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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아대학교 박은경 교수님께 이 자리에 초대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다. 또한 그 동안 이 메일 통하여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셨던 이지은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이 포럼을 개최해주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 논문은 이번 학회의 주제인 공존
은 물론 하위 테마인 교류, 공감, 나눔, 확산 등을 다룹니다.

이 논문은 제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작업의 일부분으로서, 아직 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
다음 저서에 그 내용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은 몇 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제가 아마 창안했을 개념인 ‘탈종속적 유산 (floating heritage)’이라는 개념을 다룹니다.

영화라는 세상이 비록 그 전부를 설명하고 분류하기 힘들 만큼 넓더라도, 저는 그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글로벌 영화적 상상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제가 ’탈종속적 유산’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상은 다른 문화로부터 무엇을 (자발적으로 혹은 일종의 문화침략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관한 갈등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계의 영향으로 인하여 문화가 상속

되지 못하는 상황도 설명한다고 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갈등이 국경간 이동을 다루는 영화

에서 명확하게 보여지는 네 가지의 경우를 연구하는데, 관광, 이주, 노동, 그리고 감염 (정확히는 질
병 전파)입니다.

먼저 저는 이 개념을 기존연구와 연결하여 방법론이나 영향을 받은 이론에 대하여 잠시 얘기한 후,
연구문제와 현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후에는 이 개념을 보여주는 두 영화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하나는 인도영화로서 관광을 다루며, 다른 작품은 한국영화로서 질병 전파에 대하여
다룹니다.

기존 연구에 대하여 얘기하자면, 탈종속적 유산이라는 개념은 동아시아와 호주에 있던 기존개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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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영향을 받고 그것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고이치 이와부치는 2002년 Recentering Globalization

에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과거, 어떻게 보면 더 원시적인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가의 현재에
참고를 할 수 있는지 다룹니다. 그는 이를 빌린 유산 (borrowed heritage)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며,

일본의 관광객들이 산업화가 덜 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를 마치 자본주의 도입 전의 일본 문
화인 듯 소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의 경우, 일본 관광객은 태국 같은 국가를 방문

함으로써 일종의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갔습니다. 이와부치는 이러한 빌린 유산은 자본주의적 향수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잃은 전근대적 순수함에 대한 향수이든 경제에 새로운 삶
을 불어넣는 전근대적 활기에 대한 향수이든.

이와부치는 호주의 그레이엄 터너가 1994년 주장한 것을 토대로 더 발전시켰습니다. 터너는 미국 시

청자들이 1994년작 크로코다일 던디 (Crocodile Dundee)가 보여주는 원시적인 호주의 오지인 아

웃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연구했습니다. 터너는 이 영화가 미국인들에게 흥미를 이끌어낸 이유
는 미국이 근대화로 인하여 잃어버린 개척정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계의 영화들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탈종속적 유산이라는 과정을 이해하
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반면에 탈종속적 유산은 이 두 개념과는 다릅니다. 국가정

체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정체성과 역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쓰이며, 문화가 교차하는 공간은 특정국가의 문화정체성과 독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스코틀랜드를 예시로 들자면, 스코틀랜드는 낭만주의적 관점을 통하여 사람들이 활기를

되찾은 후 현대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전근대적인 장소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54년작 브
리가둔 (Brigadoon)은 잘 알려진 예시로서, 미국인 관광객들이 스코틀랜드로 여행을 가서 전근대
적인 공간을 찾는 것을 다룹니다.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전근대적인 허상은 북미의 디아스포라에서

널리 퍼졌는데, 이는 과거에 멈춰 있는 스코틀랜드의 구술사가 스코틀랜드 출신 이민자들을 통해 전

래되어 온 것입니다. 1950년대부터 스코틀랜드를 다룬 비슷한 예시는 많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영화도 비슷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안 감독의 2000년작 와호장룡(Crouching Tiger, Hidden Dragon)은 미국내의 중국인 디아스포라의 고대 중국에 대한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와부치가 설명하는 것은 일본인 관광객의 비슷한 행동입니다.

세계화의 중점을 바꾸려는, 특히 서방세계가 세계화된 세계의 중점이라는 암묵적인 생각을 바꾸려

는 이와부치의 재 중앙화(recentering)와는 다르게, 이는 세계화의 중점 자체를 없애려는 탈 중앙
화(decentering)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자면, 탈종속적 유

산은 존 싱클레어(John Sinclair)와 스튜어트 커닝엄(Stuart Cunningham)의 2001년작 Floating
Lives에서 제시한 디아스포라적 삶과 관련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디아스포라 및 미디어를 통하여 과거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연구하는 것에서 더 발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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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대신 아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가 얘기하는 우리 세계의 탈 중앙화된 미디어 전

경(decentered mediascape)을 탈종속적 유산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횡단
(transculturation)의 개념을 이용하여 해석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기
존연구에서 방법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횡단은 1947년 쿠바의 페르난도 오티즈가 Cuban Counterpoint에서 제시하였으며, 식민화의
상황 하에서 두 문화가 접경지대에서 만나 교류한다는 개념입니다. Cuban Counterpoint의 중요
성은 그 저서가 역사학, 사회과학, 법학, 문학, 음악 등에 끼친 영향을 다루는 책이 나올 정도로 큽니

다. 오티즈는 쿠바 등 식민지에서 이뤄진 농업적인 종 통합, 특히 설탕이나 담배에 대한 묘사를 효과
적으로 합니다. 문화횡단은 그러므로 인류문화(human culture)만큼이나 작물 재배(crop culture)

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티즈는 생태철학적인 면에서 식민지라는 변경에서 재배된 이러
한 작물들이 소비지의 문화에 끼친 영향을 다뤘습니다.

오티즈는 접경지대에서 식민화가 진행된 피지배국가의 문화가 지배국가의 문화를 만날 때에 문화
가 섞이면서 둘 다 변화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티즈가 말하는 문화횡단입니

다. 오티즈는 작물이 재배된 물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매우 복잡한 변형(“extremely complex
transmutations of culture”)(98)을 묘사하는데, 저는 오티즈가 이러한 현상이 작물들의 소비지

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를 들어 담배를 통해 제국주의 국가의 도시 여가공간이 바뀌는 등)주
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티즈가 발견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피지배국가에게도 생기는 자율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
지배국가조차도 지배국가의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최소한 그 문화에게 적응하면서 자국 문화

가 침식당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1990년대 초반부터 문학과
영상학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를 설명하는 데에 정말로 유용했습니다. 마리 루이스 프랫(Mary

Louis Pratt)의 여행수기는 특히 영향력이 강했으며, 영상학 쪽에서는 레이 차우(Rey Chow)가 중

국 5세대 영화제작자를 다룬 ‘원시적 열정(Primitive Passions)’이 가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러한
개념은 스파게티 웨스턴이나 괴수 영화 등을 논의하는 것에 이용됩니다.

하지만 탈종속적 유산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작품들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영화들

이 중요시하는 점은 세계화의 관점에서 문화횡단은 식민화가 아닌 세계화 때문에 이뤄진다는 점입
니다. 이는 관광과 이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며, 특히 관광은 요즘 관심이 많은 주제 중 하나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화들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세계화 속에서 문화횡단에 관한 논의의 의미, 즉

세계화 속에서 문화횡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민주의와는 비슷한 상황이지만 완전
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식민화 아래의 문화횡단이 변경의 접경지역에서 이뤄진다면, 접경지역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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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이든 남쪽이든 어디에나 존재하는 신 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연구한 영화들이 던지는 질문은 식민화의 접경지역이 모든 곳에 있으며 만나고 혼합되는 문화

들이 점령국과 식민지의 문화가 아닐 때 어떤 일이 생기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글로벌 영상 상상이
형성된 과정에 집중하여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잠시 이 연구와 관련된 현안과 이해관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수 십 년간 세계화의 복잡성과 세

계화가 문화 및 문화유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1995년 Featherstone과 2015년 Pieterse

등에 의하여 진행되어왔지만, 이러한 복잡성을 설명할 새로운 방법이 급히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주
의적 포퓰리즘이 국가유산에 대한 향수를 반세계화와 연관시키는 관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기 때

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미국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영
국의 “통제력을 되찾자”(“Take Back Control”)는 구호 등이 있습니다.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이 “No로는 충분하지 않다”(No is not enough)에서 결론을 내린 것

처럼, 국가유산에 대한 그러한 배타적이고 환원주의적 해석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단지 ‘No’라고 하

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똑같은 과정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새롭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식은 다음 세대가 세계 문화의 뉘앙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반
드시 필요합니다.

1965년에 수잔 선택(Susan Sontag)은 영화가 냉전 시절 “재앙의 상상”(“imagination of disaster”)을 한 것을 탐구하였습니다. 그녀는 공상과학 영화가 핵전쟁에 대한 세계적인 두려움을 보여주

는 한편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위로하는 일종의 갈등을 연구했습니다. 지금 영화
계의 상상은 세계화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얽히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
정에서 가지는 두려움을 보여주는 한편 우리가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는 갈등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지는 상상입니다.

문화횡단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영상의 상상은 전세계의 영화에서 보입니다. 이들은 네 가지의 방법
으로 인하여 문화가 국경을 건너는 것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문화가 초국가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네 가지의 길을 가리킵니다. 이는 관광, 이주, 노동, 그리고 질병 전파 네 가지 입니다.

네 가지 모두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상속되는지에 대한 갈등, 문화가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국경
을 흐르듯이 넘나드는(“floating”이라는 단어는 관광객으로서는 경계를 넘는 것이 물 흐르듯이 간

편한 점, 난민으로서는 위험성을 나타냅니다) 상황이 오면 문화유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중점을 둡니

다. 이러한 글로벌 영상적 상상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탈종속적 유산이며, 이로 인하여 우
리가 많이 보는 갈등이 생겨납니다. 오늘 저는 이 중에서 두 개만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먼저 관광을 다루는 예시로는 2011년작 인도 영화인 ‘한번뿐인 내 인생’(Zindagi Na Milegi Doba-

ra/You Won’t Get Life Back Again)입니다. 두 번째로는 질병전파를 다루는 2013년 한국영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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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니다.

‘한번뿐인 내 인생’은 세 명의 중산층 남성 친구들의 스페인 여행을 따라갑니다. 이들은 인도 혹은 인
도 디아스포라 출신인데, 이 영화는 스페인 관광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는 스페인 관광청의 슬로건인 “나는 스페인이 필요하다”(“I Need Spain”)에 감사를 표하면서 시작
하는데, DVD 또한 젊은 관광객들을 스페인으로 초청하는 광고로 시작합니다.

1990년대초기 이후의 많은 볼리우드 영화처럼 이 영화는 해외의 인도인 디아스포라 및 인도인을 다
루지만, 특이하게도 런던이나 뉴욕, 시드니 등에 정착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휴
가를 즐기는 사람들을 다룹니다. 이들의 스페인 영화에는 세 명의 젊은 남성들이 여행을 갈 때 기대

하는 스쿠버 다이빙이나 스카이 다이빙과 같은 모험여행뿐만이 아니라 라 토마티나(La Tomatina)
축제나 발렌시아의 플라멩코 춤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곳에 가면서 세 주인공은 관광객으로서 스페인의 문화유산을 일시적으로 전유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탈종속적 유산을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면으로서
세 친구가 팜플로나에서 황소 달리기(소들이 CGI이기는 합니다만)에 참여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세

계화의 틀 안에서 문화유산이 어떻게 물리적인 장소에 종속되지 않고 떠다닐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세 인물의 문화횡단은 접경지역에서 식민지 문화가 제국주의국가 문화의 도착을 다루는 것도 아니
며, 디아스포라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명확한 문화적 전유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문화횡단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한 질문은 바로 ‘

왜 그랬는지’ 입니다. 황소 달리기에 참여하기 직전 세 친구는 삶을 크게 바꾸는 맹세를 합니다. 황소
달리기 자체는 그들이 기존의 자신들에게서 해방되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새로운 유산을 줍니다.

팜플로나에서의 대단원에서 우리는 그들이 관광객의 진부한 경험을 통해 마주친 스페인이라는 대
체유산에 대하여 가진 생각을 보게 되는데, 이는 스페인 문화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아무
런 관련도 없습니다.

이는 스페인의 국가적 특성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일상
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치를 둡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유산이기는 하지만, 국가를 초
월하여 묶이지 않고 떠다니는 유산입니다. 이는 앨리슨 랜스버그(Alison Landsberg)가 주창한 영

화학의 보철적 기억과 비슷하지만, 실제 국가적 기억이라는 번거로운 역사적인 짐을 벗어 던질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사랑’(City Slickers)의 장면과 대조했을 때
가장 명확해집니다.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사랑’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의 도시 남성이, 즉 1980년대의 여피

족 현상이 개척자 카우보이라는 과거를 재발견하면서 치유되거나 적어도 삶에 다시 활기를 띠게 되
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황소 달리기는 단지 자연에 더 가깝고, 활기 있고, 살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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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성과 연결을 다시 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빌린 유산도, 탈종속적 유산도 아닌, 단지 더
나은 국가유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점에서 황소 달리기는 소떼를 모는 것보다 덜 유
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뿐인 내 인생’에서 황소 달리기가 세계 인도인의 남성성에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과는

반대로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사랑’은 황소 달리기는 결국 진정성이 없으며 무의미한 행동으로 묘사

되며 남성성의 정체와 실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삶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
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은 바로 미국 역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소떼몰이입니다. ‘한번뿐인 내

인생’에서는 오히려 인도인 혹은 인도계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을 탈 중앙화하고 다른 국가의 문화유
산을 전유하여 세계화된 현실에서 정체성을 갖추려는 과정을 다룹니다. 특히 이들이 전유하려는 문

화는 전적으로 허상인데, 플라멩코는 관광객을 위한 무대행사로 꾸며낸 것입니다 (딘 맥코넬(Dean
MacConnell)이 1970년대 영화 투어리스트(The Tourist)로 보여준 꾸며낸 진정성입니다). 특히 라
토마티나는 이 영화를 위해 재현한 것이며 황소와 달리기는 CGI로 꾸며냈습니다.

인기가 많은 인도 영화 중에서 비슷한 영화가 많습니다. 인도의 세계 시민들의 역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스페인 역사(‘한번 뿐인 내 인생’)일 수도, 중국 역사일 수도(‘크리쉬’(Krrish)), 영국 역사
일 수도(‘마우삼’(Mausam)), 혹은 스코틀랜드 역사(Pyaar Ishq aur Mohabbat) 등일 수도 있습니
다. 이것은 식민지 시절 이후 (자주 디아스포라적이기도 한), 문화를 탈 중앙화하거나 국가에 더 이상

종속되지 않게 하려고 유산을 빌리는 것입니다. 결국 빌린, 정확히는 자유롭게 떠다니는 역사의 형태
와의 조우를 통하여 초국가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영화에서 우리는 방문자의 초국가적인 문화유산을 보게 됩니다. 방문자는 자신의 고향에서

다양한 이유로 떠났습니다. 이는 순수한 관광이 아니라 아준 아파두리의 초국가적 개념을 따르는 사
람들의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영화들은 이렇게 떠다니는 방문객들과 그들이 전유하는 여러 유산들
의 ‘의상들’을 상상합니다.

이는 영상 관광의 초국가적인 영화경이며 초국가적인 정체성을 이루는 탈종속적 유산입니다. 즉 탈

종속적 유산은 상속되는 문화, 즉 문화유산이 특정장소에 종속되지 않고 세계화 속에서 국경을 초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신기하게도, 일본의 ‘콘텐츠 관광’과 같은 생각들
이 나타내듯이, 장소들이 그러한 모든 유산의 보고로 남아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의 이러한 예시는 물론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신 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생긴

영상 관광이 세계시민주의의 일종인지 아니면 저가항공권으로 인하여 생긴 무가치한 일인지 질문
이 생깁니다.

이 질문은 문화적 전유와 자문화 기술지(auto-ethnography)의 복잡성과 연관이 있으며, 이는 특

히 문화횡단을 탐구할 때 생깁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은 리처드 A. 로저스(Richard A. Rogers)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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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1)

제가 말하려는 점은 제가 전에 설명했듯이 글로벌 상상에의 갈등, 즉 세계화의 영향으로 누가 무엇
을 상속할 수 있으며 누가 할 수 없느냐입니다.

이미 관광이라는 예시를 살펴보았는데, 글로벌 영화계의 상상은 전유, 혹은 무엇을 얻는지에 집중되

어 있습니다. 관광의 반대편에는 이주가 있는데, 여기서의 중점은 이주자들이 국경을 넘음으로써 유
산을 잃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두드러지는 예는 이주자들이 모국어를 잊는 등 소통을 할 수 없게 될
때입니다.

그 사이의 방법은 더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노동의 경우, 중점은 바로 신 자유주의로 인하여 노동
권을 잃은 후 유산을 되찾아가려는 투쟁입니다. 이것이 필요성에 의한 국경간 노동의 흐름,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의 문화유산으로부터 강제로 떨어져 나갔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때

에는 이동이 국경 안에서 이뤄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경제이민과 비슷한데,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유산이 팔려서 상속되지 못하는 관계로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은 힘쓸 필요도 없이 국경을 넘어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으며, 이주자는 경계를 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면, 노동자는 자신의 유산을 인정받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더 올리브 트
리’(The Olive Tree)에서는 다른 국가에 팔린 오래된 나무의 일부분을 다시 꺾꽂이로 심는, 말 그대

로 유산을 다시 심는 것을 다룹니다. ‘엔젤스 셰어: 천사를 위한 위스키’(The Angel’s Share)에서는
자신의 것이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유산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초국가적인 과
정은 세계와 지역의 차이이지 국가와 초국가적인 것의 차이가 덜합니다(관광에서처럼).

마지막으로 질병 전파를 다루겠습니다. 2013년 한국영화 ‘감기’는 2002-2004년의 SARS 유행과
2012년의 메르스 유행 이후에 나왔으나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 전에 나왔습니다.

질병에 관한 영화를 분석한 결과 저는 다시 한 번 갈등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올해 코
로나바이러스가 유럽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2011년 할리우드 작품인 ‘컨테이젼’(Conta-

gion)이 인터넷에서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거의 선견지명처럼 질병의 전세계적인 대유행이 일어날
것을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보다는 훨씬 더 치명적이지만요.

‘컨테이젼’은 코로나 대유행을 얘기하려는 사람들의 시금석이 되었지만, 저는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컨테이젼’은 영화계가 이러한 바이러스를 다루는 방법 중 하나는 보여주지만, 영화가 유산
을 다루는 것을 보면 글로벌 영상적 상상에 일어나는 갈등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쉬운 답을 먼저 택했습니다. 아직 세계는 글로벌 영상적 상상이 질

병 전파를 다루는 것의 뉘앙스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영화계의 묘사는 ‘컨테
이젼’이 한쪽 끝에 있고 ‘눈먼 자들의 도시’(Blindness)가 다른 쪽 끝에 있는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
는데, ‘컨테이젼’은 세계 단위의 영향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전염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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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컨테이젼’은 미국으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미국인들이 그
들 자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세계를 이끌고 구원하며 높은 기술력의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

하기 위해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적인 자본주의가 바이러스가
생긴 원인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외부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바이러스를 상
속받았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룹니다.

반면에 ‘눈먼 자들의 도시’는 특정한 국가를 배경으로 하지 않았는데, CGI를 통하여 캐나다 토론토
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섞어서 세계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디서 생겼는지는 등장인물 중 아는 사람이 없으며, 생존자들은 의도적으로 전세계의 다양한 인종
및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특정되지 않은 장소가 새로운 병균을 상속받은 것인데, 이는 전
세계가 전세계를 위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상속받은 것은 장소에 종속되지
않았기에 국가나 국가유산의 특정성에서 벗어났습니다.

한국영화 ‘감기’는 이 스펙트럼의 중간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변종 조류독감인 H5N1이 등장하
는데, 이 허구의 바이러스는 인간간 전파가 매우 빠르며 치명적입니다. 대한민국에 유입된 경로는 밀

입국자들인데, 이들은 홍콩의 인신매매상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입국합니다. 유일

한 생존자는 레스터 에이번 안드라다(Lester Avan Andrada)가 분한 필리핀인 몽싸이입니다. 그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한편,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구
원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사태는 커져서 서울시 근처에 있는 분당이 격리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 자체의 원인은 국경

을 넘는 노동의 흐름이기 때문에 초국가적이지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국가적이며 특정 장소에
세계와 지역 모두 영향을 끼칩니다.

유행병의 해결책은 불법이주노동자중 유일한 생존자인 몽싸이의 몸안에 있는 항체인데, 이것은 백

신으로 개발되어 투병중인 어린아이인 김미르(박민하 분)에게 투여됩니다. 실은 미르는 유일하게 생
존한 몽싸이를 통하여 감염되었습니다. 몽싸이가 살해당한 후 유일하게 항체를 가진 미르가 자신의
지역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영화의 드라마틱한 대단원은 꽤 길기 때문에 동영상을 편집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외교적인 결정들

과 감동적인 멜로드라마가 교차를 합니다. 유산의 측면과 그것의 비종속적인 본질을 감안하여 본다

면 ‘감기’의 다리 위에서의 갈등 씬은 국민 대 국가의 상황을 만들어내며, 이해관계를 분석하면 무엇
인가를 상속받은 한 사람의 몸에 생긴 문제가 결국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김미르는 대유행의 상속성을 나타냅니다. 한국인의 몸, 혹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국경을 넘은 바이
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또한 항체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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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득을 얻었는데 이것 또한 불법체류자인 필리핀 노동자를 통하여 국경을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상속되는 것은 이미 복잡합니다. 바이러스의 문화횡단에서 이 유산이 받아들이는 국
가에서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감안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어린소녀 미르는 한국의 과학적인 노력의
과실을 상속받기도 합니다. 미르의 어머니인 김인해(수애 분)가 몽싸이의 항체로부터 백신을 개발

하여 딸에게 투여한 과학자입니다. 특히 미르에게 일종의 아버지 역할을 한 소방관 강지구 (장혁 분)
는 이 상속이 전통적인 자기희생적이고 남성적 용맹성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바이
러스가 국경을 넘을 때에 상속되는 것은 문화횡단이 일어난 초국가적 유산과 국가적 유산의 혼합물

입니다. 영화는 글로벌 상상속의 갈등을 잘 표현했으며, 여러 국가들에 영향을 끼치는 전세계적인 문

제를 컨테이젼만큼이나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동영상에서는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처
럼 세계와 지역의 문제도 느껴집니다.

탈종속적 유산의 글로벌 상상이 묻는 것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흐름에서 상속되는 유산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여자아이는 누구에게 속하냐는 것입니다. 세계와 교섭하려는

현지(다리 위의 사람들)인가, 국가(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아니면 세계(미국의 존재, 즉 스나이더라는
흑막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은 관심을 안 가진 채 세계의 이익을 요구하는 존재) 인가.
이것이 탈종속적 유산의 글로벌 영상적 상상에서 보이는 갈등입니다.
NOTE

1) Richard A Rogers, “From Cultural Exchange to Transculturati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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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The 6th World Humanities Forum 2020, City ofGeongju, South Korea,
21st November 2020.
My thanks to Prof Park Eun Kyung (Dong-A University) for kindly inviting me to speak today. Thank you also to Prof Lee Ji Eun, for many helpful emails over the last few months,

and to the conference organisers. I am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share my ideas
with you here today. I believe this paper is all about the conference topic of coexistence,

in particular, emphasising the subthemes of exchanges and empathy, and, sharing and
spreading.

The paper represents a work in progress. This is work still in its developmental phases.
It will be my next book, but in a few years from now.

It will outline the meaning of an expression I believe that I have coined – “floating heritage”.

My argument is that although the world of cinemas is vast, and potentially unmappable,
nevertheless it is possible to identify within it an emerging global cinematic imaginary
that is concerned with what I am calling “floating heritage”.

This imaginary illustrates the tension which exists around what can be inherited from

another culture (whether willingly appropriated, or unwillingly via what might be fig-

ured as a kind of unwanted intrusion, invasion or infection), or, indeed, how a culture
may be disinherited by the same global forces. In fact, the project explores four ways in
which this tension is apparent, in films about border crossing which focus on: tourism,
migration, labour, and infection (or rather, disease transmission).

Firstly, I will situate this idea in relation to existing works, say a brief word about methods and theoretical influences, research question, and what is at stake in the project.

Then I will move on to give two key examples – two films – that demonstrate the idea.
One from India (tourism), one from South Korea (transmission).
So, firstly, existing works,

This idea of Floating Heritage is influenced by and develops upon existing ideas, specifically from East Asia and Australia. In Recentering Globalization (2002), Koichi Iwabu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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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es how a nation may appropriate another nation’s supposedly more primitive
past, to inform its own present. He calls this Borrowed Heritage. Iwabuchi discusses

how Japanese tourists consumed other, industrially less well-developed parts of Asia
as though indicative of Japan’s own pre-capitalist past. Hence, at this time, back in the

1990s, Japanese tourists might visit, say, Thailand, as though going back in time. Borrowed heritage, for Iwabuchi, is a form of capitalist nostalgia. This whether nostalgia for
a lost pre-modern innocence, or for an economically rejuvenating pre-modern vigour.

Iwabuchi is building upon the work of Australian Graeme Turner, who made this argu-

ment in 1994. Turner explores how US viewers might consume the depiction of primitive
outback Australia in Crocodile Dundee (1994). Turner argues that the film appeals to US
viewers because it seems illustrative of the USA’s frontier spirit that they somehow lost
due to modernisation.

So you can hopefully begin to see how a hermeneutics analysing films from around the
world can help us understand this process of floating heritage. Floating heritage, I am

arguing, by contrast, is different to either of these concepts. It is not appropriated to inform national identity. Instead it is appropriated to inform transnational identities, and

histories, in a contact zone which does not relate to a cultural identity that is specifically

grounded in national location. It is a way to describe how we might understand borrowed heritage when the national identity in question is already ungrounded.

As an example from where I come from, this is rather like how Scotland is often viewed

through the lens of Romanticism, as a pre-modern place where a person can be reju-

venated, and return refreshed to face the modern world. A very well-known cinematic
example of this is Brigadoon (1954) in which US tourists visit Scotland and discover such

a pre-modern place. This is a “dream” of Scotland, set in the past, which resides in the
North American diaspora. This is a mythical fantasy of a Scotland which was left behind

in the past, but kept alive in oral histories as descendants of Scottish migrants settled

in the New World. Since the 1950s there have been many more such examples relating
to Scotland. Indeed, we can see other films in a similar way. Ang Lee’s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2000) for example, has been considered a fantastical dream of Ancient
China rather like that of the Chinese diaspora in the USA. What Iwabuchi is describing,
then, is the same kind of thing surrounding Japanese tourist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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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 rather than recentering globalization, as Iwabuchi discusses – and he is trying to

shift the terrain away from the implicit notion that the West is the centre of the global-

ized world – we might say that there is something to be uncovered about the continuing
decentering of globalization. In this respect, the idea I am developing – floating heritage

– is also related to John Sinclair and Stuart Cunningham’s idea of diasporic lives as Floating Lives (2001), but again, it is not quite the same.

We now need to go beyond the diaspora, and its use of media to relate back to a previous homeland, from a new national location. Instead, how can we think about the decentered mediascapes (as Arjun Appadurai famously termed them) of our global world

in terms of floating heritage. To do this, I am using the idea of transculturation, to provide the theory which underpins the hermeneutics. So here I am moving from literature
review to methods.

Transculturation, is an idea which originated with Cuban Fernando Ortiz’s idea (from
1947), in Cuban Counterpoint, that, under colonization, two cultures meet and mingle

in a contact zone. Therein occurs transculturation. Cuban Counterpoint is such an important work, there is even another book just charting the different influences it has

had on History, Social Sciences, Law, Literature, Music & so on. Ortiz was discussing,

in large part, the agricultural issue of species integration in colonial situations like that
of Cuba. He writes very eloquently about tobacco and sugar. So the term of culture, in

transculturation, relates as much to crop cultures as it does human culture (as the term

is more normally thought of nowadays). But Ortiz was also discussing something very
eco-philosophical, namely the impact of these crops, grown in the colonial peripheries,
on the cultures which consumed them.

Ortiz found that in a contact zone where a colonial culture encounters a colonised cul-

ture, there is a complex mixing and mutual inflection of cultures. This is what he means
by transculturation. Ortiz describes the, I quote, “extremely complex transmutations of
culture” (98) which take place in the physical spaces where the crops are grown. I believe
he may also have meant this to apply to the other spaces where these crops are shipped

to, as products (e.g. tobacco consumption changing the nature of an imperial city’s leisure spaces, and so on).

What is crucial to pick up on in Ortiz’s findings is the agency which this gives to eve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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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ised culture. It realises the ability which a colonised culture has to effect the functioning of a more dominant culture, or at the very least to adept to and resist domination by that culture, perhaps to speak back to it, or at least to speak at the same time as it

does. Now, this idea has already been really useful for Literature and Film Studies, since
the early 1990s, to describe what we are reading or seeing. Mary Louise Pratt’s work on
travel writing is seminal, and in Film Studies Rey Chow’s wonderful book on Chinese

Fifth Generation filmmakers, Primitive Passions. Since then you’ll find the idea used to
discuss things like the spaghetti western, monster movies, amongst many other ideas.

However, the notion of floating heritage is a little different again from these works. What
the films which I am analysing foreground, is that under globalization this process of

transculturation occurs not because of colonization, but globalization. It occurs through
processes like immigration and tourism (tourism being one of today’s foci).

These films, then, can enable us to answer the question of what it might mean to discuss

transculturation under globalization: what happens to transculturation under global-

ization? A quite similar situation to that of colonialism, but one not precisely the same.
If transculturation under colonialism occurs in peripheral borderzones, what happens

when borders are everywhere, as they are between – for example – Global North and
South, under neoliberal globalization?

The films I explore ask us to question what happens when the contact zones of coloniza-

tion are everywhere, and the cultures who meet and mingle within them are not those
of colonizer/colonized? It is possible to bring into focus, I contend, the way in which a
global cinematic imaginary has formed which provides answers to these questions.

I now just want to pause, for a moment, and try to indicate what may be at stake in this
endeavour. Despite the decades of research on the complexities of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cultures and cultural heritage (from Featherstone 1995 to Pieterse 2015

amongst many others) new ways of explaining this complexity are urgently needed.
This is because an alternative is required to nationalist populism’s foregrounding of a

nostalgic version of national heritage anti-globalization. For example, in the USA,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in the UK, “Take Back Control”.

As Naomi Klein observes in No Is Not Enough, to counter such reductive and exclusive

notions of national heritage, it is not enough to just say “no”. Instead, you have to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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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way of understanding the same process. New formulations, equally easy-to-

grasp, are imperative for the next generation to realise the true cultural nuances of the
world. Cinema, or the cinemas of the world, offers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story.

In 1965 Susan Sontag observed the cinematic “imagination of disaster” of the Cold War.
She wrote about how science fiction films both revealed the global anxiety surrounding

the nuclear threat, but also, reassured us about its containment. A form of tension, if you
will. For its part, the contemporary cinematic imagination visualises the complexities of
cultural intertwining under globalization. It reveals the anxieties we feel and reassures
us that we can control this process. Thus, it is an imaginary evident in a form of tension.
A new, global cinematic imagination of transculturation is manifest across the films

of the world. Together they repeat the consequences of four different types of border

crossing, four different, if you will, vectors, which render cultures transnational. As noted, these are: films about tourism, migration, labour flows, and disease transmission.

All four foreground the tensions surrounding what is inherited under such circumstanc-

es, what happens to cultural heritage when cultures become unmoored and “float”
across borders (the term “floating” indicating at once the ease of the tourist, and the

peril of the refugee). The unifying feature of this global cinematic imagination, then, is

“floating heritage”. This is what creates the tension we find. Today I will only have time
to discuss two of these, both very briefly.

Firstly an example relating to tourism, using the popular Indian film Zindagi Na Milegi

Dobara/You Won’t Get Life Back Again (2011). Secondly an example relating to disease
transmission, using the South Korean film, Flu (2013).

Zindagi follows three middle class, young, male, friends on a road trip across Spain.
They hail from India and the Non-Resident Indian diaspora. Zindagi has the full backing

of the national tourist authorities. It begins with a Sincere thanks to “I Need Spain”, and
the DVD commences with an advert for youthful tourism in Spain.

The film mixes diasporic Non-Resident Indian (NRI, the name for the Indian diaspora)

and Indian characters. Like so many Bollywood films since the early 1990s, it is about Indians abroad. But somewhat unusually it is not so much set in an established diasporic

community (London, New York, Sydney), but is literally about holidaying. The holiday in

Spain includes not only the adventure travel we might expect of three young men – they
기조·주제 강연

103

go scuba diving, take a parachute jump – it also includes the La Tomatina festival, in
Valencia, and a flamenco dance number.

In each instance, as tourists the three temporarily appropriate aspects of Spanish heritage, trying them on much as tourists do. The following clip encapsulates what I mean

by floating heritage. It is the closing scene, in which the three friends go bull running in
Pamplona (the Bollywood stars are really running, but the bulls are CGI). Here we see
how heritage floats, under globalization. The transculturation of the three characters is

not that of a culture negotiating the arrival of a colonial power in a contact zone. It is not
that of a diaspora either.

There is the clear appropriation of another heritage. The key question, for understand-

ing this kind of transculturation, is, why? Just prior to the bull running, the three friends
make life changing vows. The run itself, then gives them the different heritage required
to unhook from their existing selves, and start afresh. In the finale in Pamplona, then,

we see their final assumption of an alternative heritage – which they have encountered
through touristic clichéd experiences. It means little to them in terms of anything attempting “authenticity” in relation to Spain.

It is not informing because of its national character, then. Rather, they appreciate it
simply as a means to escape their own lives. A borrowed heritage, yes, but one that is
transnationally, rather than nationally, informing. A floating heritage, in fact. Rather like,

we might say, a prosthetic memory (an idea popular in Film Studies, after Alison Landsberg), but without the inconvenient historical baggage of the actual national memory.
This is clearest if we contrast this scene with an earlier example, in City Slickers.

In City Slickers a mid-life-crisis experienced by urban US masculinity – 1980s yuppie-

dom, effectively – is cured, or at least, rejuvenated, by rediscovering a former frontier
cowboy past. The bull running simply indicates the need to reconnect with a more energetic, closer-to-nature, more active and “alive” masculinity. Not borrowed heritage,

or floating heritage, just, a better form of national heritage. In fact, the running with the
bulls is shown to be of less use than a cattle drive in this respect.

In contrast to the bull running’s usefulness for global Indian masculinity in Zindagi, in

City Slickers it is ultimately seen to be an inauthentic pursuit, indicative of masculine

stasis and failure. Only a cattle drive – a direct reconnection with US history, with na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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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al heritage, is rejuvenative. In Zindagi, rather, the process is one of decentring their

Indian/NRI identities by appropriating another heritage to inform their globalized pres-

ent. So too is the very representation of the heritage which they appropriate entirely
virtual – the flamenco is framed as a staged event for tourists (this is staged authenticity,
as described by Dean MacConnell in The Tourist, back in the 1970s), La Tomatina is a
recreation especially for the film, the running with the bulls is CGI.

In fact, there are several such films from popular Indian cinema. The histories which
can influence that of India’s global citizens are now Spanish (as in Zindagi), or Chinese
(Krrish), British (Mausam) or Scottish (Pyaar Ishq aur Mohabbat), and so on. This is a

postcolonial (often diasporic) form of borrowing whose purpose is to decentre or uncouple heritage from its national moorings. This creates a transnational identity based
upon encounters with borrowed, or rather, free floating forms of history.

In such films we see the performed transnational heritage of the visitor. This visitor is

already displaced from their own homeland – albeit for different reasons. So, this is not
“pure” tourism per se, then, but more broadly the movement of people (visitors) who
follow Arjun Appadurai’s transnational –scapes. Such films attempt to “imagine” these

mobile visitors, and the shape shifting “costumes” they appropriate in different places
from a variety of national heritage practices.

This is the new transnational filmscape of film tourism, of free-floating heritage informing transnational identities. It shows us that what “floating heritage” means is that --

what is inherited by a culture, their cultural heritage, may not necessarily be linked to
place so much as to places, across borders, under globalization. This, even if, curiously,

places remain the repositories of all such heritage, as ideas like “contents tourism” from
Japan indicate.

This example from tourism, however, raises as many questions as it answers. The broader question which arises from this, of course, is whether, under neoliberal globalization,

film tourism is a form of Cosmopolitanism, or just the Grand Tour for the cheap flight
revolution?

This question, indeed, relates to the complexities which surround cultural appropriation and auto-ethnography, which arise when you explore transculturation. Here my
thinking is influenced by work on transculturation by Richard A. Roger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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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 point here is the one I raised previously, concerning the tension evident in the
global imaginary, surrounding what can be inherited, by those who are able to, and
what those who are disinherited may lose due to the same global forces.

So let us briefly consider one of the other examples. We have looked already at tourism.
Here the emphasis in the global cinematic imaginary is on appropriation, or, we might
say, on gain. At the opposite end of this scale is migration, where the emphasis is on the

total loss of heritage which may occur when migrants float across borders. This is most

apparent in the total loss of the ability to communicate, when language is rendered
meaningless.

In between these poles, things may seem more complex. Firstly, there is labour. Here

the emphasis is on the real struggle to reclaim heritage after the loss of labour rights
under neoliberalism. Sometimes this involves cross-border labour flows, as people are

forced to float free of their heritage out of necessity, as with the migrant. But, some-

times the perilous journeys are represented as taking place internal to a nation. One
might consider the people involved to be rather like economic migrants, whether external or internal to their own country, in that they have been “left behind” because their
heritage has been sold off.

If the tourist effortlessly floats across borders to rejuvenate their life, and the migrant
must lose all in their perilous border crossing, then the labourer must struggle to have

their heritage acknowledged. In The Olive Tree, it is a matter of, literally, replanting a
heritage – a clipping from an ancient tree which has been sold to another country. In The
Angel’s Share it is about learning about a heritage which is yours, but no one has ever
bothered to teach you, and so on. Here the transnational engagement is much more
global/local than national/transnational (as it was with tourism).

Then, finally, there is the transmission of disease. This is the example I will end on,

transmission. Specifically, let us conclude with the South Korean film Flu (2013), which

emerged after the outbreaks of SARS (2002-2004) and MERS (since 2012) but before the
COVID-19 pandemic of 2020.

In fact, what I have been finding in my analysis of films about contagion, is, again, a tension. During the earlier months of the pandemic, or at least on its arrival in Europe, there
was a lot of internet coverage of Contagion. This Hollywood film of 2011 seemed t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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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ciently predicted just such a pandemic – albeit the disease is much more lethal in
the fictional story than the one we have encountered recently.

Contagion became something of a touchstone for people wanting to discuss the pandemic, but, I found this quite problematic. In fact, Contagion is a good representative

example of one way in which the cinemas of the world explore such a virus. But it is not

in itself representative of the tensions apparent in the global cinematic imaginary if we
focus on its examination of heritage.

So I think we stopped searching far too soon, and accepted the easy answer. We have
yet to see the full nuance of the global cinematic imaginary of transmission. In fact the

spectrum is something like, we might say, Contagion at one end, and a film like Blind-

ness at the other. By this I mean, Contagion is representative of a certain way of thinking
about transmission which focuses on the impact on the nation, whilst attempting to
acknowledge the global dimension.

Ultimately at the heart of the film is a virus which has crossed into the USA, which becomes a national problem to solve for the continuation of its own history (and as it is the

USA, for its seeming position as world leading, and world saving, scientific superpower
– even if, to be fair, the film depicts the global spread of capitalism as the cause of the

virus in the first place). The film, then, is about how a nation reorients when it inherits a
new virus which floats in from somewhere else.

Blindness, on the other hand, is set in a location which has been deliberately anonymised (the location, for example, was created by mixing together the city of Montevideo Uruguay with that of Toronto Canada using CGI, to make a sort of “anywhereland”).
They are struck by a virus which appears from no one knows where. The grouping of

survivors is very deliberately intended to display a mix of racial and ethnic types found
around the world. This is a film, then, in which a non-specific place has to come to terms
with its inheritance of a new pathogen, suggestive of a problem which the entire world

has to solve for everybody. Here what is inherited is entirely free floating in a way which
effectively eradicates the specificity of nations and national heritages.

Somewhere between these poles is the film I will end with, the South Korean film, Flu.
This is a fictional story of an outbreak of mutated avian flu, H5N1, which has the ability
to transmit easily human-to-human. . The virus is incredibly contagious, rapidly-in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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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es, and is lethal. It arrives in South Korea via a cargo of illegal migrant labourers. The
illegal immigrants are trafficked in from Hong Kong to work. The sole survivor of which

is a Filipino (the actor is Lester Avan Andrada), Monssai. He carries the virus, and transmits it. But, he also carries the antibody, which will save everyone.

The crisis which unfolds leads to the quarantining of Bundang, near Seoul. Hence whilst
this is shown to be a problem that is caused by cross-border labour flows, and thus

transnational, the problem which must be solved is a national one which impacts on a
region in a global/local manner.

The solution to the epidemic is the antibody which lives in Monnsai, the only survivor of
the illegal immigrant workers. This is developed into a vaccine, which is injected into a

little girl Mi-reu (child actress Park Min-ha) who has the virus. She contracted it, in fact,

from the sole surviving labourer. After the labourer is killed, the little girl Mi-reu becomes

the only hope for survival, not only of the region, but also the nation. She is the only one
with the antibodies.

The film’s dramatic finale is quite extended, so I have edited the clip. The key here is to

attend to the diplomatic decisions intercut with the harrowing melodrama. In terms of

heritage, and its floating nature, in Flu, the standoff on the bridge clearly indicates a

people versus state situation, and one in which what is at stake is the body which has
inherited something that will be everyone’s problem before long.

The little girl Mi-reu personifies the inherited nature of the pandemic. A Korean body
has, the Korean nation if you will, has been infected due to a virus which has crossed
a border. The virus will now be a part of the national body forever. This body, however,
is also able to benefit from an antibody which has, similarly, crossed the border in the
illegal Filipino worker.

What is inherited, across border, is already complex. In the transculturation of the virus,

though, things are made even more complex due to how this inheritance is integrated

by the host nation. The little girl Mi-reu will also inherit the achievements of Korean scientific endeavour. Mi-reu’s mother, Kim In-hae (Soo Ae) is the scientist who has developed the antidote from Monssai’s antibodies, and who has injected it into her daughter

to cure her. Indeed, Mi-reu’s surrogate father, Kang Ji-koo (Hyuk Jang), a fireman CHECK
indicates that this inheritance will also include a traditional form of selfless masculine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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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very. What is inherited, then, when it is a virus which floats across a border, is a complex transculturated mixture of the transnational and the national. The film indicates
well the tensions apparent in the global imaginary, as it shows at once a global issue

which impacts on nations, much as Contagion does. But, in the clip we saw, there is also
a sense of a global/local problem, as we find in Blindness.

The question which the global imaginary of floating heritage asks is how to accommodate what is inherited from border crossing flows of people. Put more simply, who does

the little girl belong to? The local, in its attempts to negotiate the global (the people on

the bridge), the nation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or the world (the presence of the
USA – the shadowy figure of Schneider – attempting to influence or countermand the
President with the “world” in mind, but no care for the people of Korea).

This is the tension found in the global cinematic imaginary of floating heritage.
NOTE

1) Richard A Rogers, “From Cultural Exchange to Transculturati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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