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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일 관계에서 일본 문화의 개방은 양국의 정치적 상황과 국민감정이 혼융

되어 항상 미묘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대중문화의 개방은 국내 시장

의 잠식과 문화산업의 경쟁력 문제 등으로 하여 개방 자체에 대한 국내적 거

부감이 클 뿐 아니라, 아직도 엄존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이 정책적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일본의 대중문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에 대해 보다 솔직한 입장

을 취할 때가 되었다. 문화 개방의 원칙과 명분을 따지는 원론 차원에서 논의

가 진행되는 동안 음성적으로 유입된 일본 문화는 우리의 생활 전반에 이미

만연되어 버렸다. 지상에서 찬반 논의가 진행될 때 지하에서는 일본 대중문화

가 빠른 속도로 침투하여 우리의 문화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국민의 정서

취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면적 현실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 전반에 유입된 일본 문화를 항목별로 구체화하여 살펴

보았다. 항목들은 크게 언어생활, 생활문화, 대중문화의 영역으로 나뉘어진

다.1)

먼저 우리의 언어에는 일제시대의 불행한 암흑기를 보내면서 유입된 일본어

투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일제시대 유입된 일본

어의 흔적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나 각종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일본어의

유입이 다시 시작되었다. 특히 일본 만화(영화)의 범람과 일본풍의 유행은 청

소년 언어를 중심으로 우리의 언어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의 의식주와 놀이문화에 유입된 일본 문화를 보면 의생활에서는 일본풍

1) 위의 세 영역은 공동연구자로 본 연구에 참여해주신 이승재(국립국어연구원 어문실태 연구

부장, 카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승정(YMCA 청소년사업부장), 이도흠외 인문과

사회연구소 팀이 함께 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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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복과 일본풍의 패션, 식생활에서는 기무치의 역습으로 대표되는 우리 음

식의 일본화 현상과 점차 늘어나는 국내 자본의 일본음식 체인점, 전통 장류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중문화분야에서는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의 만화영화,

영화,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미국과 더불어 국내 만화시장에서 절대

적 영향력을 미치는 일본의 만화영화 유입사례와, 아직 개방되지는 않았지만

다각도로 들어오고 있는 일본의 영화, 그리고 전자 게임 소프트웨어를 통한

일본 문화의 유입실태 및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관찰을 토대로 하여 개방화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입

장, 일본문화 유입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검토되

어야 한다.

먼저 고급문화를 중심으로 일본대중문화를 개방하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필

요한 일이다. 또한 일본 문화 개방이 국가의 세계화 시책에 알맞는지 검증하

고, 국민 정서, 문화산업 수준 및 대일무역역조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단계별

분야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적 창조력이 제고되고 일반인

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문화 개방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일본 및 일본문화에 대

하여 민족적 관점을 획득하는 일이다. 둘째,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명확히 세

우는 일이다. 셋째,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적, 제도적, 정책

적 지원 체계를 우선 갖추는 일이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 회복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복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청소년에 대한 문화교육이다. 그간 우리 나라의 청소년 교육은 입시 준비위

주로만 치중되어 뒤틀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입시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청소년 교육 개혁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 때,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삶과

문화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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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 유도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전략, 환경문제의 차원에서 기

업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조세제도 확립 등

을 통해 국가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스스로 문화산업의 첨병으

로 나서게 함과 동시에 국가가 포괄할 수 없는 영역까지 문화산업을 발전시

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문화산업 지원 강화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제정되어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의 근거가 확립되

어야 한다. 아울러 문화산업 특별자금을 신설하고,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정보분야 벤처산업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장르별 개방순서 및 원칙은 다음과 같다.

영화

여러 영화진흥방안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진흥기금육성, 스크린쿼터제의

강화, 한국영화 전용상영관 신설 등이 그 예이다. 개방순서는 우선적으로 작

품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예술성이 높고 일본적인 색채가 강하지 않은

작품이 우선 선정되어야 한다. 형식면에서 보면 첫 단계에서는 한일 합작

영화, 2단계는 일본과 제3국의 합작영화를 수입 배급하는 것, 마지막 3단계

로 일본의 극영화 수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만화

음성적으로 수입되어 대사만 바꿔 국제불명의 만화를 양산하는 현실에서 벗

어나 개방을 통해 우리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만

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적정한 시점에 우리 만화와 동등하게 심

의를 거쳐(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우수한 만화를 선별 수용함으로써 우리 만

화산업의 풍토를 개선하고 기술의 발전을 이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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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우리 나라의 게임산업 시장은 음성 유통으로 인한 초기의 혼돈 상태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된 일본의 게임이 전면적으로 개방

된다는 것은 만화와 마찬가지로 게임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커

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로 폭력과 섹스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게

임은 역사시뮬레이션에서 조차 역사의 왜곡을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디오 게임은 일본문화 개방의 최종단계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요

가요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연과 방송출연, 음반시장으로 세분화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청소년들은 일본의 대중가요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고 음반제작자들의 일본가요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요 시장은 일본가수의 국내 공연을 먼저 허용하고 음반 판매, 방송 순으

로 개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문화를 자유롭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국민의 일본문화에

대한 이중성을 시정하는 계몽운동이 정부와 언론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고대문화에 대한 우월감과 현재에 대한 열등감, 일본인에 대한 거부감 내지

혐오감과 일본상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의식 등 한국인에 내재되어 있는

이중성을 타파하지 않은 채 고식적인 우리 문화에 대한 우월감을 전파하려 한

다면 이런 이중구조 하에서 일본문화의 유입과 침투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결국 일본문화 개방에 선행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이렇게 우리문화의 발전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개방이전에 합작투자, 제작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가의

정책을 통한 기업의 문화사업에의 진출 권장과 문화부분에서의 인력 양성, 보

조가 병행된다면 어떠한 문화의 유입도 우리문화의 발전으로 바꿔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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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내용

우리 문화는 일제 35년간 일본문화를 강요당하였고, 해방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잔재가 남아 있으며 그 이후에도 많은 유입이 있었다. 대중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생활문화에도 일본문화의 잔재와 새로운 유입은 무시할 수 있

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일본문화의 유입양상을 밝히고 대안을 내세우

는 일은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가 문화대국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대국

으로 나서기 위한 선결요건이다.

본 연구는 일본문화의 유입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정립하기 위하여 먼저

일본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분석하였다. 처음에는 국민들이 과연 일본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일

본 문화를 개방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에 대한

의식을 살펴본다.

이어서, 사회문화 전반에 유입된 일본 문화를 항목별로 구체화하여 살펴보

았다. 이 항목들은 크게 언어생활, 생활문화, 대중문화의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로, 언어는 그 민족의 정체성과 정신성이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영역

이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에서는 일제시대의 불행한 암흑기를 보내면서 유입

된 일본 어투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일제시대 유

입된 일본어의 흔적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각종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일본어의 유입이 다시 시작되었다. 특히 일본 만화(영화)의 범람과 일본

풍의 유행은 청소년 언어를 중심으로 우리의 언어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어휘 사용의 빈도 수를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다.

생활문화 분야에서는 우리의 의식주와 놀이문화에 유입된 일본 문화의 영향

을 분석한다. 의생활에서는 일본풍의 교복과 일본풍의 패션, 식생활에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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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치의 역습으로 대표되는 우리 음식의 일본화 현상과 점차 늘어나는 국내 자

본의 일본음식 체인점, 전통 장류까지 영향을 미친 일본의 음식 문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대중문화분야에서는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의 만화영화,

영화,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미국과 더불어 국내 만화시장에서 절대

적 영향력을 미치는 일본의 만화영화 유입사례와, 아직 개방되지는 않았지만

다각도로 들어오고 있는 일본의 영화, 그리고 전자 게임 소프트웨어를 통한

일본 문화의 유입실태 및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관찰을 토대로 하여 개방화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입

장, 일본문화 유입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검토되

어야 한다.

이제는 일본의 대중문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에 대해 보다 솔직한 입장

을 취할 때가 되었다. 문화 개방의 원칙과 명분을 따지는 원론 차원에서 논의

가 진행되는 동안 음성적으로 유입된 일본 문화는 우리의 생활 전반에 이미

만연되어 버렸다. 지상에서 찬반 논의가 진행될 때 지하에서는 일본 대중문화

가 빠른 속도로 침투하여 우리의 문화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국민의 정서

취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양면적 현실이 우리의 현재이다.

사실 음성적 이라 할 것도 없이 일본의 대중잡지는 이젠 중소도시의 서점에

도 버젓이 나와 있고, 어제의 동경 패션이 오늘의 서울 거리에 나돌 정도로

일본과 한국은 일일 문화권이 되어 버렸다. 일본 가요 카세트 테이프나 CD,

LD 구하기는 날이 갈수록 수월해지고 있다. 아침저녁으로는 위성통신을 통해

일본의 대중 문화가 안방을 가득 메우고 있으며, 더 나아가 최근 심각하게 문

제시되고 있는 인터넷의 정보 공략에는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본 문화의 유입실태를 보다 광범위하게 파악하는 데 주

안점을 두었다. 이후로는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구체적

으로 대중문화의 구조분석과 일본문화산업과의 대비 등을 통해 보다 장기적이

고 정밀한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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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식조사 결과 분석

최근 몇 년간의 설문조사 결과2)들을 분석하여 일본문화 유입에 대한 국민의

식, 또 미래의 개방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입된 일본문화의 현실 상황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한 기초자

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19 94년 조사 결과

국내 문화예술인들은 대체로 일본 문화예술 수입 개방이 아직은 시기상조이

지만 언젠가는 개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1994년 2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전국의 회원 2천 여 명(회수자 1천

4백 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중 개방에 절대로 반대 라고

한 사람은 4%에 불과했고, 33%는 일본문화 개방이 아직 시기상조 라고 답했

다. 그러나 언젠가는 개방되어야 할 것 이라는 사람은 48%, 당장 개방돼야

한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15%였다.

또 개방을 추진하더라도 우리 예술문화의 주체성과 경쟁력이 확보돼야 한

다 는 의견이 50%로 나타났으며, 공청회를 열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이뤄

져야 한다 는 응답도 27%로 확인되어 다자간의 합의가 선행되고 정책적 지원

이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특히 일본문화 개방에 대비한 우리 예술문화의 방향전환책으로서 국가 정

책적으로 예술과 문화를 지원 육성 (51%)하고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급 예술문화를 창출 (29%)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으로써, 문

2) 이 부분은 여러 설문조사를 참고로 하였으며, 이는 다음의 신문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

다.

94년 3월 23일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94년 4월 15일자 동아일보

94년 4월 30일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94년 11월 5일자 중앙일보/제주

94년 11월 14일자 한국일보, 조선일보

95년 8월 2일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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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생력 배양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회문공위 임채정 의원이 비슷한 시기에 학계·문화계 인사와 공직

자 등 2백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에서는 개방 반대가 53.5%(4.5%는 절대 불가, 44.5%는 시기상조), 개방 찬성

의견이 46.5%(2%는 전면개방, 44.5%는 단계적 개방)였다.

응답자들은 개방을 시기상조로 보는 이유로 47%가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 을 들었으며 국내 문화산업의 대일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

문 (34.2%), 폭력 음란성의 폐해가 우려되기 때문 (22.2%)이라는 의견도 상당

수였다.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고 응답한 사람도 44.5%나 됐는데 이들은

그 이유를 국제적 개방추세에 순응하여 일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이

미 일본문화가 광범위하게 들어왔기 때문 의 순으로 이유를 꼽았다.

이 두 가지 설문조사 결과는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에게서 일본 대중문

화 개방 시기에 대한 견해는 달랐지만 대부분이 개방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국내 문화산업의 경쟁력 확보 를 꼽았으며, 일본문화의 개방 예고 시

점에 대한 우리 나라 예술문화의 방향 정립과 관련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예

술문화의 지원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문화

담당자층·전문가층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급 예술문화 창출 등 우리

문화의 자생력 배양의 중요성이 가장 크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에게서도 일본 문화에 대한 우리

문화의 자신감 내지 우월 의식은 크게 자취를 감추고, 개방이 되면 우리 문화

가 일본 문화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드러나기도 했다.

1994년 4월 30일 중앙대 영자신문 <중앙헤럴드>가 재학생 2백 50명을 상대

로 실시한 일본문화의 시장개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우리 문화가 일본문화 보다 우월하다고 응답한 반면, 49%는 우리 문화

가 과거에는 일본보다 우월했지만 현재는 대중성과 경쟁력 상실로 뒤떨어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의 절반 가량이 문화의 수입개방이 이뤄질 경

우, 우리 문화의 일본문화에 의한 잠식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와 함께 일본문화에 대한 시장개방의 장점으로는 선진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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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에 따른 우리 문화의 질적인 발전 (66%)을 들었으며, 단점으로는 저속한

일본문화 유입에 따른 문화적 손상 (50%) 문화의 동질화 (26%) 국내 문화산

업의 침체 (5%) 등을 꼽았다.

영화, 음악 등 일본문화에 대하여 수입시장이 개방될 경우, 필연적으로 우리

문화가 일본문화에 의해 잠식될 것이라고 본 대학생은 무려 70%나 되었다. 대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들이 실제 영

화나 대중음악의 주요 수용자층이자 근래에 일본 대중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

는 신세대로서, 재미 로 대표되는 일본 문화의 대중성과 확산력을 감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 1> 1994년 설문조사 결과

조사시기 조사처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결과

1994 . 2

한 국 예 술 문

화 단 체 총 연

합회

문화예술인

개방여부

절대반대 4 %

언젠가 개방 4 8 %

당장 개방 15 %

대응방안

정책적 문화예술지원 육성

5 1%

고급예술문화창출 29 %

1994 . 4
문공위 임채

정의원
문화예술인

개방여부
개방반대 53 .3 %

찬성 4 6 .5 %

개방불가의

이유

일제잔재 4 7 %

대일경쟁력 부족 34 .2 %

폭력 음란성 22 .2 %

1994 . 4 중앙헤럴드 대학생

문화 이해도
우리문화가 우월 44 %

대중성과 경쟁력 상실 4 9 %

대응방안
우리의 의식개혁 69 %

경쟁력 강화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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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 95년 조사 결과

1995년 문화체육부가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관련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

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천 1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질문

화가 더 많다 고 응답한 사람이 83.7%인 반면 고급 문화가 더 많다 고 생각하

는 사람은 11.3%에 불과했다.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개방여부 및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개방불가

18.3%, 가능하면 늦추는 것이 좋겠다 43.6%, 2-3년 내 개방 22.3%, 빠를수

록 좋다 15.2%였다. 문체부 측은 이 조사를 토대로 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의

견이 84.2%에 달하는 것으로 미루어 국민은 여전히 개방을 원치 않는다는 것

으로 매듭을 지었다.

그렇지만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접촉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이 조금 넘는

수(52.2%)가 접촉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학생층에서는 72.6%가 접촉했던 것으

로 나타나 학생층으로의 일본 문화유입이 객관적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접촉

매체는 가요(음반) 33.5%, 만화 31.6%, 비디오 20.1%, 영화 13.6%, 기타 1.2%

순으로 남자, 저연령층, 고학력일수록 접촉도가 높았다. 저질이 더 많다 고 생

각하는 사람은 연령별로는 30-40대,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교육 수준은 높을

수록, 지역별로는 일본과의 접촉이 빈번한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 가운데 61.5%가 우리 사회에 일본 대중문화가 상당히 퍼져 있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개방의 순서로는 영화, 가요(음반), 비디오, 만화

순으로 들었다. 영화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았으나 비디오와 만화에 대

해서는 이 조사에서도 역시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 개방을 최대한 늦

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본 대중문

화의 국내 개방시기를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가 적당하며 개방을 할 경우 단

계적 점진개방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 한국미래문화연구소는 1995년 5∼6월에 걸쳐 전국 각 지역의 대학 1

학년생 1천 6백 23명을 대상으로 미래의 문화현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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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다수 학생들이 외래문화의 모방성과 사대성 을 21세기에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또 앞으로 경계해야 할 외래문화로는 일본문화가 71%로 지

목되었으며 다음이 미국문화(22%)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학 1년생 중 72%는

서구문화의 패권을 허용하지 않겠다 는 의지를 보여,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서

구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주체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문화 현실에 대해서는 긍정적(42%)으로 보기보다는 부정

적으로(58%) 보는 응답자 수가 많았다. 이는 1994년 <중앙헤럴드>의 설문조사

와 같은 맥락에서 젊은이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약화되어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표 - 2> 1995년 설문조사 결과

조사시기 조사처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결과

1995 문화체육부 성인남녀

일본문화인식
저질문화이다 83. 7%

고급문화이다 11.3%

개방여부

불가 18.3%

가능하면 지연 43.6%

2- 3년 이내 22.3%

가능하면 빨리 15. 2%

접촉여부 학생의 72. 6%

접촉장르

가요 33.5%

만화 31.6%

비디오 20.1%

영화 13.6%

기타 1.2%

1995.5 한양대 대학생
경계해야 할

문화

일본 문화 71%

미국문화 22%

3) 19 96년 조사 결과

1996년 9월 국민회의 정동채 의원이 실시한 청소년들의 일본 대중문화 확

산에 관한 조사 결과는 1년 전 문화체육부의 조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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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 전면개방 8%, 단계적 개방 20.5%, 선별 개방 45.5%로 개방

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74%에 달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6대 도시의 중·고

등학교 학생과 교사 2천5백20여 명으로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문체부

조사와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일본 대중문화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우려되는

중·고등학생을 질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 하겠

다. 이 조사에서 학생들은 98%, 교사들은 93.5%가 일본문화와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문체부 조사에서 학생층이 72.6%, 일반성인 중 52.2%

가 접촉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것과 비교된다.

1년이라는 시차를 둔 조사 결과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첫째 학

생층에게 일본 대중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

성인들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일본문화개방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만 있을 뿐

실제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기성세대

에게는 일본문화는 곧 저질문화 라는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

에 자연히 문화개방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생활 속에서 일

본문화를 자주 접촉하고 즐기는 청소년층은 개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관한 여론조사는 80년대 중반부터 시기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여져 왔다. 분명한 사실은 점차 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국민 정서가 달라진 것은

일본 문화가 어느새 우리 생활에 생소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유입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준비하는 분위기도 문화면에서 한

일관계를 생각하는 국민의식에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1996년 8월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현대리서치연구소를 통해 실시한 한일관

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 국민의 62.9%는 현재의

한일관계를 아직 나쁘다 고 인식하고 있으며 좋은 편 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3.5%였다. 그러나 미래의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국민의 58.9%가 낙

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드컵 공동개최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경제적 관계 변화보다는

문화적 관계 변화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경제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가까운 44.6%가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 이라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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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문화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29.1%만이 지금과 별 차이가 없

을 것 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공동개최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로는 정치·외교 협력의 확대 (24.4%), 경제교류의 확대 (24.1%),

문화예술 교류의 확대 (22.7%), 스포츠 교류의 확대 (21.4%)로 응답하여 문화

예술 부문의 교류가 정치·외교 분야보다 결코 그 중요성이 덜하지 않다고 인

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 3> 1996년 설문조사 결과

조사시기 조사처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결과

1996. 9 정동채의원 학생 교사

개방여부

빠른시일내 전면개방 8%

단계적 개방 20.5%

선별개방 45.5%

접촉여부
학생의 98%

교사의 93.5%

1996. 8
한국문화정

책 개발원
일반국민

한일관계
좋은편 33.5%

나쁜편 62.9%

월 드 컵 개 최 를

위한 노력

정치 외교협력 24.4%

경제교류확대 24.1%

문화예술교류 확대 22.7%

스포츠교류확대 21.4%

4)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한 전 망

일부에서는 개방불가론 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일본 대중문화 개

방 문제는 한국의 문화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해

1월 한 신문에서 비교한 대선 예비후보 8명 중 최형우 의원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모두 단계적인 개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국민여론이 상당

부분 개방 쪽으로 진전됐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할 것인

가? 의 방법론적 지침은 가닥조차 잡혀 있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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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채 의원이 지난 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뒤, 문체부 장관

으로부터 일본 대중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는 원론

적인 답변만 받아 내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길러

개방 이후를 대비한다는 시나리오는 확인되지 않았다.

12월 14일 대선후보 3인의 TV토론회에서도 후보 3인은 모두 일본 문화 개

방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들은 공히 저질문화의 유입을 경

계해야 함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일본 저질문화

의 유입을 선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

처하려는 자세가 역력하였다. 그렇다면 이제는 일본문화가 어떤 양상으로 우

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지 그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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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일 본 어 유 입 실 태 3)

그 동안의 일본어 유입에 대한 연구는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연구자들의 일본어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뗑깡 이나 스메끼리

는 일본어이므로 이를 우리말 단어인 생떼 와 손톱깎이 로 바꾸어 사용하자

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만을 마냥 계속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동의어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어떤 일본어 단어가 어느 정도

의 빈도로 사용되는가 그리고 일본어 사용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를 알아보아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일본어는 무조건 청산해야 할 존재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일본어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작업이 아무런 가치도 가질 수 없었

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어의 잔재가 극복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일본어 사용

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식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일본어 사용 실태와 일본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통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일본어 단어는 어떤 것이고,

어떤 부류의 일본어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일본어 단어

가 새로이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다. 이에 이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어에 대한 의식을 살펴볼 예정이다. 일상생활에서 일본어 단어를 사

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컨대 일본식 외래어인 사라다 와 영

어식 샐러드 중에서 어느 것을 선호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등을 조사할 것이

다. 이는 표준어를 사정할 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3) 3장 언어부분은 이승재 교수(국립국어연구원 어문실태연구부장, 카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께서 지필해 주신 원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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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방법

일본어 유입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는 응답자가 알거나 기억하고 있는 일본어 단어를 조사하였다. 덧붙여서 응답

자들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는 일본어도 지적하였다. 둘째는

같은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4지선다형 또는 5지선다형의 객관식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예컨대 일상 언어 생활에서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

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골라 주십시

오. 와 같은 설문지를 만들어 이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조사를 정리하는 방식은 20세 전후의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일본어와 이들의

부모 세대인 50세 전후의 장년층이 사용하는 일본어를 구별하여 정리하였다.

세대간 사용하는 일본어가 서로 다르고 나아가서 일본어를 대하는 태도 또한

다를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1) 일본어 사용 실태 조사 (1차 조사 )

일본어 사용 실태 조사는 알고 있거나 기억하고 있는 일본어 혹은 일본식

외래어를 되도록 많이 적어 달라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나아가서 알고 있으

면서도 의식적이건 또는 무의식적이건 사용하지 않는 단어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거나 구별 표시를 달아 달라고 하였다. 이 이외의 다른 조건은 덧붙이

지 않았으니, 기억나는 거의 모든 일본어 단어를 적어 내게 한 셈이다. 이 조

사는 주관식에 가까운 조사였다. 그 결과 166명의 제보자로부터 500여 개의

일본어 단어들을 모을 수 있었는데 이들의 사용 빈도를 정리하여 몇 가지 중

요한 특징을 지적해 볼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가톨릭대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전후의 대학생을 선정하되 그

들의 부모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해 달라고 하였다.4) 부모 세대인 50세

전후의 장년층은 일본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에 속한다. 70-80대의 노년층

은 일제 강점기를 살아온 세대로서 직접 일본어 교육을 받은 세대에 속한다.

4) 조사는 1997년 10월 27일에서 11월 4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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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여 50세 전후의 장년층은 일본어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윗 세대 즉 노인층과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 장년층은 정확한 일본어를 잘

모르지만 선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본어 단어를 곧잘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

다. 즉 중간 세대에 속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20세 전후의 청년층은 부모들로

부터 일본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자란 세대이고 일본어를 일상 생활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온 세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년층으로 내

려올수록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본어의 폭이 훨씬 줄어들었으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 조사 연구의 주된 목적은 바로 이 장년층과 대학생 집단

의 청년층의 세대 차이를 드러내 보이는 데에 두었다.

대학생 응답자 수는 90명 정도로 한정하였다. 즉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

과 학생 55명 철학부 학생 35명을 응답자로 삼았다. 그리고 이들의 부모님을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결국 1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셈이다.5) 이 중

에서 불성실하게 응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설문에 응해 준

166명의 응답자의 답을 정리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의 응답을 정리한 결과 500여 개의 일본어 단어를 추출할 수 있었다.

500여 개 단어의 사용 빈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몇 명의 응답자가 기억하고 있

는 단어인지를 일일이 정리하였다. 예컨대 즉 각 단어 별로 다음과 같이 응답

자들의 기억 횟수를 수치화 하였다.

가. z16 x05 y11 자부동[방석]

나. z13 x00 y11/2 니꾸사꾸[배낭, 룩색]

다. z11 x06/ 1 y04 뗑뗑이(땡땡이)[점박이 (무늬)]

z 다음의 숫자는 일본어 혹은 일본식 외래어를 알고 있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전체 숫자이다. x 다음의 숫자는 청년층, y 다음의 숫자는 장년층의 명

수이다. x나 y 다음에 / 1 이나 /2 로 적은 숫자는 기억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는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명수이다. 따라서 니꾸사꾸 는 13명의 장년층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11명으로 줄어든다. 이와 마찬

5) 표본을 180명으로 한정한 것은 시간의 제약에 따른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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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뗑뗑이 는 7명의 청년층이 알고 있으나 그 중에서 1명은 실제로 사용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총 기억 횟수가 2회 이하인 것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들

은 극소수의 제보자만이 기억하는 것이므로 개인어의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전체 기억 횟수가 3회 이상인 단어는 200여 개에 이른다. 3회 이상 지

적된 단어의 전체 기억 횟수는 총 4,471회인데 청년층이 지적한 것이 2,257회

장년층이 지적한 것이 2,214회였다. 따라서 청년층의 기억 횟수와 장년층의 기

억 횟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본어 사용

실태를 비교 대조할 때에 아주 좋은 분포라고 판단된다.

2) 일본어 사용 의식 조사 (2차 조사 )

일본어 사용 실태 조사(1차 조사)가 끝난 뒤에 바로 이어서 일본어 사용 의

식 조사(2차 조사)에 착수하였다.6) 일본어 사용 의식 조사는 일본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본식 외래어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설문지 조사 방법을 택하였다.

일상 언어 생활에서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일본이 싫어서

㉡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에 맞지 않아서

㉢ 우리말이 아니고 우리말을 오염시키므로

㉣ 일본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 기타 ( )

이 조사에는 1차 조사에서 진지하게 응답해 준 국어국문학과 52명과 이들의

부모님에게 위의 것과 같은 4지 선다형 또는 5지 선다형의 질문지를 돌렸다.

6) 이 조사는 1997년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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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02명의 응답자로부터 질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다.

회수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선택 빈도를 측정하였

다. 이 빈도를 자료로 삼아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 드러난 일본어와 일본식 외래어는 모두 500여 개에 이른다.

이들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가. 고유 일본어 나. 일본식 한자어

다. 일본식 외래어 라. 일본식 신조어

고유 일본어는 우라[안감] 와 같은 것이고 일본식 한자어는 가봉(假縫)[시침

질] 과 같은 것이며 일본식 외래어는 바께쓰[양동이, 물통] 으로 대표할 수 있

고 일본식 신조어는 리모컨 으로 대표할 수 있다. 고유 일본어는 가장 먼저

순화해야 할 대상이므로 모두 조사 정리하였다.

일본식 한자어는 우리말 발음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만 골라서 정리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흔히 일본어로 알고 있는 앙꼬[팥소] 도 실은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 사용한 말이라는 학설이 나온 것을 보면 일본식 한자어의 경계를 긋기

가 아주 어렵다. 한자어 중에서 기마에(氣前)[선심, 호기], 아시바(足場)[발판,

비계] 등처럼 일본에서 훈독하는 한자어는 대체적으로 일본식 한자어로 분류

할 수 있으므로 일본어의 범주에 넣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식비(食費), 수취인

(受取人) 등처럼 음독하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우리말 한자음으로 발음하여 아

무 거리낌없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들은 조사 정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이 좋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감사합니다 의 감사(感謝) 도 일본식 한자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으나 우리말 한자음으로 발음하는 한자어를 일본식 한자어라

고 지적한 제보자는 별로 없었다.7)

7) 여러 학자들의 논문을 참고한 학생 중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어가 일본에서 온 것임을

지적한 학생들이 더러 있었다. 또한 산보(散步) 를 일본식이라고 지적한 제보자도 적지 않았

다(z05 x01 y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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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여 음독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모두 일본어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가이당(階段)[계단], 마호병(魔法甁)[보온병], 소당(相談)[의논, 상담],

쇼부(勝負)[흥정, 결판], 신삥(新品)[신출내기, 신품] 등의 예에서처럼 일본의

한자음 발음은 우리의 한자음 발음과 너무나 차이가 큰 것들이 많다. 이처럼

우리 한자음의 발음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일본식 한자어로 보아 일본어

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어느 것이 일본식 외래어인가를 결정할 때에도 발음의 차이는 아주 중요하

다. 잠바 와 점퍼 사라다 와 샐러드 중에서 어느 것이 일본식 외래어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일본어 모음에는 우리말의 어 에 대응하는 것이 없으므

로 잠바 와 사라다 가 일본식 외래어임을 금방 드러난다. 이 점과 영어(및 서

구의 여러 언어)의 원래 발음 그리고 영어로부터 새로이 받아들인 외래어가

어느 것인지를 고려한다면 쉽사리 일본식 외래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

런데 스토브, 테마 등처럼 일본식 발음과 영어식 발음이 일치할 때에는 이들

을 일본식 외래어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들은 일본식 외래어

에서 제외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본식 신조어의 예로는 스덴, 에어컨, 리모컨, 퍼스컴, 만땅, 가라오케 등

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영어 단어의 일부만을 따거나 두 단어의 일부분을 멋

대로 결합하여 만든 일본식 신조어이다. 우리말이나 영어의 조어법에는 이런

종류의 조어 방식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신조어도 일본식 외래어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종류의 단어를 일본식 외래어로 지목

한 제보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말 단어인데도 제보자들이 일본어 단어로 착

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점이다.

개비[호주머니], 깡다구, 공기[밥 그릇], 노다지, 다리미(대리미)[다리미],

대야, 도리깨, 돈부[동부], 마빠기[마빡], 미다지[미닫이], 미장이, 민짜, 빼

다지(빼다리, 빼깐)[빼닫이, 서랍], 소깽[石鏡, 거울], 소쿠리[바구니], 싹쓰

리[싹쓸이], 쓰레바끼[쓰레받기], 장아찌, 쪽바리[쪽발이], 하빠리[하치], 하

찌[하치, 팔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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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개 우리말 단어이긴 한데 일본어 발음 구조와 아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발음에서의 유사성 때문에 이들은 일본에서 들어온 말

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어의 범위를 정할 때에 발음의 양상이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여기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어로 오인되고 있는 단어들 중에는 속어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라

이, 딴따라 등을 비롯하여 깡다구, 마빠기, 싹쓰리, 쪽바리, 하빠리 등이 그

예에 속한다.8) 또한 우리의 방언형을 일본어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개비,

돈부, 빼다지(빼다리), 소깽, 소쿠리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9)

3. 일본어 사용 실태 분석

조사된 500여 개의 단어들은 부록 1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여기에서 드러

나는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해 보기로 한다.

한 명 또는 두 명에 의해 지적된 단어는 모두 250개에 이른다. 이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본어 혹은 일본

식 외래어와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에 비해 3-4명으로부터 지적된 단어들을 훑어보면 대개는 알 만한

단어들이므로 이들까지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본격적

인 논의의 대상이 될 만한 일본어 또는 일본식 외래어는 200여 개에 불과하다

고 할 수 있다.

가장 잘 기억하고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일본어를 20개만10) 들어보면 다음

과 같다.

8) 이 점은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일본어 중에 유독 비어나 속어가 많다는 점과도 통한다.
9) 그밖에 일본어에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말도 아닌 단어를 적어서 제출한 학생들도 없

지 않았다. 장께(짱께)[중국음식점]z04 x02/ 1 y01 와 야부리[거짓말]z02 x02 y00 그리고 빠

다라시[새 것, 새 돈]z01 x01 y00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아직 사전에 오른 적이 없

어서 그 어원을 밝히기가 아주 어렵다. 초빼이[술꾼, 날라리의 뜻 내포] 나 뜨리미[마지막

떨이] 등을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라고 한 제보자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어 사전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종류의 단어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 만들어 쓴 신조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10) 이는 200여 개의 1/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17 -



1)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 어

z102 x45/7 y49/ 1 와리바시(와루바시, 아르바시)[나무젓가락]

z100 x55/7 y38 다꾸앙(다꽝)[단무지]

z98 x39/7 y47/3 스메끼리(쓰미끼리, 스메끼리)[손톱깎이]

z96 x32/9 y52/3 벤또(변또)[도시락]

z93 x50/5 y37/ 1 바께스(바께츠, 빠껫스)[양동이, 물통]

z83 x38/6 y38/ 1 입빠이(이빠이)[가득]

z82 x37/8 y35/2 다마[구슬, 전구]

z82 x35/8 y39 다마네기(다마내기)[양파]

z78 x39 y39 요지[이쑤시개]

z75 x38/2 y33/2 덴뿌라(뎀뿌라)[튀김]

z70 x34/4 y29/3 사시미[생선회]

z66 x37/2 y27 쓰레빠(스리빠)[슬리퍼]

z65 x28/3 y33/ 1 모찌[찹쌀떡]

z63 x23/3 y34/3 시다[조수]

z58 x34/4 y20 후까시(후카시, 훗가시)[부풀리기, 폼잡기]11)

z56 x29/3 y24 와사비[고추냉이, 겨자]

z56 x28/ 1 y27 소데나시[민소매]

z55 x20/ 1 y33/ 1 사라[접시]

z54 x30 y24 사라다[샐러드]

z53 x33/2 y17/ 1 가라오케[녹음 반주(노래방)]

이들은 거의 대부분 일제 강점기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일본어이다.12) 따라

11) 이 단어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1차 조사 과정에서 한 학생이 이 단어를 널리 퍼뜨렸

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단어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12) 다만 가라오케 만이 최근에 널리 유포된 일본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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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들의 생명력은 아주 끈질기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20개 중에서 음

식 문화와 관련된 단어가 가장 많다는 것이 눈에 띤다. 이 중의 반 이상이 음

식 문화와 관련된 단어라는 것은 음식 문화가 다른 문화에 비하여 그만큼 뿌

리치기 어려운 것임을 뜻할 것이다.

20개 단어 중에서 가장 큰 거부감을 주는 것은 벤또, 스메끼리, 다마, 다마

네기, 와리바시, 다꾸왕, 입빠이, 사시미, 시다 등을 들 수 있다. 많이 쓰이는

만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 것이다.

여기서 알고 있거나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사용한다는 사실에는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밝혀 둘 필요가 있다. 알고 있는 일본어이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본어 사용 의식 조사(2

차 조사)에서 잘 드러났다. 벤또 의 사용 여부를 묻는 설문에 청년층의 80%

이상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고 있지만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장년층의 60% 이상이 전에는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

다. 이에 따르면 일본어 단어를 알고 있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많은

편이나 실제로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아주 낮다는 결론이 나

온다. 벤또 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어 단어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억 횟수가 높은 단어들이라 하여 반드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위의 20개 단어에서 일본식 외래어는 서너 개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단어들은 대응되는 우리말 단어를 모두 가지고 있는만큼 우리말로 바꿔

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예컨대 소데나시 를 민소매 로 다꾸앙 을 단무지

로 바꿔 칭하는 이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와사비 를 고추냉이 로

고쳐 말하는 이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와사비 와 고추냉이 가 학명으

로는 일치할지 몰라도 의미적으로는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

서 국어 순화를 위해서 일본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단어를 새로 만들 때 원래

의 의미를 그대로 살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원래의 의미를 살리는 데에 치중

하다 보면 오히려 국어 순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직역하지 않으면서도 의미적 유연성을 높이는 조어 방식이 바

람직하다는 논의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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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라져가는 일본 어

200여 개의 일본어 또는 일본식 외래어 중에는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도 적

지 않다.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

지 방법이 이용된다. 첫째로 청년층이든 장년층이든 기억을 못한다면 그 단어

는 이미 없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체적인 기억 횟수가 적을수록 이

미 사멸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는 기준을 세울 수 있다. 둘째로 장년층의 기

억 횟수보다 청년층의 기억 횟수가 두드러지게 적다면 역시 사라지고 있는 과

정에 들어선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횟수의 비율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비율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기억 횟수가 2번을 넘지 못하는 일본어 단어들은 완전히 사멸했다고 단정하

기는 어려우나 거의 사라져 가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른 단어들에 비하여 2번 이하의 횟수로 조사된 단어들 중에서는 우선 낯선 것

들이 많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상황에서 쓰이는지 얼른 확인하

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기억 횟수가 서너 번 이상이지만 청년층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일본어

단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3)

z13 x00 y11/2 니꾸사꾸[배낭]

z07 x00 y07 쓰루미(수루메)[오징어]

z07 x00/ 1 y05/ 1 와리깡[나눠내기, 선이자 떼기, 할인]

z06 x00 y06 야끼모(야끼이모)[군고구마]

z06 x00 y06 덴지(덴찌)[손전등]

z06 x00 y06 단도리[단속, 채비]

z06 x00 y04/2 네꾸다이(네꾸따이)[넥타이]

z06 x00 y03/3 우찌마끼[안쪽말이(미용)]

z05 x00 y05 메가네[안경]

13) 청년층과 장년층의 기억 횟수가 3 이하이면 두 세대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거의 무의

미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억 횟수가 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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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5 x00 y04/ 1 다꾸시[택시]

z05 x00/ 1 y04 가께(가끼)우동[가락국수]

z05 x00/ 1 y03/ 1 덴조[천장]

z04 x00 y04 히아까시[희롱]

z04 x00 y04 다시[국물, 육수]

z04 x00 y03/ 1 소또마끼(소두마끼)[바깥말이(미용)]

z04 x00 y03/ 1 간다꼬(간따노꼬, 간따꾸)[원피스]

z04 x00 y02/2 오꼬시[밥풀과자]

z04 x00 y02/2 레지[(다방) 종업원]

즉 이들은 거의 장년층에서만 사용되는 일본어인 것이다. 청년층에서는 이

들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도 못하므로 이들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곧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사라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사라져 가는 과정에 있는 일본어 단어들도

적지 않다.

z55 x20/ 1 y33/ 1 사라[접시]

z45 x14/ 1 y28/2 쓰봉(쯔봉, 스봉)[바지]

z36 x11/ 1 y23/ 1 스시[초밥]

z34 x11/3 y18/2 우와기(우아기)[윗옷]

z33 x11/2 y19/ 1 사꾸라(사쿠라)[벚꽃, 사기꾼, 야바위꾼]

z29 x07 y22 오봉[쟁반]

z26 x10/ 1 y14/ 1 에리(외리)[옷깃]

z24 x06 y17/ 1 뼁끼(펭끼)[페인트]

z23 x07/ 1 y15 우라[안, 안감]

z22 x08/ 1 y13 몸뻬[일바지]

z22 x07 y13/2 고뿌[컵]

z22 x07/2 y13 쓰리(스리)[소매치기]

z20 x06/ 1 y11/2 구루무(구루마, 구루무, 구리무)[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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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18 x05 y13 마호병[보온병]

z18 x05/ 1 y12 도끼다시[바닥갈기(건축)]

z18 x03 y13/2 게다[나무신]

z17 x03/ 1 y13 미깡(밀깡)[귤]

z16 x05 y11 자부동[방석]

z16 x05 y11 앙꼬[팥소]

z16 x03 y13 데모도(대모도)[보조공, 조수]

z14 x03/ 1 y09/ 1 와꾸[틀]

z12 x03 y09 단스(단쓰)[장식장]

z12 x03/2 y07 히야시(시야시)[냉장]

z12 x02 y09/ 1 구찌베니[립스틱]

z12 x02 y07/3 사루마다(사리마다)[속잠방이]

z12 x02/ 1 y09 쓰끼다시[밑반찬]

z12 x02/ 1 y07/2 가이당[계단]

z11 x02 y08/ 1 시아게(시야기][마무리]

z10 x04 y06 시찌부[칠푼]

z10 x04 y06 소라색[하늘색]

z10 x03 y06/ 1 간스메(간소네, 간즈매, 간소매)[통조림]

z10 x01 y07/2 닌징(닝징, 렌찡)[당근]

z09 x03 y06 다다미

z09 x03 y05/ 1 아이롱[다리미(질)]

z09 x03/ 1 y05 스덴(스텐)[스테인리스]

z09 x01 y08 아까징끼(아까정키)[머큐로크롬]

z08 x02 y06 가다마이[겉옷]

z07 x02 y05 사바사바(싸바싸바)[속닥속닥]

z07 x01 y06 쇼당(소당)[상담, 협상]

z07 x01 y05/ 1 가오마담[얼굴마담]

z07 x01/ 1 y05 곤조[기질, 성질]

z06 x02 y04 나라시[(자가용) 불법 영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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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6 x02 y04 기지[옷감]

z06 x01 y05 나래비(나라비)[줄서기]

z06 x01 y05 가다[꼴틀, 모형(노동)]

z06 x01 y04/ 1 가라[무늬, 가짜]

z06 x01/ 1 y04 아시바[거푸집, 발판]

z05 x02 y03 하꼬방[판자집]

z05 x02 y03 야스리[줄]

z05 x02 y03 뽕꾸라(봉구라)[바보, 병신]

z05 x02 y03 마구로[참치, 다랑어]

z05 x02 y03 덴싱[올 풀림, 줄 나감]

z05 x01 y04 사카린(사카리)[당원]

z05 x01 y02/2 도라꾸[트럭]

z05 x01/ 1 y03 가꾸목[각목]

z04 x01 y03 하이칼라

z04 x01 y03 하꼬[상자]

z04 x01 y03 시보리[소매 조르개]

z04 x01 y03 시보리[물수건]

z04 x01 y03 시로도[초보자]

z04 x01 y03 쇼부[승부, 결판]

z04 x01 y03 소보루(소보로)[곰보]

z04 x01 y03 소데[소매]

z04 x01 y02/ 1 와이로[뇌물]

z04 x01 y02/ 1 아다라시[새 것]

이들은 청년층의 기억 횟수가 장년층의 기억 횟수의 2/3 이하인 단어들이다.

이 중에는 젊은이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은바 청년층의 기억 횟수가 장년층

의 2/3 이하인 일본어 단어는 사라져 가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아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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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 쓰이기 시작한 일 본어

한편 새로 쓰이기 시작한 일본어 단어들도 적지 않다. 새로 쓰이기 시작한

단어들은 청년층의 기억 횟수는 많은 데에 비하여 장년층의 횟수는 청년층의

1/2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z53 x33/2 y17/ 1 가라오케[녹음 반주(노래방)]

z32 x21/3 y08 야마[머리(돌다)]

z19 x13 y06 마이[재켓]

z16 x15 y01 이지매(이지메)[집단 괴롭힘]

z16 x12 y04 낑깡[금귤, 동귤]

z12 x12 y00 삐꾸[멍청이, 바보]

z10 x09/ 1 y00 삐끼(히끼)[호객꾼, 바람잡이]

z09 x08 y01 구루프(구르뿌, 구루퍼)[머리말이개]

z09 x07 y02 구라[거짓말]

z06 x06 y00 다마곳찌(다마곳찌)

z06 x05 y01 셋셋세[짝짝짝]

z05 x05 y00 삑사리[실수, 헛손질]

z04 x03 y01 오케바리[오케이, 좋다]

이 예들의 대부분은 최근에 들어서 젊은이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일본어

이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층의 기억 횟수에 비하여 장년층의 기억

횟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일본식 외래어

청년층이 장년층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단어들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먼저 주로 청년층이 기억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들 중에는 이른바 비속

어가 아주 많다. 머리(가 돌다) 또는 화(가 나다) 의 의미로 사용되는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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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 를 비롯하여 낑깡, 삐꾸, 삐끼(히끼), 구라, 삑사리, 오케바리 등은 친구

들간에 비속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만 주로 쓰이고 건전한 언어 생활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여기에 후까시(후카시, 훗가시)[머리 부풀리기, 폼잡기]z58

x34/4 y20 도 넣을 수 있다. 이들은 구어(口語)에서만 주로 쓰이고 문어(文語)

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들이 비속어에 속함을 보여주는 좋은

논거가 될 수 있다.

청년들이 새로 사용하기 시작한 일본어 중에 비속어가 많다는 사실에서 일

본어를 대하는 청년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우리의 청년층은 일본어 단어

들에 대해 평가 절하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비속어에 속하는 단어

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젊은 시절의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 부류의 단어들은

나이가 들면 곧 사용하지 않게 된다. 이 점에서 이 부류의 일본어 단어를 사

용하는 현상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들 비속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국어 순화 차원에서 결

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어식 비속어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은 우리말 비속어

도 그만큼 많이 사용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청년들의 언어를 순화할 때에는

일본어식 비속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말 비속어를 동시에 순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⑧에서 비속어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는 가라오케, 이지메, 구루프, 다마곳

치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이지메 는 집단 괴롭힘 또는 집단 학대 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서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

다. 이 단어가 우리의 청년들 사이에 널리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범상한 일이

아니다. 청소년들의 집단 폭력이나 집단 가혹 행위를 눈에 보는 듯하여 두려

움이 앞선다. 이에 비해 기억될 만한 야쿠자 는 어느 누구도 적어낸 사람이

없었다. 이지메 와 야쿠자 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지메 를 알

고 있는 청년들이 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청년층은 장년층에 비하여 외래어를 많이 알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일본식 외래어는 청년층의 기억 횟수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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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z50 x31/ 1 y18 빵꾸[구멍]

z22 x14/ 1 y07 테레비[텔레비전]

z20 x13 y07 도라이바[드라이버]

z19 x15 y04 리모콘[리모컨]

z15 x10 y04/ 1 밧데리(빠떼루)[건전지]

z08 x06 y02 샷시[새시]

z08 x06 y02 뻬빠[사포]

z05 x04 y01 추리닝[운동복]

z05 x04 y01 에어콘[에어컨]

z05 x04 y01 도라무(깡)[드럼통]

z04 x03 y01 아파트

일본어나 영어에 밝지 못한 일반인들은 테레비, 리모콘, 에어콘, 아파트 등

이 모두 영어 그대로인 줄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영어의 일

부를 따거나 두 단어를 교묘히 합성하여 만든 일본식 외래어이다. 이러한 사

실을 잘 모르는 장년층에서는 이들을 일본식 외래어로 지적할래야 지적할 수

가 없다. 여기에서 청년층과 장년층의 기억 횟수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어 사용 의식 조사(2차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조사에는 리모컨 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설문이 들어 있다. 올바른 답

은 물론 일본에서 새로 만든 말이다 인데 청년층과 장년층의 정답율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 청년층에서는 2/3 정도의 정답율을 보인 데에 비해 장년층

에서는 정답 비율이 아주 낮아서 1/4 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일본식 외래어

에 관한 한 청년층의 인지도가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차이는 아주 큰 차이이다.

⑩ z46 x28 y18 오뎅[어묵, 꼬치]

z44 x28/2 y13 야끼만두[군만두]

z43 x31 y12 우동[가락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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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39 x24 y15 뻰찌[자름집게]

z29 x19 y10 기스(기즈)[흠, 상처]

z28 x16/ 1 y11 오라이[출발, all right]

z25 x15/2 y08 쿠사리(꾸사리)[면박, 구박]

이 예들은 언뜻 보기에 청년층의 기억 횟수가 장년층에 비하여 제법 많으므

로 사용 빈도가 점점 늘어나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곰

곰히 따져보면 이 자료가 일본어 사용의 증가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

다. 장년층은 여기에 열거한 여러 단어들이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 이들이 일본어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장년층이 알고 있었다면

장년층의 수치가 이렇게 낮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 단

어들의 유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한편 일본어가 사용되는 특수한 환경을 지적한 제보자들이 적지 않았다. 화

투를 치거나 당구를 칠 때에만 등장하는 일본어가 대표적인 예이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본식 건축 용어를, 복식업과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은 각각 일본식 복식과 미용 용어를 특히 많이 지적하였다. 이들은 전문 용어

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것이 없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노가다, 소데나시, 고데 등이 아주 많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렇게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4. 일본어 사용 의식 분석

일본어 사용 의식 조사는 설문지를 만들어 실시하였다. 모두 102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는데 청년층이 52명이고 장년층이 50명이다. 설문지와 응답

결과를 정리하면 부록 2와 같다. 이제 설문 결과를 하나씩 분석해 보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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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어 사용에 대한 의 식

1번에서는 일상 언어 생활에서 일본어를 섞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청년층에서는 일본어를 섞어 사용하는 현상을 부

정적으로 평가한 제보자가 34명에 이르렀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제보자는

18명이었다. 장년층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35명, 긍정적 평가가 15명이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청년층과 장년층 모두 일본어를 섞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는 반응을 보였다(69명). 다만 절대로 섞어 쓰지 말아야 한다는 극단론보다는

섞어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소극적 반응이 훨씬 많았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

가 있다. 소극적 반응을 보인 사람은 모두 46명에 이르렀으나 적극적 반응을

보인 사람은 23명이었다.

일본어를 섞어 쓸 수도 있다고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제보자는 모두 33명

이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일본어를 섞어 써도 괜찮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필요한 경우에 섞어 쓸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9명이나 되기 때문

이다. 즉 영어가 쓰이는 만큼 일본어를 섞어 사용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사람

은 겨우 4명에 불과했다.

2번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14) 대일 감정,

우리말과 일본어의 감정적 정서적 차이, 우리말의 오염 문제, 교육의 영향 등

을 지문으로 넣었는데, 그 중에서 일본어는 우리말이 아니고 우리말을 오염시

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z49 x26 y23). 여기서 민

족 감정 문제나 언어 정서의 차이 때문에 일본어를 꺼린다기보다는 우리말을

순화하고 지키려는 의식 때문에 일본어를 섞어 쓰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다.

즉 우리말을 보호하고 순화하는 언어적 목적 때문에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고 한 것이다. 이 점에서도 청년층과 장년층은 큰 차이가 없다.

2) 일본어 사용자들 의 태도

3번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물었다. 적극적으

14) 이 질문에서는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골라 달라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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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서서 우리말로 고쳐 쓰라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도 있다. 이 질문에는 충고해 주고 싶지만 실제로 나서지는 않는다는 응

답이 가장 많았다(z42 x25 y17). 적극적으로 나서서 충고한다는 응답은 그리

많지 않았다(z12 x04 y08). 청년층은 특히 충고하는 일이 아주 적을 뿐만 아니

라 충고해 주고 싶더라도 실제로 나서지 않는 사람이 많은바 적극적으로 나서

서 상대방의 언어사용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 점에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친다는 응답(z29 x12 y17)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수긍이 간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충고한다는 응답은 적당한 우리말이 없을 때

에는 일본어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대답한 응답(z17 x09 y08)보다 적었다. 따라

서 상대방의 언어 사용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반응이 주류를 이룬

다고 할 수 있다.

3) 일본어 대체어

4번에서는 일본어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우리말 단어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 이 질문에는 어쩔 수 없으므로 일본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z53 x30 y23). 적절한 우리말이 없을 때

에는 일본어 대신에 한자어나 영어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z11 x03 y08). 그리

고 우리말 문장으로 풀어서 표현하거나(z22 x07 y15) 새로 우리말 단어를 만들

어 사용할 수도 있다(z13 x10 y03). 그러나 이러한 방법보다는 일본어를 그대

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4) 일본 어휘에 대한 인지 도

① 무댓보

5번에서는 무댓보 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 질문은

청년층보다 장년층이 훨씬 정확하게 알고 있으리라 믿고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어임을 알고 있고 일본어로 어떻게 적는지도 알고 있는

제보자는 거의 없었다(z04 x03 y01). 3명의 청년이 어떻게 적는지까지를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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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이들은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택한 학생들이었다. 무

댓보 가 일본어라고 알고 있지만 어떻게 적는지는 모르는 제보자는 18명에 불

과했다(z18 x04 y14). 여기서 청년층보다 장년층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데

이는 청년층보다는 장년층이 이 단어에 훨씬 친숙한 계층임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확연히 드러난다(z45 x29 y16). 즉 무댓

보 가 일본어임을 모르는 청년층은 장년층의 2배에 가깝다.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층은 장년층에 비하여 일본어임을 인식할 줄 아는 인지도가 현저

히 떨어진다. 따라서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단어를 섞어 사용하는 젊은이들을

덮어놓고 꾸짖는 어른들의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② 벤또

6번에서는 벤또 를 지금도 사용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청년층은 거의

대부분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지만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z50

x43 y07). 반면에 장년층은 전에는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이 가장 많았다(z36 x07 y29). 따라서 이 단어는 사라져 가는 일본어의 대표적

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벤또 는 1차 조사에서 4번째로 기억 횟수(96회)가 많았

던 단어이다. 이 단어를 지금도 (자주 또는 가끔)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모두 15명에 불과했다. 여기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사용한다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기억 횟수가

많았던 일본어 단어들도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③ 입빠이

7번에서는 입빠이 대신에 가득, 한껏, 많이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

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정부의 언어 순화 작업을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z36 x09 y27) 들어본 것 같다(z35 x22 y13)는 응답이 아주 많은 편이었다. 이

것은 정부의 언어 순화 작업을 2/3 정도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정도라면 순화 작업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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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보다는 장년층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것은 청년층이 장년층에 비하여 언어 정책에 무관심하다는 것

을 뜻하는 데, 이는 이 권장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응답한 청년층이 장년층의

2배가 된다는 데에서도 다시 확인된다(z30 x20 y10).

5) 권장사항

8번에서는 정부의 권장 사항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 예로

우동 을 대신에 가락국수 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들었다.15) 이에 대

해서는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z47 x27 y20). 그런데 여기에서도

청년층과 장년층의 반응이 제법 차이가 난다. 항상 사용하거나 자주 사용한다

는 장년층은 16명이나 되었으나 청년층은 겨우 4명에 불과했다. 이 차이는 가

락국수 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에서도 다시 드러난다(z23 x16

y07). 즉 청년층은 여전히 우동 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데에 비하여 장년층

은 많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청년층보다는 장년층이 언어를 순화하려는 사업

에 더 많이 호응하고 있는 셈이다.

6) 대체 어휘선택빈 도

① 뗑깡

9번에서는 뗑깡 대신에 어느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일본어 뗑

깡 은 상황에 따라 트집, 억지, 고집, 생떼 등의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데

청년층의 응답에서는 그 밖에도 어리광, 투정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정부

에서는 이 중에서 생떼 를 선택하여 홍보한 바가 있는바 이를 얼마나 접해

본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를 질문지에 넣었다. 응답한 결과를 분

석해 보면 생떼 를 사용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z53 x24 y29). 청년층과 장

15) 우동 과 가락국수 의 차이를 지적한 제보자도 있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를 묻는 것이 아

니고 정부의 권장안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이 질문의 목적이 있었다

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두 단어의 차이를 강조하다 보면 새로 들어오는 외래어가 항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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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이 52명의 제보자가 정부의

권장안을 모두 접해 본 적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떼 이외의 다른 단어를 선택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② 빵꾸와 펑크

10번에서는 빵꾸 와 펑크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를 물었다. 빵꾸

는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외래어이고 펑크 는 영어에서 바로 들어온 외래어

인바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표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결정해 줄 필요가 있

다. 빵꾸 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z29 x12 y17)과 펑크 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

(z35 x20 y15)의 차이는 6명 정도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빵꾸 는 장년층에서 선호하지만 펑크 는 청년층에서 선호한다는

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둘 다 마구 섞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z29 x15

y14)가 비슷한 것을 보면 빵꾸 가 펑크 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

르다. 경우에 따라 두 가지를 나누어 사용한다는 응답(z09 x05 y04)은 그리 많

지 않았다. 그렇지만 구어(口語)로는 빵꾸 라고 하면서 문어(文語)로는 펑크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일본식

외래어는 주로 구어에서 영어식 외래어는 주로 문어에서 사용되는 특징을 보

이는 것이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

11번도 10번과 같은 방식으로 사라다 를 사용하는지 샐러드 를 사용하는지

를 물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응답 결과가 판이하게 달

랐다. 사라다 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z30 x05 y25)은 거의 장년층이었고 샐러

드 를 주로 사용한다는 사람(z35 x25 y10)은 대부분 청년층이었다. 이 차이는

빵꾸:펑크 의 경우에 비하면 아주 큰 것이어서 장년층은 사라다 를 청년층은

샐러드 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차이는 빵꾸>펑크 의 변화 속도

보다 사라다>샐러드 의 변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여기

서 어떤 단어는 일본식에서 급속하게 영어식으로 대체되지만 어떤 단어는 천

천히 대체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빵꾸:펑크 에서는 경우에 따라 두 가

지를 나누어 사용하는 사람이 아주 적었지만 사라다:샐러드 에서는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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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다는 사실(z16 x11 y05)도 지적해 둘 만하다. 반면에 둘 다 마구 섞어서

사용한다는 사람의 숫자는 약간 줄었다(z21 x11 y10).

12번에서는 일본식 외래어를 선호하는지 영어식을 선호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물었다. 잠바 와 점퍼 를 예로 들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잠바 와 점퍼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도

괜찮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z30 x14 y16). 그러나 잠바 는 일본식이므로 영

어식인 점퍼 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z23 x15

y08). 여기서 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하여 잠바 를 점퍼 로 바꾸는 데에 동의하

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년층은 보수적인 데에 비하여 청년층은

개혁적인 성향이 있다는 사실이 여기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잘 드러난다.

13번에서는 리모컨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

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새로 만든 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z46 x33 y13).

리모컨 은 일본인들이 영어인 remote controller 를 리모콘 으로 줄여서 만든

명칭이다. 그 명칭을 우리가 그대로 수입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들이 많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그러나 장년층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리모컨 이 영어 그대로라고 대답한 장년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z18 x01 y17). 즉 청년층은 리모컨 을 영어 그대로라고 응답한 사람

이 1명에 불과했지만 장년층은 17명이나 된다. 이것은 장년층이 청년층에 비

하여 영어 숙지도가 떨어진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

도 일본으로부터 리모콘 을 받아들여 널리 유포한 세대는 장년층의 지식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지식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의 국어 의식이 투

철했더라면 리모콘 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리모컨 과 같은 일본식 신조어를 간단하여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

다. 아파트, 메모, 매스컴, 오바 등은 영어보다 훨씬 간단하여 사용하기에 편

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리모컨 과 같은 일본식 신조어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다. 국제 사회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일본식 외래어를 구태여 수입할 필요

가 있느냐는 반론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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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생 활 문 화 속 의 일 본 문 화 16)

1. 의생활

본 연구는 한국의 생활문화에 침투한 일본문화 중에서 의생활과 관계된 것

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의생활이 우리 사회에 유입된 과정과 그 사

례를 열거한 후 의복이 갖는 상징적인 기능을 설명하고, 일본의 의생활이 우

리 사회, 특히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의복은 일상 생활에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며, 착용자에 대

한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의복은 개인의 내적 특

성들을 반영하여, 개인이 말로 표현하지 않는 감정이나 욕구 등을 대변하기도

한다. 그와 아울러 의복은 보호 , 정숙함 , 장식 이라는 실용적 기능에서 추

상적이고 상징적 기능을 갖는다. 의복이 실재성보다는 이미지 창출에 기여하

게 된 것이다. 남다른 색과 디자인의 의복을 선택하는 개개인의 특별한 개성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종의 유행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유행의 추구는 청

소년들에게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데, 이러한 특징을 동조성 이라고 정의하고

자 한다. 의복의 동조성은 의생활에서 특정한 의복을 받아들이거나 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패션산업은 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패션과 관련을 맺게 될 다양한 분야의

종속을 유발시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의 패션산업이 디자인,

제작, 상품화, 보급, 판매, 광고 등의 분야에서 세계 패션산업국(프랑스, 이태

리, 미국,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내세울 수 없는 현 상황에

서, 일본 통상산업성이 내세운 의생활의 세계화 전략이 어떤 의도를 암시적으

로 내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이익추구를 위해

16) 인문과 사회연구소팀이 지필해 주신 원고임 : 우실하(연세대 강사), 이도흠(한양대 강사), 김

기국(경희대 불문과 조교수), 이경천(인문과 사회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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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행해왔던 일본이 의생활에 대한 예술적 측면을 고려한 관점에 담

겨진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세계시장에 알려졌던 경제대국의 면모에서 패션대국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일본 통상산업부의 보고서에서 우리는 경

제성, 효율성, 기능성의 특징이 더 이상 대중에게 중요시되지 않고, 아름다움,

풍요로움, 윤택함이 중시되는 일본의 정신적 혁신을 향한 의지를 엿볼 수 있

다. 결국 의생활문화를 실용적인 차원에서 정신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려는

일본정부의 계획에서 우리는 그 파급효과가 우리 사회에 던질 영향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

의복 분야에서 일본의 영향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상품들은 지역

적으로 가장 근접한 부산에 일차적으로 상륙하였다. 부산은 항구도시라는 지

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외래문화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유입되었다. 특히 광

복동은 밀수품을 비롯한 첨단 가전제품, 금은방, 양화점, 양복점, 양장점 등이

번창했던 지역으로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문화의 한국진출의 교두

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본의 가라오케, 노래방문화가 가장 먼저 수입

되었으며, 일본어로 된 상호와 신주쿠 거리를 모방한 분위기 등 일본 문화에

대한 저항감이 적은 것도 부산의 특징이다. 이러한 상점에서는 청소년들과 여

대생들이 선호하는 일본식 디자인의 의복이 진열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은 부산이라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곳곳

에 퍼진 일본의복의 생활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풍의 옷차림과 머리모양

을 한 젊은이, 거리에 즐비한 미찌코 , 유키 , 아사 등의 상호들, 그리고 미

치코런던 , 安全地帶 등 일제의류 전문점을 우리는 대도시에서 손쉽게 볼 수

있다. 겐꼬 등 일본의상이 직접 한국에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그들의 유

명상표들은 한국의 의류업체에 의해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소비되는 것이 사

실이다. 이러한 의류상표들의 대표적인 것으로, 나이스 클랍 , O·Z·O·C' ,

다반 , 安全地帶 , 미찌꼬런던 등이 있다. 거리를 휩쓰는 일본풍의 제품과

상점들은 단순히 상품의 수요라는 일차적 측면에서 생활문화 전반을 잠재적으

로 잠식하는 이차적 측면을 주시해야 할 필요성을 던져주는 것이다.

이제 일본의 어떤 의생활문화가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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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자.

1) 교복 및 제복

우리의 의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입고 생활하는 평상복의 경우 한복과 양복이

병행하는 이중 구조로서 우리 의생활의 기본이기에 일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세기 우리 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

겪었던 일제시대에 받은 문화적 영향은 서구의 기술문명과 사회제도 등이 일

본을 통해 재해석을 거쳐 도입되는 데서 오는 결과로 인식할 때, 그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사실 의복의 변화는 1890년대 양복이 지식계층의 소수선각자

들에 의해 한국사회에 소개되면서, 1920년대, 30년대를 거쳐 그 보급이 일반화

되었고, 해방을 맞아 평상복으로 발전한 것이다.

한국사회에 처음으로 교복을 착용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로 미국인 선교

사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복식 교복이었다(梨花, 貞信에서 한복을

위주로 한 여학교 제복이 등장). 그러다가 일제가 정식으로 한국합병을 내외에

선포하고 통치기구로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1910년 학무국에 의해 서구식

양장 위주의 교복이 출현하였다.17) 합방 이후 강제적으로 실시한 단발령과 더

불어, 교복의 착용은 전통 한복을 착용함으로써 느낄 수 있을 한민족과 대한

민국이라는 자주적인 의미를 제거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주목해

야 한다. 교복을 비롯한 각종 제복은 명치 시대에 도입되어 일본 사회에 빠르

게 보급되었다. 이 제복은 구성원들에게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다른 사람과의

차별을 통한 특권의식을 느끼게 한다. 제복 자체가 전체주의, 또는 군국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한국도 오랫동안 중고등학교생들에게 교복을 착용시켰다. 학생들의 미적 감

수성과 개성에 상반되는 획일적 교복의 착용으로 학생 개인은 창의성과 다양

성을 잃고 문화적 전체주의를 알게 모르게 추구하게 되었다. 우리가 교복의

착용에서 주목할 것은 교복의 역할이다. 특정한 신분을 나타내는 의복이 그

17) 박찬금,「한국여학생 교복에 대한 연구 - 여고생 교복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1981년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쪽.

- 36 -



착용자에게 기대되는 행동이 있고, 한편 그 의복을 착용한 사람을 대하는 타

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사회가 다양한 개성의 표

현이 열려있는 시대임을 감안할 때 교복은 (비록 요즘의 교복이 색과 디자인

측면에서 각 학교에 따라 자유롭게 다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획일성과 폐쇄성을 심어줄 위험의 소지가 있다.

2) 의상용어

일본의 영향이 우리의 의생활에 준 영향을 의복에 관계된 용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옷을 디자인하고 재단한 후에 제품화하는 제작과정에

사용되는 일본어로는, 날음질, 고르게 함 이라는 뜻으로 천을 재단하기 위하

여 여러 겹을 펼쳐놓는 것을 말하는 나라시(ならし) , 옷을 바로 잡아 고치는

것 을 의미하는 나오시(なおし) 등이 있다. 그리고 제작과정중에 사용되는 의

류부자재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염색하지 않은 천이나 의복감을 지칭하는 기

지(きじ) , 안감 을 뜻하는 우라(うら) , 단추구멍에 사용되는 재봉사(絲) 를

뜻하는 아나이도(あないと) , 바지나 스커트허리에 잠기는 쇠고리를 가리키는

마이깡(まいかん) , 지퍼(zipper) 를 지칭하는 자꾸(ちゃっく) 등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복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명칭에도 일본어가 많이 차용되고 있

다. 옷의 목 주위의 여미는 부분이나, 목 주위의 붙어있는 부분을 지칭하는

깃 을 에리(えり) 라 하고, 허리에서 엉덩이 부분까지는 고시(こし) , 소매부

리나 바지단의 접어올린 부분을 가리키는 접단 을 가부라(かぶら) , 의복의 옆

구리 부분을 와끼(わき) 라고 부른다.

전문적인 의상용어에서 일본어 차용 외에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본어를

접한다. 예를 들면 몸뻬(もんぺ) 는 원래 일본의 농촌벽지, 중부 산악지대나

한랭지대에서 착용하였던 작업복 바지였던 것이 2차대전 당시 국민복으로 보

급된 것이다. 일하기 편리하게 여유있는 바지와 신축성있는 고무줄로 허리부

분이 마감질되어 우리나라에서는 개화기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착용되다가,

8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스타일을 패션팬츠로 원용한 적도 있다. 또한 영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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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Jacket) 을 뜻하는 마이(まい) 나, 바지를 가리키는 즈봉(ずぼん) 도 흔히

사용되는 일본어이다.

의상분야에서 쓰여지는 전문용어의 일본어 차용은 양복이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인에 의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그 기원을 찾

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사용의 연원이 이미 100년이 가까운 현 시점에서, 이들

용어들의 광범위한 활용은 너무도 뿌리깊어 쉽게 우리말로 대치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의복의 제작과정이나 의복의 구성부분 등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의상종사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일본의 이미지를 환

기시키며, 또한 이를 통해 일본의 문화, 적어도 의생활에 담겨진 문화를 전달

해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3) 일본 패션과 그 문화적 영 향

일본의 의생활이 우리 사회에 던져준 영향은 위에서 언급한 교복이나 전문

의상용어와 같은 직접적인 요소 외에도 세계적인 일본 디자이너들의 활동과

의상작품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유명한 디자이너로 나가다 겐조

(Kenzo)가 있다. 그는 1997년 봄·여름 컬렉션에서 일본의 전통의상인 기모노

에 刺繡를 놓아 그 화려함을 표현하는 대신에, 현대적 감각에 맞게 원색의 이

브닝 웨어를 선보였다. 그러한 작품은 전통의 현대화라는 예술적 측면으로 이

해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작품이 패션잡지에 실을 때 독자에게

끼칠 특별한 예술적 영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한국 여성의 절반

이상이 패션 잡지를 읽고 있다. 잡지에 수록된 의상이 실수요자의 취향에 부

합되지 않는다 해도 독자의 의식과 취향에 특정한 효과를 일으킨다고 볼 때,

디자이너의 의상작품이 주는 문화적 기능을 우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의복의 문화적 기능은 가와쿠보 레이의 경우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그녀는 70년대의 다카다 겐조, 하나에 모리, 80년대 초반 야마모토 요지 등의

디자이너와 함께 파리로 진출해서 자신의 작품에 철학적인 해석과 일본 정신

으로 세계 패션계에 새로운 사조를 일으킨 사람이다. 가와쿠보 레이는 1981년

파리에서 최초의 패션쇼에서 일본 사무라이풍 디자인을 검은색으로 연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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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계에 혁명적인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디자인이 옷깃의 모양이나 실루엣,

스커트 길이를 정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상표인 콤므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 ; 소년처럼 의 뜻) 의 이미지를 이끌어나가는 데 주안점을 둔다고 하

면서, 의상은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갖가지 형태로 제작하여 여러 사

람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이라고 말하였다. 디자이너가 단순한 匠人이 아니라

혼을 만드는 창조자라고 자처하는 그녀의 신념을 통하여 우리는 의상의 문화

적 영향을 능히 가늠할 수 있다.

2. 식생활

일본은 외국의 음식을 들여와 맛과 이름을 일본풍으로 바꾼 후에 아예 국적

을 바꿔 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양식으로 통용되

는 돈까스, 비후까스, 생선까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말들은 서양에서는

쓰이지 않는 것들이다. 카레, 하야시라이스(하이라이스), 볶음밥(炒飯), 스파게

티 등도 일본에서는 완전히 일본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18)

우리 나라와 전통 음식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무치 (김치), 야키니

쿠(불고기) , 호르몽야키 (곱창구이), 간장·된장·고추장 등의 장류 식품이 일

본 내에서 일본화하고 가고 있다. 대부분의 역사에서 일본은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으나 19세기말과 정복형 문화 교류의 관계로 변질된 20세

기 전반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문화가 우리들에게 역으로 들어오기에 이른

다.19)

1) 국내 자본의 일식집 증 가

한 때 외식 을 한다면 중국집 을 떠올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 음

식점이 전체 음식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일식집과 패밀리

18) 후카사쿠 미쓰사다, 섣불리 일본을 말하지 말라 (서울: 서울기획, 1994), 64-68쪽.
19) 이덕봉, 「한국 속의 일본 문화 - 사회 구조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35집

(1995), 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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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이 그 자리를 대신해 가고 있다. 최근 5년 사이에 음식점 수가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전반적인 경제가 어려워지고 명예 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음

식점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유명한 대형 한식집들도 문을 닫는 등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명퇴자들의 진입으로 포화상태인 음식점

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식업계에도 일본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1990년대 들어 통칭 사시미

집(횟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얼마 전에 스시 (일본식 초밥집) 열

풍이 불더니 이제는 일본식 우동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일식 우

동집의 경우는 1988년 서울 삼성동에서 처음 문을 열은 이후 체인점을 늘려

가고 있는 (주)공영식품의 기소야 가 대표적이다.

기소야 를 필두로, 1996년 하반기부터는 어우미 , 후지우동 , 산사이우동 ,

시노야 , 다림방 , 관서옥 등 체인점 형태의 일식 우동전문점이 앞다퉈 생겨

났다. 올 들어서도 청미식품의 소미야 , 미성 컨설팅의 세미락 이 새로 체인

점 영업을 시작하여 일본식 우동 열기가 외식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일본식 우동전문점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1980년대 후반기에 전성기를 누

렸던 장터국수 나 1990년대 초에 각광을 받던 국내의 국수 체인점인 참새방

아간 , 국시리아 , 민속마당 등은 전성기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점포가 줄어들

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에 6백여 개에 달했던 장터국수 의 점포 수

는 1997년 5월 현재 2백20개로 줄어들었다.

1997년 10월 25일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1997년 8월말 현

재 전국의 일반음식점 수는 38만9천4개로 1991년 말에 20만4천4백84개였던 것

에 비하면 5년만에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올 해 들어 음식점 증가율을 유형별

로 보면 일식집이 1만1천8백33개로 8.6%나 증가한 반면에 중식집은 2만4천2백

4개로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식집의 경우에는 수적으로는 가장 많은 19

만7천7백50개이지만 증가율은 4.3%에 불과하다. 또 분식집은 3만5천7백9개로

5.2%, 양식집은 2만1천5백8개로 3.3%씩 증가하였다.

일식집의 경우 전체 음식점의 수에 비하면 아직은 3.4%에 불과하다. 그러나

1984년의 1.3% 1994년 2.7%(95년 7월 19일자 조선일보 참조) 그리고 1995년

2.6% 96년의 2.8%에 비교해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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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계 외식 체인점

1996년 7월말에 닭고기 유통업체인 (주)영육농산이 일본계 레스토랑 체인점

인 토마토 앤 어니언 을 수입해 분당에 1호점을 개점하였다. 1996년 9월에는

두산상사가 일본 덮밥 전문 요리점인 요시노야 를 들여와 1996년 9월 9일 서

초동에 1호점을 열었다. 또 타워호텔도 1996년 후반기에 일본에 로열티를 주

고 레스토랑 토니로마스 를 들여와 영업 중이다. 우리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 코코스 의 경우에도 실제 수입원은 일본이라고 한다.

1997년 5월 서울의 대학로와 길동에는 솥밥이란 뜻의 가마메시(釜飯) 라는

간판을 단 일본 식당이 개점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일본 다이키사는 현재

다이키코리아사와의 합작 형태로 가마메시 를 운영하고 있으나, 곧 솥밥과 비

빔밥을 주 품목으로 하는 직영점을 전국의 시, 도에 1-2 곳씩 열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일본 내에서 30여 개 직영 점포망을 지닌 일본

패밀리 레스토랑 다카라지마 도 곧 국내에 상륙할 것이라고 한다. 다카라지

마 를 운영하는 업체는 이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일본 외식업체 C사로, 벌써

부터 국내의 몇몇 기업들이 다카라자마 체인점의 도입 의사를 적극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초창기여서 이들 일본계 외식 체인점의 수는 많지 않지만, 일본인들

특유의 친절함과 깨끗한 실내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 둘 체인점을 늘려 가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일본계 외식 체인점인 가마메시 는 깔끔한 일식집 분위기

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업소에서 내놓는 음식은 김치, 콩나물, 버섯, 불고

기, 솥밥 등 우리 음식만 20여 가지에 이른다. 이 솥밥은 일본 다이키사의 솥

밥 자동 조리기 로 만들어지는 데, 업소측은 이 회사가 최근 개발한 비빔밥

조리기 도 곧 들여와 메뉴에 비빔밥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국내 상륙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일본계 패밀리 레스토랑 다카라지마 의

경우에도 일본식 분위기이긴 하지만 파는 메뉴는 갈비, 깍두기, 겉절이, 육개

장, 비빔밥 등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런 메뉴의 직영 점포망을 일본 국내에서

이미 30여 개 운영하고 있다. 한식집들이 경영 쇄신을 하고 불친절한 종업원

- 41 -



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들이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3) 일본식 한국 음식의 도 입

(1) 기무치 의 역습

명실상부한 종주국인 우리 나라의 전통 식품 김치 가 일본식 발음인 기무

치 로 세계에 더 알려져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다. 일본에서는 한

국의 김치를 흉내내고 따라잡기 위해서 50년을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러나 일본의 기무치 는 젓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김치 와는 다르

며, 엄밀한 의미에서 김치라고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김치의 다양한 효능은 이미 일본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농수산물유통

공사가 지난 1997년 3월말 도쿄에 거주하는 일본인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일본 주부의 47%는 한국산 김치를 건강 식품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기호식품(32%)이나 반찬(28%)에 비해 가장 높은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김치의 맛과 효능은 젓갈이 빠진 기무치 에서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다 .

기무치 가 일본에서 알려지고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본의 청소년들은 기무

치 가 본래 일본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에 널

리 펴져있는 불고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일본의 초중학생이 부모

를 따라 일본에 간 한국 친구에게 너희 나라에서도 기무치를 먹느냐 고 묻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21세기를 흔히 정보와 문화의 시대라고 말한다. 문화의 시대는 문화 자체가

상품이 되는 시대이며, 문화 상품이 가장 중요한 상품으로 등장하는 시대를

말한다. 기무치의 역습에 당황한 농림수산부는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

를 계기로 우리 전통 식품인 김치를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김

치 산업 육성 대책 을 마련한다고 한다. 특히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안에 김치

연구 사업단 을 설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김치 관련 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김치 원료의 안정적 공급, 시설의 현대화, 자금 지원 및 포장 개선을 위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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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발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김치와 더불어 된장, 고추장 등 장류 식

품도 국가 선도 기술개발 사업 에 포함시켜 지원한다고 한다.

뒤늦게 일본의 기무치 를 따라잡기 위한 종주국의 노력은 어느 정도 결실을

이루어, ① 84 LA 올림픽 에서 공식 메뉴로 등장했고, ② 88 서울 올림픽

에서도 서양인들의 인기를 독점하면서 김치의 종주국이 한국임을 세계에 알리

는 계기가 되었고, ③ 1997년 8월에는 서울-파리를 운항하는 에어 프랑스의 기

내식으로 납품된 데 이어, ④ 1997년 9월에는 98 프랑스 월드컵 의 공식 식품

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농림수산부는 뒤늦긴 했지만 1994년부터 김치의 종주국으로서 국제 식품

규격 을 제정하기 위해 추진해 왔고, 이 과정에서 일본이 기무치 의 맛을 규

격에 반영하자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지난 9월

2일까지 한·일간의 4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하였고, 1997년 9월

12일 김치의 국제 식품 규격의 제정을 위한 김치 규격 초안 을 로마에 있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초안에는 김치에 대한

영어 표기를 일본식 발음인 'Kimuchi' (기무치)가 아닌 Kimchi (김치)로 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우리 나라 식품으로서 국제 식품 규격이 제정된 것은 김치가

처음이다.

우리의 김치는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알려졌고, 일본 주부 가운데 절반 이상

이 이미 한국산 김치를 먹고 있다고 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 1997년 3

월말 도쿄에 거주하는 일본인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

하면, 55%가 한국산 김치를 먹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 주부들

은 발효된 김치(신 김치)를 이용한 요리법에 대해서도 50%이상이 알고 있었다

고 한다. 곧, 이들은 김치찌개(83%), 김치라면(65%), 김치볶음밥(47%), 김치전

(32%)의 순으로 요리법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김치의 수출은 90% 이상이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데, 1986년에 32만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91년에는 1천8백8만5천달러, 1993년 3천4백만달러, 1994년 4

천4백만달러, 1995년에는 5천91만달러로 급증하고 있다. 얼마전 98 프랑스 월

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한-일전 2차 대전 때 서울에 온 울트라 닛폰 응원단

원들이 면세점을 몰려다니면서 국산 김치를 싹쓸이 했다는 보도는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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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의 인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수출을 담당하는 김치 제조 업체는

1996년 6월 현재 두산과 동원 등 대기업을 포함하여 모두 450개에 달하고 있

으며, 농협도 전국에 13개의 김치 공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김치 종주국인 우리 나라에도 일본산 기무치 와 중국산 김치가 수입

되고 있다. 1991년 6천달러를 끝으로 중단됐던 김치의 수입이 1996년에는 일

본에서 2만7천달러 어치, 중국에서 1만5천달러 어치가 수입되었다. 김치 수입

업체에 따르면 수입 김치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 일반 유통점보다는 고급

한식당이나 일식집에 공급되고 있다고 한다(96년 12월 15일자 무등신문 참조).

중국산 김치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 때문에 수입되는 것

이라면, 일본산 기무치 는 주로 고급 일식집 등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젓갈을 넣지 않고 일본에서 만드는 것을 기무치 라고 부르고,

한국에서 담가 일본에 수출한 것만을 따로 김치 라고 부른다. 이렇게 일본이

기무치 를 자신들의 음식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서양에서도 알려져, 영국의 영

어 사전들은 고심 끝에 Kimchi (김치)와 'Kimuchi' (기무치)를 모두 사전에 싣

기로 했다고 한다.

다른 나라의 음식을 들여와 맛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 후 아예 국적을

바꾸어 온 일본의 과거 사례를 보면, 기무치 가 김치 와는 전혀 다른 식품으

로 둔갑할지도 모를 일이다. 김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음식 가운데 불

고기 (야키니쿠), 곱창 (호르몽) 등도 이미 일본 음식으로 현지화하고 있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2) 일본 장류 식품 (간장 , 된장 등)

1996년 말 장류업계에선 국내에서 유일하게 5개 장류 부문 모두 KS마크를

획득한 (주)오복식품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환경관리

국제품질인성서(ISO)를 교부 받게 된다고 한다(96년 10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

참조). 전통 장류 식품 가운데 된장은 항암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식품학계에서는 세계 조미료 분포상 한·중·일 3국을 하나의 두장권(豆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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圈)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전거(典據)를 통해서 볼 때 장류 식품의

종주국은 우리 나라임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콩의 원산지가 고조선(古朝鮮)

의 옛 땅이었던 만주라는 점이다. 중국의 고전을 보면, BC 7세기 초엽 제(齊)

나라의 환공(桓公)이 만주 남부를 침공하여 콩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고, 중

국 정사(正史) 기록의 동이전(東夷傳)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발효 식품을 잘 만

든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중국 고유의 장(醬)은 본래 육류로 담그는 육장(肉醬) 이었으며, 그에 비해

두장의 역사가 짧다는 점도 한민족 개발설을 뒷받침한다. 후한(後漢) 시대의

연중행사를 기록한 사민월령(四民月令) 에는 우리의 메주를 뜻하는 말도 (末

都)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이를 메두 혹은 모두 라 부른다.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아라이(新井白石) 등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고구려의

두장인 말장(末醬) 이 일본에 건너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만주어로 미

순 으로 불리는 장을 조선조의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는 말장(末

醬) 이라고 쓰고 미조 라고 불렀는데, 일본에서는 미소 라고 부르고 있다.

장류 식품의 종주국으로서 우리의 장류 식품은 올해 같은 불황에도 수출의

호조를 보이고 있다. 1997년 9월 19일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이 올 들어 6월말

까지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 식품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

해 26.3%나 증가한 6백33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 수출액은 된장이 1

백35만2천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7%, 간장은 30.3% 증가한 2백5만2천

달러, 고추장은 13.2% 증가한 2백92만6천달러였다. 지역별로는 미국(2백58만7

천달러)에 집중되어 있고, 일본(51만달러), 러시아(33만9천달러), 캐나다(22만5

천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 장류 식품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한편에서는 일본,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이 분석한 96

장류 수입 현황 에 따르면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등 장류 식품의 수입액은

1996년 한해 동안 3백48만 2천달러로 1995년에 비해 12%가 증가했다. 장류 식

품의 수입은 주로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미국 등 5개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수입량의 70%가량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1996년의 경우 간장과 된장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수입되고, 춘장과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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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이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체

간장 수입액의 79%(1백53만9천달러)와 된장 수입액의 전량(59만2천달러)이 일

본을 통해서 수입되었다. 또한 고추장 수입액의 91%(32만3천달러)와 춘장 수

입액의 전량(26만9천달러)이 중국을 통해서 수입되었다.

1996년의 장류 식품 수입액은 10년 전보다 간장은 22.7배, 춘장은 무려 2백

69배나 늘어난 것이며, 일본산 된장은 1kg에 3천5백-5천원으로 1천-2천원대의

국산 된장에 비해 2-3배 비싸게 소비된다.

전형적인 우리의 전통 식품인 장류에서 일본산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①

1980년대 초 장류 식품의 수입이 자유화되고, ② 앞서 살펴본 일본식 음식 문

화의 확산과도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4) 라면의 공세

일본이 종주국인 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400억개가 팔릴 정도로 보

급되었다. 이제 라면은 일본 혹은 아시아인들만의 식품에서 벗어나 세계인의

먹거리가 되어 가고 있다. 세계 식품 업계의 최대 히트작이라는 라면은 전세

계 약 100여 개국에서 팔리는 식품이 되었다.

이런 라면의 보급 확대에 힙입어 1997년 3월 4-5일 도쿄에서 세계 10개국

17개 라면 제조업자들이 참석하여 첫 국제 라면 정상회담 을 열었고, 이 자리

에서는 세계라면협회 (IRMA)가 설립되어 앞으로 2년마다 총회를 열어 라면

정상회담 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주요 관심사는 라면의 다양화와 품질 개선으

로 현재 대체식품으로 대접받고 있는 라면을 햄버거보다 더 전 세계인이 즐기

는 음식으로 자리 매김 하는 것이었다.

라면은 1958년 일본 오사카(大阪)의 닛산 식품의 안도 시로후쿠라는 이가 처

음 개발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에 패한 일본에서는 미국이 지원해 준 밀가루

를 빵으로 만들어 연명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쌀밥을 주식으로 하던 일본

인들에게 빵은 주식이 될 수가 없었고, 밀가루를 이용한 새로운 식품이 개발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최초로 삼양 식품에서 라면이 생산되었다. 19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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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개발된 지 불과 5년만의 일이다. 일본이 라면의 종주국 행세를 하기

도 전에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개발과 거의 동시에 한국의 라면

은 아시아 음식으로 성장했고, 88 서울 올림픽 을 계기로 해외 수출도 크게

신장되어 이제 세계인의 음식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는 라면 종주국인 일본

을 2배 가까운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와 반대로 국내의 라면 시장에 일본 라면이 들어오기 시

작했다. 그것도 압구정동 등 고급 유흥가와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에서 일본

라면이 고가에 팔리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라면은 싼 음식에 속하는 것으로

간식 거리에 불과하지만, 일본에서는 라면이 훌륭한 주식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일본 라면이 국내에 들어와서 마치 고급 우동이나 된 듯이 팔리고 있다.

정확한 통계치는 알 수 없으나 앞서 살펴본 일본식 우동집 가운데 많은 곳이

일본 라면을 고가에 팔고 있는 실정이다.

5) 일본 음식의 한국내 위 상

장류 식품의 경우 그 종주국이 우리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된장 간장

등은 훨씬 고가의 고급품으로 소비되고 있다. 일본산 된장은 1kg에 3천5백원

으로 1-2천원대의 국산 된장에 비해 2-3배 비싸게 소비된다(97년 4월 22일자

한겨레신문 참조). 이것은 일본산 간장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백화점들은 너나

할 것없이 수입 식품 전용 코너를 설치하고 있고, 어떤 곳에는 인기 수입품

특선 코너 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런 곳에는 어김없이 일본산 된장, 간장, 와사

비 등이 진열되어 있다. 백화점 측에서는 같은 값이면 국산보다 마진률이 높

은 외국산을 갖다 놓는다 고 한다.

이러한 사정은 재래 시장의 대표 격인 남대문 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남대문 시장의 D동과 E동 지하상가 일식 재료상에서는 일본산 단무지부터

간장, 된장, 우엉조림 등 30여 종이 국산에 비해 훨씬 비싼 가격을 팔리고 있

다. 일본산 단무지의 경우 2천5백6천원으로 국산에 비해 2-3배 가량 비싸지만

고급 일식집 등지에서 주문이 몰린다고 한다.

최근 국민소득의 증대와 함께 건강, 천연 식품을 찾는 추세가 강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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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방식으로 제조했으면서도 맛이 짜지 않은 일본식 간장이 고가의 고급품

으로 국내에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다. 화학 처리를 하는 우리의 양조 기술을

밀어내고 발효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일본산 고급 양조 간장에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누룩곰팡이를 이용해 보통 6개월 이상 숙성시켜 만드는 짠맛의 발효 간장인

재래식 간장과는 달리, 왜간장 이라고 불리는 양조 간장은 공장에서 산(酸)을

화학 처리해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양조 간장은 일본이 2차세계대전 때 전쟁

물자를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3일만에 화학 처리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

록 개발한 것이다. 실제로 국내 식품 업체가 생산 중인(95년 기준) 약 8백억원

규모의 간장 제품 가운데 누룩곰팡이를 이용한 재래식 간장인 발효 간장은

10% 내외에 불과하고, 90% 이상이 화학 처리된 양조 간장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일본산 고급 양조 간장은 재래식 발효 간장의 발효 기법을 동원하면서

도 맛이 짜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 일본식 발효 간장은 전량을 콩으로 만

든 메주로 제조하는 조선간장과는 달리 밀이 절반 이상 들어가 단맛이 나기

때문에 특히 생선회를 먹을 때 많이 사용되고 가정에서 국을 끓일 때에도 사

용된다. 장류 종주국으로서의 우리가 신제품의 개발을 게을리 하고 있는 사이

에 일본은 신제품을 개발해 오히려, 종주국에 고가의 고급품으로 역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일본식 음식 문화의 확산과 짝이 되어 수입량은 더

욱 늘어날 것이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일본 음식 문화는 이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

황에 도달해 있다. 일본 음식 중에는 서양 음식을 들여와 맛과 이름을 일본풍

으로 바꾼 후에 아예 국적을 바꿔 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일

반적으로 통용되는 돈까스, 비후까스, 생선까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말들

은 서양에서는 쓰이지 않는 것들이다.

돈까스는 한자의 돼지 돈(豚)자에다 커트릿(cutlet: 얇게 저민 고기)이라는 말

을 합성한 것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등지에서 즐겨 먹는 비엔나식 돼지

고기 슈니첼 (Wiener Schwein Schnitzel)에 일본식 간장, 물엿 소스 등이 곁들여

지면서 새로운 음식으로 탄생한 것이다. 비후까스의 경우도 비슷하다. 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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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쇠고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비프 (beef)의 일본식 발음으로 비후까스는 앞

서 살펴본 돈까스 에서 재료를 쇠고기로 바꾼 것이다. 생선까스라는 것도 영

국인들이 잘 먹는 휘시 앤 칩스 (Fish and Chips)라는 요리의 일본판이다. 영국

에서는 본래 뼈를 제거한 통생선에 밀가루를 입혀 튀긴 후 감자튀김과 함께

내는 음식이었다. 이것이 일본에 들어와서 감자튀김이 빠지고 생선살을 작게

포를 떠낸 다음 밀가루를 입혀 튀기는 것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일

반적으로 돈까스, 비후까스, 생선까스 등을 양식 곧 서양 음식이라고 알고 있

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서양 음식이 일본에 귀화한 일본 음식 이라고

볼 수 있다. 곧 김치 와 기무치 혹은 불고기 와 야키니쿠 사이의 관계는

비엔나식 돼지고기 슈니첼 과 돈까스 의 관계처럼 별개의 음식이 될지도 모

른다는 것이다.

3. 놀이문화

일본 문화 침투에 있어서 더욱 심각한 것은 미래 우리 사회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세계에까지 들어온 일본의 놀이문화이다. 다시 말해 일본의

놀이를 즐기고 장난감을 구입하여 노는 아이들을 통해 우리 문화의 발전된 미

래를 생각하기에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것들이 우리 생활의 일부분

인 듯 느끼고 있는 동안 일본문화나 장난감들은 바로 이러한 불감증을 타고

거침없이 상륙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생활문화에 유입된 일본의 놀이문화

와 장난감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놀이문화 유입현 황

한국의 매스컴, 특히 방송은 일본의 놀이문화와 장난감이 한국의 생활문화

에 침투하는 것을 솔선수범하여 개척하는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은 한국의 방

송국들이 일본방송의 중계소가 되었다는 비극적인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방송은 이미 일본에서 일주일 전에 한 방송이

라고 한다. 내용과 포맷에서 대동소이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쇼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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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드라마, 만화 등을 한국방송국은 일본방송의 중계소역

할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그대로 방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의 방송국이 일본 방송의 중계소로 전락한 슬픈 현실에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방영하면서 그것들에 따라 다니는 문화적 파생상품들에 문제가 있다.

가령 만화영화 드래곤볼 을 방영한다면, 그 영화의 주인공을 닮은 드래곤볼

인형 같은 상품들의 침투에, 그 방영의 역기능의 하나인 간접적인 광고효과로

해서 활로를 열어준다는 것이다. 이런 효과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본방송당국

은 한국방송국들의 이 무분별한 베끼기식 방송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예외 없이 히트되는 만화영화의 주인공을 본뜬 파생문화상품들

을 제작한다.

이렇게 한국방송국에 의해 마련된 활로를 타고 일본의 문화파생상품들인 놀

이문화나 장난감들이 이 땅의 유통자본가들에 의해 양성적 음성적으로 대거

한국에 유입된다.

한국의 생활문화에 유입된 일본의 놀이문화나 장난감은 현재 그 종류와 수

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럼에도 일반인은 물론 학자들도 이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왜색 놀이문화를 우리의 전통문화로 오인하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다.

놀이문화

- 90년대 이전에 유입된 것:

종이학 접기(오리가미), 줄넘기, 쎄쎄쎄, 고스톱, 꽃따기놀이, 묵지빠 등등.

- 90년대에 유입된 것:

코디스티커, 세일러문, 와리가리, 킹오브파이터, 뿌요뿌요, 버쳐파이터, 이

지메놀이

장난감

- 90년대 이전에 유입된 것:

딱지, 구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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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에 유입된 것:

다마고찌, 헬로마미, 드래곤볼, 짱구인형, 슬램덩크, 에반게리온, 드래고

찌, 스티커사진기, 사랑의 천사, 웨딩요술봉, 플레이스페이션, 닌텐보이게

임기, 사울아비게임기, 철권게임기, 호빵맨, 테카맨, 에바조립식장난감, 레

이어스엽서, 세가세턴, 닌텐도 울트라64, 천사소녀 네티인형

오리가미와 줄넘기, 쎄쎄쎄, 고스톱, 꽃따기 놀이, 묵지빠 등등은 이미 1990

년대 이전에 들어와 많은 이들이 우리의 전통놀이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다.

코디스티커, 세일러문, 와리가리, 뿌요뿌요 등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만화나

만화영화와 함께 들어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유행하는 신종 일본놀이이

다.

2) 일본 놀이문화의 영 향

일본의 놀이문화와 우리 놀이는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일본의 놀이가 전투

적, 경쟁적이라면 우리의 놀이는 화합과 공동체 지향적이다. 전통놀이인 윶놀

이와 일본 전통놀이의 하나인 고스톱을 비교해 보자. 윶놀이는 몇 사람이 편

을 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어서 끝난 다음에는 하나가 된다. 하지만 화

투의 경우에는 개인들간의 외로운 싸움일 뿐인 점이 크게 다르다. 일본의 놀

이문화 대부분에 승부(쇼부치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민족성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놀이문화가 지배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한국인의 화합지향적,

공동체적인 성향이 전투적,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대체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 개인주의적 성향의 확산과 더불어 최근에는 일본으로부터 이지메라는 놀

이가 들어와 폭력적 성향마저 조장하고 있다. 이지메는 어떤 집단에서 한 성

원을 나머지 성원이 폭력이나 욕설을 동원하여 철저히 소외시키는 놀이다. 물

론 이를 놀이로 분류할 경우 학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지만 초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 의하면 이것이 놀이로 분류되어 있어 상당한 충격

을 주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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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번지고 있는 폭력의 증가는 그 자체로서도 문제이지만 일본놀이문화의

하나인 이지메의 수입과도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와 매스컴은 이

문제를 이와는 상관없는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소재들로 만들어진 장난감들 가운데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다마고찌 가 있다. 다마고찌는 일본의 반다이사가 제작한

것으로서 이용자가 열쇠고리모양의 게임기에서 알 모양의 가상 애완동물을 키

우는 프로그램이다. 이 장난감의 만든 의도는 타인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살아

가는 현대인의 고독을 달래주려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의도와는 상

관없이 오히려 이 장난감은 인간의 내밀한 영역인 고독까지 상품화한다는 비

판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의 놀이문화 침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린이들이 일본의 장난감을

접하고 놀이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일본을 수용하고 그에 담긴 일본문화와 세

계관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훈련된 어린이는 나중에 일본의 상품

에 대하여서도 긍정적이며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바로 이 점에 일

본 놀이문화와 장난감 침투의 중요한 역기능이 숨어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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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대 중 문 화 와 문 화 산 업 20)

1. 만화영화

만화영화는 전세계적으로 57억불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이다. 관련 산업이나

부가가치를 생각한다면 그 규모는 헤아릴 수 없다. 더욱이 만화영화의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로 이제

단순히 보여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업성과 연결되어 있다. 이들 만화영화

는 친근함과 단순함으로 인해 외래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최근에는

상업적인 측면이 강화되어 접근하고 있다. 미국 월트 디즈니사의 만화영화나

일본 만화영화의 경우 극장개봉이나 비디오 출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련시장

인 만화책, 음반, 캐릭터, 게임 등을 통해 상품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만화영화비디오 출시현황, 국내 방송만화영화의 심의

현황을 중심으로 일본만화영화의 유입실태와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국내 비디오 만화영 화 출시현황

(1) 국내 만화영화 유통실태

- 1996년 만화영화 심의 현황을 중심으로

1996년 한 해 동안 심의 받은 만화영화는 모두 148 작품이다. 이 가운데 같

은 제목으로 3편 이상 연속된 시리즈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각각 한 작품

으로 본다면 총 편수는 484편이 된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이 35

작품(시리즈물을 포함하면 48편)으로 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의 9.9%였고,

수입작품이 113작품에 436편으로 전체 90.1%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국내 만

20) 이승정 부장(YMCA 청소년 사업부장)께서 집필해주신 원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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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영화 시장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제작된 작품이 차지하고 있음을 구체적 수

치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중 일본에서 수입된 만화영화가 37작품

에 298편으로 전체 61.6%를 차지하였다.

시리즈물의 경우에는 3편 이상의 시리즈로 제작된 비디오는 총 심의받은 작

품 148편 가운데 37편(363편)으로 25%를 차지했다. 이들 시리즈물 작품의 평

균 편수가 9.8편으로 매우 높게 나왔음을 생각한다면 적은 수치라 할 수 없다.

전체 시리즈물 가운데 일본의 만화영화 시리즈가 전체 시리즈물의 77.7%를 차

지하였다. 일본 만화영화의 경우 제목별 작품 수는 37편으로 전체의 25.0%였

지만, 같은 제목의 시리즈물이 평균 11.3편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시리즈물의

비중이 높았다. 이 수치는 다른 각국의 만화영화를 합한 총계의 58.3%를 차지

하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 단편만화보다 시리즈물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기타 제작국이 시리즈물의

작품당 평균 10.3편이지만 한 작품이 26편으로 반을 차지하고 전체 시리즈물

작품 중 10.8%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표 - 4> 심의 만화영화 분류표(단편/시리즈물 1996년, 비율은 편수)

제작국
단편 만화 (2개 이하)

(작품수/ 편수)

시리즈 만화(3편 이상)

(작품수/ 편수)

전체 출시 작품

(작품수/ 편수)

한 국
33작품/ 35편

(28.9% )

2작품/ 13편

(3.6% )

35작품/ 48편

(9.9% )

일 본
12작품/ 16편

(13.2% )

25작품/ 282편

(77.7% )

37작품/ 298편

(61.6% )

미 국
50작품/ 53편

(43.8% )

6작품/ 27편

(7.4% )

56작품/ 80편

(16.5% )

기타

제작국

16작품/ 17편

(14.1% )

4작품/ 41편

(11.3% )

20작품/ 58편

(11.9% )

총작품수
111작품/ 121편

(100.0% )

37작품/ 363편

(100.0% )

148작품/ 484편

(100.0% )

출처 : 공연윤리위원회

- 54 -



(2) 1993년∼ 1996년 만화영화 심의 현황 비교 분석

전체 만화영화 심의 편수는 1993년 이후 3년 동안 계속되는 감소를 보이다

가 1996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증가 원인은 일본 만화 시리즈물이 늘어났고

기타 제작국 만화 영화의 영향력도 가세된 데 있다. 미국 제작의 만화영화는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96년에는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다. 2

편 이하 단편만화는 증가하였으나 만화 시리즈물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 제작국으로 호주가 시리즈물 한편을 포함, 작품수가 8편으로 높은 증

가율을 보여 1993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극장 개봉작이 비

디오로 출시되고 일본, 미국과 비슷한 작품 수를 기록하는 듯 외적인 향상이

보였지만 이 가운데는 <반달가면>과 <우뢰매> 시리즈가 반을 차지하고 있어

수적인 변화일 뿐이며 작품이나 내용면에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왔다.

전반적으로 만화영화의 심의편수는 1995년보다 증가했다. 이는 상업적인 목

적이 두드러지는 시리즈물이 1993년부터 계속 증가한 원인이 크다. 수입편수

는 여전히 일본과 미국의 제작물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표 - 5> 연도별 만화영화 심의 현황(제작국별)

한 국 일 본 미 국 기 타 계

1993년
14/ 33

(7.6% )

76/ 318

(73.7% )

24/ 51

(11.8% )

19/ 30

(6.9% )

133/ 432

(100.0% )

1994년
4/ 9

(3.1% )

50/ 198

(68.3% )

43/ 58

(20.0% )

7/ 25

(8.6% )

104/ 290

(100.0% )

1995년
10/ 36

(10.3% )

45/ 207

(59.5% )

33/ 70

(20.1% )

9/ 35

(10.1% )

97/ 348

(100.0% )

1996년
35/ 48

(9.9% )

37/ 298

(61.6% )

56/ 80

(16.5% )

20/ 58

(11.9% )

148/ 484

(100% )

출처 : 공연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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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국별 만화영화 분석

일본만화영화의 경우 3∼4년간 연속적으로 출시되는 시리즈물과 새로운 시

리즈물이 대부분 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10편이상 되는 시리즈물을 보면

<드레곤볼Z 2부(17편)>, <로봇수사대K캅스(12편)>, <사랑의 천사 피치(22편)>,

<캡틴테일러(24편)>, <무카무카파라다이스(18편)>, <슬림덩크 2부(20편)>, <비

디오그림책이야기모음(16편)>, <지구용사선가드(10편)>, <지구특공대가글(15편)>,

<천공천사젠키(10편)>, <터보유격대(17편)> 등 시리즈물 25작품 중 11편에 이

르고 있다. 이 중 <드레곤볼Z 2부>는 1991년부터, <슬램덩크>는 1994년부터

출시되어 현재 30여 편까지 나오고 있다. 더 두드러진 현상은 15편 이상되는

시리즈물도 8편, 20편 이상은 2편 포함되어 있다.

일본 만화들은 연소자관람가 의 만화영화만 수입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

지만, 실제 내용면에서는 중학생 이상 관람이 가능할 만한 작품들이 다수 심

의를 통과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기리에 대여되고 있는 <에반게리온>시리즈

는 어린이들이 보기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소자관람가 로 심의

를 통과하였다.

미국의 만화영화는 월트 디즈니를 비롯한 콜롬비아 트라이스타의 극장 개봉

작을 비롯 소니뮤직, 굿타임 등의 비디오 출시용이 주를 이루어 국내 시장을

계속 진출하고 있다.2 1) 기타 제작국 가운데서 돋보이는 작품은 <애니메이션단

편영화걸작선(2편)>으로 다른 나라에서 제작한 질 높은 만화영화를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밖의 작품은 일본이나 미국 오락물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다양한 문화를 담아내지 못했다.

21) <포카혼타스>, <백조공주> 등 극장 개봉작과 <101마리 강아지>,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

과거 만들어진 작품들이 나오고 <라이온 킹>, <알라딘> 등의 속편격이 출시되고 있다. 또

한 <디즈니 싱어롱> 시리즈와 함께 이와 유사한 <싱어롱> 시리즈도 나오고 있으며 <마스

크> 시리즈는 1995년부터 계속 출시되고 있다. 대체로 미국 작품은 단편 만화영화를 중심

으로 국내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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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화비디오 대여현황

만화비디오 인기대여 순위는 출시작품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긴 하나 <표 -

5>를 살펴보면 일본만화가 양적으로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 6> 만화비디오 대여순위(제작국)

순위 1989년 1991년 1993년 1997년

1
아기공룡둘리

(한)
드래곤볼(일) 디어브라더(일) 짱구는 못말려(일)

2 후레시맨(일) 슈퍼그랑죠 (일) 란마1/ 2(일)
그레이트

선가드 (일)

3 우뢰매 (한) 후뢰쉬맨(일) 매직슈퍼볼(일) 알라딘의 모험(미)

4 캔디 (일) 마스크맨(일)
싸이버포뮤라

(일)
노틀담의 곱추(미)

5 철인28호(일) 닌자거북이 (일)
축구왕슛돌이

(일)

아기공룡 둘리(한)

- 얼음별 대모험

이러한 현상은 <표 - 5>의 국내만화영화심의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만

화비디오 심의의 80~90%를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

과일는지 모르나, 특히 일본의 만화가 주를 이루는 이유는 수입단가의 저렴함

으로 비디오 수입업체뿐 아니라 비디오 대여점에서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일본만화의 경우 대부분 시리즈물로 되어있으며, 이미 단순한 스토리

전개와 친근한 캐릭터로 국내 수용자들의 기호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만화영화 심의현 황과 문제점

(1) 심의현황

텔레비전 만화영화는 주시청층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린이 시간대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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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되는 있으며, 어린이 프로그램 장르 중 가장 비율이 높아 1996년에는 75%

를 1997년에는 67%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여전히 만화영화 방영분의 90% 이상이 외국 수입물로 채워져 있으

며, 외국 수입물 중에서도 일본이 50%이상, 미국이 15%이상을 차지하여 제작

국이 일본과 미국에 편중되어 있다.

현재 방영만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만화영화는 삼성그룹이 운

영하던 TBC에서 1967년 <황금박쥐>를 처음으로 국내방송 전파를 타기 시작했

다. <황금박쥐>는 맹목적 수입방영이 아니라 아동용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심

을 갖고 TBC 자체조직 내에 국내의 베테랑 애니메이터들을 주축으로 동화부

를 신설한 뒤 일본 프로덕션과 손잡고 공동제작한 것이다(우리쪽은 단순노동

에만 참여하는 하청합작 형태였다).

100% 일본제인 애니메이션이 우리 나라에 공식적으로 첫 상륙한 것은 1968

년 국영기업인 KBS에 의해서 였다. KBS는 당시 일본 만화계를 이끌던 데스

카 오사무의 애니메이션 <손오공의 대모험>을 들여와 방영해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이후 <우주소년 아톰>, <밀림의 왕자 레오>, <사파이어 왕자> 등 일

본 만화영화가 TV 방송3사의 전파를 타고 한국 안방에 밀려들어오기 시작했

다.22)

<표 - 7>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심의 현황

연도, 내용 기록 극 만화영화 계

1996년 402편 (21.01% ) 83편(4.33편) 1428편 (74.64% ) 1913편(100% )

1997년

(1월 ~ 11월)
457편 (24.16% ) 172편 (9.09% ) 1262편 (66.73% ) 1891편(100% )

출처 : 방송위원회

22) 박태견, 「저패니메이션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 , 길벗,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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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8> 방송만화 심의 현황

연도 방송결과 한 국 일 본 미 국 기 타 합 계

1996년

방 송 가 2(0.19% )
470

(44.29% )

245

(23.09% )

344

(32.42% )

1061

(100% )
조 건 부

방 송가
-

258

(75.65% )

16

(4.69% )

67

(19.64% )

341

(100% )

방송불가 -
13

(50.00% )

6

(23.00% )

7

(26.92% )

26

(100% )

합계 2(0.14% )
741

(51.89% )

267

(18.69% )

418

(29.27% )

1428

(100% )

1997년

(1월~11월)

방 송 가 10(1.14% )
428

(49.13% )

188

(21.58% )

245

(28.12% )

871

(100% )
조 건 부

방 송 가
3 (0.80% )

258

(69.54% )

14

(3.77% )

42

(11.32% )

317

(100% )

방송불가 2(2.70% )
66

(89.18% )

3

(4.05% )

3

(4.05% )

74

(100% )

합계 15(1.18% )
752

(59.59% )

205

(16.24% )

290

(22.97% )

1262

(100% )

출처 : 방송위원회

(2) 심의의 문제점

일본의 만화영화는 심의기구를 통하지 않은 불법 유통을 비롯한 불법적인

유통의 문제도 있지만 현행의 등급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규제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도 문제이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품이 일부를 삭제하여 낮은 등급의 심의를 받고 어린

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아무리 삭제를 하여도 어린이용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일본만화영화의 역기능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이 관람할 수 있는

내용만 수입하겠다는 공윤의 의지가 실제로는 어린이들이 보기에 적당하지 않

은 작품이 어린이용으로 둔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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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짱구는 못말려>

<짱구는 못말려>는 일본에서 주간만화액션 이라는 잡지에 연재되었으며,

테레비 아사히 에서 매주 월요일 19:00~19:30에 방영되고 있어 시간상으로 어

린이용보다는 청소년 이상의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만

화책의 경우는 성인용 으로 제작, 출판되며, 여성지에 연재만화로 실리고 있

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만화책이 성인용이라던가, 일본에서 저녁시

간대에 방영되는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캐릭터와 그림의 분위기

만으로 어린이용으로 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 2) <신세기 에반게리온>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미래의 시대설정과 구약과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

기구조, 주인공들의 심리, 철학적인 내면세계 묘사 등 OVA(오리지날 비디오

애니메이션)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6시30분~7시로 이른

저녁시간대에 방영되어 어린이를 포함한 넓은 수용자층을 아우르고 있지만 주

수용자층은 20대 이후의 성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전개상의 복잡한 상황설정과 대화내용은 어린이들이 줄거리

조차 이해하기도 어렵고, 폭력으로 침략하는 적에 대한 폭력적 대응 묘사 등

은 일본 폭력 만화영화가 갖고 있는 역기능을 여전히 담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는 적당하지 않다.

국내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60분 분량의 내용이 45~50분으로 삭제되어 연소

자관람가 의 등급을 받고 8개의 비디오로 출시되어 일반 비디오숍에서 어린이

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계층들에게 대여되고 있다.

이들 심의를 거친 만화영화들은 심의장치를 통해 유통되는 작품들이다. 그

러나 만화영화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심의기관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PC통신, 위성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청소년들은 일본만화들이 일부가 삭제되어 출시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

하고 삭제된 작품보다 원판이 더욱 대단한 것처럼 알려지게 되어 출시된 작품

이외에 일본에서 직접 수입된 원판을 구하기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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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디오의 유통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구입된 일본원판

비디오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어를 공부하거나 PC통신을 통해 줄거리

와 대본을 구하기까지 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일본의 만화영화가 미국에서 제작된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일본 제품을 미국업체로부터 구입하여 미국에서 만든 것처럼 속이는 수법이

다. 1993년 말 MBC에서 방송한 <볼트론>이라는 만화영화는 미국산이라 밝혔

지만 실제는 <고라이언>이라는 일본 작품이었다. 한때 인기가 높았던 만화영

화 <닌자 거북이>도 이 경우이다. 그리고 원작에 대한 번역이나 번안에 있어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 번역은 또 하나의 문학 행위이지만 외국어의 몰이

해에서 오는 오역과 외국어의 욕설과 폭력, 선정성 등을 번역함에 있어 우리

나라 안에서 유행하는 용어를 쓰게 됨으로서 외국이라는 상황이 급작스럽게

한국화되고 오히려 욕설이 더 구체화하여 한국 시청자의 시청환경을 흩트려

놓아 결국 한국문화(영어 순화)를 훼손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23)

3) 일본 만화영화의 문 제점

외국 만화영화, 비디오물은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

지한다. 특히 일본 만화는 세상에 대한 회의적 메시지, 그리고 선악으로만 전

개되는 이분법적 이야기 구조, 폭력성과 선정성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그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서의 일본화

일본 만화영화에서는 주인공과 조연의 인물상이나 장면 전개에서 일본적 색

채가 드러난다. 만화영화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분별

력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는 일본 문화의 정서적 침투에 무

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사회적 문제인 이지메 현상이 만화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만화

23) 김광옥, 텔레비전 만화영화의 사회윤리 기준에 관하여 , 방송위원회,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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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본 학생들이 이를 모방하여 친구들을 따돌리거나 폭력서클을 조직하는 것

등 일본의 잘못된 문화가 수용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사례 1)

<마징가 Z>의 경우 괴물 또는 괴수로봇이 나타나서 도시를 파괴하기 시작

하면 일단 지구방위군이 출동한다. 그러나 거의 일방적으로 당해버린다. 다음

은 막강한 마징가Z가 출동하여 괴물을 해치우고 지구를 지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은 지구 방위군의 모습은 서양인인 반면 마징가Z의 조종사

는 일본인이 담당하는 등, 일본의 군국주의적 색채가 짙다.

(사례 2)

<란마 1/2>의 전체분위기, 가옥 형태나 의상, 식습관 등 일본식 생활모습이

나오는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일본 야쿠자 두목의 어린 딸과 천방지축 강

아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바우와우> 등에서는 곳곳에 일본 노래와 일본 악

기가 등장하는 등 일본 문화적 정서가 그대로 배어 나오고 있다.

(2) 선정성

성적 표현에 대해 우리 나라 보다는 자유로운 일본의 만화가 성인용으로 유

통하거나 전산망을 통해 삭제되지 않은 작품이 유통되고 있다.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도 우리네 정서와 맞지않은 표현이나 성을 암시하는 대화, 심지어 성의

전환을 통해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실어 줄 수 있다.

모든 인간 관계가 남녀간의 사랑을 얻기 위한 연적관계로 설정돼 있고, 애

정관계 또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게 이중삼중으로 얽혀 있어 어린

이에게 왜곡된 이성관과 인간관을 심어 줄 우려가 높다. 그리고 동성애, 훔쳐

보기, 물건수집, 혼음 등 성인 오락물에나 있음직한 선정적인 장면이 여과 없

이 무차별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같은 장면들은 어린이의 성에 대한 그릇

된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관념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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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란마1/2>는 고교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약혼관계에 있는 주인공 란마의

성(性) 변화에 따라 주변 인물들과 복잡한 애정관계로 얽히게 되고, 등장인물

들은 단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술과 스포츠를 난폭하게 사용하

는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으며 이러한 행동은 용기와 승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사례 2)

<짱구는 못말려>의 주인공인 짱구는 5살 어린이이고 그림이 간소하게 처리

되어 있어 외형적으로는 어린이용 만화영화로 보여지지만 웃음의 동기가 어른

흉내와 성에 관련된 농담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어린이용 만화라고 보기 어렵

다. 주인공이 5살의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에 대한 성적 관심 표현이

나 성에 관련된 농담을 빌어 웃음을 만들어 낸다.

(사례 3)

<드래곤볼>에서는 16살의 부르마나 다른 여자들의 몸을 만지거나 훔쳐보려

는 무천도사를 비롯하여 등장인물들이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과장된 인물로

묘사되어 있어, 우리 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물들이 등장한다. 손오공이

세상사를 모른다는 설정으로 아무 장소에서나 부끄럼 없이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시키거나 상대방(대체로 여성)의 성기를 확인하는 장면을 재미있고 단순

하게 희화하고 있어 성의 개인성을 무시하거나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호기심을 실현하게끔 충동질 할 염려가 있다.

(3) 폭력성

어린이로 하여금 폭력을 수단화하여 자신의 의지나 생각을 관철하게 만들

수 있다. 주어진 목표를 위한 과정에서 폭력이 빈번하게 사용되거나 총, 칼,

레이저광선이 무기로 사용되고 있어 어린이들로 하여금 수단으로써 폭력을 정

당화시키고 폭력에 무감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죽지도 다치지도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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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은 무기가 인명살상이 가능한 위험한 물건임을 인식하는 데 장애가 된다.

과격한 폭력의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폭력이 정당한 것으로 묘사되

고 있다.

(사례 1)

<드래곤볼>시리즈 총19편 모두 등장인물이 무술을 배우거나 무술인이라는

점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드래곤볼을 차지하려는 과정 등에서 전반적으로 폭

력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모방성이 강한 어린이가 위험성을 간과한 채 사용

할 우려가 있다.

(사례 2)

<란마> 학교에서의 스포츠 시합이나 무술대결에서 쇠뭉치, 칼, 쇠사슬 등의

무기를 사용하는 과격한 폭력의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폭력을 정당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 일본게임의 국내 유통현황 및 실태

새 영상물은 CATV, PC통신, CD-ROM, 컴퓨터 전자게임 등 새롭게 등장하

고 있는 매체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 중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이 큰 매

체는 전자 게임이다. 컴퓨터 전자게임 뿐만이 아니라 전자 오락실 등에 있는

업소용 게임과 가정에서 ＴＶ모니터에 연결해 쓰는 비디오 게임기에 이르기까

지 전자 게임은 청소년은 물론 어린이의 생활 곳곳에 파고 들어가 있다. 이는

초등학생의 15.3%가 어린이날 선물로 컴퓨터를 받기를 원하며, 200만원이 넘

는 펜티엄 컴퓨터(51.7%)로 하는 일은 56.1%가 게임이라고 답한 설문조사 결

과만 봐도 알 수 있다.24)

한편, 우리 나라 전자 게임 시장도 1995년에 4천억~5천억원 선으로 영화산

업(94년 3천억)과 맞먹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25) 매년 30%를 웃도는 고속

24) 조선일보, 1997년 5월 22일자.
25) 중앙일보, 1995년 3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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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천억원 이상의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26)

대기업들도 게임시장의 참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와 LG 소프트웨

어, 현대전자, 쌍용, SKC 등이 게임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정보

통신부의 게임산업 육성방안으로 게임개발업체들 중 지원업체를 선정하여 자

금지원을 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문화체육부에서 규제 일변도에서 전화, 각

종 게임육성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코카(한국 PC게임 개발사들의 모임)와 함

께 하는 대한민국 게임 대상 이라든지 시나리오 공모전 등이 그것이다.27)

이 변화는 지금까지 사회 관심 밖에서 성장해온 게임 산업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의 두뇌집약적 산업이며, 반도체산업에서부터 영상산업에

이르기까지 정보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런 게임 산업발전의 필요성과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게임을 음란

및 폭력성이 큰 신종 매체로 규정, 규제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

다.28)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놀이나 게임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들의 성

격을 표현하는 데 반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컴퓨터 게임은 미국, 일

본 등에서 수입된 게임들이 대부분이어서 청소년 놀이문화가 외국의 사고방

식, 생활방식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질 소지가 많으며, 특히 홍수처럼 밀려들

각종 음란성 정보로부터 청소년 정서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롬팩게임소프트웨어의 대

부분이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이들 게임 중에서 2개중 1개가 일본산이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즘 청소년들은 국내의 유행가요는 몰라

도 아즈사나 리본을 모르면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리고 코코넛의 오네가이 홀

미타이나 아무로 나미에의 채스더 챈스를 흥얼거릴 수 있어야 하며, 신장의

야망 시리즈나 누크, 동급생 류의 일본게임은 필수가 된지 오래이다.2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게임 유입의 실태와 그 원인 및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26) 전자신문, 1997년12월 3일자.
27) 이승연, 공연윤리회보, 1997년 2월.
28) 서울 YWCA, 컴퓨터 게임, 폭력성 선정성 심각하다 , 1995.8
29) 하이테크 온라인 매거진, 199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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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현황에 나타 난 일본 게임의 비율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새영상물(영화, 어학, 음악, 스포츠, 정보 등)

중에서 게임만을 뽑아 정리한 내용이다. 이 심의내용에 보면 국내제작물이 96

년에 17.3%, 97년 13.4%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이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심의 받은 내용에서조차도 미국과 일본이 국내 게임산업의 상

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포함하

면 국내 게임산업은 상당부분 외국물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

<표 - 9> 신영상물 심의현황

연 도 종 류 한 국 일 본 미 국 기 타 계

1996년

CD - ROM
135/ 138

(20.3% )

81/ 83

(12.2% )

316/ 332

(48.9% )

126/ 126

(18.6% )

658/ 679

(100% )

ROM - P A CK
25/ 29

(8.8% )

155/ 156

(47.4% )

98/ 100

(30.4% )

44/ 44

(13.4% )

322/ 329

(100% )
F L O P P Y

DIS K

13/ 13

(38.2% )

9/ 9

(26.5% )

3/ 3

(8.8% )

9/ 9

(26.5% )

34/ 34

(100% )

합 계
173/ 180

(17.3% )

245/ 248

(23.8% )

417/ 435

(41.7% )

179/ 179

(17.2% )

1,014/ 1,042

(100% )

1997년

(10월

까지)

CD - ROM
93/ 95

(17% )

90/ 93

(16.6% )

284/ 299

(53.4% )

68/ 73

(13% )

535/ 560

(100% )

ROM - PA CK
2/ 2

(1.1% )

57/ 58

(32.6% )

83/ 89

(50% )

27/ 29

(16.3% )

169/ 178

(100% )
F LOPPY

DIS K

2/ 2

(100% )
- - -

2/ 2

(100% )

합 계
97/ 99

(13.4% )

147/ 151

(20.4% )

367/ 388

(52.4% )

95/ 102

(13.8% )

706/ 74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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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물의 경우 20%정도만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심의받은

것만을 대상으로 나타난 수치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본 게임물의 경우 일본

어로 표기되었을 경우 수입을 금하고 있다. 또한 96년 미국, 멕시코 등 제3국

에서 수입된 롬팩게임들 가운데 세가엔터프라이즈, 닌텐도 등 일본의 게임개

발업체들이 개발한 롬팩게임이 50여 편에 이르고 있어 실제로 일본산 게임의

비중은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0)

1996년 공연윤리위원회의 새영상부에서 서울의 게임매장 중 90%가 밀집되

어 있는 용산지역과 청계천지역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PC게임시장의

50%이상을 CD-ROM(PC전용 CD-ROM과 게임기용CD-ROM으로 나뉨)이 차지

하고 있다. PC전용의 경우 20%, 게임기의 경우는 90% 이상이 심의를 받지 않

은 것으로 상당 부분이 불법 밀수품이며, 음란 폭력 왜색이 강한 작품들이었다.

FLOPPY DISK의 경우 복제가 용이하고 조작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많이 판

매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CD-ROM으로 대체되고 있다.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그 수가 상당히 줄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불법 유통을 통해 개인간의 복제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전송받을 수

있는 것도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다.

ROM-PACK의 경우는 92%가 불법물로 이는 CD-ROM이나 F/D 등과는 달리

국내제작 기술이 부족하고, 새로이 개발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

부분 외국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품중 90%이상이 불법밀수품

인 것은 실제 판매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 이윤이 높다는 점,

ROM-PACK의 경우 주사용층이 청소년 이하 연령층으로 연소자 관람불가 게

임의 경우 수입허가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 국내 게임 산업의 유통 구 조와 문제점

(1) 게임의 유통 경로

현재 게임유통시장은 용산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유통사들이 누가 물건을

30) 전자신문, 1997년 5월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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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입장이고 누가 받는 입장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하다.

게다가 전체적으로는 정식 유통보다 음성적 수단으로 많은 게임들이 유통되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음성유통은 크게 PC통신이나, 사설BBS, 컴퓨터 판

매업체의 끼워주기, 친구간의 개별 복사 등을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의 그

림은 전자 게임이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형태이다.

<그림-1> 국내 게임 유통 경로

제작/수입 단계 국산 게임 외국산 게임

심의 단계
심 의

(공연윤리위원회)
비심의

(심의없음)

심의통과 심의반려

유통 단계
정식 유통

(용산전자상가,
게임판매점)

음성 유통
(PC통신,

사설BBS, 업체의

끼워주기,
친구간의 복사)

이용 단계
구매 또는

불법 복사

앞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식 유통되는 제품이라도 불법 복사가 가능하

고, 음성 유통이라 할지라도 구매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

소년이 게임을 얻기 위해서는 ▲ 정식 유통 정식 구매 ▲ 정식 유통 불

법 복사 ▲ 음성 유통 구매▲ 음성 유통 불법 복사 등의 네 가지 방법

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에 대부분의 청소년은 음성 유통 불법 복사 의 경로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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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경우 컴퓨터만 있으면 쉽게 복사할 수 있고, 게임가격이 비싸 게임을

굳이 돈을 주고 사기는 아깝다 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2) 통신상에서의 게임 유통 경로

불법복제 게임을 구하는 루트는 인터넷을 통한 방법과 이들이 구해 온 게임

을 국내 호스트에서 구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방법에서

주로 이용되는 곳은 IRC(Internet Relay Chatting). 일반적으로 IRC는 채팅만 주

로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커나 크랙동호회가 일반화 된 외국의 IRC

사이트에선 서버나 자신의 계정을 연결해 파일을 주고받는 것이 보편적이다.

인터넷을 통해 구한 불법복제게임들이 재분배되는 곳은 대형 호스트와 사설

BBS 등이다. 아무래도 검열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설 BBS가

유리하지만, 개인전화선을 이용한 호스트이기에 접속이 불안정하다. 또 회선이

적어 사용자들 간의 동시접속이 힘들고 게임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으로 운

영자의 관리가 느슨한 특정 대형 호스트를 찾게 된다. 코랜을 통한 접속이 간

편한 나우누리는 게이머들에게 불법게임의 천국으로 통한다.31)

이러한 불법유통물 외에 통신상에는 게임유통회사에서 자사 출시 데모버전

을 올려놓기도 한다.

(3) 게임 유통에서의 문제점

게임유통에서의 중심 문제는 음성유통이다. 음성 유통은 두 가지의 문제점

을 파생시키기 때문이다.

첫번째로 전자 게임 시장의 발전을 막는다는 것이다. 불법 유통으로 판매

매상이 감소하여, 유통업체는 실적을 중시하는 수량 위주의 게임 판매를 시도

한다. 때문에 상대적 우위에 있는 유통업체가 유통마진을 임의로 책정하여 유

통마진을 확보하려하고 게임 제작업체는 수입은 줄어든다. 인기있는 게임을

제작하고도 영세성을 벗지 못한 제작업체는 제작에 필요한 절대량을 투자하지

31) 하이테크 온라인 매거진, 199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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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 졸속제작으로 이어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품을 정식 구매하기

아깝기 때문에 불법 복사를 시도한다. 악순환의 첫번째 고리이다.

두번째 악순환은 부정적인 전자 게임에 문화를 형성시킨다는 점이다. 음성

유통은 어떤 게임이 인기가 있는지, 무엇이 좋은 게임인지, 어떤 게임은 무엇

이 문제인지, 게임 진행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게임 정보

의 원활한 흐름을 막는다. 때문에 게임 제작사로서는 게임 제작에 기초가 되

는 소비자 성향 파악을 하지 못해, 판매를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극

적인 게임을 수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게임은 심의 과정에서 공윤으로부터

반려 판정을 받고, 이용자는 이를 구하기 위해 또다시 불법 복사를 시도한다.

두번째의 악순환이다.

<그림-2> 음성 유통의 순환 고리

게임의
졸속제작

음성 유통

PC통신, 사설BBS, 개별 복사,
판매업체의 끼워주기, 등

게임정보의
원활한 흐름 차단

제작업체의
수입감소,
영세화

유통업체 매상감소,
유통 마진 확보

공연윤리위원회
의 심의 반려

게임 정보부족,
제작을 위한

판단근거 미약,
자극적 게임 수입

음성 유통은 그 규모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더욱 문제다. 단지

정식 유통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규모조차 알

수 없는 음성 유통은 게임 시장의 질서 자체를 흔들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게임 제작자와 소비자와의 정보 교환을 차단하여 건전 게

임문화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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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임산업의 문제점

우리 나라 게임 산업시장은 한마디로 음성 유통으로 인한 초기 혼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무질서의 현장이다. 우선 개발 단계에서의 문제점은 일본은

만화에서, 미국은 헐리우드 영화로부터 무한한 캐릭터와 스토리를 빌려 게임

시장을 석권하는 데 반해 우리 나라는 기술의 부족보다도 기획력과 시나리오

의 부실로 인하여 게임개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심의 단계에서

의 일관성 부족, 유통 단계에서의 업체감의 과당 경쟁 및 열악한 시장 구조,

이용 단계에서의 문화적 인식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표 - 10> 우리 나라 게임산업의 문제점

단계 구분 내 용 비고

제작/수입 단계 개발여건 미비(인력 및 기술, 경험 등) 국산 게임의 부족

심의 단계 심의여건 부실 심의 명확한 근거 부족 심의의 일관성 부족

유통 단계 불법 유통 중소 유통업체의 과당경쟁 열악한 시장구조

이용 단계 게임에 대한 문화적 인식 부족

3) 일본게임의 문제 점

1996년과 1997년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물은 20%를 조금 넘는 수치일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국내 유통의 문제점에서 살펴보았듯이 음성유통되는

부분을 생각하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본물이 단순히 20%라는 수치는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인터넷이나 통신상에서 오가는 불법복제물이나 공윤의 심의

불가 판정을 받은 음성유통되는 제품들의 문제점은 음란 게임들이 주류를 이

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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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음란성 일본물은 속칭 야게임 이라 불리우며 통신망 구석구석을 맴

돌고 있다. 인터넷은 두말할 것 없고 국내 PC통신 서비스를 통해서도 쉽게 접

할 수 있다. 통신이 활성화되는 밤 10시~새벽1시 사이에 나우누리에 접속, 대

화실에서 LT 겜(게임) 이란 검색명령어를 사용하면 최소한 2~3개의 겜교환

방 을 찾을 수 있다. 참여자는 주로 10대 학생층이며, 1대1 물물교환식으로 이

뤄지는 게임교환에 있어서 전통적인 인기품목은 일본산 야게임이다.32)

이러한 야게임은 90년대 초반 누크, 매드파라독스, 천사의 오후3 등을 시작

으로 국내에 불법입수된 일본 야게임의 종류는 최소한 약 40여 종으로 대부분

멀티시나리오로 게이머의 선택에 따라 엔딩이 달라져 어느 정도 게임의 형태

를 띠고 있다지만 시나리오와 그림파일은 윤간, 그룹섹스 등 포르노비디오를

능가한다.

이렇게 구해진 불법복제게임을 하는 게이머들은 단순히 재미있으면 그만이

다 라는 반응을 보인다. 게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신장의 야망 시리즈나 태

합입지전, 원평합전 등의 일본게임들은 재미나 완성도에서 탁월하다. 그러나

자국의 역사를 미화한 신장의 야망, 태합입지전, 제독의 결단 등 역사시뮬레이

션은 그 등장인물들이 일본 국내에서 영웅일 진 모르나, 우리 역사에서는 침

략의 원흉이며 전범들이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배제한 채 게임은 게임일

뿐이며 재밌으면 된다 는 사고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게임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이 성이나 폭력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일본이나 미

국 등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외설적이거나 지나

친 폭력물이 많다. 또한 컴퓨터 게임은 기존의 영상매체와 달리 게임자가 능

동적으로 컴퓨터가 제공하는 화면에 개입하여 상호작용을 하므로써 모방 성향

이 매우 높다. 따라서 컴퓨터가 제공하는 화면이 폭력적이고 외설스러운 내용

일 경우 가치관 형성이 안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

다.33)

게임소프트 웨어는 오락성만이 문화화 가치관을 대변한다고 볼 때 내표된

교육적인 측면과 의식적 수용 정도를 무시할 수는 없다.

31) 하이테크 온라인 매거진, 1997년 11월
33) 서울YWCA, 컴퓨터 게임, 폭력성·선정성 심각하다,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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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영화의 국내 상영 사례

아직까지 수입 규제가 가장 완화되지 않은 분야가 영화이다. 일본 영화의

수입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지속되는 동안, 국내 영화 관객들에게는 일본 영화

에 대한 호기심과 환상이 커지고 있다. 각 영화관련 전문 서적, 잡지에서 일본

영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영화동아리 모임에서는 일본 영화 상영회를 기획하

고 있다. 그리고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국내의 각 영화제에서 일본 주요 영

화들을 상영, 만원 사례를 이루고 있다. 특히 PC통신 인구와 인터넷 사용자가

늘면서 일본 영화에 대한 정보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일본 영화 개봉, 상영은 정부정책에 의해 금지되고 있지만, 일본

영화에 대한 연구, 탐색은 영화관계자 및 관객에 의해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

다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이다. 이 같은 연구, 탐색은 언젠가 개방되어질 일본

영화에 대한 현실적이고 치밀한 접근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고, 일본 영화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나 비하로 방향 지워져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영화를 바르

게 아는 것이 일본 영화 수입에 따르는 안전 장치 마련에 필수적이고, 이와

더불어 정책적인 안전장치, 수입업자들의 양식, 관객의 현명한 선택 등을 전제

로 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1) 국제영화제

1996년 제1회 부산국제 영화제(PIFF: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는 아

시아, 미주, 유럽 32개국에서 1백 171여 편이 작품이 초청되었다. 그 중 일본

영화는 모두 18편이 상영되었는 데, 매진사례였다. 그리고 5명의 일본 감독이

참가,34)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일본 영화의 포문을 열었고, 관객들

은 처음으로 자막이 들어간 공식적인 일본 영화를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

1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제2회 부산 국제영화제 등과 같은 국제 영화제에

서 공개 상영됨으로써 그 관심은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34) 이시이 소고 <물 속의 8월>, 김덕철 <건너야 할 강>, 오쿠리 고헤이 <잠자는 남자>, 로슈케

다카하시 <침무의 함대>, 시노자키 마코토 <오카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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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를 통해 국내에서 일본 영화가 상영된 것은 1992년 9월에 개최된 서

울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이다. 당시 서울시내 일반 극장에서 5편의 일본 영화

가 유료로 상영된 적이 있다. 모든 영화제에서 일본영화에 기대 이상의 관객

이 몰림으로써 일본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호기심과 기대를 입증되었다.

2) 영화단체 상영사 례

일본 영화가 공개 상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영화 매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시네마 데끄에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일본 영화 상영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상영영화는 주로 1950년대 일본의 대표 작품과 최근의 해외 영화제 수

상 등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감독의 작품이며 1997년의 경우는 특히 기타노

다케시감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일본 영화에 대한 국내의 평가는 1950년대 구로자와 아끼라, 오즈

야스지로, 미조구지 겐지 등 3인의 일본 영화 거장의 영화와 1980년대 이마무

라 쇼헤이, 오시마 나기사, 이따미 주조 등과 같은 일본 주요 감독군의 영화에

대한 동경과, 일본영화는 외설이 심하고 지나치게 잔인하다는 부정적인 시선

으로 나뉘면서, 현대 영화에 대해서는 자국인들도 관심을 갖지 않아 특별히

주목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97년의 상황은 이를 일정정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내의 영화시장 역시 주류는 UIP와 같은 직배영화사와 소지구(松竹), 도

에이(東映), 도호(東寶) 등 메이저사들에 의한 흥행산업의 일부로 자리 매김하

고 있다. 180여 개의 일본 영화제작사들이 동분서주하지만 대부분은 헐리웃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이마무라 쇼헤이의 <우나기(뱀장어)>35), 가와세 나오미의 <수자

쿠>36) , 기타노 다케시의 <불꽃놀이(하나비)>37)가 칸과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을

35) <우나기 ; 뱀장어>

감독 : 이마무라 쇼헤이, 1997년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 국내에서 영화 매니아 사이

에 공개된 <검은비 黑へ雨>(1989)를 제작한 후 8년만의 작품.
36) <슈자큐> 감독 : 가와세 나오미 칸느, 황금 카메라상 - 가장 새로운 영화감독 수상.
37) <하나비 ; 불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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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음으로서 다시 일본 영화에 대한 평가가 새로이 되고 있으며, 100여 년 가

까이 되는 일본 영화 전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글로

벌 시대의 빠른 통신방과 개인 PC의 인터넷, 그리고 TV, 잡지와 같은 영화 관

련 매체의 증가로 세계 정보를 한눈에 받을 수 있는 관객에게 일본 영화에 대

한 통제가 가능할 수 있으며, 종합적 산업으로서의 영화산업을 어느 선까지

국적으로 빌어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아주 현실적인 난관들이 우리의 개

방 논의에 앞서 접근하고 있다.

3) 기타 개봉 및 소개 사례

문화산업이 다국적화 되면서, 각국의 자본들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작품에

대한 국적구분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 시장을 목표로 만들어지는 영상

물은 제작, 지원, 배급 등이 여러 나라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

다. 제작국, 배급사, 감독, 출연배우, 그리고 내용, 영화의 배경 등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일본 영화로 규정 지을 것인지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애매

함 때문에 국내에서 개봉 여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영화들은 다음과 같다.

<표 - 11> 국내개봉 일본영화

작 품 명 국 적 극장 개봉여부 비 고

1 가정교사 미국 개봉

2 장군 마에다 미국 개봉 공윤 위원장 사퇴

3 공작왕 합작 개봉

4 쇼군 합작 개봉

5 아키라 일본 개봉 배급사 등록 취소

6 미완의 대국 합작 미개봉 국내 배급사 제소

7 파워레인저 합작 미개봉 국내 배급사 제소

감독 : 기타노 다케시, 1997년 베니스 영화제 만장일치로 황금사자상 수상

- 75 -



<가정교사>는 <개인교수>와 같은 주제인데, 제작자가 미국인 밴 에프레임이

고，감독은 일본계 미국인이었다. 주연 배우는 일본인 나가 로고, 영화의 주무

대가 일본으로 음악과 배경 등이 일본적이어서 왜색영화 로 분류할 수는 있

으나, 제작사가 미국의 프라이빗 레슨 파트너쉽이라는 명목상 미국 영화였고,

수입을 규제할 근거가 없어 국내에 개봉, 비디오로 출시되었다.

<장군 마에다>는 17세기 일본 전국시대 후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패권 다툼을 소재로 한 일본풍의 영화이다. 마찬가지로 배급사가

미국 골드락 필름으로 되어 있어 미국 영화로 분류되어 1993년에 통과, 개봉

되었다.

<미완의 제국>은 중국 영화로 수입되었지만 사실은 일본의 도고 도쿠마와

중국의 베이징 전영이 합작한 일 중 합작 영화로 영화의 주도권은 일본에 있

는 것으로 밝혀져 심의에서 반려되었다. 특히 <미완의 제국>은 일본이 아닌

한국 영화수입사에서 일본 영화 수입 불가 정책의 적법성을 문제삼아 제소까

지 했던 영화이다. 합작영화이면서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개봉된 영화는

<공작왕>과 <장군(쇼군)>이 있다.

<아키라>는 일본의 초대작 애니메이션으로 원제 <AKIRA>(1988)는 <폭풍소

년>이라는 제목의 홍콩영화로 둔갑되어 통과되었다. 제작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개봉되었다가 10여 일 동안 상영된 후 국적이 바뀐 사실

이 드러나 수입사의 등록이 취소된 만화영화38)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캐릭터 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던 <무적 파워레

인저>는 국내에 미국 작품으로 소개되어 공중파 방송에서도 방영이 되었다가

지나친 폭력과 왜색이 문제가 되어 비디오 출시가 거부된 작품이다. 그리고

실제 <무적 파워 레인저>는 미국과 일본 도에이와 합작한 영화로 밝혀졌다.

이와는 다른 예로 김수용 감독이 재일 한국인의 소설을 영화화한 한일 합작

영화39) <사랑의 울타리>40)는 감독, 주연 배우 및 스텝들이 한국인이고 배경도

38) 만화영화 비디오는 수입이 허가되었으나, 극장 개봉영화는 아직 허가되지 않고 있다. 만화

영화 비디오 중에서도 일본물은 연소자 관람가 관람 등급만 수입할 수 있다.
39) 국내의 합작영화에 대한 규정은 영화진흥법 에 제작비용 출자비율이, 공동제작 참여국이 2

개국일 경우 20%, 3개국일 경우 10% 이상 한국이 출자해야 한국영화이고, 출연자 배역은

주연급 또는 조연급 중 1인 이상이 한국인, 그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출연자 중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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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1회의 시사회만 한 후 상영 허가가 나지 않

았고, 종군 위안부 주제를 다루는 정지영 감독의 <울밑에선 봉선화야>도 일본

배우를 기용하려다 실패하고 영화 제작 자체가 좌절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일본, 중국 합작의 영화기금이 조성되는 아시아 영

화기금 (AFDF)4 1)이 출범, 첫 작품으로 다국적 문화를 담아내는 영화 <촙스틱

블루스>42)가 제작 중이며, 한국과 일본에서의 동시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작 영화 특히 일본에서 국내 영화제작에 돈을 대는 것은 일본 개방을 유

도하기 위한 선제전술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합작 영화 또는 제3

국을 통한 수입 등이 자의적인 잣대 적용으로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영화의 자리를 더욱 좁게 만들어 낼 수도 있어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4. 일본 대중문화와 청소년

1) 일본 대중문화에 대 한 양면적 태도

만화에서부터 비디오, 패션, 가요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대중문화가 한국의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기성세대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

이상이 한국인이며, 감독이 한국인, 촬영 또는 조명 등 기술인과 예술인 등의 한국인 참여

비율이 제작비 출자비율 이상이면 한국영화이다. 그러나 1%만 일본 자본을 써도 일본영화

로 분류되고 있다.
40) <사랑의 묵시록> 감독 김수용, 촬영 정일성, 출연 길용우 외한국인과 결혼했다가 해방 직후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한 일본인 여인의 실화 1996년 7월 영진공에서 8백명을 대상으

로 한 시사회를 마감으로, 국내 상영이 허가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30만의 관객이 관람하

였다.
41) AFDF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두고 한국, 홍콩에 지사를 두며, 미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일

본영화개발기금(NDF)의 이세키 사토로 등이 공동 대표를 맡는다. 영화개발기금 준비작업은

96년 말부터 구체화돼왔고, 10여명의 국내 투자자들이 확정된 상태다. 이들이 구좌당 각각

50만달러(약4억5천만원) 가량을 투자해 초기 자본금을 형성해나갈 방침이다. 증자를 통해

한두해 안으로 홍콩 미국 등지에서 외국 투자자들도 끌어모을 계획이다. AFDF는 영화의

기획과 제작, 그리고 배급망을 공유하며, 아시아권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여 경쟁력있는 작

품 경쟁력있는 시장을 형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겨레신문>
42) <촙스틱 블루스>는 미국 배경, 미국 감독, 일본 및 한국인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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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일이다. 일제 식민시대를 거치며 주입된 일본 문화의 잔재가 해방 후에도

쉽게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1960년대 중반에 이른바 `한-일 국교 정상화 '를

계기로 하여 일본문화 중에서도 먼저 퇴폐와 상업주의, 그리고 침략적 요소가

강한 대중문화가 먼저 우리 나라에 상륙하여 번져가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

때에는 국민의 강력한 반일감정 때문에 일본과의 문화 교류를 공식으로 추진

하지는 못했지만 암묵적으로는 대문을 열어주었다. 일본문화 수입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는 전두환·노태우 정권도 마찬가지였으나 국민적 반감 앞에서 영

화 수입이나 대중가수 초청 등은 늘 실패했다.

일본 문화의 개방과 유입에 제동을 건 것은 이렇게 국민의 의식 속에 거센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일본에 대한 반감과 저항심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

이 일본의 대중문화가 우리 사회에 이미 깊숙이 침투하고 만 현실 앞에서는

일본문화 개방 반대론자들도 곤혹스러워 질 수밖에 없다.

최근 일본 문화 침투의 가장 효과적인 매체는 무엇보다도 위성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위성방송을 통해 일본 텔레비전을 보고 즐기는 인구는 나날이 늘

어나고 있는 추세다.

일본방송협회(NHK) 등 일본의 13개 방송이 국내에 TV방송 전파를 침투시키

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6년 9월 25일 정보통신부는 국정감사 의원 질의내

용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일본 등 선진국의 방송전파 침투현황을 밝혔는데, 그

에 따르면 현재 일본 NHK의 5·6·10·17·18, RKB의 8, KKB의 23, NBC의

9·10·11, NTN의 22, NIB의 16, KHK의 28, KTS의 35 등 TV채널 전파가 부

산시, 거제시, 남해군 지역까지 미치고 있어 일본문화의 여과 없는 국내 침투

가 우려된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진행되어 일본 퍼펙TV 57개 채널을 비롯해 97년까지

일본 디렉TV 1백10개, 호주 머독사 1백개, 홍콩 시사TV의 32개 등 2백 97개

채널을 통해 한반도를 향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이 송신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이

에 대응하여 송신 출력이 강한 국내 TV방송 주파수를 이들 지역에 침투하는

외국 TV방송국 주파수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가정의 외국

방송 수신을 막는 방침도 세우고 또 국내 TV전파가 약한 일부지역의 경우 소

출력 간이 TV중계소를 설치할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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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현재 일본 위성 TV채널은 최소 200개가 넘고 내년쯤엔 300개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위성채널 속에는 일본 민영방송의 대표주자인 니혼TV(채

널 4)가 이미 들어와 있으며 후지TV(채널 8) 아사히TV(채널 10)도 당연히 방

송을 할 예정이다.

우리 나라의 가정에서 NHK위성을 보기 위해 이미 설치한 파라볼라 안테나

의 수는 약 1백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NHK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오락

성을 추구하는 일본 민영방송(일례로 일본 민영방송에서는 어린이 시간대가

아니라 골든 타임인 오후 7∼8시에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다)이 위성을 쏘게 되

면 어림잡아 5배 정도, 즉 5백만 가구의 시청자들이 생길 것이다. 여기에 더하

여 100개 채널 이상 무료 시청이 가능해진다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온갖 일본 대중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안방을 장악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으로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 문화에 대한 양면성은 이렇게 드러난다. 한편으로는 일본 문화에 의한

잠식을 우려하고 일본의 저질문화가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외치면서

도 어른들의 상업주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상품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

고, 일본 대중문화를 저질로 여기는 주부들의 의식과는 별도로 많은 가정에서

는 아무런 선별 기준도 없이 일본 문화를 거리낌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공영이라는 텔레비전은 앞장서서 일본에서 수입한 만화영화들을 청소

년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일본 TV 프로그램을 노골적으로 베끼기까지 한다.

일부 젊은 층에서도 일본의 문화 침투를 경계하고 한국 문화의 경쟁력을 우려

하는 소리는 높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일본의 패션잡지나 연예·오락 출판물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고 있다. 심지어는 일본제국주의의 지배를 직접 경험한

기성세대조차도 표면적으로는 일본에 대해 반감을 표명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일본문화를 동경하는 양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2) 청소년과 일본 문화

정부측이 일본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일본 문화 개방의 입장을 견

- 79 -



지하는 반면, 문체부는 이 사안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자세로 대응해 온 것으

로 보인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은 1994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

대로 일본대중문화는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주부는 청소년들 교육

의 1차 담당자라는 점에서 개방지연론이나 단계적 신중개방론이 타당하다 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문제는 한국 대중문화 산업과의

관계 면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했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에 미치게 될

영향의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우리의 청소년

들은 이미 일본 문화에 노출될 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제는 현실을 현실로 직

시하고 대중문화 개방 논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미 현실화되어 버린 일본 문

화의 침투문제에 대한 해법을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 문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그 양상에 현미경을 들이대어야 한다.

(1) 만화

먼저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는 만화의 경우를

보자. 우리 만화시장의 80%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복제만화이다. 문제

는 국내에서 복제, 공급되고 있는 일본만화들이 폭력성과 선정성을 앞세운 3

류 만화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만화방에서 읽히는 일본만화의 대부분은

낮은 번역료만 들여 대사 부분만을 고쳐 내놓은 제품들이다. 뿐만 아니라 정

식으로 출판계약을 맺고 번역 공급되는 일본만화들에서도 선정성과 폭력성 문

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일부 비양심적인 만화가들 중에는

일본 만화를 그대로 표절한 뒤 마치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내놓는 경우도 비

일비재하다.

국내 만화전문잡지에는 공식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한 일본만화가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만화들은 다시 단행본으로 서점가에 배포되어

베스트셀러가 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측이 제시하는 계약조건이 까다

로워져서 이제는 한국식 번역 이름도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주인공들의

일본 이름을 그대로 발음대로 써야할 형편이다. 이름뿐이 아니다. 지명, 학교

명, 건물명, 음식명 등 대부분의 고유명사가 일본식 그대로 불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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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모방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의 언어 생활과 의식상태에 곧바로 반

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쓰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보면, 일본

식 의성어와 의태어를 그대로 번역해 나오는 일본 복제만화들의 영향으로 한

국식 의성어와 의태어를 망각하고 일본식 표현을 선호하는 것이 발견된다. 게

다가 우리의 윤리관과는 어긋나는 주제, 이를테면 동성애를 주제로 삼는 만화

들이 암시장을 통해 일본만화 매니아들 사이에서 거리낌없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야자키 하야오와 오시이 마모루 등 현재 일본에서 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일본 젊은 애니메이터들의 비디오 테이프와 사진집, 화보집 등은

우리 나라에서도 고가로 밀매되기도 한다. 여기서 경계해야 할 것은 언어 표

현의 혼란이나 스타에 대한 동경은 일시적인 유행에서 끝나는 현상이 아니라

반드시 윤리적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망가 , 아니메 , 재패니메이션 으로 불리는 일본만화의 매니아층이 초·중

·고등학교 한 반에 3명 정도이며, 그러한 매니아들의 자료를 돌려보는 준매

니아층은 한 반에 20명 정도라고 하니, 대략 잡아 초·중·고등학생의 40%가

일본만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도는 문화적 국경 범람현상의

심각한 수준을 알린다. 이와 아울러 연쇄작용으로 나타나는 일본문화의 대중

화가 암시장이 아닌 공식적 시장에서도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일본인들이 만

화원작을 바탕으로 내놓은 애니메이션 영화 역시 신세대들에게는 인기품목이

다. 특히 TV만화의 60∼70%는 일본만화영화가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쏟

아지는 캐릭터상품들도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팔려나가

고 있다. 초·중등학교 교문 앞 문방서점과 주택가 책 대여점에는 일본 캐릭

터상품과 일본 복제만화(공식 혹은 불법을 모두 포함)가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만화의 관련자료 전문매장은 강남일대를 중심으로 확산일로에 있고,

이에 부응하는 듯 일본 만화에 대한 정보를 앞다투어 전달하는 영화잡지와 대

중문화 비평서들 또한 망가와 재패니메이션의 인기를 부추기는 데 한몫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만화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본 문화의 무의식적 유입과 일본 문화

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결국 일본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쫓는 결과까지 초래

한다. 일본문화에 대한 저항감은 이처럼 만화에서부터 놀라운 속도로 무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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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이는 곧바로 일본 상품으로부터의 저항감이 무력해지는 결과를 만든

다. 일본 문화에 대한 선호는 일본 제품에 대한 선호로 직결되는 것이다.

물론 20대 이하의 세대들에게도 일본문화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은 있다. 하

지만 그러한 감정적 이해가 절대로 욕구를 제어하지는 못한다. 일본상품이 국

내상품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이야기이다. 오늘날 국내에

서 생산되는 문구와 완구는 일본상품과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학교 앞이나 대형 백화점 문구 전문매장에서는 대부분 일본제의 문구들이 여

전히 진열대의 가장 좋은 위치를 독점하고 있다. 아니, 국내 상품의 질이 계속

향상하는 것과 상관없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본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만화나 TV 만화영화의 문제점 가운데 또한 심각한 것은, 도를 넘는 폭력과

선정성으로 인해 크게는 민족정체성 혼동이 작게는 윤리의식의 불감증이 우려

되는 것이다. 이는 물론 일본만화영화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미국만화

도 포함한 외국 만화영화들이 무차별 수입되어 청소년 시청시간대를 장악하고

있다.

이영(연세대 아동학과) 교수에 따르면, 1997년 4월 현재 지상파 방송 3사에

서 방영하고 있는 11개 만화영화 가운데 중 <두치와 뿌꾸>(KBS2)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수입만화이고 그 중 일본 만화가 61%를 차지한다. 특히 일본

공상과학 만화영화의 경우, 폭력의 가해자가 매력적인 존재로 묘사(54%)되기

도 하고, 폭력도 선의의 목적을 가진 정당한 행위로 그려지는(42%)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영 교수는 다양한 장르의 어린이 프로그

램 개발 및 어린이 전문 PD제 도입 과 폭력 행위의 빈도 및 지속시간 정도

등을 고려한 폭력지수의 등급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97년 4월 28일자 한국

일보 참조).

(2) 패션과 먹거리

우리의 미래를 담당해야 할 청소년들은 패션에서부터 그들이 즐기는 노래에

서, 먹을거리에서, 놀이에서 일본문화에 물들어 익숙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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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 가운데 일본 패션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이제 흔

한 일이 되었다. 무쓰를 발라 넘긴 머리, 배꼽티, 상표를 노출시킨 옷, 초미니

스커트 등 개성적이라는 이유로 모방한 일본 패션이 거리에 등장하였다. 롯본

기의 야릇한 패션은 이미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도 많이 본 모습들이다. 교복

을 비롯한 각종 제복은 일본의 영향에 의한 부분으로 평가되며, 젊은이를 상

대하는 패션산업의 일본모방은 서울의 명동과 압구정동에서 본 블라우스와

드레스가 동경 시부야(삽곡)와 하라주쿠(원숙)의 복사 라는 표현에서 그 영향

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신세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이른바 촌티패션 도 같은 맥락에서 풀

이된다. 60-70년대 구제품 시장의 촌티 패션에 대하여, 현실문화연구 편집위

원 박노영씨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20세기가 발견한 틈새시장 으로 평

한다. 이왕 과거로 돌아가려면 좀더 재미있고 특이한 것이 좋다, 그래서 촌스

럽고 낡은 패션에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는 것이다. 촌티패션의 주제가 과거

에 대한 향수 라 하지만 이러한 유행은 사실 일본문화의 무분별한 유입 결과

이다. 촌티패션은 2-3년 전부터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복고화

패션이며, 그것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최근 수입되는 일본 의

류 브랜드들이 촌티패션의 선두에 서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신세대가 모이는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일본풍 음식점이 즐비한 것을

볼 수 있다.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만 보더라도 로바다야키가 50여 개나 몰려

있다. 가게 안은 왜색그림이 가득하고 기모노를 입은 종업원이 시중을 드는

가운데 최신유행의 일본노래가 울린다.

청소년들 사이에 일본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서 역수입된 우리

전통음식이 일본식당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김치가 기무치 로 바뀌어 일

본에서 역수입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나, 심지어는 비빔밥이나 갈비,

육개장 같은 음식들도 일본 음식화하여 판매하는 일본식당 체인점들이 국내에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우리 전통음식까지 일본에서 역수입되는 현실은 다른

어떤 문화적 종속보다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른들이 개방이냐 쇄국이냐 를 논하고 있을 때 신세대들은 이미 보는 것,

입는 것, 먹는 것에서 일본 취향을 선호하며, 일본대중문화의 한가운데 서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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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이다. 여기서 한 번 질문을 던져보자. 과연 일본문화를 답습하고 무비판적으

로 수용하는 신세대의 자세가 문제인지 아니면 청소년을 상대로 일본문화를

이용하는 저질상혼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으

로 우리의 청소년에게 주체성 있는 문화적 수용능력을 키워주지 못한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 또한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3) 방송과 대중가요

다른 한편에서는 전자게임, 출판, CF, 상품디자인 등에서 일본모방 , 일본

표절 이 영역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어른들의 책임을 생각하

게 하는 부분인 데, 결국 청소년들의 취향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어른들의 상

업주의이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본 방송 프로그램의 표절 및 차용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비판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이다.

- TV는 사랑을 싣고 는 일본민방 TV 아사히의 완전특수선언 당신과 만나

고 싶어요 를 모방한 프로그램.

- 일본 오락프로그램의 교과서로 알려진 일본 NTV 매지컬 두뇌파워 는 우

리 쇼 오락 프로그램의 참고서 같은 프로그램. KBS 2TV 퍼즐 특급열차

와 가족오락관 , MBC TV 사랑의 스튜디오 등에서 일부 코너를 차용.

- SBS TV 천만원 게임 역시 일본방송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모방.

- 심지어 뉴스프로그램의 일기예보 코너조차도 세트와 진행방식 등을 일본

방송에서 모방.

- 드라마 표절: 일본에서 히트된 드라마의 기획을 차용. 드라마의 스토리에

서부터 드라마 음악(최근 인기를 모았던 MBC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의

삽입곡 언제나 그 자리에 도 일본그룹 차게＆아스카 의 곡을 표절한 것),

카메라 앵글까지 표절.

모방과 표절이 가장 노골적으로 성행하는 분야는 대중가요이다. 우리 가요

시장은 일본 가요시장의 복사판이라 할 정도로 일본 대중가요의 표절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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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화된 현상이다. 가요시장의 국경이 해체되기라도 한 듯, X재팬 이나 차

게＆아스카 같은 일본의 인기 그룹들은 우리 신세대들에게도 우리 가수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소호대 라든가 태사자 같은 신세대 그룹들은 그

이름에서부터 왜색을 짙게 풍기며, 그 기획에서 일본 가수들을 모방하고 있다.

일부 작곡가들은 이들 인기 그룹의 노래를 교묘히 표절해서 우리 가요계의

고질적 병폐인 표절시비를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병폐를

근절하기 위한 날카로운 메스가 가해지지 않는 데 있다. 어떤 부위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 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기도 하다. 어른들의 무책임성, 도

덕적 불감증, 정신적 황폐, 일방적인 상업주의가 결국 청소년들을 일본 대중문

화의 길로 무분별하게 안내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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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일 본 문 화 개 방 에 대 한 정 책 대 안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여야 한다는 가장 큰 논지 중의 하나는 지금이 국

제화와 개방화의 시대라는 추세론이다. 여기에 문화교류란 개방을 통해 충돌

하고 수용, 경쟁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로 발전할 수 있다는 문화론이 제기된다.

또한 미국과 유럽, 중국과 동유럽 등 불과 몇 나라를 빼고는 세계 모든 나라

의 문화상품을 수입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만 계속 개방의 문호를 닫는다는 것

은 불합리하고 또 버틸 수도 없다는 호혜평등론이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상

황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문화 개방을 무조건 반대할 경우 지하로 유입되

는 저질 문화의 침해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따라서 고급문화를 중심으로 일본대중문화를 개방하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필요한 일이다. 또한 일본 문화 개방은 국가의 세계화 시책에 알맞는 지 검증

하고, 국민 정서, 문화산업 수준 및 대일무역역조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단계

별 분야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적 창조력이 제고되고 일반

인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 전제 >>

우리 문화 속에는 이미 많은 부분 일본문화가 들어와 있다.

문화교류의 당위성 : 문화는 서로 만나 조화 속에서 발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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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식의 이중성 >>

감정적으로 일본문화는 싫다

자본에 의해 발전된 일본대중 문화는 저속하다

일본문화는 세련되고, 깨끗하고, 감각적이다.

<< 유입현황 >>

생활문화, 언어생활 대 중 문 화

일본어와 일본식 외래어 500여개.

일본풍의 옷차림과 머리모양

미치코런던 , 安全地帶 등 일제의

류 전문점

일본풍의 외국음식 돈까스, 비후까

스, 생선까스 등.

기무치 (김치), 야키니쿠(불고기) ,

호르몽야키 (곱창구이),

간장·된장·고추장 등 장류 식품의

일본화.

국내 자본의 일식집 증가

일본계 외식 체인점의 등장 및 증가

일본 문화파생상품들인 놀이문화나

장난감의 유입.

: 종이학 접기, 줄넘기, 쎄쎄쎄, 고스

톱, 묵지빠 등등.

TV 만화영화 방영분중 일본 만화

60%이상.

도서만화의 경우, 약 80%가 일본의

복제만화.

일본게임 20%정도 수입. 음성 유통

의 규모는 알 수 없음.

일본 영화는 수입 규제가 가장 완화

되지 않은 분야이나, 각 영화관련

전문 서적, 잡지, 영화동아리 모임에

서 일본 영화 정보소개.

NHK위성 파라볼라 안테나의 수는

약 1백만대로 추정.

대중가요는 일본 가요시장의 복사

판. 일본 대중가요의 표절은 거의

보편화된 현상.

<<정책 방향>>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발전시킨다.

영상, 만화, 게임 등 자본에 의한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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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았을 때 일본문화 개방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일본

및 일본문화에 대하여 민족적 관점을 획득하는 일이다. 둘째, 우리 문화의 정

체성을 명확히 세우는 일이다. 셋째,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 체계를 우선 갖추는 일이다.

2천년 혹은 2천2년 월드컵 등을 계기로 삼아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판단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 조사에는 개방시기, 개방분야, 분야별 단계를 조정하기 위해 실험단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험단계는 한·일 영화주간, 한·일 만화교류전

등 문화주간 행사를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고 그 첫 단계에는 제한된 관객을

대상으로 하며 2단계에 가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좋

을 것이다.

1. 한국문화의 발전과 정체성 확보 방안

일본의 대중문화가 한국에서 항상 특별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미문화에 비해

동질성이 강해 대체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시장경쟁력에서 우리 문화가 일본

에 비해 열세에 처해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앞으로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특정문화의 유입과 그 부정성을 개별적인 사항의 단순한 제거를 통해서 처리

하기보다는 구조의 변질을 차단함으로써 그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치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문화 개방에 전제되어야 할 것들은 한국문화의 정체성

복원이고 발전이다.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복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청소년에 대한 문화교육이라 하겠다. 그간 우리나라의 청소년 교육은 입시 준

비위주로만 치중되어 뒤틀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입시제도의 개선과 아울

러 청소년 교육 개혁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 때, 중요한 것은 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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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우리 삶과 문화에 대한 교육이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고유의 음악, 회화, 서예, 무용 등 민족예술교

육의 비중을 높여 우리 문화의 자주성을 확립시키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의 연관성을 고취시켜 민족적 자긍심을 배양토록 해야 한다. 자기 동질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화 교육 세계인의 양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1) 의복의 중요성 인식

의복을 시대의 산물 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때, 의복이 갖는 상징적 기능은

의복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고 의복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사회와 맺는 관계로

다양화한다. 각 시대를 풍미했던 복식은 그 당시의 사회를 지배했던 물질적,

정신적 상황과 맺고 있었던 밀접한 연관성을 표현한다. 의복이 기호층의 세대

에 따라 생활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사고방식을 상징적으로 표출한다고

볼 때, 특정한 의복에 대한 선호는 특정한 이미지에 대한 취향이라 할 수 있

다. 결국 우리 나라 청소년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일본풍의 의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품의 형태를 가장한 문화의 한 양상을 선호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일본의 통상산업성이 발표한 패션대국으로 가는 길 이라는 책자에서 우리

는 일본정부가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자국민의 의생활 분야의 생활환경을 여유

와 풍요로움, 그리고 윤택함이라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면을 긍정적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유행되고 있는 개량한복의 생활화라든지 고궁 입장 시

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무료입장의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일은 매우 괄목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전통을 고수하다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

게 되는 반대급부를 염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긴 안목을 가지고 한국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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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하는 의생활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복은 영화, 만화, 잡지 등

시각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의 취향을 바꾸는 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

분이므로 총체적인 정책입안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전통음식의 지원 육성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음식 문화에 대한 대대

적인 정리가 시급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김치와 불고기는 문화체육부에서 선

정 발표한 한국의 문화 상징 10가지에도 들어가 있다. 김치에 대한 기무치

의 역공이 시작된 뒤에야 김치에 대한 지원과 각종 육성 대책이 마련되었지

만, 불고기에 대한 연구나 육성 대책은 제시된 적이 없다. 일본식 불고기인

야키니쿠 가 우리 나라에 역수입되고, 일본계 외식업체의 체인망을 통해서 보

급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전통 음식 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우

리가 종주국인 음식들에 대해서는 (1) 시급히 자료를 정리하고, (2) 세계 시장

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해 가야하며, (3) 제조법의 과학화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과 육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놀이문화의 개발

생활문화는 고스톱을 단번에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대중들의 습관이

된 것이기에 한번 굳어지면 고치기 힘들다. 고스톱을 없애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를 대체할 놀이가 없고 이미 화투의 그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

이다. 더 재미있는 놀이를 보급하거나 화투의 그림이라도 한국화 한 것만을

생산하게 한다면 조금 시정될 수는 있다. 그러므로 생활로 굳어지기 전에 시

정하여야 하고 경쟁력이 있는 우리 문화로 대체시켜야 한다.

놀이문화와 장난감에 대한 침투는 어린이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꿈의 양식

까지 일본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화한 어린이는 일본 상품을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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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여 국가 차원의 우리 문화와

놀이 개발과 장려책을 서둘러야 한다.

4) 일본식 외래어의 정 리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는 자연적 언어 접촉의 결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강압적·강제적인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

이 거의 대부분이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통하여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하

고 일본어를 강요하는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본어의 잔재를 문제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어를 쓰는

사람은 일본 사람의 정신체계와 사유구조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어의 잔재를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층, 이를테면 언론을 담당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일본어

가 그들만의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비판되어야 한다.

국어학자와 언론인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일본어

잔재의 청산 작업을 꾸준히 펼쳐 왔다. 예를 들어 만땅 과 소데나시 를 각각

가득 과 민소매 로 순화하고, 왔다리 갔다리 를 왔다 갔다 로 바꾸어 쓰는

등 노력을 펼쳤고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국어순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하며, 생활용어에서 뿐 아니라 행정

용어, 법조용어 및 사회 전문분야 언어(임업용어, 의상용어 등)에서 국어순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 영역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어를 일반인

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상황에 적합한 우리말로 교체한다면 일본어 순화는 순

조롭게 이룩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첫째, 언론 및 사회 지도층에서 일본어나 일본식 외

래어를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여야 한다. 둘째, 외래어 순화 제도를 정

착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국어 순화 자료의 홍보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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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어정책에서 의 제도적 개선

단지 일본어의 잔재 청산만이 국어순화의 현안인 것만은 아니다. 정보화 시

대의 급변하는 언어환경 속에서 외래어 범람 현상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 역시

국어순화의 시급한 과제이다. 국어순화의 주체는 개인일 수도 있고 사회 단체

일 수도 있으며 나아가서 국가 기관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문화체

육부가 이 일을 직접 관장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사회 단체나 개인에게 일

임하는 경우도 있어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주체를 하나

로 묶는다면 순화의 효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현재 순화안을 만들어 내는

실질적인 주무 부서이면서도 명실상부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립국어연

구원을 중심으로 국어순화, 연수 기능을 집약하고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

안이 될 것이다.

외래어 순화와 관련된 위원회로 현재 정부·언론외래어심의위원회가 활동하

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주로 그때그때 들어오는 외래어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심의하여 각 언론사와 정부 기관에 배포한다. 그러나 이 기능만을

수행한다면 위원회의 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외래어 순화는 시의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일반인들에 널리 유

포되어 있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한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외래어가 들어오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순화하여 습성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정

부·언론외래어심의위원회에 외래어 순화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언론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홍보 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의 모든 일간 신문은 영어와 일본어 교육 그리고 한

자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즉 고정난을 두어 영어와 일본어 회화 그

리고 한자 숙어 해설을 연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말의 규범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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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용법 그리고 외래어의 우리말 순화 작업을 다루는 고정난은 찾아볼 수

가 없다.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핸드폰 이나 휴대폰 대신에 휴대 전화 를 사

용하자고 홍보한다면 외래어 순화는 가장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말과 글을 바탕으로 한 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례로 인터넷에 홈페

이지를 개설하여 국어순화운동을 추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또 국어순화용

어 자동 전환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는 것도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큰 방

법이라 하겠다.

2. 문화산업 발전 방안

1) 문화산업개방 현 황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는 분쟁해결

기구와 무역정책 검토기구를 두고 있다. 또한 UR의 서비스 협정문은 서비스

교역의 기본틀을 공개주의 와 자유화 에 두고 있는데 주된 협상의 대상이 되

는 서비스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Communication Service)'가 대표적이다. 커뮤

니케이션 서비스는 통신서비스(17개업종), 시청각 서비스(6개 업종) 등의 23개

업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이미 통신서비스에서 7개업종, 시청각 서비스

에서 2개 업종 등 모두 9개 업종을 양허했다. 이중 시청각서비스에는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배급서비스, 영화상영서비스, 라디오 및 TV방송서비스, 음성녹음

서비스, 기타서비스 등 6개 업종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개방여부를 살펴보면, 영화 비디오제작 배급 서비스는 1995

년 1월 1일, 음반제작 배급서비스와 TV·라디오의 유선방송업은 1997년 1월 1

부분개방되었다. 출판분야인 서적 출판업은 1997년 1월 1일 부분개방(50%)되

었으며 서적 도매 소매업은 1995년 1월 1일, 기타 출판업은 1996년 1월 1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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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되었다.

WTO출범, OECD가입 등 현재의 국제 환경이 국가간, 지역간의 자유 무역

및 교류를 저해할 수 있는 정부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문화

예술분야의 경우 그것이 비록 산업분야와 연계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 와 같은 특수한 사유에 근거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 3-4년간을 우리 영화, 게

임 등 문화산업의 확고한 기반조성을 위한 최적의 기회로 인식, 과감하고 적

극적인 지원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2) 문화산업 기반조 성

(1) 조세 정책

먼저 문화산업 분야에서 행정 규제 및 절차의 폐지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세금으로부터의 보호제도(Tax Shelters)'라는 것이

있어서 영화제작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4배까지 세금공제의 혜택을 준다.

일본의 경우는 통산성의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투자촉진을 위한 세

제상 조치가 있는데, 창조형 신규산업진흥투자제도 관련 금융조치가 있고 그

밖에 영화관 신개축 관련 융자(후생성)가 있다.

다음으로 기부금품 모금 금지법 철폐 등의 방법으로 기업후원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에는 1951년에 치안법으로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

법 이 있다. 이 법의 3조 1항 누구든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라는

법률 조항은 단체의 능동적인 기금개발(Fundraising, 또는 Development)을 억제

했던 것이다. 이러한 단체들은 문화예술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입부족액을 충당할 길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 공립 단체들만이 주는 예

산을 가지고 수입부족이 없는 예산운영을 한 것이고 그러한 국 공립 단체들은

수십년씩 틀에 박힌 활동을 반복하면서도 우리 나라의 문화 예술 활동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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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72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하여금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고 기업이나 개인은 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해서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식상으로나마 민간부문의 사적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은 문화예술진흥원만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

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문화예술 단체가 스스로 기금

개발을 할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많은 문화예술 단체들이 개별적

으로 수행할 사업과 그 사업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일일이 문화예술진흥원

이 나서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는 없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들이 문화예술진

흥원에 접수된 문화예술 단체들의 지원신청서를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지정기부금을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메카니즘이 될 수도 없다. 결국

은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진흥원이 정하는 대로 모금이 되고

지원이 되도록 한정한 것 뿐이다.

(2) 기업의 투자 유도

일본영상기업의 미래전략을 살펴보면, ① 미국내 영상기업 합병과 이를 통

한 우회전략을 통해 국적문제를 초월한 다국적 기업화를 추진하여 1989년에는

소니-콜럼비아, 1990년에는 마쓰시타-MCA-유니버설 합병을 이뤄냈다 ② 종합

미디어(컴퓨터 포함)분야 기업간 제휴를 추진하여 애플과 샤프, 도시바, 후지

쯔의 연계를 통해 대화형 TV분야에서 앞서간다는 등이다. 즉 외국과의 또는

국내 기업간의 제휴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추구하고 시장을 넓혀간다

는 방안이다.

문화산업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국가의 미래전

략, 환경문제의 차원에서 기업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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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다. 이러한 투자는 조세제도의 확립과 함께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문화

산업의 첨병으로 나서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가 포괄할 수 없

는 부분에서 예술가를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창조적인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문화산업 지원 강화

무엇보다도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국가적 차원

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21세기를 이끌어갈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문화산업에 대

한 인식전환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제정되어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의 근거가 확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문화산업 특별자금을 신설하고,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정보분야 벤처산업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뉴미

디어 정보산업과 함께 병행될 때 문화산업은 정보 산업 분야와의 긴밀한 공조

체계 속에서 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전통문화를 현대의 문화소프트웨어에 접목하여 세계시장에서 고유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위해서도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이 확

대되어야 한다.

3) 매체별 대응방안

(1) 영화

영화는 대중성이 강한 매체로서, 모든 계층을 망라하여 향유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헐리우드 영화의 잇단 성공의 예에서 보듯이 산업

으로서의 가치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영화산업은 외국영화

의 무분별한 수입배급과 영화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

로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한국적 특성을 살려내지 못

한 채, 헐리우드 영화, 일본영화 베끼기는 한국영화의 발전을 더욱 가로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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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영화에 익숙해진 관객들은 한국영화를 점점 더 외면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한국영화 제작보다는 외국영화의 수입배급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극장들도 한국영화 상영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적 지원이다.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융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영화진흥기금을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화제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주도의 영화진흥공사를 폐지

하고 영화진흥위원회를 상설함으로써 영화 제작지원에 유연성을 도입해야 한

다. 종합촬영소를 분리시켜 자율경영체제로 운영하게 하며, 영상과학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영화시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영화의 배급, 유통을 합리화

하고, 독립프로덕션의 창조성과 대기업의 자본과 유통의 결합을 유도하기 위

해 금융, 세제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40%에 이르기까지 스크린쿼터제를 계속 유지해

야 한다. 그 뿐아니라 스크린쿼터제의 감시활동을 지원 강화하여 제도가 유명

무실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또 공영방송의 영화프로그램에 스크린쿼터제를

실시하는 것도 권장할만하다. 이로써 우리의 우수한 영화를 안방에 제공하는

것과 외국의 저질 영화들의 무분별한 공세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한국영화 전용상영관을 신설하여 한국영화 보급을 장려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방화전문관이 560개로 영화관 총 수의 32%를 차지한다. 일본의 자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는 60일인데, 그것도 극장업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

켜나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몇 군데(예: 허리우드 극장) 전용상영관이 있지

만 국민들의 인지도도 낮고 활성화되고 있지도 못하다. 이는 오히려 예술영화

전용관이 고정 관객을 확보하면서 그 위치를 돈독히 해가는 것과 비교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일수조차도 무시되고 있는 실정

이다. 한국영화 전용상영관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산업에는 제작뿐 아니라 배급이나 극장업도 포함된다. 이 말은 일본영

화를 수입해서 잘 되면 한국영화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일본영화는 한국영화가 아니라 다른 외화들과 경쟁하게 된다. 영화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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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않으면 기술이나 자본도 들어오지 못한다. 국제적 교류가 이루어지면 두

나라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이다. 따라서 한국영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영화의 수입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일본영화의 수입은 그러나 국민의 정서를 해치지 않고 양국간에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단계적, 선별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첫 단계에서는 국내 제작 영화에 일본배우를 출연시키고, 한일 합작 영화를

제작,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작의 경우 일본 영화사들과 실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겠지만, 합작을 통해 일본의 선진기술을 확보할 수 있

고, 일본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폭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단계는 일본과 제3국의 합작영화를 수입 배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이

나 배우의 국적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영화의 내용과 색채(일본색)이다. 영화

전문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영화를 개별적으로 철저히 심의하여 국민정서

를 해치지 않는 작품성을 지닌 작품을 우선 개방해야 한다.

일례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원령공주>라는 작품이 미국의 디즈니사와 손을

잡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애니메이션 영화이긴 하지만 문제는 <원령공

주>의 해외배급을 디즈니사가 맡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원령공주>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2단계적 시각에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이 합작과 제3국을 통한 수입을 통해 사회적인 분위기를 전제로 하

고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확정한 후, 마지막 3단계로 일본의 극영

화 수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우선은 순수문예물에서 시작하여 상업

성 영화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영화 개방은 가장 오래전부터 거론된 것이면서도 대일본 국민감정이 가

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유치를 주도하는

것은 사회적 반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영화계 의견을 수렴

하는 등 사전에 여론을 형성하는 노력을 충실히 해야 한다. 영화계, 학계, 시

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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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화

우리 나라에서 만화의 매체적 특성은 만화가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매체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만화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일본문화를

접하게 되고 이지메 등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만화

에서의 개방을 우려하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만화는 이미 수입될 대로 다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만화의 대화만 바꿔 국제불명의 만화를 양산하는 것

보다는 개방을 통해 받아들여 우리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 우리만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적정한 시점에 우리 만화와 동등

하게 심의(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하여 우수한 만화를 선별 수용함으로써 우리

만화산업의 풍토를 개선하고 기술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만화영화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57억불에 달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제는

게임산업과 마찬가지로 만화영화산업에 대해서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저급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만화영화 제작지원,

신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만화영화산업을 게임산업과 함께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력 뿐 아니라 기획력, 창작력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양성이 체계화되어야 한다(전문대학 설립, 정규대학 내 만

화학과 설치). 그와 아울러 영화와 마찬가지로 TV에 국산만화영화 의무방영비

율(현재 주당 6.4%에 불과)을 상향 조정하여 국내제작 만화영화의 수요를 확

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 만화영화산업의 기반과 여건의 개선을 전제로 하고, 일본 만화영화의

개방도 영화 개방과 마찬가지로 합작을 우선 시발점으로 하여 국내의 만화영

화 기술발전의 추이와 함께 점차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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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

우리 나라의 게임산업 시장은 음성 유통으로 인한 초기의 혼돈 상태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개발부분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이 만화와 영화로부터 무한

한 캐릭터와 스토리를 빌려 게임시장을 석권하는 데 비하여 우리 나라는 기술

의 부족은 둘째치고 기획력과 시나리오의 부실로 인하여 게임 개발에 뒤쳐지

고 있다.

또한 심의 단계에서는 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정확하게 마련되어있지 않

고, 심의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여 제작자들로 하여금 계획적인 작업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유통부분은 더욱 심각하여 중소

유통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열악한 시장구조는 불법유통을 양성화하는 쪽

으로 나가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의 문화적 인식이 게임을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게임 제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된 일본의 게임이 전면적으로 개방된다는 것은 만화와

마찬가지로 게임문화에 노출되어있는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로 폭력과 섹스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게임은 역사시뮬레이션에서

조차 역사의 왜곡을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디오 게

임은 일본문화 최종단계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정부는 정보통신부의 게임산업 육성방안으로 게임개발업체들 중 지원

업체를 선정하여 자금지원을 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문화체육부에서 규제

일변도에서 전화하여 각종 게임 육성책을 발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게임 대상 이라든지 시나리오 공모전 등이 바로 그러한 노력

의 결과이다.

그러나 게임산업의 발전은 게임프로그램의 개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다. 여기에는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처럼 만화, 영화를 통한 캐릭터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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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작가의 양산, 심의 근거의 일관성, 유통구조의 개선 등 여타 매체의

발전과 문화산업 외적인 부분의 구조개선이 전제된다. 그러므로 게임 분야에

있어서는 벤처산업으로서 게임산업에 대한 의식 확충을 기반으로,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된 지원체계가 시급히 요청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게임을 비롯

하여 에니메이션, 캐릭터 등 전문대를 설립하고 대학에 이와 관련된 학과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첨단 게임기술 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인

력 교육 및 자료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게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시

설이 필요하다.

(4) 가요

가요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연과 방송출연, 음반시장으로 세분화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청소년들은 일본의 대중가요에 완전히 노출되어있는 실

정이고 음반제작자들의 일본가요 표절은 이제 특별한 일도 아닌 지경이 되었

다. 일부 청소년들은 가짜가 아닌 진짜를 봐야한다는 이유로 일본으로 공연을

보러가기 위해 계를 조직하기도 한다.

가요 시장은 일본가수의 국내 공연을 먼저 허용하고 음반 판매, 방송 순으

로 개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중가요를 전면

개방하여 음반제작 및 판매를 허용하기 이전 단계로 우리말 가사로 번안된 일

본가요를 먼저 개방함으로써 일본가요에 대한 환상을 제거한 후에 개방을 허

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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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결 론

문화란 폐쇄적일 때 고인 물이 썩듯 전락한다. 그러기에 문화는 끊임없이

수혈을 받아야 하고 교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기 문화의 자주성이 바탕이

되지 않은 약한 문화는 강한 문화에 포섭 당하는 것이 상례라고 세계사는 증

언하고 있다. 중국의 한문화가 몽고나 만주족의 정치적 지배 속에서도 문화적

정체성과 자주성을 지켰던 것처럼 정치나 경제적 지배를 당하더라도 문화적

헤게모니를 잃지 않으면 민족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으나 문화적 자주성을 상

실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더구나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전쟁시대이다. 여기서 문화의 자주성과 고유

성은 단지 경제나 정치 다음의 여유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좌우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의 수혈을 받아야

함은 민족적 당위이다.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보았듯 생활문화에까지도 일본문

화의 침투는 상당하며, 이는 한국인의 문화와 예술뿐만이 아니라 의식과 세계

관과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일본문화의 잔재 청

산을 통한 문화의 자주성 확립은 일본문화의 개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선결조

치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 국민의 일본문화에 대한 이중성을 시정하는 계몽운

동이 먼저 정부와 언론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극동조사연구소(소장 김재

덕)가 20세 이상의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일본 대중문화의 침투정도 및 개방

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의 55.5%는 반대의사를 나타냈으며,

찬성은 24.2%에 머물러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뿌리깊음을

보여주고 있다(국민일보 94년 3월 22일자). 하지만 일부 청소년층과 우리 사회

의 일각에서 무시하지 못할 양적, 질적인 일본문화의 유입현상이 사실임을 인

정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경향신문에 발표된 1995년 7월 LG그룹의 대

학생 정보지 <인간존중>에서 우리 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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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의미심장하다. 여기서 학생들은 일본문화에 거부감을 느낀다 는 응답

자가 40.8%, 그저 그렇다 가 46.3%였고 친근감이 든다 도 12.9%나 되었다.

이러한 상치되는 발표는 일반 대중과 학생들이 갖는 일본문화에 대한 인식,

즉 이중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고대문화에 대한 우월감과 현재에 대한 열등감,

일본인에 대한 거부감 내지 혐오감과 일본상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의식

등 한국인에 내재하고 있는 이중성을 타파하지 않은 채 고식적인 우리 문화에

대한 우월감을 전파하려 한다면 이런 이중구조 하에서 일본문화의 유입과 침

투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결국 일본문화 개방에 선행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이렇게 우리문화의 발전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개방이전에 합작투자, 제작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가의

정책을 통한 기업의 문화사업에의 진출 권장과 문화부분에서의 인력 양성, 보

조가 병행된다면 어떠한 문화의 유입도 우리문화의 발전으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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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roach to the Influx of

Japanese Culture

This is an age of open doors and liberalization in all aspects of our national

and international life. Korea has also been widely exposed to the wave of

liberalization. In an environment of free trade and freedom of information, various

products of foreign arts and culture have been made available to Korean people.

However, Korea has remained closed to the inflow of Japanese culture - at least

as a matter of principle and policy. But the impact of Japanese culture is evident

everywhere in Korea. Many Koreans have experienced an almost unrestrained

influx of Japanese mass culture such as films, cartoons, popular songs, maintained

only in the prohibition on public presentation of Japanese movies and songs.

It is also witnessed that an all-out invasion of Japanese language have corrupted

Korean language from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of Korea. Food has been

no exception. For a practical example, a few Japanese food manufactures are

gaining the upper hand over Koreans in improving Korean side dish and satisfying

varied tastes not only inside Japan but also in other countries where Kimchi is

consumed.

There are some cultural trends in Japan that are surely unwelcome in Korea

because of the anti-Japanese sentiment among many Koreans which stems largely

from the unfortunate past of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But we

should recognize that much of Japanese culture is in our midst already-in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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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 food, language and the prevalent comics and videos. Truely, Korean

people find themselves in a malaise, uncomfortably aware of our double standards,

defeatism, self-deceptions and chauvinism when it comes to Japanese arts and

culture.

As a matter of fact, Korean people are called upon to take an action to deal

with the above matter with an internationalist outlook. A few Koreans come to

feel it is about time that the ineffective ban on Japanese arts and culture be lifted

officially. They assert that the negative policy outlived its practicality long ago

now that broadcast media can travel freely and reach into any home in any

country in this age of borderless information. Now, Korean people should face a

new paradigm that preservation of the nation's culture identity and selectivity on

the acceptance of foreign cultures including Japanese culture are up to our own

discretion.

In specific, Korean government should gradually open her domestic market to

Japanese mass culture including films, popular songs, videos, cartoons, game

softwares, etc., after an experimental period of one or two years. The films with

artistic quality would be first accepted. And the distorted view of history and

Japanese color should be rejected. At the same time, the necessity of knowing

more about Japan is especially important for young Koreans, who will determine

future Korea-Japan relations. More opportunities are needed for the youth to have

an accurate knowledge about Japan.

In order not to repeat the bitter past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o improve

their relations in the coming days, Korea should build a mutually profitable

relations with Japan. Cultural exchange between two countries should be also

realized step-by-step, phase-by-phase over a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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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일본어 사용 실태 조사표

z102 x45/ 7 y49/ 1 와리바시(와루바시, 아르바시)[나무젓가락]

z100 x55/ 7 y38 다꾸앙(다꽝)[단무지]

z96 x39/ 7 y47/ 3 쓰메끼리(쓰미끼리, 스메끼리)[손톱깎이]

z96 x32/ 9 y52/ 3 벤또(변또)[도시락]

z93 x50/ 5 y37/ 1 바께스(바께츠, 빠껫스)[양동이, 물통]

z83 x38/ 6 y38/ 1 입빠이(이빠이)[가득]

z82 x37/ 8 y35/ 2 다마[구슬, 전구]

z82 x35/ 8 y39 다마네기(다마내기)[양파]

z78 x39 y39 요지[이쑤시개]

z75 x38/ 2 y33/ 2 덴뿌라(뎀뿌라)[튀김]

z70 x34/ 4 y29/ 3 사시미[생선회]

z66 x37/ 2 y27 쓰레빠(스리빠)[슬리퍼]

z65 x28/ 3 y33/ 1 모찌[찹쌀떡]

z63 x23/ 3 y34/ 3 시다[조수]

z58 x34/ 4 y20 후까시(후카시, 훗가시)[부풀리기, 폼잡기]

z56 x29/ 3 y24 와사비[고추냉이, 겨자]

z56 x28/ 1 y27 소데나시[민소매]

z55 x20/ 1 y33/ 1 사라[접시]

z54 x30 y24 사라다[샐러드]

z53 x33/ 2 y17/ 1 가라오케[녹음 반주(노래방)]

z51 x22/ 3 y25/ 1 빠꾸[back, 뒤로]

z51 x19/ 4 y26/ 2 구루마[손수레, 인력거]

z50 x31/ 1 y18 빵꾸[구멍]

z50 x27/ 2 y21 노가다[일꾼, 노동자]

z46 x28 y18 오뎅[어묵, 꼬치]

z46 x20/ 2 y20/ 4 오야(붕)(오야지)[우두머리]

z45 x14/ 1 y28/ 2 쓰봉(쯔봉, 스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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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44 x28/ 2 y13 야끼만두[군만두]

z43 x31 y12 우동[가락국수]

z40 x20/ 3 y16/ 1 미싱[재봉틀]

z39 x24 y15 뻰찌[자름집게]

z39 x19/ 1 y20 고데(고대)[인두, 인두질]

z39 x18/ 1 y20 다라이(다라)[대야, 함지]

z38 x20/ 1 y16/ 1 난닝구[런닝셔츠]

z37 x21/ 1 y14/ 1 꼬붕(꼬봉)[부하]

z36 x20/ 1 y15 빤쓰[팬츠, 팬티]

z36 x11/ 1 y23/ 1 스시[초밥]

z34 x11/ 3 y18/ 2 우와기(우아기)[윗옷]

z33 x11/ 2 y19/ 1 사꾸라(사쿠라)[벚꽃, 사기꾼, 야바위꾼]

z32 x21/ 3 y08 야마[머리(돌다)]

z32 x13/ 3 y16 찌라시[선전지, 광고쪽지]

z30 x17 y13 마후라(마구라)[머플러, 목도리]

z30 x14 y16 만땅[만t ank, 가득]

z29 x19 y10 기스(기즈)[흠, 상처]

z29 x07 y22 오봉[쟁반]

z28 x16/ 1 y11 오라이[출발, al l r ight ]

z26 x13 y13 다대기(다데기)[다진양념] ?

z26 x12 y14 센베이(셈베이)[생과자]

z26 x12/ 2 y12 바리깡[이발기계]

z26 x11/ 2 y12/ 1 다이[선반, 대]

z26 x10/ 1 y14/ 1 에리(외리)[깃]

z25 x15/ 2 y08 쿠사리(꾸사리)[면박, 구박]

z25 x14 y11 고도리[화투 용어]

z25 x12/ 1 y12 자꾸(짜쿠, 작구)[지퍼]

z24 x13 y11 도리(닭도리탕)[닭볶음탕]

z24 x06 y17/ 1 뼁끼(펭끼)[페인트]

z23 x09 y13/ 1 아나고[붕장어]

z23 x07/ 1 y15 우라[안, 안감]

z22 x14/ 1 y07 테레비[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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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22 x09/ 1 y11/ 1 곤로[화로]

z22 x08/ 1 y13 몸뻬[일바지]

z22 x07 y13/2 고뿌[컵]

z22 x07/ 2 y13 쓰리(스리)[소매치기]

z21 x09/ 1 y09/ 2 빠가(야로)[바보, 병신]

z20 x13 y07 도라이바[드라이버]

z20 x09 y11 뿜빠이(분빠이)[분배, 나눔]

z20 x06/ 1 y11/ 2 구루무(구루모, 구리무)[크림]

z19 x15 y04 리모콘[리모컨]

z19 x13 y06 마이[재켓]

z19 x07/ 1 y10/ 1 가다[어깨]

z18 x10/ 2 y06 히네루(시네루)[회전]

z18 x07 y10/ 1 곤색[감색]

z18 x05 y13 마호병[보온병]

z18 x05/ 1 y12 도끼다시[바닥갈기]

z18 x03 y13/2 게다[나막신]

z17 x03/ 1 y13 미깡(밀깡)[귤]

z16 x15 y01 이지매(이지메)[집단 괴롭힘]

z16 x12 y04 낑깡[금귤, 동귤]

z16 x10 y06 삐까삐까(비까비까)[번쩍번쩍]

z16 x05 y11 자부동[방석]

z16 x05 y11 앙꼬[팥소]

z16 x03 y13 데모도(대모도)[보조공, 조수]

z15 x10 y05 나시[없음, 민소매]

z15 x10/ 1 y04 겐세이[방해, 견제]

z15 x10 y04/ 1 밧데리(빠떼루)[건전지]

z15 x09/ 2 y04 맛세이[찍어치기]

z15 x08 y07 나가리[무효]

z15 x07 y08 리어카(리야카, 니야까)[손수레]

z14 x09 y05 앗사리(아싸리)[산뜻하게]

z14 x08 y06 메리야스

z14 x05/ 2 y07 야미(야메)[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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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14 x03/ 1 y09/ 1 와꾸[틀]

z13 x09 y04 무데뽀[막무가내, 무작정]

z13 x09/ 1 y03 히끼(시끼)[끌기]

z13 x00 y11/2 니꾸사꾸[배낭]

z12 x12 y00 삐꾸[멍청이, 바보] ?

z12 x08 y04 돈까스

z12 x07 y05 파마(빠마)

z12 x07 y04/ 1 뗑깡[생떼]

z12 x06 y06 빠다[버터]

z12 x05/ 2 y05 후루꾸(후로꾸, 부로꾸)[가짜, 속임수]

z12 x04/ 2 y06 엥꼬[동남, 떨어짐]

z12 x03 y09 단스(단쓰)[장식장]

z12 x03/ 2 y07 히야시(시야시)[냉장]

z12 x02 y09/ 1 구찌베니[립스틱]

z12 x02 y07/3 사루마다(사리마다)[속옷, 고쟁이]

z12 x02/ 1 y09 쓰끼다시[밑반찬]

z12 x02/ 1 y07/ 2 가이당[계단]

z11 x09 y12 오바[외투, 코트]

z11 x08/ 1 y02 오시[밀어치기]

z11 x06/ 1 y04 뗑뗑이(땡땡이)[점박이 무늬]

z11 x05 y06 짬뽕[뒤섞기]

z11 x02 y08/ 1 시아게(시야기] [마무리]

z10 x09/ 1 y00 삐끼(히끼)[호객꾼, 바람잡이]

z10 x05 y05 엑기스[진액, 진국]

z10 x05 y05 아따마(다마, 아다마)[머리, 이마]

z10 x05/ 2 y03 간빠이[건배]

z10 x04 y06 시찌부[칠푼]

z10 x04 y06 소라색[하늘색]

z10 x03 y06/ 1 간스메(간소네, 간즈매, 간소매)[통조림]

z10 x01 y07/2 닌징(닝징, 렌찡)[당근]

z09 x08 y01 구루뿌(구르프, 구루퍼)[머리말이개]

z09 x07 y02 구라[거짓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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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9 x06/ 1 y02 우라마시(우라)[엇각돌리기]

z09 x05/ 1 y03 겜뻬이(갬뺑이)[복식, 편가르기]

z09 x04 y05 오자미(오재미)[주머니] ?

z09 x04/ 1 y03/ 1 도란스[변압기]

z09 x03 y06 다다미

z09 x03/ 1 y05 스덴(스텐)[스테인리스]

z09 x03/ 1 y04/ 1 모시모시[여보세요]

z09 x01 y08 아까징끼(아까정키)[머큐로크롬]

z08 x06 y02 샷시[새시]

z08 x06 y02 뻬빠[사포]

z08 x04 y04 부라자(브라자)

z08 x04 y03/ 1 독구리(도꾸리)[긴목셔츠]

z08 x02 y06 가다마이[홑여밈(옷)]

z07 x04 y03 요이땅[출발신호]

z07 x03 y04 요깡(요오깡)[양갱]

z07 x03 y04 쎄라(세라복)[세일러복]

z07 x03 y04 시마이[끝내기]

z07 x03 y04 삐라[전단]

z07 x03 y04 빠따(빳다)[방망이]

z07 x02 y05 사바사바(싸바싸바)[수근수근] ?

z07 x01 y06 쇼당(소당)[상담, 협상]

z07 x01 y05/ 1 가오마담[얼굴마담]

z07 x01/ 1 y05 곤조[기질, 마음씨]

z07 x00 y07 쓰루미(수루메)[오징어]

z07 x00/ 1 y05/ 1 와리깡[나눠내기, 선이자떼기, 할인]

z06 x06 y00 다마곳찌(다마고찌)

z06 x05 y01 셋셋세[짝짝짝]

z06 x04 y02 찌찌[젖]

z06 x04 y02 로바다야끼[화로구이]

z06 x04 y02 고리땡(골덴)[corded velveteen]

z06 x03 y03 후라시(후레시)[손전등]

z06 x03 y03 스키야키(쓰끼야끼)[왜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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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6 x02 y04 나라시[불법 영업 행위]

z06 x02 y04 기지[옷감]

z06 x02 y02/2 꼬뿌(고뿌, 코푸)[컵]

z06 x02/ 1 y03 센세이[선생님]

z06 x01 y05 나래비(나라비)[줄서기]

z06 x01 y05 가다[꼴틀, 모형]

z06 x01 y04/ 1 가라[무늬]

z06 x01/ 1 y04 아시바[거푸집, 발판]

z06 x00 y06 야끼모(야끼이모)[군고구마]

z06 x00 y06 덴지(덴찌)[손전등]

z06 x00 y06 단도리[단속, 채비]

z06 x00 y04/2 네꾸다이(네꾸따이)[넥타이]

z06 x00 y03/3 우찌마끼[안으로 말기]

z05 x05 y00 삑사리[실수, 헛손질] ?

z05 x04 y01 추리닝[운동복]

z05 x04 y01 에어콘[에어컨]

z05 x04 y01 비후까스

z05 x04 y01 마오시[되돌림, 제각돌리기]

z05 x04 y01 도라무(깡)[드럼통]

z05 x03 y02 히로뽕

z05 x03 y02 세타(쇄타)[스웨터]

z05 x02 y03 하꼬방[판잣집]

z05 x02 y03 야스리[줄]

z05 x02 y03 뽕꾸라(봉구라)[바보, 병신]

z05 x02 y03 마구로[참치, 다랑어]

z05 x02 y03 덴싱[올풀림, 줄나감]

z05 x02 y02/ 1 타바꼬(다바꼬)[담배]

z05 x01 y04 산보

z05 x01 y04 사카린(사카리)[당원]

z05 x01 y02/2 도라꾸[트럭]

z05 x01/ 1 y03 가꾸목[각목]

z05 x00 y05 메가네[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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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5 x00 y04/ 1 다꾸시[택시]

z05 x00 y04/ 1 쓰미[벽돌공]

z05 x00/ 1 y04 가께(가끼)우동[가락국수]

z05 x00/ 1 y03/ 1 덴조[천장]

z04 x04 y00 삥[일]

z04 x03 y01 오케바리[오케이, 좋다] ?

z04 x03 y01 아파트

z04 x03 y01 사리[국수가락]

z04 x03 y01 고무

z04 x03/ 1 y00 히까끼[걸어치기]

z04 x03/ 1 y00 오마시[크게 돌려치기]

z04 x02 y02 타이루[타일]

z04 x02 y02 잠바

z04 x02 y02 대빵[우두머리]

z04 x02 y02 기마이(기마에)[선심]

z04 x02 y01/ 1 마도메[제품 마무리(공)]

z04 x02/ 1 y01 장께(짱께)[짜장면, 중국집]

z04 x02/ 1 y01 나미[얇게치기]

z04 x01 y03 하이칼라

z04 x01 y03 하꼬[상자]

z04 x01 y03 시보리[소매 조르개]

z04 x01 y03 시보리[물수건]

z04 x01 y03 시로도[초보]

z04 x01 y03 쇼부[승부]

z04 x01 y03 소보루(소보로)[곰보]

z04 x01 y03 소데[소매]

z04 x01 y02/ 1 와이로[뇌물]

z04 x01 y02/ 1 아다라시[새것]

z04 x01/ 1 y02 구찌[입, 몫]

z04 x01/ 1 y01 조센징[조선인]

z04 x00 y04 히아까시[희롱]

z04 x00 y04 다시[국물, 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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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4 x00 y03/ 1 소또마끼(소두마끼)[바깥말이]

z04 x00 y03/ 1 간다꼬(간따노꼬, 간따꾸)[원피스]

z04 x00 y02/2 오꼬시[밥풀과자]

z04 x00 y02/2 레지[다방 종업원]

z03 x03 y00 하꾸(하꼬)[내각 돌리기]

z03 x03 y00 프림[크림]

z03 x03 y00 산도[샌드위치]

z03 x03 y00 마스카라

z03 x02 y01 히로[반칙, 흰공맞기]

z03 x02 y01 후끄(후크)[단추 구멍]

z03 x02 y01 콤비[콤비네이션]

z03 x02 y01 조끼[잔]

z03 x02 y01 오무라이스

z03 x02 y01 비니루[비닐]

z03 x02 y01 밤바[범퍼]

z03 x02 y01 도나쓰[도너츠]

z03 x02 y01 도꾸리[조막병]

z03 x02 y01 데모

z03 x02 y01 나가시[때밀이]

z03 x02/ 1 y00 레지[당구용어]

z03 x02/ 1 y00 공고리(공구리)[콘크리트]

z03 x01 y02 화이바(하이바)[철모]

z03 x01 y02 호리꾼[도굴꾼]

z03 x01 y02 유도리[융통성, 여유]

z03 x01 y02 우에[위]

z03 x01 y02 아다리[적중]

z03 x01 y02 부레끼[브레이크]

z03 x01 y02 당꼬바지[디스코바지]

z03 x01 y02 다비[양말]

z03 x01 y01/ 1 빠루[못빼는 기구]

z03 x01 y01/ 1 가네(오까네)[동전돈]

z03 x01 y01/ 1 가꾸세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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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3 x01/ 2 y00 가이시(가야시, 가에시)[공을 모음]

z03 x01/ 1 y01 기모노

z03 x00 y03 히마리[기운]

z03 x00 y03 하리삔[바늘, 못, 침핀]

z03 x00 y03 이루꾸(이리꼬)[멸치]

z03 x00 y03 보딴(보탄)[단추]

z03 x00 y03 미루꾸(미르끄)[우유]

z03 x00 y02/ 1 하시라[기둥]

z03 x00 y02/ 1 지리가미[휴지]

z03 x00 y02/ 1 사시꼬미[콘센트]

z03 x00 y02/ 1 구쑤(구쓰)[구두]

z03 x00/ 2 y01 야마[산]

z02 x02 y00 카라[칼라]

z02 x02 y00 쪼꼬렛(초코)[초콜릿]

z02 x02 y00 와이샤쓰

z02 x02 y00 오토바이

z02 x02 y00 오마오시[안으로 돌려치기]

z02 x02 y00 야부리[거짓말] ?

z02 x02 y00 야린다[째려본다] ?

z02 x02 y00 샷타[셔터]

z02 x02 y00 뽀로꾸(뽀록)[들통]

z02 x02 y00 빵

z02 x02 y00 데덴찌[엎어치나 메치나]

z02 x02 y00 고로께

z02 x02 y00 가라데

z02 x01 y01 훈도시[샅바]

z02 x01 y01 후라이[fr ied]

z02 x01 y01 짱께이보[가위바위보]

z02 x01 y01 이다이(이따이)[아프다]

z02 x01 y01 우끼[튜브]

z02 x01 y01 오차[옆차]

z02 x01 y01 오이꼬시[앞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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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2 x01 y01 오바로끄[휘갑치기 바느질]

z02 x01 y01 에또[저, 저기]

z02 x01 y01 아이스께끼

z02 x01 y01 쎈다루[샌들]

z02 x01 y01 신삥[새것]

z02 x01 y01 시다바리[초보]

z02 x01 y01 쇼바

z02 x01 y01 소지[청소]

z02 x01 y01 소바[메밀국수]

z02 x01 y01 세쿠하라[성적 학대]

z02 x01 y01 샤쓰(샤스)

z02 x01 y01 모모[복숭아]

z02 x01 y01 멘스

z02 x01 y01 레자[가죽]

z02 x01 y01 레미콘

z02 x01 y01 뎃기리[적정하다, 아주 좋다]

z02 x01 y01 다스[dozen]

z02 x01 y01 넨네(낸낸)[자장자장]

z02 x01 y01 겐또[답을 찍을 때]

z02 x01 y01 게시고무[지우개]

z02 x01 y01 가제[솜]

z02 x01 y01 가리[외상]

z02 x01/ 1 y00 이찌방[제일]

z02 x01/ 1 y00 데파트[백화점]

z02 x00 y02 함바[현장 식당]

z02 x00 y02 파자마[잠옷]

z02 x00 y02 우라가에(우라까이)[뒤집기, 복식용어]

z02 x00 y02 오사마리[일 마무리]

z02 x00 y02 오무데[겉]

z02 x00 y02 아까다마[빨간 공]

z02 x00 y02 싱[속심지]

z02 x00 y02 사지[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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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2 x00 y02 사께[술]

z02 x00 y02 빠찡코[슬롯머신]

z02 x00 y02 보루[담배 박스]

z02 x00 y02 반도[밴드]

z02 x00 y02 바라시[작업 해체]

z02 x00 y02 마이깡[단추]

z02 x00 y02 도후(도브)[두부]

z02 x00 y02 도리[윗옷, 아래옷] ?

z02 x00 y02 네바다이[사기]

z02 x00 y02 갑빠[천막]

z02 x00 y01/ 1 헤라(회라)[구두주걱]

z02 x00 y01/ 1 항까찌(항가찌)[손수건]

z02 x00 y01/ 1 조바[심부름꾼, 부엌 일꾼]

z02 x00 y01/ 1 아브라기(아부라기)[유부]

z02 x00 y01/ 1 사까다찌(사까닥질)[물구나무]

z02 x00 y01/ 1 삐루[맥주]

z02 x00/ 1 y01 니빠[절단기]

z02 x00/ 1 y00/ 1 맘모스[매머드]

z01 x01 y00 하꾸마시[상자모양으로 돌려치기]

z01 x01 y00 후레아[플레어스커트]

z01 x01 y00 함박스텍

z01 x01 y00 쿠세[술 버릇]

z01 x01 y00 컨닝(구)

z01 x01 y00 카바[씌우개]

z01 x01 y00 쫑[당구]

z01 x01 y00 오피스텔

z01 x01 y00 에라[실수]

z01 x01 y00 악세레다[액셀레이터]

z01 x01 y00 쎄무(새무)[인조가죽]

z01 x01 y00 싯부[물찜질]

z01 x01 y00 세단

z01 x01 y00 샤브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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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1 x01 y00 사이다

z01 x01 y00 빠레뜨

z01 x01 y00 빠다라시[새것, 새돈]

z01 x01 y00 보까시[미술용어]

z01 x01 y00 바바리

z01 x01 y00 메니큐(매니큐)

z01 x01 y00 마루타(마루따)

z01 x01 y00 르뽀

z01 x01 y00 따불[갑절]

z01 x01 y00 도꾸다이[총알택시]

z01 x01 y00 다마꼬[달걀]

z01 x01 y00 나사[너트]

z01 x01 y00 껌[검]

z01 x01 y00 게다[천한 여자]

z01 x01 y00 갸꾸[역]

z01 x01 y00 가방

z01 x01 y00 가락구[쿠션부터 치기]

z01 x01 y00 가다꾸리[얼레짓가루]

z01 x01 y00 가꾸[틀]

z01 x00 y01 히다[주름]

z01 x00 y01 후앙[송풍기, 환풍기]

z01 x00 y01 호구찌[굴, 터널]

z01 x00 y01 하찌마끼[머리띠]

z01 x00 y01 하리[서까래의 일종, 노동자 용어]

z01 x00 y01 하루[손야구]

z01 x00 y01 하다[피부, 살결]

z01 x00 y01 프라치[부가, 접속]

z01 x00 y01 콘도라[독수리]

z01 x00 y01 캄푸라치

z01 x00 y01 카배쓰[양배추]

z01 x00 y01 찌까다비[신발]

z01 x00 y01 지꾸[포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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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1 x00 y01 젠다이[문틀]

z01 x00 y01 자바라[주름물통]

z01 x00 y01 잉끼[잉크]

z01 x00 y01 이까[생오징어]

z01 x00 y01 의싸의싸[영차영차]

z01 x00 y01 유비아[골무]

z01 x00 y01 우와바리[숙련공]

z01 x00 y01 우아노리[다시하기]

z01 x00 y01 우께도리[일정양만 함]

z01 x00 y01 와리[중간삯]

z01 x00 y01 와까시[주전자]

z01 x00 y01 와게[옆폭]

z01 x00 y01 오이루[오일기름]

z01 x00 y01 오비끼[각목, 노동자용어]

z01 x00 y01 오모자[장난감]

z01 x00 y01 오도모시[핸들을 돌렸다 품]

z01 x00 y01 오도리[새우]

z01 x00 y01 엔다까[엔고]

z01 x00 y01 야마[나사, 노동자용어]

z01 x00 y01 야끼소바[볶은 국수]

z01 x00 y01 야끼도리[닭튀김]

z01 x00 y01 아이샤스[인사]

z01 x00 y01 아이노꼬[혼혈아]

z01 x00 y01 아시바리[다리걸기]

z01 x00 y01 아라이[식당 설거지 보조]

z01 x00 y01 아데[무릎 어깨 보호대]

z01 x00 y01 아나방[철판, 받침대]

z01 x00 y01 쓰바메[제비족]

z01 x00 y01 시로다마[흰 공]

z01 x00 y01 시각구[사각]

z01 x00 y01 스파나[스패너]

z01 x00 y01 스지[돼지머리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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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1 x00 y01 스미또[복숭아]

z01 x00 y01 세비로(세비루)[양복]

z01 x00 y01 세두마끼[드라이한 머리]

z01 x00 y01 샤린기[철판 절단기]

z01 x00 y01 산각구[삼각]

z01 x00 y01 빽미라[백미러]

z01 x00 y01 비후라[눈썹 올리는 화장도구]

z01 x00 y01 부로카

z01 x00 y01 부꾸부꾸[입안에 물 넣고 헹굴 때]

z01 x00 y01 보루방[쇠구멍 뚫는 기계]

z01 x00 y01 보데[몸체, 몸의영어]

z01 x00 y01 베니다판

z01 x00 y01 백묵

z01 x00 y01 바란스[밸런스]

z01 x00 y01 미즈무시[무좀]

z01 x00 y01 몽끼(몽키)

z01 x00 y01 모뿌림[면옷감]

z01 x00 y01 모도시[원위치]

z01 x00 y01 멕기

z01 x00 y01 메타기[meter기]

z01 x00 y01 마이가리[가불]

z01 x00 y01 마아[뭐, 글세]

z01 x00 y01 마루[원]

z01 x00 y01 라지에타

z01 x00 y01 두리바[쟁반]

z01 x00 y01 도마[칼판]

z01 x00 y01 덴또[전등]

z01 x00 y01 데스리

z01 x00 y01 데부꾸로[장갑]

z01 x00 y01 데드롱

z01 x00 y01 데나우시[하자보수, 재생]

z01 x00 y01 대부짱[뚱보]

- 119 -



z01 x00 y01 데마찌[일 중단, 대기]

z01 x00 y01 대꾸보꾸[울퉁불퉁]

z01 x00 y01 다시방[차부품]

z01 x00 y01 다래끼[나무, 노동자용어]

z01 x00 y01 다라시[주책]

z01 x00 y01 다라모시[계]

z01 x00 y01 노리까이[환승]

z01 x00 y01 네지[나사]

z01 x00 y01 낫또[너트]

z01 x00 y01 나미나미[넘침]

z01 x00 y01 나마까시[고급 양과자]

z01 x00 y01 나나인찌[단추구멍]

z01 x00 y01 나까마[도매가격]

z01 x00 y01 기리빠시[쓰다 남은 조각, 토막]

z01 x00 y01 구시[빗]

z01 x00 y01 고시우라[허리 안]

z01 x00 y01 가부시끼[주식]

z01 x00 y01 가보차[호박]

z01 x00 y01 가마보꼬[어묵]

z01 x00 y01 가라스[까마귀]

z01 x00 y01 가라모노[무늬 있는 천]

z01 x00 y01 가기바리[코뜨기]

z01 x00 y00/ 1 후로링[홈판자]

z01 x00 y00/ 1 혼다떼[책꽂이]

z01 x00 y00/ 1 카도[커브]

z01 x00 y00/ 1 쪼다[팔푼이]

z01 x00 y00/ 1 이다[판자]

z01 x00 y00/ 1 아시탕[배의 후진]

z01 x00 y00/ 1 시사미[처마]

z01 x00 y00/ 1 미찌[장아찌]

z01 x00 y00/ 1 도리우찌[사냥모자, 납작모자]

z01 x00 y00/ 1 나와시[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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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1 x00 y00/ 1 가께표[가위표]

z01 x00/ 1 y00 쓰다시[노동자용어]

z01 x00/ 1 y00 사무라이

z01 x00/ 1 y00 도깡[노동자용어]

z01 x00/ 1 y00 니와도리[닭]

# 정리 대상에서 제외한 특수어

<화투 용어> 이메조, 흑사리, 홍사리, 국진, 미조리, 사꾸라, 쿠사, 장땡

<기타> 십팔번[애창곡] , 하마평, 유야무야[흐지부지] , 일석이조[일거양득] , 또라이, 딴따라,

미끼, 뽀리다, 다리야(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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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일본어 사용 의식 조사 설문지 및 조사 결과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설문 조사는 일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

여 연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은 번호에 ∨표로 해 주십시오. )

1. 일상 언어 생활에서 일본어를 섞어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z23 x10 y13] ① 일본어를 절대로 섞어 쓰지 말아야 한다

[z46 x24 y22] ② 일본어를 섞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z29 x17 y12] ③ 필요한 경우에 일본어를 섞어 쓸 수 있다

[z04 x01 y03] ④ 영어가 쓰이는 만큼 일본어를 섞어 써도 괜찮다

[z00 x00 y00] ⑤ 기타 ( )

2. 일상 언어 생활에서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를 하

나만 골라 주십시오.

[z19 x10 y09] ① 일본이 싫어서

[z19 x07 y12] ②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에 맞지 않아서

[z49 x26 y23] ③ 우리말이 아니고 우리말을 오염시키므로

[z07 x03 y04] ④ 일본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z07 x05 y02] ⑤ 기타 ( )

3. 일상 언어 생활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z12 x04 y08] ①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말로 고쳐 쓰라고 충고한다

[z42 x25 y17] ② 충고해 주고 싶지만 실제로 나서지는 않는다

[z29 x12 y17] ③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친다

[z17 x09 y08] ④ 적당한 우리말이 없을 때에는 일본어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z02 x02 y00] ⑤ 기타 ( )

- 122 -



4. 일본어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우리말 단어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z53 x30 y23] ① 어쩔 수 없으므로 일본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한다

[z11 x03 y08] ② 일본어 대신에 한자어나 영어 등의 서구어를 받아들여 사용한다

[z22 x07 y15] ③ 우리말 문장으로 풀어서 표현한다

[z13 x10 y03] ④ 새로 우리말 단어를 만들어 사용한다

[z02 x02 y00] ⑤ 기타 ( )

5. 무댓보 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z04 x03 y01] ① 일본어이고 어떻게 적는지도 알고 있다

[z18 x04 y14] ② 일본어라고 알고 있지만 어떻게 적는지는 모른다

[z21 x11 y10] ③ 막연히 일본어일 것이라고 추측해 왔다

[z13 x04 y09] ④ 일본어가 아니라 우리말이다

[z45 x29 y16] ⑤ 잘 모르겠다

6. 벤또 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z05 x00 y05] ① 지금도 자주 사용하고 있다

[z10 x01 y09] ② 지금도 가끔 사용하고 있다

[z36 x07 y29] ③ 전에는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z50 x43 y07] ④ 무슨 뜻인지 알고는 있지만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z01 x01 y00] ⑤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7. 정부에서는 입빠이 대신에 가득, 한껏, 많이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z36 x09 y27] ① 잘 알고 있다

[z35 x22 y13] ② 들어본 것 같다

[z30 x20 y10] ③ 전혀 몰랐다

[z01 x01 y00] ④ 관심이 없다

8. 정부에서는 우동 을 버리고 가락국수 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락국수 를 어

느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z03 x00 y03] ① 항상 사용한다

[z17 x04 y13] ② 자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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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47 x27 y20] ③ 가끔 사용한다

[z13 x16 y07] ④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z12 x05 y07] ⑤ 이 사실을 아예 몰랐다

9. 뗑깡 대신에 어느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z04 x03 y01] ① 트집 [z20 x09 y11] ② 억지

[z21 x12 y09] ③ 고집 [z53 x24 y29] ④ 생떼

[z04 x04 y00] ⑤ 기타 ( )

10. 빵꾸 와 펑크 중에서 어느 것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z29 x12 y17] ① 빵꾸 를 주로 사용한다

[z35 x20 y15] ② 펑크 를 주로 사용한다

[z29 x15 y14] ③ 둘 다 마구 섞어서 사용한다

[z09 x05 y04] ④ 경우에 따라 두 가지를 나누어 사용한다

[z00 x00 y00] ⑤ 기타 ( )

11. 사라다 와 샐러드 중에서 어느 것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z30 x05 y25] ① 사라다 를 주로 사용한다

[z35 x25 y10] ② 샐러드 를 주로 사용한다

[z21 x11 y10] ③ 둘 다 마구 섞어서 사용한다

[z16 x11 y05] ④ 경우에 따라 두 가지를 나누어 사용한다

[z00 x00 y00] ⑤ 기타 ( )

12. 잠바 와 점퍼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z16 x08 y08] ① 잠바 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으므로 잠바 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z23 x15 y08] ② 잠바 는 일본식이므로 영어식인 점퍼 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z30 x14 y16] ③ 경우에 따라서 잠바 와 점퍼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도 괜찮다

[z17 x08 y09] ④ 둘 다 버리고 우리말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z16 x07 y09] ⑤ 잘 모르겠다

13. 리모컨 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z46 x33 y13] ① 일본에서 새로 만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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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2 x00 y02] ② 원래 일본어이다

[z08 x05 y03] ③ 우리가 새로 만든 말이다

[z18 x01 y17] ④ 영어 그대로이다

[z28 x13 y15] ⑤ 잘 모르겠다

14. 어느 때에 일본어를 사용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5.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에 대하여 견해가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도 적어 주십시오. (∨표로)

㉮ 성별 (남, 여) ㉯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 학력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 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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