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보다 '화들짝'..日외무성 '욱일기' 홍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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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등장한 '욱일기 광고'
日외무성이 올린 홍보 영상과 동일
"욱일기, 전범기라는 것 꾸준히 알려야"

일본 외무성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유튜브 광고에 일본 외무성이 일본 ‘욱일기’를 홍보하는 영상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브 광고에 등장했다는 욱일기 선전 광고’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해
당 글은 한 트위터 이용자의 “유튜브에서 욱일기 선전 광고를 보게 됐다”는 제보를 담고 있다. 이 누리꾼은 “일본이
기고만장하고 대한민국이 만만하게 보이나 보다”라며 “이런 광고 안 보이게 어디 신고할만한 데 없냐”고 분노했다.
이 누리꾼이 함께 첨부한 사진을 보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기 전 등장하는 광고 영상에 욱일기를 홍보하는 영상
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욱일기 홍보 영상을 유튜브 광고로 봤다고 제보한 트위터 이용자. 트위터 캡처

누리꾼들을 분노케 한 욱일기 광고는 지난 10월 일본 외무성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재한 ‘일본의 오랜 문화
로서의 욱일기’라는 영상이다. 2분가량의 영상은 일본어투를 가진 한 남성이 어눌한 한국어로 내레이션을 하며 진
행된다. 자막을 포함한 영상 속 모든 언어는 한국어다.
영상은 “욱일기는 일본 문화의 일부”라며 “일장기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상징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시작된다.
이후 ‘예로부터 친근하게 여겨져 온 욱일기’ ‘현대 생활과 욱일기’ 등의 문구가 자막으로 등장하며 각각에 대한 설명
을 이어간다. 욱일기 문양은 수백 년에 걸쳐 일본에서 널리 사용됐으며 경사, 번영, 활력의 상징으로 현대에도 활용
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어 북마케도니아공화국 국기, 미 애리조나주 국기, 베네수엘라 라라주 주기를 제시하며 “욱일기 문양은 일본 고
유의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받아들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로고까지 그 예시로 들었다.

일본 외무성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일본의 오랜 문화로서의 욱일기' 영상 갈무리

해당 영상은 댓글 사용이 중지된 상태다. 하지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고 영상을 접하고 온 누리꾼들의 분
노가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전범국가가 침략당했던 나라에 전범기 광고를 하냐. 기분 정말 나쁘다” “유튜브
코리아 대체 하는 일이 뭐냐. 유해한 영상으로 신고해도 영상은 잘만 보인다” “전범국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외무
성에서 한국어로 자막까지 달고 광고를 작정해서 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욱일기는 주로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상징으로 인식되며 전범기로 통하기 때문에 한국 등 일제 피해국에서는 금
기시된다.
지난 3·1절에는 한 아이돌의 생일을 맞이해 달린 지하철역 광고판에 욱일기를 연상케 하는 문양이 있어 논란이 불
거진 바 있다. 당시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일본이 도쿄올림픽 욱일기를 사용했다는 사례를 들며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지난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욱일기가 일본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정치적 선전이 아니
기 때문에 반입 금지 물품에서 제외했었다”며 “이런 일본의 욱일기 왜곡에 맞서, 우리가 먼저 욱일기의 역사적 진실
을 잘 파악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욱일기=전범기’임을 꾸준히 알려 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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