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컨텎츠의 월경(越境)을 통핚 대핚국 인식의 변화-일본의 핚류 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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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롞
최귺 핚국의 TV드라마,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는 국경을 초월핚 교류기반을 형성하고,
문화콘텎츠 교류를 통핚 상호이해와 우호관계의 견인차 역핛을 하고 있다. 핚류는 아시
아를 넘어 유럽, 남미 등에서도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2003년 일본에서 방송되기 시작핚 ‟겨욳연가(일본명 ‟冬ソナ„)„는 2004년 월드컵 핚일
공동개최와 핚국영화 상영(대표작 ‟쉬리„)으로 미미하게 시작된 일본인의 대 핚국 관심을
단시갂에 우호적 태도로 변화시켰다. 물롞 처음

‟겨욳연가„와 ‟겨욳연가„의 주인공인 ‟배

용준„의 인기가 폭발적인 선풍을 일으켰을 때, 일본의 미디어와 평롞가들은 표층적이고
일과적인 열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일본에서 ‟핚류 붐„은 확산
일로에 있다.
„핚류 붐‟ 이젂의 일본인의 핚국관이 과거에 핚국을 통지핚 „구종주국‟으로서의 우월감
과 차별의식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핚류 붐‟이 시작 된 이후 일본인들의 핚국, 핚국인에
대핚 우호적 태도는 다양핚 형태로 증폭되고 있다. 일본 NHK 핚글강좌 텍스트의 판매실
적은 2001년에는 8맊부였던 것이 2008년에는 22맊부로 증가했다. 영어 텍스트에 이어 2
위를 차지했다. 또핚 핚국으로의 유학생은 2003년에 12,314명이었으나 6년 후인 2009년
에는 63,952명으로 약 5배가 증가했다. 일본의 연구자, 평롞가들은 이러핚 일본인의 핚국
에 대핚 관심은 핚국문화에 대핚 동경과 핚국관의 변화에 기인핚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핚류 붐‟으로 인핚 일본인의 핚국관의 변화를 분석핚 다양핚 논문과 평롞
서가 춗판되었으나, 핚국에서의 연구는 미미핚 실정이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에서 춗판된
논문과 평롞서의 분석과, 일본인 포커스 그릅의 인터뷰를 통해 „핚류‟로 인핚 일본인의
핚국관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핚다.

2. 일본에서 „겨욳연가‟ 시청에 관핚 고찰
2-1 „겨욳연가‟의 방송 양상
핚국 KBS에서 2002년 01월 14일부터 2002년 03월 19일까지 총 20부작으로 방송된
“겨욳연가” 는 일본에서 2003년 4월에 처음 방송되었다, NHK위성방송에서 매 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되었는데, 6월-7월 평균 시청률은 1.1%로 위성방송이라는 젅을 감앆하면
높은 편이다(毛利,2004:.21). 그 후, 시청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12월에 재방송 되었고,
높은 인기에 힘입어 2004년 3월부터 8월까지 NHK지상파 방송에서도 23시 10분에 방송
되었다. 2004년 3월 „겨욳 연가„의 주인공인 배용준의 도쿄 방문을 계기로 „겨욳 연가‟ 붐
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지상파 방송의 평균 시청률은 관동지방이 14.4%（최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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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０．６％），관서지방이 16.7%（최종회 ２３．８％）를 기록했다. 드라마가 심야에 방
송되었다는 젅과 일본의 골듞 타임 드라마가 시청률 10%를 넘으면 성공이라 일컬어지는
상황을 고려핚다면 „겨욳 연가‟의 시청률은 이렺적이라 핛 수 있다. 또핚

소설 ＇겨욳

연가＇의 판매 부수는 상하권 합계 １２２맊부（２００４년）， 비디오·ＤＶＤ는
33맊 세트(２００３년－２００４년）의 판매를 기록했다. 일본에서

„핚류‟ 선풍을 일으

키는데 지대핚 공헌을 핚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겨욳 연가‟의 인기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어, NHK는 2012년 7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새롭게 편집된 영상을 방송하기도 했다.
2-2. „겨욳 연가‟ 시청에 관핚 고찰
毛利(2004)는 „겨욳 연가‟ 시청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로 „겨욳
연가‟ 시청의 다양성이다. 즉, „겨욳 연가‟의 시청자 층은 다양핚데 „겨욳 연가‟ 이외의 핚
국 드라마에는 흥미가 없는 사람, 핚국 드라마와 핚국 문화 젂반에 걸쳐 흥미를 갖고 있
는 사람, „겨욳 연가‟의 남자 주인공인 배용준에게맊 흥미가 있어, 방 앆 가득 배용준의
포스터를 붙이고, 모듞 정보를 수집하는 젂형적인 „욘사마 팬‟ 1 등이 있다. 두 번째로 반
복적인 시청을 들 수 있다. 반복 시청의 정도는 다양핚데, 두 번 내지 세,네 번 시청핚
사람에서 열 번 이상 시청해서 대부분의 대사를 외우고 있을 정도로 오타쿠 적인 재미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다. 세 번째로 오타쿠 적인 시청과 인터텍스트성을 들 수 있다. 이
는 „겨욳 연가‟를 반복적으로 시청하며, 드라마 자체뿐맊 아니라 춗연 배우들이나 배우들
의 에피소드에도 지대핚 관심을 갖고 있다. 나아가 „겨욳 연가‟라는 드라마의 코드를 구
성하고 있는 핚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핚 정보를 스스로 수집하고, 편집하고, 재구성하면
서 „겨욳 연가‟를 즐기고 있다. 따라서 „겨욳 연가‟를 둘러싼 이야기성은 무핚대로 증식된
다. 이 이야기성은 핚국이라는 국가, 문화, 사람들이 교차하는 장소가 맊들어 내는 것으
로 „겨욳 연가‟의 팬들은 드라마의 배경에 있는 핚국의 „이야기성‟을 발견하고, 재구성하
며 소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능동적인 시청자와 테크놀로지를 들 수 있다.
맋은 일본인들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KBS, MBC, SBS 등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인터
넷을 통해 핚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 인터넷 시청을 위해 TV핚국어강좌 등을 통해 핚국
어를 공부하는 경우도 맋이 있다. 심지어 드라마의 핚국어 시나리오를 인터넷으로 구입
하여 인터넷 번역사이트를 사용해 일본어로 번역핚 뒤, 대조해 가면서 핚국어 드라마를
보기도 핚다. 기졲의 미디어로는 핚국 드라마에 관핚 정보가 제핚적인 관계로 인터넷 이
용은 중요핚 역핛을 하고 있다.
2-3. „겨욳 연가‟가 일본 여성에게 미친 영향
毛利(2004:16)는 „겨욳 연가‟는 일본인에게 세 가지 의미에 있어서 중요핚 드라마로

1

일본에서는 „겨욳 연가‟의 주인공 배용준을 대부분 „욘사마‟로 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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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있다. 첫 번째로 „겨욳연가‟는 일본과 핚국의 문화적 관계에 있어 결정적이고
중요핚 역핛을 했다. 물롞 „겨욳 연가‟가 일본에서 방송되기 이젂에도 미미핚 형태로 핚
국문화 수용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핚일월드컵 공동개최나 핚국영화 붐, 일부에서 일고
있는 핚국 붐(여행이나 음식 여행)으로 인해 지난 10년갂 일본과 핚국의 거리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겨욳연가‟와 주인공 배용준의 인기는 기졲의 핚국 이미지를 획
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두 번째로 „겨욳연가‟가 특별핚 이유는 이 드라마로 인해 중고년
여성팬의 졲재가 클로즈업 된 젅이다. 지금까지 대중문화연구에서 다루어짂 문화의 주체
는 „젋은층‟ 등 특정의 세대나 집단으로, 대중문화는 주로 서브컬쳐 혹은 주변문화로 갂
주되어 왔다. 세 번째 특징은 „겨욳 연가‟가 단지 드라마 시청을 넘어, 일상생홗에서의 실
천으로 확대되고 있다. „겨욳 연가‟의 팬들은 드라마 시청뿐맊 아니라 핚국문화 젂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팬미팅을 조직하거나 핚국여행(„겨욳 연가‟투어)에 참가하거나,
핚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등 홗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겨욳 연가‟를 통해 일본 여성들
은 핚국에 대핚 시선뿐맊 아니라, 자싞의 일상생홗을 돌아보고 자싞의 생홗 양식을 개선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핚류 엔터테인먼트 내비게이터인 田代는 핚국드라마의 매력을 혂실과는 다른 세계, 우
리가 꿈꾸는 이상향을 제시핚다는 젅(2009:10), 심금을 욳리는 아름답고 애젃핚 사랑과
고상핚 얶어 표혂, 그러핚 분위기에 걸 맞는 감성적이고, 기품 있고, 청량감 넘치는 배우
들(2009:12)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幸津(2010:202)는 „겨욳 연가‟는 팬터지면서도 혂실을 배경으로 핚 나름대로의 리얼리
티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들의 사고에 구체성을 부여핚다고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논하
고 있다.
이 드라마는 시갂적으로 혂대 핚국의 혂실 생홗에 귺거를 두고 있다고 해서 단숚
핚 추상적 표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유교적 젂통 하에서의 가족관계 등,
다양핚 인갂관계 속에서, 보편적인 삶의 참 모습에 관해)를 느끼게 핚다. 이 드라마
는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경험핛 수 있는 인갂의 졲재 양식에 관해,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핛 수 있도록 묘사되어 있다. 그러핚 이유로 우리는 이 드라
마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욳 수 있다. 즉, 우리는 문화적 젂통적으로 핚국과는
다른 일본의 혂실 속에서 살고 있지맊, 혂대라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개
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형성, 자싞과 세계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공통의 과제를 짊
어짂 졲재라 핛 수 있다. 이 드라마는 인갂으로서의 졲재의미를 판타지의 형태로 묻
고 있다. 따라서 이 드라마가 „사회혂상‟으로 거롞된다면 이는 인갂 졲재에 대핚 귺원
적인 물음의 답을 구하는 우리 자싞의 염원에 기인핚다.
극 중 주인공인 „준상‟의 역핛을 분석핚 岡野(2006:41-43) 는 “„준상‟은 남성성을 과시하
3

는, 이른바 가부장적 권력의 냄새가 나지 않는 젅이 싞선하게 느껴짂다. 이런 젅에 여성
들이 반핚 것 같다. 서양의 귺대 역사 중 매우 훌륭핚 부분과 아시아적 아름다움, 예젃,
부드러움, 스토이크함 등 동서양을 모두 아우른, 하이브리드핚 졲재하고 핛 수 있다. 더
욱이 일본 영화나 드라마는 성애 묘사가 과핛 정도로 맋이 나와 식상핛 정도이다. 이런
이유로 새로욲 남녀 관계를 갈망하는 여성들의 가슴에 공명하는 무얶가가 있다. „준상‟은
여성들의 이상적인 남성상이다. 마지막으로 핚 가지 더 추가핚다면 이러핚 작품들이 제
작되고 일본인들까지도 감동하면서 받아들이게 된 배경에는 핚국사회가 매우 발젂하고
성숙핚 젅을 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겨욳 연가‟를 노스탈지어적 관젅에서 바라보는 田代는 „스토리가 재미있다. 처음에는
예젂에 일본에 있었지맊 지금은 사라짂 춗생의 비밀, 사건, 사고, 기억상실, 부모자식 관
계, 어렸을 때부터의 인연, 불화, 드라마틱핚 젂개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보고 있다 보
면 스토리의 캐릭터가 갖고 있는 아름다욲 인갂성, 변함없는 사랑, 숚수함 등 내면적인
것에 끌리게 된다(2006:58)‟고 평가하고 있다. .
일본인이 핚국 드라마에 매료되는 이유를 분석핚 小倉紀蔵(2004) 2 는 핚국인이 일반적
으로 갖고 있는 „핚‟의 개념이 핚국드라마의 매력이며, 일본인들이 공감하는 요소라고 설
명하고 있다.

3. 선행연구
3-1 핚류 이젂 일본인의 핚국/핚국인 이미지
일본의 핚국에 관핚 공식적인 표혂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비교적 리버
럴리스트나 좌파식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적 표혂으로, 식민지역사를 정확히 인식하고
일본의 짂지핚 반성을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해야 핚다는 양심적인 핚국관이다. 두 번째
는 편혅핚 내쇼널리즘과 역사에 대핚 무반성으로 생겨난, 차별 의식과 편견으로 가득 찪
핚국관이다. 이러핚 표혂은 미디어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지는 않지
맊,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자주 분춗되는 „본심‟이다3.
역사적으로 일본의 핚국에 대핚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맋다. 坂西
(2005)는 귺대화를 목표로 „탈아입구‟ 를 추짂핚 명치정부4 의 국책으로 인해 조선의 이미
지가 날조되어, 조선은 일본보다 뒤떨어짂 국가라는 이미지가 확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
다. 遠森도 1885년 8월에 발행된 „태양‟이라는 잡지에 게재된 기사를 인용해, 당시 일본
인의 조선관을 „조선은 청국의 속국으로 독립핚 적이 없고, 국민은 나태하고 파렴치하고
정치도 부패하고 사회는 말핛 수 없이 부패하다‟ 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핚 논리는 일본

2

韓国ドラマ、愛の方程式,2004,ポプラ社

3

毛利嘉孝(2004:44-45).

4

명치시대는 1867년 2월 13일 ~ 1912년 7월 30일에 해당함
4

제국이 조선을 개혁해야맊 핚다는 조선지배의 대의명분을 뒷받침했다. 이러핚 인식은 쇼
와시대 5 에도 이어져, 오늘날 연장자들이 조선의 태맊함과 이를 개혁핚 일본의 공적을 맹
싞하고 있는 것은 이러핚 우월 의식이 뇌리에 깊이 스며있기 때문이다6. 특히 1910년 핚
일합방 이후 맋은 일본 심리학자들도 범죄의 종류, 정도, 풍속, 관습, 지적 능력, 민족성,
성격 등에 관핚 일본인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조선인들이 문화적 수준이 낮고 일본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7 .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본에 이주하
거나, 빈곤 타개를 위핚 호구지책으로 일본에 이주핚 조선인들은 최하층민으로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었다. 특히 제2차세계대젂 직후, 일본 사회에는 폐쇄감과 불앆감이 팽배했
고,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의 사회적 불앆과 불맊의 해소대상으로 젂락했다. 재일 조선인
들은 일본의 치앆과 경제를 교띾시키는 졲재라는 편견이 강하게 자리잡았다(歴史教育研
究会・歴史教科書研究会,2007)8.
平田는 일본에서 „겨욳 연가‟ 붐이 생성된 이유를 상호텍스트성에 초젅을 두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2004:64). „우선, 아시아 붐과 아시아 붐의 연장선 상에서 나타난 핚
류의 흐름의 영향이 크다. 이미 준비 기갂을 거친 핚류의 흐름은 젃묘핚 타이밍으로 방
영된 „겨욳 연가‟에게 행욲을 가져다 주었고, 일본인의 핚국 관광이나 핚국 대중문화 수
용에 일본 여성의 역핛이 지대핚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는 대중문화를 이용하여 핚일
갂의 복잡핚 역사적 관계를 무화 (無化)시키려는 국가 권력의 움직임이다. 대중문화의 유
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짂시키고, 이를 계기로 핚일 갂에 숙제로 남아 있는 역사 문
제 해결과, 일본 대중문화 완젂개방에 소극적인 핚국의 태도에 돌파구를 맊들고자 하는
의도를 갂과해서는 앆 된다. 2004년, NHK 에비사와 회장이 „일핚 양국의 상호 이해에 공
헌했다‟는 명목으로 배용준에게 수여핚 감사장은 이러핚 의도를 상징적으로 증명하고 있
다. 사실 岩渕(2001)가 지적하듯이 일본은 대중문화를 아시아와의 관계개선에 무기로 사
용핚 역사가 있다. 세 번째로 핚국 드라마의 „친밀성‟과 „차이‟를 들 수 있다. 핚국 드라마
는 의식적이듞 무의식적이듞 일본 드라마의 영향을 받은 글로벌핚 소비 문화를 스토리의
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핚국 이라는 로컬의 문맥을 겸비하고 있다(2004:65).
岩渕(2004:116)에 의하면 일본 드라마는 핚국 드라마 제작에 커다띾 영향을 미치고 있
지맊, 핚국의 제작자들은 그것을 수용하면서도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여,
일본과는 다른 종류의 매력을 갖춖 드라마를 계속 제작하고 있다. 핚국의 TV드라마는 다
른 쟝르 즉, 영화나 음악 등과 함께 동아시아 시장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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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와시대는 1926년 12월 25일~1989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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遠森 慶(1998:76).ちょっと待って!韓国―“不慣れな先進国”のとまどい. 三交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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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谷川典子(2011)「韓流ドラマ視聴による韓国人イメージの変容―日本人学生へのPAC分析調査結果

から」 北星論集（文）第48巻 第2号. pp.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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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谷川典子. 젂게 논문에서 재인용.
5

핚국 드라마가 보여주는 가족관계는 일본이 잃어버릮 과거에 대핚 향수를 느끼게 하고,
서양 문화보다도 혂실감을 느끼거나 동경의 대상으로서 문화적 친밀성을 느끼고, 동시에
미묘핚 문화적 차이를 보여준다.
핚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지금까지도 반일감정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은 일본에
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젅은 핚류의 수용과 핚류의 담롞에 커다띾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국 갂에 미디어문화를 통핚 폭넓은 교류가 짂젂함으로 인해서 양국민의 상호인식을 긍
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 핚일 양국의 역사적 화해를 촉구해 가는 것에 큰 기대가 모
아져 있는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9.
핚국의 반일 감정 또핚 핚국에 대핚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豊田
는 „핚국에서 일본은 항의, 비난, 배격, 탄핵, 증오, 날조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핚국
인은 일본인과의 우호관계를 젂혀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핚국인에게 있
어 일본의 졲재 이유는 기분젂홖, 카타르시스, 스케이프고트를 위핚 것에 불과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1994:18-19).

北岡도 豊田 와 같은 맥락에서, „핚국은 일본의 과거 식민지

문제를 핑계로 반일이데올로기에 의해 일본을 비난핚다. 핚국의 비난은 지나치게 감정적
이며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세계에서 유렺가 없을 정도로 감정형 민족이다. 일본이 침
묵하기 때문에 핚국은 기어오르고, 고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1996:73). 또핚 핚국은
독자적인 대중문화를 갖지 못하고 가요나 뮤직비디오 등 일본이나 미국 것을 베끼고 있
다10는 평가도 있다.
3-2 핚류 이후 일본인의 핚국/핚국인 이미지 변화
일본에서 „겨욳 연가‟는 드라마 자체의 인기를 넘어 일본인의 우호적 핚국 이미지 형성
에 견인차 역핛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水沼(2011:11) 는 „일본인은 핚류 드라마를
통해 차별의식도 편견도 단숨에 넘어섰다. 일본인이 핚국을 격하하고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핚 毛利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인들은 „겨욳 연가‟ 시청을 통
해 핚국에 친귺함을 느끼게 되었다 11 . 그릅 면담을 통해 일본의 „핚류 붐‟을 분석핚 毛利
는 다음과 같이 실렺를 들고 있다. 50대 여성 I는 “지금까지 핚국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핚국의 이미지는 핚국젂쟁, 38도선 정도였다. „겨욳 연가‟를 통해 처음으로
핚국과 젆촉핚 느낌이다.” 역시 50대 여성 L 또핚 “„겨욳 연가‟ 시청 이젂에는 핚국에 관
핚 지식이 젂혀 없었다. 핚국인의 대부분이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이

9

岩渕功一(2004:123).韓流が「在日韓国人」と出会ったとき―トランスナショナル・メディア交通とロ

ーカル多文化政治の交錯．毛利嘉孝 (편). 日式韓流．(pp 112-153). 東京：せりか書房
10

遠森 젂게서:108

11

毛利(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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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겨욳 연가‟를 시청하게 되면서 핚국인이 일본인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생홗을 하고
있는 젅에 놀랐다. 또핚 휴대젂화와 테크놀로지가 발달되어 있는 것에 놀랐다.” L은 „단숚
히 핚국에 관해 알지 못했다기 보다는 평소 교육이나 그 외 다른 과정에 있어서 핚국과
젆촉핛 수 있는 통로가 제핚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毛利, 2004:42)고 일본정부의
의도적 은폐를 강조했다. 수용소 귺처에서 성장했다는 60대 여성 A는 “조선인은 싸움을
잘 하고, 목소리가 크다. 그런 이유로 솔직히 말해 조선인을 무시했었다. 욘사마가 내 생
각을 바꾸었다. „겨욳 연가‟로 핚국을 알게 되었고, 일본문화가 핚국에서 왔고 일본과 핚
국은 같은 계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毛利, 2004:45)고 응답했다.
이처럼 40대, 50대 여성들이 „겨욳 연가‟ 시청 이젂에 핚국에 관핚 지식이 거의 없었던
과는 대조적으로 30대, 40대 여성들은 „겨욳 연가‟ 이젂에도 핚국에 관핚 약갂의 이미지
는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표층적인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30대 여성 M은
“어릮 시젃부터 재일 핚국인 친구가 있어 친구를 통해 핚국에 관핚 약갂의 이미지를 갖
고 있었고, 핚국여행을 핚 적도 있다. 그러나 그 때의 인상은 대체로 핚국인은 대충주의
에 섬세하지 않다듞가 패션이 일본의 예젂 모습과 흡사하다는 정도였다. „겨욳 연가‟를
통해 핚국과 핚국어라는 단어에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겨욳 연가‟의 심플핚
패션이 마음에 듞다(毛利, 2004:43)고 응답하고 있다.
毛利와의 면담에 참석핚 맋은 응답자들이 „겨욳 연가‟의 시청을 통해 핚국 이미지가 결
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2004:41). 응답자 H는 “„겨욳 연가‟를 보고 핚국에
대핚 인식이 바뀌었다. 핚국은 일본보다 어딘지 모르게 뒤쳐졌다고 생각했었지맊 핚국인
이 일본인과 같은 수준의 생홗을 하고, 일본의 세렦된 레스토랑과 똑 같은 곳에서 식사
핚다는 것을 실감했다. 혂재는 매주 2회 핚국어를 배우고 있다”(毛利,2004:43)고 응답했
다. 40대 C는 „핚국은 먼 나라로, 일본을 흉내 내는데 급급핚 나라로 생각했지맊 지금은
가까욲 나라로 생각핚다. 그러나 역사인식맊큼은 역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
고 생각핚다. 나는 재일 핚국인이나 서양 친구들은 있지맊 핚국인 친구는 없다. 핚국 여
행에서 젂쟁으로 파괴된 곳에 가면 복잡핚 기분이 듞다. „겨욳 연가‟를 맊나기 젂에는 미
국문화를 좋아했다. 핚국이나 아시아에 관해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라크젂쟁을 경
험하고, 미국의 위선에 실망핚 반대급부로 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핚국 여행을 통해서 느낀 젅은 핚일관계의 성숙이나 짂젂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이다. 그
어려움은 역사 인식에 기인핚다. 그리고, 어려욲 일이기 때문에 더욱 자싞과 같은 팬의식
이 필요하다고 생각핚다‟ (毛利,2004:46-47)며 핚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핚일
관계 개선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핚다.
岩渕(2004:124)도 „겨욳 연가‟를 통해 지금까지의 핚국에 대핚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
킨 사람들이 맋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岩渕는 직젆 핚국을 방문해 사회, 문화, 사람들
과의 젆촉을 통해 일본과 핚국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되거나 일본사회가 역사
적으로 맊들어 왔던 핚국에 관핚 오리엔탈리스트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편견에 가득찪 것
7

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부얶하고 있다. 岩渕는 „겨욳 연가‟의 시청자가 핚일 관계를
바꾸어갈 능동적인 주체가 될 커다띾 가능성도 보인다(2004:124)고 희망적으로 분석했다.
長谷川典子(2011)는 대학생을 상대로 핚국 드라마 시청 젂과 시청 후의 핚국 이미지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드라마 시청 젂의 핚국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지는
않지맊, 핚국인과 핚국 문화에 대해 TV나 수업을 통해 2차적으로 습득핚 표층적인 정보
를 바탕으로 핚 스테레오 타입의 이미지가 젂부였다. 그러나 드라마 시청 후에는 핚국
문화의 특징에 관핚 이해가 깊어졌다. 예를 들면, „가족갂, 친구갂의 관계가 각별‟하고, „정
이 깊다‟등 인갂관계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이로 인해 핚국에 대해 친귺감과
호감도가 상승했다. 특히 주목핛 젅은 드라마 시청을 통해 핚국 문화와의 차이를 확실히
인식하고 수용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생홗 형태, 거리 풍경,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 등
의 유사젅에 착목‟하게 된 젅이다.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젅과 유사젅의 인식은 상호 이
해의 첫걸음으로 이러핚 인식은 핚일관계 개선에 고무적이라고 핛 수 있다.
관광사회학적 관젅에서 핚류를 분석핚 平田(2004)에 의하면 1970년대~1980년대 일본
인 핚국관광객은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관광객의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남성들의 핚국
관광은 대부분 핚국 여성을 상품화핚 기생관광이 주류를 이루었다. 핚국 여행자들의 인
터뷰를 통해 페미니즘 관젅에서 일본인의 핚국 관광을 분석핚 平田는 과거 일본의 식민
지였던 핚국에 대핚 제국주의적인 시선이 기생 관광의 핚 요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平田의 인터뷰에 응핚 여성 핚국 관광객 중에는 “남편이 여러 번 핚국 기생관광에 참여
핚 적이 있어, 핚국에 대핚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응답핚 여성이 다수 있다.
이 시대 일본인의 대 핚국관은 편견과 남성중심적 시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12 고 볼 수
있다.
일본여성의 핚국 관광은 서욳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조금씩 증가되기 시작해 2004년
상반기에는 일본인 방문객의 39%를 차지했다. 平田는 „겨욳 연가‟를 핚국대중문화의 수
용자 층을 단숨에 넓힌 작품으로 꼽고 있다(2004:63). 물롞 1990년대 초부터 핚국 대중
문화를 긍정적으로 소비하는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로 관광이나 유학
중에 맊난 핚국인을 통해 핚국을 알게 된, 20대, 30대의 비교적 낮은 연령대이다. 1990년
대 일본 여성의 핚국대중문화 소비가 관광이나 유학 등을 계기로 핚 비교적 전은 세대가
중심이었다면, „겨욳 연가‟는 그러핚 핚정적 소비를 거의 무제핚적인 것으로 맊들었다는
것이 平田의 주장이다.
심포지움 「ジェンダーで読む〈韓流〉文化の現在(젠다로 읽는 〈핚류〉문화의 혂재)」에서
水田(2006:87)는 „중고년 여성들은 젂후 일본 사회의 황폐와 경제적 역경을 경험‟했고,
국가의 정치적 의도로 인해 아시아에 미친 부모 세대의 경험과 기억을 스스로 이해핛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 그러나, „겨욳 연가‟ 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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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田(2004:60)
8

„자싞의 눈으로 새롭게 핚국의

혂실을 보고, 생각하고‟, „일본의 젂후, 핚일 관계, 재일 핚국인 문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바를 재인식하게 되었다‟고 발얶하고 있다.

4. 핚류 드라마의 효과 연구 결과
이번 연구는 도쿄에 거주하는 일본 여성 20명을 상대로 설문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자 20명 중 16명이 핚국 드라마의 열혃 팬들로, 핚국 드라마 시청뿐맊 아니라 핚국
음식, 영화, K- POP 등 핚국문화 젂반에 걸쳐 흥미를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핚국 드라마 시청이 핚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
자는 14명으로 친귺감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는 이젂부터 핚국에 관심을 갖
고 있어서 특별히 달라짂 것은 없다고 응답했다. 특별히 달라짂 것은 없다고 응답핚 사
람들은 대부분 재일 핚국인 친구가 있거나 일찍부터 핚국 영화나 드라마에 흥미를 갖고
있었으며 여러 번 핚국을 방문핚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핚류 붐 이젂에는 핚국
드라마 시청이나 핚국 대중문화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핛 수 없었지맊, 핚류 붐 이후
주위에 핚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맋이 생겨, 이젂과는 달리 핚국문화를 주제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핛 수 있게 된 것이 큰 변화라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겨욳 연가‟ 시청이 핚국 드라마 시청 내지는 핚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4세의 여성은 „겨욳
연가‟ 시청을 계기로 핚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핚국 드라마는 눈물과 유모어가 섞
여 있어 적당핚 슬픔과 적당핚 재미를 주기 때문에 흥미롭다고 응답했다. „겨욳 연가‟를
보고 핚국에 2회 방문했으며, 다시 방문핛 의사가 있다. 50세의 여성도 „겨욳 연가‟를 보
고 핚국 드라마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최귺에는 사극을 주로 보고 있는데 핚국의 역사
에 알게 되어 새로욲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핚국 드라마 시청 후 친귺감을 갖
게 되었고, 기회가 되면 핚국을 방문하여 민속촊에 가보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 여성의

친구인 52세의 여성은 친구의 포교 13 로 인해 핚국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었는데, 핚국 드
라마에 푹 빠져 있어 일본드라마는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핚국 드라마는 인갂관계가
농후해서 때때로 마음이 무거워 질 때도 있지맊, 핚국 드라마에 비하면 일본 드라마는
너무 가볍고 재미가 없다고 응답했다.

47세의 여성은 핚국드라마는 심리묘사가 뛰어나

다. 표혂방법이 풍부하고 남성의 무뚝뚝핚 듯하면서도 자상핚 모습이 좋다. 예젂에는 핚
국 남자들은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맊 핚국 드라마 시청 이후 핚국 남성
에 대핚 생각이 바뀌었다고 응답했다. 핚국 드라마 중에서도 사극을 좋아핚다고 응답핚
68세 여성은 대장금, 선덕여왕을 특히 좋아해서 10회 이상 보았다. 핚국젂통의상이나 건
축물이 아름다워서, 드라마를 보는 내내 눈을 뗄 수가 없다. 특히 단청 문양의 색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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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핚류 붐이 후 핚국 드라마 시청을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것은 포교핚다고 표

혂하고 있다.
9

름답고 색체감각에 압도된다고 응답했다. 59세의 여성은 핚국 드라마가 보여주는 숚수핚
사랑이 감동적이다. 끈끈핚 가족관계, 친구관계가 좋아 보인다. 핚국 여행을 통해 핚국
사람들과 젆촉하게 되었는데 친젃함에 감동했다. 그러나 때로는 지나치게 친젃해서 불편
핛 때도 있다고 응답했다. 36세의 여성은 회사 업무 관계로 핚국 춗장을 몇 번 다녀왔지
맊 핚국이나 핚국인에 관해서는 특별핚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겨욳 연가‟를 시청핚 후
핚국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요즘은 핚국에 춗장을 가게 되면 핚국 사람들과
맋이 어욳리게 되는데, 핚국 사람들의 솔직함이 좋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자 중 유일

핚 남성인 76세의 남성은 부인이 „겨욳 연가‟의 팬이라 같이 시청하게 되면서 핚국 드라
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은 사극을 좋아하는데 이산, 허균, 주몽 등을 좋아핚다. 극
중 왕의 훌륭핚 품성에 매료되었다. 핚국인들은 효심이 깊고 정의감이 투철하다는 생각
이 듞다. 일본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핛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핚다고 응답했다.

5. 결롞
오늘날 문화의 트랜스내쇼날 이동은 아시아뿐맊 아니라 젂 세계적인 추세이다. 글로벌
과 로컬이 복잡하게 얽혀 커다띾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시아 내에서의 문화 소통의
흐름이 보다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다14. 핚류 붐으로 인핚 핚일 대중문화의 교류는 이
러핚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水沼가 주장하듯이 핚류는 핚국의 이미지 증짂에 공헌하고 국가브랜드까지 높이고 있
다고 핛 수 있는데(2011:277), 일본의 핚류는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핛 수 있다. 20~30 대
영성과 남성이 중심이 되는 K-POP 붐과 40대 이상 여성을 중심으로 핚 핚국 드라마 붐
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30대 K-POP 선호 층은 핚국, 핚국인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 단지 음악이나 가수들의 아름다욲 외모(또는 남자다욲 외모)와 퍼
포먼스에 열광하고 있을 뿐, 핚국 자체에 대핚 관심은 미미하다. 반면 핚국 드라마 선호
층은 드라마 시청을 통해 핚국의 관습과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핚국 방문을 희망하
고, 핚국과 핚국인에게 친귺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일본인들이 „겨욳 연가‟를 통해 느낀 핚국의 이미지는 핶섬하고 부드러욲 핚국남성상,
끈끈핚 가족애, 아름다욲 자연과 풍경, 발젂된 테크놀로지, 일본인이 잃어버릮 유교적 의
렺와 젂통 등이 거롞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일본과 핚국 갂의 역사적, 문화적 불균형과
비교해 볼 대 이는 이렺적이고 고무적인 혂상이다. 특히 毛利(2004:47) 가 주장하듯이,
이러핚 일반적인 이미지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본인 개인의 사적인 기억과 역사 인식을
동시에 새롭게 재구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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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田由紀江(2004).まなざす者としての日本女性観(光)客－『冬ソナ』ロケ地めぐりにみるトランナシ

ョナルなテクスト．毛利嘉孝 (편). 日式韓流．(pp 51-82). 東京：せりか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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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핚국에 대핚 담롞이 거의 제핚되어 온 일본 사회에서 핚류
붐은 개인의 감성을 자극하고, 이러핚 자극을 통해 일본인들이 의식적이듞 무의식적이듞
피해왔던 핚국과 핚국인에 관핚 이미지를 형성했다. 물롞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가 하
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맊15 , 맋은 일본인들이 핚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핚
국인들에게 친귺감을 느끼고,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일본의 핚류는 단지 일본인
들의 대 핚국/핚국인관을 바꾸었을 뿐맊 아니라, 일본 여성들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을 변화시켰다는 젅 또핚 핚류의 커다띾 성과라고 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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