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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ram. “Aesthetic Devices in Asian Diaspora Novels: A Gesture Life and An Artist of the Floating 

World.”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2 (2021): 91-110. This paper explorers “aesthetic devices” 

in A Gesture Life by Chang-Rae Lee and An Artist of the Floating World by Kazuo Ishiguro. In these novels 

containing some historical or cultural situations, their works are quite different from other Asian Diaspora 

writers. Both writers try to illuminate history and its trauma through aesthetic devices such as narrative 

techniques, imagination, character, motif, etc. As a post-memory generation, they have mainly focused on 

imagination which is beyond factual truth. The most representative case would be the mediated characters. 

Anguished characters, and their various selves under psychological and cultural formations  provide worthy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into narrative acts of reflecting or rectifying memory of people and events. Both 

writers imagine aesthetic devices can make up for cracks and gaps in historical facts in the form of metaphorical 

imagination. Ultimately these kinds of aesthetic devices help opens up the possibility of hidden stories that are 

more traumatic than others and require a more profound remembrance or forgetting.(Chod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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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써라. 실재하는 불가능한 것의, 모든 현실이 온전하고 손상되지 않은 채로 침몰

되는 카오스의 이 부분의 매혹 아래에서 써라. (블랑쇼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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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소설 연구는 이주의 경험, 경계인의 위치, 혼종적 정체

성, 고향의식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중 특히 이주와 이민의 경험 

속에서 빚어진 정체성의 혼란이나, 그들이 민족이나 국가를 상상하는 방식에 대

해 관심이 많았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트라우마와 증언, 기억과 서사 등이 중

심 논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소설 연구는 이처럼 대개 작가의 

연보나 역사적 소재를 초점화한 연구가 지배적인 경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시아계 영어권 작가’에 속하는 이창래(Lee, Chang-Rae)와 가즈

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의 작품들을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관

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즉, 이창래와 이시구로가 소설 속의 ‘미학적 장치

(aesthetic device)’들을 통해 디아스포라로서의 경험과 역사를 어떻게 서사화하

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1. 본 연구에서 미학적 장치에 관심을 두는 이

유는 �제스처 인생�(A Gesture Life, 1999)과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An 

Artist of the Floating World, 1986)의 경우만 간략하게 보더라도, 두 작가들은 

역사적 사건을 체험하지 않는 세대로서 트라우마를 사실 그대로 재현하거나 그 

치유양상에 주목하기보다는 서사, 상상력, 인물, 모티프 등 미학적 장치들을 통

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의 주요한 연구 경향들을 살펴보면 작품 자체의 미

학적 논의에 관해서는 다소 소홀한 편인 듯하다. 흔히 두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

할 때, 이민자로서의 경험을 부각시켜 한국-미국, 일본-영국이라는 경계인으로

서의 위치에 주목하거나, 제국과 식민의 관점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의 증언과 재

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집중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간단하게 요약하기

는 어렵지만 대부분 작가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연결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물론 미학적인 측면을 강조해 읽는다고 해서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소설 

  
1

‘미학적 장치’라는 표현에서 장치(dispositif)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이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용어를 빌려 ‘언어’가 가장 오래된 장치라고 설명한 부

분에서 착안한 것이다(15-48). 본 연구에서는 미학적 장치라는 용어를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자주 거

론된 전유(appropriation)와 유사한 맥락에서 미적 전략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소설의 미학적 장치   93

연구에 있어서 고향과 이주, 인종적 정체성과 혼종성 등 ‘소수인종 서사’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문학 연구는 매우 중층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즉 외부적 

배경에 따른 분석 외에도 이중 언어 사용자의 글쓰기, 화자의 어조, 인물의 성격, 

시공간적 배경, 기억과 여담(digression) 등 여러 주변적 장치들이 트라우마를 

증언하는 방식과 서사전략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더 섬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과 관련해서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작가 차학경

(Teresa Hak-Kyung Cha)의 �딕테�(Dictée, 1982)를 분석한 사카이 나오키

(Sakai Naoki)의 논의를 참조할 만하다. 나오키는 알레고리적인 방식, 그리고 이

민의 나라에서 산다는 경험을 드러내는 방식, 그리고 ‘사이에 있는(in-between)’ 

공간, ‘환승 중인 주체들(subject in transit)’의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하여 �딕테�는 국문학이나 비교문학이라는 기존 범주

에 포함시킬 수 없는 “텍스트적 퍼포먼스의 가장 좋은 사례 중 하나이며, 기억을 

가장 잘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문학의 정치성을 제시한다”(나오키 100)고 말한

다. 또한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이중 언어 사용에 관한 린다 벨라우(Linda Belau)

의 논의에 따르면 디아스포라 작가들은 “혼종성”이라는 전략적 장치, 즉 디아스

포라적 이중적 의식을 배양함으로써 국가적 순수성과 문화적 자주성의 서사에 

흠집을 낸다(71). 

최근 이창래와 이시구로의 소설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

다. 여기에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주요 논의만을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사 검

토를 대신하려 한다. 먼저 이창래의 �원어민�(Native Speaker, 1995)에서 헨리

(Henry)의 정체성을 “원본 없음”(윤성호 146)의 미학이라고 설명하거나, �제스처 

인생�을 트라우마 픽션의 변주로 본 논의를 들 수 있다(Moutz 413). 또한 �제스

처 인생�의 경우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은 후세대 작가들이 종군위안부의 역사

와 트라우마를 재현하는 방식을 검토한 논의도 있고(Lee 354), “성과 인종, 민족

이 중첩되는, 경계상의 공간에 위치한 인물의 관점을 통해 배제된 자들의 역사를 

다시 쓰는 문학적 실험”(이휘재 100)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가즈오 이시구로의 여러 작품들에 나타나는 “판타지나 욕망, 부수적인 사건

들” 및 “대체물들을 통한 서술자의 방해”, “플롯과 스토리의 이중화”에 주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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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베카 워코위츠(Rebecca L. Walkowitz)는 바로 그러한 점들이 작가 이시구로

가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나 구문, 은유로부터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소설

적 장치라고 지적한다(1051). 마크 마즐로(Mark Mazullo)는 이시구로의 �위로

받지 못한 사람들�(The Unconsoled, 1995)에서 예술이라는 장치가 매우 주도

면밀하게 작동하며 소외라는 주제와 아울러 지배와 종속 구도를 드러낸다고 본

다(80). 이혜란은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의 1인칭 서술 기법에 대한 연구를 통

해 이상적 ‘자기 서사’를 구축하려는 오노의 ‘언어의 성사’가 드러내는 균열에 대

해 논의하고 있다(194).

이창래와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을 전반적으로 비교한 김대중의 연구는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저자는 이들의 차이를 단순히 식민지 경험과 작

가들의 관점 차이로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두 작가는 소수인종 

문학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로부터 자신들의 윤리와 정치, 미학적 세계의 미세

한 균열을 제시한다는 것이다(44). 더불어 김대중은 이들의 작품에서 인종적 정

체성에 관한 표지가 점점 사라지면서 보편성을 추구하는 점을 비판적인 시각에

서 바라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에서 더 나아가서 두 작가가 어떠한 방

식으로 미학적 장치를 활용하여 작품 속 균열의 간극과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는

지 좀 더 섬세하게 분석해 볼 것이다. 

II. 상상력의 재현: 증언의 방식

모든 종류의 이주를 뜻하게 되면서 그 외연이 급격히 넓어지게 된 디아스포라

는 다양한 이주의 형태가 만들어 낸 세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Kenny 

9). 흔히 이주와 종족성에 대한 기존의 전형화된 사고방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

며 이 용어는 점차로 고향과 이주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적 영역을 

이야기하게 된다. 한편 이처럼 디아스포라 서사가 이주와 고난, 그리고 귀환이라

는 기존의 공식에서 차츰 벗어나면서 관심은 이주 과정 자체가 아니라 디아스포

라 주체가 이주를 통해 매개한 두 사회적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떠올리게 하는 방

식에 대해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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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이창래와 이시구로 역시 아시아계 이민 1.5세대 디아스포라라

는 공통점을 가졌지만 강제적인 이주의 경험을 지니지 않아서인지 상실의 경험

이나 소속감, 결속의식과 같은 디아스포라 서사의 주요 소재를 벗어난다. 즉, 그

들의 작품 속에는 고향이나 민족, 국가에 대한 향수가 크게 자리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작품은 후기작으로 갈수록 인종적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더불어 작품의 배경이 된 역사적인 사건들 또한 작가가 실제로 

체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고백하는 일반적인 

‘증언문학’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에는 망설여진다. 이러한 점들은 분명 기존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작가들을 연구해온 일반적인 시각과는 변별되는 방법론을 

요청한다. 

그렇다면 아시아계 혈통을 가지고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글을 쓰는 두 작가

들이 모국과 그 공간이 배태하고 있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보통 

이들처럼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접 겪지 않은 세대의 증언 방식에 대한 논의는 기

억의 가능성 혹은 그 한계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된다. 역사의 파국을 직접 경

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서술할 것인가, 또는 포스트 트라

우마 세대로서 그 역사에 대한 경험적 진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본질

적 사안들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는 것이다. 3세와 5세라는 어린 나이에 이주를 

경험한 이창래와 이시구로의 경우 이들이 모국의 역사나 그 역사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은 일견 불가능해 보인다. 오히려 이들이 모국을 사유하는 

방식은 상상에 가깝다는 것을 가늠해볼 수 있다. 하지만 소수인종이라는 범주 안

에서 주목받은 두 작가의 초기 작품들은 그 배경을 모두 자신의 모국으로 설정하

고 있으며 이런 문맥에서 �제스처 인생�과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에서 두 작가

가 역사와 사건을 재현하는 방식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두 작품 속의 배경인 제2차 세계대전 및 태평양 전쟁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일

본의 군국주의, 즉 파시즘이다. 물론 이창래와 이시구로는 전쟁의 참사를 직접 

경험한 세대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전하는 역사의 트라우마는 개인의 

사적인 역사를 통해 고스란히 독자에게 전달된다. �제스처 인생�과 �부유하는 세

상의 화가�에서는 젊은 시절 역사의 소용돌이를 겪으며 각자의 비밀을 간직한 

노년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에게 참전의 경험은 곧 삶의 변곡점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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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다. 현재 은퇴한 의료상인 하타(Franklin Hata)와 화가였던 오노(Masuji 

Ono)는 일본 군국주의라는 “거대한 덩어리의 일부”(GL 257)2로써 그 당시 위생

병과 화가라는 책무를 다하며 국가에 충성했던 부역자라는 과거를 가졌다. 또 하

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주인공들이 회고 과정에서 스스로 저지른 과거의 잘못

을 부인하기 위해서 언어와 기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두 인물은 

과거의 회상 그 자체를 자기합리화의 기회로 삼고 있는데, 이것 역시 두 주인공

이 공통적으로 갖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더불어 이창래와 이시구로가 작품 속에서 재현해내는 일본 군국주의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그들의 소수 인종적 배경으로부터 비롯된 입장 차이로 인하여 또다

시 주목을 받는다. 가령 두 작가가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세계관은 곧 “그들의 

민족적 식민적 차이의 정치적 무의식의 발로”(김대중 55)라고 해석된다. 한 예

로 티모시 라이트(Timothy Wright)는 일본계인 이시구로가 작품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방식”(61)으로 다

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부재하는 현전”(61)이라 설명한다. 이복기 역시 이시

구로가 오노를 통해 일본의 군국주의를 마치 여러 신념 중 하나인 것처럼 너무 

가볍게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작가로서의 선택과 책임을 고려해야한다고 주

장한다(163). 이창래의 경우 이시구로의 시선과 대비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트라우마의 폭력을 고발하고 역사 속 희생자들을 증언한다”(김대중 44)고 평가

받지만 이 역시 충분치 않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령 피식민인의 트라

우마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위안부라는 소재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비판과 더불

어 비정치적이며 사적인 결말에 대한 지적이 거론된다(이석구 928). 

이처럼 문학 작품 속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재현하고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는데, 공통적으로 이창래와 이시구로의 경우 역사를 증언하는 

방식이 사실 그대로의 충실한 재현을 강조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작가가 역사를 바라보고 증언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음 두 작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읽을 부분은 역사에 관한 

  2 Lee, Chang-Rae, A Gesture Life (Riverhead Books, 1999). 이후 이 작품에서 모든 인용은 

GL로 축약하여 괄호 속에 면수만 적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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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다. 

저[이창래]에게 있어 픽션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독자들을 역사적 행위와 대면하

도록 하기보다는 그 행위를 자각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후속 

효과와 마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그 여파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 . 또한 그것이야말로 소설가가 욕심을 내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필자 강조)

For me, that is what fiction should do--bring home for the reader not just 

an act, historical or not, but the aftereffects, what happens in the act's 

wake. And, most interestingly, how people live in that wake. . . . . and that's 

the stuff a fiction writer just drools over when he finds it. (Hogan)

저[이시구로]는 의식적으로 개개의 역사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영국

이나 일본의 역사는 제가 골몰하는 것을 조명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제 자신을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작가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과 영국, 그 어느 곳의 역사와도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자 강조)

I was conscious that I wasn’t so interested in the history perse, that I was using British 

history or Japanese history to illustrate something that was preoccupying me. I think this 

made me a kind of writer that didn't actually belong. I didn't have a strong emotional 

tie with either Japanese history or British history, so I could just use it to serve my own 

personal purposes. (Ishiguro 1991, 115)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작가들은 모두 자신들의 고국과 관련된 실제 경험이나 

특정한 장소와 연관된 경험에 역점을 둔다기보다는 오히려 재현을 넘어선 작가

적 상상력에 무게를 둔다. 가령 �제스처 인생�과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의 배경

에 등장하는 종군위안부의 역사나 전쟁, 일본 군국주의는 사실 그대로의 재현이

라기보다는 제스처나 침묵, 예술가의 모티프를 통해 제시된다. 아울러 이런 모티

프들은 화자의 어조나 인물의 성격, 이중 언어의 글쓰기나 여담과 같은 미학적 

장치를 통해 전달된다. 이러한 작가들의 입장과 글쓰기의 스타일은 역사적 사건



98 안  아  람

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분석하는 시각에 변화를 요한다.

그들의 서사는 트라우마적 경험의 사실성을 규정하는 데 역점을 두기보다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한 역사의 흔적들과 자국들의 발자취를 쫓는데 역점을 둔다. 

다양한 미학적 장치를 통한 우회적인 재현이 역사적 트라우마와 결합하는 방식, 

그리고 이를 통해 화자와 화자의 삶이 새롭게 정의되고 재창출되는 전략에 관심

을 기울이는 것이다. 두 작품에서 이창래와 이시구로의 서술방식은 자기회고를 

통해 기억을 왜곡하려는 서술자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이런 방식은 마

치 경계적인 위치에서 모국의 역사를 상상하고 사유하는 작가의 목소리를 투영

하는 것과 같다. 절제된 표현과 모호한 서술을 통해 감추지만 항상 남아있는, 그

러한 흔적을 되찾는 작업은 역사 기록의 틈새를 보충하려는 상상력의 글쓰기, 이

것이야말로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학

적 장치를 중심으로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작가의 작품세계를 간략하게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창래의 경우, 첫 작품 �원어민�에서는 아시아계 소수인종 스파이의 인

종적 우울증을,�제스처 인생�에서는 혼란스러운 역사적 경험을 ‘패싱(passing)’

을 통해 체현한 노년 주인공의 절제된 어조로 표현한다. 특히 �제스처 인생�은 

종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나 역사적인 기억과 증언에 초점을 두

지 않는다. 오히려 작가는 다양한 관계의 인물과 트라우마의 양상을 조명하는데 

이를 제스처, 침묵, 소통의 부재와 단절,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 드러낸다. 비

교적 최근작인 �만조의 바다 위에서�(On Such a Full Sea, 2014)는 특정한 장

소성과 시간성이 삭제된 가상의 디스토피아가 주요 배경이다.

이시구로의 경우, 첫 작품인 �창백한 언덕 풍경�(A Pale View of Hills, 

1990)에서 전후의 상처를 전하는 미망인의 목소리가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에

서 예술가의 목소리로 이어진다.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의 목차는 특정한 날짜

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표지가 그때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실인지 혹

은 기억 속에서 재구성된 것인지는 모호하게 다가온다. �나를 보내지 마�(Never 

Let Me Go, 2010)에서는 영국을 배경으로 복제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를 펼치면

서 인종 문제가 부각되지 않는다. 작가는 특히 각각의 인물들이 지닌 상처를 전

달하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것은 이야기의 서사 구조, 예술가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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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모티프 등으로 나타난다.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에 등장하는 화가라는 인

물 설정은 데뷔작과 단절적인 느낌을 주지만, 예술가 혹은 예술 모티프는 후기작

인 �녹턴: 음악과 황혼에 대한 다섯 가지 이야기�(Nocturnes, 2010)에 이르기까

지 이시구로 작품 세계를 이루는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예술가 혹은 예술 모

티프는 이시구로 문학의 중심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 및 증언과 관련하여 두 작가의 작품에서 주의 깊게 볼 또 하나의 

지점은 ‘재현 자체’에서 야기되는 정치적인 논점이다. 이것은 재현 불가능한 것

이 있는가라는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ere)의 미학적 재현의 논의를 참조

할 수 있다. 경험의 모든 영역을 일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구축하

는 것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조건 아래서 가능한가를 화두로 던지는 랑시에르는 

새로운 예술의 양식을 ‘증인의 이야기’ 속에서 찾는다3. 즉, 사유가 가능한 것을 

초과하는 사건의 실존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우리의 사유가 제어할 수 

있는 것 사이의 본질적인 불일치를 증언하는 예술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 그의 핵심은 새로운 양식의 예술의 고유함은 바로 이러한 “제시 불가능한 것

의 흔적을 기입하는 것임”(�이미지의 운명� 200)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랑시에르의 견해는 경계적 위치의 두 작가의 작품 속에 현현되는 

상상력의 재현 방식을 랑시에르 식의 문학의 정치로 확장시킬 수 있는 준거점을 

마련해준다. 이창래와 이시구로가 두 작품 속에서 재현이 불가한 것들의 흔적을 

기입하는 방식은 주로 사유를 초과하는 이미지들이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모습

을 드러낼 수 있는 매개적 성격의 인물과 양상을 통해서이다. 아울러 모호한 역

사 재현과 은유적 표현, 1인칭 화자의 서사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균열과 틈은 랑

시에르가 언급한 사유를 초과하는 어떤 것을 증언하는데 적절한 환유적 상상력

을 자극함으로써 오히려 비워져 있는 곳에 기록될 수많은 이야기의 가능성을 열

어 놓는다. 

  3 랑시에르에 따르면 문제는 사건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사유를 초과하는 ~가 있었다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미지의 운명� 1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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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매개적 성격의 인물과 양상: 부역자

“변화와 차이를 통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생성해나가는 것”(401)이라는 스튜

어트 홀(Stuart Hall)의 정의처럼 초국가적 디아스포라는 이질적 문화들 사이에

서 다양한 혼종과 갈등의 양상들을 만들어내며 국가와 민족, 문화의 경계를 넘나

든다. 그와 동시에 간혹 민족/국가는 경계지대(outside-between)에 있는 이들에

게 소속의 공간이 아니라 도리어 부인과 사회적 비체화의 지점으로 작동하기도 

한다(박미선 146). 이처럼 단선적으로 속단할 수 없는 디아스포라 작가들에게 정

체성은 매우 예민하게 다룰 문제다. 

디아스포라로서의 소속감의 부재나 난민의식은 소설 속의 인물들의 성격을 규

정하는 방식과도 연결되는데, 이창래와 이시구로의 작중 인물의 성격은 곧 작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작품 속의 주인공과 실제 

작가의 불일치하고 균열된 지점을 살피는 것은 더욱 흥미로운 논제이다. 이 균열

된 지점에서 매개적 성격의 인물을 앞서 말한 증언의 방식과 연결해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리 말하면 그와 같은 매개적 성격의 인물들 역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작가

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닌, 부역자라는 인물 설정을 통해 작가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모호한 경계에 위치한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과거의 역사적 트라

우마를 조명하고자 한 것은 이 작품들에서 분명 주목해야 할 요인이다. 주지하다

시피 이창래와 이시구로가 창조해낸 1인칭 화자는 자기기만과 부정, 자기합리화

라는 서술적 특징을 갖는다. 그들은 급박한 역사적 상황 속 개인의 선택의 순간

에 갈등을 겪었고, 그 선택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채색해야 한

다. 이때 전장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부대의 위생 안전과 위안부 여성들을 관

리했던 하타와 전후 그의 제스처 같은 삶의 형태, 그리고 군국주의의 정치적 이

상에 경력을 바친 후 예술가로서의 인생이 단절된 오노의 삶이 언어라는 기억의 

여과장치를 통해 새롭게 조명된다. 

짐작하다시피 �제스처 인생�과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에서 두 주인공의 서사

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과연 믿을 만한 진술인가 하는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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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가 제기된다.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를 생각할 때조차 완벽한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

려운 일인 것 같다. 다 알다시피, 과거란 것은 결국 매우 불안정한 거울과도 같아

서 너무 가혹하면서도 지나치게 비위를 맞추어 주기 십상이며, 따라서 사람들이 믿

고자 하는 것과는 달리 결코 진실을 비추어 주지 않기 때문이다. 

It seems difficult enough to consider one’s own triumphs and failures with 

perfect verity, for it’s no secret that the past proves a most unstable 

mirror, typically too severe and flattering all at once, and never as 

truth-reflecting as people would like to believe. (GL 5)

항상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살아오는 동안 저지른 잘못을 인정할 때에는 분명 만

족과 가치가 얻어지는 법이다. 여하튼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임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실수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더 수치스러운 것이다. 

. . . it may not always be an easy thing, but there is certainly a satisfaction 

and dignity to be gained in coming to terms with the mistakes one has made 

in the course of one’s life. In any case, there is surely no great shame in 

mistakes made in the best of faith. It is surely a thing far more shameful to 

be unable or unwilling to acknowledge them. (AFW 124-25)4

이창래와 이시구로의 화자는 본격적인 서사를 진행시키기에 앞서 과거를 “매

우 불안정한 거울”로 비유한다던가, 자신의 과오를 기꺼이 인정했음을 확신하는 

과장된 제스처를 취한다. 그러나 이들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이야기가 진행되며 

드러나는 일련의 모순된 서사는 두 인물이 자부하는 영광스런 과거가 현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불안의 요소로 감추어져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아울러 그들이 

기술하는 모든 사건이 역사적 진실이 아닌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의 심리상

태에 전적으로 좌우된다는 것을 지시하는 여러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가령 

  4 Ishiguro, Kazuo, An Artist of the Floating World (Faber and Faber, 1992). 이후 이 작품에

서 모든 인용은 AFW로 축약하여 괄호 속에 면수만 적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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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타가 격앙된 상태에서 “그 어떠한 부분도 기억할 수 없었다”(GL 305)라고 말

한다던가 오노가 이야기의 끝에 “단언할 수 없다”(AFW  92)와 같이 머뭇거림과 

얼버무림의 화법을 구사하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화제를 전환할 때 

종종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끝맺거나, 스스로 시작한 이야기를 두고 자기도 모르

게 “이야기가 옆길로 새고 말았다”(AFW 28)거나 “이야기가 본론을 벗어나고 말

았다”(AFW 151)는 것 역시 눈여겨볼 점이다. 

그렇다면 이창래와 이시구로는 왜 역사적 사건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 즉 매

개적 성격의 인물들을 그려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전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창래는 한 인터뷰를 통해 본래 �제스처 인

생�을 위안부의 시각에서 서술하려 했으나 위안부 생존자들과의 실제 면담 후 

자신이 쓴 이야기가 결코 그들을 증언할 수 없음을 느꼈다고 고백했다(Garner). 

이후 그의 차선책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한 남성의 복잡한 심리와 입장이었으며 

이렇게 해서 탄생한 인물이 한국 태생이지만 일본에서 양육되었으며 후에 미국

으로 이주한 복합적인 층위의 국가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물 하타이다(Lee 

2001, 14). 자신의 첫 작품에서부터 전쟁의 트라우마를 지니고 힘겨운 일상을 

영위하는 인물을 선보였던 이시구로는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에서는 그 주제 

의식을 좀 더 심화시킨다. 쉥 마이 마(Sheng-mei Ma)는 어린 시절 일본을 떠났

던 이시구로가 자신의 기억 속 일본의 모호하고 제한적인 이미지를 이 작품 속에

서 매우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이시구로의 글

쓰기의 강점인 암시적인 방식의 서술은 화자인 오노의 특질로도 연결된다. 일본

이 제국주의 열강으로 발돋움하며 본격적인 군국주의 국가로 자신의 입지를 굳

히려 할 때, 오노는 많은 젊은이들처럼 직접 전장에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전장으로 독려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수행했다. 참전을 종용하는 오노의 작품들

은 많은 추종자를 양산해내며 자연스레 그는 예술가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실

력자로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두 인물이 일본 군국주의의 역사 속에서 수행한 “부역

자”로서의 역할은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그 사회 속 유대와 후원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 부합하는 단일한 정체성을 

이루려는 하타의 열망은 항상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그를 추동했고,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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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신자와 부역자라는 이름표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남고 인정받기 위해서 터

득한 그만의 생존 방식이었다. 가업을 거부하고 일찍이 화가를 꿈꾸던 오노의 경

우 어린 시절 자신이 동경하고 바라는 예술세계에 대해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온갖 유혹이 들끓는 세상”(AFW 46)이라 폄하하는 아버지에 반해 무

작정 장인의 작업장에 발을 들이는 추진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자신이 선택한 예술세계와 이별을 고하게 되는 계기는 바로 아버지가 우려

했던 그 세계의 유혹적 성격과 타락 때문이다. 예술세계의 불안정성과 퇴폐성, 

일시성을 뛰어넘어 “요동치는 사태에 초연”(AFW 73)하고자 오노가 선택한 새

로운 길은 새로운 일본 정신의 최선봉에 서는 것이었다. 즉 오노는 자신이 영원

한 가치라 믿었던 군국주의 정치 혁명을 위해 자신을 내던지고 만다. 

패싱을 향한 자신의 욕구를 생략이나 변명을 통해 감추고 잘못된 관계 맺음을 

부정하거나 모호하게 만드는 하타의 모순과 선동과 선전을 위해 예술을 도구화함

으로써 사회적 인정욕구와 권력을 탐했던 오노의 자기기만은 1인칭 화자를 신뢰

하며 그들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따라가던 독자의 혼란을 부추기며 그들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전략적 장치이다. 그러므로 서사가 진행되며 독자는 이내 그들

이 설명할 수 없으며, 명백히 밝히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러 이제껏 두 화자의 평

화로운 현재의 삶에서 누락되고 배제된 은폐된 과거의 진실에 다가서게 된다.

하타의 자기모순은 스스로를 “은밀한 헤엄꾼”(GL 24)이라 일컬으며 수영을 

반복하는 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내 숨의 마지막까지 모두 뱉어 버린 뒤, 기침으로 허파 전체를 토해 낸 뒤의 감각. 

다시 정화된 것 같은 느낌. 무너뜨렸다가 새롭게 다시 세운 느낌. 마치 조금 전의 

나를 모조리 추방해 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아침에 수영을 하다가 마지막 한 턴을 

남겨 놓았을 때, 마지막 몇 미터를 남겨 놓고 일부러 숨을 들이쉬지 않을 때가 떠

오른다. 마치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 같은 느낌. 헤엄을 치다가 반쯤 죽어 버린 것 

같은 느낌. 

for just as I’ve expelled every last ounce of breath, nearly coughed out a 

whole lung, there’s also a feeling of something like purity again, a razing 

and renewal, as if I might wholly banish all that I was just a moment ago. It 

reminds me of swimming the final length of a morning, when in those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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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ds one refuses to take air, as if becoming something else, almost 

half-dying in the crawl. (GL 207)

반복적으로 수영 장면을 묘사하는 하타의 서술에서 특징적인 것은 수영하는 

과정이 일종의 의식과도 같다는 것이다. 일부러 숨을 참으면서 죽음에 다가서려 

한다거나 그 위태로움에서 “과거의 검은 불들”(GL 152)과 조우하며 다시 한 번 

과거를 되새기는 것은 살아남은 하타의 무의식 속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즉, 과

거 자신이 위안부 끝애(Kkutaeh)를 구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조화와 균형”(GL 74)을 위해 윤리적 의무를 져버린 죄로 끊임없는 죽음충동에 

시달리는 것이다. 

다케다(Takeda) 장인의 작업장을 뛰쳐나온 오노의 경우 유럽인이 원하는 오

리엔탈리즘적인 그림들을 기계처럼 그리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자신이 “진짜 예

술가”(AFW 71)라 믿는 세이지 모리야마(Seiji Moriyama)의 문하로 들어가게 

된다. 당시 거대한 유파를 형성하며 주로 세속적인 주제, “형태 없고 일시적인 

것들을 기리는데”(AFW 150) 주력하던 모리상의 환상적인 우키요에(浮世繪) 화

풍에 감흥하여 오노는 “쾌락의 세계의 스러질 듯한 등불을 포착”(AFW 174)하

려 애쓴다. 하지만 그가 또 다시 스승을 배신하는 계기는 대일본 제국이라는 더 

커다란 환상을 쫓아서이다.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자기 정당화의 논리를 내세우지만 결국 그의 입을 통해 우회적

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그가 쫓던 것은 마치 모리상의 문하에서 그리던 ‘우키요

에’와 같은 부유하는 세상의 덧없음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에게 “맹목적

으로 군중을 따르지 말고 내가 어디로 휩쓸리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 신중히 고민

해야 한다”(AFW 73)는 그의 논지는 결국 자신의 변심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었

음이 드러난다. 

이처럼 과거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화자들의 모순된 서술의 원인은 

서술하는 자아와 경험하는 자아의 역할이 구분되는 것에서도 일부 요인을 찾아

볼 수 있다. 경험자아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일이 서술자아의 서술방식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면, 반대로 서술자아는 서술이라는 행위를 통해 경험자아의 삶의 

구성에 영향을 끼친다(나병철 452). 두 화자의 고백 서사를 분석해보면 관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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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타와 오노는 자신들의 위치가 증인이자 목격자로서 자기 서술의 진위를 보

장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의 서사에서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

들이 증언하는 것이 아닌 보지 못하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두 화자의 서술에서 “말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망각된 것은 바로 일본 군국주

의에 대한 헌신과 참전에 대한 기억으로 얼룩진 과거이다. 즉, 그들의 일대기의 

진실을 지시하는 것은 표면상의 유려한 회고가 아닌, 흡사 그들에게 결핍과 틈, 

얼룩과도 같은 바로 그 생략된 과거이다. 하지만 서술을 거듭할수록 인위적 내러

티브에 의해 구성된 의미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지점, 바로 그 붕괴된 공백의 지

점에서 잔존하고 있던 침묵과 금기의 과거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서사를 진행하는 내내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하타와 오노의 조작된 목소리는 알렉시스 모츠(Alexis Moutx)의 

지적처럼 “자기합리화와 잦은 입장변화로 이어지며 실제와의 간극을 조성한

다”(413). 이러한 인물들의 양상은 삶 속에서 다시 제스처나 우키요에 모티프를 

통해 은유적으로 반복된다. 레베카는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에서 부역자의 역할

을 한 오노의 이야기를 “몸짓언어에 가까우며”(1053)라고 표현하면서 예술가 오

노를 작가 이시구로와 은유적 관계로 동일화하고 있다. 하타의 제스처에 대해 앤 

쳉(Anne Anlin Cheng)은 “그의 제스처의 특징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태도가 윤리적 무능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한다(10).

이와 같이 매개적 성격의 인물들은 문학을 통한 증언이란 어떻게 가능한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노뿐만 아니라 이창래 소설 속의 

스파이, 청소부, 잠수부 등의 인물들과 그들의 제스처와 같은 삶의 태도, 그리고 

이시구로 소설 속의 풍속화 우키요에를 비롯해 재즈, 녹턴 등 음악 모티프와 같

은 미학적 장치는 두 작가만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재현하고 증언하는 방식을 보

여주고 있다. 

IV. 보편성의 추구: 전략과 비판

랑시에르는 문학의 정치성에 대한 논의에서 예술의 정치가 예술가들의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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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 정치적이라는 의미는 문학이 세계에 참여한다는 의미

가 아니다. 그는 문학이 기존의 사물들에 새롭게 이름을 붙이면서 단어들과 정체

성 사이의 간극을 생성하게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탈정체화의 방식으로 세상에 

개입하게 된다고 설명한다(�문학성� 448). 즉 말을 유통하고 가시적인 것을 전시

하며 정서를 생산하는 “새로운 형태들이 기존의 체계와 단절하고 새로운 역량을 

규정한다는 의미”(랑시에르 �해방된 관객� 91)에서 미학의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

다. 따라서 예술가들의 정치에 앞선 예술의 정치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 작가로서 이창래와 이시구로의 글쓰기는 두 가지 것 사이의 경계

인 동시에 통로이다. 그리고 이 관계는 경험적이라기보다는 구성적인 것이다. 두 

작가는 소설 세계 전반에 걸쳐 두드러진 미학적 장치들을 통해 작가 스스로 역사

를 어떻게 상상하고 이야기하는가를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민족/국가 체계의 안

팎에 걸쳐 있으면서 기존의 서사 체계에 포획되지 않은 것들의 창조적인 성격에 

주목함으로써 역사를 상상하도록 도와주는 매체의 진정한 소통의 근거와 의미를 

찾는다.

더불어 이창래와 이시구로의 작품세계는 점진적으로 어느 한 문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보편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유사한 방향성을 드러낸다. 그렇

다면 작가들은 왜 인종적 정체성이나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재현하는 것에 관심

을 기울이기보다는 인간과 예술 등과 같은 보편적인 것들을 문제 삼는 것일까. 

중립적인 시각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글쓰기, “보편적이고 세계적 문학과 아시아

인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차이의 간극”(김대중 42)은 단지 비판할 것만이 아니라 

왜 그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양면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대상이다. 

자기 자신과 글쓰기에 대해 이창래는 “나는 그저 스스로를 작가라고 생각할 

뿐입니다(I just think of myself as, you know, a writer)”(김지영)라고 답하거

나, 이시구로의 경우 “고향을 상실한 작가(homeless writer)”(Ishiguro 1991, 

115) 혹은 “국제적 방식(international way)”(Ishiguro 1991, 115)의 글쓰기라

고 표현한다. 작가들은 이처럼 여러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에 대해서 어디에도 속

하지 않은 위치를 유독 강조한다. 또한 이를 입증하듯이 작품 속에서도 의도적으

로 그들의 소수인종 정체성을 배제하고 있다. 

두 작가들의 소설에서 점진적으로 등장하는 특정한 장소성과 시간성을 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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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간성과 무공간성의 표지는 그곳에 어떤 것을 삽입해도 상관없는 의미가 부

재하는 기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설 속의 한국과 일본, 나가사키와 상

하이, 영국과 미국이라는 공간은 실제 장소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작가의 주장처

럼 그들의 상상력 속에서 재구성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만 이제 어느 누구도 그런 것들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왜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운이 

좋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왔다. 하지만 그 

어딘가는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It is known where we come from, but no one much cares about things like that 

anymore. We think, Why bother? Except for a lucky few, everyone is from 

someplace, but that someplace, it turns out, is gone. (On Such a Full Sea 1)

너희들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단다. 너희들이 어른이 되면, 심지어는 중년이 되기 

전에 장기를 기증하기 시작하게 될거란다. . . . 너희는 단일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 모두의 미래는 정해져 있단다. 

Your lives are set out for you. You’ll become adults, then before you’re old, 

before you’re even middle-aged, you’ll start to donate your vital organs. . . . 

You were brought into this world for a purpose, and your futures, all of 

them, have been decided. (Never Let Me Go 80)

인용된 이창래의 �만조의 바다 위에서�는 가상의 미래 사회에 살고 있는 잠수

부 소녀 판(Fan)의 모험을 통해 디스토피아의 계급 사회를 묘사하고 있어서 이

전의 작품들과 다르게 단절적인 느낌을 준다. 한편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에서는 배경은 영국이지만 복제인간들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인종 문제는 

전혀 부각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두 작가가 여러 인터뷰를 통해 아시아계라는 소수인종의 프레임을 

고사하는 것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종 문제에 갇히지 않으면서 인간, 역

사, 책임, 윤리 등 보편적인 영역을 추구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서사 전략은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무화시키면서 보편성을 획득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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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처럼 국민 국가 인종의 특수성을 지우면

서 인간과 예술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지점을 미학적 전략으로 볼 것인지 정치적

인 책임 문제와 연관해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기존의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소설과는 다른 구도를 취

해나가고 있는 두 작가의 강점은 경계적 위치에서 조망할 수 있는 보다 복합적이

고 균형 있는 시각을 토대로 점차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며 창조적인 실험

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두 작가가 작품 속에서 고뇌하는 인간 보편의 문

제는 소수인종의 특수한 상황과 소재를 세계 문학이라는 새로운 틀 안에서 논의

하며 더욱 다양한 독자층을 포용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아시아계라는 거대담론 

속에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소수인종 문학의 다양성을 담아내는 새로운 기회

가 될 수 있다. 아시아계라는 큰 구도 안에 내재하는 다양성과 특수성에 주목하

고 동시에 이러한 변화된 문학적 지형들을 인식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급한 도식화를 꾀하지 않고 각각의 작가들이 재현해내는 

개별성과 문화적 차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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