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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국제공항 → 나가사키

4월 27일(일) 나가사키 답사

- 나가사키 평화공원, 원폭자료관 및 
추모평화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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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수) 후쿠오카 조별연구

5월  1일(목) 후쿠오카 → 타가와

- 타가와 석탄박물관
- 조선인 징용노동자 추모비

타가와 → 후쿠오카국제공항

귀국: 후쿠오카국제공항 → 인천국제공항





2014 일본큐슈답사보고서 5

1부 : 조별 보고서





2014 일본큐슈답사보고서 7

근대시기 동서양의 만남

08 고우석

13 송지원

14 권현지

14 김지원

14 장혜정





2014 일본큐슈답사보고서 9

목 차

1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검토

3) 연구질문

4) 연구방법 및 진행

2   본론

1) 상업적 교류

2) 종교적 포교활동

3) 외국인의 거주형태

4) 혼합문화의 형성

3   결론





2014 일본큐슈답사보고서 11

1. 서론
  

1) 연구배경

  일본의 큐슈 지방은 일본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개의 섬 중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섬과 주변 도서를 포함하는 지방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

운 섬이며, 부산과 큐슈 사이의 바다는 대한해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본 큐

슈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는 나가사키이다. 나가사키는 과거 에도 막부 

시대부터 서양 문물과의 교역이 이루어졌던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항이었으며, 

외국과의 모든 교역을 일절 금지한 쇄국 시기에도 유일하게 교역이 허용되었었

던 항구 도시이다. 현재의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른 여러 나라들과 같이 세계화

의 물결 속에 있기에 일본만의 고유한 특징만큼이나 전 세계적으로 같은 모습

의 도시 경관과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일본으로 돌아가면 

세계 각국이 그러하듯이 일본만의 독특한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와 생활양식을 연구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일 테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나가사키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모습에 주목하기로 하였다. 즉,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생활양식

과 서양의 문물이 만나는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근대시기 일본 개항도시의 

동서양 혼합 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메이지 유신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는 관을 중심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개혁개방과 근대화를 진행하였기에 외국의 문물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었지

만, 그 이전에는 몇몇 개항지들을 중심으로 외국과의 교역이 진행되었기에 개

항지는 교역항이라는 특성에 따라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규슈의 나가사키 

지역은 가장 대표적인 개항지로서 이곳에서는 외국의 영향을 받은 건물과 거

리, 음식 문화 등의 독특한 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 조

는 근대시기 일본이 어떤 식으로 유럽과 중국 등의 외국과 교역을 진행하였으

며, 그런 교역들이 당시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세계사적 관점

에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나가사키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와 

생활양식들을 살펴봄으로써 동서양의 만남이 근대시기 일본이라는 특정한 시기

의 특정한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궁극적으

로는 이를 통해서 토착문화에 외래문화가 유입되어 새로운 문화양식을 만들어

내는 과정과 그 양식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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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검토

  나가사키라는 항구 도시가 근대 시기 유일의 개항지로서 가지게 되는 특징적

인 모습에 관한 연구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물론 우리의 연구 주제나 연구방

향과 딱 맞아 떨어지는 지점의 선행연구들이 있지는 않았지만 연구에 참고할만

한 선행 연구 자료들은 많이 찾았다. 우선, 무엇보다 나가사키에 대해서는 누구

나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원폭투하사건과 관련한 연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

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는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사건과는 관련이 없었으므로 대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김정호(2007)의 연구는 17세기 

초 에도막부의 등장과 함께 전문직업집단으로 자리 잡은 나가사키 오란다 통사

에 대하여 단순한 통역자, 번역자의 지위를 넘어서 근세 일본에서 서구의 학문, 

즉 난학이 형성되고 발전될 수 있게 한 공헌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19세

기 중반이후 전개된 일본의 급속한 서구적 근대화 과정에서 17-8세기 서구 지

식 수용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나가사키 오란다 통사의 역할이 지닌 의미는 매

우 큰 것이라는 점을 짚고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외국 문물과의 교류의 창

구로서 나가사키가 근대 일본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꽤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었다. 이종수(2012)의 연구나 화립(1995)의 연구는 

우리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었지만, 각각 울산과 나가사키의 전통 

음식을 통해서 식민지 시기의 특징을 본다거나 청일 양국의 에도막부 시기 교

역을 나가사키항을 중심으로 본다든지 하는 식의 국지적인 부분에 관한 비교 

분석이라 교역 항으로서의 나가사키의 특징적인 모습을 큰 그림에서 그려보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한편, 방완식(2013), 방원일(2008), 고노이 

다카시(2003)의 연구들은 일본에서의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전래되었는지, 그

리고 어떤 탄압과 박해의 세월을 보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연구

들이었다. 

  정리하자면, 나가사키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역시나 대부분이 원폭에 관련

한 사실들이나 그와 관련한 후속 사건들에 관한 연구들이었고, 나머지들은 나

가사키가 가진 특징적인 모습의 단편적인 부분들에 관한 것들이 많았다. 이에 

우리는 이번 답사에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큰 그림의 나가사키

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3) 연구질문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연구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문제 1) 에도 막부의 쇄국 정책 시기에도 왜 나가사키 항만은 끝까지 닫지 

않고 열어 두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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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근대시기 나가사키 항을 통해서 들어온 기독교는 당시 일본 사회

에 어떤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끼쳤을까?

연구문제 3) 근대 시기 많은 외국인이 정주했던 나가사키의 외국인 거주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만약 중국, 조선 등의 동양의 외국인

들과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의 서양의 외국인들의 거주지에 차이

가 있다면 그 모습은 어떠할까?

연구문제 4) 외국의 문화와 전통적인 문화가 만나는 항구도시라는 특징을 가진 

나가사키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혼합문화에는 무엇이 있으며, 현재

에는 어떤 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는가?

4) 연구방법

  우선, 일본과 서양과의 교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답사를 진행

할 것이다. 4월 27일에 나가사키 일대의 26인 성인 순교지, 데지마 섬, 오란다 

자카를 방문 관찰할 것이다. 가톨릭교도의 공식 순례지이기도 한 26인 성인 순

교지에서는 근세 서양의 종교 전파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것이다. 서양의 전도

와 포교에 대응하는 에도 막부의 종교적 쇄국정책이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었는

지도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또한, 26인 성인 순교지에 위치한 일본 최고의 목

조 성당인 오우라 성당의 서양식 건축양식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다. 데지마 

섬에서는 데지마 섬 내의 서양인의 생활양식, 데지마 섬을 이용한 일본의 무역

에 초점을 두고 답사를 진행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네덜란드인들은 본토에

서 거류할 수는 없고 데지마 섬에서만 체류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일본인들은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지마 섬에 출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데지마 섬에서

는 일본에서 발견할 수 없는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다

른 서양인 집단 거주지인 구라바엔에서는 데지마 섬과 비교되는 서양인들의 거

주양식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 한편, 외국인 거주와 관련하여서는 차이나 타운

과 당인 거주터를 통해 동양의 외국인들, 즉, 중국과 조선의 외국인들은 일본에

서 어떤 생활 양식을 가졌고, 일본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아보고자 한다. 

  조별 자유 연구시간을 이용하여서는 다음의 두 가지 하위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째로는 나가사키의 음식문화, 그 중에서도 서양과의 

접촉에 따라 생겨난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둘째로는 나가사키 범선 축

제를 통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근대시기 동서양 문물의 만남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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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상업적 교류

  나가사키하면 떠오르는 것은 나가사키 짬뽕뿐이었던 우리에게 이번 답사는 

꽤나 의미 있는 일이었다. 나가사키는 사전 조사에서 ‘일본 속 유럽’이라고 불

렸던 만큼 이국적인 분위기가 풍겼다. 공항에 내려 버스를 타고 숙소를 가는 

길이 제주도 같다는 느낌도 받았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면서 후미진 시골 같

다는 느낌이었고 그 골목에서 늘 미디어에서만 보던 일본 학생들의 교복을 실

제로 보는 것이 몹시 설레기도 했다. 1일차는 별다른 일정 없이 숙소에서 지냈

다. 숙소 내 호텔 식당은 일본 음식이지만 어쩐지 한국의 여느 뷔페와 다를 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숙소 내에서 입었던 유카타가 일본에 왔다는 것

을 실감나게 해주었다. 

  나가사키는 근대시기 유일하게 상업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났던 도시이다. 나

가사키는 히라도항에 이어 두 번째로 외국과 무역을 시작한 항구이다. 쇄국정

책 당시에도 나가사키만큼은 끊임없이 외국과의 교류를 지속해나갔다. 서양과

의 문화 교류가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데지마 섬과 범선축제이다. 그 중

에서도 데지마 섬은 네덜란드인들이 거주하며 무역활동이 전개되었던 곳이다. 

2일차에 우리는 이 데지마 섬을 방문했다. 처음 들어서는 곳엔 역시나 나가사

키 마스코트인 사루쿠가 어김없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를 지나쳐 입구를 통과

해 데지마 섬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일본 전통 옷차림인 기모노를 입고 돌아다니

는 사람들과 전통가옥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낮은 목조 건물들

이 양 옆으로 들어서 있고, 그 사이를 전통 옷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

었다. 이는 데지마 내의 산책이라는 관광활동의 일환으로 30분에 1000엔이면 

기모노를 입고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한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서양식 건물도 찾

아볼 수 있다. 흰 색 바탕의 초록색 문을 가진 서양식 건물이 특히 눈에 띄었

다. 레스토랑이라고 적혀있었으나 뒤쪽만 보았기 때문에 화장실 입구밖에 볼 

수 없었다. 그 옆에는 기반만 남은 빈 공간이 있었고, 그 외에도 드문드문 휑

한 공간들이 있었다. 이는 복원중인 건물이며 현재 데지마 섬에 남은 건물들 

대부분이 복원된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조금 더 걸으면 실제 데지마의 15분의 

1 크기로 만든 데지마 모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예전의 그려졌던 데지마에 

관련된 그림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그다지 섬이라는 느

낌이 나지 않는데, 데지마가 섬 옆으로 바닷물이 흐르던 진짜 섬이었다는 것을 

이 모형을 통해 느껴볼 수 있었다. 모형 옆에 놓여있던 일본과 포르투갈의 우

정기념비를 통해 교류의 장소였다는 것 또한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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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지마 섬의 모습

  데지마는 1636년, 일본 유일의 무

역항으로 조성된 부채모양의 인공 섬

이다. 데지마 섬이 부채꼴 모양인 이

유 중 하나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쇼군이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부채처럼 만들라 답한 것이라는 말도 

있다고 한다. 이런 인공 섬이 만들어

지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사실 이에

야스는 처음에는 무역진흥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크리스트교를 묵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16C 마카오에 있던 포르

투갈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선교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일본 내 크리

스트교들이 빠르게 생겨나자 막부는 이러한 상황이 당시의 에도 막부의 권위를 

위협하고, 그들의 지위를 부정한다고 생각해 크리스트교 전파를 막으려 했다. 

결국 포교를 하지 못하도록 포르투갈인을 한데 모아 격리시키는 것을 그 방법

으로 삼았고, 이 포르투갈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나가사키 상인 25명이 

1634-1636간 만든 것이 인공 섬 데지마다. 이렇게 빨리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크리스트교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이처럼 막부의 쇄국정책 가장 큰 원인은 크리스트교를 막기 위함이었다. 데지

마에 수용된 포르투갈인들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크리스트교 교도들을 중

심으로 반란이 일어나 반란 진압 후 포르투갈 인들은 마카오로 추방되었다. 이

후 무인도처럼 비어있던 섬에 크리스트교 전파와 상관없이 무역만을 목적으로 

교역하던 네덜란드인을 수용하여 200여 년간 교역창구로 사용했다고 한다. 무

역을 하되 크리스트교 포교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네덜란드인은 포르투갈과 달

리 아주 좋은 무역 상대였을 것이다

  일본의 근대시기 상업적 교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벤트는 

나가사키 범선축제이다. 처음 범선축제에 간 날 우리는 반갑게도 한국 배를 발

견했다. 낯선 일본에서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전통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

자 기쁘고 반가웠다. 또, 덕분에 잠시 배에 올라타 구경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었다. 우리가 만난 이 배는 범선 코리아나 호로 네덜란드에서 설계하고 건조

한 우리나라 유일한 범선으로 13년째 이 축제에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나가사키 범선 축제는 범선이 정박하고 있는 나가사키 항의 매력을 알리

기 위하여 기획되고 자리잡게 되었다고 한다. 나가사키는 근대시기 계속해서 

서양과의 교류를 위해 열려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또한 나가사키에서 범선축

제가 열리는 이유일 것이다.

  에도 시대부터 해외와의 무역으로 번영한 나가사키 항에 나라 내외의 범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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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 축제는 올해로 15년 째 열리고 있다. 이번에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5일 동안 축제가 열렸다. 프로그램을 보면 입출

항 퍼레이드, 입출항 세레모니, 환영파티, 선내 공개, 한일친선협회 코리아나 

호 환영만찬 등이 있다고 한다. 또 불꽃놀이, 범선 조작 훈련, 범선 야간 불빛 

점등, 공연, 체험 크루즈, 태양전지로 ‘꿈의 배’ 시승, 요트 및 카누 체험, 요트

레이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불꽃놀이를 저녁에 숙소

에서 본 것과 수군복장의 일본인들이 화포발사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본 것이 

다여서 조금 아쉬웠다. 특히 첫날인 27일에 모든 범선이 한 줄로 항에 들어가

는 입장 퍼레이드에서 우리나라 범선인 코리아나 호가 선두였다는데 이를 봤으

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가사키 범선 축제에는 우리나라 코리아나호 말고도 많은 배가 정박해 있었

다. 그 중 한 배에서는 조금 어려 보이는 외국인들이 제복을 입고 내려와 무슨 

배일까 궁금했었다. 앞에 설명문이 있었으나 일본어가 능통하지 못해서 솔직히 

어떤 배인지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때 그 곳에서 일하시던 친절한 일본인이 영

어로 자세히 알려주셨다. 확실히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일본에서 영어를 사용

해 설명해주시려는 모습이 감사하면서도 신기했다. 그 배는 선원 훈련용이라고 

했다. 집에 와서 찾아보니 독립행정법인 항해 훈련소의 연습선으로, 일본 최대

의 범선이었다. 해상 기술학교 등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훈련항해를 하고 있으

며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로 원양 항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배가 아마 

니혼마루였던 것 같다.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배는 코리아나 호와 니혼마루 외

에 4척이 더 있는데, 입항 퍼레이드는, 범선 코리아나, 돈 토렛다, 미래에, 니혼

마루, 파라다, 칸코마루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나가사키 시 소방국의 소방선 카

쿠류의 선도로 각 배가 메가미오하시를 지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많은 관광

객들이 수기를 흔들어 환영했고, 이 범선들 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러시

아의 파라다로 박력 있고 멋있다는 평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이 나가사키 범

선축제는 과거부터 배를 통해 타국과의 교류가 잦았던 나가사키 항을 기념하는 

매우 유명하고 인기 있는 축제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항한 곳이 왜 하필이면 나가사키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은 지리적 요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가사키는 일본의 서쪽 끝에 위치한 규

슈, 그 중에서도 서쪽의 나가사키 반도에 위치해있다. 일본에서는 외진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 개항한다 하더라도 중앙에 대한 외부문물의 충격이 비교적 약한 

편이었을 것이다. 외부문물이 중앙에 무차별로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만, 국토의 

구석을 개항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중앙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여러모로 

안전했을 것이다. 게다가 서양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과의 교역을 생각하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이므로 개항에는 최적지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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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선 축제에서의 퍼포먼스코리아나 호의 모습

  쇄국정책을 사용하면서도 나가사키 항을 끝까지 닫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당시 에도 막부에 있어서 서양과의 상업적 교류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일단 

막부가 쇄국정책을 펼친 데에는 크리스트교 포교를 막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막부가 무역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무역의 성행으로 인하

여 상공업이 발달로 인한 봉건 사회 기초 붕괴와 무역에 역점을 두는 서남 지

역의 다이묘와 유력상인들의 부 축적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이 크리

스트교 포교를 걱정하면서도 서양과의 교류를 끊고 싶지 않아했던 이유는 확실

히 막부가 외국과의 통상을 독점했을 때 그 이익이 막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외국과의 통상이 계속되었고, 크리스트교 포교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네덜란드 인들은 아주 좋은 무역 상대였을 것이다. 또한 당시 에

도 막부에 있어서 서양과의 상업적 교류는 해외의 정보 입수의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막부는 네덜란드와 일부 교역을 하는 대가로 ‘풍설서’라는 세계정

세 동향 보고서를 받았다. 이 안에는 별별 시시콜콜한 세계정세에 관한 정보가 

다 있었다고 한다. 도쿠가와 막부 당시 일본이 쇄국정책을 폈다고는 하지만, 막

부는 유럽 동향에 대해 이 정도의 정보 수집을 하고 있었으니, 이후 한일 간의 

궁극적인 격차가 여기서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당시 막강한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고 일정한 권력을 지닌 “왕”들이 일

정한 영토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무력점령을 위해서 일전 이

상의 무기, 병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일본의 당시 상황을 쇄국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는 주장도 있다. 단순한 쇄국이 아니라 유리한 입장에서 해외 문물을 받아

들이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크리스트교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쇄국 정책을 펼치지만 완전한 쇄국이 아니다. 무역진흥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목표, 서양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근대 무기 수집을 위해서 

서양과의 교류는 계속해나간다. 이에 적당한 대상이 포교를 목적으로 삼지 않

는 네덜란드인이다. 이것이 당시 일본의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단순히 쇄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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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만 병풍

이라고 보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2) 종교적 포교활동

(1) 기독교의 전래

  일본 사회에 처음으로 기독교1)가 

소개된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

국 시대인 1549년이다. 로마 가톨릭 

선교회인 예수회의 프란치스코 하비

에르(Francisco Xavier, 1506

년~1552년) 가 규슈의 가고시마에 

도착했다. 기독교가 처음 일본에 상

륙했을 때, 일본의 실질적인 집권자

인 다이묘들은 기독교에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첫째, 다

이묘들이 남만 무역을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민중

들도 남쪽 오랑캐인 서양인들이 새롭게 들여오는 물건에 호기심을 내비췄다. 

남만은 남쪽 오랑캐를 칭하는 말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인을 말한다.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초에 일본과 포르투갈·스페인의 무역을 남만 무역이라고 한

다. 당시 포르투갈인의 기독교 선교는 상품 교역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다이묘

들은 남만 무역을 통한 세력 확장을 꾀했다. (未木文美士 2009: 129) 따라서 

일본인들에게 기독교와의 첫 만남은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받아들여

졌고, 선교사들은 신비로운 물건과 사상을 소개하는 사람들로 비춰졌다. 1600

년대 초부터 그려진 '남만 병풍'을 보면 서양인과 선교사들이 일본 사회에 신

기한 존재로 비춰지는 동시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만 

병풍' 은 서양인들과의 교역을 주제로 한 병풍 모양의 풍속화이다.(방원일 

2008: 165) 우리는 후쿠오카 현 국립 박물관에서 남만 병풍을 직접 볼 기회

를 가졌다. 우리가 감상한 그림은 나가사키 항과 그곳에 정박한 이국적인 상

선이 그려져 있는 작품이었다. 기모노를 입은 일본인 사이에, 하얀 피부에 코

가 큰 서양인들이 짐을 나르고 있거나 한가롭게 배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

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일본인과 서양인들의 복식과 외양이 전혀 상이하게 묘

사되어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인종이 한 그림 내에 조화롭게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둘째, 처음 기독교를 접한 일본인들은 기독교를 불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했

1)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기독교라는 표현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망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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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인들을 예수회 선교사들을 '천축국 사람들'이라고 불

렀다. 또한 선교 초기에 기독교의 신의 이름은 다이니치(대일여래의 일본식 

표기)로 번역되어서, 불교의 대일여래와 혼동되기 쉬웠다. 기독교 교리서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 또한 불교의 용어인 '해탈' 등을 사용하고 있다. 초기 

서양 선교사들이 전파하는 기독교의 교리 또한 불교의 교리와 흡사한 것으로 

여겨졌다. 

  일본에서 기독교는 불교의 전래 이후 최초로 전파된 종교였다. 따라서 일본

인들에게는 불교와 기독교가 외래 종교라는 측면에서 같은 범주에 속한다. 기

독교 선교 초기 불교와 기독교의 공통성이 주목받은 것은 일본이 외래의 두 

종교가 비슷할 것이라고 잘못 추측했기 때문이다. 하비에르는 불교와 기독교

가 비슷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후에 배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초기에는 

불교와의 공통적 특성을 강조하여 선교를 용이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방원일, 

2008)

  이처럼 기독교의 초기 선교는 비교적 순조로웠다고 볼 수 있다. 하비에르가 

일본 땅에 도달한 1549년 이래 17세기 초 기독교 금교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기독교 신자는 3-40만 명의 신자를 확보했다고 전해진다. (未木文美士 2009: 

128) 

(2) 기독교에 대한 탄압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제도적으로 시작된 것은 1587년 7월, 도요토미 히데

요시의 선교사 추방령부터이다. 그런데 선교사 추방령 이전부터 반기독교 사

상은 이미 불교 신자들에 의해 퍼져 있었다. 초기에 불교와 기독교가 비슷한 

종교로 받아들여졌지만, 기독교는 자신과 불교의 노선이 다름을 설파하고, 신

을 의미하는 용어인 다이니치를 데우스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한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불교의 설법에 대해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초기 반 그리스도교 

사상은 불교 신자에게뿐 만 아니라 황실과 법화종 신자들, 일반 일본 민중 사

이에서도 나타났다.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교가 “첫째, 영주가 영지를 잃게 

하고 정치 불안에 휩싸이게 한다. 둘째, 사원이 파괴되어 사회 불안을 초래하

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주장들은 선교사들이 머무는 지역은 전쟁이 발생하

고 황폐해졌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되기도 한다. (고노이 다카시 2003: 24) 일

본인들의 선교사를 향한 불안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 없다. 반 

그리스도교 담론의 첫째 근거, 영주가 영지를 잃게 한다는 주장은 기리시탄 

다이묘가 1580년 예수회에 나가사키를 기부했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격화되

었다. 예수회는 기부 받은 나가사키를 기독교의 요새이자 무역항으로 만들길 

원했기 때문에 군수품을 확보했고 군함을 배치하면서 반 그리스도교적 주장들



20 2014 일본큐슈답사보고서

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고노이 다카시 2003: 24) 둘째 근거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신도를 우상숭배이고, 따라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시되었다. 기리시탄2)과 선교사들은 신사를 파괴하기도 했다. 또한, 기독교의 

평등사상은 봉건적 질서를 가진 일본 사회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일

본 황실은 신도의 전통과 이를 바탕으로 한 봉건 질서를 무시하는 기독교에 

대해 혐오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이 신국임을 강조하면서 서양인 선교사 추

방령을 내렸다. 그는 일본은 신국이므로 기리시탄국에서 와서 설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추방령이 선포된 후 20일 내로 모든 선교사들이 

귀국하여야 한다는 칙령을 내렸다. 이 때 도요토미는 오직 상업을 위한 서양

인의 왕래는 허락된다는 내용을 확실히 했다. 기독교가 봉건 질서를 해하는 

종교임은 틀림없었다. 당시 일본의 무사 윤리와 불교 사상에 기반한 상하관계

는 사회적으로 잘 정비되어있었다. 그런데 기리시탄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배교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선

교사 추방령이라는 강력한 칙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

시는 기독교 선교를 식민지 정복의 수단이라는 점을 1597년에 주고받은 마닐

라 총독과의 서한에서 확실히 표명했다. (고노이 다카시 2003: 29) 봉건 질서

의 파괴를 초래하고 외세의 일본침략의 발판으로 여겨진 기독교는 1613년 전

국적으로 금지된다. 1613년의 기독교 금지령을 시작으로 전국의 기리시탄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답사지인 나가사키의 기리시탄에 대한 박해에 대

해 자세히 서술하겠다. 

(3) 나가사키의 기리스탄 박해

  16세기 중엽 나가사키인은 모두 기독교인이라고 일컬어졌다. 에도 막부는 5

만의 나가사키 인구 모두에게 기독교 포기령을 내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리시탄을 색출해 내서 벌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테라우케제도(寺請制度):기리시탄이 아니라는 것을 사원(寺院)에 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

② 오인제 (五人組):기리시탄은 없는지 상호 감시하며 연대책임을 지우는 제

도.

③ 종문조사(宗門改):주민의 종교를 조사.

④ 후미에(踏絵):기리시탄을 색출하기 위해 썼던 방법으로 예수나 성모마리아

2) 기독교인을 칭하는 일본식 단어. Christian의 음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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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라 성당의 모습 26인 순교자 기념 청동비

우라카미 천주당의 모습

의 모습을 새긴 목판이나 금속판을 길거리에 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것.

(방완식 2013: 34-35)

  답사지에서 방문한 우라카미 성당

에서는 후미에에 대한 설명과 후미

에를 위한 그림을 직접 볼 수 있었

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독교를 외

세의 침략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

았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통해 국

론의 통합을 꾀했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26인 순교사건으로 정점에 

달한다. 26인 순교 사건은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에서 일본 기리시탄 20명

과 서양인 선교사 6명이 처형된 사건이다. 순교지는 현재 니시자카 공원이 조

성되어있고, 그 곳에는 순교자들의 실제 모습을 본뜬 청동상이 있다. 26인에

게 기도를 올리기 위해 오우라 성당이 프랑스인 신부에 의해 세워지기도 한

다. 

(4) 나가사키 기리스탄의 수난 이미지

  기독교에서 수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신앙적으로 중요하고 성스러운 일

로 그려진다. 온갖 박해를 받고도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요구되

는 정신 중 하나이다. 예수가 고행을 거치고 박해를 받고 죽으면서 모든 인간

을 구원했다는 이야기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귀감이 된다. 나가사키는 위정자

의 심한 탄압에 더해 원자 폭탄의 피해를 통해서 기독교적 고난의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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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카미 성당의 잔해 원폭 피해로 머리가 날아간 성상

형상화한다. 나가사키의 기리시탄에 대한 박해는 일본 타 지역에 대한 박해보

다 강력했다. 나가사키는 1945년 원자 폭탄 투하의 대상지가 되면서 나가사키

의 우라카미 성당이 원자 폭탄에 의한 피해를 보게 된다. 우라카미 성당은 원

폭으로 인해서 머리가 없어진 성모상과 부서진 성당의 잔해를 그대로 일반에 

전시한다. 이것은 기독교 수난의 이미지와 원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독교 

신자들의 이미지를 연결시키려는 노력이다. 나가사키의 원폭 자료관에서도 우

라카미 성당이 입은 원폭피해를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일본이 스스로가 원폭 피해자임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방식으

로, 종교적인 수난과 원폭 피해를 연결시키면서 원폭으로 인한 피해를 무고한 

사람들에게 닥친 절망적인 고난과 수난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3) 외국인의 거주형태

  나가사키는 일찍부터 일본의 개항장으로서 외국인과의 교류가 잦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이 쇄국 정책을 실시하던 막부 시대에도 나가사키에서만

은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무역 활동 및 거주가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

가사키에는 이 시기 일본에서 생활했던 외국인들의 거주지 터가 많이 남아있

다. 우리는 ‘구라바엔’과 ‘차이나타운’을 돌아봄으로써 근대 시기 일본 내 외국

인의 거주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1) 구라바엔

  에도시대 말기 나가사키에서는 외국 상인들의 주거 및 활동거점의 확보를 

위해 히가시야마테, 미나미야마테, 오우라, 고조네, 사가리마쓰, 우메가사키, 

신치, 데지마 등에 외국인 거류지를 형성하였다. 이 지역들에는 많은 서양식 

주택들이 건축되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건너온 토마스 블레이크 글로버

(Thomas Blake Glover)는 1863년 미나미야마테 언덕에 저택을 짓고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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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바엔의 내부 모습 구라바엔의 내부 모습

현재의 구라바엔은 1970년 점차 사라져가는 서양식 건물을 보존하고자 구 구

라바 저택이 있는 미나미야마테의 언덕에 조성된 공원이다. 이곳에서는 구라

바 저택 및 이축해 온 시내에 있던 서양 건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구라바엔의 입구에는 미나미야마테 언덕 위까지 연결된 에스컬레이터가 있

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있는 전망대에서는 나가사키항이 한눈

에 내려다보였다.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자유롭게 공원 내를 둘러보기로 했다. 

공원 안에는 구 미츠비시 제2도크 하우스, 구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장 관사, 

구 워커 주택, 구 링거 주택, 구 올트 주택, 구 스틸 기념학교, 구 지유테이, 

구 구라바 주택, 나가사키 전통예능관 등 총 아홉 채의 건물들과 구 나가사키

고상 정문 수위실이 있었다. 이 유럽풍 건물들은 서양식으로 꾸며진 정원과 

더불어 이국적인 정취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곳이 일본이라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완벽한 서양식 풍경이었다. 

  그 중에서도 구(舊) 구라바 주택은 일본 최고(最古)의 목조 서양풍 건축물

로 국가지정중요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현관이 정면에 있지 않은 점이 눈에 

띄게 일본식 건축과 다른 부분이었다. 국가지정중요문화재로 등록된 또 다른 

건축물은 구(舊) 올트 주택이다. 이 건물은 나가사키에 남아있는 석조 서양주

택 중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 이 주택은 건물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현관과 

넓은 베란다를 갖고 있었다. 

  우리는 저택을 비롯한 건물들의 내부로 들어가 보았다. 건물 내에는 실제로 

그곳에 살았던 외국인들이 생활했던 공간이 재현되어 있었다. 베란다가 있는 

저택들도 있었고, 저택 내부에는 벽난로, 테이블, 소파 등 서양 저택의 특징적

인 구조물 및 가구들이 있었다. 이를 통해 서구인들이 일본 내에서 그들의 전

통적인 양식대로 집을 짓고 생활했음을 알 수 있었다.

(2) 나가사키 차이나타운

  나가사키 시에 들어온 서양인들이 일본이 조성한 외국인 거류지에 모여 살



24 2014 일본큐슈답사보고서

차이나 타운의 입구

았다면 중국인들은 곳곳에 설치된 당인주거지에 모

여 살았다. 17세기 에도 막부는 외국과의 교역을 금

지했지만 네덜란드와 중국과의 교류만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다. 이 때 나가사키에 정착한 중국인들은 

명말청초에 건너온 명나라 유민들, 무역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 측의 사람들 등 

다양한 연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나가사키시 

간나이 정 지역에 당인 저택을 짓고 살면서 차이나

타운을 형성했다. 이 곳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은 일

본 4대 차이나타운 중 하나로, 정식 명칭은 신치 중

화가이다. 과거에는 번화가였다고 하는데 현재는 중

국식 식당들과 기념품점들이 옹기종기 모여 소소하

게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차이나타운 거리는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화려한 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차이

나타운답게 많은 가게들이 건물 내‧외부에 중국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사용하

고 있었다. 거리를 장식하고 있는 구조물들도 중국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색의 

용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다. 이것은 얼핏 한국의 차이나타운과도 비

슷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이곳의 가게들은 한국의 차이나타운 내 가게

들에 비해 더 아기자기하고 아담했으며 길은 더 깔끔하고 정돈된 인상을 주었

다.

  우리는 차이나타운 거리를 돌아본 후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위치한 당인 주

거지 터를 찾아갔다. 비가 많이 와서 길이라도 헤매면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 당인 주거지 터는 일본어로 ‘도진야

시키’라고 불리는데, ‘도진’은 당인 또는 외국인을 의미한다. 차이나타운 거리

에서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관광객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복원된 중

국식 건물들을 찾아가는 길이 인근 주민들이 운영하고 이용하는 신발가게, 식

료품점 등의 가게들 사이에 있었기에 그곳에서 일상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일

본인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당인 주거지 터’라는 이름 그대로 한 때 중국인

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 이제는 일본인들의 삶의 터전이 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남아있는 당인 저택의 흔적은 도진토(土神堂/토신당), 간

노토(観音堂/관음당), 덴코토(天后堂/천후당), 구 하치빈 회장(八門会所), 푸젠 

회관 앞문 등이 전부이다. 하지만 이곳의 부지가 약 9,400평에 달하며 이천 

명 정도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17세기에는 제법 많은 중국인들

이 이곳에서 북적이며 살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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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내 서양인과 동양인의 거주 형태 비교

  에도 막부가 외국과의 교류를 금지한 목적은 기독교의 포교를 막기 위해서

였다. 기독교의 평등 의식 등이 막부 정권의 정치적 권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상인 및 중국인만은 나가

사키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심지어 거주할 수도 있었던 까닭은 그들의 관심사

가 기독교 포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서양인들의 거주지 터인 데지

마 섬과 구라바엔, 동양인인 중국인들의 거주지 터인 차이나타운 및 당인 주

거지 터를 각각 돌아본 결과 두 공간 사이의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

다. 

  데지마는 인공 섬으로 일본 본토와는 다리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격리되어 

있었다. 구라바엔 은 미나미야마테 언덕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 한참을 올라

가야 했다. 일본 정부가 서양인들에 대해 고립된 공간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일본인들로부터 격리시키려 했다는 인상이 강하게 들었다. 반면 차이나타운은 

시내 복판의 평지에 조성되어 있었다. 마치 일본인들의 공간 속에 그대로 파

고들어 있는 듯한 모양새였다. 실제로도 네덜란드인은 엄중하게 감시당했던 

것에 비해 중국인은 비교적 자유롭게 일본인들의 공간에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에도 정부가 기독교 포교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네덜란

드와 중국 모두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서양 국가에 대해 더 경계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일본에게 있어 중국은 같은 동양 국가로서 비교적 오래 전부

터 왕래가 있었던 국가인 데다 같은 유교적 뿌리를 가졌다. 그에 비해 네덜란

드를 비롯한 서양 국가들은 새롭게 나타나 일본을 위협하는 세력이었으며 선

교사들이 호시탐탐 기독교를 포교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존재로 보였을 것이

다. 중국인과 네덜란드인에 대한 차별은 이러한 일본의 두 국가에 대한 상반

된 시각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다.

4) 혼합 문화의 형성

(1) 음식 문화

  통상수교거부정책을 고수하던 일본은 16세기 말에 나가사키 항구를 개항하

면서 당,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의 외국과 교류를 시작하게 된다. 이미 임진왜

란 이전부터 광저우-마카오-나가사키를 연결하는 삼각 무역로가 유명했기 때

문에 개항 이후 서양인들의 왕래가 잦았고 아예 자리를 잡고 거주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이 때 유입된 외국문화는 나가사키의 음식에까지 영향을 끼치

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나가사키 음식은 일본 고유의 요리 형태에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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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테라

네덜란드, 중국 등 다양한 외래문화가 배어 특유의 맛으로 발전해왔다. 그 중 

직접 먹어본 세 가지 음식(카스테라, 나가사키 짬뽕, 싯포쿠 요리)에 담긴 혼

합 문화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2) 카스테라

  카스테라는 나가사키의 오랜 대외개

방의 역사가 묻어있는 가장 대표적인음

식이다. 본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는 각

각 비스코쵸(biscocho)와 파오델로

(pao-de-lo)라고 불리는 스폰지 케이크

가 있었는데, 이들이 선교사들에 의해 

일본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포르투갈의 

카스테라는 본래 보존 식량으로, 오랜 

기간 썩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 무역을 

하는 선원들이 애용하는 식품이었다고 

한다. 서양과자의 맛을 본 일본인들이 이 신기한 과자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서양 사람들은 "카스티야의 빵(Pao de Castela)" 이라고 대답했다. 이것

이 바로서양 혈통의 일본 과자, "카스테라"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스폰지 

케이크를 만드는 기술이 나가사키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그 이래로 카스

테라는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나가사키의 명물로 변함없는 인기를 구사하고 

있다.

  일본에 전해진 카스텔라의 최초 제조법은, 밀가루와 설탕, 계란의 세 가지 

재료를 똑같은 비율로 배합하고 섞어서 찜구이 냄비에 넣어 뚜껑을 닫고 불로 

위아래에서 가열하여 굽는 방식이었다. 그 후 에도시대 초기 때부터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소재의 배합비율을 달리하거나 감미료

에 물엿을 넣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제조법도 개량되어 오늘날의 촉촉하

고 부드러운 일본 특유의 카스텔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맛의 전체적

인 느낌을 이야기하자면 나가사키 카스테라는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촉촉하고 부드러워 확실히 스폰지 같은 느낌이 났다. 듣자하니 밀가루를 다루

는 방법이나 오븐에서 굽는 방법이 조금 달라 손이 좀 간다고 한다. 나가사키 

카스테라를 먹으면서 위아래 맛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포장을 뜯으면 바로 보이는 카스테라 위쪽은 고소한 계란 맛이 많이 나지만, 

아래쪽으로 갈수록 바삭바삭한 설탕 결정이 씹혀 단맛이 짙어졌다. 큰 차이는 

맨 아래 종이와 빵 사이에 자라메(ざらめ)라고 하는, 쌀알 크기만 한 직사각형 

모양의 설탕 결정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바닥면에 자리잡은 자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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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짬뽕의 원조 가게나가사키 짬뽕

(ざらめ)는 나가사키 카스테라를 이 지역 고유의 것으로 만드는 제조방식으로 

독특한 맛과 먹는 재미를 더해준다. 

  카스테라가 지금처럼 대중화된 것은 일본경제가 크게 성장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이고, 그 전에는 설탕이 매우 귀하고 비싼 조미료였기 때문에 상류층이나 

나가사키 근방에서나 먹는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 천황의 사자가 방문했

을 때, 도쿠가와막부에서 카스텔라를 진상했다는 것에서도 카스테라가 매우 

귀한 음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요즈음에 ‘나가사키 카스테라’는 나가사키 특

산품으로서 절정의 인기를 뽐내고 있다. 특히 분메이도, 쇼오켄, 후쿠사야로 

대표되는 카스테라 전문점들은 카스테라 전통의 맛을 지켜 나가면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현대적이면서도 특색 있는 카스텔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러

한 카스테라는 나가사키 개항의 역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양을 형

상화한 캐릭터 인형 등으로 상품화되어 나가사키로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3) 나가사키 짬뽕

  나가사키 짬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나가사키 음식이다. 나가사키 

짬뽕은 19세기말 중국요리점 시카이로(四海樓)의 창업자 천핑순(陳平順)이 당

시 생활이 가난했던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영양 많고 값이 싼 요리를 만들

어 주고자 탕루시멘(湯肉絲麺)을 변형시켜 고안해 낸 것이 그 시초이다. 나가

사키는 일제 침략 이후 한중일이 동일한 정치, 경제적 권역에 묶이면서 한국

의 제물포항과 같은 시기에 중국인들의 집단이주가 이루어진 곳이므로 나가사

키 짬뽕 역시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은 음식임을 알 수 있다. 짬뽕의 어원은 

푸젠어(福建語)로 ‘밥을 먹는다’는 의미의 ‘츠판(吃飯)’에서 유래되었으며, 중

국의 징(鉦) 소리 ‘찬’과 일본의 북 소리 ‘퐁’이 합쳐졌다거나 사투리로 인사를 

‘챵호(식사하셨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일본인들이 ‘짬뽕’이라 잘못 알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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싯포쿠 요리 싯포쿠 요리

서 아예 국수 이름이 짬뽕이 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나가사키 짬뽕은 보통의 붉은 짬뽕과 달리 국물이 맵지 않고 닭뼈나 돼지뼈

로 국물을 우려내 국물이 우윳빛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처음에는 돼지

고기와 버섯만 가지고 만들었으나, 점차 나가사키 근해에서 잡히는 오징어나 

굴, 새우와 같은 어패류 등 풍부한 재료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면에도 통상 

만두피 등에 들어가는 토아쿠(唐灰汁:탄산나트륨, 탄산칼륨)를 넣어 독특한 맛

을 내는 것이 나가사키 짬뽕만의 특징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야채와 

해물을 볶는 시간과 불의 세기를 잘 조절하여 강한 불에 단시간에 볶아 불맛

을 내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시카이로(四海樓)는 발전을 거듭해 지

금도 창업자의 자손의 경영하고 있으며, 현지에서도 나가사키 짬뽕의 원조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 나가사키 짬뽕은 창작자와 재료와 환경이 복합적으

로 만들어낸 나가사키의 명물인 셈이다.

(4) 싯포쿠 정식

  싯포쿠 요리는 전통적인 일본요리에 포르투갈, 네덜란드의 서양요리와 중국

요리를 혼합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한 나가사키 지역의 대표적 연회상 차림이

다. 실제로 중국 음식인 둥포러우와 포르투갈식 튀김요리 등의 다양한 음식이 

한상에 올라가는 푸짐한 상차림을 자랑해 조금씩 맛을 음미하며 골라먹는 재

미가 있었다. 싯포쿠 요리는 에도시대 초기인 1600년대에 나가사키에 거주하

던 중국인들에 의해 시작된 요리로, 식기는 중국풍이지만 재료나 맛은 일본인

의 기호에 맞게 담백하게 변화하였다. 당시에는 당인(唐人) 부지에 살고 있던 

중국인들이 일본사람과 서양 사람들을 접대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지금은 

일반 가정에 전해져 요정에서나 먹을 수 있는 고급 요리로 변모한 것이라고 

한다.  

  '싯[卓]'은 식탁을 의미하고 '포쿠'는 식탁보 또는 식탁을 덮는다는 뜻이다. 

사전 조사에 의하면 싯포쿠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이 붉은 원탁에 몇 명이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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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라 천주당

앉아 접시에 담긴 요리를 각자 자신의 젓가락으로 덜어 먹는 것이라고 하였

다. 이렇게 둥근 식탁에 몇 사람이 둘러 앉아 큰 그릇에 담긴 요리를 나누어 

먹는 식사 방법은 중국식을 따른 것으로, 소위 서로 ‘양보’하는 분위기를 자아

내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런데 답사를 하면서 경험한 싯포쿠 요리에

서는 개인 앞으로 정해진 양만큼 접시에 따로 담아져 나왔다. 일본인들의 남

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 또한 피해 받지 않으려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전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 아닐까하고 조심스레 추측해보았다. 또 기

억할만한 점은 “오히레오 도조(오히레를 드세요)”라는 말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오히레는 첫 번째 사진처럼 물고기 지느러미가 들어간 맑은 국을 

말한다.

  한마디로 싯포쿠 요리는 중국요리를 바탕으로 양식과 일식을 가미한 퓨전 

형태의 독특한 코스요리이다. 나가사키에 전해진 싯포쿠 요리는 오랜 세월 동

안 일본식·서양식·중국식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나가사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향토음식인 것이다.

(5) 오우라 천주당

  오우라 천주당은 1864년 프랑스 출신의 프티잔 

신부에 의해 건축된 고딕 양식의 로마 가톨릭 교

회 성당이다. 1853년 일본 정부의 쇄국주의가 끝

난 후에 곧바로 건립되었으며, 일본 최고의 고딕 

건축양식 교회로 스탠드 글라스와 장미장식 창문

은 서양식 건물의 면모를 보여준다. 정식 명칭은 

‘일본 26성인 순교 성당’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

된 성당이고, 서양식 건물 중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되었다. 하얀색 외관으로 소박하고 조용한 느

낌을 주는 건축물에는 1년 내내 관광객과 천주교 

신자의 순례 행렬이 이어진다. 오우라 성당에 가

는 길에도 서양풍 기념품 가게가 양쪽에 즐비해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일본의 

국보 가운데 유일한 서양식 건물이면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기도 하

다. 천주당 뒤쪽으로 이어지는 구라바엔에서도 메이지 시대의 서양 건축물을 

살펴볼 수 있다.

(6) 신치 차이나타운

  나가사키의 신치 차이나타운은 요코하마의 추쿠가이, 고베의 난킨마치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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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타운 입구의 중국 문

불어 일본 3대 차이나타운으로 꼽힌

다. 17세기에 에도 막부는 쇄국 정

책으로 외부 세계와의 교역을 인정

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네덜란

드, 중국과는 제한된 범위에서 무역

을 허용하였다. 그 때 중국 상인들

은 당인옥부에 모여 살게 되었는데 

이후에 신치로 옮겨진 것으로 에도 

시대 중기에 중국 선박 전용 창고를 

만들기 위해 바다를 메워 만들었다

고 한다. 당인옥부에 있는 중국인 거류지에서도 당시 사람들이 거주하던 중국

식 건물을 찾아볼 수 있었다. 무역 활동이 제한되던 시절에도 이 지역에는 중

국인이 많이 살고 있었으며, 무역이 활발해진 다음에는 더 많은 중국인이 이

주해 왔다. 동서와 남북으로 뻗은 길이 약 250m인 사거리에는 중국 음식점과 

제과점, 잡화점 등 5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화려한 중국 문이 굉장히 

인상적이며 나가사키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 결론
  우리의 답사 연구는 나가사키라는 도시가 근대 시기 유일의 개항지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을 큰 그림으로 그려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다양한 선

행연구들과 답사 자료들을 토대로 4 가지의 연구질문을 도출해내고, 나가사키 현

지에서는 그 4가지 질문들을 중심으로 답사를 진행하였다. 각각에 대한 나름의 

관찰 결과는 “상업적 교류활동/종교적 포교활동/외국인들의 거주형태/혼합문화의 

탄생”이라는 4개의 절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우선, 에도 막부 시기에 쇄국 정책을 강력하게 적용했다지만 사실 나가사키만

은 끝까지 개항지로서 두었다는 것을 통하여 당시 일본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쇄

국정책을 실시했다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국과의 상업적 교류를 하는 것의 

이점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포교가 주목적이었던 포르투갈인들

은 추방하였지만, 선교를 하지 않는 네덜란드 인들의 교역은 굳이 막지 않았다는 

점과 서양 상인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외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는 점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 해주었다. 둘째로, 나가사키를 통해 들어온 기독교는 

초기에 에도 막부의 다이묘들과 일본 사람들 모두에게 호의적인 이미지로 전파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곧, 불교 신자들의 반발과 황실과 봉건 영주

들의 반대로 선교사는 추방을 당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기독교는 금지되어 박해

를 받기에 이르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2014 일본큐슈답사보고서 31

서도 기독교는 그 자체로 당시 사회의 질서인 봉건적 전통을 뿌리째 뒤흔드는 존

재였기에 강력하게 탄압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지점들 때문에 조선이나 에

도 막부나 쇄국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

도 하였다. 

  한편, 답사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거주형태와 혼합문화의 탄생도 직접 느껴보고 

이해할 수 있었다. 데지마 섬과 구라바엔을 통해서 서양인들의 거주지를 살펴보

고, 차이나타운과 당인 거주터를 통해서 동양인들의 거주지를 살펴보았다. 두 카

테고리 모두 외국인들이 내국인들과 섞여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집단 거주지를 

이루어 살게 되었다는 점에서 – 그것이 자의이든 타의이든지 간에 – 공통점을 

가진다고 보았다. 두 거주지의 형태는 지리적 위치와 내국인들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서양인들의 거주지는 주로 인공 섬이나 언덕 위 등 

지리적으로 고립된 곳에 위치하여 내국인들과의 교류가 제한적이라는 느낌이었던

데 반해, 중국인들의 거주지는 고립되지 않고 내국인들의 거주지와 교류가 활발

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내 한복판에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아마

도 두 집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이나 태도가 반

영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보게 되었다. 답사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카스텔

라와 나가사키 짬뽕, 싯포쿠 정식 등의 요리나 다양한 건축 양식들은 다른 일본

의 전통적인 도시들과 비교하여 나가사키만이 가진 특징적인 혼합문화의 모습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접 나가사키 현지에서 답사를 하면서 직접 가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는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보고자 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답들을 얻게 되었다. 나가사키는 근대 시기 일본의 유일한 개항지였으

며, 미쓰비시 중공업이 터를 잡고 있는 큐슈의 대표적인 도시다. 태평양 전쟁에

서 미국에 의해 원폭 투하가 이루어진 도시로서 다시는 검은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전쟁의 상처를 가진 곳이자 평화의 도시이다. 그러나 그런 공익광고에

서나 볼 법한 나가사키의 모습이 아니라 직접 그곳을 걸어보고 맛보고 체험해보

면 더 잘 알 수 있는 나가사키만의 특징적인 매력과 모습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답사였고 연구였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연구가 나가사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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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고우석

 긴 말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류학과에 온 것에 감사했고, 뒤숭숭한 

시국에서도 예정대로 답사를 갈 수 있어서 감사했고, 좋은 조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같이 답사를 다녀온 모두가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함

께 쌓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송지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답사덕분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학술’ 답사를 간다는 것에 처음에는 약간 겁을 먹고 있었는데,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학술’ 적으로  흥미로운 지점들을 찾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특히 원폭 자료관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성당과 성상을 대대적으로 전시한다는 

점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기독교 수난의 이미지와 원폭의 피해를 동일시하고, 

나가사키를 포함한 전 일본을 고통 받는 피해자의 이미지로 그려내는 일본의 내

러티브가 주목할만한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폭 자료관이나 평화 공원에서 일

본은 스스로의 피해자 이미지를 공고히 하려는 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기독교적 

수난과 일본인의 원폭피해를 연결시킨 것 외에도, 안네의 일기에서 모티브를 따

온 조각품이 원폭 피해 자료관에 전시되어있다거나 하는 식의 이상한 연결점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노면전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전차 안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다리를 오므린 

채로 앉아있는 일본인들을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는 점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전차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일본인들을 직접 보는 것은 신

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답사를 다니면서 동영상을 꽤 많이 찍었는데, 주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요약정리를 담았습니다. 답사 초반에는 동영상 찍히기를 꺼리는 

학우들이 한국에 돌아올 때 즈음에는 제 동영상의 팬이 되었다는 것이 아주 기뻤

습니다. 보고서는 영상을 재생할 수 없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매일 밤 지친 몸을 쉬게 해 준 온천과 맥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지원

  나에게 첫 해외여행이었던 이번 답사를 앞두고 나는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영어도 통하지 않는다는 일본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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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답사 기간 동안 언어의 장벽 때문에 불편함이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대

부분의 경우 가이드 선생님의 통역과 일본인들의 친절한 국민성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우리의 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오랜 기

간 철저히 준비해 오셨을 많은 분들의 노고와 낯선 한국인들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일본인들의 태도에 감동했다.

  ‘근대 시기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근대 시기 유적을 답사함으로써 나가

사키가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된 역사적 배경을 대강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동시

에 우리는 큐슈 지역의 일본인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동 시에 관광버스 대신 노면전차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낯선 이국에서 대중교통을 사용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

만 이 덕분에 답사가 현지로부터 동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좀 더 의미 있었던 

것 같다.

권현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던 해외 답사였다. 가족과 여행을 할 

때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주어진 일정만 따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전에 연

구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직접 경험해보는 이번 답사에 기대가 

컸었다. 확실히 사전 조사를 하고 간 것이 답사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나

가사키가  개항 도시라는 점으로 인해 보이는 다양한 문화들은 굉장히 흥미로웠

다. 개항의 영향은 종교, 건축물, 음식 등에 골고루  배어있었다. 나가사키는 작

지만 개항과 원폭의 도시라는 점에서 일본 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나가사키를 3일이라는 꽤 긴 시간동안 살펴볼 수 있어 

서두르지 않고 찬찬히 살펴볼 수 있었던 점도 좋았다. 자유일정에서는 일본어에 

능숙하지 않고 비가 왔던 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조금 지치기도 했지만 직접 

부딪혀보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생활이나 성격과 같이 일상적인 모습을 더 많이 

관찰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전에는 막연하게 일본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직접 다녀와보니 정말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을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답사에서는 이를 약

간은 반성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해외 답사를 통해 

일본에 대해 배운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딘가를 답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알게 된 것 같아 많은 도움이 된 경험이었다.

장혜정

  일본에 한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다. 고등학교에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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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친구들 중 일본인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호기심이 더 강했던 것 같다. 

실제로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렇게 빨리 기회가 올 줄은 몰랐다. 일본 

친구들이 한국에서 서로 일본어로 대화할 때 우리가 느꼈던 감정이 일본에서 한

국어로 말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감정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

다. 과거 그 친구들의 상황 혹은 입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기뻤다. 

또한 일본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들을 실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한다는 말은 사실이

었다. 실제로 경험하니 조금 충격이었다. 최근에는 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

는데 아니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친절하다는 얘기도 맞는 것 같다. 길을 물어

보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했고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역

시 이번 답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 기회를 조원들과 통해 근대시기 

동서양의 만남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만약 답사형식이 아닌 

여행으로 갔다면 보지 못했을 부분들을 볼 수 있었다. 정말 좋은 조원들을 만나 

흥미로운 주제를 함께 연구해보고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여행요소들을 경험한 것

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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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 지역의 종교시설과 
일본인의 종교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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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박소담

14 이지윤

14 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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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가사키와 후쿠오카의 종교 시설을 둘러보며..
  2014년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우리는 나가사키와 후쿠오카의 종교 시설

을 둘러보며, 일본에서 종교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직접 방문하기 전 우리는 일본 종교에 대해서 사실상 무지한 상태였고, 또 가까

운 한국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의문도 남아있었다. 사전 조사와 답사 경로

를 준비하면서 “신도”라는 종교는 오직 일본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

에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불교와 기독교는 한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본의 불교와 기독교는 사뭇 다른 형태로 존재했으며, 

그 의미 역시 한국과는 여러 면에서 달랐다. 또한 처음 경험해보는 신도 역시 신

기한 점이 많았으며, 가장 일본다운 종교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1) 일본인의 종교생활 형태

  일본 문화청 문화부 종무과에서 작성하여 매년 발행하는 『종교연감』 2004

년판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본인의 종교 생활 형태는 다음과 같다.

항목 종교단체 신자
신도 88,877 107,559,322
불교 87,365 93,986,387

그리스도교 9,439 2,157,476
기타종교 40,379 10,123,515

합계 226,060 213,826,700

<전국 종교단체수 및 신자수>

  현재 일본 인구가 약 1억 27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각 종교의 신자 수를 

합한 값인 2억 1400만 명을 넘어선다. 이는 일본인들이 자신을 특정 종교의 

신자라고 생각하기보다 다양한 종교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다. 특히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신도 신자에 속하는데, 신도라는 종교는 여타의 

종교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도는 기독교의 여호와, 불교의 부처

처럼 특정한 신을 모시지 않고, 각 신사마다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실제

로 우리가 방문한 신사들마다 다른 신들을 모시고 있었으며, 내부 형태 역시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신도는 일본의 다신교적 종교 형태

와 샤머니즘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불교 사찰과 천주당 역시 한국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한국

에서는 도시와는 조금 떨어진 산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사찰들이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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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두 사찰은 나가사키에서 이동수단

으로 이용했던 노면전차 정류장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분위

기 역시 사뭇 달랐다. 또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매우 인접한 위치에 공동묘

지들이 존재했는데, 이 묘지들 역시 불교식 장례를 통해 화장되어 뼈를 묻어둔 

형태이다.

  소수 종교에 속하는 기독교 또한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일본에서 기독

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 하지만 일

본의 다신교적 의식과 비교해보았을 때, 일본의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충

분히 의미가 있다. 또한 큐슈 지역은 일본에서 개항이 이루어진 곳으로 초기 

일본 기독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거리 곳곳에 교회가 넘치고, 밤이면 십

자가들이 야경을 밝히는 한국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또한 나가사키의 

역사와 이곳 천주당을 연결지어 바라보니 단순한 종교 시설 이상의 의미를 느

낄 수 있었다.

2) 일본인은 무종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인의 삶에서 종교는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인 동

시에 그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일본인의 종교심에 

대한 조사는 제법 신선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

답자의 약 70퍼센트가 무종교라고 답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종교가 없

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 75퍼센트가 “종교심은 중요한 것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아마 도시마로 2000: 21)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일본에서는 신사와 절이 도시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었

으며,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도 적지 않았으며 그 모습도 굉장히 자연스러웠다. 

또한 “일본인들은 신도 신자로 태어나 크리스천으로 결혼하고 불교도로 죽는

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자신이 

무종교라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의 행동이 모순적으로 느껴진다. 무종교라고 하

지만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종교적 행동을 하는 일본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까?

  일본어로 신은 ‘가미’라는 단어로 부른다. ‘가미’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은 많지만 아직도 정설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가미’는 

신이라는 의미 외에 위계적․공간적으로 상부에 위치하는 것을 통틀어 가미로 

칭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인간과 신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존재하

지 않았다.(나카무라 하지메 2002: 274)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일본인들은 그동

안 하나의 종교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신들을 믿어왔다. 따라서 서구식의 종교 

개념을 일본에 적용시키려다 보니 일본인들은 스스로를 ‘무종교’라는 개념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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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의식

함시킨 것 같다. 이러한 일본인의 무신론 이해에 대해 이것도 저것도라는 주체 

망각의 정신태도로부터 나타난 수동적 무신론(야마오리 데쓰오 2009: 14)이라

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유일신의 시각을 가진 우리의 눈에도 일본인의 종교 의식은 쉽게 이해가 가

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엄연히 따져보면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으며, 논

란은 많지만 유교를 자신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로 특별

한 종교상의 신념이 없는 가정에서도 제사를 지내지만, 자신을 유교신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신도를 비롯한 일본종교는 연중행사라든가 인생 통과의

례 등을 통해 일본인의 생활 속에 하나의 전통문화로서 녹아들어 있다는 점(박

규태 2007: 167)을 생각해보면 그리 낯 설지는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2. 일본의 고유 종교, 신도
  신도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토착신

앙으로서 자연물에 대한 신앙, 즉 애니

미즘을 기반으로 발전한 후 선조를 섬

기는 종교로 자리 잡았다. 신도라는 용

어를 처음 사용한 <일본서기>(720년)에

서 신도는 ‘천황신불법존신도(天皇神佛
法尊信道)’를 지칭하면서 외래의 종교인 

불교와 구분되는, 일본 고유 신앙으로서

의 의미를 나타냈다. 일본 역사 속 여러 

정권에서 신도는 권력을 확보하고 전통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메이지 유신 정권에서 신도는 천황의 신격화를 위해 국가종교로 지정되었

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신도는 폐지되고 지역의 신사를 중심으로 신도가 

계승되었다. 신사는 신도의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 세운 사당으로 현재 일본 

전역에 8만 개가 넘는다. 신사를 상징하는 도리이(鳥居, とりい: 입구에 세운 기

둥문)를 지나 신의 영이 살고 있다는 신체(神體)가 있는 본전(本殿)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앞에는 배전(拝殿)이 있다. 참배객은 데미즈야[手水舍]라는 곳에서 손

과 입을 닦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후에 배전에 서서 손뼉을 치며 기원

하고 신에 대한 참배를 표하게 된다. 일본인들은 신에 대한 제사 뿐 아니라 출생

과 결혼식부터 새해맞이와 같은 크고 작은 행사를 신사에서 치른다. 정초에 수천

만 명의 일본인들이 각 지역의 신사를 방문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신사로는 야스쿠니 신사가 있다. 야스쿠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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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일본 도쿄)

사는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사로 

제 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침략전쟁을 

주도한 A급 전범들이 안치되어 있는 곳

이다. 침략의 피해를 받은 우리나라나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야스쿠니 신사

는 일본이 지난 만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악랄한 범행을 자행한 인물을 국가

적으로 영웅화하는 곳이다. 때문에 일본 

지도자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할 

때마다 비난의 여론이 뜨거워지고 외교관계에도 차질을 빚곤 한다.

  신도는 하나의 종교를 넘어서 대부분의 일본인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고 있는 하나의 문화이다. 1990년 도쿄의 경제공보센터에 의하면 일본 총 인

구 1억 2500만 명 중 신도 신봉자는 약 1억 121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일본 가

정집에서 신단을 세워 조상을 모시는 것은 신도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실천하려

는 노력이다. 결국 신도를 이해하는 것은 곧 일본인, 그리고 일본을 이해하는 것

이다.

1) 스와 신사

  일본 답사 둘째날인 4월 27일 일요일, 규모와 전통으로 인해 일본에서 유명

한 신사로 꼽히는 나가사키현의 스와신사를 찾았다. 노면 전차 정거장 주변에 

있어 접근성이 좋았던 스와신사는 가파른 경사와 수많은 계단 위에 세워져 있

었다.

  이 신사는 1550년대 나가사키 지방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소실되었으

나 1624년 불교수행자 아오키 겐세이에 의해 재건되었다. 1857년 화재로 인해 

다시 일부 소실되었지만 10년에 걸친 복원 끝에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스

와신사는 나가사키 유일의 순 일본식 건축양식을 따른 신사로 유형문화재로 지

정되어 있다. 도리이를 지나 정면에 보이는 본궁에서 일본 양식이 많이 보이는

데 짙은 회색과 금색이 섞인 목조건축물, 고급스러우면서 절제된 장식이 그렇

다. 그런데 본궁을 지나면 도리이와 건물, 헌등에 쓰인 글씨까지 빨간색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나가사키에 화교가 많이 살아 그들의 영향

을 받은 것이다. 때문에 일본 전통 건축양식을 따랐음에도 다른 일본 신사와 

달리 약간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매년 가을이 되면 스와신사에서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나가

사키 군치’라는 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일본 국가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

어 있으며 봉납무용과 신을 모신 가마의 행차 등으로 이루어진다. 가마의 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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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조 이삼평 비

때는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라고 한다.

 

2) 도산 신사

  4월 29일 화요일, 아리타 도자기 거리에는 마침 

도자기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양쪽 길가에는 자기

로 만든 그릇이 즐비하게 놓여 판매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 

일본 도자 문화에 큰 공을 세운 도조 이삼평의 14

대손이 운영하는 도자기 전시 겸 판매관도 있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도조 이삼평을 다른 신과 

함께 모시는 도산 신사가 있었다.

  이삼평은 충남 공주에서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

되고 정유재란 당시 150여명의 조선 도자공들과 

함께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 1616년 아리타로 

이주한 이삼평은 그 곳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데 

쓰일 양질의 자석광을 발견하고 일본 최초의 백자

기를 발전시켰다. 특유의 부드러운 감촉을 지닌 아리타 백자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수출되며 그 진가를 인정받았다. 일본은 세계적인 도자기 수출국

이 되었고 이삼평은 오늘날 일본 도자문화의 핵심적인 토대가 되었다.

  도산신사는 주신으로 오오진 국왕3), 부신으로 이삼평과 나베시마 나오시게4)

를 모신다. 많은 계단을 올라 다다르는 도산신사의 앞에는 일본의 신사 중 유

일하게 도자기로 만든 도리이가 세워져 있어, 이 신사가 이삼평을 모시고 있다

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도리이를 지나면 양옆으로 사자 형상의 석상과 함께, 거

대한 크기와 하려한 무늬를 지닌 도자기가 세워져 있다. 동물 형상을 한 석상

은 다른 신사를 가도 흔히 볼 수 있지만 도자기는 도산 신사만의 특별한 분위

기를 자아냈다. 산길을 올라가면 산꼭대기에 도조 이삼평비가 세워져있다. 아리

타의 가옥들이 한 눈에 보일만큼 높은 지대에 위치한 이삼평 비는 1917년 아

리타 자기 창업 300주년을 기념해 세워졌다.

  다시 산길을 내려오면 눈에 띄는 큰 나무가 있는데 ‘구수노키’라 불리는 나

무이다. 구수노키는 우리말로 녹나무라 부르는데 녹나무는 대부분의 신사에서 

볼 수 있다. 300년에서 길게는 1000년이 된 녹나무를 신사마다 두는 것은 녹

나무가 예부터 인간의 기원을 하늘에 전하는 ‘우주수’, ‘세계수’로서의 의미를 

3) 일본의 제 15대 황제.
4) 센코쿠 시대와 에도 시대에 걸쳐 활약한 일본의 장수. 정유재란 당시 이삼평을 포로

로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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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이후 텐만구의 황금 소 동상

가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녹나무의 잎에서 나오는 성분이 방충효과가 있어 목

재건물의 훼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조선인 이삼평이 뛰어난 실력으로 일본의 도자문화를 발달시키고 오늘날까지 

한 마을을 도자기 마을로 만들만큼의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은 그의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의 14대손께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한국의 미를 담은 작품을 꾸준히 추구하고 우리와 같은 한국 학생을 반갑게 맞

아주시니 감사하다. 역사적 시련 속에서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칭송받고 있는 

이삼평, 그리고 이와 비슷한 처지의 인물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더 관심

을 가져야할 것이다.

3) 다자이후 텐만구

  4월 29일 화요일 후쿠오카로 이동해 방문한 다자이후 텐만구는 우리가 방문

한 신사 중 참배객과 관광객으로 가장 사람이 많았던 신사였다. 이 신사는 학

문의 신으로 불리는, 학자이자 시인 수가와라노 미치나제(845~906)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이다. 학문의 신을 모시는만큼 합격을 기원하는 수험생, 직장인이 

많이 찾는 곳이다.

  여느 신사처럼 다자이후 텐만구에도 오미쿠지가 있었다. 100엔을 주고 파란

색 오미쿠지를 골라 그 안에 적혀 있는 자신의 운세를 알아본 후 자신이 갖고

나 밧줄에 주렁주렁 매달아 놓게 되어 있었다. 답사를 같이 간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도 돈을 주고 사(그러나 돈을 내지 않아도 그냥 오미쿠지통을 열 수 있

었다.) 운세를 점쳐봤다. 대길, 중길, 소길로 나뉘는 운세에 잠깐이나마 희비가 

엇갈렸다.

  신사 한 쪽에는 잉어 여러 마리가 헤엄쳐 다니는 맑은 연못이 있는데 연못 

바닥에는 참배객과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들이 쌓여있었다. 빨간색 

난간을 가진 다리를 넘어가면 다자이후 텐만구의 명물이 나온다. 바로 황금 소 

동상인데 이 소의 머리를 만진 후 자신의 머리를 만지면 시험을 잘 보고 똑똑

해진다는 믿음이 있다. 때문에 시험철이 

되면 합격을 기원하는 수험생과 직장인

이 동상 앞에 줄을 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신사를 나오면 넓고 깨끗한 길 양옆

으로 몇몇 가게에서 ‘우메가에 모치’라

는 떡을 판다. 병마를 물리치고 시험에 

붙게 하는 일명 ‘합격떡’인데 그 맛은 

우리나라의 찹쌀떡과 흡사했다.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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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녀옷을 입은 사람들불로장생을 반영한 두루미

운 자연경관과 재미있는 상징물, 명물간식까지 관광객도 부담 없이 들를 수 있

는 신사였다.

4) 구시다 신사

  구시다 신사는 8세기 무렵 후쿠오카의 하카타 지역의 수호 신사로 세워졌다

고 한다. 하지만 지금의 신사는 16세기 경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기부로 세워진 것이다. 이곳에서는 불로장생과 상업 번성의 신을 봉안하고 있

다고 한다. 또한 일본 자객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데 사용한 칼인 히젠토를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구시다 신사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신사들과 마찬가지로 후쿠오카의 시내 한

복판을 걷다보면 마주할 수 있다. 비교적 시끌벅적한 시내와 다르게 신사는 매

우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였다. 조금 걷다보니 다른 신사와는 다르게 무녀옷

을 입은 사람들이 컴퓨터와 각종 서류들로 가득한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을 하

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통의상을 입고 현대식 사무실에 앉아 무언가

를 바쁘게 하고 있는 모습은 회사원들과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들 

외에도 우리가 신사에서 마주한 무녀들은 신성한 느낌을 준다기보다는 기념품

을 파는 등 세속적인 느낌이 강한 존재였다. 옛날에는 무녀들이 신사에 거주하

면서 그 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점쳐주거나, 악령을 몰아내는 퇴

마사의 역할도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무녀는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

되어 아르바이트의 형식으로 무녀를 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

의 무녀들은 신사의 일을 돕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또 하나 구시다 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는 카자리야마라고 불리는 가

마다. 실제로 이 가마는 약 1톤으로 높이는 10m 가량 되는 엄청난 위용을 뽐

내고 있었으며 일본인 방문객들도 카자리야마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지나갔다. 

일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츠리인데, 이 지역의 마츠리 이름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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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리야마

카타 기온야마가사”이다. 7월에 진행되는 하카타 기온야마가사 기간 동안 후쿠

오카 시내에는 이런 가마가 설치되고, 축제기간이 아닐 때에는 신사 내에 보관

된다. 하카타 기온야마가사의 마지막은 이 가마보다 작은 4~5m 높이의 가마를 

젊은 남성들이 짊어지고 5km 코스를 도는 오이야마로 장식되는데, 구시다 신

사는 이 오이야마가 시작되는 장소이다.

5) 스미요시 신사

  스미요시 신사는 후쿠오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2129개의 스미요시 신사가 존재한다. 후쿠오

카에 있는 스미요시 신사는 이들 중 가장 오래된 역

사를 자랑하는 곳으로, 안전한 항해를 돕는 바다의 

신인 스미요시 삼신을 숭배한다. 스미요시 신사 역

시 다른 신사들과 마찬가지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

고 있으나, 그 내부는 도심과 동떨어져 한산하고 여

유로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었다. 

  도심 속의 공원처럼 한적하고 시원한 신사에서 처

음 마주친 것은 연못과 에비스 상이었다. 에비스는 

두건을 쓰고 낚싯대를 둘러메고 환한 웃음을 짓고 

있어서 매우 친근한 느낌을 주었는데, 원래 어부들 

사이에 널리 숭배되어 온 신이다. 일본 각지의 어촌

에는 바다에서 주운 혹은 바닷가에 떠밀려온 둥근 돌을 에비스의 신체로서 사

당에 모실 뿐만 아니라 첫 고기잡이 제사와 풍어기원 등에도 에비스가 등장한

다.(김태정:2007, pp.296-297) 후쿠오카는 큐슈 지역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획량이 전국의 2-3위를 차지할 정도로 어업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

다. 그런 점에서 에비스는 스미요시 신사를 가장 잘 대표하는 신이라 할 수 있

다.

  스미요시 신사에는 에비스상 이외에도 오래된 나무나 큰 바위처럼 애니미즘

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커다란 바위 앞에도 작은 위패를 모셔

놓고 있었다. 다른 신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었지만, 신사 곳곳에 참배

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유일신 종교인 불교나 기독교 사원과

는 다르게 다신교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바위를 신성하게 여기는 행위

는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고 신앙의 대상으로 쉽게 와닿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심 속에 위치한 스미요시 신사에서 우리는 일본인의 생활 속에 잘 녹아있는 

신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스미요시 신사를 찾은 일본인들은 이처럼 작

은 위패에도 진지한 자세로 참배를 하고 지나갔다. 우리가 방문한 시간이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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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시간이었음에도 양복을 입고 회사원 차림의 방문객들이 심심치 않게 보였

으며, 모두들 무언가를 기원하며 신사를 참배하고 지나갔다. 스미요시 신사는 

도시 속에서 평범한 일반인들과 끊임없이 만나는 동시에 신성함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3. 세속적인 일본의 불교

1) 전래 역사

  일본은 아시아 불교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늦은 6세기 중반에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하였다. 이런 늦은 수용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불교관련학

문과 예술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일본은 백제를 통해 승려, 불상, 그리고 경전을 전해 받았다. 당시 성덕태자

는 고구려의 승려인 혜자와 백제 승려 혜총으로부터 불교를 배웠는데, 가르침 

받은 불교와 토착중교인 신교, 그리고 중국의 유교를 결합하여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 신불유습합사상은 오늘날까지 일본인의 사고와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에서의 불교는 전통적인 불교의 성격을 이어가기 보다는 세속에 융합된 

성격을 띠었다. 그러다 가마쿠라 시대의 불교는 민중의 신앙적 요구와 함께 처

음부터 독자적인 발전을 모색하였다. 이 당시 다양한 교단이 형성되어 많은 불

교교학과 종파불교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강력한 봉건제도로 인해 간섭과 탄압

이 불교 교파에 가해졌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는 매우 활발한 종교 간섭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막부는 중앙에는 사사봉행과 

후레가시라를, 그리고 지방에는 사사봉행을 설치하여 종교를 관리하려고 하였

다. 후레가시라는 막부의 명령을 산하 사원에 전달하고 사원의 청원서 등을 막

부에 상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를 통솔하는 일을 최고 집행자가 승려

가 아닌 세속의 무사가 수행하였고, 또한 교단 내의 분쟁 해결권을 세속 권력

이 가지고 있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

  그 뒤 일본의 근대사회를 건설한 메이지 정부의 경우에도 깊은 반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강력한 배불 정책을 시행하였다. 사찰의 신축과 종파의 창립의 

전면금지를 명하는 것을 넘어 전통 행위들까지 금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억압을 극복하고자 불교교단은 대학 설립을 통한 발전을 고안

해내었고, 불교의 신학문을 성립시켰다. 현재의 일본의 불교는 사회적 변동과 

더불어 교단의 개혁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승려의 활발한 사회적 활동으로 특

징지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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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불교의 특징

  불교는 전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종교지만, 일

본의 불교의 경우에는 일본의 특수한 환경과 결합하여 독특한 성격을 띤다. 일

본인들은 불교를 사회 및 정치적인 목적의 실현을 위해 선택적으로 수용하였고 

이를 일본만의 불교로 발전시켰다.

  일본의 불교 교단은 거의 국가 혹은 지방 번주의 정치적 의도 아래 예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불교를 국가의 밑에서 봉사해야하는 것으로 생각

했으며, 이에 따라 불교의 일반적 전통인 출가 수행자는 국왕 앞에서라도 예의

를 갖추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일본의 불교에서는 종종 지배가 외부의 정치 세력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세속의 신분 질서가 거의 그대로 유입되었다. 불교의 승려들은 승려

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그 사회의 유력자인 귀족에게 접근하기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양상이 지속된 결과 불교는 마침내 세속의 조직과 

구분이 모호할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일본인들은 일찍부터 인간과 신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이

로 인해 사람들은 신들의 지위는 인간에 의해 정해진다고 믿었으며, 어떤 신도 

인간에 대해 규범이나 헌신을 강요할 수 없다고 믿었다. 이런 신관 아래에서 

불교를 비롯한 종교는 일본인들에 의해 신성시되지 않았다. 불교의 영향을 많

이 받으며 자라온 일본인들마저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

에 대한 단적인 예로 불교 신도들이 불교 및 부처를 조롱하는 것을 들 수 있

다.

  일본의 불교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종파불교적 성격을 지닌다. 초기에 궁중 

중심으로 적극적인 불교수용이 이루어짐과 함께 토착화가 이루어지면서, 중세 

이후 불교교단의 종파적 성격은 심화되어왔다. 역대 일본의 불교에서 통합적인 

경우보다 종파적 독립성을 성취한 경우가 더 위대한 종교가로 평가받아왔다. 

이는 한국의 통불교적인 성격과 비교된다. 

  일본은 6세기 중반 한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이후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

류를 통해 불교의 폭을 넓히고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또한 정치문화와의 결부를 통해 적절한 일본적인 불교를 형성해나가려는 시도

를 지속해왔다.

3) 일본의 불교 사찰

(1) 고후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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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후쿠지의 어판

  이 절은 후지와라 가마타리의 부인 가가미노 히메미코가 교토에 세웠다가 

아스카를 거쳐 710년에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다. 창건 당시에는 175개의 건

축물이 세워졌으나 잦은 화재로 당시의 건물은 남아 있지 않다.

  이곳에는 총 12개의 일본 국보가 위치해 있는데, 몇 가지를 꼽자면, 오층탑, 

동금당, 북엔당, 삼층탑, 국보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오층탑은 높이 51m로 

일본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고후쿠지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이 탑은 화재로 

5번이나 불탔으며 현재의 건물은 1426년에 새로 지은 것이다.

  국보관에는 8세기의 아수라불상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일본 국보급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또 813년 후지와라 후유쓰구가 부친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

운 남엔당에는 겐자쿠관음상이 봉안

되어 있으며 해마다 10월 17일에만 

일반에 공개한다. 팔각형 건물인 북

엔당은 나라시대에 세웠다가 가마쿠

라시대에 다시 지은 것으로, 일본 

국보인 미륵여래좌상을 봉안하고 있

다.

  고후쿠지는 어판으로도 유명하다. 

위 사진의 어판은 일본에 유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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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명나라시대의 어고의 정수로써, 지금은 걸려만 있지만, 예전에는 어

판을 통해 식사시간을 알렸다고 한다.

(2) 소후쿠지

  소후쿠지는 1929년 나가사키의 푸저우 출신 화교들이 건립한 당나라 양식

의 절이다. 소후쿠지는 나가사키 카자가시라 공원 근처에 위치한 사찰단지의 

중국 사찰 중 하나이다. 소후쿠지는 사찰단지의 사찰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하

고 있으며, 중국인들이 믿는 부처와 함께 일본인들이 신으로 모시는 관우와 

마조 여신이 함께 받들여지고 있다. 이곳에는 총 21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대

표적인 예로는 붉은 색의 사쿠라몬, 화려한 색깔의 다이잇포몬 등이 있다. 소

후쿠지는 특히 현판 뒷면의 조각들로 유명한데, 이 양식은 중국 남방의 건축

양식에서 전해진 것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유일한 양식이라고 한다. 기근 때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깊이 2m·무게 1.2t의 큰 솥도 명물이다. 또 

주고쿠본(음력 7월 26~27일)에는 전국에서 중국인들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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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수종교로서의 일본의 기독교

1) 기독교의 전래

  일본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1549년 예수회를 창설한 포르투갈 

제수이트(Jesuits) 교파의 신부인 프란시스코 자비에르에 의해서였다. 이들은 당

시의 대항해시대에 서양무역선과 가장 먼저 접촉한 큐슈의 나가사키현을 중심

으로 포교 활동을 하였다. 당시 그 지방을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했던 센고쿠다

이묘 중에는 서양의 문물에 대한 관심이나 무역상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기독

교 포교에 호의적인 자도 있었고, 스스로 기독교로 개종한 자도 나타났다고 한

다. 일본 열도의 가톨릭화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던 예수회 선교사들은 

큐슈 전체에서만 30만 명의 신도를 확보했고 수십 채의 교회가 세워졌다.

2) 기독교의 박해 

  처음에 기독교에 호의적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87년 선교사 추방령

을 내려 '신국(神国) 일본에 사법(邪法)의 포교를 금지 한다'고 나가사키를 몰수

해 버린다. 이때부터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어 1597년에 일본 최초의 기독교 순

교인 이른바 ‘26성인의 순교’가 일어난다. 이중에는 일본인 신자 20명, 스페인 

신자 4명, 멕시코인 신자 1명, 포르투갈 신자 1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현재 나

가사키에 순교비와 기념박물관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에도막부는 도요토

미의 기독교 탄압 정책을 답습하여 1612년 막부 직할지에 금교령을 공포하고, 

1614년 금교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이런 강경한 정책에 따라 선교사들은 

국외로 추방되거나 잠복 활동에 들어가고 각지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된다. 금

교령 하에서 은밀하게 신앙을 유지해 가던 우라카미 크리스트교들이 총 4회에 

걸쳐 밀고되어 고문 끝에 처형된 우라카미 검거사건은 그 탄압이 얼마나 가혹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기독교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1637년 시마바라의 

난 이후에는 기독교신자에 대한 철저한 색출과 박해가 벌어졌고, 근세 쇄국 하

에서 기독교는 완전 금기시 되어 버린다.

3) 선교활동의 개시

  1873년 메이지 정부는 가톨릭 탄압이 외국과의 조약체결에서 걸림돌이가 됨

을 깨달았고 마침 미국의 요구로 메이지정부는 기독교 금교를 해제했고 가톨

릭, 개신교, 러시아정교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선교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선교

사들은 선교활동 외에 도쿄와 요코하마 등에 교회를 건립하고 학교와 병원 등

을 짓는 등 여러 사회사업과 교육 사업을 벌여 서구문물을 일본에 전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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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는 메이지·다이쇼기의 사회·문학·도덕·사상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당시 개화기 청년 중에는 교회활동에 관심을 갖는 자도 생겨났지만, 이들 

중에 새로운 종교를 찾기 위하여 교회를 찾는 자는 소수였고 대부분은 기독교

를 통한 서구문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4) 오늘날 일본의 기독교

  현재 일본의 기독교도는 약 200만 명(전체 인구의 0.8%)으로 소수파인데, 지

금까지 기독교 신자가 인구의 1%를 넘은 적은 없으며, 일본의 기독교 관계자

는 이를 가리켜 ‘1%의 벽’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일본의 그리스도교 최대 교파

인 일본 기독교단의 경우, 한 교회에 주일 아침 예배 출석 교인의 숫자가 전국 

평균 34명에 불과할 정도이다. 이런 종교적 마이너리티인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과 고민이 있다. (낙운해:2012, p.58) 이

렇게 교세확장과 종교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그리스도교이지만 결혼할 땐 교회

나 성당을 찾는 일본인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는 일본인들이 믿는 

대표적 종교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 일본의 기독교 시설

(1) 오우라 텐슈도(천주당)

  오우라 천주당은 일본 규슈 나가사키

현에 위치한 가톨릭 천주교회이다. 

1865년 2월 19일 프랑스인인 푸치장 

신부에 의해 지어진 이 성당은 글로버

공원으로 이어지는 언덕길 입구에 있는 

흰색 교회로 정식 명칭은 '일본 26인 성

인 순교자 천주당'이다. 그 15년 후 규

모를 확장하는 등의 큰 증축을 마친 모

습이 현대의 성당 모습이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며 서양식 건물중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되어있다. 고딕과 

바로크 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순백색의 성당은 입구 앞에 위치한 마리아상과 

더불어 더욱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이 성당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지었다고 한다. 천주당 안에는 약 100년에 전에 제작한 스테인

드글라스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으로 나 있는 계단의 오른편에는 성모마리아

상이 있다. 천주당 옆에는 1875년에 건립한 벽돌로 지은 라텐신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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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형과 참형으로 순교당하는 기리시탄

평지에서 성당까지 올라가는 가파른 언덕길엔 양 옆으로 상점가가 즐비했고 

일본에서 최초로 개항한 곳인 만큼 이국적 분위기의 가게가 많았다.

  오우라 천주당에서 배부하는 <성모기사>에는 오우라 천주당의 가치에 대해 

잘 나와있다. 오우라 천주당의 건축사적인 가치와는 별개로 이 성당은 극적이

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는 무대이다. 멀리 일본까지 선교를 위해 온 프

랑스인 신부들과 100년 전의 일본인 기술자가 익숙치않은 손으로 서양식 건

축을 세우고, 또한 증축한 건축사정과 함께 푸치장 신부가 250여 년 간이나 

잠복해 있던 기리시탄을 발견한 것은 그 이야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873년 까지 계속된 기리시탄 탄압과 용감하게 싸운 그들의 이야기 역시 감

동을 자아낸다. 25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엄한 탄압을 당하면서도 신자들은 

잠복해서 오라쇼(기도)를 바치며, 신부 없이 가르침을 믿고 지키며 그 신앙을 

전해 왔다. 고토나다 해역을 감싸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기리시탄이 잠복하

기 좋은 곳이라고는 하지만 250년에 걸친 후미에를 견디고 불교와 신도 신자

로 위장해가면서 까지 신앙심을 이어왔던 그들의 노력은 고귀한 종교적 가치

를 지닌다.

-기리시탄:  무로마치(室町)시대 후

기에 일본에 들어온 가톨릭교의 일파

  1612년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독

교인들은 사회 기강을 흐려놓으므로 

금한다’는 기리시단 금지령을 내리고 

선교사들을 추방했다. 선교사들은 체

포되어 추방되었고 신자들은 개종을 

강요당하고 순교했다. 1622년에는 나

가사키의 리츠야마(立山)에서 55명이 

집단으로 순교했다. 추산에 의하면 에도막부시대의 일본기독교인의 순교자 수

는 로마 카타콤의 순교자보다도 더 많은 20-30만 명이었다 한다. 이것은 당

시 그리스도인 3명중 1명이 순교했음을 의미한다. 박해는 에도 막부시대 약 

264년간 계속되었다.

  이 시기 막부의 쇼군과 다이묘들이 기독교인 색출을 위해 고안해 낸 효과적

인 방법이 ‘후미에’이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 놓인 청동 예수상을 짓

밟게 함으로써 표정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인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매년 

1월 2일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마을 대표가 청동 예수상이나 마리아상을 마을

로 가져오면 전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나와 한명씩 그것을 밟게 했다. 병자들

은 병석으로 가져가 밟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시행되었다. 후미에가 시행되는 

날 기리시탄들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성상을 밟고 배교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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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성상 밟기를 거부하고 죽임을 당할 

것인지를 택해야 했다. 후미에 날 기리

시탄들은 발을 깨끗이 씻고 교묘하게 

머리 부분은 밟지 않았다고 한다. 집으

로 돌아온 후에는 성상을 밟은 발을 씻

고 사죄의 표현으로 그 물을 마시고 기

도했다.

  그리스도교 금교령이 해제된 후 폭발

적으로 성당이 세워졌다. 나가사키, 특

히 고토나다 해역을 둘러싸는 100킬로미터 안팎의 삼각형 모양으로 특히 많

다. 국보 오우라 천주당, 중요 문화재인 쿠로시마 천주당, 타비라 천주당, 구 

고린 성당, 아오사가우라 천주당, 카시라가시마 천주당 등 수많은 성당이 존재

한다.

(2) 우라카미 텐슈도(천주당)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나

가사키에는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이

때의 참사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나가사

키 평화 공원이 조성되었고 그 공원에

서 걸어서 10분 내외의 위치에 우라카

미 천주당이 있다. 언덕 위에 붉은 벽돌

로 지어진 우라카미 천주당은 완공 당

시 동양에서 가장 큰 성당이었다. 이 성

당이 건설 될 당시 우라카미는 기리시

탄들이 박해받던 곳으로 신도들이 점차 떠나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신도들이 

우라카미에 다시 돌아와 굶주림과 가난에 허덕이는 상황에도 ‘신의 집’을 건

설하겠다는 일념 하에 30년에 걸쳐 성당을 건설해냈다. 그러나 1945년 투하

된 원자폭탄에 의해 이 성당은 파괴되었고 당시 예배 중이던 신도들 포함 

8500여명의 그리스도교인들이 희생되었다. 당시의 폐허가 된 성당의 모습은 

나가사키 원폭 박물관에 전시된 성당의 돌기둥만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폐허

가 된 성당은 원폭의 피해로부터 살아남은 신도들에 의해 다시 건축되었고 

1980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문과 함께 개방되었다. 이 성당 내부에는 

원폭당시를 잊지 않겠다는 듯이 훼손되어 머리 부분이 없어진 마리아상이 세

워져 있다.



2014 일본큐슈답사보고서 57

5.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후쿠오카와 나가사키에서는 신도 신사, 불교 사찰, 

그리고 소수의 천주당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 중에서 신사는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게 다가왔다. 각 신사는 다른 

신을 모시고,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런 신사들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거리를 걷

다보면 어느새 우리 옆에 신사가 위치하고 있었다. 심지어 후쿠오카의 백화점이 

즐비한 텐진거리를 걷다가도 이름 모를 신사와 마주할 수 있을 정도로 신사는 일

본인에게 가까운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다.

  불교 역시 신도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우리는 산 속에 

위치한 한국과는 다르지만 고즈넉하고 한가한 곳에 위치한 사찰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불교는 일본의 정치와 밀접하게 결합하며 세속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경향이 사찰의 위치에 반영된 것 같다. 또한 다신교적인 일본인

의 종교 의식과 결합하여 불교가 곳곳에 존재하지만 신도만큼의 영향력을 갖지는 

못하고 세속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서는 두 곳의 천주당을 찾아가면서 일본에서는 1%의 종교인 

기독교도 경험할 수 있었다. 한국의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강한 수난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었다. 강한 금교령과 원자폭탄 피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일본의 천주당은 “수난”의 이미지 때문인지 한층 더 경건해 보였다.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이 두 천주당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다신교적인 일본인의 종교관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

만 한 때 일본에서는 기독교식 결혼이 유행할 정도로 실생활과 멀리 떨어지지 않

은 독특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기독교식 결혼의 유행은 하나의 종교만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의 관념이 반영된 또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

다.

  신도가 일본 고유의 종교로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불교와 기독교가 한국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신선하게 다

가왔다. 같은 종교지만 각기 다른 역사와 가치관을 거치면서 불교와 기독교는 다

른 형태로 존재했다. 일본의 종교 시설들은 세속적인 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

며, 일본인들 역시 종교를 가깝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안타깝게도 언어적 문

제로 인해 일본인들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부족했지만, 그곳을 찾은 일본인의 

태도와 시설물, 설명을 통해 조금이나마 일본의 종교에 다가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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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이장원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써야할 후기이지만,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들이 너무 많

아 어떤 말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의무감에서 신청한 답사는 출발하기 전

까지 많은 걱정이 됐었고, 때로는 가기 싫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마주한 일본의 경험은 이전의 감정을 깔끔하게 지워줄 만큼 흥미로웠으며, 유익

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답사라는 목적을 갖고 임하다보니, 자칫 따분할 수도 

있는 공간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진짜 일본을 마주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나가사키의 노면 전차를 이용한 이동은 평범하게 마주칠 수 있는 

일본인의 성격과 자세를 느껴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관광을 목적으

로 다니다보면 정작 일본인은 만나볼 수 없고 관광객끼리만 마주하는 경우가 많

은데, 이번 답사는 관광객들을 피해서 완벽히 타자화된 상태에서 일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다녀온 답사라 좋은 기억들도 많았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아있습니

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출발한 답사라 준비도 많이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언어

적인 장벽이 컸던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답사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인데, 사

전 조사도 미숙했고 ‘부딪혀보면 알겠지.’라는 생각이 참 안일했다는 점도 아쉽습

니다. 막연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낯선 곳을 돌아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아직도 배워야할 것이 많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장으로

서 조원들을 잘 챙기고 도움을 주었어야 했는데,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거의 전

무하다보니 헤매느라 신경 쓰지 못한 부분도 미안함으로 남습니다. 이런 조장에

게 불만 하나 말하지 않고, 조별 연구 때마다 비가 내려서 힘들었을 텐데 화기애

애한 분위기를 만든 조원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많이 부족

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과 조교 선생님 그리고 다른 학우들과 보낸 시간

들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소담

  나는 이 답사의 지원을 많이 망설였었다. 거의 무료로 갈 수 있는 데에다가 많

은 것을 배워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은 알지만 수업을 빠지고 여러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마냥 번거롭게만 느껴졌기 때문이다. 결국 지원을 미루고 미루다 

마지막 날 지원서를 냈다. 그런데 답사 일정 내내 ‘안 갔으면 어쩔 뻔 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 답사는 너무나도 즐겁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일본에서의 일정은 답사다운 유익한 경험과 여행으로서의 즐거움을 모두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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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주었다. 나가사키와 후쿠오카에서 우리는 신사, 불교, 성당 등의 종교적 시

설과 구라바엔, 도자기 마을, 데지마 섬 등 아름다운 풍경과 전통을 담고 있는 

장소를 두루 들렀다. 무엇보다 우리 조의 답사연구 주제는 ‘일본의 종교’였는데 

정해진 일정상 종교 관련 시설을 많이 들렀을 뿐더러 조별 자유시간에도 종교시

설을 들를 기회가 더 있어서 연구를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노면 전차를 타고 이동해서 일본

의 문화를 더욱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길거리가 깨끗하고 시민들이 친절하다는 점이다. 

길거리는 가는 곳마다 쓰레기 하나 없이 매우 깨끗했고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조차 답사 일정 내내 보지 못했다. 그리고 점원이나 호텔 직원 뿐 아니라 길거

리나 호텔에서 마주친 시민들 모두 싹싹하고 친절했다. 하루는 밤늦게 몇몇 친구

들과 호텔 앞 포장마차에 갔는데 우리 또래의 한 일본 여성분이 영어로 말을 거

셨다. 일본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기 흔치 않아 뛰어난 영어 실력에 

놀랐는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공부하는지, 어디를 가봤는

지, 시종일관 웃는 모습으로 질문하고 반응해주셨다.

  답사 과정 중에 일본 시민들과의 교류가 없었던 점은 아쉬웠다. 다음에 또 답

사를 가거나 비슷한 경험을 할 때는 현지의 시민들과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어울

리려는 노력을 해야겠다. 일본에서의 답사는 아무 준비 없이 시작했지만 너무도 

값진 소득을 얻어가게 되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지윤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전공했던 나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에 대해 어

느 정도 잘 알고 있고 친숙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직접 내 발로 밟아본 일본

은 교과서나 일본 드라마, 영화로만은 느낄 수 없는 일본만의 색채를 가득 담고 

있었다. 우선 나가사키에서 자주 눈에 띄었던 일본의 전형적인 단독 주택들은 외

관만 보더라도 작지만 오밀조밀하게 필요한 것들이 모두 모여있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이런 집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가게, 좌측통행인 길거리, 교통수단(특

히 노면 전차), 우리나라와 반대방향인 자동차 조수석 등이 일본의 특징을 한눈

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숙소에서 먹었던 연어구이, 낫또, 미소시루 등의 음식 

역시 일본인들의 일상적인 아침 식단을 담아낸 것들이었다. 이렇게 쉽게 체험할 

수 있었던 일본의 일상생활 문화 이외에 학술 답사 역시 일본에 대해 더 심층적

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특히 나가사키 평화공원과 원폭 자료관은 당

시의 비극을 일본인의 시각과 한국인의 시각 모두에서 재조명해볼 수 있었다. 아

리타현에서의 이삼평 후손과의 만남, 도산신사, 그리고 조선인 징용과 석탄 박물

관 견학은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한국과 연관지어 학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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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있었다. 또한 가장 일본적 색채를 잘 보여주는 신사부터 소수 종교인 기독교 

등의 종교시설을 방문하면서 일본인들의 종교적 믿음의 양상을 살피고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런 학술 답사 이외에 일본에서 먹은 싯포쿠 정식, 아리타현 소고기 정

식, 라멘, 계란찜 등의 요리는 단순히 초밥과 우동 등으로 특징지어지던 일본의 

음식 문화에 대한 인식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답사를 통해 특정 문화

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역시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고 걸어다니는 것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일본에 대한 다방면의 지식을 두터이 할 수 있었다.

한지혜

  음 답사 장소가 일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다. 다양한 나라

로 여행을 가보았지만, 일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을 접하면서 한번쯤은 꼭 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이번 

답사를 통해 기회가 주어져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생각했던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일본 답사는 즐거웠다. 우리 조의 답

사 주제는 종교였는데, 처음에 주제를 선정하였을 때 식문화 등을 주제로 선정한 

다른 조들과 비교해 주제가 너무 딱딱하지 않은가하며 걱정을 하기도 했다. 하지

만 도심 속 곳곳에 숨어있는 신사들과, 옹기종기 모여 있는 불교 사찰들을 보며 

주제를 잘 선정했다는 자부심마저 들었다. 

  일본을 여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곳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나

가사키의 노면전차 안에서 번역기를 돌려 즐거운 여행을 하라고 해준 남성분, 석

탄 박물관에서 만난 열정이 넘치시고 마음도 너무 따뜻하셨던 하라다 이와오상, 

그리고 길을 물었을 때 내 일처럼 친절하게 알려주신 시민분들 하나하나까지…… 

일본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한 분 한 분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 한 

분 한 분에 감동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답사에 많은 인류학과 동기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더 나아가서 

평소에는 쉽게 만나뵐 수 없는 인류학과 선배님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값진 기회라고 생각됐다. 이번 답사를 통해 인류학도로서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잡고, 인류학과 공동체의 끈끈함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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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타에서 본
큐슈의 도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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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리가 본 아리타(有田)는 듣던 대로 도자기 천국이었다. 길의 시작부터 끝까

지 끊임없이 늘어서 있는 각양각색의 도자기 가게들과, 축제를 맞아 아리타를 가

득 메운 손님들은 우리가 도자기의 고장에 왔음을 실감케 했다. 한편으로, 우리

는 아리타의 도자기와 도자기 마을이 400년여 년 전 우리 조상들에 의해 만들어

졌음을 조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조사가 무색해질 만큼이나 아리타에

서는 한국(조선)의 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열도에서 한반도의 문물을 받아들인 역사는 고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근

대 이전의 일본의 문화는 한반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여기에 일본에 대한 좋

지 않은 인식들이 곁들여져, 한국인들 사이에 열등한 일본의 문화가 우월한 우리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큐슈의 도자기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다

르지 않다. 정유재란 이후 다수의 조선인 도공(陶工)들은 아리타를 비롯한 큐슈 

지역에 자리 잡아 조선식 도자기를 만들어냈고, 일본의 도자 문화를 구축, 발전

시킨 주역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여행자, 기자, 그리고 학자들

까지 도자기 문화는 우리가 일본에게 빼앗긴 문화라며 억울함을 드러내고, 조선

의 도공들이 일본 도자기 문화의 선구자이자 창시자라면서 한국 문화의 우월성을 

과시한다. 큐슈 도자기 문화의 뿌리뿐만 아니라 가치까지도 한국에서 찾으려 하

는 것이다. 그렇지만 큐슈의 도자기 문화는 조선 도공들이 정착한 이래로 몇 백 

년 동안 변화했다. 초기에 조선 자기의 영향을 받았음에는 분명하나 또 다른 영

향도 없지 않았을 테고, 무엇보다도 도공들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더 이상 조선인

이 아닌 일본인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아리타 도자기 축제에서 한국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우리는, 큐슈의 도자 문화를 일본에게 빼앗긴 것으로 보고 그 가치를 객관적으

로 평하기보다 오히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부각하는 태도를 이 글을 통해 극복

하고자 한다. 조선의 도공들이 무력하게 끌려 강제에 의해 도자기를 만들었다는 

역사가들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을 피해의 역사로서 고

찰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료나 연구들마다 정유/임진왜란과 큐

슈에서의 도공들의 삶에 대한 기술이 조금씩 달라 어느 쪽이 옳다고 확언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역사적인 사실 관계를 파헤치고 정치․외교적인 시각을 고수하는 

것은 큐슈의 도자 문화를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만, 객관성을 잃은 채 바라볼 수

밖에 없게 한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담고 있는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 

큐슈에서 도자 문화가 정착, 발전한 모습을 역사에 바탕을 두되 특정 시점이 아

닌 통시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큐슈의 도자 문

화가 어떻게 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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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조선인 도공들과 큐슈의 도자기에 관한 역사서와 논문들을 주로 

참고했다. 가능한 한 최근의 자료들을 보았고, 역사에 관한 내용들은 오래된 자

료들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자료마다 당시에 대한 

기술이 조금씩 다른데, 되도록 극단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과 해석들은 삼갔다. 

문헌들뿐 아니라 아리타 도자기 축제와 도산신사, 도조 이삼평 비 등을 답사하며 

얻은 정보도 참고하였다.

2. 큐슈에 꽃핀 조선의 도자기 문화
  일본의 도자 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우리의 눈에는 큐슈 도자기

에 대한 한국인들의 해석에 공격성과 상실감이 잠재된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큐슈의 도자 문화가 조선의 도공들에 의해, 조선의 도자 문화를 

기반으로 싹텄던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는 사실이다. 이 장에서는 큐슈 도자 문화

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스며들어가 있는 조선의 흔적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일본의 다도와 도자기 전쟁

  공식적인 명칭으로 정유재란, 임진왜란이라 칭해지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7

년 전쟁은 달리 표현한다면 ‘도자기 전쟁’이라 표현할 수 있다. 당시 전쟁에 나

섰던 큐슈의 번주(藩主)들은 전세가 불리해져 퇴각할 때마저도 도공들에 눈독

을 들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투에서 이기는 것만큼이나 조선의 도공들을 

욕심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번주들은 정말로 조선 도공들을 자

신의 영지로 데려왔다. 당시 큐슈의 번주들은 왜 그렇게 조선 도공들에 열을 

올렸던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당시 일본의 다도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이다. 당시 일본의 상류층 사회에서는 손님들을 초대해 차를 마시는 문화 즉, 

다도문화가 발전해 있었다. 일본의 다도는 12세기에 중국으로부터 차나무가 유

입된 이후로 귀족들에 의해 향유되다가 센노리큐에 의해 정신수양을 중시하고 

소박한 형태의 다도(와비차)가 정립되었다. 와비차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을 통일한 이후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휘하의 무

장들 중에 센노리큐에게 다도를 배운 다인들이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렇게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한 다도문화는 단순히 손님을 초대해 차를 마시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갖춘 다회를 열어 고급문화를 즐기는 것이었

다. 다회에서는 손님들을 차를 마시기 위한 용도로 마련된 ‘다실’이라는 공간으

로 초대한 뒤 여러 가지의 차를 도자기로 만든 다도구들을 통해 음미하고 주인

이 내온 다도구들과 다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절차가 있었다. 차를 마시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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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구로 쓰인 도자기

주인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들을 감상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었다. 따라서 다회를 열기 위해서

는 상당한 종류의 도자기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했

으며, 얼마만큼 훌륭한 도자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회를 위신을 평가받기도 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일본 지배층이 양질의 도자기들을 욕심내

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다도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도자기 수요

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정작 일본인들 스스

로는 도자기를 생산할 기술을 갖추지 못해 도자기 

소비를 거의 전적으로 중국과 한반도로부터의 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고려와 조

선이 일본에 도자기를 수출했다는 것은 사료를 통

해서도 드러나 있다. 더군다나 정유/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6세기에는 조선의 

‘이도다완(井戶茶碗, 조선의 막사발 중 뛰어난 작품을 일컫는 말)’이 다도문화

를 즐기던 상류층에서 호평을 받고 있었다.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이

도다완을 받은 무인이 도요토미의 동맹으로서의 명예를 가지게 되었다거나 도

요토미 히데요시가 여는 다회에서 이도다완으로 차를 돌려 마심으로써 결속을 

다졌다는 이야기도 남아있을 정도이다.

  16세기 큐슈, 번주들 사이에 성행했던 다도문화와 도자기에 대한 욕심, 하지

만 도자 기술이 부족했던 현실은 일본이 조선 도공들을 자국으로 데려갈 수밖

에 없게 만들었다. 사실 이때 조선 도공들의 납치를 직접 지시했던 것은 도요

토미 히데요시이다. 임진왜란 개전 다음 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번주에게 조

선의 기술자들을 잡아오라는 내용의 주인장을 보냈다고 한다. 도요토미 히데요

시와 그 휘하의 번주들은 도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도자 기술이 부족한 

일본의 현실을 극복하려 했음에 분명하다.   

2) 조선 도공들이 큐슈 도자 문화에 남긴 유산 

  열정적인 도자기 수입국이었던 일본에게 조선 도공들은 다도문화의 미래를 

밝 혀줄 희망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조선 도공들은 큐슈의 작은 마을들을 도자

기의 고장으로 번성시켰다. 우리가 방문한 아리타 역시 일본 고지도에는 표시

도 되어있지 않을 정도로 작은 마을이었지만, 이삼평(李參平)을 비롯한 조선 

출신 도공들의 활약으로 일본 최고의 도자기 생산지 중 하나이자 유럽으로의 

도자기 수출기지로 발돋움 했다.

  한 사료에 의하면, 이삼평은 충남 공주의 도공이었다가 정유재란 이후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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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리가마

이삼평이 발견했던 백토

타로 건너갔는데, 정착 초기에는 아리타

의 환경에서 조선산 고령토로 도자기를 

빚는 데에 실패했다. 이에 이삼평을 거

두었던 인물이자 당시 아리타를 포함한 

히젠번(肥前藩, 지금의 사가현)의 번주

였던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가 

이삼평에게 도자기를 생산하는데 적합

한 흙을 찾도록 명하였고, 이삼평은 영

지 내를 직접 돌아다니다 1616년 아리

타 동쪽 이즈미야마(泉山)에서 매우 큰 

고령토(백토)광산을 발견하였다. 현재 이 광산은 일본의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큐슈 도자 문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다. 이삼평

이 큐슈 도자 문화에 남긴 첫 번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백토는 이삼평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지만,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에서도 조선인 도공들이 기존

의 재료로는 도자기 제작에 실패하자 백토를 찾아 백자를 생산했다고 한다.

  이삼평은 이즈미야마 자석장의 건너

편에 ‘덴구다니 가마(天狗谷窯)’를 열었

다. 이 가마는 이삼평이 일본 최초의 백

자를 생산해낸 매우 뜻 깊은 가마이며, 

이곳 역시 일본의 국가사적으로 지정되

어 있다. 덴구다니 가마는 언덕 위에 계

단식 칸이 있는 구조를 가진 노보리가

마(登り窯)로, 경사 10도 가량의 산비탈

에 지어져 있다. 그리고 1630년 무렵부

터 1660년 무렵 사이에 있었던 다섯 번

의 개축으로 인해 다섯 개의 가마가 엉켜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노보리가마는 

1637년 일본의 요장(窯場)에서 일본인 도공을 조선인 도공으로 대체하면서부터 

등장한, 조선식 가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삼평이 백토 광산을 발견하고 덴

구다니 가마를 열었을 때에는 이미 조선인들이 아리타의 요장을 차지했던 것으

로 보인다. 노보리가마에서는 일본에서 도기를 굽던 기존의 가마와는 달리 양

질의 자기를 대량생산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아리타에만 17세기 이후 만

들어진 이러한 노보리가마가 2백여 소 남아있다고 한다.

  가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기와 자기에 대해 잠시 언급을 했는데, 16세

기까지 일본에 조선과 같은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다는 것은, 일본 도공

들에게 도기를 만드는 기술은 있었으나 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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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타에서 출토된 모래받침 

의미한다. 도기는 점토를 1100도 정도에서 구워내어 흡수성이 있는 반면, 자기

는 고령토를 1300도 이상에서 구워내어 흡수성이 없고 표면을 때렸을 때 맑은 

소리가 난다. 자기가 도기보다 훨씬 견고하고 더 멋스럽고, 때문에 제작 과정이 

더 어렵다. 조선 도공들 덕분에 큐슈에서는 드디어 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도자기들은 대부분이 조선

의 분청사기, 상감분청, 청자 등의 색깔이나 성형방식, 장식 기법을 모방해 제

작되었다. 15~16세기에 조선에서 유행했던 도자기 양식이 17세기 이후 큐슈의 

도공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이를 증명한다.

  17세기쯤에 아리타에서 사용되었던 

도자기 제작에 필요한 소도구들 역시 

조선의 것과 닮아있다. 아리타 유적

에서 발굴된 빚음 받침이나 모래받침

(백자를 여러 개 포개어 대량생산할 

때 사용한 도구)과 각종 가마 도구, 

성형도구들이 조선에서 사용되었던 

것들과 비슷했음이 밝혀졌다. 도자기 

성형도구들이 비슷했던 이유는 큐슈

에 온 조선의 도공들이 조선에서 쓰

던 성형방법들을 이용하면서 이에 필요한 성형도구들이 전래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초기의 큐슈의 도자기는 조선 도자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이는 조선의 도공들이 일본 도자 문화에 남긴 유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도조 이삼평과 그 후예들

  우리가 아리타에 다녀왔던 때는 4월 29일, 아리타 도자기 축제의 첫째 날이

었따. 아리타에서는 매년 5월 4일 ‘도조(陶祖)’로 칭해지는 이삼평을 기리기 위

해 한일 양국의 관계자들이 참가해 도조제(陶祖祭)를 올리는데, 이 도조제를 

전후로 마쓰리(祭り)를 열어 아리타와 도자기의 번영을 기원한다. 축제 기간은 

아리타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단연 가장 큰 연례행사이다. 이런 큰 행사의 중심

에 조선인인 이삼평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조선인 

도공들이 아리타에 얼마나 오랜 기간 큰 공헌을 했는지 알게 해준다.

  이삼평의 공로는 그가 생을 마감한 후에 ‘도조’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으며 

인정받게 되었다. 1917년부터 당시 아리타 지역의 유지였던 후카가와 로쿠스케

가 아리타 요업 300주년을 맞아 이삼평을 도조로 추앙할 것을 제안했던 것이

다. 도조로 추앙받은 이삼평은 아리타에 위치한 도산신사(陶山神社)에 모셔지

게 되고, 아리타에서 가장 높은 곳에 그의 비(碑)가 놓여졌다. 도산신사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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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조 이삼평(陶祖 李參平)’비 앞에서

도산신사의 청화백자로 된 도리이

14대 이삼평 가나가에 쇼헤이 씨(왼쪽에

서 두 번째)와 함께

부터 이삼평을 모신 신사는 아니었다. 

1658년에 세워져 이마리의 가미노하라 

하치만궁의 주제신인 오진왕을 모셔오

던 신사였으며 이름도 도산신사가 아닌 

‘아리타 사라야마 소뵤 하치만궁’ 이었

다. 이삼평이 모셔지기 시작한 것은 후

카가와 로쿠스케가 이삼평을 ‘도조’로 

추앙할 것과 동시에 이삼평과 초대 번

주인 나베시마 나오시게를 기존의 오진

왕과 함께 모실 것을 제안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삼평의 14대손인 가나가에 

쇼헤이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외

부인이었던 그를 신사에 모시고 본래 

신을 모셨던 신사보다 더 위에 그의 

비석을 세워 기린다는 것이 문제시되기

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리타를 이만

큼 번성시켜준 데에 대한 보답으로 이 

점은 용납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아리타의 도산신사는 도조를 모신 신사답게 거의 모든 구조물들이 청화백자로 

만들어져 있고, 이삼평의 비에는 일본식 이름이 아닌 ‘李參平’이라는 이름이 적

혀있다. 이런 점들에서도 조선인 이삼평이 아리타에 남긴 위대함을 느낄 수 있

다.

  도조 이삼평의 가문은 아리타에서 14대째 이어져 내려온다. 이삼평의 후손들

은 이삼평의 일본식 이름인 ‘가나가에 산페이(金江ケ參兵衛)’와 도자 기술을 물

려받아 명맥을 이어왔다. 우리는 아리타 도자기 축제에서 이삼평가의 ‘도조 이

삼평의 가마(陶祖李參平窯)’에서 운영

하는 상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그곳에서 이삼평 14대손을 만날 수 

있었다. 상점 내부에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청화백자들이 진열되어 있었

고, 초대(初代) 이삼평 도자기상과 전

대(前代) 이삼평이 남긴 작품들이 그 

뒤로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띤 것은 초대 이삼평이 아리타에 와

서 백토광산을 발견하고 가문을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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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역사를 한국어와 일본어로 적어놓은 판넬들이 벽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이었

는데, 이를 차근히 설명해준 14대 이삼평 가나가에 쇼헤이 씨도 인상적이었다. 

한글로 작성된 소책자와 이삼평에 관한 한글 신문도 인상 깊었다. 그리고 도조 

이삼평의 가마의 홈페이지와 소책자에 가나가에 쇼헤이 씨에 대한 소개가 있는

데, 그에게 붙은 수식어가 ‘초기 이마리 도자기를 재현하는’ 이었다. 뒤에서 언

급하겠지만 아리타의 도자기가 이마리를 통해 수출된 것이기 때문에, 초기 이

마리 도자기를 재현한다는 것은 초기 아리타 도자기를 재현하는 것과 같은 의

미가 된다. 초기 아리타 도자기라면 이삼평과 조선 도공들이 처음으로 아리타

에 정착해 만든 조선식 도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 작은 가게

를 방문한 것만으로도 이삼평의 후손들이 초대 이삼평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

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런 후손들이 가문을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조선인 이삼

평이 아리타 도자 문화에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조 이삼평의 가마’의 상점

  아리타 도자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인물로 백파선(百婆仙)을 들 수 

있다. 백파선은 정유재란 때 도공인 남편과 함께 다케오(武雄) 지방으로 끌려

와 그곳의 가마에서 활동하다가, 남편이 죽은 뒤 아리타에서 백토광산이 발견

되어 자기생산이 원활해지자, 수백의 도공들을 이끌고 아리타의 히에코바(稗古
場)로 이주해 천신산 가마를 열고 활동했다. 지금도 히에코바 가마터에는 백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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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비가 있으며 근처의 법은사 내의 법탑으로 그녀의 생애기를 파악할 수 있

다.

  아리타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도공이 또 한 명 있다. 바로 심수

관(沈壽官)이다. 심수관도 이삼평과 같이 도자 가문을 세워 자신의 이름을 대

물림한다. 이 가문은 사쓰마번(薩摩藩, 현재 가고시마현)의 나에시로가와(苗代
川)로 끌려왔던 조선인 도공 심당길(沈當吉)로부터 시작되어 15대째 내려오고 

있다. 조선의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사쓰마의 도자 문화를 정립한 지 400

주년이 되던 1998년,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한국과 일본에서 열렸는데, 

이때 그 행사의 주인공이 바로 심수관이었다. 일본에서는 ‘사쓰마 도자기 400

주년 기념전’이 열렸고, 한국에서는 ‘400년 만의 귀향-일본 속에 꽃핀 심수관

가 도예전(동아일보사 주최)’이 열렸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소설가 시바 

료타로는 심수관을 주인공으로 하여『고향을 어이 잊으리까』라는 제목의 소설

을 집필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심수관가가 조선 도공의 후손이며, 그 사

실이 아직 잊히지 않았음을 증명해준다.

  마지막으로,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도자 문화에 헌신하다 떠난 조선인 

도공들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아리타의 도자기가 수출되곤 했던 곳

인 이마리(伊万里)의 비요(秘窯, 비밀스런 도자기)마을 등에 세워져 있는 ‘도공

무연탑(陶工無緣塔)’이 그것이다. 말 그대로 연고가 없는 도공들의 영혼을 기리

기 위한 탑이다.

  지금까지 40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조선인 도공들

에 의해 시작된 도자 가문들과 그 후손들,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며 남아있는 

도공들의 이름, 그리고 도공들을 위한 비석과 잊지 않고자 하는 노력들. 이 모

든 것들이 조선의 도자 문화가 큐슈에 꽃피었고, 그 빛깔은 조금 흐려졌을지 

몰라도 뿌리만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조선 도자기에서 일본 도자기로
  지금까지, 조선인 도공들이 큐슈 지역에서 조선식 기술을 도입하여 조선식 도

자기를 만들었고, 그 흔적들이 유적이나 이름, 도자 가문들을 통해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큐슈의 도자기 문화는 조선 도공들이 피운 꽃으로 남아있지

만은 않았다. 양국의 도자기 양식이나 발달 과정, 그리고 현재 도자기에 대한 관

심과 취향 등을 비교해 보면 조선식 도자기 제작에서 출발한 큐슈의 도자 문화가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색다른 발달을 거쳐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장에서

는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1) 조선인 도공들의 삶에 스며드는 일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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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와 보호, 그러나 그 안에 스며든 일본

  조선식 도자기가 일본 고유의 도자기로 변모한 것은 한 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닐 것이다. 그 변화는 일본 사회에 몸담게 된 도공들의 삶에 생긴 변화가 

가져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큐슈 초기의 조선인 도공들이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렀고 그들 슬하에서 자란 자손들 또한 그곳에 남아 도자 기술을 

배웠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선 도공들의 집안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들이 살

고 있는 환경에 깊이 관여했을 것이고 그들의 고국인 조선과는 멀어졌을 것이

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문화에 적응하면 그 문화에 물

들고, 또 장소를 바꾸어 다른 문화에 적응해 살면 바뀐 문화에 물들게 된다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인과관계에 의한 것은 아니다. 사료들과 기존 연구 자료들

을 참고하면, 조선인 도공들의 삶에 변화가 생긴 것,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들의 삶에 일본 문화가 스며들게 된 것에는 도공들이 살고 있던 큐슈 지역의 

지도층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번주들은 자신의 휘하에 둔 조선인 도공들을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하

게 하였다. 외국과의 체감 거리가 가까워진 지금으로써는 외국의 이름을 가지

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16세기에 외국의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마치 그 나라 사람이 된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었을 수 있을 것 같다. 더군

다나 단순히 새로 이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개명을 하는 것이니, 조국을 더

욱 멀리 하는 것 같은 불편함을 지우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번주들은 도공들에게 개명을 하라는 것 외에는 삶의 무언가를 일본식으로 바

꾸라는 강요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번주들은 조선 도공들을 대함에 있어 공을 들였다. 번주들은 아랫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도공들을 대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부리는 도공들을 ‘선생’

이라 불렀다. 게다가 기술자에 지나지 않았던 그들에게 번주들이 제공한 신분

은 사농공상의 ‘사(士)’, 무인들의 시대였던 당시 일본 사회의 신분으로 따지

자면 ‘사무라이’ 수준이었다. 높은 신분에 걸맞는 주택과 땅도 지급하였다. 최

고로 명예로운 신분과 호칭, 그리고 넉넉한 삶을 보장해주면서까지 도공들을 

존중했던 것이다. 

  번주들이 조선인 도공들에게 공을 들인 또 다른 방식은 ‘보호’였다. 아리타

나 사쓰마 등 도자 문화가 잘 자리 잡은 지역들은 각 지역 번주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았다. 아리타의 경우, 아리타가 속한 히젠번의 번주 나베시

마 나오시게는 이삼평과 조선인 도공들을 데려오면서 기존에 아리타에 있던 

가마들을 대폭 줄이고 그곳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도공 포함)을 모두 추방하

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조선 도공들이 정착한 이후로도 도자기를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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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들어오는 일본인들의 출입은 제한되었다. 이는 모두 아리타 도자기와 도

자기 제작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히젠번은 도자기와 제

작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상인들의 출입도 금하였다. 또, 아리타산 도자기의 

판매 장소를 아리타에서 백 여 리나 떨어진 이마리로 정함으로써 아리타 도자

기를 대상으로 한 교류가 이마리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하였

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이 때문에 아리타 도자기를 이마리 도자기라고

도 부르게 된 것이다.

  사쓰마번 역시 히젠번과 같은 보호 전략을 썼다. 사쓰마로 끌려온 도공들은 

처음에 구시키노(串木野)에 정착했다. 사쓰마번의 번주 시마즈 요시히로(島津
義弘)가 당시 세키가하라 전쟁(도요토미 세력과 도쿠가와 세력 간의 다툼)에

서 도요토미와 함께 패하면서 사쓰마번의 정사를 돌볼 여력이 없던 때, 구시

키노에서는 일본인들의 텃세를 부려 조선인들과 충돌하고 결국 조선인들이 나

에시로가와로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 전쟁이 끝난 후 사쓰마번은 안정을 찾았

고, 이때부터 시마즈 요시히로의 조선 도공 보호가 시작된다. 시마즈 요시히로

는 평소 도자기를 감상하는 것을 좋아하고 때로는 직접 빚기도 하는 도자기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도자기에 대한 애정을 가진 그는 좋은 도자기를 좋은 

효율로 생산해내기 위해 우선, 나에시로가와에 정착하겠다는 조선인들의 뜻을 

받아들여 조선인 마을을 만들도록 하고 이들이 편안하게 도자기를 만들 수 있

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특히 조선인 도예촌을 만들기 위한 금전적인 지원

에는 아낌이 없었다. 더군다나 시마즈는 조선인 도공들이 조선 문화를 지키며 

생활하지 않으면 조선 도자기와 같은 격조 높은 작품이 생산될 수 없을 것이

라고 생각해서 나에시로가와에서 조선의 문화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일본인의 출입을 통제한 것은 물론이고 일본식 성을 부르거

나 옷을 입는 것, 일본인과의 결혼 등 일본인이나 일본 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금지했다. 구태훈(2008)은 이런 상황이었던 나에시로가와를 ‘일본 속의 

조선’이었다고 표현한다. 언어와 풍속이 보존됨으로써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

도 온전히 보존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마즈는 한편으로 나에

시로가와에 사는 사람들 중 조선어를 통역할 수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 조선

어를 배우도록 했다고 한다.

  번주들이 조선인 도공들에게 이렇게 정성을 다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그들

의 사회와 문화를 보호하는 데에 그렇게 힘쓴 이유는 무엇일까? 귀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조선인 도공들을 아끼는 차원에서였을까? 그들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조선인 도공들의 보호 정책이 불러온 결과를 본다면 조

금은 알 수 있을 것도 같다.

  아리타는 기술 보호의 측면에서 조선인 도공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막아내



2014 일본큐슈답사보고서 77

고자 했고, 나에시로가와는 조선의 문화 자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

련했다. 그런데 이곳의 조선인 도공들은 어느새 일본화 되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번주들의 보호 전략과 조선인 도공

들에게 해주었던 좋은 대우들이 오히려 도공들의 일본화를 부추겼던 것이 아

닌가 생각한다. 조선인 도공들은 자신들의 마을에서 눈치 볼 것 없이 번주가 

내어주는 집과 땅과 재물을 받아 오로지 창작활동에만 열중할 수 있었을 것이

다. 도자기만 열심히 만들면 삶의 모든 것이 보장되는 도공들의 삶은, 도공들

을 편안하게 현실에 안주하며 빠르게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북돋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뿐 아니다. 마을을 외부의 유입으로부터 통제한다고 해

서 조선인 도예마을에 일본어, 일본 음식, 일본 옷 등이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의 한 공동체 사회로서 메이지유신과 

같은 거대한 바람에 영향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을 것이다. 메이지 정부

가 주도하는 개화의 바람으로 의복과 두발, 교육과정, 행정체계의 변화가 생겼

고, 이 변화가 적용되는 데에는 조선인 도예 마을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특히 행정체계의 변화는 사쓰마번을 해체시킴으로써 더 이상 나에시로가와의 

보존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 나에시로가와를 방문했던 영국인 외교관 

어네스트 새토우(Ernest Satow)가 이 지역에 방문한 뒤 남긴 기록이 그 사실

을 증명해준다. “불과 3년 전까지 조선풍의 상투를 틀과 있었다. … 영주가 

에도로 상경하기 위해 이 마을을 지날 때에는 조선 복장으로 정장을 하고 나

가서 인사를 했다. … 쓰는 말까지도 이미 사쓰마 방언이 섞인 정확한 일본어

였고, 일본 사람들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곳도 이제 다른 마을과 아무런 차

이가 없어 보였다.” 번주들이 했던 좋은 대우와 보호 전략이 역설적으로 조선

인 도공들이 일본에 정착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했고, 마을 외부에서 일어나

는 변화나 외부의 어떤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일본 문화를 막아낼 길이 없었

던 상황에서 조선 도공들의 조선적인 삶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다. 외부적인 힘이야 번주들의 의

지와는 관계없는 일이었겠지만, 번주들이 고수했던 조선 친화적인 태도가 오

히려 도공들의 일본 사회의 적응에 효과적이었다는 점이 번주들의 계획과 의

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우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번주들의 입장

에서 조선인들의 적응에 간섭하지 않고 어느 수준의 사회 보장만 이루어졌으

면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일일이 조선 문화를 외부로부터 통제하고 통역가에

에 조선어를 교육시키고, 아리타의 경우 판매지까지 옮기면서 외부와의 교류

를 차단했던 일은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았을 것이다. 만약 효과가 우연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한 번주들의 행동은 설명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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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히려 계속해서 의문으로만 남는다. 우리의 생각은 전자, 즉 번주들의 조

선 친화적인 태도가 계획과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히젠번 번주가 아

리타에서 상인들과 일본인 도공들의 출입은 철저하게 막았지만, 그 외 일본 

사람들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철저한 보호와 통제 

안에서도 결혼은 일본인과 하게 했고 복식 또한 조선식을 입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자기 생산에 있어서만 외부와의 소통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을 알고 지내야 했기 때문에 일본 문화에 적

응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때 히젠번 번주의 의도는 분

명히 드러난다. 도자기 생산에 있어서는 외부로의 기술 유출과 불순한 영향이 

도자기 제작에 미치는 것을 염려했던 것이고, 도공들의 삶에 있어서는 일본 

사회에 빨리 적응하게 하기 위해 일본인들과 마주칠 기회를 만들어주었던 것

이다. 나에시로가와 도예 마을을 보호했던 번주 시마즈 역시 의도는 아리타의 

번주와 같지 않았을까? 도공들로 하여금 양질의 도자기를 생산하게 해 최고의 

다도구를 얻고자 했던 것은 모든 번주들의 바람이었을 테니 말이다. 다만, 의

도가 같다 하더라도 이를 실천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다. 시마즈는 도공들의 

삶을 조선적으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조선식 도자기를 얻고자 했고, 한

편으로 그들을 활동하기 편안하게 해 이들 사회에 평화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조선 도공들이 도자기 제작에 힘썼던 이유 중 하나가, 증명된 

바는 아니지만, 자신들을 대우해주었던 번주들에 보답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

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도공들의 일본 적응의 밑거름

이 되었던 것 같다.

(2) 장인정신과 양자제도

  번주들의 도자기에 대한 갈망이 조선인 도공들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기도 

했고 보호되게도 했다. 그리고 그 실천 과정은 번주들마다 달랐지만 결과적으

로 도공들이 일본 문화에 정착, 적응하는 데에 기여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번주들의 조치만이 조선인 도공들의 삶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일본 문화들이 도공들 자신에게, 그리

고 도공들의 가문에 점차 녹아들어 갔다.

  일본의 장인정신과 양자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둘은 일본의 장인 사회에

서 함께 모습을 나타낸다. 일본에는 큰 장인 가문들이 있어 이곳을 통해 장인

들이 길러지고 그 정신이 교육된다. 장인들이 길러지는 방식은 윗대의 아랫대

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다. 윗대는 바로 다음 대에게 장인정신과 함께 기술을 

가르치는데, 이때의 기술은 독창성이나 개성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오로지 테

크닉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교육 방식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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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잇는 방식이다. 윗대와 아랫대는 사제지간이면서 부자지간이다. 한 가문 

내에서 장인의 자리를 대물림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 여길 수도 있겠지만, 여

기에서 부자지간은 혈연과 관계없이 성립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랫대 장인

의 탄생은 윗대가 자손을 낳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예를 배

우고 싶은 사람이 도자 가문에 들어와 어릴 때부터 일을 하고 기술을 잘 배워

서 가문의 계보를 이을 실력이 되면, 그는 그 가문의 양자가 되어 가문의 이

름을 받는 것이다. 장인정신과 함께 도자 가문들에 녹아든 이 양자제도는 조

선의 장인문화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 즉 매우 일본적인 것이다. 심수관

과 이삼평의 도자 가문도 이 양자제도를 기반으로 400년째 가문의 명맥이 이

어지고 있다. 도자 가문의 운영 원리와 대물림되는 양상도 도자 문화의 일부

라고 한다면 조선인 도공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일본적인 문화들에 하

나씩 발을 담그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은 번주들에 의해 지시된 것도 아니고, 일본적인 사고방식이 조선 도공들

에게 익숙한 것이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도조 이삼평 가마에서 운영하는 

상점에 갔을 때, 가나가에 쇼헤이 씨로부터 “도조제(마쓰리)는 일본식으로 한

다. 왼쪽에는 한국 관계자들이 서고 오른쪽에는 일본 관계자들이 서서 일본식

으로 행해진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도조 이삼평의 비석에도 도산신사

에도 ‘가나가에’라는 이름이 아닌 ‘이삼평’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는데 마쓰리만

큼은 한국 관계자 동반 하에 일본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삼평이 조선인이

라는 점을 생각해 조선식으로 기릴 수도 있겠지만 일본식으로 의식을 한다는 

것은 후손들이 이미 일본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 장에서 말

했듯이 이삼평의 후손들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자

신의 조상이 조선에서부터 끌려왔다는 사실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오히려 소책자나 벽보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하지만 이미 일본식 마쓰

리 문화에 적응해버린 것이 도조제를 일본식으로 하게 된 바탕이 된 것이 아

닐까 생각한다.

  일본에 적응하면서 조선인 도공들이 자연스럽게 체화시킨 일본 문화는, 도

자기를 얻고자 했던 번주들의 실천과 함께 도공들의 삶에 일본이 스며들게 했

다. 그 속도가 어땠던 간에 도공들이 일본인이 되어간 것은 그들의 뿌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뜻했고, 이로써 일본 특유의 도자 문화를 형성할 수 있

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2) 세계로 뻗어 나가는 큐슈 도자기

  조선인 도공들의 삶이 일본적으로 변화하고 이제는 더 이상 조선인이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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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키에몬

부를 수 없게 되어버린 것도 큐슈에서 꽃핀 조선 도자 문화가 점차 일본의 색

을 띄게 하는 요인이 되었지만, 큐슈 도자기가 맞이한 해외 도자 문화와의 만

남은 그 변화에 박차를 가했다.

(1) 일본 도자기의 해외 진출

  조선 도공들의 노고로 큐슈의 문화로서 자리 잡은 큐슈 도자기는 유럽에 수

출되기도 했다. 유럽인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였던 중국의 도자기 이후에 일본

의 도자기가 유럽에 수출되고 더욱 융성하였던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

서는, 먼저 중국 도자기의 발전과 유럽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중국 도자기의 본산은 장시성(江西省) 포양호 동쪽 기슭에 위치한 징더전(景
德鎭)이다. 원나라 때 많은 도공들이 징더전으로 모여들고 송나라 경덕제 때

에는 왕실에 도자기를 바치라는 칙령이 내려졌고, 이후 징더전 가마라는 명칭

을 줄곧 사용되게 되었다. 9세기 이전부터 중·근동 지방과 동남아시아에 자기

를 수출했던 중국은 페르시아를 거쳐 유럽에 자기문화를 전파했으며, 인도항

로를 열린 이후, 징더전 가마에서 생산된 자기는 유럽에 수입되어 신분의 상

징이 되었다. 중국취향(chinoiserie)에 대한 붐으로 중국 자기는 명·청 교체의 

혼란시기를 제외하고는 유럽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이때, 유럽은 중국의 

자기 생산기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 시기 유럽의 가마들은 징더전의 

자기를 모방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였다. 마침내 중국의 자기기법을 발

견하자 모방에서 점차 시대상과 문화를 자기 속에 가미하는 독창적인 작품과, 

본차이나(bone china, 骨灰瓷器) 등 새로운 자기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세계 

도자기 문화의 중심은 중국에서 유럽으로 바뀌게 된다.

  한편 아리타 도자기는 명에서 청으로 중국의 왕조가 교체되는 혼란시기에 

호기를 맞는다. 바로 이 중국의 명-청 왕조 교체기의 혼란이 일본에게는 유럽

시장을 여는 기회가 된 지점이다. 당시 혼란한 중국의 사회상황은 도자기 생

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징더전의 청화백

자를 수입하던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

는 중국자기를 사들일 수 없어 징더전

의 대체품으로 네덜란드와 무역을 하고 

있던 일본으로 눈을 돌렸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일본의 아리타 가마에 중

국자기의 대체품으로 중국풍의 청화백

자를 굽게 한다. 이로 인해 일본의 자기 

생산은 큰 탄력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도자기 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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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수출됐던 일본 도자기들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곧 청나라가 안정되었고, 다시 징더전에서 중국자기를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시장에는 다시 중국제품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이 명·청의 교체기를 틈타 중국의 청화백자를 모방한 것 외에 일본이 수

출한 채회자기(彩繪瓷器)가 유럽인의 눈길을 끌게 된다. 이 시기 일본인들은 

자기에 여백을 남기면서 주로 초화문과 인물문 등의 그림을 그렸는데, 적·청·

녹·황색에 금채가 더해진 이마리 도자기의 하나인 가키에몬 패턴(채회자기)이 

바로 그것이었다.

  특히 유럽의 도자기 역사라 할 수 있는 마이센(Meissen) 가마는 처음에는 

중국풍을 모방했지만 곧 특유의 여백과 전통적인 일본 문양을 드러낸 가키에

몬 스타일을 도입할 정도로 일본의 도자기가 유럽의 도자기 양식에 막대한 영

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후 일본의 가키에몬 패턴은 마이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유행하였다. 중국에서 도자기 수출이 중단된 사이 유럽인들에게 사랑

을 받은 이마리 도자기였지만, 중국에서 이마리의 문양을 본떠 징더전에서 구

워진 차이니스 이마리가 나올 정도로 일본의 도자기는 유럽에서 환영을 받았

다.

  그렇다면 일본인이 유럽에 수출해 

유럽인의 눈길을 끌고, 중국인이 그 

문양을 본뜰 정도의 매력을 지닌 이

마리 도자기(아리타 도자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 발전하였을까? 아리타

의 번주가 외부 상인들과 일본인 도

공들로부터 아리타를 보호하는 차원

에서 아리타 도자기의 판매만큼은 

이마리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

였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마리에는 항구가 있어서 아리타 도자기는 그 이마리항을 통해 해외의 상인

들에게 팔리기도 했다. 사실 그 이전에, 이삼평과 조선 도공들이 아리타에서 

도자기를 생산할 때, 일본은 유럽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영국과 포르투갈 

상인들과는 서로 마음이 잘 맞지 않았으나 네덜란드 상인들과는 교류해도 괜

찮다고 생각해 네덜란드에 독점으로 문을 열었다. 1641년, 아리타에서 가까운 

나가사키 앞바다, 데지마라는 섬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상관이 들어왔고, 

이 섬은 1859년까지 일본과 유럽의 창구가 됐다. 아리타 도자기 역시 데지마

를 거쳐 유럽으로 수출됐다. 이렇게 17, 18세기 유럽에서 일본 도자기는 중국 

도자기와 함께 최고 인기였으며 귀족들은 이 도자기에 열광했고, 작센의 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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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리타 도자기를 구매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런던의 대영 

박물관에는 당시 아리타의 번주였던 나베시마의 이름으로 아리타 도자기가 전

시되어 있다.

 

(2) 해외 도자기로부터 영향 받은 큐슈 도자기

  오늘날 일본의 도예는 세계 최고로 칭송받고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 

그 기틀은 조선인 도공들에 의해 마련되었다. 그런데 일본보다 앞섰고 일본에 

도자기 제작법을 전수해주었던 한국(조선)의 도자기는 쇠퇴하고 일본이 도자

기 문화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지금까지 조선인 도공들의 공로와 그들

과 번주와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일본 적응 과정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았는

데, 여기에서는 해외 도자 문화와 만나는 과정에서 그 영향을 찾아보자.

우선, 초기 아리타 도자기는 흰색 바탕에 푸른색 문양이었는데 이것은 중국 

도자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한다. 이 초기 아리타 도자기는 유럽 도자

기에 영향을 많이 줬다. 네덜란드 델프트의 도자기인 델프트 블루도 이 영향

을 받았다. 아리타 도자기 중 카키에몬 양식도 유럽 도자기에 영향을 많이 줬

는데, 영국 도자기의 에나멜 장식과 독일 마이센 도자기에도 그 흔적이 자주 

보인다.

  유럽 도자기 기법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일본의 도자기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 유럽에 전해져, 이마리야키로 불리며 일대 선풍을 일으켜 독일의 

마이센자기의 시조가 되기도 하였으나, 역으로 유럽 도자기 기법의 영향을 받

기도 하였다. 메이지시대에 독일의 바그너가 일본에 들어와 새 기술을 가르치

고, 일본인도 해외에 유학하여 유럽의 새로운 도자기 제조기법을 배워 가지고 

귀국함으로써 석탄을 연료로 하는 새로운 양식의 가마, 석회를 이용한 유약, 

석고틀에 의한 기계물레 성형 등을 시작하게 되어 서양풍의 새로운 기술이 들

어오게 된 것이다. 그 후에도 꾸준히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데 주력하여 현

재에는 일본이 서양식기의 주생산국으로 발전하였다.

3) 큐슈만의 도자기 문화, 현재의 모습 - 아리타 도자기 축제

(1) 아리타 도자기 축제의 모습

  아리타 도자기 축제는 일본 큐슈에서 매년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일주

일간 열린다. 일본 도자기의 신(神)으로 섬겨지는 도공 이삼평을 기리기 위한 

이 축제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축제이다. 그러나 뒷산에 자리

한 도조의 신사나 도조 이삼평 비를 찾아가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듯하



2014 일본큐슈답사보고서 83

대로변에 도자기를 늘어놓고 판매하는 모습

직접 빚은 도자기를 파는 아이들

아리타 도자기 축제에 함께 온 가족

다. 도조를 기리기보다는 ‘도자기’라는 하나의 대상

에 대한 축제라는 표현이 더 알맞을 것 같다. 

또한 이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도조가 사실 한국인

이었다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듯 보였다. 

관련 유적들을 소개할 때도 조선인이라는 사실은 명

시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었다. 아리

타에서 제공한 관광 가이드 맵에 선인 도공의 비석

이나 도공 이삼평의 비석을 소개하고는 있지만, 다

만 ‘도자기의 마을 아리타를 완성한 이름 모를 도공

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만든 도자기 가마벽돌을 이

용한 비석입니다. … 말없이 역사를 창조하셨던 선

인들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즈미야마의 백

자광을 발견하여 일본 국내 최초의 도자기를 완성한 

아리타 도자기의 도조 이삼평의 기념 비석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이

들을 ‘선인’으로 칭하는 데서 일본 문화의 선구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이즈미야마 도석장의 설명에는 ‘17세기 초 조선

인 도공 이삼평이 도자기의 원료를 발견한 곳으로 일본 최초의 도자기가 탄생

하였습니다.…“아리타”의 원점은 이

곳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일

본이 자랑하는 도자문화를 이루는 

근원을 다른 나라에서 찾는 것에 대

한 명확하지 않은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도조의 출생지를 굳이 따지고 들

지 않더라도 지금의 아리타 축제는 

일본 특유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풍

기고 있었다. 아리타는 만 오천여명

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조그만 읍

이기 때문에 평소의 아리타 거리는 

한산하지만 이 축제 시기엔 전국 방

방곳곳에서 도자기를 구경하고 구매

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

해를 이룬다. 실제로 아리타 가이드

북에는 이 시기 약 100만 명의 방문

객이 찾아온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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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타 거리의 모습

인파이다. 현지를 방문한 때는 축제의 첫 번째 날인 29일, 게다가 평일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북적였다. 4km의 길이의 중심 거리에는 

700여개의 도자기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 아주 고가의 작품에서부터 

헐값에 살 수 있는 생활 도자기들과 간단한 장식용 도자기들 까지 다양한 종

류의 도자기를 판매하고 있었다. 현지에서 들린 도조 이삼평의 14대손 가게도 

여느 가게와 다름없이 도자기를 전시하고, 판매하면서 특별하다기보다는 아리

타의 일부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리타에는 거리 곳곳을 비롯해 

아리타 곳곳에 도자기의 역사와 훌륭한 도자기들을 전시해 놓은 갤러리, 도자

기역사관과 자기 미술관들이 약 16개 정도 있어 도자기를 구매하는 소비자 

뿐 아니라 학문적 관심을 갖고 이곳을 찾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

다. 아리타 축제 당시의 소책자에는 아리타 전문 관광가이드 뿐만 아니라 아

리타 커뮤니티 버스,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까지 다양한 관광 볼거리들과 관광 

방법까지 소개하고 있었다.

  관광 방법도 다양하지만, 아리타 도자기 축제를 즐기기 위해 찾아 온 관광

객들은 남녀노소,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집안의 식기를 

마련하기 위해 찾아온 아주머니나 할머

니들부터 아저씨, 여러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다양했다. 어린아이를 비롯

한 다양한 사람들은 객체로서 축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도자기

를 판매하기도 하며 주체적으로 이 축

제에 참여하고 있었다. 간단히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거나 물레질을 할 수 있

는 체험공방도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

었다. 

(2) 우리나라 도자기 축제와의 비교  

  아리타 도자기 축제는 우리나라의 세계 도자 비엔날레나 이천 도자기축제와

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의 도자 축제의 경우, 아

티스트, 전문 도자기 장인이나 예술가들이 도자기를 전시하면 이를 관람하기 

위해 찾아오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면에서

는 우리나라가 좀 더 축제를 여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대규모로 이를 체험 

상품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양상을 띠는 것 같다. 요컨대, 한

국의 도자기 축제에서 전시 – 관람 – 공방 체험이 주를 이룬다면, 일본의 

아리타 도자기 축제의 경우 판매 – 구매 – 체험뿐만 아니라 도자 문화에 관



2014 일본큐슈답사보고서 85

도자식기

도자식기

도자식기

련한 여러 신사, 미술관, 역사관, 유적들을 통해 광범위한 도자문화 체험에 관

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도자 문화가 일

상 속에서 더욱 친숙하고 관심을 갖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3) 축제 양상의 원동력

  서경미(2002)의 논문 '동북아시아 주요 3국의 식행동 패턴 비교 연구'에 따

르면, 일본인이 선호하는  식기재질에 대한 질문에 도자기가 67명으로 36.4%

였으며 목기가 36명으로 19.6%였다. 

유리가 32.6%, 스테인레스가 11.4%

였다. 이와 같은 연구로 미루어 보아 

일본인이 식문화에 있어 가장 선호

하는 ‘재질’은 도자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의 새로운 재질의 등장으로 

잘 깨지지 않고 위생적인 스테인레

스나 유리 역시 강세를 보이지만, 스

테인레스 재질의 식기가 사용된 것

은 일본 문화에서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닌데다가, 일본 현지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도자기 식기가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었다. 또한 도자기

는 식기뿐만 아니라 그 경중(輕重)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다수의 일본인들

이 향유하고 있는 다도문화 속에서

도 막대한 중요도를 지니고 있다. 

  일본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심신

을 정화하고 주객간의 공감을 만들

어내는 예술로써 다도를 중요시하는 

것 또한 도자기에 대한 남다른 애정

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남녀노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예술로서가 

아닌 생활의 일부로서 어린 시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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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노년기까지 오랜 기간 다도를 즐기며 도자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축

제를 찾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설명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한 다도문화를 통한 도자기의 잦은 사용과 접촉은 ‘예쁜 그릇’을 집 안에 전

시하거나 장식용으로 바라보는 문화들과의 차별성을 만들어내고, 축제에서도 

제작과 판매라는 주체적인 모습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4. 나가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일본과 얽힌 문제가 있을 때 의심부터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의심 정도로 끝나면 오히려 다행일까. 한국과 일본 

사이의 우열을 가르기 전까지는 대화가 끝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정

유재란 때 잡혀간 조선인 도공들과 그들이 구축해낸 큐슈의 도자기 문화를 다룬 

한국인의 글들에서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 제목에서부터 한국 문화의 우월성과 

일본인의 폭력성을 드러낸 글들이 적지 않았다. 서론을 젊잖게 시작한 학자의 글

에서도 일본인은 억압적인 악당이었으며, 조선인 도공들은 선하고 불쌍한 존재이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도자 문화를 성장시킬 정도로 훌륭한 인물들로 나

타나곤 했다. 역사가에게 사료를 해석하는 것은 특권이자 의무이지만 이런 편견 

투성이 글들은 한국인인 우리로서도 불편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기존 연구들의 이런 모습을 극복하고 싶었다. 서론에서

도 언급한 바 있듯, 일본의 억압성과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실일 수 있고, 이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이 쟁점에 매달리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인 도공들과 그들이 남긴 도자 유산, 그리고 그들의 명맥을 

잇는 후손들 모두를 우리의 재산인 양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면서 그들이 만들었

고 혹은 넓게는 그들을 포함하고 있는 일본 도자 문화에 대해서는 왜 고운 시선

을 보내지 않는 것인지,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준비

하면서 아리타를 비롯한 큐슈 지역의 조선인 도공들의 다이내믹한 삶과 제자나 

자손들을 통해 400년 이상을 이어온 긴 생명력은 그런 모순적인 자세로는 제대

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조선 도공들이 이룩한 큐슈 도자기 

문화를 편견 없이, 바르게 바라보고 싶었다. 때문에 본문에서 쓴 바와 같이, 조선

인 도공들이 큐슈 정착 초기에 조선식 자기를 구워내는 과정에서 큐슈 도자 문화

에 기여한 바는 무엇이었는지와, 이렇게 조선 도자 문화에 뿌리를 둔 큐슈의 도

자기가 40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자기 색을 찾아나갔는지를 함께, 공평

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최근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전자의 내용을 강조해왔

기 때문에 우리의 논의가 후자 쪽에 조금 치우친 면은 있으나, 의도는 그러했다.

  이 보고서의 논지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 1. 규슈』(2013)의 서문에

서 나타난 유홍준의 문화상대주의적인 생각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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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몇 가지 논점에 대해 짧게나마 문제제기를 시도하였다. 이 논점들은 자료

가 부족하기도 했고 주장들이 추측성으로 분명하지 않아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다. 이것은 바로, 번주들이 조선인 도공들을 과잉보호하고 극진의 대우를 해주었

던 의도에 대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도자기를 갈망하는 번주들이 보다 효과적으

로 도자기를 얻기 위해 조선 도공들에게 되도록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 것

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들의 분명한 의도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으

로 더 논할 수가 없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일본 자기 문화의 적극성과 주체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가다 보니 우리에게 기억되지 못하는 도공들에 대해 잊고 있

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도자 문화를 밝힌 주역들 뒤에 가려진 도공들, 그리고 그

들과 관계하고 있던 번주들의 이야기가 전혀 다루어지지 못했다.

  보완할 부분이 많지만, 문헌과 실제가 조화를 이루도록하고 과거와 현재를 한 

줄기로 꿰뚫어보고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고수하고자 했던 우리의 노력이 

이 보고서를 통해 어느 정도 구현된 것이길 바란다. 하지만 정말 이 보고서에 그 

노력이 잘 구현되었다면, 자문화조차 제대로 지키지도, 기리지도 못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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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이보윤

  보고서를 마친 이 순간에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도자기도, 이삼평도, 아

리타도 아니다. 나가사키 마지막 밤 내 손에 쥐어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책과 

전경수 선생님이 '긴장'이라는 감각과 함께 떠오른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

이지만, 그날 밤에는, 내일 날이 밝으면 아리타와 도자기 중 어느 것 하나 알지 

못하는 내가 교수님 앞에서 아리타 도자기에 대해 브리핑을 해야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내 머릿속은 '어떡하지'로 가득 찼던 것 같다. 다음 날, 버스가 나가사키를 

벗어나면서 운명의 시간은 다가왔고, 나는 전날 밤의 고뇌와 노력을 마이크에 토

해냈다.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책을 다 읽지 못해서 그만큼의 분량을 채우

려고 부끄럽게도 정돈되지 않은 생각을 말하고 말았다.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

이시고 박수를 쳐주시는데, 그때의 감격스러움은 잊을 수 없다.

  이런 특별한 일을 겪어서 인지 그 순간부터 아리타 도자기에 대한 애정은 늘

어만 갔다. 물론 조금 전까지 나를 괴롭히던 주제이긴 하지만 알아갈수록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단 하루 아리타를 보고 조선 도공

들과 큐슈의 도자기에 대해 이야기하기란 사실 부담 되고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

만 우리 조원들이 잘 따라준 덕분에 무사히 보고서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

다.

  답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우선 가이드 선생님! 내가 많이 매달려서 

물어보고 귀찮게 해드리기도 했는데 오히려 상냥하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했다. 

답사 과제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상담해주시던 이영진 박사님도 잊을 수 없다. 먼

저 가셨지만 우리에게 최고급 나가사키 요리를 맛보게 해주신 선생님들도 감사하

다. 그리고 매일 일과가 끝나면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 덕분에 

답사기간에는 즐거웠고 돌아온 후에는 그립다....!

손지연

  일본에서의 5일이 너무 즐겁고 들떠서 괜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눈짓, 손

짓으로 인사하고, 얼마 하지 못하는 일본어로도 말을 걸었던 기억이 많이 나네

요. 저 스스로 나는 현지 사람들과 만나고 또 의사소통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즐

거운 일인 인류학과 학생이 맞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본 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셔서 이 분들과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게 좋

은 기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된통 혼나고 울면서 돌아왔을지

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길 알려달라고 길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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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은 분이 저 때문에 너무 놀라서 빗길에 엉덩방아를 찍으셨는데도 아픈 내색 

한 번 않고 일어나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셔서 가려던 텐진역에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통역기까지 써가면서 나가사키에서 좋은 날 되라고 좋은 말씀 해주

셨던 노면전차에서 만난 직장인 아저씨분도 기억납니다. 아, 포장마차에서 만난 

일본 대학생 분들도 진짜 친절하셨고, 우리 또래의 일본 대학생과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이 너무 맛있어서 일본에 눌러앉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 매

일매일 맛있는 밥 먹게 해주셔서 진짜 눈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학생들이 안전하고 또 알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고서들을 보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재밌는 이

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학생 하나하나 예뻐해 주셨던 가이드언니도 진짜 감사했습

니다. 무엇보다 같이 답사 가서 서로 챙겨주고, 생각해 주는 아름다운 인류학과 

학생들의 의리의리한 모습에 인류학과로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학년 믿고 따라준 후배들도 고맙고, 우리 동기들 덕분에 매일매일 너무 재밌었

고, 선배님들 덕분에 든든한 마음으로 답사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 이끄

느라 진짜 힘들었을 보윤언니 죄송하고 또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답사보

고서 계획서부터 현지 코스, 답사 보고서까지 언니 너무 착취한 것 같아서 진짜 

죄송합니다.ㅠㅠ (제가 고학번 되면 벌 받을 거예요.) 아무튼, 이번 답사 때 정말 

좋은 기억 밖에 남질 않아서 제 1학기가 풍요로워졌어요. 그래서 말인데 답사 또 

가고 싶어요. (찡긋)

윤영근

  답사를 가기 전, 답사 주제를 위와 같이 설정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

다. 첫째는 큐슈가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류가 많이 있어온 지역이기 때

문에 그곳을 답사할 때 한반도와의 문화교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고 둘째는 도자문화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번성

해 온 것이기 때문에 문화교류의 영향을 장기적으로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막상 답사를 통해 느낀 점들은 이런 나의 생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

다. 현지에서 본 일본의 도자문화는 우리나라의 도자문화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

어서 우리가 준 영향은 도자기 제작을 처음 시작한 시점 정도에 국한될 뿐 그 

이후의 발전은 일본사람들의 노력이 주를 이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기술들과 중국 등 여타 다른 지역들로부터 흡수한 양식들은 

어떻게 보아도 우리문화의 영향력 밖이었고 따라서 한반도가 일방적으로 일본에 

문화전파를 해주었다는 기존의 통념은 너무 단순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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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반도로부터 받은 영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일본사람들의 지속적인 노력임을 느꼈

다. 특히, 일본의 장인정신과 사회적으로 그것을 중시하는 분위기는 장인정신, 전

통문화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와 너무나도 달라서 본받을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또한, 도자기를 생활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식품이나 일회성 체험의 대상으로 

여기는 우리와 달리 생활 속에서 도자기를 애용하려는 일본인들의 문화를 보며 

소비문화가 이처럼 다르니 도자문화의 발전, 보전 상태 역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문화의 영향을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가서 본받을 

점을 보고 온 것이다. 이 같은 생각은 일본에 대한 사대주의라기보다는 우리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이와는 조금 별개의 이야기이지만 답사과정을 통해 일본에 도자문화를 전파해 

주었다고 전해지는 이삼평, 백파선을 비롯한 조선도공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

과 정성이 필요함을 느끼기도 했다. 왜냐하면, 조선 도공들과 관련된 유적들을 

돌아볼 때마다 일본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해놓은 관리 이외에 우리나라 사람

들이 유적들을 보전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 점이 매우 부족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 답사를 통해 살펴보니 실제 존재하는 내용들에 비해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 등에서 다루는 내용이 너무 빈약함을 절실히 느껴졌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일본 도자문화의 발전에 시발점이 될 수 있었던 

영향들을 많이 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켜온 일본인

들로부터 배울 점들은 배우고 우리 선조들의 활약상들을 우리 스스로 잊지 않아

야만 우리 문화가 현재에도,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음을 느꼈다. 

주예진

  사실, 이번 큐슈 답사를 다녀오기 이전에 일본에 몇 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

었다. 어렸을 때 갔던 일본여행은, 일본이라는 곳 자체에 대한 인상이나 생각보

다는 함께 그 시간을 공유했던 가족들과의 일들이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

런데 이번 답사는 일반적인 ‘여행’에서 단순히 즐거움을 느끼고 함께 간 사람들

과의 추억을 얻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내가 방문한 곳들에서 사소한 것들 까지 

바라보고, 그 곳의 사람들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지,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여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조가 중심연구 주제를 ‘일본 속 한국- 도자기 문화를 중심

으로’ 로 삼아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어 견학을 했다. 평소 크게 관심을 기

울이지 않았고, 잘 몰랐던,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조선의 도자 기술을 일

본에 전파하여 일본 도자 문화의 근간을 이룬)의 이야기도 살펴보았고, 도조로 

추앙받는 ‘이삼평’의 후손을 아리타 도자기 축제에서 직접 만나기도 했다.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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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맛보았던 일본만의 색을 지닌 음식들도 답사에 즐거움을 더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일본에 왔으니 이 시간만큼은 일상

에서도 일본인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해보도록 하라.” 고 누군가

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따라 노면전차, 식당, 가게 등에서도 일반 일본시민들

의 모습을 살펴보았던 것이 이번 답사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 같다.

  앞으로 많은 곳들을 방문하고, 외부인의 눈으로 살펴보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현지인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인류학도로서 키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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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징을 통한 원폭 피해자 추도

 3) 평화를 염원하며

 4) 상징물들이 기억하는 반쪽짜리 비극

4   나가사키에 숨겨진 전쟁의 기억
 

 1) 나가사키 원폭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2) 오카 마사하루 기념 평화 자료관

5   나가사키에 공존하는 전쟁의 두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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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큐슈지방의 지도

1. 전쟁 속의 나가사키

1) 나가사키와 전쟁의 기억 

  나가사키는 큐수 서북부에 위치한 

일본 최초의 개항 도시로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창구로 기능하며 문

화도시로서의 역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의 아픔을 가장 크게 겪은 

곳이기도 하다. 일본이 벌이는 전쟁 

물자의 상당부분을 생산하는 미쓰비시

의 최대 조선소와 공장들이 위치했기 

때문에 세계 2차 전쟁 때 미국과의 전

쟁 중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희생된 두 번째 지역이다(박성국 2014: 203). 현재 

나가사키에는 화려한 문화적 유산도 남아있지만, 원폭자료관, 평화공원, 등 원

폭 희생자를 추도하는 곳 또한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자 관광지로 남아있다. 원

폭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가사키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보존된 것이 아니라 복원된 것이다. 이 때문에 나가사키의 무엇을 선

택하여 복원하고 설립하였는지를 통해 일본이 보여주고자 하는 나가사키를 볼 

수 있다. 화려함과 아픔이 대비되는 나가사키에서 우리는 일본의 번성하는 근

대화보다도 원자폭탄의 비극을 기억하는 원폭사망자 평화 기념관 일대의 기념

물들을 통해 일본이 재생산하고자하는 전쟁의 기억을 살펴보려한다.  

2) 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역사적 배경

(1) 원폭 투하 이전의 상황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된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 개발 계획인 맨해

튼 계획부터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공동으로 비밀리에 초크 

강 연구소에서 첫 원자폭탄을 설계, 제조하였는데 이를 맨해튼 계획이라고 한

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태평양 전쟁이 말기로 치닫던 1945년 2월 19

일에, 미군 해병대가 이오지마에 상륙했다. 상륙의 목적은 이오 섬을 점령하

고, 일본군의 항공기지를 파괴한 뒤 미군의 전진 항공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였다. 

  이 전투의 이름이 바로 이오지마 전투인데 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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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원폭에서 피어오르는 버섯구름

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최종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미군은 섬을 장악했고 거의 모든 일본군 부대는 전멸했기 때문에 미군의 승리

가 자명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승리한 쪽인 미군 역시 일본 못지 않은 피

해를 입었으며 전체 군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유일하게 미군의 손해가 일본군

의 피해를 넘어선 전투였다. (미국: 전사-6821명, 부상-19,189명, 실종- 494

명/ 일본: 전사-20,703명, 포로- 216명5)) 

  이오지마 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어 미국은 상당한 병력을 잃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태평양 전쟁에 러시아가 참전함에 따라, 미국은 전후의 질서까

지 고려해서 일본 본토를 먼저 취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결국 원자폭탄 투하

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

(2) 원폭 투하

  처음에 원폭 투하의 대상이 된 일본의 도시는 여러 곳이 있었지만 크게 니

가타, 교토, 히로시마, 고쿠라, 나가사키의 다섯 도시로 좁혀졌다. 로버트 오펜

하이머를 주축으로 원폭 투하 목표 도시 설정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니가타를 

제외한 나머지 네 도시를 목표 도시로 설정하였다. 기준은 목표도시가 큰 도

시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인지, 효과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삼았다. 대상이 된 네 도시의 특징은 모두 일본 제국의 기초가 된 도시였다는 

것인데 그 중 나가사키는 메이지 유신의 배후였던 토머스 블레이크 글로버의 

본거지였다. 

  첫 폭격 대상 도시는 히로시마였다. 폭격 이후 트루먼은 일본이 항복을 안 

한다면 원폭 투하는 계속될 것이라 경고했고 당시 일본 제국에서는 항복 여부

에 대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 두 번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투하

되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두 번째 폭격 대상 도시는 원래 고쿠라였다. 그

런데 당시 고쿠라의 기상 조건과 연료 

문제로 인해 고쿠라에 원폭을 투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오

키나와로 가는 길목에 있던 목표 도시 

중 하나였던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

게 된 것이다.

  일본 현지 시각 7시 50분경에 나가사

키에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8시 30분에 

5) 이오 섬 전투,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C%98%A4_%EC%84%AC_%EC%A0%84%ED%88%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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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가 완전히 해제되었다. 10시 53분, 두 대의 비행기가 포착되자 일본군은 

정찰 비행기로 확정하고 아무런 경보를 울리지 않았다. 11시 1분, 투하 1분 

직전에 폭격수였던 커미트 비핸 대위가 타격지점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잠시 

뒤 팻맨이라는 이름을 가진 6.4kg의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의 산업 지대에 투하

됐다. 원자폭탄은 나가사키 남쪽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 군수공장과 북

쪽에 있는 미쓰비시-우라카미 어뢰제작공장 사이에 정확하게 투하되어 도시 

위의 상공 439 미터에서 폭발했다. 폭발 반경은 약 1~2 km로 측정됐고, 후

에 화재가 북쪽에서 남쪽까지 3km로 퍼졌다. 폭발지점에는 순식간에 섭씨 

3900도의 열이 달아올랐으며 후폭풍의 바람 속도는 1005km/h로 측정되었다.

(3) 폭발, 그 이후

  원폭이 투하되고 나서 나가사키시 원폭 자료 보존 위원회의 보고에 의한 피

해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6)

사망자 73,884명

중경상자 74,909명

합계 148,793명

이재 인원 120,820명(반경 4킬로 이내의 전소 전괴 가옥의 세대 원수)

전소 11,574호(반경 4킬로 이내.시내의 약 3분의 1에 맞는다)

전괴 1,326호(반경 1킬로 이내를 전괴라고 본 것)

반괴 5,509호(전소 전괴를 제외한 반경 4킬로 이내를 반괴라고 본 것)

  

  투하 이후에 미국은 추가로 원폭 3기를 추가로 투하하려는 계획을 세웠으

나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고 추가 원폭 투하 여부 의논은 종식되었다. 

일본이 미국의 네 가지 조건 중 천황의 지위에 흠이 갈 수 있는 요구를 제외

한 한 가지 조건으로 축소시켜 항복을 수락하며 전쟁은 끝이 난다.

3) 원폭 자료관과 나가사키 원폭 사망자 추도 평화 기념관

  나가사키는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이고 최대의 피해를 

남긴 것으로 기록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원폭 투하가 이루어진 두 곳 중 하나

이다. 이에 우리는 나가사키로 답사를 떠나면서 일본의 전쟁의 기억에 대해 연

6)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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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보기로 하였다. 특히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을 중점적으로 방문하였는데, 

이곳은 나가사키시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것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실제 

원폭이 투하된 원폭낙하중심지공원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설립 목적에 대한 자료관의 입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날(원폭이 투하된 날)로부터 50여 년이 지났다. 이제 원폭 생존자들은 점

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들의 기억은 점차 역사의 저 편으로 희미해져 가고 있

다. 따라서 전쟁의 공포, 핵무기의 위험성, 그리고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젊은

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가의 문제는 현재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나가사키의 

시민들은 이 비참한 경험이 지구상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

다. 우리는 또한 이 경험이 잊히지 않고 후세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 생각한다.7)

  원폭 사망자 추도 평화기념관은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 

제 41조의 규정을 발판으로 원자폭탄에 의한 사망자의 존엄한 희생을 명기하고 

영원한 평화를 기념하기 위한 시설로서 피폭지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설치

되었다.8) 

2.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이 말하는 전쟁의 기억

1) 전시 내용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의 상설 전시는 『1945년 8월 9일』, 『원폭에 의한 

피해 실상』, 그리고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목표로』의 3개의 테마로 이루어

져 있다(이정헌 2007: 54).

(1)  제1전시실: 『1945년 8월 9일』

  제1전시실에는 원폭 피해 전과 원폭이 낙하될 때까지의 나가사키에 대해 전

시하고 있다. 원폭 피해 전 나가사키의 인구는 약 24만 명이었다. 또한 나가사

키는 일본 제일의 군함 제조를 자랑하는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를 끼고 있

어 일찍부터 군수도시로 성장하였다. 이 조선소에만 7,000여 명의 조선인이 강

제 동원되어 있기도 했다.

7) “Nagasaki Atomic Bomb Museum", NAGASAKI CITY - PEACE & ATOMIC 
BOMB, 2014.5.21, http://www.city.nagasaki.lg.jp/peace

8) 국립 나가사키 원폭 사망자 추도 평화기념관 홈페이지,
http://www.peace-nagasaki.go.jp/korean/abou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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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에 멈춘 시계

피폭 2일 전 나가사키 피폭 3일 후 나가사키

  제1전시실에 들어가면 한 쪽 벽면에는 왼쪽 사

진과 같이 11시 2분을 가리킨 채 멈춰 있는 괘종

시계가 걸려 있다. 폭심지에서 약 200m 떨어진 

민가에서 발견된 시계인데, 원폭의 폭풍으로 인해 

작동이 멈춰버린 것이다. '영원한 11시 2분'이라 

불리는 이 시계로 표상되는 나가사키 원폭 투하는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의 일이었다. 히로

시마에 첫 번째 원폭이 낙하된 지 3일만이었다. 

그러나 사실 나가사키는 미국의 두 번째 원폭 투

하의 제1목표지가 아니었다. 폭탄은 8월 6일 남태

평양 북마리아나제도의 티니안 섬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8월 8일, 제20대 괌 공군 사령부는 제17호 

현장 명령을 내렸다. 다음 날인 8월 9일에 그 폭

탄을 첫 번째 타겟인 '고쿠라'(군수 물자 공항이 밀집되어 있었음), 혹은 두 번

째 타겟인 '나가사키'에 투하하라는 것이었다. 8월 9일 아침, B-29 폭격기 

"Bockscar"는 고쿠라의 상공에 도착했다. 그러나 짙은 구름으로 인해 고쿠라 시

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기에 나가사키로 항로를 바꾸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오전 11시 2분, '패트맨(Fat-man)'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원폭이 나가

사키에 떨어졌다.9) 아래는 미군이 촬영한 피폭 전후의 나가사키 사진이다.

(2) 제2전시실: 『원폭에 의한 피해 실상』

  제2전시실에는 원폭 피해를 입은 우라카미 성당 벽면을 재현한 모형을 비롯

해, 피해 실상을 열선, 폭풍, 방사선의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

9) "Records of Nagasaki Atomic Bomb", NAGASAKI CITY - PEACE & ATOMIC 
BOMB, 2014.5.21, http://www.city.nagasaki.lg.jp/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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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카미 천주당의 잔해

다. 통계적 수치로 드러나는 피해만을 보더라도 그 

규모가 엄청나다. 당시 폭심지였던 현재 나가사키원

폭중심지낙하공원의 반경 2.5km미터 이내가 모두 

황폐화되었다. 원폭 피해자는 사망자 73,844명과 부

상자 74,909명인데, 당시 나가사키 인구가 24만 명

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인구의 약 60%가 사상자

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나가사키에는 조

선소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이 많아, 조선인 피해자도 

적지 않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1만 명으로 집

계된다.

  왼쪽 사진은 원폭으로 인해 산산 조각난 우라카미 

성당의 벽면을 자료관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이번 답

사 중 원폭 자료관을 관람한 후 실제로 걸어서 이동

하기도 했던 우라카미 성당은 폭심지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폭격 당시 미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특히 그 날은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 많은 

신자들이 모여 있던 날이었으나 당시 그 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사망하였다. 

안타까운 점은 역사적으로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일본에서 이곳은 거의 유일한 

성당이었다. 정부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종교를 저버리는 경우도 많았지만, 

우라카미 성당에 남아있던 신도들은 불상을 세워 놓고 그 안에 마리아상을 숨

겨 놓은 뒤 기도를 드릴 만큼 신앙심이 깊었던 이들이었다. 나라에 의해 핍박 

받던 이들이, 또 다시 국가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어 안타깝

다.

  무너진 우라카미 성당 벽면의 모형물을 지나면 열선(적외선)에 의한 현상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있다. 주된 전시 내용은 열선에 의해 생긴 그림자들이었

다. 빛을 차단하면 그림자가 생기듯 열선에 의해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열

선을 직접 쪼인 표면은 타서 변색되었으나, 열선이 가려져 그림자가 생긴 곳은 

원상태로 남았다. 이 차이가 마치 그림자처럼 보이는 것이다. 불덩어리로부터 

순간적으로 뿜어져 나온 열선의 작용에 의해 오전 11시 2분의 광경이 여기저

기에 남아있는 것이다.

  왼쪽의 사진은 폭심지로부터 1.4km 떨어진 민가의 판자벽에 나뭇잎의 그림

자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역시 판자벽에 남겨진 사다리와 

감시병의 그림자이다. 폭심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던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왼쪽의 사진보다 그림자가 더욱 선명한 것으로 보아 1.4km이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폭심지로부터 2.5km 이내에는 모두 황폐화되었다고 하니, 오

른쪽 사진의 보초병은 그날 이후 그림자로만 우리 곁에 남게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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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선으로 생긴 나뭇잎 그림자 사다리와 감시병의 그림자

이처럼 열선에 의한 피해 전시들은 우리로 하여금 원폭의 불덩어리로 인한 살

인적인 열을 사진으로나마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열선 피해 다음에는 폭풍으로 인한 피해와 비로 인한 피해가 차례로 

일어났다. 전시관에는 열선에 의한 피해 다음으로 폭풍에 의한 피해에 대해 전

시하고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폭풍으로 인해 전차의 철교가 원위치

로부터 200m나 날아갔다는 것이다. 전차가 지나다니는 철교라면 굉장히 단단

하게 조립되어 있었을 텐데 200m나 날아갔다는 기록을 보고는 원폭의 엄청난 

폭발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폭풍 후에는 나가사키 일대에 검은 비가 

내렸다고 한다. 방사능 물질이 섞인 비이기에 당연히 인체에도 매우 해로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원폭의 비참함을 그린 문학 작품 

『검은 비[쿠로이아메(黒い雨)]』(이부세 마스지)가 쓰이기도 했다.

  제2전시관의 마지막 전시는 방사선에 의한 피해이다. 방사선은 인체에 침투

하여 세포를 파괴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이상 반응을 일으켰다. 피하출혈반

(피하(皮下)에 출혈로 인하여 얼룩진 무늬가 생긴 병증)10), 탈모, 백내장, 급성 

임파성 백혈병, 위암 등 이 외에도 수많은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다. 특히 폭심

지에서 1km 이내에 피폭된 사람들 중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대다수가 사망하였다. 이는 모두 방사는 피해로 인한 것이다. 

(3) 제3전시실: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목표로』

  마지막으로 제3전시실에는 원폭 피해 생존자들의 인터뷰 내용과 핵무기 근절

을 바라는 세계 여러 지도자들의 연설 영상이 전시되어 있다. 그 중 기억에 남

는 생존자 인터뷰를 하나만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원폭 환자’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것은 아무리 없애려 해도 지워지

10) "출혈반", 한국전통지식포탈, http://www.koreantk.com/JZ010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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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인터뷰 “두려운 낙인”

지 않는 두려운 낙인에 찍힌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껏 원폭 질병을 위한 치료

의 어떤 기본적인 방법도 발견된 적이 없다. 원폭 생존자들은 비극적이게도 어

떤 처방도 자신들을 치료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원폭 질병의 피해자

라는 낙인은 그러한 확신을 타는 듯한 오명으로 떠오르게 했다.  그 낙인이 찍

히자 우리는 모든 가치들 이하의 세상에 살게 되었고, 죽기 전까지 우리 자신

을 희망이 없는 고독의 삶 속에 버렸다. 이것은 일반적인 인간의 모든 기쁨과 

희망을 닫아버리는, 온통 어둠으로 칠해진 절망과 고립의 세상이다. 

<두려운 낙인>

2) 전시의 편향성

  원폭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매우 안타깝고 비극적인 

역사이다. 그리고 핵무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용하여, 이와 

같은 비극을 만들어 낸 것은 미국의 잘못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2차 세

계대전은 일본 제국주의의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만들어 내며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에서는 일본

의 '가해자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자료관에 전시된 “까마귀”라는 

작품에서 같은 원폭 희생자였던 조선인들 시신에 대한 차별대우를 드러내면서 

타 기념관보다는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을 보이지만(박성국 2014: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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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이는 또 일본의 ‘피해자성’을 강조하

는 일부로  있을 뿐이다. 이 자료관에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 

역시 과거의 만행을 사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히바쿠샤(피폭자, 被爆
者)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가면을 쓴 

채,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선전포고도 

없이 원자폭탄을 맞았다”며 세계의 

위로를 받고자 하고 있다. 위의 제3전

시관에서의 인터뷰에서도 보이듯 그

동안 철저하게 수모와 불이익을 당해온 히바쿠샤와 그 가족들을, 일본 정부가 

껴안은 것은 '천 마리 학'의 주인공인 사다코와 같은 원폭스타와 히바쿠샤들의 

애절한 증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홍대길 2005: 86).

3. 상징으로 재생산되는 전쟁의 기억 
  일본에서 원폭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 우선 그것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이끌어내며 오랜 전쟁을 종식시켰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은 수많

은 희생자를 만들어냈고 일본은 드디어 전쟁의 끝을 선언했던 것이다. 동시에 일

본은 원폭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전쟁을 일

으킨 주범이었던 일본은 원폭의 피해를 강조함으로써 세계가 일본을 피해자로 인

식하도록 했다. 즉 원폭에 의한 피해를 과거의 잘못을 망각하기 위한 도구를 삼

은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일본이 전쟁의 민간인 희생자 중 원폭 피해자들에게만 

엄청난 보상을 해주는 것이나 원폭을 기억하는 여러 상징물 및 추모 의식 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원폭이 일본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로 인해, 원폭 자료관과 원폭 사망자 

추도 기념관, 평화 공원에는 그날을 기억하려는 조형물이나 추모의 의미를 가진 

상징물들이 많이 있다. 특히 원폭 투하 당시 목이 말라 죽어간 사람들을 위로하

기 위한 ‘물’을 이용한 상징물이나 평화를 상징하는 종이학의 경우에는 나가사키 

시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폭 자료관과 평화공원에 상징적인 전시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또한 신도, 불교 등 다양한 종교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 일본에서 종교적 

색채를 배제하려 노력한 추모의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도 주목해 볼 부분

이다. 

1) 원폭의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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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가 된 우라카미 천주당

 

(1) 11시 02분에 멈춘 시계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02분,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거대

한 버섯구름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우라카미 천주당을 비롯

한 건물들이 붕괴되었다. 11시 02분에 멈춰있는 망가진 시계는 원폭의 피해가 

얼마나 컸을지, 그리고 그 기억이 현재까지 주는 아픔이 얼마나 깊을지를 말

해주고 있었 다.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 나가사키의 모습과, 투하된 이후에 폐허가 된 나가

사키의 모습은 그 극명한 대비로 인해 더 비참하게 다가왔다. 원자폭탄은 그

날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간접적인 피해를 

가져왔다. 특히 원폭 자료관의 여러 사진들을 보면서 방사능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고통을 겪어온 원폭 피해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 붕괴된 우라카미 천주당

  평화 공원에서 위로 더 올라가다보면 

1959년 복원된 우라카미 천주당이 있

다. 동양에서 가장 큰 성당이었던 우라

카미 천주당은 원자폭탄 투하 이후 사

라져버렸는데, 천주당이 폭심지에서 가

까웠던 까닭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직후 

그 자리에는 건물의 파편들밖에 남아있

지 않았다. 피폭 이후 남아있던 건물의 

파편들은 원폭 자료관에 전시되어 있다. 

복원된 우라카미 천주당에는 원폭의 피

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을린 석상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몸체가 파괴

되어 머리만 남은 마리아상은 나가사키 원폭 피해의 상징물로 여겨진다. 피폭 

전 우라카미 천주당에는 안젤라스 종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만 아직도 

남아 하루 세 번 시간을 알리고 있다.

  예부터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였던 나가사키에는 크리스트교 신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많은 선교사들과 

신도들이 목숨을 잃고 천주당 또한 파괴되었는데, 일부 크리스트교 신자들은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을 신이주신 시련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2) 상징을 통한 원폭 피해자 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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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평화 공원 평화의 샘

추도 공간의 유리기둥 외부

 

(1) 원폭 피해자들을 향한 위로, 물의 상징

  원자폭탄이 투하될 당시 원자폭탄

의 열로 인해 주위의 물이 모두 증

발해버려서 물이 부족해 갈증을 호

소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원폭 자료관과 평화공원, 추모 

평화 기념관에서는 이렇게 목이 말

라 죽어간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물을 이용한 조형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원폭 자료관에서 

평화공원으로 향하는 길에도 수로가 

있었고, 위령탑 아래에 물병들이 놓여있었다. 

  평화공원에 올라가면 보이는 커다란 분수는 ‘평화의 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옆의 작은 비석에는 한 소녀의 수기에서 발췌한 글귀가 새겨져 있

다. 목이 너무 마른데 마실 것은 기름이 떠 있는 물 뿐이어서 그것을 마셨다

는 그 글은 당시 어린 소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나타내고 있었다.

(2) 나가사키 원폭 사망자 추도 평화기념관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도 평화 기념관은 그 입구에서부터 엄숙하고 경

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추모관에도 역시 갈증으로 죽어간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물을 이용한 조형물이 만들어져 있었다. 긴 복도 끝에는 작은 연못이 놓

여있었고, 건물 상부에도 직경 29m의 커다란 수

반이 만들어져 있었다. 특히 이 수반에는 밤마다 

7만개의 불빛이 켜지는데, 이는 원폭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건물 내부의 추모 공간 역시 엄숙함을 유지하

고 있었다. 먼저 준비하는 공간을 거쳐 추모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

는 방에 종교적, 정치적 상징, 심지어 국가적 상

징 또한 배제한 채 유리기둥과 사망자 명부를 담

고 있는 선반, 그리고 수천마리의 종이학만 추도

의 공간을 구성하고 있었다. 추모 공간에는 옆으

로 6개씩 모두 12개의 직선으로 된 유리 기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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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원에 전시된 천마리의 학

평화를 상징하는 거대한 동상

원폭 투하지점을 향하도록 배치되어있는데, 이 유리 기둥들은 바깥으로 연결

되어 하늘을 향하여 평화가 전 세계로 퍼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재갑 2011: 155). 그리고 정면 선반에는 사망자의 이름을 등재한 명부가 

봉안되어 있는데 매년 8월 9일 그 수가 추가되어 지금은 13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3) 평화를 염원하며

(1) 천마리의 학과 사다코 이야기

  원폭 자료관과 평화공원 곳곳에서 색

색의 종이학들이 눈에 띈다. 이렇게 종

이학이 원자폭탄에 의한 희생자들을 추

모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물이 된 

데에는 사다코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10년 후, 어

린 소녀 사다코는 방사능 후유증으로 

백혈병에 걸리고, 병을 이겨내겠다는 희

망으로 종이학을 접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카를 브루크너라는 독일 작가

에 의해 ‘사다코의 슬픈 종이학’이라는 문학작품으로 재탄생한 사다코의 이야

기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후 많은 이들이 종이학을 접어 보내

왔고, 이는 원자폭탄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평화의 상징물이 되었다. 이런 의미

를 담은 종이학은 나가사키 원폭 유적지 뿐 아니라 나가사키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평화상

  해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

제가 열리는 평화공원의 중심지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대한 동상이 있

다. 독특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 

남자 동상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

고 있는데, 하늘을 향한 손가락은 원

폭의 위협을, 바닥과 수평을 이루는 

왼손은 평화를, 지그시 감은 두 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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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공원 ‘안네의 장미‘

아기를 안은 어머니상

원폭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역도산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진 근육질의 남

자 동상은 일반적인 평화상과는 달리 남성적이고 

전투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1945년 8월 9일 11시 02분. 아픔의 시간이 새

겨진 모자상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축 늘어진 

아기를 안은 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이것들 

뿐 아니라 평화공원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상들

이 많이 있었다. 이는 원폭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세계 각국에서 나가사키에 보내온 것들

이라고 한다. 구 소비에트 연방, 아르헨티나, 쿠

바 등에서 보내온 모자상이나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일본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

에게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음을 보여준다. 

(3) 안네의 장미

  평화공원 한켠에는 장미가 심어져있었는데, 이는 안네의 일기를 읽고 희생

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벨기에 출신 육종가가 개발한 ‘안네의 일

기’라는 장미이다. 일본인들은 나가사키의 평화공원에 이 장미를 심음으로써 

‘안네의 장미’가 갖는 아픔의 기억과 평화에의 염원을 나가사키에서 되살리고

자 했다. 하지만 이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과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가 과

연 동일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일본은 분명 원

폭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2차 세계대

전을 일으킨 전범이자 무수한 학살을 

자행한 가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후 원폭의 아픔을 되새기려는 일본

의 여러 노력과 일본에 불었던 ‘평

화’11)의 바람은 원폭이라는 사건을 

통해 그 자신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로 비춰지기도 한

다. 일본은 원폭의 아픔과 동시에 그

11) 전후 일본에서는 복권 교환용 담배 이름이 압도적인 표차로 'PEACE'로 낙점됐을 정
도로 ‘평화’가 최대 유행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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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저질렀던 전쟁의 기억을 되살려 진정한 ‘평화’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상징물들이 기억하는 반쪽짜리 비극

  위와 같은 상징물을 통해 알 수 있듯, 일본은 전쟁의 기억을 되살리고 다시

는 그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염원하고 있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참상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기록들을 통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지, 평화

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자 원인인 침략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들이 일으킨 전쟁과 침략에 의한 희생자들을 추

도하는 의미를 담은 상징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도 한국의 위안부 문제 등에 공식적

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역

사를 기억하고 용서를 받는 과정은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전쟁의 비

극을 온전히 기억하고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원폭으로 인한 희생의 

기억만이 아니라 가해의 기억 역시 받아들여야한다. 하지만 원폭 자료관, 평화

공원, 원폭 사망자 추도 평화 기념관 등이 보존하는 전쟁의 기억은 원폭 희생

자로서의 비극, 즉 반쪽짜리 비극뿐이다. 

4. 나가사키에 숨겨진 전쟁의 기억  
  나가사키에서 전쟁의 기억은 국가가 재생산하고자하는 ‘원폭 피해자로서, 희생

자로서’의 모습이 지배적이며, 일본의 화려한 근대화 기억과의 대비를 통해 전쟁

의 비극은 더욱 부각된다. 하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이러한 기억의 이면에 숨겨지

고 소외된 전쟁의 기억, ‘가해자’로서 일본의 기억은 민간에 의해 일본 근대화의 

어두운 이면과 함께 보존되고 있다. 나가사키 원폭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오카 

마사하루 기념 평화자료관’ 와 같이 민간에서 설립된 기념물과 자료관이 전쟁에 

대한 국가 주도의 단편적인 서사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1) ‘나가사키 원폭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1) 민간에 의한 추도비 설립

  국립 나가사키 원폭 사망자 추도 기념관 인근에 위치한 이 추도비는 일본 

정부나 나가사키 시에 의해서도, 그렇다고 해방 후 한국에 의해서도 세워지지 

않았다. 일본은 학교 정규 과정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과 강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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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평화기념관 옆 조선인 추도비

동의 피해,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관

련 문제를 다루지 않으며, 이렇게 국

가에서 외면하는 어두운 한일관계사

는 의식있는 시민단체나 활동가들에 

의해서 비로소 알려진다. ‘나가사키 

원폭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역시 이

러한 활동가들과 일반인의 참여로 

설립되었다. 근대화의 검은 얼룩을 

지우고 원폭의 피해자로서 전쟁을 

기억하고자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원폭 자료관과 사망자 추모 기념관에 조선인 

피해자들을 부각시키는 것은 가해의 역사를 인지해야함을 의미했고, 따라서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1979년 7월 나가사키의 지하 납골당에서 오카 마사하루 목사는 153명의 조

선인 유골을 발견하고 납골당을 건립하기로 결심한 후 시민 중심의 모금운동

을 통해 이 추도비를 건립하게 된다. 일본 내에서 조선인의 비극은 일본 정부

도 한국도 아닌 일본의 비공식 부문에서 보존하고 있는 전쟁의 기억이다(이재

갑 2011: 156). 

(2) 추도비가 암시하는 원폭 자료관의 전쟁의 기억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은 원폭의 비극과 그로인해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 

부서져버린 삶들, 그리고, 피폭 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로 외로운 삶을 연명해

야했던 생존자들의 비극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희생

자’의 기억보다도 ‘일본’의 희생의 기억으로, 일본사회가 겪은 충격과 아픔, 

‘희생자 일본’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안네의 장미로 장식된 원폭 자료관이 철

저히 전쟁의 희생자로서 스스로를 포장하려는 일본을 대변하고 있다. 원폭의 

비극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일본의 화려한 근대화, 그리고 전쟁의 비극 모두의 

밑거름에서 고통받으며 부담을 졌던 한국의 기억은 온전히 피해자로 편집된 

일본의 기억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평화 자료관 근처 ‘나가사키 원폭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의 존재는 자료관

과 추도 기념관 그 이면을 지적하고 있다. 원폭 사망자 추도 기념관에는 사망

자 명단이 봉안되어있는데, 이 명단은 생존자들이나 살아남은 기록을 통해 기

억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으로, 혼자 나가사키로 오게 된 사람들이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누락되어 있다. 명단과 사진으로 남아있는 원폭 희생

자들은, 누구였는지 보다도 비극의 공통된, 평등한 희생자로 기억된다. 원폭 

장소에 일반 시민들, 군인들, 형무소 수용자들, 기업인들 등 희생자 개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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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나 일생이 아닌 원폭의 희생자로 함께 추모되고 있다. 하지만, 원폭 조

선인 희생자 추도비의 존재는, 추모의 공간은 모두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지 

못하며 희생의 기억과 추모에 누락된 조선인들이 별도로 기억되고 추모될 필

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나가사키에 가족 없이 홀로 끌려가 고통받다 희생된 

조선인들은 일본에서 기억되어 명단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비극은 

추모의 공간에서 온전히 추모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추모비는 원폭이 파괴한 

나가사키의 문화와 업적, 그리고 그 속에서 희생된 일본인 생명들의 고통만을 

기억하고, 일본 근대화와 전쟁을 구분지어 기억하고 있음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3) 추도비가 말하는 전쟁의 기억

  ‘나가사키 원폭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는 원폭 자료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숨겨져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이 추도비는 그 존재 

자체로 일본의 전쟁에 대한 기억의 나머지 반을 기억하도록 끊임없이 상기시

키고 있다. 추도비의 내용은 간단하다. 

“1945년 8월 9일,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에 약 2만명의 조선 사람들이 피폭하

였으며, 그 중 약 1만명이 폭사하였다. 우리 이름 없는 일본 사람들이 얼마간

의 돈을 모아 이곳 나가사키에서 비참한 생애를 보낸 1만 여명의 조선 사람

을 위하여 추도비를 건설하였다. 지난 시기 일본이 조선을 무력으로 위협하여, 

식민지로 만들고 그 민족을 강제로 끌고 와 학대 혹사 하여, 강제 노동 끙ㅌ

에 비참하게도 원폭에 맞아 죽게 한 전쟁 책임을 그들에게 사과함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핵무기의 완전 철폐와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염원하여 마지 

않는다  - 1979년 8월 9일, 나가사키 재일 조선인 인권을 지키는 모임”

“강제 연행 및 징용으로 중노동에 종사 중 피폭사한 조선인과 그 가족을 위

해” 

  이러한 글을 담은 비의 양옆에는, 나가사키에서 그러했듯, 역시 수천마리의 

학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가가 주도해서 설립한 원폭 자료관은 정치적, 종교적 색채를 배제함으로

써 원폭의 비극을 모두가 공유하고 추모할 기억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피해자

로서 일본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 하지만 원폭 자료관 인근의 조선인 추도

비는 국가가 주도하는 이러한 전쟁의 기억에 이의를 제기한다. 추도비의 내용

은 전쟁을 겪은 일본의 기억의 나머지 반, 희생자가 아닌 가해자로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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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 마사하루 기념 평화 자료관

안내문과 하얀 종이학

를 기억하고 보존하고 있으며, 조선인 원폭 피해자를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국

립 자료관에서 이들이 제대로 추모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 공

간 안에서 이렇게 충돌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전쟁의 기억은 평화와 희생을 표

방하는 기념관에서도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암시한다.

2)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 자료관

(1)오카 마사하루 기념 평화 자료관의 모습

  일본의 다른 전쟁의 기억을 보존하

는 장소로, 나가사키 26인 순교자 기

념비 인근에는 1995년 개관한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 자료

관’이 있다. 이 자료관은 일본의 동아

시아에 대한 가해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또 하나의 평화 기념관이지만, 

이 자료관은 일본의 관광책자, 전차

지도, 주요 관광지 할인 책자에도 표

시되어있지 않다. 이 자료관은 원폭 

사망자 추도 기념관 옆 나가사키 원폭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의 발기인이자 조

선인의 인권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하였던 목사 오카 마사하루가 사비

를 털어 설립하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 자료관으로, 가

해자로서 일본을 이야기 하고 있다(이재갑 2011: 161). 자료관의 규모는 작지

만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 중일전쟁에서 태평

양 전쟁까지의 가해자로서의 일본의 기억을 정리하

여 많은 역사적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이 역시

도 수천마리의 종이학과 함께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안타깝게도 일정이 맞지 않아 방문하려했던 날이 

휴관일과 겹치면서 전시 내용을 직접 관람하지 못했

지만, 이 자료관의 존재만으로도 전쟁의 기억을 재

생산하려는 일본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전쟁에 대한 일본의 기억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일본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면

서 균형을 찾으려하고 있음을 오카 마사하루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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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자료관은 보여주고 있다. 

(2) 나가사키 시의 두 평화 기념관

  원폭 자료관 및 국립 나가사키 원폭 사망자 추도 평화 기념관과 오카마사하

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둘 다 평화에 대한 염원 속에 전쟁을 기억한다. 

하지만 두 자료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르며, 이를 대하는 일본의 모

습 또한 차이를 보인다.

  원폭 자료관이 대변하는 국가 주도로 재생산되고 있는 기억은 ‘원폭의 희생

자’이자 전쟁의 패자로서 비극을 겪은 일본의 모습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 

평화 기념관은 크고 웅장한 규모를 자랑할 뿐 아니라 주요 관광지로 나가사키 

시에서 홍보되어 일본인 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에게 원자폭탄으로 초토화된 

일본의 비극을 고발한다. 원폭 자료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쟁의 잔혹함이

자 평화의 이유는 원자폭탄의 참사에 있다. 11시 02분에 멈춰있는 시계, 피폭

의 사진, 열선과 열폭풍, 방사선의 무서움, 생존자들의 증언과 비참한 모습을 

기억하고 전달하는 전시는 전쟁의 비극에 대한 책임을 원자폭탄에서 찾고, 그 

희생자들을 기념하고 추모한다. 원자폭탄 사망자를 기념하고자 하는 박물관으

로서 이 자료관이 원자폭탄의 비극에 집중하는 것은 한편으로 당연하다. 하지

만, 희생만을 강조하며, 안네의 장미와 같은 상징물들을 통해 국가가 주도하는 

전쟁의 기억은 일본이 겪은 비극의 의미를 확장한다. 천 마리의 학과 원폭 피

해자를 위한 물의 상징, 원폭의 비극과 평화의 메시지를 결합함으로써 기념관

은 전쟁의 피해자로서 일본이 염원하는 평화를 기억한다. 그리고 원자폭탄의 

비극 뒤에 나머지 전쟁의 기억은 가려진다.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은 단순한 자료관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알고 찾아가지 않으면 존재조차도 모를 정도로 작은 규모의 자료관이

다. 근처에 전쟁의 참혹함을 원자폭탄이 아닌 가해자로서 일본의 역사에서 찾

고 기억하고 있다. 이 평화자료관이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원폭의 비극이 없

는 세상이 아니다.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 조선인 강제노동, 위안부 등의 적나

라한 자료를 통해 이 기념관은 전쟁의 상황에서 인간이 같은 인간에 의해 존

엄성이 짓밟히는 비극을 보여준다. 오카 마사하루가 다루는 내용은 국립 평화

기념관보다 다양하다. “한국인 원폭 생존자들, 강제노동, 한국과 중국에서의 

침략,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장’의 진실, 하시마섬, 일본군의 성노예(‘위안부’)

의 전쟁 후 배상”12)의 코너는 가해자이자 비극의 책임자로서 일본의 모습을 

기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한 진실들과 전쟁의 참상을 통해, 오카 마사하루

12) 오카 마사하루 기념 평화 자료관 http://www.d3.dion.ne.jp/~okakinen/English/index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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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화자료관은 평화를 호소하고 있다.

  이 중, 원폭 자료관과 원폭 사망자 추도 평화 기념관은 널리 홍보되면서 공

식적으로 기억의 재생산을 지지받고 있는 방면, 오카 마사하루 기념 평화자료

관은 관광책자에서 누락되어 입소문만을 통해 찾아가고, 일반 시민들의 노력

으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전쟁의 두 기억을 둘러싼 논리와 알력이 

어떤 구도를 띄는지 이 평화를 표방하는 두 기관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전쟁의 역사를 서로 다른 측면을 기록하고 있는 두 평화자료

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천 마리 학은 평화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상징물로서 두 자료관을 모두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으며, 

원폭의 비극, 전쟁의 비극 역시 이 두 자료관 모두 공통적으로 추모하고 있

다. 이렇게 인간성의 회복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두 평

화 자료관은 서로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의 메시

지를 전달하기 위해 서로를 보완하여 일본의 전쟁의 기억을 완성하고 있다고

도 볼 수 있다. 

5. 나가사키에서 공존하는 전쟁의 두 기억
  나가사키는 최초의 개항도시로서 번화했던 문화와 함께 원폭의 아픔을 겪은 세

계2차 대전의 패자로서 일본의 모습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근대 일본의 기억을 

압축적으로 간직한 도시이다. 우리는 나가사키에서 일본의 근대화보다도 일본이 

세계 2차 전쟁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재생산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답

사 및 조사하였다. 

  나가사키에서 전쟁의 기억은 ‘원폭의 비극’으로 요약될 수 있다. 원폭 자료관, 

국립 원폭 사망자 추도 평화기념관, 평화공원과 같이 기억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기념 장소에서는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경위, 그리고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

고 전쟁의 희생자로서 일본을 추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나가사키 평

화의 상징인 ‘천 마리의 학,’ 희생자를 위로하는 ‘물’등 모든 상징은 원폭의 비극

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원폭의 비극’에 대한 기억에서 전쟁에 대한 일본의 나머지 기

억, 즉 원폭의 투하로 이어지게 된 침략의 기억, 그리고 동아시아에 대한 가해의 

기억은 배제되어 있다. 이 가해자로서 일본의 전쟁의 기억은 일본 근대화와 떼어

놓을 수 없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징용은 일본 근대화의 밑거름이 되었고, 

끌려간 조선인들은 일본이 피해자가 된 전쟁의 비극, 즉 원폭의 참혹함 또한 고

스란히 맞았다. 일본의 공식적 영역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이러한 전쟁의 비극

은, 오카 마사하루와 같은 시민 활동가나 단체들에 의해 기억되고 문제제기 되고 

있다. 국립 추도 평화기념관과 똑같이 ‘천 마리의 학’을 평화에 대한 염원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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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는 민간주도의 기념비 ‘나가사키 원폭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와 ‘오카 

마사하루 기념 평화자료관’은 가해자로서 일본의 역사를 포함한 전쟁의 기억을 

보존하고 추도하며 더 넓은 의미의 평화를 기원하고 있다.  

  전쟁에 대한 이 두 서로 다른 기억들은 한편으로는 서로를 견제하고 비판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를 보완하고 균형을 맞추며 일본의 전쟁의 기억을 완성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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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출혈반, 한국전통지식포탈,

http://www.koreantk.com/JZ0100.jsp

국립 나가사키 원폭 사망자 추모 평화 기념관

http://www.peace-nagasaki.go.jp/korean/about/index.html 

이오 섬 전투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C%98%A4_%EC%84%AC_%EC%A0%84%ED%88%AC

나가사키시 원폭 평화 자료관

http://nagasakicity.web.transer.com/bb_url_kj.php?ctw_=sT,eCR-JK,bF,hT,uaHR0cDovL3d3dy5ja

XR5Lm5hZ2FzYWtpLmxnLmpwL3BlYWNlL2phcGFuZXNlL3JlY29yZC9pcnlva3UuaHRtbA==,f20

140521234044-0,cVVRGL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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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장서연

  맑은 공기, 깨끗한 거리, 외국인을 돕기 위해 타려던 전차를 보내고 도와주는 

현지인, 오밀조밀 모여있는 그림 같은 집들. 일본의 전쟁기억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나니 일본에 대한 인상이 다시 어둡게 변하는 것 같아 내가 제대로 후기를 

쓸 수 있을지 조심스럽지만, 글과 사상, 한국과의 역사를 떠나 직접 마주한 일본

은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었다. 보고서를 쓰고 나니 특히 더 켕기는 기분만 아니

라면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이국적인 구라바엔, 예쁜 도자기를 사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던 

아리따 도자기 축제, ‘석탄 춤’을 계승한 하라다 이와오상이 안내해준 석탄 박물

관 등 어디가 5박 6일의 답사 동안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너무 많다. 인류학과 답사에 참여하여, 일본에서 필드를 하신 교수님들과, 뜻밖의 

인연으로 일본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일본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시게 된 가이

드 선생님과 함께 일본을 다니면서,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보고, 당장 보이는 

것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원폭 자료관에 전시되어있는 원

폭의 폐허에 허망한 표정으로 외롭게 서 있는 한 여인의 사진을 보며 여인의 허

망한 표정을 넘어 피폭된 장소에서 곧 죽게 될 여인의 운명이나, 석탄박물관에

서, 얼핏 보기에는 흥겹고 익살스러워 보이는 석탄 춤과 노래 이면의 처량한 사

연은, 만약에 관광으로 갔다면 절대로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의 첫인상이나 

표면적 아름다움을 넘어서 일본이 간직하고 있는 근대에 대한 기억, 그리고 자연

환경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흐르는 사회의 문화와 생활양식 (언제 죽을지 모르니

깐 오늘을 즐기기 위한 수많은 축제들, 지진의 위협 속에서 생존과 안전을 위해 

대충대충 지나갈 수 없고, 서로 도와야 하는 사회적 필요) 또한 조금이나마 듣고 

알 수 있어서 그 어떤 여행보다도 인상 깊었던 답사였다. 

  일본 내 갈라져 있는 두 전쟁의 기억이 화해하고 한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전

쟁범죄를 인정하고 해결하여 마음 편하게 아름다운 이웃 나라로 일본을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홍두선

  5.6초 같은 5박 6일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일본에 도착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 귀국해서 지난 5박 6일에 대한 감상문을 쓰고 있다. 시

간은 사람의 심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흘러간다고 하는데 짧게 느껴진 만큼 이번 

답사에 대한 내 만족도가 높았던 것이리라 생각해본다. 돌이켜보면 5박 6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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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정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던 것 같다. 도중에 연구 주제에 대한 피

드백을 좋지 않게 받아 주제를 급하게 수정해야 해서 당황하기도 하고, 하필이면 

조별 자유 연구 날에는 꼭 비가 내리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답사였다고 자부할 수 있다. 

  출발 전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말대로 일본은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었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잘 통하지 않는 영

어와 어설픈 일본어로 서툴게나마 도움을 요청해도 자신이 하던 일마저 멈추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사람들, 길가에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나 버려져 있는 

쓰레기 하나 발견하기 힘든 거리. 이런 모습들을 통해 일본의 뛰어난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매우 인상적이었다. 일본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부모

님의 영향으로 일본인들에 대한 약간의 반감을 갖고 있던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

는 계기였던 것 같다. 그 외에도 매일 즐길 수 있었던 온천과 식사가 기다려지게 

만들었던 일본의 맛있는 요리들은 벌써 그리워진다.

  인류학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또한 인류학의 큰 매

력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 같기도 하다. 연구를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것. 나

와는 많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라뽀를 형성하면서 나 

자신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인류학이 가진 큰 매력인 것 같다. 여러 모로 행복

한 시간이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보니 답사를 같이 간 사람들과도 많이 

친해질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어 기분 좋은 5박 6일이었다.

김세영

  원폭자료관, 평화공원 및 희생자 추도관을 둘러보면서 일본인들에게 원폭으로 

인한 피해와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원자폭탄의 투하로 인해 희생자들이 겪었던 아픔을 느낄 수 있었

다. 지금까지 일본을 전쟁을 일으킨 나라, 가해자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본 

역시 전쟁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전쟁과는 아무런 관

련이 없는 시민들이 원폭으로 인해 고통 받았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일본에 갖고 있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일본이 겪었을 아픔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데도 다른 이들의 아픔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일본의 태도는 안타까

웠다.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의 경우에도 한국인 희생자들의 위령비가 

일본인 희생자들의 그것에 비해 훨씬 적고 볼품없었다. 이는 희생자로서의 일본

의 모습을 부각하고 그들의 침략의 역사를 묻으려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이 들었

다. “평화를 지키는 투쟁은 망각과의 투쟁이다”라는 말처럼, 일본은 그들이 자행

했던 폭력의 기억을 망각하지 말고 그들로 인해 희생되었던 이들에게 진정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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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 일본의 전쟁의 역사를 둘러보면

서 일본에서 전쟁이, 원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렴풋이 느껴볼 수 있었

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전쟁에 대한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두 나라 간의 

긴장관계를 해결하고,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쓰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

각을 했다. 

노서영

고등학교 2학년 때 마냥 가벼운 마음으로 일본 수학여행을 다녀왔었다. 물론 

그 때에도 신사나 사찰과 같이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곳들에 갔었지만, 지금 수

학여행을 떠올리면 오사카의 맛있는 음식들과 놀이공원인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온 기억뿐이다. 그러나 이번 답사는 ‘학술 답사’인 만큼 그

저 즐기기보다는 일본 문화,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 대해 많이 느끼고 배워서 돌

아오고 싶었다. 4월 초에 전경수 선생님을 따라 진도 답사를 가며 느낀 것이었는

데, 내가 직접 관찰하고 현지인들(당시의 경우 진도 어르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

며 무언가를 함께 해보는 것도 좋지만, 아직 인류학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로서는 그러한 것들을 한다고 해도 그 행위에 담긴 의미들을 잘 읽어낼 수 없

었다. 아직 배움이 부족한 탓일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전경수 선생님을 비롯

한 여러 선생님들과 가까이 걸으면서 그 때 그 때 하시는 대화나 감상을 공유하

시는 것을 듣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하며 많이 배운 것 같다. 그래서 이

번 일본 답사에서도 박순영 선생님, 전경수 선생님, 그리고 5박 6일 동안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신 이영진 선배님(이렇게 불러 달라고 하셨다!)과 

박영진 가이드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기록하려 노력했다.

이렇게 후기를 쓰며 답사에서 노트한 내용들을 살펴보니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 주제들이 있다. 첫째는 일본 사회에서 ‘평화’가 가지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지에 대해서이다. 둘째로는 인류학자는 종교를 바라볼 때 항상 정

치와 결부시켜 생각해야 한다는 이영진 선배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 일본의 

천주교 박해사(史)와 당시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또, 셋

째로는 인류학은 현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 의미

에서 원폭이 일본인들의 심적인 영역에 미친 영향과, 그것을 확장시켜 일본인들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것은 어떤 심정인지 한번 이해 해보고 싶다는 생

각이 든다. 그렇다고 그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다. 쓰다 보니 알아보고 싶은 

게 많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번째로 나가사키에는 조총

련이 세운 ‘조선인 위령비’가 있고, 히로시마에는 민단이 세운 ‘한국인 위령비’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 말하자면 일종의 분단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조총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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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의 지위와 입장차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 또한 일본 내 재일조선인은 

사실상 무국적 상태인데, 이들의 인권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다섯째로 ‘무연(無緣)’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이 어떤지도 궁금하다. 이영진 선배

님이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문을 찾아 읽어보면 큰 도

움이 될 것 같다. 사실 답사 중에도 한국에 돌아가면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

각했지만 돌아오니 밀린 과제들과 여러 행사,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그 때의 

호기심은 완전히 잊혀졌다. 종강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한 주제씩 차근차근 

조사해볼까 한다.

이렇게 5박 6일간의 일본 답사는 내 나름의 지적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익했다. 뿐만 아니라 반 생활을 통해 인류학과 13, 14학번끼리

는 서로 친하지만, 고학번 선배님들과는 함께 할 기회가 잘 없었다. 그런데 이번 

답사에서 함께 하면서 학과 선배님들, 그리고 조교님과도 가까워진 것 같아 기분

이 좋다. 후배들을 위해 좋은 호텔에 데려가 주시고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먹게 

해주신, 여행사 운영하고 계시는 선배님께도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 음식들이 정

말 맛있었다! 특히 와규의 맛은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석탄 박물관

에서 카타리베(かたりべ)로 계셨던 하라다 이와오 선생님을 만난 것도 행운이라 

생각한다. 당시에 불렸던 노동요도 불러주시고 춤도 춰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박물관을 떠나오면서 전경수 선생님께서 대신 

전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라다 이와오 선생님은 사실 탄광에서 일한 경험이 1

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당신의 인생 마지막 길에 삶을 즐

겁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며, 매순간 열심히 살다보면 후에 언젠가는 도움이 된

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 갓 시작한 대학 생활뿐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매순간 최선을 다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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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의 음식문화

12 김지혜

12 박승모

13 김민성

14 권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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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하필 나가사키의 ‘음식’이죠?
  입고, 먹고, 자는 것을 뜻하는 의·식·주(衣·食·住)는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이다. 

어떤 사회이든 의식주는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며, 의식주 문화는 해당 사회의 

문화적 요인에 따라 그 양상이 천차만별 달라지기도 한다. 문화적 요인은 대표적

으로 자연 환경인 ‘지리’, 인문 환경인 ‘역사’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

은 공간적으로 어떠한 지리적 환경에 놓였는지에 따라 그리고 시간적으로 어떠한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했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를 형성하며 변화시키고 전승

해오기 때문이다.

  식(食)은 단순히 사람이 음식을 통해 포만감을 느끼고 ‘먹는다’는 것으로 그 의

미가 다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사회에서 음식이 만들어지고 먹어지는 과정 속

에는 수많은 문화적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학적 관점에서 식(食)의 

중요성은 실로 중대하다.

 “식문화의 본질은 사람들의 정신에 잠재해 있는 음식이나 식사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있는 즉,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관념이나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권순자 2005: 3).”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인간의 기본 생활 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식(食)’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지구상의 수많은 식문화 중에서 어떤 식문화를 연구 주제로 삼는 

가도 중요한 일인데, 본 글에서는 일본의 나가사키 지역의 음식문화에 중점을 둬

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문화적 요인들을 기반으로 생각해볼 때 일

본 음식문화의 특수성과, 또 전체적인 음식문화와 대비되는 나가사키 지역의 음

식문화의 특수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특수성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로, 자연스럽게 해산물을 기본 

재료로 활용한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일본의 ‘지리’적 특수성 

속에서 나가사키라는 지역은 ‘역사’적 특수성으로 또 다른 하위 음식문화를 향유

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가사키는 개항의 물결 속에서 에도막부가 쇄국정

책을 펼칠 당시, 유일하게 무역항으로 허용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개항을 통해 

나가사키는 일본의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외래(外來)문화를 접할 수 있었을 것이

며, 음식문화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먼저 지리적 특수성에 기반한 일본의 전반적인 음식문화를 

관찰하고, 후에 역사적 특수성에 기반한 나가사키 지역의 음식문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전반적인 음식문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나가사

키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찾아냄으로써 나가사키의 음식문화 속에 중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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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역 및 나가사키 지역 확대 지도

환태평양 조산대

여러 문화적 요인들을 인류학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일본의 지리적 특징 및 대표 음식

1) 일본의 지리적 특징

(1) 일본의 지리적 위치

  일본은 동북(東北) 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열도(列島) 국가이다. 일본은 동쪽

과 남쪽은 태평양, 서쪽은 동해, 남서쪽

은 동중국해, 북쪽은 오호츠크 해로 둘

러싸여 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위치로 인해 일본인들은 자연스

레 바다로부터 여러 가지 자원을 취해 

왔다. 

(2) 일본의 지형

  일본 열도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일부

이며, 홋카이도(北海道)·혼슈(本州)·시코

쿠(四國)·규슈(九州) 등 4개 큰 섬과 

3,400 여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

다.

  일본의 국토는 지질학적으로 지진·화

산 등 최근의 조산운동의 영향을 받아 

산지가 많은 특성이 있다. 국토의 80% 

정도가 산지이며, 산지의 대부분은 경사

면이 가파르고 강과 골짜기가 많은 유

년기 지형이다. 강력한 단층 작용으로 인해, 산지는 긴 산맥으로 이어지지 않

고 수많은 좁은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일본에서는 지진과 화산폭발이 자주 발생한다. 일본에는 200여 곳의 화산이 

있으며, 역사시대 이후 60여 곳이 폭발하였다. 후지산은 1707년 폭발한 이후 

3천여 년 동안 폭발한 적이 없는 휴화산이다. 아사마산과 사쿠라지마산은 활

화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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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토 대부분이 산지라는 일본의 지형적 제

약은 한편으로는 문화적 단절을 야기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 지역마

다 특색 있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했을 것이다.

(3) 일본의 기후

  일본은 남북 간의 위도차가 22°나 되고 아시

아 대륙으로부터 오는 시베리아 기단과 태평양으

로부터 오는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 해 기단

이 부딪치는 곳이므로 기후조건이 매우 다양하다.

  대륙기단의 영향으로 연간온도 차가 크지만, 

해양의 영향으로 완화되어 습도가 높고 강수량이 

많은 현상이 나타난다.

  일본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1월 평균기온은 홋카이도가 －7∼

－9℃, 혼슈 중부가 2∼4℃, 규슈 남부가 7℃이

다. 7월 평균기온은 규슈가 27℃, 혼슈 중부가 

24℃, 홋카이도가 21℃이다. 홋카이도 동부지역을 

제외한 일본의 연평균강수량은 1016㎜, 혼슈의 

몇몇 해안산악지역은 3048㎜ 이상, 일본내해 주변과 서부홋카이도는 1016∼

1524㎜이다. 홋카이도 북부지역에 눈이 오는 날은 연평균 130일 이상, 동해 

주변은 80일, 남부의 태평양 연안과 도쿄만 서부는 10일 정도이다. 일본의 우

기는 6월과 9월이다. 태풍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나 늦여름의 건기에 대비해 물을 저장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계절별로 일본의 기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겨울철에는 주로 시

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찬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강한 북서풍이 동해상의 습기

를 몰고 와 일본 서해안에 폭설을 내린다. 여름철에는 태평양 기단의 영향으

로 남동풍이 불어와 따뜻하고 습도가 높다. 때로는 날씨가 급격히 변화하는데 

봄과 여름철에 특히 변화의 폭이 크다. 해안지방의 날씨는 따뜻한 쿠로시오해

류와 찬 오호츠크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두 해류는 혼슈 북동쪽에서 만

난다.

  전반적으로 일본 대부분의 국토는 온대 기후대에 속하기에 비교적 사람이 

살기 양호한 기후적 특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본인들은 비교

적 수월하게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음식 문화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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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すし)

2) 일본의 대표 음식

(1) 스시(すし) 

  스시는 생선과 조개, 채소, 식초, 소

금, 맛술 등을 넣어 만든 일본식 초밥을 

말한다. 원래 스시는 한국의 식해(食醯)

와 같은 것이다. 즉, 물고기를 소금 간

을 하여 조밥이나 메밥에 버무려 놓았

다가 삭은 후에 먹는 생선식해와 똑같

은 조리법이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 한

국에도 일본에도 전수되고 있으나, 일본

에서는 그 후 '하야즈시'라 하여 하야

(早:빠르다) 자를 붙여 즉석음식으로서 

간소화시켜 다음의 세 가지 요리법으로 분화되었다. 쌀밥에 식초를 뿌려서 새

콤하게 조미한 다음 김으로 싼 것이 '노리마키'이고, 생선조각, 기타 해물을 꼭

꼭 뭉쳐 밥에 얹은 것이 '니기리즈시', 두부조각을 기름에 튀겨서 만든 유부를 

조미하여 주머니처럼 벌리고 그 속에 맛이 나게 조미한 밥을 뭉쳐 넣은 것이 

'이나리즈시'이다.

  스시의 유래는 벼농사와 더불어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일본에 도착한 

절임 생선이었다. 수천 년 전 초기 벼농사 지역에서 소금과 함께 생선을 절여 

보관하던 민물고기 보존법에서 발달한 식품인 것이다.

  스시와 관련된 속설로는 에도 시대 당시 사람들의 성격이 급해 음식을 빨리 

먹고 싶어 했는데, 이전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스시를 발효시켜먹었지만 이

후에는 발효기간이 점점 짧아져 즉석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 되었다는 이야

기가 있다.

(2)라멘(ラーメン)

  중국식 소바 면으로, 닭뼈나 돼지뼈를 우린 국물에 삶은 중국풍의 면을 넣

고 양념을 얹어서 함께 먹는다. 스프의 맛에 따라서 간장 라면·된장 라면·소금 

라면 등으로 나누고 양념의 소재에 따라서 챠슈 라멘, 멤마 라멘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도입 역사는 여러 설이 있지만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따른 인적 교류에 의

한 영향이라고 보는 설이 지배적이며 갑자기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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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멘(ラーメン)

돈부리(どんぶり)

  1912년쯤에는 도쿄 시내에도 중국 

요리 집이 거의 없었는데 1922년쯤

부터 각 구(区)별로 작은 규모의 중

국요리점이 점차 생겨나게 되었다. 

값이 싼데다 노동자의 주머니 사정

이 좋아져서 1923년 관동대지진 이

후에는 라면 형태의 지나 소바가 크

게 유행하여 종래의 메밀 국수집인 

소바 집을 능가할 정도였다. 또한 포

장마차를 끌고 밤에 장사를 하는 형

태가 인기를 끌어 챠르라메라는 나팔을 불며 장사를 하는 형태도 나타나기 시

작했다. 라면이 보급되고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서 소바 집의 메뉴로 추가되기

도 했다. 차츰 홋카이도의 된장 라면이나 큐슈의 돈코츠 라면 등 지방과 결부

된 특색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3) 돈부리(どんぶり)

  재래식 사발 같은 도자기인 동(후

카바치동(深鉢どん))에 밥을 담고 그 

위에 양념을 스며들게 하거나 조리

한 재료를 얹어 먹는 음식의 총칭이

다.

  일본식 간편한 식사법은 도시락

(오벤토오), 일명 삼각 초밥(오니기

리), 그리고 덮밥(돈부리)으로 대표

되며, 이는 요즘 바쁜 현대인의 생활

과 맞아 떨어져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먹는 요리로 느긋하게 즐기는 식사 패

턴이 아니라 시간에 쫓기는 생활패턴 속에서 후딱 한 끼를 해결하는 식사로서

는 더없이 간편하고 스피디한 방식이며 손쉽게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돈부리는 간편한 방식만큼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중이다.

  쇠고기 조림을 얹으면 가장 일반적인 규동, 튀김을 얹으면 텐동, 장어를 얹

으면 우나동, 닭고기와 달걀을 얹으면 오야코동, 참치 회를 초밥에 얹으면 텍

카동이다. 만드는 방법만큼이나 작명하기도 쉽고 먹기도 쉽다. 이런 형식을 벗

어던지는 간편한 식사방식이 현대 일본인과 부합되어 새로운 버전의 출현이 

줄을 잇고 있다.

  우나쥬우, 텐쥬우 등 쥬우란 말이 붙은 음식도 있는데 이는 밥을 담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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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うどん)

를 나타내는 쥬우바코 가타(찬합과 같은 것)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찬합

에 음식을 층층 담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돈부리의 원조는 우나기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에도 시대에 오오쿠보 이마스

케라는 사람이 우나기(민물장어)를 매우 좋아하여 거의 매일 배달시켜 먹었는

데, 당시 배달원은 더운밥과 보온을 한 장어를 따로 배달하였다. 그는 배달원

에게 사발에 더운밥을 담고, 그 가운데다 장어를 얹으면 따로 보온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일러주었는데, 바로 그것이 장어 덮밥(우나기동, 줄여서 우나

동)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4) 우동(うどん)

  우동은 일본의 대표적인 면 요리로, 

지역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하카다 지

방에서는 해산물로 국물을 내고 면이 

굵다. 오사카 지방에는 면과 건더기를 

냄비에 끓이면서 먹는 우동스키와 아무

것도 넣지 않고 면과 국물의 맛만 즐기

는 스우동이 있다. 간토 지방은 우동에 

떡을 넣는 지카라 우동이 유명하다. 야

마나시 지방은 우동에 밥을 넣어 먹는 

우동 메시, 닛코(日向) 지방에는 굵은 

면에 타마리 간장을 넣어 먹는 이세우동 등이 있다.

  재료에 따라 유부를 넣은 기쓰네 우동, 새우·생선·야채 등의 튀김을 얹은 덴

뿌라 우동, 고기가 들어간 니쿠 우동, 간장을 타서 먹는 쇼유 우동, 달걀 노른

자를 떨어뜨린 스키미 우동, 향신료·생강·파 등을 넣은 가야쿠우동 등이 있다. 

또 끓이는 방법에 따라 솥에 넣어 끓이는 가마아게 우동, 냄비에 끓인 나베야

키 우동 등이 있다.

  우동의 기원은 헤이안 시대에 당(唐)에서 유학하던 승려 고보(弘法)가 밀과 

함께 우동 만드는 법을 일본으로 들여왔다는 것이 통설이다. 우동의 시초는 

에도시대에 교토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발달한 면발이 연하고 야들야들한 사누

끼 우동이라고 한다.

(5) 낫토(なっとう)

  낫토는 삶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일본 전통음식으로 한국의 청국장 비슷한 

발효식품이다.

  전통적인 낫토 제조방법은 삶은 콩을 볏짚으로 싸서 40도 정도의 보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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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토(なっとう)

로 약 하루 정도 보관한다. 볏짚에 

붙어 있던 낫토 균이 콩으로 이동하

여 증식함으로써 발효가 일어나고 낫

토가 완성된다. 최근에는 대량소비에 

부응하기 위하여, 혹은 전통적인 제

조법으로는 질 좋은 볏짚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서 순수 배양한 낫

토 균을 이용하는 제조가 주류를 이

루고 있다.

  전형적으로 낫토를 먹는 것은 낫토 밥 형태로, 쌀로 지은 밥과 낫토를 함께 

먹는다. 간장과 겨자를 밥 위에 얹고 휘휘 젓다가 끈적끈적한 실이 나타나고 

나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란이나 메추리알, 파, 생강, 무즙, 다랑어포 등 

여러 식품을 섞어서 먹는 경우도 많다. 홋카이도와 토호쿠 지방의 일부에서는 

설탕을 섞어서 먹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는 마요네즈를 섞는 사람도 있다. 지

방에 따라서는 밥에 얹거나 섞지 않고 낫토 만을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낫토의 기원을 살펴보면, 콩이 주로 말 먹이로 쓰였는데, 임진왜란 때 삶은 

콩을 말 등에 얹어 가다가 말의 체온으로 자연발효가 된 콩의 고소함과 허기 

때문에 병사와 말이 나누어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에서는 특히 관동지방 이북과 남부 큐슈에서 사랑받고 있다. 특유의 냄

새 탓인지 그 외의 지방, 특히 관서지방과 시코쿠지방에서는 그다지 소비되고 

있지 않았지만 제조법이나 균의 개량으로 냄새가 적어지고 포함된 성분 속에 

있는 낫토 키나제의 건강증진효과가 TV 등의 매스컴으로 전해지게 된 결과, 

1990년대 후반에는 거의 일본 전역에서 소비되게 되었다.

(6) 사시미(さしみ)

  신선한 어패류를 산채로 회를 쳐서 간장, 식초 등의 조미료에 와사비, 생강 

등을 곁들여 먹는 요리의 총칭이다.

 곁들인 음식으로 채친 무와 청자조 잎, 갯방풍 등의 야채와 미역, 갈래곰보 

등의 해조류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말고기회, 닭고기회, 간회, 콘냐쿠회, 생유바와 같은 육류나 식물성 식

품 등 어패류 이외의 먹거리도 생으로 먹을 때는 사시미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사시미는 먹거리가 갖고 있는 자연그대로의 맛을 최대한 살린 식품이다.

  일본은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신선한 어패류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

는 천혜의 환경 때문에 어패류를 생식하는 습성이 있었다. 사시미의 시조는 

무침 형태였다. 이 무침은 신선한 물고기나 육고기를 회쳐서 양념한 요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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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미(さしみ)

오꼬노미야끼(おこのみやき)

나마스라는 어원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마시시(生肉)’, ‘나마스키(生切)’가 변

화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전통적인 무

침이 발전된 형태가 회라고 볼 수 있다.

  나마스(鱠)라는 말은 고대 중국의 나

마스(膾)라는 표기가 선행하므로 중국에

서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가능성을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원래부터 회는 만

드는 방식이 단순한 요리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중국에서 고기나 야채를 

날로 먹는 습관은 역병의 유행이라는 위험이 있어 일찍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독자 발생했다고 보는 편이 설득력이 더 있다고 한다.

(7) 오코노미야키(おこのみやき)

  오코노미야끼는 철판 요리의 하나로 물에 푼 밀가루를 기본으로 고기나 어

패류 및 야채를 재료로 철판 위에서 우리의 부침개처럼 평평하게 부쳐서 소스

를 쳐서 먹는 요리이다. 오코노미야끼를 부치는 방법과 재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오코노미야끼의 기원은 불교의식용 떡인 후노야키(麩の焼, 물에 푼 밀가루

를 얇게 부친 부침개에 된장이나 설탕을 바른 요리)라고 전해진다. 그 후 에

도 시대에서 메에지 시대로 가는 와중에 된장 대신에 엿을 말아 만든 스케소

오 야키라는 와가시(和菓子)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쿄와 오사카에서 대

유행하게 되고 메에지 시대에는 몬쟈야키와 돈동야키가 생겨난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나자 식량부족으로 이 음식은 부식에서 주식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1925년대가 되면 도쿄에서는 우스타 소스를 발라먹

는 몬쟈야키나 잇센 요오쇼쿠(一銭洋食)가 식량 부족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인

기를 끌게 된다. 그것이 오사카로 전래

되어 콘냐쿠나 콩을 넣어 간장을 양념

으로 먹는 베타야키와 쵸보야키가 탄생

하게 되고 그것이 각종 철판 요리로 파

생되어 오사카나 히로시마에서 현재의 

오코노미야키라고 부르는 스타일로 발

전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히로시마의 쿠레시(呉
市)로 귀국한 해군 승무원이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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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시루(みそしる)

에서 먹은 피자를 이미지로 해서 만든 요리가 호평을 받아 그 후 출신지인 오

사카에 돌아와서 보급시켰다는 설이 있다. 오코노미야키라는 명칭이 성립된 

것은 1935년경으로 그 당시는 밀가루를 물에 풀어 부침을 만들어 단순하게 

맛을 낸 대중 요리였는데 점차 돼지고기나 소고기 혹은 어패류, 계란 등 여러 

가지 식재료를 취향에 맞게 넣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8) 미소시루(みそしる)

  미소(味噌/みそ)는 일본 된장을 가

리킨다. 일본에서는 미소를 소스로 

사용하여 고기의 맛을 내거나 생선, 

야채, 두부 등 거의 모든 음식에 사

용한다고 한다.

  일본 된장의 종류는 연한 된장, 진

한 된장, 합친 된장 등이 있으며, 칸

토우 지방은 주로 진한된장을, 칸사

이 지방은 연한 쪽을 더 많이 쓰는 

특징이 있다. 미소는 보리나 쌀, 밀가

루 등을 첨가해 달짝지근한 맛을 낸다. 미소시루는 별로 짜지 않아서 그냥 마

실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며 보통 가츠오부시나 멸치, 다시마 등으로 국물을 만

들어서 안에다 미역이나 시금치, 유부, 두부 등 재료를 넣고 된장을 풀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요리이다. 아침식사에는 반드시 ‘미소시루’라는 된장국을 마

셔 “미소국을 끓여 주시겠습니까?”의 뜻이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로 통용된다.

  미소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면, 된장이 중국과 한반도를 통해 일본에 전해졌

는데 이를 기반으로 일본인들의 연구 끝에 오늘의 일본식 된장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중국에서 전래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온난 다습한 일본의 국토 조건

에 의해 자연스럽게 개발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카마쿠라 무사의 식사는 국 하나에 반찬 한가지였다고 한다. 헤이케 일족을 

서해에 쫓아버리고 막부를 확립한 바이타리티(バイタリティ)는 한 끼 식사에 

현미밥, 된장국과 건어물만 먹었던 것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빈약해 보이지만, 

현미로 칼로리, 건어물로부터 칼슘을 얻었고, 된장국으로 영양을 보충하는 식

사법이 정립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이후의 일본인의 먹거리 기본이 되었고, 메

이지, 타이쇼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왔다고 한다.

  쌀은 시대와 경제 사정, 계급, 농사수확에 따라 보리와 잡곡이 섞이게 되거

나, 건어물 등은 토지 사정에 의해 야채나 다른 것으로 대체 되었지만 된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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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바키리(そばきり)

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먹는 음식이었다고 한다. 그 때문에, 된장의 양조법

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그 당시까지는 콩의 낱알을 남긴 채로 조미료 겸으

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원료로서 콩을 먹는 것이 미소시루였다. 

(9) 소바(そば)

  소바키리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뜨거운 국물이나 차가운 간장에 무·파·

고추냉이를 넣고 찍어 먹는 일본요리이

다. '소바'는 메밀을, '소바키리(蕎麥切
り)'는 메밀국수를 뜻한다.

  메밀을 면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이다. 메밀국

수는 나가노현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으며, 승려들이 먹던 쇼진 요리였다가 

일반가정에 전해졌다는 설도 있다.

 처음에는 메밀가루만으로 만든 기 소바나 쥬와리 소바가 일반적이었다. 17세

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러 메밀과 밀가루를 섞어 만든 쫄깃한 면이 보급

되었다. 그 후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10대 1로 섞은 소토이치, 9대 1로 섞은 

잇큐, 5대 5로 섞은 도와리 등 다양한 면이 개발되었다. 이중에서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8대 2로 배합한 니하치를 이상적인 면으로 본다.

  종류에는 채반에 건진 면을 츠유에 찍어 먹는 모리 소바, 김을 뿌린 면을 

츠유에 찍어 먹는 자루 소바, 자루 소바에 덴푸라를 얹은 텐자루 소바 등이 

있다. 곁들여 먹는 음식에 따라 유부 소바·튀김 소바·치킨 소바 등으로 나누기

도 한다. 또 철판에 야채와 고기와 함께 볶아서 요리하는 야키 소바도 있다. 

한편, 일본에는 섣달 그믐날 밤에 도시코시 소바를 먹는 풍습이 있으며, 이사

를 하면 힛코시 소바를 만들어 먹고 이웃에게도 돌리기도 한다.

3. 나가사키의 역사적 특징 및 음식

1) 나가사키가 걸어온 길

(1) 16세기~17세기의 나가사키

  15세기 대항해 시대를 거친 서양 유럽의 국가들은 새로운 문명에 대한 관

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6세기 중반, 포르투갈은 일본 규슈 지방의 히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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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C 데지마와 주변 지역의 모습

나가사키·후나이 등을 중심으로 활발

한 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1543년 포르투갈 인을 태운 중국 

해적선이 규슈의 타네가시마(種子島)

에 도착한 이후, 지역 영주는 포르투

갈 인이 소지하고 있던 철포를 구입

하여 가신들에게 제조법과 사용법을 

배우게 하였다. 이 철포(화승총)는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일어난 조선 

침략 전쟁인 임진왜란 당시 일본인들의 유용한 무기가 되었다.

 또한 당시 유럽의 가톨릭 세력은 종교 개혁 이후 줄어든 입지를 넓히기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포교를 모색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1549년 가

톨릭 세력의 하나인 예수회의 선교사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일본 규슈 지방

의 가고시마(鹿兒島)에 도착하면서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일본으로 유입됨과 동시에 이 선교사들이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펼쳐 나가면서, 크리스트교는 일본 민중들의 생

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게 된다.

 당시 일본을 통일하여 전국 시대의 막을 내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에 

왕래하던 많은 선교사들의 포교를 허가하였으나, 1587년 규슈를 평정한 후엔 

하카타 지역의 선교사 추방령을 실시함과 동시에 크리스트교의 포교를 금지했

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금교령 이후,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에서 26성인

에 대한 처형이 집행 되는데, 이 사건은 일본 최초의 대규모 순교 사건임과 

동시에 후대에 크리스트교 신도들의 성지로서 프랑스 신부에 의해 오우라 성

당이 세워지는 계기가 된다.

 이후 무역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상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크

리스트교도 유입이 되게 되지만, 이런 경향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후 성립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에서 자취를 감춘다.

 17세기 일본에 세워진 에도 막부의 초기 대외 정책은 크리스트교를 금지하

지만 무역은 장려한다는 기본 구조 아래에서 시행되었다. 크리스트교는 이교

인 불교와 유교와 대립하여 갈등을 일으켰고, 선교사들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적극성이 에도 막부의 거부감을 강화시켰다. 또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상공

업이 발달하고, 이에 따라 농업을 기반으로 한 봉건 제도가 약화될 것이라는 

막부 측의 우려도 있었다.

 1616년 막부는 유럽 선박들의 기항지를 히라토와 나가사키로 한정하였으며, 

나가사키 지역에 ‘데지마(出島)’라는 인공 섬을 만들어 1636년부터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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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전쟁을 담은 그림

인을 이곳으로 이주시켜 일본인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제한하였다. 이리하여 

막부는 금교 정책과 무역 통제를 강화하였으나, 1637년에 일어난 시마바라·아

마쿠사의 난13)으로 인해 막부의 경계심은 더욱 강화되었다. 결국 1641년에는 

히라토의 네덜란드 상관(商館)을 나가사키의 데지마로 옮겨 엄격히 감시하기

에 이른다.

 이리하여 나가사키는 에도 막부의 쇄국 정책에 의해 일본의 유일한 무역항으

로서 번성하면서 네덜란드, 중국, 조선 상인들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

로 성장하였다. 특히 네덜란드로부터 그들의 풍속과 문화가 담긴 책들을 직수

입하면서 해외 문물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때부터 나가사키는 일본 국내

의 해외 문화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 19세기 이후 근대의 나가사키

  17세기의 시민혁명과 18세기의 산업

혁명 이후, 서양 열강들의 식민지 개척

은 19세기에 이르러 본격화 된다. 특히 

아편 전쟁으로 인한 청나라의 강제적 

조약 체결과 개항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일본과 조선에게 큰 충격과 경계심을 

안겨주었다. 일본의 에도 막부는 1844

년에 네덜란드 국왕의 개국 권고를 무

시하면서까지 쇄국 정책을 일관하며 집

권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한 태평양 항로를 개발하고 포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거리의 기항지가 필요했던 미국은 일본에 페리 제독을 보내어 위협을 

가했다. 미국의 무력 위협에 에도 막부는 결국 미국과의 화친 조약을 체결하

게 되는데, 이가 바로 일·미 화친 조약(1853)이다.

 그러나 단순한 화친 조약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미국은 막부에게 통상 조약

의 체결을 강요하고, 천황의 칙허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도 막부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1856)에 조인한다. 이 통상 조약에서 나가사키는 가나가

와(지금의 요코하마), 니가타, 효고를 비롯한 주요 개항지로 지정되게 된다. 

이로써 일본도 근대적 조약에 근거한 자본주의 시장 체계에 편입되어 갔다.

  이런 개항 과정에서 에도 막부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13) 크리스트교 신도들에 대한 탄압과 농민들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에 반발하여 일어
난 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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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제독

나가사키에 위치한 미쓰비시 조선소

천황과 지방의 영주들에게 의견을 묻는 등 주체

적으로 정권을 운영해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

다. 이에 따라 천황을 국가 권력의 수반으로 삼

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그 동안 정권으로부

터 소외 되었던 지방의 영주들이 왕정을 주장하

며 에도 막부에 대한 반격을 시작한다.

  결국 1869년 메이지 유신으로, 왕정복고를 표

방하며 메이지 신정부가 등장하게 된다. 메이지 

신정부는 천황제로의 회귀와 근대화라는 두 가지 

모순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메이지 정부

는 근대화와 함께 부국강병을 목표로 식산흥업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일본에 없는 새로

운 산업을 끌어와 국내 상업과 산업

의 부흥을 꾀함과 동시에 국가 주도

형 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정책의 일부로 나가사키에는 

1870년 민간 기업인 미쓰비시 조선

소가 건립되어 관영 기업이었던 야

하타 제철소와 함께 군비 확장 정책

과 맞물려 일본 내 중공업 발달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3) 나가사키 음식 문화 성립

  앞에서 다룬 역사적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규슈 지방의 나가사키 지역은 

개항지로서 크리스트교의 유입과 여러 서양 국가들과의 교역으로 외래문화와

의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나가사키 지역에는 중국인 화교들이 거주하는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개항 당시 서양인

들이 살았던 주택과 가구들이 보존되어있다. 외래문화와의 접촉은 자연스레 

나가사키 지역의 생활 양상에도 변화를 일으켰고, 나가사키의 음식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나가사키 음식 문화는 기본적으로는 일본 음식문화의 특징을 지니면서, 동

시에 외국의 음식 문화를 받아들여 새롭게 변형한 형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나가사키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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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우동(皿うどん) 1 사라우동(皿うどん) 2

나가사키 짬뽕(長崎ちゃんぽん)

2) 나가사키의 음식

(1) 나가사키 짬뽕(長崎ちゃんぽん)과 사라우동(皿うどん)

  나가사키 짬뽕은 신치 차이나타운에

서 시작되었다. 메이지 시대 나가사키에 

중국식당 시카이로의 창업자 진평순이 

만든 것으로, 당시 어려운 형편의 동포 

유학생들을 위해 인근 화교 식당에서 

쓰다 남은 닭이나 돼지 뼈, 채소를 한데 

모아 국물을 우려내고 국수를 말아 준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진다. 짬뽕이

라는 이름은 푸젠 성 출신 학생들이 푸

젠 사투리 인삿말인 ‘챵호(식사하셨습니

까?)’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산둥반도에서 건너온 한국의 화교들이 춘장을 섞어 한국식 자장면을 만들었

듯이, 나가사키 짬뽕 역시 일본의 화교들이 중국식 면 요리를 일본식 짬뽕으

로 만든 것이다. 나가사키는 해안에 위치한 항구도시기에 해산물이 풍부하기

에 짬뽕이 식문화로 자리 잡기 좋은 환경이었다.

 특기할만한 것은 라면 또한 짬뽕과 같이 중국에서 건너온 것인데, 라면은 일

본 전역에 식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나, 짬뽕은 나가사키와 홋카이도 지방에서

만 번성하였다고 한다.

  나가사키 짬뽕과 함께, 이 지역의 유명한 향토 요리로는 사라우동이 있다. 

사라우동은 튀겨진 바삭한 면 위에 걸쭉한 소스를 얹어 먹는 것이다. 나가사

키 짬뽕처럼 지역의 이름이 붙어 특산물화된 것은 아니지만, 현지인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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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루코 라이스(ドルコライス)

부라부라(ぶらぶら/약소화한) 싯포쿠 요리 싯포쿠 요리(シッポク料理)

인정받는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음식이다. 나가사키 짬뽕처럼 사라우동의 소스

는 해산물이 풍부한데, 이는 나가사키가 항구 도시이기에 주 식재료인 해산물

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도루코 라이스(ドルコライス)

  도루코 라이스는 돈까스, 볶음밥, 

스파게티를 한 접시에 올려 먹는 음

식을 말한다. 나가사키가 개항되면서, 

인기 있는 서양음식들을 한 접시에 

담아 팔던 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식

문화로 향유되고 있다. 1950년대에 

찻집이 유행하면서 요리사들이 볶음

밥 위에 치킨까스, 스파게티 등을 얹

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고 이것이 

정착된 것이다.

  현지조사를 하며 만났던 일본인들의 대다수가 나가사키 지역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도루코 라이스를 꼽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여행

객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도 도루코 라이스를 즐겨 먹는다고 한다.

(3) 싯포쿠 요리(シッポク料理)

  싯포쿠 요리는 나가사키 지역의 대표적인 연회상 차림으로, 나가사키요리라

고도 불린다. 일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화된 중국요리이며, 싯포쿠의 ‘싯’

은 식탁을, ‘포쿠’는 식탁보 또는 식탁을 덮는다는 뜻이다. 나가사키 항구가 

개항되며 발달한 것으로, 요리 방법은 전통적인 일본 요리에 포르투갈, 네덜란

드 등 서양 요리와 중국 요리를 혼합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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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푸라(てんぷら)

사 방법은 다리가 4개인 둥근 식탁에 몇 사람이 둘러 앉아 큰 그릇에 담긴 

요리를 나누어 먹는 중국식을 따른다.

  싯포쿠 요리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가사키 당인촌이 만들

어지기 전에 나가사키 현지인들과 중국인들이 함께 살았다. 그 과정에서 중국 

남방의 연회 음식이 나가사키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정착한 대표적

인 음식이 싯포쿠 요리이다. 각종 큰 대접에 음식을 담아 원탁에 올려놓는 모

습이 중국의 연회 방식과 비슷하며, 국물 음식부터 시작해 차례대로 내놓는 

코스 요리 역시 광둥의 고급 연회 방식과 닮았다고 한다(주영하 2009: 26).

(4) 덴푸라(てんぷら)

  덴푸라(てんぷら)는 고로모아게(衣揚
げ)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해산물

과 채소 등을 달걀과 밀가루를 섞은 튀

김옷에 무쳐서 기름에 튀겨낸 요리를 

일컫는다.

  덴푸라의 기원은 에도 시대에 꼬치에 

꿴 어패류를 참기름에 튀겨서 좌판에서 

팔던 것이라고 한다. 덴푸라의 어원에 

대해 살펴보면, 포르투갈어인 ‘tempero

(조리, 기름에 튀긴 것)’에서 유래하였다

고 전해진다. 나가사키가 개항되었을 당시, 나가사키의 외국인들이 기름으로 

재료를 튀기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은 요리이기에 이와 같은 어원을 지닌다고 

한다. 

(5) 나가사키 카스테라(カステラ)

 나가사키 카스테라는 1624년 포르투갈 인이 전수한 제조법으로 탄생하였다. 

거품을 낸 달걀에 설탕과 물엿을 넣고 구워 낸 것이다. 원래 포르투갈 사람들

이 즐겨먹던 사탕 과자였는데, 이를 나가사키로 가져오면서 카스테라라는 이

름으로 발전하였고, 400년이 넘도록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식문화로 향유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다이묘나 쇼군들이 먹던 고급 간식이었으며, 한국과 관련해

서 조선통신사에도 대접했다고 전해진다.

 카스테라의 전수 비화를 살펴보면, 예수회 신부들이 현지인을 가톨릭으로 개

종시키기 위해, 혹은 개종한 현지인을 위해 각종 음식을 제공했고, 그 중 대

표적인 음식이 나가사키 카스테라였다고 한다(주영하 2009: 24).

 또한 나가사키는 일본 전 지역에서 최초로 설탕이 들여온 지역이다. 유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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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카스테라 상점나가사키 카스테라(カステラ)

가쿠니만쥬(漁煮まんじゅう) 가쿠니만쥬 상점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분리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나가사키의 데지

마 섬을 통해 전해졌다. 당시 설탕은 일본의 지배층에게 영묘한 물건으로 여

겨졌다고 한다(주영하 2009: 26). 나가사키 카스테라의 밑부분에 굵은 설탕인 

쟈라사토(ざらさとう)가 있는데, 이는 처음으로 설탕이 들어온 나가사키 지역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가쿠니만쥬(漁煮まんじゅう)

 가쿠니만쥬는 나가사키에서 탄생한 중국식 버거이다. 중화풍의 찐빵으로 잘 

조려 익힌 돼지 갈비살인 ‘동포러우’를 끼운 것으로 나가사키에서만 맛볼 수 

있는 패스트푸드이다. 동포러우의 달콤함과 담백한 찐빵으로 일미가 있다.

4. 결론
  본 글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 식(食)문화에 대한 연구 관심을 

기반으로, 일본의 나가사키 지역의 음식문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식문화를 비롯한 한 사회의 문화에는 문화적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는데, 이를 

크게 공간적인 관점에서 ‘지리적 환경’과 시간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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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볼 수 있었다. 한 사회가 시공간적으로 어떠한 지리적 환경 속에서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지녔는지에 따라 문화의 양상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가사키를 포함한 일본의 음식문화는 공간적으로 지리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라는 지리적 위치와 비교

적 최근의 조산운동의 영향으로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 그리고 국토의 대부분

이 온대 기후대에 속해 비교적 사람이 살기 양호한 기후적 특성은 일본의 음식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일본의 대표 음식들을 통해 동아시아의 농경문화 속에서 곡물을 주재료로 한 

일본의 음식문화가 발달하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스시, 사시미

를 통해 일본의 특수한 지리적 환경 속에서 일본인들이 해산물을 주재료로 한 음

식문화를 형성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같은 라멘이라도 지역에 따라 

규슈의 돈코츠 라멘, 홋카이도의 된장 라멘 등 각기 다른 형태로 발달시킨 모습

을 통해 여러 개의 섬과 산이라는 공간적 제약이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음식문

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전반적인 일본 음식문화를 기반으로, 나가사키 지역은 독특한 역사

적 배경 속에서 나가사키만의 독자적인 음식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일본이 쇄

국 정책을 펼칠 당시, 유일한 개항지였다는 사실은 독특한 역사적 배경으로 작용

하였다. 개항이라는 환경 속에서 나가사키 지역은 비교적 일찍 외래문화를 받아

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나가사키 지역의 음식 문화는 중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외국의 영향을 받

아 변화하였다.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음식이 도입되기도 했으며, 기존의 

일본음식과 외국 음식이 중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중국 화교로부터 등장

한 나가사키 짬뽕, 사라우동, 가쿠니만쥬, 포르투갈 인에게 영향을 받아 등장한 

나가사키 카스테라, 덴푸라는 새로운 나가사키의 음식문화로 자리 잡은 예이다. 

더불어 싯포쿠 요리와 도루코 라이스는 일본의 음식문화와 외국의 음식문화의 중

첩된 형태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나가사키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여 탄생한 요리들은 현재 

나가사키 지역의 음식문화를 대표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나가사키 음식문화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는 나가사키의 음식문화를 대표 사례로 식문화에 중첩된 문화적 요인인 지

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비록 나가사키 지역이라는 한 지역만을 

사례로 하고, 역사적 배경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며 그 특색을 비교 문화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의 식문

화에 중첩된 문화적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 본 연구가 일본의 음식

문화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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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김지혜

  4월 세월호 참사로 한창 나라 전체가 뒤숭숭할 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답사를 

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부디 잘 다녀올 수 있길 

바랐습니다. 이번 답사는 인류학과 행사로는 입학 이래 처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었습니다. 바다를 건넌다는 사실에 설레면서도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처음으로 참

여하는 집단 속에서 과연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면서요. 답사에서 저

는 고학번이 되어 있었고, 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학번이라는 사실이 새삼 

실감이 되며, 또 조장이라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어깨가 무거워지더군요. 다행히

도, 답사에서의 모든 추억은 제겐 행복이었습니다. 6일 동안 함께 같은 방을 썼

던 은채, 매일 함께 움직였던 같은 조 사람들, 그리고 매일 밤 함께 시간을 보낸 

고학번 언니오빠들과 조교님. 뿐만 아니라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주셨던 가이드 

선생님, 교수님 두 분 등 이번 답사를 함께 한 모든 인류학과 사람들과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박승모

  습하지만 맑은 느낌, 높지 않지만 포근하게 펼쳐 있는 산, 조용한 거리. 일본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받은 느낌이었다. 주위는 읽을 수 없는 일본어가 널려 있고, 

익숙하지 않은 풍경들이 펼쳐져 있었지만, 낯설다는 감정보다는 익숙하다는 생각

이 먼저 떠올랐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첫 인상이 중요하듯이 일본은 내게 어

쩐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을 주었다.

  나가사키에서의 첫 날은 유카타와 온천이란 2가지 키워드로 남아 있다. 처음 

입어보는 일본 전통 의상 앞에서 어린애 마냥 신나기도 하고, 예전 사무라이처럼 

흉내도 내보기도 했다. 또한 온천에 가서 하루의 고단함을 씼어 내고 맥주를 기

울이면서 무릉도원을 느꼈다. 이튿날부터는 본격적인 답사의 시작이었다. 나가사

키의 원폭 기념관도 가고, 데지마도 가는 등 많은 곳을 부단히 다녔다. 여행이 

아니라 답사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특히나 우리 조는 음식과 식문화였

기 때문에 잠시 여유를 달래는 식사의 순간에도 요리왕 비룡과 신의 물방울처럼 

눈에 불을 키었다. 그 다음날에도 이런 느낌은 이어져, 나가사키의 대부분의 토

착음식들을 미식가처럼 먹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나가사키의 토착음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음식이 아

니라는 점이었다. 나가사키 현지인이 말씀하셨던, ‘나가사키다운 음식은 도루코 

라이스입니다.’ 는 말은 그 무엇보다 현지 음식을 압축하는 말이었다. 도루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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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는 스파게티, 볶음밥, 돈까스로 우리의 관점에선 일본의 일본다운 음식이 아

니라 서양의 서양다운 음식이다. 즉, 처음에 기대했던 일본풍의 그런 사시미 문

화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개방한 나가사키에겐 어쩌면 가장 나가사키다운 것이 아닌 

가 싶다. 문화적 폐쇄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일본답게 그 개방성을 상

징하는 대표가 나가사키 인 것 같다. 일본과 서양이 섞인 느낌. 풍경과 조용한 

거리는 일본을 닮고, 카스테라를 비롯한 음식은 서양을 닮은 듯한..    

  가장 일본답지 않지만 전통과 현대가 멋스럽게 공존하는 나가사키에서. 그렇게 

우리 조의 답사는 끝이 났다.

김민성

  인류학과는 사랑입니다. 인류학과 나를 뽑아주실 제 그 감사함 아직 잊지 못하

였음에도 일본 답사라는 뜻 깊고 재미있는 답사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함에 몸 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초등학교 때 처음 간 일본은 그저 관광지였습니다. 인류학과

에 들어와서 간 일본은 하나의 문화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온천에서 일본 남성들

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동차

는 어떤 방식으로 운전하는지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로 옆

에서 접하면서 아 이것이 문화를 배우는 것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아 일본은 떠났지만 나는 일본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가사키 후쿠오카

의 역사와 음식 문화, 잊을 수 없는 6일의 경험들이 앞으로 저의 삶의 양분이 되

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호텔 앞 포차에서 라멘과 꼬치를 먹으면서 일본인 사

장님과 대학생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단순히 한국인 관광객이나 답사를 

온 대학생이라는 제 삼자의 시선이 아니라 포차에서 만난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

하는 건 순간이나마 일본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 다시 이런 기회가 돌아올 확

률은 낮겠죠.. ㅠ 끝나버려서 아쉬웠지만 일본에서의 봄을 인류학과와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권은채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동기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일이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로부터 큰 깨달음을 얻어야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한 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갑작스러운 자유에 처음 한 달은 주어진 일정에 맞춰 바쁘게 놀았고, 그 

다음 한 달은 눈앞에 닥친 시험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빠르게 지나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답사를 떠날 당시의 제 생각은 그리 열정에 차 있지도 않

았고, 단순히 힘들고 정신없었던 일상을 떠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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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답사임에도 불구하고, 답사에 대한 열정으로 무언가 깊이 있는 탐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보이는 풍경을 감상하고, 함

께 다니는 거리나 유적을 보고, 찍고, 추억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훨씬 

컸습니다. 실제로도 동기를 비롯하여 교수님들, 선배님들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었

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뒤, 저는 인류학과생으로서의 자

부심과 학과에 대한 애착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5박 6일 간의 짧지 

않은 답사 기간 동안, 학술 답사가 아니었다면 절대 들을 수 없었을 이야기를 들

었고, 제가 앞으로 하게 될 공부를 하셨던 교수님들로부터 일본 그 자체와 인류

학도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이 학과를 선택한 저 스스로에게 만

족하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직 인류학 전공을 듣지 않고, 과연 인류학

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답사를 통해서 저는 인류학을 통해 제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거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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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일정별 사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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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후기>

김옥천

  답사보고서를 만드는데 참고하기 위해 조교실에 비치된 과거의 답사 보고서들

을 훑어보게 되었다. 답사 후기나 서문 등에 거의 매년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표현이다. 올해의 답사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라 조

심스레 줄을 세워본다. 2014년 인류학과 해외답사는 이례적으로 봄 학기에 다녀

오게 되었다. 3월 중순에 답사 계획이 갑작스럽게 정해진 터라 준비 시간이 한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었다. 급히 공고문을 띄우고 학생들을 모

집하기 시작하였다. 계획에 없던 답사 공고였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일본 답사를 꺼릴 것이라는 나의 예상과는 달리 답사 신청 인원은 대호황을 이루

었고 답사 인원을 선발하기에 이르렀다. 인류학과 해외답사를 다녀온 경험이 있

는 학생들을 모두 제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답사 인원을 맞추기에는 실패하였다. 

결국에는 가장 많은 수가 신청하였고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은 1학년을 대상으로 

탈락자 뽑기를 함으로써 답사 인원을 확정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이것이 답사 

준비에 있어서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4월 초, 너무나도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고 출발 일주일 전 답사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

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일정은 모두 삭제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로 일찍 귀국

할 수밖에 없으셨던 박순영 선생님 대신 답사단을 이끌어 주실 전경수 선생님께

서 뒤늦게 합류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떠나게 된 2014년 인류학과 해외 답사의 행선지는 나가사키와 후쿠오

카를 중심으로 한 일본 큐슈 북부 지역이다. 5박 6일간의 일정은 답사단이 머무

는 지역에 따라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부는 나가사키를 중심으

로 한 일정으로, 첫날에는 후쿠오카로 일본 입국을 하여 나가사키로 이동하였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답사가 시작되었는데, 전차를 타고 이동하며 답사단 모두

가 함께하는 나가사키 단체 답사 일정을 진행하였다. 셋째 날에는 나가사키 조별 

연구를 수행하였다. 후반부는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한 일정으로 넷째 날에는 나

가사키를 떠나 아리타 도자기 마을을 거쳐 후쿠오카 단체 답사 일정이 진행되었

다, 다섯째 날은 후쿠오카 조별 연구를 수행하였고, 마지막 날은 타가와 석탄박

물관과 조선인 징용추모비를 방문 한 후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사실 나는 작년 가을에 학과 해외 답사를 다녀왔었기에 올해 다시 한 번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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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녀오게 된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영영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니 오

지 않기만을 바랐던 답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동안에 코앞으로 다가

왔고 결국 난 후쿠오카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만 했다(어디선가 읽으셨

다고 느끼셨다면 기분 탓이겠지요). 답사 준비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일평균 0.5회 꼴로 답사팀원을 잃어버리고, 학생의 여권을 호텔 셔틀버스에서 찾

았다는 연락을 받고, 비바람을 뚫고 답사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등 현지에서의 

우여곡절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다녀 온지 한 달이 지나 답사보고서 편집

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건대 이번 답사 역시 ‘잘 다녀온’ 답사

가 되었다. 특히 고․중세 시기 문물 전파, 근․현대 시기의 조선인 징용과 희생, 전

쟁에 대한 일본의 내러티브 등을 살펴보게 되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다

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답사를 다녀온 후 ‘잘 다녀왔다’고 느낄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답사팀을 이끌어 주신 전경수, 박순영 두 선생님, 존재만으로

도 답사 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 까다로운 답사 팀을 맡게 되어 여행 

준비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후배들을 위해 크게 

쏘신(!) 뚜르 디 메디치의 서현정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큐슈지역의 전문가이자 

인류학과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이영진 선생님 덕분에 자칫하면 

관광이 되어버릴 수 있었던 답사가 학구적인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답사팀원들을 친동생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적극적으로 인솔해주신 박영진 가

이드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사전 준비기간부터 답사기간, 보고서 마감이 끝

날 때 까지 끊임없이 나의 잔소리를 들었지만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잘 따라준 

답사 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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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첫째 날 : 후쿠오카공항에서 나가사키로>

나가사키까지 타고 갈 답사팀의 버스

인솔교수인 박순영 선생님의 답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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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로 가는 길목에 들른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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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둘째 날 : 나가사키 단체 일정>

나가사키 역. 호텔 셔틀버스를 타고 나가사키 역으로 내려와야 전차를 탈 수 있었다.

전차를 타러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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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에서 바라본 나가사키 거리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입장 전 이영진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답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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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폭탄이 떨어진 11시 2분에 멈춘 시계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Fa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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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원폭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앞에서

나가사키 원폭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근처에서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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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평화기념관에 전시된 평화를 기원하는 종이학

추모평화기념관의 추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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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원 입구에 위치한 평화의 샘.

평화공원 중심에 있는 평화기념상 앞에서. 하늘을 가리키는 오른손은 원폭의 위험을, 수평

으로 내민 왼손은 평화 기원을, 감은 눈은 원폭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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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카미 천주당으로 가는 길. 원폭 낙

하 중심지에서 500여 미터 밖에 떨어

져 있지 않아 피해가 심각했다고 한다.

우라카미 천주당 전경. 원폭 피해를 받아 폐허가 되었지만 1959년 복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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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가 된 우라카미 천주당의 과거 모습

나가사키 짬뽕의 발상지 시카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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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짬뽕

사라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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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라 천주당. 일본 내 현존하는 

목조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으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구라바엔. 오페라 나비부인의 

배경이라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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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항이 내려다보이는 구라바엔에서 1

나가사키 항이 내려다보이는 구라바엔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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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항이 내려다보이는 구라바엔에서 3

신난 남자 답사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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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의 기독교 포교를 막기 위하여 조성된 부채모양 인공섬 데지마. 나

중에는 쇄국정책의 일환으로 네덜란드와의 독점 무역이 이루어졌다.

데지마를 1/15로 축소해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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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데지마는 과거의 모습을 재현해둔 곳이다. 무사 분장을 한 할아버지와 함께

데지마 내부에서는 무료 wifi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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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를 갔을 때에는 마침 나가사키 범선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우리나라 범

선 코리아나 호의 모습

코리아나 호에서



172 2014 일본큐슈답사보고서

<답사 셋째 날 : 나가사키 조별 연구>

싯포쿠 요리를 먹으러 간 답사팀원들

싯포쿠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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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카스테라를 먹으면서

3대 나가사키 카스테라 가게 중 하나인 쇼오켄에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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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조별활동 모습

소후쿠지에서 2조와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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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후쿠지에서 즐거운 시간

3조 조별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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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개인 나가사키 거리

스와 신사에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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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 들어가기 전 손을 닦는 모습

나가사키역사박물관을 관람중인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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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유력자에게 진상물을 바치고 있다.

일본식 계란찜인 차완무시와 소보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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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넷째 날 : 아리타와 후쿠오카 단체 일정>

도자기 축제가 열리고 있는 아리타

조선도공 이삼평의 이름을 내건 이삼평 후손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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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평의 14대손 가나가에 쇼헤이씨가 백토를 들고 답사팀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도조(陶祖) 이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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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타 도예와 이삼평을 설명하고 있는 안내문

이삼평 14대손 가나가에 쇼헤이씨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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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타 도자기 마을 뒤편 언덕에는 이삼

평을 모시는 도산신사가 자리하고 있다.

도산신사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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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신사 내부. 도자기로 만든 도리이가 눈에 띈다.

도산신사에서 더 언덕을 올라가면 

도조 이삼평비가 건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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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평비 앞에서 단체사진

아리타 도자기 축제를 취재하러 온 NHK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는 답사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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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도자문화관을 관람 중이신 전경수 선생님

큐슈도자문화관에 전시된 도자기 오르골. 30분마다 음악이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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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네 번째 국립박물관인 큐슈국립박물관. 동아시아 교류사적 관점에서 

큐슈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다자이후 정청(政廳) 모형. 큐슈국립박물관이 위치한 다자이후 지역은 과거 

큐슈 지역을 관할하던 관청이 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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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신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모시는 다자이후 텐만구

본전에서는 의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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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흉화복을 점치는 오미쿠지를 뽑고 있는 답사팀원들과 이를 묶은 나무의 모습

다자이후 텐만구에서 답사팀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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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이후 텐만구의 소 동상. 이 소의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속설이 있다.

다자이후 텐만구의 도리이는 상점가

를 따라 여러 개가 즐비하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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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다섯째 날 : 후쿠오카 조별 연구>

후쿠오카시를 가로지르는 나카강

텐진에서 하카다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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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를 대표하는 요리 라멘

라멘집 모형에서의 설정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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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시내에서 즐거운 시간

후쿠오카 빙수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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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마지막 날 : 타가와 석탄 박물관>

타가와 석탄박물관에 전시된 미쯔이 타가와 이타 갱 디오라마

타가와 석탄박물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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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안내를 해주신 하라다 이와

오씨. 탄갱민요에 맞춰 추는 춤의 

모습이 그려진 옷을 입고 계신다.

하라다 씨와 전경수 선생님. 두분 뒤로 멀리 지하의 석탄을 채굴하는 수갱을 

감아올리는 기계가 보인다. 



2014 일본큐슈답사보고서 195

쇼와 시대의 탄광 주택 재현

미쯔이 타가와 광업소 이타 수갱 굴

뚝. 일본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탄갱민요의 모델이 되었다.



196 2014 일본큐슈답사보고서

한국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

묵념 후 비문을 살펴보는 답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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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탄갱민요 춤을 보여주시는 하라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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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를 떠나 다시 한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