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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쇼코의 미소｣는 최은 의 첫 번째 소설집 쇼코의 미소에 있는 작품으로 2013년 작가세

계신인상을 받은 소설이다. ｢쇼코의 미소｣에서는 일본인 쇼코가 한국에 한국인 학생들과의 

문화교류라는 이름으로 한국인의 집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또래 친구인 소유와의 우정, 그리고 

소유의 외할아버지와의 세 를 넘은 우정과 같은 관계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일본인 여고생 쇼코를 통해 국적을 초월한 그리고 또래인 소유와의 우정이상으

로 세 를 뛰어넘은 할아버지와의 우정을 그리고 있다. 쇼코는 일본에 돌아가서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고민들을 일본어로 소통이 가능한 소유의 할아버지에게 편지로 보내곤 

한다. 할아버지 역시 일본어로 자신의 마음을 멀리 일본에 있는 쇼코에게 보낸다. 

｢유희｣는 재일한국인 2세 이양지의 작품으로 1988년 제 100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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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2019S1A5B5A07105257)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ric of Korea and the Natinal Reserch 
Foundation of Korea(NRF-2019S1A5B5A07105257)

** 신라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106  日本近代學硏究……第 70 輯

으로 1987년 발표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유작(遺作)인 <돌의 소리>를 제외하면 이양지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녀가 이 작품을 쓰는 데는 2년여의 시간을 필요로 하 다. ｢유희｣이전의 

작품이 그녀 자신과 가족의 재일한국인으로서의 삶을 그렸다면 ｢유희｣에서는 한국과 한국어

에 하여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한국으로 유학 온 유희라

는 이름의 재일한국인이 한국인의 집에 하숙하면서 그녀의 눈에 비친 모국(母國)과 한국(韓國)

을 그리고 있다. 작가가 유희를 통해 말하고자하는 모국, 이방인으로 느끼는 한국,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혈연과 언어문제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며 작가자신의 고뇌를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유희｣에서는 한국으로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 유학을 와서 한국인 집에 하숙하면서 나와 

숙모의 관계를 통해 일본인과 재일한국인이 한국인에게는 어떤 차이로 다가 오는가, 그리고 

｢쇼코의 미소｣에서는 일본인임에도 또 겨우 일주일간 홈스테이로 머무르고도 일본으로 돌아

가 지속적인 편지 연락이 가능한데, ｢유희｣의 유희는 일본인도 아니고 모국의 피가 흐르는 

재일한국인이며 오랜 기간 동안 하숙을 하며 지냈던 모국인인 <나>와 <숙모>에게 알 수 

없는 일본어로 된 원고뭉치를 남기고 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떠났을까? 그 이면의 언어와 

소통에 해서도 ｢쇼코의 미소｣의 쇼코의 모습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고는 재일조선인문학과 이양지문학에 관련한 본인의 박사논문에서 일전진하여1) ｢쇼코

의 미소｣의 쇼코와 이양지의｢유희｣에서의 재일한국인 유희를 통해 일본인 유학생과 재일한국

인유학생을 하는 한국인의 태도를 작품 속에서나마 살펴보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 태도의 차이는 일본인 유학생으로서 느끼기 어려운 재일한국인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중요

한 요소이며, 본고에서 추구하는 두 작품의 주인공의 ‘디아스포라’2)에 한 정체성을 분석･고
찰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필자는 박사논문에서 이양지의 재일로서의 생활상과 그녀가 민족의식을 깨달은 이후, 모국으로 유학하
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상황을 그려 놓은 작품들 중에서 그 상을 모국, 가족, 재일이라는 주제로 
고찰해 보았다.(｢이양지문학연구-모국･가족･재일을 중심으로-｣(신라 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6) 

2)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재일한국인처럼 조국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 비주류･소수의 의미로 쓰고 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요즘 한국에서도 꽤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듯하다. 원래 이산(離散)유 인을 가리키는 이 말은 현 에는 좀 더 폭 넓게,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나와 같은 
재일조선인도 식민 지배와 민족 분단이라는 외적인 힘에 의해 이산당한 백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아스포라는 그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언제나 마이너리티(소수･비주류)이다. (서경식(2012)디아스포
라의 눈한겨레 출판),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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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쇼코의 미소｣에서 소통과 언어

｢쇼코의 미소｣는 최은  작가의 작품으로 최은  작가는 2013년 이 작품으로 작가세계신
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등단했다. ｢쇼코의 미소｣라는 작품은 작가가 어떻게 작품구상을 하게 

되었을까? 최은  작가의 인터뷰에서의 표현으로는3) 별 구상 없이 그 분이 오셨다는 말로 

일관했다. 상을 받게 된 계기도 지원할 생각을 못했는데 절친한 친구가 좋은 꿈을 꾸었다는 

말로 마감 날에 임박해서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 작가는 왜 일본인 유학생을 작품 속에 

등장시켰을까, 작가자신이 외국여행을 좋아하고 외국어에도 관심이 많다고 한다. 아무튼 여러 

정황상 일본인의 등장과 역사적인 배경으로 일본어가 가능한 할아버지의 등장에 해 작가는 

작가자신이 외국여행과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점 외에 특별한 작품구상의 배경은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작품을 읽어나가면 나갈수록 일본인에 한 묘사와 쇼코가 살고 있는 곳의 

선택 등에서4) 과연 일본에 한 지식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놀라울 뿐이고 그렇다면 작가의 

글을 쓰기 위한 자료수집의 노력이 엿보이지만 전혀 그런 작업이 없었다고 한다. 작품에서는 

소유의 가족과 쇼코가 등장하고 일본에 있는 쇼코의 할아버지와 고모의 근황도 나타난다.5) 

아버지 없이 엄마와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소유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지만 쇼코의 방문으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족에 해 생각하게 된다. 소유는 쇼코에 

해 일본인이라는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은 또래의 한국인 친구처럼 쉽게 친해 질 수 없는 

것이다. 쇼코와 소유의 관계와 함께 쇼코와 할아버지와의 우정이 중요한 축으로 묘사되고 

있다. 일본어를 구사함으로서 자신의 과거와 잊고 지냈던 젊음에 한 것이 할아버지를 밝게 

묘사하고 있고 그렇게 작품 속에 표현되고 있다. 

3) <이동진의 빨간 책방>팥캐스트, 2017년 12월19일 쇼코의 미소 
4) 작품에서 소유가 쇼코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온다. 

“ 학교 사학년 여름, 나는 쇼코의 집을 직접 찾아갔다. 도쿄에서 야간버스를 타고 물어물어 쇼코가  
살고 있다는 마을로 갔다. 그 마을에 있는 작은 여관에 짐을 풀고 일주일은 머물고자 했다. 그 마을에 
있는 작은 여관에 짐을 풀고 적어도 일주일은 머물고자 했다. (中略) 일본에 도착하고서야 쇼코가 그리도 
싫다고 말했던 일본의 습기라는게 어떤 것인지 몸으로 이해했다. 공기중에 섞인 수분은 그 자체로 
땀 같았다. 땀구멍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녹아 있는 땀이 내 피부에 닿아서 흐르는 것 같았다. 
쇼코의 집은 길을 건너명 바로 바닷가가 나오는 골목에 있었다. 작은 단독주택들이 붙어 있는 조용한 
지역이었다. 중년 남자들이 부두에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가끔씩 지나가는 자동차나 스쿠터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의 전부 다. (최은
(2017)쇼코의 미소문학동네, p.22)

5) 문제는 쇼코의 할아버지 다. 신부전증이 발병한 할아버지는 적어도 삼 일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아야 했다. 쉰이 다 된 고모는 자기 부모에 한 책임감이 희미한 사람인데다 쇼핑 중독이었다.
(최은 (2017)쇼코의 미소문학동네,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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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코는 그 학교에서 어를 제일 잘 해서 다른 선택받은 세 명의 여학생들과 <한국학생들과 

일본학생들의 문화교류>라는 행사로 견학 오게 되어 일주일동안 소유의 집에 홈스테이를 

하게 된다. 홈스테이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본에 한 일본인에 한 관심보다는 어가 

좀 된다는 이유로 담임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하게 된 홈스테이 다. 

소유의 눈에 비친 낯선 쇼코라는 일본인은 그렇게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또래가 아니었음을 

작품에서 알 수 있다.

  이 작은 행사에 들뜬 교장은 그 네 명의 학생들을 일학년부터 삼학년까지 전 교실로 데리고 

다녔다. 그 애들은 지치지도 않는지 마지막 목적지인 우리 교실에까지 와서도 명랑하게 인사했다. 

쇼코는 부끄러워하는 듯 보 지만, 사실은 부끄럽지 않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부끄러운 듯이 말하

는 것처럼 보 다.6)

  쇼코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주 상냥하게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처음 쇼코가 

수줍어하는 표정을 봤을 때처럼 나는 쇼코의 웃음에서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다. 쇼코는 정말 

우스워서 웃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그냥 상 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포즈를 취하는 것 같았다.7)

소유가 느끼는 일본인에 한 묘사와는 달리 할아버지와 엄마는 다르다. 엄마는 집에 온 

외국인 손님이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는 좀 다르다. 일본어가 가능하다는 점도 그 

일본어가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매개가 된다는 점이 소파에 

앉아 소유에게 시키기만 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바라보며 웃던 엄마와 할아버지의 얼굴이 아직도 떠오

른다. 쇼코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저 멀리서 온 손님이라는 이유로 활짝 웃으며 반겨주던 그 

모습이 애정표현에 서툴고 서로에게 웃어주는 일조차 어색해하던 가족이었기에 쇼코를 반갑게 

맞이하던 할아버지와 엄마의 얼굴은 낯설고 우스꽝스럽게만 보 다.8) 

이는 엄마와 할아버지가 외국인으로서 일본인을 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가 쇼코니? 반갑다. 집이 좁아서 불편하지나 않을지 모르겠네.”

6) 최은 (2017)쇼코의 미소문학동네, p.10
7) 앞의 책, p.12
8) 최은 (2017)쇼코의 미소문학동네,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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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쇼코가 알아들을 줄 안다는 듯이 한국어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할아버지는 그 

말을 일본어로 전하면서 연신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재떨이 가져와라. 물 떠와라. 발을 데울 더운물을 

가져와라. 명령만 할 줄 알았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힐끗 

보고는 다시 텔레비전을 모는 식이었다. 그러던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끄고 쇼코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었다. 일본어로 말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붙어 있었다.9) 

소유는 쇼코가 집에 오고 나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의 가족들을 보고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쇼코가 자신보다는 할아버지와 더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은 느낌에 예전에 일본인교사

에게서 배운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외국어인 일본어 때문이라고도 생각한다.

  우리 가족은 밥을 먹을 때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텔레비전을 켜놓고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서 최 한 빨리 먹어보자는 식이었다. 그런데 쇼코가 나타나자 할아버지는 내가 끼어들 틈도 

없이 일본어로 말하면서 시시때때로 껄껄댔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10)

  할아버지는 때때로 쇼코 앞에서 나를 가리키며 웃었다. 내가 쇼코에게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쇼코는 할아버지가 나와 관련된 웃긴 일화들을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말했

다. 가령 내가 가방을 까먹고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던 일이라든지 귀신 이야기를 듣다가 

오줌을 쌌던 일 같은 바보 같은 이야기 다. 할아버지는 내가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불같이 

화를 냈었기에 그런 일들을 재미있는 추억이랍시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11)

 

쇼코는 고모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며, 고모가 실질적인 가장이며 할아버지에게 

쇼코는 종교이고, 하나뿐인 세계라는 표현을 쓴다. 쇼코를 공주처럼 하는 쇼코의 할아버지

의 얘기를 들으며, 소유는 쇼코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를 너에게 줄게. 할아버지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앤 줄 알고, 볼 

때마다 살 좀 빼라고 닦달인데, 옷은 커녕 껌 한통도 사준 적이 없어.”12)

쇼코는 일본에 돌아간 후, 소유와 할아버지에게 일주일에 한 번꼴로 편지를 보내왔다. 소유

9) 앞의 책, p.11
10) 최은 (2017)쇼코의 미소문학동네, p.11
11) 앞의 책, p.12
12) 최은 (2017)쇼코의 미소문학동네,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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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에게는 어두운 내용의 편지,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는 즐거웠던 일 좋았던 

일을 주로 적은 편지 지만, 여하튼 소유자신과 할아버지의 답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 편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소유는 학시절 거의 쇼코를 잊고 지내게 되지만, 

유학준비로 어공부를 하며 다시금 쇼코를 생각하지만, 씩씩한 사람이니 잘 살고 있을 거라

고 생각한다. 그렇게 유학을 가고 유학생활이 끝나갈 무렵 우연히 미국에서 쇼코의 친구 

하나를 만나게 되고 하나로부터 쇼코가 와세다 학 법학부에 합격했지만, 신부전증이 발병한 

할아버지와 쇼핑중독인 고모를 두고 학공부를 위해 도쿄로 떠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동안의 쇼코에 한 무심했던 마음은 소유 자신이 쇼코에게 느꼈던 서운함과 이상한 

죄책감 때문이었음을 느끼고, 이상하게도 하나로부터 쇼코의 얘기를 듣자 한순간에 그 감정이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늘 마음만 먹으면 어디로든 갈 수 있다고 말하던 쇼코가 아직도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는 모습이 마음에 남았다. 작품에서는 소유가 

일본으로 쇼코를 찾아가는 장면도 나온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서로 국적이 다름의 차이도 

때로는 동세 가 꿈을 찾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비교 해 보기도 

하며 우정으로 이어간다. 그러나 쇼코는 소유와는 소유의 할아버지와의 관계처럼 밝은 면이나 

좋은 면만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이 상활에는 소유의 할아버지와는 일본어라는 언어가 통하

니까 라는 이유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쇼코는 일본에 있는 자신의 할아버지와의 비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감정의 복합일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또래도 아니고 소통의 범주에 없었던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또래인 소유 이상으로 돈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언어 문제가 가장 

클 것이다.

3. ｢유희｣에서 소통과 모국어

이양지의 소설 ｢유희｣는 1987년 군상에 발표했던 작품으로 1988년 제100회 아쿠타가와상

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양지의 주요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있다.

(1) ｢나비타령(ナビ･タリョン)｣ 1982년 ｢군상(群像)｣ 11월호 

(2) ｢해녀(かずきめ)｣ 1983년 ｢군상(群像)｣ 4월호 

(3) ｢오빠(あにごぜ)｣ 1983년 ｢군상(群像)｣ 12월호 

(4) ｢각(刻)｣ 1984년 ｢군상(群像)｣ 8월호 



｢쇼코의 미소｣와 ｢유희｣ ···········································································································김선정  111

(5) ｢그림자 저쪽(影絵の向こう)｣ 1985년 ｢군상(群像)｣ 5월호 

(6) ｢갈색의 오후(鳶色の午後)｣ 1985년 ｢군상(群像)｣ 11월호 

(7) ｢내의(来意)｣ 1986년 ｢군상(群像)｣ 5월호 

(8) ｢청색의 바람(青色の風)｣ 1986년 12월 ｢군상(群像)｣
(9) ｢유희(由煕)｣ 1988년 ｢군상(群像)｣ 11월호 

(10) ｢돌의 소리(石の声)｣ 1992년 ｢군상(群像)｣ 8월호 

이양지의 초기작품들은 오빠를 중심으로 가족 이야기와 재일한국인의 생활상이 많이 나온

다. ｢나비타령｣｢해녀｣｢오빠｣가 그렇다. 자전적 글쓰기라 하겠다. 그 이후의 작품들은 부분 

이양지가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하면서 쓴 작품들이다. 한국에서 모국어도 배우고 언어습득

문제로 어려웠던 문제를 가야금과 살풀이춤도 배우면서 모국에 다가가고자 한다. ｢유희｣에는 

나, 그리고 나의 숙모, 재일한국인 유학생 유희 이렇게 3명의 인물로 구성된 작품이다. 나는 

유희에게 언니로 불리며 유희의 한국유학생활과 하숙생활, 그리고 한국과 한국인에 한 

서로의 속내를 나누기도 한다. 숙모는 유희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리며 한국생활에 한 전반적

인 조언과 일본인과 차별되는 재일한국인에게 가지는 정과 애착의 표현 상으로 유희를 한

다. 언니와 숙모가 있는 하숙집으로 옮기기 전에 이미 몇 군데에서 하숙을 해 본 유희는 

어느 정도 한국인에 한 인상과 느낌을 나름 로 가지고 있었지만, 바위산이 보이는 조용한 

동네에 있는 새로운 하숙집은 유희에게는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고 한국생활과 한국에 한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언어의 문제 을까, 모국과 모국인이라는 희망은 외국인과 이방인이라는 관점과는 

다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것일까, 결국 일본어로 된 그래서 언니가 읽을 수 없는 종이다발13)

13) 우메다토미코(上田とみこ)(2000)일본근 문학(日本近代文学)pp.134-135의 <문자>라고 하는 말
(<文字>ということばー李良枝 由熙をめぐって｣에서는 이 종이다발에 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유희가 쓴 “산문”에 해서 우리들은 거의 부분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유희의 고뇌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불확실하다. 우리들이 산문에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언니의 하숙집에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쓰여 졌다고 하는 것, 이 산문을 일본으로 가지고 돌아갈 
생각은 없었던 것, 그리고 유희가 언니가 맡아줬으면 하고 생각했던 점이다. 우선, 쓰여 지기 시작한 
시점에 해 생각해 보겠다. 유희의 고뇌가 언니 집에서 쓰여 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좀 의외이다. 
언니의 집으로 옮기기 전까지 있었던 하숙집 사람들은 유희가 신체적으로 혐오를 느끼는 ｢최루탄｣과 
같은 ｢한국어｣를 말했다. 그 곳에서의 경험은 추운 날 난방을 절약하기도 하고, 물건을 마음 로 
가져가기도 하고, 꽤 가혹한 일들이었다. 그에 비해서, 언니의 집에서는 황송한 접을 받고 언니나 
숙모는 유희가 ｢좋아하는｣｢몸에 스며드는｣한국어를 말한다. 즉 이 산문은 이전의 하숙집에서 경험했
던 괴롭힘에 가까운 취급에서 해방되어서 쓰여 지고 있는 것이다.(필자 譯)



112  日本近代學硏究……第 70 輯

이 담긴 서류봉투를 언니에게 맡아달라는 부탁의 전화를 일본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남기고 

일본으로 돌아간다. 

언니의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던 유희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이 글들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은 유희와 언니의 거리, 유희와 모국의 거리일 것이다. 그러나 이 어쩔 

수 없는 거리의 밑바닥에는 언어의 문제, 소통의 문제가 제일 클 것이다. 언니는 유희의 다발로 

되어있는 글자들을 보고 그 글자들이 일본어라는 것에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읽을 수 없음에 

배반당한 느낌을 받게 된다.14) 이는 유희가 모국어로 소통함에 있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

지 않음을 힘들게 생각했음을 그래서 모국이라고는 하지만, 모국어로 모국인과 소통할 수 

없음에 절망했음을 알 수 있다.  

  저는…유학생활을 통해…인간에게 모국어와 모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저 자신의 

존재, 곧 실존의 문제와 직결하는 심각한 과제로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모습을 한국어의 바다에

서 헤매는 조난자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나날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우선 명분으로 

하루 빨리 한국인이 되어야 하며, 내 몸에 배어 있는 일본적인 모든 면을 청산하면서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명분 내지 

의무감은 현실과 실체에서 저 자신의 모습에 이해 배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모어, 곧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서 듣고 배운 언어라는 것은 마치 폭력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며 존재를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을 역설적이지만 모국에 

와서, 특히 모국어의 바다와 같은 국문과에 들어가서 실감한 것입니다.15)

 

유희에게 한국어는 맵고 쓰고 들뜨고 듣기만 해도 숨 막히는 것이었다. 한국 어디에서나 

듣는 한국어 다양한 표정과 몸짓으로 유희를 괴롭힌다.16) 

모국을 찾아 모국어를 공부하고 모국을 알기 위해 서울로 왔던 유희는 하숙집의 모국인들을 

14) 놓아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해 느끼고 있는 불만을 일일이 내일처럼, 어떤 때는 미안하다고까
지 생각하며 조금이라고, 하루라도 일찍 유희가 이 나라의 생활에 익숙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나의 
성의가 유희의 이들 일본어글자들에 의해 배반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견딜 수 없었다. (이양지
(1993)이양지전집일본:강담사, p.425

15) 이양지(1992)｢나에게 있어서 모국과 일본｣돌의 소리,삼신각, pp.215-216
16) 학교에서나 거리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어가 나에게는 최루탄과 마찬가지로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맵고, 쓰고, 들뜨고, 듣기만 해도 숨 막혀요. 하숙엘 가도 모두 내가 싫어하는 한국어를 쓰고 있죠. 
좋아요. 방 안에 마음 로 들어와 커피를 가져가기도 하고 책상에서 펜을 가져가기도 하고 옷을 마음
로 입고 가기도 하고,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그 행위가 싫은 게 아니에요. 돌려받으면 되고, 주어버리
면 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가 싫어지는 거예요. 몸짓이라는 목소리, 
시선이라는 목소리, 표정이라는 목소리,……참을 수 없게 되고 마치 최루탄 냄새를 맡은 것처럼 괴로워
져요. (이양지(1987)유희삼신각,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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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모국의 생경함과 모국의 따뜻함을 동시에 느끼면서도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음에 절망한

다. 그 배경에는 따뜻함을 주었던 모국인과 제 로 소통할 수 없었던 모국어라는 장벽이 

가로 막고 있었던 것이다.

4. 쇼코와 소유, 유희와 언니 그 소통과 언어

｢쇼코의 미소｣속의 쇼코(이하 쇼코로 칭함)와 ｢유희｣속의 유희(이하 유희로 칭함)는 일본인

과 재일한국인이라는 입장의 차이가 있다. 두 작품 속에서는 일본인학생을 하는 한국인과 

재일한국인 유학생을 하는 모국인의 차이를 볼 수 있지만, 한국인을 하는 일본인과 모국

인을 하는 재일한국인의 모습도 볼 수 있다. 특히 재일한국인을 하는 모국인의 태도에 

있어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모국인으로서 재일한국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서 출발해서 지나친 개입으로 느끼게 되는 재일한국인의 모습

이다.17) 모국인이 재일한국인을 하는 태도, 그 두 번째 마음은 재일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특혜에 해 모국인들이 느끼는 역차별과 비슷한 감정이 있다. ｢유희｣에서 재일한국인이

라는 이유로 쉽게 서울 학교에 다니는 것에 한 모국인의 태도에 있어 본국인의 치열한 

수험전쟁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온다.18)

  이 집에 살기 시작하며 두 사람 사이가 친 해지고 익숙해짐에 따라 유희는 학이나 밖에서 

듣고 본 불만과 푸념을 곧잘 털어놓게 되었다. 

17) 한국인의 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해 하숙을 전전했다는 유희에게서 같은 피, 같은 민족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찾으려는 의지를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다. 단순히 동생처럼 유희를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던 나는, 동시에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이 되려고 애쓰고 있는 유희를 티 없이 귀여운, 방치해 둘 
수 없는 존재로서 느끼기 시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이양지(1987)유희삼신각, p.45)

18) 한국의, 모국 학에 유학하기 위해 모국 수학생이라는 명목으로 1년간 다니는 예비학교 같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재일동포뿐 아니라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온 교포 학생들도 모여 있지요. 그 곳에서 
국어와 어와 역사를 우리말로 배워요. 그리고 그러한 해외에서 자란 유학생만을 위한, 본국의 학생들
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간단한 시험을 치고 학에 들어가요. 어떤 학교의 경우는 면접만 하고 
시험 없이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유희는 말하면서 나와 숙모의 표정을 훔쳐보듯 하며 눈을 몇 번인가 깜박거렸다. 말하기 거북한 얘기가 
되면 순간 유희는 어색한 한국어를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숙모도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라고 있었다. 수험 전쟁으로 시달리며 부모나 아이나 필사적으로 
되어 있는 한국의 학생들 사정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해외 교포라지만 지나치게 특별취급을 받고 우 되
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해외 교포는 모국을 모른 채 자라난다. 그런 점에는 동정이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학이나 특별히 들어갈 수 있다는 데는 역시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이양지(1987)
유희삼신각,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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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학생은 식당 바닥에도 침을 뱉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려 하지 않는다고 유희는 

말했다. 화장실에 들어가도 손을 씻지 않는다. 교과서를 빌려주면 볼펜으로 메모를 끄적인 채, 

아무렇지도 않게 돌려준다. 이 나라 사람은 외국인임을 알면 비싼 값으로 팔려 한다. 택시에 합승을 

해도 인사 한번 없다. 발을 밟고 부딪쳐도 아무 말도 없다. 금방 호통을 친다. 양보할 줄 모른다…….

  ―언니, 한국어에는 수동태의 표현이 거의 없어요. 언니 그거 알아요?

  비꼬는 듯한, 듣고 있기도 거북한 심술궂은 말투 다.19)

 

  숙모는 2층에서 나에게 보여 온 유희의 갖가지 표정들을 알지 못했다. 책상 앞에 앉은 유희가 

그 곳에 자기 자신을 가두듯이 카세트 테크를 놓고, 책상을 벽 쪽을 끌러 당겨 놓곤 하던 일도 

모를 것이다. 그곳에서 유희는 4백48장의 일본어 문장을 쓰고 있었다. 금을 듣고, 그 소리를 

우리말이라 하고, 소리 이외의 실제의 한글 문자를 읽지도 쓰지도 않은 채 어떤 날은 일본어 

낭독까지 했던 것이다. 

  눈에 갑자기 무엇인가가 뛰어들어 쿡 쑤시는 것 같았다. 유희가 쓴 우, 리, 나, 라의 네 글자가 

하얀 노트 속에 떠올라 가로질러 간다.20)

｢유희｣에서 언니와 유희, 그리고 ｢쇼코의 미소｣에서 소유와 쇼코의 관계는 이렇듯 다른  

듯 보이지만 타인을 향해 있는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한 면도 볼 수 있다. ｢쇼코의 미소｣의 

소유와 쇼코의 관계에 해서는 김요섭은 ｢거울위의 미소｣라는 제목의 글21)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은 의 첫 작품집 쇼코의 미소를 채운 소설들 속에는 마치 거울에 비친 상(像)인 듯 닮았으나 

어딘가 다른 인물의 등장이 반복적이다. 이 인물들의 닮음은 서로의 성격이나 외향이 아닌 그를 

지탱해주는 타인을 향해 있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쇼코의 미소｣는 ‘소유’와 ‘쇼코’라는 한국과 

일본의 두 소녀의 인연을 긴 호흡으로 짚어간다. 소설은 성장의 분기마다 재회하는 둘의 이야기인 

듯 보이지만 후반부에 쇼코와 소유의 죽은 할아버지 사이를 오간 일본어 편지들이 소유에게 전달

될 때, 이들이 하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음을 드러낸다. 뒤늦게야 알게 되었지만, 소유의 

흔들리는 삶을 할아버지는 말없는 애정으로 품어주고 있었다. 평생을 할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다고 절망하던 쇼코 역시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오히려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 이해하게 된다. 

손녀를 향한 할아버지의 짙은 애정이 감싸고 있던 자신의 삶을 그들은 닮아 있는 서로를 보면서야 

알게 된다. 이젠 잃어버린 관계 속에서 충분히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존재는 소유 신 쇼코에게 

19) 이양지(1987)유희삼신각, p.54
20) 앞의 책, p.68
21) 김요섭(2017)｢거울위의 미소｣내일을 여는 작가민족문화작가회의, 현암사,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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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려 향했던 편지 속에서 발견해간다. 22)

위의 인용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할아버지는 쇼코와의 편지교류를 통해 새로운 여태까지 

소유가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알게 되는데 이는 언어의 문제가 가장 클 것이다. 

｢유희｣에서 언니와 숙모가 유희의 모국어능력이 향상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들의 

소통에 있어서도 재일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어렵게 된다. 그러나 ｢쇼코의 미소｣에서

의 할아버지는 언어소통이 되는 쇼코와의 편지 화를 통해 언어를 통한 소통이 관계에 있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소유는 캐나다유학생활 막바지에 뉴욕을 방문했다가 쇼코와 함께 한국에 왔었던 하나라는 

친구를 우연히 뉴욕시립도서관 앞에서 만나게 되고 하나를 통해 쇼코의 소식을 듣게 된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로든 가서 살 수 있다고 얘기했던 쇼코가 아직도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서 신부전증의 할아버지 병간호로 도쿄로 가지 못하고 꿈을 접고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이야

기는 쇼코에게 느꼈던 서운함과 이상한 죄책감이 모두 사라져 버리고 일본으로 쇼코를 만나러 

가게 된다. 일본으로 가서 쇼코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희망 없이 노인처럼 할아버지를 간호하

며 때로는 유약한 노인을 함부로 하는 쇼코를 보며 일본에 간 것을 후회한다.23) 그런 소유는 

일정을 바꿔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할아버지에게는 쇼코를 만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우리가 이해하자. 그 애에게도 사정이 있겠지. 잊어버리자. 같은 말들은 할아버지의 말이 아니었

다. 할아버지는 쇼코에 관해 말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려는 것 같았다. 쇼코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으

리라고 여기며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려는 것처럼.24)

22) 앞의 논문, p.248
23) “저 남자는 나에게 집착하고 있어.”

쇼코는 노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어로 조그맣게 말했다.
“빌어먹을 새끼”
나는 쇼코의 말에 놀라서 노인의 얼굴을 쳐다봤다. 노인은 눈에 도는 눈물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돌려 
분꽃을 보는 척했다. 나는 다시 쇼코를 바라봤다. 쇼코는 그런 유약한 노인의 모습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이 웃기까지 했다. 나는 집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마치 우리 할아버지가 모욕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뭐라고?”
“빌어먹을 새끼라고. 어디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나는 할말을 잃었다. 몸은 뜨거워졌지만 그럴수록 머리는 맑아졌다.
“더이상 널 볼 일은 없을 거야. 애처럼 굴지 마.”
쇼코는 웃으며 말했다.(최은 (2017)쇼코의 미소문학동네, p.29)

24) 최은 (2017)쇼코의 미소문학동네,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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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가 어린 시절의 할아버지는 매사에 화를 내는 사람이었으며 상 의 사정 같은 것은 

봐 주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쇼코에 해서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금까지의 할아버지와 

달랐으며 나, 소유 역시 자신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살 것이며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을 

비웃었으나 쇼코를 만나고 나서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또 할아버지와 소유의 

관계도 쇼코를 통해 변화가 생긴다. 25)

또 소유와 엄마와의 관계도 할아버지와 엄마와의 관계도 변화가 생긴다. 그 계기는 할아버

지의 병으로 헤어짐을 목전에 둔 상황이어서 그 표현이 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26)

｢유희｣에서 아쉬움은 유희가 알 수 없는 일본어로 된 원고를 언니에게 남겨 두고 떠난 

25) 화감독이 되겠다고 자취하며 공부하는 손녀를 찾아 온 할아버지를 보며 소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이 글에서 여러 번 할아버지답지 않다는 말을 썼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할아버지는 
그저 그의 일부분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져도 나는 그의 삶의 5분의 3을 알지 
못한다.(최은 (2017)쇼코의 미소문학동네, p.36
할아버지도 손녀의 자취방으로 찾아 와 예전과는 다르게 손녀에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냥. 그냥 온 거다.”
(中略)
“너 말이다. 이런 말은 처음 해보는데.”
“......”
“나는 네가 이렇게 큰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서울에 가서 공부도 하구 화감독두 되구. 힘든 루 
손 벌리지 않고 네 힘으로 살구 까짓것 다 무시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로 살지. 난 그거. 멋지다고 
본다.”(최은 (2017)쇼코의 미소문학동네, p.38)

26) 우리 셋은 보이지 않는 법이라도 있는 것처럼 안방에서 함께 잤다. 할아버지가 장롱 쪽에서, 엄마가 
문가에서, 내가 그 가운데에서 잤다. 불을 끄고 천장을 보면서 하던 이야기들.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말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말들도 용기를 내서 주고받았다. 마치 처음 사귀는 사람들처럼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사람들처럼.
(中略)
“할아버진 왜 걔가 그렇게 좋아?”
“예쁘잖냐. 잘 웃고”
“아빠는 나보곤 예쁘단 적도 없었잖아. 질투 났어.”
엄마가 끼어들어 말했다.
(中略)
엄마와 나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켰다. 그리고 그 이유만으로 나는 엄마를 상당 부분 
용서했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일상적인 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좋아졌다.
(中略)
장례식장에서도 엄마는 손님들을 치르며 땅콩, 오징어포 같은 것들을 주워 먹었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선선히 웃기도 했다.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소리. 소유 엄마 독한 거 보라지. 하나 
있는 자식이 저리도 무정하니 죽은 노인네만 불쌍하네. 번듯한 아들 하나라도 뒀으면 이만큼 초라하지 
않았을 거야.
엄마에 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껍데기만 보고 단죄하는 사람들에 한 반감이 치솟을 무렵. 나는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엄마를 바라보지 않는 내 모습이 낯설었다. 슬픔을 억누르고 억누르다 결국은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엄마 다. 평생을 함께 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눈물을 풀어낼 수조차 없는 사람. 울고 게워내서 씻어낼 줄 모르는 사람. 그저 차가운 손과 발, 
두통처럼.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만 아픈 사람이 엄마 다.(최은 (2017)쇼코의 미소문학동네,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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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이는 ｢쇼코의 미소｣에서의 쇼코와 소유가 좀 더 긴 호흡으로 인연을 이어가는 점과 

비되는 점으로 유희와 언니가 서로간의 이해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은 공간과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힘으로 단절이 되는 것에 덧붙여 정서적 단절을 가져 오게 된 것이다.

｢쇼코의 미소｣에서 결말부분은 출국장으로 들어가던 쇼코의 모습을 기억한다. 

  보딩패스를 내 고 자동 유리문 안으로 들어가는 쇼코의 얼굴, 그 때 쇼코는 그 예의바른 웃음으

로 나를 쳐다봤다. 마음이 어린 시절 쇼코의 미소를 보았을 때처럼 서늘해졌다27)

이처럼 일본인에 한 소유의 감정은 마지막까지 “서늘해졌다”로 끝맺고 있다. 

이양지의｢유희｣를 읽다보면 한국인을 아주머니와 언니(話者)를 통해 두 부류로 나누는 부

분도 있다. 

  한국인: ① 재일한국인에게 무조건 잘 해주는 사람(｢유희｣의 아주머니)

② 재일한국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사람(｢유희｣의 나)

이를 전제하고 기 하며 조용한 하숙집에서의 생활을 그려간다.

그리고 모국에 오기 전 일본에서의 디아스포라로서 느꼈던 

  일본인: ① 재일한국인을 일본인과 별 차별 없이 하는 사람

② 재일한국인을 차별하는 사람

이는 또 이양지 자신의 작품 활동 장소에 따른 작품성향과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이다.

① 일본에서의 작품 활동-주로 재일한국인으로서의 삶을 가족들을 통해 작품 속에 나타내고 있다.

② 한국에서의 작품 활동-이양지 자신의 재일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양지는 ｢유희｣에서는 재일교포 유희가 사백여장의 알 수 없는 글을 남기고 떠나는 

모습을 그린다. 이를 보며 언니인 나는 죄책감 비슷한 것을 느낀다. 죄책감 비슷한 것을 느낀다

는 표현은 모국을 찾아 온 재일한국인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함을 자신의 모국인을 이해하지 

못함에 한 죄책감으로 나타낸 것 이라 볼 수 있다.

27) 앞의 책,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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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쇼코의 미소｣에서 소유는 쇼코에 한 이해할 수 없음을 일본인을 이해할 수 

없음으로 받아들이고 외국인으로서의 다름으로 인정한다. 죄책감이 아닌 문화가 다르고 살아

온 환경이 다른 외국인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정한다.

그 차이는 ｢유희｣에서 언니와 유희의 갑작스러운 헤어짐과 ｢쇼코의 미소｣에서 소유와 쇼코

가 할아버지의 납골당을 찾아가고 소유는 쇼코를 김포공항까지 데려다 주며 포옹하는 장면에

서 나타난다. 

  이 작은 행사에 들뜬 교장은 그 네 명의 학생들을 일학년부터 삼학년까지 전 교실로 데리고 

다녔다. 그 애들은 지치지도 않는지 마지막 목적지인 우리 교실에까지 와서도 명랑하게 인사했다. 

쇼코는 부끄러워하는 듯 보 지만, 사실은 부끄럽지 않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부끄러운 듯이 말하

는 것처럼 보 다.28)

라는 표현으로 소유는 그 때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 물론 쇼코의 미소가 의미하는 바는 

처음느낌 그 로이다. 소유와 쇼코는 첫 만남이후 성인이 될 때 까지 꾸준히 관계맺음을 

이어가지만 헤어짐의 장면에서 “서늘해졌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 짓는다.29) ｢유희｣에서 

언니와 아주머니는 유희에 해서 너무 아쉬움이 남는다. 재일한국인 유학생, 엄연히 모국인

데 모국어에 부딪히고 어머니의 나라임에도 낯설고 좀 더 이해시켜주고 알아가게 해 주고 

싶지만 유희의 갑작스러운 떠남으로 상실감을 느낀다. 소유와 쇼코의 관계가 어쩔 수 없음으

로 일단락되었다면 유희와 언니의 관계는 일방적인 통보 같은 것이었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다. 

｢유희｣에서 언니와 숙모는 아쉬움 일색이다. 유희가 학교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것, 공항에 

배웅하러 가지 못한 것, 이는 모국인으로서 재일한국인을 제 로 부모처럼 돌봐주지 못한 

것에 한 감정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이라는 타인의 감정으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모국인으로서 재일한국인에 해 내려놓지 못한 깊은 애정과 책임이 유희에게 

부담으로 느껴진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인간 보편의 문제가 있다. ｢쇼코의 미소｣에서 소유는 

“가족은 언제나 낯선 사람들 같았다”라는 표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28) 최은 (2017)쇼코의 미소문학동네, p.10
29) “출국장으로 들어가던 쇼코의 모습을 기억한다. 보딩패스를 내 고 자동 유리문 안으로 들어가는 쇼코의 

얼굴. 그 때 쇼코는 그 예의바른 웃음으로 나를 쳐다봤다. 마음이, 어린 시절 쇼코의 미소를 보았을 
때처럼 서늘해졌다.”(최은 (2017)쇼코의 미소문학동네,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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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반짝이며 웃는 엄마와 말이 많은 할아버지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 같았다. 이런 사람들을 

바깥에서 만났다면 나는 주저 않고 좋은 어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엄마와 할아버지는 늘 무기력했고 사람을 사귀는 일에 서툴렀다. 나는 엄마와 할아버지를 작동하

지 않아 해마다 먼지가 쌓이고 색아 바래가는 괘종시계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변화할 

의지도,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러 그 자리에 멈춰버린 사람들이라고. 

  가족은 언제나 가장 낯선 사람들 같았다. 어쩌면 쇼코는 나의 할아버지에 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알았을지도 모른다. 30)

본 4장의 앞의 부분에 한국인 유학생을 하는 모국인의 태도 두 가지를 언급하 다. 모국인

으로서 재일한국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재일한국인이어서 받는 특별 우에 한 비교의 

감정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세 번째 감정으로 재일한국인으로서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는 마음이 있다. 반은 모국인이면서 반은 일본인이라는 비하의 단어를 통한 

글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일부 모국인들의 마음이 그것이다. 그 이면에는 서투른 모국어구

사 내지는 전혀 모국어를 할 수 없는 재일한국인들에 한 모국인들의 서운함이 섞인 감정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요즘은 개선되는 면은 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으로서는 어딘가 퇴보된 느낌이다. 기계의 발달로 언어는 소통의 역할을 기계들이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언어문제를 초월해서 재일한국인 그 로를 보듬어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쇼코의 미소｣에는 한국과 일본의 두 할아버지와 소유와 쇼코라는 두 손녀가 등장한다. 

최은  작가는 글을 쓸 때는 소유의 입장에서 썼는데, 다 쓰고 나서 한참 뒤에 다시 읽어 

보니 쇼코가 자신임을 알았다고 한다. ｢유희｣를 읽으면서 이양지는 유희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고 글을 썼으리라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모국인인 언니에게서 느껴지는 잃어버린 

이양지의 모국의 일부분 또한 느낄 수 있다. 이양지가 재일한국인이 아닌 한국에서 태어났더

라면 어땠을까 하는 평소의 생각이 담긴 모습이라 생각한다.

모국으로 유학 온 재일한국인 유학생이 등장하는 소설과 한국에 교류로 온 일본인 유학생이 

등장하는 소설의 부분을 비교해 보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 한국인들의 재일한국인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같은 민족이니까 혹은 같은 민족이지만 일본에서 자라고 

30) 최은 (2017)쇼코의 미소문학동네,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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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가 모국어보다 더 능숙하니까 일본인과 마찬가지라며 때로는 여러 가지 비하 섞인 

호칭을 동반한 어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에 한 이해와 일본에 있는 재일한국인

에 한 상황과 재일한국인 학교의 현재 모습 등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재일한국인들이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다. 

그리고 디아스포라는 운명적인 디아스포라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한 인간으로

서 경계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나(소유)는 ｢쇼코의 미소｣첫 문장에서 “나는 차가운 모래 속에 두 손을 넣고 검게 빛나는 

바다를 본다. 우주의 가장자리 같다.”31)라고 표현하고 있다.

곧바로 쇼코에 한 얘기도 나오는데 쇼코는 일본인이지만 디아스포라가 아닌 소유도 느낄 

수 있고 또 재일한국인과 같은 물리적인 디아스포라가 느끼는 디아스포라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작품에서 볼 수 있다.

  쇼코는 해변에 서 있으면 이 세상의 변두리에 선 느낌이 든다고 말했었다. 중심에서 려나고 

사람들에게서도 려나서, 역시나 양에서 려난 바다의 가장자리를 만나는 기분이라고, 외톨이

들끼리 만나서 발가락이나 적시는 그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했다.32)

라고 쓰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물리적인 디아스포라 이전에 한 인간이 느끼는 보편의 감정일 것이다. 소유도 

느끼고 쇼코도 느끼고 유희가 느꼈던 것처럼 그러하다.

｢유희｣에서도 유희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재일한국인이고 숙모와 언니와의 관계에서 모국

인이기 이전에 또 재일한국인이니 한민족으로서의 끈끈한 정과 이해를 요구하기보다는 인간

보편의 공감 가 있었더라면,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타인과 같은 내려놓음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서경식은 언어의 감옥에서라는 책에서 그 자신도 식민지 지배라는 폭력의 결과, 자신에게 

배어 있는 일본적인 발음과 억양을 역겹게 느끼고 조바심을 낸 적이 있지만 온전한 조선어를 

쓰기 바라는 것은 상 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하고 상 를 제 로 이해하고 상 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욕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진짜 한국인’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하며 프란츠 파뇽의 “사람은 문화를 출발점으로서 민족을 증명

하는 것이 아니라 점령에 저항해서 민중이 행하는 투쟁 속에서 문화를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31) 최은 (2017)쇼코의 미소문학동네, p.9 
32) 앞의 책,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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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이양지를 비롯해 그녀의 작품 속의 유희로 표되

는 재일조선인들이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한국인인 내가 바라는 바와 기  섞인 맺음글 

이전에 실제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재일한국인 서경식의 말을 가져 온다.

  우리들 재일조선인은 비록 제 로 된 조선어(한국어)를 말할 수 없다하더라도 이미 “조선인”이

고, 식민주의와 그 연장선상에 놓인 차별과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표현하는 것이 이미 “민족문

화” 인 것이다.33)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소수로서의 마이너스감정을 

넘어선 긍정적인 이점을 생각해 보는 것도 더불어 사는 이 시 에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지난 6월 K-Book진흥회의 주최로 한일 젊은 작가 담회가 코로나19로 Zoom을 통해 온라인

으로 열렸었다.34) 한국 쪽에서는 소설가 최은  작가,  일본 쪽에서는 온 유쥬(溫 又柔)35) 

작가가 참여했다. 온 유쥬 작가는 만인으로 일본어를 모국어로 일본에서 일본어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이다.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최은  작가가 온 유쥬 작가에게 만인으로

서 아이덴티티를 가지면서 일본어로 문장을 쓰고 작품 활동을 하는 느낌이 궁금하다고 하는 

질문이 있었다. 온 유쥬36) 작가는 이에 한 답으로 “ 만인으로서 일본어로 글을 쓰는 

일은 자신에게 아주 개인적인 일을 쓴다하더라도 항상 독자들은 이 사람은 도 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걸까? 라는 느낌을 가진다는 기분이 든다37)고 하면서 외국어여야 할 언어

가 모국어가 되어버렸을 경우 고뇌도 있지만 디아스포라로서 느끼는 기쁨도 있다.”고 하 다.

다수인 주류에게 잘 보이지 않는 것도 디아스포라인 재일한국인이어서 느낄 수 있는 점을 

폭넓은 각도로 살펴본다면 한국과 일본의 얽혀있는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재일한국인과 디아스포라에 있어 모국어,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쇼코의 미소｣에 있어 할아버지와 쇼코의 관계가 돈독해지게 된 매개로 일본어가 있고, ｢유희｣
에서 유희와 언니의 헤어짐에 있어 장벽을 더 두껍게 만든 것은 언니가 이해할 수 없는 일본어

로 된 원고이다. 그렇지만 이제 모국어의 문제를 넘어설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들도 재일한국

33) 앞의 책, p.99
34) 2020년 6월 23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zoom을 통해 이루어졌다.
35) 작가의 이름은 실제로 불리고 발음되는 일본식 읽기를 한글로 표기하 다. 이후의 이름표기는 한글로 

통일하겠다. 
36) 温又柔(おんゆうじゅう) 1980년 5월14일생, 만국적의 일본소설가로 만에서 태어나 3살 무렵부터 

일본에서 살게 된다. 주요저서로 台湾生まれ日本語育ち(2015) 真ん中の子どもたち(2017) 空港時

光(2018) ｢国語｣から旅立って(2019) 등이 있다.
37) 台湾人として日本語で書くということはわたしにとってすごく個人的なことを書いていてもいつも必

ずこの個人がいったい何によって形成されているのか意識させられることだ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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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3세가 부분인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유창한 모국어를 원하는 강요내지는 바램을 내려놓

아야 그들이 디아스포라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디아스포라로서의 고통과 함께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지점(기쁨)도 있다고 말하는 온 유쥬 

작가의 말 속에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어쩌면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어서인가 라는 

생각도 든다. 여러 가지 복잡한 추측만 할 수 있는 그리고 디아스포라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감히 한마디 맺음말을 신한다. 

이제는 디아스포라로서 겪어야 했던 고통보다도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이상 제100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재일한국인 2세 작가 이양지의 표작 ｢유희｣와 2013

년 작가세계신인상을 수상한 한국의 현 소설 최은 의 ｢쇼코의 미소｣를 비교연구 해 보았

다. 처음에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제, 한국에 유학 온 일본인과 재일한국인 이라는 소재의 

유사성으로 본 논문을 진행하 다.  두 작품이 지닌 주제와 문제의식, 시  배경이라는 측면에

서 본다면 필시 본 연구로는 모자람이 있다. 본고의 맺음에서 쓴 바와 같이 디아스포라라는 

관점은 재일한국인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보편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앞으로 다른 작품들

을 통해 계속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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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쇼코의 미소｣와 ｢유희｣

- 일본인 유학생과 재일한국인 유학생의 언어와 소통, 디아스포라 고찰 -

김선정

본 논문은 일본인 유학생과 재일한국인 유학생에 한 한국인의 태도를 최은 의  ｢쇼코의 미소｣와 이양지의 ｢유희｣를 
통해 찾아보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 태도의 차이는 재일한국인의 모습과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본고는 ｢쇼코의 미소｣와 ｢유희｣를 비교하는 논문은 아니다.｢쇼코의 미소｣를 통해서 작품｢유희｣속의 
유희, 그리고 언니를 좀 더 이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유희｣에서는 400페이지가 넘는 이유도 알 수 없고, 그 의미도 
알 수 없는 문자로 된 문장을 남기고 한국을 떠나버린 유희를 생각하면서, 언니인 나는 죄의식 같은 것을 느낀다. 그러나, 
｢쇼코의 미소｣속의 소유는 쇼코에 한 이해할 수 없음을 일본인을 이해할 수 없음으로 받아들여 외국인으로서의 차이를 
인정한다. 외국인으로서의 일본인과 재일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에 한 우리의 태도의 차이가 본 논문의 문제해결의 핵심은 
아니지만, ｢쇼코의 미소｣와 ｢유희｣를 통해 본고의 논지인 언어와 소통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다.

｢Shouko’s smile｣ and ｢Yu-Hee｣

- Through the language and Communication and Diaspora of Foreign student from Japan 

And Korean-Japanese student from Japan -

Kim, Sun-Jung

The attitude of Korean torward foreign student from Japan and Korean-Japanese student in ｢Shoko’s smile｣ and ｢Yu-Hee｣ 
is found out and compared in this paper.

The difference of attitude shows discrimination for Korean-Japanese student.
This paper is not a paper comparing ｢Shoko’s smile｣and｢Yu-Hee｣.
Yu-Hee and her sister is understood more through ｢Shoko’s smile｣.
Her sister feels a sense of guilt while she thinks Yu-Hee who left the incomprehensible texts amount of 400 pages and went 

away from Kerea.
In ｢Shoko’s smile｣ that So-You cannot understand Japanese.
She accepts it as the difference of Foreign.
Through the difference of the attitude toward Japanese and Korean-Japanese is not the solving core, it can be one factor 

for understanding this 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