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과 기독교의 만남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타자의 인식 

-예수회의 초기 일본 선교를 중심으로 

망 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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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년 예수회 신부 프란시스 하비에르가 일본에 입국한 이래 한 

세기 냥짓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기간을 일본 ”기독교의 세기"(1549-

1622)라고 부른다. 이것운 동아시아와 서구 기독교의 본격적인 첫 

만남아었다. 일본에서 있었던 기독교의 만남을 살펴보는 일은 동아 

시아나 다른 비서구 세계에서 있었던 서구와의 만남. 더 나아가 종 

교사에 있었던 타자와의 만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구체적으 

로 말해. 이 고찰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동 

아시아와 근대 기독교의 첫 만남이었다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 만 

남이 이후의 중국이나 한국과 기독교의 만남에 어떠한 만남의 모델 

을 예시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는. 보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 만남이 서구와 비서구 세계의 만남에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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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에 대한 최근의 이론적 논의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글의 전반부(1. 2절)에서는 

서양인과 일본인이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고 표상하였는지를 

살피고， 후반부(3절)에서는 예수회의 일본 선교 정책에서 타자에 대 

한 이해의 쟁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필 것이다- 타자를 

인식하고 표상하는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일본과 기독교의 만납이라 

는 역사적 사건을 조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1. 서양 사람들이 본 일본 사람들 

1.1. 하얀 동아시아언 

서양 문헌에서 일본이 처음으로 퉁장한 것은 13세기 말 마르코 

폴로(Marco Polo)의 r통방견문록」에 나오는 ‘치핑구”라는 이름이다. 

폴로는 중국 원(元)나라에서 들은 것을 바탕으로 황금이 많은 옐도 

라도 같은 나라 치핑구를 신화적으로 서술하였으며. 그 곳 사랍들이 

“피부가 회고 깨끗하며 잘생겼다n고 했다1) 

1) 마르코 폴로， 김호통 역주 r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J(사계절， 200이， p. 416. 
원나라가 1271년과 1274년 일본 완청에 실패한 후에 기술된 r통방견문록」에는 
실패한 원정지(遠狂地) 일본에 대한 원나라 사랍들의 이상적인 묘사가 반영되어 
있다. 예률 들어 치핑구는 금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된다. 그곳 군주는 “순금으 
로 뒤덮인 멋진 궁전을 갖고 있는떼， 우리가 집이나 쿄회률 납판으로 덮듯이 금 
으로 씌워놓았다’'(416)고 이야기된다. 원나라의 일본 원정 실패에 대해 이야기 
하는 대목 앞부분에서， 폴로는 다음과 같이 일본을 묘사한다: “치평구는 육지에 
서 동쪽으로 해상 15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이다. 매우 큰 섭이고， 주민틀 
은 피부가 회고 깨끗하며 잘생겼다. 우상숭배자틀이고， 다른 어느 누구의 지배 
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독립해 있다. 또한 여러분에게 챔건대 그곳에서는 
헤아렬 수도 없이 많은 금이 나기 때문에 금이 대단히 많다끼416) 일본에 대한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의 내용은 이후 향후 
수백 년 동안 서구에서 일본에 대한 유일한 묘사로서 일본에 대한 서구인의 상 
상력에 절대적인 영향력올 미쳤다. 예률 돌어， 후에 콜럼버스가 처음 산 살바도 
르 섬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는 황금의 나라 치펑구 성을 찾아 길을 재촉하였 
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종훈 옮김， r콜럼버스 항해록J(서해문집， 2004),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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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들이 실제로 일본 사랍들과 접촉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여 아시아로 통하 

는 무역 항로를 개척하면서부터였다. 1512-1515년에 포르투갈의 무 

역 거점 말라카(Malacca ， 지금의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활동한 상인 

토메 피레스(Tomé Pires)는 처음으로 현실적인 지명 ’일본'(Jampon) 

을 언급하였으며. 그 곳에서 만난 동아시아 상인들이 하얄다는 기록 

을 남겼다 2) 구체적으로 피레스는 류큐인(짧球A ， Lequeos)들이 

“하얀 사람들로， 좋은 옷을 입었고， 중국 사람들보다 잘 생겼고 단정 

하다. 그들은 중국 사랍들보다 더 신뢰할만한 사람들이다 .. 라고 서술 

하였다. 그리고 ”레퀘오스(Lequeos)는 구오레스(Guores)라고 불린 

다 .. 라는 쌀막한 언급을 해 놓았다 3) 피레스의 자료를 처음 소개했 

던 학자 박서 (Charles R. Boxer)는 이 자료에서 언급된 .구오레스’를 

유구 상선에 타고 있었던 일본인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 하양다는 

서술을 일본인에 소급했다 4) 

‘구오레스.가 일본인이라는 박서왜 추측에는 근거가 없으며구오 

2) Tomé Pires, 7꺼e Swna Oriental of Tomé Pires.’ An Account of the East. 
From the Red 5농'a to Japan(lρndon: The Hakluyt society , 1944). p. 129. 
이 문헌에서 처음 등장하는 일본에 대한 언급은 소략한데， 그 내용은 다음파 같 
다: “중국인돌이 말하는 바에 따르연 일본 섬(Dha de Jampon)온 유구(LeQujos) 
성보다 크다. 왕은 더 권력이 세고 강대하지만 무역을 하지 않으며， 백성틀도 

무역에 종사하지 않는다. 그는 이교도 왕으로， 중국 왕의 용신(封神. vassal)이 

다. 그들은 중국파 자주 무역하지 않는데， 그것은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법선Gunk)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툴이 항해송}는 사람툴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 

구인들은 7-8일 걸려 일본에 가서 상품을 팔고 금과 구리와 교환한다. 유구인 
들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그들이 일본에서 가져온 것이다. 또한 유구인들은 일 
본 사랍들과 의류， 그물， 그리고 다른 상풍틀을 교역한다 .. 이것은 일본에 대한 
본격적인 묘사라기보다는 말라카에서 만난 중국 상인들， 그리고 유구 상인들을 
통해 들은 일본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루고 있는 내용도 일본 자체에 판한 것보 
다는 중개 무역의 관정에서 다루어지는 일본에 대한 정보이다. 피레스의 책에서 
위의 일본 묘사는， 유구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설명한 이후에 간단 
하게 따라붙는 내용이다. 폴로의 치명구가 원나라에 의해 매개된 일본이었다면， 
피레스의 일본은 유구에 의해 매개된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Tomé Pires. 1꺼e 5wna Oriental, p. 130. p. 128. 

4) Oelmer M. Bro때. "Review: The Christian Century in Japan 1549-1650." 
Journal of American α'iental 50cíety 72-4 (952).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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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가 누구를 지칭하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다. 

내 생각에는， 이름이나 정황으로 볼 때 구오레스는 유구인들파 함께 

활통한 고려인， 즉 한국 사랍일 가농성이 높다， 그러나 명칭의 지시 

대상이 어찌되었던. 우리가 피레스의 글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점은 그의 서술의 혼란스러움이다 .. 레퀘오스는 구오레스라고 불린 

다”는 언급은. 그가 동아시아인들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 

음을 나타낸다. 류큐인. 한국인， 또는 일본인들은 구분하기 쉽지 않 

은， 비슷하게 생긴 사랍들이었고 ‘하얄다’고 묘사될 수 있는 사람들 

이었다， 하양다는 묘사가 일본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일 

반에 적용된 것이었다는 사실은， 16세기 후반 일본에서 활통한 예수 

회 신부들의 한국인에 대한 묘사에서도 하양다는 언급이 등장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5) 

아시아인은 노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현재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인들이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을 처음 보았을 때 ‘하 

양다’라고 발언했다는 점은 다소 의외일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피부 

색을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규정하는 인종적 담론이 확립되기 

이전 시기의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18세기 유럽에서 린네 

(Car이us Linnaeus)의 분류법이 제안된 이후. ‘호모 사피엔스’의 하 

위 분류로 아메 리 카인 (homo americanus) , 유럽 인 (homo europaeus) , 

아프리차인(homo afer) , 아시아인(homo asiaticus)이 확정되었고. 

인종과 피부색이 본질척인 특성으로서 결합되었다. 황인종(黃A種) 

5) 16세기 말 일본에서 활동한 예수회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는 r일본사」에서 한 
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사람틀은 피부색이 하쌓고 건강하고 대식 
가들이며 힘이 세다. 그들은 터키인의 활파 같은 작은 활을 매우 잘 다루고， (이 
야기에 따르면) 독을 바른 화살을 사용한다고 한다 ...... 종교 의식은 일본과 
마창가지로 석가모니(Xaca)와 아매타불어núda)을 숭배한다." (루이스 프로이스， 

오만 & 장원철 옮김， r(프로이스의 〈일본사〉를 통해 다시 보는) 임진왜란과 도 
요토미 히데요시J [부키， 2003]. p.l87.) 이 인용문에서 한국의 종교에 대해 서 
술한 것은， 간략하기는 하지만 한국 종교에 대한 서구인들의 언급으로는 가장 
요래된 것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임진왜란 이후 작성된 <1592년 
일본 예수회 연례보고서〉나 1601년 루이스 데 구스만(Luis de Guzmán)이 저 
술한 r선교사틀의 이야기」에서도 통일하게 나타난다. (박철， r(예수회신부) 세스 
빼데스: 한국 방문 최초 서구인J(서강대학교출판부. 1987), pp. 229-30.) 통일 
한 자료롤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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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동아시아인들을 만났던 18세기 이후 유럽인들의 기록에는 

“하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퉁장하지 않는다 6) 

그러나 16세기에만 해도 피부색에 대한 관심은 인종 담론에 의해 

제약받지 않았다. 1492년에 서인도 제도를 탐사한 콜럼버스의 일지 

를 보아도 원주민들이 그다지 검지 않다거나 하얄다는 표현들을 볼 

수 있다 7) 이 것은 유럽 인들이 낯선 곳에서 만난 사랍들에서 자신들 

과 비슷한 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음을 반영하는 표현들이다. 우리 

가 앞에서 살펴본 기록들은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그 

에 덧붙여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이해될 수 있다. 기록을 남긴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랍들은 인도의 고아(Goa)와 말레이반도의 말 

라차에 와서 주로 인도인들과 말레이인들과 교역하였다. 그런 와중 

에 만난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과 같은 동아시아 사람들은 남유럽 

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대적으로 하얀 사람들로 경험되었을 것 

이다. 펴레스는 ‘중국 사람들은 우리만큼이나 하양다”고 서술하였으 

며， 어느 대목에서는 중국 여자들은 스페인 여자처럼 생겼다고 관찰 

한다 8) 남유럽인들이 동아시아 인들의 피부색에서 친연성을 느꼈다 

는 점은. 조금 후대의 서술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 활통한 예수회 

선교사 로드리게스(João Rodrigues)의 언급에서 두드러진다. 그는 

일본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랍들은 하양다. 북쪽 국가처렵 극단적 

으로 하양지는 않고. 다만 적당허 하양다 .. 고 묘사한다 9) .하얀 동아 

시아인’ 묘사는. 타지(他地)에서 .우리 같읍.을 찾고자 했던 유럽인들 

의 노력에. 상대적으로 까만 유럽인과 상대적으로 하얀 아시아인의 

6) Rotem Kowner, "Skin as a Metaphor: Early European Racial Views on 
Japan, 1548-1853," Ethnohistory 51-4 (2004), pp. 759-766. 

7) "피부도 그다지 검지 않아서 카나리 제도 사람틀의 피부색과 같았다."(콜럼버스， 
r콜럼버스 항해록J， p. 44) “이곳의 원주민들은 피부색이 훨씬 하얀데， 마치 에 
스파냐 사랍으로 착각할 정도로 살결이 흰 젊은 여자 두 명을 보았다고 했다 " 
(콜럼버스 r콜럼버스 항해록J， p. 142) 둥. 다응을 참고할 것. Tzvetan 
Todorov, Richard Howard (tr.), 1꺼e Conquest of America: 1꺼e Question 
of the Other，이ew York: Harper Perenrúal, 1984), p. 35. 

8) Tomé Pires, The Suma Ori능'ntal， p. 116, p. 117. 

9) Rotem Kowner, "Skin as a Metaphor," p.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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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아라는 현실적 상황이 겹쳐져서 형성되었다‘ 

1.2. 하얀 일본인 

.하얀 동아시아인. 이미지는 유럽인과 일본인의 직접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일본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하얀 일본인’ 이 

미지로 구체화되었다. 일본인의 긍정적인 특성과 결합된 이 이미지 

는 예수회의 일본 선교 개시에서 정점에 이른다.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 세 명이 규슈 남쪽에 있는 섬 타네가시 

마〔種子島}에 표착(漂훌)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인과의 직접적인 만 

남이 시작된다 10) 일본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첫 기록은 1574년의 

알바레스(Garcia de Escalante Alvares)의 것으로. 그는 일본인들이 
”잘 생겼고. 하양고， 수염올 길렀으며. 짧게 자른 머리를 하고 있었 

다 .. 고 이야기한다 11) 그런떼 알바레스의 기록은 일본 선교를 준비 

하고 있었던 예수회 선교사 프란시스 하비에르(Francis Xavier)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12) 일본인에 대한 청보와 인상에 대해서 알바 

레스와 하비에르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다. 톡히 하얀 피부로 대변 

되는 긍정적인 일본인 묘사는， 일본에 대한 선교의 희망을 갖고 준 

비하고 있었던 하비에르가 애초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알 

바레스의 서술에 의해 상호 강화되었다. 이 지점에서 서양인의 초기 

일본인 묘사의 역사는 기독교 초기 선교의 역사와 합류한다. 

하비에르는 1547년에 말라카에서 일본인 야지로(Yajirõ: Ar\i iro) 
와의 만남을 계기로 일본 선교를 구상하게 되었다. 그의 신앙과 열 

심에 깊은 인상을 받은 하비에르는 자기들처럼 얼굴이 희고 문명이 

10) 후에 인도에 었던 포르투갈 관리 쿠토(Diogo do Couto, 1542- 1616)가 그 이 
야기를 듣고서 그 만남의 순간에 대해서 이 렇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육 
지에서 작은 배들이 맞이하러 냐왔다. 배에 탄 사랑들은 중국 사랑보다 하양 
고， 작은 눈과 짧은 수영을 가졌다." C. R Boxer, The Christian Century in 
Japan, 25. (Rotem Kowner, "Skin as a Metaphor," p. 753에서 재인용.) 

11) Rotem Kowner, "Skin as a Metaphor," p. 753. 또한 일본어가 독일어와 유 
사하다는 특이한 관찰도 남겼다. 

12) Olof G. Lidin, Tanegashima: πJe Aπiv.떠 。f Europe in Japan( 
Copenhagen: NlAS Press, 2002),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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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한 야지 로의 나라 일본에 대 한 동경 ( 1훌慣)을 풍는다 1 3) 하비 에 

르는 드디어 1549년 8월 15일 가고시마(塵見島〕에 도착하였고. 도 

착한 후 예수회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사람률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어떤 나라 사랍툴보다도 선한 사랑률입니 

다. 어떤 이교도 사람들도 일본인만홈 선천척인 선합올 지니지는 않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독교 국가나 이교도 국가훌 악론하고 내가 기억하는 어느 나 
라 사랑률보다도. 그들온 철도(ti훌)훌 협요합니다 14) 

일본에 도착한 지 세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 이러한 언급 

은 많온 부분 그가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재확인하고 강화한 내용으 

로 볼 수 있올 것이다. 하비에르의 관점은 동료 선교사들과 후임자 

들에게 유지되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로드리게스의 묘사가 그러 

하며 . 후임 자 발리 나뇨(Alessandro Valignan이 역 시 다음과 같이 이 

야기한다. 일본인들은 ‘판단력. 유순함， 기억력에 있어서 동양 민족 

뿐 아니라 시양 민족들 가운데서도 으뜸이다.’15) 

.하얀 일본인’ 담론은 문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 

었다. 카브랄(Francisco de Cabral)의 경 우처 럼 일본인올 신뢰 할 수 

없는 이류 국민으로 멸시하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예수회 선교 

사들은 긍정적인 담론을 공유하였고， 이것이 하비에르와 발리나뇨로 

이어지는 예수회 정책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 태도는 우리가 뒤에 

서 살피게 될 적웅 정책의 기저률 형성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럽. 하 

얀 피부에 대한 언급은 우리/그들의 구도에서 타자를 유럽인 .우리. 

의 자리에 가까이 놓으려는 시도였다. 일본인은 우리와 가까운 사랍 

들이고 문명을 지니고 있다는 판단이 선교의 근거로서 작동하였다. 

이것은 비슷한 시기 아메리카 지역에서 이루어진 선교 당론과 비교 

해볼 때 큰 차이가 난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13) 김상근 r통서 문화의 교유와 예수회 선교역사i한들출판사， 2006), p.76. 

14) Francìs Xavìer, .. 가고시마， 1549년 11월 11일， 고아의 예수회에 보낸 서한 .. 
Henry James Colerìdge (tr. & ed.), 1ñe L따 and Letters 01 St. Francis 
%빼'r， 4th ed., London: Burns and Oates, 1912. 

15) Rotem Kowner, .Skin as a Metaphor." p.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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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는 .벌거벗읍.이었고. 의복의 부재는 종교를 포항한 다른 문화 

요소들의 부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16) 

2. 일본 사람들이 본 서양 사람들 

서구인들의 일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예수회의 일본 선교를 고찰 

하기에 앞서서. 일본인들의 자리에서 인식된 서양인이라는 타자 이 

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본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일 

본 열도에 서양인이 출현하여 기독교를 전파한 사건은 큰 의미를 지 

니는데. 그것은 몽고의 침입이라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본인이 자 

신의 영토 안에서 타자를 직접 대연한 것은 고대 왕조에서 일본의 

정체성이 형성된 이래 처음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전적인 타자 

를 매혹과 두려움으로 규정했던 루돌프 오토의 논의에서 잘 드러나 

듯이 17) 미지의 존재는 양가척 감정을 블러일드킨다. 우리는 서양인 

에 대한 일본의 대중적 표상에서 이 양면적 인식을 볼 수 있다. 

2. 1. 매흑척인 타자: 물질의 근원 

일본의 기독교 선교는 상풍 교역과 함께 이루어졌다. 영주들은 기 

독교를 통해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유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세 

력 확장을 도모했다. 반면에 예수회 선교사들은 영주들의 옹호와 적 

극적인 지원 아래 활발하게 기독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 선교사 

16) Tzvetan Todorov, 1꺼e Conquest of America, p. 35.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 
한 이러한 식의 언급의 예률 하내 든다연， 알곤킨(Algonkin) 족에 대한 예수회 
수사 비어드(Pierre Biard)의 언급올 틀 수 있겠다: “이 야만인들은 어떤 확실 

한 종교， 왕권이나 정부， 학문이나 기술， 상업이나 사회생활도 갖고 있지 않다. 
그 결과 그들은 본 적도， 심지어는 생각해 본적도 없는 것틀에 대한 언어률 갖 
고 있지 않다.， 그틀은 하느닝을 명상하는 것， 숭고한 것틀을 。}는 것， 그리고 
영훈의 고귀한 영역을 완벽케 함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기쁨올 전혀 누리지 않 
는다" (Christopher Vecsey, 1꺼e f성ths of R김teri낭 Ki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0, p. 11.) 

17) 루돌프 오토， 길회성 옮김 r성스러웅의 의미J(분도출판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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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프로이스가 당시 일본 정계의 실력자 오나 노부나가와의 첫 

대면에서 별사탕과 양초를 선물한 장면은. 이러한 관계를 상징적으 

로 보여준다 18) 서양. 즉 기독교와의 만남은 새로운 물건들의 유업 

을 통반하는 것이었으며 . 서양인이라는 타자는 신기한 물건이 나오 

는 근원으로 인식되었다-

그립 4 남만 병풍 중에서 상품을 나르는 행렬의 모습(일부) 

우리는 일본인의 대중적 상상력에서 기독교와 새로운 물물(物物) 

에 대한 상상력이 긴밀하게 결합되었다는 사실을 남만(南홉) 병풍 

(鷹風)이라는 회화 장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남만 병풍은 서 

양인(남쪽 오랑캐)들과의 교역을 주제로 한 병풍 모양의 풍속화를 

말한다. 이 그립에는 포르투갈 선박， 선상의 한가로운 남만인들. 짐 

을 내려 작은 배로 운반하거나 항구로 나르는 광경. 예수회 선교사 

틀 ， 남만사(南蠻좋， 강ι‘￡ι t)라고 불리는 교회당， 나가사키 항 등 

이 그려져 있다 19) 상선에서 나옹 진귀한 물건들을 나르는 행렬은 

이 그림의 중심적인 테마가 된다. (그림 1 참조) 이 그림들은 기독교 

18) 정하며， r일본의 서양운화 수용사J(살렴， 200잉， p. 10. 정하미는 선교사틀을 
통한 새로운 물건들의 수용 통로률 “별사탕 로드”라고 명영한다. 

19) 강덕회， r日本의 西洋홉法 受容의 발자취J(일지사， 2004),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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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전히 추방되지 않은 1600년대 초부터 그려졌지만， 기독교가 금 

지된 이후에도 복올 가져다주는 그림이라고 해서 상인의 집의 장식 

품으로 애용되어 많이 그려졌다. 선교사들은 물질적인 근원과 닿아 

있는 주술적인 힘을 가진 매혹적인 타자로서 인식되었다. 

2.2 두려운 타자: 괴물 

물질적 근원이 선교사들의 매력적인 측면이라연 ， 다른 한편으로는 

괴물로서 인식된 타자의 모습이 있었다. 에도 시대인 1639년에 인쇄 

된 것으로 추정되는 r기리시탄 모노가타리 J (切支퓨物語)에서 선교사 

와 일본인이 처음 만나는 장면은 다옴과 같이 묘사된다. 

고지 시대 (1555-1588)에. 진무 시절 이후 108번째 천황 미카도 노나라노인 
(後총良天훌. 1536-1557)이 용치하먼 시쩔에， 낭만(南훌)의 무역선이 우리 해 
안에 왔다. 배에서 처음으로 이름붙이기 힘든 생물이 나왔다. 모슐온 인간하고 좀 

비슷하기도 했지만. 얼굴은 표가 긴 도깨비나 거대한 악해 미코쉬 뉴도(~.:: l 
κ~') ε') )에 뎌 가까웠다- 가까아 가서 조사하자 그것운 '，，}혀l 헨'(，~7' v ν)이라 

고 툴라는 존재임이 밝혀졌다 20) 

여기서 ’바테렌’은 신부(神父)를 못하는 포르투갈어 파드레 (Padre) 

의 일본 발음이다. 바테헨은 안간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도깨비에 더 

가까운 존재로 묘사된다. 여기서 언급된 악귀 미코쉬 뉴도〔入道〕는 

일본 민속에서 목이 길고 키가 몹시 큰 괴물을 일걷는다. 이어지는 

바테렌에 대한 자세한 묘사에서는 그의 피물로서의 특성이 나열된 

다. 

무엇보다도 눈길융 끄는 것은 그 코의 길이였다. 그것은 (표면에 혹이 난 것응 

아니었지만) 마치 코에 소라 껍데기가 닿라붙어 있는 것 같았다. 눈응 안경만큼이 
나 컸고， 눈 안응 노랬다. 머려는 작았다. 손과 발 위에는 손홉파 발홉야 길게 나 

있었다. 키는 7피트가 넘었고， 용흉 까댔는데. 코만 붉은 색이었다. 이함응 말 이 

20) 익명의 저자. George Elison (tr.). r기리시탄 모노가타리i切支R物뚫1 휴 I} ν 
X ν b σ) iJ ft:: 1)) in George Elison, Deus Destroyed: The lmage of 
Christianity in Early Modern Jap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 321. 이 책은 에도 시대에 저자거리에서 유행하던 대중적인 
소책자로，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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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보다 길었다 머리카락운 쥐색이고‘ 이마 위로는 술잔 모양으로 연도한 자국이 

보였다- 그가 말하는 것은 도홍 알아돌을 수가 없었다- 옥소리는 융빼미가 우는 

것 강았다 ...... 이 존재가 가장 난폭한 도깨비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라는 데 모 

두가 동의했다 그의 이륨옹 우루간 바태렌(Urugan Bateren: 오란티노 신부 
(Padre Orantino Hnecchi-Soldo)흘 가리킴 .)이었다 풍속에는 기리시탄 종교 
흩 퍼뜨렬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언저 일본 사랍돌의 지혜훌 알아보고자 하 
는 것 같았다， 그는 남부 바바리로부터 각종 신기한 물건률을 가져왔다 21) 

그렴 5 바테헨이 배에서 내리는 장연 그렴 6 영주에게 인사하는 바테렌 

코의 크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체적 특정들을 과장하는 묘사 기법 

틀，22) 소통 불가능한 그들의 언어를 짐승의 것과 동일시한다는 점에 

서， 이 괴물 이미지는 타자를 .그들의 자리에 놓는 전형적인 특정틀 

을 보여준다 r기리시탄 모노가타리」에는 이야기 사이사이에 삽화가 

삽입되어 있어 당시 사랑들이 생각했던 것을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 

게 해준다. 위의 인용문에서 괴물처럽 묘사된 바테렌의 모습을 그림 

21) r기리시탄 모노가타리J， p. 321. 

22) 이 묘사 중에서 “손과 발 위에는 손톱과 발톱이 길게 나 있었다”는 특성은 이 
후에 일본 도상에서 한국이라는 다른 타자률 묘사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Ronald P. Toby, "까1e "Indianness" of lberia and Changing Japanese 
!conographies of Other," in Stuart B. Schwartz (ed.), ImpJicit 
UndersUJndings: Observing, Reporting, and Reflecting on the Encounters 
between Europeans and Other PeopJes in the EarJy Modern Er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327, figure 1 1.2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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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 그립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괴물적 이미지에는 통제되지 

않는 힘을 가진 타자에 대한 두려움이 깃들어 있다 23) 

2.3. 남만(南蠻)이라는 기호 

서양인의 물질적 매력과 괴물의 두려움은 공존하는 것이었다. 

16-7세기에 일본인들이 서양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던 납만인(南蠻 

A. 캉ι↓￡ιcι)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난다. ‘남쪽 오랑캐.라는 뜻의 

남만은， 중국인이 자신들을 기준으로 네 방위의 타자들을 가리키는 

23) r기리시탄 모노가타리」에 풍장하는 괴물 이미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액락에 대 
한 설명이 필요하다. 선교사들이 물질적 힘의 이미지로 인식되었을 때는 선교 
사를 통한 포르투갈 무역을 환영한 일본 영주들이라는 정치적 맥락이 존재했 
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반연에 r기리시탄 모노가타리」가 유행하던 시절온 
에도 시대로， 이미 기독교에 대한 탄압의 결과 기독교 세력이 제거되었던 시기 
이다 r기리시탄 모노가타리」가 처술된 1639년은 시마바라의 난(1638년)이 진 
압된 직후로， 사회적으호 반기독교 담흔아 극에 달한 시점이었다. 왜 일몬의 
전국시대에서 막부시대로 넘어가면서 기독교에 호의적이던 정치적 환경이 적 

대적￡로 변하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될 것이 
다. 하지만 158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테렌 추방령”을 내린 이후 
1597년에 급작스럽게 기독교 금압령(禁훌令)올 내리고 1598년 나가사키 순교 
를 일으키게 된 경과 중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1596년 스 
페인 선박 산 펠리때 호가 표확하였고， 선원 중 하나가 기독교가 스페인의 세 
계정복을 위한 선봉 역할올 한다고 떠벌려 히데요시의 심기률 건드린 사건이 
다. 이 경과를 히데요시 성격의 변덕스려움 탓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히데 

요시는 분명 척지 않은 기간 동안 기독교률 관망하연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는 노력을 해왔다. 오다 노부나가가 불교를 견제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했 
던 것도 분명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산 펠리패 호 사건이 히데요시에 
게 깨우쳐 준 것은 기독교는 분명 외부의 힘에 근거률 둔 것이고 일본의 통치 

자가 자신의 뭇대로 이용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전국 시대에 
는 지방의 영주들의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외부의 힘으로서 기독교가 유익 
하게 작용하였다면， 통일된 일본의 정치적 맥락에서 기독교는 ‘통제되지 않는 
위험한 타자의 힘’이라는 것이 히데요시의 정치적 감각에 의한 판단이었을 것 

이다. 국가 내에 통제되지 않는 힘이 존재한다연 그것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 
이， 일본의 기독교 탄압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논리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r기리시탄 모노가타리」에 퉁장하는 반기독교적인 담흔들， 그리고 선교사에 대 

한 괴물 묘사는 이러한 통치자의 이데올로기가 철저히 반영된 것이었다. 통시 
에 그것은 당시 대중들의 담흔으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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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들. 즉 동이(東훗) . 서융(西횟) . 남만(南蠻) . 북적(北秋) 중 하나 

이다. 일본인들은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이 명칭을 재설정하여. 

일본의 남쪽인 통남아시아에서 바닷길로 오는 사람들을 남만이라고 

불렀다. 16세기부터 남만운 동남아에서 바닷길로 일본에 온 포르투 

갈이나 스페인 사람들을 일걷는 용어가 된다. 그들을 남쪽 오랑캐라 

고 부른 데에는 분명 낯선 생김새의 괴물 이미지도 작용하였을 것이 

다. 그러나 경멸적 용어인 납만은 。l후 묘한 변화를 겪게 된다. 앞서 

.남만 병풍.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남만은 그들이 갖고 오는 진귀한 

물건들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기리샤탄’이라는 이국적인 정서와 매력 

이 담긴 단어로 변화하였다 24) 타자가 지닌 양가성 (兩價性)에 의해 

서. 남만이라는 기호가 애초에 지니고 있던 ‘야만인’이라는 기의(記 

意)는 탈각되었고. 결국은 이국성을 띤 고유명사로서 소통되는 과정 

을 겪었다 25) 

조너선 스미스(Jonathan Z. Smith)는 타자를 표상하는 유형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어떠한 신체적 특성이나 문화적 특 

성이 존재하거나 부재하는 것을 갖고 타자를 환유적으로 

(metonymically) 표상하는 것이다. 둘째는 타자를 자신의 우주관의 

24) 정하미 r일본의 서양문화 수용사J. p. 22. 

25) 당대의 조선 사람들온 이러한 변화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사용하 
는 ‘낭만’(南蠻)이라는 단어률 이해하기 힘들었다. 정유재란 때 이항복이 나눈 

내화 중에는 “남반국(南班國)이란 말은 아직 듣지 못했다.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른다. 왜중(훌中)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로는 서남쪽으로 일본과 접해 있 
는데， 수로(水路)로 한 달 정도의 거리라 한다. 그러나 남반〈南班)이라 하지 않 
고， 늘 남반(南盤)으로 쓰고 있었는데， 흑 반{盤)과 만(蠻)의 음(音)이 서로 비 
슷하여 잘못 남만(南훌을 남반(南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끼r선 
조실록J 88권. 30년(1597년) 5월 11일.)는 내용이 나옹다. 당시 조선인들이 남 
멘일본어 발음￡로는 ‘남반’)을 전통적인(중국 중심의) 용법으로 이해하려다 
실패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한편 반세기가 지나 효총 11년(1653년)에 하멜 
이 표류할 때에는 귀화한 네덜란드인 박연(朴蘇)을 “남만인"(南蠻Á)이라고 표 
기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 통용되는 고유명사적인 쓰임새가 조선에서도 정 

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r효종실록J 11권. 4년(1653년) 8월 6일.) 낯선 서양 
명칭에 대한 조선인의 혼돈의 다른 예는 다음 책에서 볼 수 있다. 박천흥，， r악 
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 서양과 조선의 만남J. 현실문화연구. 2008. pp. 

54- 56. pp. 87-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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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부에 지형학적 (topographically)으로 위치시켜 표상하는 것이다. 

셋째는 타자를 언어적 능력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지적인 능력의 

차원에서 표상하는 것이다 26) 

우리가 살펴본 일본인의 서구 타자 표상 방식들에는 이 세 모델이 

모두 사용되었음을 볼 수 었다. 서양인의 긴 코를 과장하여 회화화 

하거나 키가 크다는 특성을 잡아 미코쉬 뉴도라고 명명한 것은 타자 

의 환유척 표상에 해당한다. 또， 알아틀을 수 없는 언어를 “올빼미가 

우는 것 같은 목소리”라고 한 것은. 그리스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바리 

안(barbarian)이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적 측면에서의 타자 

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서구인 타자화 방식에서 가장 두 

드러진 것은 두 번째 지형학적인 모델이다. 일본인들은 자신을 중심 

드로 하여 서구인들을 남쪽 주변부에 놓고 ‘남쪽에서 온 야만인‘〔南 

蠻〕이라고 불렀다. 다른 예를 들자연， 예수회 선교사들이 일본 사람 

들로 부터 처음 들었던 말은 .. 천축국(天쓴國) 사람"(τι t<tι)이 

었다 27) 일본 사랑틀의 세계관 내에서 먼 신화적인 서쪽 나라 인도 

에 낯선 서양 사람틀을 배치한 것이다. 야만적인 남쪽 어딘가가 되 

었든 신화적인 서쪽 나라가 되었든， 지형학적 표상에서 타자는 일본 

인들의 세계관 내의 변방에 귀속된다. 일본인들은 서양인들을 자기 

들이 알고 있었던 세계 바깥에서 온 사랍들로 이해하지 않으려 했 

다. 

타자와의 만남이 기존의 세계관에 충격을 주어 새로운 세계관이나 

우주론의 형성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설명 

체계 내에 종속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유럽의 역사에서 있었던 

타자와의 만남의 양상에서 그 두 경우를 볼 수 있다. 몽골의 유럽 

침입은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세계 밖의 타자가 폭력적으로 들어온 

사건이었다. 그러나 만남은 유럽인들의 세계 인식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대신에 유럽인들은 몽골인들을 성서 전승에 존재하는 부족 

26) Jonathan Z. Snúth, "Differen디외 Equations: On Constructing the Other," 
Relating Religion: Essays În the Study of ReligionlJ:,lùcago: The 
University of Clùcago Press, 2004), pp. 231-241. 

27) Ronald P. Toby, "깨e "Indianness" of !beria and Changing Japanese 
!conograplùes of Other," pp. 32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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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과 마곡28)으로 명명함으로써 기존의 세계관 내에 위치시켰다. 반 

면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라는 타자를 만났을 때， 아메리카의 존재 

는 유럽인들의 전통적인 세계관-세계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대륙에는 노아의 아들 셈. 야뱃. 함의 자손들 

이 살고 있었다는 세계관-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세계 인식을 구성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9) 

16세기 서양과의 만남은 일본인의 세계관에 새로운 언어를 구성 

하기 보다는 남만이라는 기존의 언어로 설명되었다. 물론 .남만’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고， 계속적인 서양과의 관계를 통해 지리적 

지식의 확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19세기 미국과의 통상 

을 계기로 일어났던 극적인 세계관의 변화를 예비한 것이라는 점에 

서 의미를 지니지만. 16세기 당대에는 대중적 인식에 전적인 변화를 

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16세기의 만남을 계기로 일본에는 .남만 양 

식 ’이라는 타자의 표현 방식이 생겨났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낭만 병풍을 비롯한 남만 회화에 . 그리고 거리 축제의 퍼레이드 의 

상과 후에는 행상들의 광대 복장에까지 응용된다. 기독교와의 관계 

가 단절된 17세기 이후 남만 양식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없는 상황 

이 되자， 일본 대중문화의 타자 표현 방식은 다른 곳에서 재료를 찾 

는데. 그것은 조선과 오키나와 통신사의 행렬에서였다. 특히 긴 모 

자， 단추 많은 재킷. 긴 부츠. 판탈롱. 구렛나룻 퉁 남만인에서 따옹 

이국성(異國性)을 표현하는 아이댐들이 갓. 수염 . 도포. 신발 등 조 

선인들에게서 찾아낸 특성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3이 타자성의 표현 

28) 마곡이라는 부족 명은 〈창세기> 10장에 나오고， (에스젤서> 38-39장에 ‘마곡 
땅의 곡’이라는 이름의 적대적 세력이 상세하게 묘사된다. 곡과 마곡 전숭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사탄과 결합된다. “천 년이 끝나면， 사단은 욱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 
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연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 
시는 도시률 둘러썼습니다."((요한계시록> 20:7-9) 

29) Jonathan Z. S찌th， "Close Encounters of Diverse 따nds，" Relating 
Religion: Essays in the Study of Religion(Chícago: The University of 
Chícago Press, 2004). pp. 309-314. 

30) Ronald P. Toby. "πle "Indianness" of Iberia and Changing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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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영역에서 조선인이 남만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다는 사 

실에서. 우리는 16세기 일본어| 출현한 서양이라는 존재는. 적어도 

당대에는，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켰다기 보다는 일본인의 기존 세 

계관 내에 부여된 자리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기독교사에 관련해서 혼히 하는 이야기가 있다. 16세기 일본 

에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놀라 

운 일인데. 그 못지않게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공을 거두었던 기독 

교가 일본 문화에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거의 완전히 제거되 

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자리에서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할 수는 없지만， 처음 만남에서 서양인들이라는 존재가 일본인들의 

세계관에 충격을 주어 새로운 인식의 언어를 생성하기 보다는. 기존 

세계관의 언어로 소화되었다는 사실이 이 의문에 대한 하나의 단서 

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예수회의 일본 선교 과정에서 나타난 타자 인식 

일본의 기독교 전래 과정을 다루는 것은 적은 지면에서 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대항해 시대 서양 세력 진출의 역사. 선교사의 맥 

락. 그리고 일본 내부의 정치적 변화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다루어질 

수 있는 역사적 과정이다. 이 글에서는 타자와의 관계 셜정이라는 

우리 관심에 맞추어 단편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정 

리할 때， 선교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만남의 처음 단계 

에서 서로간의 유사성올 발견혀고， 만남이 진행됨에 따라 유사를 기 

반으로 차이를 극명하게 인식하고， 다시 만남이 성숙함에 따라 유사 

와 차이 양자를 지양하여 양자 간의 전략적 선택이 가능한 지점에 

도달하는. 변증법적인 과정이다. 

!conographies of Other," pp. 3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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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불교와의 유사성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에 들어온 예수회 선교사들은 처음에 

“천축국 사람들”로 불렸다. 이는 일본인들이 기독교를 불교 비슷한 

것으로 인식했음을 말해준다. 선교사 하비에르는 ‘불교와의 유사성’ 

을 거부하지 않고 선교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는 일본 승려들이 

입는 비단옷을 입고， 불교 용어를 사용하여 선교하였다. 그 대표적 

인 사례는 신의 명칭이다. 그가 처음에 기독교 신의 이름으로 채택 

한 용어는 다이니치(大日， 선ν-ιζ)였다. 다아니치는 대일여래(大 

B 如來)의 일본식 표기이지만. 일본의 종교사에서는 불교를 넘어서 

는 독특한 위상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 일본 중세에 일어난 신불 

습합(神佛習合)을 통해서. 다이니치는 일본인들에게 신도의 최고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天照大神〕과 통일시되고 있었다. 초기에 하비 

에르를 도와 번역 작업을 했던 일본인 야지로가 다아니치를 하느님 

의 번역어로 제안했던 것에는. 당시 일본 종교 체계에서 최고신 다 

이니치를 기독교 최고신과 등치시켰기 때문얼 것이다， 그 외에도 하 

비에르는 천국의 번역으로 조도(홉土， t j: 7 ε)를. 사제의 번역으 
로 소(價. ξ 7 )를， 신학의 번역으로 부포(佛法 l-: _，-‘r7)를 사용 

했는데，31) 이것은 새로운 용어를 고안하는 부담을 피하고 이미 존재 

하는 토착어를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른 번역이었다 32) 

그러나 서양 선교사들이 .다이니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일본인들 

은 그것을 불교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였다. 하비에르가 야마구치 

를 방문하여 진언종 승려들에게 하느님은 .. 힘과 지혜， 선합 동 모든 

요소로부터 떨어져 있는 순수한 본질이고.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라 

고 이야기했을 때. 숭려들은 “이 신부가 이야기하는 법의 내용은 우 

리들의 법과 통일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고 한다 33) 하비에르는 나 

중에 자신의 용어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신 명칭을 다이니치 

로부터 데우스(Deus ， T’'7 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게 된 

다. 그리고 수사 페르난데스에게 꺼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다이니치 

31) 김상근 r동서문화의 교류와 예수회 선교역사J ， p. 79. 

32) George Elison, Deus Destroyed, p. 33. 

33) George Elison, Deus Destroyed,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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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숭배하지 말 것’다이니치는 악마의 창작.이라고 말하라고 명령 

한다 34)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 유사성은 선교의 출발점을 제공 

해주지만， 뒤이어 차이의 인식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일본의 예수 

회의 경우 불교와 자신의 차별성이 시급한 사안이 되었다. 

3.2 차이의 인식 ; 인접한 타자로서의 불교 

하비에르 이후 세대의 선교사들은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적극적 

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비교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자료가 

루이스 프로이스가 저술한 r일본사j의 〈일구(日歐) 문화비교론〉 부 

분이다 35) 이 글은 ‘’우리는 ~하고. 일본은 ~한다”는， 우리와 그들 

의 비교를 통하여 차이를 서술한다. 프로이스는 기독교의 수도사(혹 

은 사제)와 일본 불교의 승려. 혹은 기독교의 의례， 성물， 건축과 일 

본 불교의 것들 사이의 대칭을 전제로 해서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세밀하게 관찰한다. 몇 개의 예를 들연 다음과 같다. 

34) George Elison. Deus Destroyed. p. 34. 그렁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오해 
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1562년에 알메이다 선교사가 처음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그가 들은 질문은 다음과 같온 것이었다. “당신이 말핸 그 디오스 

(Dios=Deus)는 다이니치(大日)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에스트레 프 

란체스코 신부는 다이니치가 하느님이고 우리는 그 분올 섬겨야 한다고 설교 
하셨거든요" 

35) 프로이스는 1583년 가을에 발리나뇨의 명을 받아 r일본사」 저술에 착수하였 
다. 1584년에 〈일본 총론(總論)> 부분을 나가사키에서 탈고하고. 1584년 6월 
무렵에 〈일구(日歐) 문화비교론〉 부분을 집필하였다. 1585년 9월에 1549년 
-1578년까지의 편년사 서술을 통해 초고률 대략 완성하게 된다. 발리나뇨는 
이 원고률 읽어보고는 “너무나도 신중함이 결여되어 있고， 과장 벅이 있으며， 
상당히 경솔하고 게다가 소심하고 자질구레한 일에 구애되어 있어 충용올 지 

키지 못하였다 ”고 평가하고， 출판올 보류시키는 한편 일본에 내용을 누설시키 
지 말도록 하였다. 이 초고는 18세기에 빛을 볼 때까지 마카오 예수회 문서관 
에 보관된다.2500쪽에 달핸 。l 원고는 원어인 포르투강 어로도 전체가 활 
자화되지 않은 형편이다. 1926년에 독일어 번역본이 나오연서 본격적으로 소 
개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1932년에 일어 중역본이 나왔다. 1977년에 이르러 
서야 일본어 번역판 12권이 완간되었다.(루이스 프로이스， 오만/장원철 옮김 r 
(프로이스의 〈일본사〉를 통해 다시 보는)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J. 부 
카， 2003, pp. 10- 21.) 이 글에서는 해당 부분에 일어본에 대한 손미경 씨의 
개인적인 번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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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 수도사즐온 결혼하연 총교의 교의률 저배린 사랑이 된다 숭려률은 
신앙생황에 싫중이 나연 결혼올 하든지. 병사가 왼다. 

18 우리 수도사틀용 수영융 깎고 머리훌 깎는다. 숭려들응 4얼마다 머리와 수 

염율깎는다 

19 우리 수도사들은 카왜로나 바레테훌 쓴다. 숭려률온 대부분 모자 같은 것 
올 사용하지 않는다. 단 추융 때 복장의 하나로 숭려오 포는 연 모자흘 쓴다 

20 우리틀 사이에서 수도사는 예절과 좋응 규범융 높이 형가한다. 숭려들은 

항상 다리를 드러내놓고 걸으며， 여륨에는 거의 전신이 바치는 앓은 흩옷을 업는 
다. 누구도 이률 부끄럽다거나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36) 

.비 슷하면서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 불교는 예수회 선교사들 

의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유럽에서의 비슷하면서 다 

른 적대자인 개신교의 모습이 일본 불교 종파들에 투영되면서 비판 

의 강도는 극에 달한다. 다음 인용문에서 발리나뇨는 개신교의 모습 

을 일본 불교 안에서 읽어낸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많옹 죄를 짓는다 해도. 그들은 성툴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읍을 갖고 .나무 아미디 붓”이라고 말혀며 부처 。1릅융 의기만 히연. 혹용 ‘에 

요’(Meo:묘호행게쿄)라는 이륨올 말하기만 하더라도 이졸 부처의 공덕으로 모든 

죄의 사항율 받고 깨끗해진다고 한다， 다른 참회훌 행하거나 다를 성사에 참여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연 부처님이 인간의 구원올 위해 창회와 성사가 이루어지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 불교도와 루터 모두의 아버지인 악마가 루터에게 

가르친 교리를. 그틀은 정확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37) 

여기서 언급되는 ‘그들은 정토종， 일련총 동 일본에서 생성된 교 

단들이다. 구원에 있어서 절차의 간소화를 주장한 이들 교단들에서. 

발리나뇨는 성사의 효력올 부정하고 의례를 간소화하는 개신교의 불 

온한 기운을 감지한다. 

종교사에서 항상 가장 격렬한 비난은 “인접한 타자"(the 

proximate other)에 가해졌다. 인접한 타자는 ‘우리.의 정체성에 위 

협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신약성서에서 복음서 기록자들은 예 

수를 처형한 로마 정부를 비난하는 대신 같은 유대인들 중 의견이 

36) 루이스 프로이스， 손미경 옮김 r일본샤J， “제4장 송려 및 그 풍습에 관한 것” 

37) Va1ignano, }{istoria Indica, Rome: Institutum Historicum S.I., 1944, pp. 
160-61. (George Elison, Deus Destroyed, p. 4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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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랐던 집단에 책임을 지우는 데 전력을 쏟았다. 바울의 경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로마 종교 신자들에게는 적대적인 글을 쓰지 않 

았으나. 자기 가르침에 반한다고 자기가 주장한 동료 기독교인들에 

게는 향상 적대적인 글을 썼다. 13세기 몽골에 갔던 선교사 루브룩 

의 윌 리 엄 (William of Rubruck)은 그들과 교전 중인 무서 운 타르타 

르인틀과 유럽 기독교 문화 사이에서 여러 긍정적인 유사점들을 발 

견하는 떼는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 곳에 남아있던 경쿄(景敎) 

기독교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로 기록하였다 38) 우리 

는 이 끝없는 목록에 예수회 선교사들이 일본의 .개신’ 불교에서 느 

꼈던 불온함을 추가할 수 있겠다. 기독교사에서 교회 내부에서 대립 

하는 세력을 지칭하기 위하여 발달되었고，39) 당대에는 개신교와 가 

톨릭 간의 논쟁에서 사용되었던 악마 개념이， 일본 불교에 적용되었 

던 것이다. 

3.3. 척응 청책 

그러나 예수회 선교사들은 .그들의 다륨을 인식하는 데에 머무르 

지 않고 유사와 차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바로 

이 점에서 적웅 정책 (the Accommodative Method)이라고 불리는 예 

수회 선교 정책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그들은 우리와 ~한 

점에서 다르다”라는 차이의 인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회가 

실제로 일본에서 실천한 것은 ’우리’를 .그들’ 안에 위치시키는 노력 

이었다. 기독교 선교사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문명과 복음의 동일 

화’라는 쟁점40)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이해한 

문화를 번역 가능한 기호 체계로 사용할 수 있었다. 

38) Jonathan Smith, “Differen디허 Equations." pp. 245-246. 

39) 일레인 패이절스， 권영주 옮김， r사탄의 탄생J. 루비박스， 2006. 

4이 문명과 복음의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올 참조할 것.W버iam R. Hutchison, 
Errand to the WorJd: AmerÌcan Protestant Thought and Foreign 
MissÍons, C비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cha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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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복장과 건축 

선교사의 복장 문제가 좋은 사례이다. 앞서 보았던 프로이스의 r 

일본사J에는 다음과 같이 복장에 았어서 차이의 인식을 진술한다. 

8. 우려률 사이에서 수도사는 세간융 얄보기 때문에 비단옷을 몽에 걸치지 않 
는다 숭려들은 가농한 한 세간에 대하여 교만과 허식에서 비단옷율 걸치고 걸어 
다닌다41) 

그러나 선교 책임자였던 발리나뇨는 그 .다름’이 일본 문화의 구조 

적 맥락 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는 

일본인의 의상이 해당 문화권의 상징체계 내에서 어떠한 언어로 기 

능하는지를 분석한다. 

우려 유럽인들이 흰색 옷을 기뽕융 나따내는 의미로 이해하고 또 축제에 흰 옷 

을 입는다연. 일본인들에게 흰잭 옷은 장례식이나 슐풍융 냐타내야 할 곳에서 입 

는 옷의 색이다. 그률은 또 검운 색이나 진한 자주색. 그리고 회색 옷을 좋아한 
다 42) 

실제 예수회 정책에서 선교사들。l 일본 숭려와 마찬가지로 비단옷 

을 입고 활동했던 것은. 이러한 구조적 이해가 바탕이 된 것이었 
다 43) 

41) 루이스 프로이스 r일본사J. “제4장 승려 및 그 풍습에 관한 것” 

42) 김상근 r동서 문화의 쿄류와 예수회 선교역사J. p. 100. 

43) 일본 선교를 개시한 하비에르는 일본 숭려들과 마찬가지로 비단옷올 입고 활동 
하였다. 반면에 2대 선교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카브랄은 청빈의 이상을 강조 
하며 일본 송려처럽 화려한 복장을 갖추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하비에르 
노선의 계송자이자 3대 책임자인 발리나뇨는 토착화 정책을 펴며 비단옷을 입 
고 활동하도록 하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위의 세 인물의 정책적 선택은 우리 
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세 단계， 즉 유사성에서의 출발-차이의 강조-차이와 유 
사의 전략적 활용에 각각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카브랄과 프로이스는 두 번 
째 단계인 차이의 강조에 위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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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남만 병풍에 그려진 남반지 〔南蠻츄〕 

건축에서도 마찬가지 쟁점을 볼 수 있다. 교회와 일본 불교 사원 

의 건축과 공간 배치의 차이점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44) 예수회는 서양 건축을 고집하지 않고 .남쪽 야만인들의 

사원.’ 냥반지 〔南蠻좋〕에서 활동하였다. 불교 사원을 사용하거나 불 

교식으로 건축된 건물인 남반지에서. 예수회는 유럽식이 아닌 새로 

운 공간 질서를 구축하였다. (냥만 병풍에 그려져 있는 남반지를 볼 

것. 그립 4,) 불교식으로 따로 떨어진 장방형의 본당올 두었고. 다만 

절에서라면 탑이 들어서는 본당 앞자리에 나무 십자가를 세웠다. 이 

러한 작업은 기존의 성스러운 공간 요소들을 재구성하여 기독교적인 

의미를 새로 창출해낸 지적인 브라콜라주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44) r일본사」에서 프로이스는 서양과 일본의 종교 건축과 종교적 공간 사용의 차이 

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1. 우리들 교회는 건물 안길이가 길 
고 정연의 폭이 좁다. 일본의 사원은 정연의 폭이 넓고 건물 앞쪽에서 뒤끝까 
지의 거리가 짧다. 2. 우리틀 교회에는 합창 장소가 있으며， 사람틀이 앉을 의 
자 또는 걸상이 었다. 숭려틀은 제단 앞에서 다다미에 앉아서 기도한다 
9. 우리들은 종을 아주 높은 탑 위에 둔다. 그들은 손이 닿을 정도의 지연 가 
까이 낮은 곳에 둔다." (루이스 프로이스， r일본사J. “제5장 사원， 성상 및 종 
교 신앙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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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오본 축제 

어떠한 행위를 종교 행위로 분류하여 기독교와 충돌하는 것으로 

보는지(이 경우 미신(迷信)이라고 지칭된다) , 아니면 풍속으로 분류 

하여 충돌올 피할 것인지는 기독교 선교사에서 혼히 만나게 되는 쟁 

점이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 원주민 선교에서는 원주민들의 춤이 

종교 의례인지 전통인지를 놓고 문제가 되었는데. 예수회에서는 춤 

을 전통으로 인정해서 허용한 반면에 나중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 

들은 춤을 미신으로 여겨 금지시켰다. 춤을 전통으로 보느냐 종교 

행위로 보느냐는 단순히 분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춤이 

전통으로 인정받아 계속 유지될 때. 그것은 자연스레 기독교 체계의 

한 부분으로 들어와서 의례의 한 부분으로 결합한다. 적웅은 결합을 

통한 토착화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 

예수회 적응 정책의 실천 과정에서도 종교(미신， 이단)/문화(전통， 

풍습)의 분류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 전통의 셜날 

은 전통으로 존중되어 셜날 때에 맞추어 미사가 행해졌지만. 부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리는 행위는 다른 신에게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신으로 여겨져 금지되었다.45) 이러한 점에서 논란이 되었 

던 것으로 오본 축제에서 춤추는 행위에 대한 것이 있었다. 한국의 

우란분채(효蘭효짧)에 해당하는 일본의 오본(쉰益) 축제는 8월 15일 

경 죽은 조상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여 길에 불을 밝히고 춤추며 

경축하는 행사이다 46) 죽은 조상들이 돌아용다는 관엽은 기독교의 

영 흔관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 였다.47) 그런 데 이 문제를 다루면서 

발리나뇨는 예수회 본부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질문을 보낸다. 

마신이 아니라 샤랍들과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우상의 앞을 지나 

가도 숭배의 의사표시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할 염려가 없다고 가정한다 

45) George Elison, Deus Destroyed, pp. 78- 9. 

46) 한중일 삼국의 우란분절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창고할 것. 김성순， 

「우란분절 수용에 나타난 의미의 확대와 변용 양상: 이숭파 저송을 넘나드는 
‘주고받음’의 축제J , r종교연구J 50 (한국종교학회， 2008). 

47) 안정주， “오본 풍습과 예수회의 ‘적응’ 정책”‘ 김태정 외 r일본인의 삶과 종교J 
(제이앤씨 ， 2007), p.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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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또 이것은 주인이 기독교훌 비방하기 위해서 명령한 것이 아니며 이 명령융 

거부하연 생영에 중대한 위협이 미친다고 가정한다연， 기독교인이 마쓰리(좋? 
I) }의 춤에 참가해도 좋은가?48) 

이 질문에 함축된 것은 발리나뇨의 인류학적인 관찰이다. 그는 이 

를 통해 행위가 표면적으로 지시하는 것 말고도. 사회 구조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탐구한다. 그 결과 행위의 외면적 의미와는 

다른 충위에서 사회공동체적인 의미가 존재함을 논구하고， 이를 통 

해 예수회 본부의 승인을 얻어낸다. 발리나뇨의 이러한 접근은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이 문제는 일본의 오본 축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 공통적으로 조상 숭배를 갖고 있는 동아시아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중국 선교에서 있었던 전례(典 

禮) 논쟁과 한국에서 윤지충이 조상 신위 (神位)를 불태워 천주교 박 

해가 일어났올 때의 쟁점들은 모두 오본 축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 

다. 일본에서 있었던 가톨릭과 동아시아의 첫 만남에서. 향후 동아 

시아 천주교사를 관동하는 핵심 문제가 。l 미 제기되었고 발려나뇨에 

의해서 진지한 답변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라 하겠다. 

3.3.3. 둘둘만 증이에 그려진 성모 

당시 선교 현장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일본의 예수회는 일본인 신 

자들을 대상으로 미술 교육을 실시하였다.49) 다른 분야와는 달리 도 

48) 안정주， “오본 용습과 예수회의 ’척웅’ 정책" 김태정 외， r일본인의 삶과 종교」 
(제이앤씨， 2007), p. 255에서 부분적요로 수정해서 재인용. 

49) 선교 현장에서는 기도의 대상으로서 제단화가 요청된다. 톡히 예수회의 일본 
선교가 있기 얼마 전 열린 트리앤트 공의회에서 “그리스도， 성모， 그리고 다른 
성인들의 성화들이 특히 교회 안에 유지되어야 하고， 알맞은 존경과 경배가 행 
해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혀졌다. (“트렌트 공의회， 제25절” 중에서. J. 
Waterworth (ed. & tr.), 7꺼e Canons and Decrees 01 the Sacred and 
Oecwnenical CouncJ1 01 Trent. London: Dolman. 1848. p. 235.) 때뭄에 성 
상 혹은 성화의 존재가 선쿄에 될수척으로 요청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유럽으로 
부터 일본까지 성화를 공수핸 것은 거의 불가놓했다. 예수회에서는 예술 학 
교롤 설립하여 ‘그려진 제단 그럼’을 일본에서 직접 조달하도록 하였다. 니콜로 
(Giov때미 Nicc이0) 신부가 일본에 부임하여 일본인들에게 미술교육올 하였다. 
예수회에서 교육받은 화가와 판화가의 수는 1593년 하치라오[/\良尾]에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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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해서는 서양식이 엄격히 적용되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일 

본 천주교인틀의 작풍들은 대부분 당시 가톨릭 예술품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표현 양 

식들이 회미하게 반영되기도 하며， 때로는 형식상 불가피하게 일본 

양식과 결합할 때도 있었다. 예를 들면. 당시 제작된 제단 그립 중에 

서는 일본 모모야마 시기에 유행한 윷철한 함에 성화를 집어넣어 만 

든 제단 그립틀이 많이 있었다. 

기독교의 성화 개념은 불쿄에서 사용되었던 도상과는 다른 것이었 

고. 선교사들은 이 차이점을 잘 지각하고 있었다. 앞에서 본 프로이 

스의 .차이.에 관한 기록에서도 성화에 관한 지적들이 여렷 있다 50) 

그 중에서도 성화가 그려지는 재질에 대한 언급이 있다. 

28‘ 우리돌윤 성상을 판자에 그린다. 그들의 것은 툴툴만 종이에 그려져 있 
다 5 1)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일본인의 성화는 위의 차이의 인식을 넘어 

서는 것이어서 우리의 눈길올 끈다- 아래의 그림(그림 5)은 일본 나 

가사키 의 ’숨은 기 독교인. (iJ‘ < n-휴 1) ~1 ν )의 집 에 기 독교 탄압을 

피해 몇 세기 동안 숨겨져 왔다가 1960년대에야 발견된 작품 〈백설 

의 성모〉라는 작풍이다. 일본 종이 위에 수채로 그려진 이 그립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표구되어 있다. 재질뿐만 아니라 여성의 표현 양 

식에 있어서도 일본적 미가 잘 배어 있는 이 작품은 일본의 예수회가 

남긴 그림 중 걸작이 라고 평 가받는다 52} 

시키[志、양l에 23명. 1601년에 시키에 14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전한다. 

(강덕회 r日本의 西洋홈法 受容의 발자취J. 일지사. 2004. p. 23.) 

5이 프로이스는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기독교와 일본 불교의 차이를 논하고 
있다 “5. 우리들의 성상은 대부분 그려진 제단 그림이다. 송려들의 사원에는 
모든 성상이 조각상이다.6. 우리들의 성상에는 다양한 색채률 이용한다. 그들 
은 자신들의 성상을 위부터 아래까지 금을 칠한다 ....... 8. 우리의 성상은 아 
름답고 경건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의 것은 화중에 태워지는 악마의 형 
상올 하고 있으며， 추악하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루이스 프로이스， r일본 
사J ， “제5장 사원， 성상 및 종교 신앙에 관한 것") 

51) 루이스 프로이스， r일본사J. “제5장 사원， 성상 및 종교 신앙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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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백설의 성모 The Madonna of the Snow) 

예수회 선교사가 아니라 일본인 신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서. 이 사례는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회 선교 정책 사례들과는 다소 

이질적이다. 앞서의 것들이 서구인에 의해 시도된 우리/그들 사이의 

52) Gauvín Alexander Bailey, Art on the Jesw't Ml능sions in Asia and Latin 
America, 1542-1773(f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9), p. 80. 
미술사가 베일리(Gauvín Alexander Bailey)는 이 작풍올 남아있는 일본 예수 
회 작품 중 가장 걸작이라고 평가한다. 금색 바탕은 무모야마 시대 회화의 유 
행올 반영하며， 무엇보다도 성모의 얼굴에서 높게 반달 모양을 한 눈엽， 이중 
턱 ， 벌에 쏘인 듯한 입술에서 일본 회화에서의 여성 표현 방식이 드러난다. 일 
본인이 현실에서 유럽 여성을 본 일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할 때， 이 
작품은 일본식 재료 위에 그려진. 일본적 미에 기반한 성모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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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넘어서려는 시도였다면 ， 이 사례는 일본인 편에서 이루어진 

시도였다. 

4. 결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서양인과 일본인의 만남에서 형성된 상호 

오해와 이해의 과정에서 드러난 인식의 논리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 

을 시사해준다. 인식의 논리는 당사자들이 처했던 상황과 밀접한 관 

련을 가진다. 16세기 에 아시 아 무역 에 나섰던 유럽 상인들은 낯선 

아시아에서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찾고자 하였다. 동아시아인 

들의 ‘하얀 피부’는 문화적으로는 소통가능성을， 상업적으로는 교역 

가능성을 지시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표식이었다. 일본 선교를 개시 

하고자 했던 하비에르의 입장에서 .하얀 일본인’은 그들이 .우리.와 

비슷하게 문명올 지닌 사랑틀이라는， 선교의 끈거를 제공하는 논리 

였다. 이후 예수회 선교사들은 일본 사회 내에서 우리/그들의 이분 

법을 넘어서 일본 문화 내에 자리잡고자 하였다. 일본 안의 소수자 

의 존재로. 게다가 지배자의 자리가 아니라 손님의 자리에 있었던 

일본의 예수회 선교사들의 자리는 아메리카에서 활동한 선교사들과 

는 달랐다. 선교사들이 원주민에 행사활 권력을 가졌던 지역에서는 

원주민 .그들.을 유럽인 .우리.로 만드는 문명화 선교가 진행되었고. 

그 때 우리/그들의 이분법은 손상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우리/그들의 차이의 인식올 넘어서 우리.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웅 정책은 그러한 고민의 산물이었다. 

한편 일본인의 입장에서 서양인은 오랫동안 타자로 남아있었다. 

그들의 자리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에 서있는 

사람에게는 물질적 부의 근원으로 주술적 힘을 지닌 선교사 이미지 

가 형성되었고， 통제되지 않은 미지의 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자리에 서있는 사람들은 선교사에서 괴물 이미지를 떠올렸다. 19세 

기에 서구 열강과 직접 대변하기 전까지는. 일본인들에게 서양인들 

은 세계의 변방에 위치한 타자였고. 이국적임을 표상하는 기호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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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였다. 

우리/그들을 넘어서는 상호성의 모색은， 그것인 아무리 상황에 의 

해 요구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시도로 남는다. 적웅 정 

책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사와 차이 사이에서 전략 

적 선택을 가능케 하는 지점까지 나아갔다. 유사와 차이의 논법은 

여느 선교지에서도 드러나는 만남의 과정이지만， 일본에서 활동한 

예수회 선교사들이 도달한 적응의 단계는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높 

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이해의 수준은 일본 풍습에 대한 조 

심스러운 접근이라든지 일본 성화 예술 등에 작지만 사소하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종교문화에서 타자를 만나는 일은 늘상 있는 일이기 

에， 예수회가 보여준 이해의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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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ognizing the Other during the Encounter 

between Japan and Christianity 

Bang , Won- i I 

The beginning of Jesuit' s mission to Japan in 1549 was the 

first encounter between East Asian country and Christianity. 

This encounter exemplifies how East Asians and Westerners 

understood each other. Jesuits in Japan endeavored to establish 

the ground for communication to Japanese. They depicted 

Japanese as a "white peoplé' which implied Japanese' s common 

nature with Westerners. This image enabled them to get over 

the dualism of us/them and include Japanese into people like 

us 

Jesuit' s Accommodative Policy was the result of this 

recognition. At first. the assumption of missionary policy 

developed from the recognition of similarity to that of difference 

between Japanese and Western religion. However. arriving on 

the phase of accommodative policy. Jesuits could strategically 

select the similarity or the difference dependent upon their need. 

Their accommodative efforts in art. building, and ritual were 

based on their anthropological observations and understanding. 

From the view of Japanese. Westerners. especially Catholic 

missionaries. had been recognized as double Îmages , that is , 

both monster and the source of wealth. Especially.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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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ed them as "Southern Barbarian" (Namba띠i. 南響A)

borrowing from Chinese term. It shows the Japanese way of 

locating Westerners in its cosmology. though its location was at 

the margin of Japanese cosmos. As time goes on. two 

contradictory images of monster and wealthy were fused within 

the exotic word. "Nambanii." 

Key word: Jesuit. Nambani i. t he accommodative policy. Catholìc 
mission. encounter. Xavier. Valignano. the O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