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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2017 한국구술사학회 하계학술대회를 열며

오늘 우리학회는 2017년 하계학술대회를 “섬, 피난, 그리고 평화의 사회사”라는 주제로 개최합
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원장: 정근식)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사)우리누리
평화운동(대표: 김영애)이 후원합니다. 공동주최기관과 후원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분단의 접경지역에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내밀하고도 역동적인 사회사를 섬, 피난, 평
화라는 주제어로 풀고자 하는 오늘의 논의는 교동도라는 구술 현장에서 이루어지기에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개최장소를 기꺼이 제공해준 강화군 교동면사무소에 감사드립니다.
분단 상태인 우리나라 자체가 ‘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발표되는 연구의 현장인
오키나와, 제주도, 교동도는 지리적으로 ‘섬’일 뿐만 아니라, 현대사 속에서 ‘섬’의 운명을 뼈저리
게 겪은 곳입니다. 섬이라는 장소의 격리성 및 경험과 구술의 시간적 간격을 사람과 장소의 연대
를 통한 평화의 실천으로 메우려는 흥미로운 논의가 지금부터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의 현장답사
까지 모든 참가자들이 섬의 구술사와 평화의 사회사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학술대회를 조직한 우리학회 김명희 연구이사, 학술대회 운영을 맡아 몸소
섬(제주도)과 섬(교동도)을 잇는 행보를 하는 우리학회 강경희 총무이사, 학술대회 장소를 비롯
하여 내일의 현장답사 일정까지 꼼꼼하게 챙겨준 통일평화연구원의 천경효 선임연구원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6월 9일
한국구술사학회장 유 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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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표 1 분경(分境)과 침묵의 사회사

정근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문제의 제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국민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젊은 세대는 남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에 대해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커지
고 있다. 이 때문에 나는 근래에 통일과 평화라는 화두로 어떻게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것인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학생들에게 통일과 평화의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
을 수 없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이에 대한 제재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남북한 간 교류가 거의 중
단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통일교육’이었으므로, 이를 위한 한 가
지 방안으로 철원과 강화도와 같은 접경지대의 현실, 즉 분단의 장벽 쌓기와 허물기의 동학을 이해하
고 이를 평화의 영역으로 옮기는 노력들을 찾아 배우는 것이었다. 갈등을 넘어 보다 큰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학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제한적이었다.
철원은 서울에서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먼 접경지역이다. 나는 철원지역 주민들의
역사적 경험을 연구한 김귀옥교수를 초청하여 설명을 듣고, 철원의 민통선 마을에서 수년간 이루어진
‘리얼 DMZ 프로젝트’를 수행한 아트선재센터의 관계자들과 함께 통일과 평화 교육의 콘텐츠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철원은 분단으로 인하여 철도가 끊기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소이지만, 나에게 더 큰 자극이 된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폐허였다. 번성했던 하나의
도시가 몇 개의 파편 폐허로 남아 있는 모습은 개발과 건설‘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경관이었으므로, 폐허는 새롭게 다가온 역사철학적, 미학적, 사회학적 연구대상이었다(이들은 전
쟁으로 인해 파괴된 도시공동체의 파편들(debris)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온전한 건물이 죽어가는 모습
을 보여주는 잔해(wreckage)였다).
이와 함께 나는 보다 다양한 통일과 평화의 교육을 위하여 두발로 가는 자전거처럼, 또는 두 마리의
말이 이끌어가는 쌍두마차처럼, 철원과는 다른 환경에 있는 또 하나의 지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연평도나 백령도도 좋은 후보지였지만,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져 큰 세상을 이루는 상징적
장소는 강화도의 교동이었다. 교동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고 또 고려시대의 영화를 상징하는 예성강
까지 합류하는 장소였고, 또 과거와 미래의 다리, 즉 강화대교와 교동대교, 그리고 언젠가는 만들어질
또 하나의 대교를 통하여 한반도의 서해안 배꼽지역을 하나로 이을 수 있는 지정학적 ‧ 지문화적 장소
였기 때문이다.
나는 교동을 답사하면서 이 섬을 휘감고 도는 물줄기가 조강(祖江)이며 이곳은 분단이후 한강중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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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나서 두 달 뒤 10
월3일 군사정전위 제22차 회의에서 채택된 후속문서 ‘한강하구에서의 민용 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에서 “민간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온 한강 하구수역 내에 성문화되지 않은 항행
규칙과 습관은 정전협정의 각항 규정과 본 규칙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쌍방 선박이 이를 존중한
다.”고 규정하였다.1)
한강중립지대는 남북한간 분단의 경계선인 DMZ와 NLL사이에 있는 경계면이자 경계선이었다. 나는
이들을 묶어 분단의 경계선이라는 의미에서 ‘분경(分境)’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분경은 남북한 사이에
서는 국경은 아니지만 국제법적으로는 국경이나 마찬가지인, 모호함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분단국들에서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의 하나이다.
흥미롭게도 철원이나 교동 모두, 분단의 두 개의 경계, 38선과 휴전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철원은 38선 이북에 있으므로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북한에 속했지만, 1953년 이후 남한에 속하게
된 이른바 수복지구이다. 판문점을 경계로 하여 동쪽에 이 수복지구들이 있다. 그렇다면 교동은 어떤
가? 교동은 38선 이남에 있어서 남한 영토에 속했고, 종전이후에도 휴전선 이남에 속해있지만, 조강을
사이에 두고 교동과 마주보고 있는 연백 주민들이 다수 살고 있는 접경 공간이다. 연백을 포함한 황해
도 남단은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남한에 속해 있다가 지금은 북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인데, 우
리는 이곳을 부르는 마땅한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 윤택림(2016)은 개성을 연구하면서 미수복지구라
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명칭은 개성출신의 남한주민들에게는 당연하지만 기존의 냉전적 사고를 그
대로 용인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38선 이남에 있으면서 현재는 북한에 속해 있는 지역은, 수복지
구에 대응하는 맥락에서는 ‘상실지구’라는 명칭이 적합한 듯하지만, 실제로 그런 명칭은 사용되지 않는
다.2) 북한에서는 이를 ‘신해방지구’라고 부르는데, 정작 철원과 같은 지역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수복지구라는 용어와 대칭은 이루는 것은 남한중심으로 보면 상실지구이지만, 한반도중심으
로 보면 신해방지구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한국현대사에 내재하는 한국중심시각과 한반도중심시각의
긴장을 엿볼 수 있다.
이 글은 철원과 교동을 염두에 두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구술사적 생애사 연구에서 나타
나는 침묵의 문제를 생각해보려는 것이다. 특정 집단의 구술사는 연구자들의 관심, 그들의 말할 수 있
는 기회의 분배, 그리고 구술하려는 욕망이나 의지 등이 작용하는 문제인데, 냉전-분단체제하에서의
접경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이런 설명이 적용될 수 있다.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침묵은 기회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욕망의 자제(생애사적 주기)일 수도 있다. 또한 오늘날 분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남북한
을 막론하고 70년간 지속된 분단의 지방사를 공통적으로 경험한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
야 한다. 자연사적 시간의 경과 뿐 아니라 남북한의 접경지역주민정책이 이들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었다. 한국전쟁이 ‘톱질전쟁’ 또는 ‘가위질 전쟁’이었던 만큼, 많은 피해를 받았던 원주민과 그 가족들
의 상당부분이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이주해갔으며, 전쟁과정에서 피난해온 이주민, 전후 재건의 과정
에서 정착한 주민들이 새롭게 공간을 점유하고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 분경에 관하여
1) 이시우의 통일기행, 통일뉴스 2003.4.28.
2) 수복지구는 4272㎢, 상실지구는 3927㎢의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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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한반도의 분단은 1945년 8월,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조선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임시로 설정한 38선으로부터 기인한다. 1946년과 1947년 두 차례의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이
추상적 분할의 경계선은 점차 분단의 구체적인 경계선으로 변화하였다. 1948년 남북한에서 별도의 정
부가 수립되면서 38선은 법적 규정과 실질적인 군사적 규정이 충돌하는 묘한 의미를 지닌 경계선이
되었다. 남북한 모두 헌법에서 자신의 영토를 38선으로 국한하지 않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이를 실질적
인 경계선으로 삼았다.
38선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이루어졌지만, 그것의 획정과정에 관한 이완범의 연구와 38선 이북 접
경지역의 동향에 관한 김재웅의 연구, 6.25 전쟁 발발 이전의 군사적 충돌에 관한 정병준의 연구, 한
국전쟁기 38선 월경에 관한 연구들, 그리고 한국전쟁 후의 수복지구에 관한 한모니까의 연구들로 대별
된다. 흥미롭게도 38선은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
로 드러났다. 38선의 월경은 군사적 개입의 명분을 제공했다. 미국은 38선 월경에 신중했고, 중국은
매우 불안하게 생각했다.
한국은 DMZ나 NLL과 같은 분경(分境)3)을 경계로 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DMZ는 군사분계
선을 중심으로 남방한계선(SBL)과 북방한계선(NBL)의 사이를 지칭한다.4) 휴전선 또한 한국전쟁 과정의
휴전회담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다. 휴전선은 전쟁과정에서의 모든 전력을 쏟아서 변경시켜야 할
경계선이었고, 휴전 이후에는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세력의 균형점이이었다. 휴전선은 미군과 중국군
을 포함한 두 세력의 교착점이었다. 휴전선을 경계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있는 상황에서 ‘소리’를 통
한 교통은 심리전을 의미했다. 휴전선이 장벽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라고 생각된다.
철조망과 콘크리트 장벽의 설치는 휴전선의 이미지를 새롭게 형성했다.
남방한계선의 남쪽으로 5-10km지점에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민간인통제선이 존재한다. 민간
인출입통제구역(民間人出入統制區域, Civilian Control Zone, CCZ)은 군사분계선 인근의 군사 작전 및 군
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
선, 영어: Civilian Control Line, CCL)은 휴전직후인 1954년 2월 미8군이 군사시설 보안 등을 목적으로
민간인의 경작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설정한 귀농선(歸農線)에서 기원한다. 미군은 귀농선 이북의 민간
인 출입을 금지하였는데, 군사분계선의 방어 임무를 대한민국 국군이 담당하면서 1958년 6월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되었고, 귀농선은 '민간인 출입통제선'으
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지역은 1972년 제정된 군사시설보호법(현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에 의해 규
정되는데, 수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으로 면적이 축소되었다.
38선과 휴전선 인근지역은 한국전쟁 후반기에 치열한 전장이었고, 전유의 대상이 되었다. 전후에는
남북한 모두에서 상호 대치의 ‘전방’이 되었다. 분단체제는 한국의 영토를 전방과 후방이라는 군사적
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전방은 단지 후방의 연장선이 아니라 종종 후방과는 전혀 다른 시공간적 감각
을 지닌 예외적 공간이 되기도 한다. 전방에서는 후방의 연장이라는 힘과 예외성을 고수하려는 힘이
서로 충돌한다.
두 개의 경계선인 38선과 휴전선 사이에 있는 지역은 미묘한 장소성을 갖는다. 38선과 휴전선이 만
나는 지점은 판문점 북동북 방향인 경기도 두일리와 대덕산리 마지리 사이로 비무장지대이다. 이 지점
이동 지역이 수복지구에 해당된다. 철원은 38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영역에 속했다.
3) 분단국가의 경계는 국가간 국경과 차이가 있다. 남북한의 경계를 분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는
육지의 DMZ, 한강하류 중립지대, 그리고 서해의 NLL로 구성된다.
4) DMZ가 군사적 완충지대라면 민통선지역은 보다 완화된 개념의 제2의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다.
DMZ 출입은 원칙적으로 유엔군사령부가 민통선지역은 한국군이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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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마무리되고 새로운 분단의 경계선이 만들어졌을 때, 철원의 많은 부
분은 남한의 영역에 속했고 일부만이 북한에 속했다. 그러나 철원의 대부분은 민간인출입통제구역에
속하여 ‘금단의 땅’(verboten land)이 되었다.
DMZ와 민간인 통제선 사이의 공간은 민간인통제선 밖의 공간과 다르다. 이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폐허이다. 폐허는 시간이 흘러간 흔적을 보여주는 장소이자, 존재하는 것의 파괴와 방치의 결과로 만들
어진 사회적 생산물이다. 폐허는 텅빈 공간이라기보다는 사라진 것의 흔적을 담지하고 있는 잔해
(debris)이다.5)
벤야민은 폐허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상징과 알레고리를 구분하였다. 붕괴 collapse 를 의미하는 폐
허가 상징 symbol이라면, 빈 허공으로부터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폐허는 알레고리 allegory이다(이
주은, 2012, 411)6). 알레고리로서의 폐허는 공허함 emptiness 뿐 아니라 새로움을 향한 강력한 욕망을
제공한다. 벤야민은 상징이 전제하는 잘못된 통일성보다 알레고리에서의 재현의 파편적 형식을 더 강
조했다. 알레고리로서의 폐허는 역사를 성찰하게 한다.
철원의 폐허, 특히 잔해폐허와 교동의 빈 공간은 냉전분단을 되새기는 역사철학적 장치이다. 응시의
대상으로서의 폐허는 공간적인 것일 뿐 아니라 시간적인 차원도 가진다. 사람들은 폐허가 지니고 있는
공간적 공허함을 깨닫고, 또한 하나의 온전한 건물이 폐허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한다. 폐허는 비어
있지만, 원래부터 아무 것도 없었던 장소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이 사라진,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
이 아니라 흔적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이다. 잔해폐허는 폐허 그 자체일 뿐 아니라 폐허가 되어가는 과
정을 동시에 보여준다. 폐허화(ruination)는 물적 존재가 사라지는 과정인데, 그 사물은 자신의 존재 영
역을 현실공간에서 기억주체의 관념적 추상공간으로 옮겨간다.
강화도 교동은 어떤가? 교동주민은 전쟁이전부터 교동지역에 살았던 원주민과 전쟁 중에 황해도 연
백에서 이주해온 피난민이 섞여 살게 된 지역이다. 연백이나 교동은 모두 38선 이남이었으므로, 1945
년부터 1950년 사이의 기간에 남한 국민이었다. 이 피난의 과정에서 38선 이북의 연백과 38선 이남의
연백주민들이 서로 다른 의식과 행위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흥미롭게도 연백은 조강을 사이에 두고
교동에서 늘 바라볼 수 있는 가시권에 있으므로, 집을 두고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일상을 구성했다.
경계의 가시성 여부는 기억과 망각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3. 분경경험과 침묵에 관하여
구술 생애사의 운명, 한 개인의 생애 기간에 경험된 기억은 자신의 자연사적 삶의 기간에 재현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의 생애의 편린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일기는 생애사적 구술에서는 매우 중요한 재
현의 보장구이지만, 자연사적 삶이 종결된 이후에는 잔해일 뿐 구술사 자체로 환원될 수 없다.
5) 숀리(Schonle, 2006)는 폐허를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네가지로 구분하였다. 폐허를 사회적 규범과
실천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의 장소로 보는 시각, 자연과의 화해로 보는 시각, 과거를 희생하여 근대성
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는 시각, 지속되고 있는 역사적 쇠퇴의 엠블럼으로 보는 시각 등이 그것이
다.
6) “벤야민은 자신의 <독일 바로크 드라마 연구>에서 바로크 시대의 폐허 이미지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
를 개진한 바 있다. 그의 기호학적 구분에 의하면 폐허는 ‘상징’으로 읽힐 수도 있고 ‘알레고리’로 읽
힐 수도 있다. 그것이 상징으로 인지된다면 폐허는 단순한 붕괴와 파괴를 표상하는 기호이다. 그러나
폐허가 하나의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다면, 그것은 특정 개념의 단순한 표상이 아니라 파괴와 새로운
출발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능성들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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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구를 포함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구술사는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접경지역주
민으로서의 삶의 경험을 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얻게 되며,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자신의 경
험을 충실히 재현하려고 하는가?
구술자 연구자들이 이들에게 기대하는 내용은 이들의 역사적 경험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형성된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생활세계에 금단의 경계가 그어지고 파괴될 때의 주민들이 받는 충격과 트라우
마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의 분단국에서 발견된다. 제니퍼 유신(2009)은 인도와 파키스탄
이 분단된 1947년의 경험을 연구하였다. 특히 그는 새로운 경계가 외부에서 주어졌을 때 주민들은 이
경계에 대해 저항하면서 외상을 겪으며, 이것이 ‘트라우마의 지리학’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한국에서는
분단 당시의 주민들의 충격에 관한 구술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38선이나 휴전선이 그어지고 그것이 물
리적인 힘으로 작용하게 된 후 주민들이 겪은 고통에 관한 자료는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 다만, 많
은 시간이 흐른 뒤에 접경지역의 구술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법 했던 분단 직후의 구술
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나는 철원 주민들의 경험을 일제하의 경험, 해방5년의 경험, 그리고 한국전쟁의 경험, 전쟁 후 경험
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의 경험 중에서 일부는 망각되었지만, 일부의 경험은 기억의 저장고에 넘겨져
있고, 적절한 조건이나 기회가 주어지면 재현된다. 이런 논의는 교동 주민들에게도 그대로 작용된다.
대부분의 구술사가 그렇듯이 특정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더라도 재현되지 않으면, 그 경험이 망각
되었는지, 기억되고 있는지 구별되지 않는다. 재현되지 않은 기억 속에는 망각된 기억과 발화되지 않
은 기억이라는 범주가 섞여 있다. 흥미롭게도 망각과 기억 사이에 희미한 기억이라는 중간 영역이 존
재한다. 희미한 기억은 그 자체로는 재현되기 어렵지만, 특정한 자극이나 정보가 주어지면, 기억의 세
계로 돌아와 재현될 수 있다. 기억을 이끌어내는 보장구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보장구는 일기나 사진,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증언이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만 발화되지 않은 기억에는
권력에 의해 억압된 기억과 오명과 관련되어 있어서 회피하고 싶은 기억이 있다. 자신의 생존이나 가
족에게 피해가 예상되면, 재현을 하지 않는다. 즉 피해가 예상되는 기억은 잘 발화되지 않는다. 기억의
발화를 억압하는 권력은 국가권력, 공동체적 권력 그리고 가족적 권력 등이다.
침묵은 행태론적 침묵과 역사철학적 침묵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행태론적 침묵은 주로 커뮤니케
이션학에서 다루어져 왔다.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침묵에 관한 고전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새바일 트로
이케의 침묵의 분류도식(1985, 16-17)에 따르면, 침묵은 제도적 수준, 집단적 수준, 개인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제도적으로 결정된 침묵에는 장소, 의례, 성원자격, 지위, 금기
등의 변수들이 작용한다. 집단적으로 결정된 침묵은 상황적인 것, 규범적인 것, 상징적인 것을 포함한
다. 개인적으로 결정되거나 협상된 침묵은 크게 상호작용적 침묵과 비상호작용적 침묵으로 구분되는데,
상호작용적 침묵은 사회적 맥락, 언어적 맥락, 심리학적 맥락으로 구분된다.
토마스 쉐프(2006)는 고프만의 사회학적 연구에서 침묵의 문제를 폭력의 문제와 함께 다루면서 이
를 남성성과 연결시켜 다루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침묵은 특정 감정의 표현이며, 폭력의 이면이기도
하다. 비밀스러운 수치심(secret shame)이 폭력의 근저에 있다는 것을 제임스 질리건(1997)이 제안하
였다.
나는 최근 철원의 폐허를 연구(Jung Keunsik, 2017)하면서, 철원에서 좀처럼 제기되지 않거나 부재한
질문이 ‘폐허화의 주체’라는 점을 깨달았다. 나는 폐허화가 망각하기의 과정일 뿐 아니라 망각시키기의
과정이라고 보았다.7) 철원에서 원래 존재했던 생활공간을 누가 파괴했는가라는 질문은 잘 제기되지 않
7) Mihov의 사진집(2015)이 보여주듯이, 폐허가 된 불가리아의 소련군 기념시설에 쓰여 있는 ‘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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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설사 이런 질문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기억의 주체들은 이에 응답하기 어렵다. 이런 질문은 일
종의 창법적 질서, 즉 새로운 삶의 질서를 구조화하는 폭력, 사회적으로 정당화되고, 오랫동안 지속되
며, 정당성을 의심받지 않는 권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8)
침묵은 기억의 재현이 금지되거나 재현된 것에 의한 억압 경험이 누적될 때 발생한다. 침묵은 자발
적이기도 하고 강제적이기도 하다. 침묵의 세계에는 심층침묵과 표층침묵이 있다. 침묵은 다양한 수준
의 폭력과 공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윤리적 죄책감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창법적 폭력은
심층 침묵을 낳으며, 심층 침묵은 망각으로 이어지기 쉽다. 분단과 남북간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파괴의 책임이 아군에게 있는 경우, 질문과 응답은 모두 회피된다. 새로운 영토에 편입된 사람들은 그
영토의 질서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경험들을 쉽게 발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침묵은 항상 그것의 반대인
발화욕망을 포함하고 있고, 정치사회적 조건이 변화하면 잠재되어 있는 기억이 재현될 수 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침묵의 구조(화)에 관해서 생각해보았는데, 침묵을 역사철학적 차원에서 이론화하기
는 쉽지 않다. 침묵은 창법적 폭력에 의한 것과 준법적 폭력에 의한 것으로 구분되며, 여기에 일상적
소통공간에서의 전략적 행위로서의 침묵이 존재한다. 침묵은 공간적 깊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시간적
길이를 가지고 있다. 접경지역의 침묵은 대체로 창법적 폭력에 관련된 것이어서 그것은 깊고 길다. 이
런 침묵이 구조화되어 이들의 일상적 삶의 세계를 지배한다. 침묵의 맞은편에 발화가 존재한다. 발화는
의성어일수도 있고 언어일 수도 있다. 언어로서의 구술사는 대화 상대자나 청중을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구술사는 이런 구조화된 침묵을 깨는 하나의 학문적 제도적 장치이다. 이들의 목소리가 집단적
으로 발화되면, 기념비가 되기도 한다.
철원에서 오랫동안 재현되지 못하고 침묵의 세계에 놓여 있다가 탈냉전이나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재현된 것이 한국전쟁에서의 생활세계의 파괴 경험, 그리고 북한 치하에서의 생활경험이다. 뿐만 아니
라 수복지구로서의 장소성과 구술사의 관련성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
서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며 민통선지역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금강산관
광,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민통선에 대한 인식을 '군사적 긴장의 완충지대'에서 '남북
교류의 전초기지'로 바꿨다. 민간인통제구역의 축소에 따라 원주민들의 잃어버린 생활세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에 뒤이어 나타난 현상은 원주민들이 침묵하고 있었던 역사적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철원의 원주민들이 가장 말하기 어려웠던 경험은 ‘전쟁 과정에서의 적에 대한 협력’이고, 그 다
음으로는 1945년 8월부터 1950년 10월까지의 ‘적 치하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소속성은 한
국전쟁 이전과 이후가 역전되었고,

‘피아’가 달라졌다. 이들의 침묵은 철원의 현대사를 오랫동안 구성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모자이크적 에피소드를 넘어서서 일관된 현대사를 구성하려면, 침묵당한
기억과 스스로의 침묵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했다. 철원의 원주민들은 1945년 8월부터 1950년 9월까지
북한의 지배를 경험했는데, 휴전 후 이들에게 북한의 인민으로 살았던 경험은 말하고 싶지 않은 트라
우마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집단적 오명이 부여될 수도 있는 위험은 최대한 회피되었다.
폐허가 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평화담론이 상당정도로 축적된 이후에 비로소 이들의 북한주민으로
서의 경험과 전장기억이 발화되기 시작했다. 원주민들의 증언채록이 남한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되
었다고 평가되는 2006년에 향토사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김영규는 국사편찬위원
회의 구술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철원 원주민들에 대한 증언채록을 실시하였고, 이 결과 중에서 12명
잊어야 한다’는 표현은 매우 유명하다. 오늘날 불가리아인들에게 소련의 지배는 잊혀지지 않지만, 잊
혀져야 할 과거로 표상되고 있다.
8) 벤야민은 1921년에 쓴 “폭력비판”에서 창법적 폭력(Die rechtsetzende Gewalt)이라는 개념을 사용
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지영(2013)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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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술을 <철원군 지방행정 60년사>에 수록하였다.
교동의 경우는 어떤가? 철원도 그렇지만 교동 주민의 구술사는 김귀옥 교수(2006;2008)에 의해 시작
되었다. 필자는 연백에서 피난을 하였다가 교동에 정착한 주민 9인의 구술을 서울대 학생들과 함께 진
행하였는데, 이들은 대체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말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들은 피난을 하나
의 뜻하지 않은 재앙으로 기억하였고, 일부는 민간인 학살의 기억을 구술하였다. 이들의 구술은 현재의
생활공간인 교동과 과거의 생활공간인 연백의 가시적 거리감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들에게 상실된 고
향으로서의 연백은 쌀의 공간이었다. 교동으로 이주했을 때 이들에게 교동의 갯벌은 쌀을 생산할 잠재
적 논이었고, 개척의 대상이었다. 현재의 교동의 평야는 이들이 일군 것이며, 자신들은 쌀 문화의 이식
의 주체였다. 이들의 구술은 원주민들의 구술과 대조되어야 한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가족상황은 구술
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부부가 살거나 단독 가구인 경우 이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구술하였지만,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경우, 이들은 자녀들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자녀들은 구술의 촉진자라기
보다는 제어자였다. 자녀세대에게 ‘피난’은 자랑스러운 것이라기보다는 감추고 싶은 오명에 가깝다.
피난민으로서의 교동주민들에게 감추고 싶은 과거는 없는가? 한국전쟁 당시의 혼란스럽고 궁핍한 상
황에서 이들은 바로 앞에 보이는 자신의 집에 왔다 갔다 했다. 그러나 휴전이후 비록 조강이 중립수역
에 속했지만, 강력한 정치심리적 장벽이 되었으므로, 횡단의 경험은 감추어야할 비밀에 속했다. ‘피아’
나 ‘적아’가 뚜렷해질수록 고향과 멀어졌으므로, 이들은 이런 일상적 생활세계의 경계짓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같은 마을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교동에 정착한 사람과 인천이나 서울에 정착한 사람들
의 고향생각은 미묘하게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의식은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통해 규명되어야 한
다.

4. 침묵을 사회사의 중요한 요소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철원 연구는 침묵과 폐허의 문제를 <분단과 평화의 사회사>에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라는
과제를 던져 주었다. 접경지역, 특히 수복지구는 오랫동안 역사가 침묵해버린 장소, 또는 전쟁기억을
충분히 재현하지 않은 침묵의 공간이었다. 철원의 경우, 2000년 이후 전쟁기억을 함축하고 있는 폐허
들이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되고, 주요 경관이나 이를 바라보는 장소에 평화라는 이름이 부여되
면서, 비로소 침묵하고 있던 ‘수복지구 구술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교동의 경우, 철원과는 전혀 다른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질적으로 다른 침묵의 역사를 내장하고 있
다. 교동은 고려시대의 영화를 망각한 공간이고 또 경제적으로는 조기파시의 호황을 망각한 공간이다.
조선시대 이후 연평도에서 교동 앞 조강을 지나 마포나루까지는 조기어업의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다.
전쟁의 과정에서 교동은 황해도 연백주민들의 일시적 피난처였다. 휴전이후 적어도 10여 년간은 비밀
스러운 통행의 이루어지던 또 다른 의미의 금단의 땅이었다.
그러나 휴전이후 교동은 망각과 침묵의 공간이 되었다. 피난민의 집결지였던 교동의 주민들은 한국전
쟁 당시에 입은 외상을 간직한 채 살았다. 이들의 장기적 침묵의 주된 원인은 ‘잠행’이었는지도 모른다.
잠행의 주된 원인은 식량 확보였다. 교동 앞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공간은 밀물과 썰물이 교차했지만, 군
사적 대치의 양상이 DMZ와는 사뭇 달랐다. 중립수역은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다. 최근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1990년에 자신이 강화도의 한 포구를 통해 교동 앞바다를 거쳐 해주로 돌아갔다
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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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피난민으로서의 교동주민의 구술사가 가족적 요인에 의해 억제되는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
에 깨달았다. 피난민 1세대는 자신의 삶의 시간이 곧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자신의 경험을 말하려
고 하지만, 2세대들에게 이런 구술은 무의미한 것이고 수용하기 싫은 오명을 건드리는 것이다. 피난민
정체성은 트라우마적 기억을 재구성한다. 이들의 기억을 침묵의 세계에서 발화의 세계로 전환시키는
구술사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평화지향적이다. 냉전 분단체하에서의 구술사
는 명백히 침묵의 사회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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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과 ‘섬’을 잇다

: 본토 복귀 후 오키나와인과 재일조선인 연대의 조건

임경화(연세대 국학연구원)

1. 섬과 ‘섬’을 잇다: 오키나와의 반기지운동과 식민지 경험의 오버랩
‘섬과 섬을 잇다’는 2014년에 출간된 섬과 섬을 잇다: 여전히 싸우고 있는 우리 이웃 이야기에서
딴 것이다. 이 책은 쌍용차, 밀양 송전탑, 콜트콜텍, 제주 강정마을 등의 장기 투쟁 현장에서 외롭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이경석을 비롯한 14명의 만화가와 르포 작가가
참여하여 기록한 공동작업의 첫 성과이다. 여기에서 섬은 국가나 자본에 짓밟힌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
에 맞서, 마치 육지로부터 고립되어 바다로 둘러싸인 섬처럼 외롭게 싸우고 있는 투쟁의 현장을 말한
다. 이 책은 이러한 고립된 섬들을 알림으로써 섬과 섬의 투쟁을 소통하게 하고, 나아가 이 섬들을 섬
바깥에 있는 ‘우리’ 안으로 이어 고립을 해소해 보려는 의도로 쓰인 것이다(하종강, 2014: 8).
그런데 그 1년 반 후에 동일한 기획 아래 출간된 후속편인 섬과 섬을 잇다 2: 소박한 꿈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에는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시도가 담겨 있다. 1권에서 ‘고립된 섬’은 어디까지나 대
상이었고 작가나 만화가 등의 기록자가 그 대상을 표현함으로써 대상과 대상, 대상과 ‘우리’(독자)를
잇는 주체가 되었다. 2권에서도 이 구조는 변함이 없지만, 그 중에는 1권에서 취재의 대상이었던 재능
교육 해고자가 2권에서는 기록자가 되어 스타케미컬지회의 투쟁을 “긴 싸움이 겪는 내밀한 갈등을 싸
워본 자만이 아는 공감력으로 풀어”낸 이야기가 담겨 있다(송경동, 2015: 5). 여기에서는 국가나 자본
을 향해 시선을 집중했던 각각의 ‘고립된 섬’이 옆으로 눈을 돌려 또 다른 ‘고립된 섬’을 바라보며 공
감하고 다가가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그러니까 섬과 섬을 잇는다는 것은 대상이 기록자가 되고 혹은
기록자가 대상이 되는 상호관계 속에서 공감을 확인하고 서로가 주체가 되어 고립에서 벗어나 투쟁을
이어나가는 횡적인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일본의 사례를 통
해 공동작업의 취지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동일한 타이틀을 차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를 참조하여 오키나와와 재일조선인들의 전후사를 바라보면, 양자 또한 일본의 주류사회
로부터의 고립 속에서 장기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현장으로서의 ‘섬’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2년 본토 복귀 후 45년이 지나도 미군기지의 집중과 그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도
헤노코辺野古 미군기지 이설 반대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오키나와는 비유가 아닌 말 그대로 고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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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이다. 한편, 식민지 지배와 민족분단의 결과로 구종주국인 일본에서 생활하게 된 구식민지 출신자들
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견고한 차별구조 속에 놓여 다양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온 재일조선인은 비유적
의미에서의 고립된 ‘섬’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 이 섬들의 고립도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4월에 NHK가 실시
한 여론조사(‘復帰45年の沖縄’ 調査)에 따르면, “본토사람은 오키나와 사람의 기분을 이해한다고 생각
하는가”(제11문)라는 질문에 대해 “그다지/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오키나와 주민들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오키나와에 대한 비방과 중상이 늘었다고 느끼는가”(제14문)라
는 질문에는 “느낀다”는 답변이 57%로 과반수를 넘었다(NHK放送文化研究所, 2017). 이와 관련해서
NHK는 ‘오키나와’와 ‘기지’가 포함된 트위터의 투고 중에 ‘매국’이나 ‘반일’ 같은 증오표현으로 이어지
는 단어 11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추출하여 투고 수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V-22 오스프리의
오키나와 배치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2012년경부터 늘기 시작하여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헤노코 이설
반대를 주장했던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지사가 당선된 2014년 11월에는 2만 건을 넘어섰다. 그 후에
도 미군시설 건설에 항의하는 주민에게 본토에서 오키나와로 파견된 경찰관이 ‘토인’이라고 매도한
2016년 10월에는 무려 11만 건에 달해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1) 재일조선
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증오표현이 만연하게 된 것은 이보다 더 이르다. 한일의 새 시대를 상징했던
‘한류 붐’이 종식된 2000년대 중반부터 역류가 급속히 진전되어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
임) 등이 가두시위를 벌이며 재일조선인들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의 국가권력이나 지방의 공공단체의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정지, 고교 무상화 제도 적용 배제 같은
‘위로부터의 증오표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일까지 벌어지며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
별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의 최근의 악화된 고립상태는 양자 간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일인극 배우인 재일조선인 3세 김기강은 2014년부터 주기적으로 헤노코를 방문
해 기지이설 반대운동에 참가하여 주민들을 지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른다. 그녀는
자신의 출신 배경이 오키나와의 상황에 공감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인
데, 자신들의 목소리는 닿지 않고 존엄조차도 묵살”되었다고 하며 미군기지를 강요당하는 오키나와의
지금과 조선반도 식민지화 역사를 겹쳐 보기도 했다.2) 혹은 특히 제주도 출신이 많은 재일조선인 사
회에서는 제주도의 비극의 역사와 오키나와의 현대사를 겹쳐 보며 공감을 강조하는 견해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가 고향인 재일조선인 소설가 김석범은 자신의 장편소설 화산도 복간 기념 심포지
엄에서, 헤노코 신기지건설 반대운동의 진압을 위해 본토 소속 기동대가 파견된 사태에 대해 “오키나
와에 대한 일본정부의 이런 처사는 내부(국내) 식민지에 대한 침략이라고까진 할 수 없지만, 자연스레
제주도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라고 언급했다. ‘4·3’ 때 제주도에서 학살을 주도한 것도 섬 출신이 아닌
뭍에서 건너온 군·경이었던 점을 강조했다.3)
한편, 오키나와에서도 재일조선인의 경험과 자신들을 오버랩 시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2013년
1월 오키나와 현 자치체장들이 오스프리 배치 반대를 호소하며 도쿄 도내를 행진했을 때, 일본 우익단
체로부터 ‘매국노’ ‘비국민’으로 매도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류큐 신보는 재특회의 재일조
1) NHK クローズアップ現代, ｢沖縄復帰45年 深まる本土との溝｣(2017년 5월 15일 방송)
2) ｢재일한국인, 노래소리로 오키나와 응원｣, 『교도통신』, 2016년 1월 16일.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6/01/130313.html
3) ｢“오키나와 헤노코 주민시위 막는 경시청 경찰 보니 ‘4·3’ 때 연상”｣, 『한겨레』, 2015년 11월
10일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166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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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에 대한 증오표현을 인용하며 “소수자에 대한 증오는 남의 일로 여기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고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4) 또한 오키나와 출신 소설가 메도루마 슌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
행해진 재일조선인 언론인 신숙옥과의 대담에서, 당시 경제성장이나 안전보장과 같은 일본의 고도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전과 기지의 부담을 짊어져 왔던 후쿠시마와 오키나와의 ‘희생’의 구조 등
의 공통점이 부각되었던 분위기에 대해 명확히 위화감을 표시하며, “오키나와와 후쿠시마는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점도 많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 핵심은 “오키나와는 단순한 지방과 중앙의 관계가 아니라,
류큐처분에 의해 야마토민족에 의해 지배당하고 차별당한 역사가 있다는 점이다. 이 차이는 동일본대
진재와 오키나와 전투와의 비교를 통해서 예시되었는데, 후쿠시마 피해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
는 천재이며 당시의 자위대나 미군의 활동은 찬미되었다. 반면 오키나와 전투는 인재로서 거기에는 병
사들에 의한 살인이나 주민학살 등과 같은 전쟁의 참상이 있었다. 오키나와는 전쟁을 위한 섬을 강요
당하고 있으며, 일본인들이 이 차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조선인 차별이나 민족문제도 보지 못한다고
보았다(目取真, 2012). 메도루마는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갖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오키나와 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억압의 대상으로만 보려 하는 일본의 국가 권력에 대해 식민지주의를 겹쳐
보고 있으며, 그 속에서 재일조선인의 위치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투쟁의 현장의 ‘고립된 섬’으로서의 양자가 본토나 중앙으로 쏠렸던 시선을 돌려, 그것이 부정
적이든 긍정적이든 스스로의 참조 틀로서 서로를 의식한 역사는 오키나와와 조선이 일본제국에 강제로
편입된 이후부터 시작되었고, 패전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섬과 섬을 이어왔던
시간을 역사화 하는 것은 중앙/본토/일본과의 관계를 상대화하고 구조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지금도 투
쟁을 지속하고 있는 섬의 고립을 해소하고 보다 내실 있는 연대를 위한 자양분을 제공하여 스스로를
해방하는 힘이 될 수 있다.
필자는 그 중에서도 특히 패전 이후 오키나와의 본토 복귀 전까지 오키나와인과 재일조선인의 상호
응시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그 후속작업으로 주로 오키나와의 본토 복귀 후 재일조선인과
의 횡적인 연대 시도의 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1950～60년대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의 조국지향운동
우선 패전 당시부터 1972년에 오키나와가 본토로 반환되기 전까지 오키나와인과 재일조선인의 상호
응시의 순간들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임경화, 2016: 125-164).
일본제국에 강제로 편입된 후 ‘일본인’으로 분류되어 동화정책의 대상이 되면서도 제도적 차별에 노
출되었던 오키나와인들과 조선인들은, 제국의 위계질서 속에 그 주변도를 달리 하며 서열화되어 있었
다. 이것은 피억압자들 사이에 차별과 억압을 이양하는 연쇄구조를 낳았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고 대일본제국이 패망하면서 양자는 ‘비일본인’으로 분류되었다. 오키나와인과 조
선인에 대한 분류의 주체가 대일본제국에서 연합국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일본인 되기’
라는 동화정책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스스로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자유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
다. 더욱이 해방 후에도 일본에 잔류한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인들이 ‘비일본인’으로 분류된 것은, 점
령기의 혼란을 거쳐 전전의 조선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소거하고 오키나와를 미군 지배하에 둔 채로
4) ｢『憎悪表現』審査

日本の『人権』問われている｣, 『琉球新報』, 2014년 8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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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하는 일본의 전후체제 형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필자는 패전 후 일본국민에서 배제되었던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인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재편된 지배질서 속에서 ‘또 하나의 전후’를 살아온
역사에 주목해 왔다. 물론 일본의 역사학에서도 중심의 시선, 중앙적 사고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오키
나와나 재일조선인, 여성 혹은 공해 피해자 등의 주연(周延)의 역사를 봄으로써 일본의 전후사를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도베 히데아키戸邊秀明가 언급하듯이,
그것은 ‘일본-오키나와’나 ‘일본-재일조선인’ 등 중심과 주변의 이항대립적 구도 속에서 분석되고 있
을 뿐이다. 그런데, 일본사회에서 마이너리티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다른 마이너리
티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는 일본사회 즉 머저리티에 둘러싸인 장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을 때, 끊임
없이 요구되는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리티 사이의 관계를 통해 일본사회를 바라보려는 시도는
의외로 적다. 도베는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 출신자 사이의 “극심한 ‘불화’를 내포하면서도 특정 상황
하에 서로 공명하는 관계를 포착”하고자 하여, 오키나와인이 조선인에게 자기의 처지와의 동질성을 발
견하고 재일조선인 단체에 접근해 갔던 미군 점령기 일본에 주목했다(戸邊, 2004). 필자는 이러한 문
제의식을 계승하여 대상 범위를 일본 전후사로 확대하여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인이 극심한 ‘불화/불
일치/불균형’을 내포하면서도 특정 상황 하에 서로 응시했던 순간들을 포착하고자 했다.
패전으로 대일본제국이 해체된 후에는 오키나와 사람들과 재일조선인들이 ‘비일본인’으로 분류되어
‘일본인 되기’의 억압에서는 해방되었지만, 국민국가의 경계로 내몰렸고 이윽고 국민에서 배제되었다.
이후 양자는 각각 한반도와 일본을 ‘조국’으로 바라보며 ‘비국민’으로서의 차별에서 벗어나 ‘국민’으로
해방되는 길을 열어가고자 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조국의 분단이나 전후에도 계속되는 조선과 오키
나와에 대한 식민지주의나 그로 인한 억압 이양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은 아니었다. 그 한계
를 넘어서기 위해 혁신운동 진영에서 추진한 것이 제3세계 ‘인민 되기’였다.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인
들은 각각의 정체성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각각 통일된 조국에 귀속하여 외국군
철수를 통해 민족 해방을 이루고 사회변혁에 참가하는 아시아 인민이라는 새로운 내이션의 구성원이
되고자 했다.
1950～60년대의 혁신운동도 재일조선인, 오키나와, 피차별부락 등의 차별 문제를 주목했다. 하지만
당시의 혁신운동에서는 제국일본의 가해책임보다는 피억압민족들의 연대 속에서 서로의 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가해자인 미국의 제국주의를 해체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
는 억압받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상징이 되어 국제적인 민족연대 속에서 일본사회를 변혁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제국일본의 가해 책임에 대한 일본사회의 무관심은 미군의 시정권이 반환되고 오키나
와의 ‘조국 복귀’가 목전에 다가올수록 오키나와인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 결국, 오키나와인들
은 오키나와 반환을 통해 일미의 아시아 전략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아시아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위치
에 서고자 하는 일본의 국민으로 편입되면서 제3세계 아시아 인민 되기는 실패로 끝났다. 재일조선인
들도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되는 사이에 조국 지향보다는 일본사회의 일원으로 정주화하는 재일 지향
이 우세해지고 일본 내 마이너리티의 연대를 통한 차별 철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재일조선인들
이 조국이나 거주국 일본으로 향하는 시선을 잠시 옆으로 돌려 오키나와에 대해 공감하는 순간이 2세
의 정체성 문제를 고민했던 박수남 등에게서 포착된 것은 이러한 변화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재일
조선인 2세 작가 박수남은 재일조선인 1세의 고뇌와 그 자녀들인 ‘반쪽발이’로서의 2세의 문제에 맞닥
뜨린 취재여행의 연장선에서 미해방부락과 오키나와의 소년들을 만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올 겨울에 나는 고베의 미해방부락에서 머물렀다. 교실이나 직장에서 추방당한 부락의 ‘깡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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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지하의 인간’이라 불렀다. 나면서부터 비인간의 자식으로 지하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소
년들의 자학에서 나는 반쪽발이의 편린을 뚜렷이 보았다. (……) 우리들은 처음 본 순간 서로의
안에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움에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지하’의 깡패에게서 발견한
것은 타인 속에 나를 보는 친근함만은 아니었다. 그들과 반쪽발이 소년 사이에는 서로 상대를 ‘더
럽다, 야만적이다, 무섭다’고 증오했던 것이다.
나는 일본의 모순을 정면에서 반영한 존재로서 오키나와의 소년들이나 ‘지하’의 소년들에 감출
수 없는 일본인의 현실을 본다. 그 의미에서 그들은 가장 일본인다운 일본인들이었다(朴壽南,
1967: 171).
박수남은 그들에게서 ‘반쪽발이의 편린’을 발견한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연민과 증오가 뒤섞인 복잡
한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 긴박함 속에서 ‘지하’ ‘나락’으로 ‘추방’되어 ‘자학’하는 ‘비인간’의 자식들한테
서 일본의 모순을 끌어안은 ‘가장 일본인다운 일본인’의 모습을 본다. 이렇게 일본인에서 배제되고 주
변화된 존재를 역으로 ‘가장 일본인다운 일본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후 일본’이 구축해온 ‘일본인상’
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고도성장정책을 통해 안보투쟁을 피크로 하는 대중들의 정치적 고양을 경제적 활기로 전환시키고 위
로부터의 사회 통합 프로그램으로 지배 권력에 의해 구축된 이와 같은 ‘일본인상’을 주변의 시점에서
탈구하는 박수남의 주장은 오키나와의 고교 교사 기마 스스무儀間進에게 전폭적으로 수용된다.
그녀가 말하는 조선인은 너무나 슬플 정도로 오키나와 사람들과 닮았다. “예과련을 동경하여 특
공대에 지원해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어 그(일본인의-인용자 주) 권위를 가지려고 한” 재일조선인
속에 전쟁중의 오키나와 현인의 모습을 보았다.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순수한 일본인임
을 증명하려고 한 오키나와. 박수남 씨가 미해방부락의 소년들에게서 ‘반쪽발이’(반일본인)의 편
린을 뚜렷이 본 것처럼, 나도 조선 속에 오키나와의 반신을 보았다. 놀라움으로 가득 찬 기묘한
친근감이었다. 그녀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반일본인’이란, 일본 이름을 쓰고 일본어를 잘 구사하
여 조선인이라는 사실로부터 달아나 일본인처럼 되려고 했던 조선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설령 생명과 맞바꾸어도 완벽하게 일본인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러한 자기 자신에 상처를 입고 스
스로를 모멸하고 자포자기할 때 증오를 담아 내뱉어지는 말이 ‘반쪽발이’였다. 강한 자기부정도,
따라서 깊은 자학도 재일조선인에 비하면 희박하기는 하지만, 순전한 야마토 말의 계보이면서도
자신의 말을 업신여기고 출신을 부끄러워하며 탈출의 시도는 흔히 성을 바꾸고 호적을 변경하는
식으로 나타나 오키나와의 흔적을 소멸시키려고 했다(儀間, 1970: 245).

오키나와 사람들은 차별에 저항하여 연대로 맞서기보다는 동화를 통한 개인적인 탈출을 도모했지만,
결국 그것은 도피이자 영원히 ‘반일본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아니면 차
별받아도 된다는 일본의 퇴행적인 차별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었음을 기마는 깨달은 것이다.
기마는 이렇게 조국복귀운동 속에서 희구되었던 환상으로서의 조국에 대한 본질에 육박해 간다. 실
체로서의 조국은, 오키나와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 본토 사람들, 의도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지배
권력, 그리고 이제 즉시 무조건 전면반환이라는 오키나와의 요구를 무시하고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관
리, 미일에 의한 오키나와 공동 지배를 목표로 한 이른바 제3의 류큐 처분을 획책하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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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오키나와가 ‘조국복귀’를 요구하는 한, 이러한 조국의 체제에 의존하며 기울어 갈 수밖에 없
다.
하지만, 이러한 실체로서의 조국과는 다른 조국을 상상하고 반복귀론이 아닌 조국탈구축론이라고 할
만한 밑으로부터의 내이션 재편의 시도가 바로 ‘내 안의 일본과의 대결’이다. ‘기침도 야마토풍’으로 하
라는 근대이래 오키나와의 동화운동으로는 영원히 반쪽발이로 살 수밖에 없고, 재일조선인이나 아이누,
피차별부락에 대한 차별을 온존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화하려는 내 안의 일본을 끊어냄으로써 일
본인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기마가 도달한 결론이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본을 움직이고
변혁해 가는 하나의 사상이 일본의 음지인 오키나와, 미해방부락, 재일조선인 사이에서 태어날 것을
믿고 있다. 약자의 입장을 깊이 인식하고 파헤침으로써 역으로 약함을 무기로 반전시킬 때 거기에서
‘약자의 사상’이 태어난다”(儀間, 1970: 269)고 하여, 또 다른 ‘약자’인 재일조선인들을 응시하면서 그
들과의 연대 속에서 스스로의 고립성을 뛰어넘어 주체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복합주체를 건설하
여 양지로 나와 일본을 변혁시키고 차별을 극복하는 미래지향적인 사상을 생각해냈다.

3. 본토 복귀 후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의 상호 응시
: 최진석과 아라카와 아키라
조국지향운동이 피크에 달했던 1950～60년대를 지나 오키나와가 본토에 복귀한 후가 되면, 재일조
선인사회에서도 일본국가의 틀 속에서 민족적 마이너리티가 되어가는 추세가 강화된다. 이른바 ‘본국’
지향에서 ‘재일’ 지향으로의 경향이 본격화되어 일본사회의 시민이나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강조
된다. 국경에 걸쳐 있으면서 본국의 정치적 현실에 의해 삶을 규정당하는 과계민족으로서 본국(조국)
과의 연결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에서의 정주외국인으로서 권리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는
재일조선인사회의 첨예한 문제가 되어갔다. 그것은 오키나와와의 연대의 조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
다. 본고에서는 그 중요한 논쟁으로서 최진석과 아라카와 아키라의 대담을 분석하여, 오키나와의 본토
복귀 후의 재일조선인과의 다양화된 연대의 조건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재일조선인 연구자이자 연극인이기도 한 최진석(崔真碩, 1973-)은, ‘제국일본’의 붕괴 이후에도 일
본사회에서 뿌리깊이 지속되고 있는 식민지주의를 테마로 한 논집에, 일본사회에서 “‘일본인이 된다’는
동일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자로서 동시대를 살며 끊어지듯 이어져 있는 오키나와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호소하는 칼럼을 기고한다(崔真碩, 2005). 동화의 폭력을 내면화했던 재일조선인인 저
자가 세상과 마주했을 때, 기마 스스무의 ‘내 안의 일본과의 대결’ 등과 같은 오키나와의 당사자성을
상기시키는 서술자들의 주장에 직감적인 공감을 느꼈음을 고백한다. 이것은 그에게 일본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부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의 복수성은 물론, 일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의 복수성에 눈뜨는 계
기가 되었다. 더욱이 기마 스스무가 오키나와의 조국복귀운동에 헌신하면서도 본토와 오키나와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두려워해 온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계기를 재일조선인 작가 박수남의 글에서 찾았던 것
에 주목한다. 박수남은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조선인 2세를 ‘반쪽발이’(반일본인)로 정의하고 이러한 2
세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식민지주의를 벗어나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최진석은 재일
조선인과 오키나와인 사이에서 끊어지듯 이어지며 서로의 타자성, 당사자성을 각성시켜 온 상호작용
속에 자신이 느꼈던 공감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역사성에 전율한다. “오키나와 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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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은 ‘제국일본’에서 ‘일본인이 된다’는 동일한 폭력을 입어 오면서, 복수의 ‘재일’로서, 복수의
‘반쪽발이’로서, 혹은 복수의 ‘오토로하폰’으로서 끊어지듯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제국
일본’과 ‘일본인’이라는 것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것을 동경하면서 내면화해 버린
복수의 ‘재일’의 욕망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며, 복수의 ‘재일’이 그 환상을 뒷받침해 온 것이다.” 하
지만 그것을 역으로 취해 오키나와 사람들과 재일조선인을 이어주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제국
일본’을 가시화해 간다면, 계속되는 식민지주의의 폭력을 종식시킬 계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러한 생각에 이르게 된 최진석은 오키나와인들에게 ‘작은 연대’를 호소했던 것이다.
최진석과 아라카와 아키라(新川明, 1931-)의 서신 대담이 이루어진 것은 이 글이 간행되고 3년 후
의 일이다. 최진석의 호소에 대한 오키나와인으로서의 ‘응답’으로 볼 수 있는 이 대담의 상대인 아라카
와 아키라는, 오키나와의 조국복귀운동이 피크에 달했던 1970년을 전후하여 그 흐름에 찬물을 끼얹듯
이 반복귀론을 주장하며 논진을 펼쳤던 인물이다. 당시에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소수의견으로 무시되
었던 주장이었지만, 복귀 후의 실상이 가시화될수록 조금씩 주목을 받다가 90년대 미군의 소녀폭행사
건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기지반대운동 속에서 힘을 얻게 된 오키나와의 자기결정권론
에 반복귀론이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게 되면서, 그 핵심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평가되기 시작
했다. 나중에 언급하듯이, 최진석은 아라카와의 반복귀론에서 재일조선인인 자신도 공감할 수 있는 보
편성을 읽어냈다. 하지만, 최진석의 ‘연대 호소’에 대한 아라카와의 ‘응답’은 공감을 드러내면서도 미묘
하게 어긋나 있었다.
1) ‘여전히 오키나와는 조선을 차별하고 있다’: 아라카와 아키라의 조선에 대한 관심
서신 대담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 그 배경으로, 아라카와가 일찍이 재일조선인들과 교류하며 조
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라카와 아키라는 신오키나와문학(新沖縄文
学) 편집장 시절이었던 1978년에 재일조선인 역사학자인 강재언(姜在彦, 1926-)과의 교류가 계기가
되어,5) 조선에 관한 일본어 종합잡지 계간 삼천리(季刊三千里)에 ｢근대 오키나와와 조선｣이라는 글
을 게재하여 조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당시에는 이미 일본 속의 조선문화(日本のなかの朝鮮文
化)나 계간 삼천리 같은 잡지에서 오키나와와 조선의 역사적인 영향관계를 밝히고 문화적 연관성
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재일조선인은 물론 일본인이나 오키나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鄭詔
文, 1974; 當馬嗣光, 1977; 谷川健一, 1978). 아라카와는 한반도와 오키나와의 역사적인 연관성을 인
정하고, 일본과의 관계로만 닫혀 버린 근대 이후 오키나와의 왜곡된 교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시
아 각 지역과 밀접한 교류를 가졌던 오키나와 선조들의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어디까지나 조선과의 관계성이 근대 이후에 어떻게 굴절되었는가에 주목한다.
오키나와(인)는 오랫동안 조선과 긴밀한 교류를 가졌으면서도 근대 이후의 역사에서는 결코 조
선에게 좋은 친구라고 할 수는 없는 방식으로 살아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맹목적인
일본화 지향에 주박된 근대의 오키나와인은 그 주류를 이루었던 정신세계에서 조선뿐만 아니라
근린 민족들에 대해 좋은 친구이기보다 일본인이 되는 것을 모든 것에 우선시키는 편협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으로 자각하는 일이 적었다.
조선이나 중국은 물론 남방 각 지역 민족들과의 오랜 시간에 걸친 농밀한 교류를 생활문화 속
5) 실은, 강재언도 『신오키나와 문학』에 오키나와와 조선의 교류사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姜在彦,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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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찾아내고 재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들의 정신은 다시 개방적인 풍요로움을 되찾을 수 있
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근대 이후 오키나와인의 정신은 일본화 지향의 나쁜 영향으로 인해
너무나도 쇠약해졌다. 타자의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 근대 일본의 비뚤어진 정신을 뒤쫓아
가는 모방자였다(新川, 1978).
오키나와인들은 대일본제국에 편입된 후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멸시를 받으면서도 강권적 황민화 교
육에 의한 동화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지식인들은 적극적으로 동화의 길을 설파하며 그 추진자가 되었
다. 일본인이 되어 차별에서 해방되고자 한 오키나와인들의 동화의 열망은, 조선인 혹은 아이누인, 타
이완인들과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표출되었고 그것은 그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졌다. 아라카와는
‘일류동조론’을 기반으로 한 오키나와의 차별/억압의 이양 구조를 근대 오키나와의 뒤틀리고 도착된 정
신구조로 보았다. 그리고 위로부터의 강제에 순응하여 국가체제에 기대려고 하는 아래로부터의 동화
지향은 실은 전후의 ‘일본 복귀’ 운동에서도 엿볼 수 있고, 심지어 복귀 후 혁신세력이 현정을 담당한
시기에도, ‘우호친선’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으로부터 계절노동자를 도입하여 주력산업을 유지하려 한다
거나 단위인구 당 의사 수가 오키나와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은 한국으로부터 의료진을 도입하는 방
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근대 오키나와의 뒤틀린 정신구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아
라카와의 주장이었던 것이다. 그가 ‘반복귀론’에서 일본과 오키나와의 이질성=‘이족’성을 강조하면서도,
“과거의 류큐 왕국의 재현을 꿈꾸는” 복고적 류큐 내셔널리즘을 근대의 비뚤어진 정신이 투영된 일본
내셔널리즘의 복사판으로 보고 평가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新川, 1971: 133).6)
2) 정신혁명으로서의 반복귀론: 서신 대담의 논점 ①
이 둘은 2008년에 오키나와 타임즈(沖縄タイムス)의 특집 기획 ｢도래하는 오키나와의 자기결정권
｣의 일환으로 두 차례의 서신 교환을 통해 대화를 나눈다.7)
우선 자신을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 이듬해인 1973년에 태어난 재일조선인이라 소개한 최진석은, 일
본인이 될 것을 강요하는 사회적인 공기 속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인이 되고자 일본이름을 사용
하기도 하고 그 반발로 한국인이 되고자 한국 유학을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국가에 대한
짝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일본에서 객사한 조선인과 마주하는 시점을 확보하며 자신이 일본인도 한국인
도 아닌 조선인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것은 자신에게 정신혁명이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오키나와
와 아라카와의 반복귀론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반복귀론은 오늘날의 재일조선인이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과도 그대로 통하는 보편성을 가진 것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라카와 씨의 글을 접하면 내가 당해 온 동화의 폭력을 역사화해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동화의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그 역사적 현재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감각하게 됩니다. 오키나와와 조선을
잇는 것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일본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와 조선, 동아시아에서 감싸듯이
하여 일본을 바라보면서, 혹은 국가가 안고 있는 괴저(壞疽)로서 내부에서 도려내듯이 가난한 일
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우리는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다수라고.

6) 新川明, 『反国家の兇区』, 現代評論社, 1971, 133쪽.
7) 이 대담은 이후 사회운동 잡지 『정황(情況)』에도 게재되는데, 본고의 인용은 이에 기초한다(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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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최진석이 ‘반복귀론’을 읽고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동화의 폭력을 역사화해서 포착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 것은, 아라카와가 메이지 유신 이후 끊임없이 일본인으로의 포섭과 배제를
반복해 온 국민국가 일본 자체를 부정해 가는 과정에 대한 공감을 나타낸 것이다. 50년대까지 아라카
와는 일본인이면서 일본인이 아닌 무권리 상태의 오키나와(인)가 헌법이 적용되는 일본으로 복귀하여
전적인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 조국복귀운동은 피할 수 없는 투쟁으로 여겼던 복귀론자였다. 하지만
60년 안보투쟁을 전후한 시기를 오사카에서 보낸 그는 오키나와 문제가 안보투쟁에서 결락되어 있는
것을 목도하고 복귀에 대한 열망의 한편에 ‘조국’에 대한 불신감과 거부감이 커져가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당시의 심정을 담은 유명한 시가 ｢일본이 보인다｣(1960)이다.
일본이 보인다
일본이 보인다
여기는 오키나와 북쪽 끝
나하에서 30리
헤도(辺戸) 곶 바위에 서서
이마에 손을 대면
우리들의 조국
가난한 우리들의 조국
일본이
거기에
가난과
기댈 곳 없는
덩어리가 되어
파도에 떠 있다(新川, 1960).
이 시에는 조국 복귀에 대한 열망뿐만 아니라, 일본이 ‘가난’이나 ‘기댈 곳 없는 덩어리’ 등의 표현에
의해서 수식되어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조국’에 대한 불신이라는 모순된 두 가지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최진석이 조국복귀론에서 반복귀론으로의 사상의 분기점이 된 아라카와의 이 시를 ‘포착’
한 것은 위에서 인용한 그의 편지의 문면을 통해 알 수 있다. 최진석은 아라카와가 홀로 일본을 바라
보며 반복귀론을 구축해 갔던 사상의 분기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어가, 아라카와에게 이번에는 조선과
오키나와의 연대의 장소에서 국민국가 일본을 ‘구조적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극복할 보편적인 ‘반복귀
론’을 추구할 것을 호소한다.
물론 최진석은 오키나와에서 객사한 조선인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조선과 오키나와는 결코 동렬로 연
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동아시아에서의 반복귀론의 보편성과 ‘우리들
의 다수성’에 대해서 확인해 가고자 한다. 이것은 명확히 3년 전에 자신이 발한 오키나와인들을 향한
연대의 호소를, 이번에는 명확한 대상을 향해 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라카와는 우선 자신의 반복귀론이, 일본과 오키나와를 이항대립형으로 논하는 ‘오키나
와 독립론’도 아니고 ‘반국가권력론’도 아니라, 최진석이 언급한 것과 같은 정신혁명의 호소였음을 강
조하며 최진석의 이해에 공감을 표한다. 그것은 자신의 반복귀론에 담긴 매니페스토에서 그가 밝힌 유
명한 다음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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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내가 ‘반복귀’라고 할 때의 ‘복귀’는, 분단되어 있는 일본과 오키나와가 영토적, 제도적으로
재통합되는 외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하자면 오키나와가 스스로 나서서 ‘국
가’ 쪽으로 몸을 기대는 내발적인 사상의 영위를 가리킨다. 그 의미에서 ‘반복귀’는 바로 개인의
위상에서 ‘국가’로의 합일화를 어디까지나 계속 거부하는 정신 지향이라고 말해도 지장은 없다.
더욱이 바꾸어 말하면, 반복귀는 곧 반국가이자 반국민 지향이다. 비국민으로서 자기를 기꺼이 자
리매김하는 스스로의 내부에 외치는 매니페스토이다(新川, 1971: 304).
아라카와는 식민지 종주국에 의한 식민지 주민들의 국민 통합 기획은, 위로부터의 제도적 동화의 폭
력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동화의 열망이 합쳐졌을 때 완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식민지주의에 대
한 본원적인 저항과 투쟁은 개개인 내부의 동화 지향의 초극이라는 정신혁명에 있으며, 반복귀론은 국
민국가를 내부에서 부수는 반국가, 반권력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라카와는 식민지주의 극복을 위한 이러한 정신혁명이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인을 이어주
는 지평을 마련한다고 하면서도, 상호간의 차이를 냉정히 확인할 때 반복귀론의 보편성도 ‘우리의 다
수성’도 전망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서, 재일조선인에게 ‘조국’이란 어떤 것인지, 그것과 국민국가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묻는다. 이때 아라카와는 『계간 삼천리』에서 강상중과 양태호 사이에서 전개
되었던 재일조선인의 아이덴티티를 둘러싼 논쟁에서 특히 강상중의 “우리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아이
누 민족이나 오키나와의 주민에게도 자치주 건설과 같은 독립분리주의의 권리는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姜尚中, 1985b)라는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었다.
3). 마이너리티의 극복은 ‘다수 되기’인가: 서신 대담의 논점 ②
아라카와의 물음에 대해 최진석은 개인의 입장에서 정신혁명을 거치고 나서 국민국가의 주박에서 해
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국’ 관념도 해체되었으며, 오히려 스스로가 ‘조선’ 자체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응답한다. 그가 말하는 ‘조선’이란, 제국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계기로 동아시아에 흩어져
객지에서 비명횡사한 조선인들, 구체적으로는 관동대진재 당시 일본 민중들의 죽창에 찔려 살해당한
조선인들, 혹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조선인들로 표상되며, 또한 북한 핵실험 당시 최진석
자신이 재일조선인으로서 일본사회에서 신체적으로 느꼈던 공포를 통해 그들과 이어져 있음을 깨닫게
한 ‘객사한 고향상실자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렇게 망자들과 이어져 있는 ‘나’는 “마이너리티가 아니
라 다수”이고, “이것은 절망의 심연에서 뿜어나오는 희망”이라고 호소한다. ‘객사한 고향상실자들’의 시
선을 스스로의 정신혁명의 본원적인 감각으로 확보하면서 국가나 조국의 주박에서 해방되었다는 최진
석은, 그 연장선에서 가해와 피해의 대립항을 전면화하여 제국일본의 폭력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오키나와인들이 조선인들에게 가한 폭력에 대해 논하는 다음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오키나와와 조선의 관계는 가해와 피해의 이항대립으로 논해져서는 안 됩니다. 일본제국 및 제국
본국인의 가해자성과 오키나와 및 오키나와인의 그것은 전혀 질이 다릅니다. 오키나와와 조선 사
이에서(더 이상 이양되지 않은 채로) 소용돌이치고 있는 억압의 폭력을 해체하여 그것을 일본제
국에 돌려주는 것.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객사한 망자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崔真碩,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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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인과 조선인은, 일본제국에 편재된 마이너리티들이 제국으로부터의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마이너리티를 차별하는 차별의 이양 구조를 해체하고 함께 식민지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당사자들
임을, 최진석은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가 오키나와의 가해자성에 눈을 감는 것은 아니다. 그는
“오키나와는 조선인 망자들의 (주검)위에 있다”고 하며, 오키나와에서 객사한 조선인의 시점은 아라카
와의 반복귀론으로 해체된 오키나와를 또 다시 해체하는 정신혁명을 요청할 것이라며 편지를 마쳤다.
즉, 과거의 피해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며 제사지내는 것은, 스스로의 가해자성을 자성하며 피해자들과
이어져서 더 이상 다른 마이너리티들에게 차별을 이양하는 마이너리티가 아닌 ‘다수’로 거듭나는 길임
을 최진석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라카와가 반복귀론에서 오키나와를 상대화(해체)하는 시점을 취하며 주장하고자 한 핵심
은,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자진해서 국가에 기대어 ‘보다 좋은 일본인’이 되려고
했던 오키나와인의 동화 지향을 비판하는” 데 있었다. 그것은 오키나와의 가해자성을 비판하기 위함이
기도 했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8년에 『계간 삼천리』에 기고한 글에서도 그는 근대
이후 지속되어 온 오키나와의 조선에 대한 가해자성을 폭로하고 비판하고 있었다. 그런 입장에서 아라
카와는 최진석이 언급한 ‘조선인 망자들의 주검 위에 있는 오키나와’라는 시점을 통절히 수용한다고
한 후, 그것을 오키나와를 “동아시아를 향해 열린 사회공간을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라는 지적 작
업을 재촉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아라카와에게 그 지적인 작업은 최진석이 언급하는 것과
같은 ‘다수파’에의 지향은 아니라는 것도 강조한다. ‘다수’에의 지향 혹은 집착은 ‘내 안의 식민지주의’
를 비판해 온 아라카와에게는 또 다른 식민지주의의 한 모습으로 비쳤을지도 모른다.
4) 반복귀론이 연대론과 만나는 방법
이 대담에서 오키나와의 반복귀론을 아시아와 어떻게 연결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아라카와의 문제
의식과, 식민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그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들의 시점을 공유함으로써 마이너리티가
다수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최진석의 주장은, 양자 간에 이어지는 듯 하면서 끊어져 있는 부분을 드러
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연대의 전제조건으로서 오키나와의 가해자성에 어디까지나 집착하는
아라카와와, 피해자들의 연대 속에서 서로의 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가해자 일본제국(주의)을 해체하자
고 호소하는 최진석의 ‘연대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담 이후 한 심포지엄에서 최진석
은 오키나와 사람들이 가해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조선인의 피해를 언급하는 것이 패턴화되면, 일본처
럼 그저 사과만 반복하게 될 뿐, 이미 오키나와에 내재화된 '조선' 혹은 아시아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崔真碩, 2008b). 이것은 반복귀론이 본래 차별의 구조에 저항하거나 연대를 상정
하는 정치운동과 거리를 둔 개인의 정체성을 둘러싼 사상적 영위였다는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개인 차원의 반복귀론은 어떻게 개인을 넘는 연대론과 만나 보편적 사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대담이 던진 핵심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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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오키나와 주민이 바꾼 『오키나와현사(沖縄県史)』 편찬
: 국민사에서 탈국민사로

김민환(한신대 정조교양대학)

1. 들어가며
일본 오키나와현의 『오키나와현사(沖縄県史)』는 1965년부터 간행되기 시작하여 1977년에
별권(別卷) 포함 모두 24권의 간행으로 그 긴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1963년부터 발간 준비가
시작되었으니 장장 14년의 기간이 걸린 것이다.1) 24권으로 된 오키나와현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第1巻 通史,
第2巻 各論編 1 政治, 第3巻 各論編 2 経済, 第4巻 各論編 3 教育, 第5巻 各論編 4 文化 1,
第6巻 各論編 5 文化 2, 第7巻 各論編 6 移民,
第8巻 各論編 7 沖縄戦通史, 第9巻 各論編 8 沖縄戦記録 1, 第10巻 各論編 9 沖縄戦記録 2,
第11巻 資料編 1 上杉県令関係日誌, 第12巻 資料編 2 沖縄県関係各省公文書 1,
第13巻 資料編 3 沖縄県関係各省公文書 2, 第14巻 資料編 4 雑纂 1,
第15巻 資料編 5 雑纂 2, 第16巻 資料編 6 新聞集成, 第17巻 資料編 7 新聞集成,
第18巻 資料編 8 新聞集成, 第19巻 資料編 9 新聞集成, 第20巻 資料編 10 沖縄県統計集成,
第21巻 資料編 11 旧慣調査資料,
第22巻 各論編 10 民俗 1, 第23巻 各論編 11 民俗 2,
別巻

1) 1991년부터는 ‘신현사(新県史)’ 편찬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1993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2037년에 전
권 48권의 ‘신현사’ 발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통사 1권, 각론 17권, 도설편(図説編) 5권, 자료편
25권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각론은 이전 현사에는 없었던 ‘자연환경’, ‘문학’ 등이 독립되어 있는 등
대폭 보강되고 있다. 다만, ‘신현사’는 현재 편찬작업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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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에서 통사(通史)가 서술되었으며, 이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1, 문화 2, 이민 등이 각
론으로 차례차례 서술되고 있다. 특히 제8권부터 제10권까지 오키나와전(戰)과 관련된 내용이
각론으로 서술되어 편찬되었다. 11권부터 21권까지는 자료를 정리해서 편찬했으며, 마지막 22
권과 23권은 다시 각론으로 돌아가 오키나와의 민속을 다루었다. 전체 편제에서 오키나와전과
관련된 내용이 전체에서 가장 많은 3권을 다루고 있다.
내용의 방대함과 함께 『오키나와현사(沖縄県史)』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사실 편찬 기간
동안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복귀’했다는 사실이다. 즉, 『오키나와현사』 편찬 준비를 시작한
1963년이나 제1권이 나온 1965년은 오키나와가 일본의 현(県) 중 하나가 아니라 일본의 ‘잠
재주권(residual sovereignty)’만 인정되고 실질적인 통치는 미군에 의해 이루고 지고 있던 때
였다. 당연히 『오키나와현사』의 편찬을 주관했던 것은 오키나와현청이나 그 산하 기관이 아
니라 류큐정부(琉球政府)2)였다. 여기에 주목하면, 일본 중앙정부와는 무관한 류큐정부가 이 시
기 오키나와현사를 편찬한 것은 무척이나 이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키나와현(沖縄県)이 만
들어지기 이전에 ‘오키나와현사(県史)’가 먼저 존재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키나와현이 없는 상
태에서 현사가 만들어진 이 기괴함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또, 현사가 편찬되는 과정에 오키
나와현이 만들어진 것은 역으로

현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

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인 것이다.

2. 일본의 경계와 일본 전후(역)사학의 공간적 범위
1945년 이후 일본제국이 해체되면서 일본은 영토적으로 급속하게 쪼그라들었다. 일본은 미
국에 의해 외래적으로 주어진 민주주의와 평화주의, 동시에 대미종속 하의 내셔널리즘을 고립
된 일본 열도 안에서 재구축하고자 하는 소국주의(小國主義)를 기초로 재출발할 수 밖에 없었
던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소국주의를 반영한 것 중 하나가 ‘일본의 전후(역)사학’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일본의 전후(역)사학은 전전(戰前)의 ‘황국사관’을 비판·극복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으
로, 거시적인 미래상을 추구하는 현실의 정치 과제를 목표로 전개된 진보적인 역사학을 총칭하
는 용어라고 이해된다(박진우, 2011: 8). 이것은 ‘戰前은 파시즘과 억압과 비정상’을, 전후는
‘민주주의, 해방, 정상’을 의미하는 전형적인 ‘전후민주주의’적인 사고를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전후역사학은 내용면에서 구미 자유주의에 이어지는 시민사회론이나 소련과 중국
혁명에 이어지는 사회주의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맑스주의의 강한 영
2) 미군정은 오키나와의 통치를 위해 류큐열도미국군정부(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of the
Ryukyu Islands/MG), 류큐열도미국민간정부(United States Civil Administration of the Ryukyu
Islands-USCAR), 류큐임시중앙정부(Ryukyu Provisional Central Government, PCG), 류큐정부
(Government of the RyuKyu Islands, GRI) 등 다양한 형태의 통치지구를 운영하였다. 이 기구들은
모두 일본의 중앙정부에 대해서 독립적인 기구들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은주(200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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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 하에서 서구 근대를 모범으로 한 ‘근대’를 이념적으로 구성하고, 그것과의 거리에 따라 과
거를 통시적으로 구성하는 ‘발전단계’론을 채용했다는 점, 그리고 역사의 변혁주체를 ‘국민’으로
설정하여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는 ‘국민사’ 혹은 ‘일국사’로서 역사를 서술했다는 점에 그 특
징이 있었다(다나카 류이치, 2004: 138).
일본 전후(역)사학이 ‘일국사’만을 대상으로 하게 됨에 따라 일본역사학에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는 구실로 식민지의 역사를 일본사의 흐름에서 주변부로 배제해 버리는 것이 당연시되
었다. ‘외지(外地)’라는 표현도 자제했던 일본이, 패전 후에는 거꾸로 현재 일본의 영토로 규정
된 열도(列島)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일본적인 것”에서 배제해 버렸던 것이다”(정준영,
2013: 77). 요컨대 “1945년 이전 일제가 아시아지역에 대해 식민지지배를 하고 아시아 사람들
을 착취하고 무모한 전쟁에 끌어들였던 것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
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당시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소극적 정신구
조를 배경으로”(다나카 류이치, 2004: 138) ‘일국사’로서의 일본 전후(역)사학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자발적 건망증의 세계였다.
그런데, 과거 다른 식민지와는 달리, 오키나와는 일본에게 잊혀지지 않은 곳이었다. 1952년
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의 영토를 일본열도로 축소했지만,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아주 애
매하게 처리되었다. 오키나와는 일본의 한 지방도 아니고 독립된 국가도 아닌 상태, 일본의 ‘잠
재주권’3)이 적용되는, 그러나 미국의 영속적 점령지역이라는 이상한 국제법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residual sovereignty’를 악착같이 ‘잔여(殘餘)주권’이 아닌 ‘잠재(潛在)주권’으로 번역

한 일본의 의도는 너무나 명백한 것인데, 언젠가는 오키나와를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겠다는 것
이다. 일본의 ‘잠재주권’이 적용되는 오키나와는, 일본 전후(역)사학의 공간적 범위에 ‘잠재적으
로’ 포함되어 있었다.
오키나와의 입장에서 보면, 1950년대부터 오키나와가 일본에 속한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일본본토에서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직후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등원호법
(戦傷病者、戦没者遺族等援護法, 이하 원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을 오키나와에도 적용하
라는 오키나와에서의 운동이 이런 입장에서 결정적이었다. 원래 이 법은 일본본토에서 ｢군인은
급법(軍人恩給法)｣4)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된, 군인 및 군속 부상자와 군인 및 군속 전몰자 유
가족에 대한 원호법이었다. 물질적인 원호로서 유족연금, 조의금, 전상자원호금 등이 지급되었
고, 정신적인 원호로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본으로 분
리되어 미국의 시정권 아래에 있는 오키나와에 이 법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오키나와의 여러 단
체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오키나와의 유족회나 교직원회, 류큐정부 등이 일본 정부에 진정을
하는 운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1953년부터 오키나와에도 이 법이 적용되게 되었다(石原昌家,
2007: 33-34).
3) 오키나와에 적용되는 일본의 ‘잠재주권’이라는 타협적 개념이 탄생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Eldridge(2001)를 참조할 것.
4) ｢군인은급법｣은 1946년 2월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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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법을 오키나와에도 적용하라는 오키나와 측의 요구는 기본적으로 ‘오키나와 주민은 일본
국민이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원호법에 의해 일본의 원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國
籍)’과 ‘군적(軍籍)’이라는 2개의 신분요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즉, 전사자와 유족이 ‘일본인’으
로서 국적이 일치해야하고, 전사자와 일본의 고용관계나 협력관계가 증명되어야만 원호법에 의
해 일본 정부로부터 원호를 받을 수 있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 법에 의한 보상의 적용에서
‘외국인’과 공습희생자와 같은 ‘민간인’은 배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서 이 법을 오
키나와에서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인 것은 오키나와는 일본에 속한다
는 사실에 양자가 합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국적’이라는 요건 외에 ‘군적’이라는 요건 때문에 오키나와에서는 또다시 이 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났다. 오키나와전에는 군인이나 군속이 아닌 일반 오키나와 주민의
희생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군의 명령에 의해 전투에 참가한 방위대, 의용대, 학도대
소속의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우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키나와에만 해당하
는 매우 특수한 문제였다. 결국 여러 논의를 거친 끝에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전에서 희생당한
오키나와 주민은 기본적으로 군에 헌신적으로 협력한 결과 전쟁에서 희생되었다는 점을 인정했
다. 남자 학도대는 군인, 여자학도대는 군속으로 간주하는 등 구체적인 분류에 있어서는 차등
을 두었지만, 그들이 ‘군민 일체의 전투협력’을 통해 ‘조국방위의 순국정신’을 보여주었다는 점
을 인정한 점에 있어서는 똑같았다. 또한, 미군의 포격 등에 의해 희생당한 주민과 ‘강제적 집
단자결’을 통해 죽은 주민도 ‘조국’을 위해 ‘옥쇄’했다고 간주하여 군속에 준하는 원호법의 원호
대상으로 인정하였다(大城将保, 2002: 26; 石原昌家, 2007: 40-43). 이 원호법의 적용에 의해
오키나와전에서 희생당한 오키나와 주민들은 모두 ‘조국’을 위해 죽은 사람들로 일본정부에 의
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다.

3. 오키나와의 ‘조국복귀운동’과 오키나와 전후(역)사학의 형성
사실 원호법을 오키나와에 적용하라는 1950년대 초의 운동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황국사관’
에 가까운 것이어서 일본 전후(역)사학의 내용적인 지향에는 배치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국민국가의 역사를 단위로 그 구성원인 국민을 역사주체로 서술하는 일본 전후(역)
사학의 공간적 범위에 오키나와를 포함시킬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이 운동은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일본 전후(역)사학의 공간적 범위가 오키나와로 확대되는 본격적인 시기는 1960년대로, 이
때 오키나와에서 ‘조국복귀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오키나와 전후
(역)사학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오키나와 전후(역)사학은 ‘일본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의 오키
나와사’를 정리하려는 시도인데(나미히라 츠네오, 2008: 47), 오키나와 전후(역)사학은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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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거치면서 공간적 범위에서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일본 전후(역)사
학과 공명하게 된다.
오키나와에서 일본으로 돌아가자는 ‘조국복귀운동’이 전개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오키나와
를 통치하던 미군의 억압적인 통치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오키나와에 미군이 기지
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1953년 4월 3일 포령109호 ‘토지수용령(The Land Accquisition
Procedure)’의 공포 이후, 오키나와 주민들과 미군 사이의 갈등은 일상화되고 첨예화되었다(아
라사키 모리테루, 2008: 35-37). ‘총검과 불도저’라고 상징되는 폭력적인 토지 접수와 이에 대
한 오키나와 각지 농민들의 처절한 저항은 결국 제1차 ‘섬 전체 투쟁(島ぐるみ鬪爭)’5)으로 이
어지게 된다.
논리적으로 당시 오키나와 주민의 입장에서 미군의 억압에서 벗어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
은 크게 세 가지였을 것이다. 하나는 미군의 점령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으로 복귀하는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미군의 점령 상태가 아니라 미국령으로 들어가서
‘미국적 표준(American standard)’을 획득하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오키나와에서는 이 세 가
지 흐름 모두가 있었지만6), 다수는 일본으로 복귀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것은 물론 과거 일본
에 의한 통치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도 오키나와 주민들이
외부(일본본토)에서 강력한 지지세력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오키나
와의 일본복귀를 청원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고, 196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흐름은 강고해졌
다. 그리고, 처음에는 독립론에 기울어 있던 세력들도 ‘평화헌법 아래로의 복귀’ 그리고 그 이
후 ‘반전(反戰) 복귀’라는 대의명분으로 이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다.
결국 오키나와에서 ‘조국복귀운동’의 이데올로기적인 배경은 ‘일본 민족주의’라고 봐도 무방
하다. 다만, 이 경우 민족주의의 대상이 된 일본은, 평화헌법을 갖고 있는 ‘민주국가 일본’이라
는, 유토피아에 가까운 ‘조국’이미지를 갖고 있는 일본이었다. 오키나와에는 존재하지 않는 모
든 긍정적인 것이 이 상상의 ‘일본’에 투사되었다. “존재하지 않는 ‘조국’에의 갈망은 강해져서,
‘조국’의 모습은 더욱더 거대한 것이 되어 오키나와인의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었”(石川捷治,
2001: 192)던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본토수준’이라는 기준이었다. 즉, “오키나와에서는 민
중의 여러 권리가 모두 군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 비해 정치적, 사회적, 경제
적 발전 수준이 크게 뒤쳐져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그러한 상태를 ‘본토수준’으로 시정한
다음, 일본 전체의 기지 철수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 최대공약수적 사고방식이었다.”(아라사키
모리테루, 2008: 49) 복귀운동의 배후에 있는 이 일본 ‘내셔널리즘’에는 물론 차이가 있었다.
5) 흔히 오키나와에서는 총 3차례에 걸쳐 ‘섬 전체 투쟁’이 전개된 것으로 이야기된다. 첫 번째는 1956
년 프라이스 권고에 대한 반발로 오키나와 전역에서 미군에 의한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전개
되었으며, 두 번째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조국복귀’ 투쟁이었고, 세 번째는 1995년에 발생한 미
군에 의한 ‘소녀성폭행’ 사건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반 미군기지 운동이다. 지금은 이 3차례의 ‘섬 전
체 투쟁’에 2000년대 초반 이후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헤노코 신기지 반대 운동’을 또 하나의 ‘섬
전체 투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6) 오키나와 독립론에 대해서는 中野好夫·新崎盛暉(1976: 27-33)을 참조할 것. 한편 미국령으로 들어가
자는 입장은 정치한 논리를 바탕으로 논의되었다기보다는 일상생활 차원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의 ‘상
상’적인 측면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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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오키나와의 ‘혈연’적 결합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고, ‘반전복귀’를 기본으
로 해서 오키나와의 ‘해방’은 일본의 ‘해방’의 조건임을 강조하는 ‘혁신’파의 사고방식도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국’이라는, 심정적인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7)
‘본토수준’, ‘평화헌법 아래로의 복귀’나 ‘반전 복귀’가 최대공약수 혹은 최소공배수로서 ‘조국
복귀운동’의 구호가 되자 ‘일본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의 오키나와사’를 지향하는 오키나와 전후
(역)사학은 그 범위나 내용에 있어 일본 전후(역)사학과 아무런 모순이 없게 되었다. 오키나와
인은 일본인이라는 생각이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오키나와사에 있어서의 시기구분 등도
일본 전후(역)사학과 동일한 틀을 수용하는 등 일본 전후(역)사학이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으
로 오키나와 전후(역)사학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 전후(역)사학이 오키나와 전후(역)
사학의 사고틀을 규정한 현상의 결정판이 바로 오키나와현이 설립되기 이전에 일본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오키나와현사’를 정리하려는 『오키나와현사』 편찬시도였다.8)

4. 오키나와전(戰)에 관한 서술과 『오키나와현사』의 성격 변화
일본 전체사는 일본을 구성하는 도도부현(都道府県) 역사의 총합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
에 『오키나와현사』를 ‘복귀’ 이전에 미리 서술하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오키나와가 일본에 속
한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데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사의 한 부분으로서 오키나와의
역사를 구성하고자 했던 오키나와현사 편찬의도가 실제 편찬 과정에서 일본과 오키나와의 차
이를 두드러지게 해 오키나와의 ‘독자성’을 분명하게 했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가장 근접한 바로 그 순간 다시 오키나와는 일본과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특
히 오키나와전(戰)에 관한 『오키나와현사』의 서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7) 오키나와의 복귀운동에서 ‘조국’에 대한 집착은, 현실적인 지배세력이었던 미군정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큰 원인이었겠지만, 오키나와 미군정이 일본 본토에서 이루어졌던 ‘전쟁책임’에 대한 추궁을 오키나와
에서는 전혀 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에서는 탈식민화과정에서의 인적 ‘과거
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屋嘉比収, 2003). 오키나와 복귀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은 교사들이었
는데, 이들 중 비교적 나이가 든 사람들은 식민지 시절에도 교사였다. 이들은 식민지 시절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 몇몇을 제외하면 ‘반성’하지 않았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일
본을 위해 ‘전장’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고, 그 후 다시 이들의 ‘영혼’을 일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조국’복귀운동을 전개한 것이 된다. 이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조국’복귀
운동 당시 비교적 나이가 든 교직원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조국’복귀운동 당시 오키나와
교직원들의 ‘조국’의식에 대해서는 戶邉秀明(1999)을 참조할 것.
8) 류큐정부의 『오키나와현사』 편찬사업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오키나와공문서관에 소장된 관련자료들
을 검토해야만 알 수 있다. 이것과 관련된 오키나와 현지조사를 아직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
분은 공백으로 남겨둘 수 밖에 없다. 단, 1950년대말부터 일본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담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속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류큐정부는 일본정부로부터
유골수집 및 위령탑 설립 등 민감한 요청을 받을 때마다 그것은 류큐정부 차원에서 답할 수 없는 문
제여서 미국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하라는 답을 일본정부에게 내놓았다. 그러면, 일본의 중앙정부는
미대사관을 통해 미국무부와 협상을 해서 원하는 바를 대부분 얻어냈다. 『오키나와현사』 편찬사업
도 이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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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본 것처럼, 『오키나와현사』 전체에서 오키나와전(戰)에 관한 것은 제8권이자 각
론편 7인 『沖縄戦通史』(1971), 제9권이자 각론편 8인 『沖縄戦記録 1』(1971), 제10권이자
각론편 9인 『沖縄戦記録 2』(1974) 등 모두 3권이다. 이 세 권의 서술 과정에서 오키나와전
은 ‘군민일체의 조국수호전쟁’이라는 기존의 해석을 뒤집게 된다.
오키나와전은 ‘군민일체의 조국수호전쟁’이라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오키나와전에 대한 ‘군대
본위, 작전중심, 격전지 중심’이라는 ‘전사(戰史)’ 연구를 통해 부각된 것이었다. 미군의 총병력
은 얼마였고, 어떤 경로로 오키나와 본섬에 상륙하였고, 상륙한 후 어떤 작전을 수행하였는가,
여기에 대해 일본군의 총병력은 얼마였고, 수비군의 배치는 어떠했으며, 미군의 상륙에 대해
어떤 작전으로 대처했는가 하는 문제가 전사(戰史) 중심의 오키나와전 연구의 핵심이었다. 그
리고 일본군의 작전에 현지 오키나와인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
은 수의 오키나와 ‘전사자’가 희생되었는가 하는 것은 오키나와측이 관심을 두는 질문이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방위법’을 오키나와에 적용하기 위해 수행된 질문이었다. 이런 연구
를 통해 전쟁 중에 희생된 오키나와 사람들은 ‘조국의 수호를 위해’ 죽어간 사람으로 간주되었
던 것이다. 마치 자발적인 의지로 오키나와 사람들은 오키나와 수비전에 참여했고, 종국에는
역시 자발적인 의지로 ‘옥쇄’를 선택했다는 논리였다. 이런 관점에서 구술기록을 남기는 것도
병사로서 전쟁을 체험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실제 작전계획을 수립했던 고위 장교 중심이었다
(屋嘉比収, 2009: 9-10).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것은 ‘황국사관’에 근접한 연구였기 때문에
일본 전후(역)사학의 관점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 전후(역)사학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서 구축된 오키나와 전후(역)사학은 이런
위로부터의 시각에서 벗어나 아래로부터의 시각에서 오키나와전을 서술하고자 했다. 오키나와
현사의 오키나와전 관련 서술은 기존의 ‘전사(戰史)’나 ‘전사’를 만들기 위한 기록에서 배제되
었던 전장(戰場)의 실상을 ‘민중’의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부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서 전쟁에 휩쓸려 들어갔던 ‘평범한’ 오키나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전쟁준비 기간에, 그리고
전쟁이 실제로 개시된 이후에 일본군이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가한 잔혹행위들이 드러나기 시작
했던 것이다.
전쟁 준비 기간 동안에 일본군이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저지른 잔혹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
만,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일본군이 스파이 혐의로 직접 오키나와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것이
다. 이것은 자국 군대에 의한 자국민의 학살이었다. 오키나와전에서 ‘스파이’로 몰린 사람들은
정말 스파이 혐의가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군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 일반이었다. 즉, ‘스파이’
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였던 것이었다(도미야마 이치로, 2002: 75-80).
현재 오키나와전에서 일본군에 의해 스파이 혐의로 학살당한 주민 수는 약 3백-5백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지만, 최근 간행된 시정촌사에서 주민학살의 실상이 밝혀진 사례도 적지 않아 실제
로는 더 많을 것 같다(야카비 오사무, 2008: 161).
전쟁 중에 일본군이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가한 잔혹행위로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오키나와전 말미에 있었던 ‘집단죽음’이었다. 이 ‘집단죽음’은, 1950년대 초반 이후 오키나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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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국수호전쟁’이라는 해석에 따라, 집단적으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행위를 전진훈(戰陣
訓)을 몸소 실천한 ‘장거’이자 ‘옥쇄(玉碎)’로서 추앙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오키나와현사』의 오키나와전 서술을 위해 오키나와 주민들의 ‘증언’을 채록하는 과정
에서, 그 현장에 있었지만 간신히 살아남은 주민들의 체험들이 하나하나 공개되자 일본군에 의
한 ‘강제적인 집단학살’이라는 입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자살’을 선택하게 된 과정 전체에서 일
본군에 의한 강제력이 작동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으
며, 적어도 어린 아이들의 경우, 스스로 죽음을 택하지 않았고 어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당시 일본군에 의해 오키나와 주민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되
었다.
이런

내용들이

『沖縄戦記録

1』(1971)와

『沖縄戦記録

2』(1974)에

수록되었다.

또한,

1974년의 『나하시사(那覇市史)』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오키나와현사의 오키나와전
관련 권(券)들과 나하시사의 출간 이후 이 두 책이 모델이 되어 다른 단위에서도 전쟁체험을
기록하는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이런 활동은 특히 1977년 ‘우와이스코(ウワイスーコー, 終燒
香)’9)의 해 이후 더욱 활발해져서 차츰 일본군이 오키나와 주민에게 가한 잔혹행위들이 더욱
강조되었다(新屋敷弥生, 2003: 44). 특히 오키나와전 말미에 있었던 ‘집단자결’의 성격에 대해
기존의 ‘옥쇄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연구가 1970년대 말부터 잇달아 발표되었다. 이 입장
에서 ‘집단자결’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집단자결이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강제적인 집단죽
음’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생명을 끝내는 일을 자기가 결정해 스스로의 손으로 수행했더라도, 그
결정은 강제력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강제력을 구성하
는 요소로 황국신민화 교육, 군관민의 공생공사 사상, 귀축영미에 대한 공포심 조장, 고립된 섬
의 지리적 상황, 공동체의 규제력, 자결현장에 존재했던 일본군의 존재 등을 들고 있다(林博史,
1992: 85; 노마 필드, 1995: 76; 宇根悦子, 2003: 36). 이런 입장은 일본군 가해자 대 오키나
와인 피해자의 구도를 만들어 냈다. 오키나와주민들은 ‘옥쇄’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에 의해 죽
음으로 내몰렸던 것이다.
일본군 가해자 대 오키나와인 피해자라는 구도는 오키나와인은 일본인이라고 동일시하던 시
각을 무너뜨린 계기가 되었다. 오키나와의 일본복귀가 가시화되거나 실현된 바로 그 시점에 출
간된 『오키나와현사』의 오키나와전에 관한 권(券)들은 오키나와를 일본으로부터 멀어지게 하
는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오키나와현사』의 마지막 권인 제22권(1977년)과 제23권(1977년)
이 오키나와의 ‘민속(民俗)’을 다루고 있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오키나와의 민속은 일본본토의
그것과는 그 내용이 너무나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술하는 작업은 일본과 오키나와의 차
9) 오키나와에서는 죽은 자가 사후 33년이 되면 승천하여 신이 된다고 생각하여 죽은 자에 대해 최종적
으로 제사를 모시는 풍습이 있는데, 이 마지막 제사를 ‘우아이스코’라고 한다. ‘우와이스코’ 이전에는
죽은 자들의 혼이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어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지만, ‘우나이스코’를 마치면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살아있는 자들에게 영
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오키나와전에서 죽은 사람들의 ‘우나이스코’가 있던 1977년
-1978년 이후부터 오키나와에서는 죽은 자에 대해 부담없이 증언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 분위기에 편승하여 전쟁 체험에 대한 증언들이 봇물 쏟아지듯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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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형식적으로도, 이전의 각론들은 1974년에 이
미 다 출간되고 그 이후에는 자료편들이 출간되고 있었는데, 별안간 다시 각론인 민속편이 두
권 출간되면서 『오키나와현사』 편찬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복귀하자마자 일본으로 멀어지게 된 것은 한편으로 오키나와전에 대한
‘진실’들이 오키나와주민들의 증언에 의해 드러난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국
복귀’ 이후에도 ‘본토수준’, ‘평화헌법 아래로의 복귀’, ‘반전복귀’라는, 복귀운동 당시에 제기된
오키나와 사람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불만은 복귀 후 오키나와
에 더욱 집중된 미군기지와 관련된 문제였다. 일본에 복귀한 이후 일본본토의 미군기지는 약 3
분의 1 감소했지만,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일본 전체 미군기지의 약 4분
의 3이 일본 국토면적 0.6%인 오키나와에 집중해 있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또 일부 도로
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오키나와 주민보다는 미군에게 우선권이 있었으며, 오키나와의 지주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땅을 미군기지에 제공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땅을 밟는
것조차 금지되었다(아라사키 모리테루, 2008: 66-77). 또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
음 등의 기지피해 등도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 1982년 카데나 기지 주변의
주민 601명은 거침없이 진행되던 미군훈련에 대해 야간비행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카데
나 기지 폭음 소송을 제소하였고, 그 후 원고로 참여한 주민은 907명으로 늘어났다. 미군기지
소음 문제는 일본본토의 다른 미군기지와 공통의 문제였지만, 카데나 기지에 일본본토의 다른
미군기지에 준하는 야간 비행 등의 제한이 내려진 것은 1996년으로 일본본토의 미군기지보다
매우 늦게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늦게 이루어진 이런 제한 조치는 “미군 운용상의 소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새벽 및 심야비행은 금지되지 않
았고 할 수 있다(아라사키 모리테루, 2008: 113-114). 이것 말고도 미군의 군사행동 중에 발
생한 여러 사건사고도 존재했다. 미군기지 내의 미사일 폭발 사건, 미군기의 추락 등 오키나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군기지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으로 복귀했지만 여전히 일본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인 취급을 받아야했던 오키나와의
‘현실’은, 일본군이 오카나와주민들에게 저질렀던 ‘과거’의 잔학한 행위에 대한 기억의 부활과
결합하여, 오키나와의 역사를 ‘국민사(일본사)’의 한 부분으로 만들려던 전후 오키나와(역)사학
의 방향을, 오키나와의 역사를 일본과 분리된 ‘탈국민사’로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이런
방향전환은 비단 1945년 이후의 현대사에만 그치지 않고, 전근대사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것의 정점에 해당하는 것이 최근의 나미히라 츠네오(波平恒男, 2014)의 작업이다. 그는 ‘류
큐처분’이라는 용어는 ‘근세일본’에 속해있는 류큐왕국이 ‘근대일본’의 오키나와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마치 오키나와가 원래부터 일본에 속해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
에 ‘류큐처분’ 대신 ‘류큐병합’으로 이야기해야 하며, 그것이 전근대 동아시아 역사 전체 속에서
갖는 의미는 ‘조선병합’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해야지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강조하였다. 아마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신오키나와현사』 편찬 작업 속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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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오키나와현사』 편찬 작업이 갖는 역설을 살펴 보았다. 일본사의 한 부분으로서
오키나와의 역사를 구성하고자 했던 오키나와현사 편찬의도가 실제 편찬 과정에서 일본과 오
키나와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해 오키나와의 ‘독자성’을 분명하게 했다는 것이 그 핵심적인 내
용이었다. 이런 변화는 비단 역사서술이라는 학문적 영역에만 머문 것은 아니다. 그런 변화는
‘심성’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가 ｢오키나와를 반환하라(沖縄を
返せ)｣라는 노래이다.10) 이 노래는 오키나와의 ‘조국복귀운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대중적 운
동가요였다. 이 노래는 1956년 전국사법부직원노동조합 후쿠오카 지부에서 작사를 했고, 아라
키 사카에(荒木栄)11)가 작곡했는데,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오키나와를 반환하라｣12)
단단한 땅을 깨고 민족의 분노로 타오르는 섬, 오키나와여
우리들과 선조들이 피땀으로 지키고 일군 오키나와여
우리는 외친다 오키나와여, 우리들의 것이다 오키나와는
오키나와를 반환하라, 오키나와를 반환하라

원래 이 노래의 가사는 명백하게 일본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 노래에서 오
키나와는 ‘민족의 분노로 타오르는’, ‘우리들과 선조들’이 피땀으로 지키고 일군 곳으로 소환되
고 있다. 그 소환의 주체는 물론 ‘우리들’ 일본인이고, 이 일본인들의 요구가 향하는 곳은 미국
이다. 오키나와는 당연히 일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은 오키나와를 일본으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노래가 일본본토에서 만들어져 일본본토에서 불린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가지
만, 오키나와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불려 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복귀운동을 전
개한 오키나와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들’ 일본인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에 복귀된 이후 이 노래의 의미는 극적으로 바뀐다. 이미 오
키나와가 반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본토에서는 이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오키나와에서는 똑같은 가사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여전히 이 노래가 불려지게 된다. 즉, 오
키나와가 이미 일본에 반환된 상태에서 오키나와 사람들만 여전히 이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
10) 이하의 부분은 김민환(2013)의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11) 원래 미쓰이 미이케탄광(三井三池炭鉱)의 기계조립공이었던 아라키 사카에는 전후 일본을 뒤흔든
‘미쓰이 미이케쟁의’에 참가하며 ｢열심히 하자(がんばろう)｣, ｢이 승리 울려 퍼져라(この勝利ひ
びけとどろけ)｣, ｢오키나와를 반환하라(沖縄を返せ)｣ 등 많은 노동가를 작곡한 우타고에운동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우타고에운동은 1948년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
는 반핵과 평화를 추구하는 진보적인 음악운동이다. 우타고에운동에 대해서는 이지선(2001)을 참조
할 것.
12) 이 노래의 가사는 도미야마 이치로(2002: 106-107)에 번역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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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노래에서 ‘오키나와를 반환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일본인과 다르다고 생각하
는 오키나와 사람들이며, 오키나와를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곳은, 미국이
아닌, 일본이다. 원래 일본의 민족적 정서가 강하게 투영된 이 노래는 이렇게 일본인과 구분되
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정체성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뜻이 변하게 되었다. 바로 이런 ‘정서’
의 변화와 『오키나와현사』의 의미변화는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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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주민이 바꾼 『오키나와현사(沖縄県史)』 편찬
: 국민사에서 탈국민사로」에 대한 토론

임경택(전북대 일어일본학과)

※ 별지 첨부

58

2017 한국구술사학회 하계학술대회

59

주제발표 3 신청주의와 궁여지책: 제주 4ㆍ3 이후의 신고서 읽기

고성만(리츠메이컨대 키누가사종합연구기구)

1. ‘희생자’ 되기
‘과거청산’기의 지난한 논쟁을 거쳐 제주4・3사건의 인명피해자는 ‘희생자’로 공식화되게 됐다. 4・3
사건의 ‘과거청산’에서 한국정부(4・3위원회1))가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시켜온 프로그램은 다종다양한
인명피해의 당사자들에게 ‘희생자’라는 공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누가 올바른 희생자인가’를 둘
러싼 사회적 합의와 ‘심의・결정’이라는 법/제도적 절차를 통해 명예회복의 대상과 규명해야할 진상 등
‘과거청산’의 범위와 내용도 구체화되게 됐다.
4・3위원회는 4・3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여 ‘희생자 심의・결정 기
준’을 확정했고, 선별작업에 착수했는데, 그 결과 2002년 11월에 처음으로 1,715명의 ‘희생자’를 공표
했다. 다음은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의 일부이다.

가) 기본원칙
희생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희생
자들을 신원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국민화합과 민주발전,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4・3특별법의 제정취지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및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과의 조화가 바람직함에 따라 4・3
특별법 취지를 살려 희생자의 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에 반한 자는 희생자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나) 희생자의 범위
제주4・3사건 희생자는 4・3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1947년 3월 1
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①사망한 자 ②행방불명된
자 ③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4・3위원회에서 4・3사건 희생자로 심사・
결정된 자로 정하였다.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의 이념을 실현하고 사
건에 대한 ‘과거청산’을 총괄하는 정부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원래의 명칭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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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대상
①제주4・3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②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 자로
서, 현재 우리의 헌법체제 하에서 보호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희생자의 대상에서 제외토
록 하되, 이 경우 그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
가 있어야 한다.
라) 심의・결정 방법
위원회는 희생자를 심의・결정함에 있어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형식적 심사)하는 것 외에 제주4・3사건 관련 신고 희생자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주도적・적극적 참여의 정도와 당시의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및
격절(隔絶)된 도서지역의 특수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희생자 여부를 결정(실질적 심사)토
록 하였으며, 심의・결정은 4・3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였다.
(제주4・3위원회 2008：149-150)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이 합의되면서 4・3특별법의 입법과정에서 다소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았던
‘주민의 희생(제2조)이 보다 구체화되게 됐다. 그러나 ‘공식적인 사건 기간 내의 인명피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형식적 심사) 신고된 모든 이가 ‘희생자’로 ‘인정’될 수는 없었다. ‘다) 희생자 범위
에서 제외대상’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무장대’, 그 중에서도 ‘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
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과 같이 특
정그룹을 ‘희생자’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청산’의 지향이 ‘화해’와 ‘상생’, ‘평화’ 담론을 창출/전파하는 쪽으로 설정되는 한편, 중점 정책
으로서의 ‘희생자 심의・결정’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착종되어 있던 사자들을 ‘희생자’라는 카테고리로
재편하면서(일원화/균질화), 동시에 ‘희생자’와 ‘희생자에서 제외대상(非희생자)’으로 이분화하는 분절
의 정치를 구사해 왔던 것이다(서열화). 거기에는 올바른 희생자 ‘상(像)’의 새로운 사회적 규범 창출
을 통한 국민국가 이데올로기의 유지・강화라는 목적성이 확인된다.
유족1세대2)에게 ‘과거청산’이란 학살된 근친자가 ‘희생’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이행기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죽음의 공적 승인을 둘러싼 투쟁에 다름아니었다. 특히 ‘무장대’ 출신자의 유족에게는 새로운
법과 제도, 변화하는 역사인식 등을 고려하면서 근친자의 죽음을 새롭게 의미규정하기 위해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궁리가 필요하게 됐다.

2. 신청주의/신고주의
대한민국 성립을 전후한 시기부터 ‘폭도’는 가족/친족 성원의 이름을 대체하는 수식어였는데, ‘폭도’
2) 유족1세대는 사건의 체험자(생존자)인 동시에 누군가의 유족이라는 중층성을 갖는다. 발표자의 조사
에서는 대다수가 여성, 혹은 영유아기에 사건을 경험했던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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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레테르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신청주의/신고주의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희생자’
로의 ‘인정’ 혹은 ‘불인정’이라는 공적 판단은 어디까지나 인명피해의 당사자 혹은 대리인(대다수는 유
족1세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4・3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문서화하여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
문이다. 신고자는 ‘희생자 신고서’라는 매뉴얼화된 행정문서에 사건과 근친자의 죽음에 관련된 50여 년
전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기술해야 하고 복수회에 걸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신청주의/신고주의의 특징에 대해 정근식(2007：23-24)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민간인학살이나 의문사 진상규명의 경우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신고주의에서
는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는데, 이 경우 사건은 분명히 발생하였으나 신고자가 없
어서 마치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우선, 오래된 사건을 신고주의에 따
라 처리하는 경우 신고자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한 사건들에서는 당사자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유족들이 신고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유족이 없는 경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신고주의는 종종 입증책임이 신고자에게 전가될 위험성도 수반한
다. 국가폭력이나 국가범죄는 특성상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특정 조치와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불투명
하게 만든다.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희생자’가 되기 위한 실천(밑으로부터의 피해 신청)은 ‘과거청산’과 ‘희생자’ 창출에 내재된 네셔널
리즘을 선동하는 국민국가의 통치 프로파간다에 가담하는 행위로 평가될지 모른다.3) 그러나 그것은
근친자의 죽음/행방불명에 대한 의미부여, 사건 체험의 재구성, 그리고 사건으로 인해 파괴된 생활세계
를 복원함으로써 긍정적인 미래를 모색하려는 행위로, 일방적으로 (위로부터) 강제된 것으로 보기 어
렵다. 실체험과 규정/기준 사이의 간극을 염두에 두면서, 기술(記述) 상의 궁리를 거듭하는 행위 주체
의 시점은 단계적 발전론을 내재하는 ‘진상규명/과거청산’의 문법4)으로도 설명되지 못한 것이었다.
이 발표에서는 유족이 근친자의 인명피해를 (재)구성하여 한국의 공적기관에 제출했던 ‘신고서’를 소
재로 그들이 ‘과거청산’의 법・제도 속에서 근친자의 죽음/행방불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규정하는
지, 그리고 그러한 의미부여가 어떠한 기술상의 궁리를 통해 모색되어 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하고자 한다.

3. 4・3 이후의 신고서 읽기
‘희생자’ 창출을 통한 대량죽음의 공식화는 신청주의/신고주의 시스템의 최하위층에 위치하는 유족이
‘과거청산’ 프로그램에 참가(신고서의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개인
정보에서부터 사망/행방불명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경험, 사후 처리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는 행위가
수반된다.
한국의 공적기관이 ‘신고’라는 절차를 통해 4・3사건의 피해자 측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청원을
3) ‘과거청산’ 관련 법률에 포함된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라는 조항은 제도적인 ‘과거청산’의 목적이 어디
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정호기 2013：52).
4) 일례로, ‘제66주년 4・3희생자 추념식’(2014년 4월 3일)의 슬로건은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
갈등을 넘어 공생과 화합으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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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하는, 이른바 신청주의에 근거한 과거 극복책을 도입한 것은 총 세 차례였다. 첫 번째는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지 6년 후인 1960년 6월 국회(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됐던 ‘양
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이다5). 두 번째로는 1994년 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지방의회인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제주도 4・3피해 신고서’이다6). 마지막으로는 2001년 1월에 제정・공포
된 4・3특별법에 의거하여 같은 해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4・3위원회에 제출된 ‘희생자 신고서’가
있다7).
이 발표에서는 그 중에서도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1960년)와 ‘희생자 신고서’(2000년대)를 검토대
상으로 하여, 유족이 ‘신고’를 매개로 공적영역으로의 진입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근친자의 죽음/행방불명
을 어떻게 의미규정하며 사건을 (재)구성해 왔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표1-B家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와 ‘희생자 신고서’
‘희생자 신고서’

피
해
유
형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의
‘학살상황’

‘사망(행방불명)의 경위’

‘희생자’
심의・결정
현황

사
망

1948 년 음 12월 19일,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집에 침입하
여 무기로 위협한 후, 학교의
강연에 출석시킨 후, 무조건적
으로 총살시켰습니다. (1960년
6월 며느리 B-6 제출)

1948년 12월 19일 오전, 군인들이 ○○초등학교에 전 주민을 집
결시킨 후, 주민 가운데 산폭도의 가족을 선별한다는 구실로 인
근의 농지로 끌고간 후 총살시켰습니다. 사체를 확인한 후 가까
운 밭에 가매장했는데, 나중에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2000년 9월 14일 손자 B-8 제출)

인정
(2005년
3월)

2.
여
76세
B 기혼

사
망

1948 년 12월 19일, 완전무장
한 군인들이 침입한 후, 학교에
집합시켜 난사하면서, 학교 서
측 150미터 지점에서 학살했습
니다. (1960년 6월 며느리 B-6
제출)

1948년 12월 27일, 산폭도의 가족이라 하여 ○○리 주둔소에 있
었는데, 바로 경찰에 의해 ○○리 남측에 있는 통칭 ○○○○○
밭에 연행된 후 총살당했습니다. 사체를 확인하여 가까운 밭에
가매장 했는데, 후에 ○○리 공동묘지로 이장했습니다. (2000년
9월 14일 손자 B-8 제출)

인정
(2005년
3월)

5.
남
36세
기혼

행
방
불
명

〈미신고〉

1948년 마을에 있었으면 죽을 줄 알고 산에 올라 갔다가 1949년
8월 16일 경에 군경 토벌대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그
후 1949년 8월 16일(음력) 경에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2000년 9
월 14일 아들 B-8 제출)

철회
(2006년
6월)

7.
여
19세
미혼

사
망

〈미신고〉

1948년 11월 27일 오전, 군경이 무서워 피난했는데, 경찰에 체
포되어 ○○리 모래사장에 끌려간 후 총살당했습니다. 그후 사체
를 가까운 밭에 묻었는데, 후에 ○○리 남쪽에 있는 밭으로 이장
했습니다. (2000년 9월 14일 사촌 B-8 제출)

인정
(2005년
3월)

피해자

1.
남
81세
기혼

5) 4시간의 짧은 현지 조사에도 불구하고 1,457명의 인명피해가 기재된 1,259건의 ‘신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6) 1993년 제주도의회가 4・3특별위원회를 조직했는데, 6년간의 활동 결과, 총 14,841명의 피해자 수
가 파악됐다. 그 중 12,243명의 신고서가 접수됐다.
7) 현재까지 15,483명이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로 신고됐는데, 그 중 14,231명이
‘인정’됐고, 78명이 ‘불인정’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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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무장대’ 출신자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와 ‘희생자 신고서’

피해자

피해
유형

A.

행방

남

불명

35세

→

기혼

사망

남/28세
기혼

‘사망(행방불명) 의 경위’

신고서’(1960년)

심의・결정
현황

희생자 A는 1913년 ○○읍 ○○리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수학했다. 사건(4・3)이
발생하자, 경찰에서 체포령이 내려졌고, 어딘가로 행방을 감추어 버렸다. 그후
〈미신고〉

1949년 봄에 제주경찰서에 체포되어 처형됐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아직도 사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의 일부는 가족으로부터, 일부는 소문을 들어

철회
(2006년 6월)

알고 있다. (2000년 12월 4일 며느리 제출)
피해자 I는 군・경이 공산당원이라고 누명을 씌워 수배하자 숨어 산에서 생활했

사망

〈미신고〉

기혼

J.

‘희생자’

진상규명

I.
남/28세

‘희생자 신고서’

‘양민학살

는데, 1948년 5월 14일 가족의 생사를 알아보기 위해 속칭 ○○농장 앞 3○○○

철회

번지 보리밭 돌담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마을 할머니가 밀고하여 경찰이 출동

(2006년 6월)

했고, 총에 맞아 살해됐다. (2000년 9월 장녀 제출)

행방
불명

〈미신고〉

피해자 J는 4・3 당시 산에 올라간 후, 28세가 되던 1953년경에 토벌대에 의해
살해됐다고 들었다. (2001년 5월 아내 제출)

철회
(2006년 6월)

희생자 K는 제주4・3사건 당시 25세로 육지에서 학업에 열중하던 중 돌연 고향
K.
남/25세
기혼

행방
불명

으로 돌아와 이곳저곳 도피생활을 했는데, 군인에게 붙잡혀 시내에 있는 형무소에
〈미신고〉

수감되었다. 1949년 8월 11일 낮 비행장 가까운 곳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는데,
사체는 수습하지 못했고, 『수형인명부』 확인 결과, 1949년 6월 28일 사형이 언도

철회
(2006년 6월)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00년 10월 2일 남동생 제출)

L.
남/25세
기혼

행방
불명

1948년 도 전체적으로 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체포됐을 때 같이 체포되었고, 『수
〈미신고〉

행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2000년 11월 장녀 제출)

Q.
남/25세

형인명부』에서 ‘1949년 6월 29일 형을 확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1948년 2월 5일, ○○에서 ○○경찰서에 호송되어 취조를 받았고, 1948년 3월 7
사망

〈미신고〉

기혼

일(음력) ○○면 ○○리로 가서 경찰에 총살됐다. 4월 1일(양력). (2000년 6월 22
일 아내 제출)

철회
(2006년 6월)

철회
(2006년 6월)

제주4・3사건 희생자 C는 남제주군 ○○읍 ○○리에서 태어나 제주4・3사건 시
기에는 농사에 종사하며 살았다. 1948년 음력 4월 5일 희생자 부부가 자택에서
C.
남/27세
기혼

행방
불명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무기를 휴대한 경찰관이 쳐들어와 뒷문으로 피신한
〈미신고〉

후로 행방불명됐다. 제주4・3사건이 잠잠해지고 수년 뒤에 제주시에 거주하는 친
척으로부터 정뜨르비행장에 가매장됐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당시는 사체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을의 무당의 점괘에 따라 음력 7월 14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 10월 25일 차남 제출)

불인정
(200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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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유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읽을 수 있다.
먼저, 표1의‘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의 ‘학살 상황’과 ‘희생자 신고서’의 ‘사망(행방불명) 의 경위’ 사이
에 내용상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8). ‘진상규명/과거청산’의 역사적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
가하려 할 때 자주 인용되는 ‘침묵의 긴 터널을 빠져 나와…’ 혹은 ‘어둠에서 빛으로’와 같은 분석(단선적
/단계적 진화론)은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한, 많은 경우 1960년대에는 ‘무장대’ 이력을 갖는 가족 성원9)의 ‘신고’가 보류되었던 것으로 보여진
다. 저항보다는 수용을, 충돌이 예상되는 ‘사실’ 보다는 ‘허위’라 할지라도, 가족 성원의 존재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반공 사회에서의 살아가기 위한 궁리를 체득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40여년 뒤에 작성됐던 ‘희생자 신고서’에는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에서 보류됐던 ‘무장
대’의 존재가 확인된다. 그러나 그들의 생전의 활동이나 죽음/행방불명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기술은
확인되지 않는다.10) ‘희생자 신고서’를 통해 달성해야할 당면의 목적(‘폭도’의 ‘희생자’화)을 염두에 두고,
법과 제도 혹은 주류의 역사인식,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용될 수 있는 체험만이 기술되었기 때문이다.
근친자의 체험을 선별적으로 기술하는 경향은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과 4・3사건의 정치적/사회적인 인
식 변화를 감지하면서 적어도 ‘주민’ 신분의 사자/행방불명자는 국가가 ‘희생자’로 인정해줄 것이라는 판
단에 따른 것이었다.

4. 실천으로서의 궁여지책
4・3사건 이후를 살아 왔던 유족1세대는 ‘신고서’를 통해 ‘희생자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체험의 입증과 죽음/행방불명의 의미규정에 있어 법과 제도가 지향하는 이념과는 부합
하지 않는 사실을 걸러 내는 등 각기 다른 궁리와 실천을 구사해 왔다. 표1, 2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희생자 신고서’에는 ‘희생자에서 제외대상’에 저촉될 것으로 예상되는 체험은 누락시키면서, 수난성을 강
조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폭력의 역사를 국가의 사후적 ‘정당성’에
회수하려는 규정/기준에 때로는 순응하고 때로는 저항하면서, ‘폭도’ 패러다임에 갇혀있던 근친자의 죽음
/행방불명이 공식적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전도되지 않는 생활자의 편의, 필요, 유용성’(松田 200
9：172)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러나, ‘무장대’ 출신자의 ‘신고’가 ‘철회’ 혹은 ‘불인정’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과 제도가 짜놓은 촘촘한 스크럼을 넘어서는 데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점도 동시에
확인된다.
유족1세대가 민주화 이전에 작성・제출한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와 그 후의 ‘희생자 신고서’를 시
계열적으로 검토해보면, 종래의 ‘진상규명/과거청산’론이 설정해 왔던 사건 이후의 사회상을 재검토할 필
요가 더욱 명확해 진다. 사건 이후를 단순히 ‘침묵’에서 ‘발화’로의 전환이라는 단계론적 진화의 도식으로
재구성하려는 발상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도권 내에서 ‘신고서’를 다루고 거기서
‘진상규명/과거청산’의 실현을 위한 씨앗을 찾으려는 이들은 기술 내용의 진위 판단을 우선시하는 실증

8) 1960년과 2000년에 작성된 동일 인물의 ‘신고서’에 내용 상의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표1 외
에 필자가 열람하고 있는 다른 ‘신고서’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9)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의 ‘다)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대상’으로 분류되는 자들로 표1의 B-5와 표2
의 전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10) 때문에 ‘신고서’의 내용만으로는 ‘무장대’ 활동 이력을 규명하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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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태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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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의와 궁여지책: 제주 4ㆍ3 이후의 신고서 읽기」에 대한 토론

김종곤(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 별지 첨부

68

2017 한국구술사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69

주제발표 4 교동섬의 현대사 속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김귀옥(한성대 교양교직학부)

1. 머리말
2014년 7월 1일, 교동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일 중 하나가 일어났다. 교동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다리로 건널 수 있게 되었다. 교동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여 7월 중순 글쓴이도 교동대교를 건넜다.
이 다리를 건너던 잠시 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만일 한국전쟁 당시 그러한 다리가 있었다면 그토록 많
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을 것이고, 정전 후 교동면민 간에 잠복된 갈등과 아픔도 없었을 것이고,
교동의 긴 침묵도 없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섬이지만, 어업인구가 없는 지역이 바로 교동
이다. 그림1에서 보듯 섬 내부로는 시원하게 펼쳐진 평야가 있지만, 철책과 해병대 초소로 둘러싸인
바다에 민간인들은 비밀스런 구멍을 통해야 들어갈 수 있을 뿐이다. 김기덕의 영화 『해안선』(2002)
처럼 해병대 군인들의 살벌한 감시와 긴장이 바다와 철책의 경계에 감돌고 있다.
<그림1>

교동 평야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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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의 이러한 현실을 말하는 데 한국전쟁과 1950년대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전쟁은 한국의 대부
분의 지역을 할퀴고 지나갔다. 교동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전쟁은 가시적으로는 교동의 지형적인 특
성을 바꿨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바꾸었다.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비록 가난했지만, 동족촌을 배경
으로 끈끈한 인맥으로 상호부조 하는 정신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서 사회적 관계가 변
모되었고, 친척이나 이웃은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기도 했다. 1970년대 교동에 전화 사업이 이루어지
고, 1980년대 농업지역으로 탈바꿈되어 교동쌀 하면 백화점에서도 고급 쌀로 통할 정도가 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산업화, 자본주의화 되면서 교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
왔다. 지정학적으로는 과거 한반도 중반의 교통거점지역이자 반농반어의 섬에서 비법적인 휴전선 직하
의 접경지역이자 교통 절벽의 지역, 농업지역으로 변화되었다. 사회역사적으로는 일찍이 유교와 기독
교 문명이 한국에 유입된 지역이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역사의 한 부분이 사라진 지역이기도 하다.
강화와 교동에 대한 관심은 글쓴이의 분단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글쓴이는 전쟁이 한국 현대사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목적으로 2006년부터 2008년 3년에 걸쳐 강화군과 교동면에
대한 현지조사와 교동주민들의 구술생애사 조사를 실시했다. 이 글은 강화군 교동면 관련 1차 자료와
교동 구술생애사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 중 15사람의 구술생애담을 토대로 집필되었다. 그들의 간단한
인적 사항을 조사일자 순서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강화군 교동면 관련 구술자 인적 사항

가명 출생년도 성별
출생지
현거주지
직업/직위
훈정
1934
남 교동 동산리 교동 동산리 농업
봉철
1937
남 황해 연백군 교동 대룡리 자영업/농업
철식
1935
남 교동 상용리 교동 상용리 농업/교회 장로
종철
1936
남 교동 상용리 교동 상용리 부업-낚시업, 부인-전통공예
경민
1935
남 교동 인사리 교동 인사리 농업/사회단체간부
희자
1939
여 교동 읍내리 교동 인사리 농업/주부
영환
1921
남 교동 읍내리 교동 읍내리 퇴직교육자/부업-농업
경민
1935
남 교동 인사리 교동 인사리 농업
길영
1933
남 교동 삼선리 (부부)
농업, 정미업, 사회단체간부
연임
1934
녀 교동 삼선리 교동 삼선리 농업
인장
1933
남 교동 인사리 교동 인사리 농업, 사회단체간부
남산
1929
남 교동 읍내리 (부부)
농업, 사회단체간부
서영
1934
녀 교동 서한리 교동 읍내리 주부, 사회단체간부
정인
1933
남 교동 대룡리 교동 대룡리 상업, 정당인, 사회단체간부
‘ㄱ’목사
1965
남
교동 상용리 목사

2. 열린 섬에서 닫힌 섬으로: 한국전쟁에 의해서 바뀐 교동
한국전쟁 과정에서 강화군 교동면은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쳤다. 2014년 7월1일 교동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기선 배가 없으면 교동은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한국전쟁 전의
교동은 상황이 달랐다. 다시 말해 적어도 교동면은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현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치경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크게 보면 교동은 고려조와 조선조에서는 예성강, 임진강, 한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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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입구(황규열, 1995: 14)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군사적 교통로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 예를 해안선의 길이 37.2km를 가진 크지 않은 섬 교동이 적어도 10개 이상의 포구
(浦口) 및 나루(진, 津)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림2>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지도

* 지금은 기능을 상실한 포구 등은 (

)로 표시하였음.

출처: 교동면사무소 게시 사진(2006. 1. 12 촬영)을 재구성함.

과거 교동의 포구로는 <그림2>에서 보듯 남산포, 월선포, 호두포, 낙두포, 율두포, 말탄포, 죽산포,
빈장포 등이 있고, 동진나루와 북진나루가 있다(재인교동면민회 엮음, 1995: 26-27). 교동면 동산리
의 훈정의 증언을 통하여 한국전쟁 직전까지 포구로서 활발하게 역할 하였던 교동 서남쪽에 위치한 죽
산포의 풍경을 엿볼 수 있다.

에- 저- 이 ‘교동’ 우리 ‘동산리’- 여 ‘죽산포’-라고 있어. ‘죽산포’ 거기 포구야. 포군데… 이- 6․25- 그니
깐- 어 휴전되고 나서도 그 ‘죽산포’ 앞 바다로 배가 댕겼어. 거 저- 어로 저지선이 여기 지금 생겨 있거든.
그 어로저지선이… 6․25 나고 후에 에- 휴전되고 나서도 어로저지선이 없었어요. 내 중에 간첩선이 자꾸 그
왕래를 하기 때문에… 왕래가 아니라 출몰을 한 거죠. 출몰하니깐 어로저지선이 생긴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 어로저지선 생기기 전에는- 이쪽- 잇 그- 어장이 여기 이 지금 이쪽 해변. 해변 이쪽으로도 어장이 어
저기 새우젓 잡고 하는 배들이 아주 꽉 들어차고 그랬어. (……) 근데 이쪽 포구로 ‘서울,’ ‘마포’ 여기서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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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서울,’ ‘마포’로 드나들었어. ‘죽산포’가 그랬어. 그… 저- 서해안 저 ‘연평도’ 거긴 그 그땐 거기가 저 그
조기 고장 아니야? (……) 그때는 '연평도'가 조기 고장이거든. 서해 ‘연평도’에서 조기 싣고 들어오면 그루
‘죽산포’로 와서 하루 저녁 자고 간 거야. 여기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중간-포구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가 '죽산포'가 술집도 많고. 거 기생들도 많고. 아주 유명한 포구였었다고… 일제시대 때도 그렇지만은.
해방되고 나서도… (……) 왜 죽산포냐? 배가 대나무처럼 들어차 있기 때문에. 배 돛대가 대나무처럼 말이야.
그냥 들여 붙여 가지고 이름이 ‘죽산포’다 그거에요(훈정 구술).

10여개의 포구 가운데 한국전쟁 이래로 동남쪽의 ‘월선포’(교동~강화)가 유일하게 민간인들에게 개
방되어 있고, 남산포는 군사적 이유로 개방되어 있을 뿐 다른 지역들은 포구로서의 역할을 중단당하고
말았다.1) 교동 죽산포 지역에 살았던 훈정을 비롯한 이 지역사람들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어처구니
없어 했다. 또한 교동면 인사리의 경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양기선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해운업을
했는데, 항로는 인천~인사리 북진나루~연백군(현 황해도)백석포를 다녔다(경민 구술; 김귀옥, 2006).
또한 서울로 가는 길도 현재 월선포를 건너 강화와 김포를 거쳐 서울을 왕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
이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교동 삼선리에 거주하는 길영의 증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삼선리) 집에서 떠나 인사리에서 인사리로 타가지고, 저- 거기가 어딘가? 할미대2), 저 이북 땅이죠. 지금 개성
아래 거기 대고 그 다음에 거- 가는 경로가 다 있는데 그 다음엔 어딘지 다 몰라요, 그리고 저- 김포 대고, 그 다
음에 한강으로 들어가서 마포에 대요. 거기가 종점이었어요(길영 구술).

해방 공간 서울에서 선린중학교를 다녔던 길영의 증언은 과거에 존재했던 ‘한강선’의 실재를 짐작하
게

한다.

한강선은

마포=>선이봉(영등포)=>염창(염창동3))=>영정포(개풍)=>당머리(개풍)=>고미

포(개풍)=>인사리(교동)를 종착포구로 하여 한강선이 하루 1회 편도 운항을 하였다(재인교동면민회,
1995: 27).
요약컨대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까지 교동은 군사적 거점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고, 일제
강점기까지 행정적 위상은 군에서 면으로 격하되었으나 바다와 육지를 잇는 교동의 거점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단이 되면서 교동은 황해도 연백군의 바로 밑에 위치한 접경지대이면서 <그림
3>와 <그림4>에서처럼 군사상 철책으로 둘러쳐진 ‘민통선’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교동은 강화도에 부
속된 작은 면단위 섬에 불과하게 되었다. 2014년 교동대교가 열리기 전까지 1960년대 이래로 교동은
오로지 강화도 창후리로 가는 남서쪽 항로만 열려 있고, 다른 모든 항로는 차단당하게 되었다. 전쟁
이래로 분단된 휴전선 직하의 민통선을 가진 섬 교동은 닫힌 섬이 되어 있다.
1) “선박안전조업규칙”(제정일 2000. 8. 9)에 따르면 ‘교동도 읍내리 남산포항 선착장 최끝단’은 서해
어로한계선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두 지역을 제외하고 교동에서는 어느 포구도 과거 항구로
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 경기도 개풍군(開豊郡) 북면 바닷가 지역에 ‘할미펄’과 암석인 할미대가 있다. 설화가 담겨져 있는 지
명이다. 참고: http://www.burimhong.pe.kr/jaryo%20room/4-1%20kyunggi%20do.htm
3) 염창동은 조선시대에 서해안의 염전으로부터 채취해 온 소금을 서울로 운반하는 소금배의 뱃길 어귀
인 이곳에 소금보관창고(염창동103번지 근방)를 지었기 때문에 염창동(鹽倉洞)이란 동명(洞名)이 유
래되었다고 한다.
염창동사무소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portal/dong/1001/index.jsp)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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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철책으로 둘러싸인 강화도 일대

<그림4> 교동에 드리워진 민통선

다음으로 교동은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교동의 중심이 바뀌게 되었다. 대부분의 면단위 지역에는
크기에 상관없이 면 소재지가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다. 2015년 현재 교동면 역시 면소재지가 있는 대
룡리가 정치적, 사회문화적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앞의 <그림2>에서 보듯 현재 면사무소와 파출
소, 농협 등의 각종 기관이 교동면 대룡리에 소재하고 있다. 교동을 방문하여 관찰하면 전반적 농촌
분위기 속에서도 대룡리에는 일정 정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면사무소나 파출소
등은 1948년 이래로 지금까지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우체국이나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동초등학교,
1954년 설립된 교동중학교, 1972년 개교한 교동고등학교, 각종 기관이나 시장, 상점, 주유소, 연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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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PC방 등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교동면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지명 중 하나가 ‘읍내리(邑內里)’이다. 또한 읍내리에는 ‘교동
읍성(喬桐邑城)’과 ‘남문(南門)’의 흔적이 있다. 조선시대 이래로 1914년 이전까지는 교동군이었고, 그
러한 사실은 1899년의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 광무3년5월』에 잘 반영되어 있다. 교동군이던 시
기 교동읍이 소재한 곳은 읍내리였고, 그런 사실은 1945년 해방이후 1948년까지는 계속되었다. 특히
읍내리의 하위 마을인 ‘성내동(城內洞)’과 ‘사하동’ 가운데 성내동이 교동 권력의 중심이었다. 과거 성
내동에는 교동현감이 머물던 관청이나 감옥서, 대운관, 이사영, 근민당, 백화당, 교련관청, 훈련청, 포
도관청, 형옥 등의 많은 관아가 있었다(재인교동면민회, 1995: 47-48).
일제시대 이래 교동의 주요 기관에 대한 소개를 『교동향토사』(재인교동면민회, 1995: 49-51) 등
을 기초로 하여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교동면사무소
1910년 일제 강점 후 교동은 4개면 13개리로 행정구획이 변경되었다가 곧이어 1914년 교동군이
강화군과 합군되면서 동서남북 면을 화개면과 수정면 2개면으로 나누었다. 당시 화개면 사무소는 읍내
리 성내동에 두었고, 수정면 사무소는 현 난정리에 속하는 구정부락(구정골)에 두었다. 다시 1934년
화개면과 수정면을 합쳐 교동면이 되면서 화개면에 사무소를 사용하다가 1948년 대룡리로 이전하였
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교동의 위세가 격화(격하)되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교동지서
교동 지서는 1911년 강화경찰서 교동경찰관 주재소로 설치되었고 당시 일본인 경찰관과 헌병 10여
명이 치안을 담당하였으며 1919년 3․1운동 직후 난정리에도 주재소를 두었다가 1922년 철수하였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교동지서로 승격하고 8~9명의 경찰관으로 치안을 담당하다가 1948년 교동면
사무소가 대룡리로 이전하면서 교동지서도 이전하여, 현재는 파출소로 불린다.
▷ 교동 금융조합
교동 금융조합에 관한 기록은 전무한 편인데, 교동 금융조합은 1920년경에 교동 읍내리 교동부사
자리에 설치되었고, 1955년 금융조합이 해체되어 강화농업은행 교동지서로 개칭되었다. 그 후 1959년
군농회와 축산농업조합을 통폐합하여 농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고, 1973년 대룡리로 이전하였고, 현재
는 연쇄점도 갖춘 규모로 성장하였다. 협동조합장은 교동에서 유일하게 직선제 기관장에 해당된다.
▷ 교동의 교육기관
교동의 전통적인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동향교의 설립원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고,
대략 충렬왕 12년(1286년) 중국을 다녀오던 김문정 등의 유학자가 교동을 일시 방문하여 교동향교에
기착하였다고 하여 교동 사학자들은 고려 인종 5년경인 1127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래
는 화개산 북쪽에 있었으나 조선조 영조 17년(1741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고, 고종 27년(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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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동서 제실을 중건하였고, 1931년 대성전을 중수하였다(교동향교지편찬위원회, 1987: 65). 향교
는 교동의 현대 교육 기관인 교동국민 학교와 중학교를 배출한 산파역을 하였다.
교동국민 학교는 광무6년, 즉 1906년 설립되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민 학교는 처음 읍
내리 교동향교 내에 사립 ‘화개농업학교’로 설립되어 1911년 사립 ‘교동보통학교’로 개칭하였으며,
1912년 3월 ‘교동공립보통학교’가 되었다. 그 사이 교사를 읍내리 성내동으로 옮겼다가, 1926년 12월
에 이르러 대룡리로 이전하였다.
1930년대에는 난정리에도 교동공립국민학교 부설 난정 간이학교를 세우고, 1946년에는 상방분교,
지석분교를 개설하게 되었다. 현재 교동에는 교동초등학교 외에도 난정초등학교(난정리 소재), 지석초
등학교(삼선리 소재) 3개소가 있다(교동초등학교100년사편집위원회 엮음, 2006: 44-45).
그밖에 교동우체국도 1904년 설립 당시 처음에는 읍내리 이사영(중영청) 청사를 사용하였다가,
1970년대 이후 대룡리로 이전되었고 전신전화 업무도 시작되었다.
교동의 위상은 과거 전략적 요충지에서 현대에 이르러 강화군의 일개 섬으로 격하되었다. 조선조 이
래로 교동의 중심이었던 읍내리의 남산포에는 ‘사신관’을 세울 만큼 중국과의 거래에서 중요성을 가지
고 있었고, 일제 강점기에도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갖고 있었다. 그 흐름은 대략
해방과 전쟁 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해방되면서, 특히 1950년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교동의
중심은 읍내리에서 대룡리로 바뀌었다.
1950년 겨울 이래로 군정시기에 돌입하면서 교동의 모든 권력은 정규, 비정규 군대에 집중되었다.
유격대로서 을지병단, 타이거여단, 군첩보 계통인 KLO(흔히 켈로부대), 이글부대, 파라슈트부대, RP대
등이 있었고, 1950년대 후반에 해병대가 교동에 들어오면서 다른 군부대들은 사라진다. 전쟁 당시 가
장 권력이 막강했던 부대는 유엔군 산하 82404) 유격대 타이거여단이었으나 그들은 정전협정 이후 정
규부대인 한국군 8250부대로 변모하게 된다(8240강화독립부대 유격군동지회 엮음, 2004: 8). 읍내리
김석홍 씨의 집에는 방첩대 본부가 주둔했고(남산 구술), 인사리 친일파 부자로서 해방 후 서울로 피
신을 한 황남용 씨의 집에는 8240부대 대대본부가 주둔하였다(인장 구술).
또한 전시 사회적 권력으로서 대한청년단, 치안대와 소년단 등이 존재하였다. 한국전쟁 초반에는 읍
내리와 대룡리가 주요 거점이 되었다가 한국전쟁이 정전되면서 중심이 대룡리로 모아졌다. 1950년대
대룡리 소재지의 모습을 보면 그림5와 같다.

4) 8240부대편성표와 부대원명단이 현재 대구의 경북지방병무청에서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되어 영구보
존문서로 지정되어 있다(조이현, 1999: 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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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1950년대 대룡리 소재지의 모습

* 정인과 봉철 등의 구술을 토대로 재구성.
1950년대 대룡리 모습에서 우선 눈에 띄는 기관이 ‘특공대’사무실(소년단사무실로 같이 씀)과 ‘대한
청년단’ 본부 등이다. 그 기관들은 1950년대 전후에 사라지지만, 교동 사회에 깊은 영향력을 미쳤다.

3. 잃어버린 교동의 사람들
이제는 교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기록상으로 조선시대 교동에는 대략 7천여 명(황규
열, 1995: 55-56)이 살던 곳이었다. 교동은 조선조 이래로 교동의 동족 간 결속이 강했던 지역이었
다. 예로부터 교동의 ‘세거씨족(世居氏族)’으로는 고(高), 인(印), 전(田), 안(安)의 4개 성이 주로 거
주하였다고 한다. 1990년대에 오면 교동에는 황(창원 황씨), 한(전주 한씨), 전(안동 전씨), 권(안동
권씨), 방(온양 방씨)의 5성이 많은데, 이들이 교동에 거주한 것도 수세기 전이라고 한다(재인교동면
민회, 1994). 수 세기 전부터 통혼권은 교동 내에서 주로 이뤄졌다. 교동 주민들은 대개 리 밖에서 상
대방을 찾지만, 리 안에서도 타성일 경우 성사되었다. 그러한 통혼권의 근본적인 제한으로 인해, 교동
섬 전체가 친, 인척으로 얽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전쟁 시기 학살 등의 문제에 얽힌 상황을
특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김귀옥, 2006).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의 유엔민사처 자료에 따르면 교동인구는 29,764명으로 가히 폭발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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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동 원주민은 10,505명, 피난민수는 19,25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귀옥, 2012: 30). 그렇다면 피난민은 누구였고, 어디에서 온 것일까? 강화도 본도에서 피난오지 않
았다면 교동에서 2~3km 거리에 있는 연백군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연백군은 북한 지역이
지만, 해방 당시에는 38선 이남지역이었고, <그림2>에서 보듯 예로부터 교류가 많던 지역이었다. 과
거 교동은 식량난을 종종 겪었는데, 식량이 부족할 때나 초등학교 졸업 후 진학을 위해 대개 교동 주
민들은 연백이나 개성 등으로 갔다. 교동은 연백과 교류가 많았고, 이웃지역으로 여기며 살았다. 그러
나 한국전쟁 동안 연백주민들이 교동으로 들어올 때는 피난민이자, 점령자로 들어왔다. 그들은 유엔군
직속의 특공대원이 되었고, 교동에서 유엔군 직속 부대원들에 의해 야기된 약탈, 감금, 살인사건이
1952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까지 보고되었다(최태육, 2012: 76). 이 일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해
방 전후의 분위기를 알 필요가 있다.
대개 지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향토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향토지들에는 해방
후부터 전쟁 시기까지 기록이 대단히 소략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전시부분은 반공일변도의 투쟁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강화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2003년 제작된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의 『신
편 강화사』에도 반공 활동만 다루었을 뿐 전쟁 전후한 시기 민중들의 삶에 대한 언급이나 지역 갈등
의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교동 관련 지역의 기록물 가운데, 비교적 자세하게 현대사의 단면을 다룬 기록물인 『교동향토지』
제3절(271쪽 이하)에는 해방 전후부터 한국전쟁 중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1919년 3․1독립운
동 당시 교동의 주동자 11사람과 함께 일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로서 다음 세 사람을 꼽았다.
※ 황인섭, 조준홍, 황의진
위 세 사람은 왜정 때 삼총사로서 서울에 가서 중학 공부를 하다가 3․1운동 당시 독립투쟁에 가담하여 학생
신분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민족정기를 일깨워 주는 선도자가 되었었다.5)
해방이 되면서 사상적인 논쟁이 가열되어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황인섭과 조준홍은 좌익 지지자로 월
북하고 황의진은 만주에서 돌아와 병사하였다(재인교동면민회, 1994: 272).

해방 후 병사한 황의진을 제외한 황인섭과 조준홍은 교동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특히
황인섭은 교동의 한학자 황용익6)의 아들로서도 이 지역 사회에서는 유명하며, 한국전쟁 중, 황인섭은
경기도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구술자들은 전하고 있다. 조준홍 역시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
고 있는가?
같은 책의 해방 당시에 대한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5) 사실 관계에서 이 기록은 문제가 있다. ‘ㄱ’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황인섭은 1911년생으로서 1919년
에는 9살에 불과했고 그의 단짝인 조준홍 역시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황인섭은 경성사범학
교를 졸업한 후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부에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6) 비록 교동에는 유명한 양반은 없으나 일대에서는 꽤 유명한 한학자들이 배출되었다. 교동 출신의 한
학자들은 연백군으로 초대받아 훈장을 하기도 했다. 인사리의 황태익, 황용익, 황인창, 삼선리의 박용
남, 무학리의 전윤삼 등이 교동의 대표적인 한학자이다(재인교동면민회. 1994: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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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 농민조합 조합장은 김봉용 씨로, 이 사람은 장사일 뿐 아니라 키가 7척이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걸걸하면
서도 상대를 위압하는 거인이다.
이 밑에 딸린 추종자는 내용적으로는 남로당원이요 평소에 불량한 계층들이었다. 이러한 좌익단체들은 당세
확장을 위해 일반 사회단체나 관공서를 합법적으로 쟁취한다고 선전에 열을 올리면서 內계를 꾸미니 이것이
약탈, 방화, 살인 등 이들이 서슴없이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러한 악질적 행동이 발각되자 이들에게 체포령이
내려지고, 체포되었던 이들을 올바르게 선도하여 계도하려던 것이 보도연맹이다(재인교동면민회, 1994: 305).

이 기록에서 읽을 수 있는 사건의 맥락은 무엇인가? 김봉용(룡)이나 추종자들은 누구이며 얼마나
되며, 보도연맹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들에 대한 교동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책 어디에도 더
이상의 언급은 없다.
그런데 1920년대 자료를 찾던 중에 김봉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제 강점기 교동에는 화동청년회
가 있었다. 이 관련 기사를 보자.
<그림6> 화동청년회 창립 기사

출처: 『동아일보』1924. 12. 6
위 기사에 따르면 화동청년회가 발기된 곳은 강화군 화개면이다. 화개면은 1934년 이전에 있었던
교동면의 이름이다. 1924년 11월 22일, 화개면의 상용리(상방리와 용정리의 합)와 봉소리(말곳리)의
유지들이 당시 봉소리에 있었던 봉산의숙7)에서 청년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당시 임원진은 다음과 같
다.
회장 강태흠
부회장 박용우 남병율, 총무 박OO, 회계 이장환 전운길, 서기 이중려 한봉남, 간사 전태근 한거룡
고문 박성대 조천중 한기홍, 조경근
교육부장 이세환, 동부원(同部員) 김봉룡, 정준구
7) 봉산의숙은 1923년 화동청년회 회장인 강태흠과 박성대 등이 출연하여 설립되어 월사금이 없어 보통
학교를 다닐 수 없던 어린이 100여명이 다녔는데, 1925년 자금 사정으로 폐지되었다가 1926년 다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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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부장 한봉남 동부원(同部員) 김용득 김봉용(龍)
사교부장 박용우 동부원(同部員) 전종태, 전치한(?)
교풍부장 인원봉 동부원(同部員) 강은순, 정종구
덕육부장 김현실 동부원(同部員) 전대섭, 조화O
권업부장 조규근, 동부원(同部員) 전태근, 이중식

화동청년회는 1927년 신간회와도 맥이 닿아 있었고, 강화청년연맹과 더불어 교동지역의 대표적인
청년회였던 것으로 보이며, 추측컨대 1931년 신간회가 해소되던 무렵 이 단체도 사라졌을 것이다. 아
무튼 교동 관련 기록 어디에도 화동청년회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교동 사람들의 증언에서는 김봉용에 대한 언급을 종종 듣는다. 김봉룡 등은 1920년대부터 교동에서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교동 지역에 얼마 되지
않았던 민족주의 계열이나 사회주의 계열의 지도자의 대표 격으로서 김봉용이 등장하였고, 일제 강점
기 항일운동가로 알려진 조준홍도 고향에서 같이 지역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봉용 등은
1950년 9․28수복 과정에서 월북하였다. 그는 상용리, 봉소리 뿐만 아니라 읍내리를 중심으로 한 교동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였으므로 해방 시기로부터 한국전쟁기의 기억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는 월북하였으나 그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 중 월북하지 않고 남아 있던 사람이나 가족들에게는 학살이
가해졌다.
한편 조직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화동청년회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청년회가 교동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었는데, 교동면 인사리의 ‘협성회’가 그것이다. 협성회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발족되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해방 공간과 1950년 7~9월경까지 지역에서 활동을 하
다가 9․28수복 과정에서 일부만 남고 대부분 월북하였다. 협성회는 교동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주
의자인 황인섭8) 등이 지도했다고 하지만 그 조직의 실체는 뚜렷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인사
리나 교동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인사리의 ‘인장’은 다음과 같이 협성회 청년들
에 대해 구술하였다.
협성회를 조직을 해 갖고, 작사, 작곡허고 그 정도에요. 다른 일은, 그런 건 생각도 못 했는데, 협
성회 노래는 있어 갖고, 또 그리고, 연안읍에 가서 안중근 의사를 보구서9) 그거를 머리에 놓고
와서, 이- 이게 뭡니까 그 각본을 맨들어 가지고, 연극을, 옆에서 연습을 겨울 내 가지고, 대룡리
(교동)국민 학교에다, 막 아주, 차리고 문도 이렇게 들고 나가게끔 다 기와 지붕 이렇게, 맨들어
서, 그렇게 했어요. 보통 머리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 이십 명도 더 되지 않을까 하는
데 하여간, 좌우간 교동에서는 좌우간 인사리 하면은, 아주 이렇게, 엄지손가락 꼽을 정도로, 그
렇게 좌우했어요(인장의 구술).

그들은 바이올린도 켜는 재주꾼들로 기억되었는데 대략 그 협성회 청년들은 20명 정도가 되었고 그
8) 황인섭은 교동 인사리 고향집에 있던 중 1934년 12월 9일 종로경찰서 형사에 의해 피체되어 해방되
면서 남로당 계열에서 활동하였고, 한국전쟁 당시 경기도 위원장을 역임하였다고 하였고, 월북하였다
고 하는데, 조선노동당사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9) 우연인지 모르지만 1949~1950년 6∙25 전까지 연안읍에서 교사를 하였던 명남은 자신이 안중근의사
극본을 써서 연극을 상연했다고 했다. “안중근 연극부를 만들어 가지구서 안중근 의사전을 이것을
그... 그냥 소설도 아니고 얘기식으로 된 것을 이것을 극본으로 이것을 대본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3
막 5장짜리를 써가지고서 그기서 정식으로 연극을, 고등학교를 데리고서 연극을 극장에 갔다 붙여가
지고 전부 상연을 했어 정식으로.”(명남 구술)인사리 협성회에서 바로 이것으로 구경한 후 인사리로
돌아와 상연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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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인사리 해안가에 있던 진흥회관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고 한다. 협성회 청년들은 섬 주민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독립의 꿈을 심어줬고, 해방이 되었을 때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토지분배를 주장
했다. 한국전쟁이 나자, 국군의 9․28수복으로 인장의 사촌 형들을 포함한 동네 청년들, 부역혐의자들이
상당수가 월북하자, 사촌 형네 식구 7사람이 몰살당하게 되었다. 한겨울 메마른 논에 핏물이 가득 찼
다고 한다. 그의 글방 선생이었던 황인백 씨는 처형을 당한 후 수장되는 통에 시신도 찾지 못하였다고
했다. 2007년 강화 현지 조사에서 교동면민 43명 면담자 중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이나 인적 관계가
나온 사람만 해도 210명이 되었다(김귀옥, 2012: 51).
그런데 교동주민들을 구술조사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시에 대해서는 잘 기
억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교동 주민들 전쟁 발발사실을 알게 된 것은 대략 서울 함락의 소문이 돌고
미군 비행기가 뜨는 것을 보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던 6월말, 7월초였고, 그 무렵 과거 청년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 교동의 면과 리에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하위 정치 기구들도 세워졌다. 그러나 ‘종
철’과 ‘희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자세한 증언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교동주민들은 “좌익이 교동 정권을 장악”했던 것을 “인공정치”로 명명했다. 면 인민위원회나 치안대
본부 사무소는 일제 강점기 교동 내 최대 갑부였던 김석홍의 집에 설치가 되었던 것 같다. 인공정치는
몇 달간, “매일 저녁, 이제 그 소집을 해다가 그 걔네들, 그 걔네들 애국가, 인제 뭐 '장백산'이나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거”(봉철 구술)로 점철되었다. 구술자 20명 가운데 대부분에게서는 인공정치 시기에 대한 별
다른 적개심이나 분노감을 찾을 수는 없었다. 유엔군에 의해 선포된 군정정치 시기 반공청년단에서 보
조 활동을 했던 ‘봉철’이나 ‘영수’, ‘훈정’, ‘철식’ 등의 기억에도 지역 좌익들이 별다른 악행을 자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역 좌익들은 대부분 교동 출신이었고, 교동 자체가 친, 인척의 연고 망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 인민군이 점령했던 대부분의 이남 지역에서 실시된 이북식의 토지개혁이 교동에서 시행되었다
는 증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낟알을 세는” ‘현물세’에 대한 언급은 지적되고 있다. 또한 9월 전운이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지역 좌익들은 마을사람들을 동원하여 근처 야산에 ‘참호’ 파는 일을 했다.
당시에 인민군이 서부지역의 퇴로 루트 중에 교동을 거쳐 갈 경우를 대비하여 지역 방어용으로 만들어
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끔직스러운 일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파놓은 참호가 군정 치하에서
그들 자신의 무덤으로 변한 사실이다(종철 구술; 봉철 구술; 경민 구술).
한편 1950년 7, 8월경에는 교동 주민 중 인민의용군 동원이 있었다. 교동 전체 동원 인원을 정확하
게 알 수 없으나 ‘명식’의 증언에 따르면 40명 정도였다. 그 가운데 ‘명식’과 ‘영미’의 남편이 동원 당
했으나 명식의 경우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귀향했고, 영미의 남편은 유엔군의 인천 상륙으로 인해 귀향
했다. “그때 당시에 합격된 사람들 중에는 이북으로 넘어가 가지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
다”고 한다.
이 시기 많은 구술은 타인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용리 소작농이었던
‘ㅇ’씨가 인공정치 당시 자신의 지주였던 ‘ㅂ’씨에게 보복을 했는데, 다시 ‘우익 정치’가 되자 ‘ㅇ’씨는
우익으로 전향하여 마을에서 좌익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고발하는 악역을 자처했다(종철 구술). 이 문
제는 훗날 ‘ㅂ’씨가족과 ‘o’씨가족이 같이 다니던 상용리의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ㄱ’목사 구술)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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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기간 교동에서의 대립의 축에 있어서 이념의 축은 큰 의미가 없다. 또한 종교간, 특히 기
독교와 비기독교간의 대립도 별로 심했던 것 같지 않다. 다만 인공정치 시기, 경계는 애매하지만 대립
의 축은 ‘친일’의 문제와 ‘지·소작’ 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구술증언으로
보아 좌익이 지배했던 3, 4개월 동안 많은 주민들은 좌익 지도자들에게 동조를 했거나 침묵했던 것으
로 보인다. ‘희자’와 ‘종철’의 경험처럼 이 시기 피해를 당했던 쪽은 일제 강점기 친일파였거나 대한민
국 정부 하에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좌익으로부터 고문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무튼 9월28일 인
민군의 퇴각으로 인공정치는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다.
교동에는 인민군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인공정치는 서울 함락과 비슷하게 시작되어 인민군 후퇴와
비슷하게 끝났다. 이제 교동에는 본격적인 공포정치가 시작되었다. 1950년 늦가을, 전선이 하루가 다
르게 변할 무렵 교동에 낯선 사람들, 즉 ‘특공대’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몰아닥쳤다. 그들은 대개 10대
말 20대초의 연령대의 황해도 연백군 출신이 많았으며 대개 무장한 채 한복바지를 입은 이북 피난민
들이었던 것으로 교동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들이 통치했던 것을 교동 사람들은 ‘군정’으로 명명
했다.
군정시기 교동은 ‘남성 부재의 사회’가 되어 있었다. 1950년 12월 교동도 여느 지역처럼 국민방위군
동원령이 떨어져 100여명의 청장년이 동원되어 나갔다. 구술자 중 ‘영미’의 남편, ‘자경’의 남편, ‘명식’,
‘이장’ 등이 동원되어 제주와 부산 교육대에 가게 된다. 1950년 12월 교동 전체에서 100여명 이상의
청년들이 ‘국민방위군’으로 동원된 후로도 다섯 차례 공식 소집된 제2국민병이나 총알받이로 알려진
군노무대(KSC)로 교동의 청년들이 동원되었다. 소위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성 부재의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동에 낯선 사람들이 밀려닥쳤다. 황해도 연백 출신의 ‘특공대’와 피난민이 바로
그들이다. 교동은 황해도 연백군의 경제권에 속하여 교류가 잦은 편이고, ‘봉철’의 아버지나 ‘훈정’의
아버지, ‘자경’의 아버지는 일거리를 찾으러 연백이나 옹진으로 건너갔다. 교동은 한국전쟁 이전만 해
도 건답직파(乾畓直播) 경작을 주로 하여 가뭄이 들면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교동의 주산물인 감 같은
것을 갖고 연백군의 연안읍장으로 가곤 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1․4후퇴 당시 소위 연백 ‘특공대’들은 너무도 낯선 사람들이었다. 당시
교동 사람치고 특공대를 호의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4후퇴시 교동에는 특공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대개 한복바지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라디오를 가지고 있
었습니다. 주로 연백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 난정리 주민 18명이 ‘돌우물’에서 학살됐습니다. 박봉
기라는 사람과 몇 명이 그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딱콩총으로 무장을 했었습니다. 나는 18명의 사람을 인솔해서 돌
우물로 갔습니다. (……) 돌아서서 마을 쪽으로 가던 중 총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 그녀는 돌
우물의 학살에서 운좋게 살아났지만 다시 발각이 되어 학살된 것입니다. 그녀는 18살로 월북한 조복성 씨의
딸이었습니다(최태육·구본선, 2004; 최태육, 2012).

최태육과 구본선에 따르면, 군정 시기 유격대의 말이 곧 ‘법’이었고 질서였다.
그렇다면 유격대는 누구이며,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유격대는 1950년 12월경 유엔군이 북한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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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철수할 당시 황해도 연백 지역에서 활동했던 현역 낙오병, 낙오 경찰, 우익치안대, 대한청년단, 학
도대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권총 등을 무장하였으나 정식 군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정보부대”로서 자처하며 “리․동마다 한두 개가 있을 정도”(재인교동면민회, 1994: 315)였다.
이 부대들은 반공을 앞장세우며 교동 전역에서 유혈통치를 하여 지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이러한
청년부대를 규합하여 1951년 3월 27일 ‘을지병단’을 규합하였고 그해 7월 26일 제8240부대 편제 하
의 ‘타이거여단’(여단장 박상준)으로 개편되었다(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2003).
군정 치하에서 생사여탈권을 가진 유격대들은 절대 권력을 휘둘렀고, 특히 1950년 12월부터 1951
년경까지 교동에는 좌익 학살 선풍이 불었다. 그런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낯선 그들이
아무리 무장을 했다고 한들 어떻게 월북가족이나 부역자들을 선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대답은
간단했다. ‘손가락총’의 등장이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해방 공간, 사회주의에 영향을 입은 청년들에
의한 급진적인 분위기나 전쟁 초기 ‘인공정치’ 시기에 과거 친일파(징병징용문제와 얽혀 있음)나 이승
만 정부하의 공무원을 담임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장되었다. 다음 증언을 들어보
자.
김석홍 씨네 조카들 있어. 그 지금두 00호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00 아버이가 재0, 김재0이라고. 그 사
람이 아주 그, 그 당시의 우익의 대장이었나봐. 김재0씨가 면서기하다가, 해방되고 우익에서 면서기 했으니까
좌익, 좌익파들이 뭐가 소홀히 했갔어, 뭐? (……) 그러니까 아-, 육이오 나고나서 좌익들을 때려 부시는데 앞
장섰던 모양이지(영환 구술).

당시 좌익 월북인 유가족이나 부역자들 중 미운털이 박혀 소위 ‘손가락총’질을 당했던 사람들은 목
숨을 부지하기 힘들었다. 좌익 집안의 여성의 경우 성폭력을 당한 채 학살되었던 사례(철식 구술)도
있었고, 학살을 피하려고 14살 나이에 민며느리로 시집갔다가 도망쳐 나온 바람에 특공대 간부와 결혼
하는 사례(훈정 구술)도 있었다.
유격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했던 사람들로는 10대 청소년이 중심이 된 ‘교동소년단’이 있었다. 그들은
대체 13~16살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었고, 이번에 구술자 가운데에는 ‘훈정’, ‘철식’, ‘봉철’, ‘종철’, ‘경
민’ 5명이 포함되었다. 그들은 2004년 6월 18일자로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다. 증언에 따르면 소
년단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다. 예를 들면 유격대를 보조하여 좌익 가족이나 부역 혐의자를 체포하
거나 학살 현장으로 안내하는 일, 유격대의 생활을 보조하는 일, 기타 유격대의 행정 보조하는 일을
했다.
당시 교동의 청소년들에게 소년단원으로 선발된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유격대의 손발로서 악행의 심부름꾼이라는 오명과 함께 반공의 서슬을 피할 수 있는 면죄부의 획득자
라는 것이다. ‘봉철’은 당시에는 소년단원으로 뽑힌 것이 자랑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안내했
던 피학살자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철식’이나 ‘영수’도 비슷하게 구술하였
다.
한편 남성 부재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다. ‘길자’의 남편은 일제 말기에는 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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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쟁에 강제 징용을 다녀왔고, 해방 후 남편은 고깃배 선원으로 한 달에 한, 두 번 씩 귀가했으며,
한국전쟁 나면서는 피난민과 특공대들에게 “밥 해 먹이는데 내가 죽을 뻔 했데니깐…”(길자 구술). 더
구체적으로 ‘영미’의 사례를 보면,
우리 할아버지(남편이 국민방위군으로) “제주도”로 갔는데 “타이거 여단”이 많아 가지고 나는 정말 고 때 지쳤
잖아요. 그런데 그냥 또 우리 (시)아버님도 “제주도”로 피난가시고, (……) 그러니깐 아이(시동생)들 데리고 우
리들은 그냥 혼자였었지.

(……) 우리 할머이(시어머니)도 어디 갔드랬는지 하이튼 나 혼자 있었어. 혼자 있었

는데, 물동을 이고서 오니껜 퍼져랗게(?) 쫓아서 오는거야, 저 “타이거여단”이. (……) 아주 그 때 당황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어채 무섭는지 아주 지금 생각을 해도 아주 무서요(영미 구술).

영미의 구술 속에는 집안에 젊은 남자는 한 명도 없고, 어린아이들인 삼촌들만 있는 상황에서 영미
와 시어머니는 논, 밭일하고 누에고치 키우며 가뭄 속에서 간신히 먹고 살았다고 한다. 소년 단원이었
던 영수에게도 유격대나 타이거여단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사람(유격대)들은 쌀을 주면서 쌀을 한말이나 한 달에 한 말을 줬나? 그리 주면서 (……) 한 집에 하나씩 맽겨서 밥
을… (……) 근데 인제 그 분들이 여기서 근무하면서 주민들을 피해를 많이 입힌 거는 나무, 불 땔 나무 뭐 이런 거를
자꾸 가져오라 그래서- 그게 줄 게 있어야지, (……) 지붕을 이렇게 해서(벗겨서) 갔다 줘야지 안 그러면 큰일나그래서 우리 동네는 그 때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나면 반장을 한 달 반장, 한 달 반장 처음에는, 한 달 반장해도 한 달
동안 너무 고생하니까 안 되겠다, 일주일 반장으로 하자. 일주일 반장이 하루 반장이 됐어요. 하루 반장. 맨날 반장
을 바꾸는 거야. (……) 그 사람들한테 매 맞고 그래요. 말 안듣는다고, 주로 '황해도' 침투 들어가는데 인원동원 안
해준다고. 인원동원 들어가서 죽고 그래. (……) 그래서 그거 안 해 온다고 그냥, 그 굉장한 피해를 줬어, 그 분들이
(영수 구술).

영수의 구술 역시 다른 교동 주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증언이다. 유격대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의식주 생활을 상당 부분을 여성들이 맡아야 했다. 1950년부터 3년간 교동은 가뭄이 들어 전반적으로
생계 난을 겪는 상황에서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한편으로는 기아와 싸우고, 또 한편으로는 낯선 남자들
과 직면해야 했다.

4. 한국전쟁 이후의 교동 사회의 변화
한국전쟁은 한반도 전체에 그렇듯이 교동에도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남겼고 치유도 되지 않은 채
미봉되었다. 21세기 들어 조금씩 탈냉전의 균열 밖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 고통은 미처 튀어나오지 못
한 채 웅크리고 있다. ‘자경’은 아직도 남동생의 죽음이 한으로 남아 있지만, 구술한 것조차도 후회할
만큼 두려움이 강하다.
교동 사회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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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리학적으로 그곳은 일제부터 해방 당시 면단위의 도서 지역에서 전쟁 후 소위 ‘민통선’ 지역
으로 변모하였다. 1997년에는 섬 주위에 25km에 달하는 해안 철책 선마저 둘러쳐져 ‘바다를 잃어버린
섬’이 되고 말았다. 어떤 교동 주민은 우리는 ‘포로수용소’에 갇혀 산다고 말한다.
반면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해안도서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기 문명적 혜택을 받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1972년 전기화 사업이다. 1969년 당시 전국 전기화율이 21%에 불과했는데, 당시 ‘전
국 농어촌 완전전화 조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교동이 우선순위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해안
초소 및 해안취약지구” 조건과 “접적(接敵) 및 수복지구”, 즉 교동은 해안초소가 있는 해안위약지구이
면서 동시에 황해도 연백이라는 이북을 접하고 있는 접적지구이었기 때문이다(한국전력공사, 1995:
100). 전기의 공급은 교동에게 또 다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지하수의 개발에 따른 천수답의 극복을
통한 교동평야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었다. 취약
둘째, 가장 심각한 변화는 인적 변화이다. 한국전쟁은 산업화 이전에 농촌사회를 해체시키고 이농시
키는 일차적 원인이 되었다(김귀옥, 2003). 교동에서 전시에 남성들이나 어린이, 노인, 여성을 포함하
여 수백 명이 죽거나 월북했거나 사라졌다. ‘종철’이 간직한 초등학교 졸업사진 속에서 그 단면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림7> 교동초등학교 졸업사진(촬영일 1950년 5월 15일)

<그림7> 사진은 6·25직전이었던 1950년 5월 15일, ‘교동국민학교’ 6학년 졸업 기념사진이다. 한국
전쟁 과정에서 이 사진 속 인물, 76명 가운데 7명(어린이 6명, 여교사 1명)이 학살당했고, 2명이 월북
하였다. 또한 전쟁 직후부터 1950년대 이미 월북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익 가족들의 상당수가 이 섬을
떠났다. ‘경민’의 같은 동네 초등학교 동창생 8명 가운데 4명이 전쟁 직후 교동을 떠났다.
또한 단일한 교동 인구 구성에 이질성을 가져왔던 요소인 황해도 연백 출신이나 간혹 옹진 출신이
존재한다. 대룡리에는 ‘연백집’이라는 식당이나 피난민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교동중앙교회’도 있다.
교동에서는 전쟁 경험이 침묵되고 반공적 국가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적 관계가
재편되고, 근대적 전통의 강화가 일어난다. 즉 기독교 교회의 확대, 청년조직 및 부녀조직의 구성,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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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조직이나 동족회, 동갑계, 동창회의 활성화가 일어나며, 농촌의 노령화 현상에 발맞춰 노인회가 일
상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5. 맺음말
한반도 모든 구성원에게 그랬듯이 교동 주민에게도 1945년 8.15은 만35년 간 일제와 지역 친일파
들에게 빼앗겼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하고 독립된 민주 사회를 향한 염원의 약속으로 여겨졌다. 일제
청산 운동은 교동 출신의 반일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섬 주민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대열에 섬 주민의 80%이상이 합류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
고 지역에 반공체제가 수립됨에 따라 혁명적 열기는 잠복되었으나 1950년 6․25 전쟁 초기에 다시 회
복되었다. 즉 불충한 대로 ‘인공정치’가 시작되어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으나 우익에 대한 보복이 새
로운 갈등지점을 열어두었다. 인민군이 후퇴한 직후 수립된 교동내 우익 ‘군정정치’는 대대적인 보복과
학살의 참변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전쟁 당시 교동의 학살이나 갈등은 표면적으로 보면 섬주민 대 낯선 사람이라는 대립 축을 중
심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민 내부의 갈등, 일제 친일파의 강제징용이나 강제 동
원, 소작 문제와 같은 갈등의 원인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 섬 주민 대 일부 친일파와 지주 세력과의 대
립축이 내장되어 나타났다. 또한 교동의 한국전쟁은 남성부재의 사회에서 여성과 청소년들이 치른 전
쟁이었다. 전쟁을 통해 인구와 사회구성의 해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섬의 성격자체가 바뀌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은 침묵을 강요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냉전의 시계가 작동하여 한국전쟁을 언급
한다는 것은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그것을 실체적 역사로서 말한다는 일은 생명을 거는 것
과 같은 두려운 일이다. 이것이 교동 주민들만의 일이겠는가? 아무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교동 사회
는 아래로부터 불신과 반목이 깔려 낯섦에 대한 배타성은 더욱 깊어졌다. 다만 동족 사회라는 성격에
의해 주민들의 갈등과 상처, 서로간의 반목 상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2005년 설립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착수한 집단희생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
대로 2009년 교동 주둔 유엔군 유격대(UN Partisan Forces)에 의해 부역혐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183명의 민간인이 억울하게 학살되었다고 진실규명된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진실·화해
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733-808).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의 교동 지역 연구를 통해서
도 한국전쟁과 60년 냉전의 역사가 얼마나 두터운 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공은 허위의식이 아니라
이미 내면화되고 ‘생체화’된 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립적인 언어를 구사한다
는 것은 자기검열을 요구하고 있었고, 서로를 견제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교동의 주민들 가운데에는
월북, 또는 납북한 가족들이 적지 않지만 2000년대 이산가족 상봉 신청도 몇 명 하지 않았다. 교동의
1950년대 사도 교동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고, 그와 더불어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기의 청년운동이나
활약상도 지워졌다. 교동의 역사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아픈 역사도 들여다봐야 하고, 그 아픈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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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미래 희망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 미래의 역사 속에는 2014년 7월 교동대교에 이은 교동연백간 대교가 세워지고, 그 다리들을 통해 교동이 닫힌 섬에서 분단을 잇는 열린 섬으로 나아가고,
분단의 한반도가 동아시아 허브로 바뀔 수 있으리라는 상상을 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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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섬의 현대사 속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에 대한 토론

허영란(울산대 역사문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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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구윤리 규정

한국구술사학회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구술사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구술사연구』(이하 학술지라 약함)에 기고하는
논문의 저자(이하 연구자 혹은 저자)가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의 준수서약)

한국구술사학회는 학술지의 원고 모집을 할 때 연구윤리규정을 공지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학술지에 기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되어야 한다.
1.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독창적인 연구내용을 담은 것으로,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
는 것이어야 한다.
2.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할 때에는 연구참여자(연구대상)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연구자는 구술자료의 채록, 활용 및 보급에 관한 윤리원칙(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연구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연구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하는 연구 위조 및 왜곡 행위.
2)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3)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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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구술 채록작업에 관한 윤리원칙)

1. 연구자는 구술채록의 목적과 해당 구술사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구자는 구술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야 하며, 구술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을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연구자는 구술자가 구술된 내용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거나, 조건부 혹은 익명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연구자는 구술자가 구술된 내용에 대한 모든 형태의 활용과 보급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구술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구술채록은 구술자와 사전에 동의한 내용에 따라서 수행해야 하며, 그러한 동의는 기록되어야 한다.
6. 연구자는 구술된 내용을 기록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구술채록의 상황을 포함해서 구
술채록의 준비과정과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제5조(구술자료의 활용 및 보급에 관한 윤리원칙)

1. 모든 형태의 구술된 내용은 구술자가 사용을 허락할 때까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구술된 내용의 녹취문은 가능한 한 구술자와 함께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3. 연구자는 구술된 내용을 원본대로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전시회 및 출판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 구술자료를 재현할 때에는 구술사 프로젝트의 지원기관을
밝혀야 한다.
5. 구술자료의 이용자는 구술자료의 생산자(구술자와 연구자)를 밝혀야 한다.

제6조 (연구업적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를 직접 행하거나 연구에 실질적인 공헌을 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의 공동저
자로 참여해야 하며, 공동저자의 표기는 해당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
다.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논문의 공동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혹은 적절한 방식
의 감사의 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위원 2명, 편집위원 2명, 그리고 회장과 총무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학계의 원로 중에 위촉한다. 간사는 편집간사가 겸직한다.

2017 한국구술사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91

제8조 (연구윤리 심의와 의결)

1.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심의ㆍ의결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동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
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ㆍ의결한다.
3.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된 회의는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4. 동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동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제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연구윤리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를 결정하며 징계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취소한다.
2. 한국구술사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제7조에서 정한 심의와 의결 및 제8조의 조치와 징계 관련 회의내용을 회의록으
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구술사학회의 이사회에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
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 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징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