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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Bok-ki. “Kazuo Ishiguro’s An Artist of the Floating World: Problems of Repentance and 

Forgivenes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4.2 (2018): 149-166.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 Artist of the Floating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repentance and forgiveness. Proper repentance 

should be comprised of the truthful and well-contextualized narrative of the past. Ono’s narrative of his 

past as an artist supporting Japanese militarism reveals the narrator’s strong intention to justify his wrong 

doings. This paper will argue that his repentance cannot be a proper one because of the narrator’s selfish 

purpose to justify his past. Also, the novel’s intentional exclusion of historical context can make the 

readers with the background of victimization by Japanese militarism feel offended.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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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너무나 많이 기억하는 반면에, 가해자는 너무나 적게 기억한다. 나는 

1992년에 일본에 갔을 때 유용한 일본사 연표가 담긴 관광책자를 샀다. 그런데 

1912~1926년까지의 다이쇼 민주주의 시대 다음은 곧장 1970년의 오사카 만국 

박람회였다. 그 사이에 일본에서는 흥미로운 사건이 아무것도 없었나 보다. (스티

븐 핑커 837-8)

  * “이 논문은 2017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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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이시구로(Kazuo Ishiguro)는 매 작품을 쓸 때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영향을 주었던 사건들을 언급한다. 그의 두 번째 작품인 �부유하

는 세상의 화가�(An Artist of the Floating World)의 집필에 영향을 미친 경험

으로 그는, 감기에 걸려 소파에 누워 읽었던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잃어

버린 시간을 찾아서�(Remembrance of Things Past)에서 직선적 시간의 흐름

을 벗어난 사건과 장면을 배치한 서사전개 방식의 발견을 든다. 이 영향은 그의 

첫 번째 소설에서 그가 경험부족으로 실패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던 서사전개 

방식을 기교면에서 좀 더 성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기술적인 시도는 

서사의 형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희미한 언덕의 풍경�(A Pale View of the Hill)에서는 서술자이며 주인공인 에

츠코(Etsuko)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자기 이야기를 섞어서 서사를 전개하는 

바람에 경험주체를 구분하기 어려워진 독자를 혼란스럽게 했다면, 두 번째 작품

에서는 서사를 통해 기억을 왜곡하려는 서술자의 의지가 분명하게 표현된다. 이 

새로운 서술방식을 통해 “자신과 그들의 과거에 대한 한 인물의 견해를 덮고 있

는 많은 층위의 자기기만과 부정”을 표현해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Ishiguro, 

“Nobel Lecture”). 일본을 배경으로 한 두 편의 소설에서 표현하고자 시도했던 

기억의 왜곡과 자기기만의 문제를 성숙한 서술기법과 결합시켜 매우 원숙하게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는 첫 번째 작품보다 발전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 작품은 영국 문학계에 새롭게 등장하는 비유럽 출신 작가들의 이국적인 내

용을 담은 작품들 대열에 서서 찬사를 받기에 충분한 기술적이고 내용적인 완숙

함을 지녔지만, 루시디(Salman Rushidie)를 위시한 식민지 출신 작가들의 작품

과 비교하면 정치성에 있어서 빈약하다는 평가를 내릴 만하다. 이시구로는 자신

의 작품에서 정치적인 내용을 찾아 비평하는 태도에 거부감을 표현하고 그의 작

품은 개인의 감정 문제를 파헤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배경의 두 작품이 모두 이

차세계대전 직후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맥락을 고려한 독

해는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세 번째 작품에서는 공간배경을 영국으로 옮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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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시간배경은 제이차세계대전 전후로 삼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범위를 뛰

어넘는 성취를 위해 권력을 가진 주인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바친 집사가 과거 행

위의 오류를 인식한 후 회한에 빠진다는 개인 감정적 차원의 독해를 너머서는 정

치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독해의 유혹은 더 강해진다. 정치, 사회적 독해와 질

문이 많아지는 데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던 이시구로가 노벨상 수

상 강연에서는 자신의 사고가 바뀌었다는 점을 은연중 드러낸다. 도쿄 강연에서 

여성 청자가 향후 작품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거대한 격변의 시기를 살아내고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둡고 부끄러운 기억과 타협하려 애쓰는 개인들”

에 대한 내용이냐는 질문에 답했던 대목을 언급함으로써 그의 변화를 내비친다. 

네, 저는 망각과 기억 사이에서 갈등하는 개인들에 대해 자주 쓰고는 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제가 진짜 쓰고 싶은 것은 국가나 공동체가 이와 같

은 질문들을 대면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도 개인과 같은 방식으로 기

억하고 망각할까?... 폭력의 순환을 멈추게 하거나, 사회가 혼란이나 전쟁을 향해 

분열하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망각일 경우도 있을까? 다시 말해, 안정되고 자

유로운 국가들이 진정으로 의지적인 망각과 좌절된 정의를 기초로 세워질 수 있을

까? 저는 질문자에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 쓸 방법을 찾고 싶지만, 불행히도 아직은 

그렇게 할 방법은 모르겠다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Yes, I said, I'd often written about such individuals struggling between 

forgetting and remembering. But in the future, what I really wished to do 

was to write a story about how a nation or a community faced these same 

questions. Does a nation remember and forget in much the same way as an 

individual does?... Are there times when forgetting is the only way to stop 

cycles of violence, or to stop a society disintegrating into chaos or war? On 

the other hand, can stable, free nations really be built on foundations of 

wilful amnesia and frustrated justice? I heard myself telling the questioner 

that I wanted to find a way to write about these things, but that for the 

moment, unfortunately, I couldn't think how I'd do it. (Nobel Lecture) 

첫 번째 소설을 발표하고 꽤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을 회상하고 �파묻힌 거인�

(Buried Giant)의 탄생을 설명하는 대목이지만, 이 내용에서 우리는 이시구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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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작품에서 개인의 감정적 차원에 천착했다는 주장이 그가 서사전개에서 정

치적, 사회적 차원에 대해 무관심했음을 보여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개인 심리

의 차원으로 축소시키려고 시도했음을 알게 해준다. 

라이트(Timothy Wright) 같은 학자는 이시구로가 초기 작품에서 역사적 사건

과 맥락이 그의 서사에 미치는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 했다는 점을 간파

하고서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는 “현재의 번영을 위해 역사가 억압되거나, 감춰

지거나, 조작되거나, 정상화되거나, 왜곡되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61). 라이트의 눈에 “역사적 격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 격변에 의해 

구조화된 서사 속에서, 역사는 부재하는 현전”으로 보인다(61, 강조는 원문). 잔

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사는 서술자가 전달하는 서사에서 배경이 되는 역사적 

격변이 현저하게 주변화되기 때문에 독자는 그 이유에 대해 더욱 강렬한 호기심

을 품게 된다. 이 논문은 현재의 번영을 위해 과거를 기억할 것인가와  망각할 

것인가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에 대한 사죄와 용서라는 문제의 틀을 

통해 작품을 분석한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사죄와 용서의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

면 서술자의 개인 심리적 층위와 사회적, 정치적 층위를 분리하지 않고 논의를 

전개할 수 있고, 사회적, 정치적 층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저자의 의도에 

대한 설명도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은 또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 구성원의 입장에서 작품을 분석하여 하나의 텍스트가 경험의 내용이 다른 

독자에 의해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II. 사죄의 요소: 과거의 진실한 서사화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는 서술자 오노(Masuji Ono)가 폐전 후 격변한 일본

사회에서 자신의 과거행적 때문에 느끼게 되는 심리적 압박을 자신의 서사를 통

해 과거를 정당화하면서 해소하려는 시도를 그려낸다. 오노가 느끼는 압박이 단

지 심리적 차원에서만 전개되었다면 그는 사건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터이다. 하지만, 둘째 딸 노리코(Noriko)의 결혼

협상이 그의 과거행적 때문에 방해받고 있어서 그가 더 이상 자신의 과거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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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부정하고 피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오노는 상견례 장에서 

사돈이 될 가족 앞에 갑작스럽게 무릎을 꿇고 그의 과거행적에 대해 사죄하는 방

식으로 그의 앞에 놓인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그는 자존감을 잃지 

않고 그의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 소설의 서사에서 독

자를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은 오노가 과거의 과오를 딸의 결혼상대의 가족 앞에

서 사죄하고 그 가족이 그 사과를 받아들여 결혼을 승낙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된

다는 점이다. 오노의 과오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집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행위이고 피해를 입은 집단은 이 소설이 경계 짓는 것처럼 일본인들만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가 느끼는 의아함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

우선 오노의 사죄가 적절한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봐야 한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느끼는 분노를 제거하고 가해자를 수용하는 행위로, 가해

자의 변화에서 분노를 제거할 이유를 발견했을 때 가능해진다. 그리스월드

(Charles L. Griswold)가 제시하는 피해자가 분노를 포기하기 위해 기대하는 가

해자의 변화를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자신이 문제가 되는 특정 행위의 책임 있는 행위자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② 자신의 행위를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함으로써) 거부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의 주체가 된다는 생각을 거부해야만 한다. 

③ 부정행위자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해를 입힌 점에 대한 참회를 경험하

고 표현해야 한다. 

④ 가해자는 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약속하고, 그 약속은 말과 행동으

로 표현되어야 한다.

⑤ 가해자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상처가 남긴 피해를 이해해야 한다. 피해자의 

설명을 듣고 공감해야 한다.

⑥ 가해자는 허구나 핑계가 아니고 과실을 저지른 자아와 과실을 맥락화한 설

명을 서사형식으로 제공하여 자신을 이해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해자

가 품을 만한 질문에 답하는 행위이다. 

그리스월은 여섯 가지 조건 중에서 앞의 세 가지는 “기억이 용서에 있어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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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함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50).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 뿐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서 “적절하고 정확한 기억은 사건의 진실에 충

실하기와 불가분의 관계이다”(50). 오노가 자기의 서사를 전개하는 방식이 “적절

하고 정확한 기억”을 정리하려는 행위이고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인

지 분석하고 그의 사죄가 그리스월의 조건에 맞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오노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분노의 원인과 그들이 오노에게 원하는 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거의 기억에 대한 평가와 기억의 차이에서 오는 갈

등의 양상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오노는 폐전 후에 일본사회가 

겪는 변화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자주 표현한다. 손자 이치로(Ichiro)가 일본의 

전통적 영웅을 흉내내지 않고 카우보이를 모방할 때 오노가 보인 반응은 히스테

릭해 보인다. 그의 반응에 손자는 행동을 “멈추고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

았고,” 오노는 자신이 “의도보다 목소리를 더 높였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 

장면은 일본을 폐망시킨 미국에 대해 오노가 감정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거부감

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30). 이 장면은 앞서 표현되었던 제자 신타로

(Shintaro)에 대한 평가와 대비를 이루어 오노가 전후 일본사회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 신타로는 오노의 제자들 중 뛰어난 집단

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냉소주의와 신랄함에 물들지 않은” 사람으로 “아

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만 같아” 보인다(21). 신타로를 평가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냉소주의와 신

랄함”이 유행한다고 말하는 데에는 오노가 폐전후의 변화보다 변화하지 않는 절

대적인 가치를 선호하고 과거에 대해 냉소적이고 신랄하게 반응하는 세대에 대

해 불편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변하지 않는 가치는 그가 신념으로 받아

들였던 “신일본 정신”이고, 젊은 세대가 그에게 보이는 냉소적이고 신랄한 반응

은 그가 신념의 구현을 위해 했던 과거의 행적이 전후 일본사회가 미래로 나가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젊은 세대의 비난이다. 작품에 표현된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인 “신일본 정신”의 무변성과 오노의 성품의 관계, 그리고 젊은 세대

가 그의 사상과 행적에 대해 냉소적이고 신랄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작품 안에

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오노가 생각한 신일본 정신은 시간과 세태에 따른 흔들림을 넘어선, 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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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순수한 정신이다. 그래서 오노가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쳤던 점이 “세태

의 흔들림을 넘어서 솟아올라야” 한다였다(73). 이 교훈은 국가주의와 결합해서 

“우리를 삼켜버리고, 과거 십, 십오 년간 우리나라의 결을 약화시켰던 바람직하

지 못하고 타락한 영향 너머로 솟아오르라”는 설명으로 구체화한다(73). 그리고 

그는 신일본 정신이 “기괴하고 하찮은 것”을 대체하고 등장하는 “더욱 남성다운 

정신”이라고 열변을 토한다(73). 여기서 신일본 정신으로 표현된 군국주의는 가

볍게 변하지 않고 진중한 남성성으로 등치된다. 오노는 그의 신념을 현실에서 구

현하기 위해 일본이 행동해야 한다는 선동용 그림을 그렸고 일본은 오노의 아들

을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을 만주국에 보내 대륙진출을 실행하였다. 이렇게 윗세

대의 신념 때문에 희생된 젊은이들은 폐전 후 그들에게 냉소적이고 신랄한 반응

을 보이는 게 당연해 보인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고 싶은 젊은 세대에게 오노 

같은 윗세대는 방해꾼처럼 보이고 그들의 마음에 분노감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존재들이다. 이들의 공격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압박을 피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

당화하는 것이 오노 서사의 목적이다. 

젊은 세대의 불만과 분노는 둘째 딸 노리코(Noriko)와 첫 번째 혼담이 오갔던 

미야기(Miyake), 큰딸 세츠코(Setsuko)의 남편인 수이치(Suichi), 과거 제자였던 

쿠로다(Kuroda)의 제자 엔치(Enchi) 등에 의해 표현된다. 미야기는 자기 회사 

사장의 자살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에게 [사원들을] 대신해 사과한 행

위”로 자신들이 “과거의 죄를 잊고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찬사를 보낸다

(55). 이 말은 오노에게 의도적으로 한 말이고 미야기와 세츠코의 결혼이 성사되

지 못한 원인을 담고 있지만, 오노는 사장의 행위가 “거대한 낭비”(55)이고 “전

시에 우리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싸우고 일한 사람들을 전범”(56)이라 불러서

는 안된다고 응수한다. 오노의 아들 켄지(Kenji)가 만주국에서 재로 돌아와 장례

식을 치르던 날 사위 수이치가 분노하고 있다는 말을 딸에게 들은 오노는 분노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로 그는 세태가 변해 “젊은 

세대의 성품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59). 젊은이들은 침략전쟁

을 주도해 생명을 잃게 하고 국가를 파멸하게 만든 기성세대의 행동에 불만을 갖

고 있고 미야기의 말처럼 그런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 다수가 “전쟁 동안 차지

하고 있던 지위에 벌써 되돌아온”(56) 상황에 분노를 표하지만, 오노는 이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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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변화가 “염려스럽다”(59)고 생각한다. 오노가 변하지 않는 인격과 가치에 

대해 상찬한 이유 중 하나가 젊은 세대가 분출하는 분노를 외면하고 자기의 입장

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 때문임이 읽히는 대목이다. 자기의 오류를 인정

하지 않으려는 오노의 태도는 국가와 개인을 일치시키고 국가가 완전한 것처럼 

충성스러운 개인도 완전하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그리스월은 고대 그리스에서 용서가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이유를 도덕적 

완벽주의에서 찾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를 논하면서 그리스월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행위는 “과오가 실제로 저질러졌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도덕적 관계에 있어서

의 변화를 표현한다”고 설명한다(7). 이 설명처럼 용서는 행위자가 과오를 저질

렀다는 사실을 함의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체계에서는 용서가 미덕

으로 논의될 가치가 없는 이유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향하는 완벽주의적 

윤리는 “완벽한 미덕을 지닌 인물”(8)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인물은 용서받을 

과오를 범하지 않을 테고, 또한 과오를 범하는 사람과 사귀지 않을 것이니 용서

를 할 일도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용서 자체를 미덕으로 분류해 상찬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용서의 자리가 존재하는 비-완벽주의 구도는 사람들이 서로를 설

명하도록 청구권을 행사할 상호적인 도덕적 주장과 요구를 인정한다”(9). 비-완

벽주의적 윤리는 세계와 인간의 성품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근거를 둔 체

계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불완전성이 우리의 운명임을 수용하는 인간의 성품과 

염원에 대한 서사를 배경으로 갖고 있는 미덕이다”(14). 이시구로 소설의 서술자 

오노는 완벽주의 윤리를 자신의 이상으로 삼고 생활하는 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오노의 윤리적 입장은 소설 시작부터 표현된다. 오노는 그의 서사를 포격을 

입어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기품 있는 고택의 면모를 자랑하는 자신의 집

을 묘사하면서 시작한다. 오노가 무엇보다 자신이 집을 소유하게 된 과정을 말하

고 싶어서 집에 대한 묘사를 서사의 시작점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천천히 드러난

다. 저택의 전 소유주 아키라 수기무라(Akira Sugimura)는 “의심할 여지없이 그 

도시의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7). 그가 사망한 뒤 가족들은 저

택을 팔면서 “명망 경매”를 진행하였다(9). 이는 후보들 중에서 “좋은 인격과 성

취”를 기준으로 매수인을 결정하는 방식이다(8).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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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라 저택의 소유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서사 초기에 밝혀서 그의 인격과 성취

가 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전달하려고 한다. 그리고서 미야기와 노리코의 

혼담이 깨졌다는 사실이 공개된다. 혼담이 오가는 과정에는 상대방 집안의 평판

을 조사하는 과정이 마치 그가 수기무라 저택의 매수인으로 선발되었던 과정처

럼 진행된다. 그래서 수기무라 저택 구매과정과 결혼 협상을 비교하여 그것이 

“결혼 협상에 관계된 것과 거의 같다”고 평가한 것이다(9). 결과적으로 오노는 

노리코의 결혼 협상이 깨진 이유는 자신의 평판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

해 자기 집을 언급하면서 서사를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서사의 초입부터 그의 

인격과 성취가 공적으로 인정받을 정도임을 내세우는 대목에서 그의 완벽주의적

인 윤리관을 엿볼 수 있게 되고 그런 인물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오노의 완벽주의적 윤리관은 군국주의와 결합하여 더욱 단단해졌다. 국가의 

결정을 따르고 국가의 정신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개인이 자기가 한 일을 범죄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죄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인정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신념의 틀로 무장한 오노는 외부의 시선과 압박에

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서사를 만들려고 하

지만, 한 번 실패한 둘째 딸의 결혼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태도를 바

꾸게 된다. 오노는 사이토(Dr. Saito)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큰 딸 세츠코(Setsuko)의 부탁에도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사

이토와의 우연한 만남에서 쿠로다(Kuroda)에 대한 언급이 있은 뒤로 태도가 돌

변한다. 오노는 먼저 과거 군국주의 예술단체에서 같이 활동했던 마츠다를 만나 

사이토가에서 보낸 사람과 면담하게 되면 “섬세하게”(with delicacy) 대답해달

라 부탁한다(94). 마츠다가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신경 쓰지 말게. 몇 년 

뒤, 곧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시도했던 일에 대해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다닐 

수 있게 될 걸세”(94)라고 말하자, 오노는 “나도 똑같이 느끼네. 하지만 결혼 협

상의 경우에는...”(94-5)이라며 말끝을 흐린다. 결국 오노는 딸의 결혼이라는 실

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구부리고 있다. 마츠다에게 확약을 

받은 뒤, 오노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기에 절실하게 만날 필요가 있는 쿠로다

에게도 같은 목적으로 찾아간다. 결국 현실적인 목적의 달성을 목적으로 오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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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행위의 정당성을 위해 구축한 서사를 배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오노가 

이처럼 완벽주의적 윤리관으로 정당화하던 서사를 현실적 목적을 위해 배반하는 

경우는 여러 번 노출된다. 

우선 오노가 “신일본 정신”에 경도되고 스승이었던 모리(Mori)를 떠나는 과정

에서 두드러진다. 마츠다로부터 오카다-신겐회(Okada-Shingen Society)를 소

개받고, 오노는 마츠다가 말하는 강하고 새로운 일본에 대한 이상을 수용하고 그 

이상에 충실한 그림을 그리려다 스승과 불화한 것처럼 서사가 전개된다. 하지만 

그의 서사가 종착점에 다다를 때, 오노가 스승과의 가상 만남을 그리는 장면에서 

그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난다. 오노는 스승은 과거처럼 자신을 제자로 대할 테지

만 그는 과거처럼 모리를 ‘센세이’라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 말한다. 대신 그는 모

리를 “동료인 것처럼 응대할 것이고,” 자신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면 웃

으며, “모리상, 나는 당신이 한 때 걱정했던 것처럼 만화책에 그림을 그리며 세

월을 보내지 않았답니다”라는 투로 말했을 것이라 상상한다(203). 오노가 이런 

장면을 상상한 이유는 모리가 변해버린 오노의 화풍에 대해 꾸짖을 때 오노가 그

의 문하를 떠나면, “너는 분명히 잡지나 만화책에 삽화 넣는 일 찾는 데 성공할

거야”라고 했던 말에 대한 응답이다(190). 오노가 스승에게 당한 무시를 성공해

서 보기 좋게 앙갚음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런 상

상을 했던 날, 오노는 모리의 집을 내려다보며 자신 안에서 “깊은 승리감와 만족

감이 솟구침”을 느꼈다(204). 이러한 오노의 감정으로부터 모리를 떠난 그의 목

적이 “신일본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신념보다는 성취와 권력 추구였음을 읽어낼 

수 있다. 

오노가 신념보다는 권력추구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증거는 다른 곳에서도 나

타난다. 그가 변하지 않은 신타로에 대해 처음 언급하는 지점은 과거 그의 영향

력을 은근히 자랑하기 위해서였다. 신타로의 동생 요시오(Yoshio)를 위해 내무

부(State Department)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추천장을 썼고, 요시오가 취업한 뒤 

신타로와 함께 그를 찾아와 감사를 표했던 일이 언급된다. 그리고 오노는 “몇 년 

전이라면,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었겠지만 나는 내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로 

그런 위치에 도달했다”라는 말을 추가하여 그가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지만 

영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뉘앙스를 남긴다(21). 오노의 이런 태도가 의도하



이시구로의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참회와 용서의 문제 159

는 바는 신타로의 말에서 밝혀진다. 신타로는 오노의 영향력이 “이제 예술계를 

넘어 사회 각계각층으로 퍼졌지만” 오노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겸손한 성품”을 

지녔다고 상찬한다(25). 신타로와의 일화를 통해 오노는 과거 자신의 성취와 영

향력을 알리면서도 겸손한 그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품위를 담보

하려 한다. 하지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여전히 “이상주의적인 젊은 예술

가”(22)처럼 보였던 신타로가 학교 미술교사가 되려는 현실적 이익을 위해 돌변

하는 것처럼 오노도 딸의 결혼이라는 현실 문제해결을 위해 고집스런 과거 정당

화를 포기하게 된다.

행위의 동인으로서 이상과 신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주장하려는 오노

의 서사의 허구성은 스승과 제자의 구도가 파열하는 지점에서도 나타난다. 오노

가 스승과의 관계를 파기하는 장면의 원형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파열이다. 오

노의 아버지는 오노가 그림 그리는 사실을 알고 어릴 적 떠돌이 스님이 오노에게 

나타나는 성품의 오류가 그를 “게으름과 기만을 향한 경향성”을 갖게 할 수 있다

고 한 경고를 상기시킨다(45). 예술을 “나태”와 “의지박약”과 연결시켜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노의 아버지의 본질적인 염려는 화가들은 “누추함과 가난 

속에 산다”는 점이었다(45). 예술을 본질적으로는 “경제적 궁핍”이 예상되는 삶

을 이유로 거부하지만 “나태”와 “의지박약”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표현하는 그의 방식은 권력추구를 신일본 정신의 실현이란 명목으로 포장하고 

스승을 떠난 오노의 방식과 같아 보인다. 첫 번째 스승이었던 타케다(Takeda)의 

문하를 떠날 때 오노는 타케다가 충성할 만한 스승이 못된다고 말하며 “사람들

이 너무나 자주 충성을 말하며 맹목적으로 따른다”고 주장해 자신을 차별화한다

(72). 타케다와의 결별은 맹목적인 충성이 옳지 않다는 도덕적인 입장을 내세우

며 이루어졌지만 실상은 더 권위 있는 스승을 찾아가려는 의도였고, 이 또한 더 

큰 권력을 손에 쥐고 싶어 했던 그의 의지의 반영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모리와

의 결별 과정에서도 신일본 정신의 추구를 내세웠지만, 내막은 스승보다 더 큰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싶었던 오노의 의지의 구현이었던 것이다. 특히 모리와의 

결별은 아버지와 파열을 일으킨 장면을 반복한다. 아버지와 모리가 똑같이 오노

에게 숨긴 그림이 있으면 가져오라는 요구를 하고 오노는 끝까지 거부하는 과정

이 그렇다. 이를 보면 오노의 일생은 아버지에게 당했던 경멸적 비난을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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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성공한 화가가 됨으로써 부정하는 과정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앞에

서 살펴본 것처럼 스승 모리를 만나면 그가 저주하듯 말했던 오노의 미래가 틀렸

음을 상기시켜 주고 싶어 한 그의 상상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지금까지 

오노가 과거를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욕을 향한 선택을 신념과 이념

에 충실한 행동으로 서사화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오노의 과거 서사는 

사죄의 요소로 필요한 진실한 과거의 서사화라는 덕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III. 사죄와 용서의 조건: 과거의 적절한 맥락화

딸의 상견례(miai) 자리에서 벌어지는 오노의 사죄와 결혼성사로 증명되는 용

서와 화해가 그리스월드가 제시한 과정을 따르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상견례 장면은 이 소설의 중간부분에 배치되어 오노가 이전까지 회피했던 자신

의 과거에 대한 공적인 고백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오노는 사위가 될 

타로 사이토(Taro Saito)의 동생 미츠오(Mitsuo)에게서 엔치의 분위기를 느낀

다. 엔치처럼 미츠오도 오노에게 노골적인 반감을 표현하고 딸은 어색한 분위기

에 완전히 위축되어버렸다. 쿠로다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면서 오노는 급격하게 

자기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오노는 자기의 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을 “모르고 있지 않다”고 고백한다(123). 이 때 

오노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이토가 “학생이 학습내용 암기를 계속 하기를 기다리

는 선생” 같다고 묘사한다(123). 이는 이 소설이 다루는 주요한 관계 중 하나인 

스승과 제자 관계를 고려한 표현이다. 오노는 지금 사돈이 될 사이토 앞에서 학

생처럼 과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고 있다. 아버지, 마케다, 

오노의 학생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관계를 청산했던 오노가 이 자리에

서는 유순한 학생처럼 그토록 부정하려던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선택도 결국은 이전의 사제관계에서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다. 

상견례 장에서 스승 앞에 선 학생처럼, 오노는 자기의 과거의 오류를 기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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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 

‘우리 나라에서 벌어진 비참한 일들에 나 같은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사

람들이 좀 있지요. 저로 말하자면, 내가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

합니다. 내가 한 많은 일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 해로웠고, 내 행동이 말해지

지 않은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초래한 영향력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 점을 인정해요. 사이토 박사님, 제가 이렇게 기꺼이 인정하는 거 아시죠.’

‘There are some who would say it is people like myself who are 

responsible for the terrible things that happened to this nation of ours. As 

far as I am concerned, I freely admit I made many mistakes. I accept that 

much of what I did was ultimately harmful to our nation, that mine was part 

of an influence that resulted in untold suffering for our own people. I admit 

this. You see, Dr Saito, I admit this quite readily.’ (123)

그리고 오노는 그 당시에 “내 동포들을 위한 선을 성취하고 있다”는 신념에서 진

정성 있게 행동했다고 부연설명 한다(123-4). 과거 행동에 대한 오노의 갑작스

런 사죄로 분위기가 급반전해서 상견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딸은 결혼에 

성공한다. 딸의 결혼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뒤, 과거에 대한 오노의 서사는 방향

을 전환하여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한다. 그는 

과거의 “실수들”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만족과 위엄”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다(124-5). 그리고서 그는 “최선의 신념을 품고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크게 

수치스러울 필요가 없다”고까지 주장한다(125). 거기에 더해 오노는 과거를 인

정한 자기와 교사 자리를 얻기 위해 과거에 그와 의견충돌로 불화한 경험을 확인

하려 한 신타로와 대비시키고 자기의 우월함을 내세운다. 오노는 신타로 같은 사

람은 “어떤 것을 하기 싫을 때면, 그들이 그것을 어찌할 바 모르게 잊었다고 가

장하고 모든 것을 용서 받는다”고 말하여 그의 용기있는 인정과 사죄를 강조한

다(125). 여기서 신타로는 그의 제자였고 최근까지 오노가 찬사를 보냈다는 사실

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오노가 신타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지점이 다른 사람에게

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점인데, 그 비난은 오롯이 자신을 향해서도 유효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는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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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자리에서 연출된 사죄와 용서, 화해의 과정은 몇 가지 면에서 문제점

이 있다. 일단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오노의 사죄가 진실한 참회를 동반했는지

에 대해 의구심이 들게 한다. 오노 자신이 신타로에 대해 비난한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입장을 변경한 행동으로 보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노

는 자기 행동의 동기가 선의였다는 점을 들어 변명을 시도했다. 사죄의 첫 번째 

실질적인 목적인 딸의 결혼을 성사시킨 뒤, 오노는 여전히 자신의 변화를 정당화

하고, 도덕적 우월성을 잃지 않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서사 만들기를 

시도한다. 이는 참회 이후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자존감을 회복시

키기 위해 자신을 설명하며,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동반되어

야 한다는 그리스월드의 용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태도이다. 무엇보다 

오노의 사죄는 직접적 피해자 앞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된

다. 그가 자신의 과거를 서사화하면서 가장 감추고 싶었던 사건은 쿠로다를 경찰

에 밀고해 옥살이를 하게 만든 일이다. 하지만 오노는 쿠로다를 직접 만나서 사

죄하지도 않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러 찾아갔을 때 쿠로다의 제자 엔치가 표

출하는 분노에 대해서는 그가 너무 어려서 “보기보다 훨씬 복잡한”(113) 사건을 

단순화하고 감정을 표출한다고 자기 변론을 시도했다. 쿠로다를 직접 만나지 않

았기 때문에 만남이 성사되었을 경우 오노가 어떤 태도를 보였을지는 알 수 없지

만, 엔치에게 대응한 방식을 보면 쿠로다에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는 않았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오노는 그의 행동으로 직접적

인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쿠로다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딸의 남편과 그의 

가족에게만 사과를 한 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서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재

미있는 사실은 신타로가 교사 자리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려고 그에게 찾

아와서 둘 사이에 있었던 불화에 대해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방문이 노리코의 

상견례 바로 며칠 뒤에” 일어났다는 점이다.(105) 결국 오노는 그의 반성과 변신

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신타로의 행동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

의 우월성을 강변한 것이다. 이러한 그에게 그가 선전했던 군국주의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식민지와 점령지 백성들이 당한 고통에 대한 죄의식과 책임감을 기

대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 소설이 과거에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한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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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스런 자기 정당화를 재현한다고 하지만, 서사가 전개되는 시간과 다루는 소

재가 여러모로 민감하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서사의 전개과정과 결말은 큰 문

제성을 드러낸다. 미우라(Masashi Miura)의 말처럼, “이 소설은 우리에게 혼란

과 이질감을 남긴다. […] 이야기는 노리코의 결혼으로 마무리 되지만 서사는 그

것이 제시하는 문제들에 대한 어떤 답변도 제공하지 않고서 끝난다. 책이 끝날 

무렵에, 오노는 ‘우리[오노와 그의 멘토 마츠다]는 우리가 무엇을 했든 당시에는 

최상의 신념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기에 만족한다’고 말하면서 과거를 회상한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그들은 무슨 신념을 소유했냐이다”(Shibata 28, 재인용). 

이 소설에서는 오노가 지지한 군국주의가 여러 신념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너무 

가볍게 처리되고 있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코스티건의 주장처럼 

“이시구로가 ‘선택과 책임’이라는 핵심문제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처리한 잘

못이 있다”는 비난은 정당해 보인다(Shibata 29, 재인용).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소설의 주인공 오노의 태도는 전후 일본인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알레고리 볼 수 

있다. 핑커가 경험한 것처럼 군국주의 광풍이 휩쓸던 시기를 적극적으로 망각하

거나, 새로운 대체서사를 만들어내려 하는 현대 일본의 태도가 오노의 그것과 비

슷하기 때문이다. 쿠로사와 아키라(Akira Kurosawa)가 팔월의 랩소디

(Rhapsody in August 1991)를 통해 일본의 전쟁범죄는 지운 채 핵폭탄 투하의 

잔인성을 강조한 서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전후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피해자로서 

일본이란 서사의 변주로 이 소설을 읽어낼 수 있게 된다. 

이 소설에서 일본 외부와의 관계는 점령군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두드러진다. 

일본이 점령한 만주국에서 전사한 젊은이들에 대해 간간히 언급되지만 주된 외

부의 존재는 미국이고 일본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미국의 영향에 대응하는 방식

이 주된 외부와의 관계로 그려진다. 이런 면모는 오노가 손자 이치로의 미국문화 

선호에 대해 거부감을 표한 대목에서 드러났다. 또한 그가 젊은이들이 미국식 기

업문화와 경영을 더 선호하는 데에 이질감을 갖는 데에서도 표현된다. 기업경영

에서 과거의 관행을 제거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이 오노의 눈에는 

“일본이 낯선 어른한테 배우는 작은 아이처럼” 보인다(185). 하지만 세치코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와 같은 예를 포함하여 “미국인들은 [일본을] 가르칠 

것이 엄처 많다”고 답변을 하여 젊은 사람들의 견해를 표현한다(185).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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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는 일본이 “4년 동안의 혼란 후에 드디어 미래를 향해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고 말한 남편 수이치의 말을 전한다(186). 딸의 결혼을 계기로 자신의 과거를 정

당화하려고만 했던 태도를 수정한 오노는 젊은 세대가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 

그의 관점 변화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공원에 앉아 점심시간에 회사를 나

서는 젊은이들이 보이는 “낙관주의와 열정”을 보고 미소를 짓는 것으로 표현된

다(205).  그는 몇 년 사이에 도시가 재건되고 많은 것들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

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 찬다”(206). 그리고 오노는 “우리

나라는 과거에 무슨 실수를 했을지언정, 현재 상황을 더 낫게 만들 다른 기회를 

갖고 있어 보인다. 우리는 이 젊은이들이 잘 되기를 빌 뿐이다”는 말을 마지막으

로 기록한다(206). 이 마지막 장면은 오노의 과거와 일본의 과거를 겹쳐놓는다. 

그러므로 이 소설에서 개인으로서 오노가 자신의 과거를 은폐하고 왜곡하려 한 

시도는 국가로서 일본의 그것과 연결된다. 젊은이들의 새로운 출발이 좋은 결과

를 내기를 비는 염원에 일본제국에 피해를 입은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은 고려 대

상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빠른 회복과 재건에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이 큰 기여를 했다는 역사적 맥락을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일본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지배에서 배우고 변화에 적응한 결과로만 축소시키고 

있다. 과거의 과오를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바라보고 다시 안정된 번영의 길로 접

어드는 국가의 미래를 기원하는 태도는 식민지배 피해국들에 대한 사죄가 없이 

미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오노가 대표하는 군국주의 일본이 품고 있었던 강력

한 국가에 대한 염원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읽힌다. 라이트가 쿠로

다에 대한 오노의 태도에 대해 “[자신의] 행동이 일어난 폭넓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오노는 그 행동들의 파장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노골

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된다”고 한 주장은 국가로서 일본이 전후에 보였던 태도

에 대한 비판으로도 적절해 보인다(77). 오노가 품었던 신념의 영향은 수많은 일

본 외부의 사람들에게 처참한 영향을 미쳤지만 이 소설에서는 그런 역사적 맥락

은 고려되지 않아 일본 밖에 살면서 그 신념의 영향으로 고통 받은 경험을 공유

하는 공동체 소속의 독자에게는 작품을 읽기가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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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시바타와 수가노(Motoyuki Shibata & Motoko Sugano)는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를 일본어로 번역한 토비타(Shigeo Tobita)가 이시구로와 협의하여 일본어 

번역본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부분 중 수기무라가 공원을 개발하면서 그 곳에 세

웠던 ‘타이쇼 천황’(Emperior Taisho)의 동상 대신에 ‘야마구치 시장’(Mayor 

Yamaguchi)의 동상으로 바꾸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이 수정이 수기무라

가 개발하던 “카와베 공원”(Kawabe Park)의 역사적 맥락을 천황에 대한 기념에

서 모호한 정치경력을 가진 전직 시장에 대한 기념과 연관된 장소로 변형한 효과

“를 낸다고 지적한다(29). 한 걸을 더 나아가 그들은 이 수정이 “2차 세계대전에

서 일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직접 다룰 가능성을 제거한다”고 주장한다(29). 

오노가 자신의 서사의 시작을 수기무라의 집을 명망 경매를 통해 구입한 사실로 

시작을 하고 카와베 공원을 만들던 수기무라를 “야망 때문에 재산을 잃고 실패

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을 넘어서고, 보통보다 뛰어난 중요한 인물이 되려고 열망

했다는 점에서 존경을 받을만하다”고 평가한 이유는 자신과 수기무라를 대등하

게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134). 비극적 영웅인 수기무라처럼 자신도 평범함

을 뛰어넘어 거대한 성취를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하고 실패했다는 서사를 자신의 

과거에 덧씌우기 위한 시도이다. 그런데 그 영웅 수기무라가 군국주의를 위해 그

러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은 그 행위의 목표를 문제적으로 만든다. 이런 이유로 

일본어 번역판에서는 수기무라의 행적의 일부를 지우려 했다는 것이다. 일본 독

자들에게는 훨씬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어 번역판에서 역사적 맥락을 흐리게 만들어 정치적인 민감성을 제거한 

방식은 소설 전체에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은 국가에 대한 언급을 완벽히 제거

한 방식의 반복이다. 이러한 서사의 전개가 군국주의자 오노의 개인적인 자기정

당화 서사를 강조하기 위한 시도이고,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과거 미화와 부정을 

알레고리로 표현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

통과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가해자의 사죄의 회피와 정당화만이 기술된 작

품을 읽기가 피지배 국가의 구성원에게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고 만다. 

그런 점에서 이시구로가 이 작품에서 작가로서 보인 윤리적 감수성은 2014년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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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커상(Man Booker Prize) 수상작 �북쪽 오지로 난 좁은 길�(The Narrow 

Road to the Deep North)에서 일본군 소속으로 포로들에게 잔혹행위를 한 한국

인 최상민의 과거와 위안부로 끌려간 그의 누이까지 소개한 리차드 플레니건

(Richard Flanagan)의 그것과 현저한 대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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