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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정보 시  국가  미디어의 잠재력과 가능성

『정보시대의 매스 미디어』(Mass Media in the Information Age)에서 토
마스 M. 파스쿠아, Jr.(Thomas M. Pasqua, Jr.) 등은 산업 시대가 정보 시대
로 전환된 결정적인 해로 1975년을 꼽는다. 정보 시대로 진입했음을 상징하는 
‘1975년 사건들’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무하마드 알리와 조 프레이즈의 
권투 경기가 인공위성을 통해 미국 전 가정에 전송된 획기적인 사건과 <월 스
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의 남동부 판이 인공위성을 통해 메사추세
츠에서 플로리다까지 팩시 리 복사로 전송된 사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정
용 컴퓨터를 가능하게 한 마이크로칩의 개발과 비디오 녹화기의 등장 등도 포
함된다(Pasqua et al, 1). 이러한 상황은 이 시기에 이미 미국의 국가총생산의 
반 정도가 정보관련 산업과 관련되어 있고, 정보가 핵심 상품인 정보 경제가 
지배하는 정보 사회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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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시대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정보가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
에게 전달되고 처리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킨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기회도 여러 국가와 문화 사이의 상호문화적 소통이 증진될 기
회도 증가한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은 접속가능한 정보의 양과 분
배방식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정보를 구성하는 지식의 질 자체도 변화
한다. 그래서 후기 자본주의에서 정보는 헤어브레히터(Stafan Herbrechter)의 
지적처럼 “가장 중요한 자원, 상품이 될 뿐 아니라 정보 사회의 핵심적 이념소
(ideologeme)도 된다”(77-78).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산되고 유
통되는 초국가적 미디어 생산물은 먼 지역에 분리된 사람들을 접속시켜 의미
있는 초국가적 연대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자본과 국가, 
문화와 이념이 제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쟁하는 전쟁터가 되기도 한다는 
의미다. 특히 텔레비전처럼 그것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작업 자체가 기업 규모
의 대자본과 전문인력과 첨단기술이 필요하고, 그 효과가 상상을 초월하는 초
국가적 대중 매체인 경우, 미디어는 개인들의 통제 너머에서 작동하는 권력 매
체가 된다. 전지구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초국가적 대자본과 대기업의 자
본 권력, 언론과 미디어를 통제하려는 정치권력, 자체의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
업인 방속 권력 등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미디어의 생산과 배분과 소비만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과 재현도 통제하고 지배하려 한
다.      

정보가 상품이고 미디어가 시장이면서 이데올로기 전쟁터인 지구화된 정보 
시대에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개인들의 책임과 개입 가능성이다. 개인들
은 미디어를 매개로 쏟아지는 압도적인 정보들 사이에서 얼마나 의미있는 지
식/앎을 획득할 수 있을까? 개인들은 초국가적 미디어의 공간에서 얼마나 책임
있고 윤리적인 주체로 행동할 수 있을까? 20세기가 끝나가는 1998년에 출판
된 루쓰 L. 오제키의 소설 『나의 고기 해』(My Year of Meats)는 이러한 미
디어와 개인의 관계를 진지하게 다루는 흥미로운 텍스트다. 한편으로는 미디
어 생산에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대기업과 대자본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들이 대자본의 권력에 맞서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에 긍
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틈새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를 진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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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탐색한다. 특히 이 소설은 일본에서 기획되고 미국에서 생산되어 일본에서 
소비되는 초국가적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본계 미국인 제인 다카기-
리틀(Jane Dakagi-Little)과 그녀가 만든 프로그램을 일본에서 시청하는 아키
코 우에노(Akiko Ueno) 두 여성을 서사의 중심에 두고, 미디어와 개인의 문제
를 초국가적 미디어의 재현과 지식/앎의 문제로 확대하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다큐 필름 제작자이며 소설가인 오제키는 소설 안에서 초국가적 미디어로서
의 텔레비전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텔레비전은 20세기 중반에 “미디어는 
마사지다” 혹은 “미디어는 메시지다” 같은 혁신적인 미디어 개념을 창출한 맥
루언(Marshall McLuhan, 1911–1980)이 폭발적인 가능성을 인정한 미디어다.
『구텐베르크 은하계』(The Gutenberg Galaxy: The Making of Typographic 
Man)나『미디어의 이해』(Understanding of Media: The Extensions of 
Man) 같은 저서를 통해 시각 중심의 인쇄 미디어를 비판한 맥루언은 세계를 
온전히 지각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감각이 유기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텔레비전을 비롯한 촉각적 미디어는 인쇄 미디어가 왜곡시킨 인간
의 감각균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맥루언이 의미하는 
촉각성(tactility)은 오감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감각까지 상호작용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상’과 ‘환상’까지 포함하는 전 감각이다(임상원 22, 33). 
따라서 인간의 모든 감각을 활성화하는 텔레비전의 촉각성은 사람들의 참여와 
감정이입과 상상력이 가동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이윤진 242). 세계 각지
의 개인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낯선 상황과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확장시
킬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의 감정을 공유하는 ‘지구촌’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긍정적 도구로 만드는 그 잠재력과 힘이 텔레비전을 
부정적 도구로 만든다. 시청자를 감각적 쾌락의 자극에 몰입시켜 판단을 마비
시키기도 하고, 정보를 왜곡하거나 통제하려는 국가권력이나 자본권력의 효과
적인 도구가 되기도 한다.  

오제키가 텔레비전 제작과 소비를 다루는 소설을 통해 미디어와 개인의 관
계를 탐색하는 배경에 미디어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치열한 인식이 놓여
있다는 사실은 소설이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부터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큐작
가/감독 지망생인 제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부시 대통령의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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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풍” 작전이 전 세계에 텔레비전으로 방영되던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이
다. “2차 대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중 폭격과 지상 공격”1)인 걸프전은 미사일
이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고 전투 요원들이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장면까지 생
생하게 방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미디어 기술의 발전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
다. 문제는 대부분의 전 세계 방송국이 거의 전적으로 미군이 제공한 정보와 
영상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텔레비전 중계의 초점은 폭
격을 당하는 지상의 사람들이 아닌 폭격을 하는 미군의 새로운 전투 기술에 맞
추어졌고, 시청자들은 마치 전쟁 드라마나 전쟁 게임을 보듯 텔레비전 영상들
을 지켜보도록 유도되었다. 정보의 통제와 시각에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걸프
전 중계는 이후 텔레비전과 국가, 텔레비전과 전쟁 사이의 공모와 촉각적 미디
어인 텔레비전 재현의 잠재적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 뜨거운 논의를 야기한
다. 오제키는 걸프전의 텔레비전 중계와 제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참여
라는 두 사건을 소설의 시작에서 병치시킴으로써, 독자들이 제인의 텔레비전 
제작 서사를 걸프전의 텔레비전 중계가 의미하는 맥락 속에서 고려하도록 유
도한다.  

본 논문은 미디어를 매개로 정보와 재현과 지식/앎의 문제를 제기하는 오제
키의 소설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대자본과 방송국의 권력이 지배하는 초국가적 
미디어의 부정적인 작동 앞에서 미디어 생산자 혹은 소비자의 위치에 개별적
으로 위치한 주인공들이 올바른 재현과 올바른 지식을 위해 벌이는 투쟁을 추
적해 보고자 한다. 동시에 초국가적 미디어를 진실과 사실을 전달하는 도구로 
만들고자하는 개별 미디어 생산자들의 노력이 긍정적인 초국가적 연대의 가능
성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텔레비전 미디어에 개입하는 개인들
의 문제를 다루는 이 과정은 텔레비전과 더불어 책과 필름, 인터넷과 영화 등 
다양한 초국가적 미디어에 작동하는 대자본과 권력의 문제와 그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우리 개인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통찰을 주리
라 기대한다.

1) Ruth L. Ozeki,  My Year of Meats (London: Penguin, 1998), 7. 앞으로 나오는 이 
소설에서의 인용은 본문에 쪽수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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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가  미디어 생산자 제인의 재  투쟁

 
일본과 미국 사이의 인종적, 문화적 혼혈인 제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제인 

서사의 전반부가 자신만의 ‘맛있는 (미국) 고기’ 요리법을 소개하는 ‘미국 아
내’들의 일상을 담아내는 가벼운 텔레비전 다큐 쇼 제작 과정을 다루고 있다
면, 후반부는 성장촉진 홀몬제와 과도한 항생제, 부적절한 사료와 비인도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도살하는 공장형 가축사육농장의 ‘나쁜 (미국) 고기’를 폭로
하는 다큐 필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미국 고기의 일본 
소비를 촉진하는 상업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사람이 자신이 선전하던 
고기의 문제점을 폭로하게 되는 일면 역설적인 전개를 불가피하게 만든 핵심
적 힘은 다큐멘터리 작가/감독이 되고자하는 제인의 개인적 열망이다. 특히 여
성들에게 전통적인 주제와 규범적인 글쓰기를 요구했던 11세기의 일본에서 
“나는 사물들이 나에게 다가온 바로 그대로 적었다”(I put things down 
exactly as they came to me)2)고 자신 있게 고백했던 여성 궁정작가 세이 쇼
냐공(Sei Shõnagon)을 모델로 삼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하는 제인
의 열망이다. 당대 남성의 특권이던 한자 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남과 다
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관점과 관심에 지극히 충실했던 세이 쇼
나공에게서 제인은 진정한 다큐 작가의 모델을 발견한다. 자신이 그녀를 통해 
일본을 알게 되었듯이, 자신이 만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의 현재의 
혹은 천년 후의 누군가가 미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기를 열망한다. 

하지만 진정한 문화적 중계자가 되고자하는 제인에게 주어진 현실은 혼혈인
들을 미국의 환상을 일본에 파는 “문화적 뚜쟁이”(9)로 이용하려는 일본과 미
2) 오제키는 소설을 시작하는 에피그라프로 세이 쇼나공의 The Pillow Book(c. 1000 

A.D.)에서 한 구절을 가져온다. 이 구절은 중세의 일본 궁정에 살던 여성인 세이 쇼
나공이 귀한 종이뭉치를 얻게 되었을 때, 그 귀한 종이에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였는
지 설명하는 부분이다. 세이 쇼나공은 자신의 글이 전적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쓴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사물이 자기 자신에게 오는 그대로, 즉 객관적으로 
썼다고 말한다(“After all, it is written entirely for my own amusement, and I put 
things down exactly as they came to me.”). 이런 세이 쇼나공의 주장은 그녀가 사
물을 관찰하는 자신의 눈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진 여성작가임을 보여준다는 점에
서 다큐 작가가 되려는 제인에게도 자신의 욕망과 현실을 대면하기 두려워하던 아키
코에게도 의미있는 모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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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양쪽의 자본과 시장의 권력과 의지다. 그러므로 이 장은 상업적인 초국가적 
텔레비전 다큐 쇼인 <나의 미국인 아내!>(My American Wife!)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개인들을 단지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거대 자본과 미디어의 권력 앞
에서 제인이 어떻게 진정한 문화 중계자가 되겠다는 자신의 열망을 실현해 나
가는지 살펴보면서, 미디어와 재현, 미디어와 미디어 생산자의 관계를 숙고해
보고자 한다.   

1991년 1월, 추운 겨울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굶주린 예술가연”(7)하던 제
인에게 기적처럼 주어진 일은 일본 텔레비전 시리즈의 미국 측 코디네이터 겸 
리서치 스텝이다. 그녀가 맡은 일은 일 년 동안 매주 일본의 주부들에게 자신
만의 독특한 고기요리법을 소개할 적절한 미국 주부들을 찾아내고 섭외하는 
일이다. 제인은 이 프로그램이 미국과 일본의 이해를 촉진시키려는 자신의 꿈
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미국의 진정한 어떤 것을 일본 시청자
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제인은 이 초국가적 프로그램이 어떤 맥락에서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획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되어야하는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돈을 대는 스폰서는 미국
의 BEEF-EX, 즉 “모든 종류의 미국 고기와 가축 생산업자, 포장업자, 조달업
자, 수출업자, 곡물업자, 제약회사, 농경단체까지 대변하는 전국적 로비 조
직”(9)이다. 일본 제작사를 통해 제인에게 전달된 미국 스폰서의 주문은 분명
했다. “일본 주부들에게 미국 고기의 건전함을 올바르게 이해”(10)시켜 미국 
고기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쇼의 주인공은 당연히 고기를 요
리하는 (미국) 여성이 아니라 (미국) 고기다.    

흥미롭게도 실제 이 프로그램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일본 시청자에게 제
시할 ‘건전한’ 미국적 가치의 내용을 정하는 주체는 BEEF-EX 자체가 아니라 
일본인 홍보담당 요이치 우에노(Yoichi Ueno)다. 이름을 존 웨인(John 
Wayne)을 상기시키는 ‘존’(John)으로 바꿀 정도로 미국 문화를 선호하는 요이
치는 미국 고기의 ‘건전함’을 가시화할 ‘건전한’ 미국인 아내를 ‘매력적인 외모
의 중산층 백인 여성’으로 규정한다. 돼지고기도 가능하지만 ‘소고기가 최고’라
고 반복해서 강조한다. 신체적으로 불완전하거나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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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이류 인간’으로 지칭하는 요이치는 
제인에게는 자신이 제시한 기준이 미국 스폰서의 견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BEEF-EX의 미국인들을 아무 것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라고 경
멸하면서 프로그램의 기본 아이디어가 전적으로 자신의 것임을 시사한다. 

제인의 관심이 미국 문화의 진정한 재현이고, 요이치의 관심이 미국 고기의 
판매 촉진이라면, 일본 방송국의 관심은 높은 시청률이다. 일본 방송국이 다큐 
프로그램에서 재현의 진정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진정성있는 재현이 시청률을 
높인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의 미국인 아내!>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촬영하
고 편집하는 사람들이 일본사람들이지만, 일본 방송국에서 이 프로그램이 ‘거
의 전적으로 미국인 제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일본 제작자의 편견으
로 왜곡되지 않았다’(29)고 거짓 선전을 한다.    

하지만 요이치가 기획한 <나의 미국인 아내!>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었
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글로벌 고기 시장의 변화였다.   

1989년, 유럽은 고기 생산에 홀몬을 사용한 미국 고기의 수입을 
금했다. BEEF-EX는 새로운 시장을 찾기 시작했다. 

1990년, 미국정부의 압력으로 일본과 새로운 소고기 협약이 조
인되고 수입 쿼터가 완화되었다. 일본의 붉은 고기 시장에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되었다.

1991년, 우리는 <나의 미국인 아내!>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In 1989, Europe banned the import of US meat because of the 
use of hormones in production. BEEF-EX started looking for a 
new market. 

In 1990, as a result of pressure by the US government, the 
New Beef Agreement was signed with Japan, relaxing import 
quotas and increasing the American share of Japan’s red-meat 
market. 

In 1991, we started production of My American Wife! 
(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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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요리 프로그램에 전지구적 정치와 경제와 
국가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다.     

미국 고기의 아시아 수출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고기자본, 이국적인 미국 문
화를 이용해 시청률을 높이려는 일본 방송국, 미국 문화에 대한 일본 남성 요
이치의 문화적, 인종적, 젠더적 편견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디어 생산 맥락에
서 미국의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는 제인의 재현 투쟁은 
사실 처음부터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싸움이었다. 결국 요이치와 제인의 일 
년 동안의 싸움은 결국 제인이 해고되면서 끝이 난다. 

하지만 스폰서와 방송국과 제작사 사이에서 틈새를 찾아내고, 자신이 원하
는 방식대로 미국 여성들을 재현하려는 제인의 힘겨운 재현 투쟁은 결코 의미
없는 투쟁이 아니다. 제인의 재현 투쟁은 “상업 미디어가 국가, 자연, 여성적/
인종적 몸들이 구성되거나 해체되는 이데올로기적 싸움터”(Harrison 175)임
을 분명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동시에 대자본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제작되
고 방영되는 상업 방송조차 그 싸움이 결코 일방적인 싸움만은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신현욱도 그의 글 「‘초국가적’ 시각에서 바라본 아시아계 
미국문학: 루쓰 오제키의『나의 고기 해』를 중심으로」에서 제인과 같은 혼
혈 혹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부각되는 것은 자본을 중심축으로 하고 미디어
의 지원을 받는 전지구화 과정의 동력을 통해서지만 이들의 존재가 자본의 충
실한 대리인의 역할이나 일방적인 문화적 뚜쟁이의 역할에 국한될 것인지 아
니면 확장된 지구적 공간에서 쌍방향적인 새로운 탐구적 주체가 되어 자본의 
논리와는 다른 초국가적 유대를 건설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
하다고 강조한다(138). 

확장된 초국가적 공간에서 새로운 탐구적 주체, 새로운 재현 주체가 되려는 
제인의 시도는 텍사스의 멕시코 이민여성 캐시(Cathy Martinez)의 촬영에서 
시작된다. 이민자의 험한 노동 끝에 손을 잃어버린 남편과 텍사스 스타일의 소
고기 부레토 요리를 선보인 캐시는 요이치의 ‘미국인 아내’ 규범이 깨진 최초
의 사례다. 하지만 제인은 미국 이민가정의 꿈과 감동적인 이야기로 일본인 시
청자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고, 제작사와 방송국에는 지속적인 진정한 재현
을, 요이치에게는 ‘건전함’과 ‘맛있는 고기’를 약속하면서 첫 도전을 무사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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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킨다.   
요이치와 방송국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미국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싶은 제인은 ‘두 아이를 둔 중산층 남부 백인 여성’인 그레
이스 (Grace Beaudroux)를 다음 촬영 대상으로 선택한다. 요이치는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요리를 소개하고 이 이상적인 미국 여성 대신 남편이 요리하는 
이 에피소드를 못마땅해 했다. 하지만 제인은 일본 시청자에게 익숙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상기시키는 촬영 전략과 미국 아이들과 아시아 입
양아들이 행복한 대가족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아시아와 미국 사이의 호혜적
인 상호관계를 부각시켜 방송을 성공시킨다.     

제인의 세 번째 도전은 크리스티나(Christina Bukowsky) 에피소드다. 비록 
다리는 잃었지만 천사처럼 아름다운 백인 소녀의 아름다움이 요이치를 만족시
킬 것이고, 교통사고로 온 몸이 마비되었다가 마을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으
로 기적처럼 되살아난 소녀 크리스티나의 감동적인 서사가 시청자와 방송국을 
만족시킬 것이 분명했다. 결정적인 문제는 크리스티나 서사에 가잘 잘 어울리
는 고기가 그녀가 의식을 되찾는 순간 먹고 싶어 했던 양고기인데, 일본에서 
양고기는 미국이 아닌 호주에서 수입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스폰서의 이익보
다 감동적 서사를 택한 제인은 양고기 요리를 선보이고 그 결과는 일본의 모든 
슈퍼에서 호주산 양고기가 품절되는 사태다. 프로그램의 성공이 프로그램 스
폰서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요이치의 분노는 극에 달한
다. 하지만, 사실 이 에피소드를 비롯한 제인의 도전적 시도들은 요이치의 ‘미
국적 가치’보다 제인의 다문화적, 감동적 서사가 상품 판매와 소비에 더 효과
적인 전략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극히 역설적이다. 제인의 미디어 ‘재현 투
쟁’은, 그녀의 의도와 달리, 문화가 시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줄 뿐
이다.  

흑백 레즈비언 채식주의자 커플인 라라(Lara)와 다이앤(Dyann) 에피소드
는 “차이를, 인종과 젠더와 모성의 여러 얼굴을 강력하게 긍정”(177)하는 미국
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다큐작가/감독’ 제인과 일자리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문화적 뚜쟁이’ 제인 사이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부각되는 에피소드다. 동시
에 ‘중산층 백인 여성, 친절한 남편, 두 아이’로 구성된 미국가정의 가치를 주



188  영미연구 제33집

장하는 요이치와 미국의 다양성을 보여주고자하는 제인 사이의 재현 투쟁이 
가장 치명적으로 충돌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요이치가 라라와 다이앤 에피소
드의 방송 불가를 결정하고, 방송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한 제작사
가 방송국에 결정을 넘기고, 방송국은 이국적인 소재가 시청률을 올릴 수 있다
고 판단하여 라라 에피소드를 방영하고, 낯선 미국적 삶을 소개하는 라라 에피
소드가 일본 시청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의 텔레
비전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방송되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지, 얼
마나 많은 위험과 타협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건들이
다. 동시에 이런 과정들은 미디어 싸움이 결코 일방적인 싸움이 아니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권력이나 방송국의 권력에 비하면 정말로 힘이 미비한 
개개인도 최선을 다해 그 싸움에 임해야한다고 말해주는 사례다.   

라라와 다이앤의 에피소드는 미디어가 담보해야할 재현의 진정성이 소재만
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어 다큐작가/감독 제인을 한걸음 더 성장시킨 사
건이기도 하다. 라라와 다이앤의 촬영필름을 편집하던 제인은 미디어가 최종
적으로 전달하는 정보와 의미가 편집과 카메라 각도와 음악의 효과에 너무나 
많이 의존함을 깨닫고 당혹해한다. 경험적 진실을 성실하게 재현하면 진실한 
다큐프로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다.    

진실은 피부처럼 얇고 불투명한 막들 사이사이에 놓여 있으며, 말
해지지 않으려 저항한다....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다.... 나는 다큐멘터리의 진실성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
다. 처음에 나는 진실이—특이한, 경험적인, 절대적인—진실이 존재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서서히, 기술이 늘고 편집과 카메라 각도와 
음악이 의미에 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진실이 
인종처럼 지속적으로 가까워지는 정도로만 측정될 수 있음을 깨달
았다. 

Truth lies in layers, each of them thin and barely opaque, like 
skin, resisting the tug to be told.... In the edit, timing is 
everything.... I wanted to make programs with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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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ity, and at first I believed in a truth that 
existed--singular, empirical, absolute. But slowly, as my skills 
improved and I learned about editing and camera angles and the 
effect that music can have on meaning, I realized that truth 
was like race and could be measured only in ever-diminishing 
approximations. (175-76) 

사실 편집과 재현의 진실 문제는 <프롤로그>에 나온 수지(Suzie Flowers) 
에피소드에서 이미 제기된 문제였다. 일본에서 파견된 오다 감독은 요이치가 
주문한 ‘미국인 아내’ 기준에 맞는 ‘매력적인 백인 중산층 미국 여성’인 수지와 
그녀의 ‘매력적인 남편’ 프레드(Fred)의 키스 장면을 가장 먼저 촬영한다. 하
지만 이후 소개되는 촬영장면은 수지의 현실과 재현된 미디어 산물 사이에 커
다란 격차가 있으며,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은 거짓과 조작된 감상성임을 적나라
하게 드러낸다. 세세한 과정을 촬영하기 위해 고기 하나를 여러 번 씻어서 사
용해야했고, 코카콜라 병에는 펩시콜라가 담겨있었으며, 아이들은 맛없는 고기
를 맛있는 척 먹으라고 강요되었다. 남편이 촬영 도중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른 여자와의 관계를 고백하고 집을 나가버리자, 편집자들은 행복한 가정을 연
출하기 위해 맨 처음 촬영했던 부부의 키스 장면으로 쇼를 마무리한다. 그럴듯
한 미디어 재현물이 거짓된 감상성과 의도적 왜곡의 결과라는 사실은 재현의 
진정성에 무관심한 사람들 손에서 미디어가 얼마나 작위적이고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 

더 큰 문제는 “사물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대로 정확하게” 재현하고자하는 
다큐작가/감독 제인도 재현의 왜곡 가능성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라
라와 다이앤을 촬영한 필름들을 조각조각 자르고 이어 붙여 30분짜리 매끈한 
서사와 흐름을 가진 방송용 필름을 만들던 편집실에서 제인은 자신이 만들어
낸 이 최종 결과물이 진짜 실재가 아님을 깨닫고 깊은 고민에 빠진다. 미국 고
기의 해로움에 대해 지나가듯 말하는 라라의 말을 편집해 내면서, 제인은 자신
이 정치적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는 라라와 다이앤에게 이 프로그램이 미국 고
기의 소비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임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들
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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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는다. 결과적으로 작지만 중요한 사실들이 감추어진 채 “목소리 조각들을 
잘라 붙여 이음새 없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편집 작업이 만들어낸 실재
는 더 이상 그들의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리얼한 것도 아니었다”(179). 진실
과 재현과 편집의 관계에 대한 이 뼈아픈 깨달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큐작
가/감독으로서 자신은 여전히 진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제인
은 이제 자신이 ‘알고’ 있었지만 ‘무시했던/모르고 있던’(ignore/ignorance) 진
실을 대면할 자격을 얻은 셈이다.    

III. 미디어 생산자 제인과 소비자 아키코의 “나쁜 지식” 투쟁

 
1) 로벌 미디어 생산자 제인의 미국 고기 산업에 해 모르기/알기

소설이 마무리 될 무렵 제인은 자신을 “글로벌 미디어 생산자”(335)로 규정
하고, 글로벌 미디어 생산자로서의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한다. 사실 과도한 양의 정보가 흘러 다니는 정보 시대에 중요한 문제 중 하나
는 미디어의 발달이 과연 우리의 지식/앎의 확장을 보장하는가, 정보와 지식의 
확장이 개인들의 행위주체성을 보장하는가이다. 

대규모로 도살용 소를 사육하는 던(Dunn) 가족을 찾아가 사육장과 도살장
을 촬영하던 제인은 미국의 공장식 가축사육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목격한
다. 더 부드러운 고기를 더 값싸게 얻기 위해 다양한 성장촉진 홀몬제와 과도
한 항생제를 사용하고, 더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해 임신한 모든 암소를 강제 유
산시키고, 사료값을 절약하기 위해 도살한 소의 잔여물과 플라스틱, 심지어 동
물의 대변까지 먹이는 비인도적이고 비위생적인 사육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미국의 고기 산업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이 모든 사실을 촬영한 필름을 
앞에 두고, 제인은 과연 누가 이 나쁜 고기에 대해 알기를 원할 것인지, 어떻게 
편집된 어떤 이야기가 이 나쁜 상황에 대해 알기를 외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적 무지를 극복할 정도의 힘과 효과를 가질 것인지 고민한다. 우리들은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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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나쁜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 지식에 의
거해 행동할 힘이 없을 때,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고 마비시키는 “나쁜 지
식”(334)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생존하기 위한 의지가 나쁜 상황과 나를 마비시키는 “나쁜 지식” 둘 다에 대
해 “무시/무지”를 선택하게 한다는 사실(334) 앞에서 제인 자신도 예외가 아니
었다. 고기가 비위생적이어서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 라라의 ‘사소한’ 말을 ‘가
볍게’ 편집해 제거하면서, 제인은 자신이 고기의 문제점을 얼마큼이나 알고/모
르고 있었는지 깨닫는다. 이미 오클라호마에서 오다 감독이 항생제 쇼크로 쓰
러졌을 때 그녀는 소 사육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었다. 하지만 무시했
다. 이후 미시시피의 가난한 흑인가정의 퍼셀(Purcell) 씨가 값싼 닭고기를 먹
고 목소리가 여성화되고 가슴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의 닭과 소 산업
에서 항생제와 홀몬제 사용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하여 알
게 되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는 고기를 
선전하는 일을 지속했다. “나쁜 지식”을 ‘알면서도 몰랐던’ 제인이 나쁜 고기에 
대한 지식에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몰아간 힘은 추상적인 지식이나 연구결과가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여성들의 재생산 기능에 합성 에스트로겐 
DES(diethylstilbestrol)가 치명적이라는 깨달음 때문이다. 사육장에서 사용되
는 홀몬제 때문에 가슴이 어른처럼 발달하고 월경까지 시작된 다섯 살 소녀 로
즈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또한 어린 딸의 기형적 몸을 카메라에 노출시키
면서 적어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295)고 강조
하며 저널리스트인 제인의 의무를 상기시킨 로즈 어머니 역시 제인이 더 이상 
“나쁜 지식”을 무시/무지할 수 없는 진정한 다큐 작가가 되게 몰아간다.      

“나쁜 지식”을 앎으로 바꾸려는 제인의 고투는 텔레비전 미디어의 촉각성과 
결합되면서 극적인 효과를 얻는다. 유산촉진제를 맞은 암소들이 발밑에 쏟아
낸 송아지 신체부위들, 앞에서 도살되는 소들을 보며 공포에 질린 소의 눈, 이
상 발육된 딸의 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 카메라로 포착한 이
런 영상들은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한다. 자신의 사육장에서 매
일 벌어지는 일을 알고/모르고 있던 게일(Gale)이 제인의 비디오를 보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늘 해오던 행동의 문제점을 인정하게 되는 결말이나,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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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이 제인의 다큐멘터리 필름에 열렬히 반응하게 되는 믿기 어려운 해피 
엔딩은 촉각적 미디어인 영상을 다루는 미디어 생산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서사적 설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로벌 미디어 소비자 아키코의 “마비된 삶” 모르기/알기

제인이 재현 투쟁을 통해 사람들의 의지적 마비상태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
하는 글로벌 미디어 생산자라면, 제인의 서사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아키코 서
사는 바로 그 미디어 생산물을 시청자는 개인들의 이야기다. 아키코 서사는 제
작자 제인의 재현 투쟁이 일반 시청자에게 어떤 효과를 내는지 보여주는 서사
적 장치이며, 특히 다른 문화와 삶을 소개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대안적인 삶을 
상상하게 하는 초국가적 미디어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보여준다.    

아키코는 제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기획한 요이치 우에노의 아내다. 그
녀는 남편의 요구로 프로그램을 항목별로 평가하고, ‘미국인 아내’들이 소개하
는 고기 요리를 매주 직접 요리해 남편과 먹어 본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시청자다. 하지만 시청자 아키코의 진정한 능동성은 그녀가 전적으로 자신의 
관점에 의거해 각 에피소드를 평가하며, 출연자나 제작자가 만들어 낸 서사와 
무관한 영상의 세부에서 진실을 간파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남편의 외도 고백을 행복한 키스 장면으로 거짓되게 덮어 버린 수지 에
피소드를 지켜보던 아키코는 “처음에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녀의 삶이 마지막
에는 정말로 누추해 보였고,”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듯하다”고 느끼고(40), 
이상적인 가정인 척 연출했던 베키(Becky Thayer) 가족도 “프로그램을 위해 
인위적으로 꾸미고 있는 듯하다”(128)고 느낀다. 

아키코의 능동성은 그녀가 텔레비전 미디어의 영상과 서사와 정보에서 자신
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필요한 것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흡수하는 능력을 통
해서도 나타난다. 톰슨(John Thompson)은 이러한 시청자의 능동성을 “맥락화
된 전유”(contextualized appropriation)로 설명한다. 시청자들이 수동적이라는 
일반화된 가정과 달리 사람들이 미디어 생산물을 자신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선택하는 맥락적 전유를 통해 공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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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지평이 훨씬 확대된 자아 개념과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Thompson 42). 아키코 역시 제인 프로그램을 맥락적으로 전유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아를 확대한다. 멕시코 이민 여성 캐시의 에피소드에서 아
키코는 넓은 들판에서 새끼돼지와 마음껏 노는 남자아이를 보며 자신이 얼마
나 진심으로 아이를 원하는지 느낀다. 남부 여성 그레이스 에피소드에서 아키
코는 자신도 입양을 통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볼 가능성을 생각해본다. 동시
에 행복한 그레이스 가정 서사가 거의 말해주지 않는 가난하고 인종차별적인 
남부 삶의 아픔을 배경 음악인 바비 조 크릴리(Bobby Joe Creely)의 “포크 살
라드 애니”(Poke Salad Annie)를 통해 간파한다. 가난한 남부 사람들이 먹던 
포크 살레(Poke Sallet)에 대한 이 노래에서 아키코는 가난한 남부인들의 “말
없는 고통”을 느끼고 가사에 나오는 “칼 품은 여자”에 매혹된다. 서사가 아닌 
음악을 통해 자신을 고통을 감지하고, 용감한 ‘칼 품은 여자’가 되기를 열망한
다. 이러한 아키코의 반응은 맥루언이『미디어의 이해』에서 말한 것처럼, “텔
레비전의 경우, 시청자는 개입하여 참여자가 된다. ... 스스로 알게 된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조사 대상에서 얻게 된다. 거기서 자신이 이해하는 것 이상
으로 훨씬 많이 경험한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해라기보다는 경험이
다”(441-42)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려서 가족을 교통사고로 잃고 불친절한 친척 집에서 성장한 아키코는 좋
은 아내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다. 하지만 아키코의 몸은 아키코가 
의지로 무시/무지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 아키코는 자신을 아이를 낳아주는 
몸으로만, 음식을 요리하는 일꾼으로만 간주하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순종
한다. 하지만 남편이 그녀를 아이 낳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먹이는 고
기를 토해내어 임신이 불가능한 마른 몸이 되어 버린 아키코의 몸은 사랑없는 
남편의 요구에 반항하는 몸이다. 아키코의 몸은 알고 있지만 머리가 무시/무지
하던 자신에 대한 “나쁜 지식”을 의식 위로 떠오르게 자극한 것은 크리스티나
와 다이앤의 삶이다. 몸과 의식이 마비된 아이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들고 
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던 마을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희망과 
이야기를 통해 마비상태에서 되살아난 소녀가 강한 바람에 머리를 휘날리며 
“휠체어에 앉아 카메라를 향해 먼지 나는 도로를 따라 내려오는”(140) 생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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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서 아키코는 자신도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140)고 느낀다. 동시
에 자신의 삶이 사실은 죽음과 같은 상태이며, 자신을 지키려는 시도들이 사실
은 죽어가는 상태, 생명이 마비된 상태였음도 깨닫는다. 자신이 사랑했던 것에 
대해 단 하나도 떠올릴 수 없었던 아키코는 자신이 결국 “마비상태에 있었고, 
단지 모르고 있었을 뿐”(141)이라고 알게 된다. 결과적으로 크리스티나라는 
희망의 이야기를 아키코에게 전달해준 제인은 마비 상태였던 크리스티나에게 
사랑하는 것들을 가져와 말해주던 마을 사람들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것, 자신
이 감동받은 희망의 서사를 마비되어있던 아키코에게 들려준 치유자인 셈이
다. 아키코가 자신의 삶에 대한 “나쁜 지식”을 더 이상 무시/무지하지 않게 되
자, 그녀의 몸도 더 이상 음식을 토해내지 않는다. 

크리스티나가 아키코에게 마비된 삶이라는 진실을 ‘알게’ 하였다면, 흑인 동
성애자 다이앤은 그녀에게 자신의 욕망의 진실을 ‘알게’한다. 자신이 솔직한 욕
망이 아닌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관습적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마비시키고 살았음을 ‘알게’ 한다. 폭력적인 남편을 떠나도록 용기를 주
었던 용감한 미디어 제작자 제인, 아시아 아이들을 입양해 다민족적인 대가족
을 만든 그레이스, 비관습적인 흑백 레즈비언 가정을 꾸린 다이앤이 제각각 다
른 방식으로 아키코에게 대안적 삶을 보여 주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다양한 
여성들을 재현하고자 투쟁했던 글로벌 미디어 생산자 제인이 거둔 중요한 결
실이다.  

IV. 나가며: 미디어와 국가  (여성)연 의 가능성

초국가적 미디어 시청자인 일본 여성 아키코는 미국 여성 제인에게 그녀의 
프로그램을 보는 실제 몸을 가진 시청자가 일본에 있다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제인이 책임있는 글로벌 미디어 생산자로 발전하도록 자극한다. 제인은 용기
있게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을 진정성있게 재현함으로써 마비의 삶을 살고 있
던 시청자 아키코를 자극한다. 사실 텔레비전 생산과 소비라는 두 극단에 놓여
있는 제인과 아키코는 그들이 각각 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지리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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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듯 소설이 거의 끝날 때까지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다. 각각 “제인” 
혹은 “아키코”라는 제목의 작은 서사 조각들 안에 담겨 있는 그들의 삶과 생각
도 다른 서술 관점으로 전달되어 둘 사이의 거리를 더욱 부각시킨다. 제인 서
사가 1인칭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말한다면, 아키코 서사는 3인칭으로 
다른 화자에 의해 말해진다. 마치 능동적인 미디어 생산자와 수동적인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시사하는 듯하다. 하지만 오제키는 제인과 아키코 두 여성이 초
국가적 미디어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자
기 자신과 주변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얻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면서, 미디어와 
개인, 미디어와 공동체, 미디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그려낸다.  

제인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여성들과 제작자 제인은 단지 미디어 제작을 
위해 대상화되고 일회적으로 소비되는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자극하는 여성들/개인들의 연대를 형성한다. 남부 여성 그레이스는 일본계 미
국 여성인 제인 덕분에 남부의 인종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채식주의자 라라와 
다이앤은 미국 고기의 문제를 제인에게 일깨워주며, 로즈의 어머니 버니는 소
사육장에서 사용되는 성장촉진 홀몬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 저널리스트
인 제인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나의 미국인 아내!>라는 초국가적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직
접 혹은 간접적으로 만나는 여성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는 여성
들의 연대를 만들어 낸다. 사실 이 여성들의 연대를 초국가적 여성공동체라고 
부르기에는 실제 소설에 등장하는 미국 여성들과 일본 여성의 균형이 비대칭
적이다. “미국 여성들에 대한 다문화적 묘사는 결국 미국의 국가적 이데올로기
를 지지하는 재현”(Ko 40)으로, “다문화적 가정 그리고 돌봐주는 일본계 미국
여성과 유순한 일본여성 사이의 초국가적 관계에 대한 찬사어린 묘사 아래” 있
는 것도 결국은 “여성들 사이의 ‘전지구적’ 제휴의 탈을 쓴 미국 중심주의가 복
귀”되는 양상(Kim 30)에 불과하다고 비판받을 여지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일본과 미국 여러 지역에 사는 개별 여성들이 동물과 인간 모두의 생명
과 건강을 존중하지 않는 초국가적 고기 자본의 폐해를 직접 경험하면서 혹은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미디어를 통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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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서로를 지지하는 연대가 형성된다는 사실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오제키가 이렇게 텔레비전과 다큐 필름 같은 촉각적 미디어

의 강력한 영향력과 효과에 주목하면서도 맥루언이 비판했던 글쓰기와 책 같
은 전통적 인쇄 미디어의 가치도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제키의 소설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가 등장하며, 각각 서로 다른 기능으로 서로를 보
충한다. <에필로그>에서 제인은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변화를 가져오고, 차
이를 만들고 싶어서” 다큐작가/감독으로 이 해를 시작했으며, 나쁜 고기에 대
한 성공적인 다큐멘터리를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의 시도가 성공했다고 평가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큐 필름이 표현하지 못한 것, “역사 밖으로, 
틈새 사이로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는 것들”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
식이 다큐작가가 즉  “다큐작가 반, 허구작가 반”(Half documentarian, half 
fabulist)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한다(360). 더 복잡하고 더 큰 진실을 담고자
하는 제인의 노력은 자신이 만든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다큐 필름이 어떤 과정
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제인 자신의 재현투쟁과 “나쁜 지식”의 마비에서 벗어
나려는 여러 여성들의 싸움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이름
없는 여성들의 사적인 삶과 용기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를 그려내는 
소설 『나의 고기 해』로 귀결된다.  

소설 내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던 제인이 소설의 끝에 “다큐작가 반, 
허구작가 반”이 되어 지금까지 독자들이 읽은 소설의 저자로 등장하고, 소설 
뒤에 “참고문헌”이 붙어있으며 작가 노트에 오제키가 아닌 등장인물 “J. T.-L”
의 이니셜이 붙어있는 이 소설은 어디가 소설의 안이고 어디부터 밖인지 독자
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전 세계의 아내들에게 그들의 지혜에 [감사한다]”는 
책의 마지막 말도 실제 작가 오제키와 허구 작가 제인 중 누구의 말인지 확인
하기 어렵다. 소설이라는 인쇄 매체 안에서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려놓는 이
러한 오제키의 전략들은 텔레비전 미디어만큼이나 소설 이라는 인쇄매체도 소
설 안에서든 밖에서든 전 세계의 “아내들”을 연결시키는 효과는 낸다.

같은 이야기를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필름, 메타 다큐멘터리 소
설 등 현대의 중요한 미디어 도구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루면서 다양한 미디
어가 초국가적 연대와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가능성과 개인들이 다양한 



정보 시대 초국가적 미디어의 재현과 지식/앎: 루쓰 L. 오제키의 『나의 고기 해』  197

미디어의 생산에 개입할 수 있는 정도를 실험해보는 이 소설은 정보 시대에 미
디어와 개인의 관계를 다각도로 성찰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가진다. 초국가
적 미디어는 여성들만이 아닌 모든 개인에게 열려있는 기회이며, 소설 안에서 
여성 제작자와 여성 시청자에게 감당하라고 요청한 적극적인 재현 투쟁과 지
식/앎 투쟁은 현대의 모든 개인들에게 요청되는 투쟁이다. 동시에 텔레비전 미
디어를 통해 제기된 재현과 앎의 문제는 고전적인 글쓰기와 인쇄 미디어에서
부터 이 소설이 다루지 않는 첨단 미디어인 컴퓨터와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모
든 미디어에 해당되는 문제다. 다양한 미디어와 다양한 관계를 맺는 여러 등장
인물들의 경험과 깨달음이 독자 개개인에게 자신들을 둘러싼 다양한 미디어를 
매개로 벌어지는 권력과 이데올로기 전투에 눈을 감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
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시의성과 성취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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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national Media and Its Representations and 

Knowledge in the Age of Information: 

Luth L. Ozeki’s My Year of Meats

Lee, Kyung-Ran (Ewha Womans University)

We live in an increasingly transnational media culture in which access to a 
multitude of national and transnational TV channels, films and internet 
websites has become an everyday phenomenon. Despite the age-old 
concern for the cultural industry’s mass seduction projects with 
conscious/unconscious misrepresentations, and passive consumers as 
brain-washed accomplices to commercially motivated mass media, it is 
true that increasing media production provides women with the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understand diverse and alternative female 
lives of the world and to formulate women’s networks beyond national 
boundary.

My Year of Meats (1998), a novel written by a Japanese-American 
female writer, Ruth L. Ozeki, is the very one through which we can discuss 
some important issues involved in transnational media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individual intervention in the media 
production, for authentic representations and against willful ignorance and 
“bad knowledge” on the very disturbing affairs. This novel revolves around 
two women, Jane Takagi-Little as an American female producer of 
documentary and Akiko Ueno as a Japanese viewer of Jane’s transnational 
TV series. Both women undergo their own personal changes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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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ing and consuming transnational media productions. Their changes 
and empowerments are getting enabled by the help of other women who 
are the subjects/objects of Jane’s documentary program. Therefore, two 
women’s life stories connected by transnational mass media (and 
delineated in a transnational novel) provoke the readers to imagine female 
networks and communities across national and cultural borders.

Key Words: Transnational media, Television, Representation, Knowledge, 
My Year of Meats 
초국가적 미디어, 텔레비전, 재현, 지식,『나의 고기 해』

논문접수일: 2015.01.23
심사완료일: 2015.02.11
게재확정일: 2015.02.24

이름: 이경란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주소: (150-79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D-206호
이메일: ducsile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