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8 월 9 일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의 중지에 대한 성명
〜표현의 자유／예술의 자유 억압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의 발전・성숙으로〜
일본문화정책학회
회장 구마쿠라 스미코

일본문화정책학회는 문화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와 실무자로 구성된 학술조
직입니다.
일본 헌법 제 21 조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기본법 전문에는, 문화예술은 「사람들 마음을 연결하고, 상호
이해와 서로를 존중하는 토양을 제공, 다양성을 포용할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형성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더불어,「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
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초석인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문화예술활동
을 행하는 자의 자주성을 존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검열의 금지」는, 민주주의국가의 근간으로써, 헌법과 문화예술기
본법과 같은 문화법제를 통해 보장되어 왔습니다.「표현의 자유」에는 개인과 집단의 자
주적인 표현활동에 대해 공권력의 개입을 막는 의도를 가진 개념입니다. 또한, 국가와
행정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사업에 대해, 부당한 정치적 관여를 막기 위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정치적인 개입으로 인해 사업의 방향성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작 현실에서는 정치적인 메세지를 내
포하고 있는 표현등에 관한 개입과 자기규제가 산견되고, 예술가나 그것을 지원하는 학
예사등이 「자기검열」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실상이라 할 수 있습
니다. 그렇기에, 정부 방침과 견해에 일정 거리를 두면서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율성
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결하기 때문이야 말로, 사업 내용과 질에 관한 판단은 예술문화전
문직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9 년 8 월 3 일,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의 기획전 중 하나인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의 전시가 중지되었습니다. 현 사태에 대해 본 학회는 이하 3 개의 의견을 표명
합니다.

(1）불특정다수의 전화등에 의한 항의, 때로는 협박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가 방해되어
테러 미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과의 생각과 상반되는
표현이라 해도, 그것을 폭력으로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비열한 행동이며 결단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폭력」이나 「위협」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본학회
는 단호하게 항의합니다. 이러한 협박・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사와 처벌이 이

루어지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2）자치단체장과 의원, 정부관료가 공공연히 전시 내용에 개입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행정은 표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표현 활동의 다양성과 자
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하며, 신중한 배려가 요구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본래는 폭력을 막기위해 전력을 쏟아부어야 할 자치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정부
관료가 결과적으로는 폭력 측에 가담하는 형태로 현 사태에 개입하고 있는 것 또한 간과
할 수 없습니다.

（3）주최자는 자기검열・자주규제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전시는 중지되는 상황에 몰
렸습니다. 중지 이유는 관리운영상의 지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향후 이러한 지장을 야기
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을 담보로 한 채, 전시 재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문화사업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나 예술
의 자유가 중대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일본문화정책학회는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향후 공적지원을 받는 예술제나 국공립미술관, 문화시설등의
현장, 나아가서는 언론계까지 위축되고,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입장에서의 표현과 예술
의 자유가 한층 더 제약을 받게 될 까 심히 우려됩니다.
일본문화정책학회는, 이러한 현황을 특정 예술제 문제로 국한 짓는 것이 아니라, 행정
은 물론 시민・예술가・예술문화전문직과도 연대하여 폭넓은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공헌하겠습니다. 예술문화의 장은, 다종다양한 의견과 표현이 다수파 의견에
상반될 지라도 민주주의에 이바지하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장입니다. 본 학회는 현 사태
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에 관한 토론을 심화해 나갈 것이며, 문화정책에 관
한 학술연구와 실천이라는 양면으로부터 더 나은 일본 민주주의의 발전・성숙에 기여 할
것을 맹세합니다.
(번역 일본문화정책학회 이사 민 진경/ 회원 이 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