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는 문화텍스트와 코리안커뮤니티의 역할
양인실(YANG INSIL)
한국에서는 1950 년대부터 해외에 있는 ‘동포’를 위안한다는 목적으로 영화를 포함한
많은 문화상품을 송출해 왔다. 처음에는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의 문화상품을 보여주고
‘상상의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리안
커뮤니티측이 주체적으로 텍스트를 선택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에스닉 비지니스를
지탱하는 상품중 하나가 되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발표는 특히 1950 년대와 60 년대의 재일조선인커뮤니티에
주목하여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문화상품들이 어떻게 변용되고 수용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일본내 각 커뮤니티가 편찬한 신문과 잡지 등의
에스닉미디어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한국에서 일본으로 온 문화상품들의 수용과정과
그 수용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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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면 1964 년의 도쿄올림픽당시 일본에서는 거장
이치카와 콘이 올림픽기록영화를 만드는데 이 영화의 해외판에 한국판도 만들어지게
된다. 이때 한국측 참가단의 입장과 한국측 선수들의 활약을 재편집한 올림픽기록영화
한국어판은 재일조선인 류신노스케가 편집을 맡았다. 이처럼 한국정부가 보내온 영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온 거류민단은 1960 년대가 되면 보다 더 적극적고 주체적으로
문화상품을 수용하고 새롭게 창출해 내게 되는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내부’에서 ‘외부’로 넘어 온 문화상품의 수용과 변용, 그리고 그
‘외부’커뮤니티가 창출한 문화상품의 수용과 변용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쿄올림픽 해외판
1965 년 3 월 24 일 아사히신문판
이치카와 콘의 도쿄올림픽은 [실패]
주 불만은 충분히 영상에 담기지 않은 경기가 있다는 점과 도쿄의 모습도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점 이었다
결국 올림픽영화의 해외판, 그리고 IOC 에 수납하는 작품은 새로운 필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서 이치카와 감독이 찍은 약 70 시간분의 남은 필름에서 편집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제작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향신문 1948 년 8 월 29 일자
포와 동포생활수록영화 무궁화동산
군정 예술과장이오 영화감독인 안철영 씨는 도미하여 미 영화계(

)과 접촉하고 많은

수확을 거두고 귀국하였는 바 씨가 제작한 포와동포의 생활수록영화인 [무궁화동산]을
근일중 시공관에서 개봉하기로 되어 있는 바 총천연색 16 미리라고 한다.

조선중앙일보 1948 년 9 월 3 일
조선영화 조선서 상영못하다니
조선사람이 제작한 조선영화가 조선 땅;;상영을 금지당하였다. 즉 서울영화사 작품인
[무궁화동산]은 하와이에서 촬영한 것으로 국내 상영은 지난 31 일부터 3 일간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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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하고 있는 중배의 반대로 상영금지를 보게 되었다고 한다(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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