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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국립경기장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승천기’가 휘날렸다. 30일 한국
과 일본의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8강전 경기 도중 일본 관중들이 일본의 옛 군기
로 사용됐던 욱일승천기를 흔들며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 경비관계자는 이 깃
발의 반입을 막지 않았다. 한편 한국은 이날 경기에서 일본에 1-3으로 졌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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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한일전서 펄럭인 日군국주의 깃발

20세 이하 �월드컵 8강전 日축구협 경기장내 반입 허용 관중들 깃발 흔들며 열광
“반성없는 집단의식의 단면”

한국과 일본의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8강전에서 일본 관중들이 일본 군국주의 상징
인 욱일승천기를 들고 입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일본 도쿄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한일전에서 일본
관중은 관람석 1층과 2층에서 깃대에 가로 폭이 1m
이상 되는 욱일승천기를 꽂아 흔들며 자국 선수들을
응원했다. 주변 관중들은 욱일승천기 근처에서 열광적
인 응원전을 펼쳤다. 욱일승천기는 일본이 1940년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아시아 각국을 침공했을 때
사용했던 군기다.

숙명여대 일본학과 박진우 교수(56)는 “욱일승천기
는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일본인에게는 영
광스러운 과거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지만 아시아 각국
에는 침략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박 교
수는 “일본인들이 국제 행사에서 욱일승천기를 흔드는 것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집단의식의 단면”이라고 지적했
다.

당초 일본축구협회는 정치적인 논란을 우려해 욱일승천기 반입을 금지했으나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을 했다며 17일 방침
을 철회했다. 이에 일본 팬들은 우익단체를 중심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욱일 깃발을 들고 한일전에 집
합하자’는 선동적인 글을 퍼뜨렸고 한국 팬들은 ‘파렴치한 행위’라며 반발했다.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 실무반장을 지낸 성삼제 대구시 부교육감(53)은 “제국주의 시절 온갖 만행을 저
지른 일본이 철저한 반성을 했다면 동아시아인들에게 아픔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일본 정부에서 스스로 사용하지 못하
게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욱일승천기 논란은 우파의 계산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려대 사회학과 현택수 교수(54)는 “일본 내에서도 극우단
체는 비판을 많이 받지만 정작 욱일승천기를 들고 시위나 스포츠 행사에 나타날 경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군사적
으로 강대국이었던 과거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자신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아시아 국가를 적으로 만들어 결
속을 다지려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일본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우파들의 목소
리가 커졌고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국가적인 위기의식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국수적인 통합의 상징으로 욱일승천기
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FIFA는 29일 양 팀 사전미팅을 통해 “정치적인 응원 문구나 배너, 플래카드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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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조했지만 관중들이 욱일승천기를 드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 FIFA가 욱일승천기가 지닌 문제점을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욱일승천기가 지닌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
고 있다. 현 교수는 “과거 역사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해 욱일승천기에 대한 FIFA와 국제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유럽에서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포로 생활을 겪었던 사람들을 제외하면 욱일승천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
지는 않은 편”이라며 “중국 등 태평양전쟁 피해 당사국들과 꾸준히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
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동영상=됴쿄 한일전서 펄럭인 욱일승천기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https://www.donga.com/news/View?gid=49005597&date=2012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