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연구단체 제9회 국제학술대회
(한국일본학회 제100회)
「포스트휴먼 시대의 일본연구」

■ 일시 : 2020년 8월 21일(금) 09:30~18:00
■ 장소 : ZOOM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학술대회
■ 주최 : 한국일본학회·한일언어학회·한국일본문학회·한일정경사회학회·한국일본역
사문화학회·한국일어교육학회·한국일본교육학회·한국일본어통번역학회·가
천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경희대학교글로벌류큐오키나와연구소·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동국대학교일본학연구소·동의대학교동아시아연구소·서
울대학교일본연구소·부산대학교일본연구소·숙명여자대학교인문학연구
소·인천대학교일본문화연구소·중앙대학교일본연구소·한림대학교일본
학연구소·한양대학교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 주관 : 한국일본학회 · 동국대학교
■ 후원 : 일본국제교류기금서울문화센터

· 사단법인 한일협회

동국대학교

한국일본연구단체
Japanese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일 정

◎ 온라인접속 및 점검 ···················································································· 09:30∼10:00
◎ [제1부] 학술발표 ······················································································· 10:00∼12:00
◎ 점심시간 ······································································································ 12:00∼13:30
◎ [제2부]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 13:30∼16:0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사회 : 조영남(고려대)

1

13:30~13:35

김환기

개 회 사

(한국일본연구단체 대표・
한국일본학회 회장)

日比嘉高
(名古屋大学教授)
2

13:35~16:00

국제학술
심포지엄

逆井聡人
(東京外国語大学教授)

申河慶

(淑明女子大)

◎ [제3부] 한국일본연구단체 기획 및 분과별 학술발표 ······························ 15:00∼17:30
◎ 연구윤리교육 및 정기총회 ········································································· 17:30∼18:00

i

학술 발표장 안내

발표장

분야

제 1 발표장

일본어교육분과 심포지엄

제 2 발표장

한일언어학회 패널

제 3 발표장

일본어학분과 일반발표

제 4 발표장

일본문학분과 일반발표

제 5 발표장

일본문학분과 차세대 패널

제 6 발표장

동국대학교 차세대 패널

제 7 발표장

한일정경사회분과 일반발표

제 8 발표장

한일정경사회분과 일반발표

제 9 발표장

한국일본연구단체·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정기총회

제 10 발표장

한양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한일정경사회분과 기획발표

제 11 발표장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제 12 발표장

일본어통번역분과 심포지엄

제 13 발표장

일본어학 교육 분야 차세대 패널

제 14 발표장

일본역사문화분과 ·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 기획발표

제 15 발표장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제 16 발표장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제 17 발표장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토대연구사업팀

제 18 발표장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제 19 발표장

경희대학교 글로벌류큐오키나와 연구소

iii

장소

온라인 접속 각
발표장 URL은
학회홈페이지
공지 참고

학술대회 프로그램
〈제1부〉 일반학술발표 및 분과별 학술심포지엄
제1발표장 일본어교육분과 심포지엄
주관 : 한국일어교육학회
순서

시 간

발 표 자

1

김수경
(한국외대)

2

이수미
(고려대)

3

10:00
~
12:00

4

신은진
(명지대)
國生和美
(동국대)

좌장 : 이경수(방통대)
주 제

토론자
사회：곽은심(경기대)・김의영(한밭대)
한국 국내 일본어 말하기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박경애
FLEX, OPIc, SJPT의 문제유형을 중심으로－
(건국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나타나는
角ゆりか
한·일 의뢰표현 대조연구
(명지대)
비즈니스 드라마의 공적인 장면을 중심으로
教養日本語の教科書に関する一考
伊藤沙智子
教室活動を中心に
(한국외대)
日本語会話授業におけるマスメディアの活用
中村有里
中上級レベルの学習者を対象に
(인천대)
점심시간(12:00~13:3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13:30~16:00)
기조발표 및 분과별 심포지엄(15:00~17:30)

제2발표장 한일언어학회 패널
좌장 :조강희(부산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사회：신지연(동국대)

1

2

3
4

10:00
~
12:00

윤상한
(부산경상대)

일본어계 외래어 전문용어의 위상
건설용어를 중심으로

박용일
(한양대)

통사론 분석 방법의 토대에 관한 소개

유예진
(삼육대)
이경철
(동국대)

話用的 側面에서의 文法化
‘というか’에서 ‘(っ)ていうか’로
多音字를 통해 본 舌音의 變化

점심시간(12:00~13:3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13:30~16:00)
한국일본연구단체 기획 및 분과별 학술발표(15:00~17:30)

v

곽은심
(경기대)
이상이
(명지전문대)
정윤영
(한양대)
최지수
(동양미래대)

제3발표장 일본어학분과 일반발표
좌장 : 황규삼(서일대)
순서

시 간

1

2
10:00
~
12:00

발 표 자

주 제

최연주
(동국대)
宮崎佳典・Vuong
Hong
Duc・安藤聖野(静岡
大学)・谷誠司(常葉
大学)・安志英(群山
大学)・元裕璟(高麗
大学)
姜盛文
(大阪大)

3

토론자
사회：박효경(한양사이버대)
類似した意味用法を持つ文法項目の習得
백이연
の特徴
(고려대)

CEFR Companion Volumeに対応した
日本語例文分類手法

迫田亜希子
(명지대)

古言梯 以降の古典仮名遣い系統の仮名遣書
における非古典仮名遣いの用例について
―定家仮名遣い系統の仮名遣書と比較して―

이승영
(광운대)

テキストマイニングを活用した「X{まで}」構文の
語彙分析
─「X {さえ}」「X {も}」との比較・対照を中心に─
점심시간(12:00~13:3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13:30~16:00)
한국일본연구단체 기획 및 분과별 학술발표(15:00~17:30)

김소희
(고려대)

小出宗一
(강원대)

제4발표장 일본문학분과 일반발표
좌장 :이한정(상명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사회：이가혜(인천대)

1

2

3

이가현
(고려대)

戦後日本文学における「恋愛」
―三島作品の人工的恋愛を中心に―

10:00
呉恩英
1960년 전후 재일조선인 미술가 단체의 활동과 의의
~
(大阪経済法科大学)
총련계를 중심으로
12:00
심정명
(同志社大)

‘히로시마를
’ 문학화하기:
오다 마코토 HIROSHIMA 와 원폭문학
점심시간(12:00~13:3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13:30~16:00)

한국일본연구단체 기획 및 분과별 학술발표(15:00~17:30)

vi

이석
(인천대)
한정선
(부산대)
서동주
(서울대)

제5발표장

일본문학분과 차세대패널
좌장 :엄인경(고려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사회 : 이충호(부산외대)

1

2

10:00
~
12:00

3

朴成柱
(名古屋大)

‘一人立ち’を選んだ女性の登場
― 金蒼生の 「赤い実」 (1988) を中心に ―

이영호
(동국대)

이상혁
(名古屋大)

매개로서의 정동과 시·공간성
하니야 유타카(埴谷雄高)의 표현형식을 중심으로

남휘정
(성신여대)

崔高恩
(東京大)

마츠모토 세이초의 조선 체험

이현희
(고려대)

「빨간 제비(赤いくじ)」, 「주로(走路)」를 중심으로
점심시간(12:00~13:3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13:30~16:00)

한국일본연구단체 기획 및 분과별 학술발표(15:00~17:30)

제6발표장

동국대학교 차세대패널
좌장 : 김환기(동국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사회 : 이승희(동덕여대)

1

2
3
4

10:00
~
12:00

조수일
(동국대)

로컬로 회귀하는 ‘세계문학’
김석범문학을 중심으로

강우원용
(가톨릭관동대)

민건기
(동국대)

재일코리안 잡지 호르몬문화 의 문학텍스트
소설의 세계와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우연희
(건국대)

김민애
(동국대)

재일코리안 문학과 제주도

김동현
(제주대)

김미정
(동국대)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 작품 속의 ‘조선인’
작품「사자의 서(死者の書)」를 중심으로

변정아
(전주대)

점심시간(12:00~13:3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13:30~16:00)
한국일본연구단체 기획 및 분과별 학술발표(15:00~17:30)

vii

제7발표장 한일정경사회분과 일반발표
좌장 : 박순애(호남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사회 : 임현정(한양대)

서인원
(일제강제동

1

원피해자지원
10:00~
12:00

곽진오

(홍익대)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 고찰

임현정

: 사료를 중심으로

(한양대)

재단)
박선영

3

오가타 요시히로

재단)
(동북아역사

2

일본 수출규제와 한일관계 재구축에 대한 고찰

곽진오

이승만의 일본 연구

(국민대)

(동북아역사재단)

점심시간(12:00~13:3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13:30~16:00)
한국일본연구단체 기획 및 분과별 학술발표(15:00~17:30)

제8발표장 한일정경사회분과 일반발표
좌장 : 이진원(서울시립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사회 : 오현석(서울신학대)

김숭배

1

2

3

(충남대)
10:00~
12:00

허점숙
(메이오대)
박성하
(포스코
안전전략부문)

권력과 권위, 그리고 천황
오키나와 전쟁과 기억의 계승
―오키나와 북부 모토부정 겐켄(本部町健堅)의 유골
작업과 다크투어리즘 ―
한국과 일본의 안전문화에 관한 실증적 비교 연구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
점심시간(12:00~13:30)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13:30~16:00)

한국일본연구단체 기획 및 분과별 학술발표(15:00~17:30)

viii

한혜인
(성균관대)
이진원
(서울시립대)
전영수
(한양대)

13:30~16:00

〈제2부〉 개회식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제9발표장
개회식

사회 : 조영남(고려대)
13:30~
13:35

김환기
(한국일본연구단체 대표・한국일본학회 회장)

개회사

국제학술심포지엄 : 포스트휴먼 시대의 일본연구
주관 : 한국일본연구단체 ·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순서

시 간

1

2

3

13:35
~
16:00

사회 : 이지형(숙명여대)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日比嘉高
(名古屋大)

環境と身体をめぐるポスト・ヒューマンな想像力
－多和田葉子と村田沙耶香

황익구
(청암대)

逆井聡人
(東京外大)

〈ポスト・ヒューマン〉から抵抗の現場を構想する

김계자
(한신대)

申河慶
(淑明女子大)

－許南麒「火縄銃のうた」を例に
到来するポストヒューマン、激変するヒューマン
─飛浩隆 ラギッド・ガール から考える「ポストヒ
ューマン」の欲望と倫理の諸問題

ix

서동주
(서울대)

〈제3부〉 한국일본연구단체 기획 및 분과별 학술발표

15:00~17:30

제10발표장 한양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 한일정경사회분과 기획발표
주관: 한양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한일정경사회학회
순서

시 간

좌장 : 김영근(고려대)

발 표 자

주 제

기획발표 : 코로나19와 한일관계
고선규

1

2

(와세다대)

15:00
~
17:30

3

4

토론자
사회 : 전영수(한양대)

2020년 일본의 전략적 선택: 아베수상의

양기호

post Corona인가? 글로벌 질서변화의

(성공회대)

With Corona인가?

김영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탈국경과 국가의 역할:

김지영

(고려대)

분쟁해결절차를 중심으로

(한양대)

송정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본경제와

허동한

(동국대)

아베노믹스 향방

(후쿠오카현립대)

김웅기

코로나19 사태로 나타난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송정현

(홍익대)

대응과 인식

(동국대)

제11발표장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기획발표
주관 :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좌장 : 박진수(가천대)
토론자
사회 : 김계자(한신대)

1

2

3

15:00
~
17:30

김정희(경기대)

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와 이창동의
버닝 에 나타난 시대와 서사방법

유수정
(숙명여대)

김정희(가천대)

고전과 문화콘텐츠:
일본 속 한국계 신사(神社)와 관련해서

박태규
(가천대)

이미지(가천대)

동남아시아의 한류와 와류(和流):
한국과 일본의 대 태국 문화콘텐츠 수출 비교

임다함
(고려대)

x

제12발표장 일본어통번역분과 심포지엄
주관: 한국일본어통번역학회
순서

시간

좌장 : 길영숙(서울외대)

발 표자

주제

토론자
사회 : 이나경(한국외대)

1

15:00
~15:30

김보애
(한국외대)

한일 설교통역에 관한 고찰

2

15:30
~16:00

坂野慎治
(제주대)

類義語「なれる」「なじむ」に関する一考察

3

16:00
~16:30

배소연
(이화여대)

4

16:30
~17:00

이예안
(제주대)

최소영
(한국외대)
藤本匠
(서울외대)

통역사의 소셜미디어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

송신애
(한국외대)

SNS 이용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일한문학번역에 대한 고찰
미야자와 겐지의 바람의 마타사부로 를
중심으로

김선주
(한국외대)

제13발표장 일본어학 교육 분야 차세대패널
좌장 : 채성식(고려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기획주제 : 日本語の談話における構造

토론자
사회 : 조영남(고려대)

1

15:00
~15:30

강준하, 김세리,
최율기, 김도윤
(고려대)

書き言葉と話し言葉との連続性に関する考察
古事記 を語る三つのメディアを中心に

小松奈々
(고려대)

2

15:30
~16:00

橋谷萌賀, 서유리,
小此木江
利菜,曾柔(고려대)

記事の伝達方法における日韓対照研究
視点と態度を中心に

송은미
(백석예대)

3

16:00
~16:30

4

16:30
~17:00

迫田亜希子(명지대),
日韓メディアにおける男性の告白の発話類型に
신유주(고려대),
関する一考察
刘淼(고려대)
임정아
(고려대)

韓日学術論文の序論のテキスト内容分析
語学系学術論文を中心に

xi

相澤由佳
(성결대)

장윤아
(연세대)

제14발표장 일본역사문화분과 기획발표
주관: 일본역사문화학회 ·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
순서

시 간

좌장 :방광석(홍익대)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사회：방광석(홍익대)

주제 :

최종길
(원광대)

1
何妨容
(히로시마대)

장혜진
(관동대)

日本における単身高齢者の在宅介護の実態と変化
―介護保険制度に基づくケアマネジャーに着目して―

2

니시야마 치나
(고려대)

15:00~

3

17:30

이호윤
(기독대)
홍성화
(건국대)

木村朗
(鹿児島大学)

4

信濃 지역과 渡來人

이기원
(강원대)
편용우
(전주대)

東アジア共同体と沖縄の視座

신근영
(고려대)

제15발표장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주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순서

시 간

좌장 : 서정완(한림대)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기획주제 : 계간삼천리 와 ‘국민국가’에 대한 물음 국가 내부/외부의 경계와 그리고 가교
사회 : 서정완(한림대)
1

2

15:00
~
16:00

3

4

김현아
(한림대)

1980년대 재일조선인의 ‘국적취득과
’ 아이덴티티
‘국적법개정을
’ 중심으로

전성곤
(한림대)

국민국가를 어떻게 대상화 할 수 있는가: ‘호칭과의
’
결별
‘재일/자이니치표상과
’
그 복수성

석주희
(한림대)

계간삼천리 를 통해 바라본 관동대지진과 ‘민중’

16:00
~
16:30

상호 교차토론

xii

제16발표장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주관: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순서

시 간

좌장 : 김환기(동국대)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기획주제 : 재일디아스포라의 생태학적 문화지형과 글로컬리티: 정착과 혼종
사회：이승희(동덕여대)

1

2

15:00~
17:00

3

일본의 다문화공생사회와 재일코리안

이지영
(동국대)

: ‘자이니치(在日)’에서 ‘We Are Here’로

김웅기
(홍익대)

이영호
(동국대)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변천과 정착
1970 2000년대 까지를 중심으로

신재민
(고려대)

유영민
(동국대)

북한의 민족음악과 재일디아스포라 음악

이승진
(건국대)

제17발표장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토대연구사업팀
주관: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순서

시 간

좌장 : 정병호(고려대)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기획주제 : 동아시아 일제 식민지 지역 일본어 신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회 : 김효순(고려대)
1

2

3

4

15:00
~
17:00

임다함
(고려대)

京城日報 の製作映画
＜死の輝き＞(1922)を中心に

謝恵貞
(文藻外語大学)

台湾日日新報 における横光利一関連文章の特徴

엄인경
(고려대)

양인실
(岩手大学)

映画都市釜山の前史
日本語新聞 釜山日報 を中心に

이정욱
(전주대)

이현진
(고려대)

植民地期の口演童話
京城日報 の記事を中心に

유재진
(고려대)

xiii

강원주
(고려대)

제18발표장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주관: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순서

시 간

좌장 : 이호상(인천대)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기획주제: 일본 미디어의 역사적 고찰과 장소 표상의 새로운 위상
사회 : 이가혜 (인천대)
15:00
~
15:35

이가혜
(인천대)

재조일본인 미디어의 모던 걸 부재와 여급의 표상

송혜경
(가천대)

15:35
~
16:10

곽동곤
(고려대)

피안과흘(彼岸過迄 에서의 ‘고등유민의
’ 행방
신문 미디어의 언설과 소설적 언급의 구조

이석
(인천대)

3

16:10
~
16:45

이석
(인천대)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2004)의
세토 내해 표상
빈집을 향한 노스텔지어에 주목하여

김지영 (서울대)

4

16:45
~
17:20

이강원
(인천대)

테크노애니미즘
일본 기술과학 실천 속 사물의 생기

이경묵 (신한대)

1

2

제19발표장 경희대학교 글로벌류큐오키나와 연구소
주관: 경희대 글로벌류큐오키나와 연구소, 한국일본문학회,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과제팀
*한국어 일본어 통역 제공합니다.
좌장 : 손지연(경희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기획주제： 상흔에서 상흔으로 –지금 여기에서 ‘번역의
’ 가능성을 모색하다

토론자
사회 :손지연(경희대)

김동현
(경희대)

1

2

3

번역적 신체의 탄생과 마이너리티의 목소리
제주와 오키나와에서의 지역어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토 이즈미

翻訳と連帯

15:00
~

(아오야마가쿠인대)

金碩禧「地鳴り」日本語訳について

17:20

윤명숙
(일본군‘위안부’문
제연구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과 피해자
중심주의
レイプの位相と男性セクシュアリティ

4

고영란
(니혼대)

―大島渚 絞死刑 と大城立裕 カクテルパーテ
ィー のあいだから―

xiv

오세종
(류큐대)
신지영
(연세대)

제9발표장

연구윤리 교육 및 정기총회

17:30~18:00

연구윤리교육 및 정기총회

1

17:30~17:50

사회 : 이한정(상명대)

황은성
(서울시립대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교육전문가)

연구윤리교육

17:50~18:00

한국일본학회 학술상 수여식

18:00~18:10

정기총회

2

3

18:10

김환기
(한국일본학회 회장)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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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일반학술발표 및
분과별 학술심포지엄

한국 국내 일본어 말하기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FLEX, OPIc, SJPT의 문제유형을 중심으로－

金修卿 (韓国外大)

1. 들어가며
일본어능력에서 있어서 유창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시되고 있는 요즘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에 대한 관심과 평가결과의 활용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종래의 일본어 능력
측정 시험은 듣기, 읽기가 중심으로, 말하기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은 현재까지도 주류라고는 볼 수 없
다. 그렇기 때문인지 국내에서는 말하기시험에 대한 조사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십 년 전에 비해 일본어말하기 능력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면
서, 그에 관련된 시험의 수나 그 평가 결과를 요구하는 곳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본 연
구에서는 국내에서 치룰 수 있는 말하기시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조사, 연구
하려고 한다. 각 시험의 문제유형을 파악하는 것으로, 일본어 말하기시험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
인지를 알고, 학습자가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회화 교육 현장에서 응용하여, 학습자의 말하기능력을 신장시키고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각 시험의 특징
현재 국내에서 수험 가능한 대표적인 일본어 능력 측정시험으로는 EJU, FLEX, JLPT, JPT, OPIc,
SJPT, SNULT 등이 있다. 이 중 말하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은 FLEX, OPIc, SJPT 이 세 가
지로, 각각 다른 시험 방식과 문제유형으로 일본어 말하기능력을 측정하여 각각의 평가기준에 맞추어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 레벨을 부여하고 있다.

1) FLEX
FLEX (Foreign Language Examination:한국외대・대한상공회의소,1999)는 일본어,영어,프랑스어,독일
어,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여러 가지 외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으로, 듣기, 읽기, 말
하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이 있으며, 듣기와 읽기는 국가공인자격, 말하기와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시
험이다. 3.5.9.11월의 연 4회, 각각 별개의 시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평가등급은 9개로 나뉜다. 말하
기시험은 총25분으로, 평가방식은 일본인 성우가 말하는 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답변을 녹취하는 형
태이다. 총점은 250점이며, 구체적인 문제유형 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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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FLEX> (문제 예시 FLEX일본어3, pp.191 197)
문제유형

문항수

준비시간

답변시간

단순질의응답

1(소문항3)

없음

각 10초

2

낭독

1

3

사진묘사

1

4

역할설정

1

5

역할설정

1

6

데이터분석

1

7

주관적의견진술

1

8

주관적의견진술

1

9

사회적 이슈관련 의견진술

1

1

50초

30초

60초

9

총합계

이와 같이 FLEX 는, 낭독이나 사진묘사와 같은 일반적인 말하기 능력뿐만 아니라, 롤플레이, 데이
터 분석, 그리고 인터뷰 형식의 의견진술까지 다양한 말하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총9문제로 언뜻
문항수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답변 시간이 50 60초이기 때문에 응시자가 마음껏 일본어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평가에 필요한 양질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다. 타 시험과 다른
점으로는 응시자의 신변이나 일상에 대한 질문 등 비교적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의 비율이 낮고,
데이터분석이나 사회적 이슈관련 의견진술 등 질문의 레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응시자의 레벨도
일본어 초고급자로 한정된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2) OPIc
OPIc(Oral Proficiency Interview–Computer: ACTFL(The American Coucil i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 크레듀(2007)는, 전 세계 70개 어종의 언어활용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으로, 국내에서는 일
본어(2016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6개의 외국어말하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
는 국가공인시험이다. 시험은 거의 한 달 내내 수시로 시행되지만, 150일간은 재응시가 불가능하다.
평가등급은 역시 9개로 나뉜다.
시험시간은 총60분으로, 실제 시험은 30분간 진행되며, 1차와 2차로 나뉜다. 평가방식은 컴퓨터 속
가상인물인 기계 인터뷰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녹취하는 형태로, 실제 시험 전에 20분간 오리엔테
이션이 진행된다.이 오리엔테이션의 특징으로는,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응시생의 신분, 취미, 여가 활
동, 여행, 스포츠 등에 관한 정보를 얻는 다는 것인데, 시험문제는 이를 바탕으로 출제된다. 또한, 시
험 난이도 레벨을 선택해야 하는데, 1~6까지 중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의 시험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문항수는 1차가 7문항, 2차의 경우 난이도가 1~2단계라면 5문제, 3~6단계라면 8문제가 출제된
다. 답변 시간 제한은 없지만, 유창성을 중시하므로 보통 1분 내에 공백없이 막힘없이 대답해야 한다.
사전조사나 난이도에 따라 출제되는 문제 유형당 문항수가 달라지며, 각 문항에 따른 배점 등을 표면
적으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대강의 문제구성 및 문제유형의 샘플을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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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OPIc> (3 6단계 기준 샘플)샘플테스트
차수
1차

2차

문제구성
자기소개
TOPIC1
TOPIC2

문항수
1
3
3

TOPIC3

3

여가활동,스포츠,출장이나 여행 등에 관련한 질문

롤플레이
TOPIC4

2
3
15

롤플레이 쇼핑,식사 등
질문 최근이나 과거의 경험 등

합계

문제유형
직업,가족,취미 등 기본정보 소개

비고

취미나 관심사,
응시자에
따라 다름

(http://211.45.28.115/weborb30/iopickoreanDemo/iOpicKoreaDemo.html?UserName=ja demo&Password=pwd)

이와 같이 OPIc은, 응시자의 레벨에 맞는 난이도로, 응시자의 신변이나 일상 등에 관련된 토픽에
관하여 말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대답할 수 있다. 롤플레이를 포함해 3 4 가지의 토픽에 관해 각1
분정도로 대답하는 문항이 총15이기 때문에 문항수는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응시자의 사
전조사 선택항목에 따라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제문제를 예상할 수 있으며,자신과 관
련된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외에, 의견진술이나 롤플레이 등 고도의 일본어 말하기능력을 요구
하는 유형의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험에서 최고 레벨을 획득한다고 해도 다른 시의 최
고 레벨과 동등한 말하기능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가 등급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낮다고 생각된다. 또한 응시자에 따라 문제구성이나 문제유형, 문항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거기에 더해 면접자가 기계이기 때문에 질문이 부자연스럽거나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도 있다.

3) SJPT
SJPT(Spoken Japanese Proficiency Test: YBM시사: 2007)는 일본어 말하기만을 측정하는 국가공인시
험이다. 매달, 년 12회 시행되고 있으며, 평가등급은 10개로 다른 시험에 비해 한 등급이 더 있다.
시험시간은 총50분으로, 실제 시험은 30분 간 진행된다. 평가방식은 컴퓨터나 소형 랩탑을 사용하
여 성우의 인터뷰에 대한 대답을 녹취하는 형태로, 시험장이 아닌 곳에서도 수험이 가능하다. 역시
실제 시험 전에 20분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서 높은 순으로 배열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문제유형 및 문항수 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3 SJPT> 샘플테스트(http://exam.ybmnet.co.kr/sjpt/smp_test.asp)
구분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합계

문제구성
자기소개
간단한 응답
민속한 응답
짧은 응답
긴 응답
장면설정
연속된 그림

문제유형
자기소개
그림 보고 답하기
상황에 맞게 빠르게 답하기
자신과 관련된 간단한 질문에 답하기
생각/의견을 묻는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하기
질문을 들으면서 그림을 보고 상황에 맞게 답하기
연속된 4개의 그림을 보고 줄거리 설명하기

3

문항수
4
4
5
5
4
3
1
26

준비시간
없음
각3초
각2초
각5초
각20초
각30초
30초

답변시간
10초
각 6초
각 15초
각 25초
각 50초
각 40초
90초

이와 같이 SJPT 는, 응시자에 관련된 질문이나 의견진술부터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등 매
우 다양한 말하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고난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
다. 다만 문항이 총 9개인데 각 문제유형 당 문항수가 최고 5개까지로 너무 많고 답변 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유창성 등을 측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응시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거
나 지칠 가능 성도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문제가 말하기 능력은 물론 듣기 능력과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 크게 요구되는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1~6부까지의 문제들이 귀로 듣고 답하는 형식이며,
실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질문 등이다. 그러나 7부는 고도의 듣기능력이나 판단능력 등이 요구되
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 또한 아닌 다른 문제와 조금 동떨어진
문제라는 느낌이 든다.

3. 나가며
한국 국내 일본어 말하기시험은 FLEX,OPIc,SJP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며, 시험시간은 대부분 30
분정도이다. 문항수가 제일 적은 것은 FLEX로 9문항, 많은 것은 SJPT로 26문항이며, 평가등급은 9에
서10정도로 나뉘어져 있다. 시험유형은 10개미만으로 다양했는데, 모든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유형은 롤플레이였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일본어 말하기능력은, 주어진 역할과 상
황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FLEX 와 SJPT 양쪽의 공통문제유형으로서 의견진술이 있
었는데,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것 또한 말하기능력에서 크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이와 같이 현재의 일본어 말하기시험은 어휘학습의 레벨이나 기능표현학습의 레벨을 중심으
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필요한 대우커뮤니케이션이적인 부분의 평가는 크게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향후에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이상적인 일본어 말하기평가
모델을 만들고, 그에 대한 수업방안을 모색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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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나타나는 한･일 의뢰표현 대조연구
비즈니스 드라마의 공적인 장면을 중심으로
李 受美 ( 高 麗 大 )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많은 사람이 세계 여러 나라로 뻗어 나가 생활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해외 유학과 해외 취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K
MOVE1)’를 통해 해외취업과 해외 기업이 한국에 직접 찾아와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채용하거나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채용하여 해외취업에 성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
라는 세계 다른 나라들 중 일본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일본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일본 기업이 운영하는 한국지사에 취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직장
에서 한국인이 사용하는 주 언어는 일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인이
외국인 기업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필자 또한 일본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일본 내에 있는 일본 기업에 근무하면서 이문화와 커뮤니
케이션의 차이로 혼란을 겪으면서 ‘일본 기업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논제로 삼아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일본어사용자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상황에서 화자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달성하기 위해 의뢰하는 경우의 표현에 주목하여,
한･일 비즈니스 드라마를 통해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나타나는 공적인 장면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
는 의뢰표현을 적접의뢰형과 간접의뢰형으로 분류하여 그 사용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비즈니스 장면에 관한 연구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접목하여 비즈니스 일본어 연구와 비즈니스 교재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
로 비즈니스 장면을 설정하고 분류한 연구로 먼저, 李志暎(2002, 2003)는 비즈니스 일본어 교육현장
에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비즈니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즈니스 장면을 기업 내, 기
업 외 라는 2가지 카테고리로 크게 나누고, 세부적으로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 기업 외 커뮤니케이션
2가지와 성격이 다른 세일즈 토크를 포함한 3개의 장면으로 분류하여 교육현장의 니즈를 분석하였다.

1) 정부 운영의 해외 취업 프로그램(맞춤형 연수과정을 제공하여 글로벌기업, 해외진출기업, 해외유망직종 등에 취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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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교육현장에서는 니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면별, 기능별, 화제별로 연구된 교재와 수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방선영(2009)은 비즈니스 일본어 교재의 장면･주제 실러버스 틀에 맞추어 비
즈니스 교재를 비교･분석한 결과, 비즈니스 교재가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면
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장면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으며, 학습자들은 자신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장
면이 제시된 비즈니스 교재가 비즈니스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장면 설정은 매우 중요하며, 장면에 의해 커뮤니
케이션의 방식과 표현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직장 내에서 나타나는 공적인 장면을 선정하고 상하관계에서 나타나는 의뢰표현을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공적인 장면별 분류
같은 직장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적인 장면을 분류하고, 실제 한국어와 일본어 비즈니스 교재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시판된 비즈니스 교재를 바탕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공적인 장면3)들을 추출하
였다. 그 결과, 비즈니스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직장 내에 공적인 장면을 회의 장면, 보고 및 지시 장
면, 질의응답 및 상담 장면, 인사 및 소개 장면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장면별 세부장면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공적인 장면을 선정하여 분류한 표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공적인 장면분류
1
2

공적인 장면
회의
보고 및 지시

세부장면
회의 시작, 회의 진행, 회의 종료
업무 제안, 업무 보고, 확인, 지시

3
4

질의응답 및 상담
인사 및 소개

업무 관련 질의응답, 업무 관련 상담
인사, 소개, 안부, 업무 이야기

3.2. 의뢰표현 형식 분류
본고에서는 庵 외(2000), 相原(2008), 이재은(2012), 사와다히로유키(2013), 김정헌(2019)을 참고하
여, 다음의 <표2>와 같이 의뢰표현을 직접의뢰형, 간접의뢰형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방선영(2009), 홍민희(2016), 이지혜(2017)의 선행연구와 아래의 비즈니스 교재 자료표를 참고.
3) 비즈니스 장면은 공적인 장면과 사적이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적인 장면은 회의, 공식 석상, 미팅 등의 일과 관련된
장면이며, 사적인 장면은 회사 외 장소에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적인 장면으로 구분하였다. 즉, 직장 내의 인물들 간
에 일과 관련된 담화를 하는 경우와 직장을 벗어난 장소라 할지라도 업무적인 내용으로 담화를 한 경우는 공적인 장면으로,
개인적인 담화를 하는 경우는 사적인 장면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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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한･일 의뢰표현 분류
구분

세부 내용
명령형으로 끝나는 문장

직접

‘～て’로 끝나는 문장/ ‘~해,~봐,~어,~아’로 끝나는 문장
수행동사로 끝나는 문장
기타 (문말생략표현)

의뢰형
의뢰

허가형 문장
희망형 문장
긍정수수의문형 문장

표현
간접
의뢰형

부정수수의문형 문장
기타 (우회적인 표현)

4. 결과 및 고찰
4.1. 회의 장면
회의 장면은 주로 회의나 미팅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는 장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장면, 회의
가 끝난 후의 정리 장면 등에서 나타난 공적인 대화를 정리하여 의뢰표현 출현 수를 측정하였다. 회
의 장면 중에 의뢰표현은 한국드라마에서 46회, 일본드라마에서는 41회가 사용되었으며, 회의 장면에
서 나타나는 한･일 의뢰표현 빈도수는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회의 장면에서 나타난 한･일 의뢰표현 사용양상
장면

의뢰표현
직접의뢰형

한국어
(42)91.3%

일본어
(28)68.3%

회의

간접의뢰형
합계

(4)8.7%
(46)100%

(13)31.7%
(41)100%

*(출현횟수) 사용비율
<표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회의 장면에서 나타나는 한･일 의뢰표현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먼저
크게 직접의뢰형에서는 한국어는 42회(91.3%), 일본어는 28회(68.3%) 사용되었으며, 간접의뢰형에서
는 한국어는 4회(8.7%), 일본어에서는 13회(31.7%) 사용되었다. 회의 장면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 모
두에서 직접의뢰형의 사용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의 장면은 꼭 필요한 비즈니스
상황으로 주어진 회의시간 안에 신속하게 준비하고 진행되어야 하므로, 간략하고 직접적인 표현형식
인 직접의뢰형을 한국과 일본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보고 및 지시
보고 및 지시 장면에서는 주로 상사에게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상사가 부하에게 업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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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고를 받거나, 관련된 지시사항을 내리는 공적인 장면으로 공적인 대화를 정리하여 의뢰표현
출현 수를 측정하였다. 보고 및 지시 장면에서 나타난 의뢰표현은 한국드라마에서는 107회, 일본드라
마에서는 83회가 사용되었으며, 공적인 장면 중에서 가장 많은 출현 수가 나타났다. 이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보고와 지시 장면은 필수불가결의 업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 및 지시 장면에
서 나타나는 한･일 의뢰표현 빈도수는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보고 및 지시 장면에서 나타난 한･일 의뢰표현 빈도수
장면

의뢰표현
직접의뢰형

한국어
79(73.8%)

일본어
47(56.6%)

보고 및 지시

간접의뢰형
합계

28(26.2%)
107(100%)

36(43.4%)
83(100%)

*(출현횟수) 사용비율
<표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고 및 지시 장면에서 나타나는 한･일 의뢰표현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직접의뢰형은 한국어가 79회(73.8%), 일본어는 47회(56.6%) 사용되었으며, 간접의뢰형은 한국어
가 28회(26.2%), 일본어는 36회(43.4%) 사용되었다. 보고 및 지시 장면에서도 한국어와 일본어의 직
접의뢰형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상에서는 지시를 내리고 지시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에도 제한된 업무시간 안에 신속한 업무 지시와 정확하고 빠른 보고를 원하기
때문에 간략한 형식인 직접의뢰형의 사용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3. 질의응답 및 상담
질의응답 및 상담 장면은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는 상황, 업무와 관
련해서 부하가 상사에게 혹은 상사가 부하에게 상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질의응답 및 상담 장면에
서 사용된 의뢰표현 출현 수는 한국드라마에서 26회, 일본드라마에서 30회 사용되었으며, 질의응답
및 장면에서 나타나는 한･일 의뢰표현 빈도수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5> 질의응답 및 상담 장면에서 나타난 한･일 의뢰표현 빈도수
장면

의뢰표현
직접의뢰형

한국어
25(96.2%)

일본어
8(26.7%)

질의응답 및 상담

간접의뢰형
합계

1(3.8%)
26(100%)

22(73.3%)
30(100%)

*(출현횟수) 사용비율
<표5>와 같이 질의응답 및 상담 장면에서 나타나는 한･일 의뢰표현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먼저
직접의뢰형에서는 한국어가 25회(96.2%), 일본어가 8회(26.7%) 사용되었으며, 간접의뢰형에서는 한국
어가 1회(3.8%), 일본어에서는 22회(73.3%)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의뢰형의 사용에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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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간접의뢰형의 사용에서는 일본어가 높게 나타났다. 업무와 관련된 질의응답이나 상담 시에는
일본어에서는 직접적으로 의뢰를 하는 경우보다 간접의뢰형을 사용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전달하기보다
는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거나 의문형식을 사용하여 정중하게 물어보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

4.4. 인사 및 소개
인사 및 소개 장면은 회사 내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 소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하를
소개하는 장면이다. 인사 및 소개 장면에서 나타나는 한･일 의뢰표현 빈도수는 다음의 <표6>과 같다.
<표6> 인사 및 소개 장면에서 나타난 한･일 의뢰표현 빈도수
장면

의뢰표현

한국어

일본어

인사 및 소개

직접의뢰형
간접의뢰형
합계

14(100%)
0(0%)
(14)100%

8(100%)
0(0%)
(8)100%

*(출현횟수) 사용비율
<표6>과 같이 인사 및 소개 장면에서 나타나는 한･일 의뢰표현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먼저 직접
의뢰형에서 한국어가 14회(100%), 일본어가 8회(100%) 사용되었으며, 간접의뢰형에서는 한국어, 일본
어 모두 용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사 및 소개 장면에서 간접의뢰형의 사용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는 직장 내에서 처음 인사를 할 때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특히 신입사원이나 부하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상사에게 인사하거나
자신을 소개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의뢰형의 사용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고에서는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나타나는 한･일 의뢰표현을 대조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
의 비즈니스 드라마를 활용하여 4가지 공적인 장면에 따라 나타나는 의뢰표현의 사용빈도를 측정하
여 비교･분석하였다.
한국 비즈니스 드라마 3편과 일본 비즈니스 드라마 3편, 총 6편(81부작)을 연구 자료로 채택하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공적인 장면을 4가지(회의 장면, 보고 및 지시 장면, 질의응답 및 상담 장면, 인
사 및 소개 장면)로 나누고 공적인 장면에서 나타나는 의뢰표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질의응답 및
상담 장면에서만 일본어에서 간접의뢰형의 비율이 높으며, 회의 장면, 보고 및 지시 장면, 인사 및 소
개 장면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직접의뢰형의 사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류혜정(2005), 이재은(2012)이 일본어 의뢰표현의 사용양상을 분석한 결과, 일본어는 항상 직접형보
다 간접형이 우세하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적인 공적인 상황에서는 한국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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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직접의뢰형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즈니스 상황이 항상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해야 하고 실수가 없어야 하며, 의견전달이 확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곡한 표현인 간접
의뢰형보다 직접의뢰형의 사용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일본어의 경우, 질문과 응답
이외의 공적인 업무의 상황에서는 직접의뢰형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한국과 일본은 같은 아시아권이고,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음으로 일본 현지에서 취업하는 사례
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취업하거나 한국에서 일본계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한국인이
업무상으로 일본어를 사용함에 있어 의뢰표현을 사용할 경우, 보다 정확하고 원활한 직장 내에서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정헌(2019), 「한･일 의뢰표현 연구 의미공식을 중심으로 」, 일본근대학연구 Vol.63, pp.39 54.
류혜정(2005), 「韓國語と日本語の依賴表現の對照硏究 依賴表現の使い分けを中心に」,일어일문학연구,53(1), pp.269
288.
방선영(2009), 「구성･언어･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본 비즈니스 일본어교재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일어교육전
공 ,석사학위논문
사와다히로유키(2013), 「리메이크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어와 일본어의 요청 화행 비교 연구」, 화법연구 , pp.133 1
62.
이재은(2012), 「현대일본어 依賴表現에 관한 고찰 일본어 자료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문과학연구논총 제
33호, pp.409–439.
相原まり子(2008), 「依頼表現の日中対照研究 相手に応じた表現選択 ｣, 言語情報科学 (6), pp.1 18.
李志暎(2002), 「ビジネス日本語教育を考える.第二言語習得･教育の最前線 あすの日本語教育への道しるべ 」,

言語

文化と日本語教育 5月特集号, pp.245 260.
李志暎(2003), 「ビジネス場面における<依頼･許可求め>の言語行動:社会的役割によってどう違うのか」,

言語文化と日

本語教育 (25), pp.26 38.
庵功雄外(2000), 初級を教えるための日本語ハンドブック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蒲谷宏･川口義一･坂本恵(1993), 「依頼表現方略の分析と記述:待遇表現教育への応用に向けて」,

早稲田大学日本

語研究教育センター紀要 5, pp.52 69.
小林美恵子(2003), 「職場における命令･依頼表現 ジェンダー的視点から見る 」, ことば No.24, pp.1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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教養日本語の教科書に関する一考
教室活動を中心に

辛銀真 ( 明 知 大 )

1. はじめに
本研究は効率的な「教養日本語」授業の設計と運営を目的としている。現場参加者である日本語学習者の
授業満足度を高め、授業担当者である教師達の設計および運営面の負担を軽減させるためにはどのように
すればよいのだろうか。
本稿では、使用教科書が指定されている「季節学期」1)の実践を通して、教養日本語科目の授業設計と活
動の運営を考えていきたい。

2. 先行研究
盧妵鉉(2014)では、初級教養日本語科目の受講生を対象にアンケート調査を実施され、受講動機が授業
満足度に及ぼす影響を調べてる。教養日本語を受講する理由は多様であったが、「他の外国語に比べて短
期間で学習しやすいと思って」(57名、22.9%)と「日本語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するため」(55名,22.1%)が一番
高く現れている。また、受講生の性別や系列、日本っ学習歴有無による授業満足度に統計的な有意は認めら
れなかったが、学年による外的環境の満足度と授業動機による授業方法の満足度は統計的に有意であった。
合わせて、消極的な動機で学習する受講生より積極的な動機で学習する受講生の満足度の方がより高く現
れている。
従って、授業満足度を効果的に向上させるためには、先ず、授業開始期に受講生の動機を把握しておく必
要があると結論づけ、受講動機の実態を把握した後には、積極的な動機群には動機維持と向上に努め、消
極的な動機群には積極的な動機付与に力を注ぐ必要であるとしている。
一方、授業担当者である教師の授業設計および活動運営面に関する負担の軽減に関しては、辛銀真
(2018)が言及されている。季節学期教養日本語科目の受講者31名の背景調査を基に、日本語学習者である
彼らのニーズを分析した上で、教師の負担を軽減させ、かつ、受講生の興味と集中度を維持させるための授
業設計と運営の実践例を紹介された。
辛銀真(2018)では、教養日本語の授業を通常の講義形と学習者中心の活動形の二つに分けて設計し、授
業を二部に構成されている。また、大学付設である学習管理システム(Learning Management System:以下、
1) 季節学期：韓国の大学で規定学期以外(夏期または冬季の休み期間中)に開かれる集中講義のことを指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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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に開設されている「サイバーキャンパス」(e class)を活用し、事前にアップロードする授業資料で学習者
の予習・復習を促し、教師と受講生、受講生同士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およびフィードバックに使用されている。

3. 授業概要
3.1 季節学期の日本語授業
本稿の実践対象は、「日本語2」という教養科目であり、2018年度冬季の季節学期授業である。正規の学期
中に、週2回授業として16週間運営されたものであるが、季節学期では、週5日、毎日3時間の連続授業として
進行された(2018年12月27日～2019年1月17日)。
受講生は23名であり、学年別には、4年生が9名(39.1%)、3年生が10名(43.4%)、2年生と1年生が各2名
(8.6%)であった。また、全体の中に「再受講」(再履修)が5名(21.7%)いた。系列・所属別には、11大学21専攻
(学科)に渡って広く分布されていた。
授業開始日に行った「学習者背景調査」の結果から、高校の時に第2外国語として日本語と接したものが14
名(60.8%)であり、一番多いことが分かった。その他には、フランス語が4名(17.3%)、中国語が3名(13.0%)、未
記入が1名(4.3%)であった。日本語のレベル診断(セルフチェック)では、受講生23名の中の15名(65.2%)が
「下」と記入され、「中」は6名(26.0%)であった。

3.2 教科書の特徴
季節学期の教材は、正規の学期同様、大学で出版された教材 日本語2 に指定されていた。 日本語2
は、初級日本語学習者のための総合型教材であり、 日本語1 を終えた初級後半の学習者が、4技能(話す・
聞く・読む・書く)をバランス良く学習し、基礎的な日本語が運用できるように構成されている。
教材は、10課構成(第9課～第18課)であり、各課には「例文」「文型・表現」「新出単語」「活動」「会話」という
セクションが並んでいる。特に、「活動」は、他にはない、本指定教科書の特徴であり、学習者がペア活動を通
して学習した文型・表現を応用して使うようになっている。

3.3 授業計画と運営
本実践では、辛銀真(2018)同様、稲垣･鈴木(2011)のインストラクショナル･デザイン2)を持って授業を設計
している。運営プロセスを検討しながら改善を試みた。毎日授業が行われる季節学期の特性を考慮し、授業
運営、学習の効率を高めるために、上記に示した教科書の順番を変えて教授した。また、3時間連続の授業を
前半と後半の2部に構成し、各75分の授業を行った。
先ず、前半は、教科書を中心に、導入からスタートし、新出単語、例文、文法、練習問題の順に講義式に進
めた。練習問題は、個別課題としていたが、授業中に周りの学習者とペアで単語及び文法を確認し合って定
2) ADDIE(Analysis:分析→design:設計→Development:開発→Implement:実施→Evaluation:評価)に代表されるIDのプロセスは、必
要に応じて改善しながらこれらの基盤の上で成立するものである(稲垣･鈴木2011:1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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着、復習が可能になるようにした。集中力が低下する授業の後半は、「活動」をメインに構成し、二人でペアと
して、またはペア同士で学習された文型、文法を活用して会話ができるようにした。活動中は、学習者の移動
および検索、会話などを自由にした。

4. 分析・考察
4.1 授業満足度
本授業実践の満足度調査は、以下の＜表1＞のように、「授業全体」「教科書」「活動運営」「教師」という4つ
のパートで行われた。また、各項目別に、満足･不満足の理由を書く自由記入スペースを設けている。
＜表1＞ 授業満足度 (人数(％))
大変満足

満足

普通

不満

大変不満

合計

授業全体
教科書
活動運営

16(80)
14(70)
17(85)

2(10)
3(15)
2(10)

1(5)
2(10)
0(0)

1(5)
1(5)
1(5)

0(0)
0(0)
0(0)

20(100)
20(100)
20(100)

教師

17(85)

2(10)

0(0)

1(5)

0(0)

20(100)

季節学期の終了時に、受講生にアンケート調査を実施した結果、上記のような結果となった。辛銀真(2018)
同様、「大変満足」が一番多く現れ、「活動運営」および「教師」に対する満足度が高く示されている。また、「大
変満足」のみで比較すると、「教科書」に対する満足度が一番低く示されている。
が、各項目別「自由記入」の中に、辛銀真(2018)にはなかった「教科書」に関する、以下のような記入があっ
た3)。
「教科書がよかった。先生がわかりやすく説明してくれて、(提示されている)文型の順番を変えたり、単語の由来
や文化を説明してくれたりして、日本語に興味が持てた。「活動」も、楽しかった。」
「(教科書の)練習問題の答えがなかったので最初はいやだったが、「活動」で確認できたのでよかった。でも、問
題は本の後ろとかに答を載せたほうがいいと思う」

4.2 活動満足度
活動の満足度調査は、以下の＜表2＞のように、サイバーキャンパス(e class)全体、教室活動(教科書を活
用された、教室内のペア及びグループ活動)、フィードバック(練習問題の課題および教師の個別フィードバッ
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習者間、教師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4つの項目となっている。
サイバーキャンパス(e class)全体に対する満足度は、「大変満足」が一番多く、授業資料のアップロードと
教師の迅速な対応(コメント書き)を高く評価する自由記入があった。教室活動は「満足」が多く、「大変満足」と
3) 「自由記入」の原文は韓国語であるため、著者が日本語に訳して掲載した。文中の( )も著者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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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満」のほうに自由記入があった。
一方、フィードバックやコミュニケーション項目では「普通」という答えが一番多く現れ、教室内で行われたペ
ア活動またはグループ活動中に、学習者同士、教師とのインターアクションが予想外に円滑ではなかったこと
がわかった。
＜表2＞ 活動満足度 (人数(％))
LMS運用
教室活動

大変満足
16(80)
3(15)

満足
2(10)
12(60)

普通
1(5)
3(15)

不満
1(5)
2(10)

大変不満
0(0)
0(0)

合計
20(100)
20(100)

フィードバック
コミュニケーション

5(25)
3(15)

5(25)
6(30)

9(45)
10(50)

1(5)
1(5)

0(0)
0(0)

20(100)
20(100)

以下は、「教室活動」に関する「大変満足」と「不満」の自由記入である。
「季節学期は大変だと思っていたが、毎日が楽しかった。特に、「活動」でいろいろ話したりできてすごく満足。」
「季節学期は時間もないし、忙しいのに、なぜ「活動」をやるのか、わからない。面倒くさかったし。一人で文法など
ゆっくりやりたかった。面白い人もいたが、知らない人と話すのはうざかった。(日本語が)できない子はもっとうざい。」

4.3 満足度と教科書の相関
授業の満足度と活動の満足度は、両方とも「大変満足」が一番高く現れ、比例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また、
「大変不満」は一人もなく、「不満」の一人も相応している。
「活動」だけを取り出してみると、授業設計の段階で、季節学期という時間的な制限と負担を考え、ブレン
デッド･ラーニング(Blended Learning:以下、BL)を用いて、既存の教室環境の中にオンライン･ツールである
サイバーキャンパスを取り入れ、授業資料を共有したり、コメントしたりしたことが功を成した結果であると考え
る。しかし、指定教科書に「活動」が明記され、設けられたことで、それがある意味では授業や活動の満足度を
下げる「壁」となったことも明らかである。

5. おわりに
本稿では、季節学期の教養日本語授業の実践を通して、教科書が指定された授業の設計と活動運営を考
えてみた。韓国国内大学の日本語教育現場には、特に、教養日本語科目においては、授業担当以前に使用
教材、教科書が定められていることが多々ある。また、その教科書を使って、何をするか、どうするかも、全て決
められている場合が多い。
今後、教養日本語科目の楽しさ、面白さを広め、多様な背景を持つ日本語学習者の学習動機を満足、向
上させるような多彩な授業を開発するためには、「教科書」を再考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ている。変化していく
時代と環境に合わせた新しい教科書を作ることも大事で、教科書が与えられた状況下で工夫、思案する教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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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大切であるが、なによりも、教師と学習者を「教科書」に縛らない教育環境が求められる。

◀ 参考文献 ▶
신은진(2018) 「계절학기 교양일본어 수업 실천 사이버캠퍼스 활용을 중심으로 」 日本語學研究 58 한국일본어
학회 pp.63 81
稲垣忠･鈴木克明編著(2011)

授業設計マニュアル 教師のためのインストラクショナル･デザイン

北大路書房 pp.1 1

91
盧妵鉉(2014) 「受講動機が授業満足度に及ぼす影響 大学の 教養日本語 の受講生を対象にした調査結果に基づい
て 」 日本語學研究 39 韓国日本語学会 pp.7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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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会話授業におけるマスメディアの活用
― 中上級レベルの学習者を対象に ―

國生和美 ( 東 國 大 )

1. はじめに
情報化の発展に伴い、さまざまな情報メディアが多方面で活用されていることは周知の事実である。特にイ
ンターネットは急速な発展を遂げ、大学においても有効に活用されている。日本語教育のみならず、外国語
教育全体から見てもマスメディアの活用は一般化され、多様な媒体を通じてこれまでよりも容易に言語や文化
に接することができ、外国語の習得にも繋がっている。しかし、現代社会における言葉の使用状況は「言葉の
乱れ」として捉えられることが多いことも事実である。若者言葉や正しくない敬語の使用などは、コミュニケー
ションを円滑に行えないだけでなく、人間関係にも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る。これらは、学校や家庭、地域
社会、マスメディアなどの言語環境が及ぼす影響が大きく、間違いを指摘されることなく身についてしまう。こ
れは教育活動の中で年齢や状況に応じた効果的な言葉遣いの指導が必要であ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言葉
は個人のものであり、社会全体のものでもある。マスメディアという有効なツールを使用し、言語運用能力を身
につけることで、よりよい人間関係の構築や社会生活に役立て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そこで、本研究では、聞く・話す・書く力の養成と、現代社会及び、言語使用の理解を促すためにマスメディ
アを活用したICT環境における授業の実践を報告したい。

2. 用語の概念
2.1 マスメディアとは
マスメディア(massmedia)とは、不特定多数の人に同時に同じ情報を伝達できる媒体のことを言う。「メディア
」という大きな概念からカテゴリー化されたものの一つである。現代社会では、テレビ・ラジオ・新聞・雑誌などが
代表的であり、最も情報の即時性があるのはラジオであると言える。次いでテレビ・新聞・雑誌・書籍の順にな
る。小説やビデオ・音楽・漫画などは「マスプロダクトコミュニケーション」、ファックスやビデオゲームなどは「電
子メディア」にカテゴリー化されている。マスメディアに流れる情報が社会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という観点から、
その影響力の大きさを国家権力に見立てて、行政・立法・司法に並ぶ「第四の権力」と呼ばれることもある。

2.2 ICT環境とは
ICTとは、「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の頭文字をとったもので、情報通信技術という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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味である。つまり、ICT環境とはコンピュータ関連の機器を授業に取り入れ、活用する環境を整備することを表
している。パソコンはもちろん、プロジェクターや電子黒板などもそうである。文部科学省でも学校ICT環境整
備事業1)が活発化しているが、実際のところ、予算の確保が難しく、導入が困難で整備が難航している。ICT
環境のメリットとして挙げられる点は、デジタル機器が使いこなせるようになること、効率的に授業が進み、深い
学びが得られることなどがある。それに引き替え、デメリットとして挙げられる点は、VDT症候群の恐れやデジ
タル機器の不具合により授業が円滑に進まない可能性などがある。

3. マスメディアを活用した日本語会話授業
3.1 授業の概要
本研究で実践対象とする授業は、ソウル所在のD大学(4年制)において、専攻の基礎科目として2年生を対
象に開設されている「マスメディア日本語」である。本授業は、現代の日本社会の理解及び、言語使用の理解
を目標として2019年2学期に新設された。学習者は、韓国人26名、中国人11名、日本人9名、その他1名の計4
7名である。

3.2 学習者の日本語レベル
上でも述べたように、本授業は専攻の基礎科目として2年生を対象に開設されているが、学習者の学年及
び日本語のレベルはそれぞれ異なっている。入学してから1年間、初級と中級の専攻科目を受講し、簡単な
日常会話が可能である学習者、日常会話に全く支障のない高度な日本語能力を持つ学習者など、それぞれ
異なる学年、異なる日本語レベルの学習者が混在していた。日本人の学生が9名と通常の授業に比べて多か
ったため、グループに分かれて会話をする際には、各グループに一人ずつ日本人の学生が加わることができ
た。学習者の全体的な日本語のレベルは、日本語能力試験(JLPT)N1～N32)である。

3.3 学習目標及び授業設計
今の時代、外国語を学習するためのツールとして、新聞・放送・映画・漫画・SNS・ラジオなどのマスメディア
は欠かせないものとなっている。本授業では、これらの多様な媒体で使用されている現代日本語の分析と学
習を通して、現代の日本社会に対する理解及び、言語使用の理解を深めていくことを目標としている。
授業は、週2回(1回あたり90分)で15週行われるが、1週ごとに1つのテーマを進めていくよう構成した。テー
マの選定は授業開始前に決定していたが、初日の授業で自己紹介チャートを作成する際に、「勉強したい
テーマ」について書くよう指示した。それらを反映して主題を再構成した。決まった教材はないため、授業で使
用するプリントはあらかじめ授業運営用のサイトにアップロードし、予習できるように努めた。その理由は、内容

1) 文部科学省「教育のICT化に向けた環境整備5か年計画(2018～2022年度)」を参照されたい。
2) 日本語のレベルは韓国人日本語学習者を基準としたものである。中国人日本語学習者のレベルは、日本語能力試験(JLPT)N
2～N4であり、日本人はN1以上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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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理解はもちろんだが、会話のテーマを提示するだけでなく、本文の音読、新出単語として確認する漢字の
読み方や書き方、また、既習及び新たに学ぶ文法事項も織り込んでいたため、予習が必須であった。授業の
始め(週2回のうち、1回のみ)には教師が準備したスクリプトの空欄を埋めるニュースの聞き取り練習を行い、聞
く力と書く力の向上を促した。正解を確認する過程で、徐々に聞き取りの能力が上がっていくことを実感でき
た。授業の後半には学習者が直接ニュースを探し、スクリプトを作成するという課題3)を設け、ニュースを活用
した学習方法に積極的に取り組めるよう心掛けた。各週の授業の内容は以下の通りである。
＜表1＞ 授業の主題と概要4)
週

テーマ

1週目

自己紹介

2週目

日本の教育

3週目

料理の楽しみ方

4週目

日本人と漫画、オノマトペ

5週目

日本の社会

6週目

四コマ漫画

7週目

日本の環境

10週目

日本の流行 若者言葉

11週目

日本の行事 七五三

12週目

三匹のこぶた裁判

13週目

ドラえもん

14週目

日本の昔話

15週目

本の帯作り

概要
自己紹介 をテーマにした 動画 を 視聴 し、 自己紹介
チャートを作成する。これまでの自己紹介を改善す
ることを心掛ける。
日本の教育制度に関する動画を視聴し、自国の教育
制度と比較する。
和食だけでなく、デコ食やキャラ弁といった現代の
料理事情を画像で確認し、実際にキャラ弁をデザイ
ンする。
日本の漫画に関する動画を視聴し、自身の漫画に対
する考えをまとめる。オノマトぺの歌を聞き、意味
を確認する。
日本の小学生の習い事に関する動画を視聴し、自身
の子供時代と比較する。
一般的 な 漫画 とは 異 なる 四 コマ 漫画 の 特徴 を 理解
する。オノマトペがどのような効果を持つか、実際
に声に出して表現する。
日本のごみ問題に関する動画を視聴し、自国と比較
し、理解を深める。環境問題について意見をまとめ
る。
若者言葉に関する動画を視聴し、その意味について
考える。自国の若者言葉について発表する。
日本 の 子 どものお 祝 い 行事 について 画像 を 見 なが
ら理解を深める。自国のお祝い行事と比較する。
既に知っている童話を用いた裁判動画を視聴し、有
罪か無罪かについて話し合い、結果をまとめる。
ドラえもんについて動画やホームページを利用し、
理解を深める。
日本の昔話を動画で視聴し、それぞれが伝える教訓
について考える。本文の音読を通して昔話の語り手
の特徴を捉える。
日本の昔話について理解を深めた後、実際に本の帯
を作成する。「手にとりたくなる帯」を作成するよう
促す。

3) 課題は5～6名のグループに分け、それぞれ個人でニュースを探し、スクリプトを作成するものである。政治や日韓関係に関
する内容のニュースは選ばないよう注意を促した。日常生活に関わりのある文化的な内容を選ぶよう指示し、その中から、
教師が内容などを確認して選出し、誤字脱字等をチェック後、授業での聞き取り練習に使用した。
4) 8週目と9週目は中間試験及び、フィードバックの時間を設けたため、表では省略した。9週目には、フィードバックの後、次の
週のテーマである若者言葉について導入を行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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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れぞれのテーマで、導入もしくは、まとめとしてマスメディア教材を使用した。動画は字幕がないものがほと
んどであったため、日本の高校生以上のレベルで見るものは使用しないよう心掛けた。動画は「NHK for Schoo
l」から各テーマに合ったものを検索し、使用した。このサイトを選んだ理由は、タブレットPCやインターネットな
どのICT環境を活かした授業を実践する上で非常に有効なコンテンツが多数掲載されているためである。対
象となる学年の範囲も、幼保から高校までと幅広く、教科も揃っているため選択しやすいと言える。授業中に
動画で見られるニュースのサイトと併せて紹介することで、予習や復習などの家庭学習の拡大にも繋げること
ができた。
数ある主題の中で、最も印象深かったと答えたものは「日本の流行 若者言葉」であった。授業開始前に調
査した際もそうだったが、最近の若者が使っている言葉に興味をもっていることが分かる。特にSNSなどの使
用が増え、掲示板などに書かれる内容が授業では習ったことのない表現で驚くことが多々あるようだ。ランキン
グ形式で30個の若者言葉の使い方や意味を確認した。「言葉の乱れ」と言われることの多い若者言葉である
が、その意味や使い方にはそれなりのルールがあり、適当に使えるものでは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時代と
ともに急速に移り変わる若者言葉に対応することは非常に困難であるが、教師も学習者もお互いに学ぶ必要
があり、正しい言葉遣いとの区別ができるように言語環境を整え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言える。
また、「三匹のこぶた裁判」という主題も盛り上がりを見せた。内容としてはやや難しいところもあったが、動
画を見ることで理解につながったと言える。普段の主題とは違い、まるでドラマのような構成であり、正当防衛
で無罪になるか、計画的犯行で有罪になるかについて考える過程で、根拠を持って討論という形式をとること
で、言葉遣いにも気を使っている様子が窺えた。ディベートではないため、他の意見を聞いて自分の考えが
変わることもあるという点が、より多面的に考えるきっかけになったと言える。

4. おわりに
本研究では、聞く・話す・書く力の養成と、現代社会及び、言語使用の理解を促すためにマスメディアを活
用したICT環境における授業の実践を報告した。
以下、紙幅の都合上、省略する。

◀ 参考文献 ▶
成玧妸(2011) 「マスメディアを活用した聴解授業」 日本語教育研究 第20輯 韓国日語教育学会 pp.37～49
谷口美穗(2011) 「日本語学習者の視聴覚メディア使用 インタビューからみえた教室外における自律学習の実態 」 言
語教育研究 第2号 盛岡大学言語教育研究委員会 pp.65～74
藤川大祐(2000) 「メディアリテラシーと教育 授業づくりを中心に 」 コンピュータ＆エデュケーションvol.9 コンピュータ
利用教育協議会 pp.15～20
松沼理恵(2012) 「メディア接触における日本語学習者の言語管理 留意と評価を中心に 」 外来性に関わる通時性と
共時性 接触場面の言語管理研究vol.10 千葉大学大学院人文社会科学研究科 pp.139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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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계 외래어 전문용어의 위상
건설용어를 중심으로

윤상한 ( 부산경상대 )

1. 들어가며
해방 이후 전개된 한국어 순화운동의 결과물로서 한국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다수의 일본어계 어휘
가 한국어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한국어로 순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일본어와 함께 사용되는
것도 있으며, 영어와 같은 다른 외래어가 유입되어 한국어, 일본어, 타 외국어가 병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이러한 외래어로서의 일본어계 어휘의 사용은 일상적인 언어생활 속에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특정한 직업군에서의 일본어 사용 현상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고착화하고 있
다. 소수만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계 전문용어는 언어 사용 집단의 폐쇄성이 반영되어 대응하는 일반
어휘가 거의 없고 다의성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일반인이 직접 접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성격
때문에 언어대중에 의한 순화운동의 영향도 쉽게 받지 않는다. 즉 수 십 년이 넘게 이어진 한국어 순화
운동이라는 시대적・역사적 흐름 속에서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전문용어로서의 일본어계 어휘 사용 현
상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일본어계 어휘 사용, 또는 한국어 및 타 외래어와의 병용 현상을 전문어로서의
일본어 사용과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다. 조사대상으로는 건축 및 토목 직종에 사용되는
어휘(이하, 건설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하여 건설 전문용어의 사용 양상과 언어사용의식에 대해 분석하
여 일본어계 전문용어의 위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일본어계 어휘 한국어
순화어휘 기타 외래어계 어휘’라고 하는 3가지 어휘를 대상으로 일반인과 건설 분야 종사자의 사용 의
식에 대해 분석하여 한국어 및 기타 외래어와는 다른 일본어계 어휘의 위상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지면 관계 상, 발표 당일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함

3.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토목이나 건축 분야에서 사용되는 10개의 어휘군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어휘
군은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어에 침투된 일본어 어휘에 대해 조사한 임온규(1984)에 수록된 토목・
건축 분야 어휘 118개 중 파일럿 조사를 통해 일반인 및 건설업 종사자의 인지도와 사용도가 높은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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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정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및 기타 외래어는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가 발간한 건
축용어사전(영한) 의 표제어를 사용하였으며 명확한 대응 관계를 지니지 않거나 어느 한 쪽이라도 사용
도 및 인지도가 낮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널빤지 판’, ‘흠집 상처’와 같이 유사
한 의미를 지닌 어휘가 동일 언어 내에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파일럿 조사에서 우세한 것만을 채택하
였다.
<표1> 이미지 평가 대상 어휘 조합
연번

한국어

일본어계 외래어

기타 외래어

1
2
3

사포
망치
노루발

뻬빠
함마
빠루

샌드페이퍼
해머
크로우바

4
5
6

도관
널빤지
도료

도깡
이따
뼁끼

파이프
보드
페인트

7
8
9

작업반장
천장
흠집

오야
덴조
기스

치프
실링
스크래치

10

마무리

시아게

피니시

이 10개의 어휘군을 대상으로 일본어계 외래어에 대한 언어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질문지법에 의
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건설업 종사자 98명과 일반인 110명이다. 건설업 종사자는 남
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일반인의 성별 비율을 조절하였으며 연령대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다만 부산 지역에 소재한 건설 및 철거업체(건설업 종사자)와 부산 소재 2년
제 대학 재학생과 학부모(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거주지나 언어 사용의 특성은 각각 부
산 인근 지역과 영남방언에 집중되었다. 건설업 종사자의 경력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표생략).
이번 조사는 단순히 일본어계 외래어의 이미지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한
국어 및 영어 등의 기타 외래어의 이미지와 비교・대조하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으므로 각 언어 이미
지의 상호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SD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을 사용하고자 한다.
대응하는 형용사 쌍으로는 아래의 10개 조합을 선정하였다. 선정에는 井上・小林(1985)에 제시된
‘SD법에 사용되는 형용사 쌍 척도구성’ 중 언어 연구 영역에 주로 사용되는 항목으로 제시된 35개,
방언 이미지에 대해 연구한 井上(1977) 등에 제시된 정적(감각적) 영역, 지적(지각적) 영역, 향수(사회
적) 영역의 16개의 형용사 쌍 등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2> 본 조사에서 사용한 형용사 쌍
연번
1
2

대응 1(+)
좋다
부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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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2( )
나쁘다
딱딱하다

3
4
5
6
7
8
9
10

남성적이다
점잖다
알아듣기 쉽다
능률적이다
새롭다
능숙하다
재미있다
멋이 있다

여성적이다
난폭하다
알아듣기 어렵다
비능률적이다
낡았다
서툴다
심심하다
멋이 없다

조사대상자는 질문지에 인쇄된 사진의 10개의 형용사 쌍을 5단계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질문에 응
답하였으며 최초의 직감을 우선하여 수정을 삼가도록 하였다.

4. 분석 및 고찰
4.1. 개별 어휘군에 대한 이미지 분석
지면 관계 상,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도표의 일부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구 및 연장 관련 어휘】

<그림1> ‘사포 뻬빠 샌드페이퍼’의 이미지 비교

<그림2> ‘망치 함마 해머’의 이미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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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노루발 빠루 크로우바’의 이미지 비교
<이하 그림4>에서 <그림10>까지는 발표 자료에서 소개함

4.2. 일본어계 외래어에 대한 이미지 분석
지면 관계 상,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도표의 일부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로축: 일반인, 세로축: 건설업 종사자(이하 그림13까지 동일)

<그림11> 한국어 건설용어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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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일본어계 건설용어의 이미지

<그림13> 영어계 건설용어의 이미지

5. 나오며
본 연구에서는 어종이라는 어휘의 속성과 함께 동일한 외래어라도 서로 다른 위상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본어계 외래어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으로는 3개 어종 간의 대응 관계를 지니고 있는 10개의 어휘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종사자와 일반인
에게 언어 이미지에 대해 SD법에 의해 조사하였으며, 이를 어휘별, 어종별로 분석하여 각각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밝혀진 각 어종별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는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이미지로 평가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
는 건설업 종사자와 일반인에게 공통했다. ‘점잖고, 부드럽고, 알아듣기 쉬운 말’이라는 이미지가 있지
만 건설 현장에로서 인식되지만 반대로 ‘새롭지 않으며 남성적이지 않고, 재미와 멋이 없으며, 능숙함
을 나타내지도 않는 말’이라는 이미지도 언어 사용자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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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본어계 외래어는 해당 분야 종사자와 일반인 모두 플러스 이미지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즉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본어계 어휘는 ‘능률적이고 능숙함과 남성성
을 상징하는 재미있고 멋있는 말’이라고는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딱딱하고 점잖지 않은 말’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에 의한 거친 육체노동’이라는 건설 현장의 이
미지에 부합하는 이미지가 할 수 있다. 또한 3개의 어종 중 ‘능숙함’ 항목의 수치가 가장 높아 ‘전문
용어’로서의 위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3)영어계 건설용어의 종합적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영어계 외래어에
대한 건설업 종사자와 일반인의 평가가 거의 일치했으며 10개 항목 중 8개를 플러스 이미지로 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업 종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서 일본어계 외래어에 비해 ‘남성성’,
‘전문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문용어’로서 정착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고 한국어, 일본어계 외래어, 타 언어(영어) 외래어에는 각각 다른
이미지가 부여되어 있으며 건설업 종사자와 일반인의 인식 및 평가가 서로 공통되는 것도 있고 상이
한 것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일본어계 외래어는 ‘좋고 나쁨’, 즉 언어규범의 측면에서는 좋
은 평가를 받지 못하지만 ‘전문성’이나 ‘효용성’의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건설업 종사자
에게는 그 정도가 훨씬 강했다. 이를 통해 일본어계 외래어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전문용어’
로서 역할하며, 업계 종사자와 일반인, 또는 숙련된 기술자와 초보자를 구별 짓는 ‘기술적 배타표현
(technical jargon)’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지면 관계 상, 발표 당일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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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론 분석 방법의 토대에 관한 소개
박용일 ( 한양대 )
ewsnnews@hanyang.ac.kr

1. 서론
본 발표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대상으로 통사론적인 관점에서 문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어이든 한국어이든 언어를 연구함에 있어서 문에 대한 분석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
다. 여기서는 현재 언어학의 통사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합리적이며 기초적인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러한 방법론이 실제로 문의 통사구조를 어떻게 분석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하
고자 한다. 특히 본 발표에서 소개하는 통사론적 방법론은 화용론적인 환경을 제외한 문에 나타나는
통사구조와 해석을 명확히 설명한다는 점에서 문의 통사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방법론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여전히 문의 통사구조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론으로 결론에 이르는 연구들이 있다.
(1) a. 昨日から、雪が降りました。
b. 어제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2) a. 昨日 から、雪 が 降り まし た。
b. 어제 부터 눈 이 내리 었 ㅂ니다.
(1)에 대한 (2)와 같은 분석으로, [昨日 から/어제 부터], [雪 が/눈 이]를 통해 일본어와 한국어는
명사 뒤에 조사가 오며, [降り まし た/내리 었 ㅂ니다]를 통해 동사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가 온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의 구조에 대한 분석 방법은 언어 현상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찰하고 있으므로
타당해 보인다. 또한 문이 이보다 작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제제기
1장에서 언급한 연구 방법론은 문이 이보다 작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

26

의를 갖기는 하지만 항상 적격한 문만이 고찰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분석과 고찰의 한계를 지닌다.
위와 같은 분석 방법론에서는 어째서 [*から昨日/*부터어제], [*が雪/*이눈], [*ました降り/*었습니다
내리]와 같이 사용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명사([昨日/어제], [雪/눈])
뒤에 조사([から/부터], [が/이])가 명사 앞에 나타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문에 나타나는 중의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즉 (1)에 대한 (2)와 같은 통사
구조의 분석 방법론은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설명적 타당성은 확보할 수가 없다.
이하 문이 갖는 중의성의 문제를 통해서 [*が雪/*이눈]와 같은 연결이 부적격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포함한 문의 중의성 문제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통사론적인 방법론을 소개해 나가
고자 한다.

3. 통사론 분석의 기초적인 방법론
여기서는 기술적 타당성은 물론이고 설명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사구조의 기초적인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문의 통사론적인 분석 방법은 문이 [단어]라는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현상을 살피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단어가 가장 작은 의미를 갖는 단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단어는 [품사]라는 범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게 되면 (3)의 문은 (4)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고 분석할 수 있다.
(3) a. 次郎が友達を呼んだ。
b. 지로가 친구들을 불렀다.
(4) a. 次郎 が 友達 を 呼んだ
b. 지로 가 친구들 을 불렀다
c. 명사 조사 명사 조사 동사
(5) a. 지로가 친구들을 소리내어 부름
b. 지로가 친구들을 초대함
또한 (3)의 문은 (5a)와 (5b)와 같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동사 [呼ぶ/부르다]가
[소리를 내어 부르다]라는 의미와 [초대하다]라는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이
(5a)와 (5b)와 같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동사 [呼ぶ/부르다]가 갖는 어휘적인 다의성
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 (3)에서 이러한 어휘적인 다의성을 배제한다면 (3)에서는 중의성이 (5a)나
(5b)의 어느 하나만의 해석이 나타날 것이다.
한편 (6)와 같은 문에서는 어휘적인 다의성이 없으나 문에서의 다의성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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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次郎が編んだ帽子を捨てた。
b. 지로가 뜬 모자를 버렸다.
(7) a. 지로가 뜬 모자를 누군가가 버리다.
b. 지로가 뜬 모자를 지로 자신이 버리다.
(6)는 (7a)와 (7b)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1장에서 (2)에서 언급한 분석 방법으로는 (6)에 대한
(7)의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1장의 (2)와 같은 분석 방법으로는 (6)을 (8)과 같은 단어
의 직선적인 배열 구조로밖에 분석할 수 없으므로 (7)과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8) a. 次郎 が 編んだ 帽子 を 捨てた
b. 지로 가 뜬 모자 를 버렸다.
명사 조사 동사 명사 조사 동사
(6)에 대한 (7)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통사론적인 분석 방법으로 (8)과 같은 단순한 단어의
직선적인 배열 방법이 아닌, 단어와 단어가 모여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고 이 단위는 또 다른 단어와
모여 더 큰 단위를 구성한다는 계층적인 분석 방법을 가정한다면 (6)에 대한 (7)과 같은 현상을 설명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6)에 대한 (7a)와 (7b)의 현상을 각각 (9a)와 (9b)와 같
은 계층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9) a.
S

S

NP

N

NP

V

N

V

P

P

次郎/지로 が/가 編んだ/뜬

帽子/모자 を/를 捨てた/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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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

NP

N

NP

P

S

V

N

P

V

次郎/지로 が/가 編んだ/뜬

帽子/모자 を/를 捨てた/버렸다

(9)의 나무 그림에서 S는 [문]을, NP는 [명사구], N은 [명사], P는 [조사], V는 [동사]라는 범주를
표시한다. 또한 예를 들어 N과 P가 일직선으로 연결된 NP라는 표시로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NP라는
더 큰 범주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에 대한 (7)의 설명을 위해서 (6)의 통사구조를 (8)와 같은 요소들이 일직선상으로 연결된 구조
로 분석하기보다 (9)과 같이 계층구조(나무구조)를 이루는 요소들 간의 의존관계로 나타내는 분석하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독립적인 근거에 의해서도 자명해 보인다.
(10) a. 次郎が友達を呼んだ。
b. 지로가 친구들을 불렀다.
(10)은 (11)이나 (12)와 같이 나타낼 수는 없다.
(11) a.*が次郎友達呼んだを
b.*가지로 친구들 불렀다을
(12) a.*を友達呼んだが次郎
b.*을친구들 불렀다 가지로
(10)은 적격한 문이나 (11), (12)는 부적격한 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N+P]
는 하나의 범주를 이룰 수 있으나, [P+N]나 [P+V]는 하나의 범주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0), (11), (12)의 현상 또한 단어를 일직선으로 배열하는 분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나, (9)에서와
같은 문의 단위를 쌓아가는 계층적인 문 분석을 이용하면 (13)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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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

NP

NP

V

N

P

N

P

次郎

が

友達

を

呼んだ

지로

가 친구들

을

불렀다

또한 (13)과 같은 문의 계층구조를 가정한 분석 방법은 (14)와 같은 계층구조를 갖는 문이나 (15)
와 같은 계층구조를 갖는 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14)

S

NP1

NP2

(15)

NP3

V

S

NP2

NP1

NP3

V

상술한 예문 (6)과 관련하여 다음 (16)과 같은 문에서는 이중적인 해석이 나타나지 않는다.
(16) a. 編んだ帽子を次郎が捨てた。
b. 뜬 모자를 지로가 버렸다.
(16)은 예문 (6)이 나타내고 있는 (7)과 같은 두 가지 해석 가운데 (7b)로 나타날 수 있는 통사구조
의 해석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16)은 (9b)와 같은 통사구조에서 범주 [NP] 간의 뒤섞임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주 [NP] 간의 뒤섞임 현상이 가능한 이유 또한 (13)을 통한 (14), (15)
와 같은 독립적인 설명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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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발표에서는 통사론적인 방법으로 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의 구조를 단순히 단편적인 단어들
의 배열된 구조로 생각하는 방법보다는 단어들이 서로 결합하여 다른 범주를 이루고 이 범주가 또다
시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더 큰 단위가 되는 계층적 구조로 생각하는 방법이 더 많은 사실들을 설명
할 수 있음을 소개하였다. 어떠한 연구 분야이든 간에 어떠한 현상들이 어째서 나타나게 되는지를 설
명하는 것은 연구의 소명일 것이다. 다만 그 분석 방법론에 있어서 더 합리적이고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면 이러한 연구 방법론을 외면할 이유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발표의 내용은 현재 통사론 연구자들에게는 익히 알려져 있는 기초적인 분석 방법
론을 소개한 것이다. 또한 나무그림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3분지와 같은 분석 방법을 택한
이유는 문의 통사구조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함이며, 내용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언급해 두는 바이다.

◀ 참고문헌 ▶
安藤貞雄(2000) 生成文法用語辞典 チョムスキー理論の最新情報

大修館書店.

Radford, Andrew(2004) Minimalist Syntax: Exploring the Structure of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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話用的 側面에서의 文法化
‘というか’에서 ‘(っ)ていうか’로
劉 瑿 眞 (三 育 大 )

1. 序論
‘というか’는 본래 문말에서 이를 구성하는 ‘と’, ‘いう’, ‘か’ 각각의 사전적 의미의 결합으로 사용되
는 관용적 용법의 표현의 하나이다1). 그러나 ‘というか’는 점차 문말 이외의 위치에서 명시적 의미외
의 다양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형(異形)인 ‘ていうか’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또한 ‘というか’
와 ‘ていうか’는 유사점과 상이점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というか’와 이의 변이형인 ‘ていうか’와의 유사
점과 상이점을 문법화 측면 그중에서도 ‘화용적 추론’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先行硏究 및 問題提起
‘というか’의 문법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는 田辺(2008, 2013)과 川北(2019a, 2019b)를 들 수 있을
것이다. 田辺(2008)에서는 문법화에 동반되는 음운변화를 중심으로 ‘というか’의 이형태인 ‘てか’와 ‘つ
か’를, 田辺(2013)에서는 ‘とゆーか’의 의미와 용법 변화를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川北(2019a)에서는 ‘というか’와 ‘てか’의 비교를 통하여 담화표식으로서의 ‘というか’
의 기능 검토 고찰을, 川北(2019b)에서는 ‘というか’의 절차적 의미를 문법화 과정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들 연구 중에서 田辺(2013)은 ‘というか’를 유행어로서 지역 및 성별차이에 따른 정착과정을 고찰하
고 있는 것으로 다른 연구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というか’의 문법화 관련
논의를 ‘てか’와 ‘つか’를 중심으로 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てか’와 ‘つか’의
이형태 이전 단계로서 ‘(っ)ていうか’가 ‘というか’의 이형태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というか’의 선행연구
에서 ‘(っ)ていうか’로의 문법화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っ)ていうか’를 ‘というか’의 문법화 과정의 초기단계로 간주하고 화용적 추론을
통하여 이들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というか’에서 초기단계 문
법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3. 硏究資料 및 方法
‘というか’와 ‘(っ)ていうか’를 포함하는 소설과 드라마 스크립트 등의 각 200예문, 총 400예문을 연
구 대상으로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예문에서 ‘というか’와 ‘(っ)ていうか’가 나타나는 출현빈도를 추
1) 林(2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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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용법에 따른 출현빈도와 비율을 분석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를 기
반으로 통사적･화용적 분석을 수행하고 이들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예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 특히 화용적 추론의 의미변화의 관점에서 ‘というか’로부터 ‘(っ)ていうか’의 문법화 과정 분석에 초
점을 두고자 한다.

4. 文法化 過程과 話用的 推論
문법적 형식의 발전과 형성에서 나타나는 재분석은 이전 구조로부터 새로운 구조로의 변화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유추(類推)는 가시적으로 확인가능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재분석과 유추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준에 따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논의된다. 구체적으로 재분석은 구문(構文)적 기준
에 의한 선적(linear) 구조, 유추는 범례적 기준에 따른 중심적 보충 구조에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한
다. 특히 추이는 형태론적 단계에서의 문법의 불규칙성이 규칙화되는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2)
이와 같은 재분석과 유추는 차이점을 보이나 언어변화에서 중요하며 이들의 상호작용은 문법화의
중요한 한 과정이 되고 있는 다수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법화의 특징적 변화 단계로서
자립적 요소가 독립적 표현이 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ていうか’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언어 규칙의 변화로 일컬어지는 재분석과 규칙의 일반화로 일컬어지는 유추
의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ていうか’의 문법화 과정을 고찰해 가고자 한다.

5. ‘というか’의 話用的 推論 分析
5.1 ‘というか’와 ‘(っ)ていうか’의 출현빈도
[表1] ‘というか･(っ)ていうか’의 총 출현빈도
というか
合計

(っ)ていうか
合計

出現頻度
228

出現頻度
201

5.2 ‘というか･(っ)ていうか’의 용법에 따른 출현빈도 및 비율
[表2] ‘というか･(っ)ていうか’의 용법에 따른 출현빈도 및 비율
というか
用法1
用法2
用法3
用法4
用法5
合計

出現頻度
142
64
2
10
10
228

出現比率
62.28
28.07
0.88
4.385
4.385
100

(っ)ていうか
用法1
用法2
用法3
用法4
用法5
合計

順位
1
2
5
3
3

2) Hopper & Traugott(2003:63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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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現頻度
73
64
19
40
5
201

出現比律
36.2
31.9
9.48
19.945
2.475
100

順位
1
2
4
3
5

70
60
50
40
30
20
10
0

출현비율1
출현비율2

용법1용법2용법3용법4용법5

[表3] ‘というか･(っ)ていうか’의 용법에 따른 출현빈도 및 비율의 비교

5.3 ‘というか’와 ‘(っ)ていうか’의 화용적 분석

◀ 參考文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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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NCE HANDBOOK」、日本認知言語学会、pp.190 193.
川北麻由(2019b) 「談話標識「トイウカ」の手続き的意味 文法化の視点から 」「第22回大会発表論文集」(15)、日本語用
論學會、pp.41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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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音字를 통해 본 舌音의 變化
李京哲 ( 東 國 大 )

序論
오래된 시기의 漢字의 발음을 연구하는 데 있어 漢字 그 자체를 통해 그 발음을 추리해 낼 수 있
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이 곧 聲符 및 多音字이다.
多音字는 발음이 여러 개인 漢字를 의미하는데, 이미 中古音에 많은 多音字가 존재한다.
惡 易 復 降 見
하나의 漢字에는 원래 그 발음이 하나만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多音字가 존재하는 것은 원래
上古音에서 하나의 발음이었던 것이 中古音에 이르는 동안 어느 한쪽 내지 양쪽 모두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多音字는 上古音에서 中古音으로의 변화를 담고 있는 화석과 같은 존재로
그 音韻變化를 추리해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本論
1. 舌音 내의 변화
<표1> 舌音 내의 多音字
漢字

吳音
チヨ
ヂヤク
タン

2斷

東音
뎌
탹
단

3訂

뎡

テイ

端青開4

4摘
5偵

뎍
뎡

テキ
テイ

透錫開4
透清開3

6透

투

トウ

透侯開1

7町

뎡

1著

8挑
9調

漢音
チヤク

チヤウ

透青開4

テウ

透豪開1
透蕭開4
定蕭開4

도
됴

採擇聲韻
端魚開3甲
定藥開3甲
端桓合1

テ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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捨象聲韻
定魚開3甲
端藥開3甲
定桓合1
透青開4
定青開4
端麥開2
端庚開2
端侯開1
審屋開3乙
定青開4
透先開4

子音交替
t ⟺d
t ⟺d
t⟺th⟺d
th⟺t
th⟺t
th⟺t⟺ɕ
th⟺d

定蕭開4

th⟺d

端尤開3乙

d⟺t

10定
11錠
12殿
13土
14達
15脱
16堕
17塡
18屯
19窒
20朝
21徹
22撤
23住
24柱
25箸
26長
27傳
28溺

뎡
뎡
뎐
토
달
탈
타
휴
뎐
둔
듄
딜
됴
텰
텰
듀
듀
뎌
댱
뎐
닉
뇨

ヂヤウ
ヂヤウ
デン
ド

テイ

ト
タツ

ダツ
ダ
テン
トン
チュン
チツ
テウ
テツ
テツ
ヂウ
ヂウ

チウ
チウ
チョ
チャウ

デン
デキ

定青開4
定青開4
定先開4
定模開1
定曷開1
定末合1
定戈合1
曉支合3甲
定先開4

端青開4
端青開4
端先開4
透模開1
透曷開1
透末合1

d⟺t
d⟺t
d⟺t
d⟺th
d⟺th
d⟺th

透戈合1

d⟺th⟺h

知眞開3甲

d⟺ţ

定魂合1

知諄合3甲

d⟺ţ

知質開3甲
知宵開3甲
徹薛開3甲
徹薛開3甲
澄虞開3甲
澄虞開3甲
澄魚開3甲
澄陽開3甲
澄仙合3甲
泥錫開4
泥蕭開4

端屑開4
澄宵開3甲
澄薛開3甲
澄薛開3甲
知虞開3甲
知虞開3甲
知魚開3甲
知陽開3甲
知仙合3甲

ţ ⟺t
ţ ⟺ɖ
ţh⟺ɖ
ţh⟺ɖ
ɖ⟺ţ
ɖ⟺ţ
ɖ⟺ţ
ɖ⟺ţ
ɖ⟺ţ

日藥開3甲

n⟺ɳ

2. 舌音에서 破擦音系 齒音으로
<표2> 舌音과 破擦音系 齒音를 함께 가진 多音字
漢字
1注
2適
3質
4剤
5推
6拓
7憧
8折
9盾
10植
11診

東音
주

吳音

漢音
チウ
テキ

뎍
シツ
チ

질
졔
*추
퇴
탁
쳑
동

ザイ
スイ
タク
ドウ
ショウ

졀
슌
식
진

セツ
ジュン
ショク
シン

採擇聲韻
照虞開3甲
知虞開3甲
端錫開4
照質開3甲
知脂開3甲
從齊開4
穿脂合3乙
透灰合1
透鐸開1
照陌開3
定江開2
穿鍾合3甲
照薛開3甲
神諄合3甲
禪職開3甲
照眞開3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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捨象聲韻

子音交替
ʨ⟺ţ

照昔開3
審昔開3

t⟺ʨ⟺ɕ
ʨ⟺ţ

端青開4

ʣ⟺t
th⟺ʨh
th⟺ʨ

定江開2

d⟺ʨh

定齊開4
定魂合1
澄之開3甲
澄眞開3甲

ʨ⟺d
ʥ⟺d
ʥ⟺ɖ
ʨ⟺ɖ

<표3> 破擦音系 齒音 내의 多音字
吳音

漢字
1将

東音
쟝

2卒

졸

ソツ

精沒合1

3載
4栽
5祭
6浅



졔
쳔

サイ
サイ
セン

精咍開1
精咍開1
精祭開3甲
清仙開3甲

7趣



シュ

清虞開3甲

8蹴
9浸
10請
11斥

축
침
쳥
쳑
참

전
졈
조
조
증


シュウ(慣)
シム

清屋開3甲
清侵開3甲
清清開3
清昔開3
清覃開1
審侵開3乙
從仙開3甲
從鹽開3甲
從豪開1
從豪開1
從登開1
神之開3乙

12參
13銭
14漸
15造
16槽
17曽
18事

漢音
シャウ

サイ

セイ
セキ
サム
セン
ゼム
ザウ
サウ
ソウ
ジ

採擇聲韻
精陽開3甲

捨象聲韻
清陽開3甲
精術合3乙
淸沒合1
從咍開1
從咍開1
照皆開2
精先開4
清侯開1
精燭合3甲
精屋開3甲
精侵開3甲
從清開3
穿麻開3
心談開1
穿侵開3乙
精仙開3甲
精鹽開3甲
精豪開1
精豪開1
精登開1
照之開3乙

子音交替
ʦ⟺ʦh
ʦ⟺ʦh
ʦ ⟺ʣ
ʦ ⟺ʣ
ʦ ⟺ʨ
ʦh⟺ʦ
ʦh⟺ʦ
ʦh⟺ʦ
ʦh⟺ʦ
ʦh⟺ʣ
ʦh⟺ʨh
ʦh⟺ʨh⟺s⟺ɕ
ʣ⟺ʦ
ʣ⟺ʦ
ʣ⟺ʦ
ʣ⟺ʦ
ʣ⟺ʦ
ʥ⟺ʨ

3. 破擦音系 齒音에서 摩擦音系 齒音으로
<표4> 破擦音系 齒音과 摩擦音系 齒音을 함께 가진 多音字
漢字
1操
2衰

東音
조
쇠
최

3柵



4識

식
지

5適

뎍

6娠

신
참

7參



吳音

漢音
サウ
スイ
サイ
サク

穿麥開2

捨象聲韻
心侯開1

シ
テキ

端錫開4

穿陌開3
審刪開2

ʨh⟺ɕ
ɕ ⟺ʨ

照昔開3

審眞開3甲
清覃開1

審昔開3
照眞開3甲
心談開1

審侵開3乙

穿侵開3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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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音交替
ʦh⟺s
ɕ⟺ʦh

審職開3甲
照之開3甲

シキ

シン
サム

採擇聲韻
清豪開1
審脂合3乙
穿支合3乙

t⟺ʨ⟺ɕ
ɕ ⟺ʨ
ʦh⟺ʨh⟺s⟺ɕ

<표5> 舌音과 摩擦音系 齒音 내의 多音字
吳音

漢字

東音

1適

뎍

テキ

端錫開4

照昔開3
審昔開3

t⟺ʨ⟺ɕ

2堤

뎨

テイ

端齊開4

禪支開3甲

t ⟺ʑ

3透

투

トウ

透侯開1

端侯開1
審屋開3乙

th⟺t⟺ɕ

テイ
セウ
セフ

透唐開1
審陽開3甲
定齊開4
禪宵開3甲
禪葉開3甲
審葉開3甲
泥怗開4

4湯
5提
6召
7渉
8摂

漢音

タウ
シヤウ

탕
샹
뎨
쇼
셥
셥
녑

セフ

採擇聲韻

捨象聲韻

子音交替

th⟺ɕ
禪支開3甲
定宵開3甲
端怗開4

d⟺ʑ
ʑ ⟺d
ʑ ⟺t
ɕ ⟺n

<표6> 摩擦音系 齒音 내의 多音字
漢字
1省
2索
3參
4償
5屬

東音
셩


삭
참

샹
쇽
쵹

吳音

漢音
セイ

シヤウ
サク
サク
サム
シヤウ
ゾク

採擇聲韻
心清開3
審庚開2
審麥開2
心鐸開1
清覃開1
審侵開3乙
禪陽開3甲
禪燭開3甲
照燭開3甲

捨象聲韻

子音交替
s⟺ɕ

審陌開3
心談開1
穿侵開3乙
審陽開3甲

ɕ ⟺s
ʦh⟺ʨh⟺s⟺ɕ
ʑ ⟺ɕ
ʑ ⟺ɕ

4. 摩擦音系 齒音에서 諭母로
<표7> 摩擦音系 齒音과 諭母를 함께 가진 多音字
漢字
1邪
2斜
3詳
4羨
5食
6説

東音
샤
샤
샹
션
연
식

셜
셰
열

吳音
ジヤ

漢音

採擇聲韻
邪麻開3
邪麻開3
邪陽開3甲
邪仙開3甲
喩仙開3甲
神職開3甲
邪之開3甲
審薛合3甲
審祭合3甲
喩薛合3甲

シヤ
シヤウ
セン
エン
ジキ

ショク
セツ
ゼイ(慣)
ヱ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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捨象聲韻
喩麻開3
喩麻開3
喩陽開3甲

子音交替
z⟺j
z⟺j
z⟺j
z⟺j

喩之開3甲

ʥ⟺z⟺j
ɕ⟺j

<표8> 破擦音系 齒音과 諭母를 함께 가진 多音字
漢字

吳音

東音
샤
셕

1射

漢音
シヤ
セキ

採擇聲韻
神麻開3
神昔開3
喩麻開3
喩昔開3
神麻開3
喩支開3甲
透歌開1
神職開3甲
邪之開3甲

ヤ
エキ

2蛇
3食

샤
이

ジャ

식


ジキ

イ
ダ(慣)
ショク

捨象聲韻

子音交替
ʥ⟺j

ʥ⟺th⟺j
喩之開3甲

ʥ⟺z⟺j

<표9> 舌音과 諭母를 함께 가진 多音字
漢字

2蛇

東音
도
요
샤
이

3淡

담

1陶

吳音

漢音
トウ

採擇聲韻
定豪開1
喩宵開3甲
神麻開3
喩支開3甲
透歌開1
定談開1

ジャ
イ
ダ(慣)
タム

捨象聲韻

子音交替
d⟺j
ʥ⟺th⟺j

喩鹽開3乙

d⟺j

結論
<표10> 舌音에서 諭母까지의 변화
EOC

MOC

LOC

EAC
t

t

t

t

ţ
th

t

th

th

th

ţh
d

d

d

ɖ
n

n

n

n

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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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t
ţ
ʨ
th
ţh
ʨh
d
ɖ
ʥ
n
ɳ
ɳʑ

t
ţ
ʨ
ʧ
th
ţh
ʨh
ʧh
d
ɖ
ʥ
ʤ
n
ɳ
ɳʑ

LAC
t
ţ
ʨ
th
ţh
ʨh
th
ţh
ʑ>ɕ
ʑ>j
n
d
ɳ
ɖ
ɳ
ʑ

類似した意味用法を持つ文法項目の習得の特徴
崔延朱 ( 東 国 大 日 本 学 研 究 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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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FR Companion Volumeに対応した日本語例文分類手法
宮崎佳典 ・ Vuong Hong Duc ・ 安藤聖野 ( 静 岡 大 ) ・
谷誠司 ( 常 葉 大 ) ・ 安志英 ( 群 山 大 ) ・ 元裕璟 ( 高 麗 大 大 学 院 )

1. 研究の背景と目的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1]は、欧州評議会が開発した国際
基準であり、学習者の言語運用能力を客観的に評価するために近年、世界中で用いられている。CEFRは当
初より言語能力をA1、A2、B1、B2、C1、C2レベル(これらをCEFRレベルと呼ぶ)の6段階に設定しており、各レ
ベルには当該レベルに認定されるための能力記述文(Can Do Statement, 以下CDS)が複数記述され、6レ
ベルで合計31個に上る。CDSの例には「葉書などに書かれた、短く簡単なメッセージ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
などがあり、活用時はそのタスクを具体化した例文(これを以降“例文”と再定義する)とともに用いられることも
多い。2017年にはCEFRを補完するCEFR Companion Volume with New Descriptors [2]が公開され、言語能
力にPreA1レベルが追加された。PreA1レベルは言語学習を始めて間もない学習者向けに、A1レベルよりもさ
らに初級レベルとして設けられた。
CEFRに関連する研究として、英語教育では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教材を基に作成したコー
パスを用いた研究が挙げられる。例としてCEFRレベルごとに例文中に出現する文法事項の抽出[3]や例文中
に出現する単語の共起性における難易度の測定[4]など、例文からCEFRのレベル決定における基準特性を
抽出する研究が挙げられる。日本語教育へのCEFRの活用に関しては日本語のCEFR準拠テキストコーパス
が作成されていないことも起因してか、現時点において網羅的に研究されている例は管見の限り、多くは見当
たらない。平川らは日本語のCEFR準拠テキストコーパス作成を視野に入れ、例文に対応したCDSを付与する
労力を軽減するための日本語例文自動分類に取り組んだ[5]。具体的には、与えられたA1～B2レベルの例
文に対して“専門性”、“文長”、“文書タイプ”を特徴量として機械学習を適用し、CDS(A1～B2レベルに対応
するCDSは27種類)の推定を行った。Myは[5]の自動分類をPreA1レベルを含めた範囲に拡張した[6]。PreA1
の有する性質を加味した上で、特徴量として“漢字率”の追加を行い、また“文書タイプ”の改定を行った。その
分類精度はCDSが増えたにもかかわらず、[5]の精度に劣らない結果となった。
これに対し、本研究ではPreA1レベルは従前のレベル群との難易度に大きな差があると考え、例文を全て
のCDSに一度に分類する先行研究に対し、先にPreA1レベルと従前のレベル群のいずれかを判定(2値分類)
した後、CDSに分類するという階層的CDS分類を試みる。

2. 特徴量
本発表では[5],[6]で機械学習を適用する際に使用された特徴量の“文書タイプ”、“専門性”、“文長”(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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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文字数、語数、文数、改行数)、そして“漢字率”を継続して利用することとする。文書タイプは新聞記事、公
的文書などといった文書の種類を表す。専門性は文書が日常的な専門的かに応じて値を取るものである。漢
字率とは、JLPTの4レベルに定義される漢字の出現数を文書内で計数し、また出現率を計算する。文書タイプ
と専門性の推定には文書から各単語の分散表現を獲得するfastText[7]を用いて自動推定を行った。また形
態素解析器にはMeCab[8]を使用した。文書タイプの推定精度は[5]では78.07%、[6]では77.48%と報告され
ている。[5],[6]に共通の専門性推定手法による精度は77.61%であった。文長、漢字率はMeCabを利用して自
動計算を行った。
今回、上述の4特徴量に加えてPreA1レベルのCDS分類に使用する特徴量として“文書タイプ”の変更と、
“数字の個数”、“名詞の割合”の作成を行った。数字の個数は数字を使うもの(例えば時間、料金など)と使わ
ないものを分類するために作成した。名詞の割合はPreA1レベルの例文が文ではなく単語であったものもある
ことから、文と単語を分類するために作成した。

2.1. 文書タイプ
文書タイプは発表者がPreA1レベルのCDSから4つ(「標識+メニュー」、「掲示」、「絵本+通信文」、「その
他」)を作成した。標識はCDS内にある“日常的な表示”、“指示”の表現を元に作成した。通信文はCDSの“手
紙”、“メッセージ”、“会話文”から由来する。推定手法は[5]、[6]と同じくfastTextを用いる。学習データは[5]の
文書タイプ推定で用いた664個の文書と、Web上の絵本公開サイト[9]やファーストフードレストランのメニュー
から収集した216個の計880個の文書データを使用する。全体の正解率は89.86%だった。

2.2. 数字の個数
「1、2、…」、「一、二、…」、「0.1」、「1/3」の個数を計算する。しかし、「一石二鳥」などのように、単純に計数
の為の記号とは違う用法として使われている場合は対象外とするため、暫定的に今回は本「数字の個数」特徴
量のみ、手動で計算することとした。

2.3. 名詞の割合
文中の品詞の総数における名詞の割合を計算する。各品詞の個数は上述のMeCabを用いて計算する。

3. 2段階のCDS分類
CDS分類にあたり、[5]、[6]と同様、1つの例文に複数のCDSが対応するマルチラベル分類を想定すること
にする。今回CDS分類を行うデータとして、マルチラベル情報付の555例文を使用する。A1～B2レベルの収
集についてはCEFRに関して知識のある日本語教育経験者10名に協力を仰ぎ、1つのCDSにつき約15文が
均等に集められた計406文を使用した。PreA1レベルについても、やはり経験者数名より、1つのCDSにつき約
20文を均等に収集した計149文を用いた。CDSの平均個数は約2.76個であった。マルチラベル分類方法に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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複数の2値分類器(SVM)を用いる1対他分類法を用いる。

3.1. PreA1レベルと従前のレベル群の2値分類
PreA1レベルと従前のレベル群の2値分類には1個のSVMを用いる。使用した特徴量は[6]の特徴量の文書
タイプを[5]の7タイプにしたものである。分類結果は表1のようになった。最左列が正解情報、最上列が推測値
を表す。例えば表中の“22”は“A1～B2”のレベルにあった例文が“PreA1”に誤って推測された数が(399中)22
あったことを意味する。
〈表1〉 PreA1レベルと従前のレベル群の2値分類の結果
A1～B2

PreA1

合計

精度

A1～B2

377

22

399

94.49%

PreA1

29

127

156

81.41%

全体精度
90.81%

3.2. CDS分類
全例文のラベル予測を行った結果の評価指標として(推測CDSが正しかったことを正、否を負とした上で)、
正の再現率(実際に正であるもののうち、正であると予測されたものの割合)、正の適合率(正と予測したデータ
のうち、実際に正であるものの割合)、再現率と適合率の調和平均であるF値を用いた。また、負の場合の適合
率、再現率、F値も同様に定義する。
3.2.1 従前のレベル群のCDS分類
従前のレベル群のCDS分類には26個のSVMを用いて27個のCDSに分類する。使用した特徴量は[5]と同
じである。分類結果は表2のようになった。1段階目の2値分類によって22文の誤分類が発生してしまっている
ため、[5]の結果より低い精度となる。
〈表2〉 従前のレベル群のCDS分類の結果
正
負

適合率
34.15%
97.86%

再現率
77.28%
87.47%

F値
47.36%
92.38%

3.2.2 PreA1レベルのCDS分類
従前のレベル群のCDS分類には6個のSVMを用いて7個のCDSに分類する。使用した特徴量は“文長”、
“漢字率”、そして本研究で作成した“(4つの)文書タイプ”、“数字の個数”、“名詞の割合”を使用した。分類結
果は表3のようになった。
〈表3〉 PreA1レベルのCDS分類の結果
正
負

適合率
34.15%
97.86%

再現率
77.96%
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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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値
62.08%
95.12%

3.3. 2つを合わせた結果
2つを合わせた結果と[6]のF値を表4に示す。比較すると正のF値は4.06％向上し、負のF値は0.76％下落し
た。総体的には精度は改善したと考えられる。しかしながら、正の適合率が約38.95％と低い結果に低迷した。
今回、平均2.76個の正解個数に対して約2倍の5.43個の予測を行っていたため、正の適合率が最大でも約
50%となってしまったのが原因の一つである。
〈表4〉 2つを合わせた結果と[6]との比較
正
負

適合率
38.95%
97.78%

再現率
76.79%
89.45%

F値
51.68%
93.43%

[6]のF値
47.62%
94.19%

4. まとめと今後の課題
本発表では、全レベルのCDS分類を1度に行う先行研究に対して、従前のレベル群と難易度に差の大きい
と考えたPreA1レベルを前処理として2値分類した後にそれぞれをCDS分類する2段階の分類手法を試みた。
今回、予測数が多すぎた結果、適合率に良好な結果が得られず、今後詳細な特徴量の作成が見込まれる。
また、本研究で取り扱うCDS推定支援をWebアプリケーションの形で公開することも念頭においている。利用
者はWebアプリケーションを通じて例文を入力することで、対応するCDSを知ることができるだけでなく、CDS
の一覧から、各CDSに対応する例文を、その信頼度の高い順に出力する機能も準備する所存である。現在
A1～B2レベルの27個のCDSに対するプロトタイプが実装済みであり、今後PreA1レベルも含めて着手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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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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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言梯 以降の古典仮名遣い系統の仮名遣書における
非古典仮名遣いの用例について
― 定家仮名遣い系統の仮名遣書と比較して ―

姜盛文 ( 大 阪 大 )

1．はじめに
和字正濫鈔 で契沖は当時古典を研究したり和歌を詠んだりする際に一般に用いられた定家仮名遣いの
不備を指摘し、仮名遣いが乱れる前の資料の表記に従うべきであると主張した。たとえば、「後(おくる)」の項
では「万葉。をの字用こと誤なり」と、オクルの仮名遣いは「おくる」が正しく、「をくる」は間違いであると指摘して
いる。
和字正濫鈔 以降の古典仮名遣い(いわゆる歴史的仮名遣い)系統の仮名遣書(以下、古典系仮名遣書)
でも著者の仮名遣い観に基づき、ある言葉の表記について正誤判断したり、古典仮名遣いではない仮名遣
いの例、いわば非古典仮名遣いの例を出したりすることがしばしば見られる。仮名遣書というものは著者が正
しいと判断する仮名遣いを示すことを目的とした資料であるため、比較例を出すことは本文構成の工夫として
あり得る。本発表では古典系仮名遣書における非古典仮名遣いの用例について考察する。

2．先行研究
和字正濫鈔 は言葉によって「～と書くへからす」などの注で非古典仮名遣いの用例を挙げている。高
瀬(1997)はその中に少数ながら 仮名文字遣 と一致する用例があると述べている。また、定家仮名遣い系統
の仮名遣書(以下、定家系仮名遣書)に見られない表記が掲げられていることも指摘している。氏は契沖が近
世初期版本1))に見える仮名遣いを含めた、定家仮名遣いを基にしている当時通用の仮名遣いをも視野に入
れていたと結論づけている。
仮名遣書の流れを概観した今野(2016)は 掌中仮字便覧 の定家仮名遣いの用例と慶長版本 仮名文字
遣 の収録語を比較し、お互いに一致しないものがあると指摘している。ただし、「 仮字便覧 (発表者注： 掌
中仮字便覧 )が具体的な 仮名文字遣 テキストを坐右に置いて編まれたとは限らないのであって、こうした対
照は必ずしも有効ではない可能性もある。」(p.267)と述べているように、本書が定家仮名遣いの用例を示した
としても 仮名文字遣 のみ参照したと限らないことを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用例は久保田(1986)の表を参照したと注を付けている。久保田(1986)は近世初期の仮名草子と俳文集の仮名遣いを分析した
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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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古典系仮名遣書における非古典仮名遣いの用例
古典系仮名遣書は 古言梯 以降のものを用いる。範囲を 古言梯 以降の古典系仮名遣書に絞ったのは、
和字正濫鈔 と 古言梯 の間に刊行された古典系仮名遣書がほとんどないためである。古典系仮名遣書は
古言梯 が刊行されてから活発に作成されるようになった。今回調査した古典系仮名遣書は以下の16資料で
ある。
<表1> 今回調査した 古言梯 以降の古典系仮名遣書
資料名
和字便覧
正誤仮名遣
増補袖珎かなつかひ
狂歌かなつかひ
雅言仮字格
改正増補和字便覧
古今仮字遣
雅言仮字格拾遺

著者
渾沌斎松月
賀茂季鷹
雲錦亭
菅原長根
市岡猛彦
藤原昌敷
橋本稲彦
市岡猛彦

成立・刊行
安永5(1776)刊
天明8(1788)刊
文化1(1804)刊
文化1(1804)刊
文化4(1807)刊
文化8(1811)刊
文化10(1813)刊
文化11(1814)刊

資料名
仮字用格早引
今古仮字遣
尚古仮字用格
文章仮字用格
掌中仮字便覧
増補正誤仮名遣
増補古言梯標註
山路のたづき

著者
川北友成
高井八穂
山本明清
大蔵永常
大野広城
鶴峯戊申
山田常典
佐久間果園

成立・刊行
文化11(1814)序
文化15(1818)刊
文政6(1823)刊
天保1(1830)刊
天保6(1835)刊
弘化4(1847)序
弘化4(1847)刊
嘉永3(1850)跋

このうち 和字便覧 正誤仮名遣 増補袖珎かなつかひ 改正増補和字便覧 古今仮字つかひ 今古仮
字遣 掌中仮字便覧 の7種の資料に非古典仮名遣いの用例が収録されていた。本発表ではこの7種の資料
にある非古典仮名遣いの用例を定家系仮名遣書の収録語と比較する。もともと非古典仮名遣いというものは
古典仮名遣いではない表記を指すため、非古典仮名遣いの用例について考察するには定家仮名遣いを含
めて古典仮名遣いを基にしていない資料と比較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定家仮名遣いは仮名遣書など
の資料で比較的確認が用意であるが、そうでないものは出典が必ずしも明らかではなく、調査がむずかしい。
定家系仮名遣書は様々存するが、今回は慶長版本 仮名文字遣 と 新撰仮名文字遣 類字仮名遣 の三
つを用いる。比較の結果、定家系仮名遣書の収録語と表記が異なるものが一部確認された。また、定家系仮
名遣書から用例が見つからないものもあった。その内訳を示したのが次の表2である。「非古典仮名遣い用例
数」は各資料における非古典仮名遣いの用例の数である。「不一致・なし」は定家系仮名遣書の収録語と仮名
遣いが一致しないか、定家系仮名遣書に言葉が立項されていないため比較できない用例の数である。
<表2> 古典系仮名遣書における非古典仮名遣い用例数
和字便覧
正誤仮名遣
増補袖珎かなつかひ
改正増補和字便覧
古今仮字つかひ
今古仮字遣
掌中仮字便覧

非古典仮名遣い用例数
96
32
48
106
161
15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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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一致・なし
10
6
3
10
13
38
25

「不一致・なし」の用例は述べ語数で計105例、異なり語数で計82例が見られた。全体に比べて少数である
が、単なる誤記と解釈するには無視できない数であると思われる。本発表ではその中で特に注目されるものを
二つ取り上げる。
正誤仮名遣 は 和字正濫鈔 を補うテキストとして編まれた可能性が高いという指摘があるが2))、今回の調
査で 和字正濫鈔 の影響と思われるものが新たに見られた。「薫」について本書は「かほる」を見出し語にして
いる。一方、 改正増補和字便覧 は逆にカヲルを正しいものとし、「カホリ」を誤った仮名遣いの例として収録
している。 古今仮字つかひ 今古仮字遣 掌中仮字便覧 ではいずれも見出し語は「かをる」で、「かほる」
は非古典仮名遣いの例として掲げられている。 正誤仮名遣 における「薫」の仮名遣いの解釈が他の資料と
逆になっているのは、おそらく 和字正濫鈔 で「かほる」の方が正しいと述べられていたためであると考えられ
る。 正誤仮名遣 は 和字正濫鈔 の解釈を引き継いだのだろう。
類字仮名遣 は凡例で「類としるせるは類字仮字遣にて今かな也」と、 類字仮名遣 を引用したことを明示
している。しかし、今回の調査で 類字仮名遣 と仮名遣いが異なる用例が12例、 類字仮名遣 に項目さえ存
在しない用例が1例見られた。まだ 類字仮名遣 の伝本による本文の異同は報告されていないため、この13
例は 古今仮字つかひ の著者が任意に手を加えたものであると考えられる。本来は別の出典を挙げるべきで
あるが、 類字仮名遣 の用例として一括にして処理し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4. まとめ
仮名遣書は著者が思う正しい仮名遣いを示す資料で、場合によって本文で主に提示しているものと異なる
仮名遣いを共に挙げることがある。誤った仮名遣いの例として挙げることもあれば、正誤判断はせずに言葉の
み挙げることにとどまることもある。今回は 古言梯 以降活発に制作された古典系仮名遣書における非古典
仮名遣いの用例を定家系仮名遣書の収録語と比較した。
比較の結果、定家系仮名遣書の収録語と仮名遣いが一致しないか、古典系仮名遣書にしか見られない用
例が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仮名遣書を製作するにあたって必ずしも他の仮名遣書のみ参考にする必要はな
いため、このような結果はある意味当然だろう。 古今仮字つかひ の場合、凡例で述べられていることと異なっ
て 類字仮名遣 に存在しない用例が載っていた。
まだ出典がわからない用例については今後さらなる調査が必要である。高瀬(1997)は仮名草子と俳文集を
用いたが、仮名遣書は主に国学を学ぶ人が利用するものであるため、近世の一般小説より少なくとも国学を
学ぶ人が接するような資料を探って比較する方が適切であると思われる。

◀ 調査資料 ▶
早稲田大学古典籍総合データベース
改正増補和字便覧 (請求記号 ホ02 00810)

雅言仮字格 雅言仮字格拾遺 (ホ02 00632)

今古仮字遣 (ホ02

00498) 古今仮字つかひ (ホ02 05627) 掌中仮字便覧 (ホ02 05672) 正誤仮名遣 (ホ02 00568) 増補古言
2) 今野(2016) pp.218 219

52

梯標註 (ホ02 04813) 増補袖珎かなつかひ (画像：文庫31 E1287・書誌：文庫31 E0928) 増補正誤仮名遣
(ホ02 00572) 文章仮字用格 (ホ02 00413) 類字仮名遣 (ホ02 01139)
その他
仮字用格早引 ：京都大学文学研究科図書館所蔵本(請求記号 3C/25)
仮名文字遣 ：大友信一・木村晟 編(1980) 假名文字遣 汲古書院
狂歌かなつかひ ：日本古典籍総合データベース(書誌ID 100270183)
尚古仮字用格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請求記号 842 74)
新撰仮名文字遣 ：大友信一・木村晟 編(1981) 新撰仮名文字遣 汲古書院
山路のたづき ：国会図書館所蔵本(請求記号 811.56 Sa533y)
和字正濫鈔 ：築島裕他 編(1973) 契沖全集 第10巻 岩波書店
和字便覧 ：日本古典籍総合データベース(書誌ID 200006370)

◀ 参考文献 ▶
久保田篤(1986) 「近世初期板本の仮名づかい」 国語と国文学 63巻12号 東京大学国語国文学会 pp.58 76
今野信二(2016) 仮名遣書論攷 和泉書院
高瀬正一(1997) 「 和字正濫鈔 における定家仮名遣いについて ―批判と受容の実態―」
教育大学国語国文学研究室 pp.2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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テキストマイニングを活用した「X { まで} 」構文の語彙分析
「X {さえ}」「X {も}」との比較・対照を中心に

金昭喜 ( 高 麗 大 博 士 課 程 )

1. はじめに
日本語の助詞「まで」は多様な意味を持つため、助詞の下位分類のうち2つ以上のカテゴリーに属する。大
きく基本的な意味機能の格助詞類の「まで」と派生的な意味機能の副助詞類の「まで」に分けられる。格助詞
類には格助詞、順序助詞の「まで」があり、副助詞類には副助詞、取り立て助詞の「まで」がある。一方、終助
詞の「まで」もある。それぞれの具体例は以下の通りである。
(1) バス停 {まで} 走った。<格助詞>
(2) 20ページから50ページ {まで} 読んだ。<順序助詞>
(3) 家出 {まで} するとは思わなかった。<副助詞>
(4) ご飯 {まで} 食べた。<取り立て助詞>
(5) お詫び方々ご返事 {まで} 。<終助詞>1)

上記例の中、特に副助詞類「まで」と共通の意味機能を持つ助詞には「さえ」と「も」が挙げられる。
(6) 大晦日 {まで／さえ} 働く。
(7) オードブル {まで／も} 食べた。2)

上記例から、本稿では日本語の助詞「まで」「さえ」「も」の比較・対照のため、「X {まで／さえ／も}」の構文
と共起する語を対象とし、それぞれの特徴、共通点と相違点を明らかにしたい。最近、第4次産業革命の未来
時代のパラダイムとしてビッグデータが話題になっている。デジタル経済が広がり、ビッグデータ環境が到来す
るにつれ、ビッグデータ核心技術等は世界的なイシューに急浮上している。人工知能による革新的な社会変
化への期待と機会の中で、これまでビッグデータ研究は理工系を中心に様々な研究活動が進められ、成果を
生み出してきた。このような研究が次第に人文社会科学分野へと広まるにつれ、人文社会分野においてもビッ
グデータやテキストマイニングを活用した統計的研究が試みられている。しかし、未だに日本語をはじめとする
言語学分野においては、このような技法を活用したテキスト分析はほとんど試みられていないのが実情であ
る。このような問題意識とともに、人工知能時代におけるテクノロジーの人文学的活用の必要性を踏まえ、本
稿では計量的研究に焦点を当てたい。本研究は、この計量的分析が日本語学の研究、特に日本語の助詞に
1) 金昭喜(2014), 「取り立て조사「まで」의 강조적용법에 관한 연구 함의・전제의「まで」와 다른 取り立て조사와의 관계 」, 碩士
学位論文, 高麗大学校.
2)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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関する研究にどのように活用・応用ができるか「計量的分析の可能性」を試してみたい。以上、本研究では「X
{まで／さえ／も}」の違い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おいて、計量的手法を用いて従来の方法ではわからなかった
部分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2. 研究方法
まず、本研究におけるデータ収集は、2020年6月、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以下、BCCWJ)で検
索された「まで」「さえ」「も」の例文のうち、それぞれ5,000件ずつの例文、全部で15,000件の例文を収集した。
次に、データの前処理の段階では、収集された例文の中、助詞に関する研究であるため助詞の後の構文は
不要と判断し一括削除、助詞「まで」「さえ」「も」の前に位置する文字列のみを残してセルファイルとして保存し
た。最後に分析のツールは、頻出語、視覚化分析のため、KHコーダを活用し、分析手順は次の通りである。
①「X {まで／さえ／も}」の品詞別の頻出語リスト(すべての語)
②「X {まで／さえ／も}」の頻出150語の頻出語リスト(すべての語)
③「X {まで／さえ／も}」の1列の頻出語リスト(すべての語)
④「X {まで／さえ／も}」の中心性(媒介)の共起ネットワーク(すべての語、最小出現数15、上位50)
⑤「X {まで／さえ／も}」のmodularityの共起ネットワーク(すべての語、最小出現数15、上位50)
⑥「X {まで／さえ／も}」の相関の共起ネットワーク(すべての語、最小出現数15、上位50)
⑦「X {まで／さえ／も}」の中心性(媒介)の共起ネットワーク(名詞、最小出現数15、上位30)
⑧「X {まで／さえ／も}」のmodularityの共起ネットワーク(名詞、最小出現数15、上位30)
⑨「X {まで／さえ／も}」の相関の共起ネットワーク(名詞、最小出現数15、上位30)
⑩「X {まで／さえ／も}」の対応分析(名詞)
⑪「X {まで／さえ／も}」の複合語の検出(名詞、TermExtractを利用)
⑫「X {まで／さえ／も}」の複合語の検出(名詞、茶筌を利用)

上記の分析のうち、本稿で活用した分析は、②⑤⑥⑧⑩⑫である。②のセルファイルを活用した理由は、①
③の場合は品詞の区分が過度に細かいし出現頻度が低すぎる語と未知語まで提示されているのに対して、
②の場合は上位の頻出語と出現回数だけ表示され把握が容易であると判断したからだ。そして「すべて」の語
の考察で⑤⑥を活用した理由は、⑦の場合は動詞のみ目立つのに対し、⑤⑥は様々な品詞が等しく目立つ
ながら共起語群の把握にも容易だったからである。また「名詞」のみの分析で⑧⑩を活用した理由は、⑨の場
合は共起語間の相関関係の把握のためのネットワークであるのに対し、⑧⑩は名詞の語彙の頻度を把握する
ための図版であって本研究との関連性があると判断したからである。最後に「X {まで／さえ／も}」構文の「名
詞」の中、複合語の出現もかなり多くて考察してみたところ、スコアでランクされている⑪は意味がないと判断、
出現数ランクの⑫を持って分析を行った。本研究では、「X {まで／さえ／も}」構文と共起する語彙の特徴を
分析するために、「X」の部分の全品詞を対象とした全体的な傾向を見たあと、{まで／さえ／も}の助詞的特
性に基づいて名詞に範囲を絞って分析する。すなわち「すべて」の語と「名詞」のみに注目して概観することに
より、「X {まで／さえ／も}」の構文に表れる語彙の特徴を明らかにできると期待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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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分析結果
3.1 全体傾向
3.1.1 「X { まで／さえ／も} 」の頻出語
「X {まで／さえ／も}」のコーパス例文を対象にすべての品詞の頻出語を抽出した結果は、次の<表1>
<表2><表3>の通りである。
<表1> 「X {まで}」の頻出語
順位
1
2
3
4
5
6
7
8
9
10

抽出語
今
いつ
いま
齢
x{301c}
言う
至る
前
今日
最後

出現回数
180
164
121
118
75
65
62
59
55
52

順位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抽出語
世紀
出る
思う
自分
近く
昭和
入る
現在
夜
見る

出現回数
49
48
45
41
40
40
39
37
37
36

順位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抽出語
時代
下
日本
人
家
生後
年
と
死ぬ
世界

出現回数
34
32
32
31
30
27
27
25
25
24

(■副詞的、■格助詞的、■連語的、■取り立て助詞的、■複合形態的)
<表1>のうち、特に10位圏内の頻出語を見てみると、まず「X {まで}」では「今 {まで}」の出現頻度が180
回で最も高く、「いつ {まで}」が164回、「いま {まで}」が121回として2、3位にランクされたことから、副詞的形
態で最も多く使われることがわかる。次の順位には年齢を表す「齢 {まで}」が118回で4位、数学公式と判断さ
れる「x{301c} {まで}」が75回で5位を占め、格助詞類(格助詞あるいは順序助詞)の使いが多いことが分か
る。6位の65回出現の「言う {まで}」と7位の62回出現の「至る {まで}」から連語的な使用も少なくないことが
分かる。一方、これまで見てきた頻出語は、拙著の金昭喜(2014)で主張したように、文脈によって「含意」また
は「前提」による「以外性」と「意外性」を持つ場合、取り立て助詞的とも言えるが、抽出されたデータだけでは
その判断はできない。抽出された語のみで取り立て助詞類を見ると、14位に「自分

{まで}」が41回出現回数

でランクされており、出現頻度も高いとは言えない。また、28位の複合形態の「と {まで}」の出現も目立つ。
<表2> 「X {さえ}」の頻出語
順位
1
2
3
4
5
6
7
8
9
10

抽出語
自分
人
言う
見る
思う
考える
場合
言葉
持つ
知る

出現回数
152
88
59
55
52
43
41
39
38
36

順位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抽出語
名前
金
目
家
時間
心
感じ
手
人間
日本

出現回数
36
35
35
34
29
29
28
28
28
28

(■連語的、■取り立て助詞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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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位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抽出語
話
顔
見える
行く
出る
女
存在
自身
書く
声

出現回数
28
26
26
26
26
26
26
25
25
25

次に<表2>の「X

{さえ}」の例文を見ると、やは取り立て助詞の性質の語彙が目立つことがすぐ分かる。中

でも「自分 {さえ}」が152回、「人 {さえ}」が88回として「人間」に関する語彙が1、2位にランクされている。次
の順位には、副詞的性質の「言う {さえ}」「見る {さえ}」「思う {さえ}」「考える {さえ}」が順に59回、55回、52
回、43回出現し、3位から6位を占めている。
<表3> 「X {も}」の頻出語
順位
1
2
3
4
5
6
7
8
9
10

抽出語
いつ
人
言う
思う
見る
日本
今
自分
場合
入る

出現回数
107
99
73
68
64
54
50
43
35
31

順位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抽出語
話
出る
人間
男
運動
時代
いま
関係
考える
仕事

出現回数
31
30
30
30
29
29
28
28
28
28

順位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抽出語
知る
犬
他
意味
子ども
社会
と
居る
女
死ぬ

出現回数
28
27
26
25
25
25
24
24
24
23

(■副詞的、■連語的、■取り立て助詞的、■複合形態的)
最後に<表3>の「X {も}」構文では、全体的な頻度は少ないが、副詞的性格の「いつ {も}」が107回出現
で1位となっている。続いて取り立て助詞の性格の「人 {も}」が99回出現で2位にランクされている。3～5位に
は「言う {も}」「思う {も}」「見る {も}」がそれぞれ73回、68回、64回出現したことが分かる。一方、複合形態の
「と {も}」の出現も目立つ。
以上の結果から、「X {まで／さえ／も}」の共通した性格は取り立て助詞と連語的であることが分かり、その
性格が最も強いのは「X {さえ}」>「X {も}」>「X {まで}」と言える。そして、「X {まで}」「X {も}」が共通的に
副詞的特徴と複合形態の出現を示しているのに対し、「X

{さえ}」の場合、その出現が全くない。最後に「X

{まで}」は「X {さえ}」「X {も}」と違い格助詞的性格まで持っていることを計量的にまで確認したところ、「X
{まで}」は最も多様な意味機能を果たす日本語の助詞と言える。
3.1.2 「X { まで／さえ／も} 」の共起ネットワーク
前節のデータテーブル表記方法のほか、頻出語の特徴が簡単で便利に分かるようにKHコーダを活用して
視覚化してみると、<図版>1, 2, 3のように頻出語間のモジュール性の共起ネットワークとその共起語間の相
関のネットワークが抽出される。この他にも中心性ネットワークとランダムワークネットワークの抽出も可能である
が、本研究では頻出語集団間の色彩区別が明確なモジュール性ネットワークと、またその頻出語集団の中で
も語間の相関関係がはっきり見られる相関ネットワークを用いた。
まず、「X {まで}」のネットワークを見ると、円の大きさから「する」の出現頻度が最も多いことが分かる。その
次に「今」との共起も目立つ。同様に、「X {まで}」の相関ネットワークでも動詞「する」の集団で語間の相関性
が高いことが分かる。つまり「X {まで}」の頻出語ネットワークを通じて「今 {まで}」「いま {まで}」構文と動詞
「する {まで}」「ない {まで}」「な

57

<図版1>「X

<図版2>「X

<図版3>「X

{まで}」の共起ネットワーク

{さえ}」の共起ネットワーク

{も}」の共起ネットワーク

る {まで}」「いう {まで}」「できる {まで}」「わかる {まで}」 構文の副詞的性質の構文と連語的性質の語が
共起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次に「X {さえ}」のネットワークを見ると、動詞「する」の出現頻度が最も多いことが
わかる。しかし、「X

{さえ}」の相関ネットワークを見ると動詞「する」の集団の語間の相関性が顕著であり、全

般的な集団の相関性はまったくないとも言える。このような結果から、「X {さえ}」の構文は語と語の相関性が
ないにもかかわらず、集団間の共起する語が存在するというややおかしい点が見られた。最後に「X

{も}」の

ネットワークを見ると、動詞「する」の出現頻度が最も多いことがわかる。しかし、「X {も}」の相関ネットワークを
見ると、動詞「する」の集団の語間の相関性は全くなく、全般的な集団の相関性も顕著である。このような結果
から、「X {も}」の構文は語と語の相関性が少ないにもかかわらず集団間の共起する語が存在するというやや
おかしい点が確認された。
以上の結果から、「X {まで／さえ／も}」のネットワークの共通の特徴は、「する」と共起しやすいことである。
そして、「X
面、「X

{さえ}」「X

{も}」が共通的に「する」集団および全体的な共起語の相関性がなかったり低い反

{まで}」の場合、「する」集団も全般的な共起語も非常に相関性が高い。特に、副詞的性質の語と連

語的性質の語の頻繁性と相関性が高いことから、実生活において「X {さえ}」「X {も}」より「X {まで}」の方
がより様々な場面で使わ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推測される。

3.2 「名詞」と「複合名詞」
3.2.1 「X { まで／さえ／も} 」の共起ネットワークと対応分析
本節では、「X

{まで／さえ／も}」の基本的な品詞である助詞的特性にのみ基づき、抽出語のうち助詞の

前に位置する名詞のみを視覚化資料として取り出し、その特徴を探っていく。視覚化資料には名詞の因子成
分の区分のため、頻出語集団間の色彩区別が明確なモジュール性の共起ネットワークと、また名詞の中の特
徴語抽出のため、対応分析の指標を活用した。結果資料は<図版>4, 5, 6の通り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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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版4>

<図版5>

<図版6>

「X{まで}」の共起ネットワークと

「X{さえ}」の共起ネットワークと

「X{も}」の共起ネットワークと対

対応分析

対応分析

応分析

まず、「X

{まで}」の名詞ネットワークを見ると、円の大きさから「数値」の「齢」の出現頻度が最も多いことが

分かる。次いで「時」を表す「世紀」「昭和」との共起も目立つ。一方、「X {まで}」構文の語間の対応関係を見
ると、「齢」「生後」「話」「最後」「関係」「南」の特徴語が抽出される。すなわち、「X {まで}」の名詞構文では「数
値」や「時」を表す語の共起を通じて格助詞的性質の使用が多いことがわかるが、特徴語は取り立て助詞的性
質の語であることが分かる。次に「X {さえ}」の名詞ネットワークを見ると、すぐに「人間」を指す「人」の出現頻
度が最も多いことがわかる。一方、「X {さえ}」構文の語間の対応関係を見ると、「先生」「生活」「一つ」「名」の
特徴語が抽出される。すなわち、「X {さえ}」の名詞構文では、「さえ」の基本的な性格そのまま取り立て助詞
の性質の使用が多いことが分かり、特徴語も取り立て性の語であることが分かる。その中でも「人間」にかかわ
る語が多い。最後に「X

{も}」の名詞語のネットワークを見ると、「人間」を指す「自分」の出現頻度が最も多い

と言え、「人間」「運動」「仕事」「男」など出現頻度が均等な語の共起が見られる。一方、「X {も}」構文の語間
の対応関係を見ると、「自身」「手」「靴」「他」「一つ」の特徴語が抽出される。すなわち、「X

{も}」の名詞語構

文では、「も」の基本的な性格そのまま取り立て性としての使用が多いことが分かり、特徴語も取り立て性の語
が多くあることが分かる。その中でも「人間」にかかわる語が多い。
以上の結果から、「X {まで／さえ／も}」の名詞語構文の共起ネットワークの共通の特徴は、取り立て的性
格の語と共起するという点である。そして「X {さえ}」「X {も}」が共通的に「人間」に関係する取り立て性の語
とのみ共起するのに対し、「X

{まで}」の場合、「時」を表す格助詞的の語とも共起する。一方、「も」の場合、

対応分析で副詞的性質の「他」が特徴語として抽出された点が興味深い。
3.2.2 「X { まで／さえ／も} 」の複合語
最後に「X {まで／さえ／も}」の名詞の中でも複合名詞の上位10位頻出語リストを表すと、次の<表4>の通
り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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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4> 「X {まで／さえ／も}」の複合語
順位
1
2
3
4
5
6
7
8
9
10

まで
複合語
四カ月齢
六カ月齢
二カ月齢
―ここ
十八世紀
二人
一人
八時
四十日
十九世紀

出現数
50
37
30
7
7
7
7
6
6
6

順位
1
2
3
4
5
6
7
8
9
10

さえ
複合語
私たち
人たち
可能性
一人
基本的
自分たち
一歩
二人
子どもたち
自分自身

出現数
12
11
10
8
7
7
6
5
4
4

順位
1
2
3
4
5
6
7
8
9
10

も
複合語
何度
一度
人たち
犬舎
私たち
一人
子供たち
入門書
一年
一日

出現数
40
12
12
10
9
8
6
6
6
5

まず、「X {まで}」の名詞の複合語を見ると、「時」や「数値」を表す格助詞類が主になっている。そして「X
{さえ}」の名詞複合語は「人間」を指す取り立て語が多いことが分かる。一方、最後に「X {も}」の名詞複合語
は「X {まで}」ように、「時」や「数値」を表す複合語が半分以上を占めているが、その機能は「X {さえ}」と同じ
く取り立て的として作用することが確認された。以上、本稿の結果を用いた活用は、今後の課題と残したい。

4. おわりに
本稿ではテキストマイニングの分析をもとに、KHコード分析エンジンを活用して、BCCWJでの「X {まで／
さえ／も}」の文字列に出現した語彙の上位頻出語を抽出して、共起語のパターンと特徴を比較・対照してみ
た。本研究の意義及び期待される効果としては、日本語の分析、特に日本語の助詞に関する分析研究にお
いて、これまで試みられていないテキストマイニング技法を活用してみることから、研究の幅を拡大し、キー
ワード導出と視覚化分析を通じてより新しい結果を創出する上で本研究が多少プラスになると期待される。ま
た、比較的に正確なデータの結果や視覚的資料を提示することで、日本語の助詞の学習・教育・研究におい
てより効果的かつ客観的な資料として活用されると期待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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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後日本文学における「恋愛」
― 三島作品の人工的恋愛を中心に ―

李佳呟 ( 高 麗 大 )

1．はじめに
1950年代半ばに三島は、男女の恋愛を重要な核とする長編のいわゆる純文学作品を次々と発表してい
た。1954年には 潮騒 、1956年には 金閣寺 という三島文学を代表する二つの作品が発表されている。 潮
騒 は純朴な若い恋人同士のまさに純愛物語である。一方で、 金閣寺 は金閣寺の美に憑りつかれた学僧の
金閣寺への放火までの経緯を描いている作品であり、主人公が女性との困難な恋愛関係を強く意識すること
がこの放火と深くかかわっている。一方は清新な青春小説として、もう一方は芸術的な美との葛藤を描いた問
題作として捉えられることが多く、この二つの代表的な作品にはさまれた形で発表された 沈める瀧 は、恋愛
関係を作品の鍵とする三島文学の流れを捉えないかぎり、着目されにくい作品である。 沈める瀧 (1955年)が
主なテーマとしている「恋愛」、とくに婚外の男女関係は中間小説的なテーマとみなされており、この作品に対
する学問的関心は従来ほとんどみられることがなかった。しかしその視点で捉えて見れば、大人の男女の恋
愛がきわめて特殊な設定の下で展開され、精神的な不感症の男性・昇と、肉体的な不感症の女性・顕子の関
係が「人工」的恋愛として主題化されている 沈める瀧 とは、恋愛という行動を通した人間の探究が前後二作
に劣らず果敢に試みられた重要な作品として注目されるべきである。三島がなぜ男女の恋愛を、「人工」的な
形を掲げているものの、絶えず描いていたのか、その意図はいかなるものであろうかを問う必要がある。

2．三島文学における恋愛
三島文学の鍵として、男女の関係を描いた恋愛小説を取り上げることには疑問の声が上がるかもしれない。
しかし、彼の作品にはほとんど必ず恋愛(ないしは男女関係)の要素が含まれ、各々の物語の中で重要な部分
を占める。しかも、実にさまざまな形の男女の恋愛の物語を三島は描いており、それが作家三島の特徴である
ということさえできるほどなのである。そのため、ここでまず、恋愛小説としての三島作品の特徴を彼のエッセイ
における言説と比べながら検討することにする。なぜなら、三島の発言は、恋愛の中でも「男女の恋愛」につい
てのみエッセイと作品との間で明確な矛盾がみられるように思われるからである。
人間の戀愛は動物の戀愛と違つて、みな歴史、社會、環境、いろいろなものに制約されてゐるわけです。(中略)
今あなたないし私のする戀愛も、決してひとりでまるで天から落ちかかつてくる隕石のやうに、戀愛が始まるといふ
ものではなく、みな何ものかに規約されてゐるといふことが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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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島は恋愛についてさまざまな発言をおこなっている。上記の引用はその中でも、恋愛における「制約」を
重視するものである。三島の考える恋愛は社会とのかかわりの中にあるものであり、純粋に個人的なものでは
なく、より広い人間関係の中でおこなうものである。そして、三島は上の引用において、恋愛にはある程度の制
約が必然的に伴うとしている。しかし、こうしたエッセイでの発言とは逆に、三島作品の恋愛は比較的障害のな
い自由なもの、すなわち外的・社会的な制約の例外的な欠如を特徴として描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できる。数
多くの恋愛関係が三島文学では描かれているが、本人たちの情熱とは裏はらに家族の事情や社会的状況の
せいで恋人同士がむりやり引き離されるような、いわゆる悲恋は三島作品には見当たらない。恋愛における外
的制約の欠如は、「不倫」関係の場合にも顕著である。たとえば、 沈める瀧 には無感動な男性と自分の冷感
症を直してくれる相手を探している人妻が登場する。姦通をおこないながらも、そこには夫や他人の反対など
の制約は皆無であり、また心からの情熱的な恋愛ではないがゆえに、ある面で気軽な関係を結んでいる彼ら
は、罪悪感からも解放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恋愛行動における社会的・論理的な無制約は、三島文学におい
ては特に女性の場合によくみられることに注意しておきたい。 沈める瀧 をはじめ、 純白の夜 、 女神 、 美
德のよろめき など三島作品の既婚女性たちは、罪悪感はおろか、伴侶を裏切っているという意識さえも持た
ずに、いわゆる姦通行動を平然とおこなう人物として描かれ、恋愛に対する制約を感じている様子は見られな
い。上記の引用のように、三島は、人間の恋愛は本質的に制約を伴うと考えていたようだが、三島作品におけ
る恋愛は、特に女性側にとっては、倫理的、社会的な制約のないものとして設定され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し
かし一方では、こうした外的な制約の欠如こそが、かえって不感症や相手から愛されない状態にあるというヒロ
イン自らの内的な制約を浮上させる効果があり、この内的な制約がより重要であるといえる。いずれにしても三
島文学において、とりわけ既婚女性が恋愛をする場合、通常は最も重大な懸念となる「不義」という背徳は大き
な問題とならず、むしろ夫は妻の婚外恋愛を黙認するか、仕方なく放置しているケースがほとんどである。
また、以上のこととも関係するが、恋愛にあたって男女が対等な関係にあることは三島の恋愛小説の特徴だ
といえる。三枝和子は「三島は恋愛関係において、女性がへりくだることを徹底的に忌避する」と述べ、三島の
描く恋愛関係における、少なくとも当時の社会通念とは異なる女性の誇り高さを指摘している。 沈める瀧 を
含め、男女の恋愛が描かれる 純白の夜 、「女は占領されない」、「葵上」ほかの作品を見れば明らかなよう
に、夫婦の関係においても、三島は男性の前で女性がへりくだることを描かない。これらの作品で登場する女
性たちは、男性人物と遜色がない名家の出であり、自分の意志を持つ自立的な人物、つまり、男性の従属者
ではなく、一人の人間、独立個体として描かれる。この点をみるかぎり、三島が女性の描き方を通して近代日
本の男性優位社会への違和感を打ち出し、戦後を迎えても時代錯誤的なまでに社会に定着している家父長
制や男性支配を当然とするような「男性性」の見方に対する批判をおこなっているようにも思えるのである。
たしかに三島は高度成長以来、恋愛の自由が社会に広がったことによって生じた情熱の無力化や、また、
従来の女性ジェンダー規範を安易に批判しはじめた戦後社会への反感を、男女の恋愛ものを通して描いて
いるといえる。女性が強ければよいという単純な発想や立場には立たず、一見みると弱い立場にあって受動的
に見えるものの、実は強さを有する女性を三島文学が描いていることが重要であろう。まさにこうした文脈に
立ったうえで、 沈める瀧 では昇と顕子の恋愛が、通常の社会的制約を超えた特殊な「制約」を自らに課させ
る「人工的」恋愛として提示されている。恋愛の可能性と不可能性、その人為的な構築が描かれ、社会のジェ
ンダー規範とは離れたところで男女の「愛」が問題化されている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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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沈める瀧 における「人工的恋愛」
沈める瀧 における(男女の)恋愛は、二人が懸命に互いを傷つけ合うような異様な関係を指す「人工的恋
愛」として提示されている。この「人工的な愛」というものは本作だけでなく、1951～52年作の 禁色 において
は同性愛者である美青年・悠一が「康子に對する人工的な愛」を抱いたことと描かれ、1955年の本作において
は、無感動の男性主人公・昇が不感症の人妻・菊池顕子と出会い「人工的戀愛」を提案すると表れる。そし
て、1957年に発表された 美德のよろめき にいたっては、女性主人公の節子が「空想上の戀愛」を始めようと
思い立ち、相手男性・土屋との愛人関係を構築していくこととなる。これらの作品では「人工的な愛」というテー
マにおいて変化がみられるが、それはその主体が男性から女性に変っていったことである。こうしたヴァリエー
ションから「人工的」な恋愛関係の構築というものが三島文学にとっての一つの重要なサブテーマであるという
ことが浮かび上がってくるといえる。
沈める瀧 の男性主人公はどの女にも愛着を感じず、次から次へと行きずりの関係を楽しんでいるうちに、
性的不感症の女・顕子に惹かれて、はじめて恋愛感情めいたものを持つようになる。この主人公の姿は、 禁
色 の悠一の姿とも類似しており、彼らを含む一連の三島作品の男性主人公はおおむね、美男で家柄もよく、
金持ちだという完璧な条件の人物として描かれる。男性に付与されるこうした整いすぎた条件は、むしろ男性
ジェンダーのゆらぎとかかわっているように見える。感情の消耗なしで女をひっかけることのできる完璧な条件
を持つ彼らは、同性愛者であれ異性愛者であれ、性慾はいつでも思うままに満たされ、それに悩まされること
がないため、実は自分が男性であるという性認識が乏しいのである。
三島の代表作 仮面の告白 (1949年)には、男性としての性認識が曖昧な主人公が登場する。この作品に
おける男性主人公のジェンダーのゆらぎについて有元伸子は次のように論述している。
＜私＞は、「一人の男の子であること」を周囲から要求されており、それを、「見えない義務を强ひられてゐるやう
な窮屈さ」として認識している。男の子らしくふるまうことは、＜私＞にとっては自然なことでは決してなく、意識して
演技せねばできないことなのである。

この有元の分析どおり、 仮面の告白 の主人公は男性としての性認識が曖昧であり、男性ジェンダーは演
技により学習されたものであって安定化されていない。意外なことに、この議論は、 沈める瀧 のプレイボーイ
昇に当てはめてみても、そのまま通じる。次の引用で昇の姿と比較しよう。
皆は昇を「戀をしてゐる男」だと決めてかかつてゐたが、實は昇にとつてこれほど演じにくい役はなかつた。彼は、
自分が戀をしてゐると思ひ込むことが、本當に戀をすることよりも、もつとむつかしい、と謂つた男なのである。

これは自ら志願してダム建設現場で越冬している間に、顕子との関係が工事スタッフの人々に露呈した場
面での描写である。「主人公自身が物語を小説の中でまたつくつ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或る人工的な
手段が必要になる」という作家の発言どおり、昇は恋愛にも自然に落ちるのではなくて、自分が物語を作るよう
に、人為的に恋愛を作りあげようとする。こうして女性との恋愛を演技によってのみ享受することができない彼
は、男性のジェンダーそのものの獲得には至っておらず、男性のジェンダーの行動様式だけをせいぜい学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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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た人物、しかもいまだその学習の習熟には至っていない人物であるように説明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な昇の

人物造形に欠かせない要素となっているのは、その成長の背景である。父母を早く失った昇は石や鉄などの
物質的なものに囲まれて育ち、男性としてのジェンダー化はおろか、豊かな人間的な感情を身につけることが
できなかったとされる。昇の同僚で彼と一緒にダム建設現場で越冬し、また城所家の元書生でもある瀬山によ
る昇についての人物評価を以下に参照してみる。ダム建設現場での越冬中、毎日夕食後のストーヴのまわり
で男たちは饒舌を弄していたが、ある日の夕食後の場面である。
「……私と子供との關係、社會關係といふものはかういふ肉體的なつながりから生じて、もろもろの價値は、かうい
ふつながりから、内在的に生まれるんだよ。ところが城所君は内在的な價値づけをみんな拒否する。君はあらゆる
價値を信じてゐないくせに、人間能力の發見だなんて云つてゐる。何のために發見するんだね」

要するに、昇は、物事の価値を認めない人間であり、他人との関係性が皆無な人間のように見られている。
つまり、昇には自然に獲得される人間的な感情すべてが抜け落ちたまま学習さえされなかったのである。こうし
た成長背景に加えて、美男で、頭もよく、家柄もよい金持ちという恵まれすぎた昇には、女性からの愛もいつの
まにか与えられてきた。「ふつうの少年とはちがつて、女が何故かしら彼に感動を與へるといふことを知るより先
に、ぼんやり立つてゐるだけで、彼が何故かしら女に感動を與へるといふことを知つた」と叙述される昇には、
不幸なことに、女性との関係の中で、男性として恋情を覚えたり、女に恋する男としての苦悶や喜びを味わう機
会がなかったのである。「愛されることを當然と考へてゐた」という、しかも、男性としてのジェンダー化が不十分
な昇は、女性との恋愛関係においては受け身的な様子が描かれている。ここで愛における男性のあり方につ
いて、受動的に描かれた昇の姿勢と合致する、非常に興味深い三島の言説を先に紹介しておきたい。男が愛
されてゐる姿とは、チャンチャンコを着せられた愛犬といふ趣きがある。犬には本當のところ、どうしてこんなも
のを着せられてゐるのかわからないが、(つまり愛そのものの意味はわからないが)、さうやつて愛されてゐるこ
との居心地のよさだけはわかるのです。上の引用で、三島は愛について男性の陥りやすい受け身的な心理を
論述している。これは、男は愛し、女は愛されるという世間一般に流布してきた恋愛の型とは相反するもので、
実際、恋愛における男性の受け身的な姿は三島作品の特徴ともいえるであろう。三島作品の男性人物は、男
女の関係において自ら相手を選択したり、行動を決定するのではなく、昇のように自分の心のあり方をもはかり
かねて相手に仮託さえする。この作品についていえば、ダム建設現場で越冬している間に昇は顕子から手紙
をもらう。その手紙によると顕子は昇と離れてから再びほかの男たちを求め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しかし、顕子
の手紙を文字どおりに解釈できない昇は、「もしむかうの手紙が事實の直敍であつたら、こちらの嘘の手紙をも
事實の直敍だと思ふだらうし、もしむかうが嘘をついてゐたのなら、こちらの手紙をも嘘だと思ふだらう」と思案
して嘘の手紙を書く決心をする。昇は自分の心のあり方を、自らを見つめることによってではなく、顕子の対応
によって確認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ある。というよりはむしろ、相手に応じて行動を調節するのみで、自分のあり
ようを見ようとさえしていないのである。ここには彼の主体的な行動性の欠如が明確に表れており、昇は自ら欲
して顕子にコントロールされているようにも見える。また、二週間の休暇を得た昇は東京で顕子との時間を過ご
すことになるが、「あしたからホテルへお引越しになつたら？」という顕子の一言で昇はすぐに宿を変更する。こ
うした「從順さ」が昇にはしばしばみられるのである。
恋愛関係におけるこうした受け身的な男性の姿勢は、相手の女性を拒否していく過程に深くかかわって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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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顕子(との愛)に対して終始受け身的な立場にある昇は、恋愛関係が深くなるにつれて顕子を愛さないよう
に努力し、相手と距離を保ち、また拒絶しようとふるまう。「愛されるためには、決して愛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
昇が掲げるテーゼは、昇が安住できる受け身的な姿勢を固守するためには愛を退けるしかないことを端的に
表している。

4． 美徳のよろめき における「空想上の恋愛」
1957年に発表された 美德のよろめき において、ヒロイン・節子は「空想上の戀愛」を始めようと思い立つ。
節子がのめり込むこの「恋愛」が「空想上の」ものと定義される理由は、次の引用でも分かるように、彼女にとっ
てこの恋愛関係というものが、(少なくとも最初は)男性への強い恋心や執着によって成り立ついわゆる「本物の
恋愛」ではないからである。節子が深め、発展させていくのは自己の探求としての「愛」、言い換えれば自己愛
なのであって、相手の男性はそのための道具にすぎない。実際、「これまで土屋からうけとつてゐた多くの官能
の斷片は、土屋の髪の匂ひ、唇、肌ざはり、……さういふもの悉くは、まるで節子にとつて重要でなくなつてゐ
た。この靑年に身を委したといふ自分の精神的姿勢だけで滿ち足りてゐ」た、とテクストには明瞭に記されてい
る。仕事などで常に忙しく、節子の前では眠ってばかりの夫、そしてあいびきの相手・土屋は、節子が自分の
精神に沈潜していくのを可能にするという意味においてのみ存在価値をもつのである。
節子はふしぎな考へ方をした。この男(土屋―引用者注)は私の思つてゐるほど私を愛してゐないといふ安心の仕
方は、もし節子が本當に土屋に戀してゐるなら耐へがたい考へである筈なのに、却つてひそかな幸福を節子に運
んだ。(中略) 男がまだ、眠つてゐる狀態にあることは、たしかに節子を幸福にした。性欲的な男、衝動的な男に對
する嫌惡が、いつのまにか彼女の中に根を張つてゐたのは、あのしじゆう眠つてゐる良人の影響かもしれなかつ
た。

上の引用のように、節子が幸せを感じるのには相手男性の存在感の無さが必須であって、自分が相手を
「愛」しているという実感がありさえすればよいのである。そのためなら、他人からの視線や社会的な規範、そし
て相手の本心も彼女にとってはどうでもよいものなのである。こうした彼女の愛し方は、近代の一夫一妻婚の下
で互いの愛情を求めるという夫婦間の男女関係とは大きく異なる。しかし、愛されないことに安心する節子の姿
̇ ̇ ̇ という役割にのみ固定されるという考えを拒
とは、実は、女性は性的に受動的な存在として、つまりは愛される
否する暗示ではないだろうか。こうした性差別的な通念を否定し、節子自らを「愛する」主体としているところが
この作品では重要であろう。すなわち、たとえば「人工的恋愛」をおこなおうとする三島文学の主人公としての
特徴とあわせて、自分の判断に従い、自らが中心となって行動しようとする主体性というものが節子には備わっ
ているのである。

5．おわりに
三島はさまざまな形の男女の恋愛を描いており、三島文学において男女の恋愛は重要な鍵とな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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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に、特殊な制約と男女の対等な関係は、三島が描く恋愛の特徴として捉えることができる。受動的な男性人
物と能動的な女性人物の対比的なあり方は恋愛関係の中でより顕著に提示されており、このようなありさまは
「人工的恋愛」として表現されている。すなわち、通念どおりの「役割」が逆転された形で露呈することが三島の
描く恋愛であり、三島特有の男女関係なのである。三島の描くこうした男女の恋愛は、彼が創作活動を展開し
ていた戦後の占領政策の結果、旧来の家族制度が崩壊したあと、家父長的な家制度という壁の不在によって
自由の空洞化が生じ、自由な恋愛の社会的な定着がむしろ情熱の密度を低下させてしまったことへの三島な
りの反抗であると読める。また、戦後民主化され男女平等が喧伝されている社会において、男性中心主義的
な傾向が現実には高まっていることへの批判意識も、三島の「人工的恋愛」からは明瞭に読み取ることができ
る。男女平等の推進や女性の権利拡張といううたい文句とは逆に、急成長をはじめた日本社会は、戦前・戦中
に逆もどりしたかのように男性中心の社会として発展していった。まさに「男」の職場としてのダム建設現場を、
男性が女性を思うための場として造形した三島の創作姿勢には、日本の高度成長を「男らしさ」、あるいは「男
性社会」の進展として見なす一般の考え方を相対化しようとする、いかにも三島らしい問題意識が表れている
のである。こうして三島は新たな「男」の時代を迎えた戦後日本社会に対し、三島があらためて男女関係の意
味と女性の位置づけや潜在力を問い直そうとしていたとい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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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전후 재일조선인 미술가 단체의 활동과 의의
― 총련계를 중심으로 ―

오은영 ( 오사카경제법과대 )

1. 머리말
재일조선인의 예술분야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기관지(신문)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1960년 전후로 민단보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이 활발했던 총련계 기관지를 보면 문학, 영화, 미술, 예
술분야를 1면 또는 2면을 차지할 정도로 폭넓게 다루고 있었다. 특히 연극, 무용 등으로 글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시각적 효과가 큰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총련 기관지에는 다른 기관지보다 연재소설이 많이 게재되어 있는데 소설과 함께 삽화도 실려
있다. 1940년대에는 허남기도 삽화를 그려 그의 다재다능한 면을 엿볼 수가 있다. 삽화에는
허남기처럼 시나 소설을 함께 쓰면서 활동한 작가도 있지만 김창락, 조량규 등 대부분은 미술가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개인전이나 일본의 미술전람회에도 작품을 출품하기도 하고 문학 작가와
함께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운동에 참여한다. 귀국운동이 시작될 무렵에는 북한으로 귀국하는
재일조선인의 모습을 그리며 동포에게 귀국을 알리고 실제로 귀국한 미술가도 있다. 본 발표에서는
1960년 전후에 총련에서 발행한 기관지를 중심으로 문학 작가와 함께 활동한 미술가와 그들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 미술
북한과 총련은 공화당 인민과 재일조선인을 계몽하고 사회주의화하기 위해 문학예술 분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해 왔다. 1953년 9월에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을 해체하고 ‘문학’, ‘미술’,
‘작곡’ 3개 분야로 조직을 개편했다는 점에서 이 분야가 중요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북한은 해방 후에 소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을 기초로 하는 미술이론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었다(길진섭 1957.1:4). 1956년 제3차 전당대회를 거쳐 1961년 제4차 전당대회 이후에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한다. 그 단계에서의 문예정책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
발전시키자”는 ‘주체적 문예이론’을 김일성의 독창적 강령과 지침으로 내세우게 된다(이구열2001:28).
이러한 창작방법은 재일조선인 예술가 조직에서도 추진되고 있었다. 북한의 미술은 김일성의 교시로
인해 조선화를 토대로 발전시키고 있었고 개인적인 창작 활동보다는 각지의 공장과 농촌을 찾아가
집단적인 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朝鮮時報 , 조선미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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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에서 보는 재일조선인 미술가와 작품
1950년 전후에 미술 분야에서는 북한의 미술가와 서신을 주고 받기도 하고( 조선미술 재일조선미
술회) 김일성에게 전화황(전화광)의 그림이 전달되는(1955.7.2) 등 문학 분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교
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958년도는 공화국 창건 10주년으로 재일조선인 작가의 작품과 함께 미술가
도 방송을 통해 소개되었고 일본에서는 총련의 지원으로 재일조선인미술가들이 ‘9･9기념’ 테마를 제
작하게 된다(1958.12.20). 조국작가동맹 기관지 문학신문 ( 조선민보 1960.4)을 통해 재일조선인 미
술가의 작품에 대한 평론이 게재되고 1960년 8월 무렵에는 한우영, 표세종, 조량규 등의 작품 5점이
국보 작품으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미술박물관에 진열된다(1960.8.29). 그리고 1961년도에는 귀국한 미
술가 한우영(1962년 귀국), 조량규, 리인두 등 문예총 조선미술가 동맹의 정맹원 및 후보 맹원이 된다
(1961.9.19). 북한에서 발행되는 조선미술 에서도 재일조선미술가에 대한 그림과 귀국한 미술가들의
글이 게재되어 그들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4. 재일조선인 미술가와 일본인 미술가의 교류
1952년도 ‘문총 산하의 조선인 미술회’가 「평화 미술전」을 열었을 때 일본의 저명한 미술가들도
작품을 출품하는 등 재일조선인 미술가와 일본인 미술가가 개인 또는 그룹, 그리고 좌담회 등을 통해
서 교류를 해왔다. 북한에 귀국하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이전보다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1960년에
「우호미술전」을 개최하기 위해 ‘귀국의 발상지’인 가와사키시에 있는 조선인집단부락을 찾아가 스케
치모임을 갖기도 했다. 이 전시회는 매스컴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어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1961년도에는 일본 미술가가 조선의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조일 우호미술 시가전」을 열고
일부의 작품은 조선에 보내 달라고 기증하기도 한다.

5. 재일조선인 미술가의 활동
조련시대에는 미술회의 조직이 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1951년 12
월에 문총(문예총)을 결성하여 민전에 가맹하고 각부문별로 육성강화를 하여 그 결과로 ‘종합예술제
전 판화보급平화미술전’ 등(1952.12.30)을 연다. 그리고 다음 해 1953년도에 정식으로 ‘재일조선미술
회’가 결성된다. 1954년도부터 해방신문 에 「문화」면이 개설되는데 회원들에게 삽화나 데생 등 작품
을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조선미술 1954.2). 실제 총련 기관지에 연재소설이나 수필 등을 보면 미술
가들이 적극적으로 기관지 발행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전의 과격한 정치로 인해 창작활동을
하기 어려웠는데 총련이 결성되고 나서는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당시 전국 회
원 60명, 1956.6.30). 1956년에 재일조선미술회에서는 처음으로 순회전(巡回展)을 개최하는데 이 때
북한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1956.6.23). 195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는 재일조선인 미술가가 개인전과
일본의 미술전에 작품을 출품하는 등 창작활동이 활발한 시기였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 귀국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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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재일조선인의 사상의식을 높이기 위해 문학예술가의 활동이 요구되었다(1959.5.2).
1961년에는 처음으로 민단계, 그리고 코리아미술협회와 함께 연립전(連立展)을 5월과 8월에 2번 개
최한다. 연립전이 개최된 계기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 무렵에 민단측에서도 예술분야의 인재육성에
관심이 높아진 시기였다. 또 하나는 1960년에 남한에서는 4.19혁명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
인 계기는 북한에서 김일성이 ‘남북연방제안’을 남측에 제기해 곧 평화통일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
고 한마음으로 연립전을 열었던 것이다.
1958년도와 1960년에는 각각 「공화국 창건10주년」과 「해방15주년」을 기념하여 총련의 지원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일본에서 전시회를 마치면 북한으로 보낼 계획으로 진행되었으며 1960년도에는 북
한에서 재일조선인미술 전시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1960.8.12). 1962년에는 ‘김일성 탄생
50주년’을 기념해 문학작가에 의해 찬가 가, 미술가에 의해 재일조선미술가화집 이 발행되었다.

6. 일본에서 북한으로 귀국한 미술가
1960년을 전후로 총련의 지원으로 미술가의 창작활동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북한의 미술전에 작
품을 출품하고 북한의 미술가동맹의 정・후보 맹원이 되는 작가도 적지 않았다(1964.5.20). 1959년 말
부터 북한으로 간 귀국자 중에는 조량규(제2회, 제3회 야스이(安井)상 후보)를 비롯해 표세종, 한우영
등 그리고 문학 작가를 포함해 1961년1월 무렵까지 70여명이 북한으로 귀국했다( 朝鮮時報
1961.2.20). 그들은 귀국한 동포와 함께 모든 조건이 보장된 북한에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것이라
결의한다(1960.2.10). 창작활동면에서 생각하면 문학 작가의 활동이 더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문학작가
의 귀국에 대한 소식은 별로 볼 수가 없는 반면 조량규의 귀국 소식은 몇 번에 걸쳐서 신문에 보도
되어 총련계에서도 일본 미술계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작가라는 것을 엿 볼 수가 있다.
북한에서 발행하는 조선미술 에는 귀국한 미술가의 글과 그림이 실려 있어 북한에서도 창작활동
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중에는 일본에서 볼 수가 없었던 그들의 일생을 엿볼 수가 있는
글들도 있다.

朝鮮時報 와 조선미술 에 의하면 귀국한 미술가는 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의 간부에

의해 강습회에 참가하거나 실습을 한다. 그리고 주로 공장이나 농촌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북한 미술가의 역할은 그림을 통하여 ‘인민에게 숭고한 애국심과 견결한 투지를
더욱 굳게’(길진섭 1957.1:7) 다지게 하는 것이다.
귀국한 미술가 표세종, 박일대 등의 그림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일본에서 제일 활발했
던 조량규의 그림은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일본에서 리얼리즘을 추구하며 조선인
의 풍토감각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아래의 최하층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그렸던 화가 조량규(
朝鮮時報 1962.2.24)의 그림은 투박하고 거친 기법이 귀국 후에 부드럽고 온화한 기법으로 변하고
있었다.
귀국한 미술가 대부분은 해방 후에 도일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귀국’한 자 또는 일본을 거쳐 ‘월
북’한 자로 혼용해서 구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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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맺음말
재일조선인 미술가가 일본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은 문학계처럼 대표적인 상을 받지 못하고
그나마 야스이(安井)상에 후보로 올랐던 조량규는 북한으로 귀국했기 때문에 관심이 낮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다. 재일미술가들이 1960년을 전후로 그린 그림은 재일조선인이 북한으로 귀국하기 위한 준
비와 환영, 그리고 남한에서 인민 투쟁을 하는 모습이 대부분인 반면 북한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남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이 가능했던 것은 총련의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이 남한 출신, 게다가 해
방 후 도일한 작가들로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남한이 아닌 일본이었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표현이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다.
문화예술가의 역할은 재일조선인을 공민화하는 것인데 미술가 단체는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좌우를 떠나 연립전을 통해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할 수가 있다. 앞으로 자료조사를 좀 더 해야겠지만 현재 활동 면에서는 문학 작가보다 미술작가 쪽
이 귀국자가 더 많고 북한에서도 활동했다는 점이 문학과 다른 점이라 할 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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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를 문학화하기
― 오다 마코토 HIROSHIMA 와 ‘원폭문학’ ―

沈正明 ( 同 志 社 大 )

1. 서론
뉘른베르크 재판의 근거에 분개하고 연합국 측을 위선자라 여겼던 괴링은 영국군이 보어전쟁 당시
강제수용소를 처음 도입했으며 러시아군은 카틴 숲에서 폴란드군 장교들과 자국민 수백만 명을 학살
했고 미군은 북미 원주민 인디언들을 학살했단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미군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반응했다. “아하, ‘이제’ 누가 전범인 거지?”(조엘 딤스데일,

악의

해부 )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발표한 후쿠시마론에서 프랑스 철학자 장 뤽 낭시는 아우슈비츠와 히
로시마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절멸이라는 척도에 맞추어 고안되고 계산된
파괴”1)라는 목적을 위해 기술적 합리성을 작동시켰다는 점에서 문명 전체의 변이를 가져온 사건이라
고 말한 바 있다. 그것이 이제까지의 폭력의 척도를 넘어서는 이유는 단지 정도가 아니라 본성이 바
뀌었기 때문인데, 그에 대해 낭시는 처음으로 말소되는 것이 적만이 아니게 되었다는 점, 집단적인
규모로 심지어 전투원도 아닌 인간의 삶이 전투를 넘어서는 목적으로 인해 끊어진다는 점 등을 거론
한다. 구태여 낭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는 종종 아우슈비츠와 비견되
는 사건으로 이야기되었고, 후쿠시마제일원전사고 이후에는 인류를 위협하는 핵의 문제로서 다시금
논의되고 있다. 히로시마의 원폭 사망자 위령비의 문구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을 테니까”의 주어를
둘러싼 논란이나2)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의 원폭기념자료관의 전시 내용이 보여주듯, 이는 원폭 투하라
는 사건을 특히 핵과 관련한 인류의 과오로 받아들이고 핵이 없는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시도로 연결되는 담론과도 관련된다. 하지만 인류 혹은 인간 자체에 대한 폭력으로서 자리매김
된 원폭의 기억은 전후 일본의 국가원리로서의 ‘평화’와 결합되었고,3) 개별적인 기억은 인류의 기원
으로서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담론으로 수렴되어 갔다.4) 이는 종종 희
생자 내셔널리즘, 피폭 내셔널리즘 등으로 비판받았는데, 특히 일본의 식민지 지배나 침략으로 고통
받은 역사를 가진 국민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원폭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부득이한 조

1) ジャン・リュック・ナンシー, 渡名喜庸晢訳, フクシマの後でーー破局・技術・民主主義 , 以文社, 2012, 32 33쪽,
2) 이와 관련해서는 権赫泰, 鄭栄桓訳, 「広島の「平和」を再考するーー主体の復元と「唯一の被爆国」の論理」, 平和なき「平和主
義」ーー戦後日本の思想と運動 , 平成大学出版局, 2016 및 米山リサ, 小沢弘明・小田島勝浩・小澤祥子訳, 広島ーー記憶
のポリティクス , 岩波書店, 2005 참조.
3) 石田雄, 日本の政治と言葉＜下＞ーー「平和」と「国家」 , 東京大学出版会, 1999.
4) 権赫泰,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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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나 기껏해야 일본 사회의 집단적인 피해자의식의 바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
을 것이다. 원폭 시인인 구리하라 사다코(栗原貞子)가 유명한 「히로시마라고 할 때」에서 제기한 의문
은 원폭이라는 사건을 둘러싼 보편성, 세계, 인류라는 차원과 유일성, 일본, 내셔널리즘이라는 차원이
어떻게 길항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5)
본 발표에서는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를 평화나 인류와 같은 추상적인 언어로 회수하지
않는 동시에 그 안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기억을 비체험자로서 또 원폭을 둘러싼 희생자 내셔널리즘
을 대항하는 ‘비일본인’으로서 어떻게 사고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히로시마
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해 세계적인 사건으로 그려내려고 했던 오다 마코토의 HIROSHIMA 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로코 가즈오는 이 작품을 원폭문학에서 ‘핵문학’으로의 확대를 보인 최초의 작품
으로 평가하며, ‘유일한 피폭국’ 언설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가해와 피해 관계를 상대화하는 가능성을
읽어낸다.6) 또한 존 트리트는 이 작품에서 1945년 8월의 사건들과 미국식 문화와 삶을 조합하는 동
시에 미국과 일본의 ‘뒤얽힌 공모관계(intertwining complicity)’를 비판하고자 하는 오다의 분열을 읽
어내는 한편, 그가 이 소설을 국제적인 핵의 시대에 삶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들을 구성한 다양한
부분들의 총합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분석한다. 최초의 핵 실험이 이루어진 뉴멕시코의 화이트 샌즈에
서 시작해 백악관 앞마당에서 끝나는, 그리고 진주만 습격부터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르는 시간대를
아우르는 HIROSHIMA 는 트리트가 지적하듯 히로시마를 역사적, 지리적으로 확장하면서 원폭 투하
를 “일본인 희생자의 관점에서 떼어내 상상적으로 다른 곳에 이동”시키는 방대한 작품이다.7) 특히 가
해와 피해의 상대적이고 겹쳐지는 관계를 탐구한 오다의 사상과도 관련해 이 작품은 히로시마를 일
본만의 비극이나 내셔널한 기억이 아니라 가해와 피해가 중층적으로 맞물리는 시공간에 위치시키려고
했다고 주로 평가받는데, 여기에는 오다 자신이 쓰고 있듯 원폭이 “애초부터 침략, 식민지 지배, 억
압, 차별, 수탈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이 내재해 있다.8)

2. 본론
2.1
작품의 첫 번째 부분은 화이트 샌즈의 벌판을 달리는 젊은 백인 남성 조부터 시작해서 조를 짝사

5) 흔히 원폭 경험을 일본 사회의 가해자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생각했다고 평가되는 이 시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로는 川
口隆行, 「被害と加害のディスクールーー戦後日本とわたしたち」, 原爆文学という問題領域 , 創言社, 2008의 논의를 참조.
6) 黒古一夫, 「＜原爆文学＞から＜核文学＞へーー 西海原子力発電所 と HIROSHIMA 」, 原爆文学論ーー核時代と想像力 ,
彩流社, 1993.
7) John Whitter Treat, “The Atomic, the Nuclear, and the Total: Oda Makoto”, Writing Ground Zero: Japanese Literature and
the Atomic Bomb,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p.373 4. 단, 트리트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는 비일본인 거주
자와 포로들이 있었지만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사건은 의도 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여전히 ‘일본의(Japanese)’ 비극”이라
고 보며, 뒤에서 살펴보듯 미국인 피폭자라는 너무나도 이례적인 인물을 히로시마를 대표하는 인물로 선택한 것은 반역사적
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다는 역사가가 아니라 사회비평가, 정치활동가라고 첨언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도는 차치하고라도
머릿수로 이 같은 사건을 ‘일본의’라는 소유격으로 에워쌀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례적인 인물을 통해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반드시 반역사적인지, 더군다나 그것을 저자의 실제 사회 활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다.
8) 小田実, 「「すべて」をふり返ってのあとが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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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하는 조숙한 아이 페기, 조가 일하는 목장의 주인인 존, 화이튼 샌즈에 살고 있는 원주민 소년 론,
이들 원주민 마을의 지도자인 척, 조의 친구인 알, 약국 주인 미스터 그릭스, 척, 미국의 일본인 수용
소에서 생활하는 다지리, 마찬가지로 일본인인 나카타, 술집 골든 이글의 주인 잭, 알의 약혼자인 수
잔을 거쳐 히로시마에 살고 있는 조선인 을순, 오사카에서 히로시마로 소개해 온 게이지, 게이지의
사촌 누나인 기쿠코, 나카타의 아들로 히로시마에 돌아와 있는 도미오, 조선인 출신 군인인 수호, 기
쿠코의 약혼자인 하시다 중위로 옮겨갔다가 다시 미스터 그릭스, 참전 중인 알, 오키나와에서 본토로
향하는 폭격기에 타는 조가 보여준 다음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와 관련된 짤막한 서류와 기도를 삽입
한 뒤 기쿠코의 동료인 이와타 교코가 겪는 원폭 투하의 순간을 그림으로써 끝난다. 전체의 약 3/4에
이르는 1부에서 보여주는 것은 원폭이라는 역사적 사건 혹은 좀 더 일반적으로는 전쟁이, 다름 아니
라 바로 이 같이 인종과 국적, 성별과 계층을 달리하는 수많은 개개인들의 삶에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래에 아무 것도 확고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은 “벌판
처럼” 열려 있다고 생각하던 조는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탈출하기 직전까지 좌표로만 존재
하던 히로시마라는 지역에서 피폭을 당한다. 그리고 척이 문득 깨달은 것처럼 평화가 “지금 있는 현
재가 다음 순간에도 확실하게 있는” 것이라면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에게 그러한 현재의 연속성이란 존
재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설정된 이 같은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오다는 전쟁과 원폭을 숫자상의 규
모나 연표적인 서술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는 차원으로 가져오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종류
의 막 스크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미스터 그릭스가 떠올리는 전장의 기억에서 등장
하는 검은 연기이다. 그의 폭격기가 폭탄을 투하한 결과로 생긴 두터운 연기 때문에 마치 항공 쇼의
재현처럼 보이는 광경 아래에는 오다가 그 극히 일부분을 그려낸 사람들의 세계가 존재한다. 화이트
샌즈의 벌판을 달리던 조가 위에서 바라보는 일본이나 히로시마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와 동
시에 이 작품에서 전쟁의 두 당사자로 그려지는 일본과 미국의 등장인물들은 자신이 싸우는 상대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모르고, 때문에 그것은 ‘잽’이나 ‘미국’이라는 분류로서 표현될 수 있을 뿐이다. 도
미오=토미와 알고 지냈던 페기는 그가 돌아간 마을의 모습 즉 히로시마를 상상해 보려 하지만 “마음
속의 영사막”에는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조는 마을에서 만난 원주민 척에게 “잽이란 어떤 인간
이지?”라고 묻고, 한편으로 다지리와 나카타는 각자의 삶이 아무리 다를지언정 그저 똑같은 ‘잽’으로
보인다. 오다는 그 같은 막을 뚫고 들어가 거기에 존재하는 삶의 모습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쓰려
고 하는데, 이는 각각의 초점인물들이 주로 가족을 비롯한 타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서술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과도 관련 있다.
이를 통해 1부에서는 히로시마가 실은 하나의 지리적인 범위가 아니라 이미 복수로 존재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 소설의 제목 ‘HIROSHIMA’는 1945년 8월 6일에 피폭된 군도 히로시마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보다 앞서 핵실험이 실시된 화이트 샌즈를 중요한 축으로 내세움으로써 일본을 ‘유일한 피
폭국’으로 보는 내셔널한 언설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만이 아니다. 피폭 당하는 화이트 샌
즈의 벌판도 히로시마인 동시에 미국 내의 많은 일본인들이 그곳 출신이기도 한 히로시마는 고정되
어 있기보다는 이동하는 개념이고, 또한 오사카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 온 ‘외부인’은 물론이거니와 조
선인, 미국인 포로, ‘남방’의 유학생들 등이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와타 교코가 ‘남방’에서 유
학 온 ‘외국인’의 병문안을 간 곳에서 원폭 투하를 목격하는 것은 이러한 오다의 의도를 단적으로 보
여준다. 작품의 거의 후반부에 가서 더군다나 미국인 피폭자라는 전형적이지 않은 희생자를 통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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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 트리트는 “어떤 주요한 원폭 문학 작품도 독자가 8월 6일의 사건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썼지만, 오다가 보여주려고 한 ‘HIROSHIMA’는 이 한 순간으로 응축
되기보다는 바로 ‘히로시마’가 가질 수 있는 이 같은 확장성과 복수성이다.

2.2
HIROSHIMA 에서 호피족의 신화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척이 조카인 론에게 들려주는 신화에
서 등장하는 세계의 멸망에 대한 묘사는 그대로 원폭의 그것과 겹쳐진다. 작품의 곳곳에서 원주민과
‘잽’은 겹쳐지는 것으로 그려질 뿐만 아니라, 척의 꿈에서 세상이 파괴될 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게끔
개밋둑에 함께 피신한 ‘자그마한 사람’ 역시 ‘잽’으로 그려진다. 세계의 멸망과 재창조에 대한 호피족
의 전설을 중요한 모티프로 사용한 것을 ‘핵’을 낳은 역사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해서 읽는 관점도 가
능하지만, 사실 여기서 멸망을 가져오는 죄악의 시초는 “인간 사이의 차이를 계속 설파해 대는” 새의
출현이다. 그 새는 사람들에게 피부색과 말 그리고 아마도 종교의 차이 등을 줄곧 상기시킨다. 그리
고 차이가 차이를 낳음으로써 사람들은 점점 더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한다. 전설의 내용에서처럼 “하
지만 그들에게는 죄가 있다. 그들은 그들의 어리석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이
죄란 바로 이처럼 차이를 만들어내고 경계선을 긋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기실 작품 내에서 가장 끈
질기게 묘사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행위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미국인 마을 사람들이 ‘잽’과 원주민
을 바라보는 시선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같은 경계 짓기와 타자화는 소위 ‘잽’ 사이에서도, 히로시
마에서도 시종일관 반복해서 일어난다. 다지리는 나카타와 같은 이민 1세들에 대해 “잽은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느지 모르겠군”이라고 무심코 중얼거리고, 다지리의 딸인 에미코가 나카타의 아들이자 연인
인 헨리에 대해 “그 사람은 영락없는 잽이야”라고 말할 때 그 얼굴은 “한순간 잽이 아니”게 된다. 또
나카타는 일본에 사는 친동생을 만나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다가 “자신이 백인이 되어 잽과 악
수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을순과 수호가 등장하는 절은 일본인이 그들을 어떻게 차별하
고 지독하게 억압하였는지에만 거의 집중되어 있으며, 게이지와 도미오를 통해 특히 어린이들의 세계
에서도 존재하는 차별 역시 집요하게 그려진다. ‘미국인 스파이’인 도미오, 오사카라는 도시에서 소개
해 온 게이지 식으로 이 같은 차별은 여러 층을 가지고 있는데, 즉 아무리 동질적이라 할 수 있는 아
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거기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반드시 발견되고, 그것은 차별받는 이들
사이에서도 미세하게 되풀이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는 작품 속 호피족의 신화에 등장하는 세계의
죄악과 그대로 겹쳐지며, 따라서 이 같은 차별이 실제로 목숨을 빼앗길 만한 죄는 아니겠지만 마치
원폭이 태양신 타이오와의 세계에 대한 벌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측면이 작품에는 존재한다. 피해와
가해의 끊임없는 연쇄와 자리바꿈이라는 주제의식 역시 좀 더 구체적인 측면에서 읽을 수 있는데, 이
작품에서 완전한 피억압자로 그려지는 원주민과 조선인을 제외하면, 전쟁에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이 같은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다.

3. 결론
작품은 이렇게 히로시마를 시공간적으로 더 확장된 맥락에 위치시키면서, 원폭과 관련한 논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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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문제가 되었던 피해와 가해의 중첩이라는 관점이 결국 독자를 어디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3부에서 그에 답하려 한다. 자신이 폭력을 회피하기 위해 폭력을 당하는 것이 당연
한 ㅇㅇ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만들어냄으로써 구성되는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한 도미야마 이치로의
논의를 여기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들 모두 가해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잘
라내고 단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려면 어떠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탐구 역시 이루어진
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전형적인 정치적 책임주체=지도자 개인으로 다층적인 피해와 가해의 연쇄
가 회수되거나, 차별을 일삼는 세계가 멸망하는 신화 속으로 회수되는 것 이상의 가능성은 모색되지
않는다.

75

‘一人立ち’を選んだ女性の登場
― 金蒼生の 「赤い実」 (1988) を中心に ―
朴成柱 * ( 名 古 屋 大 )
1. はじめに
ポストコロニアル理論の術語であるサバルタンは、単に被抑圧者や、社会のマイノリティー、パイの分け前に
あずかれない誰かを指す上等な言葉ではない。ヘゲモニーへの接近が拒まれているものを指す用語である
(スピヴァク1998：1 29)。サバルタンは常に舞台の中心から離れており、排除されてきた。民族差別と家父長制
によって、二重に差別を受けてきた在日朝鮮人女性はそれに当てはまる。在日朝鮮人女性は、植民地支配か
らの解放後も見えない存在であった。特に、「在日一世の女性たちには苦難の歴史と苛酷な生活という幾重も
の足かせがはめられていた。その足かせによって彼女たちは、自らの言葉で自己を表現することが不可能とな
り、自らを語れぬまま一世世代の時代は終わりを迎えたのである」

(金壎我2004：29)。彼女たちはまさにサバ

ルタンであり、二重の植民地化の象徴ともいえよう。語り得ぬ一世の母親を見て育った二世の女性たちは1970
年代から文壇に台頭し、80年代から本格的に登場する。本発表で取り上げる金蒼生も、その中の一人であ
る。
金蒼生は、自分の成長環境と体験をもとに創作活動をしてきた文学者である。彼女の小説では、独立した
主体として自分の人生を獲得しようとする女性たちの姿が描かれている。家父長的思考に絡めとられた男性の
従属物ではなく、堂々とした自分の声を獲得するために‘一人立ち’を選んだ女性が表れている。
金蒼生のエッセイ集

わたしの猪飼野

(1982) では、不条理な男女のあり方について、「私は母を見て

育った。母のような生き方は決してすまい、と中学の頃、心に誓った。(中略)
女性に不要とされた

自我

私は娘に何も残しはしないが、

をつきすすめてこそ、女の未来は開けることを教えたい1)」 と述べている。これ

は、女性の一方的な犠牲を強要する世態に対する批判であり、主体的に生きようとする強烈な表明である。言
い換えれば、在日朝鮮人女性に対する差別や、それを助長する社会に妥協しないという彼女の思いであり、
母親の生き方をそのまま踏襲することを拒もうとする強い意志である。
本稿では、金蒼生の作品の中で、そのような特性がよく表れている小説 「赤い実」 (1988) を中心に分析
し、母親とは違い、主体的な女性の‘生’を獲得するために‘一人立ち’を選んだ女性の姿に注目する。

2. 理不尽な男女の関係
金蒼生の小説 「赤い実」 (1988) では、主人公の結婚や離婚という人生の断面が描かれおり、在日朝鮮
人女性が経験するアイデンティティの混乱と実存的不安も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本作の主人公・玉女 (オンニョ) は夫と離婚し、民族学校に通っている娘・真亜 (チナ) と二人で暮らして
* 名古屋大学人文学研究科 人文学専攻 博士前期課程2年
1) 金蒼生、 わたしの猪飼野―在日二世にとっての祖国と異国 、風媒社、1982年、pp.9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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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る。玉女は夫との離婚により、経済的には苦しい状況に陥るが、それは抑圧されて生きてきた一世代の母親
たちのような生き方から抜け出すために、彼女自身が選んだものであった。
玉女は年の差が二十歳ある良浩 (ヤンホ) とお見合いし、わずか3ヶ月足らずで結婚をすることになる。そ
れは、双方の親たちの強い勧めによるものであり、また老いた母に対する 「自分にできる最後の親孝行」 と
判断したためである。そのため、若さの入口で結婚することに躊躇いがなかったのである。
しかし、夫・良浩は一世代の父親たちのような家父長的な人物であった。そのため、玉女の声を聞こうともせ
ず、家の主として 「俺のやり方でやる」 と一方的に通報する。玉女にとって、そうした夫は一世代の父親のよう
な姿にしか見えなかった。良浩との結婚生活に 「満たされ」 ない玉女は、夫との関係を拒否する。それだけ
ではなく、子供を産むことにも悩み、ひそかにピルを服用する。それを知った良浩は怒鳴り散らし、玉女に暴力
を振るう。夫からの愛情が感じられない玉女は、「この結婚生活が噓っぱちに思える」。
そうした不幸な結婚生活の中で、姑の存在は一筋の希望であった。「身体、どっこも悪いとこないか? そう
か、そうか」 という姑の優しき一言で、「満たされ」 ない気持ちが慰めされた玉女であった。姑も玉女のように、
好きでもない夫と無理やり結婚させられた人物である。しかも、弱い身体にも関わらず、無理をして息子・良浩
を産んだが、その夫に浮気されたうえで、捨てられた人物でもあった。姑は、それに立ち向かおうとはしなかっ
た。いや、それよりも、一人息子・良浩を育てるためには、姑にとって、家計を支えていくことが喫緊の問題で
あった。そのため、朝早くから夜遅くまで工場で働くなど一生懸命に生きてきた。まさに、姑の人生は

「苦労」

そのものであった。そうした人生を歩んできた、姑の晩年をかき乱したくないと思う玉女は良浩と再び新たな気
持ちで 「やりなおしてみよう」 とする。「怒鳴り合い、掴みあい、罵りあっても結果的には最後まで添いとげた
一世たちのような夫婦になろう」 と玉女は誓う。
ありのままの私を愛してほしいのだ。良浩の鋳型に嵌めこまれた私ではなく、私も自分の言葉をもっていること
をわかってほしいのだ。父に足蹴にされながらも、母は咀呪の言葉を吐き続けた。父が死んだとき、母は父の遺体
にとりすがって泣いた。「うちも連れていけえ、うちも連れていけえ」

と遺体を打ちつづけた。あの激しさが自分に

あるだろうかと思うと、玉女はこの結婚生活が嘘っぱちに思えるのだ。2)

それでも、良浩との結婚生活に 「満たされ」 ない気持ちはどうしようもなかった。父に抑圧されても、自分の
「言葉」

で激しく声を出してきた母とは違い、玉女の場合、夫に自分の声をまともに表現する方法を探られぬ

ままに外部世界と徹底的に切り離されていた。結婚生活を維持しようとしても、ひたすら耐えるだけの人生に疑
問を感じてしまうのであった。それを 「愛したいのに」 「満たされはしない」 と繰り返して述べている。

3. 女性の主体的な‘生’
在日朝鮮人女性は常に「家族に従属し、婚家で、「嫁」、「妻」、「母」として義務を遂行することを期待され」
ており、夫に所属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徐阿貴2012：40)。「父、夫、そして息子へと時間軸にそって家
父長が代わろうと、男たちを 主人 として仰がなくては、まさに女たちは 三界に家なし であった」。然りと

2) 金蒼生、「赤い実」 ( 在日文学全集 第10巻)、勉誠出版、2006年、p.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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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家を継ぐ息子 (主に、長男) を産み育てた女性は一定の権限が与えられた。それは、「姑＝家庭内の最
高実力者」 として子供の家庭に影響を与えたり、「死後の保障、先祖として祭祀 (チェサ) を受け」 られること
である (鄭瑛惠1993:48 49)。そのため、一世代の母親たちにとって、子供 (特に、家を継ぐ息子) は希望そ
のものであり、後々の幸せな老後を保障するものであった。その反対に、子供を産めない女性、娘ばかり産み
息子が生まれない女性は、排除されてきた。
その背景として、朝鮮半島の伝統的な行動規範である 「考」 と密接に関連があり、それは子供の義務の一
つであった。その一つとして、親の扶養がある。親の方でも、老後にはそれを当然のことと認識し、子供の世話
を受けることで、はじめて自己の一生を完了したものと捉えた。特に長男の場合、両親との同居は

「親孝行」

のために当然なこととされ、尠くも娘に頼るような境遇は恥ずべきことと考えられていた。理想的な家族の形とし
て 「父係血族」 を志向していた朝鮮半島では、最終的に親は、長男夫婦と同居し、朝から夜まできめ細かな
世話を受けつつ、終わりを迎えることを本来ある姿として認識してきたともいえよう。そのため、本作の

「赤い

実」 でも姑は息子夫婦にも男の子が生まれることを願っていたのである。
シオモニ

一人息子の嫁である玉女に強いに強い口調でものを言いつけたことのない姑が、たった一度、厳かに玉女に
シンバン

命じたことがあった。「何月何日、神房するからその日は用事をつくったらあかんで」 玉女が一言も口をはさむこと
のできないほど、頑とした口調だった。3)

常々は玉女に優しい姑だったが、「祈子俗4)」 にだけは厳しかった。それは、単に家を継ぐためだというより
も、嫁御・玉女の幸福を真に願っていたためだと考えられる。今すぐは大変でも、息子の成長により、安定した
老後が保障されるからである。周囲の女たちも同様に、若いうちに大勢の子供を産み育てるべきだと忠告して
いる。
しかし、玉女にとって、その忠告は説教にすぎず、その女たちには 「希望のかけら」 さえもないと感じる。何
故なら、女性が自己犠牲を美徳として認識し、良妻賢母に満足することが、場合によっては封建制を温存する
ことにつながるためである (尹嘉子1987:85)。周囲の女たちのように、自分の人生の意味を出産や育児などに
探そうとする姿勢は、母親という枠組みに絡め取られがちになる。それは、主体的な‘生’を失うことにつながり、
与えられた道でしか生きられないことを意味する。そうした人生を、「毎日の生活を繰り返す徒労と嘆息」 にす
ぎないと玉女は語っている。これは、画一化された‘生’を押し付ける世態に対する批判である。また、民族差
別と家父長制によって二重に差別されてきたにも関わらず、それに向き合わずにパルチャとして甘受している
女性たちへの批判ともいえよう。そのため、玉女は一世代の母親たちが歩んできた犠牲や、従順の‘生’を拒否
し、女性も一人の人間であることを主張することで、自分の失った‘生’を取り戻そうとするのである。

4. おわりにかえて
金蒼生の作品では、儒教的な文化が根深く共有される家庭内で、独立心をもち、社会生活を営んでいる女
性の姿が写実的に描かれている。これまでの男性作家が描いてきた女性の二分化された姿5)への踏襲より
3) 「同書」、pp.350 351
4) 「祈子」 とは、男児が授かるよう神仏に祈願すること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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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それから抜け出し、自分の‘生’を獲得しようとする主体的な女性が表れている。本稿で取り上げた「赤い
実」 でも、一方的な犠牲を強要する‘生’を断り、主体的に生きようとする女性の姿が表れている。
オ

モ

二

チョ テ

シ

ネ

チョウン

ミョ ヌ

リ ルゥル

チャジャジュ せ

ヨ

「……어머니 저대신에 좋은 며느리를 찾아주세요 (お姑さん、私の代わりに良いお嫁さんをさがして下
さい)」 (中略) 玉女はアルバムから良浩の写っている写真、姑の写真を引っ剥がしはじめた。かなりの枚数だっ
た。流しに運び、一枚、一枚、マッチで火を点けはじめた。二千日には満たない良浩との結婚生活が呆気なく燃
えていった。6)

玉女は、家父長的で乱暴な夫・良浩との結婚生活に終止符を打つことで、これ以上女性として抑圧されず、
主体的に生きようとしている。そのため、母親とは違い、主体的な女性の‘生’を獲得するために‘一人立ち’を選
んだのである。‘一人立ち’を選んだ女性の登場により、「妻や母親としての生から一人の人間として 生 を貫
く、女性の生き方の転換」 期を迎えたともいえよう。

◀ 参考文献 ▶
金蒼生、 わたしの猪飼野―在日二世にとっての祖国と異国 、風媒社、1982年
尹嘉子、「 「在日」 女性の表現者たち」、 新日本文学 1987年4月号
鄭瑛惠、「 「在日」 とイエ制度」、 在日朝鮮人・揺れる家族模様 (ほるもん文化④) 、新幹社、1993年
金壎我、 在日朝鮮人女性文学論 、作品社、2004年
金蒼生、「赤い実」 ( 在日文学全集 第10巻)、勉誠出版、2006年
徐阿貴、 在日朝鮮人による 「下位の対抗的な公共圏」 の形成 大阪の夜間中学を核とした運動 、御茶の水書房、201
2年

5) 女性の二分化としては、李恢成の 砧を打つ女 に表れている「偉大なる母親」 の姿と金鶴泳の 錯迷 や 軒灯のない家
等に表れている 「抑圧される妻」 の姿が挙げられる。
6) 金蒼生、 赤い実 ( 在日文学全集 第10巻)、勉誠出版、2006年、pp.361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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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로서의 정동과 시･공간성
― 하니야 유타카(埴谷雄高)의 표현형식을 중심으로 ―

이상혁 ( 나고야대 )

1. 시작하며 : 시・공간성, 정동, 표현형식
하시카와 분조(橋川文三)와 요시모토 류메이(吉本隆明)는 (전쟁 전후의) 연속성의 관점 하에서 ‘전
중파의 시간’과 ‘표출의 시간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전쟁 전후의 일본의 의식적 특성을 분석한다. 그
들에 의하면 ‘전후파’ 작가들이 전쟁을 통해 겪은 “마음의 체험”은 심적 영역에 어떠한 상처 혹은 흔
적을 남겼고, 그 흔적이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무)의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역으로 말
하면, 이 흔적을 통해 전쟁 전후를 살아간 개개인들의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의식 및 주체와 시대
를 둘러싼 단절과 연속의 문제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시간성과
공간성의 문제가 자기동일성을 둘러싼 주체 구성의 문제와 연결되기 떄문이다. 정동은 이 주체 구성
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표현형식과 그 형식에서 드러나는 정동이 주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주체
로 하여금 어떤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만드는가, 라는 문제는 정동 정치 혹은 규율・관
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영역이기도 하다1). 때문에 본고는 정동
이 변화하는 주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의식이 성립한다는 점
을 고찰할 것이다. 이렇게 성립한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인식은 하시카와 분조와 요시모토 류메이
등에 의해 고찰된 ‘전중파’ 혹은 ‘전후파’2)의 시간 개념으로 연결된다.
본고는 전쟁 체험을 둘러싼 정동이 주체 구성을 관통하며 전중파의 시공간적 특성(연속성)을 발생
시키고 있음을 분석하기 위해3), 하니야 유타카의 데뷔작인 「동굴(洞窟)」(1937년)의 표현형식과 그의
문학론을 중심으로 정동과 시･공간성에 대해 검토하겠다.

1) 미셀 푸코의 ‘생명 정치(生政治)’는 신체를 둘러싼 규율과 관리를 통해 우리들의 인식 자체가 통제되고 있음을 지적한다(푸
코, <성의 역사>). 하지만 정동론에 따르면 신체는 외부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정동이 일어나는 장(場)이자, 그 과
정에서 주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장(場)이기도 하다. 이런 반응과 그에 의한 변화는 주체가 (무)의식적으로 기존 체계를 수용
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그 기존 질서에 저항하고 해체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를 푸코의 생명 정치를 넘어서는 ‘정
동 정치’라고 한다면, 전쟁기 더 나아가 지금 현재에 있어서 정동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은 매우 중요한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2) 여기서의 ‘전후파’는 제1차 전후파를 가리킨다. 하시카와 분조는 이들을 “순수전후파와 구별”하여 제1차 전후파, 혹은 전쟁
기에 청춘을 보냈다는 의미에서 ‘전중파’라고 부른다. 橋川文三, 전게서, p.13
3) 물론 본고는 전쟁 전후의 연속성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 이 문제는 요시모토의 경우처럼 수많은 작가들을 교차해가며
분석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요시모토 류메이와 하시카와 분조가 검토한 결과를 전제하도록 하고, 다음절에
서는 전쟁 전후의 시대적 배경 및 특성과 연결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시대적 문맥 혹은 ‘전중파’
혹은 ‘전후파’의 공통적 특성에 대해서는 일단 요시모토와 하시카와의 결론으로 대체하더라도 그 시대(세대)적 특성은 단지
‘체험’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 생겨난 ‘정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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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중파의 시간’과 ‘표출의 시간성’ – 하시카와 분조와 요시모토 류메이
하시카와 분조에 따르면 전쟁은 인간에게 커다란 영향 혹은 상처를 남겼고, 이 상처는 (“인간의 마
음이나 행동”을 포함하여) 주체의 존재 양식에 커다란 흔적을 남긴다. 하시카와는 전쟁이 주체의 존
재양식에 남긴 흔적으로 ‘수치’와 ‘원한’, ‘분노’의 감정을 든다(p.324). 하시카와에 의하면, 이 감정
및 정동은 죽음에서 살아남은 자로서의 ‘수치’와 살아남았다는 안도, 라는 이중적 정동으로 나타나며,
이런 이중적 감정 토대 위에서 전쟁세대는 ‘반(半)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 감정 혹은 정동,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 다르게 말하면 그 모든 것으로서의 존재양식 방식. 이 존재양식은 시간 공간의 개념
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4).
‘시간’을 마음 행동 인식과 같은 존재 양식 중 하나로 간주하는 관점은 요시모토의 <표현전이론>5)
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요시모토는 ‘전후파 작가’들의 문체적 특징에 대해 시공간 개념을 통해 설명
하면서, 그 시공간 개념이 전쟁체험에 의해 생겨난 그들의 인식 및 존재 양식임을 분석한다. ‘전후파
작가’들이 “표출의 <시간>성을 잃어버린 것은 전쟁, 패전을 지나 전후가 시작하여, 마음 안에 의식의
<죽음>을 맛보았”(344)기 때문이고, 이렇게 시간성을 잃어버린 “전후파 작가”들에게서 <‘나’ 의식>
혹은 자아가 해체되었다고, 요시모토는 지적한다.

3. 하니야의 ‘환원적 리얼리즘’
하니야는 스스로의 문학적 방법론을 ‘환원적 리얼리즘’이라고 부른다.
우선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그 원형질에까지 환원하고, 그곳으로부터 역으로 다시 환
원된 각 부분을 강렬한 접착제, 즉 ‘응시에 의한 리얼리티’에 의해 서로 긴밀하게 지탱하는 형태로 쌓아
올려서, 마침내 그 전체의 단일한 재구성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내 문학상의 과제가 현실 사회
의 거대한 부분을 끌어낸 후 소위 X현실 안에서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의 의미는 ‘응시에 의
한 리얼리티’, 즉 비전의 법칙 위를 한 발 한 발 찾아나가는 이런 환원과 재구성의 과정 안에 나의 흔들
리는 정신이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어서, 그 형태는 마치 용해, 여과, 응집의 과정을 더듬어가는 투명한
유동체 안에 이윽고 하나의 작은 하얀 결정이 나타나서, 점점 확고한 공간을 점하며 확대해가는 형태와
같은 것이다. 埴谷雄高「還元的リアリズム」 埴谷雄高全集1 (講談社、1998)、510 511頁

하니야는 소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소재를 원질까지 환원시키고,
이를 다시 재구성하여 하나의 현실을 만들어내려 한다. 그 이를 ‘환원적 리얼리즘’이라고 부른다. 이
는 스가야 기쿠오(菅谷規矩雄)이 지적하듯이 기존의 리얼리즘이 가지고 있는 망상, 즉 ‘실재’의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 표상할 수 있다는 망상을 해체하려는 욕망이기도 하다. 하니야에게 있어서
‘리얼’은 외부에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칸트의 물자체 개념처럼 ‘리얼’이라고 간주되는 객체(외부
세계)는 이를 인지하려는 주체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현･표상 될 수 없다. 이 재현 표상 불
4) 하시카와 분조는 획일화된 시간과 다원화된 시간을 언급한다. 橋川文三、前掲書、349−353頁
5) 吉本隆明 定本 言語にとって美とはなにか1 (角川学芸出版、2001), 특히 제4장제4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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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앞에서 주체의 외부는 ‘리얼’임을 입증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꿈과 상상력(夢と想像力)」의
하니야는 역으로 “내가 쓰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가공(架空)을 응시한다”6)라
고 말한다. 이는 행위수행적･실천적 행동이 세계와 리얼을 창조해낸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대상 소재의 해체와 재구성에 의한 문학적 세계 리얼을 창조해는 ‘환원적 리얼리즘’
의 개념이다.
그렇다면 하니야에게 있어서 소재를 원질까지 환원시키는 방법은 무엇이고, 이를 재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야에게 있어서의 환원의 방법은 하나의 명제 대상에 대해 끊임없이 대립 명제 대상을
충돌시키는 방법과 다른 논문에서 논했듯이 ‘응시’를 통한 대상화 및 관찰의 방법이고, 재결합시키는
방법은 “강렬한 접착제”로서 <응시에 의한 리얼리티>가 된다.
「동굴」이라는 텍스트에서 이 문학적 방법의 예를 찾는다면, 대립하는 등장인물들과 관계가 역전된
인물들의 설정(‘그’와 ‘소녀’, ‘그’와 ‘목사라고 불리는 남자’, ‘그’와 ‘음험한 남자’, ‘그’와 ‘화려한 부
인’…),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응시에 대한 표현,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념(의 연쇄)과 그 상념에
대한 갑작스런 중단(절단)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순환/어긋남의 반복 구조는 (하니야가 자주 언급하는) 불교의 사상 및 영구혁명 사상과 연결
되고, 이 영구히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의 연속성 동일성의 문제와도 연결되며, 요시모토 류메이가 지
적한 ‘전후파 작가’들의 특징과도 연결된다.

4. 정동의 지속, 그리고 시간성과 공간(장소)성
하니야 문학의 표현형식의 특징은 1) 순환/어긋남의 구조, 2) 반복되어 사용되는 단어, 3)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념과 단절, 이다. 이런 특징은 텍스트의 구체적 시공간성을 빼앗는 효과를 지닌다. 이에
대해 다테이시 하쿠는 「동굴」에 대해 “대상이나 그 배경을 부재로 하고, 인간을 배제하고, 체계를 거
부한 후의, 사유 그 자체의 투명한 흔적을 그리는 것”7)이라고 말한다. 또한 요시모토 류메이는

사

령(死霊) 에 대한 평가지이지만 “현실로부터 절단된 인식의 세계에, 인간을 행동시키고, 대립시키는
것에 의해 생의 의미를 현실로부터 인식의 세계로 전도시키고, 거기서부터 역으로 분명하게 하려는
기획”8)이라고 평한다.
하시카와나 요시모토 등이 지적하듯이, 이런 특성은 ‘나’를 해체하는 존재양식으로만 작동하는 것
일까?
“불의에(不意に)･･････”라는 정지된 시간의 무한확대를 가능한 남용했던 것은 도스토예프스키이지만, 그는
이 문학적 사고법의 특권 중 하나를 극도로 남용하는 것에 의해, 브레이크나 포 뒤에 “두리뭉실”한 모습
을 지금 본 유일자라고 할 수 있다. 「存在と非在とのっぺらぼう」 埴谷雄高全集4 (講談社、1998)、469頁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9)와 다카하시 카즈미(高橋和巳)10)는 ‘동굴’을 사유의 공간에 연결시키지만,
6) 埴谷雄高 「夢と想像力」 埴谷雄高全集13 (講談社、2000)、381頁
7) 立石伯 埴谷雄高の世界 (講談社、1971)、136頁
8) 吉本隆明 「埴谷雄高論」, 斎藤愼爾編 埴谷雄高・吉本隆明の世界 (朝日出版社、1996)、5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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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적 리얼리즘>에서 하니야는 “확고한 공간을 점하고 확대해” 가는 것에 대해 언급한다. 이 ‘확고
한 공간’은 환원의 무한축소의 과정을 통해 순수하고 확고한 것만이 남은 장소이다. ‘동굴’이란 바로
환원의 무한 과정이 작동하고 있는 장소이고, 그 장소는 ‘감옥’과 같은, 환원 과정이 무한히 일어나는
한정된 내부 시스템으로서의 하니야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소, 폐쇄된 내부는 요시모토의 표
현을 빌리면 시간이 무한히 확장되어 상실된 장소이다. 시간의 무한확대는 공간의 무한축소와 연결되
었을 때 의미가 생긴다. 무한 축소된 한정된 폐쇄 공간에 무한의 시간을 불어넣음으로써 하니야는 폐
쇄된 내부 공간으로서의 개인이 그 한계를 넘어서 미래의 이상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 이
가능성이 열림으로서 축소된 공간으로서의 개인은 외부로 확대되어갈 수 있게 된다.
요시모토는 시간의 무한확대와 공간의 무한축소를 ‘나’=자기 의식의 해체로 보았지만, 하니야의
(무)의식 및 존재양식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대립하는 두 항을 매개하는 정동이다. “눈앞의 공간”은
“무기 물질”의 감각과 그것이 야기하는 “불쾌함”을 경유하여 그의 “장래”(시간)에 충격을 준다. 대립
하는 두 항의 변증법적 종합을 향하는 운동, 존재를 둘러싼 이중성 애매함 속에서 주체의 자기동일성
(연속성)을 보증하는 것은 바로 정동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발표의 목표는 하니야의 「환원적 리얼리즘」과 「동굴」을 중심으로 그의 문학적 방법론 및 표현형
식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이 시공간성과 연결되었으며 이를 관통하는 것이 정동임을 밝히는
것이다. 「환원적 리얼리즘」은 소재를 원형질로까지 환원한 후, 그것을 재구성하는 하니야의 문학적
방법이고, 이는 하나의 원환처럼 순환하는 운동이다. ‘나는 나다’라는 동일률(자동률)의 동어반복 구조
가 주어인 ‘나’와 술어인 ‘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매우는 끊임없는 운동이라고 한다면, 하니야는
형식을 통해 자동률을 해체하려는 동시에, 역설적이지만 형식을 통해 자기운동하는 동일률의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때문에 하니야에게 있어서 전쟁체험은 ‘나’ 의식의 해체로 이어지는 것
이 아니라 이중성을 동반하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발표의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해두고 싶다. “존재는 의식에 선행한다”라는 명
제에 대해 “의식은 존재에 선행한다”11)고 말한 스가야 키쿠오를 비틀어서, “정동은 의식에 선행한다”
라고.

9) 思想の科学研究会編 共同研究転向 上巻 (平凡社、1959)、291頁
10) 高橋和巳「逸脱の論理」、武田泰淳他 埴谷雄高作品集 別巻 (河出書房、1972)、35頁
11) 菅谷規矩雄、前掲書、4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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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모토 세이초의 조선 체험
― 「빨간 제비(赤いくじ)」, 「주로(走路)」를 중심으로 ―

崔高恩 ( 東 京 大 )

1. 서론
마츠모토 세이초(松本清張)에게는 조선, 조선인이 등장하는 일련의 작품군이 있다. 여기에는 병사로
서 조선에 주둔했던 개인적 체험이 반영되어 있음이 분명하지만, 자서전 성격의 반생의 기 에는 그
이전부터 조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고쿠라의 전기회사에서
일하던 10대 시절, 문학동인활동을 하던 세이초는 동료와 창작 발표회를 했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
하고 있다. “그 작품의 내용은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선보인 단편은 조선에서
기근이 일어나 인민이 흙으로 만든 만두를 먹는 이야기였다” 이 작품을 읽은 동료들은 당시 부흥했
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작품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세이초 자신은 그러한 의식을 가지
고 집필했던 건 아니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사회의 저변에서 고된 삶을 살아가던 세이초는 무의식적
으로 바다 저편의 조선인민의 괴로운 현실에 공감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자신의 고대사연구에서도
거듭 강조했듯이, 규슈 출신의 세이초는 고대 조선반도와 일본남부지방 사이에서 이루어진 인적, 물
적 교류의 역사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스스로의 실제 경험을 소설화하는 ‘사소설’에 일관되게 반
감을 표시해 온 세이초로서는 이례적으로 병사 시절의 조선 체험이 짙게 반영된 작품을 다수 남겼다
는 점은 특기할 만한 점이다. 많은 논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이초의 이러한 조선에서의 경험이
일본 조선 미국의 관계에 중점을 둔 독자적인 전후사관에도 큰 영향을 주었음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
다. 본 발표에서는 이 점에 착목하여 세이초의 조선 체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단편, 「빨간 제비」와
「주로」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이들 작품은 세이초 개인의 체험뿐 아니라, 당시에는 가시화되지 않았
던 패전 후 식민지에서의 제국일본의 붕괴와 한국전쟁을 정점으로 한 동아시아 전후체제의 성립 과
정, 군사력에 의한 식민지지배와 그 과정에서 구조화하는 여성의 성적 착취의 양상을 내포하고 있으
며, 한편으로는 1950년대부터 유통된 「인양자」 언설으로 수렴하지 않는, 재조일본인의 또 하나의 역
사적 기억을 제시하는 텍스트로도 해석할 수 있다.

2. 본론
2.1 군대와 여성의 섹슈얼리티
「빨간 제비」와 「주로」는 패전직전부터 직후까지 조선반도의 전라북도를 무대로 ‘출정군인의 부인’
을 둘러싼 남성들의 욕망을 그리고 있으며, 그 속에서 철저하게 대상화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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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빨간 제비」에 등장하는 군인 쿠스다와 군의관 스에모리는 남편을 전장으로 보낸 츠카니
시 부인의 미모와 교양에 마음을 빼앗기고, 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하지만 이 삼각
관계는 패전을 계기로 일변하게 되는데, 일반 부녀자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미군을 상대할
위안부를 제비뽑기로 선발했고, 그중에 츠카니시 부인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세이초
자신의 조선 체험을 통해 얻은 소재라 할 수 있는데, 상술한 반생의 기 에서도 패전 직후 ‘전승국’
미국군을 맞이한 일본의 고위 장교들이 전쟁범죄를 조금이라도 감면 받기 위해 여성들을 위안부로
바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기술을 찾을 수 있다. 전전의 공창제, 전중의 위안부 제도, 전후 미군점령
기의 RAA에 이르기까지 군사주의를 바탕으로 한 제국주의, 식민주의 체제에서 비가시적인 정책수단
으로 이용되어 온 여성의 성, 나아가 남성에 의한 여성의 분단화를 쟁점화한 세이초의 시도는 제로
의 초점 , 「통감」과 같은 작품들에서도 일관되게 찾아볼 수 있다.

2.2 ‘인양자(引揚げ)’ 기억의 재구축
두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측면은 ‘인양자’의 기억이다. 제국일본의 확장에 따라 해외에
는 수 백만의 일본인과 군인들이 재류하고 있었다. 식민지 지배의 과정 속에서 재외일본인들은 소극
적, 또는 적극적으로 식민지지배에 가담했다고 할 수 있다. 제국일본이 붕괴하자, 패전직후부터 1949
년까지 해외에 재류했던 660만 명의 군인과 일본인 중에서 약 620만 명 이상이 일본에 귀환했다. 전
후일본사회에서 그들 ‘인양자’는 외지의 체험과 귀환 도중의 수난담을 막대한 수의 체험담과 수기,
또는 후생성의 공식기록으로 남겼다.12)
하지만 나리타 류이치가 지적했듯, 1950년 전후로 당사자의 체험담을 통해 형성된 ‘인양자’ 언설은
일본사회의 ‘인양자’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13) 자의적인 기억 형성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식민자로서의 아이덴티티와 가해 책임은 은폐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인 수준에 머무
르지 않고 일본사회 전체의 전쟁의 기억과 그 책임의 집단적 망각에까지 확장되게 된다. 나아가 나리
타는 ‘인양자’ 상의 원형을 형성한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 에는 일본인끼리의 알력과 대항, 또한 조
선인과의 관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빨간 제비」와 「주로」에서 세이초는 전
술한 ‘인양자’ 기억에서 은폐되고 배제된 식민지의 기억들을 상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빨간 제비」에
서 쿠스다와 스에모리가 츠카니시 부인에 대해 느끼던 감정은 패전 전까지는 ‘숭고한 정신’으로 표현
되는 순수한 사랑에 가깝게 묘사되고 있다. 신조 이쿠오는 두 사람의 이 ‘순수한 사랑’은 츠카니시
부인으로 구현화된 ‘일본’이라는 국가적 영토성에의 욕정에 의해 구성된다고 분석했는데,14) 그의 지
적대로, 츠카니시 부인과 그녀가 생활하는 공간은 ‘꿈속에서나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이상
화된 ‘일본’ 표상에 다름 아니다.
「客間」は、八畳の見事な日本間であった。子供のいない清潔さが、畳にも床柱にも違い棚にも匂っていた。床に
懸けた、巧芸画ながら栖鳳の軸や、投入れの菊や、違い棚の上に置かれた硝子ケースの中の人形や、花鳥を描
いた扉のある本箱や—どれも、参謀と軍医とに、優雅な日本趣味を感じさせないものはなかった。ことに、床の間に
12) 黄益九 交錯する戦争の記憶 春風社, 2014年, 214頁
13) 成田龍一 「忘れられた小説 灰色の丘 のこと」 継続する植民地主義 青弓社, p214
14) 新城郁夫 「転移する勝者の欲望」 現代思想 第33巻3号, 2005年3月,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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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てかけてある赤い鹿の子模様の布で覆った琴は、この座敷の雰囲気に一種の高貴なあでやかさを漂わした。
下宿「長州屋」のげびた部屋と、古校舎の荒んだ司令部とを往復している参謀長と軍医には、これは夢見心地に
近い世界であった。(15)

위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 식민지조선에서 6년이나 재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츠카니시 부인
은 철저하게 ‘일본적인 것’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으며, 그녀의 생활 속에 있는 조선적인 것은 ‘조선
인 하녀’뿐이다. 조선의 우중충한 여관과 낡은 학교 건물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청결한 일본가옥 속에
자리한 수많은 장식품과 가구는 한없이 우아해서, 그 호화로움은 두 군인이 지금이 전시중이라는 사
실마저 망각하게 할 정도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이러한 일본적 순수성은 부인의
시중을 드는 ‘조선인 하녀’ 같은 식민지 조선인들의 희생 위에 성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은 제국
일본의 최대이주식민지였으며, 1942년에 재조일본인의 수는 약 75만 명을 웃돌았다. 식민지통치의 유
지 강화에는 식민지 관료나 군부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재조일본인들도 일조했다.15) 즉, 식민지 조
선 속의 이 일본적인 공간이 노정하는 것은, 오랜 식민지지배를 통해 번영한 일본제국의 구조와, 조
선이라는 타자를 통해 그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왔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일본적인 것이 두 ‘황군병사’에게 내재된 국가에의 동일화 욕망을 자극했다는 것은 텍스트에서도 쉽
게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츠카니시 부인이 가진 또 하나의 속성, ‘서구적인 것’에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조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밋밋한 얼굴’이 아닌, ‘서구인처럼 음영이 짙은 표정을 드리운’ 얼굴,
그리고 ‘마리 로랑생의 그림’이나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처럼 서구적인 취향, ‘영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 출신이라는 학력 등, 이러한 요소는 부인을 ‘손이 닿지 않는, 아득한 거리에 있는 여성’으
로서 숭고한 존재로 만들었다.
여기에서도 조선을 ‘야만’으로, ‘서구적’인 것을 숭고한 것으로 바라보는 등장인물의 시선은 의식적
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은 서구적인 것을 ‘적’으로 규정하고, 아시아의 해방이라는
명분에서 시작된 ‘대동아전쟁’의 대의와는 확연히 상반되는 것이다. 이 도착된 욕망이 의미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메이지 이래, ‘근대화’를 목표로 서구열강을 과잉 모방하며 스스로를 식민지화
하는 일본인의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의식’16)의 길항에 다름 아니다.
「빨간 제비」에서 제시된 식민지조선의 착취의 양상은 「주로」에서도 반복된다. 시점인물인 시노하라
는 군인의 신분이지만, 중경방송을 통해 일본의 패전을 확인하자 군비를 횡령해 홀로 탈출한다. 시노
하라의 지인인 야마다와 오이시도 조선에서 축척한 재산을 챙겨 함께 도주하지만, 그 이유는. 패전이
확정되면 ‘조선인이 일제히 각지에서 봉기할’ 것이라 추측했기 때문이었다. 작중에서는 식민지조선의
풍경을 ‘일본이 전쟁을 한다는 것이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화롭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는 사금 채굴, 재조일본인의 전쟁 협력 등 당시를 기억하는 독자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민지지배의 흔적이 산재하고 있다.
「주로」에 등장하는 재조일본인들은 1950년대의 ‘인양자’ 언설에서처럼 단순한 피해자로서 그려지지
않는다. 조장(組長)인 사택의 차장 부인이 ‘사기 고무’를 위해 시노하라를 불러 격전이 벌어지는 ‘남
15) 이규수 「재조일본인 연구와 식민지수탈론」 일본역사연구 2011年 33号, p144참조
16) 小森陽一 ポストコロニアル 岩波書店, 2001年,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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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전장’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하는 서두의 장면에도 나타나 있듯, 재조일본인들은 전시체제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때문에 전황이 위태로워지자 시노하라 등 재조일본인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봉
기’는 오랫동안 ‘일본인의 통치에 학대당한’ 탓에 적개심을 가지게 된 조선인들로서는 당연한 귀결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몰래 귀환하던 야마다와 오이시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그들이 두려워
했던 조선인이 아니라 같은 일본인 시노하라였다.
이처럼 등장인물들의 내면에 있는 식민주의적 의식에 초점을 맞추면, 두 작품에서 공통되게 발견할
수 있는 조선인의 부재 역시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진다. 두 작품은 조선을 무대로 전개되지만, 조
선인은 전경화되지 않은 채 풍경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 소설 속에서 그들에게는 언어가 주어지지 않
았으며, 오로지 일본인들의 관계에서만 언급되며, 그 심정 역시 일본인의 상상에 의해서만 말해진다.
이러한 배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는 식민지주의를 내면화하고, 식민지에서
얻은 사금과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내지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에만 몰두한 일본인들의 시야에 조선
인의 존재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읽힌다. 식민지지
배의 가해자로서의 기억만을 말하지 않는, 1950년대의 ‘인양자’ 이야기의 수법을 의식적으로 취함으
로써, 그 담론이 은폐하려 하는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키며 공적인 기억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 「빨간
제비」와 「주로」는 그러한 가능성을 내포한 작품으로 읽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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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로 회귀하는 ‘세계문학’
― 김석범문학을 중심으로 ―

趙秀一 ( 東 國 大 日 本 學 硏 究 所 專 任 硏 究 員 )

1. 들어가며
신양근(愼洋根)은 김석범(金石範)이라는 필명으로 분게슈토(文藝首都) 1957년 8월호에 「간수박서
방(看守朴書房)」이라는 단편소설을 발표한 이래 지금 현재까지 일본어로 소설을 써오고 있는 재일조
선인작가1)로, 한국에는 까마귀의 죽음 , 1945년 여름 , 화산도 , 과거로부터의 행진 이 번역되어
있으며, 2017년에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수상하여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에서는 뒤늦게나마 인정받았지만, 김석범은 이미 일본에서는 1984년에 화산도 제1부(전3권)
로 제11회 오사라기지로상(大佛次郎賞)을 수상하였고, 1998년에는 전 7권으로 완결된 화산도 로 제
39회(1997년도) 마이니치예술상(毎日芸術賞)을 수상함으로써 그 문학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편,

화산도 의 편집자였던 다카하시 기요카즈(髙橋一清)가 “좀 느닷없지만 화산도 를 우선 영

어로 번역하실 분 안 계신지요. (중략) 동양을 이해하기 위한 흥미로운 소설로서, 그리고 세계사의 하
나로 당연히 기술되어야 할 민족의 참극을 전하는 소설로서, 화산도 는 다른 언어로 옮겨져 더 많이
더 많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힐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2)라는 말을 남긴 것처럼, 화산
도 는 일본과 일본어라는 로컬에서 “전 세계”의 시공간으로 넘어서야 할 작품으로 인식되었다. 그리
고 “한국문학의 ‘국민문학’적 범주를 넘어서는 ‘세계문학’으로서의 인식과 가능성을 내포”3)하는 작품
으로서 지금 현재 한국의 시공간에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발표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도처에서 형성되는 다문화사회는 ‘비’국민 작가의 탄생을
알리며, 세계문학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
는 ‘일본어문학’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재 가속화되는 국내의 다문화사회에서도 출현하게 될 ‘비’한
국인 작가의 ‘한국어문학’을 전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이한정의 시도와 결을 같이 한다4). 나
아가 본 발표에서는 김석범문학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세계문학’의 지표를 제시하고 ‘세계문학’의
로컬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본 논문에서는 통사적 관점을 중시하여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의 결과로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건너간 이들과 그 자손을 ‘재
일조선인’이라 호칭한다. ‘조선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다. 또한 ‘재일조선인작가’가 일본어로 문자화한 소설작품을 ‘재일조
선인문학’으로 규정한다.
2) 髙橋一清, 「 火山島 を英訳なさる方はありませんか」( くじゃく亭通信 第41号, 1984年4月1日, p.3), 髙淳日編, 始作折半
―合本くじゃく亭通信・青丘通信― , 三一書房, 2014, p.391.
3) 윤송아, 「세계문학으로서의 화산도 」,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권 4호, 국제어문학회, 2016.12, p.5.
4) 이한정, 「다문화사회 속에서의 ‘일본어문학’」, 일본학보 제107집, 한국일본학회, 2016.5, p.140.

88

2. ‘일본어문학’으로서의 김석범문학
김석범은 “재일조선인문학이라는 것은 일본제국주의 정책의 산물이자, 과거에 일본이 조선을 지배
하고 식민정책을 펼친 것의 부산물”5)이라고 파악하는 한편, 1998년 12월에 릿쿄대학(立教大学) 아메
리카연구소 주최 심포지움의 강연에서는 자신의 작품을 ‘디아스포라’에 의한 문학이자 ‘망명자 문학’
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6). 그것은 구 종주국인 일본에서 소설을 쓰기 위한 언어로써 일본어를 선택하
지 않을 수 없었던 데에서 나오는 고심 끝에 내린 규정이다.
이러한 김석범의 규정과 더불어,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일본근대문학’이라는 틀과 그 성격, 더 나아
가 ‘디아스포라 문학’이라는 학술어가 정착되기 훨씬 전부터 ‘재일조선인문학’이 인지되고, 재일조선
인의 경험이 소설텍스트에 담겨, 그것이 읽혀 왔다고 하는 일본의 담론 공간 또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의 지적이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김달수에 대한 주목이 마침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와 이토 세이(伊藤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국
민문학논쟁’과 시기가 겹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생각은 없지만, 미국의
점령정책이 전환될 때 ‘해방군’이라는 환상이 사라지고, 일본의 ‘민족’성을 강화하는 주장이 좌익운동 내
부로부터도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에, 공고한 민족적 자각이 뒷받침된 재일조선 ･ 한국인 작가들의 문학
이, 아시아 속의 일본이라는 동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본보기로써 소비되고, 회수된 측면이 있었던 점도
부정할 수 없다.
그 위험성은 재일작가들의 소설이, 일반적 평가로서는 늘 ‘사회파’로 치부되어 온 점과도 일맥상통한
다. 그들의 소설은 이른바 연애와 인간심리의 갈등을 그릴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취재한 ‘일본어’로
쓰인 하나의 변종적 소설군으로 규정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재일조선 ･ 한국인이면서 ‘일본어’로 소설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점, 바로 그 한 점에 있어서 그것은 ‘일본의’ 사회문제일반이 아니며, 그렇
게 바꿔치기를 해 버리는 순간에 “자이니치 분들은 여러모로 고생을 해 오셨군요･･････”와 같은 언뜻 동
정적인 수용으로 비치는 역사성의 은폐가, 일본인 독자 공동체 속에서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받아들인 내용이 ‘일본어’로 쓰여 있는 것 자체가, 어떠한 역사성에 의해
야기되었는가와 같은 것에 대한 물음이 소거되고 마는 것이다.

7)

이처럼 고모리 요이치는 ‘전후일본’이 동일민족으로서의 일본인을 구축하기 위한 재료로써 재일조
선인문학을 “소비”한 “측면”을 지적한 후에, 왜 재일조선인이 일본이라는 땅에서, 일본어를 사용하여
소설을 써야만 했는지, 거기에 내재하는 “역사성”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4.3’을 배경으로 하는 김석범의 작품을 연재하고, 간행해 온 일본의 출판
미디어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덕분에 ‘4.3’을 둘러싼 산 자와 죽은 자의 기억
이 일본어로 보존되어 왔기 때문이다.
5) 金石範, 「「在日朝鮮人文学」について」, 民族・ことば・文学 , 創樹社, 1976, p.51.
6) 金石範, 「文化はいかに国境を超えるか」, 国境を越えるもの―「在日」の文学と政治 , 文藝春秋, 2004, pp.191 215.
7) 小森陽一, 「〈日本語文学〉のゆくえ」, 〈ゆらぎ〉の日本文学 , 日本放送出版協会, 1998, pp.290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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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는 남북통일과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후처리와
역사의 재정립, 또 급속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글로벌제이션에 동반되는 혼종성, 초국가주의, 글로
컬리즘, 모빌리티를 이해하는 연구의 일환으로써 ‘일본어문학’으로서의 재일조선인문학 다시 읽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김석범의 문학적 영위가 한국사회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은 19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의 민주화 열기가 가져온 ‘4.3’에 대한 진상규명을 향한 움직임이었다. 1988년에는
각계가 ‘4.3’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까마귀의 죽음 과 화산도 제1부가 번역・출판되었다.
또 2015년에는 한국에서 까마귀의 죽음 이 복간되었고 화산도 (전 7권)가 전권 번역되었다. 이러
한 움직임과 같은 선상에서 김석범은 ‘4.3’ 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제주4.3평화상을 수상하였
다. 그리고 2017년에는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일본어로 보존되어 온 김석범의
라이프워크가 발견된 공백의 한국문학으로 파악되는 경향도 보이기 시작하였다.

3. ‘세계문학’으로서의 김석범문학
까마귀의 죽음 에서 화산도 에 이르는 김석범문학을 읽음으로써 일본어라는 언어체계의 약속들
을 낯설게 하는 문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화(異化) 작용은 소설세계의 역사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김석범문학의 문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성이란, 8월 15일(1945년/1948년), 4월 3일(1948년),
4월 24일(1948년), 5월 18일(1980년)과 같은 날짜들이 상기시키는 역사적 시공간과 관계한다는 점 또
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장된 논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시사를 제공하는 것이 세
계문학에 대한 호소미 가즈유키(細見和之)의 독자적인 정의이다.
호소미는, 재일조선인 시인인 “김시종의 표현에 비추어 내가 생각해 온 ‘세계문학’이란, (1) ‘국민
문학’이라고 하는 틀을 탈구축하는 것, (2) 자신의 표현언어 그 자체에 대한 불편함을 끊임없이 그 표
현 속에 담는 것, (3) 고유의 날짜로부터 쓰기 시작하는 것”8)이라고 정의한다. 호소미가 김시종의 시
의 표현 속에서 도출한 것은 김석범문학의 독해를 통해 제시하는 요체 그 자체와 놀라울 정도로 일
치한다.
김석범은 일본이라는 담론 공간에서 일본어라는 표현언어를 가지고 조선/(재일)조선인의 이야기를
쓰고 또 쓴다. 게다가 김석범이 창작해 온 작품군은 일본근대문학의 사소설이라는 전통을 따르는 것
도 아니다. 「만덕유령기담」이 1971년 상반기 제65회 아쿠타가와상 후보작이 되었을 때의 선평에서도,
김석범문학이 일본문학의 기준에서는 이질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김석범이 쓰는 ‘일본
어’ 그 자체가 이질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 거기에는 일본어로 쓰면서도 조선어의 세계를 전개하
거나 억지스러운 수동표현을 가져오거나 함으로써 일본어의 약속들을 낯설게 함과 동시에 일본어의
세계에서 축적된 교양과 역사가 반영된 표현들이 이화의 표현들과 함께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8) 細見和之, 「解説 金石範のモナドロジ―― 火山島 を軸に 〈世界文学〉の視点から」, 金石範 著・イ・ヨンスク 監修・姜信
子 編, 金石範評論集Ⅰ 文学・言語論 , 明石書店, 2019, p.404.

90

또, 일본어 독자들의 입장에 서서 오랜 세월 연재된 화산도 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
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화산도 는 분게슌주(文藝春秋)라고 하는 보수적인 출판사의 월간문예지

분가쿠카이(文學界) 를 통해 ‘4.3’을 비롯한 해방공간과 친일파 등 한반도의 역사청산 문제를 정면에
서 되묻는 일본어 텍스트이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일들이 표면화시키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김석범은 초기작품에서 미국의 책임을 묻고 있다. 또, 작중인물들의 내력과 그(녀)들이
쓰는 말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한반도를 식민지배한 일본의 역사적 기억이기도 하다.
2015년 10월, 일본어 텍스트 화산도 의 전권이 김환기와 김학동의 공역으로 한국에서 번역・출판
되었고, 김석범은 2017년 9월에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에 선정되었다. 번역된 화산도 는 한국
(한인)문학으로 폭넓게 읽히고 있으며, 한국의 국문학자와 영문학자가 다수의 논문과 비평을 발표하였
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도 김석범문학은 ‘국민문학’에 수렴되면서도, ‘국민문학’의 틀을 탈구축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호소미가 제시한 아래와 같은 세 번째 지표에 대한 부연이다.
마지막으로 김시종은 물론이거니와 김석범 또한 8월 15일과 4월 3일이라는 고유의 날짜로부터 쓰고
있다고 하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말할 것도 없이 8월 15일은 일본의 패전을 의미하는 날짜이
자, 조선인에게는 해방=광복을 뜻하는 날짜이며, 또 4월 3일은 4.3사건의 날짜이다. 날짜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일들의 지표이다. 아무리 추상적인 것이 쓰여 있더라도, 두 사람의 작품은 이 두 개의 날짜에
새겨진 일들을 기점으로 삼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세계문학’에 있어서 고유의 날짜가 중요한 것은 그
날짜에 새겨진 기억이 결코 ‘국민의 기억’에만 회수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시종에게 있어서 8월
15일은 아직 황국소년인 상태로 맞이한 ‘해방’이며, 김석범에게 있어서는 특히 한국에서의 ‘친일파’ 복권
을 둘러싸고 따지고 또 따질 수밖에 없는 날짜이다. 그리고 4.3사건은, 일본에서 거의 의식되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금기시되어온 사건이었다.

9)

호소미가 지적한 바와 같이, 김석범문학은 주로 ‘8.15’와 ‘4.3’이라는 “두 개의 날짜에 새겨진 일들
을 기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작품 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석범이 ‘8.15’와 ‘4.3’이라는 날
짜가 환기하는 산 자의 목소리와 죽은 자의 목소리를 되풀이하여 형상화한 것은 ‘8.15’와 ‘4.3’의 진
정한 해방을 모색하기 위한 영위였다. 그러나 그 일들은 “결코 ‘국민의 기억’에만 회수될 수 없는 것”
이라는 호소미의 지적대로, ‘8.15’와 ‘4.3’은 한 국민국가만의 날짜가 아니다. 즉, 김석범이 문학을 통
해 지향한 ‘8.15’와 ‘4.3’의 진정한 해방은 국민국가 단위로 완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뜻
이다.
「똥과 자유」와 「만덕유령기담」이 제기하는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허몽담」과 1945
년 여름 이 초점화하는 1945년 8월 15일이 안고 있는 문제, 또 김석범문학이 일관되게 추궁하는 이
승만정권과 미국의 책임문제, ‘4.3’의 기억을 말과 글로 전승하는 문제, 나아가서는 화산도 에서 당
사자의 목소리와 문자로 형상화된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과 그 저항의 역사는 바로 지
금 현재의 문제이다. 이것들은 일본제국의 식민지지배를 포함한 세계의 식민주의 팽창과 제2차 세계
대전과 그 전후처리에 관련된 모든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9) 細見和之, 위의 책, pp.405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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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범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역사문제에 대처하는 자신의 자세를 반복하여 자성하고, 그 문제들을
언어화함과 동시에, 타자와 공유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8.15’와 ‘4.3’이라는 역사적 사
건들을 진정한 해방으로 이끄는 길이며, 그것이 곧 김석범 자신이 올곧게 걸어온 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장롱시(張隆溪)는 “전 세계의 독자에게 읽히고 높이 평가받는 문학작품”이 “현실적인 의미”
로서의 “세계문학”이라고 지적하면서도10), 다음과 같이 결이 다른 논의를 전개한다.
따라서, 세계문학의 개념은 늘 지역적 요구와 지역적 문맥에 맞추어 변화된다. 동시에 세계문학의 공
간에 안주의 땅을 얻는 선택받은 문학작품은 세계의 다양한 문학의 전통에서 비교적 안정된 평가를 받는
캐논으로서의 문학작품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계문학은 문학연구가 문학 자체로 회귀하는 생
산적인 방법론이고, 대부분의 문학이론과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담론이 전개해 온 문학으로부터의
이반(離叛)에 대항하는 방법론이다. 세계문학의 강점과 활력은 이전부터 평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주요 명
작에다가, 이제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지역에서 새로운 작품을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방
성과 유연성에 있는데, 그 덕분에 세계문학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활기 있는 문학의 연구영역이
되었다. 현대의 세계문학이 해가 떠오르는 기세로 왕성해진 열쇠는 바로 이런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11)

위와 같은 장롱시의 지적에서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계문학이라고 하는 틀을 “문학연구
가 문학 자체로 회귀하는 생산적인 방법론”과 “문학으로부터의 이반(離叛)에 대항하는 방법론”으로서
의 “문학의 연구영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지역에서 새로운
작품을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문학작품을 읽는 것에 “문학의 연구영역”으로서의 세계문학이
지니는 “개방성과 유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늘 지역적 요구와 지역적 문맥에 맞추어
변화”하는 “세계문학의 개념”을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차별과 분단과 분쟁을
현대세계의 보편성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주체의 발견’과 타자와의 연대에 기
반한 수행성을 진정한 세계문학의 자질이라고 본다면, 재일 한인 문학이 내장한 실천적 가능성은 ‘세
계문학’의 범주를 좀더 윤리적으로 전유하고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12)라며 실천적 논의를 위한 열린 사유의 용어로써 ‘세계문학’을 파악하는 윤송아의 제안을
더불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발표자도 김석범문학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세계문학의 지표를 제시하고
자 한다.
1. 세계문학이란, 이언어(異言語)의 세계를 내포하는 표현언어를 사용하여, 작품이 쓰이는 발상지를,
쓰여지고 있는 순간부터 월경(越境)하는 것이다.
2. 세계문학이란, 소설세계 내 로컬의 역사적 시공간이 지니는 고유성과 특수성이, 인간세계의 힘의
관계라는 보편성을 환기하면서 이향(異郷)의 역사적 시공간 속에 울림을 주는 것이다.
3. 세계문학이란, 역사･생과 사･우애와 배신･정치･예술･자유 등을 둘러싸고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하고, 독자를 사유의 끝까지 유도하는 힘을 지니는 것이다.
10) ZHANG Longxi, From Comparison to World Literatur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5, pp.6 7.
11) ibid. p.181.
12) 윤송아, 「재일 한인 문학의 탈경계성과 수행성 연구」, 동남어문논집 38, 동남어문학회, 2014,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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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김석범문학을 읽고 논하는 것은 작품이 쓰인 발상지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이향의 역사적 시공간과
죽은 자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산 자의 의식／무의식과 공명한다. 이처럼 산 자와 죽은 자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엮어내는 김석범문학은 세계문학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목소리를 내지 못한 죽
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픽션의 세계를 통해 이야기하게 하며, ‘4.3’을 둘러싼 제
주도의 역사적 시공간과 고투하는 김석범문학은 로컬로 회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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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코리안 잡지 호르몬문화 의 문학텍스트
― 소설의 세계와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

閔建基 ( 東 國 大 博 士 課 程 )

1. 들어가기
1945년 해방후 재일코리안들의 생활과 함께 맥을 이어온 재일코리안 잡지의 창간에 이어 1990년에
재일코리안 종합잡지인 호르몬문화 가 신간사에서 창간되었다.
호르몬문화 의 창간은 재일 코리안의 많은 잡지가 폐간하였고 그에 이어온 창간이었기 때문에 재
일 코리안들에게는 새로운 신선함과 기대감이었다.
그리고 동구의 몰락과 함께 소련의 붕괴및 냉전의 종말이 변화하는 고국과 일본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호르몬문화 에서 ‘호르몬’1)의 어원은 육류를 취한 후 버리는 내장을 오사카 사투리로 ‘捨てるもの’
를 의미하는 ‘放(ほ)るもん’에서 그것을 재일코리안이 즐겨 먹었다는 것에 유래되어 사용된 제목이다.
즉 재일코리안의 삶의 힘겹고 어려웠던 면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호르몬문화 를 본고에서는 내용 중 특히 소설 문학을 중심으로 한 소설의 세계와 그에 대
한 주제 의식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호르몬문화 의 소설의 문학 관련 텍스트와 그 의미
재일코리안의 대표적인 소설가로서는 해방 전에는 김사랑과 장혁주 등이 재일조선인 문학을 선도
해나갔으며 전후작가로서는 김달수, 김석범, 이회성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재일문학은 본격적으로 시작
된 것은 1980년 이후에 김학영, 이양지, 유미리, 양석일, 현월, 강신자, 최실 등 외의 다수의 작가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다.
호르몬문화 는 총 9호까지 발행되었으며 주로 시사 평론과 수필을 위주로 편집되었다. 그만큼 시
대적 흐름이 급변하였고 그것에 맞추어 변화하는 재일코리안의 현실적인 안목을 보며 대처해 나가야
하는 지혜의 미디어 역할에 힘을 기울인 것이다.
그 속에서 김중명의 「오인의 반란」 등을 포함해 총 14편을 1호에서부터 9호까지 게재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작품을 게재한 김중명은 「5인의 반란」(1)2), 「소혹성티나」(2), 「덧없는 세상을 살아
가려면」(3), 「백대부」(4), 「원숭이의 울음」(5), 「궁예기」(6), 「2년후」(7), 「반딧불」(9) 등 8편의 작품을
1) 내분비물 즉, 동물의 내분비 샘에서 분비되는 체액과 함께 체내를 순환하여, 다른 기관이나 조직의 작용을 촉진, 억제하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 2019.7.1
2) 괄호안 숫자는 호르몬문화 의 통권호수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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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했다. 그리고 박빈의 「초석」(1), 정윤희「빗소리」(3), 빨간 지갑(5), 이용해의 「만다라문의 아름다운
저녁(4), 현행자의 「순이의 결혼」(7), 원수일의 「갱키즈」(7) 등의 작품을 게재했다.
이들의 작품중 호르몬문화 의 창간호부터 제9호까지에 걸쳐 소설을 발표한 김중명을 본고에서 살
펴보기로 한다.
제1호 창간호에 게재된 「5인의 반란」에서는 주인공 강직미의 아버지(재일코리안 2세)는 재일코리안
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재일코리안 3세인 주인공 강직미와 동급생인 소학교 6학년 여
학생들이 일본건국기념일에 맞춰 일장기 앞에서 경의를 표하는 아침 조례와 매일 반복되는 제국주의
의 충성 행동지침 등에 맞서 학교에서 데모를 하고, 선생님의 스커트의 실을 풀어 스커트를 벗기는
등 갖가지 나쁜 일을 주동해 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쟁에 반대하고 교육이 제국주의의 교육이 아닌
올바른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이들 다섯 명의 여학생들은 우여곡절 끝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보내고 졸업한다고 하는 해피엔딩 소설인데 재일코리안이 일본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치며 성장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2년 후」(7)는 주인공인 김소설(金小屑)이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인 여자와 결혼을 하였고, 일본에
서 발표한 장기(将棋)를 주제로 한 소설 “대국수(大国手)”의 판매가 극히 저조한 가운데 한국으로 건
너온다. 김소설은 양친의 고향인 한국으로 건너와 생활한지 2년이 되면서 팔리지 않는 자신의 작품으
로 근근이 생활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 컴퓨터를 연결하려는 그가 개인정보 입력 사항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
라는 상황을 접하고 당황하게 된다.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김소설은 주민등록번호를 갖지
못한 한국 국적의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고, 그것이 자신과 같은 재일코리안의 신분임을 알고 불만을
토로한다. 자신이 갖지 못하는 주민등록증으로 인해 일어난 한국에서의 첫 번째 현실과의 충돌은 은
행에서 일어났다.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려 했을 때 담당직원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할 때였으며, 은행창구 직원과의 실랑이로 불만이 고조되면서 새삼 재일코리안의 입장을 생각하게 된
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충돌은 동사무소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재일교포가 건강보
험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보험관련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귀화를 하면 된다는 것에 매우 실망을
하고, 결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을 때 느끼는 낭패감과 회의
감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인터넷 실명제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했기에 한국인 부인의 주민등록번
호를 입력해 개통한다는 이야기이다. 그가 발표한 소설 ‘대국수’는 생활고를 참아가며 한국인이란 자
부심으로 일본에서 발표한 장기를 주제로 한 소설이다. 그것은 일본에서 판매가 저조하였고, 한국에
건너와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간하였지만, 출간한 소설은 판매 실적은 실로 실망할 정도로 저조했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주인공은 장기가 원조는 물론 중국이지만 한국이야말로 장기문화를 가
장 소중히 간직해 왔음을 새삼 강조하면서 자부심을 느낀다. 사실 주인공이 조국인 한국을 찾은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을 무대로 한 소설을 쓰기 위해서 왔으며 한국을 잘 이해해야만 좋은 한국소설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프로 장기 5단의 김병오를 만났고, 그의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들 부부와 정담을 나눈다. 그들 부부는 김소설의 소설을 무척 칭찬했으며 주인공은 그동안 한국 정부
에 대한 느꼈던 반감을 털어놓는다. 그리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부부와의 정담을 나누는 가운데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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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에 가진 반감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다음은 「2년 후」의 내용의 일부이다.
“재일코리안은 조국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다. 라고 김 소설은 생각해 왔지만, 그것은 의미가 다르다
한다 하더라도, 이곳에도 조국으로부터 냉대 당하고 있는 한국인이 있다는 것을 김 소설은 새삼 알게 되
었다. 생각하면 당대 식민지 시절에 이 땅에 권세를 떨친 것은 친일파라는 민족 반역자들이였다. 해방후
도 친일파는 청산되지 않고, 오히려 반공을 목표로 하는 애국자로 변신하고, 여전히 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간 계속된 군사독재의 속에서 이 땅에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얼마나 부정이 저질
러졌는지, 얼마나 부도덕한 행위를 했는지, ‘성공하면 허물이 없다’라는 식의 풍조가 일반적인 것이 되었
다. 문민 정권이 들어서고도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변함없는 이 나라에는 ‘독립운
동을 하면 삼대를 멸한다.’ 는 속담이 남아 있다.”3)

이처럼 김중명의 소설은 제목의 텍스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평범한 것이 아닌 추상의 세계에 접
근하며 그 안에 제일코리안을 접목시켜 비유하며 표현하고 간접적이며 대우 받지 못하는 재일코리안
에 대한 홀대를 적나라하게 꼬집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 부부의 따듯한 식사와 정감 있게 펼쳐진 대
화가 그의 편견을 완전히 바꾸게 하였고 재일코리안도 한국 정부도 서로 불일치함을 항상 대화로 소
통하여야 함을 강조하였고 한국의 당대의 정치 상황과 시대적 흐름을 묘사하였고 같은 코리안인데
‘동포/교포’라는 점에서 모두 한국인으로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나가기
호르몬문화 속의 소설들은 텍스트 내용속에서 풍기는 이미지로 알 수 있듯이 전전에 식민지로 지
배당했던 과거의 조선인과 같은 대우를 지금도 하는 일본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저항을 소설들의 텍
스트를 통하여 적절히 또는 강하게 표현하였고 김중명 등의 작품들은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민족의
역사적 사실과 전통의 이미지를 문학적으로 끌어내면서 그 역사적 민족적 상황을 재일코리안에 비춰
읽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과 독창적인 형태의 역사소설의 영역을 실천했다.
그리고 호르몬문화 에 실린 소설들은 선인들의 지혜와 덕이 일본에 전해지는 메신져 역할을 함은
물론이고 소설 속에 조국 한국인의 이미지를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가슴속에 깊이 재일코
리안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려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인들의 현실과 재일코리안과의 삶의 현실이 비교할 수 없이 참담함을 읽어냈으며 호르
몬문화 의 작품 속에서 작으나마 표현하려는 과거 지향적인 역사 문화적 관점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
인 측면에서 재일코리안 사회의 현재적 지점을 표현해 냈다고 할 수 있다.

3) 金重明 「二年後」, ほるもん文化 (7), 新幹社, 1997,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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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코리안 문학과 제주도
金民愛 ( 東 國 大 博 士 課 程 )

1. 들어가며
김봉현과 김민주가 일본 오사카에서 1963년에 우리말로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자료집
을 편찬하였고, 1978년에 김봉현이 일본어로 제주도 피의 역사―〈4・3〉무장투쟁의 기록― 을 도쿄에
서 간행하였는데, 이는 제주4・3사건(이하 ‘4・3’으로 약기)을 문자화한 첫 시도이자 김석범의 대하소설
화산도 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의 참고문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재일코리안 사회와 제주
도와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 제주4・3평화공원을 조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4・3’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새
롭게 피력하는 대목에서 시대의 변화는 분명히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제주4・3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 ‘4・3’ 당시 희생된 제주도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가
확정된 것은 역사 인식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4・3’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과 역사적 평가, 그리고 ‘정명’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4・3에서 추모와 채원의 의미만 추구하다 보면, 종국에는 지역과 국가의 문제로 한정되면서 수구세
력의 ‘종북프레임’에 걸려들고 말”기 때문에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는 거시적 시야를 분명히 확보”하
고, “지구적 차원에서 평화와 인권에 기여”하기 위한 사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김동윤의 지적은 매
우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1).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재일코리안 문학, 특히 제주도를 그린 문학작품들이 한국의 연구자에게 수용되
었고, 번역출판을 통해 한국의 독자에게 소개됨으로써 한국과 제주도를 내부와 외부를 관류하는 시점
에서 파악하는 시도가 거듭되고 있다2). 재일코리안 문학은 한국이라는 국민국가 내의 중심과 주변을
내부와 외부의 시점이 동시적으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문학의 가치와 힘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대표
하는 김석범 문학에 대한 고찰은 까마귀의 죽음

화산도

1945년 여름

과거로부터의 행진 이

번역되면서 일본문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한국문학 연구자에 의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면서 독해의 외
연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발굴되지 못한, 혹은 더욱
연구되어야 할 작가와 작품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태생 문학이다.
본 발표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김태생(金泰生, 1924 1986)의 나의 일본지도
(私の日本地図)

3)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우선 작품 독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1) 김동윤, 작은 섬 큰 문학 , 각, 2017, p.103.
2) 문예비평가 김동현이 “‘제주’는 한국적 근대가 상상해왔고 그 상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온 과정이 축적되어 온 한계를 보여
주는 ‘드러냄의 장’”이며 “제주는 식민지시기, 해방과 한국전쟁기를 거쳐 개발독재시대와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만
들어왔던 ‘지금 여기’의 모습이 도달할 수 있는 상상력의 극지”라고 한 바와 같이 ‘제주’ 자체가 표상하는 것 그리고 그 표
상을 분석하고 논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읽기의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김동현, 제주, 우리 안의 식민지 , 글누림, 2016,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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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코리안 문학과 제주도를 조망하는 하나의 시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미지가 없는 원풍경
김태생은 1924년 음력 11월 1일, 제주도에서 태어나 5세 때 단신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이카이노
(猪飼野)의 숙모 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당시 식민지의 조선인들을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돈벌
이에 나가는 일이 많았는데, 김태생의 양친 또한 일본으로 돈벌이에 나갔다 돌아왔지만 임신한 어머
니만을 남기고 아버지는 재차 일본으로 향했다. 4년이 지난 후 아버지로부터의 연락이 없자 어머니는
김태생을 남기고 타가로 시집을 가버리고 만다.4)
어머니와의 쓰라린 생이별 그리고 어머니와 다름없는 숙모와의 생활과 숙모의 죽음은 김태생에게
있어서 문학의 중요한 원풍경으로 작용한다.

나의 일본지도 는 그러한 김태생의 유년 시절 체험을

살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친인척 대부분이 ‘4・3’과 연루되고 거기에서 배태되는
격정적인 울분을 지켜보면서 김태생의 삶과 문학이 한층 치열한 형태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나의 일
본지도 는 김태생이라는 존재의 표상으로도 볼 수 있다.
나의 일본지도 에서 김태생은 제주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조선의 지도를 펼치면 대략 본토 서남단에 위치하는 목포에서 더 내려가 남쪽 해상에 작은 감자를 연
상시키는 타원형의 섬이 오도카니 동서로 가로누워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이 내 고향 제주도다. 제
주도의 면적은 약 1860평방km, 목포에서 남쪽으로 140여km, 동북 쪽 부산과는 270여km가 떨어져 있고,
일본의 오이타 현(大分県), 고치 현(高知県) 남단과 거의 같은 위도에 놓여 있다. 동서 84여km, 남북 40
여km, 252km의 해안선이 둘러 있고, 오사카 부(大阪府)와 시마네 현(島根県), 가가와 현(香川県) 등과
거의 같은 면적을 지닌 조선에서 가장 큰 섬이다.
맑게 갠 날에는 대마도 서북단에서 바라보면 현해탄 건너 멀리 한반도의 육지를 똑똑히 확인할 수 있
다고 한다.

5)

위의 인용문은 나의 일본지도 를 시작하는 모두 부분이다. 5세라는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온 그
가 그로부터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에 고향을 떠올려 문자화하기 위한 첫 수행이 지도의 2차
원 평면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수치화된 평면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인식
하는 것이 기억 속의 원풍경을 문자화하기 위해 선행해야 할 작업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김태생에게
있어 제주도라는 고향은 물론이거니와 조국조차 위의 인용문의 밑줄 부분처럼 전해 들은 이야기로
시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축도의 평면과 수치를 인지하고 이를 입체화하는 행위가 원풍경을 문자화
하는 기저를 이룬다는 점을 우선 지적해 둔다.
이처럼 김태생은 고향이라는 원풍경을 문자화하기 위해 지도를 펼쳤는데,

나의 일본지도 를 간행

한 일 년 후인 1979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3) 金泰生, 私の日本地図 ,未来社, 1978
4) 하야시 고지, 「재일로서 제주도를 이야기한다는 것 : 김태생론」, 김환기 편,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 새미, 2006, p.305.
5) 金泰生, 「序章 故郷へ――」, 위의 책, p.7. 밑줄은 인용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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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그래프 에서 제주도의 풍경을 전하는 컬러사진이 몇 점 소개된 적이 있었다. 그라비아 잡지의
좌우 양 페이지 가득 노란 유채꽃 군생과 보리밭의 짙은 녹색 들판 풍경이 눈에 스며들 듯 펼쳐져 있었다.
노란 유채꽃, 보리, 어린 풀의 녹색 사이를 가느다랗게 뚫고 나간 한길을 흰옷 입은 한 여인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머리끝은 묶고 옆구리에는 대나무 소쿠리를 안고서 풍경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6)

5세에 고향을 떠나 반세기를 구종주국인 일본에서 피식민지인으로서, 재일조선인으로서 살아온 김
태생에게 각인되어 있는 원풍경은 기억에서 끄집어내어 언어화할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라기보다는
무의식 깊숙이 잠재한 하나의 감각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잡지 화보”에 채색된 “유채꽃, 보리,
어린 풀”들의 빛깔, 그 빛깔 사이를 걷는 “흰옷 입은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김태생의 몸과 마음은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 내면을 언어화하지 않는 담담한 묘사를 읽는 독자의 상상력을 요한다. 컬러
사진에서 고향의 냄새가 피어나고,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머리끝은 묶고 옆구리에는 대나무 소

쿠리를 안고서 풍경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흰옷 입은 한 여인”의 모습에서 어머니와 숙모의 모습
이 오버랩되지 않았을까. 글을 쓴 김태생의 생애를 떠올리며 위의 인용문을 읽으면 아름다운 풍경을
미적으로 언어화하는 김태생의 아픔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 타자의 목소리에 의해 생성되는 ‘고향’
김태생이 일본에서 간행되는 잡지 혹은 한국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이들이 찍은 사진 등을 통해
보고 들었을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의 이면에는 ‘4・3’이 무겁게 가로놓여 있다. 7년 7개월에 걸친
항쟁과 탄압이 제주도민에게 남긴 ‘한’은 70여 년이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재일코리
안 사회에서도 여전히 뿌리 깊이 각인되어 있다7).
단지 그 대마도는 물론이거니와 부산에서조차 270km 떨어진 멀리 바다 위 내 고향 제주도는 결코 내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없다. 그것은 이제까지 거의 반세기나 되는 세월에 걸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내 육안의 시야에서 벗어난 고국 바다의 수평선 저편에 전용을 가라앉힌 채의 그것이다.

8)

앞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김태생에게 있어서 고향은 “내 눈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없”
는, “고국 바다의 수평선 저편에 전용을 가라앉힌 채”로 존재한다. 즉, 고향의 전체상은 아무리 노력
해도 시각화되지 않는 영역의 존재인 것이다. 하지만 시각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풍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어렴풋이 남아있는 이미지와 신체의 감각으로 남아 있는 그 무엇이, 제주를
사유하고 하는 의식이 원풍경을 부상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한 힘의 기저를 이루는 것이
6) 金泰生, 「故郷の風景」, くじゃく亭通信 第23号, 1979.7.1, p.172.
7) 김환기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재일 한국인이라는 존재가 조국과 민족을 떠나서 정의할 수 없는 독특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후에 “그들의 애환과 망향가가 조국의 역사성과 맞물린 ‘한’의 응어리인 만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소 방안없이는
후대로 전승될 수 밖에 없는 불우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재일 한국인 작가들은 문학이라는 장르
를 통하여 그러한 ‘한’의 영역에 접근하자고 했던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재일코리안 문학과 제주도에 대해 고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김환기, 「조국과 자기 사이의 거리인식과 민족문제의 제기」, 김환기 편, 위의 책,
p.577.
8) 金泰生, 위의 책,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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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이다. ‘4・3’은 많은 이들에게 한을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무의식에 침전해 있는 원풍경을
형상화하는 힘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1948년 5월, 남조선의 단독선거에 항거하여 일어선 나의 고향사람들의 투쟁은 무척이나 격렬했다. 소
위 말하는 ‘4・3사건’이다. 참고로 내가 태어난 마을에는 나와 동세대인 사촌들만 해도 스무 명은 족히
된다. 그런데 그 친형제들을 포함해 완전히 말살당했다. 부락이 몽땅 불타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어
느 미국의 저널리스트조차 이승만을 평가하며 브르봉 왕조파에 비유했지만, 내 고향 사람들에게 불어닥
친 살육의 폭풍은 중세적인 어두움과 흉폭함으로 채색되었다 해도 부족한 감이 있으리라.
나는 그와 같은 고향 사람들의 용맹함에 대해서도 언젠가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9)

고향 마을의 “사촌들”과 “그 친형제들”의 “말살”과 “부락이 몽땅 불타버린 것”이라는 행간에 더 많
은 죽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살”과 마을의 초토화를 보고 들은 살
아남은 자들이 스스로 실향민이 되어 현해탄을 건너 구종주국의 땅으로 밀항하여 “고향 사람들에게
불어닥친 살육의 폭풍”을 전했음에 틀림없다. 물론 모든 이들이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증언이 존재하고, 그 증언이 김태생으로 하여금 무
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원풍경을 이끌어내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했던 것은 분
명하다. 타자의 목소리가 일본이라는 땅에서 일본어라는 언어를 통해 문자화되고, 한 개인의 고향을
다시금 생성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4. 나가며
본 발표는 재일코리안 문학과 제주도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기 위해 김태생의 원풍경이 어떠한 방
법으로 문자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타자의 목소리가 재일코리안에게 ‘고향’을 생성시키는 힘으로 작용
한다는 것을 소묘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중점을 두어 본격적인 논의까지 확장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
다. 하지만 김태생의 자전적 글을 통해 한국과 제주를 내부와 외부를 관류하는 시점으로 조망하는 하
나의 시발점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나의 일본지도 와 김태생의 대표작
이라 할 수 있는 뼛조각(骨片) (創樹社, 1977년)의 면밀한 작품 독해와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와 재
일코리안의 과거와 현재를 고찰하고, 미래를 사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9) 金泰生, 위의 책,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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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 작품 속의 ‘조선인’
― 작품 「사자의 서(「死者の書」)를 중심으로 ―

金美廷 ( 東 國 大 博 士 課 程 )

1. 서론
본고는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 작품 속의 조선인 고찰과 분석을 통해 그의 조선관 및 조선인관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분석 과정은 가와바타의 문학작품을 통해 구현되어진 그의 현실관과
문학적 견지를 함께 고찰하게 됨으로써, 다양하고 폭 넓은 가와바타 문학 연구에 또 하나의 지표가
되어지리라 생각된다. 일본인 문학자의 작품 속의 ‘조선인’ 연구의 방향으로서, 그 표상(表象)에 대한
고찰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것은 표상을 만드는 자(작가)와 그 표상 기호를 읽고 이미지화하는 자
(독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그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연구가 되어질 것을 목표로 한
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서, 문학 작품의 대상과 수단(언어)를 면밀히 분석하며 그 수단(언어)의 사
용법 즉 극적 요소 및 이야기를 전달하는 행위 그리고 기술 방법에 주목하여 그 분석을 행할 것이다.
또한 문학 작품 속의 표상이란 가령 그것이 허구의 인물이건 허구의 사건이건 순수하게 미적인 표상
이라 할지라도,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문제와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경우, 종래 그의 일본적인 미적 작품세계 속에 뚜렷한 사상
이나 사회관이 드러나 있지 않은 점을 지적 받아 왔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
으로 그려진 가공의 인물과 가공의 사건 속엔 작가로서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입장과 견지가 분명
코 한층 표면화되어 포착되어지리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본 발표에선 작품「사자의 서」를 중심으
로, 그 표현 분석과 작가의 주제의식을 통해 가와바타 문학작품 속에 그려진 조선인에 대한 고찰을
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작품<사자의 서>와 1920년대 상황
1) 1920년대 심령학 영향과 가와바타 야스나리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사자의 서> (「死者の書」)는 1928년 5월호의 <문예춘추>에 발표되어진 단편
소설이다. 1930년, 단행본 꽃 있는 사진 ( 花ある寫真

10월, 신쵸사 간행)에 수록하면서 대폭 개고

(改稿)되어졌다. 그 후, 스무살 ( 二十歳 1948년 11월, 문예춘추신사 간행)에 수록되어졌지만, 신쵸
사판 19권 전집과 현행 결정판 전집에선 어느 쪽도 꽃 있는 사진 에 수록된 것을 채택하고 있다.
<사자의 서>가 쓰여진 무렵,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심령학(spiritualism)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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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羽鳥徹哉 등에 의해 지적 받아 온 사실이다. 심령학이 하나의 시대적 붐이었던 1920년대에 가와
바타는 실제로 후라마리온(Flamarion, Camille)의 미지의 세계(未知の世界) (Les Mondes imagionaries
et les mondes reels, 1865년 역자 十沼十太郎, 1924･4, 아루스 출판)와 죽음과 그 신비(死とその神秘)
(역자 十沼十太郎, 1925 ･6, 아루스 출판), 롯지(Lodge, Sir Oliver Joseph)의 타계에 있는 愛兒로부터
의 소식(他界にある愛児よりの消息) (Raymond, or life and death, 1916．역자 野尻抱影, 1922･3, 新光社)
등의 심령학 서적을 탐독했다고 알려져 있다.
가와바타가 심령학에 열중하게 된 이유로서 羽鳥徹哉는 가와바타의 자라온 환경과 심령현상의 체
험 및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영향을 들고 있는데(羽鳥徹哉「川端康成と心霊学」「国語と国文学」1970･5),
岩佐壮士郎는 그러한 이유들과 함께 가와바타 본인의 타고난 성정(性情), 이른바 비현실적 세계로의
감수성과 그러한 지향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岩佐壮士郎「川端康成「死者の書」論―一九三〇年
代の文学にみる死の意識をめぐって― 点景昭和期の文学

2017･3」、「「それらと共に「この目に見える現象

世界、現実世界の背後に、おおくの霊魂が行き交い、作用しあうような非現実世界をどうしても想定せずには
いられないような」彼自身の「もともとの性情」、いわば霊能＝非現実世界への感受性とでもいうべきものを洗練
し、作品として表現したいという志向があったことは確かだろう。」p.37)
한편 당시 시대상황으로서, 1920년대의 신감각파의 선두 주자였던 가와바타가 추구한 기존의 자연주
의문학 리얼리즘으로부터의 이탈 그리고 유럽 모더니즘의 영향과 도입, 그리고 앞서 언급한 심령학의
방법이 함께 그의 문학세계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특히, 그 시대 구석구석에서 감지케 만
드는 죽음의 기운과 분위기는 가와바타의 심령학에의 심취에 적지 않은 영향관계가 있어 보인다. (岩佐
壮士郎、前掲書「もともと死の概念を、というより、感覚的に死の匂いを濃密に漂わせた一連の作品をひっさげて
川端康成が文壇に登場した一九二〇年代後半はまた、この時期に成熟の様相を呈しつつあった大衆社会が、
社会的な規模で「死の欲動」に駆られはじめていた時期でもあった。後には「ジャズ・エイジ」とか「ワイマール文
化」あるいは「大正ロマン」などというような言葉と共に懐かしく回想される一九二〇年代だが、実は陽気な狂躁と
いう表側の顔の裏にひそかに死と破滅の予感を増殖させつつあった時期でもあったのであって、一瞬にして首
都に瓦礫の光景を出現させた関東大震災や、それをはさむ有島武郎や芥川龍之介の自殺などは、人々を―お
そらくは世界的な規模で―捉えつつあった死と終末の予感を改めて意識させる出来事であったといっていい。
世紀転換期のヨーロッパで流行し、一九一〇年代には日露戦後の日本の社会にも上陸した心霊学がこの時期
一つのブームになったのも、そうした社会的な無意識の在り方とたぶんに関わっていた。」 p.36)
2) 일본의 1920년대와 일본 문학 속의 ‘조선인’등장
朝鮮ないし朝鮮人をとりあげた小説は二〇年代後半のその数を飛躍的に増加させ、作者として、葉山嘉樹、
鹿地旦、山内謙吾、黒島傳治、岩藤雪夫、平林たい子、中野重治らの名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さらに震災を素材
として朝鮮人問題にまで及んだ作品を、越中谷利一や平林たい子が残している。しかしながらそのほとんどの場
合、朝鮮人が日本の被抑圧階級以下の存在として扱われていることへの批判を主題とするものであって、解放さ
れるべきものとしての朝鮮人への共感は語られるものの、その朝鮮人を中国人や部落民とおきかえてもそのまま
通用するような、きわめて類型的な作品だったと言ってさしつかえなかろう。(高橋隆治 文学のなかの朝鮮人像
青弓社1982年4月)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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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학 쪽에선 鶴見俊輔의 「朝鮮人の登場する小説」(桑原武夫 文学理論の研究 岩波書店、1967)을 비
롯하여, 朴春日 近代日本文学における朝鮮像 이나 高崎隆治의 文学のなかの朝鮮人像 등으로 관련 주
제에 대한 좀더 본격적인 검토와 평가가 이어졌다. 이들 평가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로일본문학속에서한
국･한국인상이 주로 프롤레타리아 계열 등 제한된 작가들에게서 한정되어 나타나며, 이들 또한 반드시 민
족적 편견과 왜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여성잡지 수 백 권을 다 뒤져도 그곳
에는 <조선>이란 글자조차 발견할 수 없고, 오락잡지에서도 같았다는 점이 특색으로 지적되었다. (김태준
편,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일본학총서 4 일본문학에 나타난 한국 및 한국인상 동국대학교출판부, 2004.6) p.6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이어, 노동 계급 탄생과 프롤레타리아문학 출현 등 급변하는 1920년대에 조
선, 조선인을 제재로 한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흐름 속에 작품「조선인」이 탄생하게 되었음을 염
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인용 단락의 지적대로 일본 문학작품 속의 한국인상이 프롤레타리아
계열 작가들에 의해 한정되었던 상황에서 이른바 예술파 진영에 속했던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그렸던
조선인상에 관심이 가는 이유도 이러한 역사적 문학사적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전형화된 조선
인상 내지는 일본인의 일반적인 조선인관에 영향을 미쳤을 작품으로서 작품「사자의 서」의 작품성 및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로의 인식 확인과 전환이라는 점에서 분명 그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그러면 당시 가와바타 자신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대한 비평과 발언을 살펴
보고 그의 1920년대 상황 속에서의 문학적 자세와 견지를 정리해 보겠다.
3)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가와바타의 문학적 견지
所謂プロレタリア作家達は思想運動或は運動にのみ急であつて、労農者の意識なり感覚なりに食ひ入つて生
活の状態なり様式なりをリアルに書かうとする努力を忘れ(労農出身でありさへすれば労農階級が書けるなぞの考
は安穏で以ての外だ)彼らが抱懐する理想を芸術化する術を知らない。(「三月文壇創作評」「時事新報」大正12
年3月)
プロレタリアの正義は知識階級の人々に殆ど常識に近い知識として感じられてゐる。しかしそれは知識階級の
人々に人生観に新しい立脚点も新しい目標も与へてはくれない。つまり、知識階級の人々は社会観や世界観の
外に人生観とか生活観とか云ふものを知つてゐる。新しい文芸の開拓すべき方面は、ここにあると私は考へてゐ
る。(「文壇的文学論」「新潮」大正14年1月)
僕は「芸術派」の自由主義者なれども、「戦旗」同人の政治意見を正しとし、いまだ嘗て一度もプロレタリア文学
を否定したることなし。とは云へ、笑ふべきかな僕の世界観はマルキシズム所か唯物論にすら至らず、心霊科学
の霧にさまよふ。(「自己を語る―嘘と逆―」「文学時代」昭和4年12月)

이상에서 가와바타의 문예시평과 수필에서 그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대한 자세를 정리해 보면,첫
째 프롤레타리아 문학자들이 사상운동에 급급하여 노동자들의 의식과 감각이 반영된 생활 상태를 리
얼하게 그리는 노력을 잊어버려 그들의 사상을 예술화하는데 미숙하다는 점과 둘째, 프롤레타리아의
정의는 지식 계급 사람들에게 상식에 가까운 지식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그것들이 인생관에 새로운
입각점이나 목표는 부여해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예가 개척해 나가야 할 방면은 인생관이
나 생활관이라는 것, 셋째 가와바타 자신은 예술파의 자유주의자로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부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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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않고 그들의 정치 의견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계관은 막시즘이나 유물론에 도달치 못하
고 현세초월적인 심령과학 쪽에 기운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와바타의 작품에 피차별민이 등장하거나
프롤레타리아 문학 소재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분명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구별되는 가와바타의 독자적인 문학 세계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가와바타의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예감과 새로운 문예의 개척이라는 사명감 속에
사상의 예술화, 즉 사상의 문학적 구현・승화를 작품 속에서의 인생관이나 생활관으로 개척해 가려는
그의 문학적 자세를 읽을 수 있다.

2.2 등장인물의 비극성(悲劇性)과 표현의 특징과 주제
1) 일본인 부부의 비극과 상징적 표현
가와바타가 조선인(朝鮮人)을 중심인물로 그린 작품은, 손바닥 소설<바다(海)>외에 단편소설인<사
자의 서(死者の書)>가 있다. 작품‘바다(海)’의 등장인물들이 전부 조선인이었음에 반해, 작품<사자의
서>의 주인공은 일본인 남편과 부인 그리고 스토리 전개상 중심인물들로서 조선인 매춘부들이 등장
한다. <바다(海)>의 소재가 선택의 여지 없이 절망적인 현실(現實)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조
선인 소녀의 체념과 비극(悲劇)이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면, <사자의 서(死者의 書)>의 소재는 등장인
물들의 인간 본연의 숙명적 현실로서의 비극과 허망함이 그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일본인과
한국인이라는 국적를 초월한 삶과 죽음의 경계상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비극성(悲劇性)과 허망함이라
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작품<사자의 서>을 통해서 가와바타가 조선인 여성 매춘부들의 비극성을
일본인 부부의 그것과 대비시켜 극적으로 어떻게 포착･묘사하고 있는지 살펴 보겠다.
작품‘사자의 서’의 모두(冒頭) 부분을 살펴 보면, 부부의 일상 속에 남편과 부인은 각각 ‘사자의
서’와‘탄생월의 신비’라는 책에 빠져 살고 있고, 이 두 책의 제목에서 죽음과 탄생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삶에 권태감을 느끼는 남편은 매일 미이라의 책‘사자의 서’만 들여다보고 있고,
그럴 때마다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는데, 아래의 대화 인용문에서 부부의 갈둥과 불행의 원인을 예측
해 볼 수 있다.
妻の髪に蚕豆の花が咲いてゐた。妻はエジプトの 死者の書 を抱くやうに机へ泣き伏してゐた。彼がミイラの本を
開くと、妻はきつと泣き出すのであるが、しかしなぜ彼は毎日 死者の書 ばかり読むのであらうか。妻が 生れ月
の神秘 といふ本を読み耽るからかもしれない。ｐ．249
「馬鹿。」
「ねえ、子供は、これから出来るだけ早く子供を拵へたら、何月に生れるかしら。」
「？」
「今がもう三月だから今年中は生れつこないわね。早くて来年の一月か二月だわ。―二月生れの
子供は騒々しい音を立てる機械工場や制作所などの近傍には決して連れて行つてはなりません。
あなたの子だわね。」
このおしゃべりに打ち勝つには、エジプトの古めかしい奇怪な言葉しかない。(中略)
童謡と一緒に湯殿の水音が聞えて来る。
今日もまたさうした彼等の日々の一日だつた。―彼は壁から帽子を取らうとして、ふと妻の髪の蚕豆の花を見た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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だ。ｐ．250

부부의 대화에서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집어내는 아내의 말을 이기거나 그만두게 하기 위해선
‘이집트의 기괴한 말’밖에 없다는 남편의 현재 시점(視点)과 상태를 나타내는 전지적 관점의 내레이
터와 오늘도 반복되는 그들의 일상을 부연 설명하는 내레이터의 객관적 시점이 섞여 있는 장면이다.
작품 속에서 남편의 눈에 자꾸 비쳐지는 부인의 잠두콩(누에콩)꽃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여성으로서 숙명적인 비극(悲劇)을 안고 살아가는 부인의 모습에 ‘잠두콩(누에콩) 꽃’(고대 이집트
와 그리스, 로마인들은 누에콩을 죽음의 상징이라 여겼으며 두려워하고 금기시했음.「다음백과」참조)
이 오버랩 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즉 부인이 누에콩 꽃을 꼽고 있거나 뜯는 것으로 시종 묘사되
어 있다. 이러한 누에콩 꽃과 관련된 묘사를 통해 부인은 죽음(死)과도 가까이 있는 존재로 암시되어
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남편이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비극적 존재로서의 부인의 모습에서 수
시로 잠두콩(누에콩) 꽃을 포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다음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종 남편이 부인과의 관계에서 그녀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 볼 수 있다.
「そんなに私がお厭なの。」
「女つて知恵のないものだ。同じものを三つも並べてみろ、人生とは愚弄すべきものなりと誰だつて感じるんだ。な
んて退屈だ。」それから彼女は 死者の書 の上に泣き倒れてゐたのだつた。ｐ．252

한편 부부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있는 장면에서 남편은‘인생이란 우롱할만한 것’이라고 말하며 되풀
이되는 일상(日常)과 인생(人生)에서‘권태감’을 느끼는 인물로 그려져 있는데, 그 역시 비극성을 내포
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즉 남편은 누에처럼 부은 부인의 눈꺼풀에서 뽕나무 잎(蚕の葉)을 연상(聯
想)하며 옛 고향에서의 자신의 소년 시절의 슬픔과 고향의 추억을 더듬는 장면에서 그의 비극성도 암
시되어져 있다. 슬픔과 비극, 죽음의 이러한 메타포는 남편에게 있어 과거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비극을 느끼고 회상시키게 만드는 매개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부부는 비극과 불행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이 구체적인 묘사로 표현되어 있기보다는
‘책’이라는 매개물과 ‘누에콩 꽃’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과거로 거슬러가는 연상 기법으로 부부의 일상
과 그들의 비극이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본인 부부의 경우
그들의 비극(悲劇)은 주로 반복적인 상징(象徵)과 암시(暗示)의 수법으로 그려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どこへ行く？」
死者の書 から顔を上げた彼女の瞼は、透明な蚕のやうに膨れてゐた。(中略)
「どこへ行く？」
妻は玄関に飛び出して、彼の下駄を両手に摑み上げた。彼は足足袋はだしのまますたすたと門を出て行つた。
歩きながら彼は透明な蚕のやうに泣き膨れた妻の瞼を思ひ出した。もう一つ蚕の葉を思ひ出した。少女の唇に吸
はれてゐる青い葉である。
古里で彼は少年だつた。百姓の少女達と遊んでゐた。彼女等はてんでに口をつぼめて蚕豆の若い葉を吸つた。
そして膨らんだ葉を掌でぽんぽんと鳴らした。唇は緑色で洗はれて血がにじみさうだつた。
その青白く膨らんだ葉が妻の泣いた瞼に似てゐる。―しかし、どうして古里の少女達なんかを思ひ出したのだ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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う。妻が髪に蚕の花を挿してゐたからだと思ふだけで、もう彼の幼い悲しさは色褪てしまつた。(中略)
「まあ。」と、この時道端の蚕の花を摘んでゐた彼女は子供のやうに驚いた顔を見せたものだ。ｐ.251

2) 조선인 매춘부 여성들의 비극과 사실적 묘사
‘사자의 서(死者의 書)’는 그 제목에서 죽음(死)과 연관이 있는 작품임을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로
등장 인물들이‘죽으러 간다’는 설정과 상황은 그들의 절박하고 슬픈 현실(現實)의 비극성(悲劇性)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작품 구성상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부부가 일상(日常)생활을
영위하는 집, 그리고 부부의 일상을 벗어난 세계로서의 조선인 매춘부 가게, 마지막으로 부부가 조선
매춘부 가게로 왕래하는 도중의 해안(海岸)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일상(日常)과 비일상(非日常)
이 중첩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또한 작품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 테마로선 인간의 비극(悲劇)과 죽
음(死), 현실과 이상(꿈)의 허망함, 고향(고국)에 대한 향수(鄕愁)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 부부
의 조선인 매춘부 여성들에 대한 동정심을 빼고는, 그 밖의 내용들은 등장인물들, 즉 일본인 부부와
조선인 매춘부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들이 각자 처해져 있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서의
‘비극’이라는 테마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여기에선 일본인 부부와 비교되어지는 조선인 여성들의 비극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살펴 보면
서, 그 다음으로 이러한 작품의 테마와 관련된 주제, 그리고 그 안의 가와바타의 조선인관을 정리해
가며 결론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작품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날 남편이 집을 나서며 죽으러 간다고 하자 부인도 함께 동
행하며 자신도 죽겠다고 한다. 가정(家庭)이라는 일상적(日常的)인 세계를 벗어나, 해안에서의 동반자
살 사건 즉 죽음(死)에 대한 얘길 나누며 다다른 곳은 부부의 일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또 다른 일상세
계(日常世界)라 할 수 있는 ‘조선요리 가게’였다. 부부는 그들에게 있어서 비일상적(非日常的)인 세계
라 할 수 있는 ‘조선요리(朝鮮料理)’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 가게로 들어가게 된다. 거기서도 오늘밤 바
다에 죽으러 간다는 조선인 매춘부 여성들 3인(p.266)과 오늘 약을 먹고 죽음에 곧 처하게 될 매춘가
게 주인의 부인(조선인)의 기구한 처지와 상황(p.262), 그리고 운명이‘죽음’이라는 종착점에 향해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들 모두의 종착점이 ‘죽음(死)’으로 귀결되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どこへ行く。」/「お前の行かないところへ行く。」(中略)p.252
「ですから見え坊の種を捨てたらいいじゃないの。財産だつて私だつて。」
「生きてゐることも見え坊かもしれん。」/「死ねばいいわ。」
「言はれるまでもなく死にに行くんだ。」/「さう。」と、彼女は立ち止つた。道端から湯氣が出てゐた。
寝静まつた温泉宿の廣い玄関の戸が虚しさを拡げてゐた。
「私も一緒に死ぬわ。」/「死とはなんだか知つてゐるか。」/「知らないわ。知らないから死ねるんだわ。」(中略)
「一月中にこの海岸で心中が七組あつたんだよ。」ｐ.253 254

죽음을 의식하는 부부. 그들이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눈 후 도달한 ‘조선요리가게’는 고약한 냄새
의 다다미가 깔려 있는 시큼하고 음침한 냄새가 감도는 곳이었다. 분홍색 저고리에 감색 치마를 입고
남편을 맞이한 조선인 처녀, 그리고 고양이처럼 외치며 서로 뒤엉켜서 때리며 싸우는 13,4세로 보이는
조선인 소녀와 또 다른 조선인 처녀는 모두 슬픈 사연을 지닌 이들이었다. 남편이 처음 그들을 목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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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그들은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이었다. ‘조선요리가게’란 곳은 실상 매춘이 이뤄지는 곳이었고, 그
곳에서 상주하며 생활하는 조선인 처녀들은 조국을 그리워하며 비참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었
다. 그들은 완벽하지 못한 일본어를 구사하면서 손님들에게 조선의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술 시중을
들고 매춘을 행하며, 가게주인에게서도 인권을 유린당하는 불쌍한 여인들이었다. 시대적으로 당시 일본
식민지국이었던 조선, 즉 조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팔려 오거나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일본으로
건너온 조선의 여인들의 애환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현실세계(現實世界)라 할 수 있겠다.
(朝鮮料理)とペンキ塗りの看板が軒を掛つてゐる下で手を放すと、妻を見ずに一人門口へ入つた。朝鮮娘が出
て来た。桃色の上衣(ちよぐり)に藍色の袴(ちま)を穿いてゐた。膝頭を突き出して体を屈めた。彼は黙つて二階へ
上つた。火鉢一つない臭い畳に座つてゐると、十三四に見える少女が片腕できゆつと顔を抱へながら廊下を走
つて来た。そして向う側の部屋のちやぶ台へぴしやりと泣き倒れた。
彼の部屋へ来た女も広い胸でしやくり上げてゐた。
「どうして皆泣いてゐるんだ。」と、眼を拭いてゐる女の拳の大きさにびつくりしながら、彼は眉をひそめた。女は黙
つたまま向うの部屋へ行つて少女の肩を揺すぶつた。少女が突然女の頬を音立てて殴つた。猫のやうに叫びな
がら二人で摑み合ひを始めた。すつぱい陰氣な匂ひだ。
(中略) 「あの子はどうしたんだ。」
「大変悲しいことがあるのです。」と、女は大きい体に似ず子供のやうに舌つたるい訛りだつた。
「あの子がかい。」
「私達皆悲しいことがあるのです。」p.255

일본인 부부는 그들의 권태롭고 평범한 일상을 잠시 잊게 만드는 또 다른 일상세계에서의 비극(悲
劇)을 눈 앞에 마주하게 된다. 일본인 부부 자신들의 비극을 잊게 만든‘조선인 매춘부 가게’라는 장소
와 조선 여성들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와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을까? 사람을 사고 파는 장소, 그
곳에서 맺어진 하룻밤 사이의 관계의 변화(동정/연민, 공감)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가 가와바타 야스
나리의 작품 속에서 그려진 조선인과 그의 조선관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내레이
터의 설명과 또 내래이터의 관점과 자주 중첩되는 남편의 시점(視点 밝음(일본인 아내)과 어두움, 비천
함(조선인 가게 장소) 포착), 그리고 작중인물들에 대한 묘사와 대화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 내레이터의 시점(視点)과 가와바타의 의도성
일본인 남편은 조선요리 가게가 매춘업소라는 것을 알고 들어간다(「ここは淫買屋である。彼はそれを
知つて上つたのだ。」p.256). 남편이 부인과 함께 자신이 가본 적이 있는 조선인 매춘업소에 들어간다
는 설정 자체가 이채롭다. 조선인 가게에 들어가기 전, 비극적 존재로 묘사되어졌던 부인이 조선인
여성들의 슬픔과 비극이 부각되어지는 장소인‘조선요리 가게’에선 밝은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으로 남
편의 눈에 포착되어져 있어 앞선 장면과 대조를 이룬다(「妻は聲を立てて笑ひ出した」p.257/「 妻がその
前髪の深い庇をにやにや笑ひながら眺めてゐた。」p.258).
또 부인의 밝은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음침한 분위기의 조선요리 가게와 조선인 처녀들이 빈번하
게 ‘짐승’에 비유되는 묘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와바타는 일본인 부인과 조선인 매춘부들 간에
밝음과 음침함의 대치된 묘사를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일까? 조선인 여인들에 비교해서 음침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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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상대적으로 일본인 부인의 모습이 밝고 선명하게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그 슬픔과 비극의 깊이
의 차이에서 연유되어진 결과로 추측되어진다. 하지만 조선인 매춘부들의 외모와 행동에 대한 묘사가
난폭하고 비천하며 야성적인 것으로 내레이터가 포착하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君はいつからここにゐるの。」/「今日来たんです。」
ここは淫賣屋である。彼はそれを知つて上つたのだ。/「今日つて、朝鮮から今日来たのか。」/「さうです。」
少女はいまいましげにうつむいてゐた。一重瞼に野の子供らしい勝氣があつた。―彼女は朝鮮から着くと直ぐ、
今初めて客を取らせられたばかりらしい。それを泣いてゐるのだ。小さい体がいたいのだ。それであんな歩き方を
するのだ。彼女の体がまだぬれてゐるやうに思はれた。彼は刃物のやうに病的な刺激を感じた。(中略)
少女はけだものの子供のやうに新鮮な眼から涙をぽろぽろ落してゐた。P.256
廊下へ彼の妻が現はれた。
「ほう。」と、彼は彼女の明るさに染まった。壁が後退りしたと思はれる程、この陰気な背景では彼女の姿が鮮かに
浮き上った。p.257

식민지국인 일본에 와 처음으로 매춘 행위를 한 직후의 조선인 소녀의 비참한 심정과 육체적 고통
을 예측해보는 내레이터의 설명이 있는 장면이지만, 내레이터는 그 소녀를 ‘짐승 새끼와 같은 신선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또 치카코로 이름이 밝혀진 그 소녀의 맥주병 뚜껑을 따는 이빨
을 짐승의 그것과도 같이 새로웠다고 비유하고, 일본인 남편이 그러한 거침없이 술을 마시는 소녀의
육체에서 여수(旅愁)를 닮은 색정(色情)을 느낀 대상으로 내레이터는 전지적 시점에서 진술하고 있다.
「旦那さん、ビイル飲んでもいい。」∕「いいとも。」
彼女は直ぐ下からビイルを三本取つて来て、立つたまま瓶の栓を歯で外した。一本が空になると少女は一本を秋
子に渡した。∕「いいかい。」
二人の女は同時にビイル瓶の口に噛みついた。千代子の歯はけだもののやうに新しかつた。二人がラッパに瓶を
口にあてて上向いた。こくこく動く少女の小さい咽喉仏から彼は旅愁に似た色情を感じた。 p.263
菊子は細い眼を鈍く閉じるやうに朝鮮語で歌つてゐた。円めて突き出した唇は歯がないやうに見えた。
渋紙張りの妖婆の面を見てゐる感じだつた。朝鮮の赤土を塗り固めたやうな重い胴をいつも樽みたいに立ててゐ
た。秋子は売春婦らしい一個の理窟をその上に乗せたかのやうに、短い足を外輪に拡げてよしよし歩く。千代子
は捕まつたばかりの豹の子供のやうだ。しかし菊子は豚のやうな筋肉の鈍さだけで生きてゐる。三人のうち白粉を
つけてゐるのは秋子だけだ。千代子の化粧しないのは捨鉢な野生だ。しかし菊子のそれは醜さの引け目にちが
ひない。p.264

여기에서 짐승들에 비유되어진 조선인 매춘부들의 행동 즉, 울고 (물고 뜯는)서로 싸우며 술 마실
때 보여지는 비천하고 품위없는 행동들 그리고 어딘가 어눌하고 불완전한 말과 아름답지 못한 용모
묘사와 야성적인 느낌의 강조 등은 분명코 마이너스적 이미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
부부가 갖고 있지 못한 야성미･신선함･야만적인 힘을 느끼게 만든 ‘조선인’의 묘사를 긍정적으로 과
연 포착할 수 있을지 본문의 문장 표현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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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문장 표현 분석***
<조선 요리점> 장소: 음침한 냄새
すつぱい陰氣な匂ひだ。 p.255
<조선인의 차림새> 연분홍 치마/남색 저고리
桃色の上衣(ちよぐり)に藍色の袴(ちま)を穿いてゐた。 p.255
袴(ちま)が萎れた朝顔の花のやうだつた。 p.255
<용모> 물들기 시작한 보리 이삭과 같은 얼굴/감물을 먹인 종이를 바른 노파의 가면과 같은 얼굴/
조선의 적토를 칠해 발라 굳힌 듯한 무거운 몸통/자포자기의 야생/ 추함의 열등감
(1) 少女はけろりと泣き止んで、色づいた麥の穂のやうな顔だ。 p.260
(2) 渋紙張りの妖婆の面を見てゐる感じだつた。 p.264
(3) 朝鮮の赤土を塗り固めたやうな重い胴をいつも*樽みたいに立ててゐた。 p.264
(4) 千代子の化粧しないのは捨鉢な野生だ。しかし菊子のそれは醜さの引け目にちがひない。p.265
･(이빨/입술) 짐승에 비유되는 이빨/둥글게 돌출된 입술
(5) 彼女はいいんと齒を出して、鼻の頭で親指を激しく振つた。 p.261
(6) 千代子の齒はけだもののやうに新しかつた。 p.263
(7) 円めて突き出した唇は歯がないやうに見えた。 p.263
･(눈매) 야생의 아이와 같은 지지 않으려는 기질이 엿보임
(8) 一重瞼に野の子供らしい勝氣があつた。 p.256
<말씨> 서투르고 어눌함
女は大きい体に似ず子供のやうに舌つたるい訛りだつた。 p.255
<목소리> 조류에 비유: 물새와 같이 부르짖는 소리
けらけら笑ひながら出て行く少女の後ろから、女は*水鳥のやうな叫び聲を出した。 p.260
<행동1> 울음
(1) 向う側の部屋のちやぶ台へぴしやりと泣き倒れた。 p.255
(2) 彼の部屋へ来た女も広い胸でしやくり上げてゐた。 p.255
(3) 壁に顔をこすりつけて泣いた。 p.255
(4) 少女は*けだものの子供のやうに新鮮な眼から涙をぽろぽろ落してゐた。 p.256
(5) 打たれたやうに立ち上ると、向うの部屋へ転げ込んで泣いた。 p.257
(6) そのまま妻の胸に顔を落して泣いた。 p.267

<행동2> 난폭함(때리다/맞붙어 싸우다/던지다)
(1) 子供が癇癪を起した乱暴さだ。 p.255
(2) 少女が突然女の頬を音立てて殴つた。 p.255
(3) *猫のやうに叫びながら二人で摑み合ひを始めた。 p.255
(4) 少女が火鉢をちやぶ臺に投げつけた。 p.256
(5) 突然秋子が険しい顔で立ち上つて来て、猫のやうに叫びながら拳で千代子に打ちかかつた。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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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3> 품위 없는 비천한 행동(병따개를 이빨로 따다/맥주병 채로 들고 마시다 /술병을 집어 던지
다/개와 같이 혀를 내어 술을 마시다/개처럼 부인의 무릎에 올라타다/부인의 검지 손가락을 물다)
(1) 彼女は直ぐ下からビイルを三本取つて来て、立つたまま瓶の栓を齒で外した。 p.263
(2) 二人の女は同時にビイル瓶の口に嚙みついた。 p.263
(3) 千代子は二息で空にした瓶を投げ出して横坐りになつた。 p.263
(4) 彼女は又*犬のやうに小さい舌を出して酒を飲んだ。 p.266
(5) すると、千代子は*犬のやうに妻の膝へ飛び乗つた。 p.267
(6) 千代子はその腕を捉へて自分の首に巻きつけながら、妻の人差指を静かに嚙んだ。 p.267

<행동4> 고개 숙임(분한 듯/모욕받은 듯)
(1) 少女はいまいましげにうつむいてゐた。 p.255
(2) 残つた女は辱しめられたやうにうつむいた。 p.258

<행동5> 적대감
少女がくつと妻を睨んだ。 p.256
<행동6> 걷는 모습: 짧은 다리를 팔자걸음으로 걷는 매춘부의 모습/이국적인 느낌의 다리 움직임
(1) 秋子は売春婦らしい一個の理窟をその上に乗せたかのやうに、短い足を外輪に拡げてよしよし歩く。 p.264
(2) 足さばきだけはハンガリヤの百姓娘が昔風にのんびり踊つてゐる牧歌だつた。 p.265

<행동7>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 ‘곤충과 조류’에 비유되어짐
(1) 千代子は両手を*とんぼのやうに開いてゆるやかに肩を翻しながら踊つた。 p.265
(2) 菊子はビイル瓶を叩いて舌つたるくアリラン節を歌つてゐた。 p.266
(3) 千代子が*鳥のやうに歌ひ出した。p.266

<조선인 매춘부에게 받은 느낌> 칼 같은 병적인 자극/갓 잡은 표범 새끼와도 같음/돼지 같은 근육
의 둔감함/ 얼굴 볼에서 느낀 야성의 냄새/ 조선 민요와 춤을 선보이는 애처러운 긍지 / 개 공연을
본 듯한 ‘공허한 쓸쓸함’: 조선(朝鮮)을 느낌
(1) 彼は**刃物のやうに病的な刺激を感じた。p.256
(2) 千代子は捕まつたばかりの*豹の子供のやうだ。p.264
(3) 菊子は*豚のやうな筋肉の鈍さでけで生きてゐる。p.264
(4) 小さい唇をきゆつと結んで、生真面目な頬から野の匂ひが流れて来た。p.265
(5) 千代子は人の前で芸事を見せる女の子の痛々しい誇りで幼く見えた。けれども犬芝居を見るうつろな寂しさだ。彼
は朝鮮を感じた。p.266

조선인 매춘부에 대한 문장 표현의 전체적인 분석의 결과를 말해 본다면 그것은 부정적･마이너스
적 이미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레이터의 시점과 그것과 중첩되는 일본
인 남편의 시점에 의해 포착되어진 조선인 매춘부들의 모습은 애처럽고 난폭하며 비천한 모습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대화체’로 이루어진 일본인 부부가 이들을 접하는 말과 태도에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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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조선인 매춘부들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그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며 동정심을 표한다. 격의없이 하
룻밤을 지내며 친밀감을 서로 높이는 과정 속에 각자의 슬픔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공감대를 형
성해 갔음을 헤어진 후 일본인 부부는 스스로 확인한다.
4) 작품<사자의 서>의 주제와 의의
조선인 가게를 나와서 부부의 대화가 이어진다. 일본인 부인은 ‘나도 결국 그 애(치요코)와 같아. 여
자인걸’이라고 자조하며 ‘어찌 됐던 우리들은 그 애처럼은 될 수 없어. 지금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할
지 몰라’라고 말한다. 각자의 처해진 상황과 안고 있는 슬픔은 틀리지만, 같은 여자로서 공감하며 이해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버린 부인은 오히려 자신의 처지가 더 나을 바 없음을 고백한다. 조선인 매춘
부들과의 만남 후, 남편 역시 오늘밤 죽는 것을 그만둔다고 말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곧
‘나는 치요코와 결혼하는 거야. 조선에 보내고 나선 끝이야. 조선에 가기까지의 여정에선 적어도 그 애
는 행복하겠지’라고 말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답고 이상적인 결혼에 대해 역설한다. 그렇게 말하는
현실감 없는 남편에게 부인은 ‘사자의 서(死者의 書)를 읽는 것과 같다’라고 꼬집어 얘기한다.
綿畑が崩れるやうに寄せて来る波が彼を驚かせた。暗闇にむくむくと動いて来る白い一線は、防波堤の下で止り
さうにも見えなかつた。/「どうだ。」/「面白かつたわ。世の中はエジプトの形容詞とあなたの神経ばかりじやないん
だわ。」
「朝鮮の少女の接吻もある。」/「私だつて結局あの子とおんなじだわ。女ですものね。
だけどどうしたつて私等はもうあの子のやうにはなれないわ。今にそれを不幸と思ふかもしれないわ。」p.270
「あら。今夜死ぬことはお止めになつたの。」/「止めた。僕はあの千代子と結婚するんだ。
朝鮮へ送り届けたらさようなら。朝鮮へ行くまでの道の上では少なくともあいつは幸福だらう。」ｐ.270
「朝鮮へ行つたつて･･････。希望のない者に希望を與へて、どうするおつもり。」
「これ程美しい理想的な結婚はあるまい。僕はああいふ朝鮮の女を五百人買へるか、千人國へ送つてやることが
出来るか、つまり何度結婚するだけの財産があるかと、さつきから計算してみてゐるんでだ。」
「(死者の書)を読むのと同じだわ。」/「現代の幽霊か。」/「古い時代のよ。―だけど私達はどこへ行くの。」
「残念ながら家庭へだね。」/「机の上に(死者の書)が開いてある･･････？」
「そして、花瓶に蚕豆の花が咲いてゐる･･････？」
しかし二人ともトンネルを潜り抜けた時のやうに軽やかだつた。ｐ.271

집으로 돌아가는 부부에게 남아있는 건,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또 다시 반복해서 슬픔
을 안고 죽음을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지루함과 허망함이 예측되어진다. 하지만 그들은 조선인
매춘부들과 만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터널을 기어들어가 빠져 나온 때와 같은 가벼운 기분을 느낀
다. 마지막 장면에서, 해안에서 발견한 게이샤(藝者)무리들의 선두에 서서 장님 흉내를 내는 남자를 따
라 남편도 장님 흉내를 내며 부인에게 손을 끌고 가달라고 부탁한다. 눈을 감고 책상 위에 펼쳐져 있을
‘사자의 서’의 문구를 떠올리며……암송했을 때, 남편은 눈을 뜨곤 자신이 그 위에 떨어져 가는 어두운
바다를 보게 된다. 작품의 결말로서 암담하고 비극적인 암시로 끝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사자의 서>는 등장인물들, 즉 일본인 부부와 조선인 매춘부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들이 각자 처해져 있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서의‘비극’과 그 비극을 종결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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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죽음’이라는 테마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등장인물들의 인간 본연의 숙명적 현실로서의 비극
과 허망함이 그려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주제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인과 한국인이라는 국
적를 초월한‘삶과 죽음’의 경계상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비극성(悲劇性)과 허망함이라 할 수 있겠다.
조선인 매춘부라는 피차별민 계층의 여성들의 삶과 슬픔 그리고 죽음(死)으로 향하려 하는 그들의 삶
은, 일본인 부부의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과는 대조를 이루어 그 속의 야성적이고 거친 에너지와 고국
을 향한 절실한 갈망을 느끼게 한다. 비록 공허한 쓸쓸함을 갖게 하는 조국이라 할지라도. 그 일본인
부부와 조선인 매춘부들과의 대비(對比) 속에 가와바타가 구현하려 했던 주제의식은, 일상을 벗어난
비일상적 세계 속의‘일상과 현실’을 체험케 하여 인간의 비극과 허망함 그리고 죽음이라는 작품의 주
제를 극대화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1920년대에 처음으로 일본 문학자가 그려낸 조선
인 매춘부의 등장과 그 묘사, 한글 발음 그대로의 조선의 민요의 소개와 인용만으로도 일본 문학사상
큰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고 보여진다.

3.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문학작품 속의 한국인상이 프롤레타리아 계열 작가들에 의해 한정되
었던 상황에서 이른바 예술파 진영에 속했던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그렸던 조선인상은 어떤 것이었을
까? 작품<사자의 서>에 한해서 말하자면, 그 속에 그려낸 조선인상은 비극적인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비천한 모습의 조선인들이었다. 조선인 매춘부라는 운명으로 살아가는 여성들로서, 난폭하며 비천하면
서도 야성적인 씩씩함을 지닌 인물상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들에게 현실 극복의 의지와 미래는 없
다. <사자의 서>속에 그려진 암담한 현실 속의 조선인은 비참했고, 조선의 민요와 춤 역시 망국의 쓸
쓸한 허망함을 느끼게 하는 생명력 없는 예술이었다.

1920년대 일본 문학작품 속의 조선인상의 등

장과 전형화의 수순을 밟고, 일본인들의 일반적인 조선인관에 영향을 미쳤을 작품 중에 「사자의 서」
의 문학사적 의의와 영향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와바타 자신은 예술파의 자유주의자
로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부정하지도 않고 그들의 정치 의견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속의
세계관은 현세초월적인 심령학 쪽에 기울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작품<사자의 서>속에서의 일본인
남편은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고 비극적인 현실의 도피로서 사후를 살기 위해 죽으러 간다는 생의 지
루함을 느끼는 비현실적인 인물이지만, 조선인 매춘부들은 이생의 비극적 암담한 현실로부터의 도피
로서 생의 영원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 죽으러 간다고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들로서 그 대조적인 설정
이 흥미롭다.
또 ‘조선인 매춘부‘라는 피차별민이 등장하고 일본인들과의 만남이 그려지지만, 그것은 분명 프롤
레타리아 문학과 구별되는 가와바타의 독자적인 문학세계로서 그의 인생관이나 생활관이 응축된 문학
적 자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 속에 가와바타의 정치적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의 흔적은 찾
아볼 수 없으나, 내레이터의 시점과 진술 특히 내레이터의 관점과 자주 중첩되는 일본인 남편의 시점
(視點)은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즉 가와바타의 조선관 내지는 조선인관을 투시해 볼 수 있는 장
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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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와 한일관계 재구축에 대한 고찰
서인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 머리말
2018년 12월 20일 일본은 한국 군함에서 일본의 초계기에 대해 사격통제용 레이더를 조사(照射)했
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 군함은 북한 어선을 수색하면서 일본의 초계기가 지나치게
근접 접근을 했지만 사격통제용 레이더의 전자파는 방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이런 사태로 한일
안보상의 협력, 신뢰가 떨어지면서 한일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
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
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8월부터는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
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맞서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한일경제의
침제, 반도체사업에 타격이 되어 한일간 경제협력 관계는 악화되었다. 한국은 국내자체 생산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에 투자하면서 한일간 신뢰도가 손상되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선
언하였지만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조건부 연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원인, 한일경제간 파급영향을 분석하면서 향후 한일관계 재
구축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2. 일본 수출규제 원인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서 촉발되었다고 한다. 일본은 지난해 우리 대법원
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배됐고 이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
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면서 한국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맞섰다. 다만, 한국정부는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우려해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노력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8월 28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며 맞대응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산업 핵심 분야에서 한국에 추월당한 일본에서는 한국의 첨단산업 분야 경쟁
력 상승에 대한 경계심과 일본의 경제력을 추월할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은 수출규제를 통해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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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위상을 흔들고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2013년 시작된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이 2019년에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2019년 1월에
는 정부통계 조작 시비에 휘말렸다. 4월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패소 판결로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경제적 정당방위의 명분으로 수출규
제를 단행하였다. 일본경제를 위협하는 한국에 대해 무역 분쟁으로 해결하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Thucydides’s trap)’ 전략을 선택하고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한일간 경제･무역 전
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강하게 지지하는 일본 국내 여론을 보면, 그간 강제징용자 배상판결,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 위안부 재단 해체 등의 사안들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
번 조치를 한국 정부에 대한 일종의 압력 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오히려 외교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선택이지만, 자유 무역 정신에는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다음으로 일본은 외교안보에서 영향력이 커진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세 차
례에 걸쳐 개최 된 북･미 정상회담과 수차례의 남북 정상 의 만남에서 한국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일본은 사실상 패싱되었다. 일본은 동북아 외교 지형의 변화에서 존재감이 적어지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군사 용도로의 전용이 가능
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
자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다고 하였다.
일본정부가 강화하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는 국가간이 신뢰관계를 잃었다는 전제아래 안보상 부
적절한 사안이 있다는 이유로 예방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역사문제를 회피하
고 경제 분쟁으로 희석하려는 자세이다.

3. 일본 수출규제 영향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일 양국 경제에 공동으로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체계적인 분석이 나왔다. 일
본의 경우 수출 규제 이후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됐으며 한국은 주력 수출 상품에서 일본 수입의존
도가 점차 높아지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 발표 후 2019년 7∼10월 일본의 대 한국 수출은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보다 2배
더 감소했다. 일본의 대 한국 규제가 오히려 자국의 수출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낳은 셈이다.
12월 15일 한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 7∼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50억1000만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101억9000만달러에서 94억8000
만달러로 7.0% 줄었다. 일본이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 한국 수출을 제한한 이후 오히려 한국의 2배에 달하는 수출 감소율을 기록한 셈이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국제 분업구조가 복잡한 산업일수록 소재･부품의 경쟁력과 완제품의 경쟁력이
맞물려 돌아간다. 일본의 소재･부품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거래가 끊기면 일본 기업들이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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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B)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긴장관계 지속이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은행은 2020년 1월 8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6월 내놓은 올해 전망
2.7%에 비해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부진과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 무역분쟁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목했고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성장률이 2019
년 5.8%에서 2020년 5.7%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동아시아
지역 무역 축소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일본 일부 극우 세력까지 일본 정부에 한일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방경제가 완전히 얼어
붙었기 때문이다. 교토, 나라, 규슈, 벳푸, 홋카이도, 후쿠오카 같은 관광 지역에서 관광에 종사하는
현지 주민들이 업종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맥주, 유니클로 등 한국 매출량이 급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적인 기업이니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방으로 가보면 경제 상황은 확 달라진다.
일본 정부 발표를 보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지난 11월 20만 5,000명 수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에 비해 65.1%나 급감했다. 혐한 발언을 쏟아냈던 스가 요시히데 관광장관조차 최근 정례 기자회견
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는 앞으로도 확실히 계속해 나가야 한다”
는 취지로 발언했다. 관광지 주민들이 생활고에 빠지자 해당 지자체장들은 일본 정부에 한일 관계를
회복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를 개최하면서 방일 외국인 여행객으로 4천만명을 유치한
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 악화에 의한 방일 한국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일
본 후쿠시마 방사능 피폭문제, 처리문제로 인해 4천만명 일반 관광객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 한일관계 재구축
1993년 고도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이후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가 서명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일본총리의 과거사 반성과 사죄가 처음으로 담겼으며 선
언 2항에 ‘오부치 총리대신은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
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로 한일관계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과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는 식민 지배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1965년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한일관계 재구축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1998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지만 당
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통해 한일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한일 문화와 인적 교류,
통화스와프,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백색국가 분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했다. 이번 일본 수
출규제 갈등을 통해 ‘신(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만들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재설정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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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의회 연설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제안하면서 “일
본은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것은 역
사 직시와 미래지향적 협력이라는 ‘투 트랙 외교’ 기조로 한국정부의 대일외교 기조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도 ‘투 트랙’ 기조로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면서 경제･문화 및 인적 교류 분야의 실질
적 협력을 추진하는 외교정책이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보통국가로의 복귀를 위해 안보관련법 제정, 평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한일간 역사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4년 미국 상･하의원 위안부 결의안 의결, 2015년 한일 정
부간 위안부합의 사항에 대한 파기 여론, 2016년 일본정부에 대한 위안부 피해 배상 청구, 2018년 한
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이 한일간 역사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항상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책임과 배상의 모든 문제는 종결되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일본
은 이런 문제들을 국제사회에서의 주목을 우회하기 위해 경제 보복과 무역 분쟁을 통해 모든 책임을
한국에 넘기고 있다.
국제사회는 과거의 전쟁 책임 및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인권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추
세인데, 일본이 법적 권리로 확립된 개인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베 정권의
중대한 과오이다.
개인청구권과 정신적 위로금의 유효성과 시효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약과 관계없이 살아있고 일
본정부 관료들과 국회의원들도 개인청구권도 살아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제법에서 개인들의 권리
와 의무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극복할 수 있는 한일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일간 평화협력 경제협력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면서 한일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북한의 안보 불안정성, 강제징용 문제에 기반이 되고 있으나, 한반도 문제와 북핵문
제에 일본의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
안보, 경제협력 면에서 한일간 갈등이 심화되면 한일경제 침체는 물론 미한일 안보협력에서도 문
제가 된다. 한일간 안보, 경제분야에서 신뢰감을 가지고 새로운 협력체제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우선 역사문제와 경제, 안보문제는 분리해서 협력하는 투 트랙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한일 지소미아
협정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군사협력 체제를 만들고 한일간 공동의 가치관, 동아시아의 지역
화, 글로벌화를 전제로 한 군사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

5. 맺음말
일본의 수출규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역사문제를 회피하고 경제 분쟁으로 희석하려는 대항조
치라 할 수 있다. 한일간 역사적 갈등은 있었지만 한일간 문화･경제교류는 꾸준히 유지하면서 동북아
시아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일본이 주창해온 자유무역 원칙을 바탕으로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한일양국간 성의있
는 협의를 촉구해야 한다.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고, 정치･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연결하여 자유무역의 가치와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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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
경제평화이론에서 보면 경제는 중요한 평화의 모멘트이며 특히 한일간 경제적 상호교류는 필요하
고 이로 인해 평화공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한일 문제가 장기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약화 시키며 국내외 리스크를 확대
시킬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최적화, 호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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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고찰
― 사료를 중심으로 ―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1. 서론
언제부턴가 우리 머리 한구석에는 일본에 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함께자리하고 있다. 축구는 물론 야
구 심지어는 팔씨름 그리고 가위바위보까지도 일본에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세기 전만해
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일본을 상대로 이기고 지는 것 보다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일본의
발달된 선진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렇다보니 당시에는 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일
본에 대해 이질감은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일행동도 정부의 눈치를 봐야했다. 그러나 지금 한일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이른바 ‘경쟁과 협력의 한일관계?’가 절실한 때이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한
일관계는 전후 최악이라고 얘기되기도 한다. 여하튼 이른바 ‘경쟁과 협력의 한일관계?’가 형성되기 시작
한 시기는 2002년 한일월드컵공동개최 이후부터가 아닌가한다. 이유는 1990년 일본경제에 거품이 꺼지
면서 그동안 완만한 물가상승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자랑하던 일본경제는 몇 십년동안 침체되어있다. 그
래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보다는 일본이 호황이라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상대적일뿐 일본경제가 침체기
라는 것을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최근 30년간 한일 간의 GDP격차를 비교해 보면, 1988년 15.6배에서
현재는 3.1배로 축소되었고 1인당 GDP는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이 3만1362불(세계27위), 일본이 3만
9286불(세계24위)이었다. 그러나 1988년 한일 1인당 GDP를 비교해 보니 한국은 4천460불, 일본은 2만
4770불이었다. 단순히 비교해보더라도 이제 한일이 경제와 관련해서는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경제처
럼 한일 간에 격차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반면에 과거사를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과거사문제는 오히려 한일 간의 인식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한다. 현재 한일 간
에 대립이 거듭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는 독도영토주권을 시작으로 동해표기명칭, 일본군위안부문제, 한
반도강제동원 문제, 일본교과서의 한국관련 왜곡문제, 그리고 야스쿠니신사문제 등이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중에서 독도는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다. 필자가 독도에 대해서 처
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릴 적 TV코미디프로에서이다. 늦은 밤 골목길에서 여성이 강도에게 쫓기
면서 ‘살려 주세요,’ ‘강도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골목 창에 켜져 있던 불이 모두 꺼지더니, 여성이 기
지(機智)를 발휘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독도가 일본 땅 이래요’라고 소리치자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나와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강도를 잡던 내용이었다. 그때 나는 어린나이여서 독
도가 무엇이 길래 사람들이 저리도 분괴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독도와 나의 첫 만남은 TV코미디프로
였다. 그리고 독도를 연구하면서 독도에 처음 입도 했을 때는 감회가 남달랐다. 요즘은 연간 20명이상
이 독도를 방문한다. 강원도 또는 경상북도에서 배를 타고 서너 시간 동쪽으로 가다보면 울릉도가 나온
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배로 두 시간 더 동쪽으로 가면 우리 땅 독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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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독도역사
서양에서는 역사시간을 수면제와 비교하곤 한다. 그만큼 역사수업은 지루하다? 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독도역사를 공부하다보면 지루할 시간이 없다 왜냐면 독도가 우리나라의 역사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이정표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독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독도는 우리나라가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병탄되기 5년 전인 1905년에 일본에 의해
강탈당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근거해서 독도가 임자
없는 땅이라는 주장과 근거를 내세워 독도를 일본영토로 강제 편입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독
도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은‘독도’를 다케시마(竹島)
라고 부른다. 대나무가 없는 독도를 일본이 대나무섬(다케시마)으로 부르는 이유는 1905년 독도를 새
로운 이름 ‘다케시마’로 붙여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울릉도(鬱陵島)를 다
케시마로 불렀고 독도는 마쓰시마(송도･松島)로 불렀다.
삼국사기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고 주장 할 수 있는 근거는 많지만 여기
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한다. 고대로부터 독도가 우리나
라의 고유영토 이었다는 근거는 삼국사기 (1145) (고려 인종 23), 김부
식(1075∼1151)이 백제, 신라, 고구려 3국의 정치적 흥망과 변천사를 기술
한 역사서 삼국사기

1)이다.

그렇다면 우산국은 이사부에 의해 정복당하

기 이전에는 동해상에 존재했던 독립된 세력이었을 수도 있다. 일본은 아
직 고대국가가 성립되려면 1세기 반 이상을 더 기다려야 했던 점을 감안
했을 때 우산국은 동해상에서 하나의 독립된 해상세력으로 상당한 위력
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사
우산국에 관한 얘기는 고려사 (1451)에도 나오는데, 우산국은 고려가 세워진 이후에도 고려의 지
배를 받았다. 우산국은 930년(태조 13)이래로 고려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이애 고려는 이들
에게 관직을 주거나 농기구와 종자 등을 하사하였다. 또한 고려에서는 우산국에 안무사를 파견하여
관리했다고 적혀있다. 주요 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1) 이 역사서에 신라와 울릉도에 관한 얘기가 등장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증왕 13년(512)년에 하슬라주(지금의 강릉지
역)의 군주인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于山國)을 복속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삼국사기에서 얘기하는 당시 우산국의 위치
와 지형은, 우산국은 명주(지금의 강릉지역과 동일)의 정 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도 한다. 땅은 사방 100리 인
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울릉도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쉽게 항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사부는 하슬라주 군주가 되어
서 말하기를 ‘우산국 사람들은 어리석고도 사나워서 힘으로 복속시키기는 어려우나 꾀로는 복속시킬 수 있다.’하여 이에 나
무사자를 많이 만들어서 전함에 나누어 싣고 울릉도 해안에 이르러서는 거짓으로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풀어 밟아 죽이겠다.’고 말하자 울릉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곧 항복하였다고 한다. 이후 지증왕 13년 6월부터 우산국
은 신라의 일부가 되었고 우산국은 해마다 신라에 토산품을 바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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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930 (태조 13)
1018(현종 9)
1032(덕종 1)
1157(의종 11)
1246(고종 33)

내용
우산국에서 고려에 토산물을 바치고, 고려는 이들에게 관직을 주었다.
우산국이 여진족의 침입을 받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농기구와 종자 등을
우산국에 하사하였다.
우릉도(울릉도) 성주가 고려에 아들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강릉지역 관리 김유립을 파견하여 울릉도에 사람이 살 수 있는지를 살피게 했다.
왜인들의 침입이 그치지 않자 울릉도에 안무사를 파견하여 섬을 관리하게 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2)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가 발간되고 약 80여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동국여지승람 (1530)이 증보되
어 1년 뒤에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3)이 관찬지리지로 편찬되었다.
만기요람
만기요람 (1808)은 국왕이 정사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을 모
아 편찬한 책이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왕조의 재정관 군정에 관한 내용이 재
용편(財用篇) 6권과 군정편(軍政篇) 5권에 실려 있다.4)
2) 우리가 어려서 익히 듣던 가수 정광태의‘독도는 우리땅’노래가사에 나오는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지리지 강
원도 울진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세종실록지리지 (1454)는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더욱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
다. 모두 8책으로 전국을 328개의 군현(郡縣)으로 구분해서 인문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세종실록 권 153의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독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는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는 별개의 섬이고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보이는 유일한 섬이 지금의 독도이기에 독도는
오래전부터 강원도 울진현 소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이 책의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독도)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있다. 이 책들은 세종실록지리지 의 내용을 계승하여 만
들어졌는데 여기에도 우산도(독도)와 울릉도가 동해에 위치하고 있음을 밝히고 독도가 울진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
히 하고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에 첨부된 팔도총도 에도 우산도와 울릉도를 두 개의 섬으로 그리고 있다.
4) 이 책에는 우산국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우산도가 당시 일본인들에 의해 송도(松島)로 불리어졌다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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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검찰기
1881년 울릉도에 파견 갔던 수토관이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든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고종은 1882년 4월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여 울릉도에 대해
그 사정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규원 검찰사는 100여명의 조사단을 이끌고 울릉도 검찰에 나섰다. 그
리고 울릉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과 일본인들의 울릉도에서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였다. 이규원은
당시 울릉도 사정을「울릉도 검찰일기」에 남겼다. 이후 고종은 이규원 으로부터 울릉도 검찰을 보고받
고 울릉도에 사람을 보내 개척하게 했다. 울릉도에 우리주민이 정식으로 정착하게 된 시기는 1883년
부터였다.
대한제국칙령 41호5)

울도 군수 심흥택 보고서와 강원도 관찰사서리 이명래 보고서6)

록되어 있기에 이는 곧 독도임이 증명된다.
5) 대한제국칙령 41호 (1900) 는 고종37년 10월 25일, 전문 6개조의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
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1900년 10월 27일자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공포되었다. 칙령 2조에는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지금의 댓섬)와 석도(石島, 지금의 독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대한제국칙령 41호에 나오는 죽도가 독도이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석도는 존재하지 않는 섬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죽도는 울릉도에서 약 2km떨어진 곳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섬을 대섬
또는 댓섬으로 부르면서 대나무섬을 의미했다. 그래서 대한제국칙령 41호에 나오는 석도가 독도이며 죽도는 댓섬이 되는
것이기에 대한제국칙령 41호는 독도를 석도라는 이름으로 울릉군에 포함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1906년 3월 시마네현 관리들이 독도를 시찰하러 왔다가 풍랑을 만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울릉도에 들렀다. 이때 심흥택 울
도 군수는 시마네현 관리들로부터 약 1년 전인 1905년 2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에 놀
란 심흥택은 이 사실을 강원도 관찰사서리 이명래 에게 보고하고 이명래는 이 사실을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알렸다. 이에
대해 참정대신 박제순은 관련 섬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일본에게 외교권
을 박탈당했고 또한 서울에는 통감부가 설치되어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독도관련 재조사에 대한 후속보
고서는 남아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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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보도7)

평화선
태평양전쟁이 끝나자 1946년 1월 19일 연합군최고사령부는 SCAPIN677호를 발령해서 독도를 일본
으로부터 배제했다. 그리고 1946년 6월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사령관각서 제1033호를 발령, 일본의 어
업 및 포경업 범위를 제한하고 일본어선의 어로 활동도 금했다. 이후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는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국무원고시 제 14호, 일명평화선 선언)을 공포하였다.8)

3. 일본의 독도역사
위에 언급된 다양한 역사사료들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일본
의 사료들 역시 독도가 일본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사료들 중에는 은주시청합기,
7)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독도가 일본에 의해서 불법편입 되었을 당시 대한제국정부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했고 서울
에는 통감부가 설치된 상태에서 일본에 항의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대한매일신보」(1906년 5월 1일), 「황성신문」(1906년 5
월 9일)은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 「대한매일신보」는 ‘무변불유(無變不有)’라는 제목으로, “울도군수 심흥
택씨가 일본관원 일행이 본군(울도/울릉도)에 와서 본군에 소재하는 독도가 일본의 속지라고 하여 땅의 크기와 호구, 그리고
경지수를 기록해 갔다고 내부에 보고하였다. 그런데 내부에서 지령하기를 일본관원이 유람 차 와서 땅의 크기와 호구를 기
록해 가는 것이 혹여 이상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독도가 일본의 속지라 칭하여 운운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
이니 지금 보고받은 바가 아연 질색할 일이다”고 했다. 그리고 「황성신문」울쉬보고내부(鬱倅報告內部)라는 제목으로, “울도
군수 심흥택씨가 내부에 본군소속독도가 외양 1백 여리 밖에 있는데 이번 달 4일에 일본관원일행이 관사로 와서 말하기를
독도가 지금은 일본의 영지이므로 시찰차 왔다고 하였는데 그 일행은 일본시마네현 오키도사 히가시분스케 및 사무관 진자
이 요시타로와 세무감독 국장 요시다 헤고 분서장, 경부 가게야마 이와하치로와 순사 1명, 회의 1명, 의사 및 기수 각 1명
그 외 수행원 10여명이었는데 가호수, 총인구, 토지생산량과 인원 및 소요경비와 제반 사무에 대해서 조사ㆍ기록하여 갔다”
고 보도하였다고 한다. 당시 독도가 비록 일본에 의해 강탈당했다 할지라도 한국의 정부문서와 언론은 일본의 불법성에 대
해서 규탄하고 있다.
8) 평화선안쪽에 독도가 포함됨으로써 일본의 반발이 예상되었으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로 인해 1945년 9월에
설정되었던 맥아더라인이 폐지되면 한반도 주변에 일본어선이 몰려 올 것을 예상하여 우리나라의 연안어업을 보호하기 위
해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명의로 모두 4개조로 된 평화선 선언을 하게 되었다. 우리정부는 독도를 평화선 내
에 둠으로써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한 반면 일본은 평화선이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조치라 비판했다. 그러나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 되면서 평화선의 존재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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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돗토리 번 답변서와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
지각서, 조선국교재시말내탐서, 태정관지령, 기죽도약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등이 있다. 이 문서
들 중에는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일본의 입장이 궁금
해진다.
은주시청합기
이 자료는 일본의 지방관리가 1667년에 일본의 가장 서북쪽에 위치한 오키섬을 둘러본 뒤 자신이
보고 들은 오키섬의 역사, 지리 등을 상세히 기록한 책이다. 이 책에는 일본사료 중 최초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보다 213년 뒤져있다. 이 책에 나오는 울릉도와 독도
얘기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적고 있다. 이는 당시 일본인들도 독도가 일본과는 무관하
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돗토리 번 답변서와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
이문서는 안용복과 관련 있는 내용인데, 1693년 울릉도에서 불법어업을 하던 일본 어민들에게 안용
복이 조선의 바다에서 나가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본어부들에게 납치당한다. 이를 계기로 한일 간
에는 울릉도를 두고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두고 한국에서는 ‘울릉도 쟁계’ 일본에서는 ‘죽
도(울릉도)일건’이라 부른다. 이른바 ‘안용복사건’이 발생하자 1695년 일본 도쿠카와 막부는 돗토리번
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사정을 물었다. 이에 돗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
는다고 답변하였다. 당시 돗토리번은 조선에서 송도(독도)까지의 거리가 80~90리(里), 송도에서 죽도
(울릉도)까지의 거리가 40리인데 오키섬에서 송도까지의 거리는 80리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결국 도
쿠카와 막부는 1696년 1월에 일본인들을 동해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을 내려 일본어민들의 울
릉도와 독도 도해를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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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복의 공술,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9)

조선국교재시말내탐서
메이지시대가 시작되자 일본은 근대국가로 발 빠르게 이행할 준비를 서두른다. 왕당파가 막부에 압
승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은 주변국가와의 국경획정을 위한 노력도 빼놓지 않았다. 그래서 메이지
시대가 시작된 이듬해인 1869년 일본외무성은 관리 세 명을 강원도 일대에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
가 어느 나라 영토인지를 조사케 했다. 이후 외무성 관리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
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 이름이 「조선국교재시말내탐서」이고 이보고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된 사정을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30년대에 발견되었다.
태정관 지령10)

9)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1696), 는 안용복이 두 번째로 일본에 갔을 때 오키섬의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하면
서 작성했던 문서이다. 이 문서는 2005년 오키섬의 가와카미 서고에서 발견되었는데 안용복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한 내용을 오키섬의 관리가 받아서 적어 놓은 것이다. 문서내용은 ‘조선팔도지도’ 강원도 부분
을 보면 ‘강원도 안에 죽도(울릉도), 송도(독도)가 있다.’로 기록되어 있다.
10) 메이지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1877년에 내무성에 하달한 지령으로 일본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한 문
서이다. 1876년 10월 시마네현이 관내의 지적(地籍)을 조사하여 지도를 편찬하던 중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시마네현
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내무성에 의견을 물었다. 1877년 3월 내무성은 ‘이 문제는 17세기에 끝난 문제이어서 울릉도와 독도
는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내무성은 이문제가 일본의 영역과 관련 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
여 당시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최종결정을 넘겼다. 1877년 3월 29일 태정관은 이 질의서를 검토 한 후 17세기말 도쿠
카와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 등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
령을 내무성에 하달했다. 이처럼 한국에 유리하게 적용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문서가 1987년에 발견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이 더욱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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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죽도 약도11)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12)

4. 결론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주장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먼저 일본의 독도
무지선점이 허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독도가 고대로부터 한국의 고유영토였는데 일본이 20세기

11) 일본 내무성은 1877년 3월 최고행정기관인 ‘죽도(울릉도)외 1도’를 지적에 포함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 했고, 태정관은
두 섬이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공식문서로 답했다. 그런데 ‘죽도(울릉도)외 1도’의 1도가 독도라는 것은 관련 공식문서의
첨부지도인 「기죽도약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지도에서 독도는 당시 일본의 독도명칭인 송도(松島, 마쓰시마)로 표기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1905년 이전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인정했다. 기죽도 약도역시 태
정관 지령과 같은 해인 1987년에 발견되었다.
12) 이 문서는 앞서 ‘한국의 독도역사’에서도 언급된바 가 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677호는 ‘일본주변지역 일부를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해서 그 사실을 일본정부에 하달한 문서이다.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일본을 점령 통치한 연합국
총사령부는 이 각서를 통하여 독도를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영역에서 분리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각서의
규정은 연합국 총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통치하는 기간 동안 유효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직후 일본정부도 「일본
영역참고도」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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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러일전쟁을 전후로 독도가 무주지 임을 내세워 자국영토로 몰래 편입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
본의 독도무주지선점을 두둔하는 학자들은 ‘당시 제국주의가 팽배해있던 국제정세로 보았을 때 독도
무주지선점은 국제법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독도무주지선점 논리 이외
에도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인가? 는 한일 간에 독도논쟁의 쟁점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일양국 간에는 독도영토주권 주장에 대한 내용이 상이하다. 그러나 이 글의 각주 9, 10, 11번을 근
거로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져 성과가 나온다면 한일 간의 독도논쟁은 종결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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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일본 연구
朴宣映 (國民大)

1. 문제제기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실로 한 인격 속에 다채로운 학식과 경륜을 지닌 드문 존재로서,
그의 다면적인 프로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가히 독보적이라 할 것이다. 해방 전 그의 주요 경력만을
나열해 보더라도, 이는 다양한 제약 아래 있었던 식민지 조선인 지식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국제정치/역사 연구자, 학자, 사상가, 독립운동가.
굵직한 저서들과 수많은 논설을 집필한 언론인, 저술가, 강연자.
유교 전통에 밝은 한학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기독교계 교육자.
외교관, 정치가.
해방 후에는 정치지도자로서의 돌출한 위상이 더해짐에 따라, 그의 사상가, 연구자로서의 면모는
상대적으로 학문적 분석의 조명을 덜 받아온 듯 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승만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몇가지 특징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승만에 관한 연구는 그의 정치활동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
연구자/학자/사상가로서의 이승만에 대한 관심과 주목은 적은 편이며, 특히 일본 연구자로서의 이
승만에 대한 연구는 더 적은 편.
특히 그의 주요 저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저서라 할 수 있는 독립정신 , 저팬 인사이드아웃
은 최근에야 국내에서 조명을 받기 시작. 그러나 이 또한 학계의 관심은 아직 저조한 편.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이다. “왜 그의 학자로서의 경륜과 그 연구성과는
그 중요성에 걸맞는 주목을 받지 못했는가?”라고. 이는 정치가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사실 및 한국의 관련 학계가 보여온 정치적 성향과도 불가분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이승만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의 학자로서의 면모, 그 연구 성과가 갖는 역사적 의의
가 자세히 드러나야 한다. 그의 정치적 판단과 활동은 학자적 견식 아래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승만의 주저 중 두 번째 대중적인 저작이자 일본에 대한 가장 본격적인 연구서
라 할 수 있는 저팬 인사이드 아웃 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이승만의 일본 연구의 특징과 의의
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저팬 인사이드 아웃 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경위에 대한
고찰로서, 저팬 인사이드 아웃 집필 이전에 출간된 이승만의 저작들 ( 독립정신 과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

한국교회핍박 )과 저팬 인사이드 아웃 의 연관성의 분석, 둘째,

저팬 인사이드 아웃

의 집필 당시의 미국 내 일본 연구의 동향과의 대비 특히, 당대 또 하나의 세계적인 일본 연구서인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과의 서지학적 분석 및 내용의 비교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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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논문의 시각
정병준 등 국사학계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이승만에 관한 국내의 가장 포괄적인 연구라 할 수
있는 정병준의 연구에서조차도 이승만의 주저라 할 수 있는 저팬 인사이드 아웃 에 대한 언급은 거
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짧다는 놀라운 사실1)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그런
“누락” 혹은 “무시”로 인해 선행연구들을 통한 이승만 이해에 제약이 야기될 수 밖에 없었으리라 것
을 잘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승만의 저작들, 특히 주저(主著)는 그의 생애를 통해 늘 그의 정치적 활
동의 지침과도 같은 ‘이론’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한 소위 ‘진보’ 성향의 저술가들이 보이는 이승만
폄훼 경향이 위와 같은 학계의 성향을 심화시킨 부분도 존재한다. 예컨대 도올 김용옥은 이승만을 가
리켜 “거룩한 사기꾼”이라 부르며 그의 활동을 매도하였고, ‘미디어 지식인’이라는 그의 입지와 사회
적 영향력으로 인해 그의 이승만론은 논란이 되었었다. 최근 이영훈 등 경제사 연구자를 중심으로 하
는 새로운 한국사 연구의 흐름 속에서 이승만의 지적, 사상적, 정치적 활동을 총체적으로 보려는 움
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대한민국 건국의 의의와 그것을 추동한 이승만의 사상을 재조명하려는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지역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승만에 대한 관심은 주로 이승만 시대의 한일관계, 이승
만의 대일 정책에 다소 국한된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이승만의 일본 인식, 대일관, 국
제정치관은 꾸준한 탐구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으나, 그 또한 이승만을 일본에 대한 연구자로서 보다
는 정치가로서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를 펴낸 학자 이승만을 조명해 보고자 하며, 그를 위해 논문에서 추구하
고자 하는 물음은 다음과 같다. “그의 일본 관련 주저 저팬 인사이드 아웃 이 만들어 낸 일본에 관
한 지식의 요체, 근대적 과학성의 정도, 그리고 그것이 당대 지성계에서 갖는 위상과 영향관계는 무
엇인가?” 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저작은 이 저서 이전에 이승만
이 쓴 저서들과 ‘일본 연구의 고전’으로 꼽히는 미국인 루스 베네딕트의 저서 국화와 칼 이다. 본
연구는 이 작업을 통해 이승만의 일본 연구가 갖는 세계사적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저팬 인사이드 아웃 이 만들어지기까지
3.1. 독립정신 에서 보이는 맹아적 요소들
독립정신 속 일본 관련 주요 언급들과 그 특징적 원형들
목차
(총51개)

소제목

요지

28

일본이 흥왕한 역사

‘자존자대(自尊自大)’, ‘하라기리(腹切)’ “백성의 기개가 이러하므로
아무리 강한 나라 사람이라도 그들을 감히 무리하게 대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자유 권리를 보전하기에 가장 좋은 특별한 성질이다” “다행히

1) “이 시기에 이승만이 했던 가장 큰 활동은, 첫째로 간헐적인 선전 활동과 일본내막기(Japan inside out) 의 준비 및 출간
(1941)이었고,”(정병준,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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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명치(明治) 황제는 총명하고 과단하여 세계 돌아가는 형편을
먼저 깨닫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반역자들을 용서하여 중임을 맡기고,
수구당을 차례로 몰아내고, 개화당에게 힘을 실어주어 새 법을 실시하
였다.”“이처럼 전후로 사십 년 동안에 전국에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도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르기를, 일본은 다만 그 나라 이름 두 글
자 외에는 변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듯 속히 변혁한 것은
세계 역사에서도 드문 일이다. 우리나라의 신민 된 자들은 저들의 변
화한 모습을 보고 부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31

일본이 조선과 통하려
하다

32

일본과 처음으로 통상하다

34

갑오년 이전의 한･일･청
삼국의 관계

갑오전쟁(청일전쟁)의 근본
원인

“이때 만일 청국이 실수하였음을 깨닫고 군사를 돌이키고 호의로 조처
하여 이전에 여러 번 공표한 말을 준행(遵行)하였더라면 그 욕을 당하
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대한으로부터도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것
이다. 그런데 우준(愚蠢:어리석고 재빠르지 못함)한 완습(頑習:모질고
고집스러운 습관)으로 끝내 깨닫지 못하고 다만 일본을 업신여기는 생
각만 가득하여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조선이 저희 속국이라고 하다
가 아니라고 하는 등, 분명하게 단정하는 말도 없이 군사를 곧 거두지
않았다.” “한편 바다와 육지에서 전쟁이 벌어지자 원세개는 미리 형편
을 살펴보고 도망쳐서 물러갔고, 청나라 장군 섭사성(葉士城)과 해군
제독 섭지초(葉志超)는 도처에서 패하여, 아산, 공주, 평양에서 점점
물러가서 전국 거의 모든 곳에 일본 군사들이 주둔하게 되었다. 그러
나 조선 정부에서는 끝까지 고집하기를, 청국은 대국이고 일본은 소국
이며, 청국은 은인(恩人)이고 일본은 원수이다. 결국에는 청국이 다시
이기고 들어올 텐데 그때 대답할 말이 없을까봐 두려워서 정사(正使)
와 부사(副使)로서 각각 이승순(李承純)과 민영철(閔泳喆) 등을 파견
하여 관원 일백수십 인을 데리고 청국에 가서 배반하지 않겠다는 뜻
을 보이고 나중에 용서를 받을 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백성들은 집
을 비워 청국 병사들에게 내어주고, 재물을 내어 청국 병사들을 도와
주니, 관(官)과 민(民)의 어두움이 이렇듯 심하였으니 어찌 독립 국권
을 의론하겠는가.”

일･아 전쟁의 근본 원인

“아라사가 처음에는 일본을 꾀어서 이르기를, 만주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으면 대한을 일본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
다고 하다가, 얼마 후에는 또 말하기를, 대동강을 따라 남북으로 반분
(半分)하여 북은 아라사의 권리 안에 두고 남은 일본의 권리 안에 두
자고 제안하자, 각국은 점점 더 분개하여 싸우지 않고는 결단코 해결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일본이 전쟁 준비를 아
라사 못지 않게 하면서 은근히 싸우지 않으려는 뜻을 드러내 보임으
로써 각국이 다 아라사의 무도함을 더욱더욱 분하게 여겨 세상 여론
이 다 일본 편으로 오게 만든 후에 비로소 개전(開戰)하여 남의 뒷공
론이 없어지기를 기다린 것이다.”

42

갑오･을미 동안의 대한의
상황

“이해(1896) 12월에 대황제께서 아라사 공사관으로 파천하시니 이때부
터 일본이 모든 권리를 잃고 아라사가 거만하게 앉아서 대한의 내정
을 속으로 간섭하니, 우리의 독립 권리가 이때에 다시 손상되었으며,
경장(更張)의 기초가 또한 이때에 무너졌다. 이는 우리 국민의 불행이
고, 또한 일본이 그동안 노력해 온 것의 불행이다. 이때에 삼포(三浦;
미우라 고로)공사가 지은 죄는 실로 작지 않다.”

43

갑오･을미 후의 일본과
아라사의 상황

“옛날부터 아라사 사람들의 정치적 목표는 오로지 남의 땅 빼앗는 것
을 위주로 하였는데, 혹은 기회를 타서 계책을 부리거나, 혹은 은혜를

37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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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풀어 나라 권력을 잡은 자들을 손안에 넣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부려서 한 조각의 땅이라도 저희 세력 안에 넣으면 영원히 제
것을 만들어서 장차 온 세상을 통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은근히 커졌
는데, 이는 각국의 역사를 보면 소상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때의
대한의 형편을 비유하자면, 앞에는 이리가 달려들고 뒤에는 사자가 앉
아서 호령하니, 이리가 차마 먹이를 포기하고 물러가지 못하여 한 걸
음 달려들면, 사람은 곧 뒤로 물러서고, 사자는 더욱 앞으로 나와서
점점 사자의 일만 좋게 만들어 주니, 끝내는 사자의 밥이 될 수 밖에
없을 줄 짐작하면서도, 아직은 이리의 화(禍) 막는 것만을 다행으로
여기고 그 중간에서 따로 서기(獨立)를 도모하지 못하니, 일본의 모든
시도는 다 헛고생만 될 뿐이고 아라사의 기회만 점점 좋게 해줄 뿐
이었다.”

44

전쟁 전 일･아 양국의
형세

45

일･아 교섭의 결말

일･아전쟁 개전 후 대한의
정황

“이 조약(한일조약)의 문제점을 대강 말하자면, 일본이 우리의 영토와
국권과 황실을 보전하게 한다고 하고 정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실로 우리의 독립 권리에 미치는 손해가 적지 않다. 이 조약만 가지고
도 일본이 대한을, 겉으로는 어떻게 대접하든지 간에,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니, 헛이름만 높여 주면서 겉으로는 일본의 생색을 낼 대로 다 내
고 속으로는 모든 권리를 낱낱이 다 잡고 앉아 있는 것이니, 이 어찌
일본에게는 상책(上策)이 아니겠는가.” “그런즉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일본을 밉게만 여긴다면 우리에게 해가 되고 일본에게 이로운 기회만
주는 것이 되니, 사람마다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또한, 일본에
대해 전적으로 고마운 줄만 알고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줄은 모르고
번번이 붙들어 주기만 바라고, 마치 약한 계집이 남편에게 의지하듯이
하여 따로 설(獨立) 줄을 알지 못한다면, 이는 남에게 신세진 것을 감
사히 여겨서 그 집의 종이 되어 섬기려고 하는 것과 같다.”

47

일본인의 목표가 바뀌다

“한･청 양국은 지금까지도 이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그것에 대해 분노할 줄 아는 자도 적은데, 홀로 일본만이 처음부
터 이를 통분하게 여기고 기어이 서양인과 같이 되어야만 이 권리를
얻을 줄로 알고 밤낮으로 번혁에 힘써서, 이 난리를 겪은 후에는 각국
이 다 같이 이 방한(防閑)을 무시하고 피차 평등하게 다스리기를 허락
하였다. 몇 해 전부터 일본 순경은 범법하는 서양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일본 법대로 다스리는데, 갑오전쟁(청일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의 지위가 어떻게 높아졌는지 이로써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영･일 동맹을 맺은 후로는 세계 강국들과 실제로 세력이
비등하게 된 효험이 드러났으므로, 그 즐거워 자랑하는 마음은 곧 일
본이 세상에서 제일인 듯 하였는데, 이번 전쟁에 이르러 타국의 도움
을 받지 아니하고 홀로 강국을 대적하여 그 군함을 깨뜨리고 적의 예
기(銳氣)를 꺾음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제일 강포하다던 나라가 다만
물거품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만들어 놓았으니, 세상에서도 자연히 일
본을 두렵게 여기고 전과 같이 대접해서는 안 될 줄로 여길 것이다.”

48

대한이 청･일･아
삼국한테서 해(害)를 받음

46

50

일본 정부의 의도

“겸하여 일본의 민심이 윗사람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여, 그 정부에서
는 설령 대한이 진정으로 흥왕 발달해 가는 기상을 보고자 한다고 하
더라도, 아래의 백성들은 흔히 그 뜻과 반대되는 의도를 가지고 대한
사람들의 부강 발달할 기회를 막아 방해할 염려가 없지 아니하다.”

51

일본 백성의 의도

“일본 정부의 일관된 의도가 대한을 이롭게 하려는 것인지 해롭게 하
려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기도 어렵지만, 사실 그다지 알려고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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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다. 그 이유는, 일본이 설령 우리를 아무리 해치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잘만 하면 세상에는 공론(公論)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그 해
(害)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설령 일본 정부나 혹 온 세상이 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
을 것이다. 이러므로 일본 정부의 의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고 한 것이지만, 그러나 일본 백성들이 의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이유는, 일본 백성은 각국의 사정에 대한 지
식과 학문이 우리보다 매우 진보되었으며, 외교상 기반을 잘 닦아 놓
아서 세상의 공론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돌리기가 쉽기 때문이다. 모
든 이권을 위한 세력을 늘리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더라도, 우리가 지
금 와서 웬만큼 기초를 세워 가지고는 그들과 경쟁해 볼 수가 없으며,
더욱이 그들의 수단이 간교하여 웬만한 지혜로는 그들의 농락에 빠지
지 않기가 어렵고, 한번 빠진 후에는 벗어나기가 어렵다. 저러한 일본
사람들이 장차 우리 어두운 백성들과 서로 친근히 지내면서 간섭하게
되면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3.2.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에서 보이는 맹아적 요소들
자유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한 미국의 세계사적 역할을 국제정치의 역사와 이론에 접목시키고, 당
대 한반도의 상황을 ‘전시중립론’의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론적) 접근, 미국 여론 지도층에의 논리적 어필(appeal)의 중요성 암
시.
동아시아의 영구 평화를 위해 한반도의 중립이 갖는 의미를 강조, 일본의 한반도 침탈이 향후 가
져올 재앙적 위험성의 어필로 이어지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

3.3. 한국교회핍박 에서 보이는 맹아적 요소들
기독교적 진보 사관에 입각한 서구 중심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일본이 갖는 이질성과 이상성
(abnormality)을 위치 지우고 있다는 점, 기독교적 관점에서 일본을 상대화하고 왜소화하는 관점
의 획득 > 서구 특히 미국의 기독교인, 주류 엘리트층에의 어필로 이어짐.
일본의 한국 지배의 강제성과 부당함, 한국과 일본의 엄연한 민족적 차이를 설명하고, 한국인의
자유, 특히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한국 독립의 불가피함을 강조하는 전략.
일본에 의한 한국 교회의 핍박을 상징적인 사례로 삼아, 일본의 한반도 침탈을 허(許)한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을 책무가 미국에 있음을 암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역사와 저널리즘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한
후, 적재적소에 소개하는 논리 전개 방식을 적용.

4. 저팬 인사이드 아웃 vs. 국화와 칼
4.1. 1930년대~40년대의 일본 연구
루스 베네딕트에 따르면, 몇몇 인류학적인 보고서 이외엔 주목할 만한 일본 연구서가 없던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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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루스 베네딕트의 출자가 갖는 한계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한국인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경험하면서 일본에 대한 지식을 쌓아왔고, 반식민 상태의 아시아 국
가들 또한 마찬가지.
당대 아시아에 파견된 기독교 선교단에 의한 일본 관찰기의 존재도 주목할 자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식민지 조선 출신이면서 미국 기독교계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던 이승만
박사의 일본 연구는 일본에 관한 경험이 전무 했던 베네딕트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와 경험적 지
식에 바탕한 것.
오랜 하와이 주재 경험 또한 이승만의 일본 연구에 중요한 자원이었을 가능성.

4.2. 서지학적 특징 비교
저팬 인사이드 아웃
연구주체

개인 연구

학통

프린스턴의 국제정치학 연구

연구방법

영미권 저널리즘 중심의 문헌 조사

독자
집필시기
출간

미국 및 연합국의 여론지도층
1939 겨울~1941 봄
1941.8.

국화와 칼
국가적 프로젝트
(미군정성의 조사 의뢰)
‘문화와 인성’ 학파의 학통 계승
현지인/포로 인터뷰, 미 정부 문서, 기타
일본연구서 등 문헌 조사
미 정부 관계자 및 미국 시민
1944~1945
1946

4.3. 내용의 비교

관점
연구대상에
대한 규정
분석의 초점
연구방법
분석의 대상
및 논제
강조점

핵심 주장

준거의 틀

저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의 식민지 조선/조선인 중심
> 피해자의 관점
호전성, 침략성, 이중성(위선/가면),
잔혹성, 반인륜성 > 선험적으로
이해불가능한 속성으로
일본(국가의 행동방식)
근현대 동아시아사에 대한
국제정치학적/역사학적 접근
일본의 아시아 침략사, 천황제,
군국주의 >삼자의 결합 양태(광신적
‘미카도이즘’) 및 그 불가분성을 논함
자유(미) vs. 전체주의(일)
미일전쟁의 예언, 일본의 한반도 침탈이
일본 군국주의 확장의 단초,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 한국인의
독립 열망 전달 및 한국 독립에 관한
국제 여론 환기.
기독교적 세계관, ‘정의’에 대한 신념,
미국 선교단의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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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와 칼
일본과 교전중인 미국/미국인 중심 > 대등
내지 제3자적 관점
각종의 “모순”적 특징 >분석을 통해 이해
가능한 연구의 대상으로
일본인(문화와 에토스)
일본인의 일상 행동방식과 가치관에 대한
내재적 이해/인류학적 접근
일본인의 세계관(문화로서의 천황관,국가관)과
그 (한시적) 투영으로서의 미일전쟁 > 피지배
아시아의 관점은 결락, 근대 천황제와
군국주의의 분리 가능성을 암시
평등(미) vs. 계층적 위계질서(일)
일본은 미국과도 다른 아시아 국가와도 다른
독자의 문화(“일본적”)를 갖고 있으며, 일본인의
에토스는 기독교 문명권의 서구인, 미국인들의
그것과는 다르다.
문화 상대주의, ‘휴머니즘’

4.4. 양자간 영향 관계에 대한 고찰
저팬 인사이드 아웃 의 성공과 출간 시기의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베네딕트의 연구에서는 이승
만의 저서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음. 그러나 저팬 인사이드 아웃 이 당시 미국 지도층의 필
독서와 다름이 없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베네딕트가 자신의 일본론 구상에 이 책을 참고하지 않
았다고 상상하기는 어려움.
제팬 인사이드 아웃 가 강조한 ‘미카도이즘’ 즉 천황제 군국주의에 대한 고찰이, 베네딕트의 연
구에서도 주요 고찰 대상이 되었고,

국화와 칼 의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승만의 문제의식이 베네딕트의 연구에 중요한 자극을 주었으리라 추측됨. 그러
나 베네딕트는 천황제 문제를 이승만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인의 입장에 서서 다르게 해석했고, 그
내용이 전후 미국의 일본 점령 정책에 상당한 정치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베네딕트의 해석이
갖는 문제성을 파악하는 데에 이승만의 연구는 대안적 의미를 가지며, 규형잡힌 일본 연구를 위
한 일종의 교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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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권위, 그리고 천황
金崇培 (충남대)

Ⅰ. 들어가며
세계 각지에서 많은 국가들이 서력(西曆)을 사용하지만, 일본은 연호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일본 국
민에게 서력은 일상의 시공간적 표준이 되어 있으나, 국가와 관련되는 공문서 등에서는 연호가 사용
된다. 비록 연호는 일본을 위한 ‘일본적 시대구분’이지만, 연호의 존재는 일본의 사회, 문화, 정치 영
역에서 천황의 존재를 재확인시킨다.
이 글은 일본의 새로운 연호인 레이와(令和) 시대와 관련하여 천황의 ‘권력 없는 권위’가 어떻게
일본 국민과 사회에 침투되었고, 일본의 ‘통합적 상징성’으로 정착된 것인지 조명하는 것이다. 정치학
은 분석 대상의 권력구조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권력구조와 더불어 권위의 차원을 통해 정치적인 것
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은 천황과 한국의 관계성을 논한다.

Ⅱ. 권력과 권위의 상관성
권력과 권위의 문제는 전자가 압도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기본적으로 권력을 논할 때, 두 가지의
관점이 대표적이다. 우선 ‘실체적 권력론’은 권력의 본질을 권력자가 물리적 강제력을 비롯하여 사회
적인 힘(부, 지적 능력, 정보, 인재 등)을 독점하는 것이다. 부, 존경, 폭력, 기능과 같이 양적으로 제
한된 사회적 가치를 가진 엘리트가 비엘리트에게 가치부여와 가치박탈을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 이와
달리, ‘관계적 권력론’에서 권력은 권력자와 비권력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본다. 다수의 비권력자가
어떤 자를 권력자로 인정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그 의사에 구속된 행동을 취하면, 그 혹자는 충분히 권
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권력자가 가치나 힘의 박탈, 독점과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
아도 비권력자의 자발적 복종의 증폭에 따라 권력이 강화된다.
이 입장에서 권력의 고찰 대상은 권력자 자체보다도 권력자에 대해 다른 구성원들이 복종하는 정
치사회의 전체적인 구조에 주목한다. 즉 권력자의 실력인 경제력이나 군사력보다도 자발적 복종을 가
져올 수 있는 권위성이 문제의 중심이 된다. 따라서 권력에 관한 논의에는 권위가 수반된다. 이는 권
력에 권위가 내재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것을 통해 비권력자에게 스스로 동의나 복종을 촉진시키는
능력, 혹은 그러한 관계로 보는 것이다. 이는 결국 권력을 통해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며, 권
력이 있어야 권위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권력에는 권위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비권력자들이 스스로 어떤 대상에 대해 권위를 느끼게 되는 것은, 권위를 권력자로부터 보
는 것이 아니라, 비권력자 중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 비권력자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권
위를 인정하는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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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천황의 권력과 권위
1. 권력과 권위의 강화
근대 일본의 역사적 전환점으로서 1853년 페리(Matthew C. Perry)의 내항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정
치형태를 이중통치라고 한 그는 “형식적인 원수”(천황)와 “사실상의 황제”(쇼군)가 있다고 인지했다.
여전히 천황은 “신들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숭배”되어 있으나, “정치적 권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권력자인 쇼군을 황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페리는 천황의 교토가 아니라 쇼군의 에도
를 택하여 접근했다.
1868년 메이지(明治)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15세였던 천황 무쓰히토(睦仁, 1852 1912)는 역사적
권위의 복권과 현실적 권력자로서의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메이지유신은 정치, 경제, 사회에 이르는
제도의 변혁을 야기했지만, 무엇보다 무가정권(武家政權)을 거부하여 ‘왕정복고’를 슬로건으로 한 천
황친정을 지향한 것이었다. 서양적 문명개화를 일본의 미래에 삽입하면서도 과거의 전통을 추구하는
왕정복고는 일본적 특징을 드러낸다. 왕정복고는 도쿠가와 시대의 신분제를 해체하여 천황과 신민(臣
民)이라는 관계를 만들었다. 이는 고대 율령제(律令制) 시대처럼 천황은 신성한 존재이며 동시에 세
속적인 권력이기도 했다. 또한 ‘제정일치(祭政一致)’의 슬로건을 통해 정치의 중심은 제사(祭祀)를 관
리하는 천황이 있고, 그 제사를 통해 신민들에게 천황숭경(天皇崇敬)이 침투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통합되는 것을 지향했고, 제정일치는 이념으로서 메이지정부로 계승되었다. 천황으로의 회귀는 완전히
만들어진 전통이 아니었으나, 다시 천황의 역사적 정통을 부각시켰고, 권위와 권력의 일체화를 공고
화했다.
권력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일본의 전후헌법학에 따르면, 대일본제국헌법은 당초부터 절대주의 군
주제 수립이 아니라, 서구 열강들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을 해소하기 위해 근대화를 보여주는 입헌주의
적 외관이 필요했고, 신권적 측면과 민권적 측면이라는 이면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었다. 메이지유신
직후, 천황제는 신권주의가 우위적이었으며, 1920년대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기에는 민권이 고
양되었으나, 결국 전쟁기에는 절대적 신권주의가 발동되었다.
일본의 모든 정치적 결정이 천황에게 있었다는 이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천황이 권력의 측
면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정책결정, 의제설정, 그리고 사상통제에 관해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본제국헌법에 있듯이 천황
은 대외관계에 있어 최종결정자였고, 특히 1930년대 이후 천황을 중심으로 국체 논리가 정부와 군부
에 의해 이론화되었다. 무엇보다 정치적 권력의 논쟁과 별도로 정치적 권위가 더 구현화된 것은 분명
했다.

2. 헌법의 탄생과 제도적 권위
실효성을 지닌 법체계는 모두 필연적으로 권위가 있다. 법은 권위를 주장하고 있으며, 권위적 지령
을 내린다. 국가의 성립이나 정체, 그리고 통치의 근본에 관한 원리원칙이다.
일본에서 ‘전후’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일본의 장기 전후 (Japan’s long postwar)”라는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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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이후의 일본의 특징을 압축한다. 세계 각지에서는 1945년 이후에도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났
지만, 일본은 일본국헌법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그런데, 1946년 11월 3일 일본국헌법의 공포일은 일
본 정치인들이 1852년 11월 3일인 메이지 천황 무쓰히토의 생일[明治節]을 의식하여 결정한 날이었다.
1946년에 공포된 일본국헌법 역시 전문 이전에 상유(上諭)부터 시작한다. 히로히토(裕仁, 1901
1989)는 “짐은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하여 신일본 건설의 주춧돌이 놓이기에 이르렀음을 심히 기뻐
하며, 추밀 고문의 자순(諮詢) 및 제국 헌법 제73조에 의한 제국 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 헌법의 개
정을 재가하며, 여기에 이를 공포케 한다”고 천명했다. 일본국헌법 제1조에 나온 저명한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지닌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이러한 천황의 역할은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
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그리고 권력에 거의 일치하는 “권능”(power)
이란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을 지니지
아니한다”고 있다. 제1조의 상징성의 의미는 후술하겠지만, 제3조와 제4조를 통해 천황은 정치적 힘,
즉 결정권이라는 권력을 가지지 않도록 규정되었다. 일본국헌법은 국민을 통치의 최고결정권자로 하
고, 천황을 통치에 관한 권한을 가지지 않도록 명시했다. 천황의 권한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통제가
미치게 된다.

3. 상징과 권위의 정착
1960 70년대 일본의 경제성장기에서 자민당 보수정권의 천황외유(天皇外遊) 구상은 요시다 시게루
(吉田茂) 시대부터 일관적으로 지향된 영국식 “의회주의적 군주”에 이르는 과정이었다. 물론 외유는
히로히토의 희망이기도 했다. 자민당은 천황을 대외적 ‘원수’라는 위치에 정착시키는 것이었으며, 의
례적 군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1960년 혁신세력이었던 사회당은 호헌(護憲)을 보다 명확하
게 하기 위해서 제4조에 있는 “국정에 관한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는 조문을 추인하게 되었다. 절대
적인 천황의 전제정치에 반대하여 1922년에 창당한 일본공산당은 전후 천황제가 헌법에 명기된 제도
이며, 국민주권 속에서 천황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리 있는 방법”이라고 논하면서 이에 관한 내
용을 2003년 당강령에 명기했다. 일본공산당은 천황제 폐지를 부정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천명하지
도 않는다.
그러나 한편에서 외국에 대한 황실외교는 일본 국내에서 전쟁책임론을 대두시켰고, 천황에 대한 부
정적인 측면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보수와 혁신 사이에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있었고,
천황을 둘러싼 생각에 차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보수와 혁신 모두 천황이 일본과 국민 통합의 상징
성을 수용한다는 것은 동일했다. 천황에 관한 대외 이미지는 상승하지만, 이는 상징 천황으로서 정치
적인 문제에 이용된다는 것에 직결되기도 한다.
세계적 구조에서 히로히토는 주목을 받은 인물이었으나, 21세기 천황제라는 제도에서 천황 아키히
토(明仁, 1933 )의 역할은 천황 자체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연계되었다. 일각에 따르면 아키히토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남겼다. (1) 전후 헌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가치를 포함한 전후 체제를 명확하
게 지지해왔다. (2) 사회적 약자에 배려하고 사회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와의 거리감을 좁혔다. (3) 제
국시대에 의한 전쟁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전후를 위해 전쟁의 상처 치유에 노력했다. (4) 배타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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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주의(nationalism)와 상이한 국제협조주의를 견지하면서 일본의 자존심을 제시했다.
2016년 8월 8일 아키히토는 스스로 상징으로서의 임무를 정의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도한다는 것”을 중시해왔으며, 동시에 “때로는 사람들의 곁에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
며 생각에 다가붙는 것”이라고 했다. 2019년 5월 나루히토(徳仁, 1960 )가 즉위했는데, 9월의 여론조
사에서는 “천황에 대한 감정”으로서 “존경스럽다”가 41%,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36%였고, 긍정적
인 의견은 77%에 이르렀다. “특별히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22%였지만,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0%에 그쳤다.

Ⅳ. 한국에 주는 함의
한일합병 혹은 한일병합이라고 하면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이라는 두 제국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
미하지만, 제국에 존재하는 황제는 한명이었다. 일본에 의해 명명된 ‘한국의 병합에 관한 조약’(韓国
併合ニ関スル条約, 이하 한국병합조약)이라는 정식명칭에는 강제성이 보이지는 않지만, 한국의 병합이
명기되었다. 무엇보다 1904년의 한일의정서부터 1910년의 한국병합조약으로의 귀결은 강압성을 내제
한 것이었다. 한국병합조약 서론에는 “동양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이
나을 것으로 확신”함이 천명되었고, 이어서 제1조는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
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럼에도 한국병합조약을 둘러싼
연구물에서 무쓰히토의 인식이나 주체성을 조명한 것은 거의 없다. 이는 무쓰히토가 대일본제국을 대
표한 권위자였지만, 한국병합을 실행한 권력자는 이토 히로부미 등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에서 언급되는 역사인식의 기성원인(期成原因)은 적어도 1910년의 한국병합조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럼에도 무쓰히토보다 히로히토의 시대에 권력과 권위가 더욱 공고화되었고,
그 결과로서 1930년대 아시아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이기도 했던 이 전쟁으
로 히로히토는 세계사에서 각인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전쟁책임이라는 개념영역에서 히로히토는
중심이 되지만, 과연 식민책임은 무쓰히토나 히로히토 같은 인물로서의 천황을 보아야 할지, 혹은 천
황제라는 제도를 보아야 할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히로히토와 달리 아키히토에 대한 평가는 한국에서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그럼에도 일
본의 전쟁책임과 식민정책과 연관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아키히토에 대한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죄요구 발언, 2019년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과 요구는 일본의 반발을 일으켰다.
천황에 관한 문제는 일본의 광범위한 과거행위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천황 관련 발언의 전파성은 한･
일관계의 현안들 중에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Ⅴ. 나가며
근대 천황제의 권력과 권위의 일체화는 메이지시대에 만들어졌고, 다이쇼와 쇼와(昭和) 시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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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고화되었다. 특히 세계사에서 히로히토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결국 그의
최종승인을 통해 발발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전후를 표준으로 삼는 일본에 있어서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전후체제는 지속하고 있는데, 천황의 역할은 권력이 없는 상징이 되었다. 천황을 둘러싼 쟁점으
로 상징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있지만, 히로히토에서 아키히토 시대로의 이행은 새로운 천황의 정착을
의미했다. 동시에 천황제의 중심에 있던 아키히토의 존재는 국민 지지도와 직결되었고, 상징천황제의
안정성을 가져왔다. 이는 비록 정치적 권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통이나 헌법, 그리고 사회에서 천황
의 권위가 상실했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권위에 권력적 문제가 수반될 수도 있다.
아시아 태평양전쟁과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은 쉽게 연상된다. 그런데, 히로히토에 비해 무쓰히토가
상대적으로 잊혀진 천황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무쓰히토 시대와 대한제국은 현재 한･일관계의 기성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전쟁과 평화는 보편적 명제가 되지만, 한･일관계에서는 전
쟁과 평화, 그리고 식민 문제의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서구와 다른 관점으로서 전쟁책임과 식민책임
의 양립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현재 천황에 대한 한국적 비판이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해도 히로히토가 아닌 아키
히토 혹은 나루히토라는 인물에 직결된다면 역설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선거를 통해 교체되는 현
실 정치권과 달리 고정적으로 지속하는 천황제, 그리고 현재 여기에 존재하는 아키히토와 나루히토는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인 헌법은 물론 국민의
정체성으로 지탱된다. 이와 같이 천황은 일본인들에게 권력 없는 권위로서 정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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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전쟁과 기억의 계승
― 오키나와 북부 모토부정 겐켄(本部町健堅)의 유골 작업과 다크투어리즘 ―

허점숙 (메이오대)

1. 들어가며
2017년 어느 날, [학생] “교수님 우리 사무실 사람들 여기서 일하고부터 하나같이 어깨가 무겁고
아프대요.” 모토부정 겐켄(本部町健堅)의 렌트카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제미나르의 한 남
학생이 불가사의하다는 표정으로 말한다. [교수] “왜?’”[학생] “누군가 유타ゆた1)에게 물어 보니 한
많은 귀신 때문이래요.” [교수] “오, 그래? 점점 궁금해지네. 언제 날 잡아서 인터뷰조사를 해 보자”라
고 하고는 방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얼마 후 시민운동단체의 한 여성2)이 모토부정 겐켄의 비목 사진3)한 장을 보여 주며 비
목에 쓰여진 이름으로 보아 일본인에게는 없는 이름이 3명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원이 일본인 시명
(氏名)으로 쓰여 있지만 일본에서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개인명이 있다는 것이다. 오키나와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모토부에도 한반도에서 온 군인과 군부, 그리고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은 많
은 사람들의 증언과 기록에서 어렵지않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인이 아니다면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우연히 발견된 사진 한 장에서 ‘겐켄에 묻힌 유골을 고향으로 보내드리기 위한 모임
「健堅の遺骨を故郷に帰す会」’이 결성되고 연구회와 세미나를 거쳐 시굴 작업을 거쳐 유골 발굴 작업
과 함께 투어, 그리고 그 후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유골 발굴작업을 둘러싼 제상에 대
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유골 발굴 작업과 동기간에 실시한 투어에 대해서 참가자, 장소, 코스,
가이드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전쟁의 기억 계승이 차세대에의 새로운 형태, 즉 다크투어리
즘으로써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관광인류학적으로 고찰한다. 지금까지 오키나와 전쟁 관련 연구는
무수히 많지만 관광이나 민속학, 인류학적 접근은 개무하다고 할 수 있다.

2. 조사방법 및 기간, 선행연구
필자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관계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인 NPO법인 오키나와 한의 비「NPO 法
1) 오키나와와 아마미(奄美)군도에 있는 샤만의 일종으로 지금도 오키나와 민간에서는 이사했을 때, 마부이 마부이의식 등 유
타에 의존하는 사람이 적지않다. 특히 부녀자 사이에서 영적 문제 등 상담을 하기 위해 유타를 사다「ユタを買う」라는 표현
을 사용하며 주위에서 가끔 들을 수 있다.
2) F씨, 70대 여성, 일본 본토 출신으로 헤노코 신기지 건설 반대운동 및 오키나와 전쟁 당시 동원된 조선인(한국인)에 대해 활
발한 조사를 하고 있다.
3) 사진은 미국의 잡지 라이프지 1945년5월호에 실린 것이다. 상세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기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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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沖縄恨(ハン)の碑の会4)」의 회원 F씨5)가 모토부정에서 오키나와전쟁 당시 조선인희생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 중 우연히 주민으로부터 모토부정 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사진 한 장을 제공받게 된
다.

그리고 당시 사진의 비목이 세워진 겐켄 근처에 살았다는 N씨6)의 증언을 2018년 녹취하면서부

터 필자의 겐켄조사는 시작된다. 그리고 2019년2월 유골이 묻힌 겐켄에서의 추도식, 6월 겐켄에 묻힌
유골을 고향으로 돌려 보내드리기 위한 모임을 위한 준비 모임,

7월 정식으로 ‘오키나와 겐켄에 묻

힌 유골을 고향으로 보내드리기 위한 모임「沖縄県本部町健堅の遺骨を故郷に帰す会」’발족과 도노히
라(殿平善彦：東アジアネットワーク代表)、우에다 (上田慶司：戦没者遺族を家族の元へ・連絡会)、구시켄(具
志堅隆松：沖縄戦遺骨収集ボランティア「ガマフヤ 」) 씨의 기념 강연회, 9월 다케우치(竹内康人：強制動
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会員) 강사를 초빙해서 학습회, 10월에는 한일 시민운동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하는 국제심포지움 그리고 11월에는 이틀간에 걸친 시굴 작업을 거친 후 2020년2월8일에서12일까지,
5일간에 걸친 한일 유골 공동 발굴작업, 투어까지 분주하게 움직인다. 겐켄의 사진 한 장이 재조명
되면서 오키나와 북부의 한적한 시골마을에 동아시아의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고 한일의 미디아가 출
현해서 연일 오키나와 지방신문의 지상을 장식하더니 유골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막이 한꺼번
에 내려진다. 본고는 오키나와전쟁과 한반도의 문제를 장기간에 걸친 민족지적조사의 일부이며, 2018
년10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인터뷰조사, 참여관찰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오키나와전쟁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시정촌의 증언록 역사 문학 군사학 등에서 많은 보고서와 연
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주로 오키나와 연구자에 의한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오키나와전쟁과
한반도관련 연구가 사회학 민속학 인류학적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3. 오키나와전쟁과 모토부 겐켄의 비목 사진
오키나와전쟁은1945년 3월26일 게라마제도에서부터 지상전이 시작되어 4월1일에는 오키나와 본 섬
요미탄 도구치(読谷・渡具知海岸)해안으로 미군이 상륙한다. 그 후 미군은 일본군 사령부가 있는 남부
의 수리성(首里城) 방향과 북부 두 방향으로 나누어 진격한다. 모토부반도에서는 4월10일부터 약 1주
일 간 야에다케(八重岳)、마부야마(真部山)를 중심으로 격전이 계속되다가 17일 미군이 야에다케를 점
령하고 20일에 조직적인 전투는 종료한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산중에 남은 일본군 패잔병에
의해서 주민은 스파이 용의로 학살되기도 하고, 말라리아 그리고 극도의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게 된다.

4) 한반도에서 강제 동원된 경북 영양 출신의 강인창(2012년 사망)씨 등이 오키나와전쟁 후 고향 영양으로 돌아간 후 1987년
오키나와대학교 아라사키교수의 초청으로 오키나와를 방문해서 전쟁 당시 군부로서 겪은 일을 증언하게된다. 그 후 강인창
씨 등 생존자가 전쟁에 희생된 동료들의 유골을 찾았으나 허사였다. 그 후 희생된 동료들을 위해 오키나와에 위령비라도 세
우고 싶다는 간절한 요망이 있었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요미탄촌에 2006년도에 한의비를 건립하게 된다. 그 후
이 모임은 현재까지 매년 6월에 추도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비의 주변을 벌초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2020년6월 20일 추도
식은 요미탄촌 촌장, 긴죠미노루조각가 ,두 명 승려의 독경, 헤노코 고스벨 코러스단의 찬양속에서 오키나와현민을 비롯해서
메이오대학교 학생 등50여명의 참가자 가운데 행해졌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영향에도 아랑곳하지않고 한의비 모임
대표를 비롯한 스탭은 헌신적으로 희생 된 한국인 군부들まぶい를 서포트하고있다. 최근에는 많은 한국인 관광객의 방문하
는 관광지화 되어있다.
5) 주2와 동일 인물 임.
6) N씨(89세, 남)는 당시14세, 겐켄의 사진 그 장소에서 화장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장작을 모으고 장작이 다 탈
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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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부 겐켄의 비목사진(이하 사진3)은 미국 잡지 LIFE 1945년5월28일호에 실린 사진으로 모토
부정 교육위원회가 발행한 책자( 本部町の町の移り代わりと人々のくらし ､2006年)에 소개되어 있다.

사진1. 오키나와 본 섬

사진2. 모토부 반도

사진3. 겐켄 비목 사진

겐켄 비목 사진은 오키나와 지상전이 시작되기 전 1945년1월22일 모토부정 도구치항(渡久地港)에
정박하고 있던 일본 해군 소속의 히코야마마루(彦山丸)가 미군기에 의해서 폭격을 당했을 때 희생자
의 일부로 밝혀지고 있다. 사진에는 비목14기가 세워져 있고 군속과 이름이 붓으로 선명하게 쓰여 있
다. 비목의 오른쪽에는 미군 병사가 서쪽의 세소코섬을 바라보고 있다. 이 사진 한 장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진 속의 이름은 모두 일본인 성(名字､氏)으로 쓰여져 있으나 시민 운동가F씨는 이
름에서 한반도 출신 2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끈질긴 추적 끝에 한국에서 유족을 찾아
낸다. 이러한 계기로 출발해서 「오키나와 겐켄에 묻힌 유골을 고향으로 보내드리기 위한 모임 「沖縄
県本部町健堅の遺骨を故郷に帰す会」이 결성되고 2020년2월 4박5일 간, 한국 대만 홋카이도 일본 본
토 재일한국인 오키나와의 젊은 세대가 참가 한 합계 100여 명의 공동 유골 발굴 작업이 시작된다.

4. 유골 발굴 작업과 다크투어리즘
오키나와의 시민 운동가와 오키나와전쟁 유골 수집 볼란티어, 승려, 고고 인류학자, 한국인 뉴커머
모토부정 지역 주민 등이 중심이 되어 겐켄 조사에서부터 2019년11월 시굴 작업 까지 하게 된다. 그
후 2020년2월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의 유골 발굴 조사단(10여 명) 포함 30여 명과 대만 청년과 유학
생10여명, 홋카이도 동아시아 네트워크 팀을 비롯 아이누 단체에서 10여 명, 일본 본토에서 재일 한
국인, 일본인, 오키나와에서 50 여 명으로 합계 100여 명이 한국의 유골 발굴 팀의 조사원의 지휘하
에서 4박 5일 간에 걸쳐 유골 발굴 작업을 하지만 유골은 발견되지 않은 채 작업을 마치게 된다.
유골 발굴 기간 중 2월9일 부터11일까지 3일 간, 오후에는 오키나와 북부지역 필드워크가 예정되
어 있다. 필드워크에는 한국의 참가자 중 발굴 조사단 외의 참가자와 대만 유학생 그리고 오키나와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1일 째 오후에 행해진 필드워크는 23명이 참가했으며 모토부정의 전적지 즉,
이에지마의 미국 잠수함을 감시한 ‘모토부 감시초소터(本部監視哨跡)’ 전후에 주민이 농지로 사용하
려는데 유령이 나와서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참호를 막았다고 전해 오는 ‘기요수에부대 참호 터(清末
隊壕跡)’ 병사들이 죽어가면서 부르는 「うみゆかば」 노래소리가 지금도 들려 온다는 살아있는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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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다케 야전병원 터(八重岳野戦病院跡)’그리고 마지막 장소는 한반도에서 강제 동원 된 군부가 팠
다는 가파른 마부야마 산 중턱에 있는 동굴을 모토부 출신의 T(80대 후반, 남성) 씨가 당시의 사진
자료를 대비해 가면서 가이드를 하고 있다. 2일 째는 19명이 참가한 가운 데 헤노코 신기지 건설 현
장을 본토 출신 이주자(60대 초반, 남성 )가 발굴 현장을 출발해서 헤노코텐트 게이트(辺野古テント・
ゲート)주변을 가이드하면서 열변을 토한다. 참가자 대부분은 게이트 앞에서 농성하는 운동가들 틈에
끼여 함께 농성에 가담한다. 결국에는 경찰에 끌려 나오거나 자발적으로 나온다. 3일 째는 오전8시에
출발해서 오후4시까지 이에지마 전적지, 자료관을 둘러 보고 오키나와전과 이에지마, 오키나와의 간
디라고 불리어지는 평화 운동가 아하곤에 대해서 관장으로부터 강화를 1시간 듣는다. 이에지마 전적
지 가이드는 본토 출신 이주자 O씨(40대 초반, 남성)가 담당한다.

5. 나오면서
모토부정 겐켄에 매장 된 유골을 발굴해서 반드시 고향으로 보내드리고 싶다는 취지에서 시작 된
겐켄 유골 공동 발굴 작업에 참가한 결과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참가자들은 기간 중 입을 모아
‘즐거웠다 (楽しかった)’라고 표현하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세계관광기구(UNWTO)에 의하면 ‘투어리즘’이란 ‘레저, 비지니스, 그 외의 목적으로 연속해서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일상의 생활 환경에서 떨어진 장소를 여행하거나, 그 곳에서 체제하는 활동’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7). 오키나와전쟁의 격전지였던 역사적 장소에 유골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현장에서
직접 유골 발굴작업에 참여할 때는 발굴조사단원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장소
에 가서 현지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전쟁 당시를 상상하며 그들은 다크투어리즘이라는 새로운 관광의
한 형태를 체험함으로써 ‘즐거웠다 (楽しかった)’라는 말로 표현하며 대중 관광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만
족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또는 관광 문화를 ‘관광자의 문화적 문맥과 지역의 문화적 문맥이 만나서
중략 일시적인 관광의 즐거움을 위해 아주 조금이지만 중략

8)’라는

하시모토의 정의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관광자로서의 일시적인 관광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할까?
오키나와현에는 2015년 현재 전쟁 유적이 1,076개소에 있다9). 전후75년을 맞이하면서 오키나와 전
쟁 체험자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전쟁 유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오키나와 북

부 모토부정 겐켄의 유골 매장 장소가 또 하나의 전쟁유적으로 남을 것인가. 그래서 ‘한의 비’가 어
느 새 한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지화가 되어 있듯이 겐켄의 유골 매장 장소 등 오키나와에 산재해 있
는 많은 전쟁 유적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풍화되어 가고 있는 오키나와 전쟁의 기억을
계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 전쟁이 끝나고 75년이 지나면서20만 이상의 희생자가 있음에
도 풍화되어 가고 있다. 오키나와 전쟁의 유골 작업과 함께 하는 관광은 한일의 내셔널한 역사인식을
넘어서 전쟁의 기억 계승에 대한 차세대에의 새로운 관광의 한 형태인

다크투어리즘으로써의 가능

성에 관한 연구는 의의가 있다 할 수 있겠다.
7) UNWTO(1993) 「観光統計に関する勧告」1993, 밑 줄은 저자.
8) 橋本和也(1999) 観光人類学の戦略 文化の売り方・売られ方 밑 줄은 저자.
9) 沖縄県立埋蔵文化財センター編(2015年) 沖縄県の戦争遺跡 平成22〜26年度戦争遺跡詳細確認調査報告書 沖縄県立埋蔵文
化センター調査報告書第75集 沖縄県立埋蔵文化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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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안전문화에 관한 실증적 비교 연구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
박성하 (포스코 안전전략사무국)

1. 서론
원전에서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사고는 1986년 체
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다. 원전 사고라 하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얽혀져 일
어나는 것 같지만 실은 너무나 단순한 인간의 실수나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것, 사회 전반적인 안전
의식 결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김해창, 2015).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전기사업자의 안전문
화1), 안전의식 결여로 발생한 사고로 회자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의 원인으로 안전의식 결여를 들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1.3.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
나, 그 이후에도 고리 원전 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한
수원 경영진과 규제기관에 경위가 보고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결과 당시 발
전소장을 비롯한 종사자들이 한 달 넘도록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는 원전 관
계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결여라고 결론짓게 되었다(원자력안전위원회, 2012). 우리는 이러한 사고들을
통해 원자력 안전에 있어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의식, 안전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거나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문화가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어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력과 효용성을 갖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증적 비교 연구(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를 통해 원자력 안전문화의 실체를 규명해 보고, 실천력과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
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설문조사
2.1.1. 조사대상 및 방법
1) 안전문화(safety culture)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등장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조직과 종사자의 자세를 강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1988년 IAEA가 발간한 INSAG 3.의‘원자력발전소 기본안전 원칙’에서 “안전문화는 원자력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과 조직이 안전성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개방된 태도와 실수에 대한 솔직한 인정, 안전에 대
한 철저한 인식과 책임을 공유하는 문화적 풍토이다”라고 정의하였다(박우영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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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2) 배포 및 수거 기간은 2017년 11월∼12월에 결쳐 2개월간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정부기관
공무원, 원자력발전소 등 산업체, 연구소 등 공공기관, 대학교 등 교육 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원전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고, 조사방법은 List를 활용한 온라인 및 방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선
행연구 및 설문문항을 통해 다음의 5개 문항3)을 추출하였다.
2.2.2. 분석 결과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전문가 인식 조사를 5점 만점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영향 요인별 평균 분석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표> 한국과 일본의 안전문화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비교
한국
변수

안전
문화

문항

평균

일본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모든 계층에서 안전을 위한 리더십 및 책임의
식 강화

4.33

.766

4.02

.841

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학습, 문제인식및 해
결, 우려 제기 환경

4.43

.700

3.94

.874

관리자 책무로서 안전가치 및 행동,의사결정,
존중하는 업무환경

4.35

.716

4.10

.821

종사자 개인의 책임, 의문을 갖는 태도, 안전
의사소통

4.37

.774

3.92

.886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지속적인 업무개선, 학
습 및 자체평가

4.41

.638

3.90

.864

전체
평균

한국
4.38
/
일본
3.98

조사결과는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전문가들의 원자력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모든
응답자들이 안전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소련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대부분의 원전사고의 원인으로 안전문화가 포함된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중요성
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2 심층면접
2.2.1. 인터뷰 대상 및 방법
심층면접은 한국과 일본에 있는 4개의 원자력 전문가그룹4)에서 15명을 선정하였다. 조사방식은
2018년 1월 중순 ~ 3월말에 결쳐 약 2달반의 일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되었으며, 조사결과에
면접대상자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총 400부로 한국 전문가에게 200부, 일본 전문가에게 200부를 배포하였다. 그 중 한국에서 51부, 일본에서 83부로 총 134부
가 수거되었고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3) 1) 모든 계층에서 안전을 위한 리더십 및 책임의식 강화, 2) 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학습, 문제인식 및 해결, 우려 제기 환
경, 3) 관리자 책무로서 안전가치 및 행동, 의사결정, 존중하는 업무환경, 4) 종사자 개인의 책임, 의문을 갖는 태도, 안전 의
사소통, 5)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지속적인 업무개선, 학습 및 자체평가
4) 이들 4개 전문가그룹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 공무원, 연구소 등 공공기관, 원자력발전소 등 산업체, 일반
전문가(대학교 등 교육기관, 학회, 협회 등 각종 단체, 시민단체에서 원전관련 업무 종사자 등)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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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식은 반복비교분석(Constant Comparis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심층면접의 질문 내용은 설문
조사 결과, 인식의 차이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2.2. 인터뷰 내용 요약
모든 전문가들은 원자력 안전문화는 안전성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구성
요소에 대한 운영상 인식의 차이는 있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안전문화 중요성 인식 및 양성 활동, 규
제기관과 사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모든 계층에서 안전을 위한 리더십 및 책임의식의 강화 3개 구성
요소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O. 지속적인 안전문화의 중요성 인식 및 양성 활동
국가별 전문가들의 인식에서, 한국은 안전문화는 원샷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
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학습, 문제인식 및 해결, 우려제기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
면, 일본은 회사가 손해보는 경우 우려를 제기한 사람이 조직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바른 말을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문가 그룹별 인식에서, 공무원그룹은 문제제기 환경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
문에 지속적인 학습, 문제인식 및 해결, 우려제기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업자그룹은 안전문화 열화 방지를 위해서 항상 의심하고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하고, 우려를 제기
한 사람이 조직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조직내에서 안전을 위해 바른 말을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반부문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사고가 있고 나서 몇년인가 지나게 되면
다시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안전문화 고양을 위해 항상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O. 규제기관과 사업자와의 소통
국가별 전문가들의 인식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안전문화는 사업자 스스로 알아서 잘 하면 되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안전문화에 대한 규제기관의 관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일본
은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소통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규제기관의 터무니 없는 안전관리 요구에 대비하
여 합리적인 규제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문가 그룹별 인식에서, 공무원그룹은 사업자가 규제기관에 요청하는 정보나 협조 사항이 너무 많
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불만이 많았다. 지금까지 안전문화라면 사업자 스스로 알아서 잘 하면 되었지
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문화에 대한 규제기관의 관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업자그룹은 항상 안전관리규제, 체크리스트, 매뉴얼, 절차서 등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하였기 때문
에 업무 과부화로 인하여 안전문화가 잘 이루어 질수 없었다고 하였다.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소통이
잘 안되고 있으며, 규제기관이 사업자에게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는 것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규제기
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공부문은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소통 부족으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
반부문은 경영층이 정치권이나 위만 바라보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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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든 계층에서 안전을 위한 리더십 및 책임의식의 강화
국가별 전문가들의 인식에서, 한국은 조직 구성원이 안전과 관련된 의사의 내재화가 되어 있지 않
고 있으며, 일본은 현장 직원들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지만 관리자나 경영층을 포함하여 모든 계
층에서 안전을 위한 리더십 및 책임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문가 그룹별 인식에서, 공무원그룹은 관리자나 경영층이 책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계층
에서 안전을 위한 리더십 및 책임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업자그룹은 조직 구성원이 안전과 관련된 의사의 내재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계층에
서 안전을 위한 리더십 및 책임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공부문은 남이 하는대로 따라한다거나 경영층이 정치인과 같이 임기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계층에서 안전을 위한 리더십 및 책임의식 강화가 필요하
다고 하였다.

3. 결론
모든 전문가들은 원자력 안전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안전문화가
소련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성요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적인 안전문화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양성 활동에 대해서는 안전문화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전을 위해 바른 말을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필요
하다고 하였다.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소통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이 사업자의 안전문화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고, 규제 기관의 터무니 없는 안전관리 요구는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확립하여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모든 계층에서 안전을 위한 리더십 및 책임의식의 강화에 대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안전 의식이 내재화되지 않고 있어 관리자나 경영층의 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실증적 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해
보았다. 다양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든 원자력의 이해 관계자들은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도록 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양성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자로
의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전 사업자 및 원전 규제기관 종사자들이 안전을 최
우선 가치로 여기는 환경 즉,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원자력 안전을 위한 안전문화 구성요소의 운영과 안전문화 기반조성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 안전문화에 품질경영에서 도입하고 있는 매니지먼
트 시스템의 도입과 안전 문화를 양성하고 이것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
가한다. 이를 통해 규제 당국 및 사업자는 자기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안
전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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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심포지엄

環境と身体をめぐるポスト・ヒューマンな想像力
― 多和田葉子と村田沙耶香 ―

日比嘉高 (名古屋大)
hibi@nagoya u.jp

1. ポスト・ヒューマンの感受性
なぜ「ポスト・ヒューマン」はキーワードになりうるのか。この概念が現れる背景には、理論的な要請や脈絡も
あるのだろう。たとえばイタリア出身の哲学者ロージ・ブライドッティは、「ポスト・ヒューマン」をポストモダン的な「
人間なるもの」への懐疑の系譜の延長線上に位置付けている。「反人文学主義者たちは過去三〇年間にわた
って、〈人間なるもの〉をめぐる人文主義的な定義に含意された自己表象と思考イメージの双方を問題に付し
てきた。とりわけ問題視されたのは超越論的理性という概念、そして主体のことを理性的意識とみなす考え方
である。〔…〕しかも、人物主義的な主体は、降順にヒエラルキー化された価値の尺度にもとづいて諸々の差異
を組織化しているので〔…〕そのアプローチは多くの場合に、性別化・人種化・自然化された「他者たち」、つまりは
差異のうちで価値の低い枠を占める「他者たち」に対する暴力的で好戦的な関係性を正当化したのである」1)。
しかし私は今日、この言葉がなんらかの「時代の感覚」を表現しているものだという点にむしろ力点を置いて
みたい。そのポスト・ヒューマンの感覚を言語化したものとして、多和田葉子と村田沙耶香という二人の作家の
作品を取り上げる。ブライドッティは同じ著書で、「〈人間なるもの〉および人間化［＝人道化］のプロセスについ
て人文学が有している暗黙の前提がもはや自明でなくなるとき、人文学に何が生じるのであろうか」(同書p.226)
と問いかけるが、私はブライドッティのいう「人文学」に、「文学」もしくは「小説」の語を当てはめてみたい。

2. 近現代日本文学の研究状況・批評状況とポスト・ヒューマン
二人の作家の分析に入る前に、研究と批評の状況を確認するために少し迂回しておきたい。今回のポスト・
ヒューマンをめぐる議論の枠組みを広げるために、どんな論点があり、「人文学が有している暗黙の前提がもは
や自明でなくなるとき、人文学に何が生じるのか」を、近現代文学研究の個別的領域の問題として、個人的に観
察した様相を話しておく。研究動向、トピックとしては、次のようなものが挙げられそうだ： 〈人新世anthropoceneと
非人間のエージェンシー〉〈物の回帰、New Materialism〉〈生物──動物、昆虫、植物、…〉〈プレカリアート、プ
レカリアリティ〉〈震災と核事故以後〉〈 ゾンビ、幽霊〉〈ポストヒューマニティーズ、文学部廃止論〉ほか。
ただしこれらは、広く活発に研究されているかと言えば、必ずしもそういうわけではない。
1) ロージ・ブライドッティ ポストヒューマン 新しい人文学に向けて 門林岳史ほか訳、フィルムアート社、2019年、原著2013
年、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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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非人間のエージェンシー
比較文学者の芳賀浩一は、3.11以後の小説を論じる著書の序論において、近年の環境批評の動向を広く
見渡しながら、物と人との関係性を捉え直そうという発想として、次のものを提示している2)。「ベネットは、人間
と非人間が共に持続可能な世界を構築するために最も有効な存在の在り方として、物にエージェンシー(作用
主体性)を認めることを提唱している。そこでは、靴であれ鼠であれ、いかなる物も「主体でも客体でもなく、モ
ード」であり、モードとは常に他の物に属性を与え、他の物に属性を与えられることによって成り立つ、関連の
ないものたちの結合としてのアンサンブルなのである。」(p.53)。「彼〔認知考古学者のランブロス・マラフォーリ
ス〕はこうした物的要因の総体を「背景」と呼ぶが、この背景は近代的な二元論における前掲と背景の関係とは
異なり、この「背景」の物たちは拡張された心の一部である。つまり、環境と人間の意識の間に明確な線は引か
れておらず、そこには常に物的な交流が存在するのである」(p.64)。

4. ポスト・ヒューマンと現代日本文学
ここからはポスト・ヒューマンの感受性をもっとも色濃く表現している現代日本の作家として、多和田葉子と村
田沙耶香を取り上げ、とりわけ多和田の作品の集中的な検討を行う。多和田葉子は2011年の東北大震災のあ
と、地震と核にまつわる破滅的な災害に襲われた日本のようすを連続して書いている。村田沙耶香は、コミュ
ニケーションや家族、性、生殖などめぐり、正常／異常の境界線を問い直すような思考実験的小説を発表し続
けている。

5. 多和田葉子の震災後文学
まず、本発表で主に取り上げる小説の内容を整理しておく。
「不死の島」3) 政府が民営化され、天皇が幽閉され、総理が暗殺された日本。二度の大地震を経て鎖国状態
になっており、他国の航空機は放射性物質を避けてやってこない。社会は前近代に戻りつつあり、先進的な
テクノロジーは消え失せ、若い者は早く死に、老人が長生きを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ドイツに住む私は、日本
のことを伝える真偽の怪しい本から、その情報を得るだけである。
「献灯使」4) かつて起こった大災害のあと、世界の各国は鎖国状態にある。日本もまた海外と連絡が途絶え
ており、外来語は禁止され、人の行き来もない。生態系は変わり、食物は取れなくなり、巨大なたんぽぽが咲
く。若者はどんどんとか弱くなっていき、一方で老人は頑健さを保ち長生きになっている。主人公義郎もまたす
でに一〇〇歳を超えてなお元気であり、曾孫の無名を養育している。一五歳まで成長した無名は、その穏や
かな性格と聡明さを変われ、国外に自らの体を検査してもらい、人間とこの世界に何が起こっているかを知る
ための「献灯使」として選ばれるが──。
2) 芳賀浩一 ポスト〈3・11〉小説論 遅い暴力に抗する人新世の思想 水声社、2018年6月。
3) 初出 それでも三月は、また 講談社、2012年2月。同著は、多和田葉子、谷川俊太郎他、15名の共著者からなるアンソロジー。
4) 初出 群像 2014年8月。のち単行本(講談社、2014年10月)、文庫(講談社、2017年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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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球にちりばめられて」5)

主人公Hiruko(古事記のヒルコに由来する)の故国は、彼女の留学中に消滅し

たらしく、いっさいの連絡が取れなくなっている上に、同郷人にもまったく会う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いる。Hiruko
は結果として移民することになった北欧で生きていくために「パンスカ」と彼女が呼ぶ、北欧のほとんどの人が
理解できるという独自の言語をつくりだす。彼女の言語に興味を持った言語学者のクヌートと共に、Hirukoは
ヨーロッパのどこかにいるはずの同じ母語を話す者を探す旅に出る。旅の過程でインド出身の異性装の青年
アカッシュ、日本人を偽装したエスキモーの寿司職人Tenzoことナヌーク、彼に思いを寄せるドイツ人のノラらと
出会い、今度こそHirukoの同郷人だと思われるSusanoo(古事記のスサノオに由来する)を追ってフランスのア
ルルに向かう。
「星に仄めかされて」6)

「地球にちりばめられて」に続く作品で、三部作の第二作に当たる。登場人物たち

は前作を引き継いでおり、主人公Hirukoやクヌート、アカッシュ、ナヌーク、ノラ、Susanooらが中核をなし、そこ
に新しく皿洗いのムンンとヴィタ、医師のベルマーらが加わる。Ssanooの失語症の治療をきっかけとしながら、
言葉をめぐる登場人物たちの対話が編み目のように広がる。

6. 震災後の多和田作品の論点
どの作品も日本の消滅がモチーフとして含まれている。これらの作品は、地震による国土の変容と核関連施
設の損壊という巨大な災害が、日本に住む人間の社会と身体と言葉に大きな変容をもたらしているというビジョ
ンを示している。今回のポスト・ヒューマンをめぐる議論に接続されて考えれば、地震と核事故が自然環境・人
工環境を規定すると同時に、人間の身体を変容させる──極端に長寿化する老人など──エージェントとし
て機能していることに注目したい。
そして同時に、多和田作品の特徴として指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言葉の変化と環境の変化の連動で
ある。「最近のタンポポは、花びらの大きさが十センチくらいはある。市民会館で毎年行われる菊の品評会にタ
ンポポを出品した人がいて、それが菊として認められるかどうかが、問題になったことさえあった。「大きなタン
ポポは菊ではなくタンポポの突然変異に過ぎない」と反対派は主張したが、「突然変異は差別用語だ」という
反論が出て論争に火がついた。実際、「突然変異」という言葉はこういう文脈ではもうほとんど使われておら
ず、かわりに「環境同化」という言葉が流行っていた。」( 献灯使 講談社単行本版pp.13 14)
多和田は、環境の問題と平行して、言葉の置き換え、あえて過激に言えば「言葉狩り」が進行していることを
書き込む。多和田は、「不死の島」と「献灯使」では鎖国を描き、「地球にちりばめられて」では、日本と日本語
の消滅を描いている。
多和田は、環境の危機と同時に、言葉の危機を書こうとしており、そしてその中で我々はどのように生き延
びていけるのかを書こ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

5) 初出 群像 2016年12月～2017年9月、のち単行本(講談社、2018年4月)。
6) 初出 群像 2016年12月～2017年9月、のち単行本(講談社、2018年4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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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おわりに──シミュレータとしての小説 未来記とディストピア
最後に、未来記とディストピアという文学上の形式の問題を考える。近代文学の歴史の中で、未来記が流行
った時期として想起されるのは、1880～1890年代である。このとき、国会の開設(1890年)が予告され、外国人
との「内地雑居」の可能性が論議された。文学は、近未来社会の「シミュレータ」として、幅広い読者層にアプロ
ーチするために採用された。これを考えると、多和田葉子が未来記とディストピアを採用しているのは示唆的
である。そして未来記とディストピアは、今日詳しく触れられなかった村田沙耶香の小説もまた、採用している
のである。彼らは、なんらかの未来が私たち人間の社会と身体に迫ってきていることを感受し、そのシミュレー
タとしての小説を書き続けていると考えられる。大地震と原発事故のもたらす人間と国の変容を描いてきた多
和田の作品に、環境と人の変容を描くポスト・ヒューマンの文学の一つの先端を、そして性や感性における人
間の変容＝進化を描いてきた村田沙耶香の作品に、人に身体と感性の変容を描くポスト・ヒューマンの文学の
もう一つの先端を見出し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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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ポスト・ヒューマン〉から抵抗の現場を構想する
－ 許南麒「火縄銃のうた」を例に ―

逆井聡人 (東京外国語大)

はじめに――ポスト・ヒューマニズムという倫理
〈ポスト・ヒューマン〉という命題は、AI技術やバイオテクノロジーの発展、そして環境危機に直面した人間の
自然への関わり方の問い直しという課題への応答として〈ヒューマン〉の定義の更新を要求している。こうしたあ
る種の対処法的な〈ポスト・ヒューマン〉の追求は必然的に学術分野における領域横断的なアプローチを必要
としている。一方これと同時進行で、人文学という分野において内的な変革が急務となっていることにも、私た
ちは向き合わなくてはならない。内的な変革とは、つまりこれまでの人文学(＝humanities)における〈人間〉中
心主義(＝humanism)という大前提を崩した上で、〈ポスト・ヒューマニズム〉(Post humanism)という新たな議論
の土台と、そこで必要とされる基本的倫理を再構築していか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ここで改めて議論するまでもなく、フーコー、デリダから始まるポスト構造主義がヨーロッパ中心主義の中で
構築されてきた〈人間〉概念を脱神話化し、そしてさらにフェミニズム／ジェンダー批評とポストコロニアル批評
は〈人間〉の基本設定が帝国的男性身体であったことを看破し、その欺瞞を暴露してきたことは、〈ポスト・ヒュ
ーマニズム〉を構想する上で必ず踏まえねばならぬことである。故に、この新しい潮流は新しい倫理の構想で
もあると言うことだ。
しかし、ここ10年ほど、日本文学批評界隈ではジェンダー批評やポストコロニアル批評を通した文学キャノン
への批判の積み上げ作業に対して、「テクストへの回帰／テクストの精読」という名の下に反動的な動きが出て
きているような状況がある。こうした新保守主義的な傾向の根底には、失墜した帝国的男性の権威を取り戻そ
うとする欲望が伏流しており、ヒューマニズム再興という態でシュガーコーティングされた思想の揺り戻しが行わ
れている。現在、より露骨なヘイトスピーチが世界中に溢れ、反知性主義に対する批判に意識が集中している
ことから、そうしたより穏便な(しかし根はそう違わない)新保守主義的議論は鳴りを潜めたようにも見える。しか
し〈ポスト・ヒューマン〉という新しい潮流を奇貨として、ジェンダー批評・ポストコロニアル批評を「古びた議論」と
して捨て去ろうとする態度は実のところ現在の批評言説でもあちらこちらで散見する。
私が今回の発表で考えようとする〈ポスト・ヒューマン〉の枠組みは、あくまでフェミニズム／ジェンダー批評と
ポストコロニアル批評が積み上げてきた批評性の延長として在るものであり、それは基本的に帝国的男性主体
の〈ヒューマン〉概念に対峙する新しい抵抗の倫理としての〈ポスト・ヒューマニズム〉である。現状の政治状況に
ヘイト

どのように関わっていくのか、私たちが日常的に接している憎悪にどのように向き合っていくのか。それを考える
ための新しい抵抗のあり方、新しい連帯のあり方を模索し、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必要性に迫られている。
本発表では、〈ポスト・ヒューマン〉的転回を以上のような枠組みで捉えている。その前提の上で、在日朝鮮
人詩人・許南麒の叙事詩「火縄銃のうた」1)を例にとって、新しい連帯の可能性について考えていき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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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縄銃のうた」の祖母の語り
「火縄銃のうた」は、祖父、父、息子の親子三代がたたかい継いできた甲午農民戦争(東学党の乱、1894
年)、三・一独立宣言運動(1919年)、朝鮮戦争(1950年)をひと繋ぎの朝鮮民衆の抵抗史として詠いあげる叙事
詩である。語りの形式として、夫と息子を闘いに送り出してきた祖母が、今から別の闘いに向かおうとしている
孫に「ジュヌア(ジュンよ)」と語りかけるという体になっている。「ジュン」が磨く火縄銃は、祖父・父が闘いに携え
ていった銃であり、またその銃は祖母の「衣裳一切」と「銀の指輪と 銀のかんざし たたき売って」買ったもの
であり、磨くことに使っている布は家族の着物の切れ端であった。この火縄銃を「ジュン」が磨くという導入部が
叙事詩を通して度々現れる。この祖母の語りのリフレインが、親子三代に受け継がれていく闘いの歴史を結び
つける詩の構造である。
この男三代の闘いの継承を可能にする祖母の語りについては、これまでも度々論じられてきた。「火縄銃の
うた」が出版された直後、歴史家の石母田正はこの叙事詩を「朝鮮人民の運命と反抗という広い対象を一片の
叙事詩の中に集約」2)したものとして高く評価した。そして石母田は、この「困難な、技術的にも破綻の来たし
やすいテーマ」を詠いあげることができた鍵は、祖母の語りにある、ということを指摘する。
この行動と事件の展開をささえているのは、この詩にあっては母たちの心情であり、人間の苦悩の内面、夜の世界
です。この叙事詩がこの母の心情にささえられ、事件と行動のはげしいうつりゆきが母の嘆きによって色どられ、昼
と夜との二つの世界が統一されているところに、私はこの詩の成功の大きな理由があるとかんがえております。3)

石母田の捉え方からすると、男三代の「行動と事件」は昼の世界の領域であり、それを送り出し支える妻、
母、祖母は夜の世界の領域に属する。そして、男の「行動と事件」を「可能ならしめている基盤」として女の世
界があり、それはすなわち「民族」である、とする。「許南麒が三代の息子たちの歴史を語らせた語り手の祖母
も、実はそのまま民族な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と論じている。この歴史の前面に展開される男の闘いを支える
背景としての女＝民族の象徴、という読みは、その後のこの詩の評論にも共有されている。
批評家の磯貝治良も、この祖母の語りが「被虐の時間を耐えぬいてきた女たちの歴史」へと読者の意識を
向けるものであると指摘するが、最終的には次のような読解を提示する。
被虐の三代を生きぬいてきた祖母=歴史の悲嘆でもあります。しかしその悲嘆は、被侵略の歴史が朝鮮民衆に
とってはそのまま抵抗の歴史でもあったように、祖母=歴史の告発でもあったのです。4)

ここでも、男たちの闘いに対して、祖母、そして「女たちの歴史」が「被虐」や「耐える」という受動的なもので
あり、またその男たちの闘いを語り継いでいく「歴史」と同一化されている。
ここで一先ず槍玉にあげるのは、もちろん、この〈男三代の闘い＝前景・能動・抵抗〉／〈祖母の語り＝背景・
1) 初出は許南麒「火縄銃のうた」朝日書房、1951年。本稿での本文引用は磯貝治良、黒子一夫編 〈在日〉文学全集 2 許南麒 (勉
誠出版、2006年)より。
2) 石母田正 歴史と民族の発見――歴史学の課題と方法 東京大学出版会、1952年、引用は平凡社ライブラリー版、2003年、442頁。
3) 同上書、445頁。
4) 磯貝治良「抵抗史を継ぐ――許南麒 火縄銃のうた 」、磯貝治良編 架橋 3 在日朝鮮人作家を読む会、1981年春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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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動・(民族の)歴史〉という評価の図式である。祖母の語りの中で現れるのは、男三代の行動だけではない。
祖母が財産を投げ打って火縄銃を買ったこと、その火縄銃を夫の死後も隠し持ったこと、あるいは息子の妻
(「ジュン」の母)が日本の警察から暴力を受けても抵抗し続けたことは、行動であり、抵抗である。それが作品
上に提示さ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女たちの行動は注目されず、男たちの抵抗を支える背景として退かされ
る。さらには「民族」や「歴史」というより抽象的な概念が召喚され、女たちはそれらを代理表象するものとして個
人としての存在までもが剥奪される。
このように、闘う男たちとそれを支える女たちという図式を作品の内部に指摘し、糾弾することは、ポスト構造
主義以来の定石通りのやり方であるが、この後にどのように祖母の語りという行為をはじめとした〈女たちの抵
抗〉を再評価していくのかが〈ポスト・ヒューマン〉的転回以後の問題となってくる。

Manからの脱却から関係的抵抗の構築へ
例えば、「火縄銃のうた」には祖母・母の行動が描かれていると指摘し、「このあたしが」と自己主張
する祖母の語りによってテクスト全体が統御されていることを根拠に「火縄銃のうた」が〈女たちの主
体的な抵抗〉を謳った詩であるとして再評価してみるとしよう。しかし、このとき〈女たちの主体的な
̊ ̊ 劣̊ らず
̊ ̊ 」という前提が排除できているだろうか。つ
抵抗〉を評価する基準から「男三代の闘争に負̊ けず
まり、〈主体的な抵抗〉が理想とされているとき、その「主体的」や「抵抗」という言葉の中にすでに男性
が入り込んで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ある。
ロージ・ブライドッティがフェミニズムの視座から提案する「ポストヒューマン的な準拠枠へと進
展していくための覚醒のプロセス」とは、「ウィトルウィウス的」(――ヨーロッパ白人男性の身体)な枠
組みを捨て去り、他者と繋がり、関係的な存在へと生成変化することである5)。しかしこれは、単に
エンティティ

「Man( ＝人間)」に対抗的な存在者、例えば「Woman」を立ち上げることではない。もし立ち上げてし
アントロポモルフィズム

まったら、それは「擬人主義の諸制限の内部にとどまったままである」とブライドッティは論じる6)。今
回の「火縄銃のうた」の文脈で言えば、〈女たちの主体的な抵抗〉をテクストから浮き彫りにしたとして
も、それは「男三代の闘い」を〈抵抗の理想〉に据え置いたままでの不利な比較に晒されざるを得ないと
いうことである。
それでは「Man(＝人間)」の制限を抜け出した、真に〈関係的な存在〉へ生成変化とはどのようなもの
エコロジー

だろうか。ここに「ポスト・ヒューマニズム」のもう一つの潮流である環境への目配せが必要になって
エコロジー

くる。ティモシー・モートンが想定する環境とは「消すことのできない他性を認識」させるものであ
り、しかしそれは主体と客体の関係が固定的に成立するような認識を求めない7)。つまり、「〇〇は他
者である」とハッキリと認識した時、その認識をしたものが主となり、他者と名指されたものが客とな
るが、この関係性が固定すると主が全てのものに意味付けする特権を持つことになる。しかしここで

5) ロージ・ブライドッティ ポストヒューマン 新しい人文学に向けて 門林岳史監訳、フィルムアート社、2019年、254頁。
6) 同上書、255頁。
7) ティモシー・モートン 自然なきエコロジー 来るべき環境哲学に向けて 篠原雅武、以文社、29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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エコロジー

エコロジー

いう環境とは、所々で主客関係があったとしてもそれは流動的であるということだ。だからこそ環境
キッチュ

は常に「ここで何が起きているのか」という「低俗な」問いである8)。
話を元に戻すと、「火縄銃のうた」における〈ポスト・ヒューマン〉的読解を行うとき、そこに見出さ
れるべきは「ここで何が起き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であり、〈男の闘い〉や〈女の抵抗〉、あるいは〈民
族〉や〈歴史〉といった大きくて高尚な概念の代理表象ではない。そこには祖母がいて、祖父がいて、父
がいて、母がいて、「ジュン」がいる。そして何より火縄銃がある。誰の抵抗が、誰の抵抗より価値があ
るわけではなく、それぞれの抵抗がその場とその瞬間の様々なものとの関係性によって成り立ってい
る。そういう抵抗の場である。許南麒が詠ったのは「祖母のうた」ではなく、「火縄銃のうた」なのだ。こ
の具体的な現場を成り立たせているのは、「火縄銃」であり、それをメンテナンスする「家族の着物の切
れ端」であり、火縄銃の購入を可能にした「指輪とかんざしと衣裳」でもある。人と物の関係、それぞれ
の点を繋ぎ合わせ、存在のネットワークを維持していくことが環境であり、抵抗の現場である。「火縄
銃のうた」が今読まれるべき理由は、その詩の中で民族の基盤を祖母の語りが担ったためではなく、抵
抗を〈ヒューマン〉と〈ヒューマンとみなされなかったもの〉の関係性の中から描き出したためであるの
だ。

結び
〈ポスト・ヒューマン〉的転回は、目まぐるしく変化する世界に対する後追いの現状認識論にとどまらない。従
来の〈ヒューマン〉概念が堅固に作り上げた様々な優劣の関係性――「Man」に対する、女、子ども、他者、動
物、自然、物質など――を更新することで、新たな倫理的基盤としての〈ポスト・ヒューマニズム〉を作り出し、そ
の上で繋がっていくことが目指されるものでもある。そしてその倫理が私たちが現在抱えている具体的な政治
的抑圧、イデオロギーの暴力に立ち向かう足場になるであろう。

8) 同上書、33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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到来するポストヒューマン、激変するヒューマン
─ 飛浩隆 ラギッド・ガール から考える「ポストヒューマン」の欲望と倫理の諸問題 ―

申河慶 (シン・ハギョン、淑明女大)

1 はじめに
1 1 「ポストヒューマン」とエシックス
シン・サンギュ、 ホモ・サピエンスの未来:

ポストヒューマンとトランスヒューマニズム (ソウル：アカネット、

2014)p.14
(引用1) 「生命工学、遺伝工学、神経科学、認知科学のような今日新しく浮上している先端科学技術は、人間の
外部の条件ではなく、人間の精神や身体をその直接的な操作の対象とする。言わば、これらの技術は人間の内
面、あるいは人間の技術的な本性を変化させ、向上させる潜在力を持つ人間の内部へ向けた技術」であり、「今
日の科学の発展は、人間がどのような存在であるかについて根本的な再カテゴリー化を要求」している。
→ 現在の科学技術は、人間存在を「操作」(manipulation)の対象とし、必然的に人間存在自体の再定義を要
求する議論が「ポストヒューマン」の議論を構成するということ。このような科学技術が人間及びその社会に
どのような変化をもたらしているのかについての考察が求められる。
→ SF(文学および映像表現)は、このような問題を扱ってきた中心的な領域
→ 科学技術と人間との関係をとりまく問題群のなかでも、倫理(ethics、エシックス、性と暴力など他者 「人間」
および「非人間」との関係性の問題)の問題は中心的なテーマを構成してきた。

1 2 飛浩隆 ラギッド・ガール (ハヤカワ文庫、2010)
本発表では、ポストヒューマン･エシックスの問題を考察するため、飛浩隆 ラギッド・ガール を取り上げる。
飛浩隆 (1960~

)

2002 〈廃園の天使〉シリーズ第一作 グラン・ヴァカンス 廃園の天使I
2005 「象られた力」、第36回星雲賞日本短編部分受賞、同年中短編集 象られた力 、第26回日本SF大賞
2007 ラギッド・ガール 廃園の天使II

第6回 センス・オブ・ジェンダー賞

2010 「自生の夢」第41回星雲賞日本短編部門を受賞
2015 「海の指」第46回星雲賞日本短編部門を受賞
2018 自生の夢 , 第38回日本SF大賞
2018 第2長編 零號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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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零號琴 第50回星雲賞日本長編部門を受賞、第40回日本SF大賞候補
2020年2月号 SFマガジン から、「空の園丁 廃園の天使Ⅲ」の連載はじまる。
→ 読者投票でSF小説の順位を決める SFが読みたい (2010)の特集<ゼロ年代ベストSF>の上位5作は、1.
伊藤計劃 虐殺器官 、2.飛浩隆 グラン・ヴァカンス 、3.冲方丁 マルドゥック･スクランブル 、4.円城搭
Self Reference ENGINE 、5.飛浩隆 ラギッド・ガール 。寡作だが、重要な問題作の連続。
→ 飛浩隆は伊藤計劃とともに、ゼロ年代日本SF文学を牽引した作家。両作家はともに「ハードSF」ジャンル
(実際の科学技術が物語世界の重要な設定として機能するSF)に分類される作家であり、この両作家を
中心に日本SF出版界は復興期を迎える。このような流れは、科学技術に対する想像力の応答としても考
えられよう。

1 3 ラギッド・ガール の世界観
― あらすじ
＜廃園の天使＞シリーズ第一作 グラン・ヴァカンス は、仮想アトラクション「数値海岸(コスタ・デル・ヌメ
ロ)」の一種類である「夏の区界」を背景に、そこに人間がやってこなくなってから1000年後の世界を
描く。「夏の区界」のAIたちはお客である人間が来なくなっても永遠に反復される日常を営んでいた
のだが、ある日突然、区界の外から仮想アトラクションの境界を飛び越える能力を持つAI、「蜘蛛軍」
が侵入し、彼らによって「夏の区界」のAIたちは全滅する。
＜廃園の天使＞シリーズ第二作 ラギッド・ガール は、「数値海岸」がどのように開発され、またどのような
問題から人間がそこに行かなくなったのかを描く中短編から構成されている。主要な作品は表題作
「ラギッド・ガール」と「魔術師」である。「ラギッド・ガール」では、ドラホーシュ教授が用いるAI、認知
科学、神経科学、VRなどの科学技術と、視覚を含む全感覚を記憶する阿形渓の能力が結び付き
「数値海岸」が商用化される過程が描かれ、「魔術師」ではその「数値海岸」で発生する様々な暴力
と、それに対抗するためにジョヴァンナ・ダーク導くHACKleberryという組織が「数値海岸」を閉園に
追い込む過程が描かれる。
― ラギッド・ガール のSF的設定(世界観)
＜廃園の天使＞シリーズの世界観は複雑だが、主なSF的設定は次のように整理できる。
1. 人間の脳が外部世界の経験を五感を通して情報処理するプロセス(だけ)は究明された。
2. 脳の視床に脳神経デバイスである「視床カード」を埋め込み、それによって個人の情報処理の特性を取
り出し、「情報的似姿」なるものを作り出す。(アバタの進化バージョン)
3. この「情報的似姿」は仮想空間に入り込み、そこのAIと生活することができる。( ラギッド・ガール は
ニューロマンサー 攻殻機動隊 のような、サイバーパンクの延長線上にある。)
4. 「数値海岸」には人間の記憶情報から組み立てられ、社会的な役割が与えられた無数のAIが存在して
いて、人間を客として迎え入れる。「情報的似姿」とAIは両方とも人間をもとに作られたプログラムである
ため、表面的には区別がつかない。
5. 「数値海岸」は、人間の五感を情報に変換した「官能素」と呼ばれる多重現実(視覚を含む人間のすべて

158

の感覚)で構成される。
6. したがって、「情報的似姿」は「数値海岸」を感覚として経験し、情報として記憶する。また「情報的似姿」
は情報的なコピーであるため同時に複数の経験をすることができる。
7. 実体の人間はこの「情報的似姿」の経験をストックしておき、我々が映画をビデオとして鑑賞するように、
いつでも「視床カード」にリロード(reload)することで「情報的似姿」の経験を体験する。
(参考映像) Steven Spielberg, Ready Player One (2018) T: 2:20~5:30
→ 「Oasis」の描写が回避するものこそが重要。サイバー・ユートピアニズムVS科学技術への警戒
→ ラギッド・ガール はこのような対立が物語の軸を成す。このテクストはスピールバーグが描かない部
分、すなわち、人間の根元的な欲望(の暗部)や機械と人間がつながり、アイデンティティーの境界が浸
透されるとき発生する多様な倫理の問題を問う。(主題)

1 4. 本発表の問題設定
飛が<廃園の天使>シリーズで描く「数値海岸」という仮想アトラクションは人間が情報体としてネットにつな
がる世界を描くという意味で、一見サイバーパンクの系譜に属するものとして簡単に片付けられよう。しかしこ
のテクストのなかで描かれる「官能素空間」、「視床カード」、「情報的似姿」などの人間/機械インタフェースとい
うSF設定やガジェットは、徹底的にいま現在活発に研究されている、神経科学、認知科学、AI、VRなどの科
学技術に基づいており、その方向に沿って未来社会および人間の「生」を想像するものだ。このような意味で
<廃園の天使>の世界はハードSFとしての説得力を持つ。(申河慶、「ポストヒューマン科学技術の現在とSFの
想像力」、 日本研究 第34集、高麗大学校グローバル日本研究院、2020年8月)
またこれは飛の創作方法でもある。科学技術の現在に徹底的に基づいてその指向線上にある未来を想像
する方法で、それが引き起こす人間社会(あるいは人間性)の変化も徹底的に現在に基づいてその未来を予
想する。その間に引かれる「ヒューマン」と「ポストヒューマン」の関係(架橋)を描いたのが ラギッド・ガール で
あり、またこのテクストはその変化の動因が本質的に人間のさまざまな「欲望」にあると力説する。本発表では
おおむね、飛のこのような思考の順序を追っていくことにする。その過程で現実とSF的想像力、「ヒューマン」と
「ポストヒューマン」の関係性が明らかになるだろう。
飛浩隆 ラギッド・ガール を手がかりに、現在の科学技術が指向するポストヒューマン社会とはなにか、そ
れが引き起こすヒューマンの変容など新たな問題は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それをポストヒューマン・エシックス
の観点から考察する。また今現在の社会状況と小説テクストをつなげて読むとき何が見えるのか、その結果と
して ラギッド・ガール はどのように評価できるか。
( ラギッド・ガール を科学技術とエシックスの問題として捉える先行研究は、管見の限り、飛浩隆本人による
自作解説およびインタビュー集 POLYPHONIC ILLUSION (河出書房新社、2018)のみ。しかもネタばれの
おそれからか、説明が充分で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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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ヒューマン」と「ポストヒューマン」を架橋する
： ラギッド・ガール と科学技術の例示(VR)
2 1. ラギッド・ガール に導入される科学技術
ラギッド・ガール が導入する科学技術自体を検討するのは本発表の主旨ではないが、 ラギッド・ガール
の創作方法を示すため、神経科学とVR(Virtual Reality)とが結び付く一場面だけを例に挙げ、現在の科学技
術とSF的想像力の関係を説明しておく。
(引用2)

「キューブリック的室内には＜多重現実＞の設備が構築されていて、それが私たちに挿さった視床

カードをとおして、たしかな実在感を送ってくる。」
「それまでビジネスと教育の分野で普及していた多重現実に、味覚や嗅覚を付けくわえる。」「かれら(投資
家たち)は仮想だと知らされた上でラテを飲み、キットカットをかじり、スコッティのウェットティッシュで手を拭き、
パッドにほどこした革装の手触りと匂いをたしかめ、驚嘆する。」(ｐ.64)
→ 「数値海岸」の開発段階を説明する場面。「キューブリック的室内」とは、物理的現実の上に視覚、味覚、
臭覚、触覚のような感覚を上乗せすることによって生まれる情報的仮想空間＜多重現実＞を意味する。
(引用3) 「真の革新は、視床カード─すなわち脳幹周辺にプログラマブルな網状のサイトを構築する、脳神経
デバイスがもたらした。そもそもは脳硬塞で損なわれた麻痺側の運動機能を復元するプロジェクトの一部だっ
た。利用者の安全に配慮して─つまり熱い薬缶をむやみにつかんだりしないように─おぼつかないながらも
「触覚」をそなえさせていた。1.麻痺側の手のひらに知覚点を印刷したシートを貼り付け、それが拾ったデータ
を、感覚として脳で発生させる。この技術とビジネス用途の多重現実が組み合わさったとき、なにが起こった
か。宙に浮いた虚像に、顧客も営業マンも手で触れるプレゼンテーションキット。あらゆるデータを自在にハン
ドリングでき、しかも実体あるオブジェクト同様に扱えるパッドー凡庸なブレイクスルーというべきだろう。しかし2.
視床カードの本当の革新性は、感覚器官と感覚そのものの関係をとうとう切り離してしまったことにある。手の
ひらの知覚点が視床カードに伝えるのは、ただのデータにすぎない。であれば、多重現実のデータにすりか
えることで、物理世界に、いくらでも別の現実を重ね合わせることができる。」(ｐ.81)(傍線および番号は発表者
による)
→ 1. 人間の脳に外部の刺激から感覚を発生させる技術。HMI(Human Machine Interface)技術の一種。こ
こから現実の科学技術とSF的想像力が分岐する。 ラギッド・ガール は現在的なVR技術と認知科学の方
向性を結び付けることによって、HMIの一種として考えられる「視床カード」を設定し、そこから生まれる
＜多重現実＞を描写する。
2. 人間の感覚器官と感覚自体を分離する。それにより人間は脳だけで感覚することができる。あるいは肉
体なしに感覚できる。この方向に行くと、人間が知覚する物理世界はいくらでも違う現実に変えられる。こ
れが ラギッド・ガール の描写する「第三世代多重現実」だ。
→ 現在HMIは、Human→Machine InterfaceとHuman←Machine Interfaceの両方向において多様な技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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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て細分化されながら発達している。
＃ ラギッド・ガール の科学的設定を現在の現在の科学言説と照らし合わせると、
→ ポストヒューマン哲学、なかでも、新唯物論(New Materialism)は「感覚器官から自立する感覚」を(複雑な
議論ではあるが)否定している。このような観点から ラギッド・ガール の設定を批判することは可能だ。詳
しくは、Richard Grusin, eds, THE NONHUMAN TUR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5, 特
に、Object Oriented Ontologyを説明するいくつかの論文を参照されたい。
→ また、人工知能(AI)技術は、概念的に「強人工知能(Strong AI)」と「弱人工知能(Weak AI)」に区分でき
る。強AIは、人間のように自由な思考ができる自我をもつAIを意味し、弱AIは自意識のないAIで特定分
野に特化したAIを指す。現在AI研究は、強AIは「フレーム」問題など限界にぶつかっており、弱AI研究が
発達しているが、 ラギッド・ガール においては強AIが想定されている。

2 2 VR技術の現在
제러미 베일렌슨 두렵지만 매력적인 동아시아, 2019
(原題：Jeremy Bailenson, Experience on Demand: What Virtual Reality Is, How It Works, and What It Can
Do, W. W. Norton & Company, 2018)
(引用4) 「VRが登場してから実際の経験と間接的な経験の格差は顕著に縮まっている。...VRは今まで発明さ
れたどのようなメディアよりも心理的な側面で強力である。...遠くない未来、あなたは「遠隔」で地球の反対側に
いる家族や友だちに会えるだろう。VRは我々が現実には得難い経験を提供してくれ、不可能で幻想的なもの
を見せてくれることで、我々が実在世界を新しく見るようにさせ、我々を想像の彼方に導いてくれる。... 我々は
違う「人種」や「性」を持つアバターの身体の中に入り、鷹や鮫の目線で世界を見るようになるだろう。...VRの
体験とビデオの鑑賞とは「質的」な差異がある。VRは現実なのだ。」(ｐ.17)
(引用5) 「VRは映画に3Dを追加するとかTVをカラーにするような既存のメディアの拡張ではない。それは
まったく新しいメディアであり、それ自体の特性と心理的な効果を持つ。ゆえにVRは我々が本物の世界にお
いて他人と相互作用するパターンをまったく新しいものに変化させるだろう。」(ｐ.23)
→ VR 技術の大衆化の先駆者、 ベイレンソンは、 VR は「 そこにいる 」 感覚、 すなわち 「 心理的現存感」
(psychological

presence)という根本的な特徴があると指摘する。VR技術はこのような現存感や没入感を

高めるために三つの技術的な要素を中心に発達している。その三つとは、トラッキング(tracking、人間の
身体運動を測定する技術)、レンダリング(rendering、トラッキングにあわせてその都度変わるデジタル情報
を作り出す技術)、ディスプレイ(display、それを視覚情報に変換する技術)であり、VRはすでに、360度カ
メラやHMD(Head Mounted Display)などによって大衆化されている。すでにVRは、教育や運動トレイニ
ング、心理治療などの領域において著しい成果を上げているが、しかし、暴力や現実逃避のような問題も
無視できない。
(引用6) 「想像してみよう。ソーシャルメディアの世界があなたが大学時代に経験した最高のパーティーと似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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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り、オンライン博打をすることがラスベガスの最も厳しく入場制限された部屋に入っているような感覚を与え、
ポルノが実際のセックスの快感に近づくとしよう。このような即刻的な充足を拒否し、「実生活」の不便さを選ぶ
ような人がどれくらいいるだろうか。...VRはほかのメディアと比べ、特に心理的な面で「程度」ではなく「質的」な
衝撃を与え、またその規模も段違いに異なるだろうと私は考える。そう遠くない未来に、我々が現在インター
ネットをするように、仮想現実や増強現実は当たり前のものになると思うのが合理的だろう。それによって我々
はますます現実から遮断されるだろう。」(ｐ.91)
→ 現在のVR技術は仮想世界における人間の経験の質的変化を予想している。 ラギッド・ガール が描く「数
値海岸」はこのような感覚の世界だ。
(参考映像) VRとSF的想像力、Spiderman: Far From Home (2019) はVRについての映画
(スパイダーマンとミスティリオの対決場面、T: 1:17:54~1:18:56)
(参考映像) VR界のグールー、ジャロン・ラニアー(Jaron Lanier)によるVR試演、インタビュー
“The future of VR with Jaron Lanier, and why we should we all quit social media.” (https://www.youtube.co
m/watch?v=cim2xIKUF9o, T: 31:39~32:05)

3. ラギッド・ガール が描く多様な「欲望」
3 1. 科学技術の欲望:「ポストヒューマン」の方へ
(引用7) 人間がみずからを情報的存在に置き換えて、仮想世界へ住み着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まで、すくな
くともあと一世紀はかかると言われている。しかし前世紀末から人類を突き動かしてきた欲望は、百年を待てな
かった。そんな場合、人間は世界のどこかに強引に裂け目を広げてでも、かならず目的を遂げるものだ。技術
的に絶対不可能であっても、間に合わせの代替品をこしらえてしまう。それでじゅうぶんだ。人がもとめている
のは理論の完成ではなく、欲望の痛みを鎮めることでしかない。ドラホーシュ教授はそのことをよく理解してい
たから、上出来の「間に合わせ」を作ることができた。(pp.143 144.)
(引用8)

ドラホーシュが提案したのは、ダークのレシピを視床カードにセーブしておき、本来の自己が消滅し

たあとは、残存するモジュールたちを視床カードで駆動するというデザインだった。(p.284)
→ これは科学技術自体の欲望である。(また科学の発達を望む人間の欲望でもあるが)人間が完全な情報体
となり仮想空間に移住するとは、人間のニューロン地図の作成、全化学物質の解明、「意識」の解明など、
完全な脳の仕組みの解明を意味し、これは現在の情報技術の処理では限界があるとされる。 ラギッド・
ガール の設定、「視床カード」(視床とは、脳のなかで感覚情報と運動情報の通路)と「情報的似姿」はそ
の科学技術の商用化過程における「代用品」として理解できる。
→ 時々、このような科学のブレークスルーは偶然の産物だ。 ラギッド・ガール では、「情報的似姿」というアイ
デアを、ドラホーシュ教授が夫人ジョヴァンナ・ダークの病(感覚統合障害)を治そうとする過程で思いつく。
→ ドラホーシュ教授は、ダークの不治の病を、「じつに楽しそうにうれしそうに言うのよ。」「なかなか妻に言える
科白ではないわ」と描かれるように、マッド・サイエンティストの造形。また、ファンディングや技術の商用化
に優れている設定など現在の科学者の一面を取り入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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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科学技術の大衆化とその闇、ハッキング
阿形渓の能力
(引用9) 阿形渓は＜ラギット・ガール＞のサイトでそう書いている。過去から現在に向かう一直線の時間の定
規。生まれてこのかた、すべての記憶をその線にそわせて並べている、と。秒四十フレームでキャップチャされ
た直感像的全身感覚が(これも彼女の喩えを引用すれば)薄いうすいプレパラート標本となって彼女の中に積
み重ねられている。十九年の時間。二百四十億層の、時間の切断面。...すべてを記憶し、いつでも引き出せ
る。わずかでも知覚にひっかかったものは、けっして消えたり忘れられたりすることはない。まるごとすべてを、
事柄としてではなく感覚の全体像として記憶する。(pp.73 74)
(引用10) 阿形渓がどのように直感像的全身感覚を保存しているか、明らかにし、
電子的に模倣すれば「全的体験」を記録できる。
その記録を─フレームのたばを人間に転送すれば、(...)
その瞬間全体が全身を、全感覚を通して立ち上がる。そして秒速四十フレームで再生される。(p.104)
→ 阿形渓は人間の経験すべてを五感として記憶する能力の持ち主であるが(過剰記憶症候群として分類さ
れている)、彼女の記憶の仕方を解明し、情報的似姿に転送することで、人々は情報的似姿の体験を五感
として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
ハッキング：科学技術と人間の欲望
(引用11) 渓はわたしにUnweaveを適用したのだ。(...)あのときわたしの視床カードはふたつの機能を同時にこ
なしていた。ひとつは多重現実を利用するためのもの。もうひとつはじぶんの似姿をいくせいするためのもの。
もちろんこのふたつは峻別されてはいたが、たぶんそこに渓は攻撃をかけてきた。多重現実の側にわたしの
似姿を読み込ませ、走らせたのだ。すると、わたしのなかでは物理的実体のある自分と、似姿の自分が同時に
立ち上がるだろう。渓が解体したのは、わたしと二重写しになっていた似姿だったのだ。(...)
解体(アンウィーヴ)
ひとの代謝個性とは、じつは毛糸のようなストリングのからまりあいとして記述でき、しかも「ほどく」(アンウィー
ヴ)ことができる。─これが渓の、そしてUnweaveの思想だ。(...)
渓はわたしの似姿にUnweave を適用した。似姿をストリングスにほどき、編み直すことができるツールを。
(p.116)
(引用12) 市販版のUnweaveはこのアヴァターを編集するツールとしてリリースされた。(...)アヴァターが、が
らっとしぐさやしゃべり方を変え、それでもなお消しようもない自分の性格を残しているのである。(...)
自分を右クリックする。
認知増強薬物やプロテオーム･ボディビルとはまったくちがう、ミニアチュールな、工房的な自己改造の楽しみ
がひとびとを魅了した。
思えば渓にはそのような─世界のなかにねむっている欲望をさぐりあて、思ってもみない形で具体化する才能
がある。(116 117)
→ ドラホーシュの狙いが世界を「右クリック」することだとすれば、渓の狙いは自分を「右クリック」(upgradeした
自己と)して見せ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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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分をupgradeする技術が他者の個人情報を「ハッキング」することから来る転倒的関係性。(覗き見る、嫉
妬/羨望する、情報を盗む//視床カードを「ハッキング」して//自分のものと(に)して、見せる。このような、他
者を見る(ものにする、所有する)/自己を見せる(自己顕示する、見られる)欲望と科学技術の大衆化が結び
付く様子を描く。

3 3. 「ヒューマン」から「ポスト・ヒューマン」へ
3 3 1. 阿形渓
ラギッド・ガール は、このような「欲望」が人間の本質的な部分だとする。 ラギッド・ガール の葛藤構造
は、大まかに言えば、ドラホーシュ博士と阿形渓を中心とするユートピアンたちと対抗派の対立として整理
できる。「数値海岸」では、人間によるAIに対する(性的)暴力が横行し、その代表的なものとして、阿形渓
が開発したプログラム<ラギッド・ガール>のなかの12才少女キャラクターである阿雅砂(アガサ)が暴力の対
象となる。仮想のキャラクターをハッキングし、虐待する。そしてそれに対抗するための連帯としてジョヴァン
ナ・ダークが主導するHACKleberryが組織されるようになる。
(引用13) 「彼女を監禁し傷つけているのは、このネットワークであり無数の阿雅砂のファンだ。」(p.86) 「阿雅
砂を端末に保存することはできない。どうやっても尻尾をつかませず消えていく。しかし渓の仕掛けを回避する
者はいた。さらに悪質な者は阿雅砂を「生け捕り」にするだけでなく加工をほどこし、卑猥で、残虐な作品にし
たててサイトで公開した。特に＜キャリバン＞を名乗る正体不明のコレクターは異常性においてきわだち、吐き
気のするような「作品」を多く発表して、HACKleberryたちの憎悪を一身に浴びていた。」(p.94)
→ この引用で見られるように、阿形渓によって作られた「仮想キャラクター」に注がれるファン(広く、人間)の欲
望は、羨望や同情(覗き見)とともに(ハッキングを通して)キャラクターを監禁(所有)し、虐待する欲望が表裏
を成している。したがって、阿形渓のプログラム開発と人間の活動は同じ「欲望構造」で動いているといえ
る。あるいはハッカーである阿形渓は人間の本質的な(潜在的な)欲望を探り当て、利用する。
→ また、このような現象は、現在の社会においても日常的な風景である。自分の写真や、アヴァター、あるい
は動画でさえ、修正(補正)をかけるプログラムは多様だし、有名人の写真や動画を編集する行動(犯罪)で
さえ、一般的である。
→ サイバー(性)暴力に対する対応(韓国)
「韓国サイバー性暴力対応センター」(한사성) (http://cyber lion.com/)
「サイバー性暴力」とは、サイバー空間(cyberspace)のなかで行われる各種の暴力を指す用語で、現在、デ
ジタル性暴力、オンライン基盤ジェンダー暴力などと呼ばれる用語を「サイバー性暴力」に統合する。この組織
は、デジタル機器を用いた盗撮、同意／非同意のもとで撮影された映像の流布、オンライン基盤の性売買、
通信媒体を利用した淫乱行為、その他、オンライン上の性的加害に対する監視や告発などの活動をを行って
いる。
→ 小児性愛サイトの閉鎖など、現実社会のサイバー性暴力に対する法的、制度的対策は活性化されつつあ
ると言えよう。主に、プライヴァシー侵害の観点が強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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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策面においても整備されつつある。
3 3 2. 安奈・カスキ
： しかし、このような人間の本質的な欲望の描写は ラギッド・ガール の前提であり、主題ではない。 ラギッ
ド・ガール の主題は、人間と機械とがつながる「ポストヒューマン」の地平における、人間、動物、AI

などのさ

まざまな「存在」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境界」の侵犯の問題である。まず、
(引用14) 「安奈、あんたとわたしは鏡に映ったようにそっくりなんだ。似た者同士なんだよ。」(...)
わたしは部屋の真ん中に立った。ここは阿形渓の内部。
なにもかもが望んでいたとおりだ。
わたしはとうとう人形(アガサ)になれた。
そうして渓(わたし)はとうとう人形(アンナ)を得た。(...)
かれらの視線を感じる。眺められる感覚は悪くなかった。もっと多くの人にわたしを見てほしいとも思った。
この望みは、遠からず叶うだろう。
だってわたしはアガサなのだから。
阿形渓は、視床カードを挿している。そのカードを通じて、わたしは世界中の多重現実につながっていくだろう。
ミランダのように、多くの人の中に生きたい。観てもらいたい。(125 126)
→ 「クローゼット(Close

it)」では、阿雅砂(阿形渓がアンナをモデルに作り出した仮想キャラクター)に残酷な

虐待を繰り返すハッカー「キャリバン」の正体が実はアンナ本人だったという衝撃的な内容が明かされる。
仮想空間におけるアンナの自我を表す「キャリバン」はハッキングという方法を用いて、AI 、「情報的似
姿」、しいては実際の人間にまで浸透し破壊を繰り返すのだが、上記の引用は、その動機／欲望はどこか
ら由来しているかを示している。
→ アンナの欲望の構図は、やや複雑で、転倒的だが、ひとまずそれを図式的に示せば次のよう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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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レクタ の主人公・ミランダ／情報的似姿、仮想キャラクター･アンナ／白いコートの女
↑(目線)
読者･安奈

↑(目線)

(情報人格)

実在人物･安奈

→ 説明するとこうだ。ジョン・ファウルズの小説 コレクタ は、蝶々蒐集家で誘拐犯のフレデリックがその「美」
の対象としてミランダを拉致し、監禁する。結局ミランダは死に至るが、これについて、アンナは自分が小
説を「読みつつけたからこそミランダを死なせた」と感じる。小説の読者が小説キャラクターのファンの立場
から読み進めていく行為は、ミランダに対する感情移入の同情であり、応援でもあるが、小説を最後まで読
まなかったら(その読者にとっては)死ぬことのなかったミランダが最後まで読んだからこそ死んだという逆説
が生じる。
→ この小説を下敷にするのはやや比喩的な表現ではあるが、アンナはこれが阿形渓が作った＜ラギッド・
ガール＞の本質であることを悟る。すなわち、＜ラギッド・ガール＞はそのファンが増えれば増えるほどそ
の身体への傷が増えていく仮想キャラクターだが、これがファンの心理構造、つまり、羨望・憧憬とともにそ
の美を所有しようとする心理、あるいは、他人の苦痛を見ながら慰安を感じる人間心理、怖い物見たさ、同
情／慰安の複合的な感情であることを悟る。「小説の酷い場面に眉をひそめている私たちこそが、ほんと
の実行犯なのよ。」(p.88.)
→ しかも、アンナは、「自分が世界に遍在し、大勢の人に損なわれているという幻想は、わたしを苛みもした
が、(率直に言うべきだろう)ひどく興奮させもした。」(p.119.)と述べるが、これは、加害／自害というサド・マ
ゾ的な苦痛のなかで「生」の生きがいを求める心理が、見る／見られるという視線の快楽と結び付き病的心
理を見せることになる。このような意味で阿形渓とアンナはお互いに「似た者同士」だと認識する。
(引用15) 現実の安奈は、秘密の一面は持っているにせよ、当然ながら、自己を統制でみ、常識もある医師
だった。だが、安奈の似姿は、そうではない。いまここにいるのは、精神のもっとも危険な暗部を露出させ、異
常性のピークを体現した安奈だ。かつて阿雅砂(ラギッド・ガール)にふるった虐待を、おのれ自信のコピーに
再現しては、うっとりと悦に入る、完璧な美女。(190)
→ このような欲望をもって、アンナは自分の情報的似姿を阿形渓がハッキングしたことで作り上げられた仮想
キャラクターを、加害/自害しながら快楽を感じる「キャリバン」として発展していく。それを考えるための重
要な前提一つは、現実と仮想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は異なる(ことがある)ということだ。当然のことながら、
現実の世界で自己をコントロールする自我と、仮想空間における自我のコントロールは異なる(ことがあ
る)。現実世界の中の科学者アンナは自己をコントロールできる常識的な医者である。しかし「数値海岸」
で活動するハッカー「キャリバン」、および「白いコートの女」と呼ばれるハッキング･プログラム(AIプログラ
ムをハッキングし、破壊してしまう。しいては「情報的似姿」をつたって現実世界の人間まで殺害する)はそ
うではない。「キャリバン」はアンナの精神の暗部が増幅し、異常性の領域に行ってしまった存在である。
(引用16) 「安奈にとっては、この世界がまるごとクローゼットなのだ。どんな服でも選びほうだいだ。」(p.197)
→ 現在の仮想空間において人々は他人のプライバシーを覗き見、時には情報を取り出し、ハッキングし、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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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する。時には攻撃し、破壊する。またアバターやその他の工学的な技術を使って仮想空間の中の自分
を誇示し、誇張し、装いをもする。これは今日我々が目撃している日常的なことである。 ラギッド・ガール
はこうした「見る/見られる」の両方の欲望が表裏をなしており、互いにつながったものであると提示する。
→ ラギッド・ガール におけるアンナ(「キャリバン」)は12才少女キャラクターを所有し、凌辱するし、またAIや
「情報的似姿」、人間にまで浸透して破壊を繰り返す。すなわち、アンナは仮想空間において他者の美を
嫉妬し、所有しよう(「キャリバン」の コレクター の連続殺人魔である)とし、あるいは破壊してしまう。まず ラ
ギッド・ガール における「キャリバン」(仮想空間の中のアンナ)の描写はこのような人間の欲望を具現化し
た存在だといえる。
→ そしてそれは引用で見たような、自己顕示欲から来ていると示される。ここまで来るとアンナのキャラクター
が単なる異常者、変質者ではないことが分かるだろう。 ラギッド・ガール は仮想空間においてさまざまな
形で発生する問題は、その実、人間の欲望に根ざしていると言っているのであり、しかもそれは一部の取
締で済まされるような問題ではなく、人間の根本的な欲望に根ざしているがゆえに普遍的な問題として認
識す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ここまでは今現在の「人間(ヒューマン)」の世界だ。

3 4. ガウリ／カイル
(引用17) ふだんは思い出されないその記憶が、AIたちを呪縛し、どのように奔放にふるまってもその規矩か
らはみだせない。どれだけ虐げられてもその世界から逃れようとしなくなるような、そんな恐怖を作ってほしい。
(134)
(引用18) 高く持ちあがった乳房、かたく平たい腹、逞しい大腿部、濃く茂った陰毛。タイルの下からしだいに
あらわれるガウリの全裸には、粘膜に濡れたうる緑の芽がいくつも頭をもたげていた。それが多重現実に干渉
され、見せられるヴィジョンとわかってはいても、ガウリはその魅力に抗しきれない。もっと表現してほしい。わた
しが何者であるかを、形にしてほしい。(pp.198 199.)
→ ガウリは、アンナの情報的荷姿を飛び越えてハッキングしてくる攻撃を受けて、自分の欲望が基本的にア
ンナの欲望と同じく自己顕示欲であることに気づき、AIに「恐怖」を埋め込みコントロールしようとするプログ
ラムの開発が「どれだけ酷いこと」だったのかに気づきその仕事から降りる。
(引用19) 「人間は物理的に、あるいは情報的に編み上げられている。自分に強い外力を与えれば変形し、い
つか破断する。どこまで耐えられるか、破壊はどのように起こるか......。それをこの身体ではない、外側に置か
れた自分にふるいたい。(160)
→ カイルの欲望、生きるために自分に刺激をあたえること。人間の欲望(生きること)の多様なヴァリエーション。

3 5. 「ポストヒューマン」エシックスに向けて
3 5 1. ヒューマン・エシックスの揺らぎ
：先述の人間の欲望の対象が、 ラギッド・ガール で見られるような、AIおよびそれを基盤とするロボットであ
る場合はどうなのか。これは新しい問題、法的、認識論的、存在論的問題、すなわち、ポストヒューマン・エシ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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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スの問題を提起する。たとえば、現実に置いて、
(引用20) (ニュース報道) 人工知能セックスロボット「サマンサー」、展示されるや深刻な毀損。
•入力 : 2017 10 08 13:05 •[출처]
[リンク]

国民日報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07545

→ ラギッド・ガール は肉体を持つ人間がその人間の問題を仮想空間に持ち込むときに発生する多様な問
題を取り扱う。「情報的似姿」は人間の「個性」をコピーした存在であるという設定からも象徴的に示されるよう
に、「情報的似姿」が活動する「数値海岸」は人間世界の延長であり、人間の多様な欲望が増幅して現れる空
間である。そのような情報空間は、サイバーユートピアンのいうような人間社会の問題が克服される空間では
決してない。むしろ逆に、情報空間は人間社会の諸問題がねじれ、複雑に増幅する空間である。
3 5 2. 人間中心主義を解体する：ジョヴァンナ・ダークの「数値海岸」批判
(引用21) コスタは人類史上最悪のアトラクションよ。コロシアムの剣闘もアウシュヴィッツのガス室もコスタには
及びもつかない。何千何万というAIが、高品質な虐待を受けつづけている。(p.256.)
→ ＜廃園の天使＞の世界は、このような情報空間の描写において奥深い。 グラン・ヴァカンス において、
「数値海岸」のAIたちは基本的に人間の記憶情報をもとにプログラムされ、社会的役割が割り当てられた存在
であり、「クローゼット」ではそのAIをコントロールする方法として人間の「恐怖」をAIを統制するためにAIの稼
働システムに埋め込む過程が描かれる。(AIと意識の問題はここでは深入りしない。)

「魔術師」で告発される

ように、人間の「情報的似姿」は人間の模倣であるAIに極端な性的・暴力的な虐待を加えるのである。人間を
モデルに作られたAIと、そのなかを徘徊する人間のアバターで構成される情報空間は、したがって人間社会
の問題が投影され、増幅される空間であるし、AIは人間ではないため、ポストヒューマン・エッシクスが発生す
る空間でもある。これは端的にAIを含む「非人間」の権利問題であり、ヒューマン・エシックスとポストヒューマ
ン・エシックスとが幾層にも絡み合い、複雑化していく問題でもある。
(引用22) ダークの犯行声明である「欲望の墳墓を造営せよ」には、つぎのような一節がある。
─ 数値海岸は物理世界に巣くう人間の、あらゆる欲望を映す鏡である。単純に言語化しえぬ、混沌として名
状することもできない、精神の暗渠をごうごうとながれる運動としての欲望である─
監視包囲も、ダイ・イントゥも、やはりダークたちの切実な欲望が、数値海岸という鏡によって映し返されたも
のにすぎないのだ、という自嘲まじりの苦笑い。
ダークは言った。「私たちね、いつもじぶん自身に扮装しているようなものなのよ」と。ダイ・イントゥの原型で
ある「ダイ・イン」だって、そう、そもそもは「扮装」による想像力の喚起こそが目的ではなかったか。
ジョヴァンナ・ダークは、彼女が語ったように、じぶんのすべてに鮮明なフォーカスをあてたいという欲望の
持ち主だったと、私は思う。けっして崩れることのないコグニトーム統合をみずからにインストールしたい、そん
な卑小な欲望が、彼女の「暗渠」を流れていたはずだ。
どれほど禁欲的になっても、人は、数値海岸に欲望を映し出されてしまう。それを否定する必要はないだろ
う。数値海岸に限ったことではない。いつも、いつまでも、たえまなく欲望を発し、その鏡像を見ること。見つづ
けること。それが「生」の別の名なのだから。(pp.330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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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認知科学、AI、仮想現実、人工生命などの技術から生まれた「情報的似姿」なるものは、そもそもどのよう
な存在なのか。人間なのか、非人間なのか。このような問いから ラギッド・ガール は「人間中心主義の解
体」へとつながっていく。

ジョヴァンナ・ダークが導くHACKleberryという組織は、「数値海岸」に対抗する

方法として人間の身体を放棄し、「情報的似姿」に飛込んでしまう(「ダイ・イントゥ」、「情報的身投げ」)。そ
れはAIの権利を保護するための行動として説明される。その結果、人格体として「情報的似姿」とAIの区
別がつかなくなり、「数値海岸」は閉鎖に追い込まれる。
→ もちろん ラギッド・ガール の根本的な限界として、ジョヴァンナ・ダークの反数値海岸の活動さえも「人間
性」を基盤にしていることは指摘できよう。(情報的似姿およびAIは「人間」の模倣であるから)しかし同時に
ラギッド・ガール が現在の科学技術がさまざまな人間の欲望に突き動かされて発達し人間社会のさまざ
まな矛盾や限界、「非人間」との境界を描き出すことによって「人間中心主義」の解体に向かっているのもま
た事実である。
→ このような物語構造が意味することはなにか。そもそもAIは人間のジェンダーに従うなど人間を模倣する必
要はあるのか。AIと人間は感情の疎通ができるのか。もし意識を持つAIが存在できればそれは人間の命
令を拒否できるのか。(アシモフいうところのロボット三原則)人間を模倣して作られたAIは人格体なのか。
AIに対する「人間的」な性的／暴力的虐待は容認されるのか。(現在、動物に対する虐待は人間に対する
暴力への発展可能性として処罰される)この問題は実に現実的で、法的／倫理的／哲学的問題として考
えるべきだ。
(参考映像) EX MACHINA (2015), エイバの脱出場面
다나 해러웨이 겸손한 목격자@제2의 천년왕국. 여성적 인간ⓒ온코마우스TM를 만나다 (갈무리, 2007)
(原題: Donna J. Haraway, Modest_Witness@Second_Millenium. Female Manⓒ_Meets_OncomouseTM.
Feminisum and Technoscience, Routledge, 1997)
ダナ・ハラウェイの言う「女性人間ⓒ」(Female

Manⓒ)という比喩は、科学の客観性という神話において男性

的ナラティヴが追い出そうと努める「雑種的でごちゃごちゃした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科学に再導入しようとす
る戦略からくる。また「オンコマウスTM」は生命が特許の対象となる「自然の商業化」を象徴し、それは資本と科
学の関係から新しく浮上する存在に対する認識論を要求する。ハラウェイはこの両者をサイボーグの代表的な
事例として取り上げ、科学を価値中立的で社会的なコンテクストから自立した領域として位置づけようとする既
存の正統的な科学観に反対する。
→ したがって、ハラウェイは既存の科学的研究が、人種、階級、ジェンダーなどのカテゴリーを静態的で機能
主義的に捉えていると批判し、それらのカテゴリーを流動的で、動態的で、関係的なものとして捉え直すこ
とを要求する。それは既存の価値体系の二分法の解体作業をともない、その結果、人間、動物、機械を
序列化した啓蒙主義的な「人間中心主義」は解体される。またフェミニストにおいて、このような解体は、自
然／社会、動物／人間、主体／客体、機械／有機体、隠喩／物質などの抑圧的な二項対立の価値体系
の崩壊を意味し、解放につながると主張する。
→ ラギッド・ガール におけるHACKleberryの活動描写は、このような意味でポストヒューマン・エシックスとし
て考えられる「人間中心主義の解体」を示しているとい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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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3. 仮想空間は現実を変える
現実と仮想空間との関係は双方向的である。人間が情報体として情報空間につながる瞬間、その情報空
間は人間(社会)にも影響を与える。情報空間は人間社会が拡張する空間であるだけでなく、人間(社会)をも
変えるのだ。 ラギッド・ガール で阿形渓によって情報として取り出されたアンナのコピーは、情報空間におい
て残酷な側面を発達させ、AIおよびほかの「情報的似姿」をハッキングし、アイデンティティーの境界を侵食
(殺害)し、それにとどまらず情報空間から「情報的似姿」をつたって現実に飛び出し、現実のアンナを残酷な
自害に追い込み、他の人間をも殺害する。このような設定は快楽と破壊の本能が充満する仮想空間の特徴を
表すためのものではあるが、前で言及したベイレンソンの警告する、仮想空間が現実社会に与えかねない危
険性、すなわち暴力の現存感が現実世界に与える影響、中毒性、現実逃避などとしても解釈できよう。 ラギッ
ド・ガール が設定するようにHMI技術によって人間と情報空間がつながってしまえば、そのような危険性は計
り知れない。
→ また「数値海岸」では「情報的似姿」は自由に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変えられる。現実世界の子供が「数値
海岸」ではお父さんの役割をしたり、ジェンダーを変えることも自由だ。その結果、肉体が連続する時間と
空間において、連続する経験を積み重ねることで維持される人間の記憶とアイデンティティーは撹乱され
る。(このような議論はすでに情報化社会の問題として議論されてきたのだが、 ラギッド・ガール は現在と
は根本的に違う段階を想定する。)

4. 問題提起としてのまとめ
飛浩隆 ラギッド・ガール は、AI、認知科学、VRなどの科学技術の発達が招くポストヒューマン社会をリアリ
ティをもって描く。テクストが描写する、現在具現されつつあるポストヒューマン社会への変貌は決して科学
ユートピアンが主張するような明るい展望のものではなく、1980年代的なサイバーパンクが描写したディトピア
の未来像のように単純でもない。 ラギッド・ガール が描く仮想現実は現実社会の人間の欲望が投射され増
幅されるという意味で現実的であり、その仮想現実は逆に人間社会にも甚大な影響をおよぼすという意味で、
この両者は双方向的である。また仮想現実と物理現実とは同一の地平でつながってない、質的な差異をとも
なうという意味で多層的である。このような社会へ突入するということは、人間(性とその社会の成り立ち)に根本
的な変化をもたらすという意味で本質的でポストヒューマン的である。このような社会で求められるポストヒュー
マン・エシックスは現行の慣習や法の範疇を飛び越えているという意味で予測的で不可逆的あり、それにもか
かわらずそれは一部の人間だけの問題ではなく、人間の本能的な欲望に根ざしているという意味で普遍的な
問題でもある。しかしながらそれは人間中心主義の見直しを求めるという意味で、「非人間」的な問題でもあ
る。このような諸問題は、科学技術の議論だけに収まる性質の問題では決してなく、既存の様々な人文学と想
像力を要求するという意味で学際的である。以上の理由から、飛浩隆の ラギッド・ガール はポストヒューマン
社会に対してさまざまな問題提起をするテクストとして読まれるべき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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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한국일본연구단체 기획 및
분과별 학술발표

2020년 일본의 전략적 선택
― 아베수상의 post Corona인가? 글로벌 질서변화의 With Corona인가? ―

고선규 (와세다대)
1. 서론
2020년은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사회에 있어서도 전환기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된다. 1월부터 시작
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동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 유행 상태인 팬데믹 사태를 초래하고 말
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감염에 의한 중상자 또는 사망자수 이상으로 개별국가는 물론 글
로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을 초월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
에서는 기존의 바이러스와 같이 일정기간 확산이 진행된 이후, 백신의 개발로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와 제2차 확산단계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듯하다.
한국의 경우, 1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2월 29일 감염자 수가 909명을 기록
하여 최고조에 다다랐다. 이후, 3월과 4월을 거치면서 서서히 감염자 수는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마침
내 5월 6일, 생활방역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한국정부 및 국민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전
략은 전세계적으로 성공모델이 될 정도로 효과적이었다. 한국의 성공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한편, 일본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에서도 여전히 유보
적인 평가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평가는 시기상조이다. 여전히 코
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응전략은 장기적 국면의 특정한 시기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발표에서는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평가보다는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일본사회, 정치시스템, 정치리더의 시대인식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일본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어떠한 국가전략을 추구하고자 하는지를 예측가능한 시나리
오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일본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비교
8월10일 기준으로 일본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053인이다. 그리고 감염자 수는 49,749명이다.
일본의 사망률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G7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
내고 있다. 일본의 대도시에 주목해 보면, 나고야,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등 지역은 세계적 기준에서
보면,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동경 신주쿠구(新宿区)는 인구 100만 명당 양성반응
자 수는 이탈리아를 상회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밤 유흥가(夜の街)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서 신주쿠와 이케부쿠로(池袋)지역이 여론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은 검사자 수가 적은데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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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사망자수가 많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충분한 검사체제가 정비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
문일 것이다.
6월 27일 기준으로 각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기준으로 7월 11일기준의 사망자를 나타내는 비
율을 그래프상에 표시한 것이다. X축에는 인구 100만명 당 양성반응자 수, Y축에는 양성 반응자 중
에서 사망자 수를 표시하였다. 그래프를 보면, 사망률은 10% 이상을 나타내는 국가들도 존재하고
0.1% 미만인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양성반응자 수와 사망자 수는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일본의 사망률은 5.4%로 나타났다. 미국 5.4%, 독일 4.7% 그리고 전세계 평균 사망률
은 5.7%이다. 한국은 일본보다 양성반응자 수는 많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망률은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프의 오른쪽 위쪽 부분에 위치한 국가들의 대부분이 EU국가이다. 그리고 남미, 북미지역의
일부 국가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선진적인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10% 전후로 높다. 이러한 국가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
는 이유는 의료붕괴보다는 개호시스템의 붕괴로 보는 관점이 유력하다. 즉 고령자 요양시설의 요양서
비스를 저임금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되면서 이들을 통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었고 결국
사망자를 증가시켰다는 주장이다(藻谷浩介, 2020). 페르시아만지역의 국가들은 감염자 수는 폭발적으
로 증가하였으나 사망률은 높지 않다. 이 지역에서는 젊은 외국인노동자와 같은 특정시설이나 집단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사망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코로나 감염자 중증화 비율의 국제비교

출처: The Lanset 2020.7.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중증화 요인은 심장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신장병 등 기저
질환을 보유한 환자의 감염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기저질환을 보유한 전세계인구는 2020년 기준
으로 17억 명으로 추계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전세계의 평균 증증화 비율은 22.4%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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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33.4%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EU지역이 30.9%, 북미지역
은 28.3%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이유는 고령화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고령자일수록 중증화를 유발하는 기저질환환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코로나19 대응방식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초기대응의 실패: 긴급사태제도 미비와 검사체제 혼란
일본정부는 4월 10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사태를 선언하였다. 일본이 헌법에
도 규정이 없는 긴급사태를 선포한 것을 두고 일본국내에서는 위헌가능성을 제기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서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1개월이 지난 후였다. 일본의 상황대응이 늦어진 이유는 제도적 미비가 가
장 큰 요인이었다. 일본정부는 긴급사태를 선언하기 위하여 2012년에 제정한 신형인플루엔자등특별조
치법 제2조, 감염증법 제6조를 개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감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것
은 물론 국민의 일상을 제한하는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4월 10일, 일본정부는 긴급사태
를 선언하였지만 실질적인 제한조치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각 도도부현이 담당하였다. 결국 중앙정부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구체적인 제한조치와 그에
따른 보상은 도도부현 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되었다.
일본정부의 늦장대응에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가 배경으로 존재한다. 각국은 이번 코로나확산과 같
은 긴급상황에서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한다. 일본사회에서 제도적 자원은 매
우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책임은 비단 현재의 아베수상에게 물을 수 있
는 문제만은 아니다. 특히, 국민들의 일상적 활동과 자유를 제한하는 긴급사태 관련법 제정은 물리적
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012년 아베정권이후, 테러, 안보관련 법제 제정과정에서 국민들은 맹렬하
게 반대하였다. 더구나 헌법에서 긴급사태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형인플루엔자등특별조치
법과 같은 개별입법으로 국민들의 일상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상정하지 못한 일이다.
일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자원의 동원에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효율적인 대응은 아니었다. 특히, 신
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 따라서 의료재정의 효율화가 강조되면서 각 시정촌(구시군)에 존재하는 보건
소의 인적, 시설의 축소는 코로나 감염여부를 결정하는 PCR 검사를 제한적으로 밖에 실시하지 못하
는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1990년이후, 진행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전국의 보건소 수는 1994년
847개에서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467개로 감소하였다. 보건소의 규모 축소는 코로나 검사이외 업
무에도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검사 주체를 보건소로 국한시키게 되면서 좀처럼 PCR 검사를 확
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보건소 의료 붕괴를 우려한 소극적인 검사체제는 국민에게 분노를
사고 말았다.
PCR 검사확대과정에서 나타난 중앙부처의 “종적 할거주의(縦割り行政)”는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곤
란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PCR 검사 확충을 요구하는 수상관저의 요구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검사 결과의 부정확성”을 문제 삼아서 검사체제정비를 지연시키게 되었다. 3월초, PCR 검사는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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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또는 음성검사자의 결과가 30% 정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회 후생족의원실
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설명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PCR 검사의 불확실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검사자
를 확대한다면, 양성반응자가 음성으로 오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면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게 되어 의료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이다. 후생노동성과 수상관저의 정책 엇박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몫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코로나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상관저의 각부처에 대한 정책적 통제기능은 한
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아베정권시기에 접어들어 관저주도의 정책결정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적 방안이 마련되었다. 각성청에 대한 인사권통제는 관저주도의 정책결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수단
으로 여겨졌다. 소비세인상과정이나 수상의 스캔들과 관련하여 특정관료가 인사상 우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무성, 국세청, 검찰인사 등이다. 내각부에 설치된 내각
인사국의 권한을 활용하여 각부처의 정책결정에 수상관저의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보
건, 의료행정과 같은 특수한 분야의 행정업무는 여전히 수상관저나 내각부의 논리보다는 독자적 논리
나 이해관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PCR 검사가능 건수는 7월 18일 기준으로 3만 2천 건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 검사 건수를
살펴보면, 여전히 1만 건 미만이다. 이러한 현실은 실제로 검사를 담당하는 보건소와 후생노동성의
매뉴얼 중심의 행정업무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일본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가 1월 15일 확인된 이후,
1월 24일 각료회의에서 국립감염증연구소와 각 지역에 존재하는 지방위생연구소를 중심으로 PCR 검
사체제 정비를 결정하였다. 1월 28일에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을 감염증법에 해당하는 감염증으
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감염증 지정에 따라서 검사 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하는 행정검사로 전환되었다.
국립감염증연구소는 각 지역의 위생연구소와 연계하여 병원체검출시약을 각 보건소로 발송하였다. 그
러나 1월29일 중국 무한에서 귀국하는 전세기가 도착하고 2월 3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가 요
쿠하마항에 정박하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다. 특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에서 감염자
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일본정부(후생노동성)는 PCR검사체제정비보다는 크루즈 감염자 대응
에 집중하는 이유로 지연되었다. 이후, PCR검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검사기관이나 대학병원으로도
확대를 모색하게 되었다. 2월중순이후, PCR검사시약과 매뉴얼이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나 제대로 가동
하지 못하는 상황이 3월말까지 지속되었다. 3월말까지 민간검사기관의 검사건수는 0건인 경우도 8일,
최다검사 건수가 149건이 그칠 정도였다(마이니치신문, 2020.7.24). 이러한 결과를 보면, PCR검사를
특정기관에 국한시키고 민간검사기관이나 대학병원 등과도 연계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안일한 행정운
영, 기존관행추구형 일본의 행정업무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 아베노마스크(Abenomask)와 전근대적 일본정치
아베수상은 4월1일,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전세대에게 가제마스크 두 장을 일률적으로 배포할 것
을 발표하였다. 아베수상의 마스크 배포결정은 3월초 홋카이도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회용마스크를 지원한 결정이 호평을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니가타현, 야마나
시현, 후쿠시마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각 가정에 마스크를 배부하게 되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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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아베수상은 특히, 의료시설이나 요양시설에서 마스크 부족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직접 필요한 시설에 마스크를 지원하
는 정책방안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베정권의 마스크 배부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치적 실
패를 초래하게 되었다. 결국 아베노마스크는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의 실패를 상징하는 심볼로 일본
국내에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정책적 실패라는 점에서 본다면, 일본정부의 전근
대적 사회인식과 일본형정치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우선, 아베노마스크의 배포방법과 관련된 문제이다. 일본정부는 “전체 세대에 마스크 두 장씩” 배
포한다고 발표하였다.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체 주소(집)별로 마스크 두 장씩” 이다. 그러나 실제
로 각 호별(주소)로는 다양한 형태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세대 주택이나 각 호실에 다
세대가 쉐어하우스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장이 지급되고 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
지 않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실명확인시스템이 부재하다. 물론 마이 넘버(my
number)제도가 2015년부터 도입되었다. 마이 넘버(my number)제도는 일본국민 모두에게 12자리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제도이다. 그러나 마이 넘버(my number)
제도는 번호부여나 신청이 자율적 신청이 원칙이다. 즉 한국과 같이 의무적으로 일정 연령에 도달하
게 되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마이 넘버(my number)제도가 활용되는 분야도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2020년 5월 기준으로 보급율은 15.5%에 불과하다. 한국에서도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부족이 사회적으로 쟁점화되었다. 한국에서는 마스크 구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국에서 1
인 2장씩 구입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제도운영은 주민등록번호라는 개인식별 번호가 있어서
가능하였다. 일본에서는 불가능한 제도이다. 결국 일본정부가 유일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우체국이 보
유한 배달시스템이었다. 우편물배달 시스템은 호별 즉, 주소별로 한정되어 있다.
일본정부가 지원한 재난지원금 10만 엔 지급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주소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
졌다.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는 국민이나 주소지 없이 거주하는 국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
었다. 결국 홈리스, 무허가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일
본정부의 지원이 주소를 기준으로 진행된 이면에는 가족단위 사회적 구성이 작용하고 있다(森山至貴,
2020). 일본에서 가족은 여전히 사회제도의 기본적인 운영단위가 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가격리, 외출자제 등 일련의 행동단위는 가족, 가정이다. 가족 간 생활이나 식
사, 활동은 허용되었으나 가족을 벗어난 사람과 관계는 금지되었다. 결국 이러한 가족중심의 코로나
19 대응전략은 전통적인 일본식 가족인식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 코로나19 긴급상황에
서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강화되는 의도치 않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상황에
서 여성의 역할 부각,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가족관계가 재생산되는 계기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아베
노마스크의 제작과정에서 제기된 특정기업과 수의계약, 불량마스크 배달 등과 같은 일본정치에서 나
타나는 정경유착, 특정기업과 정치인의 유착문제는 여전히 일본정치의 작동원리가 되고 있다. 7월부
터 시행된 Go to캠페인 정책에서도 일본정치의 적폐인 족의원정치가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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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탈국경과 국가의 역할
― 분쟁해결절차를 중심으로 ―

김영근 (고려대)

세계적인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교수는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화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제2차세계냉전(Cold WarⅡ)’의 진짜 시작”이라
고 밝혀. 지난해 미･중 간 무역분쟁이 관세 합의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정치･외교･이념 갈등으로 번지
면서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우리 인간들이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에서 뉴노멀(New Normal), 즉 새로운 일상이 등장하고
있으며, 주어진 변화(新환경)에 따른 국가의 역할 및 분쟁해결절차를 재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용에 따른 탈국경 현상을 고찰하
고 국가의 역할을 재점검함으로써 분야별 분쟁 대립 마찰 전쟁 등을 관리(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안
전국가’ 이론을 정립하는 데 있다.
‘3.11 코로나19 팬데믹1)’이라는 대재해는 1918년의 스페인독감2)이나 제1차･제2차세계대전(전쟁)에
버금가는 글로벌 사회의 변용이 예견되고 있으며, 국가의 역할 및 안전에 관한 거버넌스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3).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며 ‘전쟁국가(warfare state)’와 대비되는 ‘복지국가(welfare state)4)’
라는 개념이 정립되었듯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안전국가(safety state)’가 주목받고 있다. 여
기서 ‘안전국가’란 무엇인가? 이는 “민주주의 원칙과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자연･사회･인적 사건, 사고,
위기, 위험, 테러, 감염(병), 재앙, 재난, 재해 등 우리가 처한 모든 불확실성 및 리스크는 물론 다양한
가치의 충돌과 혐오, 불안, 공포, 인간적 갈등까지도 포괄하여 관리 혹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
제를 뜻한다5). 아울러 ‘예방(완화) 대비 대책 부흥(복구)’이라는 일련의 재해 거버넌스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을 아우르는 말이다. 물론 인간사회의 한 형태인 국가의 목적(역할)이 질서와 안전의 확립이
라는 점에서 이미 국가는 곧 ‘안전국가’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
영역별로 안전을 나뉘어 살펴보자면, 정치(민주화), 지구환경(지속발전가능), 경제(산업화), 인문･사
회문화(자유화･합리화), 역사인식･사상(공유･내재화), 스포츠(평화확산), 과학기술(공학･의학), 안전공동
체(화합･공생) 등 영역별 위험요소 즉 재해 거버넌스를 통해 안전･안심의 생테계를 제공 여부를 가늠

1)
2)
3)
4)
5)

2020년 8월 15일 현재 약2.053만(14,770)명이 감염되었으며, 약 74만7,845(30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 안은 한국.
전세계로 확산되어 5억명 이상이 감염되고, 사망자가 2천만 명 이상으로 최대 1억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ate Whiting(2020), “How Spanish Flu Changed World,” World Economic FORUM(https://www.weforum.org/), 30th April.
정근식･주윤정(2013) ｢사회사업에서 사회복지로: ‘복지’ 개념과 제도의 변화｣, 사회와 역사 99호, pp.5 41.
김영근(2020) ｢코로나19 재해 거버넌스에 관한 한일 비교분석｣, 아시아연구 23(2), 한국아시아학회, pp.4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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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복합적 재난을
관리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발적 긴급사태(contingency)라 할 수 있는 ‘3.11 코로나19 팬데믹’은 중대한 르네상스를 초래한
‘세런디피티(Serendipity)6)’, 즉 ‘대재해’이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한 국가나 개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쟁’이나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국가의 방향성
및 관리요소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영역별 변화를 점검하고, 분
야별로 코로나19가 가져온 부(負)의 유산 즉 분쟁을 어떻게 해결(관리)할 것인가라는 리질리언스 방
법론 및 글로벌 안보 이론(모델)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재해의 유형별 특징과 교차하는 여러 상
황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표 1> 참조). 이는 감염병이 초래하는 부(負)의 유산을 극복하고 국제협력
등 글로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도 불가결하다.
<표 1>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영역별 변화 및 부(負)의 유산

참조: 필자작성, 김영근(2020), ｢코로나19 재해 거버넌스에 관한 한일 비교분석｣,

아시아연구

23(2), <표

5(p.65)>를 대폭 수정･보완. 김영근(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국가 이론: 패러다임의 변용에 따른
리질리언스 관리방법론을 중심으로｣, 비교일본학 48집, p.23
6) ‘세렌디피티’는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특히 과학연구의 분야에서 실험 도중에 실패해
서 얻은 결과에서 중대한 발견 또는 발명을 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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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든 단순히 ‘생의학적(biomedical)’ 바이러스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장 및 ‘안심생활’
을 포함한 사회의학적(social medical) 관리까지도 고려한 ‘안전국가’의 구현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
서 ‘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 19)’라는 경험하지 못한(未曾有)의 대재해가 초래할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전통적으로 중시되어왔던 ‘국가 안보’(정치 및 지구
환경)에 주목해 왔다. 이와 연계된 ‘경제 안보’(리스크 및 불확실성 관리), 나아가 ‘기술 안보’(과학공
학 및 안전혁명)는 물론 비전통적 안보 즉 ‘인간 안보’(인문사회･문화･사상･스포츠)에 관해서도 분석
틀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안보의 영역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지구적 공공재라는 관점에서의 ‘글로벌 안보’ 차원의 논의도 포함하여 감염병 재해 이후 글
로벌 사회의 변용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 제시한 분석틀, 즉 감염병 확산으로 과정에서 두드러진
영역별 변화 및 코로나19 재해가 초래한 부(負)의 유산에 관한 유형화를 시도한다. 제2절에서는 국가
안보: 정치 사상적 대응과 패러다임 변화를 점검하고 <국가 안보>를 고찰한다. 아울러 탈(脱)국가론
적 지구환경공학에 관해서도 논한다. 제3절에서는 불확실성 및 위기관리라는 관점에서 <경제 안보>를
분석한다. 제4절에서는 ‘사회 안전 및 공동체’ 아젠다를 내포하는 <인간 안보>에 관해, 제5절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공학 이슈인 <기술 안보>를 해부한다. 마지막으로 제6절(결론)에서는 이
상의 안보에 관한 영역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론화(試論)하고, 글로벌 위험요소 즉 포스트 ‘3.11 코
로나팬데믹’ 재난관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민주화) 분야의 정치적 화해 등을 포함한 사회변화에 관해서는 민주주의 이념의 확립 및 안전
국가 개념의 공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코로나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시장지배체제에 의존하는 ‘작
은정부’ 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큰정부’ 체제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방역의 주체가 정부 주
도에서 시민협력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소극적인 조정자 역할보다는 적극적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프로세스가 긴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히 국경 및 사람의 이동 제한 등 지정학적 관
리방식이나 단순한 역할 확대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대립(갈등)으로 연계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현장 시민들의 선호(preference) 및 이익집단 간 조정 프로세스가 반영된 ‘역(逆: reversed)이미
지 거버넌스’7)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산업화) 분야의 사회변화에 관해서는 비대면 산업화의 진전 및 협력구도의 재편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긴밀하게 연
결되고 상호의존해 왔던 지구촌은 ‘자국 우선주의(各自圖生)’의 길로 움직이며 세계화 및 ‘글로컬라이
제이션’의 흐름에서 역행하는 모습이다. 자연스레 지경(地經)학적 대립이 강화되는 셈(양상)이다. 사
회･경제학적 측면에서는 AI시대에 걸맞은 기업의 ‘로봇의 도입 등 생산환경 및 업무방식 변화’는 물
론 국가별 수평적･수직적 분업구조, 경쟁･공생관계, 자생적(自生的)･협력적 발전모델, 국가주도의 산업
정책과 경제성장론 등이 재검토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재난을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
7) 김영근(2014) ｢일본의 진재학과 재해부흥의 역(逆)이미지: 한국형 위기관리 모델의 시론｣, 한림일본학 제24집, 한림대학교 일본
학연구소, pp.141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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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제학’이나 ‘산업안전학’ 등 자본주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
<표 2> 글로벌 경제부흥 및 리스크 관리

참조: 필자 작성, 김연석･정용승(2002), p.18의 <표 1 5> 수정･보완.

결론을 대신하여,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용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고 있는(with) 관리해야
할 과제로 상정할 수 있는 여러 분쟁을 새로이 유형화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11 코로나19 팬데믹’ 감염병 재해가 초래할 글로벌 패러다임을 전통적으로 중시되어왔던 국가안
보(정치 및 지구환경)와 연계된 경제안보(리스크 및 불확실성 관리), 나아가 기술안보(과학공학 및 안
전혁명)는 물론 비전통적 안보 즉 인간안보(인문사회･문화･사상･스포츠)로 나뉘어 분석하였다. 또한
안보의 영역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全)지구적 공공재라는 관점에서의
‘글로벌 안보’ 차원의 논의도 포함하여 감염병 재해 이후 글로벌 사회의 변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
만 리질리언스 관리방법론 및 안전국가 이론에 대한 현상파악이라는 차원에서 시도한 본 논문의 한
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영역별 패러다임의 변화 및 분쟁 관리 요소에
관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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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분야별 패러다임의 변화

참조: 필자작성, 도미나가 교수[富永健一(1990)

日本の近代化と社会変動 講談社]의 분석내용을 원용하여 대폭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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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본경제와 아베노믹스 향방
송정현 (동국대)

1. 서론
2019년 12월부터 발병하기 시작한 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 19)는 2020년 8월
11일 기준 전세계에 2,000만명 이상의 감염자를 발생시키면서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다. 코
로나19 사태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각국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무역 중간재 공급에 차
질이 발생하면서 세계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관광 및 서비스업에서의 침체가 두드러
지고 있다는 점과 국가 간 무역이 저해되면서 세계무역 공급망(supply chain)의 붕괴까지 이어지고 있
다는 점에서 이번의 코로나 사태는 과거 1930년대 세계대공황보다 더욱 큰 경제적 위기가 도래할 것
이라는 예측도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020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을 IMF는 –3%, OECD
에서는 –6%에서 –7.6%까지의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미국 및 유럽국가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일본의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20여년이 넘는 장기불황이 지속되
던 한편 2012년 12월에는 제2차 아베정권이 수립되면서 장기간의 불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경제정책으
로 아베노믹스(アベノミクス, Abenomics)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베노믹스
의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까지 겹치게 되어 향후 일본의 경
제향방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트코로나 사태에 따른 향후 일본경제 전
망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아베노믹스 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 이후 일본경제의 성장전망에 대한 분석과 함께 2013
년부터 장기간 추진되어 온 아베노믹스 정책적 성과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
국에서 고찰된 코로나사태 관련 연구분석에 관하여 논의한 이후, 일본에서의 코로나사태에 따른 경제
현황과 아베노믹스의 성과 고찰을 통하여 향후 일본경제에 관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2. 본론
KDI(2020)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전망을 분석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의 GDP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경기 회
복을 지원할 정책의 필요성을 논했다. 아울러 이러한 위기극복 정책이 향후 생산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
성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상만(2020)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지금까지
구축되어 있던 세계화 시스템의 취약부분이 드러났음을 지적하며, 국가공동체적 측면에서 협력･대응해
야 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태영 외2(2020)는 코로나 19가 종식되더라도 국내 경제 불황은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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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측했다. 금융위기 가능성과 식량 공급망의 붕괴, 지정학적 갈등과 같은 대외적 문제들 또한 경
제위기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지적했으며, 이러한 문제에 따라 정부에서 단기적인 경제회복 정책 지원
을 시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영근(2020a)은 한일 양국의 감염병 대비 및 대응체제를 비교분석하
여 정부의 위기대응 방식을 고찰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대응은 의료 과학기술 뿐만 아니
라 인문적 재해대응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일본은 단절된 거버넌스로 인해 감염병 위기대응방식에 있
어서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김영근(2020b)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영향을 미친 1)영역별
변화, 2)국가 안보와 탈국가론적 지구환경공학, 3)불확실성 및 위기관리 측면에서의 경제안보, 4)인간안
보, 5)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 안보의 5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
국가 이론을 고찰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현대사회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하현옥
(2020)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변화된 언론직 근무환경과 일상 업무간의 경계 모호성에 대해 고찰하였
으며, 김현수(2020)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향후에도 비대면 접촉이 확산됨에 따라 도심의 상가 및 사무
실의 수요는 감소하고 재택근무 환경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에서는 2020년 1월 16일 첫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2월 13일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8
월 11일 기준 일본 내 코로나19 총 감염자 수는 49,608명, 사망자는 1,052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같은 시각 기준 한국(감염자 14,660명, 사망자 305명)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며, 최근 들어
감염자 확대 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코로나사태 해결이
일본사회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일본에서도 코로나사태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高橋済(2020)는 사회적 거리 확대 전략(Social Distancing)과 같은 감염증 억제
대책에 대한 연구, 감염증을 포함한 경제 모델 분석, 감염증의 사회적 영향 등의 실증 연구를 통해
코로나 19가 초래한 경제위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감염증과 경제학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水尾佑希, 高見博(2020)는 코로나 감염 확대에 따른 세계 공급망 두절로 인하여 경제활동 둔화
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며, 의료용품의 국내 선점 및 생산 확대와 함께 감염 수습을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奥愛(2020)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가 일본의 노동시장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여 수요 저하가 예상되는 직종의 공적지원 필요성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일본경제의 향후 전망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IMF 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GDP성장률은 –5.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한국( 1.2%)은
물론 세계 평균( 3%)보다 낮은 수치이며, 그 이후의 경기회복도 세계 평균을 밑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일본의 올림픽개최 연기로 인한 소비 및 고용 둔화, 무역수출량 감소,
일본 내수시장의 불황 지속 등이 경기침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표1> 주요국 GDP성장률 추이 (Annual percent change)
Japan
Korea, Republic of
United States
China, People’s Republic of
World

2011
0.1
3.7
1.6
9.5
4.3

2012
1.5
2.4
2.2
7.9
3.5

2013
2
3.2
1.8
7.8
3.5

2014
0.4
3.2
2.5
7.3
3.6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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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2.8
2.9
6.9
3.5

2016
0.5
2.9
1.6
6.8
3.4

2017
2.2
3.2
2.4
6.9
3.9

2018
0.3
2.7
2.9
6.7
3.6

2019
0.7
2
2.3
6.1
2.9

2020
5.2
1.2
5.9
1.2
3

<그림1> 일본 GDP성장률 추이

주: 実質季節調整系列成長率 기준
자료: 内閣府「国民経済計算(GDP統計)」

그림1은 일본GDP 성장률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아베노믹스 시행에 따른 정책성과로 GDP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연도별 GDP성장률의 경우,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직
후인 2013년도는 2.6%로 2011년(0.5%) 및 2012년(0.8%)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2014년 들어서는 소
비세 인상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0.4%)을 기록하였다. 그 이후인 2015년 1.3%, 2016년 0.9%,
2017년에는 1.9%로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0.3%, 2019년도에는 0% 성장으로 둔화된 모습이
다. 분기별 성장률의 경우에도 2019년 2사분기 0.5%, 3사분기 0%, 4사분기에는 –1.9%, 가장 최근인
2020년 1사분기에도 –0.6%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집계되었다. 부문별 집계에서는 민간최종소비지출
(2019년 3사분기 0.4%, 2019년 4사분기 –3%, 2020년 1사분기 –0.8%) 및 민간기업설비투자(2019년 3
사분기 0.2%, 2019년 4사분기 –4.8%)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결론적으로,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이후
로도 일본의 GDP성장은 여전히 정체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경제부양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20년 6월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企業短期経済観測調査)(%p)
대기업
분류
제조업
비제조업
산업 전체

실적

중견기업
전망

34
17
26

실적
27
14
21

36
14
30

자료: 日本銀行(2020.6.30.) 第185回 全国企業短期経済観測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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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망

실적
41
27
33

전망
45
26
33

47
33
38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기업에의 부정적 영향도 크게 드러나고 있다. 2020년 6월 일본은행이 발표한
단기경제관측조사(短期経済観測調査)에서의 대기업규모 제조업 업황판단지수(DI, %p)는 –34%p로 나
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이며, 비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도 전기의 8%p에서 –17%p
로 크게 하락하였다. 특히 자동차, 철강, 조선업, 생산용 기계 등 수출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산업분야
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수출무역이 감소하면서 그 여파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숙박･음식 서비스가 –91%p, 대인서비스가 –70%p으로 크게 하
락했으며, 그 외에도 운송･우편( 43%p), 소매( 27%p), 전기･가스( 22%p)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기
업규모별로는 대기업(제조업 34%p, 비제조업 17%p)에 비하여 중견기업(제조업–36%p, 비제조업
27%p) 및 중소기업(제조업–45%p, 비제조업 26%p)의 경기판단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
소기업에의 지원정책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익사단법인 일본경제연구센터(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는 2020년 7월 1일 코로나19 위기 전후(コロ
ナ危機のビフォー／アフター)1)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향후 코로나의 수습 정도에 따른 일본의 경제
성장 예상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일본이 코로나19를 빠른 시기에 수습한다고 가정하는 ‘표준
시나리오’에서 2020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6.8%로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줄어들지 않고 백신 개발과 보급이 늦어지는 ‘악몽의 시나리오(悪夢シナリオ)’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8.5%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하였다. 또한 중장기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분석결
과를 발표하였다. 코로나가 수습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하여 2032년 무렵부터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기에 접어들 것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GDP규모는 2035년까지 230조엔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본정부의 재정적자에도 더욱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의 긴급 보조금 지급, 최대 6백만엔의 집세 보조, 국민당 10만엔
의 특별금 지급 등 다양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 총수요 및 소비가 증대되어 경제가 회복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확장지출로 인하
여 재원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일본정부는 20년도에 50조엔 규모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였
으며 그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국채발행으로 50조엔 전부를 충당할 계획이다.
문제는 일본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및 채무누적액 증가이다. 일본의 정부채무 누적은 아베노믹스
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9년 시점에 이미 GDP의 200%를 넘는 수준에 달했으며, 이후로도 아베노믹
스의 두 번째 화살인 기민한 재정정책(機動的な財政政策)의 시행 및 동일본대지진의 복구를 위한 정
부지출 확대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 결과 2020년도는 GDP의 237%수준까지 정부채무가 누
적되었으며, 2020년도의 재정지출규모가 2035년까지 지속될 경우 정부채무누적액은 1,400조엔 이상이
될 것으로 일본연구센터는 예측하였다. 이는 일본 명목GDP의 270%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에 따라 정
부재정의 경직2) 및 재정건전성 악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 小林辰男 외2(2020) コロナ危機のビフォー／アフター～債務の急拡大などで経済水準は2％低下～
(https://www.jcer.or.jp/economic forecast/2020071.html)
2) 이미 2020년도 당초예산기준으로 정부세출 중 국채비(国債費) 규모는 23.4조엔으로 세출 전체의 22.7% 비중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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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2020년도 상반기 일본정부의 향후 경기전망은 202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사태가 진정되면서 회복기
조에 진입하고, 이후 2021년부터는 이전의 경제성장 속도로 회귀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상
정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코로나사태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감염자 및 사
망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3). 일본 내에서도 일일 신규확진자가 천명 넘게 발생하고 감염추세가 거세
지면서 일본정부가 상정한 시나리오는 상당부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일본정부의 예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이 단기간에 종식된다면 침체되었던 관광 및 서비스업이 회복되면서 경기가 반
등하겠지만, 감염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서비스업의 경제회복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제품소비와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특히 중간재 및 최종생산품을 수출하는 제
조업 중심의 일본 경제구조로 인하여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침체를 겪을 수 있다. 일본은 코로나사태
로 인해 2020년 하계올림픽을 1년 연기했으나, 현재의 코로나 확산 추세를 고려하면 1년 후에도 코
로나 사태가 수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코로나 사태의 종식이 보장되지 않
는 한 2021년 하계올림픽의 개최 전망 또한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최가 성사된다 하더라
도 외국인 방문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이전에 논의한 수준에서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다. 실질적인
일본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발생할 대내외적 경제적 여파를 면밀하고 냉정하게
분석해야 하며,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사태 이후 수
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언택트(untact) 및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과 함
께 각 분야별 구조변화 점검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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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務総研ス

코로나19 사태로 나타난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대응과 인식
김웅기 (홍익대)

1. 들어가며
이번 코로나19(COVID 19)사태는 그동안 낮아질 것만 같았던 국경의 장벽이 여전히 실체적 존재라
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 주고 있다. 국경관리 즉 국가 간의 인적･물적 이동에 대한 통제권이 오로
지 국가의 전유물인 사실에 대해서는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방역관리에 따른 각종 관리통제는 개인과 사회의 삶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기대응 시
에 부각되는 현상 중 하나인 주권국가에 의한 외국인을 둘러싼 대응도 마찬가지다.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서는 자국민과 외국인 간에서 차이가 없지만 주권국가 정부에 의한 대응과 제도 마련에 있어 전
제하는 것이 자국민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주류사회가 평상시에 어떻게 이들과 관계성을 맺어왔는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주류사회의 인식이나 가치관, 역사적
관계성 등이 비상시에 조속한 대응이 요구될 때 그 본질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본사회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 대응
에 있어 외국인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들이 일본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아직 초보적 논의를 벗어나기
는 어려울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현 시점까지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현상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2. 정주외국인의 출입국문제
많은 국가에서 도시봉쇄(lock down)가 추진된 가운데 일본은 현 시점(8월 중순)까지 이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일본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것이 거의 ‘완벽한 ‘쇄국’‘1)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강력
한 외국인, 특히 생활기반이 일본에 두고 있는 영주자, 정주자,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가지며 일본
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이다. 일본정부는 각 외국인의 일본 거주, 출입국 경력을 감안
하여 개별적으로 입국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국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2) 이에 대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제적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내 일본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유럽일본연구협회(EAJS)는 “일본인과 외국인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조치를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회원 중 24명이 일본으로 재입국하지 못하고 있
1) 西村カリン、「日本政府のコロナ「鎖国」は在住外国人への露骨な差別では？」、 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2020年7月17日。
2) G7 국가들 가운데 미국이 일부 취업비자 소지자의 재입국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정주외국인에 대해 입국 자체를 제한하
는 조치를 취한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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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밝혔으며, 히로시마대학 캐롤린 펑크(Carolin Funk) 부학장은 유학생 88명과 교원 2명이 봄 방
학 때 일본을 출국 후 재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요즘 시대는 일본에서 자란 외국인 학
생이나 외국에서 자란 일본인 학생도 있다. 국적으로 나누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비판하고 있다.3)

<표> 입국제한 대상지역에서의 외국인 재입국을 둘러싼 대응
취업, 유학 등

영주자

배우자

미국

ㅇ

ㅇ

캐나다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x

x

x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대만
일본
*인도 상 배려할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에만 허용

* 중국, 유럽 등 일부
국가로부터의 입국 제한

출처: 朝日新聞 、2020年7月21日。

일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출국 후에 입국거부 대상이 되어 재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은 2020년 7월 29일 현재 88,000명으로 추산된다.4) 여기에는 정주성 체류자격 뿐만 아니라 유학생이
나 외국인 노동자(실질적인 노동자인 기술연수생 포함) 등도 포함된다. 이들 또한 생계와 경력을 일본
에서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국제한 조치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구으로부터의 비
판이 잇따라 제기되자 결국 일본정부는 8월 5일부터 국가별로 입국거부 지정된 전날까지 출국했을
경우, 재입국을 허용하게 되었다.

3. 외국인 ‘인재’에 의존하는 일본 산업
이번 사태를 통해 부각된 문제 중 하나로 일본 산업 중 상당수가 외국인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첫째, 도시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도시형
문제이며, 둘째, 숙박업, 음식업 등 업종에 편중 현상이 있으며, 셋째, 고용처 중 90% 이상이 중소기
업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 안전망 등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문제를
앓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항시적 노동인력 부족에 따라 2018년 12월 체류자격에 ‘특정기능’을 신설하여 2019년
3) 朝日新聞 、2020年7月21日。
4) 毎日新聞 、2020年7月2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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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5년동안 최대 34.5만 명의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일 계획에 있다. 그동안 표면상 금지시켜
온 외국인의 단순노동을 양성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원래 일본은 20%에 불과한 「전문적・기
술적 분야의 재류자격」이나 「특정활동」과 같이 프론트 도아(front door) 즉 취업할 것을 전제로 입국
을 허용하기보다는 사이드 도아(side door) 즉 「자격외노동」이나 「기술연수생」 과 같이 본래의 목적
과 다른 형태로 입국한 후 취업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아베 정부를 비롯하여 역대 일본 정권이 거듭 “이민정책은 없다”고 공언해 온 것은 입국 후의 사
회통합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했다는 점이며, 사회통합정책의 일본어적 표현인 다문화공생정책은 사실
상 각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방임되는 형태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2019년도부터 문부과학성이 통
합교육에 대한 정책 논의를 시작하며, 오사카시에서는 일본어지도원과 더불어 모어(母語)지도원, 코디
네이터(현재 4명)5)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등 기존의 정책 방향과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 그나마 작동하기 일본 다문화정책 추진이 어떻게 기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이유는 1998년 리먼쇼크 당시 정주자격을 가진 남미 출신 일계인들을 정부예산까지 거출하여
귀국을 독려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와는 달리 이번 상황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현실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당시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돌려보내게 된다면 앞서 거
론한 전향적 출입국정책과의 모순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사태를 맞이하여 일본정부가
외국인을 단순히 ‘인재’ 즉 노동력으로만 간주하는 기존의 자세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통합정
책 즉 이민정책에 대상으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둘러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이
어떠한 형태가 될지를 고찰한다는 것은 일본의 외국인 수용과 사회통합 수준의 현황 및 장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좋은 사례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4. 비판 대상이 된 파칭코산업
일본의 외국인 혐오는 혐한문제로 상징되듯이 과거사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여타 국가의 그것
과는 확연히 구분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사태와 관련되어 일어난 외국인
혐오 사례로는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폄하와 재일코리안이 많이 종사하는 파칭코 및 성산업을 포함
하는 접객업에 대한 차별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차별인 재일코리안 산업인 파
칭코산업에 대한 일본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에 국한하여 논해 보기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파칭코산업은 대표적인 재일코리안 사업이다. 전후 취업기회나 금융시스템에서 배척
되어 온 재일코리안들이 진입이 가능했던 몇 안 되는 산업이었기 때문이다. 파칭코업이나 접객업은
공통적으로 비교적 소자본이면서도 큰 액수의 현금이 일상적으로 유통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다
가 사행(射倖)산업, 성산업에 붙어 다니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대다수 일본인들이 꺼려하는 업종이기
도 하다.
전후 직후 암시장이 형성된 곳에서 생업을 이어나간 곳에 오늘날 파칭코 점포들이 다수 존재한다

5) 2020년 4월 시점에서 고용된 모어코디네이터는 일본 거주 경력이 10년을 넘는 중국인 2명, 대만인 1명 그리고 20년 이상의
민족강사 경력이 있는 재일동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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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은 시민모임(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을 비롯한 내토우요(ネトウヨ)
들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혐한시위가 절정에 달하던 2012년을 전후하여 일본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사태가 발생하자 도쿄, 오사카의 수장(지사)들은 중앙정부, 지
자체를 막론하여 방역이나 휴업 보상 등 전반적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파칭
코산업을 적시하며 휴업요청에 응하지 않은 대표적 업종이라는 발언을 연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했
다. TV 와이드쇼를 비롯한 일본 언론은 쉴 새 없이 문을 닫지 않은 파칭코 점포를 생중계하는 등 비
판 여론을 부추기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같은 상황이 재일코리안을 다시 한번 희생양으로 삼으로 하는 것으로 비추어진 이유는 피칭코
산업이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찰이나 행정 당국에 의한 규제에 대한 대응을 충실히 이행해 온데
다가 특히 흡연문제로 인해 환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완비한 상태에서 이번 비판을 제기되었기 때문
이다. 현실적으로 파칭코 점포가 클러스터가 된 사례는 2020년 7월까지 한 건도 없었다.

5. 잠정적 결론: 변화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하지 않은 차별
지금까지 거론해 온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이번 코로나사태가 일본사회와 외국인의 관계로
인한 사회문제로서 새로운 차원과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차원이 혼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사회가
갈수록 많은 신규 입국 외국인을 공생과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
로 부각되는 외국인 혐오나 배타의 문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자세히 고찰한다는 것은 향
후 일본의 다문화 현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를 줄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구 식민지 지배의 연속선상에 있는 재일코리안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부재가 여타 외국인들을 맞이
하는 데 있어 저해요소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뉴커머 외국인
들이 일본사회의 정착하는 과정에서 통합정책이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추진 될 경우, 그것이 역사
문제를 수반하는 외국인 즉 재일코리안과 대만인 등 올드커머들의 역사성의 존재를 은폐해버림에 따
라 다문화공생이 일본 역사수정주의와 친화성을 띠게 될지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연
구를 추진해 볼 만한 주제가 될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이들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사례와
시사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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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와
이창동의 버닝 에 나타난 시대와 서사방법
김정희 (경기대)

1. 들어가며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헛간을 태우다(納屋を焼く)」1) 는 1983년 1월 신조(新潮) 에 발표된 단편
이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을 원안으로 하여 이창동 감독은 영화 버닝 을 2017년에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와 이창동의 작품이 각각 어떠한 세계관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
고, 그러한 세계관이 작품의 발표 당시의 시대적 가치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특
히 버닝 의 경우, 선행연구2)에서 지적한 메타서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인공 종수의 소설쓰기를 추
동하는 것이 분노의 표출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2. 「헛간을 태우다」가 그리는 복수(複數)의 세계
1983년 발표작 「헛간을 태우다」는 소설가인 화자가 그의 애인인 ‘그녀’와 ‘그녀의 남자친구’(이하, ‘남
자친구’로 약칭함)와의 관계를 통해서 겪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3) 이 작품에서 독자의 궁금증을 자
아내는 것은 과연 그녀의 남자친구는 헛간을 태웠는가, 그녀는 왜 연락이 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여
기에서 나와 남자친구가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나눈 헛간을 태우는 것에 관한 대화를 확인해 보자.
(1) “저는 판단 따위 하지 않아요. 관찰할 뿐이지요. 비와 마찬가지예요. 비가 온다. 강이 넘친다. 뭔가가 떠
내려간다. 비가 뭔가를 판단하나요? 들어보세요, 저는 모럴리티라는 것을 믿어요. 모럴리티 없이 인간은 존

1) 이 작품의 제목은 윌리엄 포크너의 단편 「헛간을 태우다(Barn Burning)」(1939)와 동일하여(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는 ‘Barn Burning’이라는 제목으로 영어권에 소개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양자의 관련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2) 황경, 「이창동의 버닝 에 대한 문예 미학적 논리 연구 무라카미 하루키, 윌리엄 포크너 소설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우리어문연구 64집, 2019, pp.165 192.
3) 31세의 소설가인 ‘나와
’ 20세인 ‘그녀는
’ 결혼 파티에서 알게 된 후 친근한 관계가 된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녀는
’
어느 날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난다. 얼마 후 그녀는 전화로 자신이 귀국하는 날 공항에 마중을 나오라고 요청한다.
이것을 받아들여 공항으로 마중을 나간 나는 그녀의 소개로 아프리카에서 사귀게 된 그녀의 남자친구와 인사를 하게
된다. 어느 날 그녀와 남자친구가 나의 집으로 놀러온다. 그곳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남자친구는 나에게 기묘한
이야기를 꺼낸다. 그것은 자신이 정기적으로 헛간을 태운다는 것, 오늘도 그 작업의 사전조사를 위해서 나의 집 주변
을 탐색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 후 나는 집 주변의 헛간 중 사라진 것이 있는지를 체크했으나 발견하지
못한다. 한편, 그와 비슷한 시기에 그녀는 갑자기 사라져 연락이 두절된다. 나는 우연히 그녀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
는데, 그는 분명히 자신은 헛간을 태웠다고 하면서 그녀와는 연락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그녀를 걱정하지만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나이를 먹어가는 나는 가끔씩 어둠 속에서 불타고 있는 헛간의 이미지에 사로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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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 수 없어요. 저는 모럴리티라는 것은 동시존재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동시존재?”
“즉 제가 여기에 있고 제가 저기에 있어요. 저는 도쿄에 있고 저는 동시에 튀니지에 있어요. 탓하는 것이
저이고, 용서하는 것도 저예요. 그 외에 뭐가 있죠?”
「僕は判断なんかしません。観察しているだけです。雨と同じですよ。雨が降る。川があふれる。何かが押し流される。雨
が何かを判断していますか？いいですか、僕はモラリティーというものを信じています。モラリティーなしに人間は存在で
きません。僕はモラリティーというのは同時存在のこと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

「同時存在？」
「つまり僕がここにいて、僕があそこにいる。僕は東京にいて、僕は同時にチュニスにいる。責めるのが僕であり、ゆるすの
が僕です。それ以外に何がありますか？」(71)4)

여기에서 남자친구는 헛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은 관찰만 한
다는 점, 그리고 자신은 모럴리티에 대해서는 믿는데 그것은 동시존재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밑줄부분). 이 동시존재에 대한 설명에 주목해 보면, 2개의 공간에 주체가 동시에 있는 것, 또는 인간
내면에 항상 존재하는 이원적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원적인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복수로 존재하는 세계인 패러렐 월드(parallel world)를 의미하는 것이다.5) 남자친구는 화자인 나는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에서 헛간을 태운다. 무언가를 태운다는 행위는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속의 어두
운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나의 세계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범죄이지만, 패러렐 월드에서는 가능
하다. 따라서 패러렐 월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인간이 모럴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창구인 것이다.6)
남자친구가 나에게 자신이 주기적으로 남의 헛간을 태운다고 고백을 한 이유는 내가 소설가이기 때문
이다. (70) 이것은 소설가이기 때문에 패러렐 월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은 일류 소설가에게나 가능한 것이라고 대답한다. 실제로 나는 남자친구가 말한 동시존재를 인
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세계에서 불에 탄 헛간을 찾아 헤맨다. 그 후 나는 남자친구에게 헛간을 태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후, 자신의 세계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집착하며 헛간이 불에 타는 환영에
사로잡힌다.
4) 본문의 인용은 村上春樹, 「納屋を焼く」, 蛍・納屋を焼く・その他の短編 , 新潮文庫, 2012(56刷)에 의하고, 이하 페이지
수를 표기하였다. 이것은 1983년에 발표된 단편의 본문으로, 본고에서는 1990년에 발표된 개작본이 아닌 1983년의
본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5) 田中実, 「＜主体＞の構築」, 日本文学 62(8), 2013, pp.7 8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이 패러렐 월드를 그리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1Q84 (2009)를 발표한 직후에 무라카미 하루키는 인터뷰에서 “9・11사건은, 저는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
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던 세계라는 것은 어딘가에 있는 법. 지금 있는 세계는 정말로 리얼한 세
계인지 아닌지 항상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지 않은 세계도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어딘가에 있
어요(「９・11の事件は、僕は、現実の出来事とは思えない。そうならなかった世界というのは、どこかにあるはず。今いる世界
は本当にリアルな世界かどうかということに、常に僕は疑いを抱いている。こうではなかった世界もどこかにあるはずだ、とい
う気持ちがどこかにある」).”라고 이야기하였다. 물론 이 인터뷰는 포스트 냉전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설명
이지만, 패러렐 월드가 데뷔 이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주된 관심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インタ
ビュー：村上春樹、「1Q84」で描くポスト冷戦の世界」, ロイター https://jp.reuters.com/article/idJPJAPAN 12605620091124
(검색일: 2020. 5. 5)
6) 1990년에 개작(改作)한 해당 본문(전게본문(1))에는 ‘저는 모럴리티라는 것은 말하자면 동시존재의 균형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僕はモラリテイーというのはいうなれば同時存在のかねあいのこと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村上春樹,
村上春樹全作品1979 1989③ , 講談社, 1990, pp.249ー250.)라고 되어 있다. 이 본문을 참조하면 모럴리티는 동시존재
의 균형에 의해 성립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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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인 내가 과연 언젠가는 동시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 작품은 복수로 존재하는 세계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설가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과연 내가 이 ‘패러렐 월드’를 인식하게
될지 그 결말을 수수께끼로 남긴 채 끝을 맺는다.

3. 서사방법의 차이와 시대의 반영
버닝 7)의 주인공 종수는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하고 소설가를 지망하는 20대의 남성이다. 그러
나 정작 그는 소설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가 소설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수수께끼’와 같이 느껴
지기 때문이다.
벤: 종수씨는 무슨 소설을 쓰세요?
종수: 저는 아직까지 무슨 소설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벤: 왜요?
종수: 저한테는 세상이 수수께끼 같아요.

해미는 종수에게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보일에게 먹이를 주도록 부탁한다. 그러
나 종수는 해미의 집에서 보일을 한 번도 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해미는 어린 시절 동네에 있던 자신
이 빠졌던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던 경험과 자신을 구해줬던 것이 다름
아닌 종수라는 사실도. 그러나 종수에게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영화가 미스터리적 수법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해미가 모델 일을 할 때 종수가 경품으로 받은 손목시계를 해미에
게 주었는데 바로 그 시계를 해미가 실종된 후 벤의 집에서 발견한다. 그리고 보일이라고 생각되는 해미
의 고양이도 동시에 벤의 집에서 발견한다. 또한 비닐하우스를 태운다는 벤의 고백을 들은 후 종수는 비
닐하우스를 체크하지만 불에 탄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 벤에게 물어보는데 그는 확실하게
비닐하우스를 태웠다고 말한다. 벤이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행위는 작품 속의 일련의 사건들과 함께 생각
해 볼 때, 소설「헛간을 태우다」의 경우와 같이 패러렐 월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과연 벤이 비
닐하우스를 태웠는지에 대한 진위여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종수는 해미의 것이라고 생각되
는 시계와 보일이라고 여겨지는 고양이를 벤의 집에서 발견한 후 헛간을 태운 것도, 그녀의 실종(살해)
도 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들 사건을 경험한 후 종수는 해미가 부재하는 그녀의 방 안에서 글을 쓰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화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씬(scene)으로 전환되는데 종수는 해미와 함께 만나자는 거짓말을 하면서 벤을 그곳
으로 불러낸다. 그러나 행방이 묘연한 해미가 그 자리에 나타날 리가 없고, 그녀의 행방에 대해서 묻는
벤을 종수는 칼로 찔러 살해한다. 이와 같이 종수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장면 이후부터 벤을 살해하는
장면까지 이것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종수가 쓴 소설의 결말인지는 애매모호하다. 단지 여
7) 소설에서 30대인 ‘나는
’ 영화에서는 20대의 ‘종수로
’ , ‘그녀는
’ ‘해미로
’ , ‘남자친구는
’ ‘벤으로
’
등장한다. 줄거리는 소설
과 거의 일치하나 헛간뿐만 아니라 해미의 고양이 보일과 그녀의 손목시계, 우물 등 현실의 애매모호함을 강조하는
다양한 장치를 갖추어 놓았다. 또한 영화의 후반부에서 해미가 실종된 후 종수는 벤을 살해하고 그의 시체와 차를 불
태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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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분명한 점은 벤을 실제로 종수가 살해했든, 그것이 종수가 쓴 소설의 결말이든 상관없이 종수가
드디어 소설을 썼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영화 버닝 은 종수라는 소설가 지망생이 소설을 쓰기까지
의 과정을 그린 메타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상이 수수께끼 같아서 소설을 쓸 수 없었던 종수의 서사가 이루어진 것은 어떤 이유 때문
인가? 종수는 해미의 실종 후에 벤의 집에서 발견한 고양이와 손목시계, 그리고 벤의 헛간 방화를 통해
서 하나의 인식에 다다랐다. 그것은 세상의 수수께끼가 풀린 것을 의미하며 종수는 벤이 해미의 실종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벤이라는 인물은 종수보다 6~7세
정도 나이가 위로,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며 파티를 열고 고급차와 강남의 고급 맨션에서 살며, 종수가
사랑하는 해미와 사귀고 있다. 종수의 현실은 벤의 일상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 아버지는 이웃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러 재판 중이고 어머니는 종수가 어렸을 때 가출을 했다. 해미를 사랑하는 종수는 경제적인
부유함을 자랑하는 벤과 함께 다니는 해미를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종수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인 차이가 너무 나는 해미를 벤이 데리고 다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수는 벤이 자신의
부유함을 무기로 이른바 유희를 위해서 해미를 만난다고 판단한다. 그에게 벤은 쫓아갈 수 없는 대상이
고 자신과의 계급적 차이를 실감하게 하는 인물이다.8) 종수가 소설을 쓰게 된 것은 자본주의 속에서 형
성된 계급의 차이를 통해 들어나는 증오에 의한 것이며, 그것이 해미의 실종사건과 맞물려 벤을 단죄하
게 된다.
벤이 비닐하우스를 불태우는 행위도 버닝 에서는 계급의 차이를 드러내는 메타포이다. 강남의 고급
빌라에 사는 벤은 거리적으로는 서울에 가까우나 어디까지나 시골인 파주의 종수의 집 근처의 비닐하우
스를 태우기 위해서 사전 답사를 한다.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나누는 종수와 벤의 대화 속에서 종수는 아
버지의 분노조절장애와 그로 인한 어머니의 가출, 그리고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 가출한 어머니의 옷을
태웠던 어렸을 때의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에 반해서 벤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비닐하우
스를 태운다는 것, 그리고 그 불을 바라보며 희열을 느끼며 심장의 고동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종수와
벤이 무언가를 불로 태우는 행위는 완전히 상반된 의미를 가진다. 종수에게는 무언가를 태우는 행위가
폭력적인 아버지9)에 의한 처참한 인생의 고통을 상기시키는 것이라면 벤에게는 부유한 자의 유희에 지
나지 않는 것이다. 영화 버닝 은 유희를 즐길 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벤과 사건의 복수성(현실의
애매모호함)에 주저하던 종수가 ‘계급’이라는 것을 매개로 현실에 분노하면서 하나의 인식과 판단을 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종수는 사회적 우위를 점하면서 아무런 도덕적 판단조자 하지 않는 벤을 처
단함으로서 ― 현실인지, 허구인지는 불분명하지만 ― 자신의 내러티브를 획득한 것이다.
소설 「헛간을 태우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 접어들면 일본 전체가 버블경기로 인해 기존에
는 느끼지 못한 이상한 감각과 분위기에 휩싸인다.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시뮬라크르 현상이
보이는 고도소비사회였으며, 기성의 문화를 부정하고 새로운 세대의 서브 컬쳐가 유행하는 시대였다. 이
와 같이 기성의 존재방식에 의문을 품고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애매모호해진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8) 「인터뷰 버닝 이창독 감독, “지금 우리는 벤의 세계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씨네21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0326 (검색일: 2020. 5. 5)에서 이창동 감독은 한국 사회의 도처에 존재하는 계
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9) 이지훈,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와 이창동의 버닝」, 오늘의 문예비평 109호, 2018, pp.278 299은 버닝 이 포크너의 요소
를 해체적으로 도입하였다고 하면서 종수가 아버지의 폭력성을 물려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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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한 세계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어딘가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세계, 즉 패러렐 월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헛간을 태우다」이다.
버닝 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포스트 구조주의 이후의 세계인식을 바탕으로, 결국은 2017년의 한
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과연 종수의 판단을 이끌어내고 그에게 소설을 쓰도록 추동
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주의에서 존재하는 계급의 차이와 그에 대한 ‘분노’이다. 종수는 분노조
절장애자인 자신의 아버지를 싫어하지만 종수도 결국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이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 즉 소설을 쓰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그 안에서 종수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폭력적인 방법으
로 벤을 처단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죽은 벤과 그의 차를 불태우고 자리를 떠나는 종수에게 방화는 세상
을 향한 분노를 상징한다. 현재 젊은이들이 안고 있는 한국현실에 대한 분노를 종수에게 투영함으로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이창동 감독은 전작 시 (2010)에서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주인공 미자의 시의 창작
으로 이어지는 메타서사에 대해서 그렸다.10) 그러나 그로부터 7년이 지난 버닝 에서 종수가 소설을 쓰
는 행위는 시 에서와 같이 사회적 윤리라는 정당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종수는 분노로 인해 소설을
쓰게 되었고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계급의 벽을 알아버리고는 절망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
우다」가 이미 소설가가 된 인물의 소설가로서의 세계관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버닝 은 소설가를 지망하
는 인물이 소설을 쓰게 되는 경위를 묘사한다. 종수의 소설쓰기는 현실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에 의해
성립되며, 그것은 진리와 윤리의 옳고 그름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비난받을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10) 이창동 감독의 전작인 시 와 버닝 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황경, 앞의 논문, pp.166 170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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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과 문화콘텐츠
― 일본 속 한국계 신사(神社)와 관련해서 ―

김정희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8세기 초

일본서기 에 보이는 고려1), 백제, 신라에 대한 시선은 같은 ‘번국’이라도 동일한 것이

아니다. 고려의 시조는 신의 자식으로 기록되고, ‘북적(북쪽의 적)’‘강적’과 같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묘사된다. 신라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고구려에 붙었다가 일본에 붙었다가 하는 ‘소귀(작은 도깨비)’
로 기록되고, 백제는 일본과 같은 조상신을 모시는 동맹국의 관계로 서술된다. 그럼, 이러한 고대의
시선은 현대의 신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혹시 신사 본당 정면에 세워져 사악한 기운을 막는
다는 사자상이 고마이누(狛犬, 高麗犬)라 지칭되는 이유도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인식에 기인
한 것은 아닐까? 본고의 출발점은 이러한 한국계 신사 관련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럼, 이제 일본
서기 를 중심으로 고전에 나타나는 고려, 백제, 신라, 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이 현
재의 ‘고려신사’‘백제왕신사’‘신라신사’ 등 한국계 신사의 모습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결론 예상: 일본서기 의 고려, 백제, 신라에 대한 인식이 현대의 신사에도 반영됨

1. 상대문헌 속의 한(韓)
먼저, 한반도 전래품을 중심으로 만엽집 에 보이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韓[가라])
韓에서
전래된
선홍색
염료,
맨드라미
한 대
(韓의 끈)
물
건

한의
(韓의 옷)

고려(高麗[고마])

백제(百済[구다라])

신라(新羅
[시라기])

韓藍(384)
韓藍之花(1362)
辛藍花(2278))
鶏冠草花(2784)
韓帯(3791)
韓衣(952,2194)
辛衣(2682)
辛人之衣(569)
可良己呂武(4401)
可良許呂毛(3482)

고려
비단

高麗錦(2975,3791)
狛錦
(2090,2356,2405,2406
,3791)
巨麻尓思吉(3465)

고려
검

高麗剣(2983)
狛剣(199)

가라 구슬 可羅多麻(804)
가라 절구

辛臼(3886)

가라 노

可良加治(3555)

1) 일본서기 안에서는 ‘고구려’를 ‘고려’로 칭하므로 임의상 여기서는 ‘고구려’를 ‘고려’로 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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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도끼

新羅斧
(3878)

국
명

韓国(4240,4262：당나라를
가리킴), 韓国(3885)
可良国(3688)
可良久尓(813：신라평정3627,369
5：신라를 가리킴)

장
소

可良等麻理
(3670：福岡市能許島の近く、366
8右注)
辛乃埼(135：所在未詳)
思賀乃辛碕(30：福岡市)
四賀乃辛埼(152)
志我能韓埼(3240)
思我能韓埼(3241)
辛荷乃嶋(943)

사
람

辛人(569)
漢人(4153：唐人(당인)을
가리킴)

新羅(3587)
新羅国(460,461)

高麗(1594,左注)

百済原(199)・
百済野(1431)
：奈良県北葛城郡広陵町

高麗朝臣福信(4264,右注)

상대문헌에서 한(韓)은 [가라]로 읽히며 한반도 나라와 당나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다만, 만엽집 과 일본서기 의 기사를 보면 한반도 국가 안의 ‘한’을 말하더라도 ‘고려’와 ‘한’을 구
분 지으려는 인식이 엿보이기도 한다. 만엽집 3791번 노래 안에는 ‘고려 비단’과 ‘한의 끈(韓帯)’이
함께 나오고, 일본서기 에는 사신을 맞아들이는 곳으로서 ‘백제관’‘신라관’이라는 기록 없이 ‘고려관’
과 ‘삼한관(三韓館)’2)이 나온다. 또한, 흠명 17년 10월조에는 한인・고려인을 다베(田部, 둔창 경작에
종사하던 사람)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어 ‘한’과 ‘고려’가 대칭되는 모습이 보인다. 즉, 만엽집 의 예
에서, 적어도 ‘한’에는 신라와 당나라가 포함되어 있고 일본서기 의 예에서 고려가 ‘한’에 포함되기
는 하나, 고려와 한을 구분 지으려는 인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도래품의 경우는 어떨까? ‘한’의 염료(꽃),끈, 옷, 구슬, 절구, 노가 보이고, ‘고려 비단’
‘고려 검’‘신라 도끼’의 예가 보인다. 전래품 이름에 백제[구다라]라는 이름은 쓰고 있지 않다. 이는
일본서기 의 기록으로 보아 백제의 물품이 전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가 한
반도 남부 국가들 가운데 ‘한’을 대표하는 국가로서 자리매김해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닐까 추
측된다.

고사기 (응신)의 백제 연못 축조 기사가 일본서기 (응신 7년 9월)에서는 ‘한인 연못’으로

바뀌어 있는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일 것이다. 다음의 기록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소가대신 이나메노스쿠네 등을 야마토국 고시군에 보내 한인대신협둔창(韓人大身狹屯倉) 말하길 한인(韓
人)이란 백제이다’ 고려인소신협둔창(高麗人小身狹屯倉)을 두었다.( 일본서기 흠명 17년 10월)

2) 일본서기 에서의 삼한이란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을 가리킨다는 기존설을 비판하고, 일본서기 가 나타내는 삼한은 미야
케가 놓인 곳(백제, 신라, 임나)이라는 점을 밝힌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정희 「 古事記 日本書紀 における「韓」」 비교일
본학(제 26집)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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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서기 속 삼국 기록과 현대의 신사
1) 일본서기 의 고려와 고려신사
일본서기 속에서는 고려가 다른 한반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조공을 바치는 국가로 묘사
되지만, 수서 등 중국 한적의 경우에는 ‘고려’와 ‘왜’가 강대국으로서 대치되는 상황이 기록된다. 고
려를 일본의 복속국처럼 묘사하는 것은 일본서기 뿐이고, 한적에서의 고려는 백제나 왜보다 상급의
장군호를 수여받고( 송서 ), 수의 멸망을 이끌 만큼 강대국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한편, 일본서기 내
에서도 고려는 천황과 황실에 공물을 봉납하는 ‘삼한’에 속하지 않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려가 신의
자손이라 하며(효덕대화 원년7월), 백제･임나･일본의 동맹에 반하는 강적(强敵, 흠명2년 7월), 북적(北
敵, 흠명5년 11월)으로 기술된다. 같은 번국이라도 분명히 일본서기 안에서는 다른 한반도내의 국가
들과 취급이 다르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옛 역사를 다루는 고사기 안에 백제, 신라는 나와도 고려는
등장하지 않는 것도 조상의 역사에 고려를 넣을 수 없다는 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신사 앞에 신사의 수호신으로서 세워 있는 사자상을 왜 다른 개도 아닌 고려의 개(고마이누
狛犬)라고 칭했을까? 먼저 이 사자상은 한국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이러한 동물상을 문 또는 신전에
세우는 것은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등에서 시작되어 중국과 한반도를 거쳐 아스카 시대(6～7세기)에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보통은 신전의 옆이나 앞뜰에 한 쌍으로 놓이며, 왼쪽에는 입을 벌린 사자상이,
오른쪽에는 입을 다문 고마이누가 놓였는데, 고마이누가 신사에 따라 여우, 소, 멧돼지 등으로 바뀌는
것은 에도시대부터이고, 사자와 개를 모두 고마이누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부터라고 한다.
이 사자상을 ‘고마이누’라고 부르게 된 것은 고려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설, 악을 물리친다는
거마(拒魔)에서 왔다는 설이 있다. 660년이 백제 멸망, 668년이 고려 멸망 시기이므로 사자상의 전래
시기와 겹치고 있다는 점에서, 신사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명칭으로서 고려(高麗)가 아닌 狛를 선택했다는 점, 사자가 아닌 개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일본서기 의 기록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서기 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구려를 ‘고려’로 쓰

고 있지만 ‘백제본기’ 등 백제의 서적을 인용하거나 백제의 상표문 등에서는 고려에 대한 적대적 멸
시의 의미로서 ‘짐승 박’자인 狛을 쓰고 있다. 즉, 狛은 일본서기 속 백제의 시선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다.
일본서기 는 백제, 임나, 일본의 관계를 세 매듭으로 엮은 동맹관계라는 뜻에서 ‘三絞之綱(효덕
대화원년 7월) ’이라 하지만, 고려는 신의 자손으로서 두려워하면서도 ‘강적’‘북적’이라 하며 적대시한
다. 즉, 일본이 자신들의 신을 지키는 힘센 사자상의 이름으로서 고마이누(고려의 개)를 선택한 이유
는 당시 일본서기 와 ‘백제본기’에 나타난 고려 인식으로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잠시 고려신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고려신사는 사이타마 현 히다카시(埼玉
県日高市)에 있는 신사로, 고려 왕족 약광을 제신으로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신사가 다른 신사와
확연히 구분되는 점은 신사로 들어가는 길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의 푯대가 있다는 점일 것이다.
약광에 대해서는 일본서기 (천지5년 10월)에 고려의 사신으로서 ‘이위현무약광(二位玄武若光)’3) 의
3) ‘현무’는 사신(四神)중 하나로 북쪽을 수호하는 신. 음기가 가장 센 신으로 몰려드는 귀신들을 자신 귀하로 복속시켜서 다른
귀신과 싸우게 하여 자신과 북쪽 토지를 수호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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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보이고, 속일본기 (문무 대보3년 4월)에 ‘종오위하 고려약광(從五位下高麗若光)에게 王이라는
성을 부여한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일본서기 와 속일본기 의 약광이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약광
은 666년 사신으로 일본에 건너와 703년 천황으로부터 왕의 성을 하사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속일본기 (원정 영귀2년(716년) 5월)에는 고려인 1,799명을 무사시국(武蔵国)에 보내어 고려
군을 두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무사시국은 현재의 고려촌이 있는 곳으로서 고려신사가 있는 사이타
마 현을 가리킨다. 약광은 이곳의 수장으로서 고려촌을 개척했고 748년 그가 죽은 후에는 고려인들이
사당을 세워 그를 제사 지낸 것이 고려신사의 기원이 되었다.
이 고려신사의 존재감이 부각하기 시작한 것은 식민지 시대부터였다. 1919년 일본의 무단통치에서
문화 정치로 그 통치 성향이 바뀐 이후 조선총독부는 내선일체를 목적으로 조선의 지도층을 중심으
로 일본 내지 시찰단을 파견했는데, 여기에서 소개된 고려촌 영상으로 인해 고려신사는 일본에 동화
된 한민족 역사의 반증으로서 조선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실제, 고려신사에 있는 고마이누의 후면
에는 각각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일동 쇼와 16년 6월’이라고 새겨져 있고, 고려신사 후원단체인 ‘고
려신사 봉찬회’가 설립 당시 발행한 책자 ‘고려신사의 유래와 봉찬회의 취지’에는 ‘고려신사는 내선일
체의 모형이며 살아 있는 증거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라인도 백제인도 일본 내지에 자리잡아 있고 신라신사, 백제왕 신사 등 한국과 관련된 신사는 많
지만, 고려신사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신사는 없었다. 이곳에 참배한 많은 정치가들이 총리에 당
선됐다고 해서 약광은 출세명신(出世明神)으로 숭앙되었고, 2017년 9월에는 아키히토 천황도 이 고려
신사에 참배하게 된다. 자신의 모계에 백제 무녕왕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한 아키히토 천황의 고려
신사 방문은 순수하게 한일 양국 평화에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요컨대,

일본서기 에서의 고려는 신의 자손으로서 두려움의 대상, 정복해야 하는 대상이고, ‘백제

본기’인용의 고려는 멸시의 대상이다. 이러한 고대의 시선은 신사를 지키는 수호신의 이름으로 사자
가 아닌 고려의 개(고마이누)라는 명칭을 선택하게 했을 것이다. 또한, 처음 사자상이었던 것이 사자
(시시)와 개(이누)의 한 쌍으로, 다시 고마이누로 명칭의 통일을 본 것이 근대인 이유는 내선일체에
철저히 이용된 고려신사의 ‘고마’가 사람들 인식 속에 깊숙이 자리잡은 탓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왜
하필 다른 신사가 아닌 ‘고려신사’ 방문이었을까? 분명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일본 총리와 천황의 고려신사 방문의 이유를 자꾸만 되짚어보게 된다.

2) 일본서기 의 백제와 백제왕신사
1장에서 신사를 지키는 ‘고마이누’에 대한 명칭에 대한 의문을 일본서기 를 통해 풀어 보았다면 2
장에서는 왜 ‘백제 신사’가 아니고 ‘백제왕신사’라는 명칭이 자리 잡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그에 대
한 답을 일본서기 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고려신사의 약광이 고려왕이라는 성을 받았어도 고려왕신
사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또한, 신라왕신사라는 명칭도 없다. 그렇다면 백제의 신사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일본서기 (흠명16년 2월)에는 백제가 고려의 위협으로 그 모습이 달걀과 같으니 이를 벗어나기 위
해서는 백제가 건국의 신을 제사지내야 한다는 천황의 탁선 기사를 싣는다. 이 건국의 신에 대한 설
고구려 왕도 5부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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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천지가 나뉠 때 초목이 말을 할 때 하늘에서 내려와 국가를 만든 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신대 1단, 9단에서 나오는 일본신의 탄생 부분과 유사하여 일본과 백제의 조상신이 같은
신일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3) 일본서기 의 신라와 신라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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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한류와 와류(和流)
― 한국과 일본의 대 태국 문화콘텐츠 수출 비교 ―

이미지 (가천대)

Ⅰ. 들어가는 말
본 발표의 주요 목적은 문화의 초국가적 이동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대 동남아시아 문화전
략의 특징과 차이를 규명하는 것과 동시에, 한일 문화의 수요가 높은 태국을 구체적 사례로 양국 대
중문화의 유입 과정과 소비 현황을 검토한다. 그리고 태국에서의 한류와 와류(和流)의 비교를 통해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1)
1990년대 이후 국경 없는 정보화 사회가 실현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과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아시아 국가 간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0 년대 들어서 한국과 일본은 각각 아시아
국가 내 자국의 소프트파워 구축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이 되는 전략이 애니메이션, 드라마, 음
악, 영화 등으로 정의되는 문화상품의 수출이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치열하게 경
합하는 시장이 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설정했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대외 문화전략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한일 문화는 태국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 셋째, 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본 발표에서는 문화의 국경을 초월하는 요인을 다룬 선행연구가 의거하는 ‘국내
시장의 규모’, ‘지리언어지역’ 등과 같은 기존 이론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한다. 정보의 ‘발신국’과 ‘수
용국’ 쌍방의 동향에 주목함으로써 오늘날 정보의 국제유통과 다이나미즘을 이해하고자 한다.

Ⅱ. 발신국의 시점: 대 동남아 문화콘텐츠 수출 전략의 한일 비교
1. 한국의 해외 전개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을 기점으로 문화수입국에서 문화수출국으
로 전환했다. 한국 방송콘텐츠 수출입 통계를 보면, 2002년을 기점으로 수입초과에서 수출초과로 전
환한 이후 매우 괄목할만한 성장을 달성했다. 1996년에 599만 6,000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은 2018
년에는 4억 7,845만 달러를 기록하며 약 80배나 성장했다. 방송콘텐츠의 수출을 장르별로 보면 한국
1) 본 발표문은 필자의 논문 「태국 내 일본 대중문화: 현주소와 시사점」(2017, 한국태국학회논총)과 「태국의 한류: 자발적 현지
화와 쌍방교류의 가능성」(2020년 8월 예정, 아시아문화연구 제53집)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 한편 본 발표문의 제목에서
사용된 ‘와(和)’는 일본을 의미하는 문화적 개념으로서 일본식 발음인 와류(和流)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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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력상품은 드라마이다. 수출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보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34.6%이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한국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정치/국가」, 「경제」가 강하게 연계되는 전략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적극적인 문화 발신자로 변모했다. 특히 불안정한 내수시장은 오히려 동남아수출을 촉진하
는 계기가 되었고, 문화관련 업계는 국외시장을 포괄함으로써 국내의 열악한 수익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 동시에 시장 확보, 특히 ‘로컬 시장’을 석권하는 것이 우선목표이기 때문에, 지역에 상응하는
유연한 가격설정과, 제작협력 등 현지화 전략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태국으로의 수출액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수출액
은 약 352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수출액 자체만 보면 태국 시장의 비중은 전체 시장의 1%대에 지나
지 않는다. 2002년부터 시작된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대 태국 수출액은 급격한 증가세로 2014년에 정
점을 찍었지만, 2015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2) 이 수치로만 판단하면 태국에서 한류의
인기는 하강세가 뚜렷해 보인다. 그러나 통계적인 수출액이 반드시 현지에서의 유통량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대 태국 수출액은 최근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실제로 태국 내에서 방영된 한국드라마
편수는 오히려 급증했다. 특히 2018년 한 해 동안 62편의 한국드라마가 태국에서 방영된 것으로 파
악되는데, 이는 역대 최다 수준이다(이유현 2018; 2020).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측의 수치에서
는 하강세가 뚜렷했지만 태국의 현지 유통량은 그 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수출국
중심의 수출입 통계를 통한 현지의 유통량 파악은 제한된 실체만을 보여주고 있음이 여실히 확인된
다. 수용국 중심의 수출입 통계 및 실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일본의 해외 전개
일본은 문화수출국이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시장적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문화수입국이다.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외 판매를 통한 수익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일본이 최근까지도 자국문화의 해외 수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국내시장을
전제로 하는 수익구조와 같은 경제적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 방송콘텐츠를 구체적 예로 들면, 일본의
방송국은 1차이용으로 모든 수익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며 주로 방송 전후광고와 중간광
고를 통한 광고료 수익으로 제작비를 조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1차이용만으로 수익 확보가 가능한
안정된 광고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방송산업은 기본적으로 일
본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판매 등의 2차 방영권이 포함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일본이 해외판매를 위한 국내 저작권 처리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고 해외시장의 개척을 진
행한다고 해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일본과 경제적 격차가 큰 태국 시장
에서 수익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단순히 일본 대
비 낮은 단가뿐 아니라 태국 현지에 만연한 불법유통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적판의 횡행이 — (특히 일본으로부터 발신이 약한 상황에서) —그동안 태국 내에서 일본 드라마, 영
화와 같은 일본 문화의 급속한 확대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배급자의 입장에서 현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 및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 각 연도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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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불법유통은 해외전개를 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최근 일본 내에서 문화수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일본 지상파 방송의 해외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며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수출된 방송콘텐츠의 절반 이상은 애니메이션이며, 지역적으로
북미지역과 중남미, 유럽시장이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드라마, 버라이어티를 중심으로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판매되고 있다(総務省 2013).
한편 제 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일본정부가 외교적으로 중점을 두었던 것은 다도, 가부끼 등으로 대
표되는 하이컬쳐로서의 전통문화에 국한된 것이었다. 오히려 당시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었던 일본 만
화,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영화, 드라마, 음악과 같은 대중문화는 ‘저급한 문화’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
문에 사실상 일본정부 관심 밖에 있었다.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어
구체적인 진흥책이 검토되기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이다. 2003년 3월 지적재산전략본부가
발족했는데, 지적재산본부가 주도하는 일본 브랜드전략의 핵심은 ‘소프트파워’ 산업으로 정의된 애니
메이션, 드라마, 게임, 음악 등의 육성을 통한 일본 브랜드력 강화에 있다(知的財産本部 2004).
태국에서 1950년대에 이미 일본 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지로 확대되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확실히 늦은 감이 있다. 일본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는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전후(戦後) 일본사회에서는 특히
아시아지역에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전개했을 경우 그것이 ‘문화 제국주의’ 또는 ‘문화침략’이라는 비
판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岩渕 2001). 게다가 한국과 대만 등이 최근까지
일본 대중문화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아시아 각국의 규제정책도 일본정부의 문화발신을 지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일본은 과거부터 이미 경제대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큰 존재감을 발산해 왔다.
즉 ‘하드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위에서 지적한 위험 부담—(문화 제국주의라는 비판)—을 감
수하면서까지 문화발신을 통한 국가의 존재감을 내세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이상의 동향을 종합하면 일본의 대 동남아 전략은 「문화」, 「정치/국가」, 「경제」가 적지 않게 분리
되어 있는 경향이 강했다. 전통적으로 문화의 국제유통에 있어서 유리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큰 내수
시장은, 일본의 사례에서는 오히려 기업의 해외수출을 소극적으로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해외진출
의 전제가 반드시 국내시장의 니즈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
상, 해외시장보다는 (일본이라는) 국내시장에서 수익을 회수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있었다. 차선책인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이익창출은 동남아보다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시장’을 지향
하는 경향이 강했다.

Ⅲ. 수용국의 시점: 태국의 한류와 와류
태국에서 일본이 구축해 온 문화적 영향력은 크다. 태국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은 1950년대 중반부터
이미 유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 문화의 수용은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진다. 현재 일본 대중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태국 내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태국 사회 전반에 침투되어 있다. 한편 태국에서 한국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소비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다.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
까지 태국의 지상파 방송 CH3에서 방영된 <대장금>이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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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른바 한류 붐이 일어났다.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K Pop과 영화, 만화, 게임 등 타 장르의 한
국 대중문화의 소비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K Beauty, K Food, K Fashion 등과 같은 한국의 라이프스
타일 전반의 소비로까지 확대되었다.
태국 방송시장은 현재 자유와 압박이라는 상반되는 두 개의 움직임이 대립하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과도기 상태에 있다. 태국 정부는 2000년대 중후반 이후 급변하는 정치상황 속에서 표현의 자유
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역으로 규제강화를 추진 중이다. 권위주의적 미디어 정책과 제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와 상업화의 진전 속에서 많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제작환경
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억압은 방송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방송국간 시청률 경쟁은 양적, 질적 콘텐츠 부족으로 귀착되고 있다. 과거 해외문화의
유입이 양적 확대로 진행되어 왔다면, 현재의 이와 같은 상황은 질적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태국은 원래 일본드라마를 적극적으로 방영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드라마를 수입하면서 태
국 내 일본드라마의 방영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그 결과 최근 몇 년 사이에 태국 지상파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편수가 일본을 역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JETRO 2007). 일본의 민간조사기관 하꾸호도
(博報堂)는 아시아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일본, 한국, 미국 콘텐츠의 수용성 비교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는 애니메이션, 만화는 기존과 같이 일본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드라마와 메이크업/패션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순으로, 영화와
음악에서는 미국, 한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애니메이션/만화를 제외한 드라마와 영화, 음악, 메
이크업/패션 부문에서 뒤늦게 진출한 한국에게 일본이 뒤쳐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태국은 해외문화의 수용에 있어서 단순한 수동적 존재가 아닌 자발적이고 능동적 주체, 나아가
동남아국가 내 문화수출국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태국은 자국에서 유행하는 외국의 문화적 요소를 태국
국내 자체 제작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응용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이 라오스와 캄보디아, 베트남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로 적극적으로 수출되어 소비되고 있다. 태국에서의 해외문화의 수용은 원작을
그대로 수입하여 소비하는 형태와 해외방송의 리메이크 제작, 그리고 자국드라마에 해외의 문화적 요소
를 넣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 현지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본 드라마의 직
접적인 수입은 감소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본 문화에 대한 소비 및 수용형태는 더욱 복잡
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태국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문화를 포함한 형태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태국 내에서 한, 중, 일 문화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들이 혼
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즉 태국인은 한류 및 와류를 동아시아 문화의 일부로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태국의 사례는 아시아 국가 간의 쌍방향 문화교류의 가능성, 나아가 아시아 문화권역의 형성 가
능성에 대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Ⅳ. 나가는 말
태국은 여러 나라의 문화가 공존하고 교착하는 장이 되고 있다. 태국이 경제와 문화 진출의 거점으로
선택되는 이유는 태국이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과 지리적 이점과 같은 유리한 환경적 조건만이 아니라,
태국 사회 저변에 깔린 해외 문화 수용에 대한 관용 때문이기도 하다. 수용과정에 있어서 태국은 능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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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이자 또 다른 발신자였다. 이들은 개인 차원에서 관심 있는 문화콘텐츠를 자발적으로 편집하고 공
유,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태국 내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은 일본의 전략보다는
태국 현지의 필요성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다. 이는 한국정부나 거대 방송국, 한류기획사가 전면에 나서
서 문화를 홍보하고 수출하는 기존의 방식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정부의 지원 방향은 문화 수출에
있어서 우위를 선점하는 데 중점을 두기 보다는 상호 문화 교류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정책
적 지원 또한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상호
문화 교류를 위해서는 한국 내 동남아에 대한 인식의 재고도 절실하다.
중심에서 주변으로 문화의 일방통행적인 발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문화 제국주의적 접근에
서는 정보의 수용자는 철저하게 수동적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태국에서 해외의 대중
문화를 소비하는 수용자는 더 이상 수동적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능동적 주체였
다. 우리가 한류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우리 저변에 깔려 있는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제국주의를 경계
해야 하며, 수용국 중심의 시각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류의 지속을 바란다면 과거 우리가 보였
던 의도적인 해외시장의 개척과 수출, 마케팅 전략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류를 상업적이고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아시아 국가 간 소비문화의 일부로, 나아가 세계인
이 즐기는 문화의 일부로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문화의 발신과 수신의 동태, 그 관계성을 양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동아시아
권역이라는 다양성을 가진 지역의 정보유통과 국가 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유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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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설교통역에 관한 고찰
金寶愛 (韓國外大)

1. 설교통역에 대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에서 주일예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통역 부스
시설이 갖춰진 교회의 경우 한국어 예배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비롯해 다양한 언어로 동시통역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부스 시설이 없는 경우 순차통역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교회
내 설교통역의 현황과 특징에 관해서는 신혜인(2012, 241 247)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자세하게 언급하
고 있는데, 한국 개신교 대형교회의 설교통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교자와 함께 순차통역을 하
는 설교통역사는 대부분 신학훈련을 받은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시통역을 하는 설교통역사는
신학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신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동시통역사들에 대해 조사
한 결과 조사대상 중 30%만이 전문 통역사였는데, 나머지는 독학으로 동시통역 기술을 배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자가 출석하는 교회의 경우 주일예배 통역을 동시통역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영어통역은
신학훈련을 받은 목회자 또는 전도사가, 일본어 등 기타 외국어는 일반 신자들이 통역하고 있다. 동
시통역을 하는 일반 신자들 중 전문통역사는 연구자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스스로 동시통역 기술을
터득한 비전문 통역사이다. 이처럼 설교통역은 신학훈련을 받은 목회자 또는 전도사가 통역을 하는
경우, 그리고 신학훈련 및 동시통역에 관해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일반 신자들이 통역을 하는 경
우가 많은 상황이다. 예배에서는 교회 밖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나 표현이 종종 사용된
다. 예배통역의 경험이 없는 전문 통역사와 예배통역의 경험이 있는 비전문 통역사의 통역을 비교한
다면, 통역기술 자체는 전문 통역사가 뛰어날 수 있지만 교회용어에 관해서는 비전문 통역사가 보다
적절한 어휘나 표현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전문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설교통역의 경우도 용어
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한일 설교통역의 관점에서 교회용어에 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
어는 설교통역을 하는 전문 통역사 또는 통번역 연구자의 수가 많지 않고 교회 내에서 설교통역 수
요자의 수도 다른 언어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일본어로 통역하는 상황에 한정하여 상황을 전제하고 사용되는 관련 교회
용어를 분석, 고찰한다.

2. 연구의 의의
일반적으로 설교통역은 직업적 관점의 전문 통역 업무라기 보다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봉사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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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다. 즉, 회의통역과 같이 분야 별 수요가 중요한 통역은 아니다. 특히 일본어의 경우 지금껏 일
본 내 기독교 신자가 많지 않은 이유 등으로 다른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역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실무적으로 수요가 많은 분야
는 아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설교통역을 준비하는 통역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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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사의 소셜미디어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
― SNS 이용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
裵昭然 (梨花女大)

1. 들어가는 말
소셜미디어(Social Media)란 뉴미디어 회사인 가이드와이어 그룹(Guidewire Group)의 창업자인 크
리스 쉬플리(Chris Shipley)가 2004년 ‘The Blog On Conference’에서 ‘인터넷 상에서 대화를 용이하
게 만드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한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 정보, 사적 메시지 등
을 공유하기 위한 전자(electronic) 의사소통 양식을 통칭하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한편, 통번역 결과물인 텍스트나 담화의 분석이 주된 연구 주제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서는
통번역 주체(Translating agent)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강지혜, 2010). 이는 통
번역 주체들의 직업 정체성, 이념, 규범인식, 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의 필
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며(강지혜, 2012), 체스터만(Chesterman)은 이 분야를 번역가학(Translator
Studies)이라 칭하고, 통번역사의 역할, 영향력, 의사결정, 지위,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다루는 것이라
보았다(Chesterman, 2009).
국제회의통역사협회(AIIC)는 소셜미디어를 통역 업계 인식 제고 및 통역사 개인의 홍보 도구로 활
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인터넷의 특성 상 정보 유출, 악용, 직업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기에 신중하게 SNS를 이용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특정 직업 별 SNS 활용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있는 만큼 국가 및 기관의 통역 서비스 책임자인 통
역사의 소셜미디어 활용에 관한 논의 역시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및 통번역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통역사
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을 분석한 배소연(2020)의 후속연구로, 현재 통역사로 활동하며 소셜미디어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통역사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1) 통역사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는 무엇인가?
2) 통역사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였을 때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3) 통역사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였을 때 우려되는 측면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2.1. 통역사 연구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 된 통역사 연구는 주로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인하우스 통역사,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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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사, 전문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직무 만족도, 경험, 처우, 규범 등
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전문 통역사의 직업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Lee, 2017; 이지은 2017a)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근무하는 인하우스 통역사의 취업과정, 고용형태, 업무 만족도 분석(김
종희, 2013; 2015; 김현정, 2015; 김화란 외, 2018; 이주연, 2019)
커뮤니티 통역사들의 통역 경험 관련 설문 및 인터뷰(이지은 외, 2014; 이지은, 2018)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직업지위 인식 관련 인터뷰(임세인, 2018)

2.2.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연구
소셜미디어 이용자를 사용 매체, 성별과 연령, 성향, 국적 등으로 구분하여 양적 연구인 설문조사와
내용 분석을 통해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은 크게 정보 추구 동기, 관계적 동기, 자아 표
현 동기, 오락적 동기의 네 가지 이유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3. 통역사 의무 연구
현재, 국내에는 통역사의 공식 면허증이나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며, 직능단체를 통해 자격시험
과 윤리규범 등이 규제되고 있지 않을뿐더러(안인경, 2019), 통역사들의 책임과 의무를 집단적으로 요
구하거나 대변할 협회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신지선, 2012), 통역사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
두가 지켜야 할 개인적･사회적 공식 행위 규범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주요 통번역대학원의
교과과정에도 통역사의 직업윤리와 관련된 정규 교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함희주: 2016). 다만,
국내외 협회 윤리 규정(AIIC; ATA; IITA), 사법 통역인 교육 자료(이지은. 2011; 2017b)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통역사에게 정확성, 충실성 등 통역 내용에 대한 미시적 차원부터 중립성, 기밀유지, 품위
유지 등의 거시적 차원의 의무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소셜미디어는 속성에 따라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로 구분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드러
낼 수 있는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은 개방형 SNS, 상대방이 친구 신청을 수락해야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등은 폐쇄형 SNS에 속한다. 오프라인 인맥에 기초하여
친한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두텁게 해주는 폐쇄형 SNS는 집단 내 네트워크, 즉 결속적 사회자본을 강
화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자유롭게 콘텐츠를 생산 및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SNS
는 다양한 사회 집단 사이를 넘어서는 교량적 사회자본 증가에 기여한다(이창호 외, 2014). 본 연구에
서는 집단 내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폐쇄형 SNS 보다, 다양한 집단에 노출되는 플랫폼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신용재 외, 2019: 4), 개방
형 SNS(인스타그램)를 연구 대상 매체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통역사 심층 인터
뷰를 통해 세 가지 연구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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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통역사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추후 동영상 플랫폼을 포함한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통역사로 범위를 넓혀 이용자 연
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SNS 게시물 발신자 측면에서 통역사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
였을 때의 효과와 우려되는 측면을 살펴보았으나, 이를 접한 수신자 차원의 연구는 포함시키지 못했
다. 따라서 통역사가 발신한 게시물을 실제로 접한 수신자 및 통번역 협회, 전문 교육 기관의 입장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본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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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문학번역에 대한 고찰
― 미야자와 겐지의 바람의 마타사부로 를 중심으로 ―
이예안 (제주대)

1. 서론
문학작품은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번역의 주요한 대상이 되어 왔고, 문학 텍스트에 대한 ‘좋
은 번역･잘된 번역은 어떤 것이며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동욱(2007)은 번역이란 남의 나라 언어로 된 글이나 작품을 자국의 말로 옮기는 것이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그 언어가 속해 있는 문화를 옮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1).
히라코 요시오(2007)는 ‘직역이나 의역이냐’라든지 ‘충분한 번역인가 봐줄 만한 번역인가’라는 구분
법보다 원전에 ‘충실한 번역’과 독자에게 있어 ‘읽기 쉬운 번역’이라는 구분이 더 나을 것이다. 이른
바 직역이라는 것은 출발어의 언어적 특성을 가능한 한 전달하고자 하는 번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충
실한 번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의역은 도착언어 체계 내에서 위화감 없이 의미가 통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도착어의 저항을 덜 받고 읽기 쉽게 한 번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문학번역에 있어서의 과제는 남의 나라 언어로 된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메시지를 자국어로
구현하는데 있다. 따라서 번역테스트는 원문텍스트에 대한 원문과 작가의도에 대한 충실성이 요구되
며 이것은 문학텍스트 번역의 주요한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문학작품 번역방법에 따라 원문과 작가의도에 충실한 번역, 목표어에 충실한 번역, 번역서의 독자
에 충실한 번역 등이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문학번역비평의 한 가지 기준으로써 원문과 작가의도
에 충실한 번역의 구체적 사례,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일본 동북지방과 관련된 어휘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분석대상 역서 텍스트>
제목
바람의 마타사부로
바람의 마타사부로
바람 소년 마타사부로
바람의 마타사부로
바람의 마타사부로

번역자
심종숙
박정임
햇살과
나무꾼
김동근
장현주

출판사
지식을 만드는 지식
너머

번역년도
2008
2012

비룡소

2012

소와다리
더클래식

2012
2017

저본
校本宮沢賢治全集、筑摩書房、1974
筑摩書房、1986
미야자와 겐지 세이로쿠 등이 편집 「미야
자와 겐지 전집」
미기재
新編 風の又三郎 、新潮社、2016，37판

1) 김동욱(2007) 번역인가 반역인가 문화수첩 p.27
2) 히라코 요시오(平子義雄)지음/김한식･김나정 옮김 번역의 원리 異문화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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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휘
사례(1) 風の又三郎
예문:
(책명): 風の又三郎
직역:
(책명): 바람의 마타사부로
번역사례
원문
風の又三郎

심종숙
책명

바람의 마타사부로

박정임
바람의
마타사부로

햇살과 나무꾼
바람 소년
마타사부로

김동근
바람의
마타사부로

장현주
바람의
마타사부로

<상황설명>
9월 1일에 아이들이 학교에 왔는데 모습이 정말 이상한 아이가 앉아있어서 모두들 의아해 한다. 그
때 마침 바람이 휘잉 불어와 교실 유리창이 덜컹덜컹 울리고 학교 뒤쪽 산에 있는 억새나 밤나무도
이상하게 흔들렸다.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도 가까스로 웃고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러자 가스
케라는 아이가 저 녀석은 ‘바람의 마타사부로’라고 외치는 장면이다.
<번역전략>
사례(1)에서 책명에 등장하는 ‘風の又三郎’을 햇살과 나무꾼(2012) 역에서는 ‘바람 소년 마타사부
로’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 외 번역자들은 ‘바람의 마타사부로’로 번역하고 있다.
｢風の又三郎｣は賢治の造語です。東北、越後方面では「風の三郎」と呼ぶ風の神で、風を入れた袋をかついで
馳ける石の像が残っています。二百十日のように定期的の襲う台風は、農民にとっては収穫前の恐怖ですから無
事を祈って祭るのですが、九月はじめ山村の分校へ突如やってきた外国人のような子どもを村の子たちはその風
の神だと思いこみます。なぜならこの奇体な子の行くところ、かならずドウと風が吹き、何か不気味さがただようから
です。(宮沢賢治童話全集 新裝版 9 「風の又三朗」、堀尾青史の作品案内)p.189

이 작품에서 가스케(嘉助)가 「そうだ。やっぱりあいづ又三郎だぞ。あいつ何かするときっと風吹いてくる
ぞ」라고 한다. 주인공 이름은 ‘高田三郎’인데 같은 반 아이들이 ‘사부로(三郎)’로 부르지 않고 ‘마타
사부로(又三郎)’로 부른다.
아동 독자를 대상으로 번역한다면 책 제목만 보고도 ‘마타사부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햇살
과 나무꾼(2012) 역에서처럼 ‘마타사부로’ 앞에 소년을 첨가 해주는 것이 작품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번역전략이라고 본다.
사례(2) 雪袴
예문: 黒い雪袴をはいた二人の一年生の子がどてをまわって運動場にはいって来て、まだほかにだれ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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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ないのを見て、・・・(ｐ．104)
직역: 검은색 유키바카마를 입은 두 명의 1학년 아이가 둑길을 돌아 운동장에 들어오고, 아직 그
외 누구도 없는 것을 보고, ・・・
번역사례
원문
雪袴

심종숙
유키바카마

박정임
방설바지

햇살과 나무꾼
유키바카마

김동근
겨울바지

장현주
유키바카마

<상황설명>
9월 1일 맑은 하늘에 바람이 윙윙 불고 운동장에는 햇살이 가득한 아침에 검은색 ‘유키바카마’를
입은 1학년 학생이 학교에 등교 하는 장면이다.
<번역전략>
사례(2)에서 심종숙 역(2008)과 햇살과 나무꾼 역(2012)과 장현주 역(2017)에서는 ‘유키바카마’로,
박정임 역(2012)에서는 ‘방설바지’로, 김동근 역(2012)에서는 ‘겨울바지’로 번역하고 있다.
우선 하라 시로오 정본 미와자와 겐지 어휘사전 3)에서 ‘유키바카마(雪袴)’ 부분을 살펴보면
もんぺ。もっぺとも。主に労働着に用いたズボンの一種。衿の裾がだんだん下で細くなり、足首でくくれるように仕
立ててあるため、活動性･保温性に富む。上部はゆったりとしているので、着物(和服)を着たまま着用した。東北地
方をはじめ、雪深い地方で、主に冬季に着用されたのでこの名があるが、第二次大戦中には女性の服装として和
服を仕立て直したりして全国的に用いられた。

라고 되어 있다.
작품 배경이 9월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박정임 역(2012)의 ‘방설바지’와 김동근 역(2012)의 ‘겨울
바지’는 계절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는 ‘유키바카마’나 ‘몸
빼바지’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사례(3) 権現さまの尾っぽ持ち
예문 : 先 生 は ぴ か ぴ か 光 る 呼 子 を 右 手 に も っ て 、 も う 集 ま れ の し た く を し て い る の で し た
が、そのすぐうしろから、さっきの赤い髪の子が、まるで権現さまの尾っぽ持ちのようにすましこん
で、白いシャツポをかぶって先生についてすぽすぽとあるいてきたのです。(ｐ.110)
직역: 선생님은 반짝반짝 빛나는 호루라기를 오른 손에 들고 벌써 조회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바로 뒤에서 조금 전의 빨간 머리 아이가, 곤겐님의 시중을 드는 아이처럼 해서, 하얀 모
자를 쓰고 선생님을 따라 또박또박 걸어왔습니다.

3) 原子郞(2013) 定本宮凙賢治語彙辭典 筑摩書房 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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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사례
원문
심종숙
박정임
햇살과 나무꾼
장현주
김동근

権現さまの尾っぽ持ち
곤겐님(権現さま)의 시중을 드는 사람
수호신의 시중을 드는 사람
훌륭한 스님의 시종
부처님의 시종
부처님의 시중을 드는 아이

<상황설명>
이 작품의 주인공인 ‘다카다사부로(高田三郎)’가 전학 온 날 교실에 앉자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더
니 선생님과 함께 나타나는 장면이다.
<번역전략>
사례(3)에서 ‘権現さまの尾っぽ持ち’의 한국어 번역을 보면 번역자에 따라 번역전략이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다. 하라 시로오 정본 미와자와 겐지 어휘사전 에서 ‘権現さまの尾っぽ持ち’ 부분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権現の原義は仏や菩薩が人間を救うためにいろいろな姿をしてこの世に権(仮)に現れることで、神仏混合の本地垂迹
説では、仏が日本の神として現れると教えたが、東北地方では獅子舞の頭を権現さまとも言い、神楽の中ではクライマッ
クスに権現舞が舞われる。前結びの鉢巻き･直垂･衿･白足袋姿で一人が権現さまの頭を持って舞い、もう一人は「しこと
り」(尻っこ取りの訛り)といって頭の幕の「尾っぽ」を持ち、頭を持った舞い手にあわせて後ろから従って舞う。[風の又三
郎]の先生が頭を持った舞い手とすれば赤毛の子は「しことり」といったユーモラスな描写である4)。(pp.283 284)

이 작품의 주인공인 ‘다카다사부로’를 동북지방의 시시마이(사자 머리의 탈을 쓰고 춤을 추는 민속
예능: 獅子舞)에 등장하는 아이로 반 아이들이 생각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번역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아동 독자를 대상으로 번역한다면 사례(3)에서 ‘権現さまの尾っぽ持ち’의 한국어
번역 중에 박정임 역(2012)의 ‘수호신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수호신의 시중을 드는 사람’보다는 ‘수호신의 시중을 드는 아이’로 번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3. 결론

◀ 참고문헌 ▶
김동욱(2007) 번역인가 반역인가 문화수첩 p.27
히라코 요시오(平子義雄)지음/김한식･김나정 옮김 번역의 원리 異문화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p.190
原子郞(2013) 定本宮凙賢治語彙辭典 筑摩書房, pp.283 284
宮沢賢治童話全集 (2016) 新裝版 9 「風の又三朗」
4) 原子郞(2013) 定本宮凙賢治語彙辭典 筑摩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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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き言葉と話し言葉との連続性に関する考察
─ 古事記 を語る三つのメディアを中心に ─

姜 埻 河 ・ 金度潤 ・ 金世利 ・ 崔 ユルギ
(高麗大 大学院 中日語文学科)

1. はじめに
日本語はあることばの塊(談話や文章など)が文字によって言語化されているのか、それとも音声によって言
語化されているのか、という点で大きく書き言葉と話し言葉に分けられる。しかし、このような書き言葉と話し言
葉の区別は、単に音声と文字といった伝達の手段によってはっきりと決まる静的なものではない。定延(2014)
によると、これらはいろいろな要因に基づく多角的で程度的な概念で、発話の展開に対応した動的なものであ
る。つまり、メディアの分類だけを基準に作品で使われた表現の全てを話し言葉、もしくは書き言葉とは言い切
れない問題が生じる。そこで本稿は、書き言葉と話し言葉という概念が連続性を持っていると想定し、同一の
内容を語っている三つのメディアから連続性の様相を具体的に見いだし、明らかにしたい。

2. 先行研究
研究社日本語教育事典(2012)は、書き言葉を「主に情報伝達や意思疎通のための1つの手段として、文字
により表出された言葉」と定義していて、総合性と超然性をその特徴として挙げている。それに対して、話し言
葉は「主に情報伝達や意思疎通のための手段として、音声として表出され媒介される言語」だと定義され、断
片性と相互作用性、マルチモーダル性といった特徴を持っていると述べている。
近藤･小森(2012：141 142)は情報の受け手としての存在を意識しつつ書き言葉と話し言葉の特徴を次のよ
うに分析する。書き言葉は、相手の存在に縛られることなく生成されるものである。書き手は、読み手から離れ
ているため、時間や状況を相手と共有する話し言葉の場面と違って、読み手を巻き込む仕掛けとして様々な
言語的手段をとる。タネン(1980)は話し言葉の場合、話し手と聞き手が同じ場に存在し、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
その場の中で行なわれると述べ、その構図をインヴォルヴメント(involvement)と呼ぶ。それに対して書き言葉
の場合、書き手と読み手が切り離れたディタッチメント(detachment) の構図を取っているのが特徴である。
Chafe(1982)は、このような書き言葉の超然性を「分離」(detachment)という概念で捉えている。定延(2014：14)
は、タネン･チェイフの考えによる典型的な話し言葉と書き言葉の特徴を表1のようにまとめ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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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 タネン･チェイフの考えによる典型的な話し言葉と書き言葉(定延利行(2014：14))
観点

言葉

話し言葉
音声
インヴォルヴメント
体験
単純で断片的

メディア
あり方
内容
構造

書き言葉
文字
ディタッチメント
知識
複雑

しかし、このような書き言葉と話し言葉の分け方は典型的な事例だけを反映しているものであり、それぞれの
特徴がいつも一つのメディアで一貫して表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1.はじめにで提示した定延(2014)の多角
性、程度性の概念以外にも、文字言語から表れる話し言葉的表現を分析した野田(2014)や、媒介言語以外
にも共有された情報の有無で同じ内容の伝達にも使われる言葉の性質が変わるという結果を出した高松･菊
池(2012)などの研究がある。これらはある言葉の媒体言語(音声と文字)のみでは書き言葉と話し言葉を区別
する決定的な要因まではならないという裏付けであり、書き言葉と話し言葉の分析には色々な言語特徴を多
面的に考慮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になる。

3. 研究対象及び研究方法
本稿では、日本最古の歴史書である 古事記 を研究の対象とし、分析を行うことにする。 古事記 は文献
としての価値が非常に高いという点で、現代に至っても様々なメディアを通して語られている。また 古事記 を
テーマとしている限り、伝われる内容のあらすじはメディアの形式に捉われず全て決まった流れで展開されて
いく。一方、その内容を伝達するためには、作品を現代日本語で再構成する必要がある。言い換えれば、情
報の与え手が原文のストーリを自分なりに解釈した上で、書き直すまたは話し直すという過程を経ることにな
る。本稿ではこのような点に着目して、 古事記 を語っている三つのメディアを比較することで、それぞれの特
徴や書き言葉と話し言葉との連続性に関して多角的な分析を行う。分析の範囲は(1)の 新編日本古典文学
全集1 を基準にし、「初発の神々」から「伊耶那美命の死」までの内容に当てはまるところにする。

番号
(1)
(2)
(3)

タイトル

表2 分析対象の情報
媒体

構成

山口佳紀・神野志隆光 訳(1997)

書籍

古文＋現代語文＋背

新編 日本古典文学全集1

(文字)

景説明

睦月影郎(2001)

書籍

現代語文(本文)＋

知っているようで知らない古事記

(文字)

人物の補足(解説)

中田敦彦のYouTube大学(2019)

動画

日本の神話「古事記」が面白い〜第1話〜

(音声)

分析範囲
pp.28 42
pp.16 33

講義式の内容＋説明 09分10秒〜20分18秒

(1)は 古事記 の古典語の原文に近いと見なされる文＋現代語訳で本文が構成されており、各章のあらす
じにある背景説明と脚注が補足説明として読者の理解を深めている。(1)がいわゆる「書き言葉」にもっとも近い

218

メディアといえるのに対して、(3)は 古事記 を分かりやすく教えることを目指している講義形式の動画で、「話
し言葉」にもっとも近いメディアである。一方、(2)は「先生」が「忍」という人物に 古事記 を理解させようとする
内容である。現代語に訳された 古事記 の内容(以下(2) 1)と、二人の対談･それに伴う「先生」の叙述(以下
(2) 2)とで、二段階の構成を成している。つまり(2)は、(1)と比べて話し言葉に近く、(3)と比べて書き言葉に近
いという、両方の言葉が重ねられたメディアだと言えるものである。本稿において(2)を(1)そして(3)と比較する
ことは書き言葉と話し言葉の連続性が窺える根拠になると期待される。
本稿では以上の3つのメディアを用いて、各メディアがどのような様相を呈するかを分析したい。表2で示さ
れた「媒体」以外に書き言葉と話し言葉の特徴が窺えるいくつかの要素を取りだし、4つの項目で(1)、(2) 1･
(2) 2、そして(3)がどのように表れているのかを調べることにする。その項目は定延(2014)をふまえた「文の構
造」「語彙･文法」「伝達内容」「あり方」にする。

4. 分析の結果
本文の引用から、書き言葉の特徴と思われる要素には下線を、話し言葉の特徴と思われる要素には二重下
線を、そして中間的な要素には点線をつけることでそれぞれの特徴を区別する。

4.1. 文の構造
文の構造
(1)

そこで、天つ神はふとまにで占い、「女が先に言葉を言ったのでよくないのだ。また降って帰り、
言いなおしなさい」と仰せになった。
※全体文の数：2、そのうち直接
引用文の数：1

(2) 1

本文

神は太卜(鹿の肩甲骨を焼き、そのヒビで占う法。のち、亀の甲羅を焼くようになった)に
より、「やはり女が先に声をかけたのが良くない。改めて言い直すべし」と仰せになった。
※全体文の数：2、そのうち直接引用文の数：1

(3)

「いや、でも何か違うのよ、それ」つって。「あの、イザナミの方から声かけたでしょう」
「あ、確かに。 素敵な方ですね。 って私の方から言ってました」｢それが違う」つって。
※全体文の数：6、そのうち直接引用文の数：4

典型的な書き言葉は、複雑な内容が凝縮された文の構造をとっている。(1)は「ふとまに」という一言だけで
叙述してあるものの、(2) 1の「太卜」の場合は括弧の中で占う法に関する謂れが書き加えてある。このことか
ら、(1)と(2) 1ともに凝縮性･複雑性といった書き言葉の性質が表れているが、その程度は(2) 1の方が(1)より
弱いということが推察できる。これに対し話し言葉に近いほど、(3)のように単純な文型が多数並んでいるような
構造になっていく。文の長さや形の観点から見ると、(3)は、(1)･(2) 1とは違って、話し手がその人物になって
直接伝えたい内容を話すという断片的な4つの直接引用文を用いているのが特徴である。これは(1)と(2) 1が
まとまった二つの文を成していることとは対照的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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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語彙･文法
語彙･文法
(1)

二柱の神はその島に天降りされて、天の御柱を見いだし、八尋殿を見いだした。そこで、伊耶那
岐命がその妻の伊耶那美命に尋ねて <後略>

(2) 1

本文

二神は島に降り立ち、大きな柱を立て立派な御殿を建てた。そこで落ち着いた二柱は、
あらためてお互いの肉体に関心を寄せた。

(2) 2

解説

「で、島に下りて、二人はお互いの身体に関心を持ったわけ」

(3)

「 よし 」 つって 。 そこに 降 り 立 ってですね 。 その 天界 とつながる 柱 がブーンね。あり 、 ありまし
て。そのオノゴロ島でね。「よし、ここで、色んなものを生んでいこう」言うわけですね。

書き言葉の特徴が強いほど難解で文学的な語彙が使われ、話し言葉の特徴が強いほど日常的な語彙が
使われる。(1)で使われていた「天降る」「見いだす」のような動詞は、(2) 1で「降り立つ」「立てる」というかなり
日常的な語彙で表現される。この「降り立つ」は(2) 2において「下りる」で表現され、汎用性の高い動詞に切り
替わることが分かる。(3)に至っては「ブーン」というイメージを感覚的に示すオノマトペを用いて説明する。これ
は(1)と(2) 1、そして(2) 2と(3)が、語彙使用の面で連続的な書き言葉と話し言葉との関係を説明していると言
えるものである。文法の面では、動詞の活用が(1)では「天降る」に尊敬の助動詞「される」がついており、(2) 1
は連用形で文を繋いでいることから、両方とも多かれ少なかれ書き言葉の特徴が現れていることが分かる。一
方、(2) 2と(3)の「下りて」「降り立って」は、助動詞は使われず、テ形で文を繋いでいることから、より話し言葉
的な特徴が目立つ。

4.3. 伝達内容の区別
伝達内容の区別
(1)
(2) 1

(2) 2

(3)

次に、伊耶那岐神。次に、妹伊耶那美神。以上の、国之常立神から伊耶那美神までの神々を総称
して神世七代という〔上記の二柱の独り神は、それぞれで一代という。次に男女の対の十神は、
それぞれ男女二柱を合わせて一代という。〕
本文

次に伊耶那岐(イザナギ)の神。妹伊耶那美(イモイザナミ)の神。

解説

難しい神々の名に、忍が悲鳴を上げた。<中略>
「最後の二柱の神が、最も重要になってくる。誘(いざな)う、という意味の男女、イザナ
ギの神とイザナミの神だ」
「アダムとイブのようなもの?」

その中でラストに現れたそのカップルの神。そのカップルこそが最初の主人公です。ね？イザ
ナギとイザナミ。 ね 、 聞 いたことあるでしょ 。 イザナギ 、 イザナミ 。 なんか 聞 いたことある
なーって、ね？

書き言葉は客観的なもの─知識や事実など─を伝えようとする場合が多いのに対し、話し言葉は伝え手
の、もしくはその対となる受け手の体験が挙げられる場合が多いという特徴の違いがある。イザナギとイザナ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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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二神に関して紹介している4.3.の内容をその観点からみると、(1)と(2) 1は二神の誕生と分類という客観的な
ものを主に述べていることがわかる。これに対して(2) 2は「先生」がイザナギとイザナミという名称の語源を説
明するという書き言葉的な要素もあるが、それに連なる「忍」の質問は、受け手が既に知っているはずの概念
である「アダムとイブ」を用いることで話を展開していく。また、(3)も受け手の一般的な経験をもとに理解の程度
を深めていることが見える。つまり、全般的に知識と体験といった伝達内容の区別が表れていることである。

4.4. 受け手との距離による文章のあり方
受け手との距離による文章のあり方
(1)

天地が初めてあらわれ動きはじめた時に、高天原に成った神の名は、天之御中主神。次に、高御
産巣日神。次に、神産巣日神。……次に、……宇摩志阿斯訶備比古遅神。次に、天之常立神。

(2) 1

本文

(2) 2

解説

(3)

その天 にある 高天の 原に、最初 に現れた神の 名は、天の 御中主 の神。次に 高御産巣日の
神。次に神産巣日の神。…… 宇摩志阿斯訶備比古遅の神と天の常立の神。
「まあ、これらは聞き流していい。それぞれ土地の名や動植物、あるいは整備、驚きなど
を現わしているだけだから」

その五つの神、は、もう名前、難しいの覚えなくても大丈夫っす。
その上でその、姿かたちすらもおぼろげな、その、五つの神が現れて、それでファーと現れた後
に、五組の、男女の神が現れるわけです。ねー？不思議でしょ？

4.4.では受け手との距離によって文章のあり方が変わっていくという点に触れたい。(1)は、五柱の神の名を
「名詞止め」の形で羅列し、内容を簡潔かつ確固に伝えている。これは情報の与え手と受け手が切り離されて
いるというディタッチメントの構図であり、相手から独立したような環境で内容を伝えるという書き言葉的なストラ
テジーを使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2) 1においても同じ情報を伝えているという点で、構成は大体同様である
と言える。
しかし、(2) 2の「聞き流していい」、(3)の「覚えなくても大丈夫っす」から分かるように、これらは正確な情報
の認知よりテーマに関する受け手の興味が保たれるような述べ方を取っている。(2) 2の「まあ」のような表現
は、話し言葉的な臨場感を感じさせるストラテジーとも思われる表現である。(3)の「ね？」や「でしょ？」などは
受け手の理解状態を確認するため、(3)全体で頻繁に使われている。これは情報の与え手が受け手の身近に
いて、臨場感を与えるインヴォルヴメントの構図をとっていることである。すなわち(3)の場合は主に話し言葉に
近い言語を駆使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一方、(2) 2は実質的な内容で説明の補足が行われることが多いという
点から、(1)で主に現れる書き言葉の構図とある程度共通しているところであって中間的な性質が窺える。

5. まとめ
本稿では、メディアの形式によって提供される情報がどのような違いを見せるのかについて、 古事記 を四
つの側面から分析した。書き言葉と話し言葉との連続性(はっきりした形に区別のできない性質)に焦点を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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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初発の神々」から「伊耶那美命の死」までの内容を三つのメディアから観察してみた。その結果は次のよう
にまとめられる。
1) 文の構造は内容の凝縮度によって違いが見られる。書き言葉に近いほど、一つの長い文で多い情報が
複雑な仕組みで伝達され、話し言葉に近いほど、短いかつ断片的な文や直接引用文などが使われることで情
報の伝達が行われていた。
2) 語彙の使用は、漢語から日常的な語彙、感覚的な擬声語ないし擬態語などまで一連の多彩なスペクトル
を示しているのが目立つ。文法も、複雑な助動詞の使用、連用形の繋ぎ、テ形の繋ぎなどが連続的に使い分
けられていた。
3) 伝達内容は全般的に同一であるものの、与え手の経験や知識が加わった述べ方は原文の再構成の結
果として、書き言葉と話し言葉との連続性を把握できる一つの要因になれる。
4) 情報の与え手が想定した受け手との距離によって、メディア別にインヴォルヴメントまたはディタッチメント
という文章のあり方が生じる。典型的な書き言葉は受け手とは掛け離れたところで、名詞止めなどを使った超
然とした態度で事実を述べていることに対し、話し言葉に近づくほど受け手を想定、配慮した表現がいくつも
使われていた。
円滑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ためには、適切なメディアの選択のみならず受け手の立場も配慮しなければな
らない。ただし、書き言葉と話し言葉の中どちらかに優劣があるという話ではなく、伝えたい情報の特色が何で
あるのか、さらに伝えられた内容は相手に有意味であるのか、などの点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る。今後、
連続性に関するより深い考察を求めていき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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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松亮・菊池英明(2012) 「同一対象を叙述した話し言葉と書き言葉の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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睦月影郎(2001) 知っているようで知らない古事記 , イースト・プレス, pp.1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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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口佳紀・神野志隆光 訳(1997)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1」, 小学館, pp.28 42
◁講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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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事の伝達方法における日韓対照研究
― 視点と態度を中心に ―

橋谷 萌賀 ・ 徐 ユリ・ 小此木江利菜 ・ 曾柔 (高麗大)

1. はじめに
日本語で相手に何かを伝える際に、視点や態度は重要な役割を果たす。もし、これらがずれていれば、話
の内容が相手に上手く伝わらず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支障をきたす恐れがある。しかし、話をする際に視点が必
ずしもはっきりと明示されるとは限らず、特に主語を省略することが多い(土持:1993)。このことから、日本語学
習者にとっては視点の確保が困難であることが予想される。さらに、日本語母語話者は主語の非明示だけで
なく、伝達の際に視点を移動させることがある。また、態度は非言語表現だけでなく「～てしまう」「～ちゃう」「～
と思う」などの言語表現によっても現れるため、日本語学習者が円滑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るためには、これ
らにも注意する必要がある。さらに、日本語学習者にとって、待遇表現が見られる日本語の言いさし表現は
「日本語で文末まで全部言わないことは、単に言わなくてもわかるということだけではなく、待遇上の積極的な
意味を持っている(岡田:1991)」としている。
このように、視点と態度は習得が困難であるとされていることから、他言語と比較し、相違点や共通点を明ら
かにすることは意義があると思われる。
そこで、本研究では、話し手が聞き手に何かを伝える際の「視点の変化」と「態度」に注目し、それを日本語
母語話者と韓国語母語話者の言語表現として比較し、それぞれどのように視点を変化させ、態度を示すのか
について明らかにすることとする。また、日常会話に近いものにするために、本研究では、特に友人同士の会
話に見られる視点と態度に注目し分析を行う。

2. 先行研究
日本語母語話者と中国人日本語学習者の語りの作文における視点の移動について明らかにした奥川
(2007)は、視点を注視点と視座に分けて分析している。注視点とは、新しい人物が登場した際に向けられる意
識の対象であり、視座とは「どこから見るか」という視点である。その結果、日本語母語話者は新しい登場人物
を「が」でマークし注視点を移動させていたが、視座は主人公に一貫していた。一方、中国人日本語学習者の
場合、新しい登場人物への注視点の移動はほとんどされず、行った際にも視座の固定は見られなかった。し
たがって、日本語母語話者は主人公の立場から物事をとらえ、中国人日本語学習者は物事を外側からとらえ
ており、この違いが日本語母語話者にとって学習者の作文を不自然に感じさせる要因になっていると述べて
いる。しかしこの研究では、中国人日本語学習者による日本語の作文を分析の対象としているが、学習者の
目標言語による語りよりも母語による語りの方が、より正確な視点の差を観察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われ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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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韓国語における視点の比較研究をした이세희･최희경(2019)は、同じ文学作品を対象に、翻訳者の伝え
方における視点の違いを考察した。その結果、読者が叙述者の立場で誰かから話を「聞いて伝える」場面を思
い浮かべたり、叙述対象になる人物が話を「伝えてくる」場面を頭に描くようになると述べている。また土持
(1993)は、事実志向になれた英語話者が立場志向の強い日本語を学習する際に誤用が見られやすい項目と
して「受け身表現」と「授受表現」を取り上げ、日本文と英文を比較しながら、誤用の起こりやすい原因と、その
教授方法について考察した。受身表現に見られる立場志向については、日本語の発話文において主体が話
し手の場合「わたしは〜」は省略されるというルールがあり、間接の受身により主体(話し手)と事物の関係が損
害という点で強調されている。つまり、話し手の立場から起こった事実を被害としてとらえている立場志向型の
文といえる。授受表現にみられる立場志向については、授受表現は話し手の立場が強く関係する表現、つま
り立場志向性の強い表現であるといえる。次に、態度を表す文末表現についての比較研究を見ていくと、伊
集院・高橋(2010)は、日本・中国・韓国語母語話者の意見文に見られるモダリティについてそれぞれ相違点が
観察されたと述べている。しかし、この研究の分析対象が「喫煙の規制に対する意見文」であることから、友人
同士の会話とは掛け離れたものであるため、異なる結果が見られることが予想される。さらに、待遇表現が見ら
れる日本語の言いさし表現について、「日本語で文末まで全部言わないことは、単に言わなくてもわかるという
ことだけではなく、待遇上の積極的な意味を持っている(岡田, 1991:12)」としている。
以上のことから、日本語の友人同士の会話における視点の移動と態度の研究は管見の限り少なく、また、
韓国語と比較し相違点や共通点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韓国人日本語学習者による日本語での円滑なコミュ
ニケーションの一助になると思われる。

3. 研究方法
3.1 分析対象
分析対象は、日本語あるいは韓国語を母語とする20代後半から30代前半の女性、各10名ずつとした(日本
人母語話者J1∼J10、韓国人母語話者K1∼K10)。さらに、対象者はモノリンガルであり、日常的に母語以外の
言語を使用することがないことを条件とした。理由としては、他言語の影響がない母語話者の視点と態度の使
用様相を対象に分析するためである。

3.2 視点と態度の定義
視点と態度の定義は、中井(2004)による日本語のストーリーテリングにおける話し手の技能の分類を参照し
た。
①視点…日本語、韓国語ともに代名詞・固有名詞・名詞修飾節による人物の特定・受身・は／がの区別によっ
て見分ける。
②態度…談話の構成に影響を与える態度というのは「ある物に対する立場や観点」であり、即ち内的な態度が
行動や表情、言葉などの外的行動と実現されるものである(김,1999)。

224

<表1>
機能
1) 感情・態度を示す
2) 類推・意見・伝聞を示す

例
(日) ～てしまう/～ちゃう/～てもらう/～てくれる/～てあげる/～のだ/～
じゃない
(韓) 버리다/ 주다/ 것이다/ 지 않아
(日) ～ようだ/みたいだ/そうだ/らしい/って/～と思う
(韓) 나 보다/ 것 같다/ 대/ 고 생각하다(들다)

なお、伝聞表現は第三者からの情報を相手に伝える(呉蘭,2013:47)ことを基準とし「って」「そうだ」「らしい」
などの表現を態度の定義に追加し分析を行う。

3.3 分析方法
分析方法は、文字化したデータの中から代名詞や受身などが表れている部分を抽出し、どのような
視点から記事の内容と感想が述べられているかを分析する。特に、動詞の使い方による視点の移動、主
節と従属節の中で見られる視点の移動を中心に日韓の相違点を探る。一方、態度に関しては上記した
「～てしまう」「～ちゃう」などの表現及び「～らしい」「～って」などの伝聞表現を抽出し、日韓で態度を
示す際にどのような言語表現が使用されているかを明らかにする。

4. 結果及び考察
4.1 視点
視点は、告白した人(A)、告白された人(B)、語り手(自分)の3つであり、視点が語り手の場合自身が記
事を読んだ状況や記事に対する感想や意見などが述べられていた。本発表では、主に告白した人と告
白された人の2つの視点がどのように移動しているのかを見ていくこととする。
まず、日本語母語話者による主語の使用の場合、告白した人においては、Aさん、その人、ある子のよ
うに代名詞を使用したり、男友達や女の子と性別で示していた。一方、告白された人においては、Bさ
んや女の子の他、相手、向こう、相手の人など、告白した人を基準にした呼称が使用されており、韓国
語母語話者の主語の使用においても確認された。これは、奥川(2007)が指摘している注視点(どこを見
るか)と視座(どこから見るか)の概念であり、語りにおいて日本語母語話者は、新しい登場人物を導入
する際に、「が」によって注視点を移すが、視座は主人公に置くとしている。本研究では、視点の移動に
注目していることから、まず主語によって視点を判断し「相手」などの代名詞や奥川(2007)による視座
の判断基準である授受動詞、また「行く」「来る」などの移動動詞などに加える。
一方、韓国語母語話者による主語の使用の場合、告白した人においては、日本と同様にA、이

사람、

어떤 사람、그 사람、이 사람のような代名詞や、어떤 남자など性別で示していた。さらに、친구やA라
는 친구、얘、고백을 한 사람なども使用されていた。また、나のような一人称もK4、K7、K9で確認さ
れ、K7、K9においては、記事の内容に対する自分自身の感想を述べる際に、告白した人と自分を重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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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述べる場合に使用されていた。このような主語としての一人称の使用は、日本語母語話者には観察
されず、自分自身を第三者として置き、記事に対する自身の感想を述べていた。また、告白された人に
おいては、日本と同様、Bや여자애、이 여자、여자、그 남자などの性別を示す表現が見られた。さらに、
前述したように、상대방や그쪽などの告白した人を視座とした表現が見られた。その他にも、이 새끼、
얘、다른 사람、이 사람、고백 받은 사람、B라는 친구(사람)などが観察された。
次に、日本語母語話者と韓国語母語話者それぞれの対象者による伝達の視点の移動について見てい
く。まず、日本語母語話者(J1～J10)による記事の伝達において、代名詞などの主語と受身表現を抽出し
た結果、視点を一貫している伝達方法と、視点を移動させる伝達方法が観察された。本発表で使用した
記事が、告白した側の視点の内容であったため、日韓対象者共に話し手の視点がAになると予想された
が、発話中に視点がAからBに切り替わる部分が多数観察された。視点の移動が見られなかったのは、
J4、J5、J9の3人であり、視点をAに一貫していた。そのほかの対象者の伝達においては、視点の移動が
観察されたが、J6においては、視点がBに移動しているが、視座はAに統一されていた。さらに、視点の
移動が一番多く見られたのは、J2の7回であり、視点を2回移動させている日本語母語話者が一番多く、
3人(J1、J3、J8)において観察された。一方、韓国語母語話者(K1～K10)による記事の伝達において、主語
と受身表現を抽出した結果、AとBの視点の移動が最低3回行われていた。J4、J5、J9のように視点の移
動がないのは一つも観察されていなかった。また、視点の移動が一番多かったのは、K5の10回であり、
視点を6回移動させている韓国語母語話者が4人(K1, K2, K9)と一番多かった。さらに、視座の観点か
ら見てもAやBに一貫されている対象者はいなかった。また、受身表現や様々な動詞を駆使し、日韓共
に主語を省略し視点を明示せずに、視点を移動させて記事の内容を伝達する方法がいくつか確認され
た。

4.2 態度
日本語母語話者による態度表現を分析した結果、全83回中「～のだ」が最も多い33回、続いて「～と思
う」が17回、「～らしい」が14回、「～って」が10回、「～ちゃう」が6回、「～じゃん」が3回の順で現れた。最
も多く表れた「～のだ」の特徴に関して野田(1997)は、聞き手も当然知っているとみなされる場合は「～
のだ」を入れないのが自然であり、聞き手が知らないとみなされる後者の場合には「～のだ」を入れる
のが自然だと述べている。本研究では、聞き手が知らない記事の内容を伝達する調査であるため「～の
だ」が多く表れたと考えられる。また、次に多く見られた「～と思う」に関して伊集院・高橋(2009)では
「～思う」の機能を「認識のモダリティ」として考察し、これは話し手の「内的な思考」を表すものである
と述べている。記事の伝達において「～と思う」が最も多く表れたことは、伝達過程において記事に関
する内容だけでなく、話し手の内的な思考や意見を含めた内容を聞き手に伝達していると捉えること
ができる。
「～らしい」は観察や推定にも含まれるが、記事の内容に含まれている動詞「断る」「好き」「告白する」
「デートに行く」と多数共起していた。このことから日本語母語話者は、記事の内容を比較的忠実に聞
き手に伝達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日本語の態度表現で表れた特徴として「断られちゃったらしいの
ね」のように「～ちゃう」に「らしい」が続き態度表現が連続する発話が多数見られ、また「～と思って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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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う」のように「～と思う」に「～てしまう」が続く例が観察された。中井(2004)では、伝達を行う中で、
このような表現を使用することは「聞き手を引き込んでいくためのテクニック」と述べている。つまり
「～ちゃう」などの動きをつけて伝達することで、聞き手がより内容を理解しやすいように伝えている
ことが伺える。また本研究では、待遇表現である言いさし表現が見られなかったが、分析対象が友人と
の会話であることが原因として挙げられる。
一方、韓国語母語話者の結果は、全69回中「 ㄴ 것이다」が最も多い24回、続いて「 ㄴ 것 같다」が22
回、「 지 않을까/않아」が10回、「 ㄴ대」が10回、「 고 생각하다」が3回観察された。金・堀江(2007)によ
ると「 ㄴ것이다」は、話し手が予期せず体験した出来事を語る文脈で用いられることがあると述べてい
る。記事の伝達において「 ㄴ것이다」が多く見られた理由は、話し手が経験したことを聞き手に伝える
過程で多く使用されるためだと考えられる。また「 것 같다」に関して、탕(2020)によると、自分の意見
を婉曲に表現する際に話し手が持つ確信の程度が弱化すると述べている。本研究では、親の関係にお
いて記事を話し手が理解した上で口頭で伝達をするものであることから、話し手の確信を弱める「 것
같다」が最も多く現れたと捉えることができる。記事を引用しながら話し手自身の意見を伝達したり、
記事に対して自分を投影した意見を述べながら「 것 같다」が使用されている。推測と不確実性の様態
表現である「 것 같다」を結合させることで、論題に対する感情が極めて「個人的な感情」という点を差
別化して表し、聞き手の拒否感を最小化することができる(김정은,2020)。また、「 지
대」は10回ずつ観察された。이(2014)によると、口語体での「 지

않을까/않아?」「

않아(요)?」は相手の意見を聞いたり確

認する際に、「 지 않을까(요)?」は聞き手を配慮しながら話し手自身の意見を伝える際に使うと述べて
いる。日本語では聞き手を配慮した「～じゃない」のような伝達表現は見られなかったが、韓国語母語
話者は「～지 않을까/않아?」を多く使用することが分かった。
また、直接引用の伝達表現「 대」は、日本語と同様に記事の内容を伝達するため「고백하다」「놀라다」
「답하다」「차이다」「못하다」「나쁘다」「고민하다」などと共起しており、日本語に比べ幅広い語彙を使用し
伝達していた。
その他に、引用する場合や自分の意見を伝達する場合に「 생각하다」の応用が多く表れていた。前述
した「 것 같다」のように、話し手の主張を述べながら「 라고 생각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
고」「 고는

생각하는데」のようなモダリティの多様が観察された。ただ、日本語に対して韓国語は、態

度表現が連続して続く例は1例のみ観察された。

5. まとめと今後の課題
本研究では、20代後半から30代前半の日韓女性を対象に、友人に伝達する際の表現を視点と態度の
観点から考察した。本研究で明かになったことは以下の通りである。
1) 日韓対象者共に、発話中に視点がA(告白した人)からB(告白された人)に切り替わる部分が多数観察さ
れたが、日本語においては視点を一貫させる対象者もおり、また日本語よりも韓国語において複雑な視点の
移動の様相が見られた。
2) 日本語の態度表現は「～ので」が、韓国語は「 ㄴ 것이다」が最も多く観察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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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研究では、日韓の伝達方法を視点と態度の観点から明らかにしたが、分析対象が恋愛記事であり、対象
者が女性であったため、性別により視点や態度の表れ方が異なる可能性がある。したがって、性別に関する
研究は、今後の課題とし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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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メディアにおける男性の告白の発話類型に関する一考察
迫田亜希子・申喩註・刘淼（高麗大）

1. はじめに
人間として生活する上で一番大事であるのは、他との関係であると言える。その関係を築くこ
との始まりは人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であり、そこから人間関係が作られると言っても過言で
はない 。その 過程で 韓国人は、「西洋 の人 が独立 している自分を強調するのに 対し 、関係の 面が
もっと強調される。従って他人と区別できる自分というより人との関わりの中での自分を明確に
認識し、もっと重要視する」（曹

2003）と言われる。このような韓国人の認識の特徴は、コミュニ

ケーションを行う際にも影響されると考えられる。そこで、本研究では告白の瞬間の談話を分析
対象とする。告白の場面は自分の感情や意図を表現し、さらに関係の変化が起こるまでが映し出
されているため、関係を作る瞬間の発話の特徴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われるからであ
る。本研究ではこのような事象について、日本と韓国の告白発話の分析を行い、両国の告白発話
にどのような差が見られるのかに着目したい。

2. 先行研究
恋愛における告白に注目した研究には、樋口 他(2001)、関・李(2013)、元(2017)が挙げられる。
樋口 他(2001)では、日本人の大学生の男女に質問紙調査を行い、収集した告白の言語的方策を
「単純型」「懇願型」「理屈型」の3種類に分類した。更に、この3種類の言語的方策の関係変化、評価
的反応について回答させた結果、片思い・両想いといった好意、男・女の性別に関わらず、「単純
型」の告白がもっとも効果的であるという傾向が見られ、この結果について「余計なことを言わな
いシンプルでストレートな告白は、真実味があり、相手に自分の好意がもっとも伝わりやすい可
能性がある」と推察している。
関・李(2013)では、日本人の大学生を対象に「理想的な告白のことば」について、自分が告白す
る 場合 ・告白 される 場合 に分 けて 回答 させる調査を 行った 。 その 結果 、 主 に 「 好意表明表現 」 や
「交際申請表現」が「告白」を代表する表現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そのうち、特に「好意表明表現」
を重視する傾向が見られ、好意表明表現のみのシンプルな告白も多く見られたと述べている。
元(2017)は、日本と韓国のテレビドラマのうちリメイクドラマに限定し、ドラマに現れた告白
の言語行動について分析を行っている。元は、告白を「直接的な告白」と「告白の付随物」に分類し
ており、「直接的な告白」には愛情の表現、交際の意思の表明、交際を求める理由等の発話が属し、
「告白の付随物」を「それだけでは告白として成立しないが、告白と関わる場面で告白の言語行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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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構成する要素、或いは、告白の前段階として行われる言語行動」と位置付けている。その結果、
日本はストレートな告白が多いが、韓国は直接的な告白を控え目にし、告白に付随する発話を多
用する傾向があると述べている。
以上の先行研究では、実際の告白場面での告白発話ではなく、設定された状況をイメージして
回答させるアンケート形式で調査が実施されている。また、日本と韓国のドラマにおける告白の
言語行動を比較している研究も見られる一方、両国のリメイクドラマを分析の対象としている。
しかし、リメイクドラマのセリフは、原作の言語の特徴や、翻訳者の翻訳の仕方に影響を受ける
可能性があると考えた。
そこで、本研究では日本と韓国それぞれの国で制作された多種類のドラマおよび映画の告白
シーンにおける男性の告白発話に注目し、その告白発話の特徴について調べ、双方の告白発話の
特徴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3. 研究方法
3.1 告白発話の定義
本研究における告白は、栗林(2002:11)で恋愛における告白を「恋愛関係の形成を目的として、特
定の相手に自分の好意を伝達する行為」であるとしているが、本研究でもこの定義に従う。その
上で、メインとなる告白発話を「全体の会話の流れにおいて、関係の変化のマークとなる発話」と
定義することとする。

3.2 分析対象
談話研究では実際の会話や、できるだけ実際の会話に近い状況での会話を研究対象とする。熊
谷（2003:11）は「テレビドラマでは場面のバリエーションが豊富なだけではなく、やりとりの形に
なっているので、定型的な感謝や謝罪の決まり文句以外のストラテジーも含めた言語行動の展開
例が収集しやすい」と指摘している。テレビドラマや映画でのやりとりは、日常の言葉の特徴を
反映していると同時に、日常のやりとりに少なからず影響を及ぼしていると言えよう。
従って、本稿では、データの多様性と一般化の可能性の両方を考慮した上で、テレビドラマや
映画を研究対象とし、日本と韓国のドラマおよび映画の告白シーンを30ずつ収集し、分析を行っ
た。また、時代による告白発話への影響を最小限に抑えるため、対象とする作品を2000年代以降
のものに定めた。

3.3 分析方法
本研究では、日本と韓国のドラマおよび映画の告白シーンの中から男性の告白発話を抽出し、
分類を行った。栗林(2002)では、大学生の男女を対象に、告白回数、告白までの期間、告白時の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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況などを問う質問紙調査を行っている。結果、告白経験は男女ともに７割を超えていた一方で、直
接対面して行う告白は、男性が８割以上に及んでいたことが報告されており、直接対面して告白
する場面は男性に多いと判断したことから、男性の告白発話に注目することとした。
しかし、本研究では男女が対面の場面で、直接告白するシーンにおける告白発話を分析対象と
したため、電話や携帯メール等での告白、または同じシーンに対象の女性がいるものの、女性に向
けてではなく、女性の両親や昔の恋人へ向かって宣言するような告白発話は分析対象から外した。

4. 結果および考察
4.1 日韓メディアにおける男性の明示・非明示の告白発話
まず、抽出した告白発話を「明示/非明示」に分類した。明示とは「大好きだよ」「僕と付き合って
ください」、「너 좋아해」「나랑 사귈래?」等、告白発話として明確に断定できるものを指し、非明
示とは「朝まで一緒にいていいですか」「나한테 올 때 이거 신고 와요」等、告白発話としては認
め難いが、暗示的に相手に好意を持っていること、または関係転換を求めることを伝達するもの
を指す。日本と韓国の両国のメディアの告白シーンにおいて日本の場合30件のうち27件、韓国の
場合30件のうち25件と、「明示」的な告白発話が圧倒的に多く見られた。 以上の結果より、告白と
いう行為 を行 う 場合 、 非明示的 に 行 うより 、 明示的 に 行 う方 が 効果的 であるということが 窺え
る。そこで本研究では、特に多く観察された「明示」に属する告白発話に注目し、分析を行った。

4.2 日韓メディアにおける男性の「明示」の告白の発話類型
ここでは、「明示」の告白発話を、「好意伝達 / 関係転換 / 好意伝達＋関係転換 / その他」に分
類した。各発話類型の定義と例文は、以下の通りである。

4.2.1 好意伝達
好意伝達とは、「好きだ」「あなたを愛しています」など、相手に自分の気持ちを直接伝える表現
である。
(1) 僕は、お前のことが好きだ。

ドラマ Rich man poor woman

(2) 나 너 좋아해.

ドラマ 응답하라 1988

4.2.2 関係転換
関係転換とは、告白相手との関係を変えたい気持ちを伝える発話のことを指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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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良かったら俺と付き合ってくれませんか。

ドラマ コーヒー＆バニラ

(4) 나랑 사귈래?

ドラマ 치즈인더트랩

4.2.3 好意伝達＋関係転換
4.2.1の好意伝達および4.2.2の関係転換に属する告白発話が同発話内に両方使用された「好意伝
達＋関係転換」のような例も確認された。
(5) 俺お前が好きだ。俺と、付き合ってほしい。

ドラマ

(6) 지호야, 난 니가 좋아. 나랑 사귀자.

トランジットガールズ

ドラマ

슬기로운 감빵생활

4.2.4 その他
好意伝達・関係転換ではないが、告白の発話と捉え得る発話をその他に分類した。
(7) 今もこれからもこれから先、ずっとお前だけが俺の認めた女だと思うから。
ドラマ 花より男子
(8) 내가 좋아하면 못 이기는 척 넘어 올래?

ドラマ

로맨스는 별책부록

4.3 日韓メディアにおける男性の明示の告白発話件数
日韓のメディアにおける男性の明示の告白発話を4つに分類した結果が、次の表1である。
<表1> 日韓メディアにおける男性の明示の告白発話の件数

明示の
告白発話

日本

韓国

好意伝達

19 (70.4%)

12 (48%)

関係転換
好意伝達＋関係転換

4 (14.8%)

9 (36%)

2 (7.4%)

2 (8%)

その他

2 (7.4%)

2 (8%)

計

27件(100%)

25件(100%)

メディアにおける 男性 の 告白場面では 、 日本 の 場合「 明示」 の 告白発話 が 27 件現 れ、 そのうち
「好意伝達」が19件(70.4%)、「関係転換」が4件(14.8%)、「好意伝達＋関係転換」が2件(7.4%)と「その
他」が2件(7.4%)であった。一方韓国の場合、「明示」の告白発話25件のうち「好意伝達」が14件(48
%)、「関係転換」が9件(36%)、「好意伝達＋関係転換」が2件(8%)と「その他」が2件(8%)という結果が
現れた。日本の場合、告白での「好意伝達」が70.4%、「関係転換」が14.8%であるのに対し、韓国の
場合は「好意伝達」が48%で、「関係転換」が36%であった。この結果から、日本人はストレートな、
または直接的に好意伝達という手段で告白する方法が好まれる一方で、韓国人は感情を伝える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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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もとるが、告白の時点で現在の関係を変化させ、相手の領域に近づくことで特別な間柄になる
ことを求めるような傾向があると考えられる。
また、日韓共に「好意伝達」＋「関係転換」のように同時に現れているシーンも2件ずつあった。
このような複合型の告白発話は、日韓両国とも、まず好意伝達を行い、次に関係転換の告白発話
が行われるという順序になっていた。

5. まとめ
本研究では、日韓メディアにおける男性の告白発話について分析を行った。その結果、以下3点
について明らかになった。
１）日韓メディアの告白シーンにおける男性の告白発話は、両国とも「明示」的に行われるものが
多かった。
２）日本のメディアに見られる日本人男性は、自分の感情を伝える「好意伝達」という手段を多く
使用する傾向にあった。
３）韓国のメディアに見られる韓国人男性は、自分の感情を伝える「好意伝達」に加え、相手との
関係の変化を試みる「関係転換」の両方の手段を使用する傾向にあった。
今後の課題としては、今回扱うことのできなかった、告白として断定することが難しい「非明
示」の告白発話も含め、明示・非明示の告白発話の特徴を更に明らかにしたいと考える。そして、
「見つめ合う」「抱きしめる」「キスをする」等、発話以外の非言語行動も含めて検討したい。また、
本研究では男女の関係や年齢等の属性について議論す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が、今後はこのよう
な属性も含め、日韓の告白発話の特徴について更に細かく解明して行きたい。

＜参考文献＞
紙幅の都合で割愛する。発表時のパワーポイントを参照され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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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学術論文の序論のテキスト内容分析
― 語学系学術論文を中心に ―

林貞我 (高麗大学大学院修士)

1．はじめに
論文とは、あるテーマに対して筆者が研究した結果や意見を論ずるのにその目的がある。市川(1978)
はこうした論文の文章を「不特定多数の相手に論理を展開し、主張を繰り広げる文章」と分類してい
る。しかし、こうした自分の主張を他人に読ませるために論文の筆者は序論でこれから述べていく内
容を読者に戦略的に提示することで、読者の興味を引く、または読者自身が求める情報をその論文か
ら得られるか判断させる重要な役割を果たす。そのため、論文の筆者は論文を書く際、論文の筆者は序
論に何をどのように書くか、その構成や表現を工夫して書く。そこで本研究では、韓国と日本の語学系
論文の序論にどのような内容が含まれているのか、その構成要素を分析し、韓日の序論における各構
成要素の特徴について考察する。

2．先行研究
論文作成において序論の重要性に注目した代表的な学者としてはDudley Evans(1986, 1988)、
Swales(1981, 1990, 2004)、Lee(2001)、Bunton(2002)等がいる。彼らは研究で学位論文の序論を「move」と
「step」に分け、序論のテキスト構造を図式化しようとした。Swales(1981)は自然科学分野から16本、社
会科学分野から16本、保健、生命科学分野から16本、計48本の論文序論を調査し、その構造を1．研究領
域定立、2．先行研究要約(a. 先行研究不足指摘またはb. 反問 c. 研究拡張の可能性提示)、3．本研究の
準備、4．該当研究導入の4つのムーブに分けた。以降、Swales(1990)は他研究を参考に学術論文の序論
のテキスト構造を図形化し、CARSモデルを発表した。Swales (1990)は学術論文の序論が「1．論文が扱
う領域の拡張」「2．研究されるべきテーマや新しい観点を指摘」「3．自分の論文の位置設定(研究目的、
研究方法、研究の構成説明等)のような構造があると見た。
Swales(1990)のCARSモデルは以降序論のテキスト構造研究において基本的な分析の枠組みとして
位置づけられるが、韓国でもSwales(1990)のCARSモデルを基に多くの研究者が韓国論文の序論を分析
した。その代表的な例として朴(2006)のK CARSモデルと言える。朴(2006)は韓国語教育分野の修士学
位論文50本(韓国語母語話者論文25本、韓国語学習者論文25本)の序論を分析、韓国語教育分野の論文で
使用される序論の構造を提示、それを分析した結果を基にSwales(1990)モデルを修正したCARS+3モデ
ルを提示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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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研究方法
本研究では韓国語と日本語両言語の傾向をより客観的に比較するために各言語を専門的に研究す
る韓国語学と日本語学の学術論文を調査対象とする。また、本研究では、論文の種類を学術論文に制限
し、韓国語の論文は韓国国語学会が発行している「国語学」学術誌から韓国語学に関連する論文計100
本を収集し、調査対象とする。日本語学論文としては日本語学会(旧「国語学会」)の「日本語の研究」学術
誌から日本語学に関連する論文、計100本を収集し、調査対象とする。
また、序論の内容を分析するために最低3行以上の序論のみを採択し、すでに構成が分かれている論
文は本研究で除外した。さらに研究の対象とするのは本文のみとし、直接引用文、括弧の中の参考文、
例等は除外することとする。

4．結果及び考察
4.1. 研究対象の提示
研究対象の提示とは、その論文で扱われるテーマについて紹介し、なぜそのテーマを扱うことに
なったのか述べる文である。<表1>で分かる通り、韓国も日本も多数の論文で序論に「研究対象の提示」
文を書いていた。「研究対象の提示」文は本文で扱う研究のテーマについて紹介する文で、内容によっ
て大きく3つに分けられる。まずは研究テーマに対する筆者の意見を述べる文、そして研究テーマに対
する一般的な陳述、最後に研究テーマに対する客観的な陳述である。その例を以下に示す。
<表1> 学術論文の序論での「研究対象の提示」の比率
構成要素

韓国

日本

1. 研究対象の提示

文章数
1889
(100%)
695(36.8%)

論文数
100
(100%)
92 (92%)

文章数
1137
(100%)
404(34.0%)

論文数
100
(100%)
89 (89%)

1 1 研究対象に対する筆者の意見

109(5.8%)

32 (32%)

63(5.2%)

32 (32%)

1 2A 研究対象に対する一般的な理解・陳述

548(29.0%)

86 (86%)

317(26.7%)

83 (83%)

1 2B 研究対象に対する客観的な事実

38(2.0%)

17 (17%)

24(2.1%)

17 (17%)

全体

<表1>を見ると「1．研究対象の提示」文は韓国の論文100本中92本、日本の論文100本中89本の序論で
扱っていることから序論に一般的に含まれる内容であることが分かる。しかし、「1 1.

研究対象に対

する筆者の意見」と「1 2A 研究対象に対する一般的な理解・陳述」、「1 2B 研究対象に対する客観的
な事実」の比率を見ると同じく研究対象に対する言及であるにも関わらず、その性格によって比率に
大きく差があることが分かる。特に他構成要素に比べ「1 2A
の比率が非常に高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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研究対象に対する一般的な理解・陳述」

4.2．「先行研究とそれに対する意見」
先行研究に関する言及は大きく二つに分かれる。単純に最近の研究動向を説明する文とその先行研
究に対する筆者の意見である。この「先行研究とそれに対する意見」は4.1．で述べた「研究対象の提示」
や4.3.で述べる「本研究に関する言及」よりは序論で扱われる比率は低いが、韓国の論文の75％、日本の
論文の85％が序論で先行研究に関する内容を扱っていた。しかし、その内容には少し違いが見られた。
特に単純に先行研究の検討や紹介ではなく、先行研究に対する論文筆者の主観を表す「2 A

先行研

究に対する反対意見」と「2 D 先行研究の尊重・継続」では差が見られた。特に「2 A 先行研究に対す
る反対意見」は先行研究を批判する内容が含まれた構成要素であるが、この構成要素の場合、韓国論文
100本中25本が序論でこのような内容を含めているのに対し、日本の論文の場合、先行研究に対して批
判する意見を序論に含めている論文は100本中4本に過ぎなかった。
「2 D

先行研究の尊重及び継承」の場合には序論で採用している韓国の論文が日本の論文に比べ約

2.8倍多いことが分かる。
<表2> 学術論文の序論での「研究対象の提示」の比率
構成要素
全体
2.

韓国
文数

日本
論文数

文数

論文数

1889(100%)

100(100%)

1137(100%)

100(100%)

472(25.0%)

75 (75%)

353(29.6%)

85 (85%)

2 1 先行研究の検討及び紹介

280(14.8%)

67 (67%)

219(18.4%)

67 (67%)

2 A 先行研究に対する反対意見

60(3.2%)

25 (25%)

13(1.1%)

4 (4%)

2 B 先行研究の不足を指摘

95(5.0%)

39 (39%)

112(9.2%)

62 (62%)

2 C 先行研究に対する反問

9(0.5%)

4 (4%)

4(0.4%)

4 (4%)

2 D 先行研究の尊重・継続

28(1.5%)

14 (14%)

5(0.5%)

5 (5%)

先行研究とそれに対する意見

4.3．「本研究に関する言及」
「本研究に関する言及」は該当論文または研究に関する内容で構成されている。＜表3＞で分かる通り、序
論で該当研究や論文に関する内容を扱うのは非常に一般的であることが分かる。その中でも「3 1

研究の主

要内容及び目的適示」は韓国の論文と日本の論文両方90％を超える論文が扱っているほど序論では欠かせ
ない構成要素だと言える。「本研究に関する言及」で韓日の差が見られたのは本研究が価値があることを直接
に伝える構成要素である「3 5研究の意義」である。全体文数で占める比率は有意義な差は見られなかった
が、このような内容を序論で扱っている論文んの数が韓国の方が多いことが分かる。この「3 5

研究の意義」

は「本研究に関する言及」に含まれている他構成要素に比べ主観性の高い構成要素であるが、これは4.2．で
も説明した「2．先行研究とそれに対する意見」でも主観性の高い「2 A

先行研究に対する反対意見」と「2 D

先行研究の尊重・継続」が韓国の論文序論でより多く発見できたことと類似した結果であると言える。このよう
に論文序論で韓国の論文筆者は日本の論文筆者に比べ主観性の高い文を採用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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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3＞ 学術論文の序論での「本論文・研究に対する言及」の比率
構成要素
全体
3. 本論文・研究に対する言及
3 1 研究の主要内容・目的提示
3 2 問題提示
3 3 研究方法・説明
3 4 主要結果提示
3 5 本研究の意義
3 6 論文構成の提示

3－7 その他(方針、立場、希望、見通し)

韓国
文数
1889(100%)
721(38.2%)
219(11.6%)
93(4.9%)
64(3.4%)
8(0.4%)
59(3.1%)
209(11.1%)
方針：53
立場：3
希望：6
見通し：1
その他：7
計：70(3.7%)

論文数
100(100%)
98 (98%)
96 (96%)
22 (22%)
22 (22%)
4 (5%)
40 (40%)
47 (47%)
方針：19
立場：3
希望：6
見通し：1
その他：4
計：28(28%)

日本
文数
1137(100%)
431(36.4%)
154(13.0%)
28(2.4%)
27(2.3%)
11(0.9%)
34(2.9%)
100(8.5%)

論文数
100(100%)
99
(99%)
94 (94%)
16 (16%)
13 (13%)
6 (6%)
24 (24%)
29 (29%)

方針：72
希望：1
その他 : 3
計：76(6.4%)

方針：34
希望：1
その他 :2
計：36(36%)

5．最後に
本稿ではSwales(1990)のCARSモデルを参考にし、韓国と日本の論文序論の内容を分析し、考察した。そ
の結果、以下のような特徴が見られた。序論で扱われる内容は韓国と日本両方3．本論文・研究に対する言
及＞1．研究対象の提示順＞2．先行研究先行研究とそれに対する意見順に多く現れた。最も多く現れた構
成要素は「3 1研究の主要内容・目的提示」で、韓国と日本両方90％を超える論文がこのような内容を序論で
扱っていた。先行研究に対する反対意見や尊重、研究の意義を表す文のように主観性の高い文は日本の論
文より韓国の論文の序論で多く見られた。しかし、本研究は韓国語学と日本語学という限られた分野の論文だ
けを対象としており、韓国の論文と日本の論文の一般的な傾向というには無理がある。そのため、幅広い分野
の論文を対象とした分析を課題とする。

◀ 参考文献 ▶
金丸敏幸 外4名(2010) 「ムーブ分析に基づく英語論文表現データベースの開発」, 言語処理学会 第16回年次大会発
表論文集
市川孝(1978) 国語教育のための文章論概説 , 教育出版
박은선(2006) 「한국어 학위논문 서론의 장르 분석적 연구: 한국어 모어화자와 한국어학습자를 대상으로, 미출간 석
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Swales, J. M.(1990) Genre Analysis: English in Academic and Research Setting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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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単身高齢者の在宅介護の実態と変化
― 介護保険制度に基づくケアマネジャーに着目して ―

何妨容 (広島大 博士課程)
はじめに
高齢者が疾病等が治癒した後も生活機能が回復せずに長期間入院を続けるという「社会的入院」の問題を
解決するために、日本は2000年に高齢者の介護を社会で担うことを意図した介護保険制度を導入し、訪問
系、通所系などの居宅サービスを推進することで長期的に入院している高齢者を自宅に引き戻そうとした。現
行制度導入した20年を経過した現在では、「高齢者の尊厳の保持と自立生活の支援の目的のもとで、可能な
限り住み慣れた地域で、自分らしい暮らしを人生の最期まで続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
構築が策定された。高齢者が住み慣れた地域で最期まで自宅で生活できるように、居宅介護サービスを始
め、地域密着型サービス、介護予防・生活支援サービスなど多様な介護サービスを推進してきた。
ところが、単身高齢者や夫婦のみの高齢者の激増に伴い、高齢者が自宅に閉じこもり、転落、溺死、また
老々介護などの問題が顕在化している。現行制度のサービスを利用している高齢者ができる限り住み慣れた
地域で最期まで生活できるだろうか？介護者がいない単身高齢者はどのように自宅生活を維持しているだろ
うか？こうした問題意識から、本研究は単身高齢者世帯への半構造化インタビューを行い、ケアマネジャーに
焦点をあて、介護保険制度に基くケアマネジメンがいかに単身高齢者の自宅生活を影響するかを検証する。

1. 研究目的
介護保険制度に関する先行研究では、政策分析や統計的分析などが多く行われているが、在宅介護の実
態調査を行った研究は非常に限られている。そのなか、横島・吉野(2016)は高齢介護者へのインタビュー調
査を通して、高齢介護者が居宅介護サービスの内容を概ね満足しているが、被介護者に提供したサービスの
内容や頻度が介護者のニーズに合致していない現状を明らかにした。先行研究は、現行制度に基づくケアマ
ネジメンによって、高齢者同士の共同介護生活が維持できないことを示唆したが、こうしたケアマネジメンは単
身高齢者の在宅生活を維持できるかどう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単身高齢者の在宅生活を維
持する要素について大夛賀・東野等(2012)は、家族介護者の介護がなくても要介護度2までの単身高齢者が
自宅生活を維持するため、物品管理ケア、食事介助や洗濯・調理などの家事援助を提供する体制整備が必
要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以上を踏まえ、単身高齢者の在宅生活を支援するために、地域包括ケアシステ
ムの推進がどの程度進んできたのか、また、軽度な単身高齢者が自宅生活を維持していくための要素は地域
包括ケアシステムを推進する現行制度のケアマネジメンのなかにどの程度含まれたのか、単身高齢者が増え
ている現在においてこうしたことを検証する必要がある。
本研究は、単身高齢者と彼らの担当ケアマネージャーを対象とした半構造化インタビューを通して、ケア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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ネジャーに焦点をあて、軽度な単身高齢者の在宅介護の実態を明らかにする。そのうえ、現行制度に基づい
て、軽度な単身高齢者が自宅生活を維持できるようにケアマネジャーは如何にマネジメントして支援している
かを検証する。それによって、介護保険制度の再構築の方向性を提示したいと考えている。

2. 研究方法
調査時間： 2019年6月から9月
調査対象者： 広島県東広島市において在宅介護サービスを利用している単身高齢者(女性3人)を対象に
半構造化インタビューを行った。
調査項目： ①高齢者の健康状態、②在宅介護サービスの利用契機と利用状況、③家族による介護内容、
④介護保険への評価、⑤担当ケアマネジャーが提案した介護サービスの内容とその理由。
倫理配慮： 調査対象者に本研究の趣旨を説明したうえ、 「介護保険制度に関する研究」の説明および同
意書 に同意を取得した。
本研究の限界：調査対象者は要支援1の高齢者であるため、要支援1の単身高齢者への支援しか説明でき
ない。

3. 調査の結果
調査対象者の基本情報(表1)によれば、単身高齢者は一人暮らしの生活を開始するまえ、自身の健康問題
を抱えながら、子に頼らず、自宅で要介護配偶者を介護していた。
表1 調査対象者の基本情報

出所：筆者作成。

同居生活している要介護配偶者の入院や入所によって、単身高齢者が一人暮らしの生活を開始したが、
要介護配偶者の実態によって洗濯やおむつの補充などの世話、また病院・施設に通っての見舞いなどが続
いていた。それらの単身高齢者が自宅の生活を維持していくなか、子世帯がおかず、買い物、病院などのこと
を手伝うが、その以外のこと、例えば洗濯や掃除などは高齢者自ら行っている。こうした単身高齢者が自宅の
生活を安全的に行われるように、ケアマネジャーは子供の希望や入院中の配偶者への心配などを踏まえ、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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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サービスやデイケアなどの通所系サービス、また、洗濯やおむつ補充などを代行するヘルパーを提案した。
ところが、単身高齢者は必ずしもケアマネジャーが提案したようにサービスを利用するとは言えない。ヘル
パーの提案を拒否することや、またすぐにデイサービスの利用を開始しないことなどが見られた。とはいえ、デ
イサービスを利用する場合、朝９時ごろから午後4時ぐらいまでの外出をほぼ週に1回つづ行っているが、その
以外の時間に、単身高齢者が自宅で子の介護もなく1人で過ごしている。軽度な高齢者が食事や洗濯などの
ことを自ら行い、自立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が、こうした見守りのない生活を続いていけば、いつかどこかで誰も
見ていないところで事故を発生する可能性も十分考えられる。例えば、表1のAさんは息子の希望によって、週
に1回デイサービスを利用しているが、1人で自宅にいる時、台所の近くに転倒して入院した。さらに、「私が倒
れる時どうしようかわからないけどね」のように、Aさんが1人の自宅生活に対して常に不安をもっている。

おわりに
本研究では、「日本における介護保険サービスの多様化に伴って、支給限度額や利用回数制限などの条件
に基づいて、ケアマネジャーが作成したケアマネジメンは、軽度な単身高齢者が住み慣れた地域で最期まで
安全な生活を送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仮説に立って検証した。軽度な単身高齢者が要介護配偶者の入居ま
たは入院によって、介護者から解放され被介護者となって一人暮らしの生活を開始したが、家族関係や親心な
どで子世帯の介護より介護保険サービスを利用しながら自己の生活を行っている。こうした軽度な単身高齢者
の自宅生活を支えるため、地域との繋がりを回復するための通所系サービスがマネジメンされたが、結局、子の
介護や他の介護サービスによる訪問などがなくて、軽度な単身高齢者が自宅で転倒して入院した。現行制度
において、軽度な単身高齢者が住み慣れた地域で最期まで安全な生活を送ることはできないと考えられる。
介護保険制度では、軽度な高齢者が要介護にならないように、また、自宅に閉じ込めないように、デイサー
ビスやリハビリテーションなどが推進されてきた。ところが、介護サービスの不併用、利用時間制限などの条件
があるなか、介護サービスの利用を通しての外出時間は非常に限られている。本研究は軽度な単身高齢者の
外出時間が週に6時間から12時間ぐらいに限られていることを観察した。このように、高齢者の在宅時間が比
較的に長いことが、自宅での転倒や閉じこもりなどのリスクを高めていると考えられる。とはいえ、地域包括ケア
システムの構築に向けて、軽度な高齢者への見守りは各市町村の裁量で住民ボランティア等が行うサービス
に位置付けられた。要するに、現行制度において、軽度な単身高齢者が訪問系や通所系などの介護サービ
スを利用し、あるいは見守りサービスを利用することで、自身の見守りや自宅での安全生活を実現することは
難しいと考えられる。それゆえ、夫婦のみの高齢者や単身高齢者が増えてきているなか、現行制度における
高齢者への見守りを再検討する必要がある。

◀ 参考文献 ▶
大夛賀政昭・東野定律・筒井孝子(2012) 「独居生活を送る在宅要介護高齢者の属性および提供されているケア : 近居家族からのケア
提供の有無に着目して」 経営と情報 : 静岡県立大学・経営情報学部研究紀要 25(1)： 85 96
横島啓子・吉野由美子・杉浦圭子(2016) 「テキストマイニング分析による高齢者夫婦世帯の居宅介護サービスに関する満足感と介護困
難の実態」 日本看護研究学会雑誌 39(3)：313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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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猪名部 씨족에 대하여

Ⅰ. 머리말
일본서기(日本書紀) 의 6세기 기록에는 야마토 정권의 씨성(氏姓)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백제의
관등 또는 관직을 매개로 하여 백제에 신속하고 있던 왜계백제관료(倭系百濟官僚)가 등장하고 있다.
상부(上部) 덕솔(德率) 시나노차주(科野次酒), 상부(上部) 나솔(奈率) 시나노신라(科野新羅)가 대표
적인 인물로서 시나노아비다(斯那奴阿比多)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왜계백제관료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군사적 제공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왜계백제관료가 야마토 정권의 대백제군사원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왜 관계상의 파이
프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 나아가 백제의 사신으로서 자기 일족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하면서 백제에
서 무관으로 일하면서 자기 일족이 보낸 병사를 지휘하는 것 등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왜계백제관료 중에 시나노(信濃) 출신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이에 대해서는 이들 왜계백제관료가 한반도에서 이주한 도래인 출신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
그렇다면 고대 시나노(信濃) 지역과 도래인 간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 고대의
도래인 씨족의 분포와 현 나가노(長野) 지역의 지명과 관련하여 고찰해보기로 하겠다.

Ⅱ. 長野 지역의 渡來人 地名 고찰
현재 나가노현의 아치촌(阿智村)은 5~6백미터 고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고대부터 동쪽 무쓰(陸奥)
에서 오미(近江)까지 이어지는 도산도(東山道)가 나가노(長野)로 들어오는 최초의 역인 아치역(阿智
驛)이 있었던 곳이다.
아치(阿智)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헤이안(平安) 시대에 편찬되었다고 하는 선대구사본기(先代旧事
本紀) 에 아메노오모이가네노미코토(天思兼命)와 그의 아들인 아메노우와하루노미코토(天表春命)가
하늘에서 내려와 아치노하후리베(阿智祝部) 등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 열도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아치(阿智, 阿知)라는 지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로부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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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온 도래인의 집락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백제로부터 도래했던 아지사주(阿知使主)의 일족이 거주하
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日本書紀 應神 20年 秋9月
倭漢直祖阿知使主 其子都加使主 並率己之黨類十七縣 而來歸焉
일본서기(日本書紀) 를 보면 오진(應神) 20년(409년)에 야마토노아야노아타이(倭漢直)의 선조인 아지
사주가 그 일족 17현의 백성을 거느리고 야마토에 도착했다고 하여 고대의 가장 유력한 도래인으로 그리고
있다.
한반도에서 도래한 씨족 가운데 가장 큰 집단에 해당하는 야마토노아야씨(東漢氏)는 소가씨(蘇我
氏)의 휘하에 있었고 직물을 생산하는 수공업자 집단의 기술자 등 이마키노아야히토(今來漢人)로 칭
해지는 한반도 이주민을 거느리고 나라의 히노쿠마(檜隈) 근거지 부근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야마토노아야씨의 활동 범위, 양태 및 아지(阿知)라는 명칭을 통해 백제계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따라서 아치촌은 고대 이나곡(伊那谷) 서남부 일대를 개척했던 아치씨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
는 장소로서 아치촌에 있는 아치신사는 백제계 도래인들에 의해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치촌
에는 관련 신사로 아치신사(阿智神社) 전궁(前宮)과 오궁(奧宮) 및 아후치신사(安布知神社)가 있다.
나가노현 마쓰모토시(松本市)의 동북부에 해당하는 아카누다(赤怒田)라는 지역에는 마을 언덕 위로
니시고리신사(錦織神社)가 자리하고 있다. 원래 신사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은 니시고리촌(錦部村)이라
고 불렀던 곳으로 지금은 지방행정구역의 합병으로 인해 명칭이 없어졌다. 현재는 우체국이나 보육원
등 일부에서 니시고리(錦部)라는 옛 지명의 흔적을 볼 수 있을 뿐이다.
938년에 출간된 화명초(和名抄) 에는 치쿠마군(筑摩郡)의 6향(郷) 중에 하나로 니시고리(錦服)가 기재
되어 있는데, 이곳이 니시고리촌이 있었던 지역이다.
니시고리라는 지명은 직물(織物)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백제계 도래인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본래의 거주지는 일본서기(日本書紀) 에 등장하는 ‘이시가와(石川)의 백제촌(百濟村)’으로 지금의 오
사카부(大阪府) 돈다바야시(富田林市)에서 가와치나가노시(河內長野市)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
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기나이(畿內) 지역에 있던 백제계 도래인이 나가노(長野) 지역으로 이동했던
정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니시고리촌주(錦部村主)에 대해서는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

산성국제번(山城国諸蕃)에 니시고리

촌주(錦織村主)와 같은 조상으로서 파능지(波能志)의 후손으로 되어 있으며, 우경제번(右京諸蕃)에는
니시고리촌주(錦織村主)가 한국인(韓国人) 파노지(波努志)로부터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하내
국제번(河內國諸蕃)에는 니시고리노무라지(錦部連)가 백제(百濟) 속고대왕(速古大王) 즉 근초고왕의
후예로 나오고 있어 백제계 씨족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나가노현(長野縣)의 이나시(伊那市)는 에도시대 이전부터 이나베촌(伊那部村)이 있었던 지역
으로 지금도 시내에 이나베(伊那部)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데, 이곳 이나의 지명은 백제계이나베(猪名
部) 씨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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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猪名部 씨족에 대하여
현재의 효고현(兵庫県) 아마가사키시(尼崎市) 소노다지구(園田地区)에는 이나데라(猪名寺)라는 지명
이 있고 요도천(淀川)의 지류로서 효고현과 오사카부의 경계 부근을 지나는 이나천(猪名川)이 흐르고
있다.
이 지역은 일본서기(日本書紀)

닌토쿠(仁德) 38년 7월조에 등장하는 이나현(猪名縣)에서 볼 수

있듯이 이나베(猪名部) 씨족의 본고장으로서 이나노(猪名野)라고 하는 지명은 이나베 일족이 살고 있
던 곳에서 유래되었다.
이나베씨(猪名部氏)는 이나베(爲奈部)라고도 쓰는데, 일찍이 목공 기술자인 이나베(爲奈部, 猪名部)
의 도모노미야쓰코(伴造) 씨족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이나베씨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日本書紀 應神 31年 8月
諸國一時貢上五百船 悉集於武庫水門. 當是時 新羅調使 共宿武庫. 爰於新羅停忽失火. 即引之
及于聚船. 而多船見焚. 由是 責新羅人 新羅王聞之 讋然大驚 乃貢能匠者. 是猪名部等之始祖
也.
㈂ 日本書紀 雄略 12年 冬10月
天皇命木工鬪鶏御田[一本云 猪名部御田 蓋誤也]
㈃ 日本書紀 雄略 13年 秋9月
木工韋那部眞根 以石爲質 揮斧斲材 終日斲之 不誤傷刃.
이나베씨와 관련해서는 일본서기 오진(應神) 31년조에 신라왕이 배를 만들기 위하여 바친 장인이
이나베의 시조로 나오고 유랴쿠(雄略) 12년조에 이나베미타(猪名部御田), 13년조에 이나베마네(韋那
部真根)가 궁전을 조성했던 목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을 통해 이나베씨를 신라 계
통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일본서기 오진기(應神紀)에 등장하는 기록은 500 광주리의 소금을 나누어 주어 500 여척
의 배를 바쳤다는 것이나 배에 불이 나서 신라인을 책하고 신라왕이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 등 설화
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를 역사적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만약 이때 신라왕이 배를 짓기 위
해 훌륭한 장인을 보냈다고 한다 해도 그때 일본에 왔던 이나베씨를 꼭 신라인으로 한정해서 볼 수
만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신찬성씨록 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新撰姓氏錄 攝津國 諸蕃 百濟
爲奈部首 出自百濟國人中津波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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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撰姓氏錄 左京 神別 天神
猪名部造 伊香我色男命之後也
㈆ 新撰姓氏錄 攝津國 未定雑姓
爲奈部首 伊香我色乎命六世孫金連之後也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

셋쓰국(攝津國) 제번(諸蕃)에는 이나베노오비토(爲奈部首)가 백제인 나

카쓰하테(中津波手)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백제계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찬성씨록 좌경(左京) 신별(神別)이나 셋쓰국(攝津國) 미정잡성(未定雑姓)에는 이카가시코오
노미코토(伊香我色男命)의 후손으로 되어 있어서 이나베씨가 모노노베씨(物部氏)와 동족으로 되어 있다.
이나천(猪名川) 유역은 기나이(畿內) 지역의 입구로서 과거 한반도와 교역이 빈번했던 곳이며 따라서
이 일대에 백제로부터 넘어왔던 기술자 집단인 이나베씨의 유적과 지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이나베의 지명이 과거 이세(伊勢) 지역이었던 미에현(三重縣)에도 보이고 있는 것
이 주목된다. 미에현 이나베군(員弁郡) 도인정(東員町)과 이나베시 후지와라정(藤原町)에는 각각 이나
베(猪名部) 일족의 흔적이 남아 있는 이나베신사(猪名部神社)가 있다. 이들 신사는 10여 킬로미터 떨어
져 있지만, 모두 이 일대를 흐르고 있는 이나베천(員弁川)을 끼고 자리하고 있다.
신사에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나베씨(猪名部氏)는 본래 현재의 효고현(兵庫県) 이나천(猪名川)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후 이세 지역으로 이주해왔다고 하며 겐메이(元明) 와도(和銅) 6년(713년)에 이나베
(猪名部)의 명칭이 이나베(員弁)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러한 흐름은 아이치현(愛知縣)에도 보이고 있다. 도요카와시(豊川市)에는 도요천(豊川) 하구 부근에 이
나정(伊奈町)이라는 동네가 있다. 메이지(明治) 2년에는 이나현(伊奈縣)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이나정은 이
나베(猪名部)와 관련이 있는 곳으로 보고 있다. 즉, 이세(伊勢) 지역에 있던 이나베 씨족이 미카와(三河) 지
역으로 이동했던 정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후 이 지역에 있던 이나베는 도요천을 거슬러 올라가 현재의 사쿠마(佐久間) 댐 부근에서 다시
덴류천(天龍川)을 따라 나가노현(長野縣)의 이나(伊那) 지역으로 이동해갔다.
나가노현 이나시의 덴류천(天龍川) 동쪽 편으로는 화명초(和名抄) 에 데라향(弖良鄕)에 해당하는
데라(手良)라는 지명이 있다. 데라향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체로 덴류천 서쪽
지구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이나베촌과 겹치는 지역이다. 데라향에 대해서
는 일찍이 데라공(弖良公)으로 칭하는 백제계 도래인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전해지고 있다.
㈇ 新撰姓氏錄 右京 未定雑姓
弖良公 百濟國主 意里都解四世孫 秦羅君之後也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録)

우경(右京) 미정잡성(未定雑姓)에는 데라공이 백제국주(百濟國主) 의리

도해(意里都解)의 4세손인 진라군(秦羅君)의 후손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데라촌 나카쓰보(中坪)에는 오구다라케(大百濟毛), 고구다라게(小百濟毛)라고 하는 백제
와 관련된 지명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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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善光寺와 渡來人
젠코사(善光寺)는 나가노시(長野市) 모토요시정(元善町)에 있는 불교 사원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고 하는 비불(秘佛) 아미타여래삼존상을 본존불로 하고 있다. 이 본존불은 백제 성왕(聖王)이
일본에 보낸 것으로 전해지는데, 숭불파인 소가씨(蘇我氏)와 대립했던 모노노베씨(物部)가 호리에(堀
江)에 버렸던 것을 50여년 후 시나노(信濃) 출신의 혼다 요시미쓰(本田善光)가 가져온 것으로 전한다.
처음에는 모토젠코사(元善光寺)에 보관했다가 이후 현재의 나가노시로 옮겼는데, 644년에는 교쿄쿠
(皇極)에 의해 가람을 조영하고 혼다 요시미쓰의 이름을 따서 젠코사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 대체적으로 7세기 후반경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젠코지가 나가
노 지역에 일찍부터 이주해왔던 백제계 도래인들에 의해 건립되었던 사실이 이러한 창건연기로 남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 의자왕(義慈王)의 아들로 일본에 왔던 젠코(禪廣, 선광)와는 동명의
사찰로서 젠코사 창건이 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어쨌든 젠코사가 위치하고 있는 젠코지다이라(善光寺平)에는 한반도계통의 적석총 1,000여기가 분
포하고 있으며 5~8세기에 해당하는 오무로고분군(大室古墳群)을 통해서는 적석총 및 횡혈식석실분
등 500 여기가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젠코사 주변에 매우 이른 시기부터 한반도 계통의 유적과 유물
이 발견되고 있어서 나가노가 일찍부터 한반도 도래인들에 의해 개척되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Ⅴ. 맺음말
이처럼 지명을 통해 나가노현(長野縣) 일대에 니시고리씨(錦部氏), 이나베씨(伊那部氏), 야마토노아
야씨(東漢氏) 등이 보이고 있는 것은 백제계 씨족이 기나이 지역으로부터 나가노 지역으로 이동해온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일본서기 에 시나노를 성씨로 하는 왜계백제관료가 다수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도 일찍부
터 나가노 지역으로 이주했던 백제계 도래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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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アジア共同体と沖縄の視座
木村朗 (鹿児島大学名誉教授、平和学)

近年の東アジア地域では、尖閣諸島をめぐる日中間の対立や南シナ海をめぐる中国と米国および周辺諸
国の摩擦などが生じている。一方2017年には北朝鮮による相次ぐ核開発・ミサイル発射実験で米日韓3ヵ国と
の緊張が高まった。しかし、その後、平昌オリンピックへの北朝鮮代表団派遣、3度の南北首脳会談と2度の米
朝首脳階の開催など、朝鮮半島情勢は和解へ向けて大きく転化し、東アジアのおける冷戦構造解体の可能
性も報じられている。とはいえ、依然として、朝鮮戦争が未終結であることは変わらず、北朝鮮への経済制裁
や米国による先制攻撃戦略などの北朝鮮敵視政策が続いていることも事実だ。
日韓両国の間では、2018年から、従来の従軍慰安婦問題に加えて、徴用工問題やレーダー照射問題など
をめぐる摩擦・対立が表面化した結果、戦後最悪の日韓関係と言ってもいい深刻な状況が生まれている。ま
た、済州島での国際観艦式での海上自衛隊の旭日旗を対象とした「軍艦旗掲揚の自粛要請」問題も、日韓両
国の間には歴史人意識において大きなギャップ・溝があることを物語っている。
ここでいま最も緊急な課題は、東アジア地域で起きつつある危機的状況の冷静な把握と最悪の事態である
戦争を避けるための具体的方策を実行していくことである。そうした中で注目を集めているのが鳩山民主党政
権が提起した東アジア共同体構想だ。この構想は、東アジア地域での経済統合と恒久的な安全保障の枠組
みを作ることを目指している。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もともとの起源は、1990年にマレーシアのマハティール
首相が提唱した「東アジア経済協議体(EAEC)」、1997年のアジア通貨危機の際に当時の橋本首相が提唱し
た「アジア通貨基金(AMF)構想」である。しかし、これまでの東アジア経済協議体(EAEC)やアジア通貨基金
(AMF)構想の動きは、米国の強い反対や中国の消極的な姿勢などでほとんど具体的な進展がみられなｋっ
た。
例えば、1994年に「ASEAN＋3(日中韓)」による東アジア経済協議体(EAEC)の準備会議が開かれようとし
た際にはジェームズ・ベーカー米国務長官が当時の村山政権にこれに反対するように圧力をかけて実現しな
かった。1997年に橋本首相がアジア通貨基金(ＡＭＦ)を提案しましたが、G7で米国の強い反対にあって頓挫
した。また、1995年末開催された「ASEAN＋3」首脳会議では、小泉政権は米国の意向を忖度して「東アジア
共同体」構築の方向性として、中国の影響力を薄める「ASEAN＋3」にインド、豪州、ニュージーランドを加え
る「ASEAN＋6」という新しい提案を行うという経緯もあった。
こうした流れを大きく変えることになったのが2009年夏の総選挙で本格的な政権交代をはたした民主党を
中心とする鳩山連立政権の登場であった。鳩山友紀夫首相は、政権交代後に月刊誌 Voice 2009年9月号
に掲載された論文「私の政治哲学～祖父に学んだ“友愛”の旗印」のなかで、「ナショナリズムを抑える東アジ
ア共同体：ヨーロッパと異なり、人口規模も発展段階も政治体制も異なるこの地域に、経済的な統合を実現す
ることは、一朝一夕にできることではない。しかし、日本が先行し、韓国、台湾、香港がつづき、ASEANと中国
が果たした高度経済成長の延長線上には、やはり地域的な通貨統合、“アジア共通通貨”の実現を目標として
おくべきであり、その背景となる東アジア地域での恒久的な安全保障の枠組みを創出する努力を惜しんで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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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らない」と述べて、東アジア地域での通貨統合と恒久的な安全保障の枠組みを作るという具体的な「東アジ
ア共同体構想」を提起したのでした。ところが、この東アジア共同体構想は、その理論的武器ともいえる「常時
駐留なき安保(有事駐留)論」とともに、米国を排除するものではないかという懸念を生み、その後、鳩山政権が
「できれば国外移転、最低でも県外移転」という新しい方針を掲げて沖縄の民意に沿った解決を模索した普天
間移設問題での挫折の大きな背景となった。
2009年夏の政権交代で登場した鳩山民主党政権は、新たな東アジアの経済秩序と平和・協調の枠組み作
りに資する構想として「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アジア重視)を、「対等な日米関係の樹立」と並んで五つの外
交課題(国家目標の柱)の一つに掲げ、日中韓三極協力事務局設立からアジア総合開発計画(CADP)、アジ
ア文化首都、キャンパス・アジア発出にいたる一連の構想具体化を推し進めた。また沖縄の民意を受けるかた
ちで、普天間飛行場移設問題で、「できれば国外移転、最低でも県外移転」と掲げ、実現に向けて努力したも
のの、結局は日本内外の壁・圧力に屈するかたちで鳩山民主党政権は挫折し、辺野古案に回帰してしまう結
果となった。この普天間飛行場移設問題の迷走・挫折とわずか九カ月足らずでの鳩山民主党政権退陣の背
後には、既存の権益層(政・官・業・学・報)によるさまざまな策動だけでなく、東アジア共同体構想やそれと連
動した「駐留なき安保(有事駐留)」論に強く警戒・反発する米国の影が見え隠れしている。
この鳩山民主党政権退陣の前後から、「構造的沖縄差別」という声とともに「沖縄の自主・独立」を求める動
きが大きくなってきた。東アジア共同体構想は、アジアにおいてＥＵ型の国家統合が起きることを前提としてい
ると同時に、現行の日米安保体制の縮小・廃棄といった将来的展望を含むものである。それは当然「自発的
従属」を本質とする現在の非対称的かつ主従的な日米関係の根本的見直しにもつながる。
今日の東アジア地域では、中国の台頭と日米両国の衰退という新しい流れの中で緊張関係が高まる一方
で、中国を軸にしてアジア諸国との経済的依存関係は急速に強まっている。その中で、東アジア地域におけ
る平和の実現にとって、大きな鍵を握っていると思われるのが沖縄の存在だ。この沖縄をこれまでの「軍事の
要石」から「平和の要石」への転換し、東アジア地域の統合と連帯の拠点とすることが重要な課題として浮上し
ている。鳩山由紀夫元総理の次の言葉がそのことを見事に物語っていよう。
今こそ、「アジア人の手で、アジア人の血は一滴も流さない」という血の誓いとともに、アジアは一つというア
ジア・ユニオン(Asia Union＝ＡＵ)の構築を急ぐ時期に来ている。そのための「対話の場」として、沖縄は最も
ふさわしい場所である。なぜなら、戦争による犠牲をアジアの中でも最も受けた地域であり、戦後も他国軍隊
による異民族支配を二七年間受け、土地や財産を奪われ、人権を蹂躙され、民主主義から見放された経験を
し、「共生」の思想の重要性を最も強く認識してきた地域だからである。
しかし、2012年12月に再び登場した安倍政権の暴走は、原発の再稼働・輸出、武器輸出の解禁、秘密保
護法の制定、集団的自衛権行使を可能とする安保法制の整備、東京オリンピック招致と共謀罪新設の試みな
ど止まることを知らないほどである。とりわけ、沖縄の人権と民意をまったく無視した辺野古・高江での基地建
設の強行は、本土による露骨な沖縄差別、市民運動の弾圧であり、日本がもはや法治国家・民主主義国家で
はなくなっている。戦後の日本は一貫して米国の事実上の占領下にあり、米国の従属国であることを自発的に
受け入れ続けてきた。すなわち日米安保体制の本質は、米国による日本占領と日本による自発的従属であ
る。その意味で、日本という国は、真の独立国家・主権国家になったためしは戦後一度もなかったといえる。
まさにそのことを証明しているのが、沖縄での辺野古新基地及び高江ヘリパッド建設反対運動の先頭に
立ってきた山城博治・沖縄平和運動センター議長の逮捕と長期拘束であり、本土(大阪)から派遣された機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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隊員による「土人」「シナ人」発言であるといえよう。近年、2013年に再登場した安倍政権によって沖縄の人権
と民意をまったく無視したかたちで高江でのヘリパッド建設や辺野古での新基地建設が強行されています。安
倍政権は、故翁長雄志前知事の遺志を継いで当選した玉城デニー氏の抗議や辺野古新基地建設の是非を
問う県民投票で圧倒関多数の県民が反対に投票したのにもかかわらず、そのことをまったく無視しています。
これはまさに安倍政権の暴走であり、日本の民主主義を根底から破壊・否定するものであると言っても過言で
はない。
「沖縄の負担軽減」を合い言葉に米軍の部隊配備や訓練の日本本土への「たらい回し」がこれまで部分的
に行われてきたが、それは米軍基地問題の根本解決につながるものではない。沖縄の辺野古・高江における
身体を賭けた命懸けの抵抗運動だけでなく、県外の徳之島・馬毛島での米軍基地移設・訓練移転に対する
住民の激しい反対運動が示しているように、沖縄はもちろんのこと、日本本土においても米軍基地の新設や
軍事機能をこれ以上に拡充する余地はないことは明らかである。沖縄県内ばかりでなく、日本本土でも民意は
米軍基地の新設や軍事機能の強化を明確に拒否している。残された選択肢は国外移転、すなわち米軍の縮
小・撤退と日本本土にある自衛隊基地の日米共同使用による在沖米軍の訓練移転以外にはないと思われ
る。
ここで優先すべきことは、米国に代わって代替基地を探すことではなく、米国の政治学者である故チャル
マーズ・ジョンソン氏も提起していたように、米国基準ではあり得ない「世界一危険な」普天間での訓練即時中
止、基地閉鎖をあらためてはっきりと米側に突きつけることである。「米国と日本本土による二重の占領・植民
地支配」下にある沖縄への過重負担を最優先に軽減し、日米地位協定や思いやり予算も見直さなくてはなら
ない。いまこそ日本は脱植民地化の道を進めると同時に、日本人の内なる植民地主義を克服しなければなら
ない。
沖縄の基地問題は、日米安保体制の存続を含む日米関係そのものを根底から揺るがすほどのきわめて大
きな問題・火種となる可能性を秘めている。なぜなら、これ以上の沖縄への構造的差別を日米両政府が押し
付け、そうした理不尽を日本本土の人々が黙認し続けることはあってはならない。もしそうした構造的差別を解
消できないならば、沖縄から、米海兵隊の全面撤退だけでなく、すべての米軍基地撤去の要求、それを実現
するための最後の選択肢としての沖縄の独立も現実問題として浮上してくることは間違いないと思うからであ
る。沖縄問題の本質は、日本問題に他ならない。また沖縄の基地問題は、安全保障の問題である以上に、人
権、民主主義の問題である。本質を理解しようとせず、日米安保体制を容認する立場からまさにひとごとのよう
に「辺野古移設は仕方がない」とする本土の人々のゆがんだ「常識」こそが、あらためて問われている。権力と
メディアが一体化した言論統制・情報操作によって不可視化されてはいるが、沖縄でいま起きている異常事態
は、まさに近未来の日本本土の姿でもあることを直視すべきである。
それと同時に、沖縄のみでなく、日本全国の主要な空域が日本の主権が及ばない米軍優先の事実上の専
用空域となっているという事実が、徐々に多くの国民の共通認識として浸透しつつある。その意味で、沖縄基
地問題は、日本が一層の主権放棄・隷属状態を強めるか、あるいは主体性と自立性を回復して真の意味での
「独立国家」へ向かうことができるかの試金石となっているといえよう。換言すれば、米国の衰退と中国の台頭と
いう21世紀初頭の新しい国際情勢の中で、日本はいま将来のあり方・方向性を決める重大な岐路に直面して
おり、いまこそ日本が自立と連帯、すなわち際限のない対米従属からの脱却と東アジア諸国との共生関係の
創造、あるいは日米安保条約の解消と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を目指さ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沖縄をこれ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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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の「軍事の要石」から「平和の要石」へと転換し、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を進める中で東アジア地域の統合
と連帯の拠点とすることが喫緊の課題として浮上している。
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沖縄では構造的差別を指摘する声や沖縄の自己決定権を求める声がますます高
まっており、それとの関連で琉球(沖縄)独立論が全国的な注目を集めています。沖縄は、その非武の島として
の歴史・伝統、開放的な文化と豊かな自然などから、21世紀のおける東アジアの連帯と共生、あるいは東アジ
ア地域における平和と共生を実現していく上での平和創造の拠点としての可能性を秘めています。そして、東
アジア地域において再び戦火を招かないためにも沖縄を東アジアの軍事の要から平和の要に転換させるとと
もに、そこから東アジア不戦共同体の構築を進めていくことがいまこそ求められているといえます。そこで本報
告では、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日本の独立―沖縄の自立(あるいは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沖縄の独立
―日本の自立)といった三つの要素の絡み合いを歴史的かつ総合的に考察することによって、二一世紀の東
アジアにおける国際秩序のあり方を探求することにし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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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재일조선인의 ‘국적취득’과 아이덴티티
― ‘국적법 개정’을 중심으로 ―

김현아 (한림대)

1. 서론
일본 정부는 1981년 10월부터 법제심의회에 ‘국적법 개정에 관한 문제점의 골자’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를 추진하였다. 그 심의상황을 토대로 하여 1983년 2월 1일에 법무성 민사국 제5과는「국적법 개
정에 관한 중간 시안」(이하 ‘시안’이라고 함)과 그에 대한 ‘설명’을 공표하였다.
일본에서 국적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국･내외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1984년 5월에 국적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제결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재
일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 중에 일본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비적출자로 일본인 아내의 호적에 실어 일본 국적으로 한 후에 결혼신고를 하는 경우
가 있었다. 또한 일본 미군기지의 53%를 차지하는 오키나와에서는 미국군인･군속과 일본인 여성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 가운데는 100여 명에 가까운 무국적아(無國籍兒)가 생겨나고 있었다.1)
국제적인 영향으로는 1970년대에 들어서 세계 각국이 남녀동권을 추진하며 부계혈통우선주의에서
부모양계주의로 국적법을 개정한 사실을 들 수 있다.2) 그리고 국적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라 할 수
있는 것은 1980년 7월에 일본 정부는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여성세계대회에서 ‘부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조약’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1985년 말까지 이 조약을 비준하고,
조약 제9조 2항 ‘부인에게 자녀에 관해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는’ 것에 저촉되는 현재 국적
법의 개정이 부득이하였다.3)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시안’은 ‘출생 시에 아버지가 일본국민일 경우’라는 부계우선주의에서
‘출생 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국민일 경우는 일본국민으로 한다’=부모양계주의를 채택하였다.
부모양계주의에 의한 국적취득은 남녀평등의 원칙이 국적법에 적용되었음을 의미하고, 무국적아의 출
생을 방지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적법 개정의 내용을 재일조선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부모
양계주의가 자녀의 국적취득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福地曠昭, 沖縄の混血児と母立ち , 青い海出版社, 1980；石田玲子, 「おくれた日本の国際法」, 青い海 1980年 6月号; 石
田玲子, 「国籍法改正と在日朝鮮人」, 季刊三千里 第24号, 1980, 79쪽.
2) 姜撤, 在日朝鮮人の人権と日本の法律 , 雄山閣, 1994, 189쪽.
3) 有吉克彦, 「在日朝鮮人と国籍法改正 中間試案に見る国籍法改正の動向 」, 季刊三千里 第34
号, 1983,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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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일조선인과 국적법 개정의 내용
일본 정부는 1985년 1월 1일부터 ‘국적법 및 호적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법률 45호, 1984년 5
월 25일 공포)을 시행했다.
국적법 개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모양계주의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법이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주의로 개정됨으로써 아이가 출생 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국민일 경우는 태어난 아이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재일조선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이제까지는 아버지의 국적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국적법 개정으로 어머니의
일본 국적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적법 개정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부모양계주의의 적용
을 받지 못하지만, 개정법 시행일에 20세 미만인 자는 조건이 인정되면 3년 이내에 법무대신에게 신
고함으로써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4) 부모양계주의에 의해 이중국적이 되는 아동이 많아지는 것
은 확실하다.
② 이중국적의 국적선택제도
이중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일본 정부
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중국적을 방지하기 위해 국적선택제도를 신설했다.
내용을 보면 ‘외국 국적을 갖는 일본국민은 22세가 되기 전에 혹은 20세 후에 이중국적이 되었던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함과 동시에 정부의 최고(催告)에 의해 외
국 국적의 이탈(수속)을 하지 않으면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5)
조선 국적을 선택하려면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또는 조선 국적을 선택하여 일본 국적을 포기한다
는 취지의 선언을 하고, 시(구) 정촌장에게 일본 국적인지 한국국적인지를 이탈한다는 신고를 해야 한
다. 또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의 기한을 지나도 선택 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법무대신은 6개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 국적의 이탈에 필요한 절차를 해야 한다는 취지를 최고(催告)할 수 있
다. 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6)
③ 귀화조건의 강화
지금까지 일본인과 결혼한 재일조선인의 귀화조건은 재일조선인이 남편인지 아내인지에 의해 거주
조건 등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국적법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동등한 조건으로 하여 ‘①3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혼인 후 1년을 경과 한 자, ②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혼인 후 3년이 지난
자’로 한정하고 있다.7) 또한 이전에는 귀화하는 본인은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있는지가 조건이 되었지
4) 국적법 개정 이전에 출생한 자녀의 일본 국적취득에 대해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의사를 표
시함으로써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과했다. ①출생 시부터 어머니가 일본국민일 것 ②어
머니의 친권에 따를 것 등이다. 위의 책, 「在日朝鮮人と国籍法改正 中間試案に見る国籍法改正の動向 」, 116쪽.
5) 위의 책.
6) 앞의 책, 在日朝鮮人の人権と日本の法律 , 192쪽.
7) 앞의 책, 「在日朝鮮人と国籍法改正 中間試案に見る国籍法改正の動向 」,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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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개정 후는 세대 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생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였다. 개정법에는 귀화
취소제도가 신설되어 귀화를 신청할 때 거짓과 그 외의 중대한 부정 수단에 의해 귀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귀화 허가 후 5년 이내이면 법무대신은 귀화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8)

3. 부모양계주의에 의한 자녀의 국적취득
재일조선인의 혼인상황을 보면 1973년까지는 조선인끼리 혼인한 수가 총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
였다. 1976년에는 일본인 남성 또는 여성과의 혼인 수가 52.0%에 달하고 1980년에는 56.7%를 차지
하고 있다. 국적법 개정으로 부모양계주의로 전환되면 전체 56.7%를 차지하는 일본인과의 혼인으로
태어나는 아이 즉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한쪽이 일본인인 아이는 태어나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인과 혼인한 재일조선인의 자녀가 일본 국적을 계승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9)
부계우선주의에서 부모양계주의로의 국적법 개정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한쪽이 일본인이면 출생
하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국적을 갖는 당사자가 만약 ‘의사 표시’에 의해 일
본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국적법 제12조 4항에 의해 한국국적은 상실하게 된다. 일본 국적취득
은 개정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제안을 두고 있지만, 당사자는 이미 한국국적 혹은 조선
국적을 갖는 외국인으로서 살아왔다. 일본 국적취득이 한국국적 혹은 조선 국적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되므로 당사자 자신은 중대한 결단을 강요받게 된다.10)
부모양계주의 하에서 일본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이제까지의 외국인등록이 아닌 출생신고
서를 통해서 일본국민으로 호적에 기재되게 된다. 이 경우 그 아이의 ‘씨’(성)은 일본인 어머니의
‘씨’(성)으로 호적에 기재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선인을 아버지로 일본인을 어머니로 두고 있는
아이 중에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희망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특히 경과조치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20세 미만인 자에 있어서는 문제는 심각하다. 그들 가운데는 이미 아버지의 성 즉 조선인
성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고 또는 취직해서 일본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
일본 국적취득에 따라 일본명으로의 변경을 강요하게 되면 실생활에 있어서 불이익도 크다고 할 수
있다.11)
재일조선인에게 있어 씨(성)은 이름과 함께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사회적 표상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귀화 행정의 문제로 반드시 지적되는 것에 귀화 후의 씨명에 대해서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점이다. 즉 씨명의 변경(일본식 씨명)을 행정지도라는 이름 아래 행하고 있
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재일조선인에게 일본명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식민지시대의 ‘창씨 개
명’과 상통하는 사상의 발로라고 비판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호적제도를 포함하
여 ‘국제화’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국적법 개정을 보다 의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12)
8) 앞의 책, 在日朝鮮人の人権と日本の法律 .
9) 앞의 책, 「在日朝鮮人と国籍法改正 中間試案に見る国籍法改正の動向 」, 118~119쪽.
10) 위의 책, 120쪽.
11) 위의 책, 120~121쪽.
12) 위의 책,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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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가를 어떻게 상대화 할 수 있는가: ‘호칭’과의 결별
― ‘재일/자이니치’ 표상과 그 복수성 ―
전성곤 (한림대)

1. 서론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자들을 부르는 호칭은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동
포, 재일교포, 재일코리안(언), 재일, 자이니치, 등등 다양하다. 물론 호칭은 그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
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부를 수도 있고, 당사자도 그 호칭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호칭이 단순한 ‘명명’을 넘어 일본 식민지지배의 유재로서 일본에 남아 있는 ‘재일한국・조
선인’이야말로 그 호칭은 아이덴티티 혹은 정치적 입장이나 국적, 그리고 민족의 의미와 연동되면서
사용되고 변용을 거쳐 왔다. 필자는 이 호칭과 국가, 민족, 정치성을 둘러싼 변용 과정을 살펴보고,
그 호칭을 통해 재일한국・조선인이 국가, 민족, 아이덴티티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
다. 그 과정에서 ‘재일한국・조선인’을 둘러싼 호칭의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 1970년대
부터 1980년대까지라고 상정한다. 이는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이 ‘재일’ 혹은 ‘자이니치’라고
명명하는 변화가 일기 시작한 시기로서, 이를 논한 것이 이한정이었다. 이한정은 ‘재일’은 일본에 정
주해 살아간다는 의미를 포함해 ‘자이니치’라고 명명되었는데 그 전환점이 된 것이 계간삼천리 였다
고 논한다.1) 당시 재일한국・조선인이 주축이 되어 발간한 계간삼천리 는 당사자들의 호칭의 문제에
‘자각적’인 내용을 제시했고, 정주의 의미를 넘는 새로운 ‘창조적 사상’까지도 제시하고 있었다. 김환
기는 계간삼천리 가 경계인의 주류/중심사회를 향한 투쟁의 역사이라고 보면서 이들을 ‘재일코리안’
이라고 표기했다.2)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재일을 자이니치로 기술하는 것의 의미이다.
우선 이러한 호칭에 대해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일이라
는 말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한 키워드3)라며 그 의미를 제시했다. 그리고 김
시종도 ‘재일’을 사용하며 <재일> 틈새에서 라는 저서를 간행했다. 물론 이 저서는 2001년 간행으로
되어 있는데, 초출 일람을 보면 1971년에는 조선인, 재일조선인을 사용했다가 1978년에는 재일한국・

1) 이한정 ｢민주조선(民主朝鮮)과 ‘재일문학’의 전개｣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선집5 소명출판, 2017년, pp.15 16. 물론 계간삼
천리 와 청구 등에서 ‘재일(자이니치)’라는 말을 공유하기 시작했으나, 패전 직후 민주주선 에서 그 맹아를 엿 볼 수 있
다고 논했다.
2) 김환기 ｢청구(青丘)와 재일코리안의 자기정체성｣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선집5 소명출판, 2017년, pp.187 188.
3) 竹田青嗣 ＜在日＞という根拠 ちくま学芸文庫, 1995年, pp.269 272. 계간삼천리 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동일 시기 다케
다 세이지(竹田青嗣)는 김석범 등을 재일 2세라고 표기하는 등 곧바로 ‘재일(자이니치)’라고 표기한다. 다케다는 ‘재일조선인
작가론’이라며 ‘재일조선인’이라는 표현과 함께 ‘재일’을 함께 사용했다. 여기서 다케다는 재일을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하
고 있었다. 첫째 재일은 이국(異國)에서 차별받는 마이너리티이며, 그것에 대한 부당성 주장이 민족주의적 형태로 나타났던
시기기 있었다. 그것은 공동체 사이의 대항 이념의 하나로서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보편주의적 경향의 하나라고 보았다. 그
러나 김학영으로부터 ‘재일’은 삶의 방식으로 연결되는 문제로 민족적 아이덴티티 획득이라는 하나의 논리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듣게 된다. 그리하여 둘째 재일은 국제화나 균질적인 내셔널리티 해체라는 현재적 문제와 관
련이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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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1979년 논고에는 재일을 사용한다.4) 그렇지만 재일에 대해 가장 그 역사
적 의미나 변용과정 속에 담겨있는 각종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준 것은 윤건차이다.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등이 사용되는데, 윤건차는 단순히 호칭이 다양하게 사용되
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적이나 민족이 서로 얽히면서 변용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그 ‘호칭과 정치성,
정치성과 호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정주외국인으로서 재일한국・조선인이 사용되게 되었다.
국적의 속박에 대한 의식의 모순성을 각성하게 되면서 새로운 회로로서 ‘재일’ 혹은 ‘자이니치’를 통
해 진정한 보편성의 세계를 찾으려는 의지라고 논한다.5) 그것은 부동적이고 고정적인 것에 대한 저항
과 부정(否定)이었다. 식민지 지배의 부인(否認)과 움직이지 않는 역사 관념에 대한 투쟁이기도 했다.
다시말해서 고정적인 세계관에서 새로운 자유적 공공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인식론적 세계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세계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과거와 미래사이

6)

에서 ‘공공적 공간’에 대해 논하면서 제시한 두 개의 ‘정치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7)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자유의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자유 개념 또한 억압의 세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억압의 구조 속에서만 자유다운 자유를
‘인지’하게 해주는데, 억압을 인지하는 것이 자유라는 점이다. 동시에 포용과 배제의 개념도 마찬가지
인 것이다. 국가는 ‘국민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을 국가 속에 포용하기 위해 배제를
사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를 동정하거나 배제에 대해 비판적인 논리만으로는 포용의 폭력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잘 알려진 것처럼,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말하는 이원구조
의 허구성에 대한 자각으로 연결된다. 데리다는 이를 차연이라고 불렀다. 차연은 초과(outrance, 초월
이 아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분법적 사유를 넘어서는 방법의 하나라는 것이다.8) 계간삼천리 에서
는 ‘재일이란 무엇인가’라는 당사자들의 근원적인 물음으로 시작해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더 나아
가 미국 제국주의의 문제까지 묻는다. 결국 ‘국가나 절대 공동체’가 갖는 ‘세계성’9) 그 자체를 재문
4) 金時鐘 ｢在日 ｣のはざまで 平凡社, 2001年, pp.10 476. ｢朝鮮人の人間としての復元｣(1971年), ｢｢連帯｣ということについ
て｣(1978年), ｢クレメンタインの歌｣(1979年) 등이다.
5) 尹健次 ｢在日｣を考える 平凡社, 2001年, pp.14 220.1945년 8월 이후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연맹(조련)이 생기고 1946년 재
일조선거류민단(민단)이 형성된 과정을 설명하고, 공통적으로 ‘조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음에 주목했다. 그리고 반
도인이나 반도출신이라는 표기로 연관되면서 서서히 조선인, 재일조선인으로 표기되었다고 한다. 그 후 조선반도에 대한민
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면서 재일조선인의 호칭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한다. 조선은 공산주의, 한국은 자유주
의라는 ‘이미지’가 중첩되면서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문제가 나타나고 ‘재일한교(在日韓僑), 재일한인, 재일한국인’이 사용
되기 시작했다.
6) 한나 아렌트지음, 서유경옮김 과거와 미래사이 푸른숲, 2005년, p.11. 한나아렌트, 이진우, 박미애역 전제주의의 기원 2,
한길사, 2006년, p.279.
7) 사이토 준이치(斎藤純一)지음, 윤대석/류수연/윤미란옮김, 민주적 공공성 , 2009년, 이음, pp.13 16.
그 중 하나가 ‘자유’였다. 사이토 준이치(斎藤純一)는 아렌트가 말하는 자유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것(liberty) 이상
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이니셔티브(initiative)라고 명명했다. 즉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8) 김보현지음, 데리다 입문 문예출판사, 2004년, pp.19 209. 즉 이분법 구조로 대조되는 것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폐쇄된 이원구조 그 안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 이분법은 양쪽을 넘나드는 것이 자유인가하
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다. 이는 이분법으로서 저항 대 순응이라는 구조들 혹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가대 담론의
주류적인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것의 방법론은 이중적 대처법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서구 근대
의 논리에 의해 내면화 한 이분법적 가치 판단에 의해 형성된 세계관 그리고 그로 인해 구축된 체제와 제도를 일종의 허구
라고 보면서 그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찾으려면, 끊임없이 그 체제와 제도 내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이 차
연이라는 말 속에도 적용된다. 이 구조들을 벗어나기 위한 증상/증후들이 나타난다. 바로 이 증상/증후들을 찾고자 한다.
9) 金明 国家学 , 博英社, 1995, pp.31 34. 국가는 역사적 산물이며, 국가의 역할과 기능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해 간다는
시점이다. 그리고 국가를 정의할 때 일반사회와 대비하면서 정의하는데, 두 가지의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일원적 국가관으로 국가를 포괄적 사회라고 보고 그 속에 다양한 사회집단을 보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다원론적 국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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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文)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호칭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계간삼천리 에는 이 호칭이 어떻게 변용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인’/‘재일조선인’에서 ‘재일한국・조선인’으로
식민지 지배에 의한 형성을 논하면서 사용되는 용어는 ‘재일조선인’이었다. 물론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에 의한 생활 파탄과 강제연행에 의한 역사적 원인을 설명하면서 조선에 대해 ‘본국’이라
고 표현한다. 본국과 재일조선인의 의미를 연결하고 있다.10) 그리고 해방 후에 귀국 지향을 갖고 있
었던 것도 ‘본국’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식민지지배에 의해 형성된 재일조선
인은 전후 일본 국적을 박탈하여 외국인으로 규정되었다.11) 말 그대로 ‘한일법적 지위협정’에 의해
재일조선인 사회에도 ‘국경’을 만들어냈다. 한국적이나 조선적에 의한 법적 차이가 설정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 쪽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
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일조선인’이라고 호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12) 이것이 재
일조선인과 일본에 재류(在留)하는 역사적 경위에 대한 기록과 정리의 문제에 중심이 놓이고, 그것과
호칭은 당연한 것으로 ‘명명’ 되어졌던 것이다.13) 그런데 문제는, ‘재일조선인’이라는 호칭 속에는 한
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좁은 개념으로 축소되어 버리는 ‘문제’도 발생한다.그것은 단순
하게 일본어 표기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적과 국민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변용되고 있었고, 반대로
한국 국적을 택한 ‘한국 국민’을 ‘조선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또 모순되기 때문이다. 조선 반도가 남
북으로 분단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민단은 남쪽의 유신체제를 추종하는 조직이 되었고 반대로 총련은

10)

11)

12)

13)

으로서 사회를 인간과 집단관계로 보는 것으로 국가도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개념이다. 필자는 이러한 양면적 국가 개념을
하나의 공동체, 또는 사회 공간이라고 보고자 한다.
姜在彦「在日朝鮮人問題の文献」 季刊三千里 제18호, 三千里社, 1979年, p58. 朴慶植 天皇制国家と在日朝鮮人 社会評論
社, 1986年. 渡部徹 日本労働組合運動史 青木書店, 1954年. 岩村登志夫 在日朝鮮人と日本労働者階級 校倉書房, 1972年.
姜德相 関東大震災 中公新書, 1975年. 姜德相･琴乗洞編 現代史資料6 関東大震災と朝鮮人 みすず書房, 1963年. むくげ
の会編 身世打鈴 在日朝鮮女性の半生 東都書房, 1972年. 金賛汀・方鮮熙 風の慟哭 在日朝鮮人女工の生活と歴史 田畑
書店, 1977年.
宮田浩人｢在日朝鮮人の顔と顔｣ 季刊三千里 第８号, 三千里社, 1976年, pp.39 45.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의 총체를 말
할 때 일본어로는 ‘재일조선인’이라고 표기해왔다. 외국인등록 국적란 표기도 당초에는 조선이라고 통일되어 있었다. 그것
은 남조선을 점령하고 있던 미군에 의해 이승만정권이 성립된 직후, 한국적(韓国籍)으로 바꾸어 쓰기 시작했고 한일조약의
체결로 ‘한국’은 국적, ‘조선’은 북으로 하는 일본정부의 통일 견해가 나오게 된 경위이다. 그리고 한일 법적 지위협정에
의해 전전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체재하는 조선인과, 그 자손으로 한국적을 가진 자에게는 ‘협정영주권’이 인정되었고 협정
영주 신청촉진을 꾀하는 민단과 그것을 저지하고 조선적으로 바꿔 쓰자는 조선총련이 심하게 대립한 적도 있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GHQ)의 지시에 따른 일본 후생성이 주관하여 외국인 등록을 받게 된다. 이는 미국 제국주의의 점령정책에 기
인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후의 외국인등록령(현재의 외국인등록법의 전신)에 의하면 국적란에 모두 ‘조
선’이라고 되어 있다. 1947년 이후에는 점차 귀국이 줄어들고 잔류하는 경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1950년 2월부터 일본
법무당국의 방침 전환에 의해 ‘한국’을 사용하게 하면서 국적이 확정되어 간다. 1955년 4월부터 외국인등록증에 사진 이외
에 지문을 찍는 것을 의무화했고 1958년 말까지 재일조선인이라는 표현을 적용하고 있었다.
계간삼천리 에서 강재언(姜在彦)은 재일조선인이라고 호칭을 강하제 주장하는 인상을 준다. 姜在彦「在日朝鮮人問題の文
献」 季刊三千里 제18호, 三千里社, 1979年, p51. 1955년부터 재일조선인의 운동 노선이 바뀜, 재일조선인민주통일전선에
서 재일조선인총련합회로 바뀌었다. 민족문제로서 재일조선인 문제에 대해 전전 전후의 일본사회의 재일조선인의 생활과
운동을 개괄하고 재일조선인 문제의 성격을 논급한 것에서 시작, 재일조선인이라고 사용한다.
이는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생활실태에 대해서는 단지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36년간의 식민지 지배 피해자라는
것 이상을 더 나아가지 못했다. 林光澈｢在日朝鮮人問題｣ 歷史學硏究 (特集)｢朝鮮史の諸問題｣1953年, pp.66～72. 기초적인
연구나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朝鮮硏究所 在日朝鮮人渡航史 195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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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쪽을 지지하는 입장이 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둘 다 ‘조국에 대한 열정’이 존재하던 시기
였는데, 이 시기는 한국에서는 ‘재일교포’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 공민
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이는 ‘본국’으로부터 직수입된 정치 슬로건이며, 직수입된 조직론과 규율로
서 조국에 충성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이때 사용된 호칭은 바로 ‘교포’나 ‘동포’였
던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남한이나 북한에서 보는 재일조선인은 교포나 동포로
비춰지고 마찬가지로 일본에 살면서도 남한과 북한을 고향에 둔 세대는 한국인이라던가 조선인이라는
것에 위화감이 없이 ‘의심’을 갖지 않는 점이다. 조선반도에서 자라고 일본에 건너온 재일조선인 1세
들도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수용하고 남쪽도 북쪽도 재일 교포, 동포에 대해서 연대의 의사를 보
내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국’과 재일조선인과의 괴리가 생겨나고 ‘조국’이 있는
다음에 ‘우리들(재일조선인;필자) 존재하는 것’이라는 논리에 반론이 제기되게 된다. 그 이후 재일조선
인 65만명 중 전후 30여년이 지나면서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일본출생 세대는 80%에 달하려고 하고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젊은 세대 중에는 ｢재일(자이니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논의
되기 시작했다. 그런 과정에서 아사히신문에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글이 연재되었는데, 이때 신
문사 내부에서 사용된 용어는 재일한국・조선인, 즉 재일한국과 조선인 사이에 ‘점(・)’을 넣어 표기하
게 된다. 이는 재일한국・조선인으로부터 ‘조선의 분단을 고수하는가’ 아니면 ‘두 개의 조선론을 제시
하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일게 되었다. 이는 재일한국・조선인 표기에 ‘점(・)’이 의식화되고 이는 호칭
으로서 과연 재일조선인은 조선인인가 아니면 한국인인가라는 물음을 동반하게 되었다.14)

3. ‘재일한국・조선인’에서 ‘재일’/‘자이니치’로
‘재일한국・조선인’이라는 호칭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일본인의 입장’에서 그 국적 여하를 따지지
않고 거리두기를 통해 ‘재일조선인’ 문제를 고찰한 논고가 등장한다.15) 이후 재일한국・조선인은 2세,
3세, 4세가 주류 세대로 바뀌면서 나름대로 역사적 조건과 상황들이 변해 가기 시작한다. 1980년대는
2세와 3세가 주도적 위치에 서기 시작하여 조국에 대한 의식도 달라지게 된다. 분단된 조선반도의 어
느 한 쪽이 ‘선’이고 ‘악’이 아니며 어느 한쪽만을 지지하는 것이 지양되었다.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운동도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곧 ‘자립성과 장’을 찾는 작업이
필요불가결하게 된 것이다.16) 말 그대로 기로에 선 재일한국・조선인이었다. 특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
지는 것을 감안하여, 재일한국・조선인 2세에 초점을 맞춰 상황을 살펴보면, 인구비율 변동에 따른 질
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조국을 모르는 세대’가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서
는 동화와 귀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재일조선인을 ‘정착’하게 만들었다. 즉 김석범은, 세대의 교
체, ｢재일(자이니치)｣의 근거의 변화와 함께 인간 존재의 문제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왔다.17) 여기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재일이라는 호칭이며 이는 정주화가 자명한 것으로서
이해되는 분위기, 그리고 재일의 일본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한국이나 북한과는 다른 습관을 갖게
14)
15)
16)
17)

宮田浩人｢在日朝鮮人の顔と顔｣ 季刊三千里 第８号, 三千里社, 1976年, pp.39 45.
大阪・在日朝鮮人の人権を守る会 在日朝鮮人の在留権 大阪・在日朝鮮人の人権を守る会, 1978年.
朴英鎬｢在日二世として｣ 季刊三千里 第20号, 三千里社, 1979年, pp.211 212.
金石範｢｢在日｣とはなにか｣ 季刊三千里 제18호, 三千里社, 1979年,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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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조선반도와의 이질성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에 재일한국・조선인이 가졌던
‘민족적 주체’가 아니라 개인의 주체성 찾기라는 문제로 인식이 바뀌어 갔다. 재일한국・조선인으로서
조선을 인지하고 조선민족으로서의 의식이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주 적으며 일본에서 차별받
기 때문에 스스로가 조선인인 것을 의식하는 ‘주체’에서 고전을 겪지만, ‘재일’의 의미를 새롭게 창조
적인 적극적 주체로 나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김석범은 계간삼천리 제18호에 ｢｢재일(자이니치)｣란 무엇인가(｢在日｣とはなにか)｣라는 글을 게재하
고 있는데, 제목에서 보이듯이 ｢재일(자이니치)｣에 대해 묻고 있어, ｢재일(자이니치)｣을 생각할 때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김석범은 이 글의 첫머리에는 식민지시기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을 ‘식민지 출신
일본인 2세’라고 칭하는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와 고토 메이세이(後藤明生)를 거론한다. 김석범은
‘일본인 2세가 생활감각 속에 조선이 일본이라는 논리에 용해되어 있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조선이 일본’이라고 생각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국가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 그 감각을 제시했다.김석범은 식민지조선에 있어서의 ‘일본인 2세’
들의 경우와 재일조선인 2세들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야기의 초점을 재일조선인 2세에게 맞추려
고 하는 것은 인구비율에 의한 양적 변동을 그것에 동반되는 질적 변화의 문제로 다루어 간다. 그것
으로부터 ｢재일(자이니치)｣의 근거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재일(자이니치)｣의 근거는 재일
조선인의 형성의 역사적인 과정, 즉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소산이라는 것 만으로
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소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지점에 와 있는 것이
다.18) 재일조선인 1세, 2세의 인구비율 변동에 동반되는 ｢재일(자이니치)｣의 근거 변화에 대해 언급했
는데, 그것은 또한 재일조선인의 위치의 창조적인 파악과 중첩되는 것이다. 김석범은, 두 청년을 소개
한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경득과 신경환이다. 재일조선인청년으로서의 내면사(內面史)는 각각의 장
소에서 ‘창조성’을 띠고 있다고 표현한다.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채로 일본에서 태어나고 게다가
출생 그 자체에 ‘무거운 일본과 조선과의 과거 역사에 짖눌리고 있는 2세인 그에게 있어서 ｢재일(자
이니치)｣의 근거는 무엇인가. 일본인이 일본에 살고 있는 것,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
는 것과 동일한 뿌리를 갖는 것이다. 일본인 2세들에 있어서 조선은 태어날 때부터 일본이었다는 문
제를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석범이 주장하는 것은 “오랫동안의 ｢재일(자이니치)｣의 폐쇄
적 상황 속에서 소수민족적인 경향을 띠고 있지만, 그러나 국적으로 보아도 그 놓인 위치 그리고 의
식으로 보아도 일반적인 경우와 같은(가령 중국이나 소련의 조선족처럼) 소수민족은 결코 아니다. 그
렇다고 해서 ｢재일(자이니치)｣이라는 국외에 정주하는 상황과 그곳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성격을 무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주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재일(자이니치)｣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취할 수
가 있을 것”19)이라고 보았다. 바로 이 점에 ｢재일(자이니치)｣가 갖는 호칭의 새로운 ‘차연’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18) 金石範 ｢｢在日｣とはなにか｣ 季刊三千里 제18호, 三千里社, 1979年, p.28.
19) 金石範 ｢｢在日｣とはなにか｣ 季刊三千里 제18호, 三千里社, 1979年, p.35. 재일조선인은 ｢재일(자이니치)｣을 빼고서는 문
제/사리를 볼 수가 없다. 그것은 ｢재일(자이니치)｣를 통해서만이 조국에 연결되는 길은 없다는 것이다. 지금 가장 긴요한 조
국에 연결되는 길은 분단의 지양, 통일에의 참가이다. 그리고 참가하고 통일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재일(자이니치)｣의
성격을 보다 주체적으로 바꾸어 갈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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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삼천리 를 통해 본 관동대지진과 ‘민중’
石珠熙 (翰林大)

1. 서론
본 연구는 계간삼천리를 통해 식민지 시기 조선과 일본이라는 정치공간에서 차별과 권력의 억압의
구조를 제시하고 민중의 개념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관동대지진을 다룬 「계간 삼천리」를 분석한다.
관동대지진은 자연재해로부터 국가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매우 드문 사례로서 아직까지 명확한 피해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동대지진에 대하여 민중과 국가의 지배와 권력이라는 시각에
서 접근한다. 경찰과 군인, 민중과 조선인을 통해 당시 권력의 지배와 억압 속에 나타난 민중의 권력
수용과 반발이라는 이중적 모순을 밝힐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를 통해 국가와 민중의 이분법적 구분을 해체한다. 본문은 가교와 특집기사, 온돌방,
편집후기에 대한 해제와 내용분석을 실시한다. 가교에서는 일본인이 경험한 한국인 또는 조선인에 관
한 개인적 경험을 제시한다. 특집기사에서는 관동대지진의 시대상과 피해자, 민족의 차별과 피해를
민중이라는 개념을 통해 재구성할 것이다. 온돌방과 편집후기는「계간 삼천리」를 발행하는 단체와 독
자에 관한 것으로 시대상과 정치사회적 맥락을 제시할 수 있다.「계간 삼천리」에서 민중은 전쟁의 비
참함과 식민지 구조 아래 국가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와 가해자의 혼재가 나타난다. 관동대지진과 같
은 대규모 사회혼란이 발생한 경우 이 같은 현상이 가시화된다. 「계간 삼천리」를 통해 국가의 권력으
로부터 폭력의 행사를 허용 받은 특정 민중이 집단심리와 결합하여 폭력성이 극대화되는 과정을 검
토할 것이다.

2. 계간 삼천리 속 ‘민중’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관점
「계간 삼천리」에서 민중은 국가와 민족 이전에 국가에 대한 의미를 해체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하며
나타나는 양식을 가진 집단으로 제시한다.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을 통해 국가에 대한 의미를 고찰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타자이며, 일본에서 타자인 사람들의 스스로 주체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예를들어
「계간 삼천리」에서 나타나는 일본인은 개인적 경험을 가진 주체로서 조선인을 상대화하여 인식한다.
즉 민족이라는 개념을 통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일본인이라는 주체를 넘어 개인적 경험과 의식을
통해 조선인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간 삼천리」에서 나타나는 필자들은 주로 일본인
으로서 식민지 조선을 바라보는 관점과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조선인을 서술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 같은 관점을 따라 ‘가교’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예를들어 모리사키 카즈에의 글에서
나타나는 식민지 조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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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30대 사람과 이야기를 하여 시간을 느꼈다. 전쟁에 관하여 일반적인 이야기 이다. 예를들
어 8월 패전선언의 날이 가까우면 매년 전쟁에 관한 이야기 의뢰가 들어온다. 나는 귀환(철수)이야기
나 그 경험을 통해 전쟁의 비참함을 생각한다고 말하며 만주개척단의 일이나 남미이민 이야기를 한
다. 나는 구식민지 조선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철수라고 해도 입장이 달라도 괜찮은지 묻는다”
“식민지라는 것은 단순히 개척한 토지가 아니라 주권이 일본정부로부터 빼앗겨서 일본의 영토가
되어 일본의 서민이 소유를 허가한 식민족의 영토라고 말한다”
“식민지에서 투쟁은 지식으로서 알고 있던 사람도 있다. 그것은 정리된 지금의 한국의 민족의식에
도 강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매스컴 직업상 상식적으로 안다. 그러나 왜 그것이 발생했는가 하면 조
선총독부의 식민지정부정책에 저항하여 독립을 염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해자라는 것입니까” 성실한 언론인 중견자가 묻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회사에 돌아가서 기획을 재검토 해보겠습니
다.” “검토 부탁드립니다...식민지 일본인의 아이들이 자신의 세계상에서 입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
었던 것은 시대 뿐 만은 아니다. 당신의 아이도 지금, 지금의 나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 하
면서 생각했습니다”
오타줄리아에 관한 글에서는 모리게이코가 소설가로서 연재를 하는 가운데 ‘오타줄리아’라는 작품
을 구상하게 된 배경과 이민족, 타국가에서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구제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타줄리아를 주인공으로 장편 ‘삼채의여자“를 상영했다. 조선반도에서 일본에 온 여성, 오타줄리
아 마음이 끌린 것은 언제였는가. 5,6년 전에 옛날 동인지 잡지에서 제주도 출신의 K에게 소설을 써
보지 않겠냐는 이야기로부터 내 마음이 오타줄리아가 깃들었던 것 같다.”
“일본군의 폭력과 학살을 자행한 전적을 걷는 것은 괴로웠으나 자연히 풍부한 조선반도의 바람,
땅, 소박한 사람들은 첫 여정에 힘들었던 나를 보듬었다. 나는 필요한 자료가 있어 작년 가을 다시
한 번 조선반대와 대마에 취재를 가서 작년 1월호부터 잡지에 연재를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작품을
쓸 때 작중 인물과 그 인물이 놓여있는 정황을 설정하는 것으로 연재를 시작한 시점에서는 다소간
역사적 사실이 날아든 돌처럼 보인다”

3. 계간 삼천리 와 관동대지진: 국가의 폭력과 민중의 군중심리
본 장에서는 「계간 삼천리」를 통해 관동대지진 시기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민중의 폭력과 그것
이 가능했던 사회적 배경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방재훈련과 제2의 관동대지진(防災訓練と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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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の「関東大震災」)”과 “관동대지진 60년을 생각하다(関東大震災六○年に思う)”를 통해 민중과 폭력,
피해자 억압의 구조에 대해 제시한다. 우선 “방재훈련과 제2의 관동대지진(防災訓練と第二の「関東大
震災」)”은 나가이 다이스케가 관동대지진을 둘러싼 당시 시대 상황과 현재시점(1975년)을 비교하여
비상재해 시 경찰의 역할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논했다. 관동대지진과 1970년대 외국인 등록법의 지
문날인 관련한 고찰도 함께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는 관동대지진(1923년 9월 1일)로부터 60년째이다. 9월 1일을 방재의 날로 정한 일본에서는
매년 이 날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여러 방재훈련을 시행한다. 최근에는 좀더 대규보로 시행했다. 이는
도쿄, 가나가와, 시즈오카 등 10도현에서 개최한 ‘종합방재훈련’으로 작년 300만명을 상회하여 약
1600만명이 참가했다. 관동대지진 60주년은 조선인 학살 60주년이기도 하다. 국가권력이 최대로 강권
을 발동하여 치안유지를 위해 계업령하에 자행된 학살은 무책임한 유언비어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명확히 조선인 차별과 차별의 뒤에는 의심암귀가 있었다. 방재훈련에는 관동대지진 그리
고 조선인 학살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는 것인가. 아니, 그것은 훈련으로서 유효한 것인가”
“관동대지진 직후, 경찰이나 군은 패닉 방지에 임하기는 커녕 오히려 반대로 대응했다. 경찰관 사
망자만 93명으로 경시청 기능은 반감했다. 경찰력만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총감은 근
위사단을 출병할 것을 요청하고 정부는 같은 날 계엄령을 시행했다. 히비야공원 내에서 임시경비본부
를 설치하고 체제를 세운 경시청은 ‘혼란에 편승하여 불렬한 조선인이나 주의자가 불온한 계획이나
폭행을 하는 것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온불령의 죄로서 다음날부터 군과 공동으로 조선인 사회주의자
에 대한 ‘보호’를 명목으로 대규모 예방검거를 실시했다. ‘조선인이 건물에 방화했다’ ‘우물에 독을
탔다’ 등의 이야기가 유포되는 사이에 경찰과 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을 지시했다..결국 지금의
일본은 관동대지진의 시기 일본과 다르지 않는 것인가”
다음으로 “관동대지진 60년을 생각하다(関東大震災六○年に思う)”에서 필자인 강덕상은 관동대지진
에 대하여 조선인으로서의 입장과 일본인의 무관심, 역사에 대한 관점을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저자는 관동대지진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조선인으로서의 한계와
역사적 인식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 서술했다.
“60년 전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관동대지진. 당시 6,7천명의 조선인이 학살 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적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생명을 잃었는지 그리고 어디서 누구에게 학살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사건으로 1인 살인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이상한 사건이다. 상대가 조선인인이라면 살인해도 용인된다고 생각하면 무서운 시대인 것이다.”
“신상조사를 한 일본민중의 의식에도 이유가 있었다. 민중에게 남겨진 기록을 보더라도 학살 사건
은 지진의 일반론에 들어가서 진점에 향해 있지 않다. 최대 습격을 받은 것은 지진도 화재도 아닌
‘조선인 사냥’이었으나 이것을 그대로 솔직히 기록하지 않았다. 이것은 몇 명의 조선인이 생명을 걸고
손이 닿는 한 조사를 하여 진상의 일말을 잡으려는 거소가 자기 체험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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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르다. 약 6500명으로 추정되는 희생자수도 조선인 조사에 의한 것이다.”
“사건 직후 만약 일본의 민중이 권력의 방해를 떨치고 진상조사를 했다면 이정도로 숨겨지지 않았
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시간이 지나도 민중의 손으로 사실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부 좌익계열의 잡지나 정당의 기관지가 권력의 테러행위를 고발한 것은 있으나 개
개인의 사실을 발굴하여 추모하는 자세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권력의 방해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
“일본인은 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가, 조선인으로서 지금까지 고발자가 되고
싶지 않은, 좀 더 상호신뢰관계로 있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8월 15일 일제가
해방한 날이라고 말하지만 일본 민중은 지금도 의문도 갖지 않은 채 ‘종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전전도 전후도 무엇도 알지 못했다 라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포스트 제국주의를 넘어 한일 간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상호 이해가 필수적이라
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를들어. 한일 관계에서 역사수정주의와 교과서 문제, 위안부 문제 등 시민단
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중소규모의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한일
연대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관동대지진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관련되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계간 삼천리를 통해 관동 대지진
에 대한 민중의 서술 가운데 한일 인식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 가운데 민족과
국가를 넘어 민중이라는 집단 심리와 경험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국가의 폭력과 억압이라는 구도
아래 피해자로서 조선인을 바라본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일본에 대한 추상
적 이해를 구체화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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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다문화공생사회와 재일코리안
― ‘자이니치(在日)’에서 ‘We Are Here’로 ―

이지영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1. 들어가며
본 글은 재일코리안 3세를 중심으로 재일코리안이 일본의 다문화공생사회 구축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의 다문화의 원류인 재일코리안은 1970년대 1세에서 2세로 세대교
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현재 3세가 중심이 되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재일코리안 연구
는 저항 운동사 중심의 1, 2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재일코리안 3세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으나 1, 2세의 연구에 비하면 소수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은 이러한 재일코리안 3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본 글의 주요 대상은 에루화, 무지개회,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 재일코리안
NGO센터의 4개 단체이다. 이 4개 단체의 대표와 활동가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재일코리안 3
세의 다양한 활동을 보다 심층적이고 당사자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표 1> 심층면접 대상자
대상자
에루화 설립자(A)
에루화 최고 고문(B)
에루화 이사(C)
무지개회 대표(D)
KEY 대표(E)
KEY 활동가(F)
재일코리안NGO센터 활동가(G)
재일코리안NGO센터 총무(H)

면접 일시
2017년 7월 20일 오후 1시
2018년 8월 3일 오후 1시
2018년 8월 3일 오후 3시
2018년 8월 4일 오후 2시
2018년 8월 4일 정오 12시
2018년 8월 8일 오후 3시
2017년 7월 19일 오후 2시
2018년 8월 6일 오후 2시

면접 장소
교토 에루화 사무국
교토 에루화 사무국
교토 에루화 사무국
오사카 오토리(鳳)의 카페
오사카 KEY 사무국
효고(兵庫) KEY 사무국
오사카 이쿠노(生野) 재일코리안NGO센터 사무국
오사카 이쿠노(生野) 재일코리안NGO센터 사무국

출처: 필자 작성

그를 위해서 먼저 재일코리안의 생활과 활동 공간인 일본의 다문화공생사회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
다. 먼저 일본 사회의 다양화, 다문화화를 이주민의 출신국과 체류 자격을 기준으로 이주민, 가운데에
서도 일본 내 최대 최다 이주민 집단이었던 재일코리안 사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2006년 일본 정부가 다문화공생사회의 구축을 정책 목표로 표방한 이후 10여년에 걸친 정책의 전개
와 변화를 검토한다. 그 변화에는 다문화공생 개념과 상반되는 일본 사회의 재일코리안에 대한 새로
운 배외주의와 차별, 그리고 그것의 배타주의로의 확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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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다문화공생사회
1) 재일코리안 사회와 이주민의 변화
일본 총무성이 <지역의 다문화공추진플랜>을 작성한지 10년이 되는 해인 2016년에 그 동안의 추
진 상황과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설치한 <다문화공생 사례집 작성 워킹그룹>의 <다문화공생사례집
다문화공생플랜으로부터 10년 함께 열어가는 지역의 미래>에서 제시된 것을 보면 이다(総務省 2017,
3).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후 1990년대부터 일본으로의 이주민 유입은 2008년의 리먼 쇼크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증가일로이다. 2019년 6월말 현재 이주민은 282만
9,416명으로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2.24%로 증가했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이주민 비율은
2.24%이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편중이 현저하다. 도쿄도(東京都), 아이치현(愛知県), 오가카
부(大阪府),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이 4개 도현의 이주민만으로 전체 이주민의 47%를 차지한다(法務
省 2019). 일본 사회의 다문화화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주요
국적별 이주민 수의 추이를 보면 2007년부터 한국･북한 출신의 이주민을 중국이 앞서고 필리핀, 베트
남,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으로부터의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 사회의 다문화화는 아시아 국가
들로부터의 역내이주에 의해 촉발되고 있다(総務省 2017, 4 5).
일본은 2019년 6월말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29개의 체류 자격을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 가
운데 일본 사회의 다문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본 사회에 정주, 영주가 가능하거나 용
이한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영주자, 특별영주자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요
체류 자격별 추이를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는 2007년부터 영주자가 특별영주자를 크게
상회한다는 것이다. 즉, 올드커머인 재일코리안보다 다양한 뉴커머가 정주, 영주하면서 일본 사회의
다국적, 다문화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総務省 2017, 6).
이러한 일본의 다문화 사회의 진행과 변화는 특히 재일코리안 사회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별영주자의 감소는 고령자의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가 그 원인의 하나겠지만 특별영주자의 귀화가
또 하나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1985년 국적법 개정으로 일본 국적 취득의 기회가 확대되고 재일코
리안이 5세로까지 이어지면서 귀화가 증가하고 있다. 1995년부터 약 1만 명대 전후로 귀화 수가 증
가하다 200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2016년 현재까지 약 5,000명대 전후에서 추이하고 있다. 귀화와
더불어 재일코리안 사회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일본인과의 혼인이다. 1960년대 까지는 재일코
리안 간의 혼인이 주류였지만 1970년대에 접어들면 일본인과의 혼인이 약 절반을 나타내고, 1980년
대부터는 일본인과의 혼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다가 2000년대부터 2013년 현재까지 재일코리안의 전체
성혼 건수의 87% 이상에 이른다(민단홈페이지 2020년 2월 검색). 일본 사회의 다민족, 다문화화는 재
일코리안의 다양화라는 변화와 병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의 전개
이러한 일본 사회의 다문화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무성은 <지역의 다문화공생 추진 플랜>을 작성하
면서 향후 일본 사회의 목표로 다문화공생사회의 구축을 표방했다. 이 보고서는 다문화공생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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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나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이 상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로 정의한다. 이 다문화공생사회는 다음 세 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구축된다. 첫째는
정보의 다언어화와 일본어･일본 사회에 관한 학습을 근간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지원>, 둘째 거주･
교육･노동환경･의료･복지･재난방지 등의 <생활 지원>, 그리고 지역 사회의 의식 개선과 외국인 주민
의 자립･사회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공생마을 만들기>이다(이지영 2016, 280).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년 4월 현재 총무성 국제실의 조사에 따르면 도도부현에서는 94%가,
정령도시(政令都市)에서는 100%,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의 경우는 40%가 다문화공생 관련
지침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総務省 2017, 11).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2006년 12월에 <외국인 노동
자 문제 관계부처 연락회의>가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관한 ‘종합 대응책’을 내놓았고, 2009년에는
내각부에 <정주외국인지원실>이 설치되었지만(日本国際交流センター 2018, 35), 여전히 외국인 노동
자의 활용이라는 경제적 접근이 중심이었다. 그 방향성은 2013년부터 책정되어 매년 개정하고 있는
<일본부흥전략(日本再興戦略)>에 잘 나타나 있다. 2013년의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인재력(人材力)
강화>에 이어 2014, 2015년에는 <외국인재의 활용>이 발표되었다. 외국인의 생활환경 정비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은 2016년으로,

‘외국인 아동, 학생의 일본어 지도 수강률 100%’, ‘외국인 환자 수용

체제 정비 의료기관 40개소 확충’ 등 수치 목표가 명시되었다(総務省 2017, 9 10).
<일본국제교류센터>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지자체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4, 2015년에 <다
문화공생과 외국인 수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2017년에는 추진 상황뿐만 아니라 그에 대
한 평가와 향후 전망 등 질적인 부분을 보완한 종합적인 조사 보고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공생의 현재와 전망>을 발표했다(日本国際交流センター 2018, 1). 그에 따르면 다문화공생사회 구축
을 위한 세 가지 분야의 정책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지원>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고, <생활 지원>
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2016년 구마모토(熊本)지진을 겪으면서 이주민에 대한 재난방지 훈련 등이
새로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체제 정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조한 것은 외국인 주민의 자
립과 사회 참여에 관한 <다문화공생마을 만들기>인데, 특기할 점은 다문화공생과 정책의 추진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에 이주민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
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만큼, 부정적이거나 ‘잘 모르겠다’는 소극적인 응답도 많았다.
왜 다문화공생을 추진해야 하는지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 사회에
이주민이 증가했으니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기존의 행정서비스에 이주민도 통합해야 한다는 지금까
지의 접근법으로는 이주민, 다문화공생에 대한 긍정적 발상이나 새로운 사회적 경비를 부담하겠다는
동기는 생기기 어렵다는 것이다(日本国際交流センター 2018, 16 19).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주민이 많고 다양한 시책과 프로그램을 선진적으로 추진해온 경험과 그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한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 차원의 명확하고 종합적인 이민정책의 수립과 추진체제
의 정비를 과제로 들었다. 그 이유는 각 지자체별로 문제해결형으로 접근하고 있는 현 상태로는 지금
까지 지역 사회에 유입되어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 향후 이주해 올 이주민과의 양호한 관계 구축, 이
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서비스 향상, 지역 사회의 인식 개선과 이주민의 정착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日本国際交流センター 201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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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외주의
일본의 다문화공생사회의 구축에 있어서 과제는 정부 차원의 이민정책의 부재와 추진체제의 미정
비뿐 아니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배외주의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사회의 배외주의가 전면에 부상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북일 관계의 악화에 따른 재일코리안 혐
오이지만(이면우 2015, 110; 조세형 2015, 309 310), 지금은 이 배외주의가 배타주의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본 사회의 배외주의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2006년 12월에 발족된 <재일의 특권을
용인하지 않는 시민 모임>(이하 재특회)의 재일코리안에 대한 혐오표현과 가두선동시위일 것이다. 재
특회는 43개 전 도도부현에 지부를 두고 있는 전국 단위의 단체로, 특별영주 자격, 조선학교 보조금,
생활보호 우대, 통명제도를 재일코리안의 특권이라며 이 특권의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규수
2014, 83 85). 재특회 활동의 특징은 ‘한국인을 추방하자, 반일 국가 한국과 단교하라’, ‘한국인 여성
을 강간하라’, ‘한국인이 너무 싫다, 다 죽여 버리고 싶다’, ‘조센진 죽어라’(이면우 2015, 107 110)
등 노골적이고 차별적인 용어 사용을 넘어 반인권, 반인도적인 메시지를 여과 없이 표현하고 2009년
12월, 교토제일초급학교(이하 제일초교)에 몰려가 ‘스파이 양성기관’, ‘스파이의 자식’, ‘밀입국 자손’
등 외치며 학생들을 겁박한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어린 아동 등 약자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2011년 형사재판에서는 이 사건을 인종주의적인 혐오표현으로 다루지 않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판결했다. 결국 민사소송에서 교도지방법원, 오사카고등법원을 거쳐 2014년 12월 최고심에
서 제일초교의 승소가 확정되어 제일초교에 대한 배상과 가두선전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이혜진
2019, 316).
그러나 재특회의 재일코리안에 대한 반인권적인 혐오표현은 인터넷상에서 동영상과 더불어 확산되
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에 찬동하면서 다문화공생사회에 역행하는 배외주의는 일부의 주장, 활동
에서 점차 대중화되어갔다. 게다가 배외주의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 일본의 국익을 저해하는 세
력을 몰아내는 것이 일본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각해서 그러한 풀뿌리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애국 담론으로 재구성되며 그 문제점이나 위험성을 불가시화한 채 정당성을 확보해
나갔다. 일본 사회에 확산된 배외주의는 이제 내부의 약자로 대상을 옮겨가며 배타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Me Too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처음 Me Too를 시작한 여성 기자
가 오히려 제2차 피해에 시달리며 Me Too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2016년 8월에 방영된 NHK뉴스 프
로그램의 특집 ‘아동의 빈곤’에 나온 여자 고등학생이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며 ‘너의 빈곤
은 대단한 건 아니지’, ‘네가 빈곤자라면 증명해봐’,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많아’ 등 비난이 쇄도
했다. 2016년 7월 26일 새벽에는 사가미하라시(相模原市)의 지적장애인시설 <쓰쿠이야마유리원(津久
井やまゆり園)>에서 전 시설직원이 54분간 입소자 19명을 사살(刺殺)하고 26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가미하라사건(相模原事件)>이 발생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피고는 ‘장애인
은 생산성이 없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은 불행만을 낳는다’고 자신의 범죄 동기를 밝혔
다. SNS에서 이에 찬성하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생명은 존엄하다’는 주장은
‘위선자’, ‘현실을 보지 않는다’, ‘일본의 재정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공격을 받아 더 이
상 개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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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코리안에 대한 반인권적인 혐오표현과 가두선동시위를 ‘표현의 자유’라며 방관한 일본 사회는 이
제 그 혐오의 대상을 내부의 약자로 옮겨가며 ‘다문화공생’ 이전에 ‘공생’의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3. 재일코리안의 활동
귀화와 국제결혼, 3세로의 세대교체 등 변화하고 있는 재일코리안은 다문화공생의 과제를 안고 있
는 일본 사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며 일본의 다문화공생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에루
화, 무지개회, KEY, 재일코리안NGO센터 4개 단체를 사례로 검토했다.
에루화는 2000년에 교토 히가시쿠조(東九条)에 설립된 재일코리안 1세를 위한 생활센터이다. 현재
는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인 이용자가 70%에 달한다. 무지개회는 재일
코리안 3세이자 4세를 키우는 한 사람의 엄마의 고민으로부터 시작했다. 육아를 하면서 지역 사회의
육아모임에 참여했으나 육아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현 무지개
회 대표가 같은 어려움을 안고 있던 3세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2012년 오사카 사카이시(界市)에서무지개회를 발족했다. KEY는 1991년에
기존의 한국의 민주화 운동, 남북통일 운동에서 분리해 재일코리안 사회와 재일코리안 개개인의 권리
획득을 목표로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이다. KEY는 2015년에 전후 70주년을 맞이해 재일코리안의 뿌
리를 지역의 역사와 접목시키며 찾아가는 기획을 했고 2017년에 재일코리안의 역사를 걷다 를 출간
했다. 재일코리안NGO센터는 2004년에 오사카 이쿠노에서 <ONE KOREA>, <민족강사회>, 그리고
인권운동 단체의 3개 단체가 모여 공동대표 체제로 출발해 2005년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센터는 재일
코리안 중심의 운동을 지향하며 초기에는 민족학급과 민족교육이 주축이었다. 현재 센터의 민족교육
은 재일코리안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단체들의 활동을 검토한 결과 재일코리안 3세들의 활동과 그 지향성은 다음 네 가지로 나타났
다. 재일코리안의 권리획득 운동에서 돌봄, 육아, 혐오표현에 대한 대처 등 다양한 재일코리안 자조활
동으로 활동의 중심을 전환시켜왔다. 다음은 정체성에 있어서 국적이나 민족에 포섭되지 않는 재일코
리안으로서의 개인의 다양성과 자기다움, 자아실현을 중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3세의 새로운 가능성으
로 인식하고 있다. 재일코리안의 역사에 대해서도 민족이나 국가 단위보다는 지역과 개인 차원의 미
시사로부터 출발해 재일코리안의 역사를 재조명하려 하고 있다. 셋째는 재일코리안 3세는 살아본 적
이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낯선 모국에서 출생해서 성장하고 미래에 걸쳐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현
실 공간인 일본 사회로 그 관심을 확장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생활공간이자 삶의 영역인
일본 사회가 더 나아지기를, 다양한 마이너리티가 공생할 수 있는 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뜻을
같이 하는 일본인, 그리고 다양한 이주민, 마이너리티와 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일코리안의 활동은 일본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제 ‘자
이니치(在日)’는 더 이상 재일코리안만을 표상하는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의 코드가 아니라 일본에 있는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에 대한 기표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일코리안 3세들은 그 자이니치
의 중심에 서 있다는 자긍심을 형성하고 일본 사회의 다문화의 원류로서의 재일코리안의 경험과 실천을
바탕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사회의 연대와 민주주의의 회복에 결절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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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변천과 정착
― 1970 2000년대 까지를 중심으로 ―

이영호 (동국대)

1. 서론
1945년 해방을 맞이한 재일조선인1)들에게 일본은 일시적 거류(居留) 장소였다. 재일조선인 사회에
서는 언젠가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대비해 약 20만 명의 취학아동에게 조선어와 문화를 가르칠 민족
교육 공간이 필요했다. 1945년 ‘국어강습소’ 설립을 시작으로 각종 교육기관이 빠르게 설립되기 시작
했다. 이후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은 재일조선인 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이자 세대를 연결하는 핵심 요소
로 자리 잡았다.
재일조선인 연구 중 민족교육 분야는 비교적 연구가 진척된 분야이자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분야
로 볼 수 있다.2) 연구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주로 일본 내 재일조선인이나 일본학자들에 의
해 연구되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재일조선인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학계에서 재일조선인 민족교육관련 학위논문이 상당수 발표되었고, 국내 학술지에서도 꾸준히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처럼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은 비교적 연구가 진척된 분야로 볼 수 있지만 상당수 연구
가 한신교육투쟁, 민족학급, 조선학교의 설립과 전개, 일본의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 등에 집중되어 정
책변화와 이에 연동하는 동시대 사회적 발신 양상에 주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시기를 특
정해 보더라도 1945년 해방 이후부터 각종 재일조선인 조직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했던 1960년대
까지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다. 때문에 일본의 동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1970년대와 다문
화공생으로 이어지는 2000년대 이후 시기의 민족교육 연구는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북송사업을 기점으로 하는 1970년대 이후의 민족교육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일까? 1970년대는 북송사업의 실패로 재일조선인 사회에 조총련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재일조선인 2
세대가 사회의 주축을 이룬 세대교체의 시기이자 전환기였다. 또한 민족교육 기관수가 기존 1/3 수준

1) 전후 일본에서 재일교포들은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이라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지칭되었다. 실제 재일조선인이라는 용어에
서 ‘조선’은 분단 이전의 조선을 지칭하며 남북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이라는 표기에 근거해
북한(북조선(北朝鮮))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일한국인(在日韓国人)’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으로 영역을 축소하는
지엽적 의미를 지닌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재일(在日)’ 혹은 재일의 일본어 발음 그대로 ‘자이니치(在日)’라는 용어를 사용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문학 전체를 지칭하는 수용범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재일한인(在
日韓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최근 디아스포라 연구에서는 ‘재일코리언(재일코리안)’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에서 재일교포들의 문학을 지칭했던 최초 용어인 재일조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정치성이 없는 용어임
을 밝힌다.
2) riss에서 ‘재일 민족학교’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학위논문은 174편, 국내학술지논문은 총 268건이 조회되었으며 ‘재일 조선학
교’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학위논문 149편, 국내학술지논문 276건이 조회될 정도로 많은 연구가 진척되었다. 일본 국회도서
관에서도 ‘朝鮮学校’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잡지기사 394건이 조회될 정도로 한일양국에서 상당수 연구되었다. (2020년 8월
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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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소하고 일본학교 진학자가 증가하는 등 민족교육의 열기가 감소하던 시기였다. 재일조선인들
은 1980년대, 1990년대를 거치며 탈냉전, 탈분단, 탈경계의 시대정신 속에서 일본의 지역사회와 연대
하여 공생을 모색하는 등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했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의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은
귀국을 대비했던 해방직후의 민족교육과 달리 일본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길항과 공생을 거듭하며 보
다 다층적인 관계망을 형성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전개를 파악하고 민족교육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둘러싼 재일조선인 사회의 담론 전개와 발신을 각종 재일조선인 매체를 통해 살
펴보고자 한다. 해당 시기의 연구를 통해 민족교육을 위한 재일조선인 사회의 다각적인 움직임과 일
본의 다문화공생 정책 속 복수의 귀속의식과 정체성을 넘나드는 재일조선인 사회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민족교육을 매개로 조국 한반도와 일본, 재일조선인 사회의 다층적 사회
문화 변동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후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전개양상
해방 직후 한반도에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남은 재일조선인은 약 60만 명이었다. 재일조선인들은
귀국을 대비하는 동시에 자녀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칠 민족교육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 결과
1945년 ‘국어강습소’를 시작으로 각종 민족교육 기관이 설립되었다. 초기 민족교육 기관은 ‘조선어강
습소’나 ‘한글학원’ 등으로 불렸으며 민가의 일실(一室), 작은 판잣집, 교회, 구(舊)일본군 병사(兵舍),
타고 남은 창고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립되었다. 해방 후 일 년이 지나기 전에 525개의 초급학교,
4개의 중급학교, 12개의 청년학교가 세워졌으며 학생 수는 44,000명, 교사는 1,100명에 이르는 급성
장을 이루었던3) 대목에서 당시의 뜨거웠던 민족교육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다. 재일조선인들에게 민
족교육기관은 단순한 교육일반으로서의 기관이 아니라 그 자체가 민족이며 그 상징이며 계속 학대받
아온 이국의 땅, 이민족 사회･일본에서의 변변하지 못하지만 결정적인 존재감을 주장하는 작은 조선
의 공간이었다.4) 이러한 상황에서 1947년 10월 GHQ는 일본의 교육법에 따르라는 지시를 내리고, 일
본 정부는 1948년 3월 24일 이후 일본 전역의 재일조선인 민족학교에 강제적 폐쇄명령을 내리며 민
족교육을 탄압한다. 그 결과 1948년 4월 23일 한신교육투쟁이 발생하며 민족교육 수호를 위한 움직
임을 전개한다.
이처럼 재일조선인 사회의 자발적 움직임과 투쟁을 통해 쟁취한 민족교육의 주도권은 재일조선인
사회적 상황에 의해 재일본조선인연맹(在日本朝鮮人聯盟, 이하 조련)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
朝鮮人総聯合会, 이하 조총련)로 넘어간다.5) 1955년 조총련 설립 이후 북한은 1957년 4월부터 교육
원조비, 장학금 지원을 통해 신축교사 설립, 제반시설 확충을 통해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국
어강습소를 비롯한 기존 민족학급의 수가 감소했으며 민족교육의 주도권이 조선학교로 넘어간다. 그
3) 尹健次, 日本国民論─近代日本のアイテンティティ
゙
, 筑摩書房, 1997, p.296.
4) 金德龍, ｢朝鮮學校の戰後史｣ 1945ー1972 (중보개정판), 社會評論社, 2004, p.16.
5) 한국정부의 인가를 얻은 재일한국학교는 총 4개교(도쿄 한국학교, 오사카 건국학교, 오사카 금강학교, 교토국제학교)가 있다.
한국정부의 인가를 얻은 시기는 금강학교 1961년, 도쿄한국학교 1962년, 교토한국학교 1961년 중학교) 1965년 고등학교이다.
도쿄 한국학교는 ‘각종학교’로 분류되었으나 그 외 세 학교는 일본의 정규학교인 ‘일조교’ 인정받아 운영되고 있다. 주로 한
국 국적 및 일본 국적의 재일조선인 학생이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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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1959년 12월 북송사업이 시작되고 북한으로 귀국한 사람들에 의해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기 시
작하며 조총련의 영향력 약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동화정책, 재일조선인 2세대
중심의 사회재편과 가치관 변화와 같은 복합적 요인으로 민족교육의 열기가 줄어든다. 또한 1965년
한일협정 이후에는 재일조선인 법적 지위 책정을 근거로 조선인학교 규제, 동화교육 촉진 등 재일조
선인의 탈민족 경향이 보다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보다 가속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 일본문부성은 차관 통달을 내고 외국인학교법안을 제출하며 1948년 한신교육투쟁 이후 두
번째로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을 탄압했으며, 이러한 복합적 상황에서 1970년대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은
새로운 국면과 마주한다.

3. 일본사회의 구성원 재일조선인 그리고 민족교육
3.1 1970 80년대 민족교육의 전개와 실천
1970년대 접어들며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은 민족학급 기관수의 감소, 조총련계 조선학교의 주도권
획득, 가치관 변화에 따른 일본학교 진학률 증가 등 복합적 요인으로 민족교육의 진학률이 감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일조선인 사회는 민족교육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다. 그 중 가장 두
드러진 활동이 ‘본명 실천’ 운동이었다. 특히 그 대상을 민족학교에 다니는 재일조선인 뿐 아니라 ‘일
본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일조선인’으로 확대하여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당시 일본학교에
진학한 재일조선인의 수가 상당한 상황에서 대응 가능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려했던 재일조선인 사
회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일본의 교육내용 개선 요구, ‘일본인 자녀와 마찬가지’ 교
육(차관 통달)을 일관할 것이 아닌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도모하는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다.6)
또한 조선학교를 지키는 운동, ‘지침’제정을 위해 1971년 9월에는 오사카(大阪)에서 ‘생각하는 모임’
등을 조직해 재일조선인 자녀들을 일본학교와 사회에서 ‘조선인으로 키우는’ 교육7)운동 전개 등 민족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이처럼 1970년대에 접어들며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이 약화된 상황에서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민족
성 유지와 동화정책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고 한층 유연한 민족교육 전략을 모색했다.

3.2 1980년대 교육개혁과 1990년대 일본사회로
1970년대 이후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열기가 약화되며 조선학교를 제외한 민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북한에서는 1967년경부터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체계’로 전면에 대두되었
으며,8) 이에 따라 총련의 지도사상도 ‘사회주의적 애국사상’에서 주체사상･김일성 주의로 이행해갔
다.9) 반면 교육내용이 재일조선인 사회의 실상과 실생활로부터 괴리되어 있다는 판단도 있었기에 총

6)
7)
8)
9)

오자와 유사쿠(小澤有作)(저), 이충호(역), 재일조선인 교육의 역사 , 혜안, 1999, p.496.
위의 글, p.497.
和田春樹, 北朝鮮現代史 , 岩波書店, 2012.
朴慶植,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 三一書房,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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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은 1970년대 후반부터 교육 내용 개정을 시작했으며10) 이에 따라 1983 85년 교육과정 개혁을 추
진했다. 민족교육의 운영 역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일본어 수업 시간을 늘려 일본사회에
적응하고 일본사회의 상식과 지식을 체득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를 이전보다 더 배울 수 있도
록 했다.11) 즉, 민족교육의 방향성을 일본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
이다.
1980 90년대에는 일본학교로의 진학이 더욱 증가했으며 재일조선인들은 통명을 사용하며 자신이
재일조선인이란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선학교는 1990년대에 접어들며 민족교육의 교육방침을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동포 아이들의 실정을 한층 고려”하고 “민족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높
이기 위해, 일본어교육을 강화”하며 향후 일본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교육 내용을 지향했다. 이
와 더불어 재일조선인 사회가 먼저 일본사회에 다가서는 변화를 시작했다. 1992년 전국고등학교야구
연맹, 1993년 전국고등학교 체육연맹, 1994년 전국중등학교체육연맹에 조선학교의 가입이 인정되었고,
1994년에는 조선학교 학생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던 JR(일본철도) 통학정기권의 학생 할인이 인정되었
다. 1999년에는 조선학교 학생에게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검정 시험의 수험 자격이 부여
되었다.12) 즉, 1980년대의 교육과정 개혁과 1990년대 일본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교육개
혁을 통해 민족주의와 개인주의, 국가주의와 탈경계적인 공존을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커리큘럼 변화
를 보였다. 조선학교 학생들 역시 이중적 언어실천과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상황과 장소에 맞는 언어
와 태도, 정체성 관리의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재일조선인 사회는 1990년대 탈냉전, 탈분단, 탈경계의 시대정신 속에서 일본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와 연대하며 다양한 관점과 방식의 공생을 모색했다. 이러한 교육 커리큘럼 변화에 대한 재일조선인
사회 내부에서의 비판적 목소리와 민족교육의 본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존재했다. 그러나
1990년대 민족교육의 기조가 일본에서의 정주를 기본전제로 하고 3세대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 패러다임을 운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은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연동된 모습의 변화를 보
인다. 일본정부는 2005년 6월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관한 연구회(多文化共生の推進に関する研究会)’13)
를 설립한다. 2006년 3월 일본정부는 총무성의 제출 보고서를 기반으로 ‘다문화공생추진계획’을 추진
해 다문화공생추진시책의 종합적, 계획적 추진을 권고한다.14) 이러한 일본정부의 정책방향에서 재일
조선인 사회는 교육문제에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더 나아가 교육문제를 국적이 아닌 지구인(세
계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보다 디아스포라 사고를 보였다.
이와 같은 1970년대부터의 현재까지의 재일조선인 생태계 변화를 통해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변
천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 속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유연한 변화를
통해 지구촌 구성원으로써의 재일조선인의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10) 이타가키 류타(板垣竜太), 「조선학교 습격사건에서 민족교육의 권리와 레이시즘을 생각하다」,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 , 선
인, 2017, p.230.
11) 위와 같음.
12) 이타가키 류타(板垣竜太), 「조선학교 습격사건에서 민족교육의 권리와 레이시즘을 생각하다」,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 , 선
인, 2017, p.230.
13) 総務省, 「多文化共生の推進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地域における多文化共生の推進に向かって」, 2006.03.
14) 정미애, 「일본의 단일민족국가관에서 다문화공생으로의 인식변화와 다문화공생의 거버넌스」, 한국정치학회보 45(4), 한국
정치학회, pp.250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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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은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재일조선인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논제로 기능했다.
강한 정주의식에 기반했던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은 북송사업 이후 전환점을 맞이하였으며 조국 한반도
및 일본과 연동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1970년대에 접어든 이후 재일조선인 사회는 본명실천
운동과 같은 현실적 대안의 민족교육을 추진하고 사회의 명맥을 유지했다. 1980년대는 교육과정 개
편, 1990년대 탈냉전의 시대상황 속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위치, 2000년대 다문화공생 정책 속
변화까지 재일조선인들은 세계적 상황에 변화하고 조응하며 현재성을 구축한다. 이러한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혈통이나 국적, 이데올로기만으로 정의될 수 없는 공생사회의 가시
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적, 경계를 넘나들고 세계의 구성원으로서의 자리 잡은 재일조선인의 모습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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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민족음악과 재일디아스포라 음악
유영민 (동국대)

2014년 7월 20일,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에서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재일코리안 음악의 현
재>라는 제목으로 음악회가 열렸다. 언뜻 보면 한국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아리랑> 공연
중 하나쯤으로 여겨질 법도 했으나, 그런 예상은 기분 좋게 빗나간 음악회였다. 세 명의 보컬이 <아
리랑>을 노래하는 자리에서 판소리 창법과 북한의 보컬 창법이 한데 어우러지는가 하면, 남한의 전통
음악을 대표하는 판소리와 북한 민족음악의 대표 레퍼토리가 번갈아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남북한
음악이 같은 시공간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무대였으나, 이날의 음악회는 남북한 음
악 공연이라기보다 남북한의 경계를 뛰어넘는 재일코리안의 음악, 남북한의 음악을 탈영토화하고 재
영토화한 재일디아스포라 음악 공연이라는 점에서 훨씬 의미가 깊은 자리였다. 이날 무대에 오른 소
규모 앙상블은 거의 북한의 민족악기로 구성되었다. 연주자들 대부분이 총련 산하의 금강산가극단 단
원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상 북한의 민족음악을 언급하지 않고 재일디아스포라 음악을 논하기
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의 민족음악이 탄생한 배경과 일본으로의 탈영토화 과정, 그
리고 재일코리안 사회에서의 재영토화 과정을 추적하며 재일디아스포라 음악의 역동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북한의 음악 내셔널리즘
근대 서유럽과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제국주의를 향해가는 공격형･확장형 내셔널리즘이었다면, 서유
럽 열강과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양이었던 나라들의 ‘탈식민주의 내셔널리즘’은 방어형･분리형 내셔널
리즘의 양상을 보인다. 탈식민주의 학자인 아니아 룸바는 실질적인 식민지 시기를 끝낸 후에도 당시
의 트라우마는 지속적으로 살아남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탈식민주의 내셔널리즘’을 “식민통치 기간에
체계적으로 억압받고 몰살된 문화와 자아를 재현･창출･회복하는 투쟁”으로 규정한 바 있다.1) 탈식민
주의 내셔널리즘이 정치적 독립 이후에 급격히 성행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이른바
‘민족문화’의 탄생도 목격하게 된다. 이때 민족문화는 전통문화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다. 전통문화
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어 답습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전통문화는 전근대적이고 저속하다는 담
론이 식민통치 시기에 깊이 뿌리내려 탈식민주의 내셔널리즘을 주도하는 엘리트 지도자들이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전통문화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들은 민족문화가 식민지 시대에 움츠러들었던 민족적
자부심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식민통치를 했던 이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는 다소 모순적인 담론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그 결과, 인도 출신의 미국 정치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빠르타 짯데르지의 지적대로, 탈식민주의 내셔널리즘은 “근대적인” 민족문화의 탄생을 목표로 삼게
1) Ania Loomba, Colonialism/Postcolonialism, Routledge, 1998,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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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하지만 “근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적이지 않은” 민족문화여야 한다는 데에서 민족문화의
딜레마가 발생한다.2) ‘근대화’는 곧 ‘서구화’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탈식민주의 내셔널
리즘이 만들어내는 민족문화는 전통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며 서구화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
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출하게 된다. 일종의 “만들어진 전통”이라 할 수 있겠다.3)
북한에서 민족음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였다.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친
끝에 북한의 음악가들은 민족음악에서 탁성濁聲을 배제하고 서양음악과 같은 음체계를 갖추어야 한
다는 데 합의한다. 전통보다는 근대화･서구화에 방점을 찍은 것인데, 해방 직후부터‘근대적인 민족문
화’를 수차례 강조한 김일성 교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문화인들은 자기의 고유한 문화 가운데서 우수한 것은 계승하고 락후한 것은 극복하며 선진국가들
의 문화 가운데서 조선사람의 비위에 맞는 진보적인 것들을 섭취하여 우리의 민족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
켜야 할 것입니다.”4)

“락후한” 전통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탁성을 근간으로 하는 판소리였다. 김일성을 비롯하여 판소
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음악인들은 탁한 남도소리보다 맑은 서도소리를 선호했고, 결국 판소리는 북한
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리고 1960년 민족음악연구소의 설립과 함께 민족악기 제작을 본격
화한다. 민족악기는 서양음악의 평균율에 기반해야 했고, 탁성을 내지 않아야 했다. 이른바 악기‘개량’
사업이었다. 이때는 천리마운동이 진행되던 시기이자 주체사상이 윤곽을 드러내던 시기이기도 했다.
천리마운동이 수많은 혁명가요의 탄생을 부추겼다면, 주체사상은 민족음악의 창출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었다. 실제로 북한은 1960년대 초에 악기개량사업을 마무리한 후, 여기에서 탄생한 민족악기를 사
용하여 <초소의 봄> <보천보의 횃불> 등 민족음악의 대표 레퍼토리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1970년대
주체사상이 김일성 일인숭배로 변질되면서 북한은 <피바다> <꽃파는 처녀>를 필두로 혁명가극의 시
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동시에 민족음악의 전성기는 막을 내리고 만다.

북한 민족음악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북한에서 악기개량사업이 한창일 때, 일본에서는 총련의 북송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1959년부터 재
일조선인들이 북한에 정착하기 위해 몸을 실었던 귀국선은 일본과 북한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북한은 개량 중이던 여러 버전의 악기들을 포함하여 민족악기 일체와 새로 창작한 민족음악 악보를
매번 귀국선을 통해 재일조선인에게 보냈고, 심지어 북한의 음악가들까지 보내 귀국선 안에서 민족음
악을 가르치게 했다. 이때 귀국선 안에서 음악을 배운 사람들은 1955년 총련과 함께 결성된 재일조선
중앙예술단(현 금강산가극단) 단원들이었다. 이들은 귀국선에서 배운 음악을 민족학교로 가져가 음악
소조 학생들에게 전수했고, 이렇게 예술단과 민족학교는 북한 민족음악의 탈영토화를 주도하는 역할
을 담당했다.
2) Parth Chatterjee, The Nation and its Fragments: Colonial and Postcolonial Histo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 6.
3) Eric Hobsbawm & Terence Ranger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4) 김일성 저작집 2권 중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1946),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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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의 초기 정체성은 본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의 민족음
악은 재일조선인 스스로 북한의 경계를 넘으면서 가져온 것은 아니었으나, 본국과의 긴밀한 관계 속
에서 받아들인 만큼, 재일조선중앙예술단이 남한의 전통 악기나 서양 악기를 모두 버리고 북한의 민
족악기로만 구성된 관현악단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 <대음악
무용서사시>라는 대규모 프로파간다 공연까지 일본 무대에 올리며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공공연히
드러내던 재일조선중앙예술단은 1974년 평양 방문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1970년대 북한 음악의 중심은 혁명가극이었다. 1973년에 일본 순회공연을 치른 만수대예술단의 레
퍼토리도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였고, 1974년 재일조선중앙예술단이 평양에서 김일성의 제안에 따
라 전수받은 작품도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였다. 예술단은 김일성의 제안으로 ‘금강산가극단’으로
개명한 후 일본에서 <금강산의 노래>를 공연하게 되는데, 이는 금강산가극단이 새로운 고민에 직면하
는 계기가 되었다. 즉, 혁명가극을 계속해서 일본에서 공연을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금강산가극단의
정체성, 나아가 북한이 아닌 일본에서 살아가는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었고, 재일
디아스포라 음악의 미래에 관한 고민이었다. 결국 <금강산의 노래> 공연 이후 금강산가극단은 규모를
축소하고 조국의 음악을 기반으로 하되 재일조선인에게 맞는 음악 형태를 모색하게 된다.
금강산가극단과 민족학교가 선택한 음악은 북한에서 거의 자취를 감춘 1960년대의 민족음악이었다.
일본에서 대규모 프로파간다 공연이나 혁명가극을 매번 치러낼 여력이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앞서긴
했지만, 일본인 청중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했다. 30여 년 동안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조국 땅을 직
접 밟고 나서야 비로소 일본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
하자면, 재일조선인의 진정한 디아스포라 의식과 디아스포라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
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연구가 궤도에 오르던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디아스포라의 범주와
특징을 규정하는 일은 늘 연구의 중심 과제였다. 매번 디아스포라의 범주와 특징이 유동적으로 변화
하긴 했으나,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유효한 잣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회학자이자 디아스포라 연구
자인 로저스 브루베이커가 디아스포라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거론한 흩어짐(이산), 본국 지향성, 경
계의 지속성이 바로 그것이다.5) 흩어짐과 본국 지향성은 디아스포라 연구의 선구자인 윌리엄 사프란
부터 줄곧 강조되던 요소이나,6) 경계의 지속성은 디아스포라의 탈영토화･탈경계성과 다소 상반된 특
징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는 디아스포라의 탈영토화가 반드시 재영토화를 수반한다는 사
실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재영토화로 인해 만들어진 경계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지
속적인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브루베이커도 ‘경계의 지속성’과 ‘경계의 마모’
사이의 긴장을 언급하며, 경계의 지속성과 함께 그 반대의 흐름인 혼종성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디아스포라 연구의 한 획을 그은 문화인류학자 제임스 클리포드가 말한 “끊임없이 혼종화
되고 진행 중에 있으나 여전히 그곳에 있는 어떤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라 할 수 있다.7)

5) Rogers Brubaker, “The ’Diaspora’ Diaspora,” Ethnic and Racial Studies 28(1), 2005, p. 5 7.
6) William Safran,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1), 1991.
7) James Clifford, “Diasporas,” Cultural Anthropology 9(3), 1994, p.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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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디아스포라 음악의 역동성
북한의 민족음악을 근간으로 하는 재일조선인 음악이 ‘경계의 마모’를 경험하며 다시금 재영토화
과정을 겪게 된 계기는 1980년대 일본에서의 사물놀이 공연이었다. 1978년 서울에서 탄생한 사물놀
이는 1982년부터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고, 민단 중심의 재일한국인들은 김덕수 사물놀이를 초청하여
여러 차례 워크숍을 개최했다. 민단이 주최한 워크숍이었지만 금강산가극단의 젊은 단원들도 참여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젊은 재일조선인들은 또 다른 조국의 음악을 만나게 된다. 한국 음악도 북한
음악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워크숍에 참여했던 이들은 남북한 음악의 뚜렷한 차이를 목격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워크숍에서 사물놀이를 배운 가극단의 젊은 단원들은 민족학교 학생들
에게 사물놀이를 가르치면서 서서히 사물놀이의 저변을 확대해갔다. 급기야 1990년 후반에는 재일조
선인 학생예술경연대회에 타악소조 부문이 신설되어 학교별로 타악합주를 겨루게 되었고, 금강산가극
단의 젊은 연주자들은 원로 음악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물놀이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사실 사물놀이와 같은 타악합주 사운드는 남북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가극
단이 사물놀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좌식 연주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남한의 전통음악 공연은
연주자들이 바닥에 앉는 것이 여전히 일반적인 반면, 북한은 좌식 연주 방식을 일찌감치 없앴기 때문
에 연주 방식만으로도 남쪽의 색채가 진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재일조선인 사회는
이미 3세대, 4세대가 부상하는 시기였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일본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재일조
선인들의 관심도 자연스레 한국으로 향할 때였다. 또한, 일본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진입하면
서 다양한 ‘에스닉’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때였다. 민족학교의 민족음악 소조들은 일본 기관이
주최하는 크고 작은 이벤트에 초청을 받기 시작했고, 이들의 음악은 북한의 음악도 남한의 음악도 아
닌, ‘에스닉’ 음악의 하나로 받아들여졌다. 금강산가극단 공연도 일본 청중에게는 ‘에스닉’ 음악의 하
나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북한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공연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일본의 극우
세력일 뿐이다. 2000년 이후에는 6･15 공동선언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드라마 주제곡까지 금강산
가극단과 민족학교 합주단 레퍼토리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문화인류학자 로빈 코헨은 아프리칸 디아
스포라의 풍성한 음악적 성과를 거론하며, 디아스포라가 겪은 역경과 트라우마보다 디아스포라 문화
의 역동성과 창의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임을 강조한다.8) 재일디아스포라는 형성 시기부터 전문
적인 공연단체와 음악교육체계를 갖추어 꾸준하게 음악 활동을 벌여왔고 역사적인 전환점마다 적극적
으로 변화를 모색하며 오늘에 이른 만큼, 앞으로도 풍성한 음악적 성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서두에 소개한 음악회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재일코리안 음악의 현재>에서 장구 연주자 두
명이 무대에 올랐다. 의자에 앉은 연주자는 1980년대 사물놀이를 목격한 후 재일조선인 사회에 사물
놀이를 전파한 금강산가극단 단원 하영수였고, 바닥에 앉은 연주자는 당시 사물놀이 공연을 보고 아
예 한국으로 건너와 이광수 명인에게 사물놀이를 배운 이창섭이었다. 현재 두 연주자 모두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가야금, 해금, 단소는 모두 북한의 민족악기였고, 여기에 기타와 바이올린도
어우러졌다. 판소리가 울려 퍼졌고, 가야금 독주로 <초소의 봄>이 연주되었다. 판소리는 남쪽, <초소
의 봄>은 북쪽이라는 낙인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무대, 제목 그대로 ‘재일코리안 음악의 현재’를 그대
로 재현한 무대였다.
8) 로빈 코헨/유영민 역, 글로벌 디아스포라 , 민속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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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城日報 の製作映画 ＜死の輝き＞(1922)を中心に
任ダハム (高麗大グローバル日本研究院)

1. はじめに
植民地期の朝鮮で発行されていた朝鮮総督府(以下「総督府」)の機関紙 京城日報 (1906∼1945)は、植民
政策の宣伝メディアとしての役割を担っていた。注目すべきことは、 京城日報 がその役割を果たす際におい
て、紙面の記事を通してだけではなく、展覧会や講演会、映画上映会、野球大会などの文化・芸術・スポーツ
方面のイベントを主催することによっても、植民地朝鮮に居住していた内鮮人の啓蒙と教化を図ったということ
である。吉見俊哉は新聞社や放送局など、企業としてのマス・メディアによって企画・演出される、このような文
化行事を「メディア・イベント」と規定し、大正期から本格化した近代日本のメディアのイベント事業が、帝国日
本の国家戦略に大衆の意識を動員させるプロパガンダの装置として機能していたと指摘している1)。 京城日
報 の主催で活発に行われた様々なメディア・イベントも、やはり総督府の支配政策をバックアップする宣伝手
段として企画されたといえる。
特に 京城日報 は、「映画」というメディアが持つ宣伝力を利用したメディア・イベントを通して、朝鮮に対す
る施政方針を普及しようとした。すでに 1910 年代から 京城日報 は、「読者慰安会」という名目で総督府が製
作したプロパガンダ映画の全国巡回上映を行っていたが、1920 年代前半からは直接劇映画の製作にも関
わっていた。5000 号の記念事業の一環として製作され、読者慰安会で公開された＜愛の極み＞(1921)と
＜死の輝き＞(1922)は、 京城日報 によって作られた劇映画である。＜愛の極み＞が朝鮮人女性と日本人
男性の恋愛を通して、「内鮮融和」を宣伝したメロドラマであったのに比べて2)、＜死の輝き＞は朝鮮の大邱中
学校の教諭・豊田一良の殉職事件(1922 年 7 月 28 日)に基づいた教育映画であった。
1920 年代初頭を前後にして日本では、溺れた生徒を助け、その身代わりとなった小学校教師・松本虎雄の
殉職事件(1919 年 11 月 20 日)と、新任女性教師・小野さつきの殉職事件(1922 年 7 月 7 日)が新聞や雑誌
などで大きく扱われていた。特に小野の場合には、彼女を主役とした美談の物語が、メディアにおける報道に
とどまらず、追悼講演会の開催、映画化、唱歌化など、数多くの活動を生み出すほどの大きな衝撃を社会に
与え、その物語に多くの人々の関心を動員することになった3)。言い換えれば、ある教師の「殉職」という事件
がメディアの演出によって、まさに「メディア・イベント」と化していっ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状況であったの
である。
このように、日本で大きな社会的反響を呼んだ小野教師の殉職は、メディアの報道を通して植民地朝鮮に
まで知られていた。それで、ほぼ同じ時期である 1922 年 7 月 28 日に、朝鮮の大邱で発生した豊田の殉職
1) 吉見俊哉「メディア・イベント概念の諸相」、津金澤聰廣(編) 近代日本のメディア・イベント 、同文舘、1996年, pp.8∼9.
2) 京城日報 製作映画および映画＜愛の極み＞の詳細については、金廷珉の論考(2012)を参照されたい。
3) 岩田一正「殉職によって表象される教師の心性――1920年代初頭の教師文化の一断面」 東京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40巻、2001年、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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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小野の殉職とともにメディアの注目を集めた。したがって、教育映画＜死の輝き＞は、 京城日報 が小野
の殉職事件とその反響を意識して製作した映画であったのである。
しかしながら、映画＜死の輝き＞は、公開の直前に豊田教諭の殉職の真偽をめぐる論争に巻き込まれるこ
とになる。植民地朝鮮の他の日本語新聞から、「豊田教諭の死は殉職ではなく単なる溺死である」4)という報道
が出たためである。
本発表では、1922 年に 京城日報 が製作した映画＜死の輝き＞に初めて注目し、この映画の製作背景
から、映画の公開直前に起こった捏造騒動にいたるまでの経緯を、当時の 京城日報 の記事を中心に辿っ
てみる。それによって、総督府の機関紙 京城日報 が、植民地朝鮮において教師の「殉職」を「メディア・イベ
ント」と化することで宣伝しようとしたものは何かについて考察することにしたい。

2. 映画 死の輝き の製作背景
2.1 内地日本における「殉職映画」のブーム
在朝鮮日本人教諭・豊田一良の殉職事件が生じたのは、1922 年 7 月 28 日のことであった。朝鮮の大邱
地方の中学校で教鞭を取っていた豊田が、生徒を救おうとして溺死したこの事件は、早速崇高な「教育美談」
として 京城日報 社による映画化が進められた。その製作意図については、 京城日報 に載せられた次の記
事から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
大邱中学校教諭豊田一良氏の殉職事件は宮城県下に起こった小野女訓導の殉職と同じく全く犠牲的精神の発
露であつて其の壮烈なる最期は満天下を感激せしめたのであつた。本社は之を教育界の美談として永久に光輝
あらしめ且其英霊を慰める為め此の殉職事件を活動写真に撮影した5)。

引用の記事でも分かるように、映画<死の輝き>の製作は、豊田の殉職事件のわずか 3 週間ほど前である
7 月 7 日に、日本で起こった小野教師の殉職事件とその社会的反響を強く意識した企画であった。小野教師
の殉職以前にも、1919 年に東京で生じた松本虎雄教師の殉職が映画化(<噫松本訓導> 1920 年、国活製
作)されたことはあったが、小野教師の事件ほどの話題性はなかった。小野教師の殉職は、新聞および少女雑
誌、 婦人雑誌などの活字メディアだけではなく 、 松竹(< 噫小野訓導> 1922 年) 、 日活(< 殉職美談女訓
導>1922 年)などの映画製作会社によって映画化も活発に行われて、全国各地で上映された。さらに、小野の
殉職事件は演劇化、演歌化、琵琶歌化もされていた6)。
岩田一正は、このように小野の殉職がまさに「国民的メディア・イベント」と化した背景には、もちろん小野が
「若い女性教師」であったことも大きく関わっていたが、それ以外にも「学制頒布 50 周年に当たる 1922 年に
その殉職が生じたという点がある」7)と指摘している。日本最初の近代的学校制度を定めた教育法令が公布さ

4)
5)
6)
7)

「豊田教諭の殉職は事実だ」( 京城日報 1922年9月16日付)
同上。
岩田、p.196.
岩田、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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れた 1872 年から 50 周年を迎えた 1922 年、日本では 50 周年記念祝典が盛大に催されていた。学制頒布以
降、過去 50 年間の教育の事績が称揚される過程において、殉職教師の存在もメディアを通じて「国家におけ
る教育機能の無比性、教師の役割の重要性を立証するもの」として記述されたが、その象徴的存在になった
のが他ならぬ 1922 年に殉職した「小野さつき」であったのである。

2.2

新朝鮮教育令の発布

それならば、同じく1922年に植民地朝鮮で起こった豊田の殉職事件は、いかなる文脈において語られてい
たのか。それを探るためには、1922年の朝鮮では「新朝鮮教育令(以下「新教育令」)」が発布されていたという
事実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1911年に日本によって制定された「朝鮮教育令」(第一次)は、三回に渡って
(1922年、1938年、1943年)改正された。1922年に発布された新教育令(第二次朝鮮教育令)は、朝鮮総督・齋
藤實が「内地延長主義」に基づいて、日本と同一な教育制度を朝鮮に導入しようとした結果誕生した新しい教
育令であった。
新教育令の学校制度において最も注目すべき点は、師範学校の設立と運営であった8)。それまで朝鮮に
は専門的な教員養成機関が存在していなかったが、1922年の新教育令が施行されてからは、師範学校の運
営は総督府の管理下に置かれることになる。総督府は、 京城日報 紙面に「師範学校規定要領」を発表し、
師範学校設立の趣旨を次のように説明している。
要するに朝鮮には最近まで師範教員の制度なく単に中学校、高等普通学校又は女子高等普通学校に臨時教員
養成所又は師範科を附設して臨時的に教員を養成し来りたるのみなるが学校の増設又は修業年限の延長等に
依りて今後は一層完全なる教員を多数に要する事となる最早従来の臨時施設にては不十分なるを以て内地と同
等以上の教員の養成を急務とすると共に朝鮮教育には自ら朝鮮教育の真精神を体得せる教員を養成せざるべ
からさる気運に向ひし際本制度の樹立せられしは朝鮮教育の前途に多大の福音を齎すものにたることを予想せ
しむるに至れり9)

このように、1922年の植民地朝鮮では、新教育令の施行とともに、政府の管轄下で師範学校が増設され、
本格的に教師が育成されるようになった。したがって、教師の職業倫理や教師に対する一般的認識も再構築
される必要があった。言い換えれば、総督府は植民地朝鮮における新しい教育制度に合わせた「理想的な教
師像」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である。
その時期に、日本で起こった小野教師の殉職と、それを「メディア・イベント」化した内地メディアの動きに、
総督府の機関紙 京城日報 は注目したわけである。 京城日報 は、豊田教諭の殉職を「犠牲的精神の発
露」である「教育界の美談」として称揚し、彼の殉職を小野の場合のように映画化を始めとするメディア・イベン
ト化することで、国民教育に関わる「理想的な教師像」を具現化しようとしたといえよう。

8) カン・ミョンスク「日帝時代学校制度の体系化――第二次朝鮮教育令改正を中心に」 韓国教育史学 第32巻第1号、2010年、
p.18.
9) 柴田学務局長「新朝鮮教育令に就て(一)」( 京城日報 1922年2月8日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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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殉職」の真偽をめぐる捏造騒動
豊田教諭の殉職事件をもとにして 京城日報 が製作した映画 死の輝き は、新教育令の発布という時代
的背景から生まれた、総督府の「宣伝映画」であった。それで、映画撮影の際には、総督府学務局はもちろ
ん、慶尚北道庁、大邱・馬山(マサン)府庁の後援を受け、約一万人の人員を動員するなど、大掛かりな作品で
あった10)。撮影は順調に進められて、1922 年 9 月 9 日には 京城日報 紙面に映画のスチル写真(【図 1】)と
ともにその梗概が紹介されて、9 月 21 日からは馬山を皮切りに朝鮮全国で巡回上映される予定であった
(【図 2】参照)。

【図1】 映画＜死の輝き＞のスチル写真

【図2】 「読者慰安巡回活動写真上映プログラム」

( 京城日報 1922年9月9日付)

( 京城日報 1922年9月27日付)

ところで、映画公開の直前である 9 月 12 日付 京城日々新聞 及びその翌日の 朝鮮新聞 に、「豊田教諭の
死は殉職ではなく単なる溺死であるという噂がある」とする目撃談をもとにした記事が出された11)。つまり、普通
の溺死を「殉職」に「でっちあげた」という、いわば「やらせ疑惑」が浮上したのである。この疑惑に対して、早速
9 月 15 日に総督府学務局から 京城日報 の紙面を通して「豊田教諭の殉職は事実だ」12)という真相が発表
された。 京城日報 も記者二人を現地に派遣し、9 月 24 日付一面を費やして、溺れた生徒や目撃者のインタ
ビューを載せ、「噂は矢張り噂であつた」13)と、その死が殉職であることを弁じ、映画製作を正当化した14)。
10) 「第三回愛読者慰安巡回活動写真 いよいよ二十一日より」( 京城日報 1922年9月21日付)
11) 「豊田教諭殉職の真相」( 京城日報 1922年9月24日付)。植民地朝鮮で発行されていた日本語新聞 京城日々新聞 と 朝鮮新
聞 の1922年分は現存しないため、 京城日報 の記事からその内容を把握するしかない。
12) 「豊田教諭の殉職は事実だ」( 京城日報 1922年9月16日付)
13) 「豊田教諭殉職の真相」( 京城日報 1922年9月24日付)

280

そのなかで、9 月 21 日に映画 死の輝き は公開され、10 月 30 日まで全国巡回上映された。金廷珉は、こ
の映画が企画段階では朝鮮・日本両民族を観客としていたが、「主な観客を日本人に絞った小規模な行事に
縮小されている」とし、その原因を映画製作についての醜聞騒ぎから探している15)。だが、 京城日報 の朝鮮
語版新聞 毎日申報 の 1922 年 10 月 28 日付の紙面には、10 月 24 日に朝鮮・鎭南浦にて開かれた読者慰
安会で映画＜死の光輝(사의광휘)＞が上映され、朝鮮人観客が涙を流したという記事が載せられていて、こ
の映画が日本人観客のみならず、朝鮮人観客にも公開されていたことが分かる(【図 3】参照)。

【図3】

毎日申報

1922年10月28日付

とはいえ、結果的には、植民地朝鮮において豊田教諭の「殉職」は小野のように「国民的メディア・イベント」
化されるには至らなかった。映画 死の輝き は、 京城日報 が製作した最初の劇映画＜愛の極み＞に比べ
ると、あまり話題を集めることもなかった。朝鮮語新聞 東亜日報 にも、映画に対する記事は見当たらず、9 月
23 日付の紙面に豊田の遺族のための慰労金を募集するという短い記事が載せられただけである。

4. むすびに代えて
本発表では、1922年に 京城日報 が製作した教育映画＜死の輝き＞の製作背景と、この映画をめぐる捏
造騒動の経緯を、当時の新聞記事を手掛かりに辿ってみた。1922年、日本と植民地朝鮮において、ほぼ同時
期に起こった二人の教師の「殉職」が、各メディアによっていかに表象されたかを探る過程で、1922年が日本
と朝鮮の教育制度における一つの転換期であったことが確認できた。
すなわち、日本では学制頒布50周年を迎え、それまでの教育の事績を称揚する象徴的な存在として教師
の「殉職」が語られていた。一方に植民地朝鮮では、新教育令の公布による本格的な師範学校の出現ととも

14) 同上。金廷珉「1920年代前半における 京城日報 製作映画に関する研究―― 愛の極み を中心に」
ション研究 80号、2012年、p.178.
15) 金廷珉、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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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ス・コミュニケー

に、新しい「教師像」の提示が必要とされていた。そのため、 京城日報 は豊田教諭の「殉職」を「メディア・イ
ベント」として企画することで、国民教育のために務める献身的な教師像を流布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
映画＜死の輝き＞の興行失敗以降、 京城日報 が直接映画製作に関わることはなくなったが、それ以降
にも 京城日報 は、各種のメデイア・イベントを通じて、総督府政策の宣伝活動に努めた。植民地期全般にわ
たって 京城日報 が主導した様々なメディア・イベントの詳細についてはまだ研究があまり進んでいない状況
であるため、その全貌を探る作業は今後の課題にしたい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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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湾日日新報 における横光利一関連文章の特徴
しゃ

けいてい

謝 惠貞* (文藻外語大学副教授)
16)

発表要旨
二〇〇六年 台湾日日新報 (以下は 台日 と略す)のデーターベースは筆者の横光利一研究に多大な恩
恵をもたらした。本発表は、それによる三つの成果を紹介し、新たな課題を提起し、論じたい。
一つ目は、 定本横光利一全集 未収録随筆「台湾の記憶」( 台日 一九散八年五月一日)の発見である。
横光利一と戦前台湾との関連を調査していた際に、 台日 のデーターベースを利用し図らずも日本本土の
日本文学研究では未発見となっていた「台湾の記憶」を見出し、それを「 定本横光利一全集 未収録随筆
「台湾の記憶」その他― 台湾日日新報 における横光利一」( 横光利一研究

第一一号、二〇一三．三)に

まとめることができた。
二つ目は、この「台湾の記憶」によって、「天使」(初出 京城日報 一九三五年二月二八日～七月六日、同
年三月一日より 台湾日日新報 と 名古屋新聞 にも掲載) など、新聞小説が「分割発表」されていたことが分
り、それが、小説の展開の仕方に影響を与えたものと考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である。
三つ目は、 台日 における横光関連文章の整理を通して、全集収録や「内地」メディア掲載文との異同を
研究することができた点である。たとえば、横光の「文学の科学性其他」( 台日 一九三二年六月二四日)は、
「新しい心理小説」と「純粋文学」に言及した資料として重要な「心理主義文学と科学」( 文学時代 一九三一
年六月)の内容に加筆し再構成したものである。これが一九三〇年代純文学のあり方に一石を投じた横光の
「純粋小説論」( 改造 一九三五年四月)発表以前、すなわち「純粋小説論」の発表と「天使」の連載に先立っ
て 台日 に掲載された点は大いに注目される。
小稿は、上記の成果を踏まえて、次の三点について更なる分析をしたい。

1. 台湾日日新報 における在台日本人評論家
一つ目の成果をまとめた論文で指摘した通り、 台日 に掲載された横光利一関係文章には以下がある。
①衣笠貞之助「「新感覺派映画聯盟」の決起声明」(一九二六年七月一日日刊六面)
②編集部「「狂った一頁」の上演」(一九二六年一○月六日日刊六面)
③紺野淑藻郎「文学の展開性と新感覚派文学」(一九二八年一月一三日日刊六面)
④橫光利一「女・女・女」(一九三○年一○月二二日夕刊第三面)
⑤横光利一「文学の科学性其他」(一九三二年六月二四日日刊六面)
* 日台比較文学、日本語文学専攻(katieshie1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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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唐木順三「文藝時評(一)江間道助氏の 橫光利一論 ―理路整然たる名評」

(一九三四年七月一○日

日刊六面)
⑦北川原幸朋「一九三四年の文壇を回顧する― 紋章 その他」(一九三四年一二月一四日日刊第六面)
⑧編集部「本紙朝刊を飾る／次の小説豫吿／「天使」／橫光利一氏作／宮田重雄氏畫」(一九三五年二月
二一日日刊第七面)
⑨横光利一「作者の言葉」(同右)
⑩菊池寛「菊池寛談」(同右)
⑪横光利一「天使」(一)～(一二八)(一九三五年三月一日～七月七日、日刊第四か六面)
⑫詩村映二「橫光利一氏の「天使」を讀む」(一九三五年一一月一六日日刊第七面)
⑬編集部「文壇早耳／橫光利一氏のカンフル注射」(一九三五年三月一二日日刊第七面)
⑭江口渙「純粋小説と通俗小説(上)」(一九三五年五月三一日、日刊第四面)
⑮江口渙「純粋小説と通俗小説(下)」(一九三五年六月五日、日刊第六面)
⑯横光利一「最近の感想」(一九三六年一二月一一日日刊第四面)
⑰横光利一「台湾の記憶」(一九三八年五月一日日刊第九面)
⑱広告「橫光利一氏〈覚書〉刊行」(一九三五年六月一九日日刊第一○面)
⑲広告「寢園(橫光利一著)」(一九三九年六月二四日日刊第四面)
⑳横光利一「月夜(橫光利一著作)」(一九三九年九月一二日日刊第六面)
編集部「台湾の文学運動は まだ団結が足らぬ 文学者大会 台湾四代表交交語る」(一九四三年八月二
七日夕刊第二面)
以上の関連文章の特徴として何点か挙げられる。まず、横路啓子氏1)が「 台湾日日新報 「文芸」欄(一九
二六 三五)の役目―プロレタリア文学をめぐって」で指摘した通り、1930年以降の文芸欄は「評論の時代」だ
が、在台日本人によるものが少なく、日本本土の作家からの転載が多い。たとえば、衣笠貞之助、菊池寛、唐
木順三、北川原幸朋がそれに当たる。ところが、紺谷淑藻郎や詩村映二は、どうも台湾在住、または 台日 関
連の人物だと推測できる。
紺谷淑藻郎については、星名宏修「「海外進出」とは何だったのか 紺谷淑藻郎「海口印象記」を読む」(陳
建忠主編 跨国的殖民記憶与冷戦経験 台湾文学的比較文学研究 、二○一一)によれば、「海口印象記」と
いう作品は彼が戦時下の台湾文芸誌 台湾文学 (一巻二号、一九四一.九)に発表したもので、在台日本人作
家の一人である。 台日 のDBにかけてみると、5つの評論がある。
また、詩村映二は、 台日 のDBにかけてみると、九つの評論があり、戦後一九五八年出版した 詩村映二
遺稿集 がある。戦前台湾唯一のモダニズム詩結社の中心メンバー楊熾昌(水蔭萍)によると、同じ名前の人物
は、神戸(播磨)の詩人で、同じく内地の 詩学 九号(ボン書店、昭和一一年二月)に詩が掲載されたこともあ
る。同一人物かどうかの確認は、今後の課題としたい。

1) 横路啓子「 台湾日日新報 「文芸」欄(一九二六 三五)の役目―プロレタリア文学をめぐって」( 天理台湾学報 一九号、天理台
湾学会)、二〇一〇年九月、四一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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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横光「文学の科学性其他」と初出の異同
二つ目の特徴として、上記の⑪の小説「天使」の連載以外で、横光による文章は四つあり、⑰書き下ろしの
「台湾の記憶」のほかは転載ではあるが、④⑯は句読点、改行や省略のみ異同がある。唯一加筆や書き換え
がされたのは、⑤「文学の科学性其他」である。
では、いったいその異同は、どういった意味を持つのだろうか。
この⑤「文学の科学性其他」は、「心理主義文学と科学」( 文学時代 一九三一年六月)の内容に加筆し再
構成したものである。全集所収のものとの異同を明らかにするため、書き足した部分のみ下線を引き、以下の
ように翻刻しておく。
今日はさまざまの文学が対立してゐることは曾てなかつた状態である。或は新浪漫主義文学或は新心理主義文
学とかいつたやうなものが流行してゐる。一方にプロレタリア文学と既成芸術との対立があつて、ここに純粋文学
のことが云々されてゐる。この文学の純粋性について考へて見る。作中展開される運命が適確な認識のもとに、
当然さう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組立てをもつてがつちりと必然性のままに進行する。その真実性のある文学をアン
ドレ・ジイドは純粋文学と云つた、純粋文学と云ふ言葉の出初めたのはそのときからだから、純文学と純粋文学と
は違ふわけである。(攻略)

この転載を分析すると、初出の「心理主義文学と科学」の中にある「純粋文学」という最後の項目が冒頭に
移され、さらに原文にはない下線部の文章が書き足された。日本文学史において、一般的には横光の「機械」
など新心理主義時代の作品を、一九三五年「純粋小説論」をベースにした作品とは区別して論じる。ところが、
台日 転載時の書き足しに注目すると、「文学の科学性其他」では、すでに「純粋文学」の構想が併記されて
いる。
転載は初出の一年後の一九三二年六月二四日であり、「天使」(一九三五年三月1日～七月七日)とその理
論基礎となる「純粋小説論」(一九三五年4月)により発表時期が近い。このことを受けて、初出に加筆してから
転載された事の意味を推知できよう。

3. 台湾「純粋小説論」論争の余波
冒頭に紹介した三つ目の成果においては、 台日 での「天使」の連載中、日本文壇に一石を投じた横光の
「純粋小説論」が発表されたことが確認できた。それに関連して、直接 台日 を利用した研究成果ではない
が、筆者は「日本統治期における台湾の「純粋小説論」論争──横光利一の理論の楊逵による引用(原文中
国語)」(林金龍、黎活仁、楊宗翰主編 閱讀楊逵 二○一三)で、別の新聞 台湾新聞 紙上の「純粋小説論」
論争が引き起こされていたことを発見した。
注目すべきなのは、この論争の中心人物の楊逵は、台湾のプロレタリア文学の大御所で、おそらくは植民
地日本語文学の「後進」性により、同時期に文芸大衆化と大衆文学との競合を考える際に、内地作家横光の
文芸論と「天使」による実践を吸収しつつ、プロ文学におけるリアリズム革新に啓発を受けていたと推測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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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とである。
言い換えれば、台湾では、芸術派(モダニズム作家)と見なされる横光は、プロ文学者の楊逵によっても受容
されていたのである。
台日 における横光利一関連文章のもう一つの特徴として、研究を展開する方向として、プロ文学との関
連で論じられているところは研究に値する。例えば、前掲した横路論文にある「第三表1926年〜1935年 台湾
日日新報 「文芸」欄のプロレタリア文学関連の文章」と引き合わせてみれば、③紺野淑藻郎「文学の展開性と
新感覚派文学」(横路四八頁)、⑭⑮江口渙「純粋小説と通俗小説(上)(下)」(横路、五四頁)は重複している。
今後、交差的な検証が新たな発見につながると思う。
また、日本統治期の 台南新報 も最近データーベース化され、さらに旧台湾総督府図書館の台湾図書館
が館内所蔵の当時の図書・雑誌を横断全文検索システムなども続々と構築されている。複数のデーターベー
スを駆使して、 台日 だけで解明できない、紺野淑藻郎や詩村映二の詳細、または台湾の「純粋小説論争」
論争の余波についての解明も今後可能になる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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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画都市釜山の前史
― 日本語新聞 釜山日報 を中心に ―

梁仁實 (岩手大学人文社会科学部)

1．はじめに
毎年の10月、釜山では釜山国際映画祭が行われ、世界各地から多くの映画人が訪れている。とりわけ2019
年は韓国映画100周年を記念し、この映画祭はさらなるイベントで盛り上がっていた。釜山はいつからか「映画
都市」という別名で呼ばれるようにもなっている。
こういう釜山という都市と映画との関係を考えていくと、「映画都市」という呼び方にふさわしい釜山の風景は
植民地期から始まる。朝鮮映画史で重要な軌跡を残した映画人や映画 アリラン にかかわった人々の活動や
履歴をみると釜山で演技をし、映画を製作していたのである。
本発表では釜山という都市で植民地期に発行されていた 釜山日報 の映画関連記事を中心に釜山で行
われた映画活動の一面を探ってみる。そのために本研究では、植民地都市釜山と 釜山日報 の特徴に注目
したあと映画関連記事を取り出し、ここから読み取れる釜山の在朝日本人の姿をみていくことにしたい。

2．植民地都市・釜山と 釜山日報
19世紀末からすでに帝国日本の大陸進出の玄関口として認識されていた釜山には1910年当時2万人
を超える日本人が在住していた。1912年朝鮮総督府が発行した 朝鮮総督府統計年報 によると、1910
年当時の京城の日本人人口が38,397人、釜山は24,936人、仁川が11,126人の順であった。釜山は人口の
面からみると植民地朝鮮において、京城につぐ第二の都市になっていた。
しかし、伝統的に都市の形が形成されていて、その上に植民地都市としての姿が加えられた京城と異なり、
釜山は植民地支配がはじまるとともに日本人街が中心となって形成された、植民地支配が生み出した都市で
あった(橋谷弘 帝国日本と植民地都市 2004、吉川弘文館)。
ところで釜山では日本語で発行されている新聞のうちもっとも大きな発行部数をもっていたのが 釜山日報
であった。 釜山日報 は1907年10月から発行されており、1941年6月以降は同地域にあった 朝鮮時報 や馬
山の 南鮮日報 をも統合した形で1945年8月まで発行された。本研究がこの新聞に注目するのは1920年代
半ばから小さい規模ではあるが、「キネマ」欄や「映画界」から始まった映画関連記事がほかの欄にも登場する
ことになったことである。さらに 釜山日報 の映画関連記事は紙面の最下段に位置づけられた「映画界」の記
事から紙面の半ばにある「家庭と趣味」欄にまで登場することになった( 釜山日報 1927年10月25日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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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釜山日報 の映画ジャーナリズム
このように 釜山日報 の映画関連記事を追っていくと、釜山の在朝日本人界において映画の役割が変化し
ていたともいえる。さらに、映画の産業的側面についても同紙は以下のように述べている(「映画茶話」

釜山

日報 1927年12月2日付)。
映画は1896年ジョージ・イーストマン氏とタマス・エッチインス氏に依って発明せられた。米国では目下大工
業の一とのこと。今日米国では2万の映画常設館がある。毎週映画を見にゆく老若男女は実に一億に及ぶと。
世界で製作される映画の八十七パーセントは米国との由。十二ヶ月即ち一ヶ年を通じて上る映画観覧料の収
益は驚く勿れ十一億圜以上。全米の映画常設館の収容人口は八百万人(引用者註：旧がな使いは改めた)
ここでは映画を「大工業」の一つとして捉え、収益を上げ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しており、映画の興行面にも注
目しはじめていることがうかがえる。さらに、 釜山日報 では1928年12月に映画研究団体が作られた、との記
事( 釜山日報

1928年12月5日付)が掲載され、見る側にも焦点を当てている。さらに、釜山では第7小学校

にて小学生を対象とする映画教育が行われるが、これは朝鮮初の試みであった( 釜山日報

1932年10月5

日付)。
また 釜山日報 は1920年代末から釜山市内の各映画館封切り映画情報や釜山出身の俳優関連記事、さ
らには釜山近隣の地域で上映される映画の情報も載せるなど映画関連記事の内容も拡大していた。ここでは
映画検閲や取締関連記事、他地域の映画上映関連記事から内地日本の映画動向をうかがうものまで掲載さ
れた。

4．終わりに
本発表は 釜山日報 の映画関連記事を取り出し、そこから読み取れる在朝日本人の映画観、さらには映
画都市釜山の前史を再構成してみ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映画を見る、映画を撮る、映画を上映する、人々に
ついての情報は植民地朝鮮においても京城が中心となっており、地域新聞は各地域で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
いた。しかし、植民地支配層の要求によって作られた釜山でこうした映画関連情報を手にするのができたのも
在朝日本人が中心となっていた。京城の映画界が朝鮮人資本と日本人資本に分けられる、あるいは資本主
義の利益関係によってエスニックな境界線が崩れていたことを考えると、釜山の事例は京城とも異なるもので
あったかもし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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植民地期の口演童話
― 京城日報 の記事を中心に ―

李 賢珍 (高麗大)

一、はじめに
1910年代の朝鮮半島は児童に対する認識が定着していなかったために、児童文芸物なるもののつぼみを
咲かせ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1)ですから1910年代に朝鮮半島における日本児童作家たちの活動は相当な意
味を持つ。
京城日報 は1910年代から在朝日本人の読者の底辺拡大のため児童の読み物として童話を利用する動
きを見せた。2)
巖谷小波を含め、久留島武彦と大井冷光の朝鮮訪問を機に口演を依頼し、口演童話会を開いて評判を得
た京城日報社は1918年5月5日に「お伽噺の会」を開催、龍山涙光を講師に立てて、5月から12月まで「京城
日報巡回お伽講演会」を実施した。それによって始まった朝鮮における日本人の口演童話活動は、三･一独
立運動が勃発した1919年以後途切れてしまうが、この当時の口演童話がどのような様相を見せているか、見
てみる必要性が提起されると言えよう。
したがって、本発表では在朝日本人の作家として活動した龍山涙光のどのような童話が 京城日報 に掲載
されたか、その口演童話の様相を考察することにしよう。

二、「少佐の愛馬」と忠義
1918年5月5日、<京日紙上お伽講演>という欄に掲載された龍山涙光の初口演童話は「少佐の愛馬」で
あった。そのお伽講演の内容を見てみよう。
寝坊の武士さんは桃の節句の日曜日に妹と友達をたくさんつれてお伽会に行った。友達がぞろぞろ集まっ
て来て、みんな二階の大広間に飾られた武者人形の前でお菓子や林檎など頂いている間にお伽噺の先生が
見えた。先生はテーブルの前に立ってにっこりそしてエヘンと一つせきばらいをして「少佐の愛馬」というお話
を始めた。次はその話の引用文である。
今から十四年前我日本の国は東洋の平和を保護するために露国と戦争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になつて戦ひの
火蓋は切つて放されました、(中略)我伊藤砲兵少佐は愛馬の漣に打またがり先頭第一に立つて砲煙彈雨に間を
1) 金成姸 「久留島武彦の朝鮮口演 その一」 九大日文 (通号 10) 九州大学日本語文学会、2007、p.17.
2) 김광식 「식민지기 재조일본인의 구연동화 활용과 전개양상」 洌上古典硏究 제58집, 2017,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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くぐり(中略)＂若しこの戦ひに私が討死した時はお前は私の死骸を故郷の妻や可愛い坊達に送り届けてやつて
呉れこれ漣……私の云ふ事が解つたか＂(中略)この時、後陣につながれてあつた愛馬の漣は何物に驚いてか
一声高くヒヒヒンとむせび鳴き、手綱振り切り驚く従卒を蹴飛して陣頭さして猛り狂うて馳せ登りました、そして少佐
の紅に染んだ屍を揺り動かし揺り動かし3)

引用文を通じてわかるように日露戦争の当時、少佐の愛馬の漣の忠義を口演し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龍山
涙光の忠義の話は豊臣秀吉の没後に六歳の秀頼公に仕える加藤清正の忠節を話した「忠臣の別れ」(5月12
日)で、また日本のシベリア出兵に対する話である「小さき愛國者」(8月18日～9月8日)でも現れている。
9月14日には「時局に鑑みて軍事お伽講演」という記事が掲載され、少年少女に是非お出下さるように積極
的に公報された。このような趣旨に合せて龍山涙光は軍事お伽講演をしていたのである。

3. 「昌慶苑のお獅子」と植民主義
5月19日に掲載された「昌慶苑のお獅子」は日本の植民主義を喚起させる。その童話の内容を見てみよう。
まず、序頭に＇春が来た＇という子供たちの唱歌が出ている。着物を着ている日本の子供達が昌慶苑へ春
の遠足を来たのである。動物園の檻の中にいる獅子は京都の動物園から来たライオン家族であった。獅子は
可愛い子供達の唱歌を覚えてしまって檻の中でライオンダンスをやって暴れ廻る。
ところが、茶目君は子供達のように外へ出て遊んで歩きたいとお母さんに言う。その茶目君をなだめる部分
である。
南山や仁寺洞の幼稚園の坊ちゃん孃ちゃん達がよく遊びに来て呉れますので檻の中で淋しく暮して居たライオ
ン達は大喜び(中略)お母さんはいつもの通り以前京都の動物園にゐた時の事やお父さんと朝鮮に来る旅行中の
出来事やなど話して聞かせ最後に去年十一月にお父さんが内地に出稼に行つて間もなく亡くなつた事を話して
は涙をホロリと零します。(中略)弟の茶目君は＇僕もあんなに外へ出て遊んで歩きたいなあ＇と思ひました。そし
てお母さん兄さん達が＇そんな我儘をいつてはいけない、私達は毎日牛肉の甘いのを沢山頂いてその上一週間
に二度位はきつと生きた兎の御馳走までして頂くのだからこんな嬉しい事はないではないか＇と申します。4)

ここで注目されるのは一週間に二度位はきっと生きた兎の御馳走までして頂くという点である。日帝强占期
に昌慶宮は昌慶苑に格下げされることで子供達の遠足の場所になってしまった。そして猛虎、ライオンの変っ
た食物に兎をやったという記録も残っている。
ところが、この兎の話である。日本地理学者である小藤文次郎が1903年に発表した 朝鮮山脈論 で韓半
島の形状を兎の形とし、1904年、矢津昌永が 韓国地理 を出版して小藤文次郎の韓半島の兎の形象化理論
をそのまま受け継ぎ、以後1908年の地理教科書にも韓半島を兎の形に形象化した小藤文次郎の理論が採択
されたという。5)
このような韓半島の兎の形象化に対する反発で1908年、崔南善が韓半島の虎の形状論を主張したのであ
3) 龍山涙光 「少佐の愛馬」 京城日報 1918. 5. 5.
4) 龍山涙光「昌慶苑のお獅子」 京城日報 1918. 5. 19.
5) 정민「한반도 호랑이 지도론」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 태학사, 2013, 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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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6)この韓半島の虎の形状論は1908年、 少年 の創刊號に載っている。
次の右図は1903年、小藤文次郎が韓半島の地形を研究して主張した兎の形象の図であり、左図は1908
年、崔南善が描いた虎の形状の韓半島の地図である。

日本の学者達が韓半島を兎で形象化したということを考えて見たとき、京都の動物園から朝鮮に来たライオ
ンに一週間に二度位はきっと兎を御馳走して頂くという話の中心は朝鮮を植民地化した日本をメタファーとし
て見せた植民主義にほかならない。
結局、茶目君は東京の上野の動物園に養子に行くことになり、京城を離れる。そしてライオン家族は依然と
して昌慶苑の動物園で過ごしたという話である。

4. おわりに

6) 박은정 「호랑이의 朝鮮表象化와 六堂 崔南善」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1집, 201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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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일본인 미디어의 모던 걸 부재와 여급의 표상
이가혜 (인천대 일본문화연구소)

1. 서론
1920년대 중반에서 30년대의 경성은 일본을 경유하여 이입된 서구 근대 문화의 세례를 받아 소비
와 향락의 일상 공간을 확산시키게 된다. 미국과 일본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재즈가 흘러나오는 바,
서구스타일의 문화적 기호로 가득 찬 카페, 물질에 대한 부단한 소비욕구를 부추기는 백화점 등은 경
성 거주자의 감각과 취향을 재구성하는 일상 공간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성의 도시는 백화점, 극
장, 카페 등으로 대표되는 경성의 문화를 소비하고 근대의 감각을 향유하는 수많은 ‘모던 보이’ ‘모던
걸’을 양산한다.
종래 한일 양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신여성과 모던 걸로 대표되는 근대 여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일본의 신여성 및 모던 걸의 계보가 조선으로 이어졌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백화점, 카페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근대화된 문명이 재조일본인 사회를 경유하며
조선에 유입됨에 따라 모던한 소비사회가 형성되었으며, 이때 일본과 조선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한
재조일본인 사회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모던 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여성 집단을 받아들였다는 점
이다.
본 발표에서는 ‘내지’와 ‘외지(外地)’를 잇는 재조일본인 사회라는 공간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재조
일본인 사회와 1930년대의 시대현상으로 존재한 모던 걸 수용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우선 일본과 조선의 모던 걸 및 그 전 세대인 신여성에 관하여 정리한 후, 이와 대비되는 재조일
본인 사회의 모던 걸의 특징을 도출하고 그 특징이 반영된 재조일본인 사회의 여급소설 속 여급의
표상 양상을 고찰한다.

2. 일본과 조선의 모던 걸
2.1. 일본의 신여성과 모던 걸
신여성이라는 개념은 1911년에 창간된 일본 최초의 여성문예잡지인 청탑(青鞜) (1911 1916)를 중
심으로 연애의 자유와 남녀평등, 성차별 철폐 등 여성해방운동을 주장하였던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
いてう) 등을 일컫는다. 일본의 신여성은 여성 지식인을 주축으로 하여 가부장제적인 인습을 타파하고
사회 및 가정에서 여성의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논리를 주
장한 여성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20년대에 이르러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호황을 배경으로 근대적 교육과 서구문화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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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전통적 구습에 반하며 모더니즘을 구가한 젊은이들, 즉 ‘모던 걸(Modern Girl)’과 ‘모던 보이
(Modern Boy)’가 등장한다. 이중 ‘모던 걸’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기타자와 히데
카즈(北沢秀一)는 1924년 평론 「모던걸(モダーン・ガール)」1)에서 모던 걸이란 전통적 구습에서 여성을
해방하고자 노력한 신여성과는 달리, 개인 해방의 사상적 영향을 바탕으로 하여 이미 전통과 구습에
서 해방된 “이미 인간”임을 선언한 “새로운 여성”이라 정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 사회에서 통용된 ‘모가(モガ)’ 나 ‘모보(モボ)’에는 보다 경멸적인 어조가 포함되
어 있었다. 신문기자이자 평론가인 기요사와 기요시(清沢烈)는 모던 걸에 대해 “불량소녀의 별명”이
라 말하며 “불량소년과 밀회하거나 남자와 나쁜 짓을 하”고 “외국인과 추한 관계를 맺는”2) 여성으로
규정하며 그들의 성적 방종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모던 걸이라는 사회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
니었으며, 모던 걸에 대해 “책일랑은 읽지 않지만 빛과 소리를 실로 예민하게 느끼는 에테르”3)로서
“자각과 새로움과 자유와 평등”4)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감각과 욕망을 드러내는 근대적 존
재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식인의 정의와는 무관하게 모던 걸은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재건된 도시의
발달, 유곽에서 카페로의 유흥공간의 재편, 근대 문화의 유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영화나 카페 등의
대중문화와 결합하며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일본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문화
현상으로서의 모던 걸은 거의 동시기에 식민지 조선에 유입된다.

2.2. 조선의 모던 걸과 여급
일본에서는 1910년대의 신여성과 1920년대 중반 이후 모던 걸이 서로 구별되는 집단으로서 각각의
특징을 갖는데 반해, 조선의 신여성과 모던 걸은 1920년대 전반에 걸쳐 거의 동시기에 유입되면서 두
개의 용어가 혼용되는 등 그 의미 역시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매체를 통해 유통된 모던 걸의 이미지 중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모던 걸의 외양에 대한 언급이다.
별건곤(別乾坤) 1927년 12월호의 「모던걸, 모던보이」 특집에는 “고혹적 색깔”의 양장, “실크 스타
킹”과 “유래스(레이스)”, “뾰족한 발과 구두”, “단발” 및 “모자” 등 단발머리와 양장으로 대표되는 모
던 걸의 외양을 묘사한다. 또한 모던 걸이 실제로 어떠한 여성을 포함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펼쳐졌는
데, 신여성 1933년 4월호에 실린 「직업부인 좌담회」에 참가한 당시 직업부인(간호부, 백화점원, 부
인기자, 미용사, 교원) 가운데 부인기자만이 여급을 직업부인으로 인정할 정도로 여급의 직업부인 여
부는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는 당시 여급이라는 존재가 여학생 출신의 신여성이나 여배우 출신, 기생
출신, 부호의 딸 등 다양한 계층과 학력 그리고 직업적 배경으로 구성된 집단이었다는 점에서 여급을
유흥업 종사자라는 하나의 틀로 묶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여급이 중심이 되어 발간한 여
급잡지 여성(女聲) 은 여급의 직접적인 발화창구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노동에 대한
가치와 권리를 요구하는 집단적 움직임을 취함으로써 노동과 경제활동을 하는 직업부인으로서의 지위
를 획득할 수 있었다.
1)
2)
3)
4)

北沢秀一 「モダーン・ガール」 女性 (1924.8) p.227.
清沢烈 「モダーン・ガールの解剖」 女性 (プラトン社, 2015.12) p.97.
安成二朗 「モダーン・ガール突然變異說」 女性 (プラトン社, 2015.12) p.207.
下田將美 「明るい反面と暗い半面」 女性 (プラトン社, 2015.12)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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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930년 1월 14일 조선일보(朝鮮日報) 에 실린 안석영의 만화 「여성선전시대가 오면(3)(女性宣
傳時代가 오면(3))」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기반으로 공적 공간 속에 새롭게 등장한 직업부인 군을
넓은 의미의 모던 걸로 칭하고 있으며, 그 범주에 ‘기생’, ‘여학생’, ‘카페 여급’, ‘모던 껄(직업 부인)’
을 포함하고 있다. 즉 1920년대 중반 이후 담론 속에서 양산된 조선의 ‘모던 걸’은 신종 직업부인 포
함하여 여학생, 여급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들이 혼재하는 포괄적이고 혼성적인 성격의 집단이었으며,
이중 여급은 서구화된 카페라는 직업공간과 양장과 단발로 대표되는 외양을 갖춘 모던 걸의 한 구성
원으로서 존재했다 할 수 있다.

3. 재조일본인 사회의 모던 걸의 부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과 조선에서의 모던 걸은 1927년 이후 각종 신문 잡지 매체를 통해 언
급되며 숱한 유행과 비평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기 재조일본인 사회의 최대 종합잡지인 조선급만주 와 조선공론 을 대상으로 할 경
우, ‘모던(モダン)’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한 글은 단 한 편도 발견되지 않으며, ‘신여성(新しい女)’에
대한 논의 역시 등장하지 않는다.5) ‘외지’라는 동일한 공간에 존재한 조선인과 재조일본인 집단 사이
에 ‘모던 걸’에 대한 뚜렷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먼저 재조일본인 잡지의 주필자가 식민자의 특권을 가진 일본인 남성이었으며, 조선의
여급이 잡지 여성 의 발행을 통해 직업부인으로서의 자신들의 입지를 표명함으로써 모던 걸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진 데 반해, 여급을 포함한 직업부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발화할 수 있는 단체 또는
잡지 등의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급만주 와 조선공론 “재조일본인의 이익을 대변”6)하고 “조선식민정책에 있어서 일본 중상층
지식층을 대변하는 성격”7)을 띠는 잡지로, 주요 필자진은 다수의 남성 지식인과 소수의 여성 지식인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식인 위주의 필자진으로 구성된 재조일본인 매체는 1920년대 중반
이후 노동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집업부인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기보다는, 서비스업에 종사
하며 여성의 성적 매력을 구매전략에 이용한다는 점을 들어 직업부인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을 양산
5)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일본연구 아카이브의 일제강점기자료 아카이브에서 ‘モダン’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한 결과,
총 13건의 자료가 검색되었다. 검색된 자료는 朴準秉, 金義用 編輯「モダン, スケツチ」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 (全滿
朝鮮人民會聯合會, 1936.2), 朝鮮遞信協會 編「モダン･ポストマン」 朝鮮遞信協會雜誌 10月號(朝鮮遞信協會, 1918.10),
吉川萍水「妓生のモダン化」 裏から覗いた朝鮮 妓生物語 : 朝鮮風俗資料裏から覗いた朝鮮 妓生物語 : 朝鮮風俗資料 (半
島自由評論社, 1932), 守田德夫「憧れの藝術國へ モダンを越えて」 倫敦より紐育へ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30),
平壤府「ムジコ色のモダン電車」 平壤彙報 第52號(平壤府廳, 1936), 朝鮮建築會 編「モダンな復興帝都の顔」 朝鮮と建
築 第9輯 第3號(朝鮮建築會, 1931), 朝鮮建築會 編「品川埋立地モダン屠場」 朝鮮と建築 第9輯 第4號(朝鮮建築會,
1931), 朝鮮建築會 編「淺草にモダン寺院着工」 朝鮮と建築 第9輯 第8號(朝鮮建築會, 1931), 朝鮮建築會 編「大阪バスの
モダン車庫」 朝鮮と建築 第9輯 第12號(朝鮮建築會, 1931), 朝鮮建築會 編「モダン商人宿建築計畫」 朝鮮と建築 第9
輯 第11號(朝鮮建築會, 1931), 朝鮮遞信協會 編「モダン･ポストマン」 朝鮮遞信協會雜誌 第137號(朝鮮遞信協會, 1929),
朝鮮遞信協會 編「モダン保險」 朝鮮遞信協會雜誌 第187號(朝鮮遞信協會, 1934)이다. 또한 모던보이(モダンボーイ)의 약
자인 ‘モボ’와 모던 걸(モダンガール)의 약자인 ‘モガ’를 입력한 결과, 京城 竹寮生「私のモボモガ觀」 海の朝鮮 第9卷
第1號(朝鮮海事會, 1928), 密陽 竹城生「モガモボ禮讚」 朝鮮專賣通報 第3年 12月號(朝鮮專賣協會, 1928)의 단 2건 만이
검색되었다.
6) 단국대 동양학연구소「解題」 開化期 在韓日本人 雜誌資料集: 朝鮮 (국학자료원, 2003) p.ⅸ.
7) 한일비교문화연구센터「해제」 조선공론 총목차･인명색인 (어문학사, 2007)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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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갔다. 일본 여자상업학교 학감인 가에쓰 다카코(嘉悅孝子)는 직업부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
전인 1917년에 조선공론 에 「부인의 직업에 대해(婦人の職業に就て)」8)라는 글을 기고하였다. 이 글
은 교육의 전선에 있는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여성이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것”과 “직업여성
을 양성하는 것은 무리”라고 단언한다는 점에서 직업부인에 대한 당시 엘리트 여성의 인식을 잘 보
여준다. 이외에도 직업부인을 부정하는 발언은 직업부인의 지위가 안정되어 가는 1930년대에도 여전
하여 “이른바 직업부인은 개인 경제 사정만 허락된다면 역시 가정의 부인으로 그 천직인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하고 이들 “직업부인 내지 근대적 여성의 정신에서 모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파악
하고 “장래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직장을 버리고 여성 본래의 사명인 가정으로 돌아”9)갈
것을 주장한다. 여성이 공적 공간에서 경제적인 주체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경제적 행위는 부
차적인 것이며 여성은 가정, 모성에 어울리는 것으로 여기는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
었던 것이다.
즉 재조일본인 사회의 직업부인은 근대화 되어 가는 도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축이 되는 단체 및 잡지 등이 부재함으로써 ‘모던 걸’로서의 직업부인이라는
담론을 스스로 발화하지 못하였다. 대신 식민자로서의 특권을 가진 일부 지식인 남성을 주필로 하는
종합잡지 등을 통해 직업부인에 대한 담론이 유통되었다. 재조일본인 지식인에 의해 대상화 되는 직
업부인은 근대 소비도시로서의 면모를 정비해가는 경성의 전문 직장인 또는 모던 걸로서가 아닌, 건
전한 모성에 반하는 여성 또는 성적매력을 구매전략으로 이용한다는 점만이 부각되어 비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직업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배경으로 1931년 만주사변 이후 “군사적 문제들의 심화로 인
해 정부 지도층에 있는 남성들은 ‘여성문제’란 불과 얼마 전, 즉 1920년대 말에 비해 훨씬 덜 중요한
사안이 되었”10)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국회 역시 일본여성들에게 양처현모
라는 역할을 재 상기시켰으며 “일련의 연설을 통해 여성 해방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기적인 서구
여성들에 비해 일본 여성들의 우월성을 칭찬하였다.”11) 즉 ‘이타적인 일본 여성’과 ‘이기적인 서구 여
성’이라는 이러한 대비는 근대적 직업공간 안에서 경제적 활동을 통해 자기발현을 꾀하는 직업부인에
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문화현상으로서의 모던 걸이 발현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형
성된 것이다. 그리고 직업부인과 모던 걸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재조일본인 여급의 경우 전시
국가의 건강한 가정과 현모양처로 대표되는 모성에 반하는 직업으로 간주되어 퇴폐와 향락, 사치적인
화류계 여성으로만 표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재조일본인 여급소설 속 여급의 표상
재조일본인 사회의 ‘모던 걸’의 부재 속에서, 근대문명의 총아인 카페와 여기서 일하는 여급은 일
본어 잡지의 기사와 문학작품의 주요 소재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8) 嘉悅孝子「婦人の職業に就て」 朝鮮公論 第5卷5號(朝鮮公論社, 1917.6) p.86.
9) 池田淸士「早く家庭に帰れ」 朝鮮公論 第282號(朝鮮公論社, 1936.8) p.94.
10) 권숙인, 앞의 논문, p.144.
11) 권숙인,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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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1930년대 여급소설 목록
년도

잡지명

통권

작가

제목

1930.7

조선공론

208

森二郎

어느 여급과 신문기자(或る女給と新聞記者)

1930.9

조선공론

210

森二郞

실화 카페 여주인과 권총사건(實話 カフェー女將と拳銃事件)

1932.2

조선공론

227

光永紫潮

희곡 어느 여급이 걸어간 길(戱曲ある女給の辿って行つた道)

1932.10

조선공론

235

秋良春夫

창작 사랑에 빠진 사진기사(상)(創作 魅られた寫眞技師(上))

1932.11

조선공론

236

秋良春夫

창작 사랑에 빠진 사진기사(創作 魅られた寫眞技師)

1933.1

조선급만주

302

森凡

1933.1

조선공론

214

京城探偵趣味會

1933.2

조선급만주

303

本誌記者

1933.7

조선급만주

308

江間俊太郞

1933.10

조선급만주

311

赤部三光

실화 도둑맞은 여급의 일기장(實話 盜まれた女給日記帳)

1933.11

조선급만주

312

山寺讓二

비련애화 추모 동반자살(悲戀哀話 追慕心中)

1934.1

조선급만주

314

村岡饒

술집의 여자(酒場の女)

1934.7

조선급만주

320

瀧暮人

황마차로 도망친 여급(幌馬車で逃げた女給)

1934.9

조선급만주

322

宇佐美誠一郞

1936.5

조선급만주

342

春山秋夫

1936.12

조선급만주

349

牧梅三

여급을 말하다(女給を語る)
연작 탐정소설 여자 스파이의 죽음(連作 探偵小說 女スパイの死)
여급 가업을 말하다(女給家業を語る)
실화소설 동경(實話小說 憧憬)

실화 자살 일보직전의 여자(實話 自殺一步前の女)
실화 밀수의 여자(實話 密輸の女)
어느 여자의 이야기(或女の物語)

4.1. 범죄 공간으로서의 카페와 범죄에 연루 되는 여급
【표1】의 1930년대의 여급소설 목록을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제목 앞에 ‘실화’ 또는 ‘탐정소설’이라
는 단서가 붙어있다. 탐정소설은 1910년대 일본을 통해 유입되어 1930년대 재조일본인 사회의 주요
대중문학 장르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그 내용에 조선의 로컬색이 배제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들 작품이 진행되는 공간은 주로 “다국적이고 이국적인 공간”12)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경성의 카페와
여급은 진일보된 모더니티의 상징임과 동시에 ‘에로･그로･넌센스’를 발현하는 범죄의 공간으로 그려
지게 된다.
1931년 1월부터 5월까지 조선공론 에 연재된 「연작 탐정소설 여자 스파이의 죽음(連作 探偵小說
女スパイの死)」은 카페 여주인 살해사건을 둘러싼 추리서사이지만, 본 발표에서는 소설에 등장하는 카
페 및 여급의 표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소설의 도입부는 아카네초(茜町) 1가에 위치한
카페 세뇨리타를 배경으로 시작된다.
스페인어로 아가씨라는 뜻의 간판, 러시아 풍의 통나무 벽으로 장식된 카페 세뇨리타는 구소련 비
밀 경찰조직인 GPU(Gosudarstvennoye Politicheskoye Upravlenie)의 경성비밀지국이다. 경성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서구적인 인테리어와 “르바슈카, 코냑, 난로, 흑빵” 등 서구적 음
식과 술이 가득한 공간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이곳의 여주인 우미노 나기사는 GPU에게 장소를 제공
하면서 그들의 정보를 빼내는 경무부 산하의 스파이로 등장한다. 나기사는 “검은 나이트 드레스 위에
회색 외투를 걸쳤고 모자를 쓰지 않은 단발이 어울리는 미인”이며, 감시 대상인 소이치에게 정체를
12) 유재진, 위의 책, pp.307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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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킬 뻔한 순간에도 “소이치의 뺨에 새빨간 입술을 갖다” 댐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는 매혹적인 여성으
로 묘사되고 있다.
이 외에도 카페에서 일어난 범죄를 다루는 소설로는 1930년 조선공론 에 게재된 「실화 카페여주
인과 권총사건(實話 カフェー女將と拳銃事件)」13)이 있다. 이 소설은 경성 혼마치의 후미진 골목에 자
리한 카페 바리스타의 여주인 시나코(志奈子)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소설의 배경인 카페 바리스타

는 “현대 감각 가득한 카페, 바리스타로!”라는 전단지로 대대적인 선전을 하여 여러 손님을 유치하게
되며, 그 손님 중 하나인 M은 시나코의 도주를 위한 이용대상으로 그려지게 된다. 그리고 카페의 여
주인인 시나코는 “뭐라 말 할 수 없이 요염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력적인 교태를 누구에게든 발
산”하는 에로틱한 여성으로 등장하며 권총 살해 위헙을 받거나 M 역시 범죄에 연루되는 계기를 제공
한다.
1930년대의 카페는 새로운 취미로 등장한 탐정소설의 미스터리함과 어우러져 위스키와 권총, 수면
제가 등장하는 근대적인 범죄가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배경이 되며 “근대도시의 멜팅팟 속에 감춰진
에로, 그로, 속임수, 사기 등”의 “도시 특유의 명암을 자아내14)”는 공간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카페의
여급은 마조히즘(masochism)과 사디즘(sadism) 등의 성애적 행위를 일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
재”15) 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성의 구애의 감정을 이용하는 “미친 개 같은 여자”16)로 등
장하여 모던한 카페의 가려진 어둠을 상상하게 만드는 중요한 극적인 장치로 활용되었다.

4.2. 조선화한 재조일본인 여급
재조일본인 사회의 카페는 근대의 출발지로 여겨진 ‘내지’와의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달하였다.
특히 도쿄의 ‘알프스’와 오사카의 ‘미인좌’로 대표되는 대형 카페가 경성에서 ‘대항전’을 펼치는 등
경성의 카페는 지속적으로 ‘내지’와 비교되며 상대화되었다.
1932년의 「경성 카페 만록(京城カフェ漫錄)」17)의 필자는 경성이 “종주국 일본의 6대 다음 가는 도
시”임에도 불구하고 “카페는 부끄러운 상황”으로 “일본 본토보다 20년 뒤쳐”져 있다고 말하며 부정적
인 입장을 표한다. 1928년의 기사 「카페 만담(カフェー漫談)」18)에서는 도쿄의 카페에 대해서는 “가게
도 상당히 크고” “의자도 탁자도 편안한 것으로 준비되어 있고 식탁보도 항상 새하얗고 청결”하다고
평하는데 반해 경성의 카페는 “가게는 좁고 식탁보는 언제나 더러”19)운 상태임을 비판하며 ‘내지’의
카페와 재조일본인 사회의 카페를 비교선상에 두고 상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내지’의 카페와 재조일본인 사회의 카페의 비교와 상대화는 여기에 종사하는 여급과 그들의 서비
스에도 가해졌다. 카페의 서비스 면에서는 “여관 출신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이상한 여자가 불경스
러운 서비스를”20) 하고 있어서 “도쿄의 그것과 비교하면 촌스러울 만큼 고지식하다”21)고 말하고 있
13)
14)
15)
16)
17)
18)
19)
20)

森二郞「實話 カフェー女將と拳銃事件」 朝鮮公論 第210號(朝鮮公論社, 1930.9) pp.96 104.
赤城生「京城夜話 カフェー・バー新風景」 朝鮮及滿洲 第288號(朝鮮及滿洲社, 1931.11) p.107.
山崎黎門人「連作 探偵小說 女スパイの死」 朝鮮公論 第214號(朝鮮公論社, 1931.1) p.112.
森二郞「實話 カフェー女將と拳銃事件」 朝鮮公論 第210號(朝鮮公論社, 1930.9.) p.103.
黑豹子「京城カフェ漫錄」 朝鮮及滿洲 第298號(朝鮮及滿洲社, 1932.9) pp.99 101.
本誌記者「カフェー漫談」 朝鮮及滿洲 第253號(朝鮮及滿洲社, 1928.12) pp.84 87.
本誌記者, 위의 글, p.84.
黑豹子「京城カフェ漫錄」 朝鮮及滿洲 第298號(朝鮮及滿洲社, 1932.9)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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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뿐만 아니라 “경성의 카페에는 미인형에 속하는 이들이 얼마나 적은가”22)라며 재조일본인 여급의
외모에 대해 평가 역시 적지 않다. 즉 재조일본인 사회의 카페는 ‘내지’의 카페와 비교선상에 놓이며
시설과 서비스, 여급의 외모에 이르기까지 “도쿄의 변두리에서도 잘 볼 수 없을 듯한 하등한 카페”23)
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식민지 조선의 여급과 비교선상에 놓이기도 하는데, 1933년 조선급만주 에 게
재된 소설 「동경(憧憬)」24)에는 조선인 여급 두 명과 재조일본인 여급 두 명이 등장한다. 주인공인 이
와부치(岩淵)는 카페 몽유(夢遊)에서 자신을 접대한 조선인 여성 하나코(花子)에게 “이런 여자와 술을
마시는 게 아니었다”며 후회의 감정을 느낀다. 이는 일본인 여급 지요코를 처음 보고는 “온몸에 전기
가 통하는 듯”한 감정을 느끼며 “이정도로 품격 있고 순수한 처녀(生娘)”라면 함께 하고 싶다고 여기
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소설 전반에 걸쳐 조선인 여급은 “기계가 없”는 “계집애(鮮女)”로
그려지는 반면, 재조일본인 여급은 “품격 있고 순수한 처녀”로서 아름다움이 부각된다. 즉 재조일본인
여급 지요코는 조선인 여급 하나코와 비교선상에 놓이며 아름답고 품위 있는 일본인 여성으로 표상
되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재조일본인 여급 지요코는 ‘내지’의 여성과는 구별되는 “조선화한 여자”로 그
려지고 있다는 점은 공간(‘내지’/‘외지’)과 민족에 따라 분화되어 나타나는 재조일본인 여급 표상을 보
다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작품 전반에 걸쳐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지요코가 “도대체 일본인인가 조
선인인가”하는 문제이다. 이와부치와 그의 동료들은 지요코의 얼굴이 “국경의 계집애를 다룬 영화
<대지는 미소 짖는다>의 추련을 닮았고, 목소리는 마치 조선인 같”다고 말하며 그녀가 조선인일 것이
라고 추측한다. 특히 “필자는 이 지요코를 소제로 한 소설을 「조선화한 여자」라는 제목의 단편으로
정리하여 자신의 서재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조선화한 여성으로서의 지요코의 모습이 강조
되고 있다. “그녀가 어째서 조선인화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도 필자는 지요코와 친밀한 관계
인 조선인 손님 “호(扈)씨가 부자, 소위 양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요코가 조선인화의 이유를
조선생활을 위한 돈과 명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조선인 남성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찾고자 한 것
이다.
이러한 표상의 기반에는 ‘내지’와 구별되는 공간으로서의 ‘외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소설 서두
에는 카페 몽유의 여급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중 일본인 여급에 대해서 “야마토 나데시코
(大和撫子)라기에는 그 마을이 너무나 개방적인 듯” 하다고 말하며 재조일본인 여급의 특성을 ‘외지’
인 “그 마을”의 개방적인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즉 ‘외지’라는 공간에 존재하며 조선인과 교
류를 하는 재조일보인 여급에 대해 ‘내지’의 전형적인 일본여성인 야마토 나데시코와는 구별되는 조
선의 일본인 여성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21)
22)
23)
24)

本誌記者 「朝鮮のエロ街風景」 朝鮮及滿洲 第326號(朝鮮及滿洲社, 1935.1) p.106.
赤城生 「京城夜話 カフェー・バー新風景」 朝鮮及滿洲 第288號(朝鮮及滿洲社, 1931.11) p.107.
本誌記者 「カフェー漫談」 朝鮮及滿洲 第253號(朝鮮及滿洲社, 1928.12) p.84.
江間俊太郞 「實話小說 憧憬」 朝鮮及滿洲 第308號(朝鮮及滿洲社, 1933.7) pp.10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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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920년대를 시작으로 ‘내지’ 일본과 식민 조선에서 ‘모던 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여성이 등장하
여 직업부인의 주요한 특징으로 거론하는데 반해 재조일본인 사회에서는 ‘모던 걸’로서의 직업부인에
대한 담론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직업부인이 주축이 되는 단체 및 잡지 등이 부재함으로써 ‘모던 걸’로서의 직업부인이
라는 담론을 스스로 발화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재조일본인 사회에서는 식민자로서의 특권을 가
진 일부 지식인 남성을 주필로 하는 종합잡지 등을 통해 직업부인에 대한 담론이 유통되었다. 이들
기사는 직업부인의 전문성이나 문화현상으로서의 모던 걸에 주목하기보다는 성적매력을 구매전략으로
이용한다는 점만을 부각하고, 전시국가의 건강한 가정과 모성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직업부인
을 비판의 대상으로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직업부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여급의 경
우, 퇴폐와 향락, 사치의 온상으로 거론되었다. 따라서 여급은 직업부인 또는 모던 걸로서가 아닌, 카페
라는 근대적 공간에서 근대적이고 가벼운 에로를 제공하는 화류계 여성으로서의 모습만이 부각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30년대의 재조일본인 문예물에서의 여급은 서구의 탐정소설의 유행과 더불
어 이국적이고 근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카페라는 공간에서 범죄와 연루되는 미스터리한 인물로
등장하며, ‘화려한 서구적 외양’ 과 ‘에로틱한 매력을 발산하는 퇴폐적인’ 여성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내지’의 카페와 비교선상에 놓임으로써 카페의 설비와 여급의 외모 및 서비스 부분에서
지속적인 상대화 과정을 겪게 된다. 재조일본인 여급의 표상은 지역(‘내지’/‘외지’), 민족에 따라 다양
하게 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내지’와 식민지 조선과의 비교는 ‘내지’의 우월함과 조선의 열등함을
기준으로 규정되며, 이를 통해 우월한 제국의 일본인 여성으로 묘사되는 한편, 조선인화 된 저열한
여성으로 구분되는 차별적 존재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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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안과흘(彼岸過迄)>에서의 ‘고등유민’의 행방
― 신문 미디어의 언설과 소설적 언급의 구조 ―

곽동곤 (고려대)

들어가면서
무정부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천황을 암살하기 위해 폭탄을 만드는 등의 음모를 꾸몄다며 전국
적인 규모의 검거가 이루어져 이 중 24명에게 대역죄가 선고되고 12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른바 대
역사건이 시작되고 있었던 1910년 8월 당시, 나쓰메 소세키는 위궤양이 악화되어 생사의 경계를 넘나
들고 있었다. 이는 소세키가 대역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남기지 않은 사실에 대한 알리바이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본 발표에서 검토하는 <피안과흘(彼岸過迄)>는 대역사건 이후 재개된 소세키의 첫 번째 신문연재
소설이었다. 하지만 선행연구사에서 이 소설에서 대역사건에 대한 비평성을 읽어낸 논고는 매우 제
한적인 지평을 가진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스가 히데미는 병상의 소세키가 황족인 기타시라카
와노미야(北白川宮)의 면회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것이 사형을 선고받은 24명 가운데 12
명이 특사를 받은 대역사건의 작은 반복이라고 읽으면서, 사회에는 비판적이나 대역이라는 국민의 리
미트를 범하지 않으려는 ‘국민작가’로서의 종순한 태도를 소세키에게서 추출한 다음, <피안과흘>의
주인공 스나가 이치조(須永市蔵)의 죽은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잔혹한 아버지’라는 측면을 부인하고
자애로 가득찬 ‘아버지’라는 측면만을 보려고 있던 소세키적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본 발표에서는 대역사건과 관련이 깊은 ‘고등유민’을 둘러싼 언설을 소세키가 어떻게 소설적으로
언급하면서 신문 미디어의 언설에 의해 형성된 독자의 의식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소설의 주인공인 스나가 이치조가 과연 아버지를 반복하면서 천황제 국가의 이데올로
기를 추인하고 있을 뿐인지, 소설 속에 수차례 등장하는 ‘계급’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1. 대역사건과 ‘고등유민’을 둘러싼 언설
<피안과흘(彼岸過迄)>의 전반부 주인공인 다가와 게타로(田川敬太郎)는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했지
만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하자 학우였던 스나가 이치조(須永市蔵)의 숙부 다구치(田口)를 찾아가서 취
직을 부탁한다. 하지만 ‘모든 방면에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게타로의 대답에 요령부득인 다구치는 그가
‘경찰청의 탐정’과 같은 일을 희망하고 있다는 조카의 말을 떠올리고 ‘오가와쵸의 정류장에 내리는’
‘검은 중절모에 시모후리의 외투를 입고 얼굴이 갸름하고 키가 큰 날씬산 신사’의 ‘두 시간 이내의
행동을 탐정해서 보고’하라는 전보를 보낸다. 전보를 받은 게타로는 ‘위험한 탐정소설 속’의 탐정이
된 기분이 되어 간다로 나간다. 마침내 나타난 탐정의 대상은 나중에 마쓰모토 쓰네조(松本恒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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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지지만, 게타로는 ‘탐정을 당해야 할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는 이 인물을 일단 ‘주의인물’ 그리
고 ‘X’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소설의 전개는 신문연재로 <피안과흘>을 읽는 독자에게 동시대적인 상황과 언설을 강력하
게 환기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나가시마 유코가 ‘전년인 5월에 발생한 대역사건 이후 더욱 강화된
사회주의 탄압의 풍조 속에서 교육을 받은 미취업자가 사회주의 활동으로 기울어질 것을 무서워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고등유민’을 둘러싼 언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기 <도교니치니치신문(東京日々新聞)>에 게재된 ‘고등유민문제’라는 기사는 이 언설을 매우
간명하게 요약하고 있다. 기사는 ‘고등의 교육을 받고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고등유
민’을 정의한 다음 이를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굳이 생활을 위해서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생활의 필요에 좇기어 뭔가 직업을 얻으려 하나 불행히도 놀고먹는 사람들’이라
는 두 종류로 분류한다. 그리고 기사는 ‘지식을 가진 궁민’인 후자의 ‘고등유민’을 당국이 ‘위험인물
의 대명사’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기에 상당하는 신사’인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의 지면에는 ‘고등유민’이 ‘세상을 비관하여 정부에 반항하
며 사회를 비관하여 천하의 우민을 선동’하는 ‘사회의 공안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큰’ 존재라고 몰아
붙이는 경시총장 가메이의 담화가 게재되어 있었다. 같은 지면의 다른 기사에는 ‘주의인물’ 즉 요시찰
인물이 시내에만 3716명이라고 경시청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보도된다. 중요한 것은 상당수의 ‘고등유
민’을 포함하고 있는 이들이 당국에 의해 ‘주의인물’로서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 ‘주의인
물’을 감시하는 것은 ‘경시청의 탐정’에 다름아니다. 예컨대 대역사건의 피고 24명에게 내려진 사형판
결을 보도하는 기사가 실린 지면의 하단에는, ‘탐정의 활동’이라는 기사가 실려있다. 대역사건의 판결
을 방청하기 위해 재판소를 방문한 ‘십수명의 사회당 관계자’의 모습을 그리는 기사는 그들을 미행한
결과로서 재판소 앞에 ‘탐정’들이 재판소 앞에 집결하게 된 역설적인 광경을 묘사한다.
이처럼 ‘고등유민’을 둘러싼 언설은 대역사건 이후에 도래한 ‘사회주의 겨울’의 시대에 ‘경시청의
탐정’에 의한 ‘주의인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편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피안과흘>은 이
러한 언설적 배경을 소설적으로 언급한다. 우선 도쿄제국대학의 법과를 졸업한 게타로는 ‘지식을 가
진 궁민’으로서 ‘범죄자가 되기 위한 예비행동이 심각하게’ ‘보이’는 사회집단 속의 한 사람으로서 경
찰의 ‘감시’의 대상인 ‘주의인물’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게다가 게타로는 ‘경시청의 탐정’
과 같은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탐정’은 ‘미리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속셈을 가지고 세
워진 직업’으로 ‘그런 나쁜 짓을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한다. 이를 다시 말해보자면 대역사건은 ‘미
리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경시청의 탐정’에 의해서 ‘세워진’ 조작사건에 다
름 아니지 않은가.
다음으로, <피안과흘>에서는 게타로에게 ‘탐정’을 당한 마쓰모토가 게이타로와는 다른 계급의 ‘고
등유민’으로서 제시되어 있다. 마쓰모토는 다구치의 소개장을 들고 찾아온 게타로에게 ‘스스로 고등유
민이라고 자처’한다. 게타로는 마쓰모토에게 ‘그러한 계급의 대표자다운 느낌’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게타로가 ‘누군가에게 부탁받’아 자신을 미행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스스로 고등유민이라고 자처’
하는 마쓰모토도 ‘조금 놀란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이때 마츠모토는 ‘사회주의’를 ‘자신의 주
장’으로 하는 고골리라는 러시아 작가가 운동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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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한 일화를 며칠 전 미행이라도 하는 것인지 시야에 보였다 말았다 했던, 그리고 느닷없이 찾아와
연신 질문을 던지는 청년에게 방금 말한 참이기 때문이다.
마츠모토가 했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동시대적 상황과 언설을 경유하여 독자에게 이해될 것이다.
대역사건으로 누명을 썼던 한 사람인 오이시 세이노스케는 ‘미국 체제 중일 때 사회주의열에 감염되
어 귀국 후 고토쿠 슈스이와 사카이 고센과 왕래하며 사회주의 고취에 정력적으로 종사하며 (중략)
고리키, 톨스토이와 같은 러시아 문학을 애독하여 이들의 단편을 번역’했다고 보도되고 있었다. 나아
가 대역사건 후에 연재된 ‘위험한 양서’라는 연재기사에는 ‘고리키는 공사판의 막벌이꾼에서 일약 성
공해서 작가가 된 만큼 작중에 평민의 분자가 많고 대부분 부자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언제가 억
누를 수 없는 불평의 기운이 넘치고 있다. 그에게는 러시아 불평당의 두령의 느낌이 있다’고 보도하
고 있다. 따라서 탐정청년 게타로 앞에서 마쓰모토는 ‘위험인물’로서 감시당해야 할 ‘위험인물’로 오
인받을 만한 이야기를 입에 담고 있었던 것이다.

2. ‘고등유민’과 ‘신사’라는 ‘계급’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게타로는 마쓰모토에게 ‘고등유민’이라는 ‘계급의 대표자다운 느낌’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 마쓰모토와 함께 있는 여자 ‘Y’가 어떤 ‘계급’에 속하는 여자인지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하나이다. ‘Y’ 즉 치요코는 실업가 다구치의 장녀이므로 부르주아 계급의 여성으로서 ‘레
이디’라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게타로는 마쓰모토와 다구치에 대해서 부르주아 계급의 남성을 지칭
하는 ‘신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안과흘>은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직업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종류의 ‘고등유민’을 ‘신사’ ‘계급’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이다. 여기서는 이들 ‘신사’ ‘계급’의 경제적인 기반을 분석하면서 <피안과흘>에 있어서의 첫 번째 종
류의 ‘고등유민’을 규정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들 신사계급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마쓰모토의 큰 누나와 결혼한 스나가의 아버지이
다. 스나가의 아버지는 군의 ‘주계관으로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었지만 청일전쟁 전후
에 죽었다. 청국으로부터 거액의 전쟁배상금을 획득하여 대일본제국의 이익선(利益線)을 지키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을 예상하며 군비 증강을 거듭한 <청일전후경영> 체제 속에서, 스나가의 아버지는 군의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주계관’이라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재테크에 능한 사람’
이었다. 스나가가 성인이 되기 전에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가 투자해 둔 ‘토지와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모자 둘이 먹고 살’기에는 충분하다.
다음으로 다구치는 원래 ‘세력가도 재산가도 아니’었으며 ‘다만 장래가 유망한’ 일개 ‘관리’에 지나
지 않았지만, 지금은 ‘네 개인가 다섯 개의 회사에 관계를 가진 상당한 지위의 인물’이 되었다. 이 배
경에는 그가 스나가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거나 신세를 진 예’가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이 있다.
군의 예산을 주무르는 ‘주계관’인 스나가의 아버지를 ‘선배로서 따랐’던 다구치는 그의 알선을 통해
그 처제이기도 한 마쓰모토의 작은 누나와 결혼하여 혈족이 된다. ‘관리였다가 실업계에 들어간’ 다구
치가 스나가의 아버지의 사후에 ‘네개인가 다섯 개의 회사’가 관련되는 대규모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는 것은, 그가 죽은 ‘주계관’의 인맥을 이어받아 군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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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근대이전부터 상당한 부호였던 마츠모토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들을 이용해 메이지 신
정부의 관료와의 혼인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해서든 마쓰모토 가문을 남기려고 하고 있다’. 급격하게
편성되어가는 근대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이미 그 시스템에 적응한 관료들과의 정략결혼은 전근대적
인 마쓰모토 가문의 부(富)를 근대적인 자산형태로 변환시키기 위한 노하우를 마쓰모토 가문에 제공
했기 때문에 지금의 마쓰모토는 비록 선대(先代)에 비해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직업 없이 임대료 등의
불로 소득과 이자수익만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한 ‘고등유민’으로서의 경제적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다.

3. 스나가의 내적 분열과 ‘고등유민’의 행방
<피안과흘>의 후반부는 게타로의 학우이며 도쿄제국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법학사’인 스
나가 이치조의 연애의 불가능성과 그 근원에 있는 출생과 ‘혈통’의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인의 아들이면서 군인을 싫어하’며 숙부인 다구치가 취직의 알선을 하려고 해도 ‘내
키지 않는다’며 거절하는 스나가 이치조가 마쓰모토와 같은 ‘고등유민’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스나가가 마쓰모토 가문과 혈연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다.
스나가는 하녀인 오유미의 배에서 태어났지만 마쓰모토 가문 출신인 본처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낳은 아들인 것처럼 지금의 어머니에 의해서 키워진 것이다.
이와 같은 혈연적인 단절은 스나가의 연애문제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스나가는 어려서부터 다구치
의 장녀인 치요코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치요코와의 결혼을 권하며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자신과의 결혼이 약속되어 있었다는 어머니의 말에 스나가는 이 관계가 혈연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자신을 마쓰모토 가문과 연결짓기 위한 책략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스나
가는 치요코와의 관계를 연애로 발전시키지 못하며 두 사람은 ‘헤어지기 위해서 만나고 만나기 위해
서 헤어지는’ 결코 맺어지지 않는 한 쌍이 되고 만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연애의 불가능성이 스나가의 생모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어머니를 데리고 다구치 일족과 함께 가마쿠라에 피서를 갔던 스나가는 서양에서 교육받고
돌아온 다카기라는 청년이 치요코에게 접근하자 질투심을 느끼고 혼자 간다의 집으로 돌아온다. 스나
가는 간다의 집에서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던, ‘지금까지 거의 용무 이외에는 말을 섞어본 적이 없었’
건 하녀 사쿠(作)와 대화를 나누고 ‘너무나도 다소곳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그녀가 ‘여자로
서 가련하게 보인’다. 다음 날 마치 하녀와 둘이 있는 것을 경계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치요
코와 함께 간다의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자 스나가는 ‘레이디로서 행동해야 할 자긍심을 지닌’ 치요코
와 ‘계급제도가 엄중한 봉건시대에 태어난 것처럼 천한 하녀의 위치를 생애의 주제로 알고 있’는 사
쿠를 마음속으로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치요코가 시미다(島田) 머리를 이고 있다. 나중에 마쓰모토가 게이타로에게 말하는 정보에 의
하면, 스나가를 낳은 생모인 스나가 가문의 하녀인 오유미(御弓)는 ‘아이를 가진’ 채 ‘좇겨나’서 ‘남자
아이를 낳아’서는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마쓰모토 가문의 여자인 본
처에게 아기를 빼앗기고 ‘산후조리에 실패’해서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자신의 생모에 대해서 묻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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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에게 마쓰모토가 말해준 단 하나의 따뜻한 기억은 ‘왠지 시마다를 이고 있었던 적이 있다’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앞의 장면에서 하녀인 사쿠를 통해서 자신의 생모를 연상하려고 하고 있던 스나가
는 ‘신사’ ‘계급’의 여성으로서 ‘레이디’인 치요코가 하녀였던 생모 오유미에 대한 정보 중에서 유일
하게 따뜻한 조각인 시마다 머리를 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치요코와 스나가
의 연애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치요코와 사쿠, 그리고 어머니와 오유미 사이의 ‘레이디’와
‘하녀’라는 ‘계급’적 격차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피안과흘>에 있어서 연애의 불가능성
이라는 주제는 계급 격차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한편 게타로 앞에서 스나가는, 마쓰모토가 세상에 구애받지 않는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재
산’ 덕분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고등유민’을 자처하는 그가 사실은 ‘가짜 모조품’이라고 비판한다. ‘고
등유민’에 대한 스나가의 비판은, 마쓰모토가 게타로에게 보여준 스나가의 편지 속에서 더욱 명확해
진다. 편지에서 스나가는 마쓰모토의 선대(先代)인 할아버지가 부호로서 호유(豪遊)를 즐겼다는 일화
다음에 ‘유전인지는 몰라도 숙부에게도 빈곤한 주제에라고 말하면 실례이지만 어딘가 사치스러운 곳
이 있는 것 같’다고 적는다. 나아가 어떤 부호가 ‘무턱대고 돈을 쓰는 모습’을 이야기하며 ‘강도가 번
뜩이는 칼을 다타미에 꽂아서 세워 놓고 양민을 협박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적는다. 스나가는
‘이 점에 있어서 숙부와도 어머니와도 태생이 다르다’고 분명히 적는다. 요컨대 마쓰모토 가문의 피를
물려받지 않고 하녀에게서 태어난 스나가는 혈통의 단절에 대한 사고를 계급적 갈등에 대한 사고로
은밀하게 발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결론
<피안과흘>은 대역사건에 대한 작가 나쓰메 소세키의 ‘침묵’, 혹은 ‘묵살’의 증거로서 그 정치적
보수성을 드러내는 소설로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대역사건 이후의 첫 번째 연재소설인 <피안과흘>
에서, 소세키는 ‘고등유민’을 ‘주의인물’ 혹은 ‘위험인물’로 간주하는 동시대적 언설을 독자에게 상기
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청일전후경영>에 있어서의 군비확장과 대일본제국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공모
하는 ‘신사’ ‘계급’의 경제적 기반의 형성과정을 묘사하며 나아가 그 ‘신사’ 계급에 속한 지식인 청년
스나가가 같은 계급에 속하는 ‘고등유민’인 마쓰모토의 위선을 비판하면서 차이화되어 가는 운동을
그려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피안과흘>이 대역사건을 독자에게 상기시킴과 동시에 그 이후의 ‘사회
주의 겨울’의 시대에, 부르주아 계급의 내부로부터 스스로 분화하여 ‘신사’ ‘계급’을 비판하는 인물로
서 주인공 스나가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역사건과 ‘사회주의 겨울’의 시대를 바라보는 작가 소세
키의 비판적인 시각을 읽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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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2004)의 세토 내해 표상
― 빈집을 향한 노스텔지어에 주목하여 ―

이석 (인천대)

1. 서론
일본에서 지방은 노스텔지어의 감정을 쉽게 불러일으키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급격한 근대화 이후
고향에서 상경한 수많은 이들에게 지방은 고향이나 어린 시절을 연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최근에는 “지방소멸”이나 “지방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히 들릴 정도로 쇠락한 지방은 “잃어버린 과거”
나 “연민을 자아내는 대상”으로 표상되고 있다. 이렇게 노스텔지어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지방의 이미
지에 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선행연구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이 노스텔지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노스텔지어의 성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이는 없을 것이
다. 시대에 따라 지방에 관한 노스텔지어는 계속 변해 왔으며 그 양상을 분석하게 되면 오늘날 구축
되는 지방의 이미지에 대해 자세히 고찰할 수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2000년대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世界の
中心で愛をさけぶ) (이하 세카츄 라고 표기)가 어떻게 세토 내해(瀬戸内海)를 그리고 관객들 사이에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과거부터 세토 내해 지역은 일본 문명의 기원이나 전통적
이고 목가적인 풍경으로 표상되어 지방에 관한 노스텔지어를 분석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영화 세카츄 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토 내해를 관객들에게 보여주며 이전에는 없던
독특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본 발표는 세카츄 의 하이라이트에 등장하는 빈집에 주목하
여 그 장소가 어떤 감정을 자아내는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는 2000년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지방 이
미지를 고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리라 예상한다.

2. 세토 내해의 목가적인 풍경
영화 세카츄 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앞서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되는 세토 내해가 과거에는 어떻
게 표상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세카츄 의 영화 속 공간이 과거와 다르게 변용되었다는 점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미리 서술해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세토 내해는 일본의 혼슈, 규슈, 시코쿠로 둘러싸여 바깥쪽 바다(필리핀해, 태평양, 동중국해)로부터
분리된 폐쇄적 구조를 지닌다. 일본어로 “세토(瀬戸)”는 해협을 의미하기에 “세토 내해(瀬戸内海)”란
결국 해협의 안쪽에 있는 바다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세토 내해는 “온화함(穏やか)”과
“평안함(安らぎ)”을 대표하는 풍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의 원초적 풍경(原風景)”, “일본인의 마음
속 고향”이나 “유년기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경치”와 같은 수식어로써 묘사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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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세토 내해를 “아름다운 목가적 풍경”으로 묘사하기 시작한지는 그리 오
래되지 않았다. “세토 내해(内海)”라는 용어는 메이지 초기에 “The Inland Sea”의 번역어로서 처음 등
장했으며 이 지역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내해를 의미하는 “inland sea”에 정관사 “the”를 붙여 세토 내
해를 지칭한 것에 그 기원이 있다.1) 근대 이전에는 육지를 「山陽道」나 「南海道」와 같이 광역의 지명
으로 부른 적은 있어도 하나의 지명으로 이 지역을 통칭하는 습관이 없었던 것이다.2) 그런데 서양인
들이 “The Inland Sea” 이외에도 “Inner Sea, Lake Sea, Japanese Mediterrane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부터 일본인들도 처음으로 세토 내해 지역을 하나의 지역 단위로 바라보게 되었다.3)
이때 세토 내해 지역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일본을 방문한 서양인들이었다.
서양인들은 세토 내해가 유럽의 지중해와 닮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를 경청한 일본 정부와 지식
인들은 지중해와 세토 내해를 자주 비교하게 되었다. 이에 세토 내해는 지중해에 비했을 때 “작고 아
담한 바다”로 보였고 거칠고 넓기 보다는 정적이고 온화한 이미지로 인식되었다.4) 선행 연구에 따르
면 전근대에 세토 내해는 어디까지나 활발한 생활과 생업의 공간이었으나 서양인들이 유럽 문화의
발원지인 지중해에 자주 비유하고부터 평화로운 낙원이나 일본 문명의 기원으로서 세토 내해가 표상
되기 시작한다.5)
이와 같은 세토 내해의 이미지는 오늘날에도 이어져 대중문화에서 반복해서 재현되고 있다. 그 중
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은 고바야시 루미코(小林ルミ子)의 노래 「세토의 신부(瀬戸の花嫁)」 라고 할
수 있다. 「세토의 신부(瀬戸の花嫁)」 (1972)는 제목에 지명을 넣고 가사에 세토 내해의 풍경을 묘사
하는 등, 지역색을 전면에 내세우고도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세토의 신부」에서는 섬
마을에 시집가는 어린 신부의 마음을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멜로디로 연주하고 있다. 특히 어린 신부
의 “사랑”을 바다의 “잔물결”과 하늘의 “저녁놀”, 맑은 날씨, “당신의 섬”과 함께 노래해 세토 내해의
목가적인 풍경을 그린다. “세토는 저녁놀 내일도 맑음”으로 묘사되는 풍경은 많은 일본인들의 심금을
울려 「세토의 신부」는 70년대를 대표하는 곡으로까지 성공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그 배경에 JR 국철의 캠페인 사업과 이미지 메이킹 작업이 있었
다는 점이다. 1970년대에 JR 국철은 오사카 박람회 이후에 급감하는 여행객 수를 다시 늘리고자 대
대적으로 “Discover Japan”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국철이 일반 기업이나
TV 프로그램과 콜라보레이션 사업을 벌이며 대성공을 거둔 사례라고 할 수 있다.6) 이 캠페인은 「아
름다운 일본과 나 (美しい日本と私)」를 부제로 걸며 일본 지방을 아름답게 묘사해 여성 여행객들이
철도로 지방을 여행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세토의 신부」는 바로 이런 “Discover
1) 西田正憲(2007), 「瀬戸内海とは」 瀬戸内海事典 , 南々社, 54쪽.
2) 橋爪紳也(2014), 瀬戸内海モダニズム周遊 , 芸術新聞社, 26쪽. 근세에 세토 내해는 물살이 센 여울인 “灘(なだ)”에 따라
播磨灘(はりまなだ), 備後灘(びんごなだ), 安芸灘(あきなだ), 伊予灘(いよなだ), 燧灘(ひうちなだ) 등으로 나눠 부를 뿐, 하
나의 지역 단위로 세토 내해를 바라보는 관점은 부재했던 것이다.
3) 西田正憲(2007), 54쪽, 橋爪紳也(2014), 26쪽. 1903년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박람회(第五回 内国勧業博覧会)를 준비하는 회
의 기록을 참조하면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의 눈을 빌려 세토 내해를 “대해(大海)”가 아니라 “일본의 연못(日本の池)”처럼
“작은 것(小さいもの)” 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등장한다.
4) 사실 세토 내해는 동서 450km의 길이에 2만2천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지니고 727 개의 섬(둘레 0.1km 이상)이 있으며 총
3천만 명이 생활하는 10개 현(県)에 접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빌리지 않는다면 이 지역을 역동적이고 광활
한 바다로 그려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5) 西田正憲(1999), 瀬戸内海の発見 , 中公新書.
6) 近藤正高(2010), 新幹線と日本の半世紀 , 交通新聞社, 122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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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캠페인을 의식해서 발표한 곡으로7) 노래가 그리는 낭만적이면서도 향토적인 풍경은 “Discover
Japan”가 추구하는 노선과 일치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세토의 신부」의 작사가는 “본래의
아름다운 세토 내해를 묘사해 일본이 갖고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애를 그리자”8)라는 심정
에서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풍경이야 말로 “Discover Japan”이 홍보하고자 하는 지방의 이
미지였다고 말할 수 있다.9)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세토 내해는 일본 고유의 풍경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지역으로 대
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2004년에 개봉한 영화 세카츄 에서는 세토 내해를 작품
무대로 삼으면서도 「세토의 신부」가 그리는 것과 같은 전통적 정조를 띄지 않는다. 그럼에도 작품 전
체에는 애틋한 노스텔지어의 분위기가 피어나게 되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지적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영화 세카츄 가 그리는 세토 내해의 풍경과 거기에 묻어나는 노스텔지
어의 감정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3. 세카츄 의 노스텔지어 분석
영화 세카츄 는 85억 엔의 수익을 올려 2004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 중 흥행 1위를 차지하며 당
시 일본 대중문화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영화는 가타야마 교이치(片山恭一, 1951

)가

쓴 동명의 원작 소설을 각색해 제작했는데 원작 소설 역시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2004년에는 300만
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다.10) 이 소설에서는 1980년대를 배경으로 백혈병에 걸려 어린 나이에 세
상을 떠난 소녀를 순수하게 사랑한 소년의 이야기를 애잔하게 그리고 있다.
이 원작 소설과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무대 배경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원작은 작가의 고향
인 에히메현 우와지마시(愛媛県宇和島市)라는 시코쿠의 남쪽 소도시를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11)
영화는 가가와현 기타군 아지초(香川県木田郡庵治町)라는 어촌을 무대로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지초가 세토 내해의 중앙부, 시코쿠 최북단 곶에 위치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는 점이다. 이에 따라 원작 소설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세토 내해의 풍경이 영화에서는 시종일관 나
타난다.
그러나 세카츄 는 세토 내해에 관한 기존의 향수를 자아내기 보다는 1980년대의 초호황기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그리고 있다. 요모타 이누히코는 ALWAYS 3번가의 석양 (ALWAYS 三丁目の夕日)
(2005)이나 도쿄 타워(東京タワー ―オカンとボクと、時々、オトン―) (2007)와 같이 고도성장기를 그리
7) 고바야시 루미코의 소속사는 1971년에 “Discover Japan”의 노선에 맞추어 발표한 고바야시 루미코의 「私の城下町」가 큰 성
공을 거두자 고바야시 루미코의 후속곡도 마찬가지로 Discover Japan의 노선을 따른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 후속곡이 바로
「세토의 신부」 이다.
スポニチ(2011), 「【1972年5月】瀬戸の花嫁／イメージピッタリ 小柳ルミ子のひと言がヒントで大
ヒット」, https://www.sponichi.co.jp/entertainment/yomimono/music/anokoro/05/kiji/K20110528000909090.html (검색일: 2020.8.3.)
8) asahi.com (2011), 「海を壊した文明と欲望 小柳ルミ子「瀬戸の花嫁」」, http://web.archive.org/web/20110426132754/http://www.
asahi.com/shopping/tabibito/TKY201104210273.html (검색일: 2019.8.3.)
9) 지금도 「세토의 신부」는 세토 내해에 근접한 JR시코쿠와 JR니시니혼의 철도역에서 열차의 출발을 알리는 멜로디로서 지속
적으로 방송되고 있다.
10) 이것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 상권을 넘어서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는 일본 국내 소설 중 최대발
행부수를 자랑하게 되었다.
11) 작품에서는 정확한 지명이 등장하지 않고 어느 지방도시라고만 표기되어 있으나 에히메현 우와지마시를 연상시키는 풍경
묘사가 많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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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하는 영화가 200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세카츄 가 흥행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12) 다시 말해, 버블 경제가 이미 붕괴된 2000년대에 일본 대중은 정체된 현실
에서 벗어나 감미로운 노스텔지어에 젖고자 영화를 시청했다는 것이다.

세카츄 에서 그리는 청소년

기의 순애보도 결국 일본 대중이 일본이 직면한 사회문제를 회피하고 미화된 과거 속에 머물고자 한
결과 탄생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요모타는 이와 같은 영화를 멜로드라마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장
르의 문제점은 미화된 과거를 현재로부터 분리시키고 실제 역사를 알 수 없게 만드는 데 있다고 주
장한다.13) 세카츄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는 요모타의 분석과 대동소이하다. 김영심은 세카츄 는 개봉
당시 일본인들에게 “고단한 현실을 잊고 달콤한 과거를 상기시켜주는 청량제나 초콜릿과 같은 역
할”14)을 수행했다고 지적하며 “멜로물의 교과서적인 작품”15)으로서 세카츄 를 평가한다.
본 발표에서는 위와 같은 세카츄 에 관한 해석에 반박하기에 앞서 세카츄 가 갖고 있는 과도한
통속성과 정형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세카츄 의 기본 정서는 과거의 대상을
그리워하는 노스텔지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노스텔지어가 지나칠 만큼 상투적이
고 진부하다는 사실이다. 통속 로맨스에서 반복 재생되던 “Boy Meets Girl”의 전개16), 백혈병 소녀로
설정된 주인공17), 빛바랜 노란 색 톤으로 과거 회상 장면을 보여주는 연출, 누구에게나 익숙한 80년
대 히트곡의 배경 음악 등 어느 것 하나 신선한 요소가 없다. 일견 특이해 보이는 영화 타이틀도 사
실 1990년대부터 인기를 끌던 세계계(セカイ系) 애니메이션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18) 과거를 그린 영
화를 보고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세카츄 는 과도할 정
도로 정형화된 클리셰들을 나열한점이 특징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세카츄 는 다른 문화 상품들
을 수없이 차용해 만들어졌으며 세카츄 가 담고 있는 감정들도 그 문화 상품들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세카츄 의 노스텔지어도 관객이 기존에 수없이 봐왔던 여타의 문화 상품들
에 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려해야할 문제는 작품 속에서 어떤 대상을 가장 동경하고 그리워하는가라는 점이다.
요모타의 비평에서 알 수 있듯이 세카츄 는 ALWAYS 3번가의 석양 과 같은 부류의 영화로 평가
받아 왔다. 그러나 세카츄 와 ALWAYS 3번가의 석양 」의 노스텔지어는 기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ALWAYS 3번가의 석양 은 쇼와 30년대 (1955 1964)의 인정 넘치는 공동체에 관한

노스텔지어를 그리고 있다. 물론 ALWAYS 3번가의 석양 에도 쇼와 30년대를 대표하는 물품인 TV
나 냉장고 등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마을 공동체가 서로 유대하며 공감한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될 뿐이다. 예를 들어 ALWAYS 3번가의 석양 에서는 프로레슬링 경기를
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한 대의 TV 앞에 모여 같이 환호성을 올리며 응원에 열중하는 장면이 있
12)
13)
14)
15)
16)
17)

四方田犬彦(2014), 日本映画史110年 , 集英社, 242쪽.
같은 책, 243쪽.
김영심(2006), 일본영화 일본문화 , 보고사, 199쪽.
같은 책, 196쪽.
소년과 소녀가 우연히 만나 처음에는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에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로맨스물의 정형적인 플롯
1975년에서 1976년까지 방영된 드라마 赤い疑惑 에서는 야마구치 모모에가 백혈병에 걸린 소녀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누
렸다. 1998년 개봉된 友情 Friendship 에서도 세카츄 와 마찬가지로 급성 백혈병에 걸린 소녀 주인공을 위해 여행을 떠
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18) 1996년 3월 27일에 방영된 에반게리온 의 최종화의 제목은 「세계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친 짐승(世界の中心でアイを叫ん
だけもの)」으로 세카츄 의 타이틀과 흡사하다. 에반게리온에서 기원한 세계계 애니메이션들은 “세계”나 “중심”이란 말을
즐겨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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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장면에서 TV는 쇼와 30년대에 사람들이 같이 열광하고 웃고 떠들던 경험을 소환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된다. 우노 쓰네히로가 지적했듯이 ALWAYS 3번가의 석양 의 관객들이 가장 희구했
던 대상은 서로가 서로를 인지하고 승인하는 과거 일본의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19)
그러나 세카츄 는 인간관계나 공동체가 아닌, 과거의 물품 자체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그린다는 점
에서 ALWAYS 3번가의 석양 과 다르다. 워크맨을 사러 쇼핑몰에 찾아가는 장면부터 영화에서 끊임
없이 클로즈업하는 대상은 소니의 워크맨으로 영화는 시종일관 이 전자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들
에게 들려주고 있다.

세카츄 는 소니 워크맨이 1980년대 당시 어떤 위상을 지녔고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었으며 또 오늘날에는 어떤 취급을 받는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남자 주인공은 영화 마지막
장면까지 두 눈을 감고 소니 워크맨을 듣게 되는데 이는 엔딩 크레딧에 연주되는 주제가인 히라이
켄의 「눈을 감고(瞳をとじて)」와 호응을 이뤄 마치 소니 워크맨의 광고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을 한 데 모은 ALWAYS 3번가의 석양 의 TV와는 달리 세카츄 의 소니 워크
맨은 작품 배경이 되는 작은 어촌과는 어떤 연관성도 지니지 않는다.

세카츄 에서 소니 워크맨은

공동체와는 무관하게 상품 그 자체의 매력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끌며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
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세카츄 의 노스텔지어는 인간관계나 공동체보다는 클리셰나 상품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평가들은 세카츄 가 초호황기인 1980년대에 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
하지만 그 노스텔지어의 대상이 풍족한 소비생활이나 밝은 사회 분위기가 아니라 상품 그 자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세카츄 는 1980년대를 그리면서도 공동체나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하지 않는 대신 수많은 문화상품의 클리셰를 차용하고 소니 워크맨이 끊임없이 전경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이 당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카츄 의 관객은 상품을

소비해서 얻는 만족이나 행복보다는 상품이 갖는 통상적인 이미지에 매혹되어 영화에 몰두한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 상품의 사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에, 혹은 상품의 기의(시니피에) 보다는 기표(시니
피앙)에 더 방점을 두고 만들어졌기에 세카츄 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내용을 논증하기 위해 세카츄 의 공간적 배경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세카
츄 는 세토 내해의 섬을 무대로 삼으면서도 세토 내해가 갖는 작고 아담한 바다의 이미지나 「세토의
신부」의 목가적인 분위기를 살리지 않는다. 그 대신 세카츄 는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세토 내해를
표상하게 되는데 이는 영화 속에서 빈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표출된다.

4. 빈집의 장소성
영화 세카츄 에서 소녀는 소년과 함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장소는 세토 내
해 한 가운데에 떠 있는 “꿈의 섬(夢島)”이라는 무인도였다. 여기에는 버려진 건물이 하나 있어 어린
두 연인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낸다. 이 빈집은 넓은 응접실에 공중화장실, 빈 술병이 가득한 바를
구비해 원래는 작은 호텔이나 리조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온갖 쓰레기와 잡동
사니가 나뒹굴고 곳곳에 먼지가 끼고 녹이 슨 폐가의 모습을 어느 장소보다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
19) 宇野常寛(2011), ゼロ年代の想像力 , 早川書房, 316 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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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주목을 끈다. 영화는 빛과 조명을 통해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최고조에 오르는 순간을 폐가의 쓰
레기더미로 표현하는 것이다.20)
원작 소설에서는 이 “꿈의 섬”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오오키의 집에서 일 킬로미터 떨어진 앞바다에 유메시마라는 작은 섬이 떠 있다. 십 년 전 쯤, 한 기선
회사가 섬을 개발해서 해수욕장이나 유원지, 호텔로 이루어진 종합레저시설 같은 것을 만들려고 계획했
다. 그런데 은행의 경영상황 악화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기선회사는 계획을 일시 중지했고, 곧
도산했기 때문에 개발 계획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다.21)

여기에서는 1987년 일본 정부가 시행했던 리조트 법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80년
대에 경제 상황을 과신했던 일본 정부는 리조트 개발에 따른 규제를 일거에 완화시켰고 각 지방에서
리조트 개발 붐이 일어난다. 그러나 거품 경제가 붕괴하자 개발업자들은 무책임하게 철수했고 정부도
이를 방관해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시설들만 지역사회에 남게 되었다. 세토 내해에서도
1990년에 에히메현의 “에히메 세토나이 리조트 개발구상(えひめ瀬戸内リゾート開発構想)”과 가가와현
의 “세토나이 산리조트 구상(瀬戸内・サンリゾート構想)”과 같은 정책을 펼쳤으나 각각 2006년과 2007
년에 폐지된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이는 어디까지나 2000년대의 상황이지, 영화가 시간적 배경으로 삼는 초호
황기인 1980년대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1980년대를 그리는 세카츄 는 이야기
의 중심에 2000년대의 폐가를 등장시키고 있다. 만약 1980년대를 충실히 재현한다면 한참 개발되고
있는 건축 현장을 보여줘야 하는데 세카츄 는 오히려 붕괴되기 직전의 빈집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세카츄 의 탈역사성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본 발표에서는 위와 같은 빈집의 이
미지를 통해 세카츄 가 1980년대를 비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카츄 의
빈집은 2000년대 일본인들이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1980년대에 관한 심상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세카츄 를 보는 2000년대의 관객들은 결국 1980년대가 이미 형해화되어 의미를 잃었다는 것을 직감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관객들에게 세카츄 의 빈집은 문화 상품들의 클리셰나 사용가치가 희
박한 소니 워크맨과 같이 1980년대를 대표하는 메타포였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일본의 대중이
단순히 2000년대 불황기를 단순히 망각하고자 풍족했던 1980년대를 영화로 소환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그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

세카츄 에서는 “세토는 저녁놀 내일도 맑음”이라고 노래하는

세토의 신부와는 달리 폭풍우가 몰아치는 황량한 세토 내해를 그리고 있다. 이러한 황폐한 이미지는
영화 속에서 “세계의 중심”이라 부르는 호주의 사막과 상통하며 영화가 1980년대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빈집이나 폐가가 세카츄 뿐만 아니라 2004년에 똑같이 개봉해 세카츄 다음으로
높은 흥행 수익을 기록한 지금 만나러 갑니다 (いま、会いにゆきます) 에도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점
이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는 나가노현의 삼림 속에 버려진 공장에서 이미 죽은 아내/어머니가 출현

20) 이와이 슌지 감독 밑에서 조감독 생활을 오래해 언 세카츄 의 감독은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 처럼 빛과 조명을 이용해
사물을 아름답게 비추는 연출법을 구사한다.
21) 카타야마 쿄이치 (저), 안중식 (역) (2003),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 작품,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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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영화는 녹이 슨 톱니바퀴와 철문, 파이프가 수풀과 어울려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풍경을 아름답게 비추며 사랑하는 아내/ 어머니가 마법처럼 나타나고 사라지는 공간으로 폐
공장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 글에 이어지는 내용은 발표 때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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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애니미즘
― 일본 기술과학 실천 속 사물의 생기 ―

이강원 (인천대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이 연구는 애니미즘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제안과 그 모델에 대한 논의를 발판으로 삼는다. 그
리고 그 발판을 딛고서 아마존의 밀림과 북아시아의 시베리아와 같은 지역에 국한되었던 애니미즘의
울타리를 뛰어 넘는다. 그래서 근대적 이성의 핵심인 기술과학 현장으로 애니미즘을 데려다 놓는다.
그럼으로써 기술과학의 실천 속에서 애니미즘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기술과학적 발견
과 혁신의 잠재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애니미즘의 창조적
잠재성을 보여주는 경험적 사례로 일본의 기술과학 실천에서의 애니미즘을 다룬다.
근대 이후로 ‘살아있는 것’[생물]이란 생물학적 정의에 근거하고 있다. 생물은 생명을 가진 것으로
증식･성장･물질대사･자극 반응성･조절성(調節性) 지닌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동물, 식
물, 미생물이 이 살아있는 것에 포함된다.
한편, 인류학은 살아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정의하는 종족들에 대해 연구해 오면서 특히 애니미즘
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애니미즘에 대한 기존의 정의는 ‘활기가 없는 대상에게 생명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문제는 애니미즘에 대한 기존의 정의도 생물학적 정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활기 없는 대
상’은 이미 생물학적 정의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애니미즘은 생물이 아닌 것에 생명을 귀속시킨
다는 점에서 ‘진짜’ 생물이 아니라 ‘가짜’ 생물을 ‘살아있는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대하는 삶의 양
식이 된다.
이렇게 생물학적 전제에서 정의된 애니미즘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종교적 믿음이며, ‘근대인’과
는 다른 몇몇 종족들의 특수한 ‘문화’로 설명된다. 과학으로서의 생물학과 믿음으로서의 애니미즘, 그
리고 근대인(주로 서구인)의 이성과 비근대인의 비이성의 대립항은 인류학의 애니미즘 연구에서도 반
복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서구중심적인 애니미즘에 대한 인식론을 벗어나 애니미즘을 하나의 존재론으로
부각시키는 시도이다. 인류학 내에서 애니미즘을 새롭게 보는 연구들은 애니미즘을 믿음이 아니라 존
재양식으로 논의한다. ‘애니미스트’는 끊임없이 생성하는 세계에 생생하게 열려 있는 사람들로서, 이
미 만들어진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형성 중인 세계를 받아들이며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를
따라 변화하는 자들로 새롭게 정의된다.
아울러, 세계가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날것들의 생태계라면, 애니미즘과 같은 존재론은 그 동일
성과 관계에 대한 지향점을 그리는 세계상의 역할을 한다. 존재의 거대한 덩어리에서 개별적인 결합
체를 구축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가 애니미즘이라는 논의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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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에서의 존재론적 전환은 대상 그 자체의 본질을 찾아가는 존재론과는 달리,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하는 여러 사건, 사물, 장소들의 관계를 통해서 변형되고, 변신하고, 이동하는 사물들의 일원론적
인 세계를 제시한다. 그래서 인류학의 존재론적 전환은 ‘관계적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첫째, 존재론적 전환 논쟁에서 애니미즘이 새롭게 배치되는 과정을 다룬다.
둘째, 자연과학과 애니미즘을 대립적인 관계에 놓기보다는 자연과학적 사고의 재활성화를 위한 창
조와 혁신의 수단으로 애니미즘이 재배치되는 논의를 다룬다.
셋째, 기술과학이 실천되는 현장 속에서 애니미즘의 존재양식을 부각시키고 기술과학의 창조성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일본의 기술과학 실천에서 기술을 매개로
전개되는 애니미즘(형성 중인 세계에 열려 있는 삶의 방식)을 제시한다. 지진과 같은 지구물리적 사
건, 메기와 같은 동물, 긴급지진속보를 위한 디지털 기기, 안드로이드 로봇과 같은 기계, 포스트후쿠
시마 방사선량 시도를 그리는 시민센싱이 그 사례로 언급될 것이다.

313

번역적 신체의 탄생과 마이너리티의 목소리
― 제주와 오키나와에서의 지역어의 문제를 중심으로―

김동현 (경희대)

1. 들어가며
2007년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서는 ‘제주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
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 중에서 도민의 문화 정체성과 관련 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
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지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어와 다른 지역어의 존재, 그리고 로컬 아이덴터티를 드러내는 언어로서의 가치를 부여하
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제주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고 2006년에는 특별자치도가 되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
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제주방문의 해(2006년), 제주 민속문화의 해(2007년)를 지정하기도
했다. 특히 2006년에는 국립국어원,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제주 지역어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
화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한다.1) ‘제주어 보전 육성 조례’는 이처럼 지역어에 대한 관심
이 한껏 고조되던 시기에 제정되었다.
2010년 제주어가 유네스코 소멸 위기의 언어로 등록되면서 제주어에 대한 지역의 관심은 더욱 커
지게 되었다. 제주어 조례의 개정과 제주어 보전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지역 언
론뿐만 아니라 중앙 언론에서도 소멸 위기에 처한 제주어를 특집으로 다루는 기사들도 나오기 시작
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제주어 보전을 위한 민간 단체가 꾸려지기도 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방언이나 사투리가 아닌 지역어의 존재를 자각하고 지역어의 가치에 주목하
는 것이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와 책무의 자각
은 역설적으로 오랫동안 고착되어온 표준어와 지역어의 위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보존과 육성이라
는 제도적 지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오히려 지역어에 대한 가치의 자각
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표준어 정책의 모순을 드러내는 동시에 지역에서의 표준어 교육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제주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지역 주민들의 회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일선 교육 현장에
서 강압적인 표준어 교육으로 인한 불쾌감이었다. 학교에서 제주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표준어와 지역어의 위계를 일상적 차원에서 확인하는 일이었다.2) 지역어의 소멸의 과정과 원인을 주
1) 문순덕, ｢제주어의 활용과 보존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포럼 , 37호, 2011, 57쪽.
2) 제주어보전회 허성수(69) 이사장은 “표준어 교과서로 공부를 하다 보니 학교에서 제주어 사용을 금지했다. 선생님이 교단에
서 사투리를 사용하면 장학 지도에서 주의를 받았고 학생들도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제주 사투리는 저급
한 언어라는 인식이 생기고 사용하지 말아야 할 언어가 됐다. 제주어에 아이들이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선물도 주고 만
화도 만들어보고 별짓을 다하지만 반응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시한부 생명 제주어 향후 10년에 달렸다’, 주간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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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지 않고 소멸 위기라는 현상에만 주목하는 것은 표준어와 지역어의 관계, 특히 지역에서의 언어
를 둘러싼 지역의 지난한 고투를 외면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또한 ‘현상’만을 문제삼는 것은 표준어/지역어의 관계를 특수성의 차원에서 인식하게 만든다. 표준
어와 지역어의 위계는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역의 문제인 동시에 언어
를 통한 세계 인식이라는 언어 일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제주에서 행해진 표준어의 강요
와 지역어의 망각은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동안 표준어와 지역어의 위계에 관해서는 일국적 차
원에서 여러 논의들이 있어왔다. 하지만 언어의 위계가 언어 일반의 문제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일국
적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제주어 보존이 필요하다면서도 과거 강압적인 표준어 교육의 문
제를 지적하는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어의 습득은 단순히 언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언어를
발화하는 신체를 표준화하도록 훈육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훈육의 과정은 종종 ‘국
민 통합’이라는 이유로 합리화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통합’이라는 상상의 과제는 그 자체
로 실현 불가능한 지대를 생산해 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제주와 오키나와 문학에서는 획일화되고 매
끈한 표준어의 세계로 포착되지 않는 지역어의 지대를 만들어왔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주와 오키나와에서의 지역어의 문제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표준어와 지역어의 위계 나아가 표준어 정책이 도달하고자 했지만 실현 불가능했던 표준어의 외부들
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2. 두 개의 장면, 하나의 상상
1967년 제주도 교육위원회가 펴낸 ｢교육제주｣에 흥미로운 글이 하나 실린다. ‘표준어에 의한 언어
생활을’이라는 제목의 글은 제주도 국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국어
의 통일’을 들고 있다. 논의를 위해 이 글의 서두를 먼저 살펴보자.
제주도 국어교육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어 있고 우선 먼저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해
서는 여러 가지 의견과 주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국
어의 통일｣ 문제이다.
국어교육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면 그 중에서도 제주도 국어교
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듣기｣와 ｢말하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른
사투리(방언)를 생활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다른 지방사람과의 대화의 교통(交通)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번 제주도 국어교사들의 모임이 있었을 때에도 여러 교사들이 방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생각
하면 이 문제는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닌데도 좀처럼 쉽게 다루기가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3)

“국어의 통일”을 말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주목할 것은 “생활어”로서의 지역어의 존재이다. 즉 제
주에서는 표준어로서의 국어와 ‘생활어’로서의 지역어가 병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2012.7.15.
3) 김영화, ｢표준어에 의한 언어생활을｣,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제주 , 1967. 9. 37쪽(이하 쪽수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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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이는 ‘국어=표준어’와 ‘생활어’라는 이중의 언어 상황을 지적하면서 ‘듣기’와 ‘말하기’의 영역
과 ‘쓰기’와 ‘읽기’ 영역에서 보여지는 언어의 낙차를 드러내고 있다.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점이라고 할 때 지역어로 말하고 듣는 것은 화자와 청자의 동일한 언어를 고려하면 크게 문제가 되
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동일하지 않은 상황, 즉 “다른 지방 사람과의 대화의
교통”을 문제 삼고 있다. “다른 지방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때 소통의 대상은 표준어의 세
계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투리가 아니라 표준어 발화가 필요하고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을 주
장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자 스스로 토로하고 있듯이 ‘좀처럼 다루기 곤란한 문제’이다.
이는 지역어의 발화가 표준어로 수렴되지 못하는 상황의 곤혹을 말하는 동시에 지역어가 표준어의
세계로 도달하기 위한 특별한 ‘과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특별한 ‘과정’이
란 과연 무엇인가. 이어지는 대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까지도 대부분 국어의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표준어 쓰기를 장려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
으면서도 일단 그 시간을 벗어나 동료들 사이에 쓰는 말은 사투리를 쓰고 있다.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이러할진데 일반 사람들이나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 모두가 표준어와 사투리의 이중적
인 언어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표준어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렇게 하고 있다. 그것은 사투리가 혀에 굳어 있고 또 매일매일 듣고 있는 말들이 사투리이기 때문에 타
성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투리가 혀에 굳어 있는데 갑자기 표준어를 쓰게 되면 사람
들 사이에 어떤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친근미가 없기 때문에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 사투리를 쓰는 경
우도 있다.(38쪽, 강조 인용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어교사들까지도 ‘표준어/지역어’라는 이중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표
준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사투리가 혀에 굳어 있고 또 매일매일 듣고 있는 말들
이 사투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혀에 굳어 있”다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어는 단
순히 추상적 기호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신체에 각인된 언어다. ‘쓰기’와 ‘읽기’의 영역이 추상적
기호체계로서 표준어의 세계를 인식하고 있다면 ‘듣기’와 ‘말하기’, 즉 신체 언어로서의 지역어의 존
재가 각인되어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표준어 교육으로 국어의 통일성을 이뤄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는 이 글은 “혀에 굳어” 버린 지역어를 버리고 추상적 기호체계인 표준어의 세계로
투항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저자는 “표준어 쓰기를 의식적으로 권
장해야”하며 “입에 배어 있는 사투리를 버”려야 한다고 결론을 맺는다.
신체에 각인된 지역어의 존재를 버리고 의식적으로 표준어의 세계로 건너가야 하는 일이 쉬울 리
는 없다. 그래서 서두에 오래된 문제지만 곤란한 문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신체에 새겨진 언
어를 버리는 일은 결국 ‘번역’을 통한 표준어적 신체로의 탈바꿈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표준어라는
번역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준다. 즉 오랫동안 각인된 지역어 대신 표준어의 세계로 나아가
기 위해서는 번역적 신체의 탄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추상적 차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표준어에 대한 강박의 강도는 지속적이었고
체계적이었다. 1988년까지 학교 현장에서 표준어 교육은 강요되었다.4) ‘국어교육’의 문제로 표준어
교육의 필요성을 문제삼은 것이 1967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20년이 넘게 표준어 교육을 권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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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준어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표준어와 지역어의 이중
언어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 위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어의 폐기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어 교육의 강요가 단순히 언어 체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었다. 표준어 체계에 포섭되는 것은 국민의 의무였고,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로 간주되었다.5) 이
는 표준어 담론이 ‘국민’임을 입증하는 폭력적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제주에서의 표준어 담론이 항상 지역어의 망각을 내면화하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만은 아니
다. 표준어 세계에 대한 강요가 강하면 강할수록 신체에 각인된 지역어의 존재를 의식하는 흐름들도
분명히 존재해 왔다. 그러한 이중적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공민권을 박탈당한 언어”라
는 표현이다.
도대체 국어란 자국 밖의 세계 말들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한편 대내적으로는 방언･속어･비어 등을 솎
아내는 소탕전의 성격을 띤다. 그리하여 넓은 의미의 국어에 속했던 이 불가촉 천민의 말들은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국어의 밑바닥 또는 변두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만다. 그러나 표준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규범>이며, 그것도 서울 중류사회의 <교양있는 사람>이 쓰는 말을 규범으로 하는 규범이다. 사투리로
말하고 쓰기로 고수할 경우, 그것은 이 규범 문화의 독점에 대한 항의를 내표한다.6)

김광협 시인의 제주어 시집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 의 해설에서 송상일은 국어=표준어 세계의 폭
력성을 예리하게 간파한다. 그것을 그는 “소탕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국어=표준
어의 외부에 존재하는 지역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송상일은 지역어를 “불가촉
천민의 말”이자 “공민권을 박탈당”한 언어이며, “국어의 밑바닥”, “변두리를 떠도는 신세”라고 자조적
으로 말하고 있다. 그는 ‘국어’로 수렴될 수 없는, 그래서 표준어의 한계를 드러내는 시쓰기에 대해서
“번역 불가능성”이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이 ‘번역 불가능성’이란 결국 ‘표준어 국어’의 형상과 지역
어의 형상이 분절되어 있는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투리로 말하고 쓰기로 고수”하는 것
은 “규범 문화의 독점에 대한 항의”가 될 수 있다. ‘국어=표준어=규범’의 세계에 균열을 내는 지역어
의 존재, 그것은 표준어의 독점 체제가 낳을 수밖에 없는 표준어 외부의 세계에 스스로를 위치 지을
때 가능한 것이다. 즉 신체에 각인된 지역어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표준어의 외부에서 말해지는 ‘잉여
의 소란’으로서의 지역어의 발화,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그것은 표준어로 번역될 수 없는 불
가능성의 지점을 인식하는 동시에 표준어의 한계와 지역어의 분절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4) ‘학생들에게 표준말 사용 교육 강화’. 제주도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에게 표준어 사용을 장려하도록 문화 공동체의식을 고취시
키고 출신 지역간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켜 화합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표준어 사용 교육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도
교위는 이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각 시군교육청 및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표준어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오는 25일까지
학교현장에서의 표준어 사용지도, 표준어 사용 운동의 사회확산을 내용으로 한 표준어 사용지도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도교
위는 도내 가급 학교 교사들의 교수용어 중 사투리 사용실태도 조사한 후 표준어 사용과 국어순화 방안을 마련 장학협의에
활용하기로 했다. 1988년 5월 12일 제주신문 7면.
5) 김영화의 다음 대목은 그와 같은 표준어 교육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이것은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
이고 국민 감정의 통일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요인이다. 따라서 표준어를 정하고 표준어로 국어를 통일시켜야 한
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어정책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화, 앞의 글, 38쪽.
6) 송상일, ｢<살아진다>의 부정과 긍정｣, 김광협,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 , 동광문화사, 1984, 183~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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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키나와의 경우
오키나와인을 일본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발견된 것이 표준어 교육이었다. 방언찰로 상징
되는 강제된 표준어 교육은 국민만들기의 일환인 동시에 환상으로서의 일본을 오키나와에 이식하는
과정이었다. 모어와 모국어의 불일치를 겪으면서 오키나와인들은 섬의 언어를 버리고 표준어를 신체
에 기입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주에서도 1960년대 이후 불기 시작한 표준어 교육의 필요성은 표
준화된 국민이라는 일상화된 신체의 강요였다.
절멸 수준의 제주 4･3의 피바람이 끝나고 난 뒤 제주인들은 반공국가의 국민임으로 스스로 증명하
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폭력적 자기증명의 수단으로서 작용했던 것이 바로 표준어 담론이었다.
표준어 문제는 오키나와와 제주에서 모두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오키나와 방언 논쟁이 오키나와인들
스스로 오키나와어를 일본이라는 균질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양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다면 제주에서
역시 제주 방언은 억압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제주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부끄
러운 일이었다. 제주 방언은 그 자체로 곤혹스러운 대상이었다. 제주 방언을 사용하는 일은 “부끄러
운 일”이었다. 그 부끄러움의 정체는 제주 방언이 비국민의 징표였기 때문이었다. “사투리에 혀에 굳
어버린” 제주 방언의 신체성을 스스로 포기할 때 비로소 ‘국민’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신체에 각
인된 방언의 존재를 버리기 위해서라도 ‘표준어 교육’은 필요했다. 이는 오키나와 방언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가 방언이라는 미개어를 버리고 문명의 언어인 표준어를 신체
에 기입해 가는 과정을 통해 구성되어 갔음을 보여준다.
오키나와와 제주에서 벌어졌던 방언논쟁은 지역어라는 신체에 표준어라는 외부의 언어를 기입해
가는 번역적 신체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번역적 신체의 탄생이라는 폭력적 상황 속에서 오키나와와
제주문학은 지역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문학 작품을 통해 구현해 냄으로써 번역적 신체를 거부함으로
써 기꺼이 마이너리티의 목소리의 대변자이고자 했다. 그렇다면 오키나와의 사정은 어떠했는가. <이
하 추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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翻訳と連帯 ―金碩禧「地鳴り」日本語訳について
佐藤泉 (青山学院大学)

1．
2015年11月8日に行われたあるシンポジウムでの金石範先生による短い講演は、その場に立ち会った聴衆
のなかに深い記憶として刻まれた(「金石範 火山島

刊行記念シンポジウム」成蹊大学アジア太平洋研究セ

ンター・岩波書店、共催)。おそらく今後も、人々はこの時の講演を伝説のように思い出すことになるだろう。
このシンポジウムは、 火山島 全巻が韓国で完訳刊行され(金煥基・金鶴童訳、報告社、2015)、ほぼ同時
期に 火山島 が岩波書店からオンデマンドで復刊され、また先生が生誕90年を迎えられたことを記念して開
催されたものだった。しかしながら、この時演台に立った先生は、聴衆の期待をかわすかのように、 火山島
に触れることも、九〇年間にわたったご自身の人生について語ることもなかった。先生が語ったのは、この時
沖縄で起こっていた事件である。その様子には、このことを語ら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済州島を描き続けて
きた人間として絶対に捨て置けないことがあるのだという強い意志が現れていた。
「三、四日前に夜一〇時半頃に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ちょっと軽く一杯呑んでたんですよ。(中略)で、テレ
ビをつけたんですよ。テレビつけたら、なんかえらい、こう揉み合いをやってるんだ。 辺野古なんですよね。辺
野古で、前から警官と衝突して、逮捕者が出たりしておるんですけども、で、ちょうど私が見たときには婆さん
が、こういう風に仰向けになってね、足の悪い婆さんだったかな。アナウンサーがですね、これは東京の警視
庁から派遣された警官だと言うんですよ。(中略)ちょっと何だと思ったんです。警視庁って言ったら、東京から
やって来たわけですよ、警官が。(中略)これは非常に異様な状態だと思って、酒を呑みながら、色んなこと
を……、頭に浮かんでくるんですよ。その、島の警官だけで足りなくて、外部から警官を呼ぶ。私は、この沖縄
に対する日本政府のやり方は国内植民地―― 侵略まではいかないけど――政策だと思ってるんですよ。よく
わかんないけども、仮にも日本国民という一つの共同体のなかで、沖縄の人が国民と思ってるかどうかわから
ないけども、一応、国民になって、同じ国民とすればですね、日本の沖縄に対するやり方はこれは何かと。こ
れは済州島にもちょっと比べるようにしてるんです。」
先生がテレビで見たのは、二〇一五年一一月四日、辺野古に警視庁の機動隊員ら百数十名が派遣された
というニュースだと思われる。足の悪い婆さんというのは、車椅子の島袋文子さんだろうか。彼女は、沖縄戦の
壮絶な体験を基点として基地建設絶対反対を表明し、毎日キャンプ・シュワブ・ゲート前で抗議行動を続けて
いた。
一九九五年に起った米兵による少女暴行事件をきっかけに、沖縄では米軍基地の返還・閉鎖を訴える運
動が高まった。これを受けて一九九六年、普天間飛行場返還の合意が形成される一方、代わりの基地を沖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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県名護市の辺野古地区に海上基地を建設する案が浮上し、それ以来、住民たちによる根強い反対運動が
日々続けられている。
国と沖縄県の主張が対立する中、国は二〇一五年一〇月二九日に辺野古沿岸部の埋め立て工事強行に
着手した。ゲート前では座り込みの抗議運動、海上ではカヌー隊による阻止行動が続けられ、これに対し県
警・機動隊、海上保安庁による力づくでの弾圧体制が強化されていた。この時の警視庁機動隊投入にも、屈
強な部隊を呼んで、反対運動を委縮させようという意図が明らかだった。国には何だってできるのだとばかりに
権力を誇示しようとする嗜虐性さえ匂わせていた。
この日の事件がそれ以上の意味をもったのは、弾圧が「外部」の力として立ち現れたためである。沖縄県外
からの警察が住民に直接対峙するのは、これが初めてのことだった。そこにおのずと生じてしまう象徴的な意
味を、政府の側はいったいどの程度意識していたのだろうか。中央からやってきた警視庁の配備は、国家権
力がその剥き出しの姿を沖縄の前に現したということを意味せずにはいられない。ここに、国家が沖縄を制圧
するという、まさに「異様」な構図が現れたのである。国にとって容赦なく鎮圧すべき「暴徒」なるものは、このよ
うな構図を通して構築されるのだ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改めて知らされた。
引用にある通り、金石範先生は、日本の沖縄に対するやり方は、これは何であるのかという憤りに身を震わ
せている。そこには不条理に対する怒りとともに、深い悲しみのトーンが重なっており、聴衆には、先生が沖縄
に済州島を重ねているということがよく分かった。「外部」からの軍警の暴力にさらされた済州島の惨劇と、それ
から数十年のあいだ悲しむことさえ禁じられた人々の思い。これまで金石範が書き続けてきたことに、作家自
身が激しく揺さぶられ、それが聴衆に伝わったのである。
二つの別の場所で、異なる時代に起った事件を比較することには慎重であった方がよいのかもしれない。し
かしそれでも、ひとりの文学者の底知れぬ悲しみの情動によって、二つの島が通常では考えられないようなや
り方で結びつけられ、聴衆はそのことに強く心動かされたのだ。見たことのない、奇跡のような「連帯」だった。
自らの悲しみの深さにおいて沖縄を理解する。そんな理解の仕方など、日本本土に住む私にはついにできな
いのだろうと思いもした。沖縄出身の編集者、岡本由起子氏が講演を聞いて涙しておられた。

2．
あるインタビューで、金石範は次のように「芸術の普遍性」を語っている。
「私のむかしからの考えなんですが、井戸はいくつもあるけれども、たてに掘っていくと地下水にぶつかりま
すね。そこでひとつの広い世界に通じるわけです。個人も同じで、掘っていくと個人ではない、個人と違う広が
りに達するという、そういう漠然としたイメージを持っているんですよ。それがなにかよく解らないのですが、芸
術の神髄もそれなんです。」( 金石範《火山島》小説世界を語る！ 右文書院 二〇一〇年)
芸術の普遍性という主題について、これまでにも金石範は繰り返し語ってきた。その際、「無意識」や「夢」な
ど、意識によるコントロールを超えた深層の動因によってこそ文学は成立しているのだとも述べている。私はこ
れまで氏の語る「普遍性」という言葉の内実をうまく損むことができないままでいたのだが、しかしこの講演に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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ち会ってから改めてこの概念について考えるようになった。済州という「井戸」を半世紀かけてたてに掘って
いったこの作家の想像力が、その深さにおいて沖縄の歴史の地下水にぶつかったのだ。東アジアには沖縄と
いう井戸、済州という井戸、のみならず光州や六・二五の、あるいは戒厳令下の恐怖の下で沈黙を強いられて
きた台湾五〇年代白色テロの深い悲しみの記憶がある。それらの井戸たちは、互いに出会うこともないまま、
記憶の「地下水」を常にすでに分け持ってい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その島々が、国家によって「非国民」「暴
徒」「アカ」「スパイ」へと押しやられたという共通の歴史構造を分有しているだけではない。それぞれの地下水
は、なによりもおびただしい数の死者たちの深い沈黙を内に折り込んで生き延びた生の領域であっただろう。
生き延び、生き残りとしての生の場であるこの「地下水」の領域をつぶさに見つめること、それが文学的な普遍
性への接近とな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るようになったのだ。
ただそれぞれの「井戸」は異なる場にあり、それぞれの場所は異なる言葉を持っている。そして互いは互い
に未だ出会い得ていない。だとすれば、地下水に降りていく想像力の行為とは、必然的に伝達不可能なもの
の伝達の問題に、つまり本質的な意味における「翻訳」の問題にかかわることだろう。

3.
今回、グローバル琉球・沖縄研究センターの翻訳チームの尽力によって、玄基榮の「アスファルト」、そして
金碩禧「地鳴り」を日本語で読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どちらの訳も、地方言語の訳に関して新たな工夫
を施している点で注目すべきものであり、すでに金石範による優れた日本語訳のある「アスファルト」について
も、この点の新鮮さを訴え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これらは通常の意味における翻訳、つまり出発点の言語から
帰着点の言語への移行という意味での翻訳であるが、それと同時に、私たち読者に対して、本質的な翻訳性
について考えるよう要請するものとなっている。このことを後に論じたいと思う。
「地鳴り」は、一般的な意味で翻訳される以前に、作品それ自体に内在的な翻訳性とでもいうようなものがが
備わっている。まず、主要な登場人物である金鐘珉と玄容・老人は、ともに既に故人となっている。生前のふた
りは済州島の言葉で対話を交わしていただろうが、残された文書を広い読者に届けるために、対話の部分は
「私」によって標準語法に直されており、すなわち死者たちの言葉はすでに「翻訳」されている。潜在的な済州
言葉についても、三六年もの間、たった一人で山中に身を潜め、自分たちの島に起ったことについて独語的
な思索をめぐらしていた玄容・の言葉と、ひと世代下で、短期間であれソウルで学生時代を経験してもいる金
鐘珉のそれとは同じではなかっただろう。そして、玄老人の記憶の中に響く「西北訛り」は、済州言葉との間で
際立った異質性を刻み付けている。「西北訛り」が済州住民の日常の中に突然、躍り込んできた。その場合、
言語の外部性は、暴力と恐怖とをもっとも象徴的に表現している＿＿テレビニュースで沖縄の事件をふと目に
した金石範がただちに感知したのも、この暴力の外部性にはらまれる独特の酷薄さだったと思われる。この地
に残存したであろう日本語の断片を度外視したとしても、この作品の世界は潜在的に多声的である翻訳空間
として立ち現れてくるのである。そうだとすると、その潜在的な多声性を摩滅させることなく、なおかつ日本語使
用者に届く翻訳がいかにして可能かは、本作品の翻訳プロジェクトの要となる課題であっただろう。と同時に、
それは「地鳴り」という作品の主題に直接かかわる重要な課題でもある。
第二次大戦終結後の米国は、日本、台湾、韓国にわたる反共ブロックの形成にむけて東アジアに対する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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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的軍事的介入を試みた。この歴史的プロセスにおいて、済州島の抗争もまた必然的に、反共主義者と「ア
カ」との対決というイデオロギー的な二項対立の図式で理解されるようになる。しかし「地鳴り」は、こうした歴史
理解の枠組みに対し一石を投じる作品として私たちの前に届けられた。世界を二分し、生活細部までを色づ
けた冷戦の対立図式によって、何が不可視化されたのかという問題を、この作品は慎重に、かつ力強く提起し
ている。掲げられる旗が日の丸から星条旗に交代したとしても、外部勢力の支配下にあることに変わりはないと
いう無力感、そして「解放された地において、同族によって」銃声が鳴り響いたことの不条理さ、「西北訛り」の
言語的外部性に象徴される圧倒的な暴力、こうした絶望に後押しされることで、潜在的なものの領域で眠って
いた「耽羅共和国」の夢と、そこに託された済州島の自主独立の意志が、歴史の中に浮上する過程をこの作
品は描いている。

4．
「耽羅共和国」の想像力、済州独立の思想は、沖縄にも潜在し時ごとに吹き上がる「独立論」を想起させず
にはおかない。歴史構造の違い、あるいは「独立論」をめぐる思想的な配置の違いゆえにそれは安易に同一
視できるわけではないにせよ、それは明らかに済州と沖縄の間の深い対話を可能にするテーマとなるだろう。
きわめておおまかな見取り図となるが、沖縄の思想の流れにおいて、日本復帰論、独立論、反復帰論が相
互に批判的な緊張関係を形作っており、独立論の位置価もその関係において定まってくるという面がある。ま
ず、復帰以前の沖縄では、住民を理不尽なまでの無権利状態におく米軍制に立ち向かう論理として、日本へ
の「復帰」願望が醸成され、米軍側の苛烈な弾圧に抗して復帰論、復帰運動は広範な広がりを見せていった。
しかし、「復帰」が日米間の国際政治の日程に上るころ、国家と国家の間の現実政治によって策定される復帰
が住民たちの夢を裏切るものであることがほぼ確実になった。
立ち止まって考えるなら、沖縄が「復帰」すべきその日本とは何であるのか。日本は、必ずしも憲法九条に
象徴される平和の精神を体現する国家ではなかった。むしろ九条の例外地帯として沖縄を日本に再包摂する
ことによって、憲法と日米安保との齟齬を糊塗しようとする国家だった。日本は、沖縄をくりかえし併合しながら
常に自らのための捨て石、犠牲として利用することに躊躇しない。沖縄戦のさなかに起った日本軍による住民
虐殺において極限的な形で表現された差別も、消去しようのない記憶として残存していた。米軍支配下の生
は耐え難い。だが、かといって包摂を通して徹底した排除を加える日本の狡知はなおさら認めがたい。独立の
夢は、この隘路を脱するようにしておのずと打ち立てられるものなのだろう。
さらに復帰論の「祖国日本」幻想を批判しつつ、独立という政治言語の陥穽にも意識的であろうとする反復
帰の思想が現れる。沖縄という場所からは、米国の揺るがぬ大国主義が見えるばかりでなく、さらにその米国
からの抑圧を沖縄へと移譲しつつ、自らの大国幻想を捨てようとしない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もつぶさに見てと
ることができた。なにより沖縄の近代史には、国家としての日本に同一化しようとした沖縄の努力が、最終的に
は沖縄戦の悲劇へと行き着いたという痛切な経験が刻まれている。こうした位置性および歴史性によって、沖
縄の思想にはナショナリズムそのもの、国家そのものを相対化する可能性が秘められていた。そこに出現する
のが反復帰論である。沖縄は、国家による包摂がいかなるものであるかを身をもって経験してきた。そうである
以上沖縄が自らナショナリズムの轍を踏むわけにはいかない。日本復帰論に抗し、かといってみずから国家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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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ろうとするのでもない。こうした反復帰の思想に対する批判として、それでは現実的に一体何を提案している
のかという問いが向けられるのは理解できないことではない。しかしながら、この議論は思想の力それ自体を
示すものだったという点で、むしろ現実の復帰をすでに果たした後にもなお特筆すべき沖縄の思想として存在
し続け、現在に至るも思想的有効性を失わない。一例をあげよう。
新基地建設を阻止すべく、日々カヌーに乗って辺野古の海上に出ている目取真俊は、警視庁が投入され
たその日もやはり現地での抗議行動に参加していた。金石範がテレビ画面を通して目撃した事件の現場に、
この沖縄の作家もいたのである。目取真俊は、この日住民の前に現れた警視庁機動隊について、その日のブ
ログにこう記している。
「沖縄の歴史も現実も知らず、ただ安倍政権の命じるままに沖縄の民意を暴力で圧殺する。そのために送り
込まれた国家の暴力装置であり、沖縄は憲法や民主主義の番外地であることを如実に示すものだ。(略)警視
庁機動隊が前面に出て沖縄県民に暴力をふるい、弾圧を加えれば加えるほど、沖縄ナショナリズムを刺激し
て反ヤマトゥ感情が増幅し、日本政府・防衛省への怒りと反発が強まるだけだ。沖縄県民を説得する言葉を持
たず、強権で押し切ろうとする安倍政権は、自らの首を絞める行為を行っている。追い詰められているのは政
府であり、沖縄基地の安定使用、というお題目が揺らぐ時がいずれ来るだろう。」(2015年11月4日)
ヤマト国家が暴力の外部性を誇示しながら突然、沖縄に現れ、そして沖縄を「番外地」に置いたとき＿＿つ
まり自らの意のままにできる存在として日本に包摂しつつ、かつ日本の法の適用外に排除したとき、沖縄ナ
ショナリズムと呼ぶべき情動が強固で現実的な力として醸成されるのだ。外部性が強烈に打ち出されたとき、
相関的に内部のエネルギーがナショナリズムとして組織される。この相互構築のメカニズムを、目取真俊は闘
いの現場において瞬時に見て取っており、そしてこの分析によって、ナショナリズムの実体化という罠を回避し
ているのだ。この動的であるとともに透徹した認識の中に、かつての反復帰論の思想的水脈が流れていること
を認めてよいはずである。
ナショナリズム相互構築のメカニズムについて、日本政府はあまりに無自覚であるが、それが何より政府自
身にとってどれほど危険かを、現場の運動者としての目取真俊は簡潔な言葉で指摘した。その認識は、日本
のナショナリズムに固有の病理を衝いている。つまり、米国に従属することで常に自らを傷つけている日本の
ナショナリズムは、従属を深めるごとに、その心理的な補償として沖縄、あるいは韓国、北朝鮮、中国に対し居
丈高になる。他者への暴力を通して自らの弱さを否認するかのようにである。そして、日本は自らの病んだナ
ショナリズムをついに自覚することできず、自ら知らずその病理を深めている。日本は「自らの首を絞めている」
のだと目取真俊がある確信をもって述べるとき、この事件に対する批評にとどまらず、より深いところでの日本
に対する突き放した認識が閃くのである。

5．
「地鳴り」のなかで、「耽羅共和国」の夢は、近づくと姿を消してしまう逃げ水のように、また、はっきりと思い出
そうとしても捉えられない夢のように描かれている。それは、この手に握ることはできないが、しかしこの上な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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甘美で貴重なイマージュなのだ。その構想を語り、記録した二人も、すでにこの世にはいない。
「耽羅共和国」の夢は、四三抗争において外部の軍警の暴力が島に乗り込んできたとき、自分たちの歴史
を振り返るようにして形成されるだけではない。それよりもずっと若い世代の金鐘珉もまた別の形で外部にさい
なまれ、そして耽羅の夢を彼の内側で育てるのである。その外部とは外部資本だろうか、新たな軍事化だろう
か。くりかえし暴力の外部性にさらされ、深い悲しみと沈黙の底に数十年間沈潜してきた自主独立の夢は、こう
して次の世代の内に新しく生み直される。玄老人が抱き続けた夢と、金鐘珉のそれは必ずしも同じではなく、
しかしある深さにおいて通じる質をそなえていたというべきだろうか。現実の親子ではない二人が思想上の親
子となるように、両者の間の伝達は、本質的な思想の力において可能になっているのである。玄老人と金鐘珉
とは、ハルラ山の洞窟にこもってどんな対話をしていたのだろう。玄老人が熱心に書いては翌日に燃やしてし
まったという文章は何だったのか。私たち読者にそれは分からない。それは、独立の夢が本質的に伝達の不
可能性にかかわるものであることを暗示しているかのようである。この作品は、通常の伝え方では伝わりがたい
なにものかを核として成立しているのだ。
「耽羅共和国」の意志を三〇数年の孤独の中で反芻してきた玄老人よりも、失われかけていたその記憶を
受けとめた金鐘珉のほうが原因も定かでない死に方で、先に亡くなっているのはなぜなのだろう。「耽羅共和
国」の夢は、父世代から子の世代へと安定的に渡されるバトンのようなものではない。下の世代に伝達されると
き、それを後世に伝えるべき若い世代が、何か絶望を抱えこむようにして死んでいく。これは、逆縁の夢であ
り、通常の伝達経路は原理的なレベルでふさがれていることを暗示してしまう。
こうした点で、「地鳴り」という作品は本質的な意味における翻訳性を内在させている。「耽羅共和国」の夢
は、伝達不可能なものの伝達という異なる通路を必要としており、それはおそらく、井戸を掘って地下水に至る
ような、深さへと向かう想像力の通路であるはずだ。掘り下げていった井戸の深さにおいてはじめて伝達可能
になる夢は、現実政治の語彙で語られたときに決定的に変質してしまうような貴重な何かなのではないか。済
州「独立」や耽羅「共和国」も、一般的には政治的な語彙である。しかしそれは、すでにその貴重な何かの翻
訳語として、その奥行を含みながら、そこに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沖縄においては「独立」や「国家」そのものを相対化する思想として反復帰論が生まれ、それはしばしば現
実的有効性の欠如を批判される。しかし、それは反復帰論が非政治的であることを意味していない。現実政
治が、結局のところ国家による調整の産物でしかなく、予め与えられた現実の枠をついに超えることができな
いとき、その限界を照らし出すようにして生み出されるのが真の政治言語である。「耽羅共和国」もその意味に
おける真の政治言語に属すのではなかろうか。だからそれは必然的に常に遠ざかる夢のように描き出されるほ
かはない。この作品が、金鐘珉の死後、済州言葉を深い水準において潜在させつつ、標準語法へとあらかじ
め翻訳されているのは、こうした作品の主題と無関係ではあるまい。この作品が、伝達できないものの伝達に
かかわっており、そして、そのためにこそ翻訳を要求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作品それ自体が表明しているかのよ
うである。作品に内在する翻訳性は、遠ざかる夢のような「耽羅共和国」の質に重なる点で、作品の本質を成し
ている。そして、異なる井戸をたてに掘っていくように読むのでなければ、読みえない作品だということを告げ
ている。
ベンヤミンの翻訳論は、難解さにかけて定評があるとともに、現代翻訳論にとって尽きることのない源泉と
なっている。それは、翻訳における言語の生き延び、死後の生をめぐってこのように語る＿＿「翻訳において、
原作は言語のいわばより高次のより純粋な気圏へと成長してい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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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かなる言葉も「純粋な言語」に対しては不完全なのだ。玄老人の済州言葉であっても、その夢を十全に語
り尽くすことはできない。金鐘珉という聞き手を得て、その夢が彼の内ではじめて生き延びるように、他のだれ
かの中で翻訳されたときにこそ、あるべき純粋な姿に向かって一歩だけ近づくのだ。二人の死後には、「私」に
よる標準語法への翻訳を経て、その夢は生き延び、死後の生を生き始める。つまり伝達不可能なものをそれで
も翻訳し伝達する試みにおいて、誰かが受けとめる可能性を未来につなぎ、そのようにして夢は生き延びる。
ベンヤミンは、繰り返される翻訳の過程で、言語そのものが普遍的なものへの限りない漸近線を描きながら
「成長」していくのだという。ただ、「より高次のより純粋な言語の気圏へ」というベンヤミンの志向は、必ずしもこ
こで考えてきた翻訳にはそぐわないかもしれない。それは高さの方向ではないから、悲しみを抱いてたてに
掘っていく方向、死者の沈黙を折り込んで、死者とともに生きる生の、大気圏であるよりも地下水の領域に行き
着く方向なのだから。上へと向かうのでないそれは、優越性を求めるのではなく、崇高さを求めるのでもない。
覇権も主権もない生き延び、生き残りとしての生の場を求める翻訳なのである。文学の翻訳は、出発的の言語
から帰着点の言語への移行という通常の意味での翻訳であると同時に、どのような言語であっても語ることの
できない何ものかにわずかずつ近づいてゆく一歩一歩の歩みでもある。だから、地下水の領域に、文学言語
にとって本質的な「翻訳性」が位置づけられるのだ。沖縄の多声性を作品化してきた作家、崎山多美は、言語
化しがたいものを言語化す試みそのものが翻訳だと述べていた。金石範 火山島 が日本語によって済州島を
書くときに、そこに無音の済州言葉が響きだし、必然的に日本語そのものに変化をひき起こしている。なんらか
の外国語を翻訳しているわけでもない翻訳とは、隔たりを生みながら何かに近づこうとする逆説的な試みであ
る。文学作品は語り得ぬものを語る。補足しにくい密かなものを伝える。その伝達はつねに不確実性に伴われ
ているが、それこそが翻訳という奇跡の源泉といえるのだ。

6．
ところで、「西北青年団」は沖縄にも出現していた。2015年11月、警視庁機動隊が辺野古に姿を現す少し
前、これに先立って「右翼団体」の街宣車がやってきたのだ。やはり、目取真俊がレポートしている(2015年10
月12日付琉球新報朝刊)。
「九月十九日夜から二十日未明にかけて、キャンプ・シュワーブ・ゲート前に設置されている新基地建設反
対を訴えるテントを、右翼団体の街宣車に乗った二十人ほどの男女が襲撃するという事件が発生した。／右
翼グループは酒を飲み、テントを破壊したり、横断幕を切り裂いたりしただけでなく、止めようとした男性を殴っ
てけがを負わせている。」
警察は、ゲート前で新基地建設反対の抗議活動を行う市民に対しては過剰な弾圧を加えるが、このときの
右翼グループの襲撃についてはまるで黙認するかのように甘い対応にとどまった。この日、九月十九日の未
明、安保関連法案が参議院で可決、成立した。辺野古テント村への襲撃はその直後に発生した。右翼グルー
プの襲撃は、安倍政権の意図をよく理解したうえで、反対運動を暴力的につぶすためにタイミングを計って実
行されたものだと目取真俊は見ている。警視庁機動隊が現れるに先立って、理不尽さによって恐怖に訴える
類の暴力が出現していた。
今回の「地鳴り」の日本語訳は、「西北訛り」の異質性を、沖縄言葉で置きかえている。かつて済州島も外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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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暴力にさらされ、その外部性を翻訳言語においても摩滅させないためにとられた選択である。しかしながら、
沖縄の文脈において、外部の暴力にさらされているのは沖縄である。この翻訳において、暴力の外部性を沖
縄言葉に象徴させたのははたして妥当といえるのか。四三文学翻訳チームへの感謝と敬意が大きいだけに、
この点に関しての違和感もまた大きかった。まるで被害者が犯人に間違えられたか、あるいは犯人が被害者の
振りをしているかのようである。「アスファルト」の翻訳では、済州言葉を沖縄言葉で訳しており、二つの悲しみ
の場所の間で記憶の交換がなされているのを感じとることができた。この「アスファルト」翻訳における沖縄言
葉と、今回の「地鳴り」の翻訳の間で齟齬をきたすことにもなるだろう。とはいえ、「西北訛り」の外部性、標準語
法との差異を、いったいいかなる言葉で表せばいいのかといえば、それは極めて難しい問題だ。翻訳チームも
この難問のまえで立ち止まったことだろう。重要な作品を日本語で読めるようにしてくれた翻訳チームに対し最
大限の感謝を述べたいが、それでも同時に沖縄言葉の扱いについては再考してはどうか、と考えたことのみ
付言しておき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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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과 피해자 중심주의
윤명숙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 입장
1990년 10월17일 시민단체, 노무현 대통령(한국정부)앞으로 공개서한(사죄와 피해보상 요구하라)
1990년 12월12일 한국정부(외교부): 방일중 외교 노력(아키히토 천황 사과발언), 1965년 청구권
체결로 일단락된 사항, 정부차원의 대일보상제기는 불가, 민간차원의 소송에 관여할 입장 아님
1991년 12월~1월 요시미 요시아키(중앙대 교수)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일본군 관여 공문서 6
점 발굴), 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92년 1월11일자 보도
1월12일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관방장관 군 관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담화 발표
1월13일 사죄 담화 발표
1992년 1월 16일 한국방문, 미야자와 총리는 한일수뇌회담과 한국국회에서 “사과와 번성의 뜻”
표명. 보상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재판 결과를 보면서 사실 조사에 성의있게 조처하겠다고 함
1992년 7월6일, 제1차 정부조사결과, 가토 담화발표, “정부 관여” 인정, “사과와 반성” 표명
1992년 7월31일, 한국정부(외교부)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정신대문제실무대책
반) : 추가조사요구, 사죄 나타내는 성의있는 조치 촉구, 교봐서기술과 교육)
1992년 8월4일 제2차 정부조사 결과, 고노담화 발표 * 모집관련 업자가 주체인듯 뉘앙스 남김
1993년 3월13일, 김영삼 취임 직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상은 내년부터 정부 예산”, 진상규명
강조
1993년 3월17일 정대협과 대한변호사협회 항의에 외무부”개인청구권 불포함”쇠신 그러나 개인보
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 불변
1994년 8월31일 ‘종전’ 50주년 무라야마 총리담화 발표(평화 우호 교류 계획, 폭넓은 국민참여의 길)
1994년 12월7일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발표(제1그룹 한국, 대만, 필리핀)
1995년 7월19일 국민기금 발족(원래 2월 예정), 8월15일 모금 개시 , 95.12.6. 10억엔 목표 중 1
억엔 정도, 12.8. 국민기금으로 재단법인 인가,

‘96.8.22. 약 4억4천만엔, 98.7현재360명중 80명

(한11,대0, 필69) , 207년3월 해산(총 280명 중 한 60명) 1그룹외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한국정부(김영삼정권)]
1997년 1월 한국인 피해자 7명에게 지급
1997년 1월11일 외무부 대변인 성명에서 ‘한국정부와 피해자 요구 무시한채 지급 강행에 유감
표시, UN인권위원회 채택 결의안 이행,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가 총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 강구하도록 강력히 요청 à 우회적으로 국민기금 반대와 개인보상 요구
* 이전 한국정부는 기금에 “공적 성격을 더하고자 노력”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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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모금(1996.10~97.5, 1997.8~98.4 실시 90억원 목표 중 12억)
1998년 4월21일 단체의 요구(*1997년 11월 대만정부 대만인 피해자 42명에게 200만엔 지급에
촉발)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다만 선지급・후청구 방식은 아니었음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小渕恵三)수장의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의제 및 한일공동선
언에 언급없음. 단, 세카이(世界) (1998.10): 1965년 한일청구권에 대해 법률적으로 말하면 그렇
게 해석할 수 있을 것, UN소위원회 보고서(96.4. 쿠마아스와미 보고서)에서처럼 일본정부가 보
상, 한일공동선언에서 お詫び를 사죄로 번역하기로(이전 사과): 보다 깊은 사과의 표현. / 피해자
가 원하는 방식
2005. 8월 26일 노무현정권 민관공동위원회( 65년 청구권 체결에서 ‘위안부’문제, 사할린동포, 원
폭피해자 문제 불포함)
2011년 헌법재판소의 부작위위헌 결정
2015년 12월28일 한일외교부장관 합의 발표
○ 일본 교과서 기술
1992년 4월 ‘위안부’기술한 고등학교 세계사 및 일본사 교과서 검정 신청본 중에서 4권을 통과
1995년 ‘위안부’ 기술한 고등학교 일본사 9권 모두 통과
1996년 5월 중학교 사회 교과서 7권 모두 통과(1998년 신학기에 채택)
2012ㄴ년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 9권 모두 삭제
2015년 1월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위안부 삭제 첫 사례(현대사회 2종, 정치결제 1종)

□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개념 정리
○ 피해자 중심주의의 연원
주로 여성학에서 문제 제기하고 주장되어 옴
특히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범죄에서, ’객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해자 중심‘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피해자의 진술과 주장을 우선시하는 관점
 가해자(주로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해체하고 피해자의 시각에서 피해를 재구성
 가해자 시각에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불평등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원칙
 성별 권력관계에 기반해 남성의 시각과 언어로 구성되어 왔던 ‘객관성’을 해체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을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작업
피해자 중심주의는 절대로 피해자 절대주의가 아니다. 피해자 말이 무조건 옳다는 의미도 아니
다. 중요하니 두 번 서술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 말만을 절대로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젠더 문제에 과련해 지나치게 경직되고 남성중심적인 사회분위기 계급적이고 권력적인 관계속에
서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는 의미이다.
⇒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에서 남성중심=가해자 중심적인 시각을 해체하고 피해자 시각에서
피해를 재구성하자는 문제의식. 다단 피해자 말이 무조건 옳다거나 피해자 말만을 절대 믿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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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서 사용되는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최근,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
국민기금 설립(1997년 전후):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
화해치유재단;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2017.12.27.): ‘피해자 중심적 접근’(피해
자의 참여, 피해자의 의사와 입장 수렴)
※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본질적으로 ‘가해자 대 피해자’ 구도에서 피해 여성의 존엄과 명예를 회
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다. 피해 구제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는 피
해자의 의사와 입장을 수렴하여 외교 협상에 임할 책무가 있다. ”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출범(2017. 7. 31)
⇒ 앞서 얘기한 여성주의 시각에서 얘기되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결을 달리함.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 피해자 참여, 피해자 의사와 입장 수렴
예1)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전 일본 세카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위안부 문제’ 해
결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발언. 이때의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은 김대중 대통령은
UN소위원회 보고서를 근거
예2) 정대협이 주장하는 7가지 주장
예3) 피해자의 상반되는 주장(국민기금 찬반, 화해치유재단 기금 찬반)
⇒ 국민기금이나 화해치유재단의 수령자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피해자인가 아닌가하는 문제
○ 2020년 ‘위안부’ 해결 운동과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들의 권익 대변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조차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근본적 질문(중앙일보 2020.5.12.)
 “피해자 중심주의는 가해자는 누구인지를 묻는 일”(경향신문, 2020.6.15.칼럼)
 “보고서는 ...(중략)...피해자 중심, 국민중심이 아니라 정부중심으로 합의한 것임을 보여준다(하
략)”(‘피해자 중심주의’ 철저히 외면한 한일위안부 합의, 2017.12.27. 연합뉴스)
 ”정의연은 이같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걸고 활동해 온 단체...(중략)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지향점 차이가 격화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 중
심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느새 ‘위안부 피해자=정의연’처럼 인식돼버렸다는 점
“한국 위안부 운동의 특수성상, 할머니와 정의연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다면, 접점과 다른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문제에 진심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것이 최선이다” (성공회대 김동춘 사회과학부
교수)
“위안부 운동을 피해자만의 운동으로 볼 것인지, 피해자와 더불어 하는 운동으로 볼 것인지 합의
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미분화된 상태로 같이 흘러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사
죄와 보상 문제가 맞물려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의 의미를 좀 더 다각적으로 살펴볼
때가 된 것 같다” (정대협 양미강 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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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해 온 말들의 역사가 있는데 맥락을 무시하고 어떤 때는 신빙성이 없다, 어떤 때는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평가하는 것은 결코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다”고 지적(성공회대 강성현 열림
교양학부 교수)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가 말하면 이를 따른다’는 날 것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요청과 피해자들의 필요를 잘 수렴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조치를 짜는 것이 필
요하다”고 해석했다.서울대 양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 정의연 ‘20년 운동사’...위안부 ‘피해자 중심주의’를 다시 보다 2020.5.30.)

□ 무엇을 묻고 고민해야 하나
▶ ‘위안부 문제’란 어떤 사건이었나.
개인인권침해 & 역사적, 사회적 사건(우리/나도 당사자)
▶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의 진상규명은 선행연구로 가능하다고 생각
국가범죄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가해자의 인정이 필수인가? 아니다
 증거가 없는가? 아니다
 강간(명료한 범죄성)
성매매 형태(위안소 유형에서 업자를 둔 형태의 위안소)

우리들의 지금의 성매매와 성인식과 깊

은 관련이 있으며 좌우됨
▶피해자와 운동단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나
▶‘공’으로 방어 vs ‘과’를 반성 성찰하고 나아가는 길

□ 지금까지의 운동에서 성찰과 반성, 개선할 점(신혜수 발표문, 비공개, 20200714)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내 여성인권과 젠더 섹션, “성폭력피해자의보호; 그간의 교훈”에 관한
워크숍(2018.3.27. 27) 개최
 보고서의 첫 부분: “피해자 중심 접근”
 지금까지의 한국에서의 해결운동과 관련하여, 두 가지 항목을 통해 성찰 필요(단체, 정부)
: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 개인이 선택해야 함(예: 국민기금, 치유화해재단 지원금)
: 실현 불가능한 것에 대한 피해자의 기대를 높이면 안됨(예: ’공식사죄‘, ’법적배상‘)
→ 어떠한 대응이 가능했던가를 성찰하는 것부터
▶국가의 역할/ 책임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본질적으로 ‘가해자 대 피해자’ 구도에서 피해 여
성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다. 피해 구제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가 무엇보
다 중요하며, 정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입장을 수렴하여 외교 협상에 임할 책무가 있다. (별첨: 피해자
중심주의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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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출범(7.31),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12.27)
(1) ㅇㅇ헤럴드 기자 질문 중에서: 22분의 (피해자)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
> “피해자 중심적 접근”
(2) MBN 오지혜 기자 질문 중에서:’피해자 중심 접근‘은 피해자와의 소통은 작은 부분이라고 생
(3) 중앙일보 박유미 기자: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47명중 36명이 지원금 받았다. 돈을 수령여부로
합의 수용으로 연결시켜 판단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 피해자 중심주의와 피해자 존중에서 겹치는 부분과 다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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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참고 자료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관련]
○ 피해자 중심주의①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주장을 우선시하는 관점, 특히 권력차이고 인해 발생하는 성폭
력, 학력폭력, 가정폭력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관점을 중시하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 중심주의②
원칙은 피해자의 고통과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객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해자 중심’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차 가해에서 드러나는 가해자 중심적 시
각을 해체하고 피해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의 말만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이 왜 피
해자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왔는지를 고려하며 관련 증거나 정황과 진술이 맞는다면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상황의 적합성을 고려해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피해자
중심주의가 불평등한 차별이라는 것은 이 원칙이 등장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문제제기이다. 피
해자 중심주의가 이미 가해자의 시각에서 기존의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불평등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로 성폭력 사건 바로 보다. 성대신문 1551호 2013.10.7. 나영인 기자)
○ 피해자 중심주의③
피해자 중심주의는 반성폭력 운동과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해 왔다.
이는 성별 권력관계에 기반해 남성의 시각과 언어로 구성되어 왔던 ‘객관성’을 해체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을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을 다룰 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맞을 만한 이
유가 있다’ 하더라도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가차없이 유죄판결을 받은다 이것은 피해자와 가
해자까지 표함해서 사건 당사자의 평소 언행 등이 그 폭력과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폭력이라는 가해 사실을 제쳐두고
피해자를 ‘검증’하는 듯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 저항을 했는지 아닌지, 가해자와의 사적인 관계가
어땠는지, 평소 여거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는지, 바람을 피웠는지 등 사건 자체와는 상관없는 것
들이 판결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아무리 어이없는 판단 요소라 할지라도 재판부 혹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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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구미에 맞게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조차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성폭
력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이미 남성중심적인 사회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절대로 피해자 절대주의가 아니다. 피해자 말이 무조건 옳다는 의미도 아니
다. 중요하니 두 번 서술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 말만을 절대로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젠더 문제에 과련해 지나치게 경직되고 남성중심적인 사회분위기 계급적이고 권력적인 관계속에
서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는 의미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오해하고 거부감을 갖는 경우는 대부분 남성들인데 이것은 남성들이 본인이
구조적으로 잠재적인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에 대한 반감일 것이다. 일부 이런 반감을
가지는 남성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스스로가 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반감이 드는 일인가 아닌가를
(인용) 2017년 3월, 권김현영은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 개념이 부수적인 피해 이상의 해악
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의 글에서는 지금의 피해자 중심주의가 (1) 피해자에게 사
건의 판단 기준 전체를 위임한 것이 아니며, (2) 처벌의 수위를 결정할 일방적인 권한을 부여하
는 것도 아니며, (3) 경험에 대한 독점적인 해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
러한 오해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독점적 해석과
무조건적인 지지를 요구하는 경향, (2) 상황과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묻거나 ‘재빠른지지’
를 보이지 않았을 경우 2차 가해로 지목되는 경향
(김주희, ‘속도의 페미니즘과 관성의 정치’, 문학과 사회 2016, 겨울호)
○ 피해자 중심주의④
 피해자 중심주의는 반성폭력 운동과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해 왔다.
이는 성별 권력 관계에 기반해 남성의 시각과 언어로 구성되어 왔던 ‘객관성’을 해체하고, 성
폭력을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성폭력 사건은 제대로 바라
보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것은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게 된 ‘과정’과 ‘맥락’에 주목해야 할필요
가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식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고 변 소장은 지적했다.( 「피해자 중심주의 새롭게 고민하자 –반성폭력 운동 딜레마 제기」 일
다 김이정민,2004.9.13.)
○ 피해자 중심주의⑤
 기존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겨지던 성폭력 문제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여겨지게 된 것은 비
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과정에서 성폭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이에서,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음에도 왜 피해당사자는 이를 공론화하거나, 법정으로 가져오지 못할까란 의문이 생
긴다. 그 답을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가부장제적 시선’에서 찾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한 원칙을 세운다. 그것이 ‘피해자중심주의’이다.
 이렇게 남성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정체성을 근간으로 잠재적 가해자로서의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렇게 잠재적 가해자라는 것이 방점이 찍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중심주의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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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절대주의로 변질된다.
피해자중심주의가 구체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
집된 구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해석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 선택해야한다는 것을 말
한다. 피해자절대주의로 호도되어 이 원칙을 폐기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되는 것일까? 이 원칙이 도입된 맥락을 살핀다면, 부작용을 개선하며 이 원칙을 가져가야되
는 것이지. 섣불리 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피해자중심주의의 폐기에 대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강동희,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피해자중심주의’ 2015.11.28.
https://sosoecri.tistory.com/m/10)
○ 피해자 중심주의⑥
 ‘강간문화’의 타파야말로 오랜 세월동안 당연시되어온 가부장제와 여성혐오적 문화들을 전복시
키고 성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첫걸음인 것이다.
(’#ddd_내_성폭력 ‘해시태그와 ’강간문화‘, 쫑블리, 2016.12.30.

[‘위안부’문제 관련]
○ 피해자 중심주의⑦
경위 파악 기준(네개 항목 중 첫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본질적으로 ‘가해자 대 피해자’ 구도에서 피해 여
성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다. 피해 구제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가 무엇보
다 중요하며, 정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입장을 수렴하여 외교 협상에 임할 책무가 있다.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출범(7.31)
▲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12.27)
○ 피해자 중심주의⑧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는 피해자들의 권익 대변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조
차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근본적 질문으로 직결된다.( 중앙일
보, 피해자 중심주의라더니, 피해자 뜻 존중 안한 윤미향, 2020.5.12. https://news.joins.com/articl
e/23774131)
 “피해자 중심주의는 가해자는 누구인지를 묻는 일이었다”(경향신문, 2020.6.15.칼럼 [아침을 열
며]‘위안부’ 운동 내전, 우리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
w.html?art_id=202006150300155)
 “보고서는 ...(중략)...피해자 중심, 국민중심이 아니라 정부중심으로 합의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피해자 중심주의’ 철저히 외면한 한일위안부 합의, 2017.12.27. 연합뉴스)
 “피해자를 지지하고 대변한다” 정의연은 이같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걸고 활동해 온 단체이
기에 피해자를 통해 흘러나온 메시지가 가져온 충격은 더 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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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시민단체의 지향점 차이가 격화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 중심주의
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략)...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느새 ‘위안부 피해자=정의연’처럼 인식돼버렸다는 점이다.
 성공회대 김동춘 사회과학부 교수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와 보상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복원하려고 하고, 시민단체와 활동가는 피해자의 문제를 통해 사회 전체의 문제까지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목표가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위안부 운동의 특수성상, 할머니와 정의연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다면, 접점과 다
른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문제에 진심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덧붙였다. ..(중략)...
정대협 양미강 전 사무총장은 “위안부 운동을 피해자만의 운동으로 볼 것인지, 피해자와 더불어
하는 운동으로 볼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미분화된 상태로 같이 흘러온 것이고 그
런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사죄와 보상 문제가 맞물려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
주의의 의미를 좀 더 다각적으로 살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중략)...
성공회대 강성현 열림교양학부 교수는 “피해자가 해 온 말들의 역사가 있는데 맥락을 무시하고
어떤 때는 신빙성이 없다, 어떤 때는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평가하는 것은 결코 피해자 중심주
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피해자를 성역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그는 “피해
생존자들도 욕망이 생기는 다양한 주체”라면서 “그게 시민사회 운동과 같이 갈 수도 있고 티격
태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것이 갈등 관계라면, 인정하고 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양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가 말하면 이를 따른다’는
날 것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요청과 피해자들의 필요를 잘 수렴해서 체
계적이고 장기적인 조치를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정의연 ‘20년 운동사’...위안부 ‘피해자 중심주의’를 다시 보다 2020.5.30. 노컷뉴스 https://www.no
cutnews.co.kr/news/5352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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レイプの位相と男性セクシュアリティ
― 大島渚 絞死刑 と大城立裕 カクテルパーティー のあいだから ―

高榮蘭 (日本大学)

大島渚 絞死刑 は、「絞首刑」と「死刑」を組み合わせた造語である。映画では「R」と命名される、韓国籍の
イジンウ

在日少年・李珍宇が、1958年に二人の女性をレイプし、殺したと言われている「小松川事件」を題材としてい
る。
大島の映画は、李の境遇に同情的であった他の物語とは一線を画すような形で、国家による合法的な殺人
が行われる死刑の場に焦点をあてた。この映画は、これまで、おもに二つの方向から議論されてきた。一つ目
キム ヒ

ロ

は小松川事件が如何に再現されたかをめぐる議論である。小松川事件は、1968年の「金嬉老事件」と並ん
で、日本社会に衝撃を与え、多くの文化人などによる救命運動も行われた1)。その過程で、朴寿南による李珍
宇の往復書簡集 罪と死と愛と (三一書房、1963年)の出版や彼を題材とする物語が相次いで出版された2)。
李は極貧な環境で育ちながらも、定時制高校に通う優秀な生徒であった。事件当時18歳であった彼には、少
年法51条が適用されず、異例なはやさで死刑が確定し、それからわずか四年後には刑が執行されてしまっ
た。逮捕されてから彼は、マスコミを挑発する発信をし、そのことでセンセーショナルな話題を世の中に提供し
た。
二つ目は「1968」と「大島渚」をつなぐ代表的な作品として扱う議論である。ここには1960年代の大島の「朝
鮮」「韓国」表象をめぐる議論が接合される。小野沢稔彦は、この映画について、「騒乱」の時代の象徴であっ
たと言いながら、以下のように意味付けている。
絞死刑 において、この時代が「大島渚の時代」であることが明確に現れ――大島本人もそのことを意識した
と思う――私たちは彼の映画を観ることを、この時代の不可欠な条件と思うようになった。(中略)それまで結局、情
緒的なメロドラマだけを作り続けてきた日本の映画界にとって、初めて正面から「国家」そのものを問う思想的な営
為としての映画が登場したことによって、記念碑となったのである。(中略)映画を観ることが、当時の学生活動家
や若い労働者にとって、マルクスを読むことなどより重要なこととなったのは、一九六八年二月の 絞死刑 公開を
契機としている。( 小野沢稔彦 大島渚の時代 、毎日新聞社、2013年、238頁)

よく知られている通り、1960年代の大島の映像には「朝鮮」「韓国」にかかわる記号が多く刻まれていた。大

1) 趙慶喜は救命運動について、「日本社会、在日朝鮮人社会、韓国社会」に分類し、詳細に分析している。また、南北分断および
冷戦の問題が如何にこの問題に介在しているのかを浮彫にしている。(「 朝鮮人死刑囚 をめぐる専有の構図―小松川事件と
日本／ 朝鮮 」( 東方学志 158集、2012年6月、なお日本語訳は 「戦後」の誕生 新泉社、2017年に所収されている)
2) 佐藤泉「李珍宇の文学的形象と「半日本人」の思想と」(坪井秀人編 戦後日本文化 三人社、2019年)は、「朝鮮―民族」という民
族主義的な枠組みによって不可視化されることの多い、朴寿南の「当事者性」に焦点をあて、新たな議論の可能性を示した。
また、日本の「政治と文学」という枠組みが、小松川事件をめぐる文学的な想像力に介在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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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の「朝鮮」および「韓国」に対する関心は、 青春残酷物語 (1960年)と 太陽の墓場 (1960年)あたりからうか
がうことができる。その後、ドキュメンタリー 忘れられた皇軍 (1963年)や、韓国滞在の経験が生かされた ユン
ボぎの日記 (1965年)を経由し、 日本春歌考 (1967年)、 絞死刑 (1968年)、 かえって来たヨッパライ (1968
年)において頂点を迎えることになる。興味深いのは、「朝鮮」「韓国」が前景化されている時期に作られた映画
には「日の丸」が多用され3)、そこに女性の身体が接合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
今日の発表では、上記の問題を踏まえながら 絞死刑 におけるレイプの再現を媒介に露呈する男性セク
シュアリティの問題について注目したい。

1. レイプの位相：「絞死刑」と「カクテルパーティ」
この映画は、死刑が執行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死刑囚であるRがなぜかいつまで経っても正常な脈拍を保
ち、死の兆候を示さないところから動き出す。死刑の現場に立ち会ったのは、所長、教育部長、教誨師、保安
課長、医務官、検察事務官、検事であった。彼らは自らの職務を果たすべくRの意識回復に努める。しかし、心
神喪失状態に陥ったRはすべての記憶を失っており、「合法的」な死刑執行のためには彼自身にRであること
を引き受けてもらう必要があった。そのために、立会人たちは、Rの前で強姦殺人の場面を、判決文の通りに
再現し、Rの記憶を取り戻そうとする。この再現劇のあいだに、幻想と現実が入り混じる形で、以下の7つの章
が挿入される。
1 「Rの肉体は死刑を拒否した」
2 「RはRであることを受け入れない」
3 「RはRを他者として認識する」
4 「RはRであることを試みる」
5 「Rは朝鮮人として弁明される」
6 「RはRであることに到達する」
7 「RはすべてのRのためRであることをひき受ける」
在日朝鮮人Rによる日本人女性の強姦殺人というテーマは、ちょうどこの映画が撮影された1967年に芥川
賞を受賞した大城立裕の小説「カクテルパーティ」と対になる構図になっている。日本の文壇では、アメリカ占
領下の沖縄の痛みを訴える作品として評価された「カクテルパーティ」の主要登場人物は、役所に勤める沖縄
人の「私」、日本人新聞記者の小川、大陸から香港へ亡命した中国人弁護士の孫、米軍人のミラーの四人で
ある。彼らは中国語を媒介に繋がりをもっているが、そこには記憶が隠蔽されている。この物語は、「私」が米
軍基地内でカクテルパーティを楽しんでいる間、「私」の娘が、顔見知りの米兵ロバート・ハリスにレイプされ、

3) 日の丸の旗が最初に登場したのは 飼育 (1961年)である。召集令状が来ていた青年のために村の人が寄せ書きをする。 日本
春歌考 (1967年)でオレンジと黒のインクの染みが日の丸と黒丸へと変化。そこに火が放たれ、すべてが燃え上がる。あのイ
ンクが実は油であったのだが、それについて四方田犬彦は「ナショナリズムとアナーキズムとが対峙する構図に、突然外部
からもたらされた暴力」としながらこの映画以後、日の丸がフィルムの構造において突出したメッセージを持つようになっ
たと指摘している。( 大島渚と日本 、9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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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場でハリスを崖から突き落とし怪我を負わせてしまうところから動きだす。
沖縄では、占領軍に関係する米国人女性へのレイプあるいは「強姦する意志をもってこれに暴力を加える
者」は死刑である(225頁4))。それに対し、占領当局の布令では、琉球政府は米軍要人に対する喚問権をもた
ず、容疑者として追求することが難しい。だから、レイプ当事者である「私」の「娘」はハリスへの「暴行」のかど
で拘留されても、レイプも自己防衛も立証はできないといわれる。このような位階の構図をあらわにしたのが裁
判の場面である。私の告訴によって、娘を原告とし、ハリスを被告とするレイプの裁判が軍事法廷で開かれ、ハ
リスを原告とし、娘を被告とする傷害の裁判が琉球政府の法廷で開かれる。
沖縄において米軍人が法的な優位性を獲得しているため、ハリスは琉球政府の法廷に証人として出廷する
義務はない。それに対し、「私の娘」は父親、裁判官、目撃者など、男性集団の前でレイプの再現を強いられ
ることになる。しかも英語で行われる法定での再現劇は、告訴をのぞまない娘の声を無視した形で告訴に踏み
切り、支配側の男性とともに、娘によるレイプの場面の再現を観る「父」の位置を際立たせる。言い換えれば、
この場面は、父と娘の関係にみられる家父長制的支配が占領の法秩序のなかに組み込まれていることをあら
わにする役割をしているのである。ここから、マイク・モラスキは「外国人占領者が現地女性を性的に領有する
ことを非難しながら同時に、男性主人公を被害者として位置づけるにあたって「女性」という観念上の象徴を領
有してしまう」構図を見出している5)。
このような構図を参照すれば、 絞死刑 におけるRのレイプは支配権力がもっとも恐れる事態であることが
わかる。しかも殺人まで犯しているのである。
保安課長：僕はアカのことをいってるんだ。朝鮮の共産主義の問題はひとことじゃないじょう。
所長：今まで日本人は朝鮮人を(中略)いままでの憎しみをいっぺんにぶちまけて日本人に残虐の限りをつくし
て、いままでの恨みを晴らそうとするだろう。もちろん日本中の女はみんな強姦され(中略)その前に私なんかは
真っ先に殺されるんだ。検事さん、あなた黙っ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が(中略)心のうちは？

2. 暴力の記憶と男性セクシュアリティ
日本人・男性「死刑立会人」による強姦殺人の再現(朝鮮人・Rの模倣)の問題は、植民地主義あるいは占領
をめぐる物語に遭遇するたびに多くの研究者が読み取ろうとするジェンダー規範の文法だけではとらえきれな
い。確かに視角のレベルでは、姉さんとRの疑似―近親相姦を連想させる場面(幻想のレベル)が、「日の丸」
シーツのなかの裸の二人によって演出される。一方、聴覚のレベルでは、Rの自慰行為と女性に対する性的
欲望を「正しい」異性愛に転換させ、朝鮮人としての自覚(主体化)を促すお姉さんの言葉と重ね合わせられ
る6)。
しかし、その場面(PPTの写真資料)が以下の立会人の戦争犯罪について語る言葉と同じ空間のなかに配
置されていることを見逃してはならない。「RがRであること」を自覚させるために試みられる、日本人・男性「立

4) 本発表での引用は、大城立裕 カクテル・パーティー (岩波現代文庫、2011年)による。
5) マイク・モラスキ 占領の記憶・記憶の占領 戦後沖縄・日本とアメリカ (青土社、2006年、第1章参照)
6) 趙慶喜(前掲)と佐藤泉(前掲)は「姉さんとR」の関係について、両方のモデルである「朴寿南と李珍宇」の関係性を参照軸にし
ながら、「姉さん」の「性」が過剰に強調されている点について批判的な考察を行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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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人」による「R」の模倣は、彼らが支えとしている異性愛マトリックスの磁場に亀裂を入れることになるからであ
る。例えば、教育部長が医務官にR役を依頼し、彼自身が被害女性役を引きうける。その瞬間に垣間見られる
R役の医務官の欲望は、女性役を引き受けた教育部長に、男同士の性―関係であることを強く意識させるゆ
えに戸惑いをもたらし、Rの模倣がうまくいかなくなる。引き続き、保安課長がR役を引き受けることになるのだ
が、「女役」の「男」を犯す形となる、2人による再現は、Rは「Rってなんですか」、朝鮮人とは？、女を犯すと
は？、家庭とは？何ですかという質問によって中断される。立会人たちはとりわけ「朝鮮人とは何か」を答える
ために必死になるのだが、なかなかうまい答えが見いだせない。その時突然医務官が教誨師にとびかかり、む
りやり強姦殺人の再現を試みる。
立会人たちは「強姦殺人」の「模倣」に刺激される形で、自らの戦争犯罪について語りだす。「国家のため」
だったということを建前に、お互いの戦争犯罪に免罪符を与え、Rへの死刑執行も同じ論理で免罪符を与え
る。このような対話の最中に、教誨師が立会人(日本人・男性)の身体を舐めるしぐさを見せ、そのような身体的
な接触を彼らが拒否しないで、受け入れていく。この場面は、彼等に免罪符を与えてくれる「日の丸」によって
覆われている裸の朝鮮人・Rとお姉さんの疑似―近親相姦と対になる形で、画面を上下に分けながら、混在す
ることになる。だとすれば、ここで露呈する男性セクシュアリティと「日の丸」の関係をどのように解釈すればよい
のだろうか。
小野沢のように「日の丸」が、「朝鮮人自らが作り上げた、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の裏返しとしての朝鮮人像を
も批判」し、「両方の犯罪の共犯性」を浮き彫りにする役割を担っていると考えればよいのだろうか。日本人・男
による戦争犯罪の記憶が想起される場における教誨師の行動は、戦争犯罪の中に何が隠蔽されているのか
を露呈させている行為である。それに基づいて考えると、 絞死刑 について、よくみられる小野沢のような議論
は「日の丸」が女性の裸を求める構造、男性の同性愛コード、近親相姦コードを不可視化することによって成
立していることになる。このことをどのように考えればよいのだろうか。

3. 1968．「日の丸」をささげる
この映画における「日の丸」は、それが誰の身体にかかわるものであるかによって、異なる響きを醸し出す。
例えば、ナショナリズムの公式に則るかのように描かれる「日の丸」は、死刑場で国家権力を体現している検事
の背景となり、星条旗を隠すかのような位置に配置される。その「日の丸」の前、あるいは横にいる検事は無表
情で言葉をほとんど発しない。彼には再現劇が作りだす幻想、とりわけ女性たちが見えない。にもかかわらず、
他の立会人の様子からその場を乱す女性の気配を察知し、彼女らの抹殺を命じる。それは「日の丸」を背景と
し、「RがRである」ことを引き受けながらも死刑を拒否する最後の場面と対になる構図である。
Rは「恩寵に満たされた」心地よき幻想の中で姉さんに愛を告白すると、場面は写真(PPT参照)の映像に切
り替わる。この場面に注目した四方田犬彦 は、「 大島フィルムにあっては、現実の太陽のあるところ、そのイ
デオロギー的記号である日の丸は排除されてしまう」、「われわれが眺めているのは、あらゆる意味で国家から
解放された個人による、ユートピア的な夢想の映像」であると述べている7)。しかし、この画面を切り取り、50年
メーデーのポスター(PPT参照)に並べてみると、その類似性に驚く。このポスターには、衰弱しきった子供を抱
7) 大島渚と日本 前掲、16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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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ている「母」が描かれているが、その「母」を、「戦争反対」「植民地化反対」「民族独立」「全面講和」などの言
葉が囲んでいる。これらの言葉と意味内容は異なるが、同じ綴りの漢字が、ベトナム戦争、アジア諸国との国
交正常化、侵略戦争に対する補償、安保の問題が錯綜していた1968年前後においても飛び交っていた。 絞
死刑 における姉さんの役割の一つがRの民族意識の覚醒にあり、この場面の後「日の丸」の真ん中、大きい
「赤い丸―太陽」を前にRがRであることを引き受け、死刑を拒否する場面へと切り替わることを考えると、この
ポスターにおける、四方田のいう「ユートピア的な夢想の映像」が実は1950年の「母」と同様な構図に置かれて
いると言わざるをえない。
すでに別稿で論じているように8)、50年のメーデーポスターが総力戦におけるジェンダー編成の問題とリン
クしていることを考えると、「日の丸」を媒介に 絞死刑 が作り出すナショナリズム批判は、日本の総力戦体制
や50年代の講和条約反対運動における女性の身体の横領と同じ土台の上にある。しかも、その構図は男性
セクシュアリティの不可視化によって成り立っているのである。
幻想のレベルにおいては、姉さんの身体(裸)とRにレイプされ殺された女性の身体(裸)は「日の丸」を媒介
に交換可能なものとして可視化されていく。小松川高校の屋上でRはセーラー服の女性にナイフを突きつける
が、なかなかナイフを突き刺すことが出来ず躊躇してしまう。それを見ていた教育部長は、いつの間にか判決
文から逸脱し、突然セーラー服の日本人・女性を襲い、強姦の試みる過程で彼女を殺してしまう。その瞬間、
映像は刑場のなかに置かれた棺のなかに焦点化され、見る側は棺の中に収められた女子の死体を発見す
る。被害者(日本人・女)は、制服の姿から「日の丸」のなかで裸になり、その後いきなり「チマチョゴリ」を着て、
棺のなかからゆっくりと起き上がる。「日の丸＝裸」を媒介に「日本人・女」から「朝鮮人・女」にすり替えられてい
くのである。
女性の裸の横領は、あの有名な「米兵が日本の女をハダカにしている」9)写真の使われ方と合わせて考える
と面白い共通点が見いだせる。ここでの「日本の女」は「パンパン」を意味する。写真には、米兵に囲まれた裸
の女性の後ろ姿が映っている。占領期における日韓の「パンパン」表象が、「パーマヘア・赤い口紅・ハイヒー
ル」などアメリカを有標化する記号を付け、アメリカ人を連想させる「男」との近い距離が強調されていたことを
考えると、「パンパンー民族」の被害性の獲得は、アメリカという記号をすべてはぎ取った「裸」を通してしか実
現しないものであろう。それから、20 年後、この写真の「日本の女」が、実際は、朝鮮戦争の最中に撮影された
「朝鮮の女」で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る10)が、それは、1950 年代前後における「パンパンーアメリカ」「パンパ
ンー民族」表象における「パンパン」の身体の横領とパラレルな関係にある出来事であった。
立会人やRのあいだの位階構図は「日の丸」やその陰の「星条旗」という政治権力・文化権力が作りだしたも
のであった。「RはすべてのRのためRであることをひき受ける」場面においてみられる、「すべて」という言葉に
介在する普遍性への欲望は「日本人」と「朝鮮人」という対立軸ではなく、国家暴力に対する被害／加害の問
題の両義性に連なる問題である。その被害／加害の構図は男性の戦争犯罪、男性同士の性犯罪(戦争犯罪)
や女性身体の横領にかかわるものである。そこから、彼らの「加害―性」が浮き彫りとなると同時に、実際はそ
の「すべて」が国家・民族の名のもので強いられた暴力であったという「日本人・朝鮮人」－「男性」の「被害―
性」が前景化され、彼等に免罪符があたえられていく。まさにそのような回路が、男性のセクシュアリティの露呈
8) 高榮蘭 戦後というイデオロギー (藤原書店、2010年)
9) 平和新聞 1953年6月11日。ここでは、神崎清 夜の基地 (河出書房、1953年)からの再引用。
10) 神崎清 買春 一九七四、現代史出版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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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よる「日の丸」の危機を回避するかのように挿入された、女性身体を媒介とする強力なアレゴリーの効果を用
いて見いだされたことを見逃してはならないだろう。

4. 「Rたち」と「女たち」の行方
黄鎬徳は、1960年代の大島渚映画は「どれ一つとして「朝鮮」そのものを問題系としていない」と述べなが
ら、この映画のタイトル(深尾道典のシナリオ)が李珍宇と朴寿南との往復書簡 罪と死と愛と に基づいた「いつ
でもないいつか、どこでもないどこかで」から「絞死刑」に変えられたことに注目し、それによって「映画は、在日
という実存的な問いから死を与える「執行」への問に変わった」11)と指摘している。
「RはすべてのRのためRであることをひき受ける」ことを決心するやいなや姉さんは突然映画から消えてい
く。また、Rが「絞死刑」を受け入れ、死刑が執行された瞬間Rの身体は映画から突然消え、立会人(日本人・
男性)だけが物語のなかに残され、日本という空間を生き続けることになる。もちろん物語そのもの(構造自体)
は消滅しない。その代わり「死刑」を問うという目的が達成された瞬間、Rと姉さんは物語(観客・日本人)から不
可視の領域へ追いやられて(消されて)しまう。興味深いのは、「1968」以後、「朝鮮」「韓国」という記号が大島
渚の映画から消えていったことである。「日の丸」を媒介とする日本人と朝鮮人・男性による「犯罪」の記憶の並
置は、「1968」がレベルの違う「他者」たちを考えなく済むような日本語空間の構図を温存させたまま進行し、そ
れを問わないまま歴史化されてきたことをあらわしている。それは1960年代の「大島渚」映画を国家批判の文
脈で高く評価する限り見えないものである。

【未完】

11) 黄鎬徳 「「もっと朝鮮人らしく」、芝居としての「在日」大島渚、法を超える文法」(藤井たけし訳、 KAWADE夢ムッ
ク文藝別冊総特集大島渚 (河出書房新社、2013年5月、182～18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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