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日本硏究總聯合會
第9回 國際學術大會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본연구의 전망
(ポストコロナ時代の日本研究の展望)
■ 大韓日語日文學會
■ 日本語文學會
■ 韓國日本文化學會
■ 韓國日本語文學會

第65回 國際學術大會
第60回 國際學術大會
第59回 國際學術大會
第55回 國際學術大會

日時 : 2021年 4月 17日(土) 10:00-18:00
◨ 場所 : 온라인(On-Line)
◨ 主催 : 韓國日本硏究總聯合會
(大韓日語日文學會・日本語文學會・韓國日本文化學會・韓國日本語文學會)
◨ 主管 : 大韓日語日文學會・釜山大學校日語日文学科・
釜山大學校 国立大学育成事業
◨ 後援 : 日本國際交流基金・釜山大學校
◨

韓 國 日 本 硏 究 總 聯 合 會

韓國日本硏究總聯合會 第9回 國際學術大會
[ 모시는 글 ]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많은 회원님께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
표해 주시고, 사회 및 토론 등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연합회
학술대회는 주관 학회인 대한일어일문학회가 부산대학교에서 여러 회원님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이라 온라인
(ZOOM)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가 결성되어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지도 올해로 9회째
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4개 학회가 공동의 발표장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연구자의 교류와 연구 성과의 공유가 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일본연구의 중심학회인 4개 학회가 연구 분야 공유와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그 성
과를 국내외에 발신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회원 학회가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서, 현재 전 세계의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포스트 코로나 후의 연구 환경에 대한 변화를 공유하고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본연구의 전망”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온라
인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79팀 90명의 연구자가 발표를 하며, 초청강연으로
일본대학의 田中ゆかり교수님(방언학 전공)과 서경식 작가님 (동경경제대학 명예교
수, 프랑스문학 전공)을 모시고 포스트코로나 후의 일본연구에 대한 강연을 준비했
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관계는 매우 경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
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중의 갈등, 북핵문제, 코로나 등 동북아의 대전환기를 맞이하
여 한일관계가 하루빨리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는 우리 일본 연구자의 역할
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개별연구의 발표 성과로 각 관련 학계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은 물론 한일 양국의 발전에도 일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일본국제교
류기금의 加藤剛 서울문화센터장님, 부산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국립대학육성사업
팀 그리고 부산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4월 17일
주관학회 대한일어일문학회장 조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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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日本硏究總聯合會
第9回 國際學術大會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본연구의 전망
[ ポストコロナ時代の日本研究の展望 ]
日時 : 2021年 4月 17日(土) 10:00-18:00
◨ 場所 : 온라인 (On-Line)
◨ 主催 : 韓國日本硏究總聯合會
(大韓日語日文學會・日本語文學會・韓國日本文化學會・韓國日本語文學會)
◨ 主管 : 大韓日語日文學會・釜山大學校日語日文学科・
釜山大學校国立大学育成事業
◨ 後援 : 日本國際交流基金・釜山大學校
◨

§ 세부일정 §
◨

2021年 4月 17日(土) 초청강연 및 분과 별 학술발표회
오전 10:00 - 12:00 분과별 학술발표
오후 12:00 - 13:00 점심시간
13:00 - 13:15 개회식
13:15 - 15:15 초청강연
15:20 - 18:00 분과별 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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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및 각 분과별 발표장 URL

※ZOOM による 発表場 への 参加 は 、各発表場 の URL をクリックすると 参加 できます 。訪問者名 は
「所属 、氏名」順 に記入 してください。
∙第1發表場 [日本語學 分科1] https://pusan.zoom.us/j/2365068270
∙第2發表場 [日本語學 分科2] https://pusan.zoom.us/j/3576698394
∙第3發表場
[日本語教育・語學分科]
∙第4發表場
[日本語教育 分科]

https://pusan.zoom.us/j/4732246742
https://pusan.zoom.us/j/2926894140

∙第5發表場 [日本文學 分科1] https://pusan.zoom.us/j/2234620997
10:00
분과별 ∙第6發表場 [日本文學 分科2] https://pusan.zoom.us/j/2627298083
~
학술발표
12:00
∙第7發表場 [日本文學 分科3] https://pusan.zoom.us/j/4905806848
∙第8發表場 [日本文學 分科4] https://pusan.zoom.us/j/5102411585
∙第9發表場 [日本學 分科1]

https://pusan.zoom.us/j/4454961283

∙第10發表場 [日本學 分科2] https://pusan.zoom.us/j/4242371669
∙第11發表場 [日本學 分科3] https://pusan.zoom.us/j/3941814830
∙第12發表場
[부산대 토대사업단]
12:00~
13:00

https://pusan.zoom.us/j/9894912083

점심시간

13:00~ 개회식 ∙第1發表場
15:15
초청강연 ∙第1發表場

https://pusan.zoom.us/j/2365068270

∙第1發表場 [日本語學 分科1] https://pusan.zoom.us/j/2365068270
∙第2發表場 [日本語學 分科2] https://pusan.zoom.us/j/3576698394
∙第3發表場
[日本語教育・語學分科]

https://pusan.zoom.us/j/4732246742

15:20
분과별 ∙第5發表場 [日本文學 分科1] https://pusan.zoom.us/j/2234620997
~
학술발표
17:20
∙第6發表場 [日本文學 分科2] https://pusan.zoom.us/j/2627298083
∙第9發表場 [日本學 分科1]

https://pusan.zoom.us/j/4454961283

∙第10發表場 [日本學 分科2] https://pusan.zoom.us/j/4242371669
∙第11發表場 [日本學 分科3] https://pusan.zoom.us/j/394181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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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참가 회원님께 확인 당부】

1. 당일 온라인 학술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운영본부에 급히
연락을 취하고자 할 때는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총무이사 : 이효선(010-8752-1160)
정보이사 : 한정선(010-3034-8687)
사무국장 : 이윤아(010-8559-1150)

2. 당일 온라인 학술대회 때 사용하는 ZOOM 계정은 오전 9시부터 오픈해
두겠습니다. 미리 접속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발표시간 : 연구발표 시간은 20분이며, 질의응답 및 토론, 발표자 교대시
간 등 10분, 총 30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4. <사회자>께서는 시작 20～30분 전에 입장하셔서 발표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발표자 및 토론자>께서는 시작 20～30분 전에 입장하셔서 발표가 원
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발표자료를 [화면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일반 참가자>께서도 시작 10분전까지 입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본 학회의 발표, 강연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녹화・녹음・화면 캡처 등
을 금지하오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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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会式 및 招請講演
4월 17일(토)
順序

時 間

式

順

備

제 1 발표장

1 13:00-13:10

考

사회 : 이 효 선 (총무이사)

개회사

조강희
(대한일어일문학회 회장)

환영사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

축사

加藤剛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

학회장
2 13:10-13:15 연합소개

조강희(대한일어일문학회 회장)

3 13:15-14:15 초청강연1

田中ゆかり教授（日本大学)

4

テーマ ：ウィズコロナでも 持続可能 な 「方言研究」

徐京植作家（東京經濟大学名誉教授)
日本民主主義の「死亡宣告」
14:15-15:15 초청강연2 テーマ：新型コロナ禍はとなるのか
-いま想起 すべき「戦後文化世代」 の知的遺産-

- VII -

학술대회 프로그램
日本語學 分科1 [第1発表場]
座長 : 이자호(경북대)

(p.13~ p.30)

司会 : 최진희(동국대)

順序

時 間

1 10:00-10:30

発表者

이충규
(서원대)

小池弥生
2 10:30-11:00 (영진전문대)

主

題

討論者

「때려죽이다」類は 複合動詞か
-日本語 との対照 も含めて-

최서영
(숭실대)

「 かわいい」の意味 について

김봉정
(대구대)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에서 관찰되는
이현진
존경어 사용에 대하여
오태균
3 11:00-11:30 (東京都立大)
-「 お（ご）～なさる」와「 お（ご）～にな (北海道大)
る 」를 중심으로對應規則을 통한 中国人 日本語
이경철
유상용
4 11:30-12:00 양우
學習者의
日本漢字音
指導法
(동국대)
(울산과학대)
-x를 중심으로중식 12:00-13:00
개회식 및 초청강연 13:00-15:15
座長 : 김양선(영남대)

(p.31~ p.46)

司会 : 이명영(경남대)

順序

時 間

発表者

主

題

討論者

1 15:20-15:50

田宇
(전남대)

메이지기 번역어 '廣告'의
성립과 한국 수용

최연주
(동국대)

2 15:50-16:20

노윤선
(고려대)

1990-1999년 일본 일간지의
혐한 담론 표상 방식

윤상한
(부산경상대)

3 16:20-16:50

손미정
(경북대)

언어경관에나타난언어・문화적코드
-후쿠오카(福岡)시와유후(由布)시를
중심으로-

이현정
(경북대)

4 16:50-17:20

大谷鉄平
(北陸大)

流行語「自己責任」 に暗示 される
イデオロギー性 について

곽은심
(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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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學 分科2 [第2発表場]
座長 : 김선희(창원대)

(p.47~ p.60)

司会 : 주인원(단국대)

順序

時 間

2 10:30-11:00
3 11:00-11:30
4 11:30-12:00

発表者

主

題

討論者

도현미
(고려대)

방국화
한국과 일본의 TV뉴스에서 나타나는
제3자에 대한 호칭표현
(경북대)
일본어 보이스구문의 자기지각적
천호재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김영아
(계명대)
-중간구문, 비능격자동사구문,
(원광대)
비대격자동사구문을 중심으로이윤정
포털 및 SNS 일본어 데이터의
이현정
감성분석을 통해 본
(한국능력개발
(경북대)
한국 사회의 일본어 수용양상
교육원)
중식 12:00-13:00
개회식 및 초청강연 13:00-15:15
座長 : 장원재(계명대)

(p.61~ p.76)

司会 : 김봉정(대구대)

順序

時 間

1 15:20-15:50

発表者

김혜연
(성결대)

이순형(경북대)
2 15:50-16:20 甲賀真広
(東京医科歯科大)
3 16:20-16:50

송숙정
(중원대)

4 16:50-17:20

제갈현
(계명대)

主

題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일 식문화
대조분석
-‘라면’과 ‘ラーメン’을 중심으로-

討論者

박효경

(한양사이버대)

이승민
JFL環境 で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を促す
「言語景観調査」 の有効性
(경북대)
일제강점기 제1차 간이학교 국어독본의
황운
어휘고찰
-제3기 『보통학교 국어독본』과의 (대전대)
비교를 중심으로否定条件形式「 ナクテハ(ナクチャ)」 の
신의식
非条件的用法
-「ナケレバ(ナキャ)」 との比較を中心に-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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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教育・語學 分科3 [第3発表場]
座長 : 박종승(강릉원주대)

(p.77~ p.94)

司会 : 김선영(구미대)

順序

時 間

発表者

主

題

討論者

1 10:00-10:30

조은영
(부산외대)

한일 ‘비즈니스매너’ 교재분석
-전화매너를 중심으로-

정영미
(안양외고)

2 10:30-11:00

임헌찬
(인제대)

ヤリモライ 表現の 統語構造 の
特徴と 教え方
－韓国語 との対照研究 の立場 から－

김광성
(중앙대)

韓国 の「沈黙 の文化」 に関する一考察 정현아
3 11:00-11:30
-日本語母語話者 が「無視」 と感 じた (명지대)
事例 を通 して이승민(경북대)
学習者 の発想を活 かした
장희주
杉本加代子(계명대)
4 11:00-11:30
日本語作文指導
瀧口恵子
－日本語寮韓国人学生を対象に－ (한국외대)
(계명문화대)
중식 12:00-13:00
개회식 및 초청강연 13:00-15:15
持田祐美子
(평택대)

座長 : 천호재(계명대)

(p.95~ p.110)

司会 : 오수문(경북대)

順序

時 間

1 15:20-15:50

発表者

이동철
(신라대)

主

題

討論者

学年別の日本語の誤用 から見 た習得上
尾崎 ちえり
の 難点 と日本語教育のストラテジー
-中国 ・揚州大学日本語専攻の学生 の (부산대)
作文 を例 として-

한일 양국어의 상호 번역시
조지은
조수현
2 15:50-16:20 김용각
(부산외대) 유의해야 할 어휘 · 표현에 대한 연구 (부산대)
玉岡賀津雄(名古屋大)
韓国人日本語学習者 の漢字に対 する意 최진희
3 16:20-16:50 林炫情(山口県立大)
趙堈熙(釜山大)
識が漢字習得 に及 ぼす影響
(백석문화대)
張婧禕(宮崎大)

4 16:50-17:20

김나영
(부산대)

『日本書紀』神代卷에 보이는
助數詞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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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각
(부산외대)

日本語教育 分科4 [第4発表場]
座長 : 조래철(순천대)

(p.111~ p.126)

司会 : 권 성(목포대)

順序

時 間

発表者

1 10:00-10:30

권영성
(청주대)

2 10:30-11:00

장미경
(전남대)

윤정훈
3 11:00-11:30 (부산외대)
4 11:30-12:00

主

題

고교학점제의 전면도입에 따른
일본어교육의 환경 검토
일제강점기 초등<歷史敎科書>에 나온
‘朝鮮王’ 과 ‘天皇’ 서술 비교 考察
-1920년~1930년대의 ‘보충’과 ‘정식’
교과서를 중심으로日本語教育における
仮想現実（VR） の一考察

서유리
(고려대)

MBTI성격유형별 성인 학습자의
일본어 학습운용에 관한 연구
중식 12:00-13:00
개회식 및 초청강연 13:00-15:15

- XI -

討論者

김은정
(경북대)
吹上淳子
(신라대)
김혜연
(성결대)
秋葉多佳子
(熊本県立大)

日本文學 分科1 [第5発表場]
座長 : 장영철(군산대)

(p.129~ p.147)

司会 : 최태화(군산대)

順序

時 間

1 10:00-10:30

発表者

남이숙
(군산대)

水谷隆
2 10:30-11:00 (華頂短期大)

主

題

討論者

일본 고전시가 속의 매화의 이미지

엄교흠
(한국외대)

土佐日記 の表現の性格 について

김영찬

(한국국학진흥원)

3 11:00-11:30

강지현
(전남대)

류정훈
江戸 を逃れた二代目十返舎一九の写本考 (고려대)

4 11:30-12:00

박정이
(부산외대)

최연희
(부경대)

에미야 다카유키『사야카』
‘사실’과 ‘허구’의 경계
중식 12:00-13:00
개회식 및 초청강연 13:00-15:15

座長 : 표세만(군산대)

(p.148~ p.165)

司会 : 이은주(전주대)

順序

時 間

発表者

主

題

討論者

1 15:20-15:50

강윤경
(경북대)

村上春樹の「初期３部作」 における
鼠の死

안영희
(계명대)

2 15:50-16:20

정수진
(고려대)

村上春樹『1973年 のピンボール』論
-相対主義 の克服 と物語・歴史の成立-

최연희
(부경대)

柳田国男 の紀行文 に描かれた 文学性

류정훈
(고려대)

기록문화가 형성한
소설담론 공간의 리얼리티
-<신조합평회>와
<조선문단합평회>를 중심으로-

이영희
(경북대)

中嶋駒子
3 16:20-16:50 (부산경상대)
4 16:50-17:20

조헌구
(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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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文學 分科2 [第6発表場]
座長 : 김현석(광주대)

(p.166~ p.181)

司会 : 우연희(건국대)

順序

時 間

1 10:00-10:30
2 10:30-11:00
3 11:00-11:30
4 11:30-12:00

発表者

主

題

討論者

김상규
(부경대)

『古事記』의 構想
고용환
-倭建命의 인물 조형(경남정보대)
일본 사회의 재앙과 요괴
김학순
권도영
-전근대의
불안정한
사회상과
(충남대)
(한국외대)
요괴의 출현水足博泉 の思想形成における
李玲
김미진
荻生徂徠
の
影響
(목포대)
(울산대)
-「復水神童」 から「太平策」 へ朝鮮通信使 の筆談 唱酬と 朝鮮 日本学 김진영
박찬기
に 関 する 研究
(목포대) ー天和 士正徳の相互認識
享和度の筆談 唱酬をめぐってー (전북대)
중식 12:00-13:00
개회식 및 초청강연 13:00-15:15
座長 : 김선화(목포대)

(p.182~ p.195)

司会 : 최준호(전북대)

順序

時 間

発表者

主

題

이애숙
1 15:20-15:50 (한국방송통신대
)

討論者

『竹取物語』에서 『源氏物語』로
-末摘花物語를 중심으로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학문관 소고
金錦善
2 15:50-16:20 (中國哈爾濱師範大)
-『다와레구사(たはれ草)』의 학문과
정치 관련 훈언(訓言)을 중심으로다름의 정체성 인식과 보편 지향성
신현선
3 16:20-16:50 (원광대)
-사기사와 메구무의
『뷰티풀 네임』을 중심으로-

이부용
(강원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본학 교육의
한계와 가능성 일고(一考)
- 온라인 PBL 수업의 경우-

김학순
(충남대)

4 16:50-17:20

고영란
(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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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란
(전북대)
이윤주
(전북대)

日本文學 分科3 [第7発表場]
座長 : 임성규(백석대)

(p.196~ p.211)

司会 : 윤혜영(충남대)

順序

時 間

発表者

1 10:00-10:30

謝帆
(九州大)

2 10:30-11:00

사희영
(전남대)

主

4 11:30-12:00

討論者

文化大革命期 に翻訳 されたシナリオ
-『 サンダカン八番娼館望郷』 の分析を
中心 に『東洋之光』게재 詩에 나타난
‘제국주의 담론’의 문학적 표상화 연구

松橋幸代
(금강대)

南山文社考

所由美
(원광대)

「井伏鱒二 と〈南方徴用作家〉
-『大東亜戦争 陸軍報道班員手記
マレー電撃戦』 を 中心 に 」-

이은희
(계명대)

柴田清継
3 11:00-11:30 (神戸女子大)
정세진
(東京大)

題

윤재석
(한밭대)

日本文學 分科4 [第8発表場]
座長 : 윤재석(한밭대)

(p.212~ p.225)

司会 : 길미현(우송대)

順序

時 間

発表者

主

題

미야자와겐지 『주문이 많은 요리점』의
신지숙
겉 이야기 서사의 기능
1 10:00-10:30 (계명대)
-「늑대 숲과 소쿠리 숲과 도적 숲」을
중심으로円陣 の臨界点
이승준
2 10:30-11:00 (愛知学院大)
-古井由吉「円陣 を組む女 たち」 と空襲3 11:00-11:30

임수현
(경북대)

오은영
4 11:30-12:00 (한양여대)

村上春樹「謝肉祭(Carnaval)」 に
表象 される「魑魅魍魎」について
-シューマンの『謝肉祭』を対照に‘여고생’이 상품화되는 JK 비즈니스
-기리노 나쓰오의 『그로테스크』와
『길 위의 X』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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討論者

조헌구
(경북대)
장유리
(경북대)
오성숙
(한국외대)
이정은
(영남외대)

日本學 分科1 [第9発表場]
座長 : 이덕구(혜전대)

(p.229~ p.244)

司会 : 김도은(영남대)

順序

時 間

発表者

主

題

討論者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전후 연합국의 영토처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재난정보에 대한
이충호
인식조사 연구
2 10:30-11:00 이이슬
(부산외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재난정보를 중심으로메이지 대중 출판물
손정아
3 11:00-11:30 (경북대)
『햐쿠센햐쿠쇼(百選百笑)』 속
전쟁 표상
『테이킨오우라이(庭訓往来)』로 보는
도기홍
4 11:30-12:00 (한남대)
숟가락 문화
-주석과 삽화를 중심으로중식 12:00-13:00
개회식 및 초청강연 13:00-15:15
1 10:00-10:30

최장근
(대구대)

송휘영
(영남대)
문형자
(전북대)
서기재
(건국대)
김현욱
(국민대)

座長 : 김영순(건양대)

(p.245~ p.259)

司会 : 형진의(한남대)

順序

時 間

発表者

主

題

討論者

1 15:20-15:50

전윤선
(목원대)

한국형 뉴딜에 따른 일본어과
취업의 방향성

조은영
(부산외대)

2 15:50-16:20

김성희
(전북대)

메이지초 『아구라나베(安愚楽鍋)』에
나타난 소고기의 수용양상

도기홍
(한남대)

3 16:20-16:50

조수강
(건국대)

근대 일본 미술의 조선표상
- 엘리자베스 키스의
신판화 활동을 중심으로 초고령화 사회의 SF적 상상력:
애니메이션《노인Z》와《HUMAN
LOST》에서 보는 생명 관리

편용우
(전주대)

유수정
4 16:50-17:20 (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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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목포대)

日本學 分科2 [第10発表場]
座長 : 정응수(남서울대)

(p.260~ p.275)

司会 : 박유미(충남대)

順序

時 間

発表者

1 10:00-10:30

이윤주
(전북대)

2 10:30-11:00

김소라
(立命館大)

김경민
3 11:00-11:30 (대구한의대)

主

題

討論者

한·일 개호살인(介護殺人),
개호심중(介護心中)을 둘러싼
가족의 비극

신현선
(원광대)

過疎地域 の活性化 に取り組 む
観光協会 の活動 と今後 の課題

이효선
(부산외대)

한일 노인복지시설의 감염관리
전개에 관한 연구

황성하
(대구한의대)

-미디어에 투영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조규헌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본 유튜브 시티팝 정연욱
4 11:30-12:00 조인애
(city pop) 고찰
(상명대)
(목포대)
중식 12:00-13:00
개회식 및 초청강연 13:00-15:15
座長 : 최장근(대구대)

(p.276~ p.293)

司会 : 박경수(전남대)

順序

時 間

発表者

主

題

討論者

박경수
(전남대)

일제강점기 曆書의 <附錄> 연구
-식민통치 지침과 연계하여-

이명희
(목포대)

山口勝弘

アニソンコンテンツ 二次利用の 現状
-その構造 と市場分析-

손정아
(경북대)

3 16:20-16:50

박현옥
(목포대)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종교문화
-이야시공간을 중심으로-

藤田恵美
(건국대)

4 16:50-17:20

김용의
(전남대)

일본 사이고쿠
삼십삼소(西國三十三所) 관음
순례의 코로나19 대응 양상

杉田智美
(목포대)

1 15:20-15:50

2 15:50-16:20 (ヒューマンアカデミー
日本語養成講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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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學 分科3 [第11発表場]
座長 : 장용걸(전남대)

(p.294~ p.306)

司会 : 류교열(한국해양대)

順序

時 間

発表者

主

題

討論者

재일조선인 인권운동과
조정민
한일 영향관계 분석
1 10:00-10:30
-고마쓰가와 사건과
(부산외대)
김희로 사건을 중심으로정년퇴직 후 노인의 노동 능력 활용
박기훈
오현석
2 10:30-11:00 (서울사이버대)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사업, (서울신학대)
실버인재센터를 중심으로新自由主義 の下で 社会的下方移動する
澤田敬人
임영언
3 11:00-11:30 (静岡県立大)
疑似難民
(한남대)
-高学歴就職困難者 を中心 に이영호
(동국대)

4 11:30-12:00

장유리
(경북대)

1930년대 '모던'계 잡지로 보는 일본 노은미
지역사회의 대중문화 수용 양상
(서울여대)
중식 12:00-13:00
개회식 및 초청강연 13:00-15:15
座長 : 서성석(부산경상대)

(p.307~ p.322)

司会 : 공미희(부경대)

順序

時 間

発表者

主

題

討論者

渡日 できない韓国人留学生 の
所由美
入学期の心的状況
-SCATを用 いた一人の韓国人学生 の事例- (원광대)

1 15:20-15:50

伊藤孝恵
(山梨大)

2 15:50-16:20

김현욱
(국민대)

비대면 시대 일본 전통예능의 현황과
차세대 계승을 위한 모색

박태규
(한예종)

3 16:20-16:50

송정현
(동국대)

디아스포라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공미희
(부경대)

한일 유튜브 먹방 콘텐츠 비교
－뉴미디어 매체에서의
가학성을 중심으로－

김성희
(전북대)

조규헌
4 16:50-17:20 주수정
(상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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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画テーマ分科(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토대사업단) [第12発表場]
<식민지/제국사 연구를 위한 [조선시보] 총 기사와 <광고>의 DB구축>
(p.323~ p.338)

順序

時 間

司会 : 나승회(부산대)

発表者

1 10:00-10:45

임영호
(부산대)

2 10:45-11:15

엄기권
(한남대)

3 11:15-11:40

서순현
(부산대)

4 11:40-12:05

나승회
(부산대)

主

題

신문광고의 특성과 연구자료 활용방안

討論者

김나영
(부산대)

전시기 경성일보 연재소설 연구
소명선
-요시야 노부코 「하얀 손의 사람들」을 (제주대)
중심으로朝鮮時報에 기재된 가타카나표기 考察 박미현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의
(창원대)
<광고>를 中心으로제옥경
조선시보 광고란의 양상
-마크와 심벌을 중심으로(동서대)
- 이상입니다-

- XVIII -

招請講演

新型コロナ禍は日本民主主義の「死亡宣告」となるのか
―いま想起すべき「戦後文化世代」の知的遺産

徐京植（作家・東京経済大学）

0.)はじめに 新型コロナ禍が炙り出した日本社会の病根
日本における新型コロナ禍の発生からおよそ１年以上経ったが、まだまだ流行は収束の兆しがない。それど
ころか、今は変異ウィルスによる第４波流行の恐れが現実化している。ワクチンの輸入や接種も円滑には進ん
でいない。中国、台湾、韓国など東アジア諸国では、概ね、流行の抑制に成功している。なぜ、日本では、そう
ではないのか？
その理由は一つではないが、発表者（徐京植）は、これが日本における政治文化の頽落、社会システムの破
局的な機能不全と深く関係しているとみている。
安倍晋三政権の7年間とそれを継承する現・菅政権のもと、与党の支配が長期化し、政治家や官僚の腐敗が日
常茶飯事となった。日本ではこれまで「新自由主義」政策を標榜する与党勢力によって保健所数が大幅に削減
され、社会保険業務に携わる専門家数も激減した。そのことのツケがいま回ってきているにも関わらず、菅首
相は国民に「自助」を訴えるばかりである。社会的格差は急激に拡大し、非正規職労働者や零細自営業者は危
機的状況にある。先月には、女性と子供の自殺者数が急増した。社会的弱者が、疫病のためだけでなく、政治の
無策、行政の機能不全のために命を奪われているのである。
それにも関わらず巨費を投じて東京五輪を強行しようとしているのは、一つには巨大広告企業などと結びつ
く政治家たちの利権への執着のためであり、もう一つには国民に対してナショナリスティックな情緒を鼓吹し
（これは中国や韓国に対する反感や差別感情の助長と表裏をなしている）、政権への支持をつなぐ止めていく
ための操作である。過去（1964年）の東京オリンピックの「成功」の夢からまだ醒めていないという要素もあ
る。東日本大震災と福島第一原発の事故から10年、溶解した核燃料は引き続き高濃度の放射線を発し続けてい
るにも関わらず、今後数十年かそれ以上にわたって廃炉の計画は具体化せず、天文学的巨費がさらに投じられ
ることになる。
安倍政権下に行われた様々な非理は、公文書の改竄を命じられた公務員の自殺という事件まで引き起こした
が、その追求は行われていない。菅政権になってからは、政権から独立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の日本学
術会議のメンバーのうち６名の任命を政府が拒否するという前代未聞の事件が起きた。しかも、政府はその理
由の説明すら拒否したままである。学問の自由、思想信条の自由という核心的価値にまで、政権が乱暴に手を
突っ込んだのである。
安倍・菅長期政権のもとで恣行された民主主義への破壊行為は、これに止まらず、枚挙にいとまがない。一
方、これを批判勢力は存在するにはするが社会的にはきわめて微力である。マスコミに対する与党勢力の干
渉・支配は常態化した。議会やマスメディアによる政権に対する監視や批判は機能しなくなった。一言でいっ
て、「日本型全体主義」（後述）が完成したのである。
こうした事態が「新型コロナ」とともに進行している。毎日発表される「新規感染者数」の信頼性にも疑い
の目が向けられている。東京五輪の実施を強行するという政治的思惑のため、検査数を抑制し、感染者数の数
値を操作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いである。
「新型コロナ」の蔓延は多くの人命を奪い、生活を脅かしているばかりではなく、日本の「民主主義」その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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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に「死亡宣告」を下す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死亡宣告」の後、タテマエとしてだけでも「民主国家」を
標榜してきた日本が、そのタテマエすらかなぐり捨てると、次に何が待っているのだろう？ いまミャンマー、
香港、タイ、ベラルーシ、ロシア、中国などで進行している剥き出しの権力統治に酷似した政治状況ではない
だろうか？
そのような時期にあって、日本民主主義そのものに「回復力」を期待することはできるだろうか？
「回復」を期待することは難しいが、そのわずかな可能性のために想起すべき歴史的脈絡はあると考える。
それは「戦後民主主義」と、それを知的にリードした「戦後文化世代」の遺産である。

1.)「戦後民主主義」はなんだったのか−問題提起として
日本に「戦後民主主義」と呼ばれる一時代があった。人によってその定義は多様だが、時期はおそらく1945
年の敗戦直後から1960年の第一次安保闘争の敗北を経て60年代中盤以降の「高度経済成長期」までを指すもの
と思われる。その後は、学園闘争の挫折、労働組合運動の体制内化、1970年の第二次安保闘争敗北を経て、日本
社会は「ノンポリ（脱政治化）」から90年代以降の「長期反動化」の時期が現在まで続いている。（この点につ
いては拙著『日本リベラル派の頽落』高文研,”다시 일본을 생각한다”나무연필”参照）
朝鮮民族との関係でいえば、日本は敗戦後、朝鮮植民地支配の責任に背を向け、東西対立構造の中で朝鮮の
分断に加担する政策を取り続けてきた。北半部との国交はいまだに結ばれないどころか、現在も北に対する
「敵視政策」を取り続けている。南の韓国に対しても、植民地支配責任を頑強に否定し続けながら1965年に朴正
煕政権と「韓日協定」を結んだが、現在も両国関係は良好ではない。それどころか、文在仁政権登場以降の両国
関係は1965年以降最悪のものとなっている。
この間、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の生き証人である在日朝鮮人は歴史に翻弄され、無権利状態を強いられてき
た。1947年の外国人登録令によって「外国人」とみなされ、1952年にはそれまで法的に有効であった「日本国
籍」を一方的に剥奪された。その一方で、祖国朝鮮半島では内戦が続いており、在日朝鮮人は事実上の難民状
態にされたのである。（拙著『在日朝鮮人ってどんなひと』平凡社、”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반비参照）
こうした経緯について、日本市民の多くは無関心であった。日本の「民主主義」は朝鮮人をはじめとする旧
植民地出身者を切り捨てることによって成立した虚構の民主主義であった。そして現在は、例えば1923年関東
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いった明白な歴史的事実までも公然と否定しようとする歴史否定論が跋扈し、極右派
勢力の差別主義（ヘイト）が猖獗を極めている。これら極右勢力は過去約8年間の安倍晋三政権の期間中に政権
中枢部にまで進出し、政治権力と結託するに至った。日本の現状は「民主主義」とはほど遠いどころか、一言で
いって「極右国家」とまで呼びうるものである。
あの「戦後民主主義」はなんだったのか？それは日本人市民が自らの手で勝ち取り築き上げたものではな
く、アメリカの占領政策、国際戦略によって「棚からぼた餅」式にもたらされた虚妄の民主主義でしかなかっ
たのか？ 日本は1945年の敗戦を境に民主主義国家への道を歩んだのではなく、敗戦後にわずか20年間ほど「戦
後民主主義」と呼ばれる例外的時代があっただけなのか？

この重く苦い問いを避けることはできない。（拙

著、高橋哲哉との共著『責任について−日本を問う20年の対話』高文研）
報告者（ソキョンシク）は1951年（まさに戦後民主主義の生成期であり、同時に朝鮮戦争の渦中）に日本の
京都で生まれた在日３世である。今年、満70歳になった。上に簡単に記した歴史を、70年間継続して目撃してき
たとも言える。
日本の「戦後民主主義」は、その最盛期においてすら、在日朝鮮人をはじめとする少数者・社会的弱者に対
しては決して満足すべきものではなかった。在日朝鮮人ら旧植民地出身者は戦後民主主義の出発時点（日本憲
法の成立時）から、基本的人権保護の枠外におかれ、選挙権や公務員就任権をはじめ様々な差別を受けてきた。
「他者認識の欠如」「植民地支配責任の無自覚」という点で、私自身も、戦後民主主義の批判者の一人であ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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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それは今も変わらない。
しかし、そのような中でも、戦後民主主義には肯定すべき覚醒の芽、育てるべき理想の光はあったと考え
る。とりわけ、それを通じて私たちにも伝えられた普遍的な平等や人権の精神は、日本国民自身の多くがその
理念を体得せず、むしろそれに背を向けている時においてすら、私たち少数者に対する励ましであった。皮肉
なこととも言えるが、日本の「戦後民主主義」は、むしろ少数者にこそ受け止められ、育てられてきたのだ。こ
のような期待は最終的に虚妄に過ぎなかった、と結論すべきだろうか。

2.）「戦後文化世代」の残光
私自身は若い日に日本の「戦後文化世代」の知的影響を受けた世代である。「戦後文化世代」とは、『天皇制
国家の支配原理』の著者である政治思想学者・藤田省三が、自らはその世代の「最終走者」であるとしながら
命名した言葉である。これら「戦後文化世代」は絶滅したのか。その知的・思想的遺産は引き継がれないのか。
日本は民主主義精神の根付かない社会なのか。
これらの問いを扱おうとするのが本報告の意図である。「扱う」といったのは、その問いに答えを出すこと
はすぐにできそうもないという見通しからである。ただ、韓国でも日本でも、より多くの人がこの問いに真剣
に取り組み、「戦後文化世代」の否定すべき側面は乗り越えながらも、その肯定的な要素を掬いあげるべきで
はないのか、そう考えて行う問題提起である。
私にできることは、自分が直接にその謦咳に接し、学問的な意味だけでなく多くを学んだ少数の「戦後文化
世代」を改めて想起し、その記憶をより若い世代に残すことのみである。必然的にこの報告は本格的な学会報
告というより、私的な回想という傾向をおびることをご理解いただきたい。

3.）私の歩んだ道
ここで私・徐京植とその家族が生きた現代史について、簡単に述ベておく。
わが家の歴史は朝鮮民族の一員として、特別なものではない。しかし、それは「歴史の必然性と偶然性」と
いうことを考えると、わが民族の現代史を、とくに「在日朝鮮人」という存在に即して振り返る上で、なんらか
の参考になりうるものと考える。
・在日朝鮮人として 父・徐承春
（拙著「ある在日朝鮮人の肖像」『夜の時代に語るべきこと』毎日新聞社）
・「学園浸透間諜団」事件 兄・徐勝と徐俊植
（徐勝『獄中19年』岩波新書、徐俊植『全獄中書簡』柏書房）
・政治犯家族として 母・呉己順
（拙著「独裁と対峙したオモニ」『過ぎ去らない人々』影書房、『朝を見ることなく−徐兄弟の母呉己順さ
んの生涯』同書刊行委員会、社会思想社現代教養文庫）
・大学教員として 90年代以降 徐京植
「２１世紀教養プログラム」（『教養の再生のために』,”교양 모든 것의 시작”）
「内からも外からも」「より長い歴史的尺度で」
「他者のまなざし」
「人権とマイノリティ」：「生身のマイノリティ」として自らをさらしつつ語る
「芸術学」：「美意識における自己解放」をテーマに委縮し閉塞させられている意識の解放を目指す。これ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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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間としての自立」の基礎であり、他者理解、他者との連帯の条件でもある。常に「境界上」＊に位置し、そ
こからものを見る。（拙著『ディアスポラ紀行』岩波新書）、『汝の目を信じよ−統一ドイツ美術紀行』みすず
書房、『越境画廊−私の朝鮮美術巡礼』など。
＊アジアと西欧、日本と朝鮮、朝鮮の南北、本国人と在日朝鮮人、多数派と少数派、旧帝国主義社会と被侵略
社会、個人主義と集団主義など

4.）「戦後文化世代」の人々 −私の先生たち
以下は私が直接に親しくしていただいた善き日本戦後知識人たちのリストである。
この人々を紹介し、そのエピソードを語ることが、この報告の内容となる。ただし、ここにあげた全員につ
いて語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1、２人についてだけ取り上げることになる。
藤田 省三（ふじた しょうぞう、1927年9月17日 - 2003年5月28日）は、日本の政治学者（日本政治
思想史）。東大在学中に東大ポポロ事件の対応のために日本共産党に入党したが、党員としての実
際的活動はなく、法政大学助教授時代に離党した。1957年より「思想の科学」に参加していたが、
1962年の天皇制特集号廃棄事件を機に、思想の科学研究会を退会した。晩年は直腸癌で闘病し、肺
炎で死去。（『藤田省三著作集』全10巻（みすず書房）
日高六郎：（ひだかろくろう1917年1月11日-2018年6月7日）社会学者。青島市に生まれる。1969年には東大
紛争での機動隊導入に抗議して東京大学教授を辞職。主な著書：『戦後思想を考える』（岩波新書、1980年）
『私の平和論』（岩波新書、1995年） 徐京植との対話「国民とは何か」『新しい普遍性へ』（影書房所収）
마지막 전후 지식인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9462.html
安江良介：（やすえりょうすけ1935年8月26日 - 1998年1月6日）編集者、出版人。岩波書店社長。1967年 か
ら1970年まで美濃部亮吉東京都知事の特別秘書。1972年から1988年まで「世界」編集長。1998年1月6日死去。
（『孤立する日本 多層危機のなかで』影書房）
古在由重：（こざい よししげ、1901年5月17日-1990年3月6日）哲学者。（1901年5月17日 - 1990年3月6日）
元名古屋大学教授。元日本共産党員。1932年、戸坂潤らと唯物論研究会を設立し、1933年および1938年の二度、
治安維持法違反で検挙される。出獄後は上智大学でカトリック文献の翻訳や、四王天延孝の回教協会に勤務し
て、戦時下を過ごした。戦後は民主主義科学者協会哲学部門の中心メンバーとなり原水爆禁止運動や平和運動
にも参加したが、1984年の原水協の分裂にともない、共産党から除籍された。（『思想とはなにか』岩波新書、
『古在由重著作集』全6巻 勁草書房、『人間讃歌』岩波書店、拙著「勇気凛々の人」『分断を生きる』影書房）
加藤周一：（かとう しゅういち、1919年9月19日 - 2008年12月5日）評論家。医学博士。上智大学教授、ベル
リン自由大学およびミュンヘン大学客員教授、ブリティッシュコロンビア大学教授、立命館大学国際関係学部
客員教授、立命館大学国際平和ミュージアム館長などを歴任。「九条の会」の呼びかけ人。（『羊の歌』『続羊
の歌』岩波新書、『教養の再生のために』徐京植、ノーマ・フィールドとの共著、影書房）
茨木のり子（いばらぎ のりこ、1926年6月12日 - 2006年2月17日）詩人。詩人、エッセイスト、童話作
家、脚本家。主な詩集に、『見えない配達夫』『鎮魂歌』『自分の感受性くらい』『倚（よ）りか
からず』など。1975年、夫が肝臓癌のため死去。1976年より韓国語を習い始め、韓国現代詩の紹介
に尽力する。1991年に『韓国現代詩選』で読売文学賞（研究・翻訳部門）を受賞。1999年に73歳で
刊行した詩集『倚りかからず』は、同年10月16日の朝日新聞「天声人語」で取り上げられたこと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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話題になり、詩集としては異例の15万部を超えるベストセラーとなった。2006年2月17日、くも膜下
出血のため死去。（「尹東柱」『ハングルへの旅』朝日文庫）

5.）むすび
日本における「戦後文化世代」の命脈はもはや尽きたのか？
「もはや尽きた」と断言できるかどうかはともかく、それが日に日に細っていること、尽きようとしている
ことは否定できない。
それは結局、朝鮮を含む近隣諸民族はもちろん、東京大空襲、広島・長崎原爆被害、沖縄戦などをはじめと
して自国民にも多大な犠牲を強いた結果もたらされた「民主主義」を、日本国民はついに我がものとすること
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変わ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日本、ますます自己中心主義を強めていく
日本は、日本自身にとって、またいうまでもなく近隣諸民族や世界にとって、大きな危険要素である。
敗戦後75年余、日本に完成したのは民主主義ではなく「日本型全体主義」というべき体制である。この「全
体主義」の特徴は、権力が剥き出しの暴力を行使するまでもなく、思考停止と自発的隷従を習いとする広汎な
国民が「下から」支えているということだ。
わたしがここで触れた「戦後文化世代」は一つのグループではない。専門分野も、所属する政治勢力も、異
なる人々である。もちろん今日の目で見ればそれぞれに限界性や時代的制約性はあるものの、その共通の特徴
は、自立した個人としての判断において、つまり個人の責任において、「天皇制」に反対し、「平和」を追求
し、朝鮮民族など被害者への責任を自覚的に担いながら連帯しようとしたということ、近代日本の負の遺産を
克服しようと力を尽くしたことである。そのような姿勢が、日本人自身のためにも、今ほど求められている時
はない。今は、この細々として絶えそうな命脈を思い起こして、その貴重な遺産に学ぶべき時である。わたし
がこの少数だが素晴らしい日本知識人たちについての私的な回想をここに披歴したのも、そのためである。

【参考】 감옥의 형에게 넣어준 시집
（한겨레

등록 :2016-01-22수정 :2016-03-25）

6월（1956）
이바라기 노리코(1926~2006)
어딘가 아름다운 마을은 없을까
하루 일을 끝낸 뒤 한잔의 흑맥주
괭이 세워 놓고 바구니를 내려놓고
남자도 여자도 큰 맥주잔 기울이는
어딘가 아름다운 거리는 없을까
과일을 단 가로수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노을 짙은 석양
젊은이들 다감한 속삭임으로 차고 넘치는
어딘가 아름다운 사람과 사람의 힘은 없을까
같은 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친근함과 재미 그리고 분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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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힘이 되어 불현듯 나타나는
현대 일본의 여성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의 ‘6월’. 내가 이 시를 처음 읽은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반세기도 더 지
난 옛날이다. 중학생 시절의 나는 이 시에 그려진 ‘유토피아’(그것도 노동하는 남녀의 유토피아) 이미지에 매료당했
다. “과일을 단 가로수”들이 늘어선 거리란 바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조선 민중이 그리던 꿈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로부터 10년 정도 지난 뒤 모국 유학 중에 군사정권에 의해 투옥당한 형(서준식)에게 <이바라기 노리코 시집>
을 넣어주었더니, 형은 이 시에 각별한 애착을 느낀 듯 자신이 이 시를 번역해서 옥중에서 쓴 편지에 적어 보냈다.
가장 험악했던 군사독재 시절에 이 ‘유토피아’ 이미지가 한국 옥중의 젊은이에게 전달됐던 것이다. 그 소식을 당시
일면식도 없었던 시인에게 전했더니, 그는 굳이 내가 사는 교토까지 찾아와 주었다. 처음 만난 그 사람은 상큼했다.
이바라기 노리코는 1926년생이다. 초기 작품에 ‘내가 가장 고왔을 때’라는 게 있다. ‘내가 가장 고왔을 때 전쟁으
로 사람들이 죽었다, 거리는 파괴되고 쓰레기로 뒤덮였다, 나는 멋쟁이가 될 기회를 잃어버렸다’, 고 노래한다. 그러
나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힌 한탄의 노래는 아니다. 봉건제와 군국주의의 멍에에서 해방돼 자립하려는 여성의 눈부심,
어딘가 “폐허에 내리비치는 빛”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광휘로 가득 차 있다.
그 뒤 세상은 바뀌어 많은 동료 시인들(그것도 남자들)이 무기력한 현실 긍정 쪽으로 돌아선 상황에서도 그녀는
한평생 변함없이 그 광휘를 잃지 않았다. 1975년 10월31일 쇼와 ‘천황’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전쟁책임’에 대한 질
문을 받자, 그런 “‘언어의 기교’에 대해서는, 나는 문학 방면에 관해서는 제대로 연구한 바가 없어서 대답하기 어렵습
니다”라고 말했다. 제국의 절대권력자였고, 전쟁의 최고사령관이었던 천황이 타국과 자국의 무수한 국민들을 죽음으
로 몰아간 전쟁책임에 대해 ‘언어의 기교’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책임을 교묘하게 얼버무리며 속였던 것이다. 게다가
더욱 놀랍게도 거의 모든 일본 지식인들도 언론도 이 발언을 문제삼지 않았다. 이바라기 노리코 한 사람을 빼고는….
“전쟁책임에 대해 묻자/ 그 사람은 말했다/ 그런 언어의 기교에 대해/ 문학적 방면은 별로 연구하지 않아서/ 대답
하기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와/ 거무칙칙한 웃음 피를 토하듯/ 뻗쳐올랐다가, 멈추고, 다시 뻗쳐오
른다”(‘사해파정’(四海波靜)에서)
만년의 그녀는 조선어를 독학해서 윤동주 등 조선 시인들을 일본의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한편, 사회의 급속한 우
경화를 개탄했다. 1999년 73살의 나이에 낸 시집 <기대지 말고>는 ‘히노마루(일장기)·기미가요(국가)’의 법제화가 강
행되던 와중에 출판됐다. “이미 어떤 권위에도 기대고 싶지 않다/ 오래 살아 속속들이 배운 것은 그 정도” “기댄다면
/ 그것은/ 의자 등받이뿐”
2006년 2월, 시인이 내게 부친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 나는 (2006)년 (2)월 (17)일, (지주막하출혈)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전에 써 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사망통지서까지 준비해 놓고 홀로 떠나간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6월’에서 노래한 유
토피아 이미지는 오히려 냉소의 대상이 돼 있다. “어딘가 아름다운 사람과 사람의 힘은 없을까…” 지금은 저 유토피
아의 빛과 시인의 상큼했던 뒷모습을 상기해야 할 때다.

【参考】茨木のり子詩３篇（添付P D F）
１ わたしが一番きれいだったとき （１９５７）
２ 四海波静（しかいなみしずか） （１９７５）
３ 倚（よ）りかからず （１９９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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ウィズコロナでも持続可能な「方言研究」

田中ゆかり
（日本大学文理学部国文学科教授、同学部グローバル教育研究センター長）
方言研究といえば、対面によるフィールドワーク調査が中心的なデータ収集方法である。しかし、感染症拡
大を受け、対面調査がままならない状況となっている。このような状況を受け、日本方言研究会では、方言研
究を志す児童・生徒・学生らに向けて、方言研究をあきらめないでほしいという気持ちを伝えようと、「方言
研究支援プロジェクト」ワーキンググループ（リーダー:二階堂整福岡女学院大学教授）を立ち上げた。2020年7
月を皮切りに「方言資料目録」と8種の「多様な方言研究」を同会サイトに順次掲出した。本講演では、同プロ
ジェクトワーキンググループのメンバーの一人として、その試みを紹介する。また、所属する機関でも、2020年
度の授業のほとんどが遠隔授業となったことにより、LMSと会議システムを活用した授業形態が普及した。そ
のような状況下において、隣地調査や対面グループワークなどを予定していた日本語学系科目を、どのように
修正・運営したのかなどの事例紹介を行う予定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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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學分科
日本語敎育學分科

第1∼4発表場

「때려죽이다」類は複合動詞か
－日本語との対照も含めて－

李忠奎(西原大)

1. はじめに
本発表では、(1b)のような「때려죽이다」と形態・統語・意味の面で共通点の認められるものを「때려죽이
다」類と規定し、それらが「複合動詞」としての資格を有するかについて多角的な観点から分析する。

強盗が会社社長を殴り殺した。

(1)a.

塚本1993：229)

b. 강도가 회사 사장을 때려죽였다. (

そして、その結果に基づき、当該類が「動詞結合」の中でどのように位置づけられる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
を目的とする。なお、本発表は日韓両言語の動詞結合に関する総合的な対照研究の一環として行われるもので
ある。

2. 先行研究

2.1. 塚本(1997、2009)
塚本(1993)は(1b)の「때려죽이다」を複合動詞と明言しており、その後の研究においても「찔러죽이다、구워먹
다」のようなものを複合動詞と認めている。

朝鮮語にも、形態上、日本語と同様に、動詞の連用形にまた別の動詞が後続して一まとまりをなす複
合動詞が存在し、「(12) 일어서다(立ち上がる)、뛰어들다(飛び込む；駆け込む)、돌아다니다(歩き回
る)、찔러죽이다(刺し殺す)、(중략) …」といったようなものが見出される。(塚本1997：196)
b. 朝鮮語の「구워먹다(焼いて食べる)」は「굽다(焼く)」の連用形「구워」に「먹다(食べる)」が付随し
た複合動詞であるが、～ (塚本2009：330)

(2)a.

2.2. 内山(1997)
同氏は以下のような例を1単語の「合成用言」(本発表の複合動詞に相当する)と認めている。
(3)a. 때려죽이다、밟아죽이다、쏘아죽이다、태워죽이다、…
b. 한 가지 생선으로도 날것으로 먹고, 회로 먹고, 구워 먹고, 조려 먹고, 데쳐 먹고, 볶아 먹고, 익혀 먹고,

中略) 심지어 썩혀 먹기까지 했다. (内山1997：52-53、56)

(

2.3. 和田(2011)
塚本(2009)・内山(1997)と同様、和田(2011)も「구워먹다」を複合動詞と認め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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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田2011：252)

(4) 고기를 구워 먹었다. (

これらの先行研究はすべて日本人研究者によるものであるが、本発表の立場、つまり、韓国人研究者の観点
からすると、当該例を複合動詞と明言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首肯しがたい点がある。

3. 考察対象と方法
3.1. 考察対象

「때려죽이다」類は、形態・統語・意味の面で、以下のような特徴を有するものである。

形態特徴：(i)｛-아／-어｝が介在する介在要素有りタイプである。
(ⅱ) 他動詞同士の組み合わせである。
b. 統語特徴：境界部に｛-서｝の挿入が可能である。
c. 意味特徴：(i) V1はV2の直接的な「手段」を表すものである。
(ⅱ) 意味の特殊化が見られない。

(5)a.

この基準からすると、「불러세우다、비벼끄다」はすべての特徴を有しているため、「때려죽이다」類に含ま
れるが、「즐겨먹다、구워삶다、여닫다」のような例はそれぞれ有しない特徴があるため、当該類から除外され
る。

3.2. 考察方法
本発表では、「철수는 학교에 아침밥을 먹고 갔다」(李2014：281)における「먹고 가다」を分析して得られた
基準、すなわち、❶境界部の分離可能性、❷V1․V2の副詞類による修飾可能性、❸V1․V2の格支配能力の有無、❹
V1․V2の連体修飾化の可能性、❺元の文への復元可能性、❻V1․V2の否定可能性、❼V1․V2は本来の意味か、❽V1․
V2はそれぞれ独立した別々の動作か、という基準から「때려죽이다」類の具体例を分析する1)。その際、이관규
(1989)や강현화(1998)などの先行研究の分析を踏まえつつ、また、比較対照のために、1語扱いの典型的な「複合
動詞」として選定した「구워삶다」もあわせて取り上げることにする。

4. 各基準による具体例の分析
4.1. 境界部 の分離可能性

「때려죽이다」類は｛-서｝による境界部の分離が可能であり、通常｛-서｝の挿入が可能な例は他の要素のさ
らなる挿入も許容する。これに比べ、「구워삶다」はそれが難しい。
(6)a. 미국산 들소는 묶은 다음 망치와 곡괭이로 때려서 죽였다. (딴지일보)
b. 그는 (중략) 재떨이에 담뱃불을 비벼서 껐다. (오마이뉴스)
(7)a. 어느날 소녀의 아빠가 술을 엄청 마시고 와서 소녀를 때려서 엄청 잔인하게 죽임 (여우별)
b. 그는 담배를 지하도 바닥에 비벼서 완전히 꺼 버렸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세상)
(8) '라디오스타' 김미려 "'라스' 나오려고 안영미 구워삶았다" (엑스포츠뉴스) (→*구워서 삶았다)

1) ただし、❽の基準は、❼の基準のようにシンプルな形、つまり「V1․V2はそれぞれ独立した別々の動作か→V1․V2は
別々の動作か」のように修正して分析することに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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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V1・V2の副詞類 による修飾可能性
「때려죽이다」類は、副詞類によって、V1のみを修飾することもV2のみを修飾することも可能であることが
確認される。これとは対照的に「구워삶다」は、V1のみを修飾することもV2のみを修飾することも難しいと判断
される。
(9)a. 영수는 사과를 [[둥글게 깎아] 먹었다]. (강현화1998：207)
b. '아저씨...' 아파트 입구를 벗어나 막 출근길에 오른 나를 귀에 익은 노파의 목소리로 [[나지막이 불러]
세웠다]. (바람 이야기)
(10)a. 영수가 사과를 [깎아 [포크로 먹는다]]. (강현화1998：209)

作例)

b. 지난 가던 그를 [불러 [잠깐 세웠다]]. (

(11)a. 짝 남자3호, 회장딸 제대로 구워삶았다. (뉴스엔)
b. *짝 남자3호, 회장딸 [[제대로 구워] 삶았다].
c. *짝 남자3호, 회장딸 [구워 [제대로 삶았다]].

4.3. V1・V2の格支配能力の有無
「때려죽이다」類は格支配能力がV1・V2両方にあると考えられる。一方、「구워삶다」の場合は「때려죽이
다」類とは相違を見せている。
(12)a. 하옹은 그걸 알고 그 빚 문서를 태워 없앴다. (더스쿠프)
b.

하옹이 그 빚 문서를 태웠다.

／

하옹이 그 빚 문서를 없앴다.

(13)a. 할리우드 스타 잭 블랙(46)이 한국팬들을 확실히 구워삶았다. (뉴시스)
b.

*잭 블랙이 한국팬들을 구웠다. ／ *잭 블랙이 한국팬들을 삶았다.

4.4. V1・V2の連体修飾化の可能性
この基準は4.3.の基準と明らかに関係があり、考察の結果は4.3.の結果と同じであると考えて良い。
(14)a. 멕시코에서 (중략) 10세 소년을 물어 죽인 4ｍ 길이의 악어가 붙잡혔다. (연합뉴스)
b. 10세 소년을 문 악어 ／ 10세 소년을 죽인 악어
(15)a. 할리우드 스타 잭 블랙(46)이 한국팬들을 확실히 구워삶았다. (뉴시스)
b. *한국팬들을 구운 잭 블랙 ／ *한국팬들을 삶은 잭 블랙

4.5. 元 の文への復元可能性
この基準も4.3.の基準と密接な関係があり、「때려죽이다」類はV1とV2を述語とする元の文への復元が可能で
あるのに対して、「구워삶다」はそれが難しいと判断される。

塚本1993：229)

(16)a. 강도가 회사 사장을 때려죽였다. (

b. 강도가 회사 사장을 때려 강도가 회사 사장을 죽였다.
c. 강도가 회사 사장을 때렸다. ／ 강도가 회사 사장을 죽였다.
(17)a. 할리우드 스타 잭 블랙(46)이 한국팬들을 확실히 구워삶았다. (뉴시스)
b. *잭 블랙이 한국팬들을 구워 잭 블랙이 한국팬들을 삶았다.
c. *잭 블랙이 한국팬들을 구웠다. ／ *잭 블랙이 한국팬들을 삶았다.

4.6. V1・V2の否定可能性
「때려죽이다」類は、V1のみの否定もV2のみの否定も可能であると考えられる。(18)は前者の例、(19)は後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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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例である。これに比べ、「구워삶다」はV1のみを否定することもV2のみを否定することも難しいと考えられ
る。
(18)a. 나는 김치를 [[안 볶아] 먹었다]. (이관규1989：307)
b. 종종 관련 동영상에 구충제가 없냐, 왜 물을 끓여 안 먹냐는 등의 댓글을 볼 수 있는데, (후략) (나무위
키-메디나충)
c. 조개 하나하나 살도 꽉 차 있고, 워낙 싱싱해서 저는 석화는 하나 구워 안 먹고 그냥 날것으로 먹었네
요.(행복맘)
(19)a. 나는 김치를 [볶아 [안 먹었다]. (이관규1989：307)
b. 뒷다리살은 닭으로 비유하자면 닭가슴살처럼 퍽퍽하고 약간 질겨서 바로 구워 안 먹고 식 은 뒤에 먹음

引用者による微修正)
컵라면 끓여 안 먹고 다 버렸다. (作例)

더 맛없고 질겨요. (네이버 지식in,
c.

(20)a. 노아는 (중략) 뇌물을 주고 역장 내외를 구워삶았다. (경남일보)
b. *노아는 역장 내외를 [[안 구워] 삶았다].
c. *노아는 역장 내외를 [구워 [안 삶았다]].

4.7. V1・V2は本来 の意味 か
「때려죽이다」類はV1とV2が両方とも本来の意味を保持している。これに比べて、「구워삶다」の場合は、V1
「굽다」の〈불에 익히다〉という本来の意味は明らかに失われている。

4.8. V1・V2は別 々の動作 か

V1とV2が別々の動作かどうかは「V1してからV2」への置き換え可否によって判断する。この基準に従え
ば、「때려죽이다」類はV1・V2が別々の動作と分析可能なもの(예：구워먹다、깎아먹다など)と、そうではないも
の(예：굶겨죽이다、때려죽이다など)に大別することができる。一方、「구워삶다」の場合は「굽고 나서 삶다」とい
う解釈が成立しないため、動詞結合全体が一つの動作と分析される。

5. 考察
4節の考察結果は以下の通りである。表における1は、李(2014)で「動詞句」の例文として挙げた「철수는 학
교에 아침밥을 먹고 갔다」という文を分析した結果であり、2は「때려죽이다」類を、3は「複合動詞」である「구
워삶다」を分析した結果である。

「

「

」

」

․

<表> 먹고 가다・ 때려죽이다 類・구워삶다 に見られる統語上 意味上の特徴

１
2
３

❶
可
可
不可

❷
両方可
両方可
両方不可

統語レベルの特徴
❸
❹
両方有り 両方可
両方有り 両方可
V1無し V1不可

❺
両方可
両方可
V1不可

意味レベルの特徴
❻
❼
❽
両方可 両方本義
別々の動作
両方可 両方本義 例によって異なる
両方不可 V1本義ではない 一つの動作

本発表では表の結果に基づき、以下のような位置づけを提案する。なお、この図には当該問題についてよ
り深く考察するために日本語の例も入れて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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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日韓語の動詞結合における「때려죽이다」類の位置づけ
以下、この図の見方を含めて表の結果に基づき、「때려죽이다」類が「複合動詞」としての資格を有するか
について本発表の立場を述べることとする。
第一に、確認しておきたいのは、本発表では「句」が有する種々の特徴を基準にして「語」を判別しようと
するアプローチを取るという点である。具体的には典型的な「動詞句」に見られる統語上・意味上の特徴を抽
出し、それらの特徴を多く持っていればいるほど「動詞句」に近く、持っていなければいないほど「複合動詞」
に近いと判断する。
第二に、典型的な「動詞句」より抽出した8つの特徴を基準にして、「때려죽이다」類を分析した結果、意味
レベルにおける「❽V1․V2は別々の動作か」という基準を除いて、残りすべての基準において一致した結果が得
られた。また、あわせて分析した複合動詞「구워삶다」との対照では、すべての基準において異なる結果が得ら
れた。これに基づき、本発表では当該類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位置づける。

類 語扱いの「動詞句」に近く、1語扱いの「複合動詞」と認定できるような顕著な特

(21) 「때려죽이다」 は2

徴は有していない。

この位置づけは、上記の図では動詞句「먹고 가다」寄りに表されており、2節で概観した塚本(1993、1997、
2009)・内山(1997)・和田(2011)の分析とは異なるものとなる。
第三に、「때려죽이다」類を「複合動詞」と認定しようとしない背景には、日本語の例に見られる以下のよ
うな特徴をも踏まえている。つまり、前述の「때려죽이다、비벼끄다、불러세우다、태워없애다」に形態的に対応す
る「殴って殺す、こすって消す、呼んで立たせる、燃やして無くす」のようなものを便宜上「殴って殺す」類と
呼ぶことにし、境界部の分離可能性について確認すると、これらは副詞類による境界部の分離を許容する。

信じられないほどの悲劇がイタリア全体を揺さぶる。(中略) 男性が4歳の娘を鉄の棒で殴って残酷に
殺しました。(ちらし寿司)
b. パイロットコーポレーションは筆跡をこすってきれいに消すことができる色鉛筆「フリクションい
ろえんぴつ」を2013年12月10日に発売した。(日本経済新聞)
c. その教員は、ホームルームの時間に、受検者全員の名前を呼んでその場に立たせたそうです。(漢検)
d. 「ゴミの問題、どうしたらいいのかな?」「燃やして完全に無くすことってできないの?」(作例)

(22)a.

日本語学では、境界部の分離を許すこのような例に対しては「複合動詞」と認定せず、「殴り殺す、丸め込
む」のようなV1とV2の形態的緊密性が高いものとは明確に区別して取り扱う。
最後に、表における❽の結果、すなわち「V1․V2は別々の動作か」という基準から判断し、一つの動作の例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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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られるということで「때려죽이다」類を「구워삶다」と同じように「複合動詞」と認定する考え方もあり得る。
これは意味レベルの特徴を重視した位置づけと言えるが、このような立場では副詞類による境界部の分離を許
す(22)のような例も「複合動詞」と認定すべきであろう。しかし、本発表では「複合動詞」は「複合語」の下位
分類であり、複合語は「語」であるという点を重視する。そして「複合動詞」が「語」である以上、最小限の
「語の形態的緊密性」は守られるべきであると考え、このような観点から「副詞類」によって境界部の分離が可
能な例に対しては、厳格に「複合動詞」から除外する立場を取っている。

6. まとめ
本発表では「때려죽이다」類を8つの統語上․意味上の基準から考察し、その結果として「「때려죽이다」類は2
語扱いの「動詞句」に近く、1語扱いの「複合動詞」と認定できるような顕著な特徴は有していない」という結
論を導き出した。これは塚本(1993、1997、2009)・内山(1997)・和田(2011)の分析とは異なるものである。

[参考文献] (用例の出典は割愛する)
『
』
「
」『우리어문연구』3, 우리어문학회, pp.293-311.
李忠奎(2014)「介在要素有りタイプの動詞結合の下位分類－「가다」をV2とする例を中心に－」『동북아문화연구』3
강현화(1998) 국어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사, pp.201-219.
이관규(1989) 동사연결의 유형과 특성

9、동북아시아문화학회、pp.277-297.

「

－〈用言第Ⅲ語基＋用言〉の分析－」『朝鮮学報』165、朝鮮

内山政春(1997) 現代朝鮮語における合成用言について
学会、pp.39-114.

「

－

－」仁田義雄編『日本語の格をめぐって』くろしお

塚本秀樹(1993) 複合動詞と格支配 日本語と朝鮮語の対照研究
出版、pp.225-246.

――――(1997)「語彙的な語形成と統語的な語形成－日本語と朝鮮語の対照研究－」『日本語と外国語との対照研究
Ⅳ 日本語と朝鮮語 下巻 研究論文編』くろしお出版、pp.191-212.
――――(2009)「日本語と朝鮮語における複合動詞再考－対照言語学からのアプローチ－」『油谷幸利先生還暦記念
論文集 朝鮮半島のことばと社会』明石書店、pp.313-341.
和田学(2011)「韓国語の語彙的複合動詞」『九州大学言語学論集』32、九州大学大学院人文科学研究院言語学研究
室、pp.24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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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かわいい」の意味について

小池弥生（永進専門大）

1. はじめに
本発表では「かわいい」という単語を対象に、その実態に表れた単語の意味について調べることにした。
「かわいい」は日本文化を代表する言葉として海外でもよく知られている単語である。分析においては「かわ
いい」の①対象は何か、②対象の内容や③対象と話者との関係性、そして「かわいい」の辞書の意味との比較を
行った。

2. 先行研究
本発表では、石川なつ美(2016)がコーパスを用いて言語的視点から考察しているため、この先行研究に注目
した。石川(2016)は①対象の外見や内面に向けられる「かわいい」と②海外で日本文化を示す「かわいい(kawai
i)」と2つの側面から考察した。しかし、この研究ではコーパスから「かわいい」が用いられる対象の例を外見
や内面を対象にしてあげているものの詳しい例文は示されておらず、意味を理解するには限界がある。また
「外見や内面」の意味付けが提示されていない。さらに調査結果に対しては、先行研究の見解に委ねられてい
る点が多くみられ、調査結果をもっと客観的に見る点が不足しているように考えられる。このような点を踏ま
えて本発表では、「かわいい」という意味が対象の何に向けられているのかを明らかにし、「かわいい」の意味
を客観的に分析することにした。

3. 調査方法
コーパス少納言で「かわいい」を検索した検索結果は2,757件で、そのうちの無作為に抽出した500例文を分析
した。500件の用例のうち対象が不明確な用例を除外した。その結果た分析対象になった例文は454件であっ
た。これまでの先行研究では対象語だけに注目し対象語に共通する点を探しだし「かわいい」の要素は何であ
るかをアンケート調査で検証しているものが多い。本発表では言語使用という観点からの考察が目的である。
そこで実際に使用された用例の文脈から意味を取り出すには「かわいい」は主体（だれ）が対象の何に対して
いっているのかを客観的に検証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分析項目にだれが、対象、対象の内容という項
目を設定した。つぎに話者と対象の間に関係性がある場合とない場合には意味に違いがあるのかを検証するた
めに対象と話者の関係性という項目をつくり分析を行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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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分析結果
４.1 「かわいい」の対象語
用例454件のうち対象語をカテゴリ別にわけると、次の表1のようになる。

＜表１＞「かわいい」の対象語
用例2件
以上

女の子(11件・2.4%), 子(11), 赤ちゃん（赤ん坊）(9)、こども・子ども(9)、女(6)、わたし・私(7)、娘(5)、我が子(3)、孫(3)
(以下2）坊や、お子さん、男の子

人（37種類）
あなた、おばあちゃん、お嬢さん、お兄さん、コンビニの店員、さかなやさん、レディ、男性、女房、妹、母、美人、本人、不具者、
私の完璧なジェントルマン、選手たち、小柄お姉さん、男性、整形美人、弟子、彼、彼女、好きな人
＊「子」とあっても文章を見れば女の子を意味するとき、女の人を意味するときと用例によってちがうが、うち一般的な「子」は4件であった。
人や動物の顔、声、性質な 顔(14件・3%), 声(6), 笑顔(4)、歯(2)、瞳(2)
ど
（17種類）
（以下1）おへそ、表情、髪型、前髪、ヒップ、姿、裸、指、二重（目の）、寝顔、性質、

2件以上

犬・イヌ(4)、小犬・子犬（4）、ワンコ、パグ犬
(2)

/ ペット(3) / 猫、ネコ、仔猫、わが子(猫のこと）／

熊・クマ(3)、タヌキ

動物（33種類）
うさぎ、稚魚、ニワトリ、トリ、キツネ、コアラ、ギリシャリクガメ、牛、トカゲ、動物、トナカイ、アンゴラ、カワウソ、カエル、
ヒトデ、動物たち、小動物、うずら、羊さん、子ブタ
植物（9種類）

2件以上

もの

ファッシ
ョンに関
する単語
（39種）
上記以外
111種類 食べ物飲
み物、キ
ッチン用
品

その他

こと 26件

花（９）、(以下1)花びら、ガーベラ、スミレ、球根、苔玉、つぼみ、すもも、もも
パッケージ（4）、曲（4）、小物（４）、ファー（３）、袋（２）、人形（2）、財布（２）、ファッション（２）トレーナー（2）、
ピアス（２）、パン（２），指輪（2）、下着（２）、（お）名前（２）コサージュ（2）
Tシャツ、アクセ、かばん、キャミソール、グロス、クロックス、サンダル、ジャケット、パジャマ、バンダナ、ヒール、ビキニ、ひ
もパン、ブーツ、ブラ、フリルブローチ、ヘアピン、ボーダー、まとめ髪、ワンピース、袋、服、服の組み合わせ、手袋、長靴、被
布、革靴、（ファンデの）容器

おさつ、お菓子、コーラサワー、チョコ、豆、梅干し、ボウル、絞り口、茶漉し、弁当、石鹸、入れ物、醤油差し、ビン、

容器

イラスト、インテリア、おばけ、オブジェ、オマケ、ゲームのキャラ、コナン、シリコン型、シルエット、つくえ、テーマパーク、デ
ザイン、テディペア、トレジャースマイル号、ぬいぐるみ、ピンク、ステッチ、ブログ、ヘッドマーク、ベビーピンク、ポスト、マー
チ（車）、マザーグースメイル、ラッピング、ロボット、家屋、童話、物、素材、サイト、ページ、宿、時計、屋根、妖怪、妖精、町
並み、地蔵、菜園、アルミボディ、太陽、靴下屋、絵文字
袋が膨らむ、ギャップ、お菓子を食べまくる、すっぴん、変な歩き方、行動、、ピコッと変わる、きょとんとしている、両手を顎にの
せる仕草、方言、ドキドキする、歌を歌う、あたふた、ビールだけで酔った、こと、すねる、要求、イントネーション、ローカルネ
タ、何とかしてくだちゃ言った、盛り、結婚式、憎まれ口、忘れてたこと、回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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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や動物の顔、声、性質など（42件：9.2％）単語の種類は17種で、「顔」が一番多く、次い
で、「声」「笑顔」だった。
(5) 偶然とてもキレイな朝焼けをみたときとか、こどものかわいい顔とかね。
・植物（18件:4％）9種類で「花」が一番多かった。
(6) アーバンプラザへ行く道にもかわいい花が咲いています。
・こと（26件：5.7％）特定の1単語を対象としないもの。
(7) 新しい数字を入れるとピコッと変わるのがかわいいですね。
(8) まだ、取りばしで食べるのは、みっともかわいいです。
以上、「かわいい」の対象は芸能人など、人に多かった。続いて「女の子」「子」「赤ちゃん」「子ども」
「女」「わたし(私)」に使用傾向が見られた。次にモノで、「パッケージ」などの多様な単語があった。動植物
が対象になる例では、「犬」「ペット」「猫」「花」を対象にした例が多かった。「かわいい」の対象の実態を
細かく調査した結果、凡例にふさわしい単語が明らかになった。教育の現場ではこの結果をもとに例文を作る
ことを推奨したい。

４.2

対象語の内容

「かわいい」の対象が何であるかを考えるときに、単純に並べられた単語をみるだけでは意味の違いがわか
らないと考え、例文を良く考察し《対象》の何が「かわいい」のかという内容を考察した。

(9)

濃い赤に白のステッチがかわいいサンダル。

(10)「兄も男手ひとつで大変だろう。こんなにわたしによくなつくかわいい子なら、話して
私が育てようか」とさえ思うくらいであった。
(11)ピンポン玉と見える赤、これが極北の太陽だ。なんとかわいい太陽、それが日没だーとい
われてしずかにしずみ、しばらくして日の出だといわれて、またすぐ、のったりとあらわれる。
例文（9）の《対象》は「サンダル」で濃い赤に白いステッチがある様子がかわいいので対象の内容は「様
子・状態」である。また(10)は対象は「子」で対象の内容は「性格」である。どのような性格かと言えば「わた
しによくなつく」ことであろう。また（11）は本来は大きな太陽がピンポン玉のように小さいことに対して使用
されているので「大きさ」と考えた。このように対象の内容は、様子・状態、性格、大きさに分類され、量的に
みると様子・状態299件・65%、性格31件・6.8%、大きさ7件・1.5%であった。その他に次のように対象の内容で
はなく、対象への話者の好意が表現されている例もあった。

（10）だれよりも大すきな、かわいい妹。
４.3

対象語と話者との関係性

用例は92件で20.3%であった。対象語が人や動物の場合にだけ現れる。「親族関係」「恋愛関係」「ファンと
芸能人」「飼育者とその対象」という4つの関係性が現れた。関係性のある場合は対象の様子や状態が「かわい
い」ばかりでなく話者の対象に対する好意や愛情の意味にもとれる場合があった。人の場合には親子、養親子、
祖母と孫、兄弟のような親族関係は29件(31.5%,6.9%全体比）で、外見だけでなく愛おしさも見えてくる。次に
男女間にかかわらず、恋愛関係は19件(20.7%,4,2%)であった。例文(13)のようにファンがアイドルのももちのす
べてに対して言っている場合は大好きだという意味も読み取れる。このようなファンと芸能人のケースは14件
(15%,3%)あった。また動物が対象語の場合は、飼い主とペット、あるいは飼育係と動物という世話をする側さ
れる側の関係性があり、用例は8件(8%,1.8%)であった。1)

(11）ママは、保育器の中のキミを「かわいいね〜」って何度も言いながら、なでていました。
(12) 私は付き合っている人からよく「かわいい」って言われます。
1) その他に少ないが先生と生徒、 師弟関係などがみられた。・メリーさんというのね。かわいいお名前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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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真剣な表情もポーズを決めてる表情も全てのももちがかわいい。
(14) 「いや、タヌキ。二匹飼ってんだよ、かわいいぜ。」
以上の分析結果をまとめると、典型的な対象はタレントの名前のような個人を特定した人だった。また「か
わいい」の典型的な対象の内容は様子や状態であり、典型的な対象と話者との関係性は親族の関係に多くみら
れた。

5. まとめ
辞書では「かわいい」の意味を①愛情をもって大切にしてやりたい気持ちである。②小さいもの、よわいもの
(若い女性、こども、小動物など)に心惹かれる気持ち、また、そのような心惹かれる魅力をもっているさま、と
記述している。しかし、今回の分析結果から見ると、実態に基づいているとはいえないため従来の意味とは違
う点を補足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今回は「かわいい」の実態から意味を考察したが、さらにどんな場面で使
われているか、文脈全体に対して機能性がみられるか 、話し言葉か書き言葉なのかという文章情報を分析して
いく必要がある。

【参考文献】

（

）「かわいいの意味について」『東京女子大学言語文化研究24』言語文化研究会

石川なつ美 2016

【参考辞書】

（

），

日本語大辞典 第二版 2001

，

大辞林 第三版 三省堂(2006)

【調査資料】

デジタル大辞泉 小学館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BCCWJ）https://shonagon.ninjal.ac.jp (2020年8月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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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에서 관찰되는 존경어 사용에
대하여
─「お（ご）～なさる」와「お（ご）～になる」를 중심으로─

이현진(東京都立大)

1．들어가기
일본어의 존경어는 「특정형(特定形)」1) 「お（ご）～になる」 「（ら）れる」「なさる」「お（ご）～なさ
る」「お（ご）～だ」「お（ご）～くださる」등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예를 들어 「聞く」와 같은 동사는 아래의
(1)~(3)과 같이 바꾸어 존경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お読みなさいますか。
(2) お読みになりますか。
(3) 読まれますか。
예를 들어「食べる」「言う」와 같은 동사는 「召し上がる」「おっしゃる」라고 하는 존경어의 특정형이 존재
하지만 특정형 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동사가 존경어의 특정형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
로는 (1)~(3)과 같이 「お（ご）～なさる」「お（ご）～になる」「（ら）れる」를 사용하여 존경어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이들 세 가지 표현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お（ご）～なさる」는 명치 20년대에서 30년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던 경어 형식이었으나 명치 40년에 들어와 「お（ご）～なさる」보다는 「お（ご）～になる」가
주 세력을 가진 경어 형식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辻村1974). 그리고 존경용법으로서의 「（ら）れる」는
평안시대(平安時代)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당시에도 이 표현의 경도(敬度)는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한다(菊地
1997:150).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이 세 가지 표현 중에서 경도(敬度)가 가장 낮은 표현은 「（ら）れる」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장 제약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존경표현 또한 「（ら）れる」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경도(敬度)가 가장 낮다고 인식되는 「（ら）れる」를 제외한 「お（ご）～になる」「お
（ご）～なさる」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명치40년 이후에도 「お（ご）～になる」형식이 「お（ご）～なさる」를
대신한 존경어 표현으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경년(経年)조사를 하고 이를 분석한 내용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
다.

2．조사개요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인터넷상에 공개되어있는『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2)(이하, 국회회의록)을 이
1)『敬語の指針』(2007)에서는 「いる・くる」의 전용동사인 「いらっしゃる」와, 「言う」의 전용동사인 「おっしゃ
る」등을 ‘특정형(特定形)’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라 각각의 전용동사를 「특정형」으로 부르도
록 한다.
2) http://kokkai.ndl.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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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중의원의 예산위원회를 대상으로 「お（ご）～になる」와 「お（ご）～なさる」의 용례를 조사한다. 조사대
상으로 국회회의록을 선택한 이유는 국회 회의는 격식을 갖춘 대화의 장소로서 기본적으로 경어를 사용하며, 이에
따라 경어 관찰에 아주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국회가 개회한 1947년부터 현재까지 약 80년간의 언어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목적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물론, 마쓰다(2008:23)에 따르면, 국회회의록은 구어체와 문어체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국회
회의 중에서도 예산위원회는 사전에 연설 원고나 자료의 준비 없이 위원들과 국무대신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일문
일답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이기에 자연스럽고 실질적인 경어를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李2017). 따라서 본 조
사에서는 국회 회의 중에서도 예산위원회에 한정하여 조사한다.

2.2 용례수집시기
제1회 국회 회의는 1947년 5월부터 개회하였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194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를 조사대상으
로 하여 용례를 수집한다. 단, 용례수집에 있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존경어의 사용빈도를 관찰하기 위해 수집 시기를
1947년부터 2018년까지로 설정했으나, 80년이라는 장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용례를 수집하는데 어려움3)이 따르므로,
아래와 같이 10년씩 기간을 구분하여 용례를 수집하도록 한다(단, 이하 아래의 시기를 표기할 때에는 한정 된 지면
상 대표연도만 표기).

1) 1947년 5월1일 ~ 1948년 4월30일
3) 1967년 5월1일 ~ 1968년 4월30일
5) 1987년 5월1일 ~ 1988년 4월30일
6) 2007년 5월1일 ~ 2008년 4월30일

2) 1957년 5월1일 ~ 1958년 4월30일
4) 1977년 5월1일 ~ 1978년 4월30일
6) 1997년 5월1일 ~ 1998년 4월30일
8) 2017년 5월1일 ~ 2018년 4월30일

3．조사 결과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용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 서술한 연구 대상 기간 내의 「お（ご）～になる」
와 「お（ご）～なさる」의 총 사용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각 연도별 사용 빈도수를 아래의 <표1>과 같이
정리하여 나타낸다.

「 （ ）～なさる」와「お（ご）～になる」의 사용빈도

<표1> お ご

お（ご）～なさる お（ご）～になる 사용 수 합계 お（ご）～なさる お（ご）～になる
사용 수
사용 수
사용비율(%) 사용비율(%)
1940년대
26
333
359
7.2
92.8
시기

1950년대

99

438

537

18.4

82.6

1960년대
1970년대

167
338

422
458

589
796

28.4
42.5

72.6
57.5

3) 국회회의록 검색시스템은 특정 검색어로 검색하여 표시되는 검색 수와 실제 카운트되는 용례의 수가 다르므로, 전부 수
작업으로 용례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947년부터 2018년까지를 연구대상 기간으로 삼되, 실
조사는 샘플링 조사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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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183

274

457

40.0

60.0

1990년대

189

381

570

33.2

66.8

2000년대

65

139

204

31.9

68.1

2010년대

52

125

177

29.4

70.6

<표1>에서 각 연도별 실사용 수를 보면 194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お（ご）～になる」가 「お（ご）～なさ
る」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밝힌 것과 같이 「お（ご）～になる」는 명치 40년(1907
년)을 기점으로 하여 「お（ご）～なさる」를 대체하는 존경어 표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명치
40년(1907년)에서 약 30년 후인 1940년대에도 「お（ご）～になる」는 여전히 「お（ご）～なさる」보다 그 사용
비율이 약 9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두 표현의 사용률의 변화를 보다 알기 쉽게 비교・파악하기 위
하여 아래 <그림1>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낸다.

<그림8>

「お（ご）～なさる」「お（ご）～になる」의 사용률

<그림1>을 보면 1940년대의 「お（ご）～なさる」는 7.2%로 그 사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시간이 뒤로 감에 따라 점점 그 사용률을 회복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서
「お（ご）～になる」보다 낮은 사용률이기는 하나 약 40% 이상의 비율로 「お（ご）～なさる」는 「お（ご）～
になる」와 거의 대등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듯한 모습이 관찰된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다시 「お（ご）～なさ
る」의 사용은 30% 정도로 떨어지게 되며 이러한 경향은 2010년대까지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

4. 나오며
본 발표에서는 존경어 표현 「お（ご）～なさる」와 「お（ご）～になる」를 중심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사
용양상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① 194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전 기간을 통틀어 「お（ご）～になる」의 사용이 많다.
② 명치 40년을 기점으로 「お（ご）～なさる」에서 「お（ご）～になる」로 교체된 이후, 1960
까지는 「お（ご）～になる」의 사용이 현저하게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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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③ 1940년대 이후부터 「お（ご）～なさる」의 사용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1990년대이후부터는 증감
없이 유지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그 외에도 <표1>에서 두 표현의 실사용 수를 보면 2000년대 이후로 현저하게 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서 이중 경어의 사용증가(李2019)와 존경어로서의 「（ら）れる」사용증가 등을 이유로 들 수 있겠다.
먼저, 이중 경어의 사용증가라는 것은 「お（ご）～になる」의 「なる」부분에 또다시 존경의 의미를 가지는
「（ら）れる」를 접속시켜 생산된 「お（ご）～になられる」의 사용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현재 오용으로 분류되
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お（ご）～になられる」는 1970년대부터 서서히 늘기 시작해 2000년대를 넘으면서 이용
되는 빈도수가 높아지게 된다(李2019).
그리고 이중 경어의 사용증가라는 현상에서도 유추 할 수 있다시피 사용에 있어 제약이 적은 「（ら）れる」의
세력확장이 「お（ご）～なさる」와「お（ご）～になる」전체 사용 수를 줄이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향후 동일한 자료와 기간내에서 「（ら）れる」의 사용빈도 수를 조사하고 실질적
으로 이들 표현의 사용빈도 수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검증하고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参考文献】
「「 いたす 」から 「させていただく 」への交替－国会会議録検索 システムを 資料として －」
『日本言語文化』第40輯、pp.91-110
─── (2019) 「尊敬表現 「お・ご ～になられる 」の使用について ─『国会会議録検索 システム 』を研究資
料として─」第83輯、pp.201-219
菊地康人(1994)『敬語』講談社学術文庫
辻村敏樹(1974)「明治大正時代の敬語概観」『敬語講座５明治大正時代の敬語』明治書院
松田謙次郎編(2008)『国会会議録を使った日本語研究』ひつじ書房
李譞珍 (2017)

- 26 -

對應規則을 통한 中国人
日本語 學習者의 日本漢字音 指導法
- x를 중심으로 -

양우(동국대)・이경철(동국대)

1．序論

1.1 연구목적
日本語에서 漢字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中國人이 日本語를 學習하는 과정에서 다른 外國語와 비교하면 친근

감이 느끼게 된다. 漢字가 中國에서 유래하여 한반도를 걸쳐 日本으로 도입된다는 사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렇기 때문으로 한중일 3국의 音韻體系가 서로 다르면서도 일정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中國語와 日
本語는 漢字가 많이 사용되어 있으며 같은 漢字가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中國人이 日本語를 學習할
때 쉽게 느낄 수 있다. 즉 그 學習하는 과정에서 中國語와 日本漢字音과의 對應關係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 표준 中國語는 普通話라고 하며 편의상 본고에서는 중국 北京音으로 하기로 한다. 현대의 중국 北京音은
단순히 北京 방언이 아닌 中國語 내의 여러 방언적 요소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中古音을 계승하면서
中國語 내에서 音韻 변천해 온 것으로 본다. 또한 日本漢字音은 주로 吳音, 漢音 및 唐音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
으며 그 중에서 吳音과 漢音이 日本漢字音의 중축을 이루고 있다. 吳音은 5세기의 南朝音을 母胎로 형성되었고,
漢音은 8-9세의 秦音을 母胎로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日本漢字音도 역시 中古音에서 계승 받은 것이다. 따라서 현
대 北京音과 日本漢字音 사이에 일정한 대응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응관계의 존재는 중국인학
습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일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1.2 선행연구
한국어의 語頭子音과 日本漢字音의 대응규칙을 활용한 일본한자음지도법에 관한 연구로는 禹燦三(2008), 河素
偵・李京哲(2018a・2018b・2018c・2018d) 등을 들 수 있으며, 中國語와 日本漢字音의 대응관계와 관련한 연구로
는 洪淑娟(2004), 江見圭司(2013), 薛華民(2013), 汪南雁(2014), 魏娜(2017) 등을, 臺灣語와 日本漢字音의 대응관
계와 관련한 연구로는 中澤信幸(2012), 中澤信幸・岩城裕之・是澤範三(2013) 등을 들 수 있다.

1.3 연구방법
常用漢字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하므로, 먼저 新常用漢字表(2010)에서 中國語의 語頭
가 h에 해당하는 106字를 대상으로 中國語와 日本漢字音의 대응관계를 분석하고, 그러한 대응이 나타나게 된 역사
적 변화를 고찰하여, 이러한 對應規則을 중국인 일본어학습자에게 日本漢字音의 학습에 응용하게 하려는 것이다.
먼저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으로 新常用漢字表(2010)에서 音讀을 가지고 있는 漢字 중에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106字를 추출하여, 다음과 같은 <常用漢字表 字音分析表>를 만들어 分析을 실시하였다.

對應
h:k

聲母
匣ɦ

漢字
1何

常用漢字表 字音分析表 예시

拼音
he

東音
하

呉音

漢音
カ

對應]은 中國語와 日本漢字音의 語頭子音을 나타낸다.
2. [聲母]는 현 中國語와 日本漢字音의 유래가 된 中古音의 聲母를 나타낸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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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形

聲韻
匣歌開1

漢字]는 新常用漢字表(2010)에서 國字를 제외한 漢字에서 音讀을 가진 漢字를 나타낸다.
4. [拼音]은 漢典에서 표준음을 제시하며, 보조자료로 多音字辭書를 이용한다. 拼音이 2개 이상일 경우 중국 常
用漢字에 해당하는 拼音만 제시하며, 사용량의 많은 拼音을 먼저 적는다.
5. [東音]은 네이버한자사전에서 제시한 현 한국한자음 중에서 中國語음 및 日本漢字音과 聲韻이 대응하는 것을
3. [

기재한다.

吳音][漢音]은 日本漢字音의 系統 분류에 해당하며, [唐音]과 [慣用音]은 [古形]란에 따로 기재한다. 日本
漢字音의 字音별 系統 분류는 李京哲(2013a・2013b・2017a・2017b・2017c・2017d・2018), 李京哲・宋在
漢(2014), 李京哲・河素偵(2014a), 李相怡・李京哲(2016)에 의한다.
7. [古形]에는 漢音과 呉音의 古形을 기재한다.
8. [聲韻]은 漢典을 기준으로 하며, 河野六郞(1979)와 李珍華・周長楫(1998)을 참고로 聲・韻・開合・等의 순
으로 나타낸다. 韻에서 上聲과 去聲은 平聲으로 대표하여 게재하며, 入聲은 그대로 게재한다.
6. [

위의 표를 근거로 常用漢字 중에서 中國語의 語頭母音 ｈ/ｘ/에 해당하는 日本漢字音을 제시하고, 그 對應關
係 및 원인에 대해 中古音의 聲韻과 日本漢字音의 系統별로 고찰해 가기로 한다.

2．中国語音x에 該当하는 日本漢字音
<表1>中国語音x에 該当하는 日本漢字音 分析表

對應

x:k
72

聲母

匣ɦ
48

漢字
1何
2河
3荷
4合
5核
6褐
7戸
8湖
9弧
10後
11后
12侯
13喉
14厚
15候
16憾
17韓
18寒
19汗
20恵
21会
22回
23繪
24穫
25禍
26獲
27活

拼音
he
he
he
he
he
he
hu
hu
hu
hou
hou
hou
hou
hou
hou
han
han
han
han
hui
hui
kuai
hui
hui
huo
huo
huo
huo

東音
하
하
하
합
핵
갈
호
호
호
후
후
후
후
후
후
감
한
한
한
혜
회

呉音

회
회
확
화
획
활

エ
エ

ゴウ
ガッ

エ
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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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音
カ
カ
カ
カッ
カク
カツ
コ
コ
コ
コウ
コウ
コウ
コウ
コウ
コウ
カン
カン
カン
カン
ケイ
カイ
カイ
カイ
カク
カ
カク
カツ

古形
ガウ

ゴ(唐)

カム

クワイ
ヱ
クワイ
ヱ
クワク
クワ
クワツ

聲韻
匣歌開1
匣歌開1
匣歌開1
匣合開1
匣麥開2
匣曷開1
匣模開1
匣模開1
匣模開1
匣侯開1
匣侯開1
匣侯開1
匣侯開1
匣侯開1
匣侯開1
匣覃開1
匣寒開1
匣寒開1
匣寒開1
匣齋合4
匣灰合1
匣灰合1
匣泰合1
匣鐸合1
匣戈合1
匣麥合2
匣末合1

28滑 hua
29画 hua
30恨 hen
31痕 hen
32混 hun
33魂 hun
34懷 huai
35壞 huai
36換 huan
37緩 huan
38患 huan
39環 huan
40還 huan
hai
41洪 hong
42紅 hong
43航 hang
hang
44行 xing
45衡 heng
46恒 heng
47皇 huang

활
골
획
한
량
혼
혼
회
괴
환
완
환
환
환
홍
홍
항
항
행
형
항
황

48黃 huang

황

カツ
コツ
カク
コン
コン
コン
コン
カイ
カイ
カン
カン
カン
カン
カン
コウ
コウ
コウ

ガ

ギョウ
カウ

コウ
コウ
コウ
コウ

カウ

コウ

クワツ
グワ

匣黠合2
見沒合1
匣佳合2
匣痕開1
匣痕開1
匣魂合1
匣魂合1
匣皆合2
匣皆合2
匣桓合1
匣桓合1
匣刪合2
匣刪合2
匣刪合2
匣東開1
匣東開1
匣唐開1
匣庚開2
匣庚開2
匣登開1
匣唐合1

クワイ
クワイ
クワン
クワン
クワン
クワン
クワン
ク(慣)
カウ
アン(唐)
カウ
ギャウ
カウ
クワウ
ワウ
クワウ
ワウ

匣唐合1

(일부 생략)

3．結論
本研究에서 中国語音의 牙音에 該当하는 k、kʰ、x에 나타나는 221字 252音를 대상으로 日本常用漢字와 中
国語音의 對應関係를 分析하였다. 結果는 아래와 같다.
<표2>中国語音k、kʰ、x에 該当하는 日本漢字音

對應
x:k
78
x
106

x:g
15

聲母
匣ɦ
52
曉h
26

匣ɦ
15
匣ɦ
x:’∅ 7
8 于'∅
1
x:w 匣ɦ
4
3

系統
漢音
吳音
慣用音
吳漢
漢音
吳音
吳音
慣用音
漢音
唐音
吳音
吳漢

字音數
49
2
1
15
9
2
11
2
1
1
5
2
1

吳音

3

唐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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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音별 比率 系統별 比率 對應별 比率
19.44%
20.63%
0.79%
0.40%
30.95%
5.95%
10.32%
3.57%
0.79%
4.37%
0.79%
5.95%
5.95%
0.40%
0.40%
1.98%
2.78%
0.79%
3.17%
0.40%
0.40%
1.19%

1.19%

1.59%

曉h
1
x:m 明m
1
1
總計

慣用音

吳音

1

0.40%

0.40%

1
252音

0.40%

0.40%
100%

0.40%

x:k 대응은 語頭 x에 해당하는 전체 字音數 252音 가운데 78音으로 30.95%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서 中古音
의 匣母ɦ에 해당하는 것이 52音, 曉母h에 해당하는 것이 26音이다.
x:g 대응은 語頭 kʰ에 해당하는 전체 字音數 252音 가운데 15音으로 5.95%에 해당하는데, 15音으로 모두 溪
母kh에 해당한다.
x:’∅ 대응은 語頭 x에 해당하는 전체 字音數 252音 가운데 8音으로 3.17%%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서 中古音의
匣母ɦ에 해당하는 것이 7音, 于母'∅에 해당하는 것이 1音이다.
[1彙]는 현대 中國語에서 [匯]字와 같이 [汇]字로 簡體化되었다. 說文解字에 의하면 [彙]는 [蝟위]의 본자로
현대 中國語에서 [wei]로 발음해야 되는데 [匯]의 통가자로 같은 [hui]로 정착되었다. 이는 音韻變化로 보기가 어
려워 예외로 보아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x:w 대응은 語頭 x에 해당하는 전체 字音數 252音 가운데 4音으로 1.59%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서 中古音의
匣母ɦ에 해당하는 것이 3音, 曉母h에 해당하는 것이 1音이다.
x:g 대응은 語頭 kʰ에 해당하는 전체 字音數 252音 가운데 1音뿐으로 0.40%에 해당하며 1音으로 明母m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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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기 번역어 ‘廣告’의 성립과 한국 수용
田宇(전남대)

1. 서론
18세기 중엽 서양의 근대화 기류가 아시아로 들어오면서 수많은 신문명·신개념 용어들이 물결같이 서양에서 동아
시아 각국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동양의 학문 체계와 학술용어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자 문화권인 한·
중·일은 서양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 국가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각국 나름대로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
이 한자 번역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들 번역어가 그대로 중국과 한국으로 유입되었으며 이것
이 바로 오늘날 한·중·일 삼국에서 同形語가 대량으로 분포하는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서양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계가 확립되면서 사업 경영자들이 자기의 상품을 최대한 많이 팔 수 있고
더욱 큰 경제이익을 얻을 수 있기 위하여 한 가지 불가결한 방법은 바로 광고라는 수단이다. 중국 고전에서 최초로
[廣告]라는 어휘가 나타나며 그 후 일본에서 [廣告]를 서양어의 ‘advertisement’에 대역하면서 전통적인 의미가 탈
색되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 [廣告]는 回歸語로서 다시 중국과 한국으로 유입되었고
오늘날까지 필수적인 용어로 한자권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서양어 ‘advertisement’를 대역하기 전
의 [廣告]의 원뜻이 무엇인지 어떤 용어가 주로 쓰였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어휘사의 고찰 방법으로 통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본 발표문은 한자권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
는 [廣告]를 대상으로 삼아 한·중·일 고전 문헌과 사전류, 근대신문잡지 등 자료를 통하여 이 번역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용어들의 사용 양상, 의미변화 및 한국의 수용 경로를 살펴보는 데 목표를 둔다.

2. 번역어 ‘廣告’의 성립과 수용
2.1 중국 고전의 [廣告]

『說文解字』에 의하면 ‘廣’은 “廣, 殿之大屋也”, ‘告’는 “告祭”라는 뜻이고 ‘廣’과 ‘告’가 결합되면 “널리 알린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뜻으로 쓰인 용례가 중국 고전 문헌1)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중국 고전에서 나온 [廣
告]는 「남들에게 널리 알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오늘 서양어 ‘advertisement’의 번역어로서의 [廣
告]와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명나라(1368~1644) 말기에 이르러 중국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이 기독교 교리와 함께 서구의 세계 지리와 자연
과학 등 당시 새로운 서양의 학문을 중국에 전파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7세기 영·중 대역사전을 많이 편찬하였다. 근대기 대역사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양어 ‘advertisement’에 대역하는
한자어는 [報知, 報告, 告知, 告白, 通報] 등 많은 용어가 나타나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告白]이라는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1900년대까지는 ‘advertise’와 ‘advertisement’의 번역어로 [廣告]가 등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08년에 편찬된 『영화대사전』에는 ‘advertisement’이라는 항에 대역어로서 [廣告]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였고 이와 함께 [告白]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시기까지 두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중국 고전에서 발견되는 [廣告]는 현대 중국어의
1) 예컨대, 南宋의 石公孺가 쓴 『臨海縣靈康廟碑』에서 “先是, 郡大饑, 有詣閩廣告其賈客曰: ‘吳趙氏, 臺之富人也. 臺
貴糴, 儻運而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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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라는 의미가 아닌 「세상에 남들에게 널리 알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리고 [廣告]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에 주로 [告白]이라는 말이 쓰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廣告]2)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번역어가 아니라 일본에서 서구의 신문명·신개념을
번역하기 위하여 중국 고전 속에 나타난 한자 어형을 빌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만든 것을 다시 중국에서 받아들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2 근대 일본의 [廣告]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메이지유신 이전부터 [廣告]라는 말은 전통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일본
에서 현대 일본어 어휘를 모아 놓은 『日本國語大辭典』에서 [廣告]는 “⑴ 世間に広く告げ知らせること. ⑵ 客
を誘い招くために広く公衆に知らせること. また、そのもの.”라는 두 가지 의미로 기술되어 있다.
일본에서 ‘advertisement’의 번역어로서의 [廣告]가 일본어 대역사전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892년의 『雙解英
和大辭典』이다.3) 그 이전에 1860년의 『増訂華英通語』에서 서양어 광고의 대역어로서 [賞帖]이라는 말이 나왔
고1867년의『英和對譯袖珍辭書』에서 [告ケ知セ]가 나왔고 1873년의 『附音挿図英和字彙』에서 ‘advertisement’
라는 항에 [告知、街招、掲示、引札]가 나타나고 있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에서도 [廣告]가
‘advertisement’의 번역어로 출현하기 전까지는 중국 고전에 나타난 「세상에 남들에게 널리 알리다」라는 뜻으로 사
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廣告]는 처음부터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가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단
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단어가 대역사전에 출현하기 전에 ‘advertisement’의 번역어로서 [告知]
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통해 당시에 일본 明六社 지식인들이 먼저 중국에서 편찬하였던 대역사전을 많
이 참고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대역사전을 통해서만 이 시기에 실제적 주로 어떤 용어가 많
이 쓰였는지 또한 어떠한 맥락과 환경에서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질문들을 대답하기 위하여 당시에 간행된
신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이지 15년(1882년)까지 일본 신문에서 광고를 의미하는 용어는 표제어로서 주로 [報告]라는 어형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新聞雑誌』에서 총 41회로 나타났고 이외에 [引札]과 [告白]도 각각 10회와 1회로 출현하였다. 메이지
15년 이후에 [廣告]라는 말이 급격히 증가하여 확고한 위치를 하게 되었다. 『東京日日新聞』에서 표제어로 된
[廣告]가 압도적이고 66회 남짓 나타났고, 이외에 報告(4회), 公告(3회), 禀告(3회)로 출현하였다. 이 시기에 명사로
된 [廣告]가 서양어 ‘advertisement’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다는 한편은 전통적인 쓰임은 여전히 보이는데 예컨대
‘羅馬字會會員諸君二廣告ス’에서의 [廣告]가 명사가 아닌 동사로 [세상에 남들에게 알리다]라는 원뜻으로 사용되
어 있었다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이상과 같이 근대 대역사전과 신문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용례를 통해 [廣告]라는 단어가 번역어로 만들어지기 전
에는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告知, 街招, 掲示, 引札, 報告] 등 다양한 한자어로 번역을 시도하였는데 여러 차례의
각축을 통해서 결국은 [廣告]라는 단어가 여러 번역어를 물리치고 이겨내서 살아남았다. 幕府·明治 초기에 서양어
‘advertisement’라는 개념어를 번역하기 위하여 [廣告]를 사용하면서 ‘advertisement’의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188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는 서양어 ‘advertisement’의 번역어로서 자리를 공고히 잡게 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2.3 개화기 한국의 [廣告]
중국이나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개화기 이전까지는 [廣告]를 전통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를 『高宗實錄』4)에서 확인할 수 있다. 『高宗實錄』에 나타난 바와 같이 [廣告]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2) 廣告: guanggao 一種宣傳方式, 通過報紙, 電視, 無線電廣播等介紹商品或服務性事業等。源日 広告kokoku(意訳英
語 advertisement). 劉正埮·高名凱·麥永乾·史有爲(1985), 『漢語外來詞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5, p.126.
3) 吉澤典男·石綿敏雄(1979), 外來語の語源, 東京: 角川書店, p.20.
4) 特下銀貨三千元, 自臨時衛生院招集醫士, 爛商講究其對投及豫防之法, 求購良藥, 又另設方便, 隨亟救之, 無或有緩
不及之弊. 亦以此方藥, 廣告於各道各郡. (『高宗實錄』, 19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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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라는 의미와 달리 「세상에 남들에게 널리 알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1년에 간행된 게일의 『韓英字典』에는 서양어 ‘advertisement’의 번역어로 [廣告]가 처음 출현하였는데
1924년에 출간된 게일의 『三千字典』에서 ‘advertise’와 ‘advertisement’라는 항목에 [廣告]만 실려 있지 않고 이외
에 [揭示]와 [告白]도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같은 저자가 편찬한 사전이더라도 다양한 대역어가 쓰였다는 것을 통
해 이 시기에 서양의 [廣告]라는 개념어가 아직도 한국에서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1928년
의 김동성의 『最新鮮英辭典』에서는 표제어 [廣告]의 번역어로 ‘advertisement’와 함께 「a notice;
announcement」도 증보되어 있다. 이때는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므로, 1920년대 후반 한국에서 [廣告]가
‘advertisement’의 번역어로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전에 실린 단어가 왕왕 실제적 사용보다 늦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에 간행된 신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83년 10월 31일에 창간된 한국에서 최초의 근대적 신문으로서의 『漢城旬報』에서 [廣告]가 등장하였지만 메
인 단어로 쓰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廣告]가 나타난 두 군데에 광고주가 다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 시기의
한국 내부에서 자기 스스로 지칭하는 용어로서 [廣告]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廣告]를 가리키
는 용어로 [告白]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근대기 이전의 용어에 중국의 영향
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다. 1896년에 간행된 『獨立新聞』에서 [廣告]라는 말이 다른 용어들을 물리치
고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이때까지 [廣告]가 한국에서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아직 말하기 힘들 듯했는
데 왜냐하면 1909년 1월 13일 날짜로 발행된 『皇城新聞』에서라도 [告白]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10년 이후부터 [廣告]만 신문에서 보일 수 있었고 이때에 이르러서야 점점 신문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하게 된다. 1899년에 『皇城新聞』에서 현대의미로서의 [廣告]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었는데 이
때까지 이 말이 아직 한국에서 매우 낯설고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서학동점으로 인해 서구의 신문명과 신개념을 번역하기 위하여 먼저 일본의 메이지 지식
인들과 明六社 사상가들이 중국 고전에서 한자 어휘를 대량으로 차용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廣告]가 바로
이 중에서의 한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에서 근대 이전까지 [廣告]가 주로 [광고하다]라는 단독 동사형이 많이 사용
되고 있으며 전통적 [세상에 널리 알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양어의 번역어로서의 [廣告]가 출현하기 전
에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에 광고를 가리키는 말이 주로 [告白]이 압도적 많이 사용하다가 근대기 이후에 서양 문명
접촉에 앞장선 일본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아서 [告白]이 점점 사라졌다는 반면에 서양어 [廣告]이라는 말이 축을
이루었다는 추세가 보인다. 상당한 시간을 지나면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신문 매체에 실린 [廣告]가 서구어
‘advertisement’의 의미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이 시기에는 ‘advertisement’의 번역어로서의 [廣告]가 한국에서 정착
되었다는 추세로 보일 수 있고, 1900년을 전후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은 [廣告]가 이미 일반 대중 사이에서 통용
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결국은 한국에서 191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廣告]가 서양어
‘advertisement’의 의미로 정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결론
이 연구에서는 번역어 [廣告]를 대상으로 언어적 측면의 통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중·일 삼국의 고전 문헌
과 대역사전, 근대 신문 등의 자료에 실린 [廣告]의 사용 용례를 통해 삼국에서 쓰이던 [廣告]의 성립과 의미변화
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廣告]는 의미가 분화되어 번역어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전통적으로 중국 고
전에서 제시된 [세상에 널리 알리다]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19세기 메이지 초기 일본에서 서양어
‘advertisement’의 대역어로 [廣告]를 사용하면서 ‘advertisement’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 후에 일본
에서 만들어진 ‘advertisement’의 번역어로서의 [廣告]는 다시 중국과 한국으로 수용하여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사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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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999년 일본 일간지의 혐한 담론 표상 방식
노윤선(고려대)

1.머리말
본 발표에서는 일본 현대문화 속의 일간지들이 혐한 표상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혐한 사건들과의 연계성을 규명
함과 동시에, 한국 혹은 한국인을 어떻게 기억하였는지를 고찰해 가기로 한다.

2.본론
연도별 ‘혐한(嫌韓)’ 용어가 등장한 기사 건수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0건

0건

44건

54건

19건

15건

39건

19건

124건

22건

전국지 및 일반지의 연도별 ‘혐한(嫌韓)’ 용어가 등장한 기사 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朝日

0

0

5

3

3

2

4

1

5

0

毎日

0

0

5

6

2

1

10

2

11

2

読売

0

0

5

8

3

2

3

2

4

1

産経

0

0

6

15

4

4

2

8

23

1

日経

0

0

7

5

3

3

2

3

5

0

一般紙

0

0

16

16

4

3

18

3

7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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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1999년 ‘혐한(嫌韓)’ 용어가 사용된 기사의 신문사별 현황 >

신문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합계

朝日

0

0

5

3

3

2

4

1

5

0

23

毎日

0

0

5

6

2

1

10

2

11

2

39

読売

0

0

5

8

3

2

3

2

4

1

28

産経

0

0

6

15

4

4

2

8

23

1

63

日経

0

0

7

5

3

3

2

3

5

0

28

西日本

0

0

7

4

0

0

0

0

2

1

14

北海道

0

0

5

9

1

0

5

0

32

1

53

中日

0

0

3

3

1

3

3

0

3

0

16

河北

0

0

1

1

1

0

0

0

1

0

4

佐賀

0

0

0

0

1

0

1

0

9

0

11

愛媛

0

0

0

0

0

0

1

0

1

0

2

熊本

0

0

0

0

0

0

1

0

6

4

11

中国

0

0

0

0

0

0

7

3

7

10

27

東京

0

0

0

0

0

0

0

0

5

0

5

京都

0

0

0

0

0

0

0

0

1

0

1

琉球

0

0

0

0

0

0

0

0

3

0

3

北國

0

0

0

0

0

0

0

0

1

0

1

沖縄

0

0

0

0

0

0

0

0

5

0

5

山陽

0

0

0

0

0

0

0

0

0

2

2

합계

0

0

44

54

19

15

39

19

124

22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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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1999년 ‘혐한(嫌韓)’ 용어가 사용된 기사의 주요 사건 >

년도

1992

주요 사건

일간지

MBC 드라마 『분노의 왕국』의 일왕 저격 장면

『東京読売』(4.22)
『北海道』(4.22)

강제 연행 조선인 약 15만 명 명부가 서울에서
일반공개

『北海道』(5.10)

한국 정부 발표한 일본군 성노예 문제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北海道』(8.1)
『西日本』(8.1)

일본대사관 관내에 게시한 안내문 손상

『東京読売』(9.3)

중일 국교 정상화 20주년 일왕 중국 방문

『産経』(10.29)

한일정상회담

『毎日』(11.8) 『日本経済』(11.9) 『中日』(11.9)
『西日本』(11.9) 『東京読売』(11.10) 『産経』(11.10)
『西日本』(11.10) 『産経』(12.2)

김영삼 정권 탄생

『東京読売』(12.19) 『河北』(12.20) 『産経』(12.24)
『中日』(12.28)

김영삼 정권 탄생

『東京読売』(2.8) 『中日』(2.15) 『河北』(2.22)
『東京読売』(2.25) 『産経』(2.26)

헌법 개정

『北海道』(1.6)

김영삼 정권의 정책 수석비서관 사퇴

『産経』(2.23) 『産経』(2.24)
『産経』(2.25)

공로명 주일대사 내정

『毎日』(3.10) 『北海道』(3.10)
『西日本』(3.10) 『日本経済』(3.15)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물질적인 보상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표명

1993

일본 정부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결과조사 발표

『日本経済』(8.5) 『東京読売』(8.5)
『日本経済』(8.11) 『毎日』(8.11)
『産経』(8.16) 『朝日』(8.22)
『日本経済』(9.17)

한국의 대일(對日) 강경노선 전환
김대중납치사건 진상규명

『毎日』(8.28)

한일·일한 의원연맹 총회

『産経』(9.1)

‘일본에 의한 한국통치는 나쁜 면도 좋은 면도
있었다’는 평론가 카세 히데아키(加瀬英明)의 발언

『毎日』(10.13)
『北海道』(10.21)
『西日本』(10.25)

한일정상회담

『北海道』(11.6) 『西日本』(11.6) 『毎日』(11.7) 『北海道』(11.7)
『中日』(11.7) 『産経』(11.8) 『東京読売』(11.9)

한국인 무장 스리단

『毎日』(12.4)
『産経』(3.19) 『産経』(3.21)
『日本経済』(3.25) 『東京読売』(3.26)

김영삼 대통령 첫 공식 방일
1994

『北海道』(3.15)
『産経』(3.20)

일본 대중문화 개방 여부

『産経』(3.19) 『北海道』(3.26) 『毎日』(4.3)

‘일본에 의한 한국통치는 나쁜 면도 좋은 면도
있었다’는 평론가 카세 히데아키(加瀬英明)의 발언

『朝日』(8.5 / 10.28)

한일기본조약

『日本経済』(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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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 정상화 30주년
1995

『日本経済』(6.22) 『東京読売』(11.27)

‘식민지 시대, 일본은 한국에 좋은 일도 했다’는
에토 타카미(江藤隆美) 총무청장관(総務庁長官)의
발언
독도 영유권 문제

1996

1997

『中日』(2.14) 『日本経済』(3.1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産経』(5.14) 『日本経済』(6.1) 『中日』(6.1 / 6.2)
『朝日』(6.2 / 6.24 / 7.26) 『中国』(6.2 / 6.5)
『佐賀』(6.5) 『熊本』(6.6) 『毎日』(6.11 / 7.22)
『北海道』(6.19)

한일정상회담

『北海道』(6.13 / 6.14 / 6.24) 『東京読売』(11.22)
『毎日』(6.23) 『愛媛』(6.24)

교과서 논쟁

『産経』(3.24 / 3.25 / 3.30)

관헌에 의한 일본군 성노예 강제연행 부정

『東京読売』(6.19)

한국 대통령선거

『産経』(7.23 / 11.27 / 11.28 / 11.29) 『毎日』(12.19)

김영삼 정권 임기 말

『産経』(1.31 / 2.1 / 2.3)

김대중 정권 시작

『中国』(2.26 / 2.27 / 2.28) 『熊本』(2.26 /
2.27 / 2.28) 『沖縄』(2.28) 『佐賀』(2.28 / 3.1)

ASEM 한일정상회담

『朝日』(4.1) 『日本経済』(4.4) 『北海道』(4.4)
『東京読売』(4.21 / 5.8)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언론 정치부장 방한단과의 기자회견

『産経』(5.1)

영화 ‘프라이드: 운명의 순간’

『北海道』(6.5)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朝日』(9.10)

1998

김대중 대통령 방일 및
한일공동선언

1999

『中日』(11.11)
『日本経済』(11.15)
『産経』(11.19)
『東京読売』(11.19)
『産経』(12.20)

『日本経済』(9.21 / 10.6 / 10.8) 『産経』(10.3 / 10.4
/ 10.5 / 10.6 / 10.8 / 10.9 / 10.24) 『毎日』(10.4 /
10.7 / 10.8 / 10.9) 『中国』(10.4 / 10.9 / 10.10 /
10.11) 『沖縄』(10.4 / 10.8 / 10.10 / 10.11)
『東京』(10.4 / 10.8) 『中日』(10.7 / 10.8)
『琉球』(10.7 / 10.9) 『朝日』(10.9) 『北海道』(10.9)
『河北』(10.9) 『北國』(10.9) 『京都』(10.9)
『愛媛』(10.9) 『佐賀』(10.9 / 10.10 / 10.11)
『熊本』(10.9 / 10.10 / 10.11) 『南日本』(10.9)

자유무역협정 체결

『日本経済』(12.17)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毎日』(4.9)

한일공동선언

『熊本』(10.13)

한일각료간담회

<이하 생략>

『中国』(10.24) 『熊本』(10.24 / 10.27) 『山陽』(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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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경관에 나타난 언어・문화적 코드
-후쿠오카(福岡)시와 유후(由布)시를 중심으로-

孫美貞(慶北大)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다니엘 롱은 “언어경관은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언어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언어의식의 척도
이며 중요한 사회언어학적 현상이다”고 주장한다.

즉, 어느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은 그 지역의 언어경관으로 엿

볼 수 있다는 의미라 하겠다. 2019년12월 후쿠오카시의 하카타역 주변의 백화점 플랭카드에「くうてん忘新年会 世
界の心、日本の技、博多の旬」라는 선전 문구를 발견했다. 「くう＋店」이라는 업종에 관한 정보와 함께 「세계인
의 마음(글로벌한 가치관)으로 일본 전통의 기술(일식의 자부심)로 하카타의 제철음식을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명확
하고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망년회와 신년회를 합성어로 표현하여 경제적 효율성도 강조한 언어경관
이었다.(사진１). 또, 사진2는 식당가 안에서 본「おぼんdeごはん」이라는 異種의 간판이다. 가나「おぼん/ごはん」
을 프랑스어 조사「de」로 연결한 퓨전음식점이었다. 간판에서부터 취급하는 음식이 일식과 양식을 모두 제공하고
있음을 세련되게 전달하고 있는 언어경관이었다. 두 언어경관을 통해 역사적으로 이어온 하카타장인(博多商人)의 긍
지와 세계인으로서의 글로벌한 감각, 즉 ‘전통의 고수’와 ‘개방적인 문화 유입’이라는 후쿠오카시의 이미지를 엿 볼
수 있었다.

「

」

「

(사진1)하카타의 くうてん

」

(사진2)하카타의 おぼんdeごはん

본 연구는 언어경관에 반영된 개인과 사회를 관통하는 언어·문화적 특징을 연구
분석하여 해당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정체성(아이덴티티)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때
조사 지역은 한국과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 온천, 쇼핑, 골프 등을 애호하는 한국인관광객의 선호지역인 하카타, 유
후지역의 언어경관을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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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연구
언어경관에서 나타나는 도시의 문화적 코드와 언어특질을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있는 논문에는 먼
저 하타오카(高岡弘幸)가 있다. 하타오카(2011)는 언어경관을 사회분석수단으로 활용하여 음식점의 제등(提灯)에 나
타난 문자표현의 차이는 고객의 문화적, 경제적 계층차이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계층과
언어와의 상관관계에 기초한 언어사회학적 연구로는 가타오카(片岡榮美)를 들 수 있다. 가타오카(2003)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브르디외(Pierre- Bourdieu)의 문화자본 개념을 일본사회에 투영하여, 사회계층에 따른 사용언어에는 특징
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 사회계층과 문화소비패턴에는 학력, 경제력, 직업에 따라 소비하는 문화취미가 세 가지 경
향으로 나타나며 가족이 놓여있는 계층적 지위에 따라서도 중산계층은 추상적/형식적/완곡한 어법을 구사하고 노동
자계층은 개별적/구체적/직접적인 어법을 구사하여 계층별 언어사용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언어특징과 사회, 개인의 정체성과의 관련성연구를 토대로 개인과 사회의 사상이 투영된 해당지
역의 사적・공적 간판을 포함한 다양한 문자 언어경관을 수집 분석하여 고찰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해당지역의
개인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반영된 언어, 문화적 코드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

3.조사 개요
-조사 시기: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年12月19～22日
-조사 지역: 유후시의 유후인(湯布院)역주변의 상점가, 후쿠오카의 덴진(天神)지구,
캐널시티, 하카타역 주변의 상점가
-조사 대상: 사적, 공적시설물의 주간판 및 보조간판, 상점 안팎의 선전물, 게시물, 포스터 등의 문자언어경관

4 분석과 고찰
4.1

언어경관으로 보는 언어적 특징

후쿠오카의 문자경관은 복합어종, 어기 간의 결합, 이중적 이미, 동음의 단축 및 유사문자 반복, 기호 등의 요소
가 다양하게 조합된 합성어가 많았다. 사진3은 하카타역 앞의 KITTE백화점 식당가인「うまいと」로 「うまい+英
語eat」의 합성어로 중첩된[イ]모음의 축약,「うまい/eat」를 부호「×」로 표기한 복합적 언어경관이다.

사진4은

[博多の味のタウン]이란 선전포스터로「ロッパチランチ」라는 경관이 있다. 이것은 680엔[ろっぴゃくはちじゅう
680]의 머리글자인[ロッパチ]와「ランチ」의 합성어로 「680円のランチ」라는 저렴한 특선 점심메뉴에 대한 언어
경관이다.
한편, 사진5,6은 유후시의 역주변의 언어경관으로 고어체인「の→乃」와 고어적인 기호「ます→〼」를 활용한 언
어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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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3)후쿠오카의 うまい+eat

「

」

(사진4) 680円ランチ:ロッパチランチ

」

「

(사진5)유후시의 日乃新

」

(사진6)유후시의 どらやきあり〼

아래 [표1]은 하카타지역과 유후시의 다양한 언어적 조합을 활용한 언어경관을 정리한 것이다.

합성어 조어법

후쿠오카시 지역

유후시 지역

異種문자결합
에 의한 조어

「おぼんdeごはん」「ココカラファ
イン」「マイマイスクール花畑」등

「ノルウェイの森」「チーズ工房)」「着
物レンタルフェリチェ felice」등

어기＋어기에
의한 조어

「ちかバス(地下鉄＋バス)」
「くうてん(食う＋店)」등

「かつぱ食堂」「「湯布院はいからさ
ん」「チーズ工房」「湯布院創作菓子」

이중적 의미
에 의한 조어

「はかた・び(博多の日/博多たび」
「the b fukuoka tenjin
(best/business hotel)」등

「いいね(言い値)食堂」
「B-speak(breadを言う/bakerが言う)

동음 단축・
반복/유사문
자의 조어
어휘＋부호/
기호에 의한
조어

「うまいと(うまい＋eat)」「は
かた・び(はかた＋たび)」「Rise
people Nice people」「かのか」
「まんまん manman」등
「BAMBINO×connec+coffee」「リー
ズナブル＆リラックス」「はらロー
ル＋cafe」「cafe＋お部屋探し」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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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UGABU」
「jam Kitchen KotoKotoya」
「さくらさくら」등
「どらやきあり〼」
「年越そばゆく年に心あたゝる」
「ROLLCAKE&CAFE」「日乃新」등

·영어는 물론 다양한 유럽어종의
합성어가 많음
·「～森/工房/～の屋敷」와 같은「カ
·이중적 의미의 감각적인 언어경
ナ＋한자어」의 합성어가 많음
관이 다수
· 이중적의미의 합성어 경관은 희박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의 반복 · 조사「の」＋어기의 합성어가 다수
단축에 의한 리듬감
· 드문 고어적인 기호「〼」와 고어체
·어휘와 부호, 기호의 조합에 의
인「の→乃」의 언어경관 출현
한 복합어 다수
[표1]후쿠오카시 및 유후인역 주변의 문자경관에 보이는 합성어 패턴

특징

4.2

언어경관으로 본 문화 코드 유형

후쿠오카시와 유후시의 언어경관에 나타난 문화소비 형태를 4가지 코드로 분류해 보았다. ‘감각적, 유희적인 언어
경관에 의한 문화 코드’・‘지역민의 자긍심고양(ハビトゥス(habitus)의 고양）에 따른 문화코드’・‘장인정신의 반영
에 따른 문화 코드’・‘대중문화의 소비형태에 따른 문화코드’의 발현 양상을 고찰한다. 본 절에서 정의한 각 문화
코드 유형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감각적, 유희적인

‘자긍심고양의

‘장인정신 반영의

‘대중문화의 소비형태에 따

문화코드’

문화 코드’

른 문화코드’

하카타방언 マイマイ달팽

공사로 인한 보행의

創業1976年和風ちゃんぽ

이 를 상호명으로 한 [자

불편한 장소의 언어경관

」

欧式歩行街 パサージュ

ん うた乃 老舗의 긍지

通り 하이컬쳐취향의 언

가 반영

어경관

문화 코드’

「

」

동차교습소]

「地図に残る仕事」

「

」

「

이하, 두 지역의 언어경관에서 보이는 4가지 문화적 코드의 양상을 [표2]로 정리한다.
후쿠오카시 지역
감각적,유희적
언어경관에 의
한 문화코드
특징
자긍심 고양에
의한 문화코드
특징

유후시 지역

「マイマイスクール花畑」「居酒屋やゆ
」「かのか」「マンマン」「Rice people
Nice people」등

よ

「GABUGABU」
「jam Kitchen KotoKotoya」
「着物レンタルはいからさん」등

동음 및 유사음의 반복에 따른 리듬감 및 유희적인 언어경관

「くうてん:世界の心・日本の技・博多の
旬」「地図に残る工事」「くず入れ:小さ
な心がけで美しい環境づくり＇」

「いいね（言い値）食堂」

지역민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개인의 교양, 시민의식을 자극하는 언어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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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정신의
반영에 따른
문화코드

「Kurume TAIHO Since 1953 久留米
大砲 ラーメン」
「こおのカメラSince1955」등

특징
대중문화의 소
비형태에 따른
문화 코드

「ゆふいん麺創業35年」「とこや創業大正
十年」「清酒八鹿創業1864年」「九州饂飩物
語総本店」등

‘창업/since~년’,‘원조/본점’등을 병기한 전통의 장인임을 반영한 언어경관

「パサージュ通り(欧式歩行街)」
和食「さんるーむ」洋食「先斗入ル」
「おいでよ！私の久留米大砲ラーメ」

「会員制ホテル湯布院倶楽部」「和風旅館秋桜
こすもす」「昭和レトロ舘」「アルプス少女ハ
イジの泉」「えびすのごはんや」등

‘유럽어종(알파벳포함)간판의 상점가를 중심으로 한 ハイカルチャ취향’/‘전통적, 고어체의 한자, 히
특징

라가나 병기의 전통문화취향’/‘만화영화・동화・애완동물・스포츠 등 캐릭터중심의 대중문화취향’
의 언어경관
-유희적, 감각적인 언어경관 다수
-개인의 교양이나 자긍심, 시민의식 고양

-직접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경관 다수

도시의

등의 행동습관(ハビトゥス)을 자극하는 언

-장인정신의 반영에 따른 문화코드의 언어경관이

이미지

어경관 다수

다수

-ハイカルチャ,전통문화,대중문 화취향의

-전통문화취향, 대중문화취향이 혼재

언어경관 혼재

[표2]후쿠오카・유후인지역의 언어경관에 나타난 문화코드 유형

5 결론
사적 상업시설문의 간판 및 포스터 등의 언어경관에 투영된 두 지역의 언어적 특징과 문화적 코드의 양상을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상이점을 확인했다.
하카타(후쿠오카)시
·파사쥬길,캐널시티하카타는 유럽어종
이 우세하고 하카타역주변‘,덴진주변은
알파벳, 가나, 한자, 중국어,한글 어종
혼재
·감각적이고 유희적인 언어경관이 많
문자 어종 및 언어적 특징

고, 동일 가나의 반복이나 비슷한 음의

유후(유후인역 주변)시

「～屋敷/～工房/～森/~湯布院」과 같
은 한자＋가나 문자가 우세하며、유럽어
·

종도 간혹 보이나, 대부분은 한국어, 중국
어종의 아시아 문자가 우세하다.

「～森/～トトロ/ハイジ-」등의 캐릭

·

축약 등을 활용한 효율적 합성어가 많

터중심의 언어경관이 다수.

다.

·‘창업/since~년’,‘원조/본점’등의 장인정신

·시민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

을 반영한 언어경관이 다수

는 언어경관이 많다.
·ハイカルチャ취향과 전통문화취향,
대중문화취향의 혼재.
문화적 코드 양상

·지역 전통에 대한 자긍심과 글로벌
감각의 세련된 개방 문화의 역동적 이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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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취향과 대중문화 취향의혼재
(하이컬쳐취향은 미미)
· 전통에 대한 유지와 자긍심이 반영된
문화 코드
· 동심의 캐릭터를 구현하여 가족중심의
슬로시티 이미지

流行語「自己責任」に暗示されるイデオロギー性について
大谷鉄平（北陸大）

1. はじめに
「自己責任」は2004年日本の流行語大賞トップ10にノミネートされた。大谷（2016）では同語句の意味推移
雑に関し、誌記事タイトルでの使用に関する量的なテキスト分析を行ったが、同語句が日常では「行為より生
じるリスクは自らが負う」といった意味合いで用いられる一方、メディア上ではある種の政治的なイデオロ
ギー性を伴う語句として使用されている実態が浮き彫りとなった。本研究は大谷（2016）の発展的議論として、
批判的談話分析 Critical Discourse Analysis; 以下CDA に基づく用例再観察という質的調査を通じ、当該の「暗
示されるイデオロギー性」を紡ぎ出し、記述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2. 前提的議論―大谷（2016）概要―
公益財団法人大宅壮一文庫の「Web OYA-bunko(hppts://web.oya-bunko.com)」に収録された雑誌記事見出し
（全535例）を対象にKH Coderを分析ツールとした量的調査の結果、【表1】の出現数推移や【図1】の関連語と
の共起ネットワークなどを得た。

【表1】「自己責任」出現推移グラフ（左）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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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1】「自己責任」と関連語との共起ネットワーク
【表1】より、2014年に出現数が突出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が、同年の用例のみに絞って再調査した結果、共
起ネットワークは【図1】とことなり「人質」「事件」「日本人」とのリンクが確認でき、このことは、雑誌記事
見出しにおける頻出語（自己責任を除く）調査の結果（「事件：1位（207例）」「人質：3位（141例）」「日本
人：5位（124例）」）と関連するものとなった。そして最終的に、流行語「自己責任」の見出し上での意味推移
として、①行為に伴う結果責任のうち「リスク」に焦点化（【例1】）・②自業自得（【例2】）、との派生を指
摘した。今回の発展的研究では、このうち②を対象とする。

例

完全マニュアル 年金も自己責任で乗り切る時代 年金にも不安の影響(雑誌名:日経ビ

【 1】セカンドライ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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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増、発行日:2004年05月24日、pp.76-77)
【例2】イラク人質事件の裏で 「自己責任」噴出のココロ イラクで人質にとらわれてた３人に、拘束中から
批判が相次いだ。「自己責任」と言い切る人たち。その心理は…(雑誌名：AERA、発行日：2004年04月
26日pp.16-19)
ジネス

3. 質的調査
本研究の契機は、流行語大賞の主催側が発行した『流行語大賞30年』の「自己責任」の項目にみられる解説
である。1)同解説にあるように、「自己責任」の流行の背景には2004年の日本人人質事件が大きくクローズアッ
プされたことがある。しかし、解説中の「政府の勧告を無視してイラクに向かったのだから、自業自得だとい
う議論」との文言にみられるように、主催者側の「意味」の捉え方は直前の②のみに限定されている。また、そ
の後の記述からは、人質となった3人への擁護ないし同語句を用いる人々を「政府寄り」と位置づけ批判する姿
勢が垣間見られる。では実際の見出し文ではどのような発信側の企図が背景化しているか、ということが、本
研究の目的となる。以下、3.1．では【例2】などの当該事件に関連する記事の見出し文、3.2．では当該事件以外
の記事の見出し文を対象に行った質的調査の結果と考察を提示したい。

3.1．イラク日本人人質事件関連記事の場合

イラク日本人人質事件は2004年4月に発生し、同月から既に多くの報道がなされるとともに「自己責任」との
語句が認められるが、これが人質となった人々への批判と結びつくうえでは、【例3】【例4】など、人質解放費
用に関する記事の存在が見逃せない。特に、【例3】の「数十億円」や【例4】の「血税12億円」と「多額の税金
が使われた」とのメッセージや【例4】の「怒れ！」といった文言は、人質となった人々を批判・非難するよ
う、受信側を誘導している。

例 今週の顔 イラク日本人人質解放 救出費用は数十億円 ５人に求められる“自己責任”とは ※裏取引“身
代金”支払いの可能性（雑誌名：ＳＰＡ！、発行日：2004年04月27日、pp.4-5）
【例4】怒れ！消えた血税１２億円 自己責任を問え ※イラク日本人人質５人を無事解放、かかった費用を被害
者に請求せよの声、イスラム聖職者協会への多額な謝礼金（雑誌名：週刊実話、発行日：2004年05月
06日、pp.31-32）
【 3】

一方、【例5】は「自己責任」の発言主と小泉政権とを結びつけたうえで政権批判を行う（「言いたてる」
「矛盾」との語句にも注目）内容となっており、暗に「「自己責任」肯定派」の人々を「右派」と位置づけてい
る。

例

人質事件「解放」までの舞台裏 「自己責任」言いたてる小泉政権の矛盾 ※人質救出より国内世
論対策に実力を発揮、人質家族を抵抗勢力に仕立てた（雑誌名：週刊朝日、発行日：2004年04月30
日、pp.27-29）

【 5】イラク

1) …自己責任という言葉が頻繁に用いられたのは、2004年4月、戦闘が続くイラクで発生した武装グループによる日本
人人質事件の時だった。3人の日本人人質に対して自己責任という言葉が向けられた。政府の勧告を無視してイラ
クに向かったのだから、自業自得だという議論だった。彼らが果たそうとしたイラクの子どもたちの支援や真実の
報道という尊い目的は無視され、政府に迷惑をかけたことだけがクローズアップされた。全体主義の下で、自ら考
え、独自の行動をした人を切り捨てるための言葉が自己責任となってしまった。（自由国民社『流行語大賞30年』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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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らをはじめ、雑誌記事見出しからは「「自己責任」を肯定する人々」と「その人々は右派である」との暗
意2)された前提が認められた。

3.2．イラク日本人人質事件関連記事以外の場合―自己責任論―

「自己責任」に「右派の人々よる言説」との暗意された前提を設けることで、人質事件を離れ、「自己責任」
自体を話題とした記事の存在が説明できる。注目すべきは、「自己責任」に「論」が後接する用例の多さであ
る。3)

例

自衛隊はベールに包まれた 強まる小泉政権の情報管理 ※人質事件の自己責任論により報道
各社がサマワを撤退し「大本営発表」以外の情報はあまりに少ない（雑誌名：週刊朝日、発行日：2004
年05月14日、pp.24-25）
【例8】外交感覚の完全喪失 自己責任論の貧困 イラク人質事件を巡る自己責任論議は、その論議自体が我が
国の思想的未成熟を赤裸々にするものであった。（雑誌名：発言者、発行日：2004年07月、pp.54-59）
【 7】サマワの

多くの「自己責任論」との語句が用いられる記事見出しでは、「自己責任論者（【例7】では政府、【例8】で
は人々）」を批判・非難する内容が示唆されるとともに、「大本営発表」「貧困」「思想的未成熟」などの文言
から痛烈さが見て取れる。つまり、これらの見出し文では、「自己責任論者＝絶対的に否定されるべき存在」と
の位置づけがなされ、彼らを批判・非難するよう、受信側を誘導している。このように、人質事件自体に触れ
る記事でない場合、「彼らが自己責任であったか否か」といった議論の対立軸ではなく、「右派であるか否か」
といった対立軸が設けられ、批判・非難する際に「自己責任」が用いられることが多く認められた。
なお、これとは別に、「自己責任」を軸とした「右派／左派」のイデオロギー対立自体を批判・非難する記事
も認められたが、発表時に紹介したい。

2) 暗意 implicature は関連性理論の用語である。なお、同語に関する説明ならびに「暗意された前提」の存在が認め
られる他の事例の紹介は、紙幅の都合上、発表時に行うこととする。
3) 大谷（2016）の量的調査では「「自己責任」論」が10例、「自己責任論」が46例と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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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TV뉴스에서 나타나는 제3자에 대한 호칭표현
도현미(고려대)

1.들어가며
연결성이 강조되는 현시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신을 포함하여 상대 및 제3자에 대한 표현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3자에 대하여 표현을 할 때 본인의 입장이나 의견 등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호칭표현을 들 수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발달된 경어체계가 존재하며, 한국어와 일본
어의 경어와 호칭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일본어와 한국어는 대화 상대에 대한 대우 정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어 및 호칭 등 문법 장치로 정교하게 표현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상대 또는 제3자에 대한 호칭
표현 역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장면이나 상황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는 제3의 인
물에 대한 호칭표현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상하, 친소의 인간관계 및 그 상황이
나 분위기를 인식하여 단어와 문장을 선택하여 언어화하는 대우표현이라는 개념이 TV뉴스 참여자(화자)와 시청자(청
자)라고 하는 연결성이 존재하는 관계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대우표현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TV뉴스라고 하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발화자인 뉴스참여자가 청자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제3자에 대한 호칭표현에 대하여 그 의미와 특성을 밝히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2.선행연구
한국어 및 일본어의 호칭표현과 관련하여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되어있다. 왕한석(2005:17)은 사람을 부르는 말은
크게 ‘호칭어’와 ‘지칭어’로 나누며, 호칭어란 화자가 대화의 상대를 부르기 위해 그리고 지칭어는 대화 당사자가 아
닌 다른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말로서 사용하는 단어, 어구 또는 표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제3자에 대
한 호칭표현은 앞서 언급된 지칭어가 해당될 것이다.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호칭표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백선기, 곽영선(1999:166)은 TV뉴스는 뉴스가 생성되는 사회, 문화, 정치뿐만 아니라 그 뉴
스를 생산하는 기자, 편집부 나아가 수용자들의 심리까지 다양하게 연계가 되어있는 복합적 산물이며, 객관적인 사실
만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언급한 바 있다. TV뉴스에서 뉴스참여자(화자)가 언급하는 제3자에 대
한 호칭표현에도 화자가 포함되어있는 기관, 사회 및 문화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TV뉴스라고 하는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언어적인 표현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 TV뉴스와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대우표현
의 관점에서의 제3자에 호칭표현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화된 상황으로 TV뉴스라
고 하는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제3자에 대한 호칭표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3.분석개요 및 대상
본고에서는 가장 큰 범위의 개념인 ‘사람을 부르는 말’의 호칭표현을 ‘호칭어’뿐만 아니라 ‘지칭어’도 포함하고자
한다. 우선 ‘호칭어’는 화자가 대화의 상대(청자)를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어구 등의 표현으로 ’지칭어‘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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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화자, 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을 가리켜 부르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 어구 등의 표현으로 정하고자 한
다. 이러한 호칭표현의 범위 안에서 한국과 일본 TV뉴스에서 동일한 시기에 동일 인물에 대한 뉴스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 양국 동시에 동일한 제3자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뉴스보도는 2016년 미국의 대통령선거 관련
보도였다. 한일 TV뉴스의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뉴스참여자(화자)를 통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제3자
는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과 ‘도날드 트럼프’였다. 양국을 대표하는 방송국의 TV뉴스 프로그램 중 주중 생
방송으로 오전 일찍 국제뉴스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Korea
Broadcasting System(이하 KBS)의 “뉴스광장”으로, 일본의 경우는 Nippon Hoso Kyokai(이하 NHK)의 “キャッチ、
世界のトップニュース”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KBS와 일본NHK의 TV뉴스라는 공식적인 상황, 장면에서 뉴스참여
자(화자)가 두 명 후보자인 제3자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호칭표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대우표현의 관점을 감안하여 ‘클린턴’, ‘트럼프’에 대한 호칭표현은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방송국 나아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하여 그 차이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선거 결과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V뉴스에서 언급하는
제3자에 대한 호칭표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즉 국가에 따른 그 차이점이나 공통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와 동
시에 TV뉴스보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선거결과에 따른 그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4.결과 및 고찰
한국과 일본 TV뉴스에서 언급되는 제3자의 호칭표현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3자를 2016년
미국 대통령 후보자인 ‘클린턴’과 ‘트럼프’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선거결과 또한 호칭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결과로 인해서 TV뉴스 참여자(화자)가 시청자(청자)에게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한 호칭표현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대선 후보자 이름이 언급된 모든 문장을 추출하고
그 이름 뒤에 붙는 표현들을 선거 결과 발표 전후로 구분하였다. <표1>
<표1> 한국KBS 뉴스에서 언급된 호칭표현

한국 KBS
호칭표현
사용안함
후보
합계
사용안함
후보
대통령당선인/당선자
대통령
합계

결과발표 전
횟수 (%)
48
1
49
42
42

98%
2%
100%
100%
0%
0%
0%
100%

결과발표 후
횟수 (%)
18
1
19
88
1
39
1
129

95%
5%
100%
68%
1%
30%
1%
100%

횟수
66
2
68
130
1
39
1
171

합계

(%)
97%
3%
100%
76%
1%
23%
1%
100%

한국KBS의 경우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미대선 후보자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어떠한 호칭도 사용하지 않고 이
름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클린턴’에 대해서도 이름 언급 횟수 총 68회 중 66회(97%)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이름만을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의 경우도 76%가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트럼
프’, ‘도날드 트럼프’처럼 이름만으로 표현하고 있다. ‘클린턴’과 ‘트럼프’라고 하는 제3자를 공식적인 뉴스라는 상황에
서 언급할 때, 현 상황에 맞추어 ‘후보’, ‘후보자’ 등 여러 가지 직함 및 호칭표현들이 있지만, 한국KBS에서는 호칭표
현을 사용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선거결과가 발표되고 당선되었어도 ‘트럼프’의 경우는 어떠한 호칭표현을 사용하
지 않는 경우가 68%나 되었고 ‘당선자’라는 호칭은 30%정도 차지하였고 ‘후보’라는 호칭표현이 1회(1%) 있었다. 선
거 결과가 발표 후 당선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앵커(화자)가 시청자들에게 제3자인 트럼프를 언급하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인 ‘후보‘라는 호칭
표현을 사용한 점은 화자가 제3자에 대한 대우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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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HK
호칭표현

呼び捨て
氏
さん
候補
大統領

합계

呼び捨て
氏
さん
候補
次期大統領
大統領

합계

<표2> 일본NHK 뉴스에서 언급된 호칭표현

결과발표 전
횟수
(%)
3
21
1
16
1
42
1
26
2
21
50

7%
50%
2%
38%
2%
100%
2%
52%
4%
42%
0%
0%
100%

결과발표 후
횟수
(%)
1
1
2
89
17
1
107

50%
50%
0%
0%
0%
100%
0%
83%
0%
0%
16%
1%
100%

횟수

합계

4
22
1
16
1
44
1
115
2
21
17
1
157

(%)
11%
48%
2%
36%
2%
100%
1%
73%
1%
13%
11%
1%
100%

일본NHK의 경우의 미국 대통형 후보자의 호칭표현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표2>.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적으
로 살펴보면 TV뉴스에 제3자의 대하여 대부분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이름만 언급했던 한국KBS와 달리 일본NHK에
서는 이름만을 언급하지 않고 호칭표현과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NHK의 경우는 이름만을 언급하는 경우
는 ‘클린턴’의 경우는 전체의 11% 정도 차지하였고, ‘트럼프’의 경우는 전체의 1%에 지나지 않았다. 가장 많이 사용
한 호칭표현은 ｢氏｣으로 ‘클린턴’의 경우는 48%, ‘트럼프’의 경우는 73% 차지하였다. 한국KBS의 경우는 ‘씨’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한국의 씨와 일본어의 氏의 의미용법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많이 사용된 호칭
표현은 ｢候補｣로, ‘클린턴’의 경우는 36%, ‘트럼프’의 경우는 13%를 차지하였다. 제3자에 대하여 이름만을 사용하는
방식인 ｢呼び捨て｣라고 하는 호칭표현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제3자에 대한 호칭표현은 화자
인 앵커입장에서 청자인 시청자들에게 제3자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 호칭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청자 즉 청자에
대한 배려차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NHK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호칭표현 ｢氏｣는 선거결과가 확인된 이후, ‘클린턴’의 경우 2번 언급된 중에서 한
번을 ｢氏｣를 사용하였다. ‘트럼프’의 경우는 당선이 확인되었나, ｢氏｣의 호칭표현 비율이 83%나 차지하였다. 두 번째
로 많이 사용된 호칭인 ｢候補｣는 선거결과 발표 전에는 ‘클린턴’의 경우는 38％(16회), ‘트럼프’의 경우는 42％(21회)
를 차지하였다. 선거결과가 확인된 이후의 ｢候補｣라는 호칭표현의 사용은 한국KBS의 경우는 선거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클린턴’과 ‘트럼프’에 대한 호칭으로 ‘후보’의 사용은 각각 한 번씩 있었다. 그러나 한국KBS와는 다르게 일
본NHK 뉴스보도문의 경우 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候補｣라는 호칭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선거 결과라는 요인이 일본 NHK뉴스에서 제3자에 대한 호칭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KBS의
경우 선거결과 발표 전에는 ‘후보’라는 호칭 사용이 ‘클린턴’의 경우 단 1회 있었고, ‘트럼프’의 경우는 ‘후보’라는 호
칭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KBS와는 달리 일본NHK의 경우는 앵커(화자)가 시청자들에게 제3자인 클린
턴과 트럼프에 대하여 언급을 할 때, 선거 결과에 따른 상황을 반영하여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5.나오며
본 연구에서는 TV뉴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제3자에 대한 호칭표현을 대상으로 한국
과 일본을 비교 연구를 하였다. 일본NHK가 한국KBS보다 화자인 앵커 입장에서 시청자 및 제3자에 대한 배려가 반
영되어 있음을 제3자에 대한 호칭표현이 많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 분석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TV뉴스에서
제3자, 미국의 대통령후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호칭표현만을 분석하였다. 향후 한국과 일본 양국의 TV뉴스에서 일
반적으로 다루는 제3자에 대한 호칭표현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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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보이스구문의 자기지각적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중간구문, 비능격자동사구문, 비대격자동사구문을 중심으로-

천호재(계명대)

1.시작하기

太郎が花子を泣かせた。
(타동사구문)
b. 花子は{*太郎によって}すぐ泣く。
(유생주어 중간구문)
c. 花子は夜遅くまで泣いた。
(비능격자동사구문)
d. 花子が太郎に泣かせられた。
(수동구문)
예2)a. 太郎が本を売った。
(타동사구문)
b. この本は{*太郎によって}よく売れる。 (무생주어 중간구문)
c. 本が放っておいても勝手に売れた。
(비대격자동사구문)
d. 本が(店員によって)売られた。
(수동구문)
예1)a.

<본 연구의 목적>
생태심리학 이론의 기본 개념인 자기 지각의 개념으로 중간구문 그 자체와 관련 구문(비능격자동사구문, 비대격자
동사구문)에서 보이는 자기지각적 비대칭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①중간구문에 적용되는 자기지각의 개념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간구문의 성립을
②일본어 중간구문에 대응하는 타동사구문에서 시좌의 이동이 어떻게 발생하며, 어떠한 방

결정하는가?

식으로 자기의 객체

화가 실현되는가?
③일본어 중간구문의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 획득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기반은

무엇이며 그 사회

적 기반이 어떻게 특정 인칭의 주어를 결정하게 되는가?
④일본어 중간구문을 발화하는 지각자의 기억과 상상 속의 자기는 무엇이며 이들 개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
⑤일본어 중간구문과 지각자의 평행성과 한계를 어떻게 분명히 규명할 수 있는가?
⑥자기지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유생주어 중간구문과 비능격자동사구문, 무생주어 중간구

문과 비대격자동사

구문에 각각 내재된 자기지각적 비대칭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대칭이란? 균형 또는 반복적 자기 닮음이다. 이것은 기하학,
물리학 등의 형식 체계의 규칙에 따라서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있다. 간단하게 대칭이란, 물체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그것
이 똑같은 모양일 때 사용되는 명칭이다.
※정의와 사진 구글사전에서 인용함, 검색년월일: 2021.03.16.
⑦기존의 생태심리학적 관점에 의거하여 영어 중간구문을 분석한 本多啓(1997, 2013)와 일본

어 중간구문을

분석한 千昊載(2019, 2020)의 연구와 본 연구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⑧중간구문의 분석은 인지의미론과 생태심리학의 이론적 타당성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

- 50 -

가?

2. 자기지각 이론의 배경(本多啓(2013))과 선행연구
2.1 자기지각의 기본개념

□자기지각은 세계에 대한 지각임과 동시에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지각이다.

☞종류: ①자기의 직

접 지각②자기지각과 언어표현 ③시좌의 이동과 자기의 객체화④1인칭
대명사 획득의 자기 기반⑤기억과 상상 속의 자기

2.1.1 자기의 직접 지각

□자기의 직접 지각이란 환경 속의 무엇인가를 지각하는 것이. 아래의 세 가지로 세분화됨
①생태학적 자기(ecological self)-환경 속의 사물(동물)을 지각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

을 지각하는 자기.

예)위치지각, 공간지각, 상태지각, 사건지각
②관찰점의 공공성・지각의 공공성・속성-관찰점이란 환경(세계)를 지각하는 지각자의 공

간적 위치. 관찰점

은 고정되지 않으며 하나의 관찰점을 복수의 지각자가 공유할 수 있다.
③대인간의 자기(interpersonal self)-환경(세계) 속의 타인과의 관계를 지각하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지각

하는 자기. 예)상대방의 표정, 발성, 자세의 자각→자기 지각
④생태학적 자기와 대인간의 자기통합-생태학적 자기와 대인간의 자기는 별개의 것이 아

니라 늘 통합되는

방식으로 지각된다.

2.1.2 자기지각과 언어 표현

□자기 지각이 언어 표현에 어떻게 반영되느냐라는 물음이 대두된다. 세분화됨
①자기지각의 개념이 제로형의 의미론과 가상변화표현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예1)「花子がテーブルの奥で座って本を読んでいる」→화자 자신은 지각됨, 제로형
예2)「洋服が小さくなった」지각자의 존재가 문장 속에 상정됨
②자기지각의 개념이 관찰점의 공공성과 표현의 총칭성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예)「ここの水はすっぱい」→샘터를 방문한 복수의 지각자들이 각각 자기 지각을 통해 물의
속성을 지각
③대인간의 자기와 언어 현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는가?
예)「まじッスカ?」「本當ですか?」

2.1.3 시좌의 이동과 자기의 객체화: 1인칭 대명사의 의미론

□시좌 개념의 세분화- ①보는 주체(누가 보는가?) ②보이는 객체(대상, 어디를 무엇을 보는
(어디에서 보는가? ④보이는 범위(어디에서 어디까지 보이는가?) ⑤보이

□시좌의 이동-2, 3인칭 주어를 1인칭 주어로 시좌의 범위를 확장. 예1) Vanessa is sitting
자기 객체화(×) 예2) Vanessa is sitting across the table from me에는

가?) ③보는 장소

는 모습(어떻게 보이는가?)
across the table

from me의 생기로 인해, 자기 객체

화(○)

2.1.4 1인칭 대명사 획득의 사회적 기반

□침팬지의 자기 거울영상 인지와 그 사회적 기반이란 무엇인가? 예)침팬지의 자기 거울영
타자 지각→자기 지각, 거울은 침팬지의 인식 변화를 초래하는 사회적

기반이 됨.

□1인칭 대명사, 타자의 시좌 획득, 대인간의 자기에 대한 이해-1인칭 대명사에서 다른 2, 3
으로 시좌가 획득되어 가기 위해서는 타자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
서 상보적으로 자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2.1.5 기억과 상상 속의 자기

□자기지각의 개념-기억과 상상 속의 자기라는 개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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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인지실험이다.
인칭 대명사 사용

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이해를 통해

□기억의 종류- 에피소드 기억(episode memory, 경험에 입각한 기억)과 의미기억(semantic
의한 기억)이 있다. 에피소드 기억에는 관찰자의 기억(observer memory,
경험을 기억하는 것)과 시야의 기억(field memory, 지

memory, 지식에

지각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각자가 과거의 경험을 동일한 시좌에서 기억하는 것)

이 있다.

2.2 중간구문의 특징과 선행연구
<중간구문의 제특징>

①중간구문의 동사 술어(중간동사)는 비능격자동사구문(비대격자동사구문)의 동사 술어와 동일한 음 형을 취한
다. 예)「部長はすぐ怒る(유생주어 중간구문)」：「部長が怒った(비능격자동사구문)」
②중간구문은 대응하는 타동사구문(사역형의 타동사구문도 포함)을 지닌다.
예)「花子はすぐ泣く(유생주어 중간구문)」→「誰かが花子を泣かせた(타동사구문)」
③중간구문의 주어는 대응하는 타동사구문의 목적어이다. 위의 예문 참조
④중간구문에는 동작주 논항이 통사상 명시되지 않지만, 의미적으로 그 존재는 함축된다.
예)*春子は二郎によってすぐ泣く
⑤중간구문은 상태구문이다. 예1)「*伸子はすぐ怒っている」예2)「*伸子は一生懸命に怒る」예3)

「*伸子

がすることはすぐ怒ることである」예4)「*伸子は毎日すぐ怒る」예5)「*伸子は廊下ですぐすね

る」예

6)「春闘に参加するために伸子はすぐ怒る」예7)「*伸子よ、すぐ怒れ!」예8)「*伸子はすぐ怒

る。それは昨

日怒ったことである」
⑥중간구문에는 부사가 필수적으로 공기한다.
예)「山田部長はすぐ切れる」「智子はよくすねる」「春子はすぐ遠慮する」「春子はよく悲しむ」
「次郎はすぐ喜ぶ」「太郎はささいなことでよく怒る」
⑦<중간구문의 생태심리학적 분석:千昊載(2019)>중간구문은 지각의 능동성과 지각 시스템,의미와 생태학적
자기, 잉여성 및 지각 학습, 공공성이라는 인지의미론적 관점(생태심리학적 관점)을 통해서 성립한다. 중간 구문
이 기술하는 주어의 속성이 지각자의 능동적인 탐 색 활동을 통해 발견되고 지식으로 획득된다. 중간구문이 기
술하는 주어의 속성은 지각자의 지각 시스템으로 탐색된 결과 획득된 것이며, 그 속성과 주어는 일의적으로 결
부되지않는다. 중간구문에는 정보의 잉여성, 생태학적 자기, 관찰점의 확대라는 방식으로 공공성이 내포된다.
<생태심리학적 분석의 문제점>
①무형의 다양한 경로, 즉 중간구문에 내재된 지각구조를 입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주
어의 속성을 오감이라는 지각 시스템으로 지각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당연한 것으로 그 당연함을 뛰어넘은
지각 시스템을 관장하는 내부구조(지각구조)를 확대함으로써 지각의 경로를 면밀히 파헤칠 필요가 있다.
②이들 개념들은 모두 本多啓(2013: 13-46)에서 인용한 것이지만 本多啓(2013)는 이들 개념들을 영어 중간
구문의 분석에 모두 적용하지는 않았다. 즉 本多啓(2013)는 이들 개념들의특이성 설명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영어를 비롯하여 일본어 중간구문에 내재되는 자기지각적 특징을 이들 개념들로 분석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
를 취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4. 자기지각과 중간구문・관련 구문

4.1 자기의 직접지각과 중간구문 ・관련 구문

□생태학적 자기(지각자 자신이 존재하는, 나아가 지각자의 시야 속에 펼쳐진 환경(세계)속의 대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지각자 자신을 지각(자기지각)하는 것)
<자기지각의 종류> ①지각 대상의 움직임을 지각하는 경우, ②정지된 지각 대상을 지각하는 경우, ③사건을 지각
하는 경우.

- 52 -

①지각 대상의 움직임을 지각-예)「あの選手はよく動く」「このつり橋はよく揺れる」
②정지된 지각 대상을 지각-예)「この(その, あの)植物はよく育つ」「この毛布はよく暖まる」
③사건 가능성을 지각-예)「うちの赤ちゃんはすぐ泣く」「このインターネットはすぐ固まる」
□관찰점의 공공성・지각의 공공성・속성
관찰점은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지각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대상에 내재된 속 성의 지각은 타인들
과 공유가 가능하다.
예)「あの子はよく驚く」「このミニカーは小指で容易く動く」
□대인간의 자기(interpersonal self) 및 생태학적 자기와 대인간의 자기 통합
예1)「あの子供は風邪によくかかる」「この陶器は容易く割れる」
예2)「うちの赤ちゃんはすぐびっくりする」「このスポーツ新聞はよく売れる」
☞지각자는 자신의 시야 속에 존재하는 지각 대상이 인간(赤ちゃん)이든, 사물(スポーツ新
속성을 의식적으로 별도로 분리하는 일이 없이 모두 지각하며, 그러한

聞)이든, 각각의

지각을 통해 지각자 자신을 지각(행동 규

정)한다.
예3)子供が大通りを渡っている。(비능격자동사구문)
예4)夫はたいてい行きつけの飲み屋へ回ってから帰宅する。(비능격자동사구문)
예5) 風穴から空が見える。(비대격자동사구문)
<표1> 자기의 직접지각의 비대칭성
자기의 직접 지각
생태학적 자기
관찰점의 공공성・지각의 공공성・

유생주어
×

속성
대인간의 자기
생태학적 자기와 대인간의 자기 개
념의 통합

○
○

무생주어

○
○
×

○

비능격구문
×

비대격구문

×

×

△/×

×

△

○

4.2 자기지각 ・언어표현, 중간구문 ・관련 구문
□자기지각의 개념과 제로형의 의미론

예1)「彼はむざむざと悪計によくかかる」예2)「このセーターはすぐ縮む」예3)「私はむざむざと悪計に
よくかかる」예4)私のこのセーターはすぐ縮む」예5)a. あの嫁はすぐ切れる」b. あの嫁は私にはす
ぐ切れる」
예2) a. この物語は10分で読める。b.この物語は私には10分で読める。
□관찰점의 공공성・지각표현의 총칭성
예1)a.山田君はリズムよく走る。b.この物語は10分で読める。
□대인간의 자기・언어현상
예1) a.山田君はリズムよく走る。 b.山田君はリズムよく走るよ。
예2) a.この物語は10分で読める。b.この物語は10分で読めますよ。
예3)子供が大通りを渡っている。(비능격자동사구문)
예4)夫はたいてい行きつけの飲み屋へ回ってから帰宅する。(비능격자동사구문)
예5) 風穴から空が見える。(비대격자동사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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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자기지각・언어표현과 비대칭성
자기지각・언어표현
자기지각의 개념과 제로형
의 의미론
중의적 해석
관찰점의 공공성・지각표
현의 총칭성
대인간의 자기・언어현상

유생주어

무생주어

비능격

×

○

×

×

○
○

○
○

△
○
△
○

비대격
×

○
△
○

4.3 시좌의 이동・자기의 객체화와 중간구문・관련 구문
□시좌

예1)a.あの社員はよく働く(유생주어중간구문) b. このパンは飛ぶように売れる(무생주어중간구문)
→예1a)의 시좌: ①보는 주체-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복수의 구성원
②보여지는 대상-주어에 내재된 속성(근무능력) ③보여지는 장소-사무실
④보여지는 범위-주어를 둘러싼 동서남북 방향(360도 방향)
⑤보여지는 모습-업무처리를 위해 주어가 취하는 활발한 움직임, 가시적 성과
□시좌의 이동, 운동・상태변화・위치관계의 상대성 및 자기의 객체화
예1)a.花子はすぐ泣く→君はすぐ泣く→私はすぐ泣く(私はすぐ泣かない)。(유생주어 중간구문)
b.あの子供は風邪によくかかる→君は風邪によくかかる→ぼくは風邪によくかかる
(ぼくは風邪によくかからない) (유생주어 중간구문)
예2)彼は信号を曲がった→君は信号を曲がった→私はその信号を曲がった。(비능격자동사구문)
예3)母が見えた。(비대격자동사구문)
예4)＃今窓の外から私が見える(見えている)。(비대격자동사구문)
예5)(動画で)私が見える。(비대격자동사구문)

<표3>시좌의 이동・자기의 객체화와 비대칭성
시좌의 이동과 자기의 객
체화
시좌의 5가지 요소
시좌의 이동
운동・상태변화・위치관계
의 상대성
자기의 객체화

유생주어

무생주어

비능격

○
○
○
○

○

△
△
○*
○*

×
×
×

비대격
×
×
×
×

4.4 중간구문 및 관련 구문에서 나타나는 1인칭 대명사 획득의 사회적 기반의 비대칭성
예1)智子は小さなことでもよく喜ぶ。

(유생주어 중간구문)

예2)ノーヘルの原付は実によく捕まるよ。(무생주어 중간구문)
예3)子供が大通りを渡っている。(비능격자동사구문)
예4)夫はたいてい行きつけの飲み屋へ回ってから帰宅する。(비능격자동사구문)
예5)風穴から空が見える。(비대격자동사구문)
<표4> 1인칭 대명사의 획득의 사회적 기반과 비대칭성
1인칭 대명사의 획득의 사
회적 기반
자기거울 영상인지 실험

유생주어

무생주어

비능격

비대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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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적 기반 개념
타자의 시좌 획득, 대인간
의 자기, 인칭대명사

○

△

×

×

4.5 기억과 상상 속의 자기와 중간구문
예1)智子は小さなことでもよく喜ぶ。

(유생주어 중간구문) 에피소드 기억 ->관찰자 기억

예2)ノーヘルの原付は実によく捕まるよ。(무생주어 중간구문) 에피소드 기억->관찰자 기억
예3)子供が大通りを渡った。(비능격자동사구문) 에피소드의 기억 ->시야의 기억
예4)夫はたいてい行きつけの飲み屋へ回ってから帰宅する。(비능격자동사구문)
에피소드의 기억 -> 관찰자의 기억
예5)(非能格自動詞構文)

의미기억 찾을 것

예6)暖流で高知沖が暖まる。(비대격자동사구문)-> 의미기억
예7)風穴から空が見えた。 (비대격자동사구문) 에피소드의 기억->시야의 기억
<표5> 기억과 상상속의 자기개념의 비대칭성
기억과 상상 속의 자기
에피소드기억
관찰자기억
시야기억
의미기억

유생주어

무생주어

×
×

×
×

○
○

○
○

비능격구문

○
△
△
△

비대격구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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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및 SNS 일본어 데이터의 감성분석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일본어 수용양상

이 현 정(경북대)

1. 머리말
최근 우리는 일본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파는 상품, 간판, 공공 안내문 등 생활
속 주변에서 쉽게 일본어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오프라인에 한정된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온라인 검색창을
통해서 맛있는 「스시」집을 찾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 「#오이시이」, 「＃가와이」라고 표시된 게시물을
읽고 정보를 파악하기도 한다. 일본어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정보들이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검색되고 생산, 확대되고 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인데, 온라인상의 빅데이터는 언어 연구 측면에서 중요
한 가치를 지닌다. 왜냐하면 포털이나 SNS에서 새로운 정보는 초 단위로 작성되고 있으므로 언어 연구자는 언어 현
장의 시간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의 하나인 감성분석1)을 도입하여 포털사이트 검색 데이터와 SNS 데이터
에 나타난 한국인의 일본어 수용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어 수용 양상 및 감성분석을 통해 일본어를 사용한 검
색 데이터 규모와 추이뿐만 아니라 일본어에 대한 한국인의 감성 변화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털사이트와 SNS상에서의 일본어 사용(검색어, 해시태그 언어 등) 현황과 사용
빈도가 높은 일본어 어휘나 표현에 대한 감성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일본어 수용 양상에 대해서 분석한다. 둘째, ‘No
Japan’이나 ‘코로나19’ 등의 사회적 이슈가 온라인상에서의 일본어 사용과 감성 강도(긍정/부정/중립)에 영향을 끼치
는지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한다. 온라인상에서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언어를 살펴보는 것은 해당 언어사회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인 방법이며, 그 안에서 일본어의 수용 양상 및 그 이면의 감성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일본어 및 일본 사회와의 이문화간 접촉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유효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포털 및 SNS의 일상화로부터 엄청난 양의 다양한 데이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입된 빅데이터 기술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공학적인 접근이 주류를 이룬다. 또 공학 외적인 활용에서도 서비스, 마케팅 등 이른바 산업적 측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어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의 빅데이터 그 자체의 성격을 분석하기보다는 교육적인 관점에
서 SNS 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많았다. 반면 온라인상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이문화 및
언어 간 접촉으로 인한 수용 양상과 언어사용 이면에 있는 사용자의 감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일 사회로의 공헌

1) 감성분석(Sentimental Analysis)이란 사람의 감성과 관련된 텍스트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술의 한
영역으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감정을 추출해 내는 기술로 문서의 주제보다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분석하는 연구 영역이다(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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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육으로의 환원으로 이어지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일본어 언어연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언어와 사회
의 유기적인 관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종래 연구와 차별화된다.

3. 조사개요 및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의 하나인 감성분석을 도입하여 포털사이트 검색 데이터와 SNS 데이터에서 나타
난 일본어 사용 현황과 일본어를 한국 사람들이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여 온라인상에서
의 한국인의 일본어 수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일본어 및 일본 사회와의 이문화간 접
촉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와 소셜
미디어(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등의 개방형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일본어 사용 현황과 감성분석을 통해 한국
인의 일본어 수용 양상에 대해서 고찰한다. 세부적인 조사 항목으로는 한글로 표기된 일본어, 가나 및 한자로 표기된
일본어, 알파벳으로 표기된 일본어이며, 이 조사 데이터의 대조군으로써 해당 일본어에 대응하는 한국어도 조사대상
으로 한다.

4. 분석 및 고찰
4. 1 감성분석을 통한 일본어 빅데이터 고찰
오프라인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일본어 어휘(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와 국립국어원의 ‘일본어 투 순화자료집
(2005)’에 나오는 일본어 음차어를 중심으로 포털사이트와 SNS상에서 사용 현황을 파악한다. 그 중 온라인상에서 사
용 빈도가 높은 어휘나 표현을 중심으로 감성분석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는 ‘일본어 투 순화 자료집’에서 제시된
순화 한국어와의 상대적인 사용률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일본어와 한국어로의 순화가 어느정도 진
행된 일본어 간의 감성분석 통해 한국 사회의 감성변화가 언어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이하 그림1은 「사케」에 대한 감성분석을 나타낸 자료이다. 「사케」에 대한 한국인의 감성어를 살펴봤을 때 긍
정비율은 76%, 부정은 8%로 한국인이 상당히 높은 호감도를 느끼는 어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인스타그램에서 「#
사케」를 검색했을 때 공유건수는 562,538건으로, 한국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감성분석에서 긍정의 비율이 높은 어휘일수록 해당 언어사회에 보다 쉽게 융화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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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사케」에 대한 감성분석 및 상세 감성어 랭킹

4. 2 사회적 이슈에 의한 일본어 사용 및 감성 변화 분석

그림2

「정종」 「사케」 「일본술」 「니혼슈」 「さけ」의 사용 현황

포털사이트나 SNS의 빅데이터는 데이터 생성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특징 중 하나이다. 초 단위로 데이터가 생성
되는 만큼 세태나 사회를 잘 반영하고 온라인상의 언어가 사용된 시간성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영향으로 인한 언어 수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과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사회 이슈를 선별하여 그 사회
이슈와 맞물린 시기 전후의 일본어 사용 현황 및 감성 변화의 추이를 분석한다.
위 그림2는 No Japan 운동 전후의 「사케」와 「정종」의 사용 현황을 나타낸 그림이다. No Japan 이전까지는
「사케」는 「정종」보다 일정 정도의 우위를 점하면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2019년 7월 이후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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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의 사용률은 감소하는 반면 「정종」의 사용이 급증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스시」와 「초밥」의 경우도 비슷
한 경향을 보여 사회적 영향이 온라인 문자언어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포털이나 SNS에서 새로운 정보는 초 단위로 작성되고 있어 언어 연구자로 하여금 언어 현장의 시간성을 정확하
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특정 어휘, 표현 및 발화가 이루어진 시간과 그에게 영향을 준 언어 외적인 요
소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의 문자언어 데이터는 언어 연구의 관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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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한일 식문화 대조분석
-‘라면’과 ‘ラーメン’을 중심으로-

김혜연(성결대)

1．들어가기
본 발표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에 바탕을 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일 ‘라면’과 ‘ラーメン’의
이미지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에는 ‘라면’이라는 음식이 있지만, 이 둘의 이미지는 다르다. 한국의
‘라면’은 ‘맵다, 국물 색깔이 빨갛다’, 일본의 ‘ラーメン’은 ‘비싸다, 삶은 계란이 토핑되어 있다’ 등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미지는 주관적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들 음식의 공통
점,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본 발표의 분석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이미지프레임망’과 텍스트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요소
추출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한다.
‘문화이미지프레임망’’은 구글의 검색 엔진에서 제공하는 연관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수결 투표 방식
으로 한중일의 국적별, 세대별, 성별 문화이미지를 선정하기 위한 플랫폼이다(이준서・한경수・노웅기, 2020). 이에
반해, ‘문화요소추출시스템’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텍스트마이닝이란,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어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기술에 기반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준서(2019)의 ‘문화요소추출시스템’은 한국어, 일본어 대용량 코퍼스를 바탕으로 한국어는 ‘세종 코퍼스’, 일본어는
‘書き言葉均等 코퍼스(BCCWJ)’를 사용하고 있다. 각각의 형태소의 출현 경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 통계를 기
반으로 각 언어별 문화요소를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3．이미지 기반 빅데이터 활용 분석
<그림1>은 ‘문화이미지프레임망’의 ‘라면’과 ‘ラーメン’의 이미지 보팅창이다. 시각적으로도 보팅창의 한일 ‘라면’과
‘ラーメン’의 이미지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담는 용기, 국물 색깔, 토핑 등 한국의 ‘라면’과 일본의 ‘ラー
メン’의 이미지는 다르다. 이와 같은 이미지의 차이는 이들의 투표결과인 <그림2>의 토탈 순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1>, <그림2>의 이미지 및 보팅결과 순위를 살펴보면, 면을 담는 용기에 있어, 한국은 냄비의 이미지가 강한
반면, 일본은 그릇에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물 색깔을 보면, 한국은 빨간색의 이미지가 있는 것에 반해,
일본은 한국에 비해 빨갛지 않으며, 흐린 간장이나, 사골국물과 같은 색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면
위에 올라와 있는 토핑 재료를 보면, 한국은 계란이나 파 위주로 한 두 개의 토핑이 올려져 있는 것에 비해, 일본은
반숙계란, 차슈(돼지편육), 김 등 토핑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라면’의 이미지는 봉지라면, 컵라면이
며, 일본의 ‘ラーメン’은 만드는 사람이 이미지에 등장하는 것 등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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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라면’과 ‘ラーメン’ 이미지 보팅창

‘라면’ 이미지 보팅창

‘ラーメン’ 이미지 보팅창

<그림2> ‘라면’과 ‘ラーメン’ 이미지 보팅결과 순위

‘라면’ 이미지 투표결과 순위

‘ラーメン’ 이미지 투표결과 순위

위와 같은 이미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3>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 보았다.
<그림3> 한일 ‘라면’, ‘ラーメン’의 식문화 이미지 가설
한국의 ‘라면’ : 집에서 간단하게 끓여 먹는 면 요리
일본의 ‘ラーメン’ : ‘ラーメン’ 가게에서 ‘ラーメン’ 장인이 만들어 주는 면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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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텍스트 기반 빅데이터 활용 분석
본 장에서는 ‘문화요소추출시스템’에서 ‘라면’, ‘ラーメン’과 공기(共起)하고 있는 형태소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이
들 음식의 이미지를 비교분석한다.
<그림4>는 ‘문화요소추출시스템’에서 ‘라면’과 공기하는 동사와 명사의 상위 순위이다.

4.1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라면’ 이미지 분석
<그림4> ‘라면’과 공기하는 동사, 명사 순위

‘라면’과 공기하는 동사 순위

‘라면’과 공기하는 명사 순위

<그림4>에서, ‘라면’과 공기하는 동사는 ‘먹다, 끓이다, 떄우다’의 순으로 순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텍스트마이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라면’은 끓여서 간단하게 먹는 음식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들 동사와 함께 쓰이고 있는 예문1)의 밑줄에서 알 수 있듯이, ‘라면’은 집에서 직접 끓여서 먹는 음식이라는 이미지
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예문1) 희은은 레지투이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재우는 가정부를 불러서 라면을 끓이라고 시켰
다. (BTEO0312^227)

<그림4>에서, ‘라면’과 공기하는 명사의 특징을 보면, ‘컵, 봉지’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라면’은 ‘컵라면’, ‘봉지라면’과 같이 간단하게 끓여 먹는 인스턴트라면의 이미지가 강하다고 분석해 볼
수 있다.

4.2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ラーメン’ 이미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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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ラーメン’과 공기하는 동사, 명사 순위

‘ラーメン’과 공기하는 동사 순위

‘ラーメン’과 공기하는 명사 순위

일본의 ‘ラーメン’은 누가 만드는지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예문2)와 같이, 집에서 먹는 경우와 가게에서 먹는 경
우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예문2)

強 い て 言 う な ら ‘ 自分 で 作 る ラ ー メ ン ’ と お 店 で 頂 く ラ ー メ ン ぐ ら い 違 う 気 が す る 。

（OY14_08167^416480 ）

어느 쪽의 이미지가 더 강한지에 관해서는 ‘ラーメン’과 공기하는 명사의 특징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림5>에
서 3위에 ‘インスタント’, 5위에 ‘カップ’가 랭킹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의 ‘ラーメン’은 한국의 ‘라면’과 같이,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인스턴트라면이나 컵라면 등의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가게에서 먹는 이미
지와 관련된 표현들이 100위 안에 많이 랭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위에 ‘店’, 12위에 ‘注文’, 100위 안을
보면, ‘メニュー, 行列, グルメ, 屋台, 食堂, チェーン, 店主, レストラン, セット, 定食, 出店, 看板, 客, 本店, 主
人, 開店’이라는 표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ラーメン’과 공기하고 있는 명사의 특징에서 일본의 ‘ラーメ
ン’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가게에서 먹는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이상의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와 이미지보팅시스템에서 세운 가설 <그림3>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라
면’과 일본의 ‘ラーメン’의 식문화 이미지를 <그림6>과 같이 분석한다.
<그림6> 한일 ‘라면’, ‘ラーメン’의 식문화 이미지
한국의 ‘라면’ : 집에서 간단하게 끓여 먹는 면 요리
일본의 ‘ラーメン’ : ‘ラーメン’ 가게에서 ‘ラーメン’ 장인이 만들어 주는 면 요리> 집에서 간단하
게 끓여 먹는 인스턴트 면 요리
※ [5. 나오기] 및 [참고문헌]은 매수제한 관계상 생략(발표 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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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L環境で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を促す「言語景観調査」の
有効性*1)

李舜炯(慶北大)・甲賀真広(東京医科歯科大)

1．研究の背景と目的
これまで、日本語の社会言語学や日本語教育学ではオーラルによる音声言語が研究の的になっていた。しか
し、近年、文字言語(筆記言語)による言語景観研究が活発になるにつれ、応用社会言語学や日本語教育学などで
言語景観を活用した教育実践や教材開発が積極的になりつつある。例えば、日本語の教育的リソース、教材
化・カリキュラム開発(磯野2011, 2019,2020,鎌田2014,磯野・西郡2017,ロング2019a,甲賀2020)などがそれであ
る。また、言語景観を用いた授業実践も多くなっている。詳細は次の通りである。
①JFL環境での日本語授業実践：磯野(2011)、李舜炯(2019a,b)など。
②JSL環境での日本語授業実践：磯野(2019)、甲賀(2019a)、ロング(2019a)など。
③日本国内での日本語母語話者のための言語・社会科目授業実践：細川・藤本( 2011)、鎌田
(2014)、吉田(2016)、ロング(2017，2018，2019b)など。
さらに、言語景観や言語景観調査を利用した新しい学習者中心の教育法を提唱し、JSL学習者(ロング2019a)、
短期日本語研修生(甲賀2019a)、大学の「日本語語彙論」授業をとるJFL学習者(李舜炯2019b)のアクティブラーニ
ングを促すことができると指摘している。これらは「JFL環境とJSL環境とでは、日本語の言語景観の性質は異
なるものの、身の周りにある言語景観が「日本語能力」を向上させる教材として有効に働く(甲賀2020)」という
指摘の裏付けになろう。
一方、磯野(2019)は、これまでの言語景観活用の教育実践をもとに、「科目としてある程度まとまった内容を
扱うのであれば、中上〜上級の学習者が適正レベルであり、初級や初習に向かうに従って扱える内容の制限も
増えてくる(磯野2019:22)」と指摘している。これは、日本語の言語景観が教育的ツールやリソースとして有用
ではあるものの、学習者のレベルや学ぶ科目に制約もあることと理解できる。
そこで、本発表では、JFL環境で大学の初級・初習レベルの日本語教育において「言語景観調査」導入の有効
性を試みることを目的とする。具体的には、次の研究課題を明らかにする。
研究課題①：初級日本語学習者は、言語景観のどこに興味を持つのか。
研究課題②：初級日本語学習者は、言語景観から何を、どのように学べるのか。

2．研究方法
本発表で用いた「言語景観調査」は、甲賀(2019a)、李舜炯(2019b)に従い、学習者の言語景観調査は、自分で
考える力、授業外で自主的な学習を促せるという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の一環として行われた。授業実践の概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9S1A5A2A030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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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は次の通りである。
1)調査対象授業：2020年後期、大邱のA,B大学の初級レベル日本語クラス「日語1」「初級日本語1」
2)授業の目的および授業の3週目で「言語景観」について説明

3)授業のなかで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としての言語景観調査を取り入れる
学習者(97名)は、「日常で発見した日本語！ここが面白い～～」という主題のもとで、次の①〜⑥のような流
れで言語景観調査を遂行した。
①日常で接する日本語の言語景観を探す
②日本語の言語景観から既習授業内容と結びつける
③日本語の言語景観から発見した未習表現や語彙を検索する
④テーマとストーリを決め、「マイ日本語の言語景観」を記録する
⑤記録をアップロードし、紹介する
⑥LMSのチームプロジェクト中でメンバー同士で意見交換する
最後に、学習者の言語景観調査を分析し、全体的なフィードバックを行うのが教師の役割である。フィード
バックでは、テーマ、良かった点、改善点、学んだ点などを集計し、その結果はZoomを利用しリアルタイムで
共有しながら解説する。

3．結果の分析と考察
JFLの初級日本語学習者が日常の日本語の言語景観から興味を持つ部分は、従来の甲賀(2019b)で言及する
JSLの上級学習者とは異なることが分かった。JSLの上級学習者の場合、使用文字の多様性＞口語表現＞ことば遊
び＞語用論＞多言語表示＞非教室型日本語・日本事情(「爆音上映/名物みそせん」など)＞方言＞外来語＞形容詞
の強調表現などの順に関心が高い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しかし、今回JFLの初級学習者の場合は、このような
多様性に富んだJSLの言語景観はあまり取り上げていないことが分かった。その理由としては町で出会う日本語
がJSL環境ほど豊富ではないことが挙げられる。また、ロング(2019b)「外国にいる場合は日本語の文法や表現、
文字などが間違っている表示や看板を探してくる」ことが予想されると指摘するが、今回、間違った言語景観
を取り上げている発表も思ったより多くなかった。

3.1 初級日本語学習者は、言語景観のどこに興味を持つのか
1)楽しい復習になる日本語の言語景観
初級日本語学習者はカナ文字の読み書き、名詞・形容詞・動詞述語文に必要な語彙を中心に学ぶ。その影響
で、言語景観調査から興味のもつ日本語の言語景観で最も多かったのは授業で学んだ既習語彙「かく」
「TABERUたべる」「쿠우쿠우:食う」や「ありがとう」「いらっしゃいませ」のあいさつ言葉や助詞「〜の」「카
라마데:からまで」や「〜てください」「〜たい」などの文法的な言語形式に興味をもち記録、発表する場合が比
較的多かった。ほとんどが既習学習内容の復習を言語景観を用い行っ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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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美味しい食文化の日本語の言語景観
周囲の看板の形で提示されている日本語の言語景観のほとんどが日本の食文化に関するJFL環境の影響で、今
回言語景観調査からも「美味しい食文化の日本語の言語景観」に関心をもつ学習者が多かった。メニューに書
かれている「しょうゆ」「しお」「みそ」「しょっぱい」「こってり」「とんこつ」「おまかせ」などがそれで
ある。授業中に扱わなかった語彙が多かったので、辞書アプリで検索しながら意味、使い方などを調べている
ことが分かった。
3)親しいハングル表記日本語の言語景観
生活のなかでハングル表記で使われるほど馴染みのある親しい日本語の言語景観に興味に示す学習者も多
かった。例えば、「기스:きず」「만땅まんたん」「무데포むてっぽう」「단도리だんどり」「아빠이いっぱい」な
どの看板を取り上げその元の日本語の意味などを説明しながら発表である。この場合は特に、同じチームプロ
ジェクトのメンバー内でのピアフィードバックの際、日本語の言語景観だけではなく、韓国に残ってりいる日
本語の名残について共に勉強できたことで聞き手側の学習者からコメントや反応も盛り上がった。
上記以外も、4)新しい語彙が学べる日本語の言語景観(乾杯の意味を表す日本の沖縄方言「カリー」や、5)面
白い文字表記の日本語の言語景観(「떡뽁い。:トッポッキ」「eè:いえ」など)変わった面白い言語景観にも学習
者は興味をも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3.2 初級日本語学習者は、言語景観から何を、どのように学べるのか
言語景観調査の公開、発表時に次のような感想や調査後記を添える学習者がいた。ここで一部を紹介する。
日本語の言語景観から何をどのように学ぶことができたのか推察できよう。

何
を
？

①지하철역의 표지판에 표기된 4개 언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일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통해 영향권에 있는 나라가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地下鉄駅の標識に記されている4言語（韓国語、英語、日本語、中国語）が日本と同じであるこ
とから、日本と同一の影響圏にある国であることを改めて感じました。)
②대학교나 지하철역에 있는 일본어는 모두 일본어 (가나/한자)표기로 나타나 있지만 도심부
거리에 있는 가게는 로마자 표기어나 한글 표기어 등 가게의 분위기와 특색에 맞게 다양하
게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大学や地下鉄駅で日本語はすべて日本語（カナ/漢字）表記で表示
されているが、都心部にある店は、ローマ字やハングル表記など、お店の雰囲気と特色に合わ
せて多様な文字が使用さ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➂새로운 일본어 어휘와 어원을 알게 되었고, 몰랐던 일본의 문화(음식, 전통 등)를 알게 되
었다.(新しい日本語の語彙や語源を知り、知らなかった日本の文化（食べ物、伝統など）を知る
ことができた。)
④히라가나와 카타카나와 한글, 그리고 일본과 한국을 넘나들며 간판 속에서 두 나라의 문
화가 잘 교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ひらがなとカタカナとハングルは、
日本と韓国を行き来し、看板の中で両国の文化交流を知ることができた時間でした。)
➄문법보다는 단어위주! 그 나라의 단어를 최대한 많이 아는 것이 마스터하는 길이다.문법
을 몰라도 단어를 열거만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文法より単語中心！その国(目標言語)
の語彙をできるだけ多く知ることが(外国語を)マスターする道である。文法を知らなくても、
単語を列挙するだけ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可能。)

ど
の
よ
う
に
？

❶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관 지어 학습내용에 대해 자연스럽게 복습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일본어에 대해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授業で学んだ内容と関連づけて学習内容
について自然に復習することができ、これにより日本語についてより興味を持つようになりま
した。)
❷살펴보고 사진을 찍고 의미를 사전에서 검색하는 행위만으로도 나는 몇 개의 단어들과 문
법지식, 그리고 사전에서만 그 단어를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닌 언어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가를 직접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머릿속에 녹아들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
로도 이 장점을 일본어 학습에 최대한 잘 활용하여 공부하고, 향후 일본 여행을 갈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 (調べて写真を撮って意味を辞書で検索する行為だけで私は、いくつ
かの単語と文法知識、そして辞書のなかでだけその単語を見て終わるのではなく、言語が生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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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中にどのように溶け込んでいるのかを直接体験できたので、難なく頭の中に溶け込むことが
できただろう。これからもこのようなメリットを日本語学習に最大限活用し勉強すれば、今
後、日本旅行などでも大いに役立つと期待できる。)

❸단순히 어렵고 답답하게 느껴졌었던 일본어가 예전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고,
일본의 역사와 일본인들의 생활모습도 엿볼 수 있어서 좋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다. 앞으로
도 단순히 암기위주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일본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능동
적인 자세로 공부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뜻을 알게 되니 간판
이름만 읽고 어떤 가게인지 추측해 낸 내 자신이 좀 더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単に難し
い、苦しいと感じた日本語が以前よりもはるかに身近に感じることができたし、日本の歴史と
日本人の生活の姿も覗きみることができ良い勉強になった。今後も、単純に暗記中心の勉強を
するのではなく、私自身が日本に興味を持って能動的な姿勢で勉強していかなければないない
という思いがした。日本語を勉強しながら意味を知ることができ、店名だけ見てどんな店かを
推測できる自分が誇りに思われました。)

❹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일본어는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나
는 이 상황이 지구화로 인한 현상 중의 하나라고 여겼고, 우리나라에서 타국을 경험할 수 있
는 수단이지 않을까 생각했다.(調査しながら感じたことは、思ったより日本語は日常の中に溶
け込んでいたことである。私はこのような状況がグローバル化に起因する現象の一つと思え、
韓国で他国(日本)を体験できる手段ではないかと考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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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제1차 간이학교 국어독본의 어휘 고찰
-제3기『보통학교 국어독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숙정(중원대)

1.들어가며
그동안 간이학교 제도는 농촌계몽을 위한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그 역할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선행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 부족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의 간이학교 교육은 특수성과 차별성을 지닌 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
서는 간이학교 국어독본이 처음 발행된 1935년에 시기에 해당하는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제3기 보통학교 국어독본과 제1차 간이학교 국어독본의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를 고찰해 봄으로써 교육 수준에 대한 특수성과 차별성을 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
는 일제강점기 일본어 교육의 실체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2.선행연구
박제홍(2015)은「간이학교의 황민화교육-조선총독부편찬 간이학교용 교과서를 중심으로」에서 조선총독부가 편찬
한 간이학교용 교과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가운데에서 황민화 교육에 관한 부분만 특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그러나 박제홍의 연구는 간이학교용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는『간이학교 국어독본』의 2권과 4권,『초등국어독본 간이학교용』의 3권과 4권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기에
간이학교 교과서의 특성을 올바로 분석한 연구로 볼 수 없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1차『간이학교 국어독본』의
전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연구자료
이학교가 설립된 본래 목적은 소외된 농촌지역의 학생들을 짧은 기간 교육하여 농업의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일
군들을 길러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취학적령기의 아동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립보통학교의
수가 부족하여 입학난에 시달리는 아동들을 위한 보조적인 교육기관으로 활용되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
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간이학교는 교육과정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급 교육기관으로 진급할 수 없는 2년의
종결교육이었다. 본고에서는 2년의 종결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습득할 수 있는 일본어의 수준을 어휘분석을 통해 고
찰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에 간이학교 국어독본은 조선총독부에서 총 2번 발행되었다. 1차는 1935년에 발행한『간이학교 국어독
본(簡易學校國語讀本)』이며, 2차는 1941년에 발행한 『초등국어독본 간이학교용(初等國語讀本簡易學校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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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년제의 간이학교 학제에 맞추어 4권씩 발행되었다. 농촌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농업교육과 함께 기초적인 일
본어 교육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은 농촌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본고에서는 1차 발행인
1935년의『간이학교 국어독본』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한편, 제2차 조선교육령기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교과서로
는 1923년에 발행된 『보통학교 국어독본』과 1930년에 발행된 『보통학교 국어독본』의 2종류의 국어독본이 존재
한다. 본고에서는 1935년에 발행된 1차 『간이학교 국어독본』과의 비교를 위해 저학년용(1-학년용) 권1-권4를 중심
으로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보통학교 국어독본은 총 5차례 걸쳐 발행되었다. 조선교육령 시기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일제강점기 국어독본 편찬 현황
조선교육령기
제1차 조선교육령
(1911)
제2차 조선교육령
(1922)
제3차 조선교육령
(1938)
초등학교령
(1941)

기수

교과서명

편찬년도

권수

편찬처

1기

普通學校國語讀本

1912-1915

1-8

조선총독부

2기

普通學校國語讀本

1923-1924

3기

普通學校國語讀本

1930-1935
1937-1938

1-8
9-12
1-12
1-12
1-6
7-12

조선총독부
일본문부성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일본문부성

1942

1-2년용 상하

조선총독부

1942-1944

3-6년용 상하

조선총독부

4기

5기

初等國語讀本
小學國語讀本
ヨミカタ、
よみかた
初等國語

1939-1941

위의 표를 살펴보면 제3기에는 1930년과 1937년 총 두 번에 걸쳐 국어독본이 발행되었다. 필자의 선행 연구에 의
하면 제2기와 제4기에는 교과서의 일부를 일본 문부성에서 발행한 교과서를 차용하였는데 제3기에는 조선의 실정에
맞는 교과서를 발행한다는 취지 아래 독자적인 교과서를 발행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통학교 국어독본 권1의 편
찬취의서를 살펴보면 제3기의 보통학교 국어독본은 기존의 보통학교 국어독본 권1에 비해 분량도 늘어나고 어휘도
100개 가량 더 늘어났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가 아동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강하고, 기억
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 때에 될 수 있는 한 어휘를 풍부하려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재료
에 있어서도 아동의 생활에 밀접한 것에 주안점을 두지만 조선적인 색체를 농후하게 드러내는 것에도 의미를 두었다
고 밝히고 있다.

4. KH Coder 프로그램
본고에서는 히구치 코이치(樋口耕一)가 개발한 KH Cod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품사의 종류를 세분화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명사를 일반명사, サ변명사, 명사B(히라가나로 이루어진 명사), 명사C(한 글자로 된 한자어), 고유명
사, 조직명, 인명, 지명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형용사는 イ、ナ형용사와 형용동사, 형용사B로 분류하며, 동사도 일반
동사와 동사B로 분류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부사, 부사가능, 태그, 감동사, 부정조동사로 분류하며 이 프로그램에서 말
하는 기본값이란 전체값에서 명사B, 동사B, 형용사B, 부사B(B는 히라가나로만 구성된 어휘를 뜻한다), 부정조동사를
제외한 값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텍스트의 계량적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테이터 분석을 통해 어휘의
출현빈도, 상호관계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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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결과

5.1. 총추출어와 어휘수의 비교
KH Coder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총추출어와 어휘수의 비교
어휘구분
총추출어
어휘수
총추출어
어휘수
총추출어
어휘수
총추출어
어휘수
총추출어
어휘수

권1
권2
권3
권4
권1-권4

제3기 보통학교 국어독본
1,428
382
3,799
714
8,038
1,127
9,837
1,271
22,694
2,409

1차 간이학교 국어독본
4,631
885
10,871
1,549
9,842
1,905
13,320
2,846
38,364
5,264

위의 표를 살펴보면 제3기 보통학교 국어독본 권1의 총추출어는 1,428개로 어휘수는 382개였다. 그러나 1차 간이
학교 국어독본을 살펴보면 총추출어는 4,631개, 어휘수는 885개로 같은 연령대의 아동이 학습하지만 실제 학습양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권2까지도 큰 차이를 보이지만, 권3과 권4는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1-권4까지의 총 추출어와 어휘수는 중복되는 추출어와 어휘수를 제외한 수치로 제3기 보통학교 국어
독본과 1차 간이학교 국어독본에서 약 1,5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간이학교
국어독본은 2년간의 교육으로 종결되므로 보통학교 아동들에 비해 많은 양의 어휘를 학습했음을 알 수 있다.

5.2 어휘분류(지면관계상 발표시 서술)
각 권의 어휘를 1.자연물과 사물, 2.농사, 3.국가주의, 4.군국주의, 5.가족, 6.학교생활의 가테고리로 나누어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3>과 같다.

5.3 한자어 비교
제3기 보통학교 국어독본의 권1에 사용된 한자는 0개이며, 간이학교 국어독본의 권1에 사용된 한자와 비교하면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 한자어의 사용(지면관계상 권1만 표시-발표 시 서술)
구분

권1

명사

제3기 보통학교 국
어독본

없음

1차 간이학교 국어독본

日、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右、左、東
、石、南、北、松、枝、虫、害虫、田植、天気、雨、水、田
、朝、麦打、先生、村、草、根、本、私、毎日、山、花、小
山、森、月、夕日、子牛、中、叺、字、国語、話、銭、大根
、作物、川、白菜、国、堆肥、大豆、土、手、下、足、京成
、指、日記、月曜日、曇、今年、学校、鶏、卵、生徒、火曜
日、晴、来年、日本、天皇陛下、国民、心、巡査、週間、昨
日、午後、豚、父、母、色、稲、空、海、舟、荷、羊飼、羊
、大風、夜、島、陸、岡、君(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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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대명사
인명
부사
형용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동사
합계

없음

없음
李(1)
十分、一番(2)
元気だ、名高い、小さい、古い、強い、正しい、近い、重い、高
い、大きい(10)
植える、作る、出る、上げる、書き入れる、入れる、出す、
立ち上がる、立つ、買う、来る、書く、取り出す、行く、思
う、飼う、見る(17)
127

6.나오며
이상으로 제1차 간이학교 국어독본의 어휘 고찰을 제3기 보통학교 국어독본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간이학교 국어독본의 추출어휘수가 제3기 보통학교 국어독본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6
개의 가테고리로 분류하여 고찰한 결과 간이학교 국어독본에는 농촌생활과 절기에 관한 어휘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
다. 구체적으로는 계절의 변화에 맞춰 모내기, 보리밟기, 우수하기, 이삭줍기, 겨울나기에 이르기까지 국어학습을 통하
여 자연스럽게 농촌에서의 생활을 익히는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지게, 괭이, 곡괭이, 호미, 낫, 가래 등의 농기구
어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는 신화 및 천황에 관한 국가주적인 내용의 어휘들도 다수 등장함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보통학교 국어독본은 권1에서는 한자어를 찾아볼 수 없는 것에 비해 간이학교 국어독본은 총 127개의 한
자어가 등장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간이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은 보통학교 아동에 비해 양적으로 많은 어휘와
수준 높은 한자어가 사용된 것은 간이학교 설립 목적에 명시한 농촌의 실정에 맞는 직업도야를 중점으로 하였기 때
문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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否定条件形式「ナクテハ(ナクチャ)」の非条件的用法
ー「ナケレバ(ナキャ)」との比較を中心にー

諸葛玹(啓明大)

1．はじめにー否定条件形式の意味機能の様相
現代日本語の仮定形による条件文は、未実現の事態間の因果関係を表すのが中心的用法である。ところが、
前件である条件節末の機能が「条件」でない場合がある。諸葛(2019)では、「ナケレバ」の縮約形「ナキャ」が
「ナケレバ」に見られる機能を同様に持つことを指摘した。一方で、両者の関係は全く同等とは言えないと指
摘し、文中の位置関係という観点から機能の分類を行い、機能の相違について考察した。その結果、非条件的
用法(前件で示された条件によって後件の内容が成立するという「条件的用法」に対して、前件・後件が「条
件」という関係で成立しているとは言い難いもの)への参与という点では、「ナケレバ」は非条件的用法のうち
「評価的用法」(「ナケレバ」の直後に評価を表す語句、またはそれに類する意味を表す語句を伴う用法。詳細
は後述する)に偏っ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それに対し、「ナキャ」は非条件的用法全般への参与度が高いこと
から「ナケレバ」より形態的独立性が高く、単独形式として文中や文末、文頭に現れやすいことがわかった。こ
れにより、「ナキャ」は、条件句一般の用法分化に即して、文中位置や共起する要素の偏りによって意味用法が
分化し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
本研究では、上述の「ナケレバ（ナキャ）」の調査結果に基づき、その類似表現である「ナクテハ（ナク
チャ）」との比較調査を行う。また、縮約形を含むこれらの2形式の用法を検討した上で、現代日本語における
否定条件形式の多機能性とその相違(対立関係)について記述することも目的とする。

2．調査概要
本調査では、国立国語研究所(2018)「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通常版)」(BCCWJ-NT1.1)を用い、
コーパス検索アプリケーション「中納言」(2.4)によって検索を行った。非コアデータを含む「出版・書籍」を調
査対象とした。「ナケレバ」の場合、文字列検索を用い、検索キー「なければ」を指定した結果、全15,642例が
検出された。本調査では、その中で、表示順1000件を調査対象とする。また、「ナキャ」の場合、同様の手順で
計878件が得られた(ジャンルの偏りはない)、これらを全件を調査対象とする。「ナクテハ」の場合、文字列検
索を用い、検索キー「なくては」を指定した結果、検出された全1940例を調査対象とする。また、「ナクチャ」
の場合、全466件が検出され、これらの全件を調査対象とする(全ジャンルにわたる)。

3．調査結果

3.1 条件文 の分類

条件句一般の広がりを考える上では、上述のような統語的な観点からの観察が必須である。条件的用法か否
かを考える際には、前田(2009)のように、本来の仮定条件の機能の有無に着目するのが有効であると考える。本

- 74 -

節では、前田(2009)に従い、条件的用法と非条件的用法に分けて分析を行う。
「ナケレバ」の場合、条件的用法は 21.7％ であり、非条件的用法が 78.3％を占めている。「ナケレバ」の非
条件的用法としては、「評価的用法」が 76.2％で最も高く、「終助詞的用法」と並列・列挙が各1％、「接続詞
的用法」は見られるが0.1％に過ぎない。「ナキャ」の場合、条件的用法は17％ であり、非条件的用法は 83％
で、非条件的用法に偏っており、「ナケレバ」より偏りの度合いが高いことがわかる。また、「ナケレバ」より
「終助詞的用法」と「接続詞的用法」の割合が高いのが特徴的である。
「ナクテハ」の場合、条件的用法は 8.1％ 、非条件的用法は 91.9％で、非条件的用法が極めて高い割合を占
めていることがわかる。非条件的用法の中でも、「評価的用法」が 8 割以上で最も高い割合を占めている。そ
の反面、「終助詞的用法」は 9.2％ 、「接続詞的用法」は 0.1％で、「評価的用法」とは大幅に割合の差が見ら
れる。「ナクチャ」の場合、「ナクテハ」の場合と同様に、条件的用法は 3.2％ 、非条件的用法は 96.8％で、や
はり非条件的用法の割合が圧倒的に高い。また、非条件的用法の中では、「評価的用法」が 59.7％ 、「終助詞
的用法」が 37.1％を占めており、「ナクテハ」より「終助詞的用法」への偏りが高いことが特徴的である。な
お、「接続詞的用法」や並列・列挙は見られない。
このように、「ナケレバ（ナキャ）」と「ナクテハ（ナクチャ）」においては、条件的用法より非条件的用法
の割合が高く、特に、「評価的用法」に偏っているという点は共通する。非条件的用法のうち、並列・列挙は
「ナケレバ（ナキャ）」のみで見られ、また、「接続詞的用法」はほとんどの形式で見られるものの「ナク
チャ」では見られない。

3.2 条件的用法
宮部(2014)は、ト条件節においてスルト節かシナイト節か、すなわち肯定形か否定形かで用法が異なること
を指摘している。具体的には、主節に「望ましくないもの」をさしだす用法が否定形シナイト節である場合に
偏ることを示している。宮部(2014)では、シナイト節の従属複文において、主節を「形」だけではなく「望まし
さ」という意味的な観点から分析してその偏りを具体的に見出している。本調査では、この観点に基づき、「ナ
ケレバ(ナキャ)」の結果と比較しながら「ナクテハ(ナクチャ)」の従属複文の主節を分析する。
「ナケレバ(ナキャ)」「ナクテハ(ナクチャ)」は、形式ごとの偏りの度合いの差はあるが、「否定的なことが
ら」を表す主節を導きやすいという点で共通する。特に「ナキャ」は「ナケレバ」よりその傾向が著しいことが
わかる。また、「ナクテハ(ナクチャ)」では、主節のことがら全体の望ましさにおいて、否定的となる場合のみ
見られる。つまり、「否定的なことがら」を表す主節を表すということは「ナクテハ(ナクチャ)」の担う主節の
制約条件であるといえよう。
宮部(2014)は、前述したように、ト条件文の条件形が、肯定形か否定形かによって担う機能が異なっているこ
とを指摘する。従属節。主節とも「望ましくないもの」をさしだすとき、発話における「注意喚起52 」のよう
な意味が現れるとしている。このような否定条件形式、特にシナイトの様相について宮部(2014)では、望ましさ
(特に、望ましくないもの)を表す意味機能を担いうる形式としての役割が、タラ条件節やバ条件
節の否定形ではなく、シナイトにもとめられているとする見方が示されている。しかし、「ナケレバ(ナキ
ャ)」
「ナクテハ(ナクチャ)」の場合も、望ましくないものを主節に示す特徴はより顕著で、シナイト節が表す「注
意喚起」のような意味機能を示す。さらに、本調査の範囲では、主節で「望ましくないもの(否定的なことが
ら)」を表す割合が、「ナクテハ(ナクチャ)」で際立っており、その制約が強いことが確認できる。2者の対立関
係については、さらに詳細な考察が望まれる。

3.3 非条件的用法
「ナケレバ(ナキャ）」と「ナクテハ(ナクチャ)」はともに、「条件的用法」より「非条件的用法」に偏ってい
るが、それぞれ縮約形である場合の方が、その偏りがより著しい。また、「ナケレバ(ナキャ)」「ナクテハ(ナ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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チャ)」は、「非条件的用法」の中でも、「評価的用法」において、圧倒的に高い割合を見せる。
「評価的用法」では、「ナケレバ(ナキャ)」「ナクテハ(ナクチャ)」はともに、「不適当」を表す評価形式と共
起しやすいことを確認した。「適当」を表す場合は、「ナケレバ(ナキャ)+イイ」の形に限られる。「ナクテハ
(ナクチャ)」では、「適当」を表す用例は見られず、「評価的用法」において「不適当」を表すことに特化して
いると考えられる。
また、「終助詞的用法」では「ナケレバ（ナキャ）」と「ナクテハ（ ナクチャ）」は、「意志的な動作性」を
表す上接語を伴いやすいということが共通する。「ナケレバ(ナキャ)」と「ナクテハ(ナクチャ)」のことがらに
対する話し手の「評価」が「否定形」や「意味的に否定的な述語」であるとき、「義務」機能を担えるようにな
る。このとき、「意志的な動作性」を表す上接語を伴うということが文末の「ナケレバ（ナキャ）」と「ナナク
テハ（ ナクチャ）」「ナイト」の形を固定化する確立条件であると考える。
最後に、「接続詞的用法」は、「ナケレバ」と「ナクテハ」は各1件(0.1％ )しか見られず、割合としては低
い。だが、「ナキャ」の場合、18件(2.1％)見られ、最も高い割合を占めている。「ナケレバ(ナキャ)」に限るが、
「接続詞的用法」においては、基本形よりその縮約形でより現れやすいと考えられる。

「ナクテハ(ナク

チャ)」は、条件的用法では「否定的なことがら」を表す主節を表すこと、また、非条件的用法では「不適当」を
表す「評価的用法」に特化しているため、並列・列挙や接続詞用法にはあまり見られないと考えられる。

4．おわりに
本研究では、文の位置による「ナケレバ」「ナクテハ」の用法を統語的に検討した。特に、「ナケレバ」「ナ
クテハ」の場合は、縮約形である「ナキャ」「ナクチャ」との比較を行い、それらの共通点や相違点について考
察した。
「ナケレバ(ナキャ)」と「ナクテハ(ナクチャ)」はともに、「条件的用法」より「非条件的用法」に偏ってい
るが、それぞれ縮約形である場合の方が、その偏りがより著しい。また、「ナケレバ(ナキャ)」「ナクテハ(ナク
チャ)」は、「非条件的用法」の中でも、「評価的用法」において、圧倒的に高い割合を見せる。「評価的用法」
において、「ナキャ」が「ナケレバ」より不適当を表す多様な評価形式との組み合わせがを持つことについて
「、ナケレバ」は「ナケレバナラナイ」という形式に一語化し、文法化が進んでいる一方で、「ナキャ」では後
部要素との固定度が弱く、形態的に独立性が高いこと、それに起因して単独形式として文中や文末、文頭に自
由自在に現れやすいことによると考える。
「ナクテハ」「ナクチャ」では、「ナケレバ」と「ナキャ」のように縮約形になることで現れる非条件的用法
全般への偏りはあまり見られない。しかし、それは、「ナクテハ」「ナクチャ」がともに、「不適当」を表す機
能に特化していることにより、「義務」機能を表す形式として固定化、一語化している傾向が強いことと関連
付け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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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비즈니스매너’ 교재분석
－전화매너를 중심으로－

조 은영 (부산외대)

1. 들어가며
최근 K-MOVE, 청해진 등에서 교육을 받고 일본으로 취업하려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아졌다. 꾸준히 그 수가 증
가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학생들은 일본으로의 취업을 꿈꾸고 있다. 이
런 현실을 반영한 교과과정이 부산외국어대학교의 ‘K-MOVE 사무직과정’에서는 ‘비즈니스수업’이나 ‘비즈니스경어’
와 같은 교과목으로 수업이 개설되었다.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본어 상급레벨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비즈니스매너(일본의 기업문화)에 대한 교육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출판되어 있는 비즈니스 관련
서적은 비즈니스 상에서 쓰이는 경어를 중심으로 한 교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비즈니스경어 교재에는 전화응대 시
의 대화를 본문에 넣어 전화에서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을 익히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비즈니스 상의 매너를 따로
수업에서 배우지 못한 학생이나 배웠더라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지 못한 학생들은 힘들게 취업한 근무처에서 일본
기업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여 다른 업종으로 이직이 많다. 비즈니스매너의 지식의 결여로 일본으로
취업한 학생들이 이직과 귀국을 한다면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겠다．
본 발표는 일본의 ‘비즈니스매너’에 대한 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단계로서 일본에서 시판되는 ‘비즈니스매너’ 관련
서적 9권과 한국에서 시판되는 ‘비즈니스매너’ 관련 서적 8권1)을 비교분석하여 일본기업에서 원하는 비즈니스매너의
특징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일본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교수자에게 다음과 같은 ２가지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1) ‘비즈니스매너’ 교재의 개발과 매너 교육의 범위와 방향의 제시가 가능
할 것이다. (2) 한국과 일본의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매너, 기업문화의 차이점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일본(어)관련학과를 중심으로 일본취업이 화두가 된 후 일본취업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행해져 왔다. 예를 들면
일본으로의 취업을 위한 면접연습과 지도(永野2020: 斉藤(他)2014: 스미(他)2013)，취업을 위한 수업에서의 학습자
의 의식조사, 일본기업에 취업한 한국인의 노동실태조사(羅(他)2019), 일본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취업성공자들의 의식
조사(김은영2019), 일본취업관련 교재분석(조은영2019)등 여러 관점에서 연구가 행해져 왔다. 그러나 일본기업에서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기본사항,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매너 등 일본의 ‘비즈니스매너’에 관한 연구는 아직 행해지
지 않았다．
본 발표에서는 비즈니스매너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로서 일본에서 출판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매너에 관한 서적을 연구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비즈니스매너 관련 서적이 일본현지에서
요구되는 사항들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 서적에 대한 검색은 한국의 경우 ‘비즈니스’와 ‘매너’를 넣어 검색을 하였고，‘비즈니스경어’와 같이 경어를 중심으로 한
교재는 제외시켰다．일본의 경우 검색어는 「ビジネス」와「マナ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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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사개요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서적의 목차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비즈니스매너라고 생각하는 범위와 종류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개별적 항목으로 ‘전화’에 관한 내용에 집중하여 그 특징을 밝힌다. ‘전화’매너는 일본에서 매우 중요시
하는 매너로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으로 한국인이 일본의 전화매너를 익히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으로 본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전화매너에 대한 인식이 교재에서도 나타나는지 등, 한국과 일본의 기업문화의 차이를
이 항목을 통한 분석으로 밝히겠다. 교재의 선택은 2017년 이후에 출판되어진 책을 위주로 하며 조사대상 서적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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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재권(2019) [비즈니스매너] 따비
7.김순희(2018) [비즈니스매너와 비즈니스롤플레이] 지식인
8.최지현, 최세영, 신재한, 김새롬, 김주희, 진철웅(2018) [글로벌 매너와 이미지메이킹＆프레젠테이션] ㈜한올출판사

園部仁(2020)『ビジネスマナーがわかる本』(株)日之出出版
谷治子(2019)『＜イラスト＆図解＞社会人1年目の仕事とマナー教科書』(株)かんき出版
3.特定非営利活動法人日本マナープロトコール協会(2018)『［最新版］「さすが！」といわせる大人のマナー
講座＿文部科学省後援「マナープロトコール検定」標準テキスト』(株)PHP研究所
4.宮本ゆみ子(2019)『最新ビジネスマナーといまさら聞けない仕事の超基本』朝日新聞出版
5.浅井真紀子(監修)(2019)『これ一冊でOK！社会人のための基本のビジネスマナー』（株)ナツメ社
6.高岡よしみ(2018)『「ビジネスマナー」基本の基本』(株)PHP研究所
7.谷澤史子他(監修)(2018)『さすが！と言われる_ビジネスマナー完全版』高橋書店
8.武田聡子、長崎清美(2020)『留学生・日本で働く人のためのビジネスマナーとルール』日本能率会法人日本
語教育研究
9.カデナクリエイト(2020)『ビジネスまなこそ最強の武器である』青春出版者
1.
2.

4. 결과

4.1. 서적의 전체적인 구성
한국과 일본의 비즈니스매너와 관련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목차를 보겠다. 큰 제목을 열거하면 <그림
1><그림2>와 같다.

＜그림１＞한국서적의 큰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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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２＞일본서적의 큰제목

한국과 일본의 비즈니스매너와 관련된 서적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인사매너(예절)’, ‘명함매너’, ‘전화(응
대)매너’, ‘용모와 복장’, ‘경조사 매너’였다．
한국에서 출판된 매너에 관한 서적은 매너의 범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처럼 ‘글로벌매너’와 ‘에티켓’
에 대하여 의미. 정의 등이 언급되어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용모와 복장 매
너’에 대한 항목의 출현이 일본서적보다는 뒤에 언급된다는 것과 ‘(첫인상과)이미지메이킹’ 항목이 복장보다 우선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식사에 대한 매너를 다루는 서적은 서적1의 ‘테이블 매너’, 서적3의 ‘테이블 매너’, ‘와인매
너’, ‘음주매너’가 있고 서적4에는 ‘비즈니스 식사매너’, ‘와인 매너’, 서적６에는 ‘７장 나쁜 식사매너는 모든 것을 망
친다’라는 부분이 있으며 서적8에는 ‘식생활 문화와 예절’이라는 항목이 있다. 테이블 매너에 대한 항목이 자주 언급
되는 것을 보면 한국인은 ‘테이블 매너’를 포함한 식사문화에서의 매너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징적인 것으로 직장내에서의 매너에 초점을 맞춘 것이 많은 일본서적과는 달리 한국서적에서는 직장 외
즉 일상생활에서의 매너에 대한 언급이 있다. 서적3의 ‘PART4 센스있는 현대인의 생활매너’에서 하위분류로 ‘관람매
너’, ‘경조사매너’, ‘교통매너’, ‘음주매너’를 언급하고 있다. 서적６에서는 ‘공공장소, 일상생활의 매너’ 항목이 있으며,
서적7에서도 ‘공공장소 및 기타’라는 항목을 두어 직장 외 장소에서의 매너를 언급하며 서적에서도 ‘일상생활예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일본서적의 경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첫인상의 중요성과 함께 복장에 대한 항목이 가장 먼저 나오는 서적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서적1의 ‘第1章「身だしなみ」の基本を知ろう’, 서적2의 ‘Part1マナーは絶対に大切＿自分ら
しさより、まずは型を身につける’, 서적4의 ‘Chapter1身だしなみ・あいさつ・ふるまい’，서적5의 ‘基本1社会人
に必要な意識とイメージ管理’, 서적6의 ‘第1章 好感度を上げる身だしなみのマナー’，서적7의 ‘第1章ファースト
イメージUP術’은 모두 첫 항목에서 다루고 있으며 서적9의 경우도 ‘2章武器としての「身だしなみ」のマナー’처럼
２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아 일본에서는 비즈니스 상의 복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으로의 취업을 생각하거나 면접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복장이나 청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일본에서 중요시 여기는 ‘보고, 연락, 상담’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 일본서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적1의 ‘第4章「指示・報告・連絡・相談」の基本を知ろう’, 서적2에서는 PART의 하위분류에 ‘05報・連・相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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仕事の根幹、欠かすとトラブルに発展する’와 ‘06報・連・相は、言い方次第で次の仕事につながる’라는 항목이
있으며 서적4의 Chapter2의 하위항목에 ‘07ホウ・レン・ソウは不可欠’, 서적5의 基本2의 하위항목에 ‘報告・連
絡・相談は忘れずに’가 있다. 그리고 서적6에서는 ‘第7章会社での基本、「報・連・相」’, 서적7에서는 第2章의 하
위항목에 ‘ホウレンソウ(報・連・相)＿報告・連絡・相談それが仕事の基盤’, 서적8의 第2章의 하위항목에 ‘6報告
書を書くように言われましたが…(報告・連絡・相談)’, 서적9의 第6章의 하위항목에 ‘【報連相】「ホウレンソ
ウ」で欠かせない２つの重要ポイント’가 언급되어 있다.
한국서적에서는 ‘보고, 연락, 상담’에 대한 항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국과 일본에서
중요시 여기는 비즈니스매너에 대한 항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２. 전화매너의 특징
전화매너에 관해 중요시 여기는 사항에 대하여 두 나라 간에 약간의 차이를 제목에서 알 수 있다. 공통적으로 전
화를 걸 때와 받을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나 한국서적의 경우, 서적1, 서적4, 서적8에서 언급을 하고
있으나 일본서적의 경우는 서적1, 서적2, 서적3, 서적4, 서적6, 서적7, 서적8에서 언급을 하고 있으며 일본이 더 전화
를 걸고 받는 행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서적의 경우 ‘전화의 특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서적1, 서적2, 서적3, 서적4, 서적7, 서적8이었으며,
서적３, 서적4는 ‘전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 전화응대에 필요한 요소를 다루고 있는 것은 서적1(전
화응대３요소), 서적3(전화응대의 3원칙), 서적4(전화매너의 3대 포인트), 서적8(전화응대의 3요소)이며 ‘정확, 신속,
친절’을 들었다2)．
반면, 일본서적의 경우 전화응대의 포인트를 이야기한 서적3의 경우 ‘밝은 목소리로 활기차게 말한다, 벨이 3번 울
리기 전에 받는다, 정중한 말투로 응대한다, 이야기는 간결하게 요령있게 정리한다, 용건은 메모를 하고, 복창하고 확
인한다,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 상대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 주의할 말투와 잘못 듣지 않도록 주의, 긴 시
간 보류로 두지 않는다, 전화를 건 쪽이 먼저 전화를 끊는다’를 들고 있다. 또한 일본서적의 경우는 불만을 이야기하
는 전화에 대하여 응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서적1의 ‘クレーム電話の応対マナー’, 서적2의 ‘クレーム電話は
素早く上司にバトンタッチが正解’, 서적3의 ‘トラブル対応の基本’, 서적7의 ‘クレーム電話の基本’ 가 있다.
한국서적의 경우는 불만에 대한 응대에 대하여 별도의 장이나 절을 두지 않고 ‘상황별전화 응대방법’이란 곳에서
짧게 기술되어 있다. 서적3의 경우는 ‘상황별 전화응대’라는 항목은 있으나 불만사항에 대한 전화대처에 대해서는 기
술되어 있지 않다. 기술되어 있는 서적4와 서적8이 있다. 서적4의 경우는 ‘상황별 전화 응대방법’ 안에 ‘불만전화를
받을 경우’라는 항목이 있고 3개의 응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적8에서는 2개의 응대방법이 있다. 서적4에서는 ‘경
청－공감－조사처리안내－끊기 전에 다시 한 번 사과’를 응대방법으로 제시하였고 서적8에서는 ‘경청과 사과’를 들고
예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서적의 경우, 서적1에서는 냉정히 사태를 정리하기 위한 3개의 스텝을 들고 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
악, 해결방법을 제안, 희망이 있는 말로 끝맺음’이라고 하고 있으며 ‘상대의 기분을 먼저 받아들인다’가 있어서 ‘냉정
하게, 상냥하게,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며 사과’ 서적3에서는 ‘정중하게 사과한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 정
중하게 대응한다, 의견이 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상사에게 보고한다.’를 들고 있으며 서적7에서는 ‘사과는 처음
에만’, ‘적절한 대처법을 찾는다’를 앞에서 제시하고 불만에 대한 대응 요점을 기술하고 있다. ‘사죄한다－원인규명－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라는 대처법을 제시하고 있다．

2) 일본서적의 경우, 서적６에서 「電話応対の４つのポイント」를 들고 있다．‘신속，정중，정확，밝게’를 들고 있다.서적
４의 경우 ‘전화매너’와 ‘휴대전화매너’를 다른 장에서 다루면서 ‘휴대전화매너의 ５대 포인트를 장으로 만들어 (1)“지금
통화하실 수 있으십니까？”라고 확인한 후 통화를 한다．(2)벨소리보다는 진동을 사용한다．(3)문자나 SNS를 보낼 때
지나친 이모티콘 사용은 삼간다．(4)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는다．(5)전화를 건 사람이 먼저 끊는 것이 매
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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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1)한국과 일본의 비즈니스매너와 관련된 서적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인사매너(예절)’, ‘명함매너’, ‘전
화(응대)매너’, ‘용모와 복장’, ‘경조사 매너’이다．
(2)한국은 식사매너와 직장 외 매너를 중요시 여긴다.
(3)일본은 복장에 대한 매너와 ‘보고，연락，상담’을 중요시 한다．
(4)두 나라 모두 전화를 걸고 받기에 관한 항목이 있으나，일본은 불만에 대한 응대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상
세히 기술하고 있는 방면 한국은 이 부분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만전화에 대해 일본은 처음에만 사
과를 하라고 하나 한국은 처음과 마지막에 두 번에 걸쳐서 사과를 하라고 한다．
＜전화매너에 관한 목차를 정리한 표는 발표 시에 제시하겠습니다．참고문헌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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ヤリモライ表現の統語構造の特徴と教え方
－韓国語との対照研究の立場から－

林憲燦(仁濟大)

1. はじめに
日本語ではA)もB)も下線の授受動詞の使用が問題なく成立するが、韓国語ではB)は成立するもののA)は使用
に問題があって成立しない。日本語A)は与え手と受け手が省略されても日本人はA1)とA2)のように誰から誰に
与えるのか、与える人と受ける人の人称関係がある程度予想できるが、韓国語は与え手と受け手をA1)とA2)の
ように明確に提示すると成立するが、A)のように省略すると非文になる。

A) バレンタインデーにチョコレートをやったら、ホワイトデーにキャンディをくれた。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었더니 화이트데이에 사탕을 주었다.
A1) バレンタインデーに(私が弟に)チョコレートをやった。(私=女性)
발렌타인데이에 내가 남동생에게 초콜릿을 주었다.
A2) ホワイトデーに(弟が私に)キャンディをくれた。화이트데이에 남동생이 나에게 사탕을 주었다.
B) バレンタインデーに化粧品をあげたら、ホワイトデーにマカロンをもらった。
발렌타인데이에 화장품을 주었더니 화이트데이에 마카롱을 받았다.
B1) バレンタインデーに(私が兄に)化粧品をあげた。발렌타인데이에 (내가) 오빠에게 화장품을 주었다.
B2) ホワイトデーに(私が兄に)マカロンをもらった。화이트데이에 (내가) 오빠한테 마카롱을 받았다.
B)はB1)とB2)に分けられるから、日本語は主語の私が与え手になる時アゲル、受け手になる時モラウを用い
て表現する。韓国語も主語の내が与え手になる時주다、受け手になる時받다を用いて表現する。
このように、A1)A2)でもB1)B2)でも「私」が与え手にも受け手にもなるから、日本語は誰が誰に与えて受ける
のか与える人と受ける人の人称関係の違いをはっきりする必要がある。また、授受動詞をみると、「받다」は
「もらう」と対応関係にあるが、「주다」は「やる/あげる/くれる」と1対3の対応関係にあるので、どのように
使い分けするのかはっきり教えないと学習者の誤用が防げない。更に「∼て{やる/あげる/くれる/もらう}」の場
合、与え手と受け手の人称関係の他に意味関係も複雑に絡むので注意を要する。
そこで、韓国人の日本語学習者にヤリモライ表現を教える最も効果的な教育方法をめざして、まず初級用の
教科書ではどう教えているかを検討する。次に、物の授受を表わす時と行為の授受を表わす時、両言語はどの
ように対応しているのか、構文構造と意味構造の特徴を対照分析する。また、テモラウ表現は受動・使役表現
と対応関係にあるが、どのような違いで使い分けされるのかを追究し、テモラウ表現の教え方に役に立てた
い。その後、ヤリモライ表現の教え方について必要とされるロールモデルを提示したい。

2. 先行研究と教科書の分析
2-1. 先行研究

本研究に影響を与えた、テモラウ表現と受動・使役表現の異なるところの理解に役に立つ研究(益岡2001)、

テモラウ表現に韓国語の「받다」表現が対応しない理由について触れた研究(井上2011)、日本語教育の観点から
ヤリモライ表現について言及した研究(庵2011/市川2005)などを取り上げ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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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教科書の分析

まず『日本語初歩Ⅱ』では、与え手と受け手をマークする格と対象物をマークする格を埋める練習、授受動

詞が本動詞・補助動詞・敬語で用いられる時を区分して枠を埋める練習(pp70-71)を行う。

私は田中さん⃝りんご⃝もらいました。
山田さんから□たネクタイはこれです。

田中さんは私⃝歌⃝教えてくれました。
私は山田さんを駅まで送って□ました。

また、対象物と本動詞を入れ替える練習、本動詞の言い換えに伴う与え手と受け手の交替、補助動詞の言い
換えに伴う与え手と受け手の交替まで考慮した練習(pp72-74)を行っている。

姉は私に英語を教えてくれました。(数学を教える/ お菓子を作る/ 万年筆を買う)
私は雪子さんに指輪を買ってあげました。(辞書を貸す/ 友達を紹介する/ 道を教える)
大木先生は私を招待してくださいました。→私は大木先生に招待していただきました。
次に『SHIN Bunka Japanese2』では、誰について話しているか注意してアゲルとモラウの違いを認識させて
おり、クレルの使い方を矢印と絵で認識させている(p110)が、与え手と受け手の人称制限の問題や主語の位置に
ついては何も触れていないので、学習者が十分理解できて使いこなせるとは思えない。

武さんは良子さんにプレゼントをあげました。↔良子さんは武さんにプレゼントをもらいました。
武さんは私にプレゼントをくれました(×あげました)。↔私は武さんにプレゼントをもらいました。
また、テモラウ文とテアゲル文はそれぞれ「YはXにZをVてもらう」文型(p149)と「XはYにZをVてあげ
る」文型(p152)で用いられることについて注意を喚起させている。
私は武さんに送ってもらいました。私は武さんにセーターを編んであげるつもりです。
私はパクさんに韓国料理の作り方を教えてもらいました。
更に『민나노日本語』の場合、Elementary Course 2(pp140～149)では、話し手や話し手の家
族などが受け手の場合、アゲルを使わずクレルを使うと説明し、「∼て {あげる/くれる/もらう}」文について
は誰が誰のための行為なのかと文の意味、そして誰を主語とするかに重点をおいている。
佐藤さんが私にクリスマスカードをくれました。佐藤さんは妹にお菓子をくれました。
私は木村さんに本を貸してあげました。私は山田さんに引っ越しを手伝ってもらいました。
「∼て {あげる/くれる/もらう}」表現において、厚意と感謝などの意味を表わすと説明しているものの、誰
の行為で誰が感謝しているか、その行為はどう行われたかという説明までには至っていない。
私は佐藤さんに傘を貸してもらいました。↔佐藤さんは私に傘を貸してくれました。
英語を教えます(小林先生)：→誰に英語を教えてもらいましたか。小林先生に教えてもらいました。
駅まで送ります(友達)：→誰が駅まで送ってくれましたか。友達が送ってくれました。
Pre-Intermediate Course2(pp42～51)では、ヤル/クダサル/イタダクの使い方を中心に説明されてい
る。また「∼て{あげる/くれる/もらう}」文も取り上げ、言い換え方式の練習は行なっているものの、これらの
使い方と使い分けについて触れているところは見当たらない。
私は部長にお土産をいただきました。部長が私にお土産をくださいました。
犬を散歩に連れて行きました。→私は犬を散歩に連れて行ってやりました。
先生․文法を説明しました。→私は先生に文法を説明していただきました。
田中さんがお見舞いに来ました。→田中さんがお見舞いに来てくださいました。
このように、何れの練習も与え手と受け手の人称の制限、本動詞と補助動詞を使い分けする理由などについ
て説明がないので、学習者がヤリモライ表現の特徴を分かりにくく、特に「∼て{あげる/くれる/もらう}」文が
物の授受以外にどのような意味内容が追加されるのか分からない。従って、ヤリモライ表現が持つ特徴と意味
用法を十分理解して正しい使い方をするとは考えにく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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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ヤリモライ表現の統語構造の特徴
3-1. 物 の授受を表 わす場合

与え手Xと受け手Yの人称関係に注目すると、ヤル/アゲル文1a)1b)では受け手に、クレル文1c)では与え手

に1人称を用いることはできない。モラウ文1d)では受け手に視点を置いて1人称を用いると極めて自然である
が、与え手に1人称を用いると落ち着きの悪い文になる。1c)と1d)は同じ内容を表わしているが、1c)は受け手に
視点を置きながらも与え手を主語に据えているが、1d)は受け手を主語に据えて受け手の立場から捉えるので、
クレル文とモラウ文は伝達内容が同様であっても表裏関係にある。

1a) 私が娘に(×娘が私に)プレゼントをやった。내가 딸에게(딸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b) 私が友達に(×友達が私に)プレゼントをあげた。내가 친구에게(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c) 彼女が私に(×私が彼女に)プレゼントをくれた。그녀가 나에게(내가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다.
d) 私が彼女に(×彼女が私に)プレゼントをもらった。내가 그녀한테(그녀가 나한테) 선물을 받았다.
韓国語では、주다文1a)1b)1c)は何れも与え手が主語、받다文1d)は受け手が主語であって違いがあるが、何れ
も与え手と受け手に人称の制限がなく自由に使える。このように日本語は「やる/あげる/くれる」が其々使い分
けされているが、韓国語は「주다」のみが対応しているため与え手と受け手に人称の制限がない。したがって、
日本語ではA)B)のように与え手と受け手を明示しなくても、話し手から見てどのような方向性を持ってなされ
た動作であるか理解できるが、韓国語は与え手と受け手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つまり「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は与え手に1人称、受け手に3人称/動植物の時、容易に両者の関係を捉え
ることができるが、「くれる/くださる」「もらう/いただく」は逆に受け手に1人称を、与え手に3人称を用いる
場合、両者の関係が容易である。これまでに明らかになったことを整理すると、次のようになる。

2a)「1人称が 目下/動植物に 物を 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くれる/×くださる」
b)「1人称が 3人称に 物を ?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くれる/×くださる」
c)「3人称が 1人称に 物を ×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くれる/くださる」
d)「1人称が 3人称に/から 物を もらう/いただく」
「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くれる/くださる」五語はガ格名詞句からニ格名詞句に物の移動が生じるとき用
いられる点では一致しているが、与え手と受け手の人称の違いで使い分けされている。「やる」は1人称が目下
の人や動植物に、「あげる/さしあげる」は主に1人称が3人称に、「くれる/くださる」は主に3人称が1人称に何
かを与えるとき用いられる。「もらう/いただく」はニ格名詞句からガ格名詞句に物の移動が生じており、1人称
が3人称から何かを受け取るとき用いられている。ヤリモライ表現がこのように使い分けされるのは、身内のも
のとヨソのものをしっかり区別しようとする心理が働いているからであろう。韓国語の場合、2a)2b)2c)は何れ
も「주다」、2d)も「받다」が対応関係にあって、人称や視点の制限もない。
また、日本語は対象物の種類が好ましいものに限定されるが、韓国語は「주다」が本来与えるの意味で好まし
くないものも対象になり得るので、一般名詞から抽象名詞まで幅広く使われる特徴を持っている。

3a) 妻は毎朝花に水をやる。아내는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준다.
b) 私が彼女に{花/×被害/×負担/×喜び/×悲しみ/×感動}をあげた。
내가 그녀에게 {꽃/피해/부담/기쁨/슬픔/감동}을 주었다.
c) 彼女が私に{ペン/×被害/×負担/×喜び/×悲しみ/×感動}をくれた。
그녀가 내게 {펜/피해/부담/기쁨/슬픔/감동}을 주었다.
d) 私が彼女に/から{本/×被害/×負担/×喜び/×悲しみ/×感動}をもらった。
내가 그녀에게 {책/×피해/×부담/×기쁨/×슬픔/감동}을 받았다.
「やる/あげる/くれる/もらう」は対象物が実物のものに限るという制限があって、抽象的・感情的なもの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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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えないが、韓国語では「받다」は対象物に制限が見られるものの、「주다」は対象物が実物のものから抽象
的・感情的なものまで幅広く許容できて制限がない。

3-2. 好意/恩恵 の授受 を表わす場合

テアゲル表現4a)は「私がケーキを買って彼女にあげた」行為を好意的に行なったという意味で、与え手

「私」の立場から自分の親切な行為をクローズアップする。テクレル表現5a)は「彼女がワインを買って私にく
れた」となり、受け手であるニ格名詞句「私」の立場に立って、「彼女」の親切な行為に対して「私」が感謝し
ていることを合わせて表わしている。テモラウ表現6a)は「私が彼女に頼んで彼女がワインを買って私にくれ
た」となり、受け手であるガ格名詞句「私」の立場に立って、「私」の依頼、「彼女」の親切な行為、「私」の
感謝の気持ちを合わせて表わしている。韓国語の場合、4a)5a)は日本語と対応関係が成立し、それぞれ4b)5b)の
ような複文構造を持っており、意味構造も日本語と同様に説明できる。しかし、6a)は文が成立しないため6b)の
ような複文構造はできず、6c)のように言い換えるしかない。

4a) 私が彼女にケーキを買ってあげた。내가 그녀에게 케이크를 사주었다.
b) [私が 彼女に [私がケーキを買う] あげた]。[내가 그녀에게 [내가 케이크를 사다] 주었다].
5a) 彼女が私にワインを買ってくれた。그녀가 나에게 와인을 사주었다.
b) [彼女が 私に [彼女がワインを買う] くれた]。[그녀가 나에게 [그녀가 와인을 사다] 주었다].
6a) 私が彼女にワインを買ってもらった。×내가 그녀에게 와인을 사받았다.
b) [私が 彼女に [彼女がワインを買う] もらう]。 c) 그녀가 와인을 사주어서 내가 받았다.
「∼てあげる」は動作の与え手に視点があって親切な行為を表わすが、「∼てくれる」と「∼てもらう」は動
作の受け手の視点から捉えるから、動作の移動の方向・意味内容において違ってくる。テクレルとテモラウは
恩恵を受ける側の立場から捉えているが、思いがけないことに対する感謝なのか、望んでいることに対する感
謝なのかで分けられるので言語機能が異なっている。
7a) 妻が私(のため)にピアノを教えてくれた。b) 私が(頼んで)妻にピアノを教えてもらった。
8a) 妻が私の(ため)部屋を掃除してくれた。b) 私が(頼んで)妻に部屋を掃除してもらった。
7a)8a)は妻の思いがけない行為に私の感謝の気持を表わしているが、7b)8b)は私の依頼に妻が行為を行って私
が感謝することを表わしている。テクレル文は利益を与える対象の立場から、テモラウ文は利益を受ける対象
の立場から捉えているので、ある出来事を捉えている視点に注意しないと誤用が発生しやすい。

4. テモラウ表現と使役表現・受動表現の使い分け
9) 私が息子にビールを買ってきてもらった。아들이 내부탁으로 맥주를 사왔다.
「私が頼んで、息子がビールを買ってくれて、感謝している」の意味
10) 私が息子にビールを買ってこさせた。내가 아들에게 맥주를 사오게 했다.
「私が息子に指示して、息子がビールを買ってきた」の意味
9)は息子の意志を尊重する自発的な表現であるが、10)は息子の意志を無視した強制的な表現である。相手の
意志を尊重する点から見れば、(サ)セル表現よりテモラウ表現が丁寧な言い方となる。韓國語の9)は与え手「息
子」の立場に立って表現するしかないので、受け手「私」の感謝の気持は伝えにくい。韓國語は「∼てもらう」
に直接対応する表現がないため、依頼・感謝の意味内容を伝える目的でテモラウ表現が使われることを学習者
に認識させた上で、使役表現との使い分けをはっきりさせる必要がある。
では、(サ)セルにテモラウが接続された「～させて{もらう/いただく}」表現はどのように用いられ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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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ず、動作の主体に注目すると、「～て{もらう/いただく}」表現は11)のように3人称が用いられるが、「～
させて{もらう/いただく}」表現は12)のように1人称が用いられている。

11) 皆様はこちらの用紙に書いていただきます。여러분은 이쪽 용지에 써주시겠습니다.
12) 私が(資料を)ご説明させていただきます。제가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次に、1人称が何かをやりたい時の「～させて{もらう/いただく}」は受け手が与え手の許可を得て行為
を行ないたい意味で、許可を要求したり宣言することを丁寧に言う表現。「～させてください」は行為者の
強力な依頼要求に使役者の許可/承諾が形式上必要である意味で、依頼をすることを表す表現である。
13) 来月限りで、辞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来月限りで辞めさせてください。
다음 달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来月限りで辞めます」の意味
韓国の学習者に教える時には、私が相手にやってもらいたい時には「∼Vて {もらえませんか/いただけま
すか}」文型、私がやりたい時には「∼Vさせて {もらえませんか/いただけますか}」文型を用いることをはっ
きり認識させることが何より重要である。その後、文型を使って練習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が大切である。
14a) 暑いから、クーラーをつけて {もらえませんか/いただけますか}。
b) お腹が痛いので、休ませて {もらえませんか/いただけますか}。
14a)は相手に私が必要とする行為をやってもらいたい時の表現、14b)は私自信が何かをやりたい時の表現である。
15a) 私は医者に注射を打ってもらった。의사가 주사를 놔주었다.
「私が頼んで、医者が注射を打ってくれて、感謝している」の意味
b) 私は医者に注射を打たれた。나는 의사에게 주사를 맞았다.
「私は頼んでいないが、医者が注射を打って、気分が悪い」の意味
15a)は医者の行為に感謝しており、医者の注射で早く良くなったという意味、15b)は医者に注射を打たれた
くなかったのに、無理やり打たれて気分が悪くなったという意味まで含んでいる。つまり、テモラウ表現は与え
手の行為を恩恵 として認識するが、受動表現は行為者の行為を迷惑 として認識している。
16a) 財布を忘れてしまったが、友達にお金を貸してもらって(×貸されて)助かった。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친구가 돈을 빌려줘 고마웠다/감사했다.
b) 言いたかった意見を先に彼に言われて(×言ってもらって)残念だった。
말하고 싶었던 의견을 그가 먼저 말해 유감이었다.
感謝や嬉しい気持ちを表す場合はテモラウ表現16a)を、被害や迷惑を受けた気持ちを表す場合は受動
表現16b)が選択される。日本語はある出来事が発生した時、その事態を被害として認識するか恩恵として
認識するかによって、受動表現とテモラウ表現が選ばれ、事態の影響を受けている人の心理状態が表現
できる。韓国語では何れも与え手や動作主の立場から事態を捉える行為者中心の表現しかできない。
17a) 知らない人に電話を{掛けられた/掛けてもらった}。
b) 家の前に誰かに車を{止められた/止めてもらった}。
17a)の知らない人、17b)の誰かの行為を被害として認識する時は受動表現、恩恵として認識する時はテ
モラウ表現が選ばれ、文末のテモラウとラレルの表現から話者の気持を認識することができる。韓国語はこ
のような受動表現もテモラウ表現も存在しないため、主語の心理状態を表現する時には気持ちそのものを直
接表わす表現を使って言うしかない。従って、韓国人日本語学習者に教える時、受動表現とテモラウ表現
が被害や恩恵を受けている当事者を主語とし、その気持ちを表現する独特な言い方であることを強調し、あ
る事態を被害として認識するか恩恵として認識するかによって、選ばれることを理解させるべき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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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沈黙の文化」に関する一考察
- 日本語母語話者が「無視」と感じた事例を通して-

持田祐美子（平澤大）

1. はじめに
日本語の「無視する」と韓国語の「무시하다」は、同一の漢字［無視］を用いた「スル動詞／하다동사」であ
る。字義的な意味を調べると、日本語の「無視」は『精選版日本国語大辞典』(web版：
https://kotobank.jp/dictionary/nikkokuseisen/3845/)によれば「そこに現に存在していることを承知していなが
ら、それを存在しないかのように扱うこと。あえて取り上げないこと」となっている。また、日本で出版されて
いる朝鮮語辞典(小学館・金星出版社1993:736)で「무시하다」を調べると、日本語の説明部分は「無視する」と
いう一言であり、文字通りの直訳となっている。しかし、韓国語の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の辞書（NAVER어
학사전）を調べると、次のように説明されている。
1. 사물의 존재 의의나 가치를 알아주지 아니하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다.）
執筆者訳：物事の存在の意義や価値を認めない。（信号を無視して道を渡る。）
2.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다.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못쓴다.)
執筆者訳：人を侮ったり見下したりする。（人をそのように무시[無視]してはいけない。）
特に2番目の意味は日本語の「無視」と一致しているとは言い難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この点については、例えば、「（この店のトーストが）安くても無視しないでください」のような、母語干渉
による不自然な日本語の例も見られる。
このように直訳が可能なことば同士においても内包する意味が違うように、基本的に同じ価値を持つ言語行
動が、状況や頻度や現れ方により違う受け取られ方をしてしまうのは想像に難くない。
本研究は、その言語行動の中でも、反応の有無、特に「反応がない」ことに注目し、日韓の違いを浮き彫りに
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なお、本研究における「無視」とは、対人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いて、何らかの反
応が求められる時にそれがなされないことと定義する。

2. 先行研究
本節においては「反応がない」ことに関連する先行研究を概観する。
任・井出（2004：108）は「沈黙のストラテジー」と題し、「反応の有無」についての日韓比較を行ってい
る。「自分が間違っていないのにも関わらず叱られる」という状況において、どのように反応するかを調べた
結果、このような状況下において、相手が目上の人であった場合のストラテジーとして（たとえそれが家族で
あったとしても）、韓国人においては「沈黙」が比較的多く用いられる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された。
韓国語母語話者の用いる「沈黙のストラテジー」については、生越（2012:178）も述べている。感謝表現の場
面や、他人のものを借りたり使ったりするときの言語行動を調査し、日韓で比較すると、韓国人は特に近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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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柄において「わざわざ言わない」ことがあるという結果であった。
これらの研究で行われた調査結果でも示されている通り、一般的に日本語母語話者が、上記研究の調査で提
示されている状況下において「沈黙」「無反応」という行動をとるとは考えにくい。
さらに、この「無反応」と関連する分野として「あいづち」がある。任・井出(2004:58)においては、あいづち
の日韓比較もしている。日中韓におけるあいづちの数をカウントした調査であるが、この調査によると全体の
あいづち自体が、韓国語母語話者は数値が少なく、特に、相手の話していることに賛同できない時には、韓国
語母語話者はあいづちを打たなくなるという結果であった(反対に、日本語母語話者は、自分の意見に不同意の
発話へのあいづちの出現数が、同意の発話へのあいづちに比べて圧倒的に多い)。見方によってはこれも「無反
応」と捉えることができよう。
また、持田（2015）においては、韓国の謝罪場面における「反応の有無」について述べられている。インター
ネットのwebサイト｢コネスト(http://comm.konest.com/)｣｢ソウルナビ(http://www.seoulnavi.com/communi/)」。
を用い、日本人観光客が残した韓国のサービス従事者に対する不満内容を調べ、店側が犯してしまったミスへ
の対応（もしくは客側から受けたクレームへの対応）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か集計・分類しているが、一
番目に多かった項目が「対処せず無反応」、そして二番目に多かった項目が「対処するが無反応」であったとい
う。これらを合わせると全体の約６割となり、「無反応」つまり「反応がない」ことが突出して「不満」の口コ
ミとして現れたということが報告されている。また、この「反応」に関しては、クレームを受けた側（ミスをし
た側）だけではなく、謝罪を受ける側にも関係することが後続研究である持田(2018)において報告されている。
日本語文化においては、何らかの失敗をした側とされた側の双方において「反応」が期待されていることが予
想できよう。

3.調査および考察
3.1
3.1.1

調査
簡易調査（準備調査）

簡単な調査として、2020年12月に在韓5年以上の日本語母語話者を対象に「韓国で生活していて、“反応がな
かった”ことで困った経験はありますか」という質問紙調査をしたところ、12人中、６人が「ある」と回答し
た、回答内容はタクシー乗車場面、スーパーでのやりとり、電話口でのあいづち等である。
この簡易調査により、日本語母語話者が韓国語母語話者と接する場面において、「反応がない」事例が一定
数想定されることと、韓国語母語の「反応がない」ことが日本語母語にとってマイナスの心象をもたらす可能
性が示唆された。

3.2 本調査
上記の簡易調査から得られた結果を踏まえ、本調査を実施した。

3.2.1 調査方法
「コネスト(http://comm.konest.com/)｣の検索機能を用いる。検索用語としては、「無視」ということばを選
定した。そして本稿においては直近の動向を探るために５年間のデータを抽出した。調査（検索および抽出）は
2021年の６月から10月にかけて随時行われた。抽出された「無視」の中には、本研究とは関連が薄いものも含ま
れる。本研究における「無視」とは、対人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いて何らかの反応が求められる時にそれが

- 88 -

なされないことであるため、それ以外の事例については対象外とした。対象外としたものの例は以下の通りで
ある。
例：「文法を無視した韓国語」「法を無視して」「既読無視はご遠慮ください」「位置情報は無視してくださ
い」「都合や気持ちを無視」「希望を無視した施術」「周囲の人の視線を無視して食べ続けました」「運転手が
信号無視」「ストーリーを無視」「コスト無視」「立場を無視して」「時刻表を無視し」「無視したほうが良い
です」「隣の人が係の人に注意されていたのに無視」など
文字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本来が、発信→応答（反応）の時間差があるものであるという性格を鑑み、本稿
においてはデータに含めることは避けた 後続研究において集計・考察・論述する予定である。また、本人の実
体験ではないものも対象外とした。
次に抽出された事例について、「Microsoft Excel」を使用して分類・集計を行った。事例それぞれに番号を振
り、投稿日時、ヒットした検索ワード「無視」を含んだ一文、何に対する「無視」なのか、などについて項目を
作り、セルに入力していった。

3.2.2 調査結果および考察
検索ワード「無視」でヒットした検索結果は947件であった。2015年から2019年に該当するものは488件で
あった。さらに、本研究と関連が薄いと考えられるものを除くと91件となった。
興味深い点として、何に対する「無視」なのかについて、具体的な対象が不明確なものが一定数見られた。
前述の通り、本研究における「無視」とは、対人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いて、何らかの反応が求められる時に
それがなされないことであるが、この点についてより深く考察をするべく、（A）対人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
いて一方が起こした何らかのアクションに対する反応・応答がないこと（B）明確なアクションはなくても、一
方がもう一方に何らかの反応を欲する時にそれがなされないこと、という二つの下位定義を定め、項目を追加
した。

3.2.2.1 「無視」された側のアクションの有無
前述の通り、「無視」の事例において（A）と（B）という二つの下位定義を定めた。「無視」の事例の中で
（A）57件、（B）33件、混合１件という結果であった。
つまり、半数以上が本人による明確なアクションを起こさず、「無視」されたことに対して書き込みを行っ
たということである。そして、これらすべてが、日本語母語話者が客として入店したり席に座ったりした際に
サービス従事者となる者が何の反応もなかったという事例であった。日本語担当のサービス従事者やそのため
の日本語教育に対して有益な示唆となろう。

4.まとめと今後の課題
紙幅の関係上、「無視」された側のアクションの有無、そしてアクションがなかった場合についてのみ結果
と考察を記述した。今後はアクションがあるときの場合について項目別に集計し、何に対する無視なのかにつ
いてカウントし、考察を深めたい。そして、得られた結果を教育現場に生かす方法について探ることを予定し
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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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習者の発想を活かした日本語作文指導
－日本語寮韓国人学生を対象に－

杉本加代子*・李承珉**・瀧口惠子***

1. はじめに
本稿は啓明大学校の日本語寮(JIKU)1)の中･上級者の学習者を対象にした作文指導の実践報告である。本稿の
目的は大学生の独創的な日本語作文能力をより高めるため、その指導方法と評価方法の見直しを提案するもの
である。日本語作文の評価については、その評価基準を明確にしようとするあまり、誤用の有無や表現が適切
かどうか、文法の適合性などをより重視し点数化する傾向がある。そのため、学習者は日本語として正確な文
を作ることを目標とし、難易度の高い表現に挑戦するよりは間違いのない無難な表現を選んでしまうことにな
る。このことが学習者の作文に対する興味や意欲を削ぐことになりかねないため、根本的な作文指導のあり方
が問われ、学習者の関心を引き出し豊かな表現力を育むような作文指導の試みも活発化してきているようであ
る。だが、結局、教師目線での「望ましい作文」のあり方を例示し、学習者の作文を無意識に型にはまったもの
にしてしまっているのが現状ではないだろうか。「学習者自身にしか書けないものを書く」ことを目標としな
がら、実は教師の固定観念や思い込みが「模範的」な作文を要求し、学習者それぞれの個性を引き出せてない
のではないかというのが本稿の問題意識である。学習者が意欲的に取り組むことができ、かつ、その発想力や
独創性を引き出すため、有効なテーマを類型化し、その授業形式と評価方法を探った。

2. 先行研究
日本語学習者に対する作文教育関連の研究は、これまで実に多岐にわたって行われてきた。しかし、ある主
題について適切な単語や正確な文法で書かれているかというスキル習得のための指導･評価についての論考が中
心で、学習者を「書くこと」にどう向き合わせ、どのように「書くこと」に引き込ませるかという議論はさほど
多くなく、近年に講義型から学習者中心の授業環境へと移行しつつ注目されてきた分野と言えるであろう｡

3. 実践報告の概要

3.1 学習期間 : 2020年9月∼2021年6月
オンデマンド型とzoomを利用した同時双方向型を併用した週２コマの授業

* 啓明大学校 助教授
** 慶北大学校 講師
***啓明文化大学校 助教授
1)｢JIKU｣とは、｢Japanese Institute of Keimyung University｣の略称で、奨学生を対象に、日常的に日本語を使用して生
活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学生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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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対象 : 啓明大学校 日本語寮(以下「JIKU」と称す)の韓国人学習者
所属学科は様々であり、学期によっても異なるが、多くは日本語関連学科(日本語文学科･日本学科）所属の
学習者である。日本語レベルは中上級者が多いが、新1年生の場合、日本語レベルは問われず修学能力試験の英
語の点数(3等級)が入寮条件となるため、全くの初心者が入寮する場合もある。

2020年1学期
17名

2020年2学期
14名

2021年1学期
15名

3.3 授業

3.3.1 授業 の目標

(1)与えられたテーマに沿った内容の話を限られた文字数で簡潔に書く
(2)自分ならではの視点･考え･経験を活かした独創的な作文を書く
(3)読み手を意識し、読み手の心をつかむ作文を書く
ここで、独創的な作文とはどのような作文を指すか定義しておく。「独創」という言葉としての意味は「模
倣によらないで、独自の発想でつくりだすこと。またそのもの」である（デジタル大辞泉）。言葉通り自分で考
えたことを自分らしい方法で書くことである。学習者の個性が感じられ、読むと誰が書いたものか想像がつく
ような文であればなおよい。

3.3.2 授業活動
学習者は事前に知らされたテーマに沿って作文し期日までに提出。オンライン授業であるため、スピーチの
授業と組み合わせ、スピーチの台本を作文という形で提出することでオンライン授業の単調化を防ぎ、書く･読
む･聞く･（話す）の総合的な日本語練習の時間とした。作文の字数は提示せず、1分間程度で話せる長さとす
る。話す速度に個人差があるので、各自自分で考えて字数を調整する必要があるがだいたい200字～300字前後
である。

3.3.3 作文 のテーマ
学習者の独創性を引き出すためには、個人的な体験や独自の視点･見解を書けるようなテーマ選びが大切であ
る。具体的でないテーマや抽象的なキーワード提示のねらいは学習者の発想を促すことにある。
(1)漢字一文字など学習者に様々な連想をさせる抽象的なもの
(2)同音異義語：例えば「せんたく」とひらがなで表示し、学習者の選択にゆだねる。
(3)クイズ形式のもの：「大切なもの」「好きな場所」というテーマにし、そのものや場所名については具体
的には書かないようにし、その答えを他の学習者に考えさせる。
(4)言葉の解釈が複数あるものや正確な理解が問われるもの：「空気」「裏表」など
(5)文化･環境の違いや個人差により感覚や捉え方が異なりそうなもの：「雨」「自慢」など
(6)写真や絵を提示し自由に書く形式のもの：なるべく不可解な絵や写真を選ぶ
最後の授業では自由テーマにし、何について書かれた内容であるかはクイズにして他の学習者に答えてもら
うようにした。

3.3.4 添削 ・フィードバックのポイント
本研究における作文の目標は「テキストで学習した文型を適切に使える」のではなく、「独自の視点や発
想、自分の意見や考えを書く」ことである。また、なにより書くことに楽しさを見いだすことが大切であるた
め、文法上の誤りや表現の不自然さについては添削を最小限にし、学習者それぞれの表現力を尊重した。添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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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際の指標は、誤字脱字、韓国人学習者にありがちな誤用、是非身につけてほしい日本語表現や慣用句、使い
分けが難しそうな表現などであり、そのフィードバックは他の学習者にとっても有用なものを中心に添削を全
員に公開し解説するという形で行った。他の学習者に読まれることを意識するようにもなるため、文法の間違
いなどは自然に改善され、伝え方を工夫するようになる。

＜添削例＞
3.3.5 評価 の方法
作文はひとつの作品として全体を捉える必要がある。そのためには細かな評価項目ごとの点数化より、評価
指標の単純化が有効である。「学習者個人の体験から書かれた内容である／独自の視点・考えが書かれた内容
である／独創的である」このいずれかにあてはまっているか。そのうえで、読み手の立場で「面白かったもの／
感動・感嘆したもの／関心させられたもの／得られるものがあったもの」には加算する。ただし、テーマによっ
ては評価を変える必要がある。例えば、「裏表」「空気」というテーマの場合、その言葉そのものを正確に理解
し、適切な解釈ができており、それにふさわしい内容であるかということも重要である。また、自由テーマの
場合、個人の体験を書いたものもあれば大学周辺の店の紹介、冬のイメージ、流行語、なぞなぞのようなもの、
面白い話、最後の挨拶など様々であるため、一律の基準にはあてはまらない。さらに書き手が何について書い
たかということを他の学習者全員に問うクイズ形式の場合、クイズということを意識して単純明快にしたもの
もあればわざと煙に巻くようなスタイルのものもあり、どちらがよいとも言えない。発想力や独創性の評価は
直感的に可能である。細かい評価項目・点数化は教師の作業効率を下げるため、点数をつけず、作文を順に並
べるだけの評価方法は教師の作業の合理化にもなる。

4. 作文実例
教師も学習者も知らず知らずのうちに「模範的な作文」を意識し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その評価基準
により作文が自由に書けなくなったり、楽しく書かれた作文の評価が低くなる可能性もあるだろう。
ケース①学習者Aのクイズ形式の作文（テーマ「よく考えたら要らないもの」）の場合、解答者全員の答えが
すべて違う結果となった。また学習者Aによる自由作文のテーマは「どうでもいい話」であり、思いつくまま語
るようなスタイルであったが、これについて他の学習者たちの解答は「なんちゃって話」「自分の日常」「ご自
身の近況」「日常とおすすめの音楽」「AさんのMTI」となっており、聞き手も内容をうまくまとめており、思
いつきのような構成であるとはいえ、内容にあった独自のスタイルであると見てよいのではないか。この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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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作文の場合、文の構成などを重視する一般的な評価項目にそって採点した場合、低評価となってしまう。
ケース②人物レポート（1学期）をろくに書かずに提出した学習者Bのケース。後日、詳しく聞いてみると、
そもそも人に興味がないので書く気がなかったのだと正直に話してくれた。いろいろ話している中で、人に興
味がないわけではなく、「こんなこと(学習者自身が自由に想像したこと)は書いてはいけないのではないか」と
思って書け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書いてはいけないことなどなく何を書いてもよいのだというと、2
学期は楽しい人物レポートを提出した。
学習者Bの１学期の人物レポート
実は「この課題は後で最初の映像から再び見ながらしよう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たのですが再生が不可能
ということで、何も思い出せず書けないという非常に残念な状態です。
学習者Bの２学期の人物レポート
Cさん 挨拶で分量を埋めるところから課題などを何となく早く終わらせることに慣れているようです。自己
主張が強くないところから癒し系のアニメが好きそうです。やや小さい声からして小柄な人に思えます。AB
型。スマホなど電子機器に興味がなく古いものをずっと使っていそうです。なぜなら面倒くさがりだから。裕
福に見えるからお金が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一人娘またはお姉さんがいそうです。 Dさん よく電話で話す
日本人の友達がいるようです。言い方からしてやや厭世的なゲーム好きに見えます。O型。女の人に興味なさそ
うです。なぜなら目が高いから。妹さんがいそうです。人に自分がどう見えているかなど興味なさそうです。
Eさん 言い方からして日本のニュースをよく見てらっしゃるようです。美術、バレーなどが好きなところから
感性が溢れる人に見えます。インスタグラムやってそうです。体力があって何もかも頑張ってやりこなしま
す。B型。お兄さんがいそうです。

5. まとめ
(1)構成や作文の書き方について先に「模範」を提示したりせず学習者の個性を尊重すべき。
(2)「こうあるべき」という教師の固定観念を見直すことこそが学習者独自の書き方の確立につながる。
(3)「正解」を教えるのではなく、学習者自身に考えさせる指導を心がける。
(4)独自の視点を意識させ想像力を働かせることは学習者の独創性を引き出すことにつながり、それは単なる
作文指導という範疇を越え様々な分野で発揮できる能力を育むことになる。

◀参考文献▶
「
」
『日語日文學研究』102，pp191-214.
杉本加代子 滝口惠子 李承珉(2018)「日本語寮における韓国人学生の学習意識-日本人ルームメートの評価と合わせて
-」『日本語文學』83，pp123-146.
永沢済(2018)「留学生の作文教育-関心や能力をどう引き出すか-」『名古屋大学日本語 日本文化論集』25, pp83-103.
吉田美登利(2006)「学習者による作文課題の再設定-「読み手」と「書く目的」から-」『日語日文學研究』57，
小松麻美(2017) 日本語学習者と楽しむ物語の創作-田丸式メソッドによる超ショートショートづくりをめぐって-

pp22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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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年別の日本語の誤用から見た習得上の難点と日本語教育
のストラテジー
―中国・揚州大学日本語専攻の学生の作文を例として―

李東哲(新羅大)

１．はじめに
英国の言語学者ピット・コーダー（Stephen Pit Corder）のCorder（1967）によって始まったとされる「誤用
分析（error analysis）」は単に学習者の誤用を見つけて分析するといった単純な第二言語習得の一方法にとど
まらず、その後の中間言語理論とともに、学習者がどのように第一言語または母語以外の言語を習得していく
かというプロセス全般を把握し得るきっかけを作ってくれた理論的な礎であるとも言えよう。そこで、学習者
の誤用を出発点にした言語の習得やその方法を模索した様々な試みがなされているわけである。
ところで、およそ50年間にわたる日本語の誤用分析は初級から上級に至るまで話し言葉と書き言葉を問わ
ず、発音、表記、語彙、文法、表現など項目別に幅広く行われているが、段階別あるいはレベル別の学習者の誤
用を比較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習得上の困難点を捉えて日本語教育全般に役立てようとする研究は非常に少な
いのが現状である。それはおそらく現段階において書き言葉では初級・中級・上級といったおおざっぱな三段
階のレベル付しかなく、学習者の母語や学習目的も千差万別だからであろう。また、日本に留学して日本語を
学習する場合、短い場合は半年、長くても2年間という期間しか勉強できないから段階別あるいはレベル別の誤
用は捉えにくい点も事実である。
本稿は、中国の4年制大学日本語専攻の学生に学年別に作文を書かせ、その学年ごとにどのような誤用産出
の違いが出ているかを考察し、それを通してレベル別の日本語習得の難点を把握し、それに応じた段階別の日
本語習得のストラテジーを見つけ出す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

２．作文データと研究方法
2.1 作文データ
作文は、2018年9月26日から28日までの間に中国・揚州大学外国語学院日語系（外国語学部日本語学科）の2
年生、3年生と4年生の学生に所定時間内（30分）で授業時間中に書かせたものである。作文はA4用紙の大きさ
に横20文字×縦25行＝500文字の罫線を引き、最大500文字書けるようにした。それから、協力パートナーに学年
ごとに10名ずつ、入学時点でゼロスタートの学生を無差別に選んで書いてもらうようにと依頼したが、実際回
収してもらったのは2年生と3年生はそれぞれ12名分、4年生は13名分であった。その中から学年ごとに極端に文
字数が少ないか、間違いが多いと判断された作文は除外し、1学年で10名ずつ残してそれをデータにした。中国
では9月入学なので、学習者の学習歴はそれぞれおよそ2年生は1年間、3年生は2年間、4年生は3年間である。な
お、作文の題は筆者が事前に決めた「私はなぜ日本語を勉強しているのか」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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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研究の手順と方法
まず、30名の作文データから誤用の選別作業を行ったが、第一段階では作文を読みながら誤用と判断した個
所にすべて赤ペンで下線を引いておき、次の段階ではその誤用について分類を行った。
誤用分類の先行研究としては、吉川（1997）の①発音の誤り（a単音、bアクセント、イントネーション）、
②表記の誤り（a形式的な面、b字形、字体）、③語彙の誤り（指し示す範囲の違い）、④文法の誤り（a単文－述
語〈変化〉と名詞句〈助詞〉、b複文－接続〈形式的、意味的〉）、⑤表現の誤り（a応答〈視点〉、b否定の範
囲、c表現一般）の5種類の分け方、市川（1997、2010）の脱落、付加、語形成、混同、位置、その他の6種類の分
類法などあるが、本稿では30名分の作文における実際の誤用例に基づいて、上記の分類法に従わず、ストレー
トに全体として、①助詞（格助詞と取り立て助詞のみ）の間違い、②テンス・アスペクトの間違い、③語彙の間
違い（不適切な語の使い方）、④句の間違い、⑤表記の間違い、⑥接続の間違い、⑦活用（語形）の間違い、⑧
品詞の間違い、⑨呼応（コロケーションを含む）の間違い、⑩助数詞の間違い、⑪指示代名詞の間違い、⑫ヴォ
イスの間違い、⑬敬語の間違い、⑭終助詞の間違い、⑮意味不明、⑯やりもらいの間違いなどの16種類に分類し
た。このようなストレートな分類の仕方は上位・下位というより煩雑な分類を避け、学習者の実際の誤用につ
いて把握しやすいと思われたからである。この16種類の中で④は「日本語の勉強もう一年になりました」のよう
に、一続きの句にどちらとも言えにくい誤用が複数現れている場合を指し、⑮は「大学の授業のためにもっと
ことがしりました」のように、学習者が言い表そうとする内容が読み取りにくい場合を指す。
この16種類の分類に基づいて統計した学年別の誤用数は次の[表1]の通りである。
[表1]学年別の誤用数
誤用の種類
①助詞
②テンス・アスペク
ト
③語彙
④句
⑤表記
⑥接続
⑦活用
⑧品詞
⑨呼応
⑩助数詞
⑪指示代名詞
⑫ヴォイス
⑬敬語
⑭終助詞
⑮意味不明
⑯やりもらい
合 計

2年生
36
29

誤用人数
10
8

3年生
25
33

誤用人数
8
9

4年生
25
14

誤用人数
7
6

誤用合計
86
76

18
14
12
9
7
3
3
3
2
2
2
2
1
0
143

8
8
5
5
4
3
2
2
2
2
2
1
1
0

21
6
11
7
7
1
1
0
6
1
0
0
3
0
122

7
3
4
3
4
1
1
0
4
1
0
0
3
0

15
13
9
4
2
2
3
0
0
4
2
0
1
2
96

7
6
8
3
2
1
3
0
0
4
1
0
1
1

54
33
32
20
16
6
7
3
8
7
4
2
5
2
361

[表1]を通してまず全体的に学年が上がるにつれて誤用数が減少していくことがわかる。しかし、個別項目、
たとえば①の助詞のように、3年生と4年生の誤用数が同じだったり、②のテンス・アスペクトと③の語彙のよう
に、3年生が2年生より誤用数が多かったりして、必ずしも一律学年別に漸減するとは限らないような項目もあ
る。また、2年生と3年生には見られなかった「やりもらい」の誤用がわずかながら4年生に見られたが、それは
おそらく低学年では授受動詞に接することが少ないか、使用を避けていたからだろう。次に、誤用の数として
は助詞の誤用がもっとも多く、次にテンス・アスペクト、それから語彙、句、表記、接続、活用などと続く。全
体として中国語母語話者にとってはやはり助詞とテンス・アスペクトの習得が一番難しいものと推測される。
ただ、ある項目において学習者個人によってかなりのばらつきがあるが、これも学年別の誤用数を左右する要
因の1つとなろう。

３．誤用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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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助詞の誤用
前述したように、30名の学生が産出した誤用の中で助詞の誤用がもっとも多いので、助詞の誤用からメスを
入れたい。中国母語話者に助詞の誤用が多いのはおそらく中国語にはとりわけ日本語におけるような格関係を
表す助詞が存在しないからであろう。たとえば、「像は鼻が長い」というセンテンスは中国語で「大象鼻子长」
と表現され、「像＋鼻＋長い」という構造となり、日本語におけるようなハやガが一切ない。また、他動詞句に
おいても「ご飯を食べる」は「吃饭」、「映画を見る」は「看电影」というように、中国語の文法規則に則って
述語と目的語の順序が変わるだけで、日本語のように目的語と述語の間に格助詞ヲが入らない。中国語母語話
者を教える教育現場では学生たちがよく助詞抜きでしゃべったりすることをしばしば目撃するが、これも中国
語には格関係を表す格助詞がないことによるものであると見られる。

3.2 テンス・アスペクトの誤用
すでに前掲の[表1]を通して見てきたように、助詞の誤用に続いて次に多いのはテンス・アスペクトの誤用
である。テンス・アスペクトの誤用の中で特に目立つのは過去形にすべきところを現在形にした誤用である。
それでは、なぜ中国語母語話者の学習者はテンス・アスペクトに使い方において過去形を使うべきところに
使わなかっただろうか。中国語には過去の経験を表す「過」や過去を表す「了」という「動態助詞」があるには
あるが、「過」は「吃过」（食べたことがある）、「去过」（行ったことがある）などのように用いられ、「了」
は「我买了一台电视机」（私はテレビを1台買った）、「睡了一个钟头」（1時間眠った）のように、日本語の助
動詞「た」と同じ意味で用いられる。しかし、「了」はその用法にいろいろな制限があり、実際過去の出来事を
表す場合にも用いることができず、その代わりに過去を表す時間副詞などを用いることが多い。ということ
は、テンス・アスペクトの誤用において中国語母語話者が過去形にすべきところを過去形にしなかった大きな
理由の1つは母語による負の転移であると考えても差し支えないだろう。したがって、中国語母語話者に対する
テンス・アスペクトの指導法においては「た」の脱落にとりわけ注意させる必要がある。市川（1997）でも中国
語母語話者オンリーではないが、テンス・アスペクトの「指導のポイント」の中でこの点を強調している（p.9
8）。

3.3 語彙の誤用
助詞とテンス・アスペクトの誤用は文法の誤用であるが、今度は語彙の誤用について見てみたい。語彙の誤
用は吉川（1997）にしたがえば「語彙の誤り（指し示す範囲の違い）」であるが、本論では文における不適切な
単語の使い方を指している。
語彙の誤用を見ると、いろいろあって一言や二言でまとめにくいが、中でもとりわけ漢字語においては母語
の負の転移と思われる誤用が目立っている。

3. 4 表記の誤用
5番目に多いのは表記の誤用であるが、その大きな特徴として中国語の簡体字をそのまま使ったことと外来
語の誤用である。表記の誤用は全部で31例であるが、そのうち漢字語の誤用は18例で約58％を占め、カタカナ語
の誤用は5例で約16％、濁音の混同は6例で約19％を占めている。ところが、全体的に表記の誤用を見ると、漢字
の表記の誤用は1年生から3年生までに遍在しているのに対して、3年生には濁音の混同による誤用が1例もな
く、4年生にはカタカナ語の表記の誤用が1例もない。この現象は逆に言うと、濁音の混同による誤用とカタカ
ナ語の表記の誤用は学習者に初めからしっかりその発音を覚えるように指導しておけば克服可能であるのに対
して、漢字は勘違いや日本の漢字が急に思い浮かばないとき、つい母語の影響により「上級レベルの日本語学
習者であっても間違えて書くことの多い」（宮岡2005:16）から、基礎段階から正しい日本の漢字が書けるよう
に仕込まないといけないだろう。
表記以下の誤用については全体的に数も少ないこともあり、それといった誤用の傾向も見つけにくいと思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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れるので誤用分析は行わないことにする。

４．結論と課題
①全体として学年が上がるにつ入れて誤用の数が減少していく。しかし、一部の項目においてはそうではな
いものもある。それには個々人の中間言語や化石化と思われる誤用があるからであろう。
②誤用の種類から見れば、全体的に学年別の目立った傾向の差は見られない。言い換えれば、低学年（2年
生）も高学年（4年生）も同じ種類の誤用が多い。この点は、白川（2007）の「上のレベルの学習者にとって
も、難しいのは初級で出てくる文法項目のようである」（p.176）という考え方と一致している。
③今回利用した作文のデータでは、中国語母語話者にとって習得が一番難しいと思われるのは助詞（特に、
格助詞と取り立て助詞）とテンス・アスペクトである。助詞では「を⇔が」、「ヲ⇔に」の混同が目立ち、テン
ス・アスペクトでは過去形にすべきところを過去形にしなかった誤用が目立っているが、いずれも母語の負の
転移が大きいように思われる。
④中国語母語話者にとって助詞とテンス・アスペクトはもっとも習得が難しい項目ではあるものの、2年生
の作文には助詞の誤用が遍在しているのに対して、3年生と4年生の学習者には助詞の誤用が全く見られい学生
も数人いることから、徐々にではあるが、誤用が克服されていくものと推測される。
今回は限られた中国語母語話者の作文のデータによる誤用分析を通じて、中国語母語話者にとってもっとも
習得の難しい項目は助詞とテンス・アスペクトで、その大きな理由の1つは母語の負の転移であることがある程
度明らかになったが、その他の項目については全体的に用例が少ないのではっきりした結論を出しにくい。今
後機会があれば、1つの大学に限らずもっと多くの大学で日本語を専攻する中国語母語話者の作文データを集
め、研究を深めたい。また、中国語母語話者以外の日本語学習者の段階別（レベル別）作文データも収集して誤
用分析を行い、習得上の困難点の違いについても目を向け、これからの日本語習得のストラテジーを追究して
いきたい。

【参考文献】
（ ）『日本語誤用例文小辞典』凡人社、「内容説明」とpp.93-98、223-271
（ ）『日本語誤用例辞典』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pp.5-9
白川博之（2007）「学習者の非用・誤用をどう考えるか」『広島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第二部第56号、
市川保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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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9

）「中国語母語話者における日本語習得上の困難点―効果的な敬語教育に関する考察を中心に―」
『広島経済大学研究論集』第27巻第4号、pp.15-23
吉川武時（1997）「誤用分析Ⅰ」明治書院企画編集部編『日本語誤用分析』（明治書院）に所収、p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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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어의 상호 번역 시 유의해야 할 어휘·표현에 대한
연구
김용각(부산외대), 조지은(부산외대)

1．들어가기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적인 유사성과 함께 한자어라는 공통어휘를 사용함으로 인해 양쪽 언어를 학습하는 학습
자들은 모국어를 직역하여 상대 언어를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직역에 의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직역으
로 나타낼 수 없는 어휘와 표현의 목록을 수집하여 그 결과를 교육 현장에 적용할 필요성을 느껴 본 연구를 진행하
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물은 자료집 발행의 형태로 귀결될 것이며, 연구 성과는 한일 양언어의 통번역
분야는 물론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어교육과 일본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김순희 외(2003;22)에 따르면 통번역에서 중요한 기본요소는 원텍스트를 얼마나 충실히 듣는가(읽는가)에 있다.
원텍스트란 통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로 흔히 ‘출발어’라고도 한다. 이 ‘출발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통번역이 이루
어지는 결과물의 언어를 ‘도착어’라고 한다. 또한 출발어에서 도착어에 이르는 과정을 ‘방’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무
의식 변환(출발어에 적합한 도착어 표현을 단순히 찾아서 변환하는 경우)1)을 제외한 한일 통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3개 방의 개념을 <표 1>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표 1> 한일 통번역의 개념도(김순희 외, 2003;62)
구분

개념

표현의 방

한국어와 일본어의 서로 다른 문법·표현적인 차이를 인식

기법의 방

통번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접근
직접경험 또는 독서 등을 통한 간접경험에 의한 지식과 특정분야의 통번역을 위해 ‘사전에 학습’한 지

지식의 방

식을 망라한 개념을 포함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적인 유사성과 함께 한자어라는 공통어휘를 사용함으로 인해 양쪽 언
어 간 통번역에서는 다른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의식 변환이 많이 이루어진다. 무의식 변환에 의한 통번역은 특
히 시간적인 면에서 유용한 통번역의 기법이긴 하나, 자칫 오역으로 이어지게 되어 통번역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
를 낳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오역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표 1>의 3개의 방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천호재(2017;10)에 따르면 일본어와 한국어는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고는 하지만, 다른 특징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 예를 들어 <무리-無理> <도시-都市> <준비-準備>의 경우, 일본어 단어와 한국어 단어
발음은 거의 같고 양국에서 쓰는 한자도 같은데 비해 <공부->와 같이 뜻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고, <문의-問い合わ
せ> <무승부-引き分け> <자살골-オウンゴール>2)와 같이 양 언어의 단어 구조나 음형이 다른 경우도 있다.
한편 李由雅·曹知恩(2020)에서는 일본어 뉴스 사이트의 한국어 번역에서 나타나는 오류 양상에 대해 다음의 4가

1) 김순희 외(2003)에서는 무의식 변환을 단순 전환으로도 표현하고 있으며, 예시로 ‘김치 : キムチ’, ‘자동차가 있다 : 車
がある’, ‘겨울은 춥다 : 冬は寒い’등을 들고 있다.
2) 최근에는 ‘자살골’이란 표현 대신 ‘자책골’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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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형을 제시하면서, 전체 오류 유형별 결과에 대해서는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문장 부호를 포함한 표기상의 오류
둘째,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오류
셋째, 어휘와 문장의 이해 부족에 따른 오류
넷째, 한자 어휘와 일본어 표현의 직역에 의한 오류
<표 2> 오류 유형별 집계 결과
오류 형태
개수(개)
비율(%)

표기법
32
13.7

전문용어
11
4.7

이해 부족
49
21.2

직역
140
60.4

계
232
100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통번역에서는 직역에 의한 오류가 가장 많이 나
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어교육에서도 직역에 의한 오류가 특히 초·중급 학습
자를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취지도 한국어와 일본어의 통번역 상황에서 나타나는 단순 전환 또는 무의식 변환으
로 발생하기 쉬운 통번역상의 오류를 줄이고, 나아가 제2언어로 일본어와 한국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일본인 학습자
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직역으로 인한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재료로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적 차
이를 나타내는 표현들의 목록을 발굴하여 공유하는데 있다.

2．자료의 수집 및 분류
본 연구에서는 참여 연구자들이 각자 평소 교육과 연구를 통해 소유한 정보를 수시로 구글 스프레드시트
(spreadsheets)3)에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는 IT 관련 어휘 및 표
현 약 150개를 포함하여 1,900개 이상의 어휘 및 표현에 이른다.
자료의 수집은 계속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 작업을 진행하였다. 자
료 분류는 먼저 일반 어휘 및 표현, IT 관련 어휘 및 표현의 둘로 나누고, 일반 어휘 및 표현은 다시 <표 3>과 같이
1) 어휘, 2) 어구, 3) 기타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중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어휘에 대해서
는 <표 4>와 같이 대응 관계에 따라 10개의 하위 분류를 실시하였다.
<표 3> 일반 어휘 및 표현의 대분류
분류
명사

1

어휘

동사
형용사
부사

대응 예시
한국어

일본어 직역

일본어

정답

正答

正解

효도

孝道

親孝行

배신하다

背信する

裏切る

해명하다

解明する

釈明する

전무하다

全無だ

皆無だ

조잡하다

粗雑だ

雑だ

그토록

それほど

あれほど

3)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구글 드라이브의 스프레드시트로, 웹에서 사용하는 엑셀이다. 무료로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엑셀 기
능을 활용할 수 있고, 엑셀 사용법과도 큰 차이가 없어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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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구

3

기타 표현

일단

一旦

一応

기다리고 기다리던

待って待った

待ちに待った

나도 모르게

自分も知らず

思わず

더 바랄 나위가 없다

もっと願うところがない

願ってもな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底抜けた壷に水入れ

焼石に水

<표 4> 대응관계에 따른 어휘 분류 및 대응 예시
분류 (대응 관계)
1

한자어 : 漢語

2

한자어 : 和語

3

한자어 : 外来語

4

순수한국어 : 漢語

5

순수한국어 : 和語

6

순수한국어 : 外来語

7

외래어 : 漢語

8

외래어 : 和語

9

외래어 : 外来語

10

기타

대응 예시
한국어

일본어 직역

일본어

가입국

加入国

加盟国

미비

未備

不備

단서

端緒

手掛かり

배달

配達

出前

가성비

価性比

コストパフォーマンス

사물함

事物函

ロッカー

겁쟁이

怯屋

臆病

볼일

見る仕事

用事

거스름돈

逆らい金

お釣り

불꽃

火花

花火

갑질

甲の行動

パワハラ

손수건

手タオル

ハンカチ

더빙

ダビング

吹き替え

컨디션

コンディション

体調

씽크대

シンク台

流し台

프로그램(방송)

プログラム

番組

모델하우스

モデルハウス

モデルルーム

체크카드

チェックカード

デビットカード

CF

CF

CM(コマーシャル)

Hi Pass

Hi Pass

ETC

3. 나오기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어의 상호 번역시 유의해야 할 어휘 및 표현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적인 유사성과 함께 한자어라는 공통어휘를 사용함으로 인해 양쪽 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은 다른
언어에 비해 출발어를 직역하여 도착어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한데, 이러한 직역에 의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직역으로 나타낼 수 없는 어휘와 표현의 목록을 수집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획득한 자료는 발표일 현재 1,900개 내외로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먼저 일반 어휘 및 표현, IT
관련 어휘 및 표현의 둘로 나눈 후, 일반 어휘 및 표현은 다시 1) 어휘, 2) 어구, 3) 기타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어휘에 대해서는 대응 관계에 따라 10개의 하위 분류를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
1) 교육에 적용한다. 특히 통번역 관련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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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다. 또한 일본IT 분야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업이나 특강에서는 IT관련 어휘 및 표현의 자료를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외 학회나 연구 모임에서 학술발표를 통해 연구 성과를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
구 자료에 대한 분석 연구뿐만 아니라 향후 수업에서 적용한 후 해당 수업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것도 가능할 것
으로 생각한다.
3) 한국의 일본어교육 관련 공기관과 일본의 한국어교육 공기관 등에 자료를 제공하여 연구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최근 빠른 속도로 기계번역의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물은 기계번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 한일 양국어 간에는 직역해서는 곤란한 어휘와 표현이 의외로 많고, 이를 교육에 적용할 때 대
응관계를 유형화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향후 단기적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물을 일
본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수업에서 활용하고, 교수법 연구 측면에서 수업적용 사례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관련 자료의 양적, 질적 보완을 계속하면서 한국어교육과 일본어교
육의 발전과 기계번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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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漢字に対する意識が
漢字習得に及ぼす影響
玉岡 賀津雄 (名古屋大)
林 炫情 (山口県立大)
趙 堈熙 (釜山大)
張 婧禕 (宮崎大)

1．はじめに
韓国は漢字圏と呼ばれることがある。それは、中国語から借用された漢字語が多数あることが根拠となって
いる。韓国語語彙の約7割近くが漢字語由来であることを考えると、韓国国内でも漢字教育の必要性が強く指摘
されている。しかし、現代韓国語では、ほとんど漢字が使用されておらず（曹, 1994; 李, 2005）、表音文字の
ハングルで表記されることから、漢字を苦手にしている人は多い。実際、梶原（2016）の調査では、韓国の中等
教育を終えたばかりの日本語学習歴１年未満の学習者を対象に、ハングル表記の漢字由来の語（たとえば、「가
족（家族）」）を構成する漢字（「家」）を同音異義の漢字から選択させる課題を実施した。その結果、全体の
平均正答率は50％程度であり、30問中５問は均正答率30％以下であった。また、韓国人大学生の漢字能力の実態
を調べた朴（2001）では、両親の名前を漢字で書けたのは31％、学校名は27％、専攻学科名は17％、国名（大韓
民国）は25％、自宅の住所は5％だけであったと報告している。さらに、加納（2014）によると、海外に住んで
いる韓国語を母語とする日本語学習者の場合、非漢字圏学習者ほどではないが漢字を書くことに対する自己評
価が低いことが報告されている。このように、韓国人日本語学習者は漢字学習に対する苦手意識が強く、否定
的なイメージを抱いている可能生が高い。また、それが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漢字学習にさらに困難を要して
いることが予想される。そこで、本研究では、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漢字に対する意識と否定的なイメージが
漢字習得にどう影響するかを調査することにした。

2．漢字に対する意識とイメージ調査の方法
【韓国人日本語学習者】韓国の大学で日本語を専攻する１年から４年までの学部生63名である。【漢字に対す
る否定的イメージ】韓国語人日本語学習者63名に漢字に対すてどのくらい否定的イメージを抱いているかを
０％から100％（百分率）で聞いた。その結果、平均（M）が45.51％で、標準偏差（SD）が23.64％であった。【漢
字に対する意識】漢字に対する意識については、濱川（2017）の質問紙の一部（４問）を用いて、「そう思わな
い」の１から「そう思う」の５までの５段階のリッカート尺度で聞いた。具体的には２つ分類を想定した。
（１）漢字相互の類似性について「形の似ている漢字があるから難しい。」（N=63, M=3.98, SD=0.99）と「読
み方の似ている漢字があるから難しい。」（M=3.68, SD=1.05）である。これらは逆転項目なので、分析では１
から５を入れ替えた。（２）漢字記憶の困難性については、「覚えたのに忘れてしまうからいやだ。」（M=3.54,
SD=1.11）と「いつまでも漢字学習が終わらない気がして，いやだ。」（M=3.32, SD=1.16）である。これらも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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転項目である。【漢字の読み書きテスト】漢字の読み取り得点（24点満点）は、M=13.35、SD=6.72で、63名のク
ロンバックの信頼度係数は、α=0.90で非常に高かった。また、書き取り得点（24点満点）は、M=9.29、SD=6.76
であった。クロンバックの信頼度係数は、α=0.94でやはり非常に高かった。両者のピアソンの相関係数は、
r=0.76（p＜.001）で高く、有意であった。対応のあるサンプルのt検定で漢字に読み書き得点を比較した結果、
t(62)=6.89, p<.001で、書き取り成績の方が読み取り成績よりも有意に得点が低かった。やはり、漢字を書くのは
苦手なようである。【分析ソフト】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 Statisticsで起動するAmosの統計ソフトを使
用した（Arbuckle, 2009）。

3．漢字に対する否定的イメージと漢字の読み書きの習得
漢字に対する否定的イメージから漢字の読み書き得点への因果関係は、図１のパス図に示したように、否定
的なイメージが漢字の読み取り成績（β=−0.53, p<.01, βは標準偏回帰係数）および漢字の読み取り成績（β=−
0.50, p<.05）を下げるという因果関
係を示した。漢字に対する否定的
イメージを持っている日本語学習
者は、漢字習得が困難であること
が分かる。やはり、漢字を母語の表
記として使用していない韓国語母
語話者にとって、漢字に対して否
定的なイメージを抱きやすく、そ
れが漢字学習の大きな障壁となる
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4．漢字に対する否定的イメージと日本語学習歴の影響
それでは日本語学習が進むとどうなるのであろうか。日本語の学習とともに、漢字に対するイメージも良く
なり、漢字の習得も進む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も考えられる。そこで、日本語学習歴を加味した図２のパス
図を描いた。63名の日本語学習歴の平均は、２年10カ月で、標準偏差は２年５カ月であった。日本語学習歴は、
漢字の読み取り（β=0.66, p<.001）および書き取り（β=0.61, p<.001）の両方に対して成績を大きく上げる効果が
あった。しかし、否定的イメージも、漢字の読み取り（β=−0.28, p<.05）と書き取り（β=−0.31, p<.05）の習得
を阻害するように影響した。否定的イメージと日本語学習歴の相関はr=−0.20（ns）であり、両者の関係はな
かった。漢字に対する否定的イメージは、日本語学習歴が長くなっても、独立して漢字習得へ抑制的な影響が
残り続けることが分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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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漢字に対する意識から否定的イメージと漢字習得への影響
漢字が難しいという意識が漢字を覚えられないというジレンマ的な意識へと影響して、それが否定的イメー
ジを作り、さらに漢字習得の障害となるような因果関係が仮定される。そこで、この因果関係の流れを想定し
た構想方程式モデリング（以下、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SEM）による分析を行った。結果は、図３に描
いた通りである。

SEMのデータとモデルの適合度は、カイ二乗適合度検定のχ2値、GFI（goodness

of

fit

index）、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CFI（comparative fit index）、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で検証した。図３のモデルはχ2値が有意ではなかった[N=63, χ2(12)=12.33, p=0.42, ns]。こ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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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データとモデルがよく適合していること示す。また、本モデルのGFIは0.94、AGFIは0.87であった。Marsh &
Grayson（1995）によると，GFIの指標は１に近いほどよいとされ、0.95以上であれば良好な適合を、0.90以上で
あれば許容できる程度の適合を示す。本モデルのGFIは、0.94で良好な適合度を示した。さらに、GFIを補正した
指標であるAGFIはGFIより常に小さい値になり、0.90以上であれば良好であるとされる（Schermelleh-Engel,
Moosbrugger & Müller, 2003）。本モデルはAGFIが0.87であったことから、ほぼ良好な適合度を示していると判
断できる。また、CFIも0.95以上であれば良好であるとされるが、0.99であったので、非常に良好であることを示
した。さらに、RMSEAの指標は、Browne & Cudeck（1993）によれば、0.05以下であれば良好な適合を示すとさ
れている、本モデルは、0.02（p<.05）で、良く適合していた。以上のように、本モデルと実際のデータはよく適
合し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た。
そこで、図３のモデルの因果関係について検討する。漢字書字の類似性（β=0.82, p<.001）および漢字発音の
類似性（β=0.78, p<.001）は、ともに潜在変数の漢字相互の類似性に大きく貢献していた。さらに、漢字をすぐ
に忘れる（β=0.82, p<.001）および漢字学習が終わらない（β=0.78, p<.001）ことが、潜在変数の漢字記憶の困難
性に大きく貢献していた。さらに、漢字の書き取り得点（β=0.91, p<.001）と漢字の読み取り得点（β=0.85,
p<.001）も潜在変数の漢字習得を測定するのに大きく貢献していた。灰色で示された変数間の因果関係は、まず
漢字相互の類似性から漢字学習の困難性に対して強い因果関係がみられ（β=0.76, p<.001）、それが漢字に対す
る否定的なイメージへと繋がり（β=0.71, p<.001）、漢字習得に抑制的に影響する（β=−0.34, p<.05）という逐次
的な因果関係が観察された。本研究のSEMの解析の結果、漢字相互の書字と発音の類似性が漢字記憶を困難に
して、そのような苦労が漢字に対する否定的なイメージへと繋がり、漢字習得を難しくしているという逐次的
な因果関係が明らかになった。

6．総合考察
韓国人は漢字が苦手であると報告されている（梶原, 2016; 朴, 2001; 加納, 2014）。その基本的な要因とし
て、多くの漢字の書字と発音とがお互いに類似しており、その結果、覚えるのが難しいことが原因であるとい
われている。実際、漢字相互に書字と発音が類似しているほど覚えるのが難しいことが実証されている（松島,
2013; 邱, 2002）。邱（2002）は、漢字２字語の同音異義語・非同音異義語の形態類似性を操作して、意味判断
課題の実験を行っている。その結果、韓国人日本語学習者は、漢字語の同音・非同音にも関係なく、形態が類
似している場合の反応時間が長いことを示した。また松島（2013）も、韓国人日本語学習者を対象として、漢字
１字語の処理における日韓の形態と音韻類似性の影響を検討するため、読み上げ課題の実験を行った。その結
果、韓国人日本語学習者が高い習熟度を持つ上位群が低い習熟度を持つ下位群よりも、漢字語の形態類似性が
高い場合の反応時間は長いことを示した。こうした実験の結果でも、漢字の書字と発音が類似していることに
よる漢字の知覚と記憶の難しさが示されている。こうした漢字の特性が、漢字を覚え難くし、韓国人日本語学
習者に漢字学習が終わりがないという意識を生み出しているようである。また、こうした苦手意識が漢字に対
する否定的なイメージを生み出し、漢字の読み取りと書き取りの習得が難しいという結果に繋がっているよう
である。本研究は、こうした一連の因果関係をSEMの統計手法で明らかにした。韓国人日本語学習者に対して
は、漢字に否定的なイメージを抱かないように、漢字の学習が楽しくなるような教材、カリキュラム、教授法
の開発が求められる。

【参考文献】

余白がないため割愛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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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書紀』神代卷에 보이는 助數詞 고찰
김 나영(부산대)

1. 서론
본 연구는 현존하는 일본 최초의 정사(正史)인 일본서기(日本書紀, 720년)의 신대(神代)에 보이는 조수사를 조사
분류하고, 각각의 사용법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서기는 고사기(古事記, 712년)와 함께 신대
(神代)부터 상고(上古)까지를 기록한 사서(史書)로, 일본 고대사 연구의 핵심적인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일본서기는 당시의 주변 국가인 한국과 중국 등의 사서(史書)에 대응하는 일본의 공적인 역사서(歷史書)로, 신
대권(神代卷)에서는 신화(神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민병훈(2013:10)). 또한 편년체(編年體)로 기
록되어 있어 연대가 명확하고 다양한 조수사가 풍부하며, 고대 한국과의 교류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어 조수사 연구
는 고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일본 고대의 조수사에 관한 연구는 三保忠夫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저서 『木簡と正倉院文書にお
ける助数詞の研究』(2004:708)에서는 일본 고대 목간과 정창원문서(正倉院文書)에 사용된 조수사와 그 용법이 총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에서 불상(佛像)을 헤아리는 조수사로서의 「軀」「具」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만 신
대권에 보이는 「神」등을 대상으로 한 조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신(神, かみ)을 헤아리는 조수사로 현대 일본어에는 「柱」「前」「軀」가 사용되고 있는데 「柱」는 고래(古來)
의 신(神)·신체(神體)·신상(神像) 등을 헤아리는 말, 「前」은 신이나 신당(사사, 社祠)을 헤아리는 말,「軀」는 신체
(からだ)·동체(胴體)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상(佛像) 등을 헤아리는 말이라고 한다(飯田朝子(2011:61)).
그러나 일본서기의 신대권에 보이는 신(神)을 헤아리는 조수사에 있어서, 천신(天神)과 국신(國神) 등 신들의 구
분에 따라서 「神」「人」「頭」「箇」「座」로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으나, 다수의 용례가 「神」으로 표기하고 있
었으며, 「柱」나 「前」이 사용된 용례는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대권에 사용된 조수사
를 살펴보고 신대권 이후의 본문에 사용된 조수사와는 어떠한 차이점 및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三保忠夫(2006:3)에 따르면, 일본은 7세기 후반에 당(唐)의 여러 제도를 받아들여『大宝律令(大宝元年, 701)』을
제정하면서 문서행정의 정비도 시행하였는데, 그 행정문서는 현존하는『養老公式令(養老二年, 718)』에 의해 알려졌
다고 한다. 현재, 조수사에 관한 규정은 남아 있지 않지만『養老公式令』에 따르면 한반도 경유의 문서양식(행정문
서)은 남아 있어 고전적인 조수사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일본서기는 편찬년도는 다르지만 삼국사기(三國史記, 1145년)와 같은 한자로 표기된
사서(史書)라는 점 그리고 같은 시대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고대 문자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일본서기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본론

2.1 조수사 표기자의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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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記字
用例數

神

座

人

頭

箇

尋

合

握

段

重

片

咫

尺

計

神代
上

本文

35

4

2

2

14

3

3

16

7

1

2

2

0

91

分註

0

0

0

0

0

0

0

0

0

0

0

0

0

0

神代
下

本文

27

0

3

0

0

9

0

2

0

7

0

3

1

52

分註

2

0

0

0

0

0

0

0

0

0

0

0

0

2

64

4

5

2

14

12

3

18

7

8

2

5

1

145

계

2.2 각 표기자의 사전적 의미
(1)【神】
㊀かみ。もと神に作る。㋑天の神。天上の主宰。萬物を生み立たせるもの。あまつかみ。㋺あらゆる神の稱。
冥冥の間に存在し、人間以上の靈力を有するもの。㊁ふしぎなもの。そのはたらきが玄妙で測り知られず、よ
く萬物の根元となるもの。㊂たましひ。人の精霊。㊃こころ。性。㊄徳の極めて高い者。㊅知識のあきねくひろ
い者。㊆かへる。㊇かさなる。申に通ず。㊈つつきむ。愼に通ず。㊉をさめる。敒に通ず。つらねる。敶に通
ず。ひく。…

(2)【座】
㊀すわるばしょ。座席。㊁しきもの。しとぬ。㊂くらゐ。㊃星のやどり。㊄器具をすゑるだい。㊅ざしき。㊆
現 山・林・礦山・寺等を数えるに添へる語。一座山・一座廟・一座
つどひ。あつまり。㊇通じて坐に作る。㊈□
邦 ㊀くら。くらゐの略稱。②ざ。㋑平安末から鎌倉・室町時代にかけて、朝庭・貴族・
煤窑・一座樹林子の類。□

社寺などの保護の下に、商品の製造・販賣上の獨占權を與へられた商工業者の組合。ギルド。㋺江戸時代、貨
幣を鑄造した所。金座・銀座など。㋩江戸時代、特別に免許されて、枡・秤・朱などを作り出した家。枡座・秤
座・朱座など。㋥田樂や能樂などの演者たちの組織。また芝居を演ずる所の稱。㊂數を數へる接尾語。㋑祭神
の數を數へる語。㋺佛の坐像を數へる語。㋩里神樂の曲を數へる語。㋥劇場を數へる語。

(3)【人】
㊀ひと。人間。人類。萬物の霊長。㊁人民。住民。㊂他人。㊃ある人。㊄立派な人。すぐれた人。位にある
人。人君。㊅凡人。小人。つまらぬ人。㊆ひとびと。ひと毎に。㊇ひととなり。性質。人物。㊈ひとわざ。人
為。㊉けらい。目下の人。春秋の算法。㋑多くの人をさす時、人と稱す。㋺大将の身分が低く人数の少ない軍
隊を人と稱す。易で乾と震とにあてる。㋑乾を人にあてたもの。㋺震を人にあてたもの。あはれむ。さ
ね。果実の核中にあつて芽を生ずるもの。仁に通ず。姓。

(4)【箇】
㊀竹を數へるに添へる字。㊁物を數へるに添へる字。㊂物・處などを指す詞。這箇はこの・これ、邦箇はあ
の・あれ・どの・どれ。㊃語辭。㊄个・介・個に通ず。㊅一百六韻の一。㊆姓。

3. 일본서기 신대권에 보이는 조수사의 의미 용법

3.1 「神」이 사용된 용례 (본문 62례, 분주 2례)
①於是二神誅諸不順鬼神等<一云。二神遂誅邪神及草木石類。皆已平了。其所不服者。唯星神
香香背男耳 。 故加遣倭文神 。 建葉槌命者則服 。 故二神登天也 。 」倭文神 。 此云斯圖梨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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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果以復命。

(神代下 天孫降臨)

3.2 「人」이 사용된 용례(5례)
②于時伊弉冊尊恨曰。何不用要言。令吾恥辱。乃遣泉津醜女八人 。<一云泉津日狹女。>追留
之。
(神代上 四神出生)
③泉津日狹女將渡其水之間。伊弉諾尊已至泉津平坂。故便以千人所引磐石塞其坂路。與伊弉冊
尊相向而立遂建絶妻之誓。
(神代上 四神出生)
④其地有一人。自號事勝國勝長狹。皇孫問曰。國在耶以不。對曰。比焉有國。請任意遊之。
(神代下 天孫降臨)
⑤兄火闌降命。自有海幸。<幸。此云左知。>弟彦火火出見尊。自有山幸。始兄弟二人相謂曰。
試欲易幸。遂相易之。
(神代下 海宮遊幸)
⑥一書曰。…(中略)…驚而墜鋺。鋺卽破醉不顧而還入。謂父母曰。妾見一人在於井邊樹上。顔
色甚美。容貌且閑。殆非常之人者也。
(神代下 海宮遊幸)
3.3「頭」가 사용된 용례(2례)
⑦時伊弉冊尊曰。愛也吾夫君言如此者。吾當縊殺汝所治國民日將千頭 。 (神代上 四神出生)
⑧伊弉諾尊乃報之曰。愛也吾妹言如此者。吾則當産日將千五百頭 。
(神代上 四神出生)
3.4「箇」가 사용된 용례(14례)
⑨所以哭者。往時吾兒有八箇少女。
(神代上 四神出生)
⑩是時海上忽有人聲。乃驚而求之。都無所見。頃時有一箇小男。以白蘝皮爲舟。以鷦鷯羽爲
衣。隨潮水以浮到。
(神代上 寶劍出現)
3.5「座」가 사용된 용례(4례)
⑪大己貴神卽取置掌中而翫之。則跳囓其頬。乃恠其物色。遣使白於天神。于時高皇産靈尊聞之
而曰。吾所産兒凡有一千五百座。
(神代上 寶劍出現)

4. 결론
이상과 같이 일본서기 신대권에 보이는 조수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을 헤아리는 조수사로는 「神」
「人」「頭」「箇」「座」가 사용되었으며 이 중에서 「神」은 조수사의 용법으로는 볼 수 없으나 대부분의 용례에
서 신의 수를 나타내는 숫자와 함께 사용되고 있어서 설명의 편의상 용례에 포함시켰다.
의미상의 용법을 살펴보면 천신(天神), 황조(皇祖) 등 특정되지 않았거나 일본 역사의 신화속에서 최상위 계급
에 속한다고 추정되는 신들에 대해서는 「神」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앞에서의 최상위 계급의 신 또는 황조
의 자손이나 국신(國神), 그리고 해신(海神)의 딸을 헤아리는 경우와 일반적인 인용문으로 보이는 기사에서는 조수사
로서 「人」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는 「頭」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아직은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箇」와 「座」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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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의 전면도입에 따른 일본어교육의 환경 검토
권영성(청주대)

1. 머리말
교육부는 2017년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발표하였다. 2025년부터 전면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대학에서의 학점 이수와 유
사한 방법으로 공교육에서도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혁신정책을 말한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 등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보도와 진･보수
교육단체 등의 비판적 문제제기도 적지 않다. 즉 고교학점제에 대한 공교육 현장의 반응은 교육부의 장밋빛 전망과
는 달리 엇갈리는 반응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란 속의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2018년 전국 105개교의 연구･선도학교를 시작으로 시
범운영에 들어갔다(김영은 외 2019). 이후 점차 확대･지정하여 2021년 2월 현재, 128개교의 연구학교 및 603개교의
선도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시범 도입･운영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상황에 주목하여 2025년 전면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따라 일본어교육에 미
칠 (먼저 교사 수급에 관련된)환경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에서의 쟁점
김란주･서경혜(2018: 121-122)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로 첫째, ‘학교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겠는가?’, 둘째, ‘학생들이 실제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겠는가?’, 셋째, ‘학생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겠는가?’, 넷
째, ‘학생들에게 선택하게 하면 정말로 수업이 달라지겠는가?’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들고 있다. 특히 김란주･서경혜
(2018)는 개설 과목의 다양성보다 학생의 자기 탐색 및 이해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지원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3. 고등학교 일본어 관련 교과목의 학생 수요
허주 외(2020)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교원수급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학생의 교과목 수요를 조사(전국 15개
시･도교육청 소속 일반고 160개교 1학년 29,046명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허주 외(2020)는 2015 개정 교육
과정 안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외한 180단위에 해당하는 과목선택 결과를 실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교과목 수요로 보고 있다. 아래는 그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허주 외 2020: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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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시·도별 교과별 학생의 교과목 수업요구 분석 결과(단위: 명)

(단위: 신청학생 수×과목단위 수), (알파벳은 시 도교육청별 구분)
위의【표 1】에 따르면 과학이 가장 많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국어･수학･영어･한국사 등 주요 기초과목과 사회
의 수요가 많음을 관찰할 수 있다. 상기 23개 과목 중 일본어도 상당한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래【표 2】는 “교사의 평균 주당 수업시수인 15.1시간(창체 미포함)과 학급당 학생 수 24.5명을 적용하여
분석”(허주 2020: 660)한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특히 일본어 과목은 학생 수요를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104명의
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총 23개 과목 중 15개 과목의 교사 부족).

【표 2】학생수업요구와 교사과목개설 불일치 분석 결과(15.1시간, 24.5명)

앞에서 언급했듯이,【표 2】는 한 주의 교사 평균 수업시수를 15.1시간으로 하고, 학급당 인원을 24.5명으로 했을
때의 결과다. 여기에서 학급당 인원을 14명(향후 가능성이 있는 학급당 인원)으로 줄일 경우, 학생 수요를 감안하면
일본어교사는 산술적으로 134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다(허주 외 2020). 또한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교사에게 주전
공 외, 유사 과목의 담당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주당 수업시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경우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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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어교사의 부족은 여전하다(허주 외 2020, 학급당 인원은 24.5명으로 두고, 주당 시수만 12시간으로 줄일 경우, 510
명 부족). 모두 네 가지의 경우를 분석하고 있는 데, 일본어 과목도 큰 폭의 불일치를 보였다(주당 시수 12시간, 학
급당 인원 14명인 경우 2077명 부족).
이러한 구조적 환경을 고려하면, 앞에서 언급한 한주 외(2019: 180)의 학부모용 만족도 조사의 자유의견에서 나온
우려가 현실화될 소지가 농후하다. 허주 외(2020)의 연구는 학생의 수업선택에 따른 학습의 질을 관리･향상시키고자
함이 목적에 있는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교사수급 문제로 여의치 않을 수도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수업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부여에 있기 때문이다. 한주 외(2019)도 강원도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 일본
어 교과의 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했듯이, 교사 수급으로 인한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의 제한 우려는 2025년 전면
실시를 앞둔 고교학점제가 직면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의 질’ 관리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
고 있다.

4. 고교학점제 운영사례를 통한 실태 및 대안의 한계
4.1 운영사례의 실태

3장에서의 조사 결과는 실제 고교학점제의 운영사례 보고를 통해서도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홍원표･조복
희･한은경･김용진･오창민(2019: 67)의 서울 소재 4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한 운영사례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수강신청 결과를 볼 수 있다.

【표 3】2018년 입학생들의 2학년 과목 수강신청 결과(서울)

특히 홍원표 외(2019: 86)에서 “과목별 선호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고른 선택 인원으로 보여준다. 1과목
을 선택하는 제2외국어 영역은 명확한 선호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2학기의 ‘일본어Ⅱ’도
최종조사에서는 수요가 증가(69명→97명)하고 있음을 지적한다(홍원표 외 2019).
강원도 지역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운영사례를 조사한 한주 외(2019: 105)는 “일본어 교과는 강사 확보의 어
려움으로 2020학년도 운영 논의 중”이라고 보고하기도 한다. 또한 한주 외(2019: 180)의 운영사례 보고에서 학부모
용 만족도 조사의 자유의견은 시사점이 적지 않다. “교과목에 일치하는 양질의 수업이 전담교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면 선행연구에서의 예측이나 시범학교의 운영사례를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일본어 관련 교과의 학생 수요 증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운영사례 보고를 통하여
2025년 전면실시가 이루어지면 지역에 따라서 일본어강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양질의 일본어교육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4.2 대안의 한계
김영은 외(2019: 17)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에 있어, 희망하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에 한하여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 등을 중
심으로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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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원도의 고교학점제 운영사례를 보고한 한주 외(2019: 121)의 학생 면담은 그 시사점이 적지 않다.
인터넷 강의는 별로이다.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데, 전체 정원은 잘 모르겠다. 한 번도 들어오지 않
은 사람이 많아서 최고로 많이 들어왔을 때는 11명 정도 된다. 그럴 때는 11명의 창이 다 뜬다. 인터넷 강의는 듣
는 사람만 듣게 되고, 직접 만나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서 마음을 잘 못 잡게 된다. 멀더라도 직접 만나서 하는 것
이 좋은 것 같다(밑줄은 필자). ※M고등학교 학생 면담(2019.7.4)

5. 맺음말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보장에 있다. 따라서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온라인수업 등을
활용하더라도 적절한 규모의 교사 충원 없이는 학생의 맞춤형 교육에 부합한 학습의 질 관리를 담보할 수 없는 구조
적･교육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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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공 사립 고등학교 ,

일제강점기 초등<歷史敎科書>에 나온 ‘朝鮮王’ 과 ‘天皇’ 서
술 비교 考察
-1920년∼1930년대의 ‘보충’과 ‘정식’ 교과서를 중심으로-

장미경(전남대)

1.들어가며
본 연구는 조선(한국)에서 사용된 1920년대의 초등학교 <‘보충’역사교과서>와 1930년대의 <‘정식’역사교과서>에서
나온 ‘朝鮮王(韓國王)’과 ‘天皇’의 서술 내용을 비교하여 일제의 식민지교육과 역사 왜곡 논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최고 권력자의 이데올로기가 아동들을 동화(同化)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제재이었기에 일제는 천황에 대한 절대권
과 충성을 강조하면서 군주와 신민의 관계는 부모와 자손의 관계와 같다고 주창하였다. 하나의 국가에는 하나의 집
안만이 있어야 된다는 신념으로 일본을 본가, 조선을 분가로 설명하였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일본은 세력확
장으로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는 문서를 조선에 보냈는데 여기에 일본왕을 높이고 조선 국왕을 낮춘 표현을 사용했
다. 그런 일제가 조선아동에게 자국(自國) 왕의 묘사와 이미지 주입은 상당히 의식했을 부분이었을 것이다.
인물 중심의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조선왕’은 조선(한국)의 이미지, ‘천황’은 일본의 이미지로 아동들에게 실질적
인 사상으로 클로즈업되었을 것이다. 조선과 일본의 최고 권력자의 서술을 비교한다면 일제에 의해 굴곡된 식민지교
육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1)

2. 1920∼1930년대의 <역사교과서>
일제강점기 초기에 역사는 별도의 교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역사 내용이 『國語讀本』에 부과되
어 학습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포하고, 조선교육의 기초법령을 명시하였다. ‘3ㆍ1운동’
으로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하고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유화정책을 취하면서 일본과 동일한 6년제
적용으로 역사 과목이 5. 6학년 수업에 2시간씩 배정되었다. 급한대로 발간한 『尋常小學國史補充敎材』(卷一·卷
二)는 문부성 편찬 『尋常小學日本歷史』의 보충교재로, 조선사(朝鮮史) 부분만을 정리하였기에 정식 역사교과서라
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조선아동들은 이 교과서에서 조선의 역사와 조선인물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1년 후,
조선아동을 위한 본격적인 『普通學校國史兒童用』이 발간되었는데, 이 교재는 일본역사를 주축으로 하면서 조선역
사를 삽입한 한ㆍ일 대비방식이다. 1930년 초에는 일본사 속에 조선사를 독립된 과로 소폭 개정하였고, 중반 이후에
는 급변하는 시세로 부분 개정되었다.

1) 텍스트는 1920년대의 尋常小學國史補充敎材(卷一)(1920) 尋常小學國史補充敎材(卷二)(1921),普通學校國史兒
童用(上)(1922)普通學校國史兒童用(下)(1922)와 1930년대의 普通學校國史(卷一)(1932)普通學校國史(卷二)
(193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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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교과서>에 나온 조선왕
<표 1> <역사교과서>에 나온 ‘조선(한국)왕’

시대

책명/등장인물(밑줄은 왕)
尋常小學國史補充敎材(卷一)(卷二)

왕/인
물

朴赫居世. 王人. 王建. 崔沖. 大覺國師. 辛旽. 李成桂
太宗. 世宗. 世祖. 燕山君. 光海君. 英祖. 正祖. 大院君. 全琫準. 英親王
12/17
普通學校國史兒童用(上)(下)(1922-3)
朴赫居世. 文武王. 金庾信. 王建. 李成桂. 大覺國師. 李退溪. 李栗谷. 英祖. 正 6/10
祖.
普通學校國史(卷一.二)(1932-3)
李成桂.
李退溪.
李栗谷.
英祖.
正祖
3/5
1930 普通學校國史(卷一.二)(1937-8)
년대 大覺國師. 鄭夢周. 李成桂. 高宗(朝鮮). 興宣大院君
3/5
初等國史(5學年)(6學年)(1940-1)
1940 없음
년대
이성계(4회), 영조.정조(3), 박혁거세 (2회), 왕건(2회), 흥성대원군(2회) 나머지는 1회씩
등장
1920
년대

尋常小學國史補充敎材는 『尋常小學日本歷史』의 보충교재이기에 모두 조선 관련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卷一)은 상고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卷二)는 조선시대부터 총독시대까지 편찬되었다. 여기에서 왕이 직접 단원명
으로 언급된 것은 조선시대의 <太祖> <太宗 및 世宗> <世祖> <英祖 및 正祖>. 왕은 아니지만 <大院君>이 있다.
이 왕들은 이후 普通學校國史 兒童用에서는 <足利氏の僣上-朝鮮의 太祖> <松平定信-英祖와 正祖>로 동시기
의 일본의 정치가와 연결되어 단원을 이루었다. 그러다가 普通學校國史에서는 다시 <朝鮮의 太祖> <英祖와 正
祖>로 단독으로 나오게 된다.
위 <표 1>를 보면 조선(한국)왕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1920년이다. 물론 조선에 관련된 보충교재이기에 그러하
겠지만 尋常小學國史補充敎材에는 12명이, 普通學校國史兒童用(1922-3)에서는 6명으로 줄어든다. 1930년대
에는 普通學校國史(1932-3)에는 이성계, 영조, 정조만 남고 普通學校國史(卷一.二)(1937-8)에는 이성계, 고종,
흥선대원군이 있다.
이 중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박혁거세에 대해 살펴보겠다.

崇神天皇 시절이다. 제 4대왕 석탈해 일본에서 건너와 왕위를 계
승했다고 한다. <尋常小學國史補充敎材(卷一)2. 三韓>
신라 제 1대의 왕을 박혁거세라고 한다. 그때의

스진 (崇神)천황 시세에, 진한지방에서 박혁거세가 나와 신라국을 세우고 왕이 되어 일본에서 건너온 호공(瓠公)
을 중용하여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내용은 어느 교과서나 비슷하였다. 조선아동이 처음 접한 교과서에서 천황이 처
음으로 등장을 하였다. “제 4대왕 석탈해 일본에서 건너와”라는 내용처럼 교과서 부록으로 있는 <王朝歷代表>의 昔
脫解의 摘要에 “왕은 원래 일본인이었다 함”으로 적혀 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조선의 왕들을 설명할 때 반드시 그 시기의 일본 천황이 언급된다는 사실로,
천황과 조선왕을 자연스럽게 오버랩시켰다.
고려의 왕인 왕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빠지지 않은 성종(成宗)은 고려의 기초를 단단히 다진 왕으로 서술되었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왕으로는 조선 시대의 영조와 정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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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에서 수대를 지나 영조. 정조가 잇달아 왕위에 올랐다. 함께 영명하시어 그의 정치는 합하여 70여 년, 민정에
힘쓰고, 농사를 장려하며, 절약과 검소함을 행하고, 형벌을 가볍게 하고, 또 크게 학문을 장려하였다. 정조는 책을

普通學校國史兒童用(下)(1922) 제 44 英祖及び正祖>

좋아하여 문장을 잘 짓고,

<

<역사교과서>에서는 우리가 성군으로 부르는 세종대왕보다 영조와 정조를 더 꼽고 있다. 영조와 정조는 언제나 한
단원으로 나왔지만 ‘보충’교과서에서는 선정을 베풀었고, 백성을 위한 여러 정치를 하였고 당파에 관계없이 인재를
고루 등용한 현명한 왕으로 서술하였다.
<‘정식’교과서>에서도 두 왕의 치적을 이야기하였고, 이후의 교과서에는 정조에 대한 부분이 추가 되었다. “효심이
깊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을 슬퍼하여 종종 수원에 내려가 아버지를 애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사도세자와
관련된 역사가 간접적으로 설명이 되었다. 영조보다는 정조 편에 더 많은 할애를 하였다.
이렇게 긍정적인 왕의 평가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묘사한 왕도 있다.

仁祖)는 전란을 피해 잠시 강화도(江華島)로 거처를 옮겼습니다만, 머잖아 이들과 화목(和睦)하였습니

조선왕 인조(

다. (중략)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이들을 방어하였습니다만, 힘이 미치지 못하여 마침내 항복하였습니다.
그후로 조선은 오랫동안 청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普通學校國史(卷二)(1933)제44. 영조와 정조)

(

인조는 백성을 놔두고 전란을 피해가는, 결국에는 항복한 무능한 왕으로, 이외에 부정적인왕으로는 연산군, 광해군
들이 언급되었다.

4. <역사교과서>에 나온 천황
일제는 <역사교과서>에서 많은 천황과 황족을 등장시켜, 천황의 존재를 조선아동에게 인식시키려 하였다.

4.1 천황 관련 목차
<표2> <역사교과서>에 목차로 나온 천황
년대

교과서

천황이 목차로 나온 단원
天照大神. 神武天皇. 日本武尊. 神功皇后.仁德天皇.聖德太

1920년대

普通學校國史 兒童用 上.下卷

子.天智天皇.聖武天皇.桓武天皇.後三條天皇.後鳥羽上皇.後
醍醐天皇.後奈良天皇.後光明天皇.孝明天皇.明治天皇.今上
天皇(17/52)
天照大神. 神武天皇. 皇大神宮.日本武尊. 神功皇后.仁德天

1930년대

普通學校國史 (卷二)

皇.聖德太子.天智天皇.聖武天皇.桓武天皇.後三條天皇.後鳥
羽上皇.後醍醐天皇.後奈良天皇.孝明天皇.明治天皇.大正天
皇(17/52)

비고

1930년대 교과서에서는 皇大神宮이 추가. 後光明天皇이 나오지 않음

천황 관련 목차는 1920년대와 1930년대 모두 17단원이었다. 천황이 단원명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관련하여 언급되기도 하였다. 6학년 교재는 중세부터의 역사서이기에 천황은 그리 없다가 메이지정부 이후에 孝明天
皇, 明治天皇, 大正天皇이 등장하고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였다.
<‘보충’교과서> 첫 단원부터 조선과 일본의 연관성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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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功皇后가 신라를 정벌한 후. 일본부(日本府)를 임나(任那)에 설치하고, 한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신라. 고구려. 백제는 모두 일본에 조공하고, 또 신라, 백제의 두 나라는 보물을 보내고 그 성의를 다하였다. <尋
常小學國史補充敎材(卷一)4. 日本府 其の一>
일본 천황가와 조선의 연결고리를 神功皇后를 통해서 시작하였고, 계속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19세기 들어 일본
근대사의 주역인 천황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자 日本은 천황의 존재를 대외로 알리려고 하였다. 그중 가장 강력하게
부각시킨 천황은 메이지천황이다. 조선왕 위주의 <‘보충’교과서>에도 유일하게 메이지천황은 교과서에 실려 있다.

4.2 천황의 연표 비교
텍스트의 끝부분의 <年表>에 왕이나 천황의 주요행적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있다. <‘보충’교과서>인『尋常小學
國史補充敎材(上)』(1920)년에는 ‘삼국시대연표’가, 『尋常小學國史補充敎材(下)』(1921)에는 ‘조선시대연표’가 수록
되었다. 尋常小學國史補充敎材』(下)에만 천황 연표가 없었으며 그 외 모든 조선총독부 역사교과서에는 천황의 연
표가 수록되었다.
<연표>내용의 비중을 보면 『보통학교 아동용』(1920년대)에서는 메이지(明治)천황 (52)⟶ 고메이(孝明)천황(14)
⟶오기마치(正親町)천황(11)⟶고카쿠(光格)천황(9)⋅고요제이(後陽成)천황(9)⋅고다이고(後醍醐)천황(9)⋅다이쇼(大正)천
황(9)⟶메이쇼(明正)천황(5)⋅나카미카도(中御門)천황(5) 순이었다.
『보통학교국사』(1930년대)에서는 메이지천황 (48)⟶ 다이쇼(大正)천황 (14)⟶고메이(孝明)천황(13)⟶오기마치(正
親町)천황(10)⟶고카쿠(光格)천황(8)⋅고요제이(後陽成)천황(8)⟶고다이고(後醍醐)천황(6)⟶메이쇼(明正)천황(5)⋅나카
미카도(中御門)천황(5) 순이었다.
여기에서도 메이지유신 전후의 천황 중심의 연표임이 확인되었다.

5. 結論
최고 권력자의 이데올로기는 아동들을 동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제재라 할 수 있다. 교과서에 조선의 왕으로는
박혁거세, 왕건, 이성계, 영조, 정조가 주로 나왔다. <‘보충’교과서>에 나온 12명의 조선왕이 1920년대 <‘정식’교과서>
로 되면서 6명, 1930년대에서는 3명으로 줄어들었다. 긍정적으로 나타낸 왕으로는 조선의 영조와 정조, 고려의 성종
이 있다. 부정적인 왕으로는 무기력한 인조, 폐위된 광해군, 폭군인 연산군을 설명하였다.
천황은 조선사 중심인 <‘보충’역사교과서>에서도 메이지천황이 나왔으며, <‘정식’교과서>인『보통학교국사』(1923)
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1920년대나 1930년대 변함없이 17명의 천황이 단독으로 등장했고, 그 외는 단원 내용
에도 언급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 메이지천황, 다이쇼천황, 고메이 천황이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였기에, 메이
지유신 중심의 역사교과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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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教育における仮想現実（VR）の一考察
尹楨勛(釜山外大)

1．はじめに
最近の第4次産業革命時代を起点とし、教育においてパラダイムの変化が起きている。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を利用した教育はもちろん、最近ではAI(Artificial Intelligence)、VR(Virtual
Reality)、AR(Augmented Reality)といった新技術を積極的に取り入れようとしている。外国語教育においても例
外ではなく、特に仮想現実(VR)に対する関心が高まりつつある。本来のVRは、軍事的な目的で活用されてきた
が、韓国の教育部では既に2015年の改訂教育課程に従い、小学校3～4年と中学校1年の社会・科学・英語のため
のデジタル教科書であるVRコンテンツを開発している(문보경 2018)。つまり、VRは現実的には危険性を伴う分
野（軍事・医療など）で使われ、最近では様々な教育分野で教育効果と興味誘発を考慮し、低学年を対象した
科目において活用さ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える。
最近では、外国語教育においても注目を浴びており、英語教育を中心とし、日本語教育とスペイン語教育と
韓国語教育などで研究が行われてきた。
英語教育では、まずVR利用のための基礎的な研究として、VR授業の設計の際に考慮すべき提案点を提示し
た研究（임희주(2019)）、大学生を対象とし3DとVR技術を適用した英語発音教育プログラムの開発のための認識
調査を行った研究（김지효・박성만(2020)）がある。また、VR学習システムの開発研究として、VRを基盤とした
状況没入型キャラクターと対話する学習システムを提案し、学習者の発音に対するフィードバックを提供した
研究（김진원他(2017)）がある。しかし、いずれの研究も基礎的な研究に留まっており、VRを取り入れた授業設
計までには至っていない。
スペイン語教育では、先行事例と研究分析を通し、スペイン語の教育モデルに求められる構成要素と原理を
設定し、VRのスペイン語モデルの理論的な根拠を示した研究（김성조(2018)）、韓国語教育では、女性結婚移民
者を対象とし、既に政府で開発されているVRコンテンツを利用し、ブレンド型学習を提案した研究（심은지・유
훈식(2019)）があり、日本語教育に参考できる点が多いといえる。
最後に日本語教育では、仮想現実において日本語の授業が行われた場合、教師に関する学習者のニーズを考
察した研究（천호재(2018)）で、大学生を対象にアンケート調査を行い、希望する教師の性別・髪型・声などを
調査した研究である。
以上のように様々な研究が行われてきたが、殆んど授業設計には至っていない基礎的な研究に留まってお
り、しかも日本語教育においては具体的な研究が行われてない。
VR教育は、現実では物理的に困難な場合の対案として取り入れられることが最も大きな理由であろう。つ
まり、日本語教育においては、仮想現実の状況下で日本人と話す機会、日本と日本文化を体験する機会を増や
すことが主な目的となる。この中から、現実的に日本人と話す機械は韓国国内に滞在する日本人と話したり、
電話などで話したりすることは可能であるが、日本と日本文化を体験する機会は、直接日本で体験する他に特
別な方法はないと思われる。
本稿では、主にVRを利用し、日本の地域に関する授業を設計することで、日本語教育における仮想現実
（VR）について考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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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VRを利用した日本地域事情の授業
本稿では、B大学の『日本地域事情』という授業において、日本の世界遺産を学習する際に考えられる授業を
設計し、考察を行う。
まず、教材をもとに日本の世界遺産を紹介するとともに、Google EarthとStreet Viewを利用し、具体的な場
所と周辺環境を実写で体験してもらうことで、より現実に近い場面が体験できる。その後、Google Expeditions
を利用し、教師が学生を引率し、該当場所を案内しながら、具体的な説明を行うことで、旅行気分で更なる仮
想体験が可能となる。最後に、Geoguessrを利用し、学生同士で該当場所をクイズ形式で当てることでゲーム感
覚で楽しく学習ができる。

＜表１＞VRを利用した日本地域事情の授業モデル
学習手順

学習活動

学習目標

日本の世界遺産について理解し、自ら場所を探すことができる。

準備事項

VRが利用可能な携帯電話、Google Cardboard、同一IPのインターネット環境1)

Google Earthで世界遺産の位置と風景を具体的に体験してもらう。

導入

日本の世界遺産をPPTで説明しながら、地図と連動して各場所に関する歴史的な事実と周辺環境な
どを用い、世界遺産に至った経緯なども説明していく

Street Viewでより詳細な情報を説明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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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Cardboardを準備し、講義室内の同一IPのWiFiに接続してもらう。
携帯電話のGoogle Expeditionというアプリをインストールし、指定されたクラスに入場してもら
う。
Google Expeditionsで、今度は学生自ら世界遺産を自由自在に旅行でき、教師は学生に説明し、引
率することも可能となり、旅行気分で更なる仮想体験をする。

展開

整理

GeoguessrというVRのクイズサイトを利用し、予めクイズを作成しておき、授業を通して学習した
世界遺産の場所を当ててみ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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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生にもう一度、日本の世界遺産について要約して説明し、直接行って体験することを
促し、動機付けをする。

3．おわりに
本稿では、日本語教育における仮想現実（VR）において、日本・日本文化教育においてより効果的で妥当性
があると考え、B大学における日本地域事情の授業を想定し、日本の世界遺産の授業モデルを試みた。
本授業モデルの期待できる点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１）直接体験が容易ではない日本地域事情をより現実的に体験できることで、理解が深められる。
（２）旅行気分で参加することで、興味誘発が可能である。
（３）ゲーム感覚で、動機付けが可能である。
今後は、実際の授業において適用することで、実践例を示すとともに、有効性と課題を明らかにしたい。

【参考文献省略】

1) Google Expeditionsで学生を引率し、説明するためには、無線ルーターを用いて同一IPで接続できるようにしておく
必要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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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TI성격유형별 성인 학습자의 일본어 학습운용에 관한 연구
서유리(고려대)

1．들어가며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 교육 연구는 이미 1970년대 이후부터 학습자의 개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 수업에서는 이러한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현실적이 한계로 인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획일화 된 연구가 많았다. 또한, 일본어는 유
년시절 애니메이션이나 제2외국어 등으로 접하기 쉬운 외국어 중 하나로 성인이 되어서도 다시금 학습을 재개하기
쉽지만, 정작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는 많으나(李美淑, 2011) 연구는 현저히 적다. 성인 학습자는 지금까지의 학습
경험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일본어를 지속적으로 접하려고 하는 특징을 보인다. 평생학습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본
발표에서는 실질적인 학습자들의 개별성(성격유형)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일본어 학습운용 전반을 살펴보고자한다.
학습자의 개별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수법을 점검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선행연구 및 연구목적
학습자의 개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동기･태도, 학습전략･학습스타일, 성격･정서, 사회문화
적 요인 등 다양하다(林, 2006). 특히 ‘학습스타일’, ‘학습전략’, ‘동기’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을뿐더러 포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다(신은정, 2017).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자 요인은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 ‘사회적 요인’, ‘성격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연구되어 왔다(Lawrence, 1984; Skehan, 1989). 특히, Brown(2000)은 내재적 측면으로서의 ‘성
격’을 학습형태에 적용하여 지능, 태도, 흥미를 포함한 개념을 파악하며 학습자의 ‘성격’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나, 기존의 연구결과나 이론을 소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신은정, 2017).
학습자 개인의 진로나 심리상담에 주로 활용된 성격유형 연구 중 제2언어습득연구에서 지금까지 많이 사용된 것
이 MBTI(Myer-Briggs Type Indicater) 성격유형의 선호도 검사도구이다. MBTI는 Carl Gustav Jung의 분석심리학
이론에 근거하여 Katharine C.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가 일상생활에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한 비진단성 성격유형지표로 한국에서도 10년 이상의 표준화 작업을 거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Myers &
McCaully, 1987; 김종철, 2006; 신은정 2017; 최영임, 2017). MBTI 성격유형별 외국어 학습과 관련한 연구는 일본
어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은정(2007, 2017),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선택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종철
(2006) 외에 영어와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이다(박현선, 2000; 최영임, 2017). 이에 본 발표에서는 성인 일본어 학습
자의 MBTI 성격유형에 따라 이들이 어떠한 일본어 학습운용을 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더불어 MBTI 성
격유형별 효율적인 학습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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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수행에 앞서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조사협력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MBTI 성격유형 검사를 실시하
였다. 조사협력자는 현재 일본어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고 일본체재기간이 1년 이하이며 일본어 사용빈도가 낮은
일을 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의 15명(남6명, 여9명)이다.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성
인 일본어 학습자를 편의상 KAJ(Korea Adult Japanese Leaner)로 칭한다. KAJ 대부분은 처음 일본어를 접한 이후,
도중에 학습을 휴지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이들이 학습을 계속해오면서 어떠한 학습운용을 행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MBTI 성격유형검사는 16Personalities 한국어판을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총 54문
항으로 각각의 응답은 동의와 비동의의 7척도로 나누어있다.

4. 결과 및 고찰

4.1 KAJ의 MBTI 유형분포
KAJ의 MBTI 성격유형을 살펴보면 종래의 외국어 학습자의 결과와는 상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외향형과 내향
형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현재의 일본어 능력1)이 높다고 하여 하나의 MBTI성격유형에 편향되어 있지 않았다. 4
기질 중 SJ유형이 6명, NT유형이 5명, SP, NF유형이 각각 2명으로 나타났다(<표1>).

<표62> 연구대상자의 16가지 MBTI 유형분포

감각,직관
내,외향
내향 판단 J
I 인식 P
외향 인식 P
E 판단 J

사고 T
ISTJ
N=1
ISTP
ESTP
ESTJ

감각 S

감정 F
ISFJ
N=2
ISFP
N=1
ESFP
N=1
ESFJ
N=3

사고 T
INFJ
INFP
ENFP
N=2
ENFJ

직관 N

감정 F
INTJ
N=1
INTP
N=3
ENTP
ENTJ
N=1

이는 특정 심리유형의 학습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아닌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한 학습운용
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의 행동을 보다 손쉽게 예측하고 이해하고자 Keirsey(1984)는 MBTI의 16가지 성
격유형을 SJ유형, SP유형, NT유형, NF유형 4가지 ‘기질’로 나누어 분류하였고 Golay(1982)와 Fairhurst･
Fairhurst(2009)는 4가지 ‘기질’별 선호하는 학습이나 활동이 다르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Gregorc&Butler(1984)
의 학습전략을 토대로 한국의 일본어 성인학습자를 CS형, AS형, AR형, CR형 4가지의 학습스타일로 나누어 분석한
徐ユリ(2020)의 학습콘텐츠 제안을 참고하여 4.2절에서 KAJ의 MBTI 4가지 기질별 학습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효율적인 학습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4.2 MBTI 4가지 기질별 KAJ의 학습운용 (각각의 인터뷰 내용은 발표자료에 추가 예정)
<SJ유형(감각-판단형)> KAJ의 MBTI 성격유형 중 ESFJ가 3명, ISFJ가 2명, ISTJ가 1명으로 총 6명의 학습자가
SJ유형에 해당되었다. SJ유형은 체계적이고 미리 계획된 순서에 따른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는 수업을 선호하며 예
측된 순서대로의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KAJ의 인터뷰를 통한 SJ유형의 일본어 학습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꾸준하게 지속하기 어려워하지만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집중하는 벼락치기 학습스타일에 가깝다. 또 일본어를
1) 2020년 8~9월에 시행한 TTBJ(SPOT, 문법, 한자)종합시험 결과, 종합분야와 한자분야에서 각각 75점(100점 만점) 이상
을 받은 상위 7명의 학습자는 SJ유형 2명, SP유형 2명, NT유형 1명, NF유형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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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서의 체계적인 접근보다 국어적인 관점에서 직접 듣고 말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그러다보니 일본인과의 직
접적인 교류를 통해 일본어학습을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본어의 학습목표를 향한 학습보다 스스로 도구
적 동기의식을 부여하여 일본어 시험을 단기간에 목표로 취득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SP유형(감각-인식형)> KAJ의 MBTI 성격유형 중 ISFP가 1명, ESFP가 1명 해당되는 유형이다. SP유형은 직접
활동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는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KAJ의 인터뷰를 통한 SP유형의 일본어 학습운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SJ유형과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교류를 통한 학습을 선호하고 스스로 흥미가 있는 분야가 명확했다(패션, 아이
돌). 또 학습계획이나 운용에 있어서도 유동적으로 다르게 대처하다보니 명확한 학습계획을 세우기보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본인의 흥미와 접목시킨 학습운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NT유형(직관-사고형)> KAJ의 MBTI 성격유형 중 INTJ가 1명, INTP가 3명, ENTJ가 1명으로 총 5명의 학습자
가 NT유형에 해당되었다. NT유형은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
려져있다. KAJ의 인터뷰를 통한 NT유형의 일본어 학습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적인 ENTJ 외에 일본어 영상 콘텐츠도 물론 학습운용에 활용하지만 일본 문학에 대한
선호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다. 실제로 독립서점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 참석하며 영상 콘텐츠 속에서도 일본의
문화를 심층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통해 흥미를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INTP의 경우 소규모의 스터디나
학습파트너를 만드는 등 관계 형성을 통한 일본어 학습운용을 할 때 지속할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었다.
<NF유형(직관-감정형)> KAJ의 MBTI 성격유형 중 ENFP가 2명 해당되는 유형이다. NF유형은관계 지향적 성향
으로 상호 작용 수업을 선호한다고 알려져있다. KAJ의 인터뷰를 통한 NF유형의 일본어 학습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자기주도적인 학습운용 형태를 보인 유형이다. 학습계획은 물론이고 많이 알려진 획일화 된 방법보다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일본어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찾기도 하고, 직접 블로그나 오픈 채
팅방을 통해 일본어 학습과정을 공개하거나 스터디를 운영하는 적극적인 학습운용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5. 나오며
MBTI 성격유형별 KAJ의 학습운용을 크게 SJ유형, SP유형, NT유형, NF유형 4가지의 기질에 초점을 두어 살펴
보았다. 지속적인 일본어 학습을 위해 각각의 유형마다 다음과 같은 학습방안을 제안한다.
1) SJ유형: 체계적인 문법항목에 초점을 맞춘 구성이 아니라 실생활에 직접 접목시킬 수 있는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접목시킨 방안을 제시하면서 단기간에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일본어 테스트(SPOT)로 학습동기
를 부과한다.
2) SP유형: 선호하는 분야가 명확한 유형으로 관심있는 분야와 관련된 일본어 혹은 일본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유동적인 학습운용의 변화를 존중하며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방법을 다른 학습자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학습과제를 제안한다.
3) NT유형: 논리적인 전개나 독립적인 학습운용에 특화된 유형으로 무료 독서앱(Kindle)을 활용한 문학작품이나
문고판 서적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는 일본 문화와 관련한 독해자료나 영
상 콘텐츠(Marugoto)를 활용하여 이와 관련한 다른 자료를 소개하는 등의 과제를 제안한다. 플립러닝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NF유형: 자기주도적 학습운용이 가능한 유형으로 다양한 학습운용을 다른 학습자에게 소개하는 방안을 제시하
면서 그룹과제의 리더를 맡기면 효율적일 것이다. 다만, 지속적인 일본어 학습운용을 위해 학습지속에 방해되는 요인
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학습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확인하거나 스스로 세운 학습운용의 수행을 확인하는
등 조력자로서의 도움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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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다양화와 개별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는 하나 실제 수업에서는 학습
레벨에 따른 운영이나 다수의 학습자에게 맞춘 수업을 구성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전례없는
COVID-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교사는 더욱 학습자 개개인을
고려한 수업을 구성해야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기초조사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폭을 확대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며 실제로 MBTI 성격유형별 각기 다른 학습방안을 제시한 후 일본어 학습지속 여부나 학습운용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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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文學分科

第5∼8発表場

일본 고전시가 속의 매화의 이미지

남이숙 (군산대)

Ⅰ. 들어가기
매화가 일본에 도래한 것은 나라시대 견수사나 견당사에 의해 수입된 외래의 식물로 알려져 있다.1) 『萬葉集』를
참고하면 덴표(天平)이후 급속도로 매화의 노래가 읊어져 매화가지 매화꽃 매화나무 등의 표현으로 120수 읊어지고
있음 식물 중 싸리꽃 다음으로 2위를 점하고 있다. 요즘은 봄마다 행해지는 꽃구경이라는 하나미를 떠올리면 화사하
게 만개한 벚꽃을 떠올리지만, 이 시대를 대표했던 꽃은 실용적이었던 싸리꽃을 제외하면 매화였던 것 같다. 시대별
로 구분해 살펴보는 논문이 상당히 있지만, 매화의 이미지에 관한 논문은 거의 없다. 따라서 『萬葉集』이후의 팔
대집의 매화시를 쭉 검토한 이후의 내용을 분류하여 고전시가에서 매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노래하고 있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일본시가 속의 매화를 주제로 한 선행 논문은 임성철씨의 매화의 미적 표현이란 논문이 있긴
하지만, 이는 매화가 어떤 경물과 어우러져 많이 읊어지고 있는가를 『萬葉集』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음을 밝혀둔
다.

Ⅱ.본론

1. 모던 풍의 문화적, 미적 완상물
매화는 번잡한 곳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인적이 별로 없는 소박한 곳에 피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요염하지 않고 화
려하지 않으며 고귀한 향기를 발하기 때문일까.
수입된 당시 중국에서도 사랑 받은 꽃. 덴표의 문화인들은 중국의 문화가 선진 문화라 생각해 중국인들이 감상한
매화에 주목
귀족의 저택에 매화를 심고 시를 작송. 풍류 풍취의 대상으로 삼음
* 모던 풍의 문화적인 대상물

令和의 어원이 된 서문 巻五「梅の花の歌」
時に、初春の令月にして、気淑く風和らぎ、梅は鏡前の粉を披き、蘭は珮後の香を薫す。

이번 연호

매화는 거울 앞의 분가루처럼 희게 피어있고 난은 좋은 향기를 발한다.
* 매화 감상과 주연은 한 세트.-모던 풍의 문화적인 대상물

『萬葉集』권5에 매화가 32수 (815~846)를 참고하면 730년 정월 13일 오토모 다비토 (大伴旅人)는 다자이후
역원에 근무하는 이들을 관저에 모아 매화연을 개최하고 있다.

我が園に 梅の花散る 久方の 天より雪の 流れくるかも (萬葉)
823 梅の花 散らくはいづく しかすがに この城の山に 雪は降りつつ (萬葉)
827 春されば 木末隠りて 鶯ぞ 鳴きて去ぬなる 梅が下枝に (萬葉)
822

1) 湯淺 造史

『花の履歴書』 ３０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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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万代に 年は来経とも 梅の花 絶ゆることなく 咲きわたるべし (萬葉)

노래의 구성을 살펴보면 작가 개인이 자유로이 읊은 것이라기보다 렌가 식으로 먼저 읊어진 노래를 의식하며 다
음 노래로 이어지는 형식. 당시의 귀족들은 매화를 관상하며 그 느낌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던 것으로 추정. 요컨대
매화는 이국 취향의 지적 유희의 대상물.

梅の花夢に語楽みやびたる花と我思ふ酒に浮かべこそ (萬葉)

852

매화꽃, 꿈속에서 말하네. 풍류화라고、술잔에 띄우며（흩날려버리지 않고)

大宮人は暇あれや梅を挿頭してここに集へる (萬葉)

1883 ももしきの

귀공자 짬이 나셨나 매화 꺾어 머리에 꽂고 이곳에 모였네

変

梅 花折りてかざせむ

1443 ももしきに わらぬものは の

新古今)

(

매화는 오랫동안 이국정취를 풍기는 풍류의 꽃으로 인식
※덴표시대의 最古한시집 『懷風藻』에 매화가 연회나 유람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읊어짐

2. 봄의 전령사, 희망의 이미지
엄동설한에도 초록을 지키고 꽃을 피우기 때문에 대나무 소나무와 더불어 새한삼우라고 칭해짐.
15

我が宿の梅の立ち枝や見えつらむ思ひのほかに君がこませる(拾遺)

우리집 정원 높이 뻗은 매화 가지를 봤겠지요 뜻밖에 당신이 오셨으니
57

春はただ我が宿におみ梅咲かば離れにし人も見にと来生し(後拾遺)

봄, 우리집에만 매화꽃 핀다면 떠나가 버린 당신도 꽃구경하러 오실텐데

3. 암향과 그리움의 표상
만엽집에는 아래 한 수를 제외하고 향기에 관한 와카 거의 없음
4500 梅の花の香りをかぐはしみ遠けども こころもしのに君をしぞ思ふ（万葉)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매화 향기처럼 당신이 그리워 당신 생각으로 간절하다?
고킨슈 이후의 경향. 시각의 아름다움보다 향기를 중시
특히 어두운 밤중에 모습도 보이지 않는 꽃의 향기 예찬

月夜荷はそれとも見えず梅の花香をたづねてぞ知るべかりける
41 春の夜の闇はあやなし梅の花色こそ見えね香はやは隠るる
40

40은 어두운 밤 밝은 달은 모든 걸 비추어 주지만 어디에 매화가 있는지 모른다. 하얀 매화와 월광의 빛이 혼동
되어서다. 겨우 향기를 맡고 나서야 위치를 알아냈다.
41의 노래는 칠흑같은 어둠은 모든 것을 덮어 알 수가 없지만 봄날 밤의 어둠은 매화향기로 인해 다르다. 매화
가 있는 곳을 그 향기로 인해 찾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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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色よりも香こそ あはれと思ほゆれ 誰が袖触れし宿の梅ぞも(古今)

색깔보다 향내가 훌륭하다. 도대체 누구의 소매향기가 닿아 좋은 향기를 뿜었을까.
851

色も香も昔の濃さに匂へども植えけむ人の影ぞ恋しき (古今)

색도 향도 옛날과 변함없이 아름다운 향을 발하지만 이 꽃을 심은 고인이 그립도다

梅の花匂ふあたりの夕暮れはあやなく人にあやまたれつつ(後拾遺)

51

매화향기 물씬 나는 곳 석양이 되면 이상하게도 님의 체취로 착각하네
1446

梅の花なに匂ふらむ見る人の色をも香をも忘れぬる世に(新古今)43,46,50번 도 같은 내용

왜 이렇게 매화는 옛처럼 곱고 좋은 향이 날까. 출가해 세상을 잊어버리고자 하는데

매화가 피는 계절 꾀꼬리 소리 소나무에 부는 봄바람 가물도 하늘도 모두 매화향을 발하여 온 세상은 매화 향으
로 가득찬다고 묘사

末むすぶ人の手さへも匂ふらむ梅の下ゆく水の流れは(後拾遺)
28 梅が枝の花にこづたふ鴬の声さへ匂ふ春の曙(千載)
40 大空は梅の匂ひに霞みつつ曇りもはてぬ春の夜の月 (新古今)
65

※ ｃｆ；겐지모노가타리 梅が枝 참고

4.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낸 군자의 풍모
매화는 추위 속에서도 늠름하게 꽃을 피우는 기품을 가진 꽃으로 예찬. 이 때문인지 완상의 대상이기보다 존경해
우러러볼 군자의 꽃으로 읊는 경우도 많음. 대화의 덕목이나 강인함을 닮으려고 하는 의식 때문에 경사스런 식물의
대표격으로 선정. 小淸水卓 『万葉の草‧木‧花』3ｐ
송대 매란국죽이 사군자로 비유되며 송대 문인들에 의해 그 절개가 상징화되고 의인화 되며 군자의 풍모로 미화.
이러한 경향은 중국 송대부터 시작. 주자와 퇴계의 매화시 193p
남북조 시대는 그냥 일반적인 미적 대상물로 그려짐. 일본의 매화를 소재로 한 와카도 대체로 그러함
매화에도 인격을 부여 매화란 식물이 가진 속성인 덕목이나 강인함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함
매화는 꽃봉오리 채로 차가운 겨울 한기를 참아내고 순을 쉽게 터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인내 극기 절도 소박 절도의 상징

今日降りし雪に競ひて我が宿の冬木の梅は花咲きにけり (万葉)
心 知
花 昔 香 匂
(古今)
1445 梅の花なに匂ふらむ見る人の色をも香をも忘れぬる世に (新古今)
1649

42 ひとはいさ も らずふるさとは ぞ の に ひけり

1649; 오늘 내린 눈과 다퉈 겨울나무 매화는 엄동설한을 이기고 그윽한 향기를 피움

42의 노래; 해마다 奈良県 桜井市의 初瀬寺(헤이안 귀족이 영험이 있는 절이라 해서 많이 방문)방문 시 들렀던
여관을 찾았을 때 여관주인이 한참만이라고 빈정거리자 되받아 읊은 노래.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쉬우나 매화꽃만
큼은 예나 다름없이 지조를 지키며 날 반겨주고 있다고 응수. ※ 변하기 쉬운 속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과 변함없는
자연 마음이 대조적

1445; 上東門院이 출가했을 때 읊은 노래, 세속에서 색과 향을 발하는 매화와 세속적 정념

으로부터 이탈해 사는 上東門院을 대조. 엄동설한에 꿋꿋이 아름답게 은은한 향기를 발하며 피는 매화는 왜 이렇게
고운지..주인은 매화의 아름다운 색과 향을 지닌 매화의 기품을 잊어버렸는데. 출가하지 않아도 매화를 보며 탈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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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삶이 가능하다는 아쉬움 표현.
※cf; 한국의 경우
‧성리학의 대가

祭之洪( 1638~1741)

신선이 어느 해 제왕의 궁정으로부터 내려왔나
음기 가득한 세계에 홀로 정신을 발하네 ( 후략)

仙子何年 降紫辰(제왕의 궁전)
窮陰世界 獨精神 ( 후략)

‧조선 고종 때 유명한 가객 안민영 1832년

8수의 연작

바람이 눈을 모라 산창에 부딋치니
찬 기운 새여 드러 잠자든 매화를 침노한다.
아무리 얼우려 하인들 봄뜻이야 아슬소냐.
바람이 눈을 몰아 산속 집의 창문에 부딪치니
찬 기운 새어 들어 잠든 매화를 괴롭히는구나.
아무리 얼게 하려 한들 봄뜻이야 빼앗을 수 있겠느냐.

스승이었던 박효관이 가꾼 매화가 책상 위에 피어 있는 것에 영감을 얻었다고 전해짐
어느 꽃보다도 가장 빨리, 찬 바람이 아직도 창문을 두드리는 겨울에 꽃을 틔우는 매화는 지조와 절개를 자존심으
로 삼았던 조선 사대부들이 아끼고 또 즐겨 불렀던 소재. 안민영 역시 고결하고 정직하며 운치 있는 매화를 몹시 사
랑2)
때문에 매화는 ‘설중군자’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유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충신이나 자연에 은둔하는 선비의
분신으로 많이 사용.
※ 菅原道真(문장박사로 우다 다이고 천황의 총애를 받음. 매화를 사랑해 저택에 심고 가꿈) 藤原時平의 거짓
상소에 의해 901년 大宰府로 좌천- 福岡県의 꽃이 됨
東風吹かば 匂ひおこせよ 梅の花 主なしとて 春をわするな
이 노래에 감동한 매화가 멀리 규슈까지 찾아와 유배지인 정원에 싹을 피웠다고 함
(주인과의 약속을 어김없이 지켜 유배지까지도 그 향을 보내준다는) 유명한 飛び梅 전설의 배경이지만 다자이
후의 天滿宮에는 아직도 꽃을 탐스럽게 피우는 매화나무가 서 있다.

Ⅲ. 나오며
당일 정리

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istorybomul&logNo=222224345906 21.3.14 참조

- 132 -

土佐日記の表現の性格について

水谷隆(華頂短期大)

1．本研究の主旨
土佐日記は、源氏物語に代表される平安朝の仮名文学の成立に大きな影響を与え、近代以降の日本文学の特
徴的ジャンルである私小説にもつながる、日本文学全般のありようを方向付けた重要な作品であり、日本の文
学や文化について考究する上でも極めて重要なものである。しかし、この作品がどのように読めるのか、につ
いては、未だ定説を見ない。この土佐日記を読み解くための重要な観点が、「女性仮託」にあることは、諸氏の
言及するとおりだろう。本発表も、「女性仮託」という方法でもって、土佐日記がどのような読解を読者に求め
ているのか、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標とし、その目標に至る前段階として、仮託された「女」がいかなる人物と
して描かれているのか読み解こうとする試みである。

2．従来の説について
土佐日記は、冒頭の「男もすなる日記といふものを女もしてみむとてするなり」という言葉に従うならば、
本作品の記述主体（以後、筆者と言う）は、「女」ということになる。ただ、「からうたは、これにえかか
ず。」（12月26日条）等のように、筆者が女性であることをことさらに強調していると思われる記述がしばしば
見られる一方で、相当箇所に用いられる漢文訓読語や、露骨とも評される性的描写（1月13日条）が、筆者が男
性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すなわち、筆者が、冒頭で宣言された「女」として整合する、一個の人格として描
かれていない、という見方が早くからなされてきた。
そして、それに対して、「日記というものが、本来男性の執筆する漢字漢文のものであるという当時の社会
的通念を前提として、それを女性が模倣して日記を書いているのだという女性仮託のポーズを完璧なものとす
るために、貫之は、肩肘張って男の真似をしている女性作家という、苦肉の文章スタイルを意図」したのだと
いう解釈を萩谷（1967）が示して以来、様々な可能性が模索されている。また性的描写に関しても、同氏の「女
性にはそのような露骨な描写はできないし、またするべきではないというような議論は、……武家政治以後の日
本人社会に浸潤した見せかけだけの儒教倫理……を尺度とし」（萩谷1967）たものである、という指摘が当たっ
ているだろう。すなわち、この訓読語と性的描写でもって、筆者の人物像の分裂を言うことはできない。
しかしまた「亡児への切々たる哀恋の情は、匿名の夫妻の口を藉りて、折にふれ時につけて綿々と語られる
こととなっているが、その夫妻の人格が、時には、前国司の人格と重なり、舟君と重なり、また、作者に仮託し
たところの女性自身と一致するなど、甚だ不統一な点があり」（萩谷1967）という見解は、今までのところ基本
的に肯定され、土佐日記の筆者は「一貫した個性を持たず、一人の人間としてのはっきりとした像を持ってい
ない」（森田1996）というように言われるのが通例である。
むろん、統一的な筆者像を読み取るべくいくつかの提案もなされている。たとえば、「その女が主家のこと
を書くということであれば、自己を語らず、その個性がはっきり表面に出てこないのはけだし当然であ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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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佐日記』を貫之家の侍女（女房）が主家のことを書いているという姿勢は、ほぼ一貫してうかがわれる。」
（森田1996）などが、その代表的なものと思われるが、同氏自身が「むろん……帰宅した日……女の仮面を剥いで
貫之が表面にもろに出てくる」と自説を限定せざるをえなかったように、亡児哀悼の場面を記述する筆者像が
統一的に捉えがたい、ということに対する説得的な反論は管見に入らない。

3．「けり」に着目した読解
以上を踏まえ、本発表では、助動詞「けり」に着目することで、土佐日記の筆者像が、統一的なものとして読
み取れることを指摘したい。
はじめに、上に示した森田氏も筆者像の分裂を示すものとして認めた2月16日条の表現がどのようなものとし
て考えられているのか確認しておく。
作品中で、幼い女児を任地で失った人物は「母の悲しがらるる」（1月11日条）と、敬語が用いられる、筆者
とは別人格として示されていたのだけれども、2月16日条の記述、
思ひ出でぬことなく、思ひ恋ひしきがうちに、この家にて生まれしをんなごのもろともに帰らねば、いかが
は悲しき。船人もみな、子たかりてののしる。かかるうちに、なほ悲しきに耐えずして、ひそかに心しれる人と
いへりける歌、
生まれしも帰らぬものを我が宿に小松のあるを見るが悲しさ
とぞいへる。なほあかずやあらん、またかくなん。
見し人の松の千歳に見ましかば遠く悲しき別れせましや
について、萩谷前掲書が
土佐日記の作者は女性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これをＡとすると、ここで、亡児を悲しむ歌を読んだのは
作者Ａということになる。もし亡児を哀傷する立場にあるものを亡児の父母に限定するならば作者Ａ＝亡児の
母ということになる。そして、作者＝亡児の母であるところのＡと気持ちの通じている人ということになると、
亡児の父すなわち亡児の母の夫が最も妥当するであろう。そこでこの亡児の父をＢとする。ところが、正月十
一日条に、作者は亡児の母を三人称で扱い、しかもそれに敬語を用いて、作者Ａとは別個の人格であることを
示している。（下線は引用者による）
と、詳細に述べて以来、この場面では、筆者と亡児の母の人格が混乱・錯綜して描かれていると理解されて
きたようなのである。しかし、そもそも、この場面で亡児を哀悼する２首の和歌を詠んだのは筆者なのか。
2月16日条の記述において、亡児哀悼の和歌は「悲しきに耐えずして、ひそかに心知れる人といへりける歌」
として提示されている。さて、土佐日記は昔話を語り聞かせるという類の体ではなく、「日記」という、現在の
ことを記すという建前で記されているのだから、地の文で用いられる助動詞「けり」で示されるものは、筆者
の気づき、および伝聞に限定される。たとえば、
曇れる雲なくなりて、暁月夜いともおもしろければ、船をいだしてこぎゆく。このあひだに、雲の上も海の
底も、同じごとくになんありける。（1月17日条）
の「けり」は、ふと気づくと月光を受けた海面が、まるで空と連続したように見えることに気づいた感動を
表すものであろうし、
卯の時ばかりに船いだす。みな人々の船いづ。これをみれば、春の海に、秋の木の葉しも散れるやうにぞあ
りける。（1月21日条）
は、波にもまれる船が、春の海なのにまるで秋の木の葉のように見えたという驚きをもった気づきを表した
ものだろう。
「伝聞」の例としては、仲麻呂の逸話を想起する場面が典型的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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昔、阿倍仲麻呂といひける人は、唐に渡りて、帰りきける時に、船に乗るべきところにて、かの国人、むまの
はなむけし、別れをしみて、かしこの漢詩作りなどしける。あかずやありけん、はつかの、よの月いづるまでぞ
ありける。その月は海よりぞいでける。これをみてぞ、仲麻呂の主、「わが国にかかる歌をなむ、神代より神も
よんたび、今は上中下の人も、かうやうに別れをしみ、喜びもあり、かなしびもあるときにはよむ。」とて、よ
めりける歌、
青海原ふりさけみれば春日なる三笠の山にいでし付かも
とぞよめりける。（1月20日条）
また、船出を目前にして、前国守が新国守から呼び出され、向かった選別の宴の場面が
なほ守の館にて、あるじしののしりて、郎等までにものかづけたり。漢詩、声あげていひけり。和歌、主も、
まらうども、異人もいひあへりけり。漢詩は、これにえ書かず。和歌、あるじの守のよめりける、
都いでて君にあはんとこしものをこしかひもなく別れぬるかな
となんありければ、帰るさきの守のよめりける、
しろたへの波ぢを遠くゆきかひて我ににべきはたれならなくに
こと人々のもありけれど、さかしきもなかるべし。とかくいひて、前の守、今のも、もろともにおりて、今の
あるじも、さきのも、手とりかはして、酔ひごとに心よげなることして、いでいりにけり。（12月26日条）
と、「けり」を用いて描写されるのは、筆者が前国守に同行しなかったことを示すものとして理解できる。
さらに、
船に乗りはじめしひより、船には紅濃くよききぬ着ず。それは海の神におぢてといひて。何のあしかげにこ
とづけて、ほやのつまのいずし、すしあはびをぞ、心にもあらぬはぎにあげてみせける。（2月13日条）
にしても、筆者が水辺での沐浴に加わらなかったことを表示すると考えて得心が行く。これ以上の例示は省
略するが、土佐日記中の「けり」はすべて「気づき」か「伝聞」と考えて無理はないと思われるのである。つま
り、問題の2月16日条の歌が「悲しきに耐えずして、ひそかに心知れる人といへりける歌」と提示されている以
上、ここに記された亡児哀悼の和歌は、筆者自身のものではなく、筆者とは別人格である亡児の親が詠んだも
のを、後に筆者が伝聞したという体で描かれていると捉えるべきである。つまり、この部分、ほとんどの注釈
書類が注意していない（たとえば、「ひそかにこの心をわかり合う人と言い合った歌は」（菊池1995）のように
訳す）なかで、小西（1951）の示す訳文「ひそかに気心が知れてゐる人といひあつたかといふ歌」こそが、正鵠
を射ているものと考える。
以上のことを要するに、筆者は前国司に随行する一人の「女」として、統一的に造形されているのである。

4．「女」のイメージ
次に、筆者の人物像がどのようなものとして描かれているのか、亡児哀悼の場面から読み取れることを指摘
しておきたい。まず前提として、幼児の死を悼む和歌は、この時代にあっては、公然と表明すべきものでな
かったらしいこと（拙稿1999）を確認しておく。その上で、亡児哀悼の和歌が土佐日記でどのように提示されて
いるのかを一覧しよう。
かくあるうちに、京にてうまれたりしをんなご、国にてにはかにうせにしかば、このごろのいでたちいそぎ
をみれど、なにごともいはず。京へ帰るに、をんなごのなきのみぞ悲しびこふる。ある人々もえたへず。このあ
ひだに、ある人のかきていだせるうた、
みやこへと思ふをものの悲しきはかへらぬ人のあればなりけり
また、あるときに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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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るものと忘れつつなほなき人をいづらととふぞ悲しかりける
といひける（12月27日条）
この歌は、「書きて出だせる」ものである。この表現は伊勢物語81段の記載からも明らかなように、周囲の
人に知られぬよう、密かに和歌を交わすことを表している。二首目のあとに記される「いひける」も、筆者が直
接にこの場面を見ていなかったことを意味する。つまり、亡児哀悼歌は人前から隠そうとされている。
このはねといふところとふわらはのついでにぞ、また昔へ人を思ひいでて、いづれのときにか忘るる。今日
はまして母の悲しがらるることは、下りし時の人の数たらねば、古歌に、「数はたらでぞかへるべらなる。」と
いふことを思ひいでて、人のよめる、
よのなかにおもひやれどもこをこふるおもひにまさるおもひなきかな
といひつつなん。（1月11日条）
この歌は、多くの注釈書で子どもを悼む歌として括られるが、厳密に言えば、亡児の母自身が詠んだもので
はなく、悲しむ母の様子に触発された、親子の情を詠み上げたものであり、亡児哀悼歌ではない。
この泊まりの浜には、くさぐさのうるわしき貝、石などおほかり。かかれば、ただ昔の人をのみ恋ひつつ、
船なる人のよめる、
よする波うちもよせなむわが恋ふる人忘れ貝おりて拾はん
といへれば、ある人のたへずして、船の心やりによめる、
忘れ貝拾ひしもせじ白玉を恋ふるをだにもかたみと思はん
となんいへる。をんなごのためには、親をさなくなりぬべし。（2月4日条）
「寄する波」の歌は、歌の言葉だけを見れば、亡児を悼むものとは限定できない。むしろ、事情を知らぬ傍
観者には、
わがせこに恋ふれば苦しいとまあらばひりひてゆかむ恋忘れ貝
（万葉集巻六964「坂上郎女向京海路見浜貝作歌」）
秋さらばわが船泊てむ忘れ貝寄せきておけれ沖つ白波（万葉集巻十五3629「属物発思歌」の反歌）
などのような、属目の景を詠んだ歌として受け取られるだろう。一方、二首目は、子どもを象徴する「白玉」
そして「形見」という言葉からして、亡児哀悼の歌と取られる可能性が高い。ただ、ここで注目したいのは、こ
のような歌を詠んだ人物のことを筆者が、幼い、と評していることである。つまり、筆者は、亡児哀悼の情を、
それとわかるかたちで和歌に詠み、人前に出すという振る舞いを、幼稚な、言い換えれば、常識ある人間であ
れば避けるべきことだと言っているのである。
ここに昔へ人の母、ひとひかたときも忘れねばよめる、
すみのえに船さしよせよ忘れ草しるしありやとつみてゆくべく
となん。（2月5日条）
この歌は、前日の一首目と同様、哀傷ではなく、住之江の属目の歌として、普通には理解されるだろうもの
である。
そして、2月16日条の二首は、前述の通り、筆者さえ知らないところで密かに詠み合った歌であった。
以上、土佐日記は、一貫して、亡児哀傷の歌を、公然と表明すべきものではないという体で示していること
が見て取れる。言い換えると、日記の筆者である「女」は、まさに常識人として造形されており、ひいては、土
佐日記の表現は、常識的な考えを有する平凡な「女」によって記されたもの、ということを演出するような性
格を有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それが、本発表の結論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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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戸を逃れた二代目十返舎一九の写本考

康志賢(全南大)

< 目次 >
Ⅰ．緒 言
Ⅱ．江戸を離れてから、天保十一～十三
年成立の写本
1．天保十一年初秋成立合巻『紅葉
錦赤城物語』
2．天保十二年春成立人情本『人情
春之正夢』

3．天保十二年冬成立合巻『花紅葉
宝山姥』
4．その他、成立時期不詳の「無可誌
噺」
Ⅲ．剥奪される名跡
Ⅳ．結 語

Ⅰ．緒 言
十返舎一九の名跡を襲名した後代の人々について、纏まった研究がなされず、不明の部分が多いせい
か、誤解された伝記や履歴が説かれたりする。そのような学界の現況に鑑みて、先ずは三代目一九こと三亭
春馬について纏め上げてから、次に二代目一九の小伝を構築する作業を行ってきた。その結果、拙稿

e

a～

1)の題名が示す如く、転門に従って改名していった糸井武の様子を追うことができた（以下、代表する名前と

して「糸井」を用いる）。それは糸井が関わったと思しい著作を、一作ずつ取り上げ、書誌学的視座にて論じ
ることで成し遂げられた成果である。即ち、刊年や作者、序・跋者、初版本・再版本などに関する先行研究を
補訂したり、不詳のところを明らかにする作業でもあった。
殊に、初代一九が没した翌年の天保三・1832年、二代目を襲名、天保四年その事実を大々的に公表す
る糸井については拙稿ｄで、襲名後の天保五年以降の本格的な「十返舎一九」としての著作活動について

eで詳論した次第である。そして、本稿では、江戸を逃れざるを得なくなる天保八・1837年以降の著作
活動に焦点を当てる。拙稿b・ｃで詳論した如く、「三九」は糸井の二十七歳に因んで、初代一九が授けたと
は拙稿

いう記録と、稿者管見の限り「十字亭」の初出は文政十一・1828年、「十字亭三九」の初出は文政十三年と
いう署名例を照合すると、糸井は享和元・1801年か享和三年生まれである。そして、刊年が確認できる最後

1)拙稿a(2020)「磯川南嶺・東船笑登満人の文政中期著作活動について」『日語日文学研究』113号、韓国日語日文学
会、pp.217－239
拙稿b(2020)「東船笑登満人・十字亭の文政十一年著作活動について－為永門下から十返舎門へ－」『日本語文学』85
号、韓国日本語文学会、pp. －
拙稿ｃ(2020)「十字亭三九の文政末期・天保初期著作活動について」『日本語教育』92号、韓国日本語教育学会、pp.
拙稿ｄ(2020)「糸井武作『仇競今様櫛』からみる天保四年の<二代目十返舎一九>公表を巡って」『言語文化』52号、韓
国日本言語文化学会、pp. －
拙稿e(2021)「糸井武の<二代目十返舎一九>としての著作活動考」『言語文化』5 号、韓国日本言語文化学会、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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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管見作品が、四十歳前後の天保十三・1842年序・刊の合巻『一休禅師煎茶之口取』(いっきゅうぜんじせ
んちゃのくちとり)である。よって、三十代後半以降の糸井最晩年の著作について、書誌学的視座にて照査
する本稿を以て、二代目一九こと糸井略伝の一応の締め括りとしたい。2)

Ⅱ．江戸を離れてから、天保十一～十三年成立の作品
１．天保十一年初秋成立合巻『紅葉錦赤城物語』
２．天保十二年春成立人情本『人情春之正夢』
３．天保十二年冬成立合巻『花紅葉宝山姥』
江戸での板行を目指して故郷で筆を執って前年成立した合巻『紅葉錦赤城物語』に続いて、合巻『花紅
葉宝山姥』(はなもみぢたからのやまうば)も同じく江戸での板行を目指して書かれる。摺付表紙下書きに「十
返舎一九作・五渡亭国貞画・錦森堂上梓」、扉に「とら・はる・しん・はん(：壬寅・天保十三年）」、自序に「天
保十二辛丑年孟冬」とあるので、翌天保十三年正月、江戸の錦森堂よりの板行を目指した稿本であること
が窺い知れる。
当該稿本は上巻三冊と下巻三冊を各々合綴した四つ目仮綴じの全三十丁もので、その全六冊を包んだ
前の紙に「十返舎一九作・花紅葉宝山姥・全六冊・合巻上下二本・草稿・外ニ表帋ノ下書キ二枚入」と墨
書（本文と同筆致、「草稿」と明記されたから
には作者自筆の草稿か）され、後ろの紙に
「春売り新板草稿／於尾州智多郡 遊歴先
認候分 呈進候 早速御取掛可下候（御取
掛り候事？）／十返舎（印ナシ）。／森屋治
兵衛様・久八(番頭か)様」という江戸での出
版を依頼する手紙の墨書からして一層明ら
かになる。依頼先である錦森堂森屋治兵衛
の版行作品は、、、、
当該作は作者側から版元や絵師への希望
事項が事細かく述べられることで、合巻の製
作過程は勿論糸井の創作意識が窺える資
料にもなる。例えば、上巻末尾の奥付の位置
に朱筆で「画は国芳公へ御あつらへﾆても急
ﾆ間ﾆ入、ほか■■国貞公へ御廻し。■■場
にてかきものがこみ居り、あと廻しなとヽ例のづ
るけﾆてはこまり■其事を目出度の貞筆■よ
く、…。もし／＼とりこみ居■■急ﾆ、したヽめ
■られ…五渡亭方へ中とかきりてお願申舛、
■■御出■■■。一九。錦耕堂様」、下巻
2)本稿では特記した場合以外は底本の翻字は稿者による。翻字に際して、判読不可の箇所は■で示し、適宜句読点を付
す。特に、本稿では多くの作品と編数を取り上げて書誌を論じるという性格上、強調の意味合いとして本文や引用
文中に太字や下線、文字囲いにて分かりやすさを図る。（：）とした括弧中は稿者補記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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奥付の位置とそれに続く裏表紙にも「画は国芳子へ…」という糸井こと「一九」の手紙の墨書があるが後者は
判読不可である。絵師に関しては、扉の位置に、朱文字で「外題ノ画組 トヒラの画組共 別に巳ん（呈？）
■し。其画組の生写等一行／画工え御巳ん（呈？）■の事」の指示書きもある。
前掲『紅葉錦赤城物語』識語においては「国貞子もしいそがしくてかゝれぬか、又はれいのへはまってづるけ
るならば、国芳子か国直子のうちへ御かゝせなされたし」と版元鶴屋に頼んでいた。本作では絵師として先ず
は国芳を望み、駄目なら国貞という、絵師の性格まで知っているかのような口ぶりにて優先順位を決めるくら
い、まだ有力版元へ口が利いていたのだろう。その版元が次のように「錦森堂森屋治兵
衛」のはずが、「錦耕堂山口屋藤兵衛」へと書き間違えるという粗相をもやらかす。、、
、、、
十返舎一九という名跡もまだ堂々と使えたようで、上巻巻尾名壺に「歌川国芳画＋年
玉の印」とともに「十返舎一九作＋熊手に<花>字の花押【図7】」を、下巻巻尾名壺に
「（余白）画＋印を後に入れる□の表示」とともに「十返舎一九作＋印を後に入れる□の
表示」を置く。また、扉の下書きが半丁ずつ二枚遺存していて、その中の上巻扉に朱筆

で「とびら上

の巻」、「子持山姥／華の巻・紅葉の巻／全六冊」、「錦森堂梓・錦

森」、「戯作者十

返舎一九＋

熊手に<花>字の印【図8】／浮世絵師香蝶楼国貞＋年玉を上下重ねた印」とやはり印

まで出 して

いる。
【図7】『花紅葉宝山姥』巻尾/【図8】『花紅葉宝山姥』扉

巻数を二・三・四・五・六と当該丁の匡郭上部に記すことで、本文の体裁も合巻に合わせており、ストーリー
は本田康雄稿指摘の如く、亡命後滞在して庇護を受けていた盛田家（：尾張国知多郡小鈴ヶ谷）の酒蔵
業宣伝を狙いつつ、土地（：小鈴ヶ谷<こすがや>）の伝説を上手く利用した内容になっている。そのような盛
田家の酒蔵業宣伝を趣向にしていることは、当該合巻の至る所から見て取れる。
その一、摺付表紙と扉の絵組である。包み紙と表紙の次に上下巻の摺付表紙の下書きが半丁ずつ二枚
遺存するが、それを並べると【図9】のように見開きで繋がる絵柄になる。「櫻楓宝山姥(はなもみぢたからのやま
うば)、全六冊、上、下、十返舎一九作・五渡亭国貞画・錦森堂上梓／表紙上下二枚」とあって、絵柄には
桜、紅葉を背景に、中央に鉞にて猪を押さえている子供の金時、左に山姥、右に源頼光、頼光に傘を差す
仕丁が描かれる。そして、積まれた酒樽
の商標として「猩々・子の日・富士の白
雪・胡蝶・はつ音・玉川・みどり・若杉・
子持ち縞引かれた酒樽（つまり「こもち」
という銘柄）・（不明）・白菊・松の高砂・
離れた酒樽に<盛>」と、文字と絵の組
み合わせで酒の銘柄をも判読できるよう
に描かれる。朱筆で絵の指示書きが施
されるが、その朱筆の訂正書入と本文
は同筆致なので作者の自筆草稿と判
断される。
【図9】『花紅葉宝山姥』表紙

扉の下書きも半丁ずつ二枚遺存する
が、その中の下巻扉に子持ち縞が描
かれた大きな酒樽(盛田の朱印添えられる)の横に朱筆で「こもち・ﾄよまする」と正確な名称まで注記する。酒
樽の下に「山姥・全六冊（朱筆で「赤」）」、山姥の右下に朱筆にて「と、かやうにいたしてもよし」、「十遍舎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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香蝶楼画／とら・はる・しん・はん」、「錦森堂記(朱筆で「赤」）」、「下の巻ﾆ
はとびらなくともよし。いつれにても御見■可被御用ひし事」、朱筆で「右二
ツのうちいづれなりとも御用ひし事」のように細かい指示がなされる。
その二、序文の趣旨である。「自序（＋朱文字で兼五味）。…（花紅葉の
景勝も酒有ればこそと酒を賛美、酒の由来や酒を宝山という理由を説明し
てから）こゝに宝の山姥(やまうば)が子(こ)の、酒田公時(さかたのきんとき)(：坂
田金時)が伝を著し、…戯作者が自勝手(てまへがって)に序することしかり。
維時天保十二辛丑年孟冬上浣・十返舎一九誌＋丸の記し」の戯文は、
『花紅葉宝山姥』という題名の由来を説明するために、「酒」に故事付ける
のである。
【図10】『花紅葉宝山姥』口絵

その三、口絵3．の絵組である。まず口絵1.には「（朱筆で）大船の中の図
なり」の指示書きあって、主人公である海賊と花魁の相対の姿が、口絵2.には右にお局と姫の姿、左に山姥
と子供の金時の姿が描かれる。それから口絵3．【図10】は、「（朱筆で）樽をつみ上ｹたる上ﾆ盃ｦもってゐると
ころ」の通りに、上方に「金」と書かれた大きい盃を持って見得を切る体の「酒田公時」、積み上げられた酒樽
には「子の日（のまつ）・こもち（子持ち縞引かれた酒樽）・はつ音・胡蝶・高砂」の盛田家製の銘柄が並ぶので
ある。当該口絵の通りの「子の日の松」酒樽が前掲ＨＰ写真の如く脈々と近代まで継承されていたことも確認
できる。

4．その他、成立時期不詳の「無可誌噺」

Ⅲ．剥奪される名跡
Ⅳ．結語
一九代々の年譜を構築する作業の一環として、以上は二代目一九こと糸井の後半期の人生を振り返った
ものである。二代目十返舎一九になって、わずか六年目にして、江戸を逃れた天保八年以降の晩年の著作
活動を見渡すことで、「襲名」という文化の中で名跡が剥奪されざるを得なかった状況まで論を及ぼした次第
である。斯くして、糸井略伝の締め括りとする本稿では、三十代後半以降の著作について書誌学的視座に
て精査した結果、次のような知見が得られた。
二代目一九として活発な著作活動をしていた糸井は、天保八年江戸を逃れては、天保十一年初秋、生
まれ故郷・赤城で合巻『紅葉錦赤城物語』を、庇護を受けた尾張・知多の豪商のために天保十二年春人情
本『人情春之正夢』と、同年冬合巻『花紅葉宝山姥』を書くが、これらは板行には至らなかった。
且つ又、仏説を読み聞かせるために書いたと思しき成立時期不詳の「無可誌噺」まで、晩年の様子を窺う
ことができた。しかし、その後の糸井の名の出る著作が見付からないことから、一九の名跡は生存中取り消さ
れたこと、不祥事勃発に際して名跡が取り上げられることは、慣例であったことまで論じた次第である。

- 141 -

<요지>
에도를 떠난 2세 짓펜샤 잇쿠의 사본에 대하여
1834년「2세 짓펜샤 잇쿠」가 된 이토이가, 에도를 벗어나 도피한 1837년 이후 지방에 있어서의 저작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습명」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명적(名跡)이 박탈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고찰하고자 하
였다. 그리하여 이토이의 간략한 연보 및 전기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마무리 짓는 본고에서는, 30
대 후반 이후의 사본에 대하여 서지학적 시점으로 상세히 논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견해를 얻을 수 있었다.
에도에서 2세 잇쿠로서 활발한 저작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토이는, 에도를 떠난 1840년 초가을, 고향에서 고
칸『모미지노니시키 아카기모노가타리』를 집필하였다. 그리고 고향을 떠난 뒤 원조를 받게 되는 치타(知多)의
거상(豪商)을 위하여, 1841년 봄에 닌죠본『닌죠 하루노마사유메』와, 같은 해 겨울에 고칸『하나모미지 타카라
노야마우바』를 집필한다. 그러나 이 세 작품은 결국 출판되지 못한다.
한편, 불교설화를 강독하기 위한 자료로 집필했다고 여겨지는 성립시기 미상의 「무카시바나시」를 통하여
그의 만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의 이토이 관련 이름이 나오는 저작물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
로 판단하건데, 잇쿠로서의 그의 명적(名跡)은 생존 중 박탈되어졌으리라는 것, 불상사를 일으킨 경우 명적이
취소되는 것은 당시의 관례였음을 논한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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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야 다카유키『사야카』‘사실’과 ‘허구’의 경계
박정이(부산외대)

1．서론

1.1 선행연구
① 文慶喆(2003) 「朝鮮を三度も救った日本人「沙也可」」,『綜合政策論号』(2-2), 東北文化学園大学
② 李寶燮(2007) 「帰化武将沙也可(金忠善)に関する評価の変遷」, 『広島修大論集 人文編』(48-1), 広島修
道大学
③ 김선기(2009) 「항왜 사야가(沙也可ㆍ․金忠善)의 실존인물로서의 의미와 평가」, 『한일어문논집』(13), 한일일
어일문학회
④ 최장근(2011) 「金忠善에 대한 정밀 탐구 -관직으로 보는 沙也可의 위상- 」, 『일어일문학』(52),대한일어일
문학회
⑤ 박려옥(2015) 「항왜 장군 김충선(사야가 沙也可) 연구 - 일제강점기 한일의 인식과 역사적 평가 -」, 『일본
어문학』(70), 일본어문학회
⑥ 박경하(2015) 「귀화인 金忠善(沙也可)의 생애와 역사문화콘텐츠로의 재현 사례」, 『다문화콘텐츠연구』(19),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⑦ 김재덕(1998)「慶長役 ( 丁酉倭亂 ) 400周年 豊臣秀吉の朝鮮侵略の殘したもの : 慕夏堂 金忠善 ( 沙也
可 ) の 生涯 」, 『일본학』(17),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일본이나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는 김충선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에미야 다카유키『사야카』작품에 관련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유의미
한 연구가 될 것이다.

1.2 집필동기
だが、沙也可が実在したことは確実であるが、(略)日本側の武将として出陣した時の本名も、出身地も、そし
てもちろん年齢も分かっていない。沙也可が記したという『慕夏堂文集』についても、沙也可本人の筆になる
ものではなく、後世に誰かによって書かれた偽書、と言う人ともいるほどである。(略)本書では①沙也可は、秀
吉の朝鮮侵攻の時に青年武将として出陣した②釜山に上陸して後に朝鮮側に帰順したこと(朝鮮側では、こうし
て朝鮮軍に投降した日本将兵を降倭と呼んでいる)③沙也可は、鉄砲の扱いに巧みで朝鮮軍に鉄砲の技術を伝達
したこと④日本軍が撤退した後も朝鮮に残って、国内の乱や北方女真族の乱に参戦したこと⑤朝鮮国王から貴
族「両班」に列せられ、「金忠善」という名前を賜ったこと⑥日本が朝鮮を併合という名前で植民地化した後、
総督府によって「反逆者」「売国奴」などと罵倒されたこと(沙也可本人ばかりかその子孫に当たる金一族も同
様の目に遭っている)⑦現在はその存在を知る人が増えて、日韓友好親善の架け橋の役割として再確認されてい
ること⑧一九九八年度には、日本、韓国双方の中学・高校歴史教科書に取り上げられたことなどを、基本にお
いた。
(江宮隆之(2005),『沙也可 義に生きた降倭の将』, 結書房,p.358)
→ 에미야 다카유키(江宮隆之)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사야가 의에 산 항왜 장수(沙也可 義に生きた降倭の
将)』를 집필했다고 한다. 이에 역사적 ‘사실’과 ‘허구’와의 관계를 작품의 사건, 인물, 구설을 중심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 143 -

2．‘사실’과 ‘허구’의 경계 : 인물
2.1 ‘김충선’과 ‘사야가’

① 박려옥(2015) 「항왜 장군 김충선(사야가 沙也可) 연구 - 일제강점기 한일의 인식과 역사적 평가 -」, 『일본
어문학』(70), 일본어문학회, pp.261-262.
시기
1571

연령
1

1592

22

1593

23

1597

27

1598
1600
1603

28
30
33

1613

43

1615
1617
1620
1623
1624

45
46
50
53
54

1627

57

1628
1636
1642

58
66
72

관련사항
1월 3일 일본에서 출생(모)
4월 13일 가토 기요마사의 우선봉장으로 부산상륙
4월 15일 침략의 뜻이 없음을 알리는 효유서(曉諭書) 발표
4월 20일 경상도 병마절도사 박진에게 강화서를 보내고 휘하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귀순
11월, 본도병영에 조총과 화약 제조법을 가르치도록 주장
12월, 선조 종2품 가선대부의 벼슬을 내림(이상, 모)
4월, 도원수 권율과 어사 한준겸 등의 주청으로 자헌대부로 승품

•
•
•
•
•
•
•
•선조 성과 이름을 하사(승, 모)
•정유재란 당시 김응서 휘하에서 전공을 세움(조, 모)
•조총 화포 제작, 사용기술 보급(모)
•1월, 울산 증성(甑城)에서 왜적을 대파(모)
•우록동에 정착. 진주 목사 장춘점의 딸과 혼인(모)
•여진족 침입, 북방 변방 방어 자청(모)
•10년간의 수호를 마치고 우록동으로 돌아옴(모)
•정2품 정헌대부에 가자(승, 모)
•장남 경원 출생
•차남 경신 출생
•삼남 우상 출생
•사남 계인 출생(이상, 모)
•3월, 이괄의 난 발생. 이괄의 부장인 항왜 서아지를 추포(승, 모)
•오남 경인 출생(모)
•정묘호란 발발. 항왜 자손 25명을 거느리고 종군(승, 모)
•가훈과 향약 마련(모)
•병자호란 발발. 광주 쌍령 전투에 부하인 항왜 김계충, 김계수, 김성인, 김귀성 등을 이끌고 출전(모)
•9월 30일 생을 마감(모)

※ 조선왕조실록 (조), 승정원일기 (승), 모하당문집 (모)시작。
② 작품 속 ‘사야카’의 약력
시기
1570
1578
1585

연령
1
8
15

1592

22

1593

23

1596
1598
?

26
28
?

1600

30

관련사항
출생
어머니 사망
아버지, 형 사망
사야카 비젠 나고야 이주

•
•
•
•
•3월, 조선으로 출병
•4월13일, 부산성 출진
•4월18일, 경주 출진
•6월, 임진강 출진
•7월 하순, 평양 출진,
•이청란(17살)을 만남
•2월, 청란과 이붕수와 재회
•항왜 결심
•9월, 이청란(이붕수·흑이장군의 여동생)과 결혼
•8월, 고니시의 도피를 도움
•우록동에 정착. 장티푸스로 인한 청란의 죽음
•진주 목사 장춘점의 딸과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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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1624
1627
1642

33
52
57
72

•장남, 차남, 장녀 출생(3년 간)
•여진족 침입, 북방 변방 방어 자청(모)
•이활의 난, 서아지 반란 진압
•정유호란에 참전
•9월 22일 사망

→ 역사적 사실 ‘사야가’인 김충선과 에미나 다카유키 작품 속 ‘사야가’인 김충선의 약력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하고 싶은 점은 ‘사야가’의 2번의 결혼 이야기와 자식들 출생문제이다. 또한 주요 등장인물에서도 그
러한 경향은 나타난다.

2.2 주요 등장인물
① ‘역사’적 인물
•伊藤博文, 幣原坦
•徳川家康, 豊臣秀吉, 小西行長, 加藤清正, 石田三成
•李鎰, 郭再祐, 李舜臣, 李鵬壽, 張春点, 張清華
•金在徳
•ルイス・フロイス, 慶念
② ‘허구’적 인물
•音羽の三郎, 城戸の三四郎, 立岩の三介, 九龍, 岩室坊, 清香
•李清蘭
→ 작품 전개에 있어 주목되는 인물은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이다. 이 두 인물의 갈등과 대립하는 장면
은 곧 ‘사야가’가 항왜(降倭)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사람의 여인에 대한 묘사 부분이다.
사실적 인물 장청화(張清華)에 비해 일본에서 연모한 사야가(清香)나 이붕수의 여동생 이청란(李清蘭)과 결혼 한 사
실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흥미롭게 세 사람의 이름에는 모두 ‘清’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야가’인
김충선이 항왜를 결심하게 만든 인물도 다름 아닌 사야가(清香)이다. 스즈키 마고지로(鈴木孫次郎)를 ‘사야가’라 했
는데, 이는 그의 원래 고향이었던 雜賀(사이가)에서 유래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加藤軍から戦線離脱して「降倭」となった雑賀衆は、この後「サヤカ」と呼ばれるようになる。そし
て、いつの間にか「サヤカ」の名乗りは、集団としての雑賀衆のことではなく、鈴木孫次郎、即ち「雑賀孫次
郎」のことを呼ぶ名乗りになって行く。（p.269)
孫次郎を朝鮮の義勇兵たちは「サヤカ」と読んだ。「雑賀衆」の「雑賀」が、彼らには「サヤカ」と聞こえ
た。「サヤカ」はいつの間にか鉄砲の名人揃いの雑賀衆を率いる孫次郎本人の名前になって伝わっていた。こ
の「サヤカ」の存在が、逆に日本陣営に伝えられた。あろうことか朝鮮軍に鉄砲の上手がいるとは、の驚きが
「沙也可」という漢字で伝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略)こうして「沙也可」は、朝鮮軍にも日本軍にも「正体
不明の鉄砲の名手」として伝えられることになった。(p.279)
こうして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야가의 한자 표기가 ‘沙也可’로 된 것은 ‘음(音)’을 따와서 한자로 표기한 것을 짐작
된다. 그런데 사실 음만으로 판단하면 남성이 아니라 ‘사야가’는 여성인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김충선인 ‘사야가’가 일본에서 연모한 여인의 이름이 사야가(淸香)라는 점은 ‘사야가’(沙也可)라 칭해지는 스즈키 마
고지로와 어떤 연과성도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사야가(淸香)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은 확
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역으로 작가 에미야 다카유키가 역사적 인물 이청란(李清蘭)의 ‘淸’을 매개로 ‘사야가(清
香)’라는 인물을 조형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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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실’과 ‘허구’의 경계 : 서술자
3.1 기록
구분
차이
동일

『沙也可 義に生きた降倭の将』

역사
朝鮮日記
宇津宮高麗陣物語

朝鮮物語
宇津宮高麗帰陣物語

日本史, 承政院日記, 李朝實錄, 宣祖実録, 乱中雑録, 仁祖実録, 慕夏堂文集

※『秘本兵法』
→ 서술자는 역사의 기록을 가져와 사건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위의 표와 같이 역사물과 동일한 기록을
가져오기도 하고 역사적 기록물과 불이치하는 기록을 가져와 인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본에서 쓰이어진 두 기록물
만 이름이 다르다. 내용의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이름이 다르면 다른 기록물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왜 이렇게 달리
표기를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한편『慕夏堂文集』의 기록적 사실을 가져 온 것이라면 사실과 동일한 내
용이 묘사되어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3.2 묘사
烏は、雑賀の鈴木氏には大事な鳥である。烏を神の使いとする熊野神社の流れを、鈴木氏が継いでいるから
である。孫次郎が愛したカア助は、その意味で孫次郎、ひいては沙也可の象徴的存在として登場させた。（略)
雑賀衆が自由に生きた人々であったことを象徴させたかった。烏の寿命は十年前後と言われる。（略)物語の中
とはいえ、筆者には愛着が深い鳥である。（pp.361-362)
→ 작품에 나오는 까마귀 묘사에 대한 저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작품이 ‘픽션’이라는 사실을 확
연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4. ‘사실’과 ‘허구’의 경계 : 구성
4.1 시간구성
구분
서장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종장

시간설정
1904년-1906년
1570년-1585년
1590년-1592년
1592년 4월13일
1592년 4월18일
1592년 6월
1592년 7월 하순
1593년
1593년-1598년
1600년-1642년9월22일
2005년

장
抹殺
雑賀衆
唐武陣
美しい朝の国
漢城陥落
李舜臣
明軍動く
梅北の乱
離反
友鹿洞
復活

→ 작품 시간설정은 근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92년 및 1593년
을 시간 축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야가’를 조명함에 있어 서술자(또는 작가)는 사야가의 ‘항왜’의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장’을 1904년으로 설정한 이유와 이 작품의 부제이기도 한 “의에 산 항왜 장
수”의 ‘의’의 의미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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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칭적 장 구성
→ 5장 “이순신”을 중심으로 임진왜란이 전개된 상황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장 “말살”과 종장 “부활”을
배치함으로써 이 작품은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건의 전개, 작품의 주제와도 연동된다.

5.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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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초기삼부작」 의 쥐의 죽음
- 쥐의 공간과 쥐의 소멸의 의미에 대하여 -

강윤경(경북대)

1.들어가며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이하 하루키라 칭함)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風の歌を聞け)』 『1973년의 핀볼
(1973年のピンボール)』 『양을 쫓는 모험(羊をめぐる冒険)』 으로 「초기삼부작」을 완성을 하면서 일본문단의
새로운 장르를 대표하는 소설작가가 되었다. 그 새로운 장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이전
의 일본근대문학과는 구별되는 문체와 기법이었다. 하루키는 「초기삼부작」을 통해 자신이 경험했던 청춘기 일본사
회의 학원분쟁에서 「쥐」라고 하는 좌절된 인물을 등장시켰다. 「쥐」는 하루키 초기문학에 있어 이념과 사랑의 상
실을 대변하는 중요한 인물로 소위 하루키의 1980년대 「4부작」에서도 작가의 분신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프로이드
와 함께 20세기 심리학의 기초를 수립한 융은 인간의 인격의 부정적인 측면, 직면하지 않고 숨기고 싶은 자신의 불
쾌한 잠재적 성질을 「그림자」라고 정의했다. 하루키 초기3부작에서 「쥐」는 융이 말한 자신의 부정적이고 숨기고
싶은 작가의 그림자라고 생각 할 수 있겠다.
초기삼부작의 「쥐」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하루키에 대해 호의적인 비평을 해온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는
「쥐」는 죽음을 상징하는 사자(死者)1)로 논하고 있으며 시바타 쇼지(柴田勝二) 역시 「쥐」는 60년대적인 정념을
버리지 못하고 70년대 사회에도 등록하기를 거부한 「나」의 분신으로 보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남부진(南富鎭)의
『村上春樹、精神の病と癒し』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쥐」를 정신의 결손자로 정의2)하면서 하루키 모든 소
설의 주인공들을 정신 병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융의 그림자이론 즉 「쥐」가 나의 분신인 것을 전제로 하여 하루키는 왜 「쥐」라는 인물을 등장
시켰으며 「쥐」를 죽음으로 이르게 했는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쥐」가 존재하는 공간의 의미
가 「쥐」라는 인물의 정체성을 표상한다고 전제하고 공간이동에 주목한다. 최종적으로 일본의 고도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쥐」라는 인물의 죽음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 「쥐」와 「나」의 공간 -

공간이라는 의미는 물리적으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며 소설적 공간은 주인공의 심리상
태에 의해 확대되거나 축소되기도 하는 가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라는 작품 속에는
마을이라는 큰 공간 안에 ‘제이바(ジェイーバ)’라는 작은 공간이 동시에 존재하며 그 두 공간에서 「쥐」와 「나」
는 자신들의 심리적 상태를 대화로서 표출한다. 「쥐」가 「나」의 분신인 것을 생각하면 이들이 나누는 대화는 한
내면 안에서 두 개의 인격이 말하는 자기 독백적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의 「나」는 도쿄
에 있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여름방학을 맞이해 고향인 마을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쥐」는 대학

1) 加藤典洋(2020) 『村上春樹の世界』 講談社
2) 南富鎭(2019) 『村上春樹精神の病と癒し』 春風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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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에게는 도쿄라는 미래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쥐에게는 지금 마을의 술집 밖에는 자신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다는 차이점이 작품 속에서 큰 변곡점이 되어 초
기 삼부작을 전개하는 이야기의 흐름이 된다. ‘제이바(ジェイーバ)’ 라고 하는 술집은 「쥐」의 폐쇄적, 자폐적 공간
으로서 「쥐」의 흔들리는 정체성을 표상하는 공간이다. 작가인 하루키는 같은 선상에 있는 두 인물 중 방황하는
「쥐」의 심리상태를 농후하게 그리고 있다. 대학시절 「쥐」와 「나」는 학원분쟁이라는 사회적 큰 사건을 경험했
다. 그 사건으로 절망감에 빠진 「쥐」는 대학을 그만두게 되었고 부자인 자기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다. 하지만
「쥐」는 부끄러운 자기 아버지에게 기생하는 생활을 하는 모순적인 자기상을 만들고 있다. 이 모순된 현실이
「쥐」의 자기혐오와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고 이러한 사고의 괴리는 「쥐」의 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하고
정신적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앞에서 언급한 남부진씨의 의견을 상기하면 이 작품에서 「쥐」
는 정신 병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자인 「쥐」와 함께 이 작품에서는 새끼손가락이 없는
여자가 등장한다. 여자는 왼손의 손가락이 4개 밖에 없으며 아버지의 죽음에 의해 가족도 흩어지고 가난이라는 결락
과 신체적 결핍을 표상하는 인물이다. 빈부의 격차에서는 「쥐」와 대극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신적 결락의 문제를
갖고 있는 「쥐」와 같은 부류의 등장인물임을 알 수 있다. 「쥐」와 「여자」의 사이에 「나」가 존재한다. 「나」
는 어린 시절 말이 없던 소년으로 부모에 의해 정신과 의사와 면담한 경험이 작품 안에 소개되어 있다. 이 에피소드
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말이 없다는 것을 걱정해 정신과 의사와 면담을 의뢰했다
는 것에서 「나」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년이 된 「나」는 정신의 문제에 어느 정
도의 식견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쥐」와 「여자」 처럼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원망하거
나 어두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태도와 객관적 시선으로 「쥐」와
「여자」 와의 대화를 전개해 간다. 이 대화의 전개 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신체적 결락을 가진 「쥐」
와 「여자」에게 있어 일종의 상담자(정신의)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도식이 성립된다. 하지만 이것을 비판적
시각으로 해석하면 「나」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나의 내면과 정신의 문제를 「쥐」와 「여자」에게 전가하면
서 자신을 내면을 은폐하는 듯한 자세를 찾아 볼 수 있다. 왜 작가인 하루키는 은폐라는 장치로서 「나」를 지켜주
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작가의 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쥐」를 죽음으로 봉인해 버렸을까. 작가인 하루키가
「쥐」를 작품에서 죽음으로 이르게 한 이유를 논자는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린다. 첫 째는 청춘기의 정치적 색을 띄
었던 작가 자신의 모습을 도려내는 작업으로 하루키는 일련의 상실과 절망에서 온 상처를 치유했다고 말할 수 있겠
다.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쥐」도 「나」도 소설을 쓰려는 소설가 지망생이었다는 것을 볼 때 「쥐」가 쓰려고
했던 소설은 일본근대문학3)을 계승하는 일본적 전통소설이었고 작가인 「나」가 일본근대문학과 상반되는 새로운 문
체의 소설을 쓰려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쥐」는 작가인 하루키에게 있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

3. 『1973년의 핀볼』

- 「쥐」의 공간의 상실 -

「쥐」는 대학생활을 포기하고 부자인 아버지의 원조를 받으면서 고향인 제이바(ジェイーバ)를 드나들며 맥주와
담배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맥주와 담배는 「쥐」의 불안한 내면심리를 대변하는 소재로서 보인다. 고향인 같은
마을에서 「쥐」와 같이 시간을 보내던 「나」는 도쿄로 돌아와 대학을 졸업하고 번역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
『1973년의 핀볼』에서 두 사람은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고 공간에 분리에 의해 분신관계였던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인격체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는 현실사회에서 자신의 공간을 만든 것이고 「쥐」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
울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한 것이다. 「쥐」에게 있어 고향인 마을은 「나」와 만남이 있었고 청춘기의 꿈과 사랑
이 담긴 소중한 공간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현재의 「쥐」에게 있어 마을은 폐쇄적이며 자폐의 공간으로 변색

3) 日本近代文学の伝統というのは夏目漱石から芥川龍之介、三島由紀夫、大江健三郎という日本文学を代表する主流
として「私」は何かということを追求する自己表現であり、そしてまた、その自己表現によって、社会から疎外さ
れる自己を表現したり、場合によっては社会と対峙したりする、という構造になっている。 松本健一(201１）『都
市小説から世界文学へ』 第三文明社、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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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쥐」의 혼란한 모습은 학원분쟁으로 투쟁했던 젊은 세대에도 기성세대에
도 분명하게 소속하지 못했던 청춘기의 혼란한 하루키 모습이 투영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공간을 찾지 못한 당시 일본사회의 젊은이들의 체념적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작품 속 「쥐」의 영혼의 안식처였던 영원(霊園)이라는 공간은 사자(死者)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쥐」의
불행한 운명과 죽음을 암시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다. 이러한 폐쇄적이고 자폐적인 공간에서 「쥐」는 새로운 공
간을 찾아 떠나려고 한다. 이것은 불행한 운명에 처한 「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며 마을이 자신에게 더 이
상 의미가 없음을 자각하는 「쥐」의 긍정적 움직임으로 보여 진다. 초기삼부작 안에서 「쥐」의 이미지가 불행한
운명과 죽음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이러한 장면은 「쥐」의 삶의 긍정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이것은 하루키 다음
작품에서 「쥐」의 중요한 역할이 남아 있음을 암시한다고 생각된다.

4. 『양을 쫓는 모험』 - 유령으로서의 쥐, 無의 공간 『양을 쫓는 모험』에서 「쥐」는 「나」와 유령으로서 조우(遭遇)한다. 오랜 방황을 마치고 「쥐」가 다다른 곳
은 그토록 자신이 증오하던 아버지의 별장이었다. 그곳은 인간이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 없는 곳 즉, 無의 공간이었
다. 그렇다면 「쥐」의 별장이 있는 공간은 인간내면의 심층의식의 세계를 탐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설적 공간이라
고 말할 수 있겠다. 이 공간은 비현실적인 세계이며 영(靈)의 세계이기도 하다. 하루키는 개인과 사회의 연결고리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 「쥐」가 유령으로 「나」와 만날 수 있는 비현실의 공간을 만들어 냈다. 논
자는 『양을 쫓는 모험』에서 「양」이라는 동물은 개인의 나약함과 현대사회의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
을 표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온순한 「양」을 왜 작가는 절대 권력과 인간의 부패성을 표상하는 존재로 설정한 것
일까. 「양」이 인간의 나약함과 부패성을 나타내고 있다면 「양」을 통하여 「쥐」를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별 문양이 있는 양」을 찾아 떠나는 과제가 생긴다. 그 과제는 「쥐」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다. 「나」는 아내
와 이혼한 직후 귀 모델 여자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데 여자의 귀는 현실세계에서 비현실세계로 이동하기 위해 필
요한 도구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귀모델의 여자는 하루키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영매(靈媒)에 해당한다. 귀 모델의
여자는 「쥐」와 「나」가 비현실의 세계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쥐」가 있는 별
장으로 가는 도중에 「불길한 커브」를 넘어 한다. 「불길한 커브」는 단어의 의미처럼 불길한 느낌을 주며 위험한
지역이었다. 「나」의 의지로 넘어가야 하는 고비의 지점이다. 별장이 있는 목장으로 가는 것이 평탄하지 않았던 것
은 현실세계와 비현실세계를 넘는 경계선이었고 이 험난한 경계선을 넘음으로서 「나」는 죽은 「쥐」를 만날 수 있
게 된다.
일본은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고도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이에 비례해 사람들은 물질을 소
비하고 향유하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두었다. 하지만 근대이전의 일본사회가 갖고 있던 미덕과 현대물질문명의 사이
에 괴리가 생겨났고, 도시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인간이 갖고 있어야 마땅한 가치들이 상실되어 왔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회인들에게는 구멍과 같은 공허가 생겨났고 현대인들은 「쥐」와 같은 결락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작가인 하루키의 시선은 도시공간과 현대물질문명이 배태한 어두운 흐름을 직시하고 있다. 이러한 하루
키의 문학의 특징을 가리켜 마츠모토 겐이치(松本健一)4)는 하루키문학을 도시문학이라 명명했다.
「별 문양의 양」은 적대하는 것까지 장악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논자는 「별 문양의
양」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두 가지 얼굴을 비유하고 있다고도 생각한다. 하나는 아시아 여러 국가에 행해진 전쟁야
망과 둘째는 전후 자본주의발달에 의해 인간이 갖고 있어야 할 가치보다 물질을 우선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별 문양의 양」은 한사람의 체내에 들어가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그 사람에게 빠져나와
그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는다. 현대사회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효율성과 이윤을 최대한 만들어 내기 위해 반드시 착취당하는 계급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작가는 자본주

4)松本健一(2010）『都市小説から世界文学へ』 第三文明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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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모순을 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괴로움을 「양」을 통하여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5. 나오며
무라카미 하루키는 「초기3부작」을 완성하며 젊은이들의 청춘기를 통해 경험한 상실감과 좌절감을 그려냈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1973년의 핀볼』 두 편은 마을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순수한 사랑과 청춘의 방황을
그린 서정적 작품이라고 한다면 『양을 쫓는 모험』 이라는 작품은 한 인간이 현실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자살에 다다를 수밖에 없던 인간과 사회의 연관성을 표방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부자였던 「쥐」는 자본주의 사
회구조 안에서 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일까. 작가인 하루키는 「쥐」라는 인물의 방황의 여정을 그리며 그를
연민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듯 하지만 가토 노리히로의 언급을 여기서 다시 상기하자면 「쥐」는 처음부터 작가에
의해 죽음의 인물로 설정되었다고 결론이 도출된다. 그것은 하루키 자신이 경험했던 학원분쟁의 그림자를 지우는 것
이었고 그리고 일본근대문학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문체로 소설을 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
만 「쥐」의 죽음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쥐」의 죽음은 「쥐」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쥐」의 죽음
으로 인해 악의 화신인 「양」을 제거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루키는 「쥐」의 죽음으로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했고 보다 건전한 인간상과 사회상을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했다고 생각한다. 이 대목에서 옴진
리교 사건 이전에는 디테치멘트작가로서 인식해 오던 하루키라는 작가를 「초기3부작」에서부터 개인과 사회의 관계
에 대해 언급을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며 어쩌면 하루키는 40년 동안 사회적 문제를 소설을 통해서 써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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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上春樹『1973年のピンボール』論
―相対主義の克服と物語・歴史の成立―

鄭 秀鎮(高麗大)

1. 物語ろう（＝小説を書こう）とする 「僕」
この小説1)は主人公「僕」がはっきり言うように「ピンボール・マシーンについての小説である」（29頁）。
「僕」のこのような直接的な明言があっただけにこのピンボール・マシーンの意味、そして「僕」がそれを突然
探し出す行為の意味について多くの先行研究が解釈を与えてきた2)。本発表では先行研究におけるこのような指
摘を踏まえたうえで、ピンボール・マシーンの行方とそれについての物語を聞いた「その後の一週間ばかりを
僕は奇妙なほどの平穏と静けさのうちに送」ることになったことに注目した。「僕」が探していたピンボー
ル・マシーンの現物をまだ見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冬の陽だまりに落ちた蜂の羽音のようなその狂おしい
唸りはもう消え去っていた」（136頁）のである。小説の前半から中盤にかけて「僕」をずっと捉えていた不快
の感情（前に進められない時間感覚3)と「異和感」4)がずっと続いていたならばこのような心の「平穏」と「素
晴らしい一週間」（138頁）はなかったはずである。この小説の中盤に至るまで繰り返し「僕」が訴えていたも
のがだいぶ解決（あるいは解消）されているのである。「僕」が探していたピンボール・マシーンを直接見る前
に、ただそれについての物語（誕生と全盛期と終末）を聞いただけなのに、どうして「僕」の精神はこのような
安定感を得ることができたのだろうか5)。
本研究ではこの問題を人間にとって物語（そして物語る行為）が持つ意味とそれがまともに成り立つための
条件という観点から考察しようとする。実際にこの小説（そして同じ人物と時代が描かれた前作『風の歌を聴
け』）の中の主要人物である「僕」（そして多くの先行研究で一致して指摘するように「僕」の分身でもある
「鼠」）は淀んだ時間感覚とちぐはぐに分裂した精神の「異和感」を繰り返し吐露しているが、それと同時に小
説を書こう、物語ろう、という言葉を繰り返し言っている。大学をやめた「鼠」に「これから何をする？」と訊
く「僕」に「鼠」は「小説を書こうと思うんだ」（『風の歌を聴け』117頁6)と答えており、また「僕」も、

1) 本作品は『群像』一九八〇年三月号に掲載され、同年六月に講談社より単行本として刊行された。本稿でのテクス
トの引用は『1973年のピンボール』（講談社、2004年）に拠った。『1973年のピンボール』からの引用文は作品名
を省略し頁数だけを括弧の中に表し、『1973年のピンボール』以外の作品の引用においては作品名を表記した後に
頁数を表示した。本稿におけるカギ括弧（「」）の表示は、行をあけて提示される作品本文からの引用文以外に行
論の中で作品本文から引用する語句あるいは二次文献から引用する語句に対して用いた。議論の展開にあたって特
に注意を求める語句には山括弧（＜＞）を用いた。
2) これについての先行研究は紙幅の関係上、本発表の要旨文では割愛する。
3)「何もかもが同じことの繰り返しにすぎない、そんな気がした。限りのないデジャ・ヴュ、繰り返すたびに悪くなっ
ていく。」（11頁）、「時折、昨日のことが昨年のことのように思え、昨年のことが昨日のことのように思えた。
ひどい時には来年のことが昨日のことのように思えたりもした。」（36頁）、「同じ一日の同じ繰り返しだった。
どこかに折り返しでもつけておかなければ間違えてしまいそうなほどの一日だ。」（86頁）
4) 「異和感……。そういった異和感を僕はしばしば感じる。断片が混じりあってしまった二種類のパズルを同時に組
み立てているような気分だ。」（12頁）※「違和感」が標準的な表記であり、「異和感」は原文ママ。
5) スペイン語講師からピンボール・マシーンについての話を聞いた数日後「僕」はピンボール・マシーンを目の当た
りにするがピンボールのゲームはしない（164頁）。「僕」は「三年」（163頁）ぶりに会ったピンボール・マシー
ンと奇妙な（それゆえに様々な解釈を誘う）対話を交わして家路につくだけである。すなわち、ピンボールのゲー
ムをするために1968年製作のピンボール・マシーンを探し求めたわけではない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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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僕は語ろうと思う」（『風の歌を聴け』8頁）、「一九七三年九月、この小説はそこから始まる。それが入
口だ。出口があればいいと思う。もしなければ、文章を書く意味なんて何もない」（26頁）というふうに『1973
年のピンボール』という小説を書いて（物語って）いる。特に「僕」は「文章を書く意味」として「出口」を強
調していることから、前に進まない、「同じことの繰り返し」のような淀んだ時間感覚とちぐはぐな「異和感」
に苛まれている状態を打開し前進するための「出口」として「文章」（「小説」）を書こうとしていることがう
かがえる。もちろんそれは一気にすべてを解決してくれるわけではない。「問題は何ひとつ解決してはいない
し、語り終えた時点でもあるいは事態は全く同じという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が、少なくとも「文章を書
くことは」「自己療養へのささやかな試み」（『風の歌を聴け』8頁）にはなると「僕」は確信している。作者村
上春樹も物語る行為について「物語というのはいわば僕にとっては意識をある一定の方向に導くガイドです
ね。文章というのは並列的なキャラバンのようなものです。どちらかに問題があるとその旅は成立しない」7)と
言ったように、この小説の「僕」にとって「物語」は前進できず同じ回路を巡っている思考と精神を前に進ませ
る「自己療養」に向かう試みである。ただ、「僕」が物語ろうと決心したところで、すぐうまく物語ることがで
きるわけではない。

2. 物語ることの失敗
「僕」は一緒に住んでいる双子にヴェトナム戦争について物語ろうとするくだりを見よう。

応援してるの？」

「あなたはどちらを
「どちら？」

南 北

「つまり、 と よ」と209。
「さあね、どうかな？ わかんないね」
「どうして？」と208。

僕
住
二人とも僕の説明には納得しなかった。僕だって納得できなかった。
「考え方が違うから闘うんでしょ？」と208が追及した。
「そうとも言える」
「二つの対立する考え方があるってわけね？」と208。
「そうだ。でもね、世の中には百二十万くらいの対立する考え方があるんだ。いや、もっと沢山かもしれな
「 はヴェトナムに んでるわけじゃないからさ」

い」

殆 誰 友
多分ね」と僕。「殆んど誰とも友だちになんかなれない」
それが僕の一九七〇年代におけるライフ・スタイルであった。（39頁～40頁）
「 んど とも だちになんかなれないってこと？」と209。
「

ヴェトナム戦争についての「僕」の話しに双子は「二人とも」「納得しなかった」し、「僕だって納得できな
かった」のはなぜか。その原因が、双子の女の子たちの理解力の不足ではなく、「僕」自身の語りに問題がある
ことは確かである。そして「僕」の物語りの問題は「僕」の相対主義的見方、すなわち「世の中には百二十万く
らいの対立する考え方がある」から「南と北」のうち、どちらも応援できない（応援しない）ということにある
のではないだろうか。これについてのもっと踏み込んだ議論のためには、物語ることによってそれぞれの出来
事が意味を得るための条件―複数の出来事の系列としての歴史を物語る行為が成功するための条件―について

6) 村上春樹『風の歌を聴け』講談社、2004年←『群像』講談社、1979年6月号
7) 村上春樹、聞き手：川本三郎「＜特別インタビュー＞「物語」のための冒険」『文學界』第39巻第8号、文藝春秋、
1985年8月号、7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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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考察が必要であり、次の3章ではこのような問題を歴史叙述の表現形式の発展過程の観点から考察したヘイド
ン・ホワイトの知見を議論の軸に据えて見てみよう。

3. 物語（＝歴史）を 成り立たせる条件
ヘイドン・ホワイトは、歴史叙述を、どれくらい物語として完成されているかという観点から、＜年表＞と
＜年代記＞、そして（厳密な意味での歴史として）＜歴史的物語(historical narrative)＞というふうに三つに区分
した8)。この三つ（①年表、②年代記、③歴史的物語）の歴史の表現は、＜年表＞よりは＜年代記＞のほうが、
＜年代記＞よりは＜歴史的物語＞のほうが、物語性が強く、それに伴って現実をより充実に、まさに現実的に提
示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
まず、＜年表＞という歴史表現を見てみよう。＜年表＞という形式は「物語の要素を全く持っておらず、年代
順に並べられた出来事の一覧表だけから構成されている」9)。＜年表＞は、それぞれバラバラの出来事を組み合
わせて総体としての物語を作り出すことを諦めた表現形式である。＜年表＞は出来事の一覧表（リスト）であ
る。そこには年度という数字と出来事が記載されているが、それらの複数の出来事を、時間の流れの中で展開
していく総体として考えることが欠けている。年度と年度との間はそのまま空隙が残されている。
この＜年表＞に比べて、＜年代記＞という歴史叙述の形式には、複数の出来事の間における空隙を埋めようと
する態度が顕著に現われている。＜年代記＞には物語性が現われており、「話を語ろうという願望として思える
ところも多い」が、その願望は満たされず、「物語として首尾よく自己完結できぬまま終わるという特徴を
持っている」10)。＜年代記＞は「完結する―物語に結末をつける―というよりは、単に終わってしまい」、「物
事は未解決なまま残される」11)。
では（最も成熟した歴史叙述である）＜歴史的物語＞という歴史表現形式には存在しているが、＜年代記＞と
いう歴史表現形式には欠けている要素は何か。ヘイドン・ホワイトは、ある行為や出来事が正しいものか正し
くないものかを判断するための、正当化の根拠を与え得る権威としてのモラル(moral)―道徳的な基準―が一貫
して該当の叙述に存在していることこそ＜年代記＞とは違う＜歴史的物語＞の特徴であるとする。例えば、ヘイ
ドン・ホワイトが引き合いに出している＜年代記＞の場合、そこで中心的に記述されていた争いについての記
述から自己完結の感覚を持つことはできない。＜年表＞に比べれば＜年代記＞という歴史表現にはまぎれもなく
物語的性質によって事件の経緯を述べているようでありながら、争いの「結果が正当なのか不当なのかを判断
するための根拠となる倫理面での原則が欠如している」12)。この終わり方からは、「記録されたすべての出来
事にその結末から光があてられたとは言えないし、記述の始めから内在していた意味の力」が最後の記述にい
たるまで文書全体の内容に「配分されているとも言いがたい」13)。＜年代記＞には確かに人間社会における対立
と争いとその勝敗についての結果まで書いてあるものの、一貫した「正義」（倫理的な判断の基準）「が存在し
ない」まま、複数の「力のみが存在している」14)。事件や行為を正当化するための根拠を一貫して持っていない
から、叙述の終わりに至っても、読者にとっては、まともな終わりの感覚が得られない。「単なる事件の羅列と
8) 実はこれはヘイドン・ホワイト一人の独断ではなく、ほかならぬ現代の歴史学界の区分でもある←Hayden White,
“The Value of Narrativity in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Critical Inquiry, Vol. 7, No. 1, On Narrative
(Autumn, 1980),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27（日本語訳：ヘイドン・ホワイト、原田大介訳「歴史にお
ける物語性の価値」、W.J.T.ミッチェル編、海老根宏（他）訳『物語について』平凡社、1987年、47頁）
9) White, op.cit., p.9（日本語訳：22頁）
10) White, op.cit., p.9（日本語訳：22頁）
11) White, op.cit., p.9（日本語訳：22頁）
12) White, op.cit., p.23（日本語訳：41頁～42頁）
13) White, op.cit., p.23（日本語訳：42頁）
14) White, op.cit., p.23（日本語訳：42頁）

- 154 -

しては持ち得ないような意味を出来事に与えようとする＜歴史的物語＞にはすべて、密かな、あるいはあから
さまな目的として、それが扱っている出来事を道徳的に解釈し説明しようという欲求が備わっている」15)ので
ある。
物語におけるモラルの役割を表現する代表的な言葉である勧善懲悪を口にすると、子どもたちに語られる童
話のレベルにだけ通用するものであると、まず嘲笑われるだろう。大人たちの世界に勧善懲悪が通用するはず
がない、ということはどんな大人でも経験によって知っているからである。しかし当の大人たちさえ出来事を
（ある程度以上の時間的長さを持った）物語として語ろうとすると、その物語の世界には依然としてこの＜勧
善懲悪＞という道徳的価値観が何らかの形でその物語を秩序付けていることに気づく16)。この意味で、「現実
記述の中に物語性が存在している場合には、モラルや道徳的な解釈を求める衝動もまた存在するのだ」17)、と
いうヘイドン・ホワイトの主張は妥当である。人間たちが起こす複数の出来事（緊張や紛争）を、このような
道徳的権威という基準なしに把握しようとすると、それは無数に現われては消える力の浮沈になってしまうか
らである。
このような観点からすると、ヴェトナム戦争について「僕」が双子に納得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のは当然で
ある。ヴェトナム戦争に対して「僕」はどちらに道徳的権威があるかという判断ができないと言っている。そ
の後すぐ付け加える、この「僕の一九七〇年代におけるライフ・スタイル」というのは、「二つの対立する考え
方」を積極的に受け止めてその二つの間に存在する対立の内容と背景を見極めようと努め、どちらに正義があ
るかを判断しようとせず、最初から「百二十万くらいの対立する考え」という相対主義という判断停止に逃げ
込んで生きることである。
浅野智彦が指摘するように、「物語が聞き手に受け入れられるということは、その評価を共有するというこ
とであり、潜在的にせよ顕在的にせよ、ある価値観が正当化され、伝達され共有されていく過程」18)である。
ヴェトナム戦争についての「僕の説明に」双子の「二人とも」「納得しなかった」し、「僕だって納得できな
かった」理由は、ヴェトナム戦争に対して道徳的な（倫理的な）観点から何が正しくて何が正しくないのか、と
いう価値判断をぬきにして語ろうとすることにある。「納得させるとは正当化するということであり、他者を
同じ道徳世界に誘い入れることなのである」19)。「聞き手（他者）を納得させることによって、語られた自分
（過去から今に至るまでの自分）ははじめて他者との間で共有された現実となり、自己は聞き手と同じ、この
道徳共同体へ所属することになる」20)。「世の中には百二十万くらいの対立する考え方があるんだ。いや、もっ
と沢山かもしれない」から、現に戦っている北と南の「二つの対立する考え方」のうちどちらが正しいかとい
う道徳的な価値判断はできない、という「僕」の主張は、実は、思考の停止と倫理の麻痺ではないだろうか。
ヴェトナム戦争を自分にも他人にも「納得」できるように語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は、「僕」の歴史感覚
たと
の破綻そのものである。そしてこれこそ「僕」が淀んだ「時間感覚」と「異和感」という喩えを使ってしつこく
訴える不快感の中身である。無制限の相対主義による価値判断の放棄、批判的思考の麻痺は、過去が意味を持
つようにそれを現在に接続させてそれに基づいて未来を展望し構想する時間感覚に裏打ちされた物語として現
実を認識することを挫折させるのだ。

15) White, op.cit., pp.17-18（日本語訳：34頁）
16) もちろん、道徳的なほうがいつも勝利する結末になるという意味ではない。勝利しようが敗北しようが、そこに
至るまでの経緯と過程を、終わりのところで一貫性を持って振り返ることができるのは、言い換えれば、一貫性を
持って終わりのところまで話を持ってくることができるのは、＜モラル＞という基準があるからだ、という意味で
ある。
17) White, op.cit., p.26（日本語訳：47頁）
18) 浅野智彦『自己への物語論的接近―家族療法から社会学へ』勁草書房、2001年、11頁
19) 浅野、前掲書、33頁
20) 浅野、前掲書、1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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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 相対主義を克服して成立したピンボール・マシーンの物語（＝歴史）

「僕」が探している1968年製作のピンボール・マシーンのほうに「僕」を導いてくれるピンボール・マニア
であるスペイン語講師は、ただその保管場所を教えてくれるだけでなく、1968年製作のピンボール・マシーン
についての物語―その誕生から終わりまでの歴史―を語ってくれる。1968年製作のピンボール・マシーンを生
産した「ギルバート＆サンズという会社はいわば後発のピンボール・マシーン・メーカーなのです」と、スペ
イン語講師の口を通して「突然語り始め」（129頁）られる（そしてそれをこの小説を通して「僕」が読者に語
る＝書く）、1968年製作のピンボール・マシーンの物語は、異様なほど立派な「歴史」的物語の体裁をとってい
る。そのうち、二つだけを引いてみよう。

実

台
中略）この台は人気を呼びました。
社
様
今
一般的なものとなっているわけですが、そ
の当時には恐ろしく新鮮だったんです。またこの機械は非常に良心的に作られていた。第一に丈夫であったこ
と。ビッグ・フォーの耐用年数がほぼ三年であるのに対し、これは五年は使えました。第二に投機性が薄く、
テクニック中心であったこと。……その後のギルバート社はそのラインに沿った幾つかの名機を生み出しまし
「これは にユニークな でした。（

もちろんギルバート のそういった 々なアイデアは ではごく

た。『オリエンタル・エクスプレス』、『スカイ・パイロット』、『トランス・アメリカ』……、いずれもマニ

高 評価された台です。『スペースシップ』は彼らの最後のモデルとなりました。（後略）」（132頁）
「（前略）私が『スペースシップ』を悲運の台と呼ぶのには二つばかりの理由があります。第一にその素晴し
さが人々に十全に理解されなかったこと。彼らがやっと理解し始めた頃はもう遅すぎた。第二に会社が倒産し
てしまったこと。あまりにも良心的にやりすぎたんですな。ギルバート社はさるコングロマリットに吸収され
ました。本社はピンボール部門は必要ないと言った。それまでです。（後略）」（133頁）
アに く

「僕」はスペイン語講師からこのような1968年製作のピンボール・マシーンについての物語（＝歴史）を聞
かされた「後の一週間ばかりを」「奇妙なほどの平穏と静けさのうちに送」ることになる。「ピンボールの響き
はまだ幾らか耳に残ってはいたが、冬の陽だまりに落ちた蜂の羽音のようなその狂おしい唸りはもう消え去っ
てい」る（136頁）。「僕」は、スペイン語講師の物語を聞いてまぎれもなく精神的な安定を得ている。
「僕」に限らず、多くの学問分野において指摘されているように、実際「物語」は人間に安心感を与える。小
森陽一が指摘するように、精神発達段階における肛門期以後の「子どもたちが「お話」、神話や昔話に惹かれて
いく」のは、「そこには安定した原因と結果の関係が、言葉によって構成された、一つの完結した世界が出来上
がって」おり、「言葉によって構成された一つの安定したその世界を」「確認することで、子どもたちは安心感
を得ていくから」21)である。「原因と結果の関係性を論理的に認識する作業は、言葉を操る生きものとしての
人間が、根源的な不安という＜不快＞に向き合いながら、その＜不快＞に対してパニックに陥らずに、その＜不
快＞を言葉で克服していく実践」22)なのであり、この言葉の実践こそまさに「物語」にほかならない。探してい
た現物（1968年製作のピンボール・マシーン）を「僕」はまだ見ていないが、1968年製作のピンボール・マシー
ンが世の中から「誕生」し（始め）、「人気を呼び」、「消え」（134頁）る（終わり）までの「物語」（＝歴
史）を聴いただけで、1968年製作のピンボール・マシーンにまつわってひっかかるように「僕」につきまとって
いた不快感がだいぶ消え去ったのは、小森陽一が言うところの、物語が人間に与えるこの情緒的安定感から理
解できる。すなわち、「僕」は「納得」したのである。
一方、ヴェトナム戦争の話に関連する「僕の説明には」、双子の「二人とも」「納得しなかった」し、「僕
だって納得できなかった」。1968年製作のピンボール・マシーンについてのスペイン語講師の語りは物語（的
な歴史）になっているのに対して、ヴェトナム戦争についての「僕」の語りは物語（的な歴史）になっていな
かったためである。あれほどTV映像を通して世界中にさんざん撒き散らされ、知らない人はいないくらい有名
21) 小森陽一『心脳コントロール社会』筑摩書房、2006年、120頁
22) 小森、前掲書、11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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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ヴェトナム戦争については（「僕」は）物語を語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に、どうして「深い井戸の底のみず
すましほどにしか知らない」(27頁)くらい瑣末な、1968年製作のピンボール・マシーンについては（スペイン語
講師は）「物語」（的な歴史）を語ることができたのだろうか。1968年製作のピンボール・マシーンについての
スペイン語講師の語りには、ヘイドン・ホワイトの言うところの最も成熟した歴史叙述としての＜歴史的物
語＞の条件である倫理的中心があったからである。もちろん1968年製作のピンボール・マシーンそれ自体は人
間ではない。電機炊飯器と同じく機械である。機械自体には倫理（モラル）はない。しかしスペイン語講師が
「僕」に語ったのは、それが世の中に出され、他の機種と競争し、人気を呼び、消えるまでそれを生産する側の
人々同士の「激しい戦い」（130頁）と、それを使う側の人々の反応（「他の機種とは」「違う」「その何かが麻
薬のように人の心をひきつけた」133頁）という、まぎれもない人間的文脈によって成り立っているし、この人
間的文脈というものの核心には、＜モラル＞という基準（語り手が肩を持つくらいの＜モラル＞の権威がどちら
のほうにあるかという判断基準）があった。
1968年製作のピンボール・マシーンは利潤だけを追求する作りではなかった。「耐用年数」は長いし、「丈
夫」で「投機性が薄」かった。「非常に良心的に作られていた」のだ。スペイン語講師が語ってくれる、1968年
製作のピンボール・マシーンの歴史（＝物語）は、利潤だけを追求する商売の秩序とは対立する次元を評価し
ている。1968年製作のピンボール・マシーンの製作会社は、巨大な「四つばかりの企業による寡占状態にあ」る
「ピンボール業界」に勇敢に殴り込んできて会社の規模の小ささからくる弱点で苦戦し、いったん「敗退し」
（130頁）た後も「あきらめ」ず、「プライド」をもって「研究」を「進め」た（131頁）。1968年製作のピン
ボール・マシーンの製作会社（「ギルバート社」）が一つのものに我慢強く没頭する職人的誠実さ、新しいこと
に挑む挑戦的な企業家精神を持っていたのに対して、「さるコングロマリット」は利潤だけを目当てにして
1968年製作のピンボール・マシーンの製作会社を「吸収」し、もっぱら損得勘定から「ピンボール部門は必要な
い」とばっさりと切り捨てる。そもそも「コングロマリット」という言葉自体に、企業家精神を持って新しい分
野で革新的な業績を遂げている中小企業を狙って無分別なM&A行為（「吸収」）を頻繁に行う（し、その
「M&Aを通じての短期的利益の追求により、製造業の空洞化」23)をもたらしたとも非難される）、非道徳的な
響きがある。スペイン語講師の語りの中には、対立的な双方（コングロマリットとギルバート社）があり、スペ
イン語講師は心情的に1968年製作のピンボール・マシーンの製作会社である「ギルバート社」のほうに一貫し
て道徳的な権威を付与して（肩を持って）物語った。だからこそ、語りとして成功したその物語は「僕」を「納
得」させ、「奇妙なほどの平穏」をもたらした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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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柳田國男の紀行文に描かれた文学性

中嶋駒子（釜慶大）

1. はじめに
柳田國男（1875～1962）は日本全国各地を旺盛に旅をして農山村や漁村の人々の生活・信仰・風俗や風習に
触れ、そのフィールドワークを通した発見が柳田民俗学の基盤となった。そして、彼の民俗学的論稿のほとん
どが、その土地に基づいた見聞や調査によるもので、それらの論稿の中の一つのスタイルに紀行文があった。
柳田には「紀行文」とは旅を通して明らかになる「記録無き郷土の一つの記録1)」となり得るものだという見解
があった。従って、日本文学史上に一つのジャンルとして成立した典型的な紀行文の名勝名蹟を訪ねたもの
や、作者の創作した俳諧を読み込んだものなどは「詩歌美文の排列2)」であり柳田の「紀行文」の概念から外れ
ていた。柳田が旅を知る目的のために紀行文を読む場合、「詩歌俳諧の技藝」を外して読んだらしい3)。それで
も彼は地誌ではなく紀行文を読み、そして地誌とは区別して「紀行文」を書いた。つまり、柳田の意図する「紀
行文」には、記録性を歪めない範囲で文学性があるということになる。柳田は「紀行文」の文学性をどこに置い
たのか。本稿では、まず柳田の論稿から「紀行文」に対する明確な文学理論を収拾し、次に柳田が執筆した数々
の「紀行文」の中にその理論がどのように反映され、そして文学性がどのように表現されているかを追究する
ことにする。
（本稿において一般の紀行文と区別して、柳田の概念の紀行文に「 」を付した。）

2. 柳田の旅と紀行文
柳田國男は一生を通して旅をした。自由な旅を通して執筆活動を始めたのは大正８（1919）年に貴族院書記
官長を辞任し、翌９年に旅をさせてもらうことを条件に東京朝日新聞社の客員となってからであった。執筆し
のちのかりことばのき
た紀行文のうち『海南小記』『秋風帖』『後狩詞記』の概説は、長谷川政春の「旅と紀行文をめぐって―柳田国
男論序説―4)」に書かれているが、それらは、柳田の紀行文のごく一部に過ぎない。そこで、紀行に関する著作
を本章で整理して、本稿の参考資料とする。（本稿では紙面の都合上省略。学会では別紙参照）尚、ここに挙げ
た執筆物は旅行に基づき、旅行を主題に書かれているが、紀行文という1つのジャンルに当てはまるかどうか
は、多種多様の紀行文の概念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柳田の紀行文学論
1)
2)
3)
4)

『秋風帖』 定本柳田國男全集 2巻 p.144
「帝國文庫『紀行文集』」定本柳田國男全集 23巻 p.328
同上 pp.328－329
『柳田国男の世界』pp.15－22（国文学 解釈と鑑賞 727 1991年 12月号、至文堂）

- 158 -

前章で挙げた通り、『定本柳田國男全集』全36冊の中に紀行文として書かれた文章は多く存在するが、紀行
あるいは旅についての理論を書き留めた文章も多く見受けられる。しかし、これらは一つの論稿としてまとめ
ら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また、柳田の文章の特徴は、吉本隆明が指摘した通り「文体と方法があたえる流れ
る連続する感じ5)」で、一つの文脈の中で話が次々に展開し、話題がスライドしていくので、要点は散見できる
が柳田の文章を引用しても彼の理論を伝えることはできない。従って、ここでは紀行文学に関するキーワード
を拾い上げながら彼の紀行文学理論を要約する。参考にした主要資料は、①帝國文庫『紀行文集』の解題6)、②
「草木と海と」7)、③「海に沿いて行く」8)、④「旅行の話（その一）」9)、⑤「旅行の話（その二）」10)、⑥「秋
田県と菅江真澄」11)、⑦『木思石語』自序12)、⑧「旅行の進歩及び退歩」13)、⑨「をがさべり」14)である。（①～
⑨は以下の文章で引用の出典を表す。）
紀行文は旅の面白みを伝えなければならない。そもそも旅の面白みとは、知らない土地の地理や風俗を新た
に知ることで、目的地有りきの旅行では旅の面白さは発見できない。既に名所、名勝とされている所へ直行す
るだけの旅は、前情報を確認するだけで本来の旅の感動は得られない。そもそも名勝と指定された場所は、古
代の先人が歌に詠んだ土地や、中世の俳人が旅をした土地でしかなく、隠れた絶景はまだたくさん残されてい
る。また、風景は、時代、季節、雲の量、風向き、さらには「旅人の心持②」によっても変化するもので、これ
らの「個々の瞬間の遭遇②」は先人と同一では無く、

名勝は旅人に「無用の拘束②」を強いるものである。

「名のある古人を思慕することが、無名の山川を愛する情より優つて居る國柄では、風景の不遇②」であり、天
然の観賞ぐらいは「西行④」のように自由な境遇で、先入観を離れて自由に臨んで自由に説く必要がある。そう
しなければ、近世の道中記が「型にはまったものばかり⑤」であるように、紀行文の単調さから脱することはで
きない。絶景に辿りつくには、素早く通過する交通手段を利用するのではなく自分の足で歩いて探さなければ
見つからないもので、旅は閑静な場所を「行脚③」して峠の勾配、「村の形や道の曲がり方④」を実感し、また
珍しい草花や鳥に出逢うのがいい。さらに旅の醍醐味は、目に見える地形や風景を楽しむだけでなく、その土
地土地の人々と言葉を交わすことによって、その土地の風俗、伝説、方言、生活の隅々まで様々な情報が得ら
れることにある。つまり旅とは、未知の土地を進みながら五感を通して得られる新しい発見を悦ぶことであ
り、そして紀行文は、そのような旅の悦びを読者が疑似体験できるように、旅での新たな発見を誇張も斟酌も
せずに正確で、且つ詳細に伝える文章で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ような「風土観察の書①」は文学愛好家から俗
文として疎んじられることもあるが、旅の風土風俗の見聞の記録を主として旅を知らせることが紀行文の第一
の目的とすることに適っている。
「花を賞し湖山の月雪の美しさを描き、同時に深い興味を常人の生活の上に寄せている⑥」菅江真澄(1754～
1829)の紀行は評価するに値する。また、貝原益軒(1630～1714)による「快活又素朴なる記述①」の紀行は、民衆
に旅行趣味を感化させるのに一役買ったが、その文章は旅の記録の紙端に作家の意図とせずとも情緒が溢れ、
ふるかわこしょうけん
「此旅人の人柄を懐かしく思はしめるもの①」であった。古川古松軒(1726～1807)の紀行では「古来他の旅人の
歩かなかつた方面を歩き、今まで記述せられざりし新事実を集めて⑧」いて、漫遊記と呼ばれる資格がある。橘
南谿の紀行は、古川氏に先行して「大凡全日本の主要なる土地を歴遊し、殊に其の中の珍事を書き傳へるを目

5) 吉本隆明「液体の論理」『柳田国男論・丸山真男論』p.012（2001年9月、ちくま学芸文庫）
6) 「帝國文庫『紀行文集』」定本柳田國男全集23巻 pp.328－338（昭和５年10月、博文館）
7) 「草木と海と」（大正15年6月）定本柳田國男全集２巻 pp.52－66
8) 「海に沿いて行く」（大正14年8月） 定本柳田國男全集２巻 pp.275－280
9) 「旅行の話（その一）」（大正5年7月～6年3月）定本柳田國男全集3巻 pp.204－232
10) 「旅行の話（その二）」（昭和22年8月）定本柳田國男全集3巻 pp.233－240
11) 「秋田県と菅江真澄」（昭和6年2月）定本柳田國男全集3巻 pp.404－403
12) 『木思石語』自序（昭和17年8月）定本柳田國男全集5巻 pp.343－344
13) 「旅行の進歩及び退歩」(昭和2年2月) 定本柳田國男全集25巻 pp.109－120
14) 「をがさべり」（昭和2年6月）定本柳田國男全集２巻 11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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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⑧」にしたが、記述の饒舌と桃井塘雨（百井塘雨

～1794）の紀行との重複が欠点であると言える。また、

「旅が詩歌の材料⑦」となっていた時代もあり、旅行がなかったら「俳諧文学の花は咲か⑧」なかったが、紀貫
之の「土佐日記」をはじめとした古来の日本の多くの紀行は、「詩歌美文①」を並べたものが多く、それらは
「如何にも狭い主観の、独断的個人的の記録②」でしかない。「近世の紀行文學の一つのコツは、如何に世に知
られた路傍の好風景でも、之をさも新感覚の如くに吹聴して、國中の最も無識なる者、もしくは多少の反感を
抱く者に対するやうな態度を以て、記述と解説の丁寧を極めることに在るらしい⑨」が、それは意味の無いこ
とである。一方、大田蜀山の「壬戊紀行」は、当時の「近畿の田舎生活が手に取るように写して①」あり、「率
直で如何にものびのびしている①」文章は名文である。
良い旅とは、旅人本人に有益であると「同時にこの人類の集合生活にも、何らか新たななるもの又幸福なる
ものを齎し得るか否かに帰着する⑧」。つまり、旅人個人の満足に終わることなく、何かしらの形で個人の旅が
社会に還元されることが望ましい。その為にも紀行文が他の人を旅に誘うきっかけになったり、「新時代の研
究者のための有益な資料」となることは意味のあることである。

3. 柳田國男の紀行文
次に、柳田が書いた紀行文の文章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のかを見てみる。はじめに日記形式で書かれた
紀行の「越後へ―明治４０年―」15)の冒頭、次に「塔の繪葉書」16)から引用する。これらは前章で明らかにした
柳田の紀行理論が当てはまる文章となっ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る。

五月十九日 好晴、日よう
朝八時二十分上野發の汽車、車中福田庫文司と同行、新婦をつれて武蔵本荘へ行くところ。
碓氷山中の桐畠は、葉は少しも無くて花ばかり也。南の風吹渡り、満山の竹樹皆動く。既に夏の意なり。鶯の
こぶし
聲谷を隔て、藤は喬木の梢に花さけり。輕井澤に來ると辛夷
、八重の櫻なほ盛りなり。
坂城以北、若綠の山に躑躅まじり咲く。始めて此花の風情を解す。下水内に入りて柿の若葉おもしろく、桐の
花も多し。背後には妙高山の雪。
田口で待合せ二十分、去年來て休んだ櫻屋は障子を立てゝ森閑として居る。あたりは薄暮の水の音、蛙の聲。
八時になつて高田に着く。宿は清香園別邸といふ。郊外のいぶせき古屋ながら、庭は物さびて楓の花、梅の若
葉もよし。田の蛙しきりに鳴く。
五月二十日 晴、夜雨朝農學校を見に行く。校長菊池氏案内なり。茨城縣久慈郡の人といふ。次に稻田といふ
處に、郡農會の試験場を見に行く。場長鈴木氏は遠州の人、報徳道に熱心なり、この二人の人に色々の話を聴
く。農學校は昨年まで郡立、新たに縣立となる。年經費僅かに一萬一千圓、内一割が國の補助。卒業生百名の
うち、賈官吏となるもの四十五、縣郡吏員三十四、他に小學校教員も若干、農作に就く者殆と無し。 越後へ
―明治４０年―」（全集３ p.87）
西の京を見物した日は微やかな雨が降つて風が少しありました、唐招提寺の境内では人は一人も逢ひません、
庭の美しい砂の上に、松の葉の雫がぱらぱらと落ちて、其樹の間から見える講堂は近頃手入をされたばかりで
すが、注意深い技師の工で、柱の色から白壁の反映まで少しも今めかしい様子が無くて、折柄の雀の聲までが
萬葉振を囀るかと思はれました。
「塔の繪葉書」（全集31 p.475）
15) 「越後へ―明治４０年―」（明治40年） 定本柳田國男全集3巻 pp.87－109
16) 「塔の繪葉書」（明治39年９月）定本柳田國男全集31巻 p.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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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記の文章は、日露戦争期の絵葉書流行のなかで大衆的に反響を起こした刊行物「ハガキ文學」に明治39年
に掲載された奈良・京都の紀行文の一部で、柳田の自分の経験をハガキの話に結びつけた内容になっている。
唐招提寺を含め奈良の寺院は、京都の寺院に比べ壮大で重量感のある印象を持っているが、この描写からは古
風な風情のある趣が感じられる。この記述は概念的な印象が描かれたのではなく、実際の体験に基づいた写実
的な描写になっていることがわかる。

4. 結 論 ―柳田国男の紀行文の文学性―
柳田國男の紀行は、彼の民俗学的関心と詩人としての感受性が一体化した文学として読むことができる。そ
れは柳田の民俗学としての資料や伝説の記述と同様に、正確さを旨としながらも、事実を広く読んでもらえる
記事とするものであった。筆者は写実主義に基づき、叙事及び叙景によって表現しているが、それにもかかわ
らず読者を惹きつけるのは、読者の共感を呼ぶからである。紀行の舞台が読者にとっては知らない土地であっ
ても、かつて見たことのある風景を思い出させるような、どこにでもありそうな風景でも丁寧に描写すること
によって共感を可能にしている。また、比喩による説明や表現は、誰でも理解できるような自然の風物や草木
を引用して的を突き、余計な説明を省いていてわかりやすいことも 共感が得られる一つの手段となっている。
その部分に柳田の紀行文に描かれた文学性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紀行文に抒情的表現が無いにもかかわら
ず、実体験した柳田の感情が映し出されているかにように感じるのは、紀行を通して柳田の旅を疑似体験でき
ている証拠であると言えよう。1900年代の初頭、日本の文学界には西洋の写実主義から自然主義の流れが到達
していた頃であり、私小説へと向かう日本自然主義の記念碑的な島崎藤村の「破戒」（1906）や田山花袋の「蒲
団」（1907）が同時代の作品にあるが、柳田は小説ではなく紀行というジャンルで本来の自然主義を貫いた文学
を書いたと言えよう。

◀參考文獻▶
（

）「旅と紀行文をめぐって―柳田国男論序説―」『柳田国男の世界』
解釈と鑑賞 727 12月号、至文堂） pp.15－22

長谷川政春 1991
国文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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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문화가 형성한 소설담론 공간의 리얼리티
-<신조합평회>와 <조선문단합평회>를 중심으로-

조헌구(경북대)

1.들어가며
한국과 일본에서 근대 소설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접근했던 방식은 30년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만큼의 거리감을
가진다. 하지만, 서구로부터의 수용이라는 측면을 기준으로 가지고 오면 이러한 거리감은 단축될 수 있으며, 1930년
대 모던을 준비하는 시간대 속에서는 동시대적인 개념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1920년대 한국과 일본이
가졌던 ‘서구가 현대로 나아가는 시점에 근대를 시작한’1) 아이러니는 동시대적인 위상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근대 소설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적 탐구를 수용으로 인한 담론의 토포스(topos)로서 인
식하고, 시간적 차이를 넘어 동시대적인 소설 담론에 대해 그 주변의 다양한 지적 담론들이 실증적으로 집적된 표상
인 ‘합평회’라는 기록 형식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특질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일본 근대 소설의 지배적 개념은 ‘사실의 재현’ 즉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옮긴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근대 소설가들은 텍스트의 내적 일관성을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독자와의 감정적 공유를 과도하게 요구
한 측면이 있다.
近代の小説は、西洋十九世紀以後のリアリズム小説の手法を取り込もうとする中で、「人称」という概念に
あらたに出会い、その発想を取り込もうとして展開された、試行錯誤の歴史でもあった。2)
안도 히로시(安藤宏)의 지적처럼 일본 근대 소설가들의 소설 구축 방법에 대한 탐색은 현실 세계에서 픽션 세계
를 바라보는 시점, 즉 인칭을 통한 기술 또는 묘사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며, 이러한 방법의 탐구 결과 언문일치체
가 성립하였다. 결국 근대 소설가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의식, 다시 말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옮긴다’의 실천은
픽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동일 범주로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을 소설로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했던 것으로 설
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흐름을 보다 직선적인 형태로 정리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옮긴다’에서 ‘옮긴다’는 것
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는 것처럼 쓴다’라는 명제에 도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근대 소설가들의 소설 구축
에 대한 방법적 고민이 결과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하는 3인칭 화법을 모범답안으로 수용하였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그
렇다고 한다면, 3인칭이 담보하지 못하는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포함한 다양한 담
론이 제기된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담론의 장을 거쳐 결국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의 『이불』
(布団、1907)에 이르러 3인칭이면서 도키오 한 사람만의 내면심리를 묘사하는 것의 이상함이 자기폭로의 기법으로
발현되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다시 1인칭으로서 내면을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
나'를 얻으면서 사소설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옮긴다’가 가지는 불가능성은 사소설이라는 소설
구축 방법의 등장과 함께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국 그것 역시도 ‘나’라는 존재의 사회적 관계성이 만들
어내는 현실 세계와 픽션 세계의 이항대립적인 세계관이 충돌하면서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특히 1910년대 후반부터
영사기를 통한 영화산업의 출현과 함께 현실을 그대로 영상으로 옮기는 리얼리티의 극대화를 눈으로 경험한 순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옮긴다’의 글쓰기가 가지는 한계성을 목격하고, 아울러 촬영된 단편적인 장면이 현실 세계를 담

1) 김종길(1968) 「20세기 시의 특질」『월간 문학』월간문학사, p.253.
2) 安藤宏(2014) 「人称」『日本文学の表現構造』岩波書店、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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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상으로 편집되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그것 역시도 현실의 왜곡임을 인지한 것이다. 그리고 단편적인 영상의 편
집 과정은 결국 ‘나’의 시점임을 인지한 결과로 이어져 소설이 구축된 세계, 픽션 세계와 현실 세계는 분리된 것임을
인정하게 된다. 1920년대 초반 사소설이라는 실험의 끝에서 결국 일본의 근대 소설가들은 다시 최초의 명제로 돌아
갈 수밖에 없었고, 비로써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옮긴다’라는 명제의 이면에 감춰진 ‘리얼리티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
을까?’에 대한 내용적 질문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근대 소설 역시 ‘사실의 재현’이라는 것이 근대 소설의 지배적 개념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
광수의 ｢문학이란 하오｣(1916)와 김동인의 ｢자기의 창조한 세계｣(1920)에서 나타난 소설 구축 방법에 대한 접근을
확인하면, 한국의 근대 소설가들은 픽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분리된 범주로 인식하고, 그 사이의 관계성을 어떻게 유
기적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픽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원화시킨
선명한 인식이었지만, 소설의 본질적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픽션 세계의 구축을 어렵게 만든 결과로 이어졌
다. 즉 한국의 소설 담론은 문체의 문제였던 서구의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그리고 문체의 문제로부터 ‘나’를 발견한
일본의 근대 소설 개념이 복합적으로 충돌하는 개념적 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과 한국의 근대
소설 수용과 구축은 이러한 방법 구축의 개념이 혼재하는 토포스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토포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합평회｣라는 기록된 공간이다.

2. 합평회 라는 기록된 공간으로부터 – 신조합평회 와
조선문단합평회
｢신조합평회｣
複数の評者たちによる新作小説の合評を中心に、文壇や文芸に関わるテーマについての＜座談会＞を筆録し
た記事を定着させていたのが『新潮』の「新潮合評会」である。「新潮合評会」は、一九二三(大12)年三月号か
ら同年十一月号の第八回まで「創作合評」と題されて掲載された。
山崎義光(2006)「モダニズムの言説様式としての<座談会>--「新潮合評会」から『文藝春秋』の「座談会」
へ」『国語と国文学』 83(12)、至文堂、p.45.
新潮合評会は毎月、少なくとも二〇ページ、時に四〇ページもの分量を誇っており、それ以前の合評の類に
比べても遥かに膨大な量の紙数を費やしていた。しかも出席者は常時七、八人と、現在の標準から見ても多人
数による会話を、無謀にもほぼ同時進行的に記録しようとしていたのである。
酒井浩介(2009)「トラブルとして記録される会話 : 新潮合評会に見る座談会の批評性」『日本文学』58(12)、
日本文学協会、p.49.
｢조선문단 합평회｣
1924년 2월, 동대문구 용두동 168-1(당시 고양군 숭인면 용두리 168-1)에서는 제1회 조선문단 합평회가 열렸다.
합평회는 여러 문인들이 모여 서로의 작품을 비평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이 합평회에는 이광수, 현진건, 김
억, 박종화, 방인근, 최서해, 나도향, 염상섭이 참여했다. <탈출기>의 작가 최서해는 이 곳에서 기숙하며 조선문단의
편집을 맡았다. 그의 <탈출기> 등 대부분의 작품 또한 이 곳에서 탄생했다. 최서해의 본명은 최학송이다. 그는 서해
(曙海, 새벽바다)라는 필명으로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토대로 쓴 작품’이라고 밝힌 <탈출기>를 발표했고, 그 작품이
거론되는 ‘조선문단 합평회’에서 자신이 최서해임을 밝혔다. 또한 조선문단의 첫 대담을 6회까지 기록하고 타자로 쳐
서 출판하는 편집 일까지 도맡아 한다.
동대문구 기록관(https://memory.ddm.go.kr/items/show/69)
일반 독자를 상대로 출판시장에 진출했던 문예지로는 ‘조선문단’(朝鮮文壇)(1924)이 있다. 소설가로도 활동한 방인
근이 사비로 운영했던 이 잡지는 이광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중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100페이지 정도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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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지로 출발한 조선문단은 창간호 1500부가 매진되었고 다시 동일 규모로 재판을 발간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중략) 문예지로서 원고료를 필자에게 정식으로 지불하기 시작한 것도 조선문단이요, 신인을 발굴하는 문단진출 제도
를 공식화한 것도 조선문단이었다. 특히 매호마다 ‘조선문단 합평회’를 통해 문학의 현장을 종합적으로 소개 진단하
는 의미 있는 장치도 처음 만들었다.
권영민「문예지 위기의 시대」『세계일보』 2020년 10월 10일

3. 기록자와 독자의 거리
☞ 누가 기록하는가?
｢신조합평회｣ - 잡지사 소속 사회자와 속기기록자에 의한 진행과 기사 전달
何しろ初めてのことにて筆記者の修練が足らぬ為に、自然書き落としや、多少言葉の緩急にて意味をとり違
へた点もあるかと存じます。殊に、言論高調に達して火花の散るが如き場合の筆記が完全に行かなかったのは
無理もありません。併し、次回よりはそれ等の点にも十分に注意を払ひますし、筆記者も今回の経験にて修練
を積んだことと存じます。「記者便り」『新潮』一九二三・三
今回は筆記者を増して、なるべく完全を期しましたが、矢張、思ふやうには参らなかった点も多くありまし
た。次回からは更らに新しい工夫をこらして、是非、完全なものとして発表する考えで居ります。「記者便り」
『新潮』一九二三・四
- 좌담회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재현하는 기록으로서, 대화 그 자체가 가지는 현장성이 중요시되었다. 때문에 <속
기>라고 하는 미디어가 재현하는 텍스트로서 기능.
｢조선문단합평회｣ - 참가자이자 기록자로서 동시 기록(최서해)
「잘못된 것은 잘 받어쓰지 못한 필자의 허물이오니 책망의 방맹이는 필자에게 내려주옵소서」
최서해 「조선문단 합평회」 제1회
☞ 무엇을 기록하는가?
｢신조합평회｣ 공간의 기록 -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옮긴다'를 실천하는 재현의 주체자이면서, 그의 시선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그러나 내적 독자는 권위를 부여받은 평론으로 읽는다.

基本的には「月評」同様、最新の創作について、徳田秋声、菊池寛、久米正雄、久保田万次郎、そして芥川龍
之介や宇野浩二、広津和郎など、既成作家たちの一定の見識あるやりとりそのものを楽しめる、雑文的な要素
も持った「読み物」として構成され、かつ批評としての「権威」をもたせようとしたわけである。
山崎義光(2006)「モダニズムの言説様式としての<座談会>--「新潮合評会」から『文藝春秋』の「座談会」
へ」『国語と国文学』 83(12)、至文堂、p.50.
｢조선문단합평회｣ 공간의 재현 - 비평공간의 재구축 시도, 공간의 창조자로서 1인칭의 심층적 시선을 인정하고
있다.
인근 합평이란 것은 조선에서 처음인데 대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조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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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건 두가지가 잇겟지요. 죽 도라가며 차례로 한 사람이 평을 다하여가는것과 짤막짤막하게 여러번 회화
체로 하는것과........
건식 회화체로 하지요.
기진 좀 어려울걸이요
해송 어렵기는 어렵겠지만 회화체로 하지요
나빈 좀 재미잇는 말도 석거가면서........
인근 여귀잇는 이의 작품은 엇지할가요? (상글상글 우섯다. 방안의 공기는 점점 긴쟝하여간다)
「조선문단 합평회」 제1회

4. 나가며
<조선문단 합평회의 기술로부터>
☞ 이식이나 모방을 담론화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체의 창조성으로 이해하였다.
<신조합평회의 기술로부터>
☞ 현장성을 담보하는 회화의 재현을 통해 인물들의 시점 전환을 경험하면서 인칭의 통일이라는 명제로부터 자유
로워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즉 전달문과 달리 소설은 관찰자의 시선과 함께 내면의 세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것이다.
일본의 근대 소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옮긴다'의 불가능을 확인하고 중계자로서의 시점을 담보하였다면 한국의
근대 소설은 픽션 세계와 현실 세계의 이원성을 인지하고 작가는 현실 세계에서 픽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인식
을 바탕으로 소설의 방법을 구축하였다. 그런 점에서 한국 근대 소설의 구축은 근대를 생략하고 현대로의 직접 이행
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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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事記』의 構想
―倭建命의 인물 조형―

金祥圭(釜慶大)

1．들어가면서
大和朝廷의 王朝史에서 소위 英雄時代라 일컫게 된 인물로 초대 神武天皇과 함께 倭建命가 있다. 記紀에 따르
면, 景行天皇의 왕자로 태어난 倭建命는 父王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재략이 뛰어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하
지만, 소년 시절의 과격한 행동과 그로 인해 겪게 되는 방랑은 『古事記』에서만 볼 수 있는 요소로서 歌謠를 동반
한 전승과도 어울려 一代記처럼 상세하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싣고 있다. 그런데, 景行記에 실린 倭建命의
모습은 後代인 安康條에 등장하는 大長谷王子의 그것과 닮은 점이 많다. 中巻과 下巻의 서로 다른 시대에 실린
전승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게 그려져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山神의 역습으로 세상을 떠난 倭建命
에 반해, 大長谷王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여 수많은 살육을 거친 끝에 雄略天皇이 된 양자의 결말은 다르지만, 왕
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그려져 있는 모습은 倭建命와 닮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고는 이러한 두 사람의 類似性은 무엇을 뜻하는지, 종래의 제 학설을 검토하면서 記紀의 전승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古事記』는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2．전승의 내용과 인물 분석
『古事記』를 중심으로 두 사람에 관한 전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倭建命의 인생을 결정짓게 된 발단
으로, ‘三野(美濃)’ 지방의 미녀 자매를 중간에서 가로채어 다른 여인을 天皇에게 올리고 朝夕의 조례에도 참석하지
않아서 부왕으로부터 잘 타이르라고 했던 형을 무참하게 찢어 죽이고 말았다.* 이러한 살육 행위에 두려움까지 느낀
天皇은 朝廷에 반항하는 서쪽의 ‘熊曾建’ 형제를 토벌하라고 내려보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에게 이번에는
곧바로 동쪽 征伐을 명하였다. 그러나 東征을 완수하고 돌아오던 도중에 선약한 ‘美夜受比賣’와 혼인하고, ‘草那芸
剣’를 둔 채로 ‘伊服岐山’으로 오르다 山神의 역습을 받아 致命傷을 입어 倭(大和)를 목전에 둔 ‘能煩野’에서 결국
숨을 거두었다. 그가 쓰러지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은 歌謡와 함께 그리고 있는데, 『古事記』에서는 이를 역대 天
皇의 장송곡이라고 설명한다.* 전승에 이어서 자손의 系譜도 싣고 있어서, 이는 常陸國風土記에 기록된 ‘倭武天皇’
이라는 표현처럼 그가 본디 天皇이었거나 그에 가까운 존재였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大長谷王子는 즉위 이전인 安康記로부터 등장하지만, 冒頭에서 갑자기 同腹 형인 安康天皇이 살해당한
이후로는 그가 중심인물이 되어서 진행된다. 즉, 大長谷王子는 天皇을 죽인 ‘目弱王’를 치기 위해 同腹의 다른 형
들을 찾아 대책을 논의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차례차례 잔인하게 죽이고 만다.* 게다가 이후 顕宗과
仁賢天皇이 된 ‘袁祁’ ‘意祁’ 형제의 부친인 市辺之忍歯王도 사냥터로 유인해 쏘아죽이고, 屍身을 훼손해서 말구유
에 집어넣어 찾지 못하게 파묻어버렸다.* 어느 경우에서도 모두 포악한 방법을 쓰고 있어서, 몹시 난폭한 인물로 서
슴없이 잔인함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倭建命의 경우처럼 친형을 비롯해 상대를 잔인하
게 도륙하는 행위와 비슷하다.
『古事記』에는 대략 이러한 내용으로 실려 있으며, 또한 中巻과 下巻에 실린 별개의 전승이면서도 양자의 활약
은 景行과 安康 天皇條에서의 주된 사건으로 펼쳐져 있다. 다른 점은 前者가 毒氣가 퍼져서 결국 皇子로서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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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後者는 즉위해서 天皇이 된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前者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天皇이었다는 기록도
있고, 死後 記事에 이어서 子孫 系譜까지 싣고 있는 점 등, 실제로는 天皇에 가깝거나 그에 상응하는 존재였다고도
생각된다. 따라서 양자는 본디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爾天皇問賜小碓命、何汝兄、久不參出。若有未誨乎。答白既爲泥疑也。又詔如何泥疑之、答白、朝署入厠
之時、待捕搤批而、引闕其枝、裹薦投棄。於是天皇、惶其御子之建荒之情而詔之、西方有熊曾建二人。是
不伏无禮人等。故、取其人等而遣。」(景行記)
＊「自懷出劒取熊曾之衣衿以劒自其胸刺通之時、其弟建見畏逃出。乃追至其室之椅本取其背皮劒自尻刺通。…
名倭男具那王者也。……是以吾獻御名。自今以後、應稱倭建御子。是事白訖、即如熟苽振折而殺也。
＊「是四歌者。皆歌其御葬也。故至今其歌者歌天皇之大御葬也。」
＊「爾大長谷王子、當時童男。即聞此事以、慷愾忿怒。乃到其兄黒日子王之許曰、人取天皇、爲那何。然其黒
日子王不驚而、有怠緩之心。於是大長谷王詈其兄、言一爲天皇、一爲兄弟、何無恃心聞殺其兄、不驚而怠
乎。即握其衿控出、拔刀打殺。亦到其兄白日子王而、告状如前。緩亦如黒日子王。即握其衿以引率來、到
小治田堀穴而隨立埋者、至埋腰時、兩目走拔而死。」(雄略記)
＊「自馬往雙、拔矢射落其忍齒王。乃亦切其身、入於馬樎與土等埋。」

3．양자의 공통점과 전승의 의도
『古事記』에 나타난 倭建命와 大長谷王子의 전승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닮은 요소가 있다. 먼저, 교섭은
겉치레뿐으로 곧바로 상대를 제거한다. 게다가 죽이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해하는 방법도 상상을 초
월할 정도로 난폭하고 잔인하다. 이와 같은 人物像은 大和朝廷이 표현하고자 했던 고대의 모습과도 관련이 있을 것
이다. 換言하자면, 소위 傳說時代의 英雄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王朝의 역사 속에 그리고자 했던 編者 측의 의도가
들어있었다고도 읽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사건에 임할 때 倭建命는 자신을 ‘倭男具那王’(야마토오구나노미코)라고
칭하고, 大長谷王子는 ‘童男’(오구나)였다고 설명한다. 두 사람 모두 이름에 있어서 ‘오구나’로 불린 것은 소년 시절
의 이미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과 함께 용맹한 영웅으로 각인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름의 類似性은 雄略의 倭
名이 ‘大長谷若建命’라고 일컬었던 사실에서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아명(幼名)인 ‘小碓命’로부터 전승 속에서 새
로운 이름을 획득하여 ‘倭建御子(命)’로 바뀌었던 전개 과정과 같은 논리로서, 용맹과 칭송의 뜻을 담은 호칭임을 의
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이든 記紀에 채록된 점으로 보아 같은 자료를 참고한 이름으로 보이지만, 사서의
편찬과정에서 전설 시대에 걸맞은 인물로서 그리고자 했던 의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다고 추정된다. 즉, 이러한
인물 조형이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소년 시절과 이후의 전개 과정이 다르게 펼쳐진 것이다. 요컨대 大和朝廷의 正
史인 『日本書紀』는 天皇에 대한 臣下의 충성심을 고양하기 위한 구도였다면, 『古事記』는 古代王朝의 전설적
영웅으로 그려 놓은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소년 시절의 과격한 인물묘사는 『日本書紀』에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景行朝의 최대 업적인 西征은 天皇에 초점을 두어 실행되었기 때문에 ‘日本武尊’의 西征은 같은 사건의 반복에만
그치고, 蝦夷 토벌을 위한 東征도 형의 태만을 꾸짖고는 왕명에 따라 행하는 충직한 신하로서 그려진 것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결과적으로 『古事記』에는 주인공이어야 할 景行天皇의 역할은 冒頭뿐이며, 이후 倭建命 이야
기로서 펼쳐진 것은 모순되지 않는 전개라고 하겠다.

4. 나오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倭建命에 관한 『古事記』 및 『日本書紀』의 전승에서 전혀 다른 인물처럼 묘사된 것
은 편찬 의도가 각각 달랐기 때문이며, 이름은 같으나 소년 시대를 비롯한 그의 활약상을 歌謠 이야기와 함께 그린
것은 景行記의 독자적 구도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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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양자의 전승이 서로 닮은 묘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주목해보면, 원래 雄略天皇의 전설을 바탕으로 人物像
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된다. 그러한 인물 조형이 史書 편찬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編者의 의도
적인 편집에 의한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여하튼 양자는 『古事記』에서 가장 격렬하게 삶을 이어간 인물로 그
려져 있는데, 倭建命는 가상의 영웅으로 東西를 제압하여 영토를 확장한 인물로 해석되지만 大長谷王子는 실재했
던 고대 왕으로 알려져 있다. 즉, 雄略天皇은 『宗書』의 ‘倭国伝’ 등에서 ‘武’라고 기록된 인물로 추정되며,* 또한
古墳에서 출토된 鐵劍 銘에서도 확인되는 周知의 倭王으로서 武勇을 떨쳤던 군주(大王)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소
위 英雄時代의 옛 모습을 전하고 있는 天皇으로서 가공되기도 했을 것이다. 한편, 倭建命는 초기 王朝에 있어서
嶺土擴張 과정에 따른 전설을 집약한 상징적 인물로 英雄의 전형을 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자는 똑
같이 거칠고 사나운 성격이었으며, 게다가 그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애 전승도 싣고 있어
서 다정다감한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전설적인 英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中巻과 下巻의 中心
인물로서 자리매김하였을 것이다. 양자를 통해 『古事記』는 권력의 쟁취 과정을 유교적인 윤리와는 다른 大和朝廷
의 王権 논리로서 나타내고자 하였다.
『古事記』는 토지신이나 조상신들과의 관계가 미치고 있는 신과 인간의 이야기를 中卷에, 반란과 왕권 다툼 등
을 주제로 한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下巻으로 각각 구분해 놓았다. 연면히 이어지는 皇位와 王権의 정통성을 나타
내는 방법에 있어서, 독자적인 構想이 배경에 있었던 점을 倭建命의 전승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다.
＊「弟武立。自称……安東大将軍・倭国王。……遣使上表曰……自昔祖禰、躬擐甲冑、跋渉山川、不遑寧處。東
征毛人五十五國、西服眾夷六十六國、渡平海北九十五國。」(『宋書』卷九十七「倭国」)
＊「獲加多支鹵大王」(稲荷山古墳出土鉄剣銘、江田船山古墳出土大刀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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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의 재앙과 요괴
-전근대의 불안정한 사회상과 요괴의 출현-

김학순(충남대)

1.들어가며
2019년 겨울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대유행을 넘어 팬데믹 상황까지 이르렀다. 여전히 확진
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전 세기에도 천연두, 페스트, 스페인독감, 말라리아,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 하지만 백신과 치료법 발견으로 이러한 전염병과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치료
가 가능해졌다. 인류는 이데올로기, 자국 중심주의, 종교 갈등, 자원 문제 등에 의한 국가 간 전쟁뿐만 아니라, 전염
병과도 끊임없는 전쟁을 해 왔다. 위생, 방역, 백신과 같은 현대적 의료체제가 시작되고 그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
작한 것은 근대 이후이다. 근대 이전 시기에는 전염병은 역병(疫病)이라 부르며 지금과 같이 큰 공포이자 극복하고
자 한 대상이었다.
전근대 일본에서는 역병이 만연한 시기에 전염병과 연관된 요괴(妖怪)를 사회 안으로 불러들여 등장시켰다. 현재
의 관점에서는 비과학적으로 보이겠지만, 전염병을 일으키거나 예언하는 요괴들을 통해 대중들은 심리적 안정을 꾀
하며 불안정한 사회상을 극복하려 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비단 전염병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같은 사회적 재앙 시
에도 공통되게 나타난다. 사회적으로 컨트롤이 불가능한 전염병이 유행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당시 대중들은 신
앙의 대상을 찾아 간절한 기원을 하게 된다. 에도(江戸)시대 대중들이 신봉했던 유행신(流行神) 역시 이러한 전통을
잘 보여준다.
본 발표에서는 전근대 일본 사회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 인간세계에 등장해 대중들을 공포로 몰아가거나 혹
은 구원하는 존재로 그려진 요괴의 특징과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전통이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어
떻게 발생하여 변용되었는지, 문학 작품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려지고 있는지도 보려고 한다. 또한 전염병을 퇴치
하는 역할로 등장한 중세시대 무사들의 영웅전설을 통하여 요괴보다 우월한 인간세계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고찰해보겠다.

2. 사회적 재난과 요괴의 등장
에도시대 대중들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하에서 역병을 예언하고 대책을 알려 주는 요괴를 통하여 심리적
위안을 얻고 신앙적인 염원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이한 현상의 배후로 인식되어진 요괴들은 전염병뿐만 아
니라 재해를 일으키는 존재이기도 하다. 특히 홍수, 지진, 쓰나미(津波)와 같은 자연재해가 기록된 전승에도 요괴들
이 자주 등장한다. 동북지방의 홍수와 관련된 전승인 〈시라가미즈(白髪水)〉, 〈시라히게미즈(白髭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홍수나 큰 쓰나미가 발생할 때, 흰 머리, 흰 수염을 한 노인이 맨 앞에서 물을 거슬러 내려오는 것
을 보았다. 또는 산으로부터 바위를 차서 물길을 열었다. 흰 수염을 한 노인에게 무례하여 일어난 재앙이므로 물가에
서 신을 기리는 축제를 했다고 보여 진다.1) 이와 같이 요괴들은 전염병,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재앙의 존재로 등장한

1) 畑中章宏(2017) 『天災と日本人-地震･洪水･噴火の民俗学』 筑摩書房,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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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괴의 근원이 되는 오니(鬼)라는 존재의 특징은 인간에게 불행을 준다. 한 개인이나 집안에 걱정을 초래하거나
병을 퍼트리는 불행의 속성은 영속적인 요괴의 특징이자 한계이다. 그리하여 요괴의 활동성을 억제시키거나 요괴를
퇴치하는 것은 개인 또는 공동체의 불안을 막는 방법으로 생각되어졌다. 요괴를 억제시키고 퇴치하는 것은 결국 요
괴가 갖는 마이너스적 요소에 대한 대처 방법이었다. 이러한 요괴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마
즈에(鯰絵)의 전통을 들 수 있다.
대지진이 발생한 시기에 유행했던 나마즈에 역시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 극복에 대한 대중들의 집단적 염원과 민
간 신앙에 기인한다. 나마즈에는 1855년 안세이(安政) 대지진을 계기로 에도 시중에서 대량으로 유통된 메기 요괴를
그린 판화이다. 큰 메기가 지진을 일으킨다는 민간 신앙에 기반 하여 그려진 판화로 지진을 막는 부적으로 사용되기
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가와라반은 역병이나 자연재해의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동체 사회가 공유하기 위한 정
보 전달 수단으로 근대적인 미디어의 성격이 강하다. 당시의 주관성을 유감없이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당시의
종교사상, 도덕사상이자 문화 수준을 제시해 준다. 서민은 그로인해 지도계발 되었음은 무시할 수 없다.2) 현재의 호
외와 같은 가와라반은 초기에는 동반자살의 신주(心中), 효행, 복수(敵討ち)와 같은 사회적 윤리가 규범에서 이탈한
개인들에 대한 가와라반이 유행하였다. 하지만 점차 보도 중심의 사회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시
작한다. 역병 예언의 요괴 역시 당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이한 현상이 아닌 역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
는 공공의 이미지 캐릭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근대화이후에 등장한 광고 속 요괴 이미지에서도 확인된다.
나마즈에도 역병 관련 요괴의 이미지에서 보이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지진을 막기 위한 부적으로서의 수호자적
역할, 재해 직후에 나타나 재난을 일으키고 재산을 잃은 이들이나 파손된 가옥의 피해를 중심으로 기록한 파괴자로
서의 측면이다. 재해가 일어난 후, 경기부흥으로 바쁜 토목건축 관계자 장인 등을 등장시켜 구제자로서의 성격을 부
각시켰다.3) 이처럼 요괴가 갖는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이중적 이미지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중들의 공포와 극복이
라는 인식과 관련이 깊다. 재앙의 공포를 주는 마이너스적 이미지가 발현하지만 극복을 위한 염원에도 요괴는 플러
스적 이미지로 등장한다. 이러한 전통에 기반한 요괴의 출현은 근대이후에도 계속된다. 오키나와에서 미국과의 전쟁
시, 일본 제국주의 정부는 미국 군인이라는 요괴에게 늑멸 당해 죽기보다는 자결을 권했던 것을 보면, 적에 대한 이
미지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3. 사회적 재난과 요괴를 통한 치유
이처럼 사회적 불안을 요괴를 통해 표현하던 전통은 근대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산업화와 경제 발전, 서구의 의
약 지식이 확대되며 전염병을 일으키거나 예언하는 요괴보다 이미지화된 요괴들이 미디어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림1〉은 1925년 3월 23일 조간〈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7면의 광고에 상표로 등록된 구단이다. 자르지 않고
태우지 않고 근본적으로 마시면 낫는다는 가정에 전해지는 약(きらず やかずに 根本的に のんでなをるや 家傳
藥)으로 오카야마(岡山市)시의 항문약상회(肛門藥商會)의 치질약 광고이다. 에도시대의 역병 예언의 요괴가 질병 치
료제의 상표로 등록되어 수술 없이 마시면 낫는 약으로 선전되었다. 공동체의 위기와 사회적 질서 붕괴의 불안한 정
세에 등장하던 요괴는 근대화와 산업화 이후에는 의약품 선전 이미지화된 캐릭터로 등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통
역시 질병 및 역병과 관련된 요괴의 근대적 이미지 변화로 볼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보이는 요괴는 인간의 얼굴에 동물의 모습을 한 구단(件)이다. 이 요괴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킨
전염병이나 전쟁 등이 발생하면 유행하였다. 이런 점에서 불안정한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요괴이자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로테스크함이 대중들의 심리적 불안을 잘 나타낸다. 하지만 약의 광고에서 사용되고 있듯이, 절대적 공
포의 대상이 아닌 질병 치유와 관련된 긍정적 이미지로 등장시키고 있다. 결국 괴이함을 이용한 의약품과 관련된 광
고로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질병에 대한 괴이함을 요괴의 괴이함으로 표현하며 광고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2) 小野秀雄(1970) 『かわら版物語』 雄山閣出版, p.314.
3) 竹内誠編(2010) 『江戸文化の見方』 角川学芸出版，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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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의서(医書)로 편찬된 서적
이 동시에 괴이집성본(怪異集成
本)으로도 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태가 떠오르게 하는 것은 기괴
함(怪妖)과 기이한 병(奇疾)이
교차하는 현대에서 보면 기묘한
이야기 공간의 존재이다. 인면창
(人面瘡) 이야기는 각자가 세속
논리 혹은 신체논리를 품으며 서
적의 편찬이라는 운동 속에서 두

〈그림44〉 치질약 광고의 구단

가지의 방향성-괴이를 이야기하
는 희열과 의료 실전-으로 되었다.4) 이러한 괴이에 대한 관심과 실제 의료행위를 플러스적이든 마이너스
적이든 전통적 요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요괴는 대중들의 관심을 높이고 공동체에 이익을 주는 이미지
로 변화되었다.

4. 요괴 퇴치의 영웅전설
전염병을 일으키거나 예언하는 요괴들로는 아마비에(アマビエ), 진자히메(神社姫), 구단(件), 예언새(ヨゲンノト
リ), 하쿠타쿠(白沢, はくたく)를 들 수 있다. 아마비에와 진자히메는 바다 저 편에서 건너 온 요괴로 역병과 풍작을
예언하고는 곧 바로 바다로 사라진다. 바다로부터 건너온 역병을 일으키는 요괴는 에도시대 대중소설에서도 보인다.
외국과 외국 선박에 대한 출현에 대한 공포를 역병의 요괴의 등장과 관련시키고 있다. 이러한 소설로 교쿠테이 바킨
(曲亭馬琴)이 집필한 『진세쓰유미하리즈키(椿説弓張月)』를 살펴보면, 중세시대 영웅인 미나모토노 다메토모(源為
朝)가 역병을 무위로 퇴치하는 장면이 나온다.
앞바다로부터 볏섬 덮개에 빨간 고헤이(御幣)를 세워 신장 일 척(尺) 사, 오촌(寸) 정도의 바싹 마른 노인이 파도
에 휩쓸려 표착하였다. 다로마루(太郎丸), 지로마루(次郎丸)는 떨면서 소리 지르며 우니, 다메토모(為朝)는 노인을
째려보며 너는 물의 괴물(怪)이냐, 땅의 괴물이냐 어서 사라지라고 훈계한다. 그러자 노인은 매우 무서워하며 볏섬
위에 엎드리며 저는 지미(魑魅), 모료(罔両) 무리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천연두(痘)의 주인(鬼)입니다.
최근에 교토(京)와 오사카(摂)에서 천연두를 유행시켰지만, 오사카 연안으로 쫓겨나 지금은 대양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 주변 섬사람들은 예부터 천연두에 걸린 적이 없다고 들어 잠시 이 섬에 머무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귀인의 무덕(武徳)에 압도되어 섬에 상륙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명하여 이 주변에는 얼씬도 못 하게
하겠습니다. 다메토모는 안도하는 얼굴색을 띠며 그러하였구나, 이 섬에는 나의 아들이 있다. 예부터 섬 주민은 천연
두에 걸린 적이 없다. 돌연 이 병에 걸리면 비명횡사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너희들은 두 번 다시 이 섬에 와서는
아니 된다.5)
바다 저편에 나타난 노인은 천연두의 오니로 당시 대도시인 교토와 오사카에 전염병을 유행시키고 다른 섬으로
상륙하려고 이동 중이다. 하지만 다메토모의 무덕에 결국 상륙하지 못하고 떠난다. 주인공 다메토모가 뛰어한 무사임
을 보여주고자 한 에피소드이지만, 당시 외국에 대한 공포를 전염병으로 묘사하였다. 외국과 전염병이라는 두 가지의

4) 香西豊子(2008) 「奇疾と奇妖ー人面瘡譚の展開にみる近世的身体の位相」 『日本文化の人類学/異文化の民俗学』
法蔵館, pp.685-686.
5) 後藤丹治(1958) 『椿説弓張月上』 岩波書店, pp.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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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는 결국 일본의 무사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류큐(琉球) 정복의 전승 안에 존재 그 자체만으로 전염병을 바다
저편으로 떠나보내는 설정을 두어, 일본을 구하는 강력한 영웅전설로 그려냈다. 이와 같이 전염병 퇴치와 관련된 대
표적인 무사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를 들 수 있다. 구마모토(熊本)성을 개축한 기요마사는 역병을 퇴치한 수호
신으로 섬겨지며 영웅시된 무사이다. 호랑이 퇴치 전설로 유명하지만 콜레라 퇴치의 영웅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믿어
져 왔다. 콜레라(コロリ)를 한자로 표기하면 고로리(虎狼狸)가 되어 호랑이(虎)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때 호랑이 퇴치로 유명한 가토 기요마사가 수호신으로 섬겨진 것이다. 그 외에도 가토 기요마사를 기리는
구마모토 시내의 혼묘지(本妙寺)는 한센병 환자가 참배하는 절로 유명하다.6)
일본 전국 각지에는 오니 퇴치, 요괴 퇴치에 관한 전설이나 설화가 전해지거나 기록되었다. 이러한 전승 안에서
요괴들은 마을에 출몰하여 사람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채가서 죽이거나 잡아먹거나 혹은 인간의 여성을
부인으로 삼거나 하는 이미지로 전해졌다. 사악한 요괴들이 날뛰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용맹하고 명성 높은 무사 등
이 스스로 나타나거나 선발되어 요괴와 대결하여 마침내는 퇴치하게 된다. 요괴를 퇴치하는 행위는 요괴를 섬기는
것과 달리 마이너스적 가치를 가진 요괴를 살해, 파멸시켜 이 세상에서 말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는 요괴
에 대한 인간 쪽의 우월성을 나타낸다.7) 결국 자연재해나 전염병을 일으키는 요괴는 신으로 모셔지거나 또는 강력한
무사들에 의해 퇴치되며 플러스적, 마이너스적인 이중적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중들도 공포를 극복하고자 하
는 방법 역시 그 대상을 신앙적 대상으로 모시거나 혹은 더 강력한 전승 속 영웅을 통해 퇴치하려는 이중적 방법으
로 행해졌다.

6) 本郷和人・井沢元彦(2020) 『疫病の日本史』 宝島社, pp.44-45.
7) 小松和彦(2000) 『妖怪學新考』 小学館,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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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足博泉の思想形成における荻生徂徠の影響
―「復水神童」から「太平策」へー

李玲(목포대)

はじめに
享保十一年（一七二六年）秋1)、熊本の儒者である水足博泉は二十歳の時、詩書礼楽易春秋、先王の教え、礼
楽古代無書、左伝、律暦、書数、孔孟の並称という7つの問題に関する疑問を提起し、荻生徂徠から「復水神
童」という返信をもらった。そして、博泉は四年後に脱稿した『太平策』（徂徠の同名書とは別の文献である）
に、その7つの問題について自分の意見を述べた。荻生徂徠に激賞された「神童」水足博泉は、徂徠と書簡のや
り取りをしただけで、正式に徂徠に弟子入りしたわけではない。しかし、「復水神童」は徂徠思想を表す一部と
して『徂徠集』にも収録されており、『太平策』には、荻生徂徠が水足博泉に及ぼした影響の痕跡が散見する。
というのは、二人の思想の異同や水足博泉の思想形成における徂徠の影響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復水神童」
を通して博泉が提起した7つの問題についての見方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

1.詩、書、礼、楽、易、春秋
儒者にとって、詩書礼楽易春秋は学ぶべき教科書であり、この六冊の本が六経とされるのは江戸時代の大部
分の儒学者たちの共通認識であった。ほとんどの儒学者は六経の説が孔子から提起されたものと誤解してい
る。博泉は徂徠への手紙の中で、この基礎的な問題に対して異論を呈した。博泉の異議に対して、徂徠は次の
ように答える。「詩書礼楽易春秋は六経と呼ばれ、六芸とも呼ばれる。しかし、この呼び方は孔子の後に現れた
もので、孔子が提示したものではない。」2)
確かに、徂徠も「六経」の説は孔子からのものではないと捉えている。しかし、彼は割と中立的な立場をと
り、この言い方に対して、いかなる評価をもしていないが、博泉は「六経」という説を信じているすべての人は
儒学を知らない人だといい、次のように説明している。「世の中の六経を信じている人は、孔子を信じなくて
漢代の儒者を信じ、『論語』を信じなくて『荘子』を信じ、実に何も分からない。六経という呼び方は漢代に
起って、また漢代に廃止されたのである。その後、程朱氏が現れて六経を再び提唱し、呑気な話に過ぎない。全
ては漢代儒者の旧説を踏襲したのである。」3)
上記の博泉の話によれば、六経の説を漢代の儒者が捏造しており、儒学を知らない人の言い方だと批判して
いる。この漢代の儒者の間違った言い方を後世に伝えたのが朱子学者であるという見方から、水足博泉の朱子
学批判は読み取れる。
1) 作成時期の推定は平石直昭『荻生徂徠年譜孝』、平凡社、一九八四年、十一～二頁、一五四～一五五頁による。
2) 「復水神童」と『太平策』の原文は漢文で書かれたもので、本文で引用する訳文は筆者による。徂徠：承問。詩書
禮樂易春秋。謂之六經。又謂之六萟。蓋昉於七十子以後也。
3) 世之信六經者、不信孔門而信漢儒、不信侖吾而信莊子經解、不知類之大者也、大抵六經之名、興於漢、而廢於漢、
漢以後、程朱氏興、先四子而後六經、口將酸焉、皆襲漢儒之舊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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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義学あるいは古文辞学派とは、朱子学派や陽明学派などのいわゆる新儒学に対して、宋代元代の儒者の解
釈を通してではなく、古代の孔子・孟子の原典そのものを直接解釈することで、儒教の真髄をきわめようとい
う志向からの名称である。博泉は明らかに後世の人の注釈を通さず、直接孔子などの著作を読んで儒教の精髄
を理解することに賛成して、これは古学の学者の典型的な特徴でもある。また、「復水神童」の中には、荻生徂
徠も朱子学批判を示しており、朱子学者は孔子の学説を知らない人たちだと考えていた。
博泉 の『太平策』の観点は徂徠の影響を受けており、朱子学批判はその一部にすぎない。本発表では、水足
博泉と荻生徂徠の観点の違いに注目する。というのは、これこそ儒学者としての水足博泉の思想の特殊性があ
ると思うからである。水足博泉は政治において、自分の学説を展開しているだけではなく、教育、文化、政治な
ど多くの分野に適用して、自分の考え方を述べている。ところが荻生徂徠は支配者層に対する教えを説いてお
り、自身も幕臣の経験があったわけである。徂徠の目からみれば、自分の学識を政治に活用するのが、儒学者
のやるべき仕事だと思ったかもしれない。
「漢代の儒者は古典を書き換えて注釈を行い、宋明になると、儒者はみな経を学んで孔子の学説を知らな
い。経術を勉強するのは、道を知るためである。道を学ぶ人は、義を知ることができれば、天下国家を治めるの
は自分の手のひらを見るかのように、よく見えるであろう。それゆえ、今日の経学者たちが六経の内容を一字
一句で説明しようとするのは、いずれも他人を説得して自分の言論を信じるようにするためであり、政治に従
事して国家の太平を実現するためではない。このようなこじつけがましい古典を説明するのはよくない。あな
たは深い思考ができる子である。私のような才能のない人はやる気があっても、実力が伴わない。遠大な志が
ない私とは違って、あなたは天才少年であるから頑張ってください。」4)と徂徠はいう。
二人は古文辞学の主張について、大筋では意見が一致していたため、徂徠は博泉を「深い思考ができる子」
と高く評価している。そして、自分が才能のない人であると謙遜しながらも、博泉の未来に期待を寄せ、天才
少年であることを絶賛している。それ以外に、徂徠の宋明理学に対する批判も読み取れる。徂徠は宋明理学者
が漢代の儒学に関する著作に専念しているのは、孔子の学問を知らないからだと思っている。儒者が儒学を学
ぶ根本的な目的は道を知るためであり、道が政治に影響を及ぼすことであると徂徠は捉えている。これが徂徠
の古文辞学を目指している根本的な特徴だと考える。このように、徂徠は政治的観点から儒学の問題を説明し
てきた。しかし、博泉は、治績は先王の道でもなく、あるとしても先王の道のすべてではないと思っている。
「治績は先王の道ではないが、先王の道によって予想できるものである。儒者が先王の道を伝える度に、必ず
舜禹を言及する。統治の道について言及すると、必ず経術を根拠としている。これは常識である。」5)と博泉は
いう。
つまり、先王の道は政治だけではない。しかし、先王の道にはあらゆるものが含まれて、これがわかれば、
政治が滞りなく行われ、民の心が安らかになるのは必然の結果である。博泉は徂徠と違った価値観で世界の存
在を見ていた。徂徠は政治利益を中心にして、政治に役立たない道は無意味であると考える。しかし、博泉が
言った道は、政治をも含まれており、世界全体の客観的法則を指している。このことから見れば、二人の道に
関する理解は異なっていたことが明白であろう。

2.律暦
異なった道の理解によって、さらに違う自然観が示されている。博泉が議論しているのは天道であり、人道

4) 徂徕：漢儒櫽栝、遂為傳註、降至宋明、儒者皆經生、安知孔氏之學哉。大氏學經、所以求知道也、故學道者、求知
義焉苟能知義、則治天下國家、其如示諸掌乎、故世之治經者字為之詁、句為之解、皆務求颺諸口舌、使人聽信者
也、非欲施諸政事、平治國家者也、穿鑿附會、宜哉、足下思諸、予不佞惫矣、莫有進取之志、妙年英才、往其勗哉。
5) 吏治雖非先王之道、豈無遠圖乎哉、儒者傳先王之道、言必唐虞、其論治道、必根據經術、可謂昭昭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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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詩書礼楽を通じて見られることであった。それに対して、徂徠は人道について議論してきた。徂徠の人道は、
天道と完全に独立した聖人から作られたものであった。「天」は人間にとって絶対的、超越者であると徂徠は
たえず強調している。
徂徠の天に関する基本的立場は次の三点にまとめることができる。一、「天なるものは得て測るべからざる
ものなり」とし、いわば天の不可知論を主張する。二、為政者は敬天・保民につとめるべきだと強調している。
三、敬天・保民によって「天の永命をうけよ」とは決して言わない。なぜなら、「天」および「天意」を知るこ
とはできないからである。6)
徂徠の考え方は、天と人は完全に隔絶した状態であり、人が天意を推測するという行為自体は天に対する不
敬である。人が知ることができるのは天道ではなく、人道であり、人道は天に関係のないもので、聖人によっ
て作られたのである。博泉は徂徠と違って、天道の存在を肯定し、一般人は天意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と思っ
ているが、聖人とは天と人をつなぐことができる存在だと考える。聖人が道を作ったことを否定し、聖人が提
供するのは、道を知るための道具であって、道そのものではないと言っている。つまり、「天下にとって聖人の
功績は、教だけである。道とは天地開闢以来、増減せずに、ずっと存在しているのである。五常とは聖人がいな
くてもずっと存続しているのである。後世の儒者が五倫を聖人の創造としたのは、何の根拠があろうか。」7)
徂徠と博泉の朱子学に関する考えを比べると、徂徠は「天」は人間に対する絶対的超越者であり、天意を推
察することは全くできないことだと考え、人間と天の意思疎通の可能性を完全に否定し、聖人であっても、こ
の溝を越えることはできないと考えていた。朱子学者は、人間は生まれながらにして聖人に近いと考えてい
る、理学研究を通じて聖人のような状態に回復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われる。徂徠は、朱子学で言っている
「聖人の何でも知っている状態」が天に近いということは、全く不可能であると思っている。博泉は徂徠の意
見と一致し、朱子学のこのような人間の能力を誇張した言い方に反対しているが、人間と天は完全に隔絶して
いるとは思わない。そして、「敬徳・保民につとめて天の永命をうけよ」という周代の為政者の合理主義は徂
徠に賛同されないが、博泉には認められる。
「八卦律暦は河図8)を倣って、井田9)八陣明堂九州は洛書を倣って、天地の至宝の中で、洛書河図に勝るもの
がない。この二図のあるところは、鬼神に加護され、妖魔の邪気も避けられる。これらも帝王の宝物であり、庶
民に隠されることは不吉極まるのである。王者がこれらの諸図を見ると、聖人の天を倣った深意を考え、先王
の明徳を知り、政事の中に活用することができるならば、おのずから国をよく治めることができる。」10)と博
泉はいう。
それは、河図洛書の存在を信じており、河図洛書は人間の能力で発見されるものではなく、天から王に示さ
れたものである。つまり、天地は庶民にとっては超越的な存在であるが、聖人は一般人にとっても超越的な存
在であり、一般人と異なって聖人は天意の一端を見ることができる。博泉は君主が賢明に国家の安泰を実現す
れば、天意は君主の面倒を見てくれると捉えている。徂徠はこの必然性を否定し、人間が勝手に天意を推測し
てはいけないと考える。この点からわかるように、聖人が一般人と同じように天意に対してどうすることもで
きないというので、徂徠はより平等の観念で聖人と一般人を見ている。これは徂徠は京都の天皇よりも江戸の
将軍をもって日本の実際の君主と考えていた理由かもしれない。それに対して、博泉は、天皇の君主としての
6)陳暁傑(2014)「荻生徂徠における天の問題」『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紀要』(47).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
所.p.p319~336
7) 聖人之所以有功於天下後世者、教而已、至於道者開闢以來、未嘗增減、五品人倫、不待聖人而存矣、儒者援五倫、
為其私有、是何据焉。
8) 河図洛書（かとらくしょ）は、古代中国における伝説上の瑞祥である河図（かと）と洛書（らくしょ）を総称した
ものである。「河」は黄河、「洛」は洛水を表す。 易の八卦や洪範九疇の起源とされている。
9) 井田制（せいでんせい）とは、中国の古代王朝である周で施行されていたといわれる土地制度のこと。周公旦が整
備したといい、孟子はこれを理想的な制度であるとした。
10) 八卦律曆法河圖、井田八陣明堂九州法洛書、天地之至寶、豈有加于此乎哉、二圖所在、鬼神呵護、不祥妖邪之氣、
望而避之、是數者皆帝王之寶也、私家藏之、其事不祥、王者苟能覽圖象、以思古聖人法天之精意、與先王光被之明
德、所以施之風化政事之間、滾滾其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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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位を認めるべきで、それは揺るがすことのないものであると捉えている。

おわりに：
上記のことから、荻生徂徠が水足博泉の思想形成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たことは明らかであろう。例え
ば、朱子学批判、孔子の「詩書礼楽」への重視、孟子思想に対する批判的な継承である。また、博泉は徂徠に
『左伝』に関する質問を提出した後に答えをもらい、『太平策』の中で徂徠の答えを直接採用しており、徂徠か
らの影響は明白なことである。そして、博泉は明らかに後世の人の注釈を通さず、直接孔子などの著作を読ん
で儒教の精髄を理解することに賛成して、これは古学の学者の典型的な特徴でもある。これからみると、博泉
は古文辞学の学者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でも、この中で一番興味深いのは、やはり博泉と徂徠の意見の食
い違いである。
山路愛山11)は徂徠学を功利主義的な政治学といい、荻生徂徠が創めた日本の古文辞学は、中国の儒学史・文
学史にも例を見ない功利主義的な政治学・文芸学であると主張している。徂徠は博泉との会話の中で、積極的
に実社会に出て政治活動に従事するべき欲望を見せている。君子が古代の経典を学ぶのは、今日のためであ
り、官吏として登用されていないなら、数多くの本を読んでも政治には役立たず、無用の人間になると言って
いる。
さらに、徂徠は博泉と同じ孔子の儒教学説から出発しているが、立場は異なっている。水足博泉は孔子の学
説を忠実に実践し、天皇の立場を堅く支持している。しかし、当時の日本では、官吏として登用されるために
は、幕府の立場に立って考え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荻生徂徠は出世のために儒学を再解読した。これは山路
愛山のいわゆる功利主義的な政治学であり、荻生徂徠が水足博泉と違った思想的な立場をとっている根本的な
原因でもある。観念的な存在としての天皇を支持して永遠に任用されないよりも、権力を握っていた幕府を支
持して自分の政治的抱負を実現するほうがいいと思われたからであろう。この点から言えば、荻生徂徠こそ現
実に立脚した儒学者である。
しかし、水足博泉は初志貫徹し、儒学は単なる政治学に繋がるだけでもなく、支配者だけを対象にした学問
でもないと思っていた。『太平策』を書いた時はまだ二十四歳の若年の歳であった。彼は立身出世を決意した
わけでもなく、自分の学説を徳川幕府の日本に実行する欲望も見せていなかったと思われる。博泉は支配者層
に属していながら、教育は支配者に限られるべきではないと考えていて、幕府が権力を握っていた時代であっ
たにもかかわらず、天皇の統治を支持した人で、功利主義的な政治学より古文辞派の中の理想主義者であった
のかもしれない。あるいは、博泉が信じていたのは古文辞学より、古文辞学派が提唱した孔子に戻るべき崇拝
の念だったのかもしれない。

11) 山路 愛山（やまじ あいざん、元治元年12月26日（1865年1月23日） - 大正6年（1917年）3月15日）は、日本の明
治から大正初期に活躍した評論家、歴史家。本名は彌吉。愛山はその号である。初め如山と号したが、静岡の愛鷹
山に由来する愛山の名は明治20年（1887年）頃から用いら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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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通信使の筆談･唱酬と朝鮮･日本学士の相互認識に関す
る研究
ー天和･正徳･享和度の筆談･唱酬をめぐってー

朴賛基(목포대)

朝鮮通信使と日本の儒者が交した筆談･唱和については、『通航一覽)』巻百八の、「按ずるに、かの使者来聘
ごとに、必ず筆談唱和あり、天和正徳の頃よりして、その事やや盛んなり、故にその書冊をなすもの百有数十
卷にいたる。」1)との記述からも推定できるように、1682年(七回）、1711年(八回）頃から以後、より多くの日
本文人墨客が朝鮮学士の旅先の客館を訪れ、学問に関する問答を行う等活発な交歓の様子が思い浮ばれる。
ここでは、天和度(1682年）、正徳度(1711年）、享和度（1719年）の交流を中心として、両国学士の筆談･唱酬
に関する認識を探ってみる。それに、両国学士の親善友好関係を前提とした学問的な交歓が交される一方に
は、相手国の学問の傾向に異論を唱える等、批判的な論説が付加えられる。つまり、「和」の関係を重んじる場
面が多く繰広げられる反面には、「学問及び詩文論争」に打ち掛る場面も見られるのである。また、両国学士の
学問的な志向の相違による筆談･唱酬の様々な様子が垣間見られる。

朝鮮学士の筆談唱酬に関する認識
天和･正徳･享和度の筆談･唱酬に参加した朝鮮学士は、正使、副使、従事官、製述官、書記、良医、医員、子
弟軍官、写字官、通詞、漢学等、限られた人員にとどまっていた。故に、筆談唱酬に関する記事も乏しく、使行
録の編数も少ない。1682年の筆談唱酬は、1655年の前例を反映してか、製述官一人、書記二人の体制で臨んだ。
しかし、今度は一変して、日本の漢文知識人の筆談唱酬を願う要望者が急増しており、客館での活気溢れる雰
囲気が推察される。このような状況を鑑みて、1711年以後は製述官一人、書記三人の体制が定着されたと思わ
れる。
更に、1711年の筆談唱酬の様子を記るした朝鮮側の使行録には、副使任守幹の『東槎録』、押物通事金顯門
の『東槎録』があるが、二書ともその日の出来事について記るされたのが多く、筆談唱酬の具体的な内容の記
述は殆んど見られず、行なわれた記事だけが述べられる。
それに比べると、日本人の参加者は、対馬の案内役の許可を得てからこそ参加できたものの、幕府の儒官及
び各藩所属の儒官、対馬の接伴僧侶、医者、更には、各学派の門下、または漢文教育を受けている書生、少年
(儒者の息子),少女(粟屋文蘭)にいたるまで、漢文知識を持っていた大勢の人(1682年50名以上、1711年250名程
度、1719年110名を上回る)と幅広い階層の知識人が交歓に臨んでおり、その筆談唱和集の編纂も百数十册にい
たっている。
従って、数多の日本学士との筆談唱酬に携わった朝鮮学士は、特に製述官と書記らにとっては、大変ハード
な仕事であり、疲れが癒される暇のない、あるときは鶏鳴になるまで寝られない重労働であったことがわか
る。それは、数次にわたる筆談唱和録に散見する記事からも把握できる。具体的に、製述官申維翰は「大阪は、
＊木浦大學校日語日文學科敎授, 日本近世文學
1) 林復斎编(1967年復刻 복), 『通航一覽』 第三卌, 清文出版,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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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を求める者が諸地方に倍して劇しく、あるときは鶏鳴のときにいたっても寝られず、まさに吐哺(食事を中断)
するというありさまである。その酬応の労はかくの如く、しかも尚、対馬州倭人が阻止したため入りえない者
があると聞く。おもうに、使館は深厳にして、いわゆる書生にしてかくの如くであるから、偏氓陋浅の輩は法
によって禁ずるところである。使館に言語を通じたり、禁令をつかさどる権限は、対馬州にあるから、以前か
ら、対馬人が中間にあって操縦し、賄賂をほしいままにする弊がある」といった認識をしていた。このような
認識は、既に金指南『東槎録』(1682)からも確認できることであった。さらに、申維翰は製述官としての任務の
重さを感じながらも、その苦しみから逃れたい気持を率直に打ち明ける。つまり、国王から任された職務であ
るから、その職(筆談唱酬を交歓すること）を担ってはいるものの、好んで行っているとは言えないだろう。ま
た、このような状況は子弟軍官鄭后僑『扶桑紀行』の記述からも、更に、その詳細が読取れる。また、正使洪致
中の把握も同様であった。
このような、認識を前提にして、朝鮮学士と交歓した筆談唱酬に参加した日本文人の顔触れを三つのグルー
プに分けて、各々の評価を確認する。
1、漢文知識も豊かで、学問的な水準が高いグループ。
1682年6月28日、朝三、7月14日、筑前州書僧貝久兵為1711年11月2日、三宅緝明、1711年11月5日、新井白
石、1719年7月２日、雨森芳洲と息子権允、7月10日、松浦霞沼、8月3日、櫛田琴山、8月27日、味木立軒、9月1
日、松井河楽、和田省齋、9月4日から9日の間、唐金梅所、水足博泉、入江若水、池南溟、三宅緝明、9月14日、
素盈僧侶、9月16日、木下蘭皐、朝比奈文淵、9月29日、太学頭林鳳岡を始めとする江戸の十学士、10月3日、和
田長房、大田重厚等の18人、10月13日、河口鳳嶼、広陵武敬、雨森三哲、秋本須溪等の六人の儒者。10月26日、
北川春倫の６父子、11月1日、明石景鳳等の書生、11月4日、鳥山碩輔とその弟子戸田方弼、河間正胤、田中脩
胤、唐金興隆(手紙)等が記るされる。
２、詩文の内容が漢文としての知識は持っていたものの、学問的な水準に達してないと評価されたグルー
プ。1682年6月29日,顯森･玄靈護行長老、1711年7月26日、永集、玄圭護行長老、1719年7月3日、性湛長老とその
弟子禅儀･周鏡･周遠、8月3日、古野梅峯、9月29日、林信充、林信智、等。
３、漢文知識もなく、学問的な水準も低い。1682年7月22日、丹波等数多の一般庶民、1719年9月4日から9日
の間、書生5、6人。その他、旅先の沿道での数多の日本人。
天和、正徳度においての朝鮮学士による使行録はその殆んどが日本の旅先での出来事を記す、いわば日記形
式のものが主流であったことから、筆談唱酬に関する評価はあまり詳しく述べられていない。更に、著作者の
身分にもよるものであろうが、日本側の筆談唱酬に参加した人数の把握も正確ではなく、具体的な参加者の人
物名も把握されていない。
それが、亨和度になると製述官申維翰、子弟軍官鄭后僑、更に、正使洪致中の使行録により、比較的にその
人数と人物名、場所等の詳細が把握できる。更に、唱和詩も載せられていることから、朝鮮学士の客観的な立
場での日本学士の文才を評価するようになったと思われる。
ここで、まず注目されるのは、２と３のグループに関しては、各々「森霊之詩不次其韻、可想預作也」とい
い、「長老書呈一絶不成語理」と述べられる。つまり、護行長老の僧侶に対しては、漢文筆談は可能であるもの
の、詩文の才には語の理に適っていないという評価をしていたことである。
また、１のグループに関しては「小中華」意識による、白戦に臨む「競争意識」2)を曝けだす場面も読取れ
るのである。つまり、朝鮮学士らが江戸の十学士を迎えて漢詩の唱酬を行った際、「詩題がただちに連想され
る詩語の使用を禁じて、前もって用意した押韻が付けにくい漢詩を出して、詩才を試したら、戸惑った気色が
見えた。」という競争の面が窺われる白戦ぶりであったと言えよう。
さらに、注目されるのは、代々の徳川幕府の統治理念を支える官学の太学頭であり、湯島聖堂の祭酒でも
あった林家の学問に対して低い評価をしていたことである。正使洪致中は「父子三人各出詩軸于懐中以呈文筆
2)「白戦方酣、倶無退意、是時左右観者、莫不瞠焉自失也。吾輩謀所以嶊其鋒、相和之際、別思強韻一首出之、十学士
思索、始有逡巡之色、日已晩矣、相笑而起。」 장진엽 옮김(2019)『扶桑紀行』,보고사．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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則無可観」と記るされており、製述官申維翰も「すこぶる長者の風がある。談ずるところ、すべて謹厚老成の言
にして、(中略)しかし、その文筆を観るに、拙朴にして様を成さない。」と評価している。林信篤は、「その祖
を道春(林羅山）といい、その父を恕(林春齋)といい、代々日本文学を掌る。およそ国用の詞翰をなすものは、す
べてその家から出る。門徒として推薦され、禄を食む者は数十人に及ぶ。」とあり、「日本の官爵はすべて、世
襲であり、高才邃学の士ありといえども、信篤の牀下に望みを得るにあらざれば用いられぬ。可笑しいことだ。
(中略)関白は文を解せず、その撰述および稽古問答は、一つとしてこの家の父子から出ないものはない。聖廟祭
亨の儀は徴すべからずといえども、林家がすべてこれを主宰する。禄厚く、望重く、一国の儒士たる者が泰斗
として仰ぐ所以である。」3)と述べられ、世襲制の盲点を指摘し、その文才においては筆力を低く評価してい
る。つまり、林家の文学は世襲制によるもので、権威をもって国の学問を担当はしているものの、意外とその
文才は取るに足らない4)という認識をしていたのである。

日本学士の筆談唱酬に関する認識
朝鮮通信使を迎えた日本儒者の反応は、筆談唱酬を交す場において、基本的に歓迎の態度を見せている。
それは、筆談唱酬に参加した各藩の儒者にとっては、儒客を迎え学問を論じ、自分の学問の程度を試す機会で
もあったからであろう。即ち、外国使節に対する「和」の表現でもあろう。
東アジアの漢字文化圏において、中国は儒学という学問を伝播する拠点として、常にその「文学」を周辺国
に拡張していった。しかし、十七世紀前半の明･清交替により「華夷変態」が起って以来、朝鮮と日本では学問
的な主導権を争う主張の5)傾向が生じつつあった。それが朝鮮では「小中華意識」として表れており、日本では
「文運興隆」による転移であるとの主張である。その両国の主張が衝突する場が朝鮮通信使の訪日による舞台
であり、両国学士の筆談唱酬によって表出されたのであった。既に、筆者はその一例として朝鮮側の鄭后矯
『扶桑紀行』の記述を引用して指摘したが、日本側にも江戸時代に編纂された唱和集が多くあり、例えば『和韓
唱酬集』、『韓使手口録』、『問槎畸賞』、『信陽山人韓館倡和稿』等には、両国学士の学問の傾向(性理学、朱
子学)及び儒学の論説に関する議論が積極的に繰広げられ、「詩文」を競う場面が散見する。
1682年の朝鮮使節は8月21日に江戸に着き、19日間滞在する。その間、多くの日本学士との筆談唱酬が行わ
れたのであるが、その際の交歓を記るした祖辰撰『和漢唱酬集』がある。『和漢唱酬集』四、「東使紀事」によ
れば、この際の日本学士の筆談唱酬の評価とその顔触れ6)が記るされる。続いて、「木氏門人若荷溪、春菴、春
貞、介軒、菊潭、蠖菴、皆木門之英傑也。文風殆圧韓国」と記るされ、更に、「東都墨客佐玄龍、得米芾之髓、
文采又兼備焉。豈金生、郭預之書技耳？」と記るされている。それは、木下順庵門下の文人（木下寅(菊潭)ら）
六人が成琬、李聃齡、洪世泰等の朝鮮学士の「文」を圧倒しており、書においても、佐々木玄龍は新羅の金生に
負けずとも劣らぬ筆力を魅せていたという内容で、木門派文人の詩文競争意識が読取れる場面であろう。
さらに、9月2日願行寺での筆談の問答に、蘐園學派文人の朱子学批判の内容が確認できる。人見友元『韓使
手口録』によれば、酒井忠雄処士と子弟軍官洪世泰の間に、学問に対する問答が交される中に、酒井忠雄が、
『論語』の「子罕」の＂達巷堂人曰く(以下略)＂という件の解釈を『論語集註』によると、「若以堂人為惜孔子
不成一名於芸、則亦以孔子為惜尭不得一名於民耶？」と反問した後、「以予観之、則四書六藝之文、自有宋儒、
曲説繁解、而失本義者不少乎!」といって、宋代儒学者の註釈によって、孔子『論語』の本義が失われてしまっ

3) 姜在彦訳注(1974),『海游録』(朝鮮通信使の日本紀行), 東洋文庫, 平凡社.ｐ192〜194．
4)「信篤は口語があるごとに、必ず松浦儀をして、通事に通訳させる。松浦もまた、首を俯して命を待った。」前掲
書、ｐ194．
5) 藍弘岳(2,014)「徂徠学派文士と朝鮮通信使」『日本漢文学研究』９、二松学舎大学紀要．ｐ54．
6)「其際、林、野、坂、木之鴻儒老、筆語唱和頗多、且鶏峰、孚軒両奇童、不詩材辱祖宗、無韓人大捲舌不感七歩」 하
우봉･유경미 역주(2013)『조선후기 통신사 필담창화집(5) 和韓唱酬集』三･四, 보고사. ｐ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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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という批判的な論説を唱える。これに対して、洪滄浪とのいくつかの論説が交された後、洪は「愚意以為経
解、当従朱晦菴先生為正。」と応じる。続いて、酒井は「『詩』所謂升彼虚矣、朱註曰＇虚故城也＇者、恐是失
於考乎！」と反問すると、洪は「此論極有見、但以其故城故改尋此之、可見其中興之意。」と応じる。また、酒
井が「貴邦尊宗朱文公、則排老、荘之言乎？」と問質したら、今度は「凡為儒者、莫不法孔、孟而尊程、朱。至
於老、荘之学、則只取其格言而已。」と答える。その後も質疑応答が続くのであるが、その殆んどが酒井の朱子
学批判の質問とそれに対する洪の応戦が繰り返される。
1711年訪日の際にも、「詩文競争」の場面が深まる。秋本須渓編輯、吉孤山校正の『問槎畸賞』という唱和
集がある。『問槎畸賞』の書名は、田中桐江が書いた「問槎畸賞敘」にもある如く、主として、『荘子』の「徳
充符篇」の「支離疏」、「哀駘它」等によるもので、朝鮮学士の詩文を畸形なイメージに喩えて付けられたもの
である。というのは、出版されることを前提にして評釈が付けられて、編輯･校正が行われたということを鑑み
ると、朝鮮学士の唱和詩を酷評することによって世間の注意を牽き、蘐園學派文士の学問をアピールし、その
存在感を世に知らしめようとした意図があったという解釈も成り立つのであろう。それは、朝鮮学士の詩文に
はひたすら酷評が課せられており、相対的に日本文士の詩文の優位性を表す評語が付けられたことから、類推
されるのである。
朝鮮学士の詩文を酷評した具体的な例は続く。山県周南と李東郭の唱酬の中で、李の詩7)については、
「（這甚俚語）、（関有上下、故云）、(似工却醜、宛然宋人、面目可憎)」と評釈を付けており、山県周南の詩8)
においては、「選体、多偏雅涘、這乃光彩照人、神気翩翩、如仙人下世、咳唾成丹」と称賛が施されている。他
にも、周南の詩に関しては「奇怪殆不可測、入化入玄、不謂之名工可乎、神俊無前」といった詞で誉めており、
偏った評価はいたるところに散見している。甚だしくは、荻生徂徠の書簡をも添付されて古文辞学の流れを辿
りながらも、徂徠の朝鮮朱子学批判をも付加えている。続いて、「附徠翁答江生書」と題する、入江若水宛ての
書簡にも、「夫三韓獷猂見稱于『隋史』、而不能與君猿面王爭勝也、後來迺欲以文勝之．則輒拔八道之萃、從聘
使東來、猶且不能勝足下而上之矣.」という徂徠の偏向された認識による「競争意識」が述べられる。
更に、周南の詩文に対して「大得盛唐妙境」という評釈からは、李東郭の詩文に対して「似工却醜、宛然宋
人、面目可憎」と対比され、蘐園學派(古文辞学)文人の朱子学批判の様子が確認できる。
日本の朱子学（性理学）と詩文製述の始りは、「昔在麗朝一文士、入日本始教製述、其後睡隠姜沆留滯三
年、曉以性理之學、文章之逕、盛賴東韓文華、得闡迷塗者多矣．是以日本人至今慕仰東韓也．9)」と述べた雨森
芳洲の言説の如く、姜沆から藤原惺窩に伝えられたのである。そこで、藤原の提言により、徳川幕府の官学と
定められ、その門下の林羅山が太学頭を勤めるようになった。藤原の門下には、林羅山、那波活所、堀杏庵、松
永尺五がいる。この惺窩門四天王からも各々木下順庵、新井白石、山家素行10)等の門下が形成され、日本朱子
学（性理学）の中興として、徳川幕府の統治理念の基盤をなしていた。
そこで、朱子学批判の旗揚げをして、現れたのが古学派の山鹿素行、古義学派の伊藤仁齋、古文辞学派の荻
生徂徠であり、陽明学派の中江藤樹であった。
既に例に挙げた、朝鮮学士と詩文学口論を交した相手は、木門文人の他は、すべて徂徠学派（蘐園學派）文
人となっている。このように、荻生徂徠学派の文人が強く、しつこく朝鮮学士との論争に打ち掛るのは何故で
あろうか。ここに、いくつかの手がかりとなる、注目される事例がある。
一．正徳度の朝鮮使節が訪れた際、荻生徂徠は柳沢吉保の講学と政治諮問から離れ、私塾蘐園
塾11)を開いて、「古文辞学」を唱え始めたばかりの時期であった。
7) 「日東形勝両雄関、馬島風煙伯仲間、竹裏仙家臨碧海、岸辺漁戸近青山、居民敬客多寛礼、詩老逢人有好顔」
기태완 역주（2014）『조선후기 통신사 필담창화집(１2) 問槎二種畸賞』 보고사, ｐ93．
8) 「鳳凰五彩文、毛羽一何奇? 粲粲赤珊瑚、頭上青瑠璃．」前掲書ｐ93．
9) 장진엽 옮김(2019)『통신사 사행록 번역총서(13) 扶桑紀行』,보고사ｐ237．
10) 山鹿素行は林羅山に師事されるが、後に朱子学を批判し、古学の祖となる。
11) 1705年に甲府藩主となった将軍・綱吉の知己を得て柳沢邸で講学、ならびに政治上の諮問に応えていたが、1709
年綱吉の死去と柳沢吉保の失脚にあって柳沢邸を出て日本橋茅場町に居を移し、そこで私塾・蘐園塾（けんえ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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ー．正徳度には朝鮮学士との筆談唱酬ができず、書簡を門下に送って朱子学批判を行う。それは新井白石に
より、朝鮮使節との接触が禁止されていたからである。
一．正徳度に、朝鮮学士にあって詩文を交歓した日本学士は250人を上回っており、徂徠学文士も山県周
南、安藤東野、服部南郭、朝比奈文淵、岡島冠山等が筆談唱酬を交している。しかし、瀬尾用拙齋によって編纂
された巨帙の『鶏林唱和集』に、参加者の詩文が網羅されるべきなのに、一部の山県周南の詩が載せられ
ただけで、更に、その続編といわれる巨帙の『七家唱和集』にも、徂徠学文人の唱和詩は収録から漏れて
いる。
一．1719年10月6日、太宰春台、石川大凡、秋本須溪、由美原泉の蘐園学派文士が江戸の本願寺を訪れ、詩文
唱酬を行った際、林鳳岡が公務があるとかで訪問したら、製述官及び三書記が席を立ってしまった。
「古文辞学」を受継いで立上ったばかりの徂徠学文人たちは、日本内部でも新生学派として疎外されてお
り、それを克服するために、より強く朝鮮の朱子学を批判することによって、世に注目を牽き、自分たちの学
問を世に知らしめようとしたのであるという解釈も無理ではなかろう。布衍すれば、山路愛山の指摘による、
荻生徂徠の学問の評価が功利主義的な政治学･文芸学であったと主張したわけも、これによってさらに確認でき
るのであろう。

じゅく）を開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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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取物語』에서 『源氏物語』로
-末摘花物語를 중심으로-

李愛淑(韓国放送大)

1.문제제기
본 발표는 『源氏物語』(이하 겐지 모노가타리)가 絵合巻에서 「物語の出で來はじめの親」라고 소개한 『竹取
物語』(이하 다케토리 모노가타리)를 어떻게 인용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인용과 변주의 양상을
확인하고, 나아가 모노가타리의 방법 및 논리로 작동하고 있는 구조를 분석 도출하고자 한다.
신들의 이야기가가 아닌 인간들의 이야기, 모노가타리 문학의 시조로 평가받는 다케토리 모노가타리는 지상의 존
재가 아닌 천상의 존재, かぐや姫(이하 가구야히메)의 인간, 여성으로서의 삶과 천상의 세계 달나라로의 귀환 이야기
이다. 지상과 천상의 대립 논리는 물론 다섯 귀공자의 구혼 및 최고 권력가인 천황의 구혼마저 거절하는 가구야히메
가 표상하는 수동적 존재인 여성의 주체적 결혼거부의 모티브는 겐지모노가타리에 나오는 여성주인공의 결혼거부 이
야기에 투영되어 있다. 또한 이계(異界)의 존재인 가구야히메와 보름달, 달나라로의 귀환의 모티브는 8월 15일이라는
날짜를 매개로 겐지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이상적 여성들의 죽음의 이미지와도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겐지모노가타리의 다케토리모노가타리 인용과 수용을 둘러싼 기존연구의 공통적인 문제제기의 단초를 제
공한 것은 1974년 발표된 関根賢司의 논문(「かぐや姫とその裔」)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활발한 연구 진행으로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関根賢司의 논문을 시작으로 기존연구는 異界의 존재의 이상성, 가구야히메의 죄
를 매개로 한 지상에 대한 천상의 우월성과 연동된 겐지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여성들(후지츠보, 무라사키노 우에,
오오이기미, 우키후네 등)의 문제를 논지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모노가타리는 가구야
히메가 방출하는 강력한 이상성을 매개로 왕조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을 속박하는 현실사회의 논리를 무력화시킨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발표는 겐지모노가타리의 다케토리모노가타리 인용의 구체적인 용례에 주목하여 기존연구가 주목하지 않
은 末摘花(이하 스에츠무하나)모노가타리에서의 다케토리모노가타리 인용, 그리고 의미를 모노가타리 방법 및 논리
를 중심으로 분석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겐지모노가타리의 다케토리모노가타리 인용과 수용을 둘러싼 기
존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2. 겐지모노가타리의 용례분석을 시도하고 3.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스에츠무하
나모노가타리의 다케토리 모노가타리 인용과 변주양상을 살펴본다. 최종적으로는 재색불비의 스에츠무하나 모노가타
리의 특징인 풍자(諷刺)라는 방법이 모노가타리의 논리를 어떻게 견인해 나가는지, 나아가 작가의 비평의 단면을 살
펴보고자 한다.

2. 기존연구의 성과와 한계
1)奥津春雄(「月の都─紫式部の竹取物語摂取の方法ー」『国文学研究』43集,1971년1월)
-紫式部が『竹取物語』の結末に深い関心を持っていたこと、そして、そこには理想と現実の乖離を悲しみ、
永遠の美にあこがれる人生の真実があり、またそれは人間の死の象徴でもあることを、正しく受けとめていた
ことである。源氏の須磨謫居、紫の死、浮舟の遁世という三つの大きな事件にいずれも『竹取物語』の投影があ
り、しかも三者ともかぐや姫の昇天を用いていることは、紫式部が、『竹取物語』の個々の素材よりも、その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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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精神、すなわち人生批評の態度に深い共感を抱き、これを『源氏物語』に取り入れたことを示すものと言え
よう。『竹取物語』が彼女によって、「物語のいできはじめの祖」と呼ばれたのも、時間的に最も早い作品で
あっただけでなく、このような基本的な文学精神に於ける共感があったためと考えられる。 (68－69쪽)
2)関根賢司 (「かぐや姫とその裔」『日本文学』23巻6号,1974년6월)
-物語の主人公たちは、この世に生きる人間ではあったが、前世との、冥界との、緊張関係に支えられて、か
りそめのものでしかないこの世、人間界という穢土に、しばらくとどまって生きていたのである。生きること
が、さすらいただよふこと、漂泊流離の境涯にほかならなかったゆえんである。だからこそ、物語は、彼岸への
まなざしを忘却しえない。(22頁)
-物語とは、何か。それは、地上に打ち捨てられている人間を、彼岸からのまなざしが捉える、という物語の
構図のなかに、人間と世界とを超えようとする意思をつらぬいてゆく野望、あるいは悲願であった。(25쪽)
3)小林正明(「最後の浮舟ー手習巻のテクスト相互連関性ー」『物語研究』,1986년)
4)伊藤博 (「死なぬ薬・死ぬる薬─竹取と源氏」『国語と国文学』,1987년3월)
-大君の結婚拒否が若菜以後の紫の上のいだいた結婚への不信を物語前史として受け継ぐものであろうこと
すでに述べ来たが、同じ結婚拒否(ないし不信)の主題軸につらなる紫の上物語→大君物語→浮舟物語が共通して
竹取物語の濃い影の下にあることは、おそらくたんなる偶然ではあり得ず、結婚拒否の物語の「物語の出で來
はじめの親」としての竹取をつよく意識し、これを範型としつつ形成されたことをもの語っていよう。(14頁)
5)井野葉子(「中の君物語における竹取引用」『国文学研究』98巻,1989년6월)
*6)関根賢司(「かぐや姫―付、末摘花の姫君の場合」『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38,学灯社,1993年10月)
-末摘花と蓬生の両巻に描かれる姫君の物語は、もう一人のかぐや姫の物語であった。… 姫君はふたたび地
上に降りてきたかぐや姫の零落した姿だったのである。(33쪽)
-物語は、異郷・他界に包まれた地上・この世という入子型の舞台を放棄しないのだ。(34쪽)
7)小嶋菜温子(「かぐや姫引用」『源氏物語批評』 有精堂,1995년)
*-『源氏物語』には明確な歴史意識が貫かれていようが、『竹取』について、それをたとえば未熟な前段階
の遺物として遠ざけるではないらしい。末摘花の造型に関する場合とは異る視点が、絵合巻には見いだせるよ
うである。(178쪽)
-昇天できない、かぐや姫。それが浮舟だったと見なされよう。従って、贖罪は未完のままとなるだろう。罪
と流離を更新しつづける、それが浮舟の物語なのではなかろうか。…原像としてのかぐや姫は内側から解体さ
れ、異化される。それを可能にするのは、物語の表現そのものであるに違いない。あらかじめいうと浮舟の物
語は、かぐや姫引用を媒介として、光源氏の物語と呼応しよう。光源氏・六条院の物語こそは、かぐや姫を原
像としつつ、それを内側から解体し異化するものだった。(258쪽)
8)河添房江(「源氏物語の内なる竹取物語ー御法・幻を起点として」『源氏物語表現史』翰林書房,1998년)
-かぐや姫の罪や結婚拒否の思想、異郷の取り扱いなど、『竹取』から『源氏』がたぐりよせ掘り下げた問題
としてまた重い。(4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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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室田知香(「『源氏物語』第二部後半の『竹取物語』受容」『中古文学』85巻,中古文学会,2010년6월)
鈴木早苗(「『源氏物語』朝顔巻の藤壺ー『竹取物語』のかぐや姫を視座として」『中古文学』85巻,中古文
学会,2010년6월)

3. 末摘花物語의 竹取인용과 변주
1) 용례 : かぐや姫(4)＋竹取の翁(2)＝７
2) 의미 : 모노가타리 vs. 존재
→ 용례 <a>와 <b>에 주목
-蓬生巻 : はかなき古歌物語などやうのすさびごとにてこそ、つれづれをも紛らはし、かかる住まひをも思
ひ慰むるわざなめれ、さやうのことにも心おそくものしたまふ。わざと好ましからねど、おのづから、また急
ぐことなきほどは、同じ心なる文通はしなどうちしてこそ、若き人は木草につけても心を慰めたまふべけれ
ど、親のもてかしづきたまひし御心おきてのままに、世の中をつつましきものに思して、まれにも言通ひたま
ふべき御あたりをも、さらに馴れたまはず、古りにたる御厨子開けて、唐守、藐姑射の刀自、a)かぐや姫の物語
の絵に描きたるをぞ、時々のまさぐりものにしたまふ。
古歌とても、をかしきやうに選り出で、題をも、よみ人をもあらはし心得たるこそ見どころもありけれ、う
るはしき紙屋紙、陸奥国紙などのふくだめるに、古言どもの目馴れたるなどは、いとすさまじげなるを、せめ
てながめたまふをりをりは、引きひろげたまふ。今の世の人のすめる、経うち誦み、行ひなどいふことはいと
恥づかしくしたまひて、見たてまつる人もなけれど、数珠など取り寄せたまはず。かやうにうるはしくぞもの
したまひける。(蓬生331)
-絵合巻 : 中宮も參らせたまへるころにて、かたがた御覧じ棄てがたく思ほすことなれば、御行ひも怠りつ
つ御覧ず。この人々のとりどりに論ずるを聞こしめして、左右と方分かたせたまふ。梅壷の御方には、平典侍、
侍従内侍、少将命婦、右には大弐典侍、中将命婦、兵衛命婦をただ今は心にくき有職どもにて、心心にあらそふ
口つきどもををかしと聞こしめして、まづ、b)物語の出で來はじめの親なる竹取の翁に宇津保の俊蔭を合はせ
てあらそふ。「なよ竹の世々に古りにける事をかしきふしもなけれど、かぐや姫のこの世の濁りにも穢れず、
はるかに思ひのぼれる契りたかく、神世のことなめれば、浅はかなる女、目及ばぬならむかし」と言ふ。右は、
かぐや姫の上りけむ雲ゐはげに及ばぬことなれば、誰も知りがたし。この世の契りは竹の中に結びければ、下
れる人のこととこそは見ゆめれ。ひとつ家の内は照らしけめど、ももしきのかしこき御光には並ばずなりにけ
り。あべ阿倍のおほしが千々の金を棄てて、火鼠の思ひ片時に消えたるもいとあへなし。車持の親王の、まこ
との蓬莱の深き心も知りながら、いつはりて玉の枝に瑕をつけたるを、あやまちとなす。絵は巨勢相覧、手は
紀貫之書けり。紙屋紙に唐の綺を陪して、赤紫の表紙、紫檀の軸、世の常のよそひなり。「俊蔭は、激しき浪風
におぼほれ、知らぬ国に放たれしかど、なほさして行きける方の心ざしもかなひて、つひに他の朝廷にもわが
国にもありがたき才のほどを弘め、名を残しける古き心をいふに、絵のさまも唐土と日本とを取り並べて、お
もしろきことどもなほ並びなし」と言ふ。白き色紙、青き表紙、黄なる玉の軸なり。絵は常則、手は道風なれ
ば、今めかしうをかしげに、目も輝くまで見ゆ。左にはそのことわりなし。(絵合380)
-手習巻 : 夢のやうなる人を見たてまつるかな、と尼君はよろこびて、せめて起こし据ゑつつ、御髪手づか
ら梳りたまふ。さばかりあさましう引き結ひてうちやりたりつれど、いたうも亂れず、ときはてたれば艶々と
けうらなり。一年たらぬつくも髪多かる所にて、目もあやに、いみじき天人の天降れるを見たらむやうに思ふ
も、危き心地すれど、「などか、いと心憂く、かばかりいみじく思ひきこゆるに、御心を隔てては見えたま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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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づくに誰と聞こえし人の、さる所にはいかでおはせしぞ」と、せめて問ふを、いと恥づかし、と思ひて、「あ
やしかりしほどにみな忘れたるにやあらむ、ありけんさまなどもさらにおぼえはべらず。ただ、ほのかに思ひ
出づることとては、ただ、いかでこの世にあらじと思ひつつ、夕暮ごとに端近くてながめしほどに、前近く大
きなる木のありし下より人の出で來て、率て行く心地なむせし。それよりほかのことは、我ながら、誰ともえ
思ひ出でられはべらず」と、いとらうたげに言ひなして、「世の中になほありけり、といかで人に知られじ。聞
きつくる人もあらば、いといみじくこそ」とて泣いたまふ。あまり問ふをば、苦しと思したれば、え問はず。か
ぐや姫を見つけたりけん竹取の翁よりもめづらしき心地するに、いかなるもののひまに消え失せんとすらむ
と、静心なくぞ思しける。(手習300)

3)かぐや姫物語→紙屋紙
cf)「よろづの草子歌枕、よく案内知り見つくして、その中の言葉を取り出づるに、詠みつきたる筋こそ、強
うは変らざるべけれ。常陸の親王の書きおきたまへりける紙屋紙の草子をこそ、見よとておこせたりしか、和
歌の髄脳いとところせう、病避るべきところ多かりしかば、もとより後れたる方の、いとどなかなか動きすべ
くも見えざりしかば、むつかしくて返してき。よく案内知りたまへる人の口つきにては、目馴れてこそあれ」
とて、をかしく思いたるさまぞいとほしきや。(玉鬘138）

4)かぐや姫物語-紙屋紙→末摘花
:이중구조에 주목
cf) 物語論
“右は、かぐや姫の上りけむ雲ゐはげに及ばぬことなれば、誰も知りがたし。この世の契りは竹の中に結びけ
れば、下れる人のこととこそは見ゆめれ。ひとつ家の内は照らしけめど、ももしきのかしこき御光には並ばず
なりにけり。あべ阿倍のおほしが千々の金を棄てて、火鼠の思ひ片時に消えたるもいとあへなし。車持の親王
の、まことの蓬莱の深き心も知りながら、いつはりて玉の枝に瑕をつけたるを、あやまちとなす。”(絵合巻)
・ <上りけむ雲ゐ>보다 <この世><下れる人> 지상에 주목
・ ‘구혼’에 주목
・ <いとあへなし><あやまちとなす>로 결혼거부에 대한 평가
→이상보다 현실이 부각
- 父宮로부터 상속, 스에츠무하나=<古>의 이미지를 반전
- 光源氏의 비호= 결혼현실을 상징
5) 풍자(諷刺)라는 방법
-(결혼)현실직시의 방법=작가의 비판의식
-末摘花物語의 의미
cf)才色不備の女君
“王朝社会の論理に拘束され、理想的な女君を求めては、末摘花の醜を発見する光源氏の苦笑は痛烈でしか
ない。理想を具現すべき才色の女君を求める光源氏が暴く末摘花の醜が滑稽であるほど、「女の才」をめぐる
王朝社会の論理は不条理を暴露されてしまう。”(李愛淑｢紫式部の内なる文学史ー｢女の才｣を問う｣文学史の時
空笠間書院,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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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학문관 소고
- 『다와레구사(たはれ草)』의 학문과 정치 관련 훈언(訓言)을 중심으로 -

金錦善（中國哈爾濱師範大）

1．들어가며
본 연구는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 이하 호슈)의 대표작 『다와레구사(たはれ草)』(1733)의 훈언
(訓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호슈의 훈언이라고 하면, 우선 호슈가 쓰시마 번주(藩主)에게 바친 『호슈쿤겐(芳洲
訓言)』(1748), 『이치지쿤(一字訓)』(작성연도 미상)을 들 수 있고, 그 외에『나나카조몬쿠와카이쇼(七ヶ条文句和解
抄)』(1749)，『유데시고(諭子弟語)』(1753) 등이 있다. 호슈는 일생에 번정(藩政)에 관한 저서·교육서(教育書)·문집
(文集)·수필(随筆) 등 200여 개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중에서도 그가 만년에 남긴 수필 『다와레구사』에는 그의 인
생의 정수가 담겨 있다. 『다와레구사』는 호슈의 대표작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호슈의 타문화인식에 관한
연구에 국한하여 이루어져서, 『다와레구사』를 전면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다고 할 수 있고1), 『다와레구사』의
훈언(訓言)을 통해 호슈의 학문관을 본 연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다와레구사』에는 정치·경제·문화·언어·학문에 대한 호슈의 여러 가지 주장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다양한 훈언
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문과 관련된 훈언을 좇아 면밀히 살펴보면, 호슈가 학문과 관련하
여 학문과 깨달음, 학문과 마음가짐, 학문과 정치, 학문과 사상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도리를 설명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상의 한계로 그중의 일부인 학문과 정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２．학문과 정치에 대한 훈언
호슈는 『다와레구사』의 서두와 결말에서 이 작품을 쓰게 된 목적과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狂人)의 말도 총명한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는 말에 기대어, 보고 듣고 생각한 것들을 끄적거렸다. 세상 사람

광인(

들이 비난할 것 같아 두렵지만, 내 후손이 교훈으로 삼으라는 뜻에서 불태우지 않고 남긴다. (『한 경계인의 고독
과 중얼거림』p.11.)

楊子雲)이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일지? (『한

이 책에 실린 말은 비근하지만 그 뜻은 심오하다. 우리 집안의 양자운(
경계인의 고독과 중얼거림』p.187.)

‘후손이 교훈으로 삼으라’는 인용문의 말대로, 이는 호슈가 후세 사람들에게 남긴 훈언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다와레구사』에는 ‘총명하다(かしこい)’, ‘비난(謗り)’, ‘두렵다(おそろしい)’, ‘교훈(訓)’, ‘비근하다(浅近)’, ‘심오하다
(深奥)’와 같은 훈언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학문과 정치에 대한 훈언을 통해 호슈는 무엇을 경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다와레구사』 92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바타 미치히로(2006)「雨森芳洲의 타문화인식에 대한 재고찰 -『たはれ草(다와레구사)』를 중심으로-」『사회과학연
구』(10),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77-92. 塩村耕(1993)「雨森芳洲と『たはれ草』」森川昭編『近世文学論
輯』、和泉書院、 pp.45－59.

- 186 -

柔道)를 익히는 것처럼, 배

배움처럼 좋은 일도 없고 두려운 일도 없다. 천성이 올바른 사람은, 힘 센 사람이 유도(

우면 배울수록 고귀해진다. 그러나 타고난 재능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은, 미친 사람이나 술에 취한 사람이 유도
를 익히는 것처럼 배우면 배울수록 나빠진다.
중국의 사대부 중에 학문하여 과거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이 그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
쳤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미움 받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배웠다고 하여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할

詩書)로 도굴한다.”고 한 장자의 말은 공연한 비난이 아니다. (『한 경계인의 고독과 중얼

수 없다. “유학자는 시서(
거림』p.115.)

인용문에서 호슈는 ‘배움처럼 좋은 일도 없고 두려운 일도 없다’고 하면서 학문은 배우는 사람에 따라서 세상에
유리한 묘한 지혜가 되기도 하고, 해를 퍼트리는 교활한 지혜로 되기도 하기에, 고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는 도리
를 말하고 있다.
호슈는 또 ‘좋다(よい)’, ‘두렵다(おそろしい)’라는 훈언으로써 배움을 평가하였고, ‘올바른 사람(正しき人)’, ‘별로
인 사람(生れつきいかがやと思ふ人)’에 의해 나타는 학문의 효과를 ‘고귀하다(とうとい)’,‘나쁘다(あしい)’라는 훈언
으로 표현하며, 과거에 합격한 사람도 ‘미움받고 비난받는 사람(にくみそしれる人)’이 ‘적지 않다(少なきにあらず)’
라는 표현수법으로, 사람의 천성에 따라 배움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평가하며 경계하였다. 그리고 장자(荘子)의 말을
인용하여, 학문을 배운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학문이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호슈는 세상 이치는 많은 학자들을 모아다가 논의를 시키면 그 이치가 더욱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さにはあるまじ)’고 하면서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자치통감』,『자
치통감강목』에 실려 있는 봉건과 오자서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을 ‘좋다(よい)’, ‘나쁘다(あしい)’라는 훈언으로 평가
하면서, 유학자라고 해서 모두 견해가 일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학자들은 옛날 기준으로 판단
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고 있다.

宣帝)가 속된 유학자는 당대의 일을 잘 알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옛날을 기준 삼아 당대를 틀리

중국 한나라 선제(

다고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명분과 실상을 혼동시켜 지켜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한 것은 실

子游)와 자하
子夏)를 가르치실 때 각기 다른 방식을 취하신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에게 함께 정치를 시킨다면 그 원칙은 제각

로 옳은 말이다. 그러니 많은 학자가 모였다고 해서 만사가 분명해질 리가 있겠는가. 공자께서 자유(
(

각이 될 것이다. (『한 경계인의 고독과 중얼거림』p.131.)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호슈는 한(漢)나라 선제의 말을 인용할 때, ‘옳은 말(格言)’이라는 훈언으로써 그 말
에 찬성하는 태도이다. 즉, 학자는 학문은 깊지만, 여러 가지 옛날 전거를 끌어 와서 당대를 판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에 위정자는 학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도리를 강
조하고 있다.
학문은 실제와 결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109단의 한신(韓信)의 낭사지계(囊沙之計)와 나무를 잘라 길을 막아 산
속 요새로 가는 길을 감추는 방법으로 이어지면서, 글만 읽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말은 채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史記)』「조세가(趙世家)」에서는 “글로 말(馬)을 제어하려는 사람은 말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라

『사기(

고 했다. “옛날로써 오늘날을 제어하려는 사람은 변화하는 세상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다. 글 읽는 사
람은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한 경계인의 고독과 중얼거림』p.134.)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호슈는 책의 기록대로 실천해보는 것은 무모한 짓으로, 현실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알다(達する)’, ‘생각하다(こころある)’라는 표현으로 학자들에게 변화하는 시대
에 맞추어 갈 것을 호소하였다.
호슈는 『다와레구사』에서 한나라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다. 82단에서는 한나라가 망하게 된 역사를 실례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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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미래를 걱정하며, 다음과 같이 경계하였다.
(전략) 세상이 안정됨에 따라 어느새 중국 위·진나라 이후와 같이 풍습이 바뀌어서, “이처럼 세상에 귀감이 될 만

漢

한 사람들이 새벽별 만큼 드물어지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중략) 한( )
나라가 쇠한 것은 문신들이 아첨으로 임금의 총애를 유지하여 자리를 보전하고, 임금을 속여 뭇사람의 나라님에
대한 원한을 키우고, 간악한 무리를 이루어 재앙을 초래한 것이니 (중략) 그러므로 무인은 비난하면 안 되고 문신
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중략) 그러하니 사람의 유식·무식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곧은지, 학문을
배우는 자세가 올바른지를 볼 뿐입니다. (『한 경계인의 고독과 중얼거림』pp.96-99.)

호슈는 한나라가 망한 것은 임금이 문인을 너무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걱정하다(うれい思う)’, ‘비난하
다(訾)’, ‘신뢰하다(信)’, ‘안 된다(未必)’라는 훈언으로 학문도 중요하지만, 학문을 배우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는 것을 강조하였다. 학문과 정치에 대한 주장은 『다와레구사』의 곳곳에 나타나 있다. 다음은 103단의 내용이다.
“어떤 사람이 정치를 잘 합니까?”
“행실이 바르고 자비심이 깊으며 집안사람들이 모두 조심스러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 합니다. 학문을
잘한다고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요.” (『한 경계인의 고독과 중얼거림』p.124.)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호슈는 ‘정치를 잘 하다(政はすべき)’라는 표현을 거듭 반복하면서, 위정자는 행실이
바르고 마음이 따뜻하며 집안사람들이 모두 조심스러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정치는 결국 학문과 관련이 없다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104단에도 이어진다.
누군가가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학자들을 많이 모아서 정치를 하게 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백성이 평안해지리

稷 契

皐陶와 같은 현명한 신하들이 있다 해도 요·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말했다. 직( )·설( )·고요(

순과 같은 분이 윗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당우의 치세라 칭송되는 훌륭한 정치를 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학자
들은 사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주장이 강하고, 또 관찰하는 바가 깊거나 얕고 날카롭거나 무딘 등의 차이가
있어서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를 재단하실 명민한 군주가 위에 계시지 않으면 논의만 하다가 끝날 것입니
다. (중략) 이것이 학자들에게 정치를 시키면 안 된다는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경계인의
고독과 중얼거림』p.125.)

인용문에서 호슈는 ‘어렵다(かたい)’, ‘자연스러운 이치(自然の理数)’ 라는 훈언으로, 학자, 현명한 신하들이 내놓
은 여러 가지 논의도 명민한 군주의 재단이 없으면, 논의에 그치는 수밖에 없기에, 학자에게 정치를 시킬 때 주의해
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102단에서 호슈는 정치를 하는 것이나 학문을 하는 것이나 모두 권선징악을 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며,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만, 정치의 관대함과 학문의 엄격함은 구분되어 있어 그 방식은 서로 다르다는 주
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 시 ‘정치도 알고 학문도 아는 방식’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후
세의 위정자들에게 정치도 알고, 학문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3. 나가며
이처럼 『다와레구사』에서 호슈는 여러 가지 훈언을 통하여 학문과 정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계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첫째, 배움처럼 좋은 일도 없고 두려운 일도 없다는 도리를 피력하고, 학문을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학자들은 옛날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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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였다. 셋째, 학자들의 주장은 서로 다르기에 위정자는 반드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학
문도 중요하지만, 학문을 배우는 자세, 즉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학자에게 정치를 시킬 때 주의해
야 할 것을 경계하면서, 위정자에게도 정치도 알고 학문도 알 것을 기대하였다.
이처럼 『다와레구사』에서 호슈는 여러 가지 훈언을 통해 후세 사람들에게 경계의 목소리와 기대하는 마음을 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와레구사』를 통해 에도시대 중기의 사회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는 현재 사
회에도 시사(示唆)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다와레구사』에는 평가의 기준으로 중국의 사례가 반복
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호슈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시사한다. 이에 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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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의 정체성 인식과 보편 지향성
-사기사와 메구무의 뷰티풀 네임을 중심으로

신현선(원광대)

1. 서론
2. 불안한 자기소개의 시간과 이름표 달기
3. 타자의 기억 속에서 ‘그’와 ‘나’의 소통
4. 보편지향의 목적의식
1. 서론
현재 한국과 일본이 긴장 관계에 놓이면서 양국은 연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보다는 갈등과 혐오의 정서를 표
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일 양 민족이 겪은 집단의 경험과 기억은 그대로 후대로 이어져서 이는 민족적 갈등의 양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혐한’과 관련한 시위와 사건은 이러한 갈등의 한 예이다. 일본 내 혐한의
발언과 시위로 고통 받는 대상은 재일 한국인이다.
재일 한국인은 국가, 민족, 영토, 이념 등 여러 쟁점 사안의 경계에 놓여 있으면서 삶의 여러 사항을 결정할 수밖
에 없었다. 재일 한국인은 “본인들의 고통이 과거의 역사, 즉 일제강점 또는 재일 한국인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재일 한국인의 삶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삶을 제한 당했
으며, 나아가 이데올로기가 휘두른 폭력을 견디며 살아왔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 2세, 3세로 내려가면서 태생적이며 타의적으로 본인의 삶에 개입하고 있던 정치적인 것과 제
한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욕구하게 된다. 그동안 재일 한국인은 한일 양국의 갈등 상황 속에서 역사적 과거
와 거대담론 하에서 개인의 삶을 가치판단 하면서 자기비판적으로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재일 한국인
세대는 국가와 민족 등 거대담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타자적 입장에서 연대와 조화로운 삶을 고민하며, 경
계인의 정체성과 실존을 고민하게 된다. 사기사와 메구무(鷺澤萌)의 작품은 이러한 재일 한국인 세대의 모습을 그리
고 있다. 우리는 사기사와 메구무의 작품을 통해 재일 한국인의 삶을 공감하면서 아울러 재일 한국인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사회의 두 축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등 구도에서 양 축이 균형을 이루어서 이상적인 삶을 실현하는 것
은 이상에 가까울 수 있다. 갈등 구도는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다른 국면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재일 한국인
세대의 새로운 인식과 삶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제 재일 한국인의 삶을 정치화하기 보다는 새로운 공동체
삶과 연대의 기제로 재일 한국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더 이상 재일 한국인에게 거대담론이 한 개인의 삶을 제한
하고 비판적으로 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기사와 메구무의 작품은 이러한 인식을 보이는 재일 한국인 세대의 인
식을 보여주고 있다. 정재훈은 사기사와 메구무의 작품에 나타나는 “신세대적인 감수성과 문체”1)가 “세대가 지나면
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작풍의 변화”2)라고 언급하면서도, “‘통명’, ‘고향’, ‘이방인 의식’의 문제”3)를 이전 세대와는 다
1) 정재훈, ｢사기사와 메구무 문학 연구-‘통명’, ‘고향’, 이방인 의식‘ 문제｣, 국제한인문학연구15, 국제한인문학회, 2015,
264쪽.
2) 같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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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거리감으로 사유하고 있다고 사기사와 메구무의 작품을 평한다. 즉 사기사와 메구무의 작품은 피로 이어진 한국
과 삶의 터전인 일본을 가진 재일 한국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으나, 이중의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는 재일 한국인의
인식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대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사기사와 메구무의 작가적 생애와 관련한 특징은, 등단을 하고 나서 본인에게 재일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인식했으며,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점이다.4) 사기사와 메구무에게 혼혈에 대한 인식과 ‘피’에 대한 궁
금증은 이후 그녀의 문학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기사와 메구무의 작품세계를 구축하는 데 단초를 제공
하고 있다. 따라서 사가사와 메구무의 작품과 그의 생애를 탐구하는 연구자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조선인의 피’5),
‘부(負)의 의식’6)와 같이 작가로서 ‘피’의 끌림에 경도된 사가사와 메구무의 각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사기사와 메구무의 ‘피’의 각성은 ｢진짜 여름｣(1992), ｢개나리도 꽃, 사쿠라도 꽃｣(1994), ｢그대는 이 나라를 사랑
하는가｣(1997), ｢고향의 봄｣(2004) 등과 같이 재일 한국인의 삶을 다루는 작품을 다수 집필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기사와 메구무의 작품 경향을 두고 작품에 내재한 ‘재일, 재일의식, 재일성’을 검토하는 연구7)가 진행되
었다. 김환기는 사기사와 메구무의 작품을 “단순한 재일의 의미를 초월해 문학의 보편성과 세계성 차원에서 이해해
야할 다양성과 변용의 미학을 보여주”8)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승진과 이병담은 “재일의식은 경쾌하지만 균형 잡혀
있지 않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미흡한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사이키 카쓰히로는 ‘재일성’이 사기사와 메구
무의 작품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사기사와 스스로는 ‘재일’이라는 존재와 그 문제를 특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직면할 수 있는 ‘사정’의 하나로 표상하고 있다”9)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사기사와 메구무는 일본 내 거주민의 다양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과실 배를 강에 띄워 보내고｣(1990), 바
다의 새·하늘의 물고기(1990), 웰컴 홈(2004) 등의 작품을 집필하였다. 이 작품들은 주로 일본이라는 국가 집단의
축소판으로 가족이라는 집단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 관계를 그리면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정체
성의 문제를 상정하고 있다.

2. 불안한 자기소개의 시간과 이름표 달기
뷰티풀 네임에서 등장인물의 삶의 질곡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름에 대한 갈등이다. 다시 말해, 한국 이
름과 일본 이름을 두고 등장인물은 어느 이름을 사용할지 갈등하는데, 이는 이름이 본인 삶의 경로와 관계 설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너, 조센징이지! 조센징이니까 냄새가 난단 말이야!” (｢안경 너머로 본 하늘｣, 19쪽.)
인용문에서처럼 ｢안경 너머로 본 하늘｣에서 ‘나란’을 향해 읊조린 아이들의 대사는 민족 차별의 양상을 직접적으
3) 같은 논문.
4) 사기사와 메구무의 작가적 생애에 대한 정리는 김환기의 논문을 참조할 것.(김환기, ｢사기사와 메구무 문학을 통해 본
재일문학의 다양성과 변용｣, 한일민족문제연구11, 한일민족문제학회, 2007, 105~106쪽 참조.)
5) 위의 논문, 105쪽.
6) 이승진·이병담, ｢사기사와 메구무론-진짜 여름, 그대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가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62, 일본어
문학회, 2013., 306쪽.
7) 김환기, ｢사기사와 메구무 문학 세계｣, 한일민족문제연구11, 한일민족문제학회, 2006. 39~61쪽.
김환기, 위의 논문, 103~126쪽.
이한정, ｢재일코리안 작가의 조국 체험｣, 한국민족문화46,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241~275쪽.
이승진·이병담, 위의 논문, 301~320쪽.
사이키 카쓰히로, ｢‘이동’으로의 회귀-사기사와 메구무 문학에 나타난 ‘재일성’의 기능｣, 코기토78, 부산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15, 223~249쪽.
8) 김환기, ｢사기사와 메구무 문학을 통해 본 재일문학의 다양성과 변용｣, 2007, 118쪽.
9) 사이키 카쓰히로, 위의 논문,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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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상대와의 동질성 또는 다름을 인식하는 것은 이름에 의해서이다. 아이들에게
본인과 다른 한국 이름은 조롱의 대상이 되며, 이를 알고 있는 ‘나란’은 한국 이름을 숨기게 된다.

어린데다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 “이런 이름을 붙여준 부모가 원망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최악이야, 최악! 이따위 이름!”
엉엉 울면서이렇게 외친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자신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같은
울부짖음이 부모의 마음에는 또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을까. 그 생각을 하면 천성이 부지런하여 지금도 여전히 음
식점에 나와 열심히 일하시는 50대 부모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굳게 다짐하면서 용서를 빌곤 했다. (｢안경 너머
로 본 하늘｣, 16쪽.)
사이좋은 여자아이는 ‘란짱’이라는 애칭으로 불러주었고, 나란도 그 애칭이 아주 맘에 들었다.(17쪽)
그래도 이따금 “냄새 나, 방귀 ……!”하고 놀래대는 사내아이가 없지는 않았다.(17쪽)
위 예문은 ‘나란’이 겪는 상처와 불안의 원인이 이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타자의 기억 속에서 ‘그’와 ‘나’의 소통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는 일, 특히 잊고 있던 기억을, 즉 ‘나’ 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기억을 현재에 소환하기 위
해 뷰티풀 네임에서는 타자를 화자로 설정하여 기억을 호출한다. 그렇게 현재로 송환된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기
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가 된다. ｢안경 너머로 본 하늘｣에서 ‘추 선배’의 과거는 주로 ‘나란’의 기
억을 통해서 재현된다.
｢고향의 봄｣은 화자인 ‘나’의 할아버지와 어버지에 대한 기억을 ‘나’의 기억으로 소환한다.

- 192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본학 교육의 한계와 가능성 일고(一考)
- 온라인 PBL 수업의 경우-

고영란(전북대)

1．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가 대학 교육에 요구하는 내용과 방향성 또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미
2015년 초중고의 개정 교과과정에 관한 설명에서 지식을 넘어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교육부에 의해 언급되고 있고,1) 대학 교육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근래의 현실이
다. 나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의 교육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인 역량인재 교육이 필요한 것이 2021년
의 과제이고, 이와 같은 교육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와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불가피한 비대면 상황에서 대학 교육을 제고할 필요성을 느끼며 시작되었다.
한편 작금의 한일관계가 정치, 외교적 소통의 부재로 냉랭한 가운데, 대학이나 사회에서의 일본학에 대한 학문적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2021년 1학기 본 연구자가 담당한 일본학 교육은 비대면 온
라인을 기반으로 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울리는 역량인재를 교육하는 것이어야 하며, 더불어 일본학에 대한 사
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야만 그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2021년 1학기에 담당하게 된 <일본학 개론>을 온라인
PBL수업으로 구상하고, 그 내용 또한 기존의 것과 일별되는 것으로서 쇄신을 도모하여, 그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대학에서의 일본학과 관련된 PBL수업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본어 습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이 주를 이룬다.2) 그 외에 문화적인 시도를 겸한 것으로서 한국의「장화홍련」을 일본어로 요약, 작문하며
교수자가 일부 개입하는 수정된 PBL 수업에 관한 것3), 온라인 수업인 교양과목 <일본대중문화의 이해>에 Flipped
PBL을 적용하여 장단점을 분석한 것4)이 있는데, 이들 모두 학습자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학습자
스스로가 일본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심층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되었다. 이와 같
은 대학에서의 적극적인 일본학 교육 쇄신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구상하게 된 <일본학 개론> 온라인 PBL수업이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1) “2015 개정 교과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고유의 역량을 규명하였고, 학생들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습득해야 하는지 학습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를 성취기준에 반영하였다. 성취기준은 학
습의 결과로 학생이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역량을 반영한 성취기준은 수행기준의 성격을 띠
며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학생이 아는 것을 적용하고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나타낸다.”(교육과정 안
에서 키워지는 핵심역량 moe.go.kr)
2) 조대하「PBL(Problem-Based Learning)을 적용한 ‘日本語 漢字敎育’에 관한 연구」『일본어문학』56호, 2012,
pp.133-150, 조대하「플립러닝(Flipped Learnig)을 활용한 일본어교육 사례 연구」『일본어문학』72호, 2016,
pp.187-206, 윤강구「일본어 교육에서 초보학습자를 위한 PBL의 적용 방법」『日本語敎育』90호, 2019, pp.15-28, 방
극철「일본어 교육에서 액티브러닝(Active Learning: AL) 수업의 도입과 전략- 비즈니스 일본어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학』50호, 2020, pp.279-304.
3) 정상미「일본어 작문교육에서의 Modified PBL의 응용-物語의 요약문 작성을 통한 표현의 <문맥구체화> -」『일본언어
문화』26호, 2013, pp.287-302.
4) 김영아「Flipped PBL기반 교양 ‘일본대중문화이해’ 수업 사례연구」『일본어문학』Vol.87, 2020, pp. 16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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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업 계획
<일본학개론> 수업은 기존에도 본 연구자가 담당해온 전공필수 수업으로서, 일본학 전공자, 부전공자, 연계전공자
가 ‘일본국에 대한 지리,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등 포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를 시도’하는 것이 수업 개요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업의 개요 및 목표는 2019년도, 2020년도에도 동일하였다. 다만 2020년도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라는 수업환경의 변화가 생겼고, 나아가 2021년도에는 PBL수업을
적극 도입하여 일본학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매주 화요일 2시간, 목요일 1시간의 총 3시간 3학
점의 수업으로, 학습자는 2,3,4학년으로 다양하고, 전공자 및 부전공자, 복수전공자이다. 그러므로 개별 차는 있지만
기본적인 일본어 구사 능력을 갖춘 학습자로 상정하고 진행하고 있다.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개념과 관련된
용어 및 일본 전문 자료를 일본어로 함께 읽고 교수자가 설명하는 형식의 강의도 병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첫째, 학습자는 일본국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은 교수자의 강의로서 습득하고, 둘째,
학습자가 조별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화된 지식 습득 및 이해를 실천한다. 학습자의 사전 지식습득을 LMS상에
자료를 미리 올려놓고 학습하는 Flipped learning을 통해 시도할 수도 있으나, 과거 대학에서의 경험상, 학습자의 개
별 역량이나 태도에 따라 사전 지식습득의 양과 질의 차이가 상당하여, 본 수업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2021년도 <일본학개론> 수업은 기본지식은 교수자의 강의로 습득하고, 전문지식과 문제해결은 조별로 스스로 학습하
는 Blending PBL 수업이자, 학습자주도 수업이라고 하겠다. 내용상의 구상으로는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개괄적인 일본의 지리 및 산업, 역사, 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고, 중간고사 이후로는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등 현안과 현실을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자료를 통해 직접 분석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분하였다.
<일본학개론> 15주차의 내용과 순서는 아래와 같다.

주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내용
일본의 지리-도도부현(道都府縣)
일본의 지역사회와 구분-지역별 특색
일본 지역별 산업과 정책: 정치/외교
일본의 원시 및 고대: 국가 생성과 발전(불교/법제/문학/의식주)
중세의 전란: 무사사회(다도/화도/예능)
근세와 근대: 경제국가 일본의 발전(이에제도/천황제/예능/산업)
일본물품 한국에 팔기(조별발표)
중간고사
일본의 A대학 경영학과 기업케이스 스터디 공동수업
일본관련 한국 기업 케이스 스터디
일본의 현대 정치와 인식(산토리/나이키 광고 분석)
일본 경제 백서 분석->한국의 경제 백서
일본에 한국물품 팔기 :일본 시장 분석(조별 발표)
일본의 지역경제 발전 케이스 스터디(마치즈쿠리, 모노즈쿠리)

기말고사

비고
OT, 강의
강의
강의/조별 인사 및 분장
강의/조별 활동
강의/조별 활동
조별 발표/피드백
강의
강의/조별 활동
강의/조별 활동
강의/조별 활동
조별 발표/피드백
강의

위와 같은 <일본학개론>은 총 2회의 조별 발표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과제는 일본지역별 물품을 한
국에 팔기, 두 번째 과제는 한국 물품을 일본에 팔기이다. 조의 구성은 학생의 구성상, 3-4학년은 각 1명씩, 2학년은
3-4명씩 네이버 사다리타기로 분배하였고, 공정성을 위해 분배과정은 모두 온라인 실시간으로 확인하였다. 총 6개의
조로 분배하되, 제6조는 교생실습과 취업준비로 예정된 시간에 부득이하게 발표를 할 수 없는 4학년 2명으로 구성되
었다. 각 조에게는 홋카이도(北海道:6조), 니가타현(新潟県:1조), 가나가와현(神奈川県:2조), 아이치현(愛知県:3조),
오사카부(大阪府:4조), 후쿠오카현(福岡県:5조)의 물품을 한국에 팔기를 조별과제로 부여하였다. 이를 위해 3주차 이
후 온라인 소회의실을 통해, 매주 화요일의 30분 가량은 조별 회의를 진행하고, 교수자가 각 회의실로 들어가 조언
을 해준다.
<일본학개론> 수업 중에 ‘한일의 물품을 양국에 팔기’ 과제를 2회 넣은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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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일본취업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가 증가하였다. 둘째, 일본 관련 기업으로의 취업에 관심은 있지만, 일본 기업
및 기업문화에 관한 전문적인 수업이 개설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실제 수업을 진행하며 일본의 경제상황, 특별히
20-30대의 학습자가 관심이 있는 일본 기업사정 및 기업문화를 일본학 관련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경영학 전공자가 이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지만, 개론적인 성격이 강한 <일본학개론>에서
는 일본의 전반적인 사정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경제 및 기업 분야에 관해 개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
였다. 나아가 일방적인 강의 수업이 아닌, 과제형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한국에서의 일본기업을 포함한 일
본 취업 및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이해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한일의 물품을 양국에 팔기’과제는
교수자 기준이 아닌,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관심 있는 일본의 기업, 지역별 문화, 기업문화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다만 수업 계획과 달리, 실제 수업을 진행하며 약간의 수정, 보완 사안이 발생하였다. 첫째, 수업 1-2주차에 학습
자에게 과제를 이해시키키 위해서는 계획상으로는 12주차에 있는 ‘일본의 경제 백서’를 2주차에 설명할 필요가 생겼
고, 13주차의 ‘일본에 한국물품 팔기’를 위해 12주차에 ‘한국의 경제 백서’를 함께 분석, 고찰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강의계획서는 약간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PBL수업의 난관으로서 교실환경을 지적한 논의5)나 개별학습자
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를 지적한 논의6)에서와 같이, 온라인 학습환경에 전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학습자가 소수 발
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안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15주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최소한 조별 발표 시
에만이라도 오프라인 교실수업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학 개론>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수업은 지속적으로 약간의 보완,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본 수업을 완료한 후에 어떠한 가능성과 한계를 얻게 될지 다음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3．수업 분석

3.1 수업 실행
3.2 앙케이트 및 평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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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해진(2019)「대학교수들이 인식하는 PBL 수업운영의 난관 탐색」『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10호, pp.77-84.
6) 김수향(2020)「PBL 수업에서 대학생의 학습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력 효과 및 학습양식 간의 관계」『인문사회21』, 제
11권 6호, pp.1929-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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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大革命期に翻訳されたシナリオ
――『サンダカン八番娼館 望郷』の分析を中心に――

謝帆（九州大学大学院）

1. はじめに
中国語における「文芸」という言葉は、文学のみならず、映画、演劇、音楽などの芸術も含まれている。文革
期に訳された作品も小説に止まらず、映画のシナリオ、演劇の戯曲、評論文、詩歌などの形式がある。1966年か
1976年にかけて、日本文芸に関する翻訳作品の単行本が合計24冊出版された。その中で、映画のシナリオが3
冊、合計8篇の作品が見られる。
映画、演劇が文革運動の中で比較的に重要視された理由について、尹鴻、凌燕は、「映画は『臨場感』、『迫
真性』を持ち、往々にして特別に効力を持ったイデオロギー効果を生み出すことができることにあった」と指
摘している。物語の構成、場面変化の順序、登場人物のセリフや動作の描写が文字化されたシナリオを通し、
映像の「臨場感」と視覚上の「迫真性」の再現により、読者に強烈なインパクトを与えるため、日本文芸の翻訳
対象に対する選択ストラテジーには、その傾向も継承されていると考えられる。
その背景をもとに、本稿の主題とする『望郷』は1976年3月に人民文学出版社から出版された。『望郷』が何
故に翻訳対象として選択されたのか、上記の理由を除き、1974年度日本映画ベスト·テンの1つであることが重
要な一因ではあるが、ほかの原因も複雑に絡ま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本稿は、シナリオ『望郷』の訳本と原作
『サンダカン八番娼館 望郷』、さらに山崎朋子『サンダカン八番娼館――底辺女性史序章』の比較検討を通し
て、文革期における『望郷』の「批判的」解読に照明を当てる。それを通して、山崎の聞き書きの対象であり、
『望郷』の主人公である「からゆきさん」の受容の様相を解明する。

2. 原作『サンダカン八番娼館 望郷』
2.1

あらすじ

2.2

「からゆきさん」

廣澤栄、熊井啓が脚本を執筆したシナリオ『サンダカン八番娼館 望郷』は、1974年11月下旬号の「キネマ旬
報」に掲載され、同年同月2日映画化された。『サンダカン八番娼館 望郷』では、アジア女性史研究者「三谷圭
子」と「からゆきさん」の「北川サキ」という2人の登場人物それぞれの視点による語りから進行している。筆
者が本章の第1節で原作『サンダカン八番娼館 望郷』のあらすじをまとめる。第2節において、まず山崎朋子の
著した『サンダカン八番娼館――底辺女性史序章』と熊井啓の著した「『サンダカン八番娼館·望郷』の撮影に
あたって」の中で下された「からゆきさん」の定義について考察する。そして、幕末から明治期、大正期を経て
昭和初期まで、日本における「からゆきさん」の「軍事的」意義と世間的評価の変化について検討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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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訳文『望郷』
3.1

訳文の「出版説明」

3.2

「娘子軍」から「鉄の娘」へと

3.3

文革後中国で上映された『望郷』

3.4

訳文のテクスト

本章の第1節では、訳文の「出版説明」に着目し、文革期に出版された『望郷』に対して、翻訳者はどのよう
に評価しているかを考察する。そして、第2節で「出版説明」の中で出てくる「日本労働婦女の解放」に重きを
置き、「からゆきさん」の「娘子軍」形象と、文革期に労働婦女の代名詞とみなされる「鉄の娘」との繋がりに
ついて検討し、訳文の編集者が求める労働婦女像を総括してみる。
文革期において、中国で上映された外国映画は翻訳文芸作品と同じく、ほぼ反面教材として参考になるため
である。しかし、文革終結後、外国映画は新しい様相で出現している。その中で、『望郷』の映画版は1978年に
中国で公開され、肯定的に評価されている。本章の第3節では、文革後の映画版『望郷』への高い評価をめぐる
現象と「歴史決議」の採択と文革全面否定論との関係について考察する。
本章の最後では、筆者が原作と訳文を取り上げ、両方のテクスト上の対照を行う。訳文において、誤訳と訳
漏れが存在しているか、改訳や削除などの翻訳手法が使われているかに主眼を置き、テクストにおける具体的
な翻訳ストラテジーがどのように実施されているかについて分析する。

4. おわりに
本章において、研究の締めくくりとして、以上の内容に一定の結論を与えるとともに、今後の研究課題につ
いて考える。

【参考文献】
「

」『国立女性教育会館研究ジャーナル』第11号、国立女性教育会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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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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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熊井啓(1974)「『サンダカン八番娼館·望郷』の撮影にあたって」『キネマ旬報』1974年10月上旬号、キネマ旬報社、
金一虹(2010) 振り返り再考する

訳 ジェンダー史学 第6号、ジェンダー史学会、pp.5-28.

「

pp.101-102.

」『非文字資料研究』第29号、神奈川大学日本常民文化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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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之光』게재 詩에 나타난 ‘제국주의 담론’의 문학적 표
상화 연구
사희영(전남대)

1. 序論
근대에 발간된 잡지는 일본을 경유해 쏟아져 들어온 서구 근대문물들을 소개하거나, 문학․정치․사회와 관련한 다양
한 의견과 비평들을 담아내었다.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속에 지식의 전달, 문명의 수용 및 근대문학 형성과 전개 그
리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어로 발간된 잡지들은 조선인뿐
만 아니라 일본인도 참여하여 한일 지식인의 문명 문화론은 물론 정책에 관한 다양한 시선들과 그것으로 인한 균열,
갈등, 괴리, 반목, 부조화 등 혼돈한 시대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1912년 발행된 『朝鮮公論』을 비롯해 많은 일본어 잡지가 발행1)되었고, 일본어가 상용어(常用語)로 강조되면서
조선어잡지에도 일본어 지면2)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당시 간행된 이러한 자료들이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70여년이
된 현재까지도 일제강점기 일본어로 출판된 잡지 정보는 물론 서지조사나 연구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東洋之光』은 창간일이 “1939년 7월 1일”로, 혹은 잡지 『東洋之光』은 1939년 1월에 창간되어 1945년
5월까지 통권 83호가 발행된 것3)이라고 서지정리가 되어있고, 또 잡지의 성격에 대해서도 “親日一色의 反民族的
月刊誌”4)인 일본어잡지이자 친일잡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창간연월일은 1939년 1월이며, 현재 수합되어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발간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1940. 2~1941. 11)를 제외하면 1945년 1월까지 수합된 45
권이 발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1939년 1월 朝鮮総督府 7대 총독인 미나미 지로(南次郎)의 인삿말 ｢피로써 역사를 쓴다(血を以て歴史を綴る)｣
를 비롯해 역대 총독들과 일본 및 조선관료의 글이 많이 게재되어 있고, 민족대표였던 박희도가 이전의 행적을 달리
하여 일제의 식민지정책과 연관한 정책담론을 적극적으로 다룬 잡지였기 때문에 『東洋之光』은 친일잡지로서 등한
시 되어 왔다. 이로 인해 조선의 지식인(문인)들은 붓을 꺾거나 검열을 의식한 글쓰기를 이행하게 된다. 조선어보다
는 검열이 느슨한 일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회적 글쓰기를 시도한 작가들도 볼 수 있다. 때문에 일본어로 게재하였
다는 이유로 친일의 이분법적 잣대가 아닌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 근대에 출판된 일본어잡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선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잡지『東洋之光』소재의 한일 문인의 운문에 대한 비교연구가 전무(全無)
하며, 잡지『東洋之光』에 대한 심층 선행연구가 없다보니 기초적인 자료의 데이터정리나 세세한 작품분석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東洋之光』의 운문을 정리 분석하여 운문에 나타난 ‘제국주의 담론’의 문학적 표상화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1) 일본어로 발행된 월간 종합잡지로 1925년 9월호부터 1945년 1월호까지 총 229호가 발행된『文敎の朝鮮』외에도,『國
民詩歌』,『新女性』,『國民文學』,『緑旗』,『緑人』,『内鮮一体』등이 있었다.
2) 일본어가 상용어(常用語)로 강조되면서『朝光』,『三千里』,『新時代』등에도 일본어 지면이 만들어졌다.
3) 최덕교(2004) 『한국잡지백년』 제3권, (주)현암사 pp.400~403
4) 金根洙(1970), ｢親日言論强要時代의 雜誌槪觀｣, 亞細亞硏究, 아세아연구 13권 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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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東洋之光의 구성
『동양지광(東洋之光)』은 편집 겸 발행인이 박희도(朴熙道)로, 동양지광사(東洋之光社)에서 발행한 일문으로 표
기된 종합 월간지로, <동양지광사>에서 발행한 A5판의 약 120여페이지 분량의 정가 40전에 판매된 잡지이다. 그 구
성을 살펴보면, 총독의 담화문을 비롯해 정치와 시국문제를 다룬 평론과 좌담회 및 소설과 시의 문예란으로 구성되
어있고, 일문으로 기술되어 있다. 창간호 목차 뒤에 행서체로 팔굉일우(八紘一宇)가 크게 쓰여 있고 미나미 지로(南
次郞)로 예상되는 총독의 사진을 비롯한 중요 관료의 사진들이 함께 배치되어 있다.
박희도는 ｢창간호에 즈음하여(創刊に際して)｣에서 중일전쟁이후 일본, 만주, 중국이 경제블록을 형성하여 조선은
신동아재건의 중요한 장소가 되었음과 내선융화를 넘어 내선일체를 구현하고 있으므로 일본정신을 앙양할 수 있는
수양 단련의 공간으로 동양지광을 간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박희도가 간행이유를 밝히고 있듯 ‘동양의 빛’으
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선일체의 실천 강화,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인류문화발달과 복지증진의 매진, 일본정신
이식 등 시사적 담론을 본의로 하고 있는 시사 잡지적 색채가 짙은 잡지라 할 수 있다.
『東洋之光』에 글을 게재한 이는 총 454명으로, 일본인 집필진으로는 제7대 조선총독인 미나미 지로(南次郞)를
비롯한 역대 총독과 육군차관이었던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와 총독부 관료 및 종교계의 목사 그리고 교육에 종사하
는 교원 및 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 약 125명이 참여하였다. 조선인으로는 3·1운동에 참가했다가 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사장이 된 최린을 비롯해 김용제와 백철 등의 조선문인과 관료 등 127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외에도 창씨명이나 필명사용으로 국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집필진도 202명에 이르러 총 454명이
글을 게재하였다.

2.1 東洋之光  게재 한국인 詩

동양지광에 가장 많은 시(詩)를 게재한 시인은 김용제가 20편이고, 김경희(金景喜) 2편, 조우식(趙宇植) 2편,
노천명(盧天命) 2편(김용제譯1편․김소운譯1편), 정지용(鄭芝溶) 2편(김용제譯1편․김소운譯1편) 그리고 구자길(具滋
吉)을 비롯한 한국인 14명이 각각 1편씩을 게재하였고, 창씨명으로 新井雲平 3편, 城山昌樹 2편, 亞東輝 1편을 게
재하였다. 그리고 이광수가 와카 1편, 李家原甫가 한시 1편을 게재하였다. 한국인이 게재한 운문은 1943년 1월부터
1944년 11월까지 총 50편이 게재되어 있다.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1939년대 18편, 1940년대 1편, 1941년대 1편, 1942년대 2편, 1943년대 17편, 1944년대 11편
이 게재되어 있다.

2.2 東洋之光  게재 일본인 詩

東洋之光에 가장 많은 시(詩)를 게재한 일본인은 조선문단에서 활약하던 오시마 오사무(大島修-성명미상)로 6
편의 시를 게재하고 있다. 다음으로 나카노 스즈코(中野鈴子)가 4편, 가마타 사와이치로(鎌田澤一郎), 今柳秀繁, 노
리타케 가즈오(則武三雄)가 각각 3편, 그리고 에자키 아키히토(江崎章人), 유리 세이지(由利聖二-미상), 마에카와
사다오(前川勘夫-미상), 이노우에 노리코(井上紀子-미상), 시이키 미요코(椎木美代子)가 각각 2편 등 총 49편을 싣
고 있다.
현재 출판되어 있는 영인본으로 통계를 내어보면 시기별로는 1939년 12편, 1942년 8편, 1943년 15편, 1944년 13
편, 1945년 1편 등으로 매호마다 1편 이상의 시를 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제국주의 담론’의 문학적 표상화 연구
아시아 내부의 세력불균형은 결국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신질서’라는 아시아와 서구 열강과의 대립형태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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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서구로부터 시작된 근대의 새로운 가치를 동양에서 찾고자 하는 아시아중심주의가 모색되었다. 특히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중간위치로서 조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식민지에서는 동상이몽처럼 식민자와 피식민자 모두 내
선융화를 넘어 내선일체화를 강조하며 일본을 주축으로 한 서구와의 대결양상으로 전개된다.
『東洋之光』에 게재된 시의 주제도 이에 부합하는 내선일체, 아시아 중심의 동아신질서를 비롯해 일본 중심의
서구에 대항하는 미영의 격멸 그리고 일제의 대륙으로의 진출 등의 내용들이 게재되게 된다.

3.1 제국의 로컬 조선과 ‘내선일체’

일제는 ‘동아신질서’의 토대로 내선융화를 내선일체로 전환시켰는데, 그 이유중 하나는 전쟁을 치루기 위한 인적자
원의 확보에 있다고 하겠다. 조선인에게 총을 쥐어주는 것에 부담감을 안고 있던 일제는 조선인에게 표면적으로 내
선일체를 앞세워 황국신민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천황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할 수 있는 병사를 충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나라를 잃은 후 나아갈 방향을 못잡고 표류하고 있던 조선인에게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확립 속에 차별
받는 식민지인이 아닌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중핵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내선일체’에서 포착하게 되었
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제국의 정책 ‘내선일체’는 일본인과 조선인에 의해『東洋之光』의 운문에서 형상화 되게 된다.
당시 총력연맹문화부장인 데라모토 기이치는 ｢개나리 축제(連翹の祭)｣(1942.5)에서 일본 교토에서 7월에 열리는
기온마쓰리(祇園祭)와 조선의 개나리 축제를 대비시키고, 나라의 매실꽃과 교토의 벚꽃 그리고 조선의 개나리를 봄
의 꽃으로 칭하며 “이제부터는 개나리가 우리의 축제가 되었네”라고 내선일체의 시를 쓰고 있다.
데라모토 기이치는 개나리 축제를 소재로 ‘내선일체’를 묘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새로운 문명문화로 일본의 문
화를 언급하며 일본과 일본어를 통해야만 새로운 문화의 취득이 가능함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일본어
수업과 황국신민 연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유리 세이지는 ｢조선신궁(朝鮮神宮)｣(1944.8)에서 와카형식을 빌어 조선신궁에 참배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천황의 위광”에 의해 지켜지는 나라라며 이세신궁와 조선신궁을 대조해보이면서 신궁
을 통한 ‘내선일체’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시아 10억은 한 가족이며 모두 천황을 숭배하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 이는 천황을 중심으로 신국 일본의 이미지 형상화 및 팔굉일우(八紘一宇)사상을 피력함으로써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포함시켜나갔던 제국의 정책구호 ‘동아신질서’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었다. 또 유리 세이지는 ｢
천업조선(天業朝鮮)｣(1944.11)에서도 천황의 위광아래 천황의 방패로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천황의 병사로서
10억 아시아인 앞에 목숨 걸고 앞장설 것을 전개하고 있다. ‘내선일체’를 토대로 한 조선인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시
키며 결국 일본제국을 위한 황군의 역할을 종용하는 시를 쓰고 있다.
반면 조선인의 내선일체는 김용제의 ｢내선일체의 노래(內鮮一體の歌)｣(1939. 4)를 통해 잘 볼 수 있는데, 남산에
있는 조선신궁을 통해 천황을 중심으로 한 황국신민과 ‘성전’으로 칭해진 태평양전쟁을 내선일체의 정점으로 표출하
고 있다.

3.2 서구에 대항하는 제국의 ‘대동아공영권’

‘동아신질서(東亞新秩序)’는 일본 내각총리대신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가 1938년 발표한 후 <국가총동원법>
을 시행하며 팔굉일우(八紘一宇)와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건설을 구호로 내걸었다. 일본은 ‘동아신질서’를 내
세운 “신문화 창조”를 강조하며 일본을 맹주로 하여 만주와 중국을 포섭하는 경제블록화를 추진하며 점차 동남아시
아로 확대 결합하는 <대동아공영권(大東亜共栄圏)>을 1941년 1월 이후부터 공식문서에서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1941년의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大東亜戦争)’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1943년 도쿄에서 대동아회의를 개최하며
대동아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일본중심의 헤게모니를 구축해 갔다.
가장 많은 시를 게재한 오시마 오사무는 ｢송춘(頌春)｣(1942.5)에서 새봄이 온 것을 노래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이
찾아온 ‘봄’은 동아시아 신질서를 상징하고 있다. 시에 등장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구세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새
로운 시대의 주류를 모르고 기뻐하지 못하니 ‘고사한 영혼을 묘비에 새기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젊은이들과 처녀들
즉, 신세대를 본받아 함께 들판의 꽃을 따서 “가슴에 꽃을 꽂자 벚꽃을”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동아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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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구세대들을 겨냥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병사처럼 노년들조차 새로운 시대를 맞아 봉사
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내용의 시라고 하겠다.
오시마 오사무는 ｢연륜(年輪)｣(1942.12)에서 <태평양전쟁> 1주년을 맞은 소감을 “천황의 위광아래 성전”을 하는
국민으로서의 감사와 함께 전쟁의 연륜을 찬양하고 있으며, “맑은 내일이여, 실로 아름다운 내일이여”라며 <태평양전
쟁>을 위대한 전투로 노래하고 있다. 또 2주년을 맞아서는 ｢위문봉투(ゐもんぶくろ)｣(1943.12)에서 병사들에게 보낼
위문품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득히 먼 저쪽에서 비행기를! 탄환을! 위문품으로 원한다고 병사들이
읊는 와카”라는 구절을 통해 전쟁수행에 필요한 물자지원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구열강에 대한 적대적 격문형식으로 쓴 가마타 사와이치로의 ｢배영의 격문(排英の檄)｣(1939. 8)에서는 독일
의 비스마르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류의 원수’이자 ‘동양평화의 파괴자’로 영국을 설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시아
민족의 자유를 표방한다던 <태평양전쟁>에 관한 시들도 상당수가 게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나카노 스즈코의 ｢집안에 틀어박혀(こもり居)｣(1942.3), ｢소년이 출정하다(童子征く)｣(1943.12)가 있다.
<태평양전쟁>에 관련된 소재는 비단 이뿐만 아니라 봄 가을 계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에서도 출정과 후방활동
을 그리고 있고, 전원을 노래한 시에서도 전쟁을 연상케하는 ‘하늘의 독수리’(일본전투기)를 삽입하여 시대에 부합하
고자 노력하는 식민자의 모습이 엿보인다.
조선인으로는 김용제(金龍濟)의 ｢아시아의 시(亜細亜の詩)｣(1939. 3)를 보면 “태양이 침몰한 서양”과 “동방의 태
양”으로 대비하며, 아시아중심주의를 노래하고 있다. 특히 서구의 자유주의에 의해 동양은 노예화되고 있음을 강조하
며 새로운 아시아 정신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적고 있으며, 노천명(盧天命)의 ｢젊은이에게(若人に)｣(1942.신년
호)의 경우도 동아민족의 해방을 위해 젊은이에게 남자답게 출정하라고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인의 시에서는 징병감격을 노래하거나, 지원병의 기쁨 등 주로 입대하기 전이나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판정
그리고 출정의 날 등 주로 전쟁터로 떠나기 전의 설레임을 주로 그려내고 있다. ‘대동아공영권’과 맞물려 전시체제의
시대상황을 대변하듯 전쟁과 관련한 시들이 많이 게재 된 것은 식민지에서 강조된 ‘동아신질서’나 ‘내선일체’는 결국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슬로건에 지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3 대륙으로 진출하는 일본제국

당시 신문지면에 급부상한 키워드 ‘동아신질서’는 침략을 ‘진출’과 ‘공영’으로 미화시키면서 대륙에 대한 관심도도
급증하게 되는데, 이러한 운문에 해당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요리모토 시린의 ｢만주소식(満州のたより)｣(1939.7)
에 담아놓은 ｢아침(朝)｣, ｢점심(昼)｣, ｢저녁(夜)｣이다. 서정시(抒情詩)와 풍경시(風景詩) 형태를 빌려 개간되고 있는
만주풍경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적고 있다. 또 가마타 사와이치로의 ｢대륙의 노래(大陸の歌)｣(1939.1)가 있다. 가마타
사와이치로는 조선에 16년 체재하면서 6년동안 우카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의 정책고문을 맡아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고,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의 사장으로도 취임했던 자로 종전된 후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지도했던 사람이
기도 하다. 가마타 사와이치로는 ｢대륙의 노래｣에서 중국의 만리장성과 흥안령 및 몽고 등지를 여행하면서 느낀 여
행느낌을 대륙진출의 단상으로써 그려내고 있다.
김용제는 ｢양자강(揚子江)｣(1939. 5)에서 양자강을 소재로 중국의 역사를 언급하며 옛날로 돌아가 아시아 건설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담거나, 다른 시에서도 송화강 등의 대륙 지명 등을 통해 대륙에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외에
「국경에서(國境にて)」(1940.1)에서 만주대륙을 향해 국경을 지나며 떠오르는 시상을 담고 있는가하면, 「바람의 말
(風の言葉)」(1940.1)에서도 동남아시아에 대한 센티멘털리즘을 그려내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정향의 「대륙으로 시집간 누이(大陸へ嫁ぐ姉)」에서는 고향에서 고초를 면하지 못하던 누이가 만
주땅에 희망을 품고 떠나가는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만주에 대한 동경을 담아내고 있다.
또 다노 테쓰오(多野徹尾-성명미상)는 ｢봉분한 무덤(土饅頭)｣(1939. 8)에서 중국의 장례문화 ‘봉분무덤’을 소재로
하여 동양문화와 동양평화 그리고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일본인을 노래함으로써 중국의 역사와 일본 야마토민족의
합일을 그려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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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結論
시사성을 띤 잡지『東洋之光』에 게재된 운문을 살펴보았을 때 예견된대로 ‘동아신질서’를 주축으로 한 일제의
정책과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시를 비롯해 와카 및 단카에 담겨있음이 파악되었다.
그리고 ‘동아신질서’개념의 실상은 제국 일본이 시도한 대륙진출에 대해 이를 저지하려는 서구세력의 충돌에 대응
하기 위한 것으로 동아지역의 인적 물적 착취를 통한 전시인프라구성과 전시체제 동원준비를 의도하고 있었기에, 실
상 東洋之光에서 ‘동아신질서’가 시의 주제어로서 전면에 제시된 것은 단 4편에 그치고 있어 피상적인 슬로건을
재현하고 있었을 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소재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이와 함께 ‘대
동아전쟁’에의 독려 시들이 상당 수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단순히 『東洋之光』을 친일잡지라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은 제국전쟁에의 협력이 친일적 협력이라기보
다 ‘대동아공영권’에 의미를 둔 협력을 그려내는 시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 흥미롭게도 즐겨 읊는 시를 추천하는 ｢
애음시초(愛吟詩鈔)｣라는 코너에 실린 김소운 번역의 시들이 일제 친일적 성향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에 반하는
작품들을 번역하여 싣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23년 프로문학단체인 [파스큘라(PASKYULA)]에 가담했던 김형원(金
炯元)의 ｢불순한 피(穢れた血)｣나, 사회주의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며 문인을 양성했던 조명희(趙明熙)의 ｢경
이(驚異)｣ 혹은 정지용의 ｢고향(ふるさと)｣, 유치환의 ｢깃발(旗)｣과 같은 작품을 번역하여 게재한 것은 작품성에 입
각한 애창되는 시들을 번역하여 실은 것으로, 東洋之光에서 보이는 협력이 단순히 친일적 협력만을 내포하지 않
고 다양한 층위를 포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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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山文社考

柴田清継（神戸女子大）

1.はじめに
今から115年前、ソウルに「南山文社」という日韓の文人の漢詩文による交流の会ができて、しばらく活動を
続けました。日韓文学交流史上、あるいは日韓文化交流史上のほんのささやかな一コマに過ぎないかもしれま
せんが、この南山文社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かを、資料に基づいて紹介し、この詩文の会の性格について
の初歩的な考察をお話しするとともに、この会に参加した韓国側の人物について韓国日本文化学会の皆様に一
層詳しいご教示をお願いしようというのが、私の狙いです。

2.南山文社の創設とその活動
考察の出発点になるのは、この文社の最初の集まりが開催される直前と直後に『皇城新聞』に掲載された二
つの記事―大韓光武10年（1906）4月7日土曜第2面「雑報」の記事と10日火曜第2面「詞藻」の記事―です。ま
ず、前者は次のようなものです。

南山文社 韓日両国人間에詩文이優餘한諸人이花朝月夕과良辰美景에酬唱歓暢하기為하야南山文社를設立하고内
外国紳士를請邀한다는데該社幹事人員은如左하니韓人은張志淵尹始炳氏오日人은菊池謙譲内田良平氏라더라（※
もと、漢字は繁体字、ハングルは古文体。以下同じ）
その南山文社の第一回の集まりが翌8日の日曜日に催されたということで、これを報じる次のような記事が10
日の同紙に掲載されました。これが後者です。

文苑盛况 内外国文学士諸氏가南山文社를発起하고一時盛事를唱道함은日昨本報에已記하얏기니와再昨日曜日에
該文士七十餘人이老人亭에団会唱酬한概况이如左하니
老人亭雅集
今玆丙午四月八日。開南山文社第一会於老人亭。亭在南山之麓。茂松清泉与夫亭榭之搆造。頗極幽静。宛然有
南宗画趣。此日会者無慮七十人。唱酬之盛。近日亦罕見。而席上聯句擬柏梁体者二十八人。若夫唱酬諸篇。当
載諸冊子。毎月刊行以頒会友。庶幾揚風於雅有補世道人心乎。併記以質大方諸君子 ※「揚風於雅」は「揚風扢
雅」（趙翼『二十二史札記』に見える語）の誤りか。
南山文社幹事 李能和 閔舜鎬 沈選択 全洪奎 金弼用 張志淵 尹始炳 内田良平 矢土勝之 菊池謙譲 蟻生十
郎
老人亭雅集席上聯句擬柏梁体
海外訂来文字縁 錦山／春風雅集洞中天 韋庵／也似蘭亭会群賢 又松／水韵淙淙代管絃 敬堂／杜宇招魂俗
尚伝 春湖／一代風流応物遷 七松／四海同胞偕此筵 梅下／三春携酒訪詩仙 蓉坡／香社千秋情韵牽 毅庵／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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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文社句可聯 蘭史／松陰錯落鳥声円 克菴／閑遊半日耕詩田 孤雲／客抱瑤琴意悠然 松邨／詩争繡肚興無辺
鶴堂／何人騒壇著一鞭 苗湖／王盧才華無後先 雲石／白鳳恒舞南山肩 蘆園／珠璣絢爛墨荘前 何丁／亭下来尋
花柳川 芳湖／春寒一閣送茶烟 蕙田／文章不譲李青蓮 晦史／風流遙懐永和年 怡斎／名園自当擬平泉 小坡／
題襟漢上七歩旋 霞山／信美山河両能全 採雲／願尋斯会歳月綿 少酔
〔唱酬原韵〕老人亭雅集席上率賦請大方諸賢教和 錦山 矢土勝之
陽和暖活艸青青節彼南山鍾秀霊当世俊英多意気昔時冠帯見儀型盍簪交揖三尊達邂逅相逢一客星寄謝東皇公道
甚春風吹度老人亭
評曰典重温雅君子之交
「今玆」で始まる文章は次のような意味です。―今年丙午4月8日、南山文社第一回を老人亭で開いた。亭は南
山の麓にあり、茂った松、清らかな泉も、あずまやの造りも、すこぶる幽静を極め、あたかも南宗画のような趣
がある。この日、会したのは無慮70人、唱酬の盛んさは近ごろ稀に見るものだった。席上、聯句を柏梁体に擬し
て作った者は28人だった。唱酬された諸篇は冊子に載せ、毎月刊行して会友に頒布することにする。詩文を品
評し合うことによって、世道人心を補助することができればと願うものである。（以下略）
提示された「南山文社幹事」の数は、7日に報じられた4人から増えて、韓国側7人、日本側4人になっていま
す。その次が「柏梁体の聯句」（漢の武帝が創始したと言われる七言の連句）で、日本側の錦山矢土勝之（以
下、号の「錦山」をもって称する）の句を皮切りに、すべて下平声・先韻（現代日本語の漢字音では-en、現代
韓国語のそれでは-eon）の韻字で詠まれています。最後に載るのが錦山の七言律詩で、タイトルにもあるよう
に、有道の諸賢に唱和を呼びかけた作品です。
このようにして始まった南山文社の集まりは、以後、5月13日に第二回、6月17日に第三回がそれぞれ催され
ました。第二回の詩題は「春日書会（懐？）」、文題は「書朝野会通後」だった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柏梁体
の聯句も、第一回同様、両集とも行われています（『皇城新聞』5月12日、6月23日）。また、錦山の「唱酬原
韵」に次韻（同じ韻字を同じ順序で用いて作詩すると）する韓国人の作品は随時『皇城新聞』の「詞藻」欄に掲
載されており、参加者は次第に増えていきます。第二回で行われた「緑幽陰草勝花時」（王安石「初夏即事」詩
の結句）をもとにした分韻の趣向には日本の佐藤寛（号六石）も参加しています（『皇城新聞』6月26日）。
詩題を「漢江消夏」、文題を「登北漢山記」と予告され、7月23日に予定されていた第四回は、「暑威極めて
酷烈」のため延期になり1)、8月24日に、老人亭ではなく、幹事内田良平の竹洞の「官邸」で開かれました。日本
側からは新たに結城蓄堂、坂口雨村、梅謙次郎、片淵錦浦らも参加し、韓国側からも新たな参加者が見られま
す（『皇城新聞』8月24日、28日、『伊勢新聞』2)9月9日）。
ただ、南山文社に関する『皇城新聞』の記載は、第四回の柏梁体の聯句を掲載する8月29日の記事が最後で
す。この文社の中心人物である錦山も8月中にいったん日本の郷里に帰省します。その後、年内にまたソウルに
戻って翌1907年の新年はソウルで迎えていますが、南山文社に関して何らかの活動を行った形跡は見られませ
ん3)。

3.南山文社に関わった人物（以下は簡略に記します）
1) 『皇城新聞』6月23日、日本の随鷗吟社の社誌『随鷗集』第23編（1906年8月5日）所載の佐藤の書信。
2)『伊勢新聞』は日本の三重県津市に本社を置いて発行されていた新聞。伊勢（現在の三重県の大部分に当たる）は矢
土錦山・坂口雨村の郷里。
3)『伊勢新聞』1906年9月25日の「文苑」に「丙午八月自韓国帰展（下略）」という題の錦山の漢詩が載っているの
と、『随鷗集』第2８、9合編（1907年2月5日）所載の錦山の「丁未新正、詠羊」と題する詩の作者名の後に「在韓
国」とあるのに拠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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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のように、南山文社は1906年中の5か月間しかその活動の跡を確認できない詩社なのですが、幹事だけで
も10名以上、韓国側の延べ参加人数は90名に近い詩社であったため、参加した人たちの動機や思惑、特に韓国
側の人たちの動機や思惑は様々であったように見受けられます。そうした点について探ってみたいと思いま
す。

3.1 日本側の人物
まず、日本側の人たちですが、南山文社の幹事の四人は、錦山と他の三人とに分けることができます。日本
の漢詩文界を代表する人物の一人だった錦山の渡韓は、伊藤博文が初代韓国統監として赴任するに当たり、彼
の参謀・顧問役を務める、統監府の「幕賓」となったためでした。伊藤は1905年の日韓保護協約締結のためソウ
ルを訪れた際、韓国の人たちのすさまじい抵抗運動を目の当たりにして、以後の韓国統治のための方策を様々
に思いめぐらしたに違いありません。日韓の民心の融和を図るための一環として、自らも漢詩を嗜んだ伊藤は
漢詩文を通じての交流ということを想到したのでしょう。一方、他の三人の代表格は内田良平です。内田良平
といえば、大アジア主義を主唱し、韓国併合を主張したことなどで知られる人物です。内田も実は、伊藤から
韓国国情調査の任務と統監府嘱託という職名を与えられ、伊藤と一緒に韓国入りしたのです4)。

3.1

韓国側の人物

3.2.1

「肯定的評価の人物」と「否定的評価の人物」

韓国側の幹事や聯句の参加者の名前を見て、まず驚くのは、現在の韓国で肯定的な評価を与えられている人
物と否定的な評価を与えられている人物とが共存していることです。これから韓国を統治しようとする伊藤博
文の創案にかかる文社ですから、韓国側の評価基準からすれば、李能和や尹始炳のような「否定的な」人物で
占められて当然なのですが、必ずしもそのようにはなっていないのです。幹事の一人は独立運動家として有名
な張志淵ですし、それ以外に、第二回の聯句の参加者沈遠杓（号晩翠）は抗日義兵を助けたことのある人（『斗
山世界大百科事典』）、許蘅（号凡山）も独立運動家とされています（『韓国郷土文化電子大典』）。また、第
四集の聯句に参加した崔益鉉（号韋菴）も後に対馬で獄死した抗日運動家です（『韓国民族文化大百科事典
』）。

3.2.2

真情の吐露

『皇城新聞』6月28日所載の湖隠と号する人の「南山文社夏日偶吟」と題する詩の後半は、表面上は「日本か
ら来た客と詩の唱和等の付き合いをしているうちに、日が暮れかかってきた」ということを詠んでいるのです
が、侵略されて残った国土を含意する「半壁河（江）山」を直ちに連想させる表現になっています。このよう
に、読み込んでみると、日本の制圧下に置かれつつある祖国の現状を傷む気持ちが込められているのではない
かと見られる作品が幾つかあります。
次に、第一回の聯句に参加した尹吉炳を取り上げます。彼は、一進会の会長を務め、『韓国民族文化大百科
事典』で「親日反民族行為者」と規定されている、南山文社幹事尹始炳の弟で、自身もその後一進会の副会長を
務めた人です。この尹吉炳が錦山に渡した二篇の漢文の文章が、矢土家に伝わっています。一つは「東国史記」
という題で、当時の清韓両国間の国境問題（いわゆる間島問題）の経緯を記し、これに対する所感を述べたも
の、もう一つは「野談奇絶」と題し、寓話の形式を借りて当時の韓国を取り巻く国際情勢を描出したものです。
いずれも、日本に対する期待・要望を婉曲・間接的に述べており、大変興味深い内容を備えています。

4) 『アジアの叛逆 内田良平慟哭の生涯』（1987年）p23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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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南山文社の性格
日本人が漢詩文を通じて韓国人と交流するということは、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や明治に入ってからの日・
清・韓の外交官を中心とした交流などの例もありますが、南山文社の創設とその活動は、日本人が韓国に乗り
込み韓国の文人を動員して組織したという点で、過去に類例のなかった事でした。東アジアの歴史において、
漢詩文のやり取りはしばしば社交の手段として利用されてきましたが、南山文社は、日本側からすれば、韓国
の人心を融和することにより日本の韓国統治に役立てるという明確な政治上の意図が込められたものでした。
これに携わった日本側の人物のうち、錦山や坂口雨村などは、この事業に対する意気込みを述べた作品を残
しており、みなそれなりの使命感を帯びて取り組んだものと考えられます。
一方、韓国側は多種多様な人物が参加しており、この文社が彼らにどのように受け止められていたのか、容
易には把握し難いものを覚えます。少なくとも確実なのは、この文社の発足が通知され、参加が呼びかけられ
た時、発足の経緯に関する詳細な情報などは公表されておらず、また、参加する側にも最初はそのような事柄
をあまり気にしていない人たちが一定数い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すが、さらに根本的な問題とし
ては、南山文社の記事をほぼ独占する形で掲載し続けた皇城新聞の性格なども検討してみる必要があるのでは
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5.おわりに
南山文社に関わった韓国側の人物の経歴・歴史的評価等については、韓瑞大学校の金泰燾教授に多くの労力
を費やして調べていただきました。ここに記して深甚なる謝意を表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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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伏鱒二と〈南方徴用作家〉
ー『大東亜戦争

陸軍報道班員手記

マレー電撃戦』を中心にー

丁世珍（東京大学大学院）

1. はじめに
近代日本の戦争で文学者への徴用令が初めて発動されたのは、太平洋戦争開始直前の一九四一年一一月のこ
とである。のちに召集された第二次徴用班員と合わせ、七〇余名の文化人を含む総数四四〇名の民間人が軍属
として動員され、東南アジアの諸国に送られた。いわゆる陸・海軍報道班のはしりであり、〈軍報道班員〉や
〈宣伝班員〉、〈南方徴用作家〉などと称された。その最も早い時期の成果に、一九四二年六月から翌四三年七
月にかけて刊行された『大東亜戦争 陸軍報道班員手記』がある。大本営陸軍報道部によって企画されたシリー
ズもので、第一作目の『マレー電撃戦』（大日本雄弁会講談社、一九四二・六）には、第一次徴用班としてマ
レ・シンガポールー方面に送られた井伏鱒二をはじめ、第二五軍所属の十数名の作家らの手記が収められてい
る。また、その巻頭には対米英戦開始の「詔書」（一九四一年一二月八日布告）と共に、谷萩那華雄大本営部長
による「序」が附されている。この「序」によって、『マレー電撃戦』所収の二六編の手記が、〈八紘為宇の大
理想の下に東亜民族を解放せんとする大東亜の建設戦〉の宣伝と宣撫、およびその〈報道〉により〈前線と銃後
を結ぶ紐帯〉になることを意図して編集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がわかる。
ところで、近年高まりつつある〈南方〉や〈南洋〉ものへの関心とは裏腹に、徴用作家らの残した文章は依然
として個別の作家研究で扱われ、各々の作家の国家権力へのスタンスを論じる際の資料としてのみ用いられる
場合が多いように思われる。むろん、こうした研究パラダイムの刷新を図った優れた諸家の成果も存在する。
たとえば神谷忠孝1)は、徴用作家らの手になる文章のタイプを①〈大東亜共栄圏をまともに信じて表現するも
の〉、②〈情報や伝聞による先入観を現地で確認しているもの〉、③〈現地の人と積極的に接触して先入観を訂
正して正確さを出すもの〉、④〈自己の感性をたよりに心に触れたことを書くもの〉の四つに大別した上で、そ
こに内在する作家精神の発露を積極的に評価している。ただし、神谷によれば、①と②は〈御用文学〉の範疇だ
が、のちに③と④に変化するものもあり、〈ひとしなみに扱うことには無理がある〉。あえて断言を留保する神
谷の姿勢からも示唆されるように、この種の文献には、その生成に強く働きかける政治的な力学を抜きにして
は論じられないという制約がある。戦時下の作家精神の堅持を〈感性〉の度合いによって評価する場合、その
〈感性〉から露呈するオリエンタリズムやナショナリズムなどによって、研究の視点が戦争への〈抵抗〉か〈協
力〉かの二項対立2)に陥りかねないのである。
ここで重視すべきはむしろ、〈大東亜共栄圏〉という強いられた共同体の概念と向き合う作家たちの現実認
識のせめぎ合いの様相ではないだろうか。複数の言語や文化、宗教の入り混じった東南アジアの諸民族を包括
し得る新たな共同体を描出するということは、かつて日本に存在した対アジア認識3)の急激な変化を意味するは
ずだからである。国家と民族をめぐる観念的世界が実体化を迫られるとき、国家権力と対峙する作家の恒常心

1) 神谷忠孝・木村一信編(1996)『南方徴用作家』世界思想社、pp.3-14.
2) 安藤宏(2015)『近代日本小説史』中央公論新社、pp.136-162.
3) 後藤乾一(1995)『近代日本と東南アジア 南進の「衝撃」と「遺産」』岩波書店、pp.2-29. 後藤の言葉を借りれば、
明治初頭の岩倉訪欧使節団をはじめ、洋行途次シンガポール等に立ち寄った多くの日本人が観察したような、〈日
本から近距離に位置する天産の地であり、列強に蚕食されている惨めな存在〉という地域認識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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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よって、逆に〈日本〉という概念にいかなる変質がもたらされたか。こうした問いをもってはじめて〈南方徴
用作家〉という強制された作家共同体の作品は、戦争への〈抵抗〉か〈協力〉かの二項対立では決して捉えきれ
ぬ異文化体験の意義を持つことになるであろう。
以上を踏まえ、本発表では『マレー電撃戦』に収められた井伏鱒二と北町一郎、そして中村地平の手記を、
その周辺の作家らの文章や同時代言説などを視野に入れつつ考察してみたいと思う。結論を先取りしていえ
ば、当初、別々の媒体に発表された井伏らの手記は、『マレー電撃戦』の一冊にまとめられた結果、期せずして
戦時下の力学のなかで変質を強いられていく〈日本〉と〈民族〉のありかたを浮かび上がらせることになった
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

2.
手始めに、『マレー電撃戦』の目次上に連続する北町一郎「戦線微笑記」と井伏鱒二「マレー人の姿」に注目
してみたい。これらの手記には、それぞれの作家が、〈ジョホールバルのゲマス〉という田舎町で見聞した、
〈ネルソン〉という盗賊に関する話が綴られている。この〈ネルソン〉という男がマレー人の〈盗賊〉であり、
彼の二の腕に〈ハートのまん中を矢が貫いた見事な刺青〉があるという同様の記述も見られることから、ある
程度の題材的類似性が認められる。
一方、シンガポール陥落（一九四二年二月一五日）が日本国内に伝わった日の『読売新聞』誌上には、「けふ
から東亜民族〝半島の鼠小僧〟も改悛して協力」（『読売新聞』一九四二・二・一六）という見出しで、マレー
半島最南端に位置する〈ジョホールバル〉より寄せられたとされる記事が載せられている。
〈「マレーの鼠小僧」と綽名されたマレー人のジミー・ネルソンなる賊がイギリス人ばかりを襲つて同族の
怨みをはらしてゐたのが、わが軍の進軍によつて解放され、山中に逃避してゐた手下を呼び集め皇軍に協力を
申し出るなど幾多の微笑ましき親善風景を展開してゐる。〉
周知のように、多民族社会のマレー・シンガポールにおける日本軍政部の初期占領政策は、民族別に異なる
待遇政策を一つの要としていた。それはまた、日中戦争期から抗日運動を推し進めてきた中華系現地人より
も、マレー人に対して好意的なものであった。日本軍と敵対する〈イギリス人ばかりを襲つて〉〈皇軍に協力を
申し出る〉マレー人の盗賊を、日本人にとって馴染みの深い江戸後期の義賊に喩える文面からは、新しく〈大
東亜〉に編入されたマレーとの〈紐帯〉を画策しようとする意図が読みとれるのである。
むろん、北町と井伏の言うところの〈ネルソン〉と新聞記事の〈ネルソンなる賊〉が同一人物であるかどう
かは定かではない。だが、こうした記事の存在によって、井伏らの手記は報道記事の裏書きとしての性格ばか
りではなく、隠微なパロディーの可能性をも帯びてくるように思われる。たとえば「戦線微笑記」と「マレー人
の姿」にも、盗賊〈ネルソン〉を〈鼠小僧〉に喩える箇所がある。興味深く思われるのは、〈偶然、盗賊ネルソ
ンに会つた〉とされる北町の手記が、実は北町の思い込みに端を発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点である。さ
らにその可能性が井伏の手記によって浮き彫りにされていく様子から、はからずも文学的な効果が生まれてく
るように思われる。そもそも北町が会ったマレー人の男は、自らをアジア人とイギリス人の間で生まれた
〈ユーラシアン〉であり、イギリス人を嫌うために〈専ら英人相手〉に盗みを働き、〈品物は貧乏な同胞へ適当
に分配した〉と紹介したのみで、〈ネルソン〉とは名乗っていない。他方で、「マレー人の姿」には、井伏が、
〈義賊ジミイ・ネルソン〉の〈乾児〉を名乗る〈チャリー〉という〈ユーラシアン〉の男と偶然知り合ったこ
と、そしてその男に、〈日本内地にも鼠小僧といふ義賊の芝居がある〉と言いかけると、男が、〈日本のネズ
ミ・ボーイのことは、ここにゐる日本兵に昨日もきいて自分はすでに知つてゐる〉と答えた話が記されてい

- 209 -

る。日本人にとって身近な伝承を援用し、異民族との連帯を担保していく書き方は前掲の新聞記事と似通って
いるものの、二人の手記の合わせ読むことによって発見できる虚構化の痕跡が、〈大東亜〉そのものの虚偽性
への疑惑を呼び起こすのである。
『マレー電撃戦』から浮かび上がるこうした疑惑は、大本営のメディア戦略に迎合する側面を持つと同時
に、その戦争のプロパガンダが孕む無謀さをも示唆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類似のことは、同じく『マレー
電撃戦』に収録された堺誠一郎「マレー西岸部隊」と寺崎浩「彼南から（第一信・第二信）」からもいえる。宣
伝用の印刷物を〈我も我もと黒い手を差し伸べ奪ひ合ふやうにして〉受け取り、さらに〈日本流の敬礼などし
て去つて行く〉現地人たちの迎合的な態度が〈自分を深く喜ばせた〉と記す堺は、一方では、〈それでもなほ何
か自分の中には物足りぬといふ感じが残つた〉と告白しつつ、〈もつと体ごと何かにぶつつけたいといふ徴用
されて以来の自分の希願であり、云ひかへれば断ち難い前線への憧れ〉を吐露している。また、ペナンという
島で行った宣伝工作の模様を書き記す寺崎浩は、日本軍の宣伝は〈デマ〉だろうという町の噂を伝えるマレー
人の少年との出会いについて触れた後、〈前線に行つて苦労に苦労を重ねてゐる将士と話したいと思ふ。それ
らの将士の話を書き綴りたいと思ふ〉といった、日本軍への寄り添いと帰属感の渇求を洩らしている。徐々に
湧き上がってくる新しい民族共同体への疑念を、日本に限定された共同体意識をよりどころにして消化してい
く徴用作家らのしたたかさ叙述態度から、〈大東亜〉の現前不可能性と格闘する苦渋の痕跡が覗き見えるので
ある。
次に、『マレー電撃戦』所収の井伏鱒二と中村地平の手記を取り上げ、その異文化体験の意義を提出してみ
たい。

3.
井伏鱒二「アブバカとの話」と中村地平「森の中の歌」は、次の諸設定において題材的類似性が認められる。
まず、二つの手記とも、マレー半島南部の〈クルアン〉という町の郊外に滞在中に、〈アブバカ〉という名前の
マレー人と偶然に出くわした日のことを記したものである。また、二人がそれぞれ〈アブバカ〉の家のなかに
招き入れられ、その家の子供たちからマレーの歌を歌ってもらったり、硬貨を与えたりした話などが共通して
見られる。なかでも中村の周りで〈円をつくつてとりかこみ、物珍しさうにがやがやさわぎながら眺め〉るマ
レー人の子供たちの好奇のまなざしの描写は、井伏が子供たちについて述べた、〈危害を加へないとわかつた
私を物珍らしげに眺め始めた〉とされる言述と似通っており、和やかな異文化交流の風景が期待される。
ただし、井伏と中村の手記の最大の共通項は、そうした異文化交流への期待が〈アブバカ〉の生活保持の執
念によって裏切られていく顛末から見出すことができると思われる。まず、「アブバカとの話」では〈アブバ
カ〉とのディ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くり返して描写されている点が注目される。たとえば井伏が、〈マレー
の童謡もさることながら踊りはどんなものか〉と誘いをかけられると、〈アブバカ〉は、〈踊りをすると、子供
のとき父親が叱つたので、自分はちつとも踊りを知らない〉、〈父親が死んでからは、その後に亡くなつたお袋
が叱つた〉、〈お袋が死んでからは後はお袋の弟が。その弟が死ぬとその妹が叱る筈である〉などと答えをはぐ
らかす。井伏はこうした〈アブバカ〉とのちぐはぐなやり取りについて、〈私の英語が拙かつたためか〉という
推測も加えつつ、あくまでも言語的相互作用の失敗としての認識しか手記に示していない。がしかし、〈アブ
バカ〉とのディ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単なる言葉の問題に止まらないことは、暇を告げる井伏を引き留め、
〈良民証明書〉を依頼する〈アブバカ〉の行動から察することができる。家のなかには既に、〈この家の家族は
良民につき保護せられ度し――ぐん○○ぶたい〉と記された貼り紙があったものの、〈アブバカ〉は、〈この日
本文字はすこしまだ短いやうに思はれる〉とし、井伏に〈良民証〉を依頼する。そして井伏は、〈私には良民証
を書く資格はなささうに思はれたので次のやうに書いた〉としてその〈良民証〉の文面を載せた後、さらに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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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ように付け加えている。
〈以上のような寧ろ証明書といふよりも、私用地の立札の文句に近い文章である。しかしアブバカは限りな
く私に感謝して、その貼紙の上下の向きを念入りに私にたづねたのである。〉4)
〈良民証を書く資格〉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良民証〉を書いたという事実について、〈寧ろ証明書といふよ
りも、私用地の立札の文句に近い文章である〉といった控えめな言葉をもって打ち明ける井伏と、その粗雑な
内容よりも〈日本文字〉の長さや〈上下の向き〉のみに注意を払う〈アブバカ〉との対比に注目したい。〈良民
証〉とは、現地人にとって戦時下の生活の安全を保証する意味を持つ5)。〈良民証〉の内容と形式をめぐる二人
の温度差に思わず笑いを誘われる一方、〈私用地の立札の文句に近い文章〉に家の安寧を委ねる〈アブバカ〉の
生活の不安定さが、ペーソスをもって浮かび上がってくるのである。
続いて、中村の「森の中の歌」では、〈パントン〉というマレー人の民謡をめぐるやり取りが描かれる。〈ア
ブバカ〉の家のなかで聞かされた〈パントン〉から日本の〈民謡〉との類似性を発見した中村は、その〈パント
ン〉に至大な関心を示しつつ、やがて作詩に才能があるという〈アブバカ〉の叔父に、日本軍の印象を歌った
〈パントン〉の製作を依頼する。注意したいのは、〈日本の軍隊を讃ふ〉と題されたその〈パントン〉が、民謡
が本来有しているはずの普遍的な性質を失ったまま、中村に渡されているという点である。元来、民謡とは誰
からともなく歌い出され、ひとりでに人々の間に広がっていくものであり、したがって、そこには個人の思想
や理想は残らない6)。それに対して、〈日本の軍隊を讃ふ〉は、一度も歌われずに紙切れの形で中村へ伝わった
とされており、口から口へと歌い継がれる民謡の決定的な伝承経路が完全に省略されている。また、手記の末
尾に日本語訳と共に載せられているその〈パントン〉には、〈サイゴンの国からタイの国〉へ、さらに〈シンガ
ポールからジヨホールの町々〉へと、次々と〈南方〉の地を占領していく日本軍への阿諛と追従が示されてい
る。日本軍へ寄り添うマレー人の姿勢が、かえって〈大東亜〉という民族共同体の夢想性を浮き彫りにする結
果になっている点、井伏の〈私用地の立札の文句に近い〉〈良民証〉を思わせるのである。

4. おわりに
以上、『マレー電撃戦』に収録された数篇の手記を取り上げ、同じ題材を共有する徴用作家らの叙述スタイ
ルの類縁性から示唆される逆説的な存在意義について検討してみた。この作家共同体の手記からは、〈大東亜〉
のリアリティーを追求する姿勢が、かえってその規範と価値観念への疑惑を呼び起こさせる奇妙な事態が垣間
見えるのであって、ここに、国家権力に携わる観念共同体の史的・文化的価値を認めることができよう。

4) 井伏鱒二(1942) 前揭書、p.233.
5) 明石陽至(2001)「日本軍政下のマラヤ・シンガポールにおける文教施策」『東南アジア史のなかの日本占領』早稲
田大学出版部、pp.293-332.
6) 柳田国男(1940)『民謡覚書』創元社、p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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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와 겐지『주문이많은요리점』의겉 이야기 서사의 기능
－「늑대

숲과

소쿠리

숲과

도적

숲」을

중심으로－

신지숙

Ⅰ．서론
주네트는 서사에는 서술하기 그 자체에 의해 재현된 일종의 단층들‘차원’이 존재한다고 하며 서술 차원을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눈다. 서사의 바깥쪽을 이루고 있는 서사 행위 차원을 겉 이야기라 부른다. 이 겉 이야기 차원과는 다
른, 그 내부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서사는 속 이야기, 일차 서사라 한다. 만약 속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 이야기는 두 겹 속 이야기 즉 이차 서사가 된다． 액자소설 등 여러 식으로 설명되어
온 문제를 주네트는 명확하게 서사의 차원이라고 구조화했다． 나아가 주네트는 두 겹 속 이야기와 속 이야기를 연
결 짓는 주요한 유형들과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1) 겉 이야기로 속 이야기의 관계나 기능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겉 이야기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일까？
본고는 주네트의 이론에 근거하여 겐지의 첫 동화 작품집인 『주문이 많은 요리점（注文の多い料理店）』의 각
작품의 서사 차원 구조를 정리하고 겉 이야기 서사의 기능을 「늑대 숲과 소쿠리 숲과 도적 숲（狼森と笊森、盗人
森）」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주문이 많은 요리점』의 「서문」의 기능
わたしたちは、氷砂糖をほしいくらゐもたないでも、きれいにすきとほつた風をたべ、桃いろのうつくしい朝の日光をのむことができます。／
またわたくしは、はたけや森の中で、ひどいぼろぼろのきものが、いちばんすばらしいびろうどや羅紗や、宝石いりのきものに、かはつてゐ
るのをたびたび見ました。／わたくしは、さういふきれいなたべものやきものをすきです。／これらのわたくしのおはなしは、みんな林や野はら
や鉄道線路やらで、虹や月あかりからもらつてきたのです。／ほんたうに、かしはばやしの青い夕方を、ひとりで通りかかつたり、十一月
の山の風のなかに、ふるへながら立つたりしますと、もうどうしてもこんな気がしてしかたないのです。ほんたうにもう、どうしてもこんなことがあ
るやうでしかたないといふことを、わたくしはそのとほり書いたまでです。／ですから、これらのなかには、あなたのためになるところもあるでせ
うし、ただそれつきりのところもあるでせうが、わたくしには、そのみわけがよくつきません。なんのことだか、わけのわからないところもあるで
せうが、そんなところは、わたくしにもまた、わけがわからないのです。／けれども、わたくしは、これらのちいさなものがたりの幾きれかが、
おしまひ、あなたのすきとほつたほんたうのたべものになることを、どんなにねがふかわかりません。／大正十二年十二月二十日／ 宮沢

賢治（밑줄 필자）『全集』十二 p.7 2)

서문을 통해 겐지는 원하는 만큼 의식주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더라고 자연의 작용을 예민하게 느낌으로써 얻을

1) 첫 번째 유형은 이차 서사 속의 사건과 일차 서사 속의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이차 서사는 설명
적 기능을 지닌다．두 번째 유형은 순전히 ‘주제’와 관련되며， 공간적 시간적 연속성은 없는 대조 혹은 유추의 관계의
경우로 이차 서사는 설득（때로는 치유）하는 기능이다． 세 번째 유형은 일차 서사 속 사건과 이차 서사 속 사건이
서로 관계가 없는 경우로 『천일야화』처럼 집중력을 흩어놓거나 방해하는 기능을 가지며 서술하는 기능 자체가 중시
된다．제라르 주네트 저，권택영 역（1992）『서사담론』 교보문고 pp.221-224
2) 宮沢賢治(1995)『新校本宮澤賢治全集』十二 筑摩書房．이하 쪽수만 표기．

- 212 -

수 있는 다른 의식주가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물론 인간이 먹지 않고 살 수 있다
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에만 골몰 혹은 탐닉하는 삶의 지향을 자연을 향수하는 삶으로 전환할 것을 간절히 호
소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 이 이야기들은 자연으로부터“받아 온 것”， 자연 속에서 거부할 수 없게 떠오른 “심상풍
경”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픽션이 작가의 상상력의 산물임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에 대해 이는 작의를 가지고 의도
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저절로 떠오른 것이기에 자연이 준 영감이라고 이야기의 출처에 대해 설명하
는 것이다．
즉 「서문」은 『주문이 많은 요리점』의 ９편의 이야기의 서사 행위 차원에 대해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 서술을 ９편의 이야기의 겉 이야기로 간주하고자 한다． 물론 그 화자는 가상의 인물은 아니지만 자연인 겐지로
보기보다는 이야기의 외부에서 그 유래를 밝히는 겉 서사의 화자 ‘겐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시좌에서 ９편의 서사의 서술 차원과 서술자의 위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

작품 제목

번

１
２
３
４
５
６
７
８
９

도토리와 들고양이 どんぐりと山猫
늑대 숲과 소쿠리 숲과 도적 숲
狼森と笊森、盗人森
주문이 많은 요리점 注文の多い料理店
까마귀의 북두칠성 烏の北斗七星
수선월의
일 水仙月の四日
산도깨비의
월 山男の四月
떡깔나무 숲의 밤かしわばやしの夜
달밤의 전봇대 月夜のでんしんばしら

４
４

사슴 춤의 기원 鹿踊りのはじまり

서술 차원
구조

（ ）

화자 위치에 의한 분류 화자
겉 이야기

속

－
속－속

속 두 겹
속
속
속
속
속
속
속 두 겹

－
속－속

속 이야기
이종

（

）

동종 わたくし

（

）

동종 巨きな巖
이종
이종
이종
이종
이종
이종

（

）

동종 わたくし

（

）

동종 秋の風

서문을 겉 이야기로 생각하면 ２번과 ９번은 속 이야기， 두 겹 속 이야기 차원이 되어 앞의 ７편과는 다른 서사
차원의 구조를 갖는다． 왜 이런 세 층위의 서사 차원을 사용한 것일까 의문이 든다． 특히 「늑대 숲」과 「사슴
춤」을 포함하여 ９편의 이야기의 속 화자들은 모두가 등장인물의 언어의 서사에 한해서는 한결같이 디에게시스적인
서술을 지양하고 대화든지 노래든지 직접 인용하여 미메시스적으로 재현하는 투명한 화자이기 때문에 더욱 의문이
강해진다． 두 겹 속 서술을 감싸게 한 속 이야기는－이야기 단독으로는 겉 이야기는， 나아가 『주문이 많은 요리
점』이란 텍스트 전체를 감싸는 겉 이야기「서문」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일까？ 작품의 서사 분석을 통해 규명
하고자 한다．

Ⅲ．「늑대 숲과 소쿠리 숲， 도적 숲」의 서사
이 작품은 「서문」을 겉 이야기로 간주하면 속 이야기와 두 겹 속 이야기로 구성된다． 기본 서사는 두 겹 속
이야기의 내용으로 인간이 자연과 동무처럼 교섭하며 살았던 옛날을 그리고 있다． 서두는 다음과 같이 속 이야기로
시작한다． 숫자 및 밑줄 필자．

１小岩井農場の北に、黒い松の森が四つあります。２いちばん南が狼森で、その次が笊森、次は黒坂森、北のはづれは盗
森です。／３この森がいつごろどうしてできたのか、どうしてこんな奇体な名前がついたのか、それをいちばんはじめから、すつかり
知つてゐるものは、おれ一人だと黒坂森のまんなかの巨な巌が、ある日、威張つてこのおはなしをわたくしに聞かせました。／４ずう
つと昔、岩手山が、何べんも噴火しました。５その灰でそこらはすつかり埋うづまりました。６このまつ黒な巨きな巌も、やつぱり山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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らはね飛ばされて、今のところに落ちて来たのださうです。／７噴火がやつとしづまると、野原や丘には、穂のある草や穂のない草
が、南の方からだんだん生えて、たうとうそこらいつぱいになり、それから柏かしはや松も生え出し、しまひに、いまの四よつの森ができ
ました。（p.19）
서두부터 “들려주었습니다”까지의 ３문장은 명맥히 속 이야기이다． 고이와이 농장 북쪽에 실재하는3) 네 숲의 이
름의 유래를 검은 언덕 숲 한 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바위가 화자 ‘저’에게 이야기했다는 내용이다． 인용부호는 사용
하지 않지만 바위의 말을 직접화법으로 보고하고 있다（첫 번째 밑줄 부분）． “휠씬 옛날ずうと昔”부터는 두 겹
속 서술이 시작된 듯 하나 ６번 문장“이 새까만 거대한 바위도･･･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의 서술은 두 겹 속 서술
자일 터인‘나（おれ）’의 발화를 ‘저’가 전달하는 서법을 취하고 있어 여전히 속 이야기 차원이라 할 수 있다． ７번
‘분화가’부터가 두 겹 속 서술이 된다． 그런데‘저’가‘나’바위가 된 것처럼 서술하지 않고，‘저’자신이 직접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속 서술에서 ‘나（おれ）’ 바위가 사용한 반말이 아니라 속 서술의 화자‘저’가 사용
한 존대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두 겹 속 이야기는 속 이야기 차원으로 올라와 서술되고 있는 것이
다． 주네트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줄어든 두 겹 속 이야기 혹은 유사－이야기라 할 수 있겠다．4)
유사－이야기는 외적 초점화로 서술된다． 위에 인용했듯이 이와테 산의 분화가 진정되고 들과 언덕에 초목이
자라 네 숲이 형성되기까지는 짧게 요약한다． 그리고， 어느 가을 네 숲으로 둘려진 들판에 ４명의 농부가 농기구
를 메고 아내들과 ９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대목부터 서법은 미메시스적으로 바뀐다． 그들이 자연과 교섭
하며 밭을 일구고 오두막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말도 사며 정착해가는 모습을 서술해 가는데 그 교섭 가운데 숲의
이름이 정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세 사건을 순서대로 살펴보며 서사의 변화에 주의하고자 한다．
들판에 들어온 농부들은 먼저 토질을 살핀다． 아주 좋지도 않지만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한 농부들을 숲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묻는다．

そこで四人の男たちは、てんでにすきな方へ向いて、声を揃へて叫びました／「こゝへ畑起してもいゝかあ。」／「いゝぞ
お。」森が一斉にこたへました。／みんなは又叫びました／「こゝに家建てゝもいゝかあ。」／「ようし。」森は一ぺんにこたへま
した。／みんなはまた声をそろへてたづねました。／「こゝで火たいてもいいかあ。」／「いゝぞお。」森は一ぺんにこたへました。
／みんなはまた叫びました。／「すこし木きい貰つてもいゝかあ。」／(「ようし。」森は一斉にこたへました。（pp .20-21)
자연과의 교섭은 물음으로 시작된다． 농부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연을 이용해야 할 때 일일이
자연에게 허락을 받는다． 자연이 그 소유주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 또한 그들을 보호한다．

その人たちのために、森は冬のあいだ、一生懸命、北からの風を防いでやりました。(p.21)
그곳에 터전을 잡은 지 ２년째 되는 가을 어느 밤 아이 ９명 중 ４명이 보이지 않게 된다． 농부들은 숲에게 허
락을 구하고 찾으러 들어간다． 탁탁 소리가 나고 있어 그곳으로 가보니 투명한 장밋빛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여
우 ９마리가 불 주위를 돌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네 아이는 그 불에 구운 밤과 버섯을 먹고 있다．
“늑대님 늑대님 아이들 돌려줘．”라고 농부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자 놀란 늑대들이 돌아보고 불은 갑자기 사라
진다． 아이들을 되찾아 숲을 나오는데 늑대들이 소리친다．“나쁘게 생각하지 마． 밤이라 버섯이랑 많이 대접했거
든．” 농부들은 집에 가서 조로 떡을 만들어 늑대 숲에 두고 온다． 이렇게 늑대 숲이라 불리게 된 연유가 서사된
다．
４년째 초봄에는 농기구가 ９개 사라진다． 먼저 늑대 숲에 가니 ９마리 늑대들이 손을 흔들며 없으니 다른 곳에

3) 실재대로의 지명과 위치여서 요시미는 이 작품을 지명기원설화로 보고 있다． “その位置 と名前は全く実在通りで創
作ではない。･･･≪地名期限説話≫童話とされよう。”吉見正信「狼森と笊森と盗森」『宮沢賢治大事典』（渡部芳紀
編 2007) 勉誠出版 p.22
4) 주네트는‘제５장’‘５．경계 무너지기’에서 서술 차원의 경계가 무너지는 예를 설명하며 그 중 두 겹 속 서술이 속 서술
로 한 차원 올라오는 것을 ‘줄어든 두 겹 속 이야기’혹은‘유사－이야기’라고 명명한다． 주네트， 앞의 책 p．２２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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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라고 한다． 그래서 서쪽 소쿠리 숲으로 깊이 들어가니 떡깔나무 밑에 커다란 소쿠리가 엎어져 있다． 들쳐 보
니 농기구가 ９개 그대로 있고 한 가운데 앉아 있던 눈이 노랗고 얼굴이 빨간 산도깨비가 ‘바아’하고 소리를 낸다．
아이들은 무서워 도망하지만 어른들은 “산 도깨비， 앞으로는 장난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앞으로는 장난하지 말
아줘．”라고 부탁한다． 산 도깨비는 미안하다는 듯 머리를 긁는다． 숲을 나오는데 도깨비가 “나도 조로 만든 떡
갖다 줘．”라고 외치고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숲 속으로 사라진다． 모두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와 조로 떡을 만들
어 늑대 숲과 소쿠리 숲에 갖다 둔다．
세 번째 사건은 고생스러운 노력 끝에 농부들이 평지를 다 밭으로 일구고 오두막집도 ３채， 말도 ３마리， 게다
가 나무 집에 큰 헛간도 생긴 ５년째 가을에 일어난다． 아무리 큰 떡을 만들어도 되겠다고 모두가 기뻐했는데 어느
날 아침 창고의 조가 전부 없어진다． 모두는 다시 묻기 시작한다． 숲에게， 늑대 숲의 늑대에게， 산 도깨비에게
묻고 마침내 북쪽 검은 언덕 숲에게 묻는다． 숲은 형체는 보여주지 않고 소리로만 답한다．

「おれはあけ方、まつ黒な大きな足が、空を北へとんで行くのを見た。もう少し北の方へ行つて見ろ。」そして粟餅のことなど
は、一言も云はなかつたさうです。そして全くその通りだつたらうと私も思ひます。なぜなら、この森が私へこの話をしたあとで、私は財

布からありつきりの銅貨を七銭出して、お礼にやつたのでしたが、この森は仲々受け取りませんでした、この位気性がさつぱりとしてゐ
ますから。／さてみんなは黒坂森の云ふことが尤もつともだと思つて、もう少し北へ行きました。（p.26）
결말에 다가가는 이 부분은 서술 차원 자체가 유사－이야기에서 속 이야기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다．“말하지 않
았다고 합니다云はなかつたさうです”라는 전달의 서법을 이용하여 속 서술로 바뀌더니 속 서술의 화자인 ‘저’가 등
장하여 서두의 바위에 대해， 여기서는 그를 포함한 숲의 기질에 대해 “깔끔하니까요”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
다． 동시에 지금까지 두 겹 속 이야기를 유사－이야기로 서술해온 화자가 속 서술의 화자‘저’라는 사실도 자연스럽
게 드러난다．
그러나 서술은 ‘그런데（さて）’하는 한 마디를 타고 경계를 넘어 다시 유사－이야기 차원으로 이동한다． 검은
언덕 숲이 가르쳐준 대로 좀 더 북쪽으로 가니 소나무로 새까만 도적 숲이 나온다． 도적 숲에게 조를 내놓으라고
하자 손이 길고 커다란 남자가 나오더니 찢어지는 소리로 증거를 대라고 한다． 검은 언덕 숲이 증인이라고 해도 그
녀석은 믿을 수 없다고 소리친다． 그 말에 그런가 하며 무서워져 모두 도망가려고 할 때 이와테 산이 엄숙한 목소
리로 중재에 나선다．

「ぬすとはたしかに盗森に相違ない。おれはあけがた、東の空のひかりと、西の月のあかりとで、たしかにそれを見届けた。しかし
みんなももう帰つてよからう。粟はきつと返させよう。だから悪く思はんで置け。一体盗森は、じぶんで粟餅をこさへて見たくてたまらな
かつたのだ。それで粟も盗んで来たのだ。はつはつは。」(p.27)
도적질의 동기를 설명해준 이와테 산의 중재로 이번에도 화해가 이뤄진다． 남자는 어느새 보이지 않고 모두 집
에 돌아와 헛간을 보니 조가 돌아와 있다． 모두는 웃으며 떡을 만들어 네 숲에 가지고 간다． 다음이 이어지는 결
말이다．

中でもぬすと森には、いちばんたくさん持つて行きました。その代り少し砂がはひつてゐたさうですが、それはどうも仕方なかつたこと
でせう。／さてそれから森もすつかりみんなの友だちでした。そして毎年、冬のはじめにはきつと粟餅を貰もらひました。／しかしその粟
餅も、時節がら、ずゐぶん小さくなつたが、これもどうも仕方がないと、黒坂森のまん中のまつくろな巨おほきな巌いはがおしまひに云
つてゐました。（p.27）
서술은 다시 “라고 합니다만”라는 전달 서법으로 속 이야기의 서술로 올라갔다가 “친구였습니다”“받았습니다”라는
유사－이야기 서술로 내려가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속 이야기 서술로 올라와서 끝난다． 서두과 결말의 속 서술이
호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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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늑대 숲과 소쿠리 숲과 도적 숲」의 겉 이야기
서사의 기능
요시미는 이 작품을 가혹한 기상과 화산성 산성토양이라는 악조건을 감수해야 하는“북방 농민의 어려운 현실”의
역사가 밝게 그려져 있는“우화”로 보고，“자연과 인간의 항쟁・화해・조화・공존에 이르는 땀과 빛의 즐거운 이야
기”로 해석한다．5) 물론 두 겹 속 이야기의 내용은 그러하다． 자연과 인간 사이에 야기된 갈등이 질문과 고백과
중재로 화해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말의 “때가 때인 만큼 떡이 상당히 작아졌다”는 언설은 이런 교섭
이 점점 흐려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겉 서술인 「서문」과 속 서술과 두 겹 속 서술의 삼중 구
조를 갖는 것은 이러한 메시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서사 차원이란 추상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화자의 위치
의 구분이다． 바위가 들려주는 두 겹 속 이야기를 듣는 속 서술의 화자‘저’는 속 서술에 있고 두 겹 속 이야기 속
에는 있을 수 없다． 유사－이야기라는 서술방식으로 속 이야기의 화자인‘저’자신이 스토리를 서술한다고 해도 결코
두 겹 속 이야기의 등장인물일 수는 없다． 즉 속 화자 ‘저’가 서술할 수는 있지만 경험할 수는 없는 시절의 이야기
인 것이다． 그리고 이 화자는 「서문」을 겉 서술로 간주하면 화자‘겐지’가 된다．
이 서사 차원의 삼중 구조는 은유로 작동한다． 시간의 차이를 공간의 차이로 나타낸 은유인 것이다． 겉 서술에
위치하는 화자 ‘겐지’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두 겹 속 이야기는 이미 경험할 수 없는， 누군가를 통해서 들을 수 있
는 과거의 이야기라는 것이 된다． 그 누군가는 물론 이와테 산의 분화로 생겨난 바위， “가장 처음부터 알고 있
는” 바위이다． 공간의 차이는 시간이 차이의 은유로 작동하며 유사－이야기의 내용을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아득
한 과거의 사건으로 위치시킨다． 즉 인간과 자연이 대화하며 공존하던 세계는 이제는 경험할 수 없는 옛날 이야기
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겉 화자의 위치라는 서사 차원의 공간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은유로 기능하는
것이다．

5) 吉見正信 앞의 책，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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円陣の臨界点
-古井由吉「円陣を組む女たち」と空襲-

李承俊(愛知学院大)

작년 2월, 후루이 요시키치가 세상을 떠났다. 발표자는 ‘내향의 세대’ 연구자로서 추도문을 발표했다. 본 추도문의
일부를 인용하겠다.
「円陣を組む女たち」は、2016年に刊行された『「内向の世代」初期作品アンソロジー』（講談社文芸文庫）
に収録されています。選定者の黒井千次は、「内向の世代」の文学的な到達点からさかのぼって眺めれば、収録
作品に「出発点の混乱や輝き」「可能性の震えの如きもの」が感知されると述べます。古井文学の出発点と到達
点は、空襲体験で結ばれています。1)
후루이 요시키치 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공습체험’이다.2) 후루이는 각종 인터뷰, 대담 및 좌담,
에세이 등 다양한 지면을 통해 자신의 공습체험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했다. 그의 공습 체험은 문학에
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한 예로 후루이는 ‘이인증離人症적 글쓰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시기와 공습체험이
전보다 더 작품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자신의 문학적 방법, 창
작 기법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공습체험이 크다’고 대답했다.3)
후루이 요시키치가 공습체험을 본격적으로 집필했다고 평가받는 소설은 「赤牛」(『文学界』1977년1월호)이다.
본 작품의 후반부에는 다음과 같은 묘사가 나온다.

気がついてみると、水溜りか濠の取水口か、小さな水場のまわりに女たちが五、六人うずくまり、私はそ
の中に包みこまれていた。（中略）直撃を受けたら、この子を中にして、もろともに死にましょう、と喉をし
ぼって叫ぶ女があった。もろともに、とあの耳慣れた凛々しい言葉がこんなところで、こんなふうに剥き出し
に叫ばれたことを、私は直撃に劣らず恐しく感じた。(밑줄인용자, 이하 동일)4)
상기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습체험의 모티브는 후루이 문학에서 반복해서 출현한다. 『群像』2011년 8월
호에 발표한 「子供の行方」의 결말부에서도 동일한 모티브를 확인할 수 있다.5) 해당 모티브가 최초로 등장하는 작
1) 拙稿「古井由吉を論じるために」『週間読書人』2020년 4월 10일호.
2) 후루이 문학에 있어서 공습 체험이 중요함을 언급한 선행 연구에 乙部宗徳「＜円環＞を打ち破るのはーー古井由吉の
文学について」『民主文学』1977년 12월호, pp.78-87, 古谷健三「古井由吉論」(초출1992)『「内向の世代」論』, 慶
應義塾大学出版会, 1998, pp.113-147, 富岡幸一郎『古井由吉論ーー文学の衝撃力』アーツアンドクラフツ, 2020,
pp.43-55 등이 있다. 후루이의 글쓰기 방법과 공습 체험의 관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근래에 시작되었다. 선행 연구
로는 禹丞美「空襲の「伝」「記」ーー古井由吉「この日警報を聞かず」をめぐって」『早稲田現代文芸研究』제7호,
pp.29-45, 藤田祐史「災厄を語るための「連句的」作法ーー古井由吉『白暗淵』を中心に」『日本文芸学』제54호,
pp.63-81, 藤田祐史「古井由吉の「連句的」とは何かーー『野川』を中心に」『文学・国語』제222호, pp.51-61 등이
있다. 세 논문 모두 공습체험을 문학화 하기 위한 후루이의 글쓰기 방법을 분석하고 있는데 공습체험의 모티브가 처음
으로 등장하는 작품으로 「円陣を組む女たち」를 들고 있다.
3) 「インタビュー 古井由吉 読むことと書くことの共振れ」『すばる』2019년 1월호, p.27. 단 본 발표는 1980년을 전
후해서 작품에 도입되는 ‘이인증적 글쓰기’와 공습체험의 관계를 논하지는 않는다.
4) 古井由吉「赤牛」『文学界』1977년 1월호, p.61.
5) 「濡らした毛布のようなものをひろげて一緒にかぶった。直撃を受けたら、この子を中に入れて、もろともに死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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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円陣を組む女たち」(『海』1969년 8월호)이다. 본 작품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そしてその時、遠くから地を這って射しこんで来た光の中で、私は鬼面のように額に縦皺を寄せた見も知
らぬ女たちの顔と顔が、私の頭のすぐ上に円く集まっているのを見た。空一面にひろがって落ちてきた雪崩
が、今でははっきりと一塊りの存在となって、キューンと音を立てて私たち目がけて襲いかかってきた。私を
つつんで、女たちの体がきゅうっ締った。その時、私の上で、血のような叫びが起った。（改行）「直
撃を受けたら、この子を中に入れて、皆一緒に死にましょう」（改行）そして「皆一緒に……、死にま
しょう」とつぎつぎに声が答えて嗚咽に変わってゆき、円陣全体が私を中にしてうっとりと揺れ動きはじめ
た。6)
본 소설에 대한 평은 ‘女たち’가 ‘円陣’을 만든다는 구상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신체적이고 공간적인 모티브가
작품이 발표된 1970년 전후 일본 사회에 대해 어떠한 비평성criticism을 가질 수 있는가를 따지는 형태가 주를 이룬
다.7) 이는 ‘내향의 세대’ 전반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된다.8) 하지만 본 작품의 결말부에 등장하는 공습체험의 모티브
를 중심으로 해서 작품 전체를 논한 연구는 발표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직 없다. 본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밝혔듯 공습체험이 후루이 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모티브이기 때문이다. 「円陣を組む女たち」의 공습 모티브가 작
중에서 어떤 묘사와 연상을 거쳐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로, 초기
후루이 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본 작품에 대한 연구가 심화된다. 둘째로, 본 작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공습체
험이라는 새로운 연구 프레임이 설정된다. 셋째로 이상의 성과를 포괄하는 형태로, 후루이 문학 전체의 중요 모티브
가 되는 공습체험이 초기 문학에 있어서 어떠한 양상으로 도입, 묘사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도출된다.
요컨대 후루이 요시키치 문학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공습체험의 모티브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는 해당 모티브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円陣を組む女たち」에 대한 분석이 필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는
본 작품에 대한 선행 연구의 성과에 입각하면서, 연상連想에 연상을 거듭하는 난해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본 작품 속
에피소드들을 해체하고 재배치한다. 그리하여 각 에피소드들이 어떤 식으로 최종 에피소드, 즉 공습체험으로 수렴되
는지를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공습 때 ‘女たち’의 신체가 만든 ‘円陣’이 집단과 군중에 대한 작중 화자의 공포와 연
결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분석한다. 아울러 ‘내향의 세대’ 후루이 요시키치의 문학이 1970년 전후의 일본 사회에 대해
지닐 수 있었던 비평성의 한 단면을 제시한다.

ましょう、と一人が叫ぶと、うずくまりこむ輪がじわじわと縮まった」, 인용은 古井由吉『蜩の声』講談社, 2011,
p.247.
6) 古井由吉「円陣を組む女たち」『円陣を組む女たち』中央公論社, 1970, pp.107-108.
7) 비평성을 획득했다고 평가하는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 前田愛「空間の文学へ」(초출1979-1980)『都市空間の中の文
学』筑摩書房, 1992, pp.555-628이 있다. 반대로 ‘내향의 세대’의 비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주2, 乙部宗徳「＜円環＞を打ち破るのはーー古井由吉の文学について」가 있다.
8) 후루이를 포함해서 1971년 당시 문단에 등장한 젊은 작가 및 비평가들을 ‘내향의 세대’라 명명한 小田切秀雄는 그들의
내향성을 사회 참여의 결여, 타자 인식의 결여라고 비판했다. 小田切秀雄「“まだ”と”もう”と 満州事変から40年の文
学の問題」『東京新聞』1971년 3월 23일. 이에 대해 柄谷行人은 사회 참여, 타자 인식을 위한 ‘방법적 회의’로서의 문
학적 방법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柄谷行人「現実回復への模索 「自閉性」意味せぬ「内向性」」『東京新聞』1971
년 4월 9일. 후루이를 높이 평가하는 柄谷의 논조는 최근까지도 큰 변함이 없다. 柄谷行人「コロナウイルスと古井由
吉」『群像』2020년 7월호, pp.145-148. 黒井千次, 高井有一, 坂上弘를 중심으로 ‘내향의 세대’가 지닌 비평성을 ‘회
한 공동체’의 상대화라는 관점에서 논한 연구로 拙著『疎開体験の戦後文化史ーー帰ラレマセン、勝ツマデハ』青弓
社, 2019, pp.117-208・pp.261-300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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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上春樹「謝肉祭(Carnaval)」に表象される「魑魅魍魎」に
ついて
─シューマンの『謝肉祭』を対照に─

林秀炫(경북대)＊

1.はじめに
村上春樹(以下、春樹と記す)は1979年にデビューしてから40年過ぎた現在までも作家活動を続けている作家
である。春樹自身これまで執筆をし続けてこれた理由について「十年くらいごとに節目があって、その節目ご
とに小説や文章のスタイルが変化してきて、自分でも書いていて飽きなかった」1)と述べている。これまでもそ
の節目ごとに発表された作品は、特に長編作品においてダイナミックな変化が見られたことで、世界的に多く
の注目を浴びてきた。デビューから40周年を迎えた2019年は、連作短編「一人称単数」と共にエッセイ『猫を棄
てる─父親について語るとき』が発表された年であり、特にエッセイを執筆することで春樹がこれまで抱えて
きた父親についての思いを公表したこともまた、大きな節目の変化だということができよう。
本論文で考察の対象となる「謝肉祭(Carnaval)(以下、謝肉祭とする)」は短編集『一人称単数』に収録されて
いる作品である。「謝肉祭」のキーワードである、人間の中に存在する二面性について、春樹がこれまでの作品
の中でも、登場人物の暴力性を描くことで表現してきた。彼が描写し続けてきた二面性について、特に人間の
持つ「悪」については、1995年以降、つまり社会との関わりをもつコミットメント作家として転換した以降の作
品世界や、インタビューを通しても明らかなように、春樹が深く追求し続けてきたテーマである。「謝肉祭」で
は、これまで彼が追求してきたものを、シューマンの『謝肉祭』を言及することで、より明らかに表現しようと
するように思われる。ここでは、春樹が追求する二面性について、シューマンの『謝肉祭』の考察も交えなが
ら、明らかにしたい。

2.「謝肉祭」で言及された二面性
「謝肉祭」という作品名はストーリーを読んでみると明らかになることではあるが、シューマンのピアノ音
楽である『謝肉祭』から取ったものである。ここでは両作品が同じ題名であることから、差異をつけるために、
春樹の作品は「謝肉祭」とし、シューマンの作品は『謝肉祭』と表記したい。「謝肉祭」は冒頭から「彼女は、
これまで僕が知り合った中でもっとも醜い女性だった」2)という強烈なフレーズからストーリーが始まる。ここ
での「彼女」とは、主人公「僕」と共に『謝肉祭』を聴く女主人公「F*」のことを指しているが、ストーリーの
冒頭部分では彼女がいかに醜い女性であるのかについて強調されている。しかしながら、ストーリーが展開す
るにつれ、この「醜さ」の強調は、誰もが自身の中に相対する二面性を持つという主張の伏線であったことが
*慶北大学 日語日文学科 講師. lsh8919@knu.ac.kr
1)湯川豊･小山鉄郎(2019)「村上春樹ロング･インタビュー「暗闇の中のランタンのように」」『文學界(73)』文藝春秋、
p10.
2)村上春樹(2020)『一人称単数』文藝春秋、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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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らかになる。
ストーリーでは、人間が持つ相対する二面性について次のように表現されている。
「私たちは誰しも、多かれ少なかれ仮面をかぶって生きている。まったく仮面をかぶらずにこの熾烈な世界
を生きていくことはとてもできないから。悪霊の仮面の下には天使の素顔があり、天使の仮面の下には悪霊の
素顔がある。どちらか一方だけということはあり得ない。それが私たちなのよ。」3)
上記の引用は「僕」と『謝肉祭』を聴いたとき「F*」が語ったものであるが、この作品の核心とも言える部
分である。
当作品のキーワードとなる「二面性」や「悪」などについて、参考するべき先行研究は多く見られるが、ここ
では当作品が発表された時期である、2019年に行われた春樹のインタビューに注目し、これを中心に考察した
い。
春樹はこれまで作品のテーマとして、人の心の奥底に潜むものを作品の中で露出させ、それを長編作品では
人物とはまた別の次元のものの存在として描いてきた。それを示しているのが、次のインタビュー内容であ
る。

僕が書く話は、無意識というか潜在意識というか意識の底にあるものを探究していくことが、自然になってし
まいます。意識を掘っていくと、その底にあるのは一種の魑魅魍魎です。そういう暗闇の中から何を引っ張り
出してくるのかというのは、最終的には勘に頼るしかないですよね。
4)

上記のインタビューに言及されているように、春樹は人間の意識を深く掘り下げていくと「魑魅魍魎」と呼
ばれるものが存在すると述べる。この「魑魅魍魎」というキーワードは「謝肉祭」の中で「F*」がシューマンに
ついて語る時にも使われている。5)春樹はインタビューを通して「魑魅魍魎」とは「心の底の闇の世界に潜む暴
力性のしるしのようなもの」6)であり、また「善と悪という観念は、地上ではかなりはっきりとしたものです
が、無意識の世界に降りていくと、その境界線はだんだん曖昧なものとなり、あるポイントを超えればほとん
ど識別不能なもの」7)だと述べる。
つまり春樹にとって「魑魅魍魎」とは、人間なら誰しもが心の底に持つ暴力的な一面を指しているのであ
り、その暴力性については、それが善か悪か一概に決めつけることができない存在なのである。そのため上記
の引用のように、全ての人間は相対する仮面と素顔を持っていると述べているのであり、その相対するものに
ついての比喩もまた「天使」や「悪魔」のように善と悪の代名詞とも捉えられる表現を使用したのだと思われ
る。

3.村上春樹「謝肉祭」とシューマン『謝肉祭』に見られる謎
「謝肉祭」では以上のような見解を、主人公たちにシューマンの『謝肉祭』を聴かせ、評価させることで裏付
け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ストーリーでは『謝肉祭』は、クラシック音楽好きな主人公が、仮に無人島に持ち込
める音楽を一曲のみと限る場合、どの曲を選択するかという「F*」の質問に対し、苦悩の末、選択した曲であ
3)同上、p.171.
4)前掲書、pp.12-13.
5)村上春樹(2020)前掲書、p.170.
6)湯川豊･小山鉄郎(2019)、前掲書、p.19.
7)同上、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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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F*」は彼の選択に激しく同意し、以降彼らは「『謝肉祭』同好会」と称して、数多くの『謝肉祭』の演奏
を聴く機会を設ける。「F*」は『謝肉祭』を聴きながらシューマン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語った。
「(前略)そして自分が悪霊たちに追いかけられていると思い込んでいた。悪霊たちの存在を文字通り信じて
いたのよ。(中略)内なる妄想と外なる現実が、彼の中で抜きがたく入り混じっていったの。この『謝肉祭』はか
なり初期の作品だから、ここにはまだ、彼の悪霊たちははっきりとは顔を出していない。(中略)この音楽には、
やがて彼の中で魑魅魍魎となっていくはずのものが、次々に顔を見せているの。」/(中略)「この作品は、ある意
味では遊びの極地にある音楽だけど、言わせてもらえれば、遊びの中にこそ、精神の底に生息する邪気あるも
のたちが顔を覗かせるのよ。彼らは暗闇の中から、遊びの音色に誘い出されてくる」8)
「F*」が語っているシューマンや彼の音楽は、前節で見た春樹の主張と類似することが見受けられる。一般
的にシューマンとは、幻想的でロマンチスト、そして病弱な作曲家というイメージを持つ。しかしながら
シューマンはただ夢見がちだった作曲家ではない。彼は書籍商だった父の影響を受け、早くから文学や音楽に
関する才能を開花するのだが、芸術に関する才能の他に、複数の人材をオーガナイズして社会的に機能する組
織を作る能力もずば抜けていた。9)
シューマンは終生のテーマとして「詩と音楽」の関係性を追求したのだが、彼は青年時代に若い音楽家たち
と「ダーヴィト同盟」を組み、音楽と文学について意見を交換しながら、彼の追求する音楽理念を築いた。この
ように彼は外的には若い音楽家たちの中心に立ち、新しい音楽スタイルを形成した一方で、彼自身の内発的な
課題として、内面の自我の観察も行った。それを通してシューマンは、彼の友人たち一人一人に別名をつけ、
彼自身は「フロレスタンとオイゼビウス」という二つの人格をもつキャラクターをつけた。
これは『謝肉祭』の中でも反映された。『謝肉祭』は21曲の小曲から構成されたピアノ曲なのだが、各曲に
標題がつけられており、その標題を様々な技巧を用いて音楽的に表した作品である。その標題の中にはシュー
マンの二つの分身である「オイゼビウス」と「フロレスタン」も描かれている。『謝肉祭』でもっとも謎に包ま
れているのは、全21曲のうち中間に位置する「スフィンクス」の譜面である。この「スフィンクス」の部分は通
常は弾かれない部分である。そこには「Es-C-H-A」「As-C-H」「A-Es-C-H」の3つの種類の音型があらわさ
れているが、それはシューマンの名前の綴りであるSCHAと、当時彼の婚約者の故郷であるASCHという地名を
置き換えた、意味ありげな遊びとされている。10)
この謎に包まれた部分について、ドイツの音楽学者であるアルンフリート･エードラーは、譜面に書かれた3
通りの音符を「虚ろな目のような正方形の音符たち」と表現しながら以下のように考察する。

三通りの音の並びは曲のなかほどに「スフィンクス」として埋め込まれ、虚ろな目のような正方形
の音符たち(Quadratnoten)のなかから楽譜を読む者を見つめており、みずからのうちに─前向きに読むか後ろ
向きに読むかによって、さまざまに違う─多くの和声関係を隠している。(中略)このやり方で、シューマンは
みずからが長らく追求してきた「中心をなす曲想(思念)」という理念を実現する新たな段階に到達したのであ
る。(中略)精神的な中核をなすこの曲想(思念)は、展開すべき素材として作品に外から与えられたものではな
く、いわば、主題ないしは動機として具体化されることなく内側に宿っているのである。
これらの

11)

以上の考察からも言及されているように、演奏されない「スフィンクス」の謎とは『謝肉祭』の曲の中核に
位置し、見方によって変化する和声とは、『謝肉祭』を通して響いている4つの音のことを指す。つまりシュー
マンは自身と婚約者の故郷を織り混ぜた音を『謝肉祭』の核とし、それを「スフィンクス」と名付けることで、
8)村上春樹(2020)前掲書、pp.170-171.
9)藤本一子(2008)『作曲家◎人と作品 シューマン』音楽之友社、p.15.
10)堀内久美雄(1995)『作曲家別名曲解説ライブラリー シューマン』音楽之友社、p.157.
11)アルンフリート･エードラー･山崎太郎(訳)(2020)『大作曲家とその時代シリーズ シューマンとその時代』西村書
店、pp.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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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るい曲調の『謝肉祭』の奥底に自身の内面を内在させたことを描写したのだと思われる。

4.おわりに
以上のように、春樹の「謝肉祭」とシューマンの『謝肉祭』の奥底に存在するものについて考察を行った。
「謝肉祭」の中で『謝肉祭』にはシューマンの「魑魅魍魎」となるものが少しずつ表現されていると語られてい
るが、それは『謝肉祭』の中心となる「スフィンクス」のことを指すのだと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
ここで興味深いのは「スフィンクス」はギリシャ神話のうち、オイディプス神話に登場する怪物であるが、
父殺しのテーマである「オイディプス神話」もまた、これまで春樹研究の中で多くの研究者が指摘してきた
テーマである。春樹は人間の意識の奥深くにあるものを「魑魅魍魎」と呼び、その存在は善悪を超えたものだ
と主張している。ここで彼が主張する「魑魅魍魎」と「謝肉祭」の中で言及された「魑魅魍魎」が同じ表現が使
われているのは、偶然の一致ではないように思われる。「謝肉祭」の考察を通して明らかになったシューマン
の「魑魅魍魎」が楽曲の中で表された「スフィンクス」であるとしたら、春樹が意識の奥底に存在する「魑魅魍
魎」の暴力性とは、「スフィンクス」がキーワードとなる、オイディプス神話での父殺しを指しているのではな
いだろうか。彼は父親殺しという神話について「死と再生の話」12)だと述べているが、それは親から受け継い
だ暴力性を担う歴史やシステムに向き合い、自身の力で断ち切ることによって、新たに自分の人生を築きあげ
ることができるのだと主張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参考文献
アルンフリート エードラー 山崎太郎( 訳) (2 0 2 0 )

『 大作曲家とその時代シリーズシューマンとその時
代』西村書店

『 ◎
』
堀内久美雄(1995)『作曲家別名曲解説ライブラリー シューマン』音楽之友社
村上春樹(2020)『一人称単数』文藝春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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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상품화되는 JK 비즈니스
―기리노 나쓰오의 『그로테스크』와 『길 위의 X』를 중심으로―

오은영(한양여대)

1. 들어가며
일본에서 한국 소설 『1982년생 김지영』이 발행부수 21만부(2020년 10월 현재)1)라는 번역 소설로서는 이례적인
판매수를 기록했다. 구매자 80%가 여성으로 연령층도 다양하다. 이렇게까지 일본인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여성이 놓여진 환경이 한국과 비슷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수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 더 심각한 상
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든다. 그 한 예로 기리노 나쓰오의 『그로테스크』와 『길 위의 X』를
살펴보려 한다.
『그로테스크』(2003)에는 1990년대의 ‘고갸루(コギャル)’, 『길 위의 X』(2018)에는 2000년대의 ‘JK비즈니스’를
하는 여자(중)고등학생이 등장한다. 즉 매춘의 저연령화로 교복 차림의 고교생 가격이 높아 ‘성’을 상품으로 팔고 사
는 과정이 담겨져 있다. 『그로테스크』는 1997년에 일어난 ‘도쿄 전력 OL 사건’을 다룬 소설로 주목을 받았고 한국
에서도 많은 독자에게 읽혀진 책이기도 하다. 두 작품을 통해 여성과 관련된 문제와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고 있는
일면을 고찰해 보자고 한다.

2.가정・학교・사회의 붕괴
기리노 나쓰오의 작품에는 나락의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로테스크』와 『길 위
의 X』에서도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자 중・고등학생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로테스크』의 ‘나’는 스위스 사람인 아버지와 일본 사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는 동양인계로 평범한
외모이고 여동생은 서양계로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감탄할 정도로 미인이다. ‘나’와 가즈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Q여
고’라는 사립 명문 여자고등학교에 들어간다. 하지만 ‘나’의 동생 유리코는 외국인 특별 전형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들어왔는데 ‘미모’로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해도 이 세 사람은 이 학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인’에
속했다. ‘나’와 가즈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부인’이 될 수가 없다.
『길 위의 X』의 마유는 부모의 사업실패로 마유는 작은아빠 집에, 남동생은 이모 집에 맡겨지게 된다. 작은아빠
집에서는 마유를 맡기는 했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도내의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으나 경제적으로 여
유가 없다는 이유로 공립고등학교에 전학시킨다. 학교에서는 교사도 학생도 배움에 대한 의욕이 없다는 것에 마유는
실망한다. 갈 곳이 없는 마유는 시부야를 방황하게 된다.
시부야를 방황하는 마유의 손을 잡아 준 리오나 역시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다. 엄마가 교제하는 남자들은
엄마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리오나는 엄마의 네 번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요코스카 거리를 방황하다 친할머니
1) 韓国の女性差別描く「８２年生まれ、キム・ジヨン」翻訳小説として異例の売れ行き-産経ニュース
(sankei.com)(2021년 3월 2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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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나게 되어 고등학교에 갈 기분에 들떠 있는 어느 날 할머니의 가게가 불타 버리는 바람에 할머니와 고등학교
진학의 꿈도 날아가 버린다.
두 소설에 나오는 가정은 서로 증오하고 질투하는 상태로 불화가 이어진다. 학교내에서는 계급이 나누어져 있고
학교 밖에서도 그녀들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로테스크』에서 Q여고 출신자의 이혼, 미혼, 자살률이 타교보
다 높은 것은 학교를 지나치게 고립된 유토피아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교사 기지마의 편지에 써 있는 것처럼 이 두
작품은 ‘여학교’와 ‘여학생’에 관한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3.여성 혐오
『그로테스크』는 도쿄 전력 OL 사건을 여성간의 ‘경쟁과 질투’라는 시각2)으로 그리고 있다. ‘나’와 유리코, 유리
코와 가즈에 등의 관계를 경쟁과 질투 또는 증오로 나타내고 있다. 『그로테스크』의 ‘나’는 스위스 사람인 아버지와
일본 사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동양인계로 평범한 외모이고 여동생은 서양계로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감탄할
정도로 미인이다. 두뇌나 재능으로 외모가 뛰어난 여자를 절대로 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여동생 유리코를
미워한다. 여동생과 비교되며 자란 ‘나’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가즈에를 이용해 기지마 부자와 유리코를 학교에서 내
쫓아내는 데에 성공한다.
여고시절부터 최고를 목표로 노력하는 가즈에는 미모만 훌륭한 유리코를 질투한다. 미모로는 유리코에게 이길 수
가 없다. 가즈에는 최고가 되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고 누구한테나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지만 가족인 엄
마와 여동생에게도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가즈에는 무력한 엄마와 여동생의 명예를 더럽히기 위해서 매춘으로
복수한다. 가즈에에게 매춘은 섭식 장애나 손목을 긋는 자해 행위3)와 같은 일탈행위인 것이다.
『길 위의 X』에서는 리오나가 새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도 엄마는 믿어주지 않는다. 리오나의 엄마 무쓰
미는 현재의 남자에게 경제적인 면에서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남편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이다. 또 한 가
지는 성적인 상대로 남편을 딸에게 뺏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리오나의 말을 믿어 주지 않는다.

4.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지 차이
『그로테스크』에서 유리코와 가즈에가 살해된다. 2년 전에 살해된 유리코보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매춘을 한 가즈
에에게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유리코는 미인이지만 가즈에는 미인도 아니고 연봉도 많은 대기업에 다니는 여사원
이 매춘을 했다는 것이 대중에게는 믿기 힘든 일인 것이다. 실제 당시 ‘도쿄 전력 OL’ 사건이 일어났을 때 르포라이
터 사노 신이치가 ‘미디어가 발정하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연일 보도되며 일본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4)
피해자 여성이 살해된 배경에는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자를 포함하는 여자들의 힘겨운 문제가 있다는 점은 배제된
채 여성혐오가 내재된 무자각적인 반응과 호기심에 의해 피해자는 다시 한번 살해된 것이다.5)
『길 위의 X』에는 의지할 사람도 갈 곳도 없는 여학생들이 주위의 남자들과 비즈니스에 착취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리오나는 돈이 필요하고 절박한 사정에 놓여 있는 아이가 JK비즈니스를 많이 한다고 마유에게 설명하
고 이에 대해서 마유는 그 상황을 성인 남자들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마유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
이 싫지만 그 일을 통해 자신이 머무를 곳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것에 마음이 흔들린다. 이러한 마음을 아는 JK비즈
니스의 사장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마유의 말은 무시하고 JK비즈니스를 권한다.

2)
3)
4)
5)

우에노 치즈코(2012)『여성 혐오를 혐오한다』은행나무, p.228
전게서, p.227
전게서, p.214
白井聡(2020.11)「桐野夏生とその時代―『OUT』『グロテスク』『メタボラ』について」『思想』岩波書店,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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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노는 소설을 연재하면서 밤에 아키하바라나 시부야, 신쥬쿠 거리를 걸으면서 소녀들의 모습을 관찰했다. JK비
즈니스 경영자나 스카웃맨에게 취재도 했는데 그들은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풍속산업이나 JK비즈니
스에 들어가기 쉽다라든지 17살 이하의 여자 아이들은 연애대상이라고 하면서 그 근저에는 돈을 바라는 여자 아이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우월감, 차별의식은 있어도 그녀들의 마음과 몸을 착취하고 있다는 죄 의식은 전혀 없었다6)고
한다. 이러한 인식의 근간에는 식민지 공창제도가 근대일본의 언설공간7)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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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에 대한 전후 연합국의 영토처리
최장근(대구대)*8)

1.들어가면서
본고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 영유권이 어떻게 결정되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의 패전이후 연합국이 독도
영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종전 직후 연합국군 최고사령부가 독도의 영토와 한일 간의
해양 경계를 어떻게 조치하였는가를 검토한다. 그리고 대일평화조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
장하는데 미 국무성의 일본 정치고문인 시볼드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대일평화조약을 체결
하는 과정에 미 국무성의 차관보였던 러스크 서한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한국정부에 비밀리에 서한을 보냈다고 한
다, 그렇다면 러스크의 서한이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고찰한다. 독도
가 일본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17세기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여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
이다. 두 번째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40호를 국제법상 적법하게 독도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대일평화
조약에서 러스크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영토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주장처럼 과연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서 결정되었는지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종전 직후 연합국군 최고사령부의 독도영토와 해양경계 조치
근대시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 1905년 러일전쟁 중에 일본 제국주의국가는 동해바다의 울릉도와 더
불어 한국의 고유영토였던 무인도 독도를 은밀한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편입한 적이 있었다. 1945년 8월 제2차 대전
에서 패한 일본은 연합국이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침략한 모든 영토를 박탈한다고 결정한 포츠담선언을 무조건적으
로 수용함으로써, 한국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 사령관 맥아더 명령(SCAPIN) 677호에 정한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하여 일본에 침략 당한 모든 영토를 회복하면서 독립되었다. 한일 간의 해양영역은 1946년 6
월 SCAPIN 1033호로 한국영토인 독도를 기점으로 12해리까지로 정하여 일본선박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1948년 8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일본정부는 연합국군 최고사령부 사령관 맥아더에게 해양영역의 확장을 요구하여 당시
국제해양법상 3해리 영해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1949년 SCAPIN 2046호로 독도기점 3해리까지 일본어선의 접근을
허용했다. 즉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1949년 시점에서도 SCAPIN 677호에 의해 독도가 한국영토
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했던 것이다.

3. 대일평화조약 준비과정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시볼드의
역할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에 불법적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독도를 침략한 사실을 숨기고, 독도는 포츠담선언에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일본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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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불법이 된 1910년 대한제국의 강제병합과 달리 합법적으로 편입한 영토라고 하여 미국무부의 일본 정치고문관
인 윌리엄 제이 시볼드(William J. Sebald) 등의 미국을 상대로 로비하여 영유권을 주장했다. 미국은 1947년 3월 20
일부터 대일평화조약을 위한 제1차 초안을 필두로 제2차 초안(1947년 8월 5일), 제3차 초안(1948년 1월 2일), 제4차
초안(1949년 10월 13일), 제5차 초안(1949년 11월 2일)을 작성하여 “일본은 한국의 제주도·거문도·울릉도·독도를 포
함해 한국 연안의 모든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權源)을 포기한다”라고 하여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제6차초안(1949년12월29일)에서는 「2장 제3조」에 「일본 영토는 혼슈,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 등 4개 주요
섬에 쓰시마, 죽도(리앙쿠르 록-독도), 오키리토, 사도 등을 포괄해 이뤄진다」라고 하여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켰
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이때에도 「유엔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하여 그 범위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1951년 9월 8일 48개국 서
명에 의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기 이전 1950년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
다. 이때에도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 록(독도)」을 한국 영토로 명시했다.

4. 대일평화조약에서의 독도 영유권에 미친 러스크 서한의 영향
한국이 평화조약에 독도의 명시를 요구하였을 때, 8월 10일 미 국무성은 러스크 차관보 명의로 비밀서한으로 러
스크(극동 담당 국무차관보 러스크(D. Rusk))서한이 미국의 한국 대사관에 송부되었는데, 한국의 주장을 부정하는 내
용이었다.
딘 러스크서한에서 미국이 독도의 영토적 권원에 대한 인식이 「독도, 또는 죽도(竹島),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대해, 통상 무인도인 이 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던 적이 전혀 없고, 1905년경부
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隠岐)지청의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이 섬은, 일찍 한국에 의한 영토 주장이 있었다고 보여
지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딘 러스크 서한의 인식은 독도의 영토적 권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러스크 서한에 의해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소속이 일본 영토로서의 지위를 부여받
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독도의 영토적 권원은 한국영토로서 지위를 갖는다. 전근대
시대의 독도는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등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관찬문헌에서 확인되듯이 일본
막부는 돗토리현 답변서에서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했고, 또한 근대시대는 메이지 정부
가 태정관지령을 통해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과 대한제국이 「칙령41호」로 「울
도군」을 설치하여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행정관할구역에 포함시켜 관할 통치했다는 사실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이
확인되었다.

5. 맺으면서
본 연구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본의 패전이후 연합국이 법적 지위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더불어 독도 영유권
에 대해 일본 국내 연구자나 정부에서는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패전으로 연합국은 독도의 영유권을 처리하였다. 종전 직후 연합국군 최고사령부은 SCAPIN 677호로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하는 영토를 결정하였고, SCAPIN
1033호로 독도기점 12해리까지 일본어선의 진입을 금지하는 한일 해양 경계를 설정하였다. 그후 일본의 어업경계선
의 확장을 요구하여 SCAPIN 2036호로 독도기점 3해리까지 일본의 해양경계를 확장했다.
둘째, 연합국최고사령부가 SCAPIN 677호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결정하자,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을 준비과정에 독도
의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 국무성 주일 정치고문 시볼드를 통해서 「일본은 독도의 편입을 조치한 적이 있지만
한국은 독도를 영토로서 권원을 갖고 있지 않다. 게다가 전신선을 설치하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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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결국 종전 연합국최고사량부의 조치처럼 제1차 초안에서 제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영
토로 처리해왔는데, 시볼드의 노력으로 미국은 제6차 초안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변경하였다. 결국 연합국들 사이에
는 대일평화조약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 시볼드에 의해 독도가 분쟁지역처럼 처리되기 시작했다.
셋째, 대일평화조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시볼드의 영향으로 미국무부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런데 연합국의 일원인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 등 영연방국가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미 국무성
내에서 지리담당자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처리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일평화조약 체결 대사도 한
일합병 이전에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면 한국영토로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그런데 미 국무성 내에는 러스크가
은밀히 한국정부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서한을 보냈듯이 시볼드의 영향을 받아 독도를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그룹도 있었다. 결국 연합국은 무인도는 영토적 지위를 유보하고 유인도는 신탁 통치한다는 방침을 세워 무인
도였던 독도의 지위에 대해 특별한 영토적 조치를 내리지 않고 대일평화조약에서 최종적으로 영토처리를 하였다.
넷째,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독도의 지위를 특별히 처리하지 않았지만, 이미 한국이 SCAPIN 677호로 제주도 울릉도
와 더불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영토와 주변 해역에 대하
나 경계를 명확히 하여 한일 간의 분쟁을 없애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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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의 재난정보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재난정보를 중심으로 -

이이슬(부산외대)
이충호(부산외대)

1．들어가기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에 자리잡는 외국인의 수 또한 증
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9.11.1.)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
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수는 2,216,612명으로 총
인구수의 4.3%를 차지하고 있다1). 2015년과 비
교하면 4년 만에 약 5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그림1)
이러한 증가추세에 맞추어 재난 취약계층으로 분류
되는 외국인을 위한 재난정보 제공 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책은 여전
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 46 외국인 주민 현황

특히 최근 한국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유

례없는 재난을 맞이하였고 태풍, 장마, 산사태 등의 자연 재해로 인한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이
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신속·정확하게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의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우리는 인터넷,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재난정보를 얻는다.
그러나 짧고 명확하게 재난 상황을 알려야 하는 긴급재난문자의 특성상 한자어나 재난 관련 전문용어가 많이 사
용되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에게는 그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재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재난정보의 다국어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재난 관련 다국어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고, ‘다국어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재난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잘못된 번역을 제공하고 있어 재난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재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정보를 받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받고도 이해하지 못하여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 내 유학생과의 재난정보 제공방식 및 이해도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파악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재난정보 인식 조사를 통해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재난정보 서비스 지원 방법에 대해 제안
하고자 한다.

2．재난정보 인식 조사
3.1 조사개요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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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재난정보 인식 현황 및 개선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사를 진행하였
으며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대부분 대학교, 어학당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다양한 국적을 지닌 외국인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조사 기간
인원
조사 대상

국적
연령

조사 방법

조사 내용

2020.12.10. ~ 2021.03.09.
48명
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54.2%
31.3%
8.3%
2.1%
2.1%
2.1%
2,30대(평균연령 24세)
온라인 설문조사
국내 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인식 여부
각종 재해의 대응방법 인식 여부
각종 재해의 대응방법 교육 경험 여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처 방법 인식 여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보제공 및 이해도 조사
긴급재난문자 관련 내용 이해도 조사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표 71 설문조사 개요

그림 2 국내 체류 기간

그림 47 한국어 구사 능력

3.2 조사 결과
우선 설문조사 내용 중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해(질병, 지진, 태풍, 홍수 등)에 대한 대처방법 인식 여부 대해서는
<그림4>와 같이 24명(50%)이 보통이다, 14명(29.2%)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6명(12.5%)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재해 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그림5>와 같이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
로 답하였으나 11명(22.9%)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설문 대상의 체류기간과 거주환경을 고려하면 재해 시 대
처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으며 기숙사, 학교를 통해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재해 시 대처방법 인식 여부 그림 5 재해 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경험 여부
또,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정보·메뉴얼를 얻은 경로에 대해서는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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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과 같이 인터넷이 44.4%로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는 학교가 25.4%, 그 뒤를 이어 긴급재난문자, TV 등
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본 내 유학생의 경우 방재 정보를 얻은 경로에 대한 질문에는 <그림7>과 같이 TV 80%, 학교 48%
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재난 관련 정보·메뉴얼을 얻은 경로

그림 7 지진 방재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경로

방재 메뉴얼을 받은 경로에 대한 질문에는 <그림8>과 같이 일본어 학교가 가장 높은 55%, 시·구청이 50%, 뒤를
이어 학교, 그 외 공공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유학생이 인터넷으
로 정보 및 메뉴얼을 얻는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유학생
에게 학교, 시·구청 차원에서 방재 메뉴얼을 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일본 내 유학생 중 방재 매뉴얼을 받은 학생은 설문대상 전체의
60%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해당 매뉴얼을 읽고 이해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그림 8 방재 메뉴얼을 얻은 경로

40%로, 절반 이상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유학생의 경우 재난정보 및 긴급재난문자의 내용 이해도에 관한 질문에는

90% 이상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설문대상의 체류기간과 설문 마지막 항목인 개선점 내용을 고려
하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략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가 원하는 재난정보 제공방식에 대해서는 중복 응답
이 가능하도록 설문하였으며, <그림9>과 같이 응답자 대부분
이 유학생인만큼 학교를 통한 제공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에서 관련 인쇄물 배포
(20.8%), 학교 어플을 통한 알림(20.8%)에 이어 카톡, 문자 발
송(14.6%), 특강 진행(8.3%)을 통한 정보제공을 원하고 있었
다. 관광객, 결혼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환경의 외
그림 9 응답자가 원하는 재난정보 제공 방식

국인 거주자 중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학생
도 이렇듯,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정보를 제공해주기를 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만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 제공방식의 다양성과 그 내용이 부족하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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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재난정보 제공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는 주관식으로 답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리한 내
용은 <그림9>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쉽게 알려주면 좋겠다가 21명(43.8%), 번역해줬으면 좋겠다가 3명(6.3%)
으로 절반 이상이 제공방식보다는 내용의 난이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질문에 맞는 응답이라고 판단하기 어려
운 것은 기타로, 이외에 충분하다,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것은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쉽게 알려주
면 좋겠다로 분류한 응답의 내용으로는 더 많은
지식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전문용어가 많이 나
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단어가 어렵다,
외국인이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써주기를 바
란다 등이 있었다. 번역해줬으면 좋겠다고 응답
한 것 역시 해당 정보의 한국어를 이해하기 어렵

그림 9 재난정보 제공에 대한 개선점

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4. 나가며
재난정보 제공 방식 및 이해도 여부에 대해 국내 유학생과 일본 내 유학생의 현황을 비교하고 개선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본과 같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매뉴얼의 지자체 차원의 제작 및 배부가 필요하다. 한국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본의 재난정보 서비스 제도 및 컨텐츠 개발 등을 참고하여 재난 취약계
층으로 분류되는 외국인을 위해 재난정보 콘텐츠 개발, 제공방식의 다양성 확보,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등 지
역 차원의 제도 개선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어 초급 수준의 외국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재난 용어에 대한 개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문화적 배경,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재난정보를 제공하
고,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어휘의미분석 기반 다국어 어휘대역어 제공
서비스 개발 및 활용’ 에서는 한국어 초급 학습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나 전문용어에 해당하는 언어별 대역어
를 제공하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 다국어 어휘카드’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2). 또한 재난 용어 등을 알기 쉬
운 한국어로 바꾸어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으며, 태풍, 장마 등 다양한 재난에 관련된 다국어 어휘카드를
제작할 예정이다. 향후 관련 연구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재난피해 방지를 위해 지원하고자 한다.

【参考文献】
岩本みなみ(2011)

「留学生を対象とした地震防災に対する知識の現状と情報提供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日本女子
』 第58号 日本女子大学紀要 pp. 63-70

大学紀要家政学部

2)부산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www.bufs.ac.kr)에서 무료 배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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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대중 출판물 『햐쿠센햐쿠쇼(百選百笑)』속 전쟁 표상
손정아(경북대)

1．머리말
이미지를 이용하여 전쟁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프로파간다를 형성하는 것은 현대 일본 서브컬처에서도 자주 사용
되는 방식이지만 이는 이미 메이지시대(明治時代) 대중 출판물에서도 발견된다. 당시 조르주 비고(Geores Ferdinand
Bigot)와 같은 서양인들의 삽화그림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세태를 풍자하는 것들이 주류를 이룬 것
에 반해, 에도(江戸) 우키요에(浮世絵)에서 가지를 뻗어나간 메이지의 혼종 형태 그림들은 일본 국내 대중들의 구미
에 맞춘 것이나 혹은 일본 정부가 호도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보여주는 경향이 짙었다. 특히 메이지 대중 출판물
『햐쿠센햐쿠쇼(百選百笑)』(1894-1904)에서는 청일전쟁(日清戦争)과 러일전쟁(日露戦争)을 중심으로 한 강도 높은
일본 우월 의식이 표출되어 있다. 본 발표에서는, 전쟁과 관련된 삽화그림 연구에서 비교적 다루어지지 않았던 『햐
쿠센햐쿠쇼』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것에 드러나 있는 전쟁의 모습과 1930-40년대의 전쟁으로 이끈 비극적인 내셔
널리즘의 전쟁 프로파간다가 일본 사회에 배양된 시작점으로서 당시의 대중 인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2．선행연구: 메이지의 풍자 그림
캐리커처 스타일의 풍자 그림은 에도 후기에 우키요에 화가들에 의해서도 시도된 바가 있으나 그때는 주로 가부
키 배우나 막부의 인물 정도가 소재가 되었고 본격적인 만화 형태 풍자 그림은 찰스 워그먼(Charles Wirgman), 조
르주 비고 그리고 일본인으로서는 고바야시 기요치카(小林清親), 혼다 긴키치로(本多錦吉郎), 가와나베 교사이(河鍋
曉齋), 미야타케 가이코쓰(宮武外骨)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전쟁 관련한 풍자 그림으로 대표적
인 것은, 일본 육군사관학교와 인연이 있고 영국 『더 그래픽』지의 요청으로 청일전쟁 현장을 직접 취재하기도 한
비고의 <낚시 놀이>, <1897년의 일본>, <극동의 낡은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고는 군인들의 일상생
활을 스케치한 다수의 작품들을 남겨 전쟁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당시 개개인의 희로애락을 사실적인 표현으로 담
는 데도 공헌하였다.
[그림1

비고 <낚시 놀이>

비고 <대륙으로>

『

– 메이지의 풍자 그림]

』

워그먼
<꼭두각시
조선을
조종하는
청나라>

혼다 <민켄토의 짖음>

『

기요치카 <극락의 덫>

』

*그림 출처 : 清水勲(2009) 漫画の歴史 , 한상일・한정선(2008)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

한편, 기요치카는 화가로서는 보통 동문(一門)을 이루고 있는 우키요에 화단의 풍토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작품
활동을 하는 편이었다. 격변의 메이지 시대를 겪으며 사실 그는 전쟁화뿐만 아니라 『마루마루친분(團團珍聞)』,『노
동세계』등의 잡지를 통해 다양한 풍자 그림을 남겼다. 그는 본 발표의 『햐쿠센햐쿠쇼』의 그림을 담당한 인물이기
도 하다. 그러나 일본 근대 사회의 모습을 최초로 고발했던 것에서 이 시리즈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의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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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겼다는 점에도 주목하며 『햐쿠센햐쿠쇼』를 분석하고자 한다.

3．『햐쿠센햐쿠쇼』의 주제 : 상대 비하와 우월 의식 표출
『햐쿠센햐쿠쇼』는 우키요에의 캐리커처 스타일인 희화적인 그림과 전쟁 풍자의 내용을 담은 대중 출판물로서
고바야시 기요치카의 그림과 곳피 도진(骨皮道人)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1894・95년(上: 50
점 下:10점) 그리고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1904년(약 80점)에 걸쳐 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로서, 일본
제국의 위대함과 일본군대의 용맹함으로 일관된 전개는 우월 의식의 표출이며 그것의 강조를 위해 상대를 매섭게 깎
아내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자료1

자료2

자료3

자료4

자료5

자료6

*자료 출처 : 早稲田大学図書館 古典籍総合データベース
∙자료1_ 地獄の大繁盛(ぢごくのおほはんじやう)
그림 하단에 몰려든 사람들은 풍도(豊島)해전을 시작으로 성환(成歓)・아산(牙山) 전투에서 사망한 청국의 병사들
로, 지옥으로 밀려드는 이들에게 염라대왕(閻魔大王)이 이름을 물으며 문초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자신
의 이름을 ‘도자에몬(土左衛門)’이라고 대답한다. 7일 밤낮을 조사하는 가운데, ‘도자에몬’이라는 대답만이 들려오고
이를 기록하고 있던 염라대왕이 몹시 지쳐갈 무렵, 끝이 보이지 않는 황해전투의 사망자들이 또 몰려온다. 이를 의아
하게 여긴 오니(鬼)가 어찌된 일인가 하고 물으니, 염라대왕은 「그러하니 나라이름이 시니코쿠(死国＝清国)라는 것
이다」고 결론짓는다. 적군이 모두 ‘지옥’으로 간다는 설정과 익사자라는 뜻을 가진 ‘도자에몬’으로 청국민을 비하하
고 적국은 죽은 나라가 되었다고 염라대왕을 통해 선언함으로써 상대를 강하게 멸시하고 있다.
∙자료2_ 豚の當惑(ぶたのとうわく)
긴 총검을 가지고 위협하는 잠자리는 일본군의 복장이며, ‘英, 佛, 露’의 글자가 각각 새겨진 벌들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나타낸다. 돼지로 분한 돼지꼬리 머리스타일(豚尾)의 청국민은 벌들에게 마구 쏘이고 있고 잠자리로부터는
총구를 겨냥당하고 있다. 「자, 이 정도로 몰아넣었으니 아무리 멍청한 돼지라도 조금은 아프거나 가렵겠지. 아니면
여전히 거만한 낯짝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끓여먹거나 구워먹을 테니 이쪽의 승리다」라는 말에, 돼지는
「모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한다. 전쟁 후, 각각 조차 지역을 갖게 되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내세우며
「四方八方から攻立られた日にハ露(ろうして)英(えい)やら佛々(ふつふつ)困り果ました(＝どうしていいやらふ
つふつこまりはてました)」라고 흐느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청국민을 약하고 바보스러운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자료3_ 露都の縮表(ろとのしゆくひやう)>
한 번의 승리를 바탕으로 한 뒤 도발한 러일전쟁에서는 상대 비하가 청일전쟁 때보다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다.
특히 신체적으로도 왜소한 일본이 거대한 러시아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은 삽화 그림 표현과 내용에서 과장과 비약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되었다. <露都の縮表>에서는 전쟁에 패한 “러시아” 국민이 백기를 들고 거리로 몰려나와 축하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유는 「전쟁에 지는 편이 결국 목숨을 지키는 것이니 경사스러운 일이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와 관련한 노래까지 만들어 부른다. 「러일개전 이후 러시아는 언제나 완패 바다에서 싸워 바다에서 지고
육지에서 공격당해 육지에서 지고 육해 모두 대패하니 말할 것도 없이 자업자득으로 일본군은 강하기 때문,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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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약하기 때문이라네」라는 가사에서, 더욱더 러시아 국민들은 스스로를 굴욕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자료4_ 露兵の弱無士(ろへいのよはむし)
러시아 척후병 두 명이 정찰을 나가기 전, 「스모나 시바이(芝居)를 봐서는 안된다」라는 다짐을 받는다. 마치 복
선처럼, 거류지의 아이들에게마저 바보취급을 당해 담벼락에 늘어뜨린 일본군 병사의 인형을 보고 무척 놀라면서 절
을 하고 있다. 러시아 병사는 간이 떨어질 정도로 놀라 움직일 수 없으며 눈이 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되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재미있어하며, 「ヤーイ手前達ハ/ 露兵（ろへー:=どこへ）行くのだ」라고 조롱한다.

4．『햐쿠센햐쿠쇼』속 실제 인물과 사건의 이용
∙자료5_ 李鴻章の大頭痛(りこうしやうのおほづつう)
청국군의 총대장인 이홍장이 너무나 강한 일본군이 두려워 앓아눕게 되었는데 일본군에게 살해당하는 꿈에 짓눌
려 이럴 거면 처음부터 항복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하고 있다. 이홍장은 『햐쿠센햐쿠쇼』에서 자주 등장
하는 인물로서, <人間の皮剥ぎ>에서는 옷을 뺏기고 있고 <御注進〳〵>에서는 한 번이라도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이홍장에게 부하들은 ‘勝った’와 ‘～かった’를 이용하여 보고를 올리니 이에 눈이 핑핑 돌아가는 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자료6_ 御敗将(おんはいしやう)
아산 전투의 총감독이었으나 이후 후방으로 도망간 섭지초(葉志超)가 그려져 있다. 그는 ‘여자’로 분장하고 있는
데, 스스로가 「여인의 모습으로 적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여인의 모습이 되어 도망쳤다는 이야기는 내가
최초다」라는 그야말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게다가 화장품은 일본제품 고마치스이(小町水)를 쓰고 있고 거
울로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부하의 옷에는 「にげ隊」라고 적혀있다.
∙자료7_ 敗艦の死末(はいかんのしまつ)
러시아 함대 사령관 스테판 마카로프(Степа́н О́сипович Мака́ров)가 부서진 함대를 황제 니콜라이 2세 앞에 들
고 가 일본군이 너무 강했다고 읍소하고 있다. <水雷艇の大当>편에서도 나오는 이 함대는 마카로프와 함께 가라앉
은 ‘페트로파블롭스크’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이케다 데루카타(池田輝方)의 전쟁 우키요에 <大日本帝國海軍大勝
利萬歲(1904)>에서의 마카로프는 군인으로서 훌륭한 최후를 맞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어 『햐쿠센햐쿠쇼』에서의 마
카로프와는 대조를 이룬다. 『햐쿠센햐쿠쇼』의 상대 비하가 실존 인물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료8_ 埋へ工夫(うめへくふう)
두 명의 일본인 병사가 거대한 러시아 병사의 입을 함대 모양의 말뚝으로 박고 있다. 러시아 병사의 입술에는
「旅順口」라고 적혀 있다. 「埋へ工夫」는 「旨い工夫」의 지구치(地口)이며 뤼순항은 사람의 입에 빗대어졌다.
이편에서는 『햐쿠센햐쿠쇼』의 대표적인 특징(상대 비하・실제 인물 또는 사건・언어유희・빗대기・그로테스크)이
모두 다 드러나 있다.

자료7

자료8

자료9

자료10

자료11

*자료 출처 : 早稲田大学図書館 古典籍総合データベ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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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2

5．『햐쿠센햐쿠쇼』의 仕掛け : 빗대기・언어유희・그로테스크
∙자료9_ 苦露熊退治(くろくまたいぢ)
곰으로 빗대어진 러시아 병사가 여섯 명의 일본 병사에 둘러싸여 얼음 절임을 당하고 있다.
苦露熊(くろくま)も死(し)露熊(ろくま)も / 捕虜捕虜(ほりよほりよ=ポロポロ)涙を溢しながら
∙자료10_ 迂露〳〵艦(うろうろぶね)
해전에서 크게 손상을 입은 러시아 함선을 의인화하여 도망치는 모습을 담았다. 지팡이를 짚기도 하고 손을 잡고
가기도 한다. 航海(こうかい=後悔)ハ先に立ず/ 我々の重恥番(ぢうはぢばん=十八番)だけれど/ 艪を押して功な
しだ=労多くして功少なし。
∙자료11_ 暴露製の安軍艦(ぼうろせいのやすぐんかん)
일본 어린이 둘이 각각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와 우류 소토키치(瓜生外吉)의 역할을 하며 러시아 군함을
던져 부수는 전쟁놀이를 하고 있다. 「オヤオヤみんなもう駄目になって、一ツも宣いのハ無いぢやないか」「さ
うだねへ、又一戦で勝ってこよう(=また一銭で買ってこよう)」
∙자료12_ 屠露気武者(とろけむしや)
뤼순과 인천에서의 패전 후, 만주에서 추위에 얼음이 되어 있던 러시아 병사가 떠오르는 태양(일본)에 의해 녹아
없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6. 맺음말
청일전쟁에 대해, 다나카 쇼조(田中正造)는 「좋은 전쟁이었다」,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는 「우리가 진정 아시
아에서 특별한 문명, 강력한 국가라는 것을 외국에 알려야 한다」고 했으며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문명과
야만의 전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햐쿠센햐쿠쇼』는 일본의 정치가와 유식자들이 내세우는 이러한 주장과 완
전히 대극에 있다. 그 안의 묘사와 내용들에서는 ‘문명국가’로서의 품위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햐쿠센햐
쿠쇼』와 같은 대중 출판물을 통해 표상된 전쟁은 미디어가 프로파간다의 목적을 위해 쓰인 일면을 드러냈음을 본
발표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앞으로도 현대 일본의 서브컬처 문화가 전후의 결과로서 형성되었다는 인식과 함
께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자료 탐색과 분석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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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킨오우라이(庭訓往来)』로 보는 숟가락 문화
- 주석과 삽화를 중심으로 -

도기홍(한남대)

1．들어가기
본 연구는 “14세기 후반, 남북조 후기-무로마치(室町) 초기 무렵 성립”(石川松太郎 校注(1973))했다고 일컬어지
는 『테이킨오우라이(庭訓往来)』에 보이는 「匙」라는 한자의 읽는 방법을 포함하여 그 주석서에 기술된 「匙」에
대한 주석과 삽화를 중심으로 「匙」의 실체와 사용법에 대한 기술 양태의 분석을 통해 「匙」라는 한자를 어떻게
읽어야할지, 「匙」의 실체와 사용법에 대한 옛 사람들의 인식을 고찰함으로써 무로마치(室町)시대 숟가락 문화의
일부를 규명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테이킨오우라이(庭訓往来)』에는 「匙」의 용례가 단 하나인데 근(筋)이란 한자와 병기되어 있어 읽는 방법를
둘러싸고 주석서마다 다른 기술 양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테이킨오우라이(庭訓往来)』의 주석서는 무로마치(室
町)시대부터 메이지(明治)시대 초기에 걸쳐 많이 만들어졌는데 「匙」의 실체와 사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술 양
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상기 시기의 『테이킨오우라이(庭訓往来)』 주석서의 기술 양태를 분석함으로써 「匙」란
한자의 읽는 방법, 실체, 사용법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숟가락 사용에 대해서는 헤이안(平安)시대까지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이는 이시게 나오미치
(石毛直道⦁1982)의 “나라(奈良)시대부터 헤이안(平安)시대의 궁중에서 공식적인 식사를 할 때, 식탁에 숟가락과 젓
가락이 같이 놓였으며 상류계급에서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당시의 중국식 식사 방법을 취하고 있었을지 모르나 민
중에게까지 숟가락이 침투한 흔적은 없는 것 같다. 귀족사회의 붕괴와 함께 숟가락은 잊혔다가 메이지(明治)시대가
되어 나베모노(鍋物)의 유행과 함께 지리렌게(散蓮華)가 씌이게 된 것이다(후략-발표자 역)”라는 지적 이후이며, 일
본의 이시카와 히로코(石川寛子⦁1988)의 “젓가락은 중국 습관에서 배워 숟가락과 세트로 전래하여 처음엔 귀족의
식사에 함께 사용하였고 나라시대에는 서민에게도 젓가락 사용이 보급되었다(발표자 역)”라는 지적에서 볼 수 있듯이
귀족만이 사용한 것으로 한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기와 같은 경향은 “日本에서도 끈기가 센 쌀밥을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게 되니 숟가락은 쓰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奈良⦁平安時代까지는 확실히 숟가락⦁젓가락 셋트를 썼고 그 후의 양상이 확실하지 않으나 鎌倉時代(겸창
시대;1192～1333)에는 숟가락이 탈락되고 말았다.”(李盛雨(1988))라든가, “숟가락의 사용은 극히 일부 귀족에 한정되
어 시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주영하(1999))는 지적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연구자들도 일본의 통설과 유사한 언
급을 하고 있다.
한편 金泰虎(2007)는 쿄호(享保) 7(1722)년의 「미유키고젠즈(御幸御膳図)」를 포함하여 가마쿠라(鎌倉)시대부터
에도(江戸)시대까지의 새로운 숟가락 사용 예를 밝혀냈다. 그러나 모처럼 이시게 나오미치(石毛直道⦁1982) 통설에
서 제시된 기간의 공백을 메우는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민중의 숟가락 사용은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신청자 역)”로 수렴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의로 진척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도기홍(2020)은 이시게 나오미치(石毛直道⦁1982) 통설의 재검토를 주장하며, 高正晴子⦁橋爪伸子
⦁山下光雄(2007)에서 누락된 사시즈(指図)를 실지 조사하여 무로마치(室町) 막부의 다이쿄(大饗) 상차림에서 숟가
락의 용례를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헤이안(平安)시대부터 이어지는 의례서에 많이 사용되는 “匙を立てる”와 “箸
を立てる”란 표현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차림 예시도를 발견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테이킨오우라이(庭訓往来)』의 「匙」도 야마우치 히사시(山内昶⦁2000)에 의
해 “14세기 후반”의 숟가락 사용 예로 올라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최근의 주석서인 신다이케이(新大系)의 『테이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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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라이(庭訓往来)』(1996)에도 “ハシカヒと一語によむ。飯米を掻き盛る具”란 주석을 달고 부록에 “筋匙(旧注
本には、「筋匙刷」とあり、それに注すること次の如し。）娑婆(生飯イ)掻ク者也。”라고 하여 옛 주의 설을 소
개해 놓은 정도이다.
그런데 이시카와 켄(石川謙⦁1950)에 따르면 『테이킨오우라이(庭訓往来)』는 “무로마치(室町)시대부터 메이지
(明治)시대 초기에 걸쳐 교육용 서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500여 종에 달하는 주석서가 존재한다”고 한다. 특
히 “에도(江戸)시대에는 『테이킨오우라이즈산(庭訓往来図讃)』과 『테이킨오우라이에쇼오카이(庭訓往来絵詳解)』
와 같은 삽화를 넣은 주석서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한다. 이는 에도(江戸)시대 출판문화의 융성에 힘입은 것으로
「匙」의 실체에 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이 『테이킨오우라이(庭訓往来)』의 주석서에 기술된 「匙」라는 한자의 읽는 방
법은 물론이고 삽화에 형상화된 「匙」의 실체 규명을 통해 옛 사람들의 숟가락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무로마치
(室町)시대 숟가락 문화의 일부를 규명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테이킨오우라이(庭訓往来)』의 「匙」
2.1 「匙」용례와 문제의 소재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석서는 아래와 같이 9종이다.

新大系) 1종
②「石川松太郎 校注(1973) 東洋文庫 242『庭訓往来』平凡社」에 실린 6종의 주석서 범례를 바탕으로 정리.
『테이킨오우라이(庭訓往来)』무로마치(室町) 중기의 필사본인 『덴쿄오카쿠본(伝経覚本)』을 저본으로 하고 있
①인용1의 신다이케이(

음. ⇦ 저본으로 약기함.

庭訓往来註)』무로마치(室町) 말기의 주석서. ⇦ 『旧』 또는 『旧鈔』이라 불리는데 『旧

『테이킨오우라이츄(

鈔』라고 약기함.

庭訓往来抄)』칸에이(寬永) 8(1631)년 간행된 대표적인 주석서. ⇦ 『抄』라고 약기함.
庭訓往来諺解大成)』겐로쿠(元禄) 15(1702)년 간행된 주석서. ⇦ 『諺解』라

『테이킨오우라이쇼우(

『테이킨오우라이겐카이다이세이(
고 약기함.

庭訓往来諸抄大成扶翼)』안에이(安永) 3(1774)년 서문이 있는 주석서.

『테이킨오우라이쇼쇼오다이세이후요쿠(

扶翼』라고 약기함.

⇦『

庭訓往来具注鈔)』텐포우(天保) 5(1834)년 간행된 주석서. ⇦ 『具注』라고 약기

『테이킨오우라이구츄우쇼오(
함.

庭訓往来図讃)』겐로쿠(元禄) 12(1699)년 간행된 주석서. ⇦ 인터넷 공개 자료
庭訓往来絵詳解)』분카(文化) 8(1811)년 간행된 주석서. ⇦ 인터넷 공개 자료

③『테이킨오우라이즈산(

『테이킨오우라이에쇼오카이(

「匙」라는 한자에 루비(ルビ)가 달려 있거나, 삽화가 있거나, 용도에 대한 주를 달아 놓고 있는 주석서들로 본
연구가 지향하는 「匙」의 실체 규명, 「匙」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지하다시피 『테이킨오우라이(庭訓往来)』는 “25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12개월에 걸친 편지를 배분하고
한달에 왕복하는 2통씩 합계 24통과 「八月十三日状」(底本では「八月十二日状」) 1통을 포함한 25통으로 구성”
(石川松太郎 校注⦁1973)되어 있다. 인용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十月三日」의 기사에 “다이사이(大斎)란 대법회
의 보시물, 점심용 식품⦁과자⦁다구⦁국물⦁나물 등의 식물” 등이 열거되는 과정에 해당 용례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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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用一：山田俊雄(1996) 新日本古典文学大系『庭訓往来』岩波書店. p.91.
신다이케이(新大系)는 해당 용례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一語によむ。飯米を掻き盛る具。(山田俊雄(1996) 新日本古典文学大系『庭訓往来』岩波書店. p.91

ハシカヒと
주26)

筋匙(旧注本には、「筋匙刷」とあり、それに注すること次の如し。）娑婆(生飯イ)掻ク者也。(山田俊雄(1996)
新日本古典文学大系『庭訓往来』岩波書店. p.454 상단 711.)
란 주석을 달고 있다. 즉 “하시가이(ハシカヒ)로 한 단어로 읽는다”는 것, “밥을 퍼담는 도구”라고 파악하고 있다.
기존 주석서의 “사바 뜨는 것이다”란 설을 부록에 소개하고 있지만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후술하
는 바와 같이 기존의 주석서와는 전혀 다른 설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匙」의 실체와 인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사료된다.

2.2 기존 주석서의 「匙」에 대한 주석을 통해 본 용도
「匙」는 이시카와 소우타로(石川松太郎⦁1973) 교주본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筋匙⦁[旧「刷」ヲ加ウ](중략)筋匙『旧鈔』は「沙波（生飯）掻者也」とし、『諺解』も、これにならっている。『扶
翼』は「箸（筋）は、はし也。匙は、さじ也。さじは、粥などをすくひ食ふ也」と記す」○刷この語彙、『旧鈔』と『具注』
とに採録されて、底本、『抄』『諺解』にはみられない。刷は、はらう⦁ぬぐう、の意であるから前語彙の「筋匙」といっしょ
にして「筋匙刷」とするのが適当かもしれない。
실선부에 따르면 「세츠(刷)」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점선부에는 신다이케
이(新大系)의 부록에 언급되었던 사항이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중실선부에는 『후요쿠(扶翼)』에
“죽 등을 떠먹는 것이다”로 되어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즉 「匙」의 용도로써 무로마치(室町) 말기의 주석서인
『큐우쇼우(旧鈔)』는 “사바 뜨는 것”, 안에이(安永) 3(1774)년 서문이 있는 주석서인 『후요쿠(扶翼)』는 “죽 등을
떠먹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인식, “사바 뜨는 것”, “죽 등을 떠먹는 것”은 『테이킨오우라이(庭訓往来)』 성립 이전의 자료에
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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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 뜨는 것”
大床子ノ御膳。時々必可レ有二着御一。(중략)昔ハ正ク食レ之。近代ハ只立レ箸許也。取二左波一立レ箸。陪
膳取二其御箸一。又立二別御箸一折テ出ス也。(順徳院(承久3⦁1221))『禁秘抄』)
あさがれゐのおものまいる。(중략)あまがつ。四種の中にすふ。(중략)御はんをわけて。御ゆのきに入て出せ
ば。蔵人御湯づけもちてまいるなり。めしはてゝ。御はしを御飯にたてゝいらせ給。うるはしくめさずば。御
散飯

さばをとりて。あまがつに入てたてさせ給ふ。(중략)たてられたる御はしをとりかへて。あらぬ御はしをた
てゝ。さきをおりていだす。(後醍醐天皇(建武年間（1334-1336）か)『日中行事』)
「三把」は「自分の受けた食の中から少量を別にして餓鬼などに施すもの」を指し、仏が弟子に向かって制
散飯

定したと言われている。なお、『日中行事』には「御さばをとりて。あまがつに入てたてさせ給ふ。」という記
述があり、「三把」をとる様子が知られる。(総合仏教大辞典編集委員会 編集(1987)『総合仏教大辞典 上』)
“죽 등을 떠먹는 것”

暑預粥ハ。ヨキイモヲ皮ムキテ。ウスクヘギ切天。ミセンヲワカシテイモヲイルベシ。イタクニルベカラズ。又ヨキ甘葛煎ニテニルト
キハ。アマヅラ一合ニハ水二合バカリイレテニル也。石ナベニテニル。チヒサキ銀ノ尺子ニテモリテマイラス云々。或説云。銀
ノ提ニ入テ銀ノ匙ヲグシテマイラスベシト云云。(三条公房 編(1225-1227か)『三条中山口伝』)

2.3 기존 주석서의 삽화를 통해 본「匙」
『庭訓往来絵

味の素⽂化センター蔵(⽂化8(1811))
⼭城屋／佐兵衛〈東
都〉

詳解』

三次市立図書館蔵(貞享5⦁1688)『庭訓往来図讃』利
倉屋喜兵衛板〈江戸〉

4. 나오며

【参考文献】
『
』
주영하(2011)『음식인문학』휴머니스트. p.342.

李盛雨(1988) 韓國食品文化社 敎文社. pp.28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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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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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川寛子(1988) 食生活と文化 弘学出版. p.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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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川松太郎 校注(1973) 東洋文庫 242 庭訓往来 平凡社. p. , pp.265-270, pp.321-341.

『

』

／

〈 〉

味の素文化センター蔵(文化8(1811)) 庭訓往来絵詳解 山城屋 佐兵衛 東都
검색일 2020년 5월 11일 http://codh.rois.ac.jp/pmjt/book/100241882/

（

）

『

』

後醍醐天皇(建武年間 1334-1336 か)群書類従 第二十六輯 雑部 巻四百六十六 日中行事 . pp.366-369.
검색일 2019년 1월 5일 https://japanknowledge.com/lib/display/?lid=91011V260365#TP10011380

『

』

三条公房 編(1225-1256か)続群書類従 第三十三輯上 雑部 三条中山口伝

검색일 2019년 1월 9일 https://japanknowledge.com/lib/display/?lid=91021V660362#TP20035390

『

』

順徳院(承久3⦁1221))群書類従 第二十六輯 雑部 巻四百六十七 禁秘抄 . pp.378-379.
검색일 2019년 1월 11일 https://japanknowledge.com/lib/display/?lid=91011V260384

『

』

〈 〉

三次市立図書館蔵(貞享5⦁1688) 庭訓往来図讃 利倉屋喜兵衛板 江戸
검색일 2020년 5월 11일

https://trc-adeac.trc.co.jp/Html/ImageView/3420905100/3420905100200010/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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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 따른 일본어과 취업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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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論
정부가 2020년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디지털 뉴딜(58.2조)과 그린 뉴딜(73.4조) 두개의 축을 중
심으로 안전망 강화(28.4조)를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각 해
당 분야에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
만 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온라인‧비대면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유리한 디지털뉴딜과 기후위기 대
응을 위한 그린뉴딜과의 효과적인 병행을 통해 2030년 이후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의 전환과 100만개 일자리창출 및
연간 120조원의 수출이라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였다.1)
하지만 한국판 뉴딜의 중장기 계획에서 언급한 일자리창출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한국판 뉴딜에서 제
시한 그린 뉴딜 10대 과제, 지역균형 뉴딜 추진전략 등에서 해당 과제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교육, 직업 훈
련과정 등 인력공급대책의 구체적 방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일자리창출
의 성공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미시적, 구체적, 범정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일본어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
향성 또한 논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상기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자료를 참고로 한다.
본고의 당위성 도모를 위해 각 기관의 통계자료 및 관련자료도 참고한다. 그리고 뉴딜 발표 후 전국각지의 관련 단
체와 학계가 개최한 세미나와 토론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으로는 한국판 뉴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중에서 양질의 일자리창출
이 가능한 과제와 일본어 전공자가 취업가능한 과제도 살펴보고자 한다.

3. 한국판 뉴딜의 개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극복과 사회·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대응을 위해 지역과 함께 하는
1)김현철 외 7, 「기후·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방안」 2020.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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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인 중장기 발전 전략이다. 뉴딜(New Deal)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2008년~2013년 이명박정부의 ‘녹색 New
Deal’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4대강 살리기를 통해 28만개 일자리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과 차별화
가 있다.2)
<표 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주요 내용

디지털 뉴딜(58.2조원)
그린 뉴딜(73.4조원)
안전망강화(28.4조원)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
D.N.A. 생태계, 비대면 산업 육성, 구현을 위한 녹색인프라, 신재생에너 한 고용ㆍ사회 안전망 확충+디지털
SOC 디지털화 등
지, 녹색산업육성등
ㆍ그린인재양성등
출처 :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추진방안(2020)3)

4.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2021년 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15세~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4.3%로 전년동월대비 2.4%p 하락하였다.
청년층(15세~29세) 고용률도 41.1%로 전년동월대비 2.9%p 하락하였다.4)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2021년 정부 예
산안에 21.3조 원 반영한다고 하였으나 아직은 시행 초기이므로 고용률 향상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총 28회에 걸쳐 진행한 청년 고용정책은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현 정부는 2019년도 일자리 예산에 2018년도 보다 4조 2000원(22%)늘어난 23조 5000억원을 배정했고,5) 2020년
도는 25.5조 원이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취업자 비율은 약 40%, 가령 취업에 성
공했다 해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60% 정도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육을 진행했음에도, 취업에 성공한 사
람이 약 25%에 불과한 이 시점에서 일자리 관련 정책의 개혁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처럼 각 부처별 일자리창출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단기처방식 사업이 대부분으로 한국판 뉴딜
도 발표된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인력공급전략이 없고 수치만 제시 되어 있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어 대대적인 보
완과 수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중 하나로 공교육을 편제하여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과제에 공교육 즉 과제별 맞
춤형 기술교육 직후 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실무형 공교육을 들 수 있다. 한국의 문제는 초・중・고 학제의 일
관적인 인문계 교육이다. 유교 문화에 기인한 기성세대들의 인문계 선호현상도 현 상황의 문제 원인 중 하나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선택사항이 없는 인문계의 학제 위주 공교육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에 적합한 인
력양성을 위한 현장형 진로교육 학제편성이 필요하다.
논자는 독일에서 2006년 부터 실시하여 성공한 ‘이원화교육’과 연계해 연방교육부가 실시한 ‘잡 스타터 촉진 프로
그램 프러스 (Furderprogramm JOBSTAR TER plus)’를 한국의 교육에 적용하여 완전고용 접근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독일은 이 교육의 도입으로 청년층의 고용률이 2010년~2013년 평균 58%를 달성하였으나, 동기간 한국은 44%
에서 40%로 하락하였다.6) 2018년 7월, 한국의 실업률이 9.3%일 때 독일은 상기와 같은 시스템을 통하여 연령대에
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만 15세~24세 청(소)년 실업률이 6.1%로 유럽연합에 가입한 28개국 중 최저를 기록하였다.
독일은 R&D를 통한 기술혁신보다 직업훈련을 통해 양성되고 직무가 가능한 ‘숙련된 기술인력’을 성장동력으로 본다.

2)강영주(2020) 「한국판 뉴딜 지방이 답하다」대전세종포용포럼. pp.47~49
3)박수경 (2020)「일본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육아휴업제도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columnDetail.do?articleId=117 (검색일:2020.10.11.)
4)고용통계과(2021) 「2021년 1월 고용동향 보도자료」통계청. p.1
5)최규민(2018) 「일 찾아 나간 54조원 행방을 찾습니다」Daum 뉴스 (게재일 : 2018년 12월 03일)
6)정미경(2018) 「정미경 박사의 ‘청년실업 극복, 독일에서 배운다’」내일신문 (게재일 :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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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진로교육의 특징은 기업이 직업교육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직접 필요한 직무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하기 때문에 미스매칭이 되지 않고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한국판 뉴딜에
초중고 현장형 진로교육 학제 편제, 체계적인 직업개발교육과 함께 한국형 뉴딜정책과 병행한다면 ‘K-방역’이 세계적
인 모범사례가 된 것처럼 완전고용을 달성한 ‘K-뉴딜’ 또한 세계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5. 한국판 뉴딜에 따른 일본어과 취업
일본어과를 포함한 인문계 졸업자 일부는 경기불황으로 안정된 공무원을 선호한다. 매달 최악의 지표를 기록한 청
년실업률로, 공무원 시험에 뛰어든 청년은 약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공시생 10명 중 3명은 수험을 포기하고
진로를 변경할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 정책처는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3만 4800명씩 공무원을 증원’
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향후 30년간 327조 원이 소용된다. 17만 명의 행복을 위해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하며,
‘세금재앙’이 밀어닥칠 것이다.7) 이처럼 공무원 증원, 공공기관 증원과 같은 고용률 향상을 위한 통계수치 증가인 전
시행정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지역 균형을 이룬다는 취지의 한국판 뉴
딜을 통하여 과제별 사전 맞춤형 직업교육을 각 지역별로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는 한국판 뉴딜을 연계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지방의 구인수요와 인력공급 균형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 할 2020년 지방 모 공공기관의 미스매칭 사례로 채용직무는 ‘빅데이터 분석, 사업화 지원’과 ‘문화기
술(CT)프로젝트 관리’였다. 1차 채용공고 시 지원하지 않아 재공고를 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선발하지 못하였다. 이
러한 상황이 현재 지방의 현실이다.

6. 結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명문대학 입학이, 명문대 입학을 위해서는 거액의 사교육이
필요하며,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소위 ‘명문학군’의 수도권에 거주해야 한다. 때문에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주택가격
은 비현실적으로 폭등하게 된다. 수도권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지방도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학군에 따라 주택의 가
격이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양육-교육-거주지-일자리’가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현
장중심형 ‘독일식 진로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지방의 균형발전과 일본어과 취업의 방향성을 한국판 뉴딜의 사
전 맞춤식 직업교육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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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초 『아구라나베(安愚楽鍋)』에 나타난
소고기의 수용양상
김성희(전북대)

1.시작하며-작가 및 작품소개
『「우점잡담 아구라나베(牛店雜談 安愚楽鍋), 이하 아구라나베라 함』는 가나가키 로분(仮名垣魯文
(1829-1894), 이하 로분이라 함)이 1871년에 초편과 2편, 1872년 3편을 발표하였으며 각 편 6장, 총18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작품은 인물의 심층심리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대소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1)는 이유로
문학사적 평가가 높지는 않지만 ‘노골적으로 당시 사회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메이지 초기를 알려주는 문화사적
으로는 매우 귀중한 자료’2)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메이지정부의 육식 장려 정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소고기’가 서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또 이를 매개로 개인과 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나는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2．본론

2.1 새로운 식사공간과 커뮤니케이션의 등장
2.1.1 소고기전골(牛鍋)로 펼쳐지는 식사공간
이 작품에서 소고기가 소비되는 주된 공간으로 설정된 장소는 소고기전골식당(牛鍋店)이다. 전골식당에서 소고기
를 먹은 것은 당시 가정에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카다 테츠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 ①1,200년에 걸쳐 기피해 오던 냄새나는 고기를 그렇게 간단히 받아들일 수
없다. ②값비싼 서양요리는 그림의 떡이라서 쉽게 손에 닿지 않는다. ③쇠고기 조리법을 전혀 알지 못한다. ④고기를
먹음으로써 심신이 더렵혀지는 것을 두려워했다(케가레 의식)3)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이 작품에 등장하여 식사를 하는 등장인물들은 공개된 넓은 장소에서 공
동으로 소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폐쇄된 공간에서 혼자 또는 둘이서 고기를 즐긴다는 점이다. 이것은 오카다가 앞
서 지적한 ‘케가레’ 의식과 관계가 깊다. 비록 공식적으로 육식이 해금되었지만 서민들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육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1.2 전골이라는 메뉴의 함의(含意)
이 작품에서 소고기를 전골형태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
민들의 고기에 대한 ‘케가레’ 의식이 아직 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저항감을 줄일 것인가4) 라는
점이 메뉴개발의 주요한 요소였다. 전골은 멧돼지나 사슴고기와 같은 야생고기를 재료로 하여 파와 미소(일본된장)를

1) 高永爛, 『安愚楽鍋』と気質物ー人物像の類型性に関する考察ー、고대일본어연구 제9집(2008.12), 참조.
2) 柳田泉(1952), 「明治新政府文藝政策の一端」早稲田大学『人文化学研究』,『明治開化期文學集(ー)』 筑摩書房
(1966) 401쪽
3) 岡田哲(2000), 『とんかつの誕生』 講談社 38쪽.
4)カタジーナ•チフィエルトカ(1995), 「近代日本色文化における「西洋」の受容」『日本調理科学会誌』 Vol.28 No.1
77-77쪽. ,「近代食文化における‘西洋’の収容」『日本の食文化 第8巻 異文化との接触と収容』 雄山閣(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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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 끓인 것으로 메이지이전시대부터 조리법이 알려진 메뉴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소고기전골은 서민
들이 이전부터 접해왔던 전골에서 멧돼지고기나 사슴고기 대신 ‘소고기’라는 재료만 바꾼 셈이 된다. 이 밖에도 재료
의 취급방식 역시 생선회라든지 주사위모양을 택하고 전골남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고기전
골이라는 메뉴가 만들어졌고 이 작품에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재료만이 사슴이나 멧돼지에서 소고기로
바뀌고 양념은 미소(일본된장)에서 간장과 설탕으로 바뀌게5) 된다.

2.2 등장인물로 살펴보는 메이지사회
2.2.1 손님들의 신분
메이지초기 소고기의 수용과 관련하여 이 작품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이 등장인물이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18장면에서 동반자를 포함 모두 26명이 등장한다. 이들의 직업은 만담가, 시골 무사, 재주 없는 남자 게이샤, 목수,
화가, 인력거꾼, 창녀 등으로 대부분 서민 가운데에서도 하층민에 속한다6). 이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로 결국 이
당시 소고기를 먹으러 온 손님들은 대부분 주위의 시선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하층계급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 역시 ‘케가레’와 연결되는 사항으로 당시 사회가 아직은 소고기를 금기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다. 에도시대 오우미지방(지금의 시가현)은 백제나 신라에서의 도래인이 정착한 지역으로 좋은 품종의 소를 길렀는
데 멧돼지고기를 「보탄(牡丹)」이라하고 소고기는 「흑보탄(黑牡丹)」또는 「겨울보탄(冬牡丹)」이라는 은어(隱語)
로 불렀다 한다.7)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보신탕을 ‘영양탕’이라고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되며
이들은 주위의 불편한 시선을 무릅쓰고 소고기를 소비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지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메이지초기 정부가 추진했던 육식장려 운동을 실제로 실생활에
서 실천하고 견인했던 것이 일부 지식인계층뿐만 아니라 바로 이 작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과 같은 사회에서 소
외된 마이너리티계층이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지금까지의 연구가 간과했던 사안으로 앞으로 정정되어야 할 부분이
라 생각한다.

2.2.2 소고기를 먹게 된 이유
이 작품에서 자신 이외에 한 사람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와 홀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각 각 절반으로 나뉜
다. 이들이 당시 사람들이 얽매여 있던 ‘케가레’의식을 떨치고 소고기를 먹게 된 계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
럽게 받아들이게 된 경우와 주위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남성들의 경우는 의사의 권유나 동료와
함께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5명의 여성등장인물은 모두 적극적인 육식애호론자들로
이중 두 명은 외국인과의 접촉을 통해 육식을 접하게 된 것으로 묘사된다. 특히 서양관에서 근무하는 통역에게서 ‘고
기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 혹은 영국 영사의 현지처였던 여성은 아무도 권하지 않았지만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이를 달라고 하여 스스로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2.2.3 화제의 소재
등장인물의 대부분은 밤의 유흥이나 소고기를 처음 접하게 된 경위, 소고기의 맛과 효능을 비롯하여 아들의 학업
문제, 자신의 직업에 관한 이야기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대화의 소재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새로 들어온 증기
기관차, 증기선 그리고 전신기(電信機)와 같은 새로운 문물에 관한 이야기나 물가인상, 기계화의 중요성 등 당시 변
화하는 사회현상에 대해 화제의 소재로 삼는 등장인물도 있다.

2.3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사회화
2.3.1 ‘케가레’와 소고기 혐오
5) 岡田哲(2000), 『とんかつの誕生』 講談社 4쪽.?
6) 나머지 직업을 열거하면, ①마을 게이샤, ②전업 가사일, ③인력거꾼, ④무사와 상인, ⑤상인, ⑥연극인, ⑦의사, ⑧만담가,
⑨밀매음(密賣淫)업자이고 5명은 무직이거나 직업미상이다.
7) 岡田哲(2000), 위의 책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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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의 서술을 통해 메이지초기 소고기 수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즉 전골식당이라는 공간, 전골
이라는 메뉴 그리고 소고기전골을 먹을 때 동석자가 한 명이거나 혼자라는 점 등은 거의 대부분 ‘케가레’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등장인물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들은 모두 소고기
의 찬미자인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34-5세가량의 서양애호가인 남성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당신, 소고기가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소고기를 먹게 되면 지금까지 먹어왔던 멧돼지고
기나 사슴고기는 못 먹어요. 왜 이렇게 청결한 음식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을까요? (중략) 이것을 아직도 야만의 폐습
(弊習)이라고 해서 깨이지 않은 놈들이 육식을 하면 신불(神佛)에 손을 모을 수 없다거나 몸이 부정(不淨)을 탄다거
나 해서 촌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데 이것은 서양학문(究理學)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녀석들에게 후쿠자와가 쓴 육
식지설(肉食之說)이라도 읽혀야 해요」8)(밑줄은 필자)
이 남성이 말하는 후쿠자와의 「육식지설」은 후쿠자와가 장티프스에 걸린 후 우유를 먹고 회복한 후 우유판매회
사의 요청을 받아서 쓴 광고문으로 ‘소고기나 우유는 부정(不淨)한 것이 아니라 신체를 위하여 유효한 것’이라고 강
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후쿠자와의 이 육식예찬론은 그 후 육식장려의 언설(言說)로 인구에 회자되는데 로분은
이 남성을 통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각 장면마다 등장하는 삽화에는 여성들의 경우 가리개
를 치고 소고기를 먹고 있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다.9) 이것은 여성의 경우 ‘케가레’의식이 남성보다 강하게 남아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3.2 맛과 자양 그리고 문명개화
근대 일본의 육식장려 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국가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분
석하는 방법을 취해 왔다. 그리고 국가의 강력한 서양수용정책에 따라 사회지배계층의 선도하에 이러한 정책이 수용
되었음을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가 소재로 삼고 있는 『아구라나베』를 보면 우리가 종래 생각해왔던 것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실
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메이지초기 일반인들의 고기, 특히 소고기에 대한 ‘케가레’의식
이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육식 장려 정책, 그 중에서도 소고기 보급을 위한 노력에는
서민 가운데에서도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이 운동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원동력이었다는 점이다. 즉 메이지기 이후
대대로 내려오던 육식에 대한 혐오감을 넘어서 소고기를 친숙한 식재료로 받아들이게 된 바탕에는 그들의 강한 ‘식
욕’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10)
그런데 이 식욕의 근원에는 ‘맛과 자양’이라는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 초편 제1장과 3장에 등장하는 서양애호가와
시골무사는 ‘소고기는 지극히 맛있어서 이것이 널리 퍼지면 사슴이나 멧돼지는 먹을 수 없을 것’이라며 ‘왜 지금까지
먹지 않았을까’11)또는 ‘지극히 맛있을 뿐만 아니라 개화자양의 음식’이라며 ‘이제는 문명이 개화되어 이를 먹을 수
있다’12)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2.4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인식
앞서 언급한 것처럼 메이지정부는 에도시대의 봉건적인 질서를 타파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근대적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삼았다. 이 작품에는 메이지정부가 목표했던 근대유럽문명의 핵심적인 가
치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묘사되고 있다. 이 작품을 살펴보면 직업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린이를 제외
한 사회활동을 하는 거의 모든 연령대의 시민이 식당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사회적인 관심

8) 仮名垣魯文,「安愚楽鍋」『明治開花期文学全集(1)』, 筑摩書房(1966)，139쪽.
9) 仮名垣魯文, 위의 책, 146쪽.
10) 野間万里子(2006), 「近代日本における肉食受容過程の分析ー辻売、牛鍋と西洋料理ー」, 農業史研究第40号 85쪽.
11) 仮名垣魯文, 위의 책, 139쪽
12) 仮名垣魯文, 위의 책,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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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것은 폐쇄적인 에도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미약하기는 하지만 근대사
회에서 예정하고 있는 「개인」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동석하여 음식과 술을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5장에 등장하는 직공편에서 드러나는데 ‘쌀이 없어서 보리·콩·무우로 지은 밥’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처지가 다른’오야가타이지만 소고기전골집에서는 술자리를 함께 하며13)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이는 소고기전골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다는 장점외에 전골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이지만 소고기라는
새로운 문물이 제공하는 심리적 해방감에 의한 공간의 확장성에 의한 것이다. 소고기라는 문명을 소비함으로서 동석
한 사람들과 동등한 반열에 오르게 되는 심리적 해방과 이에 따른 공간의 확장성이 당시까지 이어지고 있던 계급의
차를 뛰어넘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3. 결어 및 전망
이상과 같이 가나가키 로분의 『아구라나베』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인간군이 소고기전골을 둘러싸고 케가레를
극복하고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경위, 물밀 듯이 들어오는 증기기관차와 같은 새로운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새로
운 직업을 찾아야 할 것인지와 같은 일상의 고민들이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소고기라는 신문물은 메이지정부가 의도하고 있던 계급과 직업의 차이를 넘어 서로
의 이야기를 나누는 ‘고민의 장’을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 仮名垣魯文, 위의 책, 143쪽

- 251 -

근대 일본 미술의 조선표상
- 엘리자베스 키스의 신판화 활동을 중심으로 -

조수강(건국대)

1．들어가며
본 연구는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 이하 키스)의 다이쇼 신판화(大正新版画) 활동을 통해 근대 일본 예
술의 모더니티 전개양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일본의 20세기 초반은 서구 근대주의 담론의 수용과 일본식 모더니즘
창조의 시대로 평가된다. 모든 사회는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할 때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집단과 전통으로 회귀하려는
집단의 이데올로기적 진통을 겪는다. 그런데 일본 모더니즘의 특징은 단순한 서구 근대 담론의 전달자가 아닌 일본
식 근대 담론의 발신자로 거듭나려 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 사회는 일본풍과 서양풍의 양식을 결합한 화
양절충(和洋折衷) 문화를 탄생시키고 접두사 ‘신(新)’, ‘NEW’를 붙임으로써 서구 근대와 일본 전통을 대체하고자 했
다. 이 시대에 창조된 대표적 예술이 바로 신판화(新版画, New prints)이다. 신판화는 일본 목판화 제작기법과 서양
회화 표현법의 융합으로 탄생했다. 그리고 본고의 연구대상인 키스는 신판화의 대표적 서양인 화가(絵師)이다.
키스는 1887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보통 교육을 받으며 독학으로 수채화를 습득했다. 1915년에 언
니 엘리자베스 엘스펫(Elizabeth Elspeth)과 형부 로버트슨 스콧(Robertson Scott)을 만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1917년에 도쿄에서 일본 국내외 명사들의 풍자화 전시회를 개최했다. 1919년에는 언니와 함께 조선을 방문하고, 그
때 그렸던 수채화를 같은 해 가을에 도쿄 미츠코시 백화점에서 전시하였다. 당시 키스의 전시회를 찾았던 일본인 판
화 제작자(版元) 와타나베 쇼자부로(渡辺庄三郎)에 의해 키스는 아마추어 수채화 화가에서 목판화 화가(絵師)로 거
듭나게 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키스에 대한 연구는 목판화의 종주국인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욱 활발히 연구되었다. 그 이유는 키스의 작품 중 상
당수가 일제강점기의 조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선행연구는 석사학위 논문 3편, 학술지 논문 9편, 도서 4
권이 존재하는데, 전동호(2020)의 연구를 제외하고 모두 키스의 작품을 민속학적 분석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키스의 조선 체험에 집중하여 화가의 생애와 작품을 살펴보는 개괄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일본의 선행연구에는
학술지 논문 5편이 존재하는데, 그 중 나가타니 유코(永谷侑子)가 키스의 조선 소재의 작품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국내 연구는 키스의 근간이 되는 일본 체험과 신판화에 대한 선행 연구 부재로 키스를 ‘조선을 사랑한 서양인
화가’라는 프레임 안에서만 해석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연구는 미술사의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인지 키스의 조선 활
동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방법을 설정한다. 먼저 존 클락의 근대 일본 예술
역사 구분에 기초하여, 키스의 역할에 따른 활동 시기를 등단기, 숙련기, 성숙기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일본과 한국의
신문 기사를 발굴하여 아마추어 수채화 화가 출신인 키스의 생애와 활동을 증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근대 예술
장르인 신판화의 서사를 이해함으로써 근대 일본 사회에서의 키스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다. 정리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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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기사 제목
(광고)신동양 제1호((広告)新東洋 第壱号)
내외명사 만화 전람회(内外名士漫画展覧会)
양록회(羊緑会, 수채화와 영어 학습 모임)
세 외국인의 회화전(三外人の画会)
준신여자학교를 위해(順心女学の爲め)
신판화 전람회(新板画展覧会)
영국 여류의 자작화 전람회(英國女流의 自作畵展覽會)
영국 여화가 전람회(英國女畵家 展覽會)
키스 양이 자신 있는 판화 전람회
(キース嬢が得意の版画展覧会)
‘사실에서 탈화 하고 싶어’ 목판화에 대한 나의 고심,
영국 판화가 미스 키스(写実から脱化したい 木版書に対する私の
苦心 英国版書家 ミスキース)
목판화 예찬의 영국 여류 화가(木版画礼賛の英女流画家)
영국 여류 화가 손으로 재현되는 조선의 향토색
키스 여사 사망(キース女史死去)

신문사
朝日新聞
朝日新聞
朝日新聞
朝日新聞
読売新聞
読売新聞
동아일보
매일신보
朝日新聞

발행일
1917.06.01.
1917.11.22.
1919.06.04.
1920.05.24.
1920.05.25.
1921.06.18.
1921.09.18.
1921.09.21.
1922.05.25.

読売新聞
朝日新聞
조선일보
読売新聞

1922.05.26.
1929.12.10.
1934.02.02.
1956.04.26.

구분
등단기

숙련기
성숙기

<표 1> 엘리자베스 키스 관련 신문 기사

3. 등단기(1917년~1920년): 서구 근대 문화의 전달자
먼저 등단기에 발행된 신문기사를 통해 키스가 아마추어 화가 신분으로 개인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배경을
확인한다. 키스는 1917년에 화족회관(현 카스미회관)에서 일본 국내외 명사들의 풍자화를 전시하여 화집 『웃어 넘겨
라(Grin and Bear It, 苦笑して我慢して)』를 권당 5엔에 판매하여 일본의 1차 세계대전 부상자를 위한 기부금을
모금했다. 이 배경에는 영국 출신 저널리스트인 형부 스콧의 영향이 작용했으며, 전시 개최 몇 개월 전 스콧이 발행
한 잡지 『신동양(新東洋)』의 기고자가 키스의 풍자화 인물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기사1,2)
다음으로 기존 연구들은 정확한 증거자료 없이 키스의 조선 소재 수채화가 1919년 가을에 도쿄 미츠코시 백화점
에서 전시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920년 5월에 해당 전시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기사
4) 또한 키스가 영국인 화가 바틀렛, 러시아 조각가 제레미와 함께 일본 여성의 교육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마련하
는 전시회를 개최한(기사5) 사실에서 1차 세계대전 연합국 간 문화교류에 활발히 참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더
욱이 당시 도쿄에서는 열강 국가의 문화인 영어와 수채화를 배우려는 분위기가 형성(기사3)되었다는 점에서 키스가
영일동맹에 의한 우호적인 분위기 덕분에 특별한 저항 없이 일본 화단에 등장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4. 숙련기(1921년~1923년): 일본 문화 개조의 조력자
숙련기는 키스가 신판화 화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한 시기로, 와타나베가 개최한 제1회 신판화 전람회에 키스가 유
명 화가들과 함께 참여한 사실을 확인한다.(기사6) 이어서 1921년에는 경성에서 조선 소재 목판화를 전시했고(기사
7,8) 이 과정에서 문화통치 일환으로 발행된 매일신보가 키스의 활동을 적극 홍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제
작자(版元)의 지도 아래 화가(絵師)의 그림이 일본인 조각가(彫師), 인쇄가(摺師)에 의해 목판화로 탄생하는 제작공
정과 외지(外地)에서 소재를 취하고 내지(内地)에서 제작, 판매하는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키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녀의 작품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활용되기 적합한 도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22년 5월의 도쿄 전시에
대한 기사에서는 키스가 동양 문화를 수용하면서 느끼는 고심과 함께 일본의 하위문화로서 조선 및 타 아시아 국가
를 탐구하고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하기 위해 조선의 풍경을 소재로 삼았다는 것도 확인된다.(기사9,10) 이렇듯 키스
또한 당시의 여러 외국인처럼 무의식적인 오리엔탈리즘을 산출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키스의 조선 체험과 작품을 해

- 253 -

석 하기 앞서 그녀의 등단 과정과 초기 활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5. 성숙기(1923년~1956년): 전통에서 제외된 이방인
성숙기는 1923년에 발생한 간토대진재(関東大震災)로 인해 신판화가 재유행한 시기부터 시작된다. 재해로 인해
와타나베 판화점이 보관하고 있던 화가의 밑그림과 목판은 모두 전소했지만 와타나베는 사업가적 수완을 발휘하여
서구 고객이 요구하는 고전적인 일본 이미지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신판화의 부흥을 꾀했다. 재난과 부흥이라는 일본
역사의 반복은 신판화의 뿌리인 에도 우키요에의 성립 배경과도 일치하여 흥미롭다. 그러나 신판화가 일본인에게는
과거 평온했던 일본(古き良き日本)을 상기시키고 서양인에게는 동양의 판타지를 재현시키는 상품으로 팔리게 되면
서 오히려 일본 외 아시아 국가를 주로 그렸던 서양인 화가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듯 일본인
작가만 참여한 신판화 전람회가 서양에서 활발히 개최되는 한편, 정작 신판화 탄생에 기념비적인 인물인 키스는 일
본 전통 예술에 온전히 흡수되지 못한 채 활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기사11,12)
이후 키스의 활동뿐만 아니라 신판화까지 쇠퇴의 길을 걷게 된 배경에는 전 세계에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전운
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가 키스의 활동을 저지하는 요소가 되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
서 일본의 조선 탄압에 대한 키스의 반감도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키스의 부고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는 일본 사회가 패전 후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도구로서 ‘일본 전통에 매료된 서양인’ 키스를
재소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기사13)

6. 나가며
본고는 키스의 일본 체험과 신판화 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키스가 20세기 초 일본 예술에 끼친
근대적 영향을 확인했다. 키스는 근대 일본 사회에서 서구 문화의 전달자이자 일본 문화 개조의 조력자였으며 동시
에 일본 전통에 흡수되지 못한 이방인이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모더니티 서사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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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의 SF적 상상력
─애니메이션 《노인Z》와 《HUMAN LOST: 인간실격》에서 보는 생명관리─

유수정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1. 들어가며
UN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고령화사회는 총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사회는
14%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일 때를 뜻한다. 여기서 고령인구(노인)란 65세 이상을 의미한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도달했고 2018년에는 노년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섬으로써 바야흐로 고령사회 진입
했다. 통계청은 2025년에 한국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1970년~2018년 우리나라의 고령화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에서 가장 높
았다.1)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는 바로 경제성장률 수치 하락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은 시장규제개혁(완화)
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재정 건전성 준수 등을 주장한다. 그 결과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 경기침체, 고용불안, 돌봄과
사회복지비용 부담의 증가 등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사회구성원 간 갈등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늙
음’과 ‘노인’의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노인문제’는 자식의 불효에서 노인 복지의
문제로, 사회 전체의 문제로 전환된 것이다.
한국보다 앞서 일본사회는 초고령사회를 맞았다. 1970년에 고령화사회에 도달했으며, 1994년에는 고령사회, 2010
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음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한일 양국은 공통적
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및 도시화, 그리고 현대 의학의 발전과 보험제도
등의 정비에 힘입어 기대수명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경험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적 변
화는 노년의 여러 삶의 조건만이 아니라 노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초래했고,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늙
음’, ‘노인’에 대한 담론과 재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 보다 2-30년 앞서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일찍이 고령사회에 들어선 1990년대부터 노인에
관한 담론이 재구축되었으며, 이는 대중문화의 영역에까지 해당됐다. 본 연구에서는 애니메이션 《노인Z》(1991)와
《HUMAN LOST: 인간실격》(2019)에 나타난 노인의 재현 방식을 검토하고, 작품들이 제기하는 21세기의 노인문제,
나아가 인간과 생명에 관한 문제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21세기, 노인을 그리다: 《노인Z》와 《HUMAN LOST:
인간실격》
고대부터 늙음은 피하기 어렵고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고 여겨졌다. 오랫동안 분명한 병세가 있었다 해도 노
인이면 당연히 ‘자연사’로 여겨졌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갈레노스는 2세기에 이미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다. 인간이 노화로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갈레노스의 생각은 이후 지배적이 된다. 우리는 노화가 고령자에게
일반적인 암, 치매, 노쇠 등 모든 증상이 누적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는 인간이 병에 걸려 죽어간다는 사실 이
1) 《업타운뉴스》 2021.3.3.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852072
&memberNo=36765180&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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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것, 즉 죽음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은 고
대 그리스나 중국의 진나라 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갈수록 많은 과학자들이 노화에 대한 기본 개념
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의학과 약학, 그리고 의료･생명 공학 등의 과학-기술이 노화 방지와 생명 연장을 위해 연
구와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자율주행, 가상현실 등 차세대의 정보통신기술도 예외는
아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류의 영원한 꿈인 ‘불로장생’의 ‘늙지 않는 몸’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상상도 해
본다.
이러한 상상은 일찍이 1970년에 고령화사회에 도달해 버린 일본에서도 빠르게 나타났다. 바로 《노인Z》와
《HUMAN LOST: 인간실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노인Z》는 1991년 일본 극장에서 개봉한 기타쿠보 히로유
키(北久保弘之)의 애니메이션이다. <아키라>(1988)의 원작자이자 감독인 오토모 가쓰히로(大友克洋)의 원작이고 각
본과 메커닉 디자인을 담당한 것으로 유명하다.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를 다룬 SF애니메이션으로, 개봉 당시에는 황
당무개한 스토리로 치부되었으나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든 현재에 이르러서는 시대를 앞서간 주제와 기획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일본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인 개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후생성에서는 컴퓨터 회
사의 도움을 받아 노인개호 로봇침대를 개발하였고, 다카자와 기주로(高沢喜十郎)라는 노인이 실험대상이 되어 로봇
침대에 연결된다. 그러나 로봇침대는 다카자와의 의사와 관계없이 폭주하기 시작하고 다카자와의 전 요양사였던 하
루코가 해커까지 불러가며 다카자와씨를 구하려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HUMAN LOST: 인간실격》은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 『인간실격』을 원안으로 한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근미래의 도쿄를 무대로 하여 죽음을 극복한 사회의 뒤틀림을 그리고 있다. SF소설가이자 각본가인 우부가타 도우
(冲方丁)가 스토리 원안과 각본을 맡고, 《신세기 에반게리온》 원화작가 기사키 후미노리(木崎文智)가 감독을 맡고,
유명 캐릭터디자이너와 스래필디자이너까지 참여해 최고의 스탭으로 2019년 말에 극장개봉했다. 의료혁명과 생명 연
장이 실현된 근미래를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리면서 경제적 불균형, 환경오염, 노동 문제, 퇴폐적 윤리관 등 다양한 사
회문제가 보여준다.
20년 전의 작품과 최신 작품으로 비록 창작・발표 시기는 다르지만, 이 두 작품들은 단순히 과학적 상상력에 의
한 환타지라 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다음 장에서는 두 작품이 보여주는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노인을 돌보는 로봇
《노인Z》의 첫 대사는 “이봐 하루코씨, 찝찝해. 하루코씨, 쌌어.”로 시작한다. 이 작품은 후기고령화가 진행된 일
본에서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그런 노인을 어떻게 개호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이 배경이다. 후생성에서는
현재의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Z프로젝트 기획을 도입하기로 한다. 기계에 의한 완전 개호라는 획
기적인 계획을 진행한다. 개호로봇에 들어가면 식사도 목욕도 배설이나 운동, 건강관리까지 완벽하게 자동으로 이루
어지는 완벽한 기계다. 개호할 젊은 인력이 부족한 초고령화사회이므로 기계로 개호를 한다는 제안이다. 그러나 기계
에 의한 완전한 개호는 개호이면서 동시에 기계에 의한 관리이기도 하다. 일본의 평범한 어느 한 가정집에서 간호학
원의 학생 하루코는 자원봉사의 일원으로 거동이 불편한 다카자와 노인을 개호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다카자와
노인이 일본 후생성의 신사업 실험 대상으로 선정되어 후생성의 기관으로 옮겨진다. Z프로젝트는 침대형 개호로봇
Z-001호에 대한 것으로 병원과 자택 독거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로봇이다. 하지만 Z프로젝트 개발
보고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다카자와 노인의 간병인 하루코는 기계개호와 로봇에게 과연 애정이 있는가, 가족 동의
이외에 본인의 동의를 얻었는가 문제제기를 한다. 표면적으로는 기계개호라는 현실론과 인간개호라는 이상론의 갈등
이고 기계 로봇에 맡겨 개호를 처리하는 방식의 기저에는 노인 개호, 나아가 노인을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취급하는
인식이 깔려있다.
작품의 전반부는 이러한 개호문제의 현실과 이상을 그리면서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다 후반으로 넘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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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는 급변한다. 후생성이 개발한 이 로봇은 여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스스로 증식’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
로 사고’하는 자기진화형 인공지능(AI)이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 AI는 환자의 의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거동
이 불편한 노인 다카자와의 의식은 AI와 연결되어 현재의 구속된 상황을 벗어나고파 원래의 간병인이었던 하루코를
계속 찾게 되고, AI는 하루코가 다니는 간호학원의 컴퓨터를 통해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하루코는 친구
들과 다카자와 노인을 구출하기 위해 후생성에 잠입해 탈출을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호로봇은 모양을 바꾸고 스
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사실 Z-001호는 군사용 AI 개발을 위해 비밀리에 개호로봇에 프로그램을 탑
재해 테스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다카자와를 개호하던 로봇에 그의 죽은 아내의 인격이 형성되고 폭주한다.
다카자와는 이전에 아내와 함께 갔던 가마쿠라의 바다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에 답하려는 AI가 자력으로 관리
에서 벗어나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면서 거리를 파괴하고 가마쿠라를 향해 폭주한다. 이 장면은 마치 고질라 등 괴
수영화를 연상시킨다. 폭주하는 노인을 가족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괴수에 암유하는 장면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실
제로는 바다가 보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처참하게 망가지면서도 필사적으로 가마쿠라를 향해 가는 AI에게 ‘인간의 마
음’이 생겼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부, 초고령사회 앞두고 돌봄로봇 육성 박차」2)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국내 돌봄로봇은 기술 개발 수준
이나 상용화는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현재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인형로봇, AI스피커 등이 지방
자치단체의 노인 복지 사업, 대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 대상으로 보급을 늘려 가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정부 지원 하에 개발되고 있는 ‘돌봄 로봇 인형’은 ‘효돌’이다. ‘효돌’의 역할은 물리적 돌봄, 즉 개호가 아니라
말벗이 되어주는 정신적 케어이고, 사실상 ‘돌봄로봇’이 아니라 ‘반려로봇’이다. 2019년 상용화가 시작되어 판매가격은
80만원, 렌탈은 기본 월 2만 5천원, 헬스케어 서비스가 추가되면 월 3만 9천원이다. LTE 통신망을 기반으로 데이터
를 수집하여 복약 알림, 일상생활 관리, 시니어 콘텐츠 제공, 가족 연락, 긴급 전화 요청, 이상 패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생활・정서・건강 관리를 지원3) 하는 등 《노인Z》의 소재가 《HUMAN LOST: 인간실격》의 현실로 구현되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개호로봇을 개발 중에 있다. 개호 로봇을 ① 정보 감지(센서계), ②
판단(지능・제어계), ③ 동작(구동계) 2요소 기술을 갖춘 지능화한 기계시스템으로 정의하며, 《노인Z》에서 구현된
개호로봇을 지향하는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4. 생명과 죽음을 관리하는 시스템
《HUMAN LOST: 인간실격》의 무대는 쇼와 111년(2087년) 일본, 의료혁명이 일어나 평균수명이 120세, 최고수
명이 180세까지 늘었다. 일본인의 체내에는 나노머신이 주입되어 나노머신을 매개로 “S.H.E.L.L.” 시스템과 육체가 연
결된 상태이다. 사람들은 방독면을 쓰고 생활하지만 “S.H.E.L.L.”의 관리로 병사나 상해사 등이 없고, 일정 정도의 장
기 파손은 재생이 가능한 재생의료기술이 확립해 있는 무병장수의 사회이다. 뇌내 물질도 나노머신으로 조작할 수
있어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시간은 하루 19시간, 퇴근 러시는 오전 4시인 미
래사회가 작품세계로 설정되어 있다. 빈부격차는 심화되어 ‘인사이드’로 불리는 도심에는 부유층이 살고, 그들은 120
살이 되면 인간으로서 합격했다 하여 고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한편으로는 ‘로스트 현상’이라는 증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정부는 은폐하고 있다. 나노머신 의료기술은 인체를 고칠 때 “S.H.E.L.L.” 시스템에 보존된 인간 데이터를 기반
으로 인체를 재구축하지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체내 나노머신이 네트워크에서 분리되어 “S.H.E.L.L.”에 보존된 데이
터에 접속하지 못 한 채 인체를 재구축하고, 그 결과 자아를 잃은 육체는 괴물이 되어 버린다. 장수와 건강이라는
시스템이 안고 있고 있는 문제이다. 작품은 이러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과 관리사회의 이면에 있는 로스트현상이라
는 문제를 설정하고 있다.
2) 『한국일보』, 2019. 8. 3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300146025224
3) ㈜효돌 공식홈페이지 https://www.hyod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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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오바 요조(大庭葉蔵)는 자기 눈앞에서 로스트하여 자아를 읽고 괴물이 된 친구의 촉수에 몸이 관통되고,
본인도 로스트한다. 그러나 주인공은 자아를 잃지 않았고 심지어 로스트 상태에서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주인공의 신체 데이터를 입수하여 로스트현상을 넘어서고 수명을 더욱 연장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주인공을 통해 사회보장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호리키 마사오(堀木正雄)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의도적으로 주인공의
친구와 지인을 로스트시킨다. 주인공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히로인 히이라기 요시코(柊美子)는 주인공을 신뢰하면서
그를 인류의 희망으로 보고, 일본 정부에 협력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주인공은 살아갈 의욕을 잃고 인류의 희망이라
는 말을 실감하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이 로스트하는 데에 당혹한다. 히로인과 주인공은 어릴 적 비슷한 경험을 했
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적에게 심장을 빼앗겨 의식불명이 된 주인공의 정신세계에 히로인이 침입하여 그를 깨우려
한다. 한편 의식을 잃은 주인공의 육체에 노인들의 정신을 이식하여 생명 연장을 하려 하자 히로인은 이를 막고자
자신의 장기를 모두 노인들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주인공은 히로인이 꿈꾼 희망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인류를 위
한 싸움을 이어가고 히로인의 육체를 써서 연명하려던 노인도 이에 실패하고 로스트한다. 마지막은 히로인의 신체
데이터를 더한 시스템은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반년 뒤에는 로스트체가 283개 발생, 이를 주인공이 처리하면서 작품
은 끝난다. 마지막 변신에서 요조의 대사는 “부끄러움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우리들의 전쟁은 지금부터다!”이다.
본 애니메이션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을 대담하게 번안하고 SF 액션 스토리로 구성한 작품이다. 작품 중
다른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모티브를 따온 장면이 많고4) 캐릭터 설정이나 디자인에서 기시감을 주어 관객들에게 혹
평을 얻었다.

5. 결론

4) 주인공이 싸우기 위해 인위적으로 로스트하려면 체내 나노머신을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
해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데 이는 《진격의 거인》과 같은 설정이다. 주인공이 쓰는 무기는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활
과 비슷하고, 히로인의 모습을 한 적도 마찬가지다.

- 259 -

한·일 개호살인(介護殺人), 개호심중(介護心中)을 둘러싼
가족의 비극
미디어에 투영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이윤주(전북대)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피개호자가 아닌 개호자의 시각에서 ‘개호살인(介護殺人)’, ‘간병살인(看病殺人)’이 발생하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초고령화 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개호의 사회화’를 표방하며 정립된 개호보험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개호나 간병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개인이나 가족의 영역으로 치부하기 일쑤다. 개호는 끝이 없
는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 대부분 장기개호가 지속되며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고 실제 개호파산, 개호살인을 넘어
가족의 파멸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찾아온 수명연장이라는 축복이 과연 인간의 삶과
죽음까지 존엄하게 영속할 수 있게끔 하는 기제가 되고 있는가의 의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개호살인, 간병살인 사례를 분석 비교해 일순 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현재 가족개호의 문제점과 향후 개호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유의미성을 찾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현대 일본사회 속 개호를 지탱해 주는 시스템인 개호보험제도는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보다 20년 앞
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현재 1～2주에 한 건 이상의 개호살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개호살인이 잇
따르면서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06년부터 사례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개
호살인은 247건, 피해자는 250명에 달했다.(厚生労働省, 2017) 경찰청도 2007년부터 개호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했
는데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개호피로가 동기가 된 살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34건이다. 신문기사를 분석
한 유하라 에츠코(湯原悦子,旧姓加藤)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716건이 발생, 724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
됐다. 평균적으로 연간 40여 건, 매월 3건 이상이다. 1～2주에 한 번씩 개호살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조사에 따르
면 남편이 부인을 살해한 경우는 33.5%,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경우는 32.8%였다. 가해자는 남성이 72.3%, 피해자는
여성이 74.3%에 달했다.(加藤悦子, 2017)
한국 또한 ‘간병살인’으로 불리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이후 간병살인 가해자 수는 총 154명,
희생자 수는 2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영규 외, 2019) 그러나 이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통계는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호와 관련한 살인, 심중(心中)1) 사건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고령자 개호에 대한 가족개호, 재택개호 시스템의 문
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재택개호의 실상은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가족을 돌봐왔던 개호자가 한순간 살인의 가해자
가 되기까지 개호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사례들이 많다.
본 연구는 미디어에 투영된 가해자의 시각에서 개호를 바라보기 위해 미디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선행연구를

1) “고령자 학대의 가장 비참한 유형으로서 피개호자의 자살, 개호살인, 개호심중 등이 있다. 개호 받는 것을 괴로워해 살
아가는 것을 스스로 끊는 것이 자살이다. 개호가 부담이 되어 개호자가 개호를 종언하기 위해 피개호자의 생명을 끊는
것이 개호살인이다. 그리고 개호자가 개호에 지쳐 개호를 지속하는 것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피개호자와 함께 죽음에
이르는 것이 개호심중이다.” 染谷俶子(2001), 「第６章 家族社会学的視点からみた日本の高齢者虐待」, 『高齢者虐
待 日本の現状と課題』, 中央法規,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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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2. 선행연구 검토
잇세 다카코(一瀬貴子,2001)의 연구 「고령자의 심중사건에 내재된 개호문제 -심중사건에 관한 신문기사분석에서
-(高齢者の心中事件に潜む介護問題ー心中事件に関する新聞記事の分析からー)」는 1992년 1월부터 1999년 12
월까지 8년간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추출해 연구대상이 되는 사건을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형
태를 취했다. 개호에 관한 심중사건에 대해 그 배경에 있는 심리·사회적 상황과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함
으로써 고령자 개호문제의 심각성을 밝히도록 시도했다. 이케다 나오스(池田直樹, 2004)는 「일변련의 활동 4. 개호
살인보도의 분석(日弁連の活動 4. 介護殺人報道の分析)」 2003년 3월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의한 「고령자에 대한
학대방지 대책 (高齢者に対する虐待防止への取り組み)」 심포지움에서 보고된 것으로 인터넷에 게재된 사건 보도
중 재택개호 현장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분석했다. 1998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발생한 38건의 사건에 대한 분
석이 이루어졌는데 가해자의 평균연령이 60세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과 성별로는 남성이 76%였다는 결
과를 도출했다. 다카사키 키누코(高崎絹子, 2003)의 연구 「고령자의 변호와 고령자 학대·학대방지를 위한 법제도화
를 위해(高齢者のアドボカシーと高齢者虐待·虐待防止のための法制度化に向けて)」는 개호, 살인을 키워드로 신
문 보도를 조사해 개호보험제도 도입 전후 5년간 고령자 부모의 개호를 계기로 살인에 이른 형사사건 82건을 조사
했다. 연구 결과로 사건 수,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 친족 관계, 동기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근래에도 개호살인 사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유하라 에츠코(湯原悦子,旧姓加藤 2010)의 연구이다. 유
하라 에츠코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개호를 둘러싸고 친족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신문에 보도된 사례를
분석했다. 그중 피해자는 60세 이상의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신문 보도자료는 일본 전국을 망라하는
신문과 지역신문을 포함해 30곳의 언론사가 게재한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유하라 에츠코는 개호살인 사건
수와 사망자 수, 가해·피해자의 관계, 성별, 연령, 사건 발생 배경을 친족 관계 사례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또한, 복수
의 사건에서 보이는 공통점을 도출했는데 가해자도 살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각오로 살해한 심중 사건, 혹은 심
중 미수가 42.3% 달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미디어를 매개로 한 개호살인, 개호심중 연구 대부분은 신문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이는 사건 발생 개요를 분석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개호살인, 심중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경위에 집중하기보다
는 피개호자의 인권과 사건형태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좀 더 다각적인 접근방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신문에 보도된 기사 내용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인터넷 뉴스를 분석함은 물론 NHK, 마이니치신문, 서울신문
의 취재반이 개호살인, 개호심중 기획기사 이후의 후속 내용을 편집해 발행한 저서도 포함한다. 또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개호살인, 개호심중의 사건형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개호자
의 시각에서 한국과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상을 비교, 분석한다.

3. 연구 내용과 범위
일본에서 고령자가 재택에서 생활하는 것은 2000년 개호보험제도 창설 당시부터 ‘재택개호 우선’이라는 문언을 통
해서다. 개호보험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었다. 이로 인해 재택개호 서비스의
제반 사항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케어매니저(개호지원전문원)’을 두어 전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05년 개정에서 재택 고령자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주임
케어매니저 세 직종을 배치해 개호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개별 맞춤을 지원하고 있
다. 게다가 2011년 개정에서는 24시간 대응하는 방문개호간호서비스가 창설되어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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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순회와 가족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방문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川久保
寛, 2019)
개호의 형태 중 재택개호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
는 점, 자택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익숙한 공간이 주는 안정감으로 인해 재택개호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가족이 개호자가 되어 개호를 받는 사례뿐만 아니라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도 특별히 움직임에
큰 불편함이 없다면 재택개호를 선호한다. 일본에서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택개호 서비스는
방문개호 서비스와 데이서비스 등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따라 개호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 핵가족화 사회에서 개호를 담당해야 하는 가족의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개호는
끝을 알 수 없는 장기개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개호로 인한 피로, 스트레스를 넘어 우울증,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를 비롯해 다양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호살인, 개호심중으로 치닫는 경우의 사례에
서도 가해자가 개호로 인한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25.4%, 장애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례가 18.2%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 2019)
이에 본 연구는 개호의 형태 중 재택개호를 중심으로 발생한 사례를 분석해 다음 세 가지 중점 사안에 집중해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① 고령자 학대 분석 : 후생노동성에서 규정하는 학대의 내용을 분류하면 크게 신체적 학대, 개호 포기,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로 분류한다. 신체적 학대는 폭력적, 강제적 행위, 신체 구속이 해당되며 개호 포기는
피개호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개호서비스의 제한, 수분·음식섭취의 방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 등
이다. 심리적 학대는 폭언, 위압, 모독, 협박, 무시 등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말하며, 성적학대는 성행위 강요,
성적착취가 이에 해당된다. 경제적 학대는 연금 · 예금, 적금의 무단 사용,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
는 행위, 부동산·유가증권 등을 무단으로 매각하는 행위이다. 학대 중 신체적 학대가 67.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심리적 학대 39.5%, 개호 포기 19.9%, 경제적 학대 17.6%, 성적 학대 0.4%로 나타났다. 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는 피
개호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개호자에 의해 살해된 개호살인 형태가 대부분이다. 소메야 요시코(染谷俶
子, 2001)는 고령자 학대의 가장 비참한 유형으로 개호살인과 개호심중을 설명하고 있는데 ,고령자 학대는 개호, 요
양시설의 발생보다 재택개호 중 가족, 친족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개호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정을 거듭하며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고령자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② 개호살인, 개호심중 발생 요인에 따른 재택개호 사례 분석 : 미디어에 투영된 개호(간병)살인, 개호심중이 발생
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개호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개호(老
老介護), 두 번째 한 명의 개호자가 한 명 이상의 피개호자를 돌보는 형태의 다중개호(多重介護), 세 번째 미혼, 비
혼의 자녀가 개호를 담당하는 독신개호(独身介護), 네 번째 일본에서는 영케어러라고 불리는 청년개호(青年介護) 형
태이다.
대부분의 케어매니저가 개호자의 개호 피로, 스트레스로 인한 사건의 우려를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이나 개호심중 등을 포함하여 최악의 결과가 예상되는 현장이라는 것이다. 개호의 현장은 그만큼 가혹
하기도 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개호살인 사건은 대부분 가족 간의 살인사건이라는 점에 있어서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재택개호의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2007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개호살인에 대한 통계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매년 그 수가 증가
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현 상황이 머지않아 다가올 한국의 미래라는 점이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가 될 전망이다.(유
영규 외, 2019) 간병살인에 대한 통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간
병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처럼 본 연구는 개호살인, 개호심중이 발생한 사례분석을 통해 드러나
지 않은 재택개호시스템의 이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주력한다.
③ 현 한국과 일본의 개호(간병)시스템의 특징과 문제점 연구 : 초고령사회 일본은 매년 사상 최고치의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책정해 왔다. 그러나 2019년 말 재무성 심의회는 고령화로 계속 늘어나는 사회보장비를 억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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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지불하는 의료비의 자기부담을 늘릴 것을 제언했다. 개호보험의 자기부담액이 증가하는 대상자는 최대 30
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연유로 고령자 빈곤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재택개호 시 받을 수 있었던 개
호서비스 중 케어매니저가 작성하는 서비스 이용계획인 케어플랜 작성에 대해서도 유료화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국도 이와 마찬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
보험이므로 지출 증가에 따라 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였으나 그간 국민의 보
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오랫동안 건강보험료율에 6.55%를
유지하다가 2018년도부터 3년 연속으로 인상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 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개정사항1, 2020)
총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개호(간병)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사회보장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의 인구분포, 고령자를 둘러싼 환경
의 변화 등 강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호(간병) 전반은 고령자 스스로가 혹은
가족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현대사회에서 개호자(가해자)의 시각을 통
해 분석한 개호(간병)살인, 개호심중 사례는 향후 개호(간병)시스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데 많은 것을 시사해 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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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疎地域の活性化に取り組む観光協会の活動と今後の課題
金昭羅 (立命館大学大学院)

1. はじめに
瀬戸内国際芸術祭（以下、「芸術祭」とする）は瀬戸内海の島々を舞台に開催されている。その中で香川県小
豆郡土庄町1)に属する豊島2)は持続的な人口減少とともに第一次産業や石材産業など島の主要産業の衰退により
将来に地域の消滅を懸念している過疎地域である。そのような豊島で2010年から芸術祭が開催され、アート作
品の鑑賞を中心とする観光業の活性化により一定の地域活性化の効果を得ている3)。
芸術祭の開催以前に観光目的の訪問者がほとんどいなかった豊島は芸術祭の開催を島の活性化の機会に考
え、島独自の観光協会を設立して島の活性化や観光振興に取り組んでいることは注目に値する。その例として
直島、小豆島、女木島と豊島の差を上げることができよう。独自の観光協会がある直島4)、小豆島、女木島5)は
芸術祭の開催以前から数多くの観光資源を持つ地域であるが、芸術祭をきっかけに観光資源を持つようになっ
た豊島とは異なるといえよう。
近年、情報通信技術の発達やインバウンド観光の増加などによる観光行動・観光形態の劇的な変化により観
光振興と地域を取り巻く環境が急速に変化しており、多様な主体の参加により主体間の連携と調整はさらに複
雑になっている。その際に、行政主導の計画や事業推進だけでは地域活性化や観光振興のための総合的な対応
は難しい。これらの問題は地域の活性化に貢献している地域組織の活発な活動によって補完でき、その中で観
光振興の担い手として観光協会の活躍が期待される。
観光協会に関する先行研究をみると、まず村瀬（2014）は観光協会と商工会議所の連携を中心に、観光地の
経営のため、観光振興関連組織の連携の実態を明らかにした点には意義があると考えられる。しかし、地域観
光の一線で活躍している個別の観光協会の事例に注目する研究が足りないところは、課題であると考える。
次に原（2018）は、2005年4月に結成され2018年に解散した香川県東かがわ市ニューツーリズム協会（以下、
「ニューツー」とする）を研究事例として、ニューツーの活動内容を明らかにしたうえで、ニューツーの地域へ
の貢献やニューツーの解散の原因などを述べた。今後の東かがわ市の観光協会設立や運営における示唆点を提
示したことには意味があると考えるが、対象地が失敗事例であることもあり、観光協会の今後の方向性を示す
には至っていない。
1) 土庄町は小豆島の北西部、豊島、沖之島を行政区域とする。小豆島には土庄町と小豆島町の2つの自治体がある。
2015年度国勢調査に基づく小豆島の人口は 27,927人であり、面積は153.29km²である。小豆島と豊島において瀬戸
内国際芸術祭のインパクトが大きいといえるが、地域資源が少ない豊島に比べると、小豆島には小豆島オリーブ公
園、土渕海峡、二十四の瞳映画村などの数多くの観光資源があり、醤油、佃煮、ごま油、素麺などの食品製造業が
盛んである。
2) 豊島は家浦・唐櫃・甲生の3つの地区があり、面積は14.5km²である。土庄町ホームページ「統計情報」によると、
2015年10月1日の時点で人口は867人、438世帯、老齢化率は50.3％である。
3) 豊島における芸術祭の効果に関しては金昭羅（2020）を参照してほしい。
4) 直島は香川県香川郡直島町に属する。香川県ホームページ「離島統計情報」によると、2015年の時点で人口は3,105
人である。芸術祭開催前から地中美術館、現代アートによる島内の古民家の再生事業である「家プロジェクト」な
ど、現代アートを活用した地域活性化の先進事例として名高い。
5) 女木島は香川県高松市女木町に属し、面積は2.62km²である。 香川県ホームページ「離島統計情報」によると、
2015年の時点で人口は136人である。鬼ヶ島大洞窟、海水浴場、女木島のオーテ（民家の周りの高さ約3メートルの
石垣）などの観光資源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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研究目的は、NPO法人豊島観光協会を研究事例にして豊島の活性化におけるNPO法人豊島観光協会の活動の
成果を明らかにしたうえで、島の活性化と観光振興のための観光協会の今後の課題と活動方向を考察してみた
い。

2. 瀬戸内国際芸術祭の概観
瀬戸内国際芸術祭はトリエンナーレの形で開催されており、2010年に始まり 、2013年に第2回、2016年に第3
回、2019年に第4回が開催された6)。芸術祭が開催されない年にも芸術祭開催期間に展示された作品の一部を展
示しているため、芸術祭の舞台となる島々に引き続き訪問者が訪れている。
第1回の芸術祭がアート作品の好評と地域活性化の効果を認め受け、第2回の芸術祭から5つの島7)が追加で芸
術祭の会場となっており、開催期間を春・夏・秋の会期に分けて開催されている。当該年度の芸術祭総括報告
書や日本銀行高松支店の報告書によると、芸術祭の来場者数と経済波及効果は第1回が938,246人と111億円、第2
回は1,070,368人と132億円、第3回が1,040,050人と139億円、第4回は1,178,484人と180億円である。
室井（2011）は芸術祭を①芸術作品展としての文化事業、②地域づくり事業、③観光事業としての地域経済的
な評価という観点から評価できるが、主催側の香川県はもっぱら芸術祭の経済効果に注目し、評価していると
説明した。それは香川県の主要産業であった石油製品･石炭製品産業の衰退や先端産業の育成の不振などにより
県の経済政策の柱として観光産業の育成に力を注いでいることにつながる内容である。
香川県以外にも2003年の観光立国宣言をはじめとし、多くの地域で地域活性化の方策として観光振興に注目
している。その理由は、交流人口の増加とそれによる消費の増大を通じて人口減少・財政の悪化・地域産業の
衰退などで縮小された地域経済を支えるためである。

3. NPO法人豊島観光協会の設立過程と活動内容
3.1 NPO法人豊島観光協会の設立過程
豊島は観光を目的とする訪問者数が少なかったため、豊島観光案内業務に関しては観光地である小豆島に位
置する土庄町観光協会が一本化して担当していた。2009年に芸術祭の開催が決まってから、土庄町観光協会か
ら分離して豊島独自の観光協会を設立することを決定した。こうして、2009年から2010年の間に土庄町観光協
会からの分離準備を進め、2010年の第1回芸術祭開催時には任意団体として豊島観光協会の活動を開始した。
土庄町観光協会から分離する際に、新たな観光協会は土庄町役場から自転車レンタル事業や荷物預かり所運
営事業を受託された。受託事業の継続的な運営、事業運営や収益の財務関係の透明化、協会の事業領域拡大、
協会の発展などを考えて、それまで任意団体として活動していた観光協会を法人化することを決定した。法人
取得の手続きを終えて2014年1月15日にNPO法人豊島観光協会を設立した。

3.2 NPO法人豊島観光協会の活動内容
ここではNPO法人豊島観光協会の活動の中で、「関係者との協力関係づくり」と「各種の収益事業の運営」
について述べる。「関係者との協力関係づくり」に関しては豊島連絡協議会の開催がある。NPO法人豊島観光協
会は、豊島連絡協議会を通じて豊島観光に関わる各組織との協力関係を構築し、訪問者受け入れの課題である
6) 芸術祭の開催期間は第1回が計105日間、第2回が計108日間、第3回が計108日間、第4回が計107日間である。
7) 5つの島は沙弥島、本島、高見島、粟島、伊吹島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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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インフラの脆弱さ」に取り組んでいる。まず、各組織が情報共有ができなかったことに対して、関係組織
間の連絡網を構築し、豊島の混雑情報や緊急情報などを共有しており、観光協会はホームページや港のサイン
設置を通じて訪問者に豊島の現況を伝えている。また、以前には各組織がそれぞれに情報発信を行っていた
が、現在は観光協会が情報を集約して「豊島ガイドマップ」を作成・改訂しており、豊島に関する最新の情報
が訪問者に発信されるようになった。
「各種の収益事業の運営」は訪問者に対する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るとともに、観光協会の運営や事業推進
に必要な財源を得ている。NPO法人豊島観光協会の主な収益事業には、自転車レンタル事業、手荷物預かり所
の運営事業、物販事業がある。物販事業はNPO法人化以降に豊島観光協会が立ち上げた事業であり、豊島産品
や土産物などを販売する「豊島マルシェ」という売店を運営している。 物販事業の拡大に関わって2018年には
豊島オリジナルの商品開発に着手した。2019年には商品の拡充や店舗レイアウトの変更などを行い、物販事業
は第4回芸術祭の開催に伴い予算比111.0％の売上となった。

4. NPO法人豊島観光協会の今後の課題
NPO法人豊島観光協会は芸術祭の開催をきっかけにして小回りが利く島の独自の観光協会を立ち上げたこと
と、観光協会を中心に豊島内外の多様な主体との連絡体制及び協力関係を構築しているところに、独自の意義
があると考えられる。また、協会の法人化による組織体制の整備と収益事業の運営による自主財源確保など、
組織自体の発展に成果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
今後の課題としては、コロナ感染状況の長期化に対応できる協会運営の維持と島の活性化に貢献できる方法
を模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約10年間の活動を通じてNPO法人豊島観光協会は、協会運営のノウハウを蓄積し
ており、島の観光振興に関する観光協会の活動の枠組みが整ったと考える。これからは、地域課題の解決に取
り組むことができるまちづくり活動の展開と観光振興とのバランスをとることが必要だと考えられる。今まで
の成果と組織の利点をもとにして関連主体との連携を通じて新たな活動の展開が期待できる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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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香川大学経済論叢』91（2）、pp.115-131
村瀬慶紀（2014）「観光振興における組織連携の現状と今後の展望:商工会議所と観光協会の連携に関する実態調査を
中心として」『鈴鹿国際大学紀要』(21)、pp.41-54
室井研二（2011）「香川県内の主に東部島嶼地域の社会と文化の変化に関する調査研究：瀬戸内国際芸術祭の住民評
価とその規定因」『香川大学瀬戸内圏研究センター報告書』
金昭羅 2020

- 266 -

한일 노인복지시설의 감염관리 전개에 관한 연구
김경민(대구한의대)

1. 서론
노인복지시설의 감염관리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이용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서비스제공에 관
련된 제3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장기간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감염관리는
안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다. 노인복지시설내의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제공관련 제3자는 외부환경
과 시설내의 노인과의 관계에서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서비스제공자의 이탈은 지속적인 노인복지 서비스제공의 장애요소
가 된다. 생활의 장소인 노인복지시설에서 이용자가 감염병에 불안적인 요소는 이용자 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에게
확산의 위험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제공자의 감염병 불안요소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및 서비
스제공자의 가족, 주변인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감염병 확산방지 및 확대방지를 위해 한국에서는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예방관리 메뉴얼」을
2015년, 「코로나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를 2020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작・배포하였다. 일본은 후
생노동성에서 2013년에 「인플루엔자 시설 내 감염예방 안내서」와 년에 2020년에 「개호현장의 감염대책 안내서」
를 제작・배포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의 논의가 되었다. 현재
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다.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생활의 장소에서 안전하고 안녕한 삶과 서비스제공자가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지속적인 감염병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시설 감염관리 전개를 연구를 통해 지속
적인 관리가 필요한 감염대책의 흐름과 앞으로의 시사점을 알 수 있는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
구는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의 감염관리 전개 고찰을 위해 공공기관의 자료 및 관련 연구소의 자료를 분석하여
노인복지시설의 감염관리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본론
1) 한국의 노인복지시설 감염관리 매뉴얼 및 시나리오
한국의 노인복지시설 감염관리는 감염병 관리 매뉴얼과 시나리오에 나타나있다(표-1). 매뉴얼과 시나리오의 목적
은 장기요양기관이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수급자 및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2015년 메르스 발생시 장기요양
기관에서의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응방안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시설 내의
감염병관리 대책 위원회의 구성과 국가 위기시의 대응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대응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표-1>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관리 매뉴얼 및 시나리오
구분

내용

장기요양 감염병 예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관리,대책 위원회 구성

방관리 매뉴얼

- 위원장 : 시설장(관리책임자), 부위원장(사무국장), 간사(간호과장), 환자파악팀(간호사), 환자

- 267 -

관리팀(간호사, 요양보호사), 행정지원팀(사회복지사, 사무원), 대외관리팀(사회복지사)
· 감염병 환자 발생시 대응체계

– 2단계 진단·확산 발생확인
- 3단계 대처·확산초기 및 유행 – 4단계 전파차단 감염병 종식
- 1단계 사정·확산 발생감지

· 국가 위기 상황 시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 관리체계
· 세부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제시
-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 역학조사관이 실시
→ 노인요양시설 내 방역소독을 실시함

: 전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의사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공지
코로나19

하는 검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에 따름

(COVID-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용-

-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확자인 경우

→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 권고에 따라 장기요양

: 전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확진확자 발생 사실을 공지
검사·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에 따름
기관을 폐쇄(전부 또는 부분)

→ 장기요양기관이 폐쇄된 경우 격리기간(1~14일) 동안 해당 기

관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및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
치를 한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2015)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필자 재구성 국민건강보험(2020)

」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입소,재가)용 필자 재구성

「코로나

19(COVID-19)

2) 일본의 노인복지시설 감염관리 매뉴얼과 안내서
일본의 노인복지시설 감염관리는 후생노동성에서 매뉴얼과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감염대책 매뉴얼은 1판
(2014년)과 개정판(2019년)을 제작하였으며, 감염대책 안내서는 제1판(2020년 10월)과 제2판(2021년 3월)을 제작하였
다. 매뉴얼과 안내서를 기반으로 직원대상 현장에서의 감염대책 매뉴얼도 제작(2020년 10월)하였다.
<표-2> 일본의 고령자개호시설의 감염병대책 및 안내서
구분

고령자개호시설
에 있어서 감
염대책 매뉴얼
개정판(2019)

내용
· 고령자개호시설에 있어서 감염관리체제
- 시설장, 사무장, 의사, 간호직원, 개호직원, 영양사, 생활상담원으로 구성하며, 조직의 전반을 관리
할 수 있는 폭 넓은 직종으로 구성된다. 감염대책은 입소자의 안전관리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입소자의 안전확보는 시설의 책임이다.
· 고령자개호시설의 감염대책의 기본은

① 감염시키지 않는 것, ② 감염되어도 발병하지 않는 것으

로 감염제어이다. 적절한 예방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본이 되는 것은 표준예방책이라고 한
다.
・감염대책의 중요한 세가지

개호직원을 위
한 감염대책
매뉴얼(2020)

-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병원체(감염원)의 제거
-

①접촉감염 ②비말감염 ③공기감염의 감염경로 차단
- 직원의 저항력(면역력) 향상

・구토, 배설물, 혈액 등의 체액을 만지는 경우에는 표준예방책 적용
- 손위생, 장갑착용, 마스크・앞치마・가운 착용, 기구・시트 소독 등의 실시가 중요
· 세부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제시

개호현장에 있
어서 감염대책
의 안내서 제2
판(2021)

-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 노인요양시설 내 방역소독을 실시함

: 전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의사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공지
검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에 따름

-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확자인 경우

→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검사·
→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 권고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폐쇄

: 전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확진확자 발생 사실을 공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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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부분)

→ 장기요양기관이 폐쇄된 경우 격리기간(1~14일) 동안 해당 기관에 입소 중인 수

급자에 대한 서비스 및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자료 : 후생노동성(2019) 고령자개호시설에 있어서 감염대책 매뉴얼 개정판 필자 재구성
후생노동성(2020) 개호직원을 위한 감염대책 매뉴얼 필자 재구성
후생노동성(2021) 개호현장에 있어서 감염대책의 안내서 제2판 필자 재구성
3) 한국의 노인복지시설의 감염관리 전개
한국의 최근 노인복지시설의 감염관리는 코로나19관련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
복지시설 대응 지침 1판에서 7판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응체계와 조치사항에 대
해 설명해 놓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노인복지시설이나 생활시설에 대한 구분을 해놓지 않고 있다.
<표-3>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구분

내용(추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1판
(2020.02.)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3.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4. 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5. 시설 휴관(원) 시 추가 조치
6. 행정사항

• 지자체 협조사항(현장지원, 연락체계 구축, 시설휴관)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2판
(2020.02.21)

최근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발열,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관련 업무 배제하고 필요시 진단검사 실시
위기단계 상향 경계에서 심각(2월24일)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배치
□시설 입소・출입 시 방역 관리 강화

3판
(2020.02.26)

□

직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하는 내용
기본방향 : 시설이용자, 시설 종사자 및 방문객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조기 인지 및 전파 방지
조치 실시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4판
(2020.03.13)

○사회복지시설 내 감염관리체계 구성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환경 위생 관리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4-1판
(2020.03.26)
5판
(2020.05.06)

6판
(2020.10.12)

4. 접촉의 최소화: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유증상자: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생활속거리두기로 전환(5월6일) - 면회, 외출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 면회 허용시기는 시설별로 정하도록 하고, 시설에서 정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외적으로

․

허용, 시설별로 면회 수칙 등 별도 마련 운영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복귀

4. 접촉의 최소화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시설 내 종사자가 감염원이 되어, 이용자에게 전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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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철저
- 종사자 방역수칙 교육 및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종사자간 식사, 모임, 회의 등을 할 때에도 개인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세부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 체계

□

7판
(2020.11.11)

○
○방역조치 점검 ○공통적용사항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
□서비스 제공 유지 방안 ○ 노인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내 외부인 출입・접촉을 엄격하게 제한하되
입소자・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조치시행

자료:보건복지부(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1~7판) 필자재구성
4)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의 감염관리 전개
일본은 코로나19 감염관리를 위해 감염확대방지, 감염발생에 대비한 대응, 감염대책과 시뮬레이션, 병상의 부족과
노인복지시설내에서 감염발생시의 대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과 노인
복지시설의 대응을 혼용하였다. 또한 획일적인 내용의 형태가 아닌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의 노력들이 보여진다.
<표-4>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의 감염관리 전개
구분
2020.02.24

내용(추가사항)
사회복지시설 등의 감염확대방지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
1. 직원등의 대응에 대해 2. 이용자의 대응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등의 감염확대방지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 2
1.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
(1) 시설등에 있어서 조치 (2) 직원의 조치 (3) 재활 등 실시 시 유의점

2020.04.07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감염된 자 등이 발생했을 경우의 조치
(1) 정보공유・보고등의 실시 (2) 소독・청소등의 실시 (3) 적극적 역학조사의 협력등
(4)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자 등에의 적절한 대응 실시
(5)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밀접접촉자 등의 적절한 대응 실시
노인복지시설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발생에 대비한 대응 등에 대해

2020.06.30

1. 감염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2. 감염자등이 발생했을 때 대비한 인재확보
3. 감염자발생시 등의 대응 4.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평시의 대응 등
노인복지시설의 감염대책과 시뮬레이션의 구체적인 포인트(자주점검용)

① 손소독의 장려, 정기적인 환기 ② 직원의 건강관리 ③ 입소자의 건강관
④ 방호구 착탈방법의 확인 ⑤ 청소 등 시설의 환경정비
⑥ 동영상 「개호직원을 위한 그랬지! 감염대책!」등의 시청
⑦ 신형코로나바이러스접촉 어플(COCOA)
2) 물자의 확보
⑧ 재고량・필요량의 확인 ⑨ 일정양의 비축
3) 관계자 연락처의 확인
⑩ 감염대책에 관한 관계자 연락처의 확인

1) 감염증대응력향상
리

2020.07.31

4) 감염자발생시의 시뮬레이션

⑪ 개인관리, 생활공간의 분리 ⑫ 근무체제의 변경,인원확보 ⑬ 검체체취장소의 검토
5) 정보공유 ⑭ 감염자발생시의 대응방침 공유
병상이 모자랄때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감염발생시의 유의점등에 대해

2021.01.14

1. 기본적인 생각

2. 도도부현등에서의 조치

3.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조치 4. 보정예산등에 의한 지원책

자료: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개호사업소등에있어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의대응등에대해필자재구성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0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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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제언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감염관리를 기본적인 매뉴얼과 시나리오 또는 안내서를 통해 시행하고 있었다.
한국은 노인복지시설의 전개 대응을 사회복지시설의 대응 지침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일본의 전개는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대응 지침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감염확대방지, 감염발생에 대한 대응, 감염대책과 시뮬
레이션, 병상부족과 시설내 감염발생시의 대응 등의 상황에 맞추어진 지침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의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노인복지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노인복지만의 그
리고 생활시설에서는 시설내의 구성원이 24시간 공존하는 상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여러 형태의 욕구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통일된 지침으로 일관성 있는 전달체계 구축은 가능하겠지만, 다양한 욕
구의 충족에는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감염관리에 대한 정보공개 및 제공이다. 노인복지실천현장 및 구성원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감염관리 관련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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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번역의 관점에서 본 유튜브 시티팝
(city pop) 고찰
조인애, 조규헌(상명대)

1. 들어가며
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이 당연시 되는 시대가 왔고, 해마다 새로운 트렌드들이 나오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
하는 것이 콘텐츠 시장이다.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올수록 중복되는 요소들이 많다보니 장르 간에 크로스오버 또는
장르와 장르가 합쳐진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되기 시
작한 드라마 ‘리메이크’(remake) 제작과 최근의 ‘뉴트로’(New-tro) 붐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리메이크와
뉴트로는 개념상으로는 리메이크가 ‘기존의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것’이고, 뉴트로는 ‘레트로(Retro)의 현재적 향유’라는
점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양자는 기본적으로 혼종성(hybridity)에 기반을 둔 재해석, 재구
성, 재창조라는 공통된 속성을 지닌다. 그리고 1인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리메
이크가 가능해졌고 이것이 현재의 뉴트로 트렌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최근 국내에서 뉴트로 문화
의 한 장르로서 자리매김한 시티팝(City pop) 문화의 향유 양상에 주목해 보면 이러한 뉴미디어(new media)1) 시대
속 리메이크와 뉴트로의 유기적 관계성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티팝(City pop)은 1970년대 중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에서 중흥했던 음악사조라고 할 수 있다. 시티팝에
는 버블경제 호황기를 배경으로 당시 미국 팝 음악계의 유명 뮤지션과 최신의 기술들을 적극 도입한 노래들이 주류
를 이루는데, 퓨전재즈를 기반으로 신디사이저 등의 전자악기가 가미된 펑크하고 그루브한 리듬이 이름 그대로 세련
되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음악 스타일을 표출한다.
시티팝(City pop)이라는 단어를 포털 사이트 등에서 검색해보면 연관 검색어로 시티팝 일러스트, 시티팝 배경화
면 등이 나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이미지의 대다수는 시티팝 감성에 어울리는 도시적이고 낭만적인 애
니메이션이라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현재의 시티팝 팬들은 이 음악과 시각이미지가 어우러진 하나의 스타일로서 시
티팝 문화를 향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이미지와 융합된 시티팝은 유튜브(YouTube)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발굴, 재생산되는 특징
을 지닌다. 시티팝은 이러한 뉴미디어에서 확산된 뉴트로 현상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1인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시티팝 향유자이면서 창작자인 크리에이터(creator)가 시티팝 2차 창작(리메이크)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팬덤(fandom)의 형성과 함께 대중문화 전반에까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1인미디어인 유튜버 크리에이터에 주목하면서 80년대 일본
에서 시작된 시티팝이 현재의 한국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재생산되어 확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화번역 이론과 1인미디어
문화 번역은 단순히 언어만을 번역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언어, 행동 양식, 가치관 등에 내재화된
1) 뉴미디어(new media)는 기존 미디어에서 발전된 미디어로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기존 매체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
운 매체이다. 일방향적인 성격이 강했던 기존 미디어와 달리 쌍방향적인 성격을 가지며 디지털화 하여 정보를 전달 및
교환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뉴미디어를 1인미디어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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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의미를 파악하여 ‘맥락’에 맞게 의미를 만들어 내는 행위”다.2) 즉,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옮겨지는
문화적 변형(trans-cultural-formation)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려 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문화번역은 리메이크와도 큰 연관성을 보인다. 리메이크는 기존에 있는 작품을 다시 만드는 방식이며, 원작이
갖고 있는 뼈대에 사회문화와 정서, 시대배경에 따라 재창작이 이루어진다.3) 기존에는 이러한 리메이크에 대해 문화
적 근접성으로 다가가는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문화적으로 가까우면 문화적 감정과 정서가 공감을 사기 적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국가의 문화를 선택한다는 것이다.4)
하지만 최근들어 뉴미디어에 도래로 다양한 문화권에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국가간의 문화적 거
리 만으로 논의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문화번역은 문화적 교류와 융합으로써의 역할을 하며 최근들어 더욱 중요해
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1인미디어와 문화번역은 어떻게 볼 것인가.
뉴미디어에서는 수요자가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소비와 공급이 쌍방향적으로 이루
어지도록 하는 특성을 지닌다. 즉 여기에서는 기존 미디어와 달리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일 선상에 서는 것이 가능해
지는데, 유트브와 같은 1인미디어에서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의 수요자이자 공급자로서 활약한다.
지금까지 ‘문화번역’ 이론은 드라마 리메이크를 ‘문화 간 융합에 의한 재창조’라는 개념으로 확립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이것은 드라마 리메이크가 기존 미디어의 일방향적 속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뉴미디어
의 쌍방향적 특성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리메이크에 관한 ‘문화번역’ 논의를 긍정적으로 계승하
면서 뉴미디어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켜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드라마 리메이크에서의 작가, PD, 감독
등과 같은 중재자의 역할을 유트브에서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담당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튜브 시티팝은 80년대 일본 음악의 한 장르인 시티팝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에 의해 발굴되어 시각
이미지와 재조합된 콘텐츠로서 재생산되는 것이 많다. 게다가 이 시티팝은 원래 유행하던 시대와 한참 동 덜어진 Z
세대5)가 이른바 ‘힙스러운’ 스타일의 문화로 수용하기 하면서 한국의 뉴트로 트렌드 속에 자리매김하게 된다. 뉴트로
문화의 핵심적 특징은 ‘Z세대 중심의 대중에 의한 디지털 매체의 능동적 활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특징은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리메이크와 뉴트로 관계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기존의 드라마 ‘리메이크’에서는 작가, 감독, PD와 같은 공급자 측에서 선 중재자들에 의해서만 새로운
콘텐츠가 생산되었다. 한편 ‘뉴트로’는 문화의 수요자이기도 한 크리에이터가 뉴미디어를 통해 문화의 번역가(중재자)
로서 과거와 현재를 융합한 2차 창작의 형태로 새로운 콘텐츠를 발신하는 공급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
서는 유튜브 시티팝의 사례를 통해 기존 미디어에서의 ‘문화번역’ 과 ‘리메이크’의 관계성이 1인 미디어의 크리에이터
에 의해 ‘뉴트로’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된다.

3. 시티팝 유튜브 콘텐츠의 유형
유튜브에서 ‘시티팝’ 이라고 검색한 뒤 조회수가 높은 순으로 16개를 지정해 ‘노래와 이미지의 조합 형태’ 와 ‘일
본과 한국의 조합’으로 분류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유형화가 가능하다.
2) 김현미(2005),『글로벌 시대의 문화 번역』, 또 하나의 문화, 206, p. 48
3) 이종호 임대근(2019),「2010년대 이후 한국 원작 리메이크 영화의 문화 번역 연구- 한국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
기>와 대만영화 <모어 댄 블루>의 여성캐릭터를 중심으로 -」,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9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 41-45
4) 연구내용 각주.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되어온 리메이크는 이문행(2014)에 따르면 리메이크가 표절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 나아가 순수 제작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다시쓰기 작업을 통한 재창조라는 긍정적 시각이 공
존한다고 설명한다.
5)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라고 불리우는 1997년 이후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와 다르게
어릴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랐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 1인미디어 에 가장 근접해 있는 세대라고 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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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본 시티팝 + 일본 애니메이션
② 한국 시티팝 + 일본 애니메이션
③ 일본 시티팝 + 앨범커버, 옛날 사진
④ 한국 시티팝 + 앨범커버, 옛날 사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유형 중에 절반 이상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다는 점과 그 형태가 원 컷 애니라
는 점이 특징적이다.
노래의 분위기와 비쥬얼적으로 부합하는 80,90년대의 일본 애니메이션을 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일
본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화려한 밤거리와 네온사인, 도시 속 캐릭터, 드라이브 등 감성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
애니메이션과 결합된 형태에 시티팝 영상을 자세히 보다보면 노래의 분위기와 비주얼적으로 부합하는 80,90년
대의 일본애니메이션을 조합하는 형태이다. 애니메이션의 스토리에 대한 것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짧고 반복되는 움
직임으로 이루어져있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의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짧고 강렬한 것을 추구하는 지금 세대에 맞는 숏폼 콘텐츠6)
형태에 맞추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미지로써 향유하려는 대중들이
대다수 라는 것이다. 지금 세대에게 텍스트 라는 것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어려운 것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이미
지 자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들은 이미지 그 자체를 향유하는 것이지 애니메이션을 향유 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유
튜브 시티팝 에서 애니메이션 원 컷으로써 주로 선택된 도시의 거리, 드라이브 장면, 고독한 캐릭터들의 뒷모습과 옆
모습 등은 원래 애니메이션의 스토리와는 상관없이 음악의 분위기 등과 어울리는 ‘느낌’과 ‘감성’이 비추어지면 되는
것이다.7) 이처럼 과거 애니메이션과 시티팝 이라는 장르의 조합은 시각적으로도 현대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스토리텔
링이 되어, 예전 느낌으로서의 단순한 옛 것이 아니라 아주 멋지고 힙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팬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터는 플레이리스트를 제작하고 공유한다. 플레이리스트는 대부분 영상의 제목과 일치하는 분위기의
시티팝과 원 컷 애니메이션8)의 조합형태들의 모음집 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K-POP가수들을 볼 때 음악만을 듣
는게 아니라 그들의 컨셉이나 스타일, 이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
이런 애니메이션과 시티팝의 조합은 어떻게 보면 팬덤이 만들어낸 2차 창작이자 아이돌과 같은 인물들을 대신하는
이미지와 스타일을 애니메이션으로 대체하는 새롭게 재해석 된 신개념 뮤직비디오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계가 없어진 형태에 중재자가 됨으로써 재창조 과정에서
모든 것에 관여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기존의 문화번역 형태와 다른 점이며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점이다. 누구
나 공급자의 역할 즉, 중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융합된 콘텐츠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며 그 파급
력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확산이 비주류에서 주류로 뻗어나가며 최근 k-pop에서도 그 형태를 보이고 있다.

4. 나오며
6) 10분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틱톡
(TikTok)이 있다.
7) 애니메이션의 스토리와는 상관없지만 그 이미지는 일관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80,90년대 애니메이션을 선호하게 되
는데<김성진(1999), 일본 애니메이션의 특성과 한국적 수용에 관한 연구 사이버펑크류의 저항성과 PC통신의 수용과정을
중심으로> 에서는 80년대 애니메이션이 할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치밀한 행동묘사를 하고있고 젊은세대의 소비
취향과 정신적인 관심사를 꿰뚫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종한 유사첩(2018), 일본의 사회적 특징에 따른 시대별 애니
메이션 작품 연구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에서는 자신만의 민족 특성 및 고유한 문화코드를 만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표현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것들은 각 시대마다 사회적 환경이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즉, 화려했지만 그것
이 무너진 일본의 사회가 애니메이션에 투영됨으로써 현재의 모습과 닮아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8) 이 논문에서 원 컷 애니메이션은 숏폼 콘텐츠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같은 장면이 짧게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을 칭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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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에서는 기존의 ‘리메이크’ 콘텐츠에서 주로 활용된 문화번역 이론과 관점을 1인 미디어와 시티팝에 주목하
여 ‘뉴트로’ 콘텐츠 영역까지 확장시켜서 보고자 했다. 지금까지의 분석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번역 관점에서 볼 때 일본애니메이션과 결합된 시티팝의 확산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중재자로서 과거
와 현대를 이어주는 문화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둘째, 뉴트로 콘텐츠로써 시티팝의 재발견은 시티팝의 팬이자
창작자인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의 2차창작과 팬덤 형성에 의해 확산된 것이다. 특히 시티팝에 팬이자 공급자인 크리
에이터들의 플레이리스트를 보고 그것을 향유하는 팬덤이 피드백과 함께 또 다른 플레이리스트를 창조하고 공유함으
로써 새로운 시티팝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더욱 확산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셋째, 일본에서 시작된 시티팝의
글로컬라이제이션화는 케이팝 대중문화의 뉴트로 콘텐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시티
팝과 음악스타일이 연속되는 한국의 90년대 감성의 노래가 시티팝 이라는 장르로 재발굴되었고, 주류 대중문화에서
도 한국적인 뉴트로 콘텐츠로서 시티팝이 다양한 방식과 스타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뉴미디어 시대의 시티팝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변모를 꾀하면서 확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향후 글로벌문화콘텐츠 분야의 중요한 연구분야인 ‘뉴미디어 시대의 1인 미디어와 팬덤의 상호 관계성’을 새롭게 재
정의하고 규명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 275 -

일제강점기 曆書의 <附錄> 연구
- 식민통치 지침과 연계하여 -

박경수(全南大)

1. 머리말
본 연구는 매일 습관적으로 대하는 曆書(달력, 이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曆書와 관련된 용어는 원문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 후면의 <附錄>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 전모를 실증적으로 고찰함에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주도하에 발간 시행된 曆書는 ｢…朝鮮民曆｣(1911～1936, 26冊)과 ｢…略曆｣(1937～1945,
9冊)이다. 이 시기 曆書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1920년(大正9) 시행분부터 1945년(昭和20)까지의 曆書 후면에
<附錄>을 편성하여 식민지경영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었던 점이다. 그 내용은 대개 날씨 및 일상과 관련된
통계자료, 행정 및 군사 관련 사항,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 철도 및 도로망의 확장에
따른 교통정보, 통신요금 및 각종 세금 납기일에 관련된 정보에까지 이르는데,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항목 하나하
나가 曆書의 월면에 기재된 필수지침과 연계되어 있어, <附錄>을 편성한 목적과 이의 정치적 활용에 대한 심도 있
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처음 <附錄>을 편성한 1920년부터 1945년까지 시행된 曆書의 <附錄>으로 첨부된 내용을 각 월
면에 기재된 식민통치를 위한 각종 지침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附錄>으로 제공한 모든 정보가 일제의 식
민지 통치에 어떠한 시너지로 작용했는지, 또 민중들은 어떤 식으로 그 시스템 안으로의 흡수되어 갔는지에 역점을
두고 다각적으로 고찰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2. 선행연구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식민지 曆書와 관련된 연구는 지극히 미미하다. 최고은(2010)의 연구1)와 박경수(2017, 201
8)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중 최고은은 천문과학적 차원에서 일제강점기 曆書를 거론하는 정도로 본 연구 목적과

는 거리감이 상당하며, 박경수(2017, 2018)의 연구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베이스로 한 정치적 차원의 접근이라는 점에
서 본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박경수의 연구도 曆書 표지의 변화와 서두 및 각 월면에 기재된 내용에 집중
한 나머지 그 범위를 <附錄>까지는 확장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附錄>으로 제공한 통계자료 및 각종 지침이
시기에 따른 식민지경영과 직결된 데다, 또 그것이 曆書 본면에 기재된 정치적 메시지의 보완장치로서의 역할이 큰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3. 식민지 曆書에 <附錄>을 편성한 까닭
1) 최고은(2010) ｢1864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 역서(曆書)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논문
2) 박경수(2017) ｢일제강점기 曆書 ｢朝鮮民曆｣ 연구｣ 일본어문학 제74집, 한국일본어문학회 / 박경수(2018) ｢조선총독
부 편찬 昭和期 <曆書> 연구｣ 日本語文學 第80輯, 日本語文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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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한국에서 시행된 曆書에 <附錄>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강점 직전 통감부 시기에 발간된 ｢大韓隆
熙三年曆｣(1908)이다. 이때의 <附錄>은 2면이었는데, 우측면에 陽曆月表, 좌측면에는 이전까지 曆書의 첫면에 자리
하던 ‘年神方位圖(연신방위도)’와 ‘嫁娶周堂圖(가취주당도)’3)에 불과했다. <자료-1>
이후 형식적으로나마 <附錄>이 부활하게 된 것은 ｢大正九年朝鮮民曆｣(1920)부터이다. 이때의 <附錄>을 보면 한
반도 전역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및 군사 배치 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3ㆍ1운동>이후 식민지정책의 변
화, 즉 ‘내지연장주의’, ‘내선융화’ 등이 반영된 까닭으로 보인다. 이후 曆書의 <附錄>은 각지의 기후 변화 및 생산성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 등) 향상을 위한 정보 등으로 확장해 나가게 되고, 1930년대 중후반 전쟁기에 접어들면
서부터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에 더하여 생산물의 운송을 담당할 교통정보, 마침내 세금징수 일정에 이르기까지
<附錄>을 활용한 정보제공은 더 다양해지게 된다. 이처럼 <附錄>으로 수록된 모든 자료는 각 월면의 요소요소에 기
재된 지침과도 직결되어 식민지정책 방향을 재차 인식시킴으로써 식민지경영의 효율성을 배가하고 있었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한 曆書에 굳이 <附錄>까지 편성하였던 것은 曆書가 매일매일 그것도 하루의 시작
점에서 습관적으로 대한다는 점에서 그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에 있었을 것이다. 이야말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식민지 교화 및 통제의 장치로서 적확한 장치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일 것이다.

4. 식민지정책의 변화와 <附錄>의 상관관계
앞서 언급한 대로 일제강점기에 발간 시행된 曆書는 ｢朝鮮民曆｣과 ｢略曆｣이다. 그 曆書에 <附錄>이 편성된 것
은 <3ㆍ1운동>의 여파로 다소나마 완화된 식민지정책이 반영된 ｢大正九年朝鮮民曆｣(1920)부터이다. 앞서 1910년대
의 曆書는 통감부 시기 발간 시행된 ｢…隆熙曆｣체제를 따르는 가운데, 曆書名, 연호, 기념일 등을 일본의 그것으로
교체함으로써 식민지시스템으로의 정착을 도모하였고, 그로부터 10년 후 내선융화정책으로 선회하던 1920년부터는
曆書에 <附錄>을 편성함으로써 식민지경영의 효율성을 배가하였다. <附錄>의 각 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크고 작은
변화를 거치면서 ｢昭和十六年略曆｣(1945)까지 이어지게 된다.

4.1 朝鮮民曆 시기의 <附錄>
일제강점기 시행된 曆書 중 ｢朝鮮民曆｣이라는 표제로 발간된 曆書는 모두 26冊이지만, <附錄>이 첨가된 것은 ｢
大正九年朝鮮民曆｣(1920)부터 ｢昭和十一年朝鮮民曆｣(1936)까지 모두 17冊이다. <자료-2>
그 첫 曆書인 ｢大正九年朝鮮民曆｣(1920)의 <附錄>을 보면, ①本邦行政區劃圖(일본의 행정구획도)를 필두로 ②
年歲對照(연령대조표) ③本邦의面積ㆍ人口(일본의 면적과 인구) ④本邦行政區劃及廳所在地(일본 행정구역 및 관
청소재지) ⑤本邦陸軍常備隊配備(일본 육군상비대 배치 현황) ⑥本邦海軍鎭守府所在地(일본 해군진수부 소재지)
⑦本邦主要市街地人口(일본 주요시가지 인구)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자료-3>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大正十三年朝鮮民曆(1924)｣에 ③各地의氣候 ④氣溫의最高最低及雨雪量의最大日量
등 기후 관련 통계자료와 미터법 통일을 위한 ⑤度量衡表(도량형표)가 추가되었고, ｢昭和五年朝鮮民曆｣(1930)에는
지방별 논농사의 적기를 알려주는 ⑤水稻便覽(수도편람)이 추가되는 등의 변화를 드러낸다.
1920년대의 <附錄>은 실생활과 관련된 통계자료에 행정 및 군사 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이
일본에 소속된 지역임을 공고히 하는 측면이 역력하다. 문화정책으로 선회했지만, 그 이면에 내선융화를 가장한 더
강력한 식민지정책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附錄>의 변화는 현저하다. ｢昭和六年朝鮮民曆(1931)｣을 보면, 이전의 ①本邦行政區劃
圖 ⑦本邦의面積人口 ⑧本邦行政區劃及廳所在地 ⑨本邦陸軍常備團隊配備 ⑩本邦海軍鎭守府所在地 ⑪本邦主
要都市及市街地人口 6항목이 삭제되고 새로이 ⑥朝鮮內에在한鐵道及自動車線路圖(조선의 철도 및 자동차 선로
3) 강점 직후 曆書의 발간이 즉각 조선총독부로 이관되면서 陽曆 사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陽曆月表는 첫 면으로 이동하
고, 陰曆을 중시한 ‘年神方位圖’와 ‘嫁娶周堂圖’는 후면에 그대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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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⑦國稅及地方稅納期一覽(국세 및 지방세 납기일람) ⑧內國通信料金表(내국 통신요금표)’가 수록되게 된다. <그
림 2>
④항 ‘水稻便覽’의 경우도 단순히 논농사에 그치지 않고 각 월면과 연계하여 축산 및 양잠, 과수 재배에 대한 세
세한 정보를 숙지하도록 하였다. 대륙진출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에 식민지 조선의 책무를 일깨우는 방식으로의 변
화라 하겠다. 그것이 ｢昭和十一年朝鮮民曆(1936)｣까지 이어지게 된다.

4.2 略曆 시기의 <附錄>
<附錄>의 변화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略曆｣시기로 접어들면서부터 현저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전에 비해 항목이 대폭 증가함은 물론 구체적했다는 점이다. <자료-4>
이때의 <附錄>을 살펴보면, 열흘 간격으로 일출ㆍ일몰시각을 기록한 ①各地每旬日出入時刻을 필두로 ⑦～⑬각
지역의 강수량, 풍속, 습도 등 자연현상의 통계자료, 농축산 및 과수재배를 위한 ⑭水稻便覽, 수산동식물 자원의 보
호를 위한 ⑮水産動植物의採捕禁止一覽(수산동식물의 채포금지일람)에 이어 ⑰漁業便覽(어업편람) ⑱林業便覽(임
업편람) 등이 추가되어 있다. <자료-5>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전의 ‘國稅及地方稅納期一覽(국세 및 지방세 납기일람)’이 ⑳國稅及道稅納期一覽(국세
및 도세 납기일람)’으로 교체된 점이다. 이는 본격적인 전시체제로 접어들면서 물적ㆍ인적자원 공급지로서 조선과 조
선인의 활용적 측면과, 식민지경영에 대한 수익 부분을 상급기관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한편 철도와
에

在한

도로의 확충에 따라 ⑲朝鮮內ニ於ケル鐵道及自動車線路圖(조선내 철도 및 자동차 선로도)가 매년 변화한다는 점
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것이 ｢昭和十五年略曆｣(1940)까지 이어진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昭和十六年略曆｣(1941)부터는 또다시 큰 변화가 드러난다. <자료-6>
｢昭和十八年略曆｣(1943)부터는 물자절약을 위해 曆書의 크기 및 분량이 축소됨에 따라 <附錄>의 항목도 전쟁수
행을 위한 현실적인 항목으로 일신되며, 황국민임을 표방하기 위해 일본어로만 발행되게 된다.
｢略曆｣ 시대의 <附錄>은 대체로 중일전쟁 시기의 항목을 유지하는 가운데 철도선로의 확장이나 도로의 증설 등
에 따른 세세한 변화를, 태평양전쟁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시세의 변화에 따른 항목의 증감이나 명칭 외에도 언어의
변경 등이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살펴본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주관하에 시행된 曆書는 천체의 운행원리에 따른 천문학적 요소보다는 효율적인
식민지경영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있었음이 파악되었다. 이는 曆書의 표지에서부터 각 월면에 기재된 지침,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附錄>으로 제공한 각종 정보에서 두드러진다.
1920년대는 실생활과 관련된 통계자료에 행정 및 군사 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가 일본에 소속된
지역임을 공고히 하는 측면이 역력하였으며, 1930년대는 대륙진출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에 식민지 조선의 책무를 일
깨우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민중의 생활과 직결된 농축산 및 어업정보 등의 경우 민중의 편의
보다는 국가를 위한 대량생산과 직결된 전략적 의도였음이 자명하다. 그것이 1940년대로 접어들면 전쟁과 맞물려 민
중의 삶을 더 강력히 제어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는데, 이야말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식민지 교화 및 통제를 위
한 가장 적확한 장치로서의 일면을 드러내지 않았나 싶은 것이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한 曆書에 굳이 <附錄>까지 편성하여 식민지정책 방향을 재인식하게 하였던 것은
매일매일 그것도 하루의 시작점에서 습관적으로 대하는 것이 曆書의 특장점을 활용하여 식민지인의 일상을 지배하
고 통제하고자 함에 있었을 것이다.
실로 정밀한 曆法에 의해 제작된 曆書는 천체의 운행을 토대로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에 왕정시대에는 국
가가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커다란 혜택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주도하에 시행된 曆書는 외부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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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수행에 식민지인의 활용적 측면이 현저하기에 문제성이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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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アニソン二次利用の現状
－コンテンツマネジメントの観点から－

山口 勝弘*

キーワード： 日本語教育 コンテンツ・マネジメント 二次利用 ライブ表現

０．課題提起
【１】教育・研究動機としての♪アニソン
韓国の大学に勤務した1０年以上の在任期間に渡って、学生募集に際してアニソンのコピー楽曲をシークエン
サーシステム1)によって制作したアニソンのライブ演奏を担当するという機会を得ることができた。 「予備大
学講義」と称して、次年度に大学へ進学する高校生を対象にアニソンを日本語で歌唱指導するプログラムで
あったが、それは後期授業始業時期から年度末の新入生募集締切までの比較的長い期間に渡って実施されたの
で、所属学科の在学生と共に日夜練習に励み、改善を加えながら熱心に取り組んだ事が思い出される。この自
身の経験は当初、日本のアニメーション作品やアニソンについて特に関心を持たず、知識が全くなかった無
かった状態から、現在のように日本文化理解の一環としてアニソンを研究考察するまでに至り、日本帰国後の
教育の現場でも、積極的にアニソンを授業で取り入れるきっかけともなった。
本学会をはじめ、韓国内の人文社会学科学系の所属学会において、日本語教育関連の発表2)を行なった場合、
日本のアニメ漫画作品の本編映像を授業の中で取り扱う事に対しては、時間的制限のある授業内でソフトを再
生する事の効率性の悪さ、クラス内における学生間の情報格差の拡大に対する懸念といったマイナス要素が大
きい事を理由として、否定的且つ厳しい意見を示す一方で、逆にアニソン（歌）をレアリアとして授業で積極
的に導入する方策については、①日本語の発音矯正、②学習意欲向上、③学習目標に対するモチベーションの保
持継続、④発話活動に向けてのウォームアップ、⑤制約のある授業時間内に展開可能な課題解決学習等、クラス
授業の基本である全員参加型能動学習（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の成立に向けて様々な有効性を提示しながら
実践報告する事もできた。いづれにしても国内外を問わず日本語の授業の中でアニメ・コンテンツを取り扱う
際には事前準備の必要性と細心の注意をはらわねばならないという強い意識からアニソン研究を継続してい
る。

【２】日本学・産業構造論としての♪アニソン
韓国における日本のホップカルチャー（大衆文化）3)の研究については、1999年の日本大衆文化開放政策以前
*ヒューマンアカデミー日本語養成講座 非常勤講師
東海大学付属浦安高等学校 非常勤講師アジア教育グループ 横浜校
1)シーケンス（順番）を制御するコントローラー。ピアノ配列の鍵盤が装着されたデジタル楽器。
2) 山口勝弘「日本文化理解の為のトピック学習の研究」 (東北アジア文化学会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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より経済学、社会学、日本文化・民俗学等、それぞれの分野からのアプローチによって論稿として、まとめら
れた研究実績も数多い。また、とりわけ日本語教育の現場では、授業を展開する上でのレアリアとして、日本
大衆文化のコンテンツを積極的に導入する方策も図られている。
このような状況を踏まえ、2019年度 日本語文学会 秋季国際学術大会では「日本におけるアニソン市場の構
造分析」と題した小稿に基づいて発表をする機会を頂いた。

当初の反応は小さなものとして受け止めていた

が、時の経過とともに各方面より小生の発表内容についての様々な問い合わせを受けるようになった。
韓国側からは、概ね韓国でテレビ放送された番組や、映画化された日本のアニメーション作品と、個々のア
ニソン作品についての質問、問い合わせが多く、日本側からは音楽制作4)に対する関心が多く寄せられた。 以
上のような状況を受けて今回は、前回の発表後に受けた問い合わせや、関心が寄せられた内容への回答を明示
する形で、韓日両国に親しまれている日本のアニソンについて、①産業構造の面から今一度、整理を行ない、日
本語教育のみならず、日本文化理解への一助という観点をも踏まえた、総合的な日本学（Japanology）研究とし
て、②日本国内におけるアニソンの消費者達が、如何にしてアニソンを二次利用しているかの現状に触れなが
ら、産業分類には表れにくいアニソンの位置づけにも言及し、③コンテンツ・マネジメントの観点からアニソ
ンと常に共にある課題と展望について考察する。

１．クールジャパンとコンテンツ・マネジメントの概略
「ジャパニメーション」というアメリカの造語5)が象徴するように、日本で制作されたアニメマンガ作品は
1970年代から80年代にかけて世界に輸出されてきた。吹き替え版が世界各国で放送された事によって日本アニ
メは世界的に認知度を高めたわけであるが、この事で「アニメマンガ＝日本文化」というイメージがすっかり
定着したようにも思える。しかし日本国政府が後ろ盾となった国策としての①クールジャパン戦略や、②海外
における著作権侵害防止と海賊版対策の抜本的強化、③海外現地放送局や配信サイトでの日本アニメの放送枠
確保と、相手国のニーズに合わせた現地コンテンツ規格への対応と供給の増加等、といったコンテンツ産業の
マネジメントという考え方が確立したのは、21世紀に入ってからである。内閣府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の示
す「戦略のねらい」によると、「外国人がクールととらえる日本の魅力」に対して、海外への情報発信を展開
し、インバウンド振興によって世界の成長を取り込みながら、日本の経済成長を実現する為のブランド戦略を
打ち立てた。こうして日本のコンテンツ産業は、クールジャパンによる国家戦略を柱として、制作力やブラン
ド力を向上できるように、日本政府から様々な支援を受け続けて成長した。
特に2010年以降は動きが加速され、2013年の「日本再興戦略」「知的財産促進計画」によって日本の主要な
成長分野として引き続き重要視されている。

２. コンテンツ産業にみるアニソンの市場規模
2019年、日本のコンテンツ産業の市場規模は12兆8,476億円。6)うちアニメの市場規模は2兆5112億円7)を占め
3)
4)
5)
6)
7)

伝統文化をハイカルチャー。対義語としてポップカルチャー（大衆文化）という言葉を用いた。
サウンドシークエンスシステムによるアニソン楽曲のコピーアレンジ。
「Japan」と「Animation」の合成語。 海外において人気を博した日本製アニメ作品の総称。
『デジタルコンテンツ白書2020』（経済産業省2020年9月）尚、総務省資料では11兆6,986億円。
一般社団法人「アニメ産業レポート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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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いる。過去最高額を記録したアニメ産業は、コンテンツ産業全体の実に20％近くの市場規模という計算にな
る。しかしコンテンツ産業の分類は、①映画、②マンガ、③アニメ、④ゲーム、⑤音楽 という5分野に設定され
ており、「アニソン」というカテゴリーは存在しない。アニソンはパッケージCD、ライブコンサート、配信
サービスといったように、その販売や表現方法によって、③アニメと④音楽の両方に関わる為に、コンテンツ産
業全体に占める割合を算出する事は難しい。またアニメ本作品自体も①映画の他TVやインターネットで楽しめ
るので、アニメ本作品にタイアップしたアニソンは①映画、③アニメ、⑤音楽の下位に一種別として位置づけら
れている。では、日本のアニメ産業全般の市場動向について、一般社団法人「アニメ産業レポート」を頼りに整
理すると、(1)アニメ映画 (2)TVアニメ (3)劇場アニメ (4)ビデオパッケージ (5)ネット配信。という５分野が列
記されおり、次項目に ①アニメ商品化等二次利用 ②広告・販促プロモーション ③アニメ音楽 ④ライブエンタ
テーメントと、4分類されている。しかし４つの分類に密接に関わっているはずの「アニソン」だけに特化した
市場データというのは見当たらない。③アニメ音楽や④ライブエンターテーメントの項目には、アニソンライ
ブ市場の総動員数、市場規模について、2013年から2019年までの記述では「巨大な市場規模が形成」とあるが、
2016年のデータは、247.1億円から157.7億円に訂正されており、また注目すべきは、ここに掲載された内容は、
主に声優活動を中心としたアーティストが大規模に展開する10000人以上のアリーナから、小規模のライブハウ
スで中心に活動するバンドまでもが含まれた内容となっている。これらは、いずれも組織立った大手プロダク
ションや、コンテンツ制作会社などプロ集団が形作った巨大な流通機構を対象として記録されたデータであ
る。こうしてコンテンツ産業の市場規模が拡大する一方で、分類化の難しいアニソンについてもデータや情報
は増大しているが、分野・分類が細分化した事で、アニソンの質的量的な実態は益々捉えにくくなっている。

３．コンテンツ産業におけるアニソンの位置づけ
一般的にアニメソングを定義すると，TVアニメ・アニメ映画の主題歌や挿入歌，キャラクターソング等のこ
とを指す。大きくはこうした解釈で間違いないのだが、近年では声優の歌うアニメ作品とタイアップ無しの楽
曲や、アニソン系レーベルからリリースされるCDアルバムには、直接アニメ作品とはと関係のない楽曲が含ま
れている。現在はこうした作品も含めて一括りに「アニソン」と表現されている。つまりアニソンとJ-POPとの
区別は明確ではなく、最近はゲーム音楽との線引きも曖昧となっているのである。続けてアニソンは位置づ
け、定義づけが難しい事について概略しておきたい。上2節でも、アニソンは、コンテンツ産業分類では位置づ
けはできず、既存メディアのTV、映画、音楽の下位構造として扱われている。
勿論、広義的な意味で、「アニソン」とは、アニメの本作品に付随する音楽と解釈すればいいのだが、使用楽
器や楽譜上の曲形式区分で音楽ジャンルの一つと捉える事はできない。８ビートや16ビートを基調としたヘ
ビーメタルやロック、テンポがスローなバラード、民族楽器を使用するラテン、サンバ、デジタル加工し人の
声での再現や手弾きが不可能なテクノ、ワルツ三拍子など、曲調を特徴として捉える事はできない。逆に譜面
上はすべてのジャンル・曲調を取り込む事が可能であり、使用インスティテュート8)の種類にも制限が無い。こ
うして考えてみるとアニソンは、アニメ作品に付随したオープニング曲、劇中挿入歌、エンディング曲である
という前提がある一方で、演奏時間や楽器編成にも決まった形式が認められないので、制作上は自由で、テリ
トリーが幅広い音楽であると捉えた方がよさそうである。

４.アニソンの二次利用の現状
8) アニソンはコンピュータによって制作される事が多いので「楽器」という言葉は適さ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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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点をアニソンの二次利用。特にライブ表現に移すと、日本では三大首都圏を中心に「アニソン・カフェ」
「アニソン・カラオケ」「アニソン・バー」といったように「アニソン」という言葉を冠して、飲食サービスを
伴い様々なライブ・イベントを行なう業態が存在する。こうした店舗は、都内だけでも20店舗程度はあるとさ
れている。また一般のライブハウスや、今は少なくなったレコード店や大型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のスペー
スにおいてもアニソン・ライブが展開されており、野外でのコスプレ大会では特設ステージを組み立てて、素
人参加も可能なアニソン・カラオケ大会等、所謂アニソン・ライブが行なわれている。では、こうしたメ
ジャー路線外のアニソン・ライブが小規模に行なわれているかと言えば決してそうではなく、告知宣伝につい
てもインターネット上ばかりではなく一定期間、駅広告として大型看板を出せるだけの資金力もあるよう
だ。、一般のカフェやカラオケ店とは違い、アニソンに特化した事で一定の集客を確保ができている事は間違
いない。こうした業態の店舗に出入りする人々は年齢、国籍も様々であるがシンガーは男性よりも女性が多
い。入店チャージは女性を安く、男性がやや高く設定している店が多く。女性がステージに上がって歌を唄い、
男性はサイリウムやケミカルライトと呼ばれる光る棒を振ってライブコンサートを楽しむ形式が2010年前後よ
り定着している。テレビ等でよく見る光景だがこのようなコンサートの形が出来上がった時期と、国策として
のクールジャパン戦略が本格的に始動した時期が同じ事に興味は尽きない。

5. 小結と今後の展望
冒頭０．課題提起で記したとおり、韓国の大学に在任中、業務の事情からアニソンに深くかかわるように
なって15年が経過した。いずれにしても時遅く、出遅れて知ったアニソンの数々となるが、紙幅の関係でキー
ワードに挙げたアニソンのアレンジメントについて深く触れるところまでは叶わなかった。
今回は本稿の文脈から次の4点を個条書きにてまとめ、小結としたい。
【１】日本語教育におけるレアリアとしてアニソンを取り入れる事は、制約のある授業時間を有効に活用で
き、発音矯正、学習意欲・モチベーションの向上と、クラスにおける全員参加型授業を確立できる。
【２】アニソンは、クールジャパンからコンテンツ・マネジメントに至る国策によって成長が見込まれる産
業であり今後の市場の拡大も期待される一方で、大分類よりも下位に置かれ、鮮明な区分は難しい。
【３】アニソンは音楽形式に当てはめられるジャンルではなく、広い解釈が成立するので教育、ライブ、コス
プレと、コンテンツ産業の中でも、他の分野では見いだせない幅広い可能性を持っている。
【４】アニソンは世界に最も発信しやすいコンテンツであるが、セールス上でのヒット作が生まれなけれ
ば、可能性を広げてゆく事は難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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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종교문화
- 이야시 공간을 중심으로 -

박 현옥(목포대)9)

1. 서론
본 고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종교문화의 이미지가 어떠한 역할로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상상력과 탄탄한 구조와 극적인 전개 등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2001)는 영화 〈타이타닉〉의 흥행수입 260
억엔을 돌파하여 일본 흥행사상 최고인 340억엔을 기록했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카데미상을 비롯하여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황금상 등 다수의 수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애니메이션에 담겨 있는 내용의 키워드
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체성의 문제를 비롯하여 환경오염의 문제들이 작품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
이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다음 작품으로 흥행수입이 높은 애니메이션은 〈너의 이름은〉(2016)이다. 신카
이 마코도의 〈너의 이름은〉의 작품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서 관계 형성의 출발점을 알린다. 두 작품의 맥락 속에서 공통된 특징은 관계
형성의 매개체가 종교문화와 상상력을 통해 나타나 있다.
본 고에서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너의 이름은〉에 나타난 종교문화의 키워드가
이야시 공간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이야시 공간의 상징성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는 일본 종교문화의 이미지를 작품의 도입 부분에서 신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리이(鳥居)를 통해 나타나 있다. 도리이는 일반적으로 신사의 입구에 세워져 있으며 신사의 신성한 공
간과 평범한 공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도리이의 모습은 〈이웃집 토토르〉의 작
품 도입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본 종교문화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작품 속에서도 도리이의 상징적인 의미는 세속적인 공간에서 신성한 공간으로 이동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호로 사용되었다. 치히로의 가족이 숲 입구에 있는 도리이를 지나 도착한 곳이 신들이 머무르
는 신성한 곳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작품의 도입부에서 치히로 가족이 길을 잘 못들어 도착한 곳으
로 예전에는 테마파크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폐허가 된 공간이다. 작품 도입부에서 일본 종교문화의
상징인 도리이를 그 출발점으로 하여 작품은 시작되며 도리이를 지나갈 때 보이는 작은 집모양의 돌들이 놓여져 있
는데 치히로가 엄마에게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엄마는 ‘신들의 집’이라며 대답을 해준다. 치히로의 가족들은 성
과 속이 교차하는 경계선을 넘어 신들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9) 목포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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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에 나타난 도리이 모습

신들이 찾아 오는 테마파크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신사의 상징적 기호인 도리이를 통해 성(聖)과 속(俗)의 경계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경계선의 구분을 통해 일본 종교문화의 특징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치히로는 온천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유바바를 찾아 간다. 왜냐하면 온천장인 성(聖)의 공간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유바바와 계약을 해야하기 때
문이다. 이 때 유바바는 치히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치히로: 저....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유바바: 바보 같은 소리는 그만둬. 그렇게 비실거리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여기는인간이올 곳이 아니야. 야오요로즈신들이 피로를 풀기 위해 오는 온천탕이다. 그런데 너의 부모는 뭐야.
손님의 음식을 돼지처럼 먹어 치우고, 당연한 결과야. 너도 원래의 세계로는 돌아갈 수 없어. 새끼 돼지로 만들
어 줄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작품 속에는 다양한 야오요로즈신들이 등장한다. 다양한 신들을 형상화한 캐릭터들
은 온천장이라는 이야시 공간을 통해 치유의 시간을 갖는다. 온천장이라는 이야시 공간은 신들을 통해 내면적 치유
와 외면적 치유를 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내면적 치유란 정체성을 비롯하여 강한 욕망으로 일그러진 모습을 온천
장이라는 이야시 공간에서 관계를 통해 치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쿠와 개구리 금을 받기 위해 온천장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드는 모습 들이다. 외면적 치유는 온천장에 다양한 신들이 쉬어가기 위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일반화된 문제를 상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타난 보편화
된 문제는 오물신을 통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작품 속에서 나타난 오물신은 진흙탕과 독한 냄새를 풍기며 온천장
으로 찾아오는데 그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였다. 센이 오물신을 담당하게 되는데 가미나시의 도움을 받아
가장 좋은 온천수로 씻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걸리는 것을 발견한다. 유바바는 오물신이 강의 신이라는 것
을 알아차리고 모든 신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강의 신안에 있는 버려진 자전거를 비롯해 온갖 쓰레기를 꺼낸다. 강
의 신은 모든 쓰레기를 꺼내자 원래의 모습으로 찾게 되고 그에 대한 보은으로 작은 단고를 선물해준다. 오물신의
캐릭터를 통해 보여준 상징적인 이미지는 강의 신을 통해 환경문제라는 보편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센 개
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며, 온천장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즉 공동체가 하나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온천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계약과 관계의 중요
성을 재현하며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된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야오요로즈 신들의 매개체를 통하여 내적
치유와 외적치유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야오요로즈라는 신들의 이미지가 상상력과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온천장을 이야시 공간으로서 재현해 내고 있는 것이다. 종교문화를 테마로 하고 있지만 이야시(=치유) 중심의 주체
가 온천장을 중심으로 한 외현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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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너의 이름은〉의 이야시 공간과 상상력
〈너의 이름은〉은 2016년 8월에 상영된 신카이 마코토(新海誠)감독의 영화 애니매이션이다. 작품은 일본에서 15
주 동안 관객 동원수 1. 2위를 하며 상위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해 125개국에서 상영되었다. 신카이 감독
은 〈너의 이름은〉의 작품에 대하여 “일본인에게 일본 도호쿠지진으로 상처 받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기 위해 애니매이션을 제작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에서도 관심을 더 모았던 것은 작가가 세월에 사건에
대한 것도 본 작품에 녹아들었다고 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너의 이름은>의 시나리오를 썼을 때가 2014년이다. 그때 일본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 한 소식을 연일 접했
다. 그 중 가장 놀랐던 건, 배가 가라앉는 순간에도 그 안에 있는학생들에게 ‘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라고
안내 방송한 사실이다. 정말 충격적이었다. 그때느낀 것들도 이 작품에 어느 정도 녹아들어 있다.

〈너의 이름은〉을 살펴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라는 멘트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나타나 있다. 작품의 초반
부는 타키와 미츠하가 몸이 바뀌는 흥미로운 주제로 시작되지만 자연재해라는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너의 이름은〉에 대한 선행연구는 바르트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한 젠더적 표현 분석과 자크데리다의
해체이론을 적용한 이름에 대한 분석과 감성에 따른 은유적 표현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본 고에서는 〈너의 이름은〉에 나타난 종교문화가 자연재해라는 시공간의 사건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에 보여지는 첫 번째 영상은 혜성이 떨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 혜성이 떨어진 곳은 이토모리 마을로 혜성이 떨어진 재난으로 인해 마을이 초토화 된 곳이다. 이 장면
은 작품의 후반부에서 ‘재해’로 초토화 된 장면과 연결된다. 작품은 재난으로 인해 사라진 것에 대한 장면으로 충격
적인 장면이 아닌 혜성이 떨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을 통해 재현하고 있다.

작품의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재해로

인해 사라진 풍경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순간에 사라져가는 상실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상실감은 개인
에 국한되지 않고 대중매체를 통해 자연재해를 접하는 사람에게도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타난 환경오염은 리스크에 대한 위험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은 없지만, 〈너의 이름
은〉에 나타난 자연재해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환경
오염에 대한 리스크의 문제점은 제거할 수 있지만, 후자에 남겨진 과제는 심리정서적으로 남겨진 내면화된 문제를
종교문화의 영역과 상상력을 통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은 자연재해에 대한 이미지를 풍경과 작중 인물들의 감정변화를 통해 재현해 내고 있
다. 도시 소년 타키와 시골 소녀 미츠하는 서로의 신체가 바뀌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통해 메모를 남기며 서로에 대
한 일상을 공유한다. 그러나 어느날 서로의 몸이 바뀌지 않음을 알고 타키는 미츠하를 만나러 가는데 그 마을은 운
석에 의한 재해로 3년 전에 사라졌음을 알게 된다. 타키는 추적을 통해 마을이 사라진 것과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알게 되고 그 명부에서 미츠하의 이름을 발견해 낸다.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은 자연재해로 인해 생긴 처참한 광경과 평안했던 일상들의 이미지를 재현한다. 여기
서의 일상이란 미츠하가 학생이면서 집안의 대를 이어 신사에서 제식 행위를 하는 주체이다. 그녀는 할머니와 수작
업으로 끈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무스비’가 가진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다. ‘무스비’ 시간의 연결이기도 하며
사람을 연결, 즉 인연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사에서 만든 구치카미자케를 들고 할머니와 함께 신체가 있는
곳으로 간다. 이 신체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서 할머니는 이곳을 건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즉 성(聖)과 속(俗)의 경계선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공간은 무스비라는 상징적 매체를 사용하여 시간과 공
간을 초월해 이 이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종교적 상상력 속에 만들어진
이 공간은 타키와 미츠하가 만나 재해사건을 재구성하는 곳이다.
〈너의 이름은〉에 표현된 종교문화의 상징성은 신사라는 공간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
성에 대한 불안과 막연함을 ‘무스비’라는 인간관계를 통해 치유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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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너의 이름은〉에 나타난 종교적 상징성은 성(聖)과 속(俗)의 경계선
을 출발점으로 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상상력을 통해 사회적 맥락속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을 나타내면서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온천장이 외현화 된 이야시 공간이라면
〈너의 이름은〉에 나타난 이야시 공간은 내현화된 치유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 작품이 가진 공통점은 종교문
화의 상징성과 상상력을 통해 이야시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너의 이름은〉에 나타난 자연재해는 사건에 대한 불
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막연한 불안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종교적 상징성과 상상
력을 통해 개인이 아닌 상호관계를 통해 치유의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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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이고쿠 삼십삼소(西國三十三所) 관음 순례의 코로나19
대응 양상

김용의(전남대)

1. 시작하며
코로나19(이하 코로나)의 유행은 이제까지 인류가 구축해 온 문명에 관해서 여러 방면에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
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전염병과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다. 일본에서 아마비에(アマビエ)가
후생성의 로고로 채택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1)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면 사람들은 ‘신앙’에 의
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런 경향은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 유학(アジア遊学)』(253)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동아시아(ポストコロナ時代の東アジア)」라는 특집을 편성하여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홍콩 등에서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시점에서 비교하며 검증하였다. 제3부에 「코로나 시대에 보는 동아시아 신앙의
모습(コロナ時代にみる東アジアの信仰の姿)」이라는 소제목으로 ‘전염병과 신앙’의 관련성에 관한 논고를 수록하
였다.2)
본고에서는 ‘전염병과 신앙’의 관련성을 고찰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 사이고쿠삼십삼소순례(이하, ‘사이고쿠 순례’
로 표기)를 주목하고자 한다. 사이고쿠 순례는 주로 일본의 간사이 지역에 분포하는 삼십삼 관음영장(三十三觀音靈
場)을 돌며 참배하는 불교 순례이다. 이는 현재 일본에서 행하는 다양한 불교 순례 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
으며, 시코쿠 헨로와 더불어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 순례이다. 흔히 관음경이라고 부르는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
제이십오(妙法蓮華経観世音菩薩普門品 第二十五)에 전하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제할 목적으로 33가지 모습으
로 화신(化身)하여 세상에 출현한다는 관음신앙에서 비롯되었다.
발표자는 2017년 4월에 시작하여 약 8개월 동안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방법으로 사이고쿠 순례를
하며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3) 이 현지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코로나 발생 이후에 사이고쿠 순례에
포함되는 사원에서 발표한 코로나 대응책을 중심으로 ‘전염병과 신앙’의 관련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현지조사의 어려
움으로 인해서, 이들 사원들의 코로나 대응책은 주로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참고하였다.

2. 사이고쿠 순례 관음영장의 질병 치료 영험담
1) ‘아마비에’는 일본 에도시대에 역병이 유행할 것을 예언하고, 역병이 유행했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서 보이도록 하
라고 알린 후에 그 모습을 감추었다고 하는 요괴이다. 『怪と幽』號外(2020.03.19)에 게재된 香川雅信의 해설을 참조.
https://kadobun.jp/feature/readings/4hlpdojjrs4k.html(열람일 : 2021.3.15)
2) 다음과 같은 논고가 게재되었다. 「祭礼の中止、妖怪の流行―「疫病除け」を手掛かりに」(天田顕徳), 「疫病と民間
信仰―祭礼·アマビエ・鼠塚」(鈴木正崇), 「コロナ問題と現代宗教」(井上順孝), 「疫病と台湾の民間信仰」(三尾裕
子), 「感染症のパンデミックと分断の可視化―コロナテスト中の韓国社会と宗教を問う」(李賢京)
3) 그 성과의 일부를 다음 논문에 반영하였다. 김용의(2020), 「일본 사이고쿠 삼십삼소(西國三十三所) 순례의 현재적 의
의와 기능」『일본문화연구』73, 동아시아일본학회,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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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고쿠 순례의 사원은 교토 부, 오사카 부, 나라 현, 와카야마 현, 시가 현, 효고 현, 기후 현 등으로 넓은 지역
에 골고루 분포한다. 다음 [표]는 사원의 명칭, 사원의 통칭 및 별칭, 소속 종파, 소재지, 관련 영험담의 주요 모티브
등으로 나누어 정리한 결과이다.4) 현재 사이고쿠 순례에 포함되는 사원은 제1번부터 제33번까지 33곳, 그리고 번외
사원이 3곳으로 모두 36곳이다. 여기에다 이들 사원에 대한 순례가 끝나면, 오레이마이리(お礼参り)라고 해서 순례
를 모두 무사히 끝마친데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참배하는 젠코지(善光寺)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37곳의 사원을 순례
한다. 사이고쿠 순례 관음영장의 구성 및 영험담의 모티브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사이고쿠 순례 관음영장의 구성 및 분포

번호
명칭
통칭(별칭)
관음상의 종류
종파
1
青岸渡寺
那智山寺
如意輪観音
天台宗
金剛宝寺
2
紀三井寺
十一面観音
救世観音宗
護國院
3
粉河寺
－
千手観音
粉河観音宗
4
施福寺
槇尾寺
千手観音
天台宗
5
葛井寺
藤井寺
千手観音
真言宗御室派
6
南法華寺
壺阪寺
千手観音
真言宗
7
龍蓋寺
岡寺
如意輪観音
真言宗豊山派
번외
法起院
德道上人廟
真言宗豊山派
8
長谷寺
初瀬寺
十一面観音
真言宗豊山派
9
興福寺南円堂
－
不空羂索観音
法相宗
10
三室戸寺
御室戸寺
千手観音
本山修験宗
11
醍醐寺
－
准胝観音
真言宗醍醐派
12
正法寺
岩間寺
千手観音
真言宗醍醐派
13
石山寺
－
如意輪観音
東寺真言宗
14 園城寺観音堂
三井寺
如意輪観音
天台寺門宗
번외
元慶寺
天台宗
15
観音寺
今熊野観音寺
十一面観音
真言宗泉涌寺派
16
清水寺
－
千手観音
北法相宗
17
六波羅蜜寺
－
十一面観音
真言宗智山派
18
頂法寺
六角堂
如意輪観音
天台宗
19
行願寺
革堂
千手観音
天台宗
요시미네산
20
善峯寺
千手観音
善峯観音宗
(よしみねさん)
穴穂寺
21
穴太寺
聖観音
天台宗
菩提寺
22
総持寺
－
千手観音
高野山真言宗
23
勝尾寺
弥勒寺
千手観音
高野山真言宗
24
中山寺
中山観音
十一面観音
真言宗中山寺派
花山院
번외
真言宗花山院派
菩提寺
기요미즈산
25
清水寺
千手観音
宗
(清水さん)
26
一乗寺
－
聖観音
天台宗
27
圓教寺
西の比叡山
如意輪観音
天台宗
真言宗
28
成相寺
成相さん
聖観音
마쓰노오산
29
松尾寺
馬頭観音
真言宗醍醐派
(まつのおさん)
30
宝厳寺
竹生島宝厳寺
千手観音
真言宗豊山派
千手観音,十一面観
31
長命寺
－
天台宗系
音,聖観音
32
観音正寺
仏法興隆寺
千手観音
天台宗系
다니구미산
33
華厳寺
十一面観音
天台宗
(たにぐみさん)
번외
善光寺
一光三尊阿弥陀如来 소속 종파 없음

소재지
和歌山県
和歌山県
和歌山県
大阪府
大阪府
奈良県
奈良県
奈良県
奈良県
奈良県
京都府
京都府
滋賀県
滋賀県
滋賀県
京都府
京都府
京都府
京都府
京都府
京都府
京都府
京都府
大阪府
大阪府
兵庫県
兵庫県
兵庫県
兵庫県
兵庫県
京都府
京都府
滋賀県
滋賀県
滋賀県
岐阜県
長野県

관련 영험담의 주요 모티브
後白河院의 참배, 和泉式部의 참배
용녀 출현, 대반야경 서사, 보물
헌상
질병 치유, 관음보살 출현
光明皇后의 내력
동자가 지옥에서 安基를 구제
관음경, 뇌신을 포획
해상 구조, 관음경
질병 치유, 꿈에 계시
藤原 집안의 번영 내력
게의 보은담, 관음경
질병 치유, 사원연기설화
芭蕉의 관음경, 紫式部의 源氏物語
꿈에 계시, 황금 헌상
질병 치유, 관음경
花山 법황의 목상
두통 치유, 꿈의 계시
꿈에 계시, 관음경
질병 치유
聖德태자, 꿈의 계시
위난 극복, 관음경
源算上人의 일대기
질병 치유, 꿈의 계시
거북이의 보은, 재난 구조
질병 치유, 꿈에 계시
관음경
花山 법황의 서거 사원
재난 구조
탁발 그릇을 날리다,
벼루를 깨뜨리다, 법화경
법화경, 관음보살 현신
재난 구조, 백마 출현, 관음보살
현신
법화경, 비파 헌상, 관음보살 현신
질병 치유, 관음경
聖德태자, 인어 출현
信満의 관음상 제작, 연기설화
오레이마이리(お礼参り)

한편 사이고쿠 순례의 삼십삼 관음영장에는 대개 그 기원 및 성립을 전하는 영험한 설화가 존재한다. 이들 설
4) 김용의(2020), 「일본 사이고쿠 삼십삼소(西國三十三所) 순례의 현재적 의의와 기능」『일본문화연구』73, 동아시아일
본학회,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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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흔히 ‘관음영험기’라는 이름으로 널리 유포되었다.5) 관음보살에 대한 영험한 내용을 보면 질병 치료 및 재난에
서의 구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표]에서 질병 치료 모티브의 이야기는 제3번, 제8번, 제11번, 제14번,
제15번, 제17번, 제21번, 제23번, 제31번 영장 등이다. 제3번 고가와데라(粉河寺)에 전하는 영험담을 하나 소개하기
로 한다.

渋川佐太夫)는 가와치(河內) 출신 사람이다. 하나 있는 자식이 큰 병에 걸려서 의술과 약을 비

시부카와 사다이후(

롯한 모든 방법을 써보았지만 낫지 않았다. 부모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일심으로 관음보살에게 공덕을 빌었다.
그러자 14,5세로 보이는 동자가 나타나서 자식의 병에 관해서 물었다. 그 동자에게 병을 치유하기 위한 가지기도

加持祈禱)를 부탁하였다. 동자가 천수다라니(千手陀羅尼)를 읽고 가르쳤더니 자식이 바로 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기뻐하며 동자에게 재보를 보시하였으니 동자는 이를 받지 않고, 단지 병에 걸렸던 자식이

箸紙)를 취하고서 “나는 기슈 고가와데라(紀州粉河寺)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쓰던 젓가락 싸는 종이(

그 후 자식의 병이 모두 나았으므로,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동자가 있는 곳을 수소문하였으나 알 수가 없었다.

草庵)에서 쉬며, 매일 밤 동자가 있을만한 곳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불당에

아버지가 인적이 드문 초암(

빛이 빛났다. 놀라서 가까이 다가가니 천수관음상 손에 자식이 쓰던 젓가락 싸는 종이가 걸려있었다. 말하자면 이
전에 찾아왔던 동자는 이 천수관음이었던 것이다. 깊이 존숭하며 참배를 다니던 중에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서

伊都郡)에 사는 여자가 신자가 되어 주거를 절로 삼았다고 하는 영험이 전해진다.

마침내 이토 군(

결론적으로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를 통틀어서 사이고쿠 순례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질병 치유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사이고쿠 순례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염병과 신앙’의 관련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대응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3. 사이고쿠 순례의 코로나 대응 양상
사이고쿠 순례 33개 관음영장의 협회인 西国三十三所札所会에서는 2020년 7월에 ‘순례 가이드라인(巡禮ガイド
ライン)’을 발표하였다.6) 그 주된 내용은 마스크 착용, 소독액 지참, 독경은 작은 목소리로, 식사 시의 주의 등으로
사회적으로 강조하는 기본적인 대응책이다. 각각의 사원에서는 이 같은 기본적인 대응책 이외에도, 독자적으로 코로
나 확산에 따른 다양한 대응을 하였다.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기로 한다.
[사례1] 제3번 粉河寺의 시토라스리본 운동(シトラスリボン運動) 참여 촉구 : 관음신앙
「紀三井寺は、シトラスリボン運動に賛同します。今こそ、観音様の慈悲の心を胸に、互いにいたわり合
う関係を育みませんか。それは、コロナ後に新たな価値を生むはずです。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感染した
人や医療従事者、その家族・濃厚接触者への差別と偏見、誹謗中傷、いじめをやめましょう。」7)(밑줄 필
자)

5) 근대기 이후에 출판된 것으로 『西國三十三番観音霊験記 全』(錦繪, 1858∼), 『西國・坂東・秩父百番観音霊験』
(服部応賀 撰, 1882, 児玉弥吉), 『西國三十三所観音霊験記図会』(米谷廣造 編, 1885, 日就堂), 『西國三拾三所観
音霊験記図会』(柳岸居士 編, 1886, 宋榮堂), 『西國三十三所観音霊験記図会』(柳岸居士 編, 1888, 博愛堂), 『西
國三十三所観音霊験記図会』(山本吉太郞 編, 1889, 奎運堂), 『西國三十三所観音霊験記図会』(柳岸居士 編, 1891,
刀根松之助) 등이 존재한다.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國立國會圖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에 원문 자
료가 공개되어 있어서 이용하기 편하다. http://dl.ndl.go.jp/search/searchResult(열람일 : 2021.3.20)
6) https://saikoku33.gr.jp/(열람일 : 2021.3.10)
7) 이 운동은 愛媛県 松山大学의 가이 도모카(甲斐朋香) 준교수를 비롯한 몇 명이 시작하였다. 코로나 감염자 및 의료
종사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이다. 감귤류(citrus)를 조형화하여 3개의 원으로 된 리본을 달고 이 운동에 찬
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3개의 원은 각각 가정, 지역, 직장(학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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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트러스(citrus) 운동에 참여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차별에
대응하고 있다.
[사례2] 제7번 龍蓋寺(岡寺)의 「鍾馗 悪疫悉除祈祷札」授与
「新型肺炎感染症流行を受け、江戸時代より岡寺に伝わっている「鍾馗さん」と「悪疫悉除祈祷札」を復刻
し、令和2年3月26日よりご参拝の皆様に無料で授与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밑줄 필자)

근대 이전부터 전해오던 종규(鍾馗) 호부를 복각하여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무료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사례3] 제11번 醍醐寺의 기원 법요
2021年4月16日 每日新聞 기사
「世界文化遺産の醍醐寺（京都市伏見区）の国宝・金堂で１５日、感染が拡大している新型コロナウイル
スの早期鎮静を願う「病魔退散祈願法要」と「奉納狂言」があった。桜の名所の同寺で営まれる「桜会(さくら
え)」(1～21日)の中日となる15日は例年、修験道の「恵印(えいん)法要」が営まれる。国内外の情勢を考慮し
て急きょ、予定を変更した。」(밑줄 필자) [동영상 자료참조]

이 법요는 醍醐寺의 중심 전각인 금당에서 거행되었다. 질병을 치유한다고 하는 본존불 약사여래상 앞에 부동명
왕 족자를 걸고 가베세 유가(壁瀬宥雅)를 도사(導師)로 하여 20여명의 승려들이 열석하여 진행되었다.

2021年02月06日
「宇宙法要「病魔退散・世界安穏祈願法要」
2月8日(月)午前10時より醍醐寺で行われた、宇宙寺院・浄天山劫蘊寺の宇宙法要「病魔退散・
世界安穏祈願法要」の様子がYOUTUBEでご覧になれます。(밑줄 필자)
[사례4] 제17번 六波羅蜜寺의 悪病退散特別祈願会와 悪病退散御守り授与

春季彼岸会 悪病退散特別祈願会 御案内
平素より格別の御信助を賜り有難く厚く御礼申しあげます。下記の如く当山彼岸会並びに悪病
退散特別祈願会を厳修させていただきます。御参詣のほどお待ち申し上げます。(밑줄 필자)
[사례5] 제27번 圓教寺(西の比叡山)의 코로나 退散祈願

毎日正午より、中安剛圓師が本尊如意輪観音の化身である辯財天の供養法にて「新型コロナウ
イルス感染症」の退散祈願をします。皆さまには各ご自宅や職場にて、同時刻に一瞬でも一緒
に祈っていただき、行者の力添えをいただけますようお願い致します。(밑줄 필자)

시토라스리본

龍蓋寺의鍾馗
悪疫悉除

- 292 -

六波羅
蜜寺의
悪病退
散 호부

4. 마치며
사이고쿠 순례 각각의 영장에서는 ‘순례 가이드라인(巡禮ガイドライン)’에 제시한 기본적인 대처법 이외에도 사
원 출입금지, 정례적인 혹은 예정된 불교 행사를 취소 및 연기, 사원 내에서의 행동 요령을 정해서 준수하도록 한다.
대응책은 근대 이전부터 각각의 관음 영장에 전하는 질병 치료 영험담과의 관련성이 농후하며, 법요의 거행이나 호
부 배부라는 전통적인 불교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차별 방지 운동에 호응하는 동향도 흥미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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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 인권운동과 한일 영향관계 분석
- 고마쓰가와 사건과 김희로 사건을 중심으로 -

이영호(동국대)

1．서론
1923년 간토대지진 발생 이후 조선인 학살을 시작으로 GHQ점령기의 조선인 탄압, 최근 재특회의 등장과 배외주
의(排外主義), 혐한(嫌韓),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까지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는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
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인권운동을 통해 혐오에 대한 투쟁을 가시화한다. 대표적으로
1958년 이진우(李珍宇)의 고마쓰가와 사건(小松川事件), 1968년 김희로(金嬉老) 사건, 1970년 10월 6일 양정명(梁
政明)의 분신(焚身), 1970년 박종석(朴鐘碩)의 히타치투쟁 등 각종 재일조선인 인권운동은 일본사회에 재일조선인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대응이 나타나는 등 국내외적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재일조선인 인권운동 연구는 개별사건을 중심으로 ‘차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특징이 있었다. 차별이란
제도적인 것으로 구체화되는 것임에 반해 혐오는 대상을 향한 주체의 감정이자 차별의 촉발의 계기가 된다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특히 혐오는 ‘개개인이 아닌 인종, 민족, 성 등의 특정 집단을 향한 증오’1)의 표출이자 차별의 직접적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차별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본 발표에서는 재일조선인 인권운동의 발생과 이후 전개를 혐오의 관점에서 재구
성하고자 한다. 그 대상으로 1950-60년대 발생한 재일조선인 인권운동인 고마쓰가와 사건(小松川事件)과 김희로 사
건으로 설정하여 혐오와 인권운동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겠다. 나아가 인권운동 발생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의 전개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재일조선인 인권운동을 혐오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재일조선인 인권운동의 의미와
일본사회와의 공존에 대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겠다.

2．재일조선인 인권운동의 발생과 혐오의 전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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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미
우리신문사에는 한 남자의 전화가 여덟 번 걸려와 자신이 여자를 살해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시체유기장소를 알린다.
8월 21일 고마쓰가와 고교 옥상에서 여학생의 시체가 발견된다. 경찰은 범인의 목소리를 녹음해 라디오에 공표하였
으며 얼마 후 고마쓰가와 고교 정시제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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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쓰가와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다. 도쿄지방법원은 1959년 2월 이진우에게 살인과 강간치사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1962년 11월 사형이 집행된다.2)
고마쓰가와 사건에서는 언론의 보도는 물론 공권력 수행 과정에서 ‘조선인’에 의한 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
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에 의한 조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혐오의 표상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1) 량영성(2018), 『혐오표현은 왜 재일조선인을 겨냥하는가』, 산처럼, p.66.
2) 1958년 11월 첫 공판, 59년 2월 사형 판결후 공소. 12월 공소기각, 60년 1월 상고, 8월 상고기각, 사형확정, 62년 11월
사형이 집행되었다. (조경희(2012), ｢‘조선인 사형수’를 둘러싼 전유의 구도―고마쓰가와 사건(小松川事件)과 일본/‘조선’
｣동방학지 15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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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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을 하던 야쿠자
두 명을 라이플로 사살한 뒤 사건현장에서 45km떨어진 시즈오카(靜岡)의 온천으로 도주한다. 김희로는 여관 종업원
과 손님 13명을 인질로 잡고 약 88시간동안 경찰과 대치한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은 헬기를 동원해 생중계하
며 일본 대중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건을 보았다. 김희로는 사건 발생 나흘 후인 1968년 2월 24일 기
자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체포되며 인질극은 마무리된다. 이후 김희로는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975년 11월 일본 최
고재판소는 김희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림 1】『週刊朝日』 1968년 3월 8일자 기사
김희로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언론은 김희로에게 ‘라이플마(魔)와 인질’, ‘흉악한 조센징 살인범’ 등의 표현을 사용
하여 재일조선인에 의한 사건임을 강조했으며 각종 공포 이미지를 조성하여 부정적인 조선인 표상을 형성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3. 인권운동 이후 전개와 혐오의 극복
3.1 일본에서의 움직임의 등장과 전개

재일조선인 인권운동 발생 이후 전개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재일조선인과 시민사회의 연대라는 형태로 구체화된
다. 나아가 재일조선인들이 민족으로 귀결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재일사회를 겨냥한 일본사
회의 배타적인 분위기는 재일문학으로 하여금 다시 '민족', '이념', '국적'과 같은 심각한 소재들을 주요한 문학적 주제
로 삼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3)한다는 이승진의 발언에서도 일본 내셔널리즘의 강화와 재일조선인을 향한 혐오가 민
족문제로 수렴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재일조선인 인권운동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각종 모임의 결성을 비롯해 일본시민사회와 재일조선인 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보다 다각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재일조선인 인권운동을 계기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해
외에서의 대응과 공론화라는 국제적인 형태로 전개된다.

3.2 한국에서의 대응과 인권운동의 가치
고마쓰가와 사건 발생 당시 한국에서 이진우 관련 기사4)는 보도되었지만 본격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김희로 사건
3) 이승진(2020), 「'혐한' 현상 앞에 선 재일문학 - 최실의 『지니의 퍼즐』과 황영치의 『전야』를 중심으로-」, 『일본
학』 51,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15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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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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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라 할 수 있다. 사건 발생 후 한국 언론은 재판 진행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일본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언론의 움직임과 더불어 옥중수기를 비롯한 각종 김희로 관련 서적들이 출간5)되는 등 김희
로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6) 일본이 김희로를 ‘라이플마’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인 조선인 표
상을 만들어 혐오의 감정을 조성했다면 한국에서는 일본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며 김희로를 옹호하는 대치되는 양
상이 형성된 것이다.7) 김희로 역시 사건을 ‘민족문제’로 공론화하며 재일조선인 사회와 한국을 적극 활용하였다.
인권운동 이후 일본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의 상당수 정책에서 국적조항이 철폐되며 공영주택입주,
주택금융공고적용(住宅金融公庫適用), 변호사, 교사, 지방공무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 1979년에는 국제인권조약을 비
준, 발효시키며 국내법을 개정하여 정주외국인 차별을 없애는 조치를 취한다. 1982년에는 국제난민조약을 비준하며
<내외인평등>의 원칙을 도입해 국민연금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외국인 차별을 완화하는 등 인권
운동 이후 서서히 권리를 획득하기 시작한다.

4．결론
재일조선인 인권운동은 일본사회에서의 재일조선인 혐오에 대한 대항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인권운
동을 통해 일본의 혐오와 배타적 내셔널리즘을 사회문제, 국제문제로 공론화하고 일본 사회와 국제적인 움직임과 통
해 공존을 향한 움직임을 전개하였다. 이는 혐오의 흐름 속에서도 공존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일본의 혐오와 배
타적 내셔널리즘의 시대에 안티테제로서의 재일조선인의 역할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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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2020) '혐한' 현상 앞에 선 재일문학 - 최실의

『지니의 퍼즐』과 황영치의 『전야』를 중심으로-」『일본학』 51동

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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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건 당시 한국에 출간된 서적은 옥중수기 김희로(1968), 너는 너 나는 나 金嬉老의 獄中手記, 홍익출판사, 김희로
(1968), 金喜老事件(88시간의 투쟁), 삼진출판사가 있으며 김희로공판대책위원회가 발간한 김희로공판대책위원회
(1971), 분노는 폭포처럼, 章苑文化社 등이 있다.
6)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임상민은 당시 한국 언론이 ‘민족차별’을 강조/고발하는 언설을 재생산해 김희로를 차별에 저항한
영웅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임상민(2014), ｢김희로 사건과 내파하는 한일 미디어―츠츠이 야스타카(筒井康隆)의 ｢
신킨타로(晋金太郎)｣를 중심으로｣, 인간과 문화 연구 25,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pp.17-18.)
7) 수감 이후 한국을 비롯한 국내외 언론의 보도와 한국과 일본에서의 구명운동의 결과 일본정부는 1999년 9월 7일, 일본
으로의 재입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김희로를 석방한다.
조경희(2012), ｢‘조선인 사형수’를 둘러싼 전유의 구도―고마쓰가와 사건(小松川事件)과 일본/‘조선’｣동방학지 158, 연세
대학교 국학연구원,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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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노인의 노동 능력 활용
-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사업, 실버인재센터를 중심으로

박기훈(서울사이버대)

1．들어가기
본 발표는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본 발표에서는 대체로 60세 이상인 자로 사용)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
운데 사회적 퇴직 후의 노인 노동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 및 건강한 노인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 퇴직 후의 노인은 퇴직 후에도 20∼25년 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퇴직 후의 노인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은 사회의 활력을 유지할 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일’을 통한 사회참가는 노인의 노동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
능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일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가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일하는
노인이 비취업 노인보다 주관적 만족감이 높고, 여가활용·소득·소비생활에 대한 만족감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일하
는 노인은 사회적 관계의 지속 속에서 스트레스를 더 느끼지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비율이 비취업자보다 높
으며, 건강상태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통계청, 2019). 이와 같이 ‘일’을 통한 노인의 능력 활용은 다른 여가활동보다
고령기를 더 활력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노인이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2019년 노
인의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 고용률 63.3% 대비 32.9%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직업별 취업자는 단
순노무나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통계청, 2020). 노인의 ‘일’을 통한 사회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내
에서 노인이 일할 기회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기에 더해 노인이 일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유는 노인이 일하
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통계청 고령자통계(2015)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
61%(남자 74.3%, 여자 49.2%)에서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57%)’이 가장 높았으나 ‘일하는 즐거움(35.9%)’
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이유가 두 번째로 높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2010)의「고연령자고용·취업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일하는 이유가 60∼64세 연령층에서는
경제적 목적(72.3%)이 가장 높았으나, 비금전적인 목적(47.9%)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은 일을 통해 경제
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대인관계 형성, 명예, 건강유지, 만족감 등 비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
성이 강하다. 이와 같은 노인의 일하고자 하는 이유의 특성(일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목적과 비경제적인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은 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더 어렵게 한다. 본 발표에서는 노인의 ‘일’을 노동적 성격(자본주의에서
일은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사용)과 복지적 성격(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통해 만족감, 대인관계 형
성, 건강유지 등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복지로 사용)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노동과 복지의 통
합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노동과 복지의 통합은 쉽지 않고 서로 충돌한다(김수영, 2012).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노인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여 일할 기회를 창출하였다.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에서 노인에게 제공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실버인재센터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실버인재센터의 사업효과와 관련된 연구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노동과 복지의 통합을 지향하는 노인의 일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따
라서 본 발표에서는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이하 노인일자리사업)과 일본의 실버인
재센터를 중심으로 경제적 목적과 비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하는 ‘일’ 제공이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정년 퇴직 후의 노인 능력 활용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일’을 제공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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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1.1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한국에서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된 이후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연
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참여 노인을 중심 대상으로 한 사업
효과 관련 연구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과 정책 분야 또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사업참여자 특성, 외국사례와 관련된 연구도 있으나 많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의 노동 의미, 노인일자리사업에서의 노인 일의 특성 등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김대건,
2019). 한편,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198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역사와 사업규모에 비해서는 연구가 활발한 편은
아니다. 실버인재센터 연구의 대부분은 실버인재센터 사업 효과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실버인재센
터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대부분이 사업내용, 특징, 사업소개를 하는 연구이다(강신욱·모선희, 2007; 박기훈, 2008;
김진, 2014). 이 때문에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일’의 특
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년 퇴직 후의 노인 능력 활용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일’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의 특성을 중심으로 관
련된 정부정책(보건복지부, 후생노동성), 저서 및 논문에 대한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하였다.

3．연구결과

1.1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일’의 특성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일할 의사와 능력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나 기존 노동시장 체계로는 노
인 일자리 마련이 어렵다고 보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 국가경쟁력 강화 기틀 마련”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04). 보건복지부에서
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노인일자리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는 활동으로서 단편적인 활동내용 중심의 일거리와 구분되며 교육, 의료, 사회복지, 환경, 지역사회개발 등
에서 주로 비영리조직에 의해 창출되는 사회적 일자리(사회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
성이 낮아 민간시장에서 배제된 일자리)”이다(보건복지부, 2004).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제시한 ‘노인일자리’는 대체
로 65세 이상인 자를 (예산 범위 내에서)선발하여 1일 3∼4시간, 주 3∼5일 근무하도록 하고 6개월간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심인 공공참여형 일자리는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참여노인에
게 정부에서 임금을 주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시장에서 창출
되기 어려운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의 재원으로 인건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
인일자리 사업에서 제공하는 ‘일’은 그 성격이 불명확하다. ‘일’이 갖는 기본적인 속성인 노동적인 성격에 대한 규정
이 제시되지 않은 채 노동시장에서 창출되기 어려운 일을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든다
는 복지적인 성격만 제시되고 있다.
한편, 1980년 정부사업으로 시작된 일본의 실버인재센터가 노인에게 제공하는 ‘일’은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취업
(고용에 의한 것을 제외함)을 희망하는 고연령퇴직자를 위해 당해 취업 기회를 확보하고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것”(고
연령자고용안정법 제47조 제1항)으로 규정하였다.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취업’이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 고용이
아니라 연속적 또는 비연속적인 대략 월 10일 이내의 취업을 의미한다. 실버인재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은 불명
확하기는 하지만 노동적 성격을 규정하는 시도를 하였다. 실버인재센터의 ‘일’은 취로(就勞)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데 이는 국가에서 생활보장을 전제로 하여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실버인재센터의
일은 취로란 명칭을 통해 고용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시장의 제한적인 영역에서 경쟁을 바탕
으로 한 ‘일’이란 노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버인재센터는 지역(실버인재센터가 소재한 행정구역 내)에서 임시적,
단기적 일을 가정, 민간사업소,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경쟁을 바탕으로)유상으로 수주하여 이를 실버인재센터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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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인에게 제공한다.

1.2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일’의 문제점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제공하는 ‘일’의 성격이 불명확한 채로 노인일자리의 양(2021년 목표일자리
약 80만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사회공헌형(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노인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동적 성격이 불명확하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이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근로자성’ 문제이다(심재진, 2013;서정희·오욱찬·박경하, 2013; 지은정, 2015).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명칭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변경한다(2015, 보건복지부).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에서 제공하는 ‘일’을 자원봉사라 볼 수 있는 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과 노동의 성격을 갖
는 노인일자리(시장형사업단)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의 의미와 범위 등 일의 성
격을 명확히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인의 ‘일’의 성격이 불명확한 채로 정부에서 편성한 재정만큼 일자리수를 확
대해 나가고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한편,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노동시장 내의 제한적 분야에서 경쟁을 통한 사업수주를 지향하였다. 실버인재센터
에서 노인에게 제공하는 일을 ‘취로’란 명칭으로 사용하여 고용과는 구분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내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 노동적 성격의 일이란 성격이 강하다. 또한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사업수주영역 확대와 노동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히려 노동적 성격을 점차 강화하는 ‘일’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인재센터의 회원수는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2019년 회원수는 715,558명에)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3,589만명, 2019
년)의 2%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4. 결론
노인이 일을 통해 사회에 참가하는 것은 다른 여가활동보다 고령기를 더 활력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통계청,
2019). 한편, 노인은 일을 통해 경제적인 목적과 비경제적인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노동시장에서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의 이와 같은 특성은 일할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일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가를 도
모하는 사업을 실행해 왔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념, 일의 성격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
고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도 ‘일’이란 개념 자체가 갖는 노동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고 여전히 그 개념은 불명확한 채로 남아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사업은 일의 개념을 (제한적인)노동적 성격과 복지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지만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해 노동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복지적 성격인 삶
의 보람 취로를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시장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회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로 인해 노동경쟁력이 우수한 노인은 실버인재센터가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하고, 노동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인
은 실버인재센터에서 일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버인재센터의 회원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실버인재센터의 ‘일’은 노인에
게 어떤 형태의 ‘일’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초고령화사회에서 일을 통해 보다 많은
노인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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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考文献】
「노인일자리사업 연구경향 분석」『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한국산학기술학회
「
」
小山昭作(1983) 『高齢者事業団』 旬報社.
長瀬甚遠(1987) 『シルバー人材センター』労務行政研究所 등
김대건(2019)

박기훈(2016) 노인 노동력활요에서 나타나는 복지와 노동의 통합문제 연구 지방행정연구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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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自由主義の下で社会的下方移動する疑似難民
―高学歴就職困難者を中心に―

澤田敬人（静岡県立大）

1. はじめに―グローバル・イシュウの難民と社会問題としての疑似難民―
日本は「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入管法）」を改正して難民条約に加入し、難民とは「難民の地位に関す
る条約第1条の規定又は難民の地に関する議定書第1条の規定により難民条約の適用を受ける難民をいう」と国
際的に受け入れられる定義を下した。難民問題がグローバル・イシュウとして国際的に共有され難民の人権・
シチズンシップへの意識が高まるにつれ、「〇〇難民」という社会の中で従来からの居場所をなくした人々に対
する呼称が＜乱用＞＜濫用＞と見られ、その語の使用者が道徳的に問題であるかのような風潮が生じている。と
ころがこの社会的に居場所をなくしてさまよう「疑似難民」こそ、昨今の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各国政府が
採用する競争原理としての新自由主義の台頭によって不安定な立場に置かれるようになった人々であり、その
呼称は新たな社会問題の発生を告げるものである。彼らはライフコースであれ社会階層であれ、本人の望まな
いより悪い方向へと移動させられ、自由な意思でよき方向へ移動する人々との間で分断が生じる。本発表では
この社会問題としての疑似難民のうち高学歴就職困難者を疑似難民の中心的な事例として採り上げ、実態と課
題を提示する。

2.本人が望まない、より悪い方向へ移動させる諸力―事例としてのポスドク問
題―
1990年代より博士号を取得した大学院生の希望通りに大学や研究所の常勤職へ就職することができない事態
が生じた。旧帝国大学などが始めた大学院重点化政策により、大学院生の人数が増加したことが理由である。
博士課程修了生と大学常勤職ポストの需給関係は悪化し、1つのポストに応募者が殺到するという事態を招い
た。大学や研究所以外にも、大学院修了後のキャリアパスの一つと考えられていた民間企業による雇用が増え
ない。このいわゆる「オーバードクター問題」の解決を見通しつつ、1996年の科学技術基本計画で「ポストドク
ター等1万人支援計画」が実行に移された。その後、ポストドクターは1万人を超えたが、大学・公的機関や研究
所などの正規雇用の研究者になるにはポストが不足することになった。ポスドクの職を継続させることができ
ない無職の人が毎年数千人規模で発生した。実に2万人近くのかたがたの生活が危ぶまれている。
これが「ポスドク問題」の要点であるが、ポスドクが望んでいるのはアカデミック・キャリアを進め研究職
を得ることである。本人が望まない、より悪い方向とは、研究職を得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を指す。研究職を
得ることのできる人も必ず存在するため、両者に分断が発生する。そのような分断の発生を承知しつつも、研
究職を得ることのできない人々のために民間企業就職へと水を向ける施策が本人の本来の望みを無化させる諸
力と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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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ポストドクターの本来の望みと人生の意味づけのし直しに寄り添えるか
本研究の発表者はこれまでポストドクター（とオーバードクター）にインタビューを実施してきたが、それ
を通じて、社会的な分断を感じることになった。ポストドクターの時代を経てアカデミックポストを得る人々
も多数いる。問題は、アカデミック・キャリアの成功と失敗に基づく分断が生じ、それを科学技術政策を遂行
する論理により優勝劣敗で報いることであるが、発表者の考えでは、ポストドクターたちの人生の意味付けの
し直しに、いかに寄り添えるかが重要である。

【参考文献】
（

）「学問分野のジェンダー化とその文化的起源―天才神話と有用性言説」『公開シンポジウム「な
ぜできない？ジェンダー平等 人文社会科学系学会男女共同参画の実態と課題」』日本学術会議第一

隠岐さや香 2019

（

部総合ジェンダー分科会・人文社会科学系学協会男女共同参画推進連絡会、pp.8-27.

）『ポストドクター―若手研究者養成の現状と課題』東信堂．
澤田敬人(2020)「漂流する知的難民―外国人ポスドクの実態と問題点を中心に―」北野秋男・上野昌之編『ニッポ
ン、クライシス！―マイノリティを排除しない社会へ―』学事出版、pp.181-205．
水月昭道（2007）『高学歴ワーキングプア―「フリーター生産工場」としての大学院―』光文社．
水月昭道（2010）『ホームレス博士―派遣村・ブラック企業化する大学院―』光文社．
文部科学省科学技術・学術政策研究所（2018）『ポストドクター等の雇用・進路に関する調査（2015年度実績）』文
北野秋男 2015

部科学省科学技術・学術政策局人財政策課、調査資料270.

（

）『ポストドクター等の雇用・進路に関する調査―大学・公的研究機関
への全数調査（2012年度実績）－』文部科学省科学技術・学術政策局人財政策課、調査資料232.
文部科学省科学技術・学術政策研究所（2011）『ポストドクター等の雇用・進路に関する調査―大学・公的研究機関
への全数調査（2009年度実績）－』文部科学省科学技術・学術政策局基盤政策課、調査資料202.
文部科学省科学技術・学術政策研究所 2014

- 302 -

1930년대 ‘모던’계 잡지로 보는
일본 지역사회의 대중문화 수용 양상
장유리(경북대)

1. 문제 제기
이 발표는 1930년대에 간행된 일본의 ‘모던(モダン)’계 잡지 가운데 지역을 중심으로 간행된 잡지를 분석함으로써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대표적인 대중문화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고찰하고 나아가 중앙(제국일본
또는 도쿄[東京])을 중심으로 논해졌던 기존의 1930년대 대중문화론에 새로운 시좌를 제시하고자 한다.
192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는 모던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 전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예술에서의
모더니즘 운동이 일본에 들어오면서 초기에는 예술적이고 데카당적인 모던이 유행하였으나 곧 도시문화를 기반으로
한 소비 지향적이고 ‘에로‧그로‧넌센스(エロ‧グロ‧ナンセンス)’1)로 대표되는 향략적인 대중문화로 성격이 바뀌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후반부터 유행한 대중문화로서의 모던은 도쿄가 관동대지진으로부터 완벽히 부활하
며 근대도시로 재탄생했음을 선언한 ‘제도부흥(帝都復興)’의 해인 1930년에 그 정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모던 문화의 유행은 다양한 매체와 접촉하며 그 영역을 넓혀나갔는데 그중 하나가 잡지이다. 이 무렵 일본의 인쇄
매체는 교육의 확대로 인한 문맹률 저하, 즉 독자층의 확대와 인쇄 기술의 발달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잡지미
디어 또한 1930년대에 가장 강력한 시장을 구축하였다. 1924년, 근대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대중잡지라 일컬어지는
『킹(キング)』가 창간된 이래 일반 서민을 겨냥한 대중잡지들이 잇달아 창간되면서 일본의 잡지미디어는 대중화‧다
양화 노선을 걷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이 당시 가장 유행의 첨단을 달린 대중문화였던 모던 문화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모던’
계 잡지의 출현이다. 발표자는 「잡지 『모던 일본』이 구축한 ‘모던’―잡지의 브랜드화와 독자전략―」2)에서 1920년
대 후반부터 간행되기 시작한, 잡지 이름에 ‘모던’이라는 말이 붙고 중심 테마로 모던 문화를 다루는 일련의 대중오
락잡지를 ‘모던’계 잡지라 명명하고 대표적인 ‘모던’계 잡지인 『모던 일본(モダン日本)』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논
문에서 발표자는 『모던 일본』을 통해 1930년대의 대중잡지가 모던 문화를 어떻게 발신하고 또 대중이 어떻게 모
던 문화를 수용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모던’계 잡지에 속하는 잡지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모던 일
본』에 집중되어 있으며3) 이마저도 『모던 일본』의 소개 또는 편집자인 마해송과의 관련성을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930년대 당시 일본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모던 문화의 존재, 그리고 문화의 확산과 전파를 담당
했던 잡지미디어의 존재를 생각하였을 때 『모던 일본』을 제외한 다른 ‘모던’계 잡지에 대한 연구가 근대일본의 대
중문화 연구에 새로운 시좌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연구 대상이 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모던’계 잡지
중에서도 지방에서 간행된 잡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대중문화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일본 모던 문화의 한 단

1) ‘에로‧그로‧넌센스’는 에로틱, 그로테스크, 넌센스를 가리키는 말로 성적인 요소와 엽기적인 요소, 불가사의한 웃음의 영
역이 혼합된 이 시기의 모던 문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로 널리 사용되었다.
2) 張ユリ(2014) 「雑誌『モダン日本』が構築した「モダン」―雑誌のブランド化と読者戦略―」『文学語学』第211
号、全国大学国語国文学会、pp.32-46.
3)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川村湊「馬海松と『モダン日本』」『文学史を読みかえる(2)「大衆」の登場』インパクト出
版会、1998 : 盛合尊至「馬海松と『モダン日本』――戦前日本における朝鮮文化の紹介――」『国際文化研究』 東
北大学国際文化学会、1998.12 : 海野弘「菊池寛と「モダン日本」の時代」『東京人』都市出版、2008.6 ; 洪善英
「雑誌「モダン日本」と「朝鮮版」の組み合わせ、その齟齬」『植民地朝鮮と帝国日本』勉誠出版、2010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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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대해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2. ‘모던’계 잡지의 개요
雑誌名

モダンウーマン

創刊年月
1927.11
(『私語』から改題)
1929.12

モダン日本

1930.10

モダン金沢

1930.?

モダン風

1931.6

モダン博多読本
モダン満州

1932.?
1932.?

モダン東京

1932または1934.4

モダン・ダンス

1933.2

モダンライフ

1933.3

モダンガイド

1933.5

モダンスポーツ

1934.1

モダン・マガジン
モダン・ロマンス

1934.6
1935.1

モダンライフ

1935.2

モダン大衆

1935.7または8

モダン横浜

1936.1

モダン・ライフ

1937.12

モダン

内容

所蔵先
群馬県立土屋文明記念文学館
1927年11，12月

モダンな世相に触れた読物随筆
小説等を載せた雑誌

国立国会図書館 他
1930-1942年刊行のもの多数
日本近代文学館・熊本県立図書館
1931年6月創刊号

日本近代文学館
1935年3月、1936年6，8，10月
群馬県立土屋文明記念文学館
1933年2月創刊号
熊本県立図書館
1933年3月創刊号
群馬県立土屋文明記念文学館
1933年3月創刊号、4月
政治社会映画旅行レビユー其他
の案内記事収載
読物としてのスポーツ記事を収
めた雑誌
尖端的記事や読物を収めた雑誌
軽い読物と画報を収めた一般的
娯楽雑誌
軽い読物、小説等を収録せる娯
楽雑誌
ママ
小説、流行、シネマ等軽い等の
読物を収録せる雑誌
尖端的ニュースと読物の雑誌

横浜市立図書館
1936年1月創刊号

【표1】 1920년대 후반~30년대에 간행된 ‘모던’계 잡지 일람‘

4)

【표1】은 각 출판연감이나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된 간행이 확인된 ‘모던’계 잡지의 일람이다. 표를 살펴보면 ‘모
던’계 잡지는 1920년대 후반부터 간행이 시작되어 대부분이 30년대 전반에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간
행된 ‘모던’계 잡지 중에는 『모던 일본』을 비롯하여 『모던 가나자와(モダン金沢)』, 『모던 하카타 독본(モダン
博多読本)』, 『모던 만주(モダン満州)』, 『모던 도쿄(モダン東京)』, 『모던 요코하마(モダン横浜)』 등 이름에
지역명이 붙는 잡지가 눈에 띈다. 당시 발행 부수를 확인해보면 『중앙공론(中央公論)』(1937-1938)이 70000-80000
부, 『문예춘추(文藝春秋)』(1936-1938)가 96000～130000부 등 중앙의 종합잡지가 10만부 전후이며 『부인공론(婦
人公論)』(1937-1938) 같은 부인잡지가 165000～170000부였던 것에 비해 ‘모던’계 잡지는 그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잡지였던 『모던 일본』이 50000부 전후로 선전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 ‘모던’계 잡지는 3000부를 넘지 않는
굉장히 적은 부수였기에 출판과 유통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5) 지역명이 이름에 붙은 잡지는 발

4) 張ユリ(2014) 앞의 논문
“이 표의 ‘내용’은 도쿄도(東京堂)에서 발간된 『출판연감(出版年鑑)』에 따른 것이다. 『출판연감』의 ‘내용’ 항목은 1933
년부터 실리기 시작되었으며 각 잡지의 성격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5) 小林昌樹編(2011) 『雑誌新聞発行部数事典―昭和戦前期 附.発禁本部数総覧』、金沢文圃閣、
『모던 일본』을 제외한 ‘모던’계 잡지의 발행 부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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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처 등이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내용도 지역 사정에 관한 것이 많아 각 지역에서 소규모로 간행
되어 지역의 독자들에게 읽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던’계 잡지는 대중오락잡지였던 만큼 현재 그 실체가 남아있는 권수가 다른 종합잡지에 비해서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국회도서관에 간행된 잡지의 거의 80%이상이 소장되어 있는 『모던 일본』과 달리 다른 ‘모던’계 잡
지는 【표1】에서 보이듯이 여타 공공도서관에는 거의 소장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 도서관 또는 ‘모던’계 잡지가 많이
기증된 기념관 등에 일부나마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1】에서 추가적으로 실물이 확
인된 잡지도 있는데 조사를 통해 가나자와의 지역 도서관 및 개인이 『모던 가나자와』를 소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지역 이름이 붙은 ‘모던’계 잡지 가운데 그 실체가 확인된 『모던 가나자와』와 『모던 요코하마』
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수도 도쿄의 이름을 제목에 붙이고 있는 『모던 도쿄』를 비교대조항으로 설
정하여 지역사회에서 보이는 대중문화 수용 양상을 분석하고 나아가 중앙의 수용 양상과 비교함으로써 1930년대 일
본의 대중문화의 수용에 대해 중앙과 지역이라는 양방향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3. 『모던 도쿄』의 분석
『모던 도쿄』는 당시 모던 문화가 가장 발달하였던 제도(帝都) 도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또 ‘모던’계 잡
지 가운데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가장 큰 잡지인 『모던 일본』이 활발하게 간행되던 가운데 도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소규모의 잡지라는 점에서 도쿄를 중심으로 한 지역 잡지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대조항이라고는 하여도
『모던 도쿄』의 분석과 고찰은 『모던 가나자와』와 『모던 요코하마』의 분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모던 도쿄』는 1932년 또는 1934에 창간되었으며6) 현재 구할 수 있는 잡지는 일본근대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는
1935년 3월호, 1936년 6, 8, 10월호의 네 권이다. 이 네 권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해보자면 읽을거리의 장르로서는
소설이나 콩트, 기사류(취재기사 및 가십 등), 좌담회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분량이 많은 잡지는 아니기에 편집일기나
독자투고란은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모던 도쿄』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1935년 3월호는 스포츠, 백화점, 영화, 가십, 식도락 등 다양한 장르와 다양
한 읽을거리가 실린 반면 호를 거듭할수록 패턴이 고정되어 단조로운 기사가 실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1936
년 6월호는 콩트를 중심으로 한 읽을거리의 특집호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이나 콩트로는 그 당시 유행하던 모더니즘 문학의 대표작가였던 류탄지 유(龍胆寺雄) 등의 작품도 실려 있으
며(「부인은 바나나를 좋아해(ご婦人はばなゝがお好き)」1936.6) 주로 「아가씨의 사랑(お嬢さんの恋)」(1936.6)이
나 「임신(妊娠)」(1936.10)처럼 젊은 미혼여성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작품이 많았다. 독자층을 젊은 여성으로 한
정했다는 것은 소설 등의 장르뿐만 아니라 잡지 전체를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다. 『모던 도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각 계절감에 맞는 화장법이나 패션, 에티켓 등이며 이 기사들의 대상은 모두 여성으로 상정되어 있
다. 예를 들면 1935년 3월호에는 「봄•멋을 내요(春・おしゃれをしませう)」나 「봄은 장밋빛(春は薔薇色)」 등의
기사를 통해 여성들에게 봄에 알맞은 차림과 화장을 전하였으며 이들 기사는 유명 미용실 원장 등 그 당시 업계에서
『モダン大衆』(1935年12月号) 1500部
『モダン日本』(1937年7月号) 53800部, (1939年8月号) 50800部
『モダン横浜』(1936年1月創刊号) 3100部
『モダンライフ』(1936年9月号) 10000部
『モダンロマンス』(1937年10月号) 2500部, (1937年11月号) 2500部
6) 『모던 도쿄』의 창간 시기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모던’계 잡지에 주목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일부를 「群馬県
立土屋文明記念文学館」에 기증한 佐々木靖章는 1934년 4월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나 1932년에 간행된 『출판연감』
에서 이미 『모던 도쿄』가 출판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張ユリ(201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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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했던 사람이 직접 집필하였다. 여름에는 「여름 모드•에티켓(夏のモオド・エチクエツト)」(1936.8)처럼 여름
분위기에 맞는 여성의 미를 주제로 한 기사가 실려 있다. 이런 기사들을 통해 『모던 도쿄』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
로 모던 문화를 중심으로 다루면서도 계절감과 유행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
한 독자층과 분위기는 아래 【그림1】에 보이는 잡지의 앞•뒷표지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데 실물이 확인되는 『모던
도쿄』는 모두 앞표지는 여성의 클로즈업에 컬러풀한 색상을 배치한 것이며 뒷표지는 시세이도(資生堂)의 화장품 또
는 향수의 선전으로 채워져 있다.

【그림1】 『모던 도쿄』 앞•뒷표지 1935.3
※ 이어지는 내용인 4. 『모던 가나자와』의 분석과 5. 『모던 요코하마』의 분석은 지면 관계상 학술대회 당일에
발표를 통해 이루어짐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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渡日できない韓国人留学生の入学期の心的状況
- SCATを用いた一人の韓国人学生の事例-

伊藤

孝惠（山梨大）

1. 背景と目的
令和2年3月6日法務省出入国在留管理庁発表の「新型コロナウィルス感染症に関する取組みについて」による
と、3月7日午前0時から、当分の間、中華人民共和国のほか大韓民国の一部地域などに滞在歴がある外国人につ
いても、特段の事情がない限り上陸拒否の対象となり、法務省として感染症拡大防止の観点から水際対策強化
が打ち出された。４月から入学予定だった外国人留学生は、まさに渡日しようとしていた矢先に、日本への入
国ができなくなり、入国の目途も立たない状況で本国に留まることを余儀なくされたのである。
日本の国立大学法人Y大学において、2020年度4月の学部新入留学生のうち、韓国からの留学生はA一名であ
り、Aだけが本国に留まりながら日本人学生や在日留学生たちと同様の授業を受けた。
本発表では、日本に入国できずに母国に留まりながら入学した韓国人留学生が、どのような気持ちで入学期
にあたる前期を過ごしたのかを理解し、今後の社会情勢の変化に伴い母国での留学を続ける留学生に対する支
援のあり方を示唆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2. 先行研究
2.1 韓国の日本留学事情
近年、韓国では、積極的な留学生の受入れ施策をとっており、留学生の受入れ数と送り出し数との差が縮ま
りつつあるものの、依然韓国から海外へと留学生を送り出す数の方が多い。小川（2006）が行ったインタビュー
調査結果では、1960年代から80年代にかけて、日本もしくはアメリカの工学系の大学院に留学した経験をも
ち、現在母国で教授職にある韓国、中国、台湾の教授陣の間で、日本留学とアメリカ留学の動機には顕著な違
いが見られる。それによると、アメリカ留学者の動機の特徴として、就職のしやすさなどの「留学のメリット」
「奨学金の獲得」が挙げられるのに対し、日本留学者の動機には、近親者の影響や会社での経験といった「個人
的経験」や「教授との繋がり」があることが明らかにされている。
近年の韓国から日本への留学の理由として、短期留学の場合であるが、日本や他国での生活や友人との交流
を望むほか、日本語力の向上により就職活動が有利になるためという（若生,2014）。実際に、留学が語学力の
証明となり、韓国に帰国後、就職活動や転職が有利に運ぶというのは、日本の新卒採用でポテンシャルが求め
られるのに対し、韓国では知識やスキル、専門性を重視する採用基準との違いであろう。このような実利的な
外的動機づけと、アニメや漫画などのサブカルチャーから日本語に興味をもったからという内的動機づけの連
鎖が、これまでの日本留学増加の背景にあったと思われる。しかし、韓国の高校における教育制度の変更や、
中国の台頭に伴う世界における相対的な日本の地位の低下、地震や放射能、反韓感情への不安などの対日観
（安,2014）が、韓国における日本語学習者数や、ひいては日本留学者数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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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入学期の学生の特徴と課題
大学入学一年目の「入学期」は、これまでの慣れ親しんだ生活から未知の生活への移行期であり、
期待と不安が入り混じった時期である。入学に伴い遭遇する問題としては、鶴田（2010）が、学生から寄せ
られる相談から、学業、進路、対人関係の3領域に分けて整理している。それによると、学業の領域では、単位
や履修などの修学上の問題、進路の領域では、不本意入学や進路変更希望、目標喪失などの問題、そして対人
関係の領域では、新しい人間関係構築の難しさや物理的・心理的に親から離れることによる親子関係の見直し
などが問題として挙げられている。

3. 調査対象者と方法
3.1 調査対象者
調査対象者は、2020年4月に学部に入学し、母国で遠隔授業を受ける韓国人留学生Aである。Aは、韓国の高校
で日本語を学び、Ｙ大学の入学要件を満たす日本語力を有していたことから、日本国内の日本語学校を経ずに、
韓国から直接日本に入国しＹ大学に入学する予定であった。しかし、新型コロナウィルス（COVID-19）感染拡
大により、2020年3月に日本政府が海外からの入国制限を発表したため、入学したものの、Aは韓国で遠隔授業
を受けて前期学期を過ごした。
日本語は、母親の勧めで、中学時代に家庭教師から基礎を習い、高校では日本への留学を目指して、塾に
通って本格的に日本語を勉強した。Y大学の今の専攻は、自分が学びたいことが複数学べるという理由で選ん
だ。

3.2調査方法
韓国人留学生Aに対し、調査の趣旨を説明した上で、インタビューへの協力を依頼し、実施した。2020年度入
学の学部留学生の中で韓国籍の学生はAのみであったため、個人が特定される可能性があることについても事前
に説明したが、インタビュー内容の公開とともにそれについてもAの承諾を得た。海外から日本への入国制限下
の2020年9月に、オンラインによる半構造化インタビューを実施し、2020年度前期の心的状態を尋ねたところ、
23分間の語りがあり、全て文字化した。

3.3 分析方法
文字化したデータの分析にはSCAT（大谷 2007,2011,2019）を用い、日本に入国できない状態での留学に対す
る心情のストーリーライン、及び理論記述を作成した。
SCAT(Steps for Coding and Theorization)は、開発した大谷（2011）によれば、「一つだけのデータやアン
ケートの自由記述欄などの、比較的小規模の質的データの分析にも有効」とされ、明示的で段階的な分析手続
きを内包する質的分析法である。質的研究では研究者の主体的判断を積極的に用いるため、客観性に欠け恣意
性が疑われる恐れがあるが、SCATでは、テクストのセグメント化と分析の過程が可視化されて明示的に残るた
め、分析の妥当性確認（妥当化）のための省察と反証、及び協同分析の可能性も有するとされている。
具体的な分析手順としては、SCATの分析フォームに、セグメント化したテクストを入れ、そして、<1>テクス
ト中の注目すべき語句、<2>テクスト中の語句の言い換え、<3>左を説明するようなテクスト外の概念、<4>テー
マ、構成概念、<5>疑問・課題、という手順でコーディングを行った。その次に、<4>のコードを全て用いて、相
互の関係性を検討してストーリーラインを作成し、セグメント化されたテクストの再文脈化を行った。そ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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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ストーリーラインを断片化して、理論記述を行った。ここでの理論とは、普遍的で一般的に通用する原理
のようなものではなく、「このデータから言えること」である（大谷,2011）。最後に、<5>疑問・課題で挙げた
ことを、「さらに追究すべき点・課題」としてまとめた。

4. 結果と考察
SCATの分析結果をまとめた表は紙面の都合上ここに載せられないため、結果の詳細は発表で行うが、SCAT
を用いた分析結果から、渡日できない状態で日本留学した韓国人学生の入学期の心的状況について、以下のこ
とが明らかになった。〔 〕で括られている言葉は、SCATの分析から上がってきた構成概念である。
留学遂行の背景
入国制限が出されたのが入学間際の3月という時点で、母国の大学進学へと進路変更の舵を切ったとして
も、そこからさらに半年、もしくは一年以上を要することになる。本人のみならず〔遠隔留学に対する議論の
余地なき家族間の統一見解〕が見られ、家族で本人の留学を支える姿勢が感じられる。これは、〔進路変更困難
な時期〕という時期的・状況的な要因による諦めというより、もとより親が本人の日本語学習や日本留学を支
持してきたため、〔渡日の頓挫〕であっても教育を受ける環境が整っていれば留学を予定通り決行するという
〔母国滞在留学の覚悟〕を、本人のみならず家族全体で共有していたためと思われる。
教育環境の整備
また、インターネットやオンラインサービスの普及により遠隔での教育授受が可能であったが、教材の購入
に苦労があった。留学先の学生と同様の教育を受けたいと願うのは当然であり、留学生の〔教育環境の平等性
の追求〕に応えるべく、遠隔授業を行う際には、日本全国、そして海外どこででも容易に入手できる教材を、授
業担当教員は選定・開発する配慮が必要であるといえる。また、課題を提出しそこなうという〔理解・確認不
足による学習上の失敗〕は、クラスメイトとの間で人間関係が構築されていない中では、誰にも相談や確認を
せずに状況判断による自己解決を見ており、〔判断のガラパゴス化〕が起きているとも言える。
遠隔留学の疎外感
Y大学においても留学生と日本人学生との交流会を開催したりしたが、そもそもオンライン授業のためクラ
ス内で互いの面識や交流がほとんどなく、交友関係が十分に築けていない〔物理的・心理的なバラバラ感〕が
あった。そのようなクラスの状態の中、互いの様子を知らないクラスメイトに対して無関心であるという〔情
報遮断と見えないクラスメイトに対する無関心の随伴性〕、及び、母国の友人たちも自分と同じようにオンラ
インで授業を受けているという〔周囲との同調感〕により、母国で遠隔留学するAに、疎外感や孤立感は見られ
なかった。
やりたいことができない苛立ちと現状変化の希求
とはいえ、母国にあっての〔変化なき日常性〕の中では、〔リアリティとしての留学感覚の欠如〕がある。
サークル活動など渡日後の計画が頓挫し、母国においてもコロナ渦による外出自粛のため、授業と宿題のほか
は、自室でゲームなどをして一人で過ごす日々に、〔やりたいことがやれない感〕が募っていた。そのため、移
動に伴う感染リスクや、渡日しても当面オンライン授業という教育状況に変わりがないということは承知の上
で、渡日して環境を変えたいという〔渡日に随伴する環境変化の希求〕が見られた。また、留学先における
COVID-19感染の〔母国との類似的状況〕が〔リスク危惧以上の環境変化の切望〕の背景にあったとも思われ
る。

5. 今後の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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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入国後のAの心的状態の今後の授業形態や人間関係による変化や、韓国以外の留学生のケースについて
も調査を行い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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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일본 전통예능의 현황과
차세대 계승을 위한 모색
김현욱(국민대)

1．들어가기
코로나19 감염확대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공연예술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연가와 관객의 상호작
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무용, 음악, 연극 등의 공연예술이 사람의 이동과 활동제약의 장기화로 존속 위기에 놓여 있
으며, 일본의 전통예능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전통예능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후계자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근래의 저출산 고령화와 젊은 층의 무관심
등으로 후계자의 감소추세로 전통예능계는 어려움에 직면해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공연계의 자숙이 이어지면서
전통적인 일대일 지도가 제한되어 기능전수 또한 곤란한 실정이므로 전통의 단절에 대한 우려는 더욱 깊어 지고 있
다. 동시에 전통예능 공연에 필수인 악기의 제작과 수리, 의상, 장식 등의 전통예능 관련 산업의 쇠퇴는 전통예능, 나
아가 전통문화 전승의 위기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본고는 코로나19 감염확대가 일본의 전통예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현재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코로나19
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일본 전통예능계의 대응을 전통문화의 존속과 계승방안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실연가를 비롯한 전통예능 관계자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계승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코로나19가 일본 전통예능에 미친 영향과 민·관의 대응
2.1.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공연중지 및 연기

코로나19 확산 우려의 현실화에 따라 2020년 2월 20일에 후생노동성이 이벤트 개최의 필요성 재검토를 당부하
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월 26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수상이 스포츠와 문화 관련 이벤트의 중지 및 연기,
또는 규모축소 등의 대응을 요청하였고, 3월 10일에는 다시 10일간의 자숙을 요청하였다.1) 이어서 4월 16일2)에는
일본 전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였다. 이로 인해 외출자제, 학교·공연장소·사회복지시설 등의 사용제한,
음악, 연극, 스포츠 등의 개최가 제한되었다. 이후 한 달 만인 5월 25일에 긴급사태가 해제되면서 정부의 이벤트 개
최 제한은 단계적으로 완화되었다. 7월 10일 이후로는 이벤트 개최 시의 수용인원과 수용비율이 한층 완화되었지만,
대규모 이벤트의 규제는 계속되었으므로 공연시장의 회복은 더딘 상황이었다.3)

2.2. 공연중지 및 연기에 따른 손실
문화예술추진포럼(文化芸術推進フォーラム)의 조사발표(2021년3월현재)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1) 「イベントの開催に関する国民の皆様へのメッセージ」 2020.2.20. 厚生労働省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newpage_00002.html(최종검색일 2021년3월12일, 이하 동일)
2) 날짜 앞에 연도를 쓰지 않은 경우는 모두 2020년을 말함.
3)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일본 정부의 자숙요청과 ‘긴급사태선언’의 경과에 관해서는 하야시 마사키(林雅樹)의 「新
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のエンタテインメント分野への影響と支援」(『レファレンス』840, 2021-1, pp.29~32),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緊急事態宣言」2020.4.7.
內閣官房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推進室
https://corona.go.jp/news/pdf/kinkyujitai_sengen_04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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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중지와 관객수용비율 규제로 인한 추정 손실액은 4,989억 엔에 달한다.4) 또한, 도쿄문화재연구소(東京文化財研
究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지 혹은 연기된 전통예능 관련 공연은 4,729건(2021년2월22일현재)에 달하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175억 엔(2020년12월13일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5) 전통예능의 중지와 연기는 3월에 939
건, 4월에 1,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5월에부터 줄기 시작하여, 7,8월에 들어와 대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중지와 연기
되는 공연은 계속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문화 이벤트 자숙요청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커지자 여러 예술단체로부
터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본 클래식 음악협회와 연극계 유명인사들에 의한 보전 요청6) 등이
이어지는 속에서 전통예능 관련 단체에서도 지원요청의 움직임이 일었으며, 3월 17일과 19일에 ‘일본예능실연가단체
연락협의회(日本藝能實演家團體協議會)’와 ‘일본전통문화진흥재단(日本伝統文化振興財団)’ 의 정부 대상 지원 요
청서 제출 건이 눈에 띈다.
‘일본예능실연가단체연락협의회’는 공연 관련 단체와 기업, 실연가와 스텝, 그리고 국민의 감상 기회 회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를 희망하고 있다.7) 공익재단법인 ‘일본전통문화진흥재단’은 3월 10일의 자숙요청과 함께 일본 정부
의 ‘긴급 코로나 대응책’ 제2탄이 발표되고 다양한 시책이 게재되었지만, 문화 종사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초
점을 맞추어, 전통예능 실연가·지도자에 대한 자금원조 및 조성을 골자로 한 요청서를 제출하였다.8)
공연계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보정예산을 통해 예술단체, 프리랜서 실연가, 문화시설의
지원과 긴급자금 대여, 임대료 경감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9) 하지만, 2020년도 문화
예술 활동 지원액은 문화청 문화예술 예산과 경제산업성의 ‘콘텐츠 글로벌 수요창출 촉진사업비 보조금’을 합쳐
2,234억 엔에 그치고 있어, 같은 해 전체 공연계의 추정 손실액인 4,989억 엔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했다.10)

2.3. 전통예능 보전기술의 위기
공연이 재개하더라도 제약이 많아 어려움이 계속되는 속에서 관객들의 눈에 띄지 않는 분야에서 일하는 전통예능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이 곤경에 처해 있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주로 공연단체와 실연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청은 3차에 걸친 보정예산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에 관한 각종 지원을 진행해 왔지만, 여기에 전통의상, 악
기, 도구제작 등의 기술 및 기능인에 대한 지원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토(京都)에 있는 ‘사사키 노 의상
(佐々木能衣装)’은 전문적인 노(能) 의상 제작처로는 현재 유일한 점포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중지가 이어지
면서 의상 주문이 끊겨 심각한 경영악화로 인한 위기에 처해 있다.11) 근래 전통문화의 쇠퇴와 함께 일거리가 줄고,
4) 「文化芸術の窮状訴え 公演中止などで20年の推定損失額4989億円 文化芸術推進フォーラムが中間報告」『Yahoo
Japan ニュース』 2021.3.18.
https://news.yahoo.co.jp/articles/5ece185318daadeaa350fed0b25fa62b0438334f
5) 도쿄문화재연구소(東京文化財研究所) 무형문화유산부(無形文化遺産部)의 조사 「전통예능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확대의 영향(伝統芸能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禍の影響)」
https://www.tobunken.go.jp/ich/vscovid19/eikyou-20210302
「新型コロナ 伝統芸能の公演中止など4300件余 損失額170億円超」『NHK NEWS WEB』 2020.12.27
6) 「〈文化イベント等の中止・延期などの対応要請〉に関する要望書」2020.3.16. 一般社団法人日本クラシック音楽
事業協会 홈페이지 https://www.classic.or.jp/2020/03/blog-post.html
「（新型コロナ）公演中止「適切な補填を」 演劇関係者ら、賛同人集め要請へ」『読売新聞』2020,3,26
7)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防止による公演の中止等に伴う支援について要望書を提出」2020.3.16. 日本芸能実
演家団体協議会 홈페이지 https://geidankyo.or.jp/news/2020/03/16/105/
8)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関わる伝統芸能実演家・関連団体の要望書」2020.3.18.
일본전통문화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s://japojp.hateblo.jp/entry/2020/03/18/185956
9) 일본 정부의 각종 지원 일람은 문화청 홈페이지의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따른 문화예술에 관한 각종 지원 안내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伴う文化芸術に関する各種支援の御案内)’참고
https://www.bunka.go.jp/koho_hodo_oshirase/sonota_oshirase/pdf/20210129_01.pdf
10) 「文化芸術の窮状訴え 公演中止などで20年の推定損失額4989億円 文化芸術推進フォーラムが中間報告」『Yahoo
Japan ニュース』 2021.3.18.
11)田村民子「伝統芸能の裏側に深刻なコロナショック」『論座』2020.10.1.
https://webronza.asahi.com/culture/articles/20200928000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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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가 10%로 인상된 이후에도 이를 의상의 정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판매해 온 탓에 수
익성이 낮아짐으로써 흑자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코로나19 감염확대의 영향까지 받게 된 것이다. 대표
적인 샤미센(三味線) 악기 제조의 노포 ‘도쿄화악기(東京和楽器)’도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도쿄화악기’의 폐업
배경으로는 수요 저하와 소비세 10% 상향에 따른 경영손실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 코로나19가 재차 타격을 준 것
이다.12) 동종 업계에서 최대규모였던 샤미센 제조업체의 폐업은 관련 산업의 쇠퇴와 함께 전통문화 전승의 위기로
직결하는 문제이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확대의 장기화와 맞물린 현재의 경영악화는 전통적인 기술의 전승을 위태
롭게 하고 있다.

3. 비대면 시대 전통예능의 계승을 위한 모색
전통행사는 한번 활동이 끊기면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젊은 세대가 기술 습득과 계승을 포함하여 예
술 활동을 단념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사회문화적 손실은 매우 커질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전
통문화 단절이라는 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현장 공연의 제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예능계에서도 다른 분야와 같이 온라인 전송이 늘고 있으며, 유
튜브 채널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다. 전통예능계의 다양한 대응방
안은 크게는 ①안전대책 강구 후에 개최 ②온라인플랫폼 활용 ③DVD수록 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안전
대책을 세우거나 공연 규모를 축소하여 개최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행사가 ‘코로나19 종식 기원’을 주제로 하고 있다
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영상 콘텐츠를 수록하고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송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연이
나 강습을 실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등록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온라인 전송
사례에서는 보존, 또는 전승을 위한 후원의 목적으로 지자체 방송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연과 감상기회를 확대
해가는 움직임도 찾아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통예능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관객이 직접 무대를 찾지 않아도 손
쉽게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된 점, 일본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의 일본전통문화 발신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일본전통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층이 늘었다는 점 등은 긍정적이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예능은
스승과 제자 간의 일대일 전수가 기본이며, 온라인 전송으로 전통문화의 특징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예술 활동은 위기에 처한 전통예능계에 큰 힘이 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
다.
한편, 전통예능의 차세대 전승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도 전통예능계가 안고 있는 과제였지만, 공연의 중지, 연
기, 또는 제약이 계속되면서 전통단절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전통예능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재개될 때까지
실연가는 관객층과의 소통을 이어가야 할 것이며, 연합단체·지자체와의 협력하에 자금을 확보하여 예술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젊은 예술가가 활동을 멈추게 되면 차세대 전통문화 계승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문화의 손실은 크다. 학교 교육현장과의 연계를 통해 차세대의 이해를 높이는 것도 전통예능의 계승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일 것이다.

12) 前原恵美「老舗三味線メーカー廃業の危機、音楽界への衝撃」『論座』2020.9.2.
https://webronza.asahi.com/culture/articles/2020082400011.html

- 313 -

【参考文献】
「

」『レファレンス（The
） 』
佐藤和道(2017)「戦時下の能楽-〈忠霊〉〈皇軍艦〉を中心に-」『演劇學論集 日本演劇学会紀要 65』日本演劇学会,
林雅樹(2021)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のエンタテインメント分野への影響と支援
Reference 840 国立国会図書館 調査及び立法考査局 pp.27-48.
pp.1-17

「

」『円環する教育のコラボレーション』京都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

渡邊洋子(2013) 祭りという文化伝承・継承空間

科教育実践コラボレーション・センター, pp.120-131

「

」『新日本文学』59, pp.63-71

川元祥一・藤間勘司卯(2004) 神への祈りから人間のドラマへ

- 314 -

디아스포라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송정현(동국대)

1. 서론
이동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국가 간 이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아스포라
(Diaspora)의 초국가적(Transnational) 네트워크 역량이 중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아스포라는 국외 거주자, 추방자,
정치적 난민, 외국인 거주자, 이민자, 그리고 소수 인종과 같은 소수 집단 공동체를 가리키는 동시에 출신 국과 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주민과 그 후손을 의미한다 (Safran, 1991). 디아스포라와 같은 민족 공동체는 민족의 번영을 목
표로 삶을 영위하는 집단이기에 민족공동체의 각 구성원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한 공간에서 유대감을 바탕으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행위에 따라 생산, 분배, 거래를 하는 경제 공동체, 문화 또는 사회적 가치 규범을
공유하는 문화 공동체, 사회공동체 등으로 대별된다. 민족공동체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공동의 목표와 발전,
번영을 위한 협력적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때 디아스포라 경제공동체의 네트워크는 국내 산업구조와 해외 거
점 간 가교(birdge, 假橋)를 확보가능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에서 시장개척에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디아스포라를 주목하였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는 세계적인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이 국가의 중요한 성장요소로 주목받고 있는 오늘날 기술
이노베이션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디아스포라 경제공동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역별·국가별·산업별 지식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 이동을 거치더라도 정보가 거의 변하지 않는 과
학적 지식부터, 기존 정보의 활용・조합에 따른 창의적 지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문지식을 확보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하여 해외 이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해외 현지에서 활동이
가능한 디아스포라 경제공동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해외 동포의 역할과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구축은 국가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가치분석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발전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 주체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디아스포라 기업 또는 경영인의 기업가 정신을 다룬 분석 등이 활발했던 반면 글로벌 네
트워크가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기술 이노베이션의 측면에서 갖는 가치에 관한 분석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한 이와 같은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가치의 질적연구·양적연구를 동시에 시행하여 향후 우리나라 글로벌 비즈니
스와 기술 이노베이션 네트워크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까지 논의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 등의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이에 따른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성공사례 분석 및 국가 간 통계·계량 비교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적인 측면에서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위주의 성공사례 분석과 국가 간
통계·계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비교분석을 시행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성공 요인과 성과를 종합적으
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와의 교류 및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글로벌 R&D 이노베이션 효과 분석과 디아
스포라 기업 및 경영가의 R&D·재무 데이터에 대한 양적통계 계량분석, 그리고 기술 이노베이션 전문가의 인터뷰 조
사분석 등을 통해 기술 이노베이션 네트워크의 양적・질적 분석을 통한 실증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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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세계화에 따른 디아스포라의 초국가적 네트워크 역량이 갈수록 중시되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직역하면 '민족 분산'
또는 '민족 이산'이라는 뜻이지만 이산 과정이나 원인만을 설명하는 개념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디아스포라는 난
민, 이주 노동자, 망명 등 민족이 흩어진 원인뿐만 아니라 흩어진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 흩어진 민족의 사회적・민
족적 공동체, 정체성 등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윤인진(2003)), 이러한 정의는 1)'추
방, 난민, 이민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 2) 정치·문화적으로 주류의 기준에서 벗어난 다양한 소수자의 삶과 실천. 3)
차이의 가치와 가능성을 성찰하는 담론으로 확장되었다1).또한 소수의 집단 공동체로서의 '디아스포라'를 지칭할 때에
는 동포・교포・교민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동포'는 거주 지역, 국적에 관계없이 같은 민족을 가리키는 용어로 교
포・교민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교포는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같은 민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교민
은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자기 국적의 사람만을 가리키며 유학, 취업 등의 단기 체류 중인 국민까지 포함하는 개
념이다.
운송기술의 발달 및 노동과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용이해지면서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함께 기업의 경제활동 범
위가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디아스포라 경제공동체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에서 시장
개척에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산업구조와 해외 거점 간 가교 역할로 활약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적 교류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아스포라 경제공동체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기술 개발에 필요한 지역별·국가별·산
업별 지식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 이동을 거치더라도 정보가 거의 변하지 않는 과학적 지식부터, 기존 정보
의 활용, 조합에 따른 창의적 지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문지식을 디아스포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
보할 수 있다. 그간의 국제 이주자들은 모국을 떠나서도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모국과의 유대를 유
지해왔으나 기술 분야에서의 국가 간 이동은 상품 및 자본 이동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Freeman, 2006; OECD,
2008). 반면 R&D, 기술 연구개발 및 특허와 같은 지식자산은 재외동포와의 교류 및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의 가
치와 활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이주국에서 모국으로의 지식 유입을 확대시킬 수 있다(Oettle,
Agrawal(2008)). 또한 첨단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점 구축(In), 해외거점 구축(Out), 교량 확
보(Bridge)에 따른 '두뇌 순환'전략을 통해 국제적 정보 교류의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 (김형주 외 4(2010)).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먼저 이종미(2006)의 '3M(Message,
Map, Manager)분석'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메시지
(Message)의 구체화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구성원들간에서 공통적으로 공유 가능한 가치관을 도출하고자 한
다. 또한 지도(Map) 분석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구조를 규명하는 동시에 네트워크의 구성
원들이 지니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자(Manager) 필수역량 분석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
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도출된 메시지와 맵 분석 결과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3M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토대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분
석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주요 성공요인 파악하는 한편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중장기에 걸쳐 지
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 요인과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국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
크가 어떤 목적으로 기획·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 내 경영가, 연구개발자 등 주요 행위자들이 어
떤 입장과 역할을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비즈니스의 상관관계 규명을 위해 데이터를 통합하여 cross-section data,
time-series data, panel data에 대한 통계계량분석 시행하고자 한다. 단기간 국가별・지역별 비교분석에 용이한 디
아스포라 기업 및 경영가의 재무・특허데이터를 cross-section data로 구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장기 구조
변화 파악 및 디아스포라 산업 구조의 변화 분석, 경영성과 분석에 용이한 국가별・지역별・산업별 디아스포라 통계
1) 디아스포라 영화제 http://www.diaff.org/sub/sub_01_01_new.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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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time-series data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3M분석・사례분석・계량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
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현황
및 성과를 진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향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까지 도
출하고자 한다.
기술 이노베이션 네트워크의 양적・질적 분석을 통한 실증방안 연구에서는 디아스포라 기술 네트워크를 통한 첨
단 지식정보 확보에 따른 기술 이노베이션 경쟁력 분석을 시행하는 한편 디아스포라 기업 및 경영가의 R&D·재무
데이터에 대한 양적통계 계량분석 및 기술 이노베이션 전문가의 인터뷰 조사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특허는 지역
및 기업의 기술력 및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Hall et al.(2000), Hall
et al.(2001), Harhoff et al.(2003), Scherer(1965), Trajtenberg(1990)). 이에 따라 본 연구 또한 Patstat, Kipris 및
뷰로반다익(Bureau van Dijk)社의 Orbis데이터를 활용하여 취득한 디아스포라 경제공동체의 재무 및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별, 기술별, 코리아 디아스포라 간의 공동출원별 분석을 통하여 디아스포라 경제공동체의 연구
개발 동향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기술이노베이션 네트워크의 질적 분석의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이노베이션의 현황과 과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현직 종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인터뷰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인터뷰조사를 통해 디아스
포라 경제공동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이노베이션의 활용전략 및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갖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글로벌 비즈니스와 기술 이노베이션을 달성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경제공동체의 글로벌 네트워크 성공요인을 양적·질적 연구 분석에서 종합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이다.
디아스포라 경제공동체가 해외 지역의 사회적, 민족적, 언어적,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국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발생하는 효과가 글로벌 비즈니스, 기술 이노베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디아스포라
경제공동체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갖는 가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종합적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디아스포라 경제공동체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황 파악, 과제 도출 및 지원정책 방안을 연구결과로 도출
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글로벌 비즈니스와 기술 이노베이션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코리아 디아스포라 경제공동체에 기반한 해외시장, FDI, 국제적 분업 활성화, 첨
단기술의 확보, R&D 및 기술 이노베이션의 주요 요인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으며, 디아스포라 경제공동체가 글로
벌 비즈니스, 기술 이노베이션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 경제주체임을 명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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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유튜브 먹방 콘텐츠 비교
－ 뉴미디어 매체에서의 가학성을 중심으로 －

주수정, 조규헌(상명대)

1. 들어가며
최근 유튜브에서는 흥미를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려는 시도가 지나쳐 논란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음식
을 소재로 하는 먹방(Mukbang) 콘텐츠에서도 이러한 가학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원래 먹방에서는 출
연자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자신을 가학하는 행위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먹방 콘텐츠의 가학성
논란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행위 자체를 ‘재미’로 표현하고 그것이 생물에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가
학성을 내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학성 논란은 기존 대중매체보다 개인방송인 유
튜브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 발표에서는 유튜브 속 먹방 콘텐츠의 가학성 논란의 배경과 특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한국 유튜브 채널 <쏘영의 달콤살벌한 먹방>과 일본 유튜브 채널 <TOMIKKU NET>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양쪽 모두 평범한 음식에서 살아있는 생물에 이르기까지 다루는 음식의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반면, <쏘
영의 달콤살벌한 먹방>은 구독자의 90% 이상이 유튜버와는 다른 다양한 국가의 시청자로 구성되어 있고,
<TOMIKKU NET>은 거의 유튜버와 같은 국적인 일본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전제로 하여
시청자들의 댓글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먹방 콘텐츠의 유형과 계보
‘먹방’이라는 단어는 ‘먹는 방송’의 줄임말로서 최근에는 한국만이 아니라 영어로 ‘Mukbang’이라고 표기하는 경우
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먹방 콘텐츠는 2010년대 들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TV매체뿐 아니라 유튜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의 주류 콘텐츠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먹방의 인기요인에 대해 tvN 드라마 <식사를 합시다>(2013~2014)의 박준화 감독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한국의 문화와 1인 가구의 증가’를 꼽았으며1), 김혜진(2015:7-8)은 ‘단순한 식욕의 대리 해소 뿐 아니라 타인을 조
종한다는 착각에서도 만족을 얻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홍석경과 박소정(2016:12)은 ‘먹방이 1인 가구의 불편하
고 불완전한 식생활에서 오는 허기충족, 대리만족감 선사, 외로움 해소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통
해 대중매체 전반에서의 먹방 콘텐츠 인기 요인을 종합해보면, 1인 가구의 증가 등 개인주의화에 따른 식문화의 변
화가 ‘먹방’이라는 판타지를 통해 현실의 외로움, 불안감, 결핍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의 대리만족으로 이어 지속적인
인기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먹방은 영상에서 다루는 음식이나 출연자의 표현 등에 따라 ‘대식형’(大食), ‘ASMR’, ‘외식형’(外食), ‘체험형’(體
驗), ‘괴식형’(怪食) 등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는데, 영상에 따라 두세 가지의 유형이 겹치기도 한다. ‘대식형’ 콘텐
츠는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먹방 콘텐츠인데 kg 단위의 음식이나 10000kcal이상의 음식을 먹는 등

1) Choi, J.(2015.4.7.)의 ABC 뉴스 칼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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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수준의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한다. ‘ASMR’은 뇌를 자극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
으로2) ‘먹는 소리’ 자체에 중점을 두어 면이나 젤리, 탕후루 등의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외식형’은 기존의 대중
매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맛집의 맛과 음식점 자체의 소개에 큰 비중을 둔다. 한편 ‘체험형’은 대중들에게 익숙한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카페 등의 새 메뉴를 먹는 영상이 주로 해당되며, 출연자의 입맛에 따른 주관적 평가가 우선
시되고 있다. ‘괴식형’이란 문화적 차이나 입맛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 또는 기존의 레시피를 변형시키거나 어
울리지 않는 음식을 조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음식으로, 최근의 10~20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먹어봤다’ 식의 인증용 아이템으로서의 인기라고 볼 수 있으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에서 시청자의 관심 유도를
위해 다소 극단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먹방 콘텐츠는 현대사회의 개인주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면서, TV와 같
은 대중매체보다는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New Media) 분야에서 대식(大食)이나 괴식(怪食)의 독특한 체험, ASMR
등이 크게 유행하면서 확산되어 온 경향이 발견된다.

3. 먹방 콘텐츠에서의 가학성
먹방 콘텐츠가 음식을 소재로 하면서 가학성 논란과 결부되는 배경으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시청률과 자극적
콘텐츠의 관계성이다.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 높은 시청률을 위해 점차 자극적인 콘텐츠가
양산되어 왔다는 것이다.3) 이것은 당연히 자극적인 콘텐츠를 향유하고자 하는 시청자의 수요에 기인하는데, 시청자
는 콘텐츠 창작자인 BJ가 표정을 일그러트리거나 비명을 지르는 등의 행위에 점차 익숙해지고 둔감해지면서 더 자극
적인 영상을 요구하고 찾게 된다는 것이다.
시청자의 관점에서 먹방 콘텐츠의 가학성은 출연자의 주체적인 행위와 먹는 생물에의 행위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는 영상이 시청자의 사디즘을 자극하는 것과 별개로 그 행위가 출연자 본인에게 가학적인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며 본인의 의사로 행동을 멈출 수 있다. 반면 후자에서의 생물은 대다수가 식재료로 인식된다
는 점에서 폭력적 행위의 대상이 되더라도 조리과정의 일부라는 언설로 가학성이 회피되는 특성이 있다.
먹방의 가학성은 BJ나 유튜버 등 ‘출연자’ 중심에서 점차 먹는 ‘생물’에의 행위로 진전되어 왔고, 최근의 가학성
논란도 대부분 음식으로서의 생물 자체에 대한 ‘과도한’ 가학적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진 점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는
만큼, 유튜브 채널 <쏘영의 달콤살벌한 먹방>과 <TOMIKKU NET>의 비교분석을 먹방 콘텐츠에서의 ‘가학성’을 음식
으로서의 ‘생물’에의 ‘가학적 행위’라는 점에 착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4. 먹방 콘텐츠에서 생물에의 가학성 고찰
4.1. <쏘영의 달콤살벌한 먹방> 채널 구성

쏘영의 유튜브 채널인 <쏘영의 달콤살벌한 먹방>은 2018년 12월 4일 첫 영상 이후 먹방 ASMR 영상을 주로 올
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먹방 콘텐츠를 음식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경우 해산물의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이는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쏘영의 채널은 해산물 먹방이 주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생물이 등장하는 영상이 최고 44,745,548회, 평균 22,769,567회의 시청률 기록하여, 최고 조회수 20,078,240회, 평
균 10,431,460회인 다른 음식에 비해 생물을 다룬 콘텐츠가 훨씬 높은 시청률을 보인다. ‘좋아요’와 댓글 수의 상위
권도 같은 양상을 보여, 생물을 다룬 먹방 콘텐츠는 시청자의 관심도와 더불어 참여도에서 평범한 음식보다 우위를
2) 네이버 지식백과 ASMR 2021.3.20.검색결과
3) 이종현(2010)에 따르면 높은 자극을 기록한 프로그램이 보다 높은 시청률을 나타낸다고 보였다고 한다. 이를 장르라는
큰 분류에서 개인방송 운영자 개개인, 혹은 각각의 영상이라는 더 작은 분류에 적용해도 비슷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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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하고 있다.
구독자 수의 증가추이를 보면 9월 27일에 30만 구독자를 달성한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11월 23일에 150만을
달성하였는데, 100만 구독자를 기록한 2019년 10월경은 쏘영이 SNS에서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은 시기이기도 하
다. 그 후 2019년 11월 24일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 올라온 120개 영상 중 생물이 등장하는 비중이 더욱 늘어
약 45%인 54개 영상으로, 이와 동시에 구독자 수도 꾸준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다른 음식종류보다 생물을 다룰 때에
시청자의 관심도, 참여도 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가학성 논란과 글로벌 시청자의 반응
구독자 예상 국가 분포는 미국이 26%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구독자는 전체의 약 3% 정도에 지나
지 않는다. 콘텐츠의 댓글 비중도 영어가 가장 높았고, 그 밖에 러시아어나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시청자 분포에서 이미 글로벌화가 정착된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국적의 구독자를 보
유하는 유튜브 채널로 성장한데에는 가학성 논란이 크게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예쁘게 꾸미고
화장을 한 상태로 살아있는 생물의 움직임에 맞춰 비명을 지르고 ‘잘못했어, 미안해’ 등 사과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쏘영의 모습은 귀여움을 유발하면서도 한편으로 시청자들의 가학성을 자극하는 요소로 크게 작용한 듯하다.
다양한 국적, 취향, 사고방식을 가진 시청자가 채널에 모인 만큼, 콘텐츠 속 가학성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는데, 주목할 만 한 점은 쏘영을 옹호하는 시청자들이 ‘이것은 한국의 식문화이다’, ‘이건 (한국에서) 먹는 음
식일 뿐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대목이다. 즉 부정적 댓글이 생물에 대한 가학성이라는 인식을 표하는 것에 대
하여, 옹호하는 쪽은 이를 문화권에 따른 음식과 사고방식의 차이라는 문화상대주의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다. 콘텐츠에 등장하는 생물의 대다수가 어류, 어패류, 두족류라는 점도 이러한 반응을 유도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데, 서양문화권 시청자들에게 문화적으로 혐오와 공포의 대상인 두족류 등의 바다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가학성
표출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동물학대라는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사디즘(내재적 가학성)을 자극하는 콘텐츠로 받
아들여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글로벌한 시청자를 가진 <쏘영의 달콤살벌한 먹방>에서는 콘텐츠의 댓글에서도 동물
학대라는 비판만이 아니라 문화상대주의적 인식, 자문화 인식과 관련한 사디즘의 표출 등 다양한 인식에 기반한 설
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4.3. <TOMIKKU NET>의 채널 구성
<TOMIKKU NET>은 2011년 4월 30일 첫 영상을 올렸으며 2014년 8월 19일 반시뱀으로 만든 술을 먹는 영상
‘[열람주의] 반시뱀 먹어보았다!!’(【閲覧注意】 ハブ食ってみた！！)를 시작으로, 체험형과 괴식형에 해당하는 영
상이 이 채널의 주류 먹방 콘텐츠를 형성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채널의 영상 중 생물이 등장하는 콘텐츠에서 대상이 되는 생물은 어류, 갑각류, 어패류, 두족류, 자라와 클리오
네, 해삼, 기생충인 아니사키스 등이 있었다. 또한 생물의 종류에서 어류가 두족류의 두 배 이상을 점하는 것이 특징
적이다. <TOMIKKU NET>의 콘텐츠는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가학성 뿐 아니라 물고기 해체, 동물의 신체부위에 화
학약품 실험, 식충식물에 말벌을 먹이는 실험과 같이 상당히 엽기적이라고 할 만한 생물에 대한 실험콘텐츠가 많으
며, 이런 이유로 음식을 먹는 장면보다 조리하는 장면을 더 길게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다.

4.4 가학성 논란과 일본인 시청자의 반응
<TOMIKKU NET>의 구독자 증가의 추이를 보면, 2016년 8월 30일에 70만, 2017년 7월 14일에 100만, 2018년
11월 9일에 150만 구독자를 달성하여 <쏘영의 달콤살벌한 먹방>에 비해서는 천천히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구독자
의 예상 연령 분포는 18~24세 여성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시청자 국가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인이다.
<TOMIKKU NET>의 먹방 콘텐츠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혐오감을 유발한 만한 콘텐츠가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생물에 대한 엽기적인 실험콘텐츠가 이 채널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범한 차림
으로 살아있는 생물을 대상으로 즐기듯이 실험을 진행하고 죽이는 출연자 TOMIKKU의 모습은 동물학대 논란 뿐 아
니라, 마치 범죄영화나 드라마 속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를 연상케 한다는 비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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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실험콘텐츠를 통해 시청자가 유입되었다는 것을 볼 때, 이 채널의 시청자는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다수가 일본인이면서 채널 컨셉의 취향을 공유하는 팬들이 모여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댓글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영상의 내용을 가벼운 재미거리로 삼고 있었으며, 행위에 대하여 비판하는 댓글에 대해
단순히 음식일 뿐이라고 반응한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쏘영의 달콤살벌한 먹방>의 경우 댓글과 답글로 쏘영에 대
한 비판과 옹호의견의 논쟁이 활발한 반면, <TOMIKKU NET>의 댓글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은 찾기 힘들고 ‘불편하다
면 보지 마라’, ‘영상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등의 의견이 많아 쏘영의 콘텐츠에 비해 비교적 시청자들의 의견이
옹호하는 쪽에 치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TOMIKKUNET>의 시청자는 이러한 취향 공동체가
다수 모여 있어, 댓글에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비난이 아닌 농담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많고, 전반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나오며
최근 유튜브 먹방 콘텐츠에서는 더욱 자극적인 영상을 위해 ‘생물’을 소재로 하여 이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시청
자’의 관점에 따라 ‘동물학대’라는 ‘가학성’ 논란을 촉발시켰다. 유튜브라는 뉴미디어 특성 상 먹방 콘텐츠의 컨셉에
따라 다양한 ‘국적’과 ‘취향’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는 각 채널에 ‘가학성’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적 인식이 어우
러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쏘영의 달콤살벌한 먹방>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시청자들이 모여진 만큼 콘텐츠의 댓글에서도 동물학대라는 비판
만이 아니라 문화상대주의적 인식, 자문화 인식과 관련한 사디즘의 표출 등 다양한 인식에 기반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TOMIKKU NET>은 다소 자극적인 실험콘텐츠의 컨셉의 취향을 공유하는 일본인 팬들이 주로 모여 있
어 가학적 요소에 대해 거리낌 없이 표현한다든지 우호적인 의견이 많다. 이는 <쏘영의 달콤살벌한 먹방>에서 문화
적 차이나 단순한 음식일 뿐이라는 말로 가학성을 희석시키는 관점과는 크게 대비되는 점이다. 이와 같이 먹방콘텐
츠의 ‘생물’을 대상으로 한 가학성 논란은 음식조리로서의 긍정적 입장과 동물학대로서의 부정적 입장이라는 이분법
적 관점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 322 -

신문광고의 특성과 연구자료 활용방안

임영호(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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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기 경성일보 연재소설 연구
-요시야 노부코 「하얀 손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엄기권(한남대)

1.들어가며
1906년에 조선에서 창간된 경성일보에는 1945년 폐간이 되기까지 수많은 장편소설이 신문에 연재되었다. 1920년
대 초반까지 주로 경성일보에 단독으로 연재되던 장편소설은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내지와 외지의 신문에 동시
게재되기 시작한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내지/외지의 신문들과의 문예물을 통한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하지만 동일한 작품이라도 작품을 홍보하고 소비하는 방식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본 발표에서
는 전시기 내지와 외지를 연결하는 제국 일본의 신문 미디어 네트워크의 자기장 속에서 외지와 내지가 어떻게 통합
되고 차별화되었는지 그 프로세스 과정을 경성일보에 연재된 요시야 노부코(吉屋信子)의 「하얀 손의 사람들(白き
手の人々)」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요시야 노부코의 「하얀 손의 사람들」은 경성일보에 1937년 3월 27일부터 같은 해 8월 16일까지 총 130회에 걸
쳐 연재되었고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방직회사의 사장 이노세 다쓰에(猪瀬辰衛)의 장남 가즈히코(一彦)에
게는 부모가 정한 약혼녀 후지쿠라 마사코(藤倉雅子)가 있었다. 가즈히코의 여동생 아야코(絢子)는 가즈히코의 친구
인 분키치(文吉)를 흠모했는데, 가즈히코와 분키치는 가족들 몰래 좌익 운동에 가담하고 있었다. 결국, 가즈히코와
분키치는 좌익 모임에 참가했다가 구속이 되지만 가즈히코만 전향을 조건으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온다. 새로운 출
발을 위해 마사코와의 약혼을 파기하고 외국으로 떠나려는 가즈히코의 요구를 다쓰에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한다. 한
편, 방직회사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자 갑작스러운 약혼의 파기에 분노한 방직회사의 대주주 후지쿠라 가문은 방직회
사의 주식을 전부 팔고 결국 다쓰에의 회사는 파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가즈히코의 친구 다케시타(竹下)의 중개로
두 가문은 화해를 하게 되고, 어렵게 된 집안 사정을 돕기 위해 조선으로 일을 하러 떠나는 아야코를 모두가 배웅하
며 작품은 끝을 맺는다.
이와 같은 내용의 「하얀 손의 사람들」은 경성일보뿐만 아니라 나고야신문에 3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130회, 대만일일신보에는 3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131회에 걸쳐 동시 연재되었다. 신문에 연재 중에 영화화가
결정되어 연재 종료 후 곧바로 제작에 들어가 이듬해인 1938년 1월에 개봉을 하게 된다. 또한 문고판은 1937년과
1947년에 두 차례에 걸쳐 출판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전시기 내지와 외지에서 동시 연재된 소설 「하얀 손의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경성일보
의 소설이 어떻게 홍보되고 소비되었는지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작품의 영화화와 두 차례의
문고판 출판 과정과 내용을 조사하여 소설의 미디어 이벤트 전개 양상과 목적, 그리고 전후에 「하얀 손의 사람
들」이 재출판되는 의미와 해석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소설의 홍보와 작가의 말
【자료1】「다음 조간 신문소설 작가의 말」(「경성일보」1937.3.21/25)
-「2,3년 전부터 경성일보사로부터 소설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무심결에 승낙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교롭게도 저는 분에 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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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품의 집필을 담당하고 있어서 새롭게 이 일을 맡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만, 가능하면 책임을 다하여 호의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자료2】「작가의 말」(「나고야신문」1937.3.19)
-「저는 이번 소설에서 진심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쓰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쓰고 싶습니다. 어떤 스토리
로 어떤 인물이 등장할지 현재로서는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점은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대체로 앞으로의 소설은 순수소설 작품이든, 대중소설 작품이든 그 시대가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지
한 여성이 있고 이런 사랑을 해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 만으로는 시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적절한 예가 아
니겠지만, 로카의 「불여귀」든지, 가타이의 「시골교사」든지 어딘가 그 시대를 그리고 있지 않나요?」

경성일보
1937년 5월 31일 4면, 5면

【자료3】「본지 연재 요시야 노부코작「하얀 손의 사람들」의 주요인물 연령 맞추기」
(「경성일보」1937.5.31)
-규정:「6. 정답 연령에 8명 모두 적중한 사람을 당선자로 하고 8명 모두 맞춘 자가 없을 때는 적중률이 높은 사
람을 당선자로 합니다. 정확한 연령은 요시야 노부코 여사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단, 정답자 다수의 경우는 추첨.)」

【자료4】「「하얀 손의 사람들」연령 맞추기 입상자」(「경성일보」1937.6.20)

-「응모자 총수 3,437장에 달하고 정답자 98명 중 1,2,3등을 추첨하여 결정하였고, 6월 19일 본사 회의실에서 경
찰관 입회하에 엄정한 추첨을 한 결과 다음의 사람들이 당선되었다.」
→ 작품이 연재되기 전에 경성일보와 대만일일신보의 작품 예고에서 작가 요시야 노부코는 신문사의 요청으로 인
한 집필 동기를 간단히 밝히고 있지만, 나고야신문에서는 소설은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며 작품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작품 연재 중에 이례적으로 신문 광고와 현상 이벤트의 협업을 통해 작품을 홍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3.소설「하얀 손의 사람들」의 영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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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5】「「하얀 손의 사람들」 신코오이즈미(新興大泉)에서 영화화」(「경성일보」
1937.8.8)
「본지에 연재 중으로 호평이 자자하고 곧 완결되는 요시야 노부코 여사의 작품인 장편소설 「하얀 손의 사람
들」은 신코시네마 오이즈미 촬영소의 손에 의해 영화화되게 되었다. 시나리오는 하타모토 슈이치(畑本秋一), 감독
은 요시야 노부코 여자의 작품을 세 번이나 작업한 니시테츠 페이(西鉄平), 출연은 야마지 후미코(山路ふみ子), 다
카쓰 게이코(高津慶子), 다테마쓰 아키라(立松晃), 가와즈 세이자부로(河津清三郎) 이하 올스타 캐스팅, 이미 각본
작성, 대본 읽기도 끝이나 영화 촬영을 시작했다. 9월 중순 개봉 예정이다.」

【자료6】「토요 연예-신코「하얀 손의 사람들」배역, 후미에는 미인(明眸) 다카노 유
미(高野由美)」(「경성일보」1937.9.12)
「압도적인 호평을 받으며 본지에 연재된 요시야 노부코 여사 원작의 「하얀 손의 사람들」은 ■■와 사회성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편으로 니시테츠 페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신코 오이즈미가 중추 시즌에 개봉하려고 착착
준비 중인데, 드디어 기대주 오우치 히로시(大内弘)와 다카노 유미를 진두로 올스타의 전 캐스팅이 다음과 같이 결
정, 바로 촬영을 시작했다.」

【자료7】「「하얀 손의 사람들」 대본 읽기」(「경성일보」1937.9.17)
「본지 조간에 연재돼서 전 독자의 압도적인 호평을 받은 요시야 노부코 여사 원작 「하얀 손의 사람들」은 신코
영화에서 하타모토 슈이치 씨 각색으로 영화화하게 되어, 그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배역을 결정하고 이미 대본 읽기도 종료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가까운 시일 내에 촬영에 들어가기로 결정. 10월 중
순을 기하여 반도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개봉할 것이다.」

【자료8】「본지 연재소설의 영화화「하얀 손의 사람들」어제부터 나니와칸(浪花館)에
서 상영」(「경성일보」1938.1.27)
「앞서 본지에 연재하여 호평을 받은 요시야 노부코 여사의 소설「하얀 손의 사람들」은 이미 보도한 것처럼 신
코시네마 오이즈미 작품으로 하타모토 슈이치 각색, 니시테쓰 페이 감독, 鶯田誠 촬영으로 제작 중이었는데, 드디어
지난 25일부터 경성 나니와칸에서 상영되게 되었다.(중략) 첫날은 만원이었다. 상영시간은 매일 정오, 오후 3시 45분,
7시 20분으로 세 번이다.」

【자료9】「은막애국열(銀幕愛国熱)」(「경성일보」1937.8.8)
「신코-신코오이즈미 촬영소에서는 영화보국을 모토로 모든 촬영장에서 「(皇軍一度起たば)」「(太平洋波高
し)」의 두 개의 대형 군사영화제작에 매진하고 있지만, 영화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중대 시국의 국가에 공헌
하고자 「신코시네마 오이즈미 총후회」를 결성, 총후의 방비를 구체적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 소설「하얀 손의 사람들」은 연재가 종료되자 바로 영화제작에 들어가 이듬해인 1938년 1월에 내지는 물론 외
지 조선에서도 영화가 개봉되었다. 영화를 제작한 신코오이즈미 촬영소는 영화보국을 목표로 군사영화를 제작 중이
었는데 「하얀 손의 사람들」도 같은 맥락에서 소설의 내용이 각색되어 제작되었다.

4.조선/나가사키로 향하는 아야코
-「지금까지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신 외국인 선생님이 조선의 미션스쿨에 교사로 가시게 되었어요. 조선의 여
자아이들의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 조수로 저에게 갈 생각이 있으면 데리고 간다고 하셨어요.」
「어머, 조선에요?」
오마쓰와 먼 이국에 아야코를 보내는 것처럼 놀라서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호호, 바보군요. 조선도 일본 안이에요. 별일 없을 거예요. 거기서 저 스스로 일을 하는 새로운 생활이 펼쳐진다
고 생각하면 너무 즐거워요.」 (123회(「경성일보」1937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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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드디어 조선에 영어교사인 외국인 부인과 함께 여행을 가기 전」(125회(「경성일보」1937년 8월 11일))
-「조선에 가요. 여학교의 교사의 조수로.」(126회(「경성일보」1937년 8월 12일))
-「저는 내일 동경을 떠나 조선으로 가요. 도중에 오사카에서 아버지를 만날 생각이니 바로 제가 아버지에게 전
해 드릴까요?」(128회(「경성일보」1937년 8월 14일))
-「아야코 씨, 경성의 여학교에는 오래 계시나요?」
후지쿠라 부인은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글쎄요,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어요. 어차피 가가면 2,3년은 저도 세상 공부를 위해서 일해 보고 싶어요. 지금까
지 그야말로 하얀 손으로 빈둥빈둥 아버지의 재산에 의지해서 꿈처럼 보냈던 날과는 다른 생활을 할 때가 왔어요.」
아야코가 대답했다.
「저도 조만간 조선에 당신을 만나러 갈까요? 조선은 어떤 곳인지 가 보고 싶어요.」
마사코가 미소지으며 말했다.
「언니, 내년에 다케시타 군이 졸업하고 신혼여행으로 조선여행 플랜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129회(「경성일
보」1937년 8월 15일))
-「다메코 부인도 속으로는 딸을 조선으로 보내는 슬픔을 참기 힘들겠지만」
-「정말 견실한 딸이 되어서 조선에서 돌아올게요. 기다려요.」(130회(「경성일보」1937년 8월 16일))
→ 경성일보를 포함하여 나고야신문, 대만일일신보 모두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아야코가 새 직장을 위해 떠나는
목적지는 조선의 경성이다. 하지만 전후 재출판도니 문고판에서는 조선의 경성이 나가사키로 바뀌어 있다.

5.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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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時報에 기재된 가타카나표기 考察
ー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의 <광고>를 中心으로ー

徐順玹(釜山大)

1。서론
본 발표는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발행된 일본어신문인『朝鮮時報』의 <광고>에 기재된 가타카나 표기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朝鮮時報』의 <기사>에서의 가타카나 사용은 외국국명 및 지명과 일반외래어표기로 나눌 수 있
다. 가타카나표기는 1910년대부터 쓰였지만, 이때에는 극히 일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외국국명 및 지명의 외래어 표
기에 있어서는 주로 当て字로 표기하였고, 1920년대 후반부터는 가타카나(カタカナ)가 차츰 기재되기 시작하였으며,
1930년대 후반에는 当て字에서 가타카나(カタカナ)로 국명 및 지명이 바뀌어 기재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국
명은 当て字 表記 前例없이 가타카나(カタカナ)로 표기가 시작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 외 일반외래어표기에 있어서
는, 1910년대 및 1920년대 전반에는 当て字가 많이 기재되었으나, 외국국명 및 지명표기처럼 1920년대 후반에 들어
当て字에서 가타카나(カタカナ) 로 점차 바뀌어 가는 것이 보이며, 현재 고찰 중에 있다. 『朝鮮時報』의 <기사>에
관한 외래어 표기의 고찰과 함께, <광고>의 외래어사용에 있어서 가타카나(カタカナ)표기 등을 조사 정리하여 同 시
대의 미디어에 사용되는 외래어표기의 양상 및 가타카나(カタカナ)표기의 변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朝鮮時報』의 <광고>에서 나타나는 가타카나는 거의 외래어에 관한 것으로 상품 품목 등에 주로 기재되었으며,
현재 DB작업이 진행 된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기재된 가타카나 표기를 중점으로 주제목, 부제목에서 발췌하여
조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1 1910년대 광고의 가타카나(カタカナ)표기
1910년대(1914년～1919년)에『朝鮮時報』신문의 광고에 기재된 가타카나(カタカナ)표기 외래어는 <표1>과 같다.
1910년대에는 24개의 어휘의 외래어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セメント(111), ビール(106), ライオン(89), ウ井ス
キー(77), カーバイト(76)順으로 <광고>에 기재되어 있다. 1910년대 『朝鮮時報』신문의 <기사>에 기재된 외국지명
및 도시명의 외래어는 극히 일부분이 가타카나(カタカナ)표기로 되어 있는데1) 반해, <광고>에서는 많은 어휘가 가타
카나(カタカナ)로 기재되어 있다. 1910년대 사용되고 있는 가타카나(カタカナ)표기를 살펴보면, ウヱス·ヱキス(ウ
エス넝마·エキス엑기스)의 「ヱ」의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ヱ」는「歴史的仮名遣」로써 明治時代부터 제2차
세계대전 후 「現代かなづかい」공표될 때까지 사용되어 1910년대의 仮名표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ウ井スキー:
위스키」의 표기에서는 「ウ井」는 「ウィ」에 해당하는 글자로「ィ」의 当て字로 「井」이 사용되어있다. 1910년
대 많이 사용된 가타카나 광고 어휘는 セメント(시멘트 111)이며, カーバイト(카바이드 76), ゴム(고무 61)등의 공
업용품과, ビール(맥주 106), ウ井スキー(위스키 77), 酒精アルコール(알콜 17)등 주류에 관계되는 제품, サイダー
(사이다 59), 人蔘ヱキス(엑기스 30), パインアツプル(파인애플 23), コンデンスミルク(연유 15), ミルク(밀크 15)
1)일제강점기 신문인 <조선시보>에서 보이는 외국지명표기 「当て字:取音字」에 관한 연구 日語日文學會 第88輯
徐順玹(pp.18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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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식료품 광고도 가타카나(カタカナ)로 기재되어 있다. 식료품 중 パン(빵 pao)은 4건의 광고가 기재되어 있다.
<표1> 1910년대 광고에서 보이는 외래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일본어

アルコール
ウヱス

ウ井スキー
ヱキス
オルガン
ガス
カーバイト
クラブ
ゴム
コンデンス
ミルク
サイダー
シンガポール
ストーブ

セメント
ゼントルマ
ン
ドラッグ
パインアツ
プル
パン
ピアノ
ビール
ビルブロー
カー
ミルク
メリヤス
ライオン

한글명

원어

일자

alcohol 영 1914-11알코올
05
넝마(폐기
ｗaste 영 1918-03물)
01
위스키
whisky 영 1914-1112
extract 영 1917-07엑기스
01
organ 영 1918-08오르간
01
gas
가스
영 1915-0203
카바이드 carbide 영 1918-0211
클럽
club
영 1918-0328
고무
gom 네 1916-0802
condens
1914-11연유
영
ed milk
17
사이다
cider 영 1916-0821
Singapo
싱가포르 re
영 1914-1127
stove 영 1915-03스토브
04
시멘트
cement 영 1915-0221
gentlem
젠틀맨
영 1917-07en
24
드러그
drug 영 1917-0709
pineapp
파인애플 le
영 1915-0207
빵
pao
포 1917-0712
피아노
piano 영 1918-0801
맥주
bier
네 1914-1114
bill
어음중개인 broker 영 1917-0705
밀크
milk 영 1918-0305
메리야스 medias 스 1914-1114
라이온
lion
영 1914-1107

호
수 면 단

541
3
652
3
541
9
629
3
666
9
548
4
650
6
654
9
597
8
542
3
599
7
543
1
550
8
549
9
631
6
630
1
548
8
630
4
666
9
542
1
629
7
652
7
542
1
541
5

94
93
92
94
93
94
90
94
94
94
90
91
93
92
92
92
91
90
93
91
90
92
94
94

1
6
7
6
5
4
10
5
4
6
8
4
2
8
8
3
5
6
5
8
5
5
1
4

기사제목원문

酒精アルコール
製紙
原 料 ウヱ ス 諸 地金
其他
屑物一式
白馬印ウ井スキー
開城人蔘 人蔘ヱキス
山葉ピアノ 山葉オルガン
ガスランプ及カーバイト
商並ニ漁業用燈各種あり
各會社カーバイト特約販
賣店
クラ
ブラ白 粉ク
ラ洗ブ 頰紅粉
ク
ブ
クラブクリーム
ゴム製品
鷲印コンデンスミルク
シトロンサイダー
純
良 シパインアツプル
ンガポール產
軍人印
ストーブ煙筒
石炭セメント
ゼ
ン ト ル マ ン
GENTLEMEN
大阪ドラッグ商會
品質純良シンガポール產
軍人印パインアツプル
ミカド特製パン
山葉ピアノ 山葉オルガン
サツポロビール
釜山ビルブローカー
公債株式現物賣買
滋養 玄米ミルク 豆乳
新古衣類
メリヤス類 諸
雜貨 卸小賣
ライオン齒磨

기사
수
17
14
77
30
2
9
76
18
61
15
59
16
5
111
8
13
23
4
2
106
47
11
11
89

2.2 1920년대 광고의 가타카나(カタカナ)표기
1920년대(1920년～1929년)『朝鮮時報』에 기재된 <광고>의 외래어 표기를 조사해보면 <표2>와 같다. 50여개의
외래어가 가타카나(カタカナ)로 표기되어 있으며, 1910년대보다 많은 외래어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1910년대 사용
되었으나, 1920년대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외래어를 살펴보면, ガス(가스), コンデンスミルク(연유)，シンガポー
ルゼ(싱가포르), ントルマン(젠틀맨), ドラッグ(드러그), パインアツプル(파인애플)，パン(빵)등 7개의 외래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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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1920년대에 새롭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 표기로는 ヴ井ータ(비타), ヴィタミン(비타민), ヱスワイ(エ
スワイ에스와이), エツキス(엑스), エナメルワニス(에나멜니스), カフヱー(카페), カルピス(칼피스), クリーム(크
림), ゴムサツク(고무부대), カタログ(카탈로그)등 35개의 외래어 표기가 새롭게 기재되어 외래어가 1920년대에 많
이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920년대 외래어의 가타카나표기에 있어서 특징을 살펴보면,
1)ヴ井ータ(22): 「イ」의 当て字「井」사용하여「ヴ井:Vi」의 발음을 표기
2)ヴィタミン(6): 「井」를 사용하지 않고 「ィ」를 사용하여 「ヴィ:Vi」의 발음을 표기
3)ヱスワイ(117),カフヱー(18),エナメルワニス(3),エスワイ(17):「歴史的仮名遣」「ヱ」와「現代かなづかい」
「エ」의 혼용
4)タイヤチウブ(23),チューブ(4): 「tube」의 표기가 「歴史的仮名遣」의 長音「チウブ」「チューブ」
5)ラジオ(9),ラヂオ(12): 「歴史的仮名遣」의 四つ仮名「ジ」와「ヂ」혼용
6)ポマード(6)、ポマート(50)의 濁点 혼용
7)エツキス(20),バスケツト(25), ゴムサツク(3), ブロツク(7): 促音위치에 大文字「ツ」사용이 많이 보이며,
ドラッグ(1910·13), シャツ(16), ボックス(4)등에서는 促音의 小文字「ッ」도 사용하고 있다.
<표2> 1920년대 광고에서 보이는 외래어

일본어

한글명

원어

알코올
넝
ウヱス
물)마 ( 폐 기
ウ井スキー 위스키
ヴ井ータ 비타
ヴィタミン 비타민
ヱスワイ 에스와이
エスワイ 에스와이
ヱキス
엑기스
エツキス 엑스
エナメルワ
에나멜니스
ニス
11 オルガン 오르간
12 カフヱー 카페
13 カーバイト 카바이드

alcohol
ｗaste
whisky
Vita
vitamin
SY
SY
extract
X
enamel
varnish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catalog
Calpis
cream
club
gom
gom+s
ack
concret
e
kompa
s

1
2
3
4
5
6
7
8
9
10

アルコール

카탈로그
カルピス 칼피스
クリーム 크림
クラブ
클럽
ゴム
고무
ゴムサツク 콘돔
コンクリー 콘크리트
ト
コンパス 컴퍼스
サイダー 사이다
シャツ
셔츠
スター
스타
ストーブ
스토브
カタログ

영
영
영
이
영
영
영
영
영
영

일자

1921-05-14
1926-10-02
1926-01-27
1926-01-05
1926-10-14
1923-03-21
1920-04-13
1920-04-03
1926-01-07
1926-02-14

7507
9198
8956
8935
9210
8066
7255
7246
8936
8973

3
1
1
2
4
1
3
4
1
1

organ 영 1923-05-11 8108 3
cafe 프 1923-03-02 8049 1
carbide 영 1926-02-10 8970 4

cider
shirts
star
stove

영
영
영
영
네
네
영
네
영
영
영
영

1926-01-13
1926-10-03
1926-10-27
1920-03-03
1926-01-26
1927-01-09
1926-10-06
1924-01-10
1923-08-19
1926-10-02
1923-03-02
19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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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
수
8 アルコール酒精
9
9 ウヱス
36
9 ヘルメスウ井スキー
31
10 ヴ井ータ
22
5
三共ヴィタミン
6
7 ヱスワイ[號]洋服店
117
10 エスワイ號洋服店
24
6 人蔘ヱキス
49
9 最新式エツキス光線設置 20
鳥印エナメルワニス
8 The "Victory Fowl" 3
brand
12 古オルガン
7
8 カフヱー、スター
18
內外米と雜
糓、 砂糖 、 麥
、 輕油 、 植物 、 カーバ
5 粉
28
イト
、 セメント各會社カ
ーバイト特約販賣店
形 ス ト ー ブ 販カタログ
賣修繕
7 各
取替部分品在庫
進 13
呈
4
カルピス
41
クラブ美身クリームの大
6 懸賞
6
4 クラブ美身クリーム
112
4 ゴム印
247
ハ
ー
ト
美
人
10 理想的ゴムサツク
3
11 鐵筋入コンクリート土管各種 4
比例コンパス 擴 7
7 製圖器
大機
6 代表的高級飮料金線サイ
182
ダー
7 キリンヤシャツ株式會社 16
8 カフヱー、スター
12
11 重寶炭ストーブ製造販売元 53

호
수 면단

8942
9199
9222
7216
8955
9290
9202
8306
8193
9198
8049
8305

4
4
4
4
4
4
3
4
4
1
1
3

기사제목원문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セメント
タオル
タイヤチウ
ブ
タクシー
チューブ
ハム
バスケツト
ピアノ
ビルディン
グ
ビール
ブローカー
ブロツク
ポスター
ボタン
ボックス
ホテル
ポマード
ミルク
メリヤス
ライオン
ラジオ
ラヂオ
ユニホーム
レントゲン
レコード
ワイシャツ
ワイン

시멘트
타월
타이어튜브
택시
튜브
햄
바스켓
피아노
빌딩
맥주
중개인
블록
포스터
버튼
박스
호텔
포마드
밀크
메리야스
라이온
라디오
라디오
유니폼
뢴트겐
레코드
와이셔츠
와인

cement
towel
tiretub
e
taxi
tube
ham
basket
piano
buildin
g
bier
broker
block
poster
button
box
hotel
pomade
milk
medias
lion
radio
radio
unifor
m
Röntge
n
record
white
shirts
wine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네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스
영
영
영
영
독
영
영
영

1926-02-05
1921-03-02
1923-05-02
1923-05-02
1926-01-14
1921-05-17
1921-03-03
1926-10-09
1926-02-09
1925-06-21
1920-04-07
1926-10-06
1924-09-10
1925-06-04
1926-10-06
1922-11-03
1924-09-20
1926-01-24
1920-03-04
1920-03-04
1926-02-04
1926-01-21
1926-11-03
1927-01-06
1926-11-04
1926-10-30
1927-02-06
*

8965
7445
8102
8102
8943
7509
7446
9205
8969
8748
7249
9202
8511
8732
9202
7952
8520
8953
7217
7217
8964
8950
9228
9287
9229
9225
9318

1
4
3
3
4
3
4
1
3
1
1
3
4
1
3
1
4
1
1
4
3
1
3
4
1
1
4

9
5
10
10
5
8
5
7
10
10
8
11
5
7
11
7
6
7
10
1
11
9
10
2
10
7
6

小野田セメント
安田製洋釘
三
巴 印 タ オ ル
タオル織機製作販賣
自動車タイヤチウブ修繕
大邱タクシー自動車部
クラブ歯磨チューブ入
長崎製ハム
柳行李 バスケツト 旅行
鞄
ピアノ．オルガン
釜山ビルディング食堂
國産サッポロアサヒビー
ル
ブローカー部
東亞ブロツク工業組
産業的愛國運動の標語並
にポスター懸賞當選發表
木綿糸 絹糸 ボタン
土工用ボックス型金網 蛇
籠
東萊ホテル
クラブ美髮用ポマード
金線印ミルク
メリヤス 帽子製[造]
ライオン歯磨
ラ
ジオ界の新驚異
舶來品附屬品一式
石塚電氣商會ラヂオ電氣
商會
シャツ ユニホーム類
內科 小兒科 レントゲン
科
レコード
ワイシャツ雜貨
赤玉ポートワイン

은 1920년대 새롭게 사용된 가타카나 표기임.

226
75
23
15
4
9
25
2
7
179
14
7
1
7
4
121
6
101
82
53
9
12
3
13
1
1
57

2.3 1910～20년대 当て字사용 외래어표기
1910년대, 20년대 광고에 사용된 외래어 표기 중 当て字로 표기된 외래어는 <표3>에서 보이는 8품목이 있다. 이
들의 가타카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ガラス(유리), ソーダ(소다), マッチ(성냥)는 가타카나 표기가 사용되지 않고
硝子, 曹達, 燐寸등의 当て字로 광고에서 표기되고 있다. ゴム, ビール는 当て字보다는 가타카나로 많이 기재되
어 있다.
<표3> 当て字와 カタカナ 사 용 외래어

1
2

광고
품목

유리
고무

硝子
護謨

当て字
1910
년대 1920
년대
61
20

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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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タカナ
ガラス

ゴム

1910년
대 1920년
대
61

247

3
4
5
6
7
8

맥주
성냥
버튼
소다
가스
카탈로그

麦酒
燐寸
釦
曹達
瓦斯
型録

18
2
52
96
-

5
13
11
127
62
1

ビール
マッチ
ボタン
ソーダ
ガス
カタログ

106
9
-

179
7
13

3．결론
1910년대와 1920년대『朝鮮時報』의 광고에 기재된 외래어는 주로 가타카나(カタカナ)를 사용하여 많이 기재되
어 있다.『朝鮮時報』의 <광고>에서는 1910년대에 24개 가타카나(カタカナ)와 6개의 当て字로 나타나고 있으며,
1920년대에는 52개의 가타카나(カタカナ)와 8개의 当て字가 기재되어 있으며, 외래어에 대한 가타카나(カタカナ)사
용이 <기사>에서 보다 더 많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시각적 효과를 살려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광고품목의 외래어 이외에도 サッポロ、キリン、サクラ、アサヒ등의 제조회사명 및 상품명을 강조하기 위
한 가타카나(カタカナ)들도 기재되어 있다. 이 시대 사용된 가타카나(カタカナ)는 「歴史的仮名遣」의 「ヱ」, 促
音의 大文字「ツ」, 長音, 四つ仮名등의 특징이 나타나며, 1940년대까지 『朝鮮時報』전체의 <광고>에 기재된 가
타카나를 고찰하면 同 시대의 미디어에 있어서의 외래어 광고품목의 변화 및 외래어에 대한 일본어표기의 변천 등
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参考文献 ▶
『日本語の文字·表記入門』 1996．バベル·プレス 高木裕子
『歴史的仮名遣』1986. 中央公論社 築島裕
「일제강점기 신문인 <조선시보>에서 보이는 외국지명표기 「当て字:取音字」에 관한 연구」 日語日文學會 第88輯 徐順
玹(pp.187-204)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검색일:2021.02.14 25)
ウィキペディ https://ja.wikipedia.org/(검색일: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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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보 광고란의 양상
– 마크와 심벌을 중심으로 -

나승회(부산대)

1.들어가며
최근 식민지시기에 발행된 신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910년 전후로 창간된 『매일신보』와 『경성일
보』를 중심으로 식민지 제국사를 비롯한 근대초기의 문예, 정치, 산업 등 다방면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이자 1910년대 유일한 중앙지인 한글신문 『매일신보』는 식민 근대사, 소설 및 문예물, 광고 등
으로 연구가 확대되어 왔으며, 총독부의 일본어 기관지인 『경성일보』는 주로 문예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초기 신문미디어에 대한 연구의 대다수가 기사의 해독이 용이한 한글신문이나 훼손이 적은 총독
부 기관지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어 일제강점기 일본어민간신문과 지방문화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
다. 러일전쟁 이후 조선 내 주요도시인 경성, 부산, 인천 등에서 일본인이 주축이 되어 일본어신문을 발간하고 근대
문물을 소개하면서 근대식민 도시의 구축에 힘써 온 점을 상기하면, 총독부의 직접적인 지배정책 아래에서 운영되었
던 중앙지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여 지역 민간일본어신문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고찰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조선의 각 지역에서 발행된 일본어신문의 광고란은 그 지방의 정치, 경
제, 산업, 문화 등의 양상과 지역주민의 삶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1900년을 전후하여
발간된 지방 민간일본어신문은 『조선신보』를 필두로 부산에서는 『조선시보(朝鮮時報)』(1894.11.21.∼1940.08.),
『부산일보(釜山日報)』(1907.10.∼1944.03.31.)가 발행되었다. 당시 조선 최대 무역항인 부산에서 발행된 두 일본어
신문의 광고란을 조명함으로써 그동안 경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근대 초기 여러 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의 틀을
전국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보』의 광고란의 특징적 양상을 파악하고, 마크와 심벌(상표) 및 삽화를 통한
심벌라이즈(symbolize)의 추이에 주목하여, 식민지 시기 부산 지역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한일 양국 서민
의 삶의 편린을 살펴보고, 광고 심벌라이즈의 구축을 바탕으로 식민근대도시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2. 『조선시보』 광고란의 특징
부산에서 발행된 『조선시보』는 중앙지인 『매일신보』나 『경성일보』보다 빠른 시기에 조선 제일의 무역항을
배경으로 발간된 일본어신문이므로 동시대의 여러 신문 미디어에 직, 간접의 영향을 끼치면서 식민지 시기 일본어
지역신문의 역할과 현실을 대변하고 있었다. 사설, 정치 및 사회면, 각종 기획물, 연재 문예물, 연예란, 상황(商況) 등
의 기사와 광고를 통해 개화기 이후의 지방문화를 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조선시보』의 사설이나 각종 기획기사 및 담론 등에는 일본의 강점을 정당화하는 논지(論旨)의 기사가
자주 등장하고, 사회면에는 근대적 신문물과 풍속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상황(商況)>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미곡(米穀), 수산(어획량), 해운, 냉장, 설탕, 비료 등의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광고>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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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 은행, 병원, 보험, 소송, 특허, 상표, 보험, 약품, 연료, 영화, 연극, 음악, 생활용품(다다미, 금속스틸셔터, 칫솔, 수
세미, 화장품 등)과 식료품(포도주, 설탕, 간장, 술 등), 의약품, 회조점(선박운송), 기선 출범 등의 각종 광고에는 근대
신문물 유입 및 수출입 현황, 상업적인 유행의 흐름,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 전략 등이 투영되어 있어 신문 미디어
를 기반으로 한 식민근대도시의 확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광고 품목의 다양함은 물론, 각 광고의 등장 빈도
및 광고의 출현과 소멸 시기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대략적인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표1] 목록일부
특히 『조선시보』의 광고란은 동시대 한글신문에 비해 정보의 양이 풍부하고 시각적 전달성이 뛰어난 편이며, 신
문미디어의 성립과 발전이 한걸음 빠른 일본신문의 영향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특징적 양상이 두드러진다.
첫째 광고란의 구획 구분이 안정적이며 광고지면이 넓다. 발간초기인 1910년의 지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시대
한글신문과 비교할 때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기사와 광고의 지면구분이 뚜렷하다. 국내의 신문에 처음으로 광고가
등장한 『한성주보』나 이후 한글신문인 『독립신문』에 실린 한글 및 영문의 광고지면과 비교해도 『조선시보』 광
고란의 지면구분과 구성이 훨씬 안정적이다.[그림1] 광고의 출발점이 자본시장 형성으로 인한 상품 소비의 촉진, 새
로운 업태(서비스업)의 소개 및 선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개화기 국내의 정치, 경제적 사정 상 신문이
라는 미디어와 신문광고 자체가 생소한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보』는 발간초기부터 『부산일보』
에 통합되는 1941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4~6면의 지면 중 2면을 제외한 1면, 3면, 4면 또는 6면에 광고가 게재되어
있을 정도로 광고지면의 비중도 높은데, 주로 연예기사나 연재소설을 게재하는 4면(6면)에는 지면의 반 이상이 광고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광고 지면도 자주 등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둘째 광고품목이 다양하다. 개항 이후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상업 세력의 유입으로 인해 신문은 구독
독자의 수와 광고 중요해진다. 인천, 원산 등과 더불어 당시의 대표적인 무역항인 부산은 일본인의 이주와 재화의 수
출입이 빈번하여 『조선시보』의 광고란에도 신상품의 유입과 유행의 흐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광고가 게재
되었다. 무역항의 특성상 건어물, 해상운송 대행점(回漕店), 상선 등의 해양 수산업 관련 광고가 많은 점도 특징적이
다.[표1]
셋째 광고 문구에 이중표기가 혼재되어 있다.[그림2] 『조선시보』에는 한글 기사와 한글 및 영문의 광고 문구도
자주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이중 언어로 표기된 광고와 기사는 일본어신문이 이주 일본인을 위한 생활정보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상당수의 한국인 고정 독자층도 확보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을 경유하는 수입품목의
광고에 등장하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의 다중 언어표기는 다각화되어 가는 당시 상업경제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수출입을 주도하는 선진근대제국 일본의 우월성을 과시하기에 충분하다.
넷째 광고문의 구성 및 배치에 다양한 변용을 꾀하고 있다. 『조선시보』의 광고란에는 거꾸로 또는 옆으로 배치
되어 있는 광고가 자주 눈에 띈다.[그림3]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광고의 사이즈가 크고, 역배치 또는 가로배치의 광
고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어 독자의 시선을 광고상품에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외에도 시리즈 방식의 광고,
삽화배치의 다변화, 광고문구와 글자체의 점진적 변화 방식 등 다양한 변용으로 독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섯째 광고와 기사의 상호 연계성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신간소개 및 잡지광고가 연재소설과 같은 지면에 게
재되거나, 기획기사에 2~3회에 걸쳐 소개기사가 실린 특정병원의 광고가 기사게재일 즈음해서 수일간 이어진다. 당시
광고란에 자주 등장하는 담배 광고 역시 관련 기사가 게재된 지면의 아랫단에 상품광고가 실려 있다. 이외에도 정책
적인 차원에서 해수욕장, 온천 등의 관광지를 개발하거나, 열차 개통, 경마, 마라톤, 벚꽃감상 등 각종대회 개최 등,
행사를 앞두고 있을 경우, 어김없이 수일간 지속적으로 기사와 함께 관련 광고를 게재하여 화제를 모으고 동시에 소
비의 편의성을 도모하기도 한다.
여섯째 시각적 전달성이 뛰어난 마크 및 심벌, 삽화 등을 사용함으로써 제조사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각인시키고
있다.[그림5] 특히 마크와 심벌을 이용한 심벌라이징(symbolizing)은 특정 집단의 서사와 상징을 담고 있는 일본 고
유의 가몽(家紋)문화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조선시보』의 광고란에는 신문물의 소개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그
림이나 사진의 형태로 삽화가 곁들여진 상품광고가 등장하는데, 초기에는 외국인(모델),단란한 가족, 아이와 여성의
모습의 삽화가 자주 실렸으며, 새롭게 유통되는 신상품(일본식 나막신, 염색약, 안경, 가발 등)의 모양을 그대로 옮기
는 방식의 광고도 많다.[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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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시보』 광고의 마크와 심벌 : 광고 심벌라이즈의 확대
『조선시보』의 광고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마크 및 심벌(상징)은 제조사나 상품을 기억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이
미지화되어 있어 특정 상품에 대한 표식으로 인식하게 한다. 주로 문자 광고와 〇, ◎, ●와 같은 특수문자, 직접적인
그림 등으로 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던 초기 한글신문의 광고와 달리, 다양한 마크 및 심벌을 사용한 『조선시보』의
광고란은 아직 신문광고에 대한 개념이 대중적이지 않았던 당시 부산주민들에게 이색적으로 받아들여졌으리라 생각
된다.
이러한 간략화, 상징화의 방식은 크게 그림 유형, 도형 및 도안 유형, 문자 유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그
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의 그림유형은 상품명(기쿠마사무네)이나 상표(삿갓표, 종이학표)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②의 도형 및 도안 유형은 제조사(광고주)의 이미지를 도형으로 상징화한 도안을 상표로 표현하고 있다. ③
의 문자 유형은 제조사나 상품명의 일부를 변형하여 단순화한 것으로 에도시대 이후 일본 상점의 간판이나 노렌(暖
簾), 히키후다(引札:표찰) 등에 보이는 표식과 유사하다.
[그림]5 마크와 심벌 : 조선시보 1927-02-23(1면7단)/1921-03-05(1면8단)

①그림②도형/도안

③문자

위의 예시 중 ②도형/도안의 가장 오른쪽 광고인 <오쓰카 부산출장소>의 광고를 살펴보면, 산모양의 굵은 선 아래
에 일본어의 가타카나 ‘サ’라는 글씨가 심벌로 강조되어 있다. ‘산’을 일본어 ‘ヤマ’로 읽고, 그 아래 글자 ‘サ’를 연결
하면 ‘ヤマサ’가 된다. 이 마크는 바로 위의 광고 문구에 ‘천하일품 특제 간장’이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현재까지 판
매되고 있는 일본의 유명 간장제조회사인 야마사간장주식회사(ヤマサ醤油株式会社)의 상품명이 로고화한 것이다.
특히 ②의 ‘야마사’의 방식과 ③의 문자 유형은 일본 특유의 표현 방식으로, 상업이 번창하던 에도시대에 각 상
점에서 사용하던 가몽(家文:집안의 문장)이 상표로 발전하여 자연스럽게 신문광고로 이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럽의 문장이 개인 문장에서 유래한 것과 달리, 일본의 문장은 집안의 문장인 가몽으로 발달되었고, 유럽의 문장이 강
렬한 원색을 사용한 것에 비해 주로 흑백의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 서구의 문장과 일본의 가몽이 사용하는 집단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듯이, 신문광고에 쓰이는 마크와 심벌도 개별성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각인시
키고, 상품의 제조자가 자신임을 널리 공표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 것이다.

- 337 -

4. 나가며
[그림3] 구성 및 배치

① 역배치 : 조선시보 1914-11-18(1면 7단) / 1914-11-15(1면7단)

<이토합명회사 중고의류부> <독수리표연유>

[그림4]

② 옆으로 배치 : <우에다포목점>

삽화 및 그림 : 조선시보 1914-11-15(94면7단)/1927-01-24(2면10단)/1925-06-05(1면 8단)

①그림 삽화<신발 광고>

②사진 삽화<가발 광고>

사진 삽화<기계 광고>

* 『조선시보』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검색일:2021.02.14
*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토대사업단에서 수행중인 『조선시보』 총 기사 DB 및 <광고>의 DB 활용.

- 3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