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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회장 김창경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지만 집단감염의
위험요소로 인해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사일정 등에 많은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무탈을 기원 드립니다.
이번 2020년 제41차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는 “동아시아 인문학의 현대적 재편”이라는
주제로, 저희 동북아시아문화학회와 동아시아일본학회 그리고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대한중국학회,
동서대학교 공자아카데미가 연합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북아 문화에 대한 연구를 공유함에 있어
연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동아시아일본학회 장세철 회장님,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손동주 단장님, 대한중국학회 정태업 회장님, 동서대학교 공자아카데미 김영기 원장님과 장효만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가 원만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사업단 관계자를
비롯한 학회 관계자 및 발표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북아시아문화학회는 2000년에 설립하여 매년 해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을
돌면서 그곳에서 동북아의 문화에 대한 연구를 서로 공유하면서 학문적 성과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가장 위쪽인 홋카이도와 가장 아래에 있는 오키나와를 포함하여, 도쿄, 교토, 후쿠오카
등지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상하이와 다롄 등에서 5회를 개최 하였고, 몽골과 터키
등에서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2007년에 블라디보스톡, 2018년에 야쿠츠크에서 개최, 작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득이 2020년 제40차 춘계연합국제학술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내에서만 개최하였고, 이번 41차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도
최소한의 대면발표를 제외한 나머지 분과는 모두 지면으로 개최하게 된 점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인문학의 현대적 재편”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며 3개 분과에서 20명의 대면발표가
이루어지며, 6개 분과에서 총 47명의 발표는 지면발표로 진행됩니다. 학술대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각자
연구해 온 것들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관련 연구자들과 많은 소통을 하는 뜻 깊은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학회 및 사업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학회 진행으로
도움을 주는 학부 대학원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김 창 경
동아시아문화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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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동아시아일본학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대한중국학회,
동서대학교 공자아카데미의 연구결과의 결정체인 2020년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올해 가을은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 빨리 다가오는 듯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대학교들과 학술단체 등에
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합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부경대학교 장영수 총장님 이하 학교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소중한 연구의 동반자로서 파트너가 되어주신 동북아시아문화학회를 이끄시는 김창경 학회
장님 이하 학회구성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4개의 단체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2020년 코로나 블루시대의 동북아, 동아시아의 마이너의 성장과 외교적 단절, 무역적자, 문화외곡 등을 고민
하고 극복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발표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그간의 노력으로 비추어 보다면 글로벌 교류를 통해 각각의 연구 분야의 확장 및 연구 성과를 축적해
옴으로써 국제적인 학술대회로써의 면모를 갖추며 성장해 왔습니다.
일본문화연구 또한 그간의 어학, 문학, 교육, 일본학을 근간으로 한 연구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에 도전하기 위한
사회복지, 자연재해, 외교, 군사 등의 연구 분야로 확장된 발표를 준비 하였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열띤 토론을 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가 앞으로
한･중･일 양국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술대회를 위해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신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을 비롯해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여러 선생님들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장 세 철
동아시아일본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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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대한중국학회를 부경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힘써주신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김창경 회장님과 동서대학교 공자아카데미
김영기 원장님과 张晓曼 원장님,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학문적 교류도 이제 비대면이 보편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
리 학술대회도 대면과 비대면을 겸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학술연구에서 최초의 비
대면이 언제부터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우리 학문 자체가 고대인들의 생각
을 책을 통해 보는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는 비대면 연구이고 동양과 서양이라는 지역적 거리를 뛰어넘는 비
대면 연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옛날 우리 선조들은 대부분의 학문적 토론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려와 송대 문인들 사이에 오고간 시문교류는 바로 비대면 학술 연구의 출발이며 조선시대 선비들 간의
서신교류는 비대면 학술연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최고 논제였던 理氣論에 대한 토론을 바로 이황과 기대승이 13년간 서신교류라는 비대면
을 통해 진행했었고 이것은 조선 성리학의 가장 의미 있는 토론이 되었습니다. 또 연행사로 간 홍대용이나 박
제가 등이 청대 지식인들과 필담으로 생각을 나누고 이후 서신으로 학문적 교류를 한 것도 모두 비대면 학술
연구의 좋은 전범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익히 아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에 청대
최고의 학자인 옹방강과 완원 등이 발문을 써서 서로의 생각을 교류한 것도 모두 비대면 문화 교류의 아름다
운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히려 서신이라는 비대면 교류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
고 고민하여 자신의 뜻을 전달 할 수 있었기에 더 깊어진 사상과 멋진 문학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되기에 거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인원수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학자와도 토론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기회
를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옛 선비들이 만나서는 필담으로 교류를 하고 헤어져서는 서간으로 교류를 한
것처럼 말이죠.
오늘 진행되는 학술대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홍대용과 엄성(嚴誠)이 필담과 서간을 통해 천애지기를
만나고 교류한 것처럼 대면과 비대면으로 멋진 소통의 학술대회를 이루어 나기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정 태 업
대한중국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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尊敬的⾦昌庆会⻓、尊敬的郑台业会⻓, 尊敬的各位来宾、各位同仁, ⼤家好！
가2020年注定是不平凡的⼀年, ⾯对全球疫情的肆虐, 中韩两国⼈⺠守望相助, 共同诠释了“患难⻅真情”的
真谛, 为全球的国际合作树⽴了典范。特别是今天, 由⼤韩中国学会､ 东北亚细亚⽂化学会､ 东亚细亚⽇本
学会、釜庆⼤学HK事业团和东⻄⼤学孔⼦学院共同主办的学术⼤会的召开, 学者们将在“东亚细亚⼈⽂学
的现代性重组”的⼤主题下, 围绕“关于中国的展望”､ “学制间的融合”展开讨论, 此次学术会议必将为后疫
情时代东亚细亚⼈⽂学的研究做出更⼤贡献, 为中韩教育的交流与合作拓展更⼤空间,注⼊新鲜活⼒｡
가在此, 我谨代表东⻄⼤学孔⼦学院, 向为本届学术会议的成功举办付出⾟勤努⼒的郑台业会⻓和各位同
仁, 向关⼼和⽀持本届学术会议的各位朋友表⽰衷⼼感谢, 并对前来参加会议的各位学者专家致以热烈欢
迎。
가⼤韩中国学会在促进韩国的中国学研究、加强中韩两国教育⽂化交流等⽅⾯做了⼤量的⼯作,

得到了

社会的普遍认可。此次学术会议联合众多兄弟学会共同参与, 可⻅其核⼼作⽤和凝聚作⽤。近年来, 我们
东⻄⼤学孔⼦学院与⼤韩中国学会紧密合作, 举办了许多重⼤学术会议, 今后我们将继续秉持孔⼦学院的
办学宗旨, 不断增进两国⼈⺠的友谊, 使东⻄⼤学孔⼦学院成为中韩教育⽂化交流的桥梁, 汉语教学的基
地, 中国问题研究的平台, 也希望与⼤韩中国学会的合作更上新台阶。
가预祝本届学术会议圆满成功！

2020年 10月 31日

张 晓 曼
东⻄⼤学孔⼦学院 中⽅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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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ADDRESS

축

사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단장 손동주입니다.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아시아일본학회, 대한중국학회, 동서대학교 공자아카데미,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이 공동 주관·주최하는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물적 교류가 어려운
이 시기를 겪으며, 동북아지역 내 상호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호 교류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문화·민간·산업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동북아지역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일이 더욱 많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동북아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종교,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히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동북아 지역 인문학을 연구하는 여러 연구자님들을 모시고,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위하여 지면 발표와 대면 발표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지면 발표는 <동북아역사>, <동북아사회문화>, <동북아교육현황>, <중국학연구>, <일본어학·문학
연구>, <일본학연구> 등 6개 세션으로, 대면 발표는 <동아시아해역>, <일본문화연구>, <사회주의 중국, 종교관리의
역사와 현장>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술대회가 지면발표와 대면발표로 나누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지면발표
및 토론을 맡아주신 연구자 선생님들을 모두 초대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향후
부경대학교 캠퍼스에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동아시아 지역의 학술적 교류를 넓히고 학문적 성과를 나누며,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학술대회가 활발한 학술토론의 장이 되어, 향후 학술활동의 동력이 될 소중한 영감들을 수확할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연구자로서 본연의 자세를 가다듬고 학문에 매진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소중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공동 주관·주최 기관의 관계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손 동 주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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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인문학의 현대적 재편

PLENARY SESSION

2020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東亜細亜 人文學의 現代的 再編
장소: 인문사회과학대학 2F

9:30-10:00

등록

10:00-12:00

분과발표

12:00-13:00

중식

개회식

개회사

김창경
(동북아시아문화학회 회장)

장세철
(동아시아일본학회 회장)

정태업

13:00-13:30

(대한중국학회 회장)

축사
张晓曼
(东⻄⼤学孔⼦学院 院⻓)

손동주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단장)

연구윤리교육

김현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윤리위원)

13:40-16:50

분과발표

17:00-17:30

폐회식 및 총회

18:00-20:00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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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원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총무이사)

SESSION PRESENTAION

Session Ⅰ

東亜細亜海域
개회식 (13:00~13:30)

장소: 인문사회과학대학 4F 427호
좌장: 손동주 (부경대학교)
시간

발표자

13:4014:10

(부경대학교)

발표문

토론자

사회자

Touristification 관점에서의 해양관광목적지,
감천문화마을

(부경대학교)

19세기 대만 유학자의 타자 인식:
해남잡저(海南雜著)를 중심으로

김문기

김윤미

(부경대학교)

(부경대학교)

양위주
이샛별
(울산문화재단)

14:1014:40

(아시아문화원)

14:4015:10

(부경대학교)

안재연

서광덕

이동과 네트워크로 다시 보는 부산항

이가영

이보고
(부경대학교)

휴식 (15:10~15:20)

15:2015:50

(부경대학교)

15:5016:20

(부경대학교)

16:2016:50

(부경대학교)

공미희

조세현

최민경

울산의 일본인 이주어촌의 실태와 특징 분석

이가연
(부경대학교)

벌링게임사절단과 이와쿠라사절단이 경험한
미국과 영국의 해군문명

최병규

양민호

(안동대학교)

(부경대학교)

디아스포라의 귀환과 해역 공간:
해방직후 한인 디아스포라의 부산 귀환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폐회식 및 총회 (17: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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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동근

2020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인문학의 현대적 재편

SESSION PRESENTAION

Session Ⅱ

日本文化研究
장소: 인문사회과학대학 4F 428호
좌장: 박진우 (숙명여자대학교)

시간

발표자

박진복
10:00- (한서대학교대학원)
10:30
주정아
(공주대학교대학원)
10:3011:00

고용환
(경남정보대학교)

11:0011:30

(동아대학교)

11:3012:00

(수원과학대학교)

최인택

김화영

발표문
한일 장기 자원봉사 활동자들의 자원봉사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토론자

사회자

조문기

김종남

(숭실사이버대학교) (한서대학교)

히토마로 마쿠라고토바, ‘옥창’(玉鉾)과 주술적 의미
김상규
-여신이 가지는 ‘외’와 ‘칡’(瓜･葛), ‘국자’(柄杓)의
(부경대학교)
표현구와 비교고찰오키나와의 묘제의 변화와 현대적 수용
-오키나와 본도를 중심으로영화 황진이와 사쿠란 비교 연구

조규헌

오미희

(상명대학교)

(유원대학교)

서동주
(서울대학교)

중식 및 이사회 (12:00~13:00)

개회식 (13:00~13:30)
시간

발표자

13:4014:20

(전남대학교)

14:2015:00

김용의

최가진
(전남대학교)

발표문
松本淸張 추리소설의 살인 사건과 법의학

3.11동일본대지진과 유령담 형성의 의미

토론자

사회자

김화영
(수원과학대학교)

장상언

신동규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

휴식 (15:00~15:20)
15:2016:00
16:0016:40

주혜정
(전남대학교)

서동주
(서울대학교)

한인이주와 트랜스 내셔널리즘: 재미교포 작가의
파친코를 중심으로
탈전후 사상의 역사성과 중층성

폐회식 및 총회 (17: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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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익구
(청암대학교)

박이진
(성균관대학교)

배진영
(백석대학교)

SESSION PRESENTAION

Session Ⅲ

社會主義 中國, 宗敎管理의 歴史와 現場
개회식 (13:00~13:30)

장소: 인문사회과학대학 4F 408호
좌장: 김창경 (부경대학교)
시간

발표자

14:0014:30

(동의대학교)

강경구

발표문

중국불교협회 장정의 변화와 협회의 성격

토론자

사회자

이서현
(영산대학교)

강경구
(동의대학교)

14:3015:00

박노종
(부산대학교)

도교 규장제도와 시진핑시기 ‘법치’와의 관계

김영옥
(부산대학교)

휴식 (15:00~15:20)

15:2015:50

(부경대학교)

15:5016:20

(부산대학교)

16:2016:50

김경아
(부경대학교)

안승웅

유미경

중국 바티칸 주교임명권 협상과정과 중국의
주교임명권 관련 법률제도

｢중국기독교교회규장｣과 중국교회 규범화

중국 중앙과 지방의 종교정책시스템 고찰:
국무원령과 성·시·자치구 ｢종교사무조례｣의
상호관계성을 중심으로

폐회식 및 총회 (17: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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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민
(한국해양대학교)

이민경

강경구

(동국대학교)

(동의대학교)

전 금
(영산대학교)

2020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인문학의 현대적 재편

SESSION PRESENTAION

Session Ⅳ

東北亜歴史
지면 발표 및 토론

발표자

⼩林誠司
(兵庫県教育委員会)

佐藤雄基
(⽴教⼤学)

時⽥栄⼦
(⽴教⼤学⼤学院)

⾦⼦哲
(兵庫⼤学)

발표문

｢徳兵衛の渡海物語｣元禄七年写本群の史料性について

⽇本史の時代区分に関する覚書：｢中世｣について

後⿃羽院政期の修法からみる梶原景時の変について

中世の郡境界河川に対する⽀配権に関する⼀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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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신종대
(부경대학교)

金子哲
(兵庫大学)

岡本洋之
(兵庫大学)

박화진
(부경대학교)

SESSION PRESENTAION

Session Ⅴ

東北亜社會文化
지면 발표 및 토론

발표자

발표문

토론자
이효정

최병규
(안동대학교)

조선(朝鮮) 종성석(鍾城石) 벼루에 대한 고찰

(협성대학교)

김창경
(부경대학교)

묘춘원
(부경대학교대학원)

임석원,최태영
(부경대학교)
湯瀬晶⽂
(兵庫⼤学)

선박사이의 항법상 우선권에 관한 연구

コロナ禍への対応と死⽣観の調査にみられる共通性

SHAO JINHUA
OKEKE IZUCHUKWU 짧은 동영상 틱톡(Tiktok)의 이용동기와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서기량,정다희
한·중 청소년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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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부경대학교)

노성환
(울산대학교)

김정규
(부경대학교)

2020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인문학의 현대적 재편

SESSION PRESENTAION

Session Ⅵ

東北亜教育現状
지면 발표 및 토론

발표자

발표문

토론자
최태영

박종원
(부경대학교)

동북아 학생의 단기 및 장기간 작문 발달 연구

(부경대학교)

임석원
(부경대학교)

岡本洋之

独学⽂化を批判した者, 掴みそこなった者, 展望した者

공미희

(兵庫⼤学)

─1920年代を中⼼とする成⼈向け教養教育の英⽇⽐較─

(부경대학교)

최건식
(부경대학교)

NHK⽇本語発⾳アクセント新辞典의

권기수

優位語〜許容語의 様相

(신라대학교)

김윤희
(백석대학교)

클래스카드를 활용한 일본어 교육의 사례 고찰
-관광일본어 온라인수업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손동주
최건식
(부경대학교)

윤혜정
(부경대학교대학원)

허균
(부경대학교)
곽현숙
(경성대학교)

사교육과 방과후학교 영역의 교육종단 연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일본 속 한자어 복어 명칭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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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부경대학교)

김현태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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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Ⅶ

中国學硏究
지면 발표 및 토론

발표자

발표문

김종찬

論“異乎”的詞性、詞義

(안동대학교)

예동근,이춘수
(부경대학교)

居住⽅式对农⺠⼯群体性事件影响

김복희

중국 민영병원 발전 잠재력 분석
-TOPSIS 기법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황련화
(상해외국어대학교)

황명호
(부경대학교)

완료상표지“-었-”과 “了”의 문법의미

사회물질성: 일상속의 기술 혁신 이론을 찾아서

토론자

김정훈
(부산외국어대학교)

최상열
(중국소주대학교)

손상범
(영남대학교)

김현태
(부경대학교)

장무휘
(부산대학교)

김다인
(부경대학교대학원)

리단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 정책에 관한
한국학계의 동태 분석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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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Ⅷ

日本語學･日本文學硏究
지면 발표 및 토론

발표자

발표문

오현진

무라카미 하루키 빵가게 재습격론

(중앙대학교)

박기태
(교토대학)

전태호
(나고야대학)

배진영
(백석대학교)

박이진
(성균관대학교)

연구메이지 시대 '전기(伝奇) 소설' 개념의 변천

미디어를 횡단하는 일본 영상콘텐츠 제작시스템-1990년대
TV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제작위원회방식의 정착을 중심으로-

일본 성경에 나타나는 복합동사의 양상

현대일본의 인종론 재고
-하프, 또 하나의 일본인론-

토론자

심수경
(서일대학교)

박상현
(경희사이버대학교)

안노마사히데
(상명대학교)

박선옥
(대진대학교)

서동주
(서울대학교)

양 유
(동국대학교대학원)

이경철

磨光韻鏡の右⾳注における字⾳規定上の問題点

이병훈
(전남대학교)

(동국대학교)

윤 일
(부경대학교)

일본 문학작품과 관광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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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민
(동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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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Ⅸ

日本學硏究
지면 발표 및 토론

발표자

발표문

토론자

김경수,김필도,문유미
(경기대학교)

일본의 재해활동 문헌고찰을 통한 재해피해가능성불안
우선순위 및 대안 도출에 대한 연구

(숭실사이버대학교)

음주실태의 사회적 문제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조문기

이종철
(홍익대학교)

이국권
(청운대학교)
이서영,심선경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정은
(국제의료복지대학교)

유병준,배학영,오순근
(해군)

이서영

최 현
일본의 지역밀착형서비스에 관한 연구

장기요양서비스와 요양인력의 한일비교
-노인자립지원케어의 시점에서-

韓日 해상전력 비교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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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연합회)

임기웅
(경희대학교)

류재학
(합동참모본부)

Session Ⅰ

東亜細亜海域

Touristification 관점에서의 해양관광목적지, 감천문화마을 / 양위주, 이샛별
19세기 대만 유학자의 타자 인식; 해남잡저(海南雜著)를 중심으로 / 안재연
이동과 네트워크로 다시 보는 부산항 / 서광덕
울산의 일본인 이주어촌의 실태와 특징 분석 / 공미희
벌링게임사절단과 이와쿠라사절단이 경험한 미국과 영국의 해군문명 / 조세현
디아스포라의 귀환과 해역 공간:
해방직후 한인 디아스포라의 부산 귀환을 중심으로 / 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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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tification 관점에서의 해양관광목적지,
감천문화마을

양위주 (부경대학교)･ 이샛별 (울산문화재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Touristification이란 ‘관광지화 되다.’ 라는 의미인 touristify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거주민(원
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이르는 gentrification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관광자본에 의한 상업적 관
광지화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쓰레기, 주차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이 이주하는 현상을 의미하
는 용어이다. gentrification 현상이 건물주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나타남을 의미하는 반면,
touristification은 주거지역의 overtourism 현상으로 인한 주거생활권 침해 등의 원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주거 질의 저하로 인해 거주지 이탈로 이어지게 된다.

2) 문제점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으로 감천문화마을은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부산의 대표적 관광
목적지가 되었다. 2019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이주 외래 관광객 비율이 60%
에 이를 정도로 국제적인 관광목적지로 포지셔닝 되었다. 국내외 매스컴을 통하여 감천문화마을의
변화를 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각종 수상을 하면서,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급증하
게 되었다.
그러나 관광객 증가와 관련하여 40인승 관광버스가 하루 50대 좁은 도로를 통하여 운행하므로
인해 교통 혼잡과 더불어 대형버스의 주차는 특정 시간대에 감천문화마을과 주변 지역에 교통문
제와 더불어 주차공간문제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개별관광객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관
광객의 급증은 지가상승, 상권변화, 사생활 침해, 소음문제 등 지역주민의 생활공간과 거주환경에
부정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상권과 지가 변화와 관련된 이권 발생으로 인한 지역주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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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불신, 지역주민과 외부 유입된 상인과의 원주민-상인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사회학적 문제 발
생과 잠재적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전체의 삶의 질적 저하로 나타나며,
관광객에 대한 대응방법에서도 다양한 부정적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관광혐오(tourism phobia)로 표현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유사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1992년 기준 바르셀로나시 경
제에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이후 지역경제에서 관광 비중이
12%, 일자리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르셀로나 인구는 160만 명이지만 한 해 방문하
는 관광객 수가 약 3,200만명으로, 오버투어리즘 및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지역주민들은 도시 곳곳에 ‘tourist go out’이라는 문구를 남기거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등 관광객에게 비우호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지역인 구도심의 경우,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를 임차해서 공유숙박으로
전환하여 재임대를 통해서 더 많은 수입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구도심에는 이러한 불법 공유숙
박이 많게는 8,000여개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역의 경제적 약자들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도시 외곽지역으로 쫓겨나고 있다. 기존 구도심 주민들은 관광객들이 야기하는 소음(고성
방가)이나 폐해(노상 방뇨, 쓰레기)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오랜 역사 동안 전승되어온 고유한 지역공동체 문화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3) 연구목적
감천문화마을을 대상으로 tourisfication을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가속화될 오버투어리즘의 문
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Y1 = a1 + b1X
Y2 = a2 + b2X

관광객(명) X

98348
304992
797092
1381361
1841323
2050297
2570521

주민(명) Y1
(감천2동 12-18통)

2656
2735
2550
2359
2243
2075
1952

주민(명) Y2
감천2동 전체

9677
9249
8825
8383
8077
7682
7294

Ⅱ. 이론적 배경

1) Touristification
투어리스트피케이션은 ‘관광지화가 되어간다.를 뜻하는 touristfy와 지역 상업화로 주민들이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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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는 gentrification의 합성어로서 관광객의 급증으로 기존 지역민들의 주거환경이 위협받는 현
상을 뜻한다(Herrera et al., 2007; 김영국, 우은주, 이정기, 2017). 투어리스트피케이션은 현재 곳곳
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며, 최근 바르셀로나 시에서는 유명 관광지 관람제한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김소은, 2017).
국내의 경우 이화동 벽화마을은 2006년 착수한 도시 속 예술(art in city) 사업으로 도심 재생 및
문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였다. 공공미술추진위원회에서 2.5억 원을
들여 마을에 16개의 벽화가 그려지게 되면서 초기에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지역을
브랜드화 알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었다. 하지만, 유동인구 및 단체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본래 주거 장소가 관광지가 되고 지역민들의 사생활침해는 물론 소음, 쓰레기 문제
등 급격한 환경문제 및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북촌 한옥마을의 경우도 초기에는 한옥 교유의 아
름다움이 유지되고 하루 7,4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만큼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외국 관광객
들로 인한 소음, 무단 투기 등으로 지역민들이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지역민들은 집
을 팔거나 세를 주고 떠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해마다 3,000명이 방문하는 스페인 바르셀
로나의 경우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외각으로 쫓겨나거나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
(조관연, 2017). 이처럼 투어리스트피케이션의 원인은 임대료 상승, 문화파괴, 자연파괴, 지역민-관
광객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2) Gentrification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신사’를 뜻하는 gentry와 ‘~화 시키다’를 뜻하는 cation의 합성
어로 ‘고급화’를 뜻한다. 이 개념은 영국의 사회학자 Ruth Glass(1964)가 ｢London : aspects of
change｣에서 런던의 저소득 노동계급이 살고 있던 주거지에 중상류층 계급들이 유입되며 주거지
가 고급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사용하였다. 개념적으로는 구도심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주
거환경과 개발이 가속화되고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기존의 거주자들이 외부로 내몰리는 현상이며
(Smith, 2002), 주거 근린의 사회적 및 물리적 향상으로 정의된다(Millard-Ball, 2000). 또한, 도심
의 노후 주거지가 재개발 과정으로 전문직 계층이 도심 귀도화 현상을 보이고 이에 따라 기존의
거주자들을 대체하는 과정이라 정의된다(Brown & Wyly, 2000). 즉,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지역에 중상층 계급 이상이 유입되고 상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원주민들이 내
물림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에 카페, 갤러리 등의 시설물이나 공간이 생겨나면
서 시작된다. 이는 SNS 등 입소문과 함께 유동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더욱 심각해진다. 서울
의 경우 북촌, 삼청동, 망원동, 경리단길 등이 이에 해당하며, 부산의 경우 감천문화마을이 대표적
인 사례이다(오지연, 박정아, 2018).
1984년 Bruce London과 John Palen은 1960~1970년대 등장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을 크게 5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인구 생태적 요인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의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
하여 양육조건보다 도심 내 편리성을 고려하며 주거환경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신중산층이
친 도시적 성향을 보임에 따라 도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셋째는 의도적으로 개발이익을 창출하
려는 정치 및 경제적 이론이다. 넷째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근린지역 재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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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계로 도시사회 운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이다(권용봉, 황재훈, 2019). 이 외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원인은 공급, 수요, 생산, 소비 등
다양한 관점에 의해 설명될 수 있지만 툭히 Lay(1980)는 후기산업 사회에 대한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3가지 요인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논의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현상을 설명하며 주거지역(residential
gentrification)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이후, 상업 젠트리피케이션(commercial gentrification) 등
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먼저,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의 주거지에 계층변화로 물리적인 환
경 변화를 뜻한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저렴한 임대료와 지역의 유명세로 지역 유동인구, 상업
시설 등이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임용진, 한종희, 2020).
초기에 젠트리피케이션은 삶의 수준이 높은 중산층 이상의 유입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지며, 도시 활력 증진, 경제 활성화, 경관개선 등 긍정적인 개념으로 설명되었다(Yeates, 1990;
Glass, 1964; Hammett, 2003). 그러나 기존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며 지역 고유 특성이 퇴색한다
는 측면에서 원주민을 이탈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주장되고 있다(Batancur, 2011). 따
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를 활성화 시키면서도 합법적인 전출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인
개념이다(Lee, 1998; 박신의, 2015).
젠트리피케이션은 역사적 배경에 따라 변화가 있었는데 크게는 3세대로 구분되어 진다. 1세대는
1950~1974년대로 이 시기는 국가가 도시 및 지역의 재개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시기이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2세대는 1970~1980년대로 이 시기는 기업이
중심적으로 개발을 선도하며 예술적 이미지를 도시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독일의 구겐
하임 미술관과 빌바오의 재생이 대표적 사례이며, 도시의 버려진 지역을 레저, 문화적으로 탈바꿈
하려 하였다. 3세대는 1990년대 이후로 이 시기는 기업이나 개발업자들이 젠트리피케이션에 주도
권을 갖게 되면서 개발과정에서 정부 개입이 적극적으로 변했다(Atkinson & Bridge, 2005). 젠트
리피케이션의 개념을 정의한 국내 연구자로 최인희(2016)는 상업지역과 인접하며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지역에 자영업자들이 침투하여 개성을 가진 공간을 형성하고, 지역 가치를 상승함으로써 일어
나는 주상 혼재 상업가로 정의하였다.

3) Overtourism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은 2012년 유럽에서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트위터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스
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등에서 관광객 유입 반대시위(anti-tourism)를 하면서부터다.
이후, UNWTO 장관회의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개념화되었다(이훈, 심창섭, 2018).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은 ‘over(지나친)’와 ‘tourism(관광)’의 합성어로서 수용력을 초과하는 관
광객의 유입을 의미하며(박주영, 2018; 이수진, 조성한, 2019), 이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책임관
광’(Responsible Tourism)을 제시하였다(Responsible Tourism, N.D.; Oly et al., 2017). 여기서 수
용력은 관광목적지의 환경과 관광경험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관광객 수를 의미한다
(World Tourism Organization, 1981). 또한, 관광객 규모의 산술적 한계를 뜻하는 물리적인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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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관광경험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인 수용력,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제적인 수용력, 지역정체성 및 사회적 변화를 견딜 수 있는 사회적인 수용력, 지역의 자연
환경이 견딜 수 있는 생물학적인 수용력 등으로 구분가능하다(박주영, 정광민, 2018).
오버투어리즘은 touristification과 tourism-phobia의 의미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touristification은 ‘관광지화 되다(tourity)’와 ‘생활 터전에서 쫓기는 현상(gentrification)’의 합성어
이다. 즉, 오버투어리즘 과정에서 문화예술, 관광자원 등으로 특화된 지역이 유명세로 인해 관광객
이 유입되어 지역의 변화와 재구조화를 일으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안지현, 김남조, 2019). 관
광 공포증은 오버투어리즘의 수준이 한계를 넘어 현지인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회문제를 관광객
으로 돌리며 관광객에 대한 분노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 즉, 오버투어리즘이란 관광목적지의 물리
적, 생태 환경적, 사회 심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한 수준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강철구, 노형래, 권기태, 2019).
구체적으로 오버투어리즘이 발생하는 원인은 양의 문제, 질의 문제, 변화 속도의 문제, 상호이해
의 문제 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양의 문제란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을 넘어선 관광객 유입
을 말한다. 질의 문제란 관광지가 되면서 단체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단체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뜻
한다. 속도의 문제란 지역민들이 적응할 틈도 없이 짧은 시간 동안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
며, 상호 이해의 문제란 관광객, 지역민, 관광업체 등 상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질적인 입장
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이훈, 심창섭, 2018).
오버투어리즘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양하다. 심각한 환경, 교통,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 내 여러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갈등과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 이처럼 지역
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관광객 유입과 관광 개발이 지속화된다면 관광객에
대한 지역민들의 태도가 부정적일 수 있다. Butler(1980)의 Tourism Life Cycle Model에서는 관광
지의 개발 단계를 탐색(exploration), 참여(involvement), 발전(development), 강화(consolidation),
정체(stagnation)로 구분하여 관광객 수가 최고인 지점에서 대응을 잘하지 못한다면 침체(decline),
잘 대응한다면 회복(rejuvenation) 단계에 접어든다고 하였다(김송이, 강영은, 2019). 즉, 관광 개발
로 지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감내해야 하는 비용보다 높으면, 관광객에 대한 호의적인 감
정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오버투어리즘이란 부정적인 감정과 현상이 생길 수 있
다(김송이, 강영은, 2019; Ap, 1992). 한 예로, 이탈리아 베니스의 경우 관광객의 급증으로 도시 인
프라 부담, 임대료 폭등, 환경 파괴 등으로 지역민들이 떠나고 있다. 50년 전 약 150,000명이었던
도시 인구가 현재 약 53,000명만이 남아있고 연간 약 1,000명의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경우 임대료 폭등, 교통체증 등으
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감천문화마을 방문 관광객 현황자료와 감천문화마을 인구 추이 변화와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 25 -

2020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인문학의 현대적 재편

그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touristification 현상을 입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 결론 및 정책제언
연구분석 결과 감천문화마을의 경우, 감천 2동 12-18통 주민과 관광객 수와의 관계, 감천2동 전
체 주민과 관광객 수와의 관계에서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ouristification
현상이 상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홍보 시에 관광목적지와 지역주민 간의 상호인정과 일상생활에
대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교육용 홍보영상이나 관광 필수 준수사항으로 사정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강제적 가이드라인으로 관광객 수와 입장 시간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바르셀로나의 경우, 주요 관광목적지의 입장 시간 규제, 관광객 수의 규제 방안이 있
다. CCTV를 이용하여 관광객의 사생활침해나 마을의 훼손 행위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 Abstract 】
Gamcheon Culture Village, a marine tourism destination from a
touristification perspective
Yhang, Wiijoo (Pukyung National University)
Lee, Saebeul (Ulsan Arts and Culture Found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of 'Tourisfication' for the Gamcheon
Culture Village, and seek policy solutions to be implemented in advance. To this end, the
relationship between Gamcheon Culture Village visits and data related to population trends in
Gamcheon Culture Village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Through this, we saw the
phenomenon of ‘Touristification’ and suggested many solu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case of Gamcheon Culture Village, a causal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residents of Gamcheon
2-dong 12-18 and the number and the number of residents of Gamcheon 2-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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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9세기 중국 유학자의 타자 인식:
｢안남기유(安南紀游) ｣와 해남잡저(海南雜著) 비교

안재연 (아시아문화원)

1. 서문
중국은 명, 청에 걸쳐 엄격한 해금령과 천계령 조치를 시행하였다. 17세기 초반까지도 불안정했
던 중국 정세는 1683년 대만 평정 후 이듬해 천계령을 철회하면서 해금이 완화되자 민간상선의
자유무역과 연해해운이 발달하게 된다.1) 자연 각종 해난 사고, 예를 들어 해상 화재, 좌초, 해적,
타국에서의 구류, 표류 등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자국을 포함, 조선, 일본, 류큐(琉球 [지금의 오키
나와]), 베트남, 필리핀, 심지어 해외에서 온 이들 관련 해난사고를 각종 공적, 사적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해난사고 관련 기록의 가장 큰 특징은 당안(檔案)으로 대표되는 공적 기록과 사적 기록
의 압도적인 수량 차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 기관 공문서인 당안은, 명, 청조에만 약 2천여만건
이 남아 있고, 그 중 해난과 관련된 당안은 내각당안(內閣檔案), 궁중당안(宮中檔案) 및 군기처(軍
機處)에 소속되어 있다. 공적 조사서의 양식은 대개 일정하여, 보고자, 해난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국적과 수, 신분, 항해 목적, 해난 사고의 경위, 처리방식 및 그 결과 등으로 이루어졌다. 해난 사
고 중 절대 다수가 풍랑이나 배의 이상으로 표류를 한 경우인데, 중국 해양사의 권위자 류쉬펑(劉
序風)은 약 36종의 당안 사료중 외국인들이 표류하다 중국에 표착한 2,938건을 국가별로 분석, 정
리한 바 있다.2) 한편, 1644년부터 1862년 사이 조선, 류큐, 일본 등 해외 공문서에 남아 있는 중국
인 표착 사례도 520여건 내외로 뚜렷하게 증가하였다.3) 청조 예부가 1684년 해금령 해제 반포 이
1) 조세현, 천하의 바다에서 국가의 바다로: 해양의 시각으로 본 근대 중국의 형성 (서울: 일조각, 2016), 39쪽.
2) 劉序楓編, 清代檔案中的海難史料目錄. 涉外篇 (臺北: 中央研究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 中央研究院亞太區域研究專題中
心, 2004), ｢서문｣참조.
3) 劉序楓, ｢東亞海域의 漂流事件과 僞裝漂流 問題｣ 한국학논집 제 45집, 2009, 131쪽. 한편문정별단(問情別單)에 의하면,
조선 후기 전라도 서남해역에 표착한 이국인 중 조선에 표착한 중국인이 총 82건 중 60건(71%)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중국 표류민들은 17세기 명, 청 교체기에는 일본 나가사키 등지로 무역을 위해 오가다 표류하였고, 18-19세기는 주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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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주변 조공국(조선, 일본, 류큐)에 자문을 발포하여 외국에 표류한 중국인 표류민을 구조하여
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경우를 보아도 그 수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4)
한편, 표해의 경험을 적은 민간 기록은 표류담, 전설이나 소설, 개인문집, 필기(筆記) 등에서 찾
아볼 수 있다. 류쉬펑은 중국 민간 표해록 중 볼 만한 것을 세 개로 압축하면서,5) 중국 민간 표해
록의 수가 적은 이유로 명말청초의 ‘출항금지’시기 동안에 개인이 임의로 출항하는 것을 금했고,
만약 민간인이 바다로 나갔다가 조난을 해 구조가 되더라도 귀국할 수 없었다는 점, 설혹 밀입국
한다 하더라도 글로 그간의 경위를 적어서 남기기가 어려웠던 점, 대국으로서의 심리가 작용해 외
국의 문물에 무심한 점, 대륙 문인들이 바다를 두려워 한 점, 주로 표해를 했던 상인, 어민 등이
문맹이었던 점, 기록의 소실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6)
표해록이 “바다에 삶을 기댄 주체의 기록이 아니”며, “일회적 견문록으로의 성격7)”이 강하여 이
야기인 표류담에 비해 가치가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공적 기록에 비해 표류인의 과장, 허
위, 혹은 주관적 관점 등으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민간 표해록은 공적
기록이 갖는 형식이나 분량의 한계에서 벗어나 표해의 과정이나 표착지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통
해 표류담에 뒤지지 않은 문학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일회적이라는 제한이 있으
되 표착할 당시의 민간 풍습에 관한 기록은 물론 지리와 생업, 군사, 행정, 정치, 역사 등에 대한
기록도 담고 있어 해양을 통한 문화 교류의 한 축이자 민속학적 사료로도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출발지와 표착지를 비교하는 공시적 관점은 물론, 시차를 두고 방문한 동일한 표착지의 상이점을
살펴보는 통시적 관점에서도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17∼19세기 중국 민간 표해록,｢안남기유(安南紀游)｣와해남잡저(海南雜著)두 편을 비
교함을 목표로 한다. 이 두 편은 민간 표해록이라는 공통점 이외에 저자가 모두 식자층, 즉 유학
자 신분이라는 점, 베트남(안남)을 방문하였다는 점, 그리고 청대에 기록된 점이라는 점 등을 공통
분모로 한다. 전근대시기 동아시아에서 배를 탄 이들 대부분이 어부나 상인, 군인, 승려 혹은 사절
단 등 매우 제한된 신분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의 표류 경험을 자필로 옮길 수 있었던 유학
자의 기록이라는 점, 저자가 약 150년의 시차를 두고 각각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돌아왔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통시적으로 표착 국가의 변모한 제도나 민속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남
기유｣는 강희 27년인 1688년에, 해남잡저는 도광 15년인 1835년에 표류했던 경험을 2년 뒤 붓으
(江南), 산동(山東), 복건(福建), 광동(廣東) 그리고 해협을 끼고 대만(臺灣)까지 자국내 연안지역을 오가다 사고를 당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그 수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김경옥, 섬과 바다의 사회사 (서울: 민속원, 2016), 112~114쪽.
4) 歷代寶案 1, (臺北: 臺灣大學影印本, 1972), pp. 226~227. 劉序楓, ｢청대 중국의 외국인 표류민의 구조와 환송에 대하여:
조선인과 일본인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8호, 2010.6, 133쪽에서 재인용.
5) 류쉬펑은 해남잡저(海南雜著)와 더불어 1688년 베트남으로 표류한 반정규(潘鼎珪, ?~?)의 안남기유(安南紀遊), 1823년
일본 표류사건을 기록한 정광조(鄭光祖, 1776~?)의 성세일반록 잡술·표박이역(醒世一斑錄 雜述·漂泊異域)을 중국에 현존
하는 민간 표류 기록 중 가장 볼 만한 것으로 꼽았다. 반정규는 1688년 겨울 대만에서 광동으로 향하던 중 안남 만녕주
강평항(萬寧州 江平港)에 표류하게 되었다. 이후 헌내항(軒內港)과 탕롱(昇龍, 하노이의 별칭)을 거쳐 중국으로 돌아온 여
정을 기록하였다. 정광조의 표박이역은 지역의 문인이 구술한 내용을 듣고 적은 기록이다. 강남 소주부 묘항(茆港)의 큰
선박 선주인 장용화(張用和)가 자신의 상선 원태호(源泰號)로 산동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일본 사쓰마(薩摩)에 표류하였
다가 나가사키와 류큐를 거쳐 귀국한 일을 적었다. 劉序楓, ｢중국 표해록의 현황과 특징｣, 동아시아의 표해록과 표류의
문화사,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2년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62-66쪽 참조.
6) 劉序風, 위의 글, 71~72쪽.
7) 정환국, ｢동아시아 漂流序詞 序說-동아시아 해양문화의 端緖로서｣ 大東文化硏究 제 100집, 2017, 298~ 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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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옮겨 간행되었다.
그러나 비교의 주요 목적이 약 150년의 시차를 두고 방문한 동일한 베트남의 변화나 발전 양상
을 주목하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청대의 중화중심주의적 시각이 2세기라는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
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강화, 반복되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이를 위해 두 주제, 즉 한족 중심의
역사관과 베트남 여성과 이방의 풍습과 제도를 기술한 두 저자의 텍스트를 비교할 것이다. 결론적
으로 신기하고 야만적인 이국에 대한 풍광에 저자가 매혹되기는 하였으되, 결국 중화/한족/남성
중심주의적 세계관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밝히려 한다. 2020년 두 표해록의 번역본이 나온 만큼 저
자, 판본, 줄거리 등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두 소주제의 내용의 분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2. ｢안남기유 ｣ 와해남잡저 구성(생략)
3. ｢안남기유 ｣ 와해남잡저 비교 분석
베트남 사료에 따르면 베트남에 표착한 중국 선박은 청대에만 30건 이상이며 대부분 광동의 선
박이라고 한다.8) 그러나 저간의 사정을 기록한 것은 거의 없으며 1688년 베트남으로 표류한 반
정규(潘鼎珪, ?∼?)9)의 ｢안남기유｣와 1837년 출간된 채정란(蔡庭蘭, 1801〜1859) 의해남잡저가
제일 유명하다.10) 반정규가 베트남에 당도한 1688년은 후기 레 왕조(1428〜1788) 시기로 후기 레
왕조는 베트남의 역사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장기간 유지되었다. 레 러이는 1428년 명군을 축출하
고 즉위하고 국호를 다이비엣(大越)이라 하고 하노이를 수도로 삼았다. 송과 명의 제도를 모방하
여 관료 기구를 정비하였고 과거제를 시행했으며 유교를 보급하였다. 명에 사신을 보내 책봉을 받
았지만 내부에서는 황제를 칭했고 베트남 남부의 참파를 대부분 차지하였다. 한편 해남잡저의
시대적 배경은 19세기로 당시 응우옌 왕조(1802∼1945)가 베트남을 다스리고 있었다. 응우옌 왕조
는 민중봉기로 세워진 떠우선 왕조를 물리쳤으나, 1862년 프랑스 침략, 1882년 프랑스령 인도차이
나령 수립 등으로 외세에 시달리다 1945년 베트남 제국 설립으로 막을 내린다. 채정란이 방문한
1835년은 프랑스 제국주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침략의 야욕을 펼치기 전으로, 상대적 안정기라 할
수 있다.11)
8) 湯熙勇, ｢遭難與海外歷險經驗-以蔡庭蘭漂流越南爲中心｣,人文及社會科學集刊 第21券 第3期, 2009, 479쪽.
9) 반정규(潘鼎珪, ?〜?): 호가 자등(子登), 복건 진강(晉江) 사람이다. 강희 연간 대만에서 성장했으며, 명민하여 고시에 능했
다. 후에 취안저우(泉州)로 호적을 옮겼으며, 80여세에 세상을 뜰 때까지 시문 20여권을 남겼다. 일로 인해 광동 양강을
오가다 베트남에 표류한 것으로 보인다. “자주 안남을 방문하였고, 안남기유를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清·乾隆,泉州府
志·卷55·文苑·国朝文苑2·潘鼎珪http://qzhnet.dnscn.cn/qzh69.htm(2018.11.1. 접속)
10) 반정규는 강희 27년(1688년) 겨울 대만에서 광동으로 향하던 중 베트남 만녕주 강평항(萬寧州 江平港)에 표류하게 되었다.
이후 헌내항(軒內港)과 승룡(昇龍)을 거쳐 중국으로 돌아온 여정을 기록하였다.
11)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서울: 이산, 2016), 181-265쪽. 15세기 이래 베트남은 레 왕조, 후기 레 왕조를 거치며
유교 이념을 수용하는 한편 베트남 고유의 전통 문화를 일군 문화적 번성기를 누렸다. 잠시 막 왕조와의 분쟁도 있었으나,
찐씨 가문과 응우옌씨 가문이 힘을 합쳐 막 왕조를 패망시켰다. 특히 남부에 자리 잡은 응우옌씨 가문은 북측 찐씨 가문과
의 경쟁 속에서 군사제도와 유교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남부에 참파 왕국을 점령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또한 남명
의 멸망과 삼번의 난이 실패로 돌아가자 중국 유민들이 베트남으로 귀속하여 경제적, 군사적으로 기틀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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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기록의 경우 실제로 표류나 표착 등의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사실대로 적었는가의 진실 여
부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반정규의 ｢안남기유｣는 청대 학자 2인의 저서와 사고전서총목
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12)에서 확인될 뿐, 공적 기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채정란의 표
해록해남잡저는 베트남과 중국의 정부에서도 기록한 공적 자료가 남아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
다. 우선해남잡저․염황기정11월 5일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1월 초닷새, 고관이 왕의 교지가 내려왔다고 전하였다. 급히 관아로 가서 어지를 받으니, 붉은
글씨로 쓴 어지(珠批)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은 명문 문장가 출신으로, 불행히도 태
풍을 만나 배가 완전히 부서져 몹시 가련한 처지가 되었다. 해당 성은 돈과 쌀을 주는 것 외에 성
은을 더하여 상으로 돈 50관과, 쌀 20되를 더 내려 자금으로 삼아 생활을 도모하게 하라. 이로써
짐이 험난한 상황에 처해 살아남은 것을 치하하는 뜻을 보이라. 다른 뱃사람들도 사람 수대로 매울
쌀 1되를 하사하라.” 급히 글로 감사를 표하고, 성의 창고에서 물자를 넉넉히 받았다. 이로 인해 고
관들이 한층 더 예를 표하고, 한가할 때면 함께 필담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13)

채정란의 해난 사고는 베트남과 중국 정부 기록에도 남아 있다. 우선 베트남 응우옌 왕조(阮朝)
의 국사관이 편찬한 성종실록(聖宗實錄) 명명 16년 (明命 16年, 곧 1835년) 동십월(冬十月) 강목
하에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고, 중국 자료도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공적인 기록들은 해남
잡저의 사료로서의 가치를 한층 더한다.
청 복건성의 상선 한 척이, 상대만부(商臺灣府)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광의양분(廣義洋分)에 표
착하였다. 성의 신하가 풍랑으로 조난을 당할 경우의 선례에 따라, 돈과 쌀을 주었다. 배 안에 늠생
채정향(蔡庭香)이 타고 있어서, 특별히 은혜롭게 돈 50꾸러미, 쌀 20되를 내리노라. 편의를 보아 본
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14)

반정규의 ｢안남기유｣가 표해록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여기서 상세히 논하지 않고, 상기한 두 소
주제를 분석하려 한다. 누구든 두 텍스트를 분석할 때 공공연히 드러나는 중화중심주의적 세계관,
유교 사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秦)나라 이래, (중국에 대한－역자) 배반과 복종이 일정치 않았다. 중국에서 왕조가 교체되면
명을 내려 정벌하러 가고자 하였으니, 그 위덕(威德)이 매우 두드러져 그 사심(邪心)을 진압하기에
족했다.15)
땅에는 옛날에 여 씨(黎氏)와 진 씨(陳氏)가 있었다. 지금은 나라를 찬탈하여 정 씨(鄭氏)이다.
현지인에게 물어보았더니 대답해주었다. “정 씨 성은 선조가 우리 중하인(中夏人)이다. 대대로 안남
(安南)의 청화(靑花)에 거주했는데, 후에 나라를 차지했다.”16)
12) 오진방(吳震方)이 가경(嘉慶) 기묘년(己卯年, 1819)에 중각한 설령(說鈴) 권14와 마준량(馬駿良)이 개인적으로 집록한
총서인 용위비서(龍威祕書2의 제7집 오씨설령람승(吳氏說鈴攬勝) 제8책에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 본 논문에서 인용되는 海南雜著는 陳益源, 蔡廷蘭及其海南雜著(臺北: 里仁書局, 2006)을 저본으로 하였다. 蔡廷蘭, 142
쪽.
14) 채정향은 채정란이다. 이는 밍망제의 어머니, 許名蘭의 이름을 피하기 위해 채정란의 이름, 정란과 자, 향조를 조합하여
적은 것이다. 陳益源, 위의 책, 7쪽. 이 글은 대남실록(大南寔錄) 정편 제 2기 권 160(正編第2紀, 券160)에 기록되어 있다.
林淑慧,<旅遊, 記憶與論述-蔡庭蘭 <<海南雜著>> 的 跨界之旅>, 漢學硏究 第26券 第4期, 2008, 224쪽에서 재인용.
15) 반정규, 위의 책,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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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적고 있다. 채정란 역시 다르지 않다. ｢월남기략｣에서 주로 베트남의 역사를 고대부터 청대
까지 중국 왕조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술하는데 곳곳에 ‘반란’ ‘찬탈’ ‘침범 ’ ‘평정’ 등의 단어가 자
주 등장한다. 도입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한 무제가 남월(南越)을 평정하고 교지군(交趾郡)을 설치했다. 광무(光武)시대에는 여자인 쯩짝
(徵側), 쯩니(徵貳) 자매가 반란을 일으켰고, 마원이 토벌하여 평정하였으며, 동주(銅柱)를 세워 경
계를 표시하였다. 당 대에 이르러 안남(安南)으로 명칭을 바꾸고 도호해정군 절도사를 설치하였다.
모두 중국에 예속된 땅이다. 후에 자주 반란을 일으켜, 그 땅을 버리고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17)

중국 조대나 연호에 따른 통사적 시간 구분은 “타자의 시각에서 베트남 역사 발전 맥락을 서술
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18) 이럴진대 공히 중국의 풍습과 문자의 사용에 대해서는 매우 후
한 평가를 하고, 베트남 풍속에 대해서는 “한족 중심의 문화의식”19)에 근거하여 평가함은 당연지
사라고도 할 수 있다. 가령,
현 국왕은 중국을 공경하게 모시고, 치국의 체제를 매우 잘 알며, 또한 서사에 능통하고(자신이
제작한 시문집을 반포하였다.), 유교를 숭상하며(대관들을 모두 과거로 등용하였다.), 효심으로 어머
니를 모시고…… 의복은 비록 이전 시대 제도를 따랐지만 법도는 모두 중국의 것을 답습했다. (예
를 들면, 학교와 선비, 서문(글과 책), 율례는 중국과 다르지 않다.)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
국을 존경하여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다하여, 다른 오랑캐가 우리에 미치지 못한다.” 현 상황을 보
면, 잘못됨 없이 공헌만 한다. 중국 선비가 태풍을 만나 그곳에 도달하니, 모두 예로써 대해 주었
다.20)

라고 적었다. 무사귀환한 이유 역시 다른 곳에서 찾지 않는다.
나는 바람과 파도의 액운을 만나 이역에 갔다. 비록 월남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으나 다행히 동향
이주자들을 많이 만나 가는 곳마다 들은 바를 기록했다. 더욱이 중국의 가르침이 궁색하고 황량한
바다와 땅까지 미치어 사람들이 열렬히 성은에 귀화하고, 중국과 외국이 하나가 되어 노자를 받아
고향땅으로 돌아왔다. 어찌 우리 황제의 높고 두터운 덕을 입어 이룬 일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삼가 좁은 소견을 취하여 밝힌 바를 대략 기록했다.21)

라고 적고 있다.
둘째, 반정규와 채정란 모두 베트남 사회의 여성의 활발한 사회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인다. 반정
규의 경우 약 2천자의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와 결혼 풍습이 중국과 사뭇 다른 점
을 지면을 할애하여 기록하였다.
장날이 되면 오랑캐 여자 수천 명이 그 땅에서 장사를 했다.....장사를 하는 사람은 모두 여자였는
16) 반정규, 위의 책, 241쪽.
17) 蔡廷蘭, 위의 책, 161쪽.
18) 林淑慧, ｢旅遊, 記憶與論述-蔡庭蘭海南雜著的跨界之旅｣, 漢學硏究 第26券 第4期, 2008, 233쪽.
19) 林淑慧, 위의 글, 238쪽.
20) 蔡廷蘭, 위의 책, 163-164쪽.
21) 蔡廷蘭, 위의 책,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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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관리의 부인도 꺼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풍속은 여자를 낳으면 좋아하고 남자를 낳으면
걱정한다. 남자가 남의 집에 장가들고, 여자는 남의 집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한다. 여자가 남의 집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할 때 안정된 수입과 재산이 있는 남자가 아니면 천대하여 버리고도 꺼리지
않는 일이 많다. 간혹 중국인이 그곳 여자와 결혼하는데, 아들을 낳으면 기다렸다가 데리고 돌아가
고, 딸을 낳으면 머물러 있고 돌아가지 않는다. 여자가 남자보다 귀해서일 것이다.22)

한편 채정란은 ｢염황기정｣이나 ｢월남기략｣에서 주로 베트남의 풍속, 문화와 사회 등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역시 여성에 대한 묘사를 따로 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부인이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 치마는 입지 않고 연지를 바르지 않는다.”라거나 “기방은 없다”23)처럼 관련 문화를 간
략히 기술한다. 채정란은 반정규보다 훨씬 자세히 여성의 평등한 결혼이나 제사 풍습, 상속권과
경제권 등에 대해서 적었다.
남녀의 결혼에 있어 빙금(聘金: 신랑이 신부 집에게 주는 돈)은 정해진 금액이 없다(적은 경우는
겨우 10여관도 있다). 때가 되면 사위가 중매인과 함께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려간다.(신부는 신
랑을 따라가는데 가마나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두 집의 수행인은 모두 부녀자이고 채색 등불이나
음악은 없다. 만약 신부가 신랑을 버릴 경우 빙금을 돌려주고 돌아온다. 여자가 중국인을 신랑으로
맞이하면 중국인을 아저씨라 부른다. 풍속의 예를 보면 여자도 균일하게 재산을 분배받는다. 조상
을 제사 지낼 때 반드시 장인 장모도 겸해서 제사를 지낸다.24)

채정란은 심지어 관람을 간 공연에 등장하는 여성 배우에게 매혹된 듯한 모습을 보인다.
조금 뒤, 여자 넷이 나란히 나와, 가는 허리와 잰 걸음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여 장단을 맞추며
노래를 불렀다. 자세가 몹시 특이하고 요염했다. 노래를 마치면 엎드려 절하며 감사 인사를 했다....
또 일찍이 양산에서 한 노파가 취금(嘴琴)(모양은 마치 보통 월금[月琴]과 같았으나 손잡이가 길
며 현이 4줄 있는데, 소리가 작지만 멀리까지 들린다)25)을 연주하고 두 여자가 화려하게 단장을 한
채 곡에 맞춰 노래를 했는데 서로 낮게 읊조려 여운이 처량했다.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번번이 둘이
마주보며 소곤소곤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풀나풀 춤을 추는데 나아갔다 들어왔다 사
뿐사뿐 움직이고, 쓰러질 듯 도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사람들이 돈을 던지면 추파를 흘렸으며 머금
은 미소가 교태로웠다. 이방의 풍속은 또 다른 가벼운 맛이 있었고, 사람들이 서로 음식을 권하며
술을 마셨다.26)

반정규나 채정란 모두 유교를 숭상하는 한족 남성 엘리트였기에 중국의 남성가부장제와 다른
여성의 생활, 권리, 풍습이 인상적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성이 버젓이 장사를 하여 내외가 없
고, 이혼의 권리가 있으며, 동일한 유산 분배나 조상 제사에서 처가 제사를 지내는 평등한 모습을
분명 독특한 이국의 풍광으로 묘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베트남 가족제도나 풍습, 제사 등을
단기간 표면적으로 이해하였을 뿐 깊이 있는 이해는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중원문화의 각도”27)에
22) 반정규, ｢안남기유｣, 239, 240~241쪽.
23) 蔡廷蘭, 위의 책, 166쪽.
24) 蔡廷蘭, 위의 책, 166-167쪽.
25) 우리나라에선 구금(口琴)으로 불린다. 아시아나 태평양 등지에서 사용하는 입으로 연주하는 현악기의 일종이다. 대나무
가운데를 가늘게 쪼개어 리드를 끼워 입에 물고 연주하는데, 쇠로 만든 것도 있다.
26) 채정란, 위의 책, 191〜192쪽.
27) 黃美玲, ｢意料之外的異域之旅-觀神海紀遊與海南雜著的旅遊視野｣,高醫通識敎育學報第 3期, 2008, 169-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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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를 선진적이거나 배워야할 가치로는 생각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는 베트
남 풍속에 대해 반정규가 내린 결론, “풍속은 교활하고 음험하며, 암투를 벌인다. 이기기를 좋아하
고 재물을 탐한다. 여자들은 아부를 좋아한다. 염치와 구별의 풍속이 없다.”28)라는 문장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채정란은 또 어떤가. 그 역시 “또한 일찍이 베트남의 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비록 한나라 후손이 많다 하여도, 잡스럽고 야만스런 오랜 습관을 답습하고, 궤변에 경박하고 인
색한지라, 가까이하기가 매우 어렵다.”29)고 비난하였다.
반정규나 채정란의 글 전체에서 여성에 관한 묘사는 분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우선
베트남에 머무는 기간 중 남성 저자가 주로 베트남 남성 고위 관료나 지식인들, 중국 화교 남성들
과 교유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과 접촉하거나 관찰할 기회는 적었다는 이유도 지적할 수
있겠다.

4. 결론
약 2천자의 안남기유와 약 10배에 해당하는 해남잡저의 분량의 차이를 베트남의 머무른 기
간의 차이로 바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채정란과 달리 반정규는 1688년 겨울 베트남에 표착하였
을 시, 머무른 기간이나 중국에 돌아오는데 걸린 시일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간을 차
치하고라도 두 사람이 모두 대만 출생으로서 표해록을 남긴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하겠다. 반
정규는 대만에서 성장했고, 후에 천주(泉州)로 호적을 옮겼다. 뭍에 사는 이와 달리 배를 타고 나
가야만 외부 문물과 사람을 접할 수 있는 섬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개방적인 태도
로 새로운 풍광과 문물에 매료되었을 수도 있다. 지리적 조건이 문맹과 유식자를 구분하지 않기에
지식인도 일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배를 타고 왕래하였고,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했
다. 류쉬펑 역시 중국의 공적 기록보다 사적 기록이 적은 이유 여섯 가운데 문인들의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꼽은 바 있다.
반정규는 베트남에서 머무르는 동안 어떻게 정보를 접하였는지, 베트남인들과의 교류가 있었는지
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현지인에게 물어보니, 정씨 성을 가진 조상이 우리 중하인이
라고 하였다(質之土人, 云. 鄭姓, 先吾中夏人).”라는 문장을 보면, 베트남에 거주하던 화교와 접촉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채정란은 베트남에 머무른 5개월간 활발히 베트남 지식인들과의 필담이나
‘유우자’(有遇子) - 즉 베트남 화교들의 도움을 얻어 현지 문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
다. 베트남 화교들은 이민자로서 현지인과의 다리 역할을 하였으나, 그들 역시 베트남인들과 다른
세계관과 문화에서 해석한 정보를 채정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역시 높다 하겠다. 더욱이 그와 한
자로 필담을 나누던 베트남의 고관과 지식인이 평민들과는 상당히 다른 물적, 정신적 기반을 갖고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반정규나 채정란 공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언어장벽이나 문화적 차
이로 말미암아 매우 제한된 정보 취득을 했음을 알 수 있다.
28) 반정규, 위의 책, 242쪽.
29) 蔡廷蘭, 위의 책,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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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여행기가 그렇듯, 여행자는 예기치 않은 풍광과 문화를 접하게 된다. 두 표류기의 저자 역
시, 이민족의 생활습관, 문화, 자연환경, 행정과 군사체계, 특산물과 신화 전설에 이르기까지 본인
이 목도한 사실을 기록에 남겼다. 특정한 주제에 묶이지 않는 다양한 이야기를 엮어내는 것은 결
국 베트남(인) 이야기를 하는 화자 반정규와 채정란의 시선이다.30)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저자
의 시선은 중화와 오랑캐, 선과 악, 교화와 야만의 대립 구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이
국 풍광과 타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있다. 즉, 베트남을 끊임없이 타자화 시키는 서사를 통
해 17〜19세기 중국 주체의 정체성을 재확인시키며 구성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31)

【 Abstract 】
19 th Century Chinese Confucian scholars’ perception of Other:
comparison of ‘Annan jiyou’ and Hainan zazhu
Ahn, Jaeyeon (Asia

Culture Institute)

This thesis aims to compare two writings of "Annam jiyu" and Hainan zazhu, two Chinese
personal records of drifting from Qing dynasty. The main purpose of the comparison is not to pay
attention to the changes or developments of the same Vietnam visited with a lag of about 150
years. Rather, it attempts to analyze whether the Qing Dynasty's sino-centered view continues to
strengthen and repeat despite the passage of time. To this end, we will compare the texts of two
authors on two themes: description of Han-Chinese centered history on one hand, and that of
Vietnamese women and foreign customs and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In conclusion, although
the male authors were fascinated by the mysterious and savage scenery of foreign countries, the
Han-Chinese, male-centered world view is reproduced through the late Qing period as seen these
two texts.

30) 심혜영,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의 중국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신앙정체성-The Chinese Repository(1822〜1834)
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제 76호, 2016.1, 146쪽 참조.
31) 김경미, ｢17세기 초 이방․이방인의 서사, “조완벽전｣,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이방인 (서울: 보고사, 2013), 99-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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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부산항
부산항 연구를 위한 이론적 시탐(試探)

서광덕 (부경대학교)

서론
최근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 부산경남권 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듯하다. 또 중앙정부에서 K뉴딜 정책을 발표하자, 지방 중심의 뉴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비수도
권 지역민들이 주장하고, 여기에 편승하여 부산시 역시 북항재개발, 철도시설 지하화, 가덕도 신공
항 건설 등 지역 현안을 풀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중국의 민간단
체에서 제기되었다고 하는 상하이-부산-큐슈 라인이라는 동북아 해역도시를 연결하는 결절점으로
서 부산시에서 가까운 양산에 바이러스 등 생명공학 관련 벨트를 조성하자는 구상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래 발전방안으로 눈길을 끈다.
미래 부산의 청사진을 그려 보려는 이와 같은 최근 지자체 및 정치권의 구상은 탈국민국가와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지역발 자체 발전구상으로, 이는 ‘메가트렌드 아시아 또는 중국’ 그리고 ‘메
가아시아’ 라는 사회과학적 지역 또는 도시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 곧 부산을 중심으
로 한 메가시티 구상은 이러한 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초국가적인 지역간 연합으로 구상한
다면 메가아시아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아직 발상 수준의 이러한 구상들이 실제적인 기획으로
전개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이미 신문지상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와 관련한 제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문화 분야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서 지역간 문화통합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1)
이 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메가시티라는 지역연합 구상 그리고 오래전부터 부산시가 표방
한 해양수도 및 해양도시네트워크 제안 등을 마주하고, 이와 같은 제안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을
근대 이후 부산의 변천이라는 역사적인 전개라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에서 준비되었다. 지역으
로서 부산이 지닌 지리적 특수성 곧 해역 또는 동북아해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메가 또
1) 부산일보 구모룡, 최학림 등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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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지역화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와 같은 구상이 지닌 의
미를 탐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작업은 1990년대 이후 시작된 부산 연구 또는 부산
학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의 주제에서 대상인 부산(항)을 다시 본다고 말했을 때는 기존의 부산(항) 관련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또는 파악되지 않은 점을 밝혀본다는 의도가 있음을 전제하게 된다. 그렇다면 부산
연구 또는 부산학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새로운 부산 연구의 지평을
마련하는 것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제한된 지면에서 다룰 수는 없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
산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오재환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학연구의 성과를 기대해야 하고, 또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부산학 아카이브의 구축
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산시와 지역대학은 장·단기적인 부산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연구 수행
을 지원하며, 그리고 지역연구를 위한 연구자 양성과 지식교류를 통한 연구 성과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연구자와 시민(정책)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연구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 발전의 교두보가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2)
10여 년 전에 발표된 논문의 이와 같은 지적은 20세기말부터 국내에서 시작된 지방자치제의 실
현과 연동하여 출발한 지역 연구, 그 가운데 부산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부산학’이라는 하
나의 학문으로 정립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부산학은 ‘부산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현재적 과
제를 분석하여, 부산의 특성과 정체성을 발굴하며, 나아가 미래의 부산 발전의 방향을 제시함으로
써 부산이 당면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논리를 공급하는 학문’이라는 김
석준의 주장에서 잘 드러난다.3)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근대 서구의 제국학문이었던 지
역학에 문화연구가 들어오고 지역문화학이라는 형태가 (해역)도시 연구와 결합된 것이 바로 부산
학이 제창될 때 제기되었던 논의였던 듯하다.4)
앞에서 말한 부산학이 ‘부산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규명하거나 창조하려는 목표를 향한 학문이
라고 한 것은 국가 또는 그것의 중심에 대해 주변부에 지나지 않았던 지역(방)이 중심-주변이라는
구도를 파괴하는 동력 바로 反중심의 거점으로서 위상이 제고되었던 20세기말의 시대적 상황에
나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지역 학술계의 부산학 제창과 그 연구 성과는 다양하게 축적
되었다. 우선 기존의 부산학 연구에서 밝히려고 하는 부산성(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이
담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요소, 곧 항구라는 특수성에 주목하고, 이를 배후지와 연결하여 사고하
는 ‘해역’ 개념을 통해 근대 부산(항)의 형성과정을 조망해보자. 아울러 공간적 특징으로서 해역
그리고 그 해역으로 인해 형성된 네트워크 특히 근대 이후의 네트워크 형성을 살펴보기 위해 해
역네트워크가 지닌 의미망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 오재환, ｢부산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제주도연구 37권, 제주학회, 2012.2
3) 김석준, 전환기 부산 사회와 부산학,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5, 342면
4) 김태만, ｢글러칼리제이션 시대 상해학의 통해서 본 부산성 연구｣, 中國現代文學 29호, 한국중국현대문학
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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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동북아해역과 네트워크
일반적으로 해역이라고 하면, 바다와 인접해 있는 육지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연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로 바다와 접해 있지만, 그 바다와 내륙의 연결하는 공간 또
는 지대를 지칭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다만을 가리키는 해양과 다른 개념이다. 특히 해역을 하
나의 개념으로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일본의 해역아시아 연구팀일 것이다. 이들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를 중심으로 아시아를 보려는 의도에서 아시아의 해역이 아니라 ‘해역아시아’라는 용어를 제
창하고, 이를 중심으로 아시아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윤명철의 ‘동아지중해론’ 역시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5)
단지 연해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이처럼 해역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해역을 둘러
싼 연구는 자연스럽게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결절점 즉 공간에 주목하게 된다. 곧 항구라든지
섬 등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은 고립되지 않고 연결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론에 입각한 연구를 진
행하게 된다. 해역아시아사든 동아지중해론이든 멀리 페르낭 브로델의 지중해론이든 모두 네트워
크적 시각을 갖고 있다. 브로델로 대표되는 아날학파는 기존 역사가들이 정치·외교 사건들을 강조
하는 데 반대해 그러한 사건들 밑에 깔려 있는 조건들, 즉 기후·지리·인구·통신·교통 등에 더 주의
를 기울였다. 일정한 시대의 상업과 일상생활의 자세한 면들을 매우 꼼꼼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
들은 통계에 의거한 분석과 수량화에 크게 의존했다. 아날학파의 이러한 연구가 해역아시아사 등
의 연구방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순서에 맞겠지만, 아무튼 네트워크는 아날학파의 연구
와 아주 잘 맞는 개념임에는 틀림없다.
네트워크는 원래 과학 분야에서 나온 용어로, 이를 사회학 방면에서 응용하여 이론으로 활용하
다가 현재는 인문학 분야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네트워크론
은 본래 노드(nodes)와 두 노드를 연결하는 선(edge)을 가지고 특정 범위 또는 집단내의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grahp) 이론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것을 사회적 현상에 적용할 때
명시적이지 않은 대상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얘기된다. 곧 네트워크
란 개별 장소가 아닌 장소 간 관계의 차원에서 공간을 보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간 연구에서
널리 적용되었다. 지역 연구 또는 지역학 분야나 문화교류 방면에서의 소위 지역 네트워크 연구는
이러한 네트워크론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것을 통해 일국적 관점에서는 명료하게 볼 수 없
었던 초국가적 관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6)
사실 지역 연구의 한 분야인 그 지역의 형성사 곧 지역화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경계의 광활
한 지표가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되거나, 동질성을 보이는 일단의 작은 장소들이 합병하여 하나
의 지역으로 묶어지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를 탐구하기 위해서도 네트워크론은 유용하다.7) 이 네
5)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곽수경 ｢해역의 개념과 구성요소｣, 동북아해역과 인문학, 소명출판, 2020. 모
모로 시로 편, 해역아시아 연구 입문, 민속원, 2012 참조
6) 김승욱, ｢20세기 초(1910~1931) 인천화교의 이주 네트워크와 사회적 공간｣, 중국근현대사연구 47, 중국근
현대사학회, 2010
7) Johnston, et al.,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Inc..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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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론은 특히 근대이행기의 공간관의 변화와 경관 및 공간 구조의 변천과관련된 연구에서도
유용한데, 이를 해역이라는 지역에 적용시켜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게다가 이를 지
리학 방면과 접목시켜 연구하는 것은 해역이라는 장소성을 부각시켜낸다는 점에서 더욱 유용하고,
덧붙여 역사와 문화를 접목시키는 연구는 부산항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8) 앞서 말한
지역문화학이나 역사문화지리학 방면의 연구가 그것인데, 이를 다시 부산 지역연구에 접목시켜 정
리해본다면, 먼저 부산이란 항구가 지닌 해양 지역으로서의 성격을 이해하고, 근대 시기 이전까지
의 부산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을 파악한다. 이어서 조선 후기 부산 지역에 대한 기록들을 검토하
면서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이 그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부산에서 전개되었던
지역화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해양과 내륙의 결절점으로서의 항구의 기능을 재조
명하고 항구 중심의 네트워크에 대해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는 근대 이전과 이후 부산을 해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에서 바라보고, 이것을 중심으로 부산
의 지역화과정을 검토하자는 의미다. 그런데 부산은 한국의 다른 포구나 항구와 달리 근대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이 지역화과정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가 부산의 근대(성)를 파악하는 일
일 것이다. 해역 또는 항구라는 부산의 지리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화과정을
정리해보면, 먼저 근대 이전 부산 포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
이다. 예를 들어 부산포 인근의 포구 곧 가덕도, 거제도, 울산 등지와 멀리 전라도 지방의 포구와
의 연결 나아가 대마도나 규슈 그리고 류큐 등지와의 교류 등이 어떠했는지 사료나 자료를 바탕
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근대 이후 곧 부산포 개항이후의 지역화 과정이다. 기존의 네트
워크가 1876년 개항으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게 되고, 그 변화가 어떤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
며 지역화 과정을 진행해왔던가 하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1876년 개항을 기점으로 근대 이
전과 이후를 나누는 관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그 연속성을 강조하는 관점
이 여기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선행 연구가 적지 않을 것이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종래의 연
구를 모두 검토하고 그것의 한계와 보완할 점을 적시하는 일은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여기서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특히 근대 이후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부
산항의 역사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주
목할 점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해역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존의 주요 연구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 네트워크와 지역화 과정을 추동한 동력으로서 이동에 대한 것이다. 먼저 후
자 이동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사실 이동은 비단 근대 이후에 두드러진 현상은 아니다. 중세나 봉
건 시대에도 이동은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마찬가지만 근대 시기를 살피는데 이동
을 중시하는 것은 그전의 이동과는 뭔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른 측면은 이동의 속도
나 양의 면에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곧 이동의 성격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와는 비
교할 수 없겠지만, 근대 초기의 이동이 바로 공간을 변형시키고 생성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했
다는 점이 어떤 면에서는 근대성을 규명하는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곧 이동 주체들의
8) 전종환, ｢근대이행기 경기만의 포구 네트워크와 지역화과정｣, 문화역사지리 제23권 제1호, 한국문화역사
지리학회, 2011. 18~19세기를 중심으로 근대이행기 경기만의 포구 분포와 포구간 네트워크를 통해 그 지
역화 과정의 일면을 탐구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상통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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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적 실천, 네트워크, 헤게모니, 스케일, 연대 등 다양하고 복잡한 층위들이 체현되는 공
간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네트워크는 더욱 강하게 근대 사회를
끈끈하게 연결짓게 만든다. 곧 바라바시가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도 다른 것과 따로 떨어져서 발
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건이나 현상은 복잡한 세계
(complex universe)라는 퍼즐의 엄청나게 많은 다른 조각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들에 의해 생
겨나고 또 상호작용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는 좁은 세상
(small world)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0) 근대 이후 이동과 함께 형성된 네트워크는 다
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기한 해역네트워크는 (동북
아)해역이란 공간을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어떤 조각들로 구성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경제사 방면에서 제기되어 주목을 받은
‘아시아교역권론’일 것이다. 이 분야의 리더격인 하마시타 다케시는 네트워크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연구자이다.
하마시타는 서양의 충격에 의한 아시아의 강제적인 개국 개항이라는 아시아의 근대에 대한 해
석에 대해 비판하면서 1830년대부터 1890년대에 이르는 60년간을 교섭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이러
한 시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개항장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역내의 상
호관계가 활성화된 데서 찾았다. 이 시기 ‘조공에서 조약으로의 전개’로 거론된 아시아와 유럽의
대치, 아시아의 유럽화를 추적하는 문맥이 아니라 동아시아사의 지역론 해역론의 관점에서 재검토
한다면, 아시아 역내의 개항장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
항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항의 역사적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근대 이전부터
아시아에서 작동한 광역 네트워크가 가동되었던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국을 중심으
로 하는 조공권이나 인도문화권 또 이슬람관 등은 그 내부에 광역 네트워크를 가동시키고 있었으
며, 다른 한편으로 남중국해 교역권과 인도양 교역권 또 지중해 교역권 등은 다른 문화권이 접촉
하고 교차하는 광역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 광역 네트워크에는 그것을 유지하는 역내 원리로서
조약과 조공 등의 정치경제원리, 종교원리, 지역원리나 해역원리 등이 존재했고, 여기에는 전문화
된 상업 운송 집단이 네트워크를 중계하고, 그 주변에 교역장으로서 항구 도시가 형성되었다. 상
하이, 홍콩, 싱가포르, 광저우 등은 지역 해역 네트워크의 결점점에 위치하고, 여기에 많은 교역항
이 다각적으로 결부되었다.11)
그렇다면 이 광역 네트워크에 부산은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250여년 전,
아시아에도 잘 짜인 무역구조가 존재했다. 이 아시아간 무역구조(인도-동남아-중국-일본)에 포르
투갈, 네덜란드, 영국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가장 큰 지분은 중국과 화교들이 가지고 있었다. 곧
청의 정크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여기에 조선반도 남부 연안과 북부가 연결되고 있었
다고 파악된다. 이러한 청나라 상인을 중심으로 한 무역체계는 19세기후반에서 1910년대까지 조선
에 강한 상업적 압력을 가했고, 이러한 중국의 상업적 압력의 존재는 일본이 개항 후 역사적인 아
9)

9) 문재원 외, ｢이동성(mobility)과 로컬리티｣ 좌담회, 로컬리티 인문학 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참조
10) A. L. 바라바시 지음, 강병남·김기훈 옮김, 링크, 동아시아, 2002, 20면
11) 하마시타 다케시, 조공시스템과 근대 아시아, 소명출판 2018, 249~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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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역내 무역에 상업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와 동아시아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을 생산하
는 것에 대한 강한 동기로서 작용했다. 곧 상업적 진출에 실패한 메이지 초기의 일본이 서양화와
공업화로 향한 역사적 동인이 바로 조공무역관계를 배경으로 한 중국 상인 및 중국 상업의 존재
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마시타의 설명이다.12)
하마시타의 이러한 언급을 구체적인 연구로 뒷받침한 것이 바로 한말 대표적인 화상이었던 동
순태의 교역네트워크에 대한 것이다. 강진아는 동순태가 廣東籍, 특히 廣肇幇이라는 특수 지역의
동향네트워크와 겹쳐있으며, 한말 同順泰를 통해 복원한 廣東네트워크는 조선 華商의 특징을 보여
준다고 지적한다. 日本의 福建華商은 상업에 정치적인 개입이 들어갈 여지가 적었고 동향조직망
위에 상업적 기회를 찾아 뻗어나가는 것이었다면, 동순태는 청조의 적극적인 대조선정책이 가시화
되면서 인천에 상륙했고, 그 성장의 배경이 된 上海 同泰號와 그 네트워크는 조선정책을 실질적으
로 지도하는 청조 洋務派 관료, 廣東출신의 買辦資本에까지 이어져 있었다. 1842년 南京條約으로
上海가 개항하면서 洋行의 본거지였던 광동인들은 洋行의 上海 진출과 더불어 북상하였고, 1858년
부터 일본 개항 이후는 일본으로 진출하였으며, 1882년 이후는 조선에도 진출했다. 동아시아 유통
네트워크에서 광동네트워크의 형성은 서구세력의 아시아 개항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런데 조선의 경우는 청조의 對조선정책이 양무파 관료와 그와 손잡은 광동출신 매판들에 의해 주
도된 결과, 朝鮮華商은 동아시아광동네트워크 속에서도 특히 정치적 지원을 향유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官과도 밀착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조선의 광동네트워크는 단순한 화교네트워크가 아니라,
정치적 네트워크이기도 했던 것이라고 지적한다.13)
또 이시카와 료타 역시 근대 아시아 시장 속에서의 개항기 조선을 규명하기 위해 화상(동순태)
의 네트워크를 단서 삼아 고찰하였는데, 이 시기 대중무역이 거시적으로 보면 인천과 상하이라는
두 지역에 집중되었고, 무역 주체인 화상의 네트워크는 일본을 포함한 연해 여러 항구에 이르고
있고 그 네트워크가 전체로서 인천과 상하이 사이의 무역을 유지하는 형태였다고 지적하였다. 가
지무라 히데키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의 조선은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지닌 지역 경제가 국민경
제로의 통합을 기다리는 단계에 있었다고 보았다. 여기서 지역 개념이 어떤 고정적인 지리적 공간
적 범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다양한 활동에 따라 나타나는 공간과 장소의 확장을 두
드러지게 하는 분석 개념으로, 이를 잘 활용한 것이 전근대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해역사’ 연구라
고 말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통해서 근대 이후의 국민국가 영역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역사상
을 제시해온 이들 가운데 이타가키 유조는 n지역론은 ‘근대 세계의 형성이란 사람들이 스스로 안
주할 수 있었던 지역을 타파하고 재편성하는 것이었다. 생활과 장의 확대는 일그러진 중층구조로
다시 만들어졌다.’라고 근대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지역 개념을 설명한다. 이사카와 역시 자신의
개항기 조선에 대한 연구는 화상활동으로 인해 일어난 변화를 조선의 외부로부터 주어진 자극으
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내부도 포함하여 국경을 걸친 지역이 힘을 얻는 과정으로 파악
하려고 했다.14)
하마시타는 근대 이전의 이와 같은 정크무역에 포섭된 조선반도임에도 조선의 교역 네트워크와
12) 하마시타 다케시, 앞의 책, 165-166면
13) 강진아, ｢廣東네트워크(Canton-Networks)와 朝鮮華商 同順泰｣, 史學硏究 第88號, 한국사학회. 2007
14) 이시카와 료타, 근대 아시아 시장과 조선-개항·화상·제국, 소명출판, 2020, 669-6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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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곧 주위의 지
형상으로 주변과의 연해교역이 아주 활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반도는 현재까지의 연구가 주
로 국내 상인 및 조공무역에 관한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또 연해교역은 실제로 산둥반도 및 큐슈
지방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교역이 아니라 자료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이에 대한 평가나 연구가 미흡했다고 했다. 이런 연구의 곤란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표류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5)
이는 근대 이전 부산에 대한 연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곧 17세기 후반 부산을 포함한 환동
해권 해역상의 해양교류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다지 주목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부산 관련 대부분
의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항구도시 부산에 대해 ‘조용하고 한산한 어촌이었으나 1876년 일본에 의
한 개항이후 근대 식민지 도시화되었다’라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한 연구
는 이와 상반되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근대 시기 부산포에서의 한일선박의 빈
번한 왕래가 있었음을 증명함으로서 시도되었다. 즉 조선후기 부산포 왜관관수일기를 분석하여 대
한해협을 넘어 부산-쓰시마를 오가는 선박 왕래가 매우 빈번하며 이를 매개로 인적․물적․문화
교류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16) 왜관은 사실 개항장에 설치되어 개항장의
운영과 시기를 같이하면서 조선에 입국하는 일본의 사신, 수직 왜인, 상왜 등의 숙박·접대·교역에
관한 일을 담당했으며, 때로는 이와 관련되어 외교가 행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에 입국한 각
급 왜인의 1차적인 목적이 교역에 있었던 만큼 왜관의 중심적인 일은 교역 도모였다. 교역을 통해
소목(蘇木 : 丹木)·후추·약재·금·은·동·유황 등을 수입하고, 쌀·콩·면포·서적·불경 등을 수출했다.
교역사무는 왜인의 입국과 함께 시작되었고 귀국으로 종료되었다. 개항장을 관할하는 변장(邊將 :
부산왜관은 부산첨사)은 각급 왜인이 도착하면 왜인이 제시한 서계(書契)·도서(圖書) 등의 증명서
에 따라 입국목적을 심사하고 상경(上京)과 유포(留浦)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경자의 무역은 상
경한 뒤에 행해졌고, 유포자 즉 상경이 거부된 왜사·상왜는 왜관에서 외교적 의례와 교역을 행했
다.17)
왜관의 설치는 경제적인 견지보다는 국방정책에서 왜인을 우대하고 회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이러한 왜관무역은 관무역의 성격이 강했다. 그런 점에서 전근대 시기 부산은 외교적 성격이 강한
왜관무역이나 또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연해무역이 아시아교역권론자들이 제시한 광역 네
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아시아교역권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시 청나라 상인 곧 화상이 당시 동아시아 교역 네트워크 그 가운데 조선반도와의 관계에서 어
떤 활동을 했고, 이것이 1876년 부산 개항으로 시작된 조선의 국제적인 교역이 열리는 상황에서
무슨 변화가 초래되었는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마시타는 현재까지의 연구가 일찍이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이후의 식민지화를
전제로 한 2국관계 곧 일본의 조선진출이라는 시각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전제한 뒤, 조일관계는
조중일 3국관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청국상인의 조선 진출에서 찾고, 나
15) 하마시타 다케시, 앞의 책, 139-141면
16) 박화진, ｢전근대 부산포 초량왜관의 해양교류 양상-일본선 부산포 입항사례를 중심으로(1689-1691)-｣,
동북아문화연구 제6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9,
17) 이상은 다음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6a2440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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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개항장간의 교역과 결제의 네트워크로서 인천, 상하이, 오사카, 나가사키가 존재한다고 밝혔
던 것이다.18)
하마시타는 최근에 발표한 글에서도 20세기 후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야기한 지역동태(Regional
Dynamism)가 아시아를 어떻게 다시 파악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연해항만도시 및 그 네트워크의 연구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강조하는데, 그것은 해양(해역)
에 시점을 둠으로써 지금까지 포착할 수 없었던 연해도시간의 네트워크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19)

2) 동북아해역과 이동
일본의 아시아교역권론이나 해역사 연구 등 국경을 넘어 펼치는 자율적인 지역 논리에 주목하
는 연구에 대해 한국 연구자들은 긍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수열은 설사 유럽중심주의의 극복
이나 내셔널 히스토리의 상대화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아시아 교역권론은 근세일본
의 실상을 실체 이상으로 과대포장하거나 근대 이후 일본자본주의가 수행한 제국주의적 침략을
은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20) 또 일본의 서양화를 중국의 상업적 우위에 대한 자
위적 대응으로 설명하는 역사상은 근대일본의 상업적 승리의 역사에서 제국주의의 이미지를 지우
려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교역권’론은 네트워크를 통한 인간과 돈 물자의
교류에 치중한 결과, 교류가 항상 동반하는 마찰과 갈등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기도 한다.21) 그리고 근대를 출발점으로 하여 근세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반
면, 근대에서 현대로 올수록 ‘아시아교역권론’에 입각한 재구성의 시도가 떨어지는 것도 한계로 지
적되지만, 이와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와 지역화론을 사용한 일본의 이 연구는 아직 의
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네트워크론에서 보다 큰 문제는 바로 네트워크의 한시성과 변화라
는 점이다. 곧 네트워크는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역
시 바로 유동적인 어떤 것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동이다.
이동은 21세기 학술계의 화두의 하나가 되었다. 이동 자체가 하나의 연구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만큼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동이 국제사회에 등장한 주목할 만한 현상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빌리티’라는 용어로 국내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모빌리티’
는 최근 기차, 자동차, 비행기,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과 같은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에 기초해 사
람, 사물, 정보의 이동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공간(도시) 구성과 인구 배치
의 변화, 노동과 자본의 변형, 권력 또는 통치성의 변용 등을 통칭하는 사회적 관계의 이동까지
‘모빌리티 연구’라는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22)
18) 하마시타 다케시, ｢19세기 후반 조선을 둘러싼 금융네트워크｣, 명청사연구 제17집, 명청사학회, 2002
19) 하마시타 다케시, ｢중국해관사에서 보는 동북아시아 해역의 등대와 항로｣, 동북아해역 인문네트워크의
근대적 계기와 기반, 소명출판, 2020
20) 이수열, ｢‘아시아 교역권론’의 역사상 -일본사를 중심으로 -｣, 한일관계사연구 48, 한일관계사학회,
2014.
21) 하세봉, ｢80년대 이후 일본학계의 ‘아시아교역권’에 대한 논의 - 학문적 맥락과 논리를 중심으로-｣ , 중
국현대사연구 2, 중국근현대사학회, 1996.
22) 피터 메리만, 린 피어스 (엮은이), 김태희,김수철,이진형,박성수 (옮긴이), 모빌리티와 인문학 - 인문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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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빌리티(mobility)가 일찍이 볼 수 없던 폭과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모빌리티
가 하나의 사회 속에서 계층이동이나 지역이동으로서 언급된 적은 많았다. 또는 국경을 초월하는
모빌리티의 경우일지라도 하나의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는 영역적인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
나 오늘날 글로벌리티(Globality)가 사회와 사회, 지역과 지역 사이를 사실상 사라지게 하는 가운
데 모빌리티는 영역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유동성 그 자체로서 거론되게 되었다. 동시에 이러
한 상황은 사회과학이 선험적으로 정립하고 있던 것들을 근본부터 다시 추궁해야 할 상황을 초래
하였다. 그것이 어느 정도 자각적으로 이루어졌는가는 일단 제쳐두더라도 모빌리티가 오늘날 사회
과학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음은 확실하다. 즉 모빌리티가 사회를 초월하여 어떻게 확장되고, 새
로운 관계나 집합체를 창출해 내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모빌리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에서 발견된다. 즉 여기서 말하는 모빌리티는 근대성
(모더니티)과 한 세트로 존재한다. 일찍이 보들레르(C. P. Baudelaire)는 근대 미학을 불변하는 것
과 이동하기 쉬운 것으로, 즉 대립되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양의성
위에 모빌리티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리티가 모더니티의 경계국면, 즉 고도 근대성
(high modernity)이나 유동적 근대성(Liquid Modernity) 등으로 묘사되는 상태에 있다면, 모빌리
티도 역시 그런 상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모빌리티는 바로 글로벌리티의 본성
을 공유하는 것이다.
덧붙여서 앞서 새로운 관계나 집합체라고 서술한 것과 관련하여 장소가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모빌리티는 통상 비장소성이나 혼종(hybrid)성 등과 같이 논의된다. 따라
서 모빌리티와 장소는 흔히 이율배반적인 범주 속에서 다루어지기 쉽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실제
로는 모빌리티가 예를 들어 카스텔(M. Castells)이 말한 바와 같이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s)’
에서 형성되는 관계나 집합체를 매개로 하여 논의된다는 점이다. 즉 모빌리티가 만들어 내는 관계
나 집합체는 ‘탈장소화에서 재장소화로’라는 형태로서 장소를 포함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모빌리
티를 이해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글로벌리티 속에서 장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인식하는
것으로 연결된다.23)
이상 최근의 ‘모빌리티’론과 관련해 출간된 책들의 간단한 소개를 통해 모던 즉 근대라는 시대
는 이동을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바로 이 이동의 현상이 나
타나지 않는다면 성립되기 어렵다. 모빌리티는 일상적인 운송과 커뮤니케이션, 인공물의 이동뿐만
아니라, 사람, 상품, 자본 및 정보의 대규모 이동을 포함한다. 이동의 양상은 인구, 물자, 문화 교
류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모빌리티’론에 포함되는 이동의 동력 곧 이동을 발생시키는 원인,
교통과 통신 즉 이동의 수단 그리고 이동의 결과 곧 정주와 도시의 형성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
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부산은 이러한 이동의 양상에 따라 형성된 해역 네트워크 속에 편입되고,
그것이 부산이라는 도시 공간의 모습을 형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근대를 전후하여 어떤 물자와 사
람 그리고 문화가 부산을 통해 이동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조선시대부터 부산은 일본인들의 무역을 위해 ‘倭館’이라는 공간을 제공했다. 1876년 개항이후
동을 생각하다, 앨피, 2019
23) 요시하라 나오키 (지은이), 이상봉,신나경 (옮긴이), 모빌리티와 장소 - 글로벌화와 도시공간의 전환, 심
산출판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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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은 일본인의 專管居留地로 변모하여, 해방이전까지 존속했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 부산항에
는 일본인들 외에도 중국인과 서양인들 역시 방문하거나 거주하기도 했다.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시카와 료타(石川亮太) 등의 아시아
交易圈論 연구자들의 성과는 이를 반증한다. 동북아해역내 華商의 활동과 부산 淸國租界의 성립은
대표적인 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초기 부산의 화상 역시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점이다. 그런 점
은 동북아해역 개항장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 바로 화상에 의한 네트워크였음
을 밝혀준다. 이후 일제 강점기로 인해 화상의 수는 줄어들고, 또 이후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 계
층이 더욱 확대되면서 화교의 성격도 변화했일제 강점기 부산은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입구로
서 기능했다. 釜關連絡船을 타고 와서 만주를 향해 가려는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었다. 부산항 인
근에 건설된 부산역은 바로 이들을 만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일찍이 건설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
부산은 羅津, 淸津과 함께 일본의 대륙진출을 위한 항구로 적극 활용되었다. 이렇게 일본에 의해
부산항의 기능 그리고 거주인들의 직업 등이 규정받으면서 부산항은 종래의 개항장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지만, 부산을 통한 물동량을 본다면 여전히 물적 네트워크로서 그리고 인간의
이동이라는 인적 네트워크의 매개적인 항구로서 기능해왔다. 해방이후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
서 부산은 종래의 모습에 즉 일본이 남기고 간 식민지 유산에 피난민의 도시라는 성격을 갖게 되
었다. 일본인이 남기고 간 흔적 위에 전쟁의 참화로 인한 단층이 쌓이고 여기에 근대화에 따른 해
양산업의 탄생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근대 부산은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과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釜山學 또는
釜山性(로컬리티)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부산성은 바로 여기서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해역
네트워크라는 외부적 요소의 유입과 정착이라는 과정에서 탄생된 것이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결국 이동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구축되었는데, 이 이동의 동력과 주체 및 그 양상에 대해서는 전
근대 곧 조선시대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부산 연구’ 또는 ‘부산
학’이라고 명명한 종래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종래의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항장 네트워크
라는 외부적 시각의 도입은 필요하다.

3) 동북아해역과 공간: 근대 부산항의 탄생
이시카와 료타는 ‘지역＝사람의 어떠한 활동이 진행되는 공간적 범위’라고 폭넓게 정의한다면
우리의 생활을 둘러싸는 지역은 한없이 존재한다. 다중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지역 속에서 어느 지
역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을 것이고, 지역의 공간적인 범위도
시기에 따라 신축했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학에서는 어떤 지역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과거에 소급시켜서 분석할 수는 없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
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지역은 무엇이고, 그 지역이 어떠한 공간에서 형성되어 있었는지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24)고 말했다.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은 국내 역사학계에서의 공간에 대한 주목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도시사
24) 이시카와 료타, ｢국경을 뛰어넘는 지역의 다중적 구조－개항기 조선과 아시아교역권론－｣, 한국학연구
제19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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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공간에 착목한 대표적인 연구이고, 지리학에서 90년대 이후 공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외국학계의 소개를 비롯하여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에팅턴은 “과거는 시간 ‘안’이 아니라 공
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역사란 인간행동의 장소들을 표현하는 과거를 표상한다. 그러므로
과거에 관한 지식은 시공의 좌표에 색인을 붙여 역사의 장소를 지도화하는 지도제작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고, “인간의 모든 행동은 공간에서 일어나고 만들어진다. 과거는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장소들의 조합이다. 역사는 이러한 장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지도”라고 주장했다25) 공
간의 시간화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적은 부산 등 근대 해역도시 연구에서도 반영되었다. 근대
건축물에 대한 복원과 해석 및 해역도시의 공간배치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한 재영토화에 대한 문
제제기는 이러한 공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다. 사실 이동성은 로컬리티에 끊임없이 공간
규모재조정(rescaling)을 요청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리고 항구나 공항과 같은 이동성의 체계와
통로의 관문(Gateway)이 일정한 지역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그런 점은 부산 같은 개항장 또는 공
항도시가 보유한 로컬리티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이동성의 흐름에 중심이 되는 인적 자원 곧
용역의 이동에서 질적 차이가 있고 그것이 로컬리티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는 이동이 수반한 공간
(해역 도시 등) 형성의 차이가 특정 도시나 지역의 로컬리티를 변화시킨다는 의미이며, 그리고 그
도시나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유형 역시 그것의 로컬리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라는 말
이다. 근대 부산의 형성도 이러한 이동에 따른 공간의 변화에서 이루어졌고, 부산이란 근대적 공
간을 많이 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연구는 이동의 주체 그리고 그들에 의한 공간 배치를 탐색하는
일에서 비롯된다.

결론
- 지역/국가를 뛰어넘는 도시 네트워크의 미래
모빌리티는 다양한 사회적 확장과 발달을 발생시키는 발전과 변화를 의미한다.
도시와 지역의 물리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사회적 삶을 형성하는 사회적·물리적 구조들이 형성되
고, 그 구조를 따라 사람과 자원, 지식, 데이터, 폐기물, 에너지 등이 전 세계로 흐르고 있다. 그
흐름의 관리가 모든 사회적 행위의 기초가 된다. 이 흐름이 문화와 모든 종류의 루틴을 사전에 구
성한다. 따라서 도시 모빌리티 문화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는 일상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 비즈니
스, 도시계획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담론은 더 이상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시지역의 네트워크화된 특성, 경제활동 및 업무, 이주, 문화 간 교류, 물류와 운송 등의 다국적
이며 세계적인 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은 도시와 지방의 지역적인, 심지어 국가적인 개념마저 거의
소용없게 하기 때문이다.26)
25) Ethington, "Placing the past 'Groundwork' for a Spatial Theory of History", Rethingking History, 1-4,
207, p.465 하세봉, ｢근대 동아시아사의 재구성을 위한 공간의 시점｣, 동양사학연구 115, 동양사학회,
2011에서 재인용
26) 말렌 프로이덴달 페데르센,스벤 케셀링 (엮은이), 정상철 (옮긴이), 도시 모빌리티 네트워크 - 사회적 실
천과 모빌리티의 정치학, 앨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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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Busan Port from the perspective of sea area network
-Theoretical examination for the study of Busan Port
Seo, Kwangdeok (Pukyung

National University)

Takeshi Hamashita, a leading Japanese scholar who sought to grasp Asia in diverse regional
relations, conceived the modern era of East Asia by conceptualizing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East Asia and the East Asian region as a tribute system in his hesitation, The tribute
System and Modern Asia. In East Asia, the traditional tributary system was formed as a
co-existence method, which meant the interrelationship in which multi-cultural networks operated
with a complex regional relationship, not a single center. What is meaningful in Hamashita's
logical structure is the deployment of a third port beyond the concept of binomial confrontation,
which is an attempt beyond the dual alternative perception of Quantum choice. And this medium
is the network. He said that the history of East Asia since the mid-19th century can be
understood by the formation of a field network in Asia, which is different from the modern East
Asian history of Europeanization and confrontation with Europe. The principle of wide-area order
in Asia,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modern countries, needed a wide-area merchant network,
and this was the driving force of modern Asia.
This article examined the status of Busan by using Hamashita's view that the network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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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y and the city, which opened in the waters of Northeast Asia, is the formation of a
network of open port networks.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either Busan Research or
Busan Studies, which review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checked the deficiencies in the
conventional study from the external perspective of the open port network. Since the Joseon
Dynasty, Busan has provided a space called '倭館' for Japanese trade.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 in 1876, Waegwan (Waegwan) was transformed into a Japanese land and remained until
before liberation. As su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twork, Busan is historically closely
related to Japan. This is an important factor in identifying Busan Studies or Busan personality.
However, since modern times, Chinese and Westerners have also visited and resided in Busan
Port, in addition to the Japanese. Although the lack of data has not activated the relevant
research, this is a clear fact. The achievements of Asian researchers such as Ryota Ishikawa
disprove this. The activities of a Chinese merchant in Northeast Asia and the establishment of a
settlement of the Qing Dynasty in Busan are typical examples. What is noteworthy here is that
the initial Busan burn also came from Japan. This shows that one important axis connecting the
open port network in Northeast Asia was the network caused by burns. Japanese occupation after
the video due to decrease the number of Chinese since, and working class to find a job of Busan,
Korea, but expand further as the advent of the video is an open portCompare favorably to show
the network.
The Japanese occupation of Busan for entry to the continent as the entrance of Japan. It was a
crowded place where people came by Busan Shimonoseki Ferry and tried to head for Manchuria.
Busan Station, built near the port of Busan, was built earlier to transport them to Manchuria.
During this period, Busan was actively used as a port for Japan's advancement into the continent
along with Najin(羅津) and Cheongjin(淸津). As the function of Busan Port and the occupations of
residents were defined by Japan, Busan Port seems to be out of the existing open port network,
but it still functions as a physical network and as a mediated port of human network of human
movement. After liberation and through the Korean War, Busan became a city of refugees in its
traditional form, namely the colonial legacy that Japan left behind. On top of the traces left by the
Japanese, fault lines due to the devastation of the war were piled up, and the birth of the marine
industry began with modernization. Busan personality was sprouting right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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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링게임사절단과 이와쿠라사절단이 경험한
미국과 영국의 해군문명

조세현 (부경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는 근대시기 청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해외사절단인 벌링게임(Anson Burlingame, 중국
명 蒲安臣)사절단(1868-1870)과 이와쿠라(岩倉具視)사절단(1871-1873)이 경험한 구미문명, 특히 미
국과 영국의 해군문명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사절단은 외국손님 신분으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군시설, 군함, 대포 등을 자세히 구경할 수 있었다. 근대해군의 탄생과정을 살펴보면 동
아시아인의 해양인식 전환과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보통 양무운동의 한계로 해군건설에 집착할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순한 물질문명의 수용에만 관
심을 가졌다고 폄하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글 중에는 물질(양무)→제도(변
법)→정신(신문화)순의 도식적인 근대화모델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져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쿠
라사절단 연구의 권위자인 다나카 아키라(田中彰)는 소국주의(小國主義)라는 관점에서 일본사절단
은 군사무기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이다.

2. 미･ 영의 군함과 조선소
태평양을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벌링게임사절단은 며칠 휴식을 취하고 한 조선소를
방문한 후 기록을 남겼다. 사절단의 지강(志剛)은 조선소의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큰 배를 만들 경
우 반드시 먼저 선박을 완성한 후에야 바다로 입수시킬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운반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소 공장 입구에 큰 갑문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배를 만들며, 선박이 완성되면 갑문을 열어 물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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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록 해서 배를 띄운 다음 바다로 입수시킨다는 것이다.1) 일행인 장덕이(張德彝)도 새로 만든 증기선의
진수식을 참관하던 날 샌프란시스코포대를 살펴보며 포대의 현황과 대포의 발사원리에 대해서 썼다.2)
유럽이민자로 구성된 미국인들은 새로운 발명을 적극 권장했는데 증기선, 철갑선, 전신기 등은 모두 이
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지강은 서양의 기술은 비교적 쉽게 이해했지만 과학 원리는 이해하
기 어려웠다. 근대이전에는 과학과 기술의 관계가 별개였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그가 이론에 기
초해 실험과 수량화를 중시하는 근대과학의 사유양식을 받아들이기 힘든 까닭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3) 이것은 막말 메이지초기 일본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실상 지강이 서양과학과 이
론을 수용하는 태도는 지식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사자가 소속된 사회문제였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와쿠라사절단도 샌프란시스코의 메우(Maew)섬에 있는 조선소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1860년 막부의 군함 간닌마루(咸臨丸)가 태평양을 횡단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선
체를 수리한 조선소로 당시 합중국의 대형조선소 중 하나였다. 일본은 막부말기부터 청국보다 해
군력 향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군함으로 직접 태평양을 횡단해 미
국을 방문하였다. 물론 항해과정에서 미국인 항해전문가와 선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일본의 미국
해군에 대한 관심은 막말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막말 견미사절단의 해군관련 풍부한 기록과는 달리 이와쿠라사절단은 워싱턴 주변의 해군조선
소와 포대를 방문한 단편기록이 남아있다. 미국 해군사령부의 도움으로 방문한 해군학교에서 본
해군조선소는 넓이 18헥타르 정도로 미국 내의 5대 조선소 중 하나인데, 세 척의 장갑함이 계류되
어 있고 증기선도 같은 수만큼 있었다고 적었다. 해군학교를 견학하면서 남녀 간 교제도 흥미롭게
보였는지 이를 언급하였다. 일본인이든 청국인이든 구미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배려하는 모습에
적지 않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미국은 남북전쟁 때 해군을 널리 모집하고 또 군함을 늘렸는데,
전후 평화가 찾아오자 군함을 팔아 국채를 상환하는데 충당하였다. 사절단은 해양을 향해 설치된
포대와 대포를 보면서 해안선이 긴 일본의 경우도 해안방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이
런 경험이 요코스카에 동양 최대의 조선소와 도크를 건설하게 된 배경이었다.
벌링게임사절단과 이와쿠라사절단은 모두 미국을 떠나 대서양을 건너 영국 리버풀 항에 도착하
였다. 청국이든 일본이든 아편전쟁과 살영(薩英)전쟁의 경험을 통해 영국해군력을 잘 알고 있었다.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시대(1838-1901)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민지를 보유했고, 이를 위해 세
계 최대의 함대와 상선을 보유하였다. 여러 차례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해외 식민지를 실질적으
로 독점했고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였다. 영국은 해군이 주력이고 육군은 보조적인데, 국내
정치가 안정되었기에 굳이 방대한 육군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영국의 식민지가 전 세계
에 퍼져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의 해군이 필요하였다.4)
이와쿠라사절단의 기록에는 영국해군의 역사를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였다. 우선 영국과 스페인
과의 오랜 패권다툼을 소개한 후 영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지브롤터(Gibraltar) 해역을 장악
하고 다시 이탈리아 시실리 섬 남쪽의 몰타(Molta)섬을 얻으면서 지중해를 통제한 사실이나, 넬슨
1) 志剛, 初使泰西記(走向世界叢書第1輯 第1冊), 岳麓書社, 1985年, 260쪽.
2) 張德彝, 歐美環游記(走向世界叢書第1輯 第1冊), 岳麓書社, 1985年, 647쪽.
3) 尹德翔, 東海西海之間-晩淸使西日記中的文化觀察,認證與選擇, 北京大學出版社, 2009年, 75쪽.
4) 泉三郞, 岩倉使節團, 祥傳社黃金文庫, 2012, 267쪽.
- 49 -

2020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인문학의 현대적 재편

제독의 영국함대가 트라팔가해전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함대를 굴복시킨 사실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영국의회가 해군을 훈련시키고 정비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논의해 운영하므로 필적할만한
적국이 없다면서, 영국국민들은 해상무역으로 이익들을 거둬들였고 선박의 출입이 끊기면 사람들
은 금방 근심스러운 표정이 될 정도라고 했다. 따라서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군을 키울 수
밖에 없었다고 썼다. 사절단이 방문할 무렵인 1873년에는 크림반도에서 러시아해군을 격파했다고
소개했다.
일본사절단은 주일본 영국공사인 파크스(Sir Harry Parkes)와 영사 아스턴(William George
Aston)의 안내로 영국의 대표적인 군항인 포츠머스에 있는 해군학교와 해군조선소를 견학하였다.
포츠머스조선소 방문은 매우 인상적이었는지 현장상황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였다. 이와쿠라일행은
영국여왕을 만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할여해 영국 여러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들은 각 도시의
산업시찰과 공장견학에 촌각도 아까워하며 열정을 바쳤다. 이들과는 달리 청국사절단은 주로 런던
에 머물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국의 항구도시나 기타도시에 대한 기록이 적다.

3. 대포와 포대
벌링게임사절단은 출발 전 상해에서 강남제조총국의 병기창과 조선창을 방문해 서양식 군함과
대포를 구경하였다. 후장식 대포는 포구에 나선형 홈이 파져있어서 포탄이 발사될 경우 회전하기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가고 힘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포탄이 떨어져 사람을 다치는
일도 수십 리 밖에서 발사한 것이므로 망원경을 보아야 발사한 곳을 알 수 있다고 했다.5) 청국사
절단은 미국 보스톤의 조선소에서 포대선(炮臺船)이란 신기한 무기를 보았다. 선박의 철판 두께가
수 촌(寸)이고 길이는 20여 장(丈)이었으며, 군함의 전후에 철포대 두 좌(座)가 설치되어 있었다.
선미에 암륜을 설치하고 중간에 화륜기를 설치한 것 말고는 외부에 드러나는 별다른 시설은 없었
다. 포대는 원형으로 만들어져 전투 시 사방으로 회전할 수 있었다. 적의 크고 작은 포탄이 날아
오더라도 막을 수 있었고, 선체는 해수면과 수평을 이루고 있어서 침수의 위험도 없었다. 선내에
사람이 숨어 배를 움직이고 포탄을 장착하는데 해전의 선봉이라 할 수 있다면서, 비록 항구를 지
키는 포가 있더라도 그 출입을 막을 수 없다고 소개하였다.6) 초기 철갑선 형태의 군함을 목격한
것이다.
벌링게임일행이 보스톤에서 포대를 구경한 기록도 있다. 앞서 소개한 막을 수 없는 포선(炮船)
이 있다면, 공격할 수 없는 포갱(炮坑)이 있었다. 포선이 공격용이라면 포대는 수비용으로 돌과 흙
과 철 등으로 만들었는데, 방어하기는 쉬우나 공격하기는 어렵도록 이루어졌다. 포대는 항구를 지
키기 위해 언덕 높은 곳에 위치해 갱도를 여러 곳에 만들어 대포를 설치해 놓았다. 갱도에 설치한
망원경을 통해 적선이 나타나면 발포한다. 적선을 공격하더라도 어디서 날아온 지 알 수 없고 단
지 지상에 연기만 일어나니 반격하기 어렵다. 이런 포대에는 큰 대포와 포탄이 설치되어 있어 현
5) 志剛, 初使泰西記, 254쪽.
6) 志剛, 初使泰西記, 290-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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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포대장교는 “이곳 포대는 천하제일이며, 러시아보다 뛰어날 것”이라고 자랑했다.7) 이런 신식포
대는 영국에나 유럽연안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형태였다.
청국사절단은 영국에서 대포를 만드는 유명한 울리치(Wooliwich)무기공장을 방문하였다. 울리치
는 런던 템즈 강에서 8마일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있는 인구 5만 명의 소도시로 무기를 제조하는
대공장이었다. 기록에는 서양대포를 화병이나 대나무 통과 같은 모양이라고 묘사하거나, 후장식
대포가 초기에는 불량품이 많았으나 점차 개량되었다고 했다. 포대의 경우도 점차 새로운 설비가
추가되어 대포들이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적선을 위협한다고 했다. 장덕이는 이전에 빈춘(斌瑃)사
절단을 따라 영국에 왔을 때 울리치무기공장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이 공장은 너무 커서 하루 만
에 구경할 수 없고, 대포뿐만 아니라 여러 공장에서 다양한 무기를 만들었다고 썼다.8) 영국에는
울리치말고도 유명한 암스트롱무기공장이 있는데 서로 쌍벽을 이루었다. 울리치가 국영기업이라면
암스트롱은 사영기업으로, 독일의 크루프(Krupp)무기공장과 경쟁관계였다.
마침 벌링게임사절단이 영국과 유럽을 방문할 무렵인 1869년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던 영국인 로
버트 화이트헤드(Robert Whitehead)가 물속에서 자체 추진력으로 나아가는 어뢰(魚雷)를 발명하
였다. 프랑스 여행 중 장덕이는 신문을 통해 영국에서 새로운 수뢰를 만들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 글은 영국의 어뢰발명을 알린 초기기사이다. 스스로 움직이는 어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해군
전술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어뢰는 작고도 빠른 함선에서 발사되어 수중에서 중대형 함선
을 공격할 수 있었으며 치명적인 파괴능력을 보였다. 영국해군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주력군함에
어뢰를 방어할 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스스로 어뢰정을 만들어 신식해군을 무장시켰다.9)
이와쿠라사절단의 기록을 담당한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는 미국의 유명한 대포 제작자인 달그
렌(John A. Bernard Dahlgren) 해군제독을 소개하면서 남북전쟁 때 전함 키아사지(Kearsarge)에
탑재한 대형 신식대표를 설계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 대포로 남군의 유명한 군함 앨라바마
(Alabarma)호를 격파했다고 한다. 그는 여러 종류의 대포를 고안해 ‘해군함포’의 아버지라고 칭송
받는다.10) 그리고 미국에서 새로 발명한 소형포 개틀링건(Gatling gun)을 소개하였다. 이것은 소총
탄을 장전해 쏘는 포였는데 벌집처럼 입구가 뚫려져있다. 포신을 돌리면 총미에 장치되어 있는 실
탄이 자동적으로 벌집 모양의 총신에 장전되어 계속 발사되는데, 6-7초 사이에 무려 200-300발을
발사할 수 있었다. 남북전쟁 때에는 이 병기로 수많은 적병을 물리쳤다고 한다.11) 지금의 관점에
서 보면 대포가 아니라 기관총인데, 이와쿠라사절단은 영국 암스트롱공장에서 개틀링포를 다시 보
았다.
일본사절단은 영국 도착 후 방문한 공장 중에는 멘체스터에 있는 워드워즈(Wordsworth)주강공
장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주로 대포를 주조하였다. 대포는 맹렬한 폭발력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
므로 가장 높은 수준의 품질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서양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는
데, 이 공장에서는 주물을 부은 다음 큰 압력을 가해 주강 안의 공기구멍을 빼는 방법을 적용하였
다. 1854년 워드워즈사가 발명한 대포는 포강이 육각형이고 약간 비틀려 있는 강포이다. 포탄도
7) 張德彝, 歐美環游記, 689쪽.
8) 張德彝, 航海述奇(走向世界叢書第1輯 第1冊), 岳麓書社, 1985年, 522쪽.
9) (英)布賴恩․萊弗里(Brian Lavery) 著, 施誠 張珉瑤 譯, 海洋帝國-英國海軍如何改變現代世界, 246-247쪽.
10) 구메 구니타케 지음, 정애영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1권 미국), 소명출판, 2011년, 227쪽.
11) 구메 구니타케 지음, 정애영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1권 미국), 267-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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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각형 포탄을 사용하였다. 한 때 명중률이 높고 소량의 화약을 사용해도 멀리 날아가서 높은 평
가를 받았으나 철강의 마모가 심해 금방 명성을 잃었다.12)
대포의 경우 이와쿠라일행은 암스트롱(Amstrong)무기공장에 주목하였다. 일본사절단은 뉴캐슬
에 도착해 공장주 암스트롱의 안내로 대포제조창을 구경하였다. 구메에 따르면, 윌리엄 암스트롱
(Sir William Amstrong)은 영국의 발명가이자 실업가이다. 그는 1845년 뉴캐슬에서 수도공사 계
획에 참여해 수압크레인을 발명했고, 1846년에 뉴캐슬 타인 강 부두에 처음으로 크레인을 설치하
였다. 수압크레인의 성공에 힘입어 1847년에는 암스트롱공사를 설립하였다. 1855년 암스트롱포라
는 이름의 ‘후장식’ 신형대포를 개발해 영국군대에 납품하였다. 1867년에 암스트롱은 대형조선소와
교섭해 군함에 실을 대포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암스트롱공사는 영국에서도 예외적으로 생산의
수직적 통합에 성공한 대기업으로 알려졌다. 암스트롱은 군수공장을 만든 후 탄광, 제철, 제강, 기
계에 이르는 분야들 간에 통합을 이루었는데, 사절단은 제철공장 외에도 제강공장, 무기제조창, 뉴
캐슬탄광까지 여러 공장과 작업장을 방문하였다. 무엇보다 암스트롱공장 가운데 제철소를 방문했
을 때, 그들은 거대한 용광로 앞에서 영국의 산업문명을 실감하였다.
뉴캐슬에 머무는 동안 일행은 암스트롱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그는 석탄광산에서 제강공장에
이르는 여러 공장들을 직접 안내하면서 영국 군수산업의 우수성을 선전하였다. 이런 친절은 신생
국 일본에 대한 무기 수출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기대에 부응해 1880년대 암스트롱공사
는 일본으로 대포를 비롯한 각종 무기와 함선을 수출하였다.13) 그런 대포와 군함들은 청일전쟁에
서 위력을 발휘했으며, 일본해군은 188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암스트롱포로 무장한 많은 군함을
보유하였다. 청국에서도 일찍부터 이 회사의 명성이 알려져 암스트롱대포를 수입해 사용했다. 하
지만 청국의 경우 근대적 해군건설을 위해 영국 군수산업에 주목한 것은 아마도 주영국 청국공사
곽숭도(郭崇燾)를 파견한 1876년 이후의 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이전에는 청국해
관 책임자인 로버트 하트(Robert Hart)의 도움으로 군함과 대포를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수준이었
다.
이와쿠라사절단은 암스트롱공장과 쌍벽을 이루는 울리치무기공장도 방문하였다. 우선 그들은 무
기전시관을 견학하면서 러시아와 청국에서 전리품으로 획득한 대포가 진열되어 있는 방을 구경하
였다. 러시아의 대포는 포구가 탄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반면 청국의 대포는 마치 주형틀에서 막
나온 것처럼 깨끗하게 보인다며 청국이 전쟁에 무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썼다. 이를 두고
아시아에서 중국인은 온순한 성격을 가진 인종이며 군인들은 용맹함이 부족하고 허약하다고 평가
했다. 다음으로 포탄 제조공장을 시찰하였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탄환은 한 발에 300파운드인 것
이 가장 크며, 하루 생산량이 35톤에 달해 공장규모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곧이어 약
통(藥桶) 제조공장, 수송차 제조공장 등을 돌아보았다. 방문하는 곳마다 모두 규모가 크고 대량생
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임전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였다.
한편 일본인들이 영국에서 본 가장 큰 공장은 셰필드에 있는 챨스 카멜회사(Charles Cammell
& Company)의 제철소였다. 독일의 크루프공장을 제외하고 이와쿠라사절단이 본 가장 큰 공장으
로 생산하는 상품은 주로 강철재인데, 철갑함에 쓰이는 철갑판 압연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업이었

12) 구메 구니타케 지음, 방광석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2권 영국), 소명출판, 2011년, 191-192쪽.
13) 이영석, ｢이와쿠라 사절단이 바라본 영국의 공업도시｣, 史叢80, 2013년,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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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이 회사에서 보유한 철갑판을 압연하는 기계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14) 본래 셰
필드는 강철의 산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강철을 원료로 하는 산업이 발달하였다. 비커스(Vickers)
제강공장도 카멜사에 필적할만한 큰 공장이다. 이곳의 한 공장에서는 대포를 주조하는데, 뉴캐슬
의 암스트롱사에서 제조하는 거포의 포신도 여기서 주조한 것이라고 했다.15)
대체로 이와쿠라사절단의 구메나 벌링게임사절단의 장덕이는 모두 구미의 물질문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했다. 구메의 기술은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자세하다. 그에 비해 지강과 장
덕이의 경우는 나름대로 열심히 소개하지만 정보로서의 질이 약간 떨어진다. 중국인들은 여전히
구미열강과 청국을 대등한 존재로 인식했는데,16) 이 시기 청국에는 서양의 물질문명을 거부하는
관리가 많았고, 기계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높지 않았다.

4. 나오는 말
근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해양문명으로는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증기선과 대형함포를 구비한
군함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선견포리(船堅炮利)’로 기억하는 서양의 군함과 대포는 경이로운
존재였다. 청국과 일본의 관료․지식인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군사무기 분야로 증기선, 철갑병선,
수뢰, 철포선, 면화화약, 군수공장, 포대, 수사훈련 등은 여행기와 일기 곳곳에 나타나는 주요 관심
사였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군함의 구매, 신식 철갑선의 기억, 신형군함 진수식의 참가, 함포의 제
작과정, 서양해군의 역사, 해군학교 참관, 군함무기의 장착과정, 해안포대의 참관 등 여러 기록들
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해 양국사절단이 군함과 대포를 어떻게 관찰했으며 그들이 왜 근대해군의
건설에 집착했는지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양국사절단이 해양문명을 자각하는 과정은 곧 전통적 중
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균열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을 암시하기에 분
석할만한 가치가 있다.

14) 구메 구니타케 지음, 방광석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2권 영국), 332-334쪽.
15) 구메 구니타케 지음, 방광석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제2권 영국), 349-350쪽.
16) 미야지마 히로시, ｢‘화혼양재’와 ‘중체서용’ 재고: 일본·중국과 구미와의 만남｣, 백영서 외, 동아시아 근대
이행의 세 갈래, 창비, 2009년, 164-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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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Marine Civiliz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experienced by
Burlingame and Iwakura Missions
Cho, Sehyu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manuscript will be mainly dealing with civilization of the U.S. and Europe, especially of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experienced by Burlingame and Iwakura missions that are the
representative overseas missions of Qing and Japan during the modern times. In the first half, this
paper looked into the naval civiliz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Among the representative
marine civilization symbolizing the modern times are steamship powered by steam engine, warship
equipped with large guns etc. Especially, warship and cannon of the West which is memorized as
‘strong warship and sharp cannon (船堅炮利)’was considered a marvelous one. The area that
commanded the most attention from the bureaucrats and intellectuals of Qing and Japan was
military weapon sector, and steamboat, armored battleship, torpedo, gun ship, guncotton, munitions
factory, artillery unit and navy training were major concerns appeared all over the travelogue and
diary. The aforementioned enables us to assume how the missions of the two countries observed
warship and cannon and how much they were obsessed with construction of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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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빌링게임사절단과

이와쿠라사절단이 경험과 미국과
영국의 해군문명｣ 에 대한 토론
최병규 (안동대학교)

1. 본 논문은 청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해외사절단인 벌링게임(Anson Burlingame, 중국 명 蒲安
臣)사절단(1868-1870)과 이와쿠라(岩倉具視)사절단(1871-1873)이 경험한 미국과 영국의 해군시설,
군함, 대포 등의 해군문명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말”에서 필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의 주요 논지는 단순한 소개를 넘어 당시 일본과 중국 사절단의 서구 해양문명
에 대한 수용태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자는 “보통 양무운동의 한계로 해군건설에 집착할 사
실을 지적하면서 단순한 물질문명의 수용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폄하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라고 하였고, 또 “이와쿠라사절단 연구의 권위자인 다나카 아키라(田中彰)는 소
국주의(小國主義)라는 관점에서 일본사절단은 군사무기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고 주장하는
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에 대

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되지 못했는데, 발표논문 지면상의 한계 때문인지 이에 대한 필자의 설명
을 구합니다.
2. 필자는 청나라 당시에는 서양의 물질문명을 거부하는 관리가 많았고, 기계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높지 않았으며, 또 그들은 구미열강과 청국을 대등한 존재로 인식한 점 때문에
이와쿠라사절단의 구메나 벌링게임사절단의 장덕이는 모두 구미의 물질문명에 대해 나름 열심히
소개하였지만, 일본 구메의 기술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반면 중국의 지강과 장덕이의 기술은 정보
로서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외국문화의 수용태도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
본은 나름대로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시 미ž영 제국의 문화에 대한 일본과 중국
사절단의 생각은 각각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자는 이
와쿠라사절단은 미국의 해군학교를 견학하면서 남녀 간 교제도 흥미롭게 보였는지 이를 언급하였
으며, 일본인이든 청국인이든 구미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배려하는 모습에 적지 않은 문화적 충
격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과거 우리나라 18세기 조선통신사들은 일본의 개방
적인 남녀간 성문화에 대해 금수만 못하다는 등이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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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의 귀환과 해역 공간

: 해방직후 한인 디아스포라의 부산 귀환을 중심으로

최민경 (부경대학교)

1. 들어가며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은 1945년 일본의 패전 직후부터 시작되어 일본, 중국대륙, 대만, 남태평
양 등 지역으로부터 급속하게 이뤄졌고 총 300만 명이 이동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일제
식민지통치의 강제와 모순에서 비롯된 해외이주 및 강제연행으로 해외에 나가 있던 한인이 해방
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였다.1) 그런데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은 이처럼 추상적
이고 원대한 의미만을 지닌 것은 아니었으며 동시에 생활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특히, 해역 공
간 속 귀환선이 도착하는 지역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은 일차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인구유입을 의미했고 그 결과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삶에도 적지 않은 영
향을 끼쳤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에서 귀환, 그리고 귀환하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시선은 구체적
으로 어떠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을까.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해방직후 한인 디아스포라의 부산을 통한 귀환 과정에 주목하여 답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들어서 시작되었다.2) 관련 연구의 전환점으로
는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로 ‘해방후 해외한인의 귀환문제 연구’
가 선정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연구과제는 다양한 지역으로부터의 한인 귀환을 연구대상으로 하
였으며 사료를 통한 실태 분석과 귀환 생존자의 구술자료 수집, 정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는 점에
1) 장석흥(2003), ｢해방 후 귀환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 25, p.10.
2) 장석흥, 위의 글,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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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의가 크다. 이후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 연구는 미군정기 사료의 선별과 재조일본인 인양
(引揚)문제와의 연관성 검토, 귀환에 대한 모국의 인식 고찰 등 주제와 방법이 확대되어 왔다. 이
중 귀환에 대한 모국의 인식에 관해서는 귀환한 한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한 구호운동을 고찰
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3) 구호운동에 대한 고찰은 이산했던 한인의 귀환이 당시 민족적
과제로서 자리매김하였고 해방과 함께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이동의 흐름으로 인식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해방직후 귀환이 지녔던 의미 나아가 귀환한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시선을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안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결코 동질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지역에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다양성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지금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4) 이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 연구가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녔
고 디아스포라연구 전반이 추상적 차원의 담론 중심으로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
기 때문이다.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분석의 초점을 지역에 맞춰
귀환의 ‘창구’가 된 해역 공간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부산은 해방직후부터 한인의 귀환
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으로 이들의 귀환이 지역사회, 주민에게 미친 영향은 다른 지역과
는 비교가 안될 만큼 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해방직후 부산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은 지
역사회로의 대규모 인구유입임과 동시에 이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과 대응을 의미하였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측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귀환 및 귀환 디아스포라에
대한 인식이 지니는 지역적 다양성을 고찰하고 나아가 디아스포라연구의 구체성과 실천성 제고를
시도하도록 하겠다.

3. 해역 공간 부산과 귀환

3.1. 부산을 통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 상황
해방직후 연합군최고사령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부재한 가운데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은 비공
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재일한인의 귀환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로 이뤄
졌다. 해방 초기 재일 한인 중심의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 양상이 어떠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파
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내부 보고를 통해 단편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인데 1945년 9월 25일
경에는 이미 부산 지역에 약 1만 명의 한인 귀환자가 있었으며 9월 27일부터 10월 3일에 걸쳐서
는 3만 7천여 명이 추가로 귀환하였다고 한다.6) 한편, 1945년 11월이 되면 연합군최고사령부는 한
3) 황병주(2000), ｢미군정기 전재민 구호운동과 민족담론｣, 역사와 현실 35, pp.76-113; 이현주(2004), ｢해방
직후 인천의 귀환 戰災同胞 구호활동: <<대중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9, pp.35~59;
황선익(2018), ｢해방 후 귀환구호운동의 전개와 미군정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85, pp.117~149.
4) 예외적으로 인천을 중심으로 귀환 한인의 구호활동과 이들에 대한 모국의 인식을 살펴본 이현주의 연구가
있으나, 인천이라는 지역사회가 지니는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현주, 위의 글.
5) 이상봉(2010), ｢디아스포라와 로컬리티 硏究: 在日코리안을 보는 새로운 視覺｣, 한일민족문제연구 18,
pp.107~146.
6) 최영호(1995),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 글모인,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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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디아스포라 귀환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지령을 내렸으며 실제 이 지령 이
후 일본 뿐 만이 아니라 중국 대륙, 대만의 한인 귀환에 관한 구체적인 교섭, 협의도 시작되었다.
그리고 부산은 이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 ‘창구’로서의 특징이 보다 강해
졌다. 1946년 1월의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귀환하는 한인 디아스포라 전체 중 70~80%가 부산항을
통해 모국으로 돌아왔으며 대규모의 귀환이 사실 상 종료되는 1946년 12월말이 되면 부산을 통해
귀환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수는 약 187만 명에서 214만 명에 이른다.
일본으로부터의 귀환의 경우 군인·군속과 강제징용 노무자의 귀환은 1945년 말 거의 끝났고
1946년부터는 ‘일반’ 재일한인의 귀환 국면으로 넘어간다.7) 다만 1946년 들어서 재일한인의 귀환
은 미미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밀항’과 같은 비공식적 귀환이 해방 직후부터 활발했기 때문이
다. 한편 중국 대륙, 대만으로부터의 귀환은 1946년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재중한인의 대부
분은 탕구(塘沽)항과 상하이(上海)항을 통해 귀환하였다. 이 중 상하이항을 출발한 귀환선의 경우
거의 모두 부산항으로 들어왔으며 그밖에 부산을 통해 귀환한 재중한인은 항로 관계 상 광저우
(廣州) 등 중국 남부지역으로부터 돌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만의 경우 1946년 3월 군인·군
속부터 시작하여 4월에는 일반 한인들까지 신속하게 귀환하였는데 지룽(基隆)에서 출발하여 부산
에 도착하는 경로가 주로 이용되었다.

3.2. 실업, 전염병 그리고 귀환
① 실업문제
귀환한 한인 디아스포라 대부분은 순차적으로 부산을 떠났다. 이들은 부산에서 다시 기차 등을
이용하여 고향이나 기타 연고지로 향했는데 1945년 12월 현재 부산항을 통해 귀환한 한인 디아스
포라의 최종 귀환지 중 한반도 남부(대전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7.3%이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의 경상남북도와 부산으로의 귀환이 두드러져 62.5%에 이르며 특히 부산에는 부산항으로
귀환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8.8%에 해당하는 22만 명이 잔류한 것으로 추정된다.8) 부산 잔류의 이
유는 개인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 고향의 인적 네트워크가 끊긴 상태였다고 보이며 농촌
보다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얻어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리고 부산은 이러한 귀환 그리고 귀환자의 잔류를 통해 실업문제와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지역으로부터의 한인 디아스포라 귀환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이던 1946년 5월 “실업자
도시 부산: 12만 무직자 중 귀환 동포 반 이상”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 부산 시내의 실업자는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에 달하며 그 중
60% 이상이 귀환한 한인 디아스포라였다.9) 이후에도 실업자 증가는 이어져 1946년 7월 한 달 사
이에만 2천 여 명이 늘어났다.10) 실업자의 증가는 각종 사회문제를 추가적으로 파생시키기도 했는
데 예를 들어 노점상 양산, 아동 행상 발생, 절도 빈발 등 이었다.11) 그리고 부산에 잔류하는 귀환
7) 최영호(1995), ｢해방 직후의 재일한국인의 본국 귀환, 그 과정과 통제 구조｣ 한일관계사연구 4, p.116.
8) 최영호(2003), ｢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의 귀환자 원호체계와 원호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6, p.14.
9) ｢失業者都市釜山: 十二萬無職者中歸還同胞半以上｣, 釜山新聞, 1946년5월30일.
10) ｢府民四分一이失業者｣, 釜山新聞, 1946년8월14일.
11) ｢哀愁어린港都의古今①歸還同胞密輸等으로混淆한釜山｣, 漢城日報, 1946년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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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실업문제는 1947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12) 물론 부산에는 부두하역처
럼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용 노동 형태의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있었으나 이
에 종사한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언제든지 실업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했고 실제 실업문제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해방직후 부산에서 귀환한 한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실업문제는 만성화되었고
이는 주택, 치안 등 각종 사회문제와 연동하여 지역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택문제가 심각하였는데 임시수용소
에 계속해서 체류하거나 방공호 등에 기거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았다.13)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해방 전 일본인이 소유하던 토지, 가옥을 분배하기도 하였지만14) 역부족이었으며 귀환
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대규모 유입은 한국전쟁 피난민의 정착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부
산의 도시문제, 즉, 도시 중심 그리고 항만 주변 고지대에 무질서하게 형성된 빈민 거주 지역(판
자촌)의 존재의 원인이 되었다.15)
② 전염병 문제
앞 절에서 살펴본 실업문제가 해방직후 부산에 있어서 귀환한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을 일정 정도 형성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이들에 대한 동정이 뒤섞인 양가적
인 것이었다. 그런데 1946년 여름 이후가 되면 불신과 공포가 상대적으로 커지는데 그 원인은 바
로 전염병, 구체적으로는 콜레라의 확산 때문이었다.16) 1946년 5월 부산에 콜레라에 관한 소식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4월말 재중한인을 싣고 광둥(廣東)에서 출발하여 부산에 입항한 수송선에서
콜레라 환자가 1명 발생한 것인데, 이후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는 265명(해상 포함)의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률은 40%를 넘게 된다.17)
그런데 1946년은 다양한 지역으로부터의 한인 디아스포라 귀환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해로
부산항으로는 귀환선이 끊임없이 입항하였으며 그 결과 부산은 귀환의 ‘창구’임과 동시에 전염병
의 ‘창구’가 되어 버린다. 부산에서의 콜레라 방역은 전국적인 확산 여부를 좌우 하였고 따라서 당
시 부산에서는 전면적인 시내 교통 차단이 검토되기도 하였으며 일본 하카타(博多)와의 항로 운항
중지, 기타 입항 선박의 인천 또는 군산으로의 회항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수인성 전염병인 콜
레라의 특성 상, 여름 동안 더욱 확산하여 전국적으로 1만 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콜레라가 부산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콜레라의 확산은 귀환, 그리고 귀환하는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시선에 어
떻게 반영되었을까. 우선 귀환선은 공포의 대상인 콜레라를 부산에 유입시킨 매개체로 인식되며
귀환선 자체를 “마(魔)의 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18)
12) ｢港都의求職者增加一路: 釜山職業紹介所에서 본 社會相｣, 釜山新聞, 1947년7월3일.
13) ｢哀愁어린港都의古今: 歸還同胞密輸等으로混淆한釜山｣, 漢城日報, 1946년7월9일.
14) ｢戰災農民二萬餘: 前日人土地를耕作｣, 釜山新聞, 1946년6월27일.
15) 배미애(2007), ｢부산이 거주공간분화의 시대적 함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5), p.487; 공윤경(2010),
｢부산 산동네의 도시경관과 장소성에 관한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2), p.133.
16) 김만석(2011), ｢콜레라, 난민 그리고 항구: 해방 이후 부산의 지정학적 풍경｣, 해양평론 2011, p.157.
17) ｢虎疫全道에猖獗: 可恐! 死亡率五○%｣, 釜山新聞, 1946년6월12일.
18) ｢虎疫防止鐵壁陣치자｣, 釜山新聞, 1946년5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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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一일 아침 중국으로부터 부산항에 입항한 귀환선에서 호열자(虎列子)忠子가 발생하야 三十
만 시민 아니 三百만 도민에 큰 공포를 느끼게하고 있는데19)
그리고 귀환자의 경우 당시 신문 보도에서는 콜레라가 “전재민(戰災民)을 따라 잠입”20)했다 등
의 표현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귀환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경우 콜레라뿐
만 아니라 각종 전염병의 보균 의심자라는 시선이 향하기도 했다.
당국자의 말에 의하라면 현재 중지[中支]방면은 호열자와 장질부사[장티푸스] 등의 전염병이 창
궐하고 잇스며 중지에서 도라오는 귀국동포 중에는 이런 악균의 보균자가 다수 있다고 한다21)

【 Abstract 】
Diaspora’s Repatriation and Sea Region

: Focusing on Repatriation of Koreans to Busan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Choi, Minkyu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Unique perception on repatriation and repatriates was formed in sea region which functioned as
a gateway of repatriation. And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of Korea, Busan was such a space.
Since August 1945, more than 2 million Korean diaspora had repatriated to Busan from Japan,
mainland China, and Taiwan in a short period of tim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ocal
community of Busan, this meant a large influx of population, and various social problems derived
from this had an effect on the gaze on repatriation and repatriates. Representative social problems
were unemployment and infectious diseases, and confronting and responding to these problems, a
ambivalent awareness of the repatriated Korean diaspora was created. In other words, when
analyzed at the local level, the repatriation of the Korean diaspora was not a legitimate issue as a
national task, and gazes on it showed complex aspects due to various social factors.

19) ｢虎疫防止하자, 生鮮菜蔬等 生食말자｣, 釜山新聞, 1946년5월6일.
20) ｢虎疫!保健에SOS: 벌써死亡者十六名｣, 漢城日報, 1946년5월24일.
21) ｢釜山港에虎列刺! 中支同胞歸還船中에서患者發生｣, 中央新聞, 1946년5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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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장기자원봉사활동자들의 봉사활동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진복 (한서대학교대학원)･주정아 (공주대학교대학원)

1. 서론
자원봉사는 국가의 공공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안전망이자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배척을 감소시키고, 주
변화된 사회구성원을 통합하는 힘이 있어 강력하고 보편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국가적인 거대한 자신이 자원봉사라 할 수 있다(한국자원봉사문화, 2014)
한국의 자원봉사는 1960년대에 적십자 운동, 1970년대에는 사회복지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
동이 이루어졌으며,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자원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 결과 자원봉사가
질적, 양적으로 팽창되어 2003년에는 전국 지자체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2007년에는 자원봉사기본법을 제정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활동은 대부분 일회성 성격이 강하고, 봉사기간이 매우 짧으며, 참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현기, 2012)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에서 자원봉사가 생겨났다. 각종 자연재해와
패전을 겪은 일본은 일찍부터 '자생적으로' 자원봉사 개념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재해, 사고
후 어수선한 사회를 수습하고자 주민들이 스스로 단체를 만들고 운영한 것이 자원봉사의 초기 모
습이었다.
1995년 일어난 고베 대지진 후 무너진 사회 기반시설을 다시 세웠던 것도 자발적으로 나선 시
민들의 힘 덕분이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국가가 직접 나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특히 전쟁은 일본을 '자원봉사 국가'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의 자원봉사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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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1990년 이후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가족 형태나 부양의식의 변화, 생
활의 질이나 정신적 풍요를 중시하는 배경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자원봉사 등록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자원봉사전문미디어 피쳐링, 2018).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문화가 제
대로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장기간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해 온 자원봉사자를 연구 참
여자로 선정하여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장기 자원봉사 활동자들의 자원봉사 경
험의 흐름과 형상의 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장기자원봉사자들의 활동경험
을 비교하여 양 국가간의 자원봉사에 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참여자를 선정함에 있어 한국의 경우 자원봉사 학계나 실천현장에서 장기간 자원봉사활동
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국자원봉사센터 공식 인증시스템인 1365 나
눔포털의 개인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전국자원봉사자 인정제도에 ‘우수봉사자’로 구분되는
200, 500, 1,000시간 이상 활동을 장기활동으로 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선
정하였다.
① 1365 나눔포털 시스템 상 총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봉사자
② 총 자원봉사활동기간이 10년 이상인 봉사자
③ 현재에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총6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해 사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의 경우 000특별양호노인홈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중 10년이상 자원봉사활
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한 사례연구방법을 주로 하고 그 노인시설
과 관련된 문헌자료도 참고하는 등 맥락 속에서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자세하고 깊이 있게
자료를 수집하며 제한된 체계 혹은 사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의 연구는 000 특별양호노
인홈이라는 장소적인 경계를 가진 사례연구로서, 여러 사례를 연구하기 때문에 집합적 사례연구의
형태로 진행하고자 한다. 심층면담은 1인당 최소 1회 이상 진행하며 인터넷 화상전화를 활용하여
1시간 내외로 인터뷰 하고자 한다. 자원봉사 과정에서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얘기 할 수 있도록 하
되 한국에서와 동일한 반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인 현상비교가 가능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3. 연구결과 및 연구방향
한국에서의 연구결과는 장기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경험에 관해 기술하였다.
연구자는 Giorgi의 자료 분석 단계에 따른 분석결과에 따라 65개의 의미단위, 13개의 하위범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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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주를 도출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도출한 경험을 개별적 경험을 드러낸 상황적 구조기
술과 공통적 경험을 드러낸 일반적 구조기술로 분류하였다. 4개의 구성요소는 다음 표와 같다.
<표1>

한국은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자
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자원봉사인력은 부족하고, 중도 탈락률이
높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의 효과적인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원봉사의 질을 향상시키
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자원봉사실태와 자원봉사자의 의식구조를
조사하여 비교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일본의 자원봉사자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자원봉사실태와 자원봉사자의 의식구조를 비교 연
구하여 양 국가간의 자원봉사에 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자원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자원봉사의 정책적 제안도 가능할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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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Volunteer Experiences of Long-Term
Volunteers in Korea and Japan
Park, Jinbok (Hanseo
Joo, Jeongah (Kongju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o compare and explore the volunteer experience of long-term
volunteers in Korea and Japan. For comparis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 study in Korea was
first conducted.
The study participants in Korea were 6 women in their 60s and 70s residing in Chungnam, and
were selected by a deliberate sampling method suitable for long-term volunteering standards, and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9. It was analyzed by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central phenomenon of experience was revealed as'the enjoying
of one's life in the relationship of the experience of volunteering'. The subject of the experience is
① encountering volunteer activities easily with various motives ② strengthening volunteer
activities with new experiences ③ the source of power to lead the volunteer activities for a long
time ④ enjoying one's life in a harmonious relationship. The identity of long-term volunteers
began as a visitor who entered an unfamiliar world, gradually changed into a helper who wanted
to be helpful, and finally became one of those who enjoyed their own life and lived in harmon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Korea, I would like to explore the flow and shape of the
experiences of long-term volunteers in Japan.

- 66 -

히토마로 마쿠라고토바, ‘옥창’(玉鉾)과 주술적 의미

- 여신 이 가지는 ‘ 외 ’와 ‘ 칡 ’(瓜 ･ 葛 ), ‘국자’( 柄杓 )의

표현구와 비교고찰-

高龍煥(慶南情報大学校)

１. 히토마로의 ‘옥창’(玉鉾207･玉鉾220)노래
1.1 히토마로 長歌
柹本朝臣人麻呂妻死之後泣血哀慟作歌二首 并短歌
天飛也 軽路者 吾妹児之 里爾思有者(中略)吾妹子之 不止出見之 軽市爾 吾立聞 者 玉手次
畝火乃山爾 喧鳥之 音母不所聞 玉鉾 道行人毛 独谷 似之不去者 為 便乎無見 妹之名喚而
袖曾振鶴 或本有謂之 名耳 聞而有不得者 句 (2･二〇七)
◎ 讃岐狭岑嶋視石中死人柹本朝臣人麻呂作歌一首 并短歌
玉藻吉 讃岐国者 国柄加 雖見不飽(中略)名細之 狭岑之嶋乃 荒磯面爾 廬作而見 者 浪音乃
茂浜邊乎 敷妙乃 枕爾為而 荒床 自伏君之 家知者 往而毛将告 妻知 者 來毛問益乎 玉鉾之
道太爾不知 欝悒久 待加恋良武 愛伎妻等者 (2･二二〇)
◎

１.2 히토마로 이외의 노래 예
何時間毛 神左備祁留鹿 香山之 鉾榲之本爾 薜生左右二(３･二五九)(어느새 이렇게 고풍스러
워진 걸까 가구 산의 호코스기 삼나무 뿌리에 이끼가 날 정도라니.) 顯宗紀の 石上振之神椙｣｢椙此
云㆓須擬㆒｣(即位前紀)と注され…、杉に通用したものと思われる。古義에도｢杉삼나무 若木어린나무, 桙창
길이만큼 되는데, 또한 창 모양과 같이 닮아서(桙の形にも似たれば)｣라고 해설하고 있는데, 보통 생
각하듯이 어린나무에 한정하지 않고 삼나무의 모습에서 지은 이름이라 생각된다.1)
玉鉾乃たまぼこの【玉鉾の】枕 (｢たまほこの｣とも) ①｢道｣にかかる。｢よろづたび 顧みしつつ 玉桙乃(たまほ
こノ) 道行き暮らし 青によし 奈良の都の 佐保川に い行き至りて｣(1･七九) ②｢里｣にかかる。｢道｣にかかる用
1) 沢瀉久孝 万葉集注釈〈巻第3〉 中央公論社、1957年)、ｐ八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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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から転じたものか。(11･二五九八)｢遠くあれど君にそ恋ふる玉桙乃里人皆に吾恋ひめやも｣③近世には、｢足｣
にかけたる。이러한 예에서 たまぼこ｣를 길(道)과 관련된 道中의 뜻으로 쓰인 마쿠라고토바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다. 그밖에 ｢霊(ち)｣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道｣(ち)에 연결된다고 하는 설과, 桙(호
코)와 같이 똑바른 길(真直ぐな道), 이정표(道しるべ)로서의 桙 등이 있고, 또한, 갈림길이나(分かれ
道) 취락(集落)의 출입구의 길한 쪽에 道祖神이나 庚申塚2)의 前身으로서 陽石(ようせき)을 세우는
習俗과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설도 있다.(大野晋他 岩波古語辞典)

2.

여신이 가진 ‘옥 창’과 ‘주술 도구(祓除)’화의 과정

古事記3)に書かれている天の岩屋戸の話に比較して、日本書紀4)に天鈿女命、則ち手に茅纏(チマキ 띠
를 엮어(묶은) 모전)의 창(矟(삭), 삼지창)을 가지고持、天石窟戸の前に立たして、巧に作俳優す。亦天
香山の真坂樹を以て鬘にし、蘿((女蘿) 겨우살이ヒカゲ)を手鏹にして火処焼き(ホトコロヤ＝かがり火を焚き)覆槽
(ウケ)置(フ)せ、顕神明之憑談(カムガカリ)す。(後略) (岩波文庫 日本書紀(一))
文中に出てくる茅纏の茅とは、イネ科の多年草で、春に円錐形の銀色の花穂が咲き、茅の輪夏越の祓(チノワ
ナゴシノハラエ)に使う。また矟とは茅を巻いた矛(ホコ)のことで、男性器の象徴で巧な作俳優すときに神々を笑わ
せた。全員が口を割り開いて大笑いすることが、妖気渦巻く暗黒の中で必要だったといわれています。(岩波新書
古事記の読み方―八百万の神の物語―坂本勝、2003･11澤田 清)
[例1] 오리구치시노부 論文5)｢히게코(髯籠)란, 日の子의 뜻으로, 日神의 모습을 모사한 이야기.｣
에, 柳田國男의 柄杓、瓢、杓子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참조하여 採り物｣라 불리는 柄杓(국자ひしゃく)
모양의 呪具가 マナ(外来魂)를 초래하여 ｢えぶる(集める)｣모으는 물건(｢霊は窪んだ物に依る｣)이라 한
다.
[例 2 ] ＜梵天 ( 瓜 ) ･幣束･招代＞《(梵)Brahmanの訳。｢ぼんでん｣とも》古代インドで世界の創造主、宇
宙 の根源 とされたブラフマン を神格化したもの。梵天王(ぼんてんのう)。大梵天王。１ 仏語 。色界 の初禅
天。大梵天･梵輔天･梵衆天の三天からなり、特に大梵天をさす。淫欲 を離れた清浄 な天。２ 修験者が祈
祷 に用いる幣束(へいそく)。３ 大形の御幣の一。長い竹や棒の先に、厚い和紙や白布を取り付けたもの。神
の依代を示す。《季 新年》４ 棒の先に幣束を何本もさしたもの。魔除けとして軒などにさした。５延縄(はえな
わ)･刺し網などの所在を示す目印とする浮標のこと。６(梵天瓜) ボンテンウリ ｣の略だそう。カーペットの梵天の由
来は、どうも２、３の幣束、紙や布の束になっている様子に似ているからではないでしょうか。
＜파란 청색 깃발에 담겨있는 영혼관의 표출＞人魂乃 佐青有公之 但独 相有之雨夜乃 葉非


2) こうしんづか)この庚申塚には、本尊である青面金剛(三尸虫を抑える神)が祀られており、病魔･病鬼･災難を払
い除く大威力を発揮されると記されています。庚申講とは、人間の体内にいるという三尸虫という虫が、庚申
の日の夜、寝ている間に神様にその人間の悪事を報告するので、それを避けるために庚申の日の夜は夜通し眠
らないで神様や猿田彦や青面金剛を祀り 、 勤行をしたり宴会をしたりする風習があったとのことです 。
https://www.yamaguchi-ygc.ed.jp/(검색일:20년 9월25일)
3) 倉野憲司 古事記岩波文庫、1991
4) 大野晋他4人、岩波文庫 日本書紀(一)、神代上、巻第一第七段、1994･ｐ.76
5) 折口信夫 折口信夫全集31中央公論社,1997. p226, p128-129
折口信夫 古代研究Ⅰ民俗学篇１角川文庫,1974(初版). p.236. pp.4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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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思所念 (2․3889)(사람의 혼이 되어 파랗게 빛나는 당신과, 나 혼자 만이 만났던 비 오는 밤의
장례를 생각한다.)
위는 작가미상의 노래로, 죽은 사람의 혼이 “파랗게 빛을 내고 떠돌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
어, 고인의 유리된 혼이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다고 하는 영혼관을 엿볼 수 있는 실증적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히토마로의 타쿠(닥나무)와 관련된 ‘히레’(領巾)의 만엽 용례를 들어보
자.(동아시아고대학2020년, 59집 졸고에서 인용)
⒪ 百敷の大宮人は鶉鳥領巾とりかけて(後略)(記歌謡102)(모모시키의 궁전의 女官들이 메추리 새와 같
은 히레의 천을 걸치고(후략))⒫ 시로타에노(白妙之)天領巾隠(◎210), 아마쓰히레(白栲天領巾)隠(◎213),
탁쿠히레(細比礼)乃(☆1694)⒬ 丹比真人笠麻呂285탁쿠히레(栲領巾)乃⒭憶良868사요히메(佐欲比売)能故
何히레(比列)布利斯) 그 외 오쿠라의 노래 871-874, 883,와 礼巾振之野爾, 히데후리시 들에(1243), 憶良七
夕(1520), 히레가타시키領巾可多思吉(8․1520) ⒮ 七夕2041織女의 아마쓰히레(天津領巾),타쿠히레(2822栲
領巾乃), 타쿠히레(2823栲領巾之), 海部処女等纓有 領巾文光蟹 手二巻流 玉毛湯良羅爾 白栲乃 소데후루
(袖振)所見津(3243)(해녀가 목에 걸고 있는 히레의 천이 빛날 정도로 손에 감은 옥을 울려서 시로타에의
소매를 흔드는 것이 보인다.), 真十見鏡爾 蜻領巾 負並持而(3314)(마소의 거울에 아키즈 히레를 등에
부여잡고, (이하 생략) 작가미상가)
⒪는, 유랴쿠(雄略) 천황의 가요로, 메추리는 목에 흰 반점의 줄무늬를 마치 ‘히레(천)’에 빗대어 칭
송한 ‘아마가타리우타’(天語歌)로, 이는 ‘니이나메사이’(新嘗祭) 때 연주되는 궁정의 壽歌이다. 이 노래
의 ‘히레’에 대하여, 쓰치하시 유타카6)는 “원래 呪物이었는데 나중에 궁정인 들의 관복이 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다음으로, ⒫의 히토마로 210, 213번 노래에서는 ‘시로타에’(흰 삼베)로 ‘히레’를 수식하였
고, ⒬의 카사마로(笠麻呂)의 노래에서도 ‘닥나무’(삼베 천)의 히레(栲領巾)가 표기되고 있다. 이어서 오
쿠라의 ⒭노래는 전설의 여신, ‘사요히메’(佐用姫)가 어깨에 걸친 긴 천(細長い布)을, ⒮의 2041번은 칠
석노래로, 직녀가 가지고 있는 ‘아마쓰 히레’이며, 3242번 노래에도 ‘시로타에’로 표현하여, 이 역시 닥
나무 섬유(白妙≒白栲＝細)로 만든 저포(삼베)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소노카미 신궁의 노래에서의
무속 신앙적인 표현구를 탐구해보자.

石上振乃山有(3․422)(이소노카미 후루산) ㉯ 石上振乃 神杉(10․1927)(후루 신의 삼나무(후략))
㉰ 石上振神杉 神成恋我 更為鴨(★11․2417)(이소노카미 후루의 신목 같이 나이 값도 못하는 사랑
을 하는 거라네.)㉱ 味酒呼 三輪之祝我 忌杉 手触之罪歟 君二遇難寸(4․712)(미와의 하후리가 제사
하는 삼나무에 손댄 죄인가? 그대를 만나기 어려우니.)
위의 ㉮～㉰의 노래는 하나 같이 ‘이소노카미’(石上)와 관련한 ‘후루’(振)의 노래다. 그리고, ㉱712번
의 담바노이라쓰메(丹波大郎女)의 노래는 신의 영역에서 신목에 사랑을 기원하는 무속 신앙적 노래다.
한편, 신사와 관련한 씨족 관계를 해설한 이노우에 타쓰오7)씨는 히토마로와 동족인 ‘이치카와 오미’
(市川臣)를 성씨록에서, 이소노카미 후루의 다카니와(石上布留高庭) 마을에 있는 후쓰누시 신사(布
都怒志神社)의 주지(神主)로 ‘이소노카미’를 관장한 씨족이라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미하시 타케시8)는
신사의 유래를 밝힌 책에서 “비쭈기나무(榊) 가지에 흰 저포(木綿)나 ‘시라카’(白香:닥나무로 만든 삼
베)를 붙여 늘어뜨린 것이다.”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마유미 쓰네타다9)는 ‘이와야도’(岩屋戸)신화에
㉮

6) 土橋 寛 日本語に探る古代信仰 中央新書, 1990, 81쪽.
7) 井上辰雄 古代王権と宗教的部民 柏書房, 1980, 84～90쪽.
8) 三橋 健 神社の由来がわかる小事典 PHP親書, 2007, 27쪽.
9) 真弓常忠 ｢御阿礼考｣ 皇学館大学紀要 第十六輯, 1975․8,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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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저포’(木綿)의 역할과 기능을,

‘아오니기테’(青和幣)는 삼베(麻布) 시라니기테’(白和幣, 楮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타’(幡)는 직물(布
帛)을 한쪽 장대(竿)에 늘어뜨린 것이고, ‘노보리’(幟)는 그 상부와 긴 한쪽 장대에 붙인 것이다. 또 하타(幡)
를 많이 세워 진열한 것이 “八幡”가 된다. 이 역시, 신의 강림을 앙망하고, 신을 招迎하기 위한 祭場을 표한
것이다.

이처럼, ‘이소노카미’에 진좌하는 후루미타마 신사(石上坐布留御魂神社)에서 ‘후루’(布留)는, 곧 진혼
(魂振り)의식의 표현에서 유래된 것으로, 환각의례를 행할 때 사용하는 신들림(神懸り)과 邪霊撃退, 기사
회생, 霊魂充足 등의 작용을 하는 呪具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앞의 히토마로의 이소노카미 후루10)와 삼나무(石上振神杉, ★2417)의 신목노래에서, ‘미즈가
키’의 담장(禁足地)과 함께 옷소매를 흔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 주구는 천황의 즉위식
인 ‘센소다이죠사이’(践祚大嘗祭)11)에 등장하는 ‘아마노 하고로모’(天の羽衣)가 모시삼베(麻織物)로 만
든 ‘아라타에’(鹿服)를 떠올리게 한다.
(前略) 豊の明りに明りまさむ皇御孫の命のうづの幣帛を、(중략)、諸聞しめせ｣と宣る。｢事別きて、忌み部の弱肩に
太襁取り掛けて、持ち齋はり仕へまつれる幣帛を、神主․祝部等請けたまはりて、事落ちず捧げ持ちて奉れ｣と宣る。

이러한 ‘미테구라’의 품목으로 엔기시키노리토条12)에는 布帛․衣服․武具․神酒․神饌 등으로 표
기하고 있다. 즉, 이들 ‘미테구라’는 신에게 바치는 공물임과 동시에 神이 빙의하는 주구13)로 뾰쪽한
곶(串)에 시데(紙垂)로 끼운 폐속(幣束)․고헤이(御幣)․삼(大麻)의 직물을 ‘미테구라’로 사용되어져 왔
던 것이다.
이들 주술 도구들을 히토마로의 ‘옥 타마호코’와 연계하여 음미해보면, ‘타마구시’(玉串)는 ‘타마호
코’(◎玉鉾207)의 어귀 표현과 같은 뜻을 가지는 비쭈기나무에 해당하고, 이 가지에 ‘삼베(마저사)’(木
綿․麻苧)로 된 ‘시데’(紙垂)를 붙인 것이 ‘미테구라’(幣帛)인데, 이에 해당하는 히토마로의 어구로는
‘저포 꽃 장식’(◎木綿花, 199), ‘염색한 삼베’(★染木綿, 2496) 와 ‘저포 어깨띠’(木綿手次, 420․443)의
표기에서 확인해볼 수 있겠다. 요는, 이들은 ‘닥나무 실’로 짠 ‘저포’(木綿)를 걸치고 신성한 신에게 제
사하는 음양도에 의한 주술노래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고, 게다가 찢은 삼(麻)을 접어 자른 종이를 긴
나무에 끼워 ‘하라이’(祓)의 ‘고헤이’(御幣)로 사용되어왔는데, 이들 모두가 신라로부터 전해진 닥나무
(楮)로 만든 주술 도구이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으로, ‘하타’(幡․旗)와 ‘노보리’(幟)
는, ‘가미가모’(上賀茂)社의 ‘미아레’(御阿礼)神事에서의 ‘아레기’(阿礼木)로 여기에 각종 채색된 ‘비단’
(帛)을 걸치는 것을 말하는데, 오리구치14)씨는, “채색된 저포(木綿)를 늘어뜨린 것을 ‘아레’라 하고, 이
러한 장식이 하나의 조건이 된 것 같다.”고 논하였다.

3. 神名 ｢栲幡千千媛萬媛｣ (たくはたちぢ～)に潜む宗教的な意味
10) 石上神宮 https://cultural-experience.blogspot.com/(검색일:2020년3월9일)
11) 倉野憲司 古事記․祝詞 岩波書店, 1958, 434～435쪽.
12) 黒板勝美 延喜式 巻八, 神祇八, 吉川弘文館, 1989, 159～177쪽
13) 植田 憲 ｢飛鳥から平安時代における｢包み｣の文化｣ ーJuly28, 2004, AcceptedMay18, 2007, ｐ.47.
14) 折口信夫 古代研究Ⅰ民俗学篇１ 角川文庫, 1974(初版), ｐ.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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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 3 ] 古事記では萬幡豊秋津師比売命(よろづはたあきつし~)日本書紀本文では栲幡千千姫命、一書
では栲幡千千媛萬媛命(たくはたちぢひめよろづひめのみこと)、天萬栲幡媛命、栲幡千幡姫命、火之戸幡姫児
千千姫命(ほのとばたひめこ~)と表記される。神名は｢萬幡｣を｢多くの布帛｣,｢豊｣を｢多く｣,｢秋津｣を｢蜻蛉の羽のよ
うに薄い上質なもの｣,｢師｣を｢技師｣(織女)と解し, 名義は｢多くの布帛で、多くの蜻蛉の羽のように薄い上質なもの
を作る技師｣と考えられる]。書紀第一の一書では思兼命の妹、第六の一書では｢また曰く｣として高皇産霊神の
子の児火之戸幡姫の子(すなわち高皇産霊神の孫)。天照大神の子の天忍穂耳命と結婚し、天火明命と瓊瓊
杵尊を産んだ.
[例4]“天岩戸神話”祭祀における“青和幣”(あおにぎて、麻の布のこと)、“白和幣”(しら~、楮の木の皮の繊維
で織った布のこと)にあたる。｢幡(はた)｣は布帛の一辺を竿(さお)に垂れたもの、｢幟(のぼり)｣はその上部と長い方
の一辺を竿(さお)に取り付けたもの。ちなみに、幡をたくさん立て並べたのが“八幡(やはた)”となる。やはり、神の
降臨を仰ぎ、神を招(お)ぎ迎えるための祭場を示す料であった。(真弓常忠著 神道祭祀)*〈解りやすく言うと、
｢幡(はた)｣は、｢妖怪･一反木綿(いったんもめん)｣状の布。｢幟(のぼり)｣は竿に付けて背中に立てた布の状態。
[例5]또, 아메노우즈메노미코토가 창(鉾)이나 조릿대 잎(小竹葉) 등을 가지고 춤을 추었다고 하
는 기사에서도 ‘토리모노’(採物)15)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그중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비쭈
기나무 뿌리’(榊根)이고, 다음으로 누사(幣帛), 지팡이(杖), 가는 대(篠), 활(弓), 검, 창(鉾), 자루
(杓), 칡(葛)의 아홉 종류가 있다. 이들 ‘토리모노’는 神事의 주체를 이루는 일종의 신좌(神座)로,
신령이 진좌하는 장소에서의 주물을 뜻하고 있다. <퇴계학 34집>16p
[例6]国産み神話：伊邪那岐と伊邪那美の夫婦神が天沼矛を渾沌とした大地に突き立てかき回し、矛を引き
抜くと、切っ先から滴った雫(あるいは塩)がオノゴロ島となったとされていた(国産み)＊修験道の神道書 大和葛城
宝山記では、天沼矛を天地開闢の際に発生した霊物であり大梵天王を化生したとし、独鈷杵と見なされ魔を打
ち返す働きを持つとして別名を天魔反戈というとされている。更に天孫降臨した邇邇芸命(日本書紀では瓊瓊杵
尊)を瓊(宝石)で飾られた杵(金剛杵)の神と解し、｢杵｣を武器に地上平定する天杵尊、別名杵独王とした。一
方で両部神道の神道書 天地麗気府録ではオノゴロ島に立てられた金剛杵であるとされ、これらの影響を受けた
仙宮院秘文では皇孫尊は天沼矛を神宝として天下ったとされた。このため天沼矛＝天逆鉾は地上にあると考え
られるようになった。＊天逆鉾の所在については 大和葛城宝山記では天魔反戈は内宮滝祭宮にあるとされてい
る。伊勢神道(度会神道)の神道書 神皇実録ではサルタヒコの宮処の璽(しるし)とされており、倭姫命世記で
は天照大神が天から天逆鉾を伊勢に投げ下ろしたとし内宮御酒殿に保管されているとした。いずれも、伊勢神宮
に保管されていると説く。
[例 7 ]一方で天逆鉾が、大国主神を通してニニギに譲り渡されて国家平定に役立てられ、その後、国家の安
定を願い矛が二度と振るわれることのないようにとの願いをこめて高千穂峰に突き立てたという伝承がある。この天逆
鉾は霧島六社権現の一社･霧島東神社(宮崎県西諸県郡高原町鎮座)の社宝である。この矛の由来は不明で
あるが、一説に(https://ja.wikipedia.org/wiki/検索日：2020年10月6日)
[例 8 ]息長帯日女の命(＝神功皇后)が、新羅の国を平定しようと思って西行なさった時、多くの神々に祈願な
さった。その時、国土を生成された大神の御子である尓保都比売の命(にほつひめのみこと)が、国の造の石坂比
売の命に寄り託き神がかりし、教えて｢私を手厚く斎奉ったなら、私はよい効験を出して、＜比々良木(비양목)の
15) 小沢正夫･松田成穂 古今和歌集｢大歌所御歌｣,小学館, 1994, p.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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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尋鉾根の底付かぬ国＞＜嬢子の眉引きの国＞＜玉匣かが益す国＞＜苫枕宝有る国＞＜白衾新羅の国＞
(★＝いずれも新羅のこと)を赤い浪の威力でもって平定なさろう。｣とおっしゃった。ａ．このようにお教えになって、
ここに魔除けの赤土をお出しになった。そこで息長帯日女の命は、その土を天の逆鉾にお塗りになり、船尾と船首
にお建てになられた。また船の舷側と兵隊の鎧をこの赤でお染めになった。ｂ．こうして海水を巻き上げ濁しながら
お渡りになる時、いつもは船底を潜る魚や船上高く飛ぶ鳥たちもこの時は行き来せず、前を邪魔するものは何もな
かった。ｃ．こういう次第で、新羅を無事平定され帰還されたのである。そこで、尓保都比売の命を紀伊の国の
管川にある藤代の峰にお移しし、お祭り申し上げたのである。(小学館日本古典文学全集 風土記より)

Ⅵ. 결론
이상과 같이 히토마로의 마쿠라고토바, ‘다마호코노’의 표기를 고찰해 본 결과, 아메노우즈메노
미코토가 창(鉾)이나 조릿대 잎(小竹葉) 등을 들고 춤을 추었다고 하는 기록에서 ‘토리모노’(採物)
의 성격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다. 이는 곧 고대 신라에서 도래한 오키나가(息
長)씨족과도 연계가 되며, 이 또한 신라 왕자인 아메노히보코가 전래한(アメノヒボが祭事に使った)呪
具이기도 한 것이다. 고로, 창(矛)을 통하여, 太陽神이 빙의(依り代)하는 주술적 機能을 나타내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アメノヒボコ命는 太陽神祭祀의 呪具인 창(矛)을 神霊視여겨져 왔다는 신앙
적인 사실과 주술적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参考文献>
中西進(1972) ｢明日香皇女挽歌｣, 万葉集の比較文学的研究(上巻)、桜楓社、p.541(이하 각주)
A Study of Hitomaro Makuragotoba(pillow word) ‘Tamabokono’ -Mainly on the expression of (Melon, an
arrowroot<kudzu>, ladle) held by the godd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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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의

묘제의 변화와 현대적 수용

-오키나와 본도를 중심으로-

최인 택(동아대학교)

1. 서론
오키나와 묘제의 일반적 특징은 묘소 혹은 묘실에 관을 안치한 후(1차장: 묘실 내 혹은 특정장
소에서 풍장)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세골(洗骨)의례를 실시한 후, 즈시가메(厨子甕)라 불리는 단지
에 유골을 납골하여 묘실 내에 안치(2차장)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는 과거에 동굴이나 바닷가 얕
은 벼랑의 틈새에서 발견되는 오래된 골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골개장습속은 상당히 오래 전부
터 오키나와에서 널리 이루어진 풍습이다. 따라서 오키나와 지역의 묘제는 일본본토의 화장제를
기반으로 하는 납골묘 형식이나, 시체를 묻는 토장형태가 아닌 기본적으로 세골개장제(洗骨改葬
制)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묘의 구조 또한 이러한 세골개장제를 가능케 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묘의 외형적인 형
태(후술)는 다양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체를 안치하고 세골개장 후 납골할 수 있는 묘실공간을 만
드는 것이 기본이다. 규모가 큰 묘실의 경우 어른이 몇 명 들어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마련되고 규모가 작더라도 성인이 허리를 굽혀 들어가 시체안치 작업이나 납골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묘실공간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세골개장제 습속은 일본본토에서는 거의 볼 수 없지만 한반도의 남부, 중국 남부는 물론
아프리카 동부의 마다가스카르나 북미의 선주민들 사이에 유사한 습속이 보고되어 있다(와타나베
2014:6). 이러한 세골개장 습속은 세계 여러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주어진 자연환경이
나 시체처리와 관련한 세계관 및 문화전파에 따라 지역적으로 공유되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
마미, 오키나와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키나와의 세골개장제는 사령(死靈)에서 조령
(祖靈)으로 승화하는 과정에서 사령정화(死靈淨化)라는 단계를 거침으로서 죽은 이가 살아 있는
자손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영적교류의 대상이 된다는 세계관과 맞물려 있다(渡邊欣雄
1993:12-21).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사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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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묘지 공간의 구축과 급격한 인구이동으로 인한 도시부의 팽창으로 세골개장습속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전 10% 미만이었던 화장률이 전후에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1970년에 78.8%,
1975년 90.5%, 2000년에는 99.1%로 외딴 섬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화장에 의한 납골'이 주류
를 이루고 있다. 이는 '세골개장'에서 '화장납골'이라는 형태로 묘제변화를 추동하는 커다란 요인
임을 지적 할 수 있다.
오키나와의 묘를 형태나 구조면에서 분류할 경우 대표적인 것으로 ①카메코우바카(龜甲墓)형,
②하후가타(破風型), ③가옥형(家屋型) 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은 묘의 외형이 거북이의 등과
같은 형태로 중국의 남부나 동남아시아의 한족들 사이에서도 볼 수 있다. ②는 묘의 지붕 모양이
'∧'형태로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묘 형식의 하나다. ③은 실제의 가옥처럼 콘크리트 슬래브형태나
단층구조의 일반적인 가옥형태를 띄는 묘 형식이다. 그리고 이 가옥형의 변형으로 콘크리트 슬래
브 위에 비석을 올린 '석탑형'묘도 지역에 따라 존재한다. 이 외에도 3장에서 다룰 '霊園型'묘지에
설치된 다양한 형태의 일본본토식 '납골형 묘'를 더할 수 있다.
한편, 묘의 이용자 및 소유형태를 중심으로 분류할 경우 오키나와에서는 개인의 단일묘를 전제
로 하는 개인단위의 개인묘 보다는 집안단위의 집안묘, 가족중심의 가족묘,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
용하는 마을묘,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아이바카(模合墓)'가 지역적인 편
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이었다. 특히 집안묘의 경우 부계혈연집단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
츄바카(門中墓)'1)는 오키나와본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 그러나 오키나와 본도의
북부 및 중부지역의 경우는 가족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早坂優子 2013:52). 북부의 경우 마을묘
로부터 가족묘나 집안묘로, 집안묘로부터 가족묘로의 이행이 199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져 현재에
는 가족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분가로 인한 새로운 묘
의 설치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早坂優子 2018:16-17).

2. 세골개 장제의 전제 ' 시 루히라시( シルヒラシ) '
오키나와의 세골개장제가 사령정화를 전제로 한 2차장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면 여기서 죽은 이
의 신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는 '백골화(白骨化)'이다. 현재의 '카메코우바카(龜甲墓)형'이나 '
하후가타(破風型)'묘, '가옥형(家屋型)'묘가 (사진 참조)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사람이 죽게 되면 1
차적으로 시체를 '멍석에 말아' 혹은 다양한 형태의 관에 '입관(入棺)'하여 마을의 특정한 장소2)
1) 오키나와의 '문츄(門中)'는 부계단계출자원리를 기본적인 이념으로 하는 친족집단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
기원이나 형성배경, 구조와 기능 등과 관련하여 방대한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다. 본론에서는 묘와 관련
하여 한정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오랜 된 세골개장제 습속으로는 명치기 오키나와 본도의 츠켄지마(津堅島)에서는 '구쇼-야마(後生山)'라
불리는 곳에 멍석에 만 시체를 방치하고 유족이 매일 관찰하러 갔다는 사례, 쿠다카지마(久高島)에서는 시
체를 관에 넣어 12년이 지나면 뼈를 깨끗이 씻어 공동묘에 안치하였다는 사례, 아마미(奄美)의 오키노에라
부지마(沖永良部島)에서는 관에 넣고 숲속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모야(モーヤ)'라 불리는 '가
고야(仮小屋)'덮고 일정 기간 풍장형태를 취하는 사례 등(比嘉政夫(1989) ｢葬墓制研究の動向｣ シンポジ
ウム南島の墓ー沖縄の葬制･墓制沖縄地域史協会編,沖縄出版. 13쪽.)이 보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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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횡혈식 자연동굴이나 틈새에 시체를 안장하였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백골화된 뼈만 추
슬러 정화의례를 거친 다음 골호에 담아 2차장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백골화와 관련하여 오키나와 세골개장제의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
이 '시루히라시(シルヒラシ)'라는 단계이다. 말뜻은 풍장을 통해 시체를 "말린다(汁を乾かす)"는
의미이다. 묘실에 안치된 유해를 1년~7년 간 시루히라시를 하여 세골 후 2차장을 실시한다. 화장
이 보급된 이후에도 이러한 시루히라시를 행하는 지역이 있다. 특히 오키나와본도 남부의 '문츄바
카(門中墓)'의 경우 관을 안치하는 묘(1차장)와 세골 후 안치하는 묘(2차장)가 따로 있는데 이미
화장을 한 뼈를 유골함에 담아 1차장 묘에 안치하여 일정기간 시루히라시 단계를 거쳐 2차장 묘
실로 이장한다.

3. 霊園型墓地의 보급과 수용
현재 오키나와현에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경영하는 ｢공영묘지｣, 공익법인이나 종교법인이 경
영하는 ｢법인묘지｣, 地緣에 근거한 지역공동체적인 단체 등이 경영하는 ｢공동묘지｣, 개인이 본인
및 친족을 위해 설치한 ｢개인묘지｣ (早坂優子 2013:41)등 경영 혹은 설치주체에 따라 4가지로 나
누고 있다. 특히 근년에 오키나와본도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霊園型墓地｣의 보급과 수용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동인(動因)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오키나와 중남부의 도시팽창과 더불어 각 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들에 의한 새로운 수
요급증과도 맞물려 있다(早坂優子 2018:17).
둘째, 최근 화장(火葬)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도 화장률 또한 일부 작은 섬들을 제외하고 90%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현대 오키나와 묘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셋째, 후계자나 묘 계승자의 부족으로 인해 묘의 관리와 주위환경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특히 도시부의 예를 들면 불법적인 쓰레기
투기, 묘의 노후화로 인한 파손, 불법주차, 수상한 사람들의 배회, 노숙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범
죄관련성이라는 치안의 문제 등이다.
넷째, 묘지행정과 관련된 도시정비계획 등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묘지의 이전이 촉진되는 경우
이다. 특히 첫 번째와 관련하여 오키나와 본도는 물론이고 미야코, 야에야마 지역에 이르기 까지
영원형묘지(혹은 공원형묘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公益財團法人 沖縄県メモリアル整備協会｣(이
하 '협회'로 기술한다)에 대한 현지조사사례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1) 사례 및 분석
이 '협회'는 1994년에 설립한 법인으로 (1)묘지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 (2)납골당 및 합사(合
祀)시설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유연무연불(有縁無縁仏)의 영대공양(永代供養)에 관한 사
업 (4) 위퍠 및 부장품의 일시보관 및 영대공양에 관한 사업 (5)영원(霊園)이용 촉진에 관한 사업
(6)그 외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장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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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종합회사이다. 오키나와에는 영원형묘지 중 법인묘지를 운영하는 공익재단이 두 곳 있는데
그 중의 하나이다. 이 외에도 오키나와에는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관리형 영원이 20 여 곳 있다고
한다.

4.

묘의 이동

전후 삶의 터전을 찾아 혹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작은 섬'에서 보다 '큰 섬'으로의 '이
동' 혹은 '이주'는 산업화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오키나와 본도 도시부로의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고도경제성장기 일본 전
체의 인구이동의 구조적 모습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수위(首位) 도시 primate city 의 과잉도시
화, 나하(那覇)대도시권의 확대, 한편으로는 본도의 북부나 이도(離島)의 인구 감소가 현격"하게
추이되는 결과(若林 2009:19)를 가져오게 되었고 전후에 일거리를 찾아 본도 북부나 미야코, 야에
야마 지역 섬으로부터 본도의 중, 남부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였다(早坂 2018:5).
이러한 이동 혹은 이주와 맞물려 조상제사의 핵심요소인 묘와 위패(를 모시는 仏壇을 포함)의 관
리 및 묘전제사를 둘러싸고 다양한 변화 혹은 변용이 이루어진다. 위패의 경우 물리적으로 이동이
용이하겠지만 묘의 경우는 '이장(移葬)'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대대로 이어 온 '집안 묘'를 어떻
게 관리 혹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실천의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묘는 조상제
사와 연중행사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오키나와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하여 비일상적인 의례
의 시기 뿐 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영역에서도 높은 관심의 대상이다(越智2018:12). 따라서 조
상제사 때에 묘전의례를 위해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여 먼 길을 오고가야 하는 시간적, 물리적 거
리와 더불어 묘의 청소, 보수, 유지관리는 조상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자신들
도 이곳을 이용한다는 연속성과 맞물려 있다. 더욱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묘를 이어 갈 후계자
의 유무와도 맞물려 '세골개장제'라는 오키나와의 묘제에 근본적인 변화와 변용이 촉구되어 왔다.
묘의 '移動' '移轉'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건축물로서의 묘 그것 자체를 해체하여 새로운 곳으
로 다시 조립하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越智郁乃 2018:144). 이전의 묘소에 안치되어 있던 유
골3)을 새로운 묘소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서의 묘는 조상의 유골과 그 유골
을 안치해 놓은 묘가 일체화 되어 있다. 따라서 유골이 없는 묘는 더 이상 돌보거나 관리하지 않
아도 되는 단순한 물체 혹은 건축물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예를 들어 나하시내에 산재하는 '하
카지마이(墓じまい)'를 한 많은 묘들이 허술하게 방치되어 마치 '묘들의 묘'처럼 음산한 형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살아생전에 '구소누야(後生の家)'를 만들어 놓는 것을
일생의 마지막 과업으로 생각하는 습속에서 보듯이 아직 고인이나 조상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지
않은 '카라바카(空墓)'의 경우 유골과 묘가 일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新築묘와 이미
사용 혹은 재사용되어 오래 된 묘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유골 중에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세골의례를 행한 후, 안치된 유골과 새로이 보급된 화장에 의해 안치된
유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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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패제사와 금기
문츄의 조상제사와 관련하여 오키나와 본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몇 금기
규정이 존재한다. 첫째, '쵸데카사바이(チョーデーカサバイ, 兄弟重合)': 같은 집안의 형제 위패를
함께 모셔서는 안 된다. 즉, 장남상속규정의 준수이다. 둘째, '챳치우시쿠미(チャッチウシクミ, 嫡
子押込み)': 장남의 위패를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즉, 장남을 배제하고 차남이하가 집안을 계승하
여서는 안 된다, 셋째, '타치마지쿠이(タチーマジクイ, 他系混淆)': 타계의 남성이나 비혈연자를 모
셔서는 안 된다. 즉, 한 집안에 복수의 계통이 섞여서는 안 된다. 넷째, 이나구관스(イナググヮン
ス, 女元祖): 여자가 집안을 잇거나 초대 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남계혈연중시의 원리이다.
이상의 금기규정은 소위 말하는 '문츄이데올로기'로써 이러한 관습의 철저가 문츄 구성원들에게
상당히 배타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문츄의 집안상속에 관한 "장남규정, 남자규정의 원칙과 합치하
는"(越智 2018:42) 것이며 부계혈연중시의 이데올로기를 관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금기규정이
묘소 안에 안치된 유골과의 일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때로 규정 위반된 사례를 바로잡아 위패와 유
골을 수습하는 과정에 영적직능자(靈的職能者)로 일컬어지는 '유타(ユタ)'의 개입사례가 자주 언급
된다(渡邊欣雄 1990). 이러한 금기사항은 주로 위패제사와 연관되어 있는데 위패는 사람의 죽음을
계기로 생성되며 따라서 묘에 안치된 사체 혹은 유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금기사항을 위반한 위패의 경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묘에 안치된 고인의 유골
(혹은 사체)의 이동이 수반된다. 궁극적으로는 '묘의 이동' 혹은 '유골의 이동'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2) '시지타다시(シジタダシ, 筋正し)'
이는 '시지타다시(シジタダシ, 筋正し)'라 일컫는 일련의 과정으로 부계혈연의 계보 및 계승선
(繼承線)을 바로 잡기 위한 실천이다. 즉, 위에 언급한 '장남규정/남자규정'의 연속성을 정당화하
기 위한 것으로 네 가지의 금기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위패는 물론 때로는 묘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의 이동도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에 개인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행의 원인을 잘못
된 조상제사의 실천으로 탁선(託宣)하는 유타의 개입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즉, 바람직하지
못한 조상제사는 집안에 각종 불행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 위패와 유골의
이동이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문츄의 재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즉, 오키나와에서는 조상
관이 친족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구축(越智 2009:51)되어 있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실천행위이다.

5. 결론
세골개장제를 전제로 한 오키나와의 묘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묘에 죽
은 이를 안치하는 1차장이 이루어지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세골의례 과정을 거쳐 2차장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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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러한 절차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이를 수행할 일정
범위의 가족, 친족이 그 수행주체가 되어야 가능하다. 즉, 묘의 설치는 물론 이를 유지, 계승할 수
있는 물리적, 인적기반이 필요중분 조건인 셈이다. 하지만 본론의 사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묘를
유지, 계승할 후계자의 부재는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으로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특히 오키나와의 경우 위의 '위패제사'와 관련된 장남상속, 남계중심, 부계혈연중심의 원리가 다양
한 금기사항을 수반하는 실천의례로 자리 잡는 과정에 안치된 '유골의 이동'도 내재되어 있다. 따
라서 인구구조의 현대적 변화와 이에 따른 묘제의 변화는 전통적인 장제관습의 변화를 촉구할 수
밖에 없다. 더불어 1990년대부터 개인이나 집안 묘가 아닌 공익법인이나 종교법인이 관리, 운영하
는 ｢靈園型墓地｣가 급증하면서 화장의 보급과 함께 이미 전후 형해화의 길을 걷고 있던 세골개장
제 습속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영원형묘지의 경우 주차장, 화장실, 수도시설 등 편
리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비교적 싼 값에 영대공양(永代供養)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써 금기와 까다로운 의례적 절차가 수반되는 묘와 관련한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해 온 점도 오
키나와 묘제의 현대적 수용을 가속화 시켰다.

【 Abstract 】
Changes in Okinawa' s burial system and modern acceptance
Choi, Intag (Dong-A

University)

Bone cleaning and burial habits are an important system that has long been practiced in
Okinawa. However, the war with Okinawa caused many deaths, and traditional practices changed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m. In addition, the spread of cremation and modern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have facilitated changes in the traditional tomb system. In the 1990s,
the number of "reien-type(靈園型) graveyards" operated by religious corporations and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at were neither private graveyards nor family graveyards increased rapidly,
which had a great impact on bone-washing and reburial customs.
key-words: burial system, Bone-washing reburial, cremation, siruhirasi(シルヒラシ) oss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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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황진이과 사쿠란 비교 연구



김 화영 (수원과학대학교)

1. 서론
ゆうじょ
영화 황진이와 사쿠란(さくらん)은 기생과 에도의 유녀(遊女
)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
다. 두 작품 모두 2007년 상연되었는데 사쿠란은 2월에, 황진이는 6월에 각각 개봉되었다. 황
진이에서 주인공은 송혜교로 매우 잇슈가 되었으며, 특히 임꺽정을 쓴 홍명희의 손자이자 북한
작가 홍석중이 쓴 황진이를 원작으로 판권을 정식으로 계약하고 영화화하였다. 또한 북한 금강
산 등지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직접 진행하여 북한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귀한 영화이다. 그리고
사쿠란는 쓰치야 안나(土屋アンナ)가 주연을 맡았는데 그녀가 이전에 찍었던 2005년 영화 불량
소녀 모모코(下妻物語)에서 불량 폭주족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쓰치야 안나가 유녀역할을 어떻
게 소화할지가 매우 관심을 받았다.
황진이는 국내에서 영화, 드라마 등 여러 매체를 통한 재해석이 이루어져 온 조선시대 기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몇 번이나 재해석이 된 작품이며, 많은 작가과 많은 배우의 연기에 의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생에 대한 이미지를 굳혀 온 작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생이란
‘전통사회에서 잔치나 술자리의 흥을 돋구는 일을 업으로 하던 여성’ 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황진
이 뿐만 아닌 많은 기생들은 단순히 연회의 흥을 돋구는 것 이외에도 많은 문학예술작품들을 통
해 문화영역에 까지도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다.
사쿠란은 안노 모요코(安野モヨコ)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사진작가로 유명한 니나가와 미
카(蜷川実花)가 감독으로 데뷔한 영화이다. 제31회 일본아카데미상에서 우수음악상과 우수 미술상
을 수상하였다. 화려한 색감과 연출을 통해 한 소녀가 유곽에 팔려와 유곽을 떠날 때까지의 이야
기를 다루며, 기존의 대부분 작품 속 유녀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작품이다.
황진이가 실존 인물로 시와 같은 작품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에 반해, 사쿠란의 키요하(きよ
葉)는 허구의 인물이지만 두 작품은 주인공이 기생과 유녀라는 특수한 직업여성이며, 작품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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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구조, 기존의 작품과는 차별화하는 여성인물의 성격 등이 매우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작품의 비교연구를 통해 작품의 유사점과 차이점, 양국에서 기생과 유녀의 바라보는 시선과 시
대에 따른 시선의 변화 등을 분석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요지문의 지면상의 문제로 두 작품의
여성인물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2.

줄거리

2.1황진이 줄거리
황진이는 아직 신분제도가 유지되고 있던 조선시대, 송도의 기생 이야기이다. 세상의 위선적
모습,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자신의 딸까지 속여온 아버지와 어머니, 더 나아가서 그러한
체면에 의해 희생되어 온 사람들과 그것을 묵인해 온 모든 것에 대한 분노와 체념으로 황진이는
기생이 되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기생이 된 황진이는 명월이라는 이름으로 양반들의 허세를 무너
뜨리기 시작한다. 당당한 모습의 황진이였지만, 그러한 황진이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놈이’었다.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난 ‘놈이’ 은 황진이가 기생이 된 직접적 원인이 되
고, 그 이유는 그녀를 차지하기 위한 자신의 욕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자책하며 자신 또한 화적 두목의 신분으로 부조리에 맞서게 된다. 이에 반해 언제나
냉소적인 인물이 있었으니 사또 김희열이다. 관직에 있었으나, 겉치레만 중시하는 사대부들을 조
롱하며, 그에 반해 남성들보다도, 그리고 사대부들보다도 기개 있는 황진이에게 흥미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사또 김희열 조차 계급이나 화적으로서가 아닌 남자로서 세상의 인정과 사랑
을 받는 놈이에 대해 비로소 질투와 분노를 느낀다. 놈이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된 황진이는 위험에
처한 놈이를 구하기 위해, 사또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꺾지만 다시 한번 배신을 맛보게 되고,
결국 놈이는 죽게 된다. 자신이 사랑하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놈이를 잃은 황진이는 결국 송도를
떠나게 되고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2.2 사쿠란 줄거리
요시와라의 유곽, 타마기쿠야(玉菊屋)에 여자아이가 팔려온다. 그곳에서 아이는 키요하라고 이름
이 붙여지게 된다. 거친 성격 탓에 반복되는 탈주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꺾지 않는다. 하지만 계속되는 유곽생활은 결국 강인해 보였던 키요하 조차 약하게 만든
다. 사랑에 대한 질투와 배신으로 인해 상처받게 되고, 시종 세이지(清次)의 도움으로 결국 유녀로
서의 삶에 집중하게 된다. 그 후 오이란의 칭호를 얻고 최고의 유녀로서 타마기쿠야의 간판이 된
다. 무사의 구라노수케(倉之助)의 청혼까지 받으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유녀로서 완벽한 성공을 눈
앞에 두게 되지만 아이의 유산이라는 경험으로 다시 한번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고통의 순간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곁에 있어준 사람에 대해 돌아보게 되며, 다시한번 자신이 꿈꾸던
사랑을 찾게 된다. 세이지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키요하는 성공의 기회를 버리고 유곽으로부터
도망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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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생과 유녀 이 야기- 황 진이와 키 요하-

3.1 양반을 비웃는 황진이
황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양갓집 규수의 신분으로 자라났음에도 상놈 놈이와도 허울없이 지
내는 등 양반의 가정에서 자라난 황진이에게 있어 당연히 가져야 할 의식인 계급의식이나 권의의
식과는 거리가 멀다. 사대부라면 어질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양반의 자세라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으며 심지어 그녀가 자라난 가정조차도 군
자가 말하는 이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다. 부모의 사랑이라고 알고 있던 감정조차 자신들의
허위의식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거짓과 탐욕이라고 배워 온 모든 것들이야 말로 세상을 지
배하고 있는 가치관이었기 때문이다.
한양의 양반집과의 파혼과 자신의 출세의 비밀을 안 황진이는 자신의 친모의 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황진이: 세상엔 자비가 없는 걸 알았어.
난 이 여인네처럼 살지 않을거다.
이 세상을 내 발 밑에 두고 실컷 비웃으며 살거야.
별당 아씨로 살았던 나도 여기에 묻었다.

모든 것들로부터 배신당한 그녀에게 있어서 가능했던 수 있는 반항의 수단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허구였고, 황진이의 인생까지도 결국, 모두 자신들의 체면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큰 절망감을 주었다. 신분을 타고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국 대를 이어 가문의 불명예에
대한 책임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은 자신이 자라난 환경뿐 아닌 계급에 대한 분노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이런 황진이는 앞으로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한다.
황진이: 세 갈래길이 있어요. 천한 출생인지도 모르고 양반 행세를 했으니 자랑삼아 돈 많은 첩실
로 들어앉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은 날 낳아주신 분이 이 댁의 종이었으니 나도 종문서에 이름을 올리고 평생 종
노릇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청루에 몸을 던지는 길입니다.
내 어머니처럼 나는 청루를 선택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 계급사회였던 조선 시대에 여성으로 태어나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양반가의 첩,
그 이외의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아마도 힘든 일이다. 황진이는 사람의 신분보다는 본질을 보았
다. 양반들의 행태를 보아왔을 뿐만 아니라 경험했고, 또 자신이 믿던 가족들조차 신분에 요구되
는 행동을 해내지 못했기에 겉모습이 갖는 한계, 그리고 겉모습과 본질은 완벽히 다를 수 있는 것
을 알았기 때문이다. 황진이는 양반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들의 본질을 드러내게 된다. 사또와의
거래로 서경덕을 만나고 온 황진이는 화적떼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사또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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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이: 날 때부터 도적놈이 어디 있겠어요. 배고프고 헐벗으면 도적질이라도 해야죠.(중략)
화적떼나 사또나 본래 다를 것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내나 계집이나 종놈이나 양반이나 본래는 돌맹이, 잡초, 똥이랑 같다면 어쩌겠습니까?
사또: 네년이 무슨 소리를 듣고 온게냐
황진이: 미친 노인네를 만나고와서 그런지 쇤네까지 미쳤나봅니다.

황진이는 이성적 인간의 표본이라 믿었지만, 본질적 모습은 천민들보다도 천했던, 양반 사대부
들의 감추어진 추악함을 드러내는 것이야 말로 ‘복수’라 생각했을 것이 틀림없다. 놈이 또한, 양반
들의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그들의 저항은 점점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특히 놈이
는 민중이 원하는 일을 했기에 그들로 부터의 지지를 얻었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은 아니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불법에 대한 사회의 판결을 황진이가 자신의 힘으로 어
떻게든 해 보려고 했던 것은 결국, 양반의 힘에 의지해서 사회 규범을 어겨보려는 시도로써 평가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그녀의 바램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는 깨달았다. 자
신 또한 자신을 위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에게 가능한 유일한 8
해결책은 복수가 아닌, 그 사회를 떠나는 것임을 알게 되며, 그녀는 송도를 떠난다. 어쩌면 인간이
이룬 사회라는 것은 결국 이성과는 거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2 어항에서 나온 금붕어 ‘키요하’
하지만 키요하는 기녀으로서의 삶에 대한 결정을 황진이가 스스로 내린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
었다. 키요하는 철이 들기 전부터 유녀의 삶을 시작하였다. 상품처럼 팔려와 물건처럼 다루어지는
어린 키요하이지만 그녀의 모습에서는 일반적인 유곽에 사는 여성들에게 느껴진 수동적인 모습과
는 대조적으로 활기에 가득 차 있었고 어딘가 능동적인 느낌을 준다. 유곽의 여성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오직 유녀의 삶이 전부였던 여성들이지만 키요하는 유곽 밖으로의 탈출을 감행할 정도로
유녀로서의 삶을 바꾸려는 의지가 강하다. 키요하는 자신에게 맡겨진 삶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가
능성을 찾으려 한다.
다카오와 싸우고 나서 세이지는 키요하에게 이렇게 말한다.
세이지: 울면 지는거야. 사랑해도 지는 거야, 이겨도 지는 거야

세이지의 이 말은 유녀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 울게 되면 나약해지며 그렇게 되면 유곽에서 유
녀로 살아가는데 그만큼 더 힘들어질 것이고, 진정한 사랑이 금지된 삶을 살아가야하는 유녀에게
사랑이란 어쩌면 사치와도 같은 일일 것이다. 만약 그런 운명을 거슬러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엔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만 받게 될 테니 그것 또한 사랑을 해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겨도 진다는 의미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유곽이라는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
미다.
영화에서는 유독 ‘어항 속 금붕어’가 자주 부각된다. 어항은 유곽을 의미하며 금붕어는 유녀들을
의미한다. 아름답지만 어항에 갇혀 지내야하는 금붕어. 키요하의 삶과 같다. 금붕어들은 어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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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은 세상에서 조차,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다른 대상을 위한 관상용으로 살
아간다. 어항을 떠나는 순간, 금붕어가 갖고 있던 관상용이라는 유일한 의미조차 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를 키요하는 듣게 된다.
하지만 키요하는 이야기의 본질을 꿰뚫고, 무사에게 시집가는 것을 행운이라 생각 한 다른 유녀
들과 달리 결혼식에 도망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선택한 어항에서의 삶이 아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어항을 벗어나게 된다.
또한 키요하가 유곽에 처음 발을 딛었을 때부터 벚꽃이 피지 않는 고목나무에 사쿠라가 피면
유곽을 나갈 것이라고 결심하는 장면과 세이지가 나무에 벚꽃이 피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고 해
준 장면은 매우 인상 깊다. 이 고목나무는 키요하에겐 희망이기 때문이다. 벚꽃은 찬란의 순간을
의미하고 유녀와 무사를 종종 상징한다. “꽃을 피우지 못하는 벚나무”는 없다는 노인의 말처럼 치
요하의 인생도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한 벚꽃나무와 함께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을 예견하는 표현
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작품의 여성 주인공은 기생과 유녀라는 특수한 직업세계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두 여성 모두 가족에게 버림받고 유녀가 되었지만 치열하게 주위의
남성과 여성들과 싸워가면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해간다.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the movie Jinyi Hwang and Sakuran 
Kim, Hwayoung (Suwon

Science College)

Hwang Jin-i is a story of a gisaeng in the Joseon Dynasty that has been reinterpreted
through various media such as movies and dramas in Korea. It is a work that has been
reinterpreted many times,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one of the works that has solidified our
image of gisaeng by acting by many writers and many actors.
Sakuran is a film based on Moyoko Anno's manga, and debuted as a director by Mika
Ninagawa, a famous photographer. Won the Best Music Award and the Best Art Award at the
31st Japan Academy Awards. This work deals with the story of a girl until she is sold to Yugwa
and leaves Yugwa through gorgeous colors and direction, and presents a new interpretation
different from the appearance of a young woman in most existing works.
While Hwang Jin-i is a real character and works such as poetry still remain, Kiyoha in Sakuran
is a fictional character, but the two works are special professional women whose protagonist is a
gisaeng and a young woman. The personality of a female character that differentiates from the
family is very similar. This study analyz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works,
the gazes of gisaengs and young women in both countries, the change of gazes according to the
times, and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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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本淸張 추리소설의 살인 사건과 법의학

김용의 (전남대학교)

1. 시작 하며
살인은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이다. 따라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적인 교리나 윤
리 규범으로 엄격하게 살인을 금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도 최고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살인이 있었고, 지금도 이 지구상의 어디에선가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2019년 한해에 총 950건에 이르는 살인 범죄가 인지되었으며 그 중에서 범인이
검거된 건수는 945건에 이른다.1) 말하자면 날마다 일본 어디에선가 두세 건에 가까운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살인은 현실세계뿐만이 아니라 소설 공간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특히 추리소설의 경우는
작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살인 사건을 도입한다. 대중문학의 비중이 큰 일본의 추리소설 중
에는 ‘살인’을 다루는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다.2)
일본의 대표적인 추리소설 작가인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이하 세이초로 표기]는 그 누구보
다도 소설 속에 ‘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때문에 세이초의 작품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소설에서 차지하는 살인에 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살인을 다루는 추리소설의 작가에게는 일전한 수준 이상의 법의학 지식이 요구된다. 살
인사건이 발생하면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해서 검시 및 해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세이초는 그의 소설에서 살인 → 검시 → 해부로 이어지는 장면 곳곳에서 법의학 전문
가 못지않게 세밀하게 묘사한다.
1) 지역별로는 北海島 33건, 東北 46건, 關東 292건, 중부 106건, 近畿 208건, 中國 48건, 四國 21건, 九州(오
키나와 포함) 88건에 이른다. 통계는 平成31年１月～令和元年12月犯罪統計에 의한다.
https://www.e-stat.go.jp/stat-search/(열람일 : 2020.09.05)
2) 이 점에 관해서는 에도가와 란포, 마쓰모토 세이초, 모리모토 세이치, 히가시노 게이고 등의 작가에게 공
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84 -

그렇지만 세이초 연구자들은 이제까지 이 점을 별로 주목하지 않은 듯하다. 국내 선행연구나 일
본의 선행연구를 확인하여도,3) 그의 소설에서 벌어지는 살인과 법의학을 연결하여 고찰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세이초의 문학을 사전 형식으로 집대성한 松本清張事典 決定版
(2005), 松本清張事典 増補版(증보판, 2008), 松本清張索引辞典(2015) 등을 확인하여도 이 점에
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4)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평론을 확인하여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5) 예를 들면 필자가 마쓰모토 세이초 기념관(松本淸張記念館)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松
本淸張硏究의 논문 리스트를 확인해보았지만 세이초 소설과 ‘살인’을 연결하는 연구를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6)

2. 마쓰모 토 세이 초

추리소설의 살인 사건

추리소설에서 살인사건은 스토리를 전개하는 전제이자 결말이기도 하다. 많은 추리소설에서 살
인사건 발생을 계기로 주인공이 등장하여 사건을 추리하며 시작되거나, 역으로 등장인물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며 소설이 종결되기도 한다. 추리소설에서는 살인 수법도 다양
하여 얼마만큼 기발한 살인 수법을 고안해내느냐가 작품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정도이다. 따라서
추리소설 작가는 앞을 다투어 기발한 살인 수법을 찾아내는 데에 몰두한다.
다음의 [표]는 세이초의 단편소설에 도입된 살인사건을 필자가 정리한 목록이다. 松本淸張全集
(전66권)[이하 전집으로 약칭]) 중에서 단편소설을 수록한 전집 35, 36, 37, 38, 56, 66에 수록
된 총 135편의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살인을 도입한 작품 54편을 분석한 결과이다.
세이초의 추리소설은 ‘살인’을 제외하면 작품이 성립하지 않을 정도이다. 소설에서 살인의 동기
는 불륜, 금전, 은폐, 분노, 원한, 복수, 출세 등으로, 대부분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 살인이
벌어진다. 살인 수법도 교살(絞殺)·액살(扼殺)·액살(縊殺), 박살(撲殺), 독살(毒殺), 자살(刺殺), 총살
(銃殺), 익사(溺死), 질식사(窒息死), 추락사(墜落死), 압사(壓死) 등으로 다양하다. 그의 소설에서
차지하는 살인의 비중 및 수법을 감안한다면, 그의 소설은 가히 ‘살인의 미학’이라고 칭해도 좋을
정도이다. 특히 등장인물, 살인 동기, 살인 수법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표] 마쓰모토 세이초 단편소설의 살인사건 목록
* 출전의 숫자는 전집의 권수를 의미한다.

3) 국내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필자가 정리한 바가 있다. 김용의(2020),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淸張) 문학 속의
하이쿠(俳句)-장편소설 <두 목소리(二つの声)>의 경우-｣ 일어일문학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pp.348-350. 김용의(2020),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淸張)의 한국 관련 작품 양상 및 특징｣ 일본연구, 한국
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58-59.
4) 郷原宏著(2005), 松本清張事典決定版, 角川学芸出版, pp.1-429. 志村有弘·歴史と文学の会共編(2008),松本
清張事典増補版, 勉誠出版, pp.1-523. 森信勝編(2015), 松本清張索引辞典, 日本図書刊行会, pp.1-469.
5) 예를 들면 國文學 解釋と敎材の硏究나 國文學 解釋と鑑賞의 세이초 특집, 마쓰모토 세이초 기념관(松
本淸張記念館)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松本淸張硏究의 논문 리스트를 확인해보았지만 세이초 소설의 살인
사건과 법의학을 연결하는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國文學 解釋と敎材の硏究第28卷12号, 1983, 學
燈社, pp.1-183. 國文學 解釋と鑑賞第60卷2号, 支文堂, pp.1-183.
6) 매년 발행하는 松本淸張硏究는 2020년 10월 현재 21호가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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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인문학의 현대적 재편

번호
1
2
3
４
５
６
７

제목

슈슈긴
(啾々吟)
붉은 제비뽑기
(赤いくじ)
잠복(張込み)
메이지 가나자와 사
건(明治金沢事件)
조조지 칼부림
(増上寺刃傷)
의혹(疑惑)
얼굴(顔)

８ 코골이
(いびき)
９ 목소리(声)
10 공범자
(共犯者)
11 사도 유배인
(佐渡流人行)
12 지방신문을 사는 여
자(地方紙を買う
女)
13 귀축(鬼畜)
14 일 년 반 기다려
(一年半待て)
15 수사권외의 조건
(捜査圏外の条件)
16 카르네아데스의 판
자(カルネアデスの
舟板)
17 하얀 어두움
(白い闇)
18 발작(発作)
19 광기(乱気)
20 참새 한 마리
(雀一羽)
21 어느 하급관료의 말
살(ある小官僚の抹
殺)
22 검은 바탕의 그림
(黒地の絵)
23 이마와 이빨
(額と歯)

등장인물(관계)
松枝慶一郎 千恵(아내) 石内嘉門(정부의
밀정)
楠田(참모장) 末森(군의) 塚西恵美子(출
정군인의 아내)
石井久一(강도살인범) 貞子(石井의 전 연
인 은행원의 아내) 은행원
本田政均(金沢藩執政) 井口義平(山辺冲
太郎의 사촌)
内藤和泉守忠勝
伝三郎尚長
伊田縫之助(남편) 瑠美(아내) 三右衛門
(장인) 浜村源兵衛(아내의 어릴 적 친구)
伊野良吉(배우)
ミヤ子(良吉의 옛 연인)
仙太 若者(코골이) 仁蔵 安
高橋朝子(전화교환수) 小谷茂雄(高橋와
동거) 川井 村岡 浜崎
内堀彦介(가구점으로 성공) 町田武治
은행강도 두 명
横内利右衛門(喜介와 くみ의 동료)黒塚喜
介(横内의 부하) くみ(黒塚의 아내 원래
横内의 여자)
潮田芳子(여급) 庄田咲次(백화점경비원)
福田梅子(백화점점원)
竹中宗吉(인쇄업) お梅(아내) 菊代(내연
관계) 利一(장남) 良子(장녀) 庄二(차남)
須村要吉(남편) 須村さと子(아내) 岡島久
雄(さと子와 교제) 脇田静代(さと子의 급
우 要吉의 애인)
나(은행원) 光子(여동생) 笠岡勇市(과장
光子와 남녀관계)
大鶴恵之輔(스승) 玖村武二(제자) 須美子
(요정종업원)
小関精一(남편) 信子(아내) 高瀬俊吉(精
一의 사촌동생) 田所常子(俊吉의 女여자)
田杉(남편) よし子(아내) 黒木ふじ子(회
사원)
采女正利昌
織田監物秀親
内藤縫殿忠毘(旗本) 柳沢美濃守 平馬(하
인)
白川健作(당의 실력자) 沖村喜六(이사장)
瀬川幸雄(某省의 계장) 唐津淳平(某省의
과장) 幸子(唐津의 아내)
前野留吉(농부 AGRS노무자) 아내 미군
흑인병사
千葉竜太郎(룸펜) 長谷川市太郎 長谷川長
太郎(동생) ふみ(어머니) とみ(여동생 竜
太郎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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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동기
정치적 이념
짝사랑 삼각관계
강도 삽화로서의 범죄
복수 原題：明治忠臣
蔵譚
굴욕
불륜 의심 오해
ミヤ子의 임신 출세에
방해
①코골이: 쾌면을 위해
②살해당할 염려
범행 은폐
공범을 제거 범죄 은폐
横内가 くみ에게 이별
통보
芳子가 절도를 범해 협
박을 받음(남녀관계)
불륜 생활고
가정폭력 불륜

살인 수법
출전
자유당원 3인이 嘉門을 엽 35
총으로 사살
末森가 楠田를 권총으로 35
살해 후에 자살
久一의 강도살인
35
井口義平가 本田政均를 36
습격하여 살해
忠勝가 尚長를 살해 후에 36
切腹
伊田가 浜村와 瑠美를칼 36
로 살해
良吉가 ミヤ子 목을 졸라 36
서 교살
①六人dl 공모하여 젊은이 36
를 질식시킴 ②곤봉으로
두 명을 박살
川井 등이 朝子를 살해 扼 36
殺
内堀가 町田를 살해할 계 36
획 살인미수
くみ가 横内를 구덩이로 36
밀어서 동반자살(無理心
中)
芳子가 庄田와 福田를독 36
살 동반자설로 위장
お梅가 庄二를 모포로 질 36
식사 利一는 실패
さと子가 要吉(남편)의 머 36
리를 몽둥이로 때려 두개
골골절 집행유예
죽은 여동생의 복수 주인공이 笠岡勇市를청산 36
가리로 독살
혐오 불륜 남녀관계 玖村가 須美子를 교살 36
①俊吉의 열등감 ②방
해받지 않기 위해서
불륜 田杉의 염세 부조
리
불화
오해
唐津淳平의 자살(타살
에 가까운) 縊死
아내가 미군에게 성폭
행
竜太郎가 市太郎에게
폭력, 증오

①俊吉가 小関를 권총으
로 ②俊吉가 常子를살해
전차 안에서 모르는 50대
남자를 교살
利昌가 秀親를 베다
忠毘가 잘못하여 平馬를
칼로 살해
자살을 강요

36
37
37
37
37

한국전쟁에서 죽은 미군 37
병사의 시체에 복수
둔기로 타격 뇌진탕 37
토막살인

번호
제목
24 장식평전
(装飾評伝)
25 권두 하이쿠 여자
(巻頭句の女)
26 위험한 사면
(危険な斜面)
27 상신서(上申書)
28 부분(部分)
29 역로(駅路)

살인 동기
不倫
삼각관계
さち子와 いわもと의
위장결혼 보험금을 노
림
불륜
有罪？ 無罪？
남편의 상신서
장모에게 살의, 남편이
아내를 장모로 오인
불륜 돈이 목적

30
31
32
33
34
35
36

불륜 법의학 독서
불륜 아버지가 딸을 위
해 順治를 살해
원한
불륜을 감추기 위한 살
해
불륜 증오
신문배달원이 아내를
성폭행
불륜

37
38
39
40
41
42
43
44
45

등장인물(관계)
名和薛治(천재화가)芦野信弘(名和의 친
구) 名和의 아내
志村さち子(俳人 重病) いわもと(남편)＝
くさかべ たい子(くさかべ의 아내) くさ
かべ의 정부
秋場文作(과장) 野関理江(원래 秋場의애
인 회장의 첩) 西島卓平(회장)
時村牟田夫(보험회사) 句理子(아내)
私(번역가) 智子(아내) よし江(장모)
小塚貞一(은행원、영업부장 퇴직)百合子
(아내) 福村慶子(貞一의 애인) 福村よし
子
오차(誤差)
竹田宗一(회사 총무부장)添島千鶴子(銀
座 바 마담) 大村(진범)
작은 여관
나(敦子의 아버지) 敦子(딸) 順治(데릴사
(小さな旅館)
위) 女(順治의 애인)
까마귀(鴉)
浜島庄作(사원 노조 대의원) 柳田修二(노
조 위원장)
초조
私(관청 과장) 平井良子 平井의 남편
(たづたづし)
종족동맹
私(변호사) 岡橋由基子(조수) 杉山千鶴子
(種族同盟)
(호스테스) 阿仁連平(용의자)
증언의 숲
青座村次(회사원) 和枝(아내) 山村政雄
(証言の森)
(물건 배달) 신문배달원
신개지 사건
長野忠夫(과자 기술자) 富子(아내) ヒサ
(新開地の事件) (富子의 어머니) 直治(富子의 아버지)
손가락(指)
福江弓子(호스테스) 生方恒子(마담) 小沢
誠之助(회사사장 恒子 후원자) 小沢潤二
(誠之助의 차남 弓子와 결혼)
증명(証明)
高木信夫(삼류작가) 久美子(아내) 平井忠
二(화가)
불신 피살
나(의과대학) 木谷利一(조카) 砂村保平
(火神被殺)
(조교수) 長谷藤八(고대사연구가) 長谷路
子(藤八의 여동생)
기묘한 피고
原島直巳(국선변호인) 山岸甚兵衛(고리
(奇妙な被告)
대금업자) 直木寅夫(중국집 주인)
거인의 여울
清水泰雄(법의학 교수) 水田克二郎(県会
(巨人の磯)
의원) 広川博(아내 여동생의 남편 克二郎
의 비서) トミ子(広川의 아내)
물 피부
笠井平太郎 房子(아내、隆吉와 재혼) 水
(水の肌)
間隆吉(平太郎의 동료) 香月須恵子(平太
郎와 내연관계)
두 권의 같은 책 塩野泰治(광산업으로 성공) 友子(아내) 塩
(二冊の同じ本) 野慶太郎(양자) 篠村博子(泰治의 애인)
博子의 남동생
포도 당초 문양의 자 野田保男(남편) 宗子(아내) 水沼奈津子
수(葡萄唐草文様の (남편의 애인 銀座 바의 마담)
刺繍)
빈집 사건
栗山敏夫(회사원) 宗子(아내) 萩野光治
(留守宅の事件) (栗山의 대학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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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수법
墜落死(あるいは自殺)

누나에 대한 남동생의
폭행을 저지
불륜 질투

くさかべ가 아내를 교살
文作가 理江를 교살
교살
교살
よし子와 정부가 貞一를
교살
大村가 千鶴子를 扼殺 死
斑
청산가리 독살
살인수법 없음
땅속에 매장
교살 良子가 소생하지만
기억상실
連平가 千鶴子를 밀어서
익사
교살 목을 졸라서 질식사
①ヒサ가 直治를 밀어서
졸중으로 사망
②長野가 ヒサ를 교살
福江弓子가 生方恒子를
교살
高木의 자살 久美子가平
井를 식칼로 살해 高木의
범행으로 위장
토막 백골시체 保平가 藤
八를 죽인 후에 토막을 냄
保平와 長谷路子의 동반
자살
寅夫가 甚兵衛를 박살 재
판 무죄판결 해부
溺死
広川博가 克二郎를 바다
에 빠뜨림
平太郎가 隆吉를 죽여서
정원 연못 밑에 매장
박살 泰治가 博子의 남동
생 머리를 다리미로 가격
宗子가 奈津子를 교살

불륜 삼각관계

敏夫가 宗子를 교살

불륜 福江弓子와 生方
恒子는 레즈비언 관계
과거를 지우기 위해
아내를 의심 불륜
불륜 근친상간
부채
불륜
불륜 平太郎의 질투

출전
37
37
37
37
37
37
37
38
38
38
38
38
56
56
56
56
56
56
56
56
5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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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46 신의 마을 사건
(神の里事件)

등장인물(관계)
살인 동기
伊井百世(豊道教 교조) 青麻紀元(教務総 신흥종교
統) 引地新六 石田武夫(引地의 친구) 禁忌를 어김(神鏡)

살인 수법
출전
흉기로 세워놓은 표찰 사 56
용 ①창 같은 것으로 石田
武夫 刺殺 ②青麻紀元를
刺殺
47 안쪽의 선영
目加田茂盛(중진화가) 美那子(아내) 白水 美那子의 욕망
①目加田의 익사
56
(内なる線影)
阿良(화가) 睦子(白水의 아내)
②白水阿良의 질식사
48 예우 자격
原島栄太郎 日野敬子(아내 바의 마담 출 敬子와 小島 敬子와 헤 原島가 헤리슨을 살해 56
(礼遇の資格)
신) 小島和雄(회사사장) 헤리슨(敬子의 리슨의 불륜 증악 바게트 빵으로 가격 질식
영어교사)
사
49 은의의 끈
①辰太 辰太의 조모 아버지 부인(조모가 ①아버지를 향한 증오 ①辰太가 부인을 질식시 56
(恩誼の紐)
가정부로 일하는집)
②인과
킴(아버지 행위로 보이기
②富子(辰太의 아내)
위함) ②아내를 절벽에서
밀어뜨리고 얼굴을 타격
50 이외 이
須貝玄党(작가) 후처 山根(편집장) 분노 복수
玄党가 山根를 질식사 56
(理外の理)
사고사로 처리
51 뛰어다니는 남자(駆 山井善五郎(제약회사 도벽) 村川雄爾(사 불륜
球根으로 심장마비 유도 56
ける男)
장) 英子(村川의 아내) 証券会社員(英子
英子가 村川를 독살
의 애인) 鎌田栄子(여종업원)
52 동경 139도선
岩井精太郎(대학교수) 登美子(아내) 吉良 登美子와 吉良의 불륜 吉良의 圧死
56
(東経139度線)
栄助(文部政務次官) 小川長次(과장보좌) 岩井와 小川의 공범 교통사고로 위장
53 산협의 온천마을(山 太田次郎(주인공) 小藤平太郎(력사소설 유산
①栄子와 京丸가 勇作 살 66
峡の湯村)
가) 梅田勇作(독자) 岡垣秀一(소설가지
해 ②栄子가 平太郎를 독
망) 梅田敏治(勇作의 아버지) 栄子(敏治
살과 水死, 실패로 끝남 平
의 후처) 京丸(浪曲師)
太郎 자살
54 의혹(疑惑)
鬼塚球磨子(이혼경력) 白河福太郎(남편) 불륜 보험금 목적 의심, 自動車로 바다에 뛰어듬 66
秋谷茂一(社会部 기자)
실은 福太郎의 계획 福太郎만이 익사

3 ．마 쓰모토 세이초

추리소설의 살인과 법의학

세이초는 법의학에 조예가 깊었던 작가이다. 흔히 “죽은 자들의 의사”7)로 알려진 법의학자 못지
않게 전문적인 법의학 지식을 지니고 살인사건의 ‘시체’를 다루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법의학에
관한 지식을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위생병으로 근무하면서 습득하였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세이초는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군대생활을 하였다. 그는 35세(1944년)에 징병으로 한국으로
건너와 용산에서 위생병으로 근무하다가 전라북도 정읍에 주둔한 부대에서 패전을 맞이하였다. 이
후 그는 이 시기 조선체험 및 군대체험을 소재로 여러 작품을 발표하였다.8) 특히 그는 이 기간
동안에 위생병으로 근무하며 인간의 시체를 다루는 법의학 지식에 눈을 뜨게 된다. 이때 ‘학습’을
시작한 그의 법의학 지식은 작품 속에서 살인, 검시, 해부로 이어지는 세밀한 장면 묘사에 적극적
으로 활용되기에 이른다.
7) 영국의 법의학자 리처드 세퍼드의 한국어 번역본 부제이다. 리처드 세퍼드 저/한진영 역(2019), 닥터 세
퍼드-죽은 자들의 의사, 갈라파고스, pp.1-461. 원제는 Unnatural Causes 이다.
8) 필자가 세이초의 한국 관련 작품 목록의 일환으로 정리하여 발표한 바가 있다. 김용의(2020),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淸張)의 한국 관련 작품 양상 및 특징｣ 일본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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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年経って、私は京城の兵営から出た。朝鮮の西海岸の防衛に当る新兵団が編成され、その中に繰り込まれたのだ
が、阪大教授だった大尉に連れられた、私はその師団の軍医部付になった。(中略)軍医部の構成は部長が少佐で、そ
の下に大尉一人、大阪の心斎橋で大きな薬屋をしている老薬剤中位が一人、あとは准尉一人、歯科医の軍曹一人、
伍長二人であった。兵隊は上等兵の私と、一等兵一人というあわれなもので、私は最後まで飯炊きや、食器洗い、
洗濯などの雑用に終始した。［｢半生の記｣ 松本清張全集34, 51쪽 ］。
ある日、午前中の診断が終って軍医が将校集会所に昼の会食に引きあげたあと、信治は診断机の上に一冊の本が
残っているのを見た。森田軍医が置き忘れたのである。信治が何げなく開いてみると、変死者の写真や図版がたく
さんあった。刃物で殺された者、考察された者、縊死した者、毒薬で死んだ者など、他殺や自殺の実例であった。
胸が悪くなるような死にざまばからだった。法医学の本であった。(中略)縊死についての自殺·他殺は、解剖だけで
は決定的な判断ができない。［｢遠い接近｣松本清張全集39, 169쪽 ］。
山岡刑事は、非番の日、腹這いになって本を読んでいた。しかし、雑誌ではなかった。捜査の参考にとも思って、
最近買った法医学の翻訳書だった。読んでみて利益にもなるし、面白かった。半分ぐらい読み進んで、｢死後推定時
間｣｣という項のところに入っていた。｢死後の発生ー死斑は死体の床に最も近い位置に発生する紫がかった変色であ
る。この変色は、血液が重力によってこの部分に集るからである。(中略)死後硬直の発生ー死体の筋肉の硬化であ
る。死後硬直は、筋肉組織内の化学変化によるものである。［｢誤差｣松本清張全集37, 545쪽］。
《相当の時間水中にあった死体は、識別も甚だしく困難である。容貌も、膨満してひどく歪んでいるため、他の識別
手段に訴えなくてはならないが、ひどくいたんでいても、指の皮膚がどうにか保存されていれば、指紋がとれる場
合もしばしばある。鋭利な刃物で指先から皮膚を切り取っておくと、指紋技師がこれを指に巻いて回転させて、か
な り は っ き り し た 指 紋 を 採 取 す る こ と が で き る 》 と 、 英 国 法 医 学 者 リ モ イ ン · ス ナ イ ダ - 博 士 が “H o m ic i de
Investigation”の中で述べているのを清水は思い出した。いかし、いま聞いた死体の腐爛状態だと、その方法が可能
かどうかは分らない。［｢巨人の磯｣ 松本清張全集56, 199쪽］。

AGRS( 死体処理班 )을 소재로 한

작품

前野留吉がその骨膜刀を手にもって、しゃがんでいた。腕のない、まるみのある黒人の胴体だけが彼の前に転がっ
ていた。皮膚の黒地のカンバスには赤い線が描かれている。彼の見つめた目には、翼をひろげた一羽の鷲が三つに
切り離され、裸体の下部は斜めにさかれて幻のようにうつっていた。が、彼のうしろにあつまってきた人間には、
彼のその尋常でない目つきがすぐにわかるはずがなかった。留吉は後ろの騒ぎも聞えぬげにふり返りもしなかっ
た。｢黒地の絵｣ 松本清張全集37, 200쪽］

だが明らかに、一部の人々は知っていた。高名な作家が、AGRSGを舞台とした作品を発表したこともあるが、その
内容はかならずしも正確ではない。いずれは、この仕事に参加したわたしたち三人のうちのだれかが、その正しい
姿を紹介しなくてはならないと感じていたのである。[埴原和郎, ｢あとがき｣ 骨を読む―ある人類学者の体験

,

1965, 180쪽］

1950년 7월 10일 흑인병 집단 탈주사건의 피해9) [발표 당일 PPT자료 활용]

그림 49
9) 加島巧(2012), ｢黒地の絵ーのダイナミズムー評伝松本清張：昭和33年｣ 長崎外大論叢16, 長崎外大,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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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끝내며

세이초는 식민지 조선에서 법의학 지식에 눈을 뜨게 되고, 이후 그는 법의학 지식을 그의 추리
소설에 적국적으로 도입한다. 더욱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그의 ‘조선’이라는 이문화 체험 기간은 이
후 그가 작가로 활동하기 위한 수련과정이기도 했다.

【 Abstract 】
The murder and forensic science of the Seichou ' s mystery novel
Kim Yongui(Chonnam

National University)

A writer of a mystery novel dealing with murder requires more than the same level of forensic
science knowledge. This is because when a murder case occurs, a series of processes leading to
autopsy and dissection are involved in order to resolve the case later. In his novels, Seicho
portrays the scenes that lead to murder, autopsy, and anatomy as detailed as a forensic expert.
Seicho's mystery novel is such that no works except for Murder. In the novel, the motives of
murder are infidelity, money, concealment, anger, resentment, revenge, success, etc. Most of them
are caused by human endless desires. Considering the weight and technique of murder in his
novels, his novel can be called “the aesthetics of murder”. In particular, the characters, motives for
murder, and methods of murder are closely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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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동일본대지진과 유 령담

형성의 의미

최가진 (전남대학교)

1. 3.11 동일본대지진과

그리프 케어(grief care)의 시도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이하, 3.11동일본대지진), 일본 사회 내에서 죽은
자들의 억울함과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을 호소하고 그 트라우마(Trauma)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리프 케어의 시도는 문학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진재문학을 둘러
싼 연구와 논의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물론 문학은 짜임새 있는 서사를 통해 매우 효과적
으로 3.11동일본대지진의 비극과 문제점을 전달해주지만 가공되어 표출되는 감정이라는 점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는 3.11동일본대지진에 의해 상실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직접 발화하는 구술체험담,
그중에서도 특히 3.11동일본대지진 이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령담을 비롯한 괴이(怪異)
체험담(이하, 유령담으로 약칭)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지진 이후, 피해자 혹은
그 지역 가까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영혼을 만나거나 느꼈다는
괴이 체험담이 회자되고 있다. 본고는 우다가와 게이스케(宇田川敬介)가 취재하여 엮은 진재 후
의 이상한 이야기 산리쿠의 괴담(震災後の不思議な話 三陸の怪談)(新潮社, 2020)을 텍스트로 하여
3.11동일본대지진을 경험한 후에 미야기 현(宮城縣)과 이와테 현(岩手縣)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령
담의 양상과 이러한 이야기들이 생성되는 의미를 그리프 케어라는 측면에서 고찰해보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2. 3.11 동일본대지진과

괴담집의 성립 및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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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1 동일본대지진과 유 령담의 의미
일본에서 잘 알려진 전승 유령담 중에 <아이 키우는 유령(子育て幽霊)> 이야기가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은 죽은 모친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밤마다 조청이나 사탕을 사러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아이에게 유령이 직접 젖을 먹이는 등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야기의 주
제가 죽어서도 아이를 돌보는 절절한 모정(母情)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처럼 모정과 관련된
유령담은 진재 후의 이상한 이야기에도 여섯 가지 사례가 실려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1>-｢신사의 아이들(神社の子供たち)｣
쓰나미 다음 날의 일. 고지대에 있는 신사로 도망간 사람들은 무사했다. 이 지구에 예전부터 살
던 사람이라면 지진이 일어나면 아무리 작은 쓰나미라도 이 신사로 도망가라는 오래된 전승을 알
고 있었지만, 새로운 주민이나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늘어난 탓인지 모인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
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치는 것이 늦은 사람들이 마음에 걸렸다.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주
위에 알리기 위해 신사 경내에 모닥불을 피우고 밤에도 불침번을 서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
그 저녁에 흠뻑 젖은 젊은 여성이 나타났다. “여기는 안전합니까?” 불침번을 선 사람은 여성을 불
앞으로 안내했고 여성들이 차와 음식을 내왔다. 그런데 “아이들이……따라오고 있어요.” 여성은 갑
자기 계단 쪽으로 뛰어갔다. 몇 명이 따라갔지만 여성이 너무 빨라 보이지 않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왔고 다음날 아침에 찾으러 가기로 했다. 그런데 깊은 밤, 좀 전의 여성이 젖먹이 아이와
세 살 정도 되는 아이를 데리고 계단을 올라와 불침번을 서고 있던 남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아이들의 유체가 가지런하게 놓여있었다. “아이들만이라도 구하고 싶었던 거
였구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두 아이와 젖먹이 아이가 쥐고 있던 부적을 정성껏 장례 치러주었
다.10)

상기의 <사례1은>은 미야기 현에서 있었던 일로, 저자인 우다가와(宇田川)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신사의 신관과 실제 체험자 중 한명이었던 할머니,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마을 주민
들에게 취재하여 정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례1>은 기존의 ‘아이 키우는 유령’ 이야기와는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자식들만이라도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 유령의 모정이 절실
하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3.11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죽음의 특징은
유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완전한 죽음이 아닌 행방불명의 형태가 많고, 그
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줄 수 없는 것이다. <사례1>은 피재지의 이러한 비극적인 실
제 상황을 청자에게 전해주는 동시에 살아남은 주민들이 아이들의 유체만이라도 장례를 치러주었
다고 끝맺음으로써 유령으로 나타난 모친의 슬픔을 위로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례2>는 미야기 현의 이시노마키(石巻)에서 있었던 일로 택시 기사가 태운 유령에 관한 체험
담이다.
10) 宇田川敬介(2000), 震災後の不思議な話 三陸の怪談, 新潮社, pp.112~116. 본고에서 소개하는 사례의 번
역 및 축약은 모두 필자에 의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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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택시의 유령(タクシーの幽霊)｣
쓰나미가 덮쳤던 이시노마키의 어느 지구에서 택시 운전사들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지진이 일어
난 후 얼마 안 있어 피재지를 보러 방문하는 사람들이 차츰 많아졌고,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공공교통기관은 완전하게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라 교통기관은 택시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떤 지구에 한정해서 그곳에서 손님을 태우면 이상한 사건이 잘 일어나기 때문
에 사람을 태우지 않게 되었다. 그 사건이란 승객 대부분이 쓰나미로 완전히 떠내려가 버려서 아무
도 살지 않는 장소를 행선지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아무 것도 없는 곳에 가는 겁니까?” 택
시운전사가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 좌석이 젖어 있고 희미하게 바다 냄새가 났다고
하는 운전사도 있었다.

운전사가 젊은 여성을 태웠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는 ‘택시 괴담’은 현대
에 잘 알려져 있는 도시 전설 중 하나이다. 메이지 시대에 운전사와 승객이 일대일로 마주하는 인
력거가 생긴 후에 ‘인력거 괴담’이 생겨났고, 이것이 현대에 다시 택시 괴담으로 변용됐다고 할 수
있다. <사례2> 또한 사라진 승객이라는 ‘택시 괴담’의 유형을 띠고 있다.
그런데 <사례2>가 일반적인 유형과 다른 점은 승객이 젊은 여성에 한정되지 않으며, 승객이 한
명이 아닌 두 명인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일반적인 ‘택시
괴담’이 허구의 도시 전설로서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 상관없이 회자되는 이야기인 것에 비해, 미
야기 현의 ‘택시 괴담’은 3.11동일본대지진이라는 실제 사건과 쓰나미에 의해 희생됐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유령 승객으로 등장하기 때문일 것이다. ‘젖어 있는 시트’나 ‘바다 냄새’, 행선지가 ‘쓰나
미 피해로 없어진 곳’이라는 공통점들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이처럼 <사례2>가 기존의
괴담을 수용하면서도 가장 큰 변용을 보여주는 부분은 기존의 ‘택시 괴담’ 속 유령이 운전사와 무
연(無緣)한 관계라는 것과 달리, 미야기 현의 사례는 괴이체험자와 유령이 같은 미야기 현의 주민
이라는 점, 즉 유연(有緣)한 관계라는 점이다.

4. 결론
oint
3.11동일본대지진 이후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령담은 이야기의 큰 틀은 기존의 전승
괴담과 비슷한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 단, 진재 후의 이상한 이야기에 수록된 이야기들은 3.11동
일본대지진이라는 실제로 일어난 명백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거대한 부흥담론 앞에서
잊혀가는 사자(死者)들에 대한 기록이자 유족들의 해소되지 못한 슬픔과 그리움, 살아남은 자들의
부채감, 같은 지역민이라는 유대감 등의 복잡한 감정들이 유령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
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처럼 3.11동일본대지진과 관련된 유령 체험이 발생하고, 이를 비
체험자에게 구술하고, 또 누군가는 그 체험담을 글로 기록하여 누군가는 이것을 읽는 일련의 모든
행위에 비극적 재난으로 인해 희생된 자들에 대한 진혼과 남은 자들의 상실감을 치유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이 3.11동일본대지진 유령담의 존재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원래 도호쿠 지역은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가 엮은 도노 모노가타리(遠野物語)(1910)로도
알 수 있듯이, 초자연적이고 불가사의한 전승이 많이 존재했던 곳이다. 또한 오가미사마(オガミ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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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나 이타코(イタコ)라 불리는 공수(口寄せ) 무녀가 민간신앙의 세계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곳
이기도 하다. 실제로 3.11동일본대지진으로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사람들은 무녀를 통해 망자와의
대화를 시도하며 이를 통해 위로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11) 요컨대 초현실적인 체험을 받아들이는
문화적 배경이 도호쿠 지방에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따라서 과학적 사고만이 중심이 되는 현대 사
회에서도 3.11동일본대지진과 관련된 유령담이 지역민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비교적 자연스럽게 수
용될 수 있지 않았을까.
향후 오쿠노 슈지(奥野修司)의 혼이라도 좋으니까 옆에 있어줘 3.11 이후 영체험을 듣다(魂で
もいいから、そばにいて 3.11後の霊体験を聞く),(新潮社, 2017)와, NHK에서 2013년 8월에 방영됐
던 <NHK 스페셜 시리즈 동일본 대지진 ｢고인과의 ‘재회’-피재지 세 번째 여름에｣>(NHKスペ
シャルシリーズ東日本大震災 ｢亡き人との“再会” ～被災地 三度目の夏に～｣)도 연구 시야에 넣어
3.11동일본대지진과 관련한 유령담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 Abstract 】
Aspects and meanings of ghost stories formed after the 2011 Great E ast
Japan Earth q uake
Choi, Gajin (Cho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ocus on ghosts and ghost stories that have started to be
created mainly among people who experienced the loss of family and friends due to the 2011Great
East Japan Earthquake, to explor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ghosts, and to examine the
meaning of such acts of experiencing, dictating, and recording monsters. Specifically, the study
will focus on two collections of stories about ghosts and mysterious experiences, and analyze
them, such as epic stories, types, and characteristics. Through these works, we would like to
clarify that ghost stories formed after the 20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play a role of repose
of the souls of the dead and of caring for the survivors.

11) 3.11동일본대지진으로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은 오가미사마를 통해 남편과 대화함으로써 위로받고 있으며,
어떤 때는 다른 유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집단 카운슬링’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奥野修司(2017), 魂でもいいから、そばにいて 3.11後の霊体験を聞く, 新潮社,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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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이주와 트랜 스

재미교포

내셔널리즘:

작가의 재일교포 이야기 파친코를 중심으로

주 혜 정 (전남대학교)

1. 서론
이 글은 재미교포 작가 이미진의 소설 파친코를 통해서 재미교포의 시각으로 본 재일교포를
한인 이주에 따른 정체성과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2017년 재미교포
이미진 작가가 재일교포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쓴 파친코(2018)가 번역 출간되었다. 파친코
는 미국에서 베스트10으로 선정되어 많은 찬사를 받았으며, 이에 따른 국내연구로서는 영문과 분
야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다.1)
이 글에서는 최근 재미교포들의 재일교포에 대한 시각과 해석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인이주의
범주에서 본다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 등은 비슷하게 경험을 했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재미
교포의 시선에서 나타나는 서양과 동양, 제국과 식민, 다민족과 단일민족 등의 구도를 통해서 고
찰하고자 한다.

2. 한인 이주민들의 마주하기 : 재미교포 이미진과 재일교포

1) 재일교포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
사회학자 존리(John Lie : 1959년생, 이제훈)2)는 자이니치(2019)에서 디아스포라 민족주의와
1) 강유진(2019),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교양연구,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손영희(2019),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계넘기: 이민진의 파친코를 중심으로｣, 미래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미래영어영문학회
이승연(2019), ｢생존을 위한 도박: 파친코를 통해 보는 자이니치의 삶｣, 아시아여성연구, 숙명여자대학
교 아시아여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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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식민 정체성을 중심으로 자이니치를 바라보았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일본인과 일본정부가 한민족을 상대로 보인 부인-물리적 구타부터 상
징적 폭력까지-을 과소평과를 해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해도 일본 사회가 재일교포 집단을 인정
하고 화해하는 수준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인종 차별 발언과 처우 빈도를 보여주는 체계적
데이터는 없지만, 현재 재일교포가 처한 상황이 재미교포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기 어
렵다. 인종비하 발언, 괴롭힘, 신체폭력은 양국에서 다 발생한다. 3)

2) 이미진 작가의 삶과 재일교포

이 작가는 7살 때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7년 데뷔작 '백만장
자를 위한 공짜식사(Free Food for Millionaires)'를 출간하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해 현재 영미권
에서 주요 베스트셀러 작가로 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다. 2017년 파친코는 뉴욕타임즈, USA투데
이, 영국BBC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애플 TV에서 8부작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그녀는 예일대학교 재학 중 우연히 재일동포 사이에서 생활했던 개신교 선
교사의 강연에 참석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그녀는 미국에서 성
장하면서 한국인을 경제적 지위가 향상된 소수민족으로만 생각해 왔으나 재일동포는 여전히 일본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아래층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작품의 모티브가 됐다. 이
작가는 일본계 미국인인 남편이 도쿄로 이직하게 된 후 4년간 일본에 머무르면서 다양한 계층의
재일동포들의 사랑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소설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
작했다.4)

3.

파친코에서 보는 재일교포의 정체성



1) 서양과 동양 : 파친코의 등장인물과 성경의 등장인물
재일작가의 이야기 속에서는 가부장제에 의한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자주 등장한다. 양석일의
피와 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괴물에 가까운 폭군으로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다. 또한 아버
지의 세대를 지나 자식의 세대의 이야기는 학교폭력으로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
하기 때문에 일본사회에서의 재일교포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폭력적인 이미지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특이하게 폭력이 부재하면서 소설 속에 등장이름이 성경속의 인물들의 이
름으로 사용한다.

2) 1963년 김종필 총리를 수행하면서 아버지는 주일대사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 후 모든 가족이 일본에서
거주하였다. 존리는 유년시절을 일본에서 보내다 초등학교 이후 하와이로 이민을 갔다.
3) 존리(2019), 자이니치, 소명출판, P.328
4) [LA중앙일보] 발행 2017/12/01 미주판 1면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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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파친코의 등장인물과 성경의 등장인물>

등장인물
소설 파친코 의 등장인물
이삭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의 2번째 족장.
아버지
백 이삭
노아 <창세기>에 나오는 대홍수 이야기의 주인공
노아
13세기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아들
모세 기원전
모자수
해방시킨 민족의 지도자
왕국 제3대 왕. 왕궁과 신전을 세우고 행정을 개혁 손자
솔로몬 이스라엘
솔로몬
하고 군비를 강화하는 이른바 ‘솔로몬의 영화’를 누렸다
성경의

<표2. 소설 파친코의 등장인물 관계도>
양진

훈
한수

선자
노아

이삭

요셉

모 자수

경희

유미
솔로몬

2) 제국과 식민 : 파친코의 등장인물들과 신체 장애
이미진은 재일교포의 문학들과 달리 연대기적 4대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1부에서는 조선에
서 선자가 건너오기까지와 오사카에 정착한 시기 1945년까지를 배경으로 전개해 나간다. 2부는
1945년 이후의 재일교포의 생활을 보여준다.
파친코에 등장하는 재일교포 남성들은 신체의 부자유스러움이나 병환으로 정상적은 가장으로
서의 모습이 아니다. 이러한 남성의 신체는 국가를 잃어버린 불안한 국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
편 남성들은 가장으로서의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어머니 선자를 중심으로 가
정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은 여성의 신체는 민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5)
5) 레이 초우, 정재서 역(2004), 원시적 열정, 이산
남성의 신체가 국가를 상징하는 정치적 신체의 표상이라면, 여성은 민족적 신체로서 표상되어 나타낸다. 따라
서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선자는 조선인의 문화전통을 이어가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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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훈
백이삭
고한수
노아

<표3. 파친코 등장인물의 남성 신체 >

신체
언청이, 절음발이
결핵, 고문죽음
유부남, 야쿠자
자살, 패싱

선자의 관점

후대(선자)에 대한 유전적 염려
임신한 선자를 아내로 맞이함,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죽게 됨
결혼할 수 없는 유부남. 온전한 가장이 될 수 없음
일본인으로서의 삶, 정체성의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을
선택

3) 다민족과 단일민족 : 직업의 선택
다민족의 사회 즉,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는 재미교포의 직업세계는 적어도 재일교포의 삶과 비교
를 한다면 이민국가 안에서는 보편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그려진다. 이에 반해 재일
교포의 직업세계는 일본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하여 평등한 기회는 어렵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선자의 손자인 솔로몬이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파친코를 이어받
게 되지만, 유학생활에서 만난 재미교포 피디는 솔로몬의 이러한 선택에 미국으로 돌아가 버린다.
등장인물
훈
한수
이삭
노아
모자수
솔로몬

<표4. 파친코 등장인물의 직업>
거주 지역

부산 영도
부산 / 오사카
평양 / 오사카
오사카 / 도쿄 / 나가노
오사카 / 요코하마
요코하마 / 미국 / 요코하마

직업

하숙
야쿠자
목사
와세다대, 파친코
파친코
파친코

존리에 의하면 재일교포는 일본에서 고통을 겪고 실패한 반면 재미교포는 미국에서 잘 살고 성
공했다는 생각에는 재고해야 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일과 재미를 일반화하는 작업은
위험한 일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경제면에서 일본에서 재일교포인 손정의나 롯데가 주요 재벌이
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이 정도의 재벌로 뽑을 만한 재미교포는 없다. 또한 문학을 예로서
는 재일교포들 중에 아쿠타가와상 수상자가 여럿 있지만, 퓰리처나 내셔널 북 어워드 등에 필적하
는 재미교포는 없다. 또한 학계에서조차 강상중은 재미교포 학자도 따라잡지 못할 명성을 누렸다.
그러나 사회측면에서는 주요 민족단체들이 쇠퇴하면서 민족 연대도 약해보이지만, 재미교포는 기
독교 교회와 한민족 단체가 훨씬 조직화되었다. 6)
6) 존리(2019), 앞의 책, pp.3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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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미진의 파친코는 재미교포에 의한 재일교포 이해를 위한 시도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소설은 4대에 걸친 연대기식으로 전개해 나간 소설이
다. 작가는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한인의 이주라는 프레임 안에서 그들의 삶을 트랜스 내셔널의
관점에서 그리고자 하였다.
이민국인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작가는 조국이나 일본의 재일교포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헤쳐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해 나간
다. 따라서 재일교포 문학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폭력이나 민족적 갈등과 사회적 차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작가는 소설 첫 구절에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라고 시작하면서, 역설적으로 조선을 떠나 일본에서 정착한 재일교포의
삶이 얼마나 국가와 민족에 영향을 받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진의 파친코와 같은 작품을
통하여 트랜스 내셔널한 한인 이주민들의 끊임없는 정체성 탐구는 재외교포들에 대한 이해와 연
구에서 더욱 확장되어 재외교포들 간의 상생적인 미래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 Abstract 】
Korean Residents and Trans N ationalism:

Based on the Korean-American writer 's "Pachinko "
Joo, Hyejeong (Choen-Nam

Univ.)

The Korean-American writer's "Pachinko" can be seen as an attempt by Korean-Americans to
understand Korean residents in Japan, which served as an opportunity to see our past and present
again. This novel is a four-generation chronicle of the novel. The writer wanted to paint their
lives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national within the frame of Korean migration, although the
historical background is different.
The author, who lives in the United States as an immigrant, tells the story of how they go
through their lives without revealing their dissatisfaction with social inequalities against their
country or ethnic Koreans in Japan. Therefore, no father's violence, ethnic conflict and social
discrimination in Korean-Japanese literature are seen. However, the author begins the first verse
of the novel,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and ironically shows how much the life of a
Korean-Japanese who left Joseon and settled in Japan has been influenced by the nation and the
people. Through works such as Lee Min-jin's "Pachinko," the constant search for the identity of
Korean immigrants in Trans National will be further expanded in understanding and research on
Korean residents, and we hope for a win-win future among Korean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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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전후 사상의 역사성과 중층성

서동주 (서울대학교)

1. 들어가며― ‘전후’일본의

우경화

2019년 세상을 고인이 된 가토 노리히로가 1995년에 발표한 ｢패전후론(敗戦後論)｣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여기서 가토는 ‘혁신파’와 ‘보수파’로 나뉘어 ‘하나’의 인격이 되지 못한 전후일본의 상
황을 문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런 분열이 마치 ‘지킬박사와 하이드’의 모습과 같다고 말한다. 그가
‘인격분열’을 거론한 이유는 어느 각료가 과거 전쟁에 대한 사죄 발언을 하면, 바로 같은 내각의
다른 각료가 앞선 사죄를 부인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가토는 그 이후로도 사
죄와 망언을 반복하는 전후일본의 인격분열과 대결을 계속했지만, 일본의 정치인을 통해 드러나는
‘인격분열’의 양상이 지난 20년 사이에 크게 달라졌다. 단적으로 망언하는 정치인의 수는 늘었지
만, 사죄의 역사를 고수하려는 정치인은 잘 보이지 않는다. 또 과거에는 망언을 하면 바로 사임하
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지켜지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인이 주변국에 대한 혐오의 감
정을 선동하는 일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해서도 수상의 직접 참
배에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정치인의 집단참배는 오히려 빈번해졌다. 이런 사정만 놓고 보면 현재
의 일본이 가토가 말한 ‘인격분열’에 시달리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 인격분열
이 있었다면 오늘날 그것은 망언의 인격이 사죄하는 인격을 제압하는 형태로 해소된 것처럼 보인
다. 달리 말하면 하이드가 지킬 박사에 굴복한 셈이 될까?
최근 과거 전쟁에 대해 사과를 회피하고 자국의 사망자 추모에 열중하는 정치인이 정치를 주도
하는 상황에 대해 ‘일본정치의 우경화’를 지적하는 논의가 뒤따르고 있다. 나카노 고이치(中野晃
一)는 전후일본의 경우 ‘평화주의인가, 재군비인가’와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
가들과의 화해를 지향하는가, 아니면 역사 다시쓰기 쪽을 지향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우경화’를
판별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대체로 2차 아베 내각이 들어선 2012년 말부터 이런 경향이 ‘가속
화’되었다고 지적한다.1) 주지하는 것처럼 이 시기 동안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한했던 ‘안보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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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정(2015)이 이루어졌고, 자민당의 새로운 헌법개정안(2018)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2019년 7월
한국 대법원이 전시기 징용공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아베 정부가 취한
‘수출제한’ 조치가 이런 정치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나왔음은 두말한 나위도 없다.

2. < 신 고질라 > (2 01 6 )의 문화정치 학
현행 ‘일본국헌법’을 둘러싼 논란은 흔히 정치적 문제로만 인식되기 쉽지만, ‘헌법’은 또한 전후
일본의 ‘폭력’을 둘러싼 상상력에 대해 일종의 ‘제약’으로 작용했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일본에서
‘헌법’의 문제는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문화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외부의
‘적’에 대해, 그것이 일본을 침략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자위대’가 대응하는 식의 표현이 지속적
으로 회피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1960년대 방영된 특수촬영물
<울트라맨> 시리즈를 들 수 있다. 시리즈는 우주에서 침입한 괴물을 지구인과 ‘울트라맨’이 함께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괴물을 물리치지 못하는 지구인은 누가 보아도 자위대의
비유임을 알 수 있지만, 이야기 안에서 지구인은 시종일관 ‘과학기동대’로 불린다. 설사 방어용이
라 하더라도 자위대와 무력사용을 직접 연결시키는 상상력은 폭력의 주체를 <울트라맨>의 경우
처럼 ‘제3자화’하는 방식으로 회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일본국헌법 9조’에 근거를 두
는 ‘평화주의’에 대한 ‘배려’는 눈에 띠게 약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변화는 안노 히데아키가 제작을 맡은 두 개의 영상물, 즉 〈에반겔리온〉
(1996)과 <신고질라>(2016) 속의 방어를 위한 ‘폭력’의 묘사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TV애
니메이션 <에반겔리온>의 제1화에는 제3도쿄시를 침공한 사도에 UN군이 대응하는 장면이 나온
다. UN군은 가용 가능한 모든 무력수단을 동원했지만 사도 격퇴에 실패하고 만다. 그리고 UN군
이 물러나자 ‘사도’ 출현을 대비해 비밀리에 만들어진 ‘에바’가 출격해 겨우 사도를 격퇴한다. 이후
시리즈의 이야기는 새로운 사도의 출현과 이에 맞서는 ‘에바’의 반격이라는 사건을 축으로 전개된
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UN군이 사도에 맞서는 <에반겔리온> 제1화 속의 장면은 <신고질라>에서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 고질라라는 ‘적’에 맞서는 주체는 UN군이 아니라 ‘자위
대’로 바뀌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신고질라> 속의 자위대는 <에반겔리온>에서의 UN군과 마찬가
지로 ‘적’의 격퇴에 실패한다. 하지만 <에반겔리온> 속의 UN군은 제1화 이후로 보이지 않는 반
면, <신고질라> 속의 자위대는 ‘고질라 동결작전(야시오리 작전)’을 직접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맡아 활약을 이어간다. 적어도 <신고질라>가 일본을 침공한 외부의 ‘적’을 격퇴하는 장면에서
‘UN’의 이름을 빌리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아베 수상은 영화 속
자위대의 활약에 고무된 듯 이 영화의 흥행에는 ‘자위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배경에 있다’2)는
발언을 내놓기도 하였다.
굳이 아베 수상의 ‘격찬’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신고질라>는 개봉 이후 ‘우익적’이라는 비판을
1) 나카노 고이치 저, 고대성 역 Reading Japan21 일본정치의 우경화, 제이앤씨, 2016, p.12.
2) 2016년9월12일 수상 관저에서 개최된 자위대고위간부와의 간친회 모두 발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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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그런데 이런 비판은 비단 영화가 표명하고 있는 ‘자위대 예찬’ 때문만은 아니었다. 영화
<신고질라>는 이른바 ‘전후평화주의’의 자장에서 벗어난 상상력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것은 특히 미일관계와 일본의 ‘안전’에 관한 영화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화 <신고질라>는
일본의 안전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전적으로 미국에게만 맡
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 그것은 미국이 고질라 퇴치를 위해 핵무
기를 투하하기 직전에 일본인의 힘으로 고질라 ‘동결’에 성공하는 결말에 함축되어 있다. 이 결말
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은 더 이상 ‘선의’의 수호자가 아니며, 따라서 일본인의 ‘안전’
은 일본인의 힘으로만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3) 초기 <울트라맨> 시리즈에서 ‘울트라맨
(미국)’이 지구인을 돕는 동기가 ‘조건 없는 선의’에 기초하고 있었다면, <신고질라>에서 비유 없
이 등장하는 미국은 철저히 ‘자국중심적’이다. 바꿔 말하면 <울트라맨>의 상상력이 미국의 선의를
절대적로 신뢰하는 구조라면, <신고질라>는 미국에 기대고 있지만 ‘선의’까지 기대할 수 없다는
자각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다.4)

3.

우경화와 ‘현상긍정’의 집단의식

그럼 사람들의 의식을 어떨까? 사람들의 의식도 ‘우경화’하고 있고 있을까? 정치인과 문화인의
사례만으로 ‘우경화’를 논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베를 선택한 것은 일본의
유권자이며, 자위대를 ‘영웅’처럼 그란 <신고질라>를 2016년 방화흥행순위 1위에 올려놓은 것도
일본인 관객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인의 집단의식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
아도 최근 10년 사이 일본인들 사이에 ‘일본’에 긍정적 감정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
그런데 여기서 짚어봐야 할 문제는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일본에 대한 자부심은 높아지고 있
는 시기에 일본사회의 ‘객관적’ 사정은 결코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내적으로 ‘장기불황’은 지
속되고 있었고, ‘저출산/고령화’(2010년부터 인구감소 시작), ‘지방소멸’, ‘격차확대’ 등이 심각한 사
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는
풍요와 안전으로 상징되는 ‘전후체제’의 종언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다. 일본사회의 상황은 지속적
으로 악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생활만족도와 일본에 대한 자부심은 높아지
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인식 간의 어긋남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후루이치 노리토시(古市憲寿) 같은 사회학자는 최근 젊은이들의 높은 행복감은 미래에 대한 가
능성을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꾸로 상당 부분 포기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라고
분석한다. 그의 분석의 전제는 인간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지
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반대로 고도성장기나 버
3) 大澤真幸 サブカルの想像力は資本主義を越えるか角川書店, 2018, pp.38-50 참조.
4)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佐藤健志 ゴジラとヤマトとぼくらの民主主義, 文藝春秋, 1992.
5) 예를 들어 NHK방송문화연구소가 197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본인의 의식’조사 가운데 ‘일본인의 자신감’
을 묻는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2010년 이후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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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경기 시기에 젊은이들의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설명된다는 것이다. 그 시기 젊은
이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 충분히 만족하
지 못했다는 얘기다.6) 특히 후루이치는 전후 일본젊은이들의 의식을 통시적으로 분석하면서 현재
의 자신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일종의 ‘자기충족적’ 현상은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결과로 물질적인 욕구가 거의 충족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때부터
젊은이들 사이에 더 큰 경제적 풍요를 위해 ‘노동’이나 ‘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연 자기 충족
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상긍정’ 심리가 1970년대 일본인의 ‘풍요의 실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후루이치의 분석은
현대의 ‘탈전후’ 움직임을 보다 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그는 현대의 ‘현상
긍정’의 심리가 1970년대 ‘자기충족적’ 심리에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청년담론’ 또한
그 형성의 기원을 추적하면 1970년대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다. 즉, 젊은이들은 행복에 대해 지극
히 개인주의적이라는 ‘청년담론’은 1970년대에 하나의 패턴으로 완성되어 현재까지도 젊은이에 대
한 지배적인 프레임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담론’에서 1970년대가 갖는 중요성을
거듭 상기시키고 있다.7)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1970년’은 전후일
본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간주되어 왔다. 예컨대 오사와 마사치는 1970년을 경계로 ‘전후민주주의’
가 ‘이상’으로 기능했던 시대가 저물고 ‘기호의 차이’가 중시되는 ‘허구’의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
다고 말했고, 요시미 슌야(吉見俊哉)는 1970년을 ‘포스트 전후체제’의 기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8)
이런 논의는 ‘우경화’, 즉 ‘전후탈각의 가속화’ 현상이 2차 아베 정권의 등장에 따른 정치적 변화에
국한될 수 없고,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간에 걸친 전후체제의 구조변동과 결부시켜 분석해야
하는 ‘과제’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4.

탈전후 사상의 기원

‘1970년’이라는 전환점을 생각할 때, 1972년 미시마 유키오의 죽음은 의미심장하다. 천황을 위해
자위대의 궐기를 주장한 것에서 보듯이 그는 자신의 죽음을 일본국헌법에 근거한 전후의 가치에
대한 부정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그의 이른바 ‘전후민주주의’에 대한 증오는 이미 죽음 이전부터
존재했다. 미시마는 자결 4개월 전 ‘전후 25년’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25년 전에 내가 증오한 것은 다소 모습은 변했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다.
살아남아 있을 뿐 아니라 놀라울 정도의 번식력으로 온 일본을 완전히 침투해 버렸다. 그것은 전
후민주주의와 거기에서 발생한 위선이라는 두려운 바이러스이다.9)
미시마의 ‘전후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은 ‘천황의 인간선언’과 ‘미일동맹’ 위에서 성립된 ‘전후일본’
6) 후루이치 노리토시 지음, 이언숙 옮김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민음사, 2015, pp.134-135.
7) 후루이치 노리토리, 앞의 책, p.137.
8)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오사마 마사치 저, 서동주 역 전후일본의 사상공간, 어문학사, 2010, 요시미 슌야
저, 최종길 역 포스트 전후사회어문학사, 2015.
9) 三島由紀夫、｢果たし得てゐない約束ー私の中の二十五年｣, サンケイ新聞, 19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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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사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달리 말하면 그들의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의미 부여가 곤란하
다는 점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전사자’들은 ‘현신인’으로 간주되었던 천황의 명령에 따라 미국을
상대로 싸우다 죽었기 때문이다. 미시마의 생각은 가토 노리히로가 언급한 ‘전후파’에 대한 ‘보수
파’의 강렬한 반발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 여기서 미시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질적 풍요
속에서 일본인들이 전사자에게 품었던 일종의 ‘꺼림칙한’ 감정마저 약해져 가는 전후일본의 상황
을 ‘전후민주주의’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증상에 빗대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시마는 ‘전후민주주의’의 공간에서 추모의 대상이 되지 못한 ‘전사자’를 통해 전후의 ‘위선’을 폭
로하려 했다.
미시마의 이러한 전후비판의 사상적 지향은 이미 196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그는 소설 ｢우
국｣(1961)에서 1936년에 일어난 ‘2.26 사건’을 배경으로 동료를 진압할 수 없어 죽음을 선택한 황
도파 장교의 자살을 통해 쇼와 천황에 대한 반감을 표현했고 , ｢영령의 소리｣(1966)라는 작품에서
는 전후라는 공동체에 안착하지 못한 전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소비사회의 향락에 들떠 있는 전후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 사상사의 맥락에서 보자면 미시마의 이런 탈전후의 주장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런 경향은 이미 ‘안보투쟁’ 직후부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후
최대의 반정부· 반미 대중운동인 1960년 안보투쟁을 사상적으로 총괄하는 과정에서 전후민주주의
비판론이 대두했다. 그런 점에서 안보투쟁은 반전과 평화라는 전후적 가치에 근거한 국민적 차원
의 운동이면서 동시에 ‘전후평화주의’와 ‘전후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radical) 회의를 동시에 낳은
사상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투쟁의 사상적 여파를 생각할 때, 이 시기 에토 준의 행보를 간과할 수 없다. 그는 ‘젊은 일
본의 모임’의 일원으로 안보투쟁에 참여해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안보투쟁이 종결되자 자
신도 그 일원이었던 ‘전후파지식인’을 향해 날선 비판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에토가 안보투쟁 직후
에 발표한 ｢‘전후’지식인의 파산｣(1960)은 그의 이런 ‘전향’을 알리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에토 준은 이후 전후일본을 대표하는 보수파 지식인으로 활약하며 현대 보수주의자들에게 큰 영
향을 주었다. 그는 ‘대미자립’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한편, 검열연구를 통해 헌법이 미국의 ‘강요’
속에서 성립되었다 ‘강요된 헌법론’을 정치적 의제로 부상시켰고,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문화의 핵
심에 존재한다는 그만의 고유한 일본문화론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
럼, 에토 준의 보수담론은 오늘날 아베 총리를 비롯해 우경화된 보수정치인의 입을 통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에토 준이라는 사례는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전후탈각의 사상운동이 현대의 보수
담론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라는 과제를 제기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탈각의 사상사는 역사적
연구이면서 동시에 현대적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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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historical and layered aspect of post-war thought
in contemporary Japan
Seo, Dongju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discussions pointing to the “right wing of Japanese politics” have become popular. So
what about people's consciousness? It would not be enough to discuss the "right wing" of
Japanese society with the case of a politician alone. This is because the Abe government that led
the “right wing of Japanese politics” was also the result of the Japanese voters' choice. In fact,
the results of public opinion polls show that over the past decade, Japanese people have increased
their positive feelings toward “Japan”. A sociologist says that this affirmation of the present is
rooted in the Japanese's "realization of abundance" in the 1970s. According to him, he calls for a
look at the “post-war” movement of contemporary Japan in a longer historical context. In the end,
this discussion cannot be limited to the political changes resulting from the emergence of the
second Abe regime (2012), and it must be analyzed in conjunction with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post-war system that began in the 1970s and continues to this day. It reminds us that it is a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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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 교협회 장정의

변화와 협회의 성격

강경구 (동의대학교)

1. 서론
중국불교협회장정[이하 장정]은 1953년 제정 이후 2019년 개정 초안을 내기까지 8차의 개정을
거치면서 중국불교의 전체 방향을 이끄는 강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중 1953년 제정
본, 1957년 개정본은 현재 일부 내용만 파악되며 완전한 문건의 방식으로 자료가 확보되는 것은
1980년 개정본 이후가 된다. 1980년 개정안 이후 5차례에 걸쳐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19년 개정
안이 제출된 상태에 있지만 아직 심의중에 있어 그 구체적 내용이 공표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실제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정은 1980년, 1987년, 1993년, 2002년, 2010년, 2015년의 6종 개정본이 된
다. 본고에서는 장정의 현재형과 그 역사적 변화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중국 사회와 정치권
의 변화요구에 어떻게 호응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장정의

형식 변화와 제도화의 길

장정은 2002년을 기준으로 17개 조문에서 44개 조문으로 늘어나면서 질적 변화를 함께 한다.
1980, 1987, 1993의 세 장정에 설치되어 있던 기본조항들은 불교협회가 종교단체로서의 역할을 어
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었다면 2002년을 기준으로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은 대부분 사회단체가 법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법률적 관리감독에 관련된 규정들이
다. 그것은 불교협회가 공식 법인으로서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의
장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국무원령 조례와 민정부의 기본형식을 충실하게 준용하였기 때문에 이
전의 장정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 다만 2002년 장정에서는 위 기본형식 중 제2장 업무
범위를 제1장 총칙에 함께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종지와 임무의 친연성이 크다는 자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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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제3장 회원에 관한 장은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불교협회가
모든 불교도를 아우르는 연합조직으로서 모든 불교단체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회원의 입회
에 대한 장과 조문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은 1953년 장정 제정 시기부터
적용된 일관된 원칙으로서 제정 당시 자오푸추(赵朴初)는 리웨이한(李维汉) 통전부장에게 이와 관
련된 보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바 있다.
중국불교협회는 전국 각지 불교도가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의 불교 사부대중 가운데
에서의 역할은 전면적이고 보편적이라야 하며 불교 사부대중이 명목과 권리와 의무에 구분이 있어
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정의 초안에 회원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2년 장
정의 제3장 자산관리 및 사용원칙을 밝힌 추가 조문들은 조례의 감독관리 관련 5개 조문[제5장, 제
27조∼제31조]을 적용한 것이다.

2002년을 기준으로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은 대부분 사회단체가 법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법률적 관리감독에 관련된 규정들이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대응관계가 발
견된다.
불교협회장정(2002)
제3장 자산관리 및 사용원칙
제30조: 경비수입의 출처
제31조: 재무결산 및 예산보고
제32조: 국가재무제도 집행
제33조: 국가자산관리제도,재무심사
제34조: 대표교체시 재무심사
제35조: 자산의 사적 사용금지
제36조: 직원의 임금 및 보험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1998)
제5장 감독관리

제29조: 자산 출처 합법성
제30조: 자산 출처는 회계심사기관의 감독
제31조: 재무관리상황 연도별 보고
제30조: 국가규정의 재무관리제도 집행
제30조: 회계심사기관의 감독
제30조: 대표교체시 재무심사
제29조: 자산의 사적 사용금지
제29조: 직원의 임금 및 복지

다음으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한 제5장의 추가된 조문들은 관리조례의 등기변경 및 등기말소를
규정한 7개 조문[제4장, 제20조∼제26조]을 적용한 것이다. 시간적 장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불교협
회에 해산절차와 관련된 조문이 들어온 것은 철저하게 조례와 기본문형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2년의 형식은 2010년, 2015년에도 크게 달라지는 일 없이 적용된다. 모두 1998
년의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의 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리조례는 2016년에 상
당한 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2019년 개정되어 의견수렴절차를 밟고 있는 새로운 장정은 이 조례
의 변경내용을 십분 수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3. 장정

종지의 변화와 애국･종교의 실천

불교계를 대표하는 애국조직으로서 불교협회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종지를 설정하
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 그것을 조절하여왔다. 두 측면이란 불교계를 대표하는 측면과 애국을 실천
- 110 -

하는 측면이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측면에서 신앙자유정책 등의 조문이 세워지고, 애국을 실천하
는 측면에서 사회주의현대화건설과 조국통일 등의 조문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 중간, 불교와 애국
의 경계를 구분하기 힘든 복합적 조문들이 추가, 혹은 삭제되어왔다. 그 대체적인 추세를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1953
1957
1980
1987
1993
2002
2010
2015

제1종지

조국수호, 세계평화
종교신앙자유
종교신앙자유
종교신앙자유
종교신앙자유
종교신앙자유
애국애교
애국애교

제2종지

종교신앙자유
조국수호, 세계평화
불교우량전통
인간불교사상
불교도권익
불교도권익
공산당, 사회주의 옹호
공산당, 사회주의 옹호

제3종지

불교우량전통
불교우량전통
사회주의현대화
불교우량전통
불교교리, 불교사업
불교교리, 불교사업
불교교리
중국특색사회주의

기타종지

통일, 세계평화
사회주의건설
불교우량전통외
불교우량전통외
불교우량전통 외
우량전통 외

종지의 순서와 중요성이 비례한다고 볼 때, 중국불교협회는 애국단체[1953]→종교단체[1957∼
2002]→사회주의 애국단체[2010∼2015]로 스스로의 성격규정에 있어서의 무게중심을 바꿔왔다고
이해된다. 이 도표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1953년 최초 장정에서부터 주된 종지로 제시
되어온 ‘종교신앙의 자유’라는 조항이 2010년에 삭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조항은 1953년 제정본
에 종지로 설정된 후, 1957년 개정본에서부터 시종일관 제1의 종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2010
년 개정본에서 삭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래 종교신앙의 자유는 헌법 3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 그런데 헌법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종교신앙을 보장한
다기보다는 종교적 실천을 제한하는 항목들의 나열에 가깝다. 종교행위를 통한 사회질서 파괴, 공
민의 신체건강 위협, 국가교육제도 방해, 외국세력의 지배 등을 배제한다는 명문화된 조문들이 그
것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의 이 조문은 종교신앙의 자유와 종교불신앙의 자유를 병렬배치함으로써
종교적 실천을 종교와 개인의 울타리 안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것은 보편적 의미의 종교자유가 아
니다. 대한민국헌법의 종교자유조문을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기본조항에 붙
는 단서조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보편적 원칙의 제시일 뿐
어떠한 제한사항도 부가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중국헌법에서 말하는 종교신앙의 자유와 보
편적 종교의 자유는 같은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공산당과 중국정부의 입장도 그렇다.
문제는 종교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달라야 할 이론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
들을 고려하여 종교신앙자유정책은 논의가 중단되었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가 된 것으로 보인
다. 장정에 종교신앙자유정책의 조문이 삭제된 것은 이러한 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다만 그 이후의 시기에 해당하는 2016년 샤먼시 불교협회장정의 개정본을 보면 여전히 종교신앙
자유정책의 조문이 제1의 종지로 남아 있다. 지방불교협회에서 장정제정에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
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이것이 당의 공식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것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떠한 보고에도 그 삭제 이유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 시기
종지 부분의 개정이 ‘불교도의 단결과 영도’, ‘인간불교사상 실천’, ‘종교화목, 민족단결, 사회화해’
- 111 -

2020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인문학의 현대적 재편

등과 같이 단결과 화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면, 중국불교협회가 불교단체로서가 아니라
불교를 통한 사회적 공헌의 주체로서 자신의 성격을 규정한 것과 관련되어 있겠다는 추측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2010년 장정의 제1종지와 제2종지에 애국애교와 공산당 옹호, 사회주의 옹호의 조문이
자리잡게 되고, 2015년에는 여기에 더해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길을 굳건하게 걷는다.’는 조문이 자
리잡게 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래 2010년 직전의 장정[2002]에도 국가사랑, 종교사랑의
기치를 높이 든다는 구절이 강조되어 표현되어 있었고, 사회주의 문명건설에 적극 참가한다는 구
절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문명건설과 공산당영도의 옹호 및 사회주의 제도
의 수호는 차원이 다르다. 사회주의사회 내의 사회적 일원으로서 문명건설에 협조적 참여자의 입
장에서 공산당과 사회주의의 주체적 수호자가 되겠다는 선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중국특색사회
주의의 길을 굳건하게 걷는다’는 조문의 추가 설치는 더욱더 그렇다. 중국불교협회는 공산당과 사
회주의의 협조자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실천주체로서 스스로의 입장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앞에서 살펴보았던 인민정부의 종교신앙자유정책 관철에 ‘협조’한다
는 조문이 사라진 것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변화의지는 2010부터 종지의 총론
자리를 차지한 애국애교(爱国爱教)라는 표현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애국이 애교[불교사랑]에 우선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15년 개정본에서 새로 복원된 불교도의 합법권익 보호라는 조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교협회가 불교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를 자처하던 시기인 2002년에 이것은 불교의 우량한
전통의 앞을 차지한 상위조문이었다. 이것이 2010년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된 것이다. 원래 불교도
의 합법권익 보호라는 말은 상반된 의미를 담고 있는 양가적인 어휘이다. 불교도의 권익이 다양한
방식의 정치폭력에 침탈되었던 문혁시기의 상황에 대한 반성과 교정에 전력을 기울였던 덩샤오핑
의 개혁개방 초기에 그것은 불교도의 권익보호 내지 권익회복 쪽에 방점이 찍혀진 말이었다. 그런
데 1989년 전면 민주화를 요구하는 천안문 사건 이후 이 말에는 불교의 발전을 당의 통제범위 내
로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기게 된다.

4. 장정의 임무

증가와 역할의 변화

장정의 임무는 계속 증가해왔다. 그 전체적 상황을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80년대는
불교가 문화대혁명의 충격에서 벗어나 그 종교적 기반을 재건하던 시기에 해당한다. 불교협회의
임무 또한 이러한 불교재건을 지도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제반 종교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어 있다.
1980→1987 개정안의 변화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불교도 단결(1980)→민족불교도
단결(1987)로의 변화가 보이는데 이것은 종지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통일전선사업의 큰
숙제로 남아있던 티베트와의 완전한 결합을 위해 불교협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
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사원의 관리, 출가, 수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출가대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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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 삼보계법을 전수함으로써 삼보를 유지하고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자 한다’는 의지의 표현
이다. 다음으로 제3항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문구가 추가되었는데 불교에 모여드는 시주금에 대
한 사회의 도덕적 요구를 고려하고, 자선의 임의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자선에 있어서
종교가 갖는 유리한 측면들, 예컨대 자선의 빈도, 잠재력, 안정성, 현장 밀착성 등을 최대한 활용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홍콩, 마카오, 타이완 및 해외 화교 불교도
와의 연계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홍콩과 마카오를 해외교류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였다는
점, 반환을 10여 년 앞두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중요한 임무로 설정된 것이다. 또한 이 시기 타이
완과의 교류가 불교의 성지순례 등의 차원에서 활성화되고 있었으므로 불교협회가 이 교류확대의
임무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1993년 장정과 2002년 정정에는 불교협회가 중국불교의 발전과 수호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한
흔적이 역력히 발견된다. 이 시기의 장정(1993)은 전체 7항으로 설정된 임무 중 애국주의, 사회주
의, 법률법규 등에 대한 학습을 내용으로 한 제2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이 불교발전에 대한 지원
및 지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1항 ‘불교계의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와 반영 및 건의’와 같이
불교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임무를 자임하기까지 하였다. 그야말로 불교협회가 불교계의 명실상부
한 대표이자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겠다는 선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시기 새롭게 제시된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교육에 대해서는 시대적 특징과 연계하여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개혁개방이 심화되면서 민족적 구심력과 사회주의에 대한 수호의지
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중앙선전부에서는 애국주의 실천지침을 발표하여 애국주의교육
의 실천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도 애국주의 실천 요강의 학습과 그에 관련된 교육
계획의 수립, 자료진열관, 불교시설의 애국주의 기지화가 추진되었다. 나아가 불교교육의 현장에서
는 교재편찬, 근대사, 국가상황의 교육 외에 불교사, 문화수업, 정치수업에 애국주의 내용이 강화
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1993년 장정 제3항에는 자기건설과 관리, 계율의 수지, 수행기풍 확립, 신도단체 조직 등의 조항
이 신설되었다. 확고한 불교재건의지의 표출에 해당한다. 이 중 자기건설에는 승려의 신분 및 생
활보장, 교육보장, 재가신도의 불교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되고 자기관리에는 사원민주관리가
포함된다. 그 밖에 사부대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갈마제도, 제도화, 총림청규와 같은 규장제도 설
립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 장정의 제5항에는 불교특색의 자영사업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자
영사업은 서비스 사업 등을 통해 불교사원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중 불교
적 서비스, 불교용품 판매업이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 있었으며, 그밖에 여행업, 사찰음식,
차, 숙박, 장례업, 농업, 기금회, 판매업, 양초공장, 부동산, 투자 등의 사업이 시도되고 있었다. 다
만 규모나 관리시스템, 인재의 측면에서 취약함이 노출되는 상황에 있었고, 불교문화를 사업의 근
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무를 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하여 ‘불교특색의 자영산업’이라는 제
한과 장려의 의미가 함께 담긴 조문이 제시된 것이다.
2002년 장정은 대체적으로 불교의 정상화를 지향하는 임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1993
년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 시기 장정의 제3항에 각 불교단체는 불교협회
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할 의무를 갖는다는 조문이 명문화되었다는 점이다. 불교협회와 제반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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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 사이에는 상당한 수준의 강제성, 구속성을 갖는 상하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강제성, 구속
성을 담보하는 것은 불교협회가 국가종교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들을 실천
하는 수권기관으로서 각종 판법과 규장, 세칙의 시행주체이자 해석권의 전유자이기 때문이다. 예
컨대 ｢한전불교관리판법｣에서는 각 사원은 불교협회의 지도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밖에
불교직책의 임면권, 성직 자격의 인정과 취소의 권한과 감독권을 갖는다.
2010년대가 되면 불교협회의 종교단체적 성격이 두드러졌던 직전의 장정과 달리 애국단체적 성
격이 강화된다. 제1항의 자리에 불교도 단결, 법률법규와 국가정책을 준수하도록 인도한다는 조문
이 자리잡게 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원래 2010년 개정의 주제는 법제화, 규범화에 있었고, ｢종교
사무조례｣와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가 모든 것에 우선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한편 2010년 장정 제3항에는 신앙건설, 도풍건설, 제도건설, 인재건설, 조직건설의 소위 5대건설
이라 불리는 임무가 신설되었다. 이것은 자오푸추가 시종일관 강력하게 주장하던 것이었고, 그중
인재건설은 핵심 중의 핵심이 된다. 여기에서 신앙건설은 시장경제의 영향으로 승단이 불교를 돈
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경향에 대항하여 종교 본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도풍건설은 비승비속
의 생활을 하는 승려들에게 전통적인 생활규범, 예컨대 조석예불, 공양의식, 참선염불을 여법하게
실천하자는 운동이다. 인재건설은 불교도량의 재건과 건설을 위한 관건적 요소로 꼽히며 사원관리
를 하는 일반인재와 불학원 학습을 거쳐 전문적으로 불법을 홍포하는 전문인재로 나뉜다. 여기에
서 말하는 일반인재는 전통적으로는 말하는 사판승에 가깝고, 전문인재는 이판승에 가깝다. 제도
건설은 승려들의 집체생활을 회복하고, 재산의 집체소유, 집체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조직건설 역시 승려들의 화합하는 조직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5대건설은 순수한
불교재건운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상 그 기조에는 사회주의에의 적극적 적응을 토대로 해야 한
다는 원칙이 관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풍의 건설은 건강한 수행풍토의 건설
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대회의 정신에 대한 학습, 국가상황의 학습, 법률법규의 학습, 법
제관념의 학습, 법에 의한 사원관리, 법에 의한 종교활동, 사회주의적 인격의 수립을 우선적 내용
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장정(2015)은 불교협회가 불교의 대표로서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을 자임하던 1993년, 2002
년은 물론 직전 장정인 2010년 장정과 비교해도 애국단체적 성격이 일층 강화되었다. 그중 제3항
에 3대어계 불교교류의 조문이 추가되었는데 이 역시 애국단체적 성격 강화의 일환에 해당한다. 3
대어계 불교는 상호 공유하기 어려운 대립적 발전경로를 거쳐 형성된 것이다. 특히 남전불교에 해
당하는 팔리어계 불교와 한전･장전불교 등의 대승불교권 간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장정에서는 인간불교의 기치하에 3대어계 불교간의 설법교류회를 개최하여 상호교
류를 촉진하겠다는 임무를 수립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3대어계 불교의 교류를 명시한 임무에는
종교적 목적보다 정치적 목적이 우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내적 단결과 외
적 확산의 길을 두루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산당과 정부에게는 매력있는 실천영역이 아닐
수 없다. 국가종교국의 장젠융(蒋坚永)은 이 설법교류가 중국의 불교계를 사회주의사회에 적응하
도록 인도하는 길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3대어계 불교의 교류 역시 인간불교를 표
방하면서 사회주의사회에 적극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실천방안의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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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3대어계 불교의 교류는 또한 타이완, 홍콩, 마카오와의 교류를 일층 촉진하는 일이기
도 하다. 3대어계 불교교류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한전불교의 전통을 공유하는 이들 지역과의 교류
는 더욱 쉽고도 필연적인 일에 속하기 때문이다.

【 Abstract 】
A Study of changes in the Constitution of the Buddhist association of
china & the nature of the association Buddhist association
Kang, Kyongkoo(Dongeui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the changing patterns and meanings of Constitution of the Buddhist
association of china. To this end, the form, ending, and changing patterns of missions and their
meaning were considered. In Chapter 2 looked at the change in the form of The Constitution. It
has changed in the direction of normization. The biggest change in format was the 2002
amendment. In Chapter 3, the patterns of change in the ending of the Constitution were
considered. The Constitution has repeatedly changed the focus on the aspect of representing the
Buddhist world or the aspect of practicing patriotism. In Chapter 4 considered changes in the
mission of the Constitution. If we look at it as a whole In the 1980s, The Constitution was
primarily focused on supporting the reconstruction of Buddhist world. In 1993 and 2002, the
Constitution mainly focused on task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Buddhism and the protection of
faith. In 2010 and 2015, as the character of a patriotic organization was particularly strengthened.
Even if the missions seem to be oriented towards the development of Buddhism, it is confirmed
that in the end, compliance with the state policy and system is the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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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 규장제도와 시진 핑 시기 ‘법 치 ’와의 관계

박 노종(부산대학교)

1. 서론
도교의 ‘청규’로 불리는 계율은 1949년 이후 ‘규장제도’로 바뀌어 도교의 법규로 영향력을 지니
게 된다. 도교의 규장은 기본적으로 국법인 헌법의 내용을 위배하지 않고 국가의 권력에 종교가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된다.
실제 중국의 종교관련 법안은 독립적인 법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법률인
헌법의 조문에 언급된 하나의 조문이 기본적인 모법이 되고 있다.1) 정부가 신앙활동을 공인하는
모든 종교단체라면 예외 없이 국가가 정하는 준법적 기준의 적용 범위를 위반할 수는 없다.
도교계 역시 1982년 도교협회의 주도 아래 도교계 명의로 ｢道教界爱国爱教公约｣(1982)을 제정하
여 종교가 정치에 협력하는 서약을 발표하는 등2) 정부의 종교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개혁개
방 이후 중국의 종교정책의 특징은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 종교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그 목적
으로 한다는 점이다. 1982年 关于我国社会主义时期宗教问题的基本观点和基本政策(“中央19号文
件”)의 문건이 발효 되는데, 이는 같은 해 반포된 현행 헌법의 종교신앙의 자유와 선거권에 대한
조항을 준수하는 원리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1991년에 중국공산당의 명의로 발표된 关于进
一步做好宗教工作若干问题的通知“(中央6号文件”)는 법에 따른 종교사무의 관리와 처리를 명시함
으로써 종교문제에 대한 법리적 해결이 관행으로 자리잡는다. 이후 파룬공사태, 바티칸수교문제,
가정교회의 폭증, 무슬림과의 충돌, 티베트 승려들의 항거 등 점차 종교문제가 복잡하고 첨예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게 되자, 종교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국무원명
의로 2004년 宗教事务条例를 국무원이 반포된다. 이는 중국 수립 이후 처음 마련된 큰 틀에서
종교사무와 관리에 대한 행정 법규라 할 수 있다.
1) 学诚, ｢国法与教规关系的宗教考量｣
2) 林永峰, ｢国法与道教教规关系浅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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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차 당대회이후 시진핑시기 국가운영전략의 기본적인 슬로건은 ‘法治’라 할 수 있
다.3) 2014년 중국공산당 14차 4중전회에서 “依法治国”가 국가 전략의 주제로 등장하면서 종교분야
에서도 법치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4) 특히 이같은 법치의 기조가 2015년 종교공
작자회의를 기점으로 종교분야에서 “종교중국화”란 어젠다가 발굴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
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제도장치가 새롭게 조성되었다. 그리고 2015년을 기점으로 도교계와 관
련된 각종 법규들은 전체적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시진핑시대 ‘법치’의 구호에 따른 도교계의 법
안 정비 활동으로 볼 수 있다. 5대종교단체 모두 예외없이 ‘법치’에 따른 조직적인 정비가 종교정
책의 핵심적 사안이 되었다.5) 도교계 역시 이런 조치에 따라 관련 규장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
고 법안을 새로 발의하고 기존법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갈수록 종교 관련 범주와 사안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한 종교 관련 법안 또한 새롭
게 등장하고 있다. 2017년3월15일에는 제12차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民法总则이 통과
되고 그해 10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8월26일에는 국무원령으로 새롭게 수정된 宗教事务条例
공포되어 2018년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정 조례는 종교사무와 관리영역에 있어 법적 장치를
더욱 구체화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재에는 각 5대 종교단체
별로 ‘종교중국화’를 모토로 한 ｢5개년계획강요｣가 마련되어 실행되고 있다.
도교계는 기본적으로 규장제도에 의거하여 모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이를 준칙으로 삼고 있
다. 도교 규장의 특징적인 부분은 도교의 역사에서 구축된 각종 전통적 계율을 근거로 오늘날 도
교의 제도적 장치로 끌어와 각종 의식과 행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준법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교의 계율이 곧 제도가 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교 특유의 규장제도는 현재 도교계의 취약한 종교적 기반과 퇴행적 양태를 통해 더욱
잘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곧 도교계가 돌파해야 하는 규범적 체계의 확립, 현대성과 세계성의 확
립, 상업화 억제와 사회적 역할의 향상이 규장제도 속에 녹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도 제도
적 장치의 확립과 종교적 기능의 보장이란 도교와 정치 권력의 상호관계 속에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2. 도교 규장제도의 연원과

발전

현재 중국도교협회 사이트의 규장제도란에 실려 있는 관련 법규는 ｢종교사무조례｣, ｢장정｣을 비
롯해 19종이 있다.6) ｢종교사무조례｣, ｢협회장정｣를 비롯해 각 사안에 따른 각종 규칙이 법적 기준
이 되고 있다. 도교의 규장제도에 있어 관리제도의 중심에는 협회장정이다. 협회 장정은 중국도교
협회의 발족에서부터 주기적인 전국대표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중국종교계와 도교계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을 조문 수정이나 증설을 통해 수렴하여 장정의 실제 효력을 강화하고 있다.7)
3) 卡哈尔·吐尔迪, ｢全面依法治国视域下 宗教工作法治化路径探析｣
4) ｢“国法与教规关系”研讨会在京举行｣ 2015년7월 16-17일
5) 冯玉军, ｢宗教中国化与新时代法治建设｣
6) http://www.taoist.org.cn/getDjzsByC2Action.do?c2=gzz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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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종교사무조례가 종교관리를 위한 구체적 법안 구실을 하고 있다.8) 그밖의 각종 민법
과 자선법 등 관련 법안이 종교업무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판결한다.9) 최근 만들어진 종교관련 주
요 법안들로는 ｢宗教团体管理办法｣(2020), ｢《宗教活动场所法人章程示范文本》的通知｣(2019), ｢关
于宗教界积极参与反邪教工作的倡议书｣(2017)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을 통해 일련의 종교계에 대한
통제의 긴급한 현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도교의 규장은 기본적으로 도교의 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도교 계율의 발전 과정
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도교의 계율은 도교에 발전에 따라 변화가 생기면서 계율의 체계 또
한 복잡해진다. 계율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면 도교가 탄생한 동한 말 태평도와 오두미도의 초기
경전인 太平經, 老子想爾注 등에는 권계(劝诫), 도계(道诫)의 형식으로 기본적인 규범이 기록
되어 있다. 위진남북조시기에 이르면 불교의 계율과 황로사상, 유가사상을 흡수하여 북위 구겸지
(寇謙之) 雲中音誦新科之誡 및 남조 송의 육수정(陸修静) 陸先生道門科略에 계율에 대한 내용
이 대거 새롭게 언급되어 있다. 당송대 접어들면 도학에 정통한 인사들이 계율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편찬작업을 진행하여 당의 장만복(張萬福)의 傳授三洞經戒法箓略說에 계율관련 60종의
항목이 실려 있고, 송의 장군방(張君房)의 雲笈七籤에는 계부 3권이 편성되어 있다. 원대에는 전
진, 정일 양대 파로 흡수되면서 종파의 특성 따라 계율이 정밀하게 적용되었다. 전진파에서는 구
처기(邱處機)에 의해 龍門 律宗으로 발전하였고, 왕상월(王常月)에 조사에 와서는 비전으로 전수되
는 계율을 공개적인 “삼단대계(三壇大戒)”를 전수하였는데 벽원단경碧苑壇經에서 계율의 한층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현존하는 도교의 계율은 대부분 正統道藏, 萬曆續道藏, 道藏輯要 등
의 총서에 수록되어 있다. 三洞衆戒文, 太上老君戒經 삼귀(三皈)인 道, 經, 師와 오계(五戒)인
戒殺, 盜, 淫, 妄語, 酒를 언급하고 있다. 정일파는 受持八戒齋文, 道德尊經想爾戒의 九戒, 道
德尊經戒의 二十七戒, 老君說一百八十戒 등을 추종한다. 전진파는 虚皇天尊初真十戒文, 中极
上清洞眞智慧觀身大戒經, 三壇圓满天仙大戒 등이 기재된 “初眞戒”, “中极戒”, “天仙戒”의 3대계
율을 추종한다.
현대시기의 도교의 계율은 1980년 접어들면서 도교의 새로운 정비와 맞물려 실정법에 준거하고,
도덕과 윤리적 측면에서 정부의 종교정책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 중요성과 의미가 부각되었다.
계율을 통한 도교계의 정비라는 목적과 계율을 통한 도교의 발전과 도풍의 진작이라는 자체의 과
제가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도교계와 전적으로 관련된 법규들이 마련된 것은 ｢장정｣을 제외하고 처음 마련된 단일 법규가
1989년 제정된 ｢关于全真派道士传戒的规定｣이 처음이고, 이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특정 법규가
만들어지고 수정되었다.
예를 들어 ｢道教宫观管理办法｣은 궁관 내의 도인들이 ‘三皈五戒’와 묘규계율(庙规戒律)을 엄격하
게 준수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全真派冠巾活动管理办法｣, ｢关于全真派道士传戒的规定｣과 ｢正
一派传度活动管理办法｣, ｢关于正一派道士授箓的规定｣은 규범과 계율을 준수가 冠巾, 传度, 传戒,
授箓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道教教职人员认定办法｣ 역시 도교교역자
7)
8) 冯玉军; 周泽夏, ｢民法典时代的宗教法治｣, ｢新中国成立70年 宗教工作法治化建设的 成就与经验｣
9) 任法融, ｢增强法律意识 依法开展道教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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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가 “도교의 규약과 계율을 주수하는遵守道教規戒”점을 분
명히 하고 있다. ｢道教宫观主要教职任职办法｣ 또한 예외없이 方丈은 반드시 初真, 中极, 天仙의 3
단대계(三坛大戒) 받아야 하고, 監院, 住持도 수계(受戒)나 수록(受箓)을 거쳐야 맡을 수 있다.
｢关于道教协会和宫观负责人带头加强道风建设的若干意见｣에서도 궁관의 책임자들이 솔선수범하
여 규범과 계율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안과 관련된 계율의 내용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거나 명확한 적용되는 것은 아
니란 점이다. ｢全真派冠巾活动管理办法｣, ｢正一派传度活动管理办法｣에는 冠巾과 传度를 신청함에
“기본규계基本规戒”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규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고, 각 궁
관마다 계율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계율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과 징계의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 ｢全真派冠巾活动
管理办法｣, ｢正一派传度活动管理办法｣, ｢关于道教散居正一派道士管理暂行办法｣에서 해당 교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빠져 있다. ｢关于正一派道士授箓的规定｣에는 규정을 위반하면 녹첩(箓
牒)을 상실하게 되어 있지만 규정이 불명확하고 강제적 요건이 없다.
한편 일부 계율은 시대적 상황과 배치된다. 예를 들어 老君說一百八十戒 중 “不得多畜仆妾”,
“不得黥奴婢面” 등의 계율과 女眞九戒 중의 “不得虐使奴仆” 계율, 太上大道玉清經의 “不得反
逆君主”, 上清靈寶大法·戒律品의 “忠事君师” 등의 계율 조항은 현대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3. 규장의 내용과 종교적 현안
3.1 규범적 체계의 확립
도교의 규장제도는 도교에 내재하는 계율을 현재의 종교정책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와 연결하
여 도교 자체의 규범적 체계를 확립하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도교의 계율을 준수하
고 그에 따른 신앙적 요건을 구축하는 것은 법치와 연관하여 주요한 사안이 된다.10) 특히 도교의
법사의식과 의례를 현대적 개선하는 작업이 주요한 과제가 된다.11)
다음의 ｢道教宫观管理办法｣2010年6月23日中国道教协会第八次全国代表会议通过 2015年6月29日中
国道教协会第九次全国代表会议修订), ｢道教宫观规约｣, ｢道教宫观主要教职任职办法｣, ｢道教教职人员
认定办法｣등의 규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3.2 현대화와 세계성의 구축
궁극적으로 중국 도교의 활성화는 민족화와 현대화에 있다고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토착종교
인 도교를 민족 종교로서의 자긍심을 쌓고 문화적 유대감을 갖춘 생활도교로서의 입지를 구비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12)
10) 张凤林, ｢国家法律与道教戒律的关系｣
11) 李大华, ｢全真道教的现代宗教仪式及其科本分析 ———以香港为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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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의 현대적인 조직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작업은 도교의 기존 교파를 확정하고,
도교의 활동인력을 정비하는 작업에서 시작된다.13) 그런 의미에서 다음의｢道教全真派冠巾活动管理
办法｣(2015年6月29日中国道教协会第九次全国代表会议通过), ｢道教正一派传度活动管理办法｣(2015年
6月29日中国道教协会第九次全国代表会议通过)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선 도교 종사자들의 소속
을 전진파와 정일파로 양분하고, 이들의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정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출가하여
궁관에 거주하는 전진파 도사들과 달리 출가하지 않고, 종교활동 외에 궁관이나 사묘를 벗어나 사
는 정일파 도사들에 관리가 시급하였다.14) 정일파는 전통적으로 그들의 종파 특유의 의식과 방식
으로 대중과 신앙활동에 부응하며 성장하였다. 그리고 천사를 중심으로 나름의 소속감과 구성력으
로 전국적 범위로 대중에 밀착된 신앙활동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느슨한 조직적 체계는
종교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정리하고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랐
다. 용호산 천사도의 본거지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특수한 환경에서 비롯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15) 199년 중국도협 부회장이자 천사 장도릉의 친족인 张继禹는 ｢中华振兴,
道教庆幸｣를 발표하며 산거 정일파 도사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권익을 보장할 젓을 호소하기도 하
였다.
다음의 규장들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关于道教散居正一派道士管理暂行办法｣, ｢关于对国外正一派道士授箓试行办法｣, ｢关于全真派道士
传戒的规定｣(1989年9月16日中国道教协会四届五次常务理事会议通过, 2005年6月24日中国道教协会第
七次全国代表会议修订, 2015年6月29日中国道教协会第九次全国代表会议修订), ｢关于正一派道士授箓
的规定｣(2001年12月28日中国道教协会六届二次理事会议通过 2005年6月24日中国道教协会第七次全国
代表会议修订 2015年6月29日中国道教协会第九次全国代表会议修订)
중국 도교계를 미래를 가름할 인재 양성은 전진기지는 바로 도교원교라 할 수 있다. 도교원교와
관련한 법규가 비교적 세분화되어 마련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도교원교에 대한 집약된 관심이
잘 반영되어 있다.16) 관련된 귲아들은 다음과 같다.
｢宗教院校学位授予办法｣(试行), ｢全国道教院校教师职称评审工作小组工作规则｣(试行), ｢全国道教
院校教师职称评审聘任办法实施细则｣(试行), ｢全国道教院校教师资格认定办法实施细则｣(试行), ｢全国
道教院校教师资格认定工作小组工作规则｣(试行), ｢全国道教院校学位授予办法实施细则｣(试行), ｢全国
道教院校学位授予工作小组工作规则｣(试行) 등이다.

3,3 상업화 억제와 사회적 역할 제고
도교는 유명 궁관은 대개 산수가 뛰어난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역사적 유적으로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 많다. 따라서 이들 궁관을 배경으로 상업활동을 통한 축재와 개인적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17) 그리고 이러한 상업화의 논란을 종교의 사회적
12) 牟钟鉴, ｢关于生活道教的思考｣
13) 表志鸿, ｢道教正一派授篆与全真派传戒之 比较研究｣
14) 夏志前, ｢当代散居正一道士及其管理问题 ———以粤西地区为例｣
15) 曹岁辛, ｢做一个称职的正一派道士｣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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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통한 순기능에 그 역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다.18) 관련 조치
를 살펴보면, 2017년 11월 중앙 12개 기관 명의로 ｢关于进一步治理佛教道教商业化问题的若干意见｣
이 발표되었고, 2018년6월28일 중앙정치국상임위원, 전국정협주석 汪洋의 주관하에 “治理佛教道教
商业化”란 의제로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중국의 전통종교로 볼 수 있는 두 종교계의 상업화 경향
의 심각성을 추론할 수 있다. 상업화의 주요 쟁점은 먼저 외래 자본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하는 활
동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도교 전체의 조직적 기강이 느슨하고, 도교사상과 계율 등의 종교적
위상의 추락으로 상업적 경향을 막아 내지 못하고 개인적인 부패에 빠져드는 경향을 그 문제점으
로 지적하고 있다.19)
이와 관련한 정부의 조치에 도교협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상업화의 지적에 동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문건으로 ｢关于进一步治理佛教道教商业化问题的若干意见｣과 ｢中国道教协会发布关
于加强治理、坚决抵制道教商业化问题的通知｣가 있으며, 이런 상업적 경향의 비판을 도교계의 차원
에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 수행의 차원으로 상쇄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4. 결론
도교의 규장제도는 현재 도교 교단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도교가
미래에 대중적 신앙을 바탕으로 한 고유한 종교적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도교가 민족 종교로서의 자체의 토양에서 진정한 신앙의 구실을 한다면 이는 동아시아
와 화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사상과 가치를 매개로 종교를 넘어 지역적 연대와 사회적 화
해의 가치로 전환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도교는 종교로서 뿐만 아니라 사상과 아름다운 풍
속으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자연적 사회적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일정한 기능성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도교의 역사적 가치가 현실적 제도에 묻히지
않고 새로운 현실의 기제로 태어나기를 고대해 본다.

17) 殷路长, ｢治理佛教道教商业化刍议｣/ 陈杰, ｢坚决抵制商业化倾向 促进道教健康发展｣
18) 包晓寒, ｢上海道教社会服务初探——以上海城隍庙、上海白云观等宫观为例｣
19) 陈杰, ｢促进道教健康发展坚决抵制商业化倾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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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aoist rules and regulations and the rule of law in the Xi Jinping E ra
Park, Loj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Taoist precept, called the "Qing Gui" was changed to the "Rules and regulations" after
1949, and became influential as the Taoist law. The rules of Taoism are basically stipulated in
principle that religion serves the power of the state without violating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The Taoist community basically handles all related task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system and makes this a standard rule. A distinctive part of the Taoist rules is that it draws into
the institutional device of Taoism today based on the various traditional precepts established in
the history of Taoism, and demands a corresponding compliant attitude in various rituals and
actions. Taoist precepts can be seen as a way of becoming an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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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티칸 주교임명권 협 상과정과
중국의 주교임명권 관련 법률 제도

안 승웅(부경대학교)

1. 들어가며
중국과 바티칸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수교를 맺었으며, 현재 한시적 수교 연장문
제로 협상 중에 있다. 아직까지 결과가 비밀에 붙여져 있는데, 이는 수교가 가지는 복잡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지하교회 문제, 대만과의 수교문제, 인권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중 주교
임명권과 관련된 문제가 중국과 바티칸 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국가 성립 이후 자체적으로 주교를 선출하여 왔다. 그런데 주교임명권은 교
황의 고유권한이어서 바티칸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 2020년
한시적 수교 당시, 8명의 중국 주교를 교황이 인정하는 것으로 주교임명권과 관련된 갈등은 임시
로 봉합되었다. 하지만 향후 한시적 수교 연장 협상에 있어 주교임명권이 여전히 핵심 관건임은
분명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중국 바티칸 주교임명권 협상과정과 중국의 주교임명 관련 법률 시스템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과 바티칸의 입장 및 협상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
아가 향후 협상의 진전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중국과

바티칸의 주교임명권 협상과정

1) 중국과 바티칸의 갈등
2) 중국 바티칸의 협상 현안과 각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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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입장
바티칸과의 수교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확인(중국 바티칸 수교 시 유럽의 유일한 대만 수교
국이 사라짐)할 수 있으며, 인권과 종교탄압의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중국내에서 활
발히 전개되고 있는 ‘종교중국화’의 명분을 쌓고 이를 가속화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이다. 중국의 경우 중국이 주교를 선출, 바티칸은 형식적 인정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바티칸의 입장
현재 바티칸에서는 지상교회와 지하교회로 양분되어 있는 중국의 천주교 상황을 바로잡아 하느
님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인구 13억에 천주교도만 1200
만인 가톨릭 종교대국인 중국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바티칸에서는 중국이 복수의 예비 주교를 추천, 바티칸이 이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베트남 식)
(3) 중국 천주교 지하교회의 입장
중국과 바티칸 협정 이후 중국 정부의 종교탄압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현 상태로는 중국정부의
명분만 줄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미국, 대만, 홍콩의 입장
바티칸은 종교의 입장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중국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이는 나중에 도
덕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중국의 종교탄압, 인권 탄압이 가속화 될 것이며, 대만의 독립, 홍콩 자
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3. 주교임명권 관 련 법 률
주교 임명과 관련된 법규는 ‘주교 선출과 관련된 중국천주교주교단의 규정(中国天主教主教团关
于选圣主教的规定)’과 ‘중국천주교 주교 등록 조치법(中国天主教主教备案办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주교임명권 관련 법률을 보다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교임명의 주체인 중국천주
교애국회(이하 애국회)와 중국천주교주교단(이하 주교단)과 관련된 정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1) 중국천주교애국회장정
중국천주교애국회는 1957년 ‘천주교 제1차 대표회의’를 통해 발의되고 1958년 베이징에서 설립
된 단체이이다. 애국회는 천주교 관련 실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중국천주교주교
단’(1982)을 발족시키고, ‘중국천주교교무위원회’(1982, 1992년 주교단의 하부 기관으로 전환)를 구
성하였다. 즉, 애국회는 중국천주교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지도단체라 할 수 있다. 중국천주교애
국회장정(이하 애국회장정)은 1957년 처음 제정된 이래 1962년, 1980년, 1992년, 2004년, 2016년 등
수차례 수정되었다.
- 124 -

애국회장정 제2조에서는 애국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본회는 전국 천주교 주교, 신부,
신도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애국애교(爱国爱教)의 사회단체이다.” 즉, 자발적인 사회단체임을 명시
하고 있다. 그런데 제4조에서는 “본회는 본 업무주관단위인 국가중교사무국(国家宗教事务局)과 사
단 등기관리기관인 민정부(民政部)의 업무지도와 감독관리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애국회
가 단순히 종교인들로 구성된 사회단체가 아닌 국가 중앙정부의 종교정책을 수행하는 일종의 정
부수권기관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애국회의 설립취지에서 그 분명한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제3조 본회의 종지는 다음과 같다. 전국 천주교 주교, 신부, 교우를 단결시키고 이끌어 중국공산
당의 영도와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고 국가헌법과 법률, 법규와 정책을 준수한다. 애국애교의 기
치를 높이 치켜들고 정치, 경제 및 교회 사무에 있어서 독립․자주․자판의 원칙을 견지하며 국가
주권과 교회사무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중국화 방침을 견지하며, 사회주의사회에 적응하고, 민주적
교회운영 정신에 의거하여 교무조직이 복음전도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천주교가 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여 사회주의사회에
잘 적응하게끔 지도하는 것이 애국회의 설립취지인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독립․자주․
자판의 원칙을 견지하며 국가주권과 교회사무의 자주권을 수호”한다는 부분이다. 독립․자주․자
판의 원칙은 중국의 각 종교가 대외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기본원칙이다. 중국의 헌법 제 36조에
는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천주교가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바티칸과 관계를 끊고 종교사무 전
반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국회는 중국천주교가 교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주교단을 발족시키고 주교단과 함께 바티칸 고유의 역할까지 담당한다. 애국회장정 제6조 본회의
주요임무 제4항에서는 “본회는 중국천주교주교단과 함께 천주교의 유관 규장제도를 수립 및 구비
하고, 신학사상의 건설을 추동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유관 규장제도에는 ‘自選自聖’ 즉, 중
국 독자적으로 주교를 선출하는 법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중국천주교주교단
장정> ‘주교 선출과 관련된 중국천주교주교단의 규정(中国天主教主教团关于选圣主教的规定)’과 ‘중
국천주교 주교 등록 조치법(中国天主教主教备案办法)’ 등의 제정에 애국회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
는 것에서 나타난다.

2) 중국천주교주교단장정
중국천주교주교단은 1982년 정식 설립되었는데 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는 사
제와 성도를 애국으로 이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천주교애국회 설립취지와 유사하다. 하지만
문화대혁명 때 파괴되었던 천주교계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전국적 단위의 교무기구의 필요성에 의
해 제기되었고, 중국천주교교무위원회와 함께 성립된 단체라는 차이점이 있다. 성립당시 주교단의
단장과 부단장이 교무위원회의 주임과 부주임을 맡았었다. 교무위원회는 1992년 이후부터는 주교
단 예하에 전문 교무공작위원회로 재편되었다. 주교단장정은 1992년 제5차 대표대회에서 처음 통
과되었고, 2004년, 2016년에 수정되었다.
주교단장정은 제2조에서 주교단을 “전국단위의 천주교 교무 영도기구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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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애국회가 천주교를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것에 비해 주교단은 보다 구체적인 교무를 보는 기구
라 할 수 있다. 주교단장정 제6조에서는 8가지 항목에 걸쳐 주요임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중 제2항이 주교 선출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교구주교의 선출과 교구의 분
할 및 조정을 심사하고 허가한다.”라 하여 바티칸과 관계없이 중국 독자적으로 주교를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中国天主教主教团关于选圣主教的规定(2013년)
第三条 需要选圣主教(助理主教、辅理主教)的教区, 应向省(自治区、直辖市)教务委员会提出书面申
请。省(自治区、直辖市)教务委员会征询省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意见后报中国天主教主教团。
中国天主教主教团同意后, 有关教区应在省(自治区、直辖市)教务委员会指导下成立教区选举主教(助理
主教、辅理主教)工作委员会。
第五条 被确定为主教(助理主教、辅理主教)候选人的司铎应当具备以下条件：
(一) 信德坚固, 恪守神职圣愿, 品行良好, 德才兼备, 虔诚敬主、热心于荣主牧灵事业；
(二) 拥护中国共产党的领导和社会主义制度, 遵守国家宪法、法律；
(三) 坚持独立自主自办、自选自圣主教原则, 能带领神长教友走爱国爱教的道路；
(四) 关心神职人员神形需要, 善于联系群众, 深孚众望；
第六条 主教(助理主教、辅理主教)候任人由选举主教(助理主教、辅理主教)会议选举产生。
选举主教(助理主教、辅理主教)会议的代表为本教区全体神职人员和修士、修女、教友代表。其中修
士、修女、教友代表人数由教区选举主教(助理主教、辅理主教)工作委员会确定, 一般应不多于教区全
体神职人员人数。
第九条 选举主教(助理主教、辅理主教)会议结束后, 教区应形成选举主教(助理主教、辅理主教)会议情
况报告, 记录选举过程和结果, 并请会议主持人在报告上签字。
第十条 教区应将选举主教(助理主教、辅理主教)会议情况报告连同主教候任人的个人简历, 报省(自治
区、直辖市)教务委员会。省(自治区、直辖市)教务委员会审核签署意见后呈报中国天主教主教团审批。
第十一条 主教候任人经中国天主教主教团审查批准后, 有关教区应在省(自治区、直辖市)教务委员会指
导下于三个月内举行主教(助理主教、辅理主教)祝圣礼仪。未被批准的, 有关教区应按本规定重新进行
选举, 再呈报中国天主教主教团审批。

4) 中国天主教主教备案办法(2019년 试行)
第一条 为保障天主教主教的合法权益, 规范主教备案工作, 根据《宗教事务条例》, 制定本办法。
第三条 国家宗教事务局是天主教主教的备案部门。
第四条 主教备案由中国天主教爱国会、中国天主教主教团向国家宗教事务局提出申请。
第五条 履行主教备案程序, 应由主教本人填写《中国天主教主教备案申请表》, 该主教所在省(自治
区、直辖市)天主教爱国会、天主教教务委员会签署意见并报省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同意后, 报中国
天主教爱国会、中国天主教主教团。中国天主教爱国会、中国天主教主教团核实上述材料后提出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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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书面方式报国家宗教事务局办理备案手续。
第十二条 未经中国天主教主教团批准的, 国家宗教事务局不予备案, 其不得以主教身份进行宗教活动,
不得代表该教区履行相应职责, 不得担任教区法定代表人。
第十四条 主教违反法律、法规和规章, 情节严重的, 除依法追究其法律责任外, 依据《宗教事务条
例》第四十五条的规定, 由中国天主教爱国会、中国天主教主教团取消其主教职务, 并报国家宗教事务
局办理注销备案手续。

4.

맺으며

중국과 바티칸과의 주교임명권 관련 협상은 협상과정과 중국의 관련 법률제정 과정만 두고 볼
때,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유리한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유리하도록 협상이 진
행되리라 쉽게 예측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강력한 중국 견제정책, 대만과의 갈등, 인도와
의 국경문제 등과 같은 국제적 변수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
는 상황에 놓일 수 가능성이 높아지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바티칸과의 수교가 절실하여 많은 것을
양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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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appointment of bishops between China and
the Vatican and the legal system of the appointment of bishops in China
Ahn, Seungwoo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China and the Vatican temporarily signed diplomatic relations from 2018 to 2020, and are
currently negotiating a temporary diplomatic extension. The result is still secret, and it has to do
with complicated diplomatic relations. The underground church issues are intricately intertwined
with Taiwan’s diplomatic relations and human rights issues. Among them, the core of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Vatican and the Chinese government is the right to appoint
bishops. As far as China is concern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ist country, bishops have
been elected by themselves. However, since the right to appoint a bishop is the right of the pope,
it can be said that the Vatican cannot tolerate it. During the establishment of temporary
diplomatic relations from 2018 to 2020, the pope recognized eight Chinese bishops, and the conflict
over the appointment of bishops has temporarily ended. However, it seems obvious that the right
to appoint bishops is still the key to negotiations for the temporary expansion of diplomatic
relations.
By reviewing the negotiation process for the appointment of bishops in China and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appointment of bishops in China, I hope this article can understand the
position of China and the Vatican,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 negotiations, and predict the
direction of future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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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

독교교회규장｣과 중국교회 규범화

유미경 (부산대학교)

1. 들어가면서
신중국 성립 후의 종교는 당정과 긴밀히 연계된 5대종교 애국종교조직1)이 주도해서 종교활동을
이끌어 왔고, 각 조직의 설립과 동시에 조직 운영을 위한 방침, 당면 과제와 중점 업무를 기록한
‘장정’ 또한 수립해 놓았다. (문혁 전후의 종교 암흑기를 20년을 제외하고) 5대 종교가 5년에 1회
개최하는 전국대표회의에 맞춰서, 이들 장정의 일부를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크게는 장과 조문을
증설하는 등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해당 종교가 수행해야 할 시대적 책무를 제시해 왔다. 따라서 5
대종교조직 장정의 개정내용, 특히 ‘총칙’ 안의 종지와 ‘직무범위’를 통해서 5대종교의 성격, 해당
종교의 과제와 책무의 변화과정 및 각 종교의 미래상을 읽을 수 있다. 그 중, 중국기독교는 ｢중국
삼자애국운동위원회장정｣(이하 ｢삼자장정｣), ｢중국기독교협회장정｣(이이하 ｢협회장정｣) 등 양회(兩
會) 장정이 있고,2) 그 외에도 ｢중국기독교교회규장｣(이하 ｢교회규장｣)까지 마련하여 중국기독교
및 중국교회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정의(定義)를 명시하고, 체계적이고 규범화된 조문을 세
우고 있다. 이는 곧 중국기독교가 매우 해결 난망한 과제를 짊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치열한 고민
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중국 성립 후 산생한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삼자장정｣은 ‘자치, 자양, 자전’하여 외세로부터
독립된 중국교회를 건설하자는 기치를 내걸었고, 1980년에 산생한 ‘기독교협회’와 ｢협회장정｣은 문
1) 전국적 애국종교조직은 중국불교협회(1953년), 중국도교협회(1957년), 중국이슬람교협회(1952년), 중국천주
교애국회(1957년), 중국천주교교무위원회(1980년), 중국천주교주교단(1980년),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
회(1954년), 중국기독교협회(1980년) 등 8개가 있다.
2) 두 장정은 2018년 최신 개정본을 보면 그 구성은 동일하다. 조직의 종지를 포함한 ①총칙 ②직무범위 ③
조직부서 및 지도자 선출과 파면 ④자산관리와 사용원칙 ⑤감사회, ⑥장정의 개정 절차 ⑦해산 절차 및
해산 후의 재산처리 ⑧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회의 장정은 중국기독교를 이끌어나가는 강령으로서
준칙성과 구속성을 가지며 양회가 존립하는 목적과 지향점 그리고 운영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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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종식 후 중국기독교의 부활을 선언하면서 “삼자원칙에 따라 교무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힘껏 중국교회를 잘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수립되었다. 즉, ‘삼자애국위원회’는 애국애교조직으로
서 중국교회의 자립을 책무로 삼았고, ‘기독교협회’는 교무조직으로서 성경, 찬송가, 종교간행물의
출판, 신학교육, 교무관리, 기독교 사역 등 전국각지의 교회와 신도들에게 교회 업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다.
중국의 ‘교회규장’은 이미 신중국 성립 전에 ｢중국기독교회조직규칙｣, ｢중화성공회헌법규례｣, ｢중
화감리교공회법규｣ 등 각 교파의 관리규장이 있었지만, 신중국 이후 연합예배와 교회합일의 노선
을 지향하면서 교파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개혁개방 이후 중국기독교
의 급성장으로 교회(예배당)가 늘어날수록 기독교는 혼란스러운 국면에 처한다. 80-90년대 전국
각지에 많은 교회들이 들어섰는데 교회들마다 별도의 규장을 제정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그 과정
에 국외 교회가 개입하기도 하고, 종파의 이름을 다시 내세워서 교회활동을 전개하는 등 양회의
노선과 배치되는 여러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산포해 있는 교회들이 근
거할 수 있는 통일된 규장을 마련해서 중국교회의 교무를 규범화하고 자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해서, 1987년에 ‘교회규장제도위원회’를 조직하고 4년 간의 제작과정을 거
쳐서 1991년 제5차전국회의에서 ｢중국기독교각지교회시행규장제도｣를 통과시켰다.3) ｢시행규장｣을
각 지역 교회에서 시행하거나 그에 준거하여 지역교회규장을 수립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수정과
보충을 거쳐 1996년 제6차전국대표회의에서 ｢중국기독교교회규장｣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 성격의
규장을 확립해서 반포했다.
96년 ｢교회규장｣의 내용은 ‘교회’, ‘신도’, ‘성례’, ‘성직’, ‘교회(당점) 조직과 관리’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종파통합과 교회합일을 지향하는 중국교회의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교리와 교규를 규범
화해 놓은 것이라서 양회 장정 즉 ｢삼자장정｣, ｢기협장정｣에 비해서, 중국기독교 및 중국교회의
전체 모습에 대한 정보를 훨씬 많이 읽어낼 수 있다. 이후 2008년, 2018년 두 차례 대폭 개정되었
는데, 개정내용을 통해서 중국교회의 교리교칙과 관리시스템이 더욱 규범화, 체계화, 세밀화되고
또한 중국교회의 지향점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개 규장의 변모 과정을
교회의 규범화, 신앙의 합일화, 교규와 법규의 일치화로 대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9 6 .12.28.통과

전언

2 00 8. 0 1. 0 8.통과

제1장 총칙. 제1-4조
제2장 신앙. 제5조
1.교회
제3장 교회. 제6-9조
2.신도
제5장 신도. 제14-17조
3.성례
제4장 성례. 제11-13조
4.성직
제6장 성직. 제18-27조
교회(교당,집회처) 조직과 관리. 제
5.교회(당점) 조직과 관리 제7장
28-36조

2 0 18.11.27통과

제1장 총칙. 제1-5조
제2장 신앙. 제6조
제3장 교회. 제7-12조
제5장 신도. 제24-26조
제4장 교회생활. 제13-23조
제6장 성직. 제27-31조
제7장 교회당점 조직과 관리. 제32-47조

3) ‘試行’과 ‘각지 교회’라는 단어에서 이것이 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 지역양회와 교회의 자주권을 어
느 정도 인정하고 엄격한 통일성을 강구하지 않는 다소 느슨한 규범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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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6 .12.28.통과

2 00 8. 0 1. 0 8.통과

제8장 부칙. 제37-38조

2 0 18.11.27통과

제8장 신학원교. 제48-52조
제9장 공익자선. 제53-54조
제10장 징계. 제55-60조
제11장 부칙. 제61-62조

2. 교회 의 규범 화
96년에 처음으로 마련된 전국적 통일규장으로서의 ｢교회규장｣은 교회, 신도, 성직, 교회(당점)조
직 및 관리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지 교회규장의 내용이 해당 규장을 위배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달았고, 각지 교회에 대한 중국기독교협회의 감독 직능을 추가하여 중국기독교교회규장과
교회조직의 권위를 세웠다. 또한 개별 종파 명의의 규장 제정을 엄금한다는 조문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 이유는 기독신교 종파의 뿌리가 서구 기독교에 닿아있으니 국외 교회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기독신교를 근간으로 하는 신흥종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었다.
‘교회(당점) 조직과 관리’를 세워서 당점 즉 예배당과 예배처소의 설립 조건으로 신도, 장소, 예
배 집행의 책임자, 관리조직, 교회장정, 경제적 출처 등을 제시하는 외에 ‘당점 조직의 산생’과 ‘당
점 조직의 관리직권’(교회사역 관리, 교회재무 관리, 교회재산 및 사무 관리 등 포함)을 규범화했
다. 여기 ‘당점 조직의 산생’에서 주목할 부분은 “예배당은 당무조직을 건립하고(최소한 7명으로
구성), 예배처소는 교무모임(최소한3인으로 구성)을 구성한다”고 규정해서 신도들에게 관리에 참여
할 자격 부여하였다. 여기에다 “당점조직, 회의제도, 정기회의를 완비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
어서 의사진행을 한다. 결의사항은 반드시 회의구성인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한다”라는
규정을 증설해 놓았다.4) 이것이 바로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民主辦敎]’는 취지를 보장하는
조항들이다.5)
이후 이 조항의 기본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2018년 ｢교회규장｣에서는 “교회당점관리조직은 마
땅히 민주적인 태도로 신도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분업과 협업하여 한마음으로 교회를
잘 운영한다”(제39조) “교회당점 관리조직인원은 일반적으로 만70세를 넘지 않는다”(제39조)는 조
항을 추가해서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교회운영의 방안을 명시해 놓았다.

4) 96년 ｢교회규장｣의 제5장 ‘교회(당점) 조직과 관리’의 구체적 조항은 다음과 같다. (1)예배당 및 예배처소 등
당점 설립 조건, (2)당점 조직의 산생, (3)당점 조직의 관리직권(교회사역 관리, 교회재무 관리, 교회재산 및
사무 관리, 당점조직의 삼자 견지원칙) 이 부분은 08년에는 9개조로, 2018년에는 16개 조문으로 증설된다.
5) 중국기독교의 2세대 지도자 딩광쉰은 1980년대 교회가 회복되면서 ‘삼자’ 의무를 너머 ‘삼호(三好)’의무를
지향할 것을 제기했고, 1992년제5차전국대표회의에서 “규장제도 제정과 민주판교가 중국교회를 잘 치리하
는데 중요하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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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앙과 교회생활의 합일화

2008년 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신앙’의 장을 증설한 것이다. 그동안, 종파 명의를 내세우면 안
되지만 종파의 고유성은 존중한다는 주의였는데, 종파마다 신학의 해석을 달리하는 상황에서 ‘신
앙’의 장을 증설해서 대표신앙으로 내세운다면 이를 수긍하지 않는 쪽으로 인해 교회 분열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즉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각지 교회 고유전통에 대한 상호인정 +
연합예배 + ‘삼자애국’ 정신의 기치로 연대해 오고 있었는데, 전국적 성격의 규장을 마련한 데다가
그 안에 또 ‘신앙’의 장까지 증설해서 통일된 신앙을 명문화해 놓고 따르기를 요구한다면, 그에 배
치될 수 있는 신념들의 반발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마련이다. 그에 반해 찬성하는 측은 첫째,
중국 특유의 교회 건설 강화를 위해 교회론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점 둘째, 중국기독교협회가
세계기독교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회규장에 ‘신앙’을 넣어 영적단체 즉 신앙단체로서
의 정체성을 부각해야 한다는 점 셋째,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무조직 뿐 아니
라 ‘신앙’의 통일성도 필요하다는 것 넷째, 기본신앙을 명시함으로써 이단과 사교가 생겨날 틈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신앙’의 장을 세울 것을 주장했다.
그래서 2008년에는 ‘기본신앙’의 윤곽을 삼위일체의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성경론,
인간론, 속죄론, 말세론, 기독교도의 윤리책임 등 전개하면서 기본신앙의 요점을 제시하였고, 2018
년본에 가서는 보다 더 세밀하게 보충해서 “나는 믿는다[我们相信]”에서 시작하는 ‘신앙고백문’을 수
립했다.
이러한 시도는 외래종교 기독교의 발전사에서 형성된 다양한 종파와 그 종파별 다른 다양한 신
학의 이해 중에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부분을 수렴하고, 거기에 중국 현실에 맞는 ‘상황화’된 신
앙체계를 세워서 세계기독교 안에서 ‘중국기독교’라는 종파를 세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
서 양회 입장에서는 ‘신앙’ 장의 증설이 필요한 것이었고, ‘신앙’의 장에 반영된 신앙 내용은 1998
년 신학사상건설 선언 이래 중국 특유의 신학사상 만들기의 여러 결과물들을 수렴하고 있다. 여기
에는 1980년에서 1996년까지 중국기독교를 이끌고 중국기독교신학의 틀을 세웠던 딩광쉰 신학사
상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2018년 규장의 가장 큰 변화의 하나가 기존 ‘성례’의 장을 ‘교회생활’로 개명하고 11개의 조문으
로 대폭 증설한 것이다. 성례(세례와 성찬례)과 예배의식, 모임과 공동체 생활, 성직 안수예식, 혼
례와 상장례 등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예식을 규범화해 놓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합일정신
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6) 즉, 예배라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섬김’의 의식에 공통성을 갖춤
으로서 교회합일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예식의 표현하는 방법에 “중국문화의 전통을
결합”(제17조)하고 “중국문화전통에 근거하여 전통절기와 법정절기에 교회활동을 거행할 수 있
다”(제23조)고 명시해 놓고 있는데, 이는 바로 현재 중국양회에서 표방하고 추진하는, 중국기독교
6) 특히 “성례에 참여하는 성직자는 성복을 입은 것처럼 합일정신을 구현한다. 성례에 참여하는 성직자는 마
땅히 성직 직분에 따라서 성복을 입어야 한다”(제19조), “예배의식은 예배의 구체적인 표현형식이다. 예배
절차의 합리적 배치, 복식 선택, 성대 배치, 예배음악 선용을 포괄한다. 목적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
하고, 신도의 영적 수요를 만족시키고, 예배의 신성함과 엄숙성을 강화하고, 교회의 합일을 촉진한다.라고
조문을 넣었다.(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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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중국전통문화와의 융합, 중국기독교를 중국전통문화로 표현하자는 일련의 운동에서 나온 구체
적 방법이다.

4. 교규와 법규의 일치 화
2018년 개정규장에는 ‘신학학교’(제8장), ‘공익자선’(제9장), ‘징계’(제10장)의 장이 세워져 있다.
이들은 ‘교회당 조직과 관리’(제7장)에서 수정보충된 내용과 포함하여, 중국교회와 기독교도들이
지켜야 할 교규와 법규들이 다수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적지 않은 조문이 2017년에 개정된 ｢종교
사교사무조례｣에 대응하여 신설된 것이다. ｢종교사무조례｣는 중국 종교정책과 종교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최고의 법률적 권위를 갖는 법규로서 종교의 제반 문제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령을 보조
하고 해석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 주목할 점은 중국교회와 기독교도에게 국가의 요구와 사회적
책무가 증대하고 강화되었고, 이것이 ｢교회규장｣에도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
규와 법규의 영역이 모호해지면서 교규와 법규의 일치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5. 결론
교회규장｣은 네 가지 원칙 즉 성경의 가르침, 교회의 역사전통, 세계교회생활의 기본 내용과
중국교회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제정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 개의 ｢교회규장｣은 대체적으로 첫
째, 교회합일의 노선을 견지하는 것이니 이를 위해 교무의 규범화 뿐 아니라 신앙과 교회생활의
합일화를 지향하고 있다. 둘째, 양회의 위상과 권위를 확고히 세웠고, 아울러 규장의 법규성을 강
화하여 권위성을 부여하고 있다.(특히 2018년규장) 셋째, 교회관리의 민주적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다. 상기한 취지는 세 개의 규장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고, 개정과 함께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문
의 증설로 그 취지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또한 취지에 따르는 구체적 방법론들이 더욱 명확
하게 제시되어 왔다.
그리고 매 시기 규장에서 중국교회의 시대책무와 지향점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96년 ｢교회규
장｣에는 “삼자원칙 준수와 상호존중의 전제하에서, 개별교회나 집회가 교회관과 전통 특징 때문이
라면 고유전통에 따라 교회사역을 해도 된다”고 하여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통일성을 지향했다.
2008년 개정규장에는 “중국교회는 지속적으로 자치, 자양, 자전하고 독립, 자주, 자판의 원칙에 따
라서 교회를 잘 운영하고, 신학사상건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신도를 이끌어 화합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도록 한다”고 해서 삼자원칙을 강조하고 여기에다 신학사상 건설과 화합사회 구축의 의
무를 부여했다. 2018년 최신규장에는 직전 규장의 내용에서 나아가 “애국애교의 노선을 걷고 …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주의에 적극적으로 적응한다”는 내용을 더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중국교회의 책무를 더욱 강화했다.
요컨대 ｢교회규장｣수립의 목적이 “교회를 잘 운영[辦好敎會]”하기 위한 현실적 수요에서 출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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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궁극에는 애국과 사회주의가치관을 실천하여 화합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고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는 중국교회의 건설로까지 확장되었다. 즉, ‘교회를 잘 운영한다’는 것이 국가 및 사회적 책
무를 잘 수행하는 것과 등치되어 있고, 심지어 ‘중국교회’라는 거대종파, 정치적이고도 범국가적인
기독교회를 수립하자는 의도로 까지 확장되었다.

【 Abstract 】

"Charter of the Chinese Christian Church”
and the N ormalization Process of Protestantism in China
Yoo, Mikue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three rules and regulations for Protestantism in China, such as "Charter of the China
Christian Three-Self Patriotic Movement Committee", the "Charter of the China Christian Council",
and the "Charter of the Chinese Christian Church”.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rter of the
Chinese Christian Church”. It has 1997 edition, 2008 edition, 2018. In this paper, i want to study
the standardization of Protestant Church in China, the integration of Protestant Faith in China, the
uniformity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Protestant Church in China, and the standardization of
Protestantis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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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무조례｣의 상호관계성을 중심으로

｢

김경아 (부경대학교)

1. 들어가며
2004년 11월 30일 국무원령 ｢종교사무조례｣가 공포되면서 중국의 종교정책은 새로운 단계를 맞
이하였다. 이는 과거 일련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문건들이 담고 있던 종교정책의 전통을 계승한 것
이면서, 기존의 종교관리업무 경험을 총결한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종교정책의 통합적
매커니즘을 구축한 것이기도 하다. 사실 1990년대 이후부터, 각 지방정부는 관할지의 종교적 특수
성을 반영한 종합적 성격의 종교법규를 제정해 시행해 왔으나, 이를 국가 종교정책 차원에서 통합
적으로 관리할 규정이 부재했다. 물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종교정책을 담은 지침들
이 지방정부로 하달되긴 했으나, 이는 엄밀히 말하면 공산당 내부 문건에 해당하는 것이지, 종교
행정법규로 제정된 것이 아니었다.
본 논문은 중앙의 종교행정법규인 국무원령 ｢종교사무조례｣(이하 국무원령 조례)와 성·시·자치
구 ｢종교사무조례｣(이하 지방 조례)가 갖는 동일성과 특수성에 주목하였다. 2004년 표준화된 국무
원령 조례가 공포되자, 각 지방정부는 이 표준화된 법령에 기초하여 관할지역의 종교적 특성을 반
영한 법규와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 그리고 2017년, 사회적 변화와 시진핑 집권에
따른 국가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국무원령 조례가 개정되자, 각 지방정부는 다시 국무원령 조례에
근거해 지방 조례를 개정했거나, 현재 개정작업 중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종교행정법
규를 공포하면, 지방정부가 그 내용에 준하여 개정하는, 마치 상명하달식 일방향 체계인 듯 보인
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 간의 조례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또 구조례와 새롭게 개정된 신조례의 내
용을 살펴보면, 지방에서 실시되던 조항이 중앙의 조항에 삽입된 내용도 있고, 중앙의 조례 조항
에 근거해, 지방 조례에 새롭게 삽입되거나 삭제된 내용도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종교법규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관리에는 동일성과 특수성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은 중앙과 지방 ｢조례｣를 횡적으로 비교하고, 또 조례의 개정 전후를 종적으로 상호 비교고찰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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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양자간의 상호관계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종교정책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자 한다.

2. 성· 시 · 자 치구

｢

종교사무조례｣의 제정

국무원령 ｢조례｣가 시행되기 전, 중국의 종교정책은 대부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이하 중공중
앙)가 반포하는 중요 문건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 중 종교관리의 법제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는 문건은 1991년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반포한 ｢关于进一步做好宗教工作若干问题的通
知｣(중공중앙 6호 문건)이다. 이 문건은 법에 따른 종교사무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종교정책을 제정하고 실행하라는 지침을 담고 있다.1) 중
공중앙 6호 문건이 지방정부로 하달된 후, 각 지방정부는 관할지역의 종교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관할 지역의 종교 상황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종교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성 종교법규의 제정에 나섰다. 가장 먼저 종교법규를 제정한 것은 신장위구르자치구였다. 신
장위구르자치정부는 1994년 7월 16일에 자치구 제8차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9차회의에서 이 조
례를 통과시켰다. 이듬해 1995년 11월 30일 상하이시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1997년 헤이롱장성과
하이난성, 충칭시, 저장성, 지린성 등이 잇달아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의 행정구역은 2개의 특별행정구역, 4개의 직할시, 5개의 자치구, 그리고 22개의 성2)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속에 56개의 민족이 각기 다른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의 민족적, 종교적 특수성에 따라 종교법규 역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5대 종교, 즉 불교(장전불교, 남전불교), 도교, 이슬람교, 기독
교, 천주교 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는 모두 사교로 규정한다. 하지만 내멍구
자치구는 5대종교 외 동방정교회의 설립과 이들의 종교활동 역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후난성은 5대 종교 외에도 종족사당과 원시종교사당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신앙활동을 기타종교로
허용하고 있어, 인정종교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 관리하고 있다.3)
그리고 시장자치구(티베트)의 경우, 종교사무조례판법 중 장전불교와 관련한 내용이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종교교역자에 대해 규정 중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는 ‘活佛’과 ‘환생소년
(轉生靈童)'의 인증절차와 교육 등 장전불교의 종교지도자 승계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위의
내용들은 중국 전역이 아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종교신앙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지
방정부 관할의 종교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1) 各地党委和政府接到本通知后, 要在全面检查执行宗教政策的基础上, 认真总结近年来处理宗教问题的经验教训,
结合本地区的实际情况, 制定具体措施, 认真贯彻执行。
2) 중국은 공식적으로 대만을 하나의 성으로 인식해, 23개의 성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대만은 종교정책에 있
어 중국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제외시켰다.
3) 신장위구르자치구는 新疆通志·宗教志, 내멍구자치구는 ｢內蒙古自治區宗敎事務條例｣(제2조), 후난성은 ｢湖
南省內蒙古自治區宗敎事務條例｣ 참조. 호남성에는 등기된 종교활동장소가 6,232곳이 있는데, 그 중 민간신
앙활동장소가 827곳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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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령 조례가 발표되기 전까지 중국의 종교정책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이하 중공중앙)가
반포하는 중요 문건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 후, 1994년 1월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
理条例｣(국무원,제144호령)과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국무원, 제145호령)가 공포되었고, 1994년 4
월 ｢宗教活动场所登记办法｣(국무원 종교사무국), 1996년 ｢宗教活动场所年度检查办法｣등이 공포되
었다. 하지만 이는 특정 부분에 관한 단행적 성격의 규정이었지, 종교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성 행정법규는 아니었다. 그러다 2004년 11월 30일 마침내 국무원령 조례가 제정(이하 ｢구조례｣)
된다. 국무원령 조례는 국가종교국이 초안을 기안하여 국무원에 발송하고, 관련 부서 및 각 지방
인민정부, 종교단체,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조례 내용을 완성하였다. 이
조례는 종교신앙자유의 원칙성과 종교정책의 방향성, 종교단체, 종교교역자, 종교활동, 종교재산,
법률책임 등 종교관리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중국 최초의 종교행정법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례는 13년이 흐른 후, 2017년 8월 26일 시진핑 집권기에 개정(이하 ｢신조례｣)된
다.
｢신조례｣는 기본적으로 ｢구조례｣의 내용을 계승하면서, 사회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종교적 요인
들, 예컨대 종교인구의 증가나 종교인 구성의 변화, 종교 간 세력균형의 변화, 국내 종교네트워크
와 외국과의 관계 변화, 종교내부의 모순 등을 관리할 새로운 조항을 대거 마련하였다. 개정 전후,
두 조례를 단순히 양적으로만 비교해 봐도 ｢신조례｣(총77조)는 ｢구조례｣(총48조)에 비해 29개의
조항이 더 늘어났고, 기존에 없었던 2개의 장(제3장 종교학교, 제6장 종교활동)이 신설되었다. 내
용을 비교해보면, ｢신조례｣에 추가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보장에 관한
조항이다. 종교활동장소와 종교교육기관의 법인등기를 명문화(제14조, 제23조)하여 그 법적 지위를
보장했다4) 는 점과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육기관은 소속 종교교역자의 사회보장을 반드
시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그 동안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종교교
역자들의 사회적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5) 둘째는 법적제재에 관한 조항이다. 새롭게 추
가된 조항의 많은 부분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법 보호와 불법 저지의 원칙
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롭게 신설된 제3장 종교학교의 조항을 보면, 종교학교의 설립부터
운영, 폐교에 이르기까지 규정과 종교학교 소속 교사 및 외국 국적의 인력 채용, 3개월 이상의 종
교반 개설 등의 절차가 삽입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조례｣는 ｢구조례｣에 비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사항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 제14조 비준을 거쳐 설립된 종교교육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종교활
동장소가 법인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소재지 종교단체의 동의를 거쳐 현급정부 종교사무부서의 심사와 동
의를 받은 후, 민정부서에서 법인등기를 수속할 수 있다.(第十四條 經批准設立的宗教院校, 可以按照有關規
定申請法人登記。第二十三條 宗教活動場所符合法人條件的, 經所在地宗教團體同意, 並報縣級人民政府宗教事
務部門審查同意後, 可以到民政部門辦理法人登記｡)
5) 제39조 종교교역자는 법에 의거해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고 관련 권리를 누린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규정에 따라 종교교역자를 위해 사회보험등기를 처리해야한다.(第三十九條 宗教教職人員依
法參加社會保障並享有相關權利。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應當按照規定爲宗教教職人員辦理社會保
險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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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례｣가 중국 종교정책의 법제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면, ｢신조례｣는 종교정책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 긋기를 통해 국가가 종교를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4. 중앙 과 지방

종교정책의 상호작용성

2004년 국무원령 조례가 반포되자, 각 지방정부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종교조례를 개정하였
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국무원령 조례가 개정되고, 각 지방정부는 다시 지방 조례를 개정하
거나, 현재 개정작업 중에 있다.6)
중앙과 지방 조례 간의 상호작용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조례들을 종적, 횡적으로 비교분석
할 필요가 있다. 국무원령 조례와 그 후 개정된 지방 조례를 횡적으로 살펴보고, 국무원령 조례와
지방 조례들의 개정 전후 변화양상도 종적으로 살펴보려 한다.7)
① 2017년 국무원령 신조례에 추가 삽입된 내용
② 2017년 국무원령 신조례에서 변화한 내용
③ 2017년 이후 지방 신조례에 추가 삽입된 내용
④ 2017년 이후 지방 신조례에서 삭제된 내용
국무원령 조례와 지방 조례간의 종적, 횡적 비교고찰은 중국 종교정책의 방향과 그것이 실천되
는 현장 간의 상호작용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종교극단주의에 관한 경고와 강력한 법적 제재에 관한 조항을 보자. ｢신조례｣에는 제4
조, 제63조, 제72조에 종교극단주의를 선양, 지지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는 점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2004년 ｢구조례｣에 없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종교극단주의에 대한 경고 조항은 중앙보다 지방 조례에 앞서 삽입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바로 신장위구르자치구8)와 서장자치구9)의 조례이다. 이는 두 지역의 종교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 두 자치구는 중국에서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가장 거센 곳이며, 두 지방정부는 이곳의 종교활동
이 정치세력과 결합해 분리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에
종교극단주의에 대한 제재 내용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종교극단주의에 관한 내용은 지방에서 실
시되던 종교정책이 상달되어 반영된 예라고 볼 수 있겠다.
6) 2017년 ｢신조례｣가 반포되자, 2018년 상하이시를 시작으로 하여, 2019년에는 간쑤성, 장시성, 충칭시, 산둥
성, 저장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장쑤성, 후베이성, 샨시성, 허난성, 네이멍구자치구, 안휘성, 2020년에는 광
시좡족자치구, 산시성, 광동성, 텐진시, 베이징시가 개정조례를 반포하였다. 그 외 나머지 지방정부들도 현
재 개정 작업 중에 있다.
7) 2017년 이전 지방 조례는 총 30개가 있으나, 2020년 현재 개정한 조례는 19개(2020.10.20.기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지방 조례의 전후 비교는 2017년 국무원령 조례의 반포를 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8)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1항, 제21조, 제26조, 제30조, 제38조, 제40조3항, 제65조에 종교극단주의
에 대한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9) 제10조 제4항 종교출판물이나 영상물에 대한 규정 중 민족분열주의, 종교극단주의, 테러를 전파하거나 미
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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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방 조례의 일부 조항이 국무원령 조례 개정에 반영된 예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국무
원령 신조례 반포 후, 중앙의 내용에 맞추어 추가되거나 삭제된 내용도 있다. 내멍구자치구의 경
우 동정교를 믿는 아라사족이 집중 거주하고 있어서,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5대종교의 종교활동
장소 외, 동정교의 교당을 추가로 명기하여, 그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해 왔다. 하지만 2019년
개정된 내멍구자치구 조례는 종교활동장소의 정의를 국무원령 신조례의 내용에 근거해 동정교를
삭제했다. 그렇다고, 동정교를 사교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조례에는 국가가 인정한 5대종교를 명
기하되, 종교활동장소의 허가 권한은 지방 정부와 종교단체에 부여함으로써 각 지방의 특수한 종
교상황에 맞추어 시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igious Policy System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ments of China
:Focused on the Central and Local Regulations on Religious Affairs
Kim, Kyunga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nterrelation of religious polic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re are two main institutions that implement China's religious policies.
One is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other is the local government. If the central government
presents the direction of the country's religious policy, the local government implements the
country's religious policy. However, there is a subtle difference between them. Because different
local governments have different ethnicities and different religious situation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establish the Regulations on Religious Affair, reflecting th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eligious specificity of the jurisdiction.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mechanism of Chinese religious policy by comparing the Regulations on Religion Affair established
by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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徳兵衛の渡海物語｣ 元禄七年写本群の史料性について

｢

小 林誠司(兵庫県教育委員会)

1. はじめに
一般に天竺徳兵衛の名で知られる写本群｢徳兵衛の渡海物語｣1)は、播州高砂舟頭町に住む徳兵衛という者
が寛永三(1626)年以降数年にわたり天竺へ渡海した先のありさまを伝える内容で、剃髪し法名を宗心と名乗った
晩年の頃に成立した古記録である。本稿では拙稿2)を基に｢元禄七年まで｣と記された元禄七年写本群の史料性
について検討する。

2.

元禄七年写本群における 底本の候補について

先ず｢徳兵衛の渡海物語｣写本群において、所在確認が可能な｢元禄七年まで｣と記された元禄七年写本群
の文献を選定し、その一覧(表1)を作成した。
本章では表１写本群の中から底本の候補を選定する。なお、番号３は番号2の複製である。
現時点において｢徳兵衛の渡海物語｣の原本は未発見である。しかし、表1の一覧に掲載した文献は｢元禄七
年｣までの古記録であるので、｢徳兵衛の渡海物語｣の原本から最初に派生した写本群であると考える。
この表1の中で番号１､番号２、および番号４は、元禄七年写本群の中でも供述に近い｢口書｣の文体である
点、および徳兵衛本人の署名が記されている点に注目できる。特に番号1は、末尾に｢播州高砂舟頭町徳兵衛
口上｣と記され、｢口書｣(口上書)ではないかと考える。
また｢徳兵衛の渡海物語｣写本群の原本が｢口書｣ならば、｢但し寛永三年から元禄七年まで六十九年、剃髪
1) ｢徳兵衛の渡海物語｣写本群とは筆者の仮称であるが、徳兵衛が天竺へ渡海した先の見聞記を基に作成された写
本群の総称である。例えば｢天竺物語｣､｢唐土天竺渡海物語｣､｢天竺徳兵衛物語｣等がある。
拙稿｢｢徳兵衛の渡海物語｣写本群に関する一考察｣ 東北亜細亜文化学会 東北亜文化研究 第 号所収
、
年

2)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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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法名宗心｣とする｢但し書き｣は取り調べの供述には不要である。3)
更に番号１と番号４は｢法名宗心｣が記されていない点にも注目できる。
なお番号４の末尾｢但し書き｣について、寛永三(1626)年に渡海して元禄七(1694)年までを数え六十二年として
いる点は単純に数え誤りである。しかし、寛永三(1626)年から数え六十二年が1687年つまり貞享四年に当たる点
は、｢口書｣作成時期が貞享四年に遡ることを暗示する可能性があり、注意を要する。なぜなら別写本の記述｢
(徳兵衛は)七十七才の時(1688年、貞享五年/元禄元年)に帰国｣4)と関係する可能性があるからである。この場
合｢(徳兵衛の)帰国｣とは｢(貞享四年の取り調べが終了し)七十七歳で播州高砂に帰国できた｣と解するのが矛盾
のない筋ではなかろうか。｢徳兵衛の渡海物語｣の原本と想定する｢口書｣が貞享四(1687)年作成であるならば、
番号４文末｢元禄七年マテ六十二年也｣のくだりは単純な誤りとはいえず、注意を払う必要がある。以上は｢徳兵
衛の渡海物語｣写本群の原本は貞享四年時点で作成された｢口書｣ではないかと想定する手がかりとなる。
以上の検討により、本稿では表１の｢徳兵衛口上｣に注目して番号１の写本を底本とする。また、番号２から
番号４までは底本の対校とする。

表１. 元禄七年写本群一覧
番号

写本文献名
「内題」『外題』、所収、所蔵など

初渡り時
の年齢

初渡りの時

元禄七年記

法名宗心の記載

剃髪の年齢

1

元文二年写「天竺徳兵衛漂流記」、『松前出帆漂流話』合綴、国会図書館
所蔵

拾五才

記載なし

記載なし

記載なし

記載なし

右天竺往来仕候義御尋
付覚之通申上候通

2

年欠「播州播磨国高砂船頭町徳兵衛寛永三丙寅年生十五歳ニ〆天竺江
渡海仕候物語之写シ書」『天竺物語』、『静幽堂叢書五一』所収、宮内庁
書陵部所蔵

十五歳

寛永三
丙寅

元禄七年迄
六十九年に成

文頭に記載

八十四歳

天竺往来仕候儀御尋にて
覚申候通り御物語申上候

高砂船頭町
徳兵衛

3

年欠「天竺物語」、『古老遺筆』所収、国会図書館所蔵、明治29年

十五歳

寛永三
丙寅

元禄七年迄
六十九年に成

文頭に記載

八十四歳

天竺往来仕候儀御尋にて
覚申候通り御物語申上候

高砂船頭町
徳兵衛

4

寛保三年癸亥正月吉日写「天竺渡海記」 『天竺徳兵衛 松前家系譜天竺
渡海記』、秋田県公文書館東山文庫所蔵

十五歳

寛永三
丙寅年

元禄七年マテ
六十二年也

記載なし

記載なし

右天竺往来仕候義ヲ御尋
ニ付覚申候通書上申候

播州高砂船頭町
徳兵衛

5

享保五年庚子春三月十六日写「播州高砂船頭町徳兵衛再渡天竺
記 」 ､『 乗 槎 』 所 収 、 宮 内 省 書 陵 部 所 蔵

十五歳

寛永三年
丙寅十月

記載なし

徳兵衛法名をは宗心と
申候

記載なし

右天竺往来仕候事御尋
のよし覚書仕候通に候

高砂船頭町
徳兵衛

6

年欠「高砂舟頭町徳兵衛と申者天竺江渡候物語」『高砂舟頭町徳兵衛物
語』、慶應義塾大学所蔵

十五才

寛永三
丙丑（寅）年

元禄七年迄 私歳八十四歳ニて剃髪仕
六十九年ニ 候以上 高砂船頭町にて
被成申候 徳兵衛法名宗心

八十四歳

天竺往来仕候切御尋ニ付 高砂船頭町にて
覚申候通御物語申上候
徳兵衛法名宗心

7

年欠「高砂舟頭町徳兵衛天竺江渡り候物語」、『漂流記叢書96』所収、国
会図書館所蔵

拾五歳

寛永三
丙寅暦

元禄七歳迄ハ 元禄七歳迄ハ六拾九歳ニ
六拾九歳ニ 罷成候、徳兵衛齢八十歳
罷成候
ニて剃髪法名宗心号ス

八十歳

一初渡り申時分長崎御奉
行竹中采女様ト申候
右天竺往来仕候義御尋
ニ付覚申候通物語仕候

記載なし

8

寛延三年庚牛正月中旬写之「往古日本と天竺と商船御免の頃播州高砂
船頭町徳兵衛と申者天竺江渡海仕候物語之事」『高砂徳兵衛天竺物
語』、小林誠司所蔵

十五歳

寛永三
丙寅年

但元禄七年迄六十九年ニ
元禄七年迄
成徳兵衛齢八十四歳ニて
六十九年ニ成
剃髪法名宗心と改申候よし

八十四歳

右は天竺へ数度渡海仕候
故御尋に付覚候通あらまし
物語申上候趣書記申候

記載なし

9

年欠「往古日本ヨリ天竺ト商御免ノ頃播州高砂ニテ船頭町ニ徳兵衛ト申者
天竺渡海物語」『天竺渡海播州高砂徳兵衛物語』、小林誠司所蔵

十五歳

寛永三
丙寅年

但元禄七年迄六十九年ニ
元禄七年迄
成其時徳兵衛八十四歳令
六十九年ニ成
剃髪法名宗心ト云

八十四歳

記載なし

記載なし

3.

長崎奉行へ具申

元禄七年写本群の史料性について

本章では、元禄七年写本群の史料性について検討する。
3) 表１番号２と番号３には｢但し書き｣が存在しないが、文頭に同じ内容の一文が付加されている。
註 同掲

4) １ 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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播州高砂舟頭町
徳兵衛口上

(1) 元禄七年写本群の成立時期について(時期)
元禄七年写本群の成立時期は、表１番号８の｢但元禄七年迄六十九年ニ成 徳兵衛齢八十四歳ニて剃髪
法名宗心と改申候よし｣に代表される｢但し書き｣を筆録者が徳兵衛口上の原本に書き加えたことにより、元禄七年
から元禄八年にかけて写本として成立したと推定する。｢但し書き｣のない番号１と、および｢法名宗心｣の記載が
ない番号４についても元禄七年写本群の内容と近似する写本であり、元禄七年から元禄八年にかけての成立と
みて差し支えないと考える。
なお｢徳兵衛の渡海物語｣の原本は未発見であるが、貞享四年時点で作成された｢口書｣と想定する点は前章
で述べたとおりである。
(2) 元禄七年写本群の成立場所について(場所)
元禄七年写本群が成立した場所は現在不明である。表1をみる限り、所蔵先が松前方面にて２冊確認できる
点は注目できるが、現時点で写本の成立場所は確認できない。したがって、史料性(場所)は後退すると考え
る。
なお｢徳兵衛の渡海物語｣の原本が貞享４年の｢口書｣とする想定が正しければ、原本作成場所は取り調べの
現場となる。しかし｢口書｣が通常世に出ることがない供述書であることを踏まえると、原本作成場所は容易に確認
できない。

(3) 元禄七年写本群成立時の作成者について(著者)
底本(表１番号１)は｢但し書き｣が未記載である点、且つ署名に｢播州高砂舟頭町徳兵衛口上｣と記す点
から、徳兵衛本人の｢口書｣を忠実に筆録した第三者の存在が推定できる。但し、写本成立時の筆録者は現在
不明である。
なお｢徳兵衛の渡海物語｣の原本は徳兵衛の署名から本人の供述であることは事実と考えられる。しかし、原本
の｢口書｣を作成した取り調べ役人は記録として残されにくいと考える。
(4) 元禄七年写本群の独創性について(本源性)
元禄七年写本群の徳兵衛が見聞した内容は、実際渡海した者のみが記せる航海の時期と様子、渡海先の
地理、風土、産物などについての具体的な内容が徳兵衛自身の表現で供述されており、同時代に同じ内容を
記した他の記録は国内において確認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したがって、元禄七年写本群の内容は徳兵衛自身の唯一無二の供述であると考える。
但し、元禄七年写本群の内容は朱印船貿易時代の見聞記であるが、原本とみられる｢口書｣や元禄七年写
本群は渡海した時期からかなりの年数を経て成立したと推定できることから、元禄七年写本群の史料性(本源性)
は後退すると考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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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徳兵衛の渡海物語｣写本群の性格について(一貫性)
｢徳兵衛の渡海物語｣写本群は確認できる文献全てにおいてまかだ国や霊鷲山等の仏教記事が周到に記載さ
れている。一方、禁制｢キリシタン｣に関する記事は皆無であり、｢キリシタンではない｣とする徳兵衛の意思が通底
している。これは帰国に際し彼自身が｢キリシタンではない｣ことを示すために用意した主張であったと考える。事
実、表１には異国起請文等が記された文献(番号７､番号８)も確認できる。この想定が事実であれば、徳兵
衛が年老いてから｢徳兵衛の渡海物語｣が世に出た理由となる。この点に｢徳兵衛の渡海物語｣写本群の一貫性
が認められるが、同時に客観性を損なう原因となり史料性は後退すると考える。

4.

元禄七年写本群の文献記述と同時代の他史料等との比較

元禄七年写本群の記述内容は歴史的事実を反映しているか、すなわち同時代､且つ引用関係がない他の史
料等と比較した場合に整合性を有するかについて検討する。
元禄七年写本群の文献、特に表１番号１底本から歴史的事実に関する事項を任意に複数抽出し、同時代
､且つ引用関係がない他の史料と比較した結果は表２の通りである。

表２. 歴史的事実について他の史料等との比較
比較事項

大阪商人淀屋の名前

朱印船貿易家

元禄七年写本群中の記事

長崎奉行竹中采女正

註 徳兵衛はシャム河 口の
高木作右衛 門朱 印船 焼き
討ち事件（朱印状侵犯事
件）を目撃できなかった。
地名 タカサゴ
註 台湾
地名 タケン
註 中華民国金門県烏坵部
地名 アマカワ 天川
註 マカオ

地名 交趾国とろん岩島
註 ベトナム・ダナン沖

地名 かぼうちゃほるこんと
ろうといふ嶋

同時代､且つ引用関係がない他の史料の記事

(前略)角倉与市船頭前橋清兵衛は大坂之
塩屋道薫江出入仕候其節大坂町年寄ハ
(前略)(大坂)両所惣年寄三丁人淀屋辰五郎(号
番号１
淀屋孝安（こうあん）、大塚や心斎、塩屋
个庵（こあん))ヺ始メ(後略)
道薫之三人なり(後略)
(前略）一従日本異国渡海船数
従長崎 末次平蔵二艘
（前略）後藤 籠屋 角倉与市 紅屋 平野
船本弥平次一艘
藤次郎(伏見銀座の末吉一党） 〆五人是
荒木宗右衛門同
は京衆 長崎末次平蔵同所高木作左衛門
絲屋随右衛門同
阿蘭陀やようす天竺山田仁左衛門 しやむ
従京都 茶屋四郎次郎一艘
の地船以上拾壱被(後略)
角ノ蔵同
伏見屋同(伏見銀座の末吉一党ヵ）
番号１
従堺 伊豫屋一艘(後略）

引用元・備考
『大阪市史 第五』大阪市役所p.4、1927年
・寛永十一年

『長崎拾芥・華蛮要言』純心女子短期大学・長崎
地方文化史研究所p.57、1988年
・大猷院(徳川家光)様御代

『末次船之図』（長崎市・西英房氏所蔵）
・寛永十一年奉納
・図17（大阪府立図書館編『南方渡海古文献図
録』、1943年）
『渡海船額 角倉船図』（京都市・清水寺所蔵）
角倉与市商船
絵詞「角倉」
・国指定文化財
註 寛永三年出帆の暹羅行角倉船
註 東京行角倉船図
・寛永十一年奉納
(前略）1629年、水野河内守守信は､新しく長崎 Arcadio Schwade S.J.「松倉重政の呂宋島遠征
奉行となった竹中采女正にかのキリシタン名簿を 計画とその死」『キリシタン研究』第九輯所収吉
(前略)私始て渡申候時分長崎御奉行竹内
渡した、とバジェスが伝えている。(後略）
川弘文館 p.349、 1964 年。
采女と申候天竺往来仕候義御尋付覚之通 番号１
『長崎拾芥・華蛮要言』純心女子短期大学・長崎
申上候(後略)
寛永六年（長崎奉行水野）河内守ノ代リトシテ竹
地方文化史研究所p.45、1988年
中采女正知行二万五千石指下サレ
・寛永六年
(前略)(初渡りの時)日本帰朝は中年一年
註 朱印状侵犯事件については、「バタヴィア城
逗留仕出入三年目の四月三日(1628年5
1628年5月14日暹羅国河口にて、スペイン艦隊
日誌Ⅰ」（中村孝志(著)・村上直次郎(翻訳)、 東
月6日)に竜沙川の口迄出船いたしおなし 番号１ による高木作右衛門所有の御朱印船焼き討ち事
洋文庫 、 1975 年)p.125註6に詳しい解説があ
(同じ）き年八月十一日に長崎浦江着船仕
件（朱印状侵犯事件）が勃発した。
る。
候(後略)
アジア航海図（神宮徴古館農業館所蔵）
高山宮（タカサング）
番号１ タカサゴ
・国指定文化財
・江戸時代初期
「東亜航海図（京都・清水孝男氏所蔵）」（『日本
たけん
番号１ タケン
古地図大成』所収講談社p.122、1975年）
・江戸時代初期
アジア航海図（神宮徴古館農業館所蔵）
番号２
カントウノ口アマカワ
アマカワ
・国指定文化財
番号4
・江戸時代初期
「茶屋新六交趾国貿易渡海図」（名古屋市・情妙
交趾国 舟入口 とろん岩島
寺所蔵）
だるまざぜん石
・愛知県指定文化財
(前略)かうちのとろんか嶽と申大山を見立
番号１
・江戸時代初期
申候、此所則達磨御誕生の処なり(後略)
「東亜航海図（京都・清水孝男氏所蔵）」（『日本
トロン
古地図大成』所収講談社p.122、1975年）
- 146 ・江戸時代初期
「東亜航海図（清水孝男氏所蔵）」（『日本古地図
大成』所収講談社p.122、1975年）
・江戸時代初期
・註 「かぼうちや」は南天竺にあり、現在のカン
かぼちやのほるこんとろ
番号１ ホルコントヲル
ボジア（Cambodia、柬埔寨）を指す。「ほるこんと
末次平蔵

角倉与市商船「角倉船」

引用元
表１

奉掛 末次船之図
註 末次平蔵（二代目茂貞）の時代

表２により、元禄七年写本群から抽出した事項は同時代の歴史事象に併行し､且つ独立した第三者の史料が
示す一連の時間的事実、および空間的事実と整合している点が確認できる。表２の比較事項の内、特に地名
は航海しなければ知り得ない渡海先の情報であり、同様に比較事項前後に記された地理、気象、および現地で
見聞した様子も真実性は連続していると考える。
元禄七年写本群の真実性についての判定は次の①②となる。
①引用関係がない二つ以上の史料に同一の記述が有り、一致した原因が偶然の一致となる可能性が極めて
低い。②史料の記述が科学的に証明された他の資料と矛盾していない。
元禄七年写本群は以上①②の真実性を満足することから、写本記事の任意抽出ではあるが元禄七年写本群
の底本および対校とした文献は史料性(真実性)があると考える。

5. 元禄七年写本群の史料性とその限界について
前章までで元禄七年写本群は限定的ではあるものの｢史料性｣を有する可能性を示した。
しかし、当該写本は筆写の度に｢物語性｣が強くなり、表題も時を経へて｢物語｣へと変化する。実際、｢徳兵
衛の渡海物語｣写本群はこれまで荒唐無稽な｢物語｣と評価されている。
徳兵衛が海禁の時代に海外から帰国を果たす背景には、当時の国内知識層ならば知り得る仏教世界観を用
いて供述を貫徹する必要があったと推定する。しかし、徳兵衛本人の帰国事情は供述内容の客観性を損なう原
因ともなり、原本以下の史料性は後退したと考える。
当該写本群の史料性の限界は｢徳兵衛の写本群はなぜ年老いてから出現したか｣という課題とも関係するた
め、今後の課題として引き続き検討し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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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Verific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of Tokubee 's Genroku7 Manuscripts
Kobayashi Seiji(The

Hyogo Prefectural Board of Education)

In the middle of the Edo period, the writings of the crossing the sea story of Tokubee (徳兵衛の
渡海物語) spread widely throughout Japan. This Paper is about verific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of Tokubee's Genroku7(元禄七年(1694 A.D.)) Manuscripts.
This paper makes clear that Tokubee's Genroku7(元禄七年) Manuscripts are in agreement with the
historical facts of other records in the early Edo period. But those reduced the value of objective
historical materials. Because his original material made a vague statement based on the Buddhist
world view for the purpose of returning to Japan in the era when crossing the sea was
prohibited(Kaikin 海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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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徳兵衛の渡海物語 元禄七年写本群の史料性について｣
についての討論

｢

申宗大(釜慶大学校)
【論文の要旨及び質問】
この論文は未発見の原本から最初に派生された｢徳兵衛の渡海物語｣元禄七年写本群の史料としての真実性を
究明している。
論文では五つ(時期･場所･著者･本源性･一貫性)の観点から検討を行なっており、同時代の他史料と比較し、
元禄七年写本群は徳兵衛自身の記録、史料であり、創作物としての可能性は低いという結論に至っている。

質問1．｢徳兵衛の渡海物語｣は江戸時代中期元禄の頃から流布したものと思われるが、どのような経緯を経て、
世間に流布していったのか。
質問2．元禄七年写本群以外に現在所在が確認できる｢徳兵衛の渡海物語｣写本(群)あるいは派生本はあるの
か。

質問3．他に写本群があるということを前提にした質問であるが、所在が確認できるのは何点ぐらいあり、そのなか
にも史料性のある写本群があ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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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史の時代区分に関する覚書：｢中世｣について

佐藤雄基(立教大学)

1. はじめに
中世｣とはどういう時代か。日本の中学高校の歴史教科書では、原始･古代･中世･近世･近代･現代という｢
時代区分｣がなされている。古代･中世･近世･近代を四時代区分法という。｢時代区分｣とは、｢日本の歴史｣の
ような歴史の繋がり(通史)を前提にして(繋がっていない歴史を｢区切る｣ことはできない)、｢時期(時代)を区切る｣や
り方を意味する。どういう基準で時代を区切るのか｢時代区分｣にこだわって｢中世｣という時代の説明を試みたい。
｢

2.

政権所在地別の時代区分

よく知られる日本史の時代区分は、政権所在地で区分するものである。飛鳥に宮ないし都のあった｢飛鳥時代
｣、平城京(今の奈良)に都(中国風の都城)のあった｢奈良時代｣、そして794年に平安京(今の京都)に遷都した｢
平安時代｣。天皇の居住する都は、平氏政権の時期に一時期、福原京(現在の神戸市、1180年)に遷都した
期間をのぞいて、1868年に江戸を東京と改め、明治天皇がここに遷るまで、京都におかれた。だが、｢平安時
代｣は794年から1868年までではなく、鎌倉幕府の成立(成立をめぐっては諸説あるので、とりあえず1180年～1192
年と間に段階的に成立したと考える)までと考えられている。鎌倉幕府成立後は｢鎌倉時代｣、鎌倉幕府が滅亡し
て後醍醐天皇が｢建武新政｣(1333-1336年)の時代を経て、室町幕府の成立後は｢室町時代｣、室町幕府滅亡
後、織田信長政権そして豊臣秀吉政権の時代は｢安土･桃山時代｣、そして江戸幕府の時代は｢江戸時代｣とす
ることが一般的である。つまり、鎌倉幕府成立後は(平安京に天皇･朝廷がいる一方で)武家政権の所在地を基
準にして時代名称としている。このことをどう考えるのかについて、必ずしも十分に考えられているとは言いがたい。｢
天皇から武士に政権が移るから｣と説明されるのが一般的である。だが、京都の天皇･朝廷は完全に独自性を
失ったわけではなく、天皇･朝廷と武家政権が併存することが日本史の特徴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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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戸幕府(時代)は徳川幕府(時代)という言い方をすることもある(英語でもTokugawa Japanという言い方が多
い)。室町時代･室町幕府も足利時代･足利幕府という言い方をすることがある。つまり、政権所在地ではなく、武
家の政権担当者の家名を用いる(その場合、織田政権･豊臣政権という風に幕府をひらかなかった武家政権も足
利幕府･徳川幕府と並べて論じることができるか)。
また、室町時代も前中後期で3つに分けることが一般的である。3代将軍足利義満が室町に将軍御所(｢花の
御所｣)を構えたことに室町幕府(時代)という名称は由来するが、足利尊氏が後醍醐天皇に反旗を翻して武家政
権を復活してから、義満が南北朝合一を実現するまでは、｢南北朝時代｣と呼ぶことが一般的である(北朝の天皇
を擁立する足利氏政権と、吉野に逃れた後醍醐天皇の系統の南朝が抗争した時代である。南朝を正統とする立
場から｢吉野朝時代｣という言い方もある)。応仁の乱以後は、室町幕府将軍の存在は残るが、全国政権としての
実態が大きく変質していくので、｢戦国時代｣と分けて考えることが一般的である。となると狭義の｢室町時代｣は、
室町幕府が存続したおよそ1335年～1573年の230年余りのうち主に15世紀の期間を指す時代概念といえる。
それでは｢足利時代｣｢徳川時代｣に対して、鎌倉時代を｢源時代｣｢北条時代 ｣と呼ぶことはできるだろうか。
1221年の承久の乱によって後鳥羽上皇が破れて、北条氏を中心とする鎌倉幕府が朝廷を凌駕することから、そ
れ以降を｢北条時代｣と呼ぶ歴史家もいる(保立道久氏など)。だが、承久の乱以後も、鎌倉時代を通じて、京
都では公家政権(朝廷)が政権として存続し、鎌倉幕府と併存していた。また、鎌倉幕府にも摂関家出身の将軍
ついで天皇家出身の親王将軍が、北条氏とは別に将軍として存在していた。従って、この時代は｢北条時代｣と
呼ぶことは一般的ではない。公家政権が事実上武家政権に包摂され、足利氏が自ら将軍となる室町幕府とは明
確な段階差がある。
それでは｢鎌倉時代は平安時代の延長なのか｣という疑問をもつ人もいるだろう。だが、京都と鎌倉という風に政
治の中心が二つ併存すること、そして鎌倉の側がイニシアティブをとることは、明らかに｢平安時代｣とは異なる新た
な事態である。｢鎌倉時代｣という名称では、政権が朝廷から幕府に移って、朝廷が有名無実化するような誤解
を与えるという批判がある(上横手雅敬鎌倉時代政治史研究吉川弘文館、1991年)。京都の朝廷も独自の政
権として存続していたことを強調して｢京･鎌倉の時代｣とするのがよいという意見もある(たとえば、元木泰雄･野口
実･平雅行編中世の人物 京･鎌倉の時代編全三巻、清文堂出版、2014年)。便宜上｢鎌倉時代｣でよいと
考えらえる。
新たに生まれた武家政権が社会のなかにどのように定着するのか、天皇･朝廷との関係をどのように位置づける
のか、鎌倉時代はその模索の時代であって、承久の乱、そして後醍醐天皇による倒幕もその過程のなかでの摩
擦のあらわれである。鎌倉幕府を打倒した後醍醐天皇による建武新政もすぐに破綻して、南北朝の動乱が起こ
る。その動乱をへて足利氏が支配権を握る。それからは足利氏、豊臣氏、徳川氏という武家政権が確立してい
くが、それに比べると鎌倉幕府は将軍権力も確立せず、不安定な時代であったといえよう。だが、源頼朝による
鎌倉幕府設立を時代の大きな変わり目として、武家の世の始まりと見なすことがかつては通説であり、鎌倉時代か
ら｢中世｣という時代が始まると見なしてきた。
ここで中世という時代に関する説明にうつっていき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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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四時代区分法と｢中世｣

中世という言葉は西洋史の時代区分でmiddle ageとかmedievalという概念を持ち込んだものである。中間の
時代という意味で、古代(ancient)と近代(modern)の間の時代という意味で、ルネサンス期以降、こうした三時
代区分が広がった。西洋史上の中世は封建制(feudalism)の時代と考えられていた。つまり土地を媒介にして軍
事奉仕を行う(主君と戦士の間で結ばれる)主従関係の時代で、私的な関係が公的なものを凌駕した時代という見
方である。これは官僚制や公の観念も発展した古代や近代と異なるものと考えられていた。
明治時代以降、日本に西欧の近代歴史学が導入された後、西洋史をモデルにして、権力者の変遷を軸にし
た従来のものとは異なる歴史叙述が書かれるようになると、日本史のなかに西洋史との｢似たもの探し｣をするように
なった。そこで注目されたキーワードが｢封建｣である(石井進中世史を考える―社会論･史料論･都市論校倉
書房、1991年)。これも(前述の南北朝とか戦国と同じく)中国由来の概念で、皇帝が地方に官僚を派遣して中
央集権的に統治する｢郡県｣に対して、皇帝が諸侯に地方統治を委ねる(王侯を｢封｣じて、国を｢建｣てさせる)分
権的な政体を｢封建｣という。江戸後期や明治の学者たちは、鎌倉幕府成立～明治維新までの政体を｢封建｣と
考えていた。この｢封建｣という中国由来の二字熟語が西洋feudalismの訳語として選ばれ、｢日本にも西洋と同じ
封建制が存在した｣という歴史像が生まれます。東京帝国大学で西洋史を学び、日本中世史に関する業績もあ
る歴史家原勝郎は、1904年脱稿の日本中世史において、平安貴族に対する関東における武士の勃興を、古
代ローマ帝国に対するゲルマン民族の勃興にたとえている。この時期は日清･日露戦争の時代と重なる。｢脱亜
入欧｣といわれるように、中国･朝鮮をはじめとするアジア諸国から離れ、欧米列強の仲間入りをしようという風潮が
高まる時期だった。そうした時期に、｢日本史上の｢西洋中世｣の発見｣(石井進の表現)があったということは重要
である。そして、古代と近代とのあいだの時代とはいっても、鎌倉･室町時代と江戸時代とは社会体制が大きく異
なる。そこで鎌倉･室町時代を｢中世｣、江戸時代(明治維新の打倒対象だったが、それだけに明治時代には江
戸時代が｢近い過去｣として強く意識されていた)を｢近世｣とすることが一般的となり、四時代区分法が日本史で独
自に生まれた。
さて、それでは｢中世｣とはどのような時代なのか。いろいろなイメージがある。以下順番に見ていこう。

a. ｢中国化｣の古代に対して日本独自の文化の発展した時代
一つは、中国文明を摂取して中央集権的な国家建設をおこなった｢古代｣に比べて、脱中国･日本独自の文
化が発展した時代というものだろう。こうした｢中世｣像は、明治期以来存在していた(黒板勝美など)。大陸文化を
導入していた奈良時代に比べて、大陸文化の流入が途絶えた平安中期の｢国風文化｣の時代を経て、日本化
が徐々に進んで、鎌倉時代には日本独自の文化が成立した、というものである(そして日本独自の文化が再び外
界に開かれるのは、16世紀の西欧人の来航、そして江戸時代の｢鎖国｣を経て幕末のアメリカ人ペリーの黒船来
航というのが、近代日本人の抱いていた典型的な｢脱亜入欧｣の歴史像だった)。だが、こうした時代像は見直し
の必要がある。一言でいえば、中世においても中国文化の大規模な摂取が続いており、新しい大陸文化の摂
取･吸収の上に、独自の文化を発展させてきたからである。
厳密にいえば、中国文化の導入が途絶えた時期はない。日本は常に外来の文化の影響を受けてきた。但
し、中国文化といっても中国の文明も変化していく。中国の隋唐文明の影響を受けた日本古代に対して、日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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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は宋･元代以降の新しい中国文明の影響を受けている(禅宗文化など)。その違いにおいて、中世は古代と異な
る特徴をもっているといえるが、外来文化の影響の有無では弁別できないことは強調しておきたい。

b. 中央集権的な古代(あるいは幕藩体制の江戸時代＝近世)に対して、分裂的･分権的な時代
権力が分裂･分散していく時代という｢中世｣の時代像がある。こうした時代像は実は中世に生きた人々も抱いてお
り、事態の一面を言い当てている。こうした分権的なありかたは、｢封建制｣の時代である中世の特徴でもあり、こ
こから京都の朝廷とは別の政治権力が確立した鎌倉幕府成立をもって｢中世｣の始まりとしてきた。｢地方の時代とし
ての中世｣という時代像もここに連なる。
だが、問題となるのは、そのような分裂的な時代であるのにもかかわらず、｢日本国｣が分裂せずに近世･近代と
続いていくのは何故かということである(朝鮮半島に目を向けると、大化改新～奈良時代における日本の統一国家
建設と同時期に、同じく半島を統一した新羅が10世紀には滅亡して、三国に分裂、高麗が再統一する。国家の
興亡がないことは自明ではない)。
日本中世における｢分裂｣のベクトルに対する｢統合｣のベクトルをみるとき、注目されているのが、荘園制の成立
である(荘園については荘園史研究会編荘園史研究ハンドブック東京堂出版、2013年)。12世紀(いわゆる院
政期と呼ばれる平安末期の時代)に成立する荘園制は、分権的な地方社会を中央につなぎとめる役割を果たし
た。地方の富を中央京都に吸い寄せ、京都が政治･経済･文化の中心であることを安定させる。多くの地方有力
者たちも、荘園制のシステムのなかで地位を得て、中央とのパイプをもつことで得た権威･財力を利用して地方社
会で力をもつ。地方有力者がこうして地位を得たことは、分権化の動きも生みますが、荘園制というシステム自体を
強化する働きをなす。鎌倉幕府･室町幕府も荘園制を否定せず、むしろ荘園制というシステムを利用して、そこに
寄生することで富を吸い上げる側に回る。応仁の乱の結果、守護たちが領国に下向し、京都に地方から富が吸
い上げられる仕組みが崩れるまで荘園制は機能する。荘園制は荘園制だけで機能したわけではなく、武家政権
や朝廷･公家政権独自の役割、京都の金融業者の存在など様々な要因が関わっている。荘園制が中世社会を
一つにまとめあげる大きな仕組みとして動いていたことは間違いない。
このことから｢中世とは荘園制の時代である｣という考え方が登場する。｢中世とは武士の時代だ｣という考え方で
は、江戸時代(近世)も同じ武士の時代であるという反論が出てしまうところ、荘園制を基準にすれば中世と近世の
違いが明確になる点に、メリットを有する時代観である。中世荘園制の成立した院政期(12世紀)は、院政をはじ
めとして中世らしい政治や社会の仕組みが生まれた時代でもああった。そこで、鎌倉時代ではなく院政期(平安時
代末期；白河上皇が院政をはじめ、白河･鳥羽･後白河が院政を行った時代)を中世の開始とする見方が有力
になっている 。

以上、本報告では日本史の時代区分とそこにおける｢中世｣という時代について、大雑把なアウトラインを示し
た。詳細を説明できず、また参考文献の提示も十分にできなかったこと、ご容赦願い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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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eriodization and “ medieval” in Japanese history
Sato, Yuki (Rikkyo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think the periodization of "medieval" in Japanese history. There
are two main ways to classify periods. One is the method of naming the periods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government (the emperor or the warrior government). The second
method is based on the Three or Four Periods of Ancient, Medieval, (Early Modern), or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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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日本史の時代区分に関する覚書：｢中世｣について」に
ついての討論
金子哲(兵庫大学)
佐藤雄基報告は、日本中世社会･国家の大きな枠組みに対する巨視的な報告である。古代･中世･近世･近
代という、現在の｢日本文化圏｣での通説である｢四時代区分法｣が日本文化圏の内部で内在的に成立したもの
ではなく、日本に近代歴史学が導入された際に西洋史の時代区分を｢投射｣して成立(ただし、近世は｢その他
feudalism｣として独自に分出)したとの整理をなした上で、｢四時代区分法｣における｢中世｣区分の妥当性を検証
している。佐藤雄基報告では、この日本｢中世｣を、｢分裂しつつも｣｢一応の統合が達成された｣社会としており、
｢統合ベクトル｣の鍵を｢荘園制｣であると定義し、日本中世社会の本質を｢荘園制｣に求める。
私の理解の及ぶ範囲では、古代的社会システムから諸勢力｢請負制｣への移行が相当程度に進展した院政
期に、｢請負制｣が地方でもシステムとして完成の域に達し、｢荘園制｣が中央と地方有力者間の｢対立しつつも総
体として調和のとれた｣利益配分システムとして機能し、中央･地方を統合する機能を果たした、ということになる。こ
の構造に日本武家政権が｢乗った｣ことの意義は大きい。同心円社会構造から、二つのの焦点を有する楕円社
会構造、もしくはさらに多極的な社会構造への移行を意味する。在地─上部権力との構造から、在地も上部も複
数の核を有する構造への変化、であり、この構造の中で｢対立しつつも総体として調和のとれた｣利益配分システ
ムがともかくも成立した(単純化すると、京─鎌倉、京側荘官─地頭)。
研究史的に捉えると、佐藤雄基報告は、権門体制論─東国国家論を巨視的に統合しうる論であり、今後の
発展を強く期待する。私は中世社会を｢アマルガム(合金)｣のイメージで捉えており、剛性を犠牲にしつつも柔軟な
靭性を志向し、随時金属組成･配分子変化させていった社会、と捉えている。
【質問１】私は中世社会＝｢アマルガム｣のイメージで捉えているが、｢室町王権｣は剛性志向─金属組成の均
質化に進み、靭性(復元力)を喪失して破断(分裂)した、とイメージしているが、佐藤雄基報告とこの私のイメージ
とは整合するか。
【質問２】私は、日本国家のみフレームが残存した条件の一つに、中央と対抗しうる地方的核(代表は東国)の
後背に存在する｢緩衝地帯｣(渡島およびその遠方)とさらなる遠方の脆弱性･希薄性をイメージする。これを越えうる
のは、例えば｢九州王権｣などであるが、この限界性をどのように評価するか。
【質問３】佐藤雄基報告の描く日本中世社会では、｢新たなる権威軸の出現｣は、社会の根本的バルキング
のトリガーとなり得る。所謂｢新宗教運動｣(潰された運動も含む)、やキリスト教移入をどのように再評価するか。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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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鳥羽院政期の修法からみる梶原景時の変について

時 田 栄子(立教大学大学院)

1. はじめに
本稿は、正治二年(1200)一月二十日に起きた梶原景時の変が京都に住む天皇や公家に対してどの程度の影
響力があったのかについて、密教修法を通じて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梶原景時は治承四年(1180)に石橋山合戦で敗走した源頼朝を助命し、翌年治承五年正月十一日に再び頼
朝と面謁する。そのとき頼朝の傘下に加わり、その年の四月七日には嫡男である景季が頼朝の寝所を警護する近
侍として選ばれるなど父子ともに短期間で頼朝から篤い信頼を寄せられた人物である。景時は頼朝からの寵愛をう
ける一方で、同時代の九条兼実から｢積悪の輩｣と評されたり、鎌倉幕府が編纂した歴史書吾妻鏡ではたびた
び無礼な態度により反感を買う場面が記されている。こうした景時は、頼朝･頼家二代の将軍の側近として活躍す
るが、将軍頼家に他の御家人を讒言したと告発され、たちまち失脚し、鎌倉を退いて京に向かう途中で滅ぼされ
てしまう。
戦前の研究でも梶原景時は吾妻鏡や平家物語に拠った視点から讒言者のイメージを持たれていたが、脱
平家物語とでも言うべき潮流のなかで石井進が｢さきを見通す俊敏な政治的感覚にもめぐまれている｣1)と評したこ
とを皮切りに、上横手雅敬2)、伊藤一美3)、滑川敦子4)、山本幸司5)らによって再評価が進んだ。しかし、未だ
検討が十分であるとはいえないため、より実態に沿った考察が必要である。そこで本稿では東国を離れ、京都の
反応から同時代的な認識を探りたい。その際に指標となるのが景時の変に際して行われた修法である。後鳥羽院
政期には多数の密教修法が行われており、谷昇6)によって修法の政治的意味が指摘されているが、谷の分析は

1) 石井進 日本の歴史７―鎌倉幕府(中公文庫、一九七四年)三〇六頁。
2) 上横手雅敬 源平の盛衰(講談社学術文庫、一九九七年)。
3) 伊藤一美 ｢鎌倉御家人梶原景時の立場｣(金沢文庫研究 二八八号、一九九二年)。
4) 滑川敦子 ｢和田義盛と梶原景時―鎌倉幕府成立の立役者たち｣(野口実編 中世の人物 京･鎌倉の時代編 治承～文治の内乱と鎌
倉幕府の成立清文堂出版、二〇一四年)。
5) 山本幸司 頼朝の精神史(講談社選書メチエ、一九九八)。
6) 谷昇 ｢承久の乱にいたる後鳥羽上皇の政治課題｣(後鳥羽院政の展開と儀礼、思文閣出版、二〇一〇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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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久の乱に焦点をあてているために、承久の乱以前の幕府との関係に関する視点が弱い。治承･寿永の内乱期
における修法に関する横内裕人7)、宮田敬三8)らの分析･考察を参考にして、梶原景時の変の際に行われた密
教修法から当時の京都への影響を検討する。本稿の狙いは、従来の研究が依拠してきた鎌倉幕府が編纂した
吾妻鏡だけでなく、当時の貴族の日記や修法史料を用いて再検討の可能性を探っていくところにある。

2.

梶原景時の変の概要

正治元年(1199)、生前の頼朝をしのんだ結城朝光は、頼朝の遺言を守り出家遁世しなかったことを悔やみなが
ら｢忠臣不事二君｣と語った9)。景時はその述懐したことを頼家に讒言し、その結果朝光を誅殺するとの話に発展し
た。実朝の乳母であり、北条時政の娘である阿波局からこれを聞いた朝光は急いで三浦義村、和田義盛ら同
心を募って連署状をつくり景時を糾弾した。かねてより景時に怨みのあった幕府の主要な御家人たちは次々と名を
連ね、連署状には六十六人の署名が添えられ三浦義村と和田義盛が大江広元に手渡した。その後十日以上
経っても音沙汰がないことを不審におもった義盛が広元のもとへ訪ねると、景時の讒言はしばしば行き過ぎていると
思うが、頼朝の時代においては昵近の奉公者であったことを考慮し留めていたとする。しかし、｢景時一人の権威
を恐れて他の御家人の不満をないがしろにするのか｣となおも義盛に詰め寄られた広元は頼家への連署状の披露を
約束する。
こうして梶原景時は訴状を下され、弁明することができずに子息親類を引き連れて相模国一宮へと下向する。
梶原氏一族はその後、上洛の途中、正治二年(1200)正月二十日に駿河国狐ヶ崎で滅ぼされる。
以上が吾妻鏡をもとにした梶原景時の変の一部始終である。幕府は景時追討後、在京している与党の追捕
を命じている。もともと景時は弟の朝景を在京させており10)、京都との密接なつながりをもっていた。そのため、景時
が上洛を計画していたのであれば京都にも内通者がいるおそれがある。このことは京都にいる貴族も周知の事実で
あった11)。藤原定家は後鳥羽院が景時出奔の噂を耳に入れていること、頼家が京都を警備して物騒であることを
嘆いている12)。
吾妻鏡によると二月一日に景時逐電の報せを朝廷に披露する13)と即座に後鳥羽による五壇法が行われた。
五壇法とは密教の修法、つまり加持祈祷の一種である。天皇や皇后の病気平癒、安産祈願、国家安穏を願う
ために行われる国家的な宗教儀式であった。国家安穏にはしばしば怨敵調伏という意味が含まれていたため、景
時の逐電を把握してすぐさま祈祷を行った後鳥羽の対応を、幕府側は倒幕のための呪詛ではないかといぶかしんで
いる14)。しかし、前述の通り正月二十九日には定家と後鳥羽院の耳に景時逐電の報せがはいっており、それ以
前にも二十七日に九条兼実が景時の事件を日記に残している。京都に景時逐電の報せを届けたルートについて
7) 横内裕人 ｢密教修法からみた治承･寿永内乱と後白河院の王権｣(日本中世の仏教と東アジア塙書房、二〇〇八年)。
8) 宮田敬三 ｢覚禅抄 ｢金剛夜叉法｣と源平合戦｣(源平合戦と京都軍制 戎光祥出版、二〇二〇年)。
9) 吾妻鏡 正治元年十月二十五日条。
10) 石丸熙 ｢鎌倉武士と京都｣(大隅和雄 文化史の諸相、吉川弘文館、二〇〇三年)。
11) 玉葉 正治二年正月二十九日条。
12) 明月記 正治二年正月二十九日条。
13) 吾妻鏡 正治二年正月二十六日条。
14) 吾妻鏡 正治二年二月二十二日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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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特定できないが、幕府が伝えるよりも早く周知された事実であ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それならば後鳥羽が五壇
法の準備を事前に行っていても特段不思議な事ではない。

３．修法の意味
では 五壇法 を 行 った 目的 とはなんだろうか 。 五壇法 は 後鳥羽院 によって 正治二年二月五日 の 夜 に 行 われ
た15)。五壇法記によると｢為追討御祈被始行之、<光員謀反事歟>｣とある16)。しかし、五壇法以前、二月
二日に大聖院御所において転法輪法もおこなわれている。転法輪法とは転法輪菩薩を本尊として怨敵墔破･国家
安穏のために修する調伏法で密教の秘密修法であるため、玉葉や吾妻鏡には記載されていない17)。後鳥
羽による転法輪法が行われた事例は他に、元久元年(1204)の伊勢平氏の蜂起があげられる。治承寿永の内乱
でほとんど滅亡した平氏残党による蜂起のためすぐに鎮圧されるが、京都、畿内近国の御家人に動員がかかって
いるのは、反乱軍が上洛を目的としているためである。後鳥羽は三月二十一日に追討命令を下し、翌日景時の
変と同様に大聖院で転法輪法を修している18)。このとき五壇法を修していないのは十一日に後鳥羽の寵妃である
修命門院が産気づき五壇法を修したばかりで結願に至っていなかったためだと考えられる19)。次に後鳥羽が五壇
法と転法輪法を行うのは承久の乱である。承久三年六月は幕府軍が西上している最中で後鳥羽はこのころ、五
壇法や転法輪法以外にもありとあらゆる修法を行っている20)。これらの事例から後鳥羽は京都に危機があるときに
五壇法と転法輪法を修し、さらに調伏やそれに類する密教修法は後鳥羽にとって京都を戦禍から鎮護するための
呪術的な武力であったと結論付けられる。

４．おわりに
以上の検討の結果、梶原景時の変の際に後鳥羽が行った修法の意図を倒幕のためとして解釈する吾妻鏡
の叙述は不十分であったことが指摘できる。また、本稿で見たように後鳥羽が調伏をともなう密教修法を行う理由を
京都ひいては朝廷を物理的暴力から守るための呪術的な武力を行使していた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
上記をふまえて梶原景時の変を解釈すると、藤原定家が京都の警備が強化されて物騒であるとおびえていたよう
に、上皇である後鳥羽が武力を用いて対処せざるを得ないほど当時の朝廷、公家にとって景時が脅威であったと
考え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後者については、他の御家人ではなく梶原景時が反乱を起こした場合、なぜ京都に
影響力をもたらすのか、具体的に京都の公家や畿内近国など景時の与党となりえた人物との関係性をあらためて
15) 玉葉 正治二年二月六日条。
16) 五壇法記 正治二年二月五日条。光員という人物については判然としないが梶原景時の朋友だったために所領を没収された
加藤景廉の兄は加藤光員である。しかし光員が景時に与したという史料はない。
17) 前掲註7横内裕人論文。
18) 御室相承記建仁四年三月二十二日条。｢穀原謀反御祈｣とあり註16同様、記録が不明瞭であるが、同時期に謀反を行った人
物がいないため梶原氏のことであるとする。
19) 五壇法記元久元年三月十一日条によると結願は四月十一日となっている。
20) 前掲註6谷昇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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検討しなおす必要があるだろう。

【 Abstract 】
Rethinking of Kajiwara Kagetoki Incident (1200 ) in early Kamakura
shogunate: the study of Altar rites documents in Kyoto
Tokita, E iko (Rikkyo

University)

In this article describe the meaning of shu-ho performed by Emperor of Go-Toba when Incident
of Kagetoki Kajiwara. In February 1200, Go-Toba practiced an esoteric Buddhism method called
'Godanho'. It purpose to cure illness of emperor and pray for the social well-being of the country.
Go-Toba’s ‘Godanho’ was interpreted as a curse by Kamakura shogunate who suspected Go-Toba
had committed with Kagetoki. In other words, it blessed him and expressed hostile to shogunate.
However, the same time, Go-Toba practiced another shu-ho called 'Tenpo-Rinpo’. It’s a
extraordinarily curse. It compared that both ‘Godanho’ and ‘Tenopo-Rinpo ’ in this research. As a
result, The plan of a comparison of these two types of practices, I conclude that Kajiwara
Kagetoki's plan to make a pilgrimage to Kyoto was a realistic one and that Go-Toba conducted
the practice to protect Kyoto from warfare.
The possibility of Kagetoki’s entering Kyoto was came up, and so, Go-Toba attempted
practicing shu-ho to give divine protection Kyoto.

- 159 -

2020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인문학의 현대적 재편

토론

｢

後鳥羽院政期の修法からみる梶原景時の変について｣につい
ての討論

岡本洋之(兵庫大学)
討論者は近現代日英比較教育思想史を専攻しているので, 時田氏の発表に対しては基本的に評価能力がな
い。そのため愚問になってしまった場合, また失礼な物言いになった場合にはお許しをいただきたい。
玉稿に対しては, 以下3点の質問を申し上げたい。
第1は討論者が結論として, ｢梶原景時の変の際に後鳥羽が行った修法の意図を倒幕のためとして解釈する吾
妻鏡の叙述は不十分｣だとし, ｢後鳥羽は京都に危機があるときに五壇法と転法輪法を修し, さらに調伏やそれに
類する密教修法は後鳥羽にとって京都を戦禍から鎮護するための呪術的な武力であったと結論付けられる｣と述べ
ている点についてである。討論者は, 少なくとも正治元(1199)年の源頼朝死去後, 後鳥羽が一貫して鎌倉幕府を
快く思わなかったか, 敵対したものと認識しているので, 後鳥羽による個々の修法の意味づけがいかにあろうとも, そ
こには倒幕の意図が基調に流れているように思われてならない。論者のお考えは, この基調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だろ
うか？
第2は, 上述の引用にもある｢呪術的な武力｣とは何かということである。もちろん後鳥羽の当時には, 呪術という
精神的営みが物理的に軍事を動かすものと信じられていたであろう。しかし歴史を科学的に検討する文章中におい
て, 一方では説明を加えずに｢呪術的な武力｣という概念を用い, 他方では｢上皇である後鳥羽が武力を用いて｣と
いうふうに実際の軍事力を｢武力｣と表現する文脈は, 論者が, 精神的営みが物理的な力を行使すると信じられた
後鳥羽の時代に引きずり込まれて, 出られなくなった印象を与えてしまう。
第3は, ｢4. おわりに｣の2-4行目にある｢後鳥羽が調伏をともなう密教修法を行う理由を京都ひいては朝廷を物理
的暴力から守るための呪術的な武力を行使していた｣に, 日本語として難があるために, 意味がわからないことであ
る。｢後鳥羽が調伏をともなう密教修法を行う理由は, 京都ひいては朝廷を物理的暴力から守るための呪術的な武
力行使としてであった｣という意味だろうか？
いろいろと申し上げたが, 従来｢源平合戦｣として親しまれた治承･寿永の内乱とそれに続く鎌倉幕府草創の時期
は一つのロマンとして, 近現代までの日本人の精神にたいへん大きな影響を与えてきたので, ぜひ今後もその実像を
明らかにする営みを続けていただきたいと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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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世の 郡境界河川に 対 する 支配権に 関 する 一考察

金子哲(兵庫大学)

1.

郡による 河川支配権と、対岸渡河集落

鎌倉時代の播磨守護所は、現在の兵庫県加古川市本町にある称名寺の位置に置かれていたと想定されて
いる。称名寺は、一辺半町(約90メートル)四方の方形の敷地に立っており、かつては水堀が囲周し、現在でも
南方の水堀跡が｢木村筋用水路｣として残っている。称名寺は、豊臣政権機の加古川城本丸跡に建てられた、
との伝承もある。豊臣政権機の加古川城主は、｢賤ヶ岳の七本槍｣の一人である糟屋武則であった。加古川城
主粕屋氏は、鎌倉時代末期の播磨守護代糟屋氏の後胤であった。
加古川城は上記から、鎌倉時代播磨守護所→南北朝時代･室町時代糟屋館→中世末期･織豊政権期加古
川城であったと考えられよう。加古川城は、織田軍(指揮官は羽柴秀吉)の播磨攻めのきっかけとなった｢加古川評
定｣の場としても知られている。
問題となるのは、鎌倉時代の播磨守護所(後の加古川城)の所属郡である。加古川右岸(西岸)が印南郡、
加古川左岸(東岸)が加古郡であり、基本的には加古川本流が郡境であった。だが、近世初頭に制作された｢
慶長播磨国絵図｣(図１)では、加古川左岸(東岸)にもかかわらず、守護所と加古川宿とが存在する｢加古村(加
子村)、木村、森宮村、友沢村、稲屋村(いなや村)｣が印南郡に所属している。また、加古川右岸(西岸)にも
関わらず、｢小松原村、荒井村、高砂町/高砂城｣が加古郡に所属している。
この郡境が確定した際の加古川本流とされた流路は、米田村南方→古沢村北方→今市北方を通る流路と
考えられている。少なくとも、慶長期の藩権力はそのように主張していたとことは確実であろう。
すると、現在でも加古川の本流の左岸(東岸)でもある、｢加古村、木村、森宮村、友沢村、稲屋村｣が印
南郡に所属している特異性が浮かびあがる。なお、森宮村は木村からの分村であり、友沢村も稲屋村からの分
村であった。
観応元(１３５０)年十二月五日｢足利尊氏袖判下文案｣(森川清七氏所蔵文書)には、赤松円心の播磨守
護量五箇荘の中で、｢宿村(加古村)、木村、大津村(稲屋村)｣守護所膝下村落として掲載されていることに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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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る。この三村は、前述の播磨守護所南側の木村筋の井掛村落でもある。加古川村(宿村)は五ヶ井用水の分
流である細い水路を隔て、東側の加古郡寺家村に続いている。この細い水路は｢文岸寺川｣｢分切川｣などと呼
ばれ、郡境として強く認識されていた。寺家村と加古川村(宿村)の各中央部を筑紫大道(西国街道)が貫いてお
り、中世末期以降は一体化して都市的場として機能していた。この不可思議な郡境に関しては、｢文岸寺川がか
つての加古川本流であった。文岸寺川の東側に大川地名があるのがその証拠である。｣との拙が流布している。
しかし、この説が真実なら、比高差数メートルの尾根状微高地を加古川本流が貫通していたことになり、加古川
宿エリアは河底に沈んでいたこととなる。この俗説は成立しない。
加古川村(宿村、加古村)には中世山陽道であった筑紫大道の渡河施設があった事が注目される。
同様の構造が、筑紫大道(西国街道)の最大バイパスである｢湯山街道｣の加古川渡河点である｢国包渡｣を
有する印南郡｢国包(国かね)村｣である。同村は、加古川左岸(東岸)にありながら、印南郡に属している(図
２)。ここでも、加古川のかつての流路は国包村の東端─南端を湾曲して流れていたが、洪水のために水路が
変わった、との説明が通説となっているが、このエリアの加古川左岸(東岸)に形成されている安定した連続的自然
堤防の存在を考えると、その蓋然性は低い。
以上から、加古川本流･主要分流は印南郡に属し、主要街道の渡河地点では加古川対岸部の渡河拠点集
落も印南郡所属とした、と想定されよう。そして、渡河施設の中心は加古川左岸(東岸)の拠点に置かれた。渡河
拠点集落である加古川村(宿村)と一体であった守護所膝下村落の｢木村、森宮村、友沢村、稲屋村｣も印南
郡に繰り込まれたと考えられよう。文明十九(1487)年卯月十四日｢賀古河塩田有政大般若経寄進状｣(加古川市
鶴林寺文書)には、｢播州印南郡賀南条之内宿村塩田｣との記載があり、加古川村(宿村)に属する上記のシス
テムは15世紀には成立していた。

２．印南郡による 加古川支配権と、左岸への浸潤
第一章で使用した｢慶長播磨国絵図｣から約三十年ほど時代の下った｢正保播磨国絵図｣には注目すべき記載
がある。加古川左岸の沿岸部にかなり印南郡が食込んでいる(図３)。印南郡に属する加古川市上荘町都染
は、現在でも対岸の加古川左岸にかなりの広さの飛び地を有している(図４)。ここに｢都染渡｣があったためとおも
われ、第一章で考察した事例に重なる
｢正保播磨国絵図｣では、印南郡平荘エリアが対岸の下西条村付近の加古川左岸蛇行部に広範な飛び地を
有していた。現在の加古川市神野エリアの一部にあたる。現在はこのエリアには、印南郡の飛び地は存在しな
い。しかし、このエリアに印南郡が支配力を有していた痕跡が残っている。神野町にある稲根神社北方の五ヶ井
ににかかる極楽橋付近に印南郡平荘町の｢若一王子神社(現在は平荘神社)の御旅所が存在していた。平荘若
一王子神社の神輿は船渡御して御旅所に渡っていた。平荘若一王子神社は、印南郡都染･平･益田を膝下村
落として強固に支配していた平荘町山角報恩寺の鎮守である。
この報恩寺は、鎌倉極楽寺の影響も強く受けた西大寺末寺であった。報恩寺は都染･平･益田村落に殺生禁
断を進めたのみならず、それらの面する範囲の加古川に対しても殺生禁断を進めた。印南郡の加古川市支配権
が原権となっていた。これらの動きは、慎重な扱いが必要だが報恩寺文書に顕れており、一定の事実を反映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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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ると考えられる。

康永二(１３４３)年五月二十日｢赤松義則書下案｣(報恩寺文書)
(端裏書)
｢案文延齢性松義則｣
播磨国印南庄内報恩寺領殺生禁断事、任
後宇多院御院宣厳重之旨、平･都染･益田･加納･西条･北条、限上者井嶽、下者加古川流、禁制処并中
嶋田畠荒之事、四至東者限川、縦雖為他領、於荒野下地者、可被領作之由、承知之状如件、
康永二年五月二十日
(赤松)義則
報恩寺方丈

在判

文言に怪しいところがあり、偽文書の可能性が存在するが、当時の報恩寺側の主張の到達点と言えよう。都
染･平･益田の各対岸部にある西条、加納(神野)、北条に対し、殺生禁断を媒介とした支配力を及ぼそうとした
のである。加古川の支配権は印南郡側にあり、殺生禁断を課した。加古川に流入する支流(限上者井嶽、下
者加古川流)にも殺生禁断は及ぶ。報恩寺の支配する加古川エリアに支流が流入する左岸の西条、加納(神
野)、北条にも報恩寺の殺生禁断は及ぶ、という、支配圏拡大の論理である。これは、加古川左岸の一部を印
南郡に取り込む動きと軌を一にしている。

３．印南郡に守護所が所在する 効果
守護所膝下の｢加古川村(宿村)、木村、稲屋村｣
を除くと、確認しうる播磨守護量五箇荘は加古川左岸
の加古郡に存在する。守護所のある加古川村(宿村)
は 、 加古川左岸 にあり 実質的 には 加古郡 と 一体 であ
る。そして、筑紫大道の加古川渡河地点を押さえ、加
古川舟運･瀬戸内海水運の結節点でもあり、まさに水
陸の要衝である。
守護所が加古郡に置かれた場合は、報恩寺の事
例で確認できるように、印南郡側に加古川支配圏を押
さえられ、それを媒介として加古郡側に浸潤される危険
性が存在した。守護所が印南郡に存在することは、こ
の危険性を回避できるとともに、守護の加古川支配権を
つよめることに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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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f Control over the river
that border two districts in the Middle Ages
Kaneko, Satoshi (Hyogo

University)

In Harima Province(播磨国) during the Kamakura period, Harima-Syugosyo(播磨守護所)─ the
office of the governor of the Kamakura Shogunate side was in Kakogawa Village(加古川村). The
village was on the left side of the main stream of Kakogawa River and faced it. Most of the left
bank of Kakogawa belonged to Kako-gun District(加古郡). However, this village belonged to
Innami-gun District(印南郡), which is located on the right side of the Kakogawa River. The clue
to think about the reason is Kunikane Village(国包村). Kunikane Village was also on the left side
of the main stream of Kakogawa River, facing it, and belonged to Innami-gun District(印南郡).
Kakogawa Village is the point where Chikushi-Daidou Highway(筑紫大道) crosses the river, and
Kunikane Village is the point where Yunoyama-Kaidou Highway(筑紫大道) crosses the river.
These two highway were extremely important highway for the nation. This shows that
Innami-gun District had control over Kakogawa River. The same conclusion can be drawn from
the Hoon-ji Temple documents(報恩寺文書) in Kakogawa City. Some powers in Innami-gun
District sought to influence Kako-gun District through control over Kakogawa River. Because
Harima-Syugosyo was on the left side of Kakogawa River and was located in Innami-gun
District, Harima Syugo(播磨守護)─ the governor of the Kamakura Shogunate side of Harima
Province had strong control over the eastern bank of Kakogawa and influence over Kakogawa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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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中

世の郡境界河川に対する支配権に関する一考察｣에
대한 討論

朴花珍(釜慶大學校)
金子哲先生の｢中世の郡境界河川に対する支配権に関する一考察｣という、ご報告、大変、ありがとうござい
ます。先生は、平素、中世の地域史に関する多くの研究論文を書き、特に播磨国加古川流域および印南野台
地における開発などについて具体的に分析を進めていらっしゃいます。先生の中世に於ける播磨関連研究は、＇
加古川の中世が非常におもしろい＇という高い関心を地域民に呼び寄せる切っ掛けにもなっており、非常に高い評
価を受けている。したがって日本近世に於ける村落地域史に関心を持っている私にとっても、非常に、勉強になり
ます。
ここでは金子先生の報告内容に従い、また学会参加者の皆様に日本中世史についてもっと深い理解を得させる
ために、幾つかの質問などを含めて討論を展開させることにしたいです。
その一、中世加古川流域における加古川の東岸や西岸で異なる支配権が成立される背景、印南郡･加古郡
の中にお互いにその支配地域を超えて錯綜した村落が成り立つ、日本の村落支配体制についてもう少し、具体
的な説明をお願いいたします。
その二、織田軍(指揮官は羽柴秀吉)の播磨攻めのきっかけとなった｢加古川評定｣はどういうものなのか、中世
末から近世初期において、播磨地域にどういう変化を及ぼしたのでしょうか、ご説明をお願い致します。
その三、＇この不可思議な郡境に関しては、｢文岸寺川がかつての加古川本流であった。文岸寺川の東
側に大川地名があるのがその証拠である。｣との拙が流布している。しかし、この説が真実なら、比高差数メート
ルの尾根状微高地を加古川本流が貫通していたことになり、加古川宿エリアは河底に沈んでいたこととなる。この
俗説は成立しない。＇という批判をなさっております。日本ではない、外国に住んでいる私たちの理解を高めるた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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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加古川本流や文岸寺川、加古川宿エリア等、加古川周辺の比高を含めた地理的構造について、もっと具
体的なご説明をお願い致します。
その四、＇加古川のかつての流路は国包村の東端─南端を湾曲して流れていたが、洪水のために水路が変
わった、との説明が通説となっているが、このエリアの加古川左岸(東岸)に形成されている安定した連続的自然堤
防の存在を考えると、その蓋然性は低い＇というご指摘をなさっております。それでは、印南郡･加古郡の郡境にな
る加古川本流とされた流路についての先生のご意見を窺いたいです。
その五、本文の中で史料紹介していらっしゃる康永二(１３４３)年五月二十日｢赤松義則書下案｣(報恩寺
文書)が偽文書の可能性についてご指摘なさっておりますが、その偽文書だと思う理由や当時の偽文書が報恩寺
に保存されている社会的背景について、ご説明をお願いいた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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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朝鮮)

종성석(鍾城石) 벼루에 대한 고찰

최병규 (안동대학교)

1. 들어가는 말
문방사우 중의 하나인 벼루는 예로부터 선비문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우리의 귀중한 전통문화
유산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홀시되고 있다. 한국 학자들의 벼루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여 일부 원로 벼루 수집가들이 오래 전
에 남긴 벼루 도록과 수집 경험담 등의 해설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연구 성과물을 찾기도 싶지
않다. 우리나라 벼루 연구는 벼루 자체에 대한 다양한 수집과 탄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연구라
기보다는 고대사회의 문자자료와 관련된 유물 중 하나로서 벼루(硯)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고고학
의 한 일원으로 벼루를 스쳐 논의한 것에 지나지 않은 듯하다. 벼루에 대한 논문이 그 구실을 하
려면 많은 실물의 수집과 도록, 출토유물 등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 탁상공론을
벗어난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 필자는 우리나라 벼루연구의 발전을 위해 세인들의 관심을 높임이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자신이 수집한 벼루들을 공개하면서 그간 출간된 우리나라 벼루 관련 저술
들, 그리고 고문헌이 남긴 벼루에 관한 실낱같은 작은 단서들을 토대로 조선시대 벼루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종성연은 남포연(藍浦硯), 위원연(渭原硯)과 더불어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벼루 중
의 하나였다. 그런데 남포연과 위연연은 너무도 유명한 반면 종성연은 비교적 덜 알려졌다. 종성
연은 남포연이나 위연연에 비해 생산량이 적어 전세되는 물량이 적을 뿐 아니라 석색이 우리나라
에서 가장 유명한 남포연과 흡사해 남포연의 그늘에 가려져 사람들에게 홀시되었다. 그 외에도 종
성연은 지리적으로 남한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한반도 최북단 지역의 산물이라 지역적 고찰이 현
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런 까닭으로 벼루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이조차도 종성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행된 그 어느 벼루 도록이나 연구서적에도 종성연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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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석 벼루와 유사한 오석의 벼루로만 소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자석의 벼룻돌이 있음은 지적하
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필자가 일본을 통해 입수한 종성석 벼루는 종성연 가운데에도 자연석
(紫硯石)이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본고는 종성연의 역사와 남포벼루와의 차이점, 그 외 종성연
에 관해 홀시되었던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종성연의 역사

함경도의 종성, 무산, 갑산 등에서는 두만강석이라는 검은색의 벼루돌이 나는데 종성연은 보통
이런 벼루들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종성연이 언제부터 벼루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조선 후
기의 학자 이재(李栽, 1657〜1730)의 밀암집(密菴集) 속 ｢창옥연명(蒼玉硯銘)｣의 기록이 있어 참
고할 만하다. 여기서 이재가 살던 조선 후기에 이미 종성의 벼루가 질이 좋음이 증명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전기인 당시만 해도 종성석이란 이름은 널리 사용되
지 않은 듯하다. 왜냐하면 그는 이 벼룻돌을 ‘종성연’이라고 부르지 않고, ‘창옥연(蒼玉硯)’으로 칭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옥’은 ‘검은 옥돌’이란 뜻이다. 그 후 세월이 지나 벼루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유득공(1749〜?)과 성해응(1760〜1839)도 자신들이 지은 벼루에 관한 저술인 영재집(泠齋
集)과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속에서 종성석과 북청의 두만강석에 관한 칭송을 늘어놓고 있
다. 주목할 점은 그들은 종성석을 위원자석 등과 더불어 조선 벼룻돌 중의 으뜸임을 밝히면서 ｢종
성창석(鍾城蒼石)｣, ｢북청청석(北靑靑石)｣ 등으로 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득공과 성해응은 영재
집･연명과 연경재전집을 통해 이미 ‘종성벼루’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가장 확실한 자료라
고 보아야 할 성해응의 연경재전집 속의 ｢연보｣에서는 남포석을 비롯해 조선의 저명한 벼룻돌
인 위원석･고령석･평창자석･풍천석･안동마간석･종성아란석･갑산무산석･송화강석 등에 대해 비교
적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두만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종성계 벼룻돌에는 종성아란석을 비롯하
여 갑산무산석도 당시 이미 벼룻돌로 이름을 떨쳤음을 알 수가 있다. 두만강 주변의 돌은 부드럽
고 강해 원주민들에 의해 원래 칼을 가는 용도나 돌도끼로 일찍부터 사용되었지만, 청나라가 건국
되면서 강희제(1654〜1722)를 비롯한 황제들이 청제국의 자존심의 상징으로 그것으로 ‘송화연(松
花硯)’이라는 벼루를 만들어 청대 황실의 어용물품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우
리나라 두만강연이 본격적으로 벼루로 사용된 것도 중국의 송화연의 역사와 거의 비슷한 17세기
중반인 조선 후기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다른 자석연이나 남포연 벼루 등에 비
한다면 그 역사가 다소 짧은 점은 확실해 보인다. 그런데 1973년 월간문화재에서 발간한 고연백
선에서도 두만강석 벼루들이 모두 7점 선을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유독 “자석연(子石硯)” 하
나가 조선 전기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자석연은 벼루돌 속의 돌로 만든 지극히 부드러운 돌
을 일컫는 말로 모양이 동그스름한 작은 벼루인데 아무런 문양과 조각을 하지 않았다. 이런 벼루
는 확실한 연명이 있어 그 연대를 말해주거나 아니면 벼루 위의 조각양식으로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벼루의 나이를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조선 전기인 것에 대해서
는 더 자세한 고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6점의 벼루는 각각 봉미연(鳳味硯), 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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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池硯, 유득공의 벼루), 운룡연(雲龍硯), 무봉연(舞鳳硯), 태극연(太極硯), 문무연(文武硯) 등으로
각각 조선 중기와 후기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벼루의 조각양식이나 문양으로 볼 때 대체적으
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두만강석에 해당하는 종성계 오석은 문헌상으로 보는 것과 같이 그 역사
가 적어도 조선 중후기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가 있다.

3.

종성연의 석질과 형태

두만강석인 종성계 오석은 그 석색이 남포석과 비슷해 혼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체적으로
말해 종성연은 남포연보다 색깔이 더 검고, 돌의 질감도 더욱 매끈매끈하며 단단해 만지면 쇠 소
리가 난다. 그러나 문제는 남포연 가운데에도 아주 검은 오석벼루도 있고, 질감이 단단한 벼루도
있기 때문에 둘 간의 구별이 용이하지 만은 않다. 심지어 벼루를 소장한 우리나라 박물관에서도
종성계 오석벼루를 남포오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남포오석 가운데 상품의 벼루
는 그 석질이 종성석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오인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그 차이점
을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종성연의 석질을 자세히 관찰하면 남포연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포문과 길다란 검은 줄이 먹을 가는 연당에 비가 내리듯 세로로 걸쳐져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몇몇 종성연에도 똑 같은 석문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석질 외에도 종
성연과 남포연을 구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벼루의 형태와 조각문양이다. 종성연의 벼루 형태와 문
양은 남포연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같은 장방연 벼루라도 종성연은 남포연에 비해
세로길이가 비교적 짧고 벼루 두께가 얇게 재단된 것이 많으며, 종성연의 벼루 둘레 즉 연순의 문
양에는 남포연과는 달리 정교한 회문(回文)을 두른 것이 많다. 둘째, 종성연도 남포연과 같이 손바
닥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노트북 컴퓨터 같이 큰 것도 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많
이 애용하여 일본벼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석의 다듬지 않은 형태인 이른바 ‘천연연(天
然硯)’이 많다. 또 비교적 연대가 깊지 않은 종성연은 위원연과 같이 거의가 벼루 뒷면에 ‘종성석’
내지는 ‘종성산’이란 명문을 한문으로 새겨 놓은 것들이 많으며, 바닥도 남포연과는 달리 거의가
매끈하고 편평하게 잘 다듬은 것도 종성연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그 외에도 다듬지 않
은 천연연 종성석의 절단면은 남포연과는 달리 마치 나무판자를 부순 것과도 같은 촘촘한 석층의
자연적인 모양이 보이는 점, 또 진한 황토 빛의 석피가 측면에 보이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또 세월이 지나 조선 말기에 이르면 사진 속의 어룡문 종성연이나 포도문 종성연과 같이 실용화
되면서 조각도 그 전에 비해 매우 간략화 되었음을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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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1> 조선 종성석 어룡운문연(10.5☓15.3☓1.5)

<사진 72> 조선 종성석 해와조문연(13☓19.3☓1.8),
권도홍 소장

<사진 73> 조선 말 어룡문
종성연(20☓25☓4)

<사진 74> ‘종성산’ 명문의 뒷면

<사진 6> 매화문 종성연 측면에 나타난 황토색 석피

<사진 5> 일제시대 매화문
종성연(12☓18☓3)

<사진 7> 뒷면 확대(“종성 용계석”이라고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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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매화문
종성연(11.5☓17☓3)

<사진 9> “종성군 종관면
주산동십칠、삼호 김영수”란
명문이 있는 뒷면

<사진 80> 조선 남포석
포도문연(9.8☓18☓3.8)

4. 자석 종성연 고찰
종성연은 흔히 검은 오석의 벼루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필자가 수집한 바에 의하면
종성연 가운데에는 사진과 같이 적갈색의 위연연과 같은 빛깔의 벼루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실
종성연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권37의 ｢연재변증설｣에서의 기술과 같이 자석연과 오석연
이 모두 존재하였다. 이처럼 분명히 이규경은 종성 자석연을 언급하였지만, 서유구나 성해응 등은
모두 유득공의 ｢동연보(東硯譜)｣에 의거해 종성연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필자가 최근 일본에서 수집한 종성연은 두 마리의 해태(해치)와 봉황이 벼루 정면에 세밀하게 새
겨지고, 벼루 테두리에는 화초 문양과 회문도 조각된 웅장하면서도 정교한 벼루인데, 종성연에서
많이 나타나는 회문이 있을 뿐 아니라 벼루 뒷면에는 단정한 필체의 ‘종성석’이란 명문이 새겨진
것으로 보면 종성연이 확실시된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벼루처럼 벼루 뒷면 정중앙에 힘 있는 필
체로 ‘종성산’,‘용계석’,‘김영수’ 등의 명문이 새겨진 대신 벼루 뒷면 하반부에 비교적 가는 서체로
‘종성석’이라고 새겨져 있다. 명문이 있는 대부분의 종성연이 ‘김영수’라는 이름의 장인이 새긴 힘
있는 서체의 한자 명문이 새겨진 반면 이 자석 종성석 벼루는 그 서체가 흔히 보이는 김영수 체
와는 다르다. 따라서 아마 이 벼루를 제작한 장인도 김영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섬
세하고 사실적인 문양과 입체적으로 깊이 파여진 연지의 형태로 보아 연대가 비교적 오래된 조선
후기의 것으로 보인다. 김영수 연명의 종성연이 매화문이나 포도문 등의 다소 도식적인 단순한 문
양으로 대량 생산되었다면, 이 자석 종성연의 조각은 매우 정교하고 사실적인 문양으로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새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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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1> 적갈색 해태봉황문
종성연(12.6☓20☓3.4센티, 2050그램)

<사진 82> ‘종성석’이란 명문이 있는 뒷면

【 Abstract 】
A Research on the Joseon Jongsung( 종성) inkstone
Choi, Byeonggyu (Ando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Jongsung(종성) inkstone which is one of the most famous inkstones
with Nampo(남포) and Wiwon(위원) inkstones in whole Korean inkstone history. The paper
explains the history, shape and quality of Jongsung(종성) inkstone, especially compared with
Nampo inkston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is paper is that Jongsung inkstone has purple
color, which was neglected and even not mentioned by any other inkstone collectors and
researchers in Korean history except the Joseon Dynasty scholar Gyukyung Lee(이규경). So this
paper emphasize our attention and research to the Jongsung inkstone which were produced less
than Nampo inkstone in quantities so they were neglected and even mistaken for Nampo inkstone
because of their similar black color, in spite of their good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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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조선(

朝鮮) 종성석(鐘城石) 벼루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

이 효 정 (협성대학교)

위 발표문은 문방사우 중 하나인 벼루, 그 중 조선시대의 종성석 벼루(종성연)에 대한 연구입니
다.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고고학의 일부로 취급되어 오던 벼루연구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
하여 자신이 수집해오던 벼루들을 사진으로 공개하고 그간 출간된 벼루 관련 저술과 고문헌에 남
아 있는 벼루에 관한 단서를 토대로 벼루, 특히 종성연에 대한 역사와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습니
다. 도록이나 해설 등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벼루 연구가 전무한 현상황에서 이와 같은 연구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자는 벼루학에 대해 공부가 부족하고 아는 바가 없으므로 어디까지나 배우는 마음으로 흥
미롭게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이에 논문의 완성에 도움을 드릴만한 건설적인 제언을 하기는 어려
울 듯합니다. 다만 전반적인 취지에 동감하면서 논문을 읽으며 궁금했던 점을 위주로 토론을 진행
하려 합니다. 무지에서 기인하는 질문이라 다소 거친 감이 있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목이 <‘조선(朝鮮)’ 종성석 벼루에 대한 고찰>인 만큼, 조선이 아닌 동시대 중국이나 일
본의 종성석 벼루와 비교하였을 때 조선의 종성연이 지닌 특징적인 면이 있을런지요? 또, 종성연
제작의 역사가 다를 것인데 다른 나라의 종성석 벼루 상황은 비교하여 어떠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의 벼루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말씀하신 도록이나 해설 등 비학
문적 자료라도 선행 기록들을 제시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발표자 선생님께
서 우리가 왜 벼루를 공부해야 하는지, 그것이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근본적
인 의의를 부여해주시면 벼루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과문에서 비롯된 질문입니다만, 벼루 전반에 관한 풀이를 덧붙여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말기에 이르면 실용화되면서도 조각도 간략화되었다고 하셨는데, 벼
루의 문양이나 크기가 각 재료별로, 또 시기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해주시
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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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조선(

朝鮮) 종성석(鍾城石) 벼루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

김창 경 (부경대학교)
본고는 문방사우 가운데 하나인 벼루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간 출간된 우리나라 벼루 관련 저
술들, 그리고 고문헌이 남긴 벼루에 관한 작은 단서들을 토대로 조선시대 벼루에 대해 논의를 전
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남포연(藍浦硯), 위원연(渭原硯)에 비해 덜 알려졌고 또 관심이
소홀한 종성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 논지의 의의가 충분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
러 기존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종성연에 대한 특징 등의 고찰은 본 논문의 의의를 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몇 가지 부분에 있어 자세한 관찰을 통해 심도 있는 연구 진행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분야에 대한 토론자의 지식은 매우 일천함을 밝히며, 혹 잘못된 의견이라 할지라도 너
그러이 용서를 구하는 바입니다.
1. 본 논문은 요약본이어서 전반적인 이해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가능하다면 남포
연과 위원연에 대한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성연에 대한 차이나 특징
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2. 논문에서는 “오주연문장전산고 권37의 ｢연재변증설｣에서의 기술과 같이 자석연과 오석연이
모두 존재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석연과 오석연이라 표기하고 있는데, 원문에
서는 “종석자연석, 오연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기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硯材辨證說> : “鍾城紫硏石、烏硏石”
3. 아울러 <硯材辨證說>에는 “我東出硯處。藍浦、保寧、烏硏石、花草石。爲國之最佳者。亦有名於
中國。而我人不知也。安東九龍山水沈馬肝石爲次。高靈硏石。微澁枯淡無光氣。平昌紫硏石。頗
佳。亦有花草紋。豐川靑硏石。甚硬。且麁如瓦。鍾城紫硏石、烏硏石。品佳。而其中鵝卵石。出
五龍川。品冠東硏。謂硏。渭原硏石。亦有花草。甲山、茂山硏石。亦好。熙石硏石。麁硬。郭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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紫硏石。稍佳。高原硏品。亦好。坡州牧鎭山名馬山。頂平微凹作池。其中産烏硏石。間有花草石
品佳。【以尹氏祖山祖脈。不敢采出。】 長淵長山串阿郞浦諸處。海浦及海底。出烏倉硏石”라 기
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차례 오연석과 자연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렇다면 이러한 자연석과 오연석이 종성 자연석과 오연석과 어떠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지 궁
금합니다.
4. 종성연에 대한 기록으로 《恩誦堂集詩卷十》 의 <題小觀從兄肅愼游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될지 몰라 적어둡니다.
“東華迢遞念刀環｡ 北極闌干信手攀｡ 五國風煙連徼外｡ 滿洲燈火隔江間｡
詩愁聯爾煎茶遣｡(先生與會寧人士詠煎茶詩。用險韻頗工｡) 宦况依然載石還。(歸裝有鍾城硯石數方
耳) 春草爭禁尋舊夢｡ 蕭蕭蓬鬢共成斑｡(先生與迪晨夕唱酬｡ 今廿有五年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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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이의 항법상

우선권에 관한 연구

묘춘 원 (부경대학교대학원)･임석원 (부경대학교)･최태 영 (부경대학교)

1. 서 론
선박충돌사고로 인한 그 인명피해나 재산적 손해의 규모는 선박의 대형화에 비례하여 더욱 증
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IMO는 해상에서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인 1972
년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COLREG ; 이하 ‘국제규칙’이라 한다)을 채 택하였다. 또한 선박사이의 진로우선권
은 해상교통법상에 각 상황별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에서 항법의 해석과 적용에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관련 국내법을 중심으로 선박사이의 우선권 관
련 항법 적용상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항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바람
직한 방향을제시하고자 한다.

2.

우선권의 의의

충돌사고를 효과적으로 피하기 위하여 항법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선박들이 서로 상대선박의 동작을 잘 못 파악하거나 선박 자체의 조종성능이 서로 다
른 선박끼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조우하여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은 피항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선박 사이의 항법상 우선권은 선박 자체의 조종성능에 따른 항법과 지리적 상황에 따
른 항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항법은 열등한 지위에 있는 선박에 유지선으로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상 호 시계 안에서의 정면 상태, 횡단 상태에서의 항법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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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항법이므로 여기에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특별 항법으로 칭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별 항법
에서의 유지선은 조종 성능이 열등하므로 일반 항법에서의 유지선보다주의 의무가 낮아서, 선박
충돌의 경우에 피 항선이 일반 항법에서의 피항선보다 높은 과실 비율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3.

우선권의 종류

우선권의 종류로서는 선박 자체의 조종성능 우열에 따른 우선권으로서, 국제규칙 제18조의 각종
선박, 제13조의 추월항법에서 피추월선 그리고 선원의 상무 규정에서 인정되는 각종 선박 등이 있다.
지리적 제약에 따른 우선권으로서는 지리적인 제약에 따라 어떤 선박에 우선권이 부여되는 경
우는 협수로 및 통항분리수역에서의 범선,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그리고 어로작업 중인 선박
등이 있다. 이 경우는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는 선박 자체의 조종성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가
항폭(可航幅)이 좁은 지리적인 특성상 대형선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지리적 조건에 따
라 우선권이 부여되는 경우의 우선권은 통항우선권으로서 모든 시계상태에서 적용된다.

4.

우선권 적용상 논점에 대한 검토

선박사이의 우선권은 해상교통법상에 각 상황별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항법
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선박 사이의 항법상 우선권 종류가 많아
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쉽게 반정하지 못 한 경우도 있다. 또한 한국 어로에 종
사하고 있는 선박이 많아졌는데 쉽게 인정할 수 없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과
해역에서 어로 때문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한다고 하자. 또한 선박사이 항법
상의 우선권 적용과 해상 청구에 대한 책임 제한 사이의 충돌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
적으로 1993년 국제협약 제15조에 따르면 이런 충돌을 제시된다. 두 충돌이 있을 때 선박의 우선
권가 해상보상책임제도기 위해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하게 되면 국제규칙 제18조(해사안전법 제76조)에 따른 항법상
진로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항법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
구를 사용 할 것, 실제로 어로 작업에 종사할 것, 항법에 규정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할
것 이 요구된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해상에서 항행하는 선박이 준수하여야 할 해상교통질서에 대한 법 규범으로 국제법
인 국제규칙과 국내법인 해사안전법 및 선박입출항법을 중심으로 선박 사이에 적용되는 우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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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이로 인해 제기 되는 항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인정 기준에 관
한 논점으로 검토하고, 관련 항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개념에 대해서 국제규칙 제3조와 해사안전법 제2조의 규정이 정
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해사안전법이 국제규칙의 이 행입법으로서 법안 제정 당시 항법에 관한
제반규정들은 국제규칙의 내용을 그 대로 수용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서로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제규칙 제18조(해사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
법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해당 선박의 실제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
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어로 작업”이라 함은, 어구가 수중저항이 커서
변침ᆞ·변속 이 어려운 경우, 변침ᆞ·변속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변침·ᆞ변속할 때 어구의 손상 또
는 추진기 등 선체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어로 작업의 종사 범위와 관련해서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현재 투망·ᆞ양망, 투승·ᆞ양승 작업
중인 선박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작업 혹은 이동을 위한 항해 등이 조업의 연장
선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선박은 “조업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 조업에 의하여 조종성능이
제한되면 항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해양안전심판원의 이러한 해석
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어로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타내는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항법상의 진로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 대법원 판례와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종합해 보면, 비록 조업 중인 어로종사선이 규정된 등
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어로에 종사 중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즉 어선이 거의
정선되어 있거나 저속으로 항해하면서 조업하는 경우, 그물 등 사용 중인 어구를 먼 거리에서도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선단으로 무리지 어 조업하는 경우 등 항해사가 선원의 상무로서 요
구되는 기본적인 주의만 다 하여 경계를 한다면 어로 작업 중인 선박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양안전심판원의 이러한 해
석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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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N avigation Priority among ships
Miao, Chunyuan ･ Lim, Seokwon ･ Choi, TaeyoungCHOI (Pukyong

National University)

No matter in all walks of life, there are certain rules and laws. The Marine Traffic Law
includes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adopted which were adopt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vessel collisions at sea in 1972, the domestic Maritime Safety Act, and
provisions of port entry and departure of vessels, etc. Therefore , captains , officers , and pilots
are obliged to under stand and follow navigation rules . COLREG and Maritime Safety Act are
divided navigation rule into three sections . Particularly , according to Article 18 of
COLREG(Article 76 of Maritime Safety Act), as one of the dominant principles of navigation rules
, there is the rule that a vessel with excellent navigation performance should avoid a vessel with
less performance, which is the right of way for all navigating vessels. The right-of-way of
vessels can be divided into the one according to the ability to manoeuvre order of vessels, into
the one according to the obligation of traffic obstruction exclusion ,and into the one in particular
waters and the water areas of trade ports. Based on COLREG, starting this thesis with this entry
point as the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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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선박사이의

항법상 우선권에 관한 연구｣ 에
대한 토론
허 균(부경대학교)

본 연구는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관련 국내법을 중심으로 선박사이의 우선권 관련 항법 적용
상에 제기되는 문제점과 항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해군력의 급속한 증강은 한중 간의 해상 충돌이 예상되며,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
는 이어도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상 분쟁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최근 일본 해상서 한국과 일본의 화물선이 충돌하는 사고 가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
는 없었지만 선박 사이에 충돌과 같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선박사이의 항법상 우선권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고 국내외 규칙과 법률을 중심으로 살
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언 사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법을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국제법과 연계하여 다양
한 논쟁 여지와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탐색해 보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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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はじめに
我々はこれまでに、アンケート調査などを行いその結果を分析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における死生観についての研
究を行ってきた。その中で、とりわけ論理的な理由を説明しがたい項目による忌避感(例えば語呂合わせによるも
の)を考える場合に、十分な判断根拠がなくなってしまうと形式的な忌避感だけが残ることを見てきた。忌避する根
拠がないので忌避すること自体をやめよう、という行動ではなく、忌避する根拠はよくわからないけれどそのように言
われているのでとりあえず忌避しておこう、という行動である。
こうした判断は、生死という身近ではあるがよくわかっていない現象に特有な判断である可能性もあるが、死生
観と関係はあるが生死そのものではない領域でも同様と考えられる判断が見られているのでこの状況について考察
を行う。
昨年末以降、新型コロナウイルス(SARS-COV-2)の世界的な感染拡大に伴う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
(COVID-19)により、生活の様々な面で制限を受けることが多くなっている。そして、この様々な制限に対してどの
ように対処するかを各個人が考える必要に迫られてい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ついては様々な判断根拠となる情報が存在しないという状況ではないが、ＷＨＯ
(世界保健機関、World Health Organization)や日本政府の提供する情報を信頼しない人々も多く、多少とも
混乱しているといえる状況になっている。

２．一斉臨時休校
最初の事例は一斉臨時休校におけるケースである。日本で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防止を目的として臨時
休校を実施したが、学校休校期間中に子どもたちが公園で遊ぶことに対する苦情が東京都を中心に全国の学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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や教育委員会へ寄せられた。学校側から保護者に対して自宅で過ごすよう指導した例も報じられている。
このため、文部科学省が｢児童生徒の健康維持のために屋外で適度な運動をしたり散歩をしたりすること等につ
いて妨げるものではない｣ことをＱ＆Ａを通して明示したものの、警察に通報したケースや遊んでいる子どもがどなら
れたケースなどが報告されている。学校が臨時休校となったことで子どもたち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を拡散させている
と短絡的に判断したうえ、これに過剰反応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
その一方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重症化すれば肺炎を引き起こし生命の危機につながることになる
が、一般の肺炎に対して喫煙は重症化の要因であることは既に知られていることに加え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
症に対しても喫煙者は重症化･重篤化しやすいことも報告されてい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同じように公園周辺の
路上での喫煙や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を確保できない喫煙室内で複数の人が喫煙することに対して何の反応も見
せず看過されている状況である。
このような状況は、様々な要請をまさに文字通りに解釈し、その理由･背景を考えようとしないところに生じるといえ
る。こうしたことから膨大な量の情報が飛び交う中でどの情報を判断根拠として用いるかという最初の段階で躓いてし
まい、どのようなことを目的としてその要請が行われているのかを自分で考えることを放棄してしま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

３．事例データの取り扱い
第２の事例は、クルーズ船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号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COVID-19)事例の
扱いに代表されるデータの扱い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今年１月から２月にかけて生じたこの事例は、疫学から見
れば非常に情報をつかみやすいコホートであるといえる。むろん亡くなった方々を含め乗客･乗員の苦しみはもちろ
ん、対応した陸上スタッフも含めて多大な苦労と努力が払われたこの事例を軽々に扱うことはできないが、だからこ
そ得られているデータは十全に活用すべきだろう。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号の場合は乗客･乗員合わせて３７１
１名が船内で１か月程度の時間を過ごしたが、この中で最初の乗船時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感染していたと考
えられるのは最初に発症した１名だけであり、それ以外の人は基本的に船内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暴露されたと
いえる。しかも、乗り換えなどの負荷がないものの２週間程度のクルーズに参加できる程度には健康であり、日本
人を中心に各国籍の人が含まれ、高齢者が非常に多いなど通常のコホートでは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ような情報も

はっきりしているといえる。
この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号のデータを見ると、乗客･乗員３７１１名のうちＰＣＲ検査で陽性が確定した
人数は最終的に７１２名で全体の２０％弱であった。そして、死亡者は１４名で致死率は約２％である。薬
品不足を船外に知らせる切実な行動が報道されたことからもわかるように生活習慣病などの持病を持つ人も相当数
含まれている可能性がある。そのため、この１４名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を患わなければ死亡することがな
かった超過死亡であるといえる。この人数は少ないとは言えないものの、基本的にハイリスク群とされる高齢者がほと
んどであること、また原因は明確ではないがアジア系の人に比べて発症後の致死率が相当高い欧米の人も含まれ
ていること、感染した場合でも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号から下船するまで最善の高度な治療を受けられなかったこと
等を考慮する必要がある。つまり、適切な医療を提供できる状態が維持されていれば、超過死亡はさらに少なくな
る可能性が高いとい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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疫学の専門家の間ではもちろんこうしたデータは活用されているが、一般的なマスメディアはＰＣＲ検査の陽性
者数だけを大きく伝えたり、計算条件を説明することなく様々なシミュレーションの結果のみを報道したりするなどと
いった伝え方をしており、不安をあおるような情報提供が非常に多いといえる。こうした伝え方では各人が自ら考えて
判断するための材料を提供しないため、結果のみを鵜呑みにするケースが増え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
このような情報が身のまわりに増えることにより、結果的に死にまつわる語呂合わせなどの場合と同じような行動をと
るようになってしまうと考えられる。死にまつわる言葉の場合は、｢よくわからないが、とりあえずそれを避ける｣という行
動をとるようになる。同じことを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場合に当てはめると、とりあえず避ける事柄は｢新型コロ
ナウイルスへの感染｣となってしまう。結果として、感染に対する｢ゼロリスク｣という達成しえないこと求めるようになり、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よる症状ではなく感染することを恐れるようになる。さらにはこの恐れが高じて感染した人
に対する対応として差別的な態度をとるようになってしまうことにつなが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実際にこのような行動は
多く報道されている。

４．修学旅行
最後の事例は、小中学校における修学旅行である。小学校と中学校の最終学年では宿泊を伴い修学旅行に
出向くが、今年度の修学旅行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感染拡大を理由に中止もしくは宿泊を伴わないもの
に縮小する自治体が増えている。
文部科学省の学習指導要領を見ると特別活動の章において、学校行事の目標として｢学校行事を通して、望
ましい人間関係を形成し、集団への所属感や連帯感を深め、公共の精神を養い、協力してよりよい学校生活を
築こうとする自主的、実践的な態度を育てる｣とあり、さらにその中の旅行･集団宿泊的行事の内容として｢平素と
異なる生活環境にあって、見聞を広め、自然や文化などに親しむとともに、集団生活の在り方や公衆道徳などに
ついての望ましい体験を積むことができるような活動を行うこと｣とされている。修学旅行はここにある旅行･集団宿泊
的行事の最大のものといえる。それ以前に多くの児童生徒にとっては楽しみであり思い出を作る場になっていることも
事実である。
修学旅行に対しては、経済的に余裕のない家庭における旅費負担の大きさ、グループ行動が苦手な児童生
徒に与える心理的苦痛、教育に詳しくない旅行会社が担当することによる教育内容の希薄化等これまでにもいくつ
かの問題点が指摘されているが、修学旅行の根幹的な問題ではなく運用方法の問題であると考えられるものも多
い。一方で、｢平素と異なる生活環境｣で実際にその場に身を置き、全身を使って感じる体験は児童生徒にとって
大きな経験となる可能性が高いと考えられる。
このような修学旅行は、教育委員会と自治体を含む学校等にとっては大きな危険をはらむ行事であるため、新
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拡大以前から児童生徒の安全にのみ注力する傾向があった。それ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
感染症の拡大防止という大義名分を得てますますゼロリスクに向けた判断を下す傾向が強くなっている。
、判断結果は学校等によって大きく異なるが、リスクを避けるために中止するという行動は、背景や原因を見て
各自で考えることをやめてしまい形式的なルールに従うことと結果的には同じことといえる。
一方で、同時期に日本政府は｢Ｇｏｔｏトラベル｣キャンペーンを行うことを通して、国内の旅行に対して税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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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投入し、旅行を推奨している。児童生徒から見ると、一般の人は盛んに旅行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修学旅行だ
けが中止されることに納得できないケースも多いだろう。一方で中止、一方で推奨というこのようなケースは、結論
に異論がある立場から見るとより不満を大きく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
なお、学校に関することはより深刻な面もあるといえる。学校行事でこのようなことが続けば当然ながら児童生徒
がその判断を見続けることになり、その結果として、児童生徒、すなわち次世代が形式的な判断を行うようになる危
険性が高くなる。｢背景や原因を含めて現状をよく見て自ら考え解決方法を探る｣という今後ますます必要とされるで
あろう行動をしなくなることはより深刻であるといえる。

５．最後に
ここでは３つの事例を挙げて、死生観を調査した場合にみられた現象と共通することを見てきた。新型コロナウイ
ルス感染症に関して未知の部分が多いことは事実であるが、｢新型｣であることを免罪符にしたり、無理な｢ゼロリス
ク｣を要求することによって、形式的な判断に陥っていることが見えてきた。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防止については、他の疾患による生命の危険や社会全体の経済循環のことなど
関連する内容が多く素早く的確な判断をする必要性がある。死生観の場合以上に過去の事例や研究で明らかに
なったことを含めて背景や原因をしっかりと見て、自ら考えることが必要になると考えられる。

【 Abstract 】
Commonality found in the response to the coronavirus disease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view of life and death
Yuse, Akifumi (Hyogo

University)

We have been studying the Japanese view of life and death by conducting questionnaires survey
and analyzing the results. We have seen that when there is no longer a sufficient basis for
judgment, a sense of avoidance only of the form remains.
Since the end of last year, the new coronavirus disease (COVID-19), following the global spread
of the new coronavirus (SARS-COV-2), has increasingly limited various aspects of life. Although
there is information on which to base judgments about new coronavirus , the situation is
somewhat confusing, partly due to problems in providing information. Here, we've discussed three
cases.
The first case is the case of simultaneous temporary school closing. The second case is the
treatment of data represented by the handling of the new coronavirus disease case on the cruise
ship Diamond Princess. The last case is a school trip i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s.
We discussed these cases by comparing with the research results of the view of life and death.
It was suggested that both were in a similar state i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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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コロナ禍への対応と死生観の調査にみられる共通性｣에
대한 토론

노성환 (울산대학교)
코로나 사태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래의 불안을 초래하
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사회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새롭고도
흥미로운 연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
문하고자 한다.
첫째는 사생관이라는 용어이다. 필자가 들고 있는 사례 3개(임시휴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수학여행)을 대상으로 사생관의 조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조사방법론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에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 필자가 들고 있는 사례 분석과 사생관 조사방법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둘째는 본 연구가 학술적이고도 구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심층취재 또는 표본조사를 행하여
코로나 사태가 사생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만약 그러한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물이 있다면 필자의 것이 아니더라도 소개하는 것이 논문의 효율성을 높일
것 같다.
셋째, 코로나의 사태에 있어서 정부와 언론 등의 일반적인 처사가 개인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인
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의 ｢背景や原因を含めて現状をよく見て自ら考え解決方法を探る
｣라는 주장은 매우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기본인권과 공공보건위생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부분은 조절하는 사회적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제점의 지적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본다. 만일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
지 밝혀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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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동영상 틱톡(Tiktok)의 이용동기와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 한 ·중 청소 년 을 중심으로 *
21)

SHAO JI N HUA ･ OK EK E I Z UCHUKWU ･ 서기 량 ･ 정다 희(부경대학교대학원)

Ⅰ. 문제제기
현재 모바일 시대에서 미디어 소비 추세는 동영상이다. 특히 짧은 동영상이 강력한 새로운 형태
의 미디어가 되어 문자와 이미지로 전달하는 수단이 전통적인 미디어 시기가 지나갔고 현재는 더
짧고 더 풍부한 동영상 콘텐츠로 전송하는 새로운 소셜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였다(류옌, 2019). 모
바일 단말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짧은 동영상이 긴 동영상보다는 콘텐츠 소비의 주요 부분이 되
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DMC Media, 2016).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 소비자의 이용형식 변화를 기
반으로 기존의 많은 소셜 미디어들은 소비자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짧은 동영상 관
련 기능을 도입했으며 짧은 동영상을 메인 내용으로 하는 짧은 동영상 앱도 등장시켰다.
짧은 동영상 앱은 2016년부터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발전해왔다. 중국의 짧은 동영상 앱 분석 보
고서(Qimai, 2018)에 따르면 틱톡은 음악이 있는 UGC 콘텐츠를 주요 콘텐츠로 85%의 기존 이용
자가 24세 미만이며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짧은 동영상 앱이라는 특징을 발표하였다. 현
재까지 중국에서 틱톡(抖音), 콰이쇼우(快手), 마아오파이(秒拍), 미파이(美拍), 시아카시우(小咖秀),
서과시빈(西瓜视频), 웨이스(微视)등 앱이 시장을 차지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짧은 동영
상 앱은 바로 틱톡(Tiktok)1)이다(iiMedia Research, 2018). 2016 년 이후 2년만 출시되지만 틱톡은
최근 2018년 4월 짧은 동영상 앱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틱톡은 중국에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국제 버전은 일본, 태국 등 여러 나라의 현지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틱톡은 중국, 동남아, 일본과 비교해 대중적인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지만, 젊은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TikTok(틱톡)은 15초에서 1분 이내 짧은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공유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이다(네이버지식백과, 201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49073&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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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사이에서 점점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다. 영상 편집 기구의 퀄리티가 좋지 않지만, 영상 편집을
쉽게 할 수 있어 틱톡을 쓰는 경우가 늘고 있는 듯하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성인 이용자도 조금
씩 늘고 있긴 하다(지식백과, 2019; 샤오진화·이상기, 2020).
폭발적인 성장 추세에 힘입어 틱톡에 관한 연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틱톡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용동기 및 이용만족도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 위주였다(샤오진화·이상기, 2020; 왕락, 2019; 류옌, 2019; LIUYAN, 2020; 고청청, 2020). 이외
에도 틱톡의 서비스 특성과 콘텐츠에 관한 연구(고산, 2020; 애단니, 2019)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
과 중국 청소년들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한·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틱톡의 이용
동기가 이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 작은 시사점을 제공
하리라고 기대된다.

Ⅱ. 선행연구 검토

제1장. 이용동기
이용동기는 이용자가 자신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디어를 이용하는 목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뉴미디어 이용동기의 경우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다양
한 요인들이 제시되었다. 틱톡의 이용동기가 이미 밝혀진 짧은 동영상의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부원(2019)의 연구에서 틱톡이 짧은 동영상 앱은 사용자의 정보추구, 자기표현, 소통, 오락추
구, 도피성 등의 요인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단니(2019)는 UGC 짧은 동영상 콘텐츠에
관한 연구에서 이용동기가 자기표현, 오락추구, 소통, 정보성,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Ferguson
& Perse(2000)의 연구에서는 웹이라는 공간의 이용동기가 오락, 시간보내기, 휴식/도피, 사회적 정
보욕구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관부원(2019), 애단니(2019)와 Ferguson & Perse(2000)의 연
구에서 시용된 이용동기 항목을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틱톡 이용자의 이용동기에 관한 총 16개의 문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들 문항은 7점 리
커트 척도(1=매우 아니다, 7=매우 그렇다)를 통하여 측정되었다.

제2장. 이용행태
이용행태는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하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이용한 정도’로 정
의하였다(Blumler,1979). 틱톡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우가(2020)의 연구에서 짧
은 동영상과 관련 이용행태(이용시간, 이용빈도)를 참고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은 7
점 리커트 척도(1=매우 아니다, 7=매우 그렇다)를 통하여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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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제1장.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중 청소년의 틱톡 이용동기가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
다. 앞에서 논의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연구문제2:

한·중 청소년의 틱톡의 이용동기는 어떠한가?
한·중 청소년의 틱톡의 이용동기는 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제2장. 연구방법
1. 조사대상의 특성
본 설문지조사는 2020년 2월 1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한·중의 틱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한·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356부의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그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44부를 제외하고 312부(한국 156부, 중국 156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
었다. 한·중 응답자는 초·중·고 학생을 각각 52명으로 조사하였다. 한국의 경우 165명의 응답자
중, 남학생이 37명(23.7%), 여학생이 119명(76%)로 나타났다. 연령을 보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
로 하여서 10세-14세(76명), 15세-19세(54명), 20세-24세(26명)이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156명의
응답자 중, 남학생이 33명(21.2%), 여학생이 123명(78.8%)로 나타났다. 연령을 보면 초·중·고 학생
을 대상으로 하여서 10세-14세(64명), 15세-19세(89명), 20세-24세(3명)이다.

2. 연구의 도구
수집된 자료는 SPSS 25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문제1>을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인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2>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제1장. <연구문제1>에 대한 검증
<연구문제1>에서 제시한 한·중 청소년의 틱톡 이용동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는 자기표현, 시간보내기, 정보추구 3개가, 중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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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추구, 소통, 자기표현, 시간보내기 4개의 이용동기가 추출되었다. 단, 한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공통성이 낮은 항목을 단계적으로 제외시킨 후 10개 항목이 채택되었
다.
<표 1> 한국 청소년의 틱톡 이용동기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항목
(4)나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2)틱톡에 올린 UGC내용을 통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어서
표현 (3)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1)나의 경험이나 생각을 동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때 시간 보내기 위해서
시간 (11)지루할
(13)심심할
할 수 있어서
보내기 (12)특별한 때
일이 없을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 (8)재미있는
(7)여가생활을
수 있어서
추구 (10)관심 있는 풍부해질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요인
적재량
.878
.856
.852
.688
.909
.857
.821
.790
.713
.693

신뢰도

고유값

분산
설명력( % )

.909

3.053

30.534

.917

2.969

29.685

.892

2.287

22.865

<표 2> 중국 청소년의 틱톡 이용동기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오락/
정보
추구
소통
자기
표현
시간
보내기

요인
측정항목
적재량 신뢰도
(6)재미있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813
(5)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800
(8)재미있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767 .843
(7)여가생활을 풍부해질 수 있어서
.708
(10)관심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548
(15)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어서 .893
(16)재미있는 친구를 많이 만날 수 있어서
.826 .889
(14)친구와 소통할 수 있어서
.738
(4)나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882
(3)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854 .859
(2)틱톡에 올린 UGC내용을 통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어서
.718
(1)나의 경험이나 생각을 동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622
(11)지루할 때 시간 보내기 위해서
.851
(13)심심할 때 할 수 있어서
.840 .854
(12)특별한 일이 없을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서
.669

고유값 설명분산
력(% )

3.202

21.345

2.954

19.696

2.755

18.369

2.437

16.248

이상 확인된 이용동기를 <연구문제1>을 위한 독립변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인별로 점수를 구
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ɑ값은 <표1>과 <표2>에 제시된 것처럼 모
두 0.8 이상으로 준수했다. 한편, 이용동기들의 설명력을 비교하면, 한국 청소년은 자기표현
(30.534%), 시간보내기(29.685%), 정보추구(22.865%) 순으로 이용동기를 나타났다. 중국 청소년의
이용동기는 오락/정보추구(21.345%), 소통(19.696%), 자기표현(18.369%), 시간보내기(16.248%) 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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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문제2>에 대한 검증
한·중 청소년의 틱톡 이용동기가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이용시간 F=12.595, 이용빈
도 F=22.047, p<.001), 회귀모형 이용시간 설명력은 약 19.9%(수정된R²=18.3%)로 나타났고
(R²=.199, 수정된R²=.183) 이용빈도 설명력은 약 30.3%(수정된R²=28.9%)로 나타났다(R²=.303, 수정
된R²=.289).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 1.484와 1.224로 전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
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시간보내기(β=.285, p<.01)는 이용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보내기(β=.520, p<.001)는 이용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표현, 정보추구는 이용시간과 이용빈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종속변수

<표 3> 한국 청소년의 틱톡 이용동기가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검증결과

독립변수
B
S. E .
β
t
p
(상수)
.478
.281
1.700
.091
가기표현 .094
.081
.109
1.156
.250
이용시간 이용동기 시간보내기 .215
.079
.285
2.706** .008
정보추구 .092
.097
.116
.952
.342
F=12.595 (p<.001) R²=.199 수정된R²=.183 D-W=1.484
(상수)
.684
.214
3.197* .002
자기표현 -.034
.062
-.049
-.556
.579
이용빈도 이용동기 시간보내기 .320
.061
.520
5.290*** .000
정보추구 .045
.074
.070
.618
.538
F=22.047 (p<.001) R²=.303 수정된R²=.289 D-W=1.224
* p<.05, ** p<.01, ***p<.001

VIF

1.683
2.110
2.808
1.683
2.110
2.808

중국 청소년의 경우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이용시간F=7.862, 이용빈도
F=9.370, p<.001), 회귀모형 이용시간 설명력은 약 17.2%(수정된R²=15%)로 나타났고(R²=.172, 수
정된R²=.150) 이용빈도의 설명력은 약 19.9%(수정된R²=17.8%)로 나타났다(R²=.199, 수정된
R²=.178).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 2.156와 1.704로 전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오락/정보추구(β=.303, p<.01), 소통(β=-.198, p<.05)은 이용시간
에 유의한 영향을 및l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락/정보추구(β=.303, p<.01), 소통(β=-.198,
p<.05)은 이용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표현, 시간보내기는 이용
시간과 이용빈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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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표 4> 중국 청소년의 틱톡 이용동기가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검증결과

독립변수
B
S. E .
β
t
p
(상수)
-.349
.667
-.523
.601
오락/정보추구 .501
.175
.303
2.857** .005
-.246
.119
-.198
-2.063* .041
이용시간 이용동기 소통
자기표현
.064
.113
.052
.568
.571
시간보내기 .271
.151
.187
1.796
.075
F=7.862 (p<.001) R²=.172 수정된R²=.150 D-W=2.156
(상수)
.132
.453
.291
.771
오락/정보추구 .372
.119
.326
3.124** .002
-.204
.081
-.238
-2.519* .013
이용빈도 이용동기 소통
자기표현
.081
.077
.095
1.053
.294
시간보내기 .191
.103
.191
1.866
. 064
F=9.370 (p<.001) R²=.199 수정된R²=.178 D-W=1.704
* p<.05, ** p<.01, ***p<.001

VIF

2.047
1.681
1.529
1.976
2.047
1.681
1.529
1.976

V. 결론
본 연구는 틱톡 이용동기가 이용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중 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에 대한 연구결과를 알아보면 탐색적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 청소년의
틱톡 이용동기가 자기표현, 시간보내기, 정보추구로 분류했고, 중국 청소년의 틱톡 이용동기가 오
락/정보추구, 소통, 자기표현, 시간보내기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에 대한 연구결과를 알아보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한국 청소년의 경우
는 시간보내기가 이용시간과 이용빈도에 영향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표현, 정보
추구는 이용시간과 이용빈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나타났다. 또한 중국 청소년의 경우는 오
락/정보추구, 소통은 이용시간과 이용빈도에 영향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표현, 시
간보내기는 이용시간과 이용빈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틱톡 이용경험이
있는 한·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측면에서, 기존 학술연구의 빈자리를 채운 의미가 있
다. 또한, 틱톡을 비슷한 많은 소셜 미디어가 짧은 동영상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 활용도는 여러 분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틱톡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
색하는 데도 실용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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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먼저 조사대상으로 선택된 중국 하
남성과 한국의 부산 지역에 한정되어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가진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이용동기만 틱톡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고, 다른 변수들을 포함시
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 작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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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Motivation and Behavior of Short Video(Tiktok) :
Focused on Korean and CHinese teenagers

Shao, Jinhua ·Okeke, Izuchukwu ·Seo, Kiryang · Jeong, Dahe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vealed the motivation of Korean and Chinese teenagers to use TikTok, which is
newly available on existing social media, and examined the impact of the motivation on their
usage behavior.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N=312), and the data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25 program for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self-expression, time-sending, and information pursuit were derived for the motivation of
Korean youth, while entertainment/information pursuit, communication, self-expression, and
time-spending were derived for the motivation of Chinese youth.
In the case of Korean teenagers, the time-spending system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usage behavior. However, it was found that self-expression and pursuit of information do not
affect the hours and frequency of use. In addition, in the case of Chinese teenagers, the pursuit of
entertainment and communication among the use motiv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hours
and frequency of use. However, it was found that self-expression and time-spending do not affect
the hours and frequency of use. This can contribute to providing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the
functions required by traditional Tik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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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짧은 동영상 틱톡(Tiktok)의 이용동기와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 한 ·중 청소 년 을 중심으로 ｣ 에 대한 토론

｢

김정규 (부경대학교)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SNS의 국가별 사용행태와 사용동기에 대한 비교와 분류는 언제나
가치있는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과 한국의 틱톡 이용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은 같
은 맥락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사료된다.
보다 수준높은 연구가 되기위해 2가지 포인트를 논의해 본다.
1. U&G 연구의 의의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서비스의 유행에 대한 진단을 통해 이용자를 파악
하고, 나아가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명제를 본 연구에 적용해 보면, 중국과 한국의
틱톡사용에 대한 동기와 행태를 비교하였는데, 이 비교를 통해 어떠한 담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현재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동기는 이런것이고, 행태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라고 나열한 수
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러한 원인은 문헌연구 파트에서 U&G 연구
의 문헌들을 보다 꼼꼼히 분석해 보아서 이 이론을 사용한 연구들의 논의법 그리고 담론의 수준
을 이 논문의 소재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2. 데이터 결과 표기
이 글의 독자가 가장 궁금한 것은 중국과 한국 청소년이 다른지 같은지의 여부일 것이다. 즉, 표
혹은 그림을 통해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는 각 국가별로 따로 분류한 통계결과표
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이용행태에 영향을 국가별로 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국
가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적 내용일 것이다
본 논문이 출판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잘 수정하여 마무리되길 바란다.
특히 이용과충족 연구에 대해 보다 강화가 요구된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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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 발달 연구

박 종 원 (부경대학교)

R ESUL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reported in turn according to the research questions.
1.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Chinese students in terms of short and long term
writing development?
Table 1 presents the group homogeneity test to investigate mean differences among three
groups of learners.
TABLE 1. The Results of Group Homogeneous Test

Between
Within
Total

Sum of square

37.7
4252
4290

df

2
55
57

Mean square

18.85
77.316

F

0.244

Sig.

0.784

The results of group homogeneous test indicate that three groups of this study are the
same in terms of writing ability (p = .784). In other words, three groups in this study show
the similar abilities at least in the initial stage of the investigation.
Table 2 summarizes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n scores of Chinese, Korean, and control
group taken over the three testing periods: pretest, posttest 1 (immediate posttest), and
posttest 2 (delayed pos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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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background

Chinese
(N = 19)
Korean
(N = 19)
Control
(N = 19)
Total

TABLE 2. Group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Writing Scores

M and SD

M
SD
M
SD
M
SD
M
SD

Pretest

68
11.20
70.31
10.55
69.37
4.69
73.72
12.83

Posttest 1

73.68
13.29
79.70
15.43
70.54
3.62
81.08
18.16

Posttest 2

76.77
12.54
93.23
19.92
69.89
8.87
69.93
6.07

Figure 1 provides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total mean scores for the three testing
periods of each group. As shown here, the writing scores for Chinese and

Korean students reveal an increase from pretest to posttest 2 whereas there was a minimal
increase from the control group. Also, the graph shows that the mean scores of the two
groups increase at different rates from each other. For exampl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inese and Korean students appears to be considerable. Although all of the three groups
started with the similar pretest scores, the control group in the posttest and the delayed
posttest showed no improvement at all while the Chinese and Korean group showed an
increase in the post and the delayed pos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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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 there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students’ L1 background and three writing tasks?
To see if there was a differential effect for any of the feedback options on the targeted
error categories when they were considered as a single group rather than as three separate
error categories, a two-way repeated-measure ANOVA was performed with writing scores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with Time (pretest, posttest 1, posttest 2) and students’ L1
background (Chinese and Korean) as independent variables. Table 3 show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s can be seen in Table 3, the analysis of repeated-measure ANOVA for three
groups indicates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students’ L1 background (F =
9.434, p = .000), and so was Task Time (F = 19.682, p = .000).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Chinese and Korean students and WCF indicating that students from
different L1 background show different levels of writing development over time (F = 11.816, p
= .000). Therefore, one can say that average levels of writing performance overall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nd the patterns of improvement or decline were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for the different language background according to which of the three times in which
the writing was produced.
TABLE 3. Interaction Effect Between Medium of Instruction and WCF Task Times

Source

Adjusted Model
Intercept
L1 Background
Task time
L1 Background * Task time
Error
Total
Adjusted Total

Sum of square for type III

6705.835a
953518.074
3037.548
3804.411
3243.231
27207.645
1009815.556
33913.481

a. R square=.198 (Adjusted R square=.179)
*p < .05

df

4
1
2
2
2
169
174
173

Mean
square

1676.459
953518.074
1518.774
2538.875
1902.205
160.992

F

10.413
5922.767
9.434
19.682
11.816

.000
.000
.000
.000
.000

Sig.

3.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Chinese students when the complexity of learners’
production is considered?
In answering for the research question three, the analysis of pretest and delayed posttest
results was further scrutinized, and the following table 4 shows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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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 Values and Standard Deviations of 15 Syntactic Complexity Indices Obtained from Pretest

Code

M

Korean

SD

Type 1: Length of production
MLW
188
73
MLS
13.6
4.2
MLC
23.4
7.6
MLT
14
4.07
Type 2: Overall sentence complexity
C/S
1.8
0.8
DC
8.7
4.8
Type 3: Subordinate
C/T
6.5
2.69
DC/C
0.251
0.11
DC/T
4.65
2.89
Type 4: Coordination
CP/T
0.32
0.17
T/S
1.08
0.02
Type 5: Degree of phrasal sophistication
C/N
19.7
9.97
CN/C
0.8
0.27
VP
30.2
11.11
VP/T
2.11
0.64

M

Chinese

t

SD

p

184.8
11.6
22.15
12.05

58.32
5.8
7.58
5.9

-1.58
-1.218
-0.5
-1.467

0.268
0.124
0.917
0.098

2.31
9.1

1.35
3.75

1.452
0.257

0.06
0.531

5.45
0.41
0.98

2.3
0.11
0.71

0.335
0.66
.00*

-1.33
1.69
-5.52

0.38
1.05

0.21
0.21

0.39
0.59

0.92
-0.52

18.3
7.82
28.3
2.81

8.12
0.24
9.35
1.49

0.33
0.65
0.41
.044*

-0.5
0.28
-0.585
1.93

Note. MLW mean length of word; MLS mean length of sentence; MLC mean length of clause; MLS mean length of sentence;
MLT mean length of T-unit; C/S clause per sentence; C clause; DC dependent clause; T T-unit; CT complex T-unit; CT/C
Clauses per T-unit; C/T Clauses per T-unit; CT/T Complex T-unit per T-unit; DC/C Dependent clauses per clause; DC/T
Dependent clauses per T-unit; CP/P Coordinate phrases per clause; CP/T Coordinate phrases per T-unit; T/S T-units per
sentence; CP Coordinate phrases; CN complex nominals; C/N Complex nominals; CN/C Complex norminals per clause; VP verb
phrases; VP/T Verb phrases per T-unit
*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level p <.05

From the analysis of pretest, it was observed that Korean and Chinese students of this
study show no difference in terms of five major focus of syntactic abilities, that is, 1) Length
of production, 2) Overall sentence complexity, 3) Level of subordination, 4) Coordination, and
5) Degree of phrasal sophistication.
Further scrutiny of looking at the delayed test was made to identify discriminators which
differentiate two groups of learners informing on what area of syntactic development has been
proceeded. Table 5 reports the results of the delayed post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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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an Values and Standard Deviations of 15 Syntactic Complexity Indices of Korean
and Chinese Students

Korean
Code
M
SD
Type 1: Length of production
MLW
287.7
123.8
MLS
20.35
6.635
MLC
8.51
1.365
MLT
13.41
2.638
Type 2: Overall sentence complexity
C/S
1.636
0.267
DC
12.65
6.839
Type 3: Subordinate
C/T
1.579
0.211
DC/C
0.358
0.079
DC/T
0.578
0.201
Type 4: Coordination
CP/T
1.287
0.287
T/S
1.034
0.071
Type 5: Degree of phrasal sophistication
C/N
27.5
11.61
CN/C
0.822
0.188
VP
50.05
21.02
VP/T
2.34
0.398

M

Chinese

t

SD

p

238.3
13.8
8.404
18.212

96.049
7.324
2.212
12.424

1.41
2.964
0.184
-1.69

0.167
0.005*
0.855
0.099

2.374
12.4

0.993
5.093

-3.21
0.131

0.003*
0.896

2.073
0.433
0.917

0.585
0.077
0.384

-3.56
-3.05
-3.51

0.001*
0.004*
0.001*

1.795
1.125

0.668
0.244

-3.12
-1.61

0.003*
0.117

25.1
0.863
38.25
2.754

11.374
0.159
14.998
0.83

0.661
-0.74
2.044
-2.01

0.513
0.465
0.048*
0.051

Among 15 syntactic complexity indices, eight items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differentiating Korean and Chinese students. These discriminating items are,
1. Length of production
Among four indices looking at participants’ production, only MLS shows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which implies that MLS can be a discriminating index between Chinese
(mean=14) and Korean (mean=20) students of this study. In other words, the Korean students
in this study produced longer sentences than the Chinese students did.
2. Overall sentence complexity
Among three indices in overall sentence complexity, only C/S (Clause per sentence) shows
statistical significance (p=.0003) which implies that C/S can be a discriminating index between
Chinese (mean=2.37) and Korean (mean=1.63) students of this study. Obviously, Chinese
students wrote more clauses per sentences than Korean students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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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vel of subordination
Under the domain of level of subordination, three indices of measurement, C/T, DC/C, and
DC/T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p=.0.01, p=0.001, p=0.006, p=0.004, and p=0.001 respectively)
which implies that these indices can be discriminating indices between Chinese (mean=2.07,
0.43, and 0.92) and Korean (mean=1.58, 0.36, and 0.58) students of this study. As one can see,
Chinese students used higher level of subordination than Korean students did.
4. Coordination
Among four indices in the level of coordination, only CP/T (Coordinate phrases per t-unit)
shows statistical significance (p=.002, p=0.003, and p=.002 respectively) which implies that
these three indices can differentiate Chinese (mean=1.8) and Korean students (mean=1.3) in the
acquisition patterns of syntactic abilities. Clearly Chinese students used more coordinate phrase
per t-unit than Korean students did.
5. Degree of phrasal sophistication
Among four related indices under the domain of the degree of phrasal sophistication, VP
shows approaching statistical significance (p=0.048) which represents the critical role of VP in
differentiating Chinese and Korean students’ syntactic development in a semester-based course
favoring for Korean students.
Overall, except for mean length of sentence and verb phrase, Chinese students outperformed
Korean students in terms of syntactic complexity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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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East Asian Students’ Short and Long-Term
Writing Development
Park, Chongw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ethnicity on the learners’ writing development in terms of
accuracy, fluency, and complexity and explore how ethnicity plays a role as an intervening
variable. 89 Korean and Chines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267 writing samples were
analyzed via NVivo 12, SPSS, and Lu’s (2010) syntactic analyzer.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Korean students outperformed Chinese students in short and long term period when
accuracy and fluency are concerned. Syntactically speaking, mean length of sentences, clause per
sentence, complex t-unit, dependent clause per clause, dependent clause per t-unit, coordinate
phrases per t-unit, and verb phrases worked as discriminators in differentiating Korean and
Chinese learners’ syntactic development in a semester-based instruction. Contrary to the results of
accuracy and complexity, in terms of syntactic ability, Korean learners outperformed Chinese
students in mean length of sentences and verb phrases. However, Chinese students show
superiority in other five areas of syntactic complexity. These contradicting results between
accuracy and fluency on one side, and complexity on the other one is somewhat confusing. To
provide one of the explanations as to why this happened in the local context, the researcher
pointed out the critical role of mother tongue between Korean and Chinese students. Caution is
needed to accept this explanation based on a single study which calls for future studies. Although
the applicability of this study is galore, the researcher narrowed down to monitoring role of
syntactic analyzer for both teachers and students’ syntactic development in the mode of writing. In
addition, suggestions to adopt Lu’s (2010) syntactic analyzer to our field is addressed.

- 205 -

2020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인문학의 현대적 재편

토론

Comparative Study of E ast Asian Students’
Short and Long-Term Writing Development｣ 에
대한 토론

｢A

Choi, Taeyeo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 good and useful paper. It is good because it employs the group homogeneity test
to examine mean differences of writing skills among three groups of learners. It is useful
because it helps the reader to clearly appreciate the creative research questions and the
findings derived from quantitative analysis. Given the growing importance of English as lingua
franca across the globe, this paper should be valuable resources for academic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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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동

북아학생의 단기 및 장기간 작문 발달 연구에
대한 토론

임석원 (부경대학교)

박종원교수님의 본 연구는 정확성, 유창성, 복잡성 측면에서 민족성이 학습자의 글쓰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민족성이 개입 변수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탐구한 중요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는 한국학생과 중국 유학생 총 89명이 참여했으며, NVivo 12, SPSS, Lu's(2010)의 구문
분석기를 통해 267개의 작문 샘플을 분석하여 연구를 행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정확성과 유창성이 중요한 장단기 한국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을 앞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구문론적으로 말하면, 평균 문장 길이, 문장당 절, 복잡한 t 단위, 절당 종속절, t 단위당 종속절,
t 단위당 종속절, t 단위당 조정 구문, 동사 구문 등이 한 학기 기반 강의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학
습자의 통사적 발전을 구별하는 차별화 요소로 작용했다.
정확성과 복잡성의 결과와는 달리, 통사능력은 평균 문장과 동사구간에서 한국 학습자들이 중국
학생들을 앞질렀다. 그러나 중국 학생들은 다른 다섯 가지 통사적 복잡성 영역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한쪽의 정확성과 유창성, 그리고 다른 한쪽의 복잡성 사이에서 모순되는 이러한 결과들은
다소 혼란스럽다. 연구자는 왜 이런 일이 현지 맥락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 중 하나를 제공
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 모국어의 중요한 역할을 지적했다. 향후 연구를 요구하는
단일 연구에 근거하여 이 설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비록 이 연구의 적용 가능
성은 다양하지만, 연구자는 작문 방식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통사적 발전을 위한 통사적 분석기
의 역할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좁혀졌다. 또한, 루의(2010) 구문 분석기를 우리 분야에 채택하는
제안도 다루어졌다.
박종원교수님은 본 연구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다양한 면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또
한 독창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의 결과는 앞으로 중국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은
분석결과는 중국유학생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유학생들의 지표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도 큰 역
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제목이 동북아 학생의 단기 및 장기간의 작문발달연구인 것과 달리 중
국인 학생에게만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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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学文化を批判した者, 掴みそこなった者, 展望した者
─1920年代を中心とする成人向け教養教育の英日比較─

岡本洋之(兵庫大学)

1.

本研究の目的と方法

哲学者･土田杏村(1891-1934)は, 自分が理想とする｢十分に人間性を発揮した, 完全に自由な, 同胞的共同
社会生活｣を実現するのはプロレタリアートだと考え, 未来の文化をプロレットカルトと呼び, 1921年に長野県上田で
始められた自由大学運動によりこれの実現と制度化を図った(山口和宏, 2004年, 180, 192頁)。彼は, 英国で労
働者文化について叫んでいたポール夫妻(Maurice Eden Paul, 1865-1944; Cedar Paul, ?-1972)のプロ
レットカルト(Proletcult)を参照しつつ, それが革命実現のため 労働者に社会主義思想を宣伝する内容にすぎな
いことを批判して, 宗教, 文芸, 哲学等の一般的教養を含めた｢もつと深いところから人間性の睡夢を喚び醒す｣プ
ロレットカルトを唱えた(土田, 1924年, 284-285頁)。
しかしこれから見るように土田とポール夫妻は,民衆へのリスペクトの点で問題を有していた。本研究はこのことが,
英国労働者の独学文化(autodidact culture)に気づく機会を土田から奪い, それが自由大学運動衰退の内的
原因になったことを示すとともに, 自由大学内における彼を超えようとした動きを指摘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方法として
は, まず同時代の英国労働者教育における夫妻の位置づけをふまえて土田を見, 先行研究が未発見の彼の一面
を浮き彫りにする。次に彼を超える動きについては, 長野県における自由大学関係史料を分析する。

2.

問題の所在 ─英国独学文化に関連する英日比較が必要ではないか─

松塚俊三と安原義仁は, 読書に関する近年の英国社会史研究成果を教育史に引きつけてこう述べる。｢まず
もって指摘されるべきは, テキストを自由に創造的に解釈してきた長い伝統である。一八世紀末から二〇世紀の半
ばにかけて書かれたイギリス労働者階級の自伝資料の大半を読み, 研究したJ･ローズは, 労働者･職人がいかに
テキストを創造的に解釈したかを明らかにした。彼らの自由で想像的な解釈は労働者に知的独立心と生きる力, 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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気を与えてきた。／と同時に, ローズは労働者の担った独学の文化がいかに他者と知を共有しようとするもので
あったかをも明らかにした。独学の文化は刻苦勉励の末に幸せをつかみとった成功者の単なる個人的な物語で
はなかった。劣悪な環境のなかで自ら学ぼうとした労働者は他人の助力を請い, ネットワークや社会的な結合関係
を駆使して周囲の環境に主体的に働きかけた者たちであり, 独学は他者との連帯を求める行為であった｣(松塚･安
原, 2006年, 9-10頁)。
独学文化を担った代表的組織は教養教育機関たる労働者教育協会(WEA)であり, ポール夫妻はそれを攻撃
した。土田は, WEA関係の情報を集めていたが論及はせず, 夫妻への批判を通じた教養教育論構築という回りく
どい思索をした。現在これらを総合的に見た研究はまだない。

3. ポール 夫妻 の 問題点

─労働者へのリスペクトの欠如─

̇ ̇ ̇ および産業史
̇ ̇ ̇ 等の科目を教えてもらいた
WEAのチュートリアル･クラスに集う男女労働者は, まず何よりも経済学
がっている。つまり彼らは, 自分たちを雇っている間は自分たちを椅子に鎖でつなぎ, 奴隷としてガレー船を漕がせ,
いったん解雇したら, 鎖を解いて自分たちを海に投げ捨て, 風波にもまれつつ口に糊せねばならない状態にしてしま
う, 社会のしくみの特質を理解したいのだ。［中略］そしてそれが天然現象のようにいつも存在したわけではないと
いうことを学んだ暁には, 彼らは, 社会の秩序の必要条件を満たすには明らかに効率が悪いしくみを, 労働者階
級が革命的に変える結果をもたらす, その手段を掴み取ろうと欲する。だが今述べた最後のことを, 社会的連帯と
階級協調を叫ぶ偏りのない解説者から学べるはずがない。また彼らは, 真に階級意識を身につけ, 労働者階級
̇ ̇ でそれを
̇ ̇ ̇ ̇ 学̇ ぶこともまたしない
̇ ̇ ̇ ̇ ̇ ̇ ̇ ̇ ̇ (Nor
としての考え方ができるようになり, 自分たち自身の文化に到達するまでは, 自力
will they learn it for themselves . . . )｣(Paul, 1921, p 12, 傍点は岡本, 以下同じ)。
夫妻はプロレットカルトのこの一節で, 労働者が真に階級意識を身につけ, 階級的思考ができるようになり, 自
身の文化に到達するまでは, 彼らは社会のしくみを｢革命的に変える結果をもたらす, その手段｣を自力で──つまり
自主的な読書と議論で──学ぶことはないという。たしかに革命実現に向けた教育を前提とすれば, 指導者が労
働者を引っ張らねばならぬ面はあろうが, 問題は, 階級的自覚に達していないとみられる労働者への夫妻の眼差し

｢

である。

20世紀初頭の英国には, ｢知的興奮に満ちた読書の体験を通じて新しい世界を発見した｣, すなわち革命に直接
繋がらぬ内容を学ぶ労働者たち──坑内でシェークスピアを読みこんだ, 後の全英炭鉱労働組合書記長F･ホッ
ジスや, ｢興味深い性格と思想, 人格をもった貧しい労働者階級の少女｣を描いたT･ハーディのテスにWEAで
出会い, 人間存在の普遍的価値を発見したパン屋の娘E･ホールら──がいた(松塚, 2006年, 270, 284-285
頁)。
̇ ̇ ̇ ̇ ̇ ̇ ̇ ̇ ̇ ̇ ̇ ̇ 芸術
̇ ̇ について
̇ ̇ ̇ ̇ 講義
̇ ̇ せよと
̇ ̇ ̇ 求̇ めるのではなく
̇ ̇ ̇ ̇ ̇ ̇ ̇
その 姿 はポール 夫妻 の 眼中 にない 。 ｢ シェークスピアやギリシア
(instead of asking for lectures on Shakespeare or on Greek Art), 現代社会生活のメカニズムに関す
る情報を求める労働者こそが, 労働者･雇用者両階級間に相容れるものは何もないという事実を, いずれにせよ確
かに理解しつつある｣(Paul, 1921, p 13), つまり夫妻は, 労働者がシェークスピアやギリシア芸術を学んでいるよう
では, 彼らは自らを搾取するシステムをいつまでも廃止できないという。その気持ちはわからぬではないが, 夫妻の姿
勢では, 学びへの多様な欲求をもつ個々の労働者をリスペクトでき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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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土田の自己変革とその問題点 ─民衆へのリスペクトの不十分性─

土田は東京高師在学中の1914年に, 路傍の貧民を｢芸術に生きることが出来ない｣と嫌悪した(土田, 1920年,
118-119頁)が, この姿勢が, 彼の｢弱ヲ扶ケ強ヲクジクハ男子ノ本領｣という志(上木敏郎, 1982年, 28-29頁)との
間に矛盾を来たしたこと(山口, 2004年, 66頁)に苦悩した土田は15年5月, 雨のなか貧民との接触を求めて終日
東京を彷徨して何も得られず, 帰宅して｢濡れた着物のままテエブルの上に泣き崩れて了つた｣(土田, 1935年a, 71
頁)。以後大患に苦しんだ彼は, 快方に向かうと｢私は彼の人達の仲間に加はらねば｣と決意し(同稿, 73頁), や
がてそのための武器たる｢学問と学問に裏づけられた評論｣(山口, 2004年, 74頁)を徹底的に修得するため, 京大
に入学して西田幾多郎に師事する。
山口(2004年)は大患を土田の思想的な転回点とみる(71頁)が, 土田の各文章を見ると, 彼はむしろ大患後も以
前の高慢な思想と闘っていた。彼が華厳経の教理を社会改造原理としたことも, この闘いの成果である。すなわち
臨死体験で美しい景色を見た彼は, その意味を確かめようと仏教関係書を読みふけり, 華厳経に行き着いた(同書,
82頁)。
以下では山口の教示に基づき, 土田が到達した｢華厳象徴の世界観｣が現実的生活に投げかけている重要な
点のみを掲げよう。今私たちが生活している現実的世界は, 厳粛なる唯一の世界であり, すべてのものは｢何物も
自己自身を以ては, それの在るが如き表現をなすことが出来ず, すべては他のすべてのものに支へられつつ, それ
の在るが如き表現をなしてゐる｣(土田, 1935年b , 120頁)。桜花と雑草の花はそれぞれ独得の美をもつが, それぞ
れの美が異なるからこそ相互に引き立て合う。また桜花, 雑草の花, 蘆の一葉のそよぎ, 天体の運行のどれをとって
も, 世界全体の動きが各々に映じており, 各々の動きがまた全体に映じている。それゆえすべての存在はかけがえ
のない絶対的価値をもつ。ここから導かれる理想的人間社会は, ｢すべての個人がその個性を, 許された天稟の侭
に伸長させ, その個性に最適の地位を占めつつ, 社会生活の共同を達すること｣である(土田, 1935年c,240頁)。
土田がポール夫妻のプロレットカルト論を受け取ったのは, この世界観を基盤としてである。したがって彼は, 搾
取者と被搾取者が存在する経済を許さず, 教育の革命時代(土田, 1924年)では, 階級闘争を教育目的として
標榜する階級自由教育を高く評価した。しかも, 社会主義社会になっても｢人間の性能の根本に潜む利己主義｣
や｢他を支配する事に悦楽を見出す英雄主義｣が人間に残り続けると考えた彼は, そういった主義をもつ社会主義
国の権力者から教育の自由を守らねばならなくなると考えた(316-320頁)。｢社会主義は正しく無い。我々は理想
主義を取らなければならぬ。其の理想主義の基礎に立つてプロレットカルトの方法が行はれ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
言葉(219-220頁)は, 既成のマルクス主義を消化したうえでそれに満足せず, すべての個人が個性を開花させる
社会をどこまでも追求した彼の姿勢を示す。
このように自己変革のなかで世界観と, あるべき社会像を構築した土田は, 民衆に対して腰低く接するようになっ
た。たとえば後に農民詩人として大成する渋谷定輔(1905-89)のように荒削りの才能を示す人が自分に近づいてく
ると, 土田は惜しまずその能力を磨いた(渋谷, 1991年)。しかしまだ才能を明確に示さぬ人に土田が自ら近づいて,
その人の能力を引き出したという逸話は見当たらぬため, 民衆へのリスペクトは不十分だったといわざるを得ない。
民衆のインテリ層が集う自由大学においてさえ彼は, 受講者に講義を一方的に聴かせるのみの実践に疑問を呈さ
ず, 受講者が減少しても宣伝活動の強化を指示するのみであり(山口, 2004年, 197-199頁), 討論や小論文作
成等, 受講者の能力を引き出す工夫は提案しな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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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英国の独学文化を見なかった土田を超えて, 独学文化を 展望した長野県千代
村の青年たち
土田がWEAに関する情報を集めていたことは, 彼が教育の革命時代中に参考文献として｢W.E.A. Year
Book, 1918｣(土田, 1924年, 201頁), すなわち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1918)を挙げていること
からわかる。同書所収のBeaton (1918) はチュートリアル･クラスの歴史と現状を詳述しており, 受講者に小論文
作成(essay work)が課されていることを明記している(p 257)。もし土田が強く民衆をリスペクトし, 受講者から能
力を引き出す方法に深い関心をもっていれば, WEAがどうしているのかを知ろうと同稿に目を留めたであろう。しか
し実際には彼は同稿を生かさなかった。
土田がWEAから距離を置いた理由は, 前述のポール夫妻の文章に｢まず何よりも, 経済学および産業史等の
科目を｣とあることから, 彼がWEAにおけるこれらの科目の軽視を鋭く察知し, WEAを模範にすべきでない労働者
懐柔機関とみたからであろう(実際, 1913年に52%を占めたWEAの経済学と経済史のクラスが, 23年には32%に
縮小されている。松塚, 2019年8月26日, 13頁)。その結果土田は, 受講者による自由な古典解釈, 自由な議
論, 自由な論述という英国の独学文化を見る機会を逸し, それが自由大学運動衰退の内的原因になったと考えら
れる。

1924年1月に飯田で開講した伊那自由大学でも, 27年ころには受講者が減少していた。当時近郊の千代村に
いた林源の回想によると, 彼を含む同村の青年は｢支部を作って勢いを盛り返そう｣(羽生三七他, 1979年, 17頁)
と, 27年9月に伊那自由大学千代支部を創る。その趣旨書は｢自我教育｣を謳い, ｢図書館等の理想的改革に努
力する 又一月一回研究会を開いて社会現象の批判解剖を試み自らの啓蒙に努めよう｣と述べた(山野晴雄編
著, 1973年, 128頁)。
このうち図書館については, 別組織ではあるがメンバーが重複している千代青年会において, 代表委員会がす
̇ ̇ の̇ 交換
̇ ̇ を̇
でに26年3月に｢イ, 各支会図書館委員を一名選出す。／ロ, 委員は毎月廿一日図書館に出頭し図書
̇ ̇ に̇ 配本
̇ ̇ する
̇ ̇ 事｣を議決している(清水米男編, 1934年, 110頁)。図書館の分館間で蔵書を定期的に交
為̇ し̇ 支会
換して, 利用者に豊富な文字情報を提供するこの方法は, スコットランド南部のイーストロジアン地方における成人
教育の一環として, 1817年に始められた巡回図書館(itinerating libraries)(Gray, 1944, p 138)と同じである。
これが, 英国の図書館運営法が回りまわって千代青年会に伝わった結果なのか, 同会が図書館利用者の便を
図るうちに偶然英国と同じ方法に行き着いた結果なのかは不明である。ただ少なくとも, 同会の思索が土田を超え,
英国流独学文化に近いものに達したことは疑いない。

6. 結 論
以上のように土田と自由大学運動をめぐる英日比較教育史を見ると, 独学文化を批判したポール夫妻, 独学文
化を掴みそこなった土田, そしておそらくは英国流独学文化に近いものとは知らずにそれを展望した千代村の青年と
いう, 三者三様の姿が浮かび上がる。
【付記】本研究は, JSPS科研費JP18K02376より助成を受け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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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ersons Who Criticised, Missed or Observed Autodidact Cultures:
A Comparative Study of Liberal Arts E ducation for Adults
in the UK and Japan around 192 0 s

Okamoto, Hiroyuki (Hyogo

University)

This study shows that we can see three kinds of people in the comparative history of the UK
and Japan, through the research as follows:
First, both Eden and Cedar PAUL who criticised the liberal arts education for the working
class, especially by the WEA in the UK, and TSUCHIDA Kyôson who was the top of the same
kind of education for adults in Japan, had problems on respecting the general-public.
Second, as Tsuchida wondered if the WEA might have been an organisation for conciliating the
working class, he would not get to know about the WEA. So, he missed the autodidact culture of
it.
Third, the young people at Chiyo Village in Nagano Prefecture rose up for their self-education,
close to the autodidact culture of the UK, after Tsuchida's failing of continuing the movement of
Free Colleges, mainly because of his lack of respecting the general-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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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独学文化を批判した者，掴みそこなった者，展望した者
─1920年代を中心とする成人向け教養教育の英日比較─｣についての討論

孔美熙(釜慶大學校)
まずは先生の興味深い論考を拝読できましたこと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私から先生に助言をさせていただくというのも少々憚られますので、何点か更に知りたいと思った点をご質問差し
上げたいと思います。

1。英国の独学文化の成立背景とこの独学文学の特徴などがその当時の英国の社会的·文化的形成にどのような
影響を及ぼし、どの程度の位置を占めていたのかを知りたいです。
2。日本にも独学文化が形成された時期があったのか、あったとすれば、やはり成立背景などの説明と、英国との
違いをまず始めに少しでも記述していただければ、門外漢の読者には役立つと思います。
日本では主に自由大学において独学文化が形成された一方、英国では教養教育機関たる労働者教育協会
のような組織団体がメインだったようですが、この二つの機関の違いから来る開放性と閉鎖性、または専門機関
による専門性のような違いからくる独学文化の限界などについては、どうお考えでしょうか。
3。ポール(Paul)夫妻はどうして独学文化を批判したのかもう少し知りたいです。
4。これは私の個人的な感想と申しますか、一意見として受け止め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が、大患が土田の思想
の転回点であり、土田が主張した，｢すべての個人がその個性を，許された天稟の侭に伸長させ，その個性
に最適の地位を占めつつ，社会生活の共同を達すること｣という理想的な人間社会に対する主張は、無産者
のみならず今の時代でも望まれることだと思います。そしてそれに対する実践として土田の民衆に対する軽減が
不十分な面は理論的学問と実践的学問のギャップ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5。1924年に千代村の青年が設立した伊那自在千代支部としての図書館は、英国で運営された図書館運営法
とはどのような違いがあったのかもう少し知りたいです。
まず、両国の社会的背景が違うのではないかという考えと受講生たちの考え、運営方法などもかなり違うと思い
ますが···
とりとめのない質問をさせていただいて恐縮ですがご了承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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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日本語発音アクセント新辞典의
優位語～許容語의 様相



최건식 (부경대학교)

1. 들어가기
2016년에 발간된 NHK日本語發音アクセント新辞典(이하, 신사전)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하나의 어휘에 2개의 어형 혹은 발음이 공존하는 경우 우선순위가 優位에 있는 어휘(이하, 優位
語)를 표제어로 제시하고, 차 순위의 어휘를 둥근 네모 틀 안에 許容(이하, 許容語)이라고 적시하
여 제시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신사전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우위어～허용어]간의 어형적인 특징을 분류해 분
석･고찰하고, 이를 1998년에 발간된 NHK日本語發音アクセント辞典 新版(이하, 신판본)과 비교
함으로써 18년간에 발생된 어형(발음)상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우위어～허용어]간
異同 속성별 양상을 5종의 일본어사전과 비교함으로써 악센트사전인 신사전과의 위상차를 확인하
는 것도 본 발표의 또 다른 목적이다. 신사전의 [우위어～허용어]가 존재하는 표제어는 필자에 조
사에 의하면 420어이다.

2.

優位語～許容語의 語種에 따른 분류와 양상

신사전에서 [우위어～허용어]의 대응례를 제시하고 있는 표제어 420語를 대상으로 어종을 확인
한 결과, 優位語의 경우는, ⑴漢語 174語, ⑵和語 139語, ⑶外來語 30語, ⑷混種語 77語이고, 許容
語의 경우는 ⑴漢語 179語, ⑵和語 137語, ⑶外來語 30語, ⑷混種語 74語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優位語의 ⑴漢語가 許容語에서는 ⑵和語나 ⑷混種語로 대응하거나, 優位
語의 ⑵和語가 許容語에서 ⑴漢語나 ⑷混種語, 優位語의 ⑷混種語가 許容語에서 ⑴漢語나 ⑵和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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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응하는 등, 27語에 있어 우위어와 허용어의 어종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우위
어～허용어]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어종별 분포 및 양자 간에 어종별 異同을 보이는 27개의 語例
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우위어․허용어의 어종별 분포
⑴ 漢語
⑵ 和語
⑶ 外來語
⑷ 混種語
合

① 和･漢
② 和･外
③ 漢･外

優位語
⑴ 漢語

許容語
⑵ 和語
⑷ 混種語

⑵ 和語

⑴ 漢語
⑷ 混種語

⑷ 混種語

⑴ 漢語

⑵ 和語

優位語
許容語
174 (41.4%)
179 (42.6%)
139 (33.1%)
137 (32.6%)
30 (7.1%)
30 (7.1%)
68 (16.2%)
65 (15.5%)
77 (18.4%)
4 (1.0%)
74 (17.7%)
4 (1.0%)
5 (1.2%)
5 (1.2%)
420 (100.0%)
420 (100.0%)
우 ～▢
허
語例
▢
數
竹林
ちくりん～たけばやし
1
孔雀石
くじゃくせき～くじゃくいし
7
左党
さとう～ひだりとう
私小説
ししょうせつ～わたくししょうせつ
青票
せいひょう～あおひょう
代替地
だいたいち～だいがえち
肉汁
にくじゅう～にくじる
孟宗竹
もうそうちく～もうそうだけ
賢所
かしこどころ～けんしょ
3
七
なな～しち
四
よん～し
秋田犬
あきたいぬ～あきたけん
3
空取引
からとりひき～くうとりひき
逆手
さかて～ぎゃくて
内幕
うちまく～ないまく
10
大舞台
おおぶたい～だいぶたい
掲示場
けいじば～けいじじょう
初七日
しょなのか、しょなぬか～しょしちにち
白一色
しろいっしょく～はくいっしょく
雑木
ぞうき～ぞうぼく
大漁旗
たいりょうばた～たいりょうき
土佐犬
とさいぬ～とさけん
初体験
はつたいけん～しょたいけん
左側通行
ひだりがわつうこう～さそくつうこう
後金
あときん～あとがね
3
二人組
ににんぐみ～ふたりぐみ
橅林
ぶなりん～ぶなばや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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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優位語～許容語의 異同 屬性에 따른 분류와 양상

신사전의 [우위어～허용어]간에 보이는 異同의 속성을 ⑴漢字音, ⑵音訓交用, ⑶語形, ⑷連濁, ⑸
轉成, ⑹外來語, 의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그곳에서 나타나는 제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단, 外來語는 이동의 속성이 아니라 어종 분류의 하나인데, 외래어 전체의 이동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따로 분류했음을 밝혀둔다. 우선 420어의 이동 속성별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우위어～허용어]간 이동 속성별 분류
속성별 분류내용
吳音～漢音
⑴ 漢字音 ①
② 漢音～吳音, 등
音～訓
⑵ 音訓交用 ①
② 訓～音
① 語形1～語形2
⑶ 語形
② 文語形～口語形
① 漢語의 連濁
⑷ 連濁
② 和語의 連濁
① 漢語의 轉成(促音化･撥音化…, 등)
⑸ 轉成
② 和語의 轉成(促音化･撥音化…, 등)
外來語
⑹ 外來語 ①
② 混種語
合

⑴ 漢字音

구분

① 吳音～漢音
② 漢音～吳音
③ 吳音/漢音～慣用音
④ 慣用音～吳音/漢音
⑤ 吳音･漢音～唐音
⑥ 唐音～慣用音
⑦ 慣用音1～慣用音2
合

⑵ 音訓交用

語例
異名̇ 1)
懈̇ 怠
奥̇ 義
安心立̇ 命2)
万灯̇
茶̇ 寮
十̇ 戒

數
103
(24.5%)
27
(6.4%)
22
(5.3%)
82
(19.5%)
151
(36.0%)
35
(8.3%)
420
(100.0%)
우 ～◯
허
◯
いみょう～いめい
かいたい～けたい
おうぎ～おくぎ
あんしんりつめい～あんじんりゅうめい
まんどう～まんどん
さりょう～ちゃりょう
じっかい～じゅっかい

數
① 音～訓
後金̇
あときん～あとがね
11
̇
② 訓～音
秋田犬
あきたいぬ～あきたけん
16
合
27
1) 각 속성별 語例의 例示는 신사전의 初出例이다.
2) 복수의 속성을 포함하는 경우, 예를 들어 青蝿(あおばえ～あおばい)는 連濁과 轉成(모음교체)이라고 하는 2가
지 속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위어～허용어]간 이동 요인을 우선해 轉成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安心立命
처럼, あんしん～あんじん(連濁)과 りつめい～りゅうめい(漢字音)의 각각 독립된 2가지 이동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계수를 피해 한 쪽(漢字音)의 속성만 인정하기로 한다.
구분

語例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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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數
33
35
13
11
1
2
8
103

⑶ 語形

구분

語例
行きつけ
̇ ̇
あり得る

구분

語例

① 語形1～語形2
② 文語形～口語形
合

⑷ 連濁

① -漢語
⒜ 淸～濁(SD)
⒝ 濁～清(DS)
② -和語
⒜ 淸～濁(SD)
⒝ 濁～清(DS)
合

̇

̇

̇ ̇
後腐れ
足手̇ まとい

⒟ 半濁音化
⒠ 拗音化
⒡ 長音化
⒢ 語頭有聲音化
⒣ 語頭無聲音化
⒤ 縮約/略語/脫落
⒥ 母音交替
⒦ 促音의 無表記
⒧ 撥音의 無表記
⒨ 撥音添加
⒩ 連声
⒪ 音位轉倒
⒫ 俗語
② 和語
⒜ 促音化
⒝ 撥音化
⒞ 拗音化
⒟ 長音化
⒠ 語頭有聲音化

數
12
10
22

우
◯

～◯허

數

あとくされ～あとぐされ
あしでまとい～あいてまとい

語例

구분

⒞ 撥音의 鼻母音化

～◯허

庵室̇
あんしつ～あんじつ
̇
(アルコール)依存症3) いぞんしょう～いそんしょう

⑸ 轉成
① 漢語
⒜ 促音化
⒝ 撥音化

いきつけ～ゆきつけ
ありうる～ありえる

우
◯

우
◯

～◯허

一̇ 見識
四十九日̇
紫宸̇ 殿
原板̇
左̇ 官
二̇ DK
穀̇ 断ち
極̇ 印
愛想̇
依̇ 怙地
̇ ̇語
日本
̇ ̇
象形文字
冬瓜̇
陰陽̇
̇ ̇
一親等
御用達̇

いちけんしき～いっけんしき
しじゅうくにち～しじゅうくんち
ししんでん～ししいでん
げんばん～げんぱん
さかん～しゃかん
にディーケー～にいディーケー
こくだち～ごくだち
ごくいん～こくいん
あいそ～あいそう
いこじ～えこじ
にほんご～にっぽんご
しょうけいもじ～しょうけいもんじ
とうがん～とうが
おんよう～おんみょう
いっしんとう～いっとうしん
ごようたし～ごようたつ

温̇ か
何̇ 曜日
鮭̇
御湯̇ 屋
響̇ む

あたたか～あったか
なんようび～なにようび
さけ～しゃけ
おゆや～おゆうや
どよむ～とよむ

3) 이동이 있는 부분의 어종을 기준으로 속성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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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0
21
51
39
12

82

數
55
19
1
1
7
1
1
1
1
7
2
1
2
1
6
3
1
96
12
1
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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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語中有聲音化
⒢ 縮約/略語/脫落
⒣ 子音交替
⒤ 母音交替
⒥ 促音揷入
⒦ 重複音添加
⒧ 音節添加
⒨ ハ行転呼
⒩ オ段長音
⒪ 音位轉倒
合

⑹ 外來語

구분

① 外来語
② 混種語
合

4.

語例
ぎこちない
̇ ̇ げる
荒ら
̇ ̇ ̇ ̇ だら
すけそう
青蝿̇
頭から
乳̇ 首
ぬかる
筧
違う
舌鼓̇

ぎこちない～ぎごちない
あららげる～あらげる
すけそうだら～すけとうだら
あおばえ～あおばい
あたまから～あたまっから
ちくび～ちちくび
ぬかる～ぬかるむ
かけひ～かけい
たがう～たごう
したつづみ～したづつみ

數
6
14
1
26
12
2
1
3
3
2
151

語例
icecandy(和製)
̇ ̇ (當て字)
汗襦袢

～◯허
アイスキャンディ─～アイスキャンデ─
あせジュバン～あせジバン

數
30
5
35

̇

̇ ̇ ̇ ̇ ̇

우
◯

～◯허

우
◯

新版本(1998)･新辭典(2016) 간 변화 양상

(표3) 우위어～허용어의 신판본･신사전 간 변화양상
類型4) 신판본
신사전
語數 백분율(%)
우▢
허
⑴型 ▢우 ▢허
▢
253
58.5%
우
허
허
우
⑵型 ▢▢
▢▢
22
5.1%
표1
표2
표
2
표
1
우
허
⑶型 ▢▢/▢▢ ▢▢
24
5.6%
표1
표2
우
허
⑷型 ▢▢
▢▢
22
5.1%
허▢
우
⑸型 ▢표1 ▢표2
▢
10
2.3%
우
⑹型 ▢표1
▢
37
8.6%
허
⑺型 ▢표1
▢
41
9.5%
우▢
허
⑻型 ×
▢
23
5.3%
合
4325) 100.0%
類型
⑴型
⑵型

語例
신판본
青蝿
あおばえ～あおばい
いがらっぽい えがらっぽい～いがらっぽい

신사전
あおばえ～あおばい
いがらっぽい～えがらっぽい

數
253
22

4) 표 중의 8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⑴型 신판본▢우 ▢허 ＝신사전▢우 ▢허 , ⑵型 신판본▢우 ▢허 ≠신사전▢우 ▢허 , ⑶型 신
판본▢표1 ▢표2 /▢표2 ▢표1 →신사전▢우 ▢허 , ⑷型 신판본▢표1 ▢표2 →신사전▢우 ▢허 , ⑸型 신판본▢표1 ▢표2 →신사전▢허 ▢우 , ⑹型 신판본▢표1
우 , ⑺型 신판본▢
표1 →신사전▢
허 , ⑻型 신판본×→신사전▢
우▢
허
→신사전▢
5) 御神楽, 風通し, 九, 魚釣り, 人頭税, 竹林, 出っ歯～出歯, 七, パネリスト～パネラー, プレインストーミング～プレーンス
トーミング, 兵法, 四, 등 12개의 어휘는 신판본에서 2종류의 형태로 분류가 가능해, 결과적으로 420어에서
12어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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類型
⑶型
⑷型
⑸型
⑹型
⑺型
⑻型

語例
依怙地
愛想
芋焼酎
あり得る
icecandy
asymmetry

신판본
いこじ, えこじ/えこじ, いこじ
あいそ, あいそう
いもしょうちゅう, いもじょうちゅう
ありうる
アイスキャンデー
×
合

신사전

數
いこじ～えこじ
24
あいそ～あいそう
22
いもじょうちゅう～いもしょうちゅう
10
ありうる～ありえる
37
アイスキャンディ─～アイスキャンデー 41
アシンメトリー～アシメトリー
23
432

5. 5種 사전과의 대응 양상
현대일본어사전 5종6)과 신사전의 어휘를 비교한 바, [우위어～허용어]간에 보이는 이들 속성의
양상과는 다소 동떨어져있는 경우가 다수 관찰이 되고 있어 주목된다.
(표4) 5종 사전과 전체 속성별 대응 비교표 (각 속성별 백분위)
Ⅰ 7)
Ⅱ
Ⅲ
Ⅳ
Ⅴ
Ⅵ
1 2 1 2
⑴ 30 64 34 7 17 10 14
0
2
6
漢字音 (62.2%) (16.5%) (13.6%) (0.0%) (1.9%) (5.8%)
4 12 2 0 2
⑵
1
4
2
16
2
音訓交用 (59.3%)
(7.4%)
(3.7%)
(14.8%)
(7.4%)
(7.4%)
4
5
3
4 2
⑶
0
1
3
9
7
語形 (40.9%) (31.8%) (9.1%) (0.0%) (4.6%) (13.6%)
5 19 6 14 16
⑷
7
7
8
24
20 (19.5%) (8.5%)
連濁 (29.3%)
(8.5%)
(9.8%)
(24.4%)
33
46
3 13 33
⑸
5
7
11
79
16 (21.9%) (3.3%)
轉成 (52.3%) (10.6%)
(4.6%) (7.3%)
4 13 2 7 0
⑹
2
1
6
17
9
外來語 (48.6%)
(0.0%)
(5.7%)
(2.9%)
(17.1%)
(25.7%)
80 129 23 48 67
15
22
36
209
71 (15.9%) (3.6%)
合
(5.2%)
(8.6%)
(49.8%) (16.9%)
*계수합계비율조정 때문에 ±0.1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103
(100.0%)
27
(100.0%)
22
(100.0%)
82
(100.0%)
151
(100.0%)
35
(100.0%)
420
(100.0%)

6) 5種 사전은 다음과 같다. 広辞苑(第7版:2018年), 大辞泉(デジタル版:2020年), 大辞林(第4版:2019年), 明
鏡国語辞典(第2版:2010年), 新明解国語辞典(第7版:2012年)
7) Ⅰ型은 신사전▢우 ▢허 와 대응하는 경우, 1. ▢우 ▢허 (완전일치) 2. ▢우 >▢허 (우세일치), Ⅱ型은 신사전▢허 ▢우 와 대응하
는 경우, 1. ▢허 ▢우 (완전일치) 2. ▢허 >▢우 (우세일치), Ⅲ型은 신사전▢우 와 대응하는 경우, Ⅳ型은 신사전▢허 와 대
응하는 경우, Ⅴ型은 대응어가 없는 경우, Ⅵ型은 기타의 경우로 Ⅰ型～Ⅴ型에 해당되지 않는 類型이다.
단, 5종 사전에서 ▢표1 ▢표2 등 우선순위 없이 동등한 자격의 표제어로 게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중립적인 因子
로 인정하고 나머지 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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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오기
조사 결과, 우선 신판본(1998년)과 신사전(2016년) 간의 약 2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들
[우위어～허용어]의 변화 양상이 매우 컸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신사전이 신판본보다 6,000어
정도의 표제어가 추가되었다고 하는 양적 증가 요인과 함께 그간의 언어 변화를 신사전에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5종 사전과의 비교에서도 일반 일본어사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의 위
상차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특징이 관찰됐다. 이는 동 사전이 NHK 아나운서를 상대로 한 설문조
사와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방송 사용에 적합한 발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
며, 따라서 NHK가 공통어를 표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방송용 어휘‘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이 이
와 같은 조사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연탁의 경우 이러한 차이가 현저한데 이는 비
음을 선호하는 관동지방의 언어적인 특성과 함께 탁음이 주는 부드러운 발음을 NHK의 아나운서
들이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Abstract 】
Aspects of predominant-permissible words in N HK' s N ew Dictionary of
Japanese Pronunciation and Accentuation
Choi, Kunsik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s a result of the survey, first of all,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pattern of changes in these
[predominant words-permitted words] was very large during the period of less than 20 years
between the new edition (1998) and and the new dictionary (2016). This seems to be the result of
faithfully reflecting the changes in language during the period, along with the factor of increasing
quantity, that about 6,000 headwords were added to the new dictionary. In addition, it was
observed that it showed a slightly different phase difference from the general Japanese dictionary
in comparison with the five dictionaries. This is because the dictionary is based on 'pronunciation
suitable for broadcasting use' based on a survey of NHK announcers and a vast database.
Therefore, although NHK is advocating a common language, it is a special vocabulary called
'broadcasting vocabulary'. It is judged that the environment led to the results of such
investigation.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Rendaku, this difference is remarkable,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 Kanto region that prefer nasal sounds, as well as
the soft pronunciation of sound sounds, which NHK announcers pre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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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NHK日本語発音アクセント新辞典의
優位語～許容語의 様相에 대한 토론



권기수 (신라대학교)

본 발표는 신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420개의 [우위어～허용어]간의 어형적인 특징 분류와 고찰,
신판본과의 대조비교를 통하여 어형과 발음상의 변화양상, [우위어～허용어]간의 이동 속성별 양
상을 5종의 현대일본어사전과의 비교를 통해서 신사전과의 위상차를 확인한 논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들 어휘의 어종별 분류와 이동 속성에 따른 분류양상과 신판본과 신사전 간의 변화양상, 5종 사
전과의 대응관계가 알기 쉽게 잘 비교 고찰되어 있어서 [우위어～허용어]의 제 양상을 파악하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가지 정도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종에
따른 분류양상과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비교고찰을 하셨는데, 품사별에 따른 분류는 이루어
져 있지 않은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둘째는 신사전과 신판본과의 대조비교를 통하여 형태적인 변화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는 잘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변화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셋째는 주6에 나와 있는 현대 일본어사전 5종을 선정하여 신사전의 어휘와 비교를 하셨는데, 이
들 5종 사전을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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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카드를 활용한 일본어 교육의 사례 고찰
-관광일본어

온라인수업을 중심으로-

김윤희(백석예술대학교)

1. 서론
2020년 1학기부터 유례없는 전염병(코로나19)으로 인하여 대학교 수업을 전체 온라인수업으로
전향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예상하였으나, 또다시 심각해지는 팬데믹
(pandemic) 상황으로 인하여 개강을 앞두고 전체 온라인수업을 공지하며 10명 이하의 수업만 대
면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또다시 주차별 학습 자료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
는 상황에 직면하여 필자는 학습자들에게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며, 언택트(Untact) 시대에 중요시
되는 자기주도학습과 자기성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수업을 융합형으로 설계하고자 하였다.
교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인 사이버캠퍼스 외에 ‘클래스카드’와 ‘카카오톡 톡게시
판’, ‘구글미트’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한 학기동안 수업을 진행하며 각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반응을 매주 확인하고 피드백 하고자 하였다. 온라인수업, 원격수업 등 미래교육을 주도
하는 미네르바스쿨1)과 같은 수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그 시대가 전염병
으로 인하여 확연하게 앞당겨졌고, 이에 대응하여 교수자로 대비하고 연구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
껴 온라인수업 설계를 구상하여 실행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수업 설계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살피고, 학습 결과물을 통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일본어 온라인교육
에 참고 사례로 분석 고찰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선행연구
코로나시대 이후에 온라인수업, 비대면수업 관련 연구는 다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코로나시
1) 미네르바 스쿨은 4년 간 세계의 일곱 도시를 돌아다니며 온라인으로 수업으로 혁신적인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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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전에는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등에서 온라인수업, 블렌디드 러닝, 플립 러닝 등의 수
업이 진행되었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블렌디드 러닝을 교수학습에 활용한 사례와 학
습자의 인식 등을 고찰한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블렌디드 러닝, 온라인수업에서 학습관리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황영희(2016), 조대하(2013) 등 다수 있다.
황영희(2016)에서는 일본어교육에서 스마트 피드백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였는데, 학습자는 피드
백 시, 강의Q&A와 1:1상담을 활용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수강 중에 해당 내용에 대해 피
드백을 통해 바로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고찰하였다. 조대하(2013)에서는 교수
자가 일본어 교육에서 ICT의 활용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안내해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모
모짱의 일본어글자 배우기’, ‘愛知育ひらがな’, ‘こどもゆびドリル’를 소개하고 있다. 입문학습자들
은 히라가나 암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하므로 좋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로부터 온라인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질문에
빠른 답변으로 응대해줄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구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블렌디드 러닝과 하이브리드형2) 수업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어 왔다. 봉원영(2014)와 봉원
영·정구철(2016)을 살펴보았다. 봉원영(2014)에서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기본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수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반복학습 혹은 반복교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유형(learningstyle)과 학습 성
향(learning orientation)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맞춤형 학습(customized
learning)이 가능하다고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장점 속에서도 여전히 면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상호 보완한 하이브리드 교육
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은 계속해서 더욱 발전할
것이므로 대학은 향후 온라인 교육방식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연구를 통
해서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고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면대면 교육의 필요성을 중요시하고 있
는데, 전체 온라인수업의 경우에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얼굴을 보며 진행하는 줌(Zoom) 또는 구글
미트(Google Meet)와 같은 실시간 화상수업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의 면대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
다. 전체 온라인수업에서는 여러 번 반복 학습이 장점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학습자와 면대면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강대중 외(2020)에서는 현 시대의 학생들이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3)’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조사를 참고로 하여 변
화하는 시대의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의 외국어교육 방법을 고심해야 하고 설계해야 하는 시
기이므로 본고의 수업 사례 고찰이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2) 하이브리드 러닝(Hybrid Learning)은 면대면 교실수업과 비대면 온라인학습인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을 융합한 학습법으로 특장점
을 결합하여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형태로 이러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
는 학습법이다. (출처: 2020. 4. 28. 에듀인뉴스) 선행연구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에서 더 확대된 수업 설계를 하이브리드 러닝, 하이브
리드형 수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3)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를 뜻하는 말이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원어민(Native speaker)처럼 자
유자재로 활용하는 세대라는 의미가 있다. (출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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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개요와 수업 설계

본고의 연구조사는 관광일본어 수강생 33명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진행은 학기 초 설문
지조사, 클래스카드 참여 조사, 학기 말 설문지조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설문지는 네이버 설문지
폼을 이용하였다.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 개요

조사대상자
조사일시
조사방법

서울 소재 2년제 대학교 관광일본어 학습자 33명
2020년 8∼12월
개강 직후 설문지조사, 클래스카드 참여 조사, 종강 직전 설문지조사(예정)

기존의 LMS(사이버캠퍼스)에서 공지사항의 경우 학습자 입장에서 다수의 과목을 수강하여 공
지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LMS 내의 질의응답 카테고리를 사용하기보다 교수자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학습자와의 소통 공
간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 초기 채팅방 제작 시 오픈채팅방으로 개설하면 학생들
이 주소를 보고 알아서 찾아와주면 되기 때문에 교수자 입장에서는 등록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
다. 하지만 오픈채팅방에서는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카오톡 톡게시판’과 ‘투표’ 기능을 사용
할 수 없이 일반 공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여겨졌다. 따라서 학기 초에 수고로움이
있겠지만 학생들의 연락처를 통하여 직접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초대하였다. 채경희(2015)에서
는 블렌디드 러닝의 교수자 요구 역할로 교수설계자, 학습촉진자, 기술지원자, 평가자를 제시하고
있다.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여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요구에 응해야할 것으
로 여겨진다. 온라인수업의 교수자 역할은 1차적으로 온라인수업 제작이고, 2차적으로 꾸준한 학
습자 관리와 도구(애플리케이션)의 활용이며, 티칭과 코칭이 균형을 이루는 수업의 설계를 진행해
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수업동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 후 주차별 학습자를 관리해주며 느낀 점은
학습자 개개인의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여겨졌다.
본고의 온라인수업 설계의 대상인 관광일본어 수업은 주 1회 3학점 수업으로, 전체 온라인수업
으로 전환 시 제작영상 75분 분량과 학습 자료를 업로드해 주어야 한다. 2020년 1학기에 3학점 75
분 영상 제작으로 진행해 본 결과, 학습자의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중요한 내용을 반복 학습하
도록 하여도 쌍방향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2020년 2학기에 3학점 75분 제작
영상에 있어서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쌍방향 소통을 고려하게 되었고, 필자는 다음과 같
이 온라인수업 내에서의 하이브리드형 설계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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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온라인수업에서의 하이브리드형 설계

온라인수업에서 교수자 제작영상의 반복학습과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수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터치가 되지 않고 쌍방향이 안 되는 일방향적 영상이라는 점이다. 학습자의 집
중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일 것이며, 교수자와 학습자
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기술적인 보조와 교수자의 부지런함, 그리고 적극적 관
리일 것으로 여겨진다. 동일한 전체 온라인수업 진행이라고 하더라고 그 안에서 수업 설계를 하이
브리드형으로 설계할 때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운영하는 것보다 학습자에게 지루함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온라인수업을 진행할 때에 학습자가 교수자로부터 방치되어 있다는 생각
을 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온라인수업의 보조적 설계로 자기주
도 학습을 도와줄 학습도구를 비교하였다. 온라인상으로 쪽지시험을 매주 출제하고 채점하려고 한
다면, 그 과정이 교수자 입장에서도 제작에 부담을 느끼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LMS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서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애플리케
이션을 비교 분석하여 일본어 수업에 가장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을 학습도구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활용 애플리케이션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수업에 있어서 ‘카훗’, ‘퀴즈
앤’, ‘클래스카드’, ‘퀴즐렛’ 등을 사용하고 있다. 외국어 사교육시장에서는 더 편리한 애플리케이션
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연
구는 다수 있다. 정남숙·박태자(2018)에서 영어학습자에게 조사한 결과 클래스카드를 사용한 학습
자 전원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정영주 외(2020)에서는 퀴즐렛을 활용
할 때 학습자의 만족도와 학습 능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수자와 학생들 간에 공감대
가 형성되며 상호소통과 협력을 이루어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고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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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한나(2018)에서는 퀴즐렛 사용 집단의 성취도가 통제 집단의 성취도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컴퓨터와 모바일 기반 어휘 학습은 학습자들에게 흥미와 어휘 학습
의 동기를 높여 주며, 학습자들의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고찰하고 있다. 우미경·민찬규
(2020)에서는 퀴즐렛 사용 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전반적인 어휘 지식과 수용적 어휘 지식에서 지
식이 향상된 것을 보여주어 고등학생의 영어 어휘 학습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전통적인 학습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클래스카
드, 퀴즐렛, 카훗, 퀴즈앤 등을 수업에서 활용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필자는 선행연구의 조사 분석 방법을 참고로 하여 수업에서 외국어 학습용 애플리케이션으로
‘클래스카드’를 선택하였다. 클래스카드는 2020년10월16일 기준 71,979명의 교수자와 1,532,331의
학습자가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이다. 50명 이하의 학습자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암기와 스펠을 여러 번 반복 학습할 수 있으며, 교수자 입장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기
록을 자료화하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어 학습 기록을 바탕으로 피드백 해주기에 유용하다. 또한
가장 큰 장점은 일본어음성출력이 가능하여 학습자 입장에서는 듣고 따라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분석 및 고찰
온라인수업 운영을 하며 제작영상 이외에, ‘클래스카드’와 ‘카카오톡의 톡게시판’ 운영, 그리고
1:1 ‘구글미트’를 설계하였다. 이러한 학습 설계를 진행하며 학습자의 학습 현황을 살펴보고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4. 1 클래스카드를 활용한 히라가나 학습
개강 초 실시한 설문지조사에서 학습자들의 기본정보를 알아보았다. 학습자들은 히라가나는 전
혀 모르는 그룹과 중·고등학교에서 학습을 하였더라도 히라가나를 완벽하게 암기하지 못한 그룹
의 학습자들이 대부분(78.8%)이었다. 따라서 개강 2주간 히라가나를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이 본
수업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히라가나 이해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기존에 학습 경험이 있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 사이에서 진도 진행과 성적 부여에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표 2>는 학습자의 히라가나 학습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표에서 ‘L숫자’는 학습
자 번호, ‘上’은 히라가나를 완벽하게 이해, ‘中’은 히라가나를 조금 이해, ‘下’는 히라가나를 전혀
모름으로 나타낸다. ‘1↑’은 일본어 학습경험이 1년 이상, ‘1↓’은 일본어 학습경험이 1년 이하, ‘無’
는 일본어 학습경험이 전혀 없음으로 나타낸다. ‘回數’는 클래스카드 학습 횟수를, ‘點數’는 클래스
카드 테스트 게임의 점수를, ‘順位’는 클래스카드 테스트 게임의 점수 순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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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1↑
中 1↓
下 無
回數
點數
順位
上 1↑
中 1↓
下 無
回數
點數
順位

L01

L02

●

●

<표 2> 클래스카드를 활용한 학습자의 히라가나 학습
L03

●
●

L04

●
●

L05

L06

●

●

L07

L08

●

●
●

●

●

●

●

L09
●

L10

●

●

L11

●

●

●

●

3.2
4.0
6.9
4.3
4.6
6.1
5.4
3.2
1.2
2.0
3.7
3270 8320 610 8420 8750 6300 6060 4090 4720 5730 5720
24
7
30
6
5
13
15
23
21
16
17
L12 L13 L14 L15 L16 L17 L18 L19 L20 L21 L22
●

●

5.2
5300
20

●
●

L23

●
●

●

●
●

●

●

●

●

●

●

●
●

●

●

●

●

●

4.2
6.8
3.2
2.9
4.3
13.1 6.0
9.8
13.9 5.0
5680 8220 0
3090 930 11590 0
940 2530 520
18
8
31
25
27
2
31
28
26
L24 L25 L26 L27 L28 L29 L30 L31 L32 L33

上 1↑
● ●
●
中 1↓ ● ● ● ●
● ● ●
● ● ● ●
● ● ●
下 無
● ●
●
●
●
回數 4.0
2.6
3.2
13.3 4.8
6.1
5.2
5.1
4.0
7.7
5.8
點數 11110 5600 2400 6130 4680 11640 7790 7270 6770 6450 11460
順位 4
19
29
14
22
1
9
10
11
12
3

학습자를 히라가나 이해도로 3분류하였다. 히라가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A그룹 7명(L02,
L08, L10, L11, L19, L26, L29), 히라가나를 조금 이해하고 있는 B그룹 16명(L01, L04, L07, L09,
L12, L13, L14, L18, L23, L24, L27, L28, L30, L31, L32, L33), 히라가나를 전혀 모르는 C그룹 10
명(L03, L05, L06, L15, L16, L17, L20, L21, L22, L25)이다. 히라가나 암기를 위한 노력은 참여 반
복횟수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학습자의 반복횟수 평균은 5.5회이다. 반복횟수를 그룹별로 살펴보
면, C그룹(6.0회)>A그룹(5.3회)>B그룹(5.2회) 순이었다. 학습에 대한 노력을 나타내는 반복횟수는
히라가나를 전혀 모르는 C그룹에서 6.0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학습자의 테스트 게임 점수
평균은 5852.7점이다. 그룹 별로 살펴보면, B그룹(7390.0점)>A그룹(5397.1점)>C그룹(2607.0점) 순
이었다. 그룹 별 평균 점수는 히라가나를 조금 이해하고 있는 B그룹이 7390.0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33명 중 1000점 이상의 학습자는 총 4명이었는데, 4명 모두는 히라가나를 조금 이해하고
있는 B그룹 학습자로 히라가나 이해도 중급레벨 학습자가 클래스카드의 활용을 통하여 기본 학습
력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징적인 것으로 학습자 2명(L28, L33)은 중·고등학교 때 일본
어를 학습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히라가나를 조금 알고 있는 상황4)에서 암
기 점수 상위 순위(1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종강 이후 후속인터뷰
(follow-up interview)를 진행할 예정이다.
클래스카드를 통한 새로운 단어 학습은 매주 주차별 참여 기한을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 입장에
서 날짜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 과목 온라인수업을 진행 중인 학습자의 부담
4) 학습자 L28, L33은 1:1 구글미트(구글행아웃미트)를 통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물어본 결과, 학습 경험이 없으나 독학으로 히라가
나를 조금 공부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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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덜고자, 참여는 1회 이상으로 안내하였으나 자기주도 학습력이 좋은 학습자의 경우 다회 참여
를 통하여 점수를 갱신해나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설문지조사와 톡게시판, 구글미트 등의
분석은 향후 논문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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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Case Study of Japanese Language E ducation Using the ClassCard
-Focusing on online classes of tourism Japanese-

Kim, Yoonhee (Baekseok

Arts University)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in the entire online class going on due to COVID-19, the class
was designed in a hybrid type. Online class production through video shooting, ClassCard
production for self-directed learning, Kakao Talk's talk board to check review studies, and 1:1
Google Meet have been in place to secure individual question and answer time for learners. For
class design to complement the downside of unidirectional online classes, we approached learners
as both instructors and managers. When looking at the status of Hiragana learning in the
ClassCard, it was confirmed that learners with intermediate level of understanding in hiragana
improve their basic learning ability by using the Class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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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클래스카드를 활용한 일본어 교육의 사례 고찰
-관광일본어

온라인수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손동주 (부경대학교)
코로나 19로 인해 학습자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일본어 ひらがな를 학습시키기 위해 상당
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다. 클래스 카드를 활용한 일본어교육의 사례 제시는 상당히 흥
미로운 연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본 발표에서는 학습자를 히라가나 이해도로 3분류하여, 반복횟수와 테스트 게임점수 평균을 제
시하고 있다. 반복횟수는 C>A>B순이고, 테스트 게임점수는 B>A>C순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셨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그리고, A그룹은 히라가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룹인데, 테스트 게임점수가 어떻게 해서 반복횟수가 가장 낮은 B그룹
보다 낮은지가 잘 모르겠다. 반복횟수와 테스트 게임점수는 정 반대이다. 혹, 결론이 반복횟수가
적을수록 테스트 게임점수는 놀아진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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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클래스카드를 활용한 일본어 교육의 사례 고찰
-관광일본어 온 라인수 업을 중심으로- ｣ 에 대한 토론
｢

최건식 (부경대학교)

본 발표는 코로나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어 모든 대학이 지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대응하고 있는 현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주제다. 각 대학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수업을 위한 각종 툴―LMS, ZOOM, 동영상 제작 등―을 준비하고 이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면 수업에 익숙했던 교수자로서는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
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들 툴의 활용능력 여하에 따라 수업의 질 또한 천차만별인 것도 현실
이다. 일본어교육은 모든 외국어교육이 그러하듯이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닌 쌍방향 교류에 의한
소통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발표의 클래스카드를 활용한 소통식 수업 모델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발표논문에서는 클래스카드의 테스트게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막연하기는 하지만,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몇 가지 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
다.
관광일본어 교과목에 대한 수강대상 학년과 교육목표를 제시했으면 한다. 내용적으로 보면 히라
가나의 학습부터 시작되므로 1학년과목으로 예상되지만, 관광일본어라고 하는 교과목은 일반적으
로 초급일본어를 학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표본학생 33명의 대부분(78.8%)이 히라가나를 완벽하게 암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2>
의 클래스카드를 활용한 학습자의 히라가나 이해도 테스트에서는 중하위 레벨 학습자 그룹인 B그
룹에서 상위1-4위, C그룹에서 5위라고 하는 데이터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학습에 대한 노력
을 나타내는 참여 반복횟수를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클래스카드의 유용한 활용의 일 사례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상위
레벨 학습자 그룹인 A그룹(7명) 중, 2명만이 10위권 내(7위, 9위)이고, 나머지는 14위, 16위, 17위,
23위, 31위, 의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L26은 히라가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학습 경험도 1년 이상, 참여 반복횟수도 13.3회로 전체 1위이다. 그런데 14위라는 결과가 나
왔다. 클래스카드를 활용한 히라가나 학습방법이 중하위권 레벨 학습자에게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기 학습자 그룹인 상위권 레벨 학습자에게는 오히려 흥미와 관심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
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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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본 발표의 조사 내용이 향후 수업의 종료 시점에 학습자별로 어떠한 변화 양상
을 보일지 궁금하다. 상위권 학습자에게는 현상유지 및 소폭 향상, 중하위권 학습자에게는 대폭적
인 향상, 이라고 하는 학습 성과를 위해 클래스카드가 설정되고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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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과 방과후학교 영역의 교 육종 단 연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윤혜 정 (부경대학교대학원)･허 균(부경대학교)

1. 서론
학업성취도란 일정 교과 과정을 익히는 과정상의, 학생들이 도달한 학습의 수준이나 이해력∙응
용력 따위의 정도를 말한다(우리말샘, 2016).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총 규모 약
21조원, 참여율은 74.8%이며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32.1만원으로 발표되었다. 학생수가 감소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11.8%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총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전
체 학생수는 2,4% 감소하였으나 초등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하였
다(교육부, 2020). 이러한 실태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교육과 방과후학교 참여가 실제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성취도를 위한 사교육 참여와 방과후학교 참여가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서울교육종단 연구 결과 보고서(노언경, 2019)를 통해 사교육과 방과후학교 참여 현
황을 분석 파악하고 종단연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사교 육 및 방과후학교 관련 연구
2017년도 부산시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목적을 살펴보면 주된 목적은 보충학습
(43.2%), 선행학습(26.0%), 취미(14.2%), 특기적성(7.5%), 진학(0.4%), 기타(8.7%)이다(주동범 외,
2018). 2017년도 통계청 자료에서는 전국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지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9.3만원, 600～700만원인 경우 45.5만원으로 두 집단 간의 차
이가 무려 5배가 난다. 사교육 참여를 통제한 후에 살펴본 결과에서는 사교육 참여 여부는 수학학
업성취도에 유의하지 않았으나 방과후학교와 EBS 참여 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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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방현주, 정혜원, 2018). 부산광역시 중고등을 대상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분석 결과 영어 과
목의 수준별 수업 운영이 영어 과목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켜며, 일반계고등학교의 국어 방과후
학교 참여는 국어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고 EBS교육 프로그램 이용은 수학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동범 외, 2018).

3.

종단연구 문제점

서울교육종단 연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조사(노언경, 2019)로 2010년 당시 표집된 초등
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 추적 조사 종단연구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 교사, 학교, 학교장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9년 동안 지속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으로 학교급 변화에 따른 장기간 변화를 분석하였으나 서로의 인과관계를 현 보고서에서는
사교육과 방과후학교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학생과 학부모간의 사교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방과후학교비용 차이의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방과후학교 참여시간을 국어, 수학, 영어로만
구분하여 변화를 분석한 것은 학교급별 시행의 차이가 있기에 일반화시키기가 어렵다. 심층면담자
에는 교사, 전문직(장학관), 내용전문가(연구원)으로만 구성되어 실제 참여하는 학생의 면담 분석
이 빠져있다. 사교육의 도움 정도는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지만 어떻게 도움이 되는
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부족하다.

4. 결론 및 해결 방안 제안
본 연구에서는 서울교육종단연구 보고서(노언경, 2019)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교육과 방과후
학교 참여 등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및 문제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사교육 참여는 학생, 학부모 모두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았다가 고등학교 다시 증가하고, 학생의
응답에서 특성화고에 비해 약 40%가 일반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가 높았다. 학교급 간, 동일 학교
급 내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사교육비가 상승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급에 따른 비용 변화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교육이 성적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방과후학교
참여는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초등학교가 높은 것은 예체능에 대한 요구와 관
심 외에 돌봄의 의미도 있다. 특성화고 학생이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방과후학교 참여가 높았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종단연구의 해결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설문지 개선에 대한 제언으로 첫번째, 학급별 학습참여유형 항목을 추가한다. 학습참여유형은
사교육(학원), 사교육(개인과외), 방과후교육, 학습지, 온라인 등으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한다. 각
학급별에 참여하는 영역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두번째, 부모의 소득구간에 따른
사교육, 방과후교육 참여율 항목을 추가한다.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고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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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참여율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영역별 참여율과 소득구간별 참
여율이 확인하고 비용까지 조사하여 연계성을 확실하게 파악한다. 세번째, 심층면담자의 구성을
확대한다. 교사, 전문직(장학관), 내용전문가(연구원)으로만 구성되어 실제 사교육과 방과후학교를
참여하는 주체인 학생이 빠져있다.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에 도움이 되
었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심층면담 또는 서면질문지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정책 제언에 도움이 되
겠다.
교육에 대한 제언으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EBS교육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
준별 수업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후속연구로 사교육비 절감으
로 방과후학교에 대한 연구가 많으나, 방과후학교에 대한 참여율과 학습성취도의 영향 등의 효과
에 관한 다양한 각도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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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Finding Problem and Solution on the Longitudinal Study in the Domain of
Private E ducation and After-School Participation
Yun, Hyejung ･ Heo, Gyu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one of the research trends is longitudinal study. We can find out educational problems
and find the solution in the longitudinal perspective.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Report of Seoul
Longitudinal Study 2010(노언경, 2019)’ and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longitudinal study in the
educational domain of private education and after-school participation. we also suggested some
solutions how to solve these problems and educational pol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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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사교

육과 방과후학교 영역의 교육종단 연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 에 대한 연구

박 종 원 (부경대학교)

윤혜정과 허균의 연구 제안서를 읽고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다는 생각
을 하였습니다. 원론적인 관점이긴 하나 우리가 연구를 함에 있어 선행 연구에서 지금의 연구 필
요성을 도출 할 수 밖에 없겠지요. 3 페이지의 제한된 지면에서 사교육 관련 현황 파악과 이와 연
계한 선행 연구의 접근법에 대한 문제점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매우 매력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
다. 예를 들면 본문에서, “...설문지 개선에 대한 제언으로 첫번째, 학급별 학습참여유형 항목을 추
가한다. 학습참여유형은 사교육(학원), 사교육(개인과외), 방과후교육, 학습지, 온라인 등으로 나누
어서 설문조사를 한다. 각 학급별에 참여하는 영역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두번
째, 부모의 소득구간에 따른 사교육, 방과후교육 참여율 항목을 추가한다.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고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보다 높은 참여율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영
역별 참여율과 소득구간별 참여율이 확인하고 비용까지 조사하여 연계성을 확실하게 파악한다. 세
번째, 심층면담자의 구성을 확대한다. 교사, 전문직(장학관), 내용전문가(연구원)으로만 구성되어
실제 사교육과 방과후학교를 참여하는 주체인 학생이 빠져있다.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심층면담 또는 서면질문지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정책 제언에 도움이 되겠다.
교육에 대한 제언으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EBS교육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
준별 수업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후속연구로 사교육비 절감으
로 방과후학교에 대한 연구가 많으나, 방과후학교에 대한 참여율과 학습성취도의 영향 등의 효과
에 관한 다양한 각도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특정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있어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 봐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선행연구는 어떤 이유이던간에 그 명분을 확보 할수 없음이 명확합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맹점을 극복하고 이어지는 후행 연구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
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많은 결정들이 실제 사용자를 외면하는 하향식을 따
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관점이 사용자를 배제한 결정은 그 자체가 성공 보다는 실패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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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을까요? 한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에서 진정성 있는 자료를 확보 하
기를 바랍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라면 현장 연구에서 어떻게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물어 봐야 할
지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 사려됩니다. 아직 연구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우려부터 드려 송구
하지만 연구자 분들이 선행 연구의 맹점을 극복하는데 있어 필수 사항인지라 다시 한번 상기 시
켜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너무나 설레입니다. 좋은 연구 결과물이 나오리라 확신하면서 연구 결과물을 보는 날을 손 꼽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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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속 복어 명칭 연구

곽현 숙(경성대학교)

1. 들어가기
본 연구는 어류 복어의 명칭에 주목하여 고대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 복어를 어떻게 명명하고
있고, 그 명칭의 어원과 유래는 어디에서 왔으며, 복어 명칭의 종류와 유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일본에서 사용하는 복어 명칭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본 자료에 나타나는 복어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 및
정리하고, 문헌 자료에 나타난 복어의 어원과 개념을 정리하고자한다. 또한 복어 명칭의 종류와
그 의미를 파악하여 복어 명칭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복어’의 어원 및 유 래
일본에서는 복어를 한자로는 ‘하돈(河豚)’이라 쓰고 [フグ]라고 발음을 한다. 옛 일본에서는 복어
를 ‘포구(布久)’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무로마치(室町)시대에 중국에서 전해진 ‘하돈(河豚)’이 퍼져
나가면서 현재는 ‘포구(布久)’가 ‘하돈(河豚)’으로 대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포구(布久)’의 일본어
발음은 [ふく:후쿠]로 복어가 물 위에서 표주박(ふくべ )처럼 보인다 하여 [ふく:후쿠]라고 불렀다.
일본 헤이안(平安)시대에 팽창하거나 부풀려진 형태의 물건을 말할 때 [ふく:후쿠]라고 불렀는데,
당시 복어가 배를 공기로 빵빵하게 부풀리는 모습을 보고 [フグ:후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그 후 이것이 [ふぐ: 후구]로 이름이 변하면서 일본 전국에 퍼지게 되었다. 일본의 語源由來辭典
에서 복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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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安時代には｢布久(ふく)｣｢布久閉(ふくべ)｣と呼ばれていた。江戸時代中頃から、関東で｢フグ｣と
呼ぶようになり全国へ広がったが、現在も下関や中国地方の一部では｢ふく｣と呼ばれている。｢ふく｣
の語源は、海底で砂を吹き出てくるゴカイ類を食べる性質があるため、｢吹く｣からとする説や、｢袋(ふ
くろ)｣｢脹脛(ふくらはぎ)｣｢ふくよか｣｢膨れる(ふくれる)｣など、膨らむものを意味するものの多くに｢ふ
く｣が使われており、フグも膨らむのでこの語幹からとする説がある。
(헤이안 시대에는 후쿠, 후쿠베로 불렸다. 에도시대 중기부터 관동(칸토)에서 'フグ'[후구]라고 불
리며 전국으로 퍼졌지만 현재에도 시모노세키나 츄고쿠 지방의 일부에서는 フク[후쿠]로 불린다. フ
ク[후쿠]의 어원은 해저에서 모래를 내뿜는 갯지렁이류를 먹는 성질이 있기에 吹く[후쿠]에서 왔다
는 설이나 주머니(ふくろ[후쿠로]), 장딴지(脹脛[후쿠라바키]), 포동포동(ふくよか[후쿠요카]), 부풀다
(膨れる[후쿠레루])등 부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많은 것처럼 ふく[후쿠]가 사용되었기에 フグ[후
구] 또한 부푸는 것에서 그 어간으로 한다는 설이 있다.)
왜훈간(倭訓栞)에는 복어를 ‘배가 불룩해서 해변에 뜨는 생선이다’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ふぐ]
라고 되어있고, 헤이안 시대의 본초화명(本草和名)에서도 [ふぐ]로 표기되어 있다.


3. 복어 명 칭의

종류

일본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와 달리 한자어로 된 복어의 명칭보다 발음의 유사성에 따른 복어
의 명칭들이 더 다양하게 존재한다. 현재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어는 ‘하돈(河豚)’이고, 일
본어 발음은 [フグ] 또는 [ふぐ]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최고 물량의 복어를 취급하는 복어의 본고
장 하관(下関)에서는 여전히 옛 이름인 [ふく]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옛 이름을 그냥 사용한다
는 의미와 함께 ‘복(福)’을 뜻하는 일본어 발음 [ふく]와 복어의 [ふく] 발음이 같기 때문에 복이
있는 고기라고 해서 [ふく(福)]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일본의 관서지방에서는 복어 독은 잘못하면 바로 사망하므로 복어를 ‘てっぽう(鐵砲)’ 또
는 ‘데츠’라고도 한다. 여기서 てっぽう(鐵砲)는 총포류 특히 소총을 의미하는데, 총알(たま)을 맞
으면(あたる) 죽는데, 복어 알(たま=독)을 먹으면(あたる) 총알을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는다는
‘위험성’을 강조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즉, 독에 당하면 몸이 지릿지릿하다고 해서 ‘てっぽう(鐵
砲)’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에도 시대의 물류호(物類呼)에 ‘てっぽ, てっちり’로 표기되어 있
고, ‘ふぐは食(く)いたし命(いのち)は惜(お)しし.’는 줄거리의 시도 있으며, ‘뎃포는 먹어도 바보 안
먹어도 바보’라는 속담도 있다. 또 일본에서는 복어 요리 명칭에 ‘ふぐ’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고,
鉄砲(てっぼう)라는 말의 ‘鉄(てっ)’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복어 지리는 ‘てっ
ちり(鉄ちり)’이고, 복어 회는 ‘てっさ(鉄刺)’이며, 복어 국은 ‘てっじる(鉄汁)’이다. 이것 또한 복어
독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일본에서는 복어의 종류에 따라 ‘トラフグ, からす, シマフグ, ヒガンフグ, ナシフグ’등의 명
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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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トラフグ
からす

의미

한국의 ‘자주복’에 해당하며 ‘범복’이라고도 한다. 형상이 범과 비슷하다.
‘검자주복, 참복’이라고도 한다. 자주복에 비교하여 등반점이 틀리고 배꼽 부위의 지느러
미가 검고 맛이 좀 떨어진다.
한다. 몸의 등 쪽은 짙은 청색 바탕에 몸을 가로지르는 2∼4줄 가량의
シマフグ ‘까치복’이라고도
은백색의 줄무늬가 있으며 배 쪽은 백색을 띠고 있다.
졸복’이라고도 부른다. 몸은 계란형으로 짧고 굵은 편이다. 피부에는 작은 가시가
ヒガンフグ ‘소돈,
없고 대신에 좁쌀 같은 작은 돌출물이 몸 전체를 덮고 있어 손으로 만지면 꺼칠꺼칠하다.
상재복’이라고 부르고, ‘벌레복아지’라고도 부르는데 등 쪽의 갈색바탕에 흰색반점
ナシフグ ‘매리복,
이 있어 벌레가 지나간 듯하다 하여 벌레복아지라고 불렀다.
빨간눈복’이라고 부르고 몸체가 붉은색이며 배는 희다. 등에 검은 점무늬가 있
あかめふぐ ‘눈볼개복,
는 것이 특징이다.
ゴマフグ ‘까칠복, 깨복’이라고 부른다.
クロサバフグ ‘검은밀복, 흑밀복’이라고도 부른다. 대체적으로 몸통(등 부위)의 색이 검은 빛이다.
シロサバフグ ‘은밀복’이라고도 한다. 대체적으로 몸통(배 부위)의 색이 은백색을 띤다.
‘금밀복, 민밀복’이라고 부르고, ‘원양황복’으로도 부른다. 몸 등 쪽은 갈색을 띠다가 중앙
カナフグ 부에서 갑자기 밝아져 은빛의 황색을 띠고 배 쪽은 백색이다. 가슴지느러미는 선명한 황
색을 띠고, 뒷지느러미는 바깥쪽으로 옅은 황색을 띤다.
청밀복’이라고도 한다. 청밀복이라는 이름처럼 체색이 전반적으로 푸른빛을 띄
クマサカフグ ‘등푸른복,
기 때문에 다른 종들과의 구분은 비교적 쉬운 편이다.
한다. 독성이 강한 어종으로 등과 배에는 비늘이 변형된 작은 가시들이 밀
クサフグ ‘복섬’이라고도
생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복어를 ‘하돈(河豚)’으로 쓰고 부를 때는 [ふぐ]나 [ふく] 외에도 [ふくへ],
[てっぽ], [てっちり], [てっさ]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 본 장에서 제시하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복어 명칭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유입된 것

河豚(ふぐ)

한자어

발음
福(ふく), 鐵砲(てっぽう), 布久(ふく), 虎河豚(と ふぐ, ふく, フク, ふくべ, ふく
らふぐ), 鳥河豚(からす), 彼岸河豚(ヒガンフグ), へ, てっぽう, てっぽ, てっちり,
潮前河豚(しょさいふぐ), 草河豚(クサフグ) 등 てっさ 등
자생적인 것

4. 복어 명 칭의 유 형
일본에서 복어는 ‘하돈(河豚)’이란 명칭 이외에도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
진다. 외형적 특징에 기인하여 ‘布久(フグ) ’로 불리고, 발음의 유사성에 의해 ‘福(ふく), 吹く(ふ
く), フグ’라고도 불리며, 복어의 습성에서 ‘鐵砲(てっぽう), てっぽう, てっぽ, てっちり, てっさ’등
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복어의 종류에 기인한 명명으로 ‘とらふぐ, からす, シマフグ, ヒガンフグ,
クロサバフグ, シロサバフグ, カナフグ, ドクサバフグ, クマサカフグ, しょさいふぐ, ごまふぐ, さば
ふぐ, あかめふぐ, ナシフグ, クサフグ, ゴマフグ, ヨリトフグ’등이 있고, 지역에 기인하여 ‘布久(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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グ)(下關), 鐵砲(てっぽう)(関西)’등의 복어 명칭도 존재한다.
이처럼 복어는 일본에서 각기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명칭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
음과 같다.
명 칭의 유 형

서식지에 기인한 명명
외형적 특징에 기인한 명명
종류에 기인한 명명
발음의 유사성
습성
지역에 기인한 명명

복어 명칭

河豚(ふぐ) 등
布久(フグ) 등
とらふぐ, からす, シマフグ, ヒガンフグ, クロサバフグ, シロサバフグ,
カナフグ, ドクサバフグ, クマサカフグ, しょさいふぐ, ごまふぐ, さばふ
ぐ, あかめふぐ, ナシフグ, クサフグ, ゴマフグ, ヨリトフグ 등
福(ふく), 吹く(ふく), フグ 등
鐵砲(てっぽう), てっぽう, てっぽ, てっちり, てっさ 등
布久(フグ)(下關), 鐵砲(てっぽう)(関西) 등

일본의 경우는 중국에서 하돈(河豚)이란 명칭이 유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다른 복어의 명칭은 대부분 일본어의 발음, 복어의 습성, 복어의 종류 등에 기인하여 일본
자체에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복어를 ‘河豚(ふく)’라고 하는데, 이는 예전
일본에서 복어를 지칭하는 ‘布久(ふく)’로 ‘ふぐ, ふく, フク, ふくべ, ふくへ’ 등 여러 이름으로 불
렀고, 복어는 복이 있는 고기라고 해서 ‘福(ふく)’라고도 칭한다. 이는 모두 일본어의 동음현상으로
가차되어 사용된 복어의 이름이거나 발음 변화에서 생긴 복어의 명칭이다. 또 다른 예로 복어 독
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鐵砲(てっぽう)’라는 명칭도 있다. 그리고 한국과 동일하게 복어
의 종류에 기인하여 만들어진 ‘とらふぐ, からす, シマフグ’등의 명칭도 존재한다.

5. 나오기
본 연구는 일본의 복어 명칭에 주목하여 복어 명칭의 종류를 통해 각 명칭에 해당하는 복어의
어원과 유래를 밝히고 나아가 다양한 복어의 명칭 및 유형을 통해 일본에서 어떠한 언어문화 현
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어는 생김새와 울음소리, 습성 등이 매우 특이한 생선으로 복어의 이러한 독특한 특징
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름이 존재하였다. 우선 서식지에 기인하여 ‘ふぐ, フグ’로 불렸고, 생김새에
의해 ‘ふく’라는 이름을 얻기도 하였다. 그리고 복어가 지니고 있는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을 강조
하는 ‘てっぽう, てっぽう, てっぽ, てっちり, てっさ’라는 이름도 붙여졌다.
둘째, 한자로 구성된 복어의 명칭은 일본의 경우는 하돈(河豚)을 제외한 나머지 명칭은 모두 자
생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특히 일본에서 사용하는고 있는 대부분의 복어 명칭은 일본어 발음
의 유사성에 의해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변형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대표
적인 명칭이 ‘福(ふく), 吹く(ふく), フグ’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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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복어 명칭의 어원 및 유래는 한자가 생성된 중국에서 그 기록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남
아 있어서 복어 명칭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복어 명칭 종
류는 지리적인 영향으로 일본에 서식하는 복어의 종류가 많고 다양하다보니 그 종류에 따른 복어
의 명칭 또한 일본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넷째, 복어 명칭의 어원과 유래를 바탕으로 복어 명칭의 유형을 ‘서식지에 기인한 명명, 외형적
특징에 기인한 명명, 습성에 기인한 명명, 지역에 기인한 명명, 종류에 기인한 명명, 발음에 기인
한 명명’ 여섯 가지로 귀납할 수 있었다. 종류에 기인한 명명에서는 복어의 색에 따라서 복어의
종류가 ‘ドクサバフグ, クロサバフグ, シロサバフグ, クマサカフグ, カナフグ’등으로 복어의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었다. 이는 복어의 종류와 명칭이 다른 나라보다 더 다양하고 세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류에 대한 인식과 분류가 다른 나라 보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더 세밀하고 정교함을 할 수
있었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N ame of puffer in Japan
Kwak, Hyunsuk (Kyung

Sung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puffer designations in Japan, how the puffer was named in each country
from ancient through modern times, and where these designations originated, and tries to
determin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s puffer designations through investigation of the species
and types of puffer.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pufferfish have a very unique appearance, sounds habits, etc. Various names exist in
relation to these unique characteristics.
Secondly, In the case of Japan, the Chinese term 河豚 for pufferfish has been used. Otherwise
many other pufferfish designations are regional and derived from Japanese sounds, pufferfish habit,
or differing pufferfish species. For example, pufferfish are named “河豚(ふく: fuku)”. Pufferfish had
been named “布久(ふく: fuku)” and then given with various similar-sounding names like “ふぐ
(fugu), ふく(fuku), フク(fuku), ふくべ(fukube), ふくへ(fukue)” etc. Pufferfish were also called “福
(ふく: fuku)” meaning lucky fish. These are all results of homophonic phenomena creating
designations for pufferfish. For another example of naming pufferfish, “鐵砲(てっぽう: teppō)” was
made to warn diners about the hazards of pufferfish toxin. Designations such as “とらふぐ(fugu),
からす(karasu), シマフグ(shimafugu)”etc.
Thirdly, compared with the other two countries, specific records of etymologies and origins of
puffer designations remained in China, where Chinese characters had been created, and more
precise information about puffer designations were obtained. Otherwise, to account for the
geographical effect in species-based puffer designations, more numerous pufferfish species
inhabited Japan, and more diverse pufferfish designations concerning the various species were
found in Japan tha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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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일본

속 복어 명칭｣에 대한 토론
김현 태(부경대학교)

본 연구는 일본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어의 이명에 대한 연구로 일본에서 복어를 어떻게 명
명하고 있고, 그 명칭의 유래는 어디에서 왔으며, 각 명칭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고찰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일본 속 복어의 이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일본 민족의 가치관과 정서, 문화
등을 이해하고자 하였는데, 발표자는 복어의 이명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일본 민족의
가치관이나 정서, 문화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발표자는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어의 명칭 대다수가 일본어 발음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명칭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은 있는지요? 예를 들어 차용사로 만들
어진 명칭이라면 어떤 명칭이 어떤 명칭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또 복어의 의미와 복어 이명의 명칭이 동아시아 다른 국가와 비교 하였을 때 어떤 공통점과 차
이점을 지니고 있고, 문화적으로 어떤 유사점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도 복어를 ‘하돈(河豚)’이라고 보편적으로 칭하는데 이 명칭은 대략 언제쯤,
어떻게, 왜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언어교류 현상도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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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異乎”的詞性、詞義

김종찬(안동대학교)

1.

序言

現代漢語中有不少固定結構，依據《現代漢語詞典》(以下簡稱《現漢》)，“異乎尋常”正是其中之一。中國
出版的其他詞典如《中朝詞典》(以下簡稱《中朝》)、《現代漢語規範詞典》(以下簡稱《規範》)等基本上都遵
循《現漢》的觀點。但我們認為“異乎尋常”不一定是固定結構，它只是由及物動詞“異乎”與形容詞“尋常”
名物化而構成的述賓結構。
《中朝》、《規範》等都將“異於”看成是詞。“異乎”與“異於”具有相同的意思、相似的結構，而且
“乎”是不自由語素，那麼“異乎”只能是一個詞。這種推論雖然是很合理的，但我們還需要在現實語言中找到
證據。
為了解決這一問題，我們先討論及物動詞“異於”，再探討及物動詞“異乎”以及“異乎尋常”結構的關係，
並進一步討論及物動詞“異乎”的成因及動詞類型,最後提出我們關於及物動詞“異乎”的觀點。

2.

及物動詞“異於”

目前在中國出版的詞典中，我們還未發現將“異乎”收錄爲一個詞的詞典。但這並不能證明“異乎”一定不是
詞。我們首先來看“異乎”的“乎”。《現漢》(2018:547)中有如下敍述:

｢乎hu ①動詞後綴, 作用跟“於”相同:在∼∣出∼意料∣合∼規律∣超∼尋常。.....｣

《現漢》認爲“在乎”、“合乎”、“出乎”、“超乎”等中“乎”是後綴,這說明《現漢》將“在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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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乎”、“出乎”、“超乎”等看成詞。但它沒收“超乎”是它的疏忽。《現漢》將“在乎”、“合乎”、
“出乎”、“超乎”等分析成詞,

這不能證明它也認爲“異乎”也是詞。《現漢》沒收“異乎”不一定是疏忽,

而可能它不將“異乎”看成詞。
《現漢》說“乎”的作用與“於”相同。現在考察一下與虛詞“乎”相關的虛詞“於”的前附性。例如:
①新詞語動詞比例高於基本詞語，名詞與基本詞相當，形容詞、區別詞比例低於基本詞。(《語文現代化論
叢》第六輯p204)
案:這裏的“高”、“低”本身是形容詞，但它們與“於”在一起構成一個句法成分充當述語時，就具有及物
動詞的功能，如果已經凝固成詞的話，應該是及物動詞。《規範》(p435)將“高於”歸於動詞是有道理的。
②他們安於現狀，沒有野心，……(《思路決定出路》p70)
案:“安於”的“安”是形容詞形語素，跟“於”結合在一起充當述語。《現漢》(p8)將“安於”看成動詞是有
一定的道理的。在我們看來，“安於”應是及物動詞。
③黑灰不但較泥土易於搬動，而且吸熱性好，融雪的效果優於泥土數倍，……(《思路決定出路》p185)
案:“易於”、“優於”中的“易”、“優”都是形容詞性語素，但與“於”在一起構成一個句法成分充當述
語，而帶上賓語。《規範》將它們歸於動詞，而《中朝》將它們歸於形容詞。《現漢》將“易於”歸於動詞。
在我們看來，《中朝》的形容詞說法是不能成立的，它們應該是動詞，更具體地講，它們都是及物動詞。1)

以上例句能夠證明“形容詞性語素+於”充當述語，2)具有及物動詞的功能。3) 如果它們已經凝固成一個詞的
話，它們應是及物動詞。
葉景烈在〈說“於”〉《語言大觀》(2000:202)中有如下論述:

1) 這種例子在現代漢語中有很多。例如:
①它表示本體強於或弱於喻體。(《現代漢語》)p470)
②但也可以大於或小於一個小句。(《對比語言學槪論》p228)
③不能低於或超過適當的信息量。(《現代漢語》唐朝閣、王群生 p280)
④……核心名詞的成分先於或後置於該名詞, ……(《語言人》p183)
⑤也有多於或者少於三個字的;…(《現代漢語》p114)
⑥可以黨同, 愼於或不要伐異。(《王蒙人生小品》164)
我們知道，現代漢語的基本音步是雙音節。因此，“單音節詞+於”應該是一個音步，兩音很容易構成一個句法單
位。連詞“或”所連結的“强於”、“大於”、“低於“”、先於”，“多於”，“愼於”等，如果不是詞，則一定是詞組。

2) 由“單音節形容詞+於”構成的類型很多。 其中有的可能是及物動詞, 有的可能是及物動詞性結構。例如: “低於”、
“急於”、“精於”、“樂於”、“優於”、“大於”、“苦於”、“先於”、“晩於”、“偏於”、“勤於”、“疏
於”、“敏於”、“易於”、“近於”、“嚴於”、“寬於、“重於”、“甚於”、“疲於”、“弱於”、“忙於”、
“愼於”、“少於”、“小於”、“早於”、“窮於‘、”窘於“。我們的觀點與虛詞”於“的前附性有非常密切關
係。支持虛詞“於”的前附性的例子很多。從語言的系統性來講, “單音節形容詞/動詞+於”也會有“於”的前附性。
基於這種認識, 看一下“雙音節詞+於”後面出現連詞的例句:
①無論那資源內在於還是外在於我們。(《身體和情欲》p4)
②科学的功能风格就只寓存於而且必依存於科学的语言类型。(《现代汉语理论教程》p446)
③受制於或受苦於神经过於激动。(《中国人的德行》p101)
④实质的条件是否存在於或基本上存在於所確定的单位。(《现代汉语理论教程》p54)
⑤低層級的若干單位隸屬於並組成了高層級一類。(《現代漢語理論教程》p118)
⑥這究竟是有利於還是有害於我們的運動員提高成績、爭取勝利？(《王蒙人生小品》p370)
⑦……X在某方面相同於或相近於Y。(《介詞與介詞功能》p219)
連詞“還是”、“而且”、“或”、“並”、“還是”相連結的“內在於”、“寓存於”、“受制於”、“着眼於”、
“隷屬於”、“有利於”只能看成爲一個句法單位。那麼，從句法結構上看“外在於”、“依存於”、“受苦於”、
“组成”、“有害於”等也應是一個句法單位。
3) 柴世森在《漢語語法簡問》(1989:132)中依據傳統觀點認爲在“…重於泰山”中“於泰山”是介詞結構充當形容詞
“重”的補語, 但這種觀點不符合語言實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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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綴“於”具有很强的能産性, 既可同單音詞根結合, 又可同雙音詞根結合, 甚至還可以同四音詞根結
合。現分別列擧如下:
一、同單音詞根結合:
1. 同動詞性詞根結合。例如:
用於 出於 寓於 流於
2. 同形容詞性詞根結合。例如:
苦於 宜於 貴於 精於
3. 同名詞性詞根結合。例如:
位於 源於 利於 基於
……｣

葉景烈談到由單音詞根加上“於”構成的詞。這種類型有三種不同的情况, 其中値得注意的是由形容詞性詞
根加上“於”構成的詞,

即“苦於”、“宜於”、“貴於”、“精於”等。葉景烈將這種詞歸於動詞,

而將

“於”分析爲詞綴。這種動詞後面一定帶賓語, 故它們可以說是屬於黏賓及物動詞。基於這種認識, 考察一下與
“異乎”有密切關係的“異於”。
《中朝》(1986:2009):
｢[異於 yìyú [形] …과 다르다， …에 어긋나다｣

《規範》(2004:1552):
｢【異於】 yìyú 動 不同於 ▷ 言談舉止∼常人。｣

以上考察了《中朝》、《規範》有關“異於”的詞性和詞義。《中朝》、《規範》將“異於”看成是一個詞。
關於“異於”的詞義，這兩部詞典都認為是“跟…不同”、“不同於”，但關於“異於”的詞性，《中朝》認為
是形容詞，而《規範》認為是動詞。
在現代漢語中“異於”經常出現在書面語中。這裏的“異”是形容詞性詞根, 但一旦與“於”結合在一起構成
一個詞的話, “異於”肯定是黏賓及物動詞, 而不能是形容詞。我們認為《中朝》將“異於”分析爲形容詞是有
問題的。與《中朝》不一樣《規範》將“異於”歸於動詞有一定的道理。

3.

及物動詞“異乎”
上文談到“異於”是及物動詞, 那麽“異乎”很可能也是及物動詞。基於這種認識, 考察一下“異乎”的情

況。
《新編現代漢語》(2002:179):
｢ 後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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乎：斷乎、幾乎、近乎、懸乎、合乎、在乎
……

｣

這裏的“斷乎”、“幾乎”、“近乎”、“懸乎”、“合乎”、“在乎”等，其中的“乎”在現代漢語中沒有
單獨充當句法單位，只是附着在別的語素後面，跟它們結合成一個詞，故將“乎”分析為後綴是很合理的。4)那
麼理論上來講，“異乎”也很可能是一個詞，其中的“乎”是後綴。5)關於這一點,

依據《現漢》，有很多熟

語，其中一個就是“異乎尋常”。
《現漢》(2016:1553):

｢【異乎尋常】 yìhū-xúncháng 不同於平常。｣

《現漢》認為“異乎尋常”是熟語，《現漢》之所以這樣處理是與它對“異乎”的觀點有一定的關係。因爲它
都沒有將“異乎”看成是詞，才判斷“異乎尋常”(《中朝》p2008、《規範》p1552與《現漢》一樣都認為“異
乎尋常”是一個熟語)是固定結構。但我們認爲“異乎”是個及物動詞。如果“尋常”也是一個詞的話,不需要將
“異乎尋常”分析成固定結構。
現在先考察一下“尋常”。
《中朝》(1986:1903):
｢[尋常] xúncháng = 行 xíng 常 [形] 보통이다，평범하다，예사롭다，심상하다 ∥這不是〜的事情 이것
은 보통일이 아니다｣

《規範》(2004:1486):
｢【尋常】 xúncháng 形 古代稱八尺為一尋，兩個尋為一常，都是很普通的長度。後用尋常來形容平常，普通
▷ ∼百姓｜勝敗乃〜之事。｣

《現漢》(2016:1493):

4) 由後綴“乎”構成的詞在現代漢語中有很多。例如:
①一切都關乎信念, 我經歷了生活中黑暗的一面而生存下來了, 我要享受美好的一面了!(《金字塔英語背誦範文精華》
(高級篇)p112)
②但事情超乎常理, ……!(《收獲散文精選》p141)
③聽上去 像是發了一個介乎o和u之間含含混混的單元音,……!(《外國學生漢語語音學習對策》p124)
④出乎意外, 第二天一早我那個揷隊落戶的兒子在我們房間裏出現了, 他是昨天半夜裏到的。(《中國現當代文學作品
選》p131)
⑤舊得有味, 舊得合乎章法。(《文化苦旅》p284)
⑥這是順乎自然、因勢利導的調整, 修改後的語言朗朗上口。(《語言“選美”》p99)
5) 《語言硏究論集》(第七輯)p206:
｢2.“於”還可以作動詞的後綴,如“在於”“出於”“善於”“等於”“樂於”“屬於”“歸於”“敢於”“合於”
“近於”等, 其中大部分黏附得很緊, 不能去掉。有時還附着於雙音詞之後, 如“有志於”“致力於”“有求於”等,
其黏附程度雖不那麽緊, 但也經常使用, 有可能也會逐漸演化爲詞綴, 構成三音詞。有時“於”又可以換成“乎”, 如
“合乎”“近乎”“出乎”, 古代亦有“由乎”之例,“乎”與“於”同。上述這些“於”(乎)主要用作動詞、介詞的
後綴。另,“確乎”“斷乎”“全乎”也以“乎”爲後綴, 但它是由表示停頓的語氣詞演成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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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尋常】 xúncháng 形 平常(古代八尺為“尋”，倍尋為“常”，尋和常都是平常的長度):∼人家｜異乎∼
｜拾金不昧，在今天是∼的事了。｣

這裏的是“尋常”在現代漢語中使用得很自由，如“尋常人家”、“異乎尋常”、“異於尋常”、“拾金不
昧，在今天是尋常的事了”、“尋常生態”、“超乎尋常”等等。由此可見，“尋常”有一定的組合能力。《中
朝》、《規範》、《現漢》等詞典都將“尋常”視為一個詞，是很有道理的。
《中朝》、《規範》將“異於”與“尋常”都看成是詞，“異於尋常”是“不同於平常”的意思，是由“異
於”與“尋常”單純相加的結構，那麼它們根本不需要將“異於尋常”看成是固定結構, 除非“異於尋常”具有
另一種新的意義。
《現漢》等詞典都沒收“異乎”, 這主要是因爲它們都不將“異乎”看成詞的關係。因爲在漢語中常出現“異
乎尋常”,它們才將它收在詞典裏。6)如果《現漢》等認爲“異乎”是詞的話,它們沒有理由將“異乎尋常”看成
固定結構, 除非這一結構具有特別之義。7)
在現代漢語中，一些動詞一定帶賓語。這種動詞分析爲“黏賓動詞”,嚴格來講,

應是“黏賓及物動詞”。“異

乎”與“異於”的關係類似於“出乎”與“出於”、“介乎”與“介於”、“近乎”與“近於”、“合乎”與
“合於”等等。“異於”、“出於”、“介於”、“近於”、“合於”等都是及物動詞，那麼與它們在意義和用
法上有密切關係的“異乎”、“出乎”、“介乎”、“近乎”、“合乎”等也應該都是及物動詞。
依據“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中心現代漢語語料庫”(http://ccl.pku.edu.cn)，在現代漢語中“異乎”單獨
充當述語的例句有的是。例如:
① 3.1……，比照一般的講法，就得對中國專制政體官僚制度的產生，提出一些異乎一般的說明來。那些說明，
值得在這裏提論到的，約有以次三點：
② 76.1 原來，胡氏有“一目十行”的本領，記憶力異乎常人。
③ 323.1 ……寫，僅用宋江說的“聚義廳今改為忠義堂”一句話悄悄帶過，這又是異乎常情的。
④ 341.2……李賀素稱“鬼才”，追求一種色彩斑駁的淒豔之美，所造詩境也往往異乎常態，其詩如“秋墳鬼唱
鮑家詩”(《秋來》)，“鬼燈如漆點松花”…
⑤ 734.1……命，它將返回港口，巨輪將乘風波浪駛向大海。但這次卻出現了一件異乎常規的事。
⑥ 748.1……合以佛陀為中心的弟子，一方是提婆達多等眾人，雙方對面，這場合異乎往日僧團中所有的集會。

我們能從“異乎一般”、“異乎尋常”、“異乎常人”、“異乎常情”、“異乎常態”、“異乎常規”、“異
乎往日”等中看出“異乎”具有一定的組合能力，因此我們認為“異乎”應是一個詞。8)及物動詞“異乎”和其

6) “異乎尋常”相當於“異於尋常”，都具有“不同於平常”之意，而“異乎”與“異於”都相當於“不同於”。那麼具有“不同
於”意思的“異乎”也與“異於”一樣應是一個及物動詞。“異乎尋常”是及物動詞“異乎”與賓語“尋常”的簡單相加而構
成的述賓結構。

7) 從語法功能和意義上, “異乎”和“異於”十分接近, 可能是由於歷史的原因, “乎”和“於”還是有所不同。個人語
感上, 覺得“異乎”的獨立性不如“異於”, 但現在“異乎”已經有了獨立性了。
8) 符淮青在《現代漢語詞彙》(2008:8)中有如下論述:
｢(四)剩餘法
把句子中所有可以單說、可以用作句子的主要成分的單位提開，剩下來不能單說，也不是一個詞的一部分的，是詞；虛
詞可以用這個辦法來確定。例如：｢爲創造社會主義的物質文明和精神文明而努力工作把！｣這句話裡，｢創造、社會主
義、物質、文明、精神、努力、工作｣等都是可以單說的，而且，它們都不可以擴展，它們都是詞。剩下的｢爲｣、｢的
｣、｢和｣、｢而｣、｢吧｣都不能單說，也不是一個詞的一部分，它們是用來幫助造句的，它們是詞。其中，｢爲｣用來表示
行爲的目的，｢的｣表示詞語的修飾限制關係，｢和｣表示詞語的並列關係，｢而｣表示連接，｢吧｣放在句末使句子成爲祈使
句。｣

- 249 -

2020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인문학의 현대적 재편
賓語之間的意義只是由兩個成分單純的相加。
馬顯彬在《漢語詞法學》(2015:192)中有如下論述:
｢2. 到詞為止
層次分析一定要分析到詞為止(固定短語除外)，如果是自由短語一定要堅持這個原則。…“丟三落四”是固
定短語，不用分析到詞。｣

馬顯彬談到層次分析一定要分析到詞為止，依據這種觀點，“異乎尋常”不是“丟三落四”類的固定結構，
這與“超乎尋常”不是一個固定結構其道理一樣。《現漢》認爲“超乎”是一個詞, 故它沒收“超乎尋常”, 而
《現漢》等那麽多詞典都收“異乎尋常”, 這證明與它們都不將“異乎”分析成詞有一定的關係。我們旣然認爲
“異乎”是一個詞那麽應將“異乎尋常”分析成“異乎”與“尋常”。“異乎”相當於“不同於”而“尋常”相
當於“平常”，那麼我們自然不會再主張“異乎尋常”是一個固定結構了。“異乎尋常”只是一個由“異乎”與
“尋常”構成的自由結構類型的述賓結構，是“不同於平常”的意思。

4.

及物動詞“異乎”的成因及動詞類型

高更生、譚德姿、王立廷在《現代漢語知識大詞典》(1995:770)中有如下敘述:
｢熟語指語言中長期運用的語義融合的固定語句。它大於一個詞，可以是固定的詞組，也可以是固定的
句子。一般包括成語、慣用語、諺語、歇後語、格言等。熟語在結構上有定型性，不同於一般的詞的自
由組合體，其組成部分不能隨便更換顛倒。……熟語的語義一般不是其構成成分的簡單相加，應從整體
上去考察，理解其眞實的的含義。如：“走後門”的意思已不是“從後門走”，它的表面意義已經淹
沒，被一種新的整體意義所取代，即指“通過非正式非正當途徑辦事情的一種不正之風。”一部分熟語
的語法功能相當於一個詞，在句子中可以充當句子成分，如成語、慣用語;另一部分在句子中多被引用，
常常獨立成句，一般不作句子成分，如諺語、格言等。……｣

高更生等闡釋了有關“熟語”的觀點。依據他們的敘述，熟語的語義一般不是其構成成分的簡單相加，應從整
體上去考察並理解其眞實的的含義。熟語的範疇包括成語、慣用語、諺語、歇後語、格言等，是大於一個詞，可
以是固定的結構，也可以是固定的句子。因此，熟語在結構上有定型性，不同於一般的詞的自由組合體。
符淮青在《現代漢語詞彙》(2008:4)中有如下論述:

｢能否用作句子的主要成分，以現代漢語一般的口語、書面語用法爲根據，不以文言、固定語的用法爲根
據。例如，不能根據文言用法“欲達目的”“迫切陳詞”，確定“欲”、“達”、“陳”是現代漢語的詞，不

能根據固定語“春不減衣，秋不加帽”確定“衣”、“帽”是現代漢語的詞，不能根據固定語“吃一塹，長一
智”確定“塹”、“智”是現代漢語的詞。｣
符淮青談到用剩餘法來檢驗的問題。在“異乎”中“異”只能在特殊的用法中，例如“異口同聲”、“大同小異”、
“日新月異”、“性格各異”等中，再者“乎”在現代漢語中不能單說，但跟“爲”、“的”、“和”、“而”、
“吧”等不同，“乎”與其前面的“異”在一起構成及物動詞“異乎”。故“乎”不是虛詞，而是詞綴。

- 250 -

符淮青提到現代漢語研究時的注意事項。在現代漢語中有不少古漢語遺留下來的痕迹，但不能依此分析現代漢
語。“異乎尋常”是古漢語的用法，但問題是這裏的“異乎”和“尋常”在現代漢語中已具備構成詞組的能力，
那麽，我們可以將“異乎”與“尋常”都分析爲詞。
類似“異乎尋常”這種用法，應該是屬於古代漢語用法在現代漢語中的遺存現象。“乎”是介詞，與後面的成
分構成介詞結構，可以做狀語或補語。如“生乎吾前，故先乎吾”、“異乎三子者之撰”等，“乎”是次序倒裝
的標識，而現代漢語中，介詞前附性更為普遍。再者，“異乎”已經獨立成為及物動詞，而帶賓語了。9)如果
《中朝》、《規範》、《現漢》等都認為“異乎”是一個詞的話，“異乎”與“尋常”只是兩個詞的單純的相
加，那麽“異乎尋常”不一定是固定結構。《中朝》、《規範》、《現漢》之所以這樣處理，主要是因為它們不
認為“異乎”是一個詞。
《規範》、《中朝》收有“異於”而沒有收有“異乎”，故將“異乎尋常”看成固定結構而沒把“異於尋常”
分析爲固定結構。這主要原因是它們將“異於“看成是詞，而不把“異乎”分析成詞。這主要是它們認爲“異
於”與“尋常”能在句中獨立充當句法成分, 而在“異乎尋常”中“異乎”是與“尋常”不同, 沒有能力單獨充
當語法成分, 故將“異乎尋常”看成是固定結構。
隨着現代漢語的雙音節化, 單音節詞“異”與單音節詞“乎”很容易構成一個音步, 進一步凝固成一個詞。
自《現漢》將“異乎尋常”分析為熟語以來，很多詞典如《學生現代漢語詞典》(2015:1417)、《當代漢語詞
典》(2009:1712)、《規範》(2004:1552)、《中朝》(1986:2008)等都遵從《現漢》。在我們看來在與“異乎”
有關的例子中，只把“異乎尋常”看成熟語是不合理的。解決的方法應是不再將“異乎尋常”看成是固定結構，
而另立一個詞條“異乎”。10)

金鐘讚在〈論“無異”的詞性、詞義以及相關問題〉《中國言語硏究》(2020:128)中有如下論述:

｢我們提到的“無異於”是由“形容詞(無異)+虛詞(於)”構成的句法單位，是充當述語的。在“無異於”中
“於”脫落之後, “無異”單獨充當述語而帶賓語時，它是及物動詞。這時虛詞“於”的意思並沒有消失, 而隱
含在及物動詞“無異”裏面,

故及物動詞“無異”與及物動詞性結構“無異於”在意義上一致。形容詞“無異”是

“沒有不同”、“等同”、“相同”等意思。及物動詞“無異”是“跟/與……沒有不同”、“跟/與……等同”、“跟/
與……相同”，都表明主語與賓語之間的關係, 是一種關係動词。｣

9) “異乎尋常”的“尋常”不僅與“異乎”構成一個結構, 它也可以跟“超乎”、“異於”等構成一個結構。。例如:
①這一切豈不是一種超乎尋常的安排?(《文化苦旅》p129)
②這 種表現超乎尋常, 引起人們一種崇拜的感情; 所以傳說喝了黃鱔的血, 極長人的氣力。(《中國現當代文學作品
選》p273)
③女士笑着解釋說, 那隻受傷的狗在被領養之前因爲和其他狗打架失去了一條腿, 而另外一隻狗時常“模仿跛脚的狗,
使它感覺不那麽孤單和異於尋常”。(《金字塔英語背誦範文精華(基礎篇)p14)
“尋常”可以跟“超乎”、“異於”等構成一個結構。“超乎尋常”、“異於尋常”都不能分析成固定結構,爲什麽
“異乎尋常”是固定結構? “尋常”跟“異乎”一樣有一定的獨立運用性。
10) 下面看一下“異乎”充當述語的例句:
①信從最異乎尋常的角度描寫約翰, 比如, 約翰打個嗝就能震開玻璃瓶。(《眞希望我20幾歲就知道的事》p45)
②今天發生了一件異乎尋常的事, …(《異鄕人語》p196)
③而｢天｣和｢才｣構成的名詞｢天才｣, 並不是語素義的簡單相加, 而是表示一個概念義, 指在智商方面突出的人, 在現
代漢語中又另有相反貶義, 指做出異乎常理行爲的人或事。(《漢語語言學》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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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鐘讚提起了“及物動詞”無異“具有“跟/與……等同”、“跟/與……相同”的意思,是一種關係及物動詞。及
物動詞“異乎”與及物動詞”無異“之間有反義詞關係, 因此我們認爲”異乎“也是關係及物動詞。
劉月華、潘文娛、故韡在《實用現代漢語語法》(2001:154)中有如下論述:
｢(三)關係動詞
關係動詞的詞彙意義一般比較抽象,其主要作用是關係主語和宾語,表示主語與賓語之間存在某種關係,因此關係
動詞後往往出現賓語,大多數關係動詞的賓語基本上是不可缺少的。關係動詞的數目不多,主要有以下幾種:
1.“是”(參見第四編第二章第一節“是”字句)。
2.“叫”(稱謂義)、“姓”、“當作”、“成爲”、“像”、“等於”等。
此類關係動詞的主要語法特徴是:
⑴多用“不”來否定, 偶爾可以用“沒”來否定;
⑵除了“像”以外, 一般不能受程度副詞的修飾, 不能省略賓語;
⑶一般不用重叠式, “成爲”、“叫”、“等於”、“像”等根本不能重叠;
⑷後面一般很少用動態助詞“了”、“着”;
⑸不能作“把”字句的謂語動詞;
⑹不能構成祈使句。
3.“有”(參見第四編第二章第二節“有”字句)。｣

劉月華等提到關係動詞，並擧出這種動詞的一些特性，其主要作用是聯係主語和賓語。劉月華等在《實用現代
漢語語法》(2001:152)中認爲“姓”、“叫”、“屬於”、“具有”、“成爲”、“等於”等也是及物動詞。卽
在“A等於B”中“等於”是關係動詞，連繫主語A和賓語B的。他們的這種觀點很有道理。
在“A異乎B”、“A異於B”中的“異乎”、“異於”講“A”與“B”之間的關係,可見“異乎”、“異於”與
“等於”一樣還具有關係動詞所具備的特徵。“等於”是關係及物動詞,

那麽在“A異乎B”、“A異於B”中的

“異乎”、“異於”也是關係及動物詞。

5. 結論
但在現實語言中“異乎”與“異於”都具有一定的組合能力，且其後面一定出現賓語。“異於”是一個及物動
詞,那麽“異乎”也跟“異於”一樣，是一個及物動詞。11)
《現漢》、《中朝》、《規範》等詞典都收有“異乎尋常”，《現漢》、《中朝》、《規範》等詞典都將“尋
常”看成是詞，但它們却沒將“異乎”看成是詞，這意味着它們都將“異乎尋常”看成是固定結構。它們的這種
處理法不合乎語言實際。
基於這種認識，我們認為“異乎尋常”，並不是固定結構，而只是“異乎”與“尋常”的簡單相加，是自由結
構類型的述賓結構。“異乎”與“等於”一樣屬於關係及動物詞。
我們有關“異乎”的詞性、釋義的觀點如下:
｢【異乎】 yìhū 及物動詞 異於；不同於：∼尋常｜言談舉止∼常人｜∼常態｜∼往日僧團中所有的集會｣
11) 如果“異乎”是關係動詞, 那麽所表達的是“個體”、“單獨情況”等與“常態”、“一般情況”的不同。相比的兩
者不是對等的。這點與“異於”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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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and the Meanings of the Term “ Yihu”
Kim, Jongchan (Andong

University)

The dictionary 《Xiandai Hanyu Cidian》 is one of the most popular dictionaries among the
Chinese. Although the dictionary is well written, we can still find some problems in it.
《Xiandai Hanyu Cidian》 describes “YIhu Xunchang” in a fixed structure. Other dictionaries
published in China follow this, but I do not agree with them.
There is a term “Yiyu” which is similar to “Yihu” in Modern Chinese, some dictionaries like
《Zhongchao Cidian》 and 《Xiandai Hanyu Guifan Cidian》 argue that “Yiyu” is a verb, then I
think that “Yihu” is also a verb.
According to my research, in many sentences composed of “yihu”, it acts as a predicate. So I
argue “Yihu” as a verb in the structure of “Yihu Xunch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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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論‘異乎’的詞性、詞義”｣에 대한 토론
김정 훈(부산외국어대학교)

본 논문은 중국어 동사 "异乎"의 词性과 语义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숙어인 "异乎寻常"의 구조
를 하나의 품사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타동사 "异乎"와 형용사 "寻常"가 술목관계로 구
성되었다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비슷한 의미적 특징을 가진 타동
사 "异于“와 ”异乎“를 비교하는 한편, 의존형태소 "于“와의 관계를 함께 서술함으로써 연구자가 주
장하는 논지가 기존의 "异乎" 에 대한 관점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주장에 좀 더 객관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사전적 의미와 코퍼스(CCL)에서 수집한 다양한 언어자료(语料)를 함께 분석하였고, 중
국 학자 叶景烈의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异于"와 "异乎"가 사전적으로 서로 다른 품사라는 것을
발견하며 타동사 "异于"와 여러 성격이 비슷한 "异乎" 역시 타동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본 토론
자 역시 연구자의 내용을 토대로 여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와 같은 생각이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이제껏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으로 "异
乎"를 타동사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생성원인 및 동사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 역시 객관적이며 내
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보인다.
전반적으로 연구 방법이나 내용 등이 학문적으로 매우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이는 연구자
의 학문적 식견과 우수한 연구적 능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한가지 질문이 있다면 연구를 진행하면서 "异于"와 "异乎"의 통사적, 형태적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은 없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연구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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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住方式对农民工群体性事件影响
예동 근(부경대학교)･이춘 수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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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impact of living patterns on migrant workers ' mass accidents
Rui, Donggen ･ Lee, Chunsu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Based on the data regarding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floating population in
China's capital Beijing in 2013,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impact of different living patterns
on migrant workers' mass accidents and its mechanism.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rental
housing mode would increase the migrant workers' participation degree of mass accidents and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mass accidents regarding interest loss, but reduce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mass accidents without direct conflict of interest; dormitory living style would reduce
the migrant workers' participation degree of mass accidents and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mass accidents regarding interest loss, but increases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mass
accidents without direct conflict of interest. Self-housing has no impact on migrant workers' mass
accidents . Regarding the impact of dormitory living mode on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mass
accidents with interest loss, the migrant workers' social network is the important mediating .
Hence, while further improving the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system of migrant workers in
interest loss, the government could provide preferential housing policies for migrant workers,
timely dredge the negative emotions in the social network of migrant workers, and reduce the risk
of mass accidents.
Key words: Living patterns; Mass accidents；Migrant workers；Mediating effec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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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居住方式对农民工群体性事件影响｣

중국

농민공의 주거환경과 집단행동에 대한 토론

최상 열(苏州大学敎)

1. 토론을 시작하며,
2017년 11월 18일자 바이두(百度) 검색 1위는 베이징 다싱구(北京市大兴区) 화재사건이었다. 베
이징 다싱(大興)구 신젠(新建)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9명이 사망했다. 희생자들은 대부
분 외지에서 온 농민공이었다. 사건 직후 베이징시는 다싱구 주변 농민공 거주지 철거 계획을 발
표했다. 중국주요 언론들은 모두 10만 명 이상의 농민공들이 붉은 철거 딱지를 받았다고 설명했
다. 온라인에는 강제로 살던 집을 떠나게 된 농민공들의 사진이 올라왔다.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농민공 강제 철거 반대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100여명의 중국 지식인들은 공산당과
국무원에 강제철거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대학생과 직장인들은 연탄을 들고 농민
공 거주지를 찾았다. 저명 사회학자인 쑨리핑(孫立平) 칭화대학(清华大学) 교수 역시 연일 웨이보
(微博)를 통해 농민공 철거를 이슈화했다. 쑨 교수는 “이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들을
쫓아낼 1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겨울밤은 춥고, 어린이와 노인들도 있다”며 농민공 철거를 강하게 비판했다. 비난 여론
이 거세지자 차이치(蔡奇) 베이징시 당서기는 27일 회의를 통해 농민공 철거를 서둘러서는 안 된
다고 밝혔다. 또한 베이징시 관계자는 철거 농민공에 최대 2만 위안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1)
중국의 농민공은 도시로 이주해 노동자의 일을 하는 농민을 가리키는 용어다. 농민공의 출현은
건국 이후 중국이 추구해온 성장전략 및 이러한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적 제도로서의 호구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1958년 공포된 '호구(戶口) 등기조례'는 모든 중국인을 출생지에서 발급
하는 호구에 따라 농민과 도시민으로 구분해 이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했다. 그러나 중국의 개
혁개방 이후 이러한 사회 · 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호구제도도 점차 이완되기 시작했다. 도시부문
의 저임금 노동력 수요 증가라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를 엄격히 금지하던 정책에서 점차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갔다. 하지만 이것이 전면적인 도시 이주 허용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도
시 이주를 원하는 농민들을 모두 수용할 경우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1) 연합뉴스 2017. 11. 20일자 <베이징 농민공 강제철거 중단>
- 266 -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분권화를 통해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획득한 지방정부가 자신의 조건
과 상황을 반영한 성장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공에 대한 정책도 점차 각 지방정
부의 성장전략에 필요한 노동력 수급 정책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농민공의 신분은 특수성,
시대성을 지님으로써 농민공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되었고, 농민공의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저임금․임금체불 현상이 가장 심각하며, 과도한 노동시간, 열악
한 노동여건, 미비한 사회보장, 각종 직업병 및 산업재해, 직업훈련, 자녀교육, 거주지 환경 등 실
생활에 밀접한 문제들 뿐 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권익에 있어서도 뚜렷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민공들의 집단적 행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사회적 문제
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 사회적 취약계층인 농민공들의 집단적 행동은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
는가?
2. "농민공들의 거주환경이 그들의 집단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부경대학교 예동근 교수의 "농민공들의 거주환경이 그들의 집단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居住
方式对农民工群体性事件影响)"를 주제로 연구발표 했다. 발표문에서 농민공의 주거환경이 실제 생
활에서의 농민공의 집단행동 발생과 그 속의 메커니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농민공의 도시생활에서 임대주택, 숙소, 자가주택 세 가지 주거방식이 농민공의 집단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영향이 존재한다면, 어떤 주거환경이 농민공들의 집단행동
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가? 또,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농민공의 경우 주거환경에 따라 집단행동
의 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 마지막으로 주거 환경에 따라 집단행동에 농민공 자체의 사회
네트워크 메신저 역할을 하는가?
이에 대해 예동근 교수의 글에서 주거환경과 농민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에서 단위숙소 거주
가 농민공의 집단행동의 발생위험을 높다고 하며, 그 원인은 중국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합숙제도는 자본이 근로자를 통제하고, 공장통제를 강화하며, 초과근로를 통해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공장기숙사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상호작용과 정보교환을 제공함으로
써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불만과 집단의식 형성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자가 주택을 가진 농민공들
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농민공의 가족 책임감은 집단행동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처하도록 만들
고, 따라서 농민공의 자가 주택보유는 집단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며,
다른 형태의 주거환경으로 임대 셋방으로 중국 농민공의 주요 주거환경이며, 도시 내 집성촌을 이
루어 '성중촌(城中村)' 구성하고, 성중촌 커뮤니티는 비공식적 관계 구축과 호소, 전략 논의, 집단
행동의 중요한 장소로 활용된다고 분석하였다.
본 발표문은 2013년 베이징시 농민공의 대규모 조사 데이터에 기초하여 ERM 정량모델을 사용하
여 주거환경이 농민공의 집단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구변수법과 내생적 처리효과 모델
을 사용하여 안정성을 검증한 결과, 중개효과 모델을 통해 주거환경이 농민공의 네트워크 변수를
통해 집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론으로 서로 다른 주거환경은 농민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독거 생활에 비해 가족과 함께 사는 농민공의 집단행동의
참여의지가 낮은 반면, 친구나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농민공은 집단행동 참여의지가 높아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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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또한, 집단행동에 대한 영향은 주거환경 뿐 아니라 세대 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신세대 농민공의 집단행동의 참여에 대한 영향력은 기성세대 농민공보다 낮고, 신세
대 농민공의 이익 훼손에 대한 저항형 집단행동의 참여 의지는 기성세대 농민공보다 높았다. 기숙
사방식의 주거환경은 신세대 농민공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하는데 구세대 농민공보다 더 많은 역할
을 한다고 분석하고, 주거환경은 농민공의 가능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변화시킴으로써 이익 파괴를
위한 항쟁형 집단행동에 동참하려는 농민공의 의지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해결
방안으로 정책적으로 농민공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조금 지급이나 주택공동
적립금 제도를 추진하여 농민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 집단행동의 발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
하였다.
3. 연구발표에 대한 질문
하지만 중국 농민공의 집단행동 원인은 주거환경 개선으로만 해결 될 수 없는 종합성, 복잡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취업차별현상이다. 지방정부와 고용단위가 농민공에 대하여 취업자
유선택권을 제한하고, 농민공 취업의 실질적 경로에 대한 장애를 두고 있다. 취업영역의 한정적인
면이다. 농민공은 비교적 낮은 지식, 기술, 사회자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인력과 사
회자본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조기 취업은 노동력 시장의 비교적 높은 계층에 진입하기가 어렵
다. 다음으로 저임금과 복지의 불평등이다. 농민공은 비록 가장 더세고(繁重), 가장 간고하고(艰
苦), 가장 더럽고(肮脏), 가장 위험한(危险) 일을 하지만, 농민공이 지니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노
동에 비해 수입이 상대적으로 대등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동일인이지만 노동이 다른, 동일 노
동이지만 보수가 다른(同人不同劳，同劳不同酬)”것은 농민공 임금 복지의 현실적인 모습이다.2) 그
리고 체불임금의 심각성이다. 농민공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였는데 기본적인 보수를 받지 못한
다면 이것은 그들 권익에 대한 가장 심한 침해이다. 고용주의 농민공 임금체불을 조성하는 근원은
농민공에 대한 신분적 차별에서 엿볼 수 있다. 고용주는 그들을 정식 직원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또한 도시주민과 동등한 임금 및 기타 권익을 향유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3)
그 외에도 사회보장권의 결여, 교육권의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들이 농민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곧 사회적 평등․통합․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
이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다음으로 집단행동의 원인으로 분석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2) 조동제: "중국 농민공 권익보호제도에 관한 소고', 중국법연구, 2012년 제18집, 255p.
3) 于涛、刘军：“农民工权益缺失的制度逻辑-以农民工工资拖欠问题为例”, 农村经济，2011年 第1期，117-11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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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 희(부경대학교)･서창 배 (부경대학교)

1. 서론
최근 중국은 ‘2019년 의약위생 체제개혁 심화 업무 총결산(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2019年工作总
结)’을 통해 “하나의 전환, 두 가지 중점” 즉, 치료 중심에서 보건 중심으로 전환하고, 칸빙난(看病
难) 및 칸빙구이(看病贵) 문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돌파구를 마련하였다고 보고하였
다.1) 민영의료기관을 비롯한 공립의료기관의 각종 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의료개혁의
진전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은 1985년 4월 ‘위생업무 개혁 규정 보고(关于卫生工作改革的若干规定的报告)’를 통해 의료
서비스 영역으로의 민간자본 유입을 최초로 언급한 이후2) 정부는 꾸준히 민간의료 육성정책을 내
놓으면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7년‘13·5(十三五) 규획’3)을 통해 민간의료를 의료위생 체
제 개혁의 중점 임무로 삼았으며, 당해 5월 국무원은 ‘사회역량의 다원적이고 다각적인 의료서비
스 제공 지지 의견(关于支持社会力量提供多层次多样化医疗服务的意见)’을 통해 2020년까지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민영 의료구조를 구축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구도를 점진적
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4)
동시에 각 지방정부는 규범적인 시장 환경과 공정한 경쟁국면을 수립하기 위한 장려정책을 내
놓았다. 즉, 규획구도의 과학화, 심사 비준 효율성 제고, 공정한 처우 현실화, 의사의 다지점 진료
5) 허용 등 민간자본이 의료산업에 유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민영의료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
1) 甘肃省卫生健康委员会(2020.09.14.)，｢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2019年工作总结(国家简报第122期)｣.
2) 中国政府网(1985.04.25),｢关于卫生工作改革的若干规定的报告｣ 国发(1985〕62号.
3) 中国政府网(2017.01.09),｢“十三五”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规划｣ 国发(2016〕78号.
4) 中国政府网(2017.05.23.),｢关于支持社会力量提供多层次多样化医疗服务的意见｣ 国办发(2017〕44号.
5) 医师多点执业是指符合条件的执业医师经卫生行政部门注册后，受聘在两个以上医疗机构执业的行为。(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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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련의 정책 호재 하에 사회자본은 의료업에 몰려들었고,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가 생겨나며 민
영병원은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에 힘입어 중국의 민영의료기관의 발전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18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46%(459,365개)를 차지하며, 그 중 민영병원
의 수는 중국 전체 병원 대비 64%(20,977개)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민영병원은 더 이상 공
립병원의 보완 역할로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영병원이 주가 되어 민영병원이 하지
않는 것을 공립병원이 해야 한다는 인식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6)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료기관이 중국 진출 시 비교우위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은 31개 성·시의 ‘민영병원 발전지수(Non-Public
Hospital Development Index, NHDI)’를 매년 보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중국 지역별 민영병
원 발전 잠재력 비교우위의 도출 필요성이 존재한다.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는 2016년 데이터를 사
용한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위생건강통계연감(中国卫生健康统计年鉴)의 2018년 민영병원의 의
료자원 및 의료서비스 분야의 기초 데이터를 사용하여 즉, 민영 병원 수 및 증가율, 외래진료 횟
수, 병상 사용률 등의 요인을 분석하여 최근 발전지수를 도출한다. 이는 각 성·시의 민영병원 발
전 잠재력을 분석하여 향후 중국진출을 고려 중인 한국 의료기관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요인 의사결정 방법 중 하나인 TOPSIS 기법
을 사용하고, 아이리비병원연구소의 민영병원 발전지수 지표체계7)를 차용하여 엑셀(Excel)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선행연구
중국 민영병원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아이리비병원관리연구소(艾力彼医院管理研究中心)8)
는 2010년부터 최근‘2017년 민영병원 발전지수 순위(2017非公医院发展指数排行榜)를 중국 사회과
학원의 중국병원남피서(中国医院蓝皮书, Blue Book of Hospitals)를 통해 중국 민영병원 경쟁력
차트를 발표해오고 있다. 아이리비는 공립병원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병원능력평가에 관한 국내·
외의 이론과 방법을 참고하여 공립·민영병원의 기관 수 및 성장률, 병원 질적 수준, 서비스능력과
운영효율성 등의 보건통계지표를9) 종합한 종합평가 시스템을 수립하여 TOPSIS 기법을 사용하여
그 발전현황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10)
TOPSIS(Technique for Order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 기법을 적용한 의료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李国昌 等(2020)11)은 양로기관 영향요인 분석을 기반으로 평가지표 체
6) 新浪财经，“复旦大学医院研究所所长：民营医院不应只是公立医院的补充,”
http://finance.sina.com.cn/roll/2019-07-15/doc-ihytcerm3823090.shtml(검색일자: 2019.07.30).
7) 刘谦(2019),《中国医院蓝皮书(2018-2019)》, 社会科学文献出版社, pp.124-125.
8) 艾力彼医院管理研究中心은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병원 관리의 전문화와 의료 관리 정보의 투명화를 추진하는 중
국 최고의 제3자 병원 평가기관으로 인정받는 기관임.
9) baidu文库, “主要统计指标解释及计算公式” https://wenku.baidu.com.
10) 庄一强·邓兆盈(2019),〈非公医院发展指数指标体系〉,《中国医院蓝皮书(2018-2019)》,社会科学文献出版社,
pp.476-477.
11) 李国昌·刘珊珊(2020),〈基于灰色关联度与TOPSIS法的养老机构评价模型分析——以合肥市为例〉,《唐山学院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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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구축하여, 허페이시(合肥市) 양로기관 8 곳을 회색상관도(Grey Correlation Degree)와
TOPSIS 기법을 접목하여 평가모델을 만들었다. 그 모형검증을 통해 종합적인 여건이 가장 우수
한 양로기관을 선정하였다.
张龙 等(2020)12)은 TOPSIS법과 RSR(Rank Sum Ratio)법을 적용하여 저장성항저우(浙江省杭
州), 샤오싱(绍兴), 후저우(湖州) 지역위생서비스기관 18곳의 대민 서비스 태도, 기술수준, 전문지
식, 의료설비, 의료 환경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중의예방보
건서비스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 중의예방보건서비스와 위생행정 부문의 관리정책
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关旭静 等(2020)13)은 쓰촨성(四川省) 21개 도시의 기층 공공보건 서비스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인식률, 건강지식 인식률, 서비스 편의성 만족도, 기술수준 만족도, 서
비스 태도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데 TOPSIS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쓰촨성의
기층 공공보건 서비스센터의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를 이해하고 취약한 지역을 강화하기위한 자료
로서 제공되었다.
马宗奎(2020)14)은 질병 진단의 관련 그룹 지표를 기반으로, 심혈관내과 각 병동의 의료서비스
능력을 평가하여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가중 TOPSIS 및 RSR
Fuzzy 조합법을 적용하여 각 병동의 의료서비스 능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병원의 현재 성과평
가 결과와 거의 일치를 보였으며, 각 병동의 의료서비스 능력을 보다 과학적이고 편리하며 효율적
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杨辉(2020)15)는 베이징의 특정 지역의 의료위생서비스 통합 효과 및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평가
하고, 자원 배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공하고자 엔트로피(entropy) 가중치를 기반으로
TOPSIS와 Bootstrap-Malmquist의 조합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료위생서비스
통합작업은 비교적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효율성을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음을 밝혔다. 杨燕 等(2020))16)은 TOPSIS법, RSR법 및 퍼지조합법을 사용하여 2013~2018년 기
간의 청두시(成都市) 기층의료기관 발전추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층 의료기관의 발전과 포
괄적인 단계별 진료를 실현하기 위한 제안을 하였다.

报》,2020年 01期, pp.102-108.
12) 张龙·陈玉·余小文·张琪亮·张由晗·杨磊(2020),〈应用TOPSIS法和RSR法综合评价社区中医预防保健服务满意
度〉,《预防医学》 2020年 03期, pp.262-266.
13) 关旭静·唐雪峰·金必辉·付清培·桑振修·毛会·吴先萍(2020),〈基于TOPSIS法的四川省市级城市基层公共卫生服
务中社区居民感受度的横断面调查〉,《中国循证医学杂志》, 2020年 05期, pp.525-530.
14) 马宗奎·胡靖琛·刘明孝·李煜(2020),〈基于DRGs的TOPSIS和RSR模糊联合法评价心血管内科医疗服务能力〉,《中国
卫生质量管理》,2020年 03期, pp.55-58.
15) 杨辉(2020),〈基于TOPSIS和Bootstrap-Malmquist组合方法的北京市某区医疗卫生服务整合效果与效率动态评价〉,
《医学与社会》, 2020年 06期, pp.61-65.
16) 杨燕·陈巧玲·魏雨蒙·张瑞华·窦丰满(2020),〈基于TOPSIS法和RSR法模糊联合的成都市基层医疗机构综合评价〉,
《医药卫生科技·医药卫生方针政策与法律法规研究基层医学论坛》,2020年 19期,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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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및 실 증분석

1) 연구방법
TOPSIS 기법은 다요인 의사결정 방법 중 하나로 1981년 C. L. Hwang & K. Yoon에 의해 제
안된 다요인 의사결정의 최적해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TOPSIS는 평가 대상과 이상적인 목표의
근접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며, 기존 대상 중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는 평가를 한다.17)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자는 가장 이상적인 최선의 대안(IS: ideal solution)과 최악의 대안(NIS:
negative ideal solution)을 고려하게 된다. 다요인 의사결정에서 최선의 선택은 최종적으로 선택된
대안이 모든 평가요소에서 가장 이상적인 수준으로 구성된 이상적인 대안에 가장 가깝고, 최악의
가상 대안과는 가장 멀어야 한다. 이 때 거리 계산은 유클리디언 거리(Euclidean distance)로 근접
도를 평가하여 대안들의 선호순위를 결정한다.18) 《중국위생건강통계연감(中国卫生健康统计年
鉴)》의 기초데이터는 서로 다른 단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범위의 영향, 변수 크기와 수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지표를 정규화 처리, 즉 데이터의 단위 제한을 제거하고 영 차원
(zero dimension)의 순 수치로 변환하여 서로 다른 단위 또는 양적 지표를 용이하게 비교하고 표
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중국 성·시별 민영병원 발전 지수 기초데이터(2018년 기준)
성·시

중국 평균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허베이(河北)
샨시(山西)
네이멍구(内蒙古)
랴오닝(辽宁)
지린(吉林)
헤이롱장(黑龙江)
상하이(上海)
장쑤(江苏)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장시(江西)
산둥(山东)
광둥(广东)
광시(广西)
하이난(海南)

민영병원 3급 민영 3년 복합
수 비중¹ 병원 비중² 성장률³

0.635
0.665
0.667
0.662
0.653
0.570
0.665
0.651
0.475
0.506
0.748
0.657
0.690
0.583
0.525
0.686
0.527
0.468
0.339

0.112
0.206
0.023
0.127
0.053
0.125
0.104
0.059
0.135
0.000
0.106
0.022
0.176
0.169
0.174
0.144
0.112
0.052
0.182

0.130
0.027
0.018
0.253
0.111
0.118
0.180
0.197
0.206
0.030
0.096
0.106
0.082
0.076
0.246
0.209
0.136
0.175
0.140

외래 진료
횟수 비중
⁴
0.147
0.142
0.216
0.181
0.162
0.105
0.171
0.143
0.137
0.075
0.231
0.118
0.197
0.101
0.113
0.165
0.095
0.062
0.090

퇴원 수
비중⁵

0.182
0.133
0.056
0.179
0.208
0.102
0.200
0.195
0.170
0.057
0.250
0.138
0.230
0.144
0.173
0.169
0.129
0.089
0.095

17) 刘谦(2019),《中国医院蓝皮书(2018-2019)》,社会科学文献出版社, p.124.
18) 김양렬(2018), 의사결정론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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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회)

일일 艾力彼
병상 의사
평균
진료 500대민영
사용률⁶
횟수⁷ 병원 지수⁸

0.632
0.576
0.391
0.596
0.579
0.409
0.547
0.524
0.607
0.808
0.696
0.707
0.649
0.590
0.724
0.596
0.558
0.674
0.574

5.0
5.7
9.0
4.1
3.3
4.3
3.9
3.4
3.7
9.6
7.2
6.8
4.9
4.7
4.0
4.4
6.7
4.8
4.6

0.051
0.000
0.043
0.000
0.000
0.016
0.010
0.016
0.011
0.118
0.072
0.042
0.030
0.006
0.041
0.102
0.000
0.000

성·시

외래 진료
횟수 비중
⁴
0.178
0.192
0.075
0.107
0.182
0.147
0.101
0.176
0.060
0.175
0.057
0.245
0.119
0.162
0.039
0.221
0.490
0.100
0.086
0.132
0.106
0.148
0.169
0.162
-0.025 0.075

민영병원 3급 민영 3년 복합
수 비중¹ 병원 비중² 성장률³

퇴원 수
비중⁵

일일 艾力彼
병상 의사
평균
진료 500대민영
사용률⁶
횟수⁷ 병원 지수⁸

허난(河南)
0.619
0.117
0.218
0.718
5.0
0.070
후베이(湖北) 0.593
0.238
0.127
0.621
4.5
0.063
후난(湖南)
0.684
0.101
0.197
0.641
2.8
0.007
쓰촨(四川)
0.705
0.050
0.250
0.688
4.7
0.005
윈난(云南)
0.675
0.130
0.211
0.601
5.5
0.019
구이저우(贵州) 0.786
0.138
0.294
0.620
5.4
0.008
충칭(重庆)
0.694
0.188
0.276
0.632
3.9
0.000
시짱(西藏)
0.259
0.000
0.236
0.534
7.0
0.000
간쑤(甘肃)
0.535
0.081
0.126
0.619
4.5
0.006
칭하이(青海) 0.486
0.000
0.148
0.499
4.9
0.000
샨시(陕西)
0.597
0.094
0.196
0.631
4.2
0.035
닝샤(宁夏)
0.710
0.000
0.190
0.565
6.2
0.000
신장(新疆)
0.479
0.042
0.097
0.552
4.0
0.010
자료: 庄一强·姚淑芳·邓兆盈(2019),〈国家医疗地理——分级诊疗现状分析〉,《中国医院蓝皮书(2018-2019)》, p.139;
国家卫生健康委员会(2019), 《2019中国卫生健康统计年鉴》 p.5, 11, 12, 125, 135, 142, 143.

주 1) 민영병원 수 = 비공립병원 수 / (비공립병원 수 + 공립병원 수)
2) 3급 민영병원 수 = 3급 민영병원 / (3급 공립병원 수 + 3급 민영병원 수)
3) 3년 복합성장률 = 전년대비2017년 증가율 + 2018년 증가율
4) 외래진료 횟수 = 민영병원 외래진료 횟수 / (민영병원 + 공립병원)외래진료 횟수
5) 퇴원환자 수 = 민영병원 퇴원환자 수 / (민영병원 + 공립병원)퇴원환자 수
6) 병상 사용률 = 민영병원 병상의 실제 점유일 / 실제 오픈 병상일 * 100%
7) 의사 일일평균 환자 수 = 환자 수 / 평균 의사 수 / 251
8) 아이리비(艾力彼)500대 민영병원 발전지수는 2016년 기준임.

2) 실증분석
(1) TOPSIS 기법 적용
TOPSIS 기법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평가 대상의 데이터 행렬을 설정한다. i는 평가 대상이고, j는 평가에 참여하는 지표이며,
는 i번째 대상 j번째 지표의 원시데이터이다.
평가대상i
대상1
대상2
…
대상N

<표 2> TOPSIS 기법 평가지표 원시데이터 배열
지표1
X₁₁
X₂₁
…
XN₁

평가에 참여하는 지표 j
지표2
지표…
X₁₂
…
X₂₂
…
…
…
XN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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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₂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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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인문학의 현대적 재편

② 데이터지표를 동기화한다. 높은 지수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지수는 동일한 경
향, 즉 최적이 낮은 지수와 중간 지수가 고도로 최적화 된 형태로 변환된다. 동일한 추세 이후의
지수 데이터 행렬은 공식 [1]을 참조한다. 여기서  는 i번째 대상 j번째 지표의 동기화 후의 데
이터다.


[1] Y =

Y₁₁

Y₁₂

…

Y₁ₘ

Y₂₁

Y₂₂

…

Y₂ₘ

…

…

…

…

Yₙ₁

Yₙ₂

…

Yₙₘ

③ 동일한 추세 후에 지표 데이터를 정규화 한다. 지표 데이터를 정규화 하는 목적은 다른
지표의 단위와 의미로 인한 데이터의 비 호환성을 제거하고 표준화 된 행렬을 확립하는 것이다.
계산공식은
 

그 중 i＝１,２, …,ｎ ; j＝１,２, …,m

[2] α = 







 



[3]은 정규화 한 지표 데이터 행렬 공식이다, 그 중  는 I번 째 대상 j번 째 지표의 동기화 후
의 데이터다.


α₁₁ α₁₂ …

α₁ₘ

[3] A = α₂₁ α₂₂ …

α₂ₘ

…

…

…

…

αₙ₁ αₙ₂

…

αₙₘ

④ 최적 목표 및 최악 목표를 찾는다. 각 요인에 대한 정규화 된 지표데이터 행렬에서 최대
의 값과 최소의 값을 찾고, 각각 최적 목표 및 최악 목표를 구성한다.






최선의 대안 Ａ⁺ =(  ⋯ )







최악의 대안 Ａ⁻ =(  ⋯ )



그 중  = max(⋯ ) 와 αj⁻ = mim(⋯ ) 는 행렬 중 j열의 최댓값과 최솟값으로
나눈다. j = 1, 2, …, m.

⑤ 평가대상과 최선 및 최악의 대안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각 평가대상과 최선의 대안 간의 거리는  
각 평가대상과 최악의 대안 간의 거리는  




  
  









  
 


⑥ 상대적인 근접도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평가 대상의 서열을 결정한다. TOPSIS 지수는
최적의 목표에 대한 각 평가 대상의 상대적 근접성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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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평가 대상이 최적 수준에 가까워짐을 나타낸다, 정렬은 의 크
기를 기준으로 가 클수록 서열이 선두에 위치하므로 평가 대상의 종합적인 결과가 더 좋다.

(2) 발전지수 분석 결과
2018년 중국 민영병원의 발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민영병원 발전지수는 0.357로 15개 성·
시는 전국 수준보다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공립병원 대비 민영병
원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것이 반영되어 핵심 경쟁 능력이 비교적 약하다.
각 성·시별 민영병원 발전지수를 살펴보면, 민영병원 발전지수가 가장 높은 성·시는 장쑤(0.577)
이며, 가장 낮은 곳은 신장(0.125)으로 나타났다. 장쑤와 신장의 민영병원 발전지수는 약 5배의 격
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2018년 중국 성시별 민영병원 발전지수
≥0.45

0.45≥0.3

0.3>

전국 0.357

자료: <표 1>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를 연구자가 구성.

각 성·시의 분포는 뚜렷한 계단 특징을 보이는데 점수가 0.45이상은 1단계 그룹, 0.3이상 0.45미
만은 2단계 그룹, 0.3미만은 3단계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1단계 그룹에는 장쑤(0.577), 광둥(0.511),
허난(0.509), 간쑤(0.489), 허베이(0.477), 후베이(0.450), 산둥(0.449), 7곳이 포함되고, 2단계 그룹에
는 안후이(0.425), 장시(0.405), 저장(0.404), 베이징(0.402), 충칭(0.378), 구이저우(0.376), 헤이롱장
(0.369), 랴오닝(0.360), 후난(0.339), 산시(陕西, 0.338), 푸젠(0.337), 윈난(0.333), 지린(0.327), 하이난
(0.313), 쓰촨(0.307), 닝샤(0.307) 16곳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3단계 그룹에는 산시(山西, 0.270), 시
짱(0.267), 텐진(0.264), 네이멍구(0.263), 광시(0.257), 상하이(0.249), 칭하이(0.196), 신장(0.125) 8곳
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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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8년 민영병원 발전지수 및 2016년 아이리비 민영병원 500대 지수 비교

자료: <표 1>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를 연구자가 구성.
아이리비(艾力彼)병원관리연구센터가 발표한 ‘2018년 민영병원 500대 지수’는 실제 2016년 《중
국위생건강통계연감》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500대 민영병원 지수가 비교
적 높은 성·시는 장쑤, 광둥, 저장, 허난, 후베이, 베이징, 허베이 순으로 동부와 중부에 집중되어있
다. 반면 텐진, 산시(山西), 네이멍구, 광시, 하이난, 충칭, 시짱, 칭하이, 닝샤 9개 성·시는 모두 0으
로 대부분 서북지역에 분포한다. 이와 같이 장쑤, 광둥, 허난, 허베이, 후베이 5개 성·시는 2018년
민영병원 발전지수와 함께 상위순위에 랭크되어‘2016년 500대 민영병원 발전지수’와 유사한 결과
를 도출하였다.

(3) 간쑤성 경제 현황
2018년 기준, 간쑤성의 상주인구는 2,637만 명으로 그 중 65세 이상 인구는 11.26%를 차지하고
있다. 출생률은 11.07‰로 전국(10.9‰)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난다. 2014년에서 2018년 5년 간 간쑤
성의 인구 자연증가율을 살펴보면, 매년 출생인구가 사망인구보다 높게 나타나 인구 자연증가율은
각각 6.1%, 6.21%, 6%, 6.02%, 4.4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 평균 수준보다 높은 추세를
보여 향후 간쑤 지역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간쑤성 인구 증가율 추이(2014-2018년)

자료: 国家统计局, 中国统计年鉴2015-2019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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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9년 간쑤성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28,063위안)은 중국 평균(24,454)보다 낮은 반
면, 의료보건비 비중은 최근 몇 년 간 중국 평균 비중보다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간
쑤성의 의료보건비(2,207위안)는 처음으로 중국 평균(2,046위안)을 상회하였다. 간쑤성의 최근 5년
간 소비지출은 약 9% 성장하였으며, 그 중 의료보건비 지출은 2015년 32.7%로 급격히 상승한 이
래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26.8% 성장하였다.
<표 127> 간쑤성 도시주민 1인당 소비지출 및 의료보건비

구분

도시주민 1인당 소비지출(위안)
중국평균
간쑤성

중국평균

소비지출 대비 의료보건비(위안)
비중(%)
간쑤성
비중(%)

2015년
21,392
17,451
1,443
6.75
1,391
2016년
23,079
19,539
1,631
7.07
1,583
2017년
24,445
20,659
1,777
7.27
1,741
2018년
26,112
22,606
2,046
7.84
2,207
2019년
28,063
24,454
2,283
8.14
자료: 国家统计局, 《中国统计年鉴2016-2019》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하여 작성; 艾媒网(2020.02.06.),

7.97
8.10
8.43
9.76

https://www.iimedia.cn; 中国产业信息网(2020.04.19), http://www.chyxx.com.

<그림 145> 간쑤성 도시주민 1인당 소비지출 및 의료보건비 추이(2014-2019년)

자료: <표 4>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하여 구성

징둥(京东)이 지난‘2017 한국상품 중국 온라인 소비추세 보고서’발표에 따르면, 간쑤성, 산시(陕
西)성을 비롯한 서북지역 소비자들은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 판매량이 많았다.19) 또한 2019년 9월
중국 성·시별 반도체 생산량 순위에 따르면, 장쑤성, 간쑤성, 광둥성, 상하이시, 베이징시, 저장성,
쓰촨성, 안후이성, 충칭시, 산둥성 순으로 간쑤성이 2위를 차지하며20) 반도체 산업이 간쑤성의 경
제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쑤성 란저우는 서북지역의 핵심 지역으로 서북시장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교통물류 인프라 등을 감안한다면 시안-란저우 벨트를 활용한 서북지역 시
장접근전략이 필요하다.21)
19)한국무역협회(2017.09.14),“사드 불구 한국브랜드 판매 2배 성장,” ｢무역뉴스｣.
20)박소희(2019.11.21),“중국 간쑤(甘肃)성 반도체 생산량, 중국 내 2위 차지,”｢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1)한국무역협회(2019.12.13),“박승찬의 차이나는 차이나 비즈니스,”｢무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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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민영병원 발전 잠재력이 높은 곳을 전망하기 위해 민영병원의 발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장쑤,
광둥, 허난, 간쑤, 허베이, 후베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이리비연구소의 ‘2016년 500대 민영병
원지수’는 장쑤, 광둥, 저장, 허난, 후베이, 베이징, 허베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쑤, 광둥,
허난, 허베이, 후베이 5개 성시는 동일하게 상위순위에 랭크되어‘2016년 500대 민영병원 발전지수’
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민영병원 발전 잠재력 지수 순위에 영향을 끼친 요인을 살펴보면, 1위인 장쑤는 민영병원 수 비
중, 외래환자 진료비중, 퇴원 수 비중, 병상 사용률, 의사 일일진료 횟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으
며, 500대 민영병원 발전지수에서도 1위에 랭크되었다. 장쑤성 옌청(盐城)은 전남대병원과 국제병
원 건립·운영 사업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22) 2위인 광둥은 500대 민영병원 발전지수
에서 2위인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위인 허난은 병상 사용률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500
대 민영병원발전지수에서는 4위로 나타났다. 허난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한국 보건복지부와의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의료협력 플랫폼으로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아
직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23) 4위인 간쑤는 최근 3년 민영병원 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해 발
전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5위인 허베이는 최근 3년 복합성장률에서 높게 나타났으
며, 500대 민영병원 발전지수에서 7위로 나타났다. 6위인 후베이는 3급 민영병원 수의 비중이 가
장 높으며, 500대 민영병원 발전지수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7위인 산둥은 최근 3년 복합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산둥성 옌타이(烟台)는 한·중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한중 합자병원 설립을 추진하
였으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24) 종합적으로 볼 때 500대 민영병원 발전지수 요인이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다음으로 최근 3년간의 복합성장률이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분석되었
다. 간쑤가 상위에 진입한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비록 간쑤의 민영병원 수는 2018년 기
준 522개로 장쑤가 6,098개임을 감안할 때,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매우 심각한 수준으
로 낙후되어 있고, 3급 병원 역시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대부분 미지정 등급으로 등록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민영의료기관 동향이 의원/클리닉 급에서 병원급으로 규모가 확장되는 경향이 나타
나고 있으며, 2019년 1월-10월 약 10개월 간 간쑤성에는 139개의 민영병원이 새로 등록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한다.25)
본 연구에서는 민영의료기관 중 병원에 국한되어 소규모의 클리닉/의원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향후 중국 민영의료서비스 시장이 기층의료기관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후속 연
구에서는 의원급(기층의료기관)의 발전 잠재력 지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2)헬스조선(2017.05.19),“전남대병원, 중국 염성시 국제병원 건립사업 협약 체결,”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185924 (검색일자: 2019.05.06).
23)보건복지부(2015.09.21),“중국 의료특구(Medical City) 사업설명회 개최, 한(보건복지부)-중(허난성)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 체결,”｢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4)中韩(烟台)产业园(2019.08.20), “한중 합자병원 협력의향 달성,”
http://zhcyey.mb.site.rya.com.cn/mobile/news/html/136.html (검색일자: 2019.10.25).
25) 道客巴巴，“2020甘肃民营医院大全” http://www.doc88.com/p-9993925438527.html(검색일자: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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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nalysis of the N on-Public Hospital Development Index in China
- Focusing on TOPSIS method

Kim, Bockhee ⋅ Seo, Changba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China is steadily promoting policies to encourage medical privatization so that private capital can
flow into the healthcare industry, and private healthcare institutions are on a continuous rapid
growth path to new business forms. Encouraged by this, Non-Public Hospital have recently begun
to change the perception that Non-Public Hospital should now take the lead, rather than
complementing public hospitals.
So, what are the criteria for selecting regions with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Non-Public
Hospital in 31 provinces of China to provide useful suggestions to Korean-funded medical
institutions considering entering China in the future? raised the issue. Based on the basic data of
the 2019 China Health Statistics Yearbook the TOPSIS method was applied and the Microsoft
Excel program was used to derive the Non-Public Hospital Development Index.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rankings of Jiangsu, Guangdong, Henan, Gansu, Hebei and
Hubei. Looking at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ranking, firstly, the '500 Non-Public Hospital
Development Index Rankings' reported by Asclepius Hospital Management(艾力彼) in 2017 was
similar to those in areas with high levels (Jiangsu, Guangdong, Henan, Hubei and Hebei). Second,
the higher the composite growth rate in the last three years, the higher the development index.
Third, the higher the growth rate of the number of third-class private hospitals, the higher the
development index. At present, the number of Non-Public Hospital in Gansu Province is less than
one-tenth that of Jiangsu, and there can be disagreements about Gansu Province being ranked
high. However, this disproves that there is a lot of room for entry in the future and can be
expected to grow sustain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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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중국

민영병원

발전 잠재력 분석｣에 대한 토론
손상 범(영남대학교)

우선 본 논문의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작년 학회에서 본 논문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
용을 들은 바 있어서 전체적인 구도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의 각주에 밝혔듯이 연구자
의 박사논문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한 질의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
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중국 의료산업의 전반 혹은 민영의료 기관의 거시적 정책에 대해 논하는
것은 본 연구에 대한 토론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연구 모형에 대해 약간의 토론 및 제
안을 지면으로 전달하는 바입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TOPSIS와 회색상관도(Grey Correlation Degree), RSR(Rank Sum Ratio)
법, RSR Fuzzy 조합법, Bootstrap-Malmquist 등을 조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선행연구들이
TOPSIS 외에 다른 방법을 추가적으로 사용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단순히 TOPSIS 방법만을 사
용하였습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추가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한 이유 및 그로 인해 도출된 연구결
과 간의 차이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단순 TOPIS 방법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이며,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TOPIS 기법을 통해 분석된 민영병원 발
전지수 순위를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는 결과이지만, 분석에 사용된 민영병원 수 비중, 3급 민영
병원 비중 등 8가지 요인 중에서 발전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정량적으
로 일반화시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에서 강소성은 민영 병원 수 비중, 외래환자 치료 비중, 퇴원 수 비중, 병상사용률, 의사 일
일지료 횟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나 발전지수 1위를 기록하였다고 밝혔고, 다른 순위의 병원들의
주요 요인을 설명하며, 결론적으로 500대 민영병원 발전지수 용인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
석하였는데, 민영 병원 발전지수 및 이러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든지 조금 더 정량적인
방법에 근거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합니다.
기 출판된 학위논문의 연구방법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이를 바탕으로 동일 주제를 다른 방법으
로 모형을 돌려본다면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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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상표지 “-었-”과 “了”의 문법의미

황련 화 (상해외국어대학교)

1. 문제의 제기
“-었-”과 “了”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제와 상을 논의하면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법표지이다. 시
제와 상은 의미적으로는 시간범주에 속하고, 문법적으로는 어떤 상황의 시간과 상태에 대한 표현수단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제는 한 상황의 시간 위치를 지시하는 범주(Comrie,1976)로서 발화시(Speech Time, ST)와 기준시
(Reference Time, RT)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기준시가 발화시에 앞서면 과거, 동일하면 현재, 뒤에 있으
면 미래로 표현된다(Reichenbach, 1947).“-었-”의 용법을 살펴보면 “-었-”은 과거시에 비교적 자유롭
게 쓰이므로 과거시제라 할 수 있고,“了”도 다른 제약이 없을 때에는 과거상황에 많이 쓰인다.“了”가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쓰이기 때문에 중국어학계에서는“了”를 과거시제 표지로 보지 않고 완료상, 완
전상표지로 보고 있고,“了”가 과거시에 쓰이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제약조건이 따른다.
상은 상황의 내적 구성을 조망하는 방법을 지시하는 범주(Comrie,1976)로서 시제와 비할 때 더 주관적
이다. 이런 주관성은 다양한 언어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에서 비롯된다. 어
떤 언어는 상황의 종결여부 즉 상황이 내재적 경계에 도달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을 바라보고, 어
떤 언어는 상황이 시간축상에 놓인 위치에 따라 상황의 시작, 지속, 진행, 종결 등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을 판단한다. 전자는 러시아어와 같은 슬라브어에서 완전상(perfective), 비완전상(imperfective) 표
지로 나타나고, 후자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비롯한 언어에서 완료상(perfect), 미완료상(imperfect)
표지로 나타난다(金立鑫、陆丙甫, 2015).
본고에서는 “-었-”과 “了”와 관련된 완전상, 완료상만 검토할 것이고 비완전상과 비완료상에 관해
서는 다른 논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었-”과 “了”가 완전상인지 완료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
음 예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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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는 밥을 먹고 있었다1).
(2) 王颖明天吃了饭去上学。

위의 문장에서 “-었-”과 “了”는 모두 “밥을 먹다”의 상황과 관련되는데 (1)에서 “-었-”은 진행
상을 나타내는 통사적구성 “-고 있다”와 함께 출현함으로써 자연적인 내재적 경계인“밥을 다 먹다”를
함의할 수 없다. (2)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는 시간명사 “明天”과 함께 쓰였으므로 상
황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화자의 인식시에 이미 일어난 일로 추측할 수는 있어도 상황이 내재적 종결
점에 달성하였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了”는 “他只吃了一点儿饭就走了。”에서
처럼 소량을 나타내는 부사 “一点儿”과 함께 사용되어 단지“밥을 먹”는 행위가 일어났음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었-”과 “了”는 동작이 종결점에 이르렀다는 정보를 지니지 않으므로 완전상표지
라 단정지을 수 없다. 문법화가 많이 진행된 러시아어의 완전상용법을 살펴 보면 완전상은 “상황의 내재
적 경계에 도달”,“구체적 사건”, “결과 보류”, “피수식어 양의 확정”, “상황의 시간 한계 확정”
등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중 선학들이 완전상의 기준으로 삼아 왔던 것은 첫번째 용법이었다.“상황의
내재적 경계에 도달”은 단지 상황이 일어남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 자연종결점에 이르렀음”
을 함의한다. (1),(2)에서 “-었-”과 “了”는 각각 “밥을 먹다”는 상황시가 기준시인 “어느 때”,
“去上学”에 앞서 일어남을 표시한다. 상황시가 기준시에 앞선 상황을 나타내므로 완료상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완료상의 핵심의미는 “선시성”이고 부차적으로 “이질성”,“완전성”,“영향성”등 의미자질
을 가진다. 완전상과 완료상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4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2. 상의 분 류와 한중 상 체계

1) 문법상, 어휘상, 동사구상, 상황상
상(aspect)이란 어떤 문장이 담고 있는 사건의 상태를 가리키고 주로 동사와 논항과 관련되고,주어와
비논항과도 연관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상은 문장 층위의 범주이다. 상은 문법화의 여부에 따라 크게
문법화 된 상과 문법화 되지 않은 상으로 나뉠 수 있다. 문법상(grammatical aspect)은 동사의 굴절 형태
소에 의해 표시되는 상을 말하고 문법화 되지 않은 상은 단어 층위의 어휘상(lexical aspect), 동사와 논
항을 결합한 동작구상(phrasal aspect), 동사, 논항, 비논항 등을 고려한 문장 층위의 상황상(situation
aspect)으로 나눌 수 있다. 상의 명칭, 분류, 정의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을 조금씩 달리 한다. 문법
상이 관점상(viewpoint aspect), 외재상(outer aspect)으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 동사구에 관계하는 동
작류(Aktionart) , 상황상(situation aspect), 내재상(inner aspect)으로 쓰이기도 한다.상에 관련된 용
어와 층위를 도식화하면 표1과 같다.
2)

1) 본 논문에서 출현된 예문의 출처는 선행 연구, 문법이론서, 네이버 사전 등이다.
2) 상을 논의함에 있어서 어휘상, 상황상의 분류는 대부분 Vendler(1957)에서 출발한다. Vendler(1957)는 [지
속(durative)], [진행(progressive)], [종결(telic)]에 근거하여 동사를 상태(state), 활동(activity), 완수
(accomplishment), 성취(achievement)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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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상

표1. 상(aspect)의 층위

문법상(grammaticalaspect)
어휘상(lexicalaspect)
동사구상(phrasalaspect)
상황상(situatioannaspect)

층위
굴절 형태소
단어(동사부류)
동사구(동사+논항)
문장(동사+논항+비논항)

2) 완전상, 완료상, 완성상, 결과상
유형론적 관점으로 볼 때 상은 완전상-비완전상을 하위 분류로 하는 공간적 관점상과 완료상-비완료상
을 하위 분류로 하는 시간적 관점상 두 가지 유형이있다. 이 두 가지 부류의 상은 문법화 정도, 강제성,
상과 시제의 결합 등 면에서 차이가 있다(金立鑫、陆丙甫, 2015).
공간적 관점상은 문법화 정도가 높고,강제적이며, 완전상은 과거시제와 자유롭게 결합 가능하지만 미래
시제와 현재시제와 결합할 때 제약이 존재한다. 완전상-비완전상은 러시아어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문법범주이다. 그 이유는 러시아어의 상은 완전성의 유무에 근거하여 접두사, 접미사와 같은 형태소로 실
현되고 문법화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완전성-비완전성은 사태의 경계성 유무 또는 전체성 여부에
중점을 둔다.
Comrie(1976)3)를 비롯한 많은 연구들은 완전상과 완료상을 혼용하고, “-었-”과“了”을 논함에 있어서도
과거시제설, 완결상설, 완료상설 등 논의가 그치지 않는다.그 주된 원인은 완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상황
의 전체성 여부에만 초점을 둔데 있다. 현실적으로 완전상은 상황의 기점과 종점을 포함하는 상황뿐만 아
니라 상황의 시작, 지속, 진행 등을 표현할 때도 쓰인다. 즉 상황이 일어나는 시작점, 지속기간, 종점, 종결
후 상황까지도 모두 표현할 수 있다.화자가 양 끝점를 포함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완전상과 비완전상표지
를 선택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경계성의 유무이다. 金立鑫、陆丙甫(2015)는 핀란드어에서는 동사와 목적어
가 모두 경계성이 있을 때 에만 완전상을 나타내고 동사와 목적어 중 하나만 경계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
완전상을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金立鑫(2020)에서는 러시아에서 완전상-비완전상이 쓰인 예문을 검토하
고 완전상-비완전상이 쓰이는 상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2. 러시아어에서 완전성-비완전성이 쓰이는 상황(金立鑫，2020)

완전상(perfective)
상황이 내적 경계점에 도달
구체적 사건
결과 보류
피수식어 양이 확정됨
상황의 시간 경계가 확정됨

비완전상(imperfective)

상황이 내적 경계점에 미도달
총칭적 사건
결과를 보류하지 않음
피수식어 양이 확정되지 않음
상황의 시간 경계가 확정되지 않음

표2를 살펴볼 때 한국어와 중국어에는 이런 상황들을 기술할 때 강제적으로 쓰이는 문법표지가 존재하
지 않고 한국어에서는 대체로 연결어미“-어”와 “-고”에 보조동사가 결합된 통사적 형식으로 표현된다. 예
3) Comrie(1976)에서는 완전성을 동적 상황의 시작과 종결의 전과정이 한 덩어리로 관찰되는 특성이라고 정
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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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상황이 내적 경계점에 도달”은 “-어 버리다, -어 내다, -어 치우다, -어 고말다”등으로 나타난다.
중국어에서는 동사결과보어구、 “把字句”、“被字句”와 같은 구문을 통하여 나타난다.
위의 기술을 통하여 러시아의 상은 한국어, 중국어의 상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상 범주로서 보편적인 인정을 받는“연결어미+보조동사”우언적 구성과 상 범주로서 부분
적인 인정을 받는 “-었-”은 상황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 지속, 종결, 반복, 예정 등 상황을 범주
화 한 것이다. 중국어에서 여태껏 상표지로 다루어 온 시간조사 “了、着、过”도 상황의 시작, 진행, 종결을
문법화표지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 체계는 완료상-비완료상을 하위
분류로 가지는 시간적 관점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상, 완료상과 혼동하기 쉬운 상에는 완성상(completive)과 결과상(resultative)이 있다. 완성상은 철저
하고 완전하게 어떤 것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이는 완전상의 첫번째 경우 “상황이 내적 경계점에 도
달”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언어적으로 볼 때 문법화된 완성상표지는 이 외에 다른 두
가지 쓰임이 있는데서 완전상(perfective)과 구별된다. 한면으로, 완성상이 쓰이는 상황은 자동사의 복수 주
어나 타동사의 목적어를 포함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강조나 놀람의 의미도 나타낸다(Bybee et al, 1994).
완성상의 상술한 쓰임을 볼 때 “-었-”과 “了”의 용법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특정된 동
사 부류와 연관된 것이기에 완성상으로 귀결시키는 한계가 있다. 결과상은 과거의 어떤 행위로 인해 일어
나고 지금까지 이어진 상태를 뜻한다. 완료상과 비교할 때 결과상의 특징은 “still(아직도)”와 같은 부사와
공기하는 것이다. 영어에서는 “be+V-ed”구성으로 나타나고 한국어에서는 “닮았다, 못났다, 잘생겼다”등 제
한된 어휘를 통해 표현된다. 중국어에서의 “了”는 “영향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그 쓰임이 결과
상과 겹치는 부분이 더 크다.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3)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 체계
한국어의 상은 시제와 관련성이 깊은 “-ㄴ-”, “-Ø-”, “-었-”,“-겠-”등과 연결 어미 “-어”,
“-고”와 조동사의 결합형인 우언적 구성으로 표시된다. 구체적인 한국어 상 체계는 표3과 같다.
완료상
비완료상

표3. 한국어의 상 체계(박덕유, 2007)

진행상
반복상
예정상

-어있-, -고2있-, -어버리-, -어치우-, -어내-,-어나-, -어두-, -어놓-, -고말-고1있-, -어가-, -어오-곤하-, -어대-, -어쌓-려고하-, -게되-

중국어의 상은 완료상표지 “了1”、“过”、“来着”가 있고, 비완료상표지에는 기동상 “了2”、
“起来” 진행상 “着(상태의 지속)”、“在(동작의 진행)”지속상 “下去”,예정상 “要”、“会”、
“将”、“将会”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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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상
비완료상

3. “ - 었 -”과

표4. 중국어의 상 체계4)
1

(근 과거),过(먼 과거),
了2、起来
着(상태의 지속)、在(동작의진행)

了 、来着

기동상
진행상
지속상
예정상

下去
要、会、将、将会

“了”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한국어학계와 중국어학계에서 “-었-”과 “了”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면 범주에 관한 논의와 문법의미에
관한 논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본고의 관점은 “-었-”과 “了”가 모두 완료상 표지이고, 그 주된 의미는
상황시가 기준시에 선행하는 “선시성”5)이고 부차적으로 문장의 문맥, 발화 상황, 화자의 의도, 출현위치에
따라 “영향성”,“이질성”의 의미도 가진다고 본다. 본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었-”과 “了”에 관한 연구를 검
토하면서 본고의 관점을 전개하고자 한다.

1) “-었-”의 선행연구
“-었-”의 범주에 관하여 주된 논쟁은 “-었-”을 상으로 볼 것인가, 과거시제로 볼 것인가에 있다. 최현배
(1937)에서는 “-었-”을 현재 완료(이적끝남)로, 김석득(1974), 남기심(1976), 서정수 (1982), 신성옥(1984)에
서는 완료로, 이지양(1982)에서는 현재 완결, 과거 완결, 미래 완결, 과거 지속, 완결된 상태 지속 등으로
기술하였다.
김성화(1992)에서는 “-었-”의 상적인 의미는 주동사와 문맥 상황에 의존하여 나타난 것이고 “-었-”은
상성(aspectuality)을 지니지 않으며 시제성(tenseness)를 나타낸다고 논술하였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3) ㄱ.꽃이 예뻤다.
ㄴ.*꽃이 예뻐 있다.

(3ㄴ)에서 “-어 있-”은 종결상으로서 동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와는 결합할 수 없다. “-었-”은 상
4) 중국어의 상 체계는 金立鑫(2020)에서 제시된 중국어의 상 체계를 참고하여 수정한 것이다.
非实现体
实现-阶段体

将行体：要，会，将，将会 等
起始体
句尾“了2”
持续体
状态：着，动作：在
结束体
近时：词尾“了1”,远时：过

5) 이효상(1991)에서는 “-었-”을 “anterior”요소로 보았고 이는 화자의 통보 의도에 따라, 기준시 대비 선시적
위치나 상황의 종결부 위치를 지시할 수 있고 시제와 상의 복합범주설로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anterior”는 선행상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Bybee et al(1994)의 정의에 따르면 “현재와 관련되는
과거 행위”이다. 영어의 완료상과 대응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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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와 무관한 형용사 “예쁘다”와 결합가능 하므로 “-었-”은 상 기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형론적인 시각에서 볼 때 상은 동사에만 국한된 범주가 아니다. 완료상이 형용사와 쓰이는 예는 흔치
않으므로 이러한 논거는 논점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면, “树高了三村。”에서 중국어
의 완료상 표지 “了”는 형용사 “高”와 공기한다. “-었-”을 완결상(perfective)로 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서는 문숙영(2009)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었-”을 완결상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문숙영, 2009)
a.“먹고 있었다”와 같은 비완결적인 상황인 에도 “-었-”이 결합.
b. 동사 부류에 따른 결합 제약과 의미 차이가 없음.
c. 과거 아닌 문맥에 출현하는 일이 극히 제한됨.

“-었-”에 대한 완결상설과 완료상설을 살펴 볼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완결(perfective)
과 완료(perfect)를 동일한 유형으로 혼용한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제시하다 싶이 양자는 완전히 다른 상
부류에 속한다. 완전상(perfective)-비완전상(imperfective)6)은 공간적 관점상에 속하고, 상황의 시작, 진행,
지속, 종결 등 단계를 문법화 된 표지로 표시하는 완료상(perfect)-비완료상(imperfect)은 시간적 관점상에
속한다.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완결과 완료를 “상황의 끝점에 도달”7)의 의미로 해석한 데 있다. 완전상과
비완전상의 사용 상황을 검토해 보면 완전상은 상황의 시작, 진행, 종결단계에 모두 쓰일 수 있고, 비완전
상도 진행과 종결 상황에 쓰일 수 있다.
본고의 시각으로 보면 “-었-”이 “먹고 있었다”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은 먹는 상황이 화자가 그 사건을
마주한 기준시 전에 이미 일어남으로써 완료상 “-었-”의 “선시성”의미를 충족시킨다. b에 대한 반례는 (4)
를 통하여 보아낼 수 있다.
(4) ㄱ.그는 아버지를 닮았다.
ㄴ. 우리는 공항에 도착했다.

(4ㄱ)에서는 “-었-”이 상태동사 “닮다”와 함께 쓰여 “-었-”의 “영향성”의미자질이 부각되고 “지금도 닮
았다”는 지속상황을 함의하고 (5)ㄴ에서는 성취동사 “도착하다”와 함께 쓰여 “선시성”의미자질이 부각되고
“이미 도착했다”는 종결상황을 함의한다. 즉 “-었-”은 동사의 시간자질과 관련되고 부동한 동사부류와 쓰
일 때 의미도 다르다.
c를 검토해보면, “-었-”과 비과거 상황의 제약은 확실히 존재한다. c에서“과거 아닌 문맥에 ‘-었-’이 극
히 제한된다”는 관점은 “-었-”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5)는 비과거 상황에서 “-었-”이 쓰인 경우이다.
6) 본고에서는 다양한 상에 관한 용어가 일으키는 혼돈을 피면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제시된 perfective를
완전상으로 번역하였다.
7) Bybee et al.(1994)에서는 단순과거와 완결상(perfective)은 둘 다 완성된 과거 상황을 지시하는 데 사용되고
서사담화에서 과거 사건의 연쇄에도 사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과거는 비완결적(imperfectively)으
로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도 과거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일반적이라고 한바 있다. 이 관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부분 역시 완전상(perfective)의 용법이 완성된 과거 상황을 지시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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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이제 다 완성했어요.
ㄴ.(도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도착챘어.

(5ㄱ)에서는 상황이 끝난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고 끝나지 않은 상황이나 거의 끝내는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과거, 현재, 미래 상황을 모두 표현할 수 있고 시제와 상 요소를 분별하기 위하여 특정 부
사류와의 공기 제약을 살펴볼 수도 있는데 “-었-”을 과거시제로 판단할 경우 (5ㄴ)에서의 “어느 한도에
매우 가까운 정도”로의 뜻을 나타내는 “거의”와 공기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발화시점에서 상황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숙영(2009)에서는 이와 같은 시제 형식과 시간 지시의 불일치 현상은
화자의 비정직성이 관여하여 상황자체를 종료된 것으로 표현했다고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5ㄴ)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화자가 “이미 도착했음”을 표현하고자 “도착하기 전 어느 시점”을 기준시로 “사건
이 이루어짐”을 완료상 “-었-”의 “선시성”과 “영향성”의 의미에 기대어 “기정사실화”의 양태적 기능이 부
각되였다.

2) “了”의 선행연구
“了”의 선행연구에 관해서는 “了”의 분류,“了”의 속성과 명칭,“了”의 문법의미,“了”의 출현여부,“了”의 문
법화에 관한 등 논의가 있다.
첫째, “了”의 분류를 살펴보면 《现代汉语八百词》、《实用现代汉语语法》를 비롯한 문법서와 대부분 학
자들은 보편적으로 “了”를 동사뒤의 “了1”과 문말의 “了2”로 나누어 제시한다. 高明凯(1948)，石毓智(2000)
에서는 “了”의 출현위치와 무관하게 하나의 “了”가 부동한 위치에서 일어난 변이로 분석하고 사용조건이
일치하다고 본다. 또한 동사,형용사, 연합동사구, 동사보어구뒤에 위치하는 동시에 문말에 오는 동사를 동
태조사 “了1”과 문말어기사“了2”가 연속으로 나타나 중음탈락(haplology)赵元任(1979)으로 보는 경우와 양
자를 묶어 “了3”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金立鑫(1999)에서는 “了”를 동사뒤의 “了1”,“完、掉”등 보어성질을
지닌 “了2”,문말조사 “了3”,어기사 “了4”로 나눈다. 본고의 관점은 편의상 동사뒤와 문말의 “了”를 구분하
지만 속성으로 볼 때 모두 같은 완료상 “了”이고 “선시성”과 “영향성”의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지만 동사
뒤에 출현할 때에는 완료상의 핵심의미인 “선시성”이 부각되고 문말에서는 “영향성”의 의미가 부각된다고
본다.
둘째, 여태껏 논의되어 온 “了”의 속성과 명칭에는 “완성설”(吕叔湘，1942；王力，1944),“실현설”(刘勋
宁，1988),“완료상실현설”(龚千炎，1991), “완전상설(perfective)”(戴耀晶，1999), “경계변화설(界变说)”(张
黎，2003)등이 포함된다. “완성설”은 문자그대로 “사건이 완성됨”을 뜻하는데“了”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쓰일 때도 있으므로 좀 더 설명력이 있는“실현설”이 출현되었다. 龚千炎(1991)에서는 완성과 실현은 긴밀
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에 양자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戴耀晶(1998)에서는 완전상설을 제기하였는데 이
는 사건의 시작을 표시하는 “了”를 해석하기 어렵다. 완전상을 논의하면서 시작점에서도 화자가 전체적으
로 상황을 관찰하면 완전상표지 “了”를 쓸 수 있다고 제시하였는데 그의 정의와 결부할 때 모순되는 부분
이기도 하다. 张黎(2003)에서는 인지언어학의 “경계변화”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了”가 행위 혹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了”의 문법의미에 관해서는 분류와 명칭에서 대부분 제시되었는데 “了”의 의미자질에 상세히 다
룬 연구는 戴耀晶(1998)과 金立鑫(2002)가 있다. 전자에서는 “了”의 의미를 “동태성”, “완전성”, “현실성”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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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로 제시하였고 후자에서는 “최소대립쌍”의 연구방법으로 동사뒤 “了1”의 분포와 다양한 통사적 위
치에서의 의미를 추출하였다.
넷째, “了”의 출현여부에 관한 논의는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 혼동되기 쉽고 습득하
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충분한 연구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관한 논의는 陈忠(2003)에서 인지언어학
의 관점으로 “了”의 분포, 출현조건, 해석기제 등 부분으로 나뉘어 상세히 다루어졌다. “了”의 문법화에 관
해서는 4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4.

완료상표지 “-었-”, “了”의 문법의미

완료상(perfect)에 관한 연구는 보편적으로 영어의 완료형 용법을 참고로 진행되었다. Comrie(1976)에서
는 영어 완료형을 결과, 경험, 계속, 근과거 등 4가지 용법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거사건의 현재와
의 관련성”이라는 완료형의 의미를 추출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준이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
고 언어에 따라 용법이 다르다. Dahl(1985)은 64개의 분석대상 언어 가운데 24개 언어에서 완료형이 관찰
된다고 하고 완료상의 의미를 “사건시와 기준시가 다른 점”으로 정의 한다. Smith(1997)에서는 완료형이
시제적 측면과 상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완료형, 과거형, 진행형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표 5. 영어의 완료형, 과거형, 진행형의 시간적 구성 Smith(1999)

완료형
과거형
진행형

Henry has arrived.
Henry arrived.
Henry is arriving.

SitT>ST=RT9)
SitT=Rt>ST
SitT=RT=ST

본고에서는 Reichenbach(1947)를 참고하고 범언어적으로 완료상의 용법을 검토하여 완료상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정의한다. 완료상은 선차적으로 “상황시가 기준시에 앞섬”을 나타내고, 부차적으로 “상황과 기
준시와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전자를 본고에서는 “선시성”으로 표현하고, 후자를 “영향성”으로 표현한다.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상술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완료상은 상황의 종결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둘째, 완료상은 현재와의 관련성이 아니라 기준시와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셋째, 완료상은 특
정 상황에서 상대시제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무표적으로 시제는 발화시와 기준시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는
절대시제를 가리키기에 기준시와 상황시의 관계는 상으로 설명한다.
본장에서는 한중언어학계에서 다년간 많은 관심을 받아 왔던 “-었-”과 “了”의 전형적인 용법과 비전형
적인 용법으로 다루어 온 지속의 의미가 부각되는 용법, 비현실적인 상황에서의 용법, “확실성”의 양태의
미가 부각되는 용법 등을 완료상의 관점으로 통일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제시된 완료상의
의미자질에는 “선시성”, “영향성”,“이질성”, 이 포함된다.
8) 戴耀晶(1998)의 “了” 세 가지 의미에서 “동태성”은 본고의 “이질성”에 해당하고, “현실성”은 “선시성”과 부
분적으로 일치하다. 본고의 분류는 이를 참고하여 수정한 것이다.
9) 상황시 SitT=Situation Time, 발화시 ST=Speech Time, 사건시 RT=Reference Time. 상황시는 Reichenbach
(1947)의 사건시 ET=Event Time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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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시성:상화시가 기준시에 앞섬
선시성은 상황시가 기준시에 앞섬을 뜻한다. 이 정의에서 해석되어야 할 부분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기준시는 문맥에 따라 발화시가 될 수도 있고 화자의 인식시가 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상황시가 기준
시에 앞선다고 해서 기준시전에 상황이 반드시 종결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상황을
막론하고 단지 사건이 일어남을 제시할 뿐이다. “-었-”과 “了”는 상황이 기준시 이전에“실현(realized)”을
표시하는 명시적 표지이다.

(1) 현재시 실현
현재시 실현은 발화시를 기준시로 상황이 실현됨을 나타낸다. 이때 발화시, 기준시, 상황시는 겹친다.
(6) 열차가 도착하였습니다.
(7) 他拿起了手机，想了一会儿，慢慢地说...

(6)，(7)은 문맥이 없으면 무표적으로 과거의 상황으로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특정한 발화에서는 상황
시가 발화시에 앞서 시작되고 끝점이 발화시와 겹칠 수도 있다.(6)은 “방금”, “이미”와 같은 과거를 나타내
는 시간부사와 함께 쓰일 때 “-었-”은 명시적으로 발화시 이전이 상황이 종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이러한
시간부사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화시와 함께“열차가 멈추”는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다. (7)는 무대
위에서 내레이터가 연극장면을 해설하는 것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7)은 “拿起手机(휴대폰을 손에 쥐다)”상황과 “想一会儿(잠시동안 생각하다)”상황이 현재라는 시점에
중첩되어 진행됨을 표현한다. 요컨대, (6),(7)는 현재시 실현과 과거시 실현을 모두 나타낸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국어의 “-었-”은 “了”와 비교할 때 이런 상황에서 출현하는 경우가
드물고 동사 선택에 있어서 제한적이다.“유복이는 온갖 풍상을 다 겪었다.”와 같은 표현에서는 동사“겪다”
자체의 지속적인 시간자질로 인하여 종결 자질의 의미를 내재한 “도착하다”보다는 “현재시 실현”의 의미
가 더 선명하다. 결론적으로 문장이 나타내는 상 의미는 동사, 논항, 비논항, 형태소 등 여러 요소가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 진 결과이다.

(2) 과거시 실현
과거시 실현은 과거시를 기준시로 앞서 상황이 실현됨을 나타낸다.
(8) 내가 두고 왔을 때 어린 고양이었던 레오는 이제 어른 고양이가 되어 있었다.
(9) 人们一下围了上来，不知出了什么事。

(8)에서 “고양이었던”의 “-었-”은 과거시“두고 왔을 때”를 기준시로 이미 실현됨을 표시하고 “되어 있었
다”의 “-었-”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상황이 발생함을 나타낸다. (9)에서 “人们围上(사람들이 몰리다)”은 기
준시이고 “出事(일이 생기다)”는 기준시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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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시 실현
미래시 실현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볼 때 미래 상황이고, 어느 시점을 기준시로 이미 실현된 사건임을
나타낸다.
(10) 너 내일 죽었어.(단일 사건문)
(11) 我明天已经离开了上海。

(10)에서 “내일”은 기준시이고 사건시는“내일 전의 어느 시점”이 된다.즉 “내일”을 기준시로 그 이전에
“죽다”라는 상황이 이미 발생함을 표현한 것이다. 물론 현실상황에서 이와 같은 표현은 “경고, 위협”의 양
태의미가 섞여 있기에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 단지 화자가 청자에게 일어날 불리한 상황을
확신하여 화자의 인식속에서는 이미 실현되었기에 “-었-”이 쓰였다. 중국어에서도 흡사한 예문 “你明天死
定了。”을 발견할 수 있는데 중국어의 대응 표현에서는 동사뒤에 확정을 나타내는 “定”이 첨가됨으로써
양태의미가 더 부각되었다.
(11)의 “明天”도 (10)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건시가 아니라 기준시이다. “明天”이 사건시로 쓰이는 경우에
는 “*我明天看了电影。”가 비문이 되듯이“明天”과“了”는 공기하지 못한다. (11)이 성립하는 이유는 “离开上
海(상하이를 떠난)”의 사건시는 기준시 “明天”에 선행하기 때문에“선시성”의미를 나타내는 “了”가 쓰일 수
있다. “了”가 미래상황에 자유롭게 쓰일 수 없는 원인은 기준시가 문장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을 때 일반
적으로 발화시가 기준시로 되기 때문이다.
(12) 며칠 후 시국이 좀 안정되었으면 떠나려고 해.(연속 사건문)
(13) 明天放学了去找你。

(12),(13)는 미래의 연속된 사건에 “-었-”,“了”가 쓰인 예문이다. (12)는“시국이 안정되”는 선행사건과
“떠나”는 후행사건으로 구성되었고 (13)는 선행사건“放学(수업을 마치)”와 후행사건“去找你(너를 찾으러
가)”로 구성되었다. 양자의 공통점은 “-었-”과 “了”가 모두 선행사건에 쓰임으로써 후행사건의 기준시 기
능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행사건의 기준시가 없이 “-었-”과 “了”가 단지 후행사건에만 출현할 수는 없
다.
(14) 내일 가 봐서 문이 열렸으면 사다 줄게.(가정문)
(15) 等你当了妈妈，你就会知道母亲的辛苦了。
(16) 二姐她们见到了堂叔，就(等于)有了落脚的地方。

(14),(15)은 가정문 “문이 열리다”,“当妈妈”의 조건절에 “-었-”,“了”가 쓰인 예문이고, (16)은 “了”가 조건
절과 결과절에 모두 쓰인 경우이다. 위의 예문과 같이 일반적으로 “-었-”,“了”는 조건절에서 출현하는데
조건절이 화자의 인식시를 기준으로 이미 실현된 사건을 나타내기에 “선시성”의미를 가진 완료상 표지
“了”가 쓰일 수 있고, 조건절은 후행하는 결과절의 기준시 기능을 한다. 상술한 예문에서 “-었-”은 “려고
하다”등 미래를 지시하는 표현과 상충하기에 “*내일 가 봐서 문이 열렸으면, 사다 주었으려고 한다.”는 비
문이 된다.(16)에서는 “了”가 조건절과 결과절에 모두 쓰였는데 戴耀晶(1998)에서는 후행절에 “会、能、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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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능력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양태동사가 출현하지 않고, 조건절과 결과절이 “等同于(와...같다)”의
의미적 연관을 지닐 때 “了”가 결과절에 출현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17) 来了，来了。(시간부사가 생략된 동사구문)
(18) (빨리 안 나오나는 재촉에)도착했어.

(17),(18)은 “상황이 이미 과거에 실현되어야 함”을 표현하기 위해 “-었-”이 쓰인 경우이다.이와 같은 특
정된 문맥에서는 시간부사 “아직”, “다”등이 실현되지 않아도 “독촉”, “응답”, “나무람”, “위협”의 양태적 의
미를 나타내는데 이는 통사적으로 인칭과 동사제약이 따른다. 서술문에서는 1인칭 주어가 쓰이고, 의문문
에서는 2인칭 주어가 쓰이며, 자주 쓰이는 동사는 일상생활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이동동사 혹은 의식주와
관련된 동사이다.
위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미래 상황에서 쓰이는 “-었-”, “了”는 동사의 시간자질, 기준시, 출현위치, 발
화문맥, 화자의 의도 등과 밀접히 연관되고， 그 쓰임은 과거 상황보다 더 제한적이다.

2) 영향성:상황이 기준시와 관련됨
영향성은 상황과 기준시와의 관련성을 말하는데 발화시가 기준시로 될 때에는 Comrie(1976)에서 제시한
“과거사건의 현재와의 관련성(the continuing present relevance of a past situation)”와 겹친다. 한국어에
서 “-었-”의 “영향성”의미자질은 동사의 시간적 자질과 연관이 깊고 중국어에서는 “了”의 출현위치, 동사
부류, 발화 문맥 등과 관련된다. 중국어학계에서 일부 문법가들은 “상황의 시작점과 종결점을 모두 포함하
는”의미에 근거하여 동사뒤의 “了1”을 완전상(perfective), “了2”는 “현재관련성”의미에 근거하여 완료상(pe
rfect)로 보고 있는데, 본고의 관점은 대부분 문맥에서 “선시성”의 의미는 “영향성”의 의미를 함축하므로
“了1”의 쓰임이 “사건시가 기준시에 앞섬”을 부각하지만 영향성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 ㄱ.张三吃了三个苹果。/ 张三吃了三个苹果(了)。
ㄴ.장싼은 사과 세 개를 먹었다.

(19ㄱ)에서 기준시는 발화시가 되고 “了1”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 발생한 과거사건임을 명시하지만
“了2”가 쓰이지 않아도 “이제는 더 이상 먹지 않겠다.”는 “현재관련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了2”가
쓰이면 이런 의미가 더 부각될 뿐이다. (19ㄴ)의 한국어로 제시된 문장을 통하여 우리는 “-었-”이 “선시
성”과 “영향성”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Bybee et al(1994)에서 제시된 상
표지의 진화과정을 참고하여 볼 때“-었-”은 완료상표지가 결과상(resultative) 단계를 거쳐 단순 과거시제
로 문법화 된 것이다. 그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었-”의 문법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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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了1”는 “终了(종료)”의미의 동사에서 진화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王力，1958；赵金铭，1979；吴福
祥，1998).龚千炎(1995)의 기술에 따르면, 한나라 때 동사로 쓰이면서 “결속”의 의미를 가졌고, 위진시대
“동사+목적어”뒤에 위치하여 결과보어의 기능을 하였고, 당나라 때, “동사+了+목적어”로 쓰이면서 송나라
때, 시제조사로서 널리 적용되었다고 한다. “了”는 현재, 과거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면서 “완료”를 나타
내다가 그 사용이 미래에 까지 확대되어 미래 시간 부사, 시간 명사와 공기하면서 미래 완료상으로 쓰인
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了”의 문법화과정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龚千炎，1991).
그림2. “了”의 문법화 과정
“-었-”,“了”의 문법화 과정에서 설명되어야 할 부분은 두 가지가과 있다. 하나는, “영향성”의미는 선행연
구에서 다뤄왔던 “완료상”용법에 해당하고, “선시성”의미는 “완전상”용법에 해당하는데 본고에서는 “-었-”
과 “了”가 완전상-비완전상 공간적 관점상체계에 속하는 부류로 보지 않기에 상술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
고 “영향성”과 “선시성”을 완료상의 의미자질로 처리하였다. 다른 하나는, 그림1과 그림2에서 보여주듯이
“-었-”의 문법화 정도는 “了”보다 높다. 그러므로 “-었-”은 “이다”와 같은 상태술어와 자유롭게 쓰이는 반
면 “了1”은 “去年他是(*了)大学生。”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유롭게 쓰이지 못한다.

3) 이질성:완료상표지를 쓰기 전후의 변화
이질성은 완료상표지가 쓰임으로써 변화점을 명시하고 전후의 다른 상황을 제시함을 의미한다. 이런 변
화는 상태동사와 함께 쓰일 때 더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상태동사는“알다, 사랑하다, 살다”등 지속을 나타
내는 동사를 말한다. 상태동사는 다른 부가적인 요소가 제시되지 않을 때 균질적인 상황을 표현하기에 동
사자체에 변화점이 없고 지속시간만 함축되어 있어 완료상표지가 첨가되기 전후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보
아낼 수 있다.
(20) 그는 그 사실은 믿는다./그는 그 사실을 믿었다.
(21) 他知道这件事。/他知道了这件事。
(22)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었다./이 옷은 빛이 희었다.
(23) 그 아이는 귀여웠다./순희는 어려서 지금보다 예뻤다.

(20)-(21)에서 완료상표지 “-었-”,“了”가 쓰임으로써 문장의 정태적인 상황은 동태적으로 변하였다. 위의
문장에서 “-었-”,“了”는 “믿지 않는”상황에서 “믿는”상황에로，“不知道(모르다)”에서 “知道(알다)”에로 변화
시키는 변화점을 명시한다. 이러한 문맥에서 “-었-”,“了”는 기동상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
지만 본고에서는 한 상태의 종결은 다른 상태의 시작을 함축함으로 좀 더 일관적인 해석을 위하여 완료상
의 표지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본다. 한국어의 “-었-”은 특정 형용사와 함께 쓰일 때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22)에서 “붉었다, 희었다”는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붉어지다, 희어지다”로 대체가능한데 이때
“붉다, 희다”는 변화동사의 기능을 한다.하지만 (23)에서 “귀여웠다, 예뻤다”는 단지 과거의 상태를 표시할
뿐 “변화”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었-”은 형용사에 직접 결합되어 “상황의 변화”를 제시하는 것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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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되는데 그 이유는 한국어에 “-아/어/여 지다”와 같은 대체 표현이 존재하고, 대부분 문맥에서 “-었-”은
단지 “어떤 상황이 기준시 이전에 일어남”을 명시해 줄 뿐이다. “-었-”과 비교할 때 “了”는 명사, 형용사
와 함께 쓰여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덜 제한적이다.
(24) 春天了。/他教授了。
(25) 天气冷了。/鞋子小了。
(26) 太棒了。/太热了。

(24)은 “了”가 시간적순서, 사회적서열 등이 내포된 명사10)와 결합하여 쓰인 것이고,(25)은 수량이나 정
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결합되어 상황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鞋子小了。”는 중의적으로 “크기의 축
소”와 “잘못된 사이즈”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了”의 주관화로 해석 가능하다. “了”는
원형적으로 “상황시가 기준시에 앞서 일어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만 화자가 상황에 깊이 참여될 때
“상황시가 화자의 예정을 초월함”11)을 표시한다. 이는 (26)에서 더 명확히 제시되는데 양자가 모두 “예상
초월”을 나타내고 전자는 화자가 원하는 상황, 후자는 화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로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화자가 상황에 깊이 개입될수록 양태적의미가 더 부각된다.

5.결론
본고에서는 언어유형론 연구에서 제시된 상의 층위와 분류에 대한 연구를 전제로 완전상과 완료상의 함
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었-”과 “了”의 문법적 의미를 “선시성”,“영향성”,“이질성”세 가지로 나
누어 제시하고 “-었-”과 “了”의 문법적 속성을 완료상이라고 정의하였다.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여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 완료상(perfect)은 시작, 진행, 종결 등 상황의 단계에 초점을 두는 시간적 관점상 속하고 완전상(per
fective)은 상황의 경계성 유무, 전체성 여부에 초점을 두는 공간적 관점상에 속한다. 완전상은 과거, 현재,
미래시제에 쓰일 수 있고, 상황의 양 끝점을 포함하지 않은 비완결 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
서 볼 때 “-었-”과 “了”는 완전상표지가 아니라, “상황시가 기준시에 앞섬”을 나타내는 완료상표지이다.
(2) 완료상“-었-”과 “了”는 “선시성”,“영향성”,“이질성”등 의미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시성은 상화시가 기
준시에 앞섬을 뜻하고, 영향성은 상황과 기준시와의 관련성이 있음을 뜻하고, 이질성은 완료상표지를 쓰기
전후의 변화를 뜻한다.
(3) “-었-”은 대부분 문맥에서 “선시성”의 의미가 부각되고, 특정한 문맥에서 동사의 시간자질, 동사구
와 비논항의 결합, 화자 의도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면 “영향성”의미가 부각되고, “알다”와 같은 상태
동사와 “붉다, 희다”와 같은 변화동사와 함께 쓰일 때 “이질성”의 의미가 부각된다.
(4) “了”는 출현위치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동사뒤의 “了1”은 일반적으로“선시성”의 의미를
나타내고, 문말에 출현하는 “了2”는“영향성”의 의미를 나타낸다.“이질성”의 의미는 “了1”과 “了2”에서 모두
10) “了”와 함께 쓰이는 명사가 차례, 순서, 서열과 관련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他作家了。”도 정문이 될 수
있다.
11) 刘丹青(2011)에서는 “这双鞋打了一号。”의 “了”가 “양의 지나침”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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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5)“-었-”은“이질성”의 의미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쓰이지만 “了” 는 명사, 형용사, 동사와 모두 결
합가능하다. 그 이유는 문법화 정도의 차이로 해석 할 수 있겠다. “-었-”은 “완료상 → 결과상 → 단순과
거”의 문법화 단계를 거쳤고 “了”는 “종료의미의 동사 → 종료의미의 보어 → 완료상”의 문법화 단계를 거
쳤다. 그리하여 “-었-”이 출현된 상황은 “영향성”의 의미보다는 과거지시의 기능으로 더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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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Grammatical Meaning of Perfect Aspect Marker “ - 었-” and
Huang, Lianhua (ShangHai

“了”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grammatical attributes of "-었-" and "了" were defined as perfect aspect
marker in Korean and Chinese language, based on the categories of aspects and sematic
interpretation of perfect and perfective aspect presented in the study of liguistic typology. To
explai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었-" and "了", the grammatical meanings of perfect
aspect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anterior, impactiveness, heteroge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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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완료상표지 “-었-”과 “了”의 문법의미｣에 대한 토론
김현 태(부경대학교)

1. 필자는 “상”을 설명하며 金立鑫의 견해를 비중 있게 인용하여 러시아어의 완전상-비완전상이
쓰인 예문을 검토하고 완전상-비완전상이 쓰이는 상황들을 정리하였다. 나아가 중국어와 한국
어 상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러시아어와 같은 슬라브어가 상은 한국어, 중국어의 상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고의 주 논지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점 규명인데
굳이 러시아어, 심지어는 핀란드어의 상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한국어
와 중국어의 상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이론적 근거인지 궁금하다. 물론 본고에서는 “-었
-”과 “了”와 관련된 완전상, 완료상만 검토할 것이라 했으니 러시아어 상에서 나타나는 완전상
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도 보인다. 그렇다면 실례를 들어 비교해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것이다.
2. (11)我明天已经离开了上海。
(11)이 성립하는 이유는 “离开上海(상하이를 떠난)”의 사건시는 기준시 “明天”에 선행하기 때문
에“선시성”의미를 나타내는 “了”가 쓰일 수 있다. “了”가 미래 상황에 자유롭게 쓰일 수 없는
원인은 기준시가 문장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발화시가 기준시로 되기 때문
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필자는 설명하였다. 하지만, (13) 明
天放学了去找你。과 같은 미래의 연속된 사건의 발생을 나타내기 위해“了”가 선행사건에 쓰임
으로써 후행 사건의 기준시 기능을 한 것과는 달리 (11)에서는 시간부사 ‘已经’이 출현하였는데
“离开上海(상하이를 떠난)”의 사건시가 기준시 “明天”에 선행하기 때문에“선시성”의미를 나타내
는 “了”가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은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3. (19) ㄱ.张三吃了三个苹果。/ 张三吃了三个苹果(了)。
ㄴ.장싼은 사과 세 개를 먹었다.
(19ㄱ)에서 기준시는 발화시가 되고 “了1”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 발생한 과거사건임을 명시하지만
“了2”가 쓰이지 않아도 “이제는 더 이상 먹지 않겠다.”는 “현재관련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了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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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면 이런 의미가 더 부각될 뿐이다. 라고 하였는데 “了2”가 쓰이게 되면 “장싼은 이미 사과 세 개를 먹
었고 계속해서 더 먹을 것이다”라는 함의를 가지게 된다. 필자의 설명대로 “了2”가 쓰이면 이런 의미가 더
부각될 뿐이다.” 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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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물질성: 일상 속 의 기 술

혁신 이론을 찾아서

황명 호(부경대학교)

1. 서론
신기술 혁명, 뉴 노멀,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개인의 시대를 열어주었다. 우선, 빅 데이터, 인공
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의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혁명은 사물, 데이터, 인간과 프로세스
를 하나로 연결한 거대한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시대로 안내하고 있다. 만물인터넷
시대의 도래는 원래의 “지식의 나무” 구조에서 새로운 “지식의 네트워크”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을 넘어 조직과 기술, 그리고 개인의 긴밀한 연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은 이미 새로운 일상의 구
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동시에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합리적 인간이란 가정과 효율성만 강조해왔던 고속 성장에
대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 기업의 과도한 이익 추구,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
친 방임 등은 개인, 조직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개인과 사회,
효율과 효과, 정부의 규제와 시장의 방임이라는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한 극단에서 다른 한 극
단으로 치닫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역설적 관계의 원리를 상황과 실천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와 같은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를 가속화 하는 역
할을 하였다. 코로나는 이미 시작된 변동적이고 복잡하며 불확실하고 모호한 VUCA시대를 개개인
이 강렬하게 체험하도록 했다. 신기술 혁명의 덕분에 개인은 언택트에서 디지털 컨택트로 전환하
고 있고 근무 형식도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의 시대를 열어주었다. 조직과 개인의 경계가 허물어
짐에 따라 일과 삶이 하나가 되었다. 개인의 일상적 삶 자체가 조직의 효율과 효과와 직결되는 상
황에서 개인의 일상은 더 이상 개인 스스로의 영역으로 남겨 둘 수 없고 조직의 비전과 목표 달
성을 위해 연구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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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가 견인하고 있는 개인의 등장은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동시에
기술과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독립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각
종 플랫폼에서의 1인 미디어, 1인 상점, 유튜버와 틱토커 등 1인 기업의 등장은 개인이 기업가인
동시에 기업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뿐만 아닐 전통 조직에서의 모든 구성원 또한 주어진
조건에서 조직 내 기업가 정신을 소유하여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
르렀다.

2. 문헌 연구
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사는 개인은 누구나 조직에서나 아니면 일상 속에서 기술 혁신을 추구하
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 조직이 혁신을 통한 기업 생존과 이
익추구라는 목적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경영학 학자들은 기술 혁신을 경영 조직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기술 혁신 이론들을 개인 일상으로 확장하여 이론을 정립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본 저자는 기존 이론 가운데 사회물질성(Sociomateriality)이라
는 접근 방법을 도입하여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1) 사회물질성(Sociomateriality)이란?
사회물질성이라는 접근 방법은 Orlikowski를 대표로 하는 일부 학자들이 경영학 연구에서 기술,
일과 조직을 분리하여 연구하는 기존 가정을 도전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즉, 기술과 사회는 내
재적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 동안 경영 조직에 탑 저널에 게재된 연구들만 보더라도 기
술이 조직에서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에 대해 Orlikowski (2008)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우선, 조직 경영
에서 날로 증가하는 복잡성과 전문성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 외에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심리
적 및 사회적인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했다. 다음으로, 기술 관련 주제는 인문
및 경제 사회학 관련 연구 기관에서 경영 조직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연구주제
가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마치 전기, 전화 혹은 대중교통처럼 공공사업 분야에 가깝다
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사회물질성이라는 접근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2014년 정
보기술 분야 최고의 저널 중 하나인 MIS Quarterly 저널은 이미 사회물질성에 관한 특집으로 그
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메우고자 했다. Jones (2014)에 의하면 2007년부터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관
심을 갖기 시작한 이 개념은 2011년 이후의 논문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물질성에 대한 정의 및 그의 학문적 기여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사회물질성에 관하여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은 Orlikowski의 2007년 논문과 Orlikowski와 Scott
의 2008년 논문으로서 기술, 특히 정보 기술의 사회물질성 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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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rlikowski와 Scott (2008)에 의하면 사회물질성 개념은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주요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다. (1) 물질성: 물질성(materiality)을 이 시대의 기업을 이해하는 중심으로 (재)확립하
려는 관심; (2) 불가분성: 사회와 물질의 불가분의 얽힘(inextricable entanglement)에 대한 존재론
적 선언; (3) 관계성: 개체는 각각 내재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개념에 대한 반 본질주의자들의 거
부, 즉 관계로 보는 시각; (4) 수행성(performativity): 사회와 물질 사이의 관계와 경계는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라는 관점; 그리고 (5) 실천성: 담론이나 인지보다 실천에 대한
집중이다(Jones, 2014).

2) 사회물질성과 기술의 관계
기술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보니 보는 시각이 다름에 따라 그에 대한 정의 또한 다르다.
Swanson(2019)은 기술을 디바이스(Arthur 2009), 지원성(Affordance)(Leonardi 2011), 루틴
(Feldman and Pentland 2003), 역량(Teece et al. 1997; Winter 2003)과 실천(Schatzki 2002)으로
나눠 리뷰를 한 후 기술을 루틴 역량(Routine Capability)로 정의하였다.
본 저자는 Swanson(2019)이 기술을 루틴 역량으로 보는 시각은 사회물질성 개념을 가장 장 어
울리는 정의라고 보고 일상속의 기술 혁신 이론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Swanson에
의하면 기술은 세계, 실천, 루틴과 디바이스라는 네 가지 구성적 및 맥락적 영역 안에서의 구체적
인 현현(顯現) 과정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개인의 행동에 자연적, 산업적, 제도적 환경과
맥락을 제공한다. 실천은 대부분 역량을 제공하는 다양한 루틴 가족을 통해 구성되고 루틴 자체는
맥락 속에서 생성 및 발전된다. 그리고 루틴과 관련 행동들은 지원성을 제공해주는 디바이스로부
터 구성된다. 즉, 디바이스는 필요한 지원성을 루틴과 함께 필요한 역량을 제공하고 이 역량은 오
직 실천을 통해 대응되는 세계 혹은 맥락 속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다.
기술이 루틴 역량으로서의 물질성과 기술이 편재되어 있는 개인, 그룹 및 조직이라는 다양한 수
준과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현현(顯現)되고 “현재와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즉흥적으로 구
현된다. 즉, 개인이 일상 속에서 기술과의 상호작용 하나하나가 개인의 습관(루틴)을 형성하고 개
인의 루틴은 그룹 혹은 팀의 프로세스(루틴)의 구성요소가 되고 나아가 전체 조직의 역량(루틴)으
로 발전하고 다양한 수준에서의 끊임없는 혁신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는 개인의 일상 속에서의
기술 혁신이 된다.

3.

개념적 프레임워크

서로 분리되었던 “사회”와 “물질” 차원을 연결하는 사회물질성 시각과 기술에 대한 루틴 역량으
로서의 정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일상속의 기술 혁신 이론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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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상속의 기술 혁신 개념적 프레임워크
<그림 1>에서 보시다 일상속의 기술 혁신 이론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적 차원을 추가하여야
만 사회물질성을 갖고 있는 기술이 구체적인 시간, 즉 현재라는 틀에 들어와 개인과 조직의 디지
털 변형(Digital Transformation)의 즉흥적 구현이라는 특징을 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는 Orlikowski는 1996년 논문(Improvising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Over Time: A
Situated Change Perspective)에서 이미 조직차원에서 어떻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현되는지를
설명하였지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조직 차원에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을 단순히 개인의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조직 및 사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적 프레
임워크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4. 분석 및 토론
제시한 프레임워크는 일상속의 기술과 기술 혁신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개념적 모형이
긴 하지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4차산업혁명, 뉴 노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사는 개개인에게 조직에서 뿐만 아니
라 개인의 일상에서 기술과의 상호작용 및 혁신의 중요성과 의미를 상기시켜준다. 개인이 일상생
활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IT 기기와 기타 기술들은 단순히 우리 개개인의 습관을 형성할 뿐만 아
니라 우리가 일을 하는 효율성과 효과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사회물질성을
갖고 있는 기술이 개인의 습관, 조직의 프로세스, 그리고 사회적 제도의 형성과 가각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수준에서의 루틴 역량에 어떻게 전이되는지에 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다음으로, 기술의 사회물질성이라는 특성은 오직 “현재,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의미
와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기술의 생명주기가 날로 짧아지고 파과적 혁신과 와해성 혁신을 통한
기존 기술 불안한 존재 상태는 오직 조직 구성원 개개인 모두 각자의 위치, 즉 일상속에서 끊임없
이 혁신을 거듭해야만 개인과 조직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 시간 차원의 도입은 다른 측
면에서 공간적 차원의 도입을 의미하며 실천중의 기술(Technology-in-Practice)를 가장 잘 구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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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이는 거시적인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맥락뿐만 아니라 가장 미시적인 인간의 일상속의 맥
락까지 포함하여 적정기술의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기술 혁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앞으로 기술의 사회물질성과 루틴 역량의 형성 및 혁
신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보다 복잡하고 체계적인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는 원자적 모형이 된다.
본 개념적 모형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이라는 세상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차원
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학제적, 다층적, 문화 간 연구 모형과 연구방법론을 필요로 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말 그대로 일상속의 기술 혁신 이론을 찾아서 떠나는 짧은 탐색적 노력이다. 이를 위
하여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사회물질성이라는 시각을 도입하고 나아가 이에 어울리는 기술
에 대한 정의를 루틴 역량이라는 관점을 받아 들였다. 이를 기반으로 시간성 차원을 추가하여 일
상속의 기술 혁신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는 일상속의 기술 혁신 이론을 찾아 떠나는
작은 노력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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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ociomateriality:

In Search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ory in Our Daily Life
Huang, Minghao(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n exploratory research to search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theory in our daily
life by adopting the concept of sociomateriality.
Unprecedented new technology revolution, the upcoming New Normal Era, and the crisis of
Covid 19 pandemic accelerate the paradigm shift from one era to another. Pervasive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age of the individual call for the theory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our
everyday life. To propose a conceptual framework, this paper bridges seemingly paradoxical
concepts of “social” and “material” by adopting the definition of technology as routine capability.
Assuming the duality of technology and dual roles of institutional pressures, the sociomateriality of
technology is bound to be improvised and imbricated over time. The technology-in-practice has its
value and meaning “now and here” in a specific temporal and spatial context, and only when the
technology-in-use continuously innovated in our daily life, can it influence the upper level of
innovations. This paper is just a humble step towards the theory development of technology
innovation in daily life with some limitations, but it also sheds light on some future research
work.
Keyword: sociomateriality, technology, technology innovation theory,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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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사

회물질성: 일상 속의 기술 혁신 이론을 찾아서｣에
대한 토론

張慕輝(부산대학교)
현대 정보통신 기술은 이미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일터 곳곳에 스며들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이 없는 근무환경은 생활과 일의 경계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신기술 혁명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로 인해 이 경계는 더 빨리 사라졌고 재택 근무,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언택트 환경은 일과 삶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즉, 개인의 정보기기를 사용하는 일상적인 습관과 혁신은 그 개인이 속한
그룹, 나아가 조직의 핵심역량 형성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본 연구는 바로 조직과 개인, 사회와 기술, 구조와 행위성 역설적 관계의 접점으로서 사회물질
성(sociomateriality)라는 키워드를 선택하였고 원래 조직 분야에서만 국한되었던 기술 혁신 이론
을 개인, 즉 미시적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우선, 신기술 혁명, 뉴 노
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메가트렌드를 통해 계층적 구조에서 네트워크 구조로의 패러
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를 설명하였고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노드로서의 개인의 시대에서 개
개인이 정보기술 기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하고 혁신하는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개인
이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정보기술 기기를 사용하는 실천중의 기술(Technology-in-Practice)을 통
해 사회물질적 루틴(sociomaterial routine)이 어떻게 개인의 습관과 조직의 핵심 역량에 투영되며
나아가 상호 간에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주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사
회물질성이라는 사회와 기술이라는 두 차원 외에 시간이라는 차원을 넣어 “현재, 여기”라는 시간
과 공간을 포함하여 새로운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일상적 삶과 일터에서의 기술 혁
신 이론을 찾아서 탐색하는 첫 발자국을 남기게 되었다. 본 연구는 앞으로 일상속의 기술, 상황속
의 기술, 맥락속의 기술을 포함하여 기술의 사회물질성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고 나아가 다양
한 사회 문화적 배경 및 다양한 수준에서 기술 혁신의 유전자를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서론부분의 문헌 연구와 개념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론적 완성도를 높이는 과제는 전적으로
저자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도전적인 과제로 남겨졌고 본 연구의 완성된 모습이 기대되는 흥미롭
고 의미있는 과감한 시도라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시도에 더 많은 응원을 보내면서 본 토론을 마
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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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学界对习近平时期中国外交政策的研究评述(提要)
- 以 KCI 学术文献的文本挖掘 (Text mining) 分析为主

金茶仁(釜庆大学校大学院)･李丹(釜庆大学校)

一. 研究背景与目的
随着数据存储技术和互联网的不断发展，数据正以前所未有的速度迅速增长和积累，这些数据一定程
度上记录了人们的行为态度、交往过程和互动关系，为研究人们的社会化行为提供了新的可能。习近平
执政以来，中国外交的环境结构发生了变化，中国将在全球事务中扮演什么样的角色，对外奉行什么样
的政策，对世界产生什么样的影响，成为中国海外(中国海外)学界瞩目的焦点，正确把握学界对中国外
交的研究现状，有助于中国对其他国家对中国的理解，加强中国与国际学术界的互动，进而为国家政府
间的和解合作提供政策咨询。本文试图梳理韩国学界对中国外交的研究现状，了解韩国学界对中国外交
认知的一些端倪，以期有助于韩中两国的学术研究提供力所能及的政策咨询。

二. 韩国学届对中国的文献研究概况
到目前为止，中国学届对中国外交的文献研究主要围绕中国的外交基调及其中国的双边关系进行，中
国对朝鲜半岛的政策及其中国与朝鲜及其韩国的关系占重中之重，本文因篇幅所限，在此仅就以下几点
予以梳理。

1. 中国的战略构思
韩国学届普遍认为，中国的战略环境不容乐观。目前，中国被核国家包围，同时有强大的美日同盟掣
肘中国进军海洋。中国以“一带一路”战略，谋求海洋大国的战略。中国通过多方位政策力图确保欧亚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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陆的通道，在太平洋地区中国通过海洋强国战略力争超越其大陆国家的形象。中国的海洋大国战略即是
确保在东南亚地区的竞争力。因此，南海问题对中国海洋战略的成败至关重要。韩国学者多引用中国资
料强调在南海问题上中国的“马六甲困境”，认为中国正在不遗余力、不惜一切争取中国的影响力。
中国作为拥有14个邻国的大国，将致力于公共外交促进与周边国家的善邻友好关系。中国托将通过
中国的文化遗产、中国的市场改善与周边国家的关系。在萨德之后，中国采取的报复政策使中国在朝鲜
半岛的外交战略受到挑战，中国为了将周边国家至于其影响力范围内，投入了大量的外交资源。在中国
营造国际秩序的框架中，亚洲国家将成为首要， 因此， 中国将在亚洲地区分领域、分地区地投入外交
资源。

2. 中国在朝鲜半岛的利益

普遍的观点认为中国是朝鲜半岛和东北亚的利害当事方。在2050年实现国家现代化是中国梦的愿景，
目前是中国全力进行国内发展的重要时期。因此，中国周边环境安全的重要性凸显，中国将重视朝鲜半
岛的和平与稳定。中国设想的朝鲜半岛的稳定包括：韩半岛的和平稳定、朝鲜体制安全、朝鲜无核化。
在中美竞争的局面下，美国在朝鲜半岛影响力的增强对中国的安全带来负面的影响；韩国为中心的半岛
统一使半岛编入美国影响力的可能性增大。因此，中国将会以维持朝鲜体制为目标，中国警戒美国和韩
国以朝核为借口对朝鲜诉诸武力或韩国完全编入美国的导弹防御体系。
部分研究认为中国将从实际利益出发，将对朝鲜半岛的干预分为短期目标和长期目标。短期目标为维
护朝鲜半岛的稳定局面，中长期目标为，‘经营稳定局面’；目前，中国将力图实现多层次的疏通窗口、
注重行成经济等共同利益、促进相互间的妥协、管理安全利益冲突等。在维持半岛和平稳定方面，中国
将力图实现朝鲜半岛无核化追求扩大并深化和韩国的合作。

3. 中美两国的战略意义(对朝鲜半岛战略)

在中美竞争的情况下，韩半岛问题的核心课题有：第一，在中美竞争的情况下，不论中美双方是否有
意识，“韩美同盟”都成为双方制约对方的手段。中美两国立足于中美关系阐释韩美同盟，于中国而言，
韩美同盟在当下的意义远远超出了维持朝鲜半岛和平的功能，是对中国战略牵制的一个节点。对于美国
而言，韩美同盟越过朝鲜半岛的层面，因为中国在韩半岛及其亚洲的影响力扩大，韩美同盟的目标和认
同也发生了很大的影响。
对于韩国而言，中国在朝核问题上是重要的行为体，因此，如何处理韩美同盟和韩中关系的均衡是韩
国外交的核心课题。朝核问题事关朝鲜半岛及其东北亚的和平与稳定，从在过去的20多年经验来看，
朝核问题能否得到解决其前景堪忧。中国有可能在核问题上，作为朝鲜后援国家以自己的方式和朝鲜合
作展开所谓的“和平攻势”。因此，韩国按照自己的逻辑设计朝鲜半岛和平体制，韩美同盟的最终目标是
在朝鲜半岛实现统一的角度而言，因此，如何转换韩美同盟的认同的转化，也显得非常中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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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关于朝鲜对于中朝同盟的态度
中美竞争将成为朝鲜战略的重大资本。朝鲜按照自己时间表推进本国的和战略，即朝鲜一方面在进行
核武装的同时展开“和平攻势”，寻求自己的生存机会，企图从美国争取获得体制安全保障。中朝同盟核
和韩美同盟相比有所不同，在体制受到威胁时，韩国选择积极依靠韩美同盟，但是朝鲜在面临安全危机
之时，不是选择中朝同盟，而是选择开展对美攻势。目前，中美在南海、贸易领域、知识产权等领域展
开对方位竞争，朝鲜将在中美竞争没有制度化之际力求扩大自己生存的机会。

三. KCI学术文献的文本挖掘(Text mining)
韩国学界中国外交的研究，本文查阅了从2012年8月到2020年9月为止的研究资料(KCI)，采集了3000
篇论文进行了整理分析 。 本文主要对论文提要(abstract)中的TF-IDF关键词进行了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分析并得出了10个论题(Topic)。12)(<图一>、<图二>为第一个论题图例)

1 论题一

如<图一>所示韩国学界研究中“政策”、“分析”、“政府”、“关系”等主题词最受瞩目，“要因”、“行政
府”、“特朗普”、“政治”、“问题”等主题词及其“方向”、“基础”、“课题”等主题词也占据了比较大的比
例。从<图二>显示“政策”更多的与“经济”、“方向”、“作用”、“南北韩”相关；此外“政策”与“总统”、“基
调”、“特朗普”、“难民”的链接值得瞩目。
<图一> 论题一主题词

12) 本为论文提要，故未标注脚注与参考文献(文献篇幅所限)。另，本文研究尚在进行中，故本发言稿仅提供主题
(一)的部分研究内容，敬请谅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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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二> 为第一个论题网络

2. 论题二

如<图三>所示“习近平”、“改革”、“体制”、“政治”受关注度最高， 此外， “社会主义”、“权力”、“改
革”也备受关注。<图四>的主题词网络显示“改革”与“制度”、“软实力”、“集权”、”人民”、“习近平”等词
联系紧密；“习近平”与“改革”、“体制”、“权力”、“邓小平”、“制度”、“执政”、“软实力”、“制度”与“深
化等关键词密切相关。
<图三> 论题二主题词云

<图四> 论题二主题词网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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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结论与局限
在韩国学术界，关于习近平时期的中国外交政策动向的研究论文，多数受研究者的专业领域所限，以
外交政策整体研究动向为主研究的研究成果相比而言不够雄厚。本文采取了Net-miner4程序就近期研究
成果做了整理分析，因为时间与篇幅所限，本文最终研究论文正在整理撰写中，期望对相关领域提供新
的启示。

【 Abstract 】
The South Korean Academic Circle' s Research Review of China' s Foreign
Policy in Xi Jinping' s Period
Li, Dan ･ Kim, Dai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environmental structure of China's diplomacy has changed since Xi Jinping came to power.
What role China will play in global affairs, what policies it will pursue and what impact it will
have on the world have become the focus of academic circles across the world.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research on China's diplomacy will help other countries learn more
about China, strengthen the interaction between China and the international academic community,
and provide policy advice for th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This paper
attempts to sort out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academic research on China's diplomacy and
find some clues of China's diplomacy, inorder to help Korean and Chinese academic researcher by
providing advice within the capacity. In Korean academia, most of the research papers on China's
foreign policy trends during the Period of Xi Jinping are limited by researchers' professional fields,
and the research focusing on the overall research trends of diplomatic policy are not strong
enough. This thesis uses the Net-miner4 program to clarify and analyze the recent research. Due
to the limited time and space, the paper is in the process of finishing and writing. Hoping it could
provide enlightenment to the related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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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对“韩国学界对习近平时期中国外交政策的研究评述”的
评论
金惠蓮(汉城大学校)
现代社会科学是社会管理的重要工具。在面向应用的现代社会科学研究中，信息分析方法的客观性、
系统性和定量性使其有了更加广泛的应用空间 。 在多中信息管理软件中，使用派森语言的Script
Programing将新闻、SNS、网络、报告书、研究论文等从文本数据中组成单词间网络，可以掌握相关
核心单词的详细主题。在文本Neckwork中，通过与核心单词的位置相连接的单词之间的距离，选定文
本所具有的意义，对社会科学研究而言具有意义。这种方法虽然然这是一般统计方法，但与传统的统计
方法截然不同。现有的统计方法是分析个体的属性数据，设定标本集团，收集数据，而文本Myning方
式是分析单词个体之间的关系，通过全面调查所有信息的方法收集信息。本人认为就方法论的角度而
言，该文将为大数据时代的中国外交研究模式提供了新的尝试作者对韩国学术界关于习近平时期的中国
外交政策动向的研究研判具有一定的合理性。目前，韩国学届对中国外交整体动向的研究成果略逊于分
领域的研究成果，期待作者的研究院成果能够提供新的借鉴。如作者在文中所指，本提要因为时间和篇
幅所限，研究内容没有得到较详实的展开，仅从作者展示的论题主题词云和网络，很难揭示研究的意
义，期待作者在今后的研究中，将提要的展示上升为理论的高度， 完成质量较高的作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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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학작품과 관광콘텐츠 /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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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무라카미 하루 키의

빵가게 재 습격론



오현진 (중앙대학교)

1. 서 론
무라카미 하루키는 장편소설부터 중편, 단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소설을 발표했다. 하
루키의 최근의 단편작품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크림(Cream)이라는 단편소설을 문학계(文学界)
에 발표하였고, 그 이후2년에 걸쳐 4편의 단편이 다시 발간되고, 2020년 7월 미공개작과 함께 총
8편의 단편을 모은 일인칭단수(一人称単数)라는 제목의 단편집 출간하였다. 하루키에게 단편작
품은 단순히 짧은 분량의 소설이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하루키의 대표할만한 장편 작품은 이
전에 발표한 단편작품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키가 1980년대 중반에 발표한 빵가게 재 습격(パン屋再襲撃)이라는 단편집에 실린 6개의
단편에 등장한 배경은 작가 스스로 일본의 한 젊은이로 살아온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패전 후 경
제성장만을 위해 달려온 일본인들의 모습과 그들의 가족 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
서 본고의 의의를 두기로 한다. 버블경제붕괴 이전의 패전세대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일본 사
회를 살아갔으며, 그들이 만든 가족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초기작품 ‘나’는 직업을 가지고 타인과 관계를 만드는 일반적인 일상보다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
는 개인주의에 가까운 일상을 보낸다. 이러한 극도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하루키의 초기 주인공들
의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로 정착한다.1) 그러나 하루키는 점차 상황에 주체적으로 반응하고 사회
나 조직을 수용하는 능동적 인간형을 등장시키는 쪽으로 변화한다. 능동적 인물은 타인과의 관계
성에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보여진다. 제이루빈2)은 ｢하루키의 여느 작품에서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인물 탐구가 담겨 있는 매우 재미있는 단편이기도 하다｣3)고 이 단편집을 평가했다. 따
1) 조주희(2010)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연구. 제이앤씨.p.334.
2) Jay Rubin : 하버드대학교 일본문학 교수이며, 여러 하루키 작품의 영어 번역판을 완성, 영어권 세계에 하
루키 문학을 알렸다. 10여년 간 하루키와 친교를 맺으며 그의 삶과 인간, 문학을 연구하고 있다.
3) 제이루빈(2003) 하루키 문학은 언어의 음악이다. -하루키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글을 쓴다-문학사상사.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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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빵가게 재습격의 단편작 두 편을 통해 구현된 가족형태와 등장인물을 통해 하루키가 바라
본 당시 사회의 일본인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한다.

2.

젠더의 시점에서 바라본 1980년대 일본사회의 가족

빵가게 재습격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 중에서 ｢빵가게 재습격｣과 ｢태엽감는 새와
화요일의 여자들｣에 나타나는 자녀 없는 부부형태의 가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가 생
기기 이전의 부부는 가족의 기초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전까지 소속되어 있던 가족 구성
원에서 벗어나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또 다른 가족의 형태를 만드는 초기 단계인 것이다. 덧붙
여 설명하자면 새티어(Virginia satir)4)는 결혼하기로 결정한 두 사람들은 앞으로 새로운 단위의
가족을 구성하게 되고, 가족은 혈연, 합법적인 결혼, 또는 양자결연 등에 기초한 관계라고 규정하
였다.
두 작품 모두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일본의 가족상(家族象)은 패
전이후에 형성된 가족의 형태를 띈다. 일본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영향으로 인해 핵가
족이 형성되었고, 1980년대 중반에는 핵가족이 전 시대에 비해 20프로가 넘게 늘어났다는 통계 결
과5)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현대 일본의 가족형태가 단출해지면서 가족 내의 역할 분담에도
변화가 생겼으리라 유추해볼 수 있다. 남자와 여자가 맡은 분담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남･녀가 동
일한 사회적 위치가 되면서 가정에서도 이것이 반영되는 것이다. ｢빵가게 재습격｣에서는 부부가
족6)의 핵가족 형태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성 역할이 가정 내에서 어떻게 나
타나고 있는 지 주목하여 현대 일본사회의 젠더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1 공격적 성향의 아내
단편 ｢빵가게 재습격｣은 신혼부부인 두 남녀의 모습을 다룬 이야기로서, 짧은 내용에 비해 다양
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하루키의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이다. 먼저 작품에 등장한 두 남녀는 자본
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의 역
할을 맡고 있다. 그들의 가정 내･외부에서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성 역할에 대해 먼
저 알아보도록 하겠다.
성 역할이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여러 특성, 이를테면 행동양식, 태도, 가치관 및 인성 특성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회와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은 남성적인 것이 그리고 여성은 여성적인 것이 건강한 것으로 인식
4) Virginia satir (1916-1988) 미국태생의 가족심리치료사. 다양한 접근법 중 의사소통접근법을 시도했다.
5) 세이야마 카즈오(盛山和夫)(1993) ｢실제로 선택적 핵가족화 비율의 근사치를 계산한 결과 1960년부터 1985
년에 걸쳐 선택적 핵가족화 비율은 13.2%에서 34.5%로 아주 크게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경향은
1985년의 경우에 지나지 않으며, (중략)｣ 日本社会の新潮流東京大学出版会 (박동석(2005)의 논문 재인용)
6) 일본의 대표적인 가족사회학 교과서에서도 핵가족의 편성을 고려하여 단일의 경우를 부부가족, 두 개의 단
위가 기혼자녀를 중심으로 세대간 결합할 경우를 직계가족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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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7) 이것은 한 국가에 한정된 역할이 아닌 어디에서나 남자와 여자의 역할분담은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먼저 작품의 간단한 줄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와 아내는 늦은 밤에 엄청난 배고픔에 느끼게 된다. 그들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냈으나, 결국 먹을 음식은 버터쿠키 4조각과 맥주 6캔에 불과했다.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그 음식을 나눠먹으며 남편은 젊은 시절 친구와 빵가게에 습격했었다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습격
이 성공하지 못한 채 끝나버렸던 과거의 사건을 들은 아내는 그 습격을 매듭짓자고 한다. 그리고
나서 아내는 총까지 챙긴 뒤, 다시 한 번 빵가게의 습격을 남편에게 저돌적으로 요구하기에 이른
다. 결혼 2주차에 불과한 이 부부의 집 냉장고에는 ｢겨우 프렌치 드레싱과 여섯 개의 맥주, 곯아
빠진 두 개의 양파와 버터와 탈취제(フレンチ･ドレッシングと六本の缶ビールとひからびた二個の
玉葱とパーターと脱臭剤だけ)｣뿐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엄청난 식욕을 해결할 방법으로 아내는 ‘빵
가게 습격’ 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방법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작품 속 아내의 모습을 전통적인 성 역할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가정
의 살림을 꾸려가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물론 전통적인 성 역할이라는 범주 안에서 현대사회의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한 규범을 논하기에는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집안일이나 중대한 결정 혹은 사사로운 일의 역할 분담이 더 이상 적당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다. 그러나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이어온 중년의 부부도 아닐뿐더러, 이제 막 결혼생활을 시작한
경우 아내가 할 수 있는 범주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는 달라지는 역할분담을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부들은 전통적은 관습에 따르
고 있기8) 때문에 아내의 성역할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주
관적인 판단 하에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에 반기를
드는 연구 또한 나타나고 있다.9)
부부관계에서 아내로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던 그녀는 공복감을 견디지 못하고 ‘습격’을 요구
했다. ‘빵가게 습격’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강도라는 범죄를 요구한 상황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남편은 당황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작품 속의 부부는 남녀의 모습
이 바뀐 것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풍요로워질수록 여성의 위치가 상향되고 그만큼 여성의 주장도 강해진다. 이
작품이 발간된 시점과 배경은 1980년대이기 때문에 당시의 일본 사회를 생각해보면 무리는 아니
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제호황기만큼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누렸던 당시의 일본에서는 여성의
입지 또한 올라갔으리라 유추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도 여성의 성역할은 강조되는 경
우도 있는 편이나, 1980년대의 일본사회에서 보여진 여성의 적극성과 심지어 남성적인 면모는 매
우 진보적인 일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겁에 질려 습격을 저지하려는 남편과 달리 아내는 빵가게(맥도날드) 습격에 대해 마치 저녁에
7) 허혜경･박인숙(2010) 사회변동과 성역할. 문음사. p.70.
8) 이수용(2002) 인간관계의 심리 학지사 p.331
9) ｢최근에 와서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은 현대사회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잠
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정옥분, 1998)｣허혜경･박인숙
(2010) 사회변동과 성역할문음사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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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반찬을 이야기할 때처럼 가벼운 말투(まるで夕食のおかずを告げるときのようなあっさりとし
たしゃべり方)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수건으로 싼 산탄총(手布にくるんだ散彈銃)을 남편에게 내밀
고 습격을 위한 행동명령을 내린다. 범죄를 저지르는 일에 망설이는 남편에게 저돌적으로 행동명
령을 내리는 아내에게는 더 이상 여성성은 보이지 않는다. 남편은 이런 아내에게 반항하거나 화조
차 내지 못한다. 걱정하면서도 오히려 순순히 아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 결국 부부는 맥
도널드를 습격하고 그 곳에서 햄버거 서른 개를 훔쳐 달아난다. 범죄사건이지만 계획을 세우고 결
국 목표를 달성한 사건에 있어서 아내는 더 이상 전통적인 아내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아
내의 리더십과 함께 발휘된 남성적 성향은 하루키의 여성인물에 대한 캐릭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2 수동적 성향의 남편
단편집에 수록 된 마지막 작품인 ｢태엽 감는 새와 화요일의 여자들｣에서도 기초단계의 부부의
모습이 등장한다. 먼저 이 작품에 대해 살펴보면 1992년에 발표된 태엽감는 새 연대기의 주인공
‘나’와 아내의 모습의 모티브가 된 작품이기도 하다. 앞 장의 ｢빵가게 재습격｣은 범죄를 저지른 부
부의 모습을 보여주며 특수한 상황을 나타냈다면, 이 작품은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그려낸다. 가
족 안에서 뒤바뀐 부부의 모습을 일반 가정의 모습처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간단한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가 되길 꿈꾸며 법학부에 들어갔지만 ‘나’는 생
각처럼 변호사는 되지 못하고 법률 사무소에 취직한다. 이루지 못한 꿈 때문인지 늘 따분한 일상
을 보내던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는 아내에게 이 상황을 통보한다. 디자인
회사에서 뛰어난 인재로 인정받는 아내는 남편의 상황에 대해 무심하게 받아들인다. 그 후 전업
주부가 된 ‘나’는 오히려 사회생활을 할 때보다 본인의 생활에 조금씩 만족해한다. 아내는 출근을
하며 은행 업무를 부탁하고, ‘나’는 ｢찬거리를 사러나가는 참｣10)에 들러 해결하겠다는 등의 대화를
통해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는 거리감을 엿 볼 수 있다. 는 아내를 출근 시킨 후 10시 반쯤 늦은
식사를 한다거나, 와이셔츠를 다리는 일을 하는 등 일반 전업주부와 같은 일상을 보내게 된다. 행
동으로 나타난 그의 일상은 매우 여성스럽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일상 모습 속에서도 ‘나’는 여느 아내의 모습처럼 보인다. 저녁거리를 사러 밖에 다녀온
다거나, ‘나’가 저녁준비를 하는 동안 아내는 퇴근한 남편의 모습처럼 신문을 읽고 있는 것이다. ｢
빵가게 재 습격｣에서 뒤바뀐 부부의 성향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위의 인용에 나
타난 부부는 완벽히 남녀의 역할이 바뀐 일상적인 모습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내의 모습은 후에
발표된 장편소설인 태엽 감는 새 연대기에서 돌발적이고 적극적인 성격까지 보이며 반대로 ‘나’
는 더욱 소극적이며 여성성이 크게 나타난다. 가족 내에서 남성은 돈을 벌어오는 사람으로, 여성
은 보조적인 일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거의 젠더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라는 시대를 고
려하여 ‘나’와 아내의 모습만 보더라도 하루키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새로운 젠더의 시점을 가지고
표현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10) ｢じゃあ銀行に行ってガス料金と電話料金を振り込んでおいてくれる？｣ ｢いいよ、そろそろ夕飯の買物にも行くつもりだし、そ
のついでに寄るよ。｣｣村上春樹(2005)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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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키는 남･녀의 뒤바뀐 성역할을 작품 속 부부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었다. 하루키 문학의 ‘나
(僕)’는 개인의 일상을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이 작품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관계
맺기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부가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으로 변화한 것이다. 작품에
묘사된 부부의 모습은 더 이상 경제적인 가장을 도맡아 오던 남편과 전업주부였던 아내라는 전통적
인 형태는 없었다. 현대 일본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역할은 더 이상 전통적인 형태가 아닌 것이다.

3. 결 론
일본의 가족형태는 앞서 밝힌 것처럼 패전 이후에 큰 폭으로 변화되었고, 가족이라는 집단 내의
여성의 위치 또한 이 시기에 많이 변했다.11) 남편이 샐러리맨으로서, 아내는 주부로서 보내온 과
거와 달리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평등하게 가족 내 역할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가족
이 된 두 남･녀는 정해진 성역할에서 벗어나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에 중심을 두
고 있다. 이것이 타인과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라고 작가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소통을 통해
타자와 관계를 맺어가기 어려웠던 ‘나’는 가족 만들기를 통해 타자와 살아가는 법을 익혔고, 그들
의 삶은 일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되고 있다. 또한 ｢빵가게 재습격｣과 ｢태엽
감는 새와 화요일의 여자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을 통해 하루키 작품 속 여성의 캐릭터가 점차
다양한 캐릭터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 Abstract 】
Haruki Murakami ' s Study on the Re-attack on Bakery
Oh, Hyumjin (Chungang

University)

As mentioned earlier, Japan's family style changed dramatically after the defeat, and the position
of women in the group of families also changed a lot during this period. Unlike in the past, when
the husband is a salary man and the wife is a housewife, she chooses roles in the family equally
according to the free will of the parties. The two men and women who have become family
members focus on living in harmony with each other, away from their gender roles. This is one
of the ways to live with others, the author suggests. "Boku" which was difficult to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through communication, learned how to live with others through
making a family, and their lives are becoming a measure of how Japanese society looks. It is
believed that female characters in Haruki's works were gradually developed into diverse
characters.
11) 박동석(2005) p.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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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무라카미

하 루키의

빵가게 재습격론｣에 대한 토론



심수경 (서일대학교)

본 발표에서 다루는 ｢빵가게 재습격｣과 ｢태엽감는 새와 화요일의 여자들｣에 대한 선행연구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의 차별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요지문 2쪽 두 번째 단락에서 “일본의 가족형태가 단출해지면서 가족 내의 역할 분담
에도 변화가 생겼으리라 유추해볼 수 있다”고 언급하는데, 물론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론
이지만, 가족형태의 단순화와 역할분담의 변화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발표자
는 이어서 이것은 ‘남녀의 역할분담이 모호해지고 남녀가 동일한 사회적 위치가 되면서 가정에서
도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하지만, 4쪽 하단에서는 ‘하루키가 1980년대라는 시대를 고려하여 매우
급진적으로 새로운 젠더의 시점으로 표현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품에 사회의 모습
이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1980년대라는 시대를 고려”한 하루키의 급진적 표현이라는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이와 관련된 논거 혹은 자료가 뒷받침되면 이러
한 표현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두 작품이 전통적인 성역할의 해체와 재구축의 이야기라고 논하고 있는 것으
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1장 말미에는 ‘여성캐릭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고 언급
합니다. 그런데 하루키의 작품 속에는 적극적인 여성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를
들어 1Q84의 ‘아오마메’와 같은 여성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지요?
이상 세 가지 내용에 대해 간략히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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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시대 ‘전기(伝奇) 소설’ 개념의 변천

박기 태(교토대학교)

1. ‘전기소설’의

흐름과 선행논고

일본에서 오락적 성격이 강한 소설을 대표하는 장르로 인식되는 '전기소설'은 1970년대에 현재
의 형태를 확립했고,1) 1980년대에는 아래와 같은 전기소설사의 흐름이 자리 잡았다.
曲亭馬琴南総里見八犬伝(1814-1842)、国枝史郎神州纐纈城(1925)、角田喜久雄妖棋伝
(1935)、柴田錬三郎赤い影法師(1960)、山田風太郎忍法帖シリーズ(1958-1972)、半村良石の
血脈(1971)、五木寛之戒厳令の夜(1976)、荒俣宏帝都物語(1985-1987)…2)

후타카미 히로카즈(二上洋一)는 연구자로서는 최초로 '전기소설'의 계보를 제시했고, 그 변곡점
에 대해서도 지적했다3). 가사이 기요시(笠井潔)는 1991년부터 독자적인 '전기소설'사를 제시하며
구니에다 시로, 한무라 료, 이쓰키 히로유키를 '전기소설'의 틀을 닦은 인물로 강조했다.4) 스나가
아사히코(須永朝彦)를 비롯한 문학자들도 '전기소설'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선행논고에서는 '전기소설'의 성격 변화와 이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
다. 개념을 인식, 수용, 재생산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존재와, 시대나 논자에 따라 '전기소설'의 개
념이 달랐을 가능성도 고려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전기소설'의 원형이 탄생했으리라
생각되는 메이지 시대의 '전기소설' 개념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는 사전, 신문(특
히 아사히朝日신문, 요미우리読売신문), 소설, 문학사, 문학론을 이용한다. 또한 전기소설 연구가
미흡한 한국에서 기초를 다지는 것 역시 본 발표의 목적이다.
1) 朴起兌 ｢日本における｢現代伝奇小説｣の誕生｣ 二十世紀研究19(二十世紀研究編集委員会, 2018) 등.
2) 東雅夫編 幻想文学第5号(幻想文学会出版局, 1983), 笠井潔｢偽史の想像力と｢リアル｣の変容｣ 探偵小説は｢セカイ｣と遭遇
した(南雲堂, 2008).
3) 二上洋一｢日本のファンタジーの系譜｣ 日本児童文学1983年6月号(日本児童文学者協会) 등.
4) 笠井,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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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에 나타나는 ' 전기소설'

개념

우선, 메이지 시대에 출간된 최초의 근대적 일본어사전이라 여겨지는 오쓰키 후미히코(大槻文
彦)의 言海를 살펴보았다. 言海1896년, 1901년, 1907년판에서는 모두 ｢伝奇｣라는 말이 등재되
어 있지 않았다. 言海에 최초로 ｢伝奇｣가 등재되는 것은 1934년의 일이다. 1896년판에서 ｢小説｣
은 ｢(小人之説也〕実説虚説ヲ雑ヘテ戯作タル読本、多ク通俗ノ文体ニ記ス｣로,｢文学｣은 ｢(一)書ヲ読
ミテ講究スル学芸、即チ、経史詩文等ノ学。(武術ナドニ対ス)(二)又、語学、修辞学、論理学、史
学、等ノ一類ノ学ノ総称｣으로 정의되었다.5) 당시 ｢小説｣은 유교경전에 대비되는 ｢小人之説｣과 통
속적인 요미혼(読本)을 가리켰고, ｢文学｣은 'Literature'가 아닌 학예 전반을 가리켰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전기소설'이 1970년대 이래 ｢伝奇ロマン｣이라 불리는 점을 고려하여, 영일사전인 増補訂正
英和字彙第二版(1882년)에서 'Novel'과 'Romance'를 찾아보았다. 'Novel'에는 ｢小説。新律｣이라
는 뜻이 있었으나 'Romance'는 '소설' 외에도 ｢虚誕。荒唐。虚妄｣이라고도 정의되었다.6) 그러나
'Romance'는 ｢伝奇｣로 번역되지 않았다. 'Novel'에는 그 자체로 '새롭다'는 뜻이 있으므로, 후술
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소설'로서의 뉘앙스가 있다. 당시 서양의 'Novel'과 'Romance'의 용법을
생각하면 전자는 '사실주의에 기댄 근대적 소설'을, 후자는 중세 기사도문학에서 이어지는 '상상
력이 가미된 소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7) 이를 통해, 적어도 1896년까지 어학사전에서 ｢伝
奇｣와 'Romance'가 동일시되지 않았고 ｢伝奇｣는 言海에 등재될 정도의 중요성은 지니지 못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신문에 나타나는 '전기소설' 개념

당시의 신문에서는 ｢伝奇｣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伝奇作漢で
其名ある勝能進翁は目今当地に居る名題俳優輩の進退評といへるを編輯さるる由如何なる者か疾く見
たし｣(아사히신문, 1881년 4월 9일)에서, 가쓰노신(勝能進)은 가부키와 조루리 작가였기 때문에 ｢伝
奇｣가 '희곡'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사카자키 시란(坂崎紫瀾)의 소설 汗血千里駒
에서 ｢伝奇｣는 근세 중국의 백화소설을 가리켰고, 이 책의 광고 ｢天下無双人傑海南第一伝奇 汗血
千里駒｣(아사히신문, 1883년 6월 14일)에서 ｢伝奇｣는 '소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8)
｢寄書 洋箏断絃並に余韻｣(요미우리신문, 1889년 1월 29일)에서 모리 오가이(森鴎外)와 미키 다
케지(三木竹二)는 스페인 극작가들의 희곡을 ｢伝奇｣라 부르고 있다. 오가이는 테오도르 쾨르너
5) 大槻文彦 言海(愛敬利世, 1896) 548, 903쪽.
6) 柴田昌吉, 子安峻 増補訂正英和字彙(日就社, 1882) 681,871쪽.
7) 堤千佳子 ｢ヘンリー･ジェイムズ ある古衣裳のロマンスをめぐって｣ 梅光学院大学･女子短期大学部論集38(梅光学院大学
女子短期大学部, 2005) 55쪽, 田代幸造｢ロマンスから小説ヘ－ボイン河の戦い｣ 明治大学教養論集187(明治大学教養論集
刊行会, 1986) 8쪽.
8) 坂崎紫瀾 汗血千里駒(春陽堂, 1885) 1쪽. 서문에 ｢本邦小説家馬琴京伝以下之著書多行于坊間而実不過翻案支那伝奇｣라는
문장이 있다. 바킨과 교덴의 소설 중에는 백화소설을 번안한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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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dor Körner)의 희곡 'Toni'를 ｢伝奇トーニー｣로 번역한 바 있는데, 이는 '희곡'으로서의 성
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9) ｢半熟生櫻痴居士を驚かす｣(아사히신문, 1891년 5월 29일)에도 후
쿠치 겐이치로(福地源一郎)가 ｢伝奇｣를 쓴다는 내용이 있는데, 당시 그는 극작가였기 때문에 여기
서도 ｢伝奇｣는 '희곡'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듯 1891년까지의 신문에서는 입장을 불문하고 ｢伝奇｣가 주로 '희곡'이라는 장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당시에는 '전기소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는 힘들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용법은 에도 시대 문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 근세 중국 문학에서 ｢伝
奇｣가 주로 희곡을 의미했던 데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910년에는 광고를 제외한 신문기사에서 처음으로 ｢伝奇小説｣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烏合会展
覧会｣(아사히신문, 1910년 10월 27일)에서는 우키요에의 화풍을 잇는 화가들의 모임인 烏合会의
전람회에서 화제(画題)를 ｢伝奇小説｣에서 취한 작품을 출품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1890년대와 1900년대 사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伝奇｣의 용법이 변하고 ｢伝奇小説｣이라는 용어가
성립하여 인지도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문학론과 문학사에 나타나는 ' 전기소설 '

개념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遥)의 小説神髄(1885)는 권선징악적인 소설이 주류였던 당시, 리얼리즘에
근거한 근대적 소설 'Novel'의 개념을 알리고자 집필되었다. 쇼요는 황당무계한 서양 중세의 소설
과 이야기인 'Romance'를 ｢奇異譚｣이라 하고, 근대적 소설인 'Novel'을 ｢ナベル｣이라 하여 구분
하였다.10) 또한 'Novel'이야말로 '진정한 소설'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11) 다만 그는 양쪽 모두를
｢小説｣이라 하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권선징악적 소설로서 교쿠테이 바킨(曲亭馬琴)의 南総里見
八犬伝을 들고 있다. ｢伝奇小説｣라는 표현도 확인되는데,｢況てや妙手の俳優にして、伝奇の大家の
手になりたる巧妙非凡の傑作をば巧みに演戯するにおいては…｣12)라는 문장을 보면 이는 '희곡과
소설'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스즈키 사다미(鈴木貞美)에 따르면, 메이지 30년대에 다수의 일본문학사와 중국문학사가 집필되
었다.13) 사사카와 다네오(笹川種郎)는 支那小説戯曲小史(1897)에서 현재 ｢伝奇｣로 여겨지는 搜
神記나 遊仙窟를 언급하면서도 이를 오로지 ｢小説｣이라고만 부른다. 사사카와는 ｢伝奇｣가 당나
라 사람 배형(裴鉶)이 소설집에 붙인 이름이지만, 후세에 오로지 희곡을 뜻하게 되었다고 말한
다14). 청대 희곡에 대해서도 ｢伝奇｣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여기서 '전기소설'이라는 개념은 찾아
볼 수 없다.15) 또한 하가 야이치(芳賀矢一)가 쓴 일본문학사 國文學史十講 全(1899)에서도 ｢伝
9) 松木博 ｢森鴎外 緑葉歎論｣ 大妻女子大学文学部紀要21(大妻女子大学, 1989) 95쪽.
10) 坪内逍遥小説神髄(岩波書店, 1958) 20, 35쪽.
11) 위의 책, 48쪽.
12) 위의 책, 49쪽.
13) 鈴木貞美 日本の｢文学｣概念(作品社, 1998) 79, 238쪽.
14) 笹川種郎 支那小説戯曲小史(東華堂, 1897) 23쪽.
15) 위의 책,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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奇｣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다.
1900년대에 출판된 영문학사에서는 ｢伝奇｣용례들이 발견된다. 쇼요의 英文学史 完에는 초서
(Chaucer)의 캔터베리 이야기중 일부가 ｢外国の伝奇歌(ロマンス)｣를 옮긴 것이라는 기술이 있
다16). 또한 프랑스의 ｢英雄的伝奇(ヒロイック･ロマンス)｣는 '무사기질'과 '공상'에 근거한 것이라
고 말한다.17) 'Romance'의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중세 프랑스 음유시인들의 시가가 산문
화하여 ｢伝奇物語｣가 되었다고 기술한다. 'Romance' 즉 ｢伝奇｣는 인물과 사건이 이상화, 과장되
어 있으며 과거의 일을 다루지만, '새로운' 소설인 ｢ノベル｣는 일상적이고 익숙한 사건과 인물을
그리며 현대의 일을 주로 다룬다고 하여 구분한다.18) 이는 구리하라 모토이(栗原基)･후지사와 슈
지(藤沢周次)의 英國文學史(1907)에 계승되었고, 'Romance'를 ｢伝奇小説｣이라 명시하게 된다.19)
즉, 20세기 초엽에 영문학자들을 중심으로 서구의 'Romance'개념이 동양의 ｢伝奇｣개념으로 '번역
'된 것이다.
영문학자들이 인식한 ｢伝奇｣는 명백히 '희곡'이 아니라 '상상력이 풍부한 전근대의 이야기'에
해당한다. 리쭝웨이(李宗為)에 따르면 ｢伝奇｣가 원대 이후 다양한 종류의 소설, 희곡을 포괄하게
되었고, 소설에서는 그 범위가 ｢불가사의한 만남이나 사람을 황홀케 하는 재주, 지혜, 애정｣으로
확대되었다.20) 유독 영문학자들이 ｢伝奇｣를 자주 언급한 이유는, 서구의 'Romance'와 동양의 ｢伝
奇｣의 유사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5. 오시카와 슌로(押川春浪)의 등장과 ｢伝奇小説｣의 탄생-결론을 대신하여
1903년, 모험소설가 오시카와 슌로가 伝奇小説 銀山王을 출간한다. 이국의 복수극을 그린 이
소설 서문에서, 슌로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요소들을 통해 독자를 놀라게 하고 재미를 주는 것이야
말로 ｢伝奇小説｣즉 'Romantic Novel'이라 단언하고 ｢写実小説｣이 ｢義太夫｣라면 ｢伝奇小説｣은 ｢浪
花節｣라며 둘을 구분한다.21) 그는 조사 범위 내에서는 서양 근대의 문학개념을 이해하고 처음으로
｢伝奇小説｣이라는 말을 사용한 인물이다. 이로써 ｢伝奇｣는 장르가 아닌 '전기적 요소'로서의
'Romance'를 의미하게 되었고, 비로소 ｢伝奇小説｣이라는 표현이 성립하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의 '전기소설'관이 동시기 서구의 'Romance' 개념 및 영문학사의 내용, 일본에서의 '소설
' 지위 상승과 연동된다는 점은, 쇼요가 강사로 재직하던 도쿄전문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슌로의
이력을 되새기게 한다.
한편, 1907년에는 이즈미 교카(泉鏡花)가 ｢婦系図｣에서 ｢小説｣과 ｢伝奇｣를 나란히 언급한다. 그는
다른 저작들에서 '소설'을 'Novel'로 인식하며 ｢伝奇｣를 'Romance'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伝奇｣는 'Romance'일 확률이 높다.22)
16) 坪内雄藏 英文學史 完(東京專門學校藏版, 간행년 불명) 33쪽. 1901-1902년 간행으로 추정된다.
17) 위의 책, 316쪽.
18) 위의 책, 319쪽.
19) 栗原基･藤沢周次 英國文學史(東京博文館藏版, 1907) 296쪽.
20) 李宗為 지음, 西岡晴彦 옮김 ｢唐人伝奇｣ 人文科学論集26(信州大学人文学部, 1992) 23-24쪽.
21) 押川春浪 伝奇小説 銀山王(博文館, 1903)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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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19세기 후반 '희곡'으로서 인식되던 ｢伝奇｣는 1900년대에 영문학사에서 상상력을 자극하
는 이야기로서의 'Romance'와의 유사성이 인식되었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 1903년에 최초로 ｢伝
奇小説｣이라는 용어가 탄생했고, 그 용법이 점차 확산되었다. 따라서 근대적 '전기소설'의 시초는
적어도 19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의 역동적인 문학사적 상황 하에서 ｢伝奇｣개념 역시 크
게 변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메이지 시대 이후의 ‘전기소설’사를 논하는 데 있어 새로
운 문학사적 근거와 시각을 제공해줄 것이다.

< 참 고문헌>
栗原基･藤沢周次(1907), 英國文學史, 東京博文館藏版.
田代幸造(1986), ｢ロマンスから小説ヘ－ボイン河の戦い｣, 明治大学教養論集187, 明治大学教養論集刊行会.
李宗為 지음, 西岡晴彦 옮김(1992), ｢唐人伝奇｣, 人文科学論集26, 信州大学人文学部.
松木博(19889) ｢森鴎外 緑葉歎論｣ 大妻女子大学文学部紀要21(大妻女子大学.
朴起兌(2018), ｢日本における ｢現代伝奇小説｣の誕生｣, 二十世紀研究19(二十世紀研究編集委員会.
笹川種郎(1897), 支那小説戯曲小史, 東華堂.
坂崎紫瀾(1885), 汗血千里駒, 春陽堂.
柴田昌吉, 子安峻(1882), 増補訂正英和字彙, 日就社.
鈴木貞美(1998), 日本の ｢文学｣概念, 作品社.
坪内雄藏, 英文學史完, 東京專門學校藏版.
坪内逍遥(1958), 小説神髄, 岩波書店.
堤千佳子(2005), ｢ヘンリー･ジェイムズ ある古衣裳のロマンスをめぐって｣, 梅光学院大学･女子短期大学部論
集38, 梅光学院大学･女子短期大学部.
泉鏡花(2014), 泉鏡花全集･188作品⇒1冊, 泉鏡花全集･出版委員会.
押川春浪(1903), 伝奇小説銀山王, 博文館.
大槻文彦(1896), 言海, 愛敬利世.
笠井潔(2008), 探偵小説は｢セカイ｣と遭遇した, 南雲堂.
二上洋一(1983.06), ｢日本のファンタジーの系譜｣, 日本児童文学, 日本児童文学者協会.
東雅夫編(1983), 幻想文学第5号, 幻想文学会出版局.

22) ｢小説に用ふる天然｣(1909)에서는 근대적 소설 작법에 대해, ｢灯明之巻｣(1933)에서는 '공주를 구하는 기사' 이야기로서의
｢伝奇｣에 대해 각각 언급하고 있다.
- 325 -

2020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인문학의 현대적 재편

【 Abstract 】
Change of the concept of Denki Sy ōsetsu in the Meiji Period
Park, Kitae (Kyoto

University)

This presentation is about the change of the concept of Denki Syōsetsu in the Meiji Period.
Dictionaries, newspaper articles, and writings on the literary theory and history are used for this
study.
Originally, Japanese word Denki meant “play”. In the end of the 19th century, scholars of
English literature started to use Denki to translate the word “Romance”, which was shared
between many western languages.
The scholars focused on the nuance of the word Denki, referring to strange stories that
provoked reader’s imagination.
As a result, the expression, Denki Syōsetsu, was first used in 1903 and was widespread to refer
to “strange and imagination-provoking novels” ever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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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메이지 시대 ‘전기(傳奇)소설’ 개념의 변천｣에
대한 토론

박상현 (경희사이버대학교)

본 발표는 메이지시대에 나온 사전, 신문(특히 아사히신문, 요미우리문), 소설, 문학사, 문학론
등을 검토하여 메이지 시대의 ‘전기소설’ 개념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선행연구가
충분히 논하지 않은 개념 변화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욕적인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자는 사전, 신문, 소설, 문학사, 문학론 등을 고찰하여 ‘전기소설’ 개념 변화를 잘 고찰했다고 생각
합니다.
토론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발표자에게 드림으로써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념 변천’을 논할 때는 그 변천의 역동성을 효과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역동성이 좀 더 부각된다면 훨씬 흥미로운 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발표자께서는 “따라서 1890년대와 1900년대 사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伝奇｣의 용법이변
하고 ｢伝奇小説｣이라는 용어가 성립하여 인지도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
십니다. ‘어떠한 이유로’ 에 대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발표자께서는 “이렇듯 19세기 후반 ‘희곡’으로서 인식되던 ｢伝奇｣는 1900년대에 영문학사
에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로서의 ‘Romance”와의 유사성이 인식되었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
1903년에 최초로 ｢伝奇小説｣이라는 용어가 탄생했고, 그 용법이 점차 확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것이 ’영문학사‘에서 가능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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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횡단하는 일본 영상콘텐츠 제작시스템

-199 0년 대 TV 애니메 이 션 에 있어서 제 작 위원 회 방식의 정착을 중심으로-

전 태호(나고야대학대학원)

1. 서론
일본의 콘텐츠는 여러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횡단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는 애니메이션에 국
한되지 않고 실사영화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2019년 일본의 흥행 수입을 기준으로 상위 20위권에
들어있는 영화들은 두 편1)을 제외하고 모두 만화나 TV 드라마,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작품들
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런 영화들 대부분이 제작위원회방식이라는 시스템하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작위원회방식이란 애니메이션･영화･TV 방송 등의 영상작품을 제작할 때 생기는 여러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 중 하나로서, 제작사와 방송국, 출판사, 레코드회사, 광고회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작비를 충당하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을 투자비율만큼 돌려받는 구조를
말한다. 현재까지 일본 영상물 제작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작위원회방식에 관한 연구는 단순한 산업적 경제적인 관점에 머물러(鷹野
2005; 川上 2005; 杉山･鈴木 2006; 中尾･小牧 2013; 伊藤 2014; 若林외2015) 영화사, 혹은 영화 산
업사적으로 자세하게 다루어진 적이 거의 없다. 간단하게 “가도카와 영화(角川映画) 혹은 미야자
키 하야오(宮崎駿)의 애니메이션 영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風の谷のナウシカ)(1984)이후로 나타
났으며, 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TV 애니메이션 신세기 에반게리온(新世紀エヴァンゲリオン
(1995)이 크게 히트함에 따라 일반화되었다.” 정도로 정리될 뿐이다(田中 2009; 中尾･小牧 2013;
増田 2018; 若林외 2015).
그런데 제작위원회방식은 단순히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자금조달 방식만은 아니다. 앞서 보았듯
이 주로 원작이 있는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현상도 투자 리스크를 회피하는 움직임과 제작위원회
에 출판사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제작위원회 방식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 방식은 오로지 일본
1) 날씨의 아이(天気の子)(2019)와 기억에 없습니다! (記憶にございません！)(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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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정착되었다. 제작위원회방식이 어떤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실제
일본 영상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는 아는 것은 일본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착 시기의 사회적 요인, 미디어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제작위원회방식의 역사 중 가장 변동이 심하며 본격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에 정착되기
시작한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의 TV 애니메이션을 되짚어보며, 그 정착의 배경과 특질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제작위원회방식이 처음 정착되기 시작한 일본 TV 애니메이션 산업의 특징을
먼저 살펴본 후 당시의 잡지와 신문자료,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종합해서 그 배경과 경위, 그것이
가지는 의의를 고찰한다.

2.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특징

일본의 TV 애니메이션과 영상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선 制作과 製作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 制作은 말 그대로 작품 자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製作은 작품을 둘러싼 상
품 등의 비즈니스 전체를 가리킨다(中村･佐野 2012:64; 福原 2018:14). 문화상품의 특징상 작품을
공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투자금은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이런 특징은 미디
어믹스(media mix)2)와 깊은 관련으로 이어졌다.
미디어믹스를 키워드로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돌아본 마크 스타인버그(Marc Steinberg 2012)는
데즈카 오사무(手塚治虫)원작의 TV 애니메이션 철완 아톰(鉄腕アトム)(1963)을 일본식 미디어
믹스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데즈카는 방송국으로부터 실제작비와 비교하면 저렴한 가격에 제작비
를 받고 부족한 비용은 제과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결과적으
로 아톰은 메이지 제과의 상품을 팔기 위한 광고 같은 작품이 되었고, 대신 작품의 권리를 제작
사가 가지는 구조로 관련 산업이 커왔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처음부터 방영과 시청률만으로는 제
작비 회수가 안 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시작했다. 이 같은 방식을 “광고수입방식”이라 하며 이
후 수많은 일본의 TV 애니메이션이 스폰서의 종류만 다를 뿐 이와 같은 구조로 제작된다. 광고
수입방식은 최대한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잦은 노출을 지향하기에 시청률이 중요하며, 방송국
주도로 스폰서를 찾거나 전략적인 시간 편성을 하기도 했다3).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태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이 제작위원회방식이다.

2) 미디어믹스란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의 캐릭터나 이야기가 만화와 애니메이션, 실사영화, 게임, 연극, 각
3)

종 상품과 테마파크 등 다양한 미디어를 넘나들며 사업 전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미디어믹스는 이 애니메
이션(制作)을 통해 확장되는 비즈니스(製作)라 할 수 있다.
月刊アニメージュ1987년 02월호 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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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 위원회 방식 정착의 배경1 : 198 0년 대

애니메이션 팬과 비디오

본래 제작위원회방식은 1980년대까지는 일부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는 극장용 작품들에 한정되
었다. 그렇다면 왜 돌연 1990년대부터 TV 애니메이션에 적용이 되었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필자는 먼저 비록 소수였으나 일본 애니메이션의 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일본 애니메이션 팬의 1세대를 이루는 건 1960년 전후반 출생자들이라 할 수
있다(東 2001:13). 이들은 아톰과 마징가Z(マジンガーZ)(1972) 등 어릴 적부터 일본의 애니메
이션을 보면서 자라온 첫 번째 세대다.
이들이 소비자에서 벗어나 창작자와 비평가로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1980년대 애니메이
션 전문지를 통해서였다. 특히 월간아니메쥬(月刊アニメージュ)는 팬들이 “하고 있던 것”, “하고
싶은 것”을 공식적으로 실현할 기회를 제공해주었고 일부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근무하는 형태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도 하였다(大塚 2016). 또한 이 시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애니
메이션 방식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비디오로만 판매되는 애니메이션이었다. TV는 광고로, 극장
용은 흥행 수입으로 이익을 얻지만, 비디오 애니메이션은 비디오의 판매수입으로 제작비 회수가
가능했다. 여기에 전제되는 것은 상당한 고가인 비디오를 살 수 있는 경제력 있는 열성 팬들이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제작 위원회 방식 정착의 배경2:

버블경제의 붕괴와 TV애니메이션

1세대 애니메이션 팬들의 일부는 각종 애니메이션이나 그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현재 오타
쿠나 만화, 애니메이션과 관련한 가장 많은 비평을 내놓고 있는 오쓰카 에이지(大塚英志 1958년
생)도 1980년대 아니메쥬를 발매한 도쿠마 서점(徳間書店)에 근무를 했었다. 이외에 애니메이션
과 관련한 완구를 많이 내놓은 반다이의 와타나베 시게루(渡辺繁 1957년생),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인 가이낙스의 창립 멤버들-야마가 히로유키(山賀博之 1962년생), 안노 히데아키(庵野秀明 1960년
생), 오카다 도시오(岡田斗司夫 1958년생), 사다모토 요시유키(貞本義行 1962년생)-도 대부분 1세
대 애니메이션 팬들이다. 레코드 회사인 킹레코드에 취직하여 이후 애니메이션 성우를 통한 마케
팅을 펼치는 오쓰키 도시미치(大月俊倫 1961년생)도 그렇다. 가이낙스 멤버들과 킹레코드의 오쓰
키는 제작위원회방식의 일반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에반게리온을 만드는 스텝과 프로듀서로 관
여하기도 한다.
그 인물 중 하나인 가이낙스의 창립멤버이자 前사장이며, 애니메이션 프로듀서로도 활동한 적이
있는 야마가 씨의 증언4)에 따르면 상기 언급했던 가이낙스나 반다이 등에 종사하던 같은 시기의
애니메이션 팬들은 업계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았던 시기인 만큼 사적으로도 상당히 가까웠다고 한
다. 그런 사적인 모임 중에 레코드나 LD를 발매하던 킹레코드의 레이블 스타차일드를 중심으로
공동 컨소시엄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다. 1980년대를 거쳐 형성된 비디오사업
4) 필자가 인터뷰(2020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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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애니메이션 산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제안이었다. 즉 기존의 스폰서의
광고 수입과 저작료로 인해 이익을 얻는 구조 대신 TV 애니메이션이면서도 팬들을 대상으로 비
디오나 LD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를 만들어보려고 한 것이다.
그의 따르면 때마침 1992년 TV도쿄는 버블경제 붕괴로 인해 일시적으로 광고주를 찾기 힘들어
지는 시기가 생겨 월요일 18:00~18:30 시간대가 비게 되었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원래 이 시간
대는 게타로보 고(ゲッターロボ號)(1991)(전50화)나 꽃의 마법사 마리벨(花の魔法使いマリーベ
ル)(1992)(전50화)같은 전연령 대상의 작품이 방송되고 있었다. 이때 킹레코드를 중심으로 하는
제작위원회가 특별한 방송국이 스폰서를 찾지 않아도, 레코드로 수입을 얻을 수 있기에 이 시간대
에 방송하게 해달라고 제안한다. 방송국으로서도 빈 시간대가 생기면 안되는 데다가, 스폰서를 찾
거나 제작비 부담을 지는 일 없이 방송할 수 있었다는 이점이 있었기에 이 방식을 수용해 방송에
내보냈다.
이 첫 번째 작품이 무책임함장 테일러(無責任艦長タイラー)(1993)(전26화)다. 테일러가 끝나
고 그 후속 작품으로 방영된 것은 이미 OVA로 발매된 작품을 TV 방영용으로 재구성한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II –LOVERS AGAIN-(超時空要塞マクロスII –LOVERS AGAIN-)(1992)(전6화)
과 리틀트윈즈(リトルツインズ)(1992)(전13화)다. 즉 TV도쿄는 긴급하게 테일러와 OVA로 이
미 발매된 작품들로 1년이란 방송시간을 채운 것으로 보인다. 이 방식이 어느 정도 성공하자 본래
OVA로 제작되던 작품인 BLUE SEED(1994)(전26화)가 TV 애니메이션으로 바꾸어서 방송되고,
같은 제작위원회방식으로 슬레이어즈(スレイヤーズ)(1995)(전26화)와 에반게리온(1995)(전26
화)도 방영된다. 이 에반게리온이 유례없는 히트를 기록해 제작위원회방식은 급속도도 일반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제작위원회방식으로 제작된 TV 애니메이션 테일러는 기존의 작품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첫째는 라이트노벨이 원작이라는 점이다. 라이트노벨이란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두
에 등장한(중략)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또한 남성이라는 주 타깃이 읽기 쉽도록 쓴 오락소설”(榎元
2008:3)로, 만화풍의 삽화가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라이트노벨을 즐기는 계층은 애니메이션과 만
화 등에 친숙한 애니메이션 팬에 가까운 청소년층이었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방송된 슬레이어즈
도 라이트노벨이 원작이며 이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소위 오타쿠라 불리는 애니메이션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작품 상당수가 라이트노벨을 원작으로 하며 제작위원회방식으로 만들어지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는 기존의 광고수입방식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타깃이 좀 더 어리면서
보편적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둘째, 방송화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테일러는 6개월 방송분(26화 편성)이며 이전의 TV 애
니메이션과 비교하면 방영 기간이 절반 정도로 짧은 작품이다. 이는 비디오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작품의 특징으로, 광고수입방식은 되도록 방송 기간을 길게 잡아야 유행의 텀을 오래도록 끌 수
있다. 그러나 비디오패키지 판매는 상당한 고가이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화수를 고집할 수밖에 없
다. 2000년대 들어서 화수가 더욱 줄어들어 3개월 방송(13화)이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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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와 앞으로의 과제 - 팬덤 중심의 마케팅의 시스템화
제작위원회방식의 등장은 애니메이션 산업에 어떤 차이점을 낳았는가. 첫째는 좀 더 좁은 마니
악한 TV 애니메이션 시장이 개척되었다는 점이다. 광고수입방식 역시 원작이 있었지만 비교적 보
편성을 가진 만화 원작이었고, 상품도 비교적 실용성(완구 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가인 것에
비해, 비디오패키지는 오로지 작품만을 보고 사는 것인 만큼 소비자 처지에선 재정적 부담이 크
다.
둘째는 동시다발적 미디어믹스의 전략적 전개이다. 한두 스폰서의 상품이 중심이 되어 확장되는
기존의 미디어믹스 시스템과 달리 더욱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미
디어믹스를 가능하게 한 시스템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변화가 근본적으로 팬덤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콘텐츠 전략으로 전환
되는 시발점이라 보고 있다. 이 전략은 비단 애니메이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일본 실사영화는 지금 제작위원회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원작이 존재한다. 이것은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했던 팬덤을 그대로 극장에 데려오는 데 성공한 춤추는 대수사선 THE
MOVIE(踊る大捜査線 THE MOVIE)(1998) 이후에 뚜렷이 나타난 현상이다. 애니메이션에서 쓰
이던 이 전략이 어떻게 실사영화에까지 옮겨졌는지에 있어선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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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JAPANE S E VID EO CON TEN T PRODUCTION SYST E M CROSSIN G
M EDIA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roduction committee system in 199 0 s TV
animation Jeon, Taeho(Nagoya

University)

Japanese films and animations are almost made by the production committee. This study looks
back from 1992 to 1995, when the production committee system began to settle in Japanese TV
animation in earnest, and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roduction committee system. As a result, the production committee system pioneered a more
manic TV animation market targeting the fandom, and made it possible for the strategic business
of simultaneous media mix. I consider this change to be the starting point for fundamentally
transforming into a content strategy that focuses on f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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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횡단하는 일본 영상콘텐츠 제작시스템
-199 0년 대 TV 애니메 이 션 에 있어서 제 작 위원 회 방식의 정착을 중심으로
についての討論
｢ 미디어를

｣

안 노 마사 히 데 (상명대학교)

まず製作委員会方式が｢日本の映像産業にどん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かを知ることは日本の映画やアニメを理
解するために重要な通路になる｣という先生の考え方に新鮮さを感じました。
１つ目の質問ですが、2章でテレビアニメにおけるメディアミックスの事態に対して製作委員会方式の登場を｢亀
裂｣と表現されていますが、メディアミックスと製作委員会方式の関係をどのようにかんがえていらっしゃるのでしょう
か。
次に、最後の５章で、製作委員会方式がアニメ産業にどのような変化をもたらしかかについて、ファンダム中心
のマーケティングに注目しつつ、マニアックなテレビアニメ市場を開拓した点と、同時多発的なメディアミックスの戦
略的な展開をあげられました。これはより多様なファンダムの要求に応える展開と考えられますが、それは作家がより
多様な映像表現に挑戦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のか、あるいはファンダムを意識するがゆえに作家の自
由な表現活動が逆にゆがめられたり、ファンダムに媚びたりする弊害となっていないのか、どのようにお考えでしょう
か。最近では2018年のテレビアニメ製作時間が2006年に次ぐ史上2位になったそうですが、一方で低品質の作品
が目立つようになったと懸念されております。製作委員会の利害関係が作品の質の低下につながっていないかとい
う点もいかがでしょ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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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경에 나타나는 복 합동사의 양상

배진영 (백석대학교)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국립국어연구원(2015)에 의하면 일본어 동사 중 복합동사는 약 2,700語에 이른다1). 그러나 이
수치는 성경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휘는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수분야의
복합동사를 포함시킨다면 양적인 면에서 일본어 복합동사의 습득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어 복합동사에 대한 연구를 보면, 姫野昌子(1999) ,村田年(2015), 金光成(2020)등이 있으며 주로
빈도수가 높은 복합동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분야별로 사용되는 복합동사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는 있다(郭翼飛 2017). 그러나 분야별에 주목한 복합동사의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이며 성경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복합동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성경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나타나고 있는 복합동사에 주목하여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복합동사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기본동사와 비교분석을 통해 성경
에 나타나는 복합동사의 난이도를 파악하며 기본동사를 기준으로 분류한 복합동사목록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본 조사에서는 성경에서 사용되는 복합동사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성경 잠언서 전체에 나타나
는 복합동사의 양적 조사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이들 복합동사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동사
를 기준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여기서 비교 대상인 일본어 기본동사는 文化庁의 外国人のた
めの基本語用例辞典3)의 표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본동사로 간주한다.
1) 이 렉시콘에 수록된 어휘는 고어나 현대어라도 특수한 전문분야나 일반성이 없는 어휘는 제외되어 있다.
(国立国語研究所(2015) 複合動詞レキシコン(https://db4.ninjal.ac.jp/vvlexicon/)
2) 본 발표에서는 본 조사결과의 일부를 제시하고자 한다.
3) 기준이 되는 기본어용례사전은 4,500語가 실려있으며 일본어를 500시간내외 학습한 외국인학습자 및 그
이상의 일본어 학력에 상응하는 어휘로 기본어로서 채택된 4,500語는 일본어 학습서나 다수의 어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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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경

잠언서에 나타나는 복합동사

2.1. 성경에 나타나는 복합동사
여기서는 먼저 성경에 나타나는 복합동사의 양적 조사를 하며, 이들 성경에 나타나는 복합동사
의 난이도 또는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용례사전에서의 동사와 비교 고찰한다4). 이를 통해
성경에 나타나는 복합동사가 기본동사의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 있고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음 【표1】은 성경 잠언서에 나타나는 복합동사를 빈도수별로 분류하
여 제시한 것이다.
【표1】성경 잠언서에 나타나는 복합동사
빈도수
10회 이상
9회~5회
4회~3회
2회
1회

합계

용 례수

복 합 동사

3
4
13
31
116
167

비율

1.8%
2.4%
7.8%
18.6%
69.5%
100.0%

【표1】를 보면 성경 잠언서에 나타나는 동사 805語 (개별어수) 5)중 복합동사는 총 167語(개별어
수)6)로 약 20%를 차지한다. 이 중 3회 이상 사용된 복합동사는 20語이며 이는 복합동사 전체의
약 10%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회 사용되고 있는 복합동사는 31語(개별어수)로
약 18%이며, 1회 사용되고 있는 복합동사는 116語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성경 잠언서에 나타나는 복합동사의 약 90%는 1, 2회 출현하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 바
꿔말하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복합동사는 빈도가 높은 어휘보다는 다양한 어휘가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는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 쓰이는 복합동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학습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학습자 레벨에서는 부담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배(2019:101)에 따르면
성경 ‘잠언’에 나타나는 일본어 동사 전체를 개별어수로 보았을 때 1, 2회 나타나는 동사는 70%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동사 전체에 비해 복합동사가 낮은 빈도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표1】에서 3회 이상의 빈도수를 보이는 복합동사는 20語(개별어수)이며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등의 자료에서 일본어 학습 초급단계에서 많이 접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4) 여기서 기본동사의 기준을 外国人のための基本語用例辞典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복합
동사목록을 레벨별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5) 배(2019:101)에 따르면 일본 성경 잠언서에 나타나는 동사는 개별어수로 805語이며 전체어수로는 2,737語
이다.
6) 성경 잠언서에 나타나는 복합동사의 전체어수는 291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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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이상:聞き従う、あき足りる、受け入れる
1) 無知な者は自分の道を正しいと見なす。知恵ある人は勧めに聞き従う。(잠 12:15)
2) だから、自分たちの道が結んだ実を食べ 自分たちの意見に飽き足りるがよい。(잠 1:31)
3) 無知な者は不遜で互いをなじる。正しい人は互いに受け入れる。(잠 14:9)
-9-5회:見出す、呼びかける、引き起こす、喜び迎える
4) 心を得た人は自分の魂を愛する。英知を守る人は幸いを見いだす。(잠 19:8)
5) 道行く人に呼びかける 自分の道をまっすぐ急ぐ人々に。(잠 9:15)
6) 憎しみはいさかいを引き起こす。愛はすべての罪を覆う。(잠 10:12)
7) 善人は主に喜び迎えられる。悪だくみをする者は罪ありとされる。(잠 12:2)
-4-3회:思い込む、探し求める、のみ込む、聞き従える、さらけ出す、沈み込む、救い出す、使い分ける、
る、待ち伏せる、見失う、満ち足りる、喜び踊る
8) 善を飛捜びし求去める
人は好意を尋ね求める人。悪を求める者には悪が訪れる。(잠 11:27)
9) 思慮深い人は皆知識に基づいてふるまう。愚か者は無知をさらけ出す。(잠 13:16)
10)主を畏れれば命を得る。満ち足りて眠りにつき／災難に襲われることはない。(잠 19:23)
그 외 생략

일본어 복합동사의 결합형태는 ｢명사+동사｣, ｢형용사(형용동사포함)+동사｣,｢부사+동사｣, ｢동사+
동사｣의 4개로 분류할 수 있다(姫野昌子、1999：２). 본조사 대상인 성경에 나타나는 복합동사의
결합형태를 보면, 대다수는 聞き従う(｢聞く＋従う｣)와 같은 ｢동사+동사｣의 결합형태를 취하며, 旅立つ
(｢旅＋立つ｣)와 같은 ｢명사+동사｣7)의 결합형태,遠ざかる(｢遠い＋さかる(さかる)｣)의 ｢형용사+동사｣의
결합형태, 高尚すぎる(｢高尚だ＋すぎる｣)의 ｢な형용사＋동사｣의 결합형태 순으로 소수 나타났다. ｢부
사+동사｣의 결합형태는 본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복합동사가 기본동사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 고찰하여 성경에 나타
나는 복합동사의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표2】는 성경에 나타나는 복합동사의 기본동사
용례수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2】성경에 나타나는 복합동사의 기본동사 비율
10回以上
9~５回以上
4~3回以上
2回
1回

용례수

3
4
13
31
116
167

복합 동사

비율

1.8%
2.4%
7.8%
18.6%
69.5%
100.0%

7) 手放す、気付く、指さす、鞭打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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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수

0
1
3
4
32
40

기본어동사

비율

0%
1%
2%
2%
1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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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2】를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복합동사의 기본동사 포함 비율은 40語로 약 24%에 불
과하다. 복합동사는 대다수가 동사와 동사의 결합이며 한쪽 동사의 의미만을 안다거나 각각의 동
사의 의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두 단어가 합해져 이루어진 동사이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일본어 학습자에게 있어 쉽지 않다. 【표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경에
나타나는 복합동사는 기본동사의 범위를 많이 벗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성경에 나타
나는 복합동사는 초급단계의 학습자에게는 매우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표2】를 바
탕으로 학습자 레벨에 따라 먼저 기본동사 범위 내의 복합동사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높은 빈도수
의 복합동사 순으로 단계별 제시를 한다면 초급단계 이후의 일본어 학습자들의 성경에서 사용되
는 복합동사의 습득에 보다 효율적인 제시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은 위의【표2】의 성경에 나타나
는 복합동사의 기본어 동사 40語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본어 복합동사>
-9-5회 : 呼びかける(8)
-4회~3회 : 思い込む(4)，飲み込む(4)、使い分ける(3)
-2회 : 追い出す、起き上がる、突っ込む、出会う
-1회：言い聞かせる、生き返る、己惚れる、落ち着く、思い出す、書き込む、書き付ける、
気付く、繰り返す、吸い込む、抱きしめる、立ち去る、突きつける、付け加える、
手放す、問い質す、通りすぎる、取り上げる、話しかける、引き摺る、引き出す、
引き抜く、踏み付ける、ぶら下がる、巻き付ける、見落とす、見付ける、見つめる、
見舞う、結び付く、燃え盛る、指さす

2.2. 성경에 나타나는 패턴별 복합동사
여기서는 복합동사의 후항동사의 패턴에 주목하여8) 용례수가 많은 패턴의 복합동사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다음【표3】은 후항동사의 패턴이 4개 이상의 용례수를 보이는 패턴을 제시하고 있다.
패턴
だす
こむ
かける
つける
つく
でる
さる(去る)
すぎる
たてる
もとめる

용 례수

15
10
５
5
5
5
4
4
4
4

【표3】패턴별 복합동사 분류
용례

生み出す、えぐり出す、選びだす、追い出す、起き出す、考え出す、汲み出す、さらけ出す、掬
い出す、注ぎ出す、助け出す、吐き出す、引き出す、見い出す、思い出す
落ち込む、書き込む、沈み込む、吸い込む、座り込む、突っ込む、飲み込む、思い込む
語りかける、仕かける、話しかける、微笑みかける、呼びかける
傷付ける、突きつける、踏み付ける、巻き付ける、見付ける
落ち着く、帰り付く、気付く、眠り付く、結び付く
溢れ出る、輝き出る、流れ出る、逃れ出る、迷い出る
消え去る、立ち去る、飛び去る、離れ去る
高尚すぎる、締めすぎる、食べ過ぎる、通りすぎる
駆り立てる、仕立てる、責め立てる、取り立てる
追い求める、探し求める、尋ね求める、呼び求める

8) 복합동사는 전항동사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거나 후항동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또는 양쪽의 동사
가 합해진 경우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후항동사의 동일 패턴을 빈도수별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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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동사의 후항동사의 패턴은 전체적으로 70개 이상이며 이 중, 용례수가 4이상의 복합동사의
패턴은 위의 【표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だす、こむ、かける、つける、つく、でる、える、さる、すぎ
る、たてる、もとめる｣의 1０개이다. 이들 후항동사의 패턴 중 ｢さる(去る)｣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본동
사 범위 내에 있어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용례수가 높은 패턴의 복합동사는
복합동사 전체의 약 37%인 61語를 차지한다. 여기에 3개 이상의 용례까지 포함하면 약 50%를 차
지한다. 이는 용례수가 많은 패턴별 복합동사들을 단계별 습득에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나오며
본 연구에서는 성경 잠언서에 나타나는 복합동사의 양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
로 기본동사와 비교 고찰하여 성경에서 사용되는 복합동사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기본동
사에 포함되는 복합동사는 약 10%에 불과하여 성경에 나타나는 복합동사의 난이도가 매우 높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후항요소의 패턴별 용례수가 많은 복합동사는 복합동사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어,
복합동사의 학습에 있어 패턴별 학습이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빈
도수별 및 패턴별로 분류된 복합동사를 학습자 레벨에 따라 단계별로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복합동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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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Aspects of Compound Verbs in the Japanese Bible
Bae, Jinyoung (Baek

Seok University)

In this study, I conducted a quantitative survey of the compound verbs that appear in the
Proverbs. Based on this, the basic verbs were compared to the compound verbs to identify the
aspects of compound verbs used in the Bible. As a result, only about 10% of the compound verbs
included in the basic verbs were found to have a very high level of difficulty in the Bible. In
addition, compound verbs, which have a large number of patterns in the posterior elements,
account for about 37% of the total compound verbs, so it can be confirmed that pattern-specific
learning is efficient in learning complex verbs. If complex verbs classified by frequency and
pattern obtained through this survey are used step by step according to the learner level, more
efficient compound verb learning ca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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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일본

성경에 나타나는 복 합동사의 양상｣ 에 대한 토론
박선 옥(대진대학교)

이 연구는 일본 성경의 ｢잠언｣을 자료로 사용하여 거기에 출현하는 복합동사를 연구의 대상으
로 삼고 있습니다. 그간 학계에서는 복합동사 자체의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특정 분야에
나타나는 복합동사의 연구는 그다지 볼 수 없기에 발표자님의 연구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요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아 발표자님께서는 성경에 사용된 복합동사의 특징을 파
악하여 일본어 학습자가 쉽게 일본 성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목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두에 ｢일본어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라는 내용을 제시하면 더욱 연구의 목
적이 확실해지지 않을까요?
또, 현재의 요지문에는 ｢잠언｣에 등장하는 167개의 복합동사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
다만, 그 양을 확대해서 구약전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시가서(문학서, 5
권) 정도는 대상으로 해야지 연구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지문에서 오류가 한 군데 보입니다. 제2장 1절에 있는 <표2>의 통계를 보면, 성
경에 나타나는 복합동사의 기본동사 포함어는 40語이고, 그 비율은 24%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만, 결론 부분인 [3. 나오며]에는 ｢기본동사에 포함되는 복합동사는 약 10%에 불과하여 성경에 나
타나는 복합동사의 난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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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본의 인종 론 재고
-하 프 ,

또 하나의 일본인론-

박이진 (성균관대학교)

1. 서론
196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여 유행한 ‘일본인론’은 일본의 경제력에 힘입어 일본인에 대한 새로
운 의미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본인론은 일본인들에게 단일민족으로서의 일본 혈통을 마
치 불변의 ‘진실’처럼 의식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단일한 일본인상의 표상은 자연스럽게 일본인이
아닌 ‘일본인 외’로 분류되는 타자를 모두 외국인으로 열외화해 버렸기 때문이다.
당시의 일본인상이 젠더화, 계층화, 인종화된 담론이었음을 지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균질한 사회처럼 포장된 일본인론 속에 감춰진 ‘일본인 외’의 존재들은 어디로 갔을까.
흥미롭게도 당시 미국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형성된 백인에 대한 선망과 동경은 혼혈붐
과 하프붐과 같이 진행되었다. 단일민족사회관의 확산으로 인종편견마저도 무화시켜 버린 일본인
론이 아이러니하게도 ‘혼혈아 붐’을 거쳐 형성된 ‘하프’ 담론과 함께 짝을 이루었던 것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등장한 하프 담론은 결국 단일민족으로 인종화되는 일본인상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또
하나의 일본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렇게 또 하나의 일본인론으로 기능했던 하프 담론에 주목하여 그 형성 과정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편의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로 호출되는 혼혈아들의 표상을 확인해 현
대 일본사회의 인종론을 재고해 보겠다.

2. 단일한 일본인상의

확대

미디어에 의해 하프붐이 70년대에 일어나게 된다. 흥미롭게도 당시는 일본사회에서 일본인론(혹
은 일본문화론)이 유행하던 시기와 겹친다1). 특히 이 시기 일본인론은 학자, 연구자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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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가, 저널리스트, 작가, 관료, 기업인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참가하여서 일본인의 독
자성에 관해 풍성한 논의를 진행시켰다. 하루미 베프(ハルミ･べフ)는 이러한 일본인론의 특징을
‘대중소비재’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세계적 경제선진국으로서의 자랑스러운 자화상이 ‘문화
식자(文化識者)’에 의해 묘사되어 대중을 통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베프 1997:55-67).
대중소비재로서 소비된 수많은 일본인론은 일본인의 민족적 특징과 그것을 지탱하는 문화적, 지
리적 조건, 담론과 커뮤니케이션의 특수성 등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면서 ‘일본인은’이라는 설
명투를 통해 본질화하고 구체적으로 일본인을 단일민족으로 표상하는 논자도 많았다. 예를 들어
タテ社会の人間関係(1967)의 저자 나카네 치에는 “현재 세계에서 단일 국가(사회)로서 이정도로
강한 단일성을 갖는 예는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여하튼 현재 학문 수준에서 거슬러 올라가보는한
일본열도는 압도적 다수의 동일민족에 의해 지배되었고 기본적인 문화를 공유해 왔다는 것이 명
백하다.”(나가네 1967:187-188) 나가네의 로직 속에는 일본인과 외국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분
법이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일본인의 인간관계나 네트워크 등을 ‘우치’와 ‘소또’ 등의 개념으로 설
명하는 적응의 조건에서는 같은 직장의 인간관계 등의 친밀한 관계를 ‘제1카테고리’. 친척관계나
이웃처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서로 ‘아는 사이’를 ‘제2카테고리’로 설명한다. 그리고 외국인은
그 이외의 ‘제3카테고리’로 구분해서 ‘타인’이나 ‘요소노 히또’라고 설명한다2). 이는 패전 이후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약 15년사이만에 단일민족의 헤게모니화가 얼마나 강력한 기제로서 진행되었
고 혼혈아의 존재는 비가시화되었는지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다. 이렇게 단순화된 이분법은 그
근거를 흔들 수 있는 존재인 혼혈의 존재를 무화, 무시한 위에 성립되어 있다.
이후 등장하는 일본인론에서 일본의 특수성으로서 단일민족사회관이 빈출한다. ‘민족=국민의 개
념은 일본인이 처한 자연적,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사정 외에도 수전경작농경을 기반으로 한 문화
의 일본적 특수성에 의하지만, 무엇보다 일본인 총체가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총체와 접촉하는 경
험을 오랜 동안 갖지 않은 채 경과해 왔다는 데에 있다.’(地井 1979:10) ‘일본은 섬나라로 일본인은
세계에서 각종 문화를 흡수하면서 타민족과 국경을 접하지 않은 채 단일민족국가로서 비교적 평
화롭게 살아왔다. 그 결과 일본인에게는 인간의 사고에는 차이가 없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는 의식
이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高橋 1977:150) 이러한 단일민족사회관 속에는 인종의 구분이나 인종차
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족적으로 균질한 사회인 일본의 ‘독자적인 의식’이 바로 ‘인종편견과 같
은 차별을 일본인들은 애초부터 아예 모르기’(高橋 1977:150) 때문이다.
이상, 일본인론 속에서 전개된 ‘일본인=단일민족, 동질민족=인종차별은 없음’이라는 담론은 전후
혼혈아문제와 인종차별의 구조를 완전히 그 시야에서 소멸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혼혈아뿐만 아니
라 아이누, 오키나와, 일본열도 각지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도 사상되었고, 단일한 일본인상이
표상되어 있을 뿐이다.
1) 吉野는 일본인의 문화, 사회, 행동, 사고양식의 독자성을 체계화, 강조하는 담론, 즉 일본인론이 출판계에서
가장 성행했던 시기가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였는데,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강조된 것은 80년대 이후라고
한다(吉野, 1997:4).
2) 나카네는 제1, 제2카테고리까지를 자신과의 관계 속에 넣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설명하고 그 외에 해당하는
제3카테고리의 외국인의 범위는 무한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제3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공유경험을
갖게 되면 제1, 제2카테고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일로서 있을 수 없다고 한다
(197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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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혈아의 배제

당시 일본인론 속에서 이를 상대화했던 논의로 杉本良夫는 일본인상이 젠더화, 계층화, 인종화
된 일분의 인간상이라고 지적한다(1996:9-10). 특수 엘리트의 특이한 표본 관찰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일본인의 이미지가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성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일본인론을 만들어 내는 작가나 편집자, 독자 모두 대학졸업의 대기업 출신으로서 상류층
남성들이 중심이라고 한다. 남성화된 일본인의 이미지에 더하여 ‘일본 혈통’이라는 인종화된 기술
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1996:17-18).
이 외에도 吉野는 일본인론에서 민족적 독자성의 표현 수법이 ‘전체론적’이라며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일본인종이 존재할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은 일본인스러움을 인종적으로 파악해 왔
다며 일본인의 인종화를 비판한다(吉野 1997:144-145). 즉 일본인의 피(혈통)이라는 상상의 개념을
통해 ‘일본인스러움’이나 ‘고정불변의’ 혹은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고 상상되는 부분이 표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문화의 인종적 소유’이다. 이렇게 일본인론에서 일본인이나 일본인스
러움을 규정하는 문화는 인종적 심폴인 혈통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은 타자로서 구축되어 간다. 그리고 그 경계에 있는 혼혈아나 귀화시민은 어느쪽에서도 제외된
다3).
이렇게 일본인을 강력하게 인종화하는 일본인론의 범람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80년대부
터 일본인론을 비판하거나 일본 내부의 다양성을 지적하는 많은 연구가 나왔지만(베프 1987; 岡野
1990; 杉本1996; 栗本2016) 인종적인 일본인론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유행하였기 때문에 혼혈아의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은 강력한 이분법은 깊이 대중에게 회자되었다. 杉本는 일상생활에서 재생
산된 일본인론에 의한 인종화의 영향을 이렇게 말한다. “인종론적 일본문화론은 문화지도층에 의
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 대중 간에 적극적으로 생산되고 지지되었다. ‘백인은 육식인종이
기 때문에 초식인종인 일본인에 비해 정력이 강하고 음탕하다’라던다 ‘일본인은 청결하고 근면하
지만 아시아인은 불결하고 나태하다’는 등 단순한 대비에 의한 자민족 예찬으로서의 일본문화서술
이 일본 여기저기서 축적되었고 그 뿌리는 깊다. 이러한 일본인상은 독자나 시청자가 매스미디어
를 수용하고 수동적으로 소화하고 있어서만이 아니다. 대중 스스로가 나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존재와 대면했을 때 그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자신의 우월을 타자의 열등을 손쉽게 설명하는 단
순명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명제는 문화 묘사의 형태를 띠면서 민족이나 인종을 기준으로 차별
을 정당화하는 유사이론으로 사용된다. ‘일본인과 다르게 아시아에서 온 사람은 더럽기 때문에 아
파트를 빌려줄 수 없다’, ‘일본인과 다르게 외국인은 난폭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일본의
마을이 소란스러워졌다’, ‘혼혈아는 외인(外人)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본을 알지 못한
다’ 등의 담론이 그 예이다.”(杉本 1996:18-19)
이상, 대중이 더 적극적으로 재생산한 일본인론 속에 혼혈, 하프는 애초부터 배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과 외국인이라는 강력한 이분법의 담론이 확산된 것이다.
3) 国弘正雄는 일본인을 일본인답게 하는 것은 약간의 귀화시민이나 혼혈아를 예외로 하고 무엇보다 ‘혈통
(血)’이다라고 강조했다(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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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혈아의 이중적 소비, 상품화

서양화 물결 속에서 홈혈붐이 상품화되는 현상이 도래한다. GI-Baby에 관한 신문보도는 1960년
대 이후에도 종종 보이지만 1954년부터 그 보도열은 이미 식었다4). 이후 가끔식 보도되던 혼혈아
문제도 1960년대 후반부터는 점차 전후의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혼혈 탤런트나 스포츠선수의 활약
을 미디어에서 다루는 형태로 변해간다.
1965년 6월 19일 발행 週刊平凡에서는 ｢特集グラフ 混血タレント｣라는 특집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종전 20년째로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혼혈아 문제를 다수 다루었다. 그러나 그러한 논
의는 둘째치고 발랄한 전후 세대를 살아 온 그들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서 예능계로의 진출도
눈에 띠었다’(117쪽)고 소개하고 있다. 전후 경제계의 인종프로젝트 특징은 서양의 백인 이미지를
텔레비전이나 잡지, 광고, CM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점차 혼혈아문제에
관한 인식이 사그라들고 전후 소비사회에서 백인우위와 서양화의 인종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가운
데 혼혈붐, 하프붐이 일어난다(下地ローレンス吉孝 混血と日本人147쪽).
1950-60년대에는 자본관계의 인종편성에 있어서 특징적인 점은 미국문화의 적극적인 수용이다.
텔레비전이나 박람회, 광고, 영화, 음악, 패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은 미국문화를 적극적으
로 수입했고 그 결과 긍정적인 백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면서 백인에 대한 동경과 선망의 이미지를
양성해 왔다5). 게다가 당시 방영된 영화와 드라마는 큰 영향력을 가졌는데, 백인성을 좋은 이미지
로 그리는 것을 일본사회에 침투시켰다. 영화 悲しみよこんにちは에서 주연 세실 역을 맡은 진
세바구는 영화 ローマの休日의 오드리 햅번과 함께 젊은층의 동경의 대상이었고, 각기 셀커트,
햅번커트 등의 헤어스타일이 유행했다. 또 미국 홈드라마 パパ大好き パパは何でも知っている
うちのママは世界一 奥様は魔女 アイ･ラブ･ツーシー등도 유행하면서 백인 중산계급이 당시
이상적 가족상으로 이미지화되었다(柏木 1985:52-55). 이렇게 백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축
적되어 왔다.
또한 베이비붐기에 태어난 단카이세대의 젊은이들 문화 속에 미국문화와 가치관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당시 일본사회에서 벌어진 서양화에 대해서 그 규모의 크기나 영향력의 크기에서 볼
때 ‘메이지기 문명개화나 다이쇼기 舶來尊重’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무너진 둑의 물
처럼’ 일본에 침투하였다(我妻洋･米山 1967:35-40). 서양화된 상품을 소비하는 행위 그 자체가 신
체화되면서 서양과 백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길 반복되었고 사회와 개인의 내면에 안착
한 것이다. 신문, 라디오와 같은 미디어뿐 아니라 전후 가장 시청각적으로 효과가 높았던 텔레비
전에서 이러한 이미지가 확산되었다는 점은 백인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헤게모니화하는 데에
4) 高崎(1954a;10)는 혼혈아문제 붐의 열기는 식었다. 때대로 문득 저널리즘에 등장하는 것은 미담 혹은 악
담, 아니면 개개의 혼혈아를 둘러싼 문제가 뉴스 스토리식으로 혹은 GI를 탓하거나 그 모친을 탓하거나
혹은 혼혈아를 양육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선행을 알리거나 하는 정도였다고 지적한다.
5) 예를 들어 패션에서 디올의 ‘뉴룩’(1949년경), ‘넷카치프’ 등 미국 패션, ‘사프리나팬츠’ 등의 복장이 유행했
고 이때 백인여성이 이미지화되었다. 또 60년대에는 미니스커트붐, ‘판타롱’이라 불린 벨보톰즈봉, 남성들은
보르도룩의 슈츠, 60년대 후반부터는 히피스타일 등 많은 서양의 패션이 유입되면서 백인을 모티프로 한
스타일이 유행했다. 헤어스타일도 1940년대 후반에 엘비스 프레슬 리가 대유행하면서 로카비리나 록큰롤
등에서 유행한 리젠트스타일, 1950년대에는 주둔미군을 흉내낸 ‘GI스타일’이 유행했다. 라디오 영어회와 방
송도 개시되어서 ‘NHK영회화’는 통칭 ‘カムカム영어’라 불리며 유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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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 영향을 주었다. 소비사회에서는 구매의욕을 높이는 긍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
에서 인종차별의 문제는 비가시화되었다.

【 Abstract 】
Rethinking contemporary Japanese racial theory
-Harp, another N ihonjinron-

Park, Yijin (Sungkyunkwan

univ)

‘Nihonjinron’(日本人論, theories/discussions about the Japanese), which emerged in the late 1960s
and became popular, enabled a new meaning for the Japanese thanks to Japan's economic power.
This Nihonjinron helped to make the Japanese people aware of the Japanese lineage as a
homogeneous nation as if it were an immutable “truth”. The symbol of “single Japanese” naturally
alienated all those who were classified as “non-Japanese”, not Japanese, as foreigners.
It is not difficult to point out that the Japanese image of the time was a discourse of
genderization, stratification, and racialization. But where have the “non-Japanese” beings hidden in
Nihonjinron, which is wrapped up like a ethnically homogeneous society? Interestingly, the envy
and longing for white people formed by actively accepting American culture at that time proceeded
with the mixed-blood boom and half boom. Ironically, Nihonjinron, which has even assimilated
racial prejudice due to the spread of a single-ethnic society, was paired with a “harp” discourse
formed through a “biracial boom”. The harp discourse, which appeared like both sides of a coin,
can be said to be a “another Nihonjinron” that complements and reinforces the image of Japanese
people becoming racialized as a single people.
In this presentation, I will look at the formation of the harp discourse, which served as another
Nihonjinron. In addition, I will reconsider the racial theory of modern Japanese society by
confirming the representations of mixed-race children who are called as images of positivity and
negativity according to their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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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하프,

인 종론 재고
하나의 일본인론 ｣ 에 대한 토론

｢ 현대일본의

또

서동주 (서울대학교)

전후 일본인의 ‘자기인식’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로 생각됨. 연구의 의의를 보다 명
확히 하기 위해 이 연구의 연구사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를 들어 이 연구는 오
구마 에이지의 단일민족신화의 기원과 보완 관계를 이루고 있음. 오구마의 연구는 전후 일본인
은 일본인을 ‘단일민족’으로 간주하지만 전전에는 오히려 ‘혼합민족론’이 지배적이었음을 실증적으
로 밝히고 있음. 이에 대해 이 연구는 전전의 ‘혼합민족론’이 물러난 이후 어떻게 ‘단일민족론’이
지배적인 일본인론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혼혈’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소외되거나
배제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있음. 이런 연구사적 조명이 이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으리
라 생각됨. 한편 이 연구는 전후의 ‘일본인론’이 어떻게 ‘단일민족론’의 재생산에 기여했으며, 특히
전후의 ‘혼혈’ 담론이 ‘단일민족론’의 ‘외부’에서 백인에 대한 동경과 결합해 독특한 방식으로 소비
되었던 담론상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다만 담론의 지형이 바로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드러내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혼혈’담론에 합치하지 않는 당시(1960-70년대) 혼혈 관련
‘사건’들을 고려함으로써 혼혈을 둘러싼 당시의 사회상에 대한 보다 역동적이면서 동시에 섬세한
묘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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磨光韻鏡の右音注における字音規定上の問題点

楊宇(東國大學校大學院)･李京哲(東國大學校)

1.

序論

漢音は8、9世紀、つまり奈良時代後期から平安時代前期の時、遣唐使や留学僧などを通して、中国から日
本に伝来してきた漢字音である。韻鏡は現存する韻図の中もっとも古い等韻図であり、切韻系韻書の音韻体
系を図示化した資料である。文雄は 韻鏡が漢字音を図示されたものだと述べ、磨光韻鏡を作成し、歸字に
呉音、漢音、華音(唐音)、反切を加注した。
本研究は 磨光韻鏡に漢字の右音注(漢音)を研究対象にし、蒙求、佛母大孔雀明王經、文鏡祕府
論三つの漢音直讀資料と対照分析を行い、磨光韻鏡に記載されている漢音の規定に関わる問題点を考察し
たい。

2.

直音･割音･融合表記の規定問題
攝

等․韻

遇攝 開口3等 虞韻 甲類

聲母
知
徹
澄
淸

漢音直読資料
チウ邾(1)(2)誅(1)蛛
チユ邾(1)
チウ住(2)廚(3)柱(1)(2)(3)
シウ趍娶趣(1)取(2)
シユ取(1)(2)娶趣(1)
スウ趍娶趣(1)
ス趍(1)取(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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磨光韻鏡の右音注
チユ株拄駐
チユ貙䦌
チユ廚柱住
シユ趨取娶

攝

等․韻

聲母
從
照
穿
心
審
禪
日

漢音直読資料
シウ聚(1)(2)
シユ聚(1)(2)
シウ珠(1)朱主(1)(2)
シユ朱珠主(1)(2)
ス朱珠(1)
シウ樞(1)
シユ樞(1)
スウ樞(1)
シウ須(1)
シユ須(1)(2)
スウ須(1)
ス須(1)
シウ戍(3)
ス輸(1)
シウ殊(1)樹(1)(2)
シユ殊樹(1)銖豎(3)
スウ殊(1)
シウ儒繻孺(1)乳(1)(2)
シユ繻孺(1)襦(3)儒(1)(3)
スウ儒乳孺繻(1)

シユ聚

磨光韻鏡の右音注

シユ朱主注
シユ樞
シユ須尠
シユ輸戍
シユ殊豎樹
シユ儒乳孺

上の表のように、遇攝には、漢音直読資料には直音表記の-u形と-uu形、割音表記の-iu形、融合表記の
-ju形が混在するが、磨光韻鏡には融合表記の-ju形しか見えない。実際 蒙求などの資料では割音表記の
-iu形、融合表記の-ju形が存在することを通して、それらの韻の字音が受容する当時、音の長さに対する考慮と
拗音が日本語音韻としての定着過程を把握できる。そして、心母[ス須]、穿母[スウ樞]のような1拍、2拍の直音
形が残っていた。
しかし、磨光韻鏡には、漢音直読資料と異なり、融合表記の-ju形のみで出現している。直音表記の-u形と
-uu形、割音表記の-iu形も、漢音として追加すべきである。このような韻書に存在する漢音の規定問題は、現
代使われる漢和辞典の編纂にも影響を及ぼしている。李京哲･白惠英(2013:119)に指摘したように、漢和辞典に
は直音表記の-u形をすべて呉音に、-uu形はすべて慣用音に分類し規定しており、大修館には[シュウ]のような
[-iu>-juu]形は慣用音に、大修館と三省堂に融合表記 [シュ]の-ju形を漢音･吳音同型に規定している。この
ような問題は磨光韻鏡を初め、すべての漢和辞典で漢音に再分類する必要がある。
なお、知母[チユ株拄駐柱]、徹母[チユ貙䦌]、澄母[チユ廚柱住]のような[チユ]表記が見えるが、現代に
も歴史的にも存在していない字音であるので、[チウ]に修正すべき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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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流攝尤韻の規定問題
攝

等韻

聲母
非
敷
奉
明

開口3等 尤韻 乙類

莊
初
牀
山
審
精

流攝

開口3等 尤韻 甲類

淸
從
照
穿
心
邪
審
禪
日

漢音直読資料
フ不(1)(2)富(1)(2)(3)
フ覆(2)(3)
フ負(1)(3)婦復(2)阜(3)
フウ復(2)
ホウ眸(3)
シウ鄒(1)瘦(2)
シユ鄒(1)瘦(2)
スウ鄒(1)
シウ瘦(2)
シユ瘦(2)
シユ酒(1)
スウ酒(1)
シウ秋(1)(2)
シユ秋(2)
シウ就鷲(2)
シウ舟(1)洲呪(2)周(1)(2)
シユ周(1)呪(2)舟(3)
シウ臭(1)醜(3)
シウ羞秀(1)繡(3)修宿(2)脩(1)(3)
シユ修(2)
シウ袖(1)囚(2)岫(3)
シウ收獸(1)手(2)守首(1)(2)狩(3)
シユ收(1)手(2)守首(1)(2)
ス收首(1)
シウ壽受(1)(2)授(1)綬(1)(3)詶(3)
シユ壽(1)(2)受(2)

磨光韻鏡の右音注
フウ不缶富
フウ紑副䬌
フウ浮婦復
ホウ謀
シユウ鄒皺
シユウ簉搊
シユウ愁驟
シユ瘦
シユ搜
シユウ啾酒僦
シユウ秋䞭
シユウ湫就遒
シユウ周帚咒
シユウ犫醜臭
シユウ脩滫秀
シユウ囚岫
シユウ收首狩
シユウ讎受授
ジウ柔蹂

流攝尤韻は、漢音直読資料には2拍の割音表記-iu形と、融合表記の-ju形が混在している。そして、蒙求
の審母[ス收首]のような直音表記-u形、精母[スウ酒]、照母[スウ周]のような直音表記-uu形もすこし存在して
いる。磨光韻鏡の右音注には、-iu形以外、-ju形と、-juu形で出現し、-iu>-juuの変化を反映した表記とこ
れを反映していない古形の表記を混用している。
しかし、磨光韻鏡の右音注は、直音表記の-u形、-uu形が記載されておらず、幾つの表記を一つに統一しよ
うとする傾向が見える。
もう一つの問題は、尤韻乙類の唇音字の場合、漢音直読資料には主に[フ]の発音で記載され、[フウ]、[ホ
ウ]の発音は一部存在する。磨光韻鏡の右音注には非母[フウ不缶富]、敷母[フウ紑副䬌]、奉母[フウ浮婦
復]、明母[ホウ謀]のように、-ouと-uu形の2拍の発音が記載されている。これは、李京哲(2013c:359)で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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ように、脣音字は輕脣音化の影響で介音ïが脫落するので、漢音では一般的に[フ]として受け入れ、[フウ]の2拍
で受容するのに難しい音声環境であったので、磨光韻鏡における尤韻乙類の脣音字表記の中で、[フウ･ホウ]は
すべて[フ]に修正する必要がある。

4.

鼻音韻尾の有した淸濁字の規定問題

攝
等･ 韻
通攝 開口1等 冬韻
宕攝 開口1等 唐韻
開口2等 庚韻

聲母
泥
泥
明

開口3等 庚韻

明

開口3等 淸韻
開口4等 靑韻

明
泥

梗攝

漢音直読資料
ノウ農(1)膿(2)
ナウ囊(1)(3)曩(2)
マウ孟(1)猛(2)
ハウ猛(2)盲(3)
メイ明命(1)(2)(3)鳴(1)
ヘイ明命(1)(2)
メイ名(2)(3)
ヘイ名(2)
ネイ寧寗(1)

磨光韻鏡の右音注

ドウ農
ダウ囊曩儾
バウ盲猛孟
ベイ明命皿
ベイ名眳
デイ寧

中古音の清濁字は呉音では鼻音として出現するが、秦音における清濁字の鼻音性弱化の影響を受け、漢音
の場合一般的に濁音で出現するが、有坂秀世(1957:369-374)が指摘したように、漢音資料では鼻音韻尾を有
した字は、韻尾の鼻音性の影響により、鼻音で出現する場合がある。しかし、上の表のように、梗攝、通攝、
宕攝に出現した淸濁字を磨光韻鏡の右音注では濁音で記載している。具体的に、明母字の[明命鳴名]を漢音
直讀資料では[メイ]のような鼻音で記載しているが、磨光韻鏡の右音注では[ベイ]の濁音で記載しており、漢音
直讀資料では泥母字を[農膿ノウ]、[囊曩ナウ]、[寧寗ネイ]のようにナ行の鼻音で記載しているが、磨光韻鏡の
右音注では[ドウ]、[ダウ]、[デイ]の濁音で記載している。

5. 豪韻唇音字の規定問題
攝

等･韻

效攝 開口1等 豪韻

聲母
幫
滂
竝
明

漢音直読資料
ホウ褒(1)(3)寶(1)(2)報(2)
ホウ暴(1)(2)袍(1)抱(3)
ホ暴(1)(2)
ホウ毛(1)(2)帽(1)冒(2)旄(3)

磨光韻鏡の右音注
ハウ褒寶報
ハウ㯱犥
ハウ袍抱暴
ハウ毛帽

效攝の開口1等豪韻では、脣音字の場合、漢音直読資料ではすべて-ou形で出現するが、磨光韻鏡の右
音注では、竝母[ハウ袍抱暴]、滂母[ハウ㯱犥]、幇母[ハウ褒寶報]、明母[ハウ毛蓩]のように他の音系と同じ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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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べて-au形の[ハウ]になっている。
有坂秀世(1957:263-282)が指摘したように、切韻から脣音字は他の音系と弁別する傾向があり、元代の
 中原音韻  まで 継続 された 。 豪韻 の 主母音 ɑ は 後舌母音 であるので 、 唇音 と 結合 するとき [ ɔ u] のように 発音 さ
れ、漢音直読資料では古形が[ホウ]として出現しているので、磨光韻鏡の右音注における豪韻の脣音字は[ホウ]
に修正すべきである。

6. 結論
磨光韻鏡を漢音直読資料と比較･分析した結果、下のような字音規定上の問題が明らかになった。
1) 遇攝では、漢音直読資料には直音表記の-u形と-uu形、割音表記の-iu形、融合表記の-ju形が混在
するが、磨光韻鏡には融合表記の-ju形しか見えない。磨光韻鏡において、直音表記の-u形と-uu形、割音表
記の-iu形も、漢音として追加すべきである。
2) 流攝尤韻では、漢音の幾つの表記を統一しようとする傾向が見える。だが、-iu形、-ju形および-juu形の
3種類の表記が混ぜて記載され、漢音に当たる磨光韻鏡の右音注を加注する時、規定上の混乱が明らかであ
る。

尤韻乙類の唇音字の場合、輕脣音化の影響で介音ïが脫落するので、漢音では一般的に[フ]として受け入
れ、[フウ]の2拍で受容するのに難しい音声環境であった。したがって、磨光韻鏡における尤韻乙類の脣音字表
記の中、[フウ･ホウ]はすべて[フ]に修正する必要がある。
3) 梗･通･宕攝に出現した淸濁字には、漢音直読資料で出現する鼻音と異なり、磨光韻鏡の右音注では濁音
で記載されていた。このような喉内鼻音韻尾を有した明･泥母字の声母は、鼻音で表記した字音形が漢音に分類

すべきである。
4) 效攝の開口1等豪韻では、脣音字の場合、漢音直読資料には[ホウ]で出現しており、磨光韻鏡では竝母
[ハウ袍抱暴]、滂母[ハウ㯱犥]、幇母[ハウ褒寶報]、明母[ハウ毛蓩]のように他の音系と同じ-au形の[ハウ]で
出現する。しかし、有坂秀世の指摘のように、脣音字は[ホウ]に修正すべき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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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n the Problems of Right Kana N otations on the Mako-Inkyo
Yang, Yu ･ Lee, Kyongchul(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has made a compare form to compared with right phonetic notation of Mako-Inkyo(磨光韻鏡)
and 3 types direct reading data of Sino Japanese Kan'on which named Mo-Gyu(蒙求),
Butsubo-Daikujiaku-Myoo-kyo(佛母大孔雀明王經) and Bunkyo-Hifuron(文鏡秘府論) to analysis the
Problems of right Kana Notations on the Mako-Inkyo. In conclusion,
1. There are shows 4 types –u･-uu･-ju･-iu in group Yu(遇) rhyme Yu(虞) on direct reading data of
Sino Japanese Kan'on. And only 1 type –ju in the Mako-Inkyo’s Right phonetic notation. I think type –
u･-uu･-iu should be classified in Kan'on. Moreover [チユ] of Chinese characters [株拄駐柱], [貙䦌], [廚柱
住] should be deleted because of that don’t exist in today’s pronunciation.
2. In group Liu(流) rhyme You(尤), there are a variety of types in Direct reading data of Sino Japanese
Kan'on, but it shows a intention that have been unified into a single type in Mako-Inkyo’s right phonetic
notation. And the uniform rules is obscurity.
And [フウ] of B type of rhyme You(尤) was recorded at the Mako-Inkyo’s Right phonetic notation. But
–uu type can’t appear in kan’on reflected of labiodentalization occurenced in Late Middle Chinese. So [フ
ウ･ホウ] must be corrected as [フ].
3. The Chinese characters [明命鳴名孟猛] in Ming(明) initial, and [農膿囊曩寧寗] in Ni(泥) initial are
recorded as Ma-gyo(マ) and Na-gyo(ナ) in the direct reading data of Sino Japanese Kan'on. But the same
Chinese characters are recorded as Ba-gyo(バ) and Da-gyo(ダ) in Mako-Inkyo. In accordance with
Arisaka Hideyo the Chinese characters with Final-ŋ can be recorded by nasal as Kan'on.
4. In group Xiao(效) rhyme Hao(豪), the characters of nasal was recorded as [ホウ] on direct reading
data of Sino Japanese Kan'on. But the characters of nasal was recorded as [ハウ] on the Mako-Inkyo’s
Right phonetic notation. Due to the difference of nasal and other consonant, [ハウ] must be corrected as
[ホウ]. Moreover [暴] was recorded both [ホ] and [ホウ]. Both the type -o and type -oo should be
classified in K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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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磨光韻鏡の右音注における字音規定上の問題点｣에
대한 토론

이병 훈(전남대학교)

磨光韻鏡의 右音注에 있어 字音 규정상의 문제점을 밝힘으로써 한자음 연구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일본어학 연구자나 학습자가 일본 한자음의 漢音에 관한 지식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익한 내용의 발표라 생각됩니다. 발표 요지문과 관련해 다음 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 요지문 4페이지를 보면, 鼻音韻尾를 가진 淸濁字에 관해 有坂秀世의 지적을 들며
“漢音資料では鼻音韻尾を有した字は、韻尾の鼻音性の影響により、鼻音で出現する場合がある。”라
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鼻音韻尾가 음절 두자음에 영향을 줘 聲母의 mb, nd 등이 鼻音으로 받아
들여진 것은 매우 타당한 추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磨光韻鏡의 右音注 외에도 鼻音韻尾가 있음
에도 鼻音으로 출현하지 않고 濁音으로 출현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발표 요지문 4페이지를 보면, “豪韻の主母音ɑは後舌母音であるので、唇音と結合するとき
[ɔu]のように発音され、漢音直読資料では古形が[ホウ]として出現しているので、磨光韻鏡の右音注
における豪韻の脣音字は[ホウ]に修正すべきである。”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모음 ɑ가 唇音에 이어
질 때 唇音의 원순성에 동화되어 원순모음 [ɔ]로 변한 것이라 이해됩니다만, ɑ가 후설모음이기 때
문이라는 부분은 이러한 변화와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하는 점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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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학작품 과 관광콘텐츠

윤 일 (부경대학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부산광역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만 321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7만 2625명과 비
교해 40.2%나 감소했다. 3월 이후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폭 감소 되었다. 또 대부분의 항
공 노선이 폐지되는 등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박람회, 설명회 등의 프로모션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외 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 중국의 입국금지로 인해, 부산광역시 관광산업
의 거의 괴멸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최근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 부산연구원은 “부산 관광
업계가 단기적으로는 민관협력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냈다.(연합뉴스 2020.
04.27) 더 나아가‘홈족(Home 族)문화, '집콕'의 일상화 등의 부상을 예측하며 새로운 현태의 온라
인 문화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근현대문학 작품의 등장인물을 관광
콘텐츠로 이용한 사례를 들어 부산의 관광콘텐츠 개발에 적용이 가능한 가 검토하고자 한다. ‘위
기는 기회다.’ 부산을 찾는 해외관광객이 단절된 현 시기야말로 부산관광산업을 전반적으로 재정
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2019 부산방문 실태조사 보고서”(4쪽)에 따르면 부산을
찾는 관광객 중, 일본인은 25%나 차지하고 있다. 보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인의 부산 관광형태가
개별관광이 86.4% 나 차지하며, 처음 방문은 72%에 이르고 있다. 개별관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부산관광콘텐츠의 제공이다. 그들의 대부분이 처음 부산을 찾고 있다.

1. 오자키 고요 ( 尾崎

紅葉)의 곤지키야샤 (金色夜叉)

곤지키야샤(金色夜叉)는 일본의 소설가인 오자키 고요가 쓴 소설이다. 일본 메이지 시대를 대
표하는 소설로 여겨진다.1897년 1월 1일부터 1902년 5월 11일까지 《요미우리 신문》에 연재되었
지만 오자키 고요가 연재 도중에 사망하면서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다. 전편(前編), 중편(中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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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後編), 속편(續編), 속속편(續續編), 새 속편(新 續編)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쇼
와 시대에 들어선 뒤부터 이 소설이 영화,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다. 곤지키야샤는 영국의 소
설가인 샬럿 메리 브레임(Charlotte Mary Brame, 1836년 ~ 1884년)의 소설 여자보다 약한
(Weaker than a Woman)을 번안한 소설이다. 일제 강점기의 소설가인 조중환은 이 소설을 한국
식으로 번안한 소설 장한몽(長恨夢)을 지어, 이수일과 심순애의 신파소설로 근대 한국인의 마음
을 사로잡았다. 곤지키야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남자 고등학생인 하자마 간이치(間貫一)와
약혼한 여자인 오미야(お宮, 시기사와 미야(鴫沢宮)는 간이치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부자인
도미야마 다다쓰구(富山唯継)의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된다. 이에 격분한 간이치는 아타미(熱海)에서
오미야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오미야는 본심을 밝히지 않았다. 간이치는 "도미야마의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었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미야를 발로 차버린다. 간이치는 오미야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리
대금업자로 일했고 오미야는 불행한 생활을 겪게 된다.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 위치한 오미
야노마쓰(일본어: お宮の松, おみやのまつ)에는 나막신을 신은 간이치가 오미야를 발로 차는 모습
을 한 동상이 세워져 있다.6)

2. 아타미( 熱 海)의 오미야노 마쓰 ( お宮の松 )
아타미는 명치시대부터 많은 문호들이 거주하면서 명작을 남긴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오자키 고요의 소설 곤지키야샤가 아타미시에서 관광콘텐츠로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아타미의 해안을 산책하는......’ (熱海の海岸散歩する......) 부분은 마치 실제 인물처럼 일본인과 아
타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요이기도 하다. 특히 간이치가 오미야를 발로 차
는 아래의 동상은 아타미 해수욕장과 해안도로를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아타미시를 유명하게 만
든 관광명소가 되었다.7)

6)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7) “熱海市観光協会”(https://www.ataminews.gr.jp/spot/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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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시 관광 콘텐츠 적용 방안
부산시의 경우 아타미와 비교하면 보다 더 나은 관광자원과 환경을 갖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해운대는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낭만적인 바다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문학 속에 자주 나타났
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가요 ｢해운대 에레지｣[1958]나 ｢해운대 연가｣[2002]는 애수의 정한을
담고 낭만적 바다, 애수의 바다 이미지를 전달한다. 문학 작품 안에서도 이미 이광수(李光
洙)[1892~1950]의 기행 수필 ｢오도답파여행(五道踏破旅行)｣에서 해운대의 진경은 ‘야(夜)’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월야’임을 강조하며 달밤의 해운대에 대해 극찬하고 있다.
달밤의 해운대는 최서해(崔曙海)[1901~1932]의 소설 누이를 따라에서도 세밀하게 묘사된다.
“…… 바다는 달빛에 잠겨서 전면에 은빛이 굼실거렸다. 그 위로 미끄러져 나가는 두어 개의 돛도
달지 않은 어선은 수묵을 찍은 것 같다.” 바다를 바라보는 맛이 “옛날 한시를 읽는 맛”으로 비견
될 만큼 멋스러움을 지닌 장소로 묘사된다. 이 아름다운 장소가 남매의 한 많은 생을 마감하는 장
소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곧 이 장소가 자진 생(生)과 사(死)의 역설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장소적 의미와도 관련 있다. 일상에서 해운대가 절망과 고뇌에 찬 사람들의 소망을 비는 장소로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해운대는 월야의 낭만적 밤바다에서 물과 여성이 만
난 충만한 재생의 공간으로 문학 작품 안에서 그려지다가 근대화 공간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스펙터클한 이미지 뒤에 가려진 현대인들의 일그러진 욕망이 뒤얽혀 있는 장소로까지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다.8)
또한 현대에 들어 해운대를 무대로 수많은 명작 추리소설을 집필하며, 해운대 달맞이에 추리문
학관을 건립한 소설가 김성종의 경우도 아타미를 능가하는 콘텐츠를 갖고 있다. 최근 발표한 해
운대, 그 태양과 모래에서는 노준기란 추리작가가 해운대에서 살면서 해운대로 모여드는 각지의
사람들과 그들의 욕망, 애욕을 그려 내고 있다. 해운대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달맞이 고개의 유명
관광지를 갖고 있다.
달맞이 고개는 고개에서 바라다보는 바다가 창파(滄波)라 일컬을 정도로 빼어난 경승지로 알려
져 있는데, 해운대 서쪽의 동백섬과 함께 명소를 이루고 있는 대한 팔경의 하나이다. 또한 해운대
저녁달의 월출 경관을 보기 위하여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해운대 해수욕장 동쪽의 미
포에서 청사포로 넘어가는 달맞이 고개를 따라 달맞이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굽잇길이 15번 나온
다고 하여, 15곡도(曲道)라고도 한다. 달맞이길이 명성을 얻으면서 달맞이 고개가 자리한 와우산으
로는 불리지 않고, 현재는 달맞이 고개, 달맞이길, 달맞이 동산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9) 달맞이
고개의 ‘문탠로드’는 두 달에 한 번 음력 보름을 전후하여 걷기 행사가 진행되며, 주변에 시(詩)를
위주로 한 문학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의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이다. 앞에서 언급한 문학
작품 외, 수많은 소설과 영화의 무대가 되었던 곳으로, 일본 아타미시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부산
관광콘텐츠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질적, 양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8)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 참조.
9)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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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Japanese literature and tourism contents
Yoon, Il(Pukyong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prolonged COVID-19 infection, the tourism industry in Busan is hitting a direct hit.
Also, as most airline routes have been abolished, promotions such as fairs and briefing sessions to
attract foreign tourists are virtually impossible. Due to the ban on entry from Japan and China,
which account for the majority of foreign tourists, Busan is entering the stage of destruction of
the tourism industry in Busan. Recognizing the recent situation seriously, the Busan Research
Institute published a study that "Busan tourism industry should make public-private cooperation
tourism products in the short term." In addition to the literary works mentioned through research,
Haeundae in Busan has been a stage for numerous novels and movies, and compared to the case
of Atami, Japan, it ha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ources that are comparable to Busan
tourism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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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일본

문학작품 과 관광콘텐츠｣ 에 대한 토론
임상민 (동의대학교)

본 발표에서는 문학 작품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전략 및 이를 통한 부산이라고 하는 해양
도시의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표자는 일본 근대문
학을 대표하는 소설 오자키 고요의 곤지키야샤 속의 한 장면이 시즈오카현 이즈반도의 아타미
지역에 동상으로 제작되어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부산과 인연이 있는 작가
및 작품을 관광콘텐츠로 제작해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콘텐츠로서의
유용성과 문학 관련 조형물 제작의 역사성 측면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첫째, 문학작품이 관광콘텐츠로서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작품의 사회적 인지도가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곤지키야샤의 경우에는 단순히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학교 교과서 및 문학사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개되고 있고, 또한 연극 및 영화, 그리고
TV드라마의 경우에는 패전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꾸준히 제작되어 일반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
은 작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본 발표에서 소개하고 있는 작가 및 문학작품의 한국 국내에서
의 인지도와 조형물 제작에 상응하는 수용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문학작품이 동상 등의 조형물로 제작되기 위해서는 국가 및 특정 지역의 역사성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 영도의 개교식 영도다리는 2013년도에 개통된 이
후에 현재까지 관광명소로 유명한데, 그 이유에는 한국전쟁과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한국인들의 애
환이 서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문학작품과 관련된 동상 및 조형물을 설치해서 적극
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본 조형물이 한국인의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데, 본 발표자께서 소개해 주신 작가 및 작품들의 경우에는 부산 지역의 어떠한 역사성 및
동시대성과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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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김필 도 (경기대학교대학원)･문유미 (경기대학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의 발달과 기후의 변화는 다양한 재난경험을 하게 되며 재난은 높은 수준의 강도로 증가
하고 있다. 더불어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19의 경험은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연재
해, 건설현장의 재해 등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에 대한 장애는 1차 직접경험 자
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현장에서 목격한 2차 간접경험 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재난을 경험한 피
해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장애로는 우울, 불안, 급성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등이 있으며, 개인에 따라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삶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Choi NH et al., 2007; Cho YR et al., 2013;
Cenat et al., 2015; Lee DH et al.,2015; Joo JY et al.,2016; 임혜선, 심경옥, 2018) 또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나 심각성은 가중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방식은 재난규모별, 재난
유형별, 재난발생 사전사후별로 관리조직과 관리내용이 달라 예방에서 복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방재정책 및 대응이 어려운 구조체계라고 할 수 있다.(Baik, 2003, 최남희 외, 2007) 지진피해
가 많이 발생하는 일본에서 피해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케어 할 수 있도록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부터이다. 1995년에 발생한 한신 대지진을 계기로 정신보건 의료복지 지원이나 심리사회적 지원이
본격화되고 재난과 심리적 문제의 연관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金吉晴(2015~2017년) 선행연구들
은 외상 후 스트레스 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재난피해가능성
불안척도를 조사하여 불안수준과 재난대응에 대한 연구는 미세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 그룹
을 선정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재난피해가능성불안 평가순위와 대안 도출을 통
하여 재난계획 수립 시 데이터 기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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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재난피해가능성불안 중요도 요인을 분석하여 재난예방차원의 계획수립 시 계획과정의 정책반영
과 재난피해가능성불안 요인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각 지역의 재난예방 및 극복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해피해가능성 불안중요도 순위와 지역의료 보건 활동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것이다. 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1차 연구에
서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435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피해가능성불안 중요도를 조사하
였다. 다음으로 2차 조사에서 안전기술사 전문가 그룹 20명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재난피해가능성불안 평가순위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쌍대비교 설문을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에 대한 불안의 경감에 대한 평가가 정량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국내 e-나라지
표에서 사회 안전인식에 대한 척도는 지역전체 성별에 따른 5점리커트 척도 “매우안전”, “비교 적
안전”, “보통”, “비교적 안전 하지 않음”, “매우안전하지 않음”으로 사회 안전인식조사를 하고 있
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안전을 기반으로 보장되는 사회의 안심. 안전 편익의 측정을 확립해야 할
목적으로 피해가능성에 대한 불안. 완화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심리척도의 개발을 위해 마츠모
토미키는 산사태, 건물붕괴, 화재, 피난통로파괴, 구조체계, 정전, 단수, 식량부족, 대피소생활, 전화
통화, 가족안전, 독거노인, 장애자, 이웃, 지진, 정보단절, 태풍, 폭우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를 재인용하여 재난피해가능성불안 척도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가 씽크홀 피해가능성, 산
업재해 피해가능성, 교통사고피해가능성, 어린이교통사고피해가능성을 추가하여 국내에 맞는 재난
피해가능성불안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의 사회 안전이 보장되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위목적으로 재난피해가능성불안측정 중요도를 파악하여 재해대응 시 불
안수준이 높은 위험 순으로 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재해 시 일본의 지역 정신보건의료 활동으로 1995년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일본에서 정기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물적 피해·인적 피해가 발생
하고 있다. 또한 지진에 한정하지 않고, 매년 일본열도 강타하는 태풍이나 집중 호우, 화산 활동
등 일본은 자연 재해가 많아 재해에 대비 한 준비는 필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金吉晴(2015~2017
년) 재해시기에 따른 지역정신보건의료 활동1에 속하는 대응 접근을 위한 요인 ,외부에서의 정신
보건 의료팀의 관리,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케어, 재해 약자(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에 대한 방문
및 조기개입, 검사를 이용한 고위험의 식별 및 보충, 필요에 따라 개입, 피난소 나 가설 주택 등의
방문 주시, 구조 자에 대한 지원항목 등을 척도 화 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구체적 접근에 대해 본
연구와 연결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취약 자와 재난피해자 누구라도 접근성이 열리도록 하는 연
구의 상위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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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및 절 차

3.1 분석절차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은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상호 배반적인 대안들의 체계적
인 평가를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기법(decision support system)의 하나이며 정성적(qualitative)
요소를 포함하는 다 기준 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김형
석, 2015)
AHP 계층분석을 위해 먼저 문제의 요소를 최종목표→평가기준A→sub평가기준C →대안B의 관
계로 설정하고, 계층구조화 하였다. 여기서 평가기준으로 ①자연재해, ②인적재해, ③구조체계파괴,
④안전취약계층 등의 요소로 계층화 하였다. 더불어 C: sub평가기준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인식
수준과 일본의 지역 보건의료 활동지침에서 요인을 추출하여 계층화를 구성하였다. 또한 대안의
요소들로 자연재해 피해가능성불안하위요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계층화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절차는 다음의표3-1과 같다.
여기서 n개의 요소 값 W=(W1,W2, W3......Wn)을 구하기 위해 A=(aij) 쌍대비교행렬에서 먼저
기하평균법(geometric mean )에 의하여 계산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Aw = w 의 관계가 성립하
는  와 w를 계산하였다.  가 A의 고유치이며, w가 이에 대응하는 고유벡터이다. 중요도 가중치
를 W로하고,  로부터 전문가응답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 .I. =(λmax-n)/(n-1)를 계산하였
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표3-1> AHP분석절차 및 연구모형

절차
문헌고찰을 통한 계층화
요소의 쌍대비교와 중요도
설정
각 계층 요소의 중요도를 계산
전문가 응답일관성 수준(C.I) 저하
시 3단계부터 다시 수행
계층전체의 중요도 계산
종합목적에 대한 각 대체안의
우선순위 결정

3.2 연구대상
일본의 재해활동 문헌고찰과 국내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재해피해가능성불안 우선순위 및 대
안 도출을 위해 1차 2019년 10월부터12월 까지 경기지역 4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2차
조사는 2020년 9월 10~30일 동안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쌍대비교설문조사를 하였다.
성별은 남성20명, 직무로는 기획/설계2명, 시공8명, 감리2명, 연구개발3명, 안전관리4명으로 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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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전문가 설정으로 기술사관련 분포는 토목기술사11명, 건축시공기술사5명,
소방기술사3명, 도시/교통기술사1명으로 나타났다.

4. AHP 분석결과

1) 재난피해가능성불안 상위계층과 대안에 대한C. R 계산
다양한 분야에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을 연구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AHP는
Saaty에 의해 제창된 OR의 한방법이며, 1980년 출판된[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사티의
저서에서 종합적인 내용이 성립되었다.(저서) 그에 의해 개발된 의사결정 계층을 구조화하고 요소
간의 쌍대비교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다수의 목적을 동시적으로 가지며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선택 방법이다. 응답의 일관성에 있어서Saaty가 ∑  =1 총합을 1로 표준화할 것을 제안한 근거
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상위계층 평가기준과 대안에 대한 C. R 계산은 표3-2와 같다.




<표3-2> 평가기준에 대한 C. R 계산
Criteria

Cr≤ 0.1

Measurement of Inconsistency

Cr≤ 0.1

자연재해피해가능성불안

0.033

자연재해

인적재해피해가능성불안

0.07

구조체계파괴가능성불안

0.021

안전취약계층피해가능성불안

0.010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지역정신보건활동

0.1

인적재해
0.033

구조체계
안전취약계층

2) 재난피해가능성불안 상위계층 과 하위계층 대안에 대한 가중치
상위계층 쌍대비교분석 결과,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순위로 인적재해(w=0.298),안전취약계
층(w=0.285),자연재해 ( w=0.258) ,구조체계(w=0.159)순으로 중요도 순위가 나타났다. 우리사회에
서는 산업재해사망사고와 교통사고사망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적재해피
해가능성불안 측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능성불안요인의
중요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고유치는 4.091이며C .I. =0.030으로 나타나 일관성을 유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표3-3과 같다.
<표3-3> 평가기준의 가중치
넘버

Criteria

weights

Rank

A1

자연재해

25.8

3

A2

인적재해

29.8

1

A3

구조체계

15.9

4

A4

안전취약계층

28.5

2

C .I. =(λmax-n)/(n-1) =(4.091 -4)/(4-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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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대안의 종합가중치 순위
B1

B2

Alternatives
B3
B4
B5
종
종
종
종합 합 종합 합 종합 합
가중치 순 가중치 순 가중치 순
위
위
위

종합
가중치

종
종
합 종합 합
순 가중치 순
위
위

A1

0.0457

9

0.0270 15 0.0462

A2

0.0642

5

0.0612

A3

0.0772

3

0.0430 12 0.0475

0.0457

9

0.0367 13

A4

0.0297

14 0.0247 16 0.0215 18 0.1502

1

0.0237 17

Criteria

6

8

0.1149

2

0.0160 19

0.0130 20 0.0440 11 0.0677
7

4

4. 결론
재해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사건인 동시에 건축물의 피해나 신체적 부상, 가족의 희생이나 생
활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시민에게 막대한 심리적 부담을 일으킨다. 또한 재해시의
공포나 비참한 광경을 목격함으로써 심리적 외상을 입는 등 주민의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
다. 따라서 2차 조사에서 안전기술사 전문가 그룹 20명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재난피해가능성불안 평가순위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쌍대비교 설문을 하였다. 평가기
준으로 ①자연재해, ②인적재해, ③구조체계파괴, ④안전취약계층 등의 요소로 계층화 하였다. 계
층분석 결과 ①인적재해,②안전취약계층, ③자연재해,④ 구조체계파괴 순으로 중요도 순위가 나타
났다. 더불어 sub평가기준에서는 ①지역보건활동.② 외상 후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나 지역보건활
동의 중요성이 발견되었다. 대안의 통합가중치에서 안전취약계층:A4 대안B4가족피해가능성불안에
서1위,B1장애를 가진 사람의 재난피해가능성불안2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인적재해:A2 하위요
소는 어린이교통사고4위, 화재가5위 등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의 지역의료보건활동문헌 고찰을 통
해 요인을 반영한 쌍대비교 설문을 조사한 결과로, 전문가 의사결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요인보
다 지역의료보건의 중요성에 판단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재난수립 시 정책 반영이 이루어진다면
안전비용측면에서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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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n E valuation of Anxiety about the Possibility of Disaster Damage
through Importance Analysis
-A Review of Mental Health Care Activities in Japan-

Kim, Kyoungsoo･ Kim, Phildo･ Moon, Yumi (Kyunggi

University)

The increase in the intensity and frequency of disaster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change
in disaster awareness. As a research metho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association and importance of the upper and lower classes through the
importance analysis of the level of anxiety about the possibility of disaster damage on
post-traumatic stress recognition and to derive alternatives. Results: Nine factors of major
improvement were identified in AHP comprehensive alternative criticality analysis. CONCLUSION:
In addition, on a sub-evaluation basis, 1local health activity.2 Post-traumatic stress was shown to
indicate the importance of local health activities. In the integrated weighted value of alternatives,
safety-vulnerable class:A4 Alternative B4 Family Damage Possibility Unstable No. 1 and B1
Disa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cond. Next, Human Accidents: A2 sub-components were
ranked fourth in children's traffic accidents and fifth in fires.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local
medical health activities in Japan, experts' decision-making determined the importance of local
medical health over post-traumatic stress factors. Based on this, it is believed that waste in terms
of safety costs can be prevented if it is reflected in the establishment of a disaster.
Keywords: Anxiety about the possibility of natural disaster damage, post-traumatic stress
recognition, and importance analysis

- 368 -

토론

재해활동 문 헌 고찰 을 통한
재해 피해가 능성 불 안 우 선순위 및 대안 도출 에 관한
연구｣ 에 대한 토론
｢ 일본의

조문기 (숭실사이버대학교)

자연재해활동은 인간의 삶의 욕구에 있어 안전의 욕구에 해당하는 욕구로 동아시아일본학회가
이러한 사회재난과 안전을 기반으로 한 연구의 영역 확장은 의미 있는 연구이다. 또한 재해활동을
경험하여 지역커뮤니티 사회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쇼셜 워커의 활동과 다양한 인력의
협응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해활동의 환경 연구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재해를 입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포멀한 공식집단의 역할과 인포멀
한 집단의 조화에 의해 극복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해피해 가능성 불안의 우선순위 및
대안의 도출을 매개로 한 ｢일본의 재해활동 문헌고찰을 통한 재해피해가능성불안 우선순위 및 대
안 도출에 관한연구｣의 방법론에 있어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한다.
연구의 목적으로 설명 된 첫째, 재해에 대한 불안의 경감에 대한 평가가 정량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국내 e-나라지표에서 사회 안전인식에 대한 척도는 지역전체 성별에 따른 5점 리커트
척도 “매우안전”, “비교 적 안전”, “보통”, “비교적 안전 하지 않음”, “매우안전하지 않음”으로 사회
안전인식조사를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구체화된 척도를 통해 국내의 사회 안전이 보장되고 안심
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위목적으로 재난피해가능성불안측정 중요도를 파
악하여 재해대응 시 불안수준이 높은 위험 순으로 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이
러한 의미는 연구의 목적의 거시적 연구에서 다양한 여러 논문의 종합적 리뷰를 통해 가능한 분
야기도 한다.
또한 두 번째 목적성은 외부에서의 정신 보건 의료팀의 관리,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케어, 재해
약자(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에 대한 방문 및 조기개입, 검사를 이용한 고위험의 식별 및 보충,
필요에 따라 개입, 피난소 나 가설 주택 등의 방문 주시, 구조 자에 대한 지원항목 등을 척도 화
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구체적 접근에 대해 본 연구와 연결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취약 자와 재
난피해자 누구라도 접근성이 열리도록 하는 연구의 상위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의 방향성이 모호한 형태로 진행 되어 불안순위와 외상후 스트레스에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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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취약자의 접근성을 강조한 연구로 사료 된다. 하지만 구체성에 있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목적성을 제시하고 있다.
방법론으로 제시한 재난피해가능성불안 상위계층과 대안에 대한C. R 계산, 재난피해가능성불안
상위계층 과 하위계층 대안에 대한 가중치의 결과로 제시한 계층분석 결과 ①인적재해,②안전취약
계층, ③자연재해,④ 구조체계파괴 순으로 중요도 순위가 나타났다. 더불어 sub평가기준에서는 ①
지역보건활동. ② 외상 후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나 지역보건활동의 중요성이 발견되었다. 대안의
통합가중치에서 안전취약계층:A4 대안B4가족피해가능성불안에서1위, B1장애를 가진 사람의 재난
피해가능성불안2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인적재해: A2 하위요소는 어린이교통사고4위, 화재가5
위 등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보건과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선행연구에서 얻은 연구결과의 리뷰를 강조하면서 한국의 조사결과 이러한 결론
은 얻었다고 하는 인과관계를 더욱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일본의 문헌연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
게 정리 하여야 본 결과의 타당성을 증명하는데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재난약자를 설명하는 설명에 있어 일본은 장애인을 장애자로 표기하고 있다. 인권감
수성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에 일본의 선행연구자를 소개할 때 반드시 장애인과 장애자의 표현의
명확하게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설명 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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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실태의 사회적 문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 청 소 년 을 중심으로)

이 종철(홍익대학교대학원)･ 이국권 (청운대학교)

1. 서 론
우리는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부르듯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다
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절도부터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범죄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고민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학교나 기관의 상담
을 통해 제자리로 돌아가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지만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은 음주와 흡
연, 약물 등의 일탈행동을 함으로써 과격하고 난폭해지며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면서 심하게는 범
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의 음주는 그 경험과 빈도가 적지 않으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 음주나 흡연 등 하지 말아야 할 나쁜 행동들을 하게 될 경우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안정을 갖기 힘들며, 교육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성인이 되면 더
큰 문제적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심할 경우 행동상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술은 에
틸알코올(ethyl alcohol)이 함유된 물질로서 소량의 알코올 함량일지라도 습관적으로 장기간 복용
하게 되면 결국에는 술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그렇
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마셔야 할 만큼 치명적인 음료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욱 알코올 중독은 자기 자신과 가족 구성원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
는 심각한 질병이다(정남운, 박현주, 2002). 청년기의 불건전한 생활양식은 성인기 이후 다양한건
강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회적 역할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Lee & Loke,
2005). 이들의 생활양식 중 한부분의 불건전함이 다른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건강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Dodd, Nakeeb, Nevill & Forshaw, 2010). 청년들의 음주는 금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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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습관과 신체활동 등의 건강한 생활양식에 지장을 준다(Keller, Maddock, Laforge, Velicer &
Basler, 2007). 이러한 청소년들의 현재 음주율은 청소년 개인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며, 국가적․사
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손실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며, 정부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관계 부처에서 청소년 음주의 문제를 인식하고 음주
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정책적으로 심리상담, 고민해결 등 각종 프로그
램의 운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청소년의 음주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음
주율과 주류 구입경로 등 음주실태를 살펴보았다. 음주로 인한 청소년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선행연구와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청소년 음주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며, 청소년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첵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실증분석 했
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이해하려 할 때 기초적인 참고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2. 연구방법 및 결과

1) 분석 개요
청소년 음주가 각종 사회적 문제와 얼마나 관련성을 갖는지,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년도별 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동일한
응답자가 매년 응답을 반복하는 패널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년도별로 다른 응답자의 특성을 통제
하기 위해 응답자 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 론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기의 음주는 성인이
되었을 경우 더 큰 문제적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심할 경우 행동상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음주 문제를 인식하
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음주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조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음주와 관련하여 청소년 음주실태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문제 음주율은 감소하고 있지
만 반대로 위험 음주율이 증가하면서 과거에 비해 청소년이 음주에 대해 느끼는 경각심이 악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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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청소년의 주류 구입경로와 주류구매가 용이해지면서 청소년 스스
로가 음주를 위험하다고 인식하거나 잘 제어하지 못하고 음주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
다.
청소년 음주실태에 따른 연도별 통계추이의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 음주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
한 범죄 관련성과 질병,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많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연도별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에 따라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현 국가
적 정책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며 민간차원에서의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
으로의 전환과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음
주는 범죄 관련성과 각종 사고에 대해서 큰 관련성을 가진다고 분석되었다. 특히, 음주를 하지 않
는 청소년에 비해 음주를 하는 청소년은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2배 이상 컷으며, 사고에 노출될
확률은 1.3배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현 국가적 정책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며 민간차원에서의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간헐적 활동의 지속적인
활동으로의 전환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청소년 음주에 대한 예방 교육은 대부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학교 내에서의 예방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통계자료에서도 잘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 음주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심리상담이나 사전예
방 교육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주류업체에서는 단순히 주류의 판매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계도 및 캠페인의 지속적인 실시와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등 사회적 공
헌을 위한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음주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구입의 용이성에 따라 음주가 발생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음주를 위한 청소년의 주류 구입은 처벌을 받지 않고 오로지 판매한 대상에게만 그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음주의 예방을 위해서는 음주의 구입에 따른 청소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일례로 사회봉사활동이나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한 공유를 통
한 주변 청소년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런 청소년기에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책적,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관심을
통한 청소년 음주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고자 한다. 다만 통계
자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의 제시가 되지 못한 점은 후속연구를 통해 진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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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drinking situation and social problems of domestic youth
Lee, Jongcheol(Hong Ik
Lee, Kukgwon (Chung Woon

University)
University)

This paper identifies the drinking conditions of domestic teenagers and talks about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them. It also covered the dangers of youth drinking by providing empirical
analysis of whether drinking in adolescents can cause social problems. Since drinking often
triggers events in juvenile delinquency, drinking in adolescents is as important as adults.
In order to reduce drinking-related problems among teenagers, the government recognizes drinking
problems at the government level and makes numerous efforts to prevent social problems by
reducing the drinking rate. Therefore, in this study, we studied countermeasures to re-examine
and prevent social problems caused by drinking among teenagers.
First, we looked at the drinking status of teenagers in relation to youth drinking. We looked at
the trend of annual changes in the drinking rate and the drinking rate of teenagers, and the
drinking rate of problems that are more likely to cause accidents has decreased, but on the
contrary, it is believed that the drinking rate of teenagers has increased, making it easier for them
to buy alcohol and to buy alcohol.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annual statistical trend caused by drinking
among teenagers,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 disease, and various accidents related to the
social cost of drinking among teenagers was not shown to be high in social problems and costs
caused by drinking, but it was found to be a social probl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and improve policies for preventing teenagers from drinking, and to improve to
continuous activities of intermittent activities to prevent youth drinking at the privat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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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음주실태의 사회적 문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에
대한 토론

이서영 (서울사이버대학교)

발제자의 음주실태의 사회적 문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라는 연구발표는 같은 생애주기를 경험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통된 사회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분석하였다는 데에 큰 의
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기에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 중에서 음주라고 하는 대상에 중점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진께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관련된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가 양국에서 어느 정도 진
행되었는지, 양국의 선행연구 동향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국비교에서 활용된 데이터가 한국자료는 정소년건강행태조사가 활용되었다고 제시되
어 있는데, 일본에서도 유사한 자료가 있는 것인지, 일본의 어떠한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분석이
되었는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청소년의 음주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개입하는 정책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결론부분에 우리 정부에서도 청소년 음주문제를 인식하고 예방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되
어 있지만 구체적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양국의 공통된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 사후개입 차원의 구체적 제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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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역밀 착 형서비스에 관한 연구

이서영 (서울사이버대학교)･ 심선경 (서울사이버대학교)

1. 지역 밀 착형 서비스의

개요

일본의 지역밀착형서비스는 2005년(평성 17년) 개호보험법 개정으로 기존의 거택해호서비스(재
가서비스), 시설서비스, 거택개호지원 제공체계에서 인지증고령자(치매고령자)나 요개호고령자(중
증의 개호판정을 받은 고령자)가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중증이 되더라도 살아온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서비스 유형 중 하나이다.
지역밀착형서비스는 크게 요개호판정을 받는 요개호노인이 이용가능한 개호급여서비스와 예방
급여서비스로 구분되며, 개호급여서비스로 이용가능한 지역밀착형서비스에는 다양한 서비스 유형
이 존재한다. 개호보험제도 개정과 함께 마련된 지역밀착형서비스는 평성18년에는 야간대응형 방
문개호, 인지증대응형 통소개호, 소규모다기능형 거택해고, 인지증대응형공동생활개호(치매노인 그
룹홈), 지역밀착형특정시설입소자 생활개호(유료 노인홈 등),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입소자
생활개호(지역밀착형 소규모 특별양호노인홈)의 6개의 서비스 유형이었으나 점차 지역포괄케어체
제가 정비되면서 점차 확대되어 2013년(평성 24년)에는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24시간
지역순회형 방문개호서비스), 복합형서비스(간호소규모다기능거택개호로 이름 변경)로 대표되는 2
개의 유형의 서비스가 추가되었고, 2017년(평성 28년)에는 지역밀착형 통소개호가 신설되어 지역
밀착형서비스는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역밀착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호보험제도에서 요개호도판정을 받은 후 에
지역의 케어매니저와 상담을 통해 이용하고 싶은 지역밀착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하고, 개별사업소에 이용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이용자의 의향에 따라 사업소와 개별적
으로 이용계약을 맺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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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밀 착형 서비스의

특징

지역밀착형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시정촌의 피보험자만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사업소의 지정
및 지도감독권한 또한 보험자인 시정촌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촌에서 지역단위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필요이상의 사업소가 과잉이 될 경우 지정거부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실정에 따
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들 지역밀착형서비스는 소규모로 제공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지역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시정촌 단위에 지역밀착형서비스운영위원회
를 두어 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밀착형서비스 운영위원회는 피보험자,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 지정, 독자적인 개호서비스단가 설정, 독자적인 지
정기준 설정, 서비스의 질 확보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밀착형서비스는 시정촌이 공모를 하여 사업자를 지정하며,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함
에 있어서 지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중시하여 시정촌, 지역 내 지역밀착형서비스 사업자
또는 거택서비스 사업자,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관계자와 긴밀히 연계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
하여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는 개호·의료연계추진회를 두고 나머지 종류의 지역밀착형
서비스들은 운영추진회의를 두어 지역사회연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회의는 2~3개월에 1회씩 실시하며, 각각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자기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회의기구에서는 자기평가에 근거한 서비스 내용 및 제공현황
등을 공유하고 함꼐 과제 및 개선점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지역 밀 착형 서비스

평가제도

지역밀착형서비스에 대한 자기평가 및 외부평가제도의 실시는 2007년 발표된 ‘지정 지역밀착형
서비스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 기준’(후생노동성령 제34호), ‘지정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
의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 ‘지정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 관련 개호예방을 위한 효과적
지원방법에 관한 기준’(후생노동성령 제 36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개호서
비스 정보공표제도에 근거하여 이러한 평가결과가 공개된다(후생노동성, 2006).
이 지역밀착형 평가제도에서는 연 1회 자기평가 및 외부평가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외부평
가결과를 공표한 날(최종평가결과를 시·정·촌)에 제출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기평가
및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단 신규로 사업소를 개설한 경우에는 개설일로부
터 6개월을 경과한 시점에서 자기평가를 실시하고 개설로부터 1년 이내에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구조, 과정, 성과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지역밀착형서비스
에 대한 평가에서 구조에 대한 평가(설비, 인력, 비용 등)는 자기평가 및 외부평가의 대상이 아니
라 기본정보로서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서 지정을 받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다. 한편, 과정평가는
서비스 실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평성 28년) 기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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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서는 55문항, 외부평가에서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이는 자기평가, 외부평가, 가족에 대
한 조사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에서는 서비스를 실시한 성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용
자의 상태의 변화,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 직원 상황 등)되며, 이는 자기평가, 가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일본인지증그룹홈협회, 2017). 실제 지역밀착형서비스의 평가항목은 후
생노동성의 2006년 ‘지역밀착형서비스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통지에 따르면, ①
그룹홈의 이념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②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형성과 지원을 하고 있
는지, ③ 그 사람다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케어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지, ④ 그 사람다운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일상적인 지원여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영역별 상세 평가 항목은 〈표
1〉와 같다.
평가 영역

〈표1〉지역밀착형서비스 평가항목

평가 항목

이념의 공유
지역과의 관계
이념에 근거한 운영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시설운영체제
인재육성과 지원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형성 상담에서부터 이용에 이르기까지의 관계형성과 지원
새로운 관계형성과 이전의 관계계속 지원
및 지원 여부
이용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 파악
이용자 개인에 대한 케어계획의 작성 및 검토
케어매니지먼트 여부
사업소의 다기능성을 활용한 지원 여부
이용자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과의 협동체계
이용자에 대한 존중
이용자 생활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기본적 생활 지원
일상생활 지원
이용자 생활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 생활 지원
안심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 출처: 후생노동성홈페이지에서 노건국계획과(2007), 지정지역밀착형서비스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한 통지문에서 발췌.
https://www.mhlw.go.jp/shingi/2006/10/dl/s1005-7b01.pdf(2020. 8. 10검색)

일본의 지역밀착형서비스 평가제도가 타 평가제도들과 비교하여 특징적인 부분은, 일본의 지역
밀착형서비스평가제도는 평가 내용과 범위가 서비스 사업자 지정기준 이상의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외부평가는 제3자에 의한 외부평가결과와 외부평가를 받기 전에 실시하는 자기평가 결과
를 대비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질 개선을 위
한 일상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서비스 사업자 지정 기준에 설정해 둠으로써 서비스 제공
자들이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평가 내용에
서도 ‘복지서비스 제3자 평가제도’는 서비스 기본지침과 조직, 조직의 운영관리, 적절한 복지서비
스 실시라는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지역밀착형 평가제도’에서는 서비스 제공 이념에
비추어 얼마나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서비스 제공체계보다는 서비스 제공기관
의 특징을 고려한 평가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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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community based services in Japan
Lee, Seoyoung ･ Shim, Sunkyung (Seoul

Cyber University)

In this study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system of community based services
in Japan. This paper has compared some evaluation systems of the social service in Japan, and
were derived about characteristics of assessment system for community based services.
The evaluation system of community based services is set above the service provider
designation standard. And, the Third party evaluation system for welfare services implements the
basic guidelines for services. The assessment is made with the contents of organizational
manatement and service implementation. On the other hand, the evaluation system of community
based services are evaluat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vider rather than the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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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일본의

지역밀 착 형서비스에 관한 연구 ｣ 에 대한 토론
최 현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어르신들이 거동이 힘들어져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생활하던 지역에서 지속적인 삶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서
비스를 도입, 제공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많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시정촌 단위에 지역밀착형서비스 운영위원회를 두고 사업장 지정기준 및 개호서비
스 단가 설정, 서비스 질 확보 등 관련 내용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제반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인 장기요양위원회에
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비롯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급여비용 지급기준 등을 심의한다는 점은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편익과 그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논의를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어르신들의 needs를 파악하고 서비스 초점을 명확히 하는데 보다 용이할 것이며 그 과
정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건보공
단에서 서비스 평가 및 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소 획일적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기관별 특성
반영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과 지역별로 소요되는 운영비의 편차가 고려되지 못한 장기요양수
가(관리운영비 등), 지역적 특성 및 개별 기관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 설정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으나 적절한 방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
해 우리 사회가, 노인복지현장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지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되는 일본의 지역밀착형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지역사회내 어르신들의
needs를 충족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서비스라도 해당 서비스 이용의 결정
과정에 어르신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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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어르신들께서 노환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어렵게 되었을 때, 생활하시던 지
역을 떠나 자녀들이 생활하는 수도권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를 하기 위해 도시로 올라오
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사회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로 이동
하는 사례입니다. 이 경우 어르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삷의 결정의 주체에서 결정의 대상으로 입
장이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나아가 AIP가 가능할수록 하려면 자기결정권 행사
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하여 일본에서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과정이나 절차상 특이점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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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서비스와
-

요양인력의 한일비교

노인자립지원케어의 시점에서 -

김정은 (국제의료복지대학대학원)

1. 서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요양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자립지원케어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자립지원케어란 노화나 질
병으로 인해 ‘할 수 없는 것’을 보완하는 수발이 아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케어를 통한 심신
기능의 회복으로 노인의 자립 된 생활을 촉진하는 새로운 케어 방법이다.
일본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한국은 제도의 안정과 양적인 확대라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제도 도입을 서두른 나머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지 않은 여
파가 낮은 요양 서비스의 질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의 추진을 위해 한국보다 앞서 개호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
는 일본이 케어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특히 직접 요양서비스를 제공
하는 요양인력의 교육과 자격제도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에 있어 제도와 요양서비
스의 환경이 다른 가운데 요양인력의 양성교육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여 향후의 다양화,
고도화되는 요양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요양인력의 교육훈련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중 공적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
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노인 요양 서비스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자립지원케어의 실천
을 위한 과제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립지원의 관점을 통한 요양인력의 교육훈련
에 대한 논의는 한일 양국의 요양인력의 전문성 확립과 요양서비스 질의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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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서비스의 한일비교

자립지원케어의 한일비교를 위해 의학중앙잡지를 통한 문헌검색 결과 3건이 추출되었으나, 요양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노인 케어에 대한 인식의 한일비교 1건만 해당되고 요양인력의
양성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문헌연구의 대상을 요양보험제도, 요양인력의 현황, 요양인력의
양성와 자격제도의 3항목으로 분류하여 한국의 문헌은 RISS를 일본 문헌은 의학중앙잡지와 CiNi
를 통해 각각 검색했다.

(1)요양보험제도
한국은 노인부양은 가족의 책임이라는 전통사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정비가 미루어지고 있었으
나 급속히 팽창하는 의료비와 노인 요양부담을 종래의 선가족 후국가 시스템으로는 지탱할 수 없
다는 위기감에서 노인요양의 제도화가 추진되었다. 제도의 도입을 위해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연
구하여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구성하였으나, 한국 특유의 사회정서와 당면 목표에 맞추어 새로이
구축한 부분이 존재한다.
먼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기본이념은 자립지원이라는 것을 명확히 내세우고 있는 반면, 장
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의 요양부담의 경감과 재가급여를 우선함을 명시하는 등 ‘요양의 사회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의 고령화율이 10.3%로 일본
의 제도 도입당시의 17.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요양지옥이라 불리는 고령사회의 심각성
이 사회문제로서 인식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의 요양노동을 사회의 연대책임으로 제도화하
는 과정을 국가가 주도했다는 면에서 제도의 이념과 취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다.
요양서비스의 종류는 양국 모두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은 특별
현금급여라는 가족요양비를 채용하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추구하는 ‘요양의 사회화’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인프라의 정비와 요양인력의 양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
에 대한 대안책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배경이 있다. 장기요양등급에 있어서는 한국은 제도
설계의 단계에서부터 재정면에서 지속가능한 제도를 지향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중증자를 중심
으로 한 3등급제를 채택했으나, 이후 경증과 치매등급의 신설로 5등급으로 확대되었다.
양국비교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케어매니지먼트 제도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요양서비스의
종류와 인정자수는 조정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과 케어매니저의 중립성에 대
한 우려, 최종적으로 재정적인 이유로 도입이 연기되었다. 케어매니지먼트 제도의 부재는 이용자
의 니즈보다 요양사업자의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우선시되는 폐해를 가져오게 되었고, 2018년 제2
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발표를 통해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2) 요양인력의 현황
한국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지지하는 유망한 자격제도로서 요양보호사가 꾸준히 배출되어 오고
있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인력은 31만 명으로 자격보유자의 23.5%에 지나지 않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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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임금과 사회적 평가, 고용불안의 이유로 이직율은 2016년 기준 41%로 일본의 16.7%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수준이다.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요양보호사의 86.15%가 50대
이상이라는 현실은 전문성이 낮은 단순 업무, 커리어 향상과 적절한 보수를 기대할 수 없는, 젊은
인재가 기피하는 직업군임을 반증하고 있다.
일본의 요양인력은 개호직원초임자연수자격자와 개호복지사로 구분되고, 국가자격인 개호복지사
는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케어현장은 채용곤란과 높은 이직율로 인해 만성적
인 일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는 요양인력의 수급의 갭
이 3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인 케어인력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기능실습제도를 비
롯한 각종 제도와 정책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요양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일본의 케어현장에 종사하는 요양인력은 전술한 개호직원초임자연수자격, 실무자 연수, 개호복
지사 등 다양한 자격취득의 경로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요양보
호사 자격보유자로 제한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이론과 실기, 실습을 포함하여 240시간의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데, 케어 경험이 전무한 초심자가 실제 케어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기나 실습 중신이 아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가 되는 것이므
로 자격 취득 후 소속 요양기관에서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또한, 일원화되 경
력관리와 커리어패스를 통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일본의 인재육성제도와 달리 한국에서는 요
양보호사가 유일한 자격이므로 근무연수에 상관없는 동일한 임금체계와 승급제도 및 상위자격의
부재는 단계적으로 커리어업을 원하는 우수한 인재와 젊은 인력에게 더 이상 유망한 직업으로 다
가가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

노인자립지원케어에 대한 고찰

(1) 요양서비스의 변천
한국과 일본의 노인요양의 변천을 살펴보면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요양의 한계라는 공통적이 배
경을 바탕으로 공적 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시점에서 양국의 제도의 목표나 요양정책에
있어서의 중점과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원인은 각국의 사회 경제적 환경 및 사회정세의 차
이에 의해 비롯되는 것으로 먼저 한국은 일본보다 8년 늦은 2008년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국민
소득이나 노인 의료비의 비율 등 양국의 제도도입 시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비교하면 일본의 개호
보험제도 도입 20년 전인 1980년대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20년의 시
간차에도 불구하고 자립지원케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단면적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것에 대
해 비교대상의 조건이 상응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노인요양에 있어 한국이 거쳐 온
길과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일본과 중첩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고령화 스피드에 있어서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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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서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를 이미 경험한 일본과의 비교
를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시간차를 초월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사료
된다.

(2) 요양인력의 전문성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인식되어 있고, 낮은 사회적 지위는 급여수준과
서비스 질 저하라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국가공인 가정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체계화된 양
성 커리큘럼과 지속적인 교육연수 제도를 통한 전문성의 확립으로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좋은 예로 일본의 개호복지사 자격제도는 세계 최초의
복지계열 국가자격으로 도입 초기에는 신체적 케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그 업무범위를 규정하였
으나, 개정을 거치며 심리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는 개별 케어, 의료적 케어도 담당하는 인재로 발
전하였으며, 나아가 개호복지사의 의무규정에서 자립지원을 지원하는 성실 의무가 추가됨으로써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렇게 요양인력의 역할과 임무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규정하는 것은 요양보호사로서의 정체성의 확립과 자립지원이라는 명확한 목표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수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노화나 질환으로 인해 자립된 일상생활을 보내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적인 수발서비스의 제공과 요양부담을 짊어진 가족이 계속해서 재가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레스파이트 케어 또한 요양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임에는 분명하지만
요양서비스의 최종 목표는 이용자의 자립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고, 따라서 요양인력의 전문성
이란 자립지원을 실천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립지원케어
케어의 목적은 생명유지의 레벨을 넘어 일상생활의 영위로, 생활범위의 확대를 통한 사회생활의
유지로 진화되었고, 쇠퇴한 기능을 보완하는 케어가 아닌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회복
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케어에 대한 사고방식이 전환되고 있다.
새로운 케어방법으로 자립지원케어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타케우치 교수의 자립지원케
어이론의 학습과 실천이 계기가 되었고, 2016년에 개최된 미래투자회의에서 2025년 문제에 대비하
기 위해 자립지원을 축으로 하는 의료 및 요양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을 통해 국가전략으
로 추진되었다.
아직도 ‘할 수 없는 것을 케어하는 것’이 요양서비스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요양인력의
중요한 역할은 노인을 생활의 주체로 생각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이라는 재인식이 필요하고, 향후 커뮤티니케어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정착에 있어 요양인력의
자립지원케어의 실천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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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요양서비스를 둘러싼 환경과 제도는 변화를 많은 겪어 왔고, 치매 등 고도의 케어력이 요구되는
질환을 비롯하여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커뮤니티케어 시대의 도래, 그리고 자립지원이 케어의 최
상위 과제가 된 오늘날에 이르러는 요양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양성교육의 고도화가 해결을 서둘
러야할 급선무가 되었다. 시동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자립지원케어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케어방식으로부터의 인식전환, 전문적인 교육 등 기반을 다지는 일과 새로운 시도를 확
실히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요양목표의 명확화이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일관되게 자립지원을 이념으로 삼고 있으나
2016년 미래투자회의의 선언은 제도의 운영 상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재확
인한 것이다. 한국의 요양보험제도는 치매국가책임제와 커뮤니티케어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
고 있으나 그러한 제도나 정책은 노인요양의 목표가 아닌 수단에 불과하다. 가족요양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요양의 사회화를 단행했듯 기존의 수발형 케어에서 자립지원에로 사고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관련법령 및 국가정책에서 명확한 요양목표를 표방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과제는 요양인력의 교육과정의 재편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케어, 자립지원을 위한
케어방법을 발굴, 보급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은 케어매니지먼트 제도의 부재와 안전을 중시
하는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케어과정 및 리스크매니지먼트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교육과 성공체험의 축적이 요양인력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강화와 사회
적 평가의 향상으로 이어지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요양인력의 전문성 확립이다. 한일 양국 모두 요양인력의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되고 있으나, 선결 과제는 전문직으로서의 요양인력의 자리매김과 역할의 정립
이라 사료된다. 개호복지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제도와 법령의 수정을 통해 확보되었듯 자립지원케
어의 실천이 요양인력의 본래의 의무이며 타 전문직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고유영역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요양서비스의 목표와 요양인력의 전문성을 ‘자립지원을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양국의 서로 다른 조건 가운데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케어의 실천을 위한 과제를 추출했다는 점에
서 일정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문헌연구를 통한 자립지원케어의 현황과 과제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연구로서 한국과 일본의 요양인력을 대상으로 한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더욱 심화
할 필요가 있고, 양국의 요양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실천적인
제언을 하는 것을 다음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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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functional recovery care in Japan and Korea
: Focusing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care workers

Kim, Jeongeun (Inter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elderly care in Japan and Korea,
aiming to examine the tasks of functional recovery care. In a literature study, the social
background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s and the current state of care workers in Japan
and Korea. As a result, in Japan, the qualification system of various channels and unified career
management are promoting professional improvement.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re is no
career-up system with a single qualification system, and there is no curriculum that can respond
to various care needs. From this research which analyzed both countries’ systems of functional
recovery care, it was concluded that clear goal-setting based on systematic considerations,
professional training, and appropriate amount of service quality are necessary for fostering
excellent care workers.

- 387 -

2020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인문학의 현대적 재편

토론

｢

노인자립지원케어의 한일비교｣에 대한 토론
임기 웅(경희대학교)

정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 계획을 통해 그간의 장기요양보험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를 꾀하고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는 본논문
에서도 지걱한 것처럼 한일 장기요양보험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의 장기요양보험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진 나머지 이용자들의 선택권은 소외
되어 왔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케어매니지먼트의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이다. 그리고 케어매니지먼트의 성공여부는 장기요양 인력의 질관리에 달려 있다 하겠다.
현재의 장기요양체계로는 증가하는 치매와 와상 이용자 증가를 대응할 수 없다. 체계적인 케어
매니지먼트의 운영을 통해 시설 중심의 돌봄이 아닌 재가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무엇
보다 재가의 경우 서비스의 질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립지원
중심으로 교육체제를 재편하고 전문적인 자격관리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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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해상전력 비교분석과 시사점

유병 준(합동참모본부

중령)･배학영 (해군 중령)･오순 근(해군 대령)

1. 서 론
비교연구의 장점은 상호비교를 통해 각 사례가 갖는 유사성과 더불어 상대성을 찾는 작업이다.
상대성의 발견은 우리에게 특정한 구조, 제도, 법칙, 관습 등이 형성된 구조를 알 수 있게 하며,
이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가
져다준다.1)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해상전력을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
과 일본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2018년 12월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이후 양국간 군사적 갈
등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각국의 군사력 수준을 분석하
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가 ‘2018년 잠재적인 전쟁 수행능력’에서 한국을 136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7위, 일본은 8위로 평가한 것을 근거로 한국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주장한다.2) 이같은 주장
은 타당한 것일까? 韓日 양국간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국경이 맞닿아 있으므로, 韓日 양국의 군사
력 비교는 해상전력 비교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개념적 용어인 전력을 수치화할 수 있도록
조작적 정의를 하고 수치로 담아낼 수 있는 정량적 평가요소를 발굴한다. 둘째, 앞에서 발굴한 정
량적 평가 요소에 따라 실제적으로 韓日 해상전력을 비교해 단순 척수비교보다 더 설득력 있는
정량적 비교를 시도한다.

1) 정갑영·정상화·김상준(2003) 경제발전과 정치환경의 한일 비교분석, 집문당, p.3.
2) 세계일보 (2019.2.1.) ｢한국은 일본 해군력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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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 의

개념과 평가요소

권오정·조용주(2015)3)는 전력의 개념과 평가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전력이란 무엇
인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전력의 사전적 의미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전력의 개념을 이해할 필
요가 있는데, 이는 [도표 1]과 같이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군사용어사전
및 Julian Lider(1981)가 정의하는 전력은 광의의 개념인 국가 총체적 전쟁수행능력이며, 軍은 협
의의 개념인 군사력 건설을 통해 형성되는 전투력으로 이해하여 주로 유형적인 무기체계 위주로
정의하고 있다.
[도표 1] 전력에 대한 용어 정의

균사용어사전
Julian Lider
전쟁을 수행할 목적과 기능을
국가 총 체적 전쟁 수행능력
갖는 조직적인 무력 또는
군사력으로서 군사무기체계,
* 군사력과 전투력의 상위 개념,
장비, 조직, 교리, 군사훈련 및 기 경제력, 외교, 정치, 사회등포함
반시설이 망라

軍
군사력 건설을 통해 형성되는
전투력, 주로 유형적인
무기체계

Julian Lider는 전력을 국가 총체적 전쟁수행능력으로 보고 군사력과 전투력과의 관계를 [도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경제적 능력
Ÿ 외교/정치적 능력
Ÿ 사회/심리적 능력
Ÿ 지리적 조건
Ÿ 인구
Ÿ

[도표 2] 전력, 군사력, 전투력의 관계
전 력 (국가 총 체적 전 쟁 수행 능력)
군사 력 (군사 작 전 수행 능력)
Ÿ 군사과학기술
전 투력 (전투 에 직 접 발휘 하는 최종능력)
Ÿ 무기체계
Ÿ 병력
Ÿ 군수산업
Ÿ C4I
Ÿ 교육훈련
Ÿ 군사제도
Ÿ 정찰/감시
Ÿ 사기
Ÿ 군수지원
Ÿ 지휘/통솔
Ÿ 예비전력

전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연구된 다양한 자료가 필수적이다.
미군은 과거 한국전쟁 시 전쟁자료를 수집하는 별도의 부대를 파병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였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군은 기초데이터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데 많은 조직과 인력
을 투입하여 미래전에 승리하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시스템을 발전시키며 전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생산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 및 국내 분석기관에는 이러한
기초자료 및 분석자료가 부족한다. 이러한 기초자료 및 분석자료 부족은 전력평가 요소 선정, 평
3) 권오정·조용주(2015) ｢지상군 전력평가 발전방향 연구｣ 국방정책연구 31-1, 한국국방연구원, pp.107∼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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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법론 발전에도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력분석 대상 및 방법론 개발 시
해외 선진분석기관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발전시켜 왔으나 기초자료 부족으로 전력분석 대상
및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제한사항이 많았다(권오정·조용주, 2015).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료 및 분석자료가 부족한 현실이지만, 해외 전문가 및 KIDA가 제시한 분
야 중 가용한 각종 지표 및 지수를 가지고, 韓日간 해상전력을 비교분석한다. 분석범위는 [도표 3]
와 같다.
전 력 (국가 총 체적 전 쟁 수행 능력)

군사 력 (군사 작 전 수행 능력)

경제적 능력
Ÿ 인구
Ÿ

3.

[도표 3] 분석 범위

국방과학기술
Ÿ 방위산업
Ÿ

전 투력 (전투 에 직 접 발휘 하는 최종능력)
Ÿ

해상전력

韓日 해상전력 비교(지표·지수 비교 중심)

본장에서는 제2장에서 도출한 분석범위를 중심으로, 경제적 능력, 인구, 국방과학기술, 방위산업,
해상전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韓日의 경제적 능력과 인구를 [도표 4]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일
본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3배 수준이다. 이 GDP에 한국보다 2.5배 많은 일본의 인원을 고
려해서, 1인당 국내총생산(per capita)을 살펴보면, 일본은 한국의 1.3배 수준이다. 하지만, 경제성
장률은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2.5배 높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구매력평
가지수(PPP) 환산 1인당 GDP는 2017년에 이미 한국이 일본을 116달러 차이로 앞질렀고, 2018년
(잠정치)에는 격차를 772달러로 벌렸다.4) 그러한 가운데 국방예산은 일본이 한국보다 1.2배 많다.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볼 때, 양국간의 국방예산 격차는 현재도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2025년
에는 한국의 국방예산이 일본과 같아지거나 추월할 전망이다.5)
[도표 4] GDP, PPP, 경제성장률, 국방예산(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9, OECD)
구 분

국내총생산(GDP)
1인당 국내총생산(per capita)
PPP6)로 계산한 1인당 GDP
경제성장률(Growth)
국방예산(Def bdgt)

US$
US$
US$
%
US$

2 0 17

한 국

1.54tr
29,938
41,001
3.1
35.9bn

2 0 18

1.66tr
30,046

2.8
39.2bn

2 0 17

4.87tr
38,449
40,885
1.7
45.7bn

4) 오마이뉴스 (2020.8.14.) ｢‘넘사벽 일본, 약소국 한국’은 더 이상 없다｣
5) 경향신문 (2020.8.10.) ｢국방부 장밋빛 청사진 “5년간 국방비 301조 투입”…2025년이면 일본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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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2 0 18

5.07tr
40,106

1.1
47.3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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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방기술품질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7위이지만 한국의 기술수준은 9위이다. 미국·러
시아·중국·일본과 한국의 2018년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도표 5]과 같다.
구 분

기술수준
순 위
비 고

[도표 5] 2018년 주요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출처:국방기술품질원)
러시아
90
2
최선진국

미 국

100
1
최고선진국

중 국

일 본

85
6

84
7
선진권

한 국

80
9

산업연구원의 한·미·일 무기체계 경쟁력 실태조사(2018)7)에 따르면, 일본 해상무기체계는 [도표
7]과 같이 한국 대비 기술 및 품질경쟁력 면에서는 각각 107%, 100%로 우위에 있으나, 가격경쟁
력은 91%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Military Balance(2019)에 따르면, [도표 6]과 같이 한국의 주요 수상함은 26척이고 일본은 49척
이다. 톤수로 비교하면, 한국은 19만톤이고 일본은 46만톤이다. 한국 해군의 규모를 1로 잡으면 1
대 2.4의 전력차가 되고 실제 전력 차이는 더 크다. 함대 세력이 조금만 더 커도 해전에서는 완승
한다는 ‘란체스터 법칙’에 따르면 세계 7위 수준의 한국 해군은 경우에 따라 세계 2∼4위권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상대가 못 된다.8)
[도표 6] 韓日 수상함 현황(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9)
구 분

한 국
일 본

소계

26
49

항모

0
4

주 요 수상함
순양함

3
2

구 축함

6
33

프리깃
17
10

(단위 : 척)

연안전투 함

101
6

Military Balance(2019)에 따르면, [도표 7]과 같이 한국의 주요 해상항공기 중 대잠초계기는 16
대이고 일본은 78대로, 일본이 한국보다 약 5배 더 보유하고 있다. 회전익항공기 중 대잠헬기는
한국이 31대이고 일본은 87대로, 일본이 한국보다 약 3배 더 보유하고 있다. 김민석(2016)9)은 일
본의 대잠 탐지능력은 우리보다 약 5배 우세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렇게 평가된 주요 요인은 대잠
항공기 보유수와 그 능력일 것이다.
6)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index)
7) 한일 무기체계 경쟁력 실태조사는 ① 2014년 한일 방산업체 및 전문가 39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검토, ② 한일 주요
무기체계 단가 비교분석, ③ 2018년 한일 방산업체 및 전문가 12명에 대한 2차 실태조사 결과 검토, ④ 산업연구원 전
문가 최종 검토순으로 진행되었다. 일본 방위산업 전문가는1 전 방위대신, 전 육막장, 현 방위장비청 국장 등을 포함하
였다.
8) 서울경제신문 (2019.3.13.) ｢中 123만 vs 日 46만 vs 韓 19만…전면전 땐 한국해군 몰살당할 판｣
9) 국방일보 (2016.11.22.) ｢日 대잠 탐지정보 있으면 북 잠수함 ‘독 안의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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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 韓日 해상 항공기 현황(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9)
구분

한국
일본

대잠전

16
78

고정익 항공기
구 수송
전자전 탐 색
조

0
5

0
5

5
27

훈련
0
30

대잠전

31
87

회전익항공기
구 다기능
기뢰전 탐색
조
0
0
3
10
15
0

(단위 : 대)
수송

15
18

4. 결 론
본 발표요지문에서는 먼저 전력의 개념과 평가요소에 대해 살펴보았고,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한
韓日 해상전력에 대한 주요 비교결과를 설명하였다. 2018년 기준 국방예산은 일본이 한국보다 1.2
배 많지만, 2025년에는 한국의 국방예산이 일본과 같아지거나 추월할 전망이다. 일본 해상무기체
계는 한국 대비 기술 및 품질경쟁력 면에서는 각각 107%, 100%로 우위에 있으나, 가격경쟁력은
91%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한국 수상함의 규모를 1로 잡으면, 한국 대 일본의 전력차는 1 대
2.4가 되고 실제 전력 차이는 더 크다. 발표 시에는 보다 세부적인 비교결과와 시사점을 소개하고,
추가적으로 韓日 해상전력 전투효과지수 개발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 Abstract 】
Comparative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Korean-Japanese N aval Power
You, Byungjun (JCS)
Bae, Hackyoung ･ Oh, Soonkun (Nav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naval power of Korea and Japan and
to draw implications. What happens if Korea and Japan collide? After the low-flying threat flight
of the Japanese patrol plane in December 2018,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escalated, raising interest in this. Some argue that Korea's military strength is strong based on
the fact that the GFP(Global Fire Power), which analyzes the level of military power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ranked Korea 7th out of 136 countries in terms of potential war performance in
2018, and Japan 8th. Does this claim make sens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Japan, which
is an island nation, the comparison of naval capabilities between Korea and Japan should be made
first. In this presentation summary, we first look at the concept and evaluation elements of force,
and briefly explain the main par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marine power in Korea, focusing
on the evaluation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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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韓日 해상전력 비교분석｣에 대한 토론
류 재학(합동참모본부)

한일 간 해군력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은 정성적으로 잘 알려져 있음. 이와 같은 개념적 이해
를 수치적으로 비교하는 시도는 의미가 크고, 설득력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하
여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함.
Q1. 이와 같은 시도를 일본과 최초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Q2. 정량적 평가요소를 통한 비교분석은 객관성이 중요한데, 군사기밀 사항이 대부분인 군사력
분야에 대해 어떤 보완사항이 고려되었는지?
Q3. 이번 지표지수의 비교분석 연구는 최초로 많은 난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어
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극복하였는지?
Q4. 최근 외국의 다양한 연구소/기관에서 세계 국가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와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비교분석의 결과의 활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함. 해상전력 지표·지수가 전쟁 혹은
전투에서의 참고요소이지 절대적인 전승(戰勝)의 요소가 될 수 없음에 대한 전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또한, 해상전력의 지표·지수에 포함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임(예: 군인의 사기,
국민의지지, 장병의 자질 등). 이런 요소들이 향후 연구 보완사항에 반영되어 나간다면, 더욱 설득
적인 비교수단으로써 가치가 크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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