에 처한 디아스포라의 운

명을 극 으로 변화시키려는 ‘  하나의 나’가 될 

비를 마쳤음을 암시한다. <가족의 나라>에서 조선 이

라는 이유로 한국에도 갈 수 없었던 리애가 오빠와 함

께 한 쇼핑에서 봤던 여행 가방을 사서 횡단보도를 건

오는 마지막 장면 역시 리애가 환경에 순응하는 수동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옮겨감

을 보여 다. 한 국경을 넘나들며 나라 사이의 화

의 창구가 되는 외교 이든, 횡단보도를 건  편에서 

이편으로 옮겨오는 행 이든 이러한 결말을 통해 화

는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억 리고 소외된 피해자

로서의 정체성이 국경을 넘어 이곳과 곳을 이어  수 

있는 로벌시 의 능동  주체로 환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본래 디아스포라가 억압 이고 수동 인 존재를 의

미하는 용어는 아니었다.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를 강

제된 추방의 희생자로 여기는 것은 유 인 디아스포라

를 떠올리기 때문인데 원래 그리스어에서 디아스포라

는 새로운 토를 정복하여 공간을 확장한다는 능동

이고 정 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한 디아스포라

는 사 으로나 비유 으로 본래 공간 혹은 장소와 연

된 단어로 심에서 바깥으로의 이동, 원래의 토에

서 새로운 토로 움직이고 이동한다는 의미를 포함하

고 있다.14 그래서 공간 으로 디아스포라는 집단  범

주의 가장자리 혹은 경계 사이에 치하고 있는 주체들

의 치성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유로 디아스포라는 

자신들이 떠나온 혹은 배워온 조국에 존재하지 않지만 

소속되어 있고, 동시에 재 살고 있는 거주국에 존재

14. 그런데 디아스포라의 공간이나 장소가 반드시 물리  공간과 장소

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물리  장소는 물론 상상되거나 

사회문화  공간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19].

하면서도 완 히 소속되지 않는다[20]. 일본인이자 한

국인일 수 있고 조선인이자 한국인일 수 있는 양 희의 

인물들처럼 디아스포라는 이 ․혼종  정체성으로 

오히려 국가의 틀을 확장할 수 있다. 

로벌시 에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 새롭게 조명되

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로벌화를 자본, 정보, 인력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며 하나의 세

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몇 개의 언어

를 구사할 수 있으며 국민국가와 유연한 계를 맺는 

디아스포라 감각이 로벌시 에 요구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한 로벌화는 탈근 담론을 발생시켜 그

동안 억압되고 배제되었던 소수의 목소리를 발굴하는 

로컬화담론을 생시키고 있는데 디아스포라는 로벌

화와 로컬화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존재[21]로서 역시 

의미 있다. 여러 국가의 사이에 있는 디아스포라의 정

체성이 경계를 수월하게 넘을 수 있는 지구  감각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소수자로서 소외된 채 살아온 그들

의 경험은 로컬담론에 맥락 지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

문이다.

양 희의 화가 보여주는 것도 바로 억압과 피해자

로서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로벌과 로컬 사이, 남

북한과 일본 사이를 이어주는 능동  주체로 정체성을 

재조정해가는 과정이다. 국경이나 문지방과 마찬가지

로 리애가 건 는 횡단보도 역시 이곳과 곳을 분리하

기도 하지만 화와 교환, 소통과 제휴 모두가 가능한 

열린 통로[18]일 수 있기 때문이다. 횡단보도를 건 는 

리애의 이미지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낀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고통이 완 히 해결되지 않은 재진행

형의 문제임을 환기시키면서 한편으로 그 해결의 가능

성 역시 재일코리안에게 있다는 암시 모두를 담고 있다.

재 동북아는 국가와 자본이 주도하는 동북아 공동

체 논의를 넘어 개방성과 연 성을 지향하는 동북아 네

트워크15로 논의를 확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 , 지역의 패권자로서 자리를 노리는 국

과 우경화로 기울고 있는 일본, 국민국가 간 유권 분

쟁 등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정세에 놓여있다. 그런

데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은 동북아의 역사  갈등이 집

15. 이와 같은 논의는 [22-24] 등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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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된 한반도의 성을 해체하는 작업과 뗄 수 없는 

문제이다[25].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코리안 디아스포

라에 집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 일본에 퍼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역내 사람들에 비해 남한이

나 북한에 해 비교  개방 이고 양자 모두와 교류가 

가능하며 하나의 국가에 속하지 않으며 민족  애착 면

에서도 비교  자유로워 동북아 3국의 화 창구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기 때문이다. 양 희 화

의 결말이 시사하는 바도 남북한 화해와 동북아의 평화

에 필요한 타자수용성, 개방성, 연 성이 재일코리안 디

아스포라에게 요구되는 정체성이라는 사실이다. 이 연

구는 분단과 그것이 생시킨 문제가 한반도 역내의 문

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동북아와 해외의 코리안 디아스

포라와의 상 계로 연구를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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