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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는 기억, 기억의 터, 디아스포라, 정체성과 관련된 이론적․방법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재일 교포 또는 재
일 동포로 호명되는 재일 한국인 건축가 이타미 준의 삶에 미친 기억의 터와 디아스포라 기억의 함의를 고찰하
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타미 준(한국명 유동룡)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이타미 준의 바다>를 분석대상으
로 선정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체 48개의 신으로 이야기가 구성된 <이타미 준의 바다>는 바다와 바다 
사이의 이편(일본)과 저편(한국)을 기억의 터로 가정해 경계인이자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이타미 준이 국적, 
국경, 영토, 국가의 경계로부터 탈각해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한국인 유동룡으로도 살아야 했던 이타미 준의 
이야기는 바다를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며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탐색하는 통시적 공간(기억의 터)으로 설정했
다. <이타미 준의 바다>에 구성된 이타미 준의 기억의 터는 그로 하여금 한국인으로서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자각하게 하는 기억 공간이다.

■ 중심어 :∣기억∣기억의 터∣디아스포라∣정체성∣이타미 준∣
Abstract

This paper tried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sites of memory and diaspora memory of the life 
of Jun Itami(Yoo Dong-ryong), a Korean architect in Japan who is interpellated as Zainichi Koreana 
adopting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discussions on memory, sites of memory, diaspora, and 
identity. To this end, the documentary <The Sea of   Itami Jun> was selected as the subject of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Sea of   Itami Jun> which consists of a total of 48 scenes,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sea and Japan and Korea between the sea are the space of memory, 
and emphasizes that Itami Jun, who had to live as a borderliner and a stranger is disengaged from the 
borders of nationalities, territories, and countries. In particular, the story of Jun Itami set the sea as 
a diachronic space(sites of memory) that penetrates the past and present and explores his diaspora 
identity. The sites of memory of Jun Itami reconstructed in <The Sea of   Itami Jun> can be said to be 
a memory space that makes Yoo Dong-ryong more firmly aware of his diaspora identity as a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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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재외 동포는 국적과 무관하게 한 국가의 영토 ‘바깥’
에 거주하는 동일 민족으로 통칭된다. 모국을 떠나 모
국의 영토 ‘바깥’에 새롭게 거처를 마련한 이들은 이전
에 살던 곳으로부터의 이주와 이후에 살 곳으로의 정주
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혼종과 맞부딪치
게 된다. 이른바 ‘한민족’은 한반도 등의 대한민국 영토
에서 한국어를 국적어로 사용하는 단일민족을 일컫는
다. 특히 재외 한국인을 ‘한민족’으로 호명하는 기억 행
위는 종종 이주와 정주의 이유나 과정을 사적인 디아스
포라(diaspora, 離散)의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오류에 
빠트리기도 한다.

전지구화의 세계적 경향이 고착화된 근래에 대한민
국 영토 밖에서 한국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며 다국적 
인종이나 민족과 혈연관계를 맺는 이들을 획일적으로 
재외 동포나 한민족으로 지칭하는 것은 민족주의나 국
가중심주의의 지엽적인 관점으로 이들을 기억하면서 
디아스포라의 본래 의미를 탈구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디아스포라에게 이주민이자 정주민으로서의 위
치가 계속 재조정되면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의 
논제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다.

특히 일정 시간 동안에 새로운 영토(공간), 언어(상
징), 일상(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디아스포라는 불가피
하게 문화적 동화, 변용, 차이, 차별 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영원히 정박(anchorage)하지 못한 채 
‘부유하는’ 이들의 시공간은 쉽사리 의미를 획득하지 못
하게 된다. 차라리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사실이 아니
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디아스포라의) 타자로서의 위
치”[1]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구분하
기 어렵게 만든다. 그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이야기는 
그들의 기억에 의해 ‘꾸며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처럼 기억(memory)은 과거에 관한 것만을 이야
기하지 않는다. 기억에는 과거에 대한 현재의 해석과 
미래에 대한 예견도 내포되어 있다.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를 재구성하는 기억 행위, 기억 주체와 객
체, 기억의 실체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명징하게 구분
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기억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억의 터(sites of memory)에 회자되

는 이데올로기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 결국 기억 행
위는 모든 차원들 안에서 연결되거나 접속될 수 있고, 
분해되거나 전복될 수 있으며, 끝없이 변형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지도 그리기(cartographie)’[2]와 유사하다.

본고는 기억에 바탕을 둔 인간의 자기 인식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가능해지고 나
와 같지 않은 너, 우리와 다른 너희와 같은 이항대립
(binary oppositions)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지도 그
리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가정한다. ‘나는 누구
인가’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자기 정체
성과 자기 동일성을 획득하게 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가 바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3]. 특히 본고는 
디아스포라를 탈공간성, 탈민족성, 탈국적성 등을 통한 
탈정체성의 측면으로만 논의하는 것은 이항대립을 더
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본고는 일본명 이타
미 준(いたみ じゅん, 伊丹 潤, Jun Itami)과 한국명 
유동룡(庾東龍, Yoo Dong-ryong)이라고 하는 두 개
의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이의 전기를 다룬 다
큐멘터리 <이타미 준의 바다(The Sea of Itami Jun)>
(정다운, 2019)에 구성되어 있는 기억의 터와 디아스포
라 기억의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타미 준의 바
다>에 재현된 이타미 준의 건축 설계 과정과 건축 공간
에 구축된 이타미 준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고찰함으
로써 어느 한 인간의 디아스포라 기억이 그의 일생에 
미친 영향을 숙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1. 이야기, 기억, 기억의 터
무엇이 기억할 만한 것이고, 그 무엇을 어떻게 기억

해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이야기에 의해 결정된다. 
기억의 토대가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질적인 것
의 종합’으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줄거리 구성인 ‘뮈토스(muthos)’라고 할 수 있
다[4]. 줄거리 구성을 통한 “이야기 능력은 기억으로부
터 나온다. 기억은 시간의 지속으로 가능한 것이며, 
……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경험이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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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래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5]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 “현재의 구조적 맥락이 기억의 내용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정체성 형성”[6]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간의 지속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기
억하거나 기억되는 것들은 영속적이지 않다. 기억하고
자 하거나 기억되어야 하는 대상의 “어떤 부분은 강조
되거나 억압되고, 왜곡될 수 있으며 또 어떤 부분은 완
전히 새롭게 만들어질 수”[7]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질
적으로 기억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이미지, 사운드의 흔적들로 저장되고 부상”[8]된다는 
점도 기억의 부재나 분절을 설명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
다. 무엇보다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연
속적인 흐름은 당연히 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시간의 지속은 절대적 물리이다. 인위적으로 통제되
거나 조작될 수 없는 것이 시간인데 반해 공간은 그 공
간을 배경으로 구성되는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의 정체
성을 구체화하는 장소의 역할을 하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변한다. 이야기의 기반인 “기억을 기억‘하’거나 
기억이 기억‘되’는 공간은 부단히 변화를 거듭하면서 항
상 새롭게 재배치되고, 기억의 사회문화적 실천 행위가 
이루어지는 기억 공간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물리적이
고 상징적이며, 추상적인 속성”[9]을 갖게 된다. 물리적
이고 상징적이며 추상적이기도 한 공간을 기억 공간으
로 개념화하는 것도 결국 그것이 추억의 회상이거나 또
는 역사의 회고이거나 관계없이 기억‘하’고 기억‘되’는 
과정은 특정 공간에서 전개된다는 점을 전제한다. 그 
특정 공간이 바로 당대의 사회이다. 사회에서 개개인의 
기억은 보관되거나 저장되기보다 구성 및 재구성된다
는 관점에 의해 제기된 개념이 기억의 터((les lieux de 
mémoire, sites of memory)이다.

기억의 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추상적 공간까지 포괄하
는 개념이다. 진실한 기억은 부재하고 실제로는 더 이
상 존재하지 않는 기억의 흔적만 남아 있는 곳(공간)아 
기억의 터이다[10]. 즉, 구체적이거나 명확하게 가시화
된 공간이기보다 상징적인 이미지로 기억되는 공간과 
그 공간을 은유적으로 재개념화한 것이 기억의 터이다. 
이곳에는 의례를 명시하며 특수성을 획일화시키고 사

회 구성원들이 동일성을 추구하는 개인으로 스스로 인
식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11]. 
따라서 기억의 터는 사회내의 집단성을 강조하며 타 집
단과 구별되는 기호를 만들어낸다.

기억의 터는 특정 시공간적인 배경에서 발생한 사건
을 경험하는 인물들로 하여금 그 배경과 사건의 “환기
력을 지니는 특정한 사물이나 장소, 기억을 담고 있는 
상징적 행위와 기호, 또는 기억을 구축하고 보존하는 
기능적 기제들을 총망라하는 개념틀”[12]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기억의 터는 ‘생생하게 살아있는(lived)’ 기억
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논증한다
[13]. 기억은 기억‘하’거나 기억‘되’는 현재의 순간에 이
미 지나간 과거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억하거
나 기억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억이 진실이라고 확증
할 수는 없다. ‘진실한’ 기억의 부재는 기억이 구상적이
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억은 일반적으로 장소-지향적이거나 장소-기
반적이다[14]. 기억의 터라는 공간도 그 공간에 정주하
거나 그 공간을 경유한 이들의 경험이 개입되면서 장소
로 변화한다. 시간이 경과하고 공간이 이동하면서 기억
의 터에는 그곳에서 살았던 이들의 흔적과 자취가 남게 
된다. 그 흔적과 자취는 마치 파편처럼 기억의 터에 산
재되어 있다. 기억의 실체는 부재한다. 따라서 이야기를 
만들거나 이어가려면 기억의 터에 남아 있는 흔적과 자
취를 쫓아야 한다.

2. 디아스포라와 정체성, 디아스포라 서사
디아스포라는 원래 유대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의 (역사적) 분산을 뜻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 이
주민, 국외 추방 난민, 초청 노동자, 망명자, 소수민족 
공동체 등도 포함된 개념으로 재정의된다[15]. 특히 국
외로 추방된 소수 공동체(expatriate minority 
communities)인 디아스포라는 이산의 역사, 모국에 
대한 신화와 기억, 거주국에서의 소외, 언젠가는 귀국하
겠다는 바람, 모국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헌신, 모국에 
의해 형성된 집단적 정체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16].

타의에 의한 이주와 정주, 그로 인한 이산의 고통과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소외와 모국에의 향수 
등의 디아스포라 위치(diaspora status)는 디아스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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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이런 논제는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근거지인 ‘고국’ 혹
은 ‘새로운 이주국’ 사이에서 ‘이방인’처럼 존재하는 소
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말하는’ 문제에 닿아 
있다.”[17] 따라서 디아스포라는 과거의 고국과 현재의 
거주국 사이와 두 공간 모두에서 기억되는 것들이 구성
하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모색할 수밖에 없
다. 특히 두 공간이 문화적으로 혼종된 상태에서 발현
되는 타자의 발견 과정 동안에 부딪치는 “‘과거의 기억’, 
‘현재의 동일한 장소’라는 또 다른 동일성의 근거를 만
들어 가는 방식을 통한 소통은, 여전히 진정한 소통이 
아닌 ‘자기 독백’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18].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정체성은 이곳과 저곳이 
아니며, 동시에 이곳과 저곳 모두인 이중의 중첩된 경
계에서 탐색될 수밖에 없다. 즉, (과거와 현재, 여기와 
저기의) 경계에 끼인(in-between) 채 발현되는 사회문
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며, 소수집단의 이방인적 시공간
에서 ʻ내부에서의 외부적 위치ʼ와 ʻ전체에서의 부분의 
위치ʼ를 통해 차이와 혼성의 경계적인 효과를 만드는 것
이 디아스포라 정체성이다[19]. 본질적으로 정체성의 
정치는 존재(being)가 아니라 존재가 되는 것
(becoming)의 문제일 수 있다[20]. 디아스포라 이전의 
기억 행위에 의해 구성된 불변의 민족적 정체성이 원래
부터 존재했던 것인데 반해 디아스포라 이후의 기억 행
위에 의해 재구성된 가변의 국가적 정체성은 이전과 다
른 존재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결국 “디아스포라들은 
자신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거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
는 동시에 모국과의 연결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 
형성과 유지를 포함하는 초국가적 사회영역 내”[21]에
서 살아간다.

디아스포라 기억 행위가 수행되는 과정 동안에 (재)
구성되는 디아스포라 서사의 등장인물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위치성의 부재’를 경험한다. 여기에서의 
“위치성은 지리적 물리적 위치(location)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 주체로서 갖게 되는 상징적, 정치적, 존재
론적 위치성(positionality)”[22]을 통해 디아스포라 기
억은 (재)구성된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서사는 이주, 월
경, 탈주라는 이동성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변화, 생

성, 차이를 내재한 재영토화의 수준에서 재고되어야 한
다. 재영토화된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자아인 동시에 
타자가 되기 때문이다[23].

어느 한 공간으로부터 다른 공간으로의 이주는 “장소
의 안정감, 친근감, 익숙함을 상실하고 위험하고 불안정
하며 낯설고 모호한 공간과 직면하는 것”[24]이다. 그 
결과, “이방인은 ‘오늘 와서 내일 머무는’ 잠재적 유랑
자”일 수밖에 없으며, “이주자는 현지사회에서 스스로 
그러한 이방인성(stranger-ness)을 긍정적, 창조적, 관
계적으로 구현하고 유지할 때 ‘내일도 머무는 자’로 받
아들여질 수 있다.”[25] 이 과정을 거치며 (재)구성되는 
디아스포라 기억은 지속적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소환
되면서 모국과 거주국을 고향과 타향으로 대체하고 그 
경계 지대에서 이주민으로 하여금 자아와 타자를 오가
며 끊임없이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강
제한다. 즉, 디아스포라 기억은 “국가를 넘어선 문화적 
변용의 차원에 해당하는 이주, 이산, 치환, 재배치라고 
하는 문화적 번역과 전이의 과정을 복합적인 의미작용
의 형식으로 (재)구성”[26]한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정
체성과 문화는 “국경을 초월한 장소 간 연결망과 흐름 
속에서 특정 장소에 고착되기보다 이동과 혼합”[27]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듭할 수밖에 없게 된다.

Ⅲ. 분석대상과 연구문제

본고는 재일 한국인 건축가 이타미 준의 전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이타미 준의 바다>를 분석대상으로 선정
했다. <이타미 준의 바다>는 <한국 현대건축의 오늘: 
집>(2017)을 연출한 정다운 감독에 의해 건축과 영화
의 교유의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기획의도로 제작되었
다. <이타미 준의 바다>를 본고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타미 준의 ‘건축’보다 ‘이타미 준’이라는 인물 
때문이다. 이타미 준, 유동룡은 일본(인)과 한국(인) ‘사
이’에서 평생 자신의 디아스포라 기억의 흔적과 그 자
취를 쫓으며, 시간과 공간이 축조한 기억의 터를 매개
로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탐색했다. 본고는 기억, 기억의 
터, 디아스포라, 정체성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이타
미 준의 바다>의 내러티브 분석을 연구방법론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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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첫째, 이타미 준, 유동룡이 건축한 기억의 터에 (재)
구성된 그의 기억 이야기의 함의와 둘째, 이주와 정주
의 반복 과정을 거치며 구축된 그의 디아스포라 기억이 
그의 정체성 구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각각 분석하
는 것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Ⅳ. 연구결과

<이타미 준의 바다>의 상영시간은 엔딩 크레디트를 
포함해 총 111분 40초이다. 3막 8장의 전통적인 내러
티브 구성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48개의 
신으로 구성된 <이타미 준의 바다>의 1막 1장은 1~10, 
2장은 11~14, 2막 3장은 15~20, 4장은 21~27, 5장
은 28~31, 6장은 32~38, 3막 7장은 39~45, 8장은 
36~48 신으로 각각 구조화되어 있다.

<이타미 준의 바다>는 바다와 숲, 이타미 준의 건축, 
유년 시절의 이타미 준을 재연한 장면 등이 몽타주된 
프롤로그 신(S#1, 이하 신 표기는 S#숫자)으로 이야기
가 시작된다.

내레이션, 인터뷰, 몽타주 영상이 한국과 일본에 소재
한 이타미 준의 건축물들이 기억의 터로서 갖는 의미와 
‘이타미 준’이나 ‘유동룡’이라는 이름에 내포된 디아스포
라 기억의 의미를 제3자의 관찰자적인 시점으로 설명
한다. 또한 이타미 준의 건축 작업을 컴퓨터그래픽을 
활용해 연대기적으로 표현한 쇼트들을 기준으로 막, 장, 
신이 구분되어 있고, 이타미 준의 대표적인 건축물들 
중의 하나인 수ㆍ풍ㆍ석 미술관(한국 제주)과 생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이타미 준 건축 연구소(여백
의 집Ⅱ)가 시작(S#1, 3, 5~10)과 끝(S#46~47)에 수미
상응의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1991년 경주 여행(S#18), 2003년 프랑스 국
립 기메 동양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 개인전(S#19~20),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된 제주프로젝트-PINX 리조트
(S#32~35)가 플롯 포인트의 기능을 하며 그 전후에 이
타미 준의 주요 건축물들이 기억, 기억의 터, 디아스포
라, 정체성 등의 주제어들을 통해 각각 비선형적인 뮈
토스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이타미 준의 바다> 내러티브 분석 결과
Act Seq. S# 시간 내러티브

1

1 1-10 00:00-
12:27

프롤로그: 바다, 숲, 건축물 등에 비친 빛과 그림자
메인타이틀 ‘이타미 준의 바다’
기억의 타: 이타미 준 생가(일본 시미즈)
이타미 준 건축사무소, 여백의 집Ⅱ(이상 일본)
수ㆍ풍ㆍ석 미술관(한국 제주)

2 11-14 12:28-
21:07

건축가 배경: 한국(제주)과 일본(시미즈)
유년 시절의 ‘유동룡’이라는 이름: 바다, 찻집
어머니의 집 1971(일본)

2

3 15-20 21:08-
35:51

디아스포라 기억: 한국인 유동룡
이름, 국적, 귀화, 정체성: 경주, 서울, 안동
국립 기메 동양박물관(프랑스)

4 21-27 35:52-
63:48

한국, 한국인: 기억의 터, 디아스포라 기억
경주타워, 온양민속박물관, 두손 미술관(이상 한국)
먹의 집, 열린 벽의 집, TRUNK, M Building, 
NIDOM Art Stone Church(이상 일본)
시간의 힘과 사람

5 28-31 63:49-
73:25

시간과 공간의 변화, 기억과 디아스포라
먹의 공간(집)(일본), 방주교회, 석 미술관(이상 
한국 제주)

6 32-38 73:26-
97:03

조국 한국, 일의 터전 일본 ‘자리매김’
제주 프로젝트-PINX 리조트, 포도호텔(한국 제주)
<이타미 준: 바람의 조형 전>(국립현대미술관)
JUJU(일본) 인간적 정서, ‘빗물’

3

7 39-45 97:04-
103:18

하네기공원, 여백의 집Ⅰ Ⅱ(일본)
이타미 준 생전 마지막 모습에 대한 기억
삶과 건축

8 46-48 103:19-
111:40

수 미술관(한국 제주) 바다, 석양
이타미 준 자화상, 생전 인터뷰 장면들
이타미 준의 ‘여행’

바다, 바다 이편과 저편에 기억된 이야기들
<이타미 준의 바다>에서 ‘바다’와 바다 ‘사이’의 이편

(일본 시미즈시)과 저편(한국 제주)은 이타미 준의 대표
적인 기억의 터이다. 바다와 바다가 보이는 바닷가, 바
다를 오가며 임시 거주했던 한국(제주)과 영원히 거주
해야 했던 일본(동경)에 이타미 준은 자신의 기억의 흔
적과 자취를 남겨놓았다.

그 기억의 터에 남겨진 건축물들은 과거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건립된 기념공간이기보다 이타미 준 자
신의 한국적 정체성을 확증하기 위해 전시된 추상화처
럼 재현되어 있다.

특히 유년, 청년, 노년의 시기로 구분해 이타미 준의 
생애를 재연한 <이타미 준의 바다>는 이타미 준의 과거
를 그의 사후에야 비로소 현재로 소환해 이주자이자 이
방인일 수밖에 없었던 그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탐색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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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타미 준의 바다>에 구성된 기억의 터
Act/Seq./S

# 시간 기억의 터

1/1-2/1-14 00:00-
21:07

바다, 숲, 빛과 그림자(어둠)에 관한 기억
수ㆍ풍ㆍ석 미술관(한국 제주)
이타미 준 건축 연구소, 여백의 집Ⅱ(이상 일본)
한국 제주와 일본 시즈오카현 시미즈시의 바다
SHIMIZU HOUSE(어머니의 집 1971)

2/4/23-25 44:49-
56:45

빛과 어둠(그림자), 도시(뭍)와 바다
먹의 집, 열린 벽의 집, TRUNK(이상 일본)
두손 미술관(한국)

2/4/27-28 59:49-
66:20

인간적인 따뜻함, 시간의 힘
NIDOM Art Stone Church(일본)
먹의 공간(일본) 집 안의 기억과 추억

2/5/30 69:34-
72:42 건축의 숙명, 폐허가 되어 땅으로 다시 돌아감

2/6/33 77:36-
79:48 이미지 몽타주 영상

2/6/36 89:06-
92:04

이타미 준 전 생애 작품 연대기 CG
인간, 시간, 건축에 대한 기억

7/7/44-45 101:37-
103:18

아름다운 인생, 여백의 집Ⅱ
아버지(이타미 준) 자신, 삶 자체가 건축

8/8/47-48 104:17-
109:35

-111:40
할아버지(이타미 준) 여행, 사람의 따스함과 생명

바다와 호수가 만나는 경계에서 물안개가 희부옇게 
피어오르고, 물기를 가득 머금은 숲 속 나무의 잎사귀
에 맺힌 물방울과 바위에 엉긴 짙은 녹색의 이끼들이 
햇빛에 반짝인다(S#1 프롤로그). 그렇게 시간은 어김없
이 지속되고 현재는 이내 과거가 되면서 (재)구성된 기
억들이 바다와 바다에 맞닿은 뭍의 산맥과 들에서 일몰
과 일출, 석양과 여명을 몽타주한 영상으로 재현된다. 
그리고 메인타이틀인 ‘이타미 준의 바다’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위에 떠오른다(S#2 메인타이틀 [그림 1]).

그림 1. 바다와 메인타이틀

일본 동경에서 태어난 이타미 준은 병약했던 그를 걱
정한 아버지가 ‘바다의 마을’(S#12 바다, 바람, 물, 돌) 
시미즈로 이사하면서 ‘울적할 때도 즐거울 때도’ 바다를 
보며 성장한다. 그에게 바다는 바다 이편과 저편을 월
경하는 공시적 경계이기보다 과거와 현재(미래도 포함
된)를 관통하는 통시적 공간으로 기억된다(S#23~25 

먹의 집, 두손 미술관, 열린 벽의 집, 33 바다 등 몽타
주, 47 수 미술관, 바다). 물리적이거나 상징적인 기억 
공간에서의 경험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듯이, 이타미 준
에게 바다라는 물리적 공간은 그의 디아스포라 기억을 
부단히 (재)구성하면서 한국인이자 일본인, 일본인이자 
한국인인 이중적인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게 하는 기억
의 터이다.

이타미 준이 자란 바닷가 마을 ‘저편’에 있는 한국(제
주)에 건립된 수ㆍ풍ㆍ석 미술관(S#7~10)은 한국인 유
동룡의 디아스포라 기억이 켜켜이 중첩된 대표적인 기
억의 터이다. 물방울로 형상화된 그의 모국에 대한 기
억의 파편들은 수 미술관의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물웅
덩이 수면 위로 떨어져 모이고, 널 칸살 사이로 드나드
는 거센 바람은 풍 미술관으로 스며들어 누적되면서 기
억의 자취를 견고하게 퇴적시킨다. 그러나 이 기억의 
흔적은 석 미술관에 내리는 비와 그 비에 젖어드는 돌
처럼 “자연 소재의 시청각, 촉각을 담아 잃어버린 자연
과 기억을 연상”[28]시키면서 멈춘 공간 속에 흐르는 
시간을 적층시킨 기억의 터에 다름 아니기에 실제로 존
재하지 않는다. 그 은유적 공간에서 이타미 준은 과거
의 일본과 현재의 한국 사이의 대화를 모색하며 건축 
작품전 명칭이나 여권의 이름처럼 ‘유동룡’을 스스로에
게 각인시킨다.

그림 2. 여백의 집Ⅱ(이타미 준 건축연구소)

유동룡 자신이나 <이타미 준의 바다>의 기억들은 구
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그 기억들은 “빛과 그림자
가 깃들고”(S#1), “어렴풋한 빛을 추구”하지만 “눈길은 
여전히 어두운 곳에 쏠려”, “뭍과 바다 사이를 떠다
니”(S#23 먹의 집 이타미 준 재연)며 실향과 귀향의 시
간을 상징적으로 추상화한다. 그래서 이타미 준은 “상
상할 수 없는 매우 깊은 어둠” 속에서 “절대 고
독”(S#23 먹의 집)과 마주한 채 “물질에 대한 애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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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인 따뜻함”(S#27 NIDOM Art Stone Church)
에 대해 고뇌하며 “새롭게 더해진 시간과 기억”(S#25 
열린 벽의 집)에 천착한다. 바다와 바다 이편과 저편에 
남겨진 이타미 준, 유동룡의 기억의 터는 마침내 “언젠
가 결국은 그것이 폐허가 되어서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건축의 숙명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이 
곧 자연스러운 것이다.”(S#30 석 미술관)라는 고백을 
통해 그의 생의 ‘여행’(S#47 수 미술관, 바다)은 끝을 맺
는다.

1. 이주와 정주 사이에서의 디아스포라 기억
이타미 준은 일생 동안 어떤 존재가 ‘아닌’, 어떤 존재

도 ‘될 수 없는’ 디아스포라 위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말해야 하는 혼류(cross currents) 속에 갇혀 
있었다. 이타미 준, 또는 유동룡이라는 두 개의 이름이 
이주와 정주 사이에 놓인 경계에서 자신의 디아스포라 
기억을 부단히 (재)구성하도록 그를 억압했다. 그래서 
그는 “작은 크기의 족보를 항상 배속에 넣고” 다니면서 
‘유동룡’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학교를 다녔던 “우리(한
국) 사람”(S#13 유순자 인터뷰, 15 좌옥화 인터뷰)인 
동시에 ‘본명’ 유동룡의 유(庾)가 일본어에 없는 한자여
서 ‘빗물’을 함께 들으며(S#38 자료영상) 의형제처럼 지
냈던(S#16) 길옥윤(요시야 준)의 일본식 이름인 준을 
자신의 이름으로, 당시에 한국을 오갔던 국제공항인 이
타미(伊丹)를 성으로 삼아 “국적, 이런 걸 떠나서 자유
로운 국제인으로서의 건축가”(S#16 유이화 인터뷰)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룡은 “일본에
서는 완전히 조센징으로, 한국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어, 그 일본사람”으로 “중간에 떠 있는 이방인”(S#17 
우경국 인터뷰)일 수밖에 없었다.

일본계 한국인이자 ‘일본의 한국 건축가’(S#20 프랑
스 국립 기메 동양박물관)인 유동룡은 이름과 거주 공
간, 국적과 국가 등이 분열된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지
닌 채 이주지(한국)와 정주지(일본)에서 모두 일시 체류
자(sojourner)나 유랑인(nomad), 주변인(outsider)으
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위치성의 부재는 
그를 이산으로 인해 불안정하고 낯설며 모호한 공간과 
직면하도록 작용한다. 그 결과 그는 ‘오늘 와서 내일 머
무는’ 이방인성을 체득하게 된다. 그래서 민족적, 국적 

모두 한국인인 그는 “산산 조각낸 거울에 자신을 비춰
보며 지역성의 문맥(context)과 뿌리를 찾아내”(S#18 
경주여행 영상자료) “이게 바로 나”(S#17 사토 테츠야 
인터뷰)라고 결연히 선언한다.

표 3. <이타미 준의 바다>에 구성된 디아스포라 기억
Act/Seq./

S# 시간 기억의 터

1/2/13 14:58-
18:08

디아스포라 정체성
우리(한국) 사람, 족보, 한국 이름 ‘유동룡’

2/3/16-20 23:12-
39:51

디아스포라, 기억, 정체성
귀화: 국적, 이름: 유동룡, 국제인과 이방인
‘일본의 한국 건축가’ 이타미 준

2/4/21-22 39:52-
44:48

한국과 일본, 한국인과 일본인
어머니 나라, 한국의 미, 한국성

2/6/34-35 79:49-
89:05

자연발생적인 것과 한국의 전통적인 판소리
조국(한국)과 일본(타국), 큰 역사

2/6/38 96:04-
97:03 (영상자료) 이타미 준과 길옥윤, 노래 ‘빗물’

8/8/47-48 104:17-
109:35

유년과 노년의 유동룡의 여행
‘간단한 한국말’을 하는 사람의 따스함과 생명

이와 같은 유동룡의 디아스포라 기억은 “나는 누구인
가의 반복적 자기 독백의 한계를 극복해 나는 누가 될 
것인가에 천착”[2]하면서 비로소 유목적인(nomadic) 
정체성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다. 자
신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스
스로’ 답하면서 유동룡은 마침내 자신을 ‘자기와 동일한 
자(I am who I am)’로 인식하면서 탈 디아스포라
(de-diaspora)의 위치를 점유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 유동룡의 대한민국 여권

이산의 고통, 소외, 향수 등이 복잡하게 직조되어 있
는 유동룡의 디아스포라 기억은 미국 비자가 인쇄된 그
의 대한민국 여권들(S#17)[그림 3], 일본에서 못했던 
것(건축 공모전 경쟁)을 한국에서 해보게 된 경험(S#21 
경주EXPO), “자신의 나라, 장소의 건축에 대한 고민이 
강하게 표출된 건축물”(S#22 온양민속박물관 구정아트
센터)을 통한 일련의 한국성(性) 작업들에서 여실히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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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다. 그는 마침내 “한국의 전통적인 판소리 리듬과 
그 본질이기도 한 연속과 불연속, 그리고 차단을 의
식”(S#34 포도호텔)하며 ‘어머니 나라의 풍경’(S#22 구
정아트센터) 속에 자신의 풍경을 중첩시킨다.

건축뿐만 아니라 국가, 민족, 국적 등의 다양한 영역
에 걸쳐 재구성된 유동룡의 디아스포라 기억은 그로 하
여금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위치로부터 탈각할 수 있게 
했다. 도면 형식으로 그려진 지도가 아니라 “고른 판 위
에 최대한 열어놓게 하는, 그 자체로 리좀(rhizome)인 
지도”[30]처럼 그의 디아스포라 기억 그리기는 이주로 
인한 이합과 정주로 인한 집산의 경험과 과거와 현재, 
이편과 저편의 경계를 모두 무위로 돌린다. 유동룡은 
오랜 시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왔던 “지형과의 대응, 지
형을 거스르지 않고 배치”하는 “마을의 본질, 민가의 모
티브를 떠올리며 자연발생적인 것을 축”(S#33)으로 삼
아 재일 한국인 사업가(김홍주)와의 회우(S#32)로 시작
된 제주프로젝트-PINX리조트에 매진한다. 포도호텔은 
‘자글자글’한 땅, ‘꼬불꼬불’한 길에 자생하는 포도나무
처럼 시간이 흘러도 늘 머물러 있는 공간, 굳이 정주하
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탈주를 획책할 수 있는 
차연(différance)의 공간이다. 정주에의 욕망을 거부하
고 부단히 경계를 변동시키면서 디아스포라 기억을 선
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이 공간에서 유동룡은 
자아(한국적 정체성)와 타아(일본적 정체성)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유동룡은 국적, 인종, 영토, 국가 등에 구속되지 않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인간적 정서가 담
긴”(S#37 JUJU) 건축을 통해 “인생에는 깨끗한 일도 
더러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슬픈 일도 있는데 그래
도 인생은 이렇게나 아름답다”(S#44 여백의 집Ⅱ)라고 
술회한다. 그래서 그는 풍 미술관의 칸살이나 포도호텔
의 창호 사이로 스미는 바람과 햇빛을 통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성찰하고, 먹의 집의 “마
치 벼루로 만든 듯한 새까맣고 어둠침침한 공간”(S#23)
을 통해 이방인으로 정주해야 했던 현재를 다시 기억하
려 진력한다.

그림 4. 포도호텔

일부러 찾으려 하지 않으면 무심코 지났을 듯이 ‘아무
렇게나’ 놓인 경주타워의 명판에 새겨진 활자들이 형체
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비바람에 씻겨 있는 것처럼
(S#21 경주타워) 한국인이자 일본인인 동시에 일본인
이자 한국인인 유동룡의 디아스포라 정체성도 그 흔적
이나 자취는 이미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인으로서의 뿌리’(S#16 유이화 인
터뷰)를 망각하지 않았다. 비록 한국과 일본(의 바다) 
‘사이’, 그 경계에 끼인(in-between) 채 일생을 보냈지
만 유동룡은 “우리는 혼자는 아니다”(S#18)라는 신념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이방인성을 받아들이며 ‘한국의 건축가’(S#48)로서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Ⅴ. 결 론

기억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어떤 것에 관한 것이 아
니다. 당연히 기억은 과거와 그 이후의 현재에 이르기
까지 중층적으로 누적되어 온 흔적이나 자취의 결과이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추억이나 기념보다 유사나 잉
여의 형식으로 재구성되고 재현된 것이 기억인 셈이다. 
따라서 기억의 실체를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지금 그렇
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진실로 확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과거에 정주했던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정주(한 곳)와 이주(한 곳)의 
경계의 모호성이 자아와 타자의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
게끔 작용하기도 한다.

본고는 주로 경계인이나 이방인으로 호명되었던 재
일 한국인 건축가 유동룡의 전기를 다룬 <이타미 준의 
바다>를 분석대상으로 이타미 준의 기억의 터에 구성된 
디아스포라 기억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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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전체 48개의 신으로 이야기가 구성된 <이타
미 준의 바다>의 바다와 바다 이편과 저편 사이에 남아 
있는 기억의 터에서 유동룡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은 국
경, 영토, 국가, 민족 등으로부터 탈각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동룡은 탈 디아스포라적인 상상력을 원천으
로 재일 교포, 재일 동포, 재일 한국인 ‘이타미 준’으로 
정형화된 국외자의 경계를 스스로 극복하고자 했다. 또
한 그의 한국인으로서의 디아스포라 기억은 지리적으
로 실체가 명료하게 제시된 특정 장소나 공간보다 추상
적이고 상징적이며 은유적으로 재현된 터(site)에서 건
축의 형식을 통해 발현되고 있었다.

특히 <이타미 준의 바다>에서의 ‘바다’는 바다 양편을 
월경하는 공시적 경계이기보다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
는 통시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바다라는 공간과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을 오가며 유동룡이 바다 이편(일본)에 
지은 건축물(먹의 집, 여백의 집Ⅱ, 열린 벽의 집, 
NIDOM Art Stone Church 등)과 저편(한국 제주)에 
지은 건축물(포도호텔, 방주교회, 수ㆍ풍ㆍ석 미술관 
등)은 그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이 투영된 기억의 터들이
다. 그곳들에서 재구성된 유동룡의 기억은 멈춘 공간 
내부에 움직이는 시간을 적층시킨 결과에 따른 것이지
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공간들은 지리적이거
나 물리적인 위치에서 이탈된 채 이주인과 정주인, 체
류자와 유랑인 등의 이항대립적인 경계를 상실한 사이 
공간(in-between space)이기 때문이다.

재일 동포, 재일 교포, 재일 한국인 등 신체적 거주지
와 정신적 민족 개념이 혼합된 채 외지인이나 주변인의 
삶을 감내해야 했던 이타미 준(유동룡)의 이야기를 다
룬 <이타미 준의 바다>를 통해 기억의 터와 디아스포라 
기억의 논제를 탐구하고자 했던 본고는 <이타미 준의 
바다>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기억과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논제를 미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다. 따라서 다큐멘터리 한 편만을 분석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의 특수성이나 건축을 소재로 제작된 다큐
멘터리의 형식과 장르적 특수성을 연구 설계의 주요 변
수로 가정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노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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