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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화의 레토력과 문화론1) 

한경구* 

l. 서론: 문화개념의 도구적 샤용 

이 글은 국제화와 구조개혁에 대한 일본에서의 논의 2)를 문화 또는 

• 강원대학교인휴학과 

1) 이 글은 “일본의 국찌화와 구조개혁”에 판한 교육부의 지역연구 중점과제 

연구비 지원(1995)을 받아 작생된 채 l 차년도 보고서(이는 제 2 및 제 3 차 

년도 연구률 위한 역사척 고찰로서의 성격올 가지고 있다)를 대폭 줄이고 

수정한것이다. 

2) 참고로 일본인들에게 국제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률 셜푼조사를 통하여 살 

펴본 마우어와 스기모토(Mouer & Sugimoto 1990)에 의하면 국제화는 ‘영 

어률 배우는 것， 외국어훌 말하는 것. 해외 여행을 하는 것. 일본을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보다 친절히 대하는 것. 일본의 학교 교육에서 세계의 사정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이 가료치는 것， 다른 민족들의 습관에 대하여 보다 더 많 

이 배우는 것， 더 이상 경제 동물 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 세계 평화를 위하 

여 노력하는 것， 국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우어 

와 스기모토의 조사 결과는 일본인들이 국제화라는 것올 막연히 인식하고 



62 한경구 

문명의 레토릭으로서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국제화 

와 구조개혁 논의는， 최근까지는 일본의 체계와 문화가 일본이 처한 

국제적 환경에 적합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변하여 더 이상 일본의 문화나 방식이 환경 적합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도록 체계와 구조를 변혁하여 

야만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기 

이렇게 자신의 방식이나 문화적 전통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나 엄청난 자부심을 기반으로 한 구조변혁이나 국가개조， 사회변 

화의 주장은 일본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 특히 타문화와의 

비교를 사용한 자기 사회 개혁의 논의는 타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대 이후에는 

거의 보펀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일본 

의 경우 쇄국과 유신 등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는 것올 보여주고 있다 한편 베푸의 조사 결과(“The Internationalization of 

]apan and Nihon Bunkaron." Paper presented to the Seminar on the 

Challenge of ]apan’s Internationalization: Organization and Culture, Kwansei 

Gakuin University, 1981. Mouer & Sugimoto 1990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국 

제화는 “서구의 사상과 관행올 도입하는 것， 외국인의 일본거주， 일본 내의 

외국의 일본 내 직접투자， 무역 정책의 자유화，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 외 

국어 농력， 외국인과의 교제， 외국문화의 이해， 외국인에게 일본의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 . 귀화에 관한 법률을 완화하는 것” 등으로부터 “외 

국인들에게 일본어롤 가르치는 것.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세계 질서에 기여하는 것” 동을 의미한다고 나타나는 퉁 보다 적극적인 의미 

를가지고있다. 

3) 이러한 주장과는 약간 달리. 일본이 지금까지 성공을 거둔 것은 혼히 .. 서구 

의 모방”에 충실하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었으나 실은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서구를 일본적으로 채구성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었으며， 다가오 

는 정보화 시대에는 일본 문명이 더욱 적합하기 때문에 일본 문화의 독특한 

우수성을 한충 더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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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의 노력이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이 부각되는 것뿐이라고 할 수 있다. 

타문화를 사용한 개조의 논의는 홈式을 채용한 고대 율령국가에서 

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현대의 구조개혁 논의와 직 

접 관련을 가진 도쿠가와 시대 말기 이후로 범위를 좁히고자 한다. 

도쿠가와 말기의 개혁 논의는 과거와 상황이 변하여 압도적인 무력과 

기술을 가진 서구 세력이 출현하였으니 지금과는 다른 체제가 필요하 

다는 위기의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커서 결국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기에 이 

르렀다. 1차대전에서 전숭국으로 부상한 이후인 1920년대에는 국제 

협조론이 주장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자신감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1930년대에 들어와 주장된 국수주의적인 일본주의는 또 다시 외부 

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일본 국가를 개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시기 

의 여러 국가 개조 논의는 모두 서구 문명을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적 

인 것이며 그 인류사적 사명을 다한 것으로 규정한 뒤， 일본문화는 

정신주의적이며 사회 전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고 이의 확 

산을 시도하는 둥 일종의 문화론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 정신 

은 이상적인 동양의 정신문명과 현실적인 서양의 물질문명을 융화시 

켜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 소위 근대는 초극되 

었으며 일본은 새로운 보편적인 세계문명의 형성에 기여해야 하며 또 

한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대중적인 수준에서 

인기를 모은 이시하라 신타로의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나 오 

자와 이치로의 『일본개조계획』으로부터 우메사오 다다오나 구몽 숨페 

이에 이르는 학자들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공통 

점을보이고 있다. 

특히 1930년대와 1980-90년대는 상당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두 시대는 모두 당시까지의 일본의 경제적 성취로 자신감에 넘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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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시대로서 이러한 일본의 실력에 상응하지 못하는 국제정치적 지위 

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서구가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 

고 몰락하고 있다고 여기던 시기이다 더욱이 그러한 서구는 세계정 

치적 패권주의의 유지와 인종적 편견에서 일본의 새로운 역할을 인정 

하지 않고 있다고 간주되며 일본은 아시아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시기이다. 

최근에 들어와 미래는 문화의 시대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이러 

한 두 시기에 나타난 국제 인식과 사회 변혁 논의를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인식올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문화 개념의 레토릭으로 

서의 사용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세계화를 구호로 내세우며 변화의 불가피성과 변혁의 필요성 

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 기대 

된다. 

일부 사회과학자들은 아직도 유기적이며 통합된 문화，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는 일관된 문화라는 개념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나 상당수 

인류학자들은 ‘헤게모니적인 문화 와 ‘유기적인 문화’ 또는 구성원 

간의 ‘합의 (consensus)를 전제로 한 문화’ 를 구별하고 있다(Nader 

1990, Sider 1986). 헤게모니적 문화는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톡정 

한 집단들과 이들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구성된 문화로서 사회 전체에 

침투하고확산된다. 

이들은 하나의 인간 집단이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 

에서 특정 사회에 대한 이해와 분석의 도구로서 “문화” 개념을 사용 

하는 전통적인 방식 외에， 이러한 집단 내의 특정한 제도나 조직들이 

“문화”를 도구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일본인들이나 중남미의 농민들. 또는 일부 사회과학자 

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화합적인 것이라 주장할 때에 이들 중 상당수 

는 문화를 도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4) 때로는 보다 대규모적 

인 헤게모니적인 힘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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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화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행동의 근본적인 결정 요인으로 

서보다는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어떠한 집단들과 개인들이 자신들 

의 정치적 · 실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에 대한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문화는 삶의 설계 (design 

for living) t+ 연극의 대본， 또는 규칙과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이 
나 집단이 사용할 수 있는 상징들의 레퍼토리로서 종종 레토릭으로 

사용되며 또한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일본문화론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하루미 베푸( ~、 11- ~ ~-7 

1987)와 가와무라 노조무(河村望 1993) 등에 의하여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냉소적으로 문화론을 생산하여 피지배계급을 속 

이는 것은 아니다. 지배계급은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이러한 문화론을 

통하여 셜득하고 조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자신들이 만들어 

낸 문화론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한경구 1994). 마치 의미의 

4) 구체적인 분석으로서는 Newfoundland의 어촌을 분석한 Sider (1 983 ) . 

Zapotec올 분석한 Nader (1990) . 일본의 기업을 분석한 한경구(1994)등을 

참조할 것. 정치학자인 L외tin (1986)도 요루바(Yoruha)族의 문화 분석에 헤 

게모니 개념올 사용하고 있다. 네이더에 의하면 화합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식민지 상황에서 사랍들을 순용하도록 사회화시킴으로서 이들을 복종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의 통제에 항거하는데 현지민 지 

도자들에 의하여 유효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화합이라는 레토릭은 정 

치적 지배자에 의하여 내부적인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의 전략으로 

사용될 수도 었다(Nader 1990, Han 1991). 

5) 이러한 문화 이해의 전통은 구조기능주의의 퇴조와 더불어 인류학 내부에서 

심각한 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예률 들어 T. Asad (1 985[1973))가 편집한 

Anthrop%gy and the C%nial Encounter나 J. Fabian (l 983)의 Time and the 

Other: Huw Anthropo/ogy Malces Its O.갱eπ 둥을 참고할 것 한편 이러한 인류학 

내의 뒤늦은 요란스러운 비판에 대하여 “악어의 눈물”이라는 냉소적인 입장 

도 있으며 또한 Godfrey Wilson의 비극적인 일생을 분석한 Richard Brown 

의 논문(Asad 1985에 수록)과 같이 강력 한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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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을 만들어 낸 거미가 자신의 거미줄에 걸리는 격이다. 

메이지 시대 문명개화기 일본인의 구미에 대한 관심은 국가의 독립 

의 보존이라는 지극히 실용적인 목적이 압도적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외국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국내적으로 특정한 정치적(또는 이데올로 

기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대외적으로는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고 수출 시작을 확보하려는 도구적인 관심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았 

다 따라서 타문화라고는 하여도 소위 미개국이나 저개발국에 대한 

관심을 극히 미약하였으며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구미에 관심이 집 

중되었으며 구미 사회와 대비가 되는 일본 사회의 주요 측면이 두드 

러지게 강조되었다. 

“오리 엔트를 오리 엔트로 만드는 .. (Orientalizing the Orient) , 즉 타 

사회를 “타사회스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 사회는 타사회와 본질 

적으로 대조되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오리엔탈리즘은 유럽인들 

의 전유물은 아니다. 유럽인들이 동양을 자신들의 거울의 역상(述像) 

으로서 구성해 냈던 것과 마찬가지로6) 일본인들도 중국을， 그 다음에 

는 서구를 자신들의 모습의 역상으로서 구성하곤 하였다. 1930년대 

의 일본에서는 서양문화가 자기 사회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 그 바 

람직한 성질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7) 한편 

6) 일찍이 문학평론가인 Aldous Huxley는 비극이 왜 감동을 주는가를 설명하면 

서 비극의 주인공들은 모두 현실에서 고도로 추상적인 성격. 즉 화학적으로 

순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가 상대방의 역상과 같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상세한 것은 한경구(1994)를 볼 것 

끼 그러나 타사회가 항상 이러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대 인류 

학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사회철학자들은 타사회를 자사회 , 자문 

화 비판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때로는 페르시아인， 때로는 야만인이 근대 유 

럽 문명의 비판에 사용되었으며 1930년대에 들어와 마가렛 미드는 남태평양 

섭 주민들의 문화를 “사용”하여 性(sex)과 性差(gender)에 대한 미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특히 타문화는 사회 내의 비판. 불만 세력에 의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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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론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에 대하여는 이미 다른 글에서 

비교적 상세히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8) 여기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한다. 

2. 일본형의 현실 적합성 문제와 변화의 필요성 

일본의 경제성장의 원인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서 그 누구도 어떤 

하나의 요인이 다른 요인들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였다는 점을 설득 

력 있게 보여주지는 못하였으나. 일본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이나 관 

행이 중요하였다는 주장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하 

여 전개되었다 9)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이러한 ‘·성공 이야기” 

배세력을 비판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자유민권운동기에 유럽 

과 미국은 정권의 교체 또는 정치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목적으로 ‘사용”되 

었으며 노동운동이나 1970년대에 일어난 공해반대 운동도 국제사회나 서구 

를 ”사용”하고 있다. 

8) 자기 사회에 대한 문화비판으로서의 .. 국제”의 사용이나 무역마찰을 문화마 

찰로 환원하는 경향에 대하여는 Mouer & Sugimoto 1990 또는 한경구 “일본 

인론 · 일본문화론” 최상용 외 『일본 - 일본학J (1 994)을 볼 것 

9) 초기에는 ‘일본이 서구와 유사하기 때문에” 성공하였다는 주장(예 Bellah 

의 경우처럼 프로테스탄티즘의 기능적 둥가물로서의 도쿠가와 종교)이 등장 

하였으나 그후에는 ‘일본이 서구와 다르기 때문에” 성공하였다는 주장 (예 : 

Vogel 둥)이 우새해진다. 이에 대한 논의는 한경구 r공동체로서의 회사』 

(1 994 서울대출판부)를 참조할 것. 한편 찰머스 폰슨Uohnson 1995)은 일본 

의 독특한 문화에서 성공의 원인을 찾는 작업에는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 

적， 져널리즘척 동기가 포함되어 었다고 비판하였다. 즉. 첫째. 경쟁력을 원 

초적인 (primordial) 특성들로 셜명함으로써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거나 둘째， 

아시아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들과 비 

교하지 말도록 하며 셋째， 새로운 슬로건을 발견하기 위한 민족주의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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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생활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성공”이 반드시 만족스러운 정도 

가 아니라는 반성과 함께， 지금까지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요인들이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향후에도 계속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일본형 성공이라는 것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하였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 특히 “일본형 경영론n 에서 성공의 원인으로 부각되었던 조직 

특성이 과거 일본군의 패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등 조직의 문화적 

특성과 환경과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0) 

사카이야 다이치(塊屋太一 1991)는 관료기구에 대한 과도한 신뢰 

는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카이야에 의하면 일본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만주사변이 일어난 1931년에 성립된 “관도체제(官導體 

制)"로서 이는 첫째， 각종 상품과 시설 서비스의 규격기준화， 둘째 규 

격대량생산의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균일화 

(예: 1931년의 「國民學校令j )， 셋째， 동경 l極 집중의 지역 구조， 즉 

“有機型국토형성 .. 11) 등 3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체제 

의 형성을 통하여 규격대량생산에 적합한 번영의 틀은 갖추어졌으며 

최근에 이르기까지는 규격대량생산에서 이기는 자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으며 그 덕태에 일본은 매우 번영한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본의 풍요를 맛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국제적 고립화의 위험에 직면하도록 

유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단지 매우 복잡한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신문 독자 

들에게 통속적으로 쉽게 셜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적절한 설명에 탐닉하고 

있다는것이다. 

10) 戶部良-. 좋本義也 · 緣田뼈-. 彩之尾孝生 · 村井友秀 · 野中都次郞 共著

의 r失敗m本質: 日本軍η繼輪的鼎究.! (1983)이나 아오키의 연구들(Ao임 

1988 ， 1990)은 이러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11) 그 목적은 일본 국토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결합하여 신경중추에서 명 

령에 의하여 행동하는 생산체계와 통일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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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내적으로는 규격대량생산에 너무 철저한 나 

머지 새로운 개념의 창조가 어렵게 되었으며 새로운 기획이나 기술에 

커다란 비용이 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보다 커다란 원인은 세계가 다 

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접어들고 었으며 이러한 시대에는 일본이 

반세기에 걸쳐서 강화하고 철저하게 성립시킨 관도체제에 의하여 발 

전한 규격대량생산 방식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12) 사회 전체적으로 

일본의 효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개탄하고 었다. 즉， 일본은 최근 60 

년 동안 성공해 용 방식에 매너리즘으로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童

質”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사파괴』의 저자 구사카 기민도 역시 ·‘일본형 경영 .. 을 시작하게 

된 것을 1931년에 있었던 만주사변이라고 하면서 일본형 경영의 핵 

심은 평둥주의에서 찾고 있다. 일본은 만주사변 무렵부터 전시체제로 

의 이행을 부르짖기 시작해서 1937년의 중일전쟁 발발 이후 국가총 

동원법이 제정 되었다(1939년). 1941년에는 기업에 대한 통제가 더 

욱 강화되는 가운데 군부는 .. 천황폐하의 신민으로 우리는 모두 평등 

하다”는 평동화 개념을 국민들에게 열심히 강조하였으며 이는 전후에 

도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여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회사는 강해졌 

고 이 같은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 경제는 발전했다고 한다. 그러 

나 이제 미래는 명퉁이 아닌 “차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식 경영 

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구사카는 경고하고 있다. 소위 “회사인 

간”이야말로 회사의 적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인사혁명(인사파괴)을 

하여 다시 조직의 활기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다. 

오마에 겐이치 (大前冊-) 역시 『平成維新』에서 “대장성은 공룡으 

로서， 일본의 금융산업들이 아직 젊고 보호와 자극을 펼요로 하고 있 

12) 사카이야를 비롯한 상당수의 일본의 평론가. 여론 리더들의 자본주의의 발 

전 방향에 대 한 인식 은 상당 부분 John Naisbitt의 Megatrm짜 등 서 구 학자 

들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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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믿어진 시기에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일본의 관료기구를 통렬히 

비 판하고 있다. 한때 개 발국가(developmental state) 를 통하여 성 공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던 일본의 관료가13) 이제는 발전을 가로 

막는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모두 일본식 경영 또는 관 

도체제 또는 그러한 체제의 근저에 있는 일본 문화가 최근까지는 환 

경에 적합하였으나 이제는 상황의 변화로 적합성을 상실하였다는 인 

식에 근거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경제 발전에서 관료의 역할은 과 

장되었던 것이라는 주장까지 둥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야마구치(山口峰宏) 등은 『딩創力』에서 제도라 

고 하는 것은 목적에 대한 수단， 또는 수단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환경이 변화하고 시대의 요청이 변화하면 제도를 

유연히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야마구치 

는 오늘날 일본형 경영에 변혁을 구하면서도 그 근본에 있는 기업관 

과 기업철학의 존재 상태를 의문하는 목소리가 적다는 사실이 문제라 

면서 이를 개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다. 첫째는 냉 

전의 종식 등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이며， 둘째는 테크놀로지의 변 

화， 특히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또한 경제가 대규모화하고 무역과 관세， 금 

융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정부에 대한 의존이나 정부의 보호 

가 사라질 뿐 아니라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의 구별이 사라지고 있으 

며 수출입 형태의 내용이 변하고 현지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도 

중요하다. 경제 성장율이 둔화되고 조직의 확대가 둔화되는 한편， 관 

리기술이 발전하면서 중간관리직은 오히려 감소하는 가운데， 출산율 

은 낮아지고 인구는 고령화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더욱 활발해 

13) Johnson , Chalmers 1982 MITl and the Jllpanese Miracle: The Groψth 01 

Iηdustrilll Policy, 1925-197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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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등 인구적 요인도 중요하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가로 1975년경이 되면서 사람들의 

희망도 크게 변하였는데， 3C가 보급되고， 주택 호수가 세대수를 상회 

하고 고교진학율이 증가하여 누구라도 바라는 규격품은 사라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기농이 완비되고 고장이 적다 

는 것만으로는 상품에 만족하지 않게 되었다. 점차 소비자들은 유명 

브랜드와 여행을 원하게 되었으며 각각의 가족 형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의료 서비스와 풍요한 문화생활을 희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라 

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일반적으로는 다양화의 시대， 또는 개성 중시의 

세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 

특히 야마구치는 생활자와 기업인의 가치 변화를 1945-50년대는 

기본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목표이던 시대， 1950년대는 뇌동의 

시대， 1960년대는 우월의 시대 (맹렬히 일하는 꿀벌로서 커다란 회사 

가 좋은 회사)， 70년대는 차별화의 시대(기업사회에의 안티테제， 남 

과 다른 작업관을)， 80년대 -90년대에는 주관의 시대(자기 실현을 지 

향하여 자기의 일은 자기가 결정)로 구분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의 변혁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 용어가사용되고있다. ‘平成維新.이니， ’日本華質’이니， ‘日本改

造’니， ‘일본형 경영의 붕괴’니 좀 과격한 표현으로 ‘A事破壞’니 

하는 것들이 그러한 용어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전후의 일본을 규정 

하고 이러한 성공이 외부 환경의 변화 때문에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는 

『일본개조계획』에서 일본은 규제사회라고 규정하고 었다. 또한 일본 

사회는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를 존중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 

은 전체의 분위기에 동조하게 되며 집단 속에 자신을 매몰시키는 대 

가로서 그 집단으로부터 생활과 안전을 보장받아 왔다고 할 수 있다 

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일본형 민주주의 사회인데， “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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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기 때문에 일본형 민주주의로는 내외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끔 되었으며， 이제 와서 다시 쇄국정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불가능 

한 이상， 알본은 정치， 경제， 사회의 존재 방식과 국민의식을 변혁시 

켜 세계에 통용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오자 

와이치로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갈구하는 외침에 대하여 다소 냉소적인 견해 

도 있다. 흘스타인 (Holstein 1990)은 일본인들은 급격한 내부적 변화 

를 바라지 않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예 

견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일본은 말로는 국제화를 부르짖고 있으나 

네마와시를 의사결정의 중요한 과정으로 삼고 있는 일본 회사에서 외 

국인 중역은 설자리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등 비관적인 견해 

를 표명하고 있다. 동질성은 일본의 의사 결정 체계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이며 형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나 과정보다는 신호를 감지하고 묵 

시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홀스타인 

은 일본 사회에서 결국 커다란 변혁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스기무라 데쓰오는 일본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외부 

적 충격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대체로 이들이 스스로 창출한 문제 

들이라면서 외부 요인에 의한 불가피론을 부정하고 었다. 스기무라는 

기업들이 심각할 정도로 장래에 대한 수요 상황을 그릇 판단했던 것 

이며 그 결과 과잉생산능력과 과잉노동인력이라는 부담을 걸머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들은 인건비 분야에서 조정을 하 

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지만 기업이 인원을 감축할 필요 

성과 권리， 즉 해고할 수 있는 권리는 1990년대까지는 일본의 어떠한 

대기업인들에 의해서도 표명되지 못하고 있었다 14) 

14) 일찍이 소니의 회장인 묘리타 아키오가 경기순환의 호황과 불황에 대응하여 

이익을 우선시하고 비용을 삭감활 수 있는 탄력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었 

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커다란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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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기무라의 주장을 분석해 보면， 최근에 일고 있는 국제화 논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분히 자신들의 판단의 실책과 그로 인한 책임을 

호도하고 전가하기 위하여 외부의 환경적 요인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 

를 과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의문을 도출할 수 있다. 즉， 국제화 

논의는 문화의 환경 적합성 논랴의 특수한 사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며 문화를 레토릭으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 

3. 개혁과 유신과 파괴의 담론 분석 : 국제화 논의의 계보 

이토(伊顧￥浩. 1990)는 일본에서 국제화 논의의 역사는 매우 길며 

이는 1960년대 이전의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나타났 

는데， 그 중요한 것으로는 고대 중국과 한국의 강한 정치적. 문화적 

영향을 받은 율령국가의 성립기를 비롯하여 유럽의 문명을 만나게 되 

는 16세거 후반기， 그리고 도쿠가와 막부 말기와 메이지 초기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사와다(澤田昭夫. 1990)는 국제화론의 계보 

를 논의하면서 시기률 幕末의 개국 이래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는 현대와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기를 사와다보다 약간 거슬 

러 올라가， 중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성이 강조되고 중국이 정신적으 

로 어느 정도 극복되는 도쿠가와 후기부터 논의하기로 한다. 

근대 일본에서 국제화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나타난 것을 이토는 

세계 2차대전의 戰前과 戰後로 구분하면서 전전은 크게 다섯 시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는 메이지 초기의 「문명개화」의 

시기로서 서양분명올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당시에는 유럽화가 

곧 국제화라고 활 수 있었다. 그러나 서양문명을 섭취할 필요성과 민 

족적인 자존심과의 사이에 상극의 문제가 드러나던 시기였다. 

두 번째는 다이쇼(大正) 시대의 소위 “국제협조론”의 시기로서 이 

당시는 국제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교육의 국제화’ 가 주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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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국제화’ 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 시기라고 한 

다. 세 번째는 서양의 국제질서와는 상이한 독자적인 국제질서를 추 

구하려고 하였던 ‘대동아공영권 구상의 시기이며 네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직후의 소위 제 2 의 개국기， 그리고 다섯 번째 

로 국제화라는 용어가 등장한 1960년대에서 1990년대의 오늘날에 이 

르는 시 기 라고 한다 (伊藏쫓浩 1990) . 

그러나 이러한 구별만으로는 다소 미홉하다. 우선 문명개화기에 이 

르기 이전에 국학(國學)의 동장과 이러한 전통을 역사적 맥락으로 하 

여 양이론(洋훗論)과 개화론(開化論)의 대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다이쇼시기의 국제 협조론이 등장하기 이전에 메이지 20년대 

이후에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던 일본주의로의 복고 경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전후도 몇 시기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는 따로 검토를 요한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메이지 시 

대를 3단계로. 1차대전후를 2단계로. 2차대전후를 3단계로 나누어， 

도합 8단계에 걸쳐 타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국제화와 국수화의 계보 

를 살펴보기로 한다. 단 여기에서는 이러한 국제화론의 계보를 역사 

적으로 상세히 추적하기보다는 이들 국제화론이 담고 있는 자기와 타 

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그 현재적 의미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국제화의 과정에는 이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음에 주목하여 

야 한다. 크건 적건 자국의 문화가 외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윤 

곽이 애매해지고 변질하게 됨에 따라 타문화와의 접촉이 야기한 문화 

변동에 대하여 자신의 문화에 대한 회귀운동 내지는 전통문화의 재생 

운동이 전개될 수 있으며 이 때 민족의 아이덴티티(자기정체성)를 어 

떻게 보존하고 유지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외부의 상황 변화 

를 이유로 하여 국내의 체제 또는 자문화의 국제적 적응 능력을 문제 

삼으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국내적 개혁， 국가 개조를 추진할 것인가 

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국제협조론적인 국제화의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국수주의적인 국제화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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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이지 시대 

(1) 도쿠가와 말기의 국가개조론 

쇄국이라는 것은 봉건 질서의 유지를 위한 크리스트교의 금지와 번 

(灌)의 독자적인 무역 금지를 위하여 막부가 서구에 대하여 인위적으 

로 확보한 거리로서， 막부는 그러한 고립주의에 의하여 200년간 상대 

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막부가 쇄국을 단행하게 된 

것은 국제적인 위기감 때문이었지만 노구치(野口武彦 1977)는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쇄국 체제의 인위성은 잊혀지고 이를 자연스 

럽게 여기게 되었음에 주목하고 있다. 쇄국은 대외적으로는 17세기의 

국제적 정치 관계에 대한 방어적인 반응이었으나 대내적으로는 막부 

가 권력의 존립 기반인 봉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결정이었다. 

그런데 쇄국정책의 부수적인 효과로서 일본은 일본이라는 한 나라 

만을 사실상 하나의 완결된 세계로 간주하는 닫힌 사고를 가지게 되 

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의 보편적 가지의 원천은 황실을 존중하고 

믿는 자세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 둥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내셔널리즘은 외압이라는 위기감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쇄 

국 체제하의 천하태평이라는 온실에서 배양되었다 (野口武彦 1977) . 

와카바야시 (Wakabayashi 1986)에 의하면 도쿠가와 시대 일본의 유 

학자들은 중국 중심적인 도덕과 문화적 규범을 수용하면서 중국의 세 

계의 중심으로서의 지위와 일본의 오랑캐로서의 지위를 안정하였다 

비록 성인들이 모두 중국에서 태어나 도(道)를 가르친 것은 사실이지 

만， 일부 학자들은 일본인들이 중국 고대의 성현들의 도를 당대의 중 

국인들보다도 더욱 열심히 배워서 더욱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일 

본이 중국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화이관(華훗觀)에 입 

각한 이러한 주장은 후에 일본의 신도가 중국의 성현들의 도와 “우연 

히” 일치한다는 새로운 주장에 의하여 배척되었다. 즉 일본의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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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는 각각 신도와 유교로 다르게 표현되었으나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며 따라서 일본의 도는 중국의 도에 못지 않은 가치를 가 

진다는 것이었다. 중국이 모델이기는 하지만 일본은 우연히도 이러한 

모텔과 일치하고 있었다 

모토오려 노리나가(本居宜長)에 이르러 체계화된 국학(國學) 사상 

에서는 이러한 사고는 절정에 달하여 유학 전체를 국정(國情)에 반하 

는 수입 사상으로 보았으며 일본적 보편 가치를 『古事듬며에 나오는 

신도에서 구하였다. 국학자들에 의하면 일본이 중국보다 우월한데 그 

이유는 일본의 문화와 도덕이 중국의 문화와 도덕과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비합리주의는 히라타 

아쓰타네(平田罵鳳)에 의하여 더욱 발전， 증폭되어 고신도(古神道) 

가 창시되는데 ‘히라타 신도’ 는 역셜적으로 카톨릭에서 힌트를 얻어 

서 유일신적 색채를 극히 강하게 띠고 있었다(野口武彦 1977) . 아무 

튼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은 이미 도쿠가와 후기에는 정신적으로 극복 

되었으며 일본이 西勢東漸올 맞이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그런데 쇄국의 유지에 필요한 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개국하여 

군사력과 기술력을 급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딜레마였다. 

국내적으로는 양이론과 개국론이 대립되고 있었는데 결국 외압에 의 

하여 막부는 개국에 들어갔으나 이번에는 정치적 내셔널리즘의 핵심 

으로 부상한 교토의 조정이 쇄국 체제의 존속과 양이의 결행을 강요 

하였다. 양이론과 개국론은 모두 나름대로 당시의 국제 정세에 대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쇄국하에서도 일본은 난학(蘭學) 등을 통하여 

해외 사정을 상당히 잘 알고 있었다. 인도에서 동남아시아에 걸친 지 

역에서 전개된 식민지화와 러시아의 통상 요구는 일본에 불안감을 조 

성하였으며 특히 1840-42년에 걸친 제 1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배 

한 것은 일본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서구화의 

길을 걸었으나 가타오카(片間뿜治 1977) 에 의하면 마치 앞이 보이지 

안개와 같은 미래를 앞에 두고 길을 찾던 당시의 일본인들로서 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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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문은 “일본은 무엇인가” “일본은 왜 당장 다른 외국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없는 가”라는 것이었다. 밀려오는 서구， 예감되는 불길한 

운명에 대하여 우선 자신은 무엇이며 무엇이 되려 하는가를 확인하는 

가운데 이 확인과 결의가 위기에 부딪치게 되어 나타난 것이 양이론 

(壞훗論)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이론은 와쓰지 데쓰로오(和 哲

郞)가 말하듯 단순한 비합리적인 “감정 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片

問량治 1977) . 

막말의 사상가인 사쿠마 쇼오잔(住久間象山)은 화혼양재(和塊洋才) 

를 주장하였는데， 화혼이란 임시방편이 아니었으며 화혼이라는 형태 

를 취한 유학적 이상향의 창셜에 역점을 두었다. 한편 양재는 화혼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양이파와 개국파는 표 

면적인 대립에도 불구하고 양이를 실현한다는 근본 목적은 동일하며 

다만 앙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방책과 절차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이들의 대립은 양이의 순수한 실현을 위 

해서 타자와의 관계를 일체 차단하려는 입장과， 양이의 실현을 위해 

서는 현실적으로 일본의 무력적 방위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기술을 

다른 곳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의 대립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막부 말기 일본이 직면한 상황은 일본이 일본이기 위해서 

는 서구화해야 한다는 깊은 모순이 내포되어 있었다. 서구화라는 수 

단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전통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변혁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2) 메이지시대의 문명개화 

메이지유신 이후 20여 년 간은 문명개화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이토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국제화론이 가장 강하게 주장되던 시기이 

다. 존왕양이파(尊王樓훗派)는 개국을 강행한 막부를 조정의 조칙을 

내세워 타도하고 메이지 정부를 세운 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개국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일본은 국가로서 살아남기 위하여 부국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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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서구화 정책을 택하였다. 변 

화를 능히 감당할 일본 고유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와 변신을 요 

구하는 새로운 지식의 요구는 병존하고 있었다. 

서구화와 일본의 개선은 “민족-국가의 중심 상징으로서의 19세기 

말에 집중적으로 발명된 천황제 .. (Fujitani 1993)를 통하여 연결되었 

다 만세일계(萬世-系)의 전통적인 권위를 지닌 천황은 서구 문명의 

이식자로서 그 문명의 압도적인 우월성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 

였다. 서구 문명의 압도적인 우월성이 이처럼 위에서부터 선행적으로 

이식될 경우， 그것은 민중에 대한 권력의 기반과 권위를 우월하게 해 

주고 동시에 재래의 것. 그 중에서도 특히 민중적 전통과 생활을 야 

만스럽고 미개한 세계로 매장시켜 버린다. 거기에서 전제적(專制的) 

인 문명 개화가 전개되고 세계화가 일어나는데 이 때의 세계화는 제 

국주의 단계에 돌입하고 있던 구미 열강의 세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었다(Pyle 1989). 

한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論吉)는 단순한 실용， 응용면에서뿐 아 

니라 정신적 측면을 포함한 철저한 셔양문명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즉 r文明論之鷹略.JJ (1 875)에서 후쿠자와는 문명 을 .밖으로 보이 는 

사물’ 과 ‘안에 존재하는 정신’ 의 두 가지로 나누어 그 중에서도 도입 

이 곤란한 ‘안에 존재하는 정신’ 이야말로 우선하여 도입하여야만 한 

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외교론」에서는 서양화의 펼요를 한충 

더 주장하여 “정치. 법률， 교육의 大體로부터 사회 일상의 작은 일들 

에 이르기까지도 이를 고쳐서 ... 아시아의 동쪽 끝에 純然한 一新 西

洋國家를 출현시킬 정도의 大英斷을 내릴 것 을 일본인에게 촉구하기 

도 하였다. 그런데 서구파의 거두인 후쿠자와는 동시에 강렬한 일본 

독립론자이기도 하였다. 

메이로쿠샤(明六社)의 창설렘버이기도 한 니시 아마네(西周)등은 

서양 문자로 일본어를 표기하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크리스트교의 국교화， 서양인과의 혼인에 의한 인종의 개량 등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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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황당무계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제안들이 심각하게 논의 

되고 있었다. 이러한 강렬한 서구화 시책은 로쿠메이칸(塵嗚館)에서 

개최된 화려한 무도회 등으로 상징된다. 문명개화론자들은 일본의 전 

통적인 제도들과 이의 기반이 되고 있는 학문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 

해를 가지고 서양을 문화적 모텔로서 강조하였다. 

(3) 문명개화에 대한 반동과 문화주의의 등장 

서양에 대항하기 위하여 전폭적으로 서양문명을 채용한 메잊지유 

신이후의 일본에는 그 후에도 묘한 심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는 

데， 일본과 서양문명과의 관계와 관련 히라가와(平川祐弘. 1985)는 

“일본측의 상처받기 쉬운 심리 상황”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메이지 20년대 이후에는 서양 문명 수용 일변도의 서구화에 대 

한 반동이 등장한다.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에서의 승리는 서구화에 의 

하여 일단 근대국가의 형성을 실현하였다는 증거가 되었으며 일본은 

어느 정도 절대절명의 생존의 위기감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정부의 서구화 정책은 민중에게 무거운 부담을 강요 

했을 뿐 아니라 재래의 민중적 세계 전체를 파괴하는 이질적이고 적 

대적인 문명의 습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871년부터 77년까지 

각지에서 전개된 신정부 반대투쟁은 그 때까지의 요나오시(世直) 운 

동과는 달리 권력 자체와의 정면 대결이었으며 문명개화의 제현상을 

전체적으로 부정하였다. 특히 로쿠메이칸으로 상정되는 서구에 대한 

문화적 굴종에 대한 분개는 일부 보수충 사이에 확산되었다. 산업적 

인 발전이 보편적인 진화의 단계를 거친다면. 일본은 발전하면 할수 

록 더욱 더 서구의 국가들과 유사하게 될 것이며 일본의 선진성은 서 

구 국가들과의 유사성이 그 척도가 될 것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일본 

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화적 독자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케네스 파일 

(Pyle 1989)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이노우에 까오루의 조약개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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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노우에는 영사재판권의 폐지 등을 조건 

으로 雜居地의 셜정 둥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다니 간조(삼千 

城)는 이러한 조치들이 일본의 국민정신을 손상할 것이라면서 맹렬히 

반대하였다 

쿠가 카츠난(陸觸南) 둥은 문명개화 개념이 가진 보편적인 문명의 

개념에 반대하면서， 문명은 상대적인 것이며 세계 문명은 상이한 문 

화들의 경쟁을 통하여 진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문예인으로 

『茶η本』을 저술한 오카쿠라 멘신(間會天心)도 상대주의를 주장하면 

서 일본의 독특한 미학적 전통을 보존할 것을 주장하였다. 미야케 세 

츠레이 (三흰雪體)가 이끄는 셰이쿄샤(政敎社)는 1888년에 『니혼진 

(日本A).JJ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일본의 國합를 보존할 것을 주장 

하였다. 이러한 때에 미야케 세츠레이는 『률善美 日本Aj을 발표하여 

세계 문명은 여러 민족 국가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진보하는 것이며 

서구의 국가들의 문화가 현재로서는 문명이 도달한 최고 단계이기는 

하지만 보다 높은 단계로 문명이 진보하려면 새로운 문화적 형식과 

가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문화적 민족주의는 단순히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뿐 아니라 인류의 진보에도 기여하는 것이 되었 

다. 특히 일본인은 아시아와 유럽 양자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구 

중심의 학문을 교정함으로써 진리의 발견에 독특한 기여를 할 수 있 

으며 또한 군사력을 증강하여 아시아 국가들을 서구의 제국주의에서 

보호함으로써 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Pyle 1989). 

이러한 논의들은 이노우에가 추진하던 조약개정 노력과 관료들이 

추진하던 새로운 서양식 법률 제정 노력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으며， 

문명개화의 보편주의 대 문화적 민족주의의 대결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났다. 그리하여 1890년대는 메이지 개혁이 제기한 문화적 논점 

에 대한 공공의 논의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조약개정 논의를 

통하여 국제관계의 현실과 불평둥이 드러나 문명개화로 상징되는 보 

펀주의가 매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1894년에 발발한 청일전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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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적인 감정이 고양되어 문명개화의 자유주의와 보편주의는 압도 

되었다. 다이쇼시대에 약간의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났으나 케네 

스 파일(Pyle 1989)에 의하면 1945년 패전에 아르기까지 여론은 다시 

는 개혁에 대하여 메이지 초기만큼 긍정적이지 않았다. 

특히 파일(Pyle 1989)은 문명개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서양 흉내는 

조약개정에 성공하자 더 이상 추진될 현실적인 필요가 없었으며. 당 

시의 일본 농촌 사회가 문명개화의 가치들과 양립할 수 없었을 뿐 아 

니라 서양의 산업사회가 분열과 갈동을 겪고 있어 단순히 모방의 대 

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의 인식도 이러한 문화적 민족주의의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하고 었다. 또한 1912년 메이지 천황이 죽자 노일 

전쟁의 영웅 노기(乃木) 장군과 그 아내가 자결하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나쓰메 소오세끼와 모리 오오가이 둥 중요한 소설가들이 작품 

의 방향을 바꾸어 서양 세계에 몰두했던 주제로부터 일본의 문화전통 

으로 되돌아갔다 15) 

여기에서도 파열한 서구화주의에 반발하는 민족주의를 엿볼 수 있 

다. 서구는 이제 더 이상 일본의 모델이 아니게 되었다. 서양은 중국 

을 대신하여 중요한 타자가 되었으나 20세기에 들어와 서양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일본의 독립과 문화적 독자성을 위협하는 타자에 대한 

군사적이며 명료한 저항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타자를 구성하 

는 방법의 하나는 타자를 일본의 역상으로 묘사하는 것이었다. 이렇 

게 서구화된 서구(Westernized West)야 말로 일본인에게 일본문화의 

본질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도쿠가와 시대의 일본의 

사상가들이 중국의 성현들의 가르침이 사실은 일본에 가장 순수한 형 

태로 실현되어 있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그 어떠한 서양의 

15) 특히 이 점에 관하여는 平川빼弘의 r西歐η衝뿔￡ 日本~ (講짧社學術文庫 

1985)에 수록된 「乃木將軍 ε森뿔外: 西歐化日本￡和塊(J)行方」올 참조하도 

록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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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도달할 수 없는 형태로 일본은 새로운 성취를 할 것이 기대되 

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인들이 자신들을 정의하려는 목 

적에서 창조해 낸 서양이라는 관념이었다. 현실적인 서양이 어떠한지 

는 상관이 없었다. 상상 속의 서양에서 서구인들은 충과 효를 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은 충과 효를 본질적으로 일본적인 것으로 규정 

하기에 충분하였다(Gluck 1985). 

2) 1 차대전 이후 

(1) 다이쇼시대의 국제협조론과 교육의 국제화 

제 l 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세계적인 국제협조 붐의 고양기였 

다 1919년의 파리 평화회의 결과 성립된 베르사이유체제는 국제협 

조주의를 기초로 한 것으로 국제연맹의 설립과 민족자결주의에 입각 

한 동유럽 국가들의 독립， 군축회의에 의한 군비축소 등이 진전되었 

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21개조 요구와 山東 출병 둥의 강경노선으로 

부터 시데하라 외교(뺑原外交)라고 불리는 온건 노선으로 전환하 

였다. 

또한 민간에도 평화주의적 단체가 다수 설립되었다. 이러한 평화주 

의 단체의 설립은 한편으로는 국제협조주의라는 외부의 영향도 있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이쇼데모크라시라고 불리는 일종의 자유주의 

적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었다. 이토는 이 외에도 1차세계대전의 결 

과 전숭국으로서 5대국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일본인의 자 

신감과 여유가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일 

전쟁과 노일전쟁의 승리가 오히려 보수주의， 국가주의를 강화하였다 

는 사실에 비추어 여유와 자신감이 항상 국제협조주의에 기여한다고 

할수는없다 

아무튼 이 시기의 국제 협조론은 국제전쟁의 회피와 평화의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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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로 강조하였다 1906년에는 국제분쟁을 되도록 평화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통하여 세계의 평화를 보전하고 인 

류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것을 목표로 대일본평화협회(大日本平和協 

會)가 창설되었다.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일미관계위원회(日米關係 

委員會)와 국제연맹협회(國際聯盟協會) 등의 평화주의 단체도 차례 

로 설립되었다 

국제협조론이 전개되는 가운데 강조된 것은 그 달성의 수단으로서 

의 교육의 중요성이었다. 국제협조의 실현을 위한 교육은 당시 흔히 

국제교육이라고 불렸다. 당시의 대표적인 교육가인 澤柳政太郞에 의 

하면 국제교육이란 한마디로 세계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적 수 

단으로서 “국가와 국가간의 친선은 단순히 정치적 수단， 외교적 수단 

에 의하여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이 

서로 친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어떻 

게 해도 교육이라는 수단을 빌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일부 

국제교육 추진론자들은 이를 “교육의 국제화 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토는 이것이 “국제화”라는 용어의 사용례로서는 가장 빠른 것이라고 

추정하고있다. 

교육의 국제화론으로서 나중에 平凡社와 東京印書館이라는 출판사 

와 인쇄소를 설립한 시모나카 야사부로(下中弼三郞) I이는 「일본에 있 

어서 교육의 국제화 운동」이라는 글에서 당시 일본의 교육은 조직적인 

제국주의적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자국 만능주의의 교육을 청소년에게 

행하려 하는 현상이라고 개탄하면서 전인류애의 정선에 업각하는 교 

16) 시모나카 야사부로는 ‘문화의 창달’ 이라는 목표 하에(실질적으로는 친일적 

인 교과서를 인쇄하기 위하여) 1938년 북경에 新民印書館올 설립하는 작업 

을 주도하였으며 (러版， 大日本， 共同 둥 일본의 3대 인쇄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 패전 후에는 필자가 학위논문 작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했던 東京印

書館을 창립하기도 하였다. 상세한 것은 한경구 『공동체로서의 회사』 참조-

17) 이토 (1 99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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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국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 실현을 위하여 국제교육 

사무국을 설치하고 국제교육회의를 개최할 것을 호소하였다 18) 

이상의 국제협조론과 교육의 국제화론에서 보이는 특정은 평화주 

의적， 인도주의적으로서 이상주의적， 정신주의적인 논조가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론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환경은 커다란 제약 

을 가지고 있었다. 국제협조론에 대하여는 강력한 반론이 존재하였는 

데 이러한 반대론은 국제 관계가 냉엄한 권력 정치적 원리에 입각하 

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조주의는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규정하 

였으며 그 비현실성을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2) 昭和維新과 대동이공영권론 

메이지시대의 서구화론 이나 다이쇼시대의 국제협조론이 구미를 

모텔로 서양화의 길을 걷거나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 질서에 

적응하려는 지향을 가진 국제화론 이었음에 반하여， 대통아공영권 주 

장은 방향을 달리하는 또 하나의 국제화론 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토 

의 주장은 국제화론의 본질을 잘 간파하고 있다 즉， 구미 여러 나라 

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기 위하여 일본을 맹주로 하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단결을 달성한다는 민족주의적인 사상의 계보는 구미를 지향 

하는 서구화론. 또는 국제협조론과 더불어 메이지시대 이래 일본의 

국제화론의 두 가지 커다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18) 시모나카는 이곳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점으로서 다음과 같이 7개 항목을 제 

시하였다. (1) 교육의 내용에서 “적개심을 도발하려는 사상올 배제”할 것. 

(2) 국제심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의 개선과 각국간의 아동 생도의 문 

장， 회화류의 교환. (3) 국제어(에스페란토어)의 사용 (4) 후진 미개 제민족 

에 대한 교화의 필요. (5) ^情 風倫에 관한 각국민의 상호의 양해 및 접근에 

관한 여러 문제 (6) 도량형， 화혜의 통일， 국제 교통의 문제. (7) 기타， 각국 

상호간에 유학생의 편의를 도모할 것， 遊賣者를 우대할 것. 타국인을 존경하 

고 후진국인에 대하여도 십분 성의를 가지고 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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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주의적 국제론의 계보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후쿠자와 유키치 

의 「동양맹주론J. 志貨重昆파 竹越與三郞의 南進論， 玄洋社와 黑龍會

등 우익 단체에 의한 황도주의적(皇道主義的) 아시아 진출론， 固슐天 

心의 문화주의적 아시아 일체론 둥이 그것이며 대동아공영권론은 근 

대 일본에 있어 아시아 지향적 국제화론의 도달점이라 할 수 있다(伊 

購髮浩 1990) . 

특히 이러한 대동아공영권론은 그 직전에 나타났던 昭和維新에 의 

한 국가개조론과 마찬가지로 세계사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의 일본에 

게 주어진 피치 못할 선택과 동서 문명의 필연적 대결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었다. 예를 들어서 기타 잇키(北-輝)는 인간의 역사 

를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쟁으로 인식하면서 힘의 논리 

를 바탕으로 아시아 연맹과 국제적 무산자의 논리를 주장하였다 세 

계사적인 의미에서나 민족사적인 의미에서나 국내외의 새로운 상황 

의 변화로 일본은 유사 이래의 국난(國難) 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국가개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오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는 일본 정신 안에는 외국의 사상 

과 문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소화하여 새로운 문명과 사 

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대성이 있으며 일본은 그 역사 속에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문명의 속성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상 

적인 동양 정신문명과 현실적인 서양 물질 문명을 융화시켜 새로운 

방향을 제 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한상일 1988) . 

대동아공영권 구상은 1940년 여름 정부에 의하여 처음 공표되었으 

며 당초에는 일본， 만주， 중국 퉁에 국한된 것이었으나 그후 동아시 

아 및 동남아시아 전역을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943년 11월에는 타이， 중국， 만주국， 필리핀， 버어마， 인도의 대표자 

를 초청하여 대통아회의를 개최하고 대통아공영권 구상에 관한 정부 

에 의한 공식 견해라고도 할 수 있는 대동아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대동아공영권 구상이 주장되었던 배경에는 자원의 공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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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제품의 시장으로서의 아시아 지역을 일본의 경제권에 더하여 경 

제적인 자급자족체제를 성립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으며 일본의 대 

륙이나 남양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이론화하고 정당화하는 사상이 

필요해진 사정도 있었다. 여기에 아시아의 여러 민족을 영미 제국주 

의로부터 해방시켜서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에 있어 이상적인 도덕 

적 질서를 건설하려고 하는 아시아주의의 흐름이 포함된 민족주의적 

인 이상주의도 반영되었다. 

정부의 대통아공영권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지한 지식인 

들도 있었는데 당시의 지식인들의 논조는 외관상 매우 윤리주의적이 

며 또한 정신주의적이었다. 세계 속에서 일본의 역할을 매우 적극적 

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들의 대통아론은 반서양주의적이면서도 종 

종 세계주의적， 보편주의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三

木淸은 “동아협동체가 세계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하 

면 이는 동아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특수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보편적인 것이 아니면 안된다. 이는 보편적인 원 

리를 포함한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개방적인 것이며 세계의 여러 국가 

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19)고 주장하였다. 

메이지시대의 문명개화기와 그 이후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의 고 

양기에 나타나는 상반된 입장은 사실은 일본의 보존이라는 동일한 목 

표를 위한 것이었다. 다만 메이지시대에는 일본을 살리기 위하여 일 

본적인 것들을 버리고 서구화할 펼요가 있었으나 1920년대에는 일본 

적인 것들을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되었다 

는 것이 차이점이었다. 

19) “東洋思想、η根據" r改造~ 1938年 12 月 伊顧훌끼告(199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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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전 이후 

(1) 평화국가론과 그 퇴조 

제 2차 세계대전의 패배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에 이르는 기간은 

幕未의 개국에 이어서 근대사상 제2의 개국의 시기라는 평가를 받았 

다. 패전과 점령에 의하여 대통아공영권론에 나타났던 배타적， 독선 

적인 행동 원리는 부정되었으며 일본은 또 다시 “열린 사회”로의 전 

환을경험하게 되었다. 

패전에 의한 허탈감과 개방감 또는 치욕감 속에서 일본은 국제사회 

에 있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광범한 여 

론의 일치를 볼 수 있었다. 즉， 금후의 일본은 “평화국가”내지는 “문 

화국가”를 지향하며 국가 건셜에 나서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로서 森戶辰男은 약소국인 일본은 평화국가를 건셜할 사명을 가지 

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20) 일본이 탈군사화를 달 

성하여 평화국가， 문화국가로서 세계평화를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해 

야만 한다는 주장은 대동아공영권론과 같은 능동성은 결여하고 있으 

나 극히 보편적인 가치규범에 따른 “국제화”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이토(1990)는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국가론은 전쟁시의 군국주의와 전쟁의 재발을 혐오하 

고 있었던 국민 대다수에 의하여 널리 지지를 받았으며 요시다 수상 

을 비롯한 당시의 정책결정자들도 공유하고 있었다. 평화국가론은 단 

순히 전시 일본의 행위에 대한 회한과 반성에 기초를 둔 것만은 아니 

었으며 점령군의 민주화. 비군사화 정책에 합치하였을 뿐 아니라 국 

제사회에의 조속한 복귀를 목표로 “호전적인 일본인”이라는 이미지 

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던 정부로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더욱이 전후 

20) “平和國家η建設，" r改造J 1946年 l 月 . 伊顧影浩(1990)에서 재인용. 



88 한경구 

얼마 동안은 동서간의 협조가 지속되면서 국제연합이 설립되는 둥 국 

제협조 무드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평화국가론에 

대항할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패전 후 수년간은 

평화국가론이 커다란 세력을 가지는 가운데 일본은 동양의 스위스， 

태평양의 스위스라는 이미지가 보급되었다. 

그러나 냉전이 시작되고 6 .25가 발발하면서 단독 강화가 추진되 

는 등 국제적인 환경이 변화하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또 다시 정 

치 · 경제 · 군사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대 

두되었다. 그리하여 1950년 전후부터는 패전 후 한동안 자취를 감추 

었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가 점령에 의한 식민지화에의 두려움 .. 무 

국적인 평화주의”에 대한 반발， 제 3 세계 여러 국가에서의 민족주의 

의 고양/등을 계기로하여 또 다시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竹內好는 

정신적 차원에 있어서의 민족적 독립을 위해서는 개혁의 모델을 외국 

에서 구하는 .. 노예근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외의 문화와 정 

치， 경제 시스템의 표면적인 이입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21) 

(2) 경제적인 국제화와 국제화 정책 

한편 1960년대에 들어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국제화가 본격적 

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기타무라(喜多村和之 1990)의 조사에 의하 

면 1961년 5월 18일자 『일본경제신문』의 칼럼에 이미 국내 경제정책 

의 국제화라는 표현이 전후 최초로 둥장하였다고 한다. 국제화라는 

용어가 전후 두 번째로 둥장한 것은 1962년 7월 15일 이케다 하야토 

가 자민당 총재에 재선된 것을 계기로 발표된 “국제경쟁에 살아남는 

길”이라는 제목의 “12民共同宣言”이라는 문서에서라고 한다. 이 분 

서는 EEC를 필두로 하여 1960년대 세계 경제에 있어 지역통합화의 

조류가 각국간의 경제전쟁， 수출경쟁을 격화시켜서 적자생존이라는 

21) 竹內好 「近代ξ냐何b‘(日本￡中國Il)場合)J 1948 (伊藏&浩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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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혹한 자유주의경제의 원리를 세계시장의 구석구석까지 일관시키는 

인식을 바탕으로 -國 경제에 국제화 라는 중대한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었다 22) 이러한 국제화라는 것은 세계 속에서 생존 

하기 위하여 국제정세에 즉시 반웅하는 체제를 산업， 무역， 재정， 금 

융의 각 방면에 걸쳐 정비하여 안정성장을 위한 기초를 굳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일본경제의 국제화라고 하는 것은 구체 

적으로는 무역의 자유화와 관세의 동시적인 인하를 단행하는 것에 있 

다는 등 주로 경제적인 면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국제화라는 사상은 이후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에 반영되게 

되었는데 특히 일본이 IMF 8조국으로 이행하고(1964년) OECD에 

가맹하면셔 국제사회에서는 채권국으로 전환하고 자유경제권에서는 

GNP 제 2 위로 상숭한 시기 (1968년)에， 즉 일본이 경제적인 측면에 

서 국제적 지위와 힘이 고양된 시기에 국제화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 

식 문서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다 (喜多村和之 1990) . 

그리하여 1967년에 발표된 『경제사회 발전계획J (1 967-1971)에서 

는 무역의 자유화 및 관세의 일괄인하， 자본의 자유화 등 일본의 외 

부에서 발생한 국제적인 생존경쟁의 격화 현상과 둘째， 이러한 국제 

적 조류에 직면한 일본경제가 본격적인 개방체제에로 이행 내지는 적 

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으로서 국제화를 규정하고 있다 1970년의 

『신경제사회 발전계획』에서는 국제화가 일층 진전되는 가운데 일본 

은 국제경제사회의 유력한 일원으로서 그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간의 불균형과 국제적 마찰이 

확대되어 일본 경제의 장기적， 안정적 발전은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1980년대에 들어와 더욱 구체화된다. 

1982년의 경제기획청의 r2000년 일본』에서는 21세기를 향하는 일본 

22) 喜多村和之(199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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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3대 조류로서 고령화 및 성숙화와 함께 국 

제화를 열거하면서 국제화의 진전 방향을 재화 및 서비스의 무역， 자 

본이동， 기업경영， 정보 및 문화라는 4개의 분야로 나누어 예측하면 

서 일본이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984년 경제기획청의 『세계 속의 일본: 그 새로운 역할， 새로운 활 

력.l(국제화연구회보고)에서는 국제화란 “물건， 돈， 정보， 사랍 및 이 

들의 총체로서의 문화 등의 국경을 초월하는 왕래의 증대”라고 정의 

하면서 금후는 “따라잡기 시대”의 국제화가 아니라 구미 각국과 어깨 

를 나란히 하고 장래를 열어 가는 국제화 시대이며 동시에 신흥공업 

경제국으로부터 추격을 당하면서 기타 발전도상국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국제화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일본이 지금까지 뒤집어써 온 폐 

쇄성， 경제 동물， 오만 둥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새로운 일본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喜多村和之 1990) , 

일본정부는 1988년에는 『경제운영 5개년계획.1 (1 988-1992) 에 특히 

『세계와 함께 사는 일본』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국제화란 일본의 경제 

와 사회의 특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역사적으로 자라난 문화적인 

창조성과 가치관 둥은 계속 계숭， 발전시켜 나가되 이러한 작업이 국 

제사회에서 더 한충 이해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타국의 문화와 가치 

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문화와 가치관의 다양성에 관용적인 태도 

를 갖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국제화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1988년 경제 

기획청의 『국민생활의 국제화』는 일본이 현재 새로운 국제화를 선택 

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었다고 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국제간의 관계가 

심화되고 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사회 시스댐도 국민의 의식 

도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국제화의 목표를 3 

가지 셜정하였다. 즉， 일본의 경제사회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공정하 

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운 규칙에 의하여 운영될 것， 국제적으로 통 

용되는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해외에서의 경험이 그 후의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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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분 활용되도록 할 것，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그 뛰어난 분 

야에서 세계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투입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喜多村 

和之 1990) . 

특히 1986년 무역흑자가 1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대외경제마찰의 

격화에 당면한 일본은 국제협조을 위한 경제， 산업 상의 구조조정을 

요구받게 되 면서 1986년 나카소네 수상의 자문기 관인 『국제협 조를 

위한 경제구조조정연구회』의 보고서 (마에가와 보고서)와 1987년의 

『경제구조특별부회보고J (新마에가와 보고)는 정치경제上의 제 시책 

과 함께 특히 국제교류와 교육의 국제화를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다. 

(3) 1980년대 이후 국제화론의 전개 

민간 레벨에서의 본격적인 국제화론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 

대에 걸쳐 논단에 등장한다. 야노(失野陽)23)는 국제화의 개념을 “기 

본적으로는 지방적 단위와 다수의 이익집단 그리고 시민의 결합체로 

서 성립한 국가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가운데에서 어떠한 위치를 부여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는 “고유의 자기정체성을 가진 一國民내지는 

-民族을 가장 마찰이 적은 형태로 국제적으로 定位시키기 위한 노 

력”으로 정의하면서 국제화라는 용어 대신에 “國際的 定位”라는 표현 

을 사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민간 레벨에서의 논리를 정리하 

여 기타무라(喜多村和之)는 외부에 대하여 일본 사회의 조직의 기능 

과 수준이 어느 정도 보편적인 것으로 통용되는가라는 “통용성 .. 외 

부와의 교류에 대하여 일본 사회가 어느 정도 규칙과 제도의 변에서 

“교류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질적인 문화와 민족을 배경으로 한 외 

국인을 열린 의식과 대퉁한 지위를 가지고 같은 구성원으로서 인정하 

고 있는 가라는 ”개방성”을 일본 사회의 “국제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23) r新洋行學Q)-t-tlò~ (1976 PHP맑究所)， ~國際化Q)意味 - 今 「國家」장超i 

LJ (1986 日本放送出版協會) 참조. 喜多村和之(199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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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을 것을 제안하였다(喜多村和之 1990) . 

한편 야마자키 (山뼈正和)24)는 일본이 경제라고 하는 비문화적 보편 

성에 의하여 세계에 진출하였으며 문화의 국제화에 따르는 갈등을 회 

피한 채로 대국이 되었다고 하면서 일본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최대 

의 급무는 일본인의 자기상(빔己像)을 관념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현실의 국제화의 물결에 의하여 씻기는 가운데 시련과 

마찰 속에서 재발견하고 새롭고 진정한 보편적 세계문화의 형성에 기 

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의 국제화는 일본의 생존을 위하여 불 

가피한 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문화의 근본적인 파괴를 수반 

한다면 그러한 형태의 생존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하면서 문화를 파괴 

하지 않으면서 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 

다. 이러한 국제화와 자국의 자기정체성 또는 고유한 문화와의 갈등 

은 메이지 이래 거듭되는 논의의 대상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제화의 딜레마를 나름대로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준 것은 Ð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다. 이시하라 신타로는 

”일본의 안정과 발전이 세계의 안정과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미래의，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새로운 문명의 조성이라는 앞으로의 세계사의 구 

조를 밝히는 것”을 책을 서술한 목적이라고 하면서 필요한 경우 미국 

에 대하여 분명히 No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 

며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카이야 또한 일본이 주체적으로 국제질서의 형성에 참여했던 유 

일한 예는 제 1차세계대전후 태평양 전쟁에 이어지는 실펙였으나， 과 

거에 실패하였다고 하여 이번에도 실패한다는 법은 없으며 일본은 자 

신에게 유리한 국제질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있다. 

24) 山|倚正和 r文化開國/、η挑戰-日本q)世界的實驗~ (1 987 中央公論社) 喜多村

和之(199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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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몽 숨페。1 (Kumon 1992 , 公文俊平 1995)는 정보화와 국제 

화를 논하면서 금일의 일본문명을 구성하고 있는 제요소 중에는 미래 

의 ·‘지식문명”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이 

미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금일의 일본의 문명의 기반이 되는 문화는 

지식문명에 상당한 정도로 “적합적(適合的r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일의 일본사회에 전형적인 형태로 성립하고 있는 “네트 

워크 문명”은 그 사회적 의사결정에 있어 신속성의 결여와 정서 우위 

의 경향， 군사에의 무관심， 또는 대외적인 혜쇄성 동의 약점을 지니 

고 있으며 집단 내의 동질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동의 문제점이 존 

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일본사회의 국제화에 상당한 불리한 요소 

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래의 사회는 일방으로는 

정보화의 진전에 의하여. 타방으로는 근대 문명. 즉 구미형 진화의 

한계에 대한 반성에 의하여 구석구석까지 네트워크화의 경향을 보이 

기 시작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전지구적인 네트워크화의 과정 속에서 

일본의 네트워크 문명은 이미 실현한 장점을 세계에 보급하여야 한다 

고주장하고있다. 

제 2 차세계대전의 패배에 의하여 일본사회의 기층주체이던 “이에 

(1 =, 家)"라는 원리의 사회적 정통성은 국가의 레벨과 가족의 레벨 

에서 일거에 부정되었으며 소위 가족국가관과 가족제도는 후진적이 

며 군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와 제도라는 이유로 거부되어 폐지되었 

다. 그 대신에 구미식의 민주주의척 국가와 개인주의적 개인의 이념 

과 제도의 의도적이며 전면적인 도입이 시도되었다. 한편 네트워크 

원리 혹은 일본의 전통적인 용어로 「잇큐(-授) , 무라(A. 7)의 원리」 

는 민주주의의 일본적 해석과 연관되어 이념으로서는 어쨌든 사실로 

서는 점점 보급되고 있다고 구몽은 주장하고 있다. 

구몽은 “이에 사회”에서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은 철저히 일어 

나고 있으나， 전시 중에서 전후의 고도성장기에 걸쳐서 일본사회의 

중핵부분 (기업 및 중앙관청)에서는 이에형 조직으로의 재편성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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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다. 소위 일본적 경영의 형성이 그것이다. 

유사한 현상은 중앙관청의 각 성 (省)에서도 진행되었는데 , 소위 “省

은 있고 국가는 없다”라고 부르는 사태의 진행이 그것이라 한다. 그 

러나 고도성장의 종언 이후 이곳마저도 네트워크의 윤리가 점차 침투 

하여 기업과 관청의 성격을 또 다시 변질시키고 있는 중으로， 그 결 

과 기업에 대하여는 “일본적 경영의 종언”이 지적되고 있으며 중앙관 

청은 “局은 있어도 省은 없다”라는 평을 듣고 있다. 이는 의사결정 및 

실행의 주체로서의 자립/자율성을 갖추고 있는， 또는 갖추려고 지향 

하고 있는 조직 내지는 部局의 레벨이 점점 하위 또는 하급으로 옮아 

가고 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구몽에 의하면 구조변화는 이미 일본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일본문명의 특성 때문에 서구보다 오히려 더 일찍 시작되었고 

또한 더욱 잘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全세계적인 국제화와 정보화 

의 흐름은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따라서 일본은 현재 일어 

나고 있는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그 장애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이미 『文明c!:: VC 17)1' 그 

社會』에서 예고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독특한 문명으로서의 일본문명， 그것도 근대화를 거쳐 정보 

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 뛰어난 적합성을 가지는 일본문명이라는 관 

념은 우메사오 다다오(梅掉忠夫)의 .. 비교문명론으로부터의 자기 주 

장”이라는 형태로 일본 문명의 세계사적 좌표를 확고히 셜정하는 작 

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우메사오는 일본이 서구화를 추진하여 근 

대화에 성공했다는 주장은 일종의 “改宗者說”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셔 메이지시대의 문명개화는 사실은 이중적인 정책 연출이 

었다고 새로이 해석하고 있다. 즉， 국제적으로는 조약개정교섭을 유 

리하게 하기 위하여 서구열강에 대하여 일본이 극히 유럽적인 국가로 

서 미개， 야만국이 아니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연출”하기 위하여 급 

속한 서구화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구체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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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성립된 혁명정부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연출”하기 위하 

여 서구화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고대로부터 항상 외 

국의 것을 받아들여 일본적으로 소화해 냈으므로 과학이나 산업 기술 

도 모두 전통과 연속된 것이지 결코 일본은 자신의 문명을 버리고 새 

로운 서구 문명을 택한 “문명의 개종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메사오는 “머나먼 동방에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 끝에 오랜 세월 

에 걸쳐 유럽 문명과 거의 교섭 없이 독자의 발전을 해 온 별개의 문 

명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일본을 보아주었으면 한다”고 일본의 문명사 

적 위치를 제안하고 있다(梅掉忠夫 1986) . 

4. 결론에 대신하여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난 이러한 시각들은 일본 문명의 우수성을 강 

조하고 있으며 일본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변혁이 아니라 걸림돌 

을 치우는 정도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와무라 노조무(河村望 1993)는 근대화의 시대가 끝나고 

근대를 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일본문화의 특질이 새삼스럽 

게 평가되지 않으면 안되지만 이러한 근대의 극복과 일본문화의 독자 

성의 주장은 1930년대의 파시즘과 정치 반동의 시대의 일본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대두를 상기시키는 점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 

다. 가와부치(江淵一公 1990) 또한 일본에서는 경제대국으로서의 책 

임 의식이 고양되는 것에 따라 ‘자기 변혁 을 의미하는 겸허한 국제 

화의 관념으로부터 구미의 고전적 의미의 오만한 국제화의 관념이 머 

리를 쳐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에즈라 보겔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넘버원으로서의 일본』의 일 

본판의 서문에서 “일본에 현재 요구되고 있는 것은 국제화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여 국제적 시야를 가진 정치가를 성장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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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사용되어 온 국제화는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계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 일본이 이러한 

행동을 계속하는 한 국제사회에서 존경과 우호를 얻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일본의 국제화 움직임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가와부치는 메이지 시대에 둥장한 “고쿠사이진(國際A)" 이라는 용어 

는 현실 감각이 없고 이상적으로서 뽑내기만 하는 사랍을 의미하는 

등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은 이보다는 긍정적 

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었다. 특히 전후의 국제화의 사상 

은 1960년대 초기. 일본이 경제 부흥을 달성하고 고도 성장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일본 경제가 본격적으로 국제 시장에 진출하면서 등장 

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유럽화， 근대화， 미국화 등의 계보를 따 

르는 사상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한다. 경제 분야가 주도하는 국제화 

의 사상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서， 무역이나 금융의 국제 

적 適合化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방식으로부터 사람과 정보를 중시하 

는 문화와 교육면의 국제적 개방성의 문제에로 전개되고 있으며 개발 

도상국과의 교류와 일본의 국제 참가에 의한 공헌의 가능성을 모색하 

는 논조에로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와부치는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만 

한 국제화의 관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아이덴티티의 상실에 대한 위 

기의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에의 적합화는 매우 바람 

직한 것이지만 ‘문화와 교육과 정보의 개방에 의하여 일본 고유 문화 

가 상실될 수도 었다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7" 라는 문제는 

여전히 커다란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는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둘러싼 .개국파’와 ‘쇄국파’의 논쟁에서도 상징적 

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 소위 “오만한 국제화 관념”의 재등장에 대한 우려나 적극적 

인 국제화 노력에 수반되는 아이멘티티 상실의 위험에 대한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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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견 상호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인의 국제의식에 

대한 가토 슈이치(加藏周一)의 논의는 매우 홍미 있는 시각을 제공하 

고 있다. 가토는 ”일본인의 세계상”에서 근대의 일본인이 국제정세에 

민감하여 끊임없이 외국의 사정에 관심을 가지고 외국과 자국의 비교 

에 열심인 것은 “외부와의 접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쇄 

국에 의하여 섬나라 속에서 순수 배양된 독특한 지방 문화가 육성되 

어 이것이 黑船과 만났을 때 일본국민은 도저히 외국의 군사력의 상 

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근대화는 

상대로부터 배워서 능률적인 사회와 군사력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었 

다는 것이다. 즉， 근대 일본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는 외부에 대항하 

기 위하여 외부에서 배운다고 하는 “대항하여”와 “로부터”라는 역설 

적이며 이중의 관심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초기에 

는 “외부에 대항하는” 국권론(國權論)이 있었으며 “외부로부터” 수 

입한 사상에 기반을 둔 자유민권론(自由民*顧융)이 있었다. 이러한 이 

중 구조는 근대 일본의 각 시대를 일관하고 있으면서 어떤 때에는 

“대하여”의 면이 강조되다가 어떤 때에는 “로부터”의 면이 강조되는 

둥 두 가지 태도가 교체하는 순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가토는 “일본인의 외국관”에서 일본인의 외국관은 독서에 의 

한 풍부한 지식과 외국인과의 접촉의 기회의 근소라는 두 가지 요소 

의 조합이라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고립은 지리적 조건， 문화. 역사의 차이， 언어의 장애에 의한 

것인데， 이러한 고립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의 이면에는 이를 정당 

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크건 적건 국가주의적 경향으 

로서 드러나며， 이러한 경향의 근저에는 “외국인은 알 수 없다 .. 25)라 

25) “외국인은 알 수 없다”라는 태도는 일본언론， 일본문화론에 공통된 전형적 

인 태도의 하나이다. 미나미 히로시는 ‘’현재 일본언론이 특히 중요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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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신념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인의 외국관에는 예로부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서 그 하나는 일본의 후진성을 강조하여 특정의 

외국을 이상화하는 태도이며. 두 번째는 외국의 후진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을 이 상화하는 태도라고 한다 26) 

일본의 국제화를 논하는 대부분의 논자들은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되 

는 태도가 일본 근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서로 순환하여 나타나는 것 

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가토는 이들과는 달리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이 

하나의 이중구조를 형성하면서 근대 일본의 각 시대를 일관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즉， 상호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는 사실상 동 

전의 앞뒷면과도 같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상호의 

존적이라는것이다. 

그런데， 국제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번영을 유 

지하면서도 껴떻게 하면 고유의 문화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 

는 가와부치나 가토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를， 경제학자인 윌리엄 댐 

(Tabb 1995)은， 일본이 빠진 딜레마라기 보다는 오히려 일본이 잘 대 

처해 나가고 있는 하나의 모텔로서 파악하고 있다. 랩에 의하면 우리 

가 일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교훈은 “국가(민족)주의 

적 인 국제화 모델 (Nationalistic Intemationalization) ," 즉， “어 떻 게 한 

국가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존하고 완전 고용을 추진하며 나아가 그 

는 것은 경제마찰. 문화마찰올 포함한 이러 저러한 국제마찰의 원인으로서 

일본인 불가해설(不可解說)이 외국인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다 일본인 자 

신들도 이점은 외국인에게는 셜명할 수 없다， 알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이 강하다" 고 지 적 하고 있다(南 博 1994) . 

26) 전자는 ”외국 일변도-의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올 가진 사랍들을 메이지 시 

대에는 ”고쿠사이진(國際A)"이라고 불렀다). 후자는 일본을 이상화하는 

“국가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단， 가토는 또한 외국과 일본을 막론하고 

현실의 국가를 이상화하지 않으며 현실과 이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3의 태 

도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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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더욱 커다 

란 부가가치를 창조하면서도 세계화의 요구가 야기하는 여러 가지 혼 

란으로부터 그 사회구조를 보존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라고한다 27) 

이러한 문제의식과 문제 제기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 해답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전후 체제의 개혁은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안 

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일본이 당면한 구조전환의 문제의 본 

질은 한면으로는 문화 문제이지만， 동시에 찰머스 존슨의 지적 

Uohnson 1982, 1995)과도 같이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즉. 일본 
은 산업화를· 뒤늦게 추진하면서 비스마르크의 독일과 마찬가지로 자 

본주의 적 발전지 향적 국가(capitalist development state) 라는 방식 을 

취하였으며. 고도 경제성장에 따르는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진 산업 국가에서처럼 국가가 산업화가 야 

기하는 긴장과 불평둥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섭하여 혁명을 예방하고 

자본주의 규제 국가(capitalist re믿Ilatory state)가 된다거나 레닌 하의 

러시아처럼 산업화가 야기한 문제에 침투적이며 전체주의적인 조직 

인 공산당을 사용하여 거철고 단순하게 대처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을 

취하지도 않았다. 국가의 목표와 대중 정치를 조정하는 것을 과제로 

한 일본과 같은 자본주의적 발전지향적 국가에서는 국가 목표를 엘리 

트 관료가 결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하여는 이해관계에 반응하는 

민간 시민들에 의하여 시장이 국가 목적에 맞게 작용하도록 시장을 

조작하고 구조화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흔슨은 “부드러운 권 

위제 (soft authoritarianism)" 28)라 명명하고 있다. 

27) 과연 하나의 역사척 맥락에서 매우 잘 반응하였던 제도들이 또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는 어떻게 필요한 변화를 방혜하는가? 성공이 어떻게 신념을 성장 

시키는가? 한 국가의 문화적 정제가 어떻게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에 

너지들을 제공하며 또한 도전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았는 

가?(Tabb 1995) 

28) 존슨에 의하면 이러한 정치체제의 중심에는 최소한 필수적인 이익 집단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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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흔슨의 모델의 핵심은 엘리트 기득권층의 집권을 유지하는 

은밀한 보수의 연합이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말기의 보수 연합은 주 

요 가문， 과두 지도자. 토지 소유자， 재별로 구성되었으나 만주사변 

이후에는 황실， 군부 지도자， 경제 관료， 新재별로 그 내용이 변화하 

였고， 고도 성장기에는 또 다시 경제 관료， 자민당， 대기업 지도자로 

변화하였으나， 은밀한 보수의 연합이라는 기본적인 체제는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의 가장 큰 부작용은 민주적 발전이 지 

체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위기 시에는 엄청나게 비싼 뱃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폰슨은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구조전환의 문제는 결국 은밀한 보수적 연합의 이해를 반영 

하는 정치적 결정의 결과인 현대의 알본의 구조를 여하히 변경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제화와 문화적 아이멘티티에 대한 다양한 논의 

는 결국 구조전환의 문제에 관하여 상이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입장을 

가진 행위자들의 레토릭이라는 측면을 갖는다. 

이 글에서는 국제화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논의들을 특 

히 자문화와 타문화의 인식과 문화의 레토릭으로서의 사용이라는 주 

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는 가운데 요 

보수적 연합을 통하여 영속을 도모하는 은밀한 지도 계급이 존재한다. 이들 

엘리트는 그 목표의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대중운동의 형성 , 특히 단합 

된 노동 전선의 퉁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조치를 취하였으며 또한 자국 

의 사회적 상태가 정치적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문화. 역사， 봉건제， 국민 

성. 기후 둥둥의 결과라고 공중올 셜득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 

고 확산시켰다. 나아가 앨리트는 국가의 자존심올 촉진하는 퉁 .. 주의 분산 

조치”를 취하는데， 이는 또한 憲政의 발전으로부터 대중의 주의를 다른 곳으 

로 돌리는 효과도 갖는다. 이러한 주의 분산의 가장 혼한 형태는 제국주의이 

지만 현대에는 올립픽， 황실의 결혼. 반미주의， 국토 수복 운동 둥도 대체물 

이 될 수 었다는 점을 존슨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커다란 것은 

수출 촉진과 시장 접유율 경쟁이었다고 한다Oohnson 1982,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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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Yoshino 1992)가 구분한 “부활하고 있는 문화적 국가(민족)주 

의 .. (resurgent cultural nationalism) 와 “신중한 부홍 민족주의 .. 

(prudent revivalist nationalism). 그리 고 문화적 내 셔 널 리 즘을 생 산하 

는 엘리트 및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소비하는 사회적 집단 

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며 이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 

긴다. 또한 김영삼 정권 하에서 추진 중인 세계화와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도·여러 가지 국제화와 관련된 담론들이 일본과 유사하게 또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 역시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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