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의 일본관에 관한 연구*

‒ Ｙ의 일본관 형성요인과 특징‒
 40)
 

김의 **

cara202@gmail.com

<目次>

1. 머리말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6. 맺음말

主題語: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s), 부정적 이미지(negative image), 개인적 접촉(personal contact), 긍정적 

이미지(affirmative image), 가교역할(role of matchmaker) 

1. 머리말

해방 후 1960년까지 한일역사관계와 반일감정 등의 이유로 일본어교육은 공적인 교육기관

에서는 행해지지 않았다. 그 후, 1961년 한국외국어 학에 처음으로 일본어 관련 학과가 설치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1973년 제2차 교육과정의 개정과정에 일본어를 추가하게 되었다(趙文

照 2005). 해방 후, 일본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일 경제협력이 활발해 지면서 일본어의 실용성

이 극 화됨에 따라 일본어교육이 재개되었으며 2000년 까지 양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본의 위상의 변화와 함께 2011년에 있었던 

동북지진의 여파가 일본어교육에도 큰 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결과 중･고등학교와 학교

의 일본어 학습자뿐 아니라 사설학원의 일본어학습자 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한일역사 관계에 의한 한국내의 반일감정은 크게 작게 늘 존재하 는데 2012년 

이후 역사전쟁이라고 불리 울 만큼 동아시아의 국가들과 역사인식을 달리하는 아베정권의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3S1A5B5A0704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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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 한국내의 반일감정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지금까지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혐한 현상이 두되면서 한일 관계는 해방이후 가장 악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한일 관계의 악화는 일본어교육에도 악 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일본관에

도 부정적인 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습자들이 일본어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일본어학습자가 줄고, 한일관계가 악화

됨에 따라 부정적인 일본관을 가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어교육의 필요성과 가치에 해 

새롭게 생각하고, 악화된 한일관계를 극복하고 일본과 상호협력과 이해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일본어교육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일본어를 배우는 의미는 무엇이며 일본과 일본인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각 세 의 한국인들의 일본관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비교 고찰해 오고 있다. 그 

중에서 본고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2002년, 실시)이 실시되던 시기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학습한 Y의 일본관의 특징과 그 형성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일본관은 한 개인이 일본어, 일본인, 일본문화, 일본 등에 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미지, 그리고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들이 갖는 의미를 포함하여 일본관이라 

정의한다.  

2. 선행연구

한국인의 일본 이미지에 한 연구로서 정장식(1997)에서는 한국에서 반일감정이 생긴 것

은 16세기 조선시 에 있었던 임진왜란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현 에 있어서도 한일역사관

계에 의한 반일감정이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 이미지에 향을 주고 있다. 鄭恩愛(2008)에 

의하면 한국 고등학교 일본어학습자에게는 이중적인 이미지가 존재한다고 하 다. 일본문화

를 빈번히 즐기면서도 일본에 한 적개심이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일본문화를 저속한 

것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활란(2006)에서는 한국의 학에서 일본어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상으로 일본어 

학습동기와 일본, 일본인에 한 이미지의 변화, 문화를 접목한 일본어 수업에 한 의견 

등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설문에 응한 부분의 학생들의 학습 동기는 

중문화에 한 흥미 고, 일본어학습의 목적은 다양하다고 하 다. 또한, 일본 중문화 

개방 이후 일본, 일본어, 일본문화 등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보다 일본에 한 이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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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졌다고 분석하 다. 

斎藤(2008)에서는 한국 일본어학습자의 일본, 일본인, 일본어에 한 이미지에 관하여 학생

을 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일본인 교사에게 학습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일본, 일본인, 일본어에 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 다. 

상기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인 일본어학습자들이 일본에 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일본어 학습동기에 해서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선택지 형식의 설문이나 앙케이

트의 결과를 양적으로 분석하여 고찰한 논문이 부분이다. 그 결과는 한국인 일본어학습자라

는 모집단에 한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로는 

학습자 한 개인의 의식의 변화나 형성요인 또는 한 개인에 한 깊이 있는 이해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이 모집단의 경향을 일반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조사협력자 한 개인의 

개별성, 구체성, 사회문화적 문맥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질적인 연구방법

으로 일본어학습자의 일본관에 하여 연구해　오고 있다．金義泳(2014, 2013)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학교에서 일본어를 학습한 H와 M의 생애사에 주목하여,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일본, 

일본인, 일본어가 어떻게 인식되어 왔으며,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해 고찰함으로써 

일본관의 특징에 하여 논하 다. 

본고에서는 2000년  일본어를 학습한 Ｙ의 일본관의 특징과 그 형성요인을 Y의 인생스토리

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大谷(2008)는 질적분석의 결과 자체가 일반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질적분석의 결과는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처한 경우와 비교,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 다. Y의 일본관의 

특징과 그 형성요인은 앞으로 다른 학습자의 경우와 비교, 해석할 수 있는 토 가 될 것이다1). 

3. 연구방법

본고는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관에 하여 고찰하는 연구로서 학습자 개개인의구체적인 

경험과 그 경험에 한 의미부여, 인식의 변화를 밝혀내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본어 학습자

1)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필자는 식민지 시 의 일본어 학습자로부터 현 의 일본어 학습자까지 각 시 별 
학습자들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들의 일본관의 특징과 원인에 하여 분석해 
오고 있다(金義泳 2014, 2013). 계속해서 이러한 축적을 통하여 데이터로부터 한국의 일본어학습자들의 
일본관의 특징과 그 형성원인을 밝혀 간다면 다른 연구에도 활용도가 높은 내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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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과 의미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인생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함으로 

본고에서는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개요와 인터뷰 데이터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3.1 조사개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Y의 일본관을 밝히기 위해 Y와의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 다. 인터뷰는 2011년 8월에 실시하 으며 인터뷰 시간은 1시간20분이다. 인터뷰는 

한국어로 실시되었고 인터뷰내용은 IC레코드에 녹음하 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조사협력

자의 일본어 학습력 등에 관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참고로 하 다. 

질적 연구에 있어서 인터뷰는 유도질문의 위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 것을 지양함으

로 구조화된 질문항목을 만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질문항목 없이 조사협력자가 각 시기별2)로 일본, 일본어, 일본인 

등에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3)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 다. 또한, 본 조사는 소정의 

연구조사윤리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조사협력자에게는 소정의 서식을 준비하여 

연구목적과 개요를 설명한 후에 허가를 받고 실시한 것이다.

조사협력자 Y의 프로필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협력자

Y
성별 (나이) 여 (20 )
출신지 서울 10년, 경상북도10년
일본유학경험 있음(일본어학교, 전문학교)
일본체재기간 3년 6개월 (2011년 8월 기준)

일본어 학습력
한국 중학교 1년, 고등학교 3년
일본 일본어학교 6개월, 독학 1년 6개월 

2) 본고의 조사협력자의 각 시기에 해서는 ‘2.분석방법 4)’ 를 참조할 것. 
3) 조사협력자에게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일본어 학습력에 한 질문지조사를 실시하 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 각 시기별로 ‘일본어 학습은 어떻게 해 왔는지’, ‘그 시기에 일본과 일본인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
는지’ 라는 질문 이외에는 특별한 질문항목을 만들지 않았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조사 협력자가 각 
시기의 일본어, 일본, 일본인에 관련된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내용에 따른 질문 등을 
이어나가면서 조사협력자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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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20  여성이며 서울에서 태어나 10년을 거주하고, 그 후 경상북도에서 10년을 거주하

다. 일본어는 한국에서 중학교 1년,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습하 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일본에 

유학 간 Y는 일본어학교에서 6개월을 공부하고, 1년 반 동안 일본에서 독학으로 학입시준비

와 일본어 학습을 병행하 다. 그 후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3년 6개월간 일본에 체재 

중이다.

3.2 분석방법

필자는 金義泳(2014, 2013)에서 桜井외(2005)의 분석방법4)을 기초로 하여 분석과정과 분석

결과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분석방법에 해 모색함으로써 데이터의 질적분석에 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 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협

력자 Y의 인터뷰 데이터를 분석하 다.

1) 녹음한 인터뷰 내용을 모두 문자화하여 데이터를 만든다5).

2) 문자화한 데이터를 스토리 별로 분절화하여 소제목을 붙인다. 

3) 각 스토리 속의 주목할 만한 어구로 <코드>를 생성한다.

4) 생성된 <코드>를 일본관의 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문화, 일본인, 일본어, 일본 

등에 관련된 코드 별로 분류하여, 각 항목의 <코드>들을 시기 순으로 재 나열한다.

　・P1: 초등학교기 (1996〜2002)

  ・P2: 중학교기 (2002〜2005)

　・P3: 고등학교기 (2005〜2008)⇒ P3-1：일본유학 결정전

   　                            P3-2：일본유학 결정후

　・P4: 일본유학기 (2008〜2011)

5) 4)의 항목에 따라 시기 순으로 나열된 <코드>중에서 [중심코드]를 생성하여 스토리를 

재구성한다.

6) 4), 5)를 중심으로 Y의 일본관을　해석하고 개념화({해석･개념}) 한다.

4) 본 연구에서는 桜井외(2005:138-145)를 참고하여 분석방법을 정리하 다.
5)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桜井외(2005:135-138)의 ‘트랜스 스크립트 룰’에 따라 문자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작성하 다. 그 결과 A4용지 20장 분량의 데이터가 생성되었다. 인터뷰 중의 동시발화, 침묵의 
길이, 감정(웃음, 흥분) 등이 나타나는 표현들을 기술하여 인터뷰 내용뿐 아니라 조사협력자의 상태나 
인터뷰의 상황들이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스크립트(문자데이터)를 작성하 다. 그 이유는 인터뷰내용
의 분석이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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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4장에서는 인터뷰의 분석결과와 그에 한 해석과 개념화의 과정을 명시적으로 잘 나타내

기 위해 일본인, 일본어, 일본의 순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중심코드]를 중심으로 시기 

순으로 스토리를 재구성하여 기술했다. 5장에서는 재구성된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석 개념화

한 Y의 일본관의 특징에 하여 고찰할 것이다.

 

4.1 Y의 일본인 관련 스토리

일본인과 관련된 Y의 인터뷰 내용에서 생성된 코드로부터 [중심코드]를 재생성하여 <표 2>에 

제시하고, 표 아래에 [중심코드]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제시하겠다.

<표 2> 일본인 관련 중심코드

중심코드

P1 [감포 일본인의 거리] [아무런 감정 없음]

P2 [역사 공부하면서 안 좋은 감정] [친구들끼리 욕함] [조상들의 못된 피가 지금의 일본인
에게 향-독도, 김치 자기네 것이라 함]

P3 [일본인에 해 부정적] [여고라 친구들끼리 모여서 욕하지는 않음] 

P4

[사람들 의식, 사고방식이 한국과 다르고 좋은 인상을 받음] [시민의식 뛰어나고 여러 
방면에서 친절하다]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로 이어진 것이라 단하고 
좋게 평가한다] [3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생각]
[일본이 잘못했고 한국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도 있다] [일본 전체 국민을 
상으로 욕하는 것은 오해]

[미묘하게 무시당하고 차별 받은 적도 있지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배운 
게 많고 도움이 되어 생각이 변했다]
[전문학교 입학 후 일본인과 실질적인 접촉] [일본남자들에 한 편견][마음씀씀이 따뜻] 
[협동심, 협력심 단하다] [자기 개성만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개인주의]
[겉모습과 달리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들]
[일본인에 해서 나쁜 인상을 별로 못 받았다] [악의를 가진 사람이 없다] [내 말을 듣
고 친구들도 변했다] 

Y는 초등학교 때 경주시 감포의 할머니 할아버지 에서 살게 되는데 감포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의 거리 고, 일본인이 세운 건물과 학교가 많아 Y가 다녔던 학교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학교 다. 일본사람들이 한국사람을 죽여서 학교 계단에 묻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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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어려서 그런지 일본인에 해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그러나 중학교에 가서 역사를 공부 하면서 일본인에 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되었다. 

일본 사람들 자체가 못된 사람들이고 조상자체가 못됐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인도 독도와 

한국음식인 김치를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쉬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친구 욕하듯 일본인에 해서 이야기했다.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처럼 역사문제에 관련해 일본인에 해 여전히 부정적이었지만 여고

에 들어가면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욕하는 일은 적어졌다.

그 후, 일본에 와서 일본인과 실제적으로 접하면서 느낀 것은 먼저 일본 사람들의 의식이나 

사고방식이 한국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우리나라하고 의식주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민의식이 뛰어나고 친절한 일본인

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 나쁘게만 생각했던 일본인에 한 인상이 바뀌었고, 이러한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로 이어지고 있는 걸 생각하면 단하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일본에 온지 3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Y는 학입시를 위해서 EJU(일본유학시험)종합과목인 일본사, 일본미술사 과목의 선생님

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일본이 역사적으로 잘못했고 한국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본인

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국민 전체를 욕하는 것은 오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에 와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은근히 무시당하고 차별받은 적도 있지만, 

그것이 일본인에 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전과 달리 자신이 

뭐든지 확실하게 절차를 밟아 ｢しっかり(확실히)｣ 해야한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인에 한 생각이 변하게 되었다. 

Y는 특히 일본남자들에 한 편견이 심했는데, 매우 개인적이고 여자에 한 배려가 없으며 

무거운 짐을 신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Y의 이러한 편견은 전문학교 

입학 후 만나게 되는 일본남학생들과 접하게 되면서 바뀌게 되었다. 겉으로 뭔가 친절하게 

해 주는 건 없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드러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를 느끼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일본 남자들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다. 

또한 전문학교 안에서 경쟁이 심하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환경이었지만, 학생들의 협동

심과 협력심이 단하다는 걸 느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개성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개인주의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사람들의 집단이 모여서 일본

사회 전체가 된다고 생각하니 일본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메이크업과 패션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겉모습은 너무 독특하고 생각 없어 보이

지만, 한사람씩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자기 나름의 생각과 자기 길에 한 확신, 가치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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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 학생들은 자기 생각보다는 사회가 원하는 

삶을 쫓아가려는 경향이 강하고 불안해 보 다.

이렇듯 일본에 와서 접하게 된 일본인에 해서는 나쁜 것보다 좋은 인상을 많이 받게 

되었다. Y는 일본사람들을 욕하던 Y의 친구들에게 본인이 일본에서 접한 일본인들의 이야기

를 들려주었다. Y의 이야기를 들은 Y의 친구들도 일본인에 한 생각이 변하게 되었다.

 

4.2 Y의 일본어 관련 스토리

다음은 일본어에 한 Y의 인터뷰 내용을 코드화 시킨 것 중에서 [중심코드]를 생성하여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표 3> Y의 일본어 관련 중심코드

중심코드

P1 [할머니, 할아버지 일본어 사용] [초등학교 3학년 때 어공부 시작] 
[아무런 흥미가 없었다]

P2
[회화와 문화위주의 일본어 수업] [아직까지 기
억하고 일본어로 장난치는 친구들] [계속 말하
는 일본어 수업] 

[시험위주의 중학교 어공부] [재미
를 못 느꼈다] 

P3

P3-1 [제2 외국어: 중학교 때 배운 가까운 나라의 언어인 일본어를 선택] [문법,시험위
주의 강의식 수업] 
P3-2 [학원에서 기초적인 학습 후 혼자서 책으로 다양하게 공부] [능력시험 2급을 따는 
것이 목표] [어휘, 문법암기, 독해문제 풀기] [청해에 신경을 못씀] [2급에 간신히 합격]

P4

[어학교 제일 높은 레벨에 편성] [디스커션 위
주의 수업] [어학교 공부 도움이 됨]

[일본어로 배우는 어] [일본 문법 
책 혼자 쉽게 마스터]

[말을 못하기 때문에 차별] [외국인처럼 보는 시선] [외모는 달라도 지식은 동등하다] 
[살아남기 위해 다양하게 공부] [살기 위한 일본어 공부로 목적이 변함]
[일본사람이 말하는 것] [일본사람이 쓴 문장] [일본식표현, 일본식문장 알게 됨] [신문 
읽고, 일본어 교재로 청해 공부] [완벽하게 읽을 때까지 연습] [CD계속 듣고, NHK틀어 
놓음] [소논문 쓰고 일본인 선생님께 체크 받으면서 회화공부]
[자연스런 일본어 표현 가능] [듣고 기억한 발음으로 발음] [일본사람이 듣기에 자연스
럽다는 평가] [처음부터 일본어로 생각]
[일본사람처럼 풍부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격언, 속담, 사자성어까지 공부] [일본어 공부 
끝이 없다] [일본인과 같은 환경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싶다] [깊게 알아보고 싶다]
[내 힘으로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음] [공부가 하면 된다는 것을 처음 경험] [여러 가
능성을 보여준 계기] [입시준비과정 중에 실패와 성공을 경험] [다른 외국어공부, 다른 
나라 유학 갈 때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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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중심코드를 중심으로 일본어에 한 Y의 스토리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Y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본어 가능자이며 초등학교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는｢おぼん

(오봉)｣｢そうじ(소지)｣같은 일본어가 경상도 사투리인줄 알았다. 나중에 일본어를 배우면서 

그것이 일본어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Y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어를 배우기 

시작하 는데, 어공부는 재미없고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일본어를 학습하게 된 Y는 문법 없이 회화와 문화위주로 진행되는 

일본어 수업이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일본어를 실제로 말해본다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그때 반복해서 말하고 익혔던 인사말이나 회화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장난치는 친구들이 있다. 

그에 비해 어는 중요한 과목이라 공부는 하 지만 시험위주의 공부로 일본어처럼 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재미를 느낄 수 없었다.

Y는 고등학교 때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중에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했다. 이유는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과 가까운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학교 때와는 달리 강의식 수업이라 재미가 없었다.  

고등학교 때 일본유학을 결정한 후에는 일본어 학원에서 기초적인 것을 학습한 후, 혼자서 

책을 구입하여 다양하게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때 일본어 공부의 목표는 일본어능력시험 

2급을 따는 것과 일본어학교에서 레벨이 높은 클래스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어휘를 하루에 50~100개씩 암기하고, 양을 정해서 문법을 공부하고 독해문제를 풀었다. 읽고 

쓰는 것에 치중하여 어휘･독해 점수는 높았고 청해 점수는 낮았지만 간신히 2급에 붙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그렇게 공부한 결과 일본어학교에서 제일 레벨이 높은 클래스에 편성되었다.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토론 위주의 수업이어서 공부하기 어려웠지만, 그 덕분에 어학교에

서도 놀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어학교에 어수업이 있어서 학입

시 준비를 위해 어수업도 들었는데 한국에서 공부할 때보다 일본어로 배우는 어가 훨씬 

이해하기 쉬웠다. 한국에서는 문법 책을 마스터한 적이 없지만 일본에서 일본어로 된 문

법 책을 혼자 쉽게 마스터 하 다. Y는 처음 배운 외국어로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면 모국어보

다 더 이해하기 쉽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어로 어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었다.

Y는 일본에 와서 구청이나 입국관리소 등 관공서에 드나드는 일이 많아지면서 일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차별받거나 자신을 외국인처럼 보는 시선이 싫었다. 외모는 어쩔 수 없지만 

지식은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일본어를  공부하 다. 이제

까지는 일본어능력시험과 같은 시험 위주의 공부 다면, 이번에는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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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로 일본어 공부의 목적이 바뀌었다.  

먼저 일본사람이 쓴 문장을 최 한 많이 접하고 신문을 읽었다. 또한 일본사람이 말하는 

것을 많이 듣고 일본어로 된 책을 읽도록 노력하 다. 일본문화, 속담, 표현 등 일본사회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선택하여 그 CD를 들으면서 한 줄씩 따라하고 CD의 

일본인처럼 완벽하게 읽을 때까지 연습하 다. 평소에는 CD나 NHK를 항상 틀어놓고 생활하

다. 또한 학입시준비를 위해 소논문을 하루에 몇 장씩 써보고 일본인 선생님께 체크를 

받으면서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회화공부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부결과 일본식 표현을 알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일본어를 쓸 때 일본식 표현이 

그 로 입에서 나오게 되었다. CD 등을 듣고 기억한 발음으로 발음을 하게 되자 일본 사람들에

게 발음이 자연스럽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본어로 생각하면 자신이 보고 듣던 일본식 문장 로 말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 다. 일본에

서 보고 듣는 과정이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일본어를 혼자서 다양하게 공부하고 사용해 보는 과정에서 이제는 일본사람처럼 풍부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격언, 속담, 사자성어까지 공부하게 되었다. 일본어를 어느 정도 공부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단어가 끝도 없이 나올 때 마다 일본인이 경험한 

환경에서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가 습득되도록 일본생활에 젖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번 공부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들을 깊게 알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이렇게 Y는　시험을 위한 일본어,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한 일본어를 스스로의 방법으로 

공부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서 공부가 하면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Y자신의 여러 가능성에 해 스스로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Y는 일본어학습

과 입시준비 관련 등에 한 다양한 경험이 다른 외국어 공부, 또한 다른 나라로 유학갈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4.3 Y의 일본 관련 스토리

<표 4>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관련한 Y의 인터뷰 내용을 코드화 한 것 중에서 [중심코드]를 

생성하여 시기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의 일본관에 관한 연구 ··········································································· 김의   309

<표 4> Y의 일본 관련 중심코드

중심코드

P1 [초등학교 때까지 일본, 일본인에 한 경험 없음] [책, 역사이야기 속 일본] [아무런 감
정이 없음]

P2 [역사 공부하면서 안 좋은 감정] [창씨개명, 한국어 금지 등 객관적 역사사실 듣고 분
노] [친구들끼리 모여서 반복적으로 일본을 욕함]

P3

P3-1 [여고시절엔 모여서 일본 욕하지 않음] [남자애들은 더 관심 갖고 심하게 반감 가
짐]
P3-2 [개인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 한국미술입시]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살아있는 미
술] [내가 생각했던 미술, 확실히 이거다] [고2때 일본유학 결정] [일본에 언니가 있어 
접근이 쉬웠다] [ 어는 평생 흥미 못 느끼고 정보가 부족] [일본에 있다가 미국에 갈 
수도 있다] [처음은 일본]
[내가 배우고 싶은 스타일이 한국에 없어서 유학결정] [일본유학 알아보면서 매력을 느
끼고 흥미와 배우고 싶은 열정이 생김] [언니가 없어도 일본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음]
[적을 알아야 이긴다] [발전된 것을 배워서 한국과 한국인을 발전] [남자친구들 일본유
학 반 ]

P4

[일본에 와서 생각이 많이 깨졌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로 이어진 것이라 단하고 좋게 평가한다] [3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생각]
[동경은 복잡해도 부딪히지 않는다] [서울은 어디서나 부딪힌다] [도시를 좋아하지만 서
울은 아니다]
[호기심이 없고 모험심 없었던 나] [가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김] [다 깊
게 알아보고 싶다] [일본에 매력을 많이 느낌]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다]
[친구들 독도문제 제기 될 때마다 돌아오라고] [일본 욕하다가 내 눈치를 봄] [나를 보
고 친구들도 많이 변했다]

위의 중심코드를 중심으로 일본에 한 Y의 스토리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Y는 초등학교 때까지 일본에 한 경험이나 정보가 거의 없었으며 책이나 역사이야기 

속에서 일본에 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어려서 그런지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그러나 중학교 때, 일제 강점기 때의 창씨개명･한국어사용금지 등에 한 이야기를 들으면

서 분노가 불끈불끈 솟는 것을 느꼈고 일본에 해 안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었다. 친구들끼리 

일본에 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면서 욕했던 기억이 있고, 친구들은 Y보다 반일감정이 더 

심했다.

고등학교는 여고여서 그런지 친구들과 모여서 일본을 욕하는 일은 없었다. 여학생들은 

일본의 좋은 점은 인정할 줄 알았던 것 같은데 남학생들은 중학교 때 보다 더 역사에 관심을 

갖고 일본에 반감을 가졌다. 지방이라 그런 성향이 더욱 강했던 것 같다.

Y는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 한국미술입시가 싫었고,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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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이라도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살아있는 일본미술을 보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미술이 확실

히 이거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고2때 일본유학을 결정하게 되었다. 일본에 1년 먼저 유학 

가 있는 언니가 있어서 준비 방법 등 접근이 쉬었고, 중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언어에 한 부담이 적었다. 어권 국가들도 있지만 어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정보도 부족하 다. 일단 처음은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 다.

Y가 원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 일본에 있어서 유학을 결정했고, 일본유학을  알아

보면서 일본 미술에 매력을 느끼고 배우고 싶은 열정이 생겼다. 일본에 언니가 없었다 해도 

일본이라면 혼자서 유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일본이 좋아서 가는 것은 아니었다. 남들이 들으면 웃기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적을 알아야 이긴다는 마음으로 발전된 것을 배워서 한국과 한국인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으

로 일본유학을 준비했다. 반일감정이 강했던 남자 친구들은 일본유학을 반 하기도 하 다. 

그러나 일본에 와서 일본에 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일본도 한국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힘들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좋았다. 이러한 일본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단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일본에 와서의 처음 느낌이었는데 일본체재기간 3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 

또 한 예로, 동경은 복잡해도 서로 부딪치지 않는데 잠시 한국에 귀국해서 서울에 가게 

되면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부딪혀 숨이 막히고 머리가 아파서 빨리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다. 

도시를 좋아하지만, 일본생활을 경험해서 그런지 서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에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호기심이나 

모험심이 전혀 없었던 Y는 일본에 오면서 해보고 싶은 일,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아졌다. 그리고 

한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깊게 알아보고 싶어졌다. 이렇게 일본에서 배우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계속 일본에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친구들은 독도문제 등이 제기 될 때마다 Y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일본을 욕하던 Y는 이제 그런 자리가 불편하다. Y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친구들도 일본 욕을 할 때면 Y의 눈치를 보았다. Y는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본에 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많이 해 주었다. 또한 일본에서 Y가 자기 전공이나 

생활면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에 한 친구들의 생각에도 변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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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상의 분석내용으로부터 해석하고 개념화한 Y의 일본관의 특징과 그 형성요인에 해 

고찰한 내용을 <표 5>로 제시하고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Y의 일본관의 특징과 형성요인

해석･개념

부정적 긍정적

일본
인

{역사적 사실 알게 되면서 일
본인 전체에 한 부정적인 이
미지 형성｝ 

{일본에서 개인적으로 접한 사람들에 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일본인 전체에 한 긍정적 이미지로 변함｝

{친구들에게 제 로 알려줘야 하는 상｝ 

형성
요인

⇒역사적 사실, 부정적인 이미
지를 공유한 친구들 

⇒일본어학교 선생님, 전문학교에서 만난 학생들

일본
어

{ 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외국어 공부의 재미를 느낌} 
{주체적 학습으로 성과를 본 과목}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문제해결 경험} {일본, 일본문화, 일본생활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이해하고 싶어짐} { 어공부에 
한 가능성}　{또 다른 외국어 공부의 모델} 

형성
요인

⇒회화와 문화 위주의 일본어 수업 
⇒일본유학이라는 목표와 그 과정 
⇒일본어학습을 통해 경험한 성취감과 성공체험 

일본
{역사적 사실이 일본에 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함} 

{일본유학을 통해 일본에 한 생각이 깨짐}
{일본에 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한국
을 보는 관점이 새로워 짐}
{친구들에게 제 로 전달해야 하는 상}

형성
요인

⇒역사적 사실, 부정적 이미지
를 공유하는 친구들 

⇒일본유학 경험 

본고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 개인이 일본어, 일본인, 일본문화, 일본 등에 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미지, 그리고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들이 갖는 의미를 포함하여 일본관

이라 정의하 다. 일본어학습자 Y가 일본인, 일본어, 일본에 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 또한 Y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그 형성요인과 함께 고찰한 바를 

토 로 Y의 일본관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Y는 중･고등학교 때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본인에 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면, 일본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씀씀이가 따듯한 사람들, 협동심이 강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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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나름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본사람들과 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들에 

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일본인 전체에 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하면서, 일본인은 배울만한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나아가 Y에게 있어서 

일본인은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는 Y의 친구들에게 제 로 전해줘야 할 상이 되었다. 이러한 

일본인에 한 긍정적인 시각은 새롭게 한국인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Y의 일본인에 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이미지의 원인은 중･고등학교 때 알게 된 역사적 사실과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던 친구들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면, 긍정적인 이미지는 일본에서 직접 본 일본인의 

이미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접촉한 일본어학교 선생님과 전문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학생들과

의 개인적 접촉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둘째로, Y는 일본어에 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 하 는데 Y에게 있어서 일본어는 어에서

는 느낄 수 없는 외국어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 언어이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하며 공부해 성과를 본 과목이었다. 그로 인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문제해결을 

경험하게 해준 언어이기도 했다. 또한 일본어는 일본, 일본문화, 일본생활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이해하고 싶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와 같은 다른 외국어공부에 한 가능성을 

시사해 줌으로써 다른 외국어 공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언어임을 알게 해주었다.

이러한 변화의 형성요인에는 중학교 때 회화와 문화 위주로 재미있게 배웠던 일본어 수업, 

그리고 일본유학이라는 목표와 그 과정에서 일본어학습의 필요성에 한 자각이 있었다. 

일본어는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고 실행하게 하는 

언어 던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일본어 학습의 성공체험이 Y에게 있어서 외국어 학습에 

한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셋째로, Y는 일본에 해서는 일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때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지만, 일본유학 이후 일본은 한국과 달리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자신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 준 곳이며 더 알고 싶은 매력적인 

나라로 바뀌었다. 나아가 Y에게 있어서 일본은 반일감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바로 전해야 

되는 상이 되었고, 이러한 일본에 한 긍정적인 시각은 한국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위와 같이 Y의 일본에 한 이미지는 일본인에 한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부정에서 긍정으

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이미지가 중･고등학교 때 알게 된 역사적 사실과 그것들을 

함께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더욱 강화된 반면 긍정적인 이미지는 일본에서 Y가 직접 느낀 

일본의 분위기와 이미지의 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유학생활에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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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일들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일본에 한 긍정적 이미

지 형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6. 맺음말

지금까지 Y의 일본관의 특징과 그 형성요인에 하여 분석하 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

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Y의 일본관은 일본유학 전과 후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중 일본인과 

일본에 한 이미지는 일본유학을 전후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크게 변하는 특징이 있었다. 

그것에 비해 일본어에 해서는 일본인과 일본에 한 부정적인 감정과 관계없이 유학 전부터 

현재까지 긍정적인 이미지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유학 전의 Y의 부정적인 일본관은 유학 후 Y가 그것과는 크게 다른 긍정적인 일본과 

일본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오히려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부정적인 이미지는 주로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형성된 반면 긍정적인 이미지는 

일본에 와서 일본인과 일본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는 일본어학습과 일본유학을 통해 경함한 것들이 Y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Y의 부정적인 일본관은 친구들과 그것을 공유하면서 강화된 반면 일본유학 이후는 

긍정적인 일본관을 친구들에게 전하면서 긍정적인 일본관이 다시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Y가 경험한 일본은 Y의 친구들이 일본을 보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Y는 일본과 

Y의 친구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찰내용에서 알게 된 Y의 부정적 일본관 형성의 요인과 긍정적 일본관 형성의 

요인들을 일본어교육과 실천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해서는 다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관에 한 고찰과 더불어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또한, 한일관계와 일본어교육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Y의 일본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2차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본고와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이로써 한일 관계의 변화가 한국인

의 일본관에 미치는 향 등에 한 고찰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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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의 일본 에 한 연구

- Ｙ의 일본  형성요인과 특징 -

본 고에서는 일본어학습자 Y의 일본관과 그 형성요인에 해서 고찰하 다. 
먼저, 일본인에 해서는 중･고등학교 때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는데 일본에서 사람들

을 만나면서 마음씀씀이가 따듯한 사람들, 협동심이 강한 사람들, 자기 나름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게 되었다. Y에게 있어서 일본어는 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외국어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 
언어이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해서 학습하여 성과를 본 과목이었다.  또한 일본어는 일본, 일본문화, 
일본생활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이해하고 싶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의 형성요인으로는 중학교 
때 회화와 문화 위주로 재미있게 배웠던 일본어 수업을 들 수 있다. 일본에 해서는 일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고등
학교 때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지만, 일본유학 이후 Y에게 있어서 일본은 한국과 달리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며 자신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 준 곳이며 더 알고 싶은 매력적인 나라고 인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Y의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는 일본어학습과 일본유학을 통해 경함한 것들이 Y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A Study on the Viewpoint on Japan of Japanese Learners in Korea

- Y’s features and formation factors of the viewpoint on Japan -

In this thesis, we considered the viewpoint on Japan of Y learning Japanese language and the formation of factors. 
First, regarding Japanese people, he had a negative image when he knew historical facts in his middle･high school days, 

but when he met Japanese people, he shifted it into an affirmative image as warm-hearted people, strongly cooperative people, 
people with their own values and ideas. As for Y, Japanese is a language which made him feel an interest in the study of 
a foreign language, which he could not feel in English. Moreover, Japanese is the subject where he thought himself what is 
essential to him, and achieved the outcome after learning. And Japanese language brought him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and understand Japan, Japanese culture, and Japanese life. As a formation factor of this affirmative image, he can count the 
Japanese class he learned interestingly focused on conversation and culture in middle school days. When he knew the historical 
facts in his middle･high school days, Y had a negative image on Japan as well as Japanese people, but it can be known that 
after abroad study in Japan Y came to recognized that Japan is a silent and peaceful country unlike Korea, a place where 
he discovered another probability of his own and an attractive country he wishes to know more. 

It can be analyzed that the experiences through Japanese learning and the abroad study in Japan worked on Y himself affirmatively 
in the formation of this positive 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