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 년대를 다른 방식으로 추억하기 또는 그 불/가능성
양인실
1.들어가면서
2015 년 한국의 방송은 드라마에서 예능까지 1980 년대와 90 년대를
추억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tvN 의 드라마<응답하라
1988>(2015 년 11 월 6 일-2016 년 1 월 16 일, 금요일과 토요일방영)과
<시그널>(2016 년 1 월 22 일-2016 년 3 월 12 일)은 높은 시청률을 올리며
시청자들의 노스탤지어를 자극1했다.
한편 영화 <그라운드의 이방인>(2015, 김명준감독, 이하 <이방인>)은
1980 년대를 다른 방식으로 추억하는 다큐멘터리이다. 한국의 척박한
영화제작환경에서 소셜펀딩으로 제작비를 충당했는데, 김명준 감독은
이전에도 재일조선인의 민족학교를 다룬 다큐멘터리<우리 학교>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방인>은 재일조선인이라는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온 다큐멘터리 작가의 두 번째 작품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
다큐멘터리 <이방인>이 한국에서 소비되는 방식을 통해 과거의 기억이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소환되고 노스탤지어를 상기시키는 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 1980 년대 한국에 대한 몇가지 기억의 편린들
여기에서는 영화<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된 1980 년대에 대해 재일조선인들과 관련해서 몇가지 짚어보려고
한다. 소지금의 제한, 한국전쟁의 발발, 전염병의 유행, 그리고 조국의 분단
등을 이유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 남게 된 재일조선인 1 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학교를 세워 우리말을 가르치고 한글잡지와
신문을 발행하기도 하며 민족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사회에서
이들의 활동은 재일조선인 커뮤니티내부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1 세들의
경우 언젠가는 조국이 통일되리라는 생각이 강했고 이런 활동들도 통일후의
삶에 대비한다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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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편의 드라마는 노스탤지어를 자극한다는 점이 공통적이지만, 전자가 1988 년의

서울올림픽과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쌍문동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이웃간의 인정이
넘치는 서울의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 후자는 1980 년대와 90 년대의 미해결사건들을
정치적, 사회적 현안과 연결시키면서 현재와 소통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내용의 드라마이다.

이들과 달리 2 세 2 들은 1970 년 히타치에 취업하려고 했던 재일조선인
청년이 민족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당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이회성과 같은
재일조선인 2 세 작가들이 일본어로 작품활동을 지속하며 일본내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이학인 등의 영화감독이 자신들의 삶을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영화로 만든 시기도 1970 년대였다. 이는 재일조선인 2 세들이
1 세들이 주로 두각을 나타냈던 정치나 사회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화방면까지 폭을 넓히면서 일본사회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또한 1970 년대중반이후 재일조선인 2 세들은 북한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틈바구니에 끼어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또는 그 어디에도 속할 가능성이
있는 자이니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3 . 자이니치는
1970 년대이후 1 세보다는 일본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부여받게 된
2 세들의 삶을 나타내는 호칭이기도 하다.
그런데 1980 년대이후 이런 상황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1986 년
서울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개최라는 국제적 이벤트를 앞둔 한국에 대해
일본의 미디어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의 미디어는 1980 년대
한국의 이런 국제적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일조선인 2 세들의 국적문제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
주목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대회는 국민국가의 존재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국제적 이벤트이며, 내셔널리즘을 확인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의 미디어들은 이 내셔널리즘의 결집의 장에 모인
재일조선인 2 세 선수들에게 주목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한국과 동일화시켜가는지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한편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대회는 1980 년대 후반에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적 스포츠대회였지만, 재일조선인 2 세와 스포츠, 그리고 1980 년대를
연관지어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프로야구출범일 것이다.
한국의 프로야구는 1982 년에 출범했는데 첫 시합에서 시구를 선보인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다. 또한 이는 스포츠가 정치와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980 년대 한국의 프로야구 출범에 큰
역할을 했던 이는 일본의 프로야구계에서 활약하던 재일조선인 2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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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에서는 재일조선인 1 세, 2 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편의상의

이유이며, 재일조선인사회를 세대론적 시점에서 구분하여 보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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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이었다. 일본에서 장훈은 히로시마피폭자이면서 야구선수로서는 장애를
가진
재일조선인
2
세라는
타이틀로
이미
1970
년대에
텔레비전다큐멘터리에서 소비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1980 년대
프로야구출범이후 만화와 드라마, 영화로 소비되기 시작했다.
3. 고시엔과 잠실의 ‘이방인’
한국야구사는 1982 년을 프로야구가 출범한 기념비적인 해로 기록하고
있는데, 〔재일동포야구부〕가 한국의 잠실봉황기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것도
같은 해이다. 잠실봉황기대회는 자본의 힘이 개입하지 않는 아마추어
고교야구대회인데, 〔재일동포야구단〕은 한국전쟁직후인 1956 년부터
1997 년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했다. 고교야구는 가장 비상업적이고 초국적
영역처럼
보이는
스포츠이지만
한국각지에서
지역별로
출전하는
야구대회에서〔재일동포야구단〕은 한국이란 상상의 공동체의 국경을
넓히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고시엔（甲子園）에서는 1981 년에 이방인으로 호명된
재일조선인
선수들이
있었다.
고시엔고교야구대회에서
교토상업고등학교（京都商業高校）와 호토쿠가쿠엔（報徳学園）의 결승전이
벌어졌는데 이 두 학교를 합쳐 7 명의 재일조선인선수들이 ‘이방인’으로
출전하고 있었던 것 4 이다. 이처럼 일본에서 이방인으로 호명된
재일조선인 2 세 야구선수들은 한국에서 다시 한번 이방인으로 호명되며
잠실야구경기장에 서게 된다.
영화<이방인>은
1981
년에
잠실봉황기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던〔재일동포야구단〕을 다시 한번 소환하고 재결집시켜 그라운드에
세우려고 한다. ‘1982 년 대한민국 우리 생애 가장 뜨거웠던 그 때로
돌아갑니다‘ 5 라는 영화포스터의 캐치프레이즈는 한국에서의 소비방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문장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은 1982 년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의 틀안에,
그리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불러들이지만
이방인으로
위치지어진
재일조선인 2 세 야구단의 이야기이다.
또한 영화<이방인>은 ‘우리 생애 가장 뜨거웠던 그 때’의 노스탤지어를
소환한다. 스터켄(Sturken,1997)은 베트남전쟁이나 에이즈와 관련한 미국의
집합적 기억표상물을 분석하면서 개인의 기억(personal memory)이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을
통해
재편성되고
그
과정에서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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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프레이즈중에서

역사담론(official historical discourse)이 관련되어 있음을 날카롭게 분석한
바 있다. <이방인>은 〔재일동포야구단〕에 대한 1980 년대의 한국의 집합적
기억을 기억을, 다큐멘터리라는 문화적 기억으로 재편성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고교야구의 역사담론, 재일조선인에 대한 담론이 변화 혹은
변화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한국의 80 년대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어떻게
소환되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4. 나가며(미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