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학회 제101회 국제학술대회

「한일 65년 체제의 재조명과 제언」

■ 일시 : 2021년 2월 6일(토) 09:00~18:00
■ 장소 : ZOOM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학술대회
■ 주최 : 한국일본학회
■ 주관 : 한국일본학회·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 후원 : 한국연구재단

· 사단법인 한일협회

· 고려대학교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일 정

◎ 접수 및 등록 ···························································································· 09:30∼09:30
◎ [제1부] 학술발표 ···················································································· 09:30∼12:00
◎ 점심시간 ··································································································· 12:00∼13:00
◎ [제2부] 개회식 및 기조발표 ··································································· 13:00∼13:50
개회식 및 기조발표
사회 : 조영남(고려대)

1

13:00~13:05

개 회 사

2

13:05~13:10

환 영 사

김환기
(한국일본학회 회장)

이형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장)

桂島宣弘
3

13:10~13:50

기조발표

(立命館大学)
1965年日韓国交正常化と日韓関係にお
ける相互認識

◎ [제3부] 학술발표 ····················································································· 14:00∼17:30
◎ 연구윤리교육 및 총회 ··············································································· 17:30∼18:00

학술 발표장 안내
발표장

분야

제 1 발표장

일본어교육분과 심포지엄

제 2 발표장

한일언어학회 일반발표

제 3 발표장

일본어학·교육 차세대발표1

제 4 발표장

일본어학·교육 차세대발표2

제 5 발표장

일본문학분과 차세대발표

제 6 발표장

일본문학분과 일반발표1

제 7 발표장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제 8 발표장

한일정경사회분과 일반발표1

제 9발표장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각 발표장

개회식 및 기조발표

URL은

초청기획 발표/총회

학회홈페이지에

제 10 발표장

장소

온라인 접속

개설된

제 11 발표장

일본역사문화분과 기획발표

제 12 발표장

일본문학분과 일반발표2

홈페이지

제 13 발표장

일본문학분과 일반발표3

공지 내용 참고

제 14 발표장

일본문학분과 기획발표

제 15 발표장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제 16 발표장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기획발표

제 17 발표장

일본어통번역분과 심포지엄

제 18 발표장

일본어학·교육 일반발표

제 19 발표장

한일정경사회분과 일반발표2

제 20 발표장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기획발표

‘학술대회 전용’

※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학술대회 참가 방법
학술대회 전용 홈페이지(http://kaja.web

ference.com 2월 3일 개설 예정)에

접속

하면 발표장 별로 줌(ZOOM) URL이 연결되어 있음(한국일본학회 홈페이지
에 101회 국제학술대회 전용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음). 2월 6일 당일 각
발표장 시간대에 URL로 접근하여 참여함. (브라우저는 반드시 크롬에서 접
근해야 함).
접속 후 혹시라도 도중에 접속이 끊기면 다시 동일 URL로 접속하면 되고, 그
외 돌발상황 발생시 한국일본학회 상황실 전화 (010 7644 6294)로 연락
바람.

※ 금번 국제학술대회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모든 발표
장을 녹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발표장은 추후 학회홈페이지 및 학회
유튜브 채널에 녹화파일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탑재를 희망하시
지 않는 분들은 사전에 학회사무국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쇄본 프로시딩 배포 안내
인쇄된 프로시딩을 받아보실 발표자, 좌장, 사회자, 토론자께서는 학회사
무국 메일(kaja_jimu@naver.com)로 자택이나 직장 주소를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2월 5일(금)까지 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발
송해 드리겠습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
〈제1부〉 일반발표 및 분과별 학술발표
제1발표장 일본어교육분과 심포지엄
주관 : 한국일어교육학회
순서 시 간

좌장 : 検校裕朗 (極東大)

발표 자

주 제

토론자
사회： 辛銀眞(明知大)・張根壽(祥明大)

1

検校裕朗
(極東大)

「メディア研究」を取り入れたオンライン日本語授業実践報告
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につながる実践

寺田庸平
(弘益大)

2

峯崎知子
(弘益大)

初級日本語のオンライン授業におけるオンライン試験の試み
－教師の振り返りと学習者からの評価を中心に－

國生和美
(東國大)

小島堅嗣
(培材大)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が用いるフィラーの特徴

尹榮珉
(延世大)

岩井朝乃
(弘益大)
澤邉裕子
(宮城学院
女子大学)

交流学習における学習パートナーとの友人関係の形成
―韓国の上級日本語学習者と日本の日本語教員
養成課程の学生間の実践から―

藤田智彦
(国際交流基金
ソウル日本文化
センター)

3

10:00
~
12:00

4

점심시간(12:00~13:00)
개회식 및 기조발표(13:00~13:50)

제2발표장 한일언어학회 일반발표
주관: 한일언어학회
순서 시 간
1
2
3
4

10:00
~
12:00

좌장 : 이경철(동국대)

발표자

주제

양우
(동국대)

대응규칙을 통한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한자음
지도법 k・kh를 중심으로

하소정
(서울여대)

최연주
(신라대)

한국・중국・영어권학습자의 가능표현의
습득양상에 대하여

이현정
(경상대)

맹요
(동국대)

磨光韻鏡 左音注에 걸친 字音表記의 문제점

이상이
(명지전문대)

오채현(동국대),
이경철(동국대)

唐宋音에 걸친 止攝韻의 字音形에 대하여

최지수
(동양미래대)

점심시간(12:00~13:00)
개회식 및 기조발표(13:00~13:50)
- i -

토론자
사회：윤상한(경상대)

제3발표장 일본어학･교육 차세대 발표1
좌장 : 이경수(방송대)
순서 시 간

발표자

주제

토론자
사회：김의영(한밭대)

1

임정아
(고려대)

韓日論文の序論に見られる研究正当化のストラテジー
社会科学分野の学術論文を中心に

곽은심
(경기대)

2

손주언
(고려대)

医療談話における医師の質問行動に関する一考察
情報統制観点からみた質問ストラテジーの使用様相

주현숙
(고려대)

断り場面における言いさし表現
「から」「ので」の機能を中心に

송은미
(백석예대)

3

9:30 小此木江利菜
(고려대)
~
12:00

사회: 相澤由佳(성결대)

4

고원영
(고려대)

한･일 만화에서 나타난 슬픔표현 대조연구

김지원
(고려대)

5

永田由紀
(고려대)

日韓ビジネ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関する日本人の問題
意識 韓国語能力の自己評価の差に注目して

우기홍
(한국외대)

점심시간(12:00~13:00)
개회식 및 기조발표(13:00~13:50)

제4발표장

일본어학･교육 차세대 발표2
좌장 : 채성식(고려대)

순서 시 간

1

2
09:30~
12:00

발표자

주제

토론자
사회：조영남(고려대)

김소희, 강준하,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日本語の「格助詞」の誤用分析
迫田亜希子
鈴江友香里,
(명지대)
「が」「を」「で」「に」を中心に
윤선용(고려대)
도현미,
話し言葉で「と思う」の使用に関する一考察
장양광
新井美優
(가톨릭대)
韓国人学習者と日本語母語話者の比較を通じて
(고려대)
사회：유수연(전남대)
간여운
(고려대)

종조사 ｢ね｣와 ｢よ｣의 사용 현황에 관한 고찰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小出宗一
(강원대)

4

강준하
(고려대)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作文における漢語系語彙の言
語転移の可能性 中級以上の学習者を対象として

伊藤沙智子
(한국외대)

5

박윤선
(고려대)

3

韓国人上級日本語学習者の文の視覚呈示における
漢字単語の処理過程
文脈性と2言語間の音韻類似性を操作した実験的検討
점심시간(12:00~13:00)
개회식 및 기조발표(13:0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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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島倫子
(건국대)

제5발표장

일본문학분과 차세대 발표
좌장 :신하경(숙명여대)

순서 시 간

발 표자

주제

토론자
사회 : 남유민(고려대)

1

조경식
(고려대)

오키나와 문학작품을 통한 지역운동 고찰

조정민
(부경대)

2

김여진
(고려대)

간토대지진 시 조선인 학살을 제재로 한
일본 시가 연구

노윤선
(고려대)

이경순
(고려대)

엔도 슈사쿠(遠藤周作) 침묵(沈黙) 에 내재된
수수께끼 고찰
침묵 의 등장인물과 성경 인물의 수수께끼를 중심으로

최순육
(서울신학대)

4

조유미
(경희대)

일본상대문학 속 ‘오지(ヲヂ)’에 대한 고찰
니혼쇼키 ‘시호쓰치노오지(塩土老翁)’의
신명 분석을 중심으로

이경화
(한국외대)

5

한채민
(고려대)

근대 천황상 형성과 군키모노가타리(軍記物語)
다이헤이키(太平記) 의 세계에 투영된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 를 중심으로

박은희
(가천대)

3

09:30
~
12:00

점심시간(12:00~13:00)
개회식 및 기조발표(13:00~13:50)

제6발표장

일본문학분과 일반발표1
좌장 : 강우원용(가톨릭관동대)

순서 시 간

발 표자

주제

토론자
사회 : 이선윤(홍익대)

1
2
3
4

10:00
~
12:00

이가현
(고려대)

戦後の日本文学と映画
三島由紀夫の原作映画を中心に

나승회
(부산대)

함충범
(한양대)

북한과 일본의 영화 교류 관계사 연구 (1945~1955)

김보경
(한국방통대)

김보현
(한양대)

1955년부터 65년까지 북한과 일본의 영화를
매개로 한 교류사와 상호 표상 연구

강태웅
(광운대)

共同体主義の向こうへ
現代少年マンガにおける「成熟」の位相
점심시간(12:00~13:00)
개회식 및 기조발표(13:00~13:50)

김효진
(서울대)

杉本章吾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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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발표장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주관: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순서 시 간

좌장 : 이호상(인천대)

발표자

주제

토론자
사회 :이가혜(인천대)

이강원
(인천대)

1

2

10:00
~
12:00

3

장소자산으로서의 쓰나미 대피탑
난카이해구지진에 직면할 시코쿠 지역 한
지역공동체의 사전부흥

이경묵
(신한대)

이석
(인천대)

애니메이션 좀비 랜드 사가 (2018)의
지역 표상 연구

윤은호
(인하대)

이가혜
(인천대)

조선인 작가 문예물의 재조일본인 화류계
여성의 표상

김욱
(한림대)

점심시간(12:00~13:00)
개회식 및 기조발표(13:00~13:50)

제8발표장

한일정경사회분과 일반발표1

주관: 한일정경사회학회
순서 시 간

발표자

좌장 : 김영근(고려대)
주제

토론자
사회 : 임현정(한양대)

한일회담의 과거사 청산 소멸 논리와 문화재 반환 교섭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이중 소멸’ 과정을 중심으로

1

엄태봉
(대진대)

2

송정현
(동국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일본 경제정책의 향방

전영수
(한양대)

3

후지무라 마이
(광운대)

전후(戰後) 일본화의 변혁
교토 화단을 중심으로

최재혁
(연립서가)

4

박성하
(포스코)

동아시아 지역 원자력안전 협력에 관한 고찰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김지영
(한양대)

10:00~
12:00

점심시간(12:00~13:00)
개회식 및 기조발표(13:00~13:50)

- iv -

제9발표장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주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순서 시 간

좌장 : 서정완(한림대)

발 표자

주 제

토론자
사회 : 전성곤(한림대)

1

2

10:00~
12:00

3

석주희
(대전대)

「日本及日本人」으로 본 전후 일본과 국민국가

임성숙
(한림대)

김현아
(한림대)

야스쿠니신사 합사자 자격심사로 보는 국민국가

김숭배
(충남대)

김웅기
(한림대)

재일코리안의 귀환과 단절: 주민으로서의
권리로부터 소외되는 국민

오가타 요시히로
(홍익대)

점심시간(12:00~13:00)
개회식 및 기조발표(13:00~13:50)

〈제2부〉 개회식 및 기조발표

13:00~13:50

제10발표장
개회식 및 기조발표
사회 : 조영남(고려대)

1

13:00~13:05

개회사

김환기
(한국일본학회 회장)

2

13:05~13:10

환영사

이형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장)

3

13:10~13:50

기조발표

桂島宣弘

1965年日韓国交正常化と日韓関係における

(立命館大学)

相互認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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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한국일본학회 초청기획 발표 및 분과별 학술발표
제10발표장

14:00~17:30

초청기획 발표 : 한일 65년 체제에 대한 회상
좌장: 이진원(서울시립대)

순서 시 간

발표자

주제

토론자
사회：곽진오(동북아역사재단)

Juljan E. Biontino
(Chiba University)

1

2

3

전후 한일관계와 우쓰노미아 토쿠마
(宇都宮徳⾺, 1906 2000), 그리고 현재

양기호
(성공회대)

Sandip Kumar
Japan and Two Koreas in the Changing East Asia:
Mishra
곽진오
14:00 (Jawaharlal Nehru
(동북아역사재단)
Contests with the Foe and the Friend
~
University)
16:00
조용래
이원덕
한일관계 65년 체제의 성격과 한일 신시대의 과제
(한일의원연맹)
(국민대)
남기정
(서울대)

4

제11발표장

한일 1965년 체제전환의 구조: 안보협력 하의
역사갈등에서 평화구축 하의 역사화해로

일본역사문화분과 기획발표

주관: 일본역사문화학회･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
순서 시 간

좌장: 이호윤(서울기독대)

발표자

주제

기획주제: 동아시아의 제문제

토론자
사 회: 이호윤(서울기독대)

1

채첩
(고려대)

탈냉전기 한일 양국의 해양안보전략에 관한 고찰
대중(對中) 안보 강화를 중심으로

2

하방용
(히로시마대)

日本の介護保険制度におけるケアマネジメント
の変化と実態―コーディネーション機能に注目する―

이부용
(강원대)

일본문헌에 나타난 덴가쿠(田楽) 분석
한일 비교의 시점에서

3
4
5

14:00
~
17:00

김영근
(고려대)

1867년 파리만국박람회를 둘러싼 사쓰마번과 류큐왕
장혜진
(가톨릭관동대)
국의 관계 「薩摩琉球国」를 중심으로
신근영
(고려대)

근대 센니치마에의 변모와 흥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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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화
(건국대)
이기원
(강원대)
이승희
(동덕여대)

제12발표장

일본문학분과 일반발표2
좌장: 이지형(숙명여대)

순서 시 간

발표자

주제

토론자
사회: 이충호(부산외대)

1

유지혜
(건국대)

최정희 문학에 나타난 경계성
문화조선(文化朝鮮) 에 게재된 정적기(靜寂記) 와
꽃(花) 을 중심으로

조주희
(성신여대)

2

根来由紀
(성신여대)

国民詩歌 から見る日帝末期朝鮮的表現

임상민
(동의대)

3

15:00
~
17:00 히로세 요이치 1950년대 전반 나카노 시케하루(中野重治)의 조선인
(일본학술진흥회
식 전환과정
특별연구원)
「피압박민족의 문학」과 「사서의 죽음」을 둘러싸고
김욱
(한림대)

4

제13발표장

‘감벽 저 멀리(紺碧遥かに)’ 사라지는 귀환자의 ‘조선’
경성제국대학 동창회의 창립 기념집 3편을 중심으로

이상혁
(고려대)

송혜경
(고려대)

일본문학분과 일반발표3
좌장: 임태균(성결대)

순서 시 간

발 표자

주제

토론자
사회：이현희(고려대)

1

편용우
(전주대)

일본 고전문학 속의 고독사

김학순
(충남대)

2

이혜원
(한신대)

지배적 시선에 대한 도발, 머리카락에 대한 자기의식
源氏物語 에서 乱れ髪 로

김화영
(수원과학대)

류정훈
(고려대)

90년대의 증상들과 J호러
나카타 히데오의 초기작품을 중심으로

남상현
(고려대)

이민희
(고려대)

디지털 시대, 아쿠타가와문학으로 보는 트랜스문화

길미현
(우송대)

3

4

15: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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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발표장

일본문학분과 기획발표

주관: 한국일본문학회, 경희대학교 글로벌류큐･오키나와연구소
순서 시 간

발 표자

주제

1

김경채
(동경대)

국가를 넘어서는 국민의 신념
식민지 말기 최재서의 國民文學論 재독

2

김동현
(경희대)

시선의 정치학과 내부식민지의 탄생
1962년 산업박람회를 중심으로

3

심정명
(조선대)

대항을 상상하는 문학
메도루마 슌(目取真俊)과 오키나와

4

곽형덕
(명지대)

전후와 냉전의 파열 시모타 세이지와 아시아

제15발표장

2

3

15:00
~
17:00

이영진
(강원대)

발 표자

좌장 : 박진수(가천대)
주제

토론자
사회 :김정희(가천대)

기획주제: 역사 속의 한류

1

김지영
(서울대)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주관: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순서 시 간

토론자
사회: 고영란(니혼대)

기획주제: 식민주의의 연속과 국민국가의 폭력

15:00
~
17:00

좌장: 손지연(경희대)

박태규
(가천대)

고대 일본의 한류와 그 특이성
고마가쿠(高麗樂)의 고구려계 악무를 중심으로

임다함
(가천대)

1930년대 후반 조선영화의 해외 진출
안철영의 <어화(漁火)>(1938)를 중심으로

김계자
(한신대)

南北日의 영화 <박치기!(パッチ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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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한국외대),
양인실
(이와테대)

제16발표장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기획발표

주관: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순서 시 간

좌장 : 김환기(동국대)

발 표자

주제

토론자
사회：한정선(부산대)

기획주제 : 일본 내셔널리즘의 재등장과 재일디아스포라의 공존 모색
1

이영호
(동국대)

재일조선인 혐오의 계보와 인권운동

신소정
(고려대)

2

이지영
(동국대)

일본의 포스트페미니즘과 내셔널리즘
: 애국여성과 여자력(女子力)

김경미
(서강대)

조수일
(동국대)

새로운 공존과 하모니의 상상력
이쓰키 히로유키(五木寛之)의 「안녕히, 모스크바
불량배(さらば、モスクワ愚連隊)」를 중심으로

윤송아
(동덕여대)

4

나리카와 아야
(동국대)

한류 붐과 재일코리안

조경희
(성공회대)

5

이승진
(건국대)

일본 내셔널리즘의 재등장과 재일잡지
1990년대 이후 흐름에 주목하여

신승모
(경성대)

3

15:00
~
17:30

제17발표장

일본어통번역분과 심포지엄

주관: 한국일본어통번역학회
순서 시 간

좌장 : 반노신지(제주대)

발표 자

주제

토론자
사회 : 이주리애(이화여대)

1

박미정
(한국외대)

한일갈등서사와 뉴스 번역

藤本匠
(서울외대)

2

송신애
(한국외대)

근대기록물의 일한번역에서 나타나는 ‘지배’와
‘저항’의 양상
기록물의 활용과 번역의 역할에 대한 연구

오영아
(이화여대)

3

대 담 : 포스트코로나 통번역사, 변화의 패러다임
진 행 : 장혜선(선문대)
대담자 : 이유아(부산외대), 길영숙(서울외대), 박세리(한국외대),
조승연(이화여대), 우기홍(서울외대), 강미정(제주대)

15:00
~
17:30

[차세대 세션]
4

유준희
(이화여대)

한강 채식주의자 의 일본어 번역비평
베르만의 번역비평 방법론을 적용하여

오경순
(가톨릭대)

5

이가현
(한국외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북한 문화소 자막번역
전략 분석

상우연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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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발표장

일본어학･교육 일반발표
좌장 : 김영민(동덕여대)

순서 시 간

발 표자

주 제

토론자
사회 : 박효경(한양사이버대)

1

권근령
(고려대)

日本語の省略現象にみられる間主観性の一考察
－主語部の言語形態を中心として－

角ゆりか
(명지대)

2

선민정
(東京大)

자율이동을 나타내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양태표현
－Talmy의 유형론을 중심으로－

박강훈
(전주대)

사회: 김지선(이화여대)
3

4

14:00

小松奈々
(고려대)

作文の協同推敲過程におけるコメントの役割
－日本語学習者によるコメントの検討から－

高橋美保
(한국외대)

~
17:00

김현주
(한밭대)

캡스톤디자인(일본문화)의 시작 및
방향성에 관한 제언

中村有里
(인천대)
사회: 이수향(가천대)

5

井ノ上佐織
(강원대)

韓国人中上級日本語学習者の作文にみる誤用と
自己修正－就職用自己PRを資料として－

백이연
(고려대)

6

呉恵卿
(国際基督教大学)

芸能バラエーティー番組におけるテロップの
日韓比較 －使用目的による頻度を中心に－

신은진
(명지대)

제19발표장

한일정경사회분과 일반발표2

주관: 한일정경사회학회
순서 시 간

좌장 : 박순애(호남대)

발 표자

주 제

토론자
사회 : 오현석(서울신학대)

1

2

16:00
~
17:00

조정민
(부경대)

미 점령기 스포츠의 정치성과 신체성
－권투의 부활을 중심으로－

오현석
(서울신학대)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내각의 독도정책

이기태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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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발표장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기획발표

주관: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BK21중일언어문화연구사업단
순서 시 간

발 표 자

좌장 : 정병호(고려대)

주 제

토론자

기획주제 : 근대일본과 동남아시아–일본의 ‘남양’에 대한 인식과 자료

사회 : 박희영(한밭대)

1

송완범
(고려대)

1940년대 일본의 ‘남양’ 인식
－사와다켄(沢田謙)의 남양민족지(南洋民族誌) 를
중심으로－

2

김효순
(고려대)

1940년대 대동아공영권 구상과 남양민족의 아시아성
－이토 겐(井東憲) 저 남양의 민족과 문화 의
질병・기형으로서의 혼혈－

3

채성식
(고려대)

4

14:00
~
16:00

5

6

유재진
(고려대)

남양과 일본어문법교육
－ 남방 제지역용 일본어문법교본학습지도서(南方諸地域
송완범, 김효순,
用日本文法教本学習指導書) 를 중심으로－
채성식, 유재진,
에도가와 란포(江戸川乱歩)의 국책소설과 남양 표상 엄인경, 이가현,
나카지마 아쓰시(中島敦)의 남양 소설 속
원주민 표상

김보현
(고려대)

일본의 위임통치령 ‘남양군도’ 인식
－야마다 키이치(山田毅一)의 남양대관(南洋大観) 을
중심으로－

이가현
(고려대)

경성일보(京城日報) 동남아시아 관련기사의
자료분석(1936 45)과 재조일본인의 시선

정병호
(고려대)

7

김보현, 정병호

엄인경
(고려대)

연구윤리교육 및 정기총회

17:30~18:00

연구윤리교육 및 정기총회
1

17:30~17:50

2

17:50~18:00

3

18:00~

사회 : 이한정(상명대)
이진원
(한국일본학회 연구윤리위원장)

연구윤리교육

총회(학술상 시상, 차기학회장 선거, 예결산)
김환기
(한국일본학회 회장)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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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일반학술발표 및 분과별 학술발표

「メディア研究」を取り入れたオンライン日本語授業実践報告
―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につながる実践―

検校裕朗 (極東大)

1. はじめに
2020年、1学期、全世界がコロナ禍に襲われる中、教育現場にも大きな変化が起こった。筆
者の勤務校においても、授業のオンライン化が行われた。ズームとバンドとカカオトークと
大学のLMSを用い、同期型(一部、非同期型)のオンライン授業を行った。その中で行われた
「メディア研究」を取り入れたオンライン日本語授業の実践報告を行う。

2. 本論
2.1 メディア
メディアは主に「情報伝達を媒介する手段」あるいは「情報伝達の媒介者」という意味合い
で用いられる語である。単に「メディア」とだけ呼ぶ場合は「マスメディア」の意味で用いられ
ている場合が比較的多い。メディアは英語のmediaをカタカナ表記した語彙であり、mediaは
名詞mediumの複数形である。mediumは日本語の中では「ミディアム」と表記される場合もあ
れば「メディウム」と表記される場合もある。前者は「中間」の意味が強く、後者は「媒介」の意
味合いが強い。英語では the media といえばマスメディアを指す。「マスメディア」は不特定
多数 の 大衆 (mass) に向 けて 情報 を発信 するメディアの 総称 である 。 一般的 には新聞 ・テレ
ビ・雑誌・ラジオの4媒体を指し、これを総称して「四大メディア」と表現される場合もある。
いわゆる IT 革命 の 申 し 子 として 近年台頭 の 著 しいオンラインメディア ( インターネットメ
ディア)は、四大メディアを念頭に置いて「第五のメディア」と呼ばれることがある。また、四
大メディアの(基本的に一方向的な情報伝達であるという)特性とは異なり、双方向的な情報
発信が実現しやすい、という点に着目し、インターネットメディアが「双方向メディア」と呼
ばれることもある。
「マスメディア」と混同しがちな言葉に「マスコミ」が挙げられる。マスコミは「マスコミュ
ニケーション」の略であり、マスメディアを通じて行われる「不特定多数の大衆への情報伝達
という(一方向的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指す語である。マスコミに対して、マスメディ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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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 、「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 実現 する ( 媒介 となる ) 伝達手段 または 機関 」 を 指 す 語 であ
る。ただし日常会話の脈絡では、新聞社や雑誌社といったマスメディアを指して「マスコミに
嗅ぎつけられる」と表現するような塩梅で、特に意味の違いを意識することなく用いられる
場合も多い。
「メディア」は「マスメディア」の他にも「記録メディア」や「マルチメディア」「ソーシャルメ
ディア」「市民メディア」、あるいは「情報メディア」「映像メディア」「表現メディア」「伝達メ
ディア」という風に、さまざまな語を接頭辞的に付け加えて表現されることが多い。付け加え
られる語は大抵は情報伝達の仲介者の種類、手段、あるいは特徴を明示化する語といえる1)。

2.2 メデイア・リテラシー
国際的に有力な定義を総合的に勘案すると、メディア・リテラシーとは、民主主義社会に
おけるメディアの機能を理解するとともに、あらゆる形態のメディア・メッセージへアクセ
スし、批判的に分析評価し、創造的に自己表現し、それによって市民社会に参加し、異文化を
超 えて 対話 し 、 行動 する 能力 である 。 また 、 用語 としてのメディア・リテラシーはメディ
ア・リテラシーの実践や運動を含む。2002年にトーマン、ジョルズ、シェア(Jeff Share)らは、
CML から 21世紀 へのリテラシー ： メディア・リテラシー 教育 の 概要 とオリエンテーショ
ン・ガイド (現在は第二版)を公表する(Thoman, Jolls, and Share, 2008)。このガイドには、５
つのコア・コンセプトに加えて５つのキー・クエスチョンが追加された。その理由は、子ど
もたちにコア・コンセプトを直接理解させることが難しいため、質問の形にする必要があっ
たからである。キー・クエスチョンは読解と制作の二種類があり、どちらもコア・コンセプ
トと関係付けられている。さらに、メディア・リテラシーの５つのスキル(アクセス、分析、評
価、創造、参加)、エンパワーメントのスパイラル(アウェアネス、分析、リフレクション、アク
ション)が追加された2)。
なお、同ガイドは、メディア・リテラシーを「教育への21世紀を志向するアプローチであ
り、多様なフォーマットのメッセージを使用するための、アクセス、分析、評価、創造、参加
の枠組みをもたらすとともに、社会におけるメディアの役割の理解と民主主義社会の市民に
求められる探究と自己表現のスキルを構築するもの」と定義している。コア・コンセプトと
キー・クエスチョンは以下の通りである。
メディア・リテラシーのコア・コンセプト
1. メディア・メッセージはすべて「構成された」ものである
2. メディア・メッセージは創造的言語とそのルールを用いて構成されている
1) メディア：media(実用日本語表現辞典 http://www.practical japanese.com/)
2) メディア・リテラシー: 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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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多様な人々が同じメディア・メッセージを多様に受け止める
4. メディアは価値観と視点を含んでいる
5. ほとんどのメディア・メッセージは、利益を得るため、および／または権力を得るため
に作られる
５キー・クエスチョン：読解
1. 誰がこのメッセージを作ったのか？
2. どんな創作テクニックが私の関心を引くために使われたのか？
3. このメッセージの他の人々の理解はどのように異なっているか？
4. このメッセージにはどんな価値観やライフスタイル、視点が表現されているか、あるい
は排除されているか？
5. なぜこのメッセージは送られたのか？
５キー・クエスチョン：制作
1. 私は何を制作しているのか？
2. 私のメッセージはフォーマット、創造性、テクノロジーに意見が反映されているか？
3. 私のメッセージはターゲット・オーディエンスの心を捉え、動かしているか？
4. 私はコンテンツの中で、価値観やライフスタイル、視点を明確かつ一貫して構成したか？
5. 私は目的を効果的に伝えたか？
筆者が目指 したのは、 このようなメディア・リテラシーを育 てる試みとしての実践であ
る。

2.3 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
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 は、2019年2月に日本で出版された クリエイティブ・ラー
ニング：創造社会の学びと教育 (慶應義塾大学出版会)の編著者である慶應義塾大学総合政策
学部教授・井庭崇氏が提唱した新しい教育概念である。本人は、2020年11月

台湾で行われ

た日本語教育研究国際シンポジウム(主題：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を目指す日本語教
育)に韓国代表のパネリストとして参加し、本人の実践研究を基に「外国語(日本語)クリエイ
ティブ・ラーニング」について発表し、各国・学会代表者7 名と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を
行った。その大会場とそれ以前に井庭氏とオンライン上で会い、メールのやり取りをした。
井庭氏はクリエイティブ・ラー ニングを 外 国語教育に応用 する 試 みについては 初 めての
ケースであったのだが、本人の実践研究を紹介したところ、興味深く思われ、お誘いしたと
ころ、本来は午前の基調講演だけの予定で台湾側から依頼が行っていたのだが、午後のパネ
ルディスカッションにも意見参加してくれることになった。本人はその前後から、井庭氏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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やり取りし「外国語(日本語)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を目指すことにした。その観点か
ら井庭氏の著作を引用しまとめる。
同著では、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創造的な学び)とは、「つくることで学ぶ」という
新しい学びのスタイルであるとする。「自ら知識を構成する」学習観は、「アクティブ・ラーニ
ング」や「プロジェクト型学習」「探究学習」のように、学び手自身による活動がベースとなる
が、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は、何かを「つくる」ことをより一層重視する。そして、これ
からの学校は、創造的に学ぶための「つくる」経験を積む場となり、教師は、生徒が「つくる」
ことを支援するだけでなく、一緒に問題に挑戦し、一緒につくることに取り組む仲間、「ジェ
ネレーター」となる必要があることを述べている。
「 序章 構成主義の学 びと創造―― 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入門」 では、「 デューイの
「経験の連続性」と「経験の再構成」等について述べられている。

プラグマティズムの教育哲

学者であるジョン・デューイの言葉に「教育者は他のどのような職業人よりも、遠い将来を
見定めることにかかわっている」がある。
発表者の学部時代 の 恩師 は 、 日本 イギリス 理想主義 学会会長 、 日本道 徳教育学会会長代
行、日本デューイ学会常任理事等を歴任した行安茂氏である。 行安茂(2018) アクティブ・
ラーニングの理論と実践 によれば、デューイが「なすことによって学ぶこと」(Learning

by

Doing)の主張者であったことを想起しながら、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の先駆者であったと
見ることができるとし、デューイの哲学から現代の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に通じる理論を
読み解いている。
井庭氏は、教わる時代から、話す時代、そして、創る時代になり、今後さらに創ることを通
して学ぶ時代になると主張する。それはまさに「Learning
through

by

Creating」であり、「Learning

Creating」であり、つくることは変わること、学ぶことである。そこでは、学生が無我

の創造の経験をすることが大切であり、教師自身がジェネレーターになることを目指し、パ
ターンランゲージの活用が重要である。
創造的読書(クリエイティブ・リーディング)の推進も求められ、創造社会における人々の
創造実践の支援が肝要になってくると言えるであろう。

2.4 授業実践
本実践は、ニュース・インターネット記事・映像等のメディアを通して時事的な現実生活
の中での生きた日本語表現を学習し実際の現場での日本語を活用できる能力を身につける
ことを目標にし、また、韓国・日本の社会・文化および価値観を理解しながら、メディアリ
テラシーを育てることを目標とする。
本実践で行った「メディア研究」には、メディアを調査してインターネット記事等、活字メ
ディア・および映像メディアを資料として行う「①個人メディア発表」と、「②グループ別に

- 4 -

行ったメディア分析調査発表」、さらに「③そのグループで行った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
につながるメデイア(CM)制作発表会」の3本の柱がある。それぞれの発表をもとにグループ
協働討論・および全体討論を行った。本発表では①を中心に発表する。
＜実践の詳細は発表当日、PPTにて紹介します。＞

3. おわりに
本実践では「メディア日本語」という科目で、メディア研究を取り入れながら、日本語を学
びながら、メディアリテラシーを育てることを目標とした実践を報告した。更に、改善し、発
展させていきたい。

◀ 参考文献 ▶
井庭 崇(2019) 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 創造社会の学びと教育 , 慶應義塾大学出版会
가네코루이코(2018) 「メディア研究を取り入れた日本語授業デザインの試み 2015 2017年の実践事例を中
心に」, 일본어교육 84집, 韓国日本語教育学会, pp.1 15
検校裕朗・ ニノ 神正路 (2014) 「 非現地 滞在型語学 プログラムを 目指 した 取 り 組 み 極東大 学校 Intensive
Japanese Language Program 」, 日本語敎育硏究 第29輯, 韓國日語敎育學會, pp.49 67
検校裕朗(2017) 「日本語集中教育(몰입교육)の実践と成果 ― 2014年度 Intensive Japanese Language Program
での改善を中心に ―」, 일본학보 112, 한국일본학회、pp.1 21
検校裕朗(2020) 「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を目指す日本語教育について 」, 淡江大学設立70周年記念
行事シリーズ活動 2020年度台湾日本語教育研究国際シンポジウム―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
を目指す日本語教育―国際会議予稿集 , pp.65 66
行安茂(2018) 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の理論と実践 , 北樹出版
鄭起永･検校裕朗･金熙靜･車尚禹･小野里恵･松浦恵子(2015) 「J GAPを通して高等学校と大学と社会のアー
ティキュレーションを考える」, 日語日文学 66, 大韓日語日文学会, pp.191 208
Ruriko Kaneko(2019) 「日本語教育におけるメディア･リテラシー活動の可能性」, 외국어교육 26, 한국외국
어교육학회, pp.183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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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級日本語のオンライン授業におけるオンライン試験の試み
―教師の振り返りと学習者からの評価を中心に―

峯崎知子 (弘益大)

1．はじめに
2020年、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感染拡大に伴い、筆者の勤務校ではWeb会議システ
ムを用いてリアルタイムで授業を行う同期型のオンライン授業(以下、オンライン授業)が実
施されることとなったが、教師は従来の対面授業で行っていた方法で試験が行えなくなると
いう大きな問題に直面することとなった。本発表ではオンライン授業において実施したオン
ラインでの試験(以下、オンライン試験)に関する実践について報告する。具体的には、2020年
1学期と2学期に行った教養日本語(１)(以下、教養１)の授業におけるオンライン試験の実践の
概要について紹介し、学期終了時に担当教師と学生に行ったアンケートの結果を基に、教師
と学生がオンライン試験についてどのような意識を持っているかについて考察し、オンライ
ン試験の実践を振り返りたい。

2．実践の概要
2.1．2020年の弘益大学の状況
筆者の勤務する大学では、例年より二週間遅れて2020年1学期が開始され、全ての授業が遠
隔で行われることとなった。授業や受講生の管理は従来通り大学のLMSを用い、授業の実施
にはWeb会議システムCisco Webex Meetingsを使用した。一学期の場合、中間試験はオンラ
イン、期末試験は対面で行い、２学期は中間試験、期末試験共にオンラインで行われた。授業
のオンライン化の詳細は各教員に委ねられた。

2.2 教養１の概要
弘益大学では教養科目の中に日本語科目が開設されている。初級から上級までの授業が開
講されており、定員は最大14名で受講者数の多い科目は複数開講される。教師は全員が日本
語母語話者であり、教養日本語の基礎科目である教養１は全ての教員が担当している。教養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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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文字学習から基本的な形容詞、動詞の表現までを学ぶ科目であり、受講生は日本語を初
めて学ぶ学生や、ひらがなが読める程度の学生が大半である。

2.3 オンライン試験開発への動き
2020年１学期、大学側から中間試験は対面で行うことを禁止されたため、従来の紙媒体の試
験を行うことが困難になった。また、コロナ禍の状況は短期間での収束の見通しが持てない
ことから、今後も対面での試験が困難な状況が続くことが予測された。そこで受講者数とク
ラス数の多い科目については、有志の教員によりオンライン試験を共同開発することとなっ
た。試験開発の内容は、テスト問題と試験の実施方法などである。１学期の期末試験は対面で
実施できたが、感染対策への対応方法の検討を考える必要があった。また、海外在住の受講
生もおり、更には体調不良などで登校できない学生がいることも予測されたため、遠隔での
試験に対応できる問題を作成する必要があると判断し、中間テスト同様、共同で開発した。1)
２学期の場合、１学期の問題の流出の恐れがあったことや、不正行為防止対策強化のために、
中間テスト及び期末テストの問題の一部改訂や、新たな問題の開発を行った。

2.4 オンライン試験の概要
テスト問題は、客観式問題と主観式問題を開発した。客観式問題はGoogleフォームを用い
多肢選択法で「語彙・表記」「文法」「総合(読解、文章理解)」の問題を作成した。主観式問題は
PPTを用い問題を提示する形式で、「聴解」「作文」「翻訳」の問題を作成した。主観式問題の解
答は、A4用紙1枚分の解答用紙2)に書き込み、試験終了後写真ファイルまたはPDFファイル形
式 で LMS 上 に 提出 させた 。 問題開発 にあたっては 、 複数 の 教員 によるクロスチェックを 行
い、問題の質が高められるようにした。１学期の場合、客観式問題はほぼ同一の試験問題を実
施した。主観式問題は、作成した問題から教師が選択して試験を行える形式にした。試験の
実施方法 は 、 客観式問題 の 場合 、 同 じ 試験 を 行 う 全 てのクラスが 同一 の 日程 で 一斉 に 行 っ
た。一方、主観式問題の試験は各クラス毎に

別日程で行った。また、不正防止対策や試験の

実施方法については、多くの時間を用いて議論し、対策方法を考案した。

2.5 不正行為防止対策
オンライン試験の不正防止対策として2020年度に行ったのは以下の項目である。3)
1)倫理誓約書の提出、2)WEBカメラの義務化及び試験前と試験中の様子を録画
1) 日本語担当教員13名中、試験の開発は、中間試験は7名、期末試験は5名で行った。
2) 事前に学生にLMSを通じて配布し、試験前までに準備させた。
3) 不正行為防止対策のうち、1学期は１)～６)、2学期は１)～８)の対策を行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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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試験前に周囲を撮影し教員に見せる、4)実際の受講生でないと解けない問題を入れる
5)Google

Classroom、LMSの活用、6)同一日程での試験、7)マイクをオンにした状態での試

験実施
8)学生のモニターを携帯電話のカメラでモニタリングさせる

3．試験に対する振り返り
本発表では、2020年に行った教養１のオンライン試験のうち、１学期に実施した中間試験に
関する内容について報告したい。

3.1 アンケート調査の概要
1学期のアンケートは学期終了後の6月末から7月初旬にかけて行った。対象はオンライン
試験 の 共同開発 に 携 わった 教師 7 名 と 、 その 教師 たちの 学習者 279 名 である 。 実施方法 は 、
Googleフォームを用いたwebアンケート形式で行った。教師アンケートへの回答者は7名で回
答率は100%、学習者アンケートの回答者数は139名で、回収率は49.8％であった。

3.2 教師へのアンケート結果分析
アンケートの結果のうち、自由記述は回答を断片化した後、カテゴリー化を行い分析をし
た。

3.2.1 試験の共同開発に対する意識
まず、試験を共同開発した理由についての自由記述の結果を述べる。理由としては、「個人
での作成の困難さ」「問題の質の向上のため」「経験の共有」「不正行為防止対策の開発」があっ
た。オンライン授業及び試験への不安の解消と、共同開発により試験の質を向上させたいと
いう動機があったことが分かった。
次に、共同開発の利点と困難点についての自由記述の結果を述べる。利点としては「新たな
試験問題の形に接することができた」「Googleフォームの使い方が学べた」「不正行為防止対
策を一緒に考えられた」「自分の授業の特色が認識できた」といった回答があった。共同開発
の困難点については、「問題作成に関する困難さ(使用語彙のコントロール、問題スタイルの
調整)」「教師の個性を生かしきれなかった」「自分の授業内容とテスト問題のポイントの不一
致」があった。共同開発における新しい発見や学びを利点として捉えていた反面、同じ教科書
で同じ内容を教えていても教師毎に重要とするポイントに多少の差があるために、自分が強
調した部分が試験に反映されていない点が問題として挙げられた。更に共同での試験開発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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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めてであったため、使用語彙の範囲などを予め設定しないまま問題作成を始めてしまった
運営上の問題点も困難点として挙がった。
3つ目にオンラインで試験を実施したことによる利点と困難点についての自由記述の結果
である。利点として「試験問題の多様性」「採点が楽」「外国にいる学生への対応」が挙がった。
一方、困難点としては複数クラスで同時に試験を行ったため大勢の学生へのモニタリングを
行うことにより感じた「モニタリングの困難さ」、「不正防止対策への限界」、教師の不慣れや
インターネット上のトラブルによる「予想外の事態への対応」が挙げられた。
最後に、オンライン中間試験の問題が「学生の実力を反映できているか」「難易度が適切で
るか」という5点法の質問に対する回答である。客観式問題では「学生の実力を反映できてい
る」(3.6) 「難易度が適切である」(4.1)という結果に、主観式問題では「学生の実力を反映できて
いる」(4.4) 「難易度が適切である」(4.3)という結果になった。客観式問題より主観式問題のほ
うが肯定的な評価が表れた。客観式問題は初めての試みであり、主観式問題は従来の試験問
題に比較的近い形で試験を行ったことから、このような結果が現れたと思われる。

3.2.2 不正行為対策に対する意識
オンライン中間試験でおこなった不正行為防止対策について、「倫理誓約書」「実際の受講
生でないと解けない問題を入れる」「WEBカメラの義務化及び試験前と試験中の様子を録画」
「同一日程での試験」は全ての教員が行っていたが、「 試験前に周囲を撮影し教員に見せる」
「Google Classroomの活用」を行ったのは全員ではなかった。また、本人確認のため「自分の生
年月日を韓国語(よみ)で別入力させた」という方法を行った教員もいた。これらの対策が十分
だったかという 質問 を ５ 点法 で 行 ったところ 、 平均点 は 3.1 であった 。 その 理由 について 、
「様々なアイデアが出たから良かった」「現時点での最善を尽くした」という意見があった一
方で、「不正行為を疑われる事例が見られた」「不正防止対策の不足・限界を感じた」などの問
題点 を 指摘 した 意見 もあった 。１ 学期 の 中間試験 は 初 めて 行 うオンライン 試験 であったた
め、様々な先行事例が無い中で行うこととなった。そのためできる限りの対策は行ったが、
多くの改善点にも気付かされた。

3.3 学習者へのアンケート結果分析
3.3.1 オンライン試験への信頼性
オンライン中間試験の問題が「自分の実力を反映できているか」「難易度が適切であるか」
を５点法で質問したところ、 客観式問題では「自分の実力を反映できている」(3.9) 「難易度が
適切である」(4.1)という結果に、主観式問題では「自分の実力を反映できている」(4.1)

「難易

度が適切である」(4.2)という結果になった。客観式問題より主観式問題のほうが若干高い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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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が見られた。このことより、客観式問題よりも主観式問題のほうが試験への信頼性は若干
高かったと考えられる。
また、オンライン中間試験の結果が信頼できるかという質問に対する平均は3.9であった。
67.7％が「そう思う」「ややそう思う」と回答しており、2/3の学生は試験結果に納得していたと
思われる。だが、1/3の学生は何らかの不満や不安があることが伺われる。

3.3.2 不正行為防止対策への評価
オンライン中間試験で行った不正行為防止対策について、対策が十分であったかを５点法
で質問したところ、平均は、3.7点であった。そのうち、「そう思う」(５)、「ややそう思う」(４)と
答えた学生は全体の56％であり、「どちらともいえない」(３)が30％、「ややそう思わない」(２)
と「そう思わない」(１)が13％であった。肯定的に評価していたのは約半数であった。
不正行為防止対策のうち評価できるものはどれかを複数選択で回答してもらったところ、
一番評価が高かったのは「WEBカメラの義務化及び試験前と試験中の様子を録画」(70.5％)、
続いて「試験前に周囲を撮影し教員に見せる」(45.3％)、「同一日程での試験」 (43.2 ％)の順で
あった。試験前と試験中の教師のモニタリングが学生にとって一番不正行為防止抑制効果が
あることがわかった。選択の理由を自由記述で答えてもらったところ、肯定的意見では「モニ
タリング」に関する記述が最も多く(17件)、録画をすることへの評価が高かった。続いて「同
一日程」(12件)も問題流出を防いだと評価する記述が見られた。否定的評価では「対策全般」
(10件)が一番多く、「対面でない限り完全に防ぐことができない」との認識が見られた。

4．考察
まず、テストの共同開発について教師のアンケートから考察したい。教養１のテストの共
同開発とオンライン試験の開発は初の試みであったことから、新たな発見や学びが生まれる
機会となった。しかし、共通のものを作ろうとすると教師の個性を生かせないという課題が
明らかとなった。この問題を解消するために、共通のテストを作成した場合でも、語彙の調
整を可能にするなどの対応が必要になると思われる。また、自由度を高めるために問題バン
クの形式を取り、各自で問題を組み合わせてテストを作成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も、一つの
方法だと思われる。
次に、オンライン試験について、教師のアンケート結果と学習者のアンケート結果を比べ
ると両者とも客観式試験より主観式試験の方が試験の信頼度が高く表れた。両者の違いは問
題出題形式だけでなく、試験の実施方法にもある。教師側はモニタリングの問題が、学生側
は出題形式の問題が結果に関連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最後に不正行為対策における意識に対する考察である。学生の評価が一番高かったのが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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師によるモニタリングで、試験中の録画を伴うモニタリングに不正行為防止対策の効果が高
いという結果が表れた。一方で教師は大勢の学生へのモニタリングに負担を訴える意見が見
られた。今後は教師の負担を減らしつつ効果的にモニタリングできる方法を開発していく必
要があると思われる。一方で教師学生共に、オンライン試験で不正行為を防止するのには限
界があると感じている意見も見られた。2020年１学期にはオンライン試験での不正行為に関
する報道も多く、対策も開発途上であったと言える。김경숙(2020)は、2020年1学期に行った

オンライン授業で公正性が担保されたオンライン試験の開発を試み、その方法は９割以
上 の 受講生 から 信頼 を 得 ている 。 この 研究 は 専門科目 の 授業 での 実践 を 報告 したもの
で、外国語の授業である教養１にはそのまま適用できない部分もあるが、 モニタリング
の方法など参考になる面も多い。このように、少しずつではあるが、 オンライン試験の
実践研究報告も見られ、特殊な機器を用いずとも可能な不正行為防止対策も考案されて
きている。できる限り公正性を担保できる試験を作っていけるよう、不正行為防止対策
においては更なる研究が必要であると言える。

5．まとめと今後の課題
本発表では、2020年に行った教養１のオンライン試験について実践の概要を述べ、１学期に
行ったアンケート調査を基に、教師の振り返り及び学習者の評価を中心に評価できる点や改
善点について考察した。今後、引き続きオンライン試験についての実践研究を進め、初級日
本語のオンライン授業に適したより良いオンライン試験の方法について探っていきたい。

◀ 参考文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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催 2020年度 國際學術大會(第37･38回)予稿集 pp.87 90
ティム・マクナマラ著、伊藤他訳(2004) 言語テスティング概論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峯崎・岩井(2020) 「大学の教養科目における初級日本語の同期型オンライン授業 対面授業との比較を通
して探る特徴と課題 」 日語日文學研究 제115집,pp.193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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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日本語学習者が用いるフィラーの特徴
小島堅嗣 (培材大)

1. はじめに
会話の中に無意識に挿入されるフィラーは、特に学習すべき項目とはされていない。それにも
かかわらず、学習者はなんらかの方法でフィラーを習得している。そして日本語母語話者が発す
るフィラーに多く接触している学習者が、より習得度が高いことが推測される。
本発表 では 、 日本語母語話者 と 多 く接触 する 環境 にいる学習者 とそうでない学習者 が 用 いる
フィラーの特徴を、日本語母語話者のフィラーと比較しながら明らかにすることを試みる。

2. 先行研究
中島(2009)はフィラーを「それを取り去っても伝達する文・談話の命題内容に変化を及ぼさな
いもの 」 と 定義 し 、 11 種類 の 型 に分類 した ( 母音型 、 コソア 型 、 エート 型 、 ナンカ型 、 マー・モー
型、ンー型、ハイ型、ヤー型、ヘー・ホー型、ホラ型、デ型)。本発表におけるフィラーの定義及び
型は中島(2009)を援用することにする。
また小西(2018)は日本語学習者のレベル別のフィラーの使用について「習熟度が上がるにつれ
て母音型の割合が減り、語彙型の割合が増える」と述べているが、この点も本発表では韓国人日
本語学習者に絞って検証することにする。

3. 調査方法
日本語母語話者のグループ、日本滞在経験がある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グループ、日本滞在経
験がない韓国人日本語学習者グループの3つに分け、それぞれの被験者へ発表者自身が行ったイ
ンタビューの発話時に現れたフィラーの個数を表現別に集計した。

3.1 日本語母語話者のデータ
日本在住の日本語母語話者10名(以下「日本語母語話者グループ」)に対して「依頼」というテーマ
でロールプレイ(約5分)を行った。10名の概要とロールプレイの具体的なテーマを<表1>に示す(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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験者記号はJ：日本語母語話者、M：男性、Ｆ：女性を表す)。そしてロールプレイ全体から出現した
フィラーを分析対象とした。
<表1> 日本語母語話者グループの概要
No.
1

被験者記号
JM1

年代
40代

所属
会社員

ロールプレイの内容
少年野球のコーチを依頼

2
3
4

JM2
JM3
JF1

30代
30代
30代

高校教員
専門学校講師
大学教員

有給休暇取得の依頼
異動の依頼
俳句の評価を依頼

5
6
7

JF2
JF3
JF4

40代
30代
30代

大学職員
公務員
大学教員

イベント予算の依頼
異動の依頼
推薦書の依頼

8
9
10

JF5
JF6
JF7

30代
30代
20代

日本語塾講師
大学教員
大学生

推薦書の依頼
推薦書の依頼
推薦書の依頼

3.2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データ
1年以上の日本滞在経験を持つ8名のグループ(以下「日本滞在経験ありグループ」)と、その経験
を持たない8名のグループ(以下「日本滞在経験なしグループ」)に分けた。「日本滞在経験あり」グ
ループの概要を<表2>に、「日本滞在経験なし」グループの概要を<表3>に示す(被験者記号はK：韓
国人日本語学習者、Y：日本滞在経験あり、N：日本滞在経験なし、S：OPI超級レベル、A：OPI上級レ
ベルを表す)。すべての被験者に実施したOPI(Oral Proficiency Interview、全米外国語教育協会が
開発した口頭能力判定のための試験)のロールプレイ部分(約5分)から出現したフィラーを分析対
象とした。ロールプレイのテーマは「依頼」、「インタビュー」、「問い合わせ」、「相談」、「就職面接」
に設定した。
<表2> 日本滞在経験ありグループの概要
No.
1

被験者記号
KF1YS

年代
30代

所属
大学教員

OPIレベル
超級

2
3
4

KF2YS
KＭ1YS
KF3YA

50代
30代
30代

2年
1年
10年

専門学校教員
大学院生
大学教員

超級
超級
上級上

講演の依頼
元サッカー選手にインタビュー
講演の依頼

5
6
7

KM2YA
KF4YA
KM3YA

20代
20代
30代

1年
2年
2年

大学生
大学院生
大学教員

上級上
上級上
上級上

空港職員への依頼
日本語学校の校長にインタビュー
空港職員への依頼

8

KF5YA

20代

1年

大学生

上級下

USJ社員にインタビュー

日本滞在
1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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ロールプレイの内容
講演の依頼

<表3> 日本滞在経験なしグループの概要
No. 被験者記号

年代

1
2
3

KF1NS
KF2NS
KF3NS

30代
30代
20代

大学教員
大学院生
大学院生

超級
超級
超級

日本の芸能人(木村拓哉)にインタビュー
日本の音楽家(hide)にインタビュー
日本の声優(サクライ)にインタビュー

4
5
6

KF4NA
KF5NA
KF6NA

20代
20代
20代

大学生
大学生
大学生

上級上
上級上
上級中

日本の芸能人(山下智久)にインタビュー
書店で問い合わせ
日本語学校の校長にインタビュー

7
8

KF7NA
KM1NA

20代
20代

大学生
大学生

上級下
上級下

旅行会社に相談
就職面接

所属

OPIレベル

ロールプレイの内容

4. 調査結果
「日本語母語話者グループ」、「日本滞在経験ありグループ」、「日本滞在経験なしグループ」の各
グループの被験者の発話から出現したフィラーを集計・分析した。

4.1 日本語母語話者グループのフィラー
日本語母語話者グループから出現したフィラーの表現別の集計結果を<図1>に示す。

<図1>日本語母語話者グループのフィラー
日本語母語話者の発話には複数のフィラーを用いている部分が多く見られた。JM1の例を挙げ
る。
JM1: ひとつチョットお伺いしたいことがありまして(はい)エート、テレビとかマー
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はい)Ｋさんがエート全国のアノー小学校をまわって
(ええ)野球教室をされてるって話をアノー知ってま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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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日本滞在経験ありグループのフィラー

<図2> 日本滞在経験ありグループのフィラー
日本滞在経験ありグループのフィラーについて注目すべきは「エート」、「コー」、「ナンカ」の頻
度が比較的高いことである。まず「エート」の例を見てみると、
KF4YA: はい、あのＯ大学院のKF4YAと申します。エート、専攻は日本語教育専攻と、社会言語学を専攻し
ています。エート趣味は料理です。料理を作るのが大好きです。

次に「コー」と「ナンカ」では次のような例が挙げられる。
KF3YA: 敬語研究についてナンカぜひお話を伺いたいというコー講演会をやっていただけないかという
ナンカ話が私経由で来てるんですけれども、アノーヤッパリコー先生すごくお忙しいと思うん
ですが・・・

4.3 日本滞在経験なしグループのフィラー

<図3> 日本滞在経験なしグループのフィラー
KF1NS: もしもしー 、 韓国 の 芸能記者 をやっております KF1NS と 申 します 。 ぶしつ 、 ぶしつけですが 、
アー、今2分ぐらいお電話できるでしょ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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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考察
1) 3つのグループにおける全体のフィラーの分量において明らかな差がある。日本語母語話者グ
ループのフィラー全体量を100％とすると、日本滞在経験ありグループが約４0％、日本滞在経
験なしグループが約３0％だった。
2) 日本滞在経験ありグループの中では、「エート」の頻度が高いことが確認された(特にKF4YAと
KF5YA) 。 また 、 滞在歴 の長 い 被験者 (KF3YA) においてフィラーの 表現 が 多様 になっている
(「コー」、「ナンカ」も使用)例が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
3) 日本滞在経験経験なしグループでは、日本語母語話者グループが使用している「ソーデスネ」や
「コー」が0箇所であった。また、被験者によって使用しているフィラー表現に個人差が大きい
ことが確認された(KF3NSは「ソノー」が多く、KF1NSとKF2NSは「アー」が多い)。
1)から3)より、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フィラー習得は独自のフィラー使用→日本語使用環境か
らの影響を受けた基本的なフィラーの使用(「エート」等)→さらに強く日本語使用環境からの影響
を受けた多様なフィラーの使用(「コー」「ナンカ」「ソーデスネ」等)へと推移していると推測するこ
とができる。この推測に基づき、より多くのデータを収集し統計的な手法を含めた詳細な分析を
することは今後の課題とする。

◀ 参考文献 ▶
小西円(2018) 「日本語学習者の習熟度別に見たフィラーの分析」, 国立国語研究所論集 15号, 国立国語研
究所, pp.91 105
中島悦子(2009) 「自然談話に現れるフィラー 自然談話録音資料に基づいて 」, AsiaJapan Journal(4) , 国士
舘大学アジア・日本研究センター, pp.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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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流学習における学習パートナーとの友人関係の形成
―韓国の上級日本語学習者と日本の日本語教員養成課程の学生間の実践から―
岩井朝乃 (弘益大) ･ 澤邉裕子 (宮城学院女子大学)

1．はじめに
近年、異なる地域に住む学習者同士が交流しながら互いの学習を助け合う交流学習が教育現場
で取り入れ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日本語の授業においても日本の大学生や韓国語を学ぶ日本
語母語話者などとの交流を適切に取り入れていくことは、言語学習の側面や異文化理解を促す意
味からも有意義であると思われる。筆者は、このような考えから2016年より継続的に交流学習を
行ってきた(岩井・澤邉、2019、岩井2020)。交流相手となるクラスや日本語学習者たちの日本語レ
ベル、双方の学習目的 により 交流 の 形態 は 多 様 であったが 、 共通してよく 聞 かれる 声の 一 つに
「交流相手ともっと親しくなりたかった」という物足りなさがあった。授業での交流は回数も時間
も限られており、オンラインでの交流であるため、友人としての人間関係を形成するには限界が
あるのだろうと筆者自身も感じていた。ところが、2021年度2学期に行った上級日本語学習者と
日本語教師養成課程の学生との間で行った実践においては、交流学習に対する満足度が高かった
だけでなく、最終レポートで「新しい友達ができたようで嬉しい」という趣旨の記述が複数見られ
た。このことから、授業で交流学習を通して出会ったパートナー(以下、学習パートナー)と友人関
係を形成できたと学習者が感じたのは何故か、本研究では学習者たちのアンケートとレポート、
また協力者へのインタビューを通して学習パートナーとの友人関係形成のプロセスを探ること
とした。

2．先行研究
交流学習とは「異なった地域や異なった世代間で、相互に直接的に触れ合ったり、間接的にイ
ンターネットなどを通して情報を交換したりしながら、互いの学習を成立させ、互いを理解する
方法 」(稲越、2009)である。2016年度に実践を行った岩井(2020)ではfacebook非公開グループを利
用し、日本語を学ぶ韓国の大学生と韓国語を学ぶ日本の大学生の間で交流学習を行っている。個
人が作成した自己紹介動画と各クラスのグループで作成した大学生活紹介の動画を段階的に投
稿し、コメントを通じて交流をした。学習者の反応は交流学習の活動自体に対しては肯定的であ
り交流相手に親近感を抱いている一方で「動画を二回交換しただけでは親しくなった感じはしな
い」「 もっと交流が多ければ良かった」と交流の回数と 密度の薄さに 物足りなさを 感じるもの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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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った。その後2017年度に行った実践においても、同じくfacebookを利用しながら、交流パート
ナーと直接通話するインタビュー活動を取り入れたり、交流相手のクラスの学習者と協働で動画
を 作成 したりするなど、学習者間 の 交流頻度 が 高 まるよう工夫 を凝 らしているが、学習パート
ナーとの関係の満足度には個人差が見られた。
岩井・澤邉(2019)では、2018年度後期に韓国の大学で学ぶ上級日本語学習者と日本の大学の日
本語教師養成課程の学生との間の1対1の交流学習を行った。この実践ではキャリア日本語教育の
観点から、学習パートナーに対してインタビューを行い、学びを成果物にまとめるという活動を
行 った 。 敬語 や 日本 の 就職活動 について 学 んでいた 韓 国側の学習者 たちは 、 この 活動 を 通 じて
「日本の就職事情」や「日韓の就職に関する価値観の違い」などを学ぶとともに「学習パートナーへ
の関心」や「共通点の発見」といった学習パートナーとの関係性に関する面にも触れていた。日本
側の学生も「学習パートナーへの関心」「学習パートナーへの好感」を抱いており、双方が「交流学
習の価値」を感じていた。これらの結果から、学習者たちは交流学習を行う際に、交流自体を楽し
み、できるなら学習パートナーと友人関係を築きたいという期待を抱いていること、またそのよ
うな関係が形成されたと感じる時により交流学習に満足を感じることが推測される。
友人関係の形成・維持過程については様々な研究があるが、岡田(2008)は関連研究のレビュー
を行い、親密な友人関係の形成・維持過程の動機づけモデルを提唱している。人は友人関係の形
成・維持に対する動機づけを持って友人関係行動を起こし、親密な友人関係を形成したと感じる
と親密感、満足感、信頼感などを感じ、適応や精神的健康にも影響を与えるというものである。こ
こでの友人関係行動とは、援助行動、会話の開始、自己開示、協同的な問題解決である。また異文
化間での友人関係形成に関する研究として、小松(2015)は異文化間交流を促進する多文化交流合
宿に参加した学生へのインタビューを行い、留学生と日本人学生の友人形成に至る交流体験とは
どのようなものかを探っている。合宿では「参加者全体との交流」「グループ討論での交流」から
「自発的コミュニティにおける親密化」が生じ「個人間の交流」へと発展しており、「個人間の交流」
では日本人学生、中国人学生の双方に「相互の自己開示」が見られている。小松はプログラム化さ
れた活動は安全な異文化接触を保証する一方で公的で受動的な交流から発展しにくいが、多文化
交流合宿ではプログラム化されていない活動が生じ私的な交流がなされるため、友人ができたと
いう認識に至ったのではないかと考察している。交流学習も大学のカリキュラムの中でプログラ
ム 化された教育活動 の 一 つであり 、 安全 な 交流 が 保証 されるものの 、 公的 で 受動的 な 側面 があ
る。そのような中で友人関係の形成に至ったと感じられる交流は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のだろ
うか。

3．2021年2学期の交流学習の実践の概要
本研究で扱う交流学習は、2020年9月から12月にかけて韓国の大学の教養日本語科目「上級会
話」の受講生9名と日本の大学の日本語教員養成課程科目「日本語教育発展演習Ⅱ」の受講生14名
の間で行われた。交流学習は韓国側にとっては、授業で学ぶ敬語や就職活動で用いる日本語の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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践と深化学習という位置づけであり、日本側にとっては海外の日本語学習者のための授業をデザ
インし、実際に授業の一部を実践することによって、カリキュラムデザインと授業の方法に関す
る基礎的な力を養うことを目的としていた。学習パートナーとの交流は１対１で行うこととし、韓
国側の人数が少なかったため、二人のパートナーと交流をする学習者を募った。具体的な日程と
課題の内容は以下の通りである。
時期
9月

<韓国>上級日本語会話クラス

<日本>日本語教育発展演習Ⅱクラス

交流学習の概要説明
自己紹介書の作成・送付
授業の中でビデオ通話を用い挨拶をする

交流学習の概要説明
自己紹介書を受け取りマッチング
授業の中でビデオ通話を用い挨拶をする

10月

第一回
オンライン対話(自己紹介書を元にしたフリ
ートーキング)
ワークシート提出
新出語彙を学習パートナーに尋ねる

第一回オンライン対話(相手の日本語学習のニ
ーズやレディネスを探る)

11月

第二回
オンライン対話(面接の質問と答えを準備し
、模擬面接を行う)
交流パートナーからフィードバックを受け
、フィードバックシートを提出

単元案と教材の作成
第二回オンライン対話(交流パートナーのため
に準備した授業を行う)

12月

交流学習レポート提出
振り返りアンケート

振り返りアンケート
レポート提出

4．方法
交流学習が終了した後に韓国側の学習者たちは交流学習レポートを提出した。また、12月中旬
に振り返りアンケートと、授業で提出した資料の研究への利用及びインタビューへの協力に関す
るアンケートを行った。アンケートはGoogleFormsを用いて行い、回収率は振り返りアンケート
が89％(9名中8名)、研究協力に関するアンケートが100％(9名)で、この内インタビューの協力が得
られたのは 4 名であった。 この4 名 に 対しては 、 12月下旬 にビデオ 通話 を 用いてインタビュ ーを
行った 。 インタビュ ーは学習者の 希望 に応 じて 日本語 と 韓 国 語で 行い 、 平均時間は 38 分であっ
た。インタビューでは過去の日本人との交流体験について尋ねた後、レポートの内容に基づいて
詳 しく 語 ってもらった 。 インタビュ ーは 同意を 得 て録音 し、 後 に文字化 してカテゴリ ー を 生成
し 、 カテゴリ ー間の関係を検討 した 。日本側 でも 同 様にレポートとアンケー トを 提出 している
が、今回の発表では、韓国側の学習者へのアンケート、研究への同意が得られた8名分のレポート
と4名の協力者へのインタビューを主な資料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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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結果
5.1 アンケートの結果
韓国側の学習者に対するアンケートでは、「授業の受講目的」「授業内容の内満足度が高かった
もの」「授業の良かった点と改善点」「交流学習の満足度」とその理由、「交流学習はスムーズに進め
られたか否か」とその理由、「交流学習を通じて学んだこと」「交流学習の良かった点と改善点」を
尋ねた。授業の受講目的として最も多かったのは「敬語学習」が6名(75％)でありであったが、授業
内容の内満足度が高かったものは「日本人学生との1対1の交流学習」で7名(87.5％)であった。また
交流学習の満足度は「大変満足した」が7名(87.5％) 「満足した」が1名(12.5％)でありその理由とし
て「初めて会った日本人の大学生の友達ができた」「日本人のパートナーを通じて日本語の表現を
学び、日本と韓国の文化の違いに関する対話もできたから」などが挙げられていた。交流学習が
「大変スムーズに進められた」という学習者は5名(62.5％) 「スムーズに進められた」が3名(37.5％)
であった。交流学習を通じて学んだことには、「日本語の表現」や「ビジネス日本語」など日本語学
習に関 する 記述 が 14 、「 交流 パ ートナー が 居住 する 地域 の 情報 」「 日本人 に 対するコミュニケー
ションの方法」など文化や対人関係に関する記述が9、「新しい友達」「親睦」など友人関係に関する
記述が2であった。「交流学習の良かった点と改善点」では「日本人の友達と付き合えてとても良
かった」「日本側では授業の練習をし、韓国側は面接の準備をしてお互いに効果的に進められた」
などが見られた。

5.2 レポートの記述
交流学習のレポートは交流学習に関する項目とキャリアに関する項目で成っていた。この内、
交流学習を通じて学んだこと及び交流学習という経験について述べる項目で、日本語学習に関す
る内容以外に「新しい友達ができたようで嬉しいです」「国籍が違って、体も離れていても仲良く
出来ることを学びました」など、この機会を通じて新たな友人ができたと認識し、交流学習を肯
定的に捉える記述が複数見られた。このことから、インタビューで交流パートナーとの友人形成
について掘り下げて尋ねることとした。

5.3 インタビューの結果
インタビューの対 象者 は 4 名 と 少 数であったが 、 レポ ー トの 記述 内容 から 全員 が学習パート
ナーとの関係は良好であったと思われた。インタビューはレポートの内容全般に基づいて行った
が、本発表では、学習パートナーとの関係形成に関連する部分を中心に分析した。
分析の結果、「過去の肯定的な交流体験」「交流学習への肯定的な期待」「共通の関心」「十分な交
流時間」「相互の自己開示」「肯定的な感情体験」「積極的な関心」「学習パートナーへの肯定的な印
象」「文化の異なる相手への配慮」「学習パートナーへの感謝」「対面とオンライン交流の違い」など

- 20 -

が見出された。これらのカテゴリーの関係を典型例としてまとめると、以下のようになる。学習
者は「過去の肯定的な交流体験」がある場合と交流経験自体がない場合が見られたが、いずれも
「交流学習への肯定的な期待」を抱いて参加しており、学習パートナーの自己紹介書から「共通の
関心」を探して第一回目のオンライン対話に挑んでいた。初回の対話では「共通の関心」について
「十分な交流時間」を費やして話し「相互の自己開示」が行われていた。この経験を通して交流が楽
しいという「肯定的な感情体験」をし、「学習パートナーへの肯定的な印象」を持つようになってい
た。また交流が進むにつれて、連絡の行き違いや些細な失敗などが生じた際に、交流パートナー
が理解して対応してくれたことを「文化の異なる相手への配慮」と受け取り「学習パートナーへの
感謝」につながっている事例もあった。

6．まとめと今後の課題
今回の実践では、学習者の交流学習に対する満足度が非常に高く、学習パートナーと友人にな
れたと述べる学習者が複数見られたことが特徴的であった。インタビューの分析からは、特に初
回のオンライン対話において相互の自己開示や肯定的な印象形成が行われていたことが示され
た。これは友人関係行動の「会話の開始」「自己開示」に該当するものであり、初回の交流が相互の
関係形成において重要な意味を持つことを示唆している。プログラムデザインの観点からは、1
対1の交流で個人的に会話する機会が主であったことや、事前に自己紹介書を交換し共通の関心
事を探したり、会話を発展させる準備をする時間があったことなどが、初回の対話を十分に深め
るきっかけ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第一回目の対話で親近感を感じられる関係が築け
たからこそ、相手とのやり取りの中ですれ違いが起きた場合にも、誤解を深めずに対応できたの
ではないだろうか。学習パートナーとの信頼関係は互いの課題を円滑に遂行する上で必要であ
り、初期の交流における関係形成が良好に進むよう交流学習のデザインを行うことが肝要である
ことを示す一つの事例となったと言える。また、今回の交流学習は主に授業外の時間に行ったこ
とから、プログラム化された交流でありながら私的な会話や雑談を行う隙間が十分にあったこと
も機能した可能性がある。
今回は、韓国側の学習者の資料を分析対象としたことから、同じ交流学習を経験した日本側の
学習パートナーの経験を反映させ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今後は、互いにどのように捉えていた
のかという双方向の視点を取り入れた研究を進めていき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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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규칙을 통한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한자음 지도법
―k・kh를 중심으로―

양우 (동국대 대학원)

1. 머리말
현대 中國語는 역사에 따라 많은 변천 과정을 걸쳐 왔다. 기본적으로 중고음을 계승해 왔으나
中國語 내에사도 여러 지방음의 요소가 결부된 것이 보인다. 日本漢字音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5세기의 南朝音을 모태로 된 呉音, 8 9세기 唐 나라의 秦音을 母胎로 형선된 漢音이
日本漢字音의 중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밖에 唐音과 慣用音이 있다. 따라서 중고음에서 계승・
발전해 온 현 北京音과 日本漢字音 사이에도 일정한 대응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
관계를 밝혀 효과적인 지도・학습 반안을 제시하면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현대 中國語音과 日本漢字音 사이에 어떠한 대응관계가 이루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對應規則으로 정리하여,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日本漢字音指導法을 고안하도
록 하고자 한다.
常用漢字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기에는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하므로, 본고는 新常用漢字表
(2010)에서 中國語의 語頭子音이 k・kh에 해당하는 115字를 대상으로 中國語와 日本漢字音의
대응관계를 분석하고, 그러한 대응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 변화를 고찰하여, 이러한 對應規則을
중국인 일본어학습자에게 日本漢字音의 지도에 응용하게 하려는 것이다.

2. 中國語音 k에 該當하는 日本漢字音
k:k 대응은 語頭 k에 해당하는 전체 字音數 146音 가운데 91音으로 36.11%에 해당하며, 모두
中古音의 見母k에 해당한다.
먼저 見母k 91音부터 살펴보자. 見母는 破裂音, 無氣無聲音으로 軟口蓋音 k로 再構되는데,
이는 日本漢字音에서는 呉音・漢音 모두 カ行으로 반영되며, 현 北京音에서 舌根音 [k・ʨ]로
분화되었다. 이는 佐藤昭(2002:39)에 따르면 見母는 [中古k 近代k 現代k・ʨ]라는 변화 과정을
걸쳐 현대 中國語에서 k와 ʨ로 분화되어 있다. 이 중 開合字는 南北朝, 唐나라 시대부터 현대까
지 k의 발음을 유지해 왔으나 齊撮字는 齒音인 ʨ로 변했다.
[3個ge]는 [2箇ge]와 다르게 신상용한자표에서 唐音인 [コ]로 규정되어 있다. 呉采賢・李京哲
(2019a:14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唐音 자료인 南山俗語考에 [個箇]는 모두 [コ]의 발음으로 기
재되어 있다. 실제로 [個]와 [箇]는 같은 뜻을 가진 通假字로 음도 같아야 하나 현대 일본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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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箇]는 呉音・漢音 동형인 [カ]의 발음으로, [個]는 唐音인 [コ]의 발음으로 정착되어 있다. 또한
[個]는 현대 中國語 簡體字일 경우 [个]로 사용되어 있다.
[7格ge]은 단어 [格子]일 때 [コウ]로 발음이 된다. 이 [コウ]는 慣用音으로, 漢音 [カク]의 音
便形 [カウ]가 五段長音 開合의 混同으로 변한 것으로 판단된다.
k:g 대응은 語頭 k에 해당하는 전체 字音數 146音 가운데 5音으로 1.98%에 해당하는데, 5音
으로 모두 中古音의 見母k에 속하며 慣用音에 해당한다.
[1該gai]부터 [5宮gong]은 見母 開口字로 현 北京音에서 k에 해당하는데, 日本漢字音에서는 g
로 나타난다. 이는 淸濁의 混同으로 정착된 慣用音을 채택한 것이다.

3. 中國語音kʰ에 該當하는 日本漢字音
kʰ:k 대응은 語頭 kʰ에 해당하는 전체 字音數 146音 가운데 48音으로 32.88%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서 中古音의 溪母kh에 해당하는 것이 41音, 見母k가 3音, 匣母ɦ가 2音, 群母g와 曉母h가
각 1音으로 해당한다. 먼저 溪母kh 41音을 살펴보자. 溪母는 見母와 같이 破裂音, 軟口蓋音에
해당하나 有氣無聲音인 次淸字로 kh로 再構되었다. 日本은 有氣音과 無氣音의 구별이 않기 때
문에 呉音・漢音에서 모두 カ行으로 반영되어 있다. 溪母는 [中古kh 近代kh 現代kh・ʨh]와 같
이 변천해 왔으며 현 北京音에서 洪音韻母(開合字)가 kh의 발음을 유지하고 있으나 細音韻母(齊
撮字)일 경우 ʨh의 발음으로 변했다.
[誇]는 [コ]의 발음으로 唐音에 해당한다. [誇コ]는 大修館, 三省堂, 小學館, 學硏, 講談社, 大
漢和 등 한화사전에서 모두 慣用音으로 규정했으나 실제 韻書자료 聚分韻略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誇コ]는 鎌倉宋音에 속하며, 즉 唐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昆]부터 [鑛]까지는 見母에 속한다. 見母字는 중고음에서 k로 再構되어 현 북경어에서 대부분
g/k/・j/tɕ/로 읽는데 [1昆]부터 [3鑛]는 kh에 해당하며 실제로 溪母에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苛], [潰]는 匣母字로 중고음에서 ɦ로 再構되어 있는데 h가 존재하지 않은 고대 일본에서 역
시 같은 喉音系인 曉母字와 같이 調音点이 가장 가까운 아음의 발음으로 수용하여 カ행・ガ행
에 해당한다.
[狂]은 中古音의 群母에 속한다. 群母는 牙音系의 濁字로 g로 再構되어 있는데 일본한자음에
서 呉音은 有聲音 g로, 漢音은 k로 대응되고 있다. 王力(1997:307)에 따르면 群母g가 晩唐五代
까지는 g였는데 宋代 朱熹의 詩集傳 , 楚辭集注 에는 全濁聲母가 소실되면서 群母g가 見母k,
溪母kh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況]은 일본한자음에서 k로 대응되고 있으나 현 북경어에서는 다른 曉母字와 달리 kuang과 같
은 kh로 되어 있다. [1況kuang キョウ]를 통해 단순히 중국어의 어두자음 kh가 일본한자음 [k]와
대응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況]은 曉母字로 喉音系의 次淸字로 h로 再構되어 현 북경어
에서도 다른 曉母字와 같이 h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나 어두자음이 kh로 변천되었는데 그 변천
과정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이경철・오채현(2017)에 따르면 고대 일본에서 h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曉母h는 일본한자음에서 발음 위치가 가까운 k로 대체된 것처럼 중국 상고음에서도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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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h가 존재하지 않은 언어체계가 있다고 상정할 수 있다. 즉 중국 상고음에서 h가 존재하지 않
은 언어체계(소수민족 언어 혹은 지방음)는 h가 존재하는 언어체계와 접촉할 때 h의 발음을 kh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현 廣州語에서 [况可克客開考口看刊孔空] 등 한자가 h로 발음하
는 것을 통해 이러한 kh⟺h의 互用이 상고음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알 수 있다.

kʰ:g 대응은 語頭 kʰ에 해당하는 전체 字音數 146音 가운데 2音으로 0.79%에 해당하는데, 2音
모두 溪母kh에 해당한다.
[拷], [慨]는 溪母kh에 속하며 모두 慣用音에 해당한다. 淸濁의 混同으로 인해 慣用音으로 정
착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한자음을 지도할 때 예외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本硏究에서 신상용한자표에서 中國語音의 牙音에 該當하는 k・kʰ에 나타나는 115字 146音를
추출하여 中國語音과 일본한자음의 對應関係를 分析하였다. 結果는 아래와 같다.
對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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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聲母

k:k
91

見k
91

k:g
5

見k
5

50

kʰ:g
2

41.10%

漢音

22

15.07

系統별 比率

對應별 比率

62.33%

62.33%

3.42%

3.42%

7

4.79%

1

0.68%

慣用音

1

0.68%

慣用音

5

3.42%

呉漢

26

17.81%

呉音

4

2.74%

漢音

10

6.85%

唐音

1

0.68%

見k
3

呉漢

3

2.05%

2.05%

匣ɦ
2

漢音

2

1.37%

1.37%

群g
1

漢音

1

0.68%

0.68%

曉h
1

漢音

1

0.68%

0.68%

慣用音

2

1.37%

1.37%

h

溪k
2
總計

字音별 比率

60

呉音

溪k
41
kʰ:k
48

字音數

唐音

h

kʰ

系統
呉漢

146音

28.08%

32.88%

1.37%

10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어음 語頭子音 k에 해당하는 日本漢字音은 k 91音, g 5音에

해당하며, 그 中古音 聲母가 모두 見母에 해당한다. 語頭子音 kʰ에 해당하는 日本漢字音은 k 48

音, g 2音에 해당하며, 中古音 聲母의 溪母kh, 見母k, 匣母ɦ, 群母g와 曉母h가 각 1音으로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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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대응은 91音으로 가장 많은데 모두 見母k에 해당한다. 見母는 日本漢字音에서는 呉音・漢
音 모두 カ行으로 반영되며, 현 北京音에서 舌根音 [k・ʨ]로 분화되었다. 본고에서 다루는 부분
인 開合字는 南北朝, 唐 나라 시대부터 현대까지 k의 발음을 유지해 온 것이다.
k:g 대응은 5音에 해당하는데, 모두 慣用音에 해당한다. 이는 淸濁의 混同으로 정착된 慣用音
을 채택한 것이다.
kʰ:k 대응은 48音으로, 이 중에서 中古音의 溪母kh 41音, 見母k 3音, 匣母ɦ 2音, 群母g와 曉
母h가 각 1音으로 해당한다.
먼저 溪母kh를 살펴보자. 溪母는 kh로 再構되어 日本漢字音에서는 呉音・漢音 모두 カ行으로
반영되어 있다. 현 北京音에서도 開合字가 대부분 kh의 발음을 유지하고 있다.
見母字는 중고음에서 k로 再構되어 현 북경어에서 대부분 g/k/・j/tɕ/로 읽는데 溪母에 흡수된
한자 예가 소수이지만 존재한다.
匣母字로 중고음에서 ɦ로 再構되어 있는데 현 북경음에서 [x]/[ɕ]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모
태가 南北朝音인 한국어에서는 [苛], [潰] 2음 모두 [ㄱ]로 대응되어 있어 南北朝까지 중국어 안

에서 이미 [牙音kh⟺喉音ɦ]의 互用이 발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群母는 牙音系의 濁字로 g로 再構되어 있는데 일본한자음에서 呉音은 有聲音 g로, 漢音은 k
로 대응되고 있다. 현 북경음에서 溪母kh에 편입된 한자 예가 있다.
曉母 [況]은 일본한자음에서 k로 대응되고 있으나 현 북경어에서는 kh로 되어 있다. 고대 일본
에서 h가 존재하지 않아 曉母h는 일본한자음에서 발음 위치가 가까운 k로 대체되었다는 것이 이
미 많은 연구가 이루었다. 이와 같이 중국 상고음에서도 h가 존재하지 않은 언어체계가 있다고
상정할 수 있다. 즉 중국 상고음에서 h가 존재하지 않은 언어체계(소수민족 언어 혹은 지방음)의
영향을 받아 h가 존재하는 언어체계에서 h의 발음을 [kh]로 대체된 한자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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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영어권학습자의 가능표현의 습득양상에 대하여
최연주 (신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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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29 -

- 30 -

- 31 -

磨光韻鏡 左音注에 걸친 字音表記의 문제점
孟垚 (동국대 대학원)

1. 서론
본 발표에서는 磨光韻鏡에 左音注로 表記되어 있는 呉音에 대해, 당시의 字音仮名遣
い에 어떤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본론
2.1 直音과 拗音
<표1> 開口3等 魚韻 乙類
聲母

法華經

般若經

類聚名義抄

磨光韻鏡

コ車居擧踞
コウ居

コ鶋擧據倨鋸

コ居擧鋸

コ居舉據

見

k

精

ts

莊

tʃ

初

tʃ

h

シヨ初
ソ楚
ソオ楚

牀

ʤ

シヨ助

山

ʃ

シヨ蔬所䟽
ソ踈蔬
ソオ踈

シヨ苴怚
ジヨ咀
ソ阻
ソ俎

シヨ詛

シヨ菹阻詛

ソ初

シヨ初
ソ楚

シヨ初楚儊

ジヨ鉏齟助

シヨ所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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シヨ所

<표2> 開口3等 虞韻 乙類
聲母

法華經

般若經

類聚名義抄

磨光韻鏡

ク俱拘句
クウ俱拘

ク俱拘矩

ク拘

ク拘矩屨

見

k

莊

tʃ

シユ㑳

初

tʃ

h

シユ芻

牀

ʤ

ジユ雛
シユ媰

山

ʃ

シユ/シユウ/ス數

シユ數

シユ毹數捒

2.2 eu형과 jau형
<표3> 開口2等 肴韻
聲母

法華經

般若經

類聚名義抄

磨光韻鏡

ケウ交膠絞敎挍覺

ケウ交鵁佼

ケウ交鵁敎挍

キヤウ交絞敎

ケウ樂

ケウ樂

ケウ樂

ギヤウ聱齩樂

見

k

溪

k

h

疑

ŋ

影

ʔ

曉

h

ケウ孝

匣

ɦ

ケウ餚肴

端

t

徹

ṭ

h

定

d

娘

ṇ

來

l

幫

p

ハウ飽爆
ホ爆

ハウ胞苞飽豹
ヘウ豹

ハウ飽
ヘウ豹

ヒヤウ包胞飽豹

滂

ph

ハウ泡

ハウ泡疱

ハウ疱

ヒヤウ奅
ビヤウ皰

竝

b

明

m

メウ夘貌

メウ貌

莊

tʃ

サウ爪
ソ爪

サウ爪

初

tʃh

サウ抄
セウ抄

牀

ʤ

サウ巢

山

ʃ

セウ稍

キヤウ敲巧磽

ヤウ拗靿
ケウ哮

ケウ孝

キヤウ嗃

ケウ餚

ギヤウ肴澩效
チヤウ䝤罩

テウ嘲罩

チヤウ趠
テウ棹
ネウ鐃閙

ネウ撓

ヂヤウ棹
ネウ鐃閙

ニヤウ鐃㺒
リヤウ顟賿

ビヤウ庖鮑
ヒヤウ砲麃
メウ貌

ミヤウ茅卯貌
シヤウ爪抓
シヤウ䜈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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ジヤウ巢
シヤウ勦

<표4> 開口3等 宵韻 乙類
聲母

法華經

般若經

類聚名義抄

磨光韻鏡

ケウ憍矯

ケウ憍矯

ケウ憍撟

キヤウ驕矯蹻

見

k

溪

kh

キヤウ槁

群

g

キヤウ趫
ギヤウ嶠

影

ʔ

曉

h

キヤウ嚻

澄

ḍ

ヂヤウ召

幫

p

ヘウ表

明

m

メウ苗廟

エウ要

エウ腰殀夭

メウ苗

エウ夭

アウ妖殀

ヘウ表

ヒヤウ鑣表俵飙

メウ廟

ミヤウ苗廟眇妙

2.3 ju형과 juu형
<표5> 開口3等 虞韻 甲類
聲母

法華經

般若經

類聚名義抄

磨光韻鏡

チウ註

チウ株

チユ註

チユ株拄駐

知

ṭ

徹

ṭh

澄

ḍ

チウ㕑柱住
チユ㕑柱住
ツ㕑

チウ柱住

ヂユ㕑柱住

日

ņʑ

ニウ乳
ニユ乳

ニウ乳

ニユ儒乳孺

チユ貙

<표6> 開口3等 尤韻 甲類
聲母
知

ṭ

徹

ṭh

澄

ḍ

娘

ṇ

日

ņʑ

法華經

般若經

類聚名義抄

磨光韻鏡

チウ肘晝
チユ肘

チウ肘晝

チウ晝

チユ輈肘晝
チユ惆抽丑畜

チウ稠籌儔

チウ稠籌冑

チウ稠

チユ儔冑
ヂユ紂
ニユ紐糅

ニウ柔

ニウ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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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ウ柔

ニユ柔蹂輮

<표7> 開口3等 東韻 甲類
聲母

法華經

般若經

類聚名義抄

磨光韻鏡

喩

'j

イク育

知

ṭ

チウ中
チク竹笁

徹

ṭh

チク畜蓄

チク畜

澄

ḍ

チウ蟲仲
チク逐軸

チウ蟲沖
チク逐軸

來

l

ロク六陸戮

リウ癃
ロク陸戮

精

ts

シク蹙

シク蹙

照

tɕ

シウ終衆
シユ終衆

シウ終衆

穿

tɕh

シウ充
シユ充

牀

ʤ

心

s

シク夙宿
スク宿

シク宿肅

シユ嵩

審

ɕ

シク叔

シク叔

シユク叔

禪

ʑ

シク熟

シク儵

日

ņʑ

ニク肉

ニク肉

ニク肉

ニユ戎

類聚名義抄

磨光韻鏡

ユ融
チウ中
チク竹

チユ中
チユ忡矗

チウ蟲

チユ蟲仲

ル籠

シウ充

シユ終衆

シユ充銃
シユ崇

2.4 舌內入聲
<표8> 開口1等 寒韻
聲母

法華經

見

k

溪

kh

疑

ŋ

影

ʔ

曉

h

匣

ɦ

カツ渴

般若經
カツ割

カチ葛

カツ渴蝎

カチ渴
ガチ嶭

アツ頞

アチ遏
カチ䫘

カツ蝎

ガチ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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透

th

泥

n

ナチ捺

來

l

ラチ剌

タツ闥

タツ撻

h

淸

ts

心

s

タチ闥

サチ巀切
サツ薩

サツ薩

3. 결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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サチ攃屑

唐宋音에 걸친 止攝韻의 字音形에 대하여
呉采賢 (동국대 대학원) ・ 李京哲 (동국대)

１. 머리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宋音자료와 唐音자료에 대해 止攝 諸韻의 分韻表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止攝 諸韻에 걸친 唐宋音의 반영 양상을 고찰해 가기로 한다.
鎌倉宋音: 金光明懺法, 小叢林略淸規, 聚分韻略
江戸唐音을 磨光韻鏡, 觀世音菩薩普門品, 南山俗語考

2. 本論
2.1 開口3等 支韻 乙類
宋音
聲母

金光明
懺法

小叢林
略淸規

見
溪
群
疑

ニ義

ニ儀

影
曉
幇
滂

ヒ彼

ヒ彼

唐音
聚分韻略

磨光韻鏡

き掎羇寄
き綺崎
し技
き芰竒騎碕錡妓䗁
ニ涯崖議螘義儀艤議宜誼
イ漪猗
き欹
い椅倚縊
き犧戲羲巇
ひ陂彼陂詖羆碑
ひ帔披

ヒイ犧戲
ポイ陂彼
ピイ鈹帔

プイ・ピイ彼
ピ・ピイ被

ギイ技芰竒
イ、宜螘義

ひ被疲備皮罷

ビイ皮髲被

明
莊
初
牀

ミ靡

ミ蘼糜縻靡

ミイ彌弭縻靡
ツウイ齜
ツウイ差
ヅウイ齹

シ釃

シ釃欐灑曬
し襹
ス簁篩蓰

スウイ釃躧弛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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ギイ騎
ギイ・ニイ議

イ、猗倚縊

ヒ被

シ差

南山
俗語考

キイ掎羇寄馶
キイ绮㞆

並

山

觀世音菩薩
普門品

ヒイ戯

ピイ疲
ポイ備

2.2 開口3等 支韻 甲類
聲
母

宋音
金光明
懺法

小叢林
略淸規

唐音
聚分韻略C

磨光韻鏡

見

キ朞規

キイ枳

溪

キ企
き跂

キイ企

キ衹
き岐歧

ギイ衹

イ移栘
い詑扅匜蛇易

イ、移酏易

シ蜘智㨖知

ツウイ知智

シ魑螭彲黐摛
ス褫

ツウイ摛褫

シ 坻墀豸馳踟趍篪
阤治陊池

ヅウイ馳豸

ニ旎

ニウイ抳

リ㿛醨
り麗離璃詈麗鸝孋
罹蘺籬漓

リイ離邐詈

ひ卑臂椑箄

ポイ卑俾
ピイ臂

群

ギ衹

ニ紙

喩
知

シ知智

シ知智

徹

澄

シ馳

娘
來

リ璃

リ離璃驪

幇
滂

ヒ譬

ひ譬庀

ピイ諀譬

並

ヒ避

ひ陴避婢脾埤庳

ビイ避陴婢

み濔彌弭獼

ミイ彌弭

し呰貲髭紫積

ツウイ貲㧗紫積
ヅウイ鮆

し玼此雌刺跐

ツウイ雌此刺

從

し疵漬茈眥

ヅウイ疵漬

照

シ枳支坻枝氏
し 紙 肢支梔枝巵砥
軹寘只

ツウイ支眵紙寘
ズウイ氏

穿

シ侈眵

ツウイ侈

神

シ舐

ヅウイ舐

ス斯廝
し徙

スウイ斯徙賜

明
精

ス呰
シ積

淸

ス此

心

シ胑

ス此

シ・ス支

ス斯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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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世音菩薩
普門品

チ・チ゜知
チ・チイ智

チ池

南山
俗語考

ツウ知

スウ・ツウ・ヅウ
池

リ離璃

パイ・ピイ碑

ツ・ツウ・
ツヲ此

ツウ此

シ・チ支

ツウ支枝
ツウ紙
ツエ・ツエー・チ
エ只

スウ斯

邪

シ辭

審

シ施

シ施

し豕施翅

スウイ施卶翅

ス・シイ施

禪

シ是

ジ是

シ堤是陲倕
し豉

ズウイ匙豉

ス・是

シ爾邇尒
し兒

ズウイ爾

シ・ル・ル゜尓 ルウ・ルー・ル兒

日

ズウ是

2.3 合口3等 支韻 乙類
聲
母

宋音
金光明
懺法

小叢林
略淸規

見

唐音
聚分韻略

磨光韻鏡

キ嬀嬀
イ潙
き詭

クイ媯詭

溪

キ跪

き虧跪

クイ虧
グイ跪

疑

ニ僞

イ僞
キ危

ヲイ危硊
クヰ僞

イ餧
い委萎

ウイ逶委餧
ジユイ痿

イ僞
き麾毀燬撝

ホイ麾毀

影
曉

キ毀

于

イ爲

イ爲

初

イ潙
い爲

ウイ爲蔿

し衰揣

チユイ衰揣

觀世音菩薩
普門品

ウイ爲

南山
俗語考

ヲイ為

2.3 合口3等 支韻 甲類
宋音
聲母

金光明
懺法

見
溪
影
曉
喩
知
澄
娘

小叢林
略淸規
キ規

キ毀

唐音
聚分韻略
き槻規
き窺
い恚
シ睢
き墮
シ腄
つい縋
ちい諉

磨光韻鏡
クイ規瞡
クイ闚跬
ウイ恚
ジユイ眭
ホイ隳孈
ウイ蠵瓗
チュイ腄娷
ヂユイ縋鬌
ニユイ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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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世音菩薩
普門品

南山
俗語考
クイ規

ウイ・フイ恚

來
精
照
穿
從

リ累羸縲
シ觜
シ惴箠
シ吹炊

スイ吹

心

スイ髓

邪

スイ隨

禪
日

ジ隨
シ・ジ垂

シ睟
し髓
シ隋隧
すい隨
シ陲倕垂
すい瑞
シ蘂橤

ルヰ羸累
チユイ觜劑
チユイ捶惴
チユイ吹
ジユイ惢

ツイ吹

チユイ吹

シユイ髓
ジユイ隨

ツﾟ∘イ・ツﾟイ隨

ジユイ垂菙睡

ジュイ睡

ジユイ蘂痿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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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論文の序論に見られる研究正当化のストラテジー
―社会科学分野の学術論文を中心に―

林貞我 (高麗大)
1)

1. はじめに
論文は、あるテーマまたは対象について筆者の主張や考え、もしくはその対象に関する先行研
究や事例を概観することを目的に書かれる。そして、論文で扱われるテーマや対象は論文の筆者
が研究に値すると判断した上で設定される。しかし、研究に値するということはあくまで筆者の
主観であり、論文を読む読者も同様に考えているとは限らない。そのため、論文を読む読者に研
究の価値を伝えるために様々な工夫がなされる。特に読者が最も最初に目にする序論では研究を
正当化するための工夫が多く見られる。これまで論文の序論について多く研究されてきた。代表
的に序論の構造を分析し、序論のモデル(CARSモデル)を提唱したSwales(1990)が挙げられる。ま
た、近年は外国人大学院生が作成した論文の序論(Jun&Chung(2019))や科学英才学生の論文の序
論 の 特徴 を 分析 し 、 考察 した 研究 (Jo(2020)) など 、 分析 の 対象 が 幅広 くなっている 。 また 、
Tan(2019)は韓国の論文と中国の論文の序論を、林(2020)は韓国の論文と日本の論文の序論を分析
し、考察を行うことで文化権圈よる序論の構造の違いも明らかにしている。しかし、いずれの研
究も序論の構造や内容構成に焦点 が集中されており、序論の内容の機能分析までは至らなかっ
た。研究対象となった論文も語学分野や教育学に集中され、対象の分野が広くかった。そこで、本
研究では先行研究ではあまり対象とされなかった社会科学分野の論文を対象に分析を行う。本発
表で特に焦点を当てるのは研究の意義や価値を読者にどのように伝えているか、つまり研究正当
化のストラテジーである。

2. 先行研究
序論に関する研究は序論のテキスト構造分析に焦点を当てた研究と文化権による序論の構造
の違いを分析した研究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まず、序論のテキスト構造を分析した代表的な研
究としてSwales(1990)があげられる。Swales(1990)は学術論文の序論のテキスト構造を分析、構造
をモデル化し、CARSモデルを発表した。Swales(1990)のCARSモデルはその後、序論の構造を分析
する研究の枠組みとして位置づけられ、多くの研究者が用いるようになった。このCARSモデル
1) The author(s) wish(es) to acknowledge the research is done as a part of BK21Four(2021) Chinese and Japanese Education Research
Group at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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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基に文化圈による序論の違いを分析した研究としてTan(2019)と林(2020)があげられる。
Tan(2019)は、韓国の韓国語教育学分野の学術論文25本と中国の中国語教育学分野の学術論文
25本を対象に序論の構造を分析した。その結果、韓国語の論文の序論は研究目的を強調する傾向
が強く、中国語の論文は研究テーマの重要性をより強調する傾向があると述べた。また、序論の
構造を分析した研究では先行研究の問題を指摘するか、先行研究の足りなさを指摘することで研
究の正当性を定立すると述べているが、韓国語教育分野の論文では先行研究を用いるより韓国の
教育的状況を説明しながら研究の必要性を説明する論文が多かったと述べている。このような結
果は林(2020)でも確認できる。林(2020)は韓国の韓国語学論文と日本の日本語学論文を100本ずつ
対象とし、その序論を分析した。その結果、Tan(2019)と同じく日本の日本語学論文に比べ、韓国
の韓国語学論文の方が研究の正当性を読者に伝えるのに直接的な表現を用いる傾向があること
が分かった。
上記のように文化圏によって同じ機能でも少しずつ内容が異なってくることが分かる。 しか
し、これまでの研究では序論の構造や内容構成に焦点が当てられ、序論の機能や内容的な違いは
あまり注目されなかった。そこで本研究ではTan(2019)と林(2020)の結果に続き、研究正当化にど
のような内容的違いがあるのかを明らかにする。

3. 研究方法
3.1 研究対象
本研究では社会科学分野の中で五つの分野を選び、各分野ごとに50本ずつ、計500本の論文の
序論を抽出し、分析を行った。研究の対象となる論文の詳細を以下に示す。
<表1> 研究対象の論文の詳細
分野

韓国

日本

学術誌名

号数

学術誌名

号数

経営学

経営学研究

48 49

日本経営学会誌

34 43

経済学

産業経済研究

33

生活経済学研究

42 51

法学

The Justice

172 180

法学会雑誌

56 61

心理学

韓国心理学会誌

32

心理学研究

90 91

政治外交学

韓国政治学会報

52 54

年報政治学

66 70

また、対象とするのは本文のみとし、引用文、括弧の中の参考文、脚注、例文、表や図の中のテ
キストは除外すること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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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分析方法
まず、各序論の中で研究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つまり研究を正当化している内容の文段
を抽出し、どのような内容を基に正当化しているかを分析した。その結果、大きく2つに分けるこ
とができた。
第一、直接的な表現を用い、研究が必要であること、もしくは研究が重要であることを伝える
「明示的正当化」である。「明示的正当化」もさらに４つ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このような研究を
することは重要である」または「価値がある」といった中でも最も間接的に伝えている「研究の価
値評価」である。「研究の価値評価」は直接該当研究が価値があることを伝えるのではなく、非明
示的 にそのような 研究 が 価値 があり 、 重要 であることを 伝え 、 研究 を 正当化 している 内容 であ
る。「研究の価値評価」より少し直接的な表現を用いているのが「研究の必要性」である。「研究の
必要性」は「こうした研究が必要である」のように明示的に必要性を提示することで研究を正当化
している。そして、先行研究と本研究の違いを直接説明し、本研究は意味がある研究であること
を明示的に言及する「当研究の差別性」と研究の結果が他研究とは異なる、意味があることを伝え
る「結果の差別性」も明示的表現で研究を正当化しているため、「明示的正当化」であると言える。
一方、「非明示的正当化」には先行研究があまりない、または先行研究に限界あることを述べ、
研究を正当化する「先行研究の不足」と「先行研究への批判」が含まれる。また、先行研究に続き、
さらに拡大して研究したいといった「先行研究の継続」も間接的な方法を用いた正当化ストラテ
ジーであると 言 える 。 他にも 現在 の 制度 や 法律 、 意識 に 問題 があるといった 批判 を 伴う 正当化
(「現状への批判」)や最近の状況や傾向が変わり、状況に会わせて新たに出現した問題やテーマに
ついて研究するといった(「最近の傾向変化」)、研究の必要性を非明示的に提示する正当化戦略も
見られた。
分析は二通りで行う。まず、各分野、各文化圏でどのようなストラテジーを多く用いるかを把
握するために、各ストラテジーを採用している論文数を算出し、その割合で考察を行う。次に、一
つの序論に複数のストラテジーが用いられることがある。例えば、「先行研究の不足」を指摘した
後、「研究の必要性」を述べ、「当研究の差別性」を提示することで正当化するといった例である。
こうした正当化している文段の全部足し、正当化のストラテジーの中でもどのようなストラテ
ジーが多く用いられるか、そして明示的正当化と非明示的正当化の割合に差はあるのかを見てい
きたいと思う。

4. 結果及び考察
まず、全体的な分析結果を<表2>、<表3>に示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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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2> 韓国の社会科学分野論文の分析結果1)
分類

経営学

経済学

法学

心理学

政治外交学

分類合計

明示的正当化

106

66

30

96

59

357

研究の必要性

26%(13)

40%(20)

18%(9)

80%(40)

24%(12)

37.6%(94)

研究の価値評価

52%(26)

14%(7)

26%(13)

32%(16)

18%(9)

28.4%(71)

当研究の差別性

88%(44)

70%(35)

16%(8)

78%(39)

68%(34)

64%(160)

結果の差別性

46%(23)

8%(4)

0%(0)

2%(1)

8%(4)

12.8%(32)

非明示的正当化

74

61

58

69

59

321

先行研究の不足

58%(29)

42%(21)

32%(16)

68%(34)

58%(29)

51.6%(129)

先行研究への批判

50%(25)

28%(14)

4%(2)

40%(20)

40%(20)

32.4%(81)

先行研究の継続

2%(1)

6%(3)

0%(0)

4%(2)

0%(0)

2.4%(6)

現状への批判

16%(8)

22%(11)

54%(27)

10%(5)

8%(4)

22%(55)

最近の傾向変化

22%(11)

24%(12)

26%(13)

16%(8)

12%(6)

20%(50)

分野別合計

180

127

88

165

118

678

<表3> 日本の社会科学分野論文の分析結果
分類

経営学

経済学

法学

心理学

政治外交学

分類合計

明示的正当化

53

64

32

52

32

233

研究の必要性

18%(9)

32%(16)

18%(９)

40%(20)

14%(7)

24.4%(61)

研究の価値評価

30%(15)

44%(22)

24%(12)

44%(22)

28%(14)

34%(85)

当研究の差別性

42%(21)

44%(22)

22%(11)

20%(10)

22%(11)

30%(75)

結果の差別性

16%(8)

8%(4)

0%(0)

0%(0)

0%(0)

4.8%(12)

非明示的正当化

71

57

47

59

46

280

先行研究の不足

68%(34)

46%(23)

28%(14)

78%(39)

44%(22)

52.8%(132)

先行研究への批判

58%(29)

10%(5)

8%(4)

28%(14)

24%(12)

25.6%(64)

先行研究の継続

10%(5)

10%(5)

2%(1)

4%(2)

0%(0)

5.2%(13)

現状への批判

0%(0)

26%(13)

42%(21)

0%(0)

6%(3)

14.8%(37)

最近の傾向変化

6%(3)

20%(10)

14%(7)

8%(4)

18%(9)

13.2%(33)

その他

0%(0)

2%(1)

0%(0)

0%(0)

0%(0)

0.4%(1)

分野別合計

124

121

79

111

78

513

1) 括弧の中の数字は実際該当ストラテジーを序論に採用している論文の本数を意味する。割合は各分野ごとに50本であるた
め、50を100％とし、計算したものである。分類合計は250を100％とし、計算したものである。

- 44 -

<表2>、<表3>から韓国語論文と日本語論文には少し傾向の差があることが確認できる。まず、
大きな違いとして、 韓国語論文の方が日本語論文より正当化戦略を多く用いていることが分か
る。韓国語の論文の場合、正当化戦略を用いた文段が678文段であったのに対し、日本は513文段
で、韓国語の論文に約32％多く用いられている。また、韓国語の論文の場合、明示的正当化の方が
非明示的正当化より約11％多く用いられていることが分かる。一方、日本語の論文では、非明示
的正当化が明示的正当化より約20％多く用いられている。
各分類を細かく見てみると、韓国語の論文で用いられる全ての正当化戦略の中では「当研究の
差別性」が最も多く用いられ、法学分野の論文を除くと、各分野でも採用割合が最も高いことが
分かる。一方、日本の論文では非明示的正当化、特にその中でも「先行研究の不足」が多く用いら
れ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る。「当研究の差別性」と「先行研究の不足」の割合の差が大きくない分野
(経済学・法学)はあるものの、全ての分野で「先行研究の不足」を採用している論文の割合が最も
高かった。
また、韓国語の論文の場合、明示的正当化の中でも「当研究の差別性」を用い、研究の意義や価
値を伝える論文が半数以上であったのに対し、日本語の論文はこのような内容で研究を正当化し
た論文は全論文250本中75本で30％に過ぎなかった。それに対し、日本語の論文の場合、明示的正
当化の中で最も多く用いられたのは「研究の価値評価」であった。「研究の価値評価」は、明示的正
当化の中では唯一韓国語の論文より用いられた論文の割合が高かった。また、日本語の論文の正
当化戦略で最も多く用いられた「先行研究の不足」は韓国語の論文でも半数以上の論文が用いて
おり、韓国語の論文でも採用割合が高かった。

5. 終わりに
本発表では韓国と日本の社会科学分野の学術誌に投稿されている論文の序論を分析し、研究を
正当化するストラテジーについて考察した。その結果、韓国語の論文は研究を正当化する際、明
示的表現が非明示的表現より多く用いられるのに対し、日本語の論文の場合、非明示的正当化戦
略の方が明示的正当化戦略より多く用いられる傾向が見られた。また、全体的に韓国語の論文が
日本語の論文より正当化戦略を多く用い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これにより社会科学分野の韓国
語論文は日本語論文より研究を正当化する戦略が多く用いられ、さらには日本語論文より明示的
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
しかし、本研究は社会科学という限られた分野の論文だけを対象としたため、韓国の論文と日
本の論文の一般的な傾向であるとは言いがたい。また、本発表では時間の関係上、各分野ごとの
特徴は扱うことができず、詳細を見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そのため、今後の考察では分野ごと
にどのような特徴があるかを見ていきたいと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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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療談話における医師の質問行動に関する一考察*
―情報統制観点からみた質問ストラテジーの使用様相―

孫朱彦 (高麗大 博士課程)
1)

1. はじめに
最近COVID 19のような全世界的な感染疾患の流行や現代社会の慢性疾患者の増加などによ
り、健康管理・維持の重要性が何よりも強調される時代となった。一般に治療と診断を求め医師
に見てもらうため病院を訪れ、診療1)を受ける。医療談話の見方は色々であるだろうが、本研究で
は患者と医師間の診療会話を狭義での医療談話として捉えることにする。診療過程の一つである
問診は医師の質問と患者の応答から成り、疾患種類を見極めるための情報を集め整える目的で行
われる。医師は患者から情報を引き出すために、様々なストラテジーを用い、その結果、問診の場
で構築される情報に影響を及ぼし得る。ザトラウスキー(1993)はストラテジーは文化ごとに独自
に作りあげられるもの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これは日本と韓国のように言語全般にかけて高い
類似性をみせる間柄でも異なる可能性を示唆し、意思疏通誤解や問題が生じると患者の健康や命
を脅かすことにまでつながる。そこで、本研究では問診での医師の情報収集ストラテジーとして
患者の応答内容を制御する程度に焦点をあて、医師の質問ストラテジーの使用頻度と様相を探る
ことにする。これを通して日韓の問診でみられる医師質問ストラテジー使用による両国医師の言
語行動上の特徴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この研究を通じて両国での訪問客及び生活者
としての外国人2)向けの言語文化教育のための示唆点が得られることを期待する。

2. 先行研究及び本研究の立場
日韓医師の発話ストラテジーに関する研究には孫(2020a), 孫(2020b)が挙げられる。孫(2020a)で
は医師の再提案ストラテジーを探り、拒否の原因が治療方針自体なのか患者個人事情であるのか
によてストラテジー使用が異なることを指摘した。孫(2020b)では医師の治療方針提案に見られ
る語彙選択のストラテジーを探り、提案の文末において、日本は「～たい」医師の願望を込めた語
彙、韓国は「～ㅂ시다(ましょう)」「(하)시죠(ましょ)」といった患者参加を促すような語彙の選択が
* この研究成果は2020年度高麗大学4段階BK21中日教育研究団の参加学生として作成したものである。
(이 연구성과는 2020년도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의 참여학생으로서 작성한 것임.)
1) 診療は診察と治療を含めたものである。
2) 日本語教育小委員会では「 生活者としての外国人 とはだれもが 持っている「生活」という側面に着目して，わが国にお
いて日常的な生活を営む すべての外国人を指すものである」と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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浮彫りになると指摘した。一方、医師の質問方式と情報の関係に関する研究には서민순(2010)，ボ
イド＆ヘリテッジ(2006)などがある。서민순(2010)は実際の医療会話を用いて医師質問の類型と
使用場面との関係を明らかにした。対面直後に閉じられた質問、診療中に補充質問が多用されて
いると述べた。診療における問診の位置づけと構築される情報について実際医療会話を用いて研
究したボイド＆ヘリテッジ(2006)は、問診における医師の質問を患者の個人史を文脈化する共同
構築の過程であるとし、質問は患者状況を考慮してデザインされるが、ほとんどの質問には医師
の含意があること、極性質問と応答には優先構造がみられ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以上の先行研
究において、孫 (2020a,b)では医師の提案ストラテジー使用、서민순(2010)，ボイド＆ヘリテッジ
(2006)は質問類型や問診デザインに焦点が当てられている。管見の限り医師の質問ストラテジー
についてそれによって導かされる話題との係わりを探ったものはないようである。そこで、本研
究では問診における医師の質問ストラテジー使用について話題との係わりを考慮したうえで考
察を行い、両国医師の言語行動における情報制御と職業役割認識を明らかにする。

3. 研究方法
3.1 分析資料
韓国では2007年頃から医療ドラマの製作にあたって医療シーンの事実的再現のため医療人か
らアドバイスを求めたり、監修を受けるといった過程が導入され始めた。日本も韓国と大した差
はないと思われるめ、2007年から最近まで日韓で製作・放映された医療ドラマ計11本から問診場
面を収集し、そこから医師の質問を抽出して分析に用いた。分析資料の詳細は以下の<表１>のよ
うである。
<表１> 医師質問の分析資料詳細
no.

日本

韓国

1

ラスト・ホープ

(2013、フジ)

외과의사 봉달희

(2007、SBS)

2

医龍4

(2014、フジ)

종합병원2

(2007、MBC)

ドラマ

3

DOCTORS3 最強の名医

(2015、朝日)

뉴하트

(2008、MBC)

情報

4

フラジャイル

(2016、フジ)

메디컬 탑팀

(2013、MBC)

5

LIFE 愛しき人

(2017、TBS)

닥터스

(2016、SBS)

6
分析資料数

슬기로운 의사생활 (2020、JTBC)


40

67

問診場面を一次単位として収集した理由は分析・考察において問診場面で確認できた話段を参
考に質問ストラテジーを探ることにしたため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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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研究方法
質問ストラテジーの認定単位はザトラウスキー(1993:14 16)に記述されている応答ペアを基準
に一つのペアに現われる質問において一つのストラテジーを認めた。本研究で用いる各々の質問
ストラテジーは、医師の推論の有無と質問内容の拠り所を考慮したうえで、質問形式3)を参照し
類型化した。以下の<表２>はそれをまとめたものである。
<表2> 医師の質問ストラテジー類型
患者からの情報4)に基づく

医師の推論



✕



情報の具体化

5)

✕

情報の質的確保

情報の量的確保

上記の質問ストラテジーについて、問診場面で確認された［現疾患情報収集の話談］、［過去疾患
情報収集の話談］、［疾患外患者情報収集の話談］の３話段を考慮にいれ以下で考察を進める。

4. 結果及び考察
分析結果を以下の<表3>に示す。
<表3> 質問ストラテジー種類と使用内訳
単位：％ (頻度数)
ストラテジー
日本
韓国

情報の量的確保
37.5 (15)
22.4 (15)

情報の質的確保
37.5 (15)
41.8 (28)

情報の具体化
25.0 (10)
35.8 (24)

計
100.0(40)
100.0(67)

この結果をもって以下では、ストラテジー類型別使用様相について研究方法で言及した話談を
考慮し考察することにする。

4.1 量的情報確保
量的情報確保ストラテジーとは、医師の意図的な制御が含意されていない質問をすることで、
できる限りの情報を患者の表現で収集するために用いる。患者から提供された情報を意識せず、
それに基づいていないことが以下の質的情報収集と異なる点である。特定内容の応答を求めてい

3) 質問ストラテジーを認めるには서민순(2010:199 211)に記述されている質問類型を参考に、発表者が作成した。
4) 問診の内容、予診シートの記入内容、過去の診療記録、検査結果、対面持の外見から得られるものなどが挙げられる。
5) 表記の所は患者から提供された情報のない状況では医師の推論の根拠がないため、医師の推論は成り立た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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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いことを患者にアピールするため質問内容が抽象できである場合が多い。例えば、「기분이

어

떠세요」のような儀礼的な挨拶機能ををかねている質問、「どうしました？」 のような開かれた質
問するなどのものがこれに該当する。
<表4> 情報の量的確保ストラテジーの問診話段内の出現内訳
単位：％ (頻度数)
日本
韓国

現疾患情報の収集
20.0 (3)
13.3 (2)

過去疾患情報の収集
0.0 (0)
0.0 (0)

疾患外患者情報収集
80.0 (12)
86.7 (13)

計
100.0 (15)
100.0 (15)

情報を患者が私有に構成できるようにし、できる限り多くの情報を得ようとするこのストラテ
ジーは<表４>から分かるように日本と韓国において同一な使用様相をみせた。両国共に患者の疾
患とは関係ない身の上の変化や生活習慣、最近のエピソードに関する話をする話段において量的
情報確保ストラテジーが圧倒的に用いられたことから、医師としてどんな話でも聴ける心構えが
窺えるともいえる。このような雰囲気で交わされる会話内容は医師と患者間のラポール6)形成に
も働くので、残りの診療過程へも響くと考えられる。医師と患者の関係の重要性について、ボイ
ド＆ヘリテッジ(2006:201 202)で「医師は患者の状況を考慮し質問をデザインする」と言及してい
ることからも両国のこのような使用様相は納得に足ると考える。

4.2 情報の質的確保
情報を質的に確保するとは、情報を一つのすとーりーとしてまとめるために必要な情報補充す
るとの意味である。すでに患者から提供された情報に欠けている内容7)があったり、患者が自ら
疾患と関連性があると考える内容を引き出す場合に用いる。このストラテジーを使うことで医師
が患者の話しに関心を持っていることを示す効果も期待できると考えられる。このストラテジー
には「痛むのはこの辺ですか」のような疾患ストーリーに必要な情報を求める詳細な質問をした
り、患者に関心を示す「高血圧って薬は飲んでます？8)」のような断片的な質問をしたりする例が
含まれる。
<表5> 情報の質的確保ストラテジーの問診話段内の出現内訳
単位：％ (頻度数)
日本
韓国

現疾患情報の収集
40.0 (6)
28.6 (8)

過去疾患情報の収集
46.7 (7)
3.6 (1)

疾患外患者情報収集
13.3 (2)
67.8 (19)

計
100.0 (15)
100.0 (28)

6) 相談学における信頼感のこと。
7) 主にWHに該当する疾患の最初出現時期、発生原因などの情報。
8) 高血圧の患者が性格がいきなり乱暴になったため診療にきた患者のケースで、慢性疾患者の服薬を確認する発話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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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5>から日韓に多用されたストラテジーに違いがあることが分かる。日本の医師が問診を通
じて集めようとする情報には患者の現在及び過去の疾患情報で、韓国の医師は疾患情報以外の患
者個人の叙事を理解するための情報収集に傾いている傾向が見とれる。孫(2020a:175)ではこのよ
うな両国医師の役割認識について「日本は医療技術者としての医師」、「韓国は生活の質向上を見
守る医師」としての傾向が窺えると指摘している。問診においてもこのような傾向が現われたの
は非常に興味深く、最近の韓国の病院がカフェーのようにきれいな施設を誇ることとも係わりが
あると考えられる。

4.3 情報の具体化
患者から提供された情報の集まりが質的には一つのストーリーを成しているが、その中のある
部分に曖昧なところがある際、医師は曖昧なところを見極めるため情報を具体化するストラテ
ジーを用いる。情報に紛らわしいところがあると診断は特定しかねるため、医師は情報具体化ス
トラテジーを用い診断推論の根拠を整えることを図る。このストラテジーには、症状パターンを
極めることが目的の「기침할 때마다 매번 그래？」のような質問(節眼尾要求)、患者の感覚などの
数値化が難しい内容について「「숨

많이

차시죠？」などの質問をして患者に自己判定を促す質

問、選選択肢から応答内容を選ばせる「약 드신 거 있으세요？ 진통제나 항생제 같은 거요」の
ような質問、「부딪히기만 하셨는데， 계속 흉통이 있으시다구요？」のような患者の言った内容を
確かめ、患者に再考させる質問などが当る。
<表6> 情報の具体化ストラテジーの問診話段内の出現内訳
単位：％ (頻度数)
日本
韓国

現疾患情報の収集
70.0 (7)
70.8 (17)

過去疾患情報の収集
20.0 (2)
0.0 (0)

疾患外患者情報収集
10.0 (1)
29.2 (7)

計
100.0 (10)
100.0 (24)

<表６>の結果から日韓共に現在の疾患に関する内容を収集する際には各々の内容に焦点を当て
詳細に情報を集める情報の具体化ストラテジーが圧倒的に使用されていることが分かる。両国の
医師がこのストラテジーを疾患内容を調べるに圧倒的に用いているのは、辺境な観点にみえがち
だが、医師が重要と判断する情報を患者に奥深く問いかけ情報を具体化していくことで信頼性の
高い診断結果を得られるようにする問診の機能的な役割に起因すると考えられる。また、このよ
うなストラテジー使用様相から日韓の医師が専門家としての問題発見と解決のための役割に充
実していることが窺える。これは孫(2020b:80)で言及された「治療方針提案では両国医師の専門家
としての解釈をアピールするストラテジーが最も多く用いられていた」こととつながり、診療全
ての過程においてこのような役割認識が根付いていることも予想できること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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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まとめ及び今後の課題
以上、本研究では、医師の質問ストラテジーを情報制御と質問内容の根拠の面から類型化し使
用上の特徴について話段を参考に考察した。医師の情報制限や既情報内容に拠らない量的情報収
集は医療談話を患者の疾患内容以外の内容へと導き、患者とのラポール形成に貢献することが浮
彫りになった。そして質的情報確保は日本では疾患情報、韓国では疾患以外の情報を収集する場
合に用いられることが分かった。また、情報の具体化は日韓共に疾患内容を極めるために用いら
れる傾向が分かった。以上の結果から特定のストラテジーは特定話題へと導くような働きをする
こと、日本医師の中立的な態度、韓国医師の相談役よのな態度が特徴として挙げられる。ただ、分
析資料の量から結果の一般化を図るには限界があると思う。今後もさらなる資料補強を通して研
究を発展させていき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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断り場面における言いさし表現
―「から」「ので」の機能を中心に―

小 此木江利菜 (高麗大 博士課程)*
9)

1. はじめに
本研究では断り場面における言いさし表現1)「から」「ので」を機能の観点から考察する。言いさ
し表現とは文を最後まで言い切らずに接続助詞で終わらせる日本語の文末表現の1つである。一
般に、接続助詞「から」「ので」は「理由」を表す機能として知られている。一方、日本語母語話者の
話し言葉を観察すると、文末に現れる「から」「ので」は一概に「理由」を表すものとして見受けられ
ない発話がしばしば見られる。特に「から」は終助詞的な特徴を持ち(白川:1991)、日本語の口語に
おいて多用されることが報告されている(許:2002、白川:1991、2009)。 大辞林 によると、終助詞
的な「から」は「相手に向かって強い決意を表す」と説明されており、文末に用いることで単に「理
由」を表す意味合いが希薄化した何らかの機能を持つことがわかる。また、このような機能があ
ることは「から」の類義である「ので」にも共通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そこで本研究では、言いさ
し表現として現れる「から」「ので」に焦点を当て使用様相と機能を中心に検討する。

2. 先行研究と研究課題
言いさし表現「から」に関する研究は白川(2009、1991)、許(2002)、荻原(2010)、孫(2016)が挙げられ
る。白川(1991)では話し言葉で見られる言いさし表現「から」を対象に「理由」を表す用法として説明
しきれない終助詞としての「から」の意味用法について考察している。白川(1991)では、終助詞的な
「から」の機能を「新情報を告知する」「反応を促す」「意志を告知する」の3つの機能を挙げ「から」の本
来的な用法と終助詞的用法の同異を提示している。また、孫(2016)では文末に現れる「から」の機能
を「聞き手に解釈させるための手段」所謂「情報の提供」と、「話し手の態度の表出を通して聞き手の
態度や行動に対する影響力」つまり、何らかの「行動を促す」機能を挙げ、「から」が文末に使用され
ることによって主節とのつながりが徐々に失われ、新たな機能を果たすことを報告している。
言いさし表現「ので」に焦点を当てた研究は、菱川(2005)、荻原(2010)、李(2015)、楠木(2015)が挙げ
られる。李(2015)では、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を対象に言いさし表現2)「から」「ので」の出現状
* 高麗大学院 博士課程 日語学
1) 文を接続助詞で終わらせ発話をする概念は「言いさし文(白川:1991、白川:2009)」「言いさし表現(曺:2005)」「中断節(李:2015)」
「中途終了型発話文(楠木:2015)」などの用語が使用されているが、本研究では談話の機能に焦点を てるものとして「言いさ
し表現」の用語を用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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況を分析している。その結果、言いさし表現としての使用は「から」のほうが「ので」に比べて多く、
主な機能として「から」は話し手が「自身の意見を強調」し「ので」は「既提示された情報の事柄との因
果関係を強調する」機能を持つ点で、相違があると指摘している。李(2015)では、書き言葉を対象に
分析を行っていたが、話し言葉では同じような傾向が見られるのかを課題として残している。
断り場面を対象にした楠木(2015)では、言いさし表現「ので」と「けど」を対象に考察を行い「の
で」は「事情説明を表すという機能により、「こういう事情である」と話し手のおかれている状況を
訴えることで聞き手の理解を求めるという懇願的行為」が含まれることを示している。
以上の先行研究から、言いさし表現「から」「ので」は単に「理由」を示すという接続助詞的な機能
が薄れた別の機能を有することがわかった。白川(2009)、孫(2016)において「から」は「理由」と「働
きかけ」の用法があると述べているが、日本語母語話者の談話資料を対象に機能別使用様相に焦
点を

てた研究は管見の限り見

たらず、これらの機能が実際にどのような言語行動として現れ

るかを分析する意義があると考えた。そこで本研究では、日本語母語話者の断り場面から言いさ
し表現「から」「ので」を取り上げ「理由型」「働きかけ型」に分類する。さらに、観察された「働きか
け型」を3つの機能に分類し、それぞれの使用様相と特徴を考察する。

3. 研究の対象と方法
文末を接続助詞で終わらせる言いさし表現が「完全文」か「不完全文」であるかに関する知見は
多く得られている(白川:1991、2009、許:2002、曺:2005)。その中で、白川(2009)は言いさし表現3)の
機能を「内容的には完全な「文」と同等の完結性を持った発話ばかりが対象となる」と説明し、言い
さし表現を「従属節だけで言いたいことを言い終えているか否か」を基準に「言うべき後件を言わ
ずに途中で終わっている文」と「従属節だけで言いたいことを言い終わっている文」の2種類に分
類している。本研究では白川(2009)の定義を参考に「から」「ので」で終わる発話のうち「従属節だ
けで言いたいことを言い終わっている文」を「言いさし表現」と認め分析を行う。
言いさし表現「から」に関して白川(1991)は、は接続助詞らしさに欠けていて、むしろ終助詞に
似た性質を帯びていると述べており、許(2002)においては「単に相手の行動に必要な前提情報を
提示するもの」もあり、このような「から」を「相手の行動や心理的変化を導く情報の提示」機能が
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4)。
菱川(2005)では「ので」を大きく「反応・行動を促す、承諾を請う」機能と「聞き手に忠告をする、
情報を告知する」機能に分類している。本研究では菱川(2005)の分類を援用し「ので」を「反応を促
す」「情報の告知」機能に分類するが、分析において、意志を表出する「ので」が多数見られたため
「意志の告知」を分類に追加し分析を行う。また、「から」「ので」の主観性に関して 新国語例解辞
典 では「から」のほうが「ので」よりも主張しようとする主観的色彩が強いとされ、荻原(2010)に
2) 李(2015)では「中断節」とし説明している。
3) 白川(2009)では「言いさし文」と称している。
4) 孫(2016)においても、このような機能を「条件のカラ」とし「これから起こり得る聞き手の行動と繋がる」機能を果たす機能が
あると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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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いても「から」は自己主張が強い一方「ので」は中立性を保つと説明されており、これらの違いが
使用様相に影響を与えるのかを同時に観察する。
以上のことを踏まえ、本研究では「働きかけ型」の機能を「から」は白川(1991)、許(2002)の分類
を、「ので」は菱川(2005)の分類に筆者が「意志の告知」を追加した以下3つの機能に分類し、それぞ
れの傾向を考察する。
<表1> 「から」「ので5)」機能
機能

例

聞き手が認知していないこと
①情報の告知 を伝える

②意志の告知

話し手が聞き手に対し自
らの意志を伝える
話し手が聞き手に対し何らか

③反応の促し の反応・行動を促す

A：この車、運転してみましょう。
B：いやいや、私、免許ないので
A：(お見合い写真を渡しながら)お見合い、しないかと思って
B：お見合い…せっかくですけど結婚はまだする気ないんで
気持ちは嬉しいけど、得意じゃないこと無理してすることな
いからお客様、あの、これ以上は他のお客様に迷惑になりま
すので

白川(2009)では「理由」を述べる言いさし表現は「からだ」で言い換えが効かないものが圧倒的に
多く、理由を表さないものは「理由を提示することによって、相手に納得させるという談話的な
機能を備える」と指摘している。また、理由を表す発話と表さない発話の分類は「から」「ので」を
除外した際に談話として機能するか否かを基準に分析を行う。
分析の対象は、日本のドラマ資料10本を対象に分析を行う。日本語母語話者の話し言葉に関し
ては様々なコーパスが開発されているが「断り場面」を設定したコーパスは少なく、ドラマ資料が
本研究の目的に沿った適切な資料であると判断した。ドラマ内で方言を多用したり独特な表現を
使用する登場人物や、歴史や回想場面が頻繁に現れる資料は調査の対象からは除外し資料を選定
した。分析資料は以下の通りである。
<表2> 分析資料内訳
1
2
3
4
5

資料
最高の離婚(2013)
ゆとりですがなにか(2016)
カルテット(2017)
過保護のカホコ(2017)
獣になれない私たち(2018)
10本の総計

話数
全11話
全10話
全10話
全10話
全10話

場面
47場面
55場面
38場面
46場面
44場面

資料
話数
6
大恋愛(2018)
全9話
7 隣の芝生は青く見える(2018) 全10話
8
凪のお暇(2019)
全11話
9
向かいのバズる家族(2019) 全10話
10
俺の話は長い(2019)
全10話
全101話(469場面)

場面
32場面
56場面
38場面
42場面
71場面

「断り」に関して蒲谷、他(2009)では「自分は、相手の期待通りに動くことができないと自分が決
めて、結果として相手には利益・恩恵が与えられない」ことから、このような言語行動は「数々の
5) 「ので」は「んで」と形式は異なるが本質的には同一な意味を持ち、話し言葉において「んで」が多く見られたため、対象に含め
分析を行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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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イナス点を補う必要がある」と述べている。本研究では「相手の期待通りに動くことができな
い」断りを基準に、依頼・勧誘・提案に対する「断り」を対象に分析を行う。
なお、断り場面においてメールや手紙を含めた文面での断り、また、聞き手の割り込みにより、
発話が言いさし表現になった場合、主節と従属節が倒置用法として表れた発話、反復表現6)とし
て現れた言いさし表現も分析の対象から除外した。理由は、本研究では話し手の言いさし表現使
用の意図を分析するためであり、倒置的用法は話し手が伝達したい内容が文脈に既に表出されて
おり7)、反復表現は話し手の断りの意図が文面から読み取れず、断りとして判断がし難いためで
ある。

4. 結果及び考察
日本のドラマ資料から見られる断り場面における言いさし表現の出現状況を分析した。「理由
型」と「働きかけ型」に分類した結果は以下の通りである。
<表3> 断り場面における言いさし表現出現状況
機能

「から」

「ので」

計

1) 理由型

77回(21％)

12回(13％)

89回(19％)

2) 働きかけ型

298回(79％)

82回(87％)

380回(81％)

計

375回(100％)

94回(100％)

469回(100％)

断り場面における言いさし表現「から」「ので」は計469回見られ、その中で「から」が最も多く375
回、「ので」が94回現れた。機能別に見ると「から」の「理由型」は77回(21％)、「働きかけ型」が298回
(79％)、「ので」の理由型は12回(13％)、働きかけ型が82回(87％)見られ、言いさし表現「から」「の
で」は「働きかけ型」が多く、結果の差が顕著に現れた。次に「働きかけ型」を機能別に分類した結
果は以下の通りである。
<表4> 「働きかけ型」機能別結果
機能

「から」

「ので」

計

①情報の告知

67回(22％)

34回(42％)

101回(27％)

②意志の告知

146回(49％)

25回(30％)

171回(45％)

③反応の促し

85回(29％)

23回(28％)

108回(28％)

計

298回(100％)

82回(100％)

380回(100％)

6) 荻原(2008)では、聞き手の発話を反復した表現を「言いさし発話の繰り返し」とし、この表現を使用し話し手は聞き手に自ら
の意図を伝えることを説明している。
7)白川(2009)においても、言いさし表現の倒置的用法は話し手の意図が文脈に表出されているため、言いさし表現とは異なる性
質を持つと指摘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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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ず、「から」の結果を見ると「情報の告知」が67回(22％)、「意志の告知」が146回(49％)、「反応の
促し」が85回(29％)見られ、「意志の告知」機能が最も多く現れた。一方「ので」は「情報の告知」が34
回(42％)、「意志の告知」が25回(30％)、反応の促しが23回(28％)見られ、「情報の告知」が最も多く
現れた。以下、観察された「から」「ので」それぞれの特徴に関して考察を行う。「から」で最も多く
観察された「意志の告知」の例は以下の通りである。
(1) 朱 里：あんたたちなにやってんの？より戻せば？
(資料:[獣])

昌：自分で決めたことだから

意志の告知「から」に関して白川(1991)では「その意志を聞き手に徹底する気持ちが込められて
いる」と説明しており「 決意 というにふさわしい抜き差しならぬ緊張した場面」で現れると述べ
ている。(1)は「より戻せば？」という提案に対し「自分で決めたことだから」と断りを遂行してい
るが、話し手の決意の表明にも近いことが伺える。荻原(2010)においても接続助詞の「から」は自
己主張が強いとされていたが、言いさし表現の「から」も同様に話し手の主張が強く現れる場面で
使用されていた。意志の告知の例は他にも「これは私と啓太で決めることだから」「幸せになるた
めに好きになるわけじゃないから」のような発話が見られた。
「ので」で最も多く観察された機能は「情報の告知」である。
(2)

尚：じゃあ、その辺で何かご馳走させてください。
真 司：これ営業所に持って行かなきゃなんないんで

(資料:[大])

言いさし表現「ので」は、情報の事柄との因果関係を強調する機能が含まれる(李:2015)。(2)では
「営業所に持って行か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聞き手が認知していない情報を示しつつ断りを遂
行しているが、李(2015)の言及通り「情報との因果関係を強調」する意味合いで情報の告知の「の
で」が多用されていた。このことから、断る際に客観的な情報を提示することで発話が断りであ
ることを示す話し手の意図があるといえる。情報の告知「ので」は他にも「はやくしないと駅から
のバスがなくなっちゃうんで」「塾のテストがあるので」のように聞き手が認知していない新たな
情報を告知しつつ断りを遂行する場面が多く見られた。荻原(2010)は接続助詞の「ので」は中立性
を保つと説明しているが、「ので」が言いさし表現として現れる場合も、客観的な事情の説明が多
く、その結果「情報の告知」が多く現れたと考えられる。

5. まとめと今後の課題
日本語母語話者の断り場面における言いさし表現「から」「ので」に焦点を て、使用様相と機能
の観点から分析を行った。言いさし表現「から」「ので」は「理由」としての機能が希薄化した「働き
かけ型」が多く現れ、先行研究を支持する結果となった。また「働きかけ型」のうち「から」は「意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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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告知」、「ので」は「情報の告知」機能が多く、「から」は比較的話し手の主観的な表明が強いのに
対し「ので」は客観的な情報を提示しつつ断りを遂行していた。
本研究では断り場面における「から」「ので」を使用様相と機能の観点から考察したが、対人関係
別考察や「から」「ので」以外の形式の考察まで至らなかった。これらの研究に関しては今後の課題
とし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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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語文化論集

한･일 만화에서 나타난 슬픔표현 대조연구
高源営 (高麗大)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때때로 슬픔, 후회, 외로움, 괴로움 등의 슬픈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일본어 학습자가 일본어로 이와 같은 슬픈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 ‘슬프다 悲しい’, ‘후회한다 後
悔する’, ‘외롭다 寂しい’, ‘괴롭다 辛い’와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가 같은 의미로 대응되는 일본
어 감정표현은 쉬우나, 한국어 ‘고달프다’, ‘서글프다’, ‘안쓰럽다’, ‘비참하다’등의 한국의 정서가
깊은 어휘인 경우, 일본어로 표현할 때 어떤 어휘의 사용이 일본어 표현으로 적절할지에 대해서
학습자는 고민하게 된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대응되는 어휘의 감정표현을 무조건적으로 외우기보
다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습득해야만 양국어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감정에 대한 소통이 가
능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일 감정표현 연구에서는 분석된 적이 없는 한국원작만화와 일본원
작만화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감정표현을 파악하고자 한다. 만화자료의 가장 큰 특
징은 글과 그림이 함께 제시되어 사람의 감정표현을 외적･내적감정표현1)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드라마나 소설의 경우에는 사람의 내적감정표현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만화라는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시선으로 감정표현을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에서는 다양한 감정 중 슬픔의 감정을 양국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한다. 본 연
구에서 슬픔이라는 감정은 첫째, 눈물이 날만큼 슬픈 경우, 둘째,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경우, 셋째,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는 경우, 넷째,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괴로운 경우, 다
섯째, 상대방의 상황을 걱정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감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만화에 나타난 슬픔표
현을 ①슬픔표현, ②미안함표현, ③후회표현, ④괴로움표현, ⑤걱정표현 총 5가지 표현양상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일본어 학습자가 보다 자연스러운 슬픔에 대한
일본어 감정표현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감정표현연구는 크게 감정어휘2)연구, 신체어휘 관용어연구, 색채표현연구 등으로 다양한 관점
에서 감정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뤄왔다. 예를 들어 감정어휘연구로 유효경(2006), 김인숙
1) 외적감정표현은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나타난 감정표현이며, 내적감정표현은 등장인물의 혼잣말이나, 속마음에서 나타난
감정표현이다. 이 두 가지 감정표현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감정형용사, 감정동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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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명성룡(2008), 김은성(2013), 아나이유카(2016) 등이 있다. 신체어휘 관용어연구로 임팔용
(2004), 권익호(2006), 이연니(2011), AdachiNoriko(2015), 이주용(2017) 등이 있으며, 색채표현연구
로 요네다쇼(2004), 김미경(2010) 등이 있다. 아나이 유카(2016)는 일본원작소설에서 나타난 감정
형용사 「うれしい・おもしろい・たのしい・かなしい・さびしい」를 한국번역소설에서 어떠한
한국어로 표현이 되었는지 대조 분석하였다. 신체어휘 관용어연구에서 권익호(2006)는 현대문학
작품을 분석자료로 하였다. 신체 중 ‘배･가슴(腹･胸)’에서 양국어 모두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나타
내는 관용어의 양상이 많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감정동사, 감정형용사, 신체어휘관용구등에 주목하여 소설, 드라
마, 영화, 사전등을 분석자료로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원작만화와
일본원작만화를 대조하여 인간의 내적감정표현과 외적감정표현을 분석한 감정표현연구는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만화라는 분석자료를 통해 외적감정표현과 내적감정표현에 대한 한･일
감정표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학습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한국어 감정을 적재적소에
가장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만화에 나타나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감정표현 사용양상 및 언어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분석자료로 만화 장르 중 순정만화3)인 한국원작만화와 일본원작만화를 선정하였다. 한국원작만
화는 2012년 서울문화사에서 출간된 <궁> 1권부터 번외편 28권을 제외한 27권이며, 일본원작만
화는 <궁>과 동일한 배경설정으로 하고자 고등학생이 등장인물로 나오는 2015년 集英社에서 발
행된 思い、思われ、ふり、ふられ 1권부터 12권이다. 용례에서 나타나는 한국어와 일본어 번역은
각각 만화의 일본번역만화와 한국번역만화를 참고하였다.

3.2 분석방법
추상적인 감정을 분류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1998)에서 제작한 자료집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목록4) 과 中村(1993)의

感情表現辭書5) 을 참고하여 슬픔의 감정표현범

3) 분석자료의 장르를 순정으로 선정한 이유는 김지영(2006)에 의하면 다양한 만화 장르인 SF, 호러, 순정, 코믹, 추리 중 순정
만화에는 섬세한 감정표현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 양식이 있어, 인물의 단순 대립 구조를 중층적으로 해체함으로 인간
심리와 다양한 관계들을 정서적,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해 능력을 길러주는 장치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다양한 장
르 중 순정만화가 등장인물의 감정 전달을 섬세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이 자료집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출판된 신문, 잡지, 소설 및 수필, 희곡 및 시나리오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총
64,666개의 단어를 수록하고 있고, 각 단어의 품사와 실제 사용빈도와 같은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빈
도 높게 사용하는 감정표현단어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문학 전공자와 감정연구자 12명이 참가하여 제작한 한국인이 빈번하
게 사용하는 총 504개의 한국어 감정표현 단어 목록이다.
5) 197명의 작가의 808편에 이르는 문예작품을 자료로 삼아 喜(기쁨), 怒(화남), 怖(두려움), 哀(슬픔), 恥(부끄러움), 好(좋음),
厭(싫음), 昂(격앙), 安(안도), 驚(놀람) 10종류의 감정을 분류하여 어구편과 표현편으로 나누어 感情表現辭書 을 출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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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분석자료에서 추출하고자 한다.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목

록 과 感情表現辭書 를 참고하는 이유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감정범주분류이므로
주관적 의견에 치우지지 않아,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슬픔표현의 한국어와 일본어 감정표현 분류 및 범주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슬픔표현 한국어와 일본어 감정표현범주
분류
슬픔표현

미안함표현
후회표현
괴로움표현
걱정표현

한국어 감정표현범주
고달프다, 울다, 울컥하다, 그리워하다,
섭섭하다, 안타깝다, 외롭다, 속상하다,
창피하다, 불쌍하다, 비참하다, 서럽다,
서글프다, 쓸쓸하다, 청승맞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송구하다
그립다, 후회하다, 실망하다, 씁쓸하다,
처절하다
괴롭다, 불행하다, 착잡하다

일본어 감정표현범주
悲しい、悲しむ、寂しい･さみしい、落ち込む、冷た
い 、 切 ない 、 ひどい 、 悔 しい 、 心細 い 、 ひとりぼっ
ち、残念だ、傷付く、恥ずかしい、惨めだ、傷心
ごめん・ごめんなさい、すまん･すまない、悪い、い
や、すみません･すいません、申し訳ない、迷惑をか
ける
情けない、寂しい･さみしい、苦い、後悔する、失望
する、涙ぐましい、がっくり、惜しい
苦しい、辛い、ひどい、しんどい、耐えられない、心
苦しい、胸が痛い/痛む、刺さる
イライラする 、 しっくりこない 、 悔 しい 、 親心 、 居

가엾다, 안쓰럽다

心地悪い、お気の毒に、哀れ、可哀想、不幸になる

등장인물의 감정표현에 대한 용례의 기입은 다음 <표2>와 같다. 대화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발화인 외적감정표현의 용례는 있는 그대로 기입하고, 등장인물의 혼잣말이나 속마음 나타나는
내적감정표현 용례는 ‘ ’의 표시를 두어 외적감정표현과 내적감정표현을 구분하고자 한다.
<표2> 외적감정표현과 내적감정표현 기입방법
외적감정표현 (대화)

내적감정표현 (속마음)

私 ってダメなんだって 思 いも 知 らされた 感 じで
やっぱり辛いって言うか
난 안 된다고 실감하게 된 것 같아서, 괴로웠다고 할까

嬉しいと思った気持ち全部が次の瞬間には切なく
なる
기쁘다고 생각한 마음 전부가 다음 순간엔 서글퍼진다

4. 슬픔표현에 대한 결과 및 분석
한국원작만화에서는 총 152회 나타났고, 일본원작만화에서는 총 241회 나타났다. ①슬픔표현,
②미안함표현, ③후회표현, ④괴로움표현, ⑤걱정표현에서 나타난 한국어와 일본어 감정표현 양상
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슬픔표현
한국어 슬픔표현양상과 일본어 슬픔표현양상은 <표3>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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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슬픔표현양상
한국원작만화

일본원작만화

한국어표현

종류

일본어표현

일본어표현

종류

한국어표현

섭섭하다

3종류

寂しい(3), ひどい(1), 冷たい(1)

외롭다

3종류

寂しい(4), 心細い(1),
ひとりぼっち(1)

寂しい
さみしい

4종류

쓸쓸하다(2), 슬프다(1),
서운하다(1), 외롭다(1)

안타깝다

3종류

残念だ(2), 寂しい(1), 생략(1)
かっとなる(1),
おさえられない(1)

切ない

3종류

안타깝다(2), 서글프다(1),
슬프다(1)

울컥하다

2종류

울다

2종류

泣く(2), 생략(1)

悲しい

1종류

슬프다(11)

속상하다

2종류

可哀想だ(1), 傷つく(1)

창피하다

1종류

恥ずかしい(5)

落ち込む

1종류

침울하다(2)

불쌍하다

1종류

可哀想だ(3)

비참하다

1종류

みじめな(3)

ひどい

1종류

너무하다(1)

고달프다

1종류

きびしい(1)

서럽다

1종류

傷心(1)

悔しい

1종류

寂しい(1)

1종류

서럽다 (1)

쓸쓸하다
서글프다

1종류

悲しい(1)

1종류

惨めだ

생략(1)

1종류

비참하다(1)

청승맞다

한국원작만화에서 나타난 한국어표현은 ‘섭섭하다’, ‘외롭다’, ‘안타깝다’, ‘울컥하다’, ‘울다’,
‘속상하다’, ‘창피하다’, ‘불쌍하다’, ‘비참하다’, ‘고달프다’, ‘서럽다’, ‘쓸쓸하다’, ‘서글프다’, ‘청승
맞다’ 총 14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일본원작만화에서 나타난 일본어표현은 ‘さみしい’, ‘切な
い’, ‘悲しい’, ‘落ち込む’, ‘ひどい’, ‘悔しい’, ‘惨めだ’ 총 7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슬픔표현에
서는 한국원작만화에서 나타난 한국어표현양상이 일본원작만화에서 나타난 일본어 표현양상보다
2배 많은 표현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작만화에서 한국어표현 ‘섭섭하다’, ‘외롭다’, ‘안타깝다’, ‘쓸
쓸하다’에서 공통적으로 ‘寂しい’가 추출되었다. 일본원작만화의 일본어 표현에서도 ‘寂しい’는
한국어표현이 4종류로 번역되었는데, 이점으로 보아 일본어 ‘寂しい’가 슬픔의 감정표현에서 표
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넒은 어휘임을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원작만화에서 일본어표현 ‘悲し
い’가 슬픔표현에서 총 11회로 가장 많이 추출된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원작만화
에서는 ‘서글프다’ 표현으로 1회 추출된 상이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번역과정에서 감정표현이
생략되는 경우가 한국원작만화 한국어표현 중 ‘안타깝다’, ‘울다’, ‘청승맞다’에서 나타났는데, 일
본원작만화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없었다.
(2) 미안함표현
한국어 미안함표현양상과 일본어 미안함표현양상은 <표4>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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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미안함표현양상
한국원작만화
한국어표현

종류

일본어표현

미안하다

9종류

ごめん(30)・ごめんなさい(3),
惡い
(13), すまない(12), 생략(4), すまん(2),
いや(1), 心苦しい(1), 後悔する(1)

죄송하다

5종류

すみません(5),
申しわけありません
(4), 迷惑をかける(2), 惡い(1), 생략(1)

송구하다

1종류

すみません(1)

일본원작만화
종류
한국어표현
죄송하다(6),
すいません
3종류
미안하다(5)
잘못하다(1)
ごめん
미안하다(150)
1종류
ごめんなさい
미안하다(10)
悪い
1종류
미안하다(14)
申し訳ない
1종류
미안하다(1)
すまない
1종류
미안하다(1)
일본어표현

한국원작만화에서 나타난 한국어 미안함표현은 ‘미안하다’, ‘죄송하다’, ‘송구하다’ 총 3가지 양
상으로 나타났다. 일본원작만화에서 나타난 일본어 미안함표현은 ‘すいません’, ‘ごめん･ごめん
なさい’, ‘悪い’, ‘申し訳ない’, ‘すまない’ 총 5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미안함표현에서는 한국
원작만화에서 나타난 한국어표현양상보다 일본어표현양상이 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국원작만
화와 일본원작만화에서 공통적으로 일본어표현 ‘ごめん･ごめんなさい’가 가장 많이 추출되었다.
‘ごめん’의 추출빈도수는 일본원작만화에서 5배나 많이 추출된 것으로 보아, 미안함표현으로 ‘ご
めん’을 양국어 모두 많이 사용하지만, 일본어표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났
다. 번역과정에서 감정표현이 생략되는 경우가 한국원작만화에서는 ‘미안하다’, ‘죄송하다’에서 나
타났는데, 일본원작만화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없었다.
(3) 후회표현
한국어 후회표현양상과 일본어 후회표현양상은 <표5>와 같이 나타났다.
<표5> 후회표현양상
한국어표현
실망하다
후회하다
씁쓸하다
그립다
처절하다

한국원작만화
종류
일본어표현
見損なう(1), ひどい(1),
3종류
いやだ(1)
2종류
後悔(6), 생략(2)
2종류
情けない(1), 苦い(1)
1종류
戀しい(1)
1종류
涙ぐましい(1)

일본어표현
情けない

일본원작만화
종류
한국어표현
1종류
한심하다(3)

さみしい

1종류

아쉽다(2)

後悔する

1종류

후회하다(2)

がっくり

1종류

실망스럽다(2)

惜しい

1종류

아쉽다(1)

한국원작만화에서 나타난 한국어 후회표현은 ‘실망하다’, ‘후회하다’, ‘씁쓸하다’, ‘그립다’, ‘처절하
다’ 총 5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일본원작만화에서 나타난 일본어 후회표현은 ‘情けない’, ‘さみし
い’, ‘後悔する’, ‘がっくり’, ‘惜しい’ 총 5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후회표현에서는 한국원작만화
에서 나타난 한국어표현양상과 일본원작만화에서 나타난 일본어 표현양상이 모두 5가지 양상으로 동
일하게 나타났다. 후회표현에서는 한자어 ‘後悔’를 그대로 사용하는 용례가 한국원작만화에서는 총 6
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일본원작만화에서도 총 2회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다. ‘情けない’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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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작만화와 일본번역만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어 ‘씁쓸하다’, ‘한심하다’의 어휘로 사
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번역과정에서 감정표현이 생략되는 경우가 한국원작만화에서는
‘후회하다’에서 나타났는데, 일본원작만화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없었다.
(4) 괴로움표현
한국어 괴로움표현양상과 일본어 괴로움표현양상은 <표6>과 같이 나타났다.
<표6> 괴로움표현양상
한국원작만화
종류
일본어표현

한국어표현
괴롭다
불행하다
착잡하다

5종류
1종류
1종류

辛い(5), ひどい(1),
苦しい(1), 悲しむ(1),
耐えられない(1)
不幸になる(1)
拘る(1)

일본어표현
しんどい
辛い
胸が
痛い/痛む
苦しい
刺さる

일본원작만화
종류
한국어표현
2종류
괴롭다(1), 힘들다(1)
1종류
괴롭다(4)
1종류

가슴이아프다(3)

1종류
1종류

괴롭다(1)
가슴을 찌른다(1)

한국원작만화에서 나타난 한국어 괴로움표현은 ‘괴롭다’, ‘불행하다’, ‘착잡하다’ 총 3가지 양상
으로 나타났고, 일본원작만화에서 나타난 일본어 괴로움표현은 ‘しんどい’, ‘辛い’, ‘胸が痛い/痛
む’, ‘苦しい’, ‘刺さる’ 총 5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괴로움표현에서는 한국원작만화에서 나타난
한국어표현양상보다 일본어 표현양상이 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괴로움을 나타내는 일본어표현
으로는 ‘辛い’가 각각 5회, 4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苦しい’로 괴로움을 표현해주는 것도 공
통적으로 추출되었다. 일본원작만화에서는 신체어휘 관용어 ‘胸(가슴)’가 나타난 일본어 관용표현
‘胸が痛い/痛む’으로 괴로움을 표현하였다. ‘가슴을 찌른다’로 번역된 ‘刺さる’ 또한 ‘가슴’이라는
신체어휘가 들어간 한국어 관용구로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 신체어휘 가슴이 들어간 관용어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적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번역과정에서 감정표현이 생략되는 경우
가 괴로움표현에서는 한국원작만화와 일본원작만화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5) 걱정표현
한국어 걱정표현양상과 일본어 걱정표현양상은 <표7>과 같이 나타났다.
<표7> 걱정표현양상
한국어표현

한국원작만화
종류
일본어표현

가엾다

4종류

氣の毒に(2), 哀れ(1),
不憫(1), 可哀想(1)

안쓰럽다

2종류

辛い(1), 생략(1)

일본어표현
イライラする
しっくりこない
可哀想
悔しい
親心
不憫
居心地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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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원작만화
종류
한국어표현
1종류
안절부절하다(1)
1종류
개운치않다(1)
1종류
안쓰럽다(1)
1종류
마음이 아프다(1)
1종류
걱정이 되다(1)
1종류
불쌍하다(1)
1종류
마음이 불안하다(1)

한국원작만화에서 나타난 한국어 걱정표현은 ‘가엾다’, ‘안쓰럽다’ 총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났고,
일본원작만화에서 나타난 일본어 걱정표현은 ‘イライラする’, ‘しっくりこない’, ‘可哀想’, ‘悔し
い’, ‘親心’, ‘不憫’, ‘居心地悪い’ 총 6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걱정표현에서는 한국원작만화에
서 나타난 한국어표현양상보다 일본어 표현양상이 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국원작만화와 일본
원작만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일본어표현은 ‘不憫’으로 각각 1회씩 추출되었다. ‘不憫’은 한국
어표현으로는 ‘가엾다’와 ‘불쌍하다’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나타났다. 번역과정에서 감정표현이 생
략되는 경우가 한국원작만화에서는 ‘안쓰럽다’에서 나타났는데, 일본원작만화에서는 생략되는 경
우가 없었다.

5.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순정만화 장르의 한국원작만화 1권부터 27권과 일본원작만화 1권부터 12권을
분석 자료로 선정하여, 실제적인 일본어 슬픔표현 양상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감정표현범주를 설
정하기 위해, 한국어 감정어휘목록과 일본어 감정표현사전을 참고하여, 한국원작만화와 일본번역
만화에서 나타난 감정어휘가 나타난 슬픔표현을 추출한 후, 슬픔감정에 속하는 ①슬픔표현, ②미
안함표현, ③후회표현, ④괴로움표현, ⑤걱정표현 5가지 표현양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국어
와 일본어의 슬픔표현양상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의 전체빈도수는 한국원작만화에서 총 152회, 일본원작만화에서 총 241회
나타났다. 한국원작만화의 분석자료의 권수가 일본원작만화보다 15권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원작만화에서 많은 슬픔표현이 추출된 것으로 보아,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감정표현을 빈번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가지 표현양상에서 나타난 특징에 대해 고찰해보면 첫째, 슬픔
표현은 한국원작만화에서 나타난 한국어표현이 일본원작만화에서 나타난 일본어표현보다 다양하
게 나타났고, 후회표현에서는 양언어의 표현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미안함표현, 괴로움표현,
걱정표현에서는 일본원작만화에서 나타난 일본어표현이 한국원작만화에서 나타난 한국어표현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둘째, 신체부위를 활용하여 나타난 감정표현을 괴로움표현 일본원작만화에서
나타났는데, 일본어표현과 한국어표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일본어와 한국어에서
신체어휘를 활용한 표현을 하는 공통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한국원작만화에서 일본번역만
화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만 ‘생략’의 용례가 추출되었다. 생략된 용례를 살펴보면 ‘...’ 혹은 ‘♥’와
같은 기호로 대체사용되거나, 아예 한국어표현이 삭제되였으며, 한국어표현 ‘청승맞다’와 같이 한
국어의 문화적 정서가 나타나는 표현에 경우 일본어표현으로의 번역이 생략되는 양상이 나타났
다. 이에반해, 일본원작만화에서는 한국번역만화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생략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본어 감정표현은 대부분 한국어로 번역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가 가상의 요소가 가미된 점과 한 명의 번역가가 감정표현을 번역했기 때문
에 감정표현의 다양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원작만화와 일본원작만화를 대조한
한･일 감정표현 고찰의 첫 시도이며, 일상생활 속 감정표현 양상을 외적･내적감정표현으로 다양
하게 파악하는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슬픔을 표현한다고 해서 단순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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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슬프다’에 해당하는 일본어 ‘悲しい’, ‘寂し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어휘와 표
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본어 학습자들은 주지해야한다. 향후의 연구에는 고등학생이 등장인물이
아닌, 대학생, 회사원등과 같은 다양한 인물과 장면 속 이야기가 펼쳐지는 한･일 만화를 분석자료
로 하여, 보다 다양한 감정표현의 용례를 수집하고자 하며, 양 언어의 감정표현의 거리를 좁혀 학
습자의 자연스러운 감정소통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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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ビジネ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関する日本人の問題意識
─韓国語能力の自己評価の差に注目して─

永 田由紀 (高麗大 博士課程)

1. 問題意識
日本人といっても韓国語の知識があって韓国人と日常的に接している者もいれば、韓国語の知
識も韓国人との接触もほぼない者もいる。日本であれば、韓国語の知識が全くない日本人との日
韓接触は頻繁にあるだろうし、韓国においても、日本からのビジネス出張者や旅行客・日本にい
る電話対応者など、韓国語の言語知識がない日本人とのビジネス例は多数挙げられる。
日韓ビジネス接触場面は韓国社会と日本社会の両方において容易に想定される場面であり、韓
国の大学における日本語学習者の多くが日本語を使う職場を希望しているという報告(斎藤･倉
持, 2019)もあることから、日韓ビジネス接触場面において、韓国人は韓国語能力が多様な日本人
と接触することが想定される。
しかし、韓国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現場では、日本語母語教師はほとんどの場合、韓国語の言
語知識もあり接触経験も日常的にあるといえる。そのため、日本語学習者は母語教師の授業にお
いては、教室内で常に｢韓国語能力がある｣教師との接触場面で日本語を使用しているといえる。
そのような状況で学習を経た韓国の日本語学習者が教室外で日本語を使用するようになったと
き、日本人の韓国語能力の程度の違いなどによっ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問題にも相違点が生ま
れる可能性がある。
このような問題意識から、日本語による日韓ビジネス接触場面と日本人の韓国語能力との関係
性を明らかにする研究の一環として、本研究では日本人の韓国語能力の差に注目し、その差によっ
てビジネ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関する問題意識の差がどのように見られるのかを分析する。
なお、日本人の韓国語能力については、自己評価によって判定する。その理由として、①ビジネ
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行う者は必ずしも韓国語学習者というわけではないため、客観テストの
結果を保有していない場合も多く、韓国語能力がない者は客観テストの受験自体が難しいと考え
られること、②それに対し、言語能力の客観的な評価と主観的な自己評価には相関関係がみられ
る(山下他,2016;

島田,2010)とされているので自己評価でも言語能力判定が有効と考えられるこ

と、③言語に対する意識を調査することによって言語使用者の意識や行動などの関係性や社会的
属性に基づいた言語行動について一定の予測が可能になるという金(2003)の指摘から、接触場面
における相手言語に関する自身の言語意識も言語行動に何らかの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と
いえること、の3つが挙げられる。本研究では、日本語を使用した日韓ビジネスを研究対象とする
ため、日本人の韓国語に関する自己評価に限定し、分析を行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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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調査方法
2.1 被験者
韓国人との日本語によるビジネスを経験したことがある日本人を被験者とし、韓国語の言語能
力に関する自己評価を問う設問を次のように設け、選択式の回答を得た。
(1) 韓国語を話せますか?
1. 全く話せない
2. 少しだけ知っている単語もあるが、言いたいことはほとんど言えない
3. たどたどしくではあるが、言いたいことをなんとか話せる
4. 言いたいことを、それなりにスムーズに話せる、またはかなりスムーズに話せる
(2) 韓 国語を聞き取れますか?
1. 聞いても全くわからない
2. 知っている単語や簡単な表現だけ断片的にかろうじて聞き取れることもあるが、言って
いることはあまりわからない
3. 日常的な会話なら聞き取れるが、ビジネスレベルやニュースなど少し難しい内容はあま
り聞き取れない
4. 日常会話以上のレベルでもそれなりに聞き取れる、またはかなり聞き取れる
(3) 韓国語を読めますか?
1. 文字の仕組みがどうなっているのか全く知らない
2. 文字の構造と仕組みは知っているが一文字読むのに時間がかかる、または、その内容を理
解できない
3. ゆっくりだが文字を追って読むことができる
4. とくに問題を感じることないスピードで読むことができる
(4) 韓国語で書けますか?
1. 全く書けない
2. 知っている文字や単語を書くことはできるが、文章を書いて伝えたいことを表現するこ
とはできない
3. 伝えたいことを文章で書くことができるが、正確に書けている自信はあまりない
4. とくに問題を感じることなく、書きたいことをそれなりに書くことができる
これらに対する回答から、被験者1)を以下のように分類した。
1) 本研究では変数として扱わないが、被験者の職種はJL群の上位3位は、製造業・小売業(12件)、宿泊業・飲食サービス業(9
件)、サービス業(他に分類されないもの)(8件)、JN群の上位3位は、サービス業(他に分類されないもの)(16件)、卸売業・小売業
(12件)、宿泊業・飲食サービス業(10件)であった。なお、業種の名称は、総務省の日本標準産業分類(平成25年[2013年]10月改
定)による｢大分類｣の区分によるもの。20種類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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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回答が全て｢3｣または｢4｣であった群を｢韓国語能力を有すると自己評価をしている日本人
群｣とする(=JL群)
[2] 回答が全て｢1｣または｢2｣であった群を｢韓国語能力を有しないと自己評価をしている日本
人群｣とする(=JN群)
[3] ｢1｣ないし｢2｣と｢3｣ないし｢4｣が混在しているような回答群は分析対象から除外
これによって得られた有効データ件数は、JL群69件・JN群86件である。

2.2 分析資料
アンケート調査により得られた自由記述式の回答(JL群69件・JN群86件)を分析資料とする。設
問は｢韓国人とのビジネス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するうえで難しさ・不便さ・やりにくさを
感じることはどんなことですか。｣というものであり、80字以上の記述を指定し、1件あたり平均
108字の自由記述式の回答を得た。アンケートの設問はこれ以外にも、性別・年齢・ビジネスの
経歴・職種・ビジネストラブルの経験などを問う設問を含み、選択式と自由記述式を含む合計17
問であるが、本稿の調査においては、上述した設問1問の回答のみが分析資料である。

2.3 分析方法
記述内容についてアフターコーディングを行ない、ビジネ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対する問題
意識としての要素を抽出し、カテゴリ化を行った。1つの記述に複数の要素が含まれるものはそ
れぞれカウントした。1件のデータに同一要素が複数回出現したものは、1件の要素としてカウン
トした。コーディングに際し、質的データ分析ソフトウェア｢MAXQDA｣を使用した。

3. 分析結果
分析の結果、ビジネ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ける日本人の問題意識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
上の｢問題の素因｣と｢問題に対する見解｣に関するものに大別された。｢問題の素因｣は問題の根本
的な原因となる要素について被験者が指摘しているものであり、①｢韓国人の意識に関する素因｣
②｢韓国人の行動に関する素因｣③｢日本人の意識に関する素因｣④｢双方の言語能力に関する素因｣
の4つのカテゴリに大別された。また、｢問題に対する見解｣として、⑤日本人がその問題について
どのように受け止めたかを示す｢感受的見解｣と⑥問題に対してどのような行動や態度をとるべ
きかといった指針を示す｢提案的見解｣の2つのカテゴリに分類された。

3.1 問題の素因
3.1.1 韓国人の意識に関する素因
このカテゴリに含まれる要素は、 韓国人の｢意識｣に関する記述 をコーディングしたもので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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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意識｣である以上、記述した者が相手の意識の内容を正確に知る術はなく、主観的な指摘で
あるといえる。
3.1.2 韓国人の行動に関する素因
このカテゴリは、JLとJNが自身の直接的な経験として記述した韓国人の言動などを集約したも
のであり、 経験内容 の 記述であるため 、 客観的 な 指摘であるといえる 。 一般的 な 行動( お 酒を 飲
む、感情表現をする、雑談をする)などのような行動に関する要素のほかに、ビジネス遂行に特徴
的といえる行動(連絡、約束、確認など)に関する要素などが含まれる。
3.1.3 日本人の意識・行動に関する素因
このカテゴリは日本人の意識や行動に関する要素を集約したものである。いわゆる一般論とし
ての日本人の意識や行動に関する記述を集約したもので、被験者が｢日本人とはこういうもので
ある｣といった文脈で記述した主観的なものである。JL群では、一般的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関連
のことのみならず、ビジネスに限定した記述もいくつか見られたことが特徴的であった。
3.1.4 双方の言語に関する素因
このカテゴリには｢韓国人の日本語｣｢日本人の韓国語｣などのような双方の言語能力に直接関連
するものや 、 言語能力の 程度 によって 引き 起こされる 、「 意思疎通 の 不成立 」 といった 要素 があ
る。また、｢韓国人の韓国語使用｣のような、「言語使用」に関する要素も含まれる。JN群では顕著に
｢言葉の壁｣に関する記述が多く見られた。

3.2 問題に対する見解
3.2.1 感受的見解
このカテゴリでは、3.1で挙げた4つの素因に対する、JLとJNの受け止め方に関する要素が含ま
れる。｢韓国人の行動に関する素因｣において、韓国人が直接的な表現や態度を表出するという素
因がJL・JNどちらの群でも見られたが、そのことについてJL群では韓国人に対して｢ストレート
な表現がしやすい｣ことが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より容易にしているという見解があった。また、
JN群では｢怖い｣｢びくびく｣のような恐怖心に関する記述が数件見られたことも特徴的である。
3.2.2 提案的見解
このカテゴリは3.1の各素因に対し、取るべき対処法や、今後の行動指針や心得などが集約され
たものである。JL群のほうが具体性のある見解が多く見ら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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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課題
本研究 では 、 日本人 の韓国語能力 の自己評価 の 差 を 変数 とし 分析 したため 、 業種 ・性別 ・年
齢・ビジネスの場所などといった他の属性を考慮にいれなかった。また、自由記述式のみの回答
を得たため、ビジネ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問題として禹(2018)のアンケート用紙の設問からそ
の存在が示唆される｢タバコ｣｢感謝表現｣などといった要素を、本研究では得ることができなかっ
た。今後の課題として、以上の点を考慮に入れ、考察を深め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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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日本語の「格助詞」の誤用分析
―「が」「を」「で」「に」を中心に―

金昭喜 (高麗大 博士課程)、 姜 埻 河 ･ 鈴江友香里 ･ 尹善湧 (高麗大 修士課程)

1. はじめに
日本語の習得研究の中で誤用の分析を見ると、日本語学習者が格助詞の意味用法に違反して発
話や文章において誤用を犯す場合が多い。本研究では、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具体的な助詞の誤
用例を見つけ出して、その意味を明らかにし、教育的な提案をしたい。

2. 先行研究及び本稿の立場
「 韓国人日本語学習者 の 日本語 の 格助詞 の 誤用 」 に 関 する 先行研究 は 、 富田 (1997) 、 김인현
(1998)、今井(2000)、迫田(2001)、坂口(2005)、권은숙(2006)、김나연(2011)、金旼瑩(2011)、安田(2016)、
조남성(2017)などが挙げられる。
特に조남성(2017)においては、①書き言葉における誤用であるため、学習者の話し言葉におけ
る誤用については明らかにされていない。②初級･中級レベルの学習者の誤用が提示されていな
い。③効果的な学習法や指導法の提案が足りない。のような点を指摘したい。
また、金旼瑩(2011)によると、初級段階から発話が始まり、レベルが上がるほど発話量が増える
ことによって習得が行われる格助詞の用法は「が」の「主体」、「を」の「対象」、「で」の「場所」「手段」
「主体」、「に」の「着点」であった。しかし、「で」の「主体」と「に」の「着点」の意味用法の分類は再確
認が必要である。例えば、「子供が学校に行く」は「着点」の「に」より「場所」の「に」の方が正確では
ないだろうか。また、「私と佐藤でその問題に取り組んだ」も「主体」の「で」よりも正確な意味分類
ができると思われる。
以上、先行研究から提起される問題は大きく三つに整理することができる。まず、日本語の文
型表現に現れる誤用について包括的に扱っており、研究対象が特定の格助詞に限定されている
ので、格助詞の詳細な分析が足りない。次に、作文の分析が主であるため、学習者 の発話におけ
る誤用研究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最後に、分析結果の実質的な活用のために、有効的な学
習法や指導方法の 提案が 要求される 。したがって、 本研究では「KY コーパス」を 用い、韓国人日
本語学習者による主要な格助詞「が」「を」「で」「に」の誤用例を分析し、教育への応用方法を模索
し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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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研究の対象と分析方法
本研究では「タグ付きKYコーパス」を用い、韓国語を母語とする学習者を対象に、タグの「誤用」
とされる産出例を分析する。分析対象となる言語産出の種類は助詞、その中でも格助詞「が」「を」
「で」「に」に現れる誤用である。ただし、本稿でいう「誤用」とは、例えば、表<3>のように、「は」を
使うべきところで「が」を使用して誤用を犯すことを指す。また、抽出された学習者の表現は誤用
部分を表示してから、キーワードの前後文脈からインタビュアーのあいづちを取り除き、区切り
があるところは句点(。)で提示する。表記面では、助詞の誤用以外の意味が推定できる「とうきょ」
のような発音のミスについては、一般的に使われる表記に修正する。
<表3> タグ付きKYコーパスの原文と本稿での例文表記
タグ付き
KYコーパス

はい／もちろん、とうきょのように、ソウルがにぎやかな所ですよ、〈ん〉それで、名古屋

本稿

はい。もちろん、東京のように、ソウルが(→は)にぎやかな所ですよ、それで、名古屋

さらに、本稿では誤用のタグが付いている表現を一括分析し、「ミステイク」として扱われる用
例も「誤用」として扱う。また、誤用の傾向を明らかにし、その代表的な傾向を分析するため、「が」
「を」「で」「に」のそれぞれの意味用法は、金旼瑩(2011)の先行研究の分類と日本語辞典と日本語教
育辞典を基にする。

4. 考察結果
4.1 「が」の誤用
4.1.1 「が」と「は」
表<6> 「は」を「が」と混同したと推測される例
番号 学習者ID レベル
(1)

KA04

上級

(2)

KA04

上級

(3)

KA04

上級

(4)
(5)
(6)
(7)
(8)

KA04
KA04
KIL01
KIM01
KIM06

上級
上級
中級
中級
中級

対象文
はい。もちろん、東京のように、ソウルが(→は)にぎやかな所ですよ、それで、
名古屋
も分からないですよ。すいません、かっぴが(→は)何ですか。あーそうですか、
わたし
ですけど、お願いし ます。「悪く」の意味が(→は)何ですか。あー、ちょっとにお
いが、
十二日だ と書いています。わたしが(→は)、先週だと思いますよ、はい
カンガルーの人形とか、この物がわたしが(→は)いいですよ、はい。まだ、あ
あー、しちゅもんは、あー、今、質問が(→は)ありません。はい、あ、あ、
から、いろんな話を言われて、これが(→は)、ちょっと、うーん、これのために、
かと思います、はい、わたしが(→は)、あーん、今の実力より、もっ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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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級学習者の誤用例(1)～(3)と中級の誤用例(6)(7)は、文法的に非文ではないが、誤用としてタ
グ付けされていることから、副助詞「は」を用いて名詞句を強調するのが文脈上正しいと判断され
る。また、上級の誤用例(4)(5)と中級の誤用例(8)は、文法的に完全に非文であり、必ず副助詞「は」
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らの誤用例は、学習者が主題接続の役割について混乱した時、言
語描写が主観的判断である場合は「は」を用い、客観的現象である場合は「が」を用いることに対す
る認知不足によるものであると思われる。このように、「が」と「は」は同じ主格ではあるものの、
やはり異なる主格であるという微妙な違いに影響を与えているため、初級段階から格助詞「が」と
取り立て性の副助詞「は」を区別して習得や教育を行い、中級以上においてこのような誤用を減ら
す努力が必要である。
4.1.2 「が」と「を」
表<7> 「を」を「が」と混同したと推測される例
番号
(9)
(10)
(11)
(12)
(13)

学習者ID レベル
対象文
KA02
上級 去年とか、うん、近い日が(→を)思い出したら、大学の時が一番よかった
KA04
上級 でいますけど、韓国語は、年が(→を)とった人には、お姉ちゃん、年を
KIM02
中級 人生を、人生の、暮らし方の違いが(→を)、描いている映画です。次男は、
KIM03
中級 です。部屋にはまだはずかしいので、写真が(→を)はっていません。はい、人々
KNM01
初級 と、体が少し痛いです、風邪が(→を)ひきましたから。熱が少し、

誤用例(9)(11)(12)を見ると、格助詞の後に接続する動詞がそれぞれ「思い出す、描く、はる(貼る)」
で、いずれも他動詞であることが分かる。つまり、「が」と「を」の学習においては自他動詞に注目す
る必要がある。一方、(10)(13)の場合は、「年をとる」「風邪をひく」を一つの慣用表現のように扱い、
習得や教育を行う必要がある。(10)の「年をとる」は韓国語に‘나이를 먹다’という表現もあるが、‘나
이가 들다’という表現により、韓国人学習者が格助詞「が」を使ってしまったのであろう。また、(13)
の「風邪をひく」も韓国語の‘감기가/감기에 들다/걸리다’という表現により、格助詞「が」と「に」を用
いることで誤用を犯すことが多い表現の一つである。したがって、表<2>の「を」の意味用法につい
ては慣用句表現も取り上げ、初級段階から熟語のように覚えさせると有効的であろう。

4.2 「を」の誤用
4.2.1 「を」と「が」
表<14> 「が」を「を」と混同したと推測される例
番号 学習者ID レベル
対象文
(28)
KA03
上級 て、ここに入って、これを(→が)番組に出ますよね、なに、
(29)
KA04
上級 ふつうのたなの上へ、わたし、お菓子を(→が)、置いてあるけど。そしたら、あの、
(30)
KA06
上級 見ました。あー昨日の番組の名前を(→が)よくわか分かりませんけど、まあ
(31) KIM03
中級 、あー、普段は写真や音楽鑑賞を(→が)、鑑賞が好きます、鑑賞が好きます
(32) KIM03
中級 たら、とても酒を、お酒を(→が)好きなような人だと。はい、
(33) KIM03
中級 お酒が好きですか。どんなお酒を(→が)、好き、どんなお酒が好きですか
(34) KIM04
中級 事故でした。ええ。はい、人を(→が)、紙とかビニールで、つつまれ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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対象を示す助詞の区分は、述部が形容詞や願望･可能･状態を表す助動詞など、感情･感覚の性格
が強いと「が」を、動作の性格が強いと「を」を使用する原理で行われる。「が」を「を」と混乱した誤
用例のほとんどは、形容詞の感情･感覚が向けられる対象の例文(31)～(33)や、状態性を帯びる願
望･可能の例文(30)、結果を示す動詞やその活用形と共記する際に「が」の代わりに「を」を用いてい
た例文(29)のようなものである。対象を示す「を」と「が」の使い分けは述部の性格によるものなの
で、インタビューの途中で即座に言おうとした時に述語の分類が学習者にとっては難しかったと
推測される。「～を好きだ」を使用した(31)(33)の場合、繰り返して自己修正が行われていると思わ
れ 、 瞬間的 な 運用 のミステイクである 可能性が 高 い 。 また 、 (28) は 「 出 る 」 と 対になる 他動詞「 出
す」、(34)は「包まれる」の基本型である「包む」が「を」を用いるので、その存在が学習者に混同を招
いた可能性が挙げられ、どちらも述語の性質を正確に把握していなかったことが原因となってい
ると思われる。
4.2.2 「を」と「に」
表<15> 「に」を「を」と混同したと推測される例
番号 学習者ID レベル
対象文
(35)
KA03
上級 、例えば旅館とか、は、ユースホステルを(→に)泊まったら、お金かかるんですね、
(36)
KA06
上級 前、前のほうで、バスを(→に)乗って、行くと、まあできる
はい。うーん、今までなんか会えなかった友達を(→に)会ってー、色々話をした
(37)
KAH03
上級
いんです
(38)
KIL02
中級 男、あー、今の、姉の主人を(→に)会いました。あー、今、うん。
(39)
KIL02
中級 人、わたしも、ここに初めて、自転車を(→に)乗りました、はいはいはい、

「 を」 と「 に 」 は、 文法項目 の機能 や 意味用法 が重 なっていたり 、 類似 していたりする 場合 があ
る。文中においてある項目が「動作の対象」または「動作が向けられる先」になるかは、述語ごとの
恣意的な分類による傾向があり、学習者の認識からずれが生じやすい。誤用例(36)～(39)の「乗る」
や「会う」などの動詞は、対格を用いることの多い動作動詞に分類されることと、韓国語で‘타다’
や‘만나다’が‘를’をとることから対格を持つと間違われやすいものであると考えられる。「を」と
「に」の混同がすべて言語転移によるものとは言いがたいが、動詞の性質や用いる格関係が母語の
韓国語と異なる述語の場合、教育現場で例文と一緒にその使い方をしっかり習得できるようにす
る工夫が必要であろう。

4.3 「で」の誤用
4.3.1 「で」と「に」
表<21> 「に」を「で」と混同したと推測される例
番号 学習者ID
(49)
KAH03
(50)

KIL01

レベル
対象文
上級 たと思うんだけど、今は日本で(→に)来て良かったと思う
中級

韓国です、韓国のソウル、ソウルで(→に)、あー、行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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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KIL02

中級

3.0年、4.0年前に、ここ日本で(→に)、留学しました、留学

(52)
(53)
(54)

KA04
KIM04
KA03

上級
中級
上級

今からずっと名古屋で(→に)住んでいます。ソウルですよ、
50.0歳です。［大学名］の留学生会館で(→に)住んでいます。はい、いろいろな施設
が東京に行ったときは、ユースホステルで(→に)、とまったことがあります、

(55)

KA06

上級

はいはい、その場所で(→に)大学があります、あーその大学の

誤用例(49)(50)は「 来る」「行く」の 帰着点や 動作が 及ぼす方向を示す助詞として「に」 もしくは
「へ」を用いるべきところに「で」が現れている。韓国語であれば、‘～에

오다/가다’のように助詞

‘에’を使用するため、それを単に「に」に置き換えれば正の転移となり、誤用は生じないはずであ
る。(51)の「留学する」も同様である。
これらの誤用は、学習者が言語習得のために使用する学習ストラテジーに関係があると見られ
る。格助詞「に」「で」を使い分ける際に、日本語学習者は「位置を示す名詞+に」、「地名や建物を示
す名詞+で」という組み合わせで助詞を選択する傾向が見られ、「ユニット形成ストラテジー」を使
用する可能性がある。初級の日本語学習者に文章全体を把握し助詞を選択するように要求するの
は無理だと言えるが、初級段階における間違った習慣は日本語の学習段階が上がっても直すのは
困難であると言える。
(52)～(54)においても、「住む」「泊まる」を意味する韓国語の動詞はそれぞれ‘살다’

‘묵다’であ

り、それらの場所を表す語には助詞‘에’が付く。なお、「〜で住む」という誤用は、表<21>の2例の
他に4例あり、「はい、うーと、今どこへ(→に)住んでいますか」のように「へ」を使用した誤用も6例
見られた。
「で」は「場所」の用法で用いられるものが圧倒的に多いとされており、それに比例して誤用も増
えた可能性が考えられる。しかし、その多くは韓国人日本語学習者が母語の文法知識を日本語に
転移させれば正用となる用例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これらの誤用が産出されるのは、日本
語教育現場において場所を表す格助詞「で」と「に」の指導が十分ではないからかもしれない。

4.4 「に」の誤用
4.4.1 「に」と「で」
表<27> 「で」を「に」と混同したと推測される例
番号 学習者ID レベル
対象文
(67)
KIL02
中級 奥さんが、海に(→で)、しに、死んだと
(68)

KIL02

中級

(69)
(70)

KIL02
KA06

中級
上級

ここに(→で)、生まれました
昨日は6時半、留学生センターに(→で)、日本語授業ありました
ます。そしてバスで［大学名２］という、停留所に(→で)、停留所で、降りて、

(71)
(72)

KAH03
KA06

上級
上級

て話をするんですね、韓国に(→で)は1)すごくこれは恥ずかしくして、なんかすごい
社会的にとか、それを問題に(→で)、悩んでいます。朝大体は

1) 「には」は格助詞「に」に副助詞「は」が付くもので(大辞林(1989))、「には」と「では」の違いは「に」、「で」の違いに類似している。

- 75 -

「に」と「で」は場所を示す助詞として使われ、どちらも韓国語に訳すと‘∼에’になる場合が多いた
め、誤用が多数発生していると思われる。「に」と「で」の違いとして、「に」は対象の存在に重点を
置く場合に使用され、「で」は述部に現れる出来事の発生に重点を置いている。誤用例(70)で、「降
りる」という行為が起こる場所を表現しようとする話者が自分のミステイクに気付き、「に」から
「で」に修正していることから、その違いが確認できる。したがって、(67)～(71)は対象の存在では
なく、「死ぬ」「生まれる」「降りる」や「日本語の授業が行われる」「恥じる」のような行為が起こる場
所を示すための助詞を必要とするので、「で」の使用がより適切であると考えられる。初級段階か
ら「場所」の助詞「に」と「で」を区別して教育や学習することが適切であると思われる。
4.4.2 「に」の添加
表<33> 不要な「に」を混同して添加したと推測される例
番号 学習者ID レベル
対象文
(80)
KIM03
中級 無いと思いますので、後で。プサンに(∅)は、港町だといいました
(81)

KAH03

上級

(82)
(83)

KIM05
KA03

中級
上級

(84)

KAH04

上級

(85)

KS09

超級

小学生だったら、もうそんなことは考えることに(∅)もできないくらいですね、
私はそう
なりたいと思って、6カ月ぐらいに(∅)、日本人の先生と一緒に勉強した
課程の人は、マスター課程の同士に(∅)、勉強して、私たち全然関係
国に住んでた人が、いきなりに(∅)国が発達したもんで、どーっと
とかね、そういうような、直接に(∅)自分の手とか下さずに、で

誤用例(80)は「場所」、(81)は「程度の甚だしさ」の意味用法として「に」が用いられた。どちらも誤用
が発生した部分は主語が来る位置であり、副助詞「は」と「も」が主格性助詞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
ため、格助詞「に」は不要である。また、(82)(84)は「程度」を強調する用法で、(83)は「資格」、(85)は
「動作・状態の行われ方・あり方」として使われている。(82)～(85)の「に」の前に来る「ぐらい、同
士、いきなり、直接」は、いずれもそれ自体で意味が完結する副詞であり、助詞「に」を添加して韓
国語に訳す場合、「に」に対応する韓国語が存在しないことからも、これらの「に」は不要な添加の
誤用例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以上のことから、「に」と副助詞や副詞の結合は不要な場合がある
という教育を行う必要があると思われる。

5. まとめと今後の課題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格助詞「が」「を」「で」「に」の使い方について、これまでの先行研究では、
アンケートや補充試験、作文などのデータを分析したものが多かったが、本研究では、OPIインタ
ビューデータが収録された「KYコーパス」に現れた誤用例を研究資料として活用した。分析にお
いては、意味用法の文法的側面と教育的観点から、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誤用の原因と傾向を明
らかにしようとした。その結果、産出された誤用例からその理由や過程をある程度解明すること
ができ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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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後の課題としては、本研究で用いた「タグ付きKYコーパス」の各レベル学習者数と誤用例が
十分であるとは言えないため、分析資料を増やす必要がある。また、抽出された誤用例の文脈だ
けでは 誤用の 判断や 区分が 難 しいものが 多 く 、 元 データの 全体文の 再確認 が 要求 される 。 さら
に、日本語教育における重要な項目の一つである格助詞を、より多角的に考察・研究し、より具
体的且つ有効的な学習法や教授法の提案をし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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話し言葉で「と思う」の使用に関する一考察
―韓国人学習者と日本語母語話者の比較を通じて―
新井美優 ･ 都賢美 (高麗大)

1. はじめに
日本語の「思う」は引用助詞の「と」と結合して、話し手の意見、推測、希望、意向を表す時によく
使われる表現である。日本語の教育では比較的に初級レベルで「と思う」という表現を扱ってい
る。しかし、「思う」は、動詞としての意味が韓国語の「생각하다」と意味的に共通点があるが、日本
語の「思う」にはそれと違って他の叙法用法がある(李鳳、2009)。そのため、「と思う」の機能、また
韓国人学習者(以下、韓国人学習者)の「と思う」の使用実態について日本語母語話者と比較しなが
ら分析を行う。

2. 先行研究
「と思う」に関する先行研究は「と思う」の意味用法や、その機能を中心とする研究が多かった。
林佩怡(2007)はOPIデータを使って、中国人日本語学習者30人を対象にして９つの「と思う」の用法
分類(不確実認識表示用法 推量、回想、判定回避、主観的認識表示用法 意見評価、蓋然性判断、条
件的判断、希望決意表示用法、遂行報告用法、相手伺い用法)によりその使用例を分析した。その
結果、中国人日本語学習者の習得順序は不確実認識表示用法(推量)、主観的認識表示用法(意見評
価)、希望決意表示用法、不確実認識表示用法(断定回避)、主観的認識表示用法(蓋然性判断)、主観
的認識表示用法(条件的判断)、不確実認識表示用法(回想)、遂行報告用法、相手伺い用法の順であ
ることを分かった。
朴京愛(2014)は「と思う」の活用形も含めて、林佩怡(1993)の９つの分類を基準に、日本語母語話
者と韓国人学習者の分析および比較をし、学習者の「と思う」の使用実態とその特徴を考察した。
日本語母語話者の場合、上村コーパスの中、20会話(300人の量)を対象に、 韓国人学習者の場合、
国立国語研究所の日本語学習者の会話データベースとKYコーパスから抽出した360人の会話を
分析した。その結果、 韓国人学習者は初級から超級に進むほど「と思う」の使用数が増え、遂行報
告用法や不確実認識表示用法(断定回避)が習得しにくいこと、学習者の習得順序は主観的認識表
示用法(意見評価)を最初に習得した後、希望決意表示用法、主観的認識表示用法(蓋然性判断)、主
観的認識表示用法(条件的判断)、不確実認識表示用法(回想)、不確実認識表示用法(推量)、相手伺
い用法、遂行報告用法の順で習得さ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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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分析対象及び分析方法
3.1 分析対象
「と思う」という表現は書き言葉より、会話で話し言葉としてよく使われる表現だと言える。そ
のため、会話のデータとして、「I JAS話し言葉のコーパス」を分析対象とする。「I JAS話し言葉の
コーパス」では韓国人学習者のデータのみならず、日本語母語話者の話し言葉データもある。今
回、韓国人学習者の中でも、J CAT300点以上の上級また超級学習者を対象として、日本語母語話
者の使用との比較を通じて、「と思う」の使用にどのような傾向があるか明らかにする「と思う」を
キーとして抽出した結果、韓国人学習者のデータでは56件で、日本人母語話者の場合は299件の
使用例が抽出できた。「と思う」の使用事例の件数は日本語の上級学習者であっても日本語母語話
者の方が約５倍以上多かったことが分かった。

3.2 分析方法
上級韓国人学習者と日本語母語話者の「と思う」の使用事例は林(1993)による「と思う」の意味用
法に基づいて、分類することにした。
3.2.1 不確実認識表示用法
① 推量: 未実現、事態の真偽を把握できない事柄など、発話時点において確認できない事態に対
する思考内容 を推量・予想する用法である。
例１) 高知県のおすすめのお土産について話している場面 <日本語母語話者>
1130ーC
1140ーK
1150ーC
1160ーK

これいいよみたいなお土産にいいかもみたいなのはありますか？
あと、柚子？が
あ柚子？
たぶんせかはい日本一たぶん生産も、〈そうなんですね〉はい、多いと思うので、

② 回想 : 話し手にとって、過去の出来事や自身の体験について、その記憶が曖昧であることを
表す用法である。
例２) 学生時代の思い出の先生の話をしている場面 <韓国人学習者>
2170ーC
2180ーK
2210ーC
2220ーK

なんか思い出の先生とかいますか？
先生、ですか
〈中略〉
うーんどんなところが面白かったんですか
なんかすごい、んその時たぶん、三十代後半？か四十代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

③ 断定回避 : 話し手の事柄や、心理状態について述べる時、聞き手の存在を視野に入れ、情報を
共有する他者の事実認識はいかなるものか、他者が以下に判断するかなど、聞き手への配慮や聞
き手の異なる認識を尊重するための用法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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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３) アルバイトのシフトについて相談している場面 <日本語母語話者>
0060ーK
0070ーC
0080ーK

あのー皆さんにご迷惑かけて申し訳なんですけれども〈はい〉，今あの，週，三日間，シフトに
入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えーえーそうですよね，はい，はい
週2日に変えたいなと〈んー〉，思ってまして

3.2.2 主観的認識表示用法
①

意見評価 : 「と思う」の先行節に話し手の主観的な意見主張や、個⼈の好悪評価、価値判断な

どの心理的態度を示す用法である。
例4) 韓国でオススメの観光地について話をしている場面 <韓国人学習者>
1610ーC
1620ーK
1610ーC

どこに、がいいですかね？行くとしたら、だからキョンボックンとか？
キョンボックンとかあたしはそういう伝統的な物が好きなのでー、たぶんそこの周りの城と
かー、もいいと思うし
うーん、うんうん

② 蓋然性判断 : 話し手が発話時に事柄について真偽確認ができない状況に対して「と思う」を付
加し、話し手の心的操作を経て生じた認識を聞き手に伝達する用法である。
例5) 将来，田舎か都会のどちらに住みたいか話している場面
3790ーC
3800ーK

<日本語母語話者＞

やっぱり都会の方が，いいと思いますか？
ほう(そう)ですね多分，かんごひ(看護師)は続けていると思うので〈あーはーい，うんうんう
ん〉，あの，何てゆうんですかね，あ預けられる所がちゃんとある，ところとかー〈あー〉考え
たり

③ 条件的判断 : 話し手が、ある条件において仮定状況が成立した場合に、起りうる事態を予想
し、それに対する聞き手の認識・判断に「と思う」を付加し聞き手に伝達する用法である。
例6) お金と時間の内どちらがたくさんあったほうがいいかについて話している場面 <韓国人学習者>
5610ーC
5620ーK
5630ーC
5640ーK

えーっとお金と時間はどちらがたくさんあったほうがいいと思いますか？
お金です。
うん、どうしてですか？
うん、お金、お、お金があれば〈んー〉、時間はまー、いくらでも、つくりゅ〈うん〉、つくーるこ
とができると思うんですよ。

3.2.3 希望決意表示用法
「〜(し)たい/〜(し)ようと思う」のような形式を用いて、話し手の希望や意思決意を聞き手に伝
達するための用法である。
例7) ドラマ 孤独のグルメ について話している場面 <韓国人学習者>
830ーK
840ーC

うーん、こう、この前、〈うん〉この 孤独のグルメ 、とゆうドラマをちょっと見たんですけど
へぇー、どんなドラマなんですか？話してももらえますか？
〈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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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ーC
930ーK

なんか聞くとあんまり面白くないみたい、ただ食べるだけみたい、何が面白いんですか？
その、日本にはいろんな食べ物があって、んー、ぜひ日本に行ってみたいなと〈ああ〉、思うよ
うになりました。

3.2.4 遂行報告用法
「〜(し)たいと思う」「〜(し)ようと思う」のような形式を用いて、フォーマルな場面において、
話し手が何らかの行為を遂行する意思を持ち、またその行為を遂行する権利が自分にもあり、か
つ遂行可能な行為である場合、行為の遂行を聞き手に告知する用法である。この意味用法は今回
の調査で事例がなかったため、先行研究の例文を挙げる。
例８) 何ですか、訪問販売〈あ、はい〉みたいなのを〈ええ〉やろうかと思うんですけど、よろしいでしょうか。(林 1993)

3.2.5 相手伺い用法
話し手が自分の認識や希望に「と思うけど(が)」を付加することによって、発話内容が聞き手に

とって⼀つの判断材料となり、相手の意向・判断を問いかけ、さらに判断・行動を行ってもらお
うとする用法である。
例９) バイトのシフトについて相談している場面 <韓国人学習者>
060ーK
130ーC
140ーK
150ーC

あ、すみませんけど、その、とー、こん、えと、来週から、えと、ちょっと仕事、仕事をちょっと、
減らしたいんですけど、ん、あの
〈中略〉
来週からってゆうのはちょっと厳しいんだけど、どうしてもだめー？
あーすー、あー、私はちょっとちょ時間、時間のほうがちょっと問題があるんで、あるので、
ま、できればちょっと、えと、減ら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うんですけど
そうですか、来週からー、ですか？

4. 結果及び考察
韓国人学習者と日本語母語話者の「と思う」使用事例を分析した結果は＜表１＞のようである。
<表1> 韓国人学習者と日本語母語話者の「と思う」の使用実態
意味用法
推量
不確実認識表示用法
回想
断定回避
意見評価
主観的認識表示用法
蓋然性判断
条件的判断
希望決意表示用法
相手伺い用法
遂行報告用法
TOTAL

韓国人学習者
使用比率(%)
5%
11%
0%
38%
21%
4%
9%
13%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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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位
6
4
8
1
2
7
5
3
8

日本語母語話者
使用数 (%)
11%
12%
5%
43%
16%
4%
5%
4%
0%
100%

順位
4
3
5
1
2
8
5
7
9

4.1 不確実認識表示用法
① 推量： 韓国人学習者の場合は、推量の意味用法の使用事例が約５％で９つの中で６位を示し、日
本語母語話者は４位で約11％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
② 回想：「と思う」の前に過去を表す「だった、あった」が共起し、「と思う」の後に「んですけど、ん
ですが」が付いて、自分の記憶に確信を持っていないことを表している。韓国人学習者(11％)と母
語話者(12％)の使用に大きい違いはないようである。
③ 断定回避 :「断定回避用法」の使用例は 韓国人学習者の場合、一例も見られなかった。しかし、
日本語母語話者の場合は５％を示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直接的に表現する傾向がある韓国人
と違い、日本人の場合は直接的に聞き手に話すことを避けるということが分かる結果であった。

4.2 主観的認識表示用法
① 意見評価：

韓国人学習者も日本語母語話者も先行研究の結果のように、最も多く用いられて

いる「と思う」の用法であった。「と思う」の前に「厳しい、面白い、楽だ、一番いい/いい、無理だ、大
事だ、違う、同じだ、重んじる、重要だ」のように自分の判断や意見を表す表現がほとんどであっ
た。「と思う」の後に「ので、んですね、んですよ」が共起したことが分かった。
② 蓋然性判断 ： 蓋然性判断 の 「 と 思 う 」 の 用例 と 不確実認識表示 の 推量 と 区分 が 難 しいことが
あった。その理由は、どちらの用法も「と思う」の先行節に真偽が確認できない内容が来るからで
ある。蓋然性判断の用例は、先行節に主観的な内容が、推量の用例は先行節に客観的な内容が来
ることから区別を行った。蓋然性判断の「と思う」は、先行研究であったように、今回の調査でも
「多分」のような判断副詞と共起することが確認できた。韓国人学習者と日本語母語話者も使用件
数として同じく2位を示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③ 条件的判断：「と思う」の前に条件を表す「たら、れば」が共起することが分かった。使用件数で
は 韓国人学習者と日本語母語話者も同じく４％であった。

4.3 希望決意表示用法
「と思う」の前に「～たい」のような希望表現が共起することが確認できた。

韓国人学習者と日

本語母語話者の使用件数での順位は５位で同じであったが、その使用率を見ると、日本語母語話
者の５％より、 韓国人学習者が９％で多かったことが確認できた。これは日本語母語話者の場合、
「と思う」を使用せずに自分の希望を表すことができると思われる。

韓国人学習者の場合、日本

語学習の初級レベルから自分の希望を表す時に「と思う」を使う表現として学習したため、日本語
母語話者よりその使用率が高いだと考えられる。また、日本語母語話者より自分の希望を婉曲的
に表現するためだと思われる。

4.4 相手伺い用法
「と思う」の後にほとんど「んですけど、んですが、んですね」が共起することが分かった。そ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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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相手の意向について、直接聞くことを避けて、「と思う」を用いることで、間接的に相手の意向
を伺うことになると思われる。韓国人学習者の場合は、比率が13％で3位となっているが、日本語
母語話者の場合は、7位で４％に過ぎなかったことが分かった。これは、韓国人の場合は母語では
ない第2言語である日本語で話し合う状況なので、聞き手(相手)の状況や意向を伺う傾向が日本
語母語話者より見えると思われる。

4.5 遂行報告用法
上級韓国人学習者であっても、韓国語にはない表現とされる「遂行報告用法」の使用例は今回の
調査では一例も見られなかった。日本語母語話者の場合も、普通の会話の話しでは報告する状況
がないので「遂行報告用法」の例がなかった。

5．終わりに
本研究では上級韓国人学習者と日本語母語話者の「と思う」の使用実態について考察した。日本
語母語話者との比較で違いが見られた用法として、断定回避用法と相手伺い用法があった。断定
回避用法の比較を通じて日本人が韓国人よりも自分の主張を強く表さない、即ち断定的に表現し
ない特性が確認できた。また、相手伺いの場合、母語ではない日本語で話す状況の 韓国人学習者
は相手の状況や意向を伺う傾向があることが確認できた。本研究は日本語上級レベルの韓国人に
限って分析を行ったが、日本語上級学習者に限らず、初級レベルも含めて研究対象とすることを
今後の課題としたい。

≪参考文献は紙面上の関係により割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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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조사 ｢ね｣와 ｢よ｣의 사용 현황에 관한 고찰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干黎君 (高麗大)

1. 서론
일본어 종조사는 문말에 사용되어 문장을 완성시키는 것과 동시에 명령, 의문, 강조, 희망, 반
언 등을 나타내는 조사이고, 화자의 감정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리고 일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말 표현 중 35.05%가 종조사인 것을1) 통해 알 수 있듯
이 일상생활에서 종조사의 사용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어 학습자가 종조사를 습득하는 데에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일본어를 모
어로 하지 않는 학습자가 이른 이기에 종조사에 관한 지식을 배워도 과용하는 경우 혹은 잘못 사
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문제는 고급 레벨에 도달해도 사용 문제가 나타난다고 한다. 대부분 연구
자가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모어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모어 하나만으로 나온 결과는 객관적이
지 않다. 모어 이외의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이다. 적어도 모어 2개 혹은 그 이상을 연
구 대상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습득 환경이 다른 것 또한 종조사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짐작
해 볼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통해 모어 2개
를 대상으로 종조사 ‘ね’와 ‘よ’의 사용 문제를 고찰하여 그의 원인을 탐구하도록 한다.

2. 선행연구
일본어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배려가 반영된 표현형식을 중요시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어의 종조사는 일본어가 지니고 있는 언어문화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표
현형식으로 구어체에서 화자의 의사전달 태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종조사는 실
제로 이루어지는 발화상황에 따라 사용에 변화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가 그 기능과 의도를 파악하
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는 상급레벨에 도달하더라도 학습자들 이 종조사의 기능과 사용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난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종조사 중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종조사가 ‘ね’와 ‘よ’이다. ‘ね’와 ‘よ’는 초급부터 습
득해야 하는 내용으로 취급되어 왔지만 학습자 운용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연구가 적지
않다. 그중에서는 중조사 의미 기능이나 용법, 교과서 설명, 다른 언어와의 비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많다. 그러나 학습자가 종조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모어 별로
1) 泉子・K・メイナード 会話分析 (くろしお出版、1993) pp.10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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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종조사의 사용 문제를 비교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종조사 ‘ね’와 ‘よ’의 사용
현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N1를 취득하며 일본 체류 기간 1년 미만인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 각 30명 (총 6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이 60명의 학습자를 ‘한･중 일본어 학습자’로
부르기로 하고 종조사 ‘ね’와 ‘よ’에 대한 한･중 일본어 학습자의 인식과 사용 문제를 비교하기
위해 설문지2)를 제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중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지는 2부분으로 나뉘며, 질문 수는 총 22개로 선
택형 21문항 서술형 1문항으로 구성된다. 선택형 중 1문항은 선택에 따라 질문을 넘어갈 수 있게
설정했다. 그리고 선택형은 선택하는 식이 아니고 대답을 입력하는 식으로 설정했다. 이는 의미
기능에 따라 답이 2가지일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2가지의 답 중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정하
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적절한 것을 입력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1부분은 종조사 ‘ね’와 ‘よ’에 대한 인지조사로 종조사 ‘ね’와 ‘よ’의 학습 경로, 사용 여부, 구
별 기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질문이다. 2부분은 종조사 ‘ね’와 ‘よ’를 의미 기능별로 나누
어 만든 질문으로, 한･중 일본어 학습자가 상황에 따라 ‘ね’와 ‘よ’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 알아보고 여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3. 본론
3.1 인식 부분
설문 조사 1부분을 통해 N1을 취득한 피조사자 모두 종조사 ‘ね’와 ‘よ’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종조사 ‘ね’와 ‘よ’를 습득하는 경로에 대해서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한국인 일
본어 학습자에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에 비해 일
본 매체 등에 접할 기회가 많은 반면,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는 교과서와 교사에 지나치게 의지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와 교사에 의지해 종조사를 습득한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보
다 일본 매체나 일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종조사를 습득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종조사 ‘ね’
와 ‘よ’를 적절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는 교과서와 교사를 통해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종조사 ‘ね’와 ‘よ’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보다 종조사 ‘ね’와 ‘よ’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사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이 종조사 ‘ね’와 ‘よ’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보면 한･중 일본
2) 설문지 인터넷 주소: https://www.wjx.cn/jq/8808365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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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습자가 모두 일본인의 종조사 사용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종조사 사용이 일본어 회화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인식 조사를 통해 한
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보다 일본인이나 일본 매체를 접하는 기회가 많을 뿐
만 아니라 언어적인 유사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보다 종
조사 ‘ね’와 ‘よ’를 더 적절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기능별 질문 부분
이어서 2부분은 설문지에 나온 예문 2개를 추출해 분석한 내용이다.

2부분은 ‘한･중 일본어

학습자의 사용 문제’를 ‘ね’의 과용, ‘ね’의 오용, ‘よ’의 오용, ‘よ’의 부적절한 사용, ‘Ø’의 오용,
‘Ø’의 부적절한 사용의 6가지로 정리하여 이 6가지의 사용 문제를 분석해 그의 원인을 탐구했다.

A: 今日はいい天気ですね。
B: そうです
①ね

。
②よ

③Ø

화자 A가 동의를 구하는 ‘ね’를 사용했기 때문에 화자 B가 동의표명의 ‘ね’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날씨에 대한 정보는 청자나 화자나 같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 화자와
청자가 같은 정보량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ね’를 사용한다. ‘よ’는 이 대화의 문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면 오용이다.
이 질문에 ‘ね’를 선택한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는 27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반면 ‘よ’
를 택한 학습자는 3명(10%)이었다.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10%가 ‘よ’를 오용했다. 한국인 일본
어 학습자의 경우는 비조사자가 모두 ‘ね’를 선택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종조
사 ‘ね’의 동의표명 기능을 잘 운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よ’를 오용한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모어 간섭에 있지 않고 중
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동의 요구와 동의 표명 기능이 항상 짝을 이룬다는 지식을 잘 모르고 있다
는 결과가 나왔다.
(前の人のポケットから財布が落ちたのを見て)
A: あの、財布落としました 。
B: 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①ね
②よ
③Ø
앞의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는 문말에 ‘よ를 붙이
는 것이 필수적이다. 붙이지 않으면 혼자만처럼 들릴 수도 있고 청자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고 ‘Ø’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 . ‘ね’를 쓰면 지갑이 잃어버린 일에 대해 화자와 청자가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전체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ね’를 쓰면 오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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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よ’로 대답한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21명으로 70%를 차지했다. ‘Ø’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7
명으로 23%였고 ‘ね’라고 답한 학습자가 7%였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는 23명으로 가장
적절한 대답은 ‘よ’를 선택했고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나머지 7명은 6명이 ‘Ø’를 택하였고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よ/Ø’를 선택한 한국인 학습자가 1명만 있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중 일본어 학습자의 사용 문제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사용 문제가 생긴 원인이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용 문제가 생긴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는 교과서와 교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는 모어 간섭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한･중 일본어 학습자의 종조사 ‘ね’와 ‘よ’의 전체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
가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보다 종조사 ‘ね’와 ‘よ’를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
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보다 종조사

‘ね’와 ‘よ’의 사용 빈도가 더 높고 일

본인이나 일본어 매체와 접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어와 한국어의 언어 유사성도 그의
원이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종조사 ‘ね’와 ‘よ’의 인식 조사에 의하면 한･중 일본어 학습자의 학습 경로에 차이가 있다. 학습
경로가 다르면 학습자 간의 사용 문제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 간 사용 문
제에 차이가 보이는 원인 중 하나를 학습 경로로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종조사 ‘ね’와
‘よ’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교과서에 있다. 또한 한국어와 일본어가 같은 교착어(膠着
語)에 속하고 어순도 같다는 점에서 보면 상사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중국어는 일본어, 한국어와
달리 고립어(孤立語)에 속하며 어순도 다르다. 이 점에서 보면 한국인 학습자가 일본어를 습득할 때
에 중국인 학습자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인 학습자가 중국인
학습자보다 종조사 ‘ね’와 ‘よ’를 잘 쓰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중국인 학습자
와 한국인 학습자의 종조사 ‘ね’와 ‘よ’의 사용 문제에 차이를 일으킨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고찰한 결과는 한･중 일본어 학습자의 사용 문제의 원인은 모어 간섭, 교과서 및 교사의 영향, 종조
사 ‘よ’에 대한 ‘ね’의 영향, 종조사 ‘ね’와 ‘よ’ 사용에 대한 지나친 생각 등에 있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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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作文における漢語系語彙の
言語転移の可能性
─中級以上の学習者を対象として─

姜 埻 河 (高麗大)

1. はじめに
韓国語と日本語はその言語間の距離が非常に近いことから、多くの研究により言語転移が
起こりやすい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斉藤 2008; 윤호숙 2015; 백이연 2014など)。その中で
も漢語系語彙は、韓日両言語で幅広く使われており、名詞のみならず動詞・形容詞・副詞に
までその使用が派生しているなど造語法や使用の面で多くの共通点がみられることから、言
語転移が起こる代表的な分野の一つである。本研究は、韓国語を母語とする日本語学習者が
作文で産出する漢語系語彙から言語転移の可能性を見いだし、その特徴と使用傾向を明かす
ことを目的とする。

2. 先行研究
学習者の言語使用について扱っている先行研究のうち、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作文を対象
としている研究には박양순(2012)、윤호숙(2015)、백이연(2014)、大塚･林(2010)などがあった。
まず박양순(2012)は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誤用を文法的エラー、直訳式エラー、表現上のエ
ラーの三つに分け、それぞれの様相や割合、そして直訳式エラーに対しての教育法などを考
察した。윤호숙(2014)は、作文を用いた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誤用に関しての研究で、誤用の
代表的な原因に漢語名詞や名詞派生動詞、助詞の使用で韓国語風の直訳表現が多いことを原
因として指摘した。백이연(2014)は上級レベルの学習者からも漢字語、基本語彙の使用の面で
は母語である韓国語対応語の意味領域に頼っている傾向が見られたことから、正しい意味範
囲の設定を施すことが必要であると主張した。
また、作文で母語集団間の比較を行った大塚・林(2010)は、中上級レベルの日本語学習者
の作文をを母語によって分類しその傾向性を分析した結果、漢字圏の言語を母語とする学習
者、特に中国人学習者から漢語の多様と中国語での漢語語彙の干渉が多く現れていることを
確認した。これは誤用判断テストを用いて漢語習得での韓･中学習者の漢語の習得を調べ、韓
国人学習者が中国人学習者より母語を用いることによる誤用が多かったという結果を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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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龍洙(1997)とは対照的な結果であるが、どちらにせよ韓国人学習者を含め、漢字文化圏に
属する学習者は多かれ少なかれ漢語系語彙の習得において母語の影響を受けるということ
には議論の余地がなさそうである。

3. 研究方法
3.1 研究対象
本研究で対象となった資料は、韓国のある4年制大学で行われた「中級日本語作文」授業で
の課題として提出された作文である。詳しい収集方法については以下で述べる。
授業名

：

韓国の4年制大学での「中級日本語作文」授業(2019年2学期目)

期間

：

2019年11月～同年12月

対象

：

韓国語を母語とする受講生のうち資料提供に同意した20名

収集方法 ：

毎回授業の課題で出される作文資料のコピーを収集

この授業は、当該大学の日語日文学科の専攻授業で、受講生のほとんどは専攻、もしくは
二重専攻として日本語を学んでいる学生である。授業では中国からの留学生など、韓国語を
母語としてない学生も受講生に含まれていたが、このような学生の作文は今回の分析では対
象から除くことにした。最終的に、同意の意志を示してくれた22名のうち、70％以上の作文
を提出した20名を分析対象とした。この授業で実際に文章を書いてフィードバックをもらう
課題を2019年の11月から12月まで2ヶ月間収集した結果、総計8つの課題資料が対象となっ
た。また、8つの課題のうち自由に300字程度の文章を書く【課題3:投書文書き】の作文を学習
者作文評価システム「JWriter」に入力することで、20名のうち13名が「中級」、7名が「上級」の判
定を受けていることを確認した。以上を根拠に、本研究での研究対象を「中級以上の韓国人日
本語学習者の作文」と称する。

3.2 漢語系語彙の定義と転移表現の認証
陳(2003)は漢字で書かれている語彙に対しての学習者の認識を根拠に、漢語を襲来の定義
─中国語からの差用語─から拡張して、「受付」「火事」なども含めた「二字または二字以上の
漢字で構成された漢字語彙」として捕らえている。また、金秀珍(2013)は日本語の「漢語+する/
される」と韓国語の「한자어+하다/되다」が、その構造と用法の面でさほど差がないことに着目
し 、 韓国人日本語学習者 の 漢語動詞 の 習得 に 関 わる 言語転移 の 可能性 を 調 べた 。 本研究 で
は、このような先行研究を踏まえ、二字以上の漢字で構成されている名詞語と、そこから派
生する「漢字+する」「漢字+に」などの動詞･形容詞･副詞を全て「漢語系語彙」と定義する。
韓国語と日本語を対象に漢語系語彙を分類した研究には황찬호(2002)がある。황찬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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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日本語の漢語語彙を韓国語の漢字語語彙と対照することで、①同一の漢字で同じ意味を
表すもの、②同一の漢字で別の意味を表すもの、③類似した意味を韓国語では別の漢字で表
すもの、④類似した意味を韓国語では固有語で表すもの、⑤類似した意味が存在しない特殊
漢字語といった5つの類型に分けた。しかし、この分類をそのまま用いるのは、同じ漢字で類
似した意味を表す場合にもその活用や意味領域がまったく同じであるとは限らない点、そし
て特殊漢字語の定義の基準が曖昧である点により適切でないと判断した。したがって、本研
究では文化庁(1978)で行った日本語漢語に対応する中国語の分類を参考にして、韓国語で通
用されることを前提にした漢語系語彙を以下のように類型化する。
<表１> 本研究で扱う漢語系語彙の類型
類型
S:Same

説明
日本語に同じ形態と意味を持つ語彙が存在する

例
料金(요금)

O:Overlap

日本語に同じ形態と、一部重なる意味を持つ語彙が存在する

対話(대화)

D:Different

日本語に同じ形態の語彙が存在するが、その意味が韓国語の語彙と異なる

工夫(공부)

N:Nothing

日本語に同じ形態の語彙が存在しない

紙匣(지갑)

<表１>での分類を基盤にし、次のような手順で学習者の作文で産出された「言語転移の可能性
が認められる表現(以下、転移表現)」の認証を行うことにする。

転移表現の認証
① 作文で用いられた漢語系語彙が韓国語で学習者の意図と同じ意味で使われているかを判定
② 文法的派生が行われている場合、韓国語で対応される活用が正用であるかを判定
例えば「割合」は、韓国語で同じ漢字を使った「할합」という語が存在しないため、①により対象から除外され
る。「品質が安定している」での「安定する」は、韓国語で「안정하고있다」が非文であるため、②により対象から除
外される。ただし、韓国語の漢字語をそのまま移したものでなくても、「階間騒音」での「階」のように、一般的にあ
る語彙の直訳語として通用されている語による不自然な表現は対象に入れることにする。また、「増感1)」など、
韓国語語彙での同音語による誤用(誤字)は、言語転移の影響を受けていると思われる表現ではあるが、今回の
対象からは除外した。
①と②を満足した語彙表現のうち、以下の一つに該当すると、転移表現として認めることにする。
Ⅰ 日本語と意味が類似しているが、学習者が意図した意味での使用を認めがたい語彙表現 :「S類型の転移表現2)」
Ⅱ 日本語と意味が一部重なるが、学習者が意図した意味での使用を認めがたい語彙表現 :「O類型の転移表現3)」
Ⅲ 日本語に存在するが、その辞書的意味が異なっている語彙表現

:「D類型の転移表現」

Ⅳ 日本語に存在しない語彙表現

:「N類型の転移表現」

1) 正しくは、「増減」
2) ①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 BCCWJ で、一般的に使われる類義語との使用率の差が5倍以上になるもの ②後続語
との共起関係が認められないもの ③作文で使われた文法的活用が存在しないもの
3) ①意味領域の差から意図した意味での使用が存在しないもの ②多義的な意味派生により一般に誤解を招く可能性があ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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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かし、辞書に載っていない意味派生や新造語により意図した意味で使っている可能性がある
こと、SやO類型の判定に非母語話者である筆者の語用論的な知識のみを用いるには限界がある
ことが問題とされるため、最終的には韓国で日本語教育を専攻する日本語母語話者の確認を経て
から転移表現の判断をした。

4. 結果および考察

<図1> 学習者の類型別転移表現の数
調査の結果、対象となった作文から述べ語数88件、異なり語数55件の転移表現が確認できた。
同 じ 学習者が 同 じ 転移表現 を 複数使 った 場合 をのぞいたら 、 それぞれの 類型別転移表現 の 数 4)
は、S類型が26件、O類型が20件、D類型が11件、N類型が14件であった。以下の各節では、それぞれ
の類型で見られた転移表現を学習者の例文とともに分析する。

4.1 S類型の転移表現
<表２> S類型の転移表現と学習者の使用例
学習者

課題

対象語彙

例文

C14

課題2

外貌

(自分が通っていた高校は、)外貌のついての校則多すぎと思います。

C20

課題9

思考方式

この調査からスウェーデンは結婚と離婚について自由な思考方式を持つ
人が多いこと、家父長制的な意識が低いことが読み取れる。

C17

課題1

不良だ

筆者は不良な格好をした女子高生たちに対して怒っている。

C09

課題4

反面

アジアとドイツでは一般的に父親が主導権を持っている。反面、アメリカ
は父親と母親が同等で、スウェーデンは母親が主導権を持つのが頻繁だ。

4) 図での「異なり語数」とは違って、同じ表現であっても使用した学習者が違うと数えること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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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類型の転移表現には、大きく３つのパターンが存在することを確認した。一つ目は<表２>での
「外貌」のような表現で、和語や外来語など、他の語種の類義語との競り合いにより、現代日本語
ではほぼ使われない語彙である。「外貌」以外にも「青年」「選好する」「扶養する」などの表現が観察
された。二つ目は<表２>での「思考方式」や「不良な格好」のようなもので、語の意味には問題がな
いが、合成語の生成や後続する語との共記関係が一般に認められず、違和感を感じさせる表現で
ある。例文の他には「女性人物」「人為的な出会い」「家庭内部」などの表現があった。最後に、<表2>
での「反面」のような、学習者の意図した意味で使うためには複次的な機能語の添加や文法的変化
が必要な場合がある。例文以外の表現としては「特定な」などがあった。

4.2 O類型の転移表現
<表3> O類型の転移表現と学習者の使用例
学習者

課題

対象語彙

例文

C02

課題6

設問

(客観的な結果を出すために)いろんな形の住居形に住んでいる学生たち
に設問を行った方が良いと思う。

C20

課題9

他意

今考えてみるとその時他意でも長い時間座って勉強ができてたのが受験
生の時とても役に立ちました。

C01

課題2

適当だ

必要な規律は維持しながら、適当な自由を与えるのが学生たちのために
い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C06

課題3

就業する

隠退する人より(新しく)就業したい若者が多い。

O類型の転移表現には、大きく2つのパターンが存在していた。一つ目は両言語で同じ語源を
持っている単語に意味領域の差が生じ、日本語では学習者が意図した意味での使用がまったくな
い表現である。例えば、<表3>での「設問」は、「問いただすこと、質問」の意味が元になっている語
であるが、韓国語での「설문」は「アンケート調査」を「설문조사(設問調査)」と称しているなど、「統
計の調査に関わっている質問･問題」という意味を持つようになった。同じく「他意」も、「他の考
え」といった元の意味から、韓国語では「他人の考え･意思」にまで意味領域が拡張されている。し
かし、このような意味での使用は日本語では存在しないため、このような使い方は適切とは言い
がたい。以外にも、「視覚」「強迫」「人力」などがこの類型の表現として使われていた。二つ目は学
習者の意図した意味での使用が日本語にもあるが、多義語の使い分けにより誤解を招きかねない
表現である。<表3>での「適当だ」と「就業」がこの場合の例で、それぞれ「ほどよい程度」「職業につ
くこと」という意味を持ってはいるが、「(主に否定的な意味での)いいかげんなやり方」「仕事にと
りかかること」の意味での使用が存在する。そのため、対象作文の文脈では母語話者に違和感を
与えたり、意図した意味での解釈が難しくなったりする可能性があると言える。上記した表現以
外には、「家内」「最低」などがこのような類型の転移表現として認めら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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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D類型の転移表現
<表4> D類型の転移表現と学習者の使用例
学習者

課題

対象語彙

例文

C16

課題4

文章

(二つの要約文のうち、Aの要約文は)3段落にある二つの文章を一つにま
とめている。

C05

課題4

主要文章

それで、主要文章がどんなものがよくわかりました。

C07

課題2

学生

私たちは中学のとき校則がとてもきびしかったので初めてみたときは驚
きましたが、学生たちの個性や特徴を尊重してくれているのでとても良
い自由だと思いました。

C06

課題8

充実する

私の配偶者は家事に充実したらいい。

D類型の言語表現は他の類型に比べ数はあまり多くなかったが、「文章」と「学生」という2つの
語彙の転移表現が、登場頻度が高かったことが目立つ(それぞれ3名/5回と4名/6回)。【課題4】が要
約文の比較を、【課題2】が自分が通った高校の校則をテーマにしていたのでその影響があると思
われるが、だとしても多数の学習者に同じ転移表現が使われていたことは注目すべきである。日
本語で「文」と「文章」、「生徒」と「学生」はその使い分け方が決ってはいるが、使用する場面が類似
しているため学習者に認識のずれが生じやすいことが推測される。ただし、「学生」の場合は、中
学生･高校生を学生と称していいかについて母語話者の間にも意見が分かれていて、転移表現と
しての認証について再考の余地がある。
他には、「家事に充実する」「自立的な子供」など、日本語にはない意味で「충실하다」「자립적」と
いう、韓国語での(「充実」「自立」から)派生した文法形式に限る意味の分化が原因とされているも
の、そして「分間する」など、韓国語と別の意味を持つ語彙が存在するが、一般的にはほぼ使われ
ていないものがあった。

4.4 N類型の転移表現
<表3> N類型の転移表現と学習者の使用例
学習者

課題

対象語彙

例文

C18

課題2

校服

(他の人が通っていた学校では)しふくはダメでこうふくだけがみとめ
られるそうです。

C19

課題3

柔軟勤務制

利用する人が多すぎることに注目したら柔軟勤務制が解決策になるの
ではないか。

C04

課題3

階間騒音

最近、マンションやアパートで階間騒音が問題になっています。

C01

課題8

思考観

(性別によって職業が決まるという)そんな思考観は差別的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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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類型の転移表現には様々なパターンがあったが、大きくは「校服」「柔軟勤務制」のように同じ
概念をまったく違う用語を用いて表す場合と、「階間騒音」「思考観」のようにある程度類似性や推論
可能性のある語彙で表現するが、具体的な表し方に違いがある場合に分けられる言えそうだ。こ
の種の転移表現の使用には、主管する団体で規定する語彙が違ったり(「校服」「全教生」)、ある概
念の輸入過程で違う翻訳語を作ったり(「柔軟勤務制」「無選標集」)、概念に社会の代表的な形が影
響していたり(「階間騒音」)、接頭語･接尾語のくっつき具合にずれがあったり(「思考観」)、多種多
様な言語間の差が見られた。このような理由でN類型の転移表現は、語ごとに学習者の使用だけ
でなく教師の指導、そして母語話者の認識にもかなりのばらつきがあることが予測される、煩わ
しい問題であると予測される。

5. おわりに
本研究では、中級以上レベルの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作文を対象にして、韓国語の影響が原因
であると思われる「転移表現」を見いだし、類型別にそれぞれの分析を行った。その結果、様々な
学習者の転移表現をいくつかのパターンに分け以下のようにその特徴をまとめることができた。
1) 両言語で同じ意味を持つ語彙(S類型)の転移表現には、現代日本語ではほぼ使われないもの
と、文内での共記関係に違和感を感じさせるもの、そして文法要素のずれにより生じるものがあ
る。
2) 両言語で意味の一部が重なる語彙(O類型)の転移表現には、韓国語での意味領域がより広い
ため日本語では意図した意味で受け入れられないものと、日本語での意味領域がより広いため誤
解を招く可能性があるものがある。
3) 日本語では韓国語と違う意味で使われる語彙(D類型)の言語表現は、その使用例が4つの類
型のうち一番少なかったが、意味のずれが大きくない場合の語彙は多くの学習者に幅広く使われ
ていた。
4) 日本語では存在しない語彙を用いた(N類型)の転移表現には、多種多様の種類やずれの度合
いがあることが判明され、その使用や認識においてばらつきがあると予測される。
漢字を用いた語彙は、漢字の持つ強い造語力により、韓国語と日本語の両方で厳密･具体的で専
門性のある語彙として幅広く使われており、その使用にもかなりの共通点が見られる。多くの場
合、これは「正の転移」となり学習者の語彙使用を豊かにしてくれるものだが、転移表現の過剰使
用は母語話者を困惑させたり、誤解や不快感を誘発したりする余地があるため、その使用と指導
には注意が必要である。
また、韓国語による転移表現のうちにも、「データ収集のための設問がしたい」のような表現と
「階間騒音のせいで眠れなかった」のような表現とは、母語話者の認識に大きな違いがあることが
予想される。今後はこのような表現に接したとき、母語話者がどう受け入れるかを違和感や不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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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推測可能性など、多角的な観点で調べてみ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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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上級日本語学習者の文の視覚呈示における
漢字単語の処理過程
―文脈性と2言語間の音韻類似性を操作した実験的検討―
朴胤宣 (高麗大)
1．はじめに
韓国語を母語とnative language：first languageとほぼ同様として以下, L1)する日本語学習者(以
下，韓国人学習者)は，母語に日本語の音韻と類似している単語が多くみられることから，日本語
の漢字学習の際に音韻が強い影響をもたらす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海保，2002)。例えば，日本語
の「有利(ゆうり)」は韓国語で「유리(yu ri)」であり，単語の音がほぼ同様である。この特徴から，こ
れまで 母語の 漢字の 音 が 日本語の 学習に 促進をもたらすか ， または ， 干渉 をもたらすかについ
て，日本語学習者の心内辞書(mental lexicon)1)の研究が行われ，漢字単語の意味処理過程が検討さ
れてきた。韓国人学習者の心内辞書の特徴としては，母語における漢字知識の不足からL1の形態
表象の形成度が低く，L1の形態表象から直接に意味処理は難しいが，L1の音韻表象の活性化から
音韻類似性による促進効果がみられる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柳本，2016)。
ただし，韓国人学習者の心内辞書および，漢字単語の処理過程を検討した先行研究では単語の単
独呈示事態について検討したものが多く，文中に現れる単語を対象とした研究は未だ少ない。生活
場面では単語のみに接する機会よりも，文として言語を運用・理解する場面が多いことを考える
と，文において単語の処理過程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文脈が伴った場合でも単語単独呈示と同様
の処理過程を有するのであろうか。また、中国語をL1とする日本語学習者(以下，中国人学習者)を
対象とした文脈と単語処理に関する研究では，単語処理に文脈の影響がみられ，文の制約性によっ
て単語の形態や音韻の影響も異なることが示唆されている(蔡，2009)。母語で漢字を使用する中国
人学習者に比べて，母語において漢字のみではなく，表音文字であるハングルも用いる韓国人学習
者の文中における単語の処理過程において，どのような様相がみられるのであろうか。
従来の韓国人学習者の漢字単語の処理過程の特徴から，本研究では，文脈性(文脈上においての
単語の規定程度のこと。高文脈は文脈に規定される度合いが大きく，低文脈は小さいことを示す。)
と漢字単語における2言語間の音韻類似性のみを操作し，視覚呈示状態から日本語漢字単語の処
理過程について実験的に検討する。具体的には語彙判断課題と読み上げ課題2)を用いることで，
今までの単語単独呈示との違いを検討する。
1) 人間が記憶している膨大な語彙情報の集合体｡ 私たちが単語を思い出せることは，心内辞書に素早く接続し，必要とする情
報を取り出す心的過程が働いているからである(松見・邱・桑原，2006)。
2)

語彙判断課題は，実験の被験者に文字列を提示し、それが単語であるか非単語であるかを迅速にボタン押しで判断させるも
のであり、読み上げ課題は提示された文字例を素早く読ませる手法。語彙処理能力を測定する方法としてよく用い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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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先行研究
韓国人学習者の漢字単語の処理過程については，中国人学習者と同様に漢字圏の学習者として
扱われてきたが，L1での漢字使用の低下に伴い，独自の処理過程を有すると捉えられている(e.g.,
松島, 2013；柳本, 2016)。
松島(2013)は，初級修了以上の韓国国内で学習する韓国人学習者を対象に，韓日2言語の形態類
似性と音韻類似性が日本語漢字単語の処理過程に及ぼす影響について，習熟度を考慮し(上位群
と下位群)，読み上げ課題を用いて検討した。実験は2言語間漢字単語の形態と音韻類似性をそれ
ぞれ分けて行われた。その結果，形態類似性において，習熟度による差がみられ，上位群の方が下
位群より反応時間が短かったが，形態類似性による差がみられなかった。松島(2013)は，この結果
について，2字漢字単語の場合，L1の形態表象とL1の音韻表象の連結が弱いことを指摘した。2字
漢字単語の処理過程において，意味に注意が向けられるため，L1の形態表象と音韻表象の連結が
強くなっていない可能性が示唆された。音韻類似性において，形態類似性の結果と同様に習熟度
による差がみられる一方，習熟度にかかわらず，音韻類似性の高い単語が低い単語より反応時間
が短かった。2言語の音韻表象の連結は形態類似性の高い単語では強いが，音韻類似性の低い単
語においては弱いことが指摘され、音韻類似性による促進効果がみられることが示唆された。
他方、柳本(2016)は、日本留学中の学習者と韓国国内で学習する学習者を対象に漢字の形態異
同性(2言語間の字形が同形か異形かの基準で設けた。)と音韻類似性を操作して語彙判断課題を
行 った 。 その 結果， 日本留学中 の 上級学習者 では 形態類似性 による 差 がみられなかったのに対
し ， 音韻類似性 による 促進効果 がみられ ， 音韻類似性 の 高 い 単語 が 低 い単語 より 反応時間 が短
かった。形態類似性の促進効果がみられなかったことから，韓国人学習者はL1の漢字の形態表象
の活性化による直接的な意味処理する経路が優位に働かず，音韻類似性を利用し，L1の音韻表象
の活性化の影響を受けて迅速に意味処理することが示唆された。しかし、韓国国内の韓国人学習
者の場合，2言語の形態異同性と音韻類似性の高い単語の方が低い単語より反応時間が短く，形
態類似性と音韻類似性による促進効果がみられた。形態異同性の差がみられたことについて，柳
本(2016)は，2言語の形態が同形か異形かによって，L1の音韻表象との連結が異なることを指摘し
ている。同形の単語はL1の音韻表象との連結が異形の単語とL1の音韻表象の連結より強いこと
が窺えた。一方，音韻類似性の促進効果から，韓国人学習者の場合，習熟度にかかわらず，類似す
る単語のL1の音韻情報の活性化が処理を促進させ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L1の音韻表象の活性
化から迅速に意味処理することが示唆された。

3．研究方法
実験対象は韓国国内の韓国人上級日本語学習者17名(実験1)、25名(実験2)であった。実験計画は
2(文脈性：高，低)×(音韻類似性：高，低)の2要因計画を用いた。2要因共に参加者内変数であった。
漢字単語の材料は柳本(2017)から，2言語間の「音韻類似性高」「音韻類似性低」の2種類の漢字単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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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12語ずつ計24語選定した。文脈性については，実験に参加しない18名の上級日本語学習者に文
脈性の調査を依頼して作成した。例えば，「彼女は歌が上手で世界でも有名な〇〇だ。」という文
に対し，空欄に入れるのにふさわしいと考える2字漢字単語の記入を求めた。実験参加者の記入
によって完成した文において，出現した単語が18名の中11名以上の答えが一致する単語を書いた
文を高文脈とし，出現した単語の一致度が6名以下である場合は低文脈とした。高文脈24文と低
文脈24文，文の長さは20~35拍に統制し，すべてのターゲット単語は文末に統一した。特に，実験1
の場合では文を表す過程で文末のターゲット単語のみに注意が向かないように，ターゲット単語
が文中及び文頭にくるフィラー文を18文，非単語を含めた24文を共に作成した。また，参加者が
文の内容に注目して誠実に読んでいるのか確認するため，文の意味についての意味判断課題文も
ランダムに12文用いた。実験で用いた文材料について表1と表2に示す。
<表1> 実験で使用したターゲット単語文の例
単語

文の制約性

歌手(音韻類似性高)

合格(音韻類似性低)

高

彼女は歌が上手で世界でも有名な(歌手)だ。

低

彼の奥さんは美人で、人気のある(歌手)だ。

高

大学の入学試験を高い点数で(合格)した。

低

過去の失敗を繰り返さずに今度は(合格)した
。

<表2> 実験で使用したフィラー及びNo試行の非単語文の例
単語

文

心理(音韻類似性高)

他人の(心理)を読むのは難しいことだ。

個人(音韻類似性低)

(個人)の情報は大切に保管する必要がある。

非単語

今年の天気が良くて(農号)が上手く取れた。

実験1は，語彙判断課題を用いた。実験参加者には画面に文節ごとに次々と呈示される文を理
解しながら黙読し，赤色の単語が呈示されたら日本語で存在するか否かをできるだけ速く正確に
判断して，Yesキー又はNoキーを押すように教示した。本試行は全90試行であり，フィラー文や非
単語文を含め，2ブロックに分けて(1ブロックで計45試行であり，その中はフィラー文9文，非単
語12文も含まれている。)呈示された。一方，実験2では読み上げ課題を用いた。実験参加者には画
面に文節ごとに次々と呈示される文を理解しながら黙読し，赤色の単語が呈示されたらできるだ
け速く正確にマイクに向けて日本語で読むように教示した。読みの間違いいなどの確認のため参
加者 の同意 を 得て 音声を IC レコーダーにて 録音 した。 本試行 で 使われた 文 は 全72 試行であり，
フィラー文を含め，2ブロックに分けて(1ブロックで計36試行であり，その中はフィラー文12文が
含まれている。)呈示された。両実験の文呈示は実験プログラムによりランダムに呈示され，単語
の視覚呈示から，参加者がキーを押すまで(マイクに向けて読み始める時)の時間が反応時間と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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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自動計測された。本試行の課題の終了後，未知語の確認，日本語の学習歴，日本での滞在歴の有
無，実験の感想などを調べるアンケート調査を行った。

4．結果及び考察
4.1 実験1
2要因分散分析を行ったところ，文脈性について主効果は有意傾向がみられた。音韻類似性に
ついて主効果は有意であった。文脈性と音韻類似性の交互作用が有意であり，(a)

高文脈におい

て，音韻類似性高，低の間に反応時間の差がみられないこと，(b) 低文脈において，音韻類似性の
高い単語が低い単語より反応時間が短いこと，(c) 音韻類似性の高い単語において，文脈性の高，
低の間に差がみられないこと，(d)

音韻類似性の低い単語において，高文脈が低文脈より反応時

間が短いこと，が分かった。実験1の結果を図1に示す。

<図1> 実験1の各条件における平均正反応時間及び標準偏差
文脈性によって2言語の音韻表象の活性化及び働きが異なることが示唆された。高文脈では，
豊かな文脈情報からターゲット単語の概念が既に活性化される状態である。ターゲット単語の意
味情報と音韻情報の活性化により意味処理は迅速に行われたことが考えられた。文脈情報による
意味情報の活性化の程度が音韻情報より大きかったことから，文脈の影響を強く受けていること
が推察された。音韻類似性の高い単語の場合，韓国語の音韻表象を経由して，直接的に概念表象
に意味アクセスすることが窺えた。音韻類似性の低い単語の場合は，2言語の音韻表象の連結は
弱いが，文脈情報の影響によって，2言語の音韻表象と概念表象の連結から，直接的に概念表象へ
意味処理することが考えられた。他方，低文脈では，音韻類似性の促進効果がみられた。低文脈の
場合，ターゲット単語に対する多様な概念が交じり合う状態である。そのため，文脈情報からは
概念表象と2言語の音韻表象の活性化の程度が小さくなると考えられた。この結果から，単語単
独呈示(柳本，2016)と同様な処理過程を有することが示唆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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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実験2
2要因分散分析を行ったところ，文脈性について主効果が有意であり，音韻類似性についての
主効果も有意であった。文脈性と音韻類似性の交互作用が有意であり，(a)高文脈において，音韻
類似性の高い単語が低い単語より反応時間が短いこと，(b)低文脈において，音韻類似性高，低の
間に反応時間の差がみられないこと，(c)音韻類似性の高い単語において，高文脈が低文脈より反
応時間が短いこと，(d)音韻類似性の低い単語において，文脈性の高，低の間に差がみられないこ
と，が分かった。実験2の結果を図2に示す。

<図2> 実験2の各条件における平均正反応時間及び標準偏差
高文脈において，音韻類似性による促進効果がみられ，文脈情報によって，音韻情報と意味情
報の活性化程度が大きいことが示唆された。読み上げ課題では，音声産出が求められるため，文
脈が呈示された段階で2言語の音韻表象の活性化程度が大きく、音韻類似性の影響がみられたと
推察された。実験1と異なり，高文脈でも音韻類似性の影響を強く受けるが，音韻産出が求められ
ることによって，文脈の影響と同時に音韻類似性の影響もみられた可能性が考えられた。
他方，低文脈は，実験1と同様に文脈情報から多数の概念表象が混じり合って活性化され，ター
ゲット単語の推測が難しい状態である。韓国人学習者の単語単独呈示の処理過程において，韓国
語の音韻表象の活性化から概念表象へ迅速に意味アクセスすることが示唆されたが，文脈情報に
よる意味情報の活性化の影響を受けて，音韻類似性の影響を受けるほどの単語単独での特徴がみ
られなくなったことが考えられた。

5. まとめ
本研究では，上級の韓国人学習者を対象とし，視覚呈示された文において漢字単語がどのよう
に処理されるのかを，単語単独呈示でみられた2言語間の音韻表象の連結関係に基づき，文の制
約性と音韻類似性を操作して実験的に検討を行った。実験1では語彙判断課題を用いて意味処理
過程について検討し，実験2では読み上げ課題を用いて，視覚呈示事態で文における単語の産出
過程までを確認した。2つの実験から以下の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1) 高文脈の場合，意味処理過程において音韻類似性による促進効果がみられなかったが，音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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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口頭産出時は音韻類似性の影響を受ける一方，文脈情報の影響も強く受けて素早く産出できる
可能性が窺えた。
2) 低文脈の場合，意味処理過程において音韻類似性の影響を強く受けるが，音韻の口頭産出時
は音韻類似性の影響がみられなくなり、文脈情報による影響を受けることが示唆された。
今後の課題としては2点あげる。1点目は，学習環境が異なる日本留学中の学習者ではどのよう
な傾向がみられるのか検討することである。本研究の実験は，韓国国内の学習者を対象として行
われたが，柳本(2016)の結果に基づくと，学習環境によって形態異同性の効果が異なることが示
唆された。文における単語処理においても，韓国国内学習者と日本留学中の学習者は日本語漢字
に対する経験が異なるため，学習環境による単語の処理過程に差がみられることが考えられる。
よって，日本留学中の学習者を対象として本実験の手続きを用いて，韓国国内の学習者の処理過
程と比較・検討が必要であろう。2点目は，文中のターゲット単語の位置が異なることによって，
処理過程に違いがみられるか検討することである。本研究では述語が文の最後に来る日本語の特
徴から，文において単語処理の進行中の過程がそのまま反映されると考え，ターゲット単語の位
置を文末に用いて検討を行った。しかし，文は単語の集まりであり，文頭，文中にも単語が位置し
ないと文は成立されない。よって，文においてターゲット単語の位置が異なることが単語処理に
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すかについても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る。

◀ 参考文献 ▶
紙幅の都合で割愛する。発表のパワーポイントをご参照の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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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문학작품을 통한 지역운동 고찰
趙慶植 (高麗大 博士課程)

1. 들어가며
전후, 1951년에 체결된 미일안전보장조약은 조차(租借)의 형식으로 미국이 오키나와를 합법적
으로 지배하게 함으로써 군용지 및 기지 확장 등, 안정적인 기지 사용을 위한 미군의 압력은 강
화되어갔다. 실제로 오키나와 시민에 대한 미군정의 일방적인 토지수용령(土地收用令)1) 등의 조
치로 인해 ‘섬 전체 투쟁(島ぐるみ闘争)’을 비롯한 ‘본토 복귀 운동’ 등 다양한 지역운동이 전개
되기에 이른다. 이후 오키나와 시민의 요구와는 달리 군사기지와 핵무기를 그대로 둔 채, 1972년
오키나와 반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오키나와 내의 지역운동은 지속되는데, 다양한 지역운동 중 본
문에서 다룰 협동조합운동의 결과물로서 ‘오키나와 의료협동조합’이 오키나와 반환의 해에 출범
한 것은 이런 지역운동의 연속성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 지역운동의 흐름은 문학 작품 속에서도 단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오키나와 반환을
앞두고 복각된 히로쓰 가즈오(広津和郎)의 소설

떠도는 류큐인(さまよへる琉球人) 의 주요 배

경인 ‘소철지옥(ソテツ地獄)2)’ 시기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또 다른 오키나와 출신 작가인 오시
로 다쓰히로(大城立裕)가 본토 반환을 앞둔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해 복각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
었던3) 떠도는 류큐인 은 1926년에 발표되어 당시의 오키나와 현실을 잘 드러낸 작품이었다.
소위 ‘소철지옥’이라고 불렸던 시기를 배경으로 작품 속의 ‘류큐인’ 미카에루 다미요(見返民世)
는 ‘내지인’ 주인공 H를 상대로 사기를 일삼는데, 이 내용을 문제 삼았던 단체의 항의와 이에 대
한 작가의 결정으로 지면에서 사라진 상태였다. 오키나와 반환을 앞둔 1970년에 이르러 약 40여
년만에 이루어진 작품의 복각은 ‘소철지옥’을 둘러싼 작품 속 상황을 통해 오키나와와 본토와의
관계를 새롭게 성찰하고자 한 의도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활발하게 전개된 협동조합
등의 지역운동 양상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떠도는 류큐인 작품 속 소철지옥(ソテツ地獄) 문제
40여 년 전 본토인들이 생각한 오키나와의 이미지와 수탈 대상으로서 오키나와인들의 사정은
떠도는 류큐인 속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는데, 복각 시점의 미군정 오키나와의 상황과 본질적으
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를 작품 속에서 보이는 본토 오키나와간의 유사 식민지적 상황에 대입
1) 전쟁 시기 미군의 군용지로 이용된 토지에 대해 주민들의 귀환을 허락하지 않고, 낮은 사용료를 책정하여 실시한 토지 접수
정책
2) 1920~30년대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 주요 생산물인 설탕 가격이 폭락하고, 흉작으로 인한 기근이
일어나 사람들이 소철(蘇鐵) 식물로 끼니를 연명했던 시기를 소철지옥(ソテツ地獄)이라고 일컫는다.
3) 조정민 오키나와를 읽다

전후 오키나와 문학과 사상 2017,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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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철지옥’ 시기의 오키나와를 살펴봄으로써, 반환 이후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성찰하는 과정
으로서 복각의 의미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운동으로서 협동조합이
자리 잡는 배경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떠도는 류큐인 에서 류큐(오키나와) 출신 미카에루는 도쿄에서 물건을 파는 행상인인데, 지인
의 소개로 주인공 H에게 접근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H는 작가로서 미카에루의 접근을 마다하
지 않으며,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류큐의 사정을 주의 깊게 듣는다.
류큐의 중산계급은 지금 거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탕수수는 지어도 팔리지 않아요. 아니, 도매상
이랑 내지의 자본주의가 협력하고 있어서 팔려 봤자 헐값이에요.(중략) 나하(那覇)의 세금이 도쿄보다
몇 갑절이나 비싸다고 하면 놀라시겠지요. 아주 말이 안 되는 세금을 징수당하는 겁니다.(중략) 규슈의
탄광 생활이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류큐에 있는 것보다 극락으로 보이는 겁니다.4)

미카에루가 ‘떠도는 류큐인’인 된 것은 ‘소철지옥’으로 인한 오키나와의 경제적 궁핍에 의한 것
이었다. 당시 식민지였던 타이완과 남양군도의 일본 제당업 자본가들 사이에서 사탕수수 생산 카
르텔이 형성되면서, 1920년을 기준으로 일본 내의 설탕 가격이 폭락하며 ‘오키나와 구제론’ 논의
를 일으키는 배경이 형성되었다.
즉 ‘소철지옥’은 제국주의 정책이 불러온 국가적 문제였는데, ‘구제론’들은 오키나와 지역에 한
정된 지엽적 문제로서 오키나와를 대상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5) 주인공 H가 ‘소철지옥’의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하지 못하고 남기는 다음과 같은 독백은 이와 같은 대상화의 일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도쿠가와 시대부터 계속 박해를 받아 왔으니 다소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지인에게 도덕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반항심이 생긴다고 해서 무리도 아니기는 하겠군.(중략) 실제로 오랫동안 박해를 받다
보면 박해자에게 신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진다 해도 무리는 아니다.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동정이
가지 않는 이야기도 아니다.6)

위의 독백을 비롯한 몇몇 장면으로 작가는 공식적인 항의에 직면하고 결국 작품의 철회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오키나와의 현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려는 작가의 선의와는 별개로 ‘소철지옥’ 문
제의 근본적 성찰에는 이르지 못한 채 철회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동시기에 진행되었던 각
종 구제론 논의의 한계를 작품을 통해 대신 드러내 주었다는 평가 또한 가능할 것이다.
당시 ‘소철지옥’의 지속으로 인해 일본 정부에서 입안한 ‘오키나와현 진흥계획안’ 또한 타이완
과 같은 ‘식민지 행정의 장점’을 접목한 논의로 이어지며,7) 식민지도 자국도 아닌 구제의 대상으
4) 히로쓰 가즈오, 심정명 역 「떠도는 류큐인」 오키나와 문학의 이해 2017, p.91
5) ‘오키나와 구제론’으로서 1925년부터 제국의회에서 각종 건의안이 결의되지만 “식민지와 비슷하게 명명된 구
제 대상으로서의 오키나와나라는 이름은 그 이름이 명명되거나 내세워질 때마다 영토획득의 폭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예감시키게”되며, “구제의 법을 둘러싼 논의에서 보이는 것은 식민지와 국내의 어느 곳도 아닌
공백으로서의 오키나와가 식민지나 국내에 유사(擬似)적으로 동일화하는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는 식
민지도 국내도 아니면서 그 둘 모두이기도 하다”(도미야마 이치로, 손지연･김우자･송석원 역 폭력의 예감
2009, pp.331 336)
6) 히로쓰 가즈오, 앞의 책, pp.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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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키나와를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작품 속에서도 확인되는 ‘소철지옥’ 당시의 이런 역학관계는
복각 전후의 미군정 오키나와, 본토 오키나와의 관계를 연상시키는데, 굳이 반환을 앞둔 시기에
이루어진 떠도는 류큐인 의 복각이 함의하는 바는 분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 활동
오키나와를 ‘본토수준으로 핵 없이’ 반환한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자위대 추가배치 및 미군 시
설 확대와 함께 전술핵이 유지 된 채, 오키나와 반환이라는 국가적 이벤트는 진행된다. 이는 오키
나와 시민들로 하여금 40여 년 전, 이른바 ‘식민지도 일본도 아닌’ 구제대상으로서의 오키나와를
떠올리게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소철지옥’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반환을 앞두고 복각된 떠도는 류큐인 을 통해 ‘소철지옥’ 시기의 본토 오키나와 관계를 되짚어 볼
때, 반환이 진행된 1972년에 지역운동을 기반으로 한 ‘오키나와 의료생활협동조합(沖縄医療生活協同
組合, 이하 오키나와 의료생협)’이 출범한 것은 의미심장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희망에 반
하는 오키나와 복귀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떠도는 류큐인 의 복각이 상기시키는 ‘소철지옥’ 문제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역운동을 그 대안으로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1960년대에 오키나와에 있었던 병원 및 진료소의 숫자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
하에 불과했고, 의사 및 간호사의 숫자는 1/3 이하에 이르며, 각종 질환과 전염병 이환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곤란한 상황을 타계하고자 주민들은 직접 지역운동을 통해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오키나와 반환의 해인 1972년에 마침내 오키나와 의료생협을 설립하는데, 2021년 현재 3개
의 중대형병원과 6개의 진료소 및 8개의 개호복지시설을 운영할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오키나와에서 종전 이전에 경험했던 ‘소철지옥’의 경제적 궁핍함과 전후 ‘섬 전체 투쟁’을 통해 체
득한 시민들의 조직력은 자연히 지역운동의 풀뿌리 조직 형성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협동조합운동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는 시민들의 ‘반(班)’을 통한 조직활동이 오키
나와 의료생협의 태동으로 이어진 일련의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오키나와 반환이라는 국가적 이
벤트의 이면에서 시민들의 생존을 위해 진행된 자발적 지역운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반’ 조직은 실거주지 인근의 조합원들이 1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친목을 다지는 활동이 출발점이
었는데, 점차 그 기능과 중요성이 강화되어 갔다. 오랜 협동조합의 역사를 지닌 서유럽에서도 일본
협동조합 ‘반’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주목한 바 있는데,8)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활동의 장
으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둘 수 있다. 특히, 협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그룹별 조합원들의 커뮤니케이션
과 피드백을 가장 민주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 운동의
기반으로서 활용되었다.
오키나와의 ‘반’ 조직은 무엇보다 1950~60년대 ‘섬 전체 투쟁’ 및 미군정을 상대로 한 다양한 형태
의 쟁의를 거치며 풀뿌리 조직으로서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시민들의 희망
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반’으로 조직된 튼튼한 풀뿌리 조직들이 ‘오키나와
7) 도미야마 이치로, 앞의 책, p.229
8) 정진성 현대일본의 사회운동론 2001,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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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협동조합’의 출범을 이루어내는 등, 거시적 사안에 관한 토론과 조직, 참여를 기초부터 만들어가
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낸 성과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역운동의 활성화로 내부적 조직화와 단결을 이루어갔지만, 반환 이후 오키나와 시민들이
일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경험한 고립감은 미군정 시기와 사실상 다를 바 없었음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이는 결국 떠도는 류큐인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소철지옥’ 시기 오키나와의 또 다른 형
태의 재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마치며
이상으로 문학작품을 통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오키나와의 지역운동을 간단하게 살펴보았
다. ‘소철지옥’ 시기 발표되어 당시 오키나와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던

떠도는 류큐인 은

오키나와 반환 2년 전인 1970년이 되어서야 겨우 복각되는데, 이는 과거 본토 오키나와 사이의
문제를 돌아보고 다가올 반환 이후를 성찰하고자 한 것이었다. 작품 속에서 내지인 주인공 H는
오키나와 출신자 미카에루를 동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소철지옥’으로부터 기인한 오키나
와의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이르지 못한 채 현상의 재현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소철지옥’ 시기 구제론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담론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반환 이후 새로운 담
론을 고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마침내 진행된 국가적 이벤트로서의 오키나와 반환은 사실상 다른 형태의 ‘소철지옥’의
재현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섬 전체 투쟁’의 과정을 거친 시민들은 풀뿌리 지역운동
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키나와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반환이 이루어진 해에 출범시킨다. 이는 ‘소
철지옥’ 시기에 ‘일본도 식민지도 아닌’ 구제의 지역으로 대상화되었던 오키나와 시민들이, 반환
을 앞둔 시기에 자발적 지역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구제한 높은 성취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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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대지진 시 조선인 학살을 제재로 한 일본 시가 연구
金麗眞 (高麗大 博士課程)

1. 서론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간토대지진(関東大震災)을 언급할 때 사람들은 ‘천재(天災)’와 ‘인재(人
災)’가 뒤섞인 대형복합재난이라고 말한다. 매그니튜드7.9의 강한 지진, 지진 직후 광범위하게 일
어나 모든 것을 불사른 화재, 그리고 이어진 조선인 학살사건이 그것이다. 지진과 화재가 천재였
다면 학살 사건은 명백한 인재였다. ‘인재(人災)’, 사람이 일으킨 재앙, 인간이 원인이 되어 일으
킨 재난은 때로 자연으로 인한 재난의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더 오랜 회복의 시간을 필
요로 하게 된다.
대지진은 9월 1일 11시 58분 도쿄, 가나가와 현 등 일본제국의 수도권을 강타했고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와 이재민을 낳았다. 일본 내각은 지진 발생 다음 날인 9월 2일 치안유지 명목으로
도쿄에, 3일에는 도쿄 일대 및 가나가와 현에 계엄령을 발포했다. 1일 저녁부터 유포된 ‘불령선인
(不逞鮮人)’의 폭동 유언비어에 대한 대처와 재난이라는 예외(비상)상태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지진 발생 직후 불령선인의 폭동 및 방화, 약탈, 강간 등의 유언비어가 간토 전역에 퍼졌다. 계엄
령 선포 이후 경찰과 군대, 그리고 민중으로 구성된 자경단 및 청년단에 의해서 수천 명 이상1)의
피해자를 낸 조선인 학살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반동분자로 여겨지던 일본인 사회주의자, 아나
키스트들과 중국인 또한 학살되었다.2) 그중에서도 단연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것은 재일조선인
들이었다. 조선인 학살사건은 아직 많은 연구 과제를 남기고 있으며, 간토대지진을 언급할 때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민족 제노사이드 사건3)이다.
간토대지진이 미증유의 재난이었던 만큼 일본 문학자들은 시가(詩歌), 소설, 수필, 희곡, 체험기
등 다양한 형태로 기록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단연 시가 문학은 600편이 넘는 간토대지진 문학

1) 학살당한 조선인 피살자수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존재한다. 야마다 쇼지(山田昭次)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해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1923년 12월 5일자)에 게재된 조사 내용에서는 총 6,661명이 살해당했다고 보고하고 있고, 최승만이 전
후 신동아 1970년 2~3월호에 집필한 논문 「간토대지진 속의 한국인」에서 발표한 위문반 조사에서는 총 2,613명, 일본 사
법성 조사에서는 약 230명이 학살되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야마다는 조선인 학살 수에 대한 조사보고를 지역별로 검토했으
나 당시의 조사들이 일본 정부의 학살 증거 및 유해 인멸 정책으로 인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었음을 피력하며, 조선
인 피살자 수가 수천에 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으나 이를 엄밀히 확정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야마다 쇼
지 저･이진희 역(2008)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 논형, pp.188 231)
2) 일본인 사회주의자 학살 사건으로는 가와이 요시토라(川合義虎), 히라자와 게이시치(平澤計七) 등 10명을 살해한 가메이도
사건(亀戸事件, 9.4~5). 오스기 사카에(大杉栄) 부부와 그 생질 3명을 살해한 아마카스 사건(甘粕事件, 9.16)이 있다. 또 9월
12일 중국인 지도자였던 유학생 왕시엔틴(王希天) 등을 포함한 중국인 학살사건 등이 있다.
3) 1923년 조선인 학살사건을 민족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논거로는 강효숙(2018)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의미―민
족, 제노사이드」, 전북사학 52, 전북사학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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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중에서도 200편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그중에서 조선인 학살사건을 언급
한 작품은 몇 편이나 되고 또 얼마나 연구가 되었을까.
간토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사건 관련 문학 연구는 2000년대 들어 한국에서 몇몇 연구가들에
의해 이뤄져왔으나 주요 작가의 소설, 에세이, 평론 등 특히 산문에 대한 개별 작품 연구4)에 치
우쳐져 있고, 포괄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있으나 그 대상에 운문은 빠져 있다.5) 엄인경(2017)의
경우 간토대지진을 읊은 진재영(震災詠)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시도하여 지금까지
진재문학의 연구 영역에서 그다지 논의되지 않았던 단카(短歌) 장르를 연구대상으로 끌어낸 것에
의의가 있으나 조선인 학살 관련 시가는 세밀하게 다루지 않았다.6) 일본 연구자들도 유명 가인의
지진 체험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으나 작품 분석까지는 들어가지 않거나7), 주요 작가의 조선인
관 연구8)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듯 간토대지진 시 조선인 학살사건을 제재로 한 연구는 연구대상이 산문에 치우쳐져 있고,
특히 시가 장르는 그 중요도에 비해 연구대상으로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따라서 본 발표에
서는 조선인 학살사건을 제재로 한 일본 문인들의 시가를 살펴봄으로써 연구 영역의 확장을 시도
하고, 시가 장르에서 조선인 학살을 어떻게 읊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2.1 대지진 직후의 불령선인 유언비어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 근대 이후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였던 간
토대지진은 지진 발생 직후 일어난 화재로 많은 것이 소실되었고, 수도는 마치 문명 이전의 시기
로 돌아간 것처럼 황폐화되었다. 그런데 이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한순간에 가
족과 집을 잃고 망연자실한 사람들 사이에서 ‘불령선인’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거나 우물에 독
을 풀고, 폭탄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3･1운동 이후 신문미
4) 李善玉(2003) 「中島敦序說 巡査の居る風景 を中心として 」 日語日文學硏究 47(2), 한국일어일문학회, 이지형(2004) 「마
사무네 하쿠초(正宗白鳥) 살인을 저질렀지만 (人を殺したが)의 풍경 살인의 추억 그리고 관동대지진 」 일본문화연구 10,
동아시아일본학회; (2005) 「관동대지진과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아들에게 보내는 편지(子に送る手紙)를 중심으로―」, 일
본문화연구 13, 동아시아일본학회, 조경숙(2008)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와 관동대지진」, 日本學報 77, 한국일본학회, 임태
균(2011) 「시마자키 도손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子に送る手紙)」론」, 日本學報 89, 한국일본학회, 윤정화(2011) 「제노사
이드 기억의 재현방식과 재일한인의 정체성 재일한인 작가 이양지 소설을 중심으로 」, 현대소설연구 46, 한국현대소설학
회, 이미경(2014) 「관동대지진 관련 문학으로 본 조선인관‒자연주의 작가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44, 한국일본근대
학회, 이상복(2018) 「관동대지진과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 히라바야시 다이코의 숲 속 을 중심으로 」, 비교일본학 42,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등.
5) 조미경(2019) 「1923년 간토(関東)대지진과 조선인학살 사건을 둘러싼 일본문학자의 인식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65, 한국
일본근대학회
6) 엄인경(2017) 「일본의 재난시가에 관한 연구―간토대지진에 있어서의 진재영의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41,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7) 米川千嘉子(2004) 「岡本かの子の歌 関東大震災ほか大正12年の歌」 短歌 51(10), 角川書店, 篠弘(2011) 「時代の証言者―主
に関東大震災を追う」, 短歌研究 68(7), 短歌研究社
8) 永井真平(2018) 「折口信夫の「朝鮮人」表象―朝鮮人になって了ひたい様な気がします」, 跨境:日本語文学研究
学校日本研究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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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高麗大

디어를 통해 조선인은 폭력적이고 빈번하게 폭동을 일으키는 민족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이미
일본 민중들의 인식 속에 깊이 박혀있었기 때문에9) 이러한 유언비어는 삽시간에 간토 전역과 간
사이(関西)에까지 퍼졌다.
이러한 사실은 경시청이 간행한

다이쇼대지진화재지(大正大震火災誌) (1925)에서 확인되는데

1일 오후 1시경 관내에 자연재해에 대한 유언비어가 먼저 유포되었고 오후 3시경 사회주의자와
조선인에 의한 방화, 2일 오전 10시경에 불령선인의 폭동 등에 대한 유언비어가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10) 9월 3일자

오사카 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 에서는 하치오지(八王子) 부근에서 “불

령한 무리(不逞漢)”가 흉기를 들고 폭행을 한다거나, 불령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계가 이뤄지고 있
다는 내용의 전보11)가 실리기도 하는 등 신문매체를 통해서도 불령선인 유언비어가 확산되었다.
① 소곤소곤히 누군가에게 배운 암호의 말을 새벽녘 어둠 속에 직접 말하는 나는
(ひそひそとをしへられたるあひことば暁闇におり立つわれは)
② 갑자기 뚝, 소란 조용해지고 다리 저 편에, 그 쫓기던 사람은 죽임을 당했겠지
(ひたと、さわぎ静まる橋のかなた、かの追はれしは殺されにけむ)
③ 양 기슭에서 그저 던지고 던진 돌팔매질 아래 가라앉은 남자는 결국 떠오르지 않고
(両岸よりひた投げに投ぐる礫のした沈みし男遂に浮び來ず)
(土岐善麿, 改造 , 改造社, 1924.3)12)

위 인용한 단카들은 로마자 표기 가집 NAKIWARAI 를 발표한 후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
木)와 함께 생활파 가인으로 일약 주목받은 도키 젠마로(土岐善麿)가 피난 과정에서 읊은 것이다.
고토바가키(詞書)에는 “아카네바시 신코인(赤羽橋心光院)에 피난, 유언 연달아 전해지다”라고 적
혀 있어 젠마로가 도쿄 미나토 구에 있는 사찰에 피신해 있었을 때 지은 단카이며, 당시 조선인
에 대한 유언비어가 민중들 사이에 빈번히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2일에는 민중들로 구성된 자
경단이 결성되어 자체적으로 경계를 서거나 불령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①에서는 불령선인을 경계하느라 일본인들끼리 암호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진다.
②에서는 다리 너머에서 들려오던 소란한 소리가 잠잠해지자 쫓기던 사람이 죽임을 당했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그 쫓기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소상히 알 수 없으나 불령선인 유언비어가 횡행
하던 때에 쫓기는 대상이 조선인이었을 것이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이 수의 큰
특징은 쉼표(、)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단카에서 쉼표나 마침표를 사용하기로는 오리
구치 시노부(釈迢空･折口信夫)가 유명한데, 가집

바다와 산 사이(海やまのあひだ) 에서 쉼표와

마침표 사용에 대해 자신의 호흡이나 사상의 휴지점(休止点)과 박자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서임
을 밝히고 있다. 젠마로의 ②의 단카에서도 가인 본인의 호흡이 멈추는 지점에 쉼표를 사용하고

9) 김여진(2020) 「1919년 3･1운동 전후 부정적 조선인 표상과 불령선인 담론의 형성―일본어 신문미디어를 중심으로―」, 일본
연구 34,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p.169
10) 야마다 쇼지, 전게서, pp.100 101
11) 大阪朝日新聞 (1923.9.3) 「何の窮民か」, 2면
12) 원문은 亀井秀雄 編(2003) 編年体 大正文学全集 第13巻 大正十三年 1924 , ゆまに書房, p.578. 인용 단카의 한국어 번
역은 엄인경･김보경 편역(2017) 시가로 읽는 간토關東대지진 , 역락, p.119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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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이것을 낭독하는 독자 또한 가인이 의도한 곳에서 함께 숨을 죽이게 되며, 당시 가인이
느꼈을 긴박하고도 의미심장한 상황의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곧바로 이어지는 ③의 단
카에서는 그 쫓기던 남자가 다른 이들의 돌팔매질 아래 가라앉은 채 떠오르지 않았음을 읊어 그
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 젠마로가 자신이 목격한 광경을 읊은 이들 단카에서는 불령선인에 대
한 유언비어로 인한 가인의 경계심을 읽을 수 있는 한편, 가인의 호흡을 따라 그의 시선에서 자
경단에 의한 조선인 학살의 현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인들에 대한 흉악한 유언비어는 그 실체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시나가와 경찰서
가 기록한 일화 중에는 9월 2일 저녁 무렵 한 조선인이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중상을 입
고 끌려왔기에 조사해보니 고기 통조림과 맥주병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13), 유언비어의 대부분
은 이처럼 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2.2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비판과 분노
한편, 3･1운동 이후 1920년대 들어 일본인 사회주의자들은 ‘인류 해방’과 ‘인류애’를 모토로 재
일조선인과의 연대를 도모하고 있었다. 1920년대 초기는 재일조선인들의 사상 단체 및 노동자 단
체가 설립되던 때로, 1920년 11월 박열과 김약수, 백무 등에 의해 설립된 동우회, 1921년 11월
박열, 백무 등 조선인 아나키스트･사회주의자로 구성된 흑도회 등이 설립되었다. 일본인 사회주의
자들은 조선인 사상 단체들과 교류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러한 주의자들 간의 연대를 위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23년 9월 당시 일본인 하급 노동자들은 조선인 학살의 한 주체가 된다.
1910년 2,600명에 불과했던 재일조선인 인구는 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7년 무렵부터 조선인 노
동자가 급속히 늘어 1923년에는 136,557명으로 증가해 있었다. 저임금의 조선인들이 늘어나자 일
자리 보전에 위협을 느낀 일본인 하급 노동자들은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과 더불어 반감까지 생
겼고, 9월의 학살 때에 일본인 노동자들이 일반 시민들 이상으로 반감을 가지고 학살에 임하게
된 것이다.14)
그러나 이러한 학살 주체와는 별개로 일본인 사회주의자들은 조선인 학살에 대해 앞장서서 비
판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시마무라 호게쓰(島村抱月)의 제자로 극작가･시인･동화작가 겸 사회운동
가로 활동한 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는 희곡 「해골의 무도(骸骨の舞踏)」( 演劇新潮

1924.4)와

시 「죽음의 수도(死の都)」를 통해 조선인 학살을 자행한 제국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
낸다. 아래에 시의 일부를 인용하도록 하겠다.
죽음의 수도여!
너는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중략)
죽음의 수도여!
너의 시민들은 긴 시간 동안 무지하고 우쭐해 있었다.
戰勝이 이어졌다.

13) 가토 나오키 저･서울리다리티 역(2015) 구월, 도쿄의 거리에서 , 갈무리, p.39
14) 야마다 쇼지, 전게서, pp.7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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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집적되었다.
정복욕이 만족되었다.
그들은 인간의 생활, 인류 공존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되도록 많이 가지려고 했다.
그들은 자유 경쟁의 철학 위에 지배욕과 被정복의 도덕을 건설했다.(중략)
너를 멸망하게 한 것은 조선인도 아닐뿐더러, 사회주의자도 아니다!
너를 멸망하게 한 것은, 너 자신의 운명인 것이다.(중략)
너무나도 끔찍한 희생이기는 하나, 우리들은 눈물을 삼키며 너와 이별해야만 한다!
안녕히!
죽음의 수도여!
영원히 잠들어라, 죽음의 수도여!15)

이 시에서는 아키타 우자쿠의 사회주의자적인 면모가 두드러지며 다른 일본 문인들에 비해 비
교적 직접적인 언어로 제국 일본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하늘이 잘못을 한 위정자나
부패한 인간 사회를 징계하기 위해 천벌을 내린다고 하는 전통적 재해관인 천견론(天譴論)을 취
하여 자본주의･제국주의와 같은 근대적 도덕만을 맹종하고 있던 것에 대한 천벌로서 간토대지진
을 바라보고 있다. 「죽음의 수도」에서는 우자쿠가 조선인 및 사회주의자 학살사건을 명백히 의식
하고 시작(詩作)했음을 알 수 있는데, 지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14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
고 “선인(鮮人)”이라고 하는 단어가 검열되어 복자 처리되지 않은 채 게재된 점이 눈에 띈다. 우
자쿠는 대지진의 원인을 자신들 일본에게 돌려 조선인 폭동설 등과 같은 유언비어에 대해서 반박
하고 있다. 또 두 차례의 전쟁 승리와 근대문명의 발전으로 도래한 다이쇼 로망의 시대를 “무지”
하고 “우쭐”한 채로 맞이한 일본인이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자기만을 우
선하는 이기적･배외적인 지배욕으로 타자 정복과 근대문명만을 추구하던 제국 일본의 수도 <도
쿄>에 죽음을 선고하고 이별시킴으로써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일본 근대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는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군
마 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자경단에 의해 17명의 조선인이 살해된 이른바 후지오
카(藤岡)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사쿠타로는 이듬해 이 사건에 대한 분노를 담은 짧은 시를 발
표한다.
조선인 무수히 살해당해
그 피 백리 간에 이어지네
나 분노하며 보노라, 이 무슨 참학함인가
(朝鮮人あまた殺され
その血百里の間に連なれり
われ怒りて視る、何の慘虐ぞ)
(萩原朔太郎 「近日所感」, 現代 , 1924.2)16)

15) 秋田雨雀 「死の都」, 詩話会 編(1923) 災禍の上に , 新潮社, pp.1 3. 이하 인용하는 시의 한국어 번역은 필자에 의함.
16) 琴秉洞 編･解說(1996) 朝鮮人虐殺に関する知識人の反応 2 , 緑蔭書房,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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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에서 사쿠타로는 조선인 학살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첫 행에서
조선인이 무수히 살해당했다고 하는 부분은 1923년 대지진 이후 여러 문인들의 글에서 조선인을
뜻하는 ‘선인(鮮人)’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복자 처리를 하던 그 당시의 엄격한 검열에 걸리지
않았는데, 에세이나 평론과 같은 산문과 달리 시나 단카는 검열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3행에서 사쿠타로는 “참학(慘虐)”이라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어에서 ‘참학’은 ‘잔
학(残虐)’과 동음인 ‘ざんぎゃく’로 읽힌다.

정선판 일본국어대사전(精選版 日本国語大辞典) 에

서는 ‘ざんぎゃく(残虐/慘虐)’를 아무렇지 않게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히고 끔찍한 짓을 하는 것이
라 해설하고 있는데, ‘참학’과 ‘잔학’에서는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느껴진다. 잔인하고 포학하다는
뜻의 한자를 쓰는 ‘잔학’보다 ‘참학’의 경우가 참혹하고 비참한 감정이 더 절실하게 다가와 시인
의 강렬한 분노를 이 시를 감상하는 독자에게도 전달해준다. 또 “분노하며 보노라”라고 하는 구
절에서는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포착한다는 뜻의 ‘보다’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見る’가 아
닌 ‘視る’를 택한 점에 주목하고 싶다. 일본어에서 ‘보다(みる)’라는 동사는 특정 의미를 강조하
고 싶을 때 ‘観る’, ‘視る’, ‘診る’, ‘看る’ 등 한자를 다르게 구별하여 사용된다. 이 시에서 사용
된 ‘視る’는 가만히 주의 깊게 본다는 뜻에서 ‘주시(注視)’, ‘응시(凝視)’와 같이 두 한자가 합하
여 한 낱말처럼 쓰이는 경우는 많아도 그 자체가 한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見る’에 비해 극히
적다. 그럼에도 사쿠타로가 이 시에서 ‘見る’가 아닌 ‘視る’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 것은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일어난 참혹한 조선인 학살사건에서 눈을 돌리고 모르는 척 없었던 일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일본인이 저지른 일을 주의 깊게 똑바로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의
다짐과 반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일본 문인들의 조선인 학살사건에 관한 시가 작품 몇 편을 살펴보았다. 도키 젠마
로의 단카들을 통해서 지진 직후 유포된 불령선인 유언비어에 대한 가인의 감상을, 아키타 우자
쿠와 하기와라 사쿠타로의 시를 통해서는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시인들의 분노와 비판을 읽어
낼 수 있었다. 산문 작품과 달리 시가 장르는 시어에 담긴 상징이나 함축적인 의미를 통해 그 속
에 담긴 문인의 생각과 감정을 더 섬세히 우리에게 전달한다. 조선인 학살사건 관련 문학작품을
연구할 때 크고 작은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검열 문제에서 시가 장르가 비교적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점 덕분일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몇 편의 작품만을 살펴보았지만 여기서 분석
하지 않은 다른 시가들은 또 어떤 내용을 읊고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많지는 않지
만 김동환, 양주동 등 한국 문인들도 조선인 학살과 관련된 시를 발표하고 있으므로 같은 사건을
두고 한국 문인들은 또 어떤 각도에서 접근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도 향후의 연구과제
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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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도 슈사쿠(遠藤周作) 침묵(沈黙) 에 내재된 수수께끼 고찰
― 침묵 의 등장인물과 성경 인물의 수수께끼를 중심으로―

李炅純 (高麗大 博士課程)

1. 머리말
엔도 슈사쿠가

예수의 생애 에서 밝힌 수수께끼1) 두 가지는 이

침묵 이라는 작품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왜냐하면 그 수수께끼 두 가지가 침묵 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이다. 기치지로가 질문한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요?’ 라는 질문은 침묵 을 관통
하는 커다란 기조이며, 로드리고의 수많은 성경구절을 인용한 질문은, 엔도 자신의 신앙을 찾고자
하는 자신을 투영2)한 질문인 까닭이다.
침묵 은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17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앙을 부인해야만 살 수
있는 불신의 경계에서 고민하는 인물들에 대한 심리묘사를 치밀하게 그려낸 소설로, 종교와 문학
이라는 미묘한 두 경계선에 걸쳐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으며 작품 내에서도 성경의 구절을 연상
시키는 문구를 도처에 기술하고 있다. 기독교라고 하는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동문서답 같은 질문과 대답이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작품 내 사건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성경의 구절과 대조하여 연관지어 보
지 않으면 충분히 해석할 수 없는 문맥이 수없이 존재한다.
기치지로의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 지요?’라는 질문과, 반복되는 후미에3)
를 밟는 행위에 대해, 이와사키 리나(岩崎理奈)는 ‘왜 몇 번이고 후미에를 밟으면서도 로드리고에
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그 기치지로의 심정은 묘사되어 있지 않다’4)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 사
제 로드리고의 후미에5)를 밟는 행위에 대해, 일본의 철학자이자 평론가인 야나이하라 이사쿠(矢
内原伊作)는 침묵 은 ‘후미에를 밟은 사제의 심리를 추궁하고 신앙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역작’6)
1) 遠藤周作 遠藤周作文学全集11 , 新潮社, 2006, p.189.)
2) 엔도는 후미에를 봤을 때부터 역사에서도 말살된 인간을 침묵 안에서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일, 그리고 엔도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투영하는 일, 그것이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동기라고 밝히고 있다.
遠藤周作 遠藤周作文学全集第2券 , 沈黙 , 新潮社, 2006, p.338.
3) ‘발로 밟는 그림’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나 성모마리아의 상을 파서 본떠 만든 금속판으로 기독교 성도로 의심이 가는 사
람에게 밟게 해서, 신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거나 신앙을 버리는 표시로 사용한 물건.
遠藤周作, V･C･ゲッセル他 「遠藤周作」とShusaku Endo , 春秋社, 1994, p.18
4) 岩崎理奈「遠藤周作 沈黙 論, ーロドリゴの救済ー」, pp.63 64
5) ‘발로 밟는 그림’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나 성모마리아의 상을 파서 본떠 만든 금속판으로 기독교 성도로 의심이 가는 사
람에게 밟게 해서, 신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거나 신앙을 버리는 표시로 사용한 물건.
遠藤周作, V･C･ゲッセル他 「遠藤周作」とShusaku Endo , 春秋社, 1994, p.18
6) 矢内原伊作,「ころびバテレンの “信仰” 遠藤周作 沈黙 」, ( 朝日ジャーナル , 1996年５月８日), 石内徹編,
默」作品論集 ,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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遠藤周作「沈

이라고 평가를 내리면서도, 사상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작품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가네코 다테오
(兼子盾夫)도 침묵 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
는 수수께끼 같은 예수의 마지막 말씀에 대한 엔도의 대답7)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수수께끼
와도 같은 침묵 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구절을 찾아보고 그 바탕 위에서 이해하
지 않으면 충분한 해석이 불가능하다. 엔도는 예수의 생애 에서 수수께끼와 같은 제자들의 변화
에 대해 성서(聖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수수께끼인 채 방치되어 있다8)고 말하고 있으나,
실은 성서 전체가 끊임없이 그 거듭남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작품의 사건과 등장인물의 논리를 성경 속의 주요 사건과 교차, 분석함
으로써 침묵 에 내재된 수수께끼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유다와 베드로의 수수께끼
엔도는 예수의 생애 에서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의 수수께끼를 말하고 있다.
성경을 읽고 우리들이 어려운 수수께끼로써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는,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어
떻게 얼마 안 있어 강한 사도가 되었는가’라는 점이다. 마가에 의하면 예수가 체포될 때 ‘전부 스승
을 나두고 모두 도망가버린’ 겁쟁이 그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
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여 어떠한 박해와 죽음에도 견딜 수 있었는가가 의문이
다. (중략)
두 번째 수수께끼는, 이러한 수많은 예언자 그룹 중에서, 예수의 제자 그룹만이 왜 계속 존속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9)

요컨대, 엔도는 적어도 강한 신념의 소유자들이 아니었던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내부적인 변
모를 이루어,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성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이 수수께끼인 채 방치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엔도는 침묵 이 발표되고 15
년 뒤, 신초사(新潮社)에서 마련한 강연에서 「연민과 애정은 다르다(憐憫と愛情は違う)」라는 주
제로,
나에게 있어서 성경 의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러한 겁쟁이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자신들이
배반한 예수라는 사람을 말하며, 가르침을 넓히고, 결국은 박해받고 죽는다는 점입니다. 즉, 겁쟁이가
강한자가 되었다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이 마음에 걸려
생애 를 쓰게

예수의 생애 와

그리스도의

되었습니다.10)

7) 兼子盾夫 「遠藤周作における文学と宗教」Ⅰ,

沈黙 再考 , 横浜女子短期大学, 14号, 1999, p.19

8) 遠藤周作 遠藤周作文学全集第十一巻 , 2006, イエスの生涯 , 新潮社, p.189
9) 遠藤周作 遠藤周作文学全集第十一巻 , 2006, イエスの生涯 , 新潮社, pp.189 190. (번역은 논자에 의한 것임)
10) 遠藤周作「没後20年企画遠藤周作講演ある小説が出来あがるまで: 沈黙 から 侍 へ」, 新潮社, 2016,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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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침묵 이후에도 끊임없이 수수께끼를 풀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엔도는 제자들의 변모에 대해 성경이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성경에는 몇 번이고 수많은 과오를 저지른 인물들이 나온다. 베드로처럼 말이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왜 세 번이나 자신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위해 긴박함을 견디지 못하고 나온 말이었다. 유다가 긴박함을 견디지 못하고 예
수를 팔아넘긴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가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11) 라고 했
던 말이, 자신의 약함을 이미 다 알고서 한 말 임을 깨닫고 심히 통곡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유
다는 예수를 팔고 나서 죄 없는 자를 팔아넘긴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선택
을 한다.12) 이와 같이 베드로와 유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서13) 그 죄가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선
택을 하게 되지만, 지극히 이성적 이었던 유다는 예수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인다. 이
러한 사항을 본다면 엔도가 이해할 수 없었던 수수께끼, 거기에는 믿음에 대한 ‘회개’가 있었다.
또 하나의 수수께끼는 어떻게 하여 예수의 제자 그룹만이 오늘날까지 존속할 수 있었는가였다.
그것은 예수가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왔다고 하는 비
밀14)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수는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던 약한 베드로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 약함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것마저도 사랑하셨다. 성령의 세례15)를 받은
이후에는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성경은 여러 번 말하고 있다. 또한 여러 명
의 제자들도 사도로 변하게 되는 과정이 성경에 낱낱이 담겨있다. 그러나 엔도는 그 두 가지 수
수께끼에 대해 성경은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엔도는 그 수수께끼의 두 가지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베
드로와 유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를 통해 거듭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극명하게 갈린다.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와, 예수를 세 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통해 이 수수께끼의 답을 찾을 수 있었다.

3.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요?’16)라는 기치지로의 질문은 침묵 의 기조처럼
이어진다. 요컨대, 이 질문의 기저에는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주시면 안돼요’라고 문제제기하는
자기중심적17)인 생각이 깔려있다. 또한 약자이기에 후미에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는 기치
11) 대한성서공회 한일대조 성경전서 , 개역개정판/신공동역, 2017. 요한13장 36 38, p.180.
12) 대한성서공회 한일대조 성경전서 , 개역개정판/신공동역, 2017, 마태복음 27장 1 10, pp.51 52.
13) 위와 동일, 마태복음 26장 69∼75, p.51.(마가복음 14장 66 72, 누가복음 22장 56 62, 요한복음 18장15 18,25 27)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14) 대한성서공회 한일대조 성경전서 , 개역개정판/신공동역, 2017, 사도행전1장 2~5절, 8절. 사도행전2장1~4절, pp.196 197
15) 대한성서공회 한일대조 성경전서 , 개역개정판/신공동역, 2017, 사도행전 1:1 11, p.196.
16) 遠藤周作 遠藤周作文学全集2 , 沈黙 , 新潮社, 1999年6月10日, p.223
17)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는지 안주는지 알 수 없으며(실제로 박해와 고문은 관리들에 의한 것), ‘주시면 안돼요’라는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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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의 유일한 논리이면서도

침묵 을 관통하는 모티브이기도 하다. 엔도는 ‘강한 자도 약한 자

도 없는 거요. 강한 자보다 약한 자가 괴롭지 않았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소’18)라는 문장에서
‘약자의 논리’를 대담하게 주장하고 있다. 다케다 토모주(武田友樹)도 ‘엔도가 약자의 복권을 도
모함으로써 오랫동안 지향하였던 신의 존재증명’19)을 이루고자 했다고 보고 있다.
엔도는

침묵 에서 역사 속에서 마멸되고 소멸된 후미에의 흔적에서 쓰라린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에 자신을 투영하여 쓰고 싶었다20)고 밝힌 바와 같이 약자 중심의 스토리
전개는 의도된 것이었다.

침묵 은 엄밀히 말해 약자에 대한 연민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엔도는 어느 강연에서,
인간은 강한 자(強虫)와 겁쟁이(弱虫)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강하지도 않고, 신념을 끝까지 지켜내는 인간도 아닙니다. 신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
해도, 주위로부터 압박을 받으면 곧 줏대 없이 비실대는 인간입니다. 즉 겁쟁이입니다.21)

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을 겁쟁이라고 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나
는 약자 겁쟁이이니까 강한 자가 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내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합
리화로도 볼 수 있다. 약자여서 배교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행위의 원인이 외부에 있으며 나는
안 바뀌어도 된다는 정당화 장치를 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케다가 말한 대로 약자의 입을
빌어 자신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엔도는 이런 약자의 입장을 가지고 박해가 있어
도 신념을 결코 버리지 않는 강자의 관점이 아니라 엔도와 같은 겁쟁이의 관점에서 침묵 을 쓰
기로 결정22)했다. 따라서 역설적인 배교를 통해 순교자를 에고이스트로 몰아가며 자신의 연민의
관점에서 승화시킨 모든 것을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긴
박한 상황에 처한 시험의 순간을 예수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 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
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
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23)

위의 내용을 보면 예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도 놀랍지만, 마귀와 예수의 대화 내용이 동문서답 같은 내용이라 더 놀랍다. 마귀의 질문에 예
수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 마귀는 40일 금식으로 배고픈 예수에게 눈 앞에 있는 돌덩이
를 떡덩이로 바꿔보라고 한다. 예수한테는 충분히 가능한 식은 죽 먹기와 같은 일이다. 그럼에도
은 내가 고통에 대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다.
18) 遠藤周作 遠藤周作文学全集２ , 沈黙 , 新潮社, 1999年６月10日, p.325.
19) 武田友樹著 遠藤周作の世界 , 中央出版社, 1969年10月11日, pp349 377.
20) 遠藤周作 遠藤周作文学全集２ , 沈黙 , 新潮社, 1999年６月10日, p.338.
21) 遠藤周作の新潮社講演 「没後20年企画 遠藤周作講演ある小説が出来上がるまで」:沈黙から侍へ, 新潮社, 2016, pp.54 57.
22) 遠藤周作の新潮社講演 「没後20年企画 遠藤周作講演ある小説が出来上がるまで」:沈黙から侍へ, 新潮社, 2016, p.55.
23) 대한성서공회 한일대조 성경전서 , 개역개정판/신공동역, 2017. 마태복음 4장1 11, pp.4 5. (마가1장12 13, 누가4장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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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예수는 뜬금없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 평행선에서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마귀는 당
장 눈 앞의 배고픔을 이야기하고, 예수는 본질의 생명의 말씀24)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너무
다른 관점이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이해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오히려 마귀의 이야기가 더
알아듣기 쉽다. 즉, 마귀는 눈 앞에 당장 살기 위해서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신이 진짜 신
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듯하나, 실은 예수 자신을 위해 돌을 떡으로 만
들어 주는, 예수를 섬겨줄 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요켠대 기치지로의 질문은 자신을 섬겨줄 신
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었던 것이다. 이어 마귀는 현실과
상황만 보게 만들어 불만 불평과 함께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해주시는지’에 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나 예수는 시험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비로소 시험에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 눈 앞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너무 대비되는 말이다. 인본적
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기에 동문서답처럼 느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엔도는 작품 안에서 자신을 투영하며 끊임없이 수수께끼처럼 방치되어 있는 이 동
문서답을 찾기위해 애썼지만,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산다는 말이 무슨 말
인지 몰랐고, 때문에 그 수수께끼는 방치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맺음말
침묵 의 기조와도 같은 질문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요?’에 대한 대답은,
예수의 생애 에서 밝힌 수수께끼 두 가지를 성경과의 비교 대치를 통해 찾아 보는 과정에서 확
인해 볼 수 있었다.
베드로의 회개와 거듭남의 수수께끼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의 핵심은 ‘회개’이다. 회개는 잘
못된 길에서 돌이켜 거듭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가쓰모토 마사미(勝本正
實)는 자연스럽게 생활에 녹아든 습관으로써의 신앙, 회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종교는 결코 사람
이 거듭날 수도 바뀔 수도 없다고 말한다. 회개를 필요로 하는 기독교와 회개를 필요로 하지 않
는 일본의 종교 개념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루스 베네딕트25)의 ‘하지(恥)’26) 와 ‘죄’의 개념을
들 수 있다. ‘하지’와 ‘죄’로 나누는 이런 이분법은 종래 일본인 연구자들에게 여러 형태로 강력
하게 비판을 받아왔지만, 베네딕트가 ‘하지’를 ‘일본인답게 만드는’27) 핵심적이고 특수한 덕목으
로 이해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의 문화에서는 인간에 대해서는 물론, 신에 대해서조차
고백하는 습관이 없다. 행운을 기원하는 의식은 있지만, 속죄의 의식은 없다28)는 사실이다. 따라
24) 대한성서공회, 한일대조 성경전서 , 개역개정판/신공동역, 2017. 요한복음1장1 4, p.150.
25) 루스 베네딕트 (1887년6월5일 1948년9월17일), 미합중국의 문화인류학자, 뉴욕출생, 일본문화를 설명한 국화와 칼 저자로
알려져 있다.
26) 일본어 ‘하지’는 보통 ‘수치’라고 번역되어왔으나, 내용상 수치라든가 부끄러움에 관한 한국인의 관념 및 어법과 미묘한 차
이가 있으므로 그대로 하지로 쓰기로 한다.
27) 루스 베네딕트저, 박규태역 국화와 칼 , 문예출판사, 2013, pp.304 306
28) ルース ベネディクト, 長谷川松治訳 菊と刀 , 社会思想社, 1988, pp.256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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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사후세계에서 벌을 받는다는 개념이 없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의 ‘죄의 문화’에서는 ‘신이 중심’인 점에 비해, ‘하지의 문화’에서는 ‘인간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신이 자신에게 무언가 해주어야 하는 ‘종교’의 개념은 있어도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인격적인 관계로 성장하는 신의 개념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침묵 의 등장인물에
서 볼 수 있었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일본인에게만 있는 특색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엔
도가 ‘수수께끼’라고 밝힌 부분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좋은 궁금증을 유발 시키는 질문
이라 볼 수 있다. 그 질문이야말로 동문서답과 같은 성경을 이해하는 좋은 포인트로 해석될 수
있다. 기치지로와 유다와 같은 생각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엔도가 수수께끼를 왜
풀지 못한 채, 헐렁헐렁한 옷을 자신에게 맞추려는 문학 작업29)을 했는지는 다음 연구에서 논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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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상대문학 속 ‘오지(ヲヂ)’에 대한 고찰
― 니혼쇼키 ‘시호쓰치노오지(塩土老翁)’의 신명 분석을 중심으로―

趙幼美 (慶熙大)

1. 서론
일본은 8세기 무렵부터 한자를 활용하여 구전되어오던 신화나 전승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현
존하는 일본 최고문학인 고지키(古事記) 는 서문을 제외한 본문에 훈(訓)으로 읽는 한자어와 하
나의 한자로 일본어의 음(音)을 나타낸 가나표기가 혼용되어 있으며, 일본의 최고가집인 만요슈
(萬葉集)

또한 한자어와 일본어를 나타내는 만요가나(万葉仮名) 등이 혼재되어 있다. 한자를 음

차하여 나타낸 일본어에 대해 구도 리키오(工藤力男)1)는 한자의 도래 이후 일본고대사회에 상용
되어 정착한 한어(漢語)는 정훈표기(正訓表記)를 하고, 기초어휘에 해당하지 않는 한어나 한자로
표기하였을 때 읽는 법이 난해한 특수 어휘에 대해서는 한자의 음만을 빌려 가나 표기를 한 것이
라 보았다. 또한 니시미야 가즈타미(西宮一民)2)는

고지키

내에 음주(音注)나 훈주(訓注) 등이

적혀 있는 용어(附音注)는 원자료에 한자로만 적힌 용어를 오노야스마로(太安万侶)가 옮겨 적을
때 가나표기를 더하여 오독(誤讀)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보았다. 구전을 기록함에 있어서
당대 사회에 통용되던 한자어를 사용하되 혼돈 가능성이 있는 한자에 대해서는 음으로 읽거나 훈
으로 올바르게 읽도록 일종의 안내 표식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상대 기록문학의 특징에 착안하여 본고는

니혼쇼키(日本書紀)

음주에 보이는 ‘오지

(ヲヂ)’의 용례를 정리하여 의미를 재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론
2.1 ‘시호쓰치노오지(塩土老翁)’의 신명
시호쓰치노오지(塩土老翁)는 니혼쇼키 신대권 제9단과 제10단, 인대권에서 일본 초대왕인 진
무(神武) 즉위 전기 이렇게 총 세 단에 걸쳐서 등장하는 신이다.

니혼쇼키 신대권의 특징은 제

1단부터 제11단까지 하나의 줄거리를 잇는 본전(本伝)과 유사 전승을 기록한 일서(一書)로 구성
되어 있는데, 시호쓰치노오지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은 제9단 일서 제4의 전승이다. 제9단은
아마테라스오호미카미(天照大神)의 손자인 아마쓰히코쿠니테루히코호노니니기노미코토(天津彦国
1) 佐竹昭広ほか校注(2003), 新日本古典文学大系4 萬葉集 4, 岩波書店, pp.3 13. 「万葉集を読むために 歌語さまざま」
2) 西宮一民(1988), 「古事記の仮名表記」, 古事記年報 30号, 古事記学会, pp.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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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彦火瓊瓊杵尊, 이하 ‘니니기노미코토’라 함)가 지상 세계에 강림하는 내용이 주가 되어 ‘천손강
림(天孫降臨)단’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다음은 천신의 손자인 니니기노미코토가 지상 세계로 강
림한 다음 시호쓰치노오지와 만나는 장면이다.
드디어 아타(吾田)의 나가야(長屋)의 가사사 해변(笠狹之御碕)에 이르렀다. 그곳에 한 신이
있었는데 이름은 고토카쓰쿠니카쓰나가사(事勝国勝長狹)라 한다. 천손은 그 신에게 “나라가 있
느냐?”고 물었다. 이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명대로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하였
다. 그리하여 천손은 그곳에 머물러 지냈다. 고토카쓰쿠니카쓰나가사는 이자나키노미코토(伊奘
諾尊)의 자식이다. 또 다른 이름은 시호쓰치노오지라 한다.3)

이 단에서 시호쓰치노오지는 천신 이자나키노미코토의 자식이라는 설정과 함께 천손에게 나라
를 양도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그가 본래 아타 나가야에 있는 가사사해변 일대를 관장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제10단은 니니기노미코토의 두 자식들이 주인공인 이야기로 바뀌는데, 형인 호노스소리노미코
토(火闌降命)가 우미사치(海幸)라는 보물을 지니고, 동생인 히코호호데미노미코토(彦火火出見尊)
가 야마사치(山幸)라는 보물을 지닌 신이다. 이러한 진귀한 보물을 다루는 두 신들의 이야기인
제10단을 ‘우미사치・야마사치단’이라고도 한다. 이 단에서 시호쓰치노오지는 제10단 본전, 일서
제1, 제3, 제4의 전승에 등장하는데, 형의 보물을 잃어버린 히코호호데미노미코토가 상심하고 있
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궁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인물로서 등장한다. 전승 속에서
시호쓰치노오지는 주도적으로 계략을 세우고 해궁으로 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주인공에게
크게 조력한다는 점에서 천손강림단의 면모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미사치・야마사치단의 내용은 고지키 에도 보인다. 야마사치를 다루는 동생인 호오리노미키
토(火遠理命)가 형의 보물을 잃어버린 후 바닷가에 갔을 때 시호쓰치노카미(鹽椎神)가 작은 배를
만들어 해신의 궁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유사 전승이다.4) 두 문헌의 전승은 큰 맥락은 공유
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 중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고지키 의 경
우 야마사치에게 조력하는 이 신을 ‘시호쓰치노카미’라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니혼쇼키 는 이 신의 이름을 ‘시호쓰치노오지(鹽土老翁)’라 명명하였고, 제10단 일서 제4의 전승
에서는 ‘시호쓰쓰노오지(鹽筒老翁)’, 같은 단 일서 제1의 전승에서는 ‘장로(長老)’라는 용어로 표
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호쓰치’라는 신을 노인으로 그리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
해 일본고전문학대계(日本古典文学大系)는 ‘해로의 신이 노옹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런 풍부한 지
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는 노옹보다 나을 자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하였다.5) 곤경에
3) 坂本太郎ほか校注(1967), 日本古典文学大系67 日本書紀 上, 岩波書店, p.157. 본문. <到於吾田長屋笠狹之御碕。時彼處有一
神、名曰事勝国勝長狹、故天孫問其神曰「国在耶。」對曰「在也。」因曰「隨勅奉矣。」故天孫留住於彼處。其事勝国勝神者、是伊
弉諾尊之子也、亦名鹽土老翁。>
4) 倉野憲司・武田祐吉校注(1958), 日本古典文学大系1 古事記･祝詞 , 岩波書店, pp.137 138. 본문. <於是其弟、泣患居海邊之
時、鹽椎神來、問曰「何虛空津日高之泣患所由。」答言「我與兄易鉤而、失其鉤。是乞其鉤故、雖償多鉤、不受、云猶欲得其本鉤。
故泣患之。」爾鹽椎神、云「我爲汝命、作善議。」卽造无間勝間之小船、載其船、以教曰「我押流其船者、差暫往。將有味御路、乃
乘其道往者、如魚鱗所造之宮室、其綿津見神之宮者也。>
5) 日本書紀 上・日本古典文学大系67, 앞의 책, pp.157 158. 두주 22번 참고. <海路の神が老翁として登場するのは、そう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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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주인공을 도울 만큼 해박하고 지혜로운 면모를 극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니혼쇼키 는 이 신
을 노인으로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니혼쇼키 가 노인으로 그린 ‘시호쓰치노오지’의 신명에 보이는 ‘오지(老翁)’는 제9단 일서 제5
에 ‘노옹, 이를 오지(烏膩 )라 읽는다’6)라는 분주(分註)가 보이기 때문이다. 분주는

고지키 와

니혼쇼키 에서 처음 출현하는 어휘의 읽는 법을 본문보다 작게 표기한 것인데, 이에 따라 제10
단 이후에도 ‘노옹’을 ‘오지’라고 읽는 것이다. 노인과 ‘오지’의 연관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먼저
‘오지’의 또 다른 용례에 대해 다음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2.2 ‘오지’의 용례 검토
가나표기한 ‘오지(烏膩)’에 대한 또 다른 용례는 니혼쇼키 고교쿠(皇極) 2년 10월에 ‘바위 위
에서 작은 원숭이 쌀을 굽네. 쌀이라도 먹고 가요. 산양같은 오지(烏膩)’7)라는 노래에서 보인다.
동년 11월 기사의 풀이에 의하면 이 노래에 보이는 ‘산양같은 오지’란 야마시로노오에노미코(山
背大兄王)의 희끗희끗하게 얼룩진 머리가 산양과 닮은 것을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8) 이
11월 기사는 대신(大臣) 소가노이루카(蘇我入鹿)가 야마시로노오에노미코의 거처인 상궁에 불을
질러 이에 야마시로노오에노미코가 깊은 산 속으로 도망쳤다는 내용을 암시한다. 이 ‘오지’라는
가나표기에 대해 일본고전문학대계는 ‘老翁(をぢ)’9)라고 풀이하고, 신편일본고전문학전집(新編日
本古典文学全集)는 ‘小父(をぢ)’10)라고 풀이한다. 신편일본고전문학전집은 해당 노래의 두주(頭
注)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지’는 ‘아저씨(小父)’의 의미이다. 신대권에 ‘노옹, 이를 오지(烏膩)라 읽는다’라는 훈주에
의거하여 여태까지 ‘할아버지(老翁)’로 풀이해 왔으나, 이 훈주는 ‘오키나’로 읽히지 않도록 하
기 위해 쓰인 것이므로 같은 용례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의 ‘오지’는 ‘아저씨’의 의미이다.11)

상기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계보상으로도 야마시로노오에노미코는 소가노우마코(蘇我馬
子)의 딸, 도지코노이라쓰메(刀自古郎女)의 아들이므로 소가노이루카의 이종사촌뻘로 늙은 할아버
지를 빗대어 표현했다는 종래의 해설은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오지’라고 훈독하는
대상을 늙은 할아버지로 해석했을 때 오류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시호쓰치노오지’의
た豊富な知識と経験とを持つ者としては、老翁に及ぶものが無かったからであろう。>
6) 日本書紀 上・日本古典文学大系67, 앞의 책, p.160. <老翁、此云烏膩。>
7) 坂本太郎ほか校注(1965), 日本古典文学大系68 日本書紀 下, 岩波書店, pp.249 251. 본문. <于時、有童謠曰、伊波能杯儞、古
佐屢渠梅野倶、渠梅多儞母、多礙底騰裒囉栖、歌麻之々能烏膩。>
8) 日本書紀 下・日本古典文学大系68, 위의 책, p.253. 본문. <時人、說前謠之應曰、以伊波能杯儞、而喩上宮。以古佐屢、而喩林
臣。林臣、入鹿也。以渠梅野倶、而喩燒上宮。以渠梅拕儞母、陀礙底騰褒羅栖、柯麻之々能鳴膩、而喩山背王之頭髮斑雜毛似山
羊。又棄捨其宮匿深山相也。>
9)

日本書紀 下・日本古典文学大系68, 위의 책, pp.249 251. 본문. <〇岩の上に 小猿米焼く 米だにも 食げて通らせ 山羊
の老翁(をぢ)>

10) 小島憲之外訳(1998),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4 日本書紀 3, 小学館, p.79. <〇岩の上に 小猿米焼く 米だにも 食げて通ら
せ 山羊の小父(をぢ)>
11) 小島憲之外訳(1998),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4 日本書紀 3, 小学館, p.79. 두주 8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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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를 제외하면

고지키 와

니혼쇼키

속에서 ‘오지’로 읽는 예는 ‘숙부(叔父)’, ‘백부(伯父)’,

‘종부(従父)’, ‘구(舅)’ 등의 친족관계 용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와묘루이쥬쇼(倭名類聚抄)에는
‘伯父、叔父’는 아버지의 형제를, ‘舅’는 어머니의 형제를 뜻하는 말이며, 이에 해당하는 일본어는
‘乎知(をぢ)’라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본고의 고찰대상인 ‘노옹, 오지로 읽는다’는 분주를 다시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문헌에 이렇게 읽는 법을 명시하는 것은 해당 어휘를 올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노옹’으로만 표기하였을 때 다른 훈독으로 읽힐 가능성을 방
지하기 위한 장치로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분주는 상기 인용한 해설처럼 ‘노옹’을 ‘오키나’
라고 읽힐 것을 염려하여 올바르게 ‘오지’로 읽도록 유도하기 위해 달아놓은 분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니혼쇼키 에서 ‘오지’와 ‘오키나’를 구분하고자 한 본질적인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
‘오키나’의 용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3 ‘오키나’의 용례 검토
니혼쇼키

진무 즉위전기 무오년(戊午年) 9월 기사12)에는 진무텐노가 야마토지방으로의 동정

과정에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마노카구야마(天香山)의 흙으로 접시와 병을 만들어 제사를 지
내려고 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진무텐노는 꿈속에서 신탁의 지시를 내려받아 적군이 머물러 있는
곳을 지나서 산에서 난 것들로 제사를 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적진에 몰래 들어가 산꼭대기
의 흙을 가져오는 임무를 맡은 시이네쓰히코(椎根津彦)와 오토우카시(弟猾)를 각각 ‘오키나(老
父)’ ‘오미나(老嫗)’로 변장을 시키고 적의 부대로 향하게 한다. 이때 적의 군인들은 이 늙은이들
을 보고 ‘추하다(大醜)’며 하찮게 여기고 통행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기사를 통해 ‘오키
나’, ‘오미나’에 대한 마이너스적 의미가 존재하였음을 가늠케 한다.
다음은 만요슈 속 ‘오키나’의 또 다른 용례이다.
① 巻18・4128
여행하는 노인(於伎奈)이라 생각되어 바늘을 주셨나보다. 무언가 꿰맬 것은 없는지?13)
② 巻18・4133
바늘 주머니를 받았어요. 그런데 스리 주머니를 이번에는 받고 싶어요. 노인(於吉奈) 흉내를
좀 내 보게요.14)

상기 두 수는 에치젠노쿠니(越前國)로 전출된 오토모노스쿠네이케누시(大伴宿祢池主)가 오토모
노야카모치에게 보낸 노래이다. 이는 단신부임 중인 이케누시가 ‘오키나’라고 자신을 비하15)하며
12) 日本書紀 上・日本古典文学大系67, 앞의 책, p.201. 본문. <天皇 既以夢辭爲吉兆 及聞弟猾之言 益喜於懷 乃使椎根津彥
著弊衣服及蓑笠 爲老父貌 又使弟猾被箕 爲老嫗貌 而勅之曰「宜汝二人到天香山潛取其巓土而可來旋矣 基業成否 當以汝
爲占 努力愼歟」是時 虜兵滿路 難以往還 時 椎根津彥 乃祈之曰「我皇當能定此國者行路自通 如不能者賊必防禦」言訖徑去
時 群虜見二人 大咲之曰「大醜乎【大醜 此云鞅奈瀰爾句】老父老嫗」則相與闢道使行 二人得至其山 取土來歸>
13) 万葉集 4・新日本古典文学大系4, 앞의 책, p.250. <草枕 旅の翁と(原文:多比乃於伎奈等) 思ほして 針ぞ賜へる 縫はむ
物もが>
14) 万葉集 4・新日本古典文学大系4, 위의 책, p.254. <針袋 これは賜りぬ すり袋 今は得てしか 翁さびせむ(原文:於吉奈
佐備勢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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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계미를 더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①은 덴표쇼호(天平勝宝) 원년(749년) 11월 12일에 보낸
것인데 이에 앞서 야카모치가 이케누시에게 보낸 물건이 바꿔치기 당해 바늘이 도착한 것을 보고
장난기 어린 노랫말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②는 동년 12월 15일에 보낸 것으로 노랫말에 ‘스리
주머니(すり袋)’가 아직까지 미상이지만 ‘노인에게 어울리는 물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16) 여기
에서 ①의 ‘여행하는 노인’과 ②의 ‘노인흉내’에 쓰인 ‘오키나’는 물리적으로 ‘나이 든 사람’을 의
미하는 말이 아닌 늙은이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말로 이해할 수 있다.
니혼쇼키 와 만요슈 속 용례 분석을 통해 ‘오키나’에는 긍정적인 인식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담겨 있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시호쓰치노오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왕가의 인물이 곤경에
처해있을 때 지혜롭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력가의 위치에 있는 신이므로 노옹을 ‘오지’라고 읽
도록 유도한 분주는 ‘오키나’가 갖는 부정적 인식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4 ‘오지’의 ‘ヲ’
앞에서 ‘오지’와 ‘오키나’가 갖는 어감과 쓰임을 중심으로 두 용어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
이 두 용어는 가나표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시호쓰치노오지의 음주에
쓰인 ‘오지(烏膩)’는 와(ワ)행의 ‘ヲヂ’로 읽는 반면, ‘오키나’의

만요슈

용례에서는 아(ア)행의

‘オキナ(於伎奈, 於吉奈)’로 표기한다는 점이다.
일본 상대문학 속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행의 ‘오(オ)’와 와행의 ‘오(ヲ)’
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오호케노미코(オホケ, 후의 仁賢天皇)’와
‘오케노미코(ヲケ, 후의 顕宗天皇)’에 대한 모토오리 요시나가(本居宣長)의 해설을 인용한 것이다.
오호케노미코(意富祁, オホケ)와 오케노미코(袁祁, ヲケ)는 니혼쇼키에는 ‘오케노미코토(億計
尊, オケ)’, ‘오케노미코토(弘計尊, ヲケ)라 되어 있다. ‘오(億, オ)‘는 ‘오호(意富)’와 같다. ‘오
(意, オ)’만으로도 ‘크다(大, オホ)’란 의미로 오(袁, ヲ)와 대비되어 사용된 또 다른 예시로는
자매 이름인 오케쓰히메노미코토(意祁都(オケツ)比売命), 오케쓰히메노미코토(命袁祁都(ヲケツ)
比売命) 등을 들 수 있다.17)

상기 해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이의 많고 적음의 대비를 나타내기 위해 나이가 많은 쪽에는
아행의 ‘오(オ)’를 사용하며, 나이가 적은 쪽에는 와행의 ‘오(ヲ)’를 사용하는 언어습관이 존재했
다. 앞서 와묘루이쥬쇼에 기재된 ‘오지’라는 용어가 친족 호칭 중 ‘부모의 형제’를 의미하는 말임
을 확인하였는데 동일한 고사전에 ‘증조부(曾祖父)’를 ‘오호오호지(於保於保知, オホオホヂ)’, ‘조
15) 小島憲之・木下正俊・東野治之校注(1996),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9 萬葉集 4, 小学館, p.281. <〇旅の翁 旅は、都の家を
離れ越前に来ているのでいう。家持もその点同じだが、この頃、妻の大嬢(だいじよう)が越中国守の公館に来ていたと思わ
れ(4169題詞)、単身赴任の池主はわざと年寄りじみて醜いように卑下したのであろう。実際、家持より年長でもあったと思
われる。>
16) 万葉集 4・新日本古典文学大系4, 위의 책, p.252. 두주 참고.
17) 大野晋・大久保正編集校訂(1974), 本居宣長全集 第12巻, 筑摩書房, p.253. <意富祁(オホケノ)王、袁祁(ヲケノミ)王、書紀
には、億計尊弘計尊とあり、億(オ)は即意富(オホ)なり、意(オ)とのみにても大(オホ)の義にて袁(ヲ)に対へたる例は意祁都
(オケツ)比売命袁祁都(ヲケツ)比売命【是も姉妹の名なり、】などあ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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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祖父)’를 ‘오호지(於保知, オホヂ)’라 명시하고 있다. 즉, ‘오지’를 와행의 ‘오(ヲ)’로 가나표기
한 것은 조부・조부모를 ‘오호지’라 하여 아행의 ‘오(オ)’와 대응되는 표기로 봐야 할 것이다. 따
라서 친족간의 호칭인 ‘오지 오호지’를 하나의 대칭되는 용어로 사용하고 ‘오키나’는 별도의 굴레
에 해당하는 일종에 비속적 표현으로 구분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본고는 니혼쇼키 시호쓰치노오지 전승에 이 신의 신명에 쓰인 ‘노옹’이라는 한자를 ‘오지’로
읽도록 한 분주에 착안하여 이 분주가 의미하는 바를 재검토한 것이다. 이는 종래의 해설과 같이
‘노옹’을 ‘오키나’로 오독하지 않도록 분주를 작성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두 용어가 혼용되는 것
을 방지하고자 한 니혼쇼키 속 인식의 근원에 접근해보고자 한 것이다. ‘오지’와 ‘오키나’의 용
례 분석을 통해 당대 통용되던 두 용어에 대한 뉘앙스 차이를 정리할 수 있었으며, 두 용어 외에
도 조부를 의미하는 ‘오호지’와 연관지어 대응되는 표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
하여 니혼쇼키 의 편자가 시호쓰치노오지를 ‘오지’라고 표현함으로써 획득하는 이상적 인물상을
엿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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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천황상 형성과 군키모노가타리(軍記物語)
― 다이헤이키(太平記) 의 세계에 투영된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 를 중심으로―
韓采 旼 (高麗大)

1. 서론
다이헤이키(太平記) 에 등장하는 고다이고 천황(後醍醐天皇)과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正成)는
근대에 들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일본의 근대 천황상의 형성을 위해 겐무의 중흥(建武の
中興)과 구스노키의 충절이 부각된 것이다. 즉

다이헤이키 의 세계와 그 소재는 근대 국민국가

를 구축하는데 교육, 언론, 의회 등을 통해서 동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이헤이키 의 창작자는 고다이고 천황을 덕이 없는 군주로 평가하며, 고다이고 천황

의 친정 역시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음을 가감없이 묘사하고 있다. 또한 구스노키의 충절에 관
한 일화에 변용이 일어나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즉 작중에서 객관적으로 묘사된 천황과
무사의 인물상은 근대 국민국가 형성을 위해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고 변화가 발생하고 특정한 측
면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군키모노가타리(軍記物語)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헤이케모노가타리 는 근대에 국민적
서사시로서 규정되며 민족주의적인 문학으로 위치 지어진 측면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서사
구조 및 사상성이 다이헤이키 에 미친 영향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분석을 시도한
적은 거의 없었다. 이에 본고는 덕치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두 작품의 사상적 영향관계에 초점
을 맞추고 고찰하여, 문학을 통한 중세와 근대의 연결성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근대 천황상의 구축을 위한 다이헤이키 의 활용
천황 권력의 복권은 막말 유신 초기의 지사들에게 중세 군키모노가타리 중 하나인 다이헤이키
에 등장하는 고다이고 천황의 ‘겐무의 중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다이헤이키 의 세계를

대표하는 무사인 구스노키 마사시게는 훌륭한 지휘관으로서 삼덕(三德)을 갖춘 것과 무엇보다
‘천황을 위해 일곱 번 다시 태어나더라도 적을 끝까지 없애겠다(七生滅賊)’는 충절의 정신이 요
시다 쇼인(吉田松陰) 등에 의해 높이 평가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은 구스노키 마사시게를
신으로 모시는 미나토가와 신사(湊川神社)를 건립하고 1880년에는 메이지 천황이 직접 신사를 방
문하며, 1903년에는 황궁 앞에 그의 동상이 세워진다. 이처럼 막말 유신기의 존왕론은 천황의 친

- 125 -

정을 의미하는 고다이고 천황의 ‘겐무의 신정(新政)’과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천황에 대한 절대적
인 충성’을 메이지 유신의 의의와 연결지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최초로 일본문학사(日本文学史) 를 저술한 미카미 산지(三上参次)도 일본문학사 와
1909년에 저술된 가마쿠라문명사론(鎌倉文明史論) 에서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위대함을 역설하고
있는데, 구스노키 마사시게에 대한 숭배는 1935년에 이루어진 난코육백년제(楠公六百年祭)를 기
념한 그의 활동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년도인 1934년은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죽은 지 600
년이 되던 해로, 이를 기념하여 1935년에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1934년은 겐무중흥육백년제(建武中興六百年祭)가 열린 해이기도 했다. 즉 미카미 산지는 1934
1935년에 개최된 구스노키와 관련된 토론회, 대강연회 등 각종 기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인다. 이러한 미카미 산지의 활동은 천황을 위한 영원한 충성을 다짐하는 구스
노키의 위대함을 알림으로써 그 정신을 알리고 국민의 정신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다이헤이키 의 서술 양상은 비교적 객관성을 띠고 있
는데, 작품은 군신의 도리를 강조하면서 고다이고 천황에 대해서 ‘덕 없는 군주’로서 묘사하고
있으며, 그의 친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실존
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의문이 있고, 작중에서 칠생멸적을 선언한 것은 구스노키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대 국민국가 형성을 위해 그의 천황에 대한 충성과 활약이 높이 평가되어 작중의
표현 양식을 변용시키며 교과서에 일화가 수록되기도 하였다. 즉 중세에 창작된 다이헤이키 에
는 군신의 덕을 중요시하는 ‘덕치주의’와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근저에 있었지만,
근대 천황상 형성과 국민상 형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이 채택되고 활용된 경향이 있었다.

다

이헤이키 가 강조했던 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군신의 참된 모습의 실현은 그 이전에 성립된 군
키모노가타리인

헤이케모노가타리 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다이헤이키 가 실증주의 역

사학자들에 의해서 사료적 가치가 폄하되던 때에도 ‘민중의 정신’이 담긴 것으로 평가받고,
이헤이키 를 토대로 근세에

대일본사(大日本史) 가 쓰여졌던 작품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다
다이

헤이키 가 지닌 사상의 원류라고 볼 수 있는 헤이케모노가타리 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3. 헤이케모노가타리 의 사상을 내재한 다이헤이키
헤이케모노가타리 가

다이헤이키 의 성립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표현의 유사성과 소재의

동일성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로,

헤이케모노가타리 를 참고하여

다이헤이키 가 창작된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이 장에서는 특히 헤이케모노가타리 의 서사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상성이 다이헤이키 에 투영된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헤이케모노가타리 는 개괄해서 황실의 권위에 도전하고 무시하며 악행을 거듭

하는 헤이케를 겐지가 타도하고,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淸盛)에 의해서 정지되었던 고시라카와(後
白河) 법황의 인세이(院政)가 부활하며 마무리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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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작품은 ‘황실 주도의 국정운영과 조정을 수호하는 무사의 협정’이 이상적인 일본의 정
치체제라는 사상을 발신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사실
로 이러한 사상은

구칸쇼(愚管抄) 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무사의 대두를 인정하지

못한 ‘덕이 없는 군주’인 고토바(後鳥羽) 상황을 부정하고, 신앙심이 깊은 고시라카와 법황과 황
실을 존숭하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賴朝)를 긍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요리토모는 기요모
리와는 다르게 이세 신궁과 황실에 대한 존숭 의식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기록이 있고, 시대와
학자마다 요리토모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 대체로 그를 ‘근왕자’로서 인정하는 쪽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황실을 존숭하는 무사’인 요리토모와 당시 ‘황가의 핵심 인물’인 고시라카와 법황의 존재
가

다이헤이키 의 구스노키와 고다이고 천황의 경우와는 다르게 전경에서 부각되어 있지는 않

다. 하지만 요리토모와 고시라카와 법황의 존재는 앞서 언급한 사상의 정당성을 위해, 작품이 전
개되는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예로서 하치만 신이 “한동안 헤이케에게
맡겨두었던 절도(節刀)를 이제 이즈(伊豆)에서 귀양 살고 있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에게 맡기려고
한다”1)고 발언한 점이나 초인적인 힘을 얻은 승려 몬가쿠(文覚)가 요리토모를 돕는 점, 고시라카
와 법황의 세력이 회복되며 황실 위주의 정치적인 획책을 시도하는 점, 결과적으로 헤이케 타도
를 통해 조정 중심의 국정 운영 그리고 조정의 수호자인 겐지의 협력이라는 두 인물의 계획이 최
종적으로 성취되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헤이케모노가타리 가 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조정과 무사의 협력체제를 이상으로 내
건 것은 조큐의 난(承久の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해 조큐의 난의 결과로 조정의 권위
가 실추되고 무사의 세상이 도래된 사실에 마주하여, 군주가 신하에게 패배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역사의식의 발로로 헤이케모노가타리 가 창작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때 무사의 세
력을 인정하지 않는 ‘덕이 없는 군주’는 패배한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이다.

다이헤이키 도 헤이

케모노가타리 와 유사한 조정과 무사의 충돌 및 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탄생하였고,

헤이케모노

가타리 의 사상을 흡수하여 군신의 덕을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중세의 군키모노가타리 중 하나인

다이헤이키 에 등장하는 작중 인물과 사건은, 근대 국민국

가 형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이롭게 활용되도록 서술 방식이 변용되어 교과서에 수록되
었고, 특정 부분만을 강조하여 이벤트화된 측면이 있었다. 이는 작품의 덕치주의를 토대로 한 사
상성은 무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원을 두고 있다.
이 있으며,

다이헤이키 의 사상적 토대는

헤이케모노가타리 가 성립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헤이케모노가타리 에 그
다이헤이키 와 유사한 점

헤이케모노가타리 가 주장하는 군신의 도리를 기반으로 한 ‘조정과 조정의 수호자인

무사의 협력체제의 실현’은

다이헤이키 의 창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고찰을

통해서 근대 천황상은 근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시대마다 다른 천황상이 존재했음
1) 市古貞次 校注･訳 新編日本 古典文学全集 45･46 平家物語 ① (小学館, 2006), pp.362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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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어떻게 천황제가 단절없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점, 근대 국민
국가 창조를 위해서 중세의 문학 작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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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後の日本文学と映画
―三島由紀夫の原作映画を中心に―
李佳呟 (高麗大)

1．はじめに
「憂国」は、2.26事件を背景にした三島由紀夫の小説である。この作品は1961年1月に 小説中央公論
で発表され、映画は5年後の1966年に公開された。小説「憂国」は三島の秀作と評価されながらも、一
方では天皇制を擁護するという非難を受けるなど、発表とともに日本社会に話題をまいた。小説発
表の後、三島は自ら監督と主演を務め「憂国」を映画化し、映画＜憂国＞はツール国際短編映画祭で
劇映画部門第2位に入賞、東和を通してニューヨークやパリなどで封切られた。西欧の観客は、生き
生きと描写された切腹シーンに大きな衝撃を受けたとされ、その後1970年に三島が自衛隊に乱入し
て公開切腹した事件と重なり、西欧に三島由紀夫という名を強く印象付ける契機となった。
二・二六事件外伝として書かれた作品である、割腹自殺を遂げる士官の事件を描いた「憂国」を論
じるにあたって、これまで多くの研究において、主な分析対象となされてきたのが作者と同性の男性
登場人物であった。しかし、ここで注目すべきは、「憂国」では割腹自殺をする武山中尉という男性以
外に、妻である麗子も自ら死に至ることである。中尉の死の後に設定された麗子という女性の死は、
これまであまりにも容易に見すごされてき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本発表では、これまで見すごされ
てきた女性登場人物のあり方を小説と映画を比較しながら考察する。小説と映画に表れる女性像に
着目して三島の小説と映画それぞれの特徴について探っていくことにする。

2．三島由紀夫と映画
三島の作品を原作とした最初の映画は、1951年公開された＜純白の夜＞で、原作は1950年の 純白
の夜 であった。 純白の夜 は、婦人雑誌「婦人公論」に連載された妻の姦通小説だが、フランスの心
理小説を模して、愛の世界が巧みに描かれている。三島としても成功した小説の一つである。しか
し、四本目の映画化作品 潮騒 まで三島は映画にはほとんど無関心であった。
潮騒 は、1954年に書かれた純朴な若い恋人同士の純愛物語であり、ベストセラー小説である。三
島は映画＜潮騒＞の撮影中に、ロケ地である三重県の神島を訪れ、「 潮騒 ロケ随行記」を発表する。
小説の映画化についての三島の考えを以下で確認する。
小説の演劇化乃至映画化の過程というものは、目の前で行われると、異様な感じのするもので
ある。はじめから別物だとおもってしまえば問題ではないが、とにかく目前の人物には、私のつ
けた名前がついているのである。小説では、どんなに劇しい行為を描いても、作者には行為の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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味だけがわかっていて、行為の体験というものはないのであるが、映画俳優は、目の前でその行
為を演じて見せるのである。(中略)他人の肉体を通じて実現されるのを見ると、行為ははっきり
した独自の輪郭をもち、(後略)

ここから、三島が映画を俳優の肉体によって実現される行為と捉えているのがうかがえる。俳優
の肉体を通してはじめて作者が意味を付与した行為が他人(観客)に伝わることとなり、その手段
である肉体の重要性が増してくる。このように三島の映画観は肉体論なしでは成り立たないもの
であろう。こうした考えは「映画的肉体論――その部分及び全体」によく表れる。三島は「映画的肉
体論」を通して、映画における肉体の必要性について考える。映画と肉体の関係、とりわけカメラ
に映る俳優の肉体がいかに映画の特性を持つのかについて三島は探求しており、後述するように
映画＜憂国＞で如実に表れるのである。
一方、三島は初めての世界旅行を通して自分の肉体に対する認識を変える。1951年、ハワイへ行
く船のデッキで太陽を浴びる自分の肉体の感覚によってはじめて自身の存在を確認したという。
それをきっかけに肉体改造を考えた三島は1955年にはボディビルを、1956年にはボクシングのト
レーニングを、そして1958年からは剣道を始めるに至る。こうした肉体論は三島の作品観も変化
させる。変化の中で最も注目すべきは人物造形、とりわけ女性人物に対する変化である。
三島が「肉体」について語るとき、そのほとんどは男性の「肉体」を対象としており、女性の「肉
体」について三島は、「恐れ、到達することができない」未知なものとして捉えていた。しかし、 禁
色 では女性の「肉体」に対する認識の変化が表れており、女性の身体を「はじめて見る夫人のあら
はな體に悠一(男性主人公―引用者注)は感心した。その肉體は優雅と豐かさを兼ねそなへてゐた」
と評する男性主人公の一文からうかがえる。つまり、恐怖の対象であった女性の肉体は、一転して
魅惑の対象へと変わっていたのである。

3．三島由紀夫の原作映画、そして中間小説
ここで三島の原作映画を概観すると、＜純白の夜＞(1951、松竹)、＜夏子の冒険＞(1953、松竹)、
＜にっぽん製＞(1953、大映)、＜潮騒＞(1954、東宝 とうほう)、＜永すぎた春＞(1957、松竹)、＜美
徳のよろめき＞(1957、日活)、＜炎上＞(1958、松竹)、＜灯台＞(1959、東宝)、＜不道徳教育講座＞
(1959、日活)、＜お嬢さん＞(1961、松竹)、＜剣＞(1962、松竹)、＜黒蜥蜴＞(1962、大映)、＜獣の戯
れ＞(1964、大映)、＜肉体の学校＞(1965、東宝)、＜複雑な彼＞(1966、松竹)、＜憂国＞(1966、自主
製作) 、＜ 愛の 渇き＞(1967 、 日活) 、＜ 音楽 ＞(1972 、 行動社 ・ 日本ATG) 、＜ 午後の 曳航＞(1976 、
Martin Poll Lewis John Carlino Production)、＜春の雪＞(2005、東宝)、＜美しい星＞(2017、ギャ
ガ)などがあり、原作映画の多くは「中間小説」であったといえる。
三島作品は多くのベストセラーとなり、映画化するには十分商品として価値があったと思われ
るが、映画化された作品の中で成功したのは少なく、 潮騒 、 炎上 、 愛の渇き ぐらいであっ
た。三島作品を映画化するのは彫琢された文体や華麗なレトリックのため難しく、観念的な主題
と心理描写の多さにより映画とはかけ離れている。しかし、ストーリーばかりを追いかける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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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島文学の素敵さは消えてありふれた作品になってしまう。三島の原作映画に中間小説的なもの
と位置づけられているものが多いのもそのためであろう。
「中間小説」とは女性読者および大衆向けの娯楽小説として簡略に定義することができる。純文
学に比べより大衆的なものとして出現した中間小説は女性誌など雑誌メディア発達とともに流
行し、三島も大衆雑誌にそうした作品を複数発表している。三島にとって「中間小説」とは、大衆
文学に属しながらも簡単に消費されるものではなく、社会小説の源といえるほどに広い視野を有
する社会風俗的な文学、言い換えれば、社会および人間がかかわるあらゆるものを扱う文学ジャ
ンルであり、いわば大衆的側面をもつ純文学であることには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中間小
説」に対するこうした三島の観点から、前述の三島の原作映画に中間小説的なものが多かったこ
とを再びみる必要があると考えられる。
＜愛の渇き＞(1967)は「女性映画」として成功したと評
価され、三島も「 炎上 につぐ出来栄え」と絶賛した。「映
画は、はじめから部分摘示によって全体を暗示する芸術
であり、まず全体の呈示によって部分を生かしてゆく演
劇芸術とは、方法論が違うのである」という三島の指摘の
ごとく、＜愛の渇き＞では女優の肉体の部分的アップに
よるカット 割 りがその 部分及 び 全体 を 象徴 している。

4．小説「憂国」と映画＜憂国＞
映画に対する三島の考え、とりわけ俳優の肉体、(全体を暗示する)部分アップは、三島自ら監督
を務めた映画＜憂国＞で存分に生か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前述のように作家自らが肉体改造をすることで三島文学における「肉体」の意味は変化し、特に
女性を中心にした意味変化が大きいことを指摘した。強靭な肉体を得た三島は、作品の世界も変

化し、もはや恐怖、未知の対象として女性の肉体を描かない。「とこかて
゙
゙肉体が私を支えていて、
作品の肉体的活力を保証する」という三島の言及のように、1961年の作品「憂国」では「二人とも健
康な若い肉体を持っていた」主人公夫婦が登場し、特に妻・麗子の「美しい肉体」は「力強い(中略)
清らかさ」を示す。このような健康な肉体は麗子に強靭な精神を与え、夫の所有物としてではな
く自ら行動する主体性を与える。

このような麗子の主体性は、決起の知らせを聞いて出かけた

夫の意中を察して彼女自ら死を準備する場面である、次の描写で明確に表れている。「麗子は雪
の朝ものも言わず駆け出して行った中尉の顔に、すてに
゙ 死の決意を読んたのてある
゙
゙
。良人かこの
゙
まま生きて返らなかった場合は、跡を追う覚悟かてきている
゙ ゙
。彼女はひっそりと身の回りのもの

を片つけた
゙
」。麗子の健康で美しい肉体が主に男性の目を通して描かれているとは対照的に、男
性が不在の間、麗子は自ら考え、行動する主体として描かれていることが分かる。
小説「憂国」における麗子の在り方(外的・内的描写など)は台詞や独白さえない映画＜憂国＞で
は、俳優の肉体が主に部分アップされて表現される。前述の小説で自ら死を準備することで身の
回りのものを片付ける麗子の姿は、いくつかの小物と彼女の手が部分アップされ、象徴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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つまり、映画ではカメラに映られる俳優の肉体(これを通した身体的な行為)とその部分のクロー
ズアップを通してそのカットの全体的な内容が語られるのである。 映像の中で始終映られる女
性・麗子の姿は特にその身体の部分が異様なまでにクローズアップされることが多い。前述の小
説における登場人物による台詞と語り手による描写や行動(これらを通して女性人物の主体性が表
れるも言える。)を三島は誇張なクローズアップによって表現しようとし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三島は死の場面を非常に丁寧に、高い緊迫感を持ってドラマチックに描く。夫の切腹の一部始
終を自身も血まみれになりながら見届けたあとで自害を準備する麗子の姿の描写は、映画におい
ては以下の引用のように身体の部分をクローズアップすることで象徴される。「映畫において、
(中略)心理には全身が全く必要でない」という三島の考え通り、麗子の悲劇的な心理過程は彼女
の顔、手、足という部分で表現されるのである。

5．おわりに
三島小説の特徴は、(夫婦単位を含め)男女関係、とりわけその枠組みの中での女性の姿を描くこと
に力を注いでおり、独特な女性像は彼の文学の特徴の一つである。こうした女性人物の姿は、自ら出
演・制作するほど映画好きの作者三島により、彼の原作映画においても特徴的である。特に自作自演
した映画＜憂国＞においては映画に対する三島の思想がよく表れ、映画世界で重要であると考えた
俳優の肉体とその部分のクローズアップが巧みに活用されている。三島の映画論の影響のせいか彼
の原作映画の多くは「中間小説」的なものであったが、これらの作品で映られる女性の身体のクロー
ズアップを単なる性的対象として読み取れてはならない。小説におけるリアルな描写は、そのまま映
画化されて自然なサイズを逸脱し、もっともリアルな描寫に転化するのである。クローズアップされ
た女性の肉体はただ観客に見せるためではなく、台詞の代わりでもあり、心理表現でもある。かくし
て三島は作品世界において女性登場人物に大きな意義を担わせるという点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
る。こうした作家三島の意図が原作映画においてもうかがわれることは、これまで見すごされがちの
三島の原作映画や女性登場人物に注視する必要性があることを明確に示すものとい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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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일본의 영화 교류 관계사 연구 (1945~1955)
함충범 (한양대)

1. 서론
해방 후, 남한과 북한에 서로 다른 체제의 정권이 수립된 것은 북한과 일본의 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일본이 사회주의 체제 국가인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곧바로 미일 동맹
의 파기, 남측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은 1952년 ‘한일회담’을 통해 우선
남측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으나, 1953년 제3차 회담은 청구권 문제로 결렬된다. 이후 스탈린
의 사망, 미국과 소련의 긴장 완화, 일본이 미국의 점령 통치에서 벗어나 독자적 외교정책이 가능
해지면서 북일 간에도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싹트기 시작한다.1) 그러나 양국 간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진 것은 1955년 ‘남일 성명’을 기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방 후, 약 10년 동안 북일
간 공식적인 교류는 공백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커다란 사건들
을 마주하고 또한 국제 냉전 질서 속에서 양국은 서로를 의식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양국 간
관계 개선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상호를 타자로 인식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표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였다.
본 연구는 이렇게 해방 이후부터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개시되기 시작하는 1955년까지 양국이
서로를 타자화하며 어떻게 교류하고 이미지와 하였는지를 영화를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북한
과 일본의 영화 교류・관계사는 양국의 좁혀지지 않는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북한영화의 사적 전개를 포함하여 그 연구사가 짧으며 북한은 그들의 영
화사에서 일본의 존재를 아예 의식적으로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북
한의 영화사 또는 일본영화 속 재일조선인을 테마로 한 연구2)에 주로 치중해 왔기 때문에 양국
을 영화로 잇는 가교역할 및 균형적인 연구를 수행해 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개별 국가 단위의
관점과 틀에서 이루어져 왔던 북한영화 연구는 2012년, 북한의 영화사를 통시적으로 개괄함과 동
시에 그 내부의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의 존재에 주목한 몬마 다카시(門間貴志)의 연구서3)가 등장
하여 그 단편성과 편협성이 극복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 성과에 대해 “이는 어디까지
1) 小此木政夫 「戦後日朝関係の展開—解釈的な検討」131 132쪽 참고.
2)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태식・박동호 「戰後 日本映畵에 나타난 在日朝鮮人像」, 경상대학교 문화콘텐츠 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고은미 「오시마 나기사의 자이니치 타자 표상 연구」, 동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신하경 「1960년대
오시마 나기사(大島渚) 영화 속의 재일조선인 표상」, 日本文化學報 , 한국일본문화학회, 제45호, 2010, 김미진 「북한의 문
학과 영화에서 드러난 재일조선인 표상」, 국제한인문학연구 , 국제한인문학회, 제14호, 2014, 김강원 「일본영화에서의 재일
조선인 캐릭터와 내러티브 분석」, 다문화콘텐츠연구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제28호, 2019, 이승진 「전후 재일조
선인 영화의 계보와 현황 다큐멘터리 영화를 중심으로」, 일본학 ,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제48호, 2019, 신소정 「패전
후 일본영화 속 재일조선인 연구: 영화 <벽 두꺼운 방(壁あつき部屋)>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
구소, 제16호, 2020 등이 있다.
3) 門間貴志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映画史—建国から現在までの全記録 (現代書館、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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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조선영화의 개략”4)이라고 필자 스스로 그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교류
양상보다는 영화 관계자, 작품 정보의 나열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1차 자료의 제시에 그치고 있
다. 따라서 아직까지 전후 북한과 일본의 영화 교류・관계사에 관한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로 많
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으며, 보다 자세히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우선 해방 후, 북한 영화사에서 일본이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이 시기 양국 간 영화를 통한 접촉 형태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각각 북한영
화와 일본영화에서 상호를 어떻게 타자화하여 표상하고 있었는지 실제 영화 분석을 통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북한영화와 일본영화를 일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양국의 영화사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 것은 물론 북・일간의 교류, 관
계사를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본론
2.1 해방 직후 북한의 영화 제작 환경과 만주에서의 북･일 간 간접적인 영화 교류 양상
해방 직후 북한 영화계가 처한 열악한 제작 환경과 체재는 영화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였다. 따라서 이 시기 북한은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지원과 교류를 통해 초기 영화의 큰 방향
성과 기틀을 형성해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편찬한 조선영화사

5)와

같은 문헌에

서는 다음과 같이 초기 북한 영화사업의 주도가 어디까지나 김일성의 영도 하에 주체적으로 이루
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영화사는 1920년대로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발전하여 왔으나 그 참다운 발전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따라서 《조선영화사》는 해방후 주체적영화예술의 개화발전을 기본으로 하여 조선민족영화의 60
여년사를 서술한다. (중략) 혁명적영화예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나가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혁명
적영화예술을 벌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6)

즉, 북한 측의 영화사에는 해방 후 그들의 우방 국가였던 소련은 물론 여타 국가들과의 접점이
소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더욱이 해방 이후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던 일본
에 대해서는 그들의 영화사에서 일제의 잔재를 없애야 한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7)만을 일삼으며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북한 측의 일방적인 영화사 기
4) 위의 책, 318쪽.
5) 김룡봉, 조선영화사 (사회과학출판사, 1989)
6) 위의 책, 4 5쪽.
7) “일제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반동적인 자연주의 및 형식주의영화들을 대대적으로 보급한 것은 조선인민의 민족적각성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자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인민의 오랜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우리 나라에서 민족영화예술의 자립적인 발전을 저애하려는것이였다.“ 김룡봉, 위의 책, 11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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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으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북・일간 간접적인 형태의 영화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시 후미코(岸富美子)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955년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국립영화촬영소의 복원 이전까지 북한에서 영화 제작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분단 이전 영화 산업의 중심이 남한에 있었던 탓으로 한동안 인적, 기술적으로도
빈약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이에 북한은 1948년, 중국 ‘동북전영공사(東北電影公司)’ 소속의 일본
인 영화인들을 기술 전수 목적으로 북으로의 파견을 추진하였다. 이때 포함된 인물 중 하나가 기
시 후미코(岸富美子)8)라는 여성 영화인이다. 2015년 그녀의 수기, 인터뷰를 기반으로 증언록의
형식으로 발간된 만영과 나(満映とわたし) 에는 과거 북한과 일본의 간접적인 영화 교류가 시도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잘은 모르지만 북조선에서 극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극영화를 만들만한 영화기술
자가 부조선에는 없다. 때문에 중국에 있는 일본인 영화 기술자를 빌리고 싶다고 하여, 허강(鶴
崗)의 동북전영제편창(東北電影製片廠)에 일부러 상담을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북전영제편창
의 중국인들로부터 ‘여기에는 현재 최소한의 영화인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인 기술자를 빌려줄
수 없다. 게다가 극영화를 만들만한 기술자는 정간(精簡)되어 여기에 없다.’라고 거절당하자, 북
조선 영화인은 ‘그렇다면 정간당한 그룹에서 북조선에 갈 사람을 고르자’라고 생각하여 광무국
(鉱務局)에 돌아왔는데 거기서 같은 허강에서 정간당한 카메라맨 후쿠시마(福島), 기시(岸), 거
기에 편집하는 나를 알게 되어 우선은 이 세 사람의 북조선행을 타진할 것을 생각해 내었다고
한다.9)

위의 인용은 중국공산당의 지시로 정간(인원 정리 정책)을 당한 기시 후미코가 1948년, 탄광
마을 허강에서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로 당시 북한의 요청에 의해 평양으
로 향하게 된 배경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당시 북한의 영화계는 중국에서 정간당한
일본인 영화 기술자를 선발해 갈 만큼 인재가 부족하였는데 여기에 기시 후미코가 포함된 것이
다.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괴로운 탄광노동에서 해방되어 영화 제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10)라며 북한행을 수락한 기시 후미코는 기술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한 일행 21명과 함께 평양
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평양 도착 직후, 북한이 남한에 전후 부흥을 하는데 제3국의 손을 빌리지
말 것을 주장하여 남북 협상 회의가 열리게 되자 일본인 영화 기술자들의 북한 입국은 성사될 수
없게 된다. 이에 기시 후미코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만 이 사건이 그녀에게는
8) 기시 후미코는 1920년 중국 동북 지역의 잉커우(営口) 출신으로, 1939년 중국으로 건너갈 때까지 일본 교토 다이이치 영화
사(第一映画社)에서 편집 조수 등을 하며 일찍이 영화 일에 관계하였다. 1939년, 만주(滿州)의 국책영화사였던 ‘만주영화협
회’(이하 만영)(1945년 10월 만주국 붕괴 이후에는 ‘동북전영공사’로 개칭)의 일원이 된 기시 후미코는 1954년 일본으로 귀
국하기 전까지 다수의 영화에 참여, 전후에는 중국의 신영화 제작에도 관계하는 등 영화 편집 기술을 현지에 전수하였다.
그녀가 소속되어 있었던 ‘만영’은 “배우는 이춘란(李春蘭) 이외 전원 중국인이었으나, 감독이나 기술자 등은 거의 일본인”
으로 영화의 실질적인 제작은 일본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동북전영공사’로 개칭된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지
고 있었다. 기시 후미코는 영화 편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 <백모녀(白毛女)>(1950), <자오이만(趙一曼)>(1950),
<내몽골 인민의 승리(内モンゴル人民の勝利)>(1950)와 같은 유명 영화에도 참여한 경력이 있다. 그러나 중국 활동 당시에
는 본명이 아닌 안푸메이(安芙梅)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중국 영화에 공
헌하였던 사실이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였다.
9) 岸富美子・石井妙子 満映とわたし (文藝春秋、2015)224 225쪽.
10) 위의 책,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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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위복이 되어 허강의 동북전영공사로의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처럼 일본인 영화인의 북한
영화에의 참여는 급변한 정세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1950년대 북한이 중국 정부의 원조에
기대 영화 제작을 하면서 기시 후미코의 도움을 받게 된다.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1952), <다시
전선으로>(1952), <정찰병>(1953)과 같은 영화들은 동북전영공사에서 제작되었는데 기시 후미코는
이 세 작품에서 편집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철저히 감춰져 그녀의 조수를 담당했던
박혜순(朴惠順)의 이름만이 이들 영화에서 편집자로 기록되어 있다.11) 결론적으로 북한과 일본 양
국 간 민간차원의 교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이 시기 영화를 매개로 한 상호 교류 양상은
그 어떤 시기보다 폐쇄적이고 베일에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북한과 일본은 중국이라
는 제3의 공간에서 인적교류와 기술 연계로 그 접점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북한영화 속 일본(인) 표상 : <내 고향>(1949)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실제 이 시기에 제작된 북한영화와 일본영화에서 북한은 일본(인)을, 일본은 북한(인)
을 어떤 식으로 등장시켜 표상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 시기 북한에서 제작된 주요 영화로는 <내
고향>(1949), <용광로>(1950), <소년 빨치산>(1951), <또 다시 전선으로>(1952),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1952), <전투기 사냥군조>(1953), <정찰병>(1953), <빨치산 처녀>(1954) 등이 있다. 이 중
북한 최초의 예술영화인 <내 고향>을 관통하고 있는 ‘항일’은 1960년대까지 기록영화나 예술영화
할 것 없이 북한영화의 중심 테마였고, 이후에도 북한의 체재를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식민통치의 기억과 함께 소환되었다. 그런데 <내 고향>은 ‘항일무장투쟁’ 영화의 역할을 처음으
로 수행한 기념비적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내부에서 그들이 맞서고 있는 일본인이 어떻
게 표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내 고향>의 큰 줄거리는 지주의 탄압에 저항하다 감옥에 갇힌 관필(유원준)이 그곳에서 만난
항일혁명투사 김학준(심영)에게서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혁명투사로 성장,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이다. <내 고향>에서 ‘왜놈’으로 지칭되고 있는 일본인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초반 영화에서 보이는 갈등의 구도에서 일본인은 전
면에 등장하지 않고 조선인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서 말다툼과 육탄전이 오간다. 이후 “우린 싸워
야 해. 야학 선생님 말씀도 그러시고 그 책에도 써 있잖아. 왜놈이 망해야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고, 지주가 없어져야 우린 잘 살 수 있다고.”하는 관필의 대사에서 처음으로 일본과 그 하수인
지주에 대한 비난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내 고향>에서 일본인은「장면1」과 같이 지주 최경천 일가의 편에 서서 관필에게 폭행을 하며
연행을 해가는 순사의 모습으로 처음 등장한다. 이 장면을 경계로 영화 속 갈등의 구도는 ‘조선
인 지주 : 조선인 소작인’에서 ‘일본인 : 조선인’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후 관필이 감옥에 수감 된
후, 검은 제복에 긴 칼을 찬 일본인 순사는 조선 인민들을 감시하고 천대, 폭행하는 지배자의 모
습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예로 든 장면 이외에도 영화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러한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탄압 강도는 거세지며 하나의 표상으로 굳어져 간다.
이렇게 위압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일본인 순사에 이어 조선인 지주와 결탁하여 호의호식하는
11) 門間貴志, 앞의 책,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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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관료는 <내 고향>이 설정하고 있는 두 번째 일본인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장면2」는 최경
천(태을민)과 그의 부인이 항일운동을 하는 야학 선생을 일본인 관료에게 밀고하는 장면으로 위
압적인 지배자로 표상되는 일본인과 다르게 조선인과 내통하며 동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분
열하는 역할로서 일본인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는 「장면3」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등장하는 일
본인 고위 관료는 조선인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뒤를 봐주며 내통하는 친밀한 관계로 그
려져 있다. 특히 이 두 장면은 강제 징용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당하고, 징용터와 공장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조선 인민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장면의 바로 뒤에 배치하여 같은 조선인이지
만 계층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동족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내 고
향>에서 일본인은 위압적인 지배자의 표상과 동시에 동족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이원
화되어 표상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면1」

「장면2」

「장면3」

2.3 일본영화 속 북한(인) 표상 : <조선의 아이>(1955)를 중심으로
한편, 패전 후 1952년까지 일본은 GHQ의 점령하에 모든 분야에서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받게
된다. 영화도 이러한 시대적 영향 아래 미군정의 영화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영화 제
작과 관련된 검열기준 중 제작금지 목록에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12)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미군정이 끝날 때까지 일본영화에서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 대한 영화 제작은 제
도적으로 불가능하였고, 1953년 ‘재일본조선인집단’이 결성되면서 차츰 북한과 관련한 영화가 제
작되기 시작한다. 현 이 시기 조선과 관련된 영화는 <조선의 비극(朝鮮の悲劇)>(1953), <기지의
아이들(基地の子たち)>(1953),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祖国の平和統一のために)>(1954), <조
선의 아이(朝鮮の子)>(1955) 총 4편이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13) 이 중 기록영화 <조선의 아이>
는 1952년 도쿄 도립 조선인학교(東京都立朝鮮人学校) 폐교 방침을 둘러싸고 이에 반대 운동을
벌이는 재일조선인들의 활동과 당시 재일조선인 사회의 실상을 담아내고 있다.
아라이 히데오(荒井英郎)와 교코쿠 타카히데(京極高英)가 감독 및 각본을 맡고 ‘재일조선인학
교 전국 PTA 연합회’, ‘재일조선인 교육자 동맹’, ‘재일조선영화인 집단’이 제작 주최한 본 영화
는 그 시작에 앞서 「장면4」가 제시된다. “이 영화가 제작된 당시에는 도쿄도 교육위원회와 조선
인 학교 측 사이에 여러 가지 오해와 감정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감정을 해치는 부분도
있으나,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루라도 빨리 일본과 국교가 재개되
12) 구견서, ｢미국점령기의 일본영화와 시대성 — 1945년부터 1952년까지｣, 日本學報 62, 한국일본학회, 2005, 286쪽.
13) 丁智惠, ｢1950∼60年代のテレビ・ドキュメンタリーが描いた朝鮮のイメージ｣,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82, 日本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会, 2013, p.116, 이승진, 「전후 재일조선인 영화의 계보와 현황 다큐멘터리 영화를 중심으
로」, 일본학 제48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9. 302 30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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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양 국민의 우호와 친선이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이 영화
에는 다양한 재일조선인 군상이 등장하고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과 차별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생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며 현재를 살
아가는 재일조선인들이다. 두 번째로는 조선인학교에서의 배움을 통해 조국의 소중함과 민족교육
의 중요성을 깨닫는 도시코(敏子)와 같은 재일조선인 아이들이다. 세 번째는 일제강점기 수난의
역사를 기억하는 도시코의 할머니(고베 할머니(神戸おばあさん)로 과거 일제의 만행을 어린 재일
조선인 세대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의 아이>에는 과거의 기억을 전달하는
‘고베 할머니’, 그리고 암담한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연상케
하는 아이들과 같이 다양한 세대의 재일조선인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약 30분에 불과한 단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조선의 아이>를 통해 재일조선인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조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장면5」와 같이 화면을 가득 메우는 북한의 인공기는 매우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재일조선인들의 일본에 대한 투쟁이 궁극적으로는 조국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힘차게 펄럭이는 인공기 장면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선의
아이>는 일본영화에서 북한(인)을 전면적으로 다룰 수 없었던 시기, 재일조선인을 통해 조국의 사
상과 체제를 영화를 통해 발신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장면5」

「장면4」

3. 결론
해방 후, 1955년까지 양국의 관계가 단절되어있던 시기로 북한과 일본의 영화인들이 직접 접촉하
는 형태의 교류는 부재하고 있었다. 다만 만주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본 영화인의 북한영화에의
참여, 그리고 당시 대표적인 북한영화들이 일찍이 일본에서 상영되었던 사실은 간접적으로나마 전
개되고 있었건 양국 간 영화교류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북한영화에서 일본(인)의 모습은 ‘항일
무장투쟁’영화 장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영화에서 일본인은 지배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조선인과 내통하는 일본인 관료도 동시에 등장시켜 동족 친일분자를 비판하는 형태로 이원적으로
표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동시기 일본영화에서는 GHQ의 점령 아래 북한(인)
을 직접적으로 내세우는 영화의 제작이 불가능하였으나, 1953년 ‘재일조선인집단’이 결성되면서 재
일조선인을 테마로 한 영화가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영화에는 북한(인)이 정면으로 드러나지는 않
지만, 재일조선인이라는 필터를 통해 북한을 조형해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재일조선
인들을 매개로 양국의 영화 교류사가 태동하기 시작하였던 때라고 종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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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부터 65년까지 북한과 일본의 영화를 매개로 한
교류사와 상호 표상 연구
김보현 (한양대)

1. 서론
전후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과거사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 북핵 문제와 같은 양국의 주요 현
안을 둘러싼 갈등 이외에도 국제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완화와 악화를 반복해 왔다. 더
욱이 2012년 극우적인 성격의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에 취하고 있는 강경한 대북정책은
북・일 관계를 장기간 냉각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대적인 대립과
갈등상황 속에서도 북한과 일본은 인도적 차원의 인적・물적 교류 및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문
화교류를 지속해 왔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고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폐쇄적인 노선을 걸어왔다. 이에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대중매체인 영화 역
시 ‘사회주의권 영화’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속에 갇혀 있었다. 따라서 북한영화라 하면 주체사상
의 보급, 당의 선전과 같이 프로파간다적인 영화 일색이라는 선입관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중반 북한영화의 특수성에 주목한 연구와 타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를 고찰하는 연
구1)가 진행되면서 북한영화의 새로운 일면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북한과 일본의 영화
를 매개로 한 교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을까?
영화를 매개로 한 양국의 교류는 불안정한 북・일 관계를 염두해 볼 때 그 접점이 쉽게 떠오
르지는 않으나, 일찍이 일제강점기부터 조선영화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또한 전후 “양국의 영화계에 제국주의적 잔재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겠지만, 적
어도 식민지 말기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양상이 펼쳐졌음은 사실”2)이라는 지적처럼 북일 영화 교
류사의 통시적 관점의 유효성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영화를 국제 교류와 연계하여
연구하기 시작한 시점이 2000년대 초중반에 불과하며, 이 역시 소련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일
본은 그 일선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대표적으로 모순영의 「김일성 시기 북한의 대외
문화교류 연구3)」 중 영화 분야는 소련 중심의 기술이 대부분이며, 함충범 「북한영화 형성 과정
연구 소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4), 유우 「북한과 중국의 영화 교류 연구(1956～1966)」5) 등이 이
1) 주요 연구로는 정태수, 「스탈린주의와 북한 영화 형성 구조 연구」, 영화연구 18호, 한국영화학회, 2002. 함충범, 「북한영화
형성 과정 연구 소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창간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05. 정영권, 「특집논문
: 북한의 소련영화 수용과 영향 1945～1953)」, 현대영화연구 제11권 제3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5. 유우, 「북
한과 중국의 영화 교류 연구(1956～1966)」, 비교문화연구 제59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20 등이 있다.
2) 함충범, 「식민지 조선영화와 일본인의 관계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p.96.
3) 모순영, 「김일성 시기 북한의 대외문화교류 연구」,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4) 함충범, 「북한영화 형성 과정 연구 소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창간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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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연구 동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국의 상호 영화에 대한 정보의 빈약, 학술적 논
의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연구가 쉽지 않은 현실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남일 성명’을 기점으로 북・일간 교류의 물꼬가 트기 시작하는 1955년부
터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까지 시기를 한정하여 양국 간의 영화 교류･관계사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의 결성, ‘북송사업’ 등 재일조선인들이 주축이 되어
양국의 교류가 진전되고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로 각각 북한영화와 일본영화 속에서 상호가 어떻
게 인식, 표상되는가를 실제 작품 분석을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일본 영화인의 방북과 북 ･ 일 합작 영화의 탄생
해방 후, 공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북한과 일본은 1955년 2월, 대일관계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명 즉, ‘남일 성명’을 계기로 상호에 대한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
작하였다. 특히 1955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결성, 1959년 북송사업은 북・일 관
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단절되어 있었던 양국의 관계가 진전되는 토대가 되었다. 이러
한 분위기 속에서 대외 문화교류를 사회주의 국가들에 한정하여 맺고 있었던 북한은 1956년 “시
보 영화 등 총계 21종 126꼬피를 형제적 제국가들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제공”함과 동
시에 일본영화를 포함한 “외국 영화 327종 5,091꼬피를 수입”6)하는 등 점차 그 교류 국가들을
넓혀 나가기 시작하였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는 1956년 반종파 투쟁, 천리마 운동 등을 전개하며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매진하였던 시기로 영화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전후복구
건설을 그린 <신혼부부>(1955), <건설의 하루>(1955), <새 조선>(1957), <쇠물이 흐른다>(1958),
그리고 조국해방전쟁, 조국통일과 관련한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다>(1955), <어떻게 떨어져 살
수 있으랴>(1957), <어랑천>(1957), 노동투쟁 주제의 <대지의 아들>(1963～64), <정방공>(1965)
등과 같이 다양한 주제의 영화들이 제작되었다. 그런데 이 중 전후복구건설의 기록영화로만 알려
져 왔던 <새 조선>이 당시 북・일 영화 교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북측의 자료
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지난 10월 조선 중앙 방송 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일본 국제 방송 문화사 사장 사꾸라이 기
요시와 일본 라지오 텔레비 방송 연기자 집단 대표 히로나까 기꾸노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약 2개월 간 조선에 체재하면서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 모습을 수록한 기록 영화
《새 조선》을 제작하여 갔다. 귀국 후 그들은 일본 각지에서 이 기록 영화를 상영하였는데 그
정형에 대하여 최근 사꾸라이 기요시와 히로나까 기꾸노로부터 중앙 방송 위원회, 조선 기자 동
맹 중앙 위원회와 조선 대외 문화 련락 협회에 각각 편지를 보내여 왔다. (중략) 편지에 의하면
영화는 지금 계속 각 지방에서 상영되고 있으며 광범한 관중들의 요구에 의하여 일본 전국 각
5) 유우, 「북한과 중국의 영화 교류 연구(1956~1966)」, 비교문화연구 제59집, 2020.
6) 평양:조선중앙통신사 조선문화년감 (1957, 로동신문 출판 인쇄소),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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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다량 배급되고 있다.7)

먼저 위의 인용은 《조선영화》 중 「조선에 관한 기록영화《새 조선》을 일본 각 계층 인민들 대
환영」(1958.7)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부 인용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 조선>에 대
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새 조선>이 1957년 10월, 사쿠라이 기요시와
히로나카 기쿠노라는 일본인 방송 관계자가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제작한 영화였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위의 인용문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판문점에서 미국 침략군이 북쪽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서 있는 화면을 본 일본 인민들은 일치하게 조선의 분렬을 인공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조선 인민에게 민족적 불행을 끼치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을 규탄하였다.”8)라는 기술로 미루어 볼
때 사회주의체재의 찬미와 반미구국 사상을 기반으로 한 좌익영화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음을 짐
작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새 조선>이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의 각 지방에서도 수차례에 걸
쳐 상영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북한영화의 상영이 이전 시대와 같이 재일조
선인이라는 한정된 단체가 아닌 당시 ‘중앙 방송 위원회’, ‘조선 기자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대외 문화 연락 협회’와 같이 민간외교활동을 주관하는 기관과 접촉하며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조선영화》의 기술을 객관적으로 모두 신뢰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조선중앙년감》(1949～1960)이
나 일본 측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없는 사항으로 해방 후, 양국의 영화를 통한 교류사의 실질
적인 출발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새 조선>과 마찬가지로 <천리마>(1964)는 이 시기 북한과 일본의 직접적인 영화 교류를 보여
주고 있다. 좌익계 영화 감독 미야지마 요시오(宮島義勇)의 <천리마>는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천리마와 같은 속도로 빠르게 사회주의 건설을 이룩하자는 기치 아래 1957년부터 전개된 천리마
운동을 배경으로 사회주의 북한의 모습을 기록한 영화이다. <천리마>는 1964년 8월부터 9월에
걸쳐 도쿄 유라쿠쵸(有楽町) 요미우리홀(読売ホ—ル)에서 특별상영회 형식으로 상영되었다. 주목
할 점은 이 <천리마>가 북한과 일본의 첫 합작 영화로 미야자와 요시오를 포함한 일본인 촬영
스텝들이 북한의 지원 아래 현지에 체재하며 본 영화를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
시 <천리마>의 팜플렛의 선전문에 “영화 <천리마>는 조선의 정확한 모습을 일본을 시작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일본인 촬영 스텝 10명이 반년에 걸쳐 조선에 체재하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깊은 배려와 원조 아래 첫 일본과 조선의 합작 영화로서 국제적으로도
희귀한 형식으로 제작되었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천리마>의 제작 과정
에서 일본과 북한의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갈등과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나,9) <천
리마>는 이 시기 북한과 일본과의 영화 교류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벗어나 직접 접촉
7) 「조선에 관한 기록 영화 《새 조선》을 일본 각 계층 인민들 대환영」, 조선영화 , 1958.7, 25쪽.
8) 「조선에 관한 기록 영화 《새 조선》을 일본 각 계층 인민들 대환영」, 조선영화 , 1958.7, 25쪽.
9) 이에 대해서 다카야나기 도시오(高柳俊男)는 “야마구치 다케시(山口猛)가 정리한 미야자와 요시오 회상기 천황이라 불린 사
나이(天皇と呼ばれた男) 에 의하면 실은 일본 측 스텝과 북조선 측 사이에 상당히 격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당시의 취재 노트에는 내용 체크가 집요하게 행해져 ‘(북조선 측이) 수정안을 가지고 왔으나 결렬’, ‘조선 측의
관료주의와는 타협하지 않을 계획’ 등과 같은 기술이 산재 되어 있다. 영화를 어떻게 찍을지를 둘러싸고 일본과 북조선 사
이에 중점을 두는 것에 어긋남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라고 규명하였다. 「「守る会」関東支部学習会報告—いま映画
「チョンリマ」をどうみるか」 カルメギ 67号、「北朝鮮帰国者の生命と人権を守る会」 http://hrnk.trycomp.net/archive/ngohrnk.h
tm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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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태로 발전해가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2 북한영화 속 일본(인) 표상 : <미래를 사랑하라>(1959)를 중심으로
한편, 북한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민의 적이 제국주의 침략자 일본에서 미국으로
전환되어 1949년 <내 고향> 이후 항일무장투쟁을 주제로 한 영화는 한동안 주춤한 모습을 보였
다. 이 항일무장투쟁 영화가 다시금 북한영화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여 연속적으로 제작되는 것은
1956년 ‘반종파 투쟁’으로 김일성이 북한 권력의 중심을 잡은 이후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이
러한 항일무장투쟁 영화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무한한 충직성과 불굴의 혁
명 정신을 형상한 혁명 전통주제의 작품들”10)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1)
이 중 1959년 작 <미래를 사랑하라>는 김일성이 “혁명전통영화창작에서 이제야 본격적인 걸작
이 나왔다고 교시”12)한 작품으로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의 주인공 박길산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초반 박길산은 투쟁에의 의욕이 앞선 나머지 무모한 행동들을 일삼으나 진정한 투쟁의 방
향을 김일성을 통해 깨달아 시력을 잃는 부상에도 굴하지 않고 항일유격대원들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과 항일 투쟁의 모습을 이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앞장에서 본 <내 고향>에
이어 <미래를 사랑하라>에서는 일본인이 어떻게 표상되고 있었을까?
<미래를 사랑하라>에서 일본인은 오로지 군복차림의 위엄있는 군인들만이 등장하고 있어 <내
고향>에서와 같이 다양한 일본인 인물상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항일무장투쟁 영화에서 “주
동인물과 반동인물의 도식적인 이분법”13)에 의해 어느 정도 전형성을 띠는 캐릭터로 고정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인은 그들이 투쟁할 대상으로만 상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시
기 항일무장투쟁 영화들은 그 포커스가 ‘항일’이라기 보다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선전・선동하는데 더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1960년대 《조선영화》의 「기록영화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1961.10, 6~8쪽), 「항일 유격 투사들의 생동한 형상—기록 영화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을 보고—」(1961.11, 9~13쪽), 「항일투사—공산주의자들의 생동한 형
상」(1965.5, 5～7쪽)와 같은 글에서 반복,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당시 항일무장투쟁 영
10) 김룡봉, 조선영화사 (사회과학출판사, 1989), 109쪽.
11) 이 시기 대표적인 항일무장투쟁 영화들은 <김일성 원수 항일유격전적지>와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을 제외하고 모두
예술영화 장르에 속해있는데, 특히 조선 인민 혁명군의 지하 정치 공작원인 주인공 최병훈이 역경 속에서도 사령관 동지의
명을 관철하고야 마는 항일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형상화한 예술영화 <애국자>(1959)는 북한 영화사에서 “우리나라
예술영화에서 항일혁명투사의 전형을 창조한 두 번째 작품으로서 영화사적 의의”를 지닌 작품으로 항일무장투쟁 예술영화
의 계보가 <내 고향>에서 <애국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국자> 이외에도 이후 연속적으로 제작된 항
일무장투쟁 영화들은 주로 1930년대 항일 빨찌산들의 투쟁을 형상화하고 있었으며 “일본과 결탁한 지주에게 압박을 당하는
농민들이 힘을 합쳐 저항하여 승리하는” <빨간 댕기>, <준령을 넘어서>, <벗들이여! 우리 함께 가자>, <동이 튼다>, <불사
조>와 같이 기존의 문학 작품이 영화화된 경우가 많이 엿보인다. 아울러 평범한 여성이 각성하여 혁명투사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한 부녀회원의 이야기>, 여성 혁명가의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을 그린 <여대원>, 여성 혁명가의 해방 전
후의 생활상과 투쟁을 다룬 <금녀의 혁명기>와 같이 여성 혁명가들을 주인공으로 한 항일무장투쟁 영화도 다수 제작되기
에 이른다. 유일한 역사 문헌 영화인 <김일성 원수 항일유격전적지>은 “김일성의 혁명 활동 역사”를 크게 4장으로 구성한
장편영화로, 제3장에서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의 주요 내용으로 하여 김일성의 혁명 역사를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961년 작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은 <김일성 원수 항일유격전적지>와 마찬가지로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의 역사
적 노정”을 전 13편에 걸쳐 보여주고 있다.
12) 김룡봉, 앞의 책, 112쪽.
13) 김승경, 「1967년 갑산파 숙청을 전후한 항일 무장 투쟁 영화의 특징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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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목적이 크게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교양’, ‘투쟁 정신의 배양’, ‘조국애의 주입’에 있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으로 규정된 일본인들은 영화의 핵심적인 캐릭터로서 비중 있게 등
장하기보다는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일원적인 표상만
이 유효하고 있었다.
<미래를 사랑하라>에서는 이러한 구도가 영화 후반부 박길산이 일본군의 마지막 회유를 “침략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김일성 장군님이 펼쳐주신 찬란한 내일이
있단 말이오. 때문에 우린 그 내일을 주신 김일성 장군님을 우리의 미래라 부르며 자신은 죽어도
김일성 장군님만은 보위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바치듯 이렇게
웃으면서 단두대에 나서는 거요.”라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정점을 이루게 된다.
이렇듯 북한영화 속에서 일본인은 항일무장투쟁 장르에서의 전형화된 표상의 반복을 통해 북한의
김일성 유일 체제를 부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형태로 조형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3 일본영화 속 북한(인) 표상 : <큐폴라가 있는 거리>(1962)를 중심으로
한편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재일조선인의 영화 업적은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양국의 영화 제작과 교류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화
내부에서도 이들 자체가 소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일 영화 교류사의 실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1955년부터 65년까지 재일조선인을 주제로 한 주요 일본영화는 <표1>과 같이 9편으
로 파악된다.
<표1> <1955～1965년 재일조선인이 등장하는 일본영화>14)
제목
벽 두꺼운 방
(壁あつき部屋)
막다른 곳
(どたんば)
어머니와 소년
(オモニと少年)
니안짱
(にあんちゃん)
바다를 넘는 우정
(海を渡る友情)
일본의 아이들
(日本の子どもたち)
저것이 항구의 등불이다
(あれが港の灯だ)
큐폴라가 있는 거리
(キューポラのある街)

감독
고바야시 마사키
(小林正樹)
우치다 토무
(内田吐夢)
모리조노 타다시
(森園忠)
이마무라 쇼헤이
(今村昌平)
모치즈키 유코
(望月優子)
아오야마 미치하루
(青山通春)
이마이 타다시
(今井正)
우라야마 키리오
(浦山桐郎)

속･큐폴라가 있는 거리 미성년

노무라 타카시
(野村孝)

(続･キューポラのある街 未成年)

재일조선인 등장인물 정보

연도

허(許) : 스가모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조선인 전범

1956

시마노(島野) : 재일조선인 탄광 노동자

1957

김 아줌마(金おばさん) : 일본에 징용으로 오게 된
남편을 따라온 조선인 부인

1958

야스모토 스에코(安本末子) : 재일조선인 소녀

1959

조선인 아버지, 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
에서 태어난 재일조선인 소년

1960

나가사키 오무라(大村)수용소의 조선인 아이들

1960

기무라(木村) : 일본 어선에서 일하는 재일조선인 2
세 청년

1961

요시에(ヨシエ), 산키치(サンキチ) : 재일조선인 남매

1962

요시에(ヨシエ), 산키치(サンキチ) : 재일조선인 남
매, 최(崔) : 조선인 남자 고등학생

1965

14) 丁智惠 ｢1950∼60年代のテレビ・ドキュメンタリーが描いた朝鮮のイメージ｣,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82, 日本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会, 2013, 박동호 「戰後 日本映畵에 나타난 在日朝鮮人像」, 경상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
논문, 2017, 이승진 「전후 재일조선인 영화의 계보와 현황 다큐멘터리 영화를 중심으로」, 일본학 제48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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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에서 살펴본 <조선의 아이> 이후 재일조선인이 등장하는 영화들은 등장인물 및 주제를 다
양화하여 재일조선인 사회, 그들을 둘러싼 빈곤과 차별 문제, 북송사업 등 보다 시의성을 가지고
제작되게 된다.
그중에서도 <바다를 넘는 우정>, <큐폴라가 있는 거리>, <속･큐폴라가 있는 거리 미성년>은
1959년부터 시작된 북송사업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 먼저 재일조선인 가족이 북한으로의
귀국 문제로 갈등하는 가운데 일본인, 조선인 아이들의 우정을 담은 <바다를 넘는 우정>은 재일
조선인들의 귀국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로 북송사업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다음
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방황하고 좌절하지만 이를 극복해가는 여주인공 준(ジュン)의 이야
기를 메인으로 하는 <큐폴라가 있는 거리>에서는 북송사업이 에피소드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속･큐폴라가 있는 거리 미성년>은 <큐폴라가 있는 거리>의 속편으로 시간이 3년경과 한 시점에
서 주인공 준과 그 주변 인물들의 생활을 그리는 가운데 일본인 미요(美代)의 북한으로의 도항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이 시기 재일조선인이 등장하는 영화의 특징 중 하나는 재일조선인 소녀 야스모토 스에
코(安本末子)의 자전적인 일기를 영화화한 작품 <니안짱>, 교육영화로 나가사키 오무라(大村)수
용소의 조선인과 일본인 아이들의 우정을 다룬 <일본의 아이들>, <큐폴라가 있는 거리>와 같이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패전 후 “‘일본의 피해자’
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전쟁고아, 배고픈 아이들”과 같은 약자를 들어 전후 재건에 적극 이용
하였던 일본 내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15) 즉, 재일조선인이 영화의 경우도 성인
이 아닌 어린이들을 중심인물로 등장시킴으로써 재일조선인과 그 사회를 둘러싼 차별, 억압과 같
은 문제를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작품들이 다수 제작되었던 것이다. 또한 스가모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조선인 전범이 등장하는 <벽 두꺼운 방>, 탄광에서의 사고로 극한상황에 몰린 작
업원들의 갈등과 이들의 구출 상황 속에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막
다른 곳>, 일본 어선에서 조업하는 재일조선인 청년의 정체성의 방황을 그린 <저것이 항구의 등
불이다> 등은 약자에 위치한 재일조선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대강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벽 두꺼운 방>을 시작으로 일본인 감독들이 제작한
재일조선인이 등장하는 영화에서는 그들이 일본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자신들의 정체성, 고국으
로의 귀국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과 같이 개개의 재일조선인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내면세계를 다루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인)에 대한 구체적
인 표상이나 정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영화 속에서 재일조선인 인물을 설정하
는 방식과 이들을 대하는 일본인 등장인물의 대사 등을 통해 당시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식과 이
미지를 도출해 볼 수 있다.
<큐폴라가 있는 거리>의 경우를 보자. 이 영화에는 일본인 남매 준과 다카유키, 그리고 재일조
선인 남매 요시에, 산키치가 대칭하여 등장하고 있다. 먼저 각각 준과 다카유키 친구인 요시에와
산키치 남매의 가정은 영화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잠시 화면에 비추어지는
그들의 허름한 집, 그리고 빠칭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요시에의 상황은 그들이 경제적으
15) 최은수, 「 니안짱(にあんちゃん) : ‘재일’과 ‘어린이’의 경계에서—‘재일조선인’과 전후 일본의 ‘국민적 기억’」, 외국학연구
제51집,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5, 6쪽.

- 144 -

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이 재일조선인 남매는 함께 어울리는 준과 다
카유키가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와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준이 불행한 가
정환경에 좌절하여 방황할 때 북한으로 귀국하는 요시에를 만나 위안을 받는 장면이 그러하다.
즉, 이들은 “전전 가난하게만 그려져 왔던 재일조선인의 표상이 가난한 가운데도 열심히 살아가
는 사람들로 긍정적으로 포착”16)되는 대표적인 캐릭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큐폴라가
있는 거리>에서 북한(인)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장면들에서 엿볼 수 있다.
먼저 「장면1」에서는 아버지와의 다툼 끝에 집을 나간 다카유키를 찾기 위해 준이 요시에의 집
에 가본다고 하자 준의 어머니는 “그 조센징이 있는 곳 말이니? 위험해 너”라고 하고, 아버지는
“이 자식 조센징따위랑 어울려 다니는게냐? 한심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에 준은 “조센징
과 어울리는게 뭐가 나쁜가요 아버지? 아버지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무지몽매라고 하는 거에요. 그런게 제일 나쁜거에요.”라며 응수한다. 이렇게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시선은 요시에의 남동생 산키치가 연극 무대에 올랐을 때 학우
들로부터 조센닌진이라고 멸시받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장면에서도 울고 있는 산키치를
대신해 놀림을 주동한 아이를 쫓아가 주먹다짐을 하는 이는 일본인 다카유키이다. 이렇게 영화
속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인 사회에서 차별적인 존재로 표상되고 있었으나, 이들을 대변하고
구원하는 존재로 일본인을 등장시켜 결국 민족적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가 자신들
이 되어야 함을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장면2」는 다카유키가 산키치와 대
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여기서 산키치는 북한으로 가는 것에 대해 “조선인은 조선에 사는 것이 낫
지. 어차피 가난한 것은 마찬가지니까”라는 말을 한다. 이는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대한 어
떠한 표상도 배제한 채 당시 재일조선인들의 심정을 현실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본, 북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는 재일조선인이 아닌 그들이 한 개인으로서 처한 상
황을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에 보다 중점을 두고 근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면3」에서는 북한으로 떠나는 재일조선인들의 송별회 장면을 통해 당시 재일조선인의
북으로의 귀환에 대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도 동시에 전달하고 있었다. 이 장면에서 북으
로 귀국하는 재일조선인을 열렬히 환송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조선어 노래를 부
르고 인공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는 등 매우 들떠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더욱이 김일성
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의 삽입은 당시 귀국 사업을 긍정적으로 그리려는
의도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당시 일본 측에서는 재일조선인들의
높은 범죄율, 생활 보호 증대에 부담을 느껴 북송사업을 통해 “성가신 존재를 쫓음”과 같은 동기
도 분명 존재하였다.17) 이처럼 이 시기 재일조선인이 등장하는 영화들은 북한(인)을 전면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우회적으로 재일조선인 등장인물들의 성별, 나이, 상황 등을 다양화하여 이들을 통
해 간접적으로 그 표상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16) 陳水麗, 「「在日」文化におけるアイデンティティ―の二重性：「在日映画」を解読する」, 早稲田大学卒業論文、2007, p.11.
17) 小此木政夫, 「戦後日朝関係の展開—解釈的な検討―」, 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 第3分科篇 下巻 ,(日韓歴史共同研究委
員会, 2005),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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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1」

「장면2」

「장면3」

3. 결론
1955년부터 1965년까지는 전후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진전을 이루기 시작한 시기로, 양국간 영
화 교류도 이전 시기에 비해 심화되었다. 특히 <새 조선>, <천리마>와 같은 영화가 일본 영화인
의 방북을 통해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비로소 북･일간 인적 왕래를 통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 것
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종파 투쟁 이후 ‘항일무장투쟁’영화가 연속하여 집중적으로
제작되게 되는데, 이 시기 영화 속 일본(인)이 오로지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부각
시키는 지배자의 모습으로 전형화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한편 1955년 ‘조총련’ 결성으로 재일조
선인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일본영화에도 그들을 둘러싼 제도와 사회문제를 둘러싼 작품이 연달아
제작되는데, 특히 당시 북송사업과 관련한 영화, 조선인 학교를 둘러싼 영화들은 당시 재일조선인
사회를 반영한 시의성이 짙은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는 북한과 일본의 영화
교류 ･ 관계사의 준비기를 지나 양적, 질적으로도 한 단계 진전을 이룬 발전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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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体主義の向こうへ
現代少年マンガにおける「成熟」の位相
杉本章吾 (高麗大)

1. はじめに
戦後日本においてサブカルチャーの興隆は、しばしば戦後日本における成熟をめぐる議論と関
連付けられてきた。本論は、この「成熟」をめぐる議論を考えるあたって、 週刊少年ジャンプ (以
下 ジャンプ と省略)という戦後少年マンガの中軸を担う雑誌メディアに着目する。 ジャンプ
に着目する理由は、一つにはこの雑誌がメディアミックスが常態化した戦後日本の少年マンガ／
サブカルチャーにおいてその中核を占めるメディアのひとつであるからである。そして、それ以
上に、重要であるのは、この雑誌が資本主義の論理に忠実な雑誌方針を貫徹することで、キャラ
クターたちの「成熟」を遅延する作劇法を構造的に強化していったからである。すなわち、 ジャ
ンプ は市場原理を優先した作劇法を積極的に援用することで、主人公たちから「成熟」の機会を
奪う／遅延させる物語が量産していったのである。
本論はこうした ジャンプ という少年マンガの橋頭保に内在する「成熟」をめぐる問題を考究す
るにあたって、2016年から2020年に連載された「約束のネバーランド」(原作：白井カイウ、作画：出
水ぽすか)を主な分析対象とする。なぜ、「約束のネバーランド」に注目するかといえば、このテク
ストが ジャンプ というメディアをはじめ、様々な文化・社会的条件をテクストの構造的な前提
に組み込みながら、「成熟」という主題に対してきわめて自覚的に取り組んでいるからである。こ
の点を重視し、本論は、 週刊少年ジャンプ において、「約束のネバーランド」がいかにして「キャ
ラクターの成熟」を表象していったのか、その内実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2. ジャンプ におけるアンケート至上主義と「成熟」
ジャンプ は1968年に集英社によって創刊された少年向けマンガ雑誌である。当時の少年雑誌
市場に目を向ければ、1959年に創刊された 週刊少年マガジン と 週刊少年サンデー がすでに週
刊誌として人気を博していた。このようなメディア環境において、 ジャンプ は後発誌として有
名作家を確保することもできないまま、不利な状況を強いられていた。そこで、 ジャンプ が採
用したのが、新人の発掘と読者人気を徹底して重要視する編集方針であった。
なかでも、注目に値するのが、アンケート至上主義である。 ジャンプ には毎週アンケートは
がきが付けられており、その結果を参考にして作品の掲載位置や掲載期間が決定される。こう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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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読者からの人気や反応を過度に重視するポピュリズム的な編集方針は、後発誌として趣発した
ジャンプ にとって半ば必然的な選択であったが、結果として、それは作品の生産―消費環境を
資本主義の論理と強固に結びつけると同時に、物語の自己完結性を棄損し、物語構造を破たんへ
と追い込むことがしばしばあった。
また 、 過度 までの 競争原理 は 、 連載マンガの 物語内容 とも 極 めて 親和性 の 高いものでもあっ
た。たとえば、三ツ谷誠は ジャンプ 作品が資本主義的な競争原理を無謬の前提とし、そのなか
で「友情」と「努力」を通じて「勝利」することを称揚する「バトルもの」が興隆していったことを指
摘している1)。また、瓜生吉則は、こうした「バトルもの」の興隆がアンケート至上主義と結合する
ことで、キャラクターの「成熟」の機会をはく奪していったと述べる。すなわち、瓜生によれば、ア
ンケート至上主義によって「バトル」が反復される物語構造が常態化していくなかで、 ジャンプ
では「「努力」を重ね、「友情」を確かめ合い、最後には必ず「勝利」する」というプロットから「成長」
のリアリティが薄れていき、伝統的なビルディング・ロマンが成立し得なくなったのである2)。
これらの指摘を踏まえれば、本論が扱う「約束のネバーランド」とは、まさしくこの ジャンプ の
抱える「成熟(の不可能性)」というテーゼを自己言及的に取り組んだテクストであるといえる。

3. 家族的共同体と外部世界の他者との二元論的世界
「約束のネバーランド」は、2016年から2020年に ジャンプ に連載され、TVアニメ、映画、小説
など、多様なメディアミックスを生み出したダーク・ファンタジー作品である。物語の舞台は、
人類社会から隔絶した「鬼」が棲む架空の世界であり、主人公たちは施設を装った「農園」において
「食用児」として育てられている。子供たちは12歳の誕生日までに食糧として「出荷」されることが
定められているが、鬼の存在を知らされず、育ての親＝飼育監である「ママ」のもとで幸福な生活
が用意されている。しかし、ある日、主人公のエマたちは偶然にも鬼の存在に気付き、生き延びる
ために農園からの脱出を決意する。
この冒頭の要約から明らかなように、「約束のネバーランド」は、「食用児」である子供たちが、
いかにして大人になる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成熟」をめぐる問いにきわめて意識的な作品と
なっている。さらに連想関係を広げれば、12歳を過ぎることを許されず、「鬼」によって人工的な
空間＝「ネバーランド」の中で飼育される子供たちという設定は、「鬼畜米英」という英米に向けら
れた 戦時下 の 蔑称 、 日本人 を 12 歳 と 評 したマッカーサーの 有名 な 発言 、 さらには 、 アメリカに
よって占領・統辞された人工的空間における「成熟」をめぐる戦後社会論を彷彿とさせるもので
ある。それでは、こうしたアレゴリカルな枠組みのもとで、「約束のネバーランド」は、いかにして
キャラクターの「成熟」を描こうとしていったのか。
まず、「約束のネバーランド」が興味深いのは、「食用児」たちがたえず自らを「家族」と評し、そ
の紐帯に絶対的な価値を置いている点である。なかでも、エマは、たえず「家族」を行動原理の中
1) 三ツ谷誠(2009) 「少年ジャンプ」資本主義 , NTT出版、p.7.
2) 瓜生吉則(2010) 「俺たちの空――本宮ひろ志と〈マンガ〉の領界」, 思想地図 vol.5、p.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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軸に据え、少数であっても「家族」に犠牲者を出すことを許さない共同体主義者として造形され
ている 。 たとえば 、 施設 が 鬼 によって 造成 された 「 農園 」 であることに 気 づいた 際 、 現実主義者
のレイは 全員 で 逃 げることがリスク 以外 のなにものでもないことを 説 き 、 大半 の 子供 たちを
「 置 いて 行 く 」 必要 があると 主張 する 。 それに 対 して 、 エマは 「 家族 」 に 犠牲者 を 出 すこと 許 せ
ず 、 農園 の 外部 に 広 がるのが 鬼 の 世界 であったのなら 、 むしろ 、 そこに 人間 が 生活 できる 場 を
作 り 出 せばいいと 訴 えかける 。 その 後 も 、 エマはたえず 「 家族 」 全体 の 安全 と 生命 を 最優先 に 、
鬼社会からの独立を目指して行動する理想主義者としての役割を与えられている。
他方、堅固な家族共同体の外部には、競争原理に基づいた弱肉強食の世界が広がっている。た
とえば 、農場 では 飼育監を 育成 するため 、一部 の 優秀な 女子 が12歳以上 になっても 生 き 延 びる
ことを 許 されるが 、 彼女 たちは 、 外部 に 触 れることを 禁 じられた 閉鎖的 な 環境 のなかで 、 ひた
すら 競 い 合 うことを 求 められる 。 また 、 エマたちの 脱走計画 を 知 ったママは 、 外部世界 で 「 家
族 」 全員 の 平穏 を 目指 すエマに 対 して 、 その 理想主義的 な 行動 がいかに 無謀 であるかを 説 き 、
「生きて飼育監を目指しなさいエマ 絶望を受け入れて楽になるのよ 無茶な理想論 幼稚な正
義感 不可能な脱獄 どうにもならない現実への抵抗 飼育監になって全て諦めてしまいなさい」
(4巻、pp.118 9)と、「現実」をありのまま受け入れるように諭す。
これらの 素描 からも 明らかなように 、 鬼社会 に 生 きる 「大人 たち 」が 示す 価値観 は 、「現実 」を
無条件に肯定し、その出口なき世界で「競い」、「勝つ」ことにほかならない。彼女たちは、現実を
変革 するではなく 、「理想 」や 「正義 」を 捨 てたリアリズムこそが 重要であると 説 く 。こうした 現
状の肯定と競争主義との強い結 びつきは、現代 のネオリベラリズム的世界 とも親和性が高いも
のであり 、この 点 において 「約束 のネバーランド 」は 、「資本主義リアリズム 」をアレゴリカルに
表現したテクストであるといえる。また、三ツ谷誠が資本主義の外部への想像力を失った「バト
ル 」 の 場 として ジャンプ を 位置 づけていたことを 思 い 出 せば 、 飼育監 たちの 世界観 はまさし
く ジャンプ に内在する物語論理のひとつの戯画であるともいえる。
さらに、こうした「親密な家族的共同体」とその外部に位置する「危険な他者」との二元論的な
世界観は、脱出後により一層強化されていく。すなわち、脱出後のエマたちの前には、彼女たち
を 捕食 することを 目的 に 、 次から 次に 鬼 たちが 立ちはだかり 、身体的 な 力において 圧倒する 彼
らに、「食用児」たちが知力と団結力によって「勝利」していくさまがひとつの見せ場になってい
くのである 。 結果 、「 約束 のネバーランド 」 は 、 ダーク・ファンタジーをジャンルの 基礎 に 置 き
ながら、「友情 」「努力」「勝利」という ジャンプ の基本的 な命題、そして、「バトル」という ジャ
ンプ 的要素を巧妙に結び付けた作品となっている。それを証立てるように、担当編集者の杉田
卓 も 、「 約束 のネバーランド 」 がグロテスクな 要素 を 孕 みながら 、「「 友情 、 努力 、 勝利 の 物語 」、
「 逆境 モノ 」」などの 少年 マンガの 要素 を 持 った ジャンプ 的 な 作品 として 評価 している 。しか
しながら 、「 約束 のネバーランド 」 は 、 こうした ジャンプ の 伝統的 な 価値観 を 遵守 する 一方 、
「 バトル 」 の 絶 え 間 ない 連鎖 による 「 成熟 」 の 遅延 という 問題 を 自覚的 に 乗 り 越 える 契機 を 同時
に孕んで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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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友」と「敵」の分割を越えて
哲学者のカール・シュミットは、 政治的なものの概念

において「政治」を構成する根源的な

要件が、善悪、美醜、利害などの、道徳的・美的・経済的条件とは別に、ただ「友・敵」を区分する
ことにこそあるという有名な「友・敵理論」を提唱している3)。シュミットによれば、「政治」とは、
共同体の成員である「友」と他者である「敵」を存在論的に峻別し、その究極状態において「友」を守
るために「敵」をせん滅することも許されるような、同質性と異質性、内部と外部の徹底した分断
と対立によって枠づけられているのである。こうした、シュミットの「友・敵理論」はむろん一定
の留保も要するものの、戦後少年マンガの歴史と原則を考えるうえで非常に示唆に富むものでも
ある。
たとえば 、 足立加勇 は 日本 のマンガ・アニメにおける 「 戦 い 」 の 表象 において 「 現代 のマン
ガ・アニメが共同体の生成をその課題とし」4)ていると述べ、その多くが、主人公が戦う動機と共
同体の紐帯＝「絆」とを結びつけ、「絆」のために戦う主人公が最終的に「勝利」することによって、
共同体や「絆」の正当性が証されるという物語を繰り返し変奏していることを指摘し、「絆」の無条
件の肯定と「敵」の打破との一体化が現代サブカルチャーのひとつの特性であるという興味深い
見解を示している。
こうしたシュミットや足立の指摘を踏まえるのであれば、少年マンガに代表される現代のマン
ガ・アニメは、「友・敵理論」に基づきながら、共同体の紐帯を顕揚する一方、その外部に位置す
る「敵」の打倒・撃退・殲滅を正当化する物語を量産してきたといえる。とりわけ ジャンプ で
は、「友・敵理論」に基づいた「敵」の反復的な創出がドラマを延命させる物語装置として利用され
てきたことは先述のとおりであり、その最新の物語として社会現象にまでなった「鬼滅の刃」を思
い出すことも可能であろう。
こうした整理のもとで「約束のネバーランド」に再度目を向ければ、この物語が ジャンプ の核
心である「友.敵理論」を批判的かつ発展的に乗り越えようとし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とりわ
け、物語の後半に差し掛かり、「食用児」たちが「鬼」との関係性を再考していく際にそれは明確に
なる。紙幅の関係で詳細は省くが、鬼社会への対抗手段を獲得していくなかで、「食用児」たちは
最終的に、①「鬼」を殲滅する、②「鬼」社会から人間社会へ脱出する、という二つの選択肢を得る
こととなる。①はより現実的な選択肢であり、②はリスクの高い選択肢である。そのなかで、①を
主張するノーマンは、「鬼は滅ぼす 絶滅させる 大人になれない世界はもう終わり 鬼世界に全
食用児の楽園を築こう」(14巻、pp.108 9)と、鬼という絶対的な他者＝「敵」の殲滅を通じてこそ、
「成熟」への道が開けることを強く提唱する。
それに対して、主人公のエマが主張するのが②である。エマは「敵だからって根絶やしにして
いいのかな？どれだけ憎くてもどれだけ怖くても 本当に“絶滅”の他ないのかな…」(14巻、p.147)
と、敵の殲滅を前提とするノーマンの考えに疑問を呈し、物語の後半部ではむしろノーマンの計
3) カール・シュミット(1970) 政治的なものの概念 田中浩・原田武雄翻訳、未来社.
4) 足立加勇(2019) 日本のマンガ・アニメにおける「戦い」の表象 現代書館、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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画を阻止し、リスクを背負ってでも人間世界に脱出する術を模索して奔走する。そのなかで、エ
マが 追求するのは 、 共同体主義 に 基づいた 「 敵 」 の 絶対的な 他者化でも 、「 友敵理論 」 に基づいた
「戦い」の連鎖でもない。むしろ、最終部において物語が強調するのは、「敵」との「対話」であり、そ
れを通じたの「理解」である。
物語に即せば、鬼社会の殲滅を回避した食用児たちは、エマの尽力により、人間世界へ全員で
移り住むことが可能となる。しかし、移住を目の前にする食用児たちの前に、ラートリー家の当
主であるピーターが立ちはだかる。ラートリー家は、人間世界と鬼世界を分割し、食用児という
制度を作り出した元凶であり、当主であるピーターも現在の世界秩序を維持するうえで食用児の
犠牲を自明視しており、社会構造を変革しようするエマたちを最後まで妨害しようとする。その
過程で食用児の側には犠牲者も生まれ、物語は食用児とピーターたちの全面的な衝突に向けて進
んでいく。
しかしながら、そのなかでもエマは「それでも対話を…話し合うことを放棄したくない」(20巻、
p.20)と、一貫して「対話」を優先する姿勢を崩すことがない。さらに、ピーターとの直接的な対話
のなかでも、エマは「あなたを殺すつもりはない

私たちはあなたと話をしに来たの」(20巻、p.14)

と明言するのみならず、対話の過程でこれまで食用児を搾取してきた鬼やママ、ラートリー家な
どの 「 加害者 」 に言及 し 、 その利己的 な選択 や 暴力 を非難 する 一方 、 そこに 半 ば 必然的 な 理由が
あったことにも思いを馳せながら、「もし私がラートリー家に生まれたら
かな

もしあなたがGFに生まれたら

食用児に何かできた

友達になれたのかな」(20巻、p.24)と、「敵」の心理や立場を

理解しようとする姿勢を貫徹しようとする。
こうした他者との対話と理解を優先しようとするエマの態度は、最終的に現実世界の諸事象と
も重ねあわされ、彼女が「立場が違うから 争って貶めて憎しみ合って でもそれぞれの立場を差
し 引 いたら … そうやって 考 えたら 本当 は 皆憎 しみ合 わなく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な」 (20 巻 、
p.25)と、ラートリーに訴える場面では、驚くべきことに、COVID 19やBLMをはじめ、現実世界に
おける差別や分断、貧困を象徴する絵がコラージュされ、このメッセージが物語世界にとどまら
ず、現代社会に生きる読者たちを宛先に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となる。
ここからも明らかなように、「約束のネバーランド」が最終的に前景化するのは、徹底した他者
との対話の先にこそ「成熟」が可能となるという、いうなればリベラリズム的態度の徹底である。
先述の通り、少年マンガでは、共同体主義が「友・敵理論」と結合するなかで、共同体の「絆」が顕
揚されると同時に、「敵」の殲滅が正当化されてきた。とりわけ、 ジャンプ では、そこにアンケー
ト至上主義 が結 びつくことで、「 敵」 が反復的に 創出され 、 その 分だけ 「 成熟 」 の機会 は 遅延 され
いった。
この点において「約束のネバーランド」は、こうしたジャンプを枠づけるメディアの条件を能動
的にとらえ返し、共同体主義を越えたリベラリズム的態度を徹底することで、いわば少年マンガ
における「成熟」の新たな位相と可能性を示すものであった。さらに、ネオリベラリズム以降の過
剰 な 競争主義や 戦後日本 の「 成熟」 をめぐる問 い、 現代社会 における 構造的差別 など、 多様 な社
会・文化的文脈をアレゴリカルな表現を通じて物語世界に導入することで、現代的なアクチュア
リティを体現するものでもあった。ここに、戦後少年マンガ史・サブカルチャー史における、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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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テクストの現代的意義が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であろう。それでは、現代の少年マンガはほか
にどのような「成熟」の可能性をキャラクターに示しているのか。この点については今後の課題と
し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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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자산으로서의 쓰나미 대피탑
―난카이해구지진에 직면할 시코쿠 지역 한 지역공동체의 사전부흥―

이강원 (인천대)

3.11동일본대진재 이후 쓰나미 피해를 우려한 일본의 지자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쓰니미 방파제
와 쓰나미 대피탑을 건축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마을 바닷가를 둘러 높은 콘크리트 방파
재가 가로 막고 있는 것이 마을의 경관이 되었다. 주로 목조주택들로 주로 이루어진 마을의 경관
과는 너무도 이질적인 모습을 띄어가고 있다.
동일본대진재가 일어났던 동북부 지방 외에도 일본 열도의 동쪽 해안지역은 앞으로 일어날 것
으로 예측되는 여러 지진과 쓰나미의 위험에 놓여 있다. 쓰나미 방파제보다 마을 경관에 이질성
을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이 쓰나미 대피탑이다. 일본 해안가의 농어촌 주택들은 2층 전후의 낮은
목조건물로 마을 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쓰나미 대피탑은 마을 주택들의 높이와 어울리지 않게
수직적으로 쌩뚱맞게 솟아나 있다. 목조 주택의 기와와 처마로 이어지는 가로와는 달리 회색빛
철근 콘크리트가 수평적으로도 이질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람이 살기 위해 사면이 벽으로 둘러
쌓인 ‘집’의 모습이 아니라, 철골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평평한 콘크리트 옥상과 계단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쓰나미 대피탑은 한눈에 봐도 그 기능상으로 경관상으로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분명했다.
마을의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구조물과 그 구조물이 만들어내는 공간에 지역공동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장소의 의미’라는 것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어떤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까?
단지 쓰나미로부터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기능적인 장소로 마을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질까? 경관
을 심하게 해치고 마을의 사회관계와 문화와 너무도 이질적인 이 구조물이 전혀 문제없이 받아들
여지고 있을까? 필자는 마을 경관을 가꾸고자 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경관이라는 점에서 기능만으로 이 구조물의 장소성이 받아들여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단지 기
능을 넘어서, 마을 경관과의 조화와 마을의 사회관계망 속에서의 위치 그리고 마을의 여러 장소
들과 문화적 관계에서 이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에 대해서 논의함으로써, 쓰나미대피탑을
의미를 지닌 장소로서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자산으로서 연구할 수 있다.
쓰나미 대피탑을 지역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 위치짓는 연구는 쓰나미 대피탑이 다가올
쓰나미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옆에 두고 함께 살아야할 장소에 그치는 것으로 두지 않게
된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생활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자산으
로서의 장소로 재해석할 가능성을 찾아보는 연구가 된다. 즉 쓰나미대피탑은 방재와 감재를 위한
기능만을 위한 장소로 불가피하게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지역의 자산으로서 변형될 수 있을 것인
가라는 질문이 이 연구의 핵심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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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자산이란, 주로 장소가 경제적 사회적 역사문화적 이해관계와 관심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지닌 자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공동체의 장소자산이라면, 그 공동체 주민들은 장소자
산의 구축을 통해서 물적, 정신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협의를 통해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주로 지
역 활성화, 관광, 공동체의 정체성을 기리는 방식으로 장소자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렇다면, 경관을 살리지 않고 죽이는 장소는? 과거의 기억과 추억을 관광 자원과 정체성의 자원으
로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장래의 재난에 대한 예측에 근거해서 그 우려를 불러내는 장소라면?,
이는 장소자산이 될 수 있는가?
경관을 파괴하고 사회문화 의미망을 단절시키는 이 장소가 ‘자산’이 될 수 있을까? 수직적으로
도 수평적으로도 경관을 해치고, 마을의 사회관계와 괴리된 외부로부터 온 정책의 결과물이자, 일
상생활에서 어떤 의미로도 실천된 바 없는 텅 빈 공간으로서의 이 장소는 과연 장소자산이라는
말의 의미를 담지할 수 있을까? 아무 문화적 사회적 의미가 깃들여 있지도 않고 그 경관에서도
이질적인 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장소자산이 될 수 있을까?
쓰나미 대피탑이 만약 장소자산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행위에
의해,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난카이해구지진의 쓰나미가 가
장 먼저 도달하는 시코쿠 도쿠시마의 한 마을에서 필자가 던진 질문이었다. 이 연구는 쓰나미 대
피탑이 장소자산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장소의 요소들을 재수집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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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좀비 랜드 사가 (2018)의 지역 표상 연구
이석 (인천대)

1. 문제 제기
지리학의 고전으로 자리잡은 에드워드 렐프의 장소와 장소상실

1)에

따르면 장소는 인간의 실

존이나 개인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장소는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 그리
고 안정감의 근원이자, 우리가 세계 속에서 우리자신을 외부로 지향시키는 출발점”(104)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능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장소는 본연의 신성함을 잃고 “진정
하지 못하고 작위적이거나 인공적”(145)인 공간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장소가 동질적으로 획일화
되면서 현대인들은 “진정한 장소”를 상실하게 된다. 그 결과 개개인들은 정체성을 잃어 [익명의
그들]에 의해 부지불식간에 지배당하고 만다.(180) 이런 현상을 일컬어 렐프는 “장소가 물건처럼
취급된다”, ‘인간이 장소로부터 소외되었다’(184) 혹은 “현재 무장소성(placelessness)의 힘에 지배
당하고 있다”(177)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스컴, 대중 문화, 대기업, 강력한 중앙 권력,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경제 체제”(197)와 같은 매체(media)가 무장소성을 조장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관점에서 렐
프는 무장소성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익명의 그들’, 즉 대중의 취향을 강요하는 대중문화와 매스
컴의 해악을 지적하고 있다.

장소와 장소상실 은 그리스 신전이나 교회당, 개척 시대의 통나무집

과 백화점, 현재의 디즈니랜드, 관광지, 박물관 등을 비교하며 값싸고 평범한 대중문화에 의해
“환상적인 가짜 장소”가 확산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그러나 에드워드 렐프 스스로 인정하듯이 개개인의 정체성과 절연된 무장소는 이미 현대사회에
서 필수불가결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문화나 매스컴의 힘은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환상적인 가짜 장소”는 더욱 인기를 누리며 이와 같은 장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정체
성을 발견하기도 한다. 렐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장소에 대한 진정하지 못한 태도”와 같은
허위의식에 불과하겠지만 “환상적인 가짜 장소”에 대해 사람들이 품은 감정을 무조건 부정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그만큼 “환상적인 가짜 장소”는 과거의 종교적인 장소나 전통적인 거주 공간을
대신해 사람들의 의식을 좌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발표는 이러한 “환상적인
가짜 장소”에 현대인들이 매혹되는 이유를 고찰하고 이러한 장소로부터 어떤 감정(장소감)이나
정체성이 생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2005), 장소와 장소상실 , 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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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니메이션 좀비 랜드 사가 의 인기
본 발표에서는 주요 연구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좀비 랜드 사가 (ゾンビランドサガ)에 주목한
다. 2018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방영된 좀비 랜드 사가 는 니코니코 동화가 주최한 <애니메이
션 총선거 2018년도 대상>을 수상하고 주간 블루레이 디스크 판매량이 1위를 차지하는 등, 2018
년도 최고의 인기를 누린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하다. 한국에도 2018년도에 전용 디시인 갤러리가
만들어져 애니메이션이 종영된 이후에도 꾸준히 운영될 정도로 고정 팬덤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 애니메이션은 7명의 소녀 좀비가 현지 아이돌(ご当地アイドル)이 되어 고령화 인구
절벽에 직면한 규슈 사가현(佐賀県)을 구한다는 줄거리를 지녀 매회 사가현의 다채로운 면모를
작품에 담고 있다. 그리고 사가현을 재현한 좀비 랜드 사가 는 대흥행하면서 젊은이들이 지니는
사가현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한다. 예를 들어 고향 회귀 지원 센터(ふるさと回帰支援セン
ター)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에 사가현은 20대 이하에서 이주 희망 랭킹에서 3위를 차지하는
데2) 이는

좀비 랜드 사가 의 흥행 덕분이라고 사가현 도지사가 사가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평가한다.3)

사가현의 지자체 스스로가

좀비 랜드 사가 의 막대한 영향력을 공인해

좀비 랜드

사가 의 좀비 아이돌들을 2018년에 사가현 PR 대사로 임명하고 관련 콘서트와 이벤트를 사가현
에 개최해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라이브 콘서트가 중지되고 관광객
들이 사가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비 랜드 사가 의 인기는 높아 2021년, 사가현의 전폭
적인 지원을 받으며 좀비 랜드 사가 의 속편이 방영되기에 이르렀다.

3. 좀비 랜드 사가 의 “환상적인 가짜 장소”
이렇듯

좀비 랜드 사가 는 최근에 사가현의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표상된 지역은 사가현의 주민 스스로가 지역과 끊임없이 교
감하며 창출한 “진정한 장소”라기 보다 거대 문화산업이 인공적으로 제작한 “환상적인 가짜 장
소”에 가깝다.

좀비 랜드 사가 는 음악과 애니메이션, CG 동영상이 결합된 아이돌 애니메이션으

로 이를 위해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 MAPPA와 음반 레이블 회사 에이벡스, 게임 업체 Cygames
가 공동 기획에 참가해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다. 이렇듯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의 콜라보레
이션으로 좀비 랜드 사가 가 제작되었기에 여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감각보다는 문화산업의
논리가 우선시 된다.
사실, 일본 문화 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비 랜드 사가 는 2010년대부터 유행한 아이돌 애
니메이션 장르에 속한 일개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2010년을 전후해서 아이돌 그룹 AKB48가 아

2) ふるさと回帰支援センター, 「2019年移住希望地域ランキング」 (2020.2.26) https://www.furusatokaiki.net/wp/wp content/uploa
ds/2020/02/furusato_ranking2019.pdf (2021년 1월 23일 열람)
3) SagaKouhouMovie, 「佐賀県知事に緊急招集され、飛んできちゃいました！！」(2020.9.23)https://www.youtube.com/watch?v=af
YUhVIP1bc (2021년 1월 23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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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하바라라는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삼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이에 편승해 일본에서는 각
지역을 아이돌로 표상하는 문화 상품이 유행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장르가 아이돌 애니메이션으
로 치바현을 무대로 한 보통 여고생이 지역 아이돌을 해봤다(普通の女子校生がロコドルやって
みた) (2011), 센다이시를 그린

Wake Up, Girls! (2014), 시즈오카현 누마즈시를 배경으로 하는

러브라이브 선샤인(ラブライブ！サンシャイン!!) (2016), 오카야마현을 묘사한

최애가 부도칸

에 가 준다면 난 죽어도 좋아(推しが武道館いってくれたら死ぬ) (2020) 등 지역 아이돌 그룹을
주인공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 최근 방영되어 큰 인기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에서
각 지역은 서로 다른 개성을 보이기보다는 아이돌이 공연하는 무대 배경이나 피상적인 눈요기로
소비되는 것에 그치고 만다. 에드워드 렐프의 표현을 따르자면 대중문화의 “진정하지 못한 장소
감”이 투영되어 아이돌 애니메이션의 지역 표상이 획일화되었으며 좀비 랜드 사가 의 사가현 표
상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말하기 힘들다.
게다가 “좀비 랜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이 그리는 사가현의 이미지는 결코 긍정적
이지 않다. 작품 속 주인공들은 생전에 사가현에서 여러 사고를 당해 죽은 좀비들이며 그런 시체
에 가까운 좀비들이 사가현의 새로운 지역 서사를 담당하고 있다. 사실 사가현과 좀비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없으며 좀비 랜드 사가 제작진조차 좀비와 사가현을 연결지은 것은 우연의 일
치라고 고백하고 있을 정도로 그 관계는 작위적이다. 또한 매 일화마다 고령화, 경기 정체, 무개
성이라는 사가현의 문제가 과장되어 등장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사가”가 지나칠 정도로 강
조되고 있다. 이에 사가현은 ‘좀비 랜드’라는 이름에 더욱 걸맞은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을 위악적으로 서사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해왔다. 예를 들
면, 남상욱은 규슈 지방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소설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지역서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4).

악인 을 분석하며 지방의 어두운

더욱이 남상욱은 사회학자 사다카네 히

데유키의 말을 빌려 이를 ‘지방의 포르노그래피화’라고 지칭하고 이런 식으로 지방을 묘사하는
서사 방식은 지방의 리얼리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야요이 시대의 요시노가리 유적 등으로 유명한 사가현은 일본의 47 도도부현 중에서도
굴지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또한 사가현은 메이지 유신을 성사시킨 4개의 번 (藩)인 「薩長
土肥」 중 하나로서 2018년에는 메이지 유신 150주년과 관련된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유한 지역 역사와는 아무 관계없는 ‘좀비 랜드’로서 사가현이 일방적으로 표상되는 방
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대 문화산업이 만든 인위적이고 위
악적인 ‘가짜 장소’가 지역의 역사와 리얼리티를 배제하며 지역을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좀비 랜드’라는 선정적인 이미지가 지역의 진정한 역사와 서사를 덧칠하는 작품이 좀비
랜드 사가 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좀비 랜드 사가 가 내세우는 지역 이미지를 외부의 문화산업이나 대중뿐
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좀비 랜드 사가 는 방영 당시부터 사가현을 비

롯한 인근 규슈에서 호평을 받아 니코니코 동화에서 <2018 가을 애니메이션 총선거>를 펼칠 당
4) 남상욱(2018.4), 「현대 일본의 ‘지방’ 내러티브의 가능성과 한계－ 요시다 슈이치 악인 을 중심으로 」,
66, pp.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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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연구 ,

시 사가현과 규슈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1위에 등극했었다.5) 사가현 도지사도 좀비 랜
드 사가 의 파급력을 언급하면서 사가현을 좀비 랜드로 개명하는 편이 낫다고 농담하고 있다6)
이와 같은 반응 속에서 사가현이 좀비 랜드로 표상되는 위화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
렇듯 인위적이고 위악적인 ‘가짜 장소’를 주민 스스로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인데 이를 어
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에드워드 렐프가 한탄하듯, 이는 단순히 주민들이 대중적 가치를 무비판적
으로 수용했기에 발생한 현상인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좀비 랜드 사가 가 표상하는 “환상적인 가짜 장소”의 매력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예정이다. 첫째, 과거에 사가현을 표상했던 대중문화와 비교하고 둘째, 좀비가 지역문화와
결합하는 이유를 검토하고 셋째, 이러한 지역 표상을 어떤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표상하는지 고찰
하겠다.

4. 대중문화가 사가현을 표상하는 방법
이 장에서는 일본 대중문화에서 사가현이 묘사되었으며 어떤 지역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지 구
체적으로 살펴보아 좀비 랜드 사가 가 탄생하게 된 연유를 고찰하겠다. 일본의 지방 문화의 변
모나 콘텐츠 관광의 흥행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전국적인 규모에서 지역을 조망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지역의 사례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사가현이라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사가현이라는 지역이 표상되는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 조사하려고 한다.
먼저 사가현은 일본 지방 가운데 가장 덜 알려져 있고 매력이 없는 지역으로 손꼽힌다는 사실
을 인지해야한다. 일본 각 지방의 매력과 인지도, 관광 의욕, 이주 희망 정도를 수치화해 종합 평
가하는 지역 브랜드 조사에 따르면 전국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사가현은 2018년에 44위, 2019년
에 46위, 2020년에 45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미디어에서도 사가현은 “어디에 있지?”,
“색깔로 치면 연두색?”, “나가사키 가는 길”, “하나와(はなわ)와 에가시라(江頭)라는 코미디언” 등
으로 묘사되어8) “아무 것도 없는(何もない)” 지역으로 이름이 거론된다.
이러한 사가현을 일본 대중에게 인지시킨 대중문화 작품으로는 코미디언 하나와가 노래 부르는
「사가현(佐賀県)」이라는 작품을 들 수 있다. 이 곡은 2003년도 NHK 홍백가합전에 초청되어 노
래될 정도로 당시 큰 인기를 모았다. 그 가사의 일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버스를 타고 사가의 도로를 달리면/ 모두 논밭이라 야요이시대인 줄/
건물이라고 해봤자 민가밖에 없으니/ 버스 정류장의 이름이 ‘야마시타씨 집 앞’/
5) ニコニコニュース オリジナル, ゾンビランドサガ 佐賀県からの投票率が53％超え！ 九州地方からの支持も圧倒的。都道
府県別データで見る“アニメ総選挙2018秋”(2019.1.9.) https://news.nicovideo.jp/watch/nw4597680 (2021년 1월 23일 열람)
6) 사가현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보면 좀비 랜드 사가 의 성우들을 도지사를 비롯한 현청 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SagaKouhouMovie, 「佐賀県知事に緊急招集され、飛んできちゃいました！！」(2020.9.23.)
https://www.youtube.com/watch?v=afYUhVIP1bc (2021년 1월 23일 열람)
7) 2020년의 지역 브랜드 순위는 https://travel.watch.impress.co.jp/docs/news/1283077.html, 2018년과 2019년의 지역 브랜드 순위
는 https://www.walkerplus.com/article/209049/ 참조.
8) 岡田萌香(2016.8), 「【茨城VS佐賀】魅力度ランキング最下位はどっちだ！？「何もない」でおなじみの2県対決！」https://info.asa
hi.com/magazine/2016/08/0006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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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할 때 문 잠그는/ 습관이 사가에는 없어/
가족여행에서 돌아와 현관을 열면/ 옆집 아줌마가 속옷 차림에 자고 있어

이렇듯 발전이 더디고 촌스런 지방 풍경을 조롱하는 작품이 사가현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오랫동
안 인구에 회자되게 된다. 사가현에서도 노래 가사에 반박하기 보다는 이를 공인하고 홍보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된다. 이는 우스꽝스럽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면 전국에 사가현을 알리 기회
가 없기에 궁여지책으로 이런 문화정책을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그 이후에도 사가현은 자연의 농수산품이나 전통문화로 지역 브랜드를 높이기보다 ‘사가’라는
이름을 이용한 말장난으로 문화산업과 결탁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즉 사가현의 ‘사가’는 영
웅전설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saga”와 동일한 발음을 지니고 있어 각종 RPG 모험 게임과 콜라
보레이션 사업을 펼치며 사가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그 시작점은 스퀘어 에닉스의 인기
게임 “사가(サガ)” 시리즈와 공동 기획한 “로맨틱 사가(ロマンシング佐賀)”였다.9)
(이하 내용은 학회 발표장에서 첨가하겠습니다.)

9) 黒田健朗(2018.11), 「 佐賀県の自虐、ついにゾンビまで…県の担当者がケロッとしている理由」
https://withnews.jp/article/f0181122000qq000000000000000G00110601qq00001836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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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작가 문예물의 재조일본인 화류계 여성의 표상
이가혜 (인천대 일본문화연구소)

1. 서론
식민지기 내선연애･결혼소설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경향을 보인다. 첫번째로는 ‘내
선일체(內鮮一體)’라는 제도적 범주 안에서 주제를‘협력’ 혹은 ‘비협력’이라는 각 작가의 정치의
식으로 환원하는 등 내선일체를 표상하는 작가의 정치의식1)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그 의의를 도
출하는 연구의 흐름이 있다. 이외에 2000년대 이후 내선결혼을 식민지시기의 제국정책과 연관지
어 분석하거나2)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식민지시기의 내선내선연애･결혼소설에 나타난 식민지와 피
식민자, 남성과 여성의 표상을 분석하는 연구3)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내선결혼이 일제의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정부주도 하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
도 그것이 가능한 환경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일상적 접촉 빈도와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
한 점에서 이들 연구에서는 당시 재조일본인 여성의 다수를 점하고 있었으며, 조선인 남성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제국의 여성인 화류계여성을 일본인 여성이라는 대범주에 포함시킴으로
써 그 존재를 소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 한일병합이 이루어지는 1910년 조선총독부의 조
선총독부통계연보(朝鮮總督府統計年報) 에 따르면, 재조일본인 여성 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
의 50.1%가 예창기작부(藝娼妓酌婦)일 정도로 재조일본인 사회 내의 화류계 여성의 수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1939년 <조선민사령(朝鮮民事領)> 개정으로 내선결혼을 위한 법제가 완비
된 이후 다량으로 양산된 내선결혼･연애소설에 주목하여 민족과 젠더 역학에 따른 내선연애 또는
재조일본인 화류계 여성 표상의 변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일제의 내선결혼 제
도정책과 내선결혼 실태를 간략히 정리하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양산된 조선인작가의 내
선결혼･연애소설을 분석한다. 이때 조선의 남성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던 재조일
본인 화류계 여성과의 연애･결혼 이야기를 다룬 소설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재조일본인 작가가
1) 김형수, 「이효석, ‘비협력’과 ‘주저하는 협력’ 사이의 문학」, 인문학논총 제5집 제1호(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pp.27 52; 김수영, 「‘동화(同化) 이데올로기’ 그 이상과 현실의 변주」, 한민족문화연구 제22집(한민족문화학회, 2007)
pp.155 180; 김학동, 「장혁주(張赫宙)문학에 나타난 조선식민 일본인 치인정토(痴人淨토) 와 美しき結婚(아름다운 결혼)
에 엿보이는 식민통치의 정당화」, 인문과학 제42집(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pp.7 26 등.

2) 최석영, 「식민지 시기 ‘내선(內鮮) 결혼’ 장려 문제」, 일본학연보 제9호, 2000; 오오야 치히로, 잡지 內鮮一体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양상 연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이정선, 「이은(李垠) 나시모토미야 마사코(梨本宮方子)의 결혼
서사를 통한‘내선(內鮮)결혼’의 낭만적 재현 양상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5호, 2011; 이정선, 일제의 內鮮結婚 정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5 등.

3) 박경수･김순전, 「鄭人澤 小說의 女性人物論」, 日本語文學 44(한국일본어문학회, 2010)pp.191 187; 김미영, 「일제강점기 내
선연애(결혼)소설에 나타난 일본여성에 관한 표상 연구」, 우리말글 41(우리말글학회, 2007)pp.239 264; 김주리, 「蔡萬植의
<冷凍魚>와 內鮮 戀愛의 問題」, 한국문화 51(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pp.349 36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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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는 화류계여성의 표상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식민자와 피식민자, 남성과 여성, 지식인과 화류
계 여성이라는 민족, 젠더, 계급적 차이에 따른 여성의 표상을 살피보고 식민지기 조선인남성과
재조일본인 화류계 여성간의 내선연애 소설이 갖는 의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내선결혼 정책과 내선결혼･연애소설의 양산
일본제국은 1910년 한일병합 이후 효과적인 조선 통치를 위하여 내선융화와 동조동근론(同祖同
根論)을 내세워 철저한 민족동화정책을 시행했다. 민족동화를 위한 유효한 정책으로 사용된 정책
은 창씨개명과 내선결혼이었는데, 1912년 3월 18일에 공포된 <조선민사령(朝鮮民事領)>에 의해
가족법이 규정되었다. <조선민사령>은 민족적 특성이 강한 조선의 가족제도를 일본의 통치체제에
맞추어 개편하기 위한 법령으로 이후 1923년과 1940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내선통혼을 위한
법제를 완성한다.
이후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과 함께 내선일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이는 “조선
인을 일본 ‘내지’인과 완전히 동화시켜 조선을 전쟁의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방편”4)이었으며,
그 결과 1936년 8월 제3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법령과 관제조직을 정비
하여 ‘내지’와 조선이 하나임을 뜻하는 ‘내선일체’를 기조로 조선인에 대한 더욱 강력한 동화정책
을 실시하였다. 미나미 총독은 1939년 5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聯盟)>
에서 열린 훈시를 통해 일본과 조선이 “모양도 마음도 피도 살도 모두가 일체”가 되어야 함을 주
장했다.5)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결합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써 창씨개명과 내선결혼을 적
극적으로 장려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1939년 11월 <성씨설정에 관한 제령(氏設定二関スル
諸領)> 19호가 공표되고 1940년 2월에 <조선민사령>의 3차 개정이 실시되면서 ‘창씨개명’과 일
본의 호적법인 ‘이에(家)’ 제도의 완전한 도입되었고, 일본인 남자를 조선의 양자로 입적할 수 있
다는 규정 등을 담아 일본인과 조선인과의 통혼과 양자관계를 정리하는 등 내선통혼 및 내선조직
이 법률상으로 완비 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내선일체정책과 내선결혼의 증가는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에게 심각한 갈등을 안
겼으며 이들의 복잡한 심리는 일련의 내선결혼･연애소설로 투사되어 나타난다. 조선의 내선결혼
소설은 주로 1930년대 말, 즉 내선결혼에 대한 일제의 대대적인 정책이 추진된 이후에 크게 증가
하였다.

4) 조진기 「내선일체의 실천과 내선결혼소설」 韓民族語文學 50(韓民族語文學會, 2007) p.437.
5) 天皇を中心とする信念に於て始めて内鮮一体が出来るのである。即ち内鮮一体を理論的に歴史的に或は東洋の現代世界の環
境から論ずるのはどうでもよろしいが、唯其の帰着点は必ず天皇を中心として内鮮が一体にならなければならん。(中略)私
が常に力説しまする事は 内鮮一体 は相互に手を握るとか形が融合するとか云ふ様な、そんな生温いものぢやない。手を握
る者は離せば又別になる、水と油も無理に掻き混ぜれば融合した形になるがそれではいけない。形も、心も、血も、肉も悉く
が 一体 にならなければならん。 南次郎 「 國民精神總動員朝鮮連盟役員總會席上總督挨拶 」 ( 國民精神總動員朝鮮連盟 ,
1939.5.30.), 鈴木裕子 從軍慰安婦･內鮮結婚 (未來社, 1992) p.8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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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름다운 제국의 여성
1920년대 중반 이후 조선에서는 근대문명의 총아로서 카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여기서 일
하는 여급을 소재로 하는 여급소설이 다수 양산되었다. 여급소설은 카페라는 유흥공간을 배경으
로 한다는 특성상 카페 여급과 남성손님의 관계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으며, 내선결혼정책이 발표
후 크게 증가한 내선연애 소설 중에서도 조선인 지식인 남성과 재조일본인 여급의 관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 첫 작품으로는 1939년에 이효석이 발표한 「은빛송어(銀色マス)」6)를 들 수 있다. 데
이코(禎子)라는 카페여급을 둘러싼 조선인 남성 무리의 질투와 견제를 그린 소설로 제국의 여성
에 대한 조선인 남성의 시각적 대상화가 구체적으로 묘사된 작품이다.
카페의 여급인 데이코는 교양과 문명을 지닌 ‘美’ 그 자체이며 뭇 지식인 남성의 뮤즈로 표상
된다. 신문사 기자인 한을 비롯해 사립전문학교에서 어학을 강의하는 문, 화가인 최, 방송국에 근
무하는 문학청년 김 등 시대의 지식인 남성으로 대표되는 남성 무리는 “데이코가 내뿜는 에그조
티즘에 두말없이 경의를 표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에게 있어 데이코의 존재는 누구 한명이 독점
하는 성의 대상이 아닌 동경의 대상이며 일종의 뮤즈로 표상된다. 문은 데이코가 “나타나 차분하
게 앉아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감정을 느끼고 최는 자신의 그림 모델
로, 김은 그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라디오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한다.
문명과 모더니티의 상징으로서의 재조일본인 여급의 표상은, 1920년대 중 후반 이후 유흥을 주
도해온 카페라는 공간이 갖는 세련된 신문명의 이미지와 상통한다. 그러나 동시기 재조일본인 남
성에 의해 창작된 다수의 문예물에 등장하는 재조일본인 여급은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표상되어
나타난다. 특히 모더니티의 성지인 카페에 대해서는 ‘내지’ 일본과 비교해 저열한 곳으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했는데, “일본 본토보다는 역시 20년은 뒤떨어져” 있으며 여급 역시 “아무리 봐도 여
관 출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여자가 불경스럽게 서비스를 한다”7)며 불평을 늘어놓기도
한다. 이는 식민자로서 조선에 이주해 온 재조일본인 지식인이 견지한‘외지’ 조선의 모던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다. 재조일본인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외지’ 조선의 개화란 ‘내지’의 발달된 문명을
모방한 데 지나지 않은 저열한 수준으로 인식될 뿐이었다. 따라서 재조일본인 작가의 여급소설은
주로 만주나 대련, 조선 등지를 떠도는 여성의 사연을 다루거나 여급이기 때문에 사랑에 좌절하
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파국을 맞는 소설이 주를 이룬다.8) 이외에 1930년대에 들어서 탐정소설
이 “대중에게 새로운 ‘취미’를 제공하는 취미 기호의 하나로 부상”9)함에 따라 카페가 범죄를 도
모하고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범죄의 공간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때 사건이 벌어지는 카페는
6) 이효석, 「은빛송어」 은빛 송어 : 이효석 일본어 작품집 (해토, 2005) 본 발표문에서는 원전과 한국어로 번역되어 작품집에
수록된 소설 모두를 참고하였으며, 이하 인용 및 출처는 한국어 역 소설로 표기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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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930년대의 여급소설을 대상으로 할 때에 전자는 村岡饒, 「酒場の女」, 朝鮮及滿洲 第314號(朝鮮及滿洲社, 1934.1), 瀧暮
人, 「幌馬車で逃げた女給」, 朝鮮及滿洲 第320號(朝鮮及滿洲社, 1934.7) 등이 있고, 후자에는 秋良春夫, 「創作 魅られた寫
眞技師」, 朝鮮公論 第235號(朝鮮公論社, 1932.10)와 山寺讓二, 「悲戀哀話 追慕心中」, 朝鮮及滿洲 第312號(朝鮮及滿洲
社, 1933.11) 등을 들 수 있다.
9) 김지영, 「‘탐정’･‘기괴’개념을 통해 본 탐정소설의 형성과정」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3. 추리물 (이론과
실천, 2011)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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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의 카페골목, 십자로 모퉁이, K시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지명을 사용하거나, 그마저도
밝히지 않은 채 화려한 “네온 라이트의 전당”10) 또는 “샹들리에 등불의 그림자”11)가 드리운 무명
의 모던한 공간으로 그려지며 이에 속한 여급 역시 아름답고 매혹적이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범죄자로 등장한다. 즉 재조일본인 지식인은 ‘내지’와의 지속적인 상대화를 통해 ‘외지’의 모던에
대한 우월적인 인식을 형성하였으며 따라서 재조일본인 작가의 여급소설 속에서의 모던한 카페와
매혹적인 여급이란 ‘외지’ 조선이라는 로컬색이 배제됨으로써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재조일본인 문예물에서 재조일본인 여급은 저열함, 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와 관
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에게 있어 재조일본인 여급이
‘미의 현현(顯現)’ 또는 경외의 대상으로 표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프란츠 파뇽을 빌려 말하자면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자신에게 결핍된 문명
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일본인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본인화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12) 「은빛송어」에서 데이코를 바라보는 경외의 시선 속에는 문명인의 범주
에 들고자 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욕망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화류계 여성과 지식인 남
성이라는 계층적 차이는 소거되며 단지 매혹적인 제국의 여성만이 남게 된다. 제국주의가 정점을
향해가는 1940년 전후의 조선 지식인 남성에게 있어 일본인 화류여성은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제국의 문명으로 표상되는 것이다.
특히 데이코의 외모와 매력적인 모습에 대한 묘사는 소설 전반에 걸쳐 도드라지는데, “검고 선
명한 눈동자의 영리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카운터에 앉거나 손님 자리에 앉은” 데이코는 남성
무리들로 하여금 “힐끔힐끔” 돌아보는 “응시의 일제 사격”13)의 대상이 된다. 이때 조선인 남성들
이 일본인 여급 데이코를 바라보는 것, 즉 그들의 “시각은 개인이 자기 바깥의 세계를 중립적이
고 생리적인 차원에서 지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각은 자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것이기
도 하다. 왜냐하면 개인의 ‘보는 방식’은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 의해 매개된 것이며 형성된 것이
기 때문이다.”14)
데이코를 표상한 시각적 이미지에 묻어있는 ‘교양’과 ‘문명’과 ‘섹슈얼리티’라는 특징적 요소는
당시 조선남성의 결락감과 욕망의 향방을 드러낸다. 모던한 제국의 여급이라는 표상은 식민지 지
식인 남성의 결핍을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장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식민지기 문명의 수
혜자층인 조선의 지식인 남성에게 재조일본인 여급이란, 화류계 여성이라는 계급적, 젠더적 위계
질서를 넘어 근대에 가까운 문명국의 일원으로서 민족적으로 우위에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러한 연애와 동경의 대상으로서의 일본인 표상에는 제국문명 쪽에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조선
지식인 남성의 열망이 투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0) 赤部三光, 「實話 盜まれた女給日記帳」, 朝鮮及滿洲 第311號(朝鮮及滿洲社, 1933.10) pp.104.
11) 村岡饒, 「酒場の女」, 朝鮮及滿洲 第314號(朝鮮及滿洲社, 1934.1) pp.98.
12) 프란츠 파농, 노서경 역,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문학동네, 2014) pp.63 82.
13) 이효석, 앞의 책 p.14
14) 김미영, 앞의 논문,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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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애와 결혼의 대상으로서의 재조일본인 화류계 여성
연애와 동경의 대상으로 표상되는 재조일본인 여급은 이효석의 또 다른 소설에서도 발견된다.
이효석의 「엉겅퀴의 장(薊の章)」(1941)15)은 일본정부의 내선결혼 정책이 한창인 시기에 발표된
일본어 소설로, 조선의 작가 현과 카페 여급 아사미의 사랑과 좌절을 그리고 있다.
「엉겅퀴의 장」에서 주목할 점은 여급인 아사미(阿佐美)가 서사진행에 있어서 매우 주도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사미는 카페의 손님인 현에게 먼저 호감을 표현함으로써 둘의
사랑이 시작되고, 결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묘사를 획득하고
있다. 이는 현의 조선인 약혼자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가지지 않으며 등장인물로서 구체적으로 성
격화되지 않은 채 원경(遠景)으로 묘사되는 것과는 구별된다. 또한 적극적인 아사미의 모습은 아
사미와의 혼인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비난하면서도 아버지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 노력하기 보
다는 노심초사하며 아사미가 “혹시 내빼지나 않았을까 하고 서둘러 집에 돌아오는” 현의 모습과
대비되면서 수동적인 여성/능동적인 남성이라는 젠더적 고정관념을 뒤집는 서사를 보인다.
이와 같은 서사구조는 종래 재조일본인의 문예물에 그려진 다수의 재조일본인 화류계 여성의
표상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1900년대 이래로 재조일본인 남성작가에 의해 다수 창작되어 온
재조일본인 화류계 여성은 주로 가난과 가부장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조선에 흘러들어오게 되거
나,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하거나 이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파국의 주인공으로 등장하
는 경우가 많다.16) 이후 1920년대 중반 이후 여급소설이 등장하면서는 스스로를 욕망의 주체로
인식하고 자유연애를 지향하는 능동적인 여성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지만,17) 어디까지나 여급이
라는 신분에 화류계 여성이라는 도덕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점을 전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1933년

조선급만주 에 게재된 「실화 도둑맞은 여급의 일기장(實話 盜まれた女給日記帳)」18)은

경성의 M카페의 아야코(綾子)라는 여급의 일기장을 훔쳐 그 내용을 발췌한 형식의 글이다. 여기
에서 아야코는 자신의 직업인 여급에 대해“세상의 여자들이여. 당당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라”고 단언하며 “우리는 직업에 있어 용감하게 남자에게 지지 않도록 싸워나가
야” 함을 토로하며 직업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내비친다. 그러나 반면 연애에 있어서는 “나는 사
랑에 살고 싶다. 하지만 사랑 같은 건 없는 것 같다. 설령 있다고 해도 여급이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신이 진정한 연애를 할 수 없는 것을 “여자의 생명이
되는 정조를 빼앗”긴 “여급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기 때문이라 정리하는
모습에서는 직업여성으로서의 자부심과 화류계 여성으로서의 비관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15) 이효석, 「엉겅퀴의 장」, 은빛 송어 : 이효석 일본어 작품집 (해토, 2005) p.118.
16) 재조일본인 작가의 작품 중 재조일본인 화류계 여성을 가난과 가부장제로 인한 피해자, 사랑에 배신당하거나 자살을 하는
비극적 인물로 그리는 소설은 速水光風, 「青い女」, 朝鮮及滿洲 第71號(朝鮮及滿洲社, 1913.6) pp.81 86, 速水光風, 「青い
女」, 朝鮮及滿洲 第72號(朝鮮及滿洲社, 1913.7) pp.71 74, 秋村晶一郎, 「愛妾通信」, 朝鮮及滿洲 第90號(朝鮮及滿洲社,
1915.1) pp.136 140, 鉉歌樓醉客, 「〇〇食堂の斷髮美人の哀話」, 朝鮮及滿洲 第206號(朝鮮及滿洲社, 1925.1) pp.173 178,
舷歌樓, 「[鴨江悲話]更けし夜の … 川波に散りし花」, 朝鮮及滿洲 第209號(朝鮮及滿洲社, 1925.4) pp.71 74 등이 있다.
17) 재조일본인 작가의 작품 중 재조일본인 화류계 여성을 욕망의 주체 또는 능동적인 여성으로 그리는 소설로는 篠崎潮二,
「大陸を流れ漂ふ哀れな女性」, 朝鮮及滿洲 第242號(朝鮮及滿洲社, 1928.1) pp92 99, 村岡饒, 「酒場の女」, 朝鮮及滿洲
第314號(朝鮮及滿洲社, 1934.1) pp.132 137 등이 있다.
18) 赤部三光, 「實話 盜まれた女給日記帳」, 朝鮮及滿洲 第311號(朝鮮及滿洲社, 1933.10) pp.12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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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재조일본인 사회 내에서의 화류계 여성에 대한 젠더적, 계급적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모더니티의 상징으로 카페가 급부상하고 수많은 지식인과 교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에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여급이라는 직업은 진정한 사랑과 결혼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재조일본인
사회 일반은 물론 여급 스스로에게도 깊이 각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급의 사랑이라는 소재가 조선인 지식인과 재조일본인 화류계
여성의 관계로 설정될 경우, 화류계 여성은 사랑의 쟁취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오히려 서
사를 주도하는 역할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조선인 작가 문예물의 재조일본인 화류계 여성 표
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문예물에서는 화류계 여성이라는 여급신분에 대한 비난이나 경
멸감은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일본인 이라는 민족적 특징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급적
젠더적 위계질서를 뛰어넘어 민족적으로 우위에 있는 존재”19)로 표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인 조선인 남성과 재조일본인 여급의 연애관계가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편입되
기란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총동부에서 기록한 내선결혼 통계를 살펴보면 결혼의 형태를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의 결합(A), 일본인 아내와 조선인 남성의 결합(B)의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식민지 조
선에서 내선결혼 정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920년대 후반 이후에 A의 비율이 B를 상회하며
(1927년 A:245/B:238),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약 두 배의 비율로 증가(1934년 A:602/B:365)함을
알 수 있다.20) 이는 재조일본인 사회의 남녀 구성원 중 남성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921년 <내선인통혼법안(內鮮人通婚法案)>21)이 발표되면
서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송적(送籍)22)이 가능해진 이후 “가부장제 문화의 조선인들로서는 이민
족 여성과 결혼하여 국적을 바꾸는데 대한 저항감이 강했기 때문”23)이라는 이유로 해석할 수 있
다. 이와 같은‘피의 차이’에 의한 갈등은 내선결혼 소설의 주된 소제로 사용되었으며 내선결혼 소
설로서는 매우 초창기 작품이라 할 수 있는 1927년 염상섭의 「남충서(南忠緖)」24)에서도 발견된
다. 주인공인 미좌서(美座緖)는 예기 출신으로 조선의 재력가인 남상철을 만나 함께 조선으로 건
너와 이십여 년을 생활한 여성이다. 그러나 남편인 남상철은 이미 조선에서 결혼을 한 상태였으
며 미좌서는 가문의 장자인 충서와 딸 효자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적(民籍)’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일본인첩으로 살게 된다. 이에 미좌서는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상철에
게 남씨 가문의 민적에 넣어줄 것을 요구하지만 상철은 조선인 정실을 들여 본처의 자식을 키울
생각만 하며 미좌서의 입적을 미루는 실정이었다. 그러자 미좌서는 조선인들뿐인 남씨 집안에서
일본인에 예기 출신인 “자기와 지식들의 지위와 장래를 좀 더 튼튼히 하려는 생각으로” 자신의
사돈의 팔촌격인 “상당한 교육을 받은” “동경계집” 팔중자를 며느리로 들이고자 하지만 남상철의
19) 김효순, 「식민지시기 재조일본인의 내선결혼 소설에 나타난 여성 표상」,
p.458.

한일군사문화연구 23(한일군사문화학회, 2016),

20) 朝鮮總督府統計年報 의 각년 <혼인>란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21) <내선인통혼법안>이 발포됨으로써 혼인에 의해 조선의 가적(家籍)에 들어간 자는 ‘내지’의 가적에서 이탈하고, ‘내지’의 가
적에 들어간 자는 조선의 가적에서 이탈한다고 규정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최석영 「식민지 시기 ‘내션(內鮮)결혼’ 장려 문
제」 日本學年報 9(일본연구학회, 2000) p.275. 참고.
22) 송적(送籍)이란 혼인이나 입양 등으로 다른 집으로 호적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23) 김효순, 앞의 논문, p.446.
24) 염상섭, 「남충서」, 염상섭 전집9 초기단편 (민음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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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좌절하게 된다. 이때 남상철이 미좌서의 입적과 일본인 며느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는 일본인 여성과의 혼인이 “남가의 집 피를 흐려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1935년 이후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조선남성과 일본여성의 결혼 증가수가 일본남성과
조선여성의 결혼 증가수를 역전하게 되고, 1940년에는 조선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이 반대 경우
의 3배 이상(A:31쌍, B:106)쌍을 차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내선결혼 양상의 변화는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과 교육이 대부분 여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파한 일제의 통혼정책의
일환으로 ‘내선일체’의 완성을 위해서는 일본인 여자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케 하려 했던 의도
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25) 이에 내선결혼소설에서도 그 비율이 적기는 하나 일본인 여성
과 조선인 남성간의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26) 그러나 재조일본인 화
류계 여성과 조선인 남성간의 연애를 그린 경우에는 위의 「남충서」를 비롯하여 연애의 결과로서
제도적인 결혼에 이르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재조일본인 여성과 조선인 남성간의 결혼
이 정책적으로 권장되며 급증하던 1941년에 창작된 「엉겅퀴의 장」의 현과 아사미, 정인택의 「껍
질」27)에 등장하는 혁주와 시즈에는 이미 사실혼을 유지하는 관계이지만 결과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 하에서 가정을 이루지는 못한다. 아사미와의 혼인을 주장하는 현에게 아버지는 “명문가로
문벌이 아주 높은 한 아가씨의 이름”을 올리며 “혈연의 격차가 심한 혼인은 정상이 아니”라며 아
사미와의 결혼을 반대한다. 이때 이들 여성이 조선인 남성의 집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는 단
지 일본인이라는 혈통 때문만이 아니다. 아사미는 제국의 여성이지만 여급이었으며 시즈에는 “근
본도 알 수 없는”여성이라는 점에서 명문가 아가씨보다 낮은 서열에 놓이게 되며 ‘정상’적인 가
정을 이룰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즉 재조일본인 화류계 여성은 내선연애･결혼 소설 속에서 문명에 가까운 제국의 여성이자 조선
인 남성과의 연애에서 보다 적극적이며 우위를 점하며 식민지의 식민자로서의 위상을 보이고 있
으나, 결혼이라는 제도에 직면해서는 제국이 권면하는 모범적인 내선가정을 형성할 수 있는 제국
의 여성이 아닌 출신을 알 수 없는 화류계 여성으로서의 모습만이 부각됨으로써 결혼이라는 제도
권에 포섭되지 못하는 결말을 취한다.

5. 결론 : 민족 이데올로기로 재조일본인 화류계 여성의 표상

25) 박경수･김순전, 「鄭人澤 小說의 女性人物論」,
p.204.

日本硏究 49(韓國外國語大學校 外國學綜合硏究센터 日本硏究所, 2011)

26) 이효석의 「녹색의 탑」(1940), 이광수의 「마음이 만나서야」(1940), 홍종우의 「아내의 고향」(1942), 이석훈의 「동의로의 여행」
(1942) 등이 있다.
27) 정인택, 「껍질」, 綠旗 (1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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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의 과거사 청산 소멸 논리와 문화재 반환 교섭
―‘이중 소멸’ 과정을 중심으로―

嚴泰奉 (大眞大)
1)

1. 서론
강제동원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한일회담의 청구권 협정을 통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한국정부는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마찰이 발생하
고 있다. 이와 동일하게 한일 간의 문화재 반환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정부는 ‘완전하고도 최종적
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한일회담에서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장박진, 2009)는 한일회담의 ‘기본관계문제’와 ‘청구권 문제’를 검토하
면서, 한일회담에서 과거사가 청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국정부가 과거사 청산을 “소멸”시켰
기 때문’이라고 논했다. 본문에서 직접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결론 부분에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문화재 협정)에 대해서도 ‘과거사
청산의 소멸’이 발생했다고 논했다.
문화재 협정 전문인 “양국 문화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에 대해 ‘역사적 관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 ‘반환’이 아닌 ‘인도’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즉 “식민지 지배의 결과
로서 일어났던 문화재 청산 문제는 단지 일부 문화재가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물리적으로 ‘이동’
함으로써 ‘소멸’된 셈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한일회담의 다른 의제에 대
해서도 ‘과거사 청산의 소멸’ 논리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대해 문화재 협정에서도 과거사 청산이 소멸되었지만, 제7차 회담에서 합의
된 ‘문화재 협정에서만 과거사 청산이 소멸되었는가?’, ‘문화재 협정 이외에도 과거사 청산이 소
멸된 적은 없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재 반환 문제의 교섭
과정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 변화, 교섭 과정
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가 없다. 선행연구는 문화재 반환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의 확장성을 가짐과
동시에, 동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과거사 청산의 소멸’ 논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과거사 청산의 ‘이중 소멸’이 있었다는 점을 논할 것이다. 즉, 회담 중단기에서 과거사
청산의 ‘최초 소멸’이, 제7차 회담에서 ‘최종 소멸’이 나타나,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는 과거사 청
산의 ‘이중 소멸’이 있었음을 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재 협정 체결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
* 미완성 논문이므로 인용 등을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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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문화재 반환 문제 교섭 과정을 밝힌다는 점과 선행연구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발전시켜 새
로운 해석을 한다는 점에서 한일회담 연구 및 한일 관계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

2. 문화재 반환 교섭의 과거사 청산 ‘최초 소멸’ 과정
제1차 회담에서 제3차 회담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는 일반 청구권 문제와 함께 청구권위원회에
서 논의가 되었다. 당시 한국 측은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이하, 8항목)의 제1항을
바탕으로 ‘한국의 의지에 반해 반출된 문화재를 반환할 것’ 등을 요구한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
국 측이 요구한 문화재들을 조사한 결과, ‘의무로 반환할 것은 없고, 몇 가지 증정할 용의가 있
다’고 언급을 한다. 이후 구보타 발언으로 인해 제3차 회담이 결렬되고, 한일 양국은 회담을 재개
하기 위해 회담 중단 시기에 비공식 회담을 진행하게 된다.
문화재 반환 문제는 195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한국 측은 2월 20일의 회의
에서 ‘재개될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일본 측이 호의적인 제스처로 고미술품 반환을
제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일본 측은 2월 21일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축하하는 일본 국
민의 기분을 표명하기 위해 일본정부 소유의 약간의 고미술품을 기증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
혔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기증이 아닌 반환을 요구한다. 그러나 일본 측이 기증을 고수했고, 이
에 한국 측이 인도를 제안하자, 일본 측은 hand over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2월 25일 회의에서 일본 측은 “한일회담의 의제와는 별도로, 적당한 시기에 일본정부는
소유하고 있는 한국 출토 고미술품 중에서 한국에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을 한국정부에게 건네주기
로 했다”라는 ‘구두전달사항’을 제출했고, 이후 이 구두전달사항을 중심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가
논의된다. 구두전달사항을 둘러싼 교섭에서 한국 측의 수정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져, 12월 31일,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일본정부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한국 미술품으로 즉시 인도 가능한 것
을 대한민국에 건네기로 하고, 그 외의 한국 미술품의 인도에 대해서는 전면회담에서 토의 및 논
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구두전달사항이 합의되기에 이른다.
회담 중단기 당시, 구두전달사항을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한국 측은 구두전달사항의 문화재를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개될 회담에서 나머지 문화재를 왜 논의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다. 한국 측이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라면,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표현의 삽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구두전달사항에서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표현은 전혀 없
1)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관련 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국성하, 2005,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협상 연구」, 한
국독립운동사연구 25; 류미나, 2009, 「한일회담 외교문서로 본 문화재 반환 교섭」, 일본역사연구 제30집; 류미나, 2010,
「일본의 문화재 ‘반환’으로 본 식민지 지배의 ‘잔상’, 그리고 ‘청산’의 허상 1958년 일본의 제1차 문화재 반환까지의 교섭과
정을 사례로 」, 일본역사연구 제32집; 류미나, 2014, 「문화재 반환과 둘러싼 한일회담의 한계 일본의 한국 문화재 반환 절
차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40집; 박훈, 2010,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의 전개과정과 쟁점」,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2 의제로 본 한일회담 ; 엄태봉, 2017, 「한일회담 중단기의 문화재 문제에 관한 연구」, 일본공간 제21
호; 엄태봉, 2019,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의 재조명」, 아태연구 26.2; 엄태봉, 2018, 「제6차 한일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60; 엄태봉, 2020, 「초기 한일회담(1차~3차) 시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 대한 외교사적
연구」, 한국학 158; 엄태봉, 2020, 「제4차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 연구: ‘제1차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항목’을 중심
으로」, 한국문화 90; 조윤수, 2016,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교섭–일본 정부의 반환 문화재 목록 작성과정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1; 長澤裕子, 2011, 「日韓会談と韓国文化財の返還問題再考 請求権問題からの分離と 文化財協定 」,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Ⅱ 脱植民地化編 , 法政大学出版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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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회담 초기 ‘탈취 등 한국의 의지에 반해 반출된 문화재 반환’ 요구라는 과거사 청산으로서
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회담 중단기 때 위와 같은 의미가 전혀 부여되지 않은 구두전달사항으로
합의되었고, 106점의 문화재가 한국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문화재 반환 문제의 첫
번째 과거사 청산의 소멸, 즉 ‘최초 소멸’이 회담 중단기 때 이미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3. 문화재 반환 교섭의 과거사 청산 ‘최종 소멸’ 과정
제4차 회담과 제5차 회담에서, 한국 측은 ‘제1차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항목’과 ‘문화재 반환 7
항목’을 제시하면서, 일본 측에게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할 것을 요구하지만, 일본 측은 계속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제4차 회담, 제5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한국 측이 다시 ‘반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눈에 띄는데, 회담 중단기 때 ‘인도’
를 주장하던 한국 측이 그 입장을 변경한 이유는 외교문서 상에서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회
담 중단기의 교섭 상황에서 생각할 때, 일본 측의 역청구권 철회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기 때문
에, 일단 표면적으로 과거사를 ‘소멸’시키는 형태로 문화재를 돌려받고, 재개 되는 회담에서 나머
지 문화재를 다시 논의할 생각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제6차 회담에서 한국 측이 제출한 ‘문화재 반환의 7항목’ 및 ‘반환청구한국문화재목록’을 중심
으로 문화재 반환 교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측이 다시 인도
를 제안한 것인데, 회담 개시 전에 작성된 방침에서도 인도를 통한 해결도 제시되면서, 반드시 반
환을 반드시 고집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한국 측은 비공식 회의에서도 회담 중단기 때 이미 반
환/기증의 문제는 논의가 되었으므로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언급하기도 한다. 한
편 제2차 정치회담에서 한국 측은 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고, 일본 측은 문화재 반환의
의무는 없으나, 문화교류 차원에서 국유 문화재 증여를 고려하겠다는 견해를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구두전달사항의 선례에 따라, 인도로써 문화재 반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는 한
편, 이후 개최된 제20회 본회의에서도 위와 같은 입장을 재차 표명한다. 당시 일본 측의 기본적
인 입장은 기증/증여였기 때문에, 인도를 주장하는 한국 측의 입장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지만,
한국 측은 이 시점에서 반환이 아닌 인도로 그 입장을 완전히 변경한 것이었다.
제6차 회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문화재 반환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문화재 리스트 관련 논의
가 대부분이었고,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반환/인도/기증 관련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 한국 측도 ‘한국의 의지에 반해’와 같이 과거사 청산을 위해 문화재를 반환 받아야 한다는 주
장도 하지 않았다. 한국 측이 입장을 선회한 이유를 밝힐 수 있는 외교 문서는 없지만, 한일회담
의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한국정부가 문화재 반환 교섭에 대해서 인도가 용이하다고
생각했었다고 추측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6차 회담에서 한국 측이 인도를 재차 제안한 것은
‘과거사 청산의 소멸’이 ‘가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7차 회담이 1964년 12월 3일에 개최자, 한일 양국은 기본관계문제를 먼저 합의(1965.2.20)하
고, 문화재 반환 문제 등 나머지 의제들을 논의하기로 한다. 한국정부는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 간의 문화에 관한 역사적인 깊은 관계와 대한민국이 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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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문화재에 대해 가진 깊은 관심을 고려…(전문)’, ‘일본국 정부는 본 의정서 효력이 발생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부속서에 명시된 한국문화재를 한국정부에 대해 인도하기로 한다’라는 방침
을 세우고, 회담에 임하는데, 이 방침에서 볼 때, 이미 내부적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에서의 과거
사 청산의 소멸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일 양국은 논의 끝에, 문화재 반환 문제는 1965년 4월 3일에 합의된 청구권 해결에 관한 합
의 중, “제6항 한일 간의 문화재 문제 해결 및 문화협력 증진과 관련하여, 양국은 품목 그 외에
관해 협의하고, 일본국은 한국 문화재를 대한민국에 인도한다”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김동조
대사는 이에 대해 “문화재 인도에 관한 구체적인 교섭에 있어서, 아측이 일본측의 우호적인 협조
를 촉구하고, 권리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는 없을런지 모르겠다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라
고 보고했는데, 이를 통해 4.3 합의에서 과거사 청산의 ‘최종 소멸’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4.3 합의 이후, 협정안과 인도품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한국 측은 과거사 청산
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결국 한일 양국은 6월 22일에 문화재 협정을 체결한다. 이
를 통해 문화재 반환 문제에서 과거사 청산이 공식적으로 ‘최종 소멸’되었다.
제7차 회담 개최 이전, 한국정부는 이미 과거사 청산의 소멸을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고, 4.3 합
의를 통해서 이를 확정한 후, 문화재 협정에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즉 7차 회담 시기
의 일련의 논의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의 과거사 청산의 두 번째 소멸, ‘최종 소멸’이 나타났던 것
이다.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회담의 ‘과거사 청산의 소멸’과 관련하여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는 ‘이중
소멸’이 발생했다는 것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가 주장한 ‘과거사 청산의 소멸’
논리는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회담 중단기 때 첫 번째 소멸이, 제7차 회담에서
두 번째 소멸이, 즉 ‘최초 소멸’과 ‘최종 소멸’이 나타난 과거사 청산의 ‘이중 소멸’이 발생했다는
것을 논했다.
회담 중단기 때 발생한 문화재 반환 교섭의 과거사 청산의 ‘최초 소멸’은, 비단 동 교섭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본관계문제, 청구권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 등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의제들을 포함해서도 처음으로 발생한 과거사 청산의 ‘최초 소멸’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두전
달사항은 한일회담의 ‘과거사 청산의 소멸’을 예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의제들과는 달리 두 번에 걸쳐 과거사 청산의 소멸이 발생했다는 점, 즉
‘이중 소멸’이 나타났다는 점은 한일회담에서 문화재 반환 교섭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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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일본 경제정책의 향방

송정현 (동국대)

1. 서론
2019년 12월부터 전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 19)는
사회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각국 정부는 사람 간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른바 언택트(untact)로 대표되는 시대가 빠르게 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코로나사태의 장기화는 기존의 산업체계를 크게 와해시키면서 각국의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
고 있으며 이러한 코로나사태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정부는 다양한 경기부양정책을 시
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 이후 일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지역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방창생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 내용에 관하여 분석한다.

2. 본론
지방창생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嶋田(2016)은 일본이 그간 추진해 온 지방창생
정책을 점검하여 정책의 현실적인 목표, 중장기적 대처방안, 지방창생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稲垣(2016)은 재해를 겪은 지역의 재생사업에서 지방창생이 진행할 지역디자인 계획수립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吉次(2016)는 정책 실태와 과제를 분석해 「시정촌 마을･사람･일자리(市町村まち・
ひと・しごと)지방창생전략」이 내건 콤팩트시티 정책의 실행방안을 점검하였다. 作野(2020)는 지
방창생추진교부금을 분석함으로써 도쿄 기능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작은 거점(小さな拠点)」
을 통한 지방지역의 존속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방창생의 전략을 보완하고자 했던 연구의
일환으로, 岩田(2017)는 「지방창생판 BSC」과 통괄조직 DMO 설립을 강조하였으며 高松(2017)
또한 P2M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방창생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을 시도한
바 있다. 이외에도 林(2018)이 사례연구(case study)를 실시하여 2017년도 「마을･사람･일자리(ま
ち・ひと・しごと)」 중간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재검증한 연구가 있으며, 中澤(2018)가 「地方創
生」의 도쿄일극집중 문제에 따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인구개념 재검토의 필요성을 설명한 연구
등이 있다.
한편 지방창생과 관련하여 비판적인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中村(2015)는 지방창생과 유사한
지역진흥책이 경제적 고도 성장기 이후에도 반복추진 되어왔으나 성과가 부진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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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통계자료에 기초한 분석이 정책수립 단계에서 실시되지 않았던 것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
하며, 지방창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실경제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松
原(2016) 또한 지방창생이 과거정책 및 해외정책의 검토 작업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
음을 지적하였다. 또다른 비판적 논의로, 中澤(2016)는 지방창생 전략에 도쿄를 국민경제 추진의
엔진으로써 활성화하는 대신, 육아 및 고령자 의료 개호의 책임을 지방으로 떠넘기려는 논리가
기저에 깔려있다고 지적하였다. 城戸(2016)는 심각한 재정문제 및 지방분권 등의 문제로 인해 지
방창생 정책을 위한 공간적 행정시스템의 재구축이 근시일 내에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또한 濱
田･金子(2017)은 지바창생 정책에 지난 3년간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
미했던 점에 주목하여, 이론적 기반의 확보와 현지 중소기업의 참가 활성화를 정책 지속성 확보
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2.1 지방창생의 정책 방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지역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화의 지연
문제 또한 표면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고용 유지 및 사업 유지, 경제 활동
의 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감염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양립하는 과제, 그리고 디지털 변환(DX)
추진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현상, 인구 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라는 큰 과제의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일본은 이에 따른 지방창생의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생활을 지원, 보호하는 고용 및 사업의 유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동의 회복, 그리고
위기에 강한 지역 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 구조 구축･강화이다.
한편 코로나 문제 등으로 인해 병원체의 사회적인 감염 확산에 대한 긴급 대응책이 시급하게
요구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지역 경제생활을 재건하는 동시에 감염극복 및 경제 활성화의 양립을
지방창생의 추가 과제로 설정하였다. 고용 및 사업을 유지하는 한편,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방에 활기를 부여하고 위기 상황에 강한 지역경제의 구축이 지역 경제생활 재건에 관한 주요
목표이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변화된 새로운 일상에 대처 가능한 지역 경제를 구축하고, 수도
권 인구 집중화를 시정하는 한편 결혼, 출산, 육아에 적합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지
방창출 임시 교부금의 지원은 감염 극복에 따른 지역 경제 구축 방안의 일환이며,

특히 수도권

집중화 시정 목적에 따라 지방으로의 이주, 정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장려책
으로써 지방 대학의 산학연계 강화 및 체제 보강, 원격 필드워크 등의 추진을 통해 특히 젊은 층
의 지방이주를 장려하고자 하였다.

2.2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지방창생의 정책방향은 경제 활성화 이외에도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DX)을 강력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이란 지방의 의료, 복지, 교육 등 사회 전체의 각 분
야에 미래 기술을 구현하여 각 분야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결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 이동의 쾌적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여 생산성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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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캐시리스(Cash less) 서비스
의 확대, 행정 절차의 IT화, 재난 방재 시스템의 IT화, 「코로나 대응형 슈퍼 시티(Super city)」 등
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추진을 위한 주요 지원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 지원책은 5G 등 정보 통신 환경의 기반의 조기 정비이다. 5G 기지국 및 광섬유 등의 정
보 통신 인프라의 정비를 지방 및 도시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정책을 추진한다. 두
번째 지원책은 디지털 인재의 육성 및 확보이다. 이에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에 대응 가능한 디
지털 전문 민간 인력을 시정촌에 꾸준히 파견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세 번째 지원책은
Society5.0 유형 신설에 따른 새로운 지원체계의 확보이다. 일본은 2020년도부터 Society5.0의 유
형을 신설하고, 전국적인 모델로 홍보 가능할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을 지방창생 교부금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 지방창생 임시 교부금
지방창생을 통해 감염 극복과 위기 상황에 강한 지역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책은 지방 창
출 임시 교부금의 활용이다. 일본 정부는 3조엔 가량의 지방창출 임시교부금을 활용하여 감염 확
대를 방지하는 한편, 고용 및 사업 지속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상을 위해 강인하고 자율
적인 지역 경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국가정책 내용은 크게 4가지 단
계를 거쳐 진행된다. 첫 번째는 지역 인명을 지키기 위한 감염확대 방지이다. 일본정부는 긴급포
괄 지원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 확대 및 의료용 마스크를 의료 기관 등
에 배포하면서 지역 공공 교통의 감염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가계 유지를 위한 고용 장려 및 사업지원의 확대이다. 고용 보조금, 지속화 지원, 임대료
지원 혜택, 특별 정액 급부금 등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 재생에 따
른 경기 회복이며, 네 번째 정책은 위기 상황에 강한 지역경제를 실현하는 경제구조의 구축이다.
특히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응 가능한 지역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네 번
째 정책의 내용이다. 사회적 환경을 정비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확립하며, 이에 따른 새로
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소비 및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생활 및 사
업의 인프라를 시민이나 사업자, 행정이 힘을 합쳐 지원하여, 향후 IT기술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지역 특성을 살린 새로운 생활경제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지방창생 국가정책 내용은 향후 또 다른 감염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민간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체 운영이 가능한 지역경제 환경을 조성하여, 이에 따른 경제 활성화가 가
능하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치밀한 대책을 수립
하여 병원체 확산 방지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임대료 등의 고정비 대책 및 고용 대책을 치밀하게
강구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된 감염 확대 대
책이 향후 자율적 지역경제의 강력한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성이 새로운 지방창
생 정책내용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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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감염증 극복과 위기에 강한 지역 경제의 구축
코로나에 강한 사회 환경 정비









3밀(밀집, 밀폐, 밀접) 대책
발열 외래
캐시리스
행정 IT화
방재 IT화
탄소 제로 사회로의 이행
슈퍼시티
지역 경제의 시각화

새로운 생활 스타일 확립







교육
의료
지역 교통 체계
문화 예술･스포츠･컨텐츠 비즈니스
리빙시프트
하트풀

소비･투자 촉진







강한 농림 수산
지역 무역, 관광 지역 만들기 법인
(DMO)
물류의 진화
새로운 여행
상품권･여행권
사업 구조 개혁

표는 「地方創生まち・ひ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2020」
(https://www.kantei.go.jp/jp/singi/sousei/info/pdf/r02 07 17 kihonhousin2020gaiyou.pdf, p.5.)를 토대로 정리하여 작성.

표에 따른 지방창생 전략의 목표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가정
책의 주요 과제인 「코로나에 강한 사회 환경 정비」, 「새로운 생활 스타일의 확립」,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소비･투자 촉진」에서 각각 필요한 정책을 파악한다. 이때 파악된 내용을 중점으
로 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새로운 생활양식」을 형성.유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자율적 지
역 경제를 구축한다. 이에 따른 각 과제별 세부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에 강한 사회 환
경 정비의 경우 3밀(밀집, 밀폐, 밀접) 대책, 캐시리스, 행정의 IT화, 방재 IT화, 탄소 제로 사회로
의 이행 등의 실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지방창생임시교부금 지원을 통해 디지털기술에
투자하는 한편, 각 관계기관 및 부처별 대책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 인재의 양성을 토대로 새
로운 생활양식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때 각 분야별 전문가 인재 양성의 경우, 원격 지원 및 분야
간 연계를 비롯한 각종 디지털 기술력을 활용해 향후 지역경제의 디지털변환이 가능한 인재의 양
성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여 성과를 극
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시대 맞춤형 지역 조성을 통한 안전한 생활 영위 및 지역 간 연계의 강화이다.
이에 지역을 연계한 「마을 만들기」를 실현하고 그 과정을 통해 「중추핵심도시 기능 강화」를 유
도한다. 또한 마을 생활권을 유지하는 「작은 거점」을 형성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의료･
간호 문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시대 맞춤형 지역 조성의 정책 방향성은
코로나 감염 대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온실 가스 감축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을 만듦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달성을 위한 노력 추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방창생전략은 지방이 자립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중앙정부는 지방창생에 대해 의욕과 열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보, 인력, 재정의 세 가
지 측면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어야 하는 각 측면 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지원의 경우 지역 경제 분석 시스템(RESAS, Regional Economy (and) Society
Analyzing System)의 보급을 촉진시켜야 한다. 인력 지원의 경우는 지방창생을 위한 대학을 설립
하는 한편 지방창생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관련 인력을 지원 가능한 제도적 정비
가 필요하다. 재정 지원의 경우 지방창생 추진 교부금･거점정비 교부금 및 지방 재정조치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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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가전략특구제도, 규제 개혁, 사회보장제도 개혁, 지방분권 개혁과의 연계에 따른 기업판
고향납세 등의 세금 특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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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戰後) 일본화의 변혁
―교토 화단을 중심으로―
藤村 ( 稲葉 ) 真以 (光云大)

1. 서론

근대회화로서의 일본화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을 쓴 일본화(日本画)는 전통이 있는 개념 혹은 장르처럼 생각되지만 서
양화가 등장한 후 즉 메이지(明治)시대 이후에 형성된 ‘근대회화’이다. 일본화라는 이름은 에도
(江戸)시대 이전에도 사용되었으나 사회적으로 정착된 것은 메이지 시대이며 정착 과정에서 현재
통용되어 있는 일본화 개념을 획득했다. 에도시대의 막번(幕藩) 체제가 메이지 유신에 의해 중앙
집권 체제로 전환되면서 그에 맞게 창출된 새로운 회화가 바로 일본화였다. 그때까지 신분제와
깊이 연결되었던 다양한 화파(画派)들을 서양에서 들어온 회화 개념에 맞추어서 통합함으로써 근
대국가 또는 국민국가 일본을 대표하는 국민 회화가 창출된 것이다.
미술계에서 일본화라는 말이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은 대략 1880년대 후반이고 그 계기가 된 것
은 미국인 미술사가이자 철학자인 페놀로사(Ernest Francisco Fenollosa, 1853 1908)의 강연 기록
미술 진설(美術真説, An Explanation of the Truth of Art) (1882)이었다. 페놀로사는 이 강연에서
일본화라는 개념을 제시함과 동시에 서양화와 문인화를 배척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
화라는 말이 페놀로사 가 쓴 ‘Japanese painting’의 번역어였다는 점이다. 일본미술 연구자인 기타
자와 노리아키(北澤憲昭)는 이 점이 일본화의 실태와 부합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일본화란 회화는
전통회화가 아니라 서양화법에 의거한 변형태(変形態)이자 그것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고전회화라
는 것이다.1) 또한 1887년의 도쿄미술학교의 설립도 일본화 개념의 정착에 영향을 미쳤다. 도쿄미
술학교는 개교 당초에는 일본화와 목조각의 두 학과만 설치되었고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1863
1913)과 페놀로사가 이론적 지도자로 주도해 나갔는데 그 배경에는 서구 사회에 대항하는 국수
주의가 있었다.
일본화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점으로 전통 화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근대화와 함께
형성된 일본화와 그 이전의 그림의 차이점에 관해 기타자와는 붓 사용법에 주목하고 있다. 에도
시대까지의 화법의 중심은 붓이었고(서양화에서 사용하는 brush와는 다름) 이것은 draw, 즉 선을
긋기 위한 화구였으며, 물감을 바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쓰기’로부터 ‘바르기’로의 전환, 또는

‘쓰기’의 약화로 인해 일본화는 시작되었다. 바르는 행위를 현저하게 보여주는 것이 히시다 슌소

(菱田春草, 1874 1911)와 요코야마 다이칸(横山大観, 1868 1958)들이 실천한 ‘몽롱체(朦朧體)’였
고 몰골법에 근거한 몽롱체의 색채 표현은 서양화에 대항하는 화법이었다.2)
1) 北澤憲昭， 「日本画」の転位 ，ブリュッケ，2003, pp. 9 10.
2) 北澤憲昭, 앞의 책, pp.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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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페놀로사는 기존의 일본 회화의 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회화개량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에도시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의 일본 회화의 표준은 수묵화였고, 이것이 가장 격이 높
은 회화로 간주되어 있었다. 페놀로사는 이러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파악했고 색채의 중요성을 주
장했다. 그는 예술의 보존･진흥을 목적으로 한 감화회(鑑画会)에서의 지도와, 회화개량운동의 뜻
에 동참하여 새로운 실험에 임한 가노 호가이(狩野芳崖, 1828 1888)를 통해 회화 개량을 실천해
갔다.
이러한 회화개량운동과 병행해 제도적인 근대화도 진행되었고 1882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관립
회화전인 내국회화공진회(内国絵画共進会)가 개최되었다. 그런데 이 전시회에서는 서양풍 회화나
서양화의 출품이 일제히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 족자나 두루마리, 화첩 등 전통적
인 형식의 작품도 허용되지 않았고 출품 규정에는 액자 또는 테두리에 부착하도록 명기되어 있었
다. 근대 이전, 족자나 병풍, 맹장지 그림 등 공예적이고 장식적인 성격을 가진 일본 회화가 서양
화처럼 액장되고 전시하게 된 것이다. 액장된 일본화는 이후 1898년에 오카쿠라 덴신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일본미술원과 1907년에 설립된 문부성 전람회(문전) 등 대규모 공모전 등의 표준이
되었다. 일본의 전통적인 가옥에 꼭 있는 족자를 걸리는 공간인 도코노마(床の間)에 전시하는 ‘도
코노마 예술’에서 ‘회장 예술’로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메이지 시대에 형성된 근
대 일본화는 서양화에 대항(일본이라는 나라의 서양에 대한 대항과 겹침)하는 그림이라는 성격을
가지면서 한편에서는 서양화의 화법과 근대 이전의 일본 전통회화를 융합함으로써 형성되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화가 일본 사회의 근대화를 배경으로 화법분만 아니라 양식, 제도까지 포함한
개량을 통해 만들어진 근대회화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화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논의는 도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일본의 근대화의 중심지는 도쿄이었으며 도쿄미
술학교의 개설 등이 미술 전반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러 장르 중 특히
일본화에 관해서는 교토화단의 존재는, 에도 천도(遷都) 이전에 교토가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것,
도쿄미술학교보다 앞서 교토부화학교(京都府画学校)가 개설된 것 등 새로운 미술을 창조하는 데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패전 이후 일본의 전근대성을 비판하는 풍조 아래
나타난 ‘일본화 멸망론’ 등으로 인해 일본화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재빨리 ‘새로운 일본화’를 창조
하려고 한 것도 교토화단의 작가들이었다. 1980년대 이후 전위적인 표현을 구사한 현대일본화가
주먹을 받기 시작해 현재도 일본화에 관한 논의가 마치 한국화를 둘러싼 논의처럼 전개되어 있
다. 현재 일본화의 동향과 각종 논쟁의 시작점이 된 것이 1940년대 말부터 일어난 교토 화가들의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메이지 시대에 탄생한 근대 일본화로부터 1945년의 패
전 후 새로운 표현을 추구하는 전후 일본화의 변혁을 교토화단의 작가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찰
하고자 한다.

2. 교토화단의 도전
2.1 교토부화학교의 개설
1880년에 개설된 교토부화학교는 교토화단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이 학교는 교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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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화가가 함께 운영하는 일본 최초의 공립화학교였다. 설립의 계기가 된 것은 1878년 남화가인
다노무라 쵸쿠뉴(田能村 直入, 1814 1907)가 교토부 지사에게 화학교 설립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
한 것이었다. 메이지 시대가 된 후 교토에는 근대적인 시설이 여러 가지 건립되었기 때문에 다노
무라는 근대적인 교육의 장으로서의 화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노무라의 건의서
제출 한 달 후, 이것에 촉발된 교토화단의 중견화가였던 고노 바이레이(幸野楳嶺, 1944 1895)와
구보타 베이센(久保田米僊, 1852 1906)도 화학교 설립을 기도하고 다른 화가들 2명과 함께 지사
에게 건의했다. 그들의 동기는 1864년에 일어났던 대화재와 천황 동천(東遷) 때문에 쇠퇴된 교토
화단의 부흥이었다. 경제 쇠퇴로 인해 안 팔리게 된 전통 회화를 부흥하고 싶다는 절실한 문제의
식이 있었다. 이러한 화가들의 소원과 노력의 결과 교토부화학교는 교토부의 근대화 정책의 일환
으로 서양식 근대 교육을 도입한 화가 육성 시설로 계획되어 1880년 7월 1일에 교토어원(京都御
苑) 내에 개교되었다.
교토부화학교에는 동서남북 4 가지로 나뉜 학과가 개설되었다. 동종(宗)에서는 도사파(土佐派),
마루야마파(円山派), 야마토 그림(大和絵), 서종에서는 서양화, 남종에서는 문인화, 북종에서는 셋
슈파(雪舟派), 가노파(狩野派) 류를 가르쳤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서종에서 서양화를 가르
쳤다는 점이다. 1887년에 개교한 도쿄미술학교에서는 처음에는 일본화과와 조각과 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립 화학교에서 서양화를 일찍 교육한 것이 전통회화의 중심지인 교토였다는 것은 대단
히 흥미로운 사실이다.
또한 화학교에서의 화가육성에 관한 새로운 것은 전통회화, 서양화에 상관없이 서양식 교육으
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그 때 당시 전통회화에 있어서의 화가 교육은 화숙(画塾)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는데 개별성이 강한 화숙과 달리 서양식 근대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다 같이
착석하고 시간표에 맞추어서 같은 내용의 수업을 받게 되었다. 화학교에서는 이러한 이른바 커리
큘럼을 도입하면서 균일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교토부화학교는 스즈키 쇼넨(鈴木松年, 1848 1918), 다케우치 세이호(竹内栖鳳, 1864 1942) 등
교토화단의 중진인 유명화가들이 교편을 잡았고 페놀로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도 교토화단의 근대 일본화 확립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다. 화학교는 이후 1889년에는
교토시화학교, 1891년에는 교토시미술학교(1894년에 교토시미술공예학교로 개칭), 1909년에는 교
토시립회화전문학교로 변천되어 갔고 패전 후에는 1950년에 교토시립미술대학, 1969년에 교토시
립 음악단기대학과 통합되어 교토시립예술대학교가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2 전쟁과 패전, 그리고 일본화 멸망론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화를 둘러싼 새로운 표현의 탐구라는 과제는 요코야마나 히시
다를 중심으로 한 몽롱체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추구되었다. 이 시기 즉 20세기 초반은 서구에서
들어온 새로운 미술 사조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아 일본화가들의 표현 개혁은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런데 1937년에 시작된 중일 전쟁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통해 전쟁화(전쟁 기록화)의
제작이 군부 주도로 진행되어 갔다. 당시 이미 이름이 있는 일본화가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전쟁
화 제작에 종사한 작가도 적지 않았다. 또한 1942년에 조직된 일본화가 보국회(日本画家報国会)

- 178 -

와 1943년에 설립된 일본미술보국회(日本美術報国会, 회장은 요코야마 타이칸) 등의 소속하지 않
으면 종이나 비단, 물감 과 같은 재료를 입수할 수 없다는 사정도 화가들의 전쟁 협력을 촉진했
다. 교토에서도 1941년 다케우치 세이호나 니시야마 수이쇼(西山翠嶂, 1879 1958), 하시모토 간세
츠(橋本関雪, 1883 1945) 등을 고문으로 교토일본화가연맹이 결속되어 1943년 4월에는 대례(大
礼)기념교토미술관(현 교토시립미술관)에서 군부 및 천황에 그림을 바치는 헌납화전을 열기도 했
다. 일본화가들도 전쟁화를 그렸으나 전투 장면을 사실적으로 그린 서양화와 달리 일본화의 전쟁
화는 후지산이나 매와 같은 상징적인 소재를 그리는 것이 특징이다.
1945년 8월 패전한 후의 일본은 GHQ의 점령 하에서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미국에서 유입된
물건과 문화는 전승국 미국에 대한 일본인의 동경심을 고양시키고 동시에 일본적인 것들을 전근
대적이라는 이유로 부정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일본화 역시 그 표적이 되었다. 그러한 분위기 속
에서 나타난 것이 ‘일본화 멸망론’이다. 이것은 1946년 문학자･평론가인 구와바라 다케오(桑原武
夫, 1904 1988)가 「제2예술

현대 하이쿠에 대해서」라는 글을 통해 하이쿠를 과거의 유물이라고

헐뜯었고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전후 일본 미술계 내에서는 진보적인 미술가들이 전쟁화에 대한 반성과 민주적인 미술의 창립
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었고 그러한 문제의식으로 일본의 현실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가 작가들
의 과제였다. 하지만 이런 점에서 일본화가들의 현실 의식이 비교적으로 희박했었고 이것도 멸망
론이 나타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일본화 멸망론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진 화가들에
의해 새로운 일본화를 제창하는 변화의 기운이 높아졌고 화조풍월과 같은 전통적인 소재에서 서
양화에 맞먹는 추상표현 등을 일본화에 도입하려는 동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3 교토화단에 등장한 소집단들
1940년대 말 교토에 새로운 표현을 추구하는 일본화가들의 소집단이 결성되었다. 우선 1948년
에 결성된 ‘창조미술’은 도쿄와 교토의 40대를 중심으로 한 중견화가들이 합동한 그룹이었다. 급
진적인 화가 후쿠다 도요시로(福田豊四郎, 1904 1970)와 요시오카 겐지(吉岡堅二, 1906 1990)의
제안이 계기가 되어 그에 호응해 야마모토 큐진(山本丘人, 1900 1986)이 움직이고 교토의 우에무
라 쇼코(上村松篁, 1902 2001)가 이어 갔다. 창립 회원 중에서 교토 작가들은 우에무라 외에 오
쿠무라 고이치(奥村康一, 1904 1974), 무카이 쿠마(向井久万, 1908 1987), 기쿠치 다카시(菊池隆
志, 1911 1982), 사와 고진(沢宏靱, 1905 1982), 아키노 후쿠(秋野不矩, 1908 2001), 무카이 구마
(向井久万, 1908 1987), 히로타 다즈(広田多津, 1904 1990)였다.
총 13명으로 구성된 창조미술은 일본미술원에서 참여한 다카하시 슈소(高橋周桑, 1900 1964)를
제외하면 모두 관전에서 활약한 작가들이었다. 특히 교토 작가들은 오쿠무라와 기쿠치 이외는 니
시야마 수이쇼의 화숙

세이코샤(青甲社)에 소속했었다. 또한 창조미술 창립 멤버들은 모두 특선

수상자였고 관전에서의 지위를 착실히 구축해 왔던 작가들이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반(反)관전의 입장에서 일본화의 혁신을 목표로 했다.3)
3) 창조미술은 1951년 신제작협회와 합류하고 신제작협회 일본화부가 되었는데 1974년 독립하고 창화회(創画会)가 되어 지금
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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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시기에 전쟁화 제작에 일조했던 관전(官展)은 패전 직후부터 부활이 계획되었고 1946년
봄에는 일본미술 전람회(일전 日展)가 열렸다. 창조미술의 작가들은 일전의 심사에 상징되는 구태
의연한 화단의 분위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압서 언급한 일본화 멸망론에 대표되
는 일본화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다. “우리들은 세계성에 입각한 일본 회화의 창
조를 결심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일본화를 모색하려고 한 창조미술의 결성은 당시 일
본화단에 충격을 준 사건이 되었다. 창조미술은 1974년에 창화회(創画会)로 재출발하고 공모전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일전, 원전(일본미술원전)에 이어 제3국을 확립했다. 일본화단을 이끈 세
가지 공모전 중 창화회가 새로운 표현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데 적극적이었고 이미 높은 수준의
작품을 확립한 관전 작가들의 새로운 도전은 후세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창조미술 출범과 같은 해 교토시립 미술전문학교(현 교토시립예술대학)의 일본화과 학생들이
모여 ‘빵리얼(パンリアル)’을 결성했다. 그룹 이름은 ‘빵=범(汎)’과 ‘리얼=리얼리즘’을 붙인 것인
데 좁은 의미에서의 리얼리즘이 아니라 현실 사회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추상적인 표현도 포함한
다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공예 작가들도 참가했었지만 1950년에 일본화 그룹전
으로 제1회 빵리얼전을 개최함과 동시에 ‘빵리얼 선언’을 발표했으며 공식적으로 빵리얼협회로
명칭을 정했다. 창립 멤버는 미카미 마코토(三上誠, 1919 1972), 호시노 신고(星野眞吾, 1923
1997), 후도 시게야(不動茂弥, 1928 2016) 등 11명이었으며 창조미술 작가보다 아래 세대의 젊은
작가들이었다.
그들의 선언문은 ‘(전략) 눈알을 도려내라. 작은 다다미 방의 음영에 희미해진 시각을 버리고
사회의 현실을 응시하는 지성과 의욕에 불탄 눈을 기르자’라는 대단히 격렬한 내용이다. 선언문처
럼 급진적이고 첨예한 태도를 보인 이들은 초기에는 ‘일본화(膠彩画)의 가능성의 추구’를 외치고
천에 그리거나 원색을 대담하게 사용하거나 소재 개발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양식에 있어서도
초현실주의나 추상 등 폭이 넓은 혁신적인 회화를 발표함으로써 현재의 전위적인 일본화의 선구
가 되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룹은 빵리얼 작가보다 젊은 작가들에 의해 1959년에 결성된 ‘케라미술협회’이다. 케
라란 라틴어로 세포(cellula)라는 뜻이고 세포가 분열되면서 확대해 가는 것을 바라는 의미를 가진
다. 노무라 히사유키(野村久之, 1933 ), 구스다 신고(楠田信吾, 1935 ), 사카키 겐(榊健, 1936
2010) 등 총 13명의 회원들은 신제작협회 등에서 활약했었고 봉건적인 일본화단에 반기를 내걸고
참신한 표현에 도전했다. ‘20세기 후반은 우주시대다’라는 문구로 시작한 선언문에서 그들이 외친
것은 ‘①모든 스타일에 고집하지 않고 참으로 창조적인 회화를 만드는 것. ②우주시대에 맞는 진
정한 주제를 찾는 것. ③20대의 열정과 의기를 무기로 기성 개념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열기에 넘친 그들이 1960년 7월에 교토시미술관에서 열린 제1회 케라미술전에서는 작가마다
100호 정도의 그림을 10~30점 출품했다고 한다. 마치 앵포르멜이 석권한 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이 추상표현이었고 재료에 관해서도 일본화 문감뿐만 아니라 유채, 흙, 석고, 천 등 대단히 다양
했으며 빵리얼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도 선배 작가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표현을 실현했다. 또
한 케라 작가들은 창작의 장으로 교토시내에 기타시라카와 미술촌(北白川美術村)을 건설하기도
했다. 1964년의 해산까지의 케라의 활동은 기존 일본화의 기성개념을 부수고 현재까지 이르는 새
로운 경지를 개척하는데 가장 큰 흔적을 남긴 그룹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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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일본화는 탄생한지 약 150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표현을 모색해 왔다. 개념, 화법, 재료, 교육, 제도 등 일본화를 둘러싼 개량은 다방면에 이르렀고
어떻게 보면 교토는 그러한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도한 도시였다. 그 중심에는 교토화단을
형성하는 화가들이 있었다. 특히 본 발표를 통해 언급한 전후 화가들의 노력은 일본화의 위기를
타파하려는 가감한 도전이었고 이것은 현재 전개되어 있는 전위적인 현대 일본화의 다양한 표현
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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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 원자력안전 협력에 관한 고찰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박성하 (포스코 안전전략사무국)

1. 들어가며
동아시아는 어느 지역보다도 핵 감수성이 높은 지역이며 원전 밀집지역이다. 나아가 일본, 대만
및 최근 가장 빠른 속도로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한반
도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원전 보
유 세계 10위안에 든다. 계획대로 2030년이 되면 동아시아 4국에서 전 세계 가동 원전(400여기)
의 절반인 200여기가 건설, 운전될 예정이다(이종인, 2019).

[그림1] 동아시아 원자력발전소 현황(출처: 한겨레 신문, 2011)
세계 원자력 주요국으로 부상한 한중일은 2008년 ‘원자력 안전 고위규제자 연례회의(TRM, Top
Regulators Meeting)’를 구성하고 원전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동북아 지역의 안전을
위해 논의해 왔다. 2011년 부터는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2013년부터는 역내 참여국들로 확대하여
TRM+ 회의로 발전되었다(윤병세 2015).
그러나 동아시아 4국은 머리를 맞대었을 뿐 형식적 만남만 지속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처와 스모그현상을 동시에 해
결하기 위해 2030년 전력 생산의 10%를 원전으로 대체하려는 중국정부의 이해의 벽에 막혀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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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이종인, 2019). 그 결과 원자력의 수혜는 국경 안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국
경을 넘는 폐해는 아무도 온전히 책임지지 않는 형국이 되었다.
따라서 향후 원전의 안정적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다자간
협력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원자력안전 문제와 관련된 다자간 협력
은 그 동안 얼마나 진전되었는가? 그 협력의 수준을 더 진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를 구명해 보고, 실천력과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지역 내 한중일 다자간 원자력안전 협력 현황
2.1 한중일 협력 사무국(TCS)
우선 한중일 3국 간의 협력을 상징하는 조직으로는 한중일 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이하 TCS)1)이 있다. TCS는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던 해인 2011년에 출범하였다. 여기
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관련 문제를 3국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2015년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는 원자력 관련 의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2.2 한중일 원자력안전 규제책임자 회의(TRM)
한중일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TRM: Top Regulators’ Meeting)는 한중일 3국간 원자력안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정보 교환 협의체이다. 본 회의는 동북아지역의 원자력안전능력을 향
상하고 원자력안전협력의 추진체제 구축이라는 취지하에 시작되었다.(원자력안전연감, 2018).
TRM 출범의 계기가 된 것은 2004년 8월 9일, 일본의 후쿠이 현(福井県)에 위치한 미하마(美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증기누출 사고2)였다. 이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증폭되었다(임은정, 2017).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한중일 3국의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 회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원
자력 안전을 위한 비상시 조기통보 체제 구축, 사고발생시 기류 분석 및 기류 예측정보 교환 등
의 정보공유 강화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TRM은 기존 국･과장급 실무회의에서 차관급으로 격
상되었다. 이는 기존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이었던 것이 이후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TCS는 서울소재 국제기구로서 1명의 사무총장과 2명의 사무차장을 한중일 각 국에서 한 명씩 2년마다 돌아가면서 파견하
고 있다.
2) 2004년 8월 9일, 일본 미하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냉각 배관 파열에 의해 발생한 증기 누출 사고. 5명이 사망, 6명이 부상당
했다. 인명 피해가 제법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냉각수 증기에 의한 사고였기 때문에 국제 평
가 척도에 의해 레벨 1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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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중일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 확대 회의(TRM+)
2013년 11월 중국에서 개최된 제6차 회의에서 3국은 전문가 간 기술 교류 확대 필요성을 공감
하고, TRM 본회의에 이어 워크숍/심포지움 형태의 ‘TRM+’가 제안되었다. TRM+는 2014년부터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기존 한중일 이외의 국가 및 국제기구를 초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3국
은 평상시 및 비상시 정보교류를 위한 구체적 정보교환체제 이행안에 합의하였다(원자력안전연감,
2018). 2014년부터 출범한 TRM의 부속 회의인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 확대 회의(이하 TRM+)는,
1차(2014.9.2. 일본)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원자력 규제당국 관
계자 간 비공개 워크숍 형태의 동북아 원자력안전 심포지엄으로 개최되었고, 2차(2014.11.26. 한
국)는 한, 중, 일, 프, 러의 원자력규제기관 및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그리
고 3차(2015.10.22. 한국)는 “원자력안전 분야에서의 동북아 리더십 제고”라는 주제 하에 한, 중,
일, 미, 프, 캐, 러, 몽, IAEA 등의 원자력 규제기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2.4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기술전문관 정보교환 회의
2008년에 원자력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비상시 대응 및 원자력의 공공수용성에 관한 정책 논
의와 관련 기술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마련된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기술전문관 정보교환 회의
(이하 정보교환회의)도 한중일 3국 협력의 실례로 꼽을 수 있다. 정보교환회의에서도 역시 2011
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이 주
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2.5 아시아태평양원자력협력 협정(RCA; The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for Asia and Pacific)
RCA는 1972년에 체결된 정부간 협정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ey, 이하 IAEA) 체제 하에 출범한 첫 지역 협력협정이다. RC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역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고, 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
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며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지역 내의 22개 국가가 조인
하였다.
한편 RCA 설립 30주년이었던 2002년 3월 27일, 한국원자력연구소(대전 소재) 내에 RCA사무
국이 개소하게 되었다. RCA사무국은 아직 국제기구로서의 지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RCA
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협정이 개정되거나 보조협정이 체결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협정을 개정할 것과 개정 이후 본부협정 체결을 목표로 RCA사무국
국제기구화기획단을 운영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양맹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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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일 다자간 원자력안전 협력에 관한 평가
우선 후쿠시마 사고라는 ‘중대한 국면’의 틀에 입각하여 보면 한중일 3자 간의 원자력 협력의
성과는 원자력 협력을 진일보하게 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원자력안전 협력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
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박성하, 2018).
첫째, 동아시아 지역내에 원자력안전을 논의 할 수 있는 상설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에는
한중일 간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TRM), TRM⁺가 있지만 상실기구가 아니다. 여기서는 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보교환, 교육훈련 등을 다루고 실질적인 협력 사안보다는 사례발표의 장으
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서로 다른 원자력 안전 규제체계와 기술체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2015년 중대사고 관
리계획의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일본은 신안전법으로 중대사고 대처 방법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은 핵안전총국이 원전 운영 등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정동욱, 2015). 기술체계로는 한국은 가
압경수로(PWR)가 중심인 반면, 일본은 비등수형경수로(BWR), 가압경수로가 혼재되어 있고, 중국
은 자체 개발과 해외 도입 기술이 혼재해 있다(김종선 외, 2012).
세째, 원자력 정보는 정치적 민감성이 있어 상호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다. 원자력은 태생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민수용 발전과 재활용을 통한 무기 용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대
부분의 국가는 각 국가의 원자력 관련 정보의 공개를 꺼린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정보와 협력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넷째, 미국과 한일 국가 간 맺은 원자력 협력협정이 있다. 미국과 양자 간 원자력 협력협정(이
른바 123 협정)3)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원자력 거버넌스의 발전에 방해(Lim, 2016)
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일본과 한국에게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법적구속력과 ‘규범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양자 간 협력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난 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은 등장하기 힘든 것이다.

4. 나아가며
현재 동아시아 원전 운영 국가들은 제 각기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향후 급격히 늘
어날 원전 운영에 과연 충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한국은 탈원전 국가
정책으로 안전 우수 인력의 유출과 원자력산업 공급 생태계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으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악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은 정부의 갈팡질팡 원
전 정책으로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는 상황(최광식, 2019)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사고는 그 규모나 미친 파장이 컸던 만큼, 한중일 3국을
3)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법(Atomic Energy Act)’의 제123조항에 근거하여 미국이 맺은 양자 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총칭하며
‘123협정 (123 Agreement)’이라 부른다. 123협정은 상대 조약국이 핵물질을 이전하거나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기술 및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의 모든 주요한 민간용 핵 거래에 미국의 승인(licensing)이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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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원자력 협력을 진일보하게 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다. 그러나 지역 내의 다
자간 원자력안전 협력을 위한 진정한 협력의 국면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원자력 산업의 성숙도와 기술수준 차이, 원자력 정보의 미공개, 공통
의 안전기준 설정 부재, 각기 다른 안전 규제 및 기술 체제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이 한중일,대만 4국의 원자력협력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원자력안전 거버넌
스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내의 한중일,대만 4국 간의 지나친 정치적 도구화를 지양하고 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중일, 중국과 대만 양자 간의 협력이 어려운 부분을 한국이 지역내 국가
간의 협력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것은 한국
이 지역 내에서 패권을 다투는 국가가 아니고 외교적으로 큰 부담 없이 국가들 사이에서의 대화
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은 협력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찿아서 이를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

일본은 원전 운영상의 안전과 폐로 해체 기술에 관심이 많으며, 중국은 원전 확대 정책에 따른
대규모 원전건설과 운영기술에 관심이 많다. 서로 간에 관심이 많은 부분부터 협력해 갈 때 동아
시아 4국 간의 협력은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은 국내에 있는 TCS와 RCA 사무국 같은 기존 다자간 협력의 기제를 보다 적극적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임은정, 2017). 한중일 3국을 3각 축으로 하되, 미국과의 원자력 거버넌스
에 충돌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내 거버넌스를 위해 어떻게 더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
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힘입어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한국은 RCA 등의 기존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가야 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성공적으로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켜 원자로를 수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된 국가이다. 지난 수십 년간 성공적인 운전 경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 내
다자간 기구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점, 아울러 중국, 일본과 달리 지역의 패권경쟁
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등의 유리함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한국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
분히 활용하여 한중일,대만 간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아울러 이것이 아시아에서
의 원자력 협력 레짐 탄생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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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及日本人」으로 본 전후 일본과 국민국가
석주희 (대전대)
1)

1.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일본의 ‘전후’에 대한 우익의 인식은 무엇인가에 대해 「日本及日本人」을 통해 밝히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에서 전후는 1945년 포츠담 선언 이후의 일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
용되었다. 그러나 전후는 단순히 전전과의 시간적 구분을 넘어 제국의 해체를 선언하고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나타냈다. 전후는 GHQ의 통치와 일본국헌법, 도쿄재판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
약을 통해 일본사회에 등장했다. 일본에서 전후는 단순히 시기적 구분을 넘어 제국일본의 문화적
유산이면서 동시에 제국일본과의 명백한 구분을 상정한다. 이는 모순처럼 보이나 현대 일본이 지
닌 전후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전후는 전쟁을 둘러싼 다양한 세력 간 투쟁이 발생하는 유무형
의 공간이자 현대 일본과 제국일본을 연결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전후에 대한 인식은 일본 내에서도 일치된 것이 아니다. 보수와 혁신, 전통과 근대, 안보와 천
황 등 세력 간 다툼 가운데 상이한 해석을 가진다. 이 가운데 우익은 ‘전후 민주주의’는 부정하고
싶은 정치체제로 인식한다. 1956년 경제백서에서 ‘이제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もはや戦後ではな
い)’에서의 전후와 1983년 나카소네 총리의 ‘전후정치의 총결산(戦後政治の総決算)’에서의 전후
는 서로 다르다. 전자는 경제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패전에 의한 상처와 상실감 보다는 새로운 국
면에 당면했음을 선언했다. 즉 패전의 상처와 한반도 전쟁으로 인한 경제특수의 의미에서 ‘전후’
는 종결했으며 이제 고통을 수반하는 근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선언 이후로 일본
경제가 본격적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데 성공하여 고도성장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후자는 문화의 복지를 내세우며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기존정치를 제도적으로 수
정하고 국가 변혁을 내세우는 등 정치개혁의 측면을 강조한다. 1990년대 이후에도 전후라는 용어
는 ‘전후 50년’ 등 전쟁과 패전의 시기적 구분으로 제시되었다. 그 외에 문학이나 예술, 사회 분
야에서도 전후는 특정한 시기의 장르로서 다루어졌다. 이처럼 전쟁이 종결된 직후 전후와 일본을
분리하려는 시도와 무관하게 전후는 일본에서 특정한 용어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에서 전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쟁 이후라는 단순히 전후를 전쟁 이후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보는 것은 일본의
전통과 문화, 제국주의와 근대 등 중층적이고 복잡한 맥락을 간과한다. 전후는 일본에서 전쟁과
식민지 등 제국에 대한 기억을 재생산하고 고착화시켰다. 전후는 때로는 일본 스스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日本及日本人」을 통해 일본 우익의 전후에 대한
1) 대전대학교 글로벌지역문화연구소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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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첫째, 포스트 제국 일본에서 국가와 사회, 보수와 혁신, 동아
시아와 일본이라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통해 전후가 생성되었으며 둘째, 정치엘리트와
정치슬로건을 통해 전후를 인식했으며 셋째, 문화권력의 형태로 전후에 대한 인식이 대중에게 확
산되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결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우익에게 ‘전후’는 어떤 시기를 상징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적 측면에서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관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 「日本及日本人」와 전후 일본
2.1 전후 일본에 대한 기존 인식
본 연구에서 전후는 고정된 관념이 아닌 다양한 행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인식의 차원에서 접
근한다. 국가와 사회 즉 정치엘리트와 대중의 인식을 각각 분석하여 정치와 사회에서 인식하는
전후 그리고 그 경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후를 발현하는 도구로서 자민
당 중심의 보수권력과 ‘전후 민주주의’에 대한 보혁의 고찰, 전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통해 분
석하고자 한다. 전후는 민주주의와 결합하여 보수자민당 중심의 주요 정책결정자와 정치엘리트가
새로운 일본국가를 구축하였다. 전후 민주주의는 미일안보조약을 기반으로 평화헌법과 상징천황
제를 내세우며 일본 전후를 성립했다. 또한 전후 복구를 위해 1950년대 후반부터 문화에 주목했
으며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68년 메이지 100주년 기념행사, 1970년 오사카 일본만국박람회를
전개했다. 전후 보수화의 맥락에서 이들은 전후 이미지의 탈각을 시도했으며 평화국가 일본이라
는 새로운 일본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쟁 직후 전전의 법률을 폐지하여 새로운 민법 형법 등 근
본적인 개정을 통해 전전 제국주의 지배구조를 거부했다. 개혁의 기본방향은 일본 관료와 기술관
리, 고문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기본적으로 GHQ가 주도했다. 1945년 5월 문부성은 ‘신생일본건설’
이라는 신교육 지침을 내렸다. 주요 내용은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과 군국주의의 배재, 인간성과
개인의 인격 존중, 과학수준 및 철학적 종교적 교양의 향상, 민주주의 정착과 평화적인 문화국가
를 건설하기 위한 교육자의 사명에 관한 것이었다. 1980년대 중요한 정치적 슬로건인 ‘전후정치
의 총결산’은 나카소네 내각을 중심으로 보수정치의 핵심적인 가치가 되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사회당과 공산당을 중심으로 지식인, 노동자가 결집한 혁신이 존재했다. 혁신
세력은 ‘회한의 공동체’로 불리며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전쟁에 대한 자괴감과 전쟁을 방지
하지 못했다는 책임과 의무감 등 감정적 유대를 공유했다. 이들에게 전후는 새로운 가치 이전에
전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혁신의 대상이 되었다. 1965년에 들어 평화주의를 주창하는 사회운동
은 외부적인 억압의 강화와 내부적으로는 공산당 분열, 지식인 및 이익집단의 와해, 학생운동실패
로 점차 약화된다. 게다가 1960년대 중반이후 공산당의 내부 분열과 지식인 및 이익집단 와해,
학생운동의 실패로 아래로부터의 전후 평화주의 운동은 한계에 봉착했다. 평화주의와 아시아연대
주의가 얽히면서 일반대중은 소위 ‘죄없는 방관자’로서 전쟁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이 소멸되었다.
1960년 미일안보투쟁을 기점으로 국민소득배증계획 등 경제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등장
한 이케다 내각은 전후에 대한 패배감과 상실감을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이들은 혁
신세력이 주장한 비핵 3원칙, 개헌 추진 중단 등 평화주의적인 내용을 수용하면서 전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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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내세우고 혁신을 포괄하는 보편적 중도보수의 노선으로 향했다.
전후는 일본 우익의 전쟁에 대한 인식과 담론을 통해 재생산되고 창출되었다. 야스쿠니 관련법
안과 원호법제정, 메이지유신 100주년 등 전후 체제에서 우익은 끊임없이 담론을 형성하고 ‘국가’
의 정체성에 관한 논쟁을 이어갔다. 우익은 이런 것들에 의하여 개인의 기억이 조작되거나 순응
하면서 끊임없이 만들어진 역사를 재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쇼와천황 죽음 이후 전후는
전쟁에 대한 우익을 새롭게 하였다. 패배 50주년을 맞이하여 등장한 전후관리(戦後管理)”나 “전
후책임(戦後責任)‘ 에 대해 우익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민족주의 운동을 강화해 나갔다.

2.2 「日本及日本人」과 전후 일본
본 연구에서는 전후에 대한 우익의 인식을 전전과 전후의 미디어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여
기서 미디어는 우익단체가 발행하는 잡지와 기관지, 신문을 말한다. 우익은 기본적으로 소규모의
폐쇄적인 조직운영으로 대중지향적인 기존의 미디어와 상반된다. 그러나 우익 스스로 정체성을
규정하고 민족과 국가에 대한 우익의 담론을 확산하는 등 우익운동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를 위해 집단기억의 메커니즘을 통해 우익의 전후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포스트제국의 시점에서 전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기
본적인 질문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권력의 관점에서 강제와 동의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그
람시에 따르면 동의는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지배계층이 지식인이나 교회와 같은 단체를 통
해 사회에 침투하는 것으로 문화적인 부분을 강조한다. 전후 일본의 지배세력은 강제와 동의를
통해 사회 내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강제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행하는 폭력의 수단을 말한다. 강
제는 때로는 국가의 폭력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나 기본적으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국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강제는 사회저항
과 관련하여 명백하게 드러난다. 국가는 사회의 잠재적인 도전을 통제하거나 저항이 발생 한 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후자의 경우 지배정당은 대규모 시위나 파업
이 발생하면 뒤이어 관련된 정책이나 법을 입법하는 것을 이른다.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 이와
관련한 행위자나 단체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여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우익의 경우 강제보
다는 동의를 통해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외부로는 권력을 발산하며 대중의 인식과 동의를 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日本及日本人 는 일본주의를 주장하는 당대 지식인과 군인, 기업가, 우익활동가가 모여 발행
한 것으로 이른바 우익계열의 사회운동 결집을 위한 ‘우익플랫폼’을 구축했다.

日本及日本人 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에 우익 미디어로 활동하며 공산주의 비판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여
기에 우익운동가와 의원 군인이 모였으며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日本及日本人 는 전전에

는 1925년부터 1935년까지 간행되어 발행부수는 연간 약 1만 6000부 정도였다. 발행 단체는 사
사가와가 창립한 청천회(青天会)와 대동문화협회(大東文化協会)관계자였다. 대동문화협회는 유교
한학에 의한 국민도덕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했다(伊藤陸, 1969). 이들은 다이쇼데모크라시에 대
한 거부감을 가지고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국회의원, 기업가, 교수, 관료,
군인, 우익활동가가 참여하여

日本及日本人 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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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及日本人 은 단지 일본을 찬미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문명과의 융합에 대해 모색했다. 1910년대는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 좌파계
열의 학생단체가 결성되었다. 1920년대 초에는 일본공산당이 설립되면서 학생운동이 확산되었
다.

日本及日本人 는 세이쿄샤(政教社)가 발행한 기관지로

日本及日本人 는 1944년 12월 폐

간하였다가 1945년 전후 다시 발간을 시작했다. 발행처인 세이쿄샤는 1888년에 결성된 정치평론
단체로 국수주의, 민족주의를 내세웠다. 일본에 대해 종교, 도덕, 미술, 정치 제도는 일본인을 지
키기 위해 필요하나 서구문명과 대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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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신사 합사자 자격심사로 보는 국민국가
김현아 (한림대)

1. 종전 후 야스쿠니신사 합사자 추이
靖国神社百年史 事歴年表 (靖国神社,1987)에 의하면 1954년 4월 17일 합사자는 33,752주(제
75회)이고 10월 17일 합사자는 236,460주(제76회)이다. 1955년 4월 21일 합사자는 99,119주(제77
회)이고, 10월 17일 합사자는 96,979주(제78회)이다. 1956년 4월 21일 합사자는 94,355주(제79회)
이고, 10월 17일 합사자는 112,609주(제80회)이다. 1957년 4월 21일 합사자는 212,760주(제81회)
이고, 10월 17일 합사자는 257,249주(제82회)이다. 1954년에서 1957년까지의 합사자 수를 비교해
볼 때 1954년 76회 합사자와 1957년의 제81회, 제82회 합사자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54년 합사자가 많은 이유는 1953년 9월 21일에 결재한 ‘제신 합사 전의 표준 추가의 건(祭
神合祀詮議標準追加の件)’을 들 수 있다. “종전 전에는 전병(戰病)으로서 취급되지 않았던 뇌일
혈, 심장마비, 협심증, 위궤양, 위암 등에 의한 전지(戰地) 병사(病死)는 응소 (입영) 후 1개월 이
상 근무한 자”를 합사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1) 이 자료에 주목하는 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직후에 야스쿠니신사의 제신 합사자 자격심사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족 및 일반
국민의 인상으로서는 전병사와 마찬가지로 합사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패전 전의
야스쿠니신사 합사 관계는 궁내성, 육군성, 해군성, 야스쿠니신사가 논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유족
및 일반 국민의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 점이다.
1957년 6월 4일자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관한 자료 및 기준의 개요(靖国神社合祀に関する資料
並びに基準の概要)’를 보면 “내지에서 전몰한 군인 군속으로 ①적의 공격이 원인이 되어 전몰한
것이 확인된 전사, 전상사 ②발병 (부상)이 전지 혹은 사변지의 근무에 기인하여 발병 (부상)한
후 3년 이내의 사몰자”를 포함하고 있다.2) 1957년 야스쿠니신사의 합사자가 증가한 이유는 군인
군속이 내지에서 적의 공격과 관련하여 전사, 전병사한 경우도 합사 대상자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패전 전과 패전 후의 야스쿠니신사 합사자 자격 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
다. 그래서 패전 전과 패전 후의 야스쿠니신사 합사 자격을 비교 분석하여 야스쿠니신사의 제신=
전몰자를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합사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합사자 자격심사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통해 일본 국민국가가 야스쿠니신사의 전몰자를 매개로 하여 국민을
형성하는 일면을 논하고자 한다.

1) 新編 靖国神社問題資料集 , 国立国会図書館 調査及び立法考査局, 2007, 192쪽.
2) 위의 자료, 新編 靖国神社問題資料集 ,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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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전 전의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자격
1938년 1월에 제정한 ‘1938년 4월 야스쿠니신사 합사자 자격심사 방침(昭和13年４月 靖国神社
合祀者資格審査方針)’을 보면 다음에 해당한 자를 합사한다고 되어 있다.
1. 만주사변에 관련하여 1931년 9월 18일부터 1937년 10월 15일 사이에 전사 또는 전상 때문에 사몰한
군인 군속
2. 이번 중일전쟁에 관련하여 1937년 7월 7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전사 또는 전상 때문에 사몰한 군
인 군속3)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에 관련하여 전사 또는 전상사한 군인 군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1938년 7
월 1일에 결정한 ‘1938년 10월 야스쿠니신사 합사자 자격심사 방침(昭和13年10月 靖国神社合祀
者資格審査方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Ⅰ. 군인 군속 등으로 만주사변에 관련하여 1931년 9월 18일부터 1937년 10월 31일 사이에 사몰한자 및
중일전쟁에 관련하여 1937년 7월 7일부터 1937년 10월 31일 사이에 사몰한 자 아래에 해당할 때 합
사한다.
1. 전사 또는 전상 때문에 사몰한 자
2. 사변지 만주국에서 유행병에 걸리거나 자기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중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서
사망한 자
3. 사변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변에 관련한 공무 때문에 상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피할 수 없
는 재난으로 인해 사몰한 자
4. 사변지에서 자살한 자 등으로 그 정상(情狀) 합사를 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4)

‘1938년 4월 야스쿠니신사 합사자 자격심사 방침’과 비교해 보면 합사자 자격심사 내용에 2. 3.
4. 항목을 추가하여 서술하고 있다. 전쟁 기간,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토대로 하여
합사자 자격심사에 포함했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7월에 규정한 ‘1945년 7월 야스쿠니신사 합사자 자격심사 내규 안(昭和20年7月 靖国神
社合祀者資格審査内規案)’을 보면 “군인 군속 등으로 만주사변이 발발한 1931년 9월 18일부터
1941년 12월 7일까지에 사몰한 자 및 대동아전쟁으로 인해 1941년 12월 8일 이후 사몰한 자가
아래의 해당할 때는 합사한다”고 되어 있다.
(생략)
2. 전지(戰地), 사변지 만주국에서 유행병(페스트,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천연두, 성홍열,
발진티푸스, 디프테리아, 유행성 뇌척수막염 홍역, 회귀열, 말라리아, 바이러스씨병, 흑열병)에 걸리거
나 또는 자기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상이를 입고 혹은 질병에 걸려서 사망한 자
3) 위의 자료, 新編 靖国神社問題資料集 , 27쪽.
4) 위의 자료, 新編 靖国神社問題資料集 ,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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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지(戰地), 사변지 이외의 지역에서 전쟁･사변에 관한 공무 때문에 상이를 입고 또는 질병에 걸려서
사몰한 자
4. 전지(戰地), 사변지에서 자살한 자 등으로 그 정상(情狀) 합사를 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5)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전쟁터에서 전투하다 전사, 전상사한 경우 외에도 열대성 전염병에 의
한 병사, 굶주림에 의한 아사(餓死), 공무와 관련하여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어서 전쟁터에서 사망
하면 ‘영령’으로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
그리고 ‘1945년 7월 야스쿠니신사 합사자 자격심사 내규 안’의 전사･전병사 항목의 ‘유의해야
할 사항(留意すへき事項)’이라는 비고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1. 생사불명자, 전사확인자, 전사이지만 전투의 특질 상 사몰(死沒)의 확실성에 의문이 있는 자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보류한다(노몬한, 상륙전투, 항공자폭, 침몰에 많음)
2. 부상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자는 보류한다.6)

“생사불명자와 ‘사망의 확실성에 의문이 있는 자’는 보류되었다. ‘옥쇄명령’이란 최후까지 적과
싸우다가 ‘전사’한다는 명령이며, 명령을 내린 지휘관은 군기를 불태우고 자결하는 것이 관례이
다. ‘옥쇄명령’을 거역하고 생존해 있는 것은 아닌지, 전진훈(戰陣訓)을 위반하고 ‘살아서 포로’가
되는 것은 아닌지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영령’이 될 수 없었다.”7)
‘전투의 특질 상’ ‘사망의 확실성에 의문이 있는’ 노몬한 사건은 1939년 5월에서 9월 중순까지
일본의 관동군과 소련･몽골군이 국경분쟁으로 교전하여 일본군이 참패했다. “겨우 생환한 자는
오지로 전근되었고 포로가 되어 돌아온 자들은 군법회의에 부쳐졌다.”8) “포로가 되었던 것을 부
끄럽게 여기고 자결한 장교는 무인(武人)의 거울로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포로가 되었
던 자 중에는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귀환을 거부한 자도 있었다.”9)

3. 전몰자의 ‘명예의 전사’=국민
‘옥쇄명령’이 하달된 섬에서 굶어 죽어도(상륙전투), 해전에서 격침된 전함과 운명을 같이 해도
(침몰), 특공출격(항공자폭)을 해도 확인을 할 수 없으면 보류되었다. 옥쇄명령 후의 전투에서 거
의 죽어가는 상태가 되어 적의 야전병원에 수용되어 살아남은 경우, 특공출격으로 총격을 받고
바다에 떨어져 적의 전함에 구조되어 포로가 되는 경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포로가 되어 살아남
아도 ‘치욕’으로 본인은 물론 부모 형제까지도 떳떳하지 못했다. ‘제국의 군인이라면’ ‘당연히 죽
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령’이 될 수 있었다. ‘죽는 방법’ 조차도 ‘심사’를 받고 ‘선별’되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10)
5) 위의 자료, 新編 靖国神社問題資料集 , 71쪽.
6) 위의 자료, 新編 靖国神社問題資料集 .
7) 西里扶甬子, 「‘靖国合祀’の仕組みとは？」,

季刊戦争責任研究 57, 2007, 58쪽.

8) 常石敬一, 増補版 消えた細菌部隊 , 海鳴社, 1989, 66쪽.
9) 앞의 자료, 「‘靖国合祀’の仕組みとは？」,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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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사카마키 가즈오(酒巻和男) 해군 소위는 1941년 12월 8일 진주만공격에서 미국의
공격으로 함정이 좌초되어 자폭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로 미군의 포로가
되었다. 대본영은 사카마키가 포로가 된 것을 알고 같이 함정에 탑승한 10명의 사진에서 사카마
키 사진을 삭제하고 ‘9 군신’으로 발표를 했다. 사카이의 가족은 사람들로부터 ‘비국민’으로 비난
받았다.11)

10) 앞의 자료, 「‘靖国合祀’の仕組みとは？」, 59쪽.
11) 逆巻和男, 捕虜第一号 , 新潮社,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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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코리안의 귀환과 단절
―주민으로서의 권리로부터 소외되는 국민―

김웅기 (한림대)
1)

1. 서론
필자는 그동안 재일코리안의 한국 내 권익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로서 그리고 타의에 의한 것
이지만 이 문제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어 제반 활동을 펼쳐 왔다. 2011년 내국인 남성
과 결혼한 한국국적 재일코리안 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인 통합정책
인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이른바 다문화지원 대상에서 한국국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문제를
접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문제는 필자가 생애 최초로 재일코리안들과 교류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이 점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만큼 일본사회에서 고립되며 살아가고 있는 재일코리안
들이 많다는 사실을 연상시키기 위해서다. 민족학교 출신자들과는 달리 8 90%가 통명(通名)을 쓰
며 일본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재일코리안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알게 되더라도 공통의 화제조차 찾기가 어렵다. 1960년대부터 모국의 경제발전에 이
바지해 온 재일코리안 상공인들의 모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대 경과나 귀환 이유의 다양화 등
으로 인해 점차 구심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같은 재일코리안의 상황은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기이한 현상이
다. 오늘날 중국 조선족 동포는 미등록자까지 포함하여 80만 명 이상이 국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CIS 고려인 동포의 수는 이제 10만 명을 웃돌기 시작했다. 이들은 수십 개의 권익단체
를 구성하며, 국내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구로구나 광주광역시와 같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즉 이들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가시적 존재인 것이다. 권익으로부터의 소외가 현실적으로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조차 나오기가 어려운 재일코리안과는 지
극히 대조적이다.
본고는 이 같은 재일코리안의 특수한 상황이 형성케 하는 요인에 대해 논함과 동시에 향후 이
문제를 기점으로 어떠한 논의가 가능한 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양한 논의 전개 가능성
이 존재하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재일코리안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성을 둘러싼 두 가지 측면에 착
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로서의 재일코리안과 대한민
국 국민으로서의 재일코리안의 관점이다. (일본 정주외국인으로서의 재일코리안이라는 관점에서의
1)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교수 (kimwoongki@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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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도 필요해 보이지만 지면 관계상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각기의 논의를 통해 오늘
날 재일코리안이 놓이고 있는 이등시민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과 더불어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와 연관된 논의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로서의 재일코리안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로서의 재일코리안의 특수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비자발적 이주경
위를 가진 유일한 재외국민 집단’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1>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이주경위/국적

한국국적

해방후 자발적 경제이주자
(주민등록법 시행 이후 이주자: 재미동포 등)

자발적
비자발적(디아스포라)

외국국적

재일코리안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 이주)

중국 조선족 동포
CIS 고려인 동포

출처: 金雄基, 「韓国社会における「最底辺の在外同胞｣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 일본학보 제106호, 1 15쪽.

재일코리안의 독특한 지위는 ‘디아스포라+재외국민’ 외에도 두 가지 요인으로 형성된다. 하나는
여타 디아스포라 재외동포인 중국 조선족 동포와 CIS 고려인 동포와 유사하게 신분이 가변적이
지 않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거주국에서의 지위다.
신분이 가변적이지 않다는 점은 두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재미동포 등 자발적 경제이주자나 내국인의 이주와의 비교다. 1964년 주민등록법 시행
이후에 이주하게 된 재외동포의 경우, 거주실태에 따라 한국의 주민등록과 거주국의 체류자격의
취사선택이 가능하다. 어느 한 쪽을 선택한다고 해서 다른 한 쪽을 추후에 취득할 수 없는 리스
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재일코리안의 일본 거주의 근거인 특별영주자격은 한번 포기하게 되면 다시는 회복
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 재일코리안이 내국인과 동등한 주민등록을 원할 경
우, 특별영주자격의 포기를 요구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변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
국 조선족 동포나 CIS 고려인 동포도 한국에서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거주국 국적
의 포기를 요구 받는다. 즉 비자발적 이주에 따른 재외동포들은 자발적 이주경위를 가진 재외동
포에 비해 이동의 자유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이고 있으며, 이 점에서 재일코리안과 여타 두
지역 재외동포 간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둘째, 거주국 국적에 근거하여 시민권이 담보되는 여타 한민족 디아스포라들과는 달리 재일코
리안은 일본에서 단지 거주권만 보장 받은 ‘무권리의 외국인’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에서는 간
신히 ‘쫓겨나지 않을 권리’만 가지고 있는 데 불과한 것이다. 정치참여 뿐만 아니라 여타 시민권
을 구성하는 복지수급권은 재량에 의해 적용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인격권에 대해서는 2010년
대 초에 야기된 혐한 현상에서 헤이트스피치가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단속할 근거조차 없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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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기시켜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재일코리안은 거주국에서도 모국에서도 권리가
제약되고 있는 유일한 재외동포인 것이다.

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재일코리안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주체와 의무주체라는 측면에서 재일코리안을 볼 때, 권리에 있어
서는 제약이 많은 반면에 의무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거의 동등하게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권리 측면에서 재일코리안을 볼 때, 복지수급권에서 여러 제약들이 존재해 왔으며, 일본에
서 차별 시정을 위한 권익투쟁을 해온 것과 거의 유사한 항목들을 하나씩 해소해 오고 있는 과정
에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3년에 등록대상에 포함될 때까지 장애인등록에서 배제되어 있었다.1)
또한, 교육부의 재량에 따라 방과후수업을 비롯한 누리사업이 2017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보육비,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등 육아지원 관련사업에서
의 배제 문제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릴 때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누리사업과 육아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주관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앞서 2016년 국가인권위
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해 공히 수용불가 방침을 밝힌 상태였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내세운 논리는
“국내 영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까지 보육료를 확대･지급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막연하기 그지없는 ‘국민감정’을 전면에 앞세울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까지 방어논리로 악용했다.2) 당초 교육부도 이에 동조했지만 한
재외동포 권익문제 전문가의 설득에 따라 태도를 바꾸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위헌판결 다음
날에 급히 제도를 변경할 때까지 끝까지 불허방침을 견지했다.
국민국가의 성원권자에게 마땅히 부여되어야 할 재외국민 국정참정권 제한조치 또한 2007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재일코리안의 세 차례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겨우 시정되었다. 당시 외교통상
부가 내세웠던 논리 또한 ‘국민감정’이었다. 2007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이에 대해 “막연하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지만 앞서 두 차례 재판에서는 각하 사유 중 하나로 인용되었다. 나라 없
는 민족인 쿠르드족이나 팔레스타인보다도 늦은 2012년이 돼서야 비로소 재일코리안은 ‘완전한
무권리’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 권리 제한은 재일코리안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해 왔다는 점은 틀림 없
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거론한 법적지위의 가변성이 유독 재일코리안에게는 없다는 데
있다. 바꾸어 말하면 내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생활실태에 맞게 회복할 수 있는 여타 재외국민들과
는 달리 재일코리안은 유일하게 신분 변경이 거주국과의 단절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즉 유일하게 엄격히 이동과 신분 변경이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개정에 따라 1994년 이후에 태어난 재일코리안을 비롯한
재외국민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가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납세 등 의무 측면에 있어서는 이
미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과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야말로 이등국민이다. 일
1) 동포세계신문 , 2020년 4월 12일.
2) 국가인권위원회(2016.8.23), 「익명결정문(15진정0174900)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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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적을 취득하며 외국국적동포로서 모국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유리한 대안이 된 지가 오
래인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제도적 측면에 대해 재일코리안 측에서 고민이나 고찰이 이루어진 흔
적은 학계를 포함하여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재일코리안들이 그토록 ‘즐겨하는’ 정체성 논의에서
왜 이 같은 제도적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이 빠질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다.

4.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 논의해 온 재일코리안의 국내 지위 문제를 검토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필자
는 이를 기점으로 향후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20세기 말 ‘이주의
시대’ 스티븐 카슬, 마크 J. 밀러 공저, 한국이민학회 역(2013), 이주의 시대 , 일조각.
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당시에 비해 훨씬 잦아진 인적, 물적 이동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750만 재외동포들이 모국과의 왕래를 통해 기회를 얻고자 하는 일
이 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재일코리안만은 모국과 단절된 채 ‘자이니치의 삶’ 속에 갇
혀 있는 듯하다. 이 같은 특수성을 형성케 하는 요인으로서 모국의 제도적 측면은 확실히 이들의
행동방식을 제약하는 작용을 해 왔다.
‘무권리의 외국’인 일본에서 권익문제에 있어 그토록 웅변하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모국에서
는 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왔는지 의문을 금할 수 없다. 불과 두 세대 만에 언어문화 그리고
왕래 등의 측면에서 이토록 단절된 재외동포 집단이 재일코리안 외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 문제는 단순히 언어문화적 소양이나 세대경과로만 귀결시킬 수 없는 복잡하게 얽힌 정치
의 영역에서의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즉 재일코리안에게 ‘과거청산’이 필요한 것은 일본만이 아
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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拙稿，「韓国社会における「最底辺の在外同胞｣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 일본학보 제106호, 1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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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기조발표

1965年日韓国交正常化と日韓関係における相互認識
桂島宣弘 (立命館大学)

１．はじめに
昨年2020年は、日韓基本条約締結(日韓国交正常化)55周年の年であった。この55年の間に日韓
の「草の根」の交流は着実に進み、2018年に韓国から日本への訪問者は約750万人、日本から韓国
への訪問者は約300万人であったと伝えられている1)。わたくし自身の1988年の初めての韓国訪問
以来既に30年以上の歳月がたっているが、その当時のことを振りかえると現在の日韓の活発な交
流状況はやはり隔世の感を禁じえない。コロナ禍が2020年の国際交流を突然遮断し今後の見通し
が不透明になっていることは確かだとしても、コロナ禍終息後には今後も日韓交流が、とりわけ
「草の根」では着実に進むことに、わたくしは楽天的見通しをもっているし、またそのための努力
はさまざまな方面で継続していきたいと思う。
だが、日韓の政府間では周知のように戦後最悪とさえいわれる事態を迎えているのも事実だ。
2018年10月、韓国大法院で、戦時中に日本製鉄(現新日本製鉄)で強制労働させられた韓国人元徴
用工らが同社に損害賠償を求めた裁判で、同社 に賠償を命じる判決が出されたことをきっかけ
に、日本政府が態度を硬化させ、その後韓国向け半導体の輸出規制、韓国政府によるGSOMIA(日
韓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の更新拒否など、短期間の間に政府間の関係は一挙 に悪化し、かくて
2019年度の韓国から日本への旅行者は25％減になり、日韓間の貿易量も激減したという2)。
ことが政府間の問題とはいえ、こうした事態に立ち至った背景には、それぞれの世論が存在し
ている。日本に関していえば、安倍晋三という歴史修正主義者が政権中枢にあったこともあり、
きわめて「分かりやすい」論理で、メディアも使った世論操作が行われ、韓国に対する悪感情が煽
られた。きわめて「分かりやすい」論理というのは、1965年の日韓基本条約・請求権協定でこの問
題は「決着済み」で、韓国政府・大法院の姿勢は国家間の条約違反だ、というものだ3)。次にのべる
ように、この論理には何よりも歴代自民党政府の主張とも食い違う大きな錯誤・虚偽が存在して
いるが、残念ながらこの「分かりやすい」論理を支持した世論が多数となったことが、現代日本社
会の実情だ。このことは、(これまでもさまざまに指摘されてきたところだが)日本政府が植民地
1) 内田雅敏 元徴用工 和解への道 (ちくま書房、2020年)。
2) 同前。
3) 日韓基本条約・請求権協定を盾にとる安倍政権は、この条約・協定が不十分であることを認識した(自民党も含めた)歴代政
権が、これまで積み上げてきた修正・改善を一切無視し、問題の多かった日韓基本条約にまで問題を戻してしまう「ちゃぶ台
返し」を行った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1995年の「村山談話」、1998年の金大中・小渕政権による「日韓パートナー宣言」、
2010年の菅直人「首相談話」など。安倍政権は、今次の韓国大法院判決を、日韓請求権協定の「ちゃぶ台返し」であるとしてい
るが、「ちゃぶ台返し」を行ったのは安倍政権の側である。なお、前掲内田雅敏 元徴用工 和解への道 )は、この間の経緯を広
く日中関係や北朝鮮との関係まで射程に入れて整理した良書といえるが、そもそも徴用工問題は( 慰安婦問題と並んで)
「ちゃぶ台」自体に載っていなかったと的確に指摘しており、この点からも日本政府の言い分は成り立た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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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配に対する反省を十分に行わず、かつアジア太平洋戦争に対する戦争責任、および戦後負うべ
き賠償責任をとってこなかったことへの国民全体の無自覚が積もり積もっての上でのこととい
う意味では、政府間の問題では済まされない憂慮すべき事態といわざるをえない。

2．日韓基本条約とその問題性
日韓基本条約・請求権協定で「決着済み」という日本政府の言い分がいかに錯誤に満ちた虚偽
であるかは、幾つかの日本側市民の声明がのべているとおりだ。以下にわたくしも呼びかけ人の
一人となった声明の主要部分を引用しておく。
日韓基本条約・日韓請求権協定は両国関係の基礎として、存在していますから、尊重される
べきです。しかし、安倍政権が常套句のように繰り返す「解決済み」では決してないのです。日本
政府自身、一貫して個人による補償請求の権利を否定していません。この半世紀の間、サハリン
の残留韓国人の帰国支援、被爆した韓国人への支援など、植民地支配に起因する個人の被害に
対して、日本政府は、工夫しながら補償に代わる措置も行ってきました(「〈声明〉韓国は 敵 な
のか」2019年7月25日4))。

この声明を出発点とした運動は、コロナ禍においても継続し、徴用工大法院判決の差し押さえの
現金化が迫り、このままでは日韓政府が正面衝突して収拾のできない事態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
いう懸念から、日韓オンライン会議を開催したほか(2020年7月25日)、第二次声明とでもいうべき「〈
声明〉いまこそ日韓関係の改善を」(2020年9月18日)も出された5)。この声明では、「日本政府は、民事不
介入の原則を確認したうえで、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の精神に基づき、期限をつけることなく、
誠実に歴史に向き合い、謙虚に被害者・支援団体と対話を進めていくこと」を求めている。なお、わ
たくし自身も、2019年の声明以降、この問題に関する意見を以下のように表明してきた6)。
韓国大法院が新日本製鉄に対し、徴用工4人への損害賠償支払いを命じたことに端を発する
一連の事態の根本的原因は、日本政府が侵略戦争や植民地支配の謝罪を怠ってきたことにある
といわざるをえません。日本政府は日韓基本条約、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と主張しています
が、それらが個人請求権まで否定したものではないこと、中国の徴用工に対しては鹿島建設な

4) https://peace3appeal.jimdofree.com/%E5%A3%B0%E6%98%8E %E5%8F%82%E8%80%83%E8%B3%87%E6%96%99/(最終閲覧
日2020.12.26)
5) この他、この声明を出したグループを中心に(日韓共催も含めて) 「韓国は「敵」なのか」緊急集会(2019.8.31)、日朝ピョンヤン
宣言17周年「朝鮮半島と日本に非核・平和の確立を!日朝国交正常化交渉の再開を!」集会(2019.9.17)、日本製鉄元徴用工裁判
を支援する会・強制動員問題解決と過去清算のための共同行動による共同声明(2019.10.30)、「強制動員問題に関する日韓法
律家による共同宣言」(2019.11.20)、討論集会「日韓関係改善の道」(2019.12.1)などが開催されている。
6) 韓国語版は以下を参照されたい(全文は末尾に掲げた)。文化体育観光部海外文化弘報院WEBサイト：http://www.kocis.go.kr/kor
eanet/view.do?seq=1033597&page=1&pageSize=10&photoPageSize=6&totalCount=0&searchType=null&searchText=%ED%95%9
C%EC%9D%BC%20%EA%B0%88%EB%93%B1%20%EC%98%88%EC%9D%98%EB%A1%9C%20%ED%95%B4%EA%B2%B
0%20%EB%8F%84%EB%AA%A8%ED%95%B4%EC%95%BC&menucode=menu0026&fbclid=IwAR3ZmMbP1oqqfsGbTGkwtDT
Q2tC0mfOI5x7wUK GroIYZkCXnYKdg J88tw.(最終閲覧日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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どが賠償金を払っていること、日本人のシベリア抑留などに対する個人請求権は日本政府も認
めていること、さらに何よりもこれらの条約・協定が冷戦下で多くの反対を押し切って締結さ
れたものであり、そこで支払われた「賠償金」も日本企業の利益につながる「ひも付き」であった
ことなどは明白な歴史的事実であり、その主張は成り立ちません。だがより憂慮すべきなのは、
日本政府があろうことか居丈高な姿勢を示すことで、日韓国交樹立以来、不十分ながらも植民
地支配に対する反省と謝罪に立って構築されてきた市民間の交流・信頼を、大きく毀損しよう
としていることです(「コリアネット」2019年10月2日7))。

わたくしのこの間の問題に対する考えは、この文章に尽きるといってよいが、本音をいえば、実は
日本政府が金科玉条のように掲げる日韓基本条約自体も大いに問題があると感じている8)。現在の
日韓関係の根底にこの条約があるのであってみれば、条約を改めるべきだと早計にいうべきではな
いのかもしれない。だが、この条約の締結過程自体に、既に戦後日本が植民地支配を反省していない
ばかりか、それに開き直っていることが端的に示されている。何といっても、1951年10月の予備会談
以来、締結まで15年の時間を要したこと自体が国際的に見ても異常なことであったが、その背景に
は日本側が全くといってよいほど、植民地支配に対する反省を示さなかったことが存在していたこ
とは、周知のとおりである。「久保田妄言」(1953年)、高杉晋一日本側代表発言(1965年)など。また、日
韓基本条約の英文「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Japan
and the Empire of Korea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already null and void.」を、「1910年8月22日以前
に大日本帝国と大韓帝国と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および協定は、もはや無効であることが
確認される」と日本語訳し、日本側では併合条約自体は合法的で大韓民国の建国とともに無効となっ
たと未だに解釈していることも問題だ。日韓基本条約締結時のみならず、今に至るまでこの認識が
日本でまかり通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植民地支配という歴史的犯罪を、日本政府のみならず日本
国民が真っ正面から受け止めていないことを如実に示すものといえよう。このほか、当初の12億ド
ルを無償3億ドル(プラス有償2億ドル)にまで値切り、加えて賠償金とは認めず「独立祝い金」とした
こと、その3億ドルも現金ではなく「日本国の生産物及び日本人の役務」で供与するとされ、要するに
日本企業に利益が還元する形式であったことなども、日本国民にはほとんど知られていない。この
恥ずべき事実からしても、どのように強弁しても元徴用工の方々への賠償問題は「日韓基本条約・請
求権協定で解決済み」といえるものではないことは、あまりに明白だろう。
とはいえ、この間の「草の根」の交流と並んで、註3で指摘したように、政府間でも実質的な日韓
基本条約の「修正」が不十分なりにも行われてきたことも事実である。安倍政権時の逆行(「ちゃぶ
台返し」)を許さず、問題は多いとはいえこの55年間積み上げられてきた日韓交流の上に、さらに
前に進める営為を市民間で担っていくことが重要だろう。
7) 桂島宣弘「【コラム】日韓葛藤、礼に基づいて解決図るべきだ－日韓大学間交流の現場にある者として－」http://japanese.korea.n
et/NewsFocus/Column/view?articleId=175759(最終閲覧日2020.12.26)
8) 以下、日韓基本条約については、太田修 日韓交渉 請求権問題の研究 (クレイン、2003年)、文京洙 新・韓国現代史 (岩波書
店、2015年)などを参照。なお、周知のように日韓基本条約については、日韓双方で激しい反対運動が巻き起こったが、日本側
の運動では植民地支配や加害責任に対する認識は大変希薄であったと、これらの研究は指摘している。当時幼かったわたく
しには記憶は乏しいが、1970年代に至るまで、アジア諸国に対する加害責任が話題に上ることは少なく、反戦平和運動とは
「二度と戦争してはならない(戦争に巻き込まれてはならない)」という程度のものだったことを想起すると、植民地支配の犯
罪性に思いをいたす者が日本では少なか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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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普遍的価値に基づく相互信頼――徳川時代の日韓交流から学ぶべきこと――
さて、先に挙げたわたくし自身の意見表明において、わたくしは以下のようにものべた。
私は、徳川時代の思想史の一研究者に過ぎず、日韓関係を専門と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だが、
近代以前の日韓両国が礼に基づく国際関係を構築し、意地の張り合いはあっても最後はこの礼に基
づいて解決が図られ、折り合いのつかない問題は棚上げする知恵をもっていたこと、朱子学に基づ
く普遍的価値からする相互の信頼関係が交流の土台にあったことから多くを学んでいます。

とりわけ、わたくしは現下の日韓関係を「草の根」から前に進めていくためには、この「普遍的価値
からする相互の信頼関係」に特別の重要性を感じている。日本側に植民地支配の加害責任に対する自
覚が欠けているということも、突きつめれば分け隔てのない人権の尊重という普遍的価値に対する
認識が、日本政府のみならず日本社会全体で希薄になっていることと通底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
大法院に訴えた元徴用工の人びとの体験や痛切な叫びに対して、日本側では政府もマスコミもほと
んど言及していないことも、同様に人権に対する認識の劣化を物語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
確かに前近代の日韓関係が依拠していた普遍的価値とは、儒学・朱子学に基づく「礼・文」であ
り、現代とは異なる封建的価値観であることは否めない。だが、わたくしには価値の内容よりも、
相互に共有された価値観が厳然と存在し、そのことの故に相互の信頼感が醸成されていたことが、
より重要なことだと考えている。誤解を恐れずいえば、この点ではむしろ徳川時代の日韓関係の
方が、近代以降のおよそ他者を顧みない、とりわけ帝国主義に顕著な自国中心主義、排外主義な
どよりも、はるかに優れたものだっ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る。ここでは紙幅の関係もあるの
で、徳川時代朱子学の祖といわれる藤原惺窩(1561－1619)と朝鮮朱子学の泰斗の一人姜沆(1567－
1618)の交流から、その様相を窺ってみたい9)。
藤原惺窩は、日本では徳川時代朱子学の祖としてよく知られている人物であるが、実はその朱子
学の手ほどきは、豊臣秀吉(1536？－1598)の朝鮮侵略時に俘虜として連行されてきた姜沆から受け
ている。すなわち、惺窩は姜沆とは伏見軟禁中の1598年に、医師理安(生没年不詳)、そしてその師で
ある吉田意安(？－1600)を介して出会い、その後一年半余り親交を深めている。この間に惺窩は、姜
沆に四書五経その他の筆写を依頼し、 文章達徳録綱領 などの序跋・識語も執筆してもらってい
る10)。そして、この姜沆が書写した四書五経に、惺窩は「宋儒学之意」をもって訓点を加え、それが
やがて「惺窩加点本」として徳川日本における朱子学興隆の一つの基礎となっていくことになる11)。
ところで、惺窩が儒学・朱子学に触れたのは、仁如集堯(1483－1574)や文鳳宗韶(生没年不詳)と
いった禅僧を通じてであったが12)、儒学・朱子学に大きく傾斜するに至ったのは、1590年(天正18)
9) 以下、藤原惺窩と姜沆の交流の詳細については、拙稿「姜沆と藤原惺窩」( 日本の対外関係 第5巻、吉川弘文館、2013年)を参照
されたい。なお、藤原惺窩は、日本では高校の教科書には必ず掲載されている大変有名な儒者・朱子学者であるが、残念なが
らその儒学・朱子学が姜沆から学ばれたものであることに言及しているものはほとんどない。この点についても、わたくし
は以前から問題を感じてきた。
10) この点は阿部吉雄 日本朱子学と朝鮮 (東大出版会、1965年)に詳しい。
11) 「手簡 問姜沆」(「惺窩先生文集」巻之十、 藤原惺窩集 上［思文閣出版、1976年］、136頁、原漢文)。「惺窩点」については、村上
雅孝 近世初期漢字文化の世界 (明治書院、1998年)に詳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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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朝鮮信使として来日した黄允吉(1536－？)、金誠一(1538－1593)、許箴之(1548－1612)らと大徳
寺で出会ったことに契機があった13)。さらに、秀吉の朝鮮侵略(文禄の役＝壬辰倭乱)をはさみ、そ
の講和のために来日していた明国国使謝用梓(生没年不詳)、徐一貫(生没年不詳)と肥前名護屋で会
っているが、そこでは、「明国は昔聖賢の出た国である。文武・智勇が完備し、朝鮮もまたその風儀
を慕っている」とする「質疑草稿」を提示し、さらに「四海は一家で、互いに遠い存在ではない。大明
の賓客があっという間に来られたのだから」という七言絶句を詠んでいる14)。こののち惺窩は渡明
を試みて失敗するが(1596－1597年)、これらからは惺窩の儒学への志は、明・朝鮮への強い憧憬と
不可分のことであったことが分かる。換言するならば、惺窩を儒学・朱子学へと引きつけたのは、
戦乱の日本への強い嫌悪ともあいまっての、明・朝鮮の「文化力」であったといってよいだろう。
姜沆との出会いは、このように考えると、まさに惺窩にとって、儒学・朱子学へと転回する決定的
な役割を果たすものとなったことは、想像に難くない。惺窩は「問姜沆」で次のようにのべている。
私は、幼い頃から独学で儒学書を学んできたが、漢唐の古註は音訓を注釈するのみで、聖人
の誠の道を明らかにしていない。宋儒の学が無ければ、聖人の誠の道は明らかにならなかった
であろう。日本での状況は未だ古註しか無かった中で、今新たに四書五経を宋儒の学に基づい
て和訓を施し、これによって後学の便を図りたいと思う15)。

これは、惺窩から姜沆に提示されたものであるが、姜沆との出会いによって、日本の朱子学が
出発することになった自負と感慨が、率直にのべられた文章といえる。
かくて儒学者・朱子学者としての立場を確立した藤原惺窩の思想については、ここで詳しくの
べることはできないが、二点だけ指摘しておきたい。一つは、既にのべたことではあるが、その思
想には、明・朝鮮への「文化力」に対する強い信頼が認められる、ということである。それは、明・
朝鮮という王朝に対する信頼というよりも、そこに普遍的価値が存在していることに対する確信
がしからしめたものであったといえる。惺窩の次の文章は、そうした普遍主義を鮮明に物語るも
のである。
世界が皆同じなのは、性が同じだからである。世界で異なっているものは、衣服言語という
些末なものだけだ(「致書安南国代人」16))。
異域と我が邦とは、風俗言語は異なっているとはいえ、天賦の理は皆同じだ(「舟中規約」17))。
理があることは、天が全てを覆い地が全てを載せていることと同じだ。我が邦も、朝鮮も安
南(ベトナム)も、中国も皆理で貫かれている。東海の東、西海の西、南北も皆この理は同じだ。何
と至公至大至正至明ではないか(「羅山先生文集」18))。
12) 太田青丘 人物叢書 藤原惺窩 (吉川弘文館、1985年)。
13) 今中寛司 近世日本政治思想の成立 (創文社、1972年)。
14) 藤原惺窩集 下(前掲)、367頁、及び63頁、原漢文。
15) 藤原惺窩集 上(前掲)、135－6頁、原漢文。
16) 同前、125頁、原漢文。
17) 同前、126頁、原漢文。
18) 林羅山文集 (弘文社、1930年)、348頁、原漢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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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らには「性」「天賦ノ理」の普遍性に対する揺らぎない惺窩の確信がみなぎっている。そして、
姜沆に「ああ、中国や朝鮮に生まれず、この日本に生まれたことが惜しまれる」( 看羊録

19))との

べ、弟子の林羅山(1583－1657)に対して「ああ、中国に生まれず、この邦の古代に生まれず現代に
生まれるとは、何と運の悪かったことだろう」とのべたと伝えられているように(「羅山先生文集」
20))、惺窩は、その普遍性の中心(中華)と映じた中国・朝鮮に強く惹かれていたのである。

第二に、こうしたことと表裏することであるが、惺窩には戦乱の続く日本の現状に対する強い
危機感と批判があった。惺窩は姜沆に対して、「日本の民が困窮しているのは、今日ほど甚だしい
ときは無い( 看羊録

21))」とのべたという 。秀吉 を初めとする 武将を 「盗賊」とのべていた惺窩に

は、戦国の世は「夷狄」さながらの状況と映じていたのである。惺窩の朱子学・儒学者としての自
立は、こうした緊張関係の中でなされたものであった。
なお、(韓国では周知のことと思われるが)姜沆についてものべておくならば22)、姜沆(강항)、字
は太初、号は睡隠、全羅道霊光郡仏甲で生。代々著名な儒学者が輩出した名門の家系の出身とし
て、1588年(宣祖21＝天正16)、進士となり、1593年に文科に登り、校書館博士などをへて工曹佐郎、
刑曹佐郎となる。秀吉の再度の朝鮮侵略(1597年)に際しては、南原で軍糧供給の任につき、南原が
陥落してからは義勇軍を召集するなどしたが、ついに藤堂高虎軍に捕縛され、日本に押送され、
伊予大洲・大坂・伏見などに軟禁されて、1600年に釈放され帰国。帰国のための船の調達などに
あたっては、藤原惺窩やその理解者でもあった播州竜野藩主城主赤松広通(1562－1600)、パトロ
ンでもあり門人でもあった吉田(角倉)素庵(角倉了以の子、1571－1632)らの援助もあった。帰国後
は、一旦は仕官したものの、自らを「罪人」と任じ、郷里にあって後進の指導にあたって没した。日
本での俘虜生活の見聞録・報告書である 看羊録 は、没後に門人によって編纂され、 睡隠集 の
中に収められて1656年に刊行された。
姜沆の主著は 睡隠集 のほかに、編著として 綱鑑會要

綱鑑大成 などがある23)。ところで、

姜沆は畿湖学派(西人派)の重鎮である牛溪・成渾(1535－1598)に師事したが、成渾といえば、李珥
と6年間に及ぶ理気をめぐる論争をしており(「四七理気論争」24))、李珥の「気発理乗」とする主気
的立場に対しては、主理的立場であったといわれる。姜沆がこれに対して、どのような立場であ
19) 影印標點韓国文集叢刊73睡隠集 (民族文化推進会［ソウル］、1991年)120頁、原漢文。
20) 林羅山文集 (前掲)、346頁、原漢文。
21) 影印標點韓国文集叢刊73睡隠集 (前掲)120頁、原漢文。
22) 姜沆については、以下の文献を参照した。阿部吉雄 日本朱子学と朝鮮 (前掲)、京都市 京都の歴史４ (学藝書林、1969年)、内
藤雋輔 文禄・慶長役における被扌虜人の研究 (東大出版会、1976年)、姜沆 看羊録 (朴鐘鳴訳注)(平凡社、1984年)、太田青
丘 人物叢書 藤原惺窩 (吉川弘文館、1985年)、村上恒夫・辛基秀 儒者姜沆と日本 (明石書店、1991年)、村上恒夫 姜沆 儒
教を伝えた虜囚の足跡 (明石書店、1999年)、金仙煕「再構成された近世思想――姜沆研究をめぐって」( 広島大学教育学部紀
要 第二部48号、1999年)。
23) 姜沆の著書については、 影印標點韓国文集叢刊73睡隠集 (前掲)、 睡隠集 高麗大学校図書館蔵版本(1956年跋)、編著として
は 綱鑑會要 高麗大学校蔵版本(刊行年未詳)、 綱鑑大成 (同前)などを参照した。また、朝鮮王朝期の思想史については、裵
宗鎬 韓国儒学史 (延世大学校出版部[ソウル]、1974年)、玄相允 朝鮮儒教史 (玄音社[ソウル]、1982年)、李丙燾 韓国儒学史
略 (亜細亜文化社[ソウル]、1986年)、李泰鎮 朝鮮王朝社会と儒教 (六反田豊訳)(法政大出版局、2000年)、姜在彦 朝鮮儒教の
二千年 (朝日新聞社、2001年)、河宇鳳 朝鮮王朝時代の世界観と日本認識 (金両基監訳)(明石書店、2008年)などを参照した。
24) この論争は、李滉と奇大升(1527－1577)の間での「四端七情論争」を直接引き継ぐもので、両者とも現在の韓国ではよく知ら
れている論争であろう。李滉は「四端理発而気随之」「七情気発而理乗之」として理気二元論の上で主理的立場をとった。これ
らの論争については、裵宗鎬 韓国儒学史 (前掲)に詳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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ったのかは 管見 のかぎりでは 知 りえないが 、 門人 が 「 詩 を 姜沆 から 学 んだ 」 としていることか
ら ( 綱鑑會要 序文、尹舜挙［1596－1688］)25)、姜沆のもっとも得意とするところは詩であったと
思われ、帰国後は党争を嫌って在野で教育活動に専念したと伝えられていることを加味するなら
ば、形而上学的論争については積極的に加わらなかったと思われる。
ついでながら、姜沆 看羊録 で注目されるのは、その日本観である。とりわけ、それは朝鮮王朝
にあっては広く読まれ、李晬光(1563－1628) 芝峯類説 、李瀷(1681－1763) 星湖塞説 、安鼎福
(1712－1791) 東史綱目 、李徳懋(1741－1793) 蜻蛉国志 などの重要参考図書となり、通信使たち
も案内書として利用していたことを考えると26)、17～18世紀朝鮮の日本観の原型として位置づけ
られるだろう。具体的には、「賊中封疏」では、日本の歴史、地理、天皇と関白、日本の文字、宗教、
朝鮮侵略に参加した将、軍事制度と戦術、築城技術、武器、一般人の生活・習俗などが詳細に記さ
れ、さらに「倭国百官図」「倭国八道六十六州」では、官職、地誌が克明に記録されている。いずれも
具体的、かつ正確なもので、これによって、少なくとも徳川幕府成立以前の日本に関する基本的
知識が、朝鮮側知識人に提供されていたことは間違いない。
なお、いうまでもなく秀吉の朝鮮侵略によって、その日本評価は概して否定的なものとなって
いる。とりわけ、下剋上の状況、それによって実権を掌握した秀吉、礼の不在、漢字への将の無知
などについては、自らの家族が秀吉軍によって殺された憤りもあろうが、それ以上に儒家知識人
の矜持からする否定的評価が下されている。とはいえ、こうした評価は、無論朱子学的な価値、あ
るいはそれが備わっている朝鮮という視点からなされているものであることが看過されてはな
らない。したがって、姜沆は俘虜時に出会った藤原惺窩について「古文をよく理解し、書物にもよ
く通じている」と高く評価している。
わたくしが京都で日本のことを理解するために僧侶などに会っていたとき、文字をよく理解
し、事理をよく理解している者もいた。医師の意安・理安のほか、妙壽院の僧の舜(藤原惺窩)と
いう藤原定家の子孫は、古文をよく理解し、古典籍にも通じていた。性格は剛正嚴峻で、徳川家
康がその才能を認めて召し抱えようとしたが、それを断るほど孤高の学者だった( 看羊録

27))。

このように見ると、姜沆の厳しい日本評価には、厳然とした「礼・文」に基づく認識が存在してい
た。それは、「理」や「天」の彼我の普遍性の宣揚と、同時に「礼・文」を基準とする日本観といえる。
そして、こうした「理」や「天」の彼我の普遍性に基づく他者認識は、藤原惺窩はもとより徳川日
本の儒者側にも広範に見られるものであった。儒者とは、何よりも〈礼・文の精神〉の保持者とし
て存在しているものであってみれば、当然といえば当然であるが、たとえば18世紀に雨森芳洲(16
88～1755)が「世の中はもちつもたれつであると、ことわざにいうが、まことに道に符合したこと
ばである。都があっても、田舎がなければ、国が成り立たないように、中国があっても、夷狄がな
ければ生育の道は全うできない」( たはれぐさ 巻一28))と「世の中」の相互依存をのべ、同時に「も
25) 姜沆の編著 綱鑑會要 に序文を寄せた弟子の童土・尹舜挙(1596－1688)は、学問を成文濬(1559－1626)に、詩を姜沆に学ん
だとしている。
26) 河宇鳳 朝鮮実学者の見た近世日本 (井上厚史訳)(ぺりかん社、2001年)58頁。
27) 影印標點韓国文集叢刊73睡隠集 (前掲)120頁、原漢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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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深く事理を知りたければ、言語風俗についてよく唐(中国)を理解し、韓(朝鮮王朝)を認めること
が必要だ」( 橘窓茶話 巻上29))と「唐・韓」に「事理」を求めたこと、さらに幕末に佐藤一斎(1772～1
859)が「悠久なる宇宙において、この道は一貫している。人から見れば、中国や夷狄がある。だが
天より見れば、中国や夷狄はない」( 言志録

30))と、共通の「天」の下での「平等性」について言及し

ていることなど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すなわち、「天」の下での共通の「文化」を前提とした相互
認識がそこには存在しており、「天」「道」「事理」の普遍性に対する確信はいささかも揺らぐことは
なかったのである。要するに、封建的思想内容ばかりが取り上げられがちな儒者とはいえ、そこ
には王朝を超えた普遍的認識、〈礼・文の精神〉というべき認識が共有されており、たとえ相互に
軋轢・誤解があったとしても、この普遍性への揺るぎない信頼こそが相互の信頼を支える役割を
果たしていたことが理解されるのである31)。

4．おわりに
以上、現代の国際関係に、儒者の認識を持ちだすことについては、確かにやや躊躇がある。だが、
わたくしは現代こそむしろ普遍的価値の共有とそれに基づく信頼が不可欠であると思えてなら
ない。そして、現代の普遍的価値とは、取りあえずは「分け隔てのない人権の尊重」であると先に
のべたが、実はこれだけではまだ言い尽くせないものを感じている。ここでも儒者に学んでいえ
ば、儒者が最終的に何故認め合えたのかを突きつめていけば、そこには〈天への畏怖〉が存在して
いたことが理解される。現代の国際関係にも、天すなわち超越的な存在に対する畏怖が求められ
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りわけ、日本側が戦争責任・植民地支配への責任を謙虚に受け止めてい
くために、もっとも求められているものはこの〈天を怖れる〉ことなのではないか。コロナ禍の世
界を見るにつけても、そうしたことをしみじみと感じている次第である。

28) 日本随筆大成[第二期] 第13巻(吉川弘文館、1994年)189 190頁。
29) 日本随筆大成[第二期] 第7巻(吉川弘文館、1994年)375頁、原漢文。

30) 日本思想大系㊻大塩中斎 佐藤一斎 (岩波書店、1980年)31頁。

31) なお、やや信頼度に欠けるが、19世紀中頃に林家が編纂した徳川日本の外交史料集 通航一覧 慶長5年条(1600年)には、朝鮮
側への(対馬藩を介しての)信書の中で徳川家康が豊臣秀吉の朝鮮侵略について「誠のゆえなきこと」とのべたとあり(国書刊
行会、1912年)、対馬藩と朝鮮との外交史料集である対馬藩儒・松浦霞沼(1676 1728)編の 朝鮮通交大紀 には家康は「悔禍の
竟(＝心)」を朝鮮側に伝えたとある(名著出版、1978年)。真偽は分からないまでも、日本との外交関係再開に躊躇していた朝
鮮王朝側は、この家康の「誠心の心」を信頼して通交が再開されたことは間違いない。また、 看羊録 には、帰国後の姜沆が
家康に再挙の計がないことを上申したことが記されており、藤原惺窩が既に徳川家康に謁見していたことと合わせて、儒者
を介しての何らかの信頼が、17世紀以降の日韓関係を支えていたことを物語るエピソード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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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考】 [기고칼럼]

한일 갈등 예의로 해결 도모해야
한일대학간 교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츠라지마 노부히로 (리츠메이칸 대학교 명예교수)
필자는 30년 동안 한일 양국의 학술과 학생교류에 힘써왔다. 2011년부터는 한중일 3 국의 대학
교류 커리큘럼 (EU 에라스무스 계획 동아시아 버전) 인 캠퍼스 아시아의 일본 측 책임자로 국경
의 벽을 넘어 이동 캠퍼스를 추진해왔다. 한일 교류를 현장에서 담당해 온 일본인으로서 항상 염
두했던 것은 근대 일본이 중국과 한국에 행한 침략 행위, 인권 침해 행위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그 역사적 배경을 학생들과 함께 응시해 나가는 것이 교류의 토대가 되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도 차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은 그 토대를 이해하고 서로 우정을 키워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런 현장에서 보는 현 한일관계의 악화는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에게 징용공 4명에 대한
손해 배상 지불을 명령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 일련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정부가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본정부는 한일기
본조약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인 청구권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 중
국 징용공에 대해서는 일본의 카시마 건설 등이 배상금을 지불하고 시베리아에 억류됐던 일본인
의 개인 청구권은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조약･협정이 냉전 하에서 많은 반대를 무릅
쓰고 체결된 것이며 지불된 ‘배상금’ 역시 일본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됐다. 이는 명백한 역사적 사
실이기에 일본정부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당치도 않게 한일국교수립 이
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충분한 반성과 사죄의 자세로 일관했고 이는 한일시민간의 교류와 신뢰
를 크게 훼손한다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한국 대법원에 소송한 사람들은 미성년자 시절 ‘기술을 배워 장래에 조선의 제철소에 지도적
직원으로 채용된다’는 사탕발림 모집에 속아 오사카에 파견됐다. 돈 한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사를 위협하는 위험한 중노동에 동원돼 도망가려다 구타당한 적도 있다고 했다. 반성과 사죄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본정부와 일본언론은 이 부분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도쿠가와 시대 사상사 연구자에 불과하지 한일관계를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근대 이
전의 한일양국은 예의를 토대로 국제관계를 구축했다.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예의를
토대로 해결을 도모했고 타협할 수 없는 문제는 잠시 보류하는 지혜를 가졌다. 주자학에 기초한
보편적 가치에서 나오는 상호 신뢰관계가 교류의 토대에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
다. 현대에서의 보편적 가치라는 게 차별 없는 인권의 존중과 그것을 기초로 한 평화로운 국제관
계라고 한다면 더더욱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일시민 특히 차세대를 짊어질 학생들 간의 우정과 신뢰를 키
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양국정부가 보편적 가치로 되돌아가 한일회담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
다. 특히 일본정부의 경직된 자세를 고치기 위해서도 시민･학생 간의 우정과 신뢰가 중요하다. 지금까
지 그 이상으로 한일시민간의 교류를 활발히 해 현재의 사태를 ‘풀뿌리(일반시민)’에서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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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付記】
本稿脱稿後の2021年1月8日、旧日本軍の慰安婦だった女性ら12人が日本政府に対し、1人当た
り1億ウォン(約1千万円)の慰謝料を求めた訴訟の判決がソウル中央地裁でいい渡され、地裁は原
告の訴えどおり、日本政府に1人あたり1億ウォンの慰謝料を支払うように命じた。日本政府は、
「主権国家は他国の裁判権に従うことを免除されるという慣習国際法」を盾に、またもや韓国政府
が国際法を犯しているとの非難を行い、この判決を一切黙殺する姿勢を示している。しかしなが
ら、この国際法が未だ国際的には 30カ国以上が批准していない未発効のままの慣習国際法であ
り、かつドイツとの間ではギリシャとイタリアなどで「主権免除を適用しない不法行為例外」が存
在することを認めた判決も出ていることには一切言及しない、きわめて恣意的な主張といわざる
をえない。しかも、旧日本軍が行った行為は、この慣習国際法が認めた「武力紛争の遂行過程」と
はいえず、何よりも「法廷地国領域内」での行為であって、これらの点でも主権免除は当てはまら
ないと一般的には考えられている。
ここで何よりも大切なことは、被害にあわれた方々の個人請求権に関わる「裁判を受ける権利」
が保障されることである。それを日本の裁判所が否定したのであってみれば、自国の裁判所に訴
え出るのはむしろ正当な行為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権利をも否定するかの如き日本政府
の言辞は、人権侵害を上塗りする行為であり、国際的にも厳しい批判を受けることになるだろう。
(以上については、山本晴太「 慰安婦 訴訟における主権免除」を参照した。
http://justice.skr.jp/stateimmunity/stateimmunity in sexslave cases.html?fbclid=IwAR0uPIi9qcWzMjP
w7YoXokFEji7NEFB7zjYsHwbbvZVvAklDvHc2Gr5n4tA

2021年1月14日最終閲覧。なお、同氏によ

るウェブサイト「法律事務所の資料棚」は、「元徴用工」「元従軍慰安婦」に関わる日韓の裁判記録・
資料などが大変充実しているので参照願い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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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한국일본학회 초청기획 발표 및
분과별 학술발표

전후 한일관계와 우쓰노미아 토쿠마(宇都宮徳⾺, 1906-2000),
그리고 현재
Juljan E. Biontino (Chib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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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nd Two Koreas in the Changing East Asia:
Contests with the Foe and the Friend
Sandip Kumar Mishra (Jawaharlal Nehru Univ.)*
32)

Introduction
Japan and Korea relations defy most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remains enigma.
There are plethoras of hypothetical explanations to comprehend their intriguing relations but the
reality of their relations remains elusive. Geographical, ethnic and cultural proximity are strong in
both the countries. Particularly with South Korea, Japan shares democratic polity, economic
developmental model as well as common friend and foe in the US and North Korea respectively.
However, relations of Japan with two states of Korean peninsula have been quite complicated. With
North Korea, Japan has not been able to normalize its relationship even after seven decades of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There have been several episodes of normalization talk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but all of them have been unable to achieve desired results. Since North Korea has
gone ahead with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Japan considers it detrimental for its national
security. Japan also feels aggrieved that its citizens were abducted in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by North Korea. Thus, Japan has to contest to North Korea without having any formal relations with
it for last several decades.
Japan’s contest with North Korea is obvious and understandable but the more strange part of the
story is that Japan has also to contest with South Korea. As mentioned above, both countries share
similar political and economic models, both of them have security alliance with the US and both are
concerned about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programs as well as its provocative behaviour.
Furthermore, Japan and South Korea have lots of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through
businesses as well as people to people exchanges. The bilater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around $83 billion in 2018 and in the same year more 10 million tourists visited to each other
countries. However, it took almost two decades to both the countrie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hip
and even after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in 1965, both of them have been unable to resolve
intractable historical, territorial and identity issues between them. Actually, even though Japan and

* Associate Professor, Centre for East Asian Studies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Jawaharlal Nehru University New Delhi, INDIA
(sandipmishra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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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are having lots of defence and strategic connects through their common ally the US,
Japan has a contesting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lso.
The paper seeks to bring Japan’s contests with North Korea which is a rival country and South
Korea which is apparently a friendly country. The contests in both the cases are having different
nature and trajectory; nonetheless they are posited in many common moorings. The paper also tries to
locate the contests both in North and South Korea’s behaviours as well as Japan in Changing East
Asian region.

Historical Background
After the World War II, the East Asia emerged as one of the most devastated regions in the world.
The Korean peninsula got divided, Japan was ruined militarily and economically along with huge
shock to the national psyche and the Republican government in China pushed back to the tiny islands
and the mainland China got captured b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under the leadership of Mao.
The two superpowers knew that the region had been entering into a phase of instability or rather both
of them contributed in the process and their foreign policy aspirations appeared to be taking
advantage of the situation and try to enhance their influence zones.
In a strange twist of the events, the same United States who dropped two nuclear bombs on Japan
and forced Japan to have a peace constitution became the saviour of Japan in the post War period.
Japan in a way delegated its foreign relations to the US in return of the US assistance in rebuilding of
the country both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Thus, Japan’s approach towards both North and South
Korea was largely determined by the US interests and positions in the early years. The US provided
around $3 billion to Japan for war and war related supplies between 1950 and 1954. Japan largely
focused its energy and resources in national rebuilding and economic recovery. Even though by the
end of the War, there were more than 2 million Koreans who were staying in Japan (most of them
returned back to Korea after the independence of Korea but around 600000 remained in Japan), Japan
could not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or South Koreas. Even though lot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had affiliation with North Korea, Japan was structurally forced to reach out South
Korea in subsequent years. A South Korea mission was established in Japan in 1949 and in October
1951, normalization process technically bega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Even though the
normalization process started in 1950s, Japan was not remorseful about its colonial past and in the
third round of the normalization talks with South Korea, the chief delegate of Japan, Kubota
Kanichiro claimed that colonial rule of Japan in Korea had been beneficial for the Korean people and
lots of Japanese infrastructure projects during the colonial time helpe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Unapologetically he said that if not Japan, Korea would have been anyway colonized by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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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or Russia and it would have been worse for Korea. Such approach was not acceptable to South
Korea and his statement led to suspension of normalization talks for more than four years. Although,
Kanichiro subsequently apologized for his statement, South Korean President Syngman Rhee used
his statement to show that Japan was not sincere to normalize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other
episode of mistrust happened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relations when in 1959 Japan
repatriated 51325 Koreans staying in Japan to North Korea. In the next few years overall 88611
Koreans were sent to North Korea. South Korea saw such Japanese act as a serious blow to its claim
of representing the whole Korean peninsula and Korean people. It was considered to be a defeat by
South Korea in its legitimacy war with North Korea.
After arrival of Park Chung hee leadership in South Korea in early 1960s, normalization attempts
again got started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Park Chung hee who came to power by a military
coup was pragmatically concerned about seeking his legitimacy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and in the process he found Japan’s economic assistance could be quite useful. Because
of his old association and admiration for Japan and its developmental model, he was keen to
normalize relations with Japan. The regional contours were also changing. On the one hand rift
between the USSR and China was getting visible on another hand and China was getting more active
in the neighbourhood. The US was also contemplating around this time to get into Vietnam. These
two important developments in the region made the US to push both Japan and South Korea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Finally in April 1965, Japan and South Korea signed normalization
treaty which was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in August 1965 and both the
countrie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t has been reported that in the last phase of the
normalization talks, the US kept on injecting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to both Japan and South
Korea to arrive at a mutually acceptable position and normalize their relationship. It was
economically indeed a beneficial move for South Korea. South Korea received overall $800 million
from Japan and also around 1 billion from the US in the next few years. Apart from other important
implications, the treaty was important because Japan formally recognized South Korea as ‘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
With North Korea, Japan was not in a position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as Japan was a
security ally of the US. Even though lots of Korean residents were there in Japan, it was not possible
to have any normalization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divide.
Whatever relations Japan had with North Korea was largely through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Chongryun or Chosun Soren) which was established in 1955 by the
pro North Korea fac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ctually, for a long time, the Chongryun
worked as the de facto North Korean embassy in Japan and through it Japan had some economic and
other exchanges with North Korea. After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 with South Korea, Japan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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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terest in reaching out to North Korea because North Korea conducted several destabilising
attempt in South Korea including attempts to assassinate the South Korean leader Park Chung hee.

Changing East Asia around the End of the Cold War
From the late 1980s, there have been important changes taking place in the East Asia and such
changes have led Japan to review its policy towards both the Korea. The most important change was
dilution of the Cold War rivalry between the US and USSR. It began with Mikhail Gorbachev
becoming the President of the USSR. The USSR began to reach out South Korea for normalization of
relations and finally recognized South Korea and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88. It was
indeed an important change in the equations of the region. Earlier, the USSR had one Korea policy
recognizing only North Korea but it was changed to a two Korea policy recognising South Korea
also. More than strategic, economic calculations of the USSR were responsible for the change in its
stance in the region as well in the Korean peninsula. China was also gradually moving towards its
goal of economic opening and trying to reach out South Korea and finally it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in 1992. Japan felt that the Cold War era divide between the two camps
are becoming porous and it might have a window to reach out North Korea without much affecting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Actually, South Korean President Roh Tae woo also began his
‘Nord politik’’ through which South Korea tried to forge partnership with communist/socialist
countries if they didn’t have any malicious intent towards South Korea. The policy also included
South Korea’s intent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also came out with a Joint
Declaration with North Korea which is called as Basic Agreement. It was a huge achievement after
1972 Joint Decla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which both countries declared their goal of
peaceful reunification without external intervention. North and South Korea both also simultaneously
got entry into the United Nations and both of them also signed an agreement to make Korean
peninsula free from nuclear weapons. Actually for several decades North Korea was complaining
against the presence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in and around Korean peninsula and whe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urfaced, the US decided to oblige North Korea by withdrawing its
nuclear weapons from the peninsula and which led to such a denuclearization decla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However, all these important changes were located in the end of the Cold War the biggest change
in international and the regional politics. In 1991, with disintegration of the USSR there was a
prospect as well as aspiration for a ‘new world order’ across the globe and lots of changes in most of
the regional equations were expected as well as sought for. What happened in Germany in 1989 was
often quoted to be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ree decades, when not many changes
- 220 -

are visible in the East Asian virtual alliance systems

the US Japan South Korea vs.

Russia China North Korea, it’s not easy to comprehend the expectation which were there in the
regional politics of the early 1990s.
China’s quest for rise also got increasingly visible from the early 1990s. It was quite clear that a
pragmatic China is more interested in its economic and political rise and less interested in its
ideological connects with other socialist countries. Actually, even though China witnessed North
Korea’s sharp reactions when the USSR established f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still it decided to do the same four years afterwards. China’s active pursuance of its economic
interests by normalizing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continued, though China carefully tried to
minimise the damage in its relations with North Korea.
Japan itself has emerged as an economic power by the early 1990s. It was expected that sooner the
Japanese economy would replace US economy as the largest economy of the world. It meant that
Japan must be ready to play more important role in the regional and global politics. Taking cue from
tectonic changes happening in the region Japan tried to review its foreign policy in the region as well
as towards the two Koreas. Japan tried to reach out North Korea and explore that whether it may also
shift to a ‘two Korea’ policy. Dealing with North Korea was also important because there were
credible news about North Korea’s nuclear weaponization program from the late 1980s and any such
program would have huge implication for the Japanese security.

Japan and North Korea Relations: Contesting with the Foe
Amidst the big churning happening in and around North Korea along with changes in the East
Asian region, Japan realized that it could not remain just a bystander. Japan considered it pertinent
both because of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posed by North Korea. It’s important to underline
that Japan’s attempt around 1990 to reach out North Korea was posited in its quest to take
opportunity in North Korea as well try to neutralise nascent but important threat emanating form of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On 28 September 1990, a joint delegation of the Japan’s ruling party LDP and opposition party JSP
signed a joint declaration to hold normalization talks with North Korea. Actually the delegation went
to North Korea and singed an eight point deal in which Japan had to compensate North Korea not
only for the damage caused during the colonial rule but also for the ‘losses suffered by the Korean
people in the forty five years’ since the making of North Korea. Even though, Japan officially
considered it too much but it led to Japan and North Korea having eight rounds of normalization talks
between January 1991 and November 1992. The first two rounds of talks happened in Tokyo and
Pyongyang and the rest of six rounds happened in Beijing. Both countries talked about history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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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ration issue, abduction issue as well nuclear issue. However, the gap between the positions of two
countries was vast and it was not easy for them to bridge the gap so easily. Finally, the talks broke
down on the Japanese demand to have information about Yi Un hye, a Japanese resident of Korean
descent who was allegedly kidnapped by North Korea to train Kim Hyon hui, a North Korean agent
who planted a bomb aboard a KAL flight in November 1987 and blasted the plane over the Andaman
Sea.
Japan realised that direct dealing with North Korea was unrealistic and rather it decided to go along
with the US which was trying to roll back the nuclear weaponization program of North Korea.
Actually, in 1992 and 1993, North Korean nuclear issue flared up and at one point of time North
Korea announced its intent to move out of the 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 (NPT). However,
with the help of an informal visit of the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to North Korea, finally
both the US and North Korea signed an Agreed Framework to dismantl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n October 1994. Although Japan was not part of the deal with North Korea, the US
involved it when a multinational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was
established to collect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for the two light water reactors which were
promised in the deal to North Korea in return of dismantling its heavy water nuclear program. Japan
was supposed to provide around $1 billion financial assistance through the KEDO and was expecting
that a satisfactory 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would be possible. However, Japan
got alarmed when on 31 August 1998, North Korea launched Taepodong 1 missile over Japan. It was
a surprising incident for Japan and Japan got further disappointed when there was very weak response
from South Korea as well as delayed and mixed response from the US and it led Japan to rethink
about North Korean threat in a very different way. Actually, the rising tide of nationalism and
aggressiveness in Japan got huge justification by the incident. Japan announced to halt its
participation in the KEDO and also announced to stop its food and other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Japan cancelled its permission to Air Koryo for nine charted flights between Pyongyang
and Nagoya and threatened to put more unilateral sanctions on North Korea if North Korea tests
another missile over Japan.
Even though after persuasions of the US and South Korea, Japan decided not to move out of the
KEDO, the Taepodong 1 test became a turning point in Japan’s approach towards North Korea. At
least two important lessons Japan learnt by this incident. One, North Korean threat is imminent and
could not be avoided. Two, in any urgent needs, the help from the US might be late because they
might have some other priorities of their own towards North Korea. It meant that Japan had to rethink
about its security calculations afresh. Japan wanted to have more coordinated security response with
the US and South Korea and in April 1999 it became part of the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TCOG). When North Korea promised to the US in September 1999 in Berlin th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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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not test Taepodong 2 if the US lifted its sanctions from North Korea, Japan also tried to soften
its stand with North Korea. In December 1999, a multiparty Japanese delegation visited Pyongyang to
negotiate restoration of bilateral ties and talk about lifting sanctions from North Korea. From April to
October 2000, three more rounds (ninth to eleventh) of talk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were
held to discuss issue of compensation as well as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but the talks moved
forward.
Another overture by Japan to reach out North Korea happened when in September 2002,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visited Pyongyang and singed ‘Japan DPRK Pyongyang
Declaration’. North Korea agreed to continue moratorium on its missile tests and fulfil its obligation
related to Nuclear Accord of 1994. North Korea also agreed to work for normalization of its relations
with Japan. Koizumi also extended Japans apology for the colonial occupation of Korea. The most
dramatic achievement of the first summit meet between Koizumi and Kim Jong il was that North
Korea acknowledged and apologies for the past abductions of Japanese citizens. North Korea also
allowed five of the surviving abductees to visit Japan. Rather than satisfying Japanese people
sentiment, it led to further eruption of anti North Korea feelings in Japan and the five abductees did
not return to North Korea as agreed before. Japan also demanded that the other family members of
the five abductees must also be sent to Japan and in May 2004, Koizumi again visited North Korea to
resolve the issue. North Korea allowed few family members of returnees to go back to Japan and also
sent remains of few dead abductees. From North Korean perspective, it was enough to satisfy
Japanese sentiments and the abduction issue must be considered ‘solved’ but for Japan it was too late
and too little. The DNA of remains also raised questions about North Korean claims.
During this period the two important issue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were the abduction
issue and nuclear missile issues. On the nuclear issue, the US and North Korea drifted apart when it
was revealed in 2002 that North Korea had clandestinely enriched weapon grade uranium. It led to
another round accusations and North Korea walked out of the 1994 Nuclear Accord as well as the
NPT. In 2003, six party talks were initiated and Japan also participated in them. Japan was not
satisfied by the progress in the Six Party talks because neither nuclear issues nor abduction issues
were getting resolved and meanwhile North Korea tested its first nuclear device on 9 October 2006.
Japan imposed ban on all North Korean imports and restriction on activities of Chongryon. It was
alleged that between 1992 and 2006 Chongryon’s large ferry and cargo ship Mangyongbong 92
which connected Niigata and Wonsan and a network of pachinko parlours in Japan were allegedly
involved in the illicit and fraudulent activities and sending money to North Korea.
In 2007, the Six Party talks established a working group on the ‘Normalization of Japan DPRK
Relations’ but the outcome of the working group was not very substantial. Actually, Japan remained
one of the most reluctant participants in the Six Party talks as its abduction issues did not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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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and Japanese officials were unhappy with the US when in October 2008, the US agreed to
remove North Korea from its list of the state sponsoring Terror. In 2009, most of the progress made
through the Six Party talks got lost and North Korea had nuclear and missile tests and it led Japan to
further increase sanctions on North Korea.
In the subsequent year, relatio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had deteriorated and one of the
examples of such deterioration has been increasing restrictions on Chongryon. In 2012, a court in
Japan order to auction its office in Tokyo to pay its outstanding loans and in March 2015, the
chairman of the organization Ho Jong Man’s house was raided and arrests were done on the suspicion
of his illegal exchanges with North Korea. Even during the Kim Jong un era, Japan has been
concerned about not only defiance of North Korea to abduction cases but also its multiple nuclear and
missile tests. Actually in 2012, Red Cross Societies of Japan and North Korea had a meeting in
Beijing but nuclear and missile tests of North Korea and Japan’s stern posture in the UN to put more
sanctions North Korea, made the talks irrelevant. In 2013, Japan also co sponsored a resolution in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o establish a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In between there have been few known and unknown back channel reach out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In May and October 2013, an advisor to Japanese Prime Minister, Isao Iijima had
meeting with North Korean representative and in March 2014, Red Cross Societies of both the
countries met with each other. In May 2014, in Sweden, Japan and North Korea had formal
diplomatic talks and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 would reopen investigation of abduction cases
and Japan agreed to relax few sanctions on its exchanges with North Korea. To follow it up, in
October 2014, a delegation of Japan’s Foreign Ministry visited Pyongyang but concluded that
investigation on the abduction issues has not been satisfactory. Meanwhile, Japan kept playing its
leading role in pressurizing North Korea on its human rights records through international bodies and
in November 2014, North Korea threatened Japan by saying that Japan ‘will disappear from the world
map’ if it keeps behaving as now. In March 2015, Japan’s Chief Cabinet Secretary Yoshihide Suga
announced that Japan would further expand its sanctions on North Korea if North Korea was unable
to come out with a final report on the abduction issues by 4 July 2015.
When North Korea has missile tests in January and February 2016, Japan put more independent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 had disbanded the investigating
committed as the investigation has got completed. North Korea belligerence through nuclear and
missile tests continued. Actually, North Korea had maximum number of nuclear and missile tests in
2016 and 2017 and thus Japan went along with the policy of ‘maximum pressure’ of the US. In 2017
in UN General Assembly, Shinzo Abe said that since all the efforts of engagement and dialogue with
North Korea had been futile, ‘pressure, not dialogue, is what is necessary.’
However, Japan had to change its posture on North Korea in early 2018 when South Kore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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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mportantly the US decided to have summit meetings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Shinzo Abe
welcomed a summit meet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said that he was ready to provide
economic assistance to North Korea, if North Korea agreed to take the abduction issues seriously. By
the time, it was also debated in the domestic politics of Japan that the country appeared to be left out
as all of the East Asian countries North Korea,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were having summit
meetings. Thus, Japan had very little choice but to support these summit meetings. Japan tried to
convey most of the parties who had meetings with North Korea that its concerns on the abduction
issues must be talked in their interactions with North Korea. Even though two summits between
Donald Trump and Kim Jong un did not bring any breakthrough in nuclear impasse, the US
preference for dialogue with North Korea remained intact. In March 2019, UN Human Rights
Councils also postponed submission of a resolutions condemning North Korea and Shinzo Abe had
no option but to say on 5 May 2019 that he would like to meet Kim Jong un without any conditions
to resolve bilateral issues. The proposal was again repeated by Shinzo Abe on 24 September 2019
during his address to the UN General Assembly, though they way North Korea had its new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which landed in Japan’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in
October 2020. North Korea threatened Japan by saying that it was not a ballistic missile test.
The New Year message of Kim Jong un in January 2020 indicated about hard line policy of north
Korea in coming times and Japan got seriously concerned about possible nuclear and missile tests of
North Korea as the host of the Winter Olympic 2020. During the pandemic in July 2020, the US
Deputy Secretary o State Stephen Biegun visited Tokyo and Japan expressed its intent to support the
process of dialogue with North Korea to denuclearize it. The new Prime Minister Yoshihide Suga has
also vowed to ‘comprehensively solve’ all the issues with North Korea and normalize relations and
Tokyo Olympic could be a good beginning, however, he also underlined that Japan would have ‘close
attention’ on the moves of North Korea.
Overall, Japan’s contest with North Korea has been obvious and after 2006, Japan has been making
all efforts to prepare it against any North Korean aggressive actions. However, Japan has limited
bilateral connects with North Korea and it has largely went along with the US strategy to deal with
North Korea with continued emphasis on the resolutions of the abduction issues.

Japan and South Korea Relations: Contesting with the Friend
Normalization of Japan and South Korea in 1965 was largely a top down forced move but as
expected it had important economic benefits for both the countries. South Korea not only received
around 800 million as grant, loan and private loan from Japan but within three years South Korea
became the second largest export market of Japan. Within eight years, Japan replaced the US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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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source of FDI in South Korea. However, at the popular level discontent among the people
continued. As mentioned in the earlier parts of this paper, trust quotient o remained very low. In spite
of both cooperating with their most trusted ally the US, their bilateral relations especially in political
sphere remained strained.
From time to time Japan did compensate South Korea for colonial rule and exploitation and even
expressed apology for the same, but in between few statements and actions by leaders of Japan
created doubts in the minds of South Korea about the sincerity of Japan’s apologies. From Japan’s
point of view, they have compensated as well as apologised multiple times and thus, South Korea
should move on and leave raising these issues. However, from South Korean point of view, the
formal apologies had no meaning if Japan does not remorse in its actions. For example, if Japan
keeps denying its role in the comfort women issue or force labour issue, if Japanese leaders keep
visiting Yashukuni Shrine, keeps disputing South Korean possession of the Dokdo islands, keep
refereeing East Sea as Sea of Japan and glamorize colonial history in the Japanese textbook, Tokyo’s
apologies are mere empty words. For the same reason, a clear gap in the perceptions of Japan and
South Korea has been apparent. Japan thus has an antagonistic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despite
their indirect alignment. There are two different trajectories of Japan and South Korea relations after
1965 and economically both the countries have come quite close to each other but their political
contests have continued.
When in early 1990s, the regional inter state equations were aspiring to be reformulated and South
Korea was able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SSR and China as well as when Japan was
looking forward to normalize relations with North Korea, Japan and South Korea remained distanced
to each other. In the early 1990s, the issue comfort women started being reported regularly both the
countries. When, Japan got engaged in the normalization talks with North Korea in early 1990s,
South Korea looked at Japanese moves with apprehension. Actually, till President Kim Young sam
era in South Korea, Japan’s relations with two Koreas were seen from a zero sum game perspective.
It meant that if Japan improves its contacts with North Korea, it would necessarily mean that Japan
would drift away from South Korea. In December 1991, an attempt to sue the Japanese government
by on the comfort women was made in Japan. In 1995, South Korea demolished the public office
building of Governor General of Korea which was located in the central area of Seoul city.
However, a positive turn in the Japan South Korea bilateral relations came when, during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South Korea demanded 20 billion financial supports from Japan. In November
1997, South Korea’s Deputy Prime Minister Yim Chnag yol called on the Japanese Foreign Minister
Mitsuzuka to convey this request and in subsequent months Japan provided 10 billion assistant to
South Korea which was double than the US. It led to an important episode of conne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 jung in his visit to Japan in October 1998 c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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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the momentum and signed a joint statement with the Japanese Prime Minister Obuchi Keizo
in which Japan expressed a clear and forthright apology to the Korean people for their pain and
suffering during the colonial period. Kim Dae jung expressed the apology would become the bedrock
of futur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Japan also provided 3 billion in aid to
South Korea. In 1999, South Korea allowed import of Japanese cultural products to South Korea
which was not allowed till then. Japan also reciprocated by offering aid and compensation to Korean
victims of the World War II atomic bombing and to Korean veterans of the Imperial Army. There
were also talks about providing more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Koreans staying in Japan.
However the good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could not be sustained. In 2001,
Conservative scholars of history in Japan produced a text book which was approv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Japan. The book downplayed negative aspects of Japanese colonial expedition and it
led to opposition in South Korea. The negative sentiments further got intensified with Prime Minister
Koizumi visited Yasukuni Shrine. South Korea reacted by suspending military talk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also re imposed ban on Japanese cultural products. In June 2001, Japan banned South
Korean fishing vessel to fish around the Kuriles islands. It was a clear that the conservative political
forces in Japan were determined to push South Korea and South Korea reacted on expected lines.
In the wake of September 11 terror attack in the US, both countries had pressure to work together
and Kuizumi visited Seoul to regain lost conne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He visited museum of
Korean freedom fighters and also repeated Japan’s apology for colonial misdeeds. Japan and South
Korea expressed their intent to work in the area of counterterrorism. It was also agreed that historical
and fishing rights related issues would also be deliberated by the two countries. It was another start
but again it could not be sustained. In March 2005, Shimane prefecture of Japan announced its claim
over Dokdo (Takeshima) and decided to celebrate 22 February as Takeshima Day. There were also
issues related to revision of school text books in Japan in which the colonial period of Japan was
considered to be a period on which all Japanese should take proud of. It infuriated South Korea and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formulated a new doctrine for Japan and
emphasised on serious apology from Japan as well as compensation for wartime atrocities. South
Korea also opposed in March 2003 Japan’s participation in the UN Security Council as a permanent
member. The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remained strained during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also because Japan and South Korea had different approaches to deal with North
Korea. Whereas South Korea preferred engagement approach, Japan especially after North Korean
first nuclear test in 2006 largely supported tough posture.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also Japan and South Korea were not on the same page. Furthermore, growing proximity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during the Roh Moo hyun was also seen by Japan negatively.
During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South Korea made attempts to reach out Japan and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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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countries started secret negotiations to have an agreement on defence related intelligence sharing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Some preparatory meetings were
held but when the news got leaked in press, both countries had to backtrack. Actually, Lee
Myung bak allegedly to compensate his image visited Dokdo islands which was the first by any
South Korean President so fa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 hye tenure in power coincided with Shinzo Abe and both the
leaders remained stiff to each other in their first few years. Both the leaders had no bilateral meetings
for around first three years of the Park Geun hye administration. However, Japan and South Korea
signed GSOMIA finally on 29 December 2016 and also signed an agreement to have a ‘final and
conclusive’ resolu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in December 2015. It was being reported that both
the countries had six months of close door deliberation to arrive at the agreement. It was an
agreement about which popular opinions in both the countries were quite different. Whereas, 83
percent of Japanese believed that the final settlement of the issue has been achieved but around 70
percent South Koreans felt that it’s not ‘final’ resolution of the issue as it has not taken into account
the feeling and options of the victims. It’s also important to underline that even if both countries
politically remained loggerhead with each other, most of the other exchanges between them including
business, economic and people to people remained largely unaffected.
The recent strain in the Japan South Korea relations came with elections of Moon Jae in in South
Korea. Moon Jae in administration wanted to review bilateral agreement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on the comfort women issue and it irked the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Japan
claimed that the issue has been ‘conclusively’ resolved but South Korea raised discontent of the
victims as the reason to review it. In another important development, South Korean courts delivered
judgements in later part of the 2018, asking Japanese companies to compensate for the wartime force
labour. Japan was unhappy with the development as it considered the grants and loans granted to
South Korea in 1965 as compensation for the same. South Korea argued that these judgements were
being delivered by the judiciary and the executive did not have any role to play in it. Moon Jae in
also proposed that a joint fund by Japan and South Korea could b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but
Japan ignored the proposal.
Japan responded to the South Korea’s ‘niggling’ approach by doing something which was rarely
done in the past. Japan used economic instrument to deal with political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Generally, both countries kept their political disagreements and economic exchanges
separate from each other but Japan announced in August 2019 to remove South Korea from its
white list of the countries with preferential export controls. It meant that several high tech export
items from Japan had to take every time approval from the government. South Korea tried to reach
Japan and several meetings of South Korean officials with their Japanese counterparts happened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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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sue did not get resolved.
Now, South Korea also responded by announcing that it intended to withdraw from the GSOMIA.
South Korea also removed Japan from its one white list. Many Japanese businesses and Korean
businesses have to suffer because of popular antagonism with other and it has also resulted into
decline in tourism between the two countries. South Korea and Japan relations have also been
strained because of gap in approached of Japan and South Korea in dealing with North Korea. Moon
Jae in administration from its very beginning have been trying to bilaterally and multilaterally reach
out North Korea and have good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denuclearize it. Japan on the other
hand has been narrowly focused on the abduction issue. South Korea felt that Japan’s such approach
apparently show its unwillingness and non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in dealing with North
Korea. Even though South Korea till now has not withdrawn from the GSOMIA but in the recent
years, Japan and South Korea relationship has strained. In the most recent episode of mistrust, the
new Prime Minister of Japan Yoshihide Suga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annual trilateral meeting of
the top leaders of China, South Korea and Japan which was supposed to happen in Seoul in
late 2020.
Japan and South Korea relations could be characterized a relationship in which Japan has been
contesting with a friend. In the post 1965 period, both the countries got into variety of networks and
connect both between state actors as well as non state actors of both the countries. However, most of
the disagreements about their identity vis a vis each other, history issues, territorial disputes, comfort
women issue, war time labour issue have not moved towards resolutions. Whereas, citing its several
apologies Japan feels that it has done enough, South Korea citing Japanese utterances, actions and
keeps on doubting Japanese sincerity. Democratic polities of both the countries also make it difficult
for both the countries to reconcile and have a compromised and accommodative approach. Political
leaders in both the countries use controvers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the political advantages.
In recent years, the way political disagreem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been allowed to spill
over to the economic domain is a worrisome trend.

Conclusion
In the changing Northeast Asia, Japan’s relations with both the Koreas have remained problematic.
North Korean threat to Japan in the post 1964 period has increased substantially because of its
advancements in nuclear and missile technologies along with its dangerous behaviour such as tests of
missile over Japan. Thus, Japan has to become more active and direct in its contests with North Korea
in recent decades. With South Korea also even though both the countries have multilayered and
in depth exchanges, the contests and animosity remains intractable. There are opinions that 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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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years the contests have become more intense. It’s strange but true that Japan has not been able
to forge good relations with North Korea because of it being a totalitarian state but it has been also a
failure to establish trustworthy relations with South Korea because it is a democratic county. Actually,
Japan’s Korea policy could be called a failure and the neighbourhood of Japan poses one of the big
hurdles for it to become a regional player.
Japan’s contest with China in the region might be strengthened by its quest for a ‘normal’ state
because the US is also apparently in agreement with Japan taking over more responsibilities in the
regional politics. For the same reason, Japan is closely connected to the US in articulating an
Indo Pacific strategy but its disconnect in the neighbourhood is very stark and it would definitely
crucial to Japan’s role and status in the regio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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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65년 체제의 성격과 한일 신시대의 과제
이원덕 (국민대)

1. ‘전방위 갈등’에 빠진 한일관계
2010년대 이후 한일관계 악화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된
계기는 2012년으로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
도방문이고 둘째는 일본 천황에 대한 식민지배 사죄 요구 및 일본의 국제정치적 지위하락에 대한
평가 발언이고 셋째가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다. 일본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천황에 대해 과거사 사죄 요구를 한 것에 대해 크게 반
발했고 대법원의 판결도 이후 한일관계에 큰 악영향을 주었다.
이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한층 악화되어 그야말로 최악의 국면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2018년
말부터라고 할 수 있다.1) 한국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이행기구인 <화해치유재단>을
2018년 11월 일방적으로 해산했다. 이에 앞서 2018년 10월 30일에는 일본 징용기업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을 명령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일본은 이에 격분한 나머지 한국
에 대한 불만과 반발을 노골화하고 있다. 한일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빠트린 도화선은 징용재판
이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일관계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일본 국민 사이에 반한, 혐한 기류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래 일본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50 60%를 상회했으나 2012년 이후
30% 대로 떨어졌고 2018년 이후 호감도는 더욱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2) 한일관계 갈등이 정부
간 관계에 그치지 않고 국민 대중의 감정에까지 파고 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존
재한다. 일본인의 혐한 감정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고 한국 국민의 반일감정, 정서도 고조되
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절반이 상대국에 대해 비호감을 보이고 있다.3)
양국의 국민감정을 더욱 부축이고 갈등을 조장하는데 미디어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은 널리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일 갈등은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 사이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
나고 있다. 일본의 미디어는 문재인 정부를 ‘친북 반일 정권’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한편 한국의 미디어는 ‘아베 악마화’ 프레임으로 아베 정부의 역사정책, 외교안보 정책,
교육정책 등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2020년 8월
아베 총리의 갑작스런 퇴진 이후 등장한 스가 정권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향이 불식되었다고 보기

1) 최근의 한일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한 때 외교관계 단절까지 검토되었던 1970년대 중반 김
대중 납치사건, 문세광의 대통령 영부인 저격사건 시의 한일관계와 비교되고 있는 실정이다.
2) 日本内閣府、 外交に冠する世論調査 2012年 2020年(内閣府大臣官房政府広報室)
3) 동아시아연구원(EAI) 겐론NPO,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2018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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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렵다.4)
과거 한일관계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해 한국이 공세를 취하고 일본이 수세적으로 방어하
는 양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일본이 오히려 위안부, 징용문제들 들어 공세적인 태도
를 취하고 이에 한국이 방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즉, 한일 간 공수가 전환되고 마치

가해자 피해자 관계가 역전된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한일관계의 전개양상이 이전과 크
게 달라졌다.
2019년 6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시민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일
본 안가기 운동의 영향으로 한국의 일본 방문자 수는 격감했다.5) 한일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젊은 세대 내 K Pop 등 한류에 대한 열풍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요소
이다. 10대 20대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정치 외교적 이슈에 무관심하거나 적게 영향을 받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래에는 독도, 망언, 위안부, 야스쿠니 등 일본 발 역사문제가 한일 갈등에 원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한일관계 쌍방에서 전 방위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의 경우, 갈등의 촉발자 역할을 했던 것은 한국 사법부라고 할 수 있다. 즉,
2011년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문제가 기본적 인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2년 대법원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해당 일본기업은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2018년 10월 이를 재확인하는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징용재판의 결과에 대한 한국 측의 무책에 대한 반발로 일본은 마침내 수출규제 강화라는 보복
적 조치를 내렸고 한국은 이에 대한 대항조치의 하나로 GSOMIA 종료라는 강수를 두었다. 이제
한일관계 갈등 전선은 과거사 문제에서 외교적 갈등으로 외교에서 경제로, 경제에서 안보 분야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한일 갈등의 일본 측 원인자는 아베 정부의 이른바 우경화정책과 그에 대한 한국의 반발
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2012년 말에 집권한 이래 평화헌법의 개정, 집단자위권의 용인
을 허용하는 법제의 도입, 역사 수정주의적인 정책추구, 독도에 대한 주권주장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강열한 반발과 저항을 초래하고 있다.

2. 한일관계 65년 체제의 성립과 그 성격
2.1 65년 체제 성립과정: 원심력과 구심력
한일관계 65년 체제는 14년간에 걸쳐 이뤄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한일회담)과 그 결과로 구
4) 한국의 주요 매채는 새롭게 탄생한 스가 정권을 아베정권의 충실한 계승자로서 보도하고 있으며 스가 정권이 각료직이나
자민당의 요직 인사와 주요 정책에 있어서 아베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스가 정권을 아베스 정권
혹은 아베정권 시즌 2로 보도를 하였다.
5) 2020년 2월부터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글로벌 팬더믹의 영향으로 한일 간 인적 왕래와 교류활동은 사실상 단절되었다. 이후
11월 이후 한일관계에 있어서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재자에 한해서 부분적인 입출국이 허용되는 조치가 내려졌으나 매우
한정적인 수준이다.

- 232 -

축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어업협정, 재일교포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 문화재 협정의 4개
협정과 기타 부속 합의서를 포괄하여 통칭하는 한일협정6)에 의해 성립된 한일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한일 회담은 양국 간에 존재하는 과거사 인식의 깊은 괴리를 극복하고 새로운 우호협
력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교섭이었다. 그러나 14년간의 마라톤 교섭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역사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좁혀질 수가 없었다. 35년간의 식민통치를 원천적으로 불법, 부당한 것으
로 보는 한국 측의 인식과 그것을 적법하고 합당한 것으로 보는 일본 측의 인식이 외교협상을 통
해 근접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처럼 과거 일본의 조선통치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현격한 인식 차로 말미암아 이 교섭은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겪은 후에야 타결될 수밖에 없었다.7)
14년간의 회담 전개과정에는 다음의 두 가지의 상반된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회담을 타결로 이끌어 가는 힘은 안보 논리와 경제 논리에 의해 주어졌다.
안보 논리와 경제 논리가 한일관계의 구심력으로 작용하여 교섭의 타결을 촉진시켰다. 반면 과거
사 청산 논리는 회담을 대립과 갈등으로 끌고 가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교섭을 결렬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원심적인 힘의 원천은 과거사 청산의 논리에 의해 주어졌다.
냉전체제와 연계된 안보논리는 한편으로 전후 냉전체제하에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라는 형태
로 작용해 왔다. 즉, 미국은 회담의 개시 단계에부터 타결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일회담의 타결을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애당초 한일 양국을 회담의 테이블에 앉힌 것
이 다름 아닌 미국이었으며 나아가 반복되는 회담의 중단과 결렬사태를 회담재개와 타결로 이끌
어가기 위해 때로는 배후에서, 때로는 표면적인 압력을 가한 것도 미국이었다. 일본 측의 입장에
서 볼 때에도 회담타결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 것은 안보적 고려였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조선
은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비수”라는 인식은 명치유신 이래 일본의 한반도 정책에 흐르고 있
는 일관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정권 또한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북
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이 희구하는 한일국교 정상화를 달성할 필요성
을 느꼈다.
안보논리와 더불어 두 번째의 에너지 공급원은 경제논리였다고 생각된다. 경제논리가 회담타결
의 주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1950년대에 답보를 면치 못하던 한일교섭이 1960년대 들
어서 급격하게 타협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사실을 보아도 명백하다. 사실 1950년대까
지만 하더라도 한일 경제관계는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상대를 경제적 필요
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만큼 긴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양국의 경제적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50년
대 말부터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양적으로 크게 삭감되는 한편 질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
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침체와 불황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은 전후 대소전략의 일환
6) 1965년 6월22일 체결, 조인된 한일협정은 1개 조약과 4개의 협정 오에 2개의 의정서, 5개의 합의의사록, 9개의 교환공문, 2
개의 왕복서간 2개의 토의기록으로 이루어진 매우 방대한 문서들로 구성된다.
7) 한일회담 중 청구권 협상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출판부, 1996) 다카사키 소지(高
崎宗司)( 検証 日韓会談 ,(1996), 오타 오사무(太田修)( 日韓交渉請求権問題の研究 (2003),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戦後日韓関係ー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ー (2005), 장박진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2009), 유의상,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 대일 청구권 교섭과정의 복원 (2016) 등의 연구에 의해 활발하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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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경제 원조를 서유럽을 비롯한 동맹국에 쏟아 넣은 결과 달러의 과도한
방출로 인한 후유증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은 1950년대 말부터 달러방위라는 명목 하에 동맹국
에 대한 경제 원조를 대폭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또 케네디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원조의 성격이 소비재 위주의 무상 원조
방식에서 개발을 지원하는 차관 형 원조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되자 한국으로서는 대미 의존 형 경제체질을 탈피하여 자립적인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
하여 본격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때마침 1961년 5
월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정권의 제일목표로서 조국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을 내걸
고 야심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본과 기술의 부족에 직면하여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곤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박 정권이 구상한 것이 다름 아닌 대일 관계의 타결노선이었다. 박 정권은 만약
대일회담이 타결된다면 상당한 액수의 청구권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더 나아가 일본과의 경제관
계가 정상화된다면 다량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박 정권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스로의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도록 권유하는
한편, 대일회담의 타결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도록 강력
한 압력을 행사하였다. 미국은 박 정권이 대일회담의 타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경제 원조를 중단
내지 삭감할 것이라는 압박을 가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도 회담타결의 기운이 무르익기 시작한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일관계를
경제적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안보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물러난 기시 정권의 뒤를 이어 등장한 이케다 정권은 될 수 있으면 국내
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안보 정치적 쟁점을 회피하고 그 대신 정치의 중심 축을 경제로
옮겨놓는 쪽으로 정치노선을 설정했다. 이케다 수상이 야심적인 정책으로 내놓은 ‘소득배증계획’
이야말로 이케다 정치노선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일회담의 최대 난제였던 재산청구권 문제가 이케다 정권하에서 경제협력방식에 의해 타결되
었다는 점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케다 수상은 한일회담의 본질을 경제문제라고 인식하
고 대한관계를 경제외교의 일환으로 풀어 나가려고 시도하였다. 즉, 이케다 정권은 청구권 문제의
본질이 과거사의 청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제적 이해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케다 정
권이 청구권의 해결방안으로 고안해낸 것이 경제협력방식이었다. 경제협력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한국의 청구권 요구를 명목과 지불의 둘로 나누어 지불 액수에서
는 한국의 요구에 최대한 접근하고 명목에 관해서는 사죄와 보상의 의미를 배제하는 대신 경제협
력의 의미를 부여한다. 둘째, 한국에 일본의 공업제품과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장래 한국에
대한 경제 진출의 토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 방식의 요체는 지불의 방식을 자본이 아닌 공업제품과 용역으로 한다는 데 있었다.
경제협력방식은 전후 일본이 인도네시아, 버마, 필리핀,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전후
처리에도 적용했던 방식이었다. 일본은 이러한 전후처리의 방식을 오히려 동남아지역에 대한 경
제 진출을 적극화하는 토대로 활용해 왔다. 일본은 한국에게도 이 방식을 적용시키고자 의도했던
것이다. 경제협력방식이 채용된다면 일본으로서도 결코 경제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으며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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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계산이었다.
이처럼 한일회담의 타결은 냉전적 상황과 그에 기반을 둔 안보논리 및 경제논리에 의해서 촉진
되었을 뿐 정작 회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사 청산의 논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한일회
담의 타결과 한일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정상적인 한일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남아있는 것은 과거사 처리문제가 불충분한 형태로 매듭지어 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지
루하고도 긴 교섭을 통해 양국 정부가 합의에 도달한 해법은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
를 회피하고 유보하는 선에서 타협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타협은 한일기본조약의 비준국회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즉, 한일 양국 정부는
비준국회에서 한일회담의 최대 초점이 되었던 청구권 문제와 식민통치의 인식 문제에 관해서 전
혀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즉, 1910년의 한국병합 조약에 관해서 한국정부는 ‘이미 무효이다’라
는 규정을 ‘당초부터 원천적으로 무효였다’라고 해석한데 반해 일본정부는 ‘지금은 무효이나 당시
는 유효하고 합법적이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유상, 무상의
자금의 지불 명목에 대해 한국정부는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해석한 데
반해서, 일본정부는 어디까지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경제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협
력’이라고 해석하였다. 과거 청산이라는 핵심문제에 관해서 한일 양국의 이와 같은 상반된 해석은
한일조약이 역사청산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봉합으로 타결 지었다는 점을 웅변하
고 있다.

2.2 65년 체제의 한계: 핵심적 문제 조항
한일협정 중 과거청산 문제와 연관된 조항은 세 부분으로 1)한일기본조약의 전문과 2)한일기본
조약 제2조 그리고 3)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2조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한일기본조약의 전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약의 전문은 조약의 목적과 성격을 표명하는 문
구가 들어간다. 한일기본조약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불법적 점령과 지배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평화와 우호의 기반에서 새로운 양자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어야 한다. 과거를
청산하고 그 바탕 위에서 양국관계의 구축을 꾀한다는 조약 본래의 취지를 생각할 때 그 전문에
는 조선에 대한 강압적인 주권박탈과 가혹한 식민통치의 역사를 일본이 인정하고 그에 대한 사죄
와 더불어 식민통치 과정에서 조선인들에 입한 피해와 손실에 대한 보상, 배상의무를 명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조약의 전문에는 일반적인 이국 간 우호통상 조약, 우호조약에서 흔히 보는 내용만이
서술되어 있을 뿐 과거사 청산에 관한 내용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전문에는 조약체결의
목적에 관해서 선린우호, 주권의 상호존중, 복지 및 이익의 상호증진 그리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열거한 후 역사적 경위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평화조약의 관계규정 및 유엔결의
제195호(3)을 상기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한일회담의 초기단계부터 일본은 ‘우호조약’이라는 명칭을 제안한 데 반해 이승만 정부가 우
호가 아닌 ‘기본조약’을 주장했던 것도 기본조약을 사실상의 ‘평화조약’이 체결을 기본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애초부터 일본과의 국교 관계의 재개를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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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속에서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일강화의 일환으로
수교를 이루려던 한국정부의 구상은 한국이 강화조약의 정식 서명국에서 탈락함으로써 좌절되고
말았다. 즉, 한국의 강화조약 참여 가능성은 강화조약 체결을 위한 영미협의 과정에서 한국 참여
배제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포기되었다.8)
둘째, 한일기본 조약의 제2조 “이미 무효” 부분이다. 제2조는 “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
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미 무효가 된 시점에 관해서는 한일 정부의 명백한 합의가 부재하
며 완전히 상이하다.
한국정부는 일관되게 1910년 한국병합조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에 의해 강요된 것이므로
애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한다. 한일회담 백서는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과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 문서
는 전부 무효이다. 무효의 시기에 관해서는 ” 무효라는 용어 자체가 별단의 표현이 부대되지 않
는 한, 원칙적으로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라고 강조되어 있는 이상. 소급하여 무
효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9)
한편 일본 측은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5년 8월15일 이후 한국병탄을 규정한 구
조약이 비로서 무효가 되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한다. 사토 수상은 한일협정 비준 국회에서
“1910년의 한국병합조약은 양자의 완전한 의사,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것으로 효력을 발생하였다”
고 강변했다.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해석은 1965년 대장성이 발간한 <<일한조약과 국내법해설>>
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 책자에 따르면 “무효라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무효가 되었다는 객관
적인 사실을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구조약 및 협정이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간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 체결된 것으로 이것이 유효하게 성립, 실시된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해설하고 있다.10)
이 조항을 둘러싼 대립은 1952년 2월에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한국 측은 애초부터 문서상이라도 굴욕의 식민역사를 불식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하기 위
해 구 조약의 무효 확인 조항 설치를 주장했으나 일본 측은 마치 승전국의 입장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고 못 마땅하게 여기고 이 조항의 설치를 반대하고 삭제를 주
장했다. 이러한 대립 끝에 조약 안에는 “일본국과 구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한일관계에 있어서 효력을 갖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문장이 삽입되었다.
이후 이 초안을 기초로 조약문의 최종 성안작업이 이뤄진 것은 1965년 1월부터 개최된 제7차
회담 때였다. 한국 측은 구조약의 원천적 무효(null and void)를 규정한 안을 일본 측에 제출하였
다. 이에 일본 측은 강화조약에 의해 구조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효시점이 최초
가 아닌 어느 시점부터라는 의미를 내포하도로고 have become null and void로 할 것을 제안하였
다. 그러나 한국 측의 거부로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사무레벨에서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외상 둘만의 담판에 의해 already null and void로 낙착되었다.
8) 이원덕(1996)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 출판부) pp 26 38
9) 대한민국 외무부(1965) 한일회담백서
10) 大藏省印刷局, 1965 ≪日韓條約と國內法の解說≫ (時の法令, 別冊)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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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합의된 “이미 무효” 라는 표현은 양국의 팽팽한 견해 차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하
기 보다는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양국의 입장을 그대로 둔 채 양국이 자국의 국내정치 상황 속
에서 편의에 따라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려는 의도로 성안된 것이었
다. 즉, 기본조약 제2조는 양국이 식민통치의 불법성 여부에 관해 자국 국민을 향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양해(Agree to Disagree)한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합의였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외교적 차원의 전략적 애매성(Strategic Ambiguaty) 으로 포장한 타결 아닌 타협
에 불과한 것이었다.
셋째, 청구권 미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관련이다. 동 협정의 제1조는 일본은 한국에게
10년간에 걸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하고 이어 제2조는 “양국은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와 이익 그리고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8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5억불의 자금제공과 청구권 문제의 해결과의 관계를 제1조의 경제협력의 수
반적인 결과로서 제2조의 청구권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점만을 인정할 뿐 제1조와 제2조의 법률
적인 인과관계는 철저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비준 국회에서 일본정부는 유무상의 5
억불 제공은 청구권의 변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국에의 경제협력 내지 한국의 독립을 축하하
기 위한 명목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11) 일본정부는 유무상 5억 달러의 제공은 청구권
의 변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국에의 경제협력 내지 한국의 독립을 축하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
루어진 것임을 역설하였던 것이다.12)
역설적이게도 5억 달러의 자금공여가 재산청구권의 변제라고 주장한 것은 일본정부가 아닌 한
국정부였다. 한일조약의 비준국회에서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은 “협정 제1조의 무상 3억 유상 2
억 달러는 경제협력이 아니고 청구권이 주가 된 것이며 실질적으로 배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
다”고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동원 외무장관도 “청구권 협정은 청구권의 해결을
주로하고 경제협력을 종으로 결정한 것이다. 무상공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청구한 결과 일본이
지불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13) 이처럼 한국정부의 공식견해는 5억불의 자금 제공은 청구권의
변제 혹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청구권 협정 제2조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양
국의 편의에 따른 정치적 타협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인 의미의 물질적 과거청산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14) 즉, 청구권 협정의 제2조는 단계별 모순을 안고 있다.
11) 일본의 한일조약 비준국회에서 5억 달러의 자금과 제2조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시이나 외상은 반복
해서 “청구권 문제와 경제협력은 어떠한 법률적인 관계도 없다. 5억달러는 한국정부가 새롭게 발족함에 따라 경제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경제협력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衆議院外務委員會調査室, ≪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條約
及び協定等に關する特別委員會審議要綱≫, pp. 30～36
12) 일본의 한일조약 비준국회에서 5억달러의 자금과 제2조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시이나 외상은 반복
해서 “청구권 문제와 경제협력은 어떠한 법률적인 관계도 없다. 5억달러는 한국정부가 새롭게 발족함에 따라 경제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경제협력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衆議院外務委員會調査室, ≪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條約
及び協定等に關する特別委員會審議要綱≫, pp 30～36
1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한일관계자료집≫, 252
14) 청구권 협정의 개정방향에 관한 자세한 법학적인 검토는 이장희 교수의 <한일청구권 협정의 개폐의 요강과 그 이유>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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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구권 협정의 전제를 이루고 있는 틀 자체가 모순된 것이다. 청구권 협정에서 다루고 있
는 물질적 청산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한국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하에서 민사상 채권채무의 처리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일본의 식민통치 자체가 불법이고 원인 무효라는 사실이 인
정된다면 물질적 청산문제는 재산 청구권의 범주가 아닌 배상의 범주로 논의되어야 마땅할 것이
다. 즉, 일본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나 개인이 입은 손실과 피해는 배상의 범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설사 이러한 입장에서 후퇴하여 만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규정대로 재산청구권의 범주에
서 한일 간의 물질적 과거청산을 다룬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완전하고도 최종적
인 해결” 규정은 문제를 지닌다. 왜냐하면 청구권의 타결방식 자체가 청구권의 각 항목에 대해
실증적인 자료의 철저한 대조를 바탕으로 한 세밀한 검토의 결과가 아닌 정치적 흥정의 성격을
띤 총액 결정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3 한일협정의 종합적 평가
한일 간의 전후처리는 이처럼 청구권과 경제협력이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타결을 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일본이 점령했던 기타 아시아 제국과의 전후처리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먼저 대만과
중국의 경우는 여타 연합국의 경우와 같이 각각 일본과의 양자조약을 통해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
였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최대피해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
기했다는 것은 일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전후 줄곧 중국에게 막대한
규모의 정부개발 원조를 제공한 것은 이 배상청구권 포기 조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동남아 4개국에 대해서는 강화조약 제14조에 입각하여 개별교섭과 배상협정을 통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정식으로 배상을 받은 4개국이란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인데 미얀마에 2억 달러, 필리핀에 5.5억 달러, 인도네시아에 2.2억 그리고 베트남에 4,000
만 달러가 각각 지불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차관의 형태로 경제협력 자금이 제공되었
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기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준 배상적 조치로 다소간의 경제
협력이 제공 되었다. 현재 일본과 미수교 상태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전후처리가 미결상태로
남아있다. 일본은 장차 북일 국교정상화가 달성된다면 1965년 당시 한국에게 제공했던 금액에 상
당하는 청구권 자금을 북한에게도 지불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일본의 대 아시아 전후처리는 한반도의 남북한에 대해서는 강화조약 제4
조에 입각한 재산, 청구권의 틀로 해결을 보았고 중국－대만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권의 포기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동남아 제국에 대해서는 강화조약 제14조의 틀에 입각하여 배상 및 준 배상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종결지었다. 일본이 배상, 준 배상, 청구권, 경제협력 등의 명목으로 아시아 국
가들에게 지불한 금액은 역사상 패전국이 지불한 배상금에 비한다면 아주 가벼운 것이었다. 또한
일본이 지불한 전후처리 비용은 철저하게 현금의 형태가 아닌 현물과 역무의 방식으로 지불됨으
로써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일본경제 진출의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일본이 유리한 조건에서 전후
처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전후 냉전체제의 도래 때문이었다. 미국은 새로운 적국으로 등
청산 국민운동 본부,≪한일협정개정안 요강발표≫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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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공산 소련과 중국에 맞서기 위해 패전국 일본의 배상 책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그 대신
경제 및 산업재건을 후원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전후 냉전체제의 급속한 확산과 이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패전국 일본은 전쟁 배상의 막대한 부담에서 벗
어나 오히려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던 것이다.
한일회담에 대한 균형 잡힌 해석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음의 두 가지 조건 속에서 한국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외교교섭을 벌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일회담의 출발점은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이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이 강화
조약에서 전승국의 지위를 획득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펼쳤지만 최종적으로는 좌절하고 말았다.
그 결과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 보상을 요구하려던 애초의 계획은 재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이 배상 권리를 향유하는 제14조국에서 탈락함으로써 한일 간 전후처리는 제4조에서 규정한 대로
재산청구권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점은 한일회담 내내 한국의 대일 협상력을
제약하는 변수로 작용했다.
둘째, 당시 한일의 국력차를 고려해야 한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경제력으로 보면
1960년대 중반 한국은 일인당 국민소득 100불이 안 되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고 일본은 이미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있었다. 또한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수립된 허약
한 신생국가에 불과했으나 일본은 명치유신 이래 탄탄하게 정비된 막강한 관료조직을 지닌 강대
국이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은 철저한 법률론과 증거론을 내세워 한국의 과거사 청산요구를 철저
하게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정부는 14년간 일본과 ‘외교전쟁’을 벌인 것이다. 박 정부는 대일교섭
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과거사 청산과 개발자금의 획득 그리고 서측 진영의 결속을 통한
안전보장의 확보를 추구하려 했다. 박 정부는 이 세 가지 목표 중 경제적 이익의 확보와 안보 이
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였다. 빈곤과 안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일본과
의 국교수립을 통해 경제개발 자금을 도입하고 미국으로부터 안보 공약을 공고히 하는 것이 우선
적 국익이라고 박 정부는 판단했던 것이다. 박 정부의 이러한 전략적 선택이 이후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1950년대 배상자금을 성공적인 경제개발로 연결시키지 못
한 동남아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와 안보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거사 청산과제가 상대적으로 소홀
하게 취급된 점은 한일회담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제하 강제징용, 위안부
의 보상 문제 등 미해결의 과거사 청산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한일관계를 짓누르게 된 원
인을 제공한 것이 한일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간 국내에서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다양하게 추진되어 온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문제는 당시의 한국정부 못지않게 일본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일본 정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정 국제법이나 형식논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징용문제, 위안부 등 불충분하게 매듭지어진 과거사 현안의 해결에 적극 나섬으로써 한국과
의 역사적 화해에 동참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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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 신시대의 도래와 대일정책의 과제
3.1 한일 신시대의 도래
1965년 국교가 정상화된 이래 한일관계의 역사를 조망해보면 시대 변천에 따라 한일관계의 성
격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한일관계의 존재방식을 종속
변수로 놓고 생각해 보면, 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대체로 동북아
시아 국제시스템과 양국의 파워 관계 그리고 양국의 국내체제가 될 것이다.15)
물론 한일관계의 존재방식은 이러한 구조적 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구조적
변수와 더불어 한일 양국 정부 지도자의 리더십의 발휘 양상과 리더십의 발휘를 가능케 하는 국
내정치의 역학(여론 포함) 또한 한일관계의 성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면
한일관계의 존재방식은 한편으로 국제시스템, 양국의 파워 관계, 양국의 국내체제라 는 각 수준의
구조적 요소에 의해 제약을 받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양국정부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는 행동적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6)
한일 간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한일관계사를 대별하면 3개의 시
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제1시기는 1965년부터 1989년까지의 시기로서 냉전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한일관계가 냉전체제의 강력한 영향권 속에 존재했기 때문에(냉전 시대)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 안보, 경제적 결속을 강화시켜 나갔다. 소련 중국 북
한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공산진영의 북방 삼각동맹과 대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자유주의 진영
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려는 미국과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추구했다. 이 시기는 한일관계에서
반공 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양국 간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대립은 최대한
억제되었고 수면 하에 잠복될 수밖에 없었다.17)
제2시기는 탈냉전의 시기로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약 20년 간이다. 이 기간 동안 한일관계
는 냉전질서의 해체(탈냉전)로 인해 반공에 기반 한 결속력이 급속도로 이완되었다. 그 동안 잠복
되었던 역사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 위로 분출됨으로써 양국 간의 역사마찰이 격화되었
다. 한국의 정치사회 민주화와 한일 간 파워 격차의 축소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강경한
대일정책을 추동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역사마찰을 심화시켰다. 한편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한일 양
국 간에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양국 관계
라는 인식도 강화되었으며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간 교류는 더욱 활성화 되었다.
15) 전후 한일관계에 대한 분석 틀에 관한 기존 논의는 이하를 참고. 이원덕, 「구조전환기의 한일관계: 쟁점과 과제」 장달중･오
코노기 마사오, 전후 한일관계의 전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5); 최상용･이원덕･이면우,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쟁점 (집문당, 1998); Koh, Byung Chul, Between Discord And Cooperation:Japan and The Two Koreas(Yonsei University Press,
2007); 木宮正史、「日韓関係の力学と展望：冷戦期のダイナミズムと脱冷戦期における構造変容」、金慶珠･李元徳 編 日韓
の共通認識：日本は韓国にとって何なのか？ (東海大学出版会、2007)
16)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소 이외의 정치 리더십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로는 김호섭, 「한일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치 리더십의 역할」, 일본연구논총 Vol.29(2009년 여름)를 참조.
17) 냉전시기 한일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Lee, Chong Sik Japan and Korea: the Political Deimension(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885); Cha, Victor, D.,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 Korea Japan Security Triangles(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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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기는 대체로 2010년 이후의 시기로 한일 신시대로 이 시기를 통해 한일관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2010년을 전후하여 한일관계를 규정하는 구조적인 요소에
커다란 변화가 도래하였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 년 동안 급격하게 단기적으
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냉전체제의 붕괴 이래 1990년대부터 장기적인 시간 축 속에서 지속되어
온 추세적인 변화로도 볼 수 있다.
첫째,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바야흐로 미중 양강 구도로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즉,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인 힘
의 저하 속에서도 여전히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빠른 속도로 강대국으로 대두
하는 있는 중국, 양국 중심으로 새롭게 짜여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의 2분기 통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중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
이 벌어졌고18) 이후 중일 간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0년 현재 중일 간 GDP 격차는 약
13조 대 5조 달러이다. 2010년은 중국이 120년 전 청일전쟁에 패배한 이래 일본을 경제 규모에
서 앞지른 매우 상징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다. 장기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 19세기 후반과 20세
기에 걸친 150년의 기간은 어쩌면 예외의 시대였는지도 모른다. 이 150년 간 중국은 근대화에 실
패하여 세계 열강국가에게 굴종을 강요당하며 강대국의 지위를 박탈당한 반면, 일본은 20세기의
전반기에는 군사대국으로, 그 후반기에는 경제대국으로서 위용을 떨쳤다.19)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서 일본은 심각한 재정적자, 성장 동력의 상대적 상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상징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힘의 상대적 저하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본은 예외의
150년을 경과하여 본래의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둘째, 1990년대 이후 한일 이국 간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점차 이동하게
된 점 또한 양국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권위주의적인 정권
이 한국을 지배하던 8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한일관계는 전형적인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비
대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가령 과거사 문제만 하더라도 이 시기 한국정부는 대일관계 악화가 초래할 악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과거사 쟁점이 갈등으로 부각되는 것을 꺼려하여 일본에 문제제기 자체를 억제하거나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이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노력했었다. 당시 한국정부는 과거사 문제보다 일
본과의 안보적 협력이나 경제협력을 획득하는 일에 외교적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당시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구도 하에서 주요 우방국인 일본과의 우호 협력관
계를 해칠 수 있는 대일 행동을 자제하는 자세를 취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는 바도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 한국은 꾸준한 고도경제 성장을 추진한 결과 마침내 선진경제국으로 도
18) 2010년 2분기(4∼6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돼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게 내줬다. 이
는 일본이 1968년 독일(당시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오른 지 42년 만이다.
19) 앵거스 메디슨의 역사통계에 따르면 구매력 기준으로 보았을 때 1820년 당시에도 중국은 세계 GDP의 32.9%의 지분을 가
지고 있었다고 추계하고 있다. 한편 2030년에는 중국이 23.8%의 지분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일본은 3.6%만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ngus Maddison, “Shares of the Rich and the Rest in the World Economy: Income Divergence Between
Nations 1820 2030” Asian Economy Policy Review, 2008(3); 田中明彦 지음、이원덕 역, 포스트 크라이스의 세계 (일조각、
2010) pp.76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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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했으며 한편으로 80년대 후반 이래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성과도 착실하게 달성하였다. 특히
1990년대 한국의 OECD가입은 한국이 비로소 선진국의 일원으로 진입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
는 사건으로 여겨졌다. 이후 한국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경제적으로도 명실 공히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의 정
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은 더욱 가속화 되어 2010년 마침내 G20의 일원이 되었다. 이어서 2020
년에 이르러서는 경제규모로 세계 10대국 반열에 올랐으며 선진국정상회담(G7 회의)에의 추가적
초청국으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한국이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함에
따라 한국은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수평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1990년대 이후 한일 양국 간 관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양국관
계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은 향후 한일관계의 기본성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20)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타파하고 민주화를 착실하게 달성시
킨 결과, 선거에 의한 수차례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안
착시켰다. 기본적인 인권은 놀라울 정도로 신장되었으며 사회경제적인 다원화, 자유화도 어느 정
도 정착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본적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선진 민주국가로 발돋움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뤄진 한일의 가치체계 및 규범의 수렴 현상은 양국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 있다.
안보적 차원에서 보면 양국은 전후 줄곧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안전보장 정책의 중핵으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냉전체제 하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히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 국가로 취급되었으며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미국에
게 있어 한국과 일본이 지니는 군사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미국과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각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
의 담보를 보장하는 체제 안전판으로서 간주되고 있으며 대외적 군사위협으로부터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양국은 전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국가주도형 발전 국가 모델을 지향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하였
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키움으
로써 공산품의 해외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꾀하는 국가발전 전략을 취해 왔다는 유사성을 가지
고 있다. 또한 양국은 급속하게 글로벌화 하는 세계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
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는 국가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점에서도 큰 차이는 없다.
민주와 자율의 가치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또한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지니는 중요한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의 시민사회는 정부 간 관계 못지않
게 90년대 이후 매우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 간 시민사회의 교류 기반은 국
익을 넘어선 인권, 평화, 환경, 인간 안전보장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근년 들어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간 교류는 엄청난 폭과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데 이는 향후
20) 오코노기 마사오,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 체제마찰에서 의식공유로」 장달중･오코노기 마사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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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양국의 국익을 넘어선 보편적 규범과 가치의 공유 기반이 획기적으로 넓어지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양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안전보장, 경제체제, 시민사회 등 제반 영역에서의 체제 수렴현상 또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음이 확인된다. 이는 향후에도 한일관계의 지속적인 우호 협력적 발전의 가능성을 담
보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규모와 질적 수준이라는
양면에서 볼 때 정치적 민주주의와 선진적인 시장경제,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지니고 있는 동아시
아의 핵심적인 양국 관계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2 향후 대일 외교의 방향
한국은 대일 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가다듬는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먼
저 대일외교 재구축을 위해 한일관계가 지니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일관계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단순한 양자관계를 넘어 한국 외교의 기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미동맹의 숨은 코드와도 같은 존재로 사실상 한미일 협력체제와 깊이 연동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일관계는 한국의 글로벌, 지역차원의 전략외교 추진에서 매우 중요
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즉, 도쿄 축을 활용한 대미외교, 대중외교, 대러 외교를 구상하는 상상력
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일관계는 동북아에서 한･미･일, 한･중･일, 한･러･일 등 소다자주의 협력 체제를 가동하고 탄
력적이고 유연한 외교를 구사하는데 매우 중요한 외교 자산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
거사 문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대일관계의 운신 폭을 스스로 묶어놓고 대일외교의 선택 폭을
좁히는 것은 외교의 패착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외교, 글로
벌 외교는 의외로 한국 외교의 열린 전략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일외
교의 전략적 공간은 상대적으로 넓고, 대미, 대중, 대러, 대북 정책에서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다고
여겨진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중 양강 구도로 펼쳐지는 동북아질서 속에서 한일은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냉전시대 서유럽(독/불/

폴란드) 국가들이 미소가 이념적, 군사적 대립을 벌이는 동안 스스로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화해
로 극복하고 유럽을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들어간 역사적 과정은 미중 양강 구도에 끼어있는
한일관계의 미래비전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일본, 동남아, 인도, 호주 등 아태지역의 대부분 국가는 안보 면에서는 미국에, 시장 측면
에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들 국가 간 수평적 공조 협력관계의 구축
은 중요한 외교적 과제이며 한일관계는 이러한 중간지대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양
자관계이다. 북핵 문제 및 북한문제 해결과 장기적 통일외교의 국제적 기반 구축 차원에서도 대
일관계의 관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여론은 중시되어야 하나 역으로 국민정서, 대중의 감정에 휩쓸리는 대일 과
거사 외교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냉철한 국익의 계산과 철저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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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고로 대일 외교를 정립해야 하며 그 기반은 일본의 있는 그대로의 리얼리티를 제대로 읽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대일 외교의 이제까지의 경위를 보면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하나>가 아
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감정에 편승하거나 국민정서를 고
려한 행동을 감행하는 대일외교 행동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3.3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의 해법
징용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를 대결 국면으로 끌어
갈 최대의 악재이다. 사실상 징용문제 해결 없이 한일관계 개선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 진다. 현
재 징용재판의 피고기업인 신일철 주금과 미쯔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한
국의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대체로 현금화의 시기는 2020년 전반기로 알려지고 있다. 현금화는
곧 한일관계의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금화가 실현되면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복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차원에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취해진 수출규제 강화 조치 및 화이트 리스트 제외 외에 금융보복 조치, 관세 보복, 비자 발급
제한, 송금 제한, 일본 내 한국자산 일시 동결 조치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산업, 경제에 주는 타격과 피해는 막대하고 장기화될 것이며 한국정부는
더욱 강경한 대항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이고 이 역시 일본의 산업 경제에 주는 피해 확대로 이어
질 것이다. 이른바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피해의 한일 비대칭성
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내수경제, 한국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이므로 한국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제조업의 국제공급
망, 산업의 국제 분업구조에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국제 경제 질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단계 한일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더 이상의 사태악화를 막고 현안해결을 꾀할 수 있는 시
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파국을 초래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인 강
제집행 과정을 당분간 중단시킬 수 있는 잠정적 조치가 요구된다. 한국정부가 피해자 그룹(징용재
판 원고단)과의 조율을 통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조치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방안
을 탐색하는 것이 사태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잠정적 조치가 마련한 후, 일본과의 협
상에 나서게 된다면 경제보복조치를 결과적으로 철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징용문제 해
결을 위한 정부 간 외교 협상도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법원에서의 압류된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매각) 과정을 보류하는 잠정조치가 취해지고
징용문제 해결의 시한과 로드 멥이 제시된다면 결국 일본은 경제 보복조치도 철회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GSOMIA의 원상복귀 결정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징용문제 해
결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된다면 국내적으로는 1) 외교협상을 통한 기금구성에 의한
해결 2) 중재위원회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의 공동제소에 의한 사법적 해결 3) 배상포기와 피해
자 국내구제를 축으로 하는 정치적 결단에 의한 해결이라는 세 갈래 선택지를 놓고 각각의 장단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느 쪽이든 최종적인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정부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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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책임자와 민간 전문가로 이뤄지는 가칭 제2의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에
대처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든 징용문제에 대
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경제 보복에 대한 정공법이며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 된다. 필
자는 일본의 보복을 초래한 징용 재판 결과를 처리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이 존재한
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2019년 6월 19일 외교부가 제안한 한국기업+일본기업 출연방식에 의한 위자료 지급방
안에 한국정부의 역할을 더하여 2+1 체제로 꾸려 보다 완성도가 높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일본
과 협상을 벌이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 그룹과 국내 출연기업과의 사전협의는 필수적이다. 기
금이나 재단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피해자 규모와 배상액이 어느 정도 가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일련의 험난한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우리 정부의 중심적인 역할을 매우 중요할 수밖
에 없다. 징용문제와 관련된 모든 이해 집단과의 종합적인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해법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난점이다. 말하자면 이 해법이 불완전 연소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궁리와 더불어 치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이 기금방식은 2019년 12월말 현
재 문희상 국회의장 안으로 계승되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문희상 안에 따르면 한국기업+ 일본
기업+ 양 국민의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으로 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대위변제하는
것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즉, 일본기업 및 국민성금으로 기금을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징용문제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 그 요체이다.
두 번째 방안은 징용문제의 사법적 해결을 꾀하는 것이다. 즉,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한일이
공동 제소하는 것도 방책이 될 수 있다. 이 방안의 최대 장점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강제집
행 절차를 보류시키고 사실상 일본의 보복을 철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ICJ에 공동제소하기로 양국이 합의한다면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3 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구제 여부 및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ICJ의 판결을 받
아보는 것이야말로 합리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양국의 최고법원은 징용피해자의 구제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리 해석상의 충돌상황이 초래한 분쟁을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유엔의 산하기관인 ICJ에 맡겨 3자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만약 징용문제가 ICJ에 회부 된다면 아마도 그 최종 결과는 부분 승소, 부분 패소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간 합의로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확립된 법
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완패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최후 결론이 나오기 전에 양
국이 화해할 가능성은 물론 여전히 존재한다. ICJ에 회부하는 사법적 해결을 꾀할 경우 역설적으
로 협상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우리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일본에게는 사죄, 반성의
자세를 촉구하되 물질적 차원의 대일 배상요구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다. 일체의 과거사와 관련한
금전 요구를 포기하고 피해자의 구제는 국내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도덕적 우위
에 선 대일외교를 펼치자는 것이다. 이 방식은 중국의 대일 전후처리 외교 방식이기도 하다. 또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일외교 방침으로 선언한 것이기도 하다. 즉, 진상
규명과 사죄반성 후세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일본에게 요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우
리 정부가 스스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한일관계의 국면을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양 국민이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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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 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또 대법원 재판이 단지 민사적 성격의 재판이므로 정부
는 개입할 수 없다는 형식논리를 내세우며 한국 내 일본투자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이 속속 진행
되고 있는 현금의 사태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한일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의 충돌로 질주하게 될
것이다. 한일 양국이 강 대 강의 구도로 부딪히며 경제 전쟁을 치루게 될 경우 양국 모두에게 막
대한 피해와 손실은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하나 그 피해는 비대칭적인 형태로 발생하게 될 것이
다. 현재 한일 간 고부가가치 산업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 장비 등의 원천 기술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정부의 책임인정, 총리명의의 사죄 및 정부예산에 의한 금전지급
조치를 중핵으로 한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에 의해 외교적 차원의 해결을 꾀했다. 그러나
이후 합의에 대한 국내 비판이 고조되면서 한국 정부는 TF를 설치하여 합의에 대한 비판적 리뷰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받아 합의의 이행기구인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일방적 해산조치를 단행
함으로써 사실상 합의를 형해화 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며 위안부 합
의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혹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합의
의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합의를 사문화 시키지는 않았다.
2021년 1월8일 서울지방법원은 위안부 소송에서 일본정부에게 1억원의 배상을 명령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국제법 관행 상 인정되는 주권면제를 무시한 판결이
라고 반발하며 징용판결과 더불어 위안부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이행하기 위해 대사관 등 일본공부의 공 기관에 대한 압류나
강제집행으로 직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재판의 변호인도 판결과 강제집행은 별개의 사
안이라고 발언하였고 한국정부도 일 정부에게 배상을 요구하기 보다는 위안부 합의의 틀 속에서
배상판결을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배상판결 직후 일본에 대해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면서도 “위안부 합의를 상기한
다”고 논평하였고 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판결이 곤혹스럽다며 위안부 합의가 양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발언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한국정부는 배상판결에도 불
구하고 위안부 배상문제를 일본에 제기하기 보다는 위안부 합의의 틀에 입각하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180도 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안부 합의 후 일정부가 출연한 110
억원 중 약 60억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으므로 합의와의 정합성을 꾀하는 방향에서 위안부 배
상문제가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신시대 한일관계의 미래 비전
거시적으로 볼 때 한일 양국이 맞이하고 21세기는 냉전시기의 양극화나 탈냉전 시기의 다극화
시대가 아닌 복합화의 시대이다.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공동으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공생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 신시대 한일관계는 미중 간 양
강 구도로 재편되는 동아시아 국제체제 속에서 양국이 기본적 가치와 규범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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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분야에 걸쳐 모든 행위자가 전면적인 협력의 추구를 요구하고 있다.
즉, 21세기 한일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내지 신 냉전적 구조의 사이에 끼어 있는 양국관계로 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이라는 가치와 규범을 공
유함과 동시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자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국제정치 구
도를 한반도와 4강 체제로 보는 구 시대적 패러다임은 용도 폐기 되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21
세기 한일관계는 지정학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 내지 신 냉전적 구도 사이에 놓여 있음과 동시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을 추구해야 할 이국 간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신시대 복합공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한편 향후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새로운 미래시대의 한일협력을 이루기 위
해서는 양국은 미래지향적 자세로 임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양국의 역사에 대한 공동의 인식기
반의 확립을 위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즉, 한일관계에서 과거와 미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과거를 완전히 망각한 미래 설계도 있을 수 없고 과거에만 집착하는 미래 설계
도 안 된다. 따라서 한일 신시대는 역사에 대한 직시와 깊은 성찰에서 출발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21세기에 펼쳐질 새로운 시대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를 국익 경쟁이나 세력균형의
전통적인 구도를 넘어서 보다 네트워크적인 세계정치의 시각에서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은 기존의 한미일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한중일의 우호협력 관계와
도 배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한일 협력의 심화야말로 점차 도래하고
있는 미중의 본격적인 전략 경쟁 시대의 생존 전략일 수밖에 없다. 즉, 한일관계의 심화, 발전은
대미, 대중관계의 강화와 선순환 관계에 있고 배타적인 것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한일 신시대는 한일협력의 방향을 기존의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고에서 탈피하여 양
자는 물론이고 한반도, 동아시아지역, 글로벌 영역에 걸친 한일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한일 신시
대는 공간적으로 한반도, 동아시아, 글로벌 질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
다. 미래의 한일관계는 과거에 비해 훨씬 확장된 공간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 신시대
의 협력은 한일 양국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차원, 동아시아 지역차원, 글로벌 영역의 네 공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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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1965년 체제전환의 구조
―안보협력 하의 역사갈등에서 평화구축 하의 역사화해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1. 서론: ‘두 개의 전후’ 극복과 한일 1965년 체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100주년을 맞이한 3.1절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과제로 신한반도
체제 구축을 설정했다. 신한반도체제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동북아
평화 플랫폼을 종합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한반도가 전쟁과 대립의 무대에서 평화와협력의
무대로 변화하여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다. 이를 위해 동북아에 전쟁의 논리를 강요하는 ‘두 개
의 전후’를 극복해야 한다.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전쟁 ‘전후’이다.
한국전쟁의 ‘전후’를 미완의 과제로 만든 한반도 휴전의 극복은 평화구축의 과제이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를 아직 끝내지 못한 한일관계의 1965년 체제 극복은 역사화해의 과제이다. 냉
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와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는 한국전쟁 전
후가 한반도에서 중첩되어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켰던 것. 그것이 2017년 위기의 본질이다.
‘두 개의 전후’로부터의 탈각이 동아시아의 과제라는 사실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에서 한일관계가 중심이 되는 역사적 지정학적 근거이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양호한 한일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구성하는 신북
방정책과 신남방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일관계를 중심축으로 설정할 때 현실적인 구
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론상 밀접한 세 가지 구상이 실질적으로 하나로 융합될 수 있다. 그것은
남북한과 일본으로 구성되는 동북아 평화의 핵심 삼각형을 중심으로 위로 유라시아, 아래로 동남
아시아를 연결하여 ‘종축 아시아 평화지대’ 창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1) 한국은 종종 이러
한 정책을 한일 중견국 협력 외교로 정식화하곤 했다.
그러나 일본은 몰역사적, 지정학적 고려에 몰입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아베 내각 이후
일본은 ‘지구본을 부감하는 외교’와 ‘적극적 평화주의’의 안보정책으로 미일동맹을 ‘세계 속의 미
일동맹’으로 격상하여 강화하는 노선을 추구해 왔다. 최근에 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포장을 갈아서 시도되었다.2)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종의 ‘투톱’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외교 당국자들은 한국이 일본을 중견국 외교의 파트너로 보는 데
대해 당혹해 하곤 한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전략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행을 배경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전략 수정은 북일 수교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1) “북・미 정상회담을 새로운 시작으로: ‘종축 아시아 평화지대’를 만들자”, 「현안진단(평화연구원)」, 189호, 2018.6.9. https://w
ww.pf.or.kr/wpages/01 3_research_1.php?bbs_no=1178&symode=view
2) 日本外務省, 「特集,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
k/2018/html/chapter1_00_02.html

外交青書(2018年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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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

미일동맹을 포함해 일본의 안보정책 및 동아시아 전략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후 장기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일동맹으로의 경사
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으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로는 그 경향은 가속화되었다. 특히 미국
내 대북 강경세력의 중심인 볼턴을 통한 일본의 개입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탈냉전 시기 만들어진 평화구축 하의 역사화해 진전은 아베 문재인 조합의 한
일관계에서 정지하고 후퇴하고 있는 듯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하 본 발표에서는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일본에서 한반도 정세를 어떻
게 파악하고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으로 이에 답해 보고자 한다. 이때
아베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산케이 그룹에 주목하고자 하며, 산케이가 발행하는 잡지
세이론에 대한 분석으로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탈냉전 하 역사화해와 평화구축의 연동
2.1 1990년대, 한일 역사화해의 상승국면
역사 갈등이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이
1965년 체제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식민지 지배와 관련한 해석차에 기인한 갈등이 한일간 안
보이익의 공유를 매개로 관리 조정되고 있던 것이 한일관계의 기조가 되고 있었다. 탈냉전으로
이 기본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일관계에서 역사문제를 둘러싼 상승국면은 1993년부터 시작
되어 1995년까지 2년간 이어졌다. 그 배경에는 노태우 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북한과의 화해노선
이 있었다. 1987년 민주화 혁명 후 탄생 한 노태우 정권은 서울올림픽 직전 인 1988년 7월 7일
역사적인 7･7선언을 발표하고 북한을 민족의 역사의 동반자로 다시 규정했다. 그리고 1989년 9월
11일에는 북한에 대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의하고 남북이 완전히 통일하기 이전에 상
호 공존하는 과도기로 ‘남북연합’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남북 경제협력이 시작되었
다. 이 흐름은 김영삼 정권에서도 계속되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발표됐다.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가 과거의 일본의 전쟁에 대해 이를 ‘침략전쟁’으로 인정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이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호소카와 총리는 총리 취임 기자회견(1993년 8월 10
일)에서 ‘지난 전쟁(先の戦争)’을 ‘침략전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역대 총리로서 처
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8월 23일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에서는 과거의 ‘침략 행위와 식민지 지배’
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표명했다. 그해 11월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
진 뒤 공동 기자 회견을 열고, 이 자리에서 호소카와 총리는 ‘가해자’로서 반성과 사죄를 언급했
다. 1994년 8월 전후 50년을 앞둔 무라야마 담화(1994년 담화), 그리고 1995년의 전후 50년 무라
야마 담화(1995년 담화)는 이런 호소카와의 역사 인식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었다.
호소카와 총리의 연설에서 무라야마 담화에 이르는 역사 인식의 발전의 배경에는 ‘히구치 보고
서’에 담긴 국제정세 인식이 있었다. ‘히구치 보고서’는 탈냉전 상황에서 이에 대응한 새로운 시
대의 방위 구상으로서 작성되어 발표된 것이었다.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 구상 : 21 세기의
전망”이라는 이름의 ‘히구치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다각적 안보 협력’을 주장하고있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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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방법으로는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
일동맹을 유엔 중심주의로 상대화하는 것이라고 간주되었다.3)
그러나 1994년 말부터 호소카와 총리의 연설과 회견, 무라야마 총리의 1994년 담화에 표명 된
역사 인식에 대한 반동이 시작되었다. 1994년 12월 오쿠노 세이스케를 회장으로 한 ‘종전 50주년
국회의원 연맹’이 탄생한 것이 계기였다. 역사 인식의 반동이 시작되는 배경에는 1994년 3월에
시작되는 1차 북한 핵 위기 고조와 한반도 정세의 유동화에 대응한 1995년 봄 미국 국방부 보고
서, 즉 ‘동아시아 전략 보고서’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히구치 보고서’의 기조가 수정되어 일본
이 기대했던 다자간 안보 구상은 좌절했다. 그 대신 나온 것이 1995년 11월에 발표된 ‘1995년 방
위계획대강’이며, 1996년 4월 ‘미일 안보 공동선언’이었다. 일본은 미일동맹으로 회귀했던 것이다.
김대중은 한일관계의 가장 밝은 시기를 연출한 정치인이었다. 김대중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일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은 이미 1970년 10월 16
일 그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4대국 안전보장론’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김대중은 ‘미
국, 소련, 일본, 중공의 4 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를 공동으로 보장’하고 한국은 ‘쇄국주의적
외교를 중단하고 중립국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4)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 후 이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취임 후 첫 외국 방문 국가는 미
국이었는데, 이는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 김 대통령은 1998년 6월 10일 방미 중 의회 연설을 통
해 기존의 한미관계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으로 격상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함께 한미동맹가 공고하다는 점을 과시하여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
었다.5)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했다.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일정을 앞두고 김 대통령은
자신이 희생자였던 납치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일본의 대중문화
를 개방했다. 또한 한국 국민에 대해 ‘천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도 이해를 구했다.
이것이 일본에서 김 대통령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김 대통령은 10월 8일 오
부치 총리와 회담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관계를 개척하기 위해 20세기의 불행을 20세기
에 끝내고 21세기를 향해 공동의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날 오후에는 국회 연설
을 통해 재차 이 의사를 확인했다. 오붙이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하
는데, 이때 나온 것이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다. 이 가운데 오부치 총리는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언급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표명
했다. 이것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일관계에서 최초의 사건은 하나 더
있었다. 한국이 전후 일본의 평화적인 발전을 인정하고 평가한 것이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
북정책으로 표방한 햇볕정책과 일체가 된 대일 포용정책이었으며, 평화주의의 일본이 북한의 개
혁과 개방에 나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달라는 기대의 표현이기도 했다. 한국 외교에
서 ‘역사 문제’와 ‘적극적 안보’가 연동하는 새로운 패턴이 여기에 보인다.

3) 佐道明広, 自衛隊史−防衛政策の70年 , ちくま新書, 2015, 196 197.
4) 류상영, 김대중과 한일관계 ,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69에서 재인용.
5) 김하중, 증언: 외교를 통해서 본 김대중 대통령 , 비전과리더십, 2015, 11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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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본 민주당 정부의 노력과 역사갈등 극복의 가능성
한편 자민당 정권으로부터 민주당 정권으로의 교체는 일본 외교의 기축이 동맹외교에서 지역주
의 외교로 다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토야마 수상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단적인 예였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선회는 미국의 의구심을 낳았고, 일본의 미일동맹파의 반격에 부딛혀
하토야마가 시도했던 아시아 회귀는 좌절하고 말았다. 하토야마 내각에 이어 등장한 간 내각에서
는 손상 받은 미일관계를 복구하는 한편, 기존의 아시아 접근 외교의 연장에서 한일관계의 수복
에 나섰다. 한일병합 100년의 간 나오토(菅直人) 담화(2010.8.10.)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온 것
이었다. 간 수상은 담화에서 “100년전 8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이후 36년에 걸친 식민지지
배가 시작되었습니다. 3.1운동독립운동과 같은 격렬한 저항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정치적 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의 한국 사람들은 그 뜻에 반해서 행해진 식민지 지배로 인해, 나라와 문화를 빼
앗기고 민족의 긍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중략) 이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이에 거듭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라고 표명하여,
한일병합조약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간 담화는 비록 병합조약의 불법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나가지는 못했을지언정, 강제성을 인정한 부분은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간 담화는 한일기
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이 노정한 해석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었다.
간 담화는 기왕의 선언들과 비교해서 역사 마찰의 기원에 한일병합조약이 있다는 점을 명시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담화나 선언과 확연히 다른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
었다. 그 이전의 1998년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부터 12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한일간에 역사적 현안을 둘러싸고 전개된
갈등 화해의 진화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 주목할 움직임은 한일간
역사대화이다.
사실 한일간 역사대화의 역사 그 자체는 짧지 않다. 1976년, 한국과 일본이 조일수호통상조약
(1876)을 체결한 지 100주년에 해당하는 해, 한국의 역사연구자/교육자는 일본의 역사연구자/교육
자를 초청하여 한일역사대화를 시작했다(정재정, 2006, 93) 1982년에는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을
계기로 한일 역사교과서연구회가 조직되어 한일간 역사연구자들의 대화가 이어졌다. 1970년대부
터 가늘게 띄엄띄엄 이어지던 한일 역사대화는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확대되기 시작해서
2001년 일본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주도한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
과하면서 새로운 단계를 맞이했다. 먼저 민간 수준에서 한일 역사연구자의 연대 움직임이 조직되
었다. 2001년 12월부터 2005년 2월에 걸쳐 양국의 전국 규모 역사연구단체가 3차례의 합동 심포
지엄을 개최했다. 이와 동시에 양국정부도 역사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노력에 나지 않을 수 없
었다. 2001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수상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의 설치에 합의했다. 2002년 5월에 발족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5년 6월, 3년간의 연구
활동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6) 그러나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이했
던 바로 그해 한일간에는 역사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역사공동연구의 의의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
6) 정재정, 「한일역사대화의 구도」, 김영작•이원덕,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 한울아카데미, 2006, 93 94쪽; 정재정.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 역사비평사, 2014,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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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했다.
간 담화의 배경에도 일본의 새로운 외교 안보 구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2010년 8월 27일, ‘새
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新しい時代の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会)’
가 발표한 보고서는 「새로운 시대의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장래 구상: ‘평화창조국가’를 목
표로(新たな時代における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将来構想―「平和創造国家」を目指して)」라
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7) 그 이전에는 2009년 1월 아소 수상이 조직한 지식인 자문조직인 ‘안전
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会)’가 제출한 2009년 8월 보고서가
있다. 이 둘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발견되었으나, 민주당 정권에서 마련된 보고서에는 몇 가지
점에서 2009년 보고서 내용을 수정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가장 큰 차이는 ‘평화창조국가’라는
지향을 명시한 점이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평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적극적
으로 행동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새로운 지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8) 간 담
화는 이러한 구상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노다 내각에서 미일동맹으로
의 경사가 다시 확인되고, 급기야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탄생한 이후로는 일본의 근린
아시아 외교는 실종되었다. 아베의 안보정책이 극명하게 반영된 집단적자위권 용인과 안보법제
통과 등은 북한 및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대응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일동맹은 이제 ‘간단없는(seamless) 동맹’으로 격상되었다.
때마침 한국에서도 남북화해 정책으로부터의 전환이 모색되었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상도 한미
동맹으로 수속(収束)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구상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정
책은 북한을 긴장시켜 남북협력의 접촉면을 현저히 줄어들게 했고, 남북관계는 종종 위기국면으
로 치닫곤 했다. 한국에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고 일본에서 노다 내각에서 아
베 내각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한일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주
의 구상의 좌절이 있었던 것이다.

3. 평화와 안보 사이 동맹의 엇박자와 한일관계
3.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일관계
일본은 평창 이후 남북대화가 지속되고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이는 예비적 협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을 통해 상황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하고 있었다.
일본은 북한의 ‘미소외교’가 한미일 연계를 분단하려는 의도라고 하여, 줄곧 남북 화해 분위기
를 경계하며 견제하고 있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대해서도 아직 평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하여 평가절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졸속 교섭과 타
협에 경종을 울리고 냉정한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 일본의 중요한 역할”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9)
7) 「新たな時代における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将来構想―「平和創造国家」を目指して」, 首相官邸, http://www.kantei.go.jp/j
p/singi/shin ampobouei2010/houkokusho.pdf
8) 金子将史, 「パグ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と国家ブランディング」, 外交 , 第3巻,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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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인 호소야 유이치(細谷雄一)는 트럼프 정권의 탄생을 ‘리버럴한 질
서’의 위기로 규정하고, 장기적 안정정권으로서 일관된 외교전략을 전개하는 아베 정권이 리버럴
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보다 더 지도적인 입장에 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10)
그러나 TPP11이 칠레에서 서명된 바로 그날, 불과 몇 시간 후에 정의용 안보실장은 워싱턴 백
악관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사태였고,
1971년의 닉슨 쇼크 이래 일본 외교가 충격에 빠진 날이었다. 아베는 북미회담 실시에 대한 백악
관 발표가 있던 9일 오전 방미를 즉각 결정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미국을 통해 한
반도 상황에 개입하여 속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북미정상회담 발표 직후부터 미일동맹론자들의 견제와 훈수는 시작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전
하는 일본의 보수 신문들, 산케이, 요미우리, 닛케이의 사설 들은 한미일 3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인 대북제재 전선을 흐트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11) 3월 19일(미국시간) 미 전략국제문
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이 주관하는 2018년 미일 안보 세미나(U.S. Japan
Security Seminar: Next Steps on North Korea)에서 그린은 불투명한 정세 속에서 굿 뉴스 중에 하나
는 미일동맹이 건전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에 대해, 일본 측 패널리스트를 이끌고 참가한 노
가미 요시지(野上義二, Nogami Yoshiji 전 주미대사이자,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자못 심각
한 표정으로 북미교섭의 앞날에 우려를 표했다. 1990년대 이래 스스로 대북 교섭에 관여해 온 북
일교섭의 역사를 ’길고 긴 배신의 역사(long history of betrayals)’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이러
한 긴 악몽의 역사에 기초해, 사람들은 매우 신중해졌다”면서, “이러한 신중함이 북미 정상회담에
임할 사람들은 이러한 신중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훈수했다.12) 4월 6일의 아베 트럼프 전화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미일관계의 돈독함을 강조하며 트럼프에게 대북 제재해제의 타이밍을 오판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를 전하는 일본의 공영방송 NHK의 한 뉴스 프로그램은 아베 총리가
외교 분야에서 트럼프의 개인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13)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미일동맹론자들은 여전히 비판적 여론의 배후지가 되고 있으
며, 세계적 반 트럼프 정서에 편승하여, 한국 외교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
상회담의 모멘텀이 이어지는 동안은 북한 비핵화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전될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 프로세스가 장기적인 과정임을 고려하면, 비핵화 속도가 지체되거나 그로 인해 북미관계
가 이완되는 순간 미일동맹론자들의 반 트럼프 캠페인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프로세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본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관여시키는 것은 이러한 구도를 깨는 의미
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동아시아 정세를 유동시키는 근본 요인으로 보고, 이에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이면에서 일본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던
9) 読売新聞 . 2018.3.10.
10) 細谷雄一, 「トランプ時代の国際秩序を 1917年 から考える：リベラルな秩序の回復に向けて」, nippon.com, 2017.1.13. https:/
/www.nippon.com/ja/in depth/a05303/
11) 産経新聞 , 2018.3.21.
12) “2018 U.S. Japan Security Seminar: Next Steps on North Korea. Monday, March 19”, (2018 4:00 pm – 5:00 pm. CSIS Headquarters,)
https://www.csis.org/events/2018 us japan security seminar next steps north korea,
13) NHK ニュース シブ5時, 2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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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우리는 최근 볼턴의 회고록(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에서 확인했
다. 그 모습이 판문점에서 정전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을 때, 일본이 뉴욕과 워싱턴에서 벌이
고 있던 외교와 판박이다.
볼턴에 따르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열흘 앞둔 4월 18일 마라라고에서 아베는 트럼프에게
“북에 대한 최고의 협상무기는 군사적 압박”이라고 훈수를 두고 있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판문
점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비공개로 백악관을 찾은 5월 4일에는, 야치 쇼타로
(谷内正太郎)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미국의 ‘낙관론’에 우려를 나타내며, “서울에서 뿜어져 나
오는 기쁨에 맞서고 싶어 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5월 28일에도 아베는 트럼프와의 전화회담을 통해, 마라라고에
서 제기한 문제들을 다시 확인하며, 일본인 납치문제에서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강경론을
주문했다. 아베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에도 G7에 하루 앞서 워싱턴을 방문하여, 트럼프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이 자리에서 북한에 과도하게 양보하지 말라고 특별히 요청하고 있었다. 4
월 26일에 또 다시 워싱턴을 방문한 아베는 하노이 노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트럼프를 추켜세
웠다. 그리고 오사카 G20 참가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평가절하
한 데 대해, 아베는 유엔 안보리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을 강행하자, 일본이 취한 행동이 수출규
제조치의 발동이었던 것이다.
일본이 아직 분단과 전쟁을 끝내고 담대한 평화로 나가는 한반도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이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꼬이게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제동을 걸
고 있던 아베 정부의 배경에 세이론 그룹이 있었다.

3.2 아베 시대 일본의 주류: 세이론 그룹의 역사 안보 인식
세이론 그룹의 주장에서 가장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38선이 쓰시마해협으로 내려왔다
는 인식이다. 2017년 9월호의 “특집, 아무도 김정은을 제지하지 않는다(誰も金正恩を止めない)”
에는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가 “38도선이 한반도 아래로 내려오는 날(３８度線が朝鮮半島の下ま
で下がる日”이라는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일본은 북한에 의한 통일을 현실로 받아들
이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시오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한국 보수파 리더의 반감을 소
개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약체화해서 최악의 경우 연방제를
통한 북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우려되었지만,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72) 이러한 분석에 입각해, 일본은 “문 정권이 한국의 반공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본으로부터 붕괴시키려는 혁명정권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최악의 시나리
오인 반도 전체가 핵을 갖는 반일세력에 의해 통일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각오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위기는 목전에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281)
2018년 4월호는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 종료 후에 나온 것이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처음
으로 가시화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를 보도하는 세이론의 특집 제목은 “북한의 마수(北朝鮮の
魔の手)”였다.14) 그 가운데 우시오는 평창올림픽을 최악의 올림픽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미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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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에 한국이 말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의 책임이 심대하다 비난했다. 특히 연기
된 한미합동훈련을 문제 삼았다. 그는 만일 올림픽 패럴림픽 이후에도 훈련이 열리지 않는다면
미일합동훈련으로 대응해야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일본은 한반도의 안보에 국외자가 아니라는 것
이다. 특히 미일안보조약 6조의 해석에 입각해 일본의 역할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었다. 즉 “극동
에서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미 합중국은 그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에서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된다”는 내용에 비추어, 한국과 일본은 상호간에 안전보장에
서 당사자라는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기지로부터 ‘전투작전행동’이 실시될 때, 이에 대
한 협조는 ‘조약6조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이 정한 ‘사전 협의’ 대상이며, 한국은 일본이 주권사
항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213 216)15)
2018년 5월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한 뒤, 일본 보수 우익 언
론의 반응을 엿볼 수 있다. 특집 제목은 “책략의 한반도(策略の朝鮮半島)”였다.16) 가미야 마타케
방위대학교 교수는, 북의 변화를 과대평가하지 말 것, 북의 과거 행동을 잊지 말 것,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거두르지 말 것, 억지와 압력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17) 우시오는 미국에
이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중지와 핵개발 ‘동결’이라는 결과로 끝날 경우, 이미 개발된 핵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온존되는 일본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하며, 미
일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8)
또한 야노 요시아키는, 우시오 등의 우려대로 진행될 경우, 즉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온존되고, 미국의 한반도 개입은 후퇴하며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때
한반도 시나리오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 북한과 한국의 장
기병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상정하고 있다. 그 어느 경우에도 통일 조선의 출현, 또는 민족 공조
상태의 출현은 한반도가 반일국가로 변화한다는 것이며 일본은 이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노는 미일동맹이 계속된다고 해도, 일본은 독자적 능력을 갖는 방향으로 안보정
책을 수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었다.19)
세이론 그룹이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제기하는 또 하나의 주장이 일본의 핵무장이다. 사쿠라이
요시코를 중심으로 한 세이론 그룹의 기관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는 엠마
뉴엘 토드가 기조강연을 실시했다. 2018년 7월호 세이론은 이를 지상중계하고 있다. 프랑스의 역
사인구학자인 토드는 일본의 안보체제와 관련해 미국의 퇴조가 세계의 핵무장을 돕고 있다고 분
석했다. 일본은 이에 대비해서 러시아와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농담’에 기대지 말고, 일본 스스로 핵무장에 나설 것을 생각해 봐야한다고 제언하
고 있다. 프랑스는 핵을 가졌기 때문에 독일과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논거였
14) 古田博司「やるんじゃなかった 平昌 五輪−−文在寅ルーピー政権の末路」 ; 潮匡人「韓国はもうダメなら、日米だけで軍事
演習を」 ; ケント・ギルバート*竹田恒泰「中２病・韓国と、どう付き合う？」
15) 潮匡人「韓国はもうダメなら、日米だけで軍事演習を」
16) 呉善花＊加藤達也「韓国人は、なぜ金正恩を信じるのか」 ; 神谷万丈「金正恩の 微笑 に、だまされるな！」 ; 潮匡人「日本
だけが置き去りに？−−米朝首脳会談の危険」 ; 矢野義昭「金正恩が南北統一する日−−その時日本は・・・」 ; 李相哲「文在
寅の韓国は落ちるところまで落ちる」
17) 神谷万丈「金正恩の 微笑 に、だまされるな！」
18) 潮匡人「日本だけが置き去りに？−−米朝首脳会談の危険」
19) 矢野義昭「金正恩が南北統一する日−−その時日本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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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8쪽) 좌파, 평화주의자면서 일본의 핵무장에 긍정적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이 때문에
기조강연자로 불려간 것으로 생각된다.20)
2018년 7월호에서 다카야마 마사유키(高山正之)는 권두언 격인 글에서 북미회담 앞두고, 일본
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소외돼 있다는 비판(후쿠시마 데쓰로[福島哲郎] 입헌민주당 등)에 대
해, 일본은 한반도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언하고 있다. 일본은 항상 한반도의 전쟁에 말
려들어서 피해를 입어 왔다는 것이 그 근거다. 그가 보기에 백촌강 전투가 그 시초였다. 백제의
도움 요청을 받고 의미 없는 전쟁에 개입했다가 당과 전투를 하게 되어 일본은 큰 손해를 입었다
는 것이다.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한반도 상황에 말려든 결과 “정신을 차려보니” 전쟁을 하고 있
었다고 주장했다. 이 두 전쟁을 당시의 조선인들이 자신들은 방관하기로 작정하고 일본을 유인해
서 피해를 입힌 것이라는 인식이다. 조지타운대학 엘리자베스 스탠리 조교수의 논문까지 인용하
면서, “전쟁은 남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무대 뒤에서 이기적인 국익을 챙기고 있다”고 남북을
동시에 한반도적 폐습의 국가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에 실린 그의 논문을 그렇게
읽는 것은 의도적 오독.21) 한국전쟁에는 일본이 한반도의 전쟁에 관여하기를 피했기 때문에 미국
의 대일 점령정책이 전환되는 가운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37 39쪽)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2018년 8월호에서 대특집이 구성되었다.22) 사쿠라이 요시코가 주도한
대담에서는 드디어 주한미군의 철수가 현실성을 띠고 있으며, 그 결과 38선이 쓰시마까지 내려왔
다는 제목 아래, 일본의 방위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다음의 두
가지다. 하나는 북일관계와 관련해서,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 카드가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고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하면 제재
를 해제할 것. 다만 경제지원이 필요하면 일본과 상담할 것, 미국은 지원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데 주목하여, 일본의 경제협력 카드는 값이 올랐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63
쪽) 고무라 마사히코는 ‘납치문제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 없고, 국교정상화 없이 경제협력 없다’는
말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소개하고, 경제협력 카드로 납치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되
었다고 말을 보탰다.(63쪽) 또 하나는 이 구상을 실현시키려면 미국 안에서 볼턴 등 강경파가 주
도할 필요가 있는데, 볼턴의 입지가 작아지고 있다고 분석한 부분이다. 즉 볼턴은 미국 안에서 소
수파로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말하는 것은 그 뿐인데, 공화당 안에서도 너무 강경하다고 하여
볼턴에 냉담한 기류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적으로도 중국, 한국, 러시아는 국무성의 유화노선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턴씨의 응원단이 될 수 있는 건 아베 정권뿐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이른바 ‘하드 라니어(강경노선파)’가 마지막 기댈 곳은 일본인 상황에서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 암묵적인 결론이다. 그들이 주도권을 장악하면, 긴장은 다시
20) 安倍晋三*櫻井よしこ*田久保忠衛*エマニュエル・トッド「米中攻防そして北朝鮮、日本核武装こそ生きる道？」国家基本問
題研究所創立１０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
21) http://elizabeth stanley.com/wp content/uploads/2018/08/Stanley_2018_What It Would Mean to End the Korean War The New
York Times.pdf
22) 櫻井よしこ*高村正彦*田久保忠衛*島田洋一「在韓米軍撤退の現実味−−対馬が“38度線”に」 ; 加藤良三「今、アメリカ頼りを
超えて−−日本は自主的に動き出す」 ; 古田博司「米朝衝突は米中衝突にシフトした」 ; 湯浅博「独裁者”裏切り”の歴史−−金
正恩を第2のヒトラーにするな」 ; 李相哲「かくして北朝鮮の人民たちは苦しみ続ける」 ; 久保田るり子「北朝鮮は、ほしい
もの全てを手に入れた」 ; 石平「米朝の直接取引に怯える習近平」 ; 時吉達也「金正恩”追跡”レポート」 ; 喜多由浩「日本は”
財布”代わりになってはならない」 ; 山田吉彦「今も北朝鮮からの潜入は続い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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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할 수 있지만, 일본의 요구는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67쪽) 결국 사태는 그렇게 진
전되었다.23)
2018년 9월호에서도 주제는 전쟁에 대한 각오였다. 고모리, 구로다, 야이타 등의 좌담에서 이들
은 핵을 가진 반일통일국가의 출현 가능성을 전제로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정책의 근간으로부터 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었다.24)

3.3 세이론에 표출되는 하노이 회담 전후의 위기감
하노이 회담을 전후해서는 ‘쓰시마해협의 38선화’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2019년 4월호의 특집 구성에서 이러한 인식을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일한 이상사
태(日韓異常事態)”라는 ‘대특집’ 아래, 주한미군 철수의 위험, 통일조선이 일본을 습격할 가능성
등에 대한 경계들이 실려 있었다.25) 2019년 5월호에서도 한반도 발 위기에 대해 경고하면서, 통
일 한국이 일본의 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렸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축사가 ‘반일, 반한, 미국 이탈’이라고 규정하고 있었
다.26)
특히 이와타 기요후미는 일본 주변의 세력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에서의 변화가
일본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즉 앞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한 채 한국과 통일해서 반미
친중국가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럴 경우 주한미군은 철수하게 될 것이며, 현재의
38도선이 쓰시마까지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2013년 말, 일본의 국
가안전보장전략을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즉 2013년의 전략에는 ‘한국과 안전보장협력 기초를 강
화함과 동시에 일미한 협력으로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긴밀히 대응한다’고 돼 있으나, 문재인은
종북 극좌세력으로서, 대북 적시정책을 바꿔 반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안보협력
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해 이와타는 한일 양국 사이에 ‘최악의 경우’도 상정한
‘국가방위’ 구상에 착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맞장구를 치면서, 오리타 구니오
는 한국의 ‘반일’ 정책이 ‘방위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라고 하면서 공군이
2003년 남부전략사령부를 창설한 것을 그 사례로 들고 있다.27)
2019년 11월호도 한국을 일본의 안보 상 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28) 고다 요
지는 중러한 연계라는 악몽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제2의 이승만 라인이 출현할 가능성을 전망하
고, 중러가 대미전략 상 협조를 하고 있을 뿐. 일본은 중러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는 전략을 취해
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특히 비핵3원칙을 비핵2원칙으로 바꿔, 핵의 반입을 검토할 필요

23) 櫻井よしこ*高村正彦*田久保忠衛*島田洋一「在韓米軍撤退の現実味−−対馬が“38度線”に」
24) 古森義久*黒田勝弘*矢板明夫「戦争の覚悟なければ北朝鮮は核を放棄しない」
25) 織田邦男「在韓米軍が撤退する日に備えろ！」 ; 豊田邦男「シミュレーション統一朝鮮が日本に襲いかかる日」
26) 織田邦男*岩田清文「自衛隊は 韓国が敵になる日 に備えよ−−これからの国防を徹底討論！」; 西岡力「文在寅は反日・反
韓・離米を宣言した−−マスコミが伝えない ３・１ 演説の核心」
27) 織田邦男*岩田清文「自衛隊は 韓国が敵になる日 に備えよ−−これからの国防を徹底討論！」
28) “특집, 한국이 적이 되는 날”, 香田洋二*織田邦男*岩田清文「 第二の李承晩ライン の悪夢−−三正面＜朝鮮半島、中国、ロ
シア＞に備えよ」 ; 高橋洋一「日本も 核 検討を」 ; ゴードン・チャン「悪党・文在寅、暗黒時代逆戻りを狙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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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논쟁 자체가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의 국익
이 한반도가 아니라 타이완에 있다고 해서, 일본의 일부에서 한일전쟁에 대비하라는 의견이 나오
고 있지만, 한일전쟁은 절대로 회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이 전쟁할 경우 미국이 움
직일 수 없게 되고, 그 사이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일본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편 이와타는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이간시키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미일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쿄대 출신으로 대장성 이재국 자금기획실장, 경제재정담당상 보좌과, 1차 아베 내각에서 내각
참사관 등을 역임한 다카하시 요이치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폭주를 하고 있다”며, 그것이 “동
아시아의 안전보장체제까지 뒤흔들 정도”라고 규정했다. 그 또한 쓰시마에 38도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명확히 일미한 협력
체제에 균열을 야기한 것이며, 한국이 이로부터 이탈해서 북한 러시아 중국에 연계되는 것을 의
미한다며, 이는 38도선이 쓰시마해협까지 내려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특이한 점은 그는
그 경우 오히려 일본이 북한을 끌어 안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다카하시의 관점에서,
미국이 중국 포위를 위해 북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일본은 미국과 함께 북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미일 협력으로 북한을 서방측 체제로 이끌어올 각오를 해
야하며, 이것이 일본의 새로운 안보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일본이 핵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3.4 세이론에 집결하는 반 문재인 전선의 한국인들과 미국인
홍형(전 주일공사)의 글은 ‘한국인’의 입을 통한 반 문재인 주장이다, 홍형은 박근혜 탄핵은 자
유민주체제의 약점을 이용한 사회주의혁명이었다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자유민주체
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파괴이며, 이 ‘촛불 주사파 정권’이 김정은 체제와 공조해서 추진하는
좌익민중혁명이 중국 주도의 현상변경전략과 공명하고 있다는 것이다.(95쪽) 한편 문재인 정부의
탄압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은 자금난에 빠져 있어서 해외로부터의 지원이 중요하다
고 하여 일본의 세이론 독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재일한국인들도 자각과 행동이 요구되
고 있다고 선동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악의 김정은 체제와의 대화에 기대하지 말고, 자유
를 지키려는 한국 보수파와 연대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101쪽)29)
2018년 11월호에는 이도형의 문재인 정부 비난 글이 실렸다. 7월 14일 국가기본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 요약이 요약이었다. 이도형은 문재인은 개인적 심정적으로 친북 반미이며, 조직의 일원
으로서도 반한 친공적인 인물로 단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과 그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한국이
침식되고 있어 붕괴할 위험에 놓여 있다고도 했다. 그 이유는 한국이 해양문화적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본래의 대륙문화적 토양으로 되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의 한국은 대륙문화권에 속해서 해양문화권을 적대시하기 시작했다고 하여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적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30)
29) 洪熒「いよいよ韓国の赤化が始まった」
30) 李度珩「文在寅 革命 で自由民主主義は麻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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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호에서 미국의 언론인 고든 창은 문재인을 ‘악당’, ‘공포정치’ 등의 용어를 동원하
여 문재인 개인과 한국 정부를 악마화하고 있다, 그의 문장은 매우 자극적이다. 직접 인용해 본
다. “지금 일본과 미국은 한국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은 증오, 좌익주의, 배외주의로 나아가고 있
습니다. 세계는 민주주의 국가를 잃고 있습니다. 일본에게는 방위 상의 파트너를 잃는 결과가 됩
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 그것은 한국에서 ‘악당(villain)’이 리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재인이라는 이름의 인물입니다. (중략) 문씨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을 행하고 있습니다. (중략) 지금 ‘공포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몇 십년에
걸쳐 민주화 자유화가 진행되었지만, 문씨는 암흑시대로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세이론을 중심으로 한미일 반공 안보협력 구도가 재현되고 있었다. 2020년 들어서서는, 세이론
의 공격 대상은 중국으로 바뀌었다.31) 한반도 발 위기는 일단락되었다는 인식이 보인다.

4. 결론: 미중 갈등 하 동맹으로의 회귀와 한일관계
탈냉전 이후 한일관계는 더 이상 ‘안보라는 이름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갈등과 협력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냉전시대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동아시아
의 냉전체제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동맹을 통한 ‘소극적 안보’에서 확보되는 이
익을 양국이 공유함으로써 역사문제에 기인하는 갈등을 억제하고 협력을 진행해 왔다.
이와 달리 탈냉전 시대에 들어와서 한일관계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부상 등 외부
로부터의 위협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냉각되기도 하고 또 거꾸로 냉전을 극
복하여 다자주의적인 평화공존의 질서를 구축하려 하는 ‘적극적 안보’를 모색하기도 했던 것이다.
양국이 그 노력을 공유할 때, 갈등은 제어되고 화해가 진전했다.
즉 냉전시대의 한일관계가 미국을 사이에 둔 의사(疑似)동맹으로 전개되면서, 한국과 일본 사
이에서 ‘안전보장’과 ‘역사화해’가 교환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탈냉전시대의 한일관계는 다자주
의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역사화해’가 연동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동관계를 탈
냉전시대 한일관계의 주된 기조로 간주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러한 새로운 패턴이 탈냉전시대의 한일관계에 나타났다는 것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편화이다.
따라서 한일관계를 더 높은 수준의 화해로 나가게 할 때 필요한 것은 ‘안보와 역사’를 거래하
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화와 역사’를 연동시키는 것이다. 즉, 한일 양국이 “미국과의 동맹이보장
하는 안전’이라는 이익을 공유하며 ‘역사갈등을 관리’하는 관계로부터 ‘다자적 안보 공동체 구축
을 통한 평화의 확대’를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역사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식으로 생각을 전
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투트랙 접근법은 안보와 역사의 구분이 아니라 평화와 역사의
31) 2020년 1월호, “특집, 시진핑의 국빈 반대”; 2020년 2월호, “중국에 대한 결의”, “특집, 반일종족주의가 드러낸 것”; 2020년
3월호, “특집, 중국인권탄압, 절망의 통곡”, “특집, 이대로 좋은가 방위예산”; 2020년 4월호, “특집, 중국이라는 화”; 2020년
5월호, “대특집, 우한 바이러스를 극복한다”, “특집 역사전”; 2020년 6월호, “대특집, 국난을 이겨낸다”, “특집, 조선반도 정
세보고”; 2020년 7월호, “대특집, 비상사태와 국가”, “특집, 중국이라는 존재”, “특집, 조선반도 정세보고”; 2020년 8월호,
“대특집, 국난이 주는 교훈”, “특집, 무도한 중국”; 2020년 9월호, “대특집, 센카쿠 상실 직전” ; 2020년 10월호, “특집, 미중
치열”, “특집, 제2의 위안부문제화를 회피하라”; 2020년 11월호, “대특집, 미완의 아베 정치”, “특집, 조선반도 정세”; 2020
년 12월호, “특집, 학술회의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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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이어야 한다.
그러나 평화와 역사의 연동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단되어, 역방향으로 연계되었다. 평화구축 하
에서 역사화해가 진전될 가능성이 예상될 수 있었음에도 그런 기대는, 현재 시점에서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역시 동맹 강화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등의 이름으로 아시아 지역주의가 부활하는 듯했지
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올인하게 되면서, 한미동맹 경사 쪽으로 더욱 기울게 되었다. 일본의
아베 정권 또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주의의 외양 속에 미일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한일 양국에서 지역주의를 벗어나 동맹으로 경사하는 가운데 역사 갈등이 증폭
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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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한일 양국의 해양안보전략에 관한 고찰
―대중(對中) 안보 강화를 중심으로―

蔡捷 (高麗大 博士課程)

1.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차원에서 해양을 둘러싼 문제는 그 중요성이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해양전략과 중국의 해양권익 강화정책이 맞물리면서 동북아를 비롯한 동･남중국
해는 영유권 문제, 배타적경제수역 획정 문제, 그리고 해상교통로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해역의
안보환경이 새롭게 변화했다. 해양에서의 전통적 안보위협과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 등으로 인
해 최근 대부분 동북아 국가들은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시작했다.1)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각
각 해양권익을 지키기 위해 장거리 투사능력 증대와 관련된 전함의 대형화와 첨단장비의 강조,
잠수함 전력의 확대 및 개선 등으로 ‘능력배양’을 서두르고 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이며, 해양은 국가발전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분명하다.
한일 양국이 발전을 위한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에 해양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동시에 전략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둘째 해양이 미래 국가발전의 유일한 전략적 생존공간으로 열리고 있으며, 셋째 해양으로부터의
위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위협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해양 중요성 위협을 가하고 있는 요인으로 주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다양한 위협 주체
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새로운 비전통적 위협 등이다. 이 중에서 탈냉전기 남북 해군 간 군사적
충돌의 대표적 사례는 2010년 서해 해상에서 북한이 한국 해군 경비함에 대한 어뢰공격과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도발 사건이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핵개발을 꾸준히 해왔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억제하고 타격･요격할 수 있는 공세적 작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2)
일본은 평화헌법에 입각한 ‘전수방위(専守防衛)’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국
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일본의 안전 및 국제사회의 안정･평화･번영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위정책으로의 전환을 추가하고 있다.3) 특히 주변
이 바다인 일본으로서는 해상방위 전략을 주변 해역의 지역적인 군사력 균형을 유지해 나간다는
1) 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은 비국가적 또는 국가적 행위자에 의한 위협으로,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 국제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초국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김기주･손경호「한국의 해양전력: 연안해군에서 기동해군으로」 임경한 외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경쟁과 협력의 딜레마 북코리아, 2015, p. 420).
2) 해군본부 전략기획과 대한민국 해군의 걸어온 길, 함께 갈 길 대한민국 해군, 2014, p.53
3) 대한민국 국방부 2018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2018, pp.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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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두고 있는 한편, 최근 들어 대중국 및 대한반도로부터의 위협인신이 증가함의 따라 대응
해야 할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해양안보전략에 관해서는 이미 적지 않은 연구 성과들이 있다.4)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한일 양국의 해양안보전략에 대해 크게 해상교통로 보호, 군사적 측면, 그리고 영유권 분쟁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해상교통로 측면에서는 초국가적 위협(해적, 해상테러리즘 등), 인접국과 주
변국에 의한 해상봉쇄, 해양분쟁으로 인한 해상차단, 그리고 국내 해상교통로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생존(survival)에 영향을 미치며 무역, 경제성장을 위한 생명선 수호라는 차원
에서 논의도 활발하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해군력 확대 문제, 전력 실체 및 건설 방향 관련 연구가
많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주로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하에 한국과 일본에의 시사점이라는 틀에서 다룬 연구를 들 수 있
다. 이상의 연구들은 탈냉전기 한일 양국이 어떠한 해양안보전략을 전개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있
다는 점에서 해양권익을 둘러싼 양국 전략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한일 양국이 탈냉전기 안보 패러다임 재편 속 해양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과정
에서 대중 해양안보 관련 비교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국제정치는
미국 단극체제를 지나 경제위기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패권조정기에 접어들었다.
중국의 거파른 부상이 미국 패권조정기와 병행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정부의 지역구상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은 ‘일대일로(一帶一路)’이다. 해양과의 연결선
이라는 차원에서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해양강국’의 지경
학적 접근 전략으로 ‘21세기 해양실크로드’건설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중국해는 21세
기 해양실크로드의 출발점이며 해군전략 전환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한 배경에서 중국 해
군은 기존의 단순한 ‘근해방어’에서 ‘근해방어, 원해호위’로 전략을 전환했다.
그렇다면 미중 전략 경쟁시대에서 중국의 해양전략 전환에 대해 한일 양국의 반응은 어땠을까?
한국은 최근 공식 문서에 공식적으로 “중국의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을 진입하여 우리 영해에 근접 비행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역내 긴장
을 조성하고 우리 군용기 및 민항기와의 상호 충돌 가능성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이는 역내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군용기 및 민항기와의 상호 충돌 가능성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주
한 중국 무관을 7차례 초치 하여 엄중 항의하고, 중국 측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촉구
한 바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절에서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국방정책 및 군
사 동향에 대해서도 평가했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은 드러나지 못했다.5)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8년 판 ‘방위계획 대강(防衛計画の大綱)’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강하게 의식하고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번 제정된 대강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4) 이서항「한국의 해로와 해로안보」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해양전략연구소 21세기 해양갈등과 한국의 해양전략 한국해양전략연
구소, 2006 등을 들 수 있다; 또는 현재 한국 국내 동아시아의 해양안보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주요 위협요인에 대한 분석
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면서 한국이 처해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 특히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대
삼각관계”의 역동적 변화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박상현･조윤영「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과 동북아 해양안보」
21세기정치학회보 20(2), 2010, p.205).
5) 앞의 책, 대한민국 국방부, 2018,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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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태평양･일본해,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공역 등에서의 활동을 급속히 확대･활발화(活発
化)하고 있다.”는 진단하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국제질서와는 상충되는 독자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변경 시도를 보이는 한편, 동중국해를 비롯한 해공역의 군사 활동을 확대･본
격화하고 있다. 일본 고유영토인 센카쿠열도 주변에서도 일본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 공선(公船)이 단속적으로 영해를 침입하고 해군함정도 항상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
다.6)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부분은 신(新)대강은 2013년 판 ‘방위계획 대강’과 비교하면, ‘해공
역의 활동’에서 ‘해공역의 군사 활동’으로 용어를 전환한 것이다. 이는 일본에 있어 중국의 행동
이야말로 최대의 안전보장 위협인 동시에 국가안보전략의 장기적인 테마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은 이 신대강을 제정하기 전, 2018년 5월에 제3차 해양
기본계획을 성립시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기했다. 이상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
해양안보전략의 조정으로 한일 양국의 대중 경계, 안보 강화, 더 나아가 해군력 증강과의 ‘연결성
(connection)’에 대해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즉 해양안보와 관련한 과제(課題)들에 대해 분석할
가치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논문에서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안보 강화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안고
있는 해양안보전략 과제(특히 대중 안보), 또한 어떠한 해군력(naval power)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해양에서 발생하는 자국 해양권익의 수호, 해상전략 등을 비롯한 해군의 주요 임무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하여 해양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일본과 같은 해양기본법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공유
하는 안보위협요인들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적 해양전략”7))을 모색함으로써 다자간 해양안보협력
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해양안보협력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 이후 ‘대중 억지’ 전력이 돋보였다. 그리고 향후 양국의 해양안
보전략 과제 추진과 해군전략 간의 ‘연결성’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즉 냉전 종식 이후 한일 양
국의 해양안보전략, 대중 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왔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편,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은 한일 양국의 해군력 발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일 해양안보전략의 영향요소로 한국의 중견국 외교, 일본의 대
미 동맹 강화라는 중요한 요소와 함께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1991년말 소련 붕괴 이후부터 2020년 9월 아베 신조 총리가 사퇴하기 전까
6) 防衛省 “平成 31 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 2018, p. 5
7) 한국이 역내 해양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주도할 경우 역내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불편해할 것이며,
일본이 주도할 경우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할 것이며 중국의 경우 과거 해양으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강박
관념으로 인해 주도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준 「미국의 해양전략과 동아시아」 앞의 책, 한국국제
정치학회･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pp.350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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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설정했다. 1991년말 탈냉전 시대가 도래되면서 국제정세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다. 냉전 종
식을 계기로 동북아 국가 간 긴장과 대립이 완화되는 움직임이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안보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8)
중국은 냉전 종식 이후 소련의 위협이 감소됨에 따라, 군사지도부는 해군의 전략 중심을 ‘해군
의 현대화’로 두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해군력 증강에 따라 이제는 근해 해군에서 탈피하
여 ‘대양해군’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예상과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국방백서에서는
근해방어 전략의 유지와 동시에 ‘원해에서의 협력’을 명시한 데 이어 2015년 국방백서에서는 근
해방어와 원해호위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력을 제시하여 사실상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대양해군을 지향해 가고 있다.9) 특히 이 과정에서 전략적 이익의 수호, 동북아 해양질서 주도권
의 유지, 그리고 미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간섭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력을 증강 시킬 필요
성이 있다.10) 그리고 중국은 인근 해역에 미국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A2/AD(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한편, 전략적 군사능력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해양 중요성 위협을 가하고 있는 요인으로 주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다양한
위협 주체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새로운 비전통적 위협 등이다. 여기서 북한의 위협에 추가하
여 한국은 냉전 이후 나타난 해적, 테러, 그리고 다양한 해상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등의 비군사적
해양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위협들은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
는 주된 요인이었으며, 위협구사 수단도 점차 다양화되었다.11)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이라는 현존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느라 동북아 해양에서의 국가 이익 수호에 소홀히 하고 있
다. 이러한 지적은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국 해군에게 대양해군 건설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해군의 슬로건으로 활용된 ‘대
양해군’ 구호를 잠정적으로 사용 중단한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12) 한반도 주변 해양환경과
분단, 그리고 냉전이라는 특수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해양전략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
다.13)
따라서 최근 들어 동북아 지역내 국가들의 해군력 증강 추세로 인해 한국이 보다 국가 이익에
알맞은 해양안보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세계 첨단 함정인 이지스 대공방어
전투체계를 갖춘 함정을 보유한 국가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함정 건조 추세가 전 세계 지역
국가들보다도 빠르고 척수에 있어서도 많다.14) 무엇보다 한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8) 李弘杓 日本의 海洋戰略과 21世紀 東北亞 安保 韓國海洋戰略硏究所, 2002, p.8
9) 이동률「중국 주변외교의 진화와 대중국 통일외교의 함의」 KINU통일+ 2(2), 2016, p.56
10)朱锋･胡波「21世纪的海上战略竞争博弈」 世界知识 16, 2018, p.14.
11) 유석순「한국 해양안보와 해양전략의 주요 현안과 발전」제프리 틸 외 한국 해양전략 현안과 발전 한
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138
12) Sangyup Lee, “A Constructivist Explanation of south Korea’s Naval Build up”, Ships, Security, and Symbols,
Rutgers University, 2013, pp.335 347
13) 조윤영「미국 해양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해군력」 東西硏究 21(2), 2009, p.25
14)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지스 구축함을 1990년도에 건조를 시작하여 1993년도에 작전에 투입, 현재 전
세계 해군 중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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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구축함(KDDX) 사업15)에 본격적으로 닻을 올려야 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1991년 소련이 국제무대에서 물러난 것은 일본의 방위정책과 해상자위대
해양전략의 대상이 사라진 뜻이다. 사실 이 시기에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요한 변화
가 이루어졌다. 원래 일본에 미군이 주둔한 것은 소련의 위협 때문이었다. 소련이 붕괴된 이상 미
군이 일본에 주둔할 필요성은 줄어들기 마련이었다. 게다가 1991년 시카고 외교평의회가 실시했
던 “미국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사안은 무엇인가”라는 여론 조사에 따르면 냉전 후 일본이 미
국에 최대 위협이 되기도 하다. 즉 일본의 우월한 경제력은 미국 일반인과 지도층으로 하여금 일
본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했다.16)
또한 1990년에 발생한 걸프전쟁에서 일본이 협력한 자금은 무려 130억 달러에 달했지만 자위
대를 파견하지 않아서 국제사회에서 “인적 공헌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17) 걸프전쟁을
계기로 일본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후 당연한 것처럼 수용되었다. 그리고 새
로운 미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주어진 과제는 탈냉전 시대에서 미국과 함께 ‘공동의
적’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은 새로운 시대에서 안보협력 범위 확대, 미일
동맹의 재정립, 안보전략 전환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그리고 일본 해양안보전략을 살
펴볼 때, 전국에 배치되어 있고 해상자위대 수상함의 핵심전략인 호위대군(護衛隊群) 전략18)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냉전기를 배경으로 한일 양국의 해양안보전략(특히 대중 안보), 한중
(이어도)/중일(동중국해) 경계획정 문제, 해양안보전략의 구사수단인 해군력 간의 연결고리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해양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국이 어떠한 해양안보전략을 전개해 왔
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한일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해군력의 전력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재 협력과 분쟁이 동시에 존재하는 탈냉전 구조 하에서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
지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탈냉전기 한일 양국의 해양안보전략의 접근과 전개에 있어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어떠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해군력이 향후 국제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15)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는 대한민국 해군이 계획 중인 경하 배수량 6,000톤급 구축함의 사업명으로, 해군은 KDX(한국
형 구축함) 사업 뒤를 잇는 KDDX 사업을 통해,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가 장착된 통합마스트를 갖춘 구축함을 2030년까지
총 6척 건조할 예정이다(나무위키 홈페이지 “KDDX” https://namu.wiki/w/KDDX 검색일: 2020년 10월 13일)
16) 마고사키 우케루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양기호 역) 메디치, 2013, pp.317 324
17) 外務省 平成3年版外交青書 1991
外務省 홈페이지 “外交青書 第2節 湾岸危機への日本の対応”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91/h03 2 2.htm
(검색일: 2020년 2월 17일).
18) 호위대군은 해상막료장(海上幕僚長) 예하에 자위함대 사령관이 있고, 예하에 호위함대 사령관이 있다. 호위함대 사령관 예
하 전국적으로 배치된 4개의 지역에 4개의 호위대군이 있다. 각 호위대군은 각각 2개의 호위대로 구성되어 모든 해상 상황
발생할 때 독립적으로 대응 작전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즉, 1개 호위대군은 함정(DDH, DDG, DD) 8척을 적
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요코스카(横須賀)에 전개된 제1호위대군은 호위대군 중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호위대군이
다. 도쿄에서 가까워 홍보 효과도 함께 누리기 위해 최신 함정을 먼저 배치하는 호위대군이기도 하다. 따라서 헬기탑재 호
위함 이즈모함(DDH) 및 이지스 구축함 곤고함과 하타카제함(DDG)도 배치되었다(山村洋行 海を守る海上自衛隊艦艇の活動
成山堂書店,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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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실제로 해군력의 개념은 광범
위한 해양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해양력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19) 본고
에서는 해군력의 개념을 해양력의 하부개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해양력(Seapower)을 연구하는 이론 중에서 본 연구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알프레드 마한과
줄라안 콜벳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 연구방법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마한
의 주된 관심은 해양에 종사하는 사람들 속에서 조차도 해양력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게 무시 되
고 있던 현실을 바로 잡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해양력의 중요성이 과장되지 않도록 “해양력
은 그들의 역사에서 국가의 총체적인 발전과 쇠퇴의 한 요소일 뿐이다.”고 첨언했다.20) 그리고 콜
벳 같은 경우에는 전략은 외교정책과 의식적으로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그의 저서
대부분은 해양력의 직접적인 군사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21) 이러한 해양적 접근방법에 대한
마한과 콜벳의 사상은 해양력이 단순한 역사상의 경험,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한 국가의 정책
수행자의 의지를 통해 구현되는 실천적 과제임을 의미하기도 한다.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비교분석이라는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한일 양
국의 해양안보전략 변화에 미치는 요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국가전략
환경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해양안보전략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국가
안전전략의 개념 속에 외교, 경제, 군사 등의 영역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지만, 해양에서부터 안
전전략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군사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분 연구는 한일 양국의 해
양안보전략에 대해 분석할 때 해군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1단계에서는 탈냉전기 한일 양국의 해양안보전략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
리고 기존연구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고 연구방법 및 연구 방향에 대
해 구축하고자 한다.
제2단계에서는 기본 개념에 대해 정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해양안보의 함의와 이와 관
련된 다른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그다음으로 대중 안보가 한일 양국의 해양안보전략을
어떻게 이행되어왔는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한일 양국이 지닌 해양안보전략의 특성을 도출하고
자 한다.
제3단계에서는 주로 텍스트와 사례연구(casestudy) 분석을 통해 한일 양국의 해양안보전략의 발
전과 전망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그러한 전략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19) 명확하게 구분하면, 해양력은 국가이익을 증진하고 국가목표를 달성하며,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을 통제하고 사
용할 수 있는 국가의 제반역량을 의미한다고 보며, 해군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력을 의미한다. 허성필 공존
기/통일기 주변국 해군력 발전전망 및 평가(정책연구보고서 03 1975) 한국국방연구원, 2003, p.53; 해군력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국가목표의 달성과 국가정책을 지원함에 있어 전･평시 해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필요한 전력으로서 해군
에 소속 및 통제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총체. 이는 함정, 항공기와 해병대를 포함한 병력, 기지 및 이들의 지원시설 등으
로 구성된다.”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국방기술품질원, 2008, p.517(신강석「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에 따른
한국 해군의 대비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4에서 재인용).
20) Mahan, A.T.,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 1783, Sampson Low, Marston, Searle and Rivington, 1890, p.91
21) Geoffrey Till 21세기 해양력 (배형수 역)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114
22) 마한은 국가의 해양력을 구성하는 총 6개의 요소를 제시했다. 즉 1. 국가의 ‘지리적 위치’, 2. 국가 고유의 기후, 자연조건
을 포함한 ‘물리적 형태’, 3. 해안선과 항구 조건을 비롯한 ‘영토의 크기’, 4. 해양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 5.
국민의 해양 지향성을 반영하는 ‘국민성’, 6. 해양력에 관한 국가 및 정부 차원의 역할을 뜻하는 ‘정부의 성격’이다(김현기
現代海洋戰略思想家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pp. 199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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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해군력 비교를 중점으로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는 시기이며, 한국과 일본이 물론이며 중국 쭉 방대한 자료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앞으로 이러한 부족한 면을 추가해 보다 상세한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
구에 설득력을 부여하고자 한다.

- 268 -

日本の介護保険制度におけるケアマネジメントの変化と実態
―コーディネーション機能に注目する―
何妨容 (広島大学 博士後期課程)

はじめに
高齢者の「社会的入院」問題を解決するため、2000年に介護保険制度を導入した日本は、高齢者
人口の増加と共に要介護や要支援など、何らかの形で支援が必要な高齢者が増えてきた。それと
ともに、核家族化の深刻によって、「老々介護」や「8050問題」1)など新たな社会問題が顕在化しつ
つ、従来の子世代が果たしてきた介護の役割を子と親の同居によって果たし難くなっている。
こうした変化に伴って、日本は2006年の介護保険制度の改正を始め、「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
被保険者が、可能な限り、住み慣れた地域でその有する能力に応じ自立した日常生活を営むこと
ができるよう、保険給付に係る保健医療サービス及び福祉サービスに関する施策、要介護状態等
となることの予防又は要介護状態等の軽減若しくは悪化の防止のための施策並びに地域におけ
る自立した日常生活の支援のための施策を、医療及び居住に関する施策との有機的な連携を図り
つつ包括的に推進するよう」2)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構築を推進してきた。「利用者の自立した
日常生活」を支援するため、ケアマネジャー(介護支援専門員)を通して、要介護高齢者、要支援高
齢者、事業対象者等に、それぞれ居宅介護支援、介護予防支援、予防ケアマネジメントを提供する
ケアマネジメントシステムを創設した。とはいえ、「利用者の自立した日常生活の支援」に関する
明確なの条文・基準がないなか、支援の現場では、ケアマネジャーによるケアマネジメントが適
切に実践されただろうか、被保険者のニーズを適切な支援者に結びつけただろうか、ケアマネジ
メンの効果がどのように評価されただろうか。
本研究は、「高齢者及び担当ケアマネジャー」へのインタビュー調査を通して、高齢者夫婦の共
同生活を支援するケアマネジメントの実態の一部を明らかにし、夫婦高齢者へのケアマネジメン
ト機能の再構築の道筋を示しながら、今後のケアマネジャーによるケアマネジメント機能の向上
に資する基礎的資料を提供する。

1. 研究目的
ケアマネジメントに関して、日本の厚生労働省が実施した老人保健健康増進等事業では「利用
1) 「8050問題」とは80歳の高齢者と50歳の無職・未婚子の同居によるひきこもりや介護、貧困などの問題である。朝日新聞
刊・1総面 2020年03月30日

朝

2) 「介護サービスの基盤強化のための介護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housei.nsf/html/
housei/17720110622072.htm (2020/1/7 アクセ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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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の自立支援に資する適切なケアマネジメント」の効果的な運営をめぐって、ケアマネジャー本
人の資質・育成研修、居宅介護支援事業所の方針や職場環境、また、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行
政などの関係機関及び介護報酬・制度規定などを研究してきたが、ケアマネジメンの質を評価す
る基準はまだ明示されてない。 ケアマネジメントの公正中立性を確保するための取り組みや質
に関する指標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報告書

3)はその代表的なものである。

近年、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推進に伴って、ケアマネジャーが関わった連携・協力に焦点を
与えた論文が多く見られた。そのなか、川越(2016)は退院時の連携には医師・看護師・ケアマネ
ジャーなどによる多職種チームの構成や各職種が利用者に対するアセスメントの未統合などの
課題を明らかにした。それに対して、川越(2016)は、ケアマネジメントのプロセスであるサービス
担当者会議の開催には、会議目的の提示や会議参加者から利用者への共同理解の推進など、ケア
マネジャー自身の介護運営スキルが求められると指摘した。ケアマネジメントにおける専門職の
連携・調整のほか、保険者や住民を含めた多様な関係者の連携・協力を取り上げた研究もある。
河野(2019)はケアマネジャーへのアンケート調査を通して、利用者のニーズに応じた適切なサー
ビス・資源の組み合わせと専門職間の交流などは、各関係協力者によるチームワークを促進し
て、連携・協力状態を向上させることができると検証した。
それらの先行研究は、保険制度の仕組みに基づいた「利用者」という個人の自立支援に資する適
切なケアマネジメントの運営に関して研究を行ったともいえる。それでは、夫婦のみ高齢者世帯
のような被保険者2人が共同生活を継続する場合、「利用者の自立支援」に資する適切なケアマネ
ジメンとはどのようなものだろうか。被保険者二人が共に「利用者」個人として扱われ、共に「自
立した生活」ができるように支援されるだろうか。あるいは「夫婦」という共同生活団体が「利用
者」として扱われるだろうか。
こうした問題意識から、本研究は「高齢者及び担当ケアマネジャー」へのインタビュー調査を通
して、高齢者夫婦の共同生活を支援するケアマネジメンの実態の一部を明らかにしたうえ、「高
齢者夫婦の自立支援に資する適切なケアマネジメント」の構築、コーディネーション機能を思索
し、今後のケアマネジャーによるケアマネジメント機能の向上に資する基礎的資料を提供する。

2. 研究方法
調査時期：2019年6月から9月、2020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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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齢者夫婦(男性2人・
女性2人)と、配偶者を介護した単身高齢者(女性3人)及びそれらの担当ケアマネジャーを対象に半
構造化インタビューを行った。高齢者夫婦の共同生活の維持を支援するケースは合計5ケースで
ある。

3) 医療経済研究機構 https://www.ihep.jp/wp content/uploads/2021/01/19317.pdf (2020/1/13アクセ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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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 ケアマネジメント対象者の基本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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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研究限界：本研究は高齢者夫婦の共同生活の継続を支援するケアマネジメントの実態及び課題
を限られた範囲内に明らかにしたが、全体を現わす資料に資するものではない。

3. 調査の結果
ケース①では、筋力が落ちているAさんは移動・立ち上がりの問題に直面しているため、掃除
ヘルパーの利用を希望した。それに応じて、ケアマネジャーは自立に認定されたAaさんを市町村
にコーディネートして事業対象者に認められた 。結果として 夫婦二人と掃除のヘルパーとコー
ディネートする 支援 を 行った 。 同 じように 、 ケース ⑤ の 夫婦 も 同時 にサービスの 利用を 開始し
た。足の筋力が落ちているEさんがと認知症のEaさんを介護している。こうした場合では、ケアマ
ネジャーが 、 E さんを 通所 リハビリテーション 、 また Ea さんを 同事業所 のデイサービスとコー
ディネートする支援を実践した。
一方、ケース③と④では、介護側が被介護者を継続的に介護していって、被介護者の死亡・入
所によって初めて認定を受けてサービスの利用を開始した。ケース③の場合、比較的元気なCさ
んが 足 の 力 の 落 ちている Ca さんを 介護 している 。 ケアマネジャーが Ca さんをデイサービスや
ショートステイにコーディネートする支援を行った。ケース④では、比較的元気なDさんが認知
症Daさんを介護している。ケアマネジャーがDaさんにデイサービスを提案したが、本人の選択に
よってコーディネート出来なかった。
他方、ケース②では、腰の痛みを直面しているBaさんが圧迫骨折問題を直面しているBさん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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介護している。ケアマネジャーが 、Bさんを移行系の福祉用具、 訪問看護や訪問リハビリとコー
ディネートする支援を行った。また、Bさんが長期入院している間、Baさんをデイサービスとコー
ディネートする支援を実践した。

おわりに
高齢者夫婦の共同生活を支援しているなか、ケース①と⑤のように高齢者夫婦が共に利用者と
して 扱 われた 場合と 、 ケース ③と ④ が示 したように 、 被介護者 だけが 利用者 として 扱 われた場
合、またケース②のように、被介護者の入院によって一人暮らしになった介護者が利用者として
扱われた場合がある。いずれにしても、二人の共同生活を維持するために必要とする要素の一部
が、ケアマネジメントによって、適切な支援者にコーディネートされたともいえる。「高齢配偶者
の介護能力」が暗黙に求められたともいえる。
ところが、ケアマネジメントの現場が示したように、「高齢配偶者の介護能力」、「被介護者の健
康状態」等によってコーディネートの対象が変わった。つまり、「個人」を対象とした介護保険制
度の「自立支援」理念のもと、ケアマネジャーが、被介護者の生活を維持するための要素のなか、
どの部分を高齢配偶者、どの部分を支援者にコーディネートするのかを実践している。被介護者
にとって、比較的元気な配偶者が存在しているため、本来選択すべきサービスメニューが少なく
なるだろう。逆に、高齢配偶者は比較的元気かもしれないが、老齢とともに何らかの支援が必要
であるし、また支援を選択する権利をも持っているに違いない。ところが、介護を提供する配偶
者として扱われたため、個人の利用者としてサービスを選択する権利を発揮しにくくなったとも
いえるだろう。そのように、ケアマネジメントの現場では、「利用者の自立支援」とは、「個人」の自
立支援だけではなく、「個人」を含めた「家庭の自立支援」であるともいえる。こうしたケアマネジ
メンの実践は、被介護者の入院や入所、あるいは介護者の倒れによって、夫婦の共同生活を崩壊
する可能性を高めるだろう。
「自立支援に資する適切ケアマネジメント」の意味合いを、単身高齢者や夫婦の高齢者に分けて
扱う必要があるではないかと考える。高齢者夫婦の共同生活を支援するケアマネジメントのな
か、高齢配偶者にコーディネートした部分をいかに制度によって評価するのは重要である。

◀ 参考文献 ▶
河野高志(2019)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における多職種連携の促進要因」, 社会福祉学 60(1), 63 74
川越雅弘(2016) 「ケア提供論―多職種連携に焦点を当てて―」, 社会保障研究 1(1), 114 128
た多和田(2016) 「サービス担当者会議における多職種連携の実態と課題について」,
33, 171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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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헌에 나타난 덴가쿠(田楽) 분석
―한일 비교의 시점에서―
李芙鏞 (江原大)

1. 서론
덴가쿠(田楽)는 헤이안(平安)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의 예능이다. 모내기 때 노래를 부르
고 피리와 북, 사사라1) 등을 연주하며 밭의 신에게 기원하는 다아소비(田遊び)에서 시작되었다.
헤이안 시대 후기부터 무로마치 시대에 걸쳐 크게 유행했으며 점점 전문화되어 덴가쿠 법사가 나
타나거나 집단화되어 덴가쿠 공연의 일동인 덴가쿠좌(座)가 생겨나기도 했다. 노(能)의 원류가 되
는 사루가쿠(猿楽)와도 영향관계에 있다.
구마노 신사를 중심으로 하여 전승되고 있는 나치(那智)의 덴가쿠는 2012년 말에 유네스코 무
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는 덴가쿠가 일본의 계승해나가야 할 민속예능의 하나로 인
식되고 있음을 알려준다.2)
일본문헌으로는 헤이안 시대의
語集) ,

에이가 모노가타리(栄花物語) ,

곤자쿠 모노가타리슈(今昔物

우지슈이 모노가타리(宇治拾遺物語) 등에서 덴가쿠에 관련된 이야기나 설화를 찾아볼

수 있다.

2. 본론
2.1 농경적 요소
에이가 모노가타리(栄花物語) 제19권「성인식(御裳ぎ)」권에는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의
저택에서 열린 덴가쿠 공연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치안(治安) 3년 즉
1023년이다.
가모 축제도 지나고 5월이 되었다. 오미야(쇼시)가 쓰치미카도 저택을 방문하신다고 하니 미치
나가 님은 어떤 것을 보여드릴까 생각하시던 중이었다. 이 저택의 마구간의 말모이를 키우는 밭
이 저택 북쪽의 세카인(清和院) 앞에 있었는데 이즈음 모내기를 해야 할 때가 다가왔기에 마구
간 관리자를 불렀다.
賀茂祭なんど過ぎて五月になりぬ。大宮の土御門殿におはしませば、殿の御前何わざをして御

1) 빈자사라(編木)의 준말. 잘게 쪼갠 대를 묶어서 만든 도구로 아코디언처럼 연주하는 타악기이다.
2) 농악 역시 2014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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みまや

まくさ

覧ぜさせんと思しめして、この殿の御厩の秣の田は、殿の北わたり清和院のもとにぞ植ゑける、
みまやのつかさ

このごろ植うべければ、御厩司を召して3)

미치나가의 딸 중궁 쇼시(彰子)가 친정을 방문하게 되자 아버지 미치나가는 딸을 위한 특별한
구경거리를 준비하고자 덴가쿠 연주 일동에게 퍼레이드를 제안한 것이다. 저택을 방문한 덴가쿠
일동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살펴보니 젊고 깔끔한 듯 보이는 여자들이 50~60명 정도가 모(치마)와 하카마(바지)를
꽤 하얀 옷으로 입고 흰 삿갓 등도 쓰고 이(歯)를 거무스름하게 물들이고 홍색으로 붉게 화장한
모습으로 줄지어 서 있다. 다아루지를 맡은 노인은 꽤 특이한 기와기누를 입고 찢어진 큰 우산
을 쓰고, 끈을 풀어헤치고, 굽이 높은 게다를 신었다. 천해보이는 여자는 검게 때가 탄 비단누비
옷을 입고 하얀 분가루로 얼룩지게 화장하고 그쪽도 우산을 쓰고 굽 높은 게다를 신었다. 또한
덴가쿠라고 해서 기묘해 보이는 북을 허리에 감아걸고 피리를 불고 사사라라는 악기를 연주한
다. 여러 춤동작을 하며 이상한 남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기분 좋게 자랑스러운 태도로 열 명쯤
이 지나간다. 그중에서도 다쓰즈미라는 것은 다른 북과는 닮지 않은 특이한 소리로 둥둥하고 울
리며 지나간다.
さて御覧ずれば、若うきたなげもなき女ども五六十人ばかりに、裳袴といふものいと白くて着
せて 、白 き 笠ども 着 せて 、歯 ぐろめ 黒 らかに、 紅赤 う 化粧 せさせて 続 け 立 てたり 。田主 といふ
翁、いとあやしき際衣着せて、破れたる大傘ささせて、紐解きて、足駄はかせたり。あやしの女
に黒掻練着せて、白紛といふものむらはけ化粧して、それも傘ささせて足駄はかせたり。また田
楽といひて、あやしきやうなる鼓、腰に結ひつけて、笛吹き、ささらといふもの突き、さまざま
の舞して、あやしの男ども、歌うたひ、心地よげに誇りて、十人ばかりゆく。そがなかにもこの
田鼓といふものは、例の鼓にも似ぬ音して、こぼこぼとぞ鳴らしゆくめる。4)

여기서 엿볼 수 있는 덴가쿠의 모습은 다아루지가 지휘하는 덴가쿠 대에 여러 명이 북이나 피
리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특이한 분장을 한 여성들이 함께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드디어 세카인에 가서 모여 이제는 떠들썩하게 모를 심는 것을 보는 것도 상당히 멋지다고 생
각하신다. 앞서 연주자들도 오는 길에는 삼가하고 조심하는 모습이었는데 밭에 도착하니 마음대
로 떠들썩하게 놀며 연주해낸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꽤 멋지다고 보신다. 때가 때인 만큼 비가
조금 내리니 농부들의 소매도 흠뻑 젖었다. 어느새 소문을 듣고 모였을까. 오미야는 세상 사람
들이 많이 늘어서서 구경하고 있는 모습까지 흥미롭게 보고 계셨다.
さて、行き集ひて、今は植ゑののしるを御覧じやるも、いみじうをかしう思しめさる。ありつる
楽のものどもも、道のほどつつましげに思ひたりつる、かしこにてはわがままにのみののしり
遊び奏でたるさまどもぞ、いみじうをかしく御覧ぜられける。をりしもこそあれ、雨すこしうち
降りて、田子の袂もしほどけたり。いつのほどにか聞き集まりけん。世人数知らず並み立ちて、

3) 山中裕･秋山虔･池田尚隆･福永進 校注･訳(1995~1998) 栄花物語 ②,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pp.345~346. 한국어
역은 졸역임.
4) 위의 책, pp.34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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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る顔さへぞをかしく御覧ぜられける。5)

덴카쿠 연주자들과 모를 심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구경꾼들을 보고 있는 쇼시의 시선을 그려낸
부분이다. 여기서 덴가쿠 일행은 행진을 끝내고 말의 먹이를 키우는 밭에 도착해서 농부들 앞에
서 떠들썩하게 악기를 연주한다. 여기서 덴가쿠는 진기한 구경거리로서 등장하고 있는데 애초에
농사와 관련된 예능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2.2 기원적 요소
곤자쿠 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 제28권 제7화「오우미 지방 야하세군(矢馳郡)의 군지(郡司)6)
가 불당 공양에 덴가쿠를 봉헌한 일」에는 히에이잔의 교엔(教円) 좌주가 공봉(供奉)이라는 직에
있던 젊은 시절 경험한 일로 지방 관리가 부가쿠(舞楽)와 덴가쿠(田楽)를 혼동한 일에 관한 에피
소드가 나온다.
여기에는 공봉의 시선을 통해 덴가쿠 일동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해가 중천에 떴기에 말을 서둘러 달려가니 흰 의상을 입은 남녀들이 말을 타거나 또는 검은 덴
가쿠 북을 허리에 둘러매고 소매에서 팔꿈치를 드러내고 좌우 양손에 채를 쥐고 있다. 혹은 피
리를 불고 다카뵤시로 박자를 치고, □를 치고, 고무래를 찌르고 여러 덴가쿠 악기를 두세 개
준비해서 떠들썩하게 치고 불고 무아지경으로 미친 듯이 연주하고 있다.
日ノ高ク成ヌレバ、馬ヲゾ忩ギ行クニ、此ノ白装束ノ男共ノ馬ニ乗タル、或ハヒタ黒ナル田楽ヲ
腹ニ結付テ、肱ヨリ肱ヲ取出シテ、左右ノ手ニ桴ヲ持タリ。或ハ笛ヲ吹キ、高拍子ヲ突キ、□突
えぶり

キ、朳ヲ差テ、様々ノ田楽ヲ、二ツ物三ツ物ニ儲テ、打喤リ吹キ乙ツヽ、狂フ事無限シ。7)

위에서 엿볼 수 있는 덴가쿠 모습에는 북과 피리와 함께 농기구 “고무래(朳)”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덴가쿠와 농사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드러내준다.
그러던 중 이 덴가쿠 일동은 말 앞에 서서 연주하는 이, 또는 말 엉덩이 뒤에서 연주하며 가는
이도 있다. 혹은 좌우에 서서 연주하며 간다. 그러자 공봉은 “오늘 이 마을에는 어령회가 있나
보구나”하고 생각하며 “이러한 엄청난 때에 마주치다니, 이런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가다니 미칠
것 같은 짓이군. 혹여나 아는 사람을 만나진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소매로 얼굴을 쏙 가리고 나
아갔다. 마침내 군사의 저택이 가까이에 보였다.
而ル間、此ノ田楽ノ奴原、或ハ馬ノ前ニ打立テ、或ハ馬ノ後ニ有リ、或ハ喬平ニ立テ打行ク。然
レバ供奉、「今日此ノ郷ノ御霊会ニヤ有ラム」ト思へバ、「極カリケル折ニシモ来リ会テ、此ル奴
原 ノ 中 ニ 具 シテ 行 クハ 、 物狂 ハシキ 態 カナ 。 不意 ニ 知 タル 人 ヤ 会 ハム 」 ト 思 ヘバ 、 袖 ヲ 以 テ 顔

5) 위의 책, p.347.
6) 표준국어대사전 에 의하면 군사(郡司)란 “조선 시대에, 각 고을에 있던 호장(戶長)의 집무소”를 뜻한다. 곤자쿠모노가타리
슈 의 郡司는 지방의 관리를 뜻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어로 음독하여 ‘군지’라고 표기하였다.
7) 馬淵和夫･国東文麿･稲垣泰一 校注･訳(2002) 今昔物語集 ④,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p.180. □은 원문의 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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ヲヽツフト隠シテ行クニ、郡司ガ家漸ク近ク見ユ。8)

한편 위 인용문에서는 헤이안 시대의 덴가쿠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이야
기 속의 주인공 히에이잔의 승려 공봉은 군지의 저택으로 가는 길에 덴가쿠 일동에게 둘러싸이게
된 것을 곤혹스럽게 생각한다. 심지어 아는 사람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고 소매로 얼굴을 가리기
까지 한다. 공봉은 덴가쿠 일동이 갑자기 출현한 데에 대해 ‘어령회가 있나보구나’하며 이해하려
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다. 어령회란 천변지이가 생기거나 역병이 유행할 때 그 원인을
정쟁이나 억울하게 죽은 이의 원령의 저주로 보고 그 진혼의 재(齋)를 여는 것을 말한다. 공봉은
불당3 공양을 위해 군지의 저택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반대로 당시에 어령회 때라
면 덴가쿠 연주가 있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도 하다.

2.3 유희적 요소
우지슈이 모노가타리(宇治拾遺物語) 제5권 제9화「미무로도 승정과 이치조지 승정의 일(御室
戸僧正の事、一乗寺僧正の事)」에는 인세이기(院政期), 특히 시라카와인(白河院) 시절 이름난 고
승(高僧)들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특이한 일상을 설화로 전하고 있다. 아래는 이 이야기에서 그
려내는 두 중심인물 중에서 이치조지 승정에 대한 부분이다.
한편 이치조지 승정은 오미네산을 두 차례 순례했다. 그는 뱀을 찾아내는 주법을 행했다. 또
용마(龍馬) 등을 찾아내거나 하여 색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 숙방(宿坊)은 한, 두 정
(町) 정도나 앞에서부터 몰려드는 사람들로 붐비었는데, 덴가쿠, 사루가쿠를 연기하는 승려들이
많았으며, 호위 무관과 위부(衛府) 소속 사내들도 활발히 출입하고 있었다. 또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들어와 말안장과 검 등, 여러 가지 물건을 팔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대금을 치러서 몰
려드는 사람들로 성시를 이루었다. 이리하여 이 승정에게는 세상의 보물이라는 보물은 다 모여
들게 되었다.
그런데 이 승정인 주사(呪師) 쇼인이라는 동자를 총애했다. 이 동자가 도바(鳥羽)의 모내기제
에 미쓰키9)를 했다. 전에는 목에 올라 미쓰키를 했는데, 이번 모내기제에서는 승정이 이 동자와
상의한 결과, 요즘 유행하는 연기중의 하나로 동자가 남자의 어깨에 올라서면서 힘차게 등장하
여, 보는 이들은 모두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중략) 그러더니 작은 물건 속을 비집고 통과할
만한 좁은 곳을 달려 단번에 날아올랐다. 고깔을 들고 순식간에 건너뛰는 것을 보고 승정은 감
동해 소리 높여 울었다.10)

앞 절에서 고찰한 두 작품과 달리 여기서는 덴가쿠가 직접적으로 그려지지는 않지만 덴가쿠의
역사적 전개를 유추하게 해주는 내용이 보인다. 이치조지 승정 주변에는 덴가쿠와 사루가쿠의 일
8) 위의 책, pp.180~181.
9) 주사의 곡예 종목. 다른 사람의 목과 어깨 같은 높은 곳에 올라타 몸을 가볍게 날려 하는 곡예. 다카아시(高足)나 이소쿠(一
足)처럼 산가쿠(散楽) 계통의 연기인 듯하다.(小林保治, 増古和子校注・訳(1996) 宇治拾遺物語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p.190, 두주 3번.)
10) 박연숙・박미경(2018) 우지슈이 이야기 일본 중세기 설화 모음집 , 지식과교양, pp.26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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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들이 많았다는 기술을 통해 그의 생활이 상당히 북적이는 분위기 속에 있었음을 드러내준다.
쇼인이라고 하는 동자가 모내기 때에 행한 미쓰키는 농악에서 무동타기를 하는 것과 닮은 형태
이다. 모내기라는 시점은 덴가쿠와의 관련성도 엿볼 수 있다. 다만 농악이 농악대라는 진(陣)을
짜서 진행되거나 하는 것에 비해 위의 일본 설화에서는 무동 개인이 눈에 띄는 기예로서 행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

2.4 농악과의 비교
덴가쿠와 농악은 사용하는 악기에 차이가 보인다. 한국 농악의 악기로는 장구, 징, 피리, 북, 소
고, 호적, 나발 등이 있다. 북과 피리는 공통적이지만

곤자쿠모노가타리슈 의 덴가쿠 구성에서

농기구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하다. 한편 농악의 발생설에는 군대기원설이 있으며 깃발이
나 전립(戰笠), 나발 등의 악기를 통해 군대 음악 문화와의 관련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덴
가쿠에는 전투(戦さ)와 관련된 요소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종교적 성격과 기복적 성격, 유희적
성격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오히려 전쟁의 장면을 다룬 일본의 문학작품에서는 부가쿠(舞楽)가 인
상적으로 그려진다.

3. 결론
이상에서 일본 고전 문헌의 에이가 모노가타리 ,

곤자쿠 모노가타리슈 ,

우지슈이 모노가타

리 를 중심으로 덴가쿠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각 논밭에서의 덴가쿠 연주를 구경한 일, 부가쿠와
덴가쿠를 착각한 일, 덴가쿠 등 예능인들과 가까이 이치조인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덴가쿠가 발생시에는 농경의례와 관계가 깊었는데 점점 전문적 덴가쿠 연주 집단
이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또한 덴가쿠가 연주되는 장이 논밭에서 어령회 등의 행사로 확대되었다
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또한 덴가쿠에 기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유희적 측면이 있었음도 엿
볼 수 있다.
한국의 농악과 관련해서는 현재 동시대의 문헌을 비교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덴가
쿠와 농악은 농경과 관련이 깊다는 큰 공통점이 있다. 또한 덴가쿠는 어령회 등에서, 농악은 풍물
굿이라고 불리듯이 둘 다 기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농악의 기원설과 비교해보면 덴가쿠
에서는 군악으로서의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 세세하게는 덴가쿠에서는 농기구를 사용한 악기
등이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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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파리만국박람회를 둘러싼 사쓰마번과 류큐왕국의 관계
―「薩摩琉球国」를 중심으로―

장혜진 (가톨릭관동대)

1. 들어가며
1855년에 제1회 파리만국박람회가 개최되고, 1867년에 제2회 파리만국박람회가 개최되었을 당
시, 일본은 처음으로 이 세계적인 행사에 참여하였다. 일본은 막부(幕府, 일본 중앙 정부), 사쓰마
번(薩摩潘), 사가번(佐賀潘)이 각각 참가하면서 약 1300상자에 이르는 출품작을 세계에 선보이게
되었다.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었던 파리만국박람회에 사쓰마번은 공식적으로 「薩摩
琉球国(日本薩摩琉球国太守政府)」의 자격으로서 참가하며 사쓰마번과 류큐국을 하나의 정부로
묶었다.
일본에서의 1867년 파리만국박람회에 관한 연구로서는 세계 무대에 일본이 정식으로 참가한
최초의 박람회라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일본 근대화와 연결지어 논
하는 연구라든지 미술사에서 당시 유럽에서 유행한 자포니즘과 관련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한편
으로는 사쓰마번이 왜 파리만국박람회에 단독으로 출전하게 된 경위를 규명하는 연구도 있으나
「薩摩琉球国」(이하 「사쓰마・류큐국」이라 칭함)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 특히 류큐왕국과 관련하여 사쓰마・류큐국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사쓰마번과
류큐왕국 간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 또한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외
관계사적 시점에서 사쓰마번과 류큐왕국의 상호 관계 및 외교적 입장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사
쓰마・류큐국」이 어떠한 외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사쓰마번의 입장
1851년 11대 사쓰마번주가 된 시마즈 나리아키라(島津斉彬)는 서양학을 중시하고, 서구의 기술
을 도입함과 동시에 류큐무역을 확장하여 상해무역을 구상하였다. 사쓰마번의 부국강병책은 기본
적으로 류큐왕국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867년 파리에서 열린 제2회 만국박람회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일본을 대표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것은 중앙 정부인 막부였으나, 사쓰마번은 독자적으로 「日本薩摩琉球国太守
政府」의 이름으로 별도로 전시장을 마련하고 류큐산물, 도기, 다기 등 약 400점을 출품하였다. 사
쓰마번은 일본의 제후이기는 하나 류큐국왕으로서의 자격으로 독립된 나라의 군주로서 파리만국
박람회에 참가한 것이며, 류큐국왕이 당시 중산왕이 아닌 사쓰마번주로 둔갑되어 있었다. 사쓰마
번은, 류큐는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나라이며 류큐국왕이 일본의 제후이기도 하다는 애매한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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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류큐는 일본에 종속되지 않고 있음을 증거함과 동시에 사쓰마번의
존재를 애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류큐왕국의 입장
1867년 파리만국박람회 참가를 위해 사쓰마번이 안팎으로 분주한 가운데 실상 류큐의 수리왕
부는 중국으로부터 파견되는 책봉사를 맞이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었다. 1864년에 예정되었던 책
봉사의 내항이 태평천국의 난 등의 영향으로 중국 내 정세가 안정을 좀처럼 찾지 못하자 연기되
어 1866년 8월이 되어서야 책봉사선이 나하항으로 들어왔다.
류큐는 일본 이외의 동아시아 세계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안하였
다. 동아시아 세계 속에서의 류큐왕국은 중국의 조공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치를 보장받는 것이 중
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일관계은폐정책을 류큐왕국이 먼저 고안했고, 중국과의 간접 무역의 유
용성을 류큐라는 대외 창구를 통해 깨달았던 사쓰마번과 막부는 이를 허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서구의 경우에는 달랐다. 사쓰마번이 막부와 독립된 채로 파리만국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는 사쓰마번의 제후가 곧 류큐국왕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서 일본 막부와 별도로, 독
립된 류큐국이라는 것을 앞세워 사쓰마번이 애매한 국제적 지위를 획득되면서 유럽 세계와 교류
하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목지, 은하사건’은 나리 아키라의 죽음과 함께 류큐 수리왕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친
사쓰마파를 몰아내는 정치적 정화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류큐는 주체적으
로 사쓰마번과의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비록 사쓰마번에 의한 법령에 의해 류큐의
국내정치의 고유 권한을 보장받고 있었으나, 역으로 사쓰마번이 자의대로 수리왕부를 운용할 수
없었던 사실도 간과할 수는 없다.

4. 나오며
1867년 파리만국박람회에 참가한 사쓰마번은 ‘사쓰마・류큐국’을 사칭하여 일본대군정부와 같은
동격의 사쓰마・류큐국정부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서구 세계를 겨
냥한 국제관계 있어서 동아시아 세계에서 독립왕국이었던 류큐를 내세운 외교 전략 중 하나였다.
사쓰마번이 파리만국박람회에서 ‘사쓰마・류큐국‘이란 칭호를 사용하는데 있어, 류큐가 국제적
으로 동아시아 세계에서 독립 왕국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사쓰마번은 사쓰
마번주가 류큐국왕이고 사쓰마・류큐사절이 파리만국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류큐왕국이
일본의 막번체제와 정치적 주종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류큐와 일본 사이에 명
확히 선을 긋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쓰마・류큐국‘이란 이름으로 훈장을 만들어 프랑스
나폴레옹 3세에게 증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다만 실제 류큐왕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류큐왕
국과 사쓰마번과의 정치적 유착관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중국의 조공국으로서 일본 정
부와의 정치적 관계가 사쓰마번에 의해 부정되면서 그동안의 일류관계은폐정책의 실효성을 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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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나 사쓰마번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된 류큐왕국이라는 점을 서양 세
계에 알린 기회가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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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센니치마에의 변모와 흥행계
辛槿姈 (高麗大)
1. 서론
근대 공연예술에 관한 국내연구는 주로 일제강점기 전후 외부의 자극이나 충격에 대항하는 형
태로 전통적 공연예술이 행해왔던 작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를 식민지로 삼은 일본이
들여온 여러 근대적 연극 형태에 민감히 반응하며 그것이 우리 공연문화에 어떤 영향이 끼쳤는
지, 때로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 시기 외래 공연예술에 대해 논해 왔다.
일본 공연예술이 겪은 근대화 과정에 대해서도 성과는 있어 왔지만 대개는 서구의 연극이 일본
에 수용되는 과정에 대해 논하거나, 일본의 전통연극이 서구양식에 대처하는 방식 혹은 연극개량
운동으로 대표되는 계몽적 연극운동의 배경과 경과, 결과에 주목하는 성과가 많았다.
그런데 일본의 근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1864년 메이지유신 이후 정치･경제･
사회 전 분야의 탈바꿈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급속
한 변화가 이뤄지기 힘들며, 설령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지라도 문화의 속성상 원심력만큼이나 구
심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탈아입구(脫亞入歐)’를 내세우며 일본의 모든 것을
바꿔야 살아남는다고 외쳤던 사람들은 문화에게도 같은 원리를 내세웠지만 그것이 모두 들어맞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메이지 유신기 문화의 변화･변모에 대해서는 국내에도 많은 연구성과가 이루어져 왔다. 특
히 공연문화 방면으로는 전통연극인 가부키와 노의 재탄생 노력이나 서구연극의 번역과 제작, 판
매 등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성과들이 쌓이고 있다. 그런데 정
작 일본 에도시대의 대중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서민문화의 대표로 알려진 오락장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다고 할 수 없다. 국내에는 이 용어가 덜 알려져 있는 탓도 있겠거니와 현재 일본 공연
문화계에서도 라쿠고(落語), 교겐(狂言) 등 요세(寄席)가 차지하는 부분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정도로 여기고 있는 탓도 있을 것이다. 한일 모두 전통공연예술 연구자는
그다지 많다고 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근대를 지향하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적 공연예술
이 근대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지점에 주목하여 일본 흥행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
본 오사카 지역의 미세모노 흥행장 센니치마에(千日前)의 성쇠를 연구의 중심소재로 삼았다.

2. 센니치마에 지역의 변화
센니치마에는 메이지유신 전 묘지이자 화장장이 있었던 곳이다. ‘오사카 七墓’ 중 하나로 손꼽
히는 센니치 묘소는 천태종에 속하는 센니치산(千日山) 안락사원(安樂寺院)의 총괄하에, 남쪽/북
쪽/동쪽/구석/중앙/서쪽의 이른바 센니치 여섯 동네(千日前六坊)로 구분되어 있었다. 또 센니치연
변(筋)이라고 불리던 참배도(參道)에 면해 있어서 법선사(法善寺), 자안사(自安寺), 죽림사(竹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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寺) 등 사찰들이 출입을 허가했다. 묘지를 중심으로 일종의 사찰마을(寺町)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당시 센니치마에는 보통은 호젓한 묘지거리였지만, 법선사 금비로당(金毘盧堂)이나 자안지장(子安
地藏), 자안사의 묘견당(妙見堂), 죽림사의 대사당(大師堂) 등 월례참배(月詣) 날이 되면 다수의 참배
객이 떼지어 모였다. 당연히 참배객을 겨냥한
흥행극장이 경내에 가설되었다. 여러 당의 참배
일 한정이긴 하지만, 묘지거리는 개천변과 합심
하여 가설흥행 거리로 변했다.
그런데 메이지유신 이후 묘지거리 센니치마
에는 커다란 변모를 보인다. 개화(改化)의 기
치 아래 사회 시스템 전반에 이르는 개혁의
파도가 이 사찰마을에도 밀어닥쳤다.
메이지유신 이후 1870년 4월 형장이 폐지
됨에 다라 센니치마에 화형장과 묘지는 당시
풍속에 ‘남쪽 신묘지’라고 불리던 아베노(阿倍
野)에 1874년에 이전되었다. 형장으로서, 화형
장으로서 그리고 묘지로서 전개해 왔던 센니
치마에는 메이지 초기 묘지 정책에 의해 그
기능적 역할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주인
없는 땅이었던 센니치마에는 신묘지 이전 후
에도 그대로 남겨진 잿더미산과 함께 황폐했
다. 대책에 고심했던 오사카부는 나니와 신지

메이지 초기 센니치마에

를 비롯해 유흥가에 둘러사인 공휴지인 센니치마에를 약장수(香具師)들에게 불하(拂下)하여 환락
지대로 만들려 하였다. 또 그 방침을 따라 메이지 이전 유일한 흥행지였던 개천(溝) 쪽 흥행을
약장수의 우두머리였던 오쿠다 벤지로(奧田弁次郞)･후미 부부가 센니치마에로 이전했다고 한다.
메이지 중기 명소안내에도 ‘지난 시절 이 주변은 묘지여서 길가에 형장이 있었으나 미세모노 등
흥행지는 개천쪽이 있던 것을 메이지 초에 이르러 여기에 옮겼다’고 한다.
신도국교화와 폐불훼석운동이 진행되고, 신도식 매장(土葬)이 장려되는 한편 1873년 7월 화장을
하는 불교식 매장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그 여파로 같은 해 센니치마에 화장터는 폐지되었다.
종래 사원묘지 존재 그 자체가 부정된 셈이어서, 사원마을(寺町) 센니치마에에게는 치명적이었다.
매장터 폐지와 함께 여섯 동네가 관할해 왔던 매장터도 당연히 황폐해졌다. 유래가 뚜렷한 졸
탑파(卒塔婆)는 모조리 신설 공동묘지(南墓地)에 옮겨졌다. 묘지 자리에는 화장터의 흔적인 잿더
미(灰山)와, 무너진 공양당과 독경소의 잔해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센니치마에는 변해야
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지면을 파면 인골이 나올 듯한 묘지터에 주택을 지을 사람은 없었다.
택지로서의 재개발에 전망이 보일 것 같지도 않은 것은 확실했다.
철거지(跡地) 이용법을 고심하던 오사카부는 인접한 미조노가와 미세모노 극장을 주목했다. 가
설흥행을 유치하는 것으로 묘지터 재개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 책정되었다. 필시 형장이나 화장
터 위에 영업할 수 있는 장사는 미세모노 정도일거라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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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기 묘지 정리 등에 병행해 오사카부는 시설의 이전･정리를 중심으로 하는 시가지 정비를
구상했다. 이 정책에는 이른바 근세적인 ‘악소(惡所, 유곽)’ 배제가 담겨 있다. 오사카의 악소는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거나 물가주변을 골라서 전개되었다. 교량의 화재 방지터(火除け地)에는 남
성을 위한 이발소(髮結床煮賣店)가 늘어섰고, 조망이 좋은 윗마을 사사경내(寺社境內)에도 찻집
등이 출점했으며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볐다. 시가지 상난파사(上難波寺), 좌마사(座摩寺),
어령사(御靈寺), 천만천신사(天萬天神寺), 생옥사(生玉寺)를 중심으로 하는 사사경내에서도 연극
(시바이) 흥행이 성행했고, 거기에는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유흥점(泊茶屋)이 대기해 있었다. 시가
지 주변부 혹은 사사경내에 전개한 근세 도시 오사카의 이계성을 출현하고 있는 악소군을 배제하
며 오사카부는 근대적 도시로 향해 갔다. ‘유흥점’ ‘노는 곳’ ‘연극 흥행’을 과세 대상으로 함으로
써 일단 허가하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파악한 뒤에 이전 혹은 영업금지 부령을 발포한다. 예를 들
면 ‘유흥점’에 대해서는 현 장소의 영업은 물론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는 것도 허가하지 않지만,
마츠시마 유곽 내에 이전한다면 영업 계속을 허락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시가지 주변부에 산재해
있던 유흥점은 불응 내지 이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도시 밖에 유곽이 둘러싸였다. 연극극장에
대해서도 동일해서 영업 금지 혹은 마츠시마에 이전을 명했다.

3. 흥행사 오쿠다 벤지로(奧田弁次郞)와 미세모노
번화가로서 걷기 시작하게 된 센니치마에였지만 처음엔 손님발길도 드물었다. ‘야시장 상인은
돈을 벌기는 커녕 기름값도 건지지 못하는 신세였다’고 한다. ‘공포의 장소’로서의 묘지 이미지가
여전히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실제로 당시 센니치마에 형장터는 여전히 빈터로 남아 있었으
며 바람부는 대로 묘현당의 향냄새가 떠도는 ‘그닥 멀지 않은 옛날의 기분 나쁜 기억’을 환기시
키는 듯한 장소였다. 사람들은 이 ‘기분나쁨’과 에도시대 악소를 시사하는 듯한 분위기가 혼재하
는 극히 불안정한 장소감각을 갖고 있었다.
당시 흥행하던 미세모노는 원숭이나 개 연극, 가라쿠리 인형, 거울나누기, 호리병세공, 여자씨
름, 참새기예(雀藝), 니와카 교겐(俄), 헤라헤라 춤 등 매우 ‘유치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많았
고, 미세모노 극장도 돗자리(筵張)거나 대자리(葦簾張)로 만든 ‘공양의례[緣日式]’용 가설인데다
‘연중 흥행이 아니라 1월에 시작해 봄 피안 지나서까지’만 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악소의 연장선
상에 있는 미세모노와 본래 악소라는 센니치마에 장소이미지가 공명하면서, 공포가 오락으로 반
전하는 번화가 ‘센니치마에’를 재생산한 것이다.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신문기사가 있어 소개
한다. 1877년(메이지10) 1월 11일자 동경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 이다.
一月一日より、大阪千日前にて、牛角力の見世物。
「大阪の難波新地から千日前あたりは、一日より四日まで中々の賑はひにて、千日前などはい
ろ〳〵の見世物ありて、生人形や足芸や器械細工の生人形などある中に、牛角力の興行もあれ
ば、人々珍らしく思ひ、大入にて凡そ四百人余も入り居たるに、牛は東西より角を振り立て、ノ
ソリ〳〵と土俵へ上り来りしゆゑ、見物人は今か〳〵と待てども組み合はねば、牛使ひも手を以て
角を組せなどすれども、一向に角力を取る気色なければ、見物人は大に怒り、 斯(こん)な見せ物が
ある物か。牛を見るなら百姓家へ行けば幾疋でも只で見られる。こんな疲牛(やせうし)を銭を出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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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見る馬鹿があるモンか。大さうな看板を出して人を欺(だま)すも程がある。木戸銭を返せ、かへせ
と異口同音に呼はり立る声は天地に響くかと思はるゝ程にて、近辺の者は如何なる騒動が起つたの
かと出て見れば、最はや木戸番も角力掛りの者も何所へか逃げ失せ、見物の者は火の様に怒り立
て、警察所へ訴へに行く者もあり、小屋を打毀さんと云ふも有て、大騒ぎであつたと申すこと」
東京日日新聞 1877.1.11

위 기사에 따르면 센니치마에의 흥행장에는 이키닌교나 발재주(足藝), 기계세공 같은 미세모노
극장과 소씨름 흥행장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선사 등의 공양의례[緣日] 위에 개천변
흥행거리의 계보가 잘 접목되어 가설 거리가 형성되었다.
센니치마에의 흥행을 대표할 만한 흥행사는 오사카 단바(丹波) 출신의 오쿠다 벤지로(奧田弁次
郞)이다. 그는 ‘일본 챠리네 곡마단’을 창립자이자 일본 서커스의 근대화를 앞당긴 인물이다. 오
쿠다 벤지로는 센니치마에의 토지 일부를 사서 미세모노 극장을 시작하고 곧 흥행사로서 솜씨를
발휘했다. 그가 1875년에 이미 귀신의 집과 같은 미세모노 극장을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도
발견할 수 있다.
大坂府下千日の三昧といへる所は、昔よりの火葬場にして、東京小塚原の類なりしが、火葬を停
(とど)められしより、府下の四隅に埋葬所を設けられしこと、東京の葬地の如くなれば、三昧の
地は用なき所となれり。然ども、家を作り住はんも火葬の地なれば望む者なし。供養堂、読経所
は尽く毀ち棄られて野原となり、多く人を容る可きを以て、近頃観せ物仮屋(こや)を作る者あ
り。造構(ふしん)最も巨大なり。幽霊、怪物(ばけもの)、偶人(にんぎょう)を作り出して観客を延
(ひ)くといふ。火葬地の跡なればなるべし……

｢郵便報知新聞｣ 1874.12.26

1875년 연초부터 귀신의 집 같은 미세모노를 시작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기사인데, 정확히 기
사의 주인공이 오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센니치마에 형장터를 무상으로 불하한 이야
기가 나온 것은 1870년경이라고 하지만, 오쿠다 벤지로가 흥행을 시작한 것은 1877년으로 알려져
있다. 즉 오쿠다가 이전해 오기 이전에 미세모노 극장이 존재했으나 세력이 미미하고 흥행이 쉽
지 않았는데, 오쿠다 이후로 센니치마에가 번성했음을 알 수 있다.
1879년 1월 8일자 大阪新聞 에 의하면, 오쿠다가 만든 미세모노 극장에는 종래의 이키닌교나
머리잘린 사람, 괴수 등을 넘어 단기간에 곡마, 족예, 서양마술(手品), 줄타기, 엿보기 장치 등에
인기가 몰리고 실내 사격도 번성했다. 마츠모토 기사부로(松本喜三郎)가 만든 이키닌교(生人形,
살아있는 사람같은 모습의 인형) ‘三拾三所觀音靈驗記’가 큰 인기를 얻어, 1879년 2월 개장하자
마자 하루만에 4 5천명의 구경꾼이 방문했다고 한다.
오쿠다는 더많은 볼거리를 원하는 관람객의 욕구를 정확히 읽어냈다. 당시 일본에서 흥행하고 싶
어하는 여러 외국 서커스 단체와 교섭하고 그중 이탈리아 챠리네 서커스단과 함께 공연을 실현시켰
다. 1886년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후 오쿠다는 말 한마리의 기예에 의존했던 종래의 ‘일본곡
마’를 탈피해, 거대한 스케일을 가져오고 싶어했다. 청일전쟁 직후인 1895년 9월 나고야 오스(大須)
에서 ‘체조술 대경업(體操術大輕業)’이라는 단체를 발족시켰다. 이때의 프로그램은 체조술, 서양코
메디(西洋道化), 두 장대타기(二挺撞木) 등 챠리네 서커스와 거의 유사한 구성이지만 말이 등장하
지는 않았다. 이후 오쿠다의 흥행에는 ‘서양체조’라는 것이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는 외국 서커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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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곡예 즉 아크로바틱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연성, 집합성, 조합성 등을 보여주며 인기를 끌었다.
오쿠다가 설립한 공연단 ‘오전사중대(奧田四中大)’는 오쿠다 사후, 2대 오쿠다 벤지로가 조선에
온 적이 있다. 1904년 조선에 들어와 장기간 공연을 하고 일본에 돌아간 것을 당시 신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그의 조선 흥행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관련기록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논한 바 있다.

4. 결론
근대 초기 센니치마에에는 20개가 넘는 미세모노 극장이 세워져 있었다. 그런데 1880년대부터
여러 화재와 전염병 유행으로 인해 미세모노 극장거리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1878년, 1881
년, 1886년 등 연이은 화재는 극장의 구조를 바꾸게 했고, 극장이 들어선 거리의 모습마저 달라
지게 되었다. 더이상 가설극장에서 흥행할 수 없고 기와를 얹은 제대로 된 건물이 필요하게 되었
으며, 건물과 건물사이도 이전보다 넓어져야 했다. 또한 1880년대 콜레라 대유행으로 인해 극장
건물에는 반드시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창(窓)이 설치되어야 했다. 기존의 미세모노 극장이 화재
로 불탔을 경우 다시 재건할 때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즉 가설극장을 짓고는 흥행할 수
없으며 기와지붕의 본구조를 가진 건물만이 정부의 허락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극장건물 형식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공연을 담당하는 연희자들의 정주(定住)를 가져왔다. 가설
극장을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한 극장에 정주하며 상설 공연을 담당하는 시스
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여러번의 화재로 인해 극장이 재건되면서 센니치마에가 가졌던 본래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도 변화가 일었다. 화장터 이미지가 강했던 센니치마에이지만, 화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혹은 정화
되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그 화재들을 ‘정화의 화재’라고 부르는 일까지 생겼다. 게다가 정부에
서도 가설극장의 흥행은 일체 허락하지 않으므로 새로 짓는 극장들은 ‘청결’한 목재를 사용하여
‘위생에 무해한 구조’로 지어져야 했기 때문에, 종래의 화장터 이미지는 불식시키고 새로운 장소,
새로운 흥행장이라는 포장이 가능해진 셈이다.
더구나 1912년에 일어난 남쪽 대화재로 인해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면서 센니치마에를 남북으로
가르는 도로건설이 시행되었다. 화재로 망가진 남쪽에는 노면전차가 부설되고, 라쿠텐치(樂天地)
같은 종합오락시설이 들어섰다. 라쿠텐치를 중심으로 오락시설이 신기한 장치를 집중해 모아서
‘일대 불야성’의 장관을 이웠다. 30전에 하루종일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중심으로 한 종합오락시설
이었기 때문에 ‘오락의 백화점’이라고도 불리며 향유되었다. 라쿠텐치를 중심으로 하는 영화자본
의 개진이 시작되면서 결과적으로 미세모노의 도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센니치마에 근처는 현재
도 유명한 극장들이 포진해 있다. 일본의 코미디계를 이끄는 요시모토 흥업(吉本興業)의 본사가
여기에 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극단과 극장이 산재해 있고 수많은 관객이 이 지역을 찾는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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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문학에 나타난 경계성
― 문화조선(文化朝鮮) 에 게재된 정적기(靜寂記) 와 꽃(花) 을 중심으로―

兪智惠 (建國大)

1. 들어가며
1940년 전후의 식민지 시기는 중일전쟁 이후 격화된 조선의 병참기지화와 내선일체 및 황국신
민화가 강제되면서 체제면에서는 물론 문학계에도 폭력적인 탄압과 통제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국민문학을 비롯한 친일문학에 대한 비판과 논의는 일반적으로 일제 전반이 아닌 총력전이 펼쳐
진 이 시기에 집중된다. 전시동원체제가 강화되고 일반인은 물론 문학인들에게도 삼엄한 통제와
압박이 가해지는 가운데 일제의 문필보국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문인협회가 결성되고 국민문
학이 창간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전쟁협력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 중에는 여성 작가인 모윤숙, 최
정희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최정희의 경우 일제에 협력한 작가로써 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젠더적
특성을 부각시킨 작가로써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정희 작품의 여성성과 친일문학에 대한 다양한 논의 가운데 본고에서는 친일노선으로 작품
방향이 전환되는 경계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소위 모성을 핵심으로 하는 대표작 ‘삼맥’ 시리즈의
마지막

천맥 이 1941년

삼천리 에 발표되고 이어서 7월

백야기 가 게재된 이후,

춘추 에

1942년 최정희는 환영의 병사 를 시작으로 전쟁협력에 기운 작품들을 줄지어 발표하게 된다. 그
런데 자칭 데뷔작인 흉가 에 연이어서 발표되었던 정적기 가 1941년 5월 문화조선 에 일본어
로 재게재되게 된다. 1939년에 창간된
경되고

관광조선 은 중간에 발행자가 동아여행사 조선지부로 변

문화조선 으로 잡지명을 변경하는데 기존 발행자는 일본여행협회 조선지부로 그 성격이

국가정책을 따라 침략적이고 제국주의적 성격을 띤다. 발행자가 바뀐 이후에도 시국이 긴박해짐
에 따라서 제국주의의 프로파간다적 성격이 더 강화된다. 이러한 잡지에
게재되고 이듬해 5월 수필형식의
協會 朝鮮支部, 1941, 20 26쪽 / 崔貞熙,

꽃(花) 이 수록된다.(崔貞熙,
花 ,

靜寂記 ,

정적기 의 일본어판이

文化朝鮮 , 3卷 3号, 日本旅行

文化朝鮮 , 4卷 3号, 東亞旅行者 朝鮮支部. 1942, 11 13쪽)

본고에서는 작가의 방향성이 친일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위치한 문화조선 의 두 작품에 주목하
고자 한다. 일제 말기 전시동원체제를 위한 폭력과 강압 속에서 문학계가 국민문학론 또는 일본
어글쓰기로 기우는 가운데 철저하게 시국의 영향 하에 놓인 잡지와 연계된 최정희의 두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사회체제를 거부하고 모성의 욕망을 치열하게 그려낸
정적기 가 민족성의 경계가 무너지고 재정립 되는 혼란의 시기에 다시 게재된 의미와 1942년도
에 발표된 일련의 친일작품군 사이에 위치한 꽃 에서 일상성과 여성성이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지 텍스트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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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적기 재게재에 나타난 경계의 내면화
1938년에 발표된

정적기 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성이다. 남편과 헤어져 지내면서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보내버리게 된 어머니의 지독한 슬픔과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텍스트 곳곳
에 묘사되어 있다. 이 슬픔은 “나와 어머니의 운명은 누가 이렇게 맨드러 놓았는지 몰나. 여자의
운명이란 태초부터 이렇게 고달프기만 했을가. (중략) 그렇다면 그것은 여자에게 자궁이란 달갑지
않은 주머니 한 개가 더 달린 까닭이 아닐가.”(최정희,

정적기 ,

삼천리문학 , 1938, 56쪽)라며

자궁이라

는 신체적 특성과 연계되어 서술되면서 여성이라면 결코 떨칠 수 없는 운명으로써 받아들여지게
된다. 여기에서 모성은 내 의지로 회피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게 된다. 또한 “여
자란 남편을 위하고 자식을 기르는 것이 평생의 낙”이라는 어머니 세대의 발화를 통해서 신체적
특성뿐만이 아니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운명화되어 여성의 삶을 통제하기도 한다.
최정희 작품 속에는 이와 같이 신체 또는 이데올로기에 구속된 운명을 지닌 여성이 다수 등장
하고 개인의 내면이 사회체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표면적으로는 운명을 받아들이거나 순응
하는 형태로 결말을 짓는 경우가 많다.

정적기 또한 이러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운명에

순응하는 서사를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서 논의의 향방을 달리한다. 먼저, 아이의 부재로 인한 괴
로움을 자학적으로 감내하는 작품 속 인물의 모습을 운명에 대한 순응으로 해석하는 경우로 이상
경은 “불합리하고 욕망에 어긋나는 것을 운명이라고 여기고 순응하는 자학적인 자세”를 “최정희
의 ‘여류스러움’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고 “일제 말기 국가총동원의 이 시기에 그대로 가부장적
국가의 권위에 순응하는 길로 나아갔다.”며 여성성을 친일 행적으로 귀결되는 연속적인 요소로
바라보았다.(
또한,

식민지에서의 여성과 민족의 문제 , 실천문학사, 2003, 63・80쪽)

정적기 에 나타난 순응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은 운명을 받아들였다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주목하는 경우로 방민호는 “수난을 자청하고 감내하는 역설적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자기
에게 닥쳐오는 억압과 폭력에 맞서는 주인공의 행동방식을 가리켜 단순한 순응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1930년내 후반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의미 , 현대소설연구, 2006, 76쪽)

이 역

설적이고 자학적인 방법은 여성을 둘러싼 기존 사회체제에 대한 거부의 표현과 함께 등장한다.
텍스트 전반부에서 주인공은 애초에 아이를 보내지 않기 위한 논리를 만반으로 준비한다. 틈새
없이 완벽했던 의지와 계획이 허물어지는 계기는 다름 아닌 “여자란 남편을 위하고 자식을 기르
는 것이 평생의 낙이거든 남편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참아가며 살라는 시어머니의 설교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주인공은 절대 놓지 않을 것 같던 아이를 데려가라고 한다.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
하게 받아들여졌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등장이 아이를 지키려던 모성조차 내려놓게 만든 것이
다. 즉, 아이를 포기하는 행위는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부정이며 전통적 가부장제에 대한 지
독한 거부로 볼 수 있다. 그 행위가 자학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도리어 강한 부정
으로 인한 반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며 반동이 큰 만큼 젠더적으로 독립하고자하는 욕망이 강
하다고 볼 수 있다. 자학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의 아버지를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주
체적인 인간임을 증명하고자하는 치열함의 형태인 것이다. 이 치열함은

정적기 가 작가의 자전

적 작품이라는 점에서 강화된다. 스스로 “그 때의 괴롭고 아픈 나의 생활을 일기로서 쓴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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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히고 있으며

정적기 의 집필 시점이 1937년에 발표된

흉가 와 동일하고 일본에 건너가

영화감독 김유영을 만났던 것이 1930년 무렵이면서 작품 속 아이의 나이가 6살이라 점에서
적기 는 실시간 자기 고백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최정희,

문학적 자서

정

젊은 날의 증언 , 육민사,

1962. 13쪽)

그 진술이 3년 4개월 만에 일본어판으로 재게재되었다. 일정 기간이 지나 일기형식에 변형이
가해졌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집필 당시의 진술에 자의적 변경 또는 내적 검열이 가해졌을 가
능성이 존재한다. 1938년에 발표된

정적기 와 1941년

문화조선 에 실린 일본어판

정적기 을

비교해보면 서사구조와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결말의 향방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일본어판이 게재된 시점이 1941년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작가의 내적 심리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어판이 재게재된 1941년 5월은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학교에서 조선어가 제
외된 이후 1940년 창시개명마저 시행되면서 언어적 식민주의가 강요되고 내선일체의 철저한 시행
이 강제되던 시기였다. 문학계에서는 같은 해 11월에

국민문학 이 창간되면서 조선문단의 완전

한 일어화로 시국이 기울어가며 문학자들의 일본어 글쓰기에 대한 내적 갈등이 증폭했을 때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어로 기존 작품을 재게재한 최정희의 행위는 실제 텍스트 내용을 떠나
서 체제 협력으로 기우는 시대 흐름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1940년 8월 발간된

모던일본과 조선 에서도 작가는 “그리운 사람의 귀가를 기다리는 기분으

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일본 작가들을 향해 조선에 대한 애정과 이해, 변화를 갈구
하는 편지 형식의 글을 일본어로 게재하고 있다.

친애하는 내지의 작가에게 라는 제목의 이 글

이 실린 ‘내선문답’ 항목에는 ‘국민 재편성’과 ‘지도적 위치에 있는 귀하들’과 같은 표현을 쓴 송
금선, 김기진의 글도 함께 실리면서 내선일체에 담긴 위계적 차별도 고스라니 드러나고 있다. 당
시에는 아직 시국영합적인 내용이 작품 속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선문인협회 발기인
인 남편 김동환을 비롯해서 실생활에서는 이미 내선일체 이념의 내면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짐
작할 수 있다.
정적기 의 두 이본(異本)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상기의 인용문이 각각 서로의 판본에
없다는 점이다.

삼천리문학 판의 인용문에서 황수남은 주인공의 의지를 “흐느끼고 연약하고 의

존적인 여성에서 탈피하여 뼈를 깎는 생존을 위해 주체적인 여성으로 비약하는 역동적인 힘”이라
고 언급하였다.(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구원’의 양상–흉가 정적기를 중심으로 , 한국문학논총제27집, 2000, 336쪽)

불

합리한 기성체제에 대한 거부와 자기 존중을 위해 자학과 고독을 견뎌내리만큼 강한 의지를 지닌
모습으로 묘사되었던 주체적인 인물상이 일본어판에서는 삭제된 것이다. 그리고 하염없이 우는
것으로는 운명의 슬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이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이 추가된다. 전자
에서 자학과도 같은 죽음 앞에서조차 버티겠다던 주인공이 후자에서는 아이가 아프고 어머니를
찾는다는 소식에 바로 의지를 꺾는다. 두 이본을 교차해서 살펴보면 결말부분의 차이는 더욱 이
질적이다. 이전까지의 최정희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운명에 순응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반성하거
나 포기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편지라는 통보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젠더적 독
립을 포기하는 듯한 어감을 보인다. 이러한 전작과의 이질감은 문화조선 의 편집후기를 보면 작
품의 의도가 어디로 향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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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는 작품 속에서 인생모정의 애련함을 발견했고 그것을 이유로 반도의 문화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국가정책을 따라 제국주의에 경도되어있는 발행자의 입장에서 높게 평가하는 모
정이란 다름 아닌 조선인 징병을 지지하고 천황의 군인을 양성하는 군국의 어머니로서의 모성일
것이다. 작품이 재게재 된 해 12월에 최정희는 조선임전보국단 주체 강연회에서 ‘군국의 모성’을
주장하고 이후 작가는 친일 작품을 잇달아 발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후의 행보와 연계되었을
때 편집후기에서 강조한 모성 찬양은 군국의 어머니를 원하는 시국의 바램이며 이를 의식한 작가
의 신체제의 내면화된 의도로 해설될 수 있다. 최정희의 민족적 경계 변화가 일본어판

정적기

에서 내면화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시각으로 보면 “죽엄이 나를
차저드는 날까지 이 수난을 받으리라”는 자세에서 아이의 병환 소식을 듣고 가부장제의 틀로 복
귀하려는 듯한 서사 구조는 기존 전통적 가족체제의 거부를 통해서는 운명의 슬픔을 극복하지 못
하고 아픈 아이를 향한 모성의 회복을 통해서 또 다른 가부장제인 천황제 가족국가를 향한 황민
화를 선택하고자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3. 꽃 의 일상성을 통한 경계 이동
1941년까지 작품 속에 시국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작가가 1942년에 들어서
자마자 전쟁협력적인 작품을 줄지어 발표한다. 내면화 되어 있던 총력전을 향한 신체제로의 경계
이동이 태평양 전쟁 발발과 함께 수면위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본장에서 살펴보고자하는 꽃
은 동일한 경향의 작품들 틈새에서 같은 해 5월에 게재된 수필 형식의 글이다. 텍스트 어디에도
전쟁 담론과 관련된 언급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꽃이 소재이자 주제이며 병문안과 이사라는 지
극히 일상적이고 사적인 일화가 등장한다.
그러나 꽃 은 <문화조선> 4권 3호의 ‘전하수상(戰下隨想)’ 항목에 속해있다. <문화조선>이 조
선관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1권부터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글들이 ‘수상’이라는 항목에 게
재되어 왔는데 전쟁 발발 직후인 1942년 1월에 발행된 4권 1호부터는 조선의 계절과 향토에 관
련된 글 대신 ‘전하수상’으로 대체된 항목 아래 전쟁을 소재로 하는 글들이 수록되었다. 4권 3호
의 경우는 총 3편이 동일 항목에 게재되었는데

꽃 을 제외한 <‘신’수로 녹화되어라(‘信’樹を以

て緑化せよ)> <아이와 지도(子供と地圖)> 2편은 모두 대동아전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일제의 식
민사업과 전쟁야욕을 돋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3호 이외의 다른 ‘전하수상’ 글 또한 마찬
가지이다. 항목명에서부터 의도가 드러나는 만큼 작가는 게재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편집자의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텍스트 상에 전쟁과 관련된 소재가 직접적으
로 등장하지 않았다하여도 은유 또는 상징을 통해서 전쟁 담론이 형상화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텍스트 첫 문단에 묘사된 꽃은 단 한 송이만으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원고를 훌륭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 동시에 친구는 꽃을 사는 행위가 ‘나’의 형편에 맞지 않
는다 하여 사치이고 건방지다고 비판하는데 이것은 최정희의 다른 글에서 묘사되는 꽃의 이미지
와 크게 다르다.

정적기 에서 꽃은 산에서 옮겨져서 마당에서 다시 꽃을 피우고 “아모도 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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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띄였다 혼자 지는 가련한 꽃”으로 홀로 꿋꿋하게 생을 이어나가는 굳센 모습과 애틋하고 가
련한 이미지를 동시에 지닌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까지 책임지던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꽃이 흉가 가 발표되면서 주인집의 횡포로 마구
뽑히고 던져져 시들어버린 부분에서는 실제 사건이었던 만큼 작가 자신의 처량한 신세가 동시에
연상된다. 작가가 꽃밭을 가꾸는 모습은 해방 이후의 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여전히 값
나가는 꽃은 없으며 모두 지인에게 모종을 얻어다 심고 정성을 다해 키우며 그 과정에서 지인들
과 정을 느끼고 즐거워한다. 산에서 옮겨오거나 남에게 얻어 심은 꽃은 꽃 에서 언급한 사치와
는 거리가 멀며 마치 자식을 키우듯이 정성을 들이는 모습에서는 꽃이 보호해야할 대상이며 돌봄
의 행위 자체가 소박하지만 큰 즐거움인 것을 알 수 있다.
사, 1962, 54 57쪽/

( 꽃을 기르는 마음 ,

젊은 날의 증언 , 육민

우리집 정원 , 옆의 책, 53쪽)

반면 특별한 능력을 지닌 꽃 에서의 꽃은 올려다보는 대상이며 병도 낳게 해주기에 병문안에
는 그 이상의 선물이 없다고 칭송된다. 아침에는 아침하늘과 같이 청명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빛에 눈부셔하며 자신의 향기를 강열하게 자랑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앞으로 다가
올 어두운 밤에 탄식을 내쉬는 모습으로 의인화되고 미화되어 있다. 단순한 꽃에 대한 애정으로
보기에는 다른 작품에서 묘사된 모습과 크게 이질적이다. 더 나아가 탄식하는 모습은 흉하기는커
녕 “고통을 악문채로 미소를 띠고 있는 순교자의 눈과 같이 빛나던 것을 기억”한다며 꽃의 의인
화를 넘어서서 신격화로 나아간다.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자신도 반드시 꽃을
들고 병문안을 가겠다고 결심’했기에 병이 나을 것이라는 부분은 마음가짐과 태도가 강조되는 파
시즘의 정신주의가 연상되는 대목이다. 쉬지 않고 거론된 꽃의 긍정적 면모 가운데 유일하게 부
정적 감정이 묘사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어두운 밤”을 향해 고통을 참고 탄식한다는 순교자의
모습이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도덕적 가치의 최고점을 찍는 존재로써 1942년에 쓰인 다른
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파시즘적 천황의 존재를 떠올릴 수 있다. 태평양 전쟁이 막 전
개된 시점이기에 “앞으로 다가올 어두운 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리키고 “병에 걸
렸을 때는 더욱 꽃의 아름다움, 꽃의 고마움”을 알게 된다며 병조차 낫게 하는 꽃으로 비유되는
천황제 파시즘을 이 글 또한 선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텍스트 전반부에서 병문안이라는 일상을 통해 꽃이 서술되었다면 후반부에서는 이사를 둘러싼
어머니와의 일화를 통해서 꽃을 드러낸다. 이사를 준비하며 발생하는 장독대와 꽃밭의 충돌은 과
거 전통에 집착하는 앞 세대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다음 세대의 대립을 연상시킨다. 승부는
후자로 쉽게 넘어가는데 그 경계점이 자기 집을 결국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의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부모세대와 식민지가 되어버린 나라에서 살아가야하는 후세대의 충돌로 확장된다. 눈여겨
볼 것은 어머니가 전통의 상징과도 같은 장독대를 셋집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 “몇 그루의 소나무와 진달래와 튤립”을 심을 수 있는 공간에라도 놓고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이라는 이유로 전통적인 생활 풍습이자 정체성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부분은 전쟁협력의
방향으로 경계를 넘어간 작가의 시각을 보여주는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내’가 셋집이 마음에 든 것은 집이 세련되어서가 아닌 몇 그루의 나무와 꽃이 있기 때
문이다. 앞서서 서술한 정적기 의 일본어판에서 아픈 아이를 향한 모성을 통해서 또 다른 가부
장제인 천황제 가족국가를 선택하고자했던 의식이 확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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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에서는 셋집에 꽃을 심고 이에

만족하는 행위는 황민화를 통해서 여성이 “식민지 조선 남성의 무너진 ‘家’를 대신해서 관리, 운
영할 수 있는 주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신영희,
최정희의 1940 1945년 작품을 매개로

식민지 조선에셔의 징병제와 ‘군국모성’

대동문화연구 제59집, 424쪽)

‘나’는 텍스트에서 꽃으로 상징되는 천황제 파시즘의 신격화된 능력을 선전하면서 동시에 ‘남의
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본래의 집을 잃어버린 서러움에 대한 공감이면서
동시에 꽃과 함께하는 차선책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회유이다. 다른 전쟁협력 작품들과 달리 전쟁
에 관련된 단어를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친근하고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
로 전쟁동원 논리를 설파하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4. 나가며
1941년

정적기

일본어판을 통해서 나타난 새로운 가부장제로의 진입과 그 내면화는 기존의

‘아버지’로 상징되던 사회체제가 천황제 파시즘이라는 총력전을 향한 전쟁협력 체제로 대체되는
것이며 작가의 민족적 경계의 변화는 1942년 여러 글에서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나타난다. 그러
나

꽃 에서는 작가가 평소 애정을 보이던 꽃과는 다른 존재로써 꽃이 지닌 일상성과 순수함의

이미지는 표면에 내세우면서 신격화를 통해서 신체제의 특별함을 강조한다. 언뜻 소박하고 수수
한 수필형태의 글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정치주의 소설로 볼 수 있는 회유와 선동이 담겨있다.
그리고 집을 잃은 자로써 차선택을 해야만 하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 국가를 잃은
것과 전통적 가족형태에서 벗어난 삶을 살던 작가의 개인사가 맞물려서 기존 가부장제의 아버지
와 천황제 파시즘의 ‘아버지’ 자리가 대체되는 전쟁협력으로의 변화가 더욱 용이했을 것이다. 본
인의 작품군에서 다양한 형태의 여성성을 통해서 전쟁협력의 논리를 뒷받침하면서 그 근본에는
차선택을 하고 대체재를 세우는 합리화의 심리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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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民詩歌 から見る日帝末期朝鮮的表現
根来由紀 (誠信女大)

1. 序論
雑誌 国民詩歌 は1941年9月から朝鮮半島で刊行された詩歌総合雑誌である。発行元である国
民詩歌連盟は、のちに朝鮮文人協会、朝鮮川柳協会、朝鮮俳句作家協会と合併し朝鮮文人報国会
となる当時の朝鮮半島における詩歌の中心団体であった1)。また、崔賢植は国民詩歌連盟の中心
が「朝鮮総督府の管理者や教師として奉職し、日本の短歌と朝鮮の民謡(特に研究)に精通してい
る」2)人物らによって占められており、彼らによって作り上げられた 国民詩歌 について「「国民総
力朝鮮連盟」の理念と思想を美学化して構造化するための道具的言語装置だといえる」3)と述べて
いる。 つまり総督府の政策を伝える手段として詩歌を使用する場として 国民詩歌 は作られた
が、同時に「半島人」や「北鮮」などの朝鮮を指す言葉が詩句として残されている。本発表は、まず
朝鮮における詩作について 国民詩歌 の評論を中心に確認した上で朝鮮的な表現が使われてい
る作品を読むことで、それらの表現がどのように使われていたのかを考察するものである。

2. 本論
これまで 国民詩歌 は1941年9月、10月、12月、1942年3月,8月、11月号の6冊が見つかっており、
韓国語訳を付けて復刻されている4)。本論では以上6冊に掲載された詩作品の中でも柳虔次郎の
「半島人のことば」や金圻洙の「初秋賦」などの「半島人」や「チョゴリ」という言葉が用いられてい
る詩を扱うものとする。
当時の詩壇における詩作については、評論「指導性詩歌に就いて」や「半島詩歌壇の確立」などか
ら5)、朝鮮という「外地」における大日本帝国「国民」のための文学が模索されていたことが確認で
きる。たとえば日高一雄は「指導性詩歌に就いて」で 国民詩歌 の使命は「半島二千四百万人の心
の糧として半島の土に芽ざす詩を歌を高唱し一般人の思想善導と烈々さる愛国心の熱情によつ
て士気を鼓吹し溌剌たる生気を吹き込まねばならぬ」6)と書き、さらにそれらの作品が「内地」へ影
1) 엄인경(2015) 문학잡지 國民詩歌 와 한반도의 일본어 시가 문학 , 역락, pp.153 164.
2) 引用者試訳。外国語文献に関しては以下同。최현식(2013) 「일제 말 시 잡지 國民詩歌 의 위상과 가치 (1) 잡지의 체제
와 성격, 그리고 출판 이데올로그들 」 사이間SAI 1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p.518.
3) 최현식(2013) 前掲論文, p.518.
4) 復刻版 國民詩歌 全6巻、2015年に역락より出版。
5) 日高一雄「指導性詩歌に就いて」、美島梨雨「半島詩歌壇の確立」 国民詩歌 1941年10月号、それぞれpp. 36 42、pp. 62 63.
6) 日高一雄「指導性詩歌に就いて」、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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響を与え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と述べている。このような指導性については平沼文甫7)も「現代詩
の問題−− 詩の大衆性 について−−」 8)で「 指導的大衆性」の 必要性を 説いている。 以上のことから
も、 国民詩歌 における詩歌に求められていたものは読者という「大衆」へ「国民」としての自覚を
促すための訴求力を持ったプロパガンダ的作品であったことは明らかである。
また、その上で「外地」としての朝鮮の文化や文学は「日本の国民文化として新しく構成し直さ
れ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た9)。特にハングルの使用について、道久良は内地の詩人からハングル
の詩を入れたらどうかという意見が来たことに対し「これらの人達の感情的な考へかたと、朝鮮
に於ける文化の方向といふものは案外対蹠的な場合さへある」と警告している10)。
このように朝鮮語による作品を受け入れない一方で、6冊の中にも少ないものの「チマ」や「チョ
ゴリ」「オモニー」などの朝鮮語の単語がカタカナ表記で使われている作品は散見される。これら
の作品や表現はどう位置づけられるのかを考えたい。

3. 結論
また、 国民詩歌 を発行した国民詩歌発行所からは1943年11月に朝鮮半島最後の日本語詩歌集
である 朝鮮詩歌集 が出版されている。これは朝鮮半島における学徒出陣を鼓舞する目的で編纂
されたものであり11)、 国民詩歌 に掲載された作品も多数収録されているが、ここでも「半島の
少年 」 や 「 カシナ 」、「 東方礼儀之国 」 といった 朝鮮的題材 が 用 いられている 作品 が 収 められてい
る。さらにそれらの表現を読んでいくと、国策文学としては違和感の残る表現が見受けられる。
1941年から1942年にかけての 国民詩歌 における朝鮮的表現を位置付けしていくことで、1943年
に出版された 朝鮮詩歌集 へどう連結していくのかも確認できるものと思われる。

7) 本名は尹斗憲。
8) 平沼文甫「現代詩の問題−−詩の大衆性について−−」 国民詩歌 1942年11月号、pp. 34 38.
9) 田中初夫「朝鮮に於ける文化の在り方」 国民詩歌 1941年9月号、p. 17.
10) 道久良「時評」 国民文化 1941年10月号、p. 48.
11) 「本号には、学徒出陣にあたつて、我々の若き念情としての贈言といふ意味に於いて、各自作品から、それにふさはしいもの
を選出して編集したのである」(末田晃、道久良(1943) 「後記」 朝鮮詩歌集 国民詩歌発行所、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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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전반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의 조선인식 전환과정
―「피압박민족의 문학」과 「사서의 죽음」을 둘러싸고―

廣 瀬陽一 (日本学術振興会特別研究員)

1. 서론
나카노 시게하루가 1970년대에 전개한 조선・(재일)조선인에 관한 논의는 일본과 코리아 연구
자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에 비해 패전 직후부터 50년대 전반의 그의 조선인식은 코리안
연구자들로부터 심하게 비판당한다. 「피압박민족의 문학」( 岩波講座文学3

1954.3)이 그 하나다.

나카노는 여기서 “압박민족의 문학이었던 것이 피압박민족의 문학이 되고 예전에는 압박민족이었
다가 지금은 피압박민족이 된 일본인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 지점에 현재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감달수 현해탄 (1954)의 마지막 문장을 인용해 그는 “지금의 우리 일
본인은 ‘민족의 독립을 거의 상실한 제국주의 치하의 식민지인’ 혹은 그 상태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51년10월에 구로다 수미오(黒田壽男)의원이 미일안보조약과 한일의정
서의 유사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드렸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코리안 연구자들은
패전 이후부터 50년대 전반까지 나카노의 문학텍스트에 나타난 조선・조선인 표상의 차별성을 비
판하거나 나카노가 안보조약 이후의 일본을 식민지시대의 조선과 동일하게 위치시키므로서 식민
지지배에 대한 일본인의 가해책임을 소거한 점을 문제시했다1). 하지만 나카노는 수필「좋은 것이
다」(1952)에서 피차별지역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제를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알고 난 후에
는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알아야 필요가 있으며 상상해야 하는 것이 “예술가의 의무적 대전제”라
고 주장한 바와 같이 그는 구로다의 지적을 계기로 “특히 조선, 중국에서의 일본제국주의 지배방
식“의 역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므로서 “예술가의 의무적 대전제”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그는 코리안 연구자들의 비판과는 반대로 50년대 전반, 조선・조선인에
대한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인식을 전환시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발표에
서는 50년대 전반의 그의 조선인식 전환에 초점을 두고 그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2. ‘압박민족의 문학’으로서의 일본문학과의 결별
「피압박민족의 문학」에서 보여지는 나카노의 주장은 일견 패전을 계기로 일본문학이 압박민족
1) 高榮蘭「文学と八月一五日」( 「戦後」というイデオロギー――歴史／記憶／文化 2010.6, 藤原書店)p.249. 李英哲「中野重治の
8.15朝鮮人「解放」認識に関するノート」( 朝鮮大学校学報 日本語版、2010.12)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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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학에서 피압박민족의 문학으로 전환했다라고 파악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생
각은 패전 후의 일본문학은 여전히 압박민족의 문학에 속한다. 먼저 패전까지 일본인은 일본민족
이 아시아의 중심 민족임을 당연시하는 역사교육을 받은 한편 “특히 조선, 중국에서의 일본제국
주의 지배방식”의 역사를 배우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 그 때문에 메이지 이후의 일본문학을 “과
거의 일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양성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인은
현재 세계 각지에 어떠한 피압박민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역시 정확하
게 모른다. 그러므로 안보조약 체결 후 일본인의 상황에 대하여 세계 각지의 피압박민족과 비교
를 통하여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점을 가질 수 없다. 그 결과 일본인은 조선 등 식민지지배를 경
험한 나라의 사람들과 달리 예속상태에 놓여있다는 자각이 없다. 이러한 무자각의 예로 1948년4
월에 발생한 한신 교육 투쟁에 대해서 아사히 평론 권두문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힌 불법사건으
로 규탄한2) 것처럼 재일조선인이 표적이 된 사건에 대한 반응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해서 메이지 이후의 일본문학은 압박민족의 문학이었다라고 보는 인식은 많은 일본인에
게 있어서 결코 자명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른바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일본의 근대・현대문
학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겨우 획득할 수 있는 실감이다. 그리고 나카노에게 있어
이 실감을 얻기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다름아닌 구로다의 지적이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
면, 구로다는 이 지적을 1951년 10월 19일에 열린 평화조약 및 미일안전보장조약 특별의원회에서
했다. 안보조약 체결을 추진하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수상에게 구로다는 이 조약은 “안전보장조
약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국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질문한 후 “한일보호조약
〔＝한일의정서〕의 예와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예가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말했다3). 구로다는 “세개
의 조약 성립과정을 거치며 일본자본주의 침략의 수중에 빠져 결국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버
린” 과거 조선의 역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일본이 답습하고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한 언급이었다.
나카노는 구로다의 지적에서 안보조약이 체결되면 일본의 대미종속이 고정화되고 국가 자립의 길
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다가올 미래가 식민지 사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느낀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일본인은 여전히 자신들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없
다. 일본의 문학자들도 “생활 투쟁과 멀어진 곳에서 ‘문단(文壇)’ 혹은 ‘문학의 세계’”를 형성함으
로서 일본인의 자각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자의 문학은 “제국주의적 식민지 근성의 변종”
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피압박민족의 문학’은 “모든 식민지에서, 모든 피압박민족의 곳에서”,
“그곳의 민족해방 문제와 직접 결부되어 일어나”는 것이고 민족이나 생활을 해방하는 투쟁을 적
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로 인해 압박민족의 문학에는 변질되지 않는다. 나카노는 여기에서
‘피압박민족의 문학’으로 불릴 만한 문학을 메이지 이후의 일본문학과 대치시켜 후자를 스스로
제국주의 침략에 나아간 과거 일본인의 모습이 투영된 압박민족의 문학으로 파악했다. 이 점에서
그는 일본의 근현대문학이 총체적으로 식민지지배의 산물이며, 일본의 문학자가 총체적으로 식민
지지배의 가해책임을 가져야 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본문학이 지향해야 하는 목
표가 떠오른다. 그것은 “식민지 상태, 피압박민족의 사정에 대한 모든 이그조티즘”, 즉 식민지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통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종주국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멸시관의 폐기다. 그의
2) 無署名「非理を通さず」( 朝日評論 1948.6)p.3.
3) 「第12回国会 平和条約及び日米安全保障条約特別委員会会議録第四号」(1951.10.19)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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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으로는 비키니 사건으로 피폭한 일본인 어부를 둘러싸고 미일정부의 정치적 야합 등을 통해
서 “피압박민족의 슬픔, 분노, 고통”이 “일본인민의 민족적 고통”으로 내면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일본인은 지금까지의 일본문학을 압박민족의 문학, 앞으로의
일본문학을 피압박민족의 문학이라는 인식을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피압박민족의 문학」에서 나카노가 안보조약과 한일의정서를 동질의 조약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안보조약 체결 후의 일본을 식민지시대의 조선과 동일 선상
에 위치시키므로서 식민지지배에 대한 일본인의 가해책임을 소거하고 있다는 비판은 오독이라 할
수 있다. 즉「피압박민족의 문학」은 일본인이 식민지지배에 대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가해책임을 가질 수 없는 요인을 메이지 이후 일본문학의 총체를 ‘압박민족의 문학’
으로 파악하는 시점에서 탐구하고 앞으로의 일본문학이 올바르게 ‘피압박민족의 문학’으로 재탄
생하는 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카노는 자신의 문학을 ‘피압박민족의 문학’으로 전환
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학활동을 전개했을까?

3. ‘피압박민족의 문학’의 시도――「사서의 죽음」을 둘러써고
일본의 패전 후 공산당지도자 등 많은 ‘정치범’이 GHQ 덕분에 풀려났다. 당지도자들은 감사를
표명하고 ‘GHQ점령하 평화혁명’을 기본방침으로 내세웠다. 나카노도 패전을 “주어진 해방”으로
파악하고 일본인이 주체적으로 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어진 해방”을
주체적으로 재획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서의 일본인이 ‘가해자’로서의 일본인의 전쟁책임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나카노는 군벌・군국주의를 추진한 일본
국가의 지도자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동원당한 일반대중, 특히 병사와 엄격히 구별을 해야 하며
후자를 전쟁의 ‘피해자’로 파악하고 그들이야 말로 “군벌・군국주의에 대하여 전쟁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주축’ 그 자체”4)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이분법은 일본근대문학사에 대한 이 시기의 그
의 시점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그는 「일본문학사의 문제」(1946년 무렵)에서 지금
까지의 일본문학사, “특히 태평양전쟁중에 쏟아진 무수히 잘못된 문학사를 근본적으로 파각(破却)
하여 천년을 이어 온 일본문학사의 올바르고 명확한 재정리”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민주주의문학운동을 국가권력에 봉사하는 문학과 대치되는, 저항과 혁명의 문학계보에
위치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안보조약이 체결되기 직전 무렵부터 프롤레타리아문학운동의 한
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다. “우리의 존경하는 선배들은 일본인민의 생활의 실질적 근대화를 위
해 지불된 여러 능력과 희생을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과제와 결부시키는 것에 충분히 성공했
다고 할 수 없다”(「제2

문학계 ・ 일본낭만파 등에 대해서」 1952). 프롤레타리아문학운동의 유

산을 비판적으로 계승한다는 과제는 신일본문학회를 비롯해서 좌파계열의 문학자가 패전 직후부
터 적극적・비판적으로 추구해온 것이기에 이 점에 있어 나카노의 발언은 그다지 이상한 것이 아
니다. 하지만 안보조약이 체결되는 바로 그 시기에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취약성’에 대한 시좌가
부상한 점, 그리고 2년후에 「피압박민족의 문학」을 썼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결코 우연이라고는
4) 竹内栄美子 戦後日本、中野重治という良心 (2009.10, 平凡社新書)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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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이러한 근저에는 “예술가의 의무적 대전제”에 충실하라고 하는 윤리적 요청이 있다.
바로 이 자세가 문학자를 ‘피압박민족의 문학’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면 나카노는 어떻게 이 자
세를 실천했을까? 이 의문을 고찰하기 위해 주목하고자 하는 중요한 문학텍스트 중의 하나가 다
카기 다케오(高木武夫)라는 도서관 사서를 둘러싼 단편소설 「사서의 죽음(司書の死)」( 新日本文
学 1954.8)이다.
다카기는 이야기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나’와 고교・대학 동창이었다. 졸업한 후 도서관 관련
일을 했다가 GHQ점령기에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어느 날, ‘나’는 아는 대학생의 재판을 방청
하러 갔다가, 다카기의 삼촌에게서 그의 죽음의 전모를 들었다. GHQ점령아래 “일본의 국회도서
관은 미국정부의 조사망・선전망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미국으로 도서관관계
자가 초빙되어 다카기도 가게 되었다. 혼자 도미한 그는 반년 정도만에 일을 끝냈다. 1950년5월
말이 되었다. 이 무렵 미국은 군인이나 정부 관계자를 제외하고 비행기나 배의 티켓 발급을 제한
하기 시작했다. 다카기는 어찌된 영문인지 귀국을 서둘러 가까스로 화물선을 탈 수 있었다. 출항
해서 꽤 시간이 흐른 뒤 탄 배가 군용화물선이란 것이 승객들에게 알려졌다. 하와이를 지나 요코
하마 항구에 가까워질 무렵 다카기는 갑자기 발병했다. 그는 충수염을 의심했지만 군의관은 폐렴
으로 진단했다.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았으므로 다카기가 재차 진단해 줄 것을 호소하여 군의
관은 충수염이라 진단한 후 수술을 했다. 쇠약한 다카기는 가족에게 요코하마 항구까지 마중을
부탁하는 무전을 요청했지만 배의 현위치와 도착 예정시간은 군사기밀이라며 거절당했다. 겨우
요코하마 항구에 도착해 모든 짐이 내려진 후 다카기의 도착이 가족에게 전해지는 한편 그는 병
원으로 이송되지만 사망한다. 외국관련의 관청에 불려간 그의 아내는 남편 죽음의 애도와 함께
“죽음의 전후에 관해서는 함구...”할 것을 요구당한다. 6월 25일이었다. 그 직후 그녀는 한반도에
서 전쟁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귀국과 가족에게 통보가 늦었던 점, 그리고 남편의
죽음에 대한 함구령 등이 한반도전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짐작했다. 왜냐하면 “일반 화물선
을 군용선으로 지정해 은밀하고 서둘러 일본에 보내야 만 했을 만큼 미국내의 극박한 상황이 다
케오로 하여금 귀국을 서두르게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케오 처럼 선량하고 소극적인 성
격의 사람이 화물선까지 타고서 돌아 오려고 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서의 죽음」에는 패전 직후부터 「피압박민족의 문학」에 이르기까지 나카노가 전개해
온 전쟁책임이나 전후책임, 근대조일관계사, 안보조약에서 고정화되는 일본의 대미종속 등의 요소
가 응집해 있다. 특히 한국전쟁참전에 관한 기밀정보를 보지하려고 하는 미군의 행동이 다카기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미국제국주의하에서 일본인의 삶이 경시되고 있는 것과 한국전쟁이
일본인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으로 「사서의 죽음」은 구로다의 지적을
중요한 계기로 나카노가 어떻게 조선인식을 전환하는 문학활동을 해 왔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최
초기의 중요한 문학텍스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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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나카노 시게하루가 1970년대에 발표한 조선문제에 관한 평론은 일본과 코리안 연구자에게 높
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 인식에 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다. 이
에 대해 본발표는 나카노의 조선에 대한 인식전환의 기점이 50년대 전반부터 시작되었음을 「피압
박민족의 문학」의 독해를 통해서 밝히고자 했다. 먼저 「피압박민족의 문학」에 대한 비판 중 식민
지지배에 대한 일본인의 가해책임을 소거했다라고 하는 독해가 오독인 것을 논증했다. 또한 구로
다의 지적이 나카노의 조선인식을 변화시키는 큰 계기로 작동한 것을 밝혔다. 더불어 일본문학사
에 대한 시점의 변화를 보인 안보조약 체결 전후가 나카노의 조선인식이 전환하기 시작한 시기적
인 시점이 된 것을 실증했다. 그리고 「사서의 죽음」을 독해해서 나카노가 안보조약 체결 전후부
터 「피압박민족의 문학」에서 제시한 관점으로 문학활동을 전개하려고 시도한 초기의 문학작품로
규정하고 그 중요성을 제시했다.
나카노는 이후에도 일본문학을 ‘피압박민족의 문학’으로 바꾸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
고 이 문학적 투쟁 속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바로 근대한일관계의 역사에 대한 시점이었다.
발표자는 이미 이 투쟁 중에 몇 개의 국면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는데5), 계속적인 고찰을 통해서
그의 조선인식의 변천에 관한 전체상을 밝히고자 한다.
※ 나카노의 문장은 모두

나카노 시게하루 전집 (29권, 1996 98, 筑摩書房)에서 인용했다. 또 본발표는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장려비(과제번호:19J00562)를 활용했다.

5) 廣瀬陽一「中野重治「模型境界標」論――「朝鮮人の転向」をめぐって」( JunCture 2019.3), 「転向問題の分水嶺としての「昭和三
十年代」――吉本隆明と中野重治」( 昭和文学研究 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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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벽 저 멀리(紺碧遥かに)’ 사라지는 귀환자의 ‘조선’
―경성제국대학 동창회의 창립 기념집 3편을 중심으로―

金 旭 (翰林大)

1. 서론
본 연구는 경성제국대학예과동창회사무국(京城帝国大学予科同窓会事務局)에서 발간한 창립 기
념지와 기념호를 중심으로 경성제대 출신 일본인 귀환자1)의 ‘조선’ 회고와 한국 인식에 대한 용
례를 추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와 생도들은 1949년 청
구구락부(青丘倶楽部)를 결성하여

청구(靑丘) (1950~1954)와

감벽(紺碧) (1954~2006)이라는 동

창회보를 지속적으로 발간해왔는데, 이를 집대성하고 경성제대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것이 바로 감벽 저 멀리(紺碧遙かに) (1974)2)이다. 여기에는 일본인 교수와 졸업생뿐 아니라 유
진오(俞鎭午)를 비롯한 한국인 출신자의 기고문도 확인할 수 있다. 상당한 두께를 자랑하는 이
기념집은 당시 축적된 회보 발간의 경험과 문헌 그리고 경성제대 재학 중 형성된 다양한 원체험
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1970년대 재조귀환자의 당대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감벽 저 멀리 와 관련하여 정선이(2008)3)와 정준영(2013)4)의 연구가 있는데, 먼저 정선이

의 연구는 동창회에서 발간한 창립 50주년 기념지인 감벽 저 멀리(紺碧遥かに) 를 해제 형식으
로 개괄한 글이다. 기념지 내의 글 안에서도 좌담회를 비중 있게 다루며 ‘내선일체’ 사상에 대한
1970년대 당시의 일본인 귀환자들의 소회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정준영은 경성제대 출신 일본인
의 전후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동창회의 결성과 ‘귀환자’ 정체성의 형성에 대해 다루며, 뿔뿔
이 흩어진 경성제대 출신자들의 규합 과정과 공동체 집단 형성 및 전후의 성격이 어떠하였는지를
규명하였다. 이처럼 이들 논문은 동창회지 혹은 동창회 기념지를 중심으로 식민지 교육기관의 특
성이나 귀환자 지식인들의 정체성과 활동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되었는데, 이들 잡지의 서지
사항 분석이나 텍스트에 드러난 자기 정체성 및 한국인 동창에 관련된 담론은 구체적으로 다루어
지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자료로 창립 70주년 기념호(1995)5)
와

창립 80주년 기념호 (2005)6)가 존재하는데, 동창회 회보와 구분되는 상당한 볼륨을 담고 있

기에 이 또한 발표에서 다루고자 한다.
1) 일본에서는 보통 ‘인양자(引揚者)’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여기서는 ‘패전 후 귀환한 조선 거주 일본인’을 통칭하여 ‘일본인
귀환자’로 정의한다.
2) 京城帝国大学同窓会、 紺碧遥かに , 1974, 1 782면.
3)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창립 50주년 기념지 紺碧遥かに 식민지 조선의 제국대학 일본인 교수, 일본인 학생들의 관점 ｣,
한국교육사학 제30권 1호, 한국교육사학회, 2008, 151 159면.
4) 정준영,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의 귀환과 전후 일본사회｣, 사회와 역사 제99집, 한국사회사학회, 2013, 75 119면.
5) 京城帝国大学同窓会、 紺碧遥かに , 1995, 1 56면.
6) 京城帝国大学同窓会、 紺碧遥かに , 2005, 1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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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 기념지를 중심으로 ‘내선공학(內鮮共學)’이라는 특수한 학지(學知) 공간에서 공존
하던 조선・일본의 소위 엘리트 청년들이, 그들의 태어난 고향과 잃어버린 모교를 어떻게 표상하
고 있는지 게재문의 비교・분석을 통해 추적해보도록 하겠다. 경성제대 출신자들은 전후 일본 사
회에서 식민지 고등교육기관 출신이라는 권위를 통해 ‘식민지 조선’이자 현 모교의 소재지인 ‘한
국’에 대한 주요 발언권을 획득하였고, 동창회보 및 각종 기고문을 통해 이를 발신하고 있는 바,
본 연구 작업을 통해 전후 경성제대 출신 일본인들의 회고와 인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변화하였는지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2. 50주년 기념지 감벽 저 멀리 와 직조된 망향의 기억들
구 경성제국대학 및 그 예과 출신 일본인들의 연대의식은 크게 두 가지에서 기인하는데, 하나
는 구 식민지에 거주했던 ‘외지’ 일본인(재조일본인)으로서의 의식을 바탕으로 하며, 다른 하나는
당대 제국 일본의 엘리트 양성기관이었던 구제고등학교(제국대학 예과 포함) 및 제국대학의 구성
원이었다는 엘리트 의식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식민지기에는 ‘조선’의 엘리트들이라
자부하였고 ‘조선’의 엘리트 청년들과 아카데미즘 의식을 통한 교감을 나누었다. 식민지 최고의
고등교육기관 출신이라는 신분적 권위와 조선인과의 연결고리를 토대로 전후 일본에 귀환하여 다
른 누구보다 ‘지한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전부터 ‘교우’로써 경
성제대 동창생 한국인들과 교류하며 동창회지에 관련 담론을 전개해왔던 경성제대 출신 일본인이
라는 점은, 1974년에 발간된 감벽 저 멀리 게재문의 면면7)에서 파악되고 있다.
감벽 저 멀리 라는 기념지의 이름은 경성제대 예과 교가인 ｢감벽 저 멀리(紺碧遥かに)｣에서
인용한 것이고, ‘감벽’은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의 하늘을 수사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에
서 유래한다. 윤대석(2010)은 경성제대 예과 교가인 ｢감벽 저 멀리｣에서 표상되는 ‘감벽’을 두고
“자연으로 표상된 식민지를 정복하고 개척하려는 심성이 포함된 것”이며, “한 지역을 원주민의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자연으로 파악할 때 거기서 정복과 개발이라는 근대적 지배 욕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따라서 “원주민이었던 조선인 학생들은 그러한 심성이 표현된 노래를 받아들일 수 없
었”8)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식민지’의 ‘제국’ 대학이라는 학제 공간의 식민자 피식민자 구조 속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러한
‘심상’이 작용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제국 일본의 패전 이후 식민자 입장에 있었던
재조일본인들이 여지없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면서, 그들의 입장은 ‘일본인’ 안에서도 ‘본토’ 출
신이 아닌 ‘외지’ 출신으로 격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출신 일본인 귀환자가 느꼈을 아이덴
티티의 불안정성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만의 구심점을 찾도록 하였고, 경성제대 출신 일본인 귀
환자들에게는 그것이 식민지기 조선 유일의 관립 고등교육기관 출신이라는 엘리트 의식을 중심으
로 한 ‘학제 공동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벽’이 가진 표상은 더 이상 ‘정복’이나 ‘개척대상’
으로서의 자연이 아니게 된다.
7) 목차의 해제에 대해서는 정선이, 앞의 논문, 153 155면 참조.
8) 윤대석, ｢경성제국대학의 식민주의와 조선인 작가 ‘감벽’의 심성과 문학｣, 우리말글 49호, 우리말글학회, 2010, 283 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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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벽 저 멀리 를 관통하는 주제에서 엿볼 수 있듯이, 감벽색 하늘에 대한 식민자의 기억이 망
향(望鄕)의 기억으로 전환되는 순간, 조선에 대한 기억은 “반드시 그렇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에도 “상쾌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정화”되어 버린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기의 기억들은 점
점 “기쁨도 슬픔도 모두” 열화하여 “과거의 추억”이 되고 ‘감벽’의 색은 조선의 ‘정복’이나 ‘개척
대상’으로서의 자연에서 분리되어, “청량리의 한 편”에 있는 “고향”이나 인류 보편적인 상징으로
서의 “꿈꿀 수 있는 힘을 잃지 않는 눈”으로 표상된다.9)

3. 70・80주년 기념호에 나타난 경성제대 동창회의 운명
3.1 창립70주년기념호
창립70주년기념호 의 서두에서 당시 동창회 회장 사카이 히데마사(坂井秀正)는 ｢항상 건강하
게 모이자(いつまでも元気で集まろう)」에서 “동창생 중 대부분은 각지의 전장에 참여하게 되어,
그 중에는 전장의 이슬로 사라진 자도 있습니다. 또한 경성 및 그 밖의 지역에 정주하였던 많은
동창들은 긴 세월 동안 정든 거주지를 떠나 일본 ‘내지’에 인양되는 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5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 그동안 필사적으로 생활 재건과 싸운 결과, 동창생들은 훌륭히
일어서, 오늘 이렇게 성대한 70주년 총회를 개최하고, 기념호를 발행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제1회 졸업생은 이미 90세, 가장 젊은 종전 시의 졸업생조차도
70세에 달하는 등, 동창생들도 급속히 노령화하고 있습니다”라며 여지없이 감소하고 있는 회원
수를 걱정하고 있다.10) 또한 이토 고헤이(伊藤公平) 는 “이 특집호는 쇼화 초기에서 종전을 거쳐
현대까지 이르는 의미 있는 시기의 역사를 가르쳐준다”며 “이 특집호가 우리들의 재학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살아 온 세대의 걸음걸이를 논한 귀중
하고 자랑스러운 유물로써 후세에 남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70주년 기념호 편집을
담당한 히라노 하루오(平野春雄) 같은 경우에는 “삼가 원고 및 귀중한 사진 자료를 보내주신 전
국 그리고 한국의 동창 각위”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남기고 있는데, 70주년 기념호의 특징 중 하
나는, 유진오와 강성태가 한국에서 쓴 글을 번역 인용하여 실은

감벽 저 멀리 와 달리 이흥배,

김영택, 민건식과 같은 경성제대 출신 한국인 동창도 직접 기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
의 배경에는 1974년과 1995년의 시간적 낙차와 동창회원 구성의 변화가 주요 요인을 차지하고
있었다.

3.2 창립80주년기념호
창립80주년기념호 의 권두언에는 “창립75주년 기념제는 헤이세이11년(1999년) 6월에 개최되었
는데, 그 당시 기부금 모집 안내장에는 ‘80주년 기념행사를 여는 것은 곤란함이 예상된다’라고 적

9) 田中梅吉, ｢紺碧の心｣, 紺碧 第五号(1955), 1면.
10) 坂井秀正, ｢いつまでも元気で集まろう｣, 創立七十周年記念號 , 199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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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기념행사는 지극히 성대하게 개최되어, 기념호가 이렇게 간행되
기에 이른 것은, 동창회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증거이니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11)라고 적혀 있
다. 하지만 이러한 글이 무색하게도, 동창회 회보는 이 기념호가 발간된 이듬해인 2006년 9월,
149호를 마지막으로 그 편집후기에는 “오랜 기간 동안 감벽 에 기고를 해주신 각위 여러분들에
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12)는 말과 함께 끝을 맺고 있다. 전후 변화한 ‘감벽’의 표상을 통해 “망향
의 기억”과 “꿈꿀 수 있는 힘을 잃지 않는 눈”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하였고 이는

감벽 저

멀리 와 70주년기념호 에서도 동시대 비판이나 연구와 관련된 글이 동시에 실린 부분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80주년기념호 에서는 동창회의 자연 소멸을 암시하듯, 재학 시절과 귀환

당시의 글로 점철되어 있다. 이처럼 ‘감벽’ 표상의 일익을 담당하던 “꿈꿀 수 있는 힘을 잃지 않
는 눈”이 동창의 고령화와 함께 교가처럼 ‘저 멀리’ 사라지면서, 경성제대 출신 일본인 귀환자들
의 연계는 종막을 맞이하게 되었다.

4. 예비 결론
이상으로 경성제국대학 동창회에서 창립을 기념하여 발간한 세 기념지를 살펴보았다. 이 자료
를 바탕으로 식민지 조선의 최고 고등교육기관이었던 경성제국대학 출신의 일본인 지식인들이,
이러한 연고를 바탕으로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
간이 흐를수록 실질적인 의미에서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한다는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었
고 이는 50주년 기념지와 70・80주년 기념지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동창회
지 종간(149호)을 맞이하기 직전 발간된 80주년 기념지의 소회에서는, 사라져가는 모교의 운명과
자신들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기조의 문체들이 발견되며 식민지에 세운 ‘내선공학’ 고등교육기관
이라는 선천적인 불안정성을 자각하는 방식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11) 村松縁朗, ｢卷頭言｣, 創立八十周年記念號 , 2005, 1면.
12) 平野春雄, ｢編集後記｣, 紺碧 第百四九号, 20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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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전문학 속의 고독사
片龍雨 (全州大)

1. 서론
고독사라는 단어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과로사, 사고사와 같이 그 사망의 원인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사망의 결과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 행정적으로 한국에서는 ‘무연고
사망자’로, 일본에서는 ‘입회자 없는 사망자’로 분류가 된다. 일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고독사라
는 용어는 한국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용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50대이상 남성이 고독사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이 깊다. 노인 이미지에는 공경과 혐
오라고 하는 매우 극단적인 양면성이 공존한다. 노인은 지혜의 전달자로서 신격화되거나 신의 메
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한편 악귀의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김종덕
(2010) 「평안시대문학(平安時代文學)에 나타난 노녀연애담(老女戀愛譚)의 전승과 작의(作意)」( 일
본문학

44호)와 김지영(2012) 「<곤자쿠모노가타리슈>에 나타난 노인관」( 인문학연구 제49집)은

고대설화집인

곤자쿠 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 는 위와 같은 노인의 양면성을 각각 노녀의 연

애담과 설화를 분석해 제시하고 있다. 특히 김지영은 남성 노인은 신불의 현신으로 숭배의 대상,
혹은 조롱의 대상이라고 하는 대조적인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지만, 여성 노인은 사회에서 자발
적・타발적으로 은둔하거나 고립되는 모습으로 그려지며 나아가 그에 대한 반발로 오니(鬼)로 변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 성별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충영은 노(能)를 중심으로 노인
연구를 수행하여, 일련의 연구성과물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도 「世阿弥의 能 속에 그려진 老女
의 執心 <三老女>의 인물상 분석을 통하여 」(2008)에서 후시카덴(風姿花伝) 의 「노인의 마음에
는 무슨 일이든 젊게 행동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다(年寄の心には、何事をも若くしたがるもの
なり)」라는 제아미의 연기방법론을 인용해 「노인의 심리상태는 젊음 지향의 <執心>」이라고 분석
하고 있다.1)
본 발표는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일본의 노인을 향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
이 되고 발전을 했는지 밝히려고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상대에서 근세까지의 고전작품 중에서
설화 및 소화(笑話) 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잡았다.

1) 편용우(2020) 「歌舞伎と人形浄瑠璃の老人像」 일본언어문화 제51집,pp.163 164. 원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나, 한국어로 바
꾸어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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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내 고립, 오바스테야마
2.1 기로 원인
일본의 대표적 기로설화(棄老說話)인 오바스테야마 이야기는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 의 「나

의 마음을/위로할 길이 없네/사라시나산/노모를 버린 산을/비추는 달 바라보니(わが心 なぐさめか
ねつ さらしなや をばすて山に てる月をみて)」2)라는 와카가 문헌상으로는 가장 오래되었다.
이후 곤자쿠 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 에 실린 이야기에서는 한 남자가 오랫동안 부모처럼 모
시던 이모(姨母, 오바)를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산에 갖다버린다. 하지만 그 산 위에 달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이모가 그립고 안타깝게(恋しく悲しく)3) 생각되어 다시 집으로 모셔와 잘 보
살폈다고 한다.
오바스테야마 이야기는 여러 형태로 변화되어 일본 각지에 전해지고 있다. 아오야마 가쓰야(青
山克彌)는

일본설화전설대사전(日本説話伝説大事典) 에서 오바스테야마의 이야기 유형을 ‘난제

형(難題型)’, ‘지게형(畚型)’, ‘가지꺽기형(枝折型)’, ‘고부형(姑婦型)’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4)
‘난제형’은 나라(마을)의 운명이 걸려있는 어려운 문제 해독을 몰래 숨어있던 노인의 지혜로 해결
하는 유형, ‘지게형’은 조부(조모)를 지게에 실어 버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손자가 나중에 아버
지를 버리기 위해 지게를 챙기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조부를 되찾아 오는 이야기, ‘가지꺽기형’
은 자신을 버리러 가는 아들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나뭇가지를 꺽는 노모의 모습을 본 아들이
노인을 되찾아 오는 이야기, ‘고부형’은 아내의 성화로 부모를 갖다버리게 되나 부모는 신의 도움
으로 목숨을 건지고, 아내(며느리)는 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와 와카는

야마토 모노가타리(大和物語) 와

도시요리 즈이노(俊頼髄脳) 에도 전하

고 있는데, 전자는 조카가 어려서 부모를 잃어 이모가 부모를 대신해 조카를 길렀다는 이야기가
추가되고, 후자는 조카(姪)가 여성으로 바뀌어 자신을 길러준 늙은 이모를 산에 버리는 이야기로
바뀌었다. 상기 세 이야기에서 노녀가 버려지는 이유는 「이 시어머니가 나이 들어 허리가 구부정
한 것을 항상 얄밉게 생각하고(この姑の、おいかがまりてゐたるを、つねに憎みつつ)」5)( 야마토
모노가타리 ), 「나이 든 이모를 수발드는 것이 힘들었기에(母のをば、年老いて、むつかしかりけ
れば)」6)( 도시요리 즈이노 ) 「나이 들어 허리가 구부정한 것을 매우 얄밉게(老屈リテ居タルヲ極
テ憎く)」7)( 곤자쿠 모노가타리슈 )와 같이, 동거인이 노인의 몸이 불편해지자 경제적인 노동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령에 따른 신체 변화에 대한 거부감
으로 노인을 혐오하고 가정 밖으로 밀어내려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다.

2) 佐伯梅友校注(1958) 日本古典文学大系 古今和歌集 岩波書店, p278.
3) 馬淵和夫ほか校注(2002) 新日本古典文学全集 今昔物語集④ 小学館, p463.
4) 青山克彌집필 「姨捨山」 항목 참조, 志村有弘ほか編(2000) 日本説話伝説大辞典 勉誠出版, pp.182 183.
5) 片桐洋一ほか校注(2002)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竹取物語 伊勢物語 大和物語 平中物語 小学館, p156.
6) 橋本不美男ほか校注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歌論集 小学館, p151.
7) 馬淵和夫ほか校注(2002)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今昔物語集④ 小学館, p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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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인이 산에 버려지는 이유
오바스테야마 이야기에서 노인이 버려지는 곳이 대부분 ‘산’이라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오바스
테야마는 이름 그대로 ‘노인이 버려지는 산’이라는 뜻이다. 산은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혼
자서는 돌아올 수 없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주요 모티브가 된 와카가 달의
명소인 ‘오바스테야마’를 노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아가 ‘산’은 사람들의 거주지와

신(神),

오니(鬼), 바케모노(化け物) 등이 활동하는 이계(異界)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이다. 오시마 다케히
코(大島武彦)는 전국의 568개의 오바스테야마 설화의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그 중 노인이 버려지
는 장소는 산이 압도적이다.8) 산 이외에는 나무 갈래(木の股), 절벽(崖), 계곡, 폭포, 굴(穴) 등 다
양한데, 이런 장소 역시 오니나 바케모노가 어울리는 장소이다. 즉 노인들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
인 산에 버려지는 것이다.

9)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바다나 호수도 있지만, 오바스테야마 설화와는 좀처럼 연관되지 않는다.
물론 비교적 식량이 풍부한 어촌보다 삶이 어려운 농촌・산촌이 오바스테야마 설화의 무대로 적
합하다. 바다가 삶의 주무대인 그린란드의 아마살리크의 에스키모인들은 물에 노인들을 빠뜨려
익사시키고는 했다.
그린란드 아마살리크의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노인들이 자기가 집안의 짐이 된다고 느끼면 자
결하는 관습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일종의 공적인 고백을 하고 이삼일 후 카약을 타고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중략) 카약을 탈 수 없는 한 불구 노인은 자기를 바다에 던져달
라고 부탁했다. 다른 세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익사였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그 일을 실행
했지만 노인은 입은 옷이 걸려 물에 떴다. 그러자 그를 몹시 사랑했던 한 딸이 매우 다정하게
말했다. “아버지, 머리를 푹 담그세요. 그래야 가실 길이 훨씬 짧아질 거예요“10)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물을 이용한 노인 유기는 노인의 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배에 실어
떠내려 보낼 수 있지만, 노인에게는 노를 젓는 등의 능동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만약 배와 같은
도구가 없다면 밑줄과 같이 더욱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일본의 오바스테야마 설
화의 노인들에게 버려지는 행위는 언제나 수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스테야마 설화의 배경
으로 바다・호수보다는 산이 적당하다.
물론 일본의 타계관(他界観)은 천상, 산상(山上), 해상, 지하 등이 혼합되어 있지만, 호리 이치
로(堀一郎)는 일본 고대 가집 만요슈(万葉集) 의 장가(葬歌)인 만가(挽歌)의 단어를 분석해 죽음
이 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11) 예를 들어 만요슈 의 만가부(挽歌部)는 「집에 있다면/
8) 大島建彦「姥捨山の昔話と伝説」 議纂説話と説話文学 笠間書院, pp.479 522. 佐々木陽子(2015) 「＜棄老研究＞の系譜(1)
民俗学的アプローチと文学的アプロここチを中心に－」 福祉社会学部論集 34 3, p8.의 재인용
9) 중국에서 노인들을 버린 곳으로 보고가 된 무당산(武当山)의 기사요(奇死窯) 역시 산악지대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야기
속에서 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산속에 노인들이 버려졌음을 알 수 있다.
段曉紅(2018) 「중국 및 한국의 기로(棄老) 습속에 관한 고찰 : 기사요(寄死窰)와 고려장(高麗葬)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연
구 제27권 제2호, pp.88 93.
10) 시몬 드 보부아르(2002), pp.71 72
11) 堀一郎(1953) 「万葉集にあらわれた葬制と他界観・霊魂観について」 万葉集大成８ 平凡社, pp.29 58. 내용은 다음 논문에
서 확인했다. 佐﨑愛(2017) 「近現代の他界観研究の動向と課題」 北海道民族学 第13号,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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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も

당신의 팔베개를/하고 있겠죠/집을 떠나 누워있는/여행객의 상실감(家ならば/妹が手まかむ/草枕/
たびと

こ

旅に臥やせる/この旅人あはれ)」이라는 시가로 시작한다. 이 시가의 배경 설명인 고토바가키(詞
書)에는 쇼토쿠 태자(聖徳太子)가 「다쓰타야마산에서 죽은 사람을 보고 슬픔에 잠겨 읊은 시가
(龍田山の死人を見悲傷して作らす歌)」12) 라고 적혀 있다. 시신이 바다에 버려지면 눈앞에서 사
라지고 말아 그 자리에 없는 타인에게는 아무런 느낌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산에 버려졌기 때문
에 그 흔적이 남아 주위를 지나는 쇼토쿠 태자에게 무상감과 시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오바스테야마 설화에서 조카가 노인을 바다에 버렸다면 다시 찾아올 수도 없고,

도시요리 즈이

노 에서와 같이 버려진 노인이 떠오른 달을 보고 시를 읊을 수도 없다.
또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에서의 바다는 무엇인가 오래된 것을 보내기 보다는 새로운
것이 생성되거나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강하다. 예를 들어

고사기(古事記) 와

일본서기(日本書
わか

紀) 의 천지가 개벽될 때 「나라가 어려 물에 떠 있는 기름과 같이, 해파리처럼 떠다닐 때에(国稚
く浮ける脂の如くして、くらげなすただよへる時に)」13)와 같은 묘사나 이자나기(イザナギ)와 이
자나미(イザナミ)가 일본의 섬들을 만들 때 「여기 떠 있는 나라를 다듬어 굳게 하여(是のただよ
つくろ

へる国を修理ひ固め成せ)」와 같은 두 신의 발언은 바다(물)이 생성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오쿠니누시(オオクニヌシ)를 도와 이즈모(出雲) 지역을 운영한 스
쿠나비코메(スクナビコメ)는 「파도를 헤치며 천상의 박주가리로 만든 배를 타고(波の穂より、天
かがみ

の羅摩の船に乗りて)」 바다 건너에서 일본을 찾아왔다.

3. 결론
부인이나 조카 본인의 노인 혐오로 노인 유기가 이루어지는 오바스테야마 설화는 초기의 노인
유기가 노인의 가정(가족)내 고립을 원인이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14) 야나기타 구니오(柳田
ママ

国男)가 이야기했듯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이야기(実際は人に孝行を勤め
る話なのである)」15) 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교화의 대상이 자녀들이었을 것이다. 오바스테야
마 설화는 자식들에게 효를 장려하여 가족 내의 노인혐오에 이은 유기의 부당함을 막으려는 의도
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원시사회의 노인 혐오는 노동력 결핍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하고 이는 노인의 고독사와
직결되었다. 노동 중심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와 지식 중심의 산업구조로 바뀐 오늘날에도 여전히
산업은 노인을 제외하고 돌아가고 있다. 노인들의 경험이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꼰대’로 치부되는
것이다. 여기에 늙음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보다 한층 강화되었다. 미의 기준이 ‘더 젊게, 더 어리
게’로 흘러가면서 노쇠는 점점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노인혐오 문제는 사회 구조의 개선만으
12) 小島憲之ほか校注(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万葉集① 小学館, p233.
13) 山口佳紀ほか校注(1997)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古事記 小学館, p29.
14) 위의 세 이야기에서 가론서인 도시요리 즈이노 가 조카(姪)가 직접 노녀를 버리고 마지막까지 노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
지 않는 것과 달리, 소설적 허구가 가미된 야마토 모노가타리 와 곤자쿠 모노가타리슈 에서는 아내의 성화에 못이겨 남
편이 노녀를 갖다버리지만 정에 이끌려 다시 집으로 데려온다. 와카의 배경 설명에 중점을 둔 가론서와 사회적 통념과 작
가의 주관적 인식이 반영된 소설(모노가타리)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15) 柳田国男(1945) 村と学童 朝日新聞社,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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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보부아르(2002)는 노년을 육체와 정신의 「총체성 안에서만 이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노인과 노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혐오가
아닌 이해를 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소설가 박범신은 은교 에서 「노인은, 그냥 자연일 뿐
이다. 젊은 너희가 가진 아름다움이 자연이듯이, 너희의 젊음이 너희의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것
이 아닌 것처럼, 노인의 주름도 노인의 과오에 의해 얻은 것이 아니다」16)고 이야기한다. 늙음이
잘못이나 벌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노인 혐오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노인들의 고독사 문제
역시 개선될 것이다.

16) 박범신(2010) 은교 문학동네, ebook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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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시선에 대한 도발, 머리카락에 대한 자기의식
― 源氏物語 에서

乱れ髪 로―

李慧媛 (韓神大)

1. 시작하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의 머리카락은 여성성을 특징짓는 표상으로 오랜 시간 이어져 왔으며
남성에게 관찰되는 ‘신체’로서 이야기되어 왔다. 머리카락은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일종의 옷과 같
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이로 엿보는 욕망을 자극한 신체의 일부였다. 그러한 여성
의 머리카락이 여성이 서술하는 작품 속에서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요사노 아키코의 乱れ髪 와
源氏物語

속 묘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요사노 아키코의 단카에는 당시에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소재가 사용되었다. 젖가슴, 입술,
머리카락 등 여성의 신체를 전면에 내세워 노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머리카락은 전통적으로 사
용된 소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이 가집의 제목이 乱れ髪 인 만큼, 머리카락이라는
신체의 일부가 가집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헤이안 시대의 늘어뜨린
긴 머리카락이 일본적인 미의 전형처럼 여겨져 여성의 미의 규범화를 만들어놓았음에 착안해 헤
이안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이자 요사노 아키코가 애독한 源氏物語

속 묘사를 통해 시대의 지

배적 시선과 제약에 도발하는 장치로서 여성의 머리카락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에 본 발표의 목적
이 있다.

2. 일본 여성의 머리카락
1) 상대: 남녀 모두 묶는 머리가 일반적(「結髪令」 682, 705년)
2) 헤이안:
여성의 머리카락: 에마키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길게 늘어뜨린 머리이다. 모노가타리 속 서
술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이 6척(尺)이라는 부분이 보이는 것처럼 당시 여성들은 자신의 키보다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생활한 셈이다. 무거운 머리카락을 짊어진 채 쉽게 움직이기도 어렵고 혼
자서 빗거나 손질하는 것조차 어려움→여성의 사회적 존재에서 내부적 소유물로 변화→가정 내에
서의 남성 및 垣間見의 존재
남성의 머리카락: 元服=초관(初冠)→숨겨지는 머리카락
3) 전란의 시대 싸움과 이동에 편리한 머리모양(남성의 まげ, 여성의 結髪)
4) 에도시대 계층별 다양한 머리모양(남성의 まげ, 여성의 화려한 結髪)
5) 메이지

散髪脱刀令(1871) vs 女子の断髪禁止令(1872 「男性に限って許可した断髪を女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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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真似てはならない」)

3. 가어(歌語)로서의 髪
1) 万葉集
긴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신체적 변화
ありつつも 君をば待たむ 打ち靡く わが黒髪に 霜の置くまでに(万葉,巻２,87,磐姫皇后)
居明して 君をば待たむ ぬばたまの 我が黒髪に 霜は降るとも(万葉,巻２,89, 詠み人知らず)
降る雪の 白髪までに 大君に 仕え奉れば 貴くもあるか (万葉,巻17,3922, 橘宿禰)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머리카락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신체
たけばぬれ たかねば長き 妹が髪 このころ見ぬに 掻き入れつらむか(万葉,巻2, 123, 三方沙弥)
人皆は 今は長しと たけと言へど 君が見し髪 乱れたりとも(万葉,巻2, 124, 娘子)
朝寝髪 我は梳らじ 愛しき 君が 手枕 触れてしものを(万葉,巻11, 2578, 詠み人知らず)
2) 勅撰和歌集
うばたまの わが黒髪や かはるらん 鏡の影に 降れるしらゆき(古今,物名,460, 紀貫之)
長からむ 心も知らず 黒髪の 乱れて今朝は 物をこそ思へ (千載, 恋三, 802, 待賢門院堀河)
黒髪の みだれもしらず うち臥ふせば まづかきやりし 人ぞ恋しき(後拾遺, 恋三,755,和泉式
部)かきやりし その黒髪の 筋ごとに うち伏すほどは 面影ぞ立つ(新古今,恋五,1390,藤原定家)
세월을 나타내는 신체, 남녀 간의 사적인 신체이자 여성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신체

4. 源氏物語 의 髪
1) 짧은 어린아이의 머리카락이 찰랑찰랑한 것에서 오는 생명력, 빗기 귀찮아하고 손질하지 않
는 머리카락(若紫)
2) 못생긴 여성에게서 찾은 여성의 아름다움 긴 머리칼(末摘花、近江の君)
3) 출가하는 여성을 보며 집착하는 남성의 시선과 어머니와 뇨보들의 시선(女三の宮, 落葉宮,
浮舟)
4) 죽은 유체의 머리카락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남성의 시선(紫の上)
5) 남성을 거부하기 위해 가리는 머리카락(落葉宮)
당시의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머리카락은 여성들에게 개인의 신체이지만 관리를 받아야하는 신
체부위임을 源氏物語 에서 분명히 하면서도 남성의 시선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머리카락이
묘사되어 있을 뿐,

작품 속에서 여성들은 스스로 머리카락에 집착하거나 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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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乱れ髪 의 髪
요사노 아키코가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도손의

若菜集

若菜集 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영향을 받았다는
처음 부분에는 六人の処女라는 여섯 편의 여장

시(女裝詩)가 등장한다. 도손의 시가 여성의 입장에서 자유분방한 감정 표현을 중시하여 노래했
다고 하더라도, 여성을 “자각시키면서 관리하는(紅野謙介 1993)” 남성중심주의 이데올로기 안에
갇혀있었음을 상기한다면 아키코가 그려낸 단카 속 여성의 이미지는 앞선 남성주의 이데올로기를
어떤 방식으로 흡수하여 변주하였을까?
도손의 시 안에서 여성은 사랑을 하지만 슬픔에 빠져 있거나 결코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물결치는 머릿결(千筋の髪の波に流るる), 긴 머리카락(黒髮長き吾身こそ,
みだれてながき鬢の毛を) 등의 신체를 이야기하며 긴 머리카락의 환상 속에 여성을 가둬둔 채
“타자로서 일방적으로 관찰되는 남성작자의 무의식의 전략(江種滿子1998)”의 도구가 되어 있다.
乱れ髪

안에서 髪의 용례는 수록 단카 총399수 중 31수를 차지한다. 머리카락에 대해서 긴

머리칼(黒髪ながく), 흐트러진 머리칼(乱れ髪), 흘러내리는 머리칼(ながるる黒髪), 흔들리는 머리
칼(ゆらぎのそぞろ髪), 아름다운 머리칼うつくしいかりき黒髪) 등으로 형용하고 있다.
풍성한 머리 물어 풀어 헤치듯 보들보들한 어린 소녀의 마음 숨기고 안 보이리
髪五尺ときなば水にやはらかき 少女ごごろは 秘めて放たじ(３)
이제 간다며 안녕히 라고 말한 밤의 신 걸친 옷자락을 붙잡고 내 머리칼 젖누나
今はゆかむ さらばと云ひし 夜の神の 御裾さはりて わか髪ぬれぬ(16)
그대 안 오고 저물려는 봄밤의 외로운 심정 거문고에 기대어 흐트러진 머리칼
人かへさず 暮れむの春の 宵ごごち 小琴にもたす 乱れ乱れ髪(29)
흐트러진 머리 교토 올림머리로 고쳐 빗고는 아침에 더 자라던 임 흔들어 깨우네
みだれ髪を 京の島田に かへし朝 ふしてゐませの 君ゆりおこす(56)
보랏빛으로 풀 위에 내 그림자 떨어졌구나 들녘의 봄바람에 머리칼 빗는 아침
紫に 小草が上へ 影おちぬ 野の春かぜに 髪けづる朝(58)
어깨선 따라 불경 위 흔들리는 달뜬 머리칼 소녀와 스님에게 봄 구름 짙어졌네
肩おちて 経にゆらぎの そぞろ髪 をとめ有心者 春の雲こき(103)
제비 날개에 또르르 떨어지는 봄비를 받아 매만질까 아침에 잠에서 깬 머리칼
つばくらの 羽にしたたる 春雨を うけてなでむか わが朝寝髪(168)
검은 머리칼 천 갈래의 머리칼 흐트러지듯 그림고 그립다는 생각이 흐트러져
くろ髪 千すぢの髪の みだれ髪 かつおもひみだれ おもひみだるる(260)
가려는 봄의 한 현 한 안족 위에 그리움 있네
行く春の 一絃一柱に おもひあり さいへ火かげの わが髪ながき(264)
소녀의 머리칼 물방울 떨어져 풀에 맺히면 나비로 태어나는 이곳은 봄의 나라
わかき子が 髪のしづくの 草に凝りて 蝶とうまれし ここ春の国(360)
죄 많은 남자 따끔히 혼내주려 맑은 피부에 검고 긴 머리카락 가지고 태어난 나
罪おほき 男こらせと 肌きよく 黒髪ながく つくられし我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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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노 아키코의 단카에서 볼 수 있는 머리카락은 여성 자신의 아름다음을 나타내는 도구이자
사랑의 고민을 내어보여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키코의 노래가 청춘을 예찬하
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264번 노래에서는 지는 봄(청춘)에서도 자신의 아
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개체로서 머리카락을 들고 있다. 또한 56번, 360 노래에서는 적극적으
로 꾸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젊음의 생기를 나타내고 있고 잘 알려진 362번 노래는 적극적
이며 진취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떠나는 남자를 붙잡는 적극성과 자신의 아름다움을 피력
하며 생동감 있게 그려낸 단카를 통해 주체성을 읽을 수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일련의 노래들
을 통해 아키코는 머리카락을 관찰되는 여성의 신체가 아닌 주체적으로 드러내어 보이는 신체로
바꾸어놓았다.
그 아이 스무살 빗에 흘러내리는 검은 머리칼 자부하는 청춘의 아름다움이어라
その子二十 櫛にながるる 黒髪の おごりの春の うつくしきかな(6)

이 노래에서 その子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대상이 되어 있다. 바
라보는 대상, 즉 보여지는 여성으로서 그려진 것인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대상이 되었을 때 머리
카락이 여성성을 나타내는 표상으로 관찰되는 것에 그친 이전의 시와는 달리 바라보는 대상이 스
스로 느끼는 おごり라는 주도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6. 源氏物語 에서
源氏物語

乱れ髪 로

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은 남성의 지배적 시선에 노출되면서도 그 시선을 무화시키

는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지배적 시선에 도전했다.

乱れ髪 의 머리카락에서는 스스로의 신체로

서 세우고자 하는 여성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乱れ髪

속 여성의 머리카락은

가집이라는 독립적 서적으로 엮이면서 그 장정(裝幀)이 이제 막 여성의 자아를 표출하기 시작한
시대의 착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매달 明星 에 발표한 단카와 미발표 단카를 모아 엮은 가
집 乱れ髪

는 표지화로도 유명하다. 藤島武二가 그린 것으로 아르누보 양

식이 기조를 이루어 알퐁스 무하의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되는 그림이다. 당
시로서는 새로운 양식의 화풍으로 유럽의 새로운 기법과 여성의 아름다움을
그린 것으로 유명하지만 파격적이고 대담하게 노래했다고 평가 받는 요사노
아키코의 단카에서 느껴지는 여성의 이미지와 가집

乱れ髪 의 표지화 속

여성은 괴리가 있다.
속표지 뒷면에 “표지화 흐트러진 머리칼의 윤곽은 연애 화살이 하트를 맞
히는 것으로, 화살 끝에서 돋아나는 꽃은 시를 의미한다”라며 표지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집의 전체적인 의미를 화가 나름대로 풀어놓았다고
할 수 있다. 가집의 목차나 작자 이름보다도 앞서는 이 표지화 해설을 통해
독자는

乱れ髪 를 접하게 된다, 표지는 “파라텍스트”로서(G. 쥬네뜨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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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으로 서적의 성격을 나타낸다. 따라서 표지에 어떤 그림이 채용되었는가는 책으로 넘어가
기 위한 “문턱”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00년초 20세기라는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며 관습과 굴레 속에서 억압된 감정의 밑바닥을 드
러내는 솔직함을 보여주려는 여성 가인 앞에 길게 물결치는 머리카락의 여성, 즉, 남성 화가들 혹
은 그의 후원자들이 가두어 두었던 아름답고 신비한 이상화된 여성의 모습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연애와 내면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근대의 여성의 자아발견은 남성이 만들어놓은 장을 통해
발현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간극은 내면을 노래하는 노래의 기조와 그 노래를 장식
하는 표지화의 괴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서 아키코는 자신의
노래를 통해 여성의 신체를 이야기하고 주체적으로 세우고자 했고, 그 시도로서 끊임없이 이야기
되고 관찰되어온 여성의 머리카락이 노래 속에 자리 잡고 있다.
髪みだせる裸の女、
そは青ざめし肉塊とのみや見えん
じつと身ゆるぎもせず坐わりて、
尽きぬ涙を手に受けつつ傾く。
前なる目に見えぬ無底むていの淵ふちを覗く姿勢 (1914, 肖像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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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의 증상들과 J 호러
―나카타 히데오의 초기작품을 중심으로―

류정훈 (고려대)

1990년대 한국 대중문화는 ‘신세대’로 불리던 젊은 계층들을 중심으로 이전에 80년대를 지배했
던 과도한 정치성을 환멸하고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세대’라는 명
명은 이전의 가치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의 기능을 수행했다. 비슷한 시기의 일본사회를 상
징하는 명명은 ‘잃어버린 10년’이다. ｢근대화(산업화, 서양화)를 달성하고 고도산업사회로 성장한
일본에게 이미 따라잡아야할 모델은 없어졌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나아가야할 진로를 찾지 않으
면 안된다｣1)는 인식이 팽배했던 90년대에 일본 사회는 ｢스스로 나아가야할 진로｣를 결국 찾지
못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옴 진리교 사건으로 전후 50년째인 1995년을 맞이한 일본은 ｢해결
불가능성에 의한 내적파괴｣를 경험했다.2)
｢해결불가능성에 의한 내적파괴｣는 계속해서 문제는 일어나지만 해결 방향이 보이지 않아, 결
국 내부에서부터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다카하시 도시오(高橋敏夫)가 호러적인 것의 정의
로 사용한 말이다. 다카하시는 현실 문제를 해석하고 설명하며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왔던 ‘상식’
의 근간이 90년대 들어 의미를 잃었으며, 그 결과로 현실은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것’들을 뭉쳐
놓은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고 본다. 이후 일본사회는 ‘알 수 없는 무언가’로 끝없이 변형(괴물화)
되면서 내적으로 파괴되기 시작했다고도 설명하기도 한다.3)
9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호러붐은 이상에서 거론한 내적 파괴 이후에 발현되는 증상들이 표
면화, 시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본 영화계에서는 J 호러4)라는 독특한 형식의 장르가
1) 苅谷剛彦編(2016) バブル崩壊ー1990年代 (ひとびとの精神史 第8巻) 岩波書店、p.4
2) 한신아와지 대지진은 도시와 최신기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옴진리교 사건으로 ‘이쪽세계’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 버
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군병사소녀폭행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오키나와의 시위는 ‘일본’의 허구성을 보여주었고, 약물음
해에이즈문제는 ‘그나마 믿을 만했던 고급관료’의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폭로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95년을 ‘시대
의 경계선으로 만들었다.
다카하시 도시오(2012) 호러국가 일본 상지사, p.61
3) 다카하시 도시오(2012) 호러국가 일본 상지사, p.62
4) J 호러라는 명칭이 90년대부터 사용된 것은 아니다. 미야모토 노리아키(宮本法明)의 조사에 따르면 J 호러라는 표현이 일본
영화를 대표하는 잡지 키네마준포(キネマ旬報) 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2004년 6월이다. J 호러 시어터 기획이 시작된 것이
2004년이므로 J 호러라는 용어의 성립에는 J 호러 시어터의 기획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宮本法明
(2019)｢黒沢清 叫 とJホラーの歴史｣ 人間・環境学 第28巻 京都大学大学院人間・環境学研究科, p.104
J 호러 시어터는 오치아이 마사유키(落合正幸) 감독의 <감염>(2004년), 쓰루다 노리오(鶴田法男) 감독의 <예언>(2004년), 시
미즈 다카시(清水崇) 감독의 <윤회>(2005년), 구로사와 기요시(黒沢清) 감독의 <절규>(2006년), 나카타 히데오(中田秀夫) 감
독의 <괴담>(2007년), 다카하시 히로시(高橋洋) 감독의 <공포>(2010년), 총 6개 작품으로 이루어진 기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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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했다. J호러의 등장 이전에 일본 공포영화의 주류를 차지했던 것은 이른바 괴담영화였다. 괴
담영화는 일본 고전소설이나 전통예능에서 소재를 찾아 인과에 따른 사건의 흐름, 복수를 위해
나타나는 여귀 등, 전통적인 괴담의 스테레오타입을 충실히 실현하는 데 집중했다. 80년대 이후
괴담영화 장르가 쇠퇴하면서 괴담이 아닌 헐리우드 호러무비처럼 탈바꿈한 영화들이 나타났다.
더 이상 여귀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며 사건의 흐름마저 기존의 인과율을 배신하듯 진행된다. 할
리우드를 중심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80년대의 스플래터 호러, 90년대의 사이코 스릴러라는 장르
가 인기였지만, 여귀와 그 원한을 강조하면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J호러의 특성은 전에 볼 수 없던 신선한 것이었다.
J호러의 성립과 전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영화감독으로는 나카타 히데오(中田秀夫)가 꼽
힌다. 나카타의 데뷔작 <여우령>은 J 호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여귀의 원형을 만들어내는 등,
J 호러의 초석을 놓은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이후 제작된 <링> 시리즈는 일본 국내는 물론 전세계
적으로 흥행가도를 달려 주목을 받았고 J 호러의 장르적 특징을 정립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본 발표에서는 나카타 히데오 감독의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J 호러의 장르적 특징을 확인하고
이들이 90년대라는 시대의 증상들과 어떤 지점에서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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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아쿠타가와문학으로 보는 트랜스문화
이민희 (고려대 BK21중일교육연구단)

본 발표는 아쿠타가와문학을 중심으로 최근 일본열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근대문학의 재생산 현상에 주목하
여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방법론을 모색한 것이다. 문학의 시각화라는 측면에서 대중문학 형성기에 해당하는
1920년대 일본에서 진행된 신문 매체에 기반한 삽화가 근대에 들어 문학의 장에서 새로이 등장한 ‘대중’을
상정한 첫 번째 시도였다고 한다면, 캐릭터의 일러스트화에 기반한 미디어믹스 전략을 특징으로 하는 21세
기 그것은 수요자 중심의 트랜스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시각화라 하겠다. 코믹스 「미일문호전쟁, 격
화」와 같은 문학과 디지털의 만남 혹은 초역 소설 일미전쟁 처럼 다분히 정치적으로 보이는 근대문학 소
환 한편에 문호스트레이독스 는 ‘문호들과 함께 책의 세계를 지켜라!’라고 외치고 「밤은 짧아 걸어 아가
씨야」는 책은 ‘모두 평등하고 서로 자유자재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후기자본주의 사회 구조의 변화
전략을 논하기에 앞서 근대문학 소환에 대한 문화지형의 구체화가 필요해 보인다.

1. 아쿠타가와문학의 현재성
아쿠타가와는 일본 다이쇼 시대를 대표하는 근대작가 중 한 사람이다. 그의 소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으며, 1935년에 제정된 아쿠타가와상은 소설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그의 소설은 지금도 연구자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
다. 즉 현재에도 청소년, 소설가, 연구자라는 각각의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아쿠타가와문학에 현재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단네트워크의 활동(기쿠치 간에 의한 아쿠
타가와상 제정)과 교과서, 전집 등 제도권 내에 포진된 결과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한 결과일 것
이다.
文藝の 士の歿するや 、その歿後に墓穴を守 る門下の群小 なかるべからず。正岡子規の「 アララ
ギ」同人に於ける、又ポオのボオドレエルに於ける、更にその生前を以てすれば德田秋聲の中村
武羅夫に於ける、皆この事實を證するに足るべし。既にその歿後の名聲は、――少くとも三十年
間の名聲は(敢てここに三十年間と言ふは著作権の未だ存するが故なり。)墓穴を守るものの力
によるとすれば、子分を養ふも徒爾ならずとせず。勿論子分にして高材ならん乎、その效亦愈大
なりと謂ふべし。然れども高材を門下に致すは何びとも能くする所にあらず。泡鳴の門下に人
無きを見るべし。人事の天命に及ばざる所以、所詮は偶然に任かするに若かず。
「文壇小言」( 創作月刊 1928.07)

어느 한 작가의 사후의 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작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고붕’의 힘도 빼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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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아쿠타가와. 일본어 ‘고붕’은 자식, 제자, 부하, 이자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만,
아쿠타가와에게 있어서 ‘고붕’이란, 제일고등학교와 도쿄제국대학 동급생 그리고

신사조

동인

및 나쓰메 소세키의 문하생을 거쳐 문단에 등단한 구메 마사오, 기쿠치 간 등 동일한 여정을 밟
아온 문단 네트워크를 가리킨다.
아쿠타가와는 유서와 유고를 그와 문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던 구메 마사오와 기쿠치 간에
게 남겼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토 슈이치(加藤周一)는 ‘기쿠치 간이 문예춘추사의 사장이 되어 문
단에 있어서 아쿠타가와의 성공을 확대하고 조직화하였다’1)고 지적한 바 있다. 아쿠타가와라는
작가의 명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의 사후, 저작권 처리 및 아쿠타가와상 제정 등 그의 문단
네트워크는 실로 아쿠타가와문학이 현재성을 유지하게 한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작자의 전략적 측면을 생각해보자. 아쿠타가와의 만년의 행적은 자살을 결심한
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이상(異狀)적인 면이 없지 않다. 아래는 아쿠타가와가 남긴 유서 다섯 통
중 아쿠타가와 후미코(芥川文子) 앞으로 남긴 내용 중 일부다.
芥川文子あて
追記。この遺書は僕の死と共に文子より三氏に示すべし。尚又右の条件の実行せられたる後は
火中することを忘るべからず。
再追記 僕は万一新潮社より抗議の出づることを惧るる為に別紙に４を認めて同封せんとす。
４僕の作品の出版権は(若し出版するものありとせん乎)岩波茂雄氏に譲与すべし。(僕の新潮社
に対する契約は破棄す。)僕は夏目先生を愛するが故に先生と出版書肆を同じうせんことを希望
す。但し装幀は小穴隆一氏を煩はすことを条件とすべし。(若し岩波氏の承諾を得ざる時は既に
本となれるものの外は如何なる書肆よりも出すべからず。)勿論出版する期限等は全部岩波氏に
一任すべし。この問題も谷口氏の意力に待つこと多かるべし。

아쿠타가와는 그의 사후의 모든 저작권을 이와나미서점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유서에 남겼다.
그는 어째서 신초샤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이와나미서점에 출판권을 넘긴다는 유서를 남긴 것일까.
그의 말대로 나쓰메 소세키와 같은 출판서점을 희망했기 때문인지 어떤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눈길을 끄는 것은 그 후 이와나미서점에서 최초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전집
이 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도 일본현대문학전집 홍보를 위하여 홋카이
도로 강연여행을 간 것 등 독자층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전집간행에 죽는 날까지 심혈을 기울인
것을 보면 지금의 현재성은 자신의 작품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 하는 작자의 의도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유서에서 아쿠타가와는 오아나가 장정을 맡는 조건을 제시하며, ‘만약 이와나미씨의 승낙
을 얻지 못할 때는 이미 책으로 나오기로 한 것 이외에는 어떤 서점에서도 출판하지 말라.’고 단
호히 말하고 있다.
小穴隆一をあなりゆういち君(特に「君」の字をつけるのも可笑をかしい位である)は僕よりも年
1) 加藤周一, 日本文学史序説下 (筑摩書房、1999) p.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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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である。が、小穴君の仕事は凡庸ぼんようではない。若し僕の名も残るとすれば、僕の作品の
作者としてよりも小穴君の装幀さうていした本の作者として残るであらう。これは小穴君に媚
こびるのではない。世間にへり下くだつて見せるのではなほ更ない。造形美術と文芸との相違
を勘定かんぢやうに入れて言ふのである。(文芸などと云ふものは、――殊に小説などと云ふも
のは三百年ばかりたつた後のちは滅多めつたに通用するものではない。)しかし大地震か大火事
かの為に小穴君の画も焼けてしまへば、今度は或は小穴君の名も僕との腐くされ縁えんの為に
残るであらう。
「僕の友だち二三人」( 文章倶楽部

1927.05)

오아나 류이치라는 장정가가 현재까지 이름이 남아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아쿠타가와
가 유서에 그와 같은 조건을 단 이유는 분명하다. 당대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도 오아나 류이치의
실력이 인정받아 그 덕에 자신의 작품이 남을 것임을 확신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문학작품에서
장정이나 삽화가 중요시되었던 시기에 아쿠타가와가 오아나 류이치의 이름을 그의 유서에 남긴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근대에 들어 문학의 시각화는 대중문학 형성기인 1920년대 한차례 진
행된 셈이다.2)
아쿠타가와는 1920년대 당시로부터 ‘삼백 년 후’에는 ‘문예’, 특히 ‘소설’은 통용되지 않을 것이
라고 예견하였는데, 아쿠타가와 사후, 백 년이 채 안 된 오늘날 앨빈 커넌이 문학의 죽음 (1990)
에서 문학에게 공공연히 사형선고를 내리거나 소설이 서적이 아닌, 인터넷상에 올라와 읽히고 있
는 실정을 감안할 때, 아쿠타가와의 예견은 어느 한 작가의 사적 전망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선견력이 있다고 하겠다. 혹자의 주장대로 20세기 말 문학의 현주소가 ‘위기’이고 소설의 죽음 혹
은 메타설화의 종식을 의미한다3) 하더라도, 디지털 혁명은 문학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컴퓨터의 발명과 인터넷의 발달로 도래한 정보화 사회가 기존의 문학 개념 또한 바꾸어놓았기 때
문이다.

2. 경계의 허물어짐이 의미하는바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의 단순한 관계 맺기(inter)에서 결합･화학작용을 거쳐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를 나타내는 트랜스(trans)에 대한 정의에서 문학, 영화, TV, 뮤지컬, 오페라 등 매체를 넘나
들며 상호 연관을 맺는 것을 지칭하던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전 매체로 확장하여 상호
매체성(intermediality)이라 부르는 까닭을 찾을 수 있다.4) ‘스토리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며, 각각의 새로운 텍스트가 전체 스토리에 기여한다.’5)는 헨리 젠킨스가 제안한 ‘트랜스미
디어 스토리텔링(trans media storytelling)’ 개념을 떠올려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문학의 시각화는
2) 小森陽一･紅野謙介外, メディアの力学 岩波講座 文学2 (岩波書店、2002) p.149. 참고.
3) 허정아, 트랜스 컬쳐를 향하여 ,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p.32.
4) 고위공, 문학과 미술의 만남: 상호매체성의 미학 미술문화, 2004, pp.333 334, 여홍상 편 바흐친과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5, p.235, 장미영(2012) 「소설과 미디어콘텐츠의 상호매체성－2000년 이후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52(52), 국
어문학회, p.259. 참조.
5) 헨리 젠킨스/김정희원･김동신 옮김, 컨버전스 컬처 , 비즈앤비즈, 2008,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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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데, 대중문학 형성기에 해당하는 1920년대 일본에서 진행된 신문 매체에 기반한 삽화가 근
대에 들어 문학의 장에서 새로이 등장한 ‘대중’을 상정한 첫 번째 시도였다고 한다면, 캐릭터의
일러스트화에 기반한 미디어믹스 전략을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그것은 수요자 중심의 트랜스로 진
화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시각화라 하겠다. 시각 사회로의 전환은 문학 개념의 재정의를 초래한다.
수요자 중심의 문화 유통이 명백해진 지금, 중심과 주변을 나누는 하위문화라는 개념은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근대문학과 라이트노벨 사이에 결정적 차이가 있는가?’ 반문하면서도 그에 대한
해명 없이 데이터베이스 소비의 ‘캐릭터소설’로 유형화해버리는 경향에 대한 문제제기6)만으로는
문학연구의 새로운 방법이라 말할 수 없다. ‘문학의 다양성이 억압･은폐된다.’는 이유로 라이트노
벨이 대중문학의 시민권을 획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이트노벨의 원류를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소년소설’에서 찾으며 문학을 의식하면 할수록 그것이 지향하는 ‘근대문학’ 범주에서 멀어져 간
다. 오히려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단순한 디지털화를 뛰어넘는 콘텐츠를 이루는 원천소스의 파장
력이 지표가 될 것이며, 이때 문화원형의 탐색대상은 가깝게는 ‘근대문학’에서 멀게는 신화의 세
계로 거슬러 올라간다.
트랜스컬쳐를 초학제적 융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경계의 허물어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
문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들을 주도해온 임정택 교수는 상상 한계를 거부하는 발칙한 도
전 (2011)에서 트랜스 시대를 촉진한 배경에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있다고 설명한다. 디지
털 기술은 사회의 모든 분야를 네트워크시키고 있어 학문 간 관계 맺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
황이 되고 말았으며, 학제 간 연구니 초학제적 연구니 하는 바람이 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상력과 테크놀로지가 더 이상 적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 관계에 있으며,
이들을 조화로운 균형 상태로 되돌려놓을 때 상상력이 진정한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대중에게 멀게만 느껴지던 명작, 명화가 3D 기술 등으로 친밀감을 더한다는 점에서 실로
수요자 중심의 방법론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코믹스 문호스트레이독스 PV 제3탄 「미일문호전쟁, 격화(日米文豪戦争、激化)」와 같
은 문학과 디지털의 만남은 어떠한가. 문학이 주도권 쟁탈전의 도구로 이용되는 듯한 양상을 보
여주는데, 대량으로 유통되는 하위문화의 위험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문학의 소환 방식을 보
면 더욱 분명해진다.
사토 마사루(佐藤優)는

초역 소설 일미전쟁(超訳 小説日米戦争) (2013)으로 1920년대 히구치

레이요(樋口麗陽)의 공상 소설
다. 전자 서적

소설 일미전쟁미래기(小說 日米戦争未来記) ( 1920)를 불러들였

소설 일미전쟁미래기:다이쇼9년간행(小説 日米戦争未来記:大正9年刊) (2017)이

시판되기에 앞서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전까지 공중전, 신병기, 첩보전, 전장의 후방에 관해 다
룬 11편의 단편을 묶은

메이지･다이쇼･쇼와 일미가공전기집성(明治・大正・昭和 日米架空戦記

集成) (2003)도 세상에 나왔다. 일찍이 히구치 레이요는 「소설 일미전쟁미래기」의 〈권두서언〉에
서 이 책의 목적이 ‘일본과 미국의 영구적인 평화, 진정한 영구적인 친선제휴를 도모함’에 있으
며, 결코 ‘일본 국민의 미국을 향한 전쟁 열기를 선동함에 있지 않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초역 소설 일미전쟁 에 달린 〈독자리뷰〉를 보면, 20세기 말 프랑스 정치 권력

6) 久米依子, 「ライトノベルと近代文学は異なるか―文学研究の新しい課題―」、 昭和文学研究 (58), 2009, pp.9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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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화 예술인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문화는 하나의 정치적 요소임’7)을 밝힌 장 미셸 지앙의
주장이 무색해진다. 하위문화라 하여 경시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인 대중에게 유통되는 서브컬쳐
이기에 경계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3. 근대문학 소환에 대한 문화지형도 구축의 필요성
근대성/탈근대성 혹은 세계화에 관한 논의를 이끄는 데이비드 하비는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1989)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의 연속성에서 파악하며 포스트모더니티를 후기자본주의
문화의 논리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본열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근대
문학자들의 호출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019년 일본 고오리야마문학관에서는 전시회 〈부활하는 문호들〉을 기획했는데, 아쿠타가와 류
노스케, 구메 마사오, 기쿠치 간, 도쿠다 슈세이, 무샤노고지 사네아츠, 사토 하루오 등 근대작가
가 총출동하였다. 이어 소설

수상쩍은 문호들 파티 (2019)도 세상에 나왔는데, 나츠메 소세키,

다자이 오사무, 미야자와 겐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작품에 재해석을 가하였다.

수상쩍은 문

호들 파티 는 문학의 장을 기존의 학회에서 술집으로 바꾸어놓았는데,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이러
한 움직임은 다른 나라와 교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유효할 것이다. 2019년 NHK총합TV
3파에서 동 시간대에 방송된 드라마 〈스트레인저 상하이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아쿠타가와의
소설 세계와 특파원 시절의 중국 현실을 엮어서 20세기 중국과 일본의 정신적 교류의 현장을 구
현하여 내보냈다. 2013년 문호스트레이독스 출간을 기점으로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으
로 재생산되고 있는 ‘문호들’은, 다시금 근대문학의 현재성을 묻는 동시에 후기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초역 소설 일미전쟁 처럼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 근대문학 현상에서 우경화 움직임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한편에 문학사적인 연속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예컨대 일본에서 누적 판매 부수 130
만 부를 자랑하는 판다지 소설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夜は短し歩けよ乙女)」(2006)와 그것의
애니메이션 영화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2017)는 ‘나’가 본 셜록 홈즈 전집 을 ‘쥘 베른’에
서 시작하여 ‘다니자키 준이치로―아쿠타가와 류노스케―우치다 핫켄’ 식으로 동･서양을 이으며
연대기적으로 기술한다. ‘후배 아가씨’를 남몰래 좋아하는 ‘선배 남학생’의 안타까운 분투기로 요
약할 수 있는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에는 이들 남녀 이외에도 ‘악랄한 수집가’에게 빼앗긴
책을 세상에 돌려보내려는 ‘헌책시장의 신’이 등장한다. 헌책시장에서 아쿠타가와문학을 포함한
근대문학은 ‘고서’로 이들 책은 ‘모두 평등하고 서로 자유자재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갑을 열 필
요도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헌책시장은 IT혁명 이후 문학이 거의 무상으로 획득
할 수 있는 디지털 상품으로 바뀌는 ‘트랜스문화’의 장이라 할 수 있겠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할 수 있는 문호들이 트랜스문화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근대문학자들의 부활 현상은 일본의 ‘근대국민작가’라 불리는 나쓰메 소세키를 주부로
환생시킨 TV드라마 〈나는 주부로소이다〉(2006)와 달리 매체 간의 변환 양상을 보인다. 이들 근대
7) 장 미셸 지앙･목수정 옮김, 문화는 정치다 , 동녘, 2011,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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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다채로운 캐릭터에서 근대국민국가 형성에 이바지했던 국민작가의 연속성을 찾기는 어려
울 것이다. 「라이트노벨의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활용법」, 「安倍晴明関連文学の系譜とメディア
ミックス」, 「라이트노벨 속 문학작품 수용에 대한 고찰」 등 근대뿐만 아니라 중세와 현대를 걸
친 하위문화 관련 논의8)가 이 둘의 무연함에서 출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대중문학의
시민권을 완전히 획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른바 ‘라이트노벨’과 같은 장르에서조차 현대 이전
문학이 빈번하게 출현한다는 사실은, 21세기 들어 그것의 소비를 오타쿠 세대의 등장과 연동하여
읽어내는 공시적 접근법, 예컨대 ‘장르복합체’9)라는 인식에 대한 한계점을 드러낸다. 근대문학과
의 연속성에서 이해하려는 「セカイ系が続く感覚 今に通じる「自分探し」」, 「ライトノベルと近代
文学は異なるか」, 「野村美月 ＂文学少女＂ シリーズー 銀河鉄道の夜 から飛躍する文学少女」,
「새로운 문학콘텐츠, 라이트노벨의 가능성」 등의 논의 또한 〈근대문학=문학성〉이라는 단순화10)로
는 근대문학의 재생산 양상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다. 라이트노벨에서 ‘작가’가 근대의 특권적인
작가와 다른 형태를 띤다는 지적11) 역시 21세기 근대문학의 존재감을 드러낼 뿐이다.
코믹스 문호스트레이독스 중 「미일문호전쟁, 격화」와 같은 문학과 디지털의 만남 혹은 초역
소설 일미전쟁 처럼 다분히 정치적으로 보이는 근대문학 소환 한편에

문호스트레이독스 는 ‘문

호들과 함께 책의 세계를 지켜라!’라고 외치고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는 책은 ‘모두 평등하
고 서로 자유자재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후기자본주의 사회 구조의 변화 전략을 논하기에
앞서 근대문학 소환에 대한 문화지형의 구체화가 필요해 보인다.

8) 이선경(2018) 「라이트노벨의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활용법」, 일본학 제47집, pp.185 205, 이시준(2019) 「安倍晴明関連文
学の系譜とメディアミックス」, 일어일문학연구 (108), pp.203 226, 남유민(2016) 「라이트노벨 속 문학작품 수용에 대한 고
찰」, 日本學硏究 (49), pp.221 241. 등.
9) 一柳廣孝･久米依子 編著 ライトノベル研究序説 , 青弓社、2009、p.135.
10) 松本和也「( 白樺 100年：上)セカイ系が続く感覚 今に通じる「自分探し」, 朝日新聞 2010.04.03., 양원석･권희주(2016)
「새로운 문학콘텐츠, 라이트노벨의 가능성」 일본학보 (109), pp.235 250, 久米依子「ライトノベルと近代文学は異なるか」,
昭和文学研究 (58), 2009, pp.93 95, 大島丈志「野村美月 ＂文学少女＂ シリーズー 銀河鉄道の夜 から飛躍する文学少女」,
ライトノベル研究序説 青弓社, 2013, p.272. 등.
11) 松永寛和, ライトノベルにおける「作家」の存在―複合メディアにおける創造性 日本大学, 取得学位:博士(芸術学), 学位
授与番号:甲第5153号, 学位授与年月日:2017 03 25, 김기태(2015) 「극내 문학도서의 베스트셀러 요인 분석 연구」, 한국문
예창작 제14권 제2호, p.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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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넘어서는 국민의 신념
―식민지 말기 최재서의 國民文學論 재독―
金景彩 (東京大)

1. 문제의 소재
식민지 말기, 조선의 지식인들이 처해 있던 사상적 곤란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 중에 ‘사실’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상황을 ‘사실의 세기’로 규정한 발레리에 의하면 ‘사실의 세
기’는 그 이전의 ‘질서의 세기’와 대립항을 이루는 것이다. ‘사실’＝‘자연’과의 투쟁을 통해 얻어
낸 인위적 질서가 자연화되어, ‘질서’의 허구성에 대한 인식이 상실된 시대, 곧 ‘질서’가 ‘사실’화
한 시대가 곧 발레리가 논한 ‘사실의 세기’다1). 발레리에게 ‘사실의 세기’가 보편성을 담지하던
유럽의 위상을 회의하는 계기, 곧 ‘사실’의 임계의 자리에 놓여있었다면, 제국 일본의 본토와 식
민지에서 번역된 ‘사실의 세기’는 다소 다른 맥락─‘사실’이 개시되는 순간─에 놓여있었다.
당시의 식민지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던 ‘사실’ 개념은 구체적 실천으로써 ‘징병제의
옹호, 국어(일본어)에 의한 창작, 일본 정신의 긍정’과 같은, 이른바 ‘친일’ 행위와 무관하지 않았
다. 만들어 나가야 할 것보다 발견하고 수리해야 할 것=‘사실’에 압도된다는 것은 곧, 이미 도래
한 불가피한 ‘사실’=‘국가’를 그 저의와는 무관하게 결국엔 용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사실’ 개념의 임계를 확인하는 작업은 당시의 지적 폐단과 개인 윤리의 파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됨’에 보편적으로 기입되는, 국민을 넘어서는 요소와 그 한계를 도출
해 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 고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수리한 대표적인 지식인,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을 재독함으로써 ‘앎’에 의해 매개되는 ‘사실’이 임계에 부딪히는 순간을 조명해 보고
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성과 논리의 파탄’으로 규정되어왔던 식민지 말기의 최재서의 지
적 실천이, 오히려 ‘앎’=‘지성과 논리’의 산물이었다는 점, ‘국민됨’을 넘어서는 문제는 ‘지성과 논
리’의 바깥=‘신념’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점을 논하게 될 것이다.

2. ‘사실’=‘국가’의 토톨로지(tautology)
최재서는 조선일보의 지면에 발표한 「사실의 세기와 지식인」(1938.7.2) 이라는 글에서 ‘사색이
미처 사실을 합리화할 틈이 업고 또 행동이 구태여 사상의 변호’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
실의 세기’에 ‘지식인은 지성을 포기하는 외에 길이 없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이 물음에 최
재서가 내린 해답은 ‘구체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실’은 ‘그에게 복종하거나 그렇지 않
으면 그에게 복수’ 당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사실’이란, 인간이 축조한 ‘역사적 질서로부터 튀어
1) ポール・ヴァレリー, 新村猛訳 「ペルシャ人の手紙」 ヴァレリー全集 第8巻, 東京：筑摩書房, 1967年, 174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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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것, ‘허공에 던진 돌은 반듯이 땅 위에 떨어진’다는 마치 자연법칙과도 같은 불가항력이다.
결국 지식인은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이미 그 임계가 분명해진 ‘질서’와 매개시키는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최소한의 ‘지성’을 견지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에 대한 최재서의 처방
전이었다.2)
해서 최재서는 바로 그 구체적 ‘사실’의 수리로 나아간다. 이 때의 구체적 ‘사실’이란 ‘생활 전
일체로서의 민족과 국가’이다. 국가는 ‘추상적 인간성’과 ‘추상적 인간성의 국경을 넘어선 연대’를
추동하는 개인(주의)과 달리 ‘민족과 국토 사이의 직접적 연관’, 즉 ‘국민의 독특한 본질, 공간적
규정, 역사적 사명’에 기초하기 때문에 구체적이다. 국민에게 국가란 ‘유일절대이며, 그것을 한 국
민에서 다른 국민으로 옮길 수 없’다는 교환불가능성을 가짐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은 유기적 전
일체를 이루는 것이자 ‘추상적 인간성’을 극복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3). 결국 지식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그 같은 ‘사실’=‘국가’를 ‘철저하게 자각’하고,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의식화’함
으로써 ‘사실’을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는 것이 되며, 이때 남겨지는 문제는 ‘사실’을 자각하고 의
식화하는 방법론이다.
전쟁은 종래의 완만한, 혹은 무자각한 전환에 힘을 가하고, 가속도를 붙여, 모든 것을 명확하
게 하여 의식화하는 역할을 겨우 2, 3년 사이에 해내고 말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짐멜의 말투
로 표현하면 전쟁은 문화의 일시적인 개개 현상 중에서 많은 것을 결정적으로 배제하고, 더욱
많은 것을 결정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전쟁이 일정한 기한 뒤에는 결정
적으로 새로운 생활 조건을 만들어 내리라고 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로써 우리들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4)

국가가 불가항력의 ‘사실’로써, 모든 모순을 해소해 줄 계기로써 전경화되는 것은 ‘전쟁’에 의
해서이다. 추상화한 인간이 세계와의 분열로 고통받는 ‘사실의 세기’에 있어서, ‘국가’는 분열을
해소해 줄 구체성으로 존재하며, 바로 그 ‘국가’는 전쟁에 의해 ‘사실’로써 경험된다. 전쟁이 ‘국
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창생시키는 근원적 사건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5), 상
기의 최재서의 논의는 전쟁이 강요한 ‘국가’=‘사실’이 전쟁에 의해 다시금 정당화되는 동어반복적
모순에 빠져있다. 다시 말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사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구조가 전쟁을 계기로 하여 완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연하게도 ‘사실’과 ‘국가’의 동어반복
적 구조는 식민지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처리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최재서는 그의
국민문학론이 망라된 평론집, 전환기의 조선문학 을 다음과 같이 위치지었다. ‘일본 국가의 모습을
발견하기까지의 영혼의 기록’. 이미 도래한 소여의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금 나와 분리시켜 의식
적으로 ‘일본’과 연결지어 생각’함으로써 ‘일억국민의 길’을 걷는 것6)이 최재서의 방법론이며, 이것
은 ‘사실’을 ‘앎(知る)’으로 해서 실천된다는 점에서 ‘지(知)성’, ‘논리’와 결코 모순되지 않았다.
2) 崔載瑞, 「事實의 世紀와 知識人」, 朝鮮日報 1938年7月2日.
3) 崔載瑞, 「文學者と世界観の問題」, 轉換期の朝鮮文學 , 京城：人文社, 1943年, 112쪽(初出 國民文學 1942年10月号).
4) 崔載瑞, 「文學精神의 轉換」同上, 20 21쪽(初出 人文評論 1941年4月号).
5) カール・シュミット, 田中浩・原田武雄訳 政治的なものの概念 , 東京：未来舎, 1970年, 27쪽.
6) 崔載瑞, 「まえがき」 前掲, 4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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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에 대한 ‘신념’의 위상(1)：‘사실’=‘국가’=‘일본’을 정초하기
그러나 ‘사실’=‘국가’의 동어반복적 구조, 그리고 ‘발견’, ‘앎’에 결코 회수되지 않는 요소가, 최
재서의 논리 속에 포함되어있다는 점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그것은 ‘신념’이라는 개념에 집약
된, ‘사실’의 ‘앎’에 선행되는 순간 바로 그것이다.
새로운 원리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체득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에 와서야 명확해졌
다.

(……)

그것은 결국 연구와 인식의 문제가 아닌, 태도와 신념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국민

적 입장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오늘날 연구나 인식보다는
신념과 용기를 요한다.

(……)

때문에 앞서 반복했듯, 개인주의적 입장으로부터 이러한 원리

는 더이상 절대로 얻어질 수 없게 되었다. 아무리 감수능력을 연마하고 문학적 수련을 하더라도
타개의 여지는 없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태도와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7).

요는 ‘국민의식’, 곧 ‘사실’=‘국가’는 ‘신념과 용기’에 의해 ‘체득’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신념과 용기’야말로 ‘앎’에 의해 매개되는 ‘사실’과는 이질적인 성질의 것이다. 최재서에게 있
어서 ‘신념’이라는 개념은 이 시기에 돌연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1930년대 중반, 그는 현대의 보
편적 가치, 즉 ‘도그마’ 부재에 대한 궁극적인 대처방법으로써, 새로운 ‘도그마’를 수립하고 그것
을 개인과 매개하는 방법론적 개념으로써 신념을 논한 바 있었다. 아직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확정되지 않은, 그러나 그 ‘좋음’이 ‘신념’을 통해 비로소 ‘예언’되는 것이 ‘도그마’였으며8), 최재
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개인의 ‘신념’으로부터 보편적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조건들을 탐구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문학 이후의 ‘신념’이 어디까지나 ‘도그마’의 부재를 전제로 했던 것에
반해, 1940년대 이후의 ‘신념’은 ‘사실’=‘국가’라는 명확한 대상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사
실’=‘국가’는 ‘불가치환’, ‘불가반복’의 ‘본질적인 가치’9)를 가지는 것, 곧 가치의 ‘좋음’이 이미
주어진 성질의 것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문학 이후의 최재서는 근본적으로 ‘신념’이 불가능한 자

리에서 ‘신념’을 (다시금) 개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데리다의 논의를 빌리자면, ‘권위’나 ‘법’이 존재하지 않는 기원적 공간에서 ‘권위’나 ‘법’을 정
초하는 것은 그 자신은 아무런 정당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신비적 기초(fondement mystique de
l’autorité)’=‘신념(crédit)’이다10). 바꿔 말하면 ‘신념’은 ‘권위’와 ‘법’이 그 기원에 있어 부재한다는
것을 증언한다. ‘신비적 기초’로써의 ‘신념’은 최재서의 문장들에서 산견되는데, 가령 최재서는 스
스로가 ‘신념’을 통해 ‘국민이 된 순간’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가? (……) 나는 작년 말, 여러모로 내 자신에 대해 처
7) 崔載瑞, 「國民文學の要件」, 轉換期の朝鮮文學 , 62 64쪽(初出 國民文學 1941年11月号).
8) 崔載瑞, 「批評과 모랄의 問題」 金活編 崔載瑞評論集 , 螢雪出版社, 1981年, 22 38쪽(初出 改造 1938年8月号).； 崔載瑞,
「風刺文學論──文壇危機의 打開策으로써」前掲, 120 123쪽(初出 朝鮮日報 1935年7月14日~29日).
9) 崔載瑞, 「國民文學の立場」 轉換期の朝鮮文學 123쪽.
10) ジャック・デリダ, 堅田研一訳 法の力 , 東京：法政大學出版局, 1999年, 27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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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자 결의한 뒤 새해 첫 날 그 시작으로 창씨를 했다. 그리고 2일 아침, 그것을 봉고(奉告)
하기 위해 조선신궁에 참배했다. 대전(大前)에 서서 깊게 머리를 드리운 순간, 나는 상쾌한 대
기 속으로 빨려 올라가 모든 의문으로부터 해방된 기분이 들었다. ──일본인이란 천황에 사봉
(仕奉)하는 국민이다.11)

어떠한 인과성도 없이 돌연 주어지는 ‘계시’는 순식간에 그를 ‘국민’으로 만든다. 이 같은 ‘계
시’의 순간은 다른 문장에서도 반복된다.

국민문학 이 전면일본어판으로 전환된 후, 편집후기에

서 최재서는 이렇게 썼다. ‘고민을 끌어안고 잠 못 이루던 밤, 문득 떠올리고는 다시 읽어본 것이
블레이크의 시였다. 다음날 아침, 나는 국어 잡지로의 조치를 결의했다’.12) 문장들에서 보여지는
‘국민’, ‘국어’로의 전환에 선행하는 계시의 순간은 분명 ‘신비적’이며, 식민지에 일본(인)이 부재
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시사한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념’과 그를 통해 수행되는 ‘국민’으로의 결단은 진정한 결단이라
볼 수 없다. 앞서 논했듯 식민지에서의 ‘사실’=‘국가’는 이미 주어져 있었으며, 때문에 이 때의
‘신념’은 ‘국가’의 기원에 위치한다기보다, ‘사(事)’후적인 것으로써 ‘국가’의 폭력적인 합리성에
회수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사후적이라 하더라도, 최재서의 ‘신념’로부터 식민지에서 노정된
‘국가’의 작위성을 발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신념’의 사후적 개시는 애초에 ‘결단’이
허용되지 않은 주체가 가상의 ‘결단’을 수행, 스스로를 다시금 주체로 정위하는 기획으로써의 측
면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 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신념’ 그 자체가 위치하는 자리,
곧 ‘국가’를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표상함과 동시에 ‘국가’에 포섭되어가는, ‘국가’와 ‘국가’
아닌 것 사이의 임계지점이다. ‘앎’이 아닌 ‘믿음’이 ‘국가’의 임계 지점을 드러내는 순간은 최재
서가 조선문학의 향방을 논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4. ‘사실’에 대한 ‘신념’의 위상(2)：지연(遅延)장치로써의 조선문학
‘신비적 기초’＝‘신념’은 그것이 정초하는 ‘법’ 속에 ‘약속(promesse)’의 형태로 기입된다. 이미
완결되어 물음을 제기할 수 없는 ‘사실’ 속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또 실현될 수 있을지 없을지
조차 확실하지 않은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 곧 ‘신념’이며, 때문에 ‘신념’은 법의
성립을 ‘지연’시킨다.13) 데리다가 ‘신념(crédit)’로부터 ‘사실’=‘법’의 탈구축 가능성을 시험한 이유
가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식민지 지식인의 ‘신념’이 국제법상의 ‘사실’=’국가’＝‘일본’ 속에 기
입한 약속은 무엇이었을까?
「조선문학의 현단계」(1942.8)에서 최재서는 소위 ‘협화적 내선일체론’과 유사한 논의를 전개한
다. 그 내용은 요컨대, 조선문학이 ‘규슈문학이나 도호쿠문학, 내지는 대만문학이 가지는 지방적
특이성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조선문학이 그 ‘창조적 능력’을 살리면 새로이 건설
될 신일본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14)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선문학의 ‘창조적
11) 崔載瑞「まつろふ文學」, 國民文學 1944年4月号.
12) 「編集を了へて」, 國民文學 1942年5・6月合併号.
13) ジャック・デリダ, 前掲書, 119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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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란, 제국 본토에서 발화되고 있던 ‘나치스와도 같은 민족순혈론’을 우려했던 최재서가 ‘내
지의 평론가들이 국가나 민족을 논할 때, 일단 조선을 염두해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던 근거이기
도 하다. 이 글에서 최재서는 단순히 조선문학이 일본문학의 안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신념을 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신념’이 유의미해질 수 있는 조건을 내세우기에 이른다.
제일 먼저 일본문학은 보다 넓은 시야와 보다 높은 이상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른 전통과
습속과 생활감정을 가진 조선의 시인과 작가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본문학은
더더욱 큰 시야를 마련해야 한다. (……) 다음으로 일본문학은 새롭게 그 속으로 들어간 민족이
충분히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만한, 더 나아가서는 창조적 의욕을 자극받을 수
있을 만한 높고도 생생한 이상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일본 국가가 그 자체로 더 높
은 도의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고이소(小磯) 총독이 취임 벽두에 도의조
선론을 높이 내걸었던 것은 문화적으로 보아도 깊은 의의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일본은 어떻게 이민족을 포옹하면서 더 나아가 일본문화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라
물은 최재서는 ‘한 편으로는 그 순수화의 정도를 점점 높여감과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그 광
대한 범위를 점점 넓혀 가’기 위한 ‘시금석’의 자리에 조선문학을 둔다. ‘사실’로써의 ‘천황귀일
(天皇帰一)’과 ‘약속’으로써의 ‘팔굉일우(八紘一宇)’ 사이에 놓인 것, ‘이것으로써만이 조선문학의
전환도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15) 최재서의 문장들 속에서 ‘믿음’은 일본(문학)을 아직 도래하지
않은 당위의 세계로 지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최재서는 다시금 자문자답한다. ‘하나로 돌아간
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어떠한 형식으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이 정말일 것입니다. (……) 그저 우리는 두 민족이 하나로 귀결된다는 신앙(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앙입니다)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16)
이처럼 불가능한 ‘믿음’─믿어야 할 것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되는 곳에서 개시되는 ‘신념’, ‘신
앙’─의 레토릭’은 ‘사실’을 ‘어떻게, 어떠한 형식으로’ 실현될지 모르는 것으로 표상하기 위한 장
치이며, 때문에 그것은 식민지, 본토를 불문하고 이른바 ‘전향’ 서사에서 빈번히 발견된다. 예컨대
공산당 간부였던 사노 마나부(佐野学)와 나베야마 사다치카(鍋山貞親)의 전향성명(1933)에 드러난
‘믿는다’17)라는 언술, 식민지의 내선일체론자들의 논의에서 보여지는 ‘사실’과 ‘신념’의 교착18)에
14) 崔載瑞, 「朝鮮文學の現段階」, 轉換期の朝鮮文學 87 89쪽(初出 國民文學 1942年8月号).
15) 崔載瑞, 同上, 94쪽.
16) 崔載瑞, 「學徒出陣をめぐりて」, 國民文學 1943年12月.
17) 「いま不可避なる戦争危機をかく認識し之を國内改革との結合において進歩的なものに転化せしめるこそ, 我が労働階級の
採るべき唯一の道と信ずる」「共同被告同志に告ぐる書」 改造 1933年7月号.
18) 「内鮮一体の具体的実現過程としてば, 内鮮一体の字義も既知の事実であり, その内容も既知の事実としてもはやそ
れが具体的に実現されているので(……).イエスは 叩けよ, さらば開かれん と言ったが, 門を叩くのは罪でなく, ま
た門を叩かなければ開かないのはいえすを俟たなくてもわかるところである」(金明植「内鮮一体の具体的実現過程」
鉄業朝鮮 1940年1月)；「内地人と朝鮮人が同根同祖の血縁的連関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小學校児童でも皆
知っていることである」(印貞植「内鮮一体の文化的理念」 人文評論 1940年1月号)；「半島人は完全な日本民族になるこ
とができ, また全世界の民族が一民族一国家を形成することもできると信じる」(玄永燮「 内鮮一体 と朝鮮人の個性
問題」 三千里 1940年3月号)；「国籍の上では, 朝鮮人はすでに三十年前から日本帝国の臣民としての地位を占めてい
るのである.(……)もしも民族性を固持することによって朝鮮人の現実と将来に遠大なる希望が約束されるのであれ
ば, 我々はこの固持を最後まで要求したことだろう.(……)東亜の現実から見て, 世界の動向から見て, 内鮮のすで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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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신념’은 내적 전환의 계기로써 의미심장한 위치를 점한다. 다만 최재서의 ‘신념’에 식
민지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선이 그 ‘믿음’의 담지자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
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의 담지자가 여타의 식민지들을 배제한 채 조선으로 한정되는 순간,
‘믿음’은 불가능성의 영역으로 회수되어 간다. ‘법’에 대해 보상(조선의 보존)을 기대하는 ‘신념’은
이미 ‘신비적 기원’이라 볼 수 없을 뿐더러 국민이 되고자 하는 주체는 종국엔 국가와 국민 사이
의 교환 양식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 ‘신념’이 또 다른 식민지들에 대한 ‘조선’
의 특권적 위치를 강조하는 주체화 전략에 다름 아니라면, 제국의 주체화 전략에 대한 안티 테제
가 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의 성립을 미래로 지연시키
는 ‘신념’과 그 담지자로서의 ‘조선문학’은 때문에, 제국의 논리를 내파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
이기 보다는 ‘사실’의 임계에서 보여지는, ‘사실’ 바깥의 수사들이 ‘사실’ 속으로 포섭되어 가는
운동의 한 장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조선문학의 (불)가능성의 향방
주지하듯 ‘앎’과 ‘신념’의 사이에서 형성되는 사상 공간은 식민지 조선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최재서는 내지인은 ‘자연스럽게, 무리없이 국민적 입장으로 자신을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
지에서는 국민문학론이 조선에서만큼 성하지 않았다고 논했다.19) 하지만 국민문학의 근간이 되는
‘국체’ 개념의 애매모호함20)은, 식민지 조선 뿐만 아니라 본토의 지식인 역시 ‘신념’의 영역으로
이끌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식민지/본토의 언설로 대별할 수 없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했
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향과 저항의 논리, 제국의 본토와 식민지의 논리를 관통하는 ‘신념’
과 ‘약속’의 언어들은 단순히 비합리적, 반논리적 사고의 발현으로 처리될 것이 아니라 산종적인
‘국민됨’의 양상들을 교차시키기 위한, 그리하여 제국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사실’의 폭력을 노정
시키기 위한 개념적 장치로써 다뤄져야 할 것이다.
해방 직후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의 3년 간을 불확정성의 시공간으로 다루는 경향들은 ‘사
실’=‘국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법상의 국가가 아직 성
립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해방 직후의 조선에서는 ‘사실’＝‘민족’=‘조선’의 연관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복수의 ‘가능성’ 사이의 대결, 혹은 무한한 정치적 변수로 가득찬, 그럼에도 불
구하고 간취되는 해방 공간의 폐쇄성은 그 모든 가능성들이 ‘민족’=‘조선’이라는 ‘사(事)’후에 위
치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이유에서 해방 이후의 가능성들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의사
적(擬似的)이다. 실제로 해방 직후에 분출한 지식인의 양심선언21)은 ‘신념’의 대상인 ‘민족’이 상
離れられない経済的結合の堅固性から見て, 朝鮮人の将来はただひたすらに旧来の民族性を止揚し, 徹底して皇民化
することでのみ, 広闊なる前途を展望することができる」(印貞植「 内鮮一体 と言語」 三千里 1940年3月号). 이 인용
은 「植民地／近代の超克」研究会編「資料と証言Ⅱ日中戦争期・朝鮮知識人の内鮮一体論」 Quadrante：クヴァドラン
テ：四分儀──地域・文化・位置のための総合雑誌 第7号, 東京外国語大學海外事情研究所, 2005年의 지면에 번역
된 것임을 밝혀 둔다.
19) 崔載瑞, 「國民文學の立場」 轉換期の朝鮮文學 , 116 120쪽.
20) 松浦寿輝, 「国体論」小林康夫・松浦寿輝編 メディア──表象のポリティックス 東京：東京大學出版会, 2000年, 317쪽.
21) 김윤식, 해방공간 한국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2006年, 49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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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이때의 ‘민족’ 개념은 그 이후에 도래할 남한 단
독정부의 ‘대한민국 국민’에 비하면 덜 한정적이었으며, 때문에 그것은 정부 수립 이후, 위로부터
강제된 ‘국민’ 개념에 대한 대항기제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다.22) 하지만 식민지 말기의 조선문
학론이 그랬듯, 해방 이후의 ‘민족’ 역시 특권적 식민지로서의 조선이라는 상상력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신생 국가의 주체성 속으로 회수될 운명에 놓여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식민지, 그 후의 ‘신념’의 정치적 가능성은 ‘신념’의 담지자를 어떻게 한정하는
가 (혹은 한정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사(事)’후에 개시되는 ‘신념’의
(불)가능성을 식민지 조선의 안과 바깥에서 동시에 질문하는 작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2) 정부 수립 이후의 ‘민족’과 ‘국민’ 개념의 길항 관계에 관해서는 졸고, 「民族と国家の間――1950年代の韓国における「東
洋」論を巡って」東京大學修士論文, 2015年에서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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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의 정치학과 내부식민지의 탄생
―1962년 산업박람회를 중심으로―
김동현 (경희대)

1. 구경거리가 된 해녀 –1962년 산업박람회
“서울에서 열린 산업박람회 때 해녀를 구경거리로 삼았다고 해서 제주도 출신 유학생들이 떠들
고 일어났다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1) 재경제주도민회가 1970년에 펴낸 탐라 에 실
린 소설가 최정희의 ｢해녀｣라는 글의 한 대목이다. 제주를 방문한 짧은 소회를 담고 있는 이 글
은 해녀를 낭만적으로 인식하는 세간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나름의 애정
을 표시하고 있다. 200자 원고지 8매 분량의 짧은 글은 분량도 분량이지만 해녀나 제주에 대한
시선도 피상적 감상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최정희가 언급하고 지나가는 “서울에서 열린 산업
박람회 때”의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산업박람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주도 출
신 유학생들이 떠들고 일어”난 것일까.
최정희가 말하는 산업박람회는 1962년 경복궁에서 열린 ‘혁명 1주년 기념 산업박람회’를 말한
다. 한국산업진흥회가 주최한 이 박람회는 쿠데타 세력이 재계를 동원해 쿠데타의 정당성을 홍보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되었다.2) 산업진흥회 조직 자체가 산업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만
들어졌다. 조직의 고문에는 당시 내각수반 송요찬, 지도위원에 당시 내각이 전부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다 제일모직산업의 이병철, 대한산업의 설동경, 화신산업의 박흥식 등 재계 인사들이 추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직 구성의 면면만 보더라도 군정의 정통성을 홍보하기 위한 관제 동
원의 성격이 드러난다. 박람회가 끝난 후 펴낸 산업연감 특별판의 개최 목적도 아래와 같이 5가
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 혁명 1주년의 산업 발전 소개

② 산업면의 후진성에서 탈피하고 산업국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조성한다
③ 경제5개년 계획 및 제1차년도의 현황을 소개한다
④ ‘우리 살림은 우리 것으로’라는 국민의욕을 고양함으로써 신생활 체제의 수립을 기한다
⑤ ‘우리 앞길을 우리 힘으로’라는 이념을 고취하고 자립경제의 개척을 기필(期必)한다3)

1962년 4월 20일부터 6월 6일까지 47일 동안 경복궁에서는 열린 이 산업박람회는 “역사상 유

1) 최정희, ｢해녀 , 재경제주도민회, 탐라 7호, 1970, 33쪽.
2) 사단법인 한국산업진흥회는 산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직이었다. 회장인 김덕승(1924 1987)은 식민지 시기 광복군 화북지구
특파공작원 출신으로 5･16 쿠데타 직전 관련 첩보를 입수한 군경합동수사부에 체포되었던 전력이 있다. 합수부 조사 당시
그의 허위 진술 덕분에 쿠데타 모의는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한다. 국가보훈처 공훈자료 참조.
3) 사단법인 한국산업진흥회, 5･161주년 기념 산업박람회 특별판 산업연감 1962 , 1962, 5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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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없는 산업제전”으로 홍보되었다.4) 경복궁 안에 마련된 전시장 시설비만 10억환이 넘었다. 가건
물 150동이 지어졌고 전시회 공사에 동원된 인원만 3만명이었다. 특별관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100평 규모의 혁명기념관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상징하는 5각 12면의 흰빛 조각물”을 중심으
로 “육사생도시가행진 사진”, “박정희 의장의 친선방미여정 사진” 등이 전시된 혁명기념관은 이
박람회 개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5) 이런 조형물의 설치는 ‘혁명’으로 포장된
쿠데타의 정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다. 국제관, 해외교포관, 과학관, 발명관 등의 특별
관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산업재건’을 위한 선전과 동원의 전시장이었다. 특히 ‘해외
교포관’의 주된 대상은 ‘재일교포’들이었다. ‘재일교포 기업’을 “해방이후 10여년 성상이 경과하는
동안 본국의 산업계열과 유리된 존재 하에 방치된 관계”라고 규정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
제발전을 위한 동원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6) 1인당 GNP 87달러였던 당시 10억 환
의 예산과 3만 명의 인원 동원은 이 산업박람회에 대한 당시 쿠데타 세력의 관심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 언론들은 관람객만 240만명에 입장료 수입도 5억환 이었다면서 1929년 열렸던 조선 박
람회와 비교해 성공적이었다고 보도했다.7)
이렇게 ‘성공적’으로 종료했던 산업박람회는 개막하자마자 여러 문제가 노출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행 조장이었다. 언론은 이를 ‘본지에 어긋나는 산업박람회’라고 꼬집었다. 산업발전상을
관람하기보다는 복권판매소에 인파들이 즐비했다거나 회전당구장, 파친코까지 준비된(?) 오락센터
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다음이다.
(전략) 전시된 국산품의 질이라든가 그 제작과정 등을 눈여겨 보아야 할 기업가 또는 기술자들
이 해녀가 실연하는 수족관으로만 몰려드는 등의 현상은 이번 박람회를 갖게 된 본지에 어긋나
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8)

여기서 말하는 “해녀가 실연하는 수족관”
이란 수족관 병설 잠수관을 말한다. 특별관
중에 90평 규모의 수족관이 있었고 여기에
병설 잠수관이 따로 마련되었다. ‘해녀실연
장’으로 구성된 잠수관은 4 5평 규모로 서
귀포의 해변가를 재현해 놓았다.9)
당시 사진에서도 보듯이 수족관은 인기
전시관이었다. 반공관에 이어 두 번째로 많

<사진=산업박람회 사진집>

4) 경향신문, ‘군사혁명 1주년기념 약진! 한국산업의 정화를 과시 경복궁서 최대규모의 박람회 개최’, 1962년 4월 16일자, 2면.
5) 사단법인 한국산업진흥회, 앞의 책, 169쪽.
6) 위의 책, 186쪽. 당시 박람회에 대한 쿠데타 세력의 관심은 1년 후 다가오는 민정 이양, 군정에 대한 민심의 기대감 등 다
양한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분석은 일단 논외로 해둔다.
7) 조선일보, “1929년 같은 자리에서 열린 소위 조선대박람회가 138만6천 명의 손님을 맞아들인 것과 대비하면 국민 사에 뻗친
인기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962년 6월 6일 2면.
8) 경향신문, 1962.5.10
9) 위의 책, 243쪽. 해녀실연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90평 규모였다는 보도도 있으나, 산업진흥회가 펴낸 연감에 따르면 4 5평
규모로 되어 있다. 전체 수족관 규모가 90평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언론의 보도가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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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이 찾았는데 반공관 관람객이 180만 명이었다는 점10)을 감안한다면 관람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기업가와 기술자들도 해녀 실연관을 찾았다. 해녀 실연장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말 그대로 해녀들의 조업 장면을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해녀조업’
을 실연했던 해녀들은 부산 지역에서 올라온 이들로 모두 5명이었다.11) 인기가 높았던 ‘해녀 실
연’은 박람회가 개최되는 중에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인다. 100환의 입장료를 내고 해녀들의 물
질 시연 장면을 볼 수 있게 만든 수족관을 본 관람객들 일부의 항의가 있었고 결정적인 것은 재
경제주도 유학생들의 항의였다.
인권침해라고 말썽을 일으킨 산업박람회장 안 해녀들의 잠수실기는 6월부터 중지하기로 되었다.
5일 하오 재경 제주 학생대표들은 ‘해녀관’ 안의 위생시설과 기타 제반시설의 미비를 들어 해녀
출연의 즉시 중지를 요청하였는데 주최측에서는 해녀들의 노동 실태를 알릴 수 있는 다른 시설
을 갖출 때까지 출연을 중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12)

박람회장에서 인기가 높았던 해녀들의 실연을 중지시킨 것은 재경제주도 유학생들의 항의였다.
그들의 항의 내용은 ‘위생시설과 기타 제반시설의 미비’였다고 전하고 있는데 박람회 결산을 하
면서 한 언론은 이 사건을 “해녀의 인권을 흙탕물에 담은 수족관”이었다고 평가했다.13) 유학생의
항의가 있기 전에도 해녀 실연은 인권 유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언론은 이를 살아있는 사
람을 전시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었다고 전한다.
○…수족관측의 말에 의하면 전국에 산재하는 3만 여명의 해녀들이 바다 속에서 건져 올리는
해산물은 연간 수십억환을 올리고 있으나 그들의 거의 전부가 생활에 쪼들려 마치 세농가의 입
도선매처럼 업자들에게 선금을 받아 하루 불과 7, 8백환의 수입밖에 얻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
이다. 이곳에서 그들의 고된 생활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중 묘기를 보여줌으로써 도회의
사치족 이성들에게 각성을 촉구하자는데 이번 수족관 설치의 의의가 있다고
○…그러나 해녀들의 실기를 보고 어떤 ‘B.G’가 비참하다는 한 마디로 지적한 것처럼 돈을 받
고 ‘산 인간’을 하나의 전시품으로 등장시킨다는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상을 찌푸리는 것이 수
족관의 해녀들을 보고 나온 관객들의 거의 공통된 표정이기도 했다.14)

생활고에 시달리는 해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를 “도회의 사치족 이성”들의 “각성을 촉구”
하는 데 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다. ‘해녀들의 생활고’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선을 띠고
있지만 실연이라는 전시 자체가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라는 구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온정주의적 시각은 그러한 구분을 수사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1962년 산업박
람회는 ‘혁명’과 ‘반공’, ‘국민재건’과 ‘과학’이 결합한 선전의 장이자 과시적 시각의 재현장이었

10) 동아일보, ‘박람회의 총결산’, 1962.6.7.
11) 경향신문, ‘산업전사, 해녀도 등장 산박서 수중묘기’, 1962.4.23.
12) 동아일보, ‘6일부터 중지 박람회의 해녀실기’, 동아일보 1962년 5월 6일 3면.
13) 동아일보, 1962년 6월 7일 3면.
14) 경향신문, ‘산업전사, 해녀도 등장 산박서 수중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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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재현의 장에서 해녀들이 직접 작은 수족관에서 해초를 캐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는
도시(문명)/바다(미개), ‘보는 자’/ ‘보여지는 자’, 남성/여성, 각성의 대상/각성의 주체 등 다양한
구분을 시각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다.15) 하지만 실연은 주최 측의 의도와 어긋나기 시작했
다. 관람객들의 반응 역시 일방적인 환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살아있는 인간을 전시’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게다가 ‘인권 유린’이라고 할 정도로 열악한
시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람회가 4월 20일에 개막되었고 재경 제주도 유학생들의 항의로 해녀 실연이 중지된 것이 5
월 6일이었다. 16일 동안 해녀 실연은 계속되었다. ‘인간 전시’라는 즉각적 불쾌감을 토로하는 것
에서 볼 수 있듯이 해녀 실연은 당시에도 논쟁적 장면이었다.
산업박람회가 상품과 기술의 진보를 시각적으로 전시하는 장이라고 할 때 해녀라는 존재의 전
시를 어떻게 바라봐야할 것인가. ‘인간 전시’라는 당시의 즉자적 대응에 주목해서 상품화된 존재
로서의 해녀에 주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함의가 있는 것일까. 또한 재경 제주
도 유학생들의 항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당시 산업
박람회에서 식민지 시기에 열렸던 박람회들이 소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람회 결산을 전하는 언
론에서 1929년 조선박람회와 대비하여 산업박람회의 성과를 가늠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최측
인 산업진흥회가 펴낸 책자에도 식민지 시기에 열렸던 박람회에 대해 별도의 장으로 다뤄 상세하
게 설명하고 있다. 1962년 산업연감에서도 박람회를 “국가 지역의 문화, 산업상태를 소개하기 위
한 사물의 진열, 지식을 개발하는 시설의 총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박람회 약사를 언급하면
서 1907년, 1915년, 1929년 박람회를 언급하고 있는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산업박람회는
식민주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재조직하고 있다.
박람회가 근대성의 과시이자, 문명의 시각적 재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1962년 산업박람회
가 과거의 식민주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식민주의 경험
이 ‘해녀 실연’이라는 문제적 장면과 겹쳐지는 것은 무엇일까. 시각적 재현의 장에서 보여주는 주
체와 보여지는 대상의 구분이 ‘해녀’라는 가장 로컬적인 존재의 호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62년의 문제적 장면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2. 박람회라는 시각적 재현의 정치성
박람회에서 해녀들을 동원해 실제 조업 장면을 재현한 것은 1962년이 처음이 아니었다. 해녀실
연은 1955년 열린 해방 10주년 산업박람회에서도 있었다. 1955년 10월 1일 창경원에서는 해방
10주년 산업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국산장려회가 주최한 이 박람회에는 서울관을 비롯한 각 지
역관, 특설관 등 32개의 전시관, 출품 품종 740여점, 3만4천500여점의 품목이 전시되었다.16) 당시
에도 각 지역관과 특설관들이 설치되었는데 이 중 수산관에서는 아래 사진 설명에서 볼 수 있듯
이 해녀들이 직접 조업 장면을 재현하였다.17)
15) 이러한 구분에 담긴 함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16) 사법신문사, 해방10주년 산업박람회 사진첩 ,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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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국산장려회가 주최했지만 산업박람회의 총재는 이승만 대통령, 회장은 이기붕 민의
원의장이 맡았다는 것을 보면18) 1955년 박람회나 1962년 박람회 모두 권력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동원의 전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박람회에서 상품의 전시와 해녀의 실연이
동시에 재현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박람회라는 스펙터클을 재구성하고 재현하는 시선의
정치성을 읽어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산업발전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재구성하는 것
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공간을 배치하고 구성함으로써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을 구분하는 위계
가 내포되어 있다.
시선의 정치성의 기원은 1903년 내국권업박람회, 1915년 물산공진회, 1929년 조선박람회 등에
서도 확인된다. 내국권업 박람회 ‘학술인류관’에 전시되었던 조선, 류큐, 아이누 등의 인종 전시는
당시 식민지 지식인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물론 그러한 저항이 식민지 지식권력인 일
본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의 성격도 있었지만 생번, 류큐, 조선, 아이누 등 ‘학술 인류관’에 전시된
인종적 서열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19) 이는 전시라는 시각적 재현이 문제가 아니
라 타자와의 차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 인정의 욕망이 항의에 배면에 깔려있음을 보여준다.
즉 야만이라는 타자와 동일시될 수 없다는 민족적 우월의 확인과 이를 통한 차별의 구현에 대한
항의였던 것이다.
이는 식민 권력 안에서도 보여지는 자, 보는 자의 구분이 존재하는 것임을 보여준 동시에 식민
권력이 피식민자에게 동일하게 투사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식민 본국에서 식민지로 옮아
온 박람회에서 지적되었던 것은 지방의 서열화였다. 물품의 전시는 시각적 재현의 방식으로 우열
을 확인하는 수단이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이러한 서열화는 박람회의 공간 배치에서
도 그대로 나타난다. 식민지 시기 박람회와 해방 이후 열린 이 두 번의 박람회가 어떠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는 앞으로 따져봐야 할 과제다.
분명한 것은 1955년과 1962년의 박람회에서 보여지는 시선의 정치성, 그리고 공간 배치와 서열
/선택/전시 양상이 식민주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소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녀 전시의 의미를 단
순히 ‘해녀’라는 특수적 존재의 전시, 혹은 인권 유린이라는 당시의 즉자적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해녀 전시에 담긴 다양한 국면을 왜소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제주 지역의 반응은 물론, 해녀에 대해 지역 남성 지식인이 지니고 있었던 이중적 표상 역시 따
져봐야 한다. 이는 해녀는 말하지 않는 것인가, 말할 수 없는 존재인가, 아니면 말이 없다고 간주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그리고 이러한 해녀 전시에 대한 지식인들의 항의가 식
민주의적 전통에 기인하고 있는 점도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3. 다시, 인류관으로
<추후 보완>
17) 위의 책, 참조. 당시 해녀 실연에 대해서도 제주도 출신 혹은 관람객의 항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8) 조선일보, ‘산업박람회 임원을 선출’, 1955.6.15.
19) 신지영, ｢과학이라는 인종주의와 복수의 지방화｣, 동악어문학 , 61, 2013, 312~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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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을 상상하는 문학

―메도루마 슌(目取真俊)과 오키나와―
沈正明 (朝鮮大)

1. 들어가며
본 발표에서는 메도루마 슌의 소설을 문학이 어떻게 지금의 오키나와의 현실에 대항할 수 있는
가라는 관점에서 독해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메도루마의 많은 소설 작품은 오키나와 전투와
관련된 기억을 바탕으로 하며, 특히 그것이 소설이 진행되는 현재와 만나는 순간을 그려낸다. 종
종 이 전쟁의 기억은 이야기됨으로써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해지는데, 그때의 기억
은 가령 2009년에 간행된 눈 깊숙한 곳의 숲 같은 작품에서 그려지듯 남의 것이라기보다 자신
의 신체에도 느껴지는 일종의 감촉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스즈키 도모유키는 이 같은 메도루마의
문학을 두고 소설이 이야기하는 사건의 기억에 순순히 귀를 기울이는 청자의 존재를 전제로 그것
은 ‘기억 실천’이 되며, 그렇게 한 사람의 청자로서 마주할 때 비로소 이 소설을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평가한다.1) 그의 말대로 메도루마의 소설 작품이 허구의 서사로서 이야기된 사건을 사실
로서 듣는 태도를 요청한다면, 확실히 그것은 허구를 현실 외부의 것으로 배제하는 제도에 대한
비판이 될 것이다.
한편, 메도루마의 문학 중에는 일종의 대항폭력을 그리는 것으로 읽히는 작품들이 있다.2) 그중
대표적인 것이 1999년에 발표된 「희망」과 2006년에 단행본으로 간행된 무지개 새 로, 구리야마
유스케에 따르면 「희망」,

무지개 새 를 거쳐 눈 깊숙한 곳의 숲 으로 나아가는 일군의 소설은

‘오키나와의 분노’와 메도루마의 입장을 여실히 반영하는 작품으로서 평가되었다.3) 특히 「희망」
에서는 1995년에 일어난 미군들의 소녀 폭행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보며 “지금 오키나와에 필요한
것은 몇 천 명의 데모도 아니고 몇 만 명의 데모도 아니다. 한 명의 미국인 아이의 죽음”4)이라며
1) 鈴木智之, 目の奥に立てられた言葉の銛: 目取真俊の＜文学＞と沖縄戦の記憶 , 晶文社, 2013, 18 20쪽. 수잔 부테레이 역
시 메도루마의 문학 작품을 통해 독자는 오키나와 전투의 일부를 경험하며 증언의 장에 입회하게 된다고 본다. 메도루마의
문학을 오키나와 전투의 기억과 트라우마를 다른 것으로 보는 동시에 메도루마가 전쟁 생존자의 2세대라는 점에 특히 주목
하여 이를 세대계승적인 트라우마와 관련해 해석하는 연구로 Kyle Ikeda, Okinawan war memory : Transgenerational
Trauma and the War Fiction of Medoruma Shun, New York :Routledge, 2014 참조.
2) 메도루마의 소설 작품을 파농의 폭력 논의와 관련시켜서 읽은 것으로 尾崎文太,「目取真俊 虹の鳥 孝:フランツ･ファノンの
暴力論を越えて」, 言語社会5 , 一橋大学, 2011 및 작품이 미군에 대한 대항폭력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분석한 곽형
덕, 「문학과 미국: 미군에 대한 ‘대항폭력’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56 , 동아시아일본학회, 2015; 손지연, 「아시아의 ‘상
흔’ 겹쳐보기: 오키나와전투와 한국전쟁을 둘러싼 문학적 응전방식」, 비교문학 제78집, 2019 등을 참조.
3) 栗山雄祐, 「目取真俊「希望」論: 動員される少女の犠牲について」, 立命館文学 제652호, 2017, 163 173쪽. 구리야마는 「희
망」을 둘러싸고 일어난 테러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소녀의 희생이 왜 대항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요청되고 소거돼 갔는지
를 묻는다. 한편, 무지개 새 의 서사는 1995년의 소녀 폭행 사건에 대한 분노를 오키나와/본토라는 대립구도 속에서 반기
지 운동으로 수렴시키는 가운데 여성의 피해가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4) 目取真俊, 「コザ/ 街物語 より」, 面影と連れて: 目取真俊短編小説撰集3 , 影書房, 2012, 103 104쪽.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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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미국인 사내아이를 살해하는 남자를 등장시켜서 테러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
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당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는 폭
력과 그렇지 않은 폭력을 규범적으로 나눈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고, 무장을 말없이 무기를 드
는 것으로 치환하는 것과 상황에 대한 올바른 설명 자체가 저항의 가능성을 소거한다고 말할 수
도 있을 것이다.5)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대항폭력이나 무장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메도
루마의 소설 속 인물들이 과거의 전쟁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어떻게 현재의 문제와 대항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 그럼으로써 이 같은 상상된 대항이 현실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사고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오키나와는 현재 자체 긴급사태선언 중에 있지만, 2700여명 규모의 미일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될
뿐 아니라 헤노코의 신기지 건설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메도루마 역시 여전히 매일 같이 헤노
코에 나가서 공사 상황을 기록하거나 항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군사화와 미군기지
에 반대한다면 실제로 새 기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음을 역설하는 메도루
마의 말은 문학작품을 읽으며 오키나와의 과거와 현실을 생각하려 하는 어떤 종류의 독자에게는
무척 무겁게 다가온다. 프레드릭 제임슨이 “상징행위는 설사 상징 차원의 이야기라고는 해도 어
디까지나 실제 행위로서 인식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지’ 상징일 뿐인 행
위 즉 현실은 손대지 않고 방치하는 상징적인 해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6)라고 했듯, 만
들어진 이야기 속에서 인물들의 대항은 그것이 성공했을 때조차 별다른 실제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자칫 자신은 사태의 바깥에 있는 것처럼 해결 방
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적절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적어도 오키나와
문학을 오키나와의 현실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문학작품으로서만 읽을 수는 없다고 한다면, 이러
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문학 속의 대항을 분석하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의미란 무엇일 수
있을까라는 물음 역시 염두에 둘 것이다.

2. 상처가 대항이 될 때
메도루마의 「평화거리라 이름 붙여진 길을 걸으며」(이하, 「평화거리」)는 1986년에 제12회 신오
키나와문학상을 받으면서 「신오키나와문학」 70호에 실린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는 1983년 7월에
열린 헌혈운동추진전국대회에 당시의 황태자 부부가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과도한 경
비태세가 작동하는 것을 그린다. 여기서 특히 초점이 되는 것은 치매에 걸린 노인 우타와 길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후미다. 경찰은 손자인 가주를 비롯한 우타의 가족 주위를 맴돌면서 황태자 부
부가 방문하는 시간에는 우타를 바깥에 내보내지 말라고 종용한다. 아들인 세이안은 우타가 세탁
물이나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배설물로 더럽힌다는 이웃의 불평을 전하는 아내 하쓰의 조심스러
운 말에도 그러기를 거부하지만, 직장 상사까지 나서서 넌지시 경고하는 바람에 결국 집에 사람
5) 후자에 대해서는 도미야마 이치로, 심정명 옮김, 시작의 앎: 프란츠 파농의 임상 , 63 70쪽 참조. 메도루마의 작품과 관련
해 대항폭력은 옳은가/그른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없는가를 따지는 논의의 구도 자체가 도미야마가 이 책에서 문제
삼는, 말과 말이 아닌 영역을 구분하고 추인하는 폭력을 재생산한다.
6) フレドリック・ジェイムソン, 政治的無意識 , 平凡社, 2010,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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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낮 동안 우타를 가둬두기 위해 방문에 걸쇠를 단다. 한편, 우타를 따르는 후미는 황태자
부부가 방문하는 날 하루만 길에서 생선을 팔지 말라는 경찰에게 맞선다. 생선장수들이 쓰는 식
칼이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7)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 주의를 주던 경찰은 협조하지 않는 후
미를 위협하며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들먹인다. 후미의 동료들은 실제로 거기서 파는 생선이 비
위생적이라고 신문에 났음을 걱정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선인데 이제 와서 비위생적
이라고 하는 거야?”라는 후미의 반문은 그가 깨끗하게 정비된 상점가 평화거리의 변화를 의식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전통과 근대를 대비시켜 보이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때의 근대가
위생과 치안관리와 이어져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1975년 해양박람회 당시에도 황태자 부부의 오키나와 방문을 이유로 현(県)경찰
이 관할구역의 정신장애자를 목록화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보건부가 그 일을 담당했다. 이는
오키나와 정신의료 역사의 흐름 위에 놓이는데, ‘복귀’를 앞둔 1966년, 1963년의 전국 조사에서는
제외되었던 오키나와에서 같은 방식의 정신위생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을 때도 보건부가 전면적으
로 동원되는 형태였다.8) 도미야마는 이 실태조사를 정신장애자의 적발과 병원 수용이라는 일련의
과정 위에 놓으며 거기에 치안 관리 문제가 겹쳐진다고 분석한다.9) 조사 결과 오키나와의 유병률
은 25,7%로 12.9%인 본토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을 뿐 아니라 특히 3,40대에서 높았다는 점이 주
목을 받았고, 이는 후에 오키나와 전투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었다.10) 도야마 후지코
는 오키나와 본도 남부의 한 마을의 보건소에서 보건사로 근무하면서 조사한 40명의 정신장애자
사례들 가운데 34개 사례와 그 가족을 오키나와 전투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중
30개 사례에서 가족의 죽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한다.11) 또한 아리즈카 료지는 오키나와 전투
의 특징으로 폭력적인 사별이 많음을 지적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거의 케어되지
않는 가운데 미군기지의 존재가 그 상처를 더욱더 치유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라 보았다.12)
한편 아리즈카가 오키나와 전투로 인한 정신장애의 예로 들고 있는 것 중에는 전쟁 기억의 세대
간 전달과 치매에 나타나는 전쟁 기억이 있는데, 이들 특히 후자는 「평화거리」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전쟁 중에 아들 요시아키를 잃은 우타는 정신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여전히 군인이 올
까 봐 두려워하거나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것은 그가 전쟁을 끝난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 경험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치안에 위협이 되는 정신장애인으로서 관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후미는 우타가 단 한번 이야기한, 아들 요시아키가 전쟁 중에 죽은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되풀
이해서 곱씹는 사이에 그것을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13)처럼 느끼는 인물이다. 메도루마의 다른
작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입으로 전달된 기억은 눈물과 같은 신체적인 반응뿐 아니라
7) 目取真俊, 「平和通りと名付けられた街を歩いて」, 魚群記 , 影書房, 2013, 213쪽.
8) 島成郎, 精神医療・沖縄十五年 , 社会評論社, 1988, 188쪽.
9) 冨山一郎, 앞의 책, 134 136쪽.
10)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는 北村毅, 「沖縄の精神衛生実態調査」再考: 「事例性」とは何か、「事例」とは誰
か?」, 北村毅編, シンポジウム 「沖縄戦〈後〉の社会とトラウマ」 ,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2013, 4 23쪽 참조.
11) 當山冨士子, 「終戦から67年目にみる沖縄戦体験者の精神保健」, 같은 책, 24 32쪽 참조.
12) 蟻塚亮二, 「沖縄戦トラウマによるストレス症候群」, 같은 책, 33 44쪽 참조.
13) 目取真俊, 「平和通りと名付けられた街を歩いて」,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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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감촉을 동반하며(“손끝에는 아직 요시아키의 눈꺼풀 감촉조차 남아있다고 후미는 생각했
다”)14) 실제 경험과 같이 인식된다. 황태자의 방문을 앞둔 오키나와의 상황에서 “정말이지 뭐가
황태자 오키나와 방문 환영이야, 다들 옛날 아픔은 잊어버리고”15)라고 생각하거나 일장기 깃발을
가지고 온 동네 사람에게 전쟁의 기억을 상기시키며 “그놈은 머리가 벗겨지더니 기억도 벗겨지고
없나 봐”16)라며 불만을 표하는 후미는 우타 혹은 그가 상징하는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을 계승하
고 보살피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는 깨끗해진 상점가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우타를 밀어
내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우타가 어떠했는지를 강조하는 후미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뭔지 알
수 없는 더 큰 무언가”17)에 대한 분노를 느끼면서, 그곳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존재로 치부되는,
이제는 작아져버린 우타=과거를 데리고 ‘평화’거리에서 걸어 나오는 후미의 모습은, 작품의 배경
이 되는 시대에 오키나와 사회가 처해 있던 상황과 연동하면서 오키나와가 ‘복귀’한 평화헌법 아
래의 일본이 무엇을 배제한 위에서 성립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제시한다.
소설에서 이 같은 ‘평화’를 깨뜨리는 인물로서 설정된 것이 우타다. 물론 그 전에 할머니를 가
둬 놓게 한 것에 복수하기 위해 황태자 부부가 탄 차에 침을 뱉는다는 계획을 세운 가주가 있는
데, 그는 뒤에서 뛰어나온 우타에게 부딪쳐서 길에 나동그라지고 만다. 아들이 문에 걸어놓은 걸
쇠를 부수고 밖으로 나온 우타는 황태자 부부가 탄 차에 똥 묻은 손바닥 자국을 남기고, 그것이
마치 부부의 얼굴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자 군중 사이에는 음탕한 웃음이 퍼져나간다. 우
타가 전쟁의 기억을 살고 있고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평화’에서는 지워져야 할 무언가라면, 황태
자 부부가 탄 차에 뚜렷하게 남은 ‘더러운’ 자국은 현재에 대항하는 것으로서의 과거와 기억이라
고 일단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주의 좌절된 계획 역시 감금된 우타 즉 억압되고 밀려난 과거를
위해 현재의 권력에 침을 뱉는다는 점에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가주가 우
타가 부순 걸쇠에서 튀어나온 나사못으로 자신의 팔에 상처를 입히고 “뜨겁게 끓어오르는 증
오”18)를 느끼는 것은, 이렇게 현실로 터져 나온 기억이 그 자신 전쟁을 경험한 후미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거의 신체적인 아픔이나 선명한 감정과 함께 각인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
는 장면이다.
이러한 점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평화거리」가 약한 존재가 자신을 가두던 틀을 뚫고
나와 “위생적인 질서의 중심에 오물을 칠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테러 행위”를 그리고 있다
는 평가나19) 우타의 행위나 그에 대한 주위의 반응이 “지배장치”에 대해 언제든지 “역습”을 가할
수 있는 비동의와 “내재적인 불편함”을 시사한다는 해석20)이 가능해질 것이다. 확실히 우타는 천
황가의 얼굴에 똥을 던진 셈이고, 그것은 차에서 내린 노인이 허둥지둥 손수건으로 닦아도 남아
서 냄새를 풍긴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아마도 시민회관 주차장에 도착한 뒤에 완전히 지워졌
을 터인 별 것 아닌 오물에 지나지 않기도 하다. 현실에서 그러했듯 황태자 부부는 아무 일도 없
14) 같은 책, 222쪽.
15) 같은 책, 240쪽.
16) 같은 책, 242쪽.
17) 같은 책, 245쪽.
18) 같은 책, 264쪽.
19) 鈴木智之, 앞의 책,
20) 조정민. 「금기에 대한 반기, 전후 오키나와와 천황의 조우」. 일본비평 16, 2017, 184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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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듯 헌혈로 살릴 수 있는 더 많은 생명을 생각한다는 번듯한 인사 말씀을 남길 뿐이다. 우
타의 행동은 소설 안에서나 밖에서나 실제로는 금방 지워질 자국밖에 내지 못하는 문학적인 사건
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주의 손에 이끌려 얀바루로 향하던 우타는 그 뒤
에서 “보물”이라는 생명을 잃어야 한다. 소설에서는 그려지지 않지만, 죽은 할머니와 함께 버스에
타고 있는 가주가 그 뒤에 겪을 일을 상상하면 다소 아득해진다.21) 또한 그렇게 우타를 끌어낸
가주의 행동 자체가 우타의 죽음을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다. 황태자 부부의 차에 손을 짚은 뒤
경찰에 제압당하는 동안 우타는 혼자 “울부짖으면서 저항”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개구리처럼 벌
리고 버둥대는 앙상한 다리 안쪽에 황갈색 오물로 뒤덮인 듬성한 음모가 있고 빨갛게 짓무른 성
기가있”22)는 것이 군중의 시선에 그대로 노출된다. 후미를 제외하면 아무도 우타를 도와주러 나
서지 않고, 군중은 그저 그의 위험하고 우발적인 행동의 결과를 보며 웃을 뿐이다. 이는 치매로
인한 우타의 평소 행동에 불평하면서도 그와 똑같은 이유로 생긴 상징적인 저항 행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평가하는 이웃의 모습과도 통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타의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
부보다, 정신장애나 비상식적이라 여겨지는 행동을 둘러싼 공동체의 태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를 배제하고 격리하는 ‘치안’의 움직임23)과 거기
서 어떠한 대항폭력이 터져 나오기를 기대하는 욕망은 사실은 겹쳐져 있는지도 모른다. 오키나와
의 광기에서 대항의 언어를 읽어내고 마는 외부의 해석자들은 이와 다를까?

3. 실패한 신문
메도루마가 2017년에 미타문학 에 발표한 단편 「신(神) 뱀장어」24)는 전쟁의 기억이 현재와 만
날 때 어떠한 대항이 가능한가를 묻는 또 다른 작품이다. 시간적 배경은 「평화거리」와 비슷하게
오키나와 전투 이후 약 40여년이 흐른 1980년대로, 주인공인 가쓰아키는 돈을 벌기 위해 본토의
공장으로 나와 일하고 있다. 소설은 그가 즐겨 드나들기 시작한 술집에서 “잊은 적이 없는”25) 남
자의 옆얼굴을 발견하면서 시작한다. 1944년과 작중 현재 시점을 오가는 동안 독자는 이 남자가
가쓰아키가 어린 시절에 마을에 주둔했던 해군 부대의 대장 아카사키고 가쓰아키의 아버지 쇼에
이가 이 남자에게 스파이로 몰려서 잔인하게 살해당했음을 알게 된다. 비슷한 시기에 나키진손
운텐항에서 일하다 위령제를 올리고 있는 일본군 생존자들을 목격한 적이 있는 메도루마는 거기
에 주둔하던 해군부대의 시라이시 대장이 마을 사람들을 스파이로 의심해서 살해한 사례들을 전
하는 글 마지막에 “그를 비롯해 오키나와에서 주민학살을 실행한 일본군 병사들은 사죄도 하지
21) 세이안의 절망에 주목하며 우타의 행동이나 가주와 후미의 분노를 안일하게 평가하는 분석이 세이안과 같은 인물의 갈등
과 절망을 무화함으로써 작품이 던지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도피하게 된다고 비판하는 것으로서
栗山雄佑, 「 平和通りと名付けられた街を歩いて 論: テロルの裏の沈黙について」, 越境広場 4호, 2017, 66 73쪽 참조.
구리야마는 우타의 행동에 대해 “잘했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마찬가지고 이는 스스
로를 우타와 마찬가지로 황족에 대한 분노를 품는 사람으로서 위치시키고 싶은 욕망에 근거한다고 있다고 지적한다.
22) 目取真俊, 「平和通りと名付けられた街を歩いて」, 262 263쪽.
23) 島成郎, 精神医療・沖縄十五年 , 321쪽.
24) 目取真俊, 「神ウナギ」, 三田文学 제96권 제131호, 2017, 56 95쪽.
25) 같은 책,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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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좋은 남편, 아버지로서 ‘전후’를 살아갔을까?”26)라는 물음을 던지는데, 이 소설의 한 축은
메도루마가 여기서 전개하는 논의를 거의 그대로 따라간다. 가쓰아키는 지금은 아버지를 아끼는
딸이 있고 손자와 잘 놀아주며 어린이들에게 검도를 가르치며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망이 있는 아
카사키에게 직접 진상을 듣고 사죄를 요구하기로 결심한다. 한편으로는 “지금에 와서 아카사키의
행위를 따진다 한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키나와에
돌아가는 것은 자신이 “겁쟁이에 비겁한 사람”27)처럼 느껴질 뿐 아니라 그들 가족에게 고통을 준
아카사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끓어올랐기 때문
이다. 그렇게 해서 아카사키에게 접근하는 가쓰아키지만, 바라던 사죄의 말을 듣기는커녕 결과적
으로는 “오키나와 섬들에 다이빙을 하러 다녔다”면서 아와모리와 오키나와 음식을 팔던 술집에서
다음부터 오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 만다. 이 소설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현재
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는 셈이다.
한편, 소설의 또 다른 축은 가쓰아키가 살던 마을의 우부가에 있었던 ‘신 뱀장어’라 불리던 커
다란 뱀장어와 관련된다. 쇼에이는 마을의 수호신이던 이 뱀장어를 낚아서 잡아먹으려던 일본군
에게 뱀장어를 살려달라고 애걸하지만, 아카사키 대장은 그것을 오키나와인의 비과학성으로 일축
하고 작살로 찔러 죽인다. 중요한 것은 씁쓸하게 오키나와로 돌아간 가쓰아키가 오랫동안 걸음을
옮기지 않던 우부가에서 살아있는 ‘신 뱀장어’를 다시 발견한다는 것이다.[미완성]

26) 目取真俊, 「ヤマトゥから海を渡っってきた者たち」, ヤンバルの深き森と海より , 影書房, 2020, 458쪽.
27) 같은 책,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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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와 냉전의 파열*
―시모타 세이지와 아시아―

郭炯德 (明知大)
1)

시작하며
오키나와 나키진이 고향인 작가 시모타 세이지(霜多正次, 1913 2003)는 그 명성에 비해 한국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필자가 아는 한 그의 저서나 논고는 번역된 적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단
한 편의 논문도 한국 학계에서 나온 적이 없다. (DBPIA, KISS 검색일: 2021.1.23.) 논문의 집필
목적이 ‘빈틈 채우기’여서는 곤란한 일이지만, 시모타 세이지와 같은 작가가 한국의 일문학계에서
단 한 번도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시모타는 일제 말에는 김사량과 함께 도쿄제국대학을 다니며 교류했으며, 전후에는 일본공산
당의 일원으로 김달수 등과 교류했으며, 오키나와를 둘러싼 냉전의 자장에 그 어떤 작가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작가로 주목을 요한다.
우선 그의 이력을 시모타 세이지 전집의 해설에서 인용한다.
시모타 세이지가 문학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살 무렵이다. 오키나와에서 구마모토에 있는 제
5고등학교에 입학한 1932년, 동급생이었던 우메자키 하루오 등과 함께 동인지

로베리스크 를

냈다. 그 후 1935년에는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영문과에 진학한 그는 국문과에 있던 우메자키
하루오와 동인지 기항지 를 발행했다. 졸업한 다음 해 1940년에는 임시 소집돼 전선으로 보내
졌다. 28살 때의 일이다.
1943년 중국전선에서 가다르카나르섬으로 파병되지만, 도중에 예정이 변경돼 부건빌섬(파프아
뉴기니아 역자 주)에 상륙한다. 후방 보급이 끊긴 밀림 속에서 그가 맡은 임무는 원주민 멜라네
시아족에 관한 선무활동이었다. 일본군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원주민의 게릴라 활동이 활발해졌
다. 1945년 5월, 미리 약속한 동료와 전선에서 도망쳐서 오스트리아군에 투항했다. 포로 체험
후, 1946년 5월에 복원했다. 한때 신일본문학회 사무국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1950년 ｢기야마
일등병과 선교사(木山一等兵と宣教師) 를

신일본문학회 (7월호)에 발표했다. 시모타 세이지의

전후 작가로서의 활동은 여기서 시작된다. 그의 나이 37살 때다. ( 霜多正次全集1 , 983 )

패전 이전까지의 이력 중에서는 전쟁체험이 두드러진다. 시모타는 20대 후반부터 5년을 전장
(戰場)에서 보냈으며, 전후 그 체험을 작품화했다. 이러한 체험과 작품으로 그는 오오카 쇼헤이
(大岡昇平)와 전쟁문학과 관련한 대담을 하기도 했다. 전후 시모타는 고향 오키나와가 아니라 도
* 이 발표문은 아이디어를 정리한 수준의 글로 추후 정리해 논문으로 다시 쓸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이 발표문의 인용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모타 세이지에 관한 논의도 확정된 정견이라기보다는 가설에 가까운 추론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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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에서 생활하며 일본공산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며 신일본문학회에서 한때 활발히 활동했다. 하지
만 제2회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1962.2, 카이로) 이후 중소분쟁이 격화되면서 작가회의가 분
열하는 가운데 그 또한 그 내홍에 휩싸이게 된다. 시모타의 전후 활동(1945 1970 사이)은 일본공
산당, 신일본문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키나와를 제3세계적 시야에서 폭넓게 사유하며 전후와 냉
전의 파열을 그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1983년 이후 반공산주의 진영에 서면서 이전의
행적과 모순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 발표문에서는 시모타의 전후 직후(1945 1960)에 집중
해 그의 작품과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토를 매개로 오키나와를 사유하다
시모타의 첫 작품은 전쟁체험을 그린 ｢기야마 일등병과 선교사 (1950.7)이다. 이후 전쟁체험을
축으로 해 작품 활동을 해나가던 그에게 큰 전환점이 찾아온다. 그것은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다.
저는 6년 동안 전쟁을 하다 왔는데, 남방에서 오오카 쇼헤이가

포로기 나

들불 에서 쓰고

있는 것보다 실제 상황은 훨씬 지독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체험을 했기에 전후에 바로
그 체험을 쓰고자 했지요. 오키나와를 걱정하기는 했지만 작품으로 쓸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오키나와와 본토가 떨어져나가는 것을 보며, 이건 정말
큰일이다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후에는 민
족적인 분노가 격해진 시기였는데, 저쪽에서 복귀운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서 ｢오키나와｣라
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키나와가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오키나와｣라는 제목을 붙
였는데 ｢무덤｣이라는 제목이 작품의 내용과는 더 잘 부합됩니다.1)
(번역 및 밑줄=인용자, 이하 동일)

인용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시모타의 시선은 어디까지나 일본 본토에 속해서 오키나와를 바라
본다. 오키나와로부터 본토와 아시아를 본다기보다, 일본 본토에서 오키나와를 보고 있다. 이것은
같은 시기의 다른 오키나와 작가들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점이다. 이는 전후 오키나와문학의 창
시자로 여겨지는 오타 료하쿠나 오시로 다쓰히로 등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그것
은 본토의 작가들과 같은 시선으로 오키나와를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모타는 본토의 시선으로
오키나와를 봄으로써 본토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것은 일제 말 일본어로 작품 활동을 했던 조
선인 작가나 타이완인 작가의 창작 의도와 비슷한 면이 있다. 식민지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일본
과 세계에 호소하고 싶다고 했던 프로문학 작가 장혁주 또한 일본 본토의 시선을 매개로 해서 식
민지 조선을 사유하고 호소했다. 시모타 문학이 오키나와에서도 그렇고, 일본 본토에서도 크게 조
명되지 못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치’와 ‘시선’의 위상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시모타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언급할 때도 어디까지나 본토에 몸을 둔 우치난츄로서 이야
기한다. “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후에는 민족적인 분노가 격해진 시
1) 霜多正次, ｢インタビュー沖縄と私の文学, 聞き手津田孝｣,

文学評論 117, 1971・5,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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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고 쓴 부분에서 ‘나라’는 일본+오키나와를 말하며, ‘민족적인 분노’는 일본 민족의 분노 쪽
이 더욱 강조된다. 몸을 본토에 두고 있기에 고향 오키나와는 “저쪽”으로 지칭된다. 도쿄에 살고
있기에 이는 자연스러운 용어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시모타가 본토의 시선을 상당
부분 내면화하고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오키나와를 그리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저쪽”이라
는 거리는 이쪽에 몸을 두고 이쪽 사람들과 동질적 감성을 공유한 자만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다. 이쪽에서 차별과 식민주의에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자에게 고향은 “저쪽”이라는 말로 쉽
게 지칭할 수 없는 無거리로 다가온다. 이는 재일조선인 작가 김석범과 김시종이 한반도를 어떻
게 지칭하고 사유하고 있는지와 대조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귀론자 시모타 세이지가 말하
는 복귀론의 내실 또한 이러한 용어를 보더라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반제국주의 소설로서의 오키나와섬
시모타의

오키나와섬 은

신일본문학 에 1956년 6월부터 57년 6월까지 연재된 후 57년 8월

단행본으로 출판됐다. 이 소설로 시모타는 마이니치출판문화상(毎日出版文化賞)을 받으며 일본문
단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시모타는 오키나와섬 의 창작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① 잠재주권은 일본에 있지만 실제로는 미군 점령하에 있는 것. 과거 사쓰마와 중국 사이에 끼
여 있어서 어중간한 존재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섬 사람들은 숙명의 섬이라고 말하지만, 그
러한 섬의 숙명성.
②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폭은 크게 다뤄지지만 오키나와의 피해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심각한 것.
③ 미군정의 실태 등을 향토 사람들을 대신해 호소하고 싶었다2)
①, ②, ③의 키워드 ‘미군 점령하’, ‘원폭’, ‘미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시모타의 의도는 오키
나와가 미군에 의해 점령당해 ‘오키나완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일본 본토와 세계에 호소하는 것에 있었다. 또한 전술한 것처럼 이 소설은 시모타가 샌프란시스
코 강화조약으로 “오키나와와 본토가 떨어져나가는 것”에 충격을 받은 후에 쓴 것이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관한 시모타의 인식은 일본이 오키나와를 사석(捨て石)으로 썼다는 시
점을 결여하고 있다. 시모타는 오키나와가 일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원인이 미 제국주의
에 있음을 더욱 강조한다.
나는 1953년 전후 처음으로 오키나와에 귀향했다. 그리고 향토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과 끔찍
한 미군의 통치정책에 깜짝 놀랐다. 나는 이것을 꼭 국민에게, 아니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
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글을 쓰는 인간으로서 내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오키나와의 실정
은 아직 제대로 보도되지 못 하고 있었다. (중략) 요컨대 한 마디로 이야기 하자면 오키나와 문
제는 작가와 독자 사이에 성립되는 공통의 양해 사항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무
엇이든 처음부터 설명해야만 한다는 초조함을 느꼈다.3)
2) 小原元, 「「沖縄島」論」 新日本文學 , 1959.11, 99쪽.
3) 霜多正次 ｢ 沖縄島 を書いたころ｣

文学入門 リアリズム研究会、飯塚書店, 1965, 154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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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시작된 사쓰마번의 오랜 지배(1609 1879)로부터 시작해 이른바 류큐처분(1879)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오키나와현의 역사를 염두에 둔다면 시모타의 이러한 발언은 상당히 문제
적이다. 미군 점령하의 오키나와를 본토와 완전히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형상화하는 것
은 미군과 일본 정부 사이의 공모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신화적’ 도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후 일본을 ‘잿더미’로 표상하는 공간론4)과 묘한 대비를 이룬다. 전후 오키나와의 상황을
미군정의 잔악한 지배로만 형상화하는 것이나, 패전 이후 일본을 ‘잿더미’로 형상화 하는 것은 의
미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상에 관한 종합적 인식이라고는 보기는 힘들다.
오키나와섬 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기법을 써서 오키나와전 이후 오키나와의 전형적인 인물을
통해 비참한 현실을 고발한 소설이다. 미군정 하 오키나와의 비참함과 민중의 저항, 복귀를 향한
민중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전형화된 인물과 역사적 사실이 지나
치게 나열돼 있는 단점도 두드러진다. 이 소설의 핵심 인물은 세 명이다.
야마시로 세이키치(山城清吉)는 오키나와전에 참전한 일본군 상등병(上等兵)으로 일본이 패전
한 것도 모른 채 오키나와 산속을 헤매 다닌다. 가족은 세이키치가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세월을 보내지만 그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세이키치는 일제 말 모범생으로 살며 일본제국이
내세운 대동아공영권에 공명해서 충성을 바쳐 차별을 극복하고자 군인이 된다. 산중을 헤매고 다
니던 세이키치는 중학교 시절 은사인 다이라 마쓰스케(平良松介)에 의해 산속에서 발견돼 마을로
돌아가지만 전쟁의 트라우마를 쉽게 극복하지 못 한다. 더구나 그는 미군 노동자가 돼 일하면서
오키나와의 비참한 현실을 참지 못 하고 밀수선을 타고 일본 본토로 탈출하려다 붙잡힌다. 이후
그는 비참한 현실의 타개를 위해 민중의 저항과 연대를 추구하는 청년으로 성장해 나간다. 그의
은사인 다이라 마쓰스케는 전후에 오키나와민정부(沖縄民政府)의 교육부에서 일하지만 미국의 민
주주의의 위선을 통절히 깨닫고 교육부 일을 그만둔다. 이후 그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며 학생
들의 민족적 자각을 위해 힘쓰며 복귀운동에 투신한다.
세이키치와 대척적인 지점에 있는 인물은 운텐 에이토쿠(運天栄徳)이다. 그는 극빈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원금 50엔의 이자를 못 갚아서 지주에게 팔려 비참한 생활을 보내다 오사카로 도
망쳐 지낸다. 하지만 본토에서도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도저히 깨지지 않는 견고한 사회 계급과
체제에 절망한다. 그에게 일본의 패전과 오키나와전은 그런 견고한 벽을 깨뜨린 천재일우의 기회
다. 운텐 에이토쿠에게 미군은 견고한 사회의 벽을 부순 영웅이다. 미군에게 아첨하며 장사를 해
돈을 벌기 시작한 운텐에게 일본 복귀라던가 류큐독립 등은 그의 이해관계와 맞을 때야만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운텐은 식민지주의를 내면화한 무국적자와 같은 인간으로 그려진다. 운텐은 미군
정 하 오키나와의 혼란이나 부패의 틈새를 타고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지위를 손에 넣는다.
미군정기는 야마시로나 다이라에게 굴욕과 비참한 나날이라고 한다면, 운텐에게는 비참한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빛 그 자체이다.
이처럼 시모타의 소설

오키나와섬 은 미 점령하의 오키나와를 살아가는 야마시로 세이키치,

다이라 에이토쿠, 운텐 에이토쿠를 중심 인물로 내세워서 미군 점령이 불러온 섬의 비극을 부각
시킨다.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오키나와전 이후인 1945년 11월부터

미군이 ‘프라이스 권고’

4) 사카사이 아키토 저, 박광현, 정창훈, 조은애, 홍덕구 옮김 ‘잿더미’ 전후공간론 , 이숲, 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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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으로 군용지를 더욱 넓혀갔던 1956년까지를 다루고 있다. 작가는 야마시로 세이키치와 다
이라 마쓰스케를 내세워 “개인의 주관적인 성실함이나 용기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
고, 인민의 조직적 결합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내세워, 마쓰스케 자신이 주민과 합쳐져야만 한다
는 사상의 현실적 발전”5)을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 제국주의에 헌신했었던 야마시로
와 다이라는 전후 오키나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겪으며 반제국주의자 운동가로 변모하게 된
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반제국주의는 일본의 패전 이후 일본을 점령한 미국이다. 여기서 핵심
은 시모타가 일본 제국주의에 비판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지 않다.
스코강화조약 이후 시모타가 향해간 반미

오키나와섬 은 샌프란시

‘민족주의’(야마톤츄+우치난츄)6)의

궤적을 선명히 보여

주고 있다.

나가며
이 발표에서는 시모타 세이지의 전후 직후 행적과 소설 오키나와섬 을 전후와 냉전의 파열이
라는 키워드로 분석했다. 일본과 오키나와의 전후와 냉전은 함께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파열된 지
점을 끌어안고 있다. 그러한 파열을 파열된 상태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본토를 경유해 그리려 할
때 파열은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전후 오키나와에
몸을 두고 작품 활동을 펼친 오키나와 작가들과의 작품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점으로 향후 비
교 분석 작업을 요한다. 특히 시모타 세이지와 오타 료하쿠, 오시로 다쓰히로의 작품은 무엇을 매
개항으로 삼아 오키나와를 그렸는가라는 점에서 크게 변별된다. 시모타가 본토를 매개로 오키나
와를 사유했다고 한다면, 오타 료하쿠와 오시로 다쓰히로는 오키나와를 매개로 해서 전후와 냉전
의 파열을 봉합하지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 발표문은 반세기에 이르는 시모타 세이지 문학적
여정을 평가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5) 앞의 글 「「沖縄島」論」, 101쪽.
6) 시모타는 沖縄島｣을 ‘오키나와토’가 아니라 ‘오키나와지마’로 읽는 것에 상당히 집착했다고 한다. 시모타에게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와 이화된 섬이 아니라 일본 본토와 합쳐야만 하는 섬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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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일본의 한류와 그 특이성
―고마가쿠(高麗樂)의 고구려계 악무를 중심으로―

朴泰圭 (嘉泉大)

1.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일본에 전승되고 있는 고마가쿠(高麗樂) 중 고구려계 악무를 중심으
로, 당시의 한류와 그 성격 및 특이성에 관해 살펴보는 데 있다. 고대 당시 중국과 일본에서는
결코 오늘날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영향력을 지닌 한류가 유행하고 있었다. 물론 중국에 비해 한
층 한류의 열풍이 가장 강했던 곳은 일본으로, 당시 대표적인 한류로는 부가쿠(舞樂)의 고마가쿠
(高麗樂)가 있다.
일본의 궁중악무인 부가쿠(舞樂)는 크게 도가쿠(唐樂)와 고마가쿠로 이루어져 있다. 좌방(左方)
의 도가쿠가 중국 및 남방계 악무를 포괄한다면, 우방(右方)인 고마가쿠는 고구려, 백제, 신라, 발
해의 악무를 포괄하는 것이다. 현재 고려악은 총 38개 악곡명이 전하고 있다. 그 중 한반도 및
발해에서 전해진 것은 32개 악곡으로, 나머지 6개 악곡은 일본에서 창작하거나 혹은 원래 도가쿠
(唐樂)였던 것이 고마가쿠로 재편된 것이다.1) 그리고 32개 악곡을 다시 세분화하면 고구려계가 7,
백제계가 2, 신라계가 2, 발해계가 5개 악곡으로2), 나머지는 출처가 불분명하다. 수치를 통한 단
순 비교이기는 하나 당시 고마가쿠 중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고구려계라 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고구려계 악무를 중심으로 일본 내 한류와 그 성격 등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
다. 고대 일본 한류의 실체로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고마가쿠의 고구려계 악무에 관한 연
구는 당시 한류의 범주를 재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한류로서의 고구려계 악무
고마가쿠 중, 고구려계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다이소토쿠(退宿徳)>와 <신소토쿠(進宿徳)>, <고
마보코(狛桙)>, <고마이누(狛犬)>, <고마류(狛龍)>, <조보라쿠(長保楽)>, <깃칸(吉簡)>의 7개 악곡
이다. 이것들에 관한 기록은 교훈초(敎訓抄) ,
록(雜秘別録) ,

용명초(龍鳴抄) ,

무악요록(舞楽要録) ,

등의 악서류와 왜명류취초(倭名類聚抄) ,
사전류,

대일본사(大日本史)

속교훈초(続教訓抄) ,

등의 역사서,

악가록(楽家録) ,

인지요록(仁智要録) , 체원초(体源抄)

이로하자류초(伊呂波字類抄) ,
서궁기(西宮記) ,

습개초(拾芥抄)

중우기(中右記) ,

등의

강가차제(江家

1) 전덕재, 한국 고대음악과 고려악 , 학연문화사, 2020, 258쪽.
2) 고려악의 악곡별 세부 계열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 연구자별로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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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비별

次第)

등의 문집류,

사천왕사무악지기(四天王寺舞楽之記)

등의 사찰 기록에 남아있다. 이상의

기록들 중 교훈초 를 중심으로 7개 악곡에 관해 매우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進宿徳
有面牟子 大曲 謂之進走禿拍子二十一説廿一舞間拍子二百九十若舞云。
此曲ノ様申タル物ナシ。世人ワカマヒト申タリ。面赤眉黒。此舞モ合肘ノ舞ナリ。渡カヘリヌレバ加拍子。
紀氏物語云、前へ進ミ走テ、右ノ肩ヲ指シテ、落居手ヲ、中古マデ舞侍ケルヲ、近来、舞ウシナハレテ候也。
(이하 생략, 教訓抄 「五高麗曲壹越調」)
②退宿徳
有面牟子 大曲 謂之退走禿。拍子十六、一説十三、舞間拍子二百。老舞云。
此舞楽ノ事、委シルセルコトナシ。世人ヲヒ舞ト云。人色ノ面眉白シ。コレモ合肘ノ舞ナリ。渡事アリ。(中
略)紀氏口傳云、此曲後へ退走、左右見、上見事、向合後ロ合ニテ、中古マデハ舞侍ケレドモ、今世ニハ、ソノ
手舞絶タリ。此手ノユヘニコソ、退走禿トハ名付テ侍ナレ。(이하 생략, 教訓抄 「五高麗曲壹越調」)
③吉簡
拍子十二早物打唐拍子之
相撲節ニ、劒氣褌脫ニ對シテ奏此曲。舞出間吹亂聲。走廻。王二人、番從廿人。吹楽時乙躍退入。装束如八仙
装束。但フチ摺文ナリ云々。資忠記云、右近府生舞之。相撲節猿楽後舞也猿。楽等出現シテ、各思々ノホヲワ
ザヲシテ入シ。退出音聲、奏長慶子。又、呂歌無力蝦ニ合ト申タリ。此曲、極秘曲ナリ。(이하

생략, 教訓抄

「五高麗曲壹越調」)
④長保楽
又長浦楽 又長寶楽 又泛野舞云 中曲
破、拍子八。謂之保曾呂久世利。舞間拍子五十。急、拍子十八。謂之加利夜須。舞間拍子四十七。此曲、長保之
比作タリ。サマザマノ名アリ。(이하 생략, 教訓抄 「五高麗曲壹越調」)
⑤狛桙
別装束

桙執舞

云。拍子十八、又廿二。十八拍子説。返付第七拍子。返付又十一拍子。舞間拍子二百廿。棹

長一丈一尺七寸。ロ七分也。一説ニハ、一寸ト云。比舞ハ、古人説云、高麗ヨリ渡ケル時、五色ニイロドリタ
ル棹ニテ、船ヲ指テ渡タリケルヲ、ヤガテ四人、肩ニ係テ舞始タリト、申伝タリ。サレバ于今、竜頭鷁首、サ
スカヅラノ童部、著蠻繪、差此棹也。謂之

棹持舞

云。(이하 생략, 教訓抄 「五高麗曲壹越調」)

⑥狛犬
破、拍子十一、又十二。急、拍子十四。一説云、序破謂之。
相業用之、舞欲出之時、先吹亂聲大亂聲。打毬之時、右方以此為勝負楽。仍毎取球發。舞者二人。用龓二人、用
右近将曹以下府生以上。(이하 생략, 教訓抄 「五高麗曲壹越調」)
⑦狛龍
又高禮龍云。破、拍子十二。急、拍子十二、又八。
件舞、五月節輿出入之間、於御前奏之。乗小馬形二人舞之。冠蠻繪着、右舞人中臈舞之。右記云、此曲者、向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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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筋替ヲ打テ舞フ也。此間、吹急早物打唐拍子也。破ヲバ不吹之。競馬行幸、御幸之時、對蘇芳菲シテ急ヲ奏
ナリ。狛楽ノ中ニハ秘楽ノ隨一ナリ。(이하 생략, 教訓抄 「五高麗曲壹越調」)

이상의 곡목들은 당시 유행의 최첨단을 달리는 인기 악곡으로서 조정 및 황실 관련 행사에서
빈번히 연행되었으며, 최고 수준의 궁중 악인들에 의해 전수･전승되었다.

3. 개별 악곡을 통해 본 고구려계 악무의 성격 및 특이성
개별 악곡의 곡명이나 무구, 가면, 의상, 모티브, 발생지 등은 그것들의 성격과 특이성 등을 파악
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상의 항목을 바탕으로 한류로서의 고구려계 악무의 성격 및 특
이성에 관해 살펴보면 보면 이하와 같다.
첫째, 국제성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고구려계 악무로는 7개 곡목이 있다. 그런데 그것의 절반
을 넘는 <신소토쿠>와 <다이소토쿠>, <깃칸>, 그리고 <조보라쿠>의 4개 곡목에는 국제적 성격이
강하게 배어있다. 먼저 <신소토쿠>와 <다이소토쿠>, <깃칸>은 일명 소그디아나로 불리는 당시의
강국(康國) 및 안국(安國)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소토쿠’와 ‘다이소토쿠’에서 공통
된 소리로 발음되는 ‘소토쿠’는 ‘宿徳’ 또는 ‘走禿’ , ‘德獨’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다. 물
론 이것은 소리에 맞추어 한자를 음차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다.3) 그런데 선행 연구에 의하면 ‘소
토쿠’는 원래 ‘소쿠토쿠’로, 역사상 ‘상인’들로 유명한 ‘속특(粟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
국의 위서(魏書) ,

주서(周書) ,

북사(北史)

등에 그 기록이 보이는 ‘속특(粟特)’은 원래 어느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드인들이 주축이 된 소무구성(昭武九性)을 가리키는 하나의
범칭이다.

4)

그리고 소무구성이란 수(隋), 당(唐) 시대에 중앙아시아의 시르다리야(Syr Darya)와

아무다리야(Amu Darya) 두 강 유역에 산재한 9개 성씨를 지칭하는데,

신당서(新唐書) 「서역전」

에는 강(康), 안(安), 조(曹), 석(石), 미(米), 하(何), 화심(火尋), 무지(茂地), 사(史)의 9개 성씨가
기록되어 있다.5) 소그드인들은

구당서(舊唐書) 와

신당서 에

각각 강국(康國)과 안국(安國)으로 기록된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amarkand) 및 부하라(Bukhara)를 중심으로 한 지역
에 소그디아나를 형성하며 특히 동서교역에 힘을 기울였다. 중국
신강(新疆) 투루판(Turfan)에서 출토된 소그드인상에 의하면 그들
은 대부분 ‘심목고비(深目高鼻)’의 외모에 끝이 뾰족한 고깔형
모자를 착용하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신소토쿠> 및 <다이소토
쿠> 또한 심목고비의 서역인 형상을 한 가면에 끝이 뾰족한 변
舞樂圖 의 <退宿徳>

형(弁形) 모자를 사용하고 있다. 선행 연구자들이 <신소토쿠>와

<다이소토쿠>를 ‘소쿠토쿠’, 즉 ‘속특’과 연관 지은 것은 그 소리에 더해 가면 및 의상이 그것과
3) 이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사용된 것은 ‘德獨’으로, 정창원(正倉院) 어물(御物) 중에 ‘大德獨二人 天平勝寶四年(751)’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野間淸六, 日本假面使 , 1943, 藝文書院, 139쪽.
4) 정수일 편저, 실크로드 사전 , 창비, 2017, 413쪽.
5) 정수일 편저, 위의 책, 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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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깃칸>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악고(樂考) 에 의하면 ‘걸한(乞寒)’의 가차(假借)
로 그것은 서역의 강국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당시 강국이 위치한 오늘날의 사마르칸트 지역은
연간 총 강수량이 200 400mml의 매우 건조한 곳으로, 강수의 대부분은 추운 겨울에 집중되어 있
다. 강수가 겨울에 집중돼 있는 것은 강추위가 많은 눈을 몰고 오기 때문인데, 추운 겨울의 적설
은 풍년을 위한 절대 조건이었다.6) 이에 강국에서는 매년 11월(음력) 걸한을 위해 북을 치고 춤
을 추며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행사를 진행하였던 것인데, 바로 이 걸한발수(乞寒潑水) 행사와
<깃칸>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조보라쿠>는 ‘호소로쿠세리(保曾呂久世利)’와 ‘가리야스(加利夜
須)’의 두 악곡을 하나로 합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일본사 에 의하면 ‘소로쿠(曾呂久)’는

서역의 ‘소륵(疏勒)’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한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에 ‘가사기리국(伽師祇離

國)’으로, 현장(玄奘)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에 거사국(佉沙國)으로 기록된 소륵은 오늘날의

중국 신장 위그르자치구의 카슈가르(Kashgar) 지역에 해당한다. 당시는 불교가 성행했던 지역으로
대당서역기 에는 승려가 만여 명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쨌든 이상의 4개 악곡이 각각
‘속특’ 및 ‘소륵’과 관계되어 있다면, 서역의 그것이 고구려에 전해진 후 수용･정착･변용･변천 등
의 과정을 거쳐 다시 일본으로 전해진 것이 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고구려 악무의 특이성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제성’이다. 일례로 수서(隋
書) 「志」(第十音樂下)에는 고구려의 “악기로는 탄쟁(彈箏)･와공후(臥箜篌)･수공후(豎箜篌)･비파
(琵琶)･오현(五弦)･적(笛)･생(笙)･소(簫)･소필률(小篳篥)･도피필률(桃皮篳篥)･요고(腰鼓)･제고(齊
鼓)･담고(擔鼓)･패(貝) 등 14종이 1부(部)가 된다.”7)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중, 탄쟁과 추쟁,
와공후, 수공후, 비파, 생, 소, 소필률, 패, 요고, 제고, 담고 등은 서량악(西凉樂, 현 Tibet)에서도
사용되는 악기이며, 특히 비파와 공후, 적, 필률 등은 서량악 및 구자악(龜玆樂, 현 Kucha), 소륵
악, 안국악에서도 쓰인 악기들이다.8) 또한

수서

「志」(第十音樂下)9)에는 “고구려의 가곡(歌曲)

에는 <지서(芝栖)>가 있고, 무곡(舞曲)에는 <가지서(歌芝栖)>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서(新唐書)

「志」(第十一禮樂)10)에는

신당

“고려기(高麗伎)에 <호선무(胡旋舞)>가 있어 공위에서 마치

바람처럼 돌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자료인 통전(通典) (樂典樂六)11)에는 <호선무>
가 강국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고구려는 당시, 서역의 여러 나라들과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문화적으로도 빈번한 교류를 이어왔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반증하
듯 오늘날 사마르칸트의 북동쪽에 위치한 아프라시압의 궁전 벽화에는 조우관(鳥羽冠)을 쓴 고구
려 사신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고구려 고분 중 안악(安岳) 3호분에는 서역인이 다리를
X자로 교차시키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자료들은 고구려와 서역
간의 교류 및 고구려 악무의 국제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실증적인 자료들이라 할 수 있는데,
6) 拙著, 일본궁중악무담론 , 민속원, 2018, 119쪽.
7) “樂器有彈箏･臥箜篌･豎箜篌･琵琶･五弦･笛･笙･簫･小篳篥･桃皮篳篥･腰鼓･齊鼓･擔鼓･貝等十四種, 爲一部. ”
8)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 일조각, 1993, 53 54쪽
9) “高麗, 歌曲有芝栖, 舞曲有歌芝栖”
10) “高麗伎, 胡旋舞, 舞者立毬上, 旋轉如風”
11) “康國樂......舞急轉如風, 俗謂之胡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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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고구려 악무의 국제성이 일본의 고구려계 악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벽사성이다. 상기한 7개의 악곡 중 벽사적 성격 및 특이성을 보이는 것은 <고마이누(狛
犬)>12)와 <고마류(狛龍)>이다. 일본에서 고마이누는 사자와 함께 신사나 사원 등에 배치되어 귀
신 등을 물리치는 영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원래부터 한반도에서 개는 액(厄)을 막는 존재
로 여겨져 왔다. 대표적인 것이 삽살개로, ‘살(煞)’이란 액운, 즉 사람을 해치는 기운을 말하며,
‘삽’은 ‘파낸다’, ‘없앤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13) 따라서 삽살개는 문자 그대로 ‘액운을 물리치는
개’ 내지는 ‘악귀를 쫓는 개’ 라는 의미가 된다.14)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경주 건천 지방에는 김
유신 장군이 삽살개를 군견으로 싸움터에 데리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구전되는가 하면15), 신라 성
덕왕의 장남으로 구화산에서 성불한 교각 스님이 중국으로 건너갈 때 삽살개를 데리고 갔다는 이
야기 또한 전한다.16) 여기에 용은 대표적인 영수(靈獸)로,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주작, 백호, 현무
와 함께 사신(四神) 중의 하나이자 불법을 수호하는 등, 매우 강력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고
마이누>와 <고마류>는 공통적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영수에 그것의 출신지인 ‘고마’가 붙은 것으
로, 그것들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벽사’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신사 앞에 서있는 고마이누나 혹은
고분 등을 지키는 사신(四神)으로서의 용의 역할과 동일한 것으로, 그 쓰임은 어렵지 않게 추측
해 볼 수 있다.
셋째, 역사성이다. 앞에서 살핀 <고마보코>의 발생 모티브는 한반도에서 일
본으로 건너오는 도래인(渡來人)이다. 역사상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도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은 7세기이다. 660년과 668년 백제와 고구려가 차례로
멸망하면서 옛 백제 및 고구려 지역에는 무수히 많은 유민이 발생하였다. 이
들 유민들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당에 포로로 끌려가거나 혹은 한반도에
남아 신라에 편입되는 것 이외에 일본으로 이주하는 이들이 있었다.
①귀화해 온 고구려인들에게 물건을 주었는데, 각각 차가 있었다.17)
②투화한 고구려인 56명을 常陸国에 살게 하였다. 전지와 식량을 주어 생업이 안정

되게 하였다.18)
舞樂圖 의 <狛桙>

위의 기사들은 한반도의 유민들이 일본으로 도래한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은 전지와 식량을 마련해 주고 물건을 나누어 주는 등,
한반도에서 건너온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일본이 이렇듯 적극적으로 도래인들
을 수용한 것은 한반도의 선진 문물 때문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대 일본의 발전을 주도한
12) 延曆20년(801) 11월 3일 多度神宮寺伽藍緣起流記資財帳 에 ‘高麗犬一頭高麗冒子貳頭(並白)’이라 기록된 것으로 보아 초
기에는 ‘高麗犬’으로도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하지홍, 한국의 개 , 글로벌콘텐츠, 2017, 87쪽.
14) 하지홍, 위의 책, 87쪽.
15) 하지홍, 위의 책, 88쪽.
16) 하지홍, 위의 책, 88쪽 참조.

17) 日本書紀 (巻二九) 天武天皇十四年九月庚午: “庚午, 化來高麗人等, 賜祿各有差。”
18) 日本書紀 (巻三十) 持統元年三月己卯: “以投化高麗五十六人, 居于常陸国。賦田受稟。使安生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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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한반도계 도래인들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하타씨(秦氏)와 고마씨(高麗氏) 등으로, 특히 하타
씨는 쇼토쿠태자(聖德太子)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당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주도하였다.
왕인박사의 한자를 비롯해 수수허리의 누룩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통해 유입된 선진 문물은 제
분야에 걸쳐 고대의 일본 사회를 진일보시켰음은 부언할 필요가 없다. 즉, 당시 한반도에서 배를
타고 오는 도래인은 선진 문물의 상징이자 발전적 미래를 알리는 존재로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19), <고마보코>에는 한일 간의 특수한 역사적 현실이 함축되어 것이다.

4. 나오며
고대 당시 일본에는 고마가쿠라는 당대 최첨단의 궁중악무가 문화를 주도하고 있었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고구려계 악무였다. 본고에서는 당시 한류로서 고구려계 악무에 관해
살핀 후, 그것들의 성격 및 특이성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현재 고구려계 악무로 분류되고 있는
고마가쿠에는 7개 곡목이 있다. 당시 이들 악곡들은 다양한 악기 연주는 물론 특색 있는 가면에
화려한 의상 및 동작, 그리고 함축적 의미까지 더해져 일본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한층 고조시켰
음에 틀림이 없다.
한편, 7개에 달하는 고구려계 악무를 분석한 결과 4개의 악곡을 통해서는 국제성을, 2개의 악
곡을 통해서는 벽사성을, 그리고 1개의 악곡을 통해서는 역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중 특히
국제적 성격과 특이성은 한반도의 고구려 문화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매우 흥미롭다.

19) 拙著, 일본궁중악무담론 , 민속원, 2018,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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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후반 조선영화의 해외 진출
―안철영의 <어화(漁火)>(1938)를 중심으로―
任 다함 (嘉泉大)

1. 들어가며 : 영화 <나그네(旅路)>(1937)로 촉발된 조선영화의 해외 진출 담론
1930년대 중반 이후 발성(發聲)영화 시대에 돌입하면서 자본 및 기술･설비의 부족이라는 난관
에 처해 있던 식민지 조선영화계에서, 조선과 일본의 합작영화 <나그네(일본 개봉명 ‘여로(旅
路)’)>(1937)의 국내외적인 흥행 성공은 하나의 돌파구가 되었다. 조선의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가난한 농촌 가정의 비극을 그린 영화 <나그네>는 제작비와 기술･인력의 부족을 일본 내지의 영
화사와 ‘제휴 합작’이라는 형태로 메울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 작품임과 동시에, 영화의 제재로서
‘조선적인 것’이 일본을 비롯한 해외 흥행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선의 영화 관계자들에게
시사해주는 계기가 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해외 관객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 조선영화계에서는, 향후 ‘조선영화’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1930년대 들어 해외에서 영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신
진 영화인들이 조선영화계에 대거 유입되면서, 조선영화의 권역 확장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
였다. 이들은 <나그네>의 성공 사례를 통해 조선영화가 담아내야 할 ‘조선적인 것’은 무엇이며,
이를 영화적으로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전개하였다.
안철영(安哲永, 1909∼?) 역시 이 시기 등장한 ‘해외파’ 신인 영화인으로서, 세계영화 시장에서
조선영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그를 위한 ‘조선적인 것’의 영화적 재현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
로 동참했던 감독이었다. 그러나 그가 창설한 극광(極光)영화제작소와 일본 쇼치쿠(松竹)키네마의
합작으로 제작한 데뷔작 <어화(漁火)>(1938)는, 당시 대체로 ‘<나그네>의 아류작’이라는 혹평을
받았던 비운의 작품이다. 때문에 그간 1930년대 후반 전개된 조선영화의 해외 진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나그네> 이후 해외 시장을 겨냥한 ‘수출영화’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서만 영
화 <어화>를 언급해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화인 안철영에 대해서도 주로 그가 활약했던 해
방기의 활동에만 집중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국 최초의 컬러 다큐멘터리 영화인 <무궁화동산>(1948)을 제작하고, 할리
우드 방문기

성림기행(聖林紀行) (1949)을 통해 해방기 조선영화의 해외 진출을 고심했던 안철

영의 영화인식은 이미 1930년대에 배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1930년대 후반 조
선영화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속에서 탄생한 데뷔작 <어화>에 시도된 그의 영화적 실험을 그 ‘실
패’까지 포함하여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것은, 해방 공간에서 ‘민족영화’로서의 조선영화의 나
아갈 방향을 고민했던 그의 영화인으로서의 해외 진출 욕망의 연속성을 파악하는 기반이 될 것이
다. 또한, 이는 현재 세계영화 시장 진출을 활발하게 모색하는 한국영화계의 ‘지금 여기’와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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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탐색으로서도 의미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본 발표는, 1930년대 후반 조선영화의 해외 진
출 담론의 하나의 실천으로서 안철영의 영화 인식과 그 시도로서의 데뷔작 <어화>(1938)에 주목
하고자 한다.

2. 안철영의 영화 인식 : 영화의 현실성과 ‘조선적인 것’
우선 영화 <나그네> ‘이후’의 조선영화가 지향한 ‘조선적인 것’의 의미와 그 재현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자. 일본의 영화평론가 이와사키 아키라(岩崎昶)는 1938년 11월 경성에서 개최된
조선영화인들과의 좌담회에서, <나그네>의 일본 흥행 성공 요인이 민속이나 풍경 같은 조선의 짙
은 ‘로컬 컬러’를 바탕으로 등장인물들의 인간적인 갈등을 적확하게 그려낸 데 있다고 보았다.1)
이와사키 뿐만 아니라 대체로 일본 평단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지방인 밀양의 농촌을 배경으로 한
<나그네>에 ‘조선적 색채’가 잘 표현되었다는 점을 높이 샀고, 조선의 평단에서도 이 영화를 ‘가
장 조선적인 영화’로 평가했다.2) 때문에 1930년대 후반 해외 시장 진출을 꾀한 많은 조선영화는
농촌을 배경으로 삼았던 영화 <나그네>의 영향을 받아, ‘조선적인 것’의 표상공간으로서 주로 ‘농
촌’을 선택했다.3)
그러나, 이 시기 조선영화계 안팎에서는 <나그네> 속에 그려진 ‘조선적인 것’의 표현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존재했다. 1930년대 일본 문단에 데뷔하여 일본어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던
조선인 작가 장혁주(張赫宙)가 그들 중 한 사람이다. 장혁주는 <나그네>에 대한 촌평을 통해, 외
국에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여 동시대의 농촌 지방을 전근대적인 “야만지대”처럼 설정함으로써
“조선색을 과장한” <나그네>의 각본을 “졸작”이라 혹평하였다.4) 이에 일본의 영화평론가 기지마
유키오(来島雪夫)는 장혁주의 비평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영화 속에 나타난 조선 농촌의 미개함
을 조선 전체의 미개함으로 받아들일 관객은 없으며, “사랑하는 아내에게 머릿기름을 사다주는
장면, 아이에게 모자를 씌우는 장면” 등 영화에 표현된 ‘로컬 컬러’, 즉 ‘조선적인 것’을 “조선예
술로서 자랑해도 좋을 아름다운 정경”으로서 호평하고 있다.5)
하지만 영화 <나그네>는 극심한 가난으로 파탄난 한 가정의 비극을 통해, 일제강점기 농촌의
잔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영화였다.6) 그 때문에 일본에서 호평을 받기 전 조선 평단에서
해외 시장에 내놓을 만한 영화인지 여부를 두고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지마의 시선은 영화 <나그네> 속 조선 농촌의 “아름다운 정경”에 머무르고 있을 뿐, 그
1) 「半島映画を語る(3)」 ( 京城日報 1938.11.8.)
2) 이화진 「식민지 영화의 내셔널리티와 ‘향토색’ 1930년대 후반 조선영화 담론 연구」( 상허학보 13호, 2004), p.370.
3) 1930년대 후반 조선영화가 ‘조선적인 것’의 표상공간으로서 ‘농촌’을 선택한 계기와 그 담론적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이화
진, 위의 논문, 강성률 「1930년대 로칼 칼라 담론 연구」( 영화연구 33호, 2007), 문재철 「1930년대 중반 조선영화 미학의 변
화에 대한 연구」( 영상예술연구 제10호, 2007), 정종화 「조선영화는 어떻게 ‘반도 예술영화’로 호명되었는가」( 사이間SAI 제
20호, 2016) 등을 참조할 것.
4) 張赫宙 「 旅路 を観て感じたこと」 ( 帝国大学新聞 1937.5.10.)
5) 来島雪夫 「 旅路 」 ( 映画評論 1937.6.), pp.113 114.
6) 영화 <나그네>의 필름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당시 신문･잡지의 평론 및 시나리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그네>의 각본은 현재 한국 시나리오 선집 1: 초창기∼1955 (집문당, 1982)에 수록되어 있으나, 원작자 이규환이
해방 이후 기억을 살려 적은 것이라 1937년 상영본과는 내용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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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에 깃든 등장인물의 고통과 감정을 간과함으로써 이 영화 속의 ‘조선적인 것’은 그저 시각적
인 쾌락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안철영은

동아일보

1937년 9월 11일자 지면에 평론 「수출영화와 현실―장혁주･내도설부 씨

의 <나그네> 평론을 읽고」를 통해, ‘조선적인 것’의 영화적 재현을 둘러싼 두 사람의 지상 논쟁
에 뛰어들었다.7) 이 평론을 통해 안철영은 <나그네>가 “외국시장에 판로를 얻기 위한 의도에서
제작된 영화”로서 “일본 내지시장에서 환영받을 사용가치의 이용을 선처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
언한다. 안철영에게 있어 영화 <나그네>에 묘사된 조선의 농촌 풍경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
획된 ‘수출영화’ 속의 ‘조선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는 영화 제작의 본의는 “민중의 일상생활의 관심사와 요구를 취급하여 현실 사회의 테마를
가장 진보적인 세계관에서 접근시키며 지도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한 뒤, 진정한 영화는
“그 지리, 인종, 역사에 관한 특수한 연구도 필요하거니와 다단한 현실의 제모순을 분석하며, 민
중의 신고한 생활면을 허위 없이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철영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평
론을 마무리 짓고 있다.
最近 李圭煥氏의 洗練된 才能을 追従한다는 것보다

나그네 와 가튼 輸移出映画를 模倣하여

보려는 映画人이 만흔 模様이다. 興行成績으로는 成功을 얻을지 모르나 아직도 朝鮮映画의 標
準이 確立되지 못한 今日, 現実性에 対한 映画人의 이니시아티부欠陥을 露骨로 表現하려는
것은 実로 遺憾이라아니할수없다.

이렇듯 당시 조선영화계를 지배하던 해외 시장을 노려 기획된 ‘조선적인 것’의 과도한 추종을
경계하고 영화의 ‘현실성’을 강조한 안철영은, 일본 센슈대학(専修大学) 예과를 거쳐 1931년 독일
로 유학을 떠나 베를린대학 사진화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의 우파(UFA) 스튜디오에서 영화 제작을
배운, 당시 조선영화계에서는 유일한 독일 유학파 영화인이었다. 이 시기 우파에는 기록영화로 명
성을 얻고 있던 레니 리펜슈탈(Leni Riefenstahl, 나치당 전당대회 기록영화 <의지의 승리 Triumph
Des Willens>(1934), 베를린 올림픽 기록영화 <올림피아 Olympia 1. Teil

Fest Der Volker>(1936)

연출), ‘산악영화의 거장’이라 불리던 아르놀트 팡크(Arnold Fanck, 일본과 독일의 합작영화 <새
로운 땅(新しき土)>(1937) 연출)가 소속되어 있었다. 영화 연출 시 “그 지리, 인종, 역사에 관한
특수한 연구를 먼저 필요로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영화의 ‘현실성’을 강조한 안철영의 영화인식
에는 이들의 연출 스타일을 비롯하여 과학영화, 전기(傳記)영화 등의 기록영화를 주로 제작했던
우파의 사실주의가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서구에서의 영화적 체험은 일본영화에 종속되어 있던 ‘조선영화’의 세계영화 시장에서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해, 식민지 조선의 영화인으로서 고민할 기회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영화 <나
그네>처럼 해외 시장을 노린 ‘수출영화’를 무분별하게 모방하기 전에 먼저 ‘조선영화의 표준’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경험과 고민을 통해 숙성된 그의 영화 인식이라 할 것이다. 안

7) 장혁주와 기지마 유키오, 그리고 안철영의 <나그네>를 둘러싼 ‘조선적인 것’의 재현 방식에 관한 논쟁은 이화진 「<나그네>
라는 사건 : 조선영화의 일본 진출과 ‘조선색’」( 조선영화란 하오 창비, 2016), 임다함 「1930年代後半の朝鮮映画が描いた
朝鮮らしさ の意味」( 日本言語文化 제44집, 2018)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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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영에게 있어 1930년대 후반 기술적･예술적으로 아직 미숙한 단계에 놓여 있던 식민지 조선영화
가 마련해야 할 ‘표준’은 해외 수출을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조선’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
라, 조선의 현실과 민중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소박하게 스크린에 투영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안
철영에게는 ‘조선적인 것’의 영화적 재현이자, “현실성에 대한 영화인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길이었다.
안철영은 1936년 귀국 이후 조선의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사진 및 영화평론가로서 활동했다.
특히 컬러 영화의 제작 기술 및 그 원리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등8) 영화
의 기술적 방법론을 철저하게 추구하였다. 이는 조선영화가 조선을 보다 현실에 가까운 형태로
구현하기 위한, 그리고 예술적으로 다양한 영화적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모색이라 할 것이다.

3. ‘수출영화’ <어화>에 그려진 ‘조선’
안철영은 1938년 2월 ‘극광영화제작소’를 설립하고 첫 번째 연출작인 <어화> 제작에 나섰다.
<어화>는 일본 쇼치쿠 키네마와의 합작으로 만들어져, 일본의 영화감독 시마즈 야스지로(島津保
次郎)의 감수를 받았다. 경성을 비롯하여 금강산과 동해안 등지를 돌며 촬영을 마치고 도쿄에서
후반 녹음 작업을 마무리한 <어화>는 1938년 8월 11일 도쿄 쇼치쿠 계열의 영화관인 아사쿠사의
다이쇼칸(大勝館)과 신주쿠 무사시노칸(武蔵野館)에서 먼저 개봉되었고,9) 도쿄 개봉 2개월 후인
1938년 10월 16일에 경성의 고가네자(黃金座)에서 공개됐다.
<어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황폐한 조선 동해안의 어느 어촌. 가난한 어부 김춘삼(윤북양 분)은 처와 딸 인순(박노경 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넷이서 살고 있지만, 쌓여가는 빚에 괴로워하다 난파하여 사망한다.
채권자인 장용운(나웅 분)은 인순을 첩으로 삼기 위해 빚을 구실로 협박하지만, 인순은 그의 아
들인 철수(나웅 1인 2역)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철수는 상경해서 직업부인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인순을 유혹해 함께 경성으로 향하지만, 그녀를 자신의 방에 가두고 유린한다. 인순은
고향 친구인 버스 차장 윤옥분(전효봉 분)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도망쳐 나오지만, 역시 가난
한 옥분에게 폐를 끼칠 수 없어 스스로 기생이 되는데, 술자리에 손님으로 찾아온 철수와 재회
하고 비관하여 결국 자살을 기도한다. 그때 옥분의 연락을 받은 옛 연인 최천석(박학 분)이 찾
아와 그녀와 함께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간다.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안철영 감독의 데뷔작이자, 당시로서는 드물게 이화여전 출신의 여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포진하여 개봉 전부터 ‘인텔리’ 신인들이 모여 만드는 영화라며 언론의 기
대를 모았던 영화 <어화>의 내용은, 막상 공개되니 다소 진부한 멜로드라마였다. 신인의 작품임
을 감안하고 보았다는 매일신보 1938년 10월 7일자 지면에 실린 영화평의 필자도, 제작 의도에
8) 「자연을 상징하는 천연색 영화의 구명」( 동아일보 에 1937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3회에 걸쳐 연재)
9) 「漁火 けふから東京で封切らる」 ( 京城日報 193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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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큼은 신인다운 기개를 기대했건만 그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며, <어화>가 “전형적인 신파비
극”이자 “멜로드라마”에 지나지 않는다는 혹평을 쏟아냈다. 또한 일본 관객을 겨냥하여 금강산,
동해안의 수려한 풍광과 더불어 조선의 수도 경성의 도회적인 모습까지 모두 담아낸 이 영화는,
그럼에도 일본 평단에게서도 그다지 호평을 얻지는 못했다. 영화 <어화>는 이렇게 실패한 ‘수출
영화’로 남았다.
그런데 본 발표에서는 인순과 옥분, 그리고 철수라는 인물이 영화 속 공간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 영화 속에 그려진 ‘조선적인 것’의 의미에 대해 재고찰해 보고자 한
다. 영화 <어화>의 사건이 벌어지는 무대는 ‘고향’과 ‘도시(경성)’로 이분화되어 있고, ‘인순 철수
(천석)’의 관계는 고향에서, ‘인순 철수 옥분’의 관계는 경성에서 전개된다. 고향에서 인순이 ‘실
내’에 있는 장면은 전혀 없다. 늘 인순은 자연 풍경과 함께 먼 거리에서 원경으로 찍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는 어촌 장면은 로케이션 촬영, 경성 장면은 실내 촬영을 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
다. 하지만, 고향에서 다른 인물은 빈번하게 실내외를 드나드는 장면을 삽입한 데 비해, 인순은
늘 자연 풍경 속에 배치되어 있다.
이 영화에서 배경이 되는 여러 공간은 주인공의 미래를 예견하는 ‘복선’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
순과 천석이 산책하는 장면(【그림1 1】)에서는 잔잔한 바다가 배후에 펼쳐지지만, 철수가 인순에게
반지를 선물하면서 유혹하는 장면(【그림1 2】)에서 배경이 되는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는 아
버지의 죽음의 복선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인순의 밝지 않은 미래를 예고하기도 한다. 철수와 인
순이 상경하는 도중 느닷없이(!) 금강산 등산을 하고 폭포 앞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도, 단순히 조
선의 자연 풍경을 보이기 위한, 이른바 ‘조선적인 것’의 재현으로서의 연출 의도뿐만이 아니라,
그 직후에 계속된 경성에서의 공간적 배치와의 대비를 위해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성에 도착한 인순을 맞이한 것은 경성의 도회적 풍경이 아니라 비좁은 철수의 방이다.
그리고 철수의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자살미수 끝에 귀향하기까지, 인순이 경성의 풍경 속에 위
치한 장면은 하나도 없다. 철수의 방 안에서의 인순은, 늘 방안의 가구처럼 움직임 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다(【그림2 1】). 옥분의 도움으로 철수의 방을 빠져나와 옥분의 방으로 옮겨와서도 사정
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인순은 여전히 옥분의 방에 틀어박혀, 옥분이 일거리를 찾아주기를 그
저 기다리고만 있다(【그림2 2】). 계속 동경해온 경성에 왔지만 그녀는 밖을 당당히 걸어다니지조
차 못한다. 밖을 걸어 다닐 때도 무언가 불안한 듯 보이는 그녀는, 도시 경성의 ‘이방인’이자 그
공간에 섞여들지 못하는 것이다.
빚을 변제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로 상경을 결심한 인순이기는 했지만, 경성에 와서부터는 시종
철수에게 휘둘리고, 옥분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그려진다. 그런 그
녀가 옥분이 버스 차장으로 일하며 방값도 내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걸 알게 된 순간, 다시 자신
의 의지로 움직인다. 옥분의 방을 나와 직업소개소를 찾아간 것이다(【그림3 1】). 그러나 다음 장
면에서는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앉아 연못을 들여다보며 절망하는 인순이 등장한다(【그림3
2】). 그녀는 경성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그녀는 기생이 되어 다시금 방안에 갇
히고 만다(【그림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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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1】【그림1 2】

【그림2 1】【그림2 2】

【그림3 1】【그림3 2】【그림3 3】

이처럼 안철영은 인순이라는 인물을 영화적 공간 속에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그녀를 경
성이라는 도시공간에 녹아들지 못하는 존재로서 그려내고 있는데, 이러한 영화적 연출을 통해 안
철영이 의도한 것은 무엇일까? 영화의 시작 부분에는 인순을 포함한 마을 처녀들이 빨래를 하며
잡담을 나누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녀들의 화제는 상경하여 기생(그녀들의 표현을 빌면 “갈보”)이
된 친구의 얘기다. 이 장면의 대화를 통해, 이 시골 처녀들이 도시 경성은 타락의 온상이며, 고향
을 떠나 상경한 여자는 모두 타락하여 매춘을 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편견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인순만이 자신만만한 어조로 “그건 걔가 똑똑치 못해서 그런 거지 뭐.”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이 장면은 영화 후반부의 복선이기도 했다. 결국 그 인순이 상경해서 기생이 되
고 만다는 아이러니를 통해, 안철영은 영화 <어화>를 어떤 시골 처녀의 ‘상경 실패담’으로 엮어
내고 있는 것이다. “현실의 제모순을 분석하며, 민중의 신고한 생활면을 허위 없이 표현”하기를
추구한 안철영은, 그때까지의 조선 수출영화에서 ‘조선적인 것’의 재현 수단으로만 등장했던 ‘기
생’이라는 존재를 도시의 주변적 존재로서 등장시켜 인순이 기생이 된 것은 그녀가 “똑똑치 못해
서”가 아니라, 그녀 개인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사회적･시대적 벽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바꾸어 말하자면, 도시/지방, 인텔리/무식자(無識者), 유산계급/무산계급, 그리고 남성/여성이
라는 구도에서 항상 ‘주변’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조선의 어떤 시골 출신 처녀 인순의
비극을 통해, 안철영은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그려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영화 <어화>에서 ‘상경 실패담’은 인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안철영은 도시 노동자라
할 수 있는 버스 차장으로 일하는 옥분, 그리고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는 실업자가 되는 철수까지
도, 결국은 도시 경성의 구성원이 될 수 없었던 경성의 ‘주변적 존재’로서 그려내고 있다. 결국
<어화>는 지방민의 상경 실패담이기도 하고, 도시 경성의 그늘에 존재하는 주변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수도･경성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 작품으
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인순 철수 옥분’의 기묘한 ‘삼각관계’는 도시의 주변적 존재로서의 연대로 수렴된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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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시작 부분에서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잠시 귀향한 옥분은 이미 고향에서는 ‘이질적 존
재’였다. 그것은 인순을 포함한 마을 처녀들이 조선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데 비해, 옥분만이
모던한 의상을 입고 있는 장면의 대비로부터도 상징된다. 이질적인 존재는 옥분만이 아니었다. 입
신출세를 위해 상경했지만 직장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를 속여 얻어낸 돈으로 유
흥만을 즐기다 결국에는 실업자가 되는 철수도, 이미 고향에는 돌아올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영화 속의 ‘경성’이 “억압과 좌절의 공간으로서 식민지의 현실”을 의미하는
데 비해, 인순이 돌아온 고향은 “전복과 생성의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것은, 그때까지 전근대적이었던 공간으로 인식됐던 농촌, 어촌 등의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
는 것이라 분석한다.10) 하지만 영화의 라스트 씬의 인순에게, 과연 고향이 그런 “전복과 생성의
에너지”를 부여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는지는 의문이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다”는 전 연인 천석
을 향해, “그래도 사람은 변했어요.” 라고 대답하는 인순도,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의 전통 의상이
아닌 옥분과 같은 모던한 차림을 하고 있다. 그 복장의 변화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인
순도 결국, 옥분과 철수와 마찬가지로 고향에서도 ‘이질적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화의 현실성을 추구한 안철영의 영화 <어화>는, 이렇듯 열린 결말을 관객에
게 제시하는 것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본 발표에서는 조선영화의 해외 수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1930년대 후반 제작
된 조선영화 <어화>를, 감독 안철영의 영화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어화>는 동시대에 유행
했던 농촌(어촌)을 배경으로 한 짙은 조선의 로컬 컬러를 띤 영화이기도 했지만, 1930년대의 식
민지 도시 경성의 이면을 드러낸 영화이기도 했다. 그 이면이란, 모던 도시 경성의 그늘에서 살아
가는 주변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상경한 지방
민이며, 결국 모두 좌절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1921년부터 1939년 사이 식민지 조선의 수도 경
성의 인구(조선인) 변동 추이를 보면, 지방에서의 유입 인구가 1935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 이 시기에 농촌에서의 빈곤함을 타개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상경한 지방
민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도시에서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인구 이동을
유발했다기보다는 지방에서 무작정 인구가 밀려들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다.12) 다시 말해 상
경자들이 경성에서 취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영화 <어화> 속 인물들의 좌
절(상경 실패담)은 그런 1930년대 도시 경성의 ‘현실’로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본 발표에서는 ‘진부한 멜로드라마’로서 수출영화의 실패작으로 여겨졌던
영화 <어화>를 일제강점기 당시의 도시 경성의 현실을 생생히 반영한 영화로서 재고찰했다. 향후
과제는 영화 <어화>에서 ‘조선적인 것’의 재현을 위해 안철영이 독일에서 익힌 영화적 기법을 어
10) 이용관･한미라, 「식민지 시기 영화의 탈식민적 경향 :1930∼1945년 영화를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제13호, 2008), p.277.
11) 1921년에는 188,648명이었던 경성 내 조선인 인구는 1935년에는 284,633명, 1936년에는 541,828명, 1939년에는 632,118명
에 달하고 있다( 朝鮮総督府統計年報 1921∼1939 참조).
12) 橋谷弘, 「都市化のプロセス─過剰都市化と都市非公式問題」( 帝国日本と植民地都市 吉川弘文館, 2004), pp.5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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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구사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 영화의 오프닝 씨퀀스와 엔딩 씨퀀스에서는 민요
‘쾌지나칭칭 나네’를 연주하는 어촌 사람들을 기록영화적인 수법으로 촬영하여 삽입하고 있는데,
그가 해방 이후 첫 연출한 영화가 하와이 이민자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음을 상기할 때, 이
러한 방법론에 대한 탐색은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조선적인 것’의 재현 방법을 고심했던 안철영
의 영화 세계를 탐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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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日의 영화 <박치기!(パッチギ!)>
金季 杍 (韓信大)

1. ‘1968년 교토’와 <임진가와(イムジン河)>1)
본 발표는 한반도의 남북과 일본의 관계성이 재편되는 1960년대에 주목하여, 귀속되어야 할 조
국에 대한 환상을 깨고 국민국가의 국민 되기를 거부하는 베이비붐 세대 재일조선인의 모습을 영
화 <박치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영화 <박치기>는 2005년 1월에 일본에서 개봉된 영화로, 감독 및 각본은 이즈쓰 가즈유키(井筒
和幸, 1952.12∼), 총지휘감독은 재일2세 이봉우(李鳳宇, 1960∼), 음악은 1960년대 후반에 포크 크
루세이더즈(ザ・フォーク・クルセダーズ, 이하 ‘포크루’) 그룹으로 데뷔한 가토 가즈히코(加藤和
彦, 1947∼2009)가 맡았다. 제작배급은 이봉우가 대표로 있는 시네콰논(シネカノン)이다. 한국에서
는 2006년에 개봉되었다.
원작은 마쓰야마 다케시(松山猛, 1946∼)의

소년 M의 임진가와(少

年Mのイムジン河) (木楽舎, 2002)이다. 이 책에서 중학생 M, 즉 마쓰
야마는 어렸을 때 교토의 일상생활 속에서 접한 재일조선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중고급학교에 축구시합을 하자고 이야기하러 갔다가
<림진강> 멜로디를 처음으로 들은 에피소드가 영화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 이래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조선인’에 관
[그림1] 포크 크루세이더즈

심을 갖게 되었고, 당시 이슈였던 북한 ‘귀국사업’으로 주위의 재일조
선인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도한 체험담, 포크루 밴드에 <림진

강> 노래의 일본어 버전을 제안하여 1966년에 포크루가 처음으로 노래를 부를 때까지의 체험을
적고 있다. 즉, 이 책은 마쓰야마 다케시가 <림진강>의 가사를 일본어로 ‘번역’2)한 노래 <임진가
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체험을 적은 자전적 소설이다.
마쓰야마와 마찬가지로 교토 출신인 이봉우는 마쓰야마의 책을 읽고 자신이 살아 온 곳의 이야
기에 흥미를 느끼고 영화로 제작하게 되었다. 그는 후일,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갈 때부터 《소년
M의 임진가와》에서는 아이디어만 빌리고 책 내용과는 전혀 다른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1968년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림진강’ 멜로디를 조선고등학교에
서 듣게 되는 일본 남학생의 에피소드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리얼한 청춘 드라마를 구축하기로 했
1) 1968년에 포크 크루세이더즈가 부른 노래는 ‘임진가와(イムジン河)’로 표기하고, 북한에서 창작된 원곡은 ‘림진강’, 그 밖에
특정하지 않을 경우는 ‘임진강’으로 통칭하여 표기한다.
2) 북한에서 창작된 <림진강> 원곡은 2절까지인데, <임진가와>에서는 1절은 거의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2절과 3절은 마쓰야
마 작사로 창작된 가사이다. 따라서 ‘번역’이라고 하기 어려우나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에 ‘譯詞:松山猛’로 되어 있으
므로 ‘번역’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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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고 술회했다. 즉, “‘임진강’이라는 노래가 발매 중지된 시기를 배경으로, 금지곡이 된 노래와
그 노래를 어떡하든지 부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갈등을 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하고,
“조선고등학교 학생과 일본 학생 사이의 아슬아슬한 긴장감”이나 “1960년대에 청춘을 보낸 이들
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내려 한 것이다.
영화의 무대가 된 곳은 교토 가모가와(鴨川)에 인접해 있는 히가시쿠조(東九条) 히가시마쓰노
키초(東松ノ木町)이다. 이곳은 이봉우가 태어나 생활한 곳으로 그의 원체험이 영화에 표현되어
있다. 이봉우는 가모가와 주변에 산재해 있는 조선인 부락과 피차별 지역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
었는데, 촬영 시 특히 신경을 쓴 부분은 화면의 ‘색조’였다. 1968년이라는 설정이 미묘한 ‘옛 시
절’의 재현을 필요로 하여, 감독과 카메라맨이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한 끝에 ‘긴노코시(銀残し)’ 기술로 완성하였다고 적고 있다.
‘긴노코시’는 필름을 약품 처리하는 과정에서 표면의 은염 성분
을 없애지 않고 색소와 함께 필름 속에 남겨서 채도를 낮추거나
독특한 색채를 만들어내는 기법인데, 이봉우는 ‘긴노코시’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인 1968년 거리를 재현
[그림2] 공원 송별회 장면

할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p.49). 이봉우는 왜 색조까지 신경을 쓰
며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의 재현에 집착한 것일까?

영화가 개봉된 2000년대 중반은 전후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이른바 ‘단카이(団塊)’ 세대가
정년퇴직을 하는 시기로, 자신들의 청춘시절을 되돌아보는 내용의 책이나 영화가 다수 나왔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집단적 체험의 기억을 갖고 있는 ‘전공투(全共闘)’ 운동을 반추하는 논의가 많았
다.4) 1960년대 말은 전 세계적으로 기성사회를 향한 학생들의 저항이 분출하는 시기였다. 전공투
운동은 고도경제성장과 대중소비사회의 도래를 맞이하여 감성의 해방과 욕망의 분출이 만들어낸
사회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 교토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공투 운동의 고양된 분위기
가 영화에서는 진지하고 엄숙하게 재현되는 대신에 가볍고 코믹하게 처리되어 들어가 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라 함은 언뜻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는 의미로, 경제성장과 대중사회 속에서 급속히 잊혀져간 1960년대의 기억을 새롭게 환기시키려
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는 관객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진도 바로 이 시기에 청춘
시절을 지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전공투 운동을 코믹하게 처리함으로써 당시를
냉소적이고 조롱하는 시선으로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공투 운동이나
베트남 전쟁 반대 데모를 후경으로 한 재일조선인 청년들의 투쟁 역시 사뭇 진지해 보이지만 무
위(無爲)의 극단적인 폭력으로 전도시켜 버리는 희비극(喜悲劇)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희비극의 해피앤딩으로 1960년대를 가볍게 표현한 의미는 무엇일까? 냉전시대
를 살아 온 재일조선인에게 1960년대는 여러 의미에서 매우 힘들고 엄혹한 시기였기 때문에 더
욱 석연치 않다. 이는 진지한 정치적 저항이 아니라 감성의 해방과 욕망의 표출로 한껏 시대에
저항했던 베이비붐 세대의 1960년대 분위기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에 청춘 시절을 보
낸 재일조선인의 모습을 동시대적 맥락에서 봤을 때, 비로소 세대 구분이나 국제정치상의 관점에
3) 이봉우 지음, 임경화 옮김, 인생은 박치기다 , 씨네21, p.24.
4) 송인선, 「반역하는 ‘단카이(團塊)’ 전공투(全共鬪)와 일본의 대중사회 」, 현대문학의 연구 50, p.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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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진 이들 세대의 충동적이고 강렬한 감성의 해방과 충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 변용되는 南北日의 <임진강>
‘남북일’이라고 병렬한 것은 각각이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묻는 틀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틀을
계속 상대화해가는 재일조선인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는 스토리의 근간을 이루는 <임진
강> 노래에서 찾을 수 있는데, 부르는 사람과 장소에 따라 계속 변용되며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
어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주지하듯이,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과 1959년에 시작되어 1984년까지 단속적(斷續的)으로
이어진 재일조선인 북한 ‘귀국사업’은 결과적으로 분단을 고착화시켰고, 북일 간의 이산은 한민족
의 이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영화 속에서 한일협정 이야기가 별도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
만, ‘한일협정’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차별 완화의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1971년에 ‘귀국사업’
의 재개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귀국사업’ 논의는 ‘한일협정’의 미진한 문제와 관
련해서 생각해야 한다. 특히, 1967년을 끝으로 귀국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다 1971년에 재개되었을
때는 이미 귀국한 사람들로부터 ‘지상의 낙원’으로 선전한 북한의 허상이 전해지면서 귀국자 수
가 격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등장인물 ‘안성’처럼 귀국사업 중단 시기에 재개를 기다렸다 귀
국하려고 하는 젊은 층의 모습은 1960년대 말에 어디에도 귀속할 수 없는 재일조선인의 초상을
보여준다.
영화에서 귀국사업으로 북한으로 가겠다는 안성의 송별회가 공원에서 열리는 장면이 있다. 안
성이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잘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한 몸 바치겠습니다.”고 말한
후에 부산에서 밀입국한 김일(김타로)을 소개하는데, 이를 보고 있던 경자 가게의 단골 아저씨가
“일본에선 남도 북도 없어. 교토에선 통일이야. 그렇지.” 하고 말한다. 이에 안성이 “통일하면 우
리 서로 서울역 앞에서 만나자.”고 말한다. 여기에 일본인 청년 고스케가 등장하여 경자와 같이
<임진가와>를 노래하는 전개이다. 그런데 ‘김일’은 스토리상 출연의 필연성이 전혀 없다. 여기에
고스케를 합류시켜 재일사회의 남과 북, 통일, 그리고 일본인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위적인 설정으로 신파성이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작위적 설정보다 ‘조국’이라는 서정성을 담보해주는 것은 <림진강> 노래일 것이
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노래도 일국에 수렴되는 형태는 아니다. 극중에 포크루의 <임
진가와(イムジン河)> 레코드가 발매중지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1968년에 포크루의
2탄 싱글앨범 <임진가와>가 발매를 앞두고 조선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항의로 발매가 중
지되는 사태가 실제로 벌어졌다. 당시의 발매중지 상황부터 2002년에 앨범이 다시 공개될 때까지
의 과정을 기록한 기타 요시히로(喜多由浩)의

<임진가와>이야기( イムジン河 物語) (アルファ

ベータブックス, 2016)에 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 의하면, 포크루는 <림진
강>이 조선에 전해 내려오는 민요로 생각했고 작사‧작곡자가 특별히 존재한다는 인식이 없는 상
태에서 앨범을 내려고 했는데, 조선총련 측에서 북한에서 창작된 독창곡임을 적시하고 앨범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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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명을 넣어 북한의 창작곡임을 명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
런데 앨범을 내기로 한 도시바레코드(東芝音楽工業) 측은 당시가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얼마 되
지 않은 시점인데다 북한과는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관계상의 문제를 고려
하여 발매 중지를 결정한 것이다.
<림진강>(1957, 박세영 시, 고종한 곡)

イムジン河 (1968, JASRAC 作詞:朴世永, 作曲:高
宗漢, 編曲:加藤和彦, 譯詞:松山猛)

림진강 맑은 물은 흘러흘러 내리고
묻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건만
내 고향 남쪽 땅 가구퍼도 못가니

イムジン河水清く とうとうと流る
水鳥自由に群がり飛び交うよ
我が祖国 南の地 想いははるか

림진강 흐름아 원한 싣고 흐르느냐

イムジン河水清く とうとうと流る

강 건너 갈밭에선 갈새만 슬피 울고

北の大地から 南の空へ

매마른 들판에선 풀뿌리를 캐건만
협동벌 이삭바다 물결 우에 춤추니
림진강 흐름을 가르지는 못하리라

飛び行く鳥よ 自由の使者よ
誰が祖国を 二つに分けてしまったの
誰が祖国を 分けてしまったの
イムジン河空遠く 虹よかかっておくれ
河よ想いを 伝えておくれ
ふるさとを いつまでも 忘れはしない
イムジン河水清く とうとうと流る

그런데 사실 <임진가와>는 2년 전인 1966년에 이미 앨범으로 나와 있었다. 아마추어 시절의
포크루가 자체 제작한 앨범 <하렌치(ハレンチ)>(1967)에 <임진가와>가 수록되어 있었다. 영화 속
에서 배우 오다기리 조(オダギリジョー)가 고스케 일행에게 설명해주는 장면이다. 그런데 <하렌
치>는 1968년에 2탄 싱글앨범으로 제작한 <임진가와>와는 구성이 조금 다르다. <하렌치>에는 일
본어역 1절, 마쓰야마 창작 2절, 조선어 원곡 1절, 일본어역 1절의 순서이다. 그런데 <임진가와>
에는 일본어역 1절, 마쓰야마 창작 2절, 3절의 순서로, 조선어 원곡은 들어있지 않다.
기실 마쓰야마의 일본어역 1절도 엄밀히 말하면 조선어 원곡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다. 오역이나 의역은 차치하고, 1절의 4행 부분을 보면, “림진강 흐름아 원한 싣고 흐르느
냐”를 “イムジン河水清く とうとうと流る”로 번역하여 ‘원한’이라는 말을 소거하였다. 이렇게
보면, 영화의 마지막 결투 장면에 흐르는 노래는 마쓰야마 일본어역 1절, 마쓰야마 창작 2절, 마
쓰야마 일본어역 1절을 조선어로 부르기, 마쓰야마 창작 3절의 순서로, 조선어 원곡은 빠져 있는
셈이다.
<림진강>은 원래 북한에서 1957년에 소프라노 독창곡으로 창작되어 1960년 무렵에 조선총련을
통해 재일사회에 전해졌고, 마쓰야마 다케시에게 이 곡을 알려준 사람은 교토의 조선학교에 다니
고 있던 문광수(文光洙)라는 재일 청년이었다. 그런데 마쓰야마는 포크송으로 <임진가와>를 만들
었고, 이것이 1968년 발매중지 소동을 일으키며 일본사회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한국에도 알려지
게 되었다.
도시바 측과 발매중지 협상 때 중재역에 나선 사람은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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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부장을 역임한 이철우(李喆雨)였다. 그는 2001년 방북 공연 때 김연자가 부를 곡목에 <림진강>
을 넣었는데, 남북통일의 바람을 넣어 가사를 바꾸었고, 김연자는 이 노래를 김정일 앞에서 불러
화제를 모았다. 이철우는 재일 2세로, 양친과 형제가 모두 귀국사업으로 북한으로 건너간 상태였
기 때문에 일본에서 듣던 노래를 북한에서 들으며 분단의 슬픔을 한층 더 느꼈을 것이다. 남과
북, 일본 어느 한쪽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전유되고 변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임진가와>도 북한의 오리지널 창작곡도 아니거니와, 그렇다고 일본어 번역
혹은 창작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흥미로운 점은 고스케가 <림진강> 멜로디를 접한 이후에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몇 차례 나오는데, 노래 가사가 바뀌어 간다는 점이다. 공원 송별회에서 부
를 때는 <임진가와> 1절만 일본어역을 조선어로 짤막하게 불렀는데, 영화의 마지막 결투 장면에
서 흐르는 노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오리지널 가사 대신에 변용되거나 새롭게 창작한 가
사가 일본어와 조선어가 섞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임진강> 노래의 변용은 한반도
의 남과 북, 일본의 복합적이고 얽힌 관계성 속에서 재일에 대한 존재 규명도 변용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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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 혐오의 계보와 인권운동
이영호 (동국대)

1. 서론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간토(関東)･시즈오카(靜罔)･야마나시(山梨) 지방에서 매
그니튜드 7.9, 최대진도 7의 대지진이 발생한다. 지진은 도쿄 주변지역을 강타하며 12만 가구의
집이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하며 45만 가구가 불탄다. 간토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와 행방불명은
40만 명에 달했으며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약 살포, 약탈, 방화와 사회주의
자들과의 폭동 기획 등 조선인을 향한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한다. 격분한 일본인들 사이에서
조선인에 대한 혐오(嫌惡)가 커져갔고 이후 자경단(自警團)을 조직해 관헌들과 함께 조선인을 학
살하며 6,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사망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혐오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간토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대학살이었다. 조선인 대상의 혐오는 해방 이후에도 계속
된다. GHQ점령기의 조선인 탄압, 1960 70년대 조고생 습격사건, 1980년대 치마저고리 사건, 최
근 재특회의 등장과 배외주의(排外主義)1), 혐한(嫌韓),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까지 재일조선인
을 대상으로 한 혐오는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인권운동을 통해 일본의 혐오에 대한 투쟁을 가시화한다.
1958년 이진우(李珍宇)의 고마쓰가와 사건(小松川事件), 1968년 김희로(金嬉老) 사건, 1970년 10
월 6일 양정명(梁政明)의 분신(焚身), 1970년 박종석(朴鐘碩)의 히타치투쟁 등의 재일조선인 인권
운동은 일본사회에 재일조선인의 존재를 알리는 사건이었다. 나아가 인권운동은 일본은 넘어 한
국을 비롯한 해외의 관심과 국제적 연대의 확장된 형태로 전개된다. 이처럼 재일조선인 인권운동
은 일본에서의 혐오에 대한 가시적 대응과 한국을 비롯한 해외로 파급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가 있다.
지금까지 재일조선인 인권운동 연구는 혐오의 계보를 확인하고 그 속에서 재일조선인 인권운동
의 전개와 영향을 확인하기보다 개별사건과 ‘차별’의 관점에서 주로 접근하는 특징을 보였다. 차
별이란 제도적인 것으로 구체화되는 것에 반해 혐오는 대상을 향한 주체의 감정이자 차별의 촉발
계기가 되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특히 혐오는 ‘개개인이 아닌 인종, 민족, 성 등의 특정 집단을
향한 증오’2)의 표출이자 차별의 직접적 요인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본 발표에서는 재일조선인을 향한 일본에서의 혐오에 초점을
맞추어 계보를 만들고 그 속에서의 재일조선인 인권운동을 바라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 대상
을 대표적인 재일조선인 인권운동인 고마쓰가와 사건, 김희로 사건, 히타치투쟁으로 설정하고 일
1) 외국 사람이나 외국의 문화, 물건, 사상 따위를 배척하는 주의 혹은 정치이념.
2) 량영성(2018), 혐오표현은 왜 재일조선인을 겨냥하는가 , 산처럼,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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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서 형성된 혐오와 인권운동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겠다. 나아가 인권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본과 재일조선인 사회에서의 현상을 확인하고 한국을 비롯한 해외로의 확장을 함께 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혐오와 재일조선인 인권운동의 관계성과 의미를 밝히고 혐오 속 재일조선인의 일
본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모색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2. 재일조선인 혐오의 계보
혐오(嫌惡), 사전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함’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혐오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 광
범위한 사회현상과 연결된다. 전후 일본에서 혐오에 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었다. 1969년 UN
의 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ICERD)3)이 처음 발표되었으며 일본은 1995년 조약에 비준한다. 이와
같은 차별철폐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일본사회에서는 재일조선인을 비롯한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부추기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헤이트스피치’가 사회문제로 부상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국회에서는 2016년 6월 3일 일명 헤이트스피치해소법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
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시책주진에 관한 법률’4)을 제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움직임
과는 별개로 일본사회에서는 재일조선인을 향한 혐오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재일조선인을 향한 혐오는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간토대지진에서 제노사이드의 형태로 구체
화된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간토대지진이 발생한다. 지진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고
당시 강하게 불던 바람에 의해 도쿄와 수도권 전체가 화재에 휩싸이고 가옥 57만 채가 소실되고
14만 여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는다. 이런 상황에서 매스컴을 타고 조선인의 독약 살포, 폭동, 방
화, 약탈 등 날조된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한다. 분노한 일본인들은 자경단을 조직해 조선인을
살해하기 시작했으며 6,000여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한다. 이와 같은 제노사이드의 배경에는 당시
일본인들의 조선인을 향한 혐오의 감정이 있었다.
조선인 혐오는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계속된다. GHQ점령기인 1945년 8월부터 1952년까지 조
선인 대상의 다양한 탄압이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이타마현(埼玉県)에서 발생한 요리
이(寄居) 사건이다. 1947년 7월 31일 사이타마현 극장에서의 연극 공연 중 객석에서 싸움이 발생
한다. 객석에서는 일본도를 든 남자가 “조선인을 잡으라!”고 소리치고 약 30명이 일본인이 일본
도와 곤봉을 들고 조선인을 뒤쫓는다. 그 과정에서 조선인 김창근이 10여 명의 칼에 찔려 머리,
몸통, 대퇴부가 잘리고 목이 7부 정도 잘려 즉사한다. 함께 있던 조선인 김성태는 칼에 머리를
수차례 찔린 뒤 목이 잘린 채 사망한다. 범인은 일본인 재향군인이었으며 목을 자른 뒤 만세삼창
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 발생 이유는 조선인이 관람료를 내지 않았고 입구 옆의 자전거
를 넘어뜨렸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 약 30명 중 자수한 2명 외에 15명이 기소되었으
며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중 상당수가 군인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일
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에도 이어지는 조선인에 대한 혐오의 확산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3) 1969년 12월 21일 제20차 UN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69년에 발표되었다. 정식명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며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조약이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평등을 보장하고 인종 차별에 대한 비난, 차별
정책의 비합법화 등의 27개 항목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은 1978년 조약에 비준하였다.
4)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平成 二十八年法律第六十八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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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를 비롯한 민족교육 탄압을 비롯한 조선인 대상의 다양한 혐오사건이 GHQ점령기에 발
생한다.

3. 재일조선인 인권운동의 발생과 혐오의 전개
3.1 이진우(李珍宇)의 고마쓰가와 사건(小松川事件)
1958년 8월 도쿄의 고마쓰가와 고교(都立小松川高校)의 재학생 16세 여학생이 행방불명된다.
비슷한 시기 요미우리신문사에는 한 남자의 전화가 여덟 번 걸려와 자신이 여자를 살해했다는 메
시지와 함께 시체유기장소를 알린다. 8월 21일 고마쓰가와 고교 옥상에서 여학생의 시체가 발견
된다. 경찰은 범인의 목소리를 녹음해 라디오에 공표하였으며 얼마 후 고마쓰가와 고교 정시제 1
학년 가네코 시즈오(金子鎮宇)를 체포한다. 체포 이후 재일조선인 이진우(李珍宇)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이 알려진다. 일본대중에게 큰 충격을 준 이 사건은 이후 ‘이진우 사건’ 혹은 ‘고
마쓰가와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다. 도쿄지방법원은 1959년 2월 이진우에게 살인과 강간치사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1962년 11월 사형이 집행된다.5)

3.2 김희로 사건(金嬉老事件)
1968년 2월 20일에는 재일조선인 2세 김희로(金嬉老, 본명 권희로(權禧老))가 자신에게 빚 독
촉을 하던 야쿠자 두 명을 라이플로 사살한 뒤 사건현장에서 45km떨어진 시즈오카(靜岡)의 온천
으로 도주한다. 김희로는 여관 종업원과 손님 13명을 인질로 잡고 약 88시간동안 경찰과 대치한
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은 헬기를 동원해 생중계하며 일본 대중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실
시간으로 사건을 보았다. 김희로는 사건 발생 나흘 후인 1968년 2월 24일 기자로 위장한 수사관
에게 체포되며 인질극은 마무리된다. 이후 김희로는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975년 11월 일본 최
고재판소는 김희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3.3 히타치투쟁
1970년 9월 중소기업에 다니던 재일조선인 2세 박종석은 히타치(日立)의 구인광고를 보게 된
다. 박종석은 이력서에 일본식 통명 아라이 쇼지(新井鐘司), 본적에 출생지인 아이치현(愛知県)을
기입하여 히타치 제작소 소프트웨어 토쓰카 공장(日立製作所ソフトウェア戸塚工場)에 지원하여
합격한다. 히타치는 박종석에게 채용통지를 발송하며 호적등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박종석은
본인은 재일조선인이기 때문에 호적등본을 뗄 수 없으며 대신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제출하겠다고
한다. 이에 히타치는 일반 외국인은 고용하지 않는 것이 회사 방침이며 재일조선인이란 사실을

5) 1958년 11월 첫 공판, 59년 2월 사형 판결후 공소. 12월 공소기각, 60년 1월 상고, 8월 상고기각, 사형확정, 62년 11월 사형
이 집행되었다. (조경희(2012), ｢‘조선인 사형수’를 둘러싼 전유의 구도―고마쓰가와 사건(小松川事件)과 일본/‘조선’｣ 동방학
지 15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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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고 허위 사실을 이력서에 기입했기 때문에 채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한다. 이후 박종석은 1970
년 12월 8일 노동계약상의 권리가 있으니 해고 무효, 미불임금지불 및 위자료를 요구하며 히타치
를 요코하마 지방법원에 제소한다. 소송 이후 재판에서는 지원 당시 박종석이 ‘아라이 쇼지(新井
鐘司)’라는 통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에 만연한 재일조선인 차별때문임을 인정하며
히타치는 박종석에게 50만엔과 불법행위 발생 후가 명백한 1970년 12월 17일 이후의 지연 손해
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6) 히타치 측은 1심 판결에 승복했고 1974년 8월 박종석은 히타치 컴
퓨터 소프트웨어원으로 입사한다. 이상이 히타치투쟁의 발단 배경이다.
이와 같이 인권운동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사회의 혐오적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
례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인권운동은 혐오의 가시적 대응을 넘어 일본 사회에서의 연대 움직임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 형태로 전개된다.

4. 인권운동 이후 전개와 혐오의 극복
4.1 일본에서의 움직임의 등장과 전개
재일조선인에 대한 혐오의 확산은 재일조선인 인권운동과 시민사회의 참여라는 형태로 구체화
되며 나아가 민족문제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재일사회를 겨냥한 일본사회의 배타적
인 분위기는 재일문학으로 하여금 다시 ‘민족’, ‘이념’, ‘국적’과 같은 심각한 소재들을 주요한 문
학적 주제로 삼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7)한다는 이승진의 발언에서도 내셔널리즘과 혐오가 민족문
제로 귀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재일조선인 인권운동은 각종 모임의 결성을 비롯하여 일본시민사회의 참여, 재일조선인
사회의 대응 등 일본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재일조
선인 인권운동은 해외에서의 공론화와 참여라는 또 다른 형태로 전개된다.

4.2 한국에서의 대응과 인권운동의 가치
고마쓰가와 사건 발생 당시 한국에서 이진우와 관련된 기사8)는 나왔지만 본격적인 관심을 보
인 것은 김희로 사건 이후라 할 수 있다. 사건 발생 후 한국 언론은 재판 진행과정에 많은 관심
을 보였으며 일본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언론의 움직임과 더불어 옥중
수기를 비롯한 각종 김희로 관련 서적들이 출간9)되는 등 김희로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형태로
6) 被告は原告に対し、右金五〇万円及びこれに対する不法行為発生後であることが明らかな昭和四五年一二月一七日以降支払
済に至るまでの民法所定の年五分の割合による遅延損害金を支払う義務がある。(横浜地方裁判所第二民事部(1974) 「朴鐘碩
就職差別裁判判決(抜粋)」( 朝鮮研究 138, 日本朝鮮研究所, p.49.)
7) 이승진(2020), 「‘혐한’ 현상 앞에 선 재일문학
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154.

최실의 지니의 퍼즐 과 황영치의 전야 를 중심으로 」, 일본학 51, 동국

8) 1960년 11월 8일 조선일보 는 「李少年救命運動」이라는 기사를 내 이진우의 소식을 알렸다. 1962년 7월 14일에는 「“死刑
囚” 李珍宇尹은 女學生 殺害犯이 아니다」 등의 기사를 냈으며 경향신문 은 1962년 7월 22일 「李珍宇君은 無罪(上)」, 7월
23일 「李珍宇君은 無罪(下)」, 7월 31일 「市民들 앞을 다투어 署名」등의 기사로 이진우에게 긍정적인 기사를 수록했다.
9) 사건 당시 한국에 출간된 서적은 옥중수기 김희로(1968), 너는 너 나는 나 金嬉老의 獄中手記 , 홍익출판사, 김희로(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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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10) 일본이 김희로를 ‘라이플마’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인 조선인 표상을 만들어
혐오의 감정을 조성했다면 한국에서는 일본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며 김희로를 옹호하는 대치되
는 양상이 형성된 것이다.11) 김희로 역시 사건을 ‘민족문제’로 공론화하며 재일조선인 사회와 한
국을 적극 활용하였다.
인권운동 이후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소송 이후에도 <박군을 둘러싼
모임>은 각 지방에 흩어진 재일조선인 단체들과 권익 투쟁에 앞장섰다. 오사카에 있는 한국오사
카청년회의소, 재일기독교회관, 재일관서 지방 여자전도회, 재일청년연합회, 재일한국인민주간담회
등 5개 단체는 1974년 8월 <재 오사카 한국인의 생활을 지키는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재일
조선인들이 세금을 내면서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의 개선, 공영주택 입주 자격, 아동수당
지급, 국민연금 가입, 외국인 공무원 임용 운동, 공립학교 교원 채용 등을 요구했다. 이후 일본의
상당수 정책에서 국적조항이 철폐되며 공영주택입주, 주택금융공고적용(住宅金融公庫適用), 변호
사, 교사, 지방공무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 1979년에는 국제인권조약을 비준, 발효시키며 국내법
을 개정하여 정주외국인 차별을 없애는 조치를 취한다. 1982년에는 국제난민조약을 비준하며 <내
외인평등>의 원칙을 도입해 국민연금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외국인 차별을
완화하는 등 인권운동 이후 서서히 권리를 획득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재일조선인 인권운동은 일본을 일시적 거처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이며 일본
과의 상생을 위한 움직이었다. 재일조선인들은 인권운동을 통해 일본의 혐오와 배타적 내셔널리
즘을 사회문제, 국제문제로 공론화하고 일본 사회와 국제적인 움직임과 통해 공존을 향한 움직임
을 전개하였다. 이는 혐오의 흐름 속에서도 공존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일본의 혐오와 배타
적 내셔널리즘의 시대에 안티테제로서의 재일조선인의 역할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金喜老事件(88시간의 투쟁) , 삼진출판사가 있으며 김희로공판대책위원회가 발간한 김희로공판대책위원회(1971),
폭포처럼 , 章苑文化社 등이 있다.

분노는

10)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임상민은 당시 한국 언론이 ‘민족차별’을 강조/고발하는 언설을 재생산해 김희로를 차별에 저항한 영
웅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임상민(2014), ｢김희로 사건과 내파하는 한일 미디어―츠츠이 야스타카(筒井康隆)의 ｢신킨타
로(晋金太郎)｣를 중심으로｣, 인간과 문화 연구 25,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pp.17 18.)
11) 수감 이후 한국을 비롯한 국내외 언론의 보도와 한국과 일본에서의 구명운동의 결과 일본정부는 1999년 9월 7일, 일본으
로의 재입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김희로를 석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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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포스트페미니즘과 내셔널리즘
―애국여성과 여자력(女子力)―
이지영 (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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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존과 하모니의 상상력
―이쓰키 히로유키(五木寛之)의
「안녕히, 모스크바 불량배(さらば、モスクワ愚連隊)」를 중심으로―

趙秀一 (東國大)

1. 들어가며
1956년 10월 19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된 일소공동선언 10년 후인 1966년, 제6회 ‘소설현대신인
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소설현대(小説現代) (講談社)에 게재된 「안녕히, 모스크바 불량배」는

이쓰키 히로유키의 데뷔작이자,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제55회(1966년 상반기)
나오키상(直木賞)에도 노미네이트되지만, “글쓰기에 재능은 있으나, 이 한 작품만으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다음 작품을 기다려 보겠다. 욕심을 말하자면, 조금 더 본격적인 플롯이 있었으면
한다”는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선평을 비롯하여 “다음 작품을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압도
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후보작에 머무른다1). 하지만, 이쓰키는 그 이듬해인 1966년 12월
문예춘추(別冊文藝春秋) 에 발표한

별책

새파래진 말을 보라(蒼ざめた馬を見よ) 로 제56회(1966년

하반기) 나오키상을 수상한다. 만장일치로 결정된 선정위원회에서 마쓰모토 세이초는 “이미 이 작
가의 상반기 후보작과 그 후에 발표된 작품 등으로 실력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더 덧붙일 말이 없
다. 다만, 이 작품은 분량이 부족하다. 더 장편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이 작가의 신선함이 향후
의 문단에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2)고 절찬하였다. 한편, 이쓰키는 ‘수상
의 말’을 통해 “계속 현대의 풍속에 밀착하는 일을 통해, 역사의 얼개를 건드려보고자 하는 것이
나의 바람”3)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1932년 9월 30일, 후쿠오카(福岡)에서 태어난 이쓰키는 얼마 후 교편을 잡고 있던 부모님과 함
께 식민지조선에 건너가 각지를 전전한다. 1940년, 경성의 미사카(御坂) 소학교에 입학 후 네 번
의 전학을 거치고, 1945년 평양의 제일중학교에 입학한다. 거기서 패전을 맞이한 그는 9월에 모
친을 여위고, 계엄령하의 평양을 벗어나 38도선을 넘어 미군이 개설한 개성의 일본인난민수용캠
프에 당도한다. 얼마 후 인천의 캠프로 이송되어 억류생활을 보낸 후, 인천에서 하카타(博多)로
귀환하였다. 그 후 후쿠오카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이쓰키는 1952년 와세다(早稲田)대학 노어노문
과에 입학한다. 재학중에는 반전・반기지운동의 선구가 되는 우치나다(内灘) 투쟁 등에 관여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재단공 일과 하네다(羽田) 공항에서의 심야 아르바이트 등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피를 팔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수업료를 미납하여 6년간 재적한 후 말적처분(末籍処分)
1) 「五木寛之：直木賞受賞作家／直木賞のすべて」, https://prizesworld.com/naoki/jugun/jugun56IH.htm
2) 松本清張, 「喜びと共に」, オール読物 22(4), 文藝春秋, 1967.4, p.72.
3) 五木寛之, 「受賞のことば」, オール読物 22(4), 文藝春秋, 1967.4,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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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다. 이쓰키는 1965년 4월, 대학시절부터 친분을 쌓아왔던 오카 레이코(岡玲子)와 결혼하였
고, 두 달 후인 6월에 모든 일을 정리한 후 소련과 북유럽을 방문하는데, 그중 모스크바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안녕히, 모스크바 불량배」를 집필하여, 같은 해 12월에 소설현대신인상에 응모
한 것이다. 결혼 전까지는 잡지 편집, 라디오방송 프로듀서,

디자인 회사 경영, CF송 작사, 방송

대본 집필 등 다양한 직업을 편력하였다. 나오키상 작가가 되고부터는 창작에 전념하게 된다. 이
후 청년은 황야를 쫓는다(青年は荒野をめざす, 1967) 와 청춘의 문 –치쿠호편(青春の門――筑
豊篇, 1970)

등의 화제작을 연이어 발표한다. 1982년에는 류코쿠(龍谷) 대학의 청강생이 되어

종교사 수업을 들으며 취재여행과 집필활동을 이어나간다.

4)

근년에는 수필 대하의 한 방울(大河の一滴, 1998) 과 2003년부터 방송된 이쓰키 히로유키의
백사순례(五木寛之の百寺巡礼) 라는 기행 방송으로도 얼굴을 알렸고, 지금은 창작 활동보다는 주
로 역사, 미술, 불교 등의 분야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본 발표에서 논하는 「안녕히, 모스크바 불량배」는,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고쿠
사이(国際) 프로모션’이라는 공연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기타미(北見)=‘나’의 시점으로 진행된
다. ‘나’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대학 학비를 내지 못해 말적처분을 받은 대학시절 친구로, 노동조
합 관리자로 일하다가 ‘일소예술협회’ 이사가 된 모리시마(森島)로부터 일본의 재즈 밴드를 소련
에 소개하는 일을 의뢰받아 ‘소련대외문화교류위원회’와 일본대사관 담당자와의 의견 조정을 위
해 모스크바에 가서 나흘간 체류한다. ‘나’는 그 나흘간, 스튜어디스, 모스크바 일본대사관의 이등
서기관 시라세(白瀬), 환경위생을 전공하는 샌프란시스코의 대학생 ‘빌’, 개성적이고 트럼펫 연주
에 재능이 돋보이는 ‘미샤’, 미샤의 형으로 항공 엔지니어를 꿈꾸는 모스크바 대학의 학생 ‘유리’,
소련대외문화교류위원회의 단첸코 제3부장과 그의 비서인듯한 젊은 남자, ‘끄라스나야 프띠쨔(붉
은 새)’의 요리사 이고르, 요리 보조 빅토르, 악보와 책을 파는 암거래꾼, 지렁이 암거래꾼, 섹시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조신하고 가정교육을 잘 받은 듯한 느낌이 드는 엘사 등을 만난다. 소설은
‘나’와 이 타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나’의 회상이라는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시공간적으로 얽히
며 진행된다.
마쓰모토 쓰루오는, “재즈를 문장화한 듯한 박진감과 음색을 가진 문체로 구성”된 이 작품의
테마는 “자기표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체제와 권력 측으로부터 공인받지 못한 표현을 동경한
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물음이라고 지적한 후에, 이 작품은 “‘나’에게서 무엇인가
가 상실되어가는 프로세스와 그 무엇인가를 다시 모스크바에서 미샤와 해후함으로써 자기소생시
키는 작자 내면의 정신편력을 그린 이야기”라고 분석한다5). 나카다 고지도 이 작품은 “자기 확
인”과 “자기 응시”에 관한 것을 그리고 있으며, “이쓰키 히로유키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
에 가려고 하는지, 끊임없이 그 방위를 확인하려고 하는 작가”라 평한다6). 즉, 작자 자신뿐만 아
니라 “독자에게까지 그러한 자기 검증을 유발”7)하는 이야기로 읽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4) 이상, 文芸企画編, 「五木寛之 年譜」, 昭和文学全集第26巻 吉村昭 立原正秋 宮尾登美子 山口瞳 新田次郎 五木寛之
野坂昭如 井上ひさし , 小学館、1988、pp.1095 1098 참조.
5) 松本鶴雄, 「五木寛之の作品＊「さらば、モスクワ愚連隊」」, 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 21(8), 學燈社, 1976.6, pp.158 160.
6) 中田耕治, 「解説・五木寛之の登場 漂泊流離の歌」, 五木寛之, 五木寛之小説全集 第1巻 さらばモスクワ愚連隊 , 講談社,
1979, p.347.
7) 中島梓, 「解説―五木寛之論―」, 五木寛之, さらば モスクワ愚連隊 , 角川文庫, 1979,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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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주인공의 옛 점령자들에 대한 일종의 ‘역전’ 및 ‘복수’의 판타지”8)를 그리는 이야기로서
도 읽힌다.
요컨대 이러한 선행연구는 주인공 기타미(北見)=‘나’가 미샤라고 하는 소련의 소년을 통해 자
신의 원점을 재정위(再定位)하는 이야기로 읽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발표는 이러한 선행연구
에 시사를 받으면서, 작중인물 ‘나’와는 위상을 달리하는 화자 ‘나’에 초점을 맞춰, 화자는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아가 그 서사에 담긴 의도를 읽어냄으로써 이 작품이 내
포하는 새로운 공존과 하모니의 상상력이란 무엇인지 해명하고자 한다.

2. 작품 서두의 서사 방법
작품의 서두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아에로플로트(소련민간항공) TU114는 운해 위를 끈질기게 날아가고 있었다. 하바롭스크 공항
을 출발한 지 벌써 여섯 시간은 넉넉히 날았으리라.
나에겐 운이 따라주지 않은 하늘 여행이었다. 두꺼운 운해에 가려 시베리아는 완전히 그 얼
굴을 숨기고 있었다. 이륙 직후에 급상승하는 날개를 스치며 빛을 반사하는 우수리강 정도가 겨
우 보였을 뿐이다.9)

소련의 민간항공기로 “아에로플로트”라 불리는 “TU114”가 구름이 길게 펼쳐진 하늘 위를 비행
하는 장면으로 소설세계가 독자에게 제시된다. 그리고 “운해 위”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위치가
‘운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기내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바로 특정할 수는 없다. 어디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는 없지만, 비행기는 “하바롭스크”라는 극동지방의 “공항”에서 어딘가를
향해 약 “여섯 시간”이나 “끈질기게 날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인용문의 둘째 문단
에서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여섯 시간’의 비행은 “운이 따라주지 않은 하늘 여행이었다”와
같이 완료된 일로 표현됨으로써, 화자의 시간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된다. 이어서
왜 ‘운이 따라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된다. ‘나’는 “시베리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여행’의 낙으로 삼고 있었고, “이륙” 후 “두꺼운 운해에 가려”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여섯 시간’이나 끈질기게 시베리아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눈에 담고자 했다. 그나마 눈에
비친 것이 있었다. 비행기가 “급상승”할 때 창 너머 “날개”에 가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우수
리강”이다. 이러한 회상을 통해 ‘나’가 타고 있던 비행기는 소련과 중국 동북 지방의 국경을 가로
지르는 ‘우수리강’(река Уссури/烏蘇里江) 근방의 하바롭스크에서 서쪽의 광활한 시베리아를 횡
단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내에 있어 ‘나’의 위치는 ‘날개’보다 전방의 좌석이라는 것
이 확정되며, 특정할 수는 없지만 진행방향의 좌측 좌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작품 서두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8) マイク・モラスキー, 戦後日本のジャズ文化―映画・文学・アングラ , 岩波現代文庫, 2017, p.129.
9) 五木寛之, 「さらば、モスクワ愚連隊」, 小説現代 , 講談社, 1966.6, p.42. 이하, 작품의 본문을 인용할 때에는 괄호에 쪽수만
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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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객의 반은 일본인이었다. 요코하마에서 계속 함께 이동해온 사람들이다. 녹색 군모를 쓴
소련 장교, 가족을 동반한 러시아 시민들, 거기에 몹시 얌전한 미국인 여행객도 몇 명 있었다.
체스를 두고 있는 이들도 있었고, 술을 마시는 이들도 있었다. 백 킬로는 돼 보이는 러시아 여
자는 폭음에 뒤지지 않는 소리로 당당히 코를 골며 주위를 울리고 있었다.
“네뜨.”
날씬하고 키가 큰 빨강머리의 스튜어디스가 와서 고개를 흔들었다. “노! 카메라.”
내 앞자리에서 촬영기를 창밖으로 대고 있던 일본인 승객이 엷은 웃음을 지으며 8미리를 가
방에 밀어넣었다. 스튜어디스는 손가락 끝으로 가방을 집어올리더니 가볍게 옆자리에 두었다.
그녀는 나에게 빠른 어조의 러시아어로 뭔가 말했다.
“한 번 더 천천히 부탁합니다.”
내가 낯부끄러운 러시아어로 말한다. (43)

화자는 창밖의 풍경 묘사에 이어 탑승객을 주관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한다. 화자가 어떻게 승객
들의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탑승객의 반은 일본인이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여권을 확인한다든지, ‘탑승객의 반은 일본인’이라고 기내에서 안내 방송
이 나오는 상황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자의 주관에 의한 표현이리라 추측된다. 그렇다고 한
다면, 그 주관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그것은 인용문의 두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중
인물인 ‘나’와 “요코하마에서 계속 함께 이동해온 사람들”을, 화자는 굳이 ‘일본인’이라 치환한
것이다. 더불어 이 문장은 태평양으로 향하는 항구 도시 요코하마(横浜)에서 하바롭스크까지의 이
동경로를 독자에게 연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 작품이 발표된 1966년에는 “소련 경유로 유럽에
가는 여행이 인기”였는데, “소련 선박을 타고 요코하마를 출발하여 사흘 뒤 나홋카에 도착, 거기
서 야간열차로 하바롭스크로 이동”한 후, 다시 “아에로플로트(소련항공) 국내선을 타고 모스크바
로 넘어”가 “거기서 국제열차로 헬싱키나 파리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여행”이었다고 한
다10). 바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동행자라기보다는 같은 경로로 유럽으로 이동하는, ‘일본’에
서 함께 출발한 이들이다. 그렇다면 화자는 ‘나’와 ‘함께 이동해온 사람들’을 왜 ‘일본인’이라고
대상화한 것일까. 화자는 요코하마를 출발하여 ‘TU114’에 탑승하기까지의 ‘나’의 시간을 생략적
으로 제시한다. 거기에는 일본을 출국하여 소련에 입국하기까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의식함과 동시에, 출입국 시에 반복하여 자신의 국적을 확인
했을 ‘나’를 포함한 ‘사람들’ 개개인의 경험과 의식이 불가시화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시 “소련을 여행할 때에는 인투어리스트(소련국영여행공사)와 제휴한 일본의 대리점을 통
해 항공권과 선박 및 철도 탑승권, 호텔 예약에다가 공항과 역에서 호텔까지 이동하는 택시와 안
내인, 거기다 한 도시당 세 시간의 관광 가이드를 고용하는 계약을 맺은 다음, 그 일체 비용을
전액 입금하지 않으면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11)고 한다. 이러한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소련의
국내선이라 할지라도 탑승 시에 엄격한 신분 확인이 이뤄졌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소련 장교”, “러시아 시민들”, “미국인 여행객”은 그러한 탑승 수속 시 ‘나’의 눈에 들어온 타자
였던 것이다.
10) 佐藤優, 「ベストセラーで読む日本の近現代史(第8回)さらばモスクワ愚連隊 五木寛之」, 文藝春秋 92(6), 2014.5, p.398.
11) 佐藤優, 「ベストセラーで読む日本の近現代史(第8回)さらばモスクワ愚連隊 五木寛之」, 文藝春秋 92(6), 2014.5, p.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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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어서 화자는 기내에서 ‘나’가 보고 들은 내용을 재현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행위주체
를 알 수 없는 네 번째 문장과는 대조적으로 다섯 번째 문장은 ‘나’의 추량에 의해 “백 킬로는
돼 보이는 러시아 여자”라는 특정 인물의 코골이 소리를 묘사한다. 중요한 것은 그 주체의 행위
가 “주위를 울리고 있다”와 같이 ‘나’의 시간과 동시적인 내러티브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그 지점
부터 작중인물 ‘나’의 시간이 현재형으로 재현된다. 이를 알리기라도 하듯, “날씬하고 키가 큰 빨
강머리의 스튜어디스”의 목소리로 “네뜨”라는 러시아어가 발화된다. 그리고 “네뜨”는 “노! 카메
라”라는 알기 쉬운 영어로 번역된다. 나아가, 그녀의 “빠른 어조의 러시아어”에 대해, ‘나’의 러시
아어 발화가 일본어로 번역된다.
한편, “8미리”의 “촬영기를 창밖으로 대고 있던 일본인 승객”은 스튜어디스에게 주의를 받는다.
1932년 미국에서 가정용 영화기기로 개발되었고, 이 작품이 쓰여진 1965년은 코닥사의 제품과 후
지사진필름의 제품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한 해이기도 했다12). 즉 ‘8미리’라는 단어가 소설세
계에서 1965년 전후를 상징하는 코드로 기능한다는 것인데, 스튜어디스는 왜 사용을 금지했을까.
동시대 독자에게는 매우 자명한 것이었을 터이다. 1965년에는 ‘도쿄 모스크바의 상호 연계 운행’
을 둘러싼 일소공동운항 교섭이 이뤄졌는데, “초점은 소련이 군사상의 이유로 시베리아 상공을
개방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부분으로, 거기서 제출된 안이 “소련의 아에로플로트(소련항공공사)와
일본항공이 공동으로 소련 항공기를 승무원까지 포함하여 전세를 내어 운항한다는 것”이었다13).
다시 말해, 탑승객에 대해서도, “운해” 때문에 “시베리아는 완전히 그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 하
더라도 “촬영기를 창밖으로 대”는 행동은 강력한 금지 조항이었을 것이다. 또, 일소공동운항기로
서 회자되던 것이 바로 ‘TU114기’였다. “1957년, 투폴레프(Tupolev, Andrei Nikolaevich)에 의해
완성되어 1961년부터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간에 취항”한 ‘TU114기’는 “좌석 220석”, “12명이 질
수 있는 컴파트먼트 침실을 갖추고 있고, 한 번에 48명이 식사할 수 있어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호텔”로, “4기의 터보 프롭 엔진에, 반대방향으로 도는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며,
“도쿄올림픽 때는 소련선수단을 태우고 하네다 공항에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일본인의
기억에 각인되었다14). 한편, 1966년 2월 17일, “모스크바 공항에 이륙에 실패”한 후 “폭발”로 “48
명의 승객 대부분이 사망”하여 충격을 안긴 “여객기”로서도 각인된, 시대를 상징하는 말이었다15).

3. ‘나’의 내력을 제시하는 서사의 함의
‘나’와 모리시마(森島)는 학비를 내지 못해 대학생활을 지속하지 못했는데, 그 해에 대해 화자
는 “아마 조선의 전쟁이 끝난 이듬해 무렵의 일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43)고 말한다. 중요한 변
곡점을 ‘이듬해 무렵’이라고 비교의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아마～것으로 생각한다’와 같이 단언을
피하듯 추량적으로 회상한다. 이렇게 회상한 후 다음과 같은 지문이 이어진다.

12) 「「8ミリ」販売戦激化 コダックの「スーパー」と富士の「シングル」が対立」, 読売新聞 朝刊, 1965.7.29, p.5.
13) 「［時のことば］日ソ共同運航」, 読売新聞 朝刊, 1965.10.9, p.7.
14) 「［時のことば］TU114機」, 読売新聞 朝刊, 1966.1.26, p.7.
15) 「ソ連機が離陸失敗 ＴＵ114四十数人が死ぬ モスクワの空港」, 読売新聞 朝刊, 1966.2.18,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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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5년 정도 지나 다시 만났다. 그는 조합 문제에 관한 책을 냈고, 나는 밴드 활동을 하
며 일과 인기에 쫓기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로 벽에 부딪힌 상태로 망설임의 시기였던
듯하다.
얼마 지나 그는 엽서를 보내왔는데, 조합 운동을 그만두고 증권 거래인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피아노를 버리고 예능 브로커로 전향할 작정이라고 답장을 써 보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무대를 내려왔다. 새롭게 시작한 일은 기묘하게도 잘 나갔다. 3
년째에는 사무실도 갖추고 고쿠사이(国際) 프로모션을 설립하여 대표에 앉았다. (43 44)

‘조선의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54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나’와 모리시마가 재회한 것은 5년
후인 1959년으로 볼 수 있지만, “5년 정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확정할 수는 없다. 화자는
두 사람의 그간의 변화를 설명하지만 다시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재회한
시점에 대한 ‘나’의 불확실한 판단을 보여준다. “얼마 지나”라는 표현은 주관적으로 시간의 경과
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얼마간의 시간 사이에 어
떠한 이유에선가 모리시마는 갑자기 “조합 운동을 그만두고 증권 거래인이 되었”고, ‘나’는 모리
시마에게 그 이유는 묻지 않고 그저 “피아노를 버리고 예능 브로커로 전향할 작정이라고 답장을
써 보냈”을 뿐이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라는 표현 역시 매우 주관적인 표현으로 독자로서
는 그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일 년을 넘지 않으리라 본다면 그 시점을 1960년이
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 사무실도 갖출 수 있게 된 3년간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재즈 피아니스트로서의 활동 경력 덕을 톡톡히 봤으리라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일”이 궤도에 올라 도쿄 올림픽을 1년 앞둔 1963년경 프로모션 회사를 설립했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그러한 시점의 동시대 상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그저 “기묘하게도 잘 나갔다”와
같이 생략적으로 정리해 버린다. 이처럼 화자는 ‘나’=기타미라는 인물의 내력을 생략적으로 제시
하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끊임없이 독자에게 상기되는 시점을 제시
한다는 점이다. 물론 당해연도를 확정할 수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된다. 중요한 것
은 상기되는 시점을 독자에게 환기하는 프로세스다. 이러한 환기를 통해 독자는 화자가 말하지
않은 공백을 채우면서 작중인물과 소설세계의 상황을 파악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화자가 서사에
담고 있는 의도라 할 수 있다.
한편, 화자는 ‘나’가 밴드활동을 그만둔 시점을 “5년 전 여름의 끝 무렵”(46)이라고 환언한다.
또 화자는 ‘나’가 모리시마와 엽서를 주고받고 재회한 것은 “최근 몇 개월 전의 일”(44)로, 그 후
“5월 말에 갑자기 모리시마로부터 현지에 가줬으면 한다”는 부탁을 받고, “6월 10일에 요코하마
발 소련선박공단선 바이칼호로 나홋카를 향해 출발했다”는 정보를 덧붙인다. 즉, 소설 내 현재 시
점을 1965년 6월로 상정한다면, 화자가 가리키는 ‘5년 전 여름의 끝 무렵’이라는 시점은 1960년
이 된다. 박유하는, 이 작품은 “귀환체험을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삽입하고 있는 작품”으로, “말
하는 것의 불/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텍스트”라고 지적하는데16), 작중인물들의 ‘전후’ 체험
역시 불가시적으로 담고 있다. ‘나’는 “13살 때 여름날”에 “적갈색으로 변한 반도”에서 “귀환”했
기 때문에 소설의 현재는 33세가 된다(54). 모리시마 역시 같은 나이의 친구이기에 33세로 볼 수
16) 朴裕河, 引揚げ文学論序説 , 人文書院, 2016, p.35,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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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시라세는 ‘나’가 밴드로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20대 중반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이 세 명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체결과 발효, 한국전쟁을
거쳐 동서냉전의 구도가 견고해지는 상황 속에서 전후 일본이 부흥을 이루는 상황, 도카이도 신
칸센(東海道新幹線)의 착공과 개통, 도쿄 올림픽을 통해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룬 전후 일본
과 청춘을 함께한 세대다. 전후 일본의 번영을 뒷받침한 세대임과 동시에 60년 안보투쟁, ‘베트남
에 평화를! 시민연합’(베평련)의 반전운동, 오키나와의 조국복귀운동 및 반기지운동, 원수폭금지운
동, 반공해운동,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에 대한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전후배상과 전후보상을 둘러싼 정부를 향한 비판과 같은 시민운동에서 볼 수 있는 시대에 대한
저항감에서도 알 수 있듯 단순화할 수 없는 중층의 결로 뒤엉킨 세대라고도 할 수 있다.

4. 스띨랴가/불량배, 그리고 ‘시라세’라는 인물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이 작품은 기내의 스튜어디스가 발한 “네뜨”라는 러시아말을 기점으로
하여 작품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스튜어디스의 ‘스띨랴가’라는 말에 대한 “스띨랴가가
뭐지?”하는 ‘나’의 물음이 작품의 테마가 된다.
‘나’는 셋째 날 낮에, 스튜어디스에게 들을 수 없었던 해답을 시라세와의 대화를 통해 얻는다.
이튿날,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시라세를 불러내 같이 점심을 먹었다.
어젯밤 얘기를 조금 각색하여 얘기해 줬더니 살짝 놀란 눈치였다.
“스띨랴가군요, 그 소년은.”
일본에서 말하는 미유키족. 좀 지난 말로 하면 태양족에 해당하는 호칭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러시아어의 스띨, 즉 스타일에서 나온 유행어로, 멋부리기에 열중하는 젊은이라는 의미에서 일
종의 비행소년을 가리키는 말로 변했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유행이 지난 말로 노인과 시대에 뒤처진 고지식한 이들이 쓸 뿐이라고 한다.
“이른바 해빙의 부산물이에요. 야릇하게 멋을 부리고 재즈를 좋아하고, 지르박과 트위스트를
추고, 담배를 태우며 술을 마시는, 어른에게 반항하는, 뭐 그런 패거리들이요.”
“그렇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의 통과의례 아닐까요.”(62)

‘나’가 시라세에게 들려준 “어젯밤 얘기”는 미샤 패거리들의 아지트인 ‘끄라스나야 프띠쨔(붉은
새)’에서의 일이다(58). 거기에서도 ‘나’는, 트럼펫을 연주한 후 엘사와 “둘이서 벽에 붙은 테이블
로 가버”린 미샤에게 “지렁이 암거래꾼”이 뱉은 “스띨랴가 놈아!”하는 목소리를 들었지만 바로
그 의미를 묻지 않는다(61). 위의 인용문처럼 메타언어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면을 전개하기 위한
화자의 전략일 테다. 또, 화자는 ‘나’가 시라세에게 말한 어젯밤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어젯밤
얘기’라고 생략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거기에 “각색”을 더했다고 밝힌다. 그것은 말 그대로 ‘어
젯밤 얘기’를 ‘각색’했다고 읽히기 한편, 만약 이미 ‘각색’된 ‘얘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을 독자에게 촉구하는 지표로서도 기능한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주눅들지 않
고 러시아어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그들을 리드하는 ‘나’의 활약상에 이미 ‘각색’이 가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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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나’의 활약상을 “패전과 군사점령의 굴욕감에 대한 미묘한 고
집”17)으로 읽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스띨랴가군요, 그 소년은”이라는 시라세의 발화를 통해 ‘나’가 말한 ‘어젯밤 얘기’에는 미샤와
만난 둘째 날 아침의 에피소드도 포함되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스띨랴가’라는 러시아어 단어를
일본의 문맥으로 치환하여 설명한 후에 어원과 생성과정을 보충하는 시라세의 해설이 지문에 붙
는다. 또, 소설세계의 ‘지금’ 시점에서 ‘스틸랴가’라는 말의 위상에 관한 주석이 덧붙여지는데, 독
자에게는 “유행이 지난 말”이 되어 버린 “태양족”과 동의어로 치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
는다. 지문에 이어지는 시라세의 발화내용을 바탕으로 치환하자면, ‘지금’의 ‘스띨랴가’는 “일종의
비행소년을 가리키”는 말로서는 ‘태양족’, “야릇하게 멋을 부리”는 의미에서는 “미유키족”에 가깝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즈를 좋아하고, 지르박과 트위스트를 추”는 것이 ‘비행소년’의 표상
이 되는 것은 소련의 동시대를 나타내는 코드로 읽어야 한다. 한편 이는 1960년대 일본에서는
“많은 대학생”에게 “엘리트가 갖춰야 할 필수 교양/패션”으로서의 “최첨단 아이템”을 나타내는 코드
였다. 거기다 “담배를 태우며 술을 마시는, 어른에게 반항”한다는 것은 ‘나’가 말한 대로 “젊은 사람
들의 통과의례”로, 시대를 특정할 수는 없다. 화자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해빙의 부산물”이다.
‘해빙’은 스탈린 사후인 1954년 5월에 발표된 일리야 에렌부르크의 중편소설의 타이틀이기도
하며, 소련 흐루쇼프 시기의 긴장완화정책과 문화정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데, 오로지 스탈린
개인숭배에 그 원인을 찾고, 정책과 국민을 지도하는 입장으로서의 공산당의 권위를 계속적으로
긍정하면서 한계가 명백해진 측면도 있다. 이 점에 주의하여 시라세가 말하는 ‘해빙의 부산물’로
서의 ‘스띨랴가’를 다시 들여다보면, ‘스띨랴가’는 긴장완화정책과 문화정책이라는 정부의 정치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시행된 수단에 의해 산출된 정치적 존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학
업을 태만히 하고, 일하는 것을 싫어하며, 경마와 내기 당구에 열중”하는 자, 혹은 “주머니에 칼
을 숨긴 채 의례적인 인사를 하거나 암거래꾼의 앞잡이 일을 하”고 “범죄에 발을 들이거나” 하는
“문제가정의 아이들”도 ‘스띨랴가’로 취급받는다고 시라세는 설명한다(62).
1965년 소련 방문 후 이 작품을 완성한 이쓰키는 표제에 “愚連隊”(불량배)라고 썼을 뿐, 소설
세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도대체 ‘나’가 ‘안녕’을 고한 ‘모스크바 불량배’는 무엇이었는지
도 더불어 생각해보아야 한다. 메이지(明治)기부터 사용된 ‘愚連隊’(グレン隊)18)는 폭력단의 일종
으로 간주되어온 말로, 1950년대 중반부터는 ‘태양족’과 쌍을 이뤄 사용되었다19). 그것이 1962년
10월의 “불량배(グレン隊) 퇴치의 으뜸패로써 경찰청이 제정을 서두르던 ‘공중에 눈에 띄게 민폐
를 끼치는 폭력적 불량 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는 5일에 열린 도(都)의회를 통과, 성립했
다”20)고 하는 보도에서 볼 수 있듯, ‘불량배(グレン隊)’라는 단어의 의미내용이 확대되었다는 점
을 포착할 수 있다. 그것은 “암표상, 노점상, 경품사재기, 강매, 호객, 거기에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희롱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으로, 체포돼도 바로 석방되는 경범죄법, 도로교통법, 풍속영업법 등

17) マイク・モラスキー, 戦後日本のジャズ文化―映画・文学・アングラ , 岩波現代文庫, 2017, p.91.
18) 예를 들어, 「愚聯隊と稱する悪少年團隊」라는 표현( 読売新聞 朝刊, 1906.7.29., p.3).
19) 예를 들어, 「グレン隊、太陽族映画取上げ 衆院法務委」( 読売新聞 朝刊, 1956.8.18., p.7), 「太陽族グレン隊の実体と批判
56％が警察取締りに不満 本社世論調査」( 読売新聞 朝刊, 1956.10.7., p.9)
20) 「明るい東京づくり「グレン隊防止条例」来月からスタート」, 読売新聞 朝刊, 1962.10.6., p.11.

- 382 -

현행법의 구멍을 대폭 메우려는 것이 노림수”인 조례로, 함께 발족한 ‘불량배(グレン隊)퇴치추진
본부’는 “조례를 폭넓게 활용하여 2년 후의 올림픽까지는 불량배를 일소하여 밝은 도쿄를 만든
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었던 점에서 보더라도 ‘불량배(グレン隊)’는 광의의 뜻을 품은 말로 기능
하게 되었다21). “외국 손님들께 부끄럽다”(67)는 말을 듣는 ‘스띨랴가’는 올림픽을 앞둔 일본 정
부가 ‘퇴치’해야만 하는 ‘불량배’와 중첩된다. 그리고 “엘사에게 묘한 짓을 하려고 했”던 “악보
암거래꾼을 어젯밤 제압”한 미샤는 “예전의 ‘나’이자, ‘표현’에 내몰린 자의 분신”22)이라는 분석
이 있다. 주의를 촉구하는 미샤의 형에게, ‘나’는 “글세. 나도 저 나이 땐 저랬지. 아니, 더 심했
을지도.”(51)라고 말했기 때문에 분명 ‘나’가 예전의 자기와 지금의 미샤를 겹쳐보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시라세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칼을 휘두르고, 곤드레만드레 취해 주정을 부리는
대신 블루스에 몰두했다”(56)고 회상하기 때문에, 화자가 미샤를 예전의 자기를 되살아나게 하는
‘분신’으로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미샤는 ‘나’에게 “블루스의 음을 만들어
내는 무언가”(56)를 환기시키는 인물의 한 사람으로서 주목해야 하며, “예술적 음악”/“오락적 음
악”(53)과 같은 음악의 상위와 하위를 둘러싼 테마가 제출되는 단첸코 부장과의 장면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위와 하위라는 틀을 초월하여 ‘나’를 촉발하는 시라세의 열정
이 아닐까 생각한다. 시라세의 “왜 피아노를 그만두셨나요?”라는 “불쾌한 질문”에 대해, ‘나’는
“블루스의 음을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54 56). “가난과 타인
을 향한 참을 수 없는 증오”와 “생업과 병에 대한 불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격렬한 욕망, 그리고 이것만은 진짜 연주를 향한 정열”로 가득찼던 1950년대 중반부터 ‘블루스의
음을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사라져 버렸’을 무렵까지가 회상 장면으로 묘사된 후 다음과 같이 이
어진다(56).
아무리 성공해도 흑인들은 흑인이라는 무게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아니, 나는, 아
주 손쉽게 예전의 그 신음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뭔가 다른 얘기 할까요?”
나는 말했다. 시라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안쪽 방에서 검은 소형 케이스를 손에 들고 왔
다. 그것은 꽤 오랫동안 써서 낡은 싸구려 클라리넷이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혀로 입술을 핥더
니, 방 가운데 서서 아무렇게나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를 불기 시작했다. 그가 머릿속
에서, 다른 악기, 피아노와 베이스, 드럼과 트럼펫을 연주하는 동료들을 그리며 그 속에서 불고
있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원코러스를 불고 그는 한 발 물러섰다. 내게 피아노 솔로를 넘긴
것이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그걸 받았고, 그가 소박한 오브리가트를 붙였다.
옆에서 다른 사람이 봤다면 뭐라 생각했을까. 가끔 그가 소리를 낼 뿐, 남자 둘이 몸을 흔들
며 머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코러스를 불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엔딩을 마무리
했다. 몸을 축 늘어뜨린 시라세의 볼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나에겐, 지금은 이등서기관이 아
닌 한 사람의 재즈 플레이어가 박수에 휩싸여 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6 57)

화자는 ‘나’가 단첸코 부장 앞에서 연주한 〈Strange Fruit〉에 관한 해설을 상기시키고는 그 곡
21) 「明るい東京づくり「グレン隊防止条例」来月からスタート」, 読売新聞 朝刊, 1962.10.6., p.11.
22) 松本鶴雄, 「五木寛之の作品＊「さらば、モスクワ愚連隊」」, 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 21(8), 學燈社, 1976.6, p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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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주했을 때 ‘나’가 떠올린 “녹슨 리어카가 삐걱거리는 소리”(54)와 ‘진짜 연주를 향한 정열’
이 만들어내는 ‘블루스의 음’의 상실을 이중으로 환기시킨다. 즉, ‘나’가 추구한 음악은, 다름 아
닌 비애와 절망감 등을 즉흥적으로 부르는 흑인의 블루스로, 그것은 ‘나’의 ‘13살 때 여름날’에
각인된 그 무엇인가의 기억과 ‘생업과 병에 대한 불안’ 속에서 간직되어온 ‘진짜 연주를 향한 정
열’이 융합하는 “잼 세션”(45)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인용문의 시라세와 ‘나’의 새도우 세션 장면
에 주목하는 것은 ‘나’가 추구하는 블루스의 정신과 재즈를 대하는 자세 등을 엿볼 수 있다는 점
과, 음만이 아니라 신체로서의 재즈까지 ‘나’에게 소생시키는 순간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무대를 내려오고나서 일 년에 한 번인가 두 번”, “느닷없이 뭔가의 장단에 이끌려 격렬한
우울 상태의 인트로”라는 “소리”의 “병”과 머릿속 “코러스(합주)”에 의한 “소리”의 “치료법”으로
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세계”로 신체감각이 회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재즈 플레이어”로서의 시라세가 보인 블루스와 재즈의 정신, 즉
공존과 하모니의 상상력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소설은 다음의 장면에서 끝을 맺는다.
쫓아가, 라이카! 미샤의 외침이 들려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스탠드를 뒤돌아보았다. 하지만 거기엔 본 적 없는 수천 군중의 얼굴만이 보일 뿐이었
다. 나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홀로 무대를 내려갔다. (67)

“쫓아가, 라이카!”라는 러시아말의 “외침”은 ‘나’가 전날 들은 “미샤의 외침”이다. 이 순간 ‘나’
가 떠올리는 것은, 재즈 플레이어가 되고자 하는 꿈을 인정하고, “기수의 채찍을 맞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각을 돌아온” 경주마 라이카에게 전력을 다하라고 외치는 미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본 적 없는 수천 군중의 얼굴” 속에 있었을 터인, 동료로서의 미샤 즉 ‘모스크바 불량배’와 재회
하지 못한 채 ‘나’가 “홀로” 경마장을 떠나는 장면에서 소설은 막을 내린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일소통상확대의 정치적 추진자’ 가와시마 고로(河島五郎)의 죽음으로 “당면한 일소관계가 다시
얼어붙는다고 판단”하여 “예술교류의 데몬스트레이션에서 손을 뗀” 이쓰이(五井)물산의 움직임에,
“가와시마의 죽음으로 역사의 톱니바퀴가 퇴보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라는 ‘외침’을 억누르
는 시라세의 목소리와 “파벌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든 물에 빠지지 않고 강 건너편에 당도하고자
애쓰고 있”는 시라세의 자세다(67). 그것이야말로 ‘나’가 “홀로 무대를 내려갔”을 때 떠올린 것이
아니었을까. 비약이 될 수도 있지만, 화자는 ‘나’와 시라세, 미국인 빌, 그리고 미샤와 소련의 플
레이어(가능성으로서 단첸코 부장도 포함)와 ‘끄라스나야 프띠쨔(붉은 새)’의 청중이 만들어낸 ‘하
모니’가 상징하듯, 역사와 자기를 응시하고 반성하며 그 반복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공존과 하모
니를 상상하고자 고심하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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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붐과 재일코리안
나리카와 아야 (동국대)

1. 서론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 속에서 일본에서는 새로운 한류 붐이 일어났다. 그
계기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었다.
재택근무, 외출 자제로 인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넷플릭스 가입자와 시청 시간이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이어서 ‘이태원 클라쓰’,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 한국 드라마의 인기
가 높아지며 제4차 한류 붐이라고 불리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 제1차 한류 붐은 2003년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방영된 것이 계기
였다. 그러나 그 전부터 일본에서는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2000년에 일본
에서 개봉한 한국영화 ‘쉬리’는 흥행수익 18억 엔을 기록했다. 한국영화로서는 처음 일본에서 히
트한 ‘쉬리’의 배급사 ‘시네콰논(シネカノン)’은 한류 붐 전부터 한국영화의 배급에 힘써왔다. 시
네콰논 대표는 재일코리안 리봉우(李鳳宇) 영화 프로듀서다.
시네콰논은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나 ‘박치기!’ 같은 재일코리안을 그린 영화도 제작했다.
‘GO’ ‘피와 뼈’ 등 2000년대 전반에 한류 붐이 한참 뜨거웠을 당시 재일코리안을 그린 영화가
잇따라 만들어지며 흥행했다.
또한 한류 붐을 계기로 한국에 관심을 갖는 재일코리안도 적지 않았다. 현재 한국 영화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일코리안 배우 김인우의 경우 한류 붐으로 일본에 들어온 한국영화나 드라마에
서 자극받아 한국에서 배우로 활동하기로 결심했다. 예를 들자면 이준익 감독 영화 ‘박열’에서는
내무대신 미즈노 렌타로(水野錬太郎) 역을 연기했다.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유도한 인
물로 일본인 배우라면 꺼릴만한 역할이었다. 그러나 학살당한 입장에 있는 재일코리안 배우로서
는 꺼릴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한국영화에 등장하는 일본인 역할은 악역이 많고 일본어 네이티
브인 동시에 연기력을 갖춘 김인우 배우가 맡는 경우가 많다.
한편 한류 붐이 1~4차로 나눠졌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붐이 가라앉은 시기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한일관계 악화가 계기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제1차 붐이 사그라든 시기는 2005
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竹島の日を定める条例)’를 발표한 이후 한국에서의
반발이 심해진 시기와 겹친다. ‘만화 혐한류(マンガ嫌韓流)’가 발매된 시기도 2005년이었다. ‘만
화 혐한류’는 지금까지 시리즈로 100만부이상 팔렸다고 한다. 일본에서 혐한 분위기가 고조될 때
마다 재일코리안이 표적이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헤이트 스피치의 중심 단체인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은 재일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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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공격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재일코리안이 부당하게 특별영주권 등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류 박멸’을 목표로 삼기도 했다. 재특회 간부가 유죄 판결을 받고, 2016년 헤
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제정된 이후 헤이트 스피치는 크게 감소했다. 한일관계의 악화 속에서도
일본에서 제3차, 4차 붐이 일어난 것은 혐한 분위기의 감소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발표에서는 한류 붐에 영향을 끼친 재일코리안 영화 프로듀서 리봉우와 한류 붐에 영향을 받
은 재일코리안 배우 김인우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와 혐한이 재일코리안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한류 붐의 토대를 만든 재일 코리안 리봉우 영화 프로듀서
리봉우 영화 프로듀서가 1989년에 일본에서 만든 영화사 시네콰논은 일본에 한국영화를 소개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류 붐 이전에 ‘서편제’,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등을 일본에 배급
하여 일본인들이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류 붐 이후에도 ‘살인의 추억’
등 주요 한국영화를 일본에 배급했다. 이와 같은 업적으로 리봉우는 2003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공로상을 수상했다. 본 상은 한국영화를 해외에 소개하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당시 일본의 ‘아시아영화사’ 박병양(朴炳陽) 대표도 함께 수상했다. 박병양 대표 역시 재
일코리안이다. ‘아시아영화사’에서 ‘고래사냥’, ‘씨받이’ 등을 일본에서 배급했다. 리봉우와 박병양
이 배급한 한국영화만 보더라도 한류 붐 이전 일본에 한국영화를 알리는데 재일코리안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리봉우는 조선대학교(일본) 출신이며 한국어가 가능하다는 점이 한국영화를 배급하는데 도움이
됐으나 국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리봉우의 아버지는 제주도 출신이며 리봉우는 교토에서
태어난 재일코리안 2세지만 조선적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조총련을 지지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1)
시네콰논이 배급한 영화 중 일본에서 처음으로 주목받은 한국영화는 임권택 감독의 ‘서편
제’(1993)였지만 리봉우가 본 영화를 배급하기 위해 한국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렵
게 임시여권을 발급받아 48시간 내에 출국한다는 조건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국가안전기획부의 검정색 차가 와있었고 그 차를 타고 호텔까지 갔다. 만나기로 한 영
화사 대표 외에는 만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결국 리봉우는 한국영화의 배급을 위해서는 조선적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한국여권을 신청해도 유효기간은 1년 짜리 밖에 발급되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한국에 조선적 재일코리안이 입국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빈번하게 들
을 수 있었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유효기간 1년의 여권밖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리봉우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어보지 못했다. 리봉우에 의하면 1980년대에 일본에 유학 온 한국 학생
에게 북한 영화를 보여준 것이 이유가 되어 당시 안기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李鳳宇、四方田犬彦, 民族でも国家でもなく 平凡社, 2015,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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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에도 세계 각지의 영화제에 가야 하는 직업 관계상 유효기간 1년의 여권으로는 불편함이
있어 일본국적 취득을 고려중으로 알려져있다. 일본에 한국영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한 리봉우 같
은 영화인의 활동을 한국정부가 방해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군사정권 당시 재일코리안
을 ‘간첩’ 취급했던 영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시네콰논은 재일코리안을 대상으로 한 영화제작에 중심적 역할을 했다. 주인공이 재일
코리안인 영화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1993)는 흥행에도 성공하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석일
원작, 정의신 각본, 최양일 감독, 리봉우 제작까지 재일코리안이 만든 재일코리안을 그린 영화로
서 처음으로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이후 재일코리안을 그린 영화가 상업영화로 만들어지는 커다
란 계기가 되었다.
재일코리안을 그린 영화 중 한류 붐 직전에는 ‘GO’(2001)가 히트했으며 한류 붐이 본격화된 이
후에는 ‘피와 뼈’(2004), ‘박치기!’(2005)가 연달아 개봉하여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얻었다.
‘박치기!’도 시네콰논이 제작한 영화로 시나리오에는 리봉우 본인과 주변 재일코리안 친구들의 실
제 경험이 반영되기도 했다.2) 2000년대 전반은 재일코리안이 그린 영화가 가장 존재감이 있었던
시기였다.

3. 한류 붐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 활동하는 재일 코리안 김인우 배우
한류 붐은 일본 사람뿐 아니라 재일코리안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
국에 유학하거나 한국에서 취업하는 재일코리안이 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국영화계
에서 활약 중인 배우 김인우이다.
재일코리안 김인우는 센다이에서 조선학교를 다녔으며 17살에 도쿄로 와 연극을 중심으로 배우
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한류 붐 이후 ‘쉬리’나 ‘JSA’를 보고 한국영화에 빠졌으며 한국드라마도
많이 봤다고 한다. 이후 한국에서 연기에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한국어를 배우겠다며
2008년 한국에 유학했다. 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운 이후 조금씩 한국에서 출연기회가 늘
어났다. 특히 영화 ‘깡철이’(2013)의 출연 이후 한국 영화계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3)
한국에서는 2015년 광복 70주년 여름에 개봉한 영화 ‘암살’이 관객수 1200만 명을 넘는 성공을
거두며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연달아 만들어졌다. 김인우는 ‘암살’을 비롯하여 ‘동주’,
‘박열’, ‘군함도’ 등에서 일본인 역할로 출연해 일본어 네이티브로 능숙하게 연기하는 배우로 한
국 영화계에서 중요한 존재가 됐다.

4. 한류 붐을 방해하는 한일관계와 혐한 움직임
한일관계가 한류 붐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명확한 건 제2차 붐이 끝난 시기였다. 제2차 붐은
동방신기, 소녀시대, KARA 등 K POP이 중심이었는데, 2011년 말 NHK 홍백가합전에 이 세 그
2) 2019년 11월 9일 동국대학교 재일코리안 영화제 대담 (리봉우, 조경희)
3) 2019년 3월 21일 동국대학교 김인우 배우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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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이 출연한 것이 그 상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당시)이 독도를 방
문한 이후 급격히 한일관계가 악화되며 한류 붐도 식어버렸다.
한편 한류 붐에 대한 반감은 이전부터 높아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8월 이후 수차
례 발생한 후지TV 항의 시위다. ‘후지TV는 K POP을 비롯한 한류에 치우친 보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가 있었고 이는 스폰서들이 한류를 꺼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재특회 시위 역시 한류를 표적으로 삼았다. 2013년 2월 도쿄 신오쿠보에서 열린 재특회 시위는
‘조선인 추방! 한류 박멸 데모 in 신오쿠보’라는 타이틀이었더.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한국을 느
낄 수 있는 장소로 신오쿠보나 오사카 쓰루하시 등의 코리안타운을 한류 팬들이 많이 찾았는데
헤이트 스피치가 열리며 방문객이 줄기도 했다. 또한 2009년에 교토 조선학교 제1초급학교 교문
앞에서 재특회가 시위를 하며 조선학교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헤이트 스피치에 엄격하게 대응하지 않는 정부의 상황에서 혐한분위기는 점점 고조됐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코리아타운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조선학교를 다니는 학
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등 재일코리안의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재일코리안을 그리는 상업영화가 거의 제작되지 않은 것 역시 혐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재
일코리안 감독 양영희가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영화 ‘가족의 나라’(2012)의 제작
전 주변에서 “누가 출연하나? 이런 작품에 나오면 광고든 드라마든 일이 안 들어온다. 소속사가
거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막상 이우라 아라타(井浦新), 안도 사쿠
라(安藤サクラ) 등의 배우들이 출연을 흔쾌히 승낙했고 이후 본 영화로 상을 받기도 했다. 양영
희 감독은 이 상황에 대해 영화를 만드는 측과 투자자가 모험을 피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4)

5. 마치며
한류 붐과 재일코리안의 관계를 살펴보면 붐에 기여한 재일코리안과 붐에 의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돼 한국에서 활약하는 재일코리안이 있는 반면, 일본에서 붐에 대한 반감을 포함한 혐한이
확산되며 재일코리안이 표적이 되는 일도 있다. 재판이나 입법 이후 헤이트 스피치는 거의 사라
지고 혐한 분위기도 가라앉은 지금, 제4차 붐이 일어났으며 최악의 한일관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한류 붐으로 이익을 보는 한국 측에서도 재일코리안이 한류에 기여한 부분과 그들이
일본과 한국에서 놓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4) 在日総合誌 抗路 １号 クレイン, 2015, ｐ.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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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셔널리즘의 재등장과 재일잡지
―1990년대 이후 흐름에 주목하여―

이승진 (건국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었다. 재일조선인을 일본 사회에 일원으
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문화 의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 강화된다.
여기에 젊은 재일조선인 세대의 탈이념적 성향이 맞물리면서 다문화공생 사회에 대한 기대감이
재일사회와 일본 공동체 양쪽에서 커져간다. 그동안 자신의 뿌리가 조선인임을 감추고 살아온 유
명인들의 커밍아웃이 이어지고, 남한 정부의 햇볕 정책이 재일한인 사회 내의 잔존해온 이념 갈
등을 유화시키면서, 재일문화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이 무렵 그 어느 때보다 넓어진다. 이러한
분위기는 문학, 영화, 학계, 스포츠계 등 여러 분야에서
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GO (2001)와

재일한인의 활약상이 있는 그대로 평가

피와 뼈(ｃ血と骨) (2004),

박치기!(バッチギ!) (2005) 등

의 재일영화에 대한 2000년대 초중반 일본 대중들의 유례없는 호응에서 엿볼 수 있듯이, 재일문
화가 더 이상 특수한 영역에서 영위되는 것이 아니라 재일과 일본, 그리고 조국이라는 경계를 넘
나들며 소비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재일한인 사회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문화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반면 200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 사회에서는 신 내셔널리즘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북
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일본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 잡은 것을 필두로, 한류를 경제･문화
적 침투 행위로 경계하는 위기의식이 우익 세력 내에 팽배해진다. 또한 만화 혐한류 가 출판되
어 기노쿠니야(紀伊国屋) 판매 순위 5위를 차지하는 등 ‘혐한’ 언설이 일본 사회 전반으로 서서
히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특히 2007년 재특회(재일한인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가 결
성된 이후에는, 그전까지 주로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한국에 대한 비판이나

재일한인에

대한 증오의 언설이 공적 공간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잡지 시장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 생활 정보지 성격의 잡지의 급증이 전체 재일잡지 발간 종
수의 감소를 간신히 늦추고 있었다면, 2000년대 들어 각종 기관지를 제외하면 재일잡지 시장 전
반은 급속히 퇴조하고 있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패션, 코믹, 오락 등의 대중문화에 대한 소
비는 일본 잡지를 향하고, 생활, 정보,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소비는 인터넷 공간으로 대체하면
서, 새로운 잡지들이 상정할 수 있는 독자층이 매우 옅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0년대 초반부
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일본문화 내의 재일문화 소비 흐름은, 다양한 재일의 표현을 일
본의 문화 공간으로 유인한다. 그로 인해 1,2세대들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잡지 발간이 창
작과 소비 양쪽에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젊은 세대의 표현이 ‘탈재일매체화’하면서 재일잡
지 또한 전반적으로 설 자리를 잃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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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재일잡지가 유의미한 활동을 잇기 위해 노력을 다하
고 있었다. 가령 1984년 “민족차별을 없애고, 일본이 진실된 ‘국제화 사회’로 거듭나는데 공헌”한
다는 목적 하에 출범한 ‘재일한국･조선인문제학습센터’는 이후 ‘재일코리안마이너리티인권연구센
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90년대 발간한
2003년부터는 매해

사이(sai) (1991 )에 이어

KMJ 통신 (2008 ), 그리고

재일코리안인권백서 를 간행하면서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1991년에 한국국

적･북한국적･일본국적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에 뿌리를 둔 재일코리안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NGO단체 ‘재일코리안청년연합’은

K magazine (2000 2014)이라는 정보지 발행하면서 활동하는

데, 이 단체가 지향한 것은 ‘다문화문화공생의 실현’과 ‘역사의식에 기반한 동아시아 평화의 실현’
이었다. 이들 움직임은 ‘재일한인을 일본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본 사회의 자성적 목소리에
호응하는 형태로, 2000년대 이전부터 재일한인 사회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이념 중심적 사고를 넘어, 재일세대를 새롭게 묶어줄 무언가를 찾기 위한 이들 단체의 지
난한 발걸음은, 그야말로 재일잡지의 현재진행형 실험으로 의미부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창간된 재일한인잡지의 종수는 전후 잡지사 전체를 놓고 보아
도 가장 적다. 이 같은 현황에 대해, 기존의 생활 정보지와 단체 소식지와 같은 매체가 인터넷
공간으로 넘어간 데에서 오는 착시 효과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매체 환경이 변화했을 뿐, 각
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종래의 잡지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은 현대의 잡
지 매체 전체를 가리키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 전달’ 매체뿐 아니라, 문예, 평론, 역
사, 정치 등 여전히 일본 사회가 종이 잡지를 표현 공간으로 선호하고 있는 영역들까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은 이미 ‘재일한인잡지’라는 범주 자체가 유효기간을 상실했다는 반론 또한 힘을 받게
한다. 즉 재일한인잡지의 종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물음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5년 9월 재일종합지(在日總合紙)를 표방하면서 등장한 한 잡지는 눈길을 끈
다. 재일한인 관련 연구자로 잘 알려진 문경수(文京洙), 윤건차(尹健次), 에 더해 시인 정장(丁章)
과 뮤지션 조박(趙博)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여 만든 항로(航路) (2015 )가 그것이다. 잡지의
창간사를 살펴보면 이 잡지의 문제의식과 지향점을 엿볼 수 있다. “연대, 공생, 공존을 외치고 있
으나, 이것들은 조금 삐끗하면 그저 공허하고, 내실 없는 내용이 되기 쉬”울 뿐이고, 오히려 “헤
이트 스피치가 증식해가는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숨쉬기 어려운 차별구조가 심각해지고 있다”
는 진단에서 잡지는 출발한다. 바꾸어 말하면, 재일한인이라는 특수성에 더욱 철저히 파고들어야
한다는 다소 고루해 보이는 상황 인식을 잡지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이라는 시대상황과 매체 환경에서 항로 가 내던진 외침은, 그 자체로 재일한인잡지 나
아가 재일한인 사회의 종언을 이야기하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이의 제기로 들릴 수 있다. 향후
‘젠더 문제’와 재일한인 사회의 ‘내적 모순’을 규명함으로써 “재일한인을 둘러싼 모든 구조적 문
제를 분쇄하고 싶다”는 이 간단치 않은 목표에 잡지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항로 가

걸어야 할 길은 매우 험난해 보인다. 그러나 이 ‘해답 없음’이야말로 재일잡지라는 공론장이 부딪
혀 왔고, 또 부딪혀 가야 할 대상이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이 잡지가 내던졌다는 사실만큼은 분명
하다. 재일잡지는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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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서사와 뉴스 번역
朴美 貞 (韓國外大)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는 끊임없는 갈등 서사로 충돌해오고 있다. 1965년 한일간의 외교
관계가 회복되면서 단절됐던 국교는 정상화 되었지만, 식민지배의 성격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인
식 차이는 역사에 대한 기억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구성하게 한다. 특히 책임과 배상 등의 이해관
계가 얽힌 식민지배 역사와 사건(evnet)에 대해 양국 국민은 서로 다른 서사적 위치(location)에서
기억하고 이야기한다. 일본종군위안부(이하 위안부) 및 징용노동자 등 이른바 과거사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해석공동체1)에 의해 상이한 집단기억으로 재현되는 대표적인 갈등 서사이다. 이러한 갈등
서사는 위안부와 징용노동자의 성격을 둘러싼 양국의 첨예한 인식 차이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갈
등서사에 대한 양국의 시각 차이를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위안부(사람)나 징용노동자소
송(사건) 등 서사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item)을 지칭하는 지시어이다. 한국 언론매체는 위안부를
‘위안부피해자’ 또는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로 보도한다. 반면, 일본 언론은 위안부를 ‘전(前)위안
부’(元慰安婦)로 지칭한다. 징용노동자소송 역시 한국언론은 ‘강제징용피해자’소송으로, 일본 언론
은 ‘전(前)징용공’소송(‘元徴用工’訴訟)으로 보도한다. 이렇게 해석공동체에게 선호적인 해독을 유
도하기 위해 특정 지시어 표현을 의도적으로 선택(한국에서는 ‘피해자’ 표현 추가) 하거나 배제(일
본에서는 ‘피해자’ 표현 배제) 또는 완화(성노예를 위안부등을 완곡 표현)하는 서사적인 장치를
Baker(2006)는 라벨링 프레이밍2)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라벨링이란 어휘 항목, 용어 또는 문구를
사용하여 사람, 장소, 그룹, 사건 또는 서사의 기타 핵심 요소를 규정하는 모든 담론적 과정을 말
한다(Baker 2006: 122). 라벨링 프레이밍의 표현은 발화자의 태도와 신념을 드러내는 담론(Foucault
1972; Kress 1985 등 참조) 그 자체가 된다. 폰 보리에스(Von Borries)가 강조한 것처럼 승자와 패
자, 가해자와 피해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후손들은 특정 사건이나 전개 상황을 서로 대조적인 방
식으로 기억하고 소화한다(2009: 198 203). 본 연구에서는 Mona Baker(2016)의 서사 개념을 한일
갈등이슈, 특히 위안부 및 징용노동자이슈에 대한 뉴스 보도와 번역에 적용해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한일갈등이슈에 대한 공공서사 뉴스 보도 및 번역
Baker가 자신의 저서(Narratives in and of Translation, 2006)에서 채택하는 서사 개념은 White와
같은 사회학자의 서사 이론이다. White에 따르면, 사회학적 서사 이론이 제안하는 것은 “실제 사

1) 념으로, 그는 해석공동체를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식을 공유하는 임의의 사회집단으로 규정한다. 한편, 비판적인 담화분석에
서는 해석공동체를 구성원들의 담론을 통해 사회현실의 해석을 공유하는 사회집단(김경모, 정은령, 2012: 112)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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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스스로를 이야기로서 제공하지 않는다”(1987: 4)는 점이며, 따라서 이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서사화하고(narratives) 사건의 의미에 대한 구조와 질서를 부여해야 한
다” (Baker 2018: 180). 특히, Baker는 서사가 기존의 권력 구조를 재생산하고 권력 투쟁의 수단
을 제공하는 방식에 주목했고, 번역사와 통역사가 서사적인 갈등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서사 개념은 Baker의 논의
를 따른다.
위안부와 징용노동자이슈는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갈등서사이다. 한일갈등서사의 핵심 쟁점
은 강제성과 자발성 및 피해 보상에 대한 인식 차이로 귀결된다(홍하은 등 2014; 이지영 2013;
김희범, 우형진 2016). 위안부와 징용노동자이슈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라벨링 프레이밍으로 재생
산하는 한국정부와 이미 청산이 끝난 과거 문제로 재규정(retelling)하는 일본정부와의 대립과 긴
장 속에서 한일갈등서사는 양국에서 서로 다른 버전으로 배포되고 유통된다. 이들 서사버전이 공
공 서사3)로서 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권력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
의 지배적인 기관(dominant institution)으로서 정부 기관은 외교적인 갈등서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
장과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양국의 정부 기관(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상에
위안부와 징용노동자에 대한 지시어를 공식적으로 명기해놓고 있다. 예컨대 위안부문제합의(2015
년)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한국 외교부(예 1)4)와 일본 외무성(예 2)의 홈페이지를 보
면 위안부에 대한 라벨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안부 및 징용노동자에 대한 권력기
관의 라벨링은 갈등 서사의 핵심 지시어에 대한 통일된 규범으로 작용하고, 제도적인 서사 전달
자(미디어, 교육기관 등)의 라벨링 프레이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 예는 차례로 한국 외
교부와 일본 외무성의 위안부합의를 소개하는 내용 중 일부이다.
예 1)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
으로 협의를 해왔다. (외교부 대변인 발표 내용 중 발췌)
예 2) 全ての元慰安婦の方々の名誉と尊厳の回復，心の傷の癒やしのための事業を行うこととする。
(역번역:모든 전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기로 한다)
(기시다(岸田) 당시 일본외상 발언 중 발췌)

집단 서사5) 또는 문화적 거시 서사(macro narratives)는 텔레비전, 영화, 문학, 전문 협회, 교육
기관 언론 기관 등 다양한 매체를 포함한 채널을 통해 공공에게 전달된다(Hichman & Hinchman
1997b: 121). 사회에서 공공 서사를 전파하는 가장 강력한 기관 중의 하나인 언론 매체는 집단 서
사를 포함한 공공 서사를 순환시키고 정교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공공 서사에 대
한 언론 매체의 전달 방식은 담론적 제약을 받는다. 상기 예1과 예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
3) 공공서사는 가족, 종교 또는 교육기관, 미디어, 국가와 같이 개인보다 더 큰 사회적 및 제도적 구성에 의해 정교화되고 순환
되는 이야기로 정의된다(Somers & Gibson 1994; in Baker 2006: 33).
4) http://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57655
5) Somers & Gibson 모델과 달리 Baker는 공유서사나 집단서사를 주어진 커뮤니티에서 통용되는 모든 유형의 서사로 느슨하
게 사용한다. 본고에서는 집단서사를 Baker가 말하는 느슨한 용어(그 사회에 통용되는 모든 유형의 서사)로 한정하고, 공공
서사를 서구민주주의, 반일민족주의 등 해당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제도적인 서사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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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에서는 ‘위안부’에 대한 지시어를 ‘위안부 피해자’로, 일본 정부 기관에서는 ‘元慰安婦’
로 규범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 기관의 라벨링 프레이밍을 통해 강화된 제도적 서사는 뉴스 텍
스트에 역동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 서사는 정치적, 사회적 공간 안에서 진화
하면서 재구성되기 때문에 동일한 문화 내에서, 그리고 국내적으로 적용된다”(Baker 2006: 34). 이
렇게 공공 서사의 문화적인 폐쇄성은 번역에 있어서 도전이 될 수 있다. 한일갈등서사에 대해 한
일번역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 언론 매체의 번역가는 원천텍스트(Source Text: 이하 ST) 문화(번역
가들 자신이 속한 공동체: 한국)의 공공 서사와 목표 텍스트(Target Text: 이하 TT) 문화(번역을 수
용하는 공동체: 일본)의 공공 서사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협상하고 조정하고 있을까? 다음 장에
서는 한일갈등서사에 대한 한일 양국의 뉴스 보도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서사 뉴스
의 한일번역 사례를 분석하기로 한다.

한일갈등서사 뉴스 보도 및 한일번역 사례 분석
(1) 한국언론매체의 한일갈등이슈 라벨링 분석
<표1> 한국언론매체의 한일갈등이슈 라벨링(백분율: 2021년 1월8일 기준)
언론매체

라벨링

위안부
피해자
594
(51%)
3008
(40%)
1191
(40%)
3422
(50%)

위안부

연 합

1146

중 앙

7418

동 아

2963

한겨레

6807

위안부
할머니
98
(8%)
827
(11%)
967
(32%)
921
(13%)

강제
징용

강제징용
피해자
45
(11%)
1123
(40%)
547
(50%)
771
(53%)

392
2741
1084
1447

징용
노동자
42
(10%)
373
(13%)
131
(12%)
293
(20%)

(2) 일본언론매체의 한일갈등이슈 라벨링 분석
<표2> 일본언론매체의 한일갈등이슈 라벨링(백분율: 2021년 1월8일 기준)
라벨링

언론매체

慰安婦
위안부

코도

194

지지

58

통신사
소계

252

산케이

13036

요미
우리

125

아사히

2192

慰安婦
被害者
위안부
피해자

元
慰安婦
전
위안부

31

98

157

0

19

68

31
(12%)
119
(0.9%)
26
(20%)
61
(2.%)

117
(46%)
2291
(17%)
54
(43%)
69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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徴用
징용

225
2800
216
1395

強制
徴用
강제
징용

強制徴用
被害者
강제
징용피해자

元
徴用工
전
징용공

19

6

100

0

0

52

19
(8%)
194
(6%)
22
(10%)
42
(3%)

6
(2%)
5
(0.1%)
5
(2%)
5
(0.3%)

152
(67%)
573
(20%)
176
(81%)
897
(64%)

(3) 한국언론매체의 한일갈등이슈 한일번역 라벨링 분석
<표 3> 한국언론매체의 일본어 번역 라벨링(백분율:2021.01.08. 기준)
慰安婦

慰安婦
被害者

元
慰安婦

強制
徴用

強制徴用
被害者

元
徴用工

위안부

위안부
피해자

전
위안부

강제
징용

전
징용공

연합

3208
397

동아

485

한겨레

1158

320
(9%)
31
(7%)
77
(15%)
39
(3%)

1162

중앙

1474
(45%)
305
(76%)
161
(33%)
430
(37%)

강제
징용
피해자
430
(37%)
124
(50%)
4
(5%)
116
(69%)

라벨링

언론매체

246
77
168

18
(1%)
10
(8%)
42
(54%)
5
(2%)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
본고에서는 우선, 한일갈등서사의 핵심 지시어가 양국 정부기관에서 각각 자국의 공공 서사 맥
락에서 라벨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서사로 뒷받침된 공공 서사가 양국
언론 매체의 특징(보수와 진보계열, 통신사와 민간보도기관)과 상관없이 뉴스 텍스트에 역동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언론매체의 한일갈등이슈 라벨링에 대
한 한일번역에서 연합뉴스와 중앙, 한겨레 번역은 번역주체가 속한 공동체(한국)의 라벨링 프레이
밍을 따르고 있었다. 반면, 동아일보는 번역이 수용되는 일본문화의 공공서사를 따르고 있는데,
그 결과 원문(ST)의 반일담론적 공공 서사는 번역문(TT)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 참고문헌 ▶
Baker, M.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A Narrative Account. London and New york: Routldge.
Baker, M. (2018) “Narrative analysis and Translation”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and
Linguistics, edited by Kirsten Malmkjær, 179 193
Entman, R.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51 58
Fish, S. (1980)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The Authority of Interpretive Communities. London: Harverd University
Press.
White, H. (1987). “The Value of Narrativein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Critical Inquiry 7(1); reproduced in
Hayden White (1987) The Content of the Form:Narrative Discourse and Historical Representation,
Baltimore MD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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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기록물의 일한번역에서 나타나는 ‘지배’와 ‘저항’의 양상
―기록물의 활용과 번역의 역할에 대한 연구―
송신애 (한국외대GSIT)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근대기록물로 분류되는

안중근사건공판속기록(安重根事件公判速記録) 의

일한번역을 저항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록물의 활용을 위한 번역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위 공판 관련 기록물 가운데 속기록 초판본1)과 현장 스케치2)는 전자를 문화재청이 근대
기록물로 분류, 후자는 환수문화재로 향후 심의를 거쳐 보물로 등재할지 여부가 결정된다3). 근대
시기 특히, 독립운동 관련 자료가 보물로 지정된다는 것은 유물 자체의 가시적인 가치보다는 그
유물과 관련된 정신적인 측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4).
근대시기에 일본어로 기록된 자료와 기록물 등은 번역을 통해 활용이 가능한 형태가 된다. 번
역된 기록물이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정보 제공 및 지식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각적인 연구
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담론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식민화 과정에 있던 1909년 안중근이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사건은 국제적 이슈였는
데 안중근은 재판장에서 암살 목적과 일제의 한국침략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다5). 이러
한 주장을 일본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토히로부미의 대한정책을 정당화
하기 위한 주장을 펼쳤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대립하는 상황은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이 충돌하며 각각의 논리를 보여준
다. 특히

안중근사건공판속기록(安重根事件公判速記録) 은 해당 재판을 선전하기 위한 의도로

발행되어6) 대한정책을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한 기술이 담겨있다. 또한 안중근 외 3명7)의 진술
및 변호인의 변론, 검찰관의 기소문과 판결문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현존하는 재판 기
록 중 가장 자세한 자료로 알려져 있어 안중근 의거 및 한국근대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집8)인 것
이다. 그렇다면 식민지 갈등 상황에서 생산된 안중근사건공판속기록(安重根事件公判速記録) 은
번역의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그것이 어떠한 전략으로 나타나는가? 이러한 물음에
1) <안중근 사건공판 속기록(安重根 事件公判 速記錄)> 1책(1910년, 明治 43년 3월 28일 간행, 1책)은 만주일일신문사(滿洲日
日新聞社)가 대련(大連)에서 간행한 공판 기록의 속기록 초판본(初版本)
2) 2019년 12월 11일 SBS NEWS : 日기자가 그린 ‘안중근 공판 기록물’…국가 문화재 추진
3)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문화재 등록 보류(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 2020년 8월 25일
4) 윤선자(2009) 「해방 후 안중근 기념사업의 역사적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4, 133
5) 신운용(2010) 안중근・우덕순・조도선・유동하 공판기록 , 안중근 자료집 제10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연구소, 13
6)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10차 회의록 「안중근사건공판속기록」문화재 등록 검토 p.73
7)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8) 위의 회의록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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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근대기록물에 내재된 지배와 저항 담론은 어떻게 서술되고 그러한 서술방식은 번역에서
어떻게 유지 및 변형되는가?
둘째, 기록물의 내용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는 곁텍스트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근대기록물9)
기록학용어사전에서 정의하는 기록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활동이나 업무 과정에서 생산, 접수
한 문서로 일정한 내용과 구조, 맥락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기억의 확장으로서 시간이 지난 후
에도 다시 불러 반복적으로 재인용할 수 있도록 사료를 토대로 역사가들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역할”(김명훈 2014:18)을 하게 된다. 한편 Terry Cook과 Joan M. Schwartz은
기록물의 생산과정에 권력이 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생성 과정에서 나온 기록들이 객관적인 행정 관리 상의 처리에 의한 자연스럽고 유기적
이며 순수한 잔여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가치로 가득한 권력의 도구이다. 기록은 매
우 복잡하고, 수많은 관계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조직문화와 개인의 심리에서 생겨난다
(2002: 178).

한편 김일도(2010)는 기록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실에 대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
았다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게 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고 설명하며 그러한 믿음이 권력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즉 ‘사실’에 대한 객관성, 활동에 대한 증거성을 지닌 중립
적・객관적 산물10) 이라는 그 동안의 기록학계 내의 해석을 부정한 것이다. 기록물의 주관성에
관한 논의는 역사가들의 서사와 진실에 대한 논의에 대한 주장에서도 궤를 같이 한다. 특히
Zhang Longxi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 과거로부터 발견한 어떠한 사실도 최종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닌, 다만 진실에 근사한 것으로써 연구되어 온 역사의 일부일 뿐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역사의 서술의 진리 주장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에 대한 조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4: 400).

2.2 저항담론
저항담론은 ‘역담론 혹은 대응담론(counter discourse)’으로 항상 긴장과 대립의 관계에서 사회문
화권마다 중심을 차지하는 지배담론과 대척점에 존재한다. “지배담론은 지배를 합리화, 정당화하
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통합’을 강조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열・불평등 관계를 만들어 내는 ‘차

9) 학문명백과, 한국사 근대사의 정의: 강화도조약으로 개항이 시작된 1876년을 근대로 봄
10) 김명훈(2014) 「기억과 기록: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역할」, 기록학연구 4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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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 배제’의 논리로 작동(김수자 2010:327)”하는데 저항의 방식 또한 다양하다. 주하영(2019)에
따르면 저항담론은 보통 “위계질서에 반하고 권위를 부정하며 자치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으
로 이해되지만, 주류 문화를 전유(appropriate)하거나 역사와 전통, 자국 고유의 언어와 가치를 복
원하려는 경우도 해당된다(2019:174)”며 저항이 여러가지 형태로 드러날 수 있음을 소개하였다11).
예를 들어 한국의 근대문학작품의 탈식민주의적 분석이나 1950~60년대 미국으로부터의 정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저항의 과정에서 서구의 이론을 번역해 게재한 월간 종합교양지 사상계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저항은 예술, 문학, 그리고 번역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실천을 통해서 나타난
다. 한편 Jimerson은 주류사회에 의해 주변화된 집단의 기록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
하면서 그러한 기록물을 연구하려는 연구자는 침묵의 목소리를 듣고 소수의 단편적인 문서로부터
잃어버린 이야기를 유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6: 388). “탈식민주의 논의가 자기정체성의 확인
을 위해 식민화 담론에 저항하는 반식민담론을 지향한다는 점(김효석 2003:204)”에서 발굴된 기
록물을 통해 배제된 메시지를 추론하고 지식을 생산하여 대중을 해석적 공동체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근대기록물 번역을 저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2.3 기록물의 기능과 번역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기록 속의 내용과 정보를 이용하기 위함에 있다. 보호 및 보존이 되는
기록은 법적, 행정적, 재정적, 지적 유용성으로 인해 중요성을 가지는데 Charles V. Langlois 와
Charles Seignobos의 “No documents, No history”의 표현과 같이 과거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하는
데 핵심적 자료를 제공한다(Jimerson, 2016: 307 재인용). 그러나 보존기록의 문서들이 역사를 구
성하거나 기억을 구축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사건들의 표식을 전달하면서 보존기록
문서는 현대와 미래 역사가들이 모든 사람들, 모든 목적을 위해 이전 시대에 관한 정보에 접근
하여 이용,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든다(ibid)”고 설명했다. 한편 기록의 중요성은 기록 윤리 담론의
출현으로 이어지는데 Jimerso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록(records)과 보존기록(archive)은 사회의 인프라, 문화 그리고 작동에 중요한 요소들을
지원하고 강화한다. 기록은 설명책임성, 투명성, 다문화주의, 다양성 그리고 사회정의에 공
헌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에 밑바탕이 되어 놓여 있는 것이 전문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라는 필수적인 주제들이다(2016: 489).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이용, 해석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직업적 윤리와
책임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기록물의 기능과 활용 및 그 목적에 대해 시대적, 사회적으로 다각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근대 식민지 시대에 생산된 외국어 자료는 번
역을 통해 활용이 가능해진다. 사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외국어 기록물을 분석, 당시 한국과 일
본에 대한 제3국의 입장을 소개한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12)되고 있고 한국의 근대문학에 대한
11) 주하영(2019)은 팔레스타인계 여성 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인 에밀리 자시르(Emily Jacir)의 <Memorial to 418 Palestinian Villages
destroyed, depopulated and occupied by Israel in 1948>(2001) 등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강제 이주와 추방의 경험을 저항적으
로 표현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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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식민주의 연구가 축적되는 한편 번역의 관점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3).
식민지 시대의 비대칭적 권력 관계와 번역의 역할을 연구하는 탈식민주의 번역이론(postcolonial
translation theory)에서는 Gayatri Spivak이 초국성(transnational), 식민화(colonization)등의 이슈에 상
당히 주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번역이 식민화 과정과 식민자의 이데올로기를 가지는 피식
민자의 이미지를 전파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Munday, 2008:132). “과거 식민지
배를 겪은 사람들의 위치에서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를 넘어서려는 시도”(나병철 2004: 19)인 탈식
민주의는 제3세계 출신 지식인들 즉,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호미 바바(Hommi Bhabha), 스
피박(Gayatri Spivak)이 후기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연구의 영향을 받아 탈중심화, 저항과
생존, 혼종성(hybridity), 경계와 주변에 존재하는 타자를 연구하는 패러다임이다.
탈식민주의가 관여하는 현대사상의 논쟁은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나 탈식민주의 연구는 지배자
와 피지배자의 시공간적 맥락 및 조건에 따라 다각적이고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Tymoczko의 경우 자신의 번역 연구에서 “기존의 광범위한 탈식민주의 이론의 논의가 개개의 사
례를 일반화할 수 있다(1999: 15)”고 지적하면서 중세 아일랜드 문학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박
미정(2015)에서는 재일교포 작가의 혼질적 담화와 그의 번역을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의
담론적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철학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처럼 탈식민주의 번역이론은 후기구조주의적 접근법을 통해 서구 헤게모니를 내부에서 해체
하고 비서구를 억압하여 그들의 타자를 주변화하는 시도에 맞서는(Niranjana 1992: 171)저항이며
같은 맥락에서 번역은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드러내고 투쟁하는 전장이 된
다. 또한 Baker(2005)는 내러티브(narrative)개념을 통해 지배집단이 권력구조를 재생산하고 동시에
그에 저항하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설명하면서 하나의 내러티브에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며 서로
경쟁하는 데 번역(번역사들)이 관여한다고 주장했다(2005:105). 결과적으로 기존의 권력구조를 노
출시키로 저항하고자 하는 역할을 번역이 수행하고 이러한 ‘개입’과 ‘실천’을 통해 목표문화권에
서 생산되는 번역 텍스트는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하는 것이다.

3. 분석 대상
3.1 분석 대상(전체 번역(출판본)으로 제한함)
1

제목
안중근선생공판기

출판연도
1946년

발행형식
단행본

2

안중근사건공판기

1975년

단행본

3

애국애정(愛國愛情)안중근의사(安重根義士

1990년

단행본

4

안중근・우덕순・조도선・유동하 공판기록
안중근사건 공판속기록

2010년

자료집

특기사항
최초 번역본 PDF자료

안중근기념사업회
안중근연구소 출판

12) 이장규(2020), 황기우(2020), 홍선표(2020), 한상도(2020)등
13) Serk Bae Suh(2013)의 Treacherous translation: culture, nationalism, and colonialism in Korea and Japan from the 1910s to the
1960s 과 이나경(2016) 한국근대소설 한일번역의 통시적 연구 문화소･혼종성･문체변이를 중심으로) 등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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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채식주의자 의 일본어 번역비평
―베르만의 번역비평 방법론을 적용하여―

柳俊熙 (梨花女大 博士課程)

1. 서론
2019년에 들어서서 한일 정부간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는 반면 한류의 영향으로 K

drama와 K

pop에 이어 K문학, 이른바 한국문학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
의 일본어 번역본은 초판의 경우 4000부 발행이었지만 현재까지 2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 일본 출판 업계에서는 한국문학은 팔리지 않는 문학이라는 이미지가 굳어 있었다.
한국문학 시리즈를 기획하던 쇼분사의 담당자는 “독자들이 내용을 갖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색깔’을 지울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한국문학이 일본에서 주목을 받는 것일까?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출판 건
수가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한국 관련 서적 전문으로 출판하는 쿠온은 2011년부터 ‘새로운 한
국의 문학’ 시리즈로 현재까지 약 20권을 출판했다. 후쿠오카시의 있는 출판사 쇼시칸칸보는
2016년부터 ‘한국여성문학’ 시리즈로 6권, 2019년부터는 ‘한국문학의 원류’ 시리즈를 간행했다.
쇼분사는 2017년부터 ‘한국문학의 선물’ 시리즈로 6권을 출판했고, 2018년에는 아키쇼보가 ‘とな
りの国のものがたり’(옆나라의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하여 3권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가와데쇼
보신사, 하쿠스이사 등도 한국문학을 출판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문학이 일본에서 하나의 장르
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한강의 채식주의자 에 주목한다. 이 작
품은 쿠온이 2011년에 ‘새로운 한국의 문학’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선정하여 출판했다. 영
국의 한국문학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상을 받기 5년 전이고 또 쿠온이 ‘새로운 한국의 문학’ 시
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선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배경에서 출판된 김훈
아 역의

채식주의자

일본어 번역본의 일부인 단편 「채식주의자」를 프랑스의 번역학자 앙투완

베르만의 번역비평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2. 선행연구
국내에서는 베르만의 언어와 번역에 관한 이론 연구(윤성우, 2010a, 2010b; 윤성우 외, 2012,
2013; 정혜용, 2006, 2008; 이영훈, 2015, 2019)가 이루어지고 있고 베르만의 번역비평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유한내 2015, 2018; 정혜용, 2009, 2010; 최의식, 2011;)가 이루어졌다. 또한, 국내에
서는 한강 「채식주의자」 영역본(이지민, 2016), 불역본(이혜원, 2018), 독역본(오은교, 2019), 중역
본(왕릉운, 2020; 주몽희, 2019)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베르만의 이론서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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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man, 2008, 2013, 2014)이 번역되어 나왔지만 베르만의 이론에 관련된 논문은 한국에 비해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관계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채식주의자」 일역본에 베르만의 번역비평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는 아직 일역본 연구가 시도되지
않은 한국과 일본의 베르만 연구 발전을 위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베르만이 저서 Toward a Translation Criticism: John Donne에서 제안한 번역비평 방법론은, 1)
번역 읽기 및 다시 읽기, 2) 원작 읽기, 3) 번역자 연구, 4) 번역 분석, 5) 번역의 수용 연구, 6)
생산적 비평으로 크게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번역비평은 정해진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한 분석 여정(analytical path)이라는 점을 베르만은 강조한다(Berman 2009).
본 연구에서는 상기 베르만이 제안한 번역비평 모델의 5) 번역의 수용 연구를 제외한 다섯 단
계를 적용하여 번역가 김훈아가 번역한 한강 채식주의자 의 단편 「채식주의자」 일본어 번역본을
분석한다.
첫 번째 번역 읽기 및 다시 읽기 단계에서는 번역본을 목표 언어로 작성된 작품으로 먼저 읽는
다. 두 번째 읽을 때는 번역문을 번역으로 생각하고 읽는다고 관점을 전환해서 읽는다. 번역을 읽
어내는 능력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번복을 통해 읽어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번역본을 외국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읽는 첫 번째 단계에서만 번역문의 ‘홀로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원문 읽기 단계에서는 번역문을 생각하지 않고 읽는다. 하지만 번역문에서 발견된 문
제점 혹은 빛났던 점들을 염두에 두게 될 것이다.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 분석하는 준비 과정이며
원문의 문체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번역자를 연구하는 단계, 즉 번역 입장, 번역 기획, 번역 지평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문학작품을 대할 때 ‘작가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번역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번역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 베르만은 이 단계가 번역비평 방법론에서 핵
심적인 전환점이라고 강조한다(Berman, 2009). 번역 입장은 번역자가 가지고 있는 번역의 개념,
의미, 목적, 형태, 등의 생각을 가리킨다. 번역 기획은 번역자가 ‘문학적 전의’를 실현하기 위해
택하는 번역의 모드를 정해준다. 번역 지평은 현대 해석학에서 비롯된 개념이자 용어로, 번역자가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언어적, 문학적, 문화적, 역사적 변수의 총체
(Berman, 2009)를 말한다.
네 번째는 다양한 방식으로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 분석하는 단계이다. 분석 형태는 번역본이 하
나인 경우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번역본을 읽으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점
혹은 빛났던 점을 원문과 대조, 다른 번역본과 대조, 번역의 결과물과 번역 기획을 확인 대조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재번역을 위한 생산적 비평의 단계이다. 분석 대상인 번역이 재번역을 요구하는
경우, 비평은 ‘부드럽고 강한 힘’으로 재번역의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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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북한 문화소 자막번역 전략 분석
李柯 縣 (韓國外大)

1. 서론
2019년~2020년 2월 한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2020년 2월부터 온라인 동영
상 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Netflix)를 통해 일본에서 방영되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비슷한 시기에 방영된 <이태원 클라스> 등의 작품과 함께 새로운 한류 붐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인기를 끈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
향으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각종 영상 콘텐츠 소비가 증가한 점, 그리고 실제
탈북자 출신 작가의 참여로 완성한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력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라는 소재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드라마가 일본에서 화제
가 되며 인기를 끌고, 이국적인 요소를 수용자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16년 맨부커상 수상작인 <채식주의자>와 2020년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에서 볼
수 있듯, 번역의 역할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랑의 불시착>에 등장
하는 북한 관련 문화소의 일본어 자막 번역 전략을 살펴보고, 보다 유표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영어 자막 번역의 번역 전략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문화소의 개념과 범주
문화소 개념에 대한 정의는 아직 통일된 것이 없어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문화소는
Hansen(1996)이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언어학의 음소와 비슷한 개념이며 Vermeer와 Witte는
‘’어떤 사람과 관련이 있는 문화적 특성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정의한 바 있다(김효중,
2005에서 재인용).

2.2 자막번역
자막번역은 영상번역(Audio Visual Translation: AVT)의 하위분야로, 영화, 드라마 등 영상 매체의
오리지널 사운드를 선호하는 시청자들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영상번역의 하위분야인 더빙번역을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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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VT 연구
한영 자막번역과 문화소 번역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조재범(2014: 35 37)에 의하면, 국내외
AVT 선행 연구 동향은 외형 중심에서 내용 중심으로 연구 대상이 확대되어 왔는데, 초기에는 번
역 방식의 변환에서 비롯한 양적 축소, 함축 등 외형적 특성에 기인한 거시적 차원의 연구가 이
루어졌고, 이후 더빙과 자막의 선호도, AVT의 지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언어
유희 등 세부적인 번역 전략에 대한 미시적인 차원의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화소의 유표적인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북한 관련 문화소에 대상을 한정
하여 출현 빈도와 번역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재범(2014)에서 제시한 자막 번역 전략(보존,
대체, 생략)과 문화소 분류 개념을 참고하되 세부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했으며, 북한 문화소가 등
장하는 장면에서 제시되는 해설 또는 해설에서 제시되지 않은 북한 고유의 문화소를 직역한 경우
보존 직역 전략, TT문화권에 존재하는 대응어로 번역한 경우 보존 대응어 전략으로 구분하고, 대
체 전략은 구체화, 일반화, 상황적 대체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생략은 ST의 정보가 TT에 제시되
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표1> 문화소 번역 전략
직역

보존

대응어
일반화

ST

구체화

대체

TT

상황적 대체
생략

또한, 문화소 범주 중 고유명사는 한국어와 표기법이 같아 유표적인 특징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문화 특수어군(일상생활 용어), 사회적 특수어군(군대, 비속어, 비유/언어유희, 은
어), 관용어군 총 3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다.
<표2> 문화소 범주
문화 특수어군
사회적 특수어군
관용어군

고유 음식, 일상 생활 용어 등의 표현
군대, 학교, 비속어 등 특정 집단에서 특정 시기에
고유의 의미를 갖는 표현
속담, 격언, 비유, 언어유희, 관용적 표현 등
특정 시기를 넘어 공통적인 의미를 갖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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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문화소 범주 별 빈도를 살펴본 결과, 총 문화소 출현 수 170회 중 문화 특수어군(102회), 사회
적 특수어군(50회), 관용어군(18회) 순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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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の省略現象にみられる間主観性の一考察
─主語部の言語形態を中心として─

権槿玲 (高麗大)

1. はじめに
言語がもつ本来の目的は「情報の伝達」にあるといえる。発話は言語を通して話し手の認識を言
語で表出するものである。その際に聞き手は必須不可欠な要素となるため、発話は聞き手指向的
な認識表出として言語化したものともいえる。池上(1999)が「言語の形態が異ると、そこに指標さ
れる主観性1)も異ってくる」と指摘するように、話し手が発する発話の形態から話し手の認識が表
出されると考えられる。さらに、話し手が発する発話には受け手が如何なる形でも存在するもの
といえるが、話し手が聞き手を意識したうえで発話する際の言語化には話し手の間主観性が指標
されていると分析される。
日本語の発話文によくみられる省略現象も話し手の認識が表出されたものといえる。話し手が
省略を用いて発話をすることには、情報の受け手となる聞き手に対する認識が言語として表出さ
れたことにも繋がる。日本語の発話文に生じる省略現象をいつ、どの要素において省略を行って
いるのかなど、より詳細に観察ことにより、話し手が聞き手指向的な言語表出をしたとみられる
間主観性の指標様相を考察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ため、本稿では、日本語の発話文内の省略を、
まず一人称を示す主語部に限定して観察する。
(1)

a. (私は)早く学校へ行きたい。
b. 私は早く学校へ行きたい。
c. 私、早く学校へ行きたい。

上記の下線部をみると、aのように主語部にあたる部分、つまり「一人称代名詞+助詞」を省略し
たもの、それと相対的にbのように「一人称代名詞+助詞」を明示したもの、そしてcのように一人
称代名詞のみ明示し、無助詞で示したものの三つのパターンがみられる。本研究では、話し手を
示す一人称代名詞と共起する助詞まで、省略するか明示するかの形態を分析し、結果的にこれら
の省略使用形態の違いから話し手が聞き手の認知状態をどう意識しているか、間主観性の指標様
相を考察する。
1) 主観性はLangackerやTraugottなど、認知言語学者の提唱が数多く提議されるが、Langackerは話し手が事態を把握する際に置
かれた立ち位置、または視点を基に話し手の認識が如何に表出されているかを論ずる。一方、Traugottは、言語がもつ意味内
容に話し手の主観性が介入されるとしており、話し手が発する言葉の意味に重点を置いている。本稿では、「話し手が言語を
用いて発する認識の表出」と捉え、詳細にはTraugottが提唱する「言葉の意味」を基盤に主観性を捉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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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先行研究
(紙面上、省略する。)

3. 研究概要
3.1 本稿の立場
本研究は、日本語の文を構成するうえでみられる省略使用様相から間主観性の指標を考察する
ものである。話し手が文を構成するうえで、どの部分において省略を使用し、発話するかによっ
て、話し手が聞き手の認知状態を意識する間主観性が指標される様相も異なってくると予想され
る。本稿では間主観性を「話し手が事態を把握するうえで、聞き手を指向したうえでの認識表出
であり、聞き手の認知作用を増進するなど聞き手の認知作用を意識した話し手の認識」と定義す
る。
話し 手 の 発話 には 聞 き 手指向的 な 情報伝達 が 基盤 になること 、 そして省略 が使用 されること
で、聞き手は省かれた情報を解釈するために推測する。その際、発話文内のどの部分に、どの程度
の省略が行われているかにも話し手の主観的判断が関与されていると考えられる。そのため、本
研究では、発話文における文構成要素のうち、主語部に焦点をおき、さらに話し手自身を称する
主語部の省略現象を対象にして、その省略現象をより細分化し、間主観性が指標される様相を考
察する。

3.2 分析方法
本研究では、談話内の発話文にみられる主語部、特に一人称代名詞を含む話し手自身を称する
主語部に対象を絞り、その部分においての様々な省略使用様相を対象として分析する。主語部に
おいての省略と明示は柔軟に使用されると判断される。省略現象が生起しやすい分、話し手の主
観的判断から自由に省略されているとも考えられる。本稿では省略現象を「文の構成上、位置す
るものではあるが、省いているもの」と定め、句の単位、助詞の単位と細部に観察する。詳細には
分析対象を以下の三つに分類する。
① 一人称代名詞+助詞の省略
② 一人称代名詞+助詞の明示
③ 一人称代名詞+無助詞

分析方法として、各分析対象がみられる発話を話し手の発話意図と聞き手の情報に対する認知
度を並行して把握する。話し手が発話する際にどのような意図を持ったうえでの発話であるか、
そしてその発話を受けた聞き手はどの程度情報2)を認知しているのかという二点を合わせて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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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る。本研究で分析する資料は「名大会話コーパス(NUCC)」3)から抽出したものである。省略現象
は話し言葉でよく生起される点、また自然な日本語母語話者同士での会話に発生する主語部の省
略を取りあげるため、このコーパス上のデータを用いる。

4. 分析及び考察
4.1 分析
本稿で取り上げる資料から主語部において、分析対象となる①一人称代名詞+助詞の省略、②一
人称代名詞+助詞の明示、③一人称代名詞+無助詞が抽出された発話文例数は＜表1＞のようにま
とめられる。
<表1> 談話内の発話文にみられる主語部の分析結果
資料
A

B

C

分析対象
①「一人称代名詞+助詞」省略
②「一人称代名詞+助詞」明示
③「一人称代名詞+無助詞」
①「一人称代名詞+助詞」省略
②「一人称代名詞+助詞」明示
③「一人称代名詞+無助詞」
①「一人称代名詞+助詞」省略
②「一人称代名詞+助詞」明示
③「一人称代名詞+無助詞」

発生文例数(回)
16
11
2
19
14
10
65
29
21

それぞれの分析対象がみられた回数をみると、資料A、B、Cの全てにおいて、「①一人称代名詞+
助詞の省略」の発生が最も多く、次に「②一人称代名詞+助詞の明示」の発生が多く見られ、「③一
人称代名詞+無助詞」の発生数が一番少なかった。では、それぞれの分析対象にみられる発話例が
どのような発話意図をもったうえで発生しており、聞き手は話し手の発話においてどの程度認知
しているかを考慮し、詳細に分析する。
まず 、「① 一人称代名詞 + 助詞 の省略 」 の 発話 からみてみる 。 資料 A 、 B 、 C から各発話文 におい
て、一人称代名詞と共起する助詞が省略された文例を発話意図の面から分類すると、文末に「～
と 思 う 」 などをもつ 「 思考表現 」、 また 述語 に 「 頭 が 痛 い 」「 お 腹 が 空 いた 」 などの 「 感覚 ・ 感情表
出」、「連用形+たい」という「願望表現」などが主に抽出された。また、出来事における行為を遂行
する主体として「わたしが」という形態で主語が省略されたとみられる文例も多くみられた。
2) ここでの「聞き手の情報認知度」は話し手の発話文内に位置する主語部について、聞き手が明確に認識しているかを示す。
3) 本研究で抽出したデータは以下の通りである。各談話時間は平均50分程度で、総計150分程度の資料となる。
資料
談話参加者
会話時間
A
女性20代後半/女性20代後半
40分
B
女性20代前半/女性10代後半
36分
C
女性20代前半/女性20代前半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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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一人称代名詞+助詞の省略」は[①]と表示する)
＜思考表現＞
(2) F110：ねえ、うちらがわかんないもの(うーん)先生がわかるのかなあ。でもはったりなのかなあ、卒
論読んだというのは。
F136：そんときはなんかこう、必ず返すっていう、そういう感じはなかったらしくて、(うん)だからその
狭間だったから、ほんとに、[①］だ、だれかの不備とかそういうのじゃないとは思うんだけど。
F110：たださあ、[①］卒論読んだって話もおかしいんだよね。なんでわざわざ読むのかわかんないし。
F136：たぶんそれ、結構難しいんじゃないかなあ。
F110：[①］たぶんなんかと勘違いしてるんだと思うんだ。だれか違う人と勘違いしてると、(＊＊＊か
もしれない)うーん。たぶんなんか、[①］卒論読んでくれって来る人いると思うからー、(うん)
あの、教養で人気の先生だからさあ、[①］そんな人たちとまちがってると思うんだ、たぶん。
＜感覚・感情表出＞
(3)F110：[①］あ、おなかすいてきた。
(4)F136：＜笑い＞いや、私も結構飲んだ。＜笑い＞[①］落ち込んでたもん次の日。[①］頭痛いし。
<願望表現＞
(6)F110：[①］あー飲みたい。

池上(2003)が説明するように、「思考」「感情表現」などはその主体となるものが発話者自身に限
られるため、主語が省略されやすい。そのため、話し手も「言う必要がない」と判断し、省略したと
みなされる。聞き手もまた同じく述部の表現から容易に主語とその主語がもつ意味機能が「主体」
であることを想定し、解釈できるといえる。これらは文末に用いられる表現からその行為を遂行
する主体、または感覚の主体として話し手が主語に位置すると想定できる要素をもつ文であると
分析できる。話し手が話し手自身を明示せず、また聞き手がこのように解釈できることは、「話し
手が発話する事柄の主体となるものが話し手自身に当る」という情報を認知しているため可能だ
ともいえる。そして話し手も聞き手がそのような情報を認知していると勘案し、主語を省略した
発話を生成していると分析できる。
続いて、「②一人称代名詞+助詞の明示」の発話例をみてみる。これには「同意」を表明するものや
話し手と聞き手との会話内で話し手自身の立場を明らかに表明するための「立場表明」のような発
話意図がみられる。これらの発話文では主語が助詞と共に明示され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る。
(「②一人称代名詞+助詞の明示」は[②]と下線部で示す)
＜同意表現＞
(9) F162：すごいでしょ、なんか、県民の森とかさー、(うーん)そういうのあるじゃん。(ああ、ああ)ああ
いうと

ころでテント借りて。

F026 ： へーえ 、おもしろいねー 。はー 、おもしろーい 。もう 全然 こういうの 似合わないのにねー 。
＜笑い＞
F162：でさー、[②私もさ］、なんでこんなことやってんだろうって感じ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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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136：私こういうの弱いんだよお。なんかジュースまでついてくるじゃん、最近。
F110：うんうんうん、[②私も］大好きよ、おまけ。
F136：なんかそっちの方になんかこう。カルピスでも。あー。

話し手が同意を示す発話では、話し手自身を明示し、発話態度を明確にしている。この際、聞き
手は話し手が同意を示すことに対しては未知の情報である可能性があり、話し手が「私も」という
ように主語部を明確に明示することで、始めて話し手が伝達しようとする情報を把握することが
できるのである。そのため、主語を助詞と共起して明示する際の発話は、聞き手の情報に対する
認知度が低いものと分析できる。
＜立場表明＞
(13) (会話を録音している状況において)
F112：え、でもいいんだよ、普段の会話だから。
F134：普段の会話で？
F112：普段の会話だから、いいのいいの。
F134：[②あたしは］もう二度と聞きたくない。

ここで「あたしは」と明示する発話意図は「私の立場からいうと、聞きたくない」という立場を表
明している文 であるとみられる。 ここでも、 話 し手 は話 し手自身 を主語 として明示 し、「 取 り立
て」という機能を用いて話し手の立場を表明する。同時に、聞き手は話し手が主語を明示するこ
とによって、始めて話し手が伝えようとする情報を明確に把握するといえる。このように、一人
称代名詞と助詞を共起して明示することにより、話し手は聞き手に対して伝達する情報と発話態
度 を 明確 に 示 すことになる 。 また 、 聞き 手 は 話 し 手から 一方的 に 情報 を 伝達 されることによっ
て、推測するなどの認知作用が強く働くには至らないと分析される。
最後に、「③一人称代名詞+無助詞」の形態がみられる発話例を分析してみる。本研究で調べた
結果、話し手自身の内情を表明する「告白」と新たな話題を提示する「話題提示」のような発話意図
がみられた。
(「③一人称代名詞+無助詞」は[③]と下線部で示す)
＜告白(内情表出)＞
(16) F136：F110ちゃんの携帯って(ん？うん)昨日かけたらなんか電話中みたいにずーっとなってて。
F110：え？[③私、]昨日実は電話来たとき寝てたんだよね。
F136：あ、なんかでも一応鳴り、(うん)鳴ったりはするじゃない？普通の。
(17) F110：あれ、どこ？帯、帯広じゃないな。違った。＜笑い＞東京とかにあるの？あの店。
F136：あるらしい。
F110：ほんとー？
F136：あれ、なんかうん。
F110：結構おいしいよね。[③私]すごい好きなんだけど、ドンキ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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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ように話し手自身を挙げ、それに意味を与えるような助詞を共起しない無助詞の使用には
「告白」のように話し手の内情を挙げ、新たな情報を提示するかのような発話意図がみられる。こ
の際、聞き手は話し手に注意を起こしながら、それに続く内容に対しては新情報である可能性が
あるため、話し手の「一人称代名詞+無助詞」の言語形態を用いた発話には一定の注意のみ働いて
いると考えられる。さらに「話題提示」の発話意図がみられる例をみてみる。
＜話題提示＞
(19) F136 ： ふーん 。 そういえば [ ③ 私 ] 前言 ったかな 、 なんか 、 日本史 の 人 で 、 院生 の 人 で 紹介 しても
らって、(うん、うん)で、なんか日本史だと、なんか、平安時代の研究者ってあんまりたくさ
んいないんだっ
て。(あ、そうなんだ)

(19)では「私前言ったかな」として聞き手の注意を引き起こし、「大学院で日本史を研究している
人を紹介された」という出来事を話している。従来の無助詞に関する研究からも、無助詞は会話
上、一つ話題が示される段落の始めに位置し、その時点から新たな話題が始まることを聞き手に
示す信号性をもつと述べている(今西2020)。つまり、話し手は「一人称代名詞+無助詞」の言語形態
で 発話 を始 め、 聞き 手の 注意 を 喚起しているといえる。 本研究での 無助詞使用発話 でも 「 告白 」
「話題提示」という意図で使用されていることから、話し手は話し手自身に関する発話内容が続く
ことを暗示し、聞き手に注意を促す。そして続く発話内容で聞き手には新情報を提示するような
構成で発話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このように認知的観点から話し手の発話をみると、話し手は
聞き手の注意を引くなど、聞き手の認知作用を増進させると同時に、話し手の情報を伝達するこ
とで、よりその情報が明確に伝わるように仕掛けたものと分析できる。

4.2 考察
<表2> 各分析対象の分析結果
分析対象
①「一人称代名詞+助詞」省略
②「一人称代名詞+助詞」明示
③「一人称代名詞+無助詞」

主に見られる発話意図
思考表現
感覚・感情表現
願望表現
同意
立場表明
告白
話題提示

聞き手の情報認知度
認知している
(旧情報)
認知していない
(新情報)
認知済み+注意喚起

話し手の発話に①一人称代名詞+助詞の形態で省略されている発話は、話し手自身の思考、感
情など内情的な内容をもった発話をしていることから起因し、聞き手は省略の推定が可能である
と判断できる。これは聞き手が話し手の発話を受ける際に、推測を含み解釈するなどの認知作用
を増進させる話し手の間主観性が強く介入された発話であると判断できる。相対的に、②一人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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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名詞+助詞が明示された発話には、話し手の発話意図を明確に解釈することになる。そのため、
聞き手からすると話し手が主語部においてどのような意味合いをもっているのかについては推
定が難しいといえる。話し手もまた聞き手の認知作用を増進させるよりも、単に話し手の意図を
明確に伝達するために、主語部においては明示したうえで発話したと考察される。ここでは、話
し手が発話を通して伝達することに集中した発話であるといえる。最後に、③一人称代名詞+無
助詞の言語形態が見られる発話では聞き手にとって全くの新情報とされる話題を提示するとは
考えにくい。「私+無助詞」に続く内容は新情報ではあるものの、話し手自身に関する内容が続く
ということが前提されているため、聞き手は一定の旧情報と新情報が混合された形で発話を解釈
する可能性がある。このような発話では、話し手が聞き手の注意を働かせるなどの認知作用を増
進すると共に、話し手が情報を上手に伝達するための意図があるとみられる。そしてこのような
話し手の発話には聞き手の注意を呼び起こす程度に働きかける間主観性が指標されたものとも
判断される。
以上のように、会話の分析結果から認知的観点から考察した結果、話し手の発話には聞き手を
指向する認識が基盤として存在してはいるものの、その言語形態により聞き手を意識する認知状
態に違いが生じている可能性がみられた。省略現象は聞き手が推測するなどの認知作用を必要と
するため、話し手の発話にどのような形態で省略現象がみられるのかによって、間主観性の様相
に違いがあるとみられる。話し手の発話において省略が多くみられる発話であるほど、聞き手の
推測が必要となり、聞き手の認知作用が活性化されることに繋がるため、間主観性の指標程度が
強くなると考えられる。その結果としては以下のようにまとめられる。
(20)
「一人称代名詞+助詞」省略
強

＞ 「一人称代名詞+無助詞」
間主観性の指標程度

＞ 「一人称代名詞+助詞」明示
弱

5. まとめ
本研究の目的は、話し手が生成する発話の言語形態には何らかの意図があり、そのうえ成立し
たものであるため、発話の言語形態から話し手の認知作用を探ることにある。また、言語には伝
達という目的があるため、その着点となる聞き手の存在を考えた際には、間主観性が指標される
様相を考えざるを得ない。本研究はその一環として、話し手が用いる省略の形態により、間主観
性の指標様相がどのようにみられるのか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本研究では主語部に限定し、分
析しており、より多様な視点からの考察が必要とみられる。また、間主観性という概念において、
より広い視野をもち、その特性を探ることが重視される。これらの問題点は今後の研究で追求し
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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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이동을 나타내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양태표현
―Talmy의 유형론을 중심으로―

宣旼貞 (東京大 博士課程)

1. 서론
본 발표는 Talmy (1991, 2000)의 유형론에서 Verb Framed Language(이하 V언어)로 분류되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Satellite Framed Language(이하 S언어)와 같이 이동 양태(manner)가 나타나기
쉬운 언어일 가능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전형적인 V언어인 스페인어와 달리,
문장 주요부(head)로서의 동사(이하 주동사) 말고도 이동 양태를 나타내는 선택지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복합동사의 전항동사(V1)와 같이 주동사와 결합력이 강한 동사적 표현도
있다(글자 테두리 부분이 이동양태).
(1) a. 彼は部屋を 走り 出た。
b. 그는 방을 뛰쳐나왔다.
본 발표는 이동 사건(Motion event) 중에서도 자율이동(spontaneous motion)을 나타내는 한국어
의 복합동사1)(연결어미 어/아2))와 일본어의 복합동사(동사의 연용형)를 중심으로 이동 양태의 빈
도가 높은지, 빈도가 높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선행연구
먼저 Talmy (1991, 2000)의 이동 사건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어에서는 복합동사보다 ‘합성동사’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이지만,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통일성을 위해 ‘복합동사’로 표현
했다.
2) 연결어미 ‘ 어/아’를 매개로 한 동사의 결합이 본동사+보조동사 구성인지, 합성동사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으나 본고에서는
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②후항동사(V2)를 보조동사로 한 ‘ 어/아 가다(진행)’, ‘ 어/아 내다
(종결)’, ‘ 어/아 놓다(보유)’, ‘ 어/아 대다(강세)’, ‘ 어/아 두다(보유)’, ‘ 어/아 드리다(봉사)’, ‘ 어/아 버리다(종결)’, ‘ 어/아
보다(시행)’, ‘ 어/아 오다(진행)’, ‘ 어/아 치우다(종결)’, ‘ 어/아 주다(봉사)’, ‘ 어/아지다(피동)’을 제외하고 ③한글맞춤법 제
47항(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를 부차적으로 적용해 한국어 복합동사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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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전경(Figure) : 눈앞의 주의나 최대 관심의 중심이 되는 성분.
b. 배경(Ground) : 참조점으로 개념화되는 성분. 전경의 상태는 배경과 관련해 특징 지어짐.
c. 경로(Path) : 전경이 배경과 특정 관계로 관련을 지어주는 기능(relating function3))을 하는
성분.
d. 이동개념(Motion) : 전경이 배경에 대한 추이 또는 고정을 결정하는 활성화 프로세스
(activating process) 중 추이를 실현하는 경우를 가리킴. 사건에 대
한 역동성(dynamism)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성분.
또한 본고에서 다루는 이동 양태에 대한 정의는 hop이나 jump, skip와 같은 운동 패턴(motor
pattern), walk나 run, sprint와 같은 속도, step이나 tread, tramp와 같은 역동성(force dynamics), amble
이나 saunter, stroll과 같은 태도, sled나 ski, skateboard와 같은 도구, 자세 등을 양태로 하는 Slobin
(2004)와 Slobin (2006)의 정의를 답습했다. 이러한 양태가 나타난 모든 표현을 ‘양태 표현’으로
한다. 양태 표현에는 주동사와 비주요부를 모두 포함한다4).
Koga et al. (2008)과 古賀 (2017)는 이동 경로가 주동사인 동시에 양태 정보가 나타난 일본어를
조사한 결과, 동사의 연용형(22)>동사의 テ形(12)>ナガラ절(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절 사이
의 개념적인 결합력이 강할수록 양태 정보의 배경화(backgrounding)가 진행된 결과라고 한다.
Koga et al. (2008)과 古賀 (2017)는 두 절 사이의 결합력 정도를 ①분리가능성5), ②통사적 결합
성(syntactic integrity)6), ③개념적 결합성(conceptual unity)7)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절 사이의 결
합력은 동사의 연용형>동사의 テ形>ナガラ절 순으로 강하며, 두 절 사이의 결합력이 강할수록
정보의 배경화가 진행된다는 Koga et al. (2006)을 바탕으로 Koga et al. (2008)과 古賀 (2017)는 두
절의 결합력이 가장 강한 동사의 연용형에서 전항동사(V1)의 배경화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한편
두 절의 결합력이 가장 약한 ナガラ절에서는 전항동사가 전경화(foregrounding)된다고 했다. 이와
같은 두 절의 결합력과 정보의 배경화의 상관관계가 빈도에 반영돼, 두 절의 결합력이 가장 강한
3) Talmy (2000)는 association function으로 표현했으나, 본고는 Talmy (1991)의 relating funtion을 인용하고 있다.
4) 양태 표현 중 주동사는 Levin (1993)의 리스트와 Talmy (2000)이 예시한 동사를 영어 대상으로 했다. 일본어는 田中・松本
(1997), 한국어는 Wienold (1995)를 대상으로 했다.
5) 분리가능성은 복합동사의 전항동사(V1)과 후항동사(V2) 사이에 다른 요소가 삽입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한다. 다
음과 같이 동사의 연용형은 분리가능성이 낮지만, 동사의 テ形과 ナガラ절은 분리가능성이 높다.
(古賀 2017:331)
* a.それから直子に飛びでもかかって…
b. 中に身をかがめてでも入りたかった。
(古賀 2017:331)
c. 教室を、足を引きずりながらでも出ていきたい。
(古賀 2017:332)
6) 통사적 결합성은 문장의 다른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한다. 동사의 연용형은 주석 3과 같이 분리가능
성이 낮기 때문에 통사적 결합성도 낮다. 한편 동사의 テ形과 ナガラ절은 다음과 같이 문장의 다른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
(1) a. 足を引きずりながら教室を出ていった。
b. 教室を足を引きずりながら出ていった。
(Koga et al. 2008:35, 일부수정)
(2) a. 身をかがめて中に入りたかった。
b. 中に身をかがめて入りたかった。
(Koga et al. 2008:35, 일부수정)
7) 동사의 テ形과 ナガラ절 중에서는 ナガラ절의 개념적 결합성이 낮고, 이동과 동시에 일어나는 양태만 결합할 수 있다.
(1) 彼は歌を歌いながら帰ってきた。
(Koga et al. 2008:35, 일부수정)
한편 동사의 テ形은 이동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양태와 결합할 수 있다. 복합동사의 전항동사(V1)가 후항동사(V2)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양태나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 다음과 같이 ナガラ절이 아닌 동사의 テ形을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
(2) ??a. 犬が走りながらきた。
b. 犬が走ってきた。
(古賀 201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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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연용형에서 이동 양태가 가장 많이 나타난 데 비해, 두 절의 결합력이 약한 ナガラ절에서
는 양태가 나타난 사례가 가장 적다고 결론지었다.
이동 사건과 관련한 복합동사 선행연구로는 田中・松本 (1997)가 있다. 田中・松本(1997)는 일
본어와

영어의

공간이동표현을

비교한

결과,

일본어에는

경로위치관계나

방향성을

포함

(incorporate)하는 이동동사가 많고, 경로이동동사를 보완하는 복합적 이동동사가 있다고 했다. 복
합적 이동동사 중에서도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동사의 연용형이나 동사의 テ形에 대해서는 전항
동사(V1)가 이동 양태이고 후항동사(V2)가 경로위치관계나 방향성인 패턴이 현저하다고 한다. 동
사의 연용형이나 동사의 テ形에서는 직시적(deixis) 방향성이 후항동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경로위치관계와 비직시적 방향성, 이동 양태, 부대상황 순으로 계층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직시
적 방향성>경로위치관계/비직시적 방향성>이동양태>부대상황). 하지만 이러한 계층을 성립하기까
지 어떤 데이터를 검증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전항동사가 이동 양태이고 후항동사가 경로위치
관계나 방향성인 패턴이 정말 많은지, 일본어 양태이동동사의 종류가 적다고 하는데 실제 빈도도
적은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는 Talmy의 유형론에서 이동 경로를 동사로 나타내는 V언어지만,
동시에 이동 양태의 정보를 나타내는 복합동사의 전항동사(V1)라는 개별 언어의 특징을 생각한다
면, V언어이어도 S언어와 같이 양태가 나타나기 쉬울 수 있다. S언어는 이동 양태를 동사로 나타
내기 때문에 정보가 배경화되면서 나타나기 쉬운데, V언어 중에서도 복합동사의 전항동사와 같이
주동사가 아닌 경우(이하 비주요부(non head))에서 정보의 배경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2 조사 결과
조사는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의 병렬 코퍼스(parallel corpus)를 작성했다. 영어 소설 5개 작품
을 대상으로 각 작품마다 특정 범위(100∼199페이지)를 한정하고, 그 중에서 자율이동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을 한국어와 일본어의 번역 소설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조사했다. 대상 건수는 영어
가 263건, 일본어가 183건, 한국어가 176건이었다.
조사 결과는 예상대로 자율이동을 나타내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이동 양태가 비주요부에서 많
이 나타났다.
<표1> 자율이동에서 양태가 나타나는 주동사와 비주요부의 빈도
작품①
영어
한국어
일본어
작품③

주동사
58(85%)
3(9%)
5(13%)
주동사

비주요부
10(15%)
30(91%)
33(87%)
비주요부

계
68(100%)
33(100%)
38(100%)
계

작품②
영어
한국어
일본어
작품④

주동사
47(73%)
3(6%)
3(10%)
주동사

비주요부
17(27%)
49(94%)
28(90%)
비주요부

계
64(100%)
52(100%)
31(100%)
계

영어
한국어
일본어

51(82%)
2(5%)
1(3%)

11(18%)
38(95%)
34(97%)

62(100%)
40(100%)
35(100%)

영어
한국어
일본어

39(78%)
0(0%)
3(9%)

11(22%)
36(100%)
30(91%)

50(100%)
36(100%)
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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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⑤

주동사

비주요부

계

영어
한국어
일본어

62(92%)
1(3%)
2(5%)

6(8%)
30(97%)
37(95%)

73(100%)
31(100%)
39(100%)

한국어와 일본어의 양태 표현은 주동사보다 비주요부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비주요부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연결어미 ‘ 어/아’와 연용형이 많았다.
<표2>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주요부 양태 표현의 내역8)

작품①

한국어 비주요부
어/아
어/아 외 부사
17
1
12

계
30

연용형
10
작품①

일본어 비주요부
テ형 ながら 기타
0
3
5

계

부사
15

33

작품②

23

5

21

49

작품②

12

3

2

0

11

28

작품③

17

4

17

38

작품③

13

6

0

1

14

34

작품④

23

0

13

36

작품④

10

7

1

0

12

30

작품⑤

22

4

4

30

작품⑤

15

7

1

0

14

37

2.3 고찰
2.3.1 양태의 중립화
이와 같이 연결어미 ‘ 어/아’나 동사의 연용형이 비주요부 양태 표현에서 많은 요인으로는 양태
의 중립화(neutralization) 역할을 들 수 있다. 양태의 중립화는 일본어 양태동사의 종류가 한정되
어 있어 영어의 양태동사를 일본어로 대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Sugiyama 2005). 영어의 양태
동사에 대응할 수 없을 경우 ‘걷다’나 ‘달리다’와 같이 어느 언어에서나 있는 일반적인 양태동사
로 대응하면 그 외 양태는 생략된다. 연결어미 ‘ 어/아’와 동사의 연용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
적인 양태동사가 많았다.
(3) a. Katherine rushed through the control room door.
b. キャサリンは制御室に飛びこんできた。
c. 캐서린이 통제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Brown[original] 2009:105)
(越前[訳] 2010:151)
(안종설[訳] 2009:178)

2.3.2 양태 부사의 상위 카테고리
일부 연결어미 ‘ 어/아’에서는 양태 부사와 공기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 이는 영어의 상세한
양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다음과 같이 연결어미 ‘ 어/아’에서 일
8)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주요부 양태 표현 중에서도 부사의 빈도가 적지 않은 것은 ①영어의 양태 부사를 양태 부사로 대응하
거나 ②2.3.2에서 기술한 양태 부사의 상위 카테고리, ③일부 속도나 도구 관련 양태는 유사한 동사로 대응하기 어려워 부
차적인 부사 성분을 추가하는 일을 회피하지 않고 대응하는 경우가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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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양태동사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4) a. She strode away.

(Maguire[original] 1995:157)

b.(彼女は) 大胆に 歩いていった。

(服部・藤村[訳] 2007:208)

c. 엘파바는 성큼성큼 걸어갔다.

(송은주[訳] 2004:217)

즉 연결어미 ‘ 어/아’가 일반적인 양태동사로 대응하고, 그 외 상세한 양태는 부사가 대응하는
것이다. 이 때 연결어미 ‘ 어/아’를 양태 부사의 상위 카테고리로 하는 계층 구조로도 볼 수 있다.
부사 단독으로는 너무 상세한 양태이어서 용인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엘파바는 성큼성큼 갔다)
이에 대한 상위 분류를 일반적인 양태동사가 제시함으로써 부사의 상세한 양태가 용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양태동사가 나타나는 연결어미 ‘ 어/아’가 양태 부사의
상위 카테고리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다.
2.3.3 의미 확장
마지막으로 연결어미 ‘ 어/아’나 동사의 연용형에서는 의미 확장의 역할도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영어의 양태 동사에 대해서는 의미 확장된 동사로 대응하는 예를 들 수 있다.
(5) a. Then he drifted back to Lake Superior, and he was searching for something to do on the day.
(Fitzgerald[original] 1925:130, 일부수정)
b. それでスペリオル湖へ舞い戻ってみたものの、いまだ目標は定まっていたわけではない。
(小川[訳] 2009:160)
c. 그는 슈피리어 호로 다시 흘러들어와 여전히 뭔가를 찾아 이리저리 배회하던 중이었다.
(김영하[訳] 2009:126, 일부수정)
이러한 의미 확장은 영어의 양태 동사에 대응하고 싶지만, 부차적인 부사성분은 피하려는 움직임
으로 풀이된다. 특히 의미 확장이 있는 영어의 양태 동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응하기보다 의
미 확장된 동사로 대응함으로써 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다. 즉 정확한 대응보다 부사를 피하고 싶
은 부하 경감이 연결어미 ‘ 어/아’나 동사의 연용형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3. 결론
본 발표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Talmy의 유형론에서 이동 경로를 동사로 나타내는 V언어지만,
동시에 이동 양태를 복합동사의 전항동사(V1)으로 나타내는 개별 언어의 특징을 조사했다. 그 중
에서도 연결어미 ‘ 어/아’나 동사의 연용형이 많은 요인으로는 양태의 중립화와 양태 부사의 상위
카테고리, 의미 확장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는 S언어와 V언어의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 V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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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형적인 양태인 부사가 우세하지 않음을 제시함으로써 Talmy 유형론의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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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動表現

作文の協同推敲過程におけるコメントの役割
―日本語学習者によるコメントの検討から―
小松奈々(高麗大)

1．はじめに
協同推敲活動はピア・レスポンスとも呼ばれ、「作文教育において学習者同士がお互いの作文
について読み手と書き手の立場を交替させながら推敲し合う活動(原田2016,p.411)」である。1990
年代に英語教育で導入され始め、2000年代に入ると日本語教育の現場でも実践されるようになっ
た。本発表では、協同推敲活動を効果的に行っていくためにどのような工夫が必要なのかを探る
ため、協同推敲活動時のコメントに注目した。協同推敲の概念が日本語教育に取り入れられてか
ら20年を超え、現在は、協同推敲活動は作文作成に効果があるのかどうかという議論から、どの
ように活動を行えば効果が期待できるのかという議論に焦点が移りつつある。本発表ではその一
端を明らかにするべく、協同推敲時のコメントを対象として内容分析を行い、今後の協同推敲活
動のあり方およびその指導方法について提案する。

2．先行研究および研究課題
協同推敲で得られたコメントが作文の改善に影響を及ぼすかについては、協同推敲活動が言語
形式面以外の点で有効に機能する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されてきている。教師の指示によって協
同推敲活動時に内容に関するコメントが増え、書き手の修正に反映されるとする研究(杉山1998)
や、自己推敲と比較して協同推敲活動後の修正段階では内容に関する修正が顕著に見られたとす
る報告(Suzuki2008)、話し合いによる協同推敲活動時に内容および構成に関する検討が十分にで
きたグループでは修正に反映されるが、作文の理解に時間を割いたグループでは形式面について
質問するコメントが増え、内容面の修正は伸びないとするもの(川上2009)などの先行研究が見ら
れる。これらの研究結果は総じて、協同推敲活動でのコメントは、正しい手順を踏めば主に内容
および構成面に効果があるということを示唆している。
一方で、コメントと修正の関係には、コメントを受ける側である学習者の個人差が見られるこ
とも明らかにされている。小松(2019)は、作文評価の上位群と下位群のコメントの反映率および
自己推敲の程度を比較した。その結果、作文評価上位群では、読み手によるコメントを受けた後、
それが自身の作文にとって必要かどうか取捨選択しながら推敲、修正して作文を完成させている
傾向が強いことがわかった。つまり、コメントをどう受け止め、作文の向上に生かしていくかは
書き手次第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しかしながら、それは上位群、下位群ともに同質のコメン

- 420 -

トがなされているという 仮定 のも
とでの 結論 であり、 協同推敲活動
で 読 み 手 からコメントが 送 られる
際 、 上位群 と 下位群 でコメントの
質 に 差 があるのかどうかは 検討 の

①

②

第一作文

協同推敲

執筆

活動

③
自己推敲

④
完成作文
提出

〈図1〉協同推敲を含む作文作成過程

余地がある。
以上の先行研究からは、協同推敲活動とコメントの種類の関係、またコメントの種類と修正の
関係を知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ながら、読み手がつけたコメントを書き手が受け取り、理解し、
推敲の選択肢に加えるという作文作成の流れの中で、協同推敲活動に効果が高いとされる構成や
内容に関わるコメントが書き手にうまく伝わらないという現象が起こる原因は何かという疑問
に答えているものは管見の限り見当たらない。この疑問を解消するためには、コメントの内容分
析を行い、伝わりやすいコメントとはどのようなものかを明らかにする必要がある。そこで本研
究では、以下の2点を研究課題とし、協同推敲過程でのコメントの内容分析を通して、修正に効果
を見せるコメントとはどのようなものかを明らかにしたい。
課題1．評価の高い作文の作成過程において送られたコメントには、どのような特徴があるか。
課題2．評価の高い作文の作成過程において送られたコメントは、どのように修正に反映されるか。

3．研究方法
3.1 調査手順およびデータ
調査は、2018年1学期にソウル市内のA大学における「初級日本語作文1)」の授業内に受講生32名
に対して行われた。作文の作成過程を<図1>に示す。
まず、作文のテーマ2)を提示し、テーマに沿って各自アウトラインを作成したうえで第一作文を
執筆してもらった(①)。その後、授業時間内に第一作文について協同推敲活動を行った(②)。二人以
上からコメントをもらうように指示し、話し合いはグループの媒介語を用いても良いこととした。
仲間の作文を読んだあと口頭で、あるいは文書作成ソフトのコメント機能を用いたりしながらコ
メントの交換をする時間を取った。そして、協同推敲活動で受けたコメントをもとに自己推敲する
時間を与え(③)、完成作文を提出させた(④)。①から④の作文作成過程には4週間を要している。
以上の手続きを学期内に2回行い、64本の完成作文が収集された。作文は、日本語教育経験者3
名によって採点が行われた。 採点の基準は 田中(2009) の「 マルチプルトレイト 評価基準」を 参考
に、「構成」「内容」「読者への配慮」「日本語の正確さ」「日本語の適切さ」の5項目を4段階で判定し、
その平均を評定値とした。各項目の重みは同等である。3名の採点一致率は76.56％であり、一致し
1) 講義名は初級であるが、学年や日本語能力による受講制限は設けられていなかったため、受講生の日本語能力は多様であっ
た。受講生の日本語学習歴は<表1>に後述する。
2) 作文のテーマは、「私と学校」「私と日本語」「私とスポーツ」「韓国(あるいは中国)と日本」のうちから選んで書くこととした。
これらのテーマは、多様な日本語レベルの受講生にも対応できるものであること、日本語学習者に共通した身近なものであ
ることを基準に選定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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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かったものに関しては協議のうえで最終的な評定値を決定した。
採点終了後、評定値の上位32位までを上位群、33位以下を下位群として暫定的に2群に分けた。
そのうえで、上位と下位で評定値が同点のもの、作成者の日本語学習歴が著しく長い、あるいは
短いものは除き、最終的に上位群21本、下位群20本を分析の対象とした。上位群と下位群の間に
は、作文評定値には有意な差があり(t(39) = 9.80, p < .01)、日本語学習歴には有意な差がない
(t(39) = .15) ことが確認された。各群の作文の概要を<表1>に示す。
<表1> 分析対象となるデータの概要
作文数
上位群
下位群

21
20

作成者の
母語別作文数
韓国語20, 中国語1
韓国語14, 中国語6

作文の
平均評定値
3.44
2.76

作成者の平均日
本語学習歴
35.19ヶ月
36.05ヶ月

3.2 分析方法
分析には、計量テキスト分析のツールであるKHCoderを用いた。本研究では、上位群で96件、下
位群で103件現れたコメントを対象に分析を試みる。なお、各コメントは韓国語で書かれたもの
が大部分を占めたが、分析ツールのエラーを可能な限り減少させるため、そして各コメントに見
られる個々の表現3)による結果のばらつきを抑えるため、すべてのコメントを日本語に翻訳した
ものをデータとして用いた。
課題1では、上位群、下位群それぞれのコメントの全体傾向を把握した後、そこで見られる特徴
的な現象をもとに主観的基準を用いた分析を行っていく。具体的には、コメントに用いられた単
語を対象に、頻出語を観察し、各群で特徴的に使用される語彙を明らかにする。そして、それらの
単語を中心にコード表を作成し、コメント単位の分析を行う。さらに、階層的クラスター分析を
用いて、一つのコメント内に出現されうる単語の組み合わせを調査し、各群のコメントの性質を
明らかにする。課題2では、課題1の結果を基に、第一作文とコメント、完成作文を例示しながら、
どのように修正が行われていったのかを観察する。

4．結果
4.1 コメントを特徴づける単語
まず、各群のコメントで用いられた単語のうち、どのような単語が頻繁に用いられているのか
を概観する。上位群は804語、下位群は771語が対象であり、助詞や助動詞、形式名詞などの文法機
能の強い品詞は除外している。紙幅の都合上、頻出語のリストは省略する。作文のテーマに左右
されず、両群ともに現れうる単語のうち、出現回数に2倍以上の差が見られたものに注目すると、
3) 個々の表現の例としては、「문단/단락」が挙げられる。これらの単語を日本語に翻訳する際は、前後の文脈から判断した上で
可能なものは一語に統一(ここでは「段落」)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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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位群では「段落」「結論」「流れ」「構造」「最初」などの構成に関わる語が見られるほか、「説明」「主
題」「共通」などの内容に関わる語が見られる。一方で、下位群では「差異」「理由」の2語で出現回数
が多いことがわかった。このように、上位群では構成に関するコメントおよび内容に関するコメ
ントが多く送られていたことがわかる。
次に、一つ一つのコメントを分析単位として、
具体的なコメント内容の傾向を把握する。頻出語
の 結果 に 見 られた 語彙 を 参考 に 、「 構成 」 および
「 内容」 を 表 すコメントに使用されることが 想定
される 語彙 を 選定 し 、 コード 表 を 作成 した 。「 構
成 」 コード 、「 内容 」 コードのほか 、 採点基準 とし
て用いた「 読者」「 日本語」 に 関するコードも 追加
し 、 4種類 のコードとした 。 各群 のコメント 出現

〈図2〉 コード別コメント出現数

数を<図2>に示す。「内容」「構成」「読者」「日本語」

の順に多いこと、「内容」「構成」関連のコメントが「読者」「日本語」より多いことは上位群と下位群
で共通している。その一方、各コードの出現数を比較してみると、上位群では「構成」関連の語を
含むコメント数が多いことが特徴的である。
コード別コメント
出現数の結果から
は 、「 構成 」 を 除 き 上
位群と下位群の傾向
は類似しているよう
に 見 える 。 しかしな
がら 、 一 つのコメン
トからは単独のコー
ドの語のみが抽出さ
れたのではなく、 実
際には複数のコード
からの語が混在して
いることも 多 い 。 そ
こで 、 一 つのコメン
ト内で使用された頻
度の高い単語の組み
合わせから各群のコ
メント内容の傾向を
明らかにするため、
階層的クラスター分
析 を 行 った 。 結果 を

〈表2〉頻出語によるクラスター分析(左：上位群、右：下位群)
クラスター１
思う
47
段落
33
主題
6
分ける
5
最後
5
運動
4
全体
4
構成
4
クラスター２
内容
12
良い
8
差異
4
感じ
4
前
4
計画
3
流れ
3
クラスター３
結論
7
追加
5
例
4
部分
4
文章
4
中国
3
見る
3

クラスター４
文
7
読者
6
意味
6
感じる
4
単語
4
知る
3
読む
3
クラスター５
日本語
4
勉強
3
専攻
3
クラスター６
説明
14
書く
14
日本

12

韓国
もう少し
具体
ラーメン
少し
文化
必要

11
9
7
5
4
4
3

- 423 -

クラスター１
差異
10
日本
9
文化
6
韓国
5
明確
3
アイドル
3
クラスター２
読者
7
文章
7
読む
4
全体
4
クラスター３
表現
6
見る
4
人
3
ほか
2
クラスター４
部分
6
感じる
5
最後
4
経験
4
導入
3
連結
3
与える
3
良い
3

クラスター５
内容
14
段落
13
文
6
終わる
4
反復
3
分ける
3
整理
3
クラスター６
具体
8
もう少し
7
追加
5
意味
5
持つ
4
クラスター７
思う
43
書く
19
勉強
8
理解
6
日本語
5
難しい
4
詳しい
4
説明
4
理由
4
役に立つ
3
入れる

3

始める

3

<表2>に示す。
上位群は6つ、下位群は7つのクラスターに分かれた。特徴的なクラスターを抜粋して説明する
と、上位群のクラスター1では「段落」「分ける」「最後」「全体」「構成」などの語が集まっており、作
文全体の構成についてコメントがなされたことが読み取れる。クラスター2では「内容」「良い」「差
異」などの語が集まっていることから、作文全体の内容に関するコメントが多かったことが窺え
る。クラスター4では、「読者」「意味」「感じる」など、読者の立場に関する語が集まっている。
下位群では、クラスター4で「部分」「最後」「導入」「連結」など、作文の各部分の繋がりについて
のコメントがあったことが推測される。それと同時に、「経験」「良い」という内容に関する語も共
起している。クラスター5は「内容」と「段落」が同時に現れており、構成と内容に関わる総合的な
コメントがあったことが窺える。クラスター6は上位群のクラスター6と同様に詳細な説明を求め
るもの、クラスター7は「思う」「書く」を中心に「理解」「難しい」「説明」「理由」など、作文全般に関
わる書き手への提案を表す語が広く集まっている。
上位群と下位群には、読者に関するもの、詳細説明に関するものなど類似したクラスターが見
られる一方で、違いもあることがわかる。上位群ではクラスター1とクラスター3は構成、クラス
ター2は内容に関するものといったように、カテゴリーが絞られたコメントが多かったことが窺
えるが、下位群ではクラスター4やクラスター5に見られるように、構成と内容に関する語がひと
つのコメントに同時に含まれていると推測される。

4.2. コメントに対する修正
2群間に見られるこのようなコメントの性質の差は、書き手にどのように受け止められ、修正
に繋がっていくのだろうか。上位群で見られた一例として、構成に関するコメントとその修正例
を取り上げる。次の作文例は、中国語母語話者による作文の一部で、中国と日本の弁当文化を主
題とするものである。
［コメントと修正例］(網掛けおよび下線は発表者による)
第一作文：
中国に行って日本人が驚くことの一つに、中国人は冷めた料理はあまり食べないという事が
挙げられます。(中略)日本は海に近付いて、いろいろな海産物も豊富なので、生的に食べれば
もっと美味しいです。例えば、刺身寿司や半熟トンカツや生卵など日本の弁当によく出てきた
食べ物は、すべて日本の食文化の代表です。中国にもお弁当に似た「ホーファン」といわれるも
のがありますが、(中略)中国の食文化では冷めた料理はおいしくないと思われますから、料理
は加熱する容器に保存されます。
コメント：いい主題だと思いますが段落を分けるのがい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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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成作文：
日本では生食がよくあります。日本料理は食材の本来の風味を追求しているので、複雑な調
理法は日本料理ではあまり重視されていません。(中略)中国に行って日本人が驚くことの一つ
に、中国人は生の食べ物をあまり食べないという事が挙げられます。これは、漢方医学に基づ
いて、生の食べ物より火を通した温かいものの方が衛生上安全だということです。
中国にもお弁当に似た「ホーファン」といわれるものがありますが、屋台や大衆食堂などで売
られていて、発泡スチロール製の容器にご飯とおかず数種類を詰めるものです。(中略)例えば、
青椒肉絲、麻婆豆腐など日本人がよく知っている中華料理は中国のホーファンの中によくあり
ます。
第一作文では、まず、中国の食文化の説明から日本の食文化の話に移っている。その中で弁当
というキーワードを登場させた後、文化的な理由から中国独自の弁当文化が生まれたという流れ
で文章が進んでいる。この部分に対して、段落を分けた方が良いというコメントがなされた。そ
れに 応 じて 、 完成作文 では 、 食文化 に関 する段落 と弁当 に関 する段落 の二 つの段落 に分 けられ
た。修正によって、日本を比較対象としながら中国の食文化を説明した第一段落が、中国の弁当
文化について述べた第二段落の根拠として機能するようになった。ここでは、構成上の修正を行
うことでより内容が明確になっている様子が観察できる。

5. 考察
作文評価上位群におけるコメントの特徴は次のようにまとめられる。まず、コメント全体の傾
向として、作文の構成や内容に関連する表現が頻繁に用いられており、これらの単語が上位群を
特徴づけ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そして、コメント単位の特徴としては、「読者への配慮」や「日本
語」と比較して「構成」「内容」に関連する語を使ったコメントが多く、下位群の結果との比較から
は「構成」に関連したコメントの占める比率が高いことがわかった。さらに、一つのコメントの中
で複数の要素を入れずに、一つの要素に集中してコメントをし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特に構成
に関するコメント、内容に関するコメントが独立している傾向が明らかにされた。修正例の観察
からは、コメントを受けてそれぞれの指摘を反映することで、内容の整合性が向上していく様子
が見られた。
これらの結果から、協同推敲活動時に書き手にとって理解しやすく受け入れやすいコメント
がなされると 、 それが 修正に 生 かされ 、 作文 の 高い 評価に 繋 がっていくという 有機的 な 作用 が
生まれることが推測される。小松(2019)では、協同推敲活動は個人によってその取り組み方が異
なり、協同推敲を自身の作文作成の一過程 と捉え肯定的 に利用できる学習者は質の高い作文を
生み出すことができるとされている。確かに、そのような書き手の協同推敲に対する姿勢も、協
同推敲活動が有効化する一つの要因であろう。それに加えて、本研究では、読み手側の協同推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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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 参加 の 仕方 も 作文作成 に 影響 を 与 えることを 示唆 している 。 つまり 、 協同推敲時 に 読 み手 が
書き手の注意が向くようなコメントや書き手にとってわかりやすいコメントを送ることを心掛
けることが 、 協同推敲活動の 成功 、 ひいては 書 き 手 の 作文作成作業 の 大 きな 助 けになるという
ことを示している。

◀ 参照文献 ▶
小松奈々(2019) 「日本語学習者の作文推敲過程における他者コメントの受容の様相」,
한국일본학회, pp.1 20.

일본학보

제118집,

原田三千代(2016) 「対話的推敲活動を通した文章テキストの変化： 日本語表現 クラスレポートをもとに」,
三重大学教育学部研究紀要 第67号, 三重大学, pp.411 423.
深谷優子・市川洋子(2017) 「協同的な推敲におけるピアについて書き手はどう認識しているのか」,
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研究年報 第65巻2号, 東北大学, pp.1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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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北大

캡스톤디자인(일본문화)의 시작 및 방향성에 관한 제언
金玄珠 (한밭대)

1. 시작하며
최근 교육패러다임의 전환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학 교육은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강의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미
래지향적 인재 양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생각할 때
공학 계열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속해 있는 한밭대학교 일본어과에서는 2015년부
터 캡스톤디자인이 전공 과정의 정규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전임교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학습
자의 관심 분야를 살려,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를 생각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골자이다. 전통적인 강의중심의 수업 형태와 비
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자의 관심 분야를 가능한 교육에 반영하는 점이며, 이것은 학습자
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학습할 것인지를 설계해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필자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4년제 국립대학인 한밭대학교에서 일본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캡스톤디자인(일본문화)’를 운영하고 검토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정보 제공
및 교육 품질 개선을 위한 담론 형성을 목표로 한다.

2. 기본적 검토
필자는 金玄珠(2019)1)를 통하여 국내외 캡스톤디자인의 출발과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국
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공학교육인증제도가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2015년도에 4년
제 대학 일본 관련 전공에서는 필자가 아는 한 처음으로 한밭대학교 일본어과에 캡스톤디자인이
정규 전공 교과목으로 개설되었다. ‘캡스톤디자인(일본문화)’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생겨난 수많은
의문점들을 뒤로 하고 강의 개설이 선행되었다. 본고에서는 그 의문점 중 가장 기본적인 8가지
사항에 대해, 필자가 ‘캡스톤디자인(일본문화)’를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Q&A 형식으로 정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金玄珠(2019) 「ひと・まち・世界とつながる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型授業の実現 日本語専攻のキャップストーン・デザ
インを中心に－」韓国日語教育学会・協同実践研究会(日本)協同開催 2019年度冬季国際学術大会(第36回)発表要旨集 pp.7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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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매개로 하는 캡스톤디자인이 가능한가?
일본 관련 전공 분야에서 캡스톤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만, 학생들
이 캡스톤디자인을 통해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대해 학습한 전문 지식을 살려 지역사회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캡스톤디자인(일본문화)’가 향
후 발전적으로 전개된다면 일본문화와 관련된 전통적인 강의의 틀을 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요구
에 맞게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② ‘캡스톤디자인(일본문화)’의 학습 목표는 무엇인가?
일본 관련 전공자로서 이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체와 지역사회에 산재한 다양
한 주제를 선구적으로 발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식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
화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한다.
③학습 대상은 누구인가?
‘캡스톤디자인(일본문화)’는 학부 과정에서 이미 학습한 고도의 전문 지식에 학습자의 관심 분
야를 접목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기획하여 구체안을 제시하는 종합설계 교과목이다. 가능한 졸업
을 앞둔 4학년 혹은 3학년 과정에 개설하여 전공학습의 완성도를 높이고 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게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수업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하는가?
먼저, 교수가 사전에 준비한 문제 혹은 과제를 제시하면 학습자가 해결안을 찾기 위해 논의와
탐색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을 여행, 방문 혹은 체류하는 일본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시
오.’라고 하는 문제에 기반하여 학습자는 먼저 일본인이 불편을 느낄 만한 점을 구성원들과 논의
하고 정보 수집에 착수한다. 문제 개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모듬원을 구성하고 리더를
정하여 협업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 이때 학습자는 자신의 관심 분야를 살려 다양한 과제를 제
시하고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점을 검토하는 등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학습 과제를 설정한
후 수행 계획을 수립한다. 교수는 학습자가 실현 가능한 과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⑤ 수업 설계는 어떻게 하는가?
문제 제기>과제 선정>모둠원 구성 및 역할 분담, 리더 선정>과제 신청2)(과제 실행 방법 제시:
산업체 및 기관 등 협력 범위 설정, 과제의 개요, 주요 수행내용, 수행 방법, 정성 및 정량을 포
함하는 최종목표, 결과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수행일정, 예상 소요 예산표 작성) > 과
제 수행을 위한 모둠형 활동 전개 > 결과물 도출 > 수행 평가(보기. 동료 평가, 교수 평가) 모든
과정은 단일 학기 혹은 1･2학기 통년 등의 구분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여 설계한다.
2)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였으므로 과제 신청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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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과서는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가?
단행본의 교과서가 아닌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왜 일본어와 일
본문화를 학습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학습은 문
제에 기반한 학습자의 관심 과제에서 출발한다. 학습자는 스스로 ICT를 활용하거나 필드워크를
통해 문제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기학습한 지식을 활용하기도 하며, 모둠별로 교수와의 면
담을 통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⑦ 수업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학습자가 학습활동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Active Learning의 범주에서 차시별
혹은 회차별로 다양한 교수법3)을 검토하여 혼용할 수 있다. 모둠형 수업 형태를 취하며, 공간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필드 워크를 수시로 실시한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활동으로 ICT를 활용한 대면 및 비대면 토론을 진행한다. 교수는 학습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발전
적인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한다.
⑧ 학습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캡스톤디자인(일본문화)’에서는 문제에 기반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모든 유의미한 활동 과정을 학습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미 학습한 지식과 새로 얻은
지식을 종합하여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을 재구성해가는 과정과 최종결과물을 종합적으
로 평가한다. 여기서 문제는 정답이 없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수업을 통하여
문제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개선을 위해 학습자 스스로가 탐구
하고 성찰하여 협업을 통해 방법을 모색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학습 평가는
PBL(Problem Based Learning)을 비롯한 Active Learning의 평가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방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따라야 하겠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경우 학습의 결과
를 졸업인증제도에 반영4)할 수 있을 것이다.

3. 현실적 검토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5년과 2016년, 2018년에 ‘캡스톤디자인(일본문화)’에서 실제로 다룬 문
제와 모듬원의 토론 결과 및 시제품 개발의 실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3) Active Learnig의 교수법에 관해서는 ‘박영주･양근우(2019) 대학에서의 Active Learning 이론과 실제, ㈜피와이메이트’에 상세
히 제시되어 있다.
4)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살펴보면 전공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3, 4학년 학생들이 있다. 이 학생들이 ‘캡스
톤디자인(일본문화)’ 수업에서는 전공학습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과 모듬을 통해 어우러져 매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학생들에 대한 학습의 동기부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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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우리 지역을 여행, 방문 혹은 체류하는 일본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시오.

【2015년】

【2016년】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역사 유적지구를 살펴
보면 관광 해설서나 가이드
북의 일본어 번역문이 지나
치게 경직되어 있어 외국인
의 흥미를 자극하기에는 부
족함이 있다.

일본인 관광객 혹은 일본인
방문객이 택시를 이용할 때
바가지 요금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다.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식당가
에는 일본인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메뉴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주 원도심 골목길을 테마
로 한 맵 기반 보드게임 개
발(흥미를 유발하고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일본어 해
설 포함)

대전 지하철 1호선에서 성심
당, 유성온천 등 지역의 명소
로 택시로 이동할 때 소요되
는 평균 주행 거리와 비용을
제시한 관광 지도 개발 및 지
도 기반 에코백 제작

메뉴별 사진과 매운 정도 표
기 및 음식의 재료 및 해당
음식에 대한 외국어 정보를
곁들인 차림표 개발(감성적
인 일본어 해설 포함)

[그림1] 문제 및 결과
문제 제시 이후 최종 결과 도출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에 대한 비교･검토와 아이
디어 도출을 위한 토론, 필드워크 및 ICT를 활용한 자료 수집 활동이 수차례 반복되며 이 과정에
서 교수는 학습자의 활동이 순조롭게 전개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게 도움을 준다5).
수업 운영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캡스톤디자인(일본
문화)’를 통하여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수업에서 다룰 문제를 다양하게 개발할 필
요가 있다. 대부분 실제 상황의 문제를 다루게 되지만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활동 전개 과정에서 학습자의 관심 분야를 살려 과
제를 선정할 경우, 한･일 번역과 작문, 한･일 문화 비교에서부터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지 작성
법, 인터뷰 및 데이터 분석 방법, 스토리텔링, 심지어 디자인 분야에 속하는 캐릭터 개발 및 지식
재산권 출원에 이르기까지 교수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분야를 지도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최종결과물로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창작 활동이 강의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강
의 시간 외에도 지도를 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며, 특히 한 학기라는 한정된 시간에 시제품까지
개발할 경우 학기 말에 수업 운영에 있어서 교수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1, 2학기 통년 수업으
5) 2)의 金玄珠(2019)에 자세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 430 -

로 진행할 경우 계속과제에 도중에 합류하게 되는 학생이 생기게 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
토와 개선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혹 학생들이 선택한 과제가 타전공 분야와 협업하는 융
합 캡스톤디자인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지만, 학기 중에 사전 준비 없이
타전공 분야와 협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4. 향후 과제 및 방향성
전통적인 강의방식의 수업에서는 교수가 수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학습자 중심의
Active Learning 형식의 수업에 있어서는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설정하는
방식이므로 수업이 전개되기 전까지 학습 과제를 구체화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내재
된 학습자 중심의 수업에서는 사전에 문제에 기반하여 예측 가능한 수업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한
학습지원 체계를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업 사례 분석 및 문제 개발, 수업 모듈 구축,
평가 방법 검토 등은 향후 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는 현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상호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고 상생의 노력을 기울이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비롯
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캡스톤디자인(일본문화)’는
강의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제반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수업이라 할 수 있다. 교수 주도하
에 수업이 전개되는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과 달리, ‘캡스톤디자인(일본문화)’에서는 학습자가 관심
분야를 살려 과제를 선정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저마다의 기량을 펼칠 수 있어 대부분의 구성원
이 매우 능동적으로 활동에 임하게 된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문제 개선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론을 실제 상황에 창의적으로 응용하여, 지역사회 혹은 산업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캡스톤디자인(일본문화)’의 학습 목표이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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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中上級日本語学習者の作文にみる誤用と自己修正
―就職用自己PRを資料として―

井 ノ 上佐織 (江原大)

1. はじめに
近年、日本に就職や留学を希望する韓国人学習者が増加したことにより、日本語でエントリー
シートなどを書く機会が増加し、「書く能力」が以前に増して要求されるように見受けられる。し
かし、韓国内の学院などでは作文のクラスがほぼ設置されていないため、一通りの文法学習を終
えた中上級学習者の場合、作文のフィードバックが受けられる環境が整っておらず、誤用をどの
ように修正しているのか疑問が生じた。そこで、本稿では韓国人中上級レベルの学習者の作文に
おいてどのような項目に誤用が見られるのか、また、誤用を自己修正できるのかという疑問を初
中級の学習者と比較することにより考察する。

2. 先行研究
八野(2015)は、学習者の作文50名分を誤用の項目ごとに分析し、さらにその項目が自己修正で
きるかという点で考察した。八野(2015)の研究では初中級学習者を対象にしているため、文法項
目などの学習が不足していることから発生する誤用も多いと考えられる。そのため、本稿では八
野(2015)の研究方法を援用し、中上級学習者を対象に研究を実施、比較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3．本論
3.1 分析資料
本稿での分析資料は韓国内のA大学で「中級日本語作文」の授業を受講している学生が作成した
日本語の自己PR文、全12件である。授業名は「中級日本語作文」だが、被験者全員が日本語学習期
間が1年以上であり、全12名中5名が日本語能力試験JLPTの1級(N1)を保持しているため、本研究
の対象である「文法項目の学習を一通り終えた」中上級レベルに相当すると判断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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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分析方法および分析基準
まず対象となる学習者に日本企業に提出すると仮定し、自己PR文を書いてもらい、ファイルで
提出をしてもらった(1回目提出)。次に、修正を促したい部分に下線だけを引いて返却し、誤用の
内容を説明せずに自己修正して再度提出するようにした(2回目提出)。修正の際、辞書などの使用
の制限はしなかった。この合計2回の提出を通して中上級学習者の誤用と自己修正できる誤用を
調査し、先行研究と比較、考察を行う。また、本稿は、初中級学習者の研究である八野(2015)と比
較し、相違点を確認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ため、誤用の基準は次の(1)に示す八野(2015)の基準を
援用することとした。
(1)Ⅰ単文構造及び述語形式
1) こそあど、2) 助詞(格助詞、「の」、並列助詞、とりたて助詞、終助詞)、3) 述語(動詞･形容詞･名詞の活用)、
4)テンス(ル形、タ形)、5) アスペクト(テイル、テアル、テイク、テクルなど)、6) 変化を表す表現(ナル、スル
など)、7) 可能を表す表現(可能動詞、ことができる)、8) 自動詞と他動詞、9) 授受表現(あげる、くれる、
もらう)、10) 受身、使役、11) モダリティ(んです、など)
Ⅱ複文構造
1) 並列節(テ形、シ、タリ、など)、2) 副詞節(時間節、原因理由節、目的節、様態節、条件節)、
3) 補足節(名詞節、引用節、疑問節)、4) 名詞修飾節、5) 接続詞
Ⅲ語彙力
1) 漢字、2) 語選択、3)表記

(八野(2015:132)引用)

(1)の基準に基づき、先行研究での例文と照合しながら筆者が誤用をチェックし、項目ごとに分
類及び集計した。

3.3 分析結果
1回目の提出では、八野(2015)の先行研究と同様に語選択、助詞の誤用が上位になり、学習者が
誤用しやすい上位2項目は、初中級も中上級も同様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しかし、助詞の誤用は
大幅に減少し、差が伺えた。次からは項目別に考察していく。
まず、こそあどに関しては、先行研究ではア系とソ系指示詞の誤用が顕著に見られたと指摘さ
れているが、本研究では、ア系指示詞の誤用は2例しか見られなかった。しかし、コ系とソ系の誤
用や修飾の誤用が目についた。そのため、中上級学習者は作文にはア系指示詞は使用されにくい
ということを理解しているが「このような」、「この」などの選択に迷いがあると言える。
助詞に関しては全体的に誤用件数が減少しているのが分かる。特に、ニ格とデ格については、
韓国人初級学習者の誤用に関して考察した金亨哲・鍵本(2001)でも韓国語との翻訳を根拠に誤用
が多いことを指摘しているが、本稿の結果よりレベルが上がるにつれ、直訳によるニ格とデ格の
誤用については減少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このことは、韓国人学習者が助詞に関して
は中上級レベルになると母語の干渉を受けにくくなるということを示唆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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述語・テンス・アズペクトに関しては、中上級学習者は初中級学習者に比べ、比較的正しく使
え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変化、可能、語彙力の項目に関しては、先行研究とほぼ同様の結果が見
られ、中上級にレベルが上がっても誤用が減少しない項目として学習者の課題といえる。
接続詞に関しては、接続詞の意味の理解不足などによるつながりの違和感がある誤用が目立っ
た。さらには一種の過剰使用とも言えるが、前後のつながりがない部分に使用し、無理矢理に文
と文と連結している誤用も見られた。これらの問題点は自己修正の部分でさらに言及していく。
2回目の提出では、学習者が自己修正できた項目を見ていく。初中級学習者では完全に自己修
正できた項目は表記だけであるが、中上級学習者では、可能を表す表現、受身・使役表現、補足
節、名詞修飾節と完全に自己修正できる項目が増加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これは、学習した文
法が増加したことが原因だと見られる。
自己修正の中には、筆者が望んだ形ではなかったが、他の文法項目などを用いて自然な流れに
修正できている誤用も多くあった。そのような場合は意味が通じるので修正出来たと見なした。
特に、文法項目であるが、語彙レベルで学習者なりに考えて誤用を修正できている場合が多かっ
た。このように、中上級レベルになると、学習者は自ら学習した内容を活用し、さまざまな文法項
目や語彙を駆使して誤用を修正できることが分かった。しかし、これは一通り文法項目の学習を
終えた中上級学習者だからこそ可能であり、初中級の学習者には至難の技であると言える。その
点で、表現の多様化による修正率の増加は、初中級学習者と異なる点である。
また、述語、並列節、語選択に関しては修正率が大幅に上昇しているのに対し、テンス、モダリ
ティ、接続詞に関しては低下している。述語とテンス、モダリティに関しては、誤用件数自体が減
少したことによる割合的な変化だと考えられる。しかし、先行研究と誤用件数自体の差はあまりな
いのにも関わらず、並列節、語選択は30％以上の修正率の上昇、逆に接続詞の場合は、30％以上の自
己修正率の低下が見られ、著しく変化しているため、中上級学習者の特徴と見ることができる。
修正率の増加は、学習者が自分の誤用の原因を認識でき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意味する。並列
節と語彙に関しては、日本語のレベルが上がる事により文法項目や語彙の違いを意識するように
なり、修正率が上昇したと考えられる。その反面、接続詞に関しては、逆のことが言える。先の考
察で示した通り、中上級学習者は作文を書くときに接続詞の意味を完全に理解できないまま使用
し、不自然になったり、過剰使用とも言える、つながりがない部分での使用傾向がある。中級学習
者の接続詞の使用に関し、穴埋めテストやフォローアップインタビューなど様々な方法を利用し
て考察した倉持・鈴木(2007)では中級学習者の接続詞の使用が芳しくないということを指摘し、
この原因を教科書や教室指導などで接続詞の「扱いが軽い」ためとし、学習者は接続詞の概念自体
が理解できていないこと、さらに学習者自身も接続詞の使用に不安と苦手意識を持っていること
を主張している。倉持・鈴木(2007)での主張は、韓国人学習者にも適用できると言える。中上級レ
ベルになることにより、学習者はより自然な日本語作文を作成するために接続詞を活用しようと
はしているが、学習できる機会が少ないことにより理解が乏しく、前後のつながりがない部分に
も接続詞を使用している。さらに、接続詞の場合は誤用としてチェックをされても、その原因が
分からず、ほかの表現を代用しても修正することができていなかった。このことからも、接続詞
の個別の指導が学習者の作文教育に必要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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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おわりに
本稿では、八野(2015)の先行研究を参考に初中級学習者と中上級学習者の誤用と自己修正可能
な項目が異なると予想し、中上級学習者の作文を観察した。その結果、誤用に関しては、初中級学
習者も中上級学習者も助詞や語彙選択の項目の誤用が多いということが明 らかになった。しか
し、実際の例文を詳細に見ていくと、誤用の原因が異なっている項目が多々あった。また、そのよ
うな誤用が、自己修正できる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中級学習者の方が自分で修正できる項目
が増加することが分かった。さらに、レベルが上がることにより並列節と語選択の修正はしやす
くなるが、逆に接続詞の修正がしにくくなることが分かった。そのため、本稿の結果からは作文
教育においての接続詞の指導の必要性が表面化された。接続詞は「ソ系」接続詞など日本語と韓国
語で体系が異なっており、韓国人学習者が混乱する項目でもある。今後は、そのような違いを明
らかにし、接続詞の意味を説明するなど、作文授業の際に個別の項目として教育を行うことが重
要であると言える。本稿での結果は、今後中上級作文教育や、就職支援授業などを行うにおいて、
有効な結果だと考えられる。今後は作文の件数など、様々な条件を考慮した上で、レベルによっ
て結果が異なる原因などをさらに考察する必要があると言える。

◀ 参考文献 ▶
八野友香(2015)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作文指導 学習者の誤用分析を中心に」,
한국일어교육학회, pp.131 153.
金亨哲・鍵本有理(2001) 「韓国の日本語学習者に見られる誤用例の分析」,
第37号, 奈良工業高等専門学校, pp.137 146

日本語教育研究

奈良工業高等専門学校研究紀要

倉持益子・鈴木秀明(2007) 「日本語学習者における接続詞の習得 留学生の接続詞使用状況」,
学紀要 19, 神田外語大学，pp.211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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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3輯,

神田外語大

芸能バラエティ番組におけるテロップの日韓比較
―使用目的による頻度を中心に―

呉恵卿 (国際基督教大)

1. はじめに
韓国と日本の場合、ニュースは勿論、ドラマや芸能バラエティなど、ほぼすべての番組におい
て文字テロップが広く使用されている。本研究では、形式や種類、頻度などにおいて、様々な形の
テロップの活用が可能と想定される日韓の芸能バラエティ番組を対象に、テロップの使用頻度と
傾向について対照的観点から記述と分析を行う。

2. 日韓の芸能バラエティ番組におけるテロップの使用
テロップの種類や機能の分類方式は、研究分野及び研究者によって異なっている。なお、日韓
の研究者の間でも分類方式に違いが見られるが、その理由の1つとして、芸能バラエティ番組に
登場するテロップの種類が日韓で異なってい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従って、日韓の芸能番組
におけるテロップの使用を全体的に分析するためには、まずテロップの種類や機能を大まかに分
類し、実際のデータを通して細かい分類を行うことが望ましい。従って本研究では、娯楽と感動
を伝えるという芸能バラエティ番組の目的に沿って、(1)番組の内容に対する視聴者の理解を助
けるテロップ、(2)娯楽目的に沿っており、視聴者に娯楽性を提供するテロップ、(3)その他、放送
局のロゴや広告、エンドロールなど、番組制作に関連するテロップに大まかに分類する。このう
ち、本研究では(1)と(2)に分類されるものを分析対象とする。そのうえで、それぞれの目的に沿っ
てどのような種類や機能のテロップが日韓で使用されているのかを帰納的な方式でさらに細か
く分類し、日韓におけるテロップの様相を探る。

2.1 分析データ
テロップの日韓比較のために本研究で分析の対象にする芸能バラエティ番組(以下、芸能番組)
の選定にあたっては、(1)一時的に流行ったり単発的に放送されるパイロット番組ではなく、1年
以上放送されているもの、(2)平均視聴率が年間持続して10%以上を占めるもの1)、(3)最近、韓国で
1) テロップの頻度には、視聴者の年齢も関わってくると予想される。従って、できる限り全視聴者に広く支持を得ているもの
にするが、視聴者層が分かれている場合、主視聴者層が20代から40代のものと、50代以上のものをそれぞれ選んで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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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気のある殆どの芸能番組が、自宅や車、野外で撮影された、いわゆる観察型番組であることか
ら、対照研究のため、視聴率において大同小異である場合はスタジオ以外の撮影を含めているも
の、という要素を考慮した。この条件に従い、日本では ポツンと一軒家 (朝日放送、2020年7月5
日放送分)と 謎とき冒険バラエティー 世界の果てまでイッテQ！ (日本テレビ、2020年7月5日放
送分)を、韓国では 미운 우리 새끼 다시 쓰는 육아일기(憎いわが子、再び書く育児日記、以下、憎
いわが子) (SBS、2020年7月19日放送分2))と 자급자족 어부 라이프 삼시세끼 어촌편5(自給自足
漁師ライフ、三食ご飯 漁村編5、以下、三食ご飯) (tvN、2020年5月 29日放送分)を分析データに選
定した。

2.2 日韓の芸能バラエティ番組におけるテロップの使用目的
分析データに見られるテロップを、使用目的と機能、ソースごとにまとめると＜表1＞の通り
である。
＜表1＞ 使用目的と機能、ソースによるテロップの分類
目的
理解

娯楽

統合(理解+娯楽)

機能
情報の提示
状況または行動の説明や描写
状況または行動の評価や解釈
発話の提示
好奇心誘発
ツッコミ
言葉遊び
コミックな音や表情の提示
動物や物の擬人化
内意
情報の提示
状況または行動の説明や描写
状況または行動の評価や解釈
発話の提示
制作側の声

テロップのソース
発話/非発話
発話/非発話
非発話
発話/非発話
発話/非発話
発話/非発話
発話/非発話
発話/非発話
非発話
非発話
発話/非発話
非発話
発話/非発話
発話/非発話
非発話

2.3 使用目的によるテロップの頻度
テロップの使用頻度は日韓でも番組によって異なっているが、今回分析したデータに限ると、
日本では視聴者の理解を助けるテロップが全体の9割以上を占めるのに対して、韓国では理解型
以外に、娯楽型や、娯楽的要素をたっぷり加味した統合型テロップも多く使われていた。テロッ
プの種類や使い方も韓国の方でより多様化している。発話テロップは、日韓ともに高い頻度で使
用されているが、若干の修正または補正を経て提示する日本に比べて、韓国では娯楽性を創出す
2) 憎いわが子 は、4個の異なるエピソードを約2時間にわたって放送している。本研究では、そのうち、エピソード１と2を分析
の対象に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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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ために編集・脚色されたものも見られる。なお、日本では発話ソース、韓国では非発話ソース
のテロップを高い頻度で使用していた。さらに韓国では、ドラマや映画の台本のように、発話の
前に発話者の心境や意図などを地の文のように全知視点で提示するテロップ、隠語や俗語、新造
語など日本では放送用として適切とされていない用語、動物や物を擬人化し発話テロップのよう
に提示するものなど、娯楽性を極大化するための装置としてテロップを積極的に活用していた。

3. 今後の課題
本研究では、日韓の芸能バラエティ番組におけるテロップを記述、分析し、日本では理解の目
的で、韓国では娯楽性の創出という目的で、それぞれテロップを活用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
た。しかし、テロップの使用に影響する要因については考察ができず、今後の課題に残されてい
る 。 韓国 と 日本 は 、 放送制作環境 や 視聴者 が 好 む 芸能番組 のフォーマットが 異 なっており 、 テ
ロップを巡るこれらのコンテクストがテロップのテクストに影響してい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
い。本研究の成果を踏まえて、今後日韓の芸能バラエティ番組におけるテロップの使用に影響す
る要因を様々な角度から分析及び考察していき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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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점령기 스포츠의 정치성과 신체성
―권투의 부활을 중심으로―

趙正民 (釜慶大)

1. 미 점령기 스포츠의 부활과 정치성
패전 직후의 일본 스포츠계가 급속하게 부활한 까닭은 전시 하에서 억압당했던 유희와 놀이,
오락에 대한 대중의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시설과 장소, 도구 등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스포츠가 제도적으로 빠른 시간에 정착해 간 배경에는 스포츠 부활에 관
한 미 점령군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었음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46년 3월, GHQ의 요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제1차 미국교육사절단은 4월 7일에 발표한 보고
서에서 스포츠가 가진 의미나 역할에 대해 크게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비군사적 경기의 활성화
를 통해 민주주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1) 한편, GHQ 산하의 CIE(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민간정보교육국)는 일본의 체육 및 스포츠의 문제점으로서 경기에 대한 지
나친 편중, 국민적 보급의 미비, 중앙집권적 관료 통제 등을 꼽으며 이를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았고2), 이는 이후에 문부성의 체육 교육 기조인 ‘Athletics for all’3) 즉 ‘모두를 위한 운동 경기’
라는 방침을 낳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말하자면 모든 국민에게 적정한 경쟁과 공정한 과정, 성과
의 최대화를 경험하게 만듦으로써 민주주의의 이상을 체화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이른바 미국식
스포츠 방법론4)은 패전 일본에 그대로 도입된 것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스포츠 종목에 따라 그것이 구현하는 의미와 역할이 달랐다는 점이다.
미 점령군이 군국주의와의 연관을 이유로 유도와 검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전전부터 인기를
구가하던 종목인 야구의 경우에는 민주화를 이식시키기 위한 유효한 도구로 인식되었고5), 야구를
공통언어로 삼아 일미 양국의 관계 개선을 꾀하려는 시도는 예컨대 1949년 10월 미국의 마이너
리크 팀 샌프란시스코 씰즈(San Francisco Seals) 야구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여러 차례 친선 경기
를 가진 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었다.6) 이에 비해 일본의 국기(國技)라 할 수 있는 스모는 패전
1) 宮原誠一・丸木政臣・伊ヶ崎暁生・藤岡貞彦(1974) 「第1次アメリカ教育使節団報告書」,
p.56.
2) 草深直臣(1986) 「体育・スポーツの戦後改革」, 伊藤高弘・上野卓郎・出原泰明編,
店, pp.472 473.

資料日本現代教育史1 , 三省堂,

スポーツの自由と現代 下巻 , 青木書

3) 모두를 위한 경기 운동. 제1차 세계대전 전후에 미국의 대학 경기에서 지나치게 선수만을 위하는 제도에 대한 비판과 학업
에 대한 피해가 지적되었다. 그 중에서 일부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을 위한 경기의 필요성이 제창되어 그 표어로서
‘Athletics for all’을 내걸게 되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51889&cid=42876&categoryId=42876)
4) 鈴木透(2018) スポーツ国家アメリカ 民主主義と巨大ビジネスのはざまで , 中公新書, p.22 23.
5) 占領期雑誌資料大系 大衆文化編Ⅰ第１卷 , 岩波書店, 2008, p.8.
6) 15일에는 요미우리 자이언츠 팀과 친선야구경기를 가졌고 이어서 17일에는 동일본선발팀과도 경기를 펼쳤다. 첫 경기였던
15일 경기에는 맥아더 사령관이 참석해 야구를 매개로 한 일미 친선에 관심을 적극 표했고 그에 화답하듯이 17일 경기에는

- 439 -

일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 부활이 시급했지만,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처한
역사(力士)들의 모습과 그들의 경기를 하나의 볼거리로 즐기는 미군의 태도, 그리고 공습으로 지
붕이 불타고 1945년 12월에 미군이 접수하여 ‘메모리얼 홀’로 이름을 바꾼 료코쿠국기관(両国国
技館)의 모습은 말 그대로 패자 일본과 승자 미국의 역학을 그대로 노정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본 발표에서 주목할 권투, 즉 복싱은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기술에 매몰되어 있는 일본 권투
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을 연마하는 근대적 미국 권투라는 대비를 통해 전후 일본과 미국의
사회적 문화적 선진도를 비교, 강조하고 있었다. 이처럼 각 스포츠 종목에 투영된 전후 일미관계
는 그것이 가지는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재현되고 있었던 셈인데, 이하에서는 권투를 중심으로
전후 일미관계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신체의 과학화
1853년 페리 제독의 내항과 함께 일본에 소개된 권투는 일종의 구경거리로서 오랫동안 많은
인기를 구가해 온 종목이다. 초기의 권투 경기는 대중의 관심과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백인계 러
시아인을 권투 선수로 급히 내세워 유도인과 대결시키는 등 시각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국가 혹은 인종 대결로 경기를 진행하여 이목을
끄는 방식은 오랜 경기 관습 가운데 하나로, 예컨대 1933년 일본과 프랑스 대항전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시합에는 ‘유럽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불란서 3대 선수’와 싸워 승리를 거든
호리구치 쓰네오(堀口恒男) 즉 피스톤 호리구치(ピストン堀口) 선수가 등장하는데, 이를 계기로
그는 일약 국민 영웅으로 부상하기에 이른다.7) 패전 후에도 역시 권투는 서민 운동과 오락의 일환
으로서 널리 향유되었다. 그 배경에는 미 점령군이 유도와 검도를 엄격하게 제한한 탓도 크다.
그런데 패전 후의 권투 담론에서 한 가지 주목을 이끄는 대목은 권투의 ‘과학화’에 대한 지향
성이 신체나 제도에서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글로브라는 장비 외에는 달리 의지할
곳이 맨 몸으로 싸워야 하는 권투는 그러한 특징 때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몸에 기입
해야만 비로소 링 위에 설 수 있고 상대를 이길 수 있다. 말하자면 몸 자체가 경기를 위한 도구
이자 무기가 되는 것이다. 이 몸의 도구화는 승패를 좌우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만큼, 특
정 선수가 어떤 몸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구사하며 어떻게 기량을 펼칠지는 관중에게 대단히 흥
미로운 소재가 된다. 선수의 개성이 생생하게 노출되어 관중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승패와 더불어
대전료(fight money)의 향방을 결정하기에 권투 선수의 신체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패전 후에 등장한 권투 선수의 기술 혹은 몸에 대한 과학
화의 요청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 미국이라는 기표는 자유와 민
주뿐만 아니라 과학과 이성, 합리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고 그것은 패전 일본이 목표로 삼아
야 했던 유일한 가치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당시 황태자였던 아키히토(明仁)와 동생 요시노미야(義宮)도 관전했다. (이효성(2016) 미 점령기 일본의 야구 담론과 그 의
미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pp.21 22.) 이처럼 야구는 전후 일본과 미국의 친선 관계를 대변하는 매체로 적극
활용되었던 것이다.
7) 占領期雑誌資料大系 大衆文化編 Ⅳ 第4卷 , 岩波書店, 2008,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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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전을 기점으로 권투 선수의 신체성이 완전히 상반된 의미를 전시하게 되는 예는 앞에서도 언
급한 피스톤 호리구치와 전후에 데뷔한 시라이 요시오(白井義男)의 대비적인 등장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1914년 생으로 1933년에 프로 데뷔한 이후 5번의 무승부를 포함하여 47연승을 기록한
호리구치는 프랑스의 전 세계 챔피언 Emile Pladner과의 8회전 경기를 무승부로 마감하거나 B.D
구스망을 꺾고 동양 페더급 챔피언에 오르는 등 경이적인 기록을 남기며 권성(拳聖)이라는 칭호
를 받을 정도로 인기와 주목을 모았다. 그의 별칭인 ‘피스톤 호리구치’는 대전 상대를 로프 한쪽
으로 몰아넣고 쉴 새 없는 연타하는 기술을 피스톤에 비유하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는 방어보
다 공격에 비중을 둔 호리구치의 특기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일본에서 관중
을 열광시킨 이 전법은 그러나 미국에서 참담한

평가와 비판을 받는데 그쳤다. 1936년 하와이

원정 당시, 도무지 복싱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평가가 현지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
던 것이다. 방어를 무시한 공격 일변도의 경기 스타일, 풋워크를 경시하고 오로지 손동작에만 의
지한 기술은 권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리구치는 패전 일본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불굴의 정신의 아이콘이기도 했
고,8) 다른 한편으로는 권투(기술)의 과학화, 신체의 과학화가 시급한 개조의 대상이기도 했다. 특
히 후자의 경우에는 남다른 체력을 자랑하는 그의 신체를 영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 방어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에만 집착하는 것, 한 달에 10회 이상 대전하는 것
등, 모두가 ‘비과학’적으로 평가되며 개선을 요청당하고 있었던 것이다.9) 물론 이는 호리구치 개
인에게 부과한 과제라기보다는 일본 권투계에 요청하는 과제였고, 때마침 신성으로 등장한 시라
이 요시오는 그 과제를 대리 수행한 인물로서 평가받게 된다.
1943년 프로 선수로 데뷔한 시라이는 요통 때문에 선수 생활을 마치려 했으나 같은 권투도장
을 다니던 칸 박사(GHQ 직원이자 생물학자)의 도움으로 식사조절, 기술 교정 등을 통하여 재기
에 성공하고, 1952년에는 세계타이틀 매치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패전 일본의 ‘희망의 빛’으로 거
듭난다. 시라이의 등장으로 인해 권투계는 “(비로소) 올바른 권투의 승리”, “젊음의 승리”, “세대
교체를 시작한 일본 권투계의 승리”를 구가하였으며10), 권투의 과거와 현재를 호리구치식 / 시라
이식으로 제시하는 대결 구도를 만들기도 했다. 물론 이는 비과학적인 일본식 권투와 정법을 준
수하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미국식 권투의 대조를 뜻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나아가 일부
에서는 호리구치와 시라이의 대전을 기대하며 일본식 권투와 미국식 권투의 우열을 직접 확인하
고자 하는 욕망마저 분출하고 있었다.11)
호리구치의 뒤를 이어 등장한 신예 시라이의 신체는 일본 권투의 낡음을 지우고 새로운 체질로
거듭났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지만, 그의 신체가 미국의 조력과 조련을 바탕으로 완성된 점을
염두에 둘 때 그것은 여전히 식민성을 전제로 한 완성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8) 1946년 11월 여성잡지 미모(美貌) (近代女性社)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에서 호리구치는 “여성들이 투쟁 정신을 길러줬으면
좋겠다. K.O가 되어도 남성과 여성이 서로 힘을 모아 심판이 카운트 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불도불굴(不倒不屈)의 정
신이 패전 일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체념하지 않고 부흥해야만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위의 책, p.231.)
9) 高比良靖男(1947), 「ピストン堀口よ斯くあれ 科学的拳闘の立場から 」, ボクシングダイヂェスト 創刊号, ボクシングダイ
ヂ社.(위의 책, pp.234 235.)
10) 위의 책, p.239.
11) 위의 책,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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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의 과학화
권투는 단련된 신체가 서로 기술과 기량을 견주는 스포츠로서 어느 한 쪽을 쓰러뜨리기 위한
파괴적인 힘이 끊임없이 작용하는 스포츠이다. 때문에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이 연출되기 마
련이며, 링 안에서 벌어지는 상징적인 죽음과 부활은 특별한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권투는 스포츠의 일환이기도 한 동시에 일종의 볼거리이자 구경거리, 쇼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다. 대중오락이 제한되어 있던 패전 후에 전국을 순회하는 권투 경기가 큰 인기
를 모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권투의 이러한 성격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선수층이 두텁지 않고 경기 수는 많다 보니 일부 선수의 겹치기 출전이나 잦은 출전으
로 인한 부상으로 예고와는 다른 대타 선수가 등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관중의 원성을 사는 일
이 잦았다는 것이다.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경기 내용이나 결과로 인해 스포츠가 가지는 공명정
대한 정신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일도 있었다. 말하자면 권투 경기에는 이
른바 협작경기(八百長), 가짜 선수 출전(替え玉)이라는 의혹이 늘 따라다니곤 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 탓에 권투 경기의 제도나 운영, 심지어는 팬들의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
소리는 권투계 안팎에서 꾸준히 들려오고 있었다. 권투가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
해서는 “우선 젠틀맨이 되어야”한다, 선수는 경기를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
다, “흥행(興行)을 돈만 벌면 된다(もうけ主義)는 식”12)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등과 같은 지적
은 권투 경기 자체에 대한 요구 사항이기도 했지만, 이들 목소리는 궁극적으로 “패전 후의 일탈
상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미개국 일본”이 아니라 “문화국가 일본”13)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던 것이다. 권투의 대중 오락화를 위해서라도 일본권투협회(1946년
설립)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기에 감시위원을 파견하였고,
또 협작경기를 하거나 성의 없는 경기를 펼친 선수들에게는 출장을 금지하는 등 권투계를 ‘정화’
하기 위한 여러 방편들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 같은 권투계의 ‘정화’ 노력은 자주와 민주라는 전

후적 가치의 실현을 현시하는 예로도 동원되고는 했다.

12) 위의 책, p.220.
13) 위의 책,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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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내각의 독도정책
郭眞吾 (東北亞歷史財團)
1)

1. 서론
2012년 12월 26일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에서 관방장관(일본정부대변인)에 임명된 스
가 수상은 7년 8개월간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스가 수상이 관방장관 때 설치된 ‘내각관방 영
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에서는 이후 독도관련 다양한 정책을 구상해 낸다. 이 정책구상의 중심에
는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발신에 관한 유식자간담회, 이하 유식자간담회 라는 위원회가 있는

데 여기에서는 독도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주변국과 갈등관계에 있는 영토문제를 포함해서 바다영
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에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그간 ‘유식자간담회’는
2기가 발족되었으며 1기에서 12회 2기에서 4회 도합 15회의 ‘유식자간담회’가 개최 되었고 두 번
에 걸쳐서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하내용은 각 기별 개최된 ‘유식자간담회’회의에 관한 주
요 내용이다.

2. 본론
아래 표에서 보듯이 제1기의 경우는 두 번의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제2기의 경우에는 한 번의
보고서가 제출되어졌다. 이곳에서는 그간 독도와 관련해서 매년 한 번씩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공개언명,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 제소, 교과서에 왜곡된 주장이 실리거나, 국제사회를 대상으
* 이 글은 정부 또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 이 글에서는 일본문헌에 등장하는 竹島(죽도/다케시마, 일본이 부르는 독도명칭)는 모두 독도(獨島)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
고 ‘일한관계’라는 용어는 모두 ‘한일관계’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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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국 입장을 홍보하는 등의 대응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서 일본은 자국이 영토문제에 대해서
는 한국과 달리 평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독도영유권에 대해 강경책을 구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리려 한다는 점도 부각시켜왔
다. 특히 내각관방이 운영하는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2013년 7월 2일에 발행된
보고서에는 ‘전략적 발신의 강화를 목표로’라는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
권 주장이 극도로 절제된 용어인‘발신’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여기서 향후 스가 수
상의 독도관련 정책을 단언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당시 ‘유식자간담회’에서 펴낸 보고서가 담고
있던 이른바 ‘전략적 발신의 강화를 향한’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는 영토 문제에 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인 ‘유식자간담회’의 회의 결과를 담고 있다. 이는 스가 수상이 내각관방장관 시절에 아베 수
상에게 제출한 보고서이다. 특히 이 보고서 내용에 “독도문제와 관련해, 1950년에 한국이 힘으로
독도를 빼앗고 불법적 점거를 계속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ICJ 회부를
포함한 평화적 방법에 따라 국제법에 의거해 해결을 추구해온 점을 부각시켜 발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일본의 독도정책은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그 근거로는 2013년 7월 2일에 발간된 보고서에 일본은 한국의 독도정책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독도문제는 한일관계에 대국(大局)적 관점에 의의를 두고 장
기적으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입장을 적절히 발신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독도문
제에 관한 여론의 계발(啓發)3)이 극히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행사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독도문제는 한국 국내민족주의의 상징이기에
일본은 향후 상당히 긴 세월에 걸쳐 필요한 항의를 계속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된
다. 한일관계의 대국적인 관점에 유의하면서 장기적으로 독도문제에 관한 발신을 행하기 위해 일
본국내 여론의 적절한 계발이 불가결하다. 독도문제에 대해서 시마네현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
게 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에 전국적으로도 인지도를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국내발신을
강화하고 영토문제에 관한 국민의 총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 있어서 인지도를
헤아리는 데에 여론조사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국민인식현황을 잡고 교육현장과 연계를 도모하고
국내 계발을 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4) 등을 들 수 있다.
<표1> 그동안 개최된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발신에 관한 유식자간담회’ 시기 및 주요내용
기(期)/회(回)
1기/1회
1기/2회
1기/3회
1기/4회
1기/5회

년 월 일
2013년 4월 23일
2013년 5월 13일
2013년 5월 28일
2013년 6월 10일
2013년 6월 25일

보고서제출

2013년 7월 2일

주요내용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대해서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내외발신(내용)에 대해서
죽도문제에 관한 내외발신(내용)에 대해서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발신 자세와 수단에 대해서
보고서 정리에 대해서
전략적 발신강화를 향한 – 영토･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유식자간담회 보고서

2) ‘발신’은 우리말로는 ‘표명’ 정도의 의미다.
3) 일본의 독도정책은 관련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료(史料)보다는 국내외홍보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4) http://www.cas.go.jp/jp/ryodo/

- 444 -

1기/6회
1기/7회
1기/8회
1기/9회
1기/10회
1기/11회
제언제출
1기/12회
2기/1회
2기/2회
2기/3회
2기/4회

2013년
2014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6년
2019년
2019년
2019년
2019년

12월 3일
3월 14일
6월 24일
2월 3일
3월 24일
5월 25일
6월 11일
2월 8일
5월 2일
6월 17일
6월 24일
7월 5일

제언제출

2019년 7월 29일

영토･주권을 둘러싼 최근 정세에 대해서
영토･주권을 둘러싼 최근 정세에 대해서
간담회보고서 정리(fellow up)와 향후과제
간담회보고서 정리(fellow up)
간담회보고서 정리(fellow up)
제언(提言) 결론에 대해서
「영토･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유식자간담회 제언」
간담회제언 정리(fellow up)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대해서(취지 설명 등)
대외 발신에 대해서
국내계발(啓発) 및 영토･주권 전시관에 대해서
자료조사 및 제언작성에 대해서(레이와 원년, 令和元年)
「내외환경변화에 입각한 발신강화실천을 위해」영토･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유식자간담회 제언

둘째,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1950년대에 한국이 힘으로 독도를 탈취하고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기에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ICJ 회부를 포함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법에 준거해서 독도문제
해결을 추구해온 점을 발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 의한 독도영유에 대해 불법성을 강
조하는 반면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 근거
가 독도문제를 ICJ에 부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독도문제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일본이 영유해오던 독
도에 대해서 한국은 1952년에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이승만 라인’5)을 그어 독도를 같은 선의 안
쪽에 그려 넣었다. 게다가 1954년에는 해안경비대를 독도에 파견･주둔시켜서 독도를 힘에 의해
탈취해갔다. 한국에 의해 독도가 탈취되는 과정에서 일본어선이 나포되고 일본어민이 대량으로
구속되고 그리고 일본 해상보안청순시선을 포함한 일본선박에 총격 등의 물리적 힘이 가해졌다.
그리고 1954년 이후 한국의 행동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일본은 정의에 반해 힘에 의한 해결은 결코 바라지 않기에 끈기 있게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방법을 추구하는 즉 한국과는 대조적인 방법을 함으로써 제3국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일본 측은 독도의 영유권을 국제법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ICJ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하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그 거부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왜 일본의 독도ICJ회부 요구를 거부하고 이에 대해
서 설명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의문점을 국제사회에 환기시켜야한다”6)고 얘기하고 있다.
상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독도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가면서 까지
1952년 ‘이승만 라인’을 설정해서 일본어선을 나포하고 선원들을 억류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더
나아가서 1954년부터 독도경비대 상주 후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이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ICJ에 제소하려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를 강조하기 위해 독도관련 내용을 왜곡하고 있
다. 또한 독도와 상관없는 일본어선 나포와 선원억류 그리고 한국의 총격 등을 이용해서 독도관
5) 한국에서는 평화선으로 부른다.
6) http://www.cas.go.jp/jp/ry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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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내용을 자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1에서 보듯이 일본어선이 나포되고 선원들이
억류된 주요 원인은 한국의 경제수역을 침입한 결과에 기인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독도를 일
본영유로 포함시켜야한다는 논리들은 모순이 된다. 이유는 일본어선이 한국의 경제수역을 침범했
기 때문에 한국해상에서 나포 되었고 나포된 지역 또한 독도와는 거리가 먼 주로 한국의 남쪽 또
는 서쪽 바다였기 때문이다. 독도는 북위 37도에 위치해 있지만 일본어선이 조업했던 지역은 북
위 33~35도 사이에 집중되었다. 이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어선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서 일어난 사건사고 이었다.
[그림1] 일본어선 나포 및 선원억류 발생지역7)

한편 스가 내각의 독도정책은 스가 수상이 관방장관시기에 만들어져서 이제는 일본의 영토관련
정책 및 교육에 대해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이
전 정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독도관련 영유권주장논리를 계발하고 발신하는 데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지난 2018년 2월 23일,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발언을 했다.8) 그 경위는 시마네현이 전날 자칭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이라는 행사를 13년 연속 개최한 것과 관련해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였다. 스가는 전날 차관급인 야마시타 유헤이(山下雄平) 내각부 정무관을 시
마네현 행사에 파견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항의한 데 대한 입장을 요구받자 “한국 측의
항의는 일절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을 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그러면서 스가는 “다케시
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측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전달하며 대국적 관점에서 냉
정하고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9) 앞서 스가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다케시마는
7) 이 그림은 일본에서 부르던 이른바 ‘이승만 라인’침범으로 한국에 나포되어 억류된 일본어선 153척에 대한 나포지점이다.
아사히저널(1959년 12월호).
8) 2018년 2월 23일 (KBS 저녁 9시뉴스).
9) 한편 스가는 2012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시마네현의 이른바 ‘죽도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제정하기로 한 공약에 대해서는
“다케시마는 명쾌하게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에는 독도에 대해서 ‘역
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영토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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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나라 영토다”라고 주장했었다.10) 스가 수상의 독도에
대한 이력(履歷)을 고려했을 때 향후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존입장은 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3. 결론
스가 정부 하에서 일본은 어떠한 근거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려 할 것인가? 첫째, 울릉도와 은
기도(隱岐島)를 무시한 한일양국의 특정지역을 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 할 수 있으며, 둘째, 독도
가 일본의 EEZ에 포함된다고 주장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당시 한국은 7
광구의 일부를 일본수역으로 인정11)했는데 일본이 이를 ‘유엔해양법협약’이 근거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10) 2018년 2월 23일 (KBS 저녁 9시뉴스).
11) 동아일보 (2004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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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제국일본’의 ‘남양’ 인식
―사와다 켄(澤田謙)의 남양민족지(南洋民族誌) 를 중심으로―

송완범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발표 요지문】
본고는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이 최근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에 대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서, 담당한 번역 작업1)을 수행하는 중에 얻어진 몇 가지 지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글이다.
현재의 동남아시아2)는 모두 11개국3)인데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다는 점
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종래의 ‘동아시아’ 이해에 확장성을 부
여할 때 필수불가결한 지역이기도 하다. 게다가 최근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
정책’4)의 주무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매우 현재적인
연구 영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5)
게다가 동남아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교차지점에 위치한 까닭으로, 동/서 세계의 징검다리
구실을 하고 있다. 한편 동남아시아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외래문화와 토착문화의 ‘창의
적 융합’이라고 한다. 이는 인도, 중국, 서아시아라는 각각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역에서 발
아된 종교들, 다시 말해 힌두교와 불교, 유교, 이슬람교라는 세계 종교들과의 혼종과 교접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역사를 크게 시대구분하면 전통시대, 근대(19세기~1945년), 현대
(1945년 이후)로 나뉘는데, 전통시대는 다시 1300년까지의 고대, 14~18세기의 고전시대(14~18세
기)로 나뉘며 유럽 중상주의의 영향이 강하게 지배한 서구의 식민지시대였다. 아울러 현재 동남아
1) 澤田謙, 南洋民族誌 , 日本放送出版部, 1942 참조.
2) ‘South Eastern Asia’는 1839년에 미국인 목사 하워드 맬컴(1799 1879년)의 여행기에 최초로 등장하며, 귀에 익숙하게 된 것
은 1941년 12월 초에 일본이 저지른 ‘태평양전쟁’으로 인해 고전을 치르던 연합국이 1943년에 당시의 실론(현 스리랑카)에
‘동남아시아사령부’를 두고 전황을 방송하던 때부터이다. 전후 동남아시아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1955년 영국의 홀 교수
(1891 1979년)의 동남아시아사 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의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10개국이 단위지역
(regional unit)으로 각인되기에 이르렀다. 소병국, 동남아시아사; 창의적인 수용과 융합의 2천년사 , ㈜도서출판 책과함께,
2020, 9 20페이지 참조.
3) 현 동남아제국은 모두 11개국이다. 내륙부의 5개국, 미얀마/타이/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및 도서부의 6개국, 말레이시아/싱가
포르/인도네시아/브루나이/필리핀/동티모르 등이다. 이중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동티모를 제외한 것이 바로 동남
아국가연합(ASEAN)으로 불리는 10개국이다.
4)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9일(현지시간) 열린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 천명한 정책. 사람
(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
식엔진연구소) 참조.

5) 소병국, 동남아시아사; 창의적인 수용과 융합의 2천년사 , ㈜도서출판 책과함께, 2020, 9 768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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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연합의 인구는 7억이나 되는데, 그 중 인도네시아가 3억, 필리핀 1억6천, 베트남이 약1억에
이르는 인구대국이자 대규모 상품 시장들이 즐비하다.
그런데 메이지시대 이래 근대일본은 현재의 동남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가? 특
히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및 쇼와(昭和)의 전쟁의 시기에 물자보급기지로서의 ‘남양’에 기울
인 관심과 연구는 전후 일본의 동남아에 대한 경제적 진출의 밑천이 되어 있어 일본에 있어서도
현재적 의미가 적지 않다.6) 그 중에서도 1940년대의 ‘제국일본’은 ‘태평양전쟁(당시 일본은 ‘대동
아전쟁’이라고 부른다)’을 수행 하는 중에 지금의 동남아시아지역과 태평양의 서쪽 섬들에 대해
‘남양’ 혹은 ‘대남양’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양’에 대해 일반인들의 독법에 맞추어 평이하게 서술한 작가가 있다. 이는 사와다 켄
(澤田謙, 1894 1969년)으로 일본의 평론가이자 전기 작가이다. 그는 東京帝国大学 졸업 후 東京
市政調査会, 太平洋協会 등에 근무했고 전후에는 어린이 대상의 위인전 집필에 열중이었다. ‘남
양’과 관련한 저술은 1937년부터 1943년까지 집중하는데 그중에서도 1940년대 초가 가장 활발하
다.7) 당시 일본의 국책과 관련하는 관심 사항을 일반 대중들에게 계몽적인 시각에서 쉬운 문체로
평이하게 전달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특히 본고의 분석 대상인

남양민족지 는

라디오신서라는 일반대중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근래, ‘태평양전쟁’ 당시의 라디오방송이 담당한 전쟁 책임과 역할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있는
데,8) 라디오신서도 라디오방송이라는 형식을 빌리고 있기에 당시의 전쟁 방침과 무관할 수는 없
을 것이다. 라디오는 그 전의 ‘문자’가 갖고 있었던 지식 전달 체계를 ‘소리의 문화’로 치환하여
전달하는 영향력을 발휘한 도구이다.
당시 가장 첨단의 매스컴인 라디오를 통해서 사와다는 ‘남양’을 ‘제국일본’의 병참기지로 보는
국가 정책에 대해 보통의 일본 국민들에게 간결하고 평이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점에서 사와다의
책은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메이지(明治) 이래 급속도로 성장한 ‘제국 일본’의 국책, 즉
반복되는 대외위기론과 팽창의 사이클을 설명하는 날선 도구이기도 하다. 나아가 사와다의 책 말
미에 있는 해군이 주도하여 설립한 국책연구기관 ‘태평양협회’와의 깊은 관련성도 “1940년대 ‘제
국일본’의 ‘남양’ 인식”을 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문 제2장에서는 메이지 시대를 전후한 시기, 대외팽창론의 근거가 된
여러 주장에 대해 언급한다. 제3장에서는 전장이 추상적인 대외론에 입각한 것이었다면, 본장에서
는 구체적인 근대일본의 ‘남양진출’의 역사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南洋民族誌

에 나타나는 일본의 통치의식에 보이는 ‘제국인식’에 대해 서술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기로 한다.

6) 上野隆生, 「近代日本外交史における「北進」と「南進」」, 和光大学現代人間学部紀要 第1号, 2008; 丹野勲, 「明治・大正・昭
和初期の日本企業の南洋進出の歴史と国際経営」, 国際経営フォーラム 27号, 2016, 51 91페이지 참조.
7) 未開境蠻地探檢記 大日本雄辯會講談社, 1937; 太平洋資源論 高山書院, 1939; 大南洋 豊文書院, 1940; 泰国の人と
土コンタイ・ムアンタイ 愛国新聞社出版部, 1941; 山田長政と南進先駆者 潮文閣, 1942; 我等が太平洋 金星堂,
1942; 南洋民族誌 日本放送出版部, 1942; 海外発展と青年 潮文閣, 1943; 宝庫ミンダナオ 六興商会出版部, 1943
등 참조.
8) 坂本 慎一, ラジオの戦争責任 , PHP新書,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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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대동아공영권 구상과 남양민족의 아시아성
─이토 겐(井東憲) 저 남양의 민족과 문화 의 질병・기형으로서의 혼혈─

김효순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일본은 1940년 동남아시아에 대한 대외팽창을 국책으로 결정하고 태평양전쟁기의 이 지역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고 군정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간행된 이 시기의 동남아시아 관
련 학술서도 남양의 자연, 지역, 토지, 자원, 인종, 연혁, 인구, 무역, 경제, 사회, 정치 등 전반적
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일본 지배하의 남양지역에 대해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경우가 많
다. 구체적으로는 남양군도에 설치된 남양청(南洋庁)의 조사자료, 교육자료, 개척사, 이른바 ‘대동
아공영권’과 동남아시아 신질서의 문제, 이러한 질서 하의 이 지역의 사회와 문화적 문제, 이들
지역의 언어 문제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이토 겐(井東憲)은 대일본제국의 대륙 정책과 남양문제는 밀접한 관계
에 있음을 인식하고

남양의 민족과 문화 東亜文化叢書 ; 第2(大東出版社, 1941)를 저술함으로

써 당시 일본의 남양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는 남양을 넑고 깊게 인식한다는 것은 대륙 정책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동아공영의 문

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남양을 인식하는 방법으로서는 경제적, 정치적, 군
사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본적 인식 방법으로서 민속학적
연구방법으로 민족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민족 연구 분야에서는 백인 학자들
이 연구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것은 ‘파란 눈에 야망의 안경을 쓰고 본 것’이니 만큼, 그와 구별
되는 시각에서 일본인들과 남양민족은 아시아성을 통해 ‘민족적 유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당시 국제정세 하에서는 동아공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운명에 있는 일본이 남양민족의
올바른 모습을 아는 것이 요즘만큼 절실한 시대는 아마 없을 것이라 하며, 동아공영권의 남방의
중심인 남양민족의 아시아성의 검토야말로 목하 급무라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자면, 우선 남양의 제 민족문제의 유래를 밝히고, 남양의 범위와 일본과 남
양의 교통, 지나와 남양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제국과 남양민족의 관계를 밝히고
관련 연구서를 소개한 후, 남양민족의 고유신앙을 소개하며 그 안에서 동양적 정신을 추출하고
있다. 다음으로 구미열강의 남양 침략사와 민족운동을 검토한 후 왜 그들이 일본의 진출을 두려
워하는지 정리한다. 또한 민족의 유전과 혼혈의 문제, 남양 민족의 풍속과 언어, 그리고 남양화교
의 문제와 지나남양 민족의 대일 감정을 검토한다. 이와 같이 남양 민족의 특수성과 서구와 중국
의 남양 진출, 그들의 대일본관을 개관한 후, 그 안에서 아시아적 유대감을 도출하여, 아시아민족
으로서의 각성을 촉구하고 아시아의 맹주로서 일본의 사명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저자는 대일본제국의 국책인 동아공영권의 확립을 중심으로 남양의 근본문제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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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을 인식하는데 목적을 두고, 남양민족의 전체상을 그리며 자신의 독자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
다. 본 발표에서는 그와 같은 저자의 남양민족 의식이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제6장을
중심으로, 대동아공영권 확립에 필요한 남양민족의 아시아성을 백인들로부터 보호 유지하기 위해
유전학 개념을 빌어 질병으로서의 혼혈로 설명하는 과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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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과 일본어문법교육
― 남방 제지역용 일본어문법교본 학습지도서(南方諸地域用日本文法教本
学習指導書) 를 중심으로―
채성식 (고려대)*
1)

1. 번역의 배경
南方諸地域用日本文法教本学習指導書 는 1945년 3월 일본의 문부성에서 간행한 남방 전 지
역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문법 지침서이다.
남방(南方)은 사전적으로는 일본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버마,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오세아니아 방면에 해당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남방의 대부분은 일본의 식민지 혹은 점령지였으며,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일군정은 「국어(国語)
로서의 일본어」, 「동아어(東亜語)로서의 일본어」라는 명목 아래 식민지 및 점령지의 교육정책으
로서 일본어의 강제적 보급 및 교육1)에 역점을 두었다.
언어사(言語史)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본어는 어순과 문장구조 등의 문법적 특징은 북방
어(北方語)의, 어휘(한자를 제외) 등은 남방어(南方語)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남방의 언
어는 한자문화권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언어유형론(言語類型論)적인 측면에서 일본어와는 크게
구별되는바 실제 일본어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교수법과 교재가 사용되었는가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이다. 특히 상기한 강제적 일본어교육과 보급이 작금과 같은 원어민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
션이 아닌 철저한 동화(同化)에 기반한 ‘일본인화(皇民化)’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기에 현재의 교
수법, 교재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으리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당시의 남방지역에 대한 일본어교육 및 정책을 주관한 문부성 간행의 일본어문법지침서인
본서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본서의 구성은 현재 일본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문법서의 체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위에서 지적한 일본어와의 언어유형론적인 차
이를 배려한 구성 역시 발견할 수 있다. 일례로 ①일본어문장의 개관, ②명사, ③수사(数詞), ④
대명사, ⑤동사, ⑥형용사, ⑦형용동사(제2종형용사), ⑧부사, ⑨접속사, ⑩감동사(感動詞), ⑪조동
사의 순으로 이어지는 구성은 지금의 교재와 별반 다름없으나, 조사(助詞)에 대한 기술이 지침서
의 가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점은 파격적이기까지 하다. 이는 일본어와 상이한 언어체계를 갖는
남방 지역 언어 구사자에 대한 배려이자 보다 철저한 일본어교육을 위한 치밀하고도 전략적인 구
성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각각의 문법항목에 관한 실례로 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예문은
* csshhs@korea.ac.kr
1) 「日本語の強制教育の歴史は日本政府のアイヌ民族に対する言語政策に始まり、植民地の「国語としての日本語」から、占領地
の「東亜語としての日本語」教育へと引き継がれていった。」(松永典子(1997:72),
日本語教育研究 、九州大学大学院比較社
会文化研究科日本語教育研究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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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시대상과 일상 어휘를 반영하고 있어 언어 외적 측면에 대한 교육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
었는가를 파악하는데도 일정부분 일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번역작업을 통해 당시의 일본어문법
교육과 언어교육의 제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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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가와 란포(江戸川乱歩)의 국책소설과 남양 표상
유재진 (고려대)

1. 들어가며
일본 탐정소설의 아버지라 불리고 중일전쟁 이후에도 일본 탐정소설계를 대표했던 에도가와 란
포의 수많은 탐정소설은 전쟁 시에 검열 때문에 부분 삭제, 복자(伏字)의 형태로 출판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 1939년 3월 경시청 검열과는 사지가 절단된 상이병의 비참한 말로와 엽기적인 성
도착증을 소재로 한 란포의 「애벌레(芋虫)」(1929)를 단편집에서 전문 삭제하도록 하였다. 좌파계
열 이외의 소설의 이러한 게재금지는 매우 드문 경우1)이고 탐정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한 전시 체
제의 강화가 명백해진 사건이다. 란포의 작품 중 발매금지가 된 것은 「애벌레」 한 작품이었으나
일본이 패전하기까지 란포는 더는 탐정소설을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작품 발표의 기회가 줄어든 란포는 본의 아닌 휴필기간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기간에 란포는
소위 국책소설을 발표하게 된다. 「애벌레」 발매금지 명을 받은 이듬해 란포는 1940년 3월부터
1941년 3월까지 소년구락부(少年倶楽部) 에 소년모험소설인 「신 보물섬(新宝島)」을 연재하게 된
다. 40년 이후 란포가 발표가 작품들은 당국의 검열을 의식한 국책적인 소설이거나 아니면 시국
과 전혀 무관한 소년물(少年物)들이 대부분이었고 본 발표에서 살펴볼 「신 보물섬」 또한 그 예외
는 아니다. 이 소설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3명이 펼치는 모험소설이라 이 시기에 란포가 쓴
방첩 소설에 비하면 전쟁 색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년들의
모험소설을 란포의 국책소설로 분류2)시키는 이유는 주인공 소년들이 모험하는 곳이 ‘남양의 어느
섬’이기 때문이다. 즉, 어린 소년･소녀들이 읽을 모험소설이 배경이 남양으로 설정되는 순간 ‘국
책’소설로 변모하게 될 수밖에 없는 1936년 이후의 ‘남진론’을 국책을 설정한 시대적 배경을 무
시하고 읽을 수 없기 때문이고 「신 보물섬」이 연재되었던 1940년에는 무력남진론이 국책3)으로
채택되었던 시기와도 겹친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신 보물섬」의 시대적 문맥을 확인하기 위해서 ①작품이 발표되었던 시기
의 일본에서의 남진론 및 남양에 관한 관심과 ②작품이 게재된

소년구락부 의 남진론에 관한

관심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 보물섬」에 묘사된 남양 표상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1940년
대 이전에 발표된 남양을 배경으로 한 모험소설에서의 남양 표상과 「신 보물섬」과의 차이점을 살
펴보고자 한다..

1) 山前譲, 「解説：どんな時でも謎解きの楽しさを忘れずに」 江戸川乱歩全集 第14巻 新宝島 (光文社, 2004) 571쪽.
2) 위의 책, 576쪽.
3) 矢野暢, 「南進」の系譜 (中央公論, 1997) 146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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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보물섬」은 도교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남학생 셋이 나가사키(長崎)로 여행을 갔다
해적선에 납치된 후 남양의 어느 외딴 섬으로 도망가게 된다. 그 섬에서 이들은 여러 역경과 곤
란을 이겨내고 마침내 그 섬의 황금 광산을 찾아내 그곳 원주민들을 지도하고 통치하게 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 소설 결말에서 소년들은 행복한 나날을 보
내지만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던 일본으로의 귀국은 현실적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다만, 일본 귀
환은 환자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신 보물섬」은 대니
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 (1719)에 대해서 작중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로
빈슨이 28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결말과 달리 「신 보물섬」의 주인공 소년들의 귀환
이 실현되지 않게 결말을 마무리 짓고 있는 점에서 기존의 국책소설이라는 정평에서 벗어나 남진
론에 대한 란포의 비평의식을 읽어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작품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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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지마 아쓰시(中島敦)의 남양 소설 속 원주민 표상
엄인경 (고려대)

1. 서론
최근 일본의 ACG(애니메이션, 만화, 게임)문화에서 근대 일본의 문호들이 캐릭터화하여 젊은
층에게서 큰 인기몰이 중이다. 세계문학과 일본문학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의욕이 앞서 문제점
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문호물 붐이 일본 젊은이들을 근대문학 읽기로 불러들이고 문호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확대시킨 점 등1)은 괄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 현상을 견인하는 대표작 중 하나가
문호 스트레이독스(文豪ストレイドッグス) 인데, 유명 문학가가 자신의 대표작과 관련된 특별한
이능력을 무기 삼아 탐정단 혹은 마피아로서 개성을 발휘하는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아쿠타가와 류
노스케(芥川竜之介)도 아니고 다자이 오사무(太宰治)도 아닌 나카지마 아쓰시(中島敦)이다. 이는
나카지마 아쓰시의 문학 작품이 최근 들어 일본에서 많이 읽히고 음미되며 재평가되고 있다는 의
미와 통한다.
나카지마 아쓰시는 십대 시절의 몇 년 간 식민지 ‘조선’에서 살며 경성중학교를 다녔고, ‘조선’
과 ‘조선인’을 그린 「호랑이 사냥(虎狩)」「순사가 있는 풍경(巡査のいる風景)」과 같은 작품을 쓴
근대 작가로 한국에 알려져 있다. 또한 고 신영복 선생은

역사속에서 걸어나온 사람들 (명진숙

역, 다섯수레, 1993)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나카지마 아쓰시의 소설집(「산월기(山月記)」「명인전
(名人伝)」「제자(弟子)」「이릉(李陵)」을 수록) 추천사에서 “인간은 역사 속에서 걸어나오고 역사 속
으로 걸어들어간다”고 말하면서 서른세 살 요절한 작가의 인간 이해와 역사 인식에 대한 난숙하
고 깊은 시각에 대한 경탄2)을 표한 바 있다. 그리고 그의 한학적 지식과 중국 고전 속 인물의 탁
월한 재해석 등의 요소는 중국에서도 일찍부터 고평가되어 왔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 근대문학에서 독특한 계보에 놓여 있으면서 동아시아에서 평가가 높고, 짧
은 생애로 작가로서의 재능과 잠재력을 더 선보이지 못해 아쉬움을 품게 하는 나카지마 아쓰시
문학 중 특별한 한 축을 이루는 남양 소설군(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가 식민지와
식민지에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토인, 토민, 도민 등으로 표현되는 원주민)을 그려낸 방식과 식민
지가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바라본 제국 출신 작가의 시선을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최근 문호물 붐에 관한 현상, 대표적 ACG문호물, 특성 및 문제점 등은 졸고 「現代日本のACG文豪物に関する考察」 ( 日本
言語文化 第53輯, 韓國日本言語文化學會, 2020.12. pp.229 249) 참조.
2) 담론 에서도 신영복 선생은 나카지마 아쓰시의 중국 고전에서 취재한 작품들을 다루고 있고, 이를 통한 한국 내 나카지마
수용(독서) 현상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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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나카지마 아쓰시와 두 식민지
여기에서는 나카지마 아쓰시(1909 1942)의 간략한 연보를 추적해 봄으로써 그의 짧은 생애를
살펴보고, 그가 몸소 생활한 두 식민지 ‘조선’과 ‘남양’의 팔라우가 그의 작품세계와 어떻게 관련
되는지 선행연구3)의 성과를 통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1909년 도쿄 요쓰야에서 출생. 조부는 문학생 많은 한학자, 아버지 한문과 교원
조선 재주(1920 1926) 경성중학교, 유아사 가쓰에(湯浅克衛)와 동급생
*관련작
「순사가 있는 풍경—1923년의 스케치 하나(巡査の居る風景――1923年の一つのスケッチ―
―)」(1929) : 조선인 순사 조교영의 시선으로 경성의 1923년 사건들을 묘사
「D시 7월 서경 1(D市七月叙景 一)」(1930) : 만주 다롄(大連)이 무대
「풀장 옆에서(プウルの傍で)」(1932?, 유고)：예전 통학하던 경성의 중학교 풀장에서 과거의 회
상을 사소설적으로 쓴 청춘기록
「호랑이 사냥(虎狩)」(1934) : 도쿄에서 조대환과의 우연한 재회를 계기로 과거 학생시절과 호
랑이 사냥을 따라갔던 나의 기억 회상
1930년 도쿄제국대학 국문과 입학
1932년 하시모토 다카(橋本タカ)와 결혼, 입적은 이듬해
1933 1940년 요코하마 고등여학교 교유(敎諭)로 단신 부임(국어, 영어, 역사, 지리)
남양 체류(1941.7 1942.3)
나카지마는 1941년 팔라우의 공학교(소학교에 해당)에서 사용하는 일본어교과서, 즉 남양군도
국어독본(南洋群島国語読本) 을 개정 및 편집하는 남양청 관리로 부임했다. 지병인 천식의 요양
겸 자가로서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도 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팔라우 근무는 그
리 길지 않았으며 1942년 3월, 도쿄 출장 허가를 받아 현지 민속연구자이자 화가, 조각가였던 히
지카타 히사카쓰(土方久功)와 같이 귀국한다. 심한 천식과 기관지염이 같이 발병하여 나카지마
아쓰시는 남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타계한다.
*대표작 : 「산월기」 「이릉」 「명인전」 「제자」 「문자화(文字禍)」 등

2.2 나카지마 아쓰시 남양 소설의 개요
나카지마 아쓰시가 체류한 팔라우는 ‘외지’ 중 남양군도에 속하고, 남양군도는 오늘날 미크로네
시아를 의미하는데 2100개가 넘는 섬을 포함하여 하와이에서 필리핀까지 광범위하게 흩어진 산호
섬들이 많다. 팔라우는 16세기에 스페인에 예속되었다가 19세기 중반 독일 자본이 들어가면서 결
국 1899년 스페인이 독일에 협정을 체결하고 팔아넘기는 형태가 된다. 이 지역을 넘보며 상업 행
3) 小谷汪之, 中島敦の朝鮮と南洋――二つの植民地体験 岩波書店,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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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하던 일본은 1914년 10월 무력으로 팔라우를 공격하였고, 1919년 국제연맹은 일본의 지배를
공식 인정하였고 일본은 팔라우에 대한 위임통치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1922년 팔라우의 중심
지 코로르에 남양정부, 즉 남양청(南洋廳)이 성립되기에 이르고 일본인 이민이 급증하게 되는 것
이다. 1935년까지 팔라우에는 5만여 일본인들이 섬에 흩어져 살았으며(오키나와(沖縄)에서 온 사
람이 많았다고 한다) 1942년에는 9만 6천 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1944년 팔라우는 다시 미국의
점령지가 되었고, 스페인, 독일, 일본, 미국의 지배를 거쳐 199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독립국가로
태어난다.4)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은 태평양 전쟁으로 일컬어지며 말 그대로 남양 군도를 포함한 태평
양 등지에서 전선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이 지역으로까지 태평양 전쟁이 격화되고 나카지마가 남
양의 팔라우로 다녀오고 결국 병사에 이르고 마는 1941년부터 1942년까지의 기간 동안, 빛과 바
람과 꿈(光と風と夢) (1942.7),

남도담(南島譚) (1942.11) 같은 남양 소설을 발표하였고 소설가로

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나카지마 아쓰시가 1942년 발표한 남양 소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빛과 바람과 꿈(1942.7): 「투시탈라의 죽음(ツシタラの死)」라는 제목으로 5월에

문학계 에

게재되었으며 소설집으로 나올 때 제목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빛과 바람과 꿈 으
로 개제(改題)하였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유명 작가 로버트 R. 스티븐슨이 요양을 위해 간
사모아에서 말년을 보내게 된 이야기를 스티븐슨의 1인칭 일기 기록과 전지적 작가시점의
서술을 교차하는 기법으로 쓴 소설이다. <아쿠타가와 상> 후보에 오르고 가와바타 야스나리
(川端康成)도 이 작품을 크게 호평하지만, 당해연도 수상작은 없었다.
②남도담(1942.9): 「남도담」의 하위에 세 단편, 「환초――미크로네시아 순도기 초(環礁――ミク
ロネシア巡島記抄)」의 하위에 여섯 단편이 묶여 발표되었다.
「행복(幸福)」: 가혹하고 비참한 현실 생활의 하인이 밤의 꿈을 통해 그 주인과 입장을 역전
하게 되고 낮의 현실마저 바꾸게 되는 이야기.
「부부(夫婦)」: 줏대 없는 남편 코시상과 드세고 거친 아내 에비르가 겪게 되는 우여곡절과
각자 따로 찾게 된 인생의 후반생.
「닭(雞)」: ‘나’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섬사람 마르쿠프 영감이 죽기 전에 부탁했다면서 그가
보냈다는 닭은 들고 나를 찾아 온 세 사람.
「쓸쓸한 섬(寂しい島)」: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태어나는 아이가 없어 미래의 존속을 점칠 수
없는 작은 섬에서의 감상.
「협죽도 집 여자(夾竹桃の家の女)」: 뎅기열 후유증과 지독한 더위로 걷기조차 힘겨운 내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잠시 쉬러 들어간 협죽도 꽃이 핀 집에서 만난 묘한 여자.
「나폴레옹(ナポレオン)」: 원주민 소년 나폴레옹을 체포하여 다른 섬으로 보내야 하는 임무의
경찰과 동승한 배에서 듣고 보게 된 이 소년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

4) 주강헌, 제국의 바다 식민의 바다 , 웅진지식하우스, 2005. pp.312 326. 그러나 2044년까지 미국이 팔라우 영토의 3분의 1
을 갖는다고 한다. 또한 아라카와 슌지(荒川俊兒) 「9. 미크로네시아와 일본:끝나지 않는 전후―시행되지 않는 전시 배상」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센터 편, 서각수 신동규 옮김 세계이 전쟁 책임과 전후 보상 , 동북아역사재단, 2009. pp.544 554)
에 따르면 일본과의 전시 배상도 미완의 상태인 문제적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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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真昼)」: 고요한 섬의 물가에서 남방으로 와 있는 자의식에 대해 내 안의 두 녀석이 미
개와 문명에 관하여 대화한다.
「마리안(マリアン)」: 히지카타 히사카쓰를 모델로 한 토속학자 H씨를 통해 알게 된, 일본을
경험한 적이 있는 특별한 미크로네시아 여인 마리안과의 소박한 추억.
「풍물초(風物抄)」: 쿠사이 섬, 얄루트 섬, 포나페 섬, 트럭 섬, 로타 섬, 사이판의 여섯 곳에
서 있었던 경험과 섬 사람들의 당시 풍습, 일본 문화가 혼종된 현상 등에 관한 단상들.

2.3 원주민 표상의 특징
위에서 본 나카지마 아쓰시의 남양 소설 중단편 10편에서 원주민은 ‘토인(土人, 50회)’, ‘토민
(土民, 11회)’, ‘도민(島民, 91회)’5)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차별
적 어휘로써 ‘토인’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인지 당시의 일반적 용어를 따른 것인지 확언하기 위해
서는 더 면밀한 고찰이 요구되지만, 미개와 원시의 이미지가 불식되지 않은 사용임은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단편 소설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원주민들은 일률적으로 미개하거나 원시적이라고 할
수 없다. 「행복」의 비참하게 학대받던 하인은 꿈의 세계를 낮의 현실로 전도해 버려 최종적으로
는 추장에게 선망(羨望)을 받는 현실 ‘반역’의 힘을 갖는다. 「닭」에서의 원주민 노인은 돈의 획득
을 목적으로 한 소소한 사기행각과 절도의 혐의가 씐 채 죽지만, 감사의 표현이라는 사후의 유언
이 놀랍게 지켜지는 신의를 ‘나’에게 경험하게 해 준다. 또한 「나폴레옹」에서는 위인에게서 딴 이
름과 걸맞지 않게 너무 심한 비행과 악행으로 섬에서 더 먼 섬으로 유배를 가야 하는 원주민 소
년 나폴레옹을 이야기하는데, 살던 섬의 언어마저 잊게 된 그 소년이 또 다시 말조차 낯선 섬으
로 유형에 처해졌을 때 내가 탄 배에 손을 흔드는 마지막 행위에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고 싶다는
소년의 바람을 상상한다.
물론 육체적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원시성이 「부부」의 아내나 「협죽도 집 여자」에게서 드러
나기도 한다. 그러나 「부부」는 ‘아내가 저렇게나 음란하고 창부가 이렇게나 정숙하다는 사실은
비굴한 길라 코시상에게도 마침내 아내의 포악스러움에 대한 반역을 결심하게 했다’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아내의 육체적 본능은 남편의 반역을 초래하여 부부 관계는 파국을 맞고 새 사람과
새 삶을 전개한다. 「협죽도 집 여자」도 빤한 눈길의 유혹을 피해버린 ‘나’와 다시 길에서 마주쳤
을 때는 ‘나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듯한, 전혀 모르는 체하는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쳐 버렸다.
또한 「마리안」의 경우는 ‘내지’ 일본 문화의 세례를 받은 경험과 일본인과의 혼혈이라는 측면
이 강조되어 순수 원주민의 범주에서 벗어난 듯 보이지만, 동료 원주민들과 일사불란하게 일체화
되어 일하는 모습과 섬에 남은 자로서의 그녀 이미지가 소설 마지막에 남는다.
이처럼 나카지마 아쓰시의 남양 소설에서 원주민들(적어도 주인공들)은 환초 섬과 밀림에 동화
되어 생활상은 미개나 원시에 가까운 환경에 둘러싸여 있지만, 신의나 의리, 인간으로서의 자긍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그렇지 못한 현실에 반역할 수 있는 의지 등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표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하겠다.
5) 이 중 ‘토인’은 빛과 바람과 꿈 에서 49회로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남도담 에서는 ‘도민’이 74회 사용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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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외지’ 일본어 문학에서 남양 문학이 차지하는 범주나 규모, 위치, 그리고 중요성은 상당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리적 접근성이나 자료의 잔존 여부가 불분명함 등 여러 이유로, 남양의
일본어 문학은 한반도나 중국 동북지역, 타이완에 이르는 ‘외지’ 일본어 문학에 비해 아직 충분히
발굴되거나 검토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6) 그런데 커다란 문학적 잠재성과 특별한 ‘외지’ 체험을
지녔음에도 요절해 버린 나카지마 아쓰시의 남양 체험과 관련 소설(향후 그의 일기나 에세이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을 읽다 보면, ‘남양’의 문학적 토양과 배경에는 문명과 미개, 제국과 식민
사이의 다양한 입장에 처한 인물들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남양 문학이란, 허구의 틀을 사용할지
언정 한 인물 한 인물마다 환태평양의 식민지배와 전쟁의 근대사 속에서 얕지 않은 서사를 내포
하고 있는 무언가일 터이다. 동아시아와 밀접한 20세기의 수많은 서사가 지탱하고 있고 21세기에
도 미지와 가능성의 세계로서 기능하는 ‘남양 문학(문화)’을 탐구할 필요성은 다대하다.

6) 土屋忍 南洋文学の生成――訪れることと想うこと 新典社,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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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위임통치령 ‘남양군도’ 인식
―야마다 키이치 남양대관 을 중심으로―

김보현 ･ 이가현 (고려대)

1．작가소개
山田 毅一(やまだ きいち、1887－1953):
衆議院議員(立憲民政党)、ジャーナリスト
・富山県東礪波郡福野町(現在の南砺市)出身。
・早稲田大学、東京外国語学校に学んだ後、 東京日日新聞
・ やまと新聞 、 國民新聞 の記者を務めた。その間、樺
太・沿海州・南洋諸島・欧米諸国などを歴訪。
・復興通信社を創業し、社長に就任。
・1928年、第16回衆議院議員総選挙に出馬し、当選。
・第17回衆議院議員総選挙でも再選。
・南進社、南方産業調査会を主宰し、南方政策を研究。
・著書
南洋行脚誌 ( 弘道館 、 1910 年 ) 、 北門行脚誌 ( 警眼社 、 1911 年 ) 、 能登半島 ( 上田書店 、
1913 年 ) 、 南進策 と 小笠原群島 ( 放天義塾 、 1916 年 ) 、 軍政 と 国民教育 ( 放天義塾 、 1917
年)、 戦時及戦後の米国 (放天義塾、1918年)、 戦後の欧米漫遊記 (放天義塾、1919年)、 南
洋大観 (平凡社、1934年)、 大南洋の全貌 (弘道館、1942年)、 近海の宝庫 都南七島 (国民
時論社、1948年)、 観光瀬戸内海 (山田毅一君遺稿発刊有志会、1955年)。
＊南進社発刊の目録
南進 、 南進叢書 (南方産業調査会編)、 南進社南方諸邦の門戸を開放せよ (東亜聯盟協会、南
方産業調査会編、1938年)、 国民に訴ふ : 新体制の理念と方向 (中山末三、1940年)、 海南島 (南
方産業調査会編、1941年)、 仏領印度支那 (南方産業調査会編、1941年)、 ニューギニア (南方産
業調査会編、1941年)、 タイ国 (南方産業調査会編、1941年)、 ビルマ (南方産業調査会編、1941
年 ) 、 オセアニア 南太平洋諸島 ( 南方産業調査会編 、 1942 年 ) 、 濠洲 ( 南方産業調査会編 、 1942
年)、 共栄通貨と物資交流 (粟山博、1942年)、 比律寶 (南方産業調査会編、1942年)、 馬來及昭南
島 (南方産業調査会編、1942年)、 インド (南方産業調査会編、1942年)、 セレベス及属島 (南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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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調査会編、1942年)、 ジャワ及属島 (南方産業調査会編、1942年)、 ボルネオ (南方産業調査会
編、1943年)、 スマトラ (南方産業調査会編、1944年)、 ハワイ諸島 (南方産業調査会編、1944年)
＊人物
─永井柳太郎(ながい りゅうたろう 、1881－1944)：
日本の政党政治家。憲政会・立憲民政党所属。1940年、大政翼賛会(たいせいよくさんかい：1940
年10月12日から1945年6月13日まで存在した日本の政治結社。公事結社として扱われる。「大政」
は、天下国家の政治、天皇のなさる政治の美称、「翼賛」は、力を添えて(天子を)たすけること。)
で常任総務・東亜局長を務めた。1943年、大日本育英会創立とともに会長に就任。
─中川健蔵(なかがわ けんぞう、1875－1944)：
日本の官僚、政治家。台湾総督、貴族院議員。1932年5月

1936年9月

台湾総督を務める。1935

年10 11月、台湾博覧会総裁。
─林壽夫(はやし としお、1887－1953)：
実業家、官僚、南洋庁長官、第4代埼玉県川越市長。1933年8月に南洋庁長官に任ぜられ、1936年
9月までその職にあった。退官後南洋汽船株式会社・南洋電気株式会社各社長、南興水産株式
会社監査役、大日本忠霊顕彰会常務理事などを務めた。

2. 남양대관 의 구성 및 발간 배경(의의)
남양대관 의 구성은 크게 서(序), 저자 소언(小言), 총설, 본론(각 지역별 개괄), 결론, 부
록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총설에 앞서 본서에서는 이국적인 정취가 느껴지는 다양한
남양 지역의 사진들을 싣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 부분은 헌정회･ 입헌민정당 소속 정
치인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와 1932년부터 1936년까지 대만 총독을 지낸 나카가와 켄조
(中川健蔵), 1933년부터 1939년까지 남양청(南洋庁) 장관이었던 하야시 토시오(林壽夫)와 같
이 당시 명망이 높았던 고위급 인물들이 기고하였다. 이들은 모두 저자와 친분이 있는 인물
들로 공통적으로 남양 지역의 중요성과 본서의 의의를 언급하면서 발간을 축하하고 있다. 특
히 이 서 부분에서는 본서의 의의를 알 수 있는데 즉, 기존의 남양 지역에 대한 지엽적인 성
격의 서적에서 탈피하여 남양의 다양한 지역을 두루 다루어 그 전모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점은 야마다 키이치 자신도 저자 소언(小言)에서 1910년

남양행각지 , 1916년

남진책과 오가사와라군도 , 1919년 전후의 구미만유기 에 이어 남양발전에 관해 가장 종합
대관의 일서를 이룬 것이라 밝히고 있다.
본론에 앞서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론은 남양의 각 지역별 개괄에 앞서 현재 그리
고 장래 남양의 경제적 가치, 국방상 남양의 지위, 일본과 남양의 경제적･군사적 관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론은 위임통치 군도, 필리핀 군도, 네덜란드령 동인도, 인도네시아 자
와섬, 수마트라섬, 보루네오섬, 술라웨시섬, 뉴기니아섬, 영국령 남양, 영국령 말레이, 남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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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영웅아, 샴 왕국, 프랑스령 인도 지나, 남지(南支)일대와 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남양발전의 영웅아를 제외하고는 남양 일대를 1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지리, 면적. 인구, 기
후, 주민, 풍속, 언어, 주요 도시, 산업, 교통, 무역, 국방 등 최근의 정세와 일본인의 활동 등
을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남양 발전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평화적,
경제적 발전에 중점이 놓여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부록에서는 다양한 통계 자료에 기반하여
남양 재류 일본인의 규모, 남양 항로 운임 정보 등을 싣고 있다. 특히 ‘남양 여행자의 마음가
짐’이라는 부분은 남양 지역을 여행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저자의 경험과 함께 제공하고 있는
특색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번역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본서는 남양대관 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과거 남양이라 불리었던 지역을 13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개괄하고 있는 서적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남양이라는 지역의 범위를 지정학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2) 본서는 다수의 남양 관련 서적 중에서 남양의 여러 섬들을 문화, 경제, 정치, 사회의 어
느 한 방면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개괄한 최초의 총합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소한
남양 지역의 도시, 산물들을 사진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있어 동시대 발간된 남방의 역사,
정책, 문학, 여행기 등과 관련한 서적들을 번역할 때 본서가 하나의 중요한 참고문헌으로 활
용될 수 있다.
3) 본서의 번역을 통해 과거 일본의 동남아시아 인식과 이해는 물론 더 나아가 상호소통
및 영향관계, 일본의 대(對) 남양 정책의 역사와 의도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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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일보(京城日報) 동남아시아 관련기사의 자료 분석(1936 45)과
재조일본인의 시선
정병호 (고려대)

1. 들어가며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일본은 서양과 맺었던 불평등조약의 개정을 지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식민지주의적 무의식’1) 속에서 적극적으로 서양의 식민지주의를 내면화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오
키나와(沖縄)나 홋카이도(北海道)의 에조(蝦夷)에 대한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한반도와 중국 등
대륙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식민지주의적 의식을 노골화하며 이른바 북진론(北進論)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였다. 한편, 이와 더불어 일본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지역을 포함한 지역에 대해
‘남양(南洋)’이라는 지정학적 상상을 통해 이들 지역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만들어갔으며, 구체적
으로는 ‘남진론(南進論)’2)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는 동안 일본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도
서지역에 관한 다양한 담론은 물론, 이 지역과 관련된 모험기, 남양경영론, 조사자료, 수필, 종족,
지리, 경제, 문학작품 등 다양한 도서를 간행하고 수많은 관련 자료를 남겼다.
한편,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한반도에서도 일본의 남양군도에 대한 위임통치의 자
극, 일본 내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담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남아시아 및 남양군도에 관한 다
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한반도의 조선인 사회와 재조일본인 사회에서는
한글매체와 일본어매체 모두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무역,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이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글들이 쏟아지고 식민지 조선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연계 방식에 대해서도 일정한
담론 체계를 만들어간다. 2000년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이러한 ‘남양’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담
론과 동향을 둘러싼 연구가 개시되어 여러 분야의 연구가 축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이루어진 이러한 분석과 연구들은 주로 조선인 지식인이 남긴 한글로 쓰여진 서적이나 신
문, 잡지들3), 교과서나 일본어 잡지에 한정되어 있었을 뿐, 당시 정보를 대량으로 발신하고 있었
던 일본어신문 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발표는 당시 조선총독부의 공적 기관지이자 일제강점기 최대의 일본어신문미디어인
경성일보(京城日報) 를 대상으로 하여 이곳에 실린 동남아시아 관련 기사를 조사하여 동남아시
아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동남아시아를 중심
1) 小森陽一, ポストコロニアル (岩波書店, 2001.4), pp.11 25 참조.
2) 矢野暢, 「南進」の系譜 : 日本の南洋史観 (千倉書房, 2009), pp.39 60.
3) 정혜경의 다음 논문도 국문신문인 주로 매일신보 와 동아일보 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1920 30년대 식민지 조선과 ‘남
양군도’」(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46집, 2006.3), pp.199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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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남양 인식의 외연을 확장함은 물론, 최근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지역에 대한
기초자료의 축적과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의 역사적 연관방식에 간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2. 경성일보 의 동남아시아 기사의 분포
본장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조약으로 독일령 남양제도를 위임통치하면서 설치된
남양청(南洋庁)이 중시되어, 남양청 조직이 과(課) 체제로 간략하게 운영되다 부(部) 체제로 복귀
되었던 1936년부터 남양정책이 일본의 공식적 국책이 되고 이 지역을 침략하였던 시기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1945년까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 시기

경성일보 에서는 당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지역을 포괄하였던 용어인 ‘남양(南

洋)’이나 ‘남방(南方)’이라는 표제어로 동남아시아 관련 기사가 빈출하고 있다. 나아가 이 당시 동
남아시아를 구획하는 ‘프랑스령 인도지나’, ‘네덜란드령 동인도’, ‘영국령 인도’, ‘영국령 말레이’,
‘영국령 보르네오’, ‘네덜란드령 보르네오’, ‘영국령 버마’, ‘필리핀’ 등의 용어로도 다양한 기사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오늘날 대략 인도네시아 지역과 중첩하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를 의미하는 ‘蘭印’이 들어간 이 시기

경성일보 의 표제어는 165개이며 ‘蘭領’ 또는 ‘蘭領東印

度’는 12개에 해당한다. ‘蘭印’ 관련 기사는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940년 5월
네덜란드가 독일에 함락되어 이곳까지 그 영향을 끼쳐 정세가 급박해지는 1940년에 들어가 기사
수가 급증하며, 1942년 2월 일본이 이 지역을 침략하는 시기에도 상당수의 기사가 빈출하고 있
다. 한편, 오늘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지나반도 동쪽 지역을 포괄하며 1887년부터
1954년까지 프랑스 지배하에 있었던 ‘프랑스령 인도지나’를 의미하는 ‘佛印’이 들어간 표제어는
‘蘭印’보다 훨씬 많은 359개에 달하고 있다. ‘佛印’ 관련 표제어는 1939년부터 늘기 시작하여
1940년 6월 프랑스가 독일에 함락되고 일본군이 이곳에 주둔하기 시작하며 정세가 혼란해지는
1940년부터 급증하게 된다.
한편, 1941년 태평양전쟁과 동시에 침략을 감행하였던 영국령 말레이와 보르네오, 싱가포르에
대한 기사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기사가 급증하고 있다. 즉 1941년부터 ‘英領マレー’나 ‘マレー
(マレイ)’, ‘馬來’, 관련 표제어가 143개로 해당 기사가 급증하고 있었으며, ‘ボルネオ’ 또는 ‘英
領ボルネオ’, ‘蘭領ボルネオ’는 42개, 싱가포르를 나타내는 ‘シンガポール’, ‘招南島’가 표제어
에 포함된 기사는 86개가 등장하였다.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필리핀은 ‘フイリツピン’, ‘フィ
リピン’, ‘比律賓’, ‘比島’ 등이 표제어에 포함되어 있는 기사가 279개이다. 영국령이있던 미얀마
지역은 역시 일본군이 군사작전을 개시한 1941년 전후부터 기사가 급증하여 ‘ビルマ’가 표제어에
들어가 있는 기사가 195개이다. 실제는 각 지역의 주요도시나 섬 이름으로 표제어에 포함되어 있
는 경우도 매우 많으며, 표제어에 들어 있지는 않지만 이들 남양지역을 대상으로 게재된 기사수
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서 당시 경성일보 의 동남아시아 지역의 기사는 엄청난 수였다고 할 수
있다.
경성일보 에서 동남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기사는 1930년대에도 제국일본의 관심에 따라서 다
양한 형태로 등장하였지만,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동남아시아 식민지 지배의 종주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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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프랑스가 1940년에 독일에 의해 함락하고 영국도 유럽 내의 전쟁에 치중하고, 일본이
이 지역에 군사를 주둔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 관련 기사는 급증하게 된다. 특히 1941년 태평양
전쟁 개시와 더불어 일본군이 이 지역을 침략하면서 전쟁기사를 포함하여 동남아시아 각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기사가 게재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위에서 살펴 본 동남아시아의 제 지역에 태평양 도서지역을 포함하여 포괄적
인 용어로서 ‘남양’이라는 용어가 메이지시대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쇼와시대에는 ‘남방’이라는 용
어도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경성일보 에서 표제어 중에 개별 지역이 아니라 ‘남양(南洋)’이 들어

있는 기사는 모두 74개, ‘남방(南方)’이 들어 있는 기사는 모두 326개에 이른다. 이들 기사의 내
용은 다양한 방향에 걸쳐 있는데 이들 내용을 크게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크게, ① 남양을 둘러싼
일본의 국가 정책, ② 남양의 여행 및 체험기, ③ 남방 관련 외교 및 군사적 충돌과 침략, 동남아
시아 지역 군정, ④ 남양 관련 행정기관, ⑤ 이 지역 경제 진출과 개발 및 자원 문제, ⑥ 남양지
역과 식민지 조선의 관계, ⑦ 남양에 관한 관심과 남양 지역문화, ⑧ 이 지역 식민지 종주국이었
던 구미열강 비판, 그 외 ⑨ 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분류는 각 항목의 내용이 다른 항
목과 중첩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것이 임의적 분류이기는 하지만 이 당시 ‘남양’ 및 ‘남방’
을 둘러싼 경성일보 의 내용을 유형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경성일보 기사 속의 동남아시아 인식
그런데 동남아시아 지역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가해진 서양제국의 동남
아시아 지배의 억압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음은 제국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의 기치아래 이 지역
의 침략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의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사에서는
“교활한 침략방법에 교묘히 이용되어 온 말레이 토착민과 중국 화교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루라
도 빠르게 동아공영권이 확립되어 그들의 해방되는 날이 빨리 올 것을 바’(1941.12.3)란다는 내용
을 통해 해방자 일본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남양’이라는 공간이나 인종에 대해 그 원시적 이미지나 야만적 속성 또는 토인(土人)이
라는 이미지는 일본이 이 지역을 그리는 대표적인 표상방식의 하나였다.4) 그런데 이 당시 경성
일보 에서는 이러한 이미지가 완전히 부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덜란드령 보르네오를 점령하고
그곳의 원주민을 보며 “그곳은 결코 수수께끼도 엽기도 신비의 나라도 아니다.”5)라는 글에서 보
듯이, 남양은 수수께끼로 가득찬 야만적인 ‘엽기’가 행해지는 나라가 아님을 강조하며 이들 지역
의 문화생활과 남양민족의 일상성을 적극적으로 재현하고자 하였다.
∙종류가 많은 남방민족 중에서 가장 문화적인 종족으로서 자바인을 들 수 있다. 보로부두르의 불교유적
은 오늘날 남아있는 유일의 예술문화이다. (중략) 그 자바에서 오늘날 고전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중부
4) 예를 들면, 이 지역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끼친 미디어였던 만화 모험 단키치(冒険ダン吉) 에 대해
“원시적이고 야만 또한 미개한 무대와 ‘남양의 토인’묘사”되어 있다는 이미지가 이에 해당한다.(千住一「ミクロネシアお よ
び南 洋群島表象の歴史的変遷」, 日本島嶼学会 島嶼研究 第3号, 2002.10, p.53)
5) 「新生ボルネオの姿 「君が代」歌ふ原住民 皇軍の勞力酬いらる」(1942.10.19.), 조간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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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외에는 없을 것이다.(중략) 이 사라사에는 자바의 고전이 서구의 영향을 받은 일 없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전아한 취미가 있다.(중략) 그리고 귀중한 의복으로서 부모로부터 딸로 대대로 전해진다.6)
∙(전략) 자바에서는 충분히 인도네시아인의 행복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네덜란드인이 유대인화
하고 있어도 조상의 문화가 도처에 나타나고 있어서 어느 도회든 멋지다. 도회뿐 아니라 어떤 시골, 산
간벽지에 가더라도 교통도 편리하고 더구나 그 청결함은 놀랄만 하며 이를 더럽히지 않고 계속 물려주
는 것만이라도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7)

이 세 인용문은 인도네시아 자바와 발리에 사는 원주민과 그 문화에 대해 언급하는 문장들인데
전체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첫 번째
와 두 번째 기사에서 자바인들은 남양지역 중 “가장 문화적인 종족”으로 지명하고 ‘청결’하며 수
준 높은 ‘예술문화’의 소유자이며 이 지역의 고유한 “조상의 문화”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옴을 강
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당시

경성일보 에서 볼 수 있는 남양지역과 남양민족 인식은 크게 동요하는 동남

아시아의 정세를 앞에 두고 현지의 유럽 식민지 지배자의 폭압적인 통치를 부각하면서 이 지역이
해방되어야 하는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양의 종족지 표상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었던 남양 원주민의 원시성이나 야만성에 관한 이미지 묘사보다는 서양의 지배에
대비되는 이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긍정하고 이러한 문화를 후대에 계승시켜가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이 지역과 일본인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방향과 맞물리면서 이러한 동남아
시아 지역 인식의 틀은 결국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본의 국책이 도달해야 할 당위성의 장치로
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4. ‘남양’과 식민지 조선의 연계방식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경성일보 에서 ‘남양’이나 ‘남방’이 표제어에 들어가 있는 기사 중에

서 ‘남양지역과 식민지 조선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사는 89개로 ‘이 지역 경제 진출과 개발 및
자원 문제’를 다룬 기사 97개 다음으로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로서 경성일보 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며, 그 만큼 당시 식민지조선의 재조
일본인들이 이 지역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조선과의 관련방식을 모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남양지역과 식민지 조선의 관계’ 관련 기사 중에서도 가장 빈도수가 높은 기사는 두
지역 사이 경제적 연계방식을 탐색하는 글들이다. 이는 한편으로

경성일보 에서 ‘이 지역 경제

진출과 개발 및 자원 문제’를 다룬 기사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남양’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진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는 고스란
히 식민지조선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의 입장에
서 ‘남양’ 지역에 대한 경제적 관심은 동남아시아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본격적인 침략을 수행하
기 이전부터 상당히 고양되고 있었다.
6) 「南方画信 1 爪哇人」(1943.5.7.), 석간 2면.
7) 「南方ひと巡り(2) 清潔なジヤワ」(1943.2.19.), 석간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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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는, 또는 한반도에서 다양한 산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재조일본인들이
보이는 이러한 관심은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를 침략하고 이 지역에 군정을 실시하게
되면서 한층 증대하였다.
∙세계 신질서건설을 지향하며 정의 황군이 일으킨 대동아전쟁은 유사 이래 일찍이 보지 못한 대전과를
올리면서 착착 전과를 확대하고 있는 중인데, 전태평양을 석권하고 있는 황군의 정예(精銳)에 지지말자
라고 벌써 남양개발건설의 논의가 기지 반도로부터 일어나고 있다.8)
∙동아경제간담회 조선위원회 및 조선무역협회 합동주최의 무역간담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조선호텔에
서 개최.....대동아전 발발에 수반한 동아의 신정세에 대응해야 할 반도무역의 신체제 학립에 대해 다양
하게 간담한 결과, 금후는 태국, 프랑스령 인도지나, 그 외 남방공영권과의 무역촉진에 전력을 경주해
야 한다는 취지를 합의하고 정오 산회하였다.9)

이 기사들은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의 개시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각 지역을 침략한 일본의
승전보를 대대적으로 선전함은 물론, 식민지 조선 내 경제나 산업, 무역 관련자들이 얼마나 ‘남양
개발’과 ‘무역 촉진’, ‘자원개발’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이를 위해 얼마나 발 빠른 태세
를 갖추고자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기사는 구체적으로 경성에 있는 ‘조선 친화(親
和)목재회사’가 이전부터 남양 목재에 관해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군의 영국령 보르네오 상
륙의 소식과 더불어 “보르네오에 밀생하는 남양목재의 개발을 논의”하고 있음을 보도하는 글이다.
두 번째 기사는 총독부 관료와 민간 무역 및 기업 관계자 참석하여 식민지 조선과 남양과의 무역
촉진을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글이다.
그러면 당시 한반도의 재조일본인들이 동남아시아와 경제적 관계에 다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
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조선의 일본어시나 미디어의 기사 등에서 위계화･서열화
된〈조선〉과 〈남양〉의 인종학적 위치관계는 대동아공영권 내에서 조선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
또는 식민지주의적 경제관계와 매우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10)고 할 수 있다.

경성일보 에

서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1930년대 중반부터 농작물을 필두로 한 조선 상품의 동남아시아 진
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태평양전쟁 및 동남아시아 침략을 계기로 하여 구체적으로
조선과 동남아시아의 위계적인 경제적 관계를 구상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
과 동남아시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사 중에서 이러한 경제적 관계와 관련된 기사가 거의 대부분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당시 식민지조선에서도 남양지역에 대한 관심을 매우 비상하였으며, 다방면에
걸쳐 그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성일보 의 남양 관련기사 중에서 이 신문 미

디어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식민지 조선과 남양 지역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의 대부분은 조선이 남양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들여와
조선의 우세한 공업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가공하여 이 지역에 다시 수출하거나 하는 방식의 산업
진출, 또는 무역 확장을 나타내는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식민지조선의 남양열기란
8) 「半島に卷き起る快擧 早くも南方開發へ」(1941.12.24.), 조간 3면.
9) 「半島對南方の交易促進に全力 けふ貿易懇談會」(1941.12.25.), 석간 4면.
10) 鄭炳浩, 「1940年代韓国作家の日本語詩と日本語雑誌の<南洋>言説研究」,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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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조선과 남양지역의 위계적인 경제 관계, 또는 식민지주의적 경제관계에 입각해 있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5. 결론
그런데, 1936년에서 1945년에 이르기까지 경성일보 에 게재된 ‘남양’관련 기사는 실로 방대한
자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남양 관련 연구에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
았던

경성일보 의 ‘남양’ 기사의 전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 구체적 내용까지 알려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자료의 면에서 동남아시아 각 지역이나 도시를 망라하여 방대한 양의
해당 기사가 경성일보 에 산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기사는 1930년대에도 다양한 형태
로 등장하였지만,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하고, 1940년 이 지역에 일본의 군사 주둔, 1941
년 태평양전쟁 개시와 일본군이 이 지역을 침략하면서 해당 기사는 폭증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제 지역과 태평양 도서지역을 지칭하였던 ‘남양’과 ‘남방’이 표제어에 포함
된 400개의 기사를 검토한 결과, 가장 많이 빈출하는 기사는 ‘남방 지역 경제 진출과 개발 및 자
원 문제’를 다룬 글이고, 다음으로는 ‘남양지역과 식민지 조선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사가 두 번
째로 많았으며, 그 다음이 ‘이 지역의 군사적 충돌과 일본의 침략’과 연계된 기사였다. 이외에도
‘남양을 둘러싼 일본의 국가 정책’, ‘남양의 여행 및 체험기’, ‘남양 관련 행정기관’, ‘남양에 관한
관심과 남양 지역문화’, ‘구미열강 비판’ 등 다기의 걸친 기사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 당시 경성일보 에서 나타나 있는 남양지역과 남양민족 인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크게 동요하는 동남아시아의 정세를 앞에 두고 현지의 유럽 식민지 지배자들을 착취자로서의 이
미지를 부각하면서 이 지역이 일본에 의해 해방되어야 하는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오랫동안 일본에서 남양이라는 공간이나 민족 표상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었던 원시성이나
야만성, 그리고 토인의 이미지 보다는 서양의 지배에 동화되지 않은 이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
를 긍정하고 이러한 문화를 후대에 계승시켜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이 지역의 남양민
족과 일본인이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동일성을 강조하는 방향과 맞물리면서, 결국 동남아
시아 지역에 대한 인식의 틀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본의 국책이 도달해야 할 당위성으로서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성일보 의 남양지역 관련 기사 중에서 이 매체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식
민지 조선과 남양의 연계방식’을 둘러싼 글이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는 식민지 조선과 남양 간의
항로개설에 관한 글, 남양지역으로 조선인 이주, 조선출신의 조선인이나 일본인 전사자의 추모,
식민지 조선의 남양 열기 등 다기에 걸쳐 있지만,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사는 남양지역에
대한 조선의 경제적 진출과 연계된 글이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 대부분이 조선이 남양지역의 풍
부한 천연자원을 공급받아 조선의 뛰어난 경・중공업지대에서 이를 가공하여 상품을 생산해 이
지역에 수출하고, 산업이 진출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조선과 남양지역의 위
계적인 관계, 또는 식민지주의적 경제 관계에 입각해 있었으며, 제국일본의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
이 위치해야 한다는 사고에 기초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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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보 투고논문 모집
제127집(2021년 5월말발행) 투고논문제출일 : 2021년 3월 31일까지
제128집(2021년 8월말발행) 투고논문제출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1. 투고자격
 한국일본학회 학술대회 및 산하학회 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를 마친 회원
 최근 3년간의 연회비를 납부하면 1년에 1회의 무발표 투고 가능

2. 논문내용
 일본 관련 연구논문(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역사･사상･정치경제･문화 등)으로 국내외 다른 학

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 내용

3. 논문작성요령
 한국일본학회 홈페이지(www.kaja.or.kr)에 게시된 논문토고요령 및 논문작성예시 참고
 한글 97 이상 사용 원칙이나 해외투고자에 한해 MS Word 2007 이상 사용 가능

4. 논문 투고처
 학회 온라인(on line)논문투고시스템(system) http://submission.kaja.or.kr/ 에 로그인(회

원가입)하여 투고

5. 온라인(on line)논문투고시스템(system) 관련 문의처
 한국일본학회 사무국장 정미령
 이메일 : kaja_jimu@naver.com
 전화 : 010 7644 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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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學報 投稿論文募集
第127輯(2021年 5月末發行) 投稿 締め切り : 2021年 3月 31日まで
第128輯(2021년 8月末發行) 投稿 締め切り : 2021年 6月 30日まで
1. 投稿資格 :


韓國日本学会主催の学術大会および傘下学会主催の学術大会にて口頭発表を済ませた会
員



最近3年間の年會費を納めると1年に1回の無発表投稿可能

2. 論文內容 :


日本関連研究論文(日本語学, 日本文学, 日本歷史･思想･政治経済･文化等)で国内外の学
術市に掲載していない独創的な内容

3. 論文作成要領 :


韓國日本学会のホームページ(www.kaja.or.kr)に掲示されている論文投稿要領および論文
作成例示を参考



原則的に韓国のワードプログラム「한글97」以上を使用し作成するが、海外の投稿者に限
り、 「MS Word 2007」以上使用可能

4. 論文投稿先 :


学会のオンライン(on line)論文投稿システム(system) http://submission.kaja.or.kr/ にログ
イン(入会)して投稿

5. オンライン(on line)論文投稿システム(system)の問い合わせ先


韓國日本學會 事務局長 정미령(チョン･ミリョン)



電子メール : kaja_jimu@naver.com



電話 : 010 7644 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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