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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문학의 신체―메도루마 슌・사키야마 다미를 중심으로 

 

村上 陽子(일본・오키나와국제대학) 

 

들어가며 

 이 발표에서는 메도루마 슌(目取真俊)의 「우무카지투치리테(面影と連れて)」(『小説ト

リッパー』1999 年春季号)와 사키야마 다미(崎山多美)의 『웅자가, 나사키(うんじゅが、ナ

サキ )』(花書院, 2016)를 살펴본다. 두 작품 모두 산 자의 귀에는 쉽사리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등장인물의 신체를 통해 찾고자 시도한 텍스트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텍스트를 검토함으로써, 오키나와 문학에 나타난 신체성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１ 메도루마 슌의 문학 

메도루마 슌은 오키나와를 살아간다는 것과 신체의 상처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이 

이어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묘사한 작가이다. 신체에 새겨진 상처의 아픔은, 때로 

폭력을 쓰려는 욕망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단편 「희망(希望)」(『朝日新聞』 夕刊, 1999. 6. 26.)이나 장편 『무지개 

새(虹の鳥)』(『小説トリッパー』2004 年冬季号)는 오키나와인의 미국인 어린이 살해 

사건을 그리고 있다. 「희망」의 주인공은 미국인 남자아이의 목을 조르고, 『무지개 

새』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춘을 강요당한 소녀가 미국인 여자아이의 목을 베어 버린다. 

미일 군사동맹의 구조적인 폭력이라는 현실을 살도록 강요당하는 오키나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폭력은, 오키나와인과 마찬가지로 미국인도 연약하고 쉽게 다치는 

신체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희망」의 주인공은 분신자살을 하고, 「무지개 

새」의 소녀는 얀바루(ヤンバル )숲으로 떠난다. 여기서 폭력을 행사한 주체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안쓰럽고 무의미한 폭력의 표현을 목격할 수 있다.1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신체를 그리는 한편으로, 메도루마는 오키나와전 체험자와 

성폭행 피해자의 상처를 그리는 데도 힘을 쏟았다. 「우무카지투치리테」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비신체적인 존재로서의 영혼과 타자와 공존하기에 고통 받는 신체의 

관계성이다.  

  

                                                        
1  신조 이쿠오(新城郁夫)는 「희망」을 두고 “여기에는 정치적 주체화의 움직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작동하고 있는 것은 그저 이처럼 잔인하리만치 무의미한 죽음이 ‘이 섬에서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다’는 절망을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신체 내부에 깊이 아로새기고, 체내화함으로써 

인간을 균등하게 죽게 만드는 일미 군사동맹의 힘이다. 그리고 이 군사동맹의 힘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죽음을 건 정치적 주체화가 주체화의 불가능성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역설이야말로, 

이 텍스트는 ‘희망’으로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新城郁夫, 『沖縄を聞く』, みすず書房, 2010, 

6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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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무카지투치리테」의 영혼과 신체의 관계  

『오키나와 대백과사전(沖縄大百科事典)』에 의하면, 오키나와에서 영혼은 산 자의 

육체에 깃드는 ‘이치마부이(生霊)’와 사후에 존속하는 ‘시니마부이(死霊)’로 나뉜다. 

‘이치마부이’는 갑자기 충격을 받거나 컨디션이 나빠지면 신체에서 분리되기도 하는데, 

혼이 분리된 인간은 쇠약해지므로 ‘이치마부이’가 다시 자신의 몸에 돌아가게 

‘마부이구미메(魂込め)’를 행해야 한다. 한편 '시니마부이’는 “사람이 죽으면 발생하는데, 

죽은 이의 육체와 별개로 죽은 이의 개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고 한다. 

「우무카지투치리테」에 나타나는 영혼은 주로 '시니마부이’이다.2 

오키나와에서는 망자의 영혼을 공양하는 방법의 하나로, 무당이나 친척 여성 노인이 

초혼을 행하여 망자가 죽음의 원인이나 현재의 심경을 이야기하는 의례가 있다. 

망자의 영혼은 산 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함으로써 현세의 미련을 풀고 다른 

세상으로 떠날 수 있다고 한다. 3  스스로의 경험이나 기억을 타자에게 이야기하고,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비로소 영혼은 생전의 기억을 지니고 개성을 가진 망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망자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려면 망자의 영혼이 스스로 이야기해야 

하며, 또한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청자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우무카지투치리테」에 등장하는 영혼들에게는 그러한 청자가 없었다. 따라서 

영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녀인 “나”를 발견했을 때 크게 기뻐하며, 

그들은 “떠버리(話したがり屋)”가 되어 “나”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타자와 

공존하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야기할 기회를 박탈당한 존재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영혼들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 미련을 남긴 망자들의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말이라고 

한다면, 영혼들이 이미 상실한 신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주디스 버틀러는 공공의 

차원에서 신체는 “타자의 흔적을 새기고, 사회적인 용광로 내에서 형성되는”4 것으로, 

결코 자신만의 것일 수 없다고 논했다. 신체를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타자의 폭력이나 

아픔에 벌거벗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우무카지투치리테」의 화자인 “나”라는 소녀는 유년기부터 지속적으로 신체를 

살아내는 고통을 느꼈고, 살아있는 인간과 거의 접촉하지 않은 채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한다. 그러나 보호자인 “할머니”가 사망하면서 그녀는 마을의 유흥주점(ス

ナ ッ ク )에서  남자들이  보내는  욕망의  시선에  신체를  노출한  채  일하기  

시작한다 . 그녀는  그곳에서  일본  황태자  부부를  향한  테러를  계획하고  

있던  “그  사람”과  만난다 . 테러는 실패하고, “나”와 “그 사람”도 맺어지지 못한다. 

최종적으로 마을 남자들의 성폭행에 깊은 상처를 입은 “나”는 자신의 신체를 포기하고 

영혼이 되기를 선택한다.  

                                                        
2 加藤正春, 「マブイ」, 『沖縄大百科事典』下巻, 沖縄タイムス社, 1983, 527 쪽. 
3 桜井徳太郎, 「マブイワカシ」, 前掲『沖縄大百科事典』下巻, 528 쪽.  

4 ジュディス・バトラー, 『生のあやうさ―哀悼と暴力の政治学』, 本橋哲也訳, 以文社, 2007, 5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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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무카지투치리테」에서 공공성을 갖고 타자에게 노출된 신체는 결국 상실되는 

것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아픔을 감내하며 타자와 공존하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신체를 상실한 영혼들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산 자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으며 언어라는 공공성으로 타자와의 관계를 재구축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영혼과 신체를 연결하는 존재로서 존재하며, 이야기하기-듣기의 가능성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이어준다고 볼 수 있다.  

  

3  사키야마 다미의 문학  

사키야마 다미는 종종 주인공이 무엇인가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의해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묘사했다. 『웅자가, 나사키』의 주인공인 “나”도, 전혀 예상치 못한 

물건을 받는 바람에 일터였던 자신의 방에서 밖으로 끌려 나온다. 그러나 “나”는 

타자의 부름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그 부름에 응답하여 스스로 섬에서 여러 존재와 

장소를 연결한다. 여기서는 그 신체의 존재 방식이 어떤 공간을 열어젖히는지 

밝히고자 한다.  

  

4  『웅자가, 나사키』와 오키나와전의 기억  

 『웅자가, 나사키』는 발신인 불명의 몇 권짜리 파일을 받은 “나”가 그 공백투성이 

기록에 이끌려 많은 이들과 만난다는 내용의 텍스트이다. 최종적으로, “나”는 “역사의 

무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지하에 형성한 “Q 무라(Ｑムラ )”의 

역사를 읽고, 그 공백에 자신이 만난 사람들과의 경험을 쓰게 된다.  

“Q 무라”는 언뜻 보면 기존 국가에 저항하는 대안 공동체처럼 보인다. 그러나 

“Qmr 세포(Ｑｍｒ細胞)”를 보유한 동지의 확대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싸우며, 때로는 

동지와 함께 죽으려는 “Q 무라”는 자칫하면 “역사의 무대”를 차지한 공동체와 흡사한 

것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Q 무라”의 가능성은 “Q 무라” 자체가 아니라, “Q 무라”의 논리에 무지한 외부인인 

“나”가 “Q 무라”와 접촉하고 말려들어 “역사의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연상시키는 폭력적인 충격에 받고 다시 갑자기 튕겨지는 체험을 반복하면서, 

“Q 무라”의 논리를 조금씩 어긋나게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낯선 남자가 갑자기 “나”를 “치루( チルー )”라고 부르며 바다에 접한 

깎아지른 절벽으로 데려간다. “나”는 그곳에서 “누치누우유에(命のお祝い)”에 휘말린다. 

서른 명에 가까운 “치루”라 불리는 “미야라비(少女)”가 일본군 군가 <바다로 가면(海ゆ

か ば )>을 흥얼거리며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나’도 이에 저항할 수 없는 기분에 

휩싸였을 때 “나”의 목에서는 불현듯 “류카(琉歌, 오키나와 민속음악)”가 흘러나온다. 

그 운율은 일순 소녀들의 발을 멈추게 하지만, 역시 그들은 바다를 바라본다. 그들을 

막으려고 손을 내밀었던 “나”는 정신이 들자 홀로 가지마루(ガジマル, 대만고무나무)의 

둥치에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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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에서 독자는 오키나와전의 최종 국면에 오키나와섬 남부 곶으로 내몰려 

절벽에서 투신한 사람들의 ‘집단자결'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소녀들을 ‘자결’로 

유도하는 것은 일본군 군가의 운율이며, ‘나’의 입에서 나온 류카의 운율도 소녀들의 

발걸음을 멈추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류카는 야카비 오사무(屋嘉比収, 일본 

근현대 사상사, 오키나와학 연구자)가 지적했듯이, 사람들을 '집단자결'로 유도하는 

“공동체적 구조”에 흡수되지 않는 “타자의 목소리”가 울리게 만든다.5  

“Qmr 세포”를 갖춘 사람들의 존재와 언어에 씐 “나”는 여행에서 목격한 바와 들은 

바를 자신의 문학으로서 파일의 공백에 적는다. “나”에 의해 “타자의 목소리”가 

뒤섞이고 “Q 무라”의 기록이 편집됐을 때 비로소, “Q 무라”는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려는 공동체로서 출현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결론  

본 발표에서 다룬 두 텍스트에서, 신체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에서 아프고, 

상처입고, 행위하는 존재로서 묘사된다. 메도루마 슌의 텍스트는 그 한계까지 내몰려 

신체조차 포기하고 언어를 통해 가까스로 스스로를 지탱하는 존재를 그렸다. 한편, 

사키야마 다미의 텍스트는 부름에 응답하고, 타자와 함께 행위함으로써 새롭게 열리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의 오키나와 문학연구에서 시마쿠투바(島言葉, 오키나와어)의 사용 등 언어와 

문화, 민속, 역사 등을 중시한 논고는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신체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주목되지 않았다. 신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언어나 

텍스트 구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고찰함으로써 향후 오키나와 문학연구의 

심화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어에서 번역: 안지나) 

                                                        
5 류카비 오사무(屋嘉比収)는 ‘집단자결’을 하지 않고 개별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의 증언에 착안하여 

‘공동체적 구조’에 흡수되지 않은 ‘타자의 목소리’가 존재했음을 지적했다. 屋嘉比収, 『沖縄戦, 

米軍占領史を学びなおす―記憶をいかに継承するか』, 世織書房, 2009, 44~45 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