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早稲田大学 ワセダギャラリー展の開催にあたって 

 

 このたび早稲田大学・文化構想学部・社会構築論系「グローバル・アジア研究ゼミ」のメ

ンバーとともに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の観点に立ち、文化的要素から日韓関係を探求

し、朝鮮半島を理解する企画展を開催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国際文化交流や多文化共生と関連する分野では３つの Fs（Food, Fashion and Festival）

が第一歩として大切であると言われています。けれども、３Fs だけで本当の共生や相互理

解が得られるわけではなく、一歩先にある歴史や経済、政治などを含む多様なイシューにつ

いて向き合い、互いを尊重しながら学ぼうとする姿勢が必要になります。 

 

 ご周知のとおり、コーヒー、そしてカフェ空間は、朝鮮半島固有の食・生活文化ではあり

ません。しかし今日の韓国社会、そして韓国人にとって、コーヒーならびにカフェ空間は一

部の人びとの嗜好品や消費スタイル以上の意味を持ちます。 

 

 20 世紀以来、朝鮮半島の人びとは植民地統治期には祖国の喪失を、そして解放直後には

祖国の分断と朝鮮戦争をも経験しました。その後、朝鮮半島南部の韓国は目まぐるしいスピ

ードで経済成長を成し遂げ、1980 年代後半には権威主義体制から脱却し民主化を成し遂げ

ました。そのような歴史的瞬間においてカフェなどの市民社会的空間はとても重要な役割

を場面場面で果たしていました。 

 

 韓流ドラマや映画においてもカフェ空間やコーヒーは頻繁に登場します。カフェやコー

ヒーを素材にしたドラマや映画もあり、K-POPの歌詞にもカフェやコーヒーが喜怒哀楽の感

情表現として描かれていることは、韓流ファンたちには広く知られています。 

 

 日韓関係をとりまく歴史認識や政治情勢はけっして良い状況であるとは言えない昨今で

すが、他方で韓流や日流など両国の文化に対するニーズは高まる一方です。したがって、表

面的な文化の消費にとどまらず、一歩先の韓国の政治、経済のダイナミズムと出会い、「文

化と政治は別物」という固定観念を壊したいと思いました。また、より深い両国の相互理解

と友好を試み、さらに韓国や朝鮮半島の人びとの生活、社会、文化を理解するきっかけを作

りたいという願いから本企画展を開催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大学の講義室で、キャンパ

ス・ギャラリーで、そしてカフェという文化空間でコーヒーを手にしながら一歩先の韓国に

触れていただけると幸いです。 

 

 2022年 1月 21日からは原宿にあるカフェ dotcom spaceにてより本格的な展示が始まり

ます。そのプレイベントとしてグローバル・アジア研究ゼミが学んできた内容の一部を学内

企画として先行開催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実行委員会一同 

 



 

기획전에 즈음하여  

 

 이번에 와세다대학 문화구상학부“글로벌 아시아 연구세미나”의 학생들과 함께 

공공외교의 관점에 입각해서, 문화를 통해서 한일관계를 탐구하고, 한반도를 이해하는 

기획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문화교류 및 다문화공생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3 가지 Fs (Food, Fashion and 

Festival)가 첫걸음으로서 중요하다고 일컬어집니다. 하지만 3Fs 만으로 진정한 

공생이나 상호이해가 이루어질 수는 없고, 그 앞에 놓여있는 역사와 경제, 정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접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커피를 비롯하여 카페공간 자체는, 한반도 고유의 음식, 생활문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인에게 있어서, 커피 및 카페공간은 

일부 사람들만의 기호품이나 소비스타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20 세기에 들어, 한반도 사람들은 식민통치기에는 조국의 상실을, 그리고 

해방직후에는 조국의 분단과 한국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은 급격한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1980 년대 후반에는 권위주의체제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순간에 있어서 카페 등의 시민사회공간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류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카페공간과 커피는 자주 등장합니다. 카페와 커피를 

주제로한 드라마 및 영화도 있으며, K-POP 의 노래가사에도 카페, 커피가 희로애락의 

감정표현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한류팬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일관계를 둘러싼 역사인식과 정치적 상황은 결코 순탄치 않은 요즈음입니다만, 한편 

한류와 일류 등 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요는 높아져 가기만 합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문화의 소비에 국한되지 않고, 한발짝 더 나아가 한국의 정치, 경제의 

다이나미즘과 만나 “정치와 문화는 별개문제” 라는 고정관념을 깼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더 깊은 양국의 상호이해를 도모하며, 아울러 한국이나 한반도의 사람들의 

생활,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기획전을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학강의실에서, 캠퍼스갤러리에서, 그리고 카페라는 문화공간에서 

커피를 한 손에 들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코리아와 만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22 년 1 월 21 일부터는 하라주쿠에 있는 카페 dotcom space 에서 본격적인 전시가 

시작됩니다. 그 사전행사로서 글로벌 아시아연구 세미나가 추진해온 연구내용의 일부를 

캠퍼스 이벤트로서 먼저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행위원회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