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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크로노토프와 시인의 정치
: 일본군‘위안부’의 수행장을 중심으로
김명희(건국대)

1. 문제의 제기
2. 부인의 크로노토프와 시인의 정치: 사회적 기억의 형식들
3. 교과서에 재현된 군‘위안부’의 집합기억: 부인과 시인의 공존과 경합
4. 진화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재현된 공공기억: 참여 소통 공감적 시인으로
5. 토론 및 함의: 확대되는 수행장과 공공역사

1. 문제의 제기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 내의 여론은 ‘2015 합의’의 최종 해결책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형성되
지 않았고 오히려 협상 무효와 재협상을 위한 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풀뿌리
시민운동과 결합되어 전국 각지에서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정식명칭 ‘평화비’)은 일본정부
에 대한 항거의 상징물이자 글로벌 시민연대의 대명사로 부상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는
가? 돌이켜보면, 1990년대 이후 성장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곧 이와 관
련한 사회적 기억을 만들어오는 과정이었다. 어떠한 사회적 기억이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일
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둘러싼 중요한 정치적 지형이 제공되곤 했다. 이 글은 오늘날 일
본군‘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고 사회적 기억으로 형성되어 왔는지를 부
인의 크로노토프와 시인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제국의 위안부』 사태’와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과 함께
부인주의(denailism)1) 가 첨예한 사회정치적 현안이자 학문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
한 현상은 -언뜻 개별사건으로 보이는

인권침해 사건들을 가로지르는 동시대적 부인

(contemporary denial)의 구조가 존재하며, 한국판 부인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국면을
감지케 한다. 더욱이 문제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의 부인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
실규명을 저지하는 직접적 장치일 뿐 아니라, 피해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를 강화 재생산하는
2차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2) 이 지점에서 사건과 사건의 재현 사이의 간극(gap)
1) 부인주의(denialism)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이데올로기적 사조 및 담론체계를 일컫는 것으로
1980년대에 홀로코스트의 존재를 부정하는 ‘홀로코스트 부인(Holocaust denial)’에 기원을 갖고 있
다(Gleberzon, 1983). 그리고 최근 부인주의의 용법은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
가 충분한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조를 지칭하면서 공중보건과학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다. 그 개념 구축에 큰 기여를 한 호프나글(Hoofnagle) 형제에 따르면, 부인주의는 ‘수사적 논
증’의 도입을 통해 과학적 합의가 존재하는 문제를 부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접근법이
다(Diethelm & McKee, 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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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트라우마가 유지 재생산된다는 알렉산더(J. Alexander)의 문화적 트라우마 이론은 일본
군‘위안부’ 문제의 이해와 그 해결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에 따르면 문화적 층위
에서 발현되는 트라우마는, 외상적 사건에 대한 지배적인 서사를 공적 청중에게 주장하는
수행 집단(carrier groups)의 재현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3) 그의 통찰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담론화 과정에 위치한 수행장의 작동을 고려해볼 수 있다. 수행장은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다양한 의미가 마주치고 투쟁하는 관계의 망으로서, 여기엔 의미와 서사
를 창출하는 다양한 수행집단의 재현 양식이 개입한다.
유사한 견지에서 나는 『제국의 위안부』를 ‘학술연구’의 이름으로 생산된 문화적 부인
(cultural denial)의 한 형태로 일별한 바 있다. 국가 가해자들의 공식 부인(official denial)과
달리

통상 가해자의 지지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 문화적 부인(cultural denial)은 대중매체

의 보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종종 학술 저널이나 출판물을 통해 제시된다. 이를 통
해 부인론은 학문적 승인이라는 허울을 얻고 역사적 사실에 “‘합리적 의문’의 외양”을 만드
는데 성공해왔다.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정부의 공식 부인이나 초기 일본의 ‘위안부’ 부정
론이 보여준 포괄 부정의 형식을 취하진 않지만,4) 일본 역사수정주의 부인 담론과 주요 내
용을 공유하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 가해-피해관계 부인 , 법적 책임 및 식민지 지배
책임 부인, 나아가 군‘위안부’ 지원운동(과거청산) 부인을 새롭게 함축한 문화적 부인의 형태
로 이해된다(김명희, 2017b).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부인의 주된 공략 대상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을 비
롯한 한일 지원운동 만이 아니라 ‘평화의 소녀상’ 등 ‘위안부’를 둘러싼 여러 문화적 재현물
과 사회적 기억을 향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최근 논란이 된 ‘소녀상 아이돌화' 발
언이야 '2015 합의'의 일본정부 입장과 부합하는 것이라 그닥 새롭다 할 수 없지만, 『제국의
위안부』 제2부 제2장 “하나뿐인 ‘조선인 위안부’이야기”에서 가시화된 군'위안부'를 둘러싼
문화적 기억 흔들기는 - 소설 드라마 만화 등 - 역사적 사실관계 및 책임의 해체가 곧 사회
적 기억의 해체 작업과 긴밀히 맞물려 있음을 여실히 깨닫게 한다. 이 같은 사회적 기억 흔
들기는 재발방지를 위한 역사교육과 정신계승, 기념사업 등을 핵심 과제로 포함한 과거청산
5대 원칙에도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군‘위안부’ 폭력의 마지막 생존 증인들
을 하나 둘 떠나보내고 있는 지금,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재현5)할 것인가의 문제는
2) 일본군‘위안부’ 생존자가 지닌 복합성 외상후 스트레스(complex PTSD)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
면, 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응이나 일본정치가들의 과거사를 부인하는 망언 등이 언급될
때마다 한결같이, 격렬한 분노와 증오, 목소리와 손발의 떨림, 눈물 등을 나타내었다(민성길 외,
2004: 745).
3) 알렉산더(Alexander, 2007: 213-214)에 따르면 수행 집단(carrier groups)은 외상적 사건을 청중
의 입장에 있는 공중에게 전달하는 발화자다. 이들은 공적 영역에서 ‘의미 창출’을 하는 담론적
재능이 있다. 수행 집단은 이념적, 물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구조의 특정한 자리에
위치한 제도일 수도 있다(즉 複數의 수행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
4) 『제국의 위안부』가 제공하는 부인 담론은 일본정부의 공식 부인이나 기왕의 부정론과 그 ‘형식’
에 있어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후지오카 노브가츠를 위시로 한 초기 부정론자들이 ‘위안부’ 생존
자들의 ‘증언’ 일체를 부정하는 포괄 부정(blanket denial)의 형식을 취한다면, <제국>은 정신대문
제대책협의회 등이 발간한 피해자 증언집을 일정부분 활용하는 논증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그 주
요 논지에 있어 ‘일본군무죄론’이라 불리는 최근의 일본의 책임부정론과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군 무죄론’이라 불리는 책임부정론의 여섯 가지 주장은 정영환(2016: 45-51) 참고.
5) 재현은 항상 ‘어떤 위치에서의’ 재현이다. 그것이 개인의 의식이든, 사회적 위치든, 예술이든 사회
적 통념이든, 재현은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의 것을 재현한다. 그 위치란 다름 아닌 주체와 시각
의 위치이며, 따라서 재현은 주체를 통해 대상을 상징적으로 생산하는 행위인 것이다. 요컨대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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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의 과제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한국에서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사회적 기억의 확장
과정을 크게 부인의 크로노토프와 시인의 정치라는 흐름 속에 위치 짓고, 그 역사방법론적
함의를 살펴보겠다.

2. 부인의 크로노토프와 시인의 정치: 사회적 기억의 형식들
본디 과거청산은 사회전환기 정의의 문제이며, 부인의 문제는 “정치변화 과정의 일부로서
과거 정치적 폭력을 다루기 위한 노력들”(Leebaw, 2011)을 일컫는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중요한 쟁점을 구성한다. 그런데 이행기 정의 과정에서 부인주의(denialim)의 작동
은 단선적이라기보다 복합적이며, 정태적이라기보다 매우 역동적인 양상을 보인다. 민주화
이행 시기에 과거청산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과거청산을 옹호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가해자
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며 적극적 부인을 한다. 그리고 일정
정도 과거청산 작업이 이루어진 뒤에는 반동적 이데올로기의 발호와 함께 가해자에게 우호
적인 지지자를 제시하며 적극적 부인을 한다. 이러한 이행기 정의의 시공간적 역동성과 자
율성을 크로노토프라는 개념으로 포착해볼 수 있다(김명희, 2017b: 250).6)
여기서 크로노토프란 시간(chronos)과 공간(topos)을 합성하여 만든 바흐친의 시공간 개념
을 차용한 것으로, 시간적 전개가능성을 함축한 모티브와 매개체들을 뜻한다. 과거청산의 크
로노토프들은 작은 과거사들의 응축된 시간을 드러내면서 서로 경쟁하고 호응한다. 예컨대
1945년 이후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의 확산과 심화과정이 ‘뉘른베르크 크로노토프’라면,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과거청산은 ‘5 18 크로노토프’이다. 그러나 휴머니티에 기초
한 ‘과거청산의 크로노토프’가 어떤 오메가점에 도달하지 않는 한, 역청산 또는 ‘부인의 크로
노토프’가 어김없이 도래하고 대치할 수 있다. 한국현대사에서 해방이후 1990년대까지는 부
인의 크로노토프가 압도하였고, 그 후 20년간은 과거청산의 크로노토프가 우세하였다. 일본
군‘위안부’ 문제의 경우, 도쿄재판소는 크게 보아 청산의 크로노토프보다는 부인의 크로노토
프를 형성하였다.7) 그리고 1990년대 한국과 일본에서 ‘운동체 결성’, 피해자의 등장과 ‘증언’,
역사학에서 ‘위안부’ 제도 공창제도 ‘연구’가 삼위일체가 되어 진전된 군‘위안부’ 운동은 이에
맞서 일정한 청산의 크로노토프를 형성해왔다고 볼 수 있다.8)
은 단지 현실의 모사물이 아니라, 재현된 것을 통해 현실을 생산하는 적극적인 정치적 작용이다.
그러한 정치과정을 드러냄으로써 재현을 둘러싼 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박해광,
2004: 250, 277).
6) ‘시공간’이란 단어로 개념화되는 크로노토프(chronotope)는 러시아 문예이론가 미하일 바흐친이 소
설의 장르적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칸트 이래 근대 인식론은 시간과 공간을 각각
분리된 범주로서 현실 속 사건이 나타나는 물리적 배경으로만 다루어왔다. 그 결과 모든 사건들은
정형화된 형태로만 나타났다. 이와 달리 크로노토프 범주에서 사건은 시간과 공간의 결합체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며, 이전과는 다른 의미와 가치를 생성하며 지속되는 현장으로 자리매김된다(최진석,
2012: 43-48).
7)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도 부인의 크로노토프에서 나온 것이기에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로 상대
의 입을 봉쇄하는 데에 집중했던 것이다(이재승, 2017: 105-112).
8) 이 때 진행된 군‘위안부’ 과거청산의 내용은 연구자 및 일본정부에 의한 공문서 자료 발굴과 자료
집 간행, 시민단체에 의한 가해자 증언 목격자 증언의 청취와 출판,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의 개별 피해와 가해의 관계성 규명 등이다. 특히 중요했던 점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이
각국 운동단체의 지원으로 이름을 밝히면서 청취 조사가 진전되어 구체적이고 다양한 전시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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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역설적으로 1990년 중반 이후 제출된 일본군‘위안부’ 부인론의 등장은 1990년대
비약적으로 성장한 과거청산 크로노토프의 결과이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무
엇보다 1990년 ‘정대협’의 설립과 1991년 8월 용기 있는 생존자 김학순의 증언 이후 1992
년 1월 요시미 요시아키가 군의 관여를 증명하는 사료를 발견하여 공표함으로써 일본정부
는 ‘위안부’ 제도에 대한 군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3년 고노 담화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로부터 청산의 크로노토프와 부인의 크로노토프가 상호 충돌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인의 정치(politics of denial)와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일컫는 시
인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를 상정해볼 수 있다.9)
부인의 사회심리학 혹은 인권사회학을 개척한 스탠리 코언(S. Cohen)은, 인권침해와 인간
의 사회적 고통을 조장 악화하는 행위를 ‘부인’으로, 그것을 경감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시인’
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시인’이라는 용어는 과거에 부정했던 혐의나 의혹이 실제로는 진실
이었다고 확인해주는 공적 담론에서 흔히 사용된다. “그렇다. 우리는 과거의 부인을 공식 철
회한다. 그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아야 했던 사건이었다. 의혹이 대부분 사실
이었음을 확인하는 바이다. 우리는 조사 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다”와 같은 형식이 대표적
사례이다(코언, 2009: 509-510).
코언에 따르면 시인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10) 이를테면
부인 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인권교육이나 법적 강제력과 규범력을 동원하여 ‘부인을 범죄
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부인죄 도입은 - 서유럽 국가들이 취하고 있듯11) - 매우
요긴하고 강력한 시인 전략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전후 미 일 동맹체제를 근간으로 한 동아
시아 냉전의 국제정치적 제약과 국가보안법 레짐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다면 그 급진적 실
현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책임의 계승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법적 강제가 문제해결
의 충분조건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이 글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집단적 시인의 상징적 절차
이자 피해자-사회중심의 진실 규명 과정의 지속가능한 동력이 될 ‘알아야할 의무’와 ‘기억해
야할 의무’에 보다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같은 관심은 실제 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과정이
피해의 양상이 분명해진 것이다. ① 운동체 결성과 ‘운동’, ② 피해자의 등장과 ‘증언’, ③ 역사학에
서 ‘위안부’ 제도 공창제도 ‘연구’가 삼위일체가 되어 진전된 것이 1990년대 ‘위안부’ 문제 해결 운
동의 특징이었다(김부자, 2008: 122).
9) 이 글에서는 코언이 제안한 acknowledgement라는 용어보다 시인의 인지적 차원과 관계적 도덕적
차원을 아울러 담을 수 있는 recogni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이러한 수정은 인간의 사회행
동에서 인정이 인식에 선행하며, 중립적 파악에 앞서 공감이 선행한다는 악셀 호네트(A. Honneth)
의 "인정(recognition)의 우선성 테제"에 근거한 것이다(호네트, 2006: 39, 63). 호네트에 따르면,
인간 존재의 물화(物化)는, “그들을 앞서 인정했다는 사실을 시야에서 놓치거나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호네트, 2006: 75).
10) 코언은 타인의 고통을 시인하게 되는 메커니즘으로 크게 네 단계에 주목한다. 1) 자각 2) 도덕적
증인 3) 내부고발 4) 거짓에서 벗어난 삶이 그것이다. 1) 자각은 심리적 부인에 반대되는 정신상
태로 방어전략이나 왜곡된 현실인식을 버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직시하는 것이
다. 2) 도덕적 증언은 권력자들이 부인하고 싶어 하거나, 차라리 보지 않았더라면 하는 사건에 대
해 확고한 진실을 찾으려고 한다. 3) 내부고발은 이러한 시인행위가 나오기까지의 번민을 말한다.
4) ‘거짓 속에서 살지 않기’는 자기기만을 끝내고 여러 사람들의 경험과 합해져 사회 전체가 ‘커밍
아웃’을 하고 진실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같은 시인의 구체적 전략에는 1) 교육과 예방 2) 법적인
강제 3) 호소 4) 시인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등이 있다(코언, 2009: 516-527).
11)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법 등 일부 서유럽 국가들의 입법은 의도나 선동이 없더라도 인
권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자체를 불법시하고 있다. 반인도적 범죄의 부인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증오의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 범죄 찬양 등을 금지하고 명예를 보호할 목적으
로 제정된 일반 법규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물론 언론의 자유와 기타 시민적
자유 등의 이유로 이러한 부인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코언, 2009: 54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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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과거청산 작업이 가정하듯 “사실 → 진상규명 → 처벌과 제재 → 재발방지” 식의 단
선적이고 단계적인 수순을 밟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표1> 수요시위의 7대 요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시인의 정치의
조직적 동력이 되었던 정대협은 1992년 1월 8일 수요시위를
시작한 이래 2017년 10월 26일 현재 1306차 수요시위를 맞은
오늘까지 일본정부에게 다음의 7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① 전쟁범죄 인정 ② 진상규명 ③ 공식사죄 ④ 법적 배상 ⑤
전범자 처벌 ⑥ 역사교과서 기록 ⑦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이
그것이다.12) 이 7가지 과제 중 ‘위안부’ 문제 극복의 역사적
순서는 흥미롭게도 ⑦과 ⑥에서

또 부분적으로는 아래로부

터의 ②진상규명 성과에 근거하면서

- 앞의 과제들을 압박하

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일본
군‘위안부’ 시인의 정치를 추동한 독특한 동학(dynamics)을 이
해하기 위해, 사회적 기억에 대한 최근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적 기억 연구는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과 공공 기억(public memory)의 용
법을 구분한다. 집합기억은 개인들이 동일한 사건을 각자 기억할 때 발생한다. 캐쉬에 따르
면, 집합 기억은 “서로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의 거대한
수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Casey, 2004: 23-24). 이와 달리 공공기억은 대중들이 다른 구
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기억할 때 형성된다. 다시 말해 사회구성원들
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역사적 사건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통 관점을 합의할 때, 공공기
억이 나온다. 또 양자의 차이는 기억의 주체가 일정한 시공간의 사회적 만남에서 형성된 대
중인가, 아니면 분리된 개인들이나 고립된 소규모 집단의 대중인가의 차이에 있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공공 기억은 다양한 공적 공간들에 위치한 ‘장소들’의 셋트에 의해 형성된 기억
이라는 특징을 갖는다.13) 이를테면 기념하는 전통 자체가 공통성을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또한 연대의 모든 것이다. 참여자들 사이의 연대 , 현재 모인 이들과 과거 기억되는 이
들과의 연대, 역사적 원인들과 현재 진행 중인 동시대 사회의 신념들 사이의 연대가 그것이
다(Goodall and Christopher(eds.), 2014: 4-6; 김명희, 2016a: 386-389).
필자는 일본군‘위안부’ 운동이 나름의 ‘성공’을 거둔 비결을 공공기억 -나아가 수행장 - 의
확장과정에서 찾고 있다. 무엇보다 1992년 정부의 공식 사과와 만행에 대한 역사교육 실시
등을 요구하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수요시위는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기념14)과 기억,

12)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womenandwar.net/contents/general/general.asp?page_str_menu=307(2017. 10.5
접속)
13) 이런 의미의 공공성은 테일러(C. Taylor)의 표현을 빌리면 “바로 장소 초월적인 공통 공간, 즉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만나는 공간”이다. “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상호출현
(mutual appearance)의 공간이며, 그런 의미에서 공적인 공간(public space)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테일러, 2010: 162).
14) 기억장르에서 ‘기념’이라는 형식은 단지 일회성 사건에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지속적인 특징을 내
포한다. 특정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의 시간성에서 중요한 특징은 기념의 주기성이다. 주기성
은 기념이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방식을 부분적으로 규정한다. 결국 과거란 기념의 대상이 되는
역사일 뿐 아니라 잇따라 일어나는 기념의 축적인 동시에 강력한 기념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올릭, 2011: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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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를 통해 피해 생존자와 공적 청중 사이의 지속적인 접촉(contact)과 근접성(proximity)을
생성하는 공공기억의 발원지로 자리했다. 동시에 수요시위는 피해자-연구자/활동가 등의 군
‘위안부’ 운동 주체들이 당사자성을 체현하며 다양한 정치적 연대와 실천행위를 동심원적으
로 확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15)
<표 2> 주요 ‘수요시위’ 연표(출처: 정대협 홈페이지)
일자

회차

주요내용

1992/1/8

1차

제1차 ‘수요시위’

1992/12/2

47차

‘정신대할머니생활기금모금국민운동본부’ 발족식

1995/5/3

163차

일본정부 측의 민간기금 반대 시위

1996/1/17

200차

UN 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즉각 수용 촉구

1996/5/29

218차

일본 하시모토 총리에게 ‘아시아여성기금’ 반대서한 전달

1999/3/17

353차

일본 오부치 총리 방한에 맞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규탄

2000/9~12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성공 기원 전국 릴레이 수요 시위

2001/3/14

451차

‘일본역사교과서개악저지’를 위한 인간띠 잇기

2001/12/26

490차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최종판결 보고회

2003/4/16

554차

2003/12/3

586차

이라크 파병 반대 집회

2005/8/31

672차

‘한일협정’ 문서 공개관련 ‘위안부’ 문제 법적배상청구 촉구

2006/3/15

700차

8개국 14대 도시에서 연대 집회

2006/8/9

721차

국제 엠네스티와 세계연대의 날 기념시위(27개 지부 동시집회 개최)

2007/1/24

745차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을 위한 켐페인 발대식

2007/8/15

774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공동행동주간 연대집회

2008/3/5

803차

세계여성의 날 기념 세계연대집회(7개국 11개 도시)

2011/9/7

986차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른 한국 정부의 태도 촉구

2011/12/14

1000차

‘수요시위’ 장소를 ‘평화로’로 명명, ‘평화의 소녀상’ 제막

2013/8/14

1087차

'제1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김학순의 날) 기념 수요집회

2016/1/6

1212차

‘수요시위’ 24주년, ‘한 일 위안부 합의’ 비판

2016/7/27

1242차

‘위안부 합의’ 전면폐기 촉구 및 ‘화해 치유재단’ 출범 반대 집회

한국 양대 노총 주관, “일본군성노예-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
제심포지엄”에 참석한 국제노동기구(ILO) 관계자들 수요시위 참가

아래에서 검토할 ‘교과서’와 ‘평화비’의 사례도 정기적인 수요시위를 통한 ‘저항의 공간적
실천(정희선, 2013)’과 ‘장소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5) 처음부터 군‘위안부’ 지원운동과 함께했던 생존여성들의 발화과정에 대해서는 이나영(2016)을 참
고하라. 필자는 일본군‘위안부’운동이 열어놓은 시공간에 내재한 정치적 잠재력을 ‘탈식민 저항적
친밀권’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김명희,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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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서에 재현된 군‘위안부’의 집합기억: 부인과 시인의 공존과 경합
먼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역사교과서를 통해 국가의 공식 기억에 편입되는 과정을 간략
히 살펴보자. 어떤 사회이든 교과서는 해당 공동체가 추구하는 집합적 정체성을 담고 있다.
이를테면 무엇을 기억할 것인지를 가리키는 ‘기억 가치’, 어떻게 왜 기억할 것인가를 가리키
는 ‘인식 가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역사교과서다. 국정교과서 제도에
선 국가가 그것을 결정한다면, 검인정 교과서는 사회적으로 합의한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되
구체화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고 있다.16) 국정교과서 체제에서 통상 역사교과서는 국가
(nation-state) 단위의 집합기억으로 구성되는 바, 국가를 중심으로 통일된 공식적인 역사서
술은 다양한 주체들의 기억을 누락 배제할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은 국가중심으로 짜여진 근
대 역사학의 한계에 내장된 것이기도 하다. 근대 역사학은 “국민을 위한 역사교육이라는 안
정된 제도적 기반”의 지원을 받으며, 국가주의에 뿌리를 둔 역사교과서 담론을 생산해왔다
(김유경, 2002).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의 집합기억은 국가내의 역사담론 뿐 아니라 국가 간의 역사
적 경험과 관련된 역사담론의 지배 질서에 따라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은 기존 역사관을 “가학 역사관, 반일 역사관, 암혹
역사관”(니지오 칸지 후지오카 노부카즈, 2001: 13)이라고 말하며 역사수정 프로젝트를 추구
해왔다. 이들은 전후 일본이 자의 및 타의에 의해 ‘억제’하고자 했던 황민의 집합기억에 대
한 복원을 기도했고, 그럼으로써 식민지배의 피해자였던 주변국의 집합기억을 ‘억제’하려 했
다. 결국 역사의 과학성이나 보편성을 부정하고 국익 중심의 역사서술을 꾀했던 새역모의
역사수정 프로젝트는 2001년도 역사를 둘러싼 국내외적 분쟁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17)
(이동후, 2003: 82-85). 이에 대항해 일본 각지에서 ‘새역모’ 교과서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운
동이 전개됨으로써, 대부분의 지구에서 그 채택이 저지되었다. 그리고 이 반대운동에는 전국
적 시민조직인 ‘어린이과 교과서 전국 네트 21’이 큰 역할을 했다. 반대운동의 특징을 살펴
보면 지식인과 노동조합운동, 시민운동과의 전국적인 연대가 실현되었다는 점, 배외주의적
내셔널리즘에 반대하는 운동에서 일본과 한국의 국경을 초월한 연대가 활발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새역모’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파 정치세력이 정권 중심
부에 들어가면서 역사교과서에 ‘위안부’ 기술은 줄어들게 되었고, 2006년 즈음엔 모든 중학

16) 반면 자유발행제는 그러한 전반을 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실질적인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둘러싸고 이러저러한 제약이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합의 가능한 공통분모를 제시하되 가능한 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
택한 것이 검인적 교과서 제도였다(허영란, 2017: 135-136).
17)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은 2001년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해방 이후 세 번의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이 일어났다. 첫 번째 파동은 1955년에서 1956년 일본 우익이 교과서에 서술된 침략이라는
역사기술을 문제삼으며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문부성은 교과서 검정을 강화시키고 역사서술의
방향과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조사관 제도를 만들면서 일본의 가해사실을 숨기는 교과서 재편이
이루어진다. 1982년 일어난 두 번째 역사교과서 왜곡파동은 정부의 검정제도하에 일본 역사교과서
가 침략을 진출로, 출병을 파견으로, 수탈을 양도로, 전제를 통치로, 3 1 운동을 데모와 폭동으로,
8 15 해방을 일본의 지배권 상실로 표현이 바뀌면서 일어났다. 주변국들의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일
본정부는 곧 “인근 아시아제국과의 관계에 관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에는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근린제국조항을 검정기준에 추가함으로써 교과서 파
동을 일단락지었다. 세 번째 파동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일본 우익단체가 만
든 중학교 교과서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를 ‘왜곡’한 다른 역사교과서가 문부성 검정을 신
청하면서 일어났다(이동후, 2003: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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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역사교과서 본문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다카하시 편, 2009: 120-121; 김부자, 2017:
302-303). 그럼으로써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일본의 공식 기억에서 일본군‘위안부’의 존재는
계속 부정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역사교과서는 군‘위안부’의 존재를 어떻게 재현해 왔을까? 한국의 경우 ‘교
과서’라는 공적 역사서술에서 군‘위안부’ 문제가 최초로 거론된 것은 제2차 교육과정 시기다.
1963년 2월 제2차 교육과정이 공포된 이후 1968년 이원순이 집필한 고등학교 『국사』에는
“여자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처녀까지 공장과 전선으로 끌어냈다”(이원순, 1968: 231)는 기술
이 있지만, 지금의 ‘위안부’ 피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1978년 교과
서 제도를 국정 검정 인정에서 1종 2종 인정으로 바꾸었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
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과 징병에 대한 언급과 함께
젊은 여성들의 강제 동원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 시설과 전선에 동원된 젊은 여성들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으며, ‘위안부’에 대한 공
식 언급도 나와 있지 않다.18) 이처럼 ‘민족’을 단위로 한 한국 역사교과서의 서사구조에서
‘위안부’의 존재나 그 피해의 기억은 오랜 시간 ‘억압’되고 ‘배제’되었다. 이 점에서 한국정부
는 일본군‘위안부’ 부인의 크로노토프를 재생산하는 공모자이자 방관자의 역할을 오랜 시간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공모는 다시 피해 생존 여성들의 기억을 억압하
고 ‘침묵’을 재생산하는데 일조해왔다(심영희, 2000; 양현아, 2006 참고).
한국 국사교과서가 ‘위안부’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고시된 제7차 교
육과정 이후이다(이 때 국사교과서의 부분 검인정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앞서 말했듯 아래
로부터 전개된 일본군‘위안부’ 운동과 시인의 정치의 성취를 반영한 것이었다. 특히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이후 2001년 여성부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위안부에 대
한 강제 동원과 성적 학대에 대한 기술을 강화하고 군‘위안부’ 피해자의 수기를 싣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고교 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항에 대한 수정안’을 교육부에 제
출했다. 이 수정안은 현재 고교 국사교과서의 ‘여자들까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일본
군의 위안부로 희생되기도 하였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일본군 위안부가 돼 비인간적인 성적
학대를 당했다’로 보강하는 것으로 돼 있다.19)
그리고 검인정체제로 개편한 2007 개정 교육과정20)에 기원을 둔 오늘날의 <중학교 역사
18) “그 후, 미국, 영국에 대하여 태평양 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물자와 인력이 크게 달리게 되었다.
이에 그들은 우리 청장년을 징용하여 강제로 일본에 끌어다 각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고, 마침
내는 학도 지원병제와 징병제를 실시하여 우리 학생과 청년들을 전선으로 끌어갔으며, 심지어는 젊
은 여자들까지도 산업 시실과 전선으로 강제로 끌어갔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강제로 일제에 끌려
가 아시아 각지에서 억울하게 죽어 갔고, 중노동에 허덕인 젊은이가 수백만이었다”(문교부, 1979:
263-264).
다음은 제4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사 교과서 하권의 2번째 대단원인 ‘일제 침략과 독립투쟁’ 부분
의 서술이다. “이어서, 태평양 전쟁 중에 일제는 물자와 인력이 크게 달리게 되자, 우리 청 장년을 강
제로 징용하여 공장에서 노동을 시켰고, 마침내는 학도 지원병제와 징병제를 실시하여 우리 청년 학
생들을 전선으로 끌어갔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자들까지도 침략 전쟁의 희생물로 만들었다.
이처럼 일제는, 우리의 물자뿐만 아니라 인력까지도 그들의 침략 전쟁에 강제로 동원했다”(문교부,
1982: 122). 이상은 박재원(2016: 49-52)에서 재인용.
19) <동아일보> 2001년 7월 12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074506
20) 2007 개정 교육과정은 2007년 2월과 2010년 5월 사이에 이루어진 네 차례의 개정을 총칭한다.
2007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주변국과의 과거사 갈등 분위기에 편승한 역사교육
의 강화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 8월 발표되어 세 차례의 개정을 거친 교육과정을
총칭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몇 가지 변화를 제외하고 내용구성에 있어 2007 교육과정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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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서는 제3장 “전시 동원체제와 무장 독립 투쟁”에 관한 장에서 ‘위안부’ 서술을
0.5~1페이지 가량 싣고 있다(금성; 2013; 동아, 2013; 미래엔, 2013; 좋은 책 신사고; 2013;
비상교육; 2013).
일제는 중 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군이 주둔한 지역에 군대 위안소를 설치하고, 점령
지의 수많은 젊은 여성을 강제로 연행하여 일본군의 성 노예 역할을 강요하였다. 일제시대에 ‘일본군 위
안부’로 끌려간 여성은 2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의 삶은 광복 이후 오랫동안 역사의 그늘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
니들이 공개 증언을 하면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는 1992년부터 매
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시위’를 열어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
나 일본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모집한 일이 없다며 아직까지 공식 사과나 배상을 거부
하고 있다(<중학교 역사2>(미래엔), 2013: 63).

동아시아 공동 역사교재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에도, ‘교학사 교과서’를 제
외한 금성출판사, 미래엔, 비상교육의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의 이름으로 동원된 성노예의 역사를 간략하게
나마 싣고 있다. 교과서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과 나눔의 집, 수요 집회, 평화비, ‘위안
부’ 할머니의 증언이나 그림엽서 등을 함께 싣고 있으며
일본 역사교과서의 역사 왜곡과 부인 행위를 사실적으
로 기술하고 있다.21) 특히 민간 차원의 교과서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최초의 한중일 공동 역사교재인 <미래를
여는 역사>(한겨레출판, 2005),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

시아근현대사>(휴머니타스, 2012)는 물론 2007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과 선택과목으로
개설된 <동아시아사>는 VI단원 “오늘날의 동아시아”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 관련 파트
에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역사갈등의 국면을 여러 시각적인 사진자료와 함께 기술하고 있
다(천재엔 , 2014: 244; 비상교육, 2014: 248-249).22)
특히 <중학교 역사>나 <고등학교 한국사>의 서사구조가 ‘피해자’(일본군’위안부’ 할머니
들)의 고통과 ‘가해자’인 일본정부의 역사왜곡/부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머무는 반면 , 고
등학교 사회과 선택과목인 <동아시아사>의 경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대”나
“역사 인식 공유를 위한 역사 대화”의 사례로서 한 일 공동 역사 교재 집필이 제시되어 있
다. 또한 일본정부의 입장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시민사회 내부의 노력들을
“긍정적인 움직임들”, 혹은 “국경을 넘어선 연대”의 사례로(비상교육, 2014: 249-252; 천재교
육, 2014; 246) 함께 기술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

게 달라진 것은 없다.
21) 다음은 토막박스에 증언과 함께 실려있는 ‘위안부’ 관련 기술의 사례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일제의 앞잪이가 되어 권세를 누릴 때, 수많은 식민지 조선인은 침략 전쟁의 소모품으로 내몰렸다.
특히 징용, 징병 등으로 끌려간 젊은이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성 노예 생활을 강요받은 젊은
엿어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들은 정당한 배상조차 받지 못했
다. 지금까지도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등학교 한국
사>, 미래엔, 2014: 253).
22) 2014년 판 교학사 <동아시아사>의 229쪽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왜곡과 사과”라는 말
로 지나치듯 짧게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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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한국 역사 교과서에 재현된 일본군‘위안부’의 기억은 군‘위안부’ 운동의 실천
적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면서 - 비록 역사적 사실의 인지 수준일지라도 - 국가 중심의 집합
기억에서 사회 중심의 기억으로 조금씩 변화해 왔다. 물론 이 또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보여주듯 집권세력의 입장에 따라 큰 부침과 위기를 겪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같은
공식 기억의 변화에는 한국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에서 시민으로” 점차 이동해온 교육
과정 및 교과서체제의 제도적 변화가 함께 작용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23)

4. 진화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재현된 군‘위안부’의 공공기억:
참여 소통 공감적 시인으로
나는 ‘2015 합의’ 이후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한국의 젊은 세대가 스스로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운동의 적극적 주체로 나선 것은 이러한 역사교육 및 교과서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
다고 생각한다. 실제 ‘평화비’ 세대(generation)인 고등학생들은 전국 100개 학교에 ‘작은 소
녀상 건립운동’을 시작하여, 2017년 6월 19일, 100교 학교가 참여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물
론 지역을 단위로 한 풀뿌리 시민단체의 성장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풀뿌리
시민참여 속에서 2015 한일 ‘합의’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평화의 소녀상’은 2017년 10월
현재 한국 내에만 80여개, 해외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독일, 홍콩 등지에 세워졌
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사회적 기억의 성숙 과정과 질적 도약을 보여주
는 명백한 지점이다.
‘평화의 소녀상’에 재현된 군‘위안부’의 기억에서 다음과 같은 공공기억의 역사방법론적 함
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이 기념비는 시민들의 모금과 참여, 무엇보다 예술가들이 제공
하는 적절한 ‘서사(narrative)’와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추모와 저항운동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정착해갔다는 점에서, 이전에 국가가 주도한 동상 기념비와 확연히 달랐다. 주목할
점은 이 재현 서사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삶이 청중들에게 비로소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형상을 갖고 인지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평화비’는 크게 ‘소녀상’, ‘빈 의자’, ‘바닥그림자’로 구성되어 있다. 말하자면 ‘평화비’엔 단
지 ‘소녀’ 모습만이 아니라 ‘위안부’가 된 여성의 삶과 ‘위안부’ 문제 해결의 과정이 오롯이
표현되어 있다. ‘평화비’ 제작자인 김서경 김운성 부부에 따르면, 이 비의 그림자에 있는 그
림은 수요시위에 다닌 할머니 모습이다. 그리고 그 그림의 가슴 부분에 앉는 하얀 나비, 그
리고 소녀 옆 빈 의자는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가 지금도 여기에 있다는 추모의 의미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소녀였던) 당시 평소에 입던 것”이기에 한복을 입혔다. 보다 세밀한 부
분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도 담겨 있다. 맨발은 험난했던 할머니들의 인생을, 조금 뜬 발뒤꿈
치는 귀환할 수 없었던 사람이나 피해를 말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을, 깔쭉깔쭉 잘라진
머리는 강제로 잘린 것임을, 즉 본인의 의지에 반해 타국에 끌려갔던 상황을, 무릎 위에 부
르쥔 주먹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물론 이 상(像)은 일본정부만이
23) 김영석(2013)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서 시민으로” 이동해온 한국 교육과정의 기원을
제6차 교육과정에서 찾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은 권위주의적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민주화 시대
의 교육과정을 지향한 전환기의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와 시민’의 구상, 국사의 사회
과 편입, 국민윤리의 성격변화 등 다양한 개혁이 시도되었고, 특히 민주 사회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시민을 강조한 것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현대 교육의 목표를 회복하고자 하는 상징적 조치였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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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본대사관앞 평화비(소녀상)

아니라

한국 사회를 향한 비판도 담고

있다(김부자,

2017: 281-282).
또한 이 상은 사회적 소통 과정을 거쳐 예술적 소통을
매개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사회예술(social art)의 면모
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작가부부가 쓴『빈 의자에
새긴 약속: 평화의 소녀상 작가노트』(2016)에도 서술된다.
어쩌면 작은 비석은 물론 어떤 것이라도 세우는 게 어
려울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비석도 좋지만, 우리는 조각
을 주로 하는 사람이니 비석을 포함해 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 공감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작업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단 하루를 세워 놓고
나서 철거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의미심장한 조형물로 제작해 보면 어떨까요?(김서경 김
운성, 2016: 19).
작가들에 따르면, ‘평화의 소녀상’엔 다음과 같은 12가지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다.
<표2> ‘평화의 소녀상’의 주요 상징과 의미(김서경 김운성, 2016 참고)
상징물

주요 의미

소녀

‘위안부’ 피해자들 중 13-8세 연령대의 미성년자가 동원되었다는 사실적 표현

한복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

머리카락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끊긴 인연을 상징
소녀상 어깨에 걸터앉은 새는 평화의 상징이자 이승과 저승의 영매로서 명예회복

새

을 이루지 못하고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정부의 사과를 받기 위해 노
력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 생존자와의 연결을 의미

뒤꿈치
할머니그림자
나비

빈 의자

두 주먹
얼굴
평화비 글씨
일본대사관과
소녀상

땅에 닿지 못한 발의 뒤꿈치는 사회의 편견과 무책임한 정부의 영향 속에서 아픔
의 세월 속에 불안하게 떠돌았던 할머니들의 삶을 의미
소녀들이 할머니가 되기까지 걸어온 시간 동안의 아픔을 표현
할머니 그림자 속의 나비는 환생을 상징하며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를 표현
소녀상 옆 빈 의자는 세상을 떠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앉아있던 자리이며, 우
리가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함께 앉아야할 자리를 의미. 추모의 연대를
다짐하는 참여의 공간
다소곳이 소녀의 무릎에 놓여있는 꼭 쥔 두 주먹은 다시는 전쟁으로 인해 여성과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표현
준엄하고, 분노와 증오를 초월한 얼굴은 반드시 사과와 반성을 받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표현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의 친필로 새겨져있으며 ‘수요시위’의 1000회차를 기념하
고 그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음
‘일본 대사관 앞’이라는 장소는 소녀상의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 담담하게
앉아 일본을 마주하고 응시하는 소녀상은 일본정부의 책임과 관계를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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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작자의 의도를 떠나 ‘평화의 소녀상’엔 보는 사람이 저마다 갖고 있는 ‘위안부’관이
투영되어 혐오, 비판, 공감 등 여러 감정을 일으키고 있다. 먼저 ‘혐오’라는 측면에 주목한
김부자(2017)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인(남성)의 감정반응에 주목해 가해자의 자기방
어반응과 감정적 내셔널리즘이 표출되는 메커니즘을 정치하게 분석한 바 있다.24) 다음으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비판자들의 ‘비판’이 존재한다. “위안부=‘소녀’상”의 표상에 혹여 순
결주의 또는 ‘정조관’이라는 젠더 프레임이 투영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우에노,
2014). 이를테면 ‘소녀’가 가지는 순수/순결 이미지는 여성의 정조를 기준으로 이분화하는
차별적 시선 위에 성립된 것이기에, 여성폭력과 성의 상품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소녀는 효과적인 출발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최은주, 2016).
이러한 비판은 ‘위안부’의 재현을 둘러싼 공론의 장에서 마땅히 경청할 수 있는 지적이다.
실제 평화비를 대하는 일본정부나 한국내 일부 남성들의 시선에서 ‘소녀’라는 이미지를 일면
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젠더 프레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비판은 자칫
‘현재’의 시점에서 소녀상을 둘러싼 담론/이미지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측면에만 집중해 ‘과
거’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인지에 기초해 군‘위안부’의 사회적 의미와 ‘공감’을 생성해가는
저변의 사회적 동력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현상적인 비판이 아닌가 싶다.25)
둘째, 이 점은 ‘평화의 소녀상’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토론과 소통, 참여와 공감의 공
간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아래 사진은 2017년 8월 15일 서울 금천구에 세
금천 ‘평화의 소녀상’(2017)

워진 ‘금천 평화의 소녀상’이다. ‘금천 평화의 소녀상’은 왼손에
번데기를 오른손에는 나비를 날리며 서있는 소녀의 모습을 담고
있다. 건립추진위원회와 작가가 함께 고민하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 완성하게 된 이 소녀상은 배철호 작가에 따르면, “소녀의
왼손에 들고 있는 번데기는 나비가 되기 이전의 과거, 상처받은
과거의 영혼을 의미한다. 오른손에 들고 있는 나비는 미래를 의
미, 소녀가 나비를 날리면서 과거의 상처를 날려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게 되며 무엇보다 자 신의 힘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의미를 담았다”.26) 이 상의 ‘소녀’는 앉아있는 소녀(상)에 비해
훨씬 더 역동적으로 표상된다. 그리고 - 단지 ‘피해자’로 환원되
지 않는 - 문제해결의 적극적 ‘주체’로 나섰던 할머니들의 역사

24) 김부자(2017)는 일본정부와 언론이 ‘소녀상’을 반대하는 이유를 첫째, ‘위안부’ 표상의 공공성, 둘
째, ‘위안부’가 ‘소녀상’이라는 신체감각, 셋째, 치욕 의식, 피해자 의식, 자기방어 반응과 같이 세
차원에서 나타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감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25) 제프리 올릭은 이것을 ‘현재주의’의 오류로 지적한 바 있다. 기억된 과거와 구성된 현재 사이의
관계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구속과 재협상의 관계이지, 과거가 현재에서 순수하게 전략적으로 만들
어지거나 현재가 과거의 획일적 유산에 붙들려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구성하며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의 의미가 없어지는 관계이다(올릭, 2011:
97). 달리 말해 조선인 ‘위안부’에 미성년자가 많았다는 사실은 ‘재현’ 이전의 역사적 사실관계의
문제다. 이 점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다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배후에 자리한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의 구조적 폭력(민족차별·계급차별·성차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김부자(2017)의 지적이다.
이 같은 관점에선 여성폭력 혹은 여성인권문제와 제국주의/식민지배의 폭력과 그 해결의 문제는
제로섬 관계에 있지 않다. 유사한 관점에서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사건 또는 사실관계의 실재성을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 또는 ‘이야기’의 문제로 환원하는 우에노, 박유하의 인식적 오류
(epistemic fallacy) - 이는 역사적 사실의 존재론적 차원과 인식론적 차원을 융합해버리는 인식론
적 오류를 지칭한다 - 에 대한 비판으론 김명희(2017: 260-261)을 참고하라.
26) 아시아경제, 2017년 8월 11일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81108130451223

- 14 -

를 담고 있다.
요컨대 ‘평화의 소녀상’은 설치하는 사람들 각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의해 점차 다양화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 8월 14일 광주 5곳에서 민간단체에 의해 한날 동시에 소녀
상 5개가 세워졌다. 각 소녀상은 각각 다른 작가들이 제작한 것이다.
‘세계 위안부의 날’에 광주에 세워진 다섯 곳의 ‘평화의 소녀상’(2017)

이중 세 번째 소녀상은 광주 ‘남구’에 세워진 것으로 생존자 이옥선(92) 할머니의 열여섯
살 시절의 모습과 현재 모습을 나란히 배치했다. 이 상을 제작한 이이남 작가에 따르면, 이
소녀상은 소녀와 할머니가 한 장소에 있으면서 과거와 현재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
를 담고 있다. 어깨 위에 얹은 손은 아픔을 공감하고 기억을 치유하는 내면의 손길이며, 굳
게 다문 입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역사 현실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북구’ 소녀
상은 당찬 모습이 특징이다. 최재덕 작가에 따르면, 이 소녀상은 일어서서 손을 뻗어 앞으로
나가는 강인한 모습을, 손끝에 놓인 새는 희망을 상징한다. 뒤로 뻗은 손은 나란히 선 시민
들이 잡고 함께 같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즉 점차 다양화되고 있
는 ‘평화의 소녀상’에는 이제 ‘생존자들’의 삶과 호소만이 아니라 이것에 투영된 - 기념비 건
립에 힘을 모은 - ‘시민들’의 바람과 약속을 담아가고 있다.27)
셋째, 역사적 사실의 기록과 교육이라는

진화하는 소녀상

형식을 취하는 교과서와 비교할 때 ‘평화
비’는 분명 청중과 피해자의 접촉-근접성
(proximity)을 확장하면서 세 차원의 시인
(recognition)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지적 시인’,
피해생존자의 존재와 고통의 현재성에 대
한 대면적(interpersonal)이고 ‘공감적 시
인’, 그리고 피해자와 오늘날의 청중 자신
과

맺고

있는

관계

-또는

연루

27) 남구 소녀상을 제작한 이이남 작가는 "소녀의 손등 위에 내려앉은 나비는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희망을 상징하고 소녀상 아래로 새어 나오는 빛은 소녀상 건립에 힘을 모은 이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7년 8월 14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4/0200000000AKR20170814099900054.HTML?in
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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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 에 대한 ‘책임의 시인’이 그것이다.
‘소녀, 소녀를 만나다’: 광주 동구 평화상(2017)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학자인 테사 모리스스즈키는 과거에 대한 이해가 지적인 사안을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녀는 역사적 지
식을 창출하고 전달하는 매체의 변화에 주목
하여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를 이해하
고 그 의미를 창조하는데 미치는 다양한 영향
을 검토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 대한
태도는 역사적인 것에서 기억되는 것, 기억되
는 것에서 기념적인 것으로 이행해 왔다. 그
리고 과거와 만나는 일은 어떤 경우든 순수한
지식과 함께 감정과 상상력을 동반하는 과정

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역사의 해석적인 차원과 정서적인 차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는
후자를 ‘해석으로서의 역사’와 구분하여 ‘동일화로서의 역사 ’라고 부른다(모리스-스즈키,
2006: 39-46). 달리 말해 이것은 역사적 지식을 ‘관계’로서 추구한다는 것을 뜻하며, 역사에
대한 진지함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역사에 대한 진지함은 우리 안에 있는 과거, 우리 주위를
둘러싼 과거의 존재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나 타자를 알고,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데 과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이 점에서 역사에 대한 진지
함이란 사회적 공간적 지위를 달리하는 타자의 견해와 연동하면서, 과거에 대한 자신의 이해
를 형성하고 또다시 형성하는 계속적인 대화이다. 따라서 그것은 내성(self-reflection)의 과정
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다른 공간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도 그들의 장래가 내
인생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내 역사(my history)’의 일부가 된다(모리스-스즈키, 2006:
329-335).

5. 토론 및 함의: 확대되는 수행장과 공공역사
최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평화비 전국연대’는 ‘평양 평화의 소녀상 건립사업
추진위’를 구성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의 소녀상 평양 건립을 추진한다
는 계획을 밝혔다.28) 또 북측에 보낼 ‘평화의 소녀상’ 제작을 위해 전국적인 모금 활동도 진
행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축이 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
회’는 부산 일본영사관 소녀상 옆, 그리고 창원과 제주를 비롯해 평양에도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상’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9) 이렇게 볼 때 오늘날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은 식민지
배가 남긴 역사적 트라우마와 분단문제를 ‘연결’하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내고 있
다.
정리하자면,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사회적 기억의 질적이고 규범적인 성숙 과정은 부인
의 크로노토프에 돌파구를 낼 시인의 정치를 향한 두 가지 방법론적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
28) <강원도민일보>, 2017년 6월 1일자.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56542
29) <민중의 소리>, 2017년 9월 18일자. http://www.vop.co.kr/A000012033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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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인다. 첫째, 수요시위, 역사교과서, 기념비 건립을 통해 시인의 정치가 성장하는 과정
은 과거에 대한 지식을 전승하는 수행집단의 동심원적 확대 과정을 드러내 보여준다. 처음
엔 생존자/활동가(연구자)의 몫이었던 진실의 발화 작업에 예술가를 비롯한 여러 청중들이
재현의 주체로서 참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다양한 위치(예술가, 활동가, 고등학생, 지역주민)
에 자리한 시민참여에 의해 전개된

‘평화의 소녀상’ 운동은 오늘날 역사적 지식의 생산 방

식이 변화한 것만큼이나 지식 생산의 주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일러주고 있다.30)
동시에 주목해야할 점은 이 같은 수행장의 확장을 통해 청중과 피해자 사이의 공간적 거리
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부인과 시인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함의
를 지닌다. 홀로코스트 이후의 사회학을 주창한 지그문트 바우만(Z. Bauman)은, 이것을 ‘사
회적 거리의 사회적 생산’의 문제로 포착한다. 바우만(2013)에 따르면 모든 도덕적 행위의
기초가 되는 책임성은 타자와의 근접성(proximity)로부터 발생한다. 생각보다 도덕적 금제는
멀리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적 근접성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근접성은 책임성
을 의미하며, 책임성은 곧 근접성이다. 도덕적 충동이 무화되는 것은 물리적 인지적 도덕적인
근접성이 손상될 때이다. 이는 주로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타자를 추상적인 타자로 대체하는
- 예컨대 ‘빨갱이’, ‘재일조선인’, ‘불순한 유가족’, ‘매춘부’ 등의 추상적 범주화를 통한 ‘얼굴
지우기’ -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항의하지 않는 방관자가 되는 것도 이러한 근접성이 손상될 때이다. 이 같은 사회적 분리
과정을 거쳐 추상적인 범주로서의 ‘타자’는 내가 아는 ‘타자’와 전혀 소통할 수 없게 된다.
스탠리 밀그램(S. Milgram, 2009)의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도 유사한 통찰을 제시한다. 그
에 따르면 부인(denial)의 메커니즘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및 ‘인지’ 영역과 일정한
함수관계를 맺는다. 예컨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시각적 단서들은 일정한 공감 반응을 불
러일으키고, 피해자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선 부정(denial)이라는 메커니즘은 일어나
지 않는다. 즉 고통 받는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접촉-근접성 조건에선 피해자와
청중 사이에는 경험의 통일성이 확보된다. 이러한 공간적 변화는 가해자에 저항할 새로운
동맹 관계를 형성한다(김명희, 2016b: 83-84). 이들 논의는 접촉-기억 공간의 확장을 통해
피해자-사회 중심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이로부터 부인의 사회심리를 통제할 방법론적 전략으로서 공공역사(public history)
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오늘날 대중은 직업적 역사가에 의해 생산되는 역
사 지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매체들을 통해 역사를 소비하고 정체성을 구성한다.
따라서 국가만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역사를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려면 공공역사(public
history)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그루트, 2014: 23).
공공역사(public history)는 공적 영역에서 역사를 다루는 실천을 지칭한다. 공공역사는 대
학과 학계의 전문적 학술 연구와 서술(academic history)에 대비되는 상대 개념으로서 이 개
념은 역사서술과 재현이 이루어지는 사회 영역을 근거로 생겨난 개념이다. 현대사를 둘러싼
인지와 해석 갈등을 떠나 ‘역사붐’ 후 역사는 역사학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다. 전문 역사가들
만이 역사를 서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만이 역사 재현에 나서는 것도 아니다. 사회의 공적
삶의 영역에서 전개되는 역사 지식의 생산과 전달, 소통과 소비, 활용에는 사회의 다양한 행
위자들과 집단과 기관들이 참여한다. 한 사회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문화적 기억 내지 집
30) ‘평화의 소녀상’은 예술가와 시민활동가의 협력을 상징하는 공공예술로 부상하여, 예술공론장을
형성했다(김서경 김운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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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 역사의식으로 가질지는 전문적 역사연구나 학문적 역사서술에 의해 그대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정치적 실천과 문화 영역 속에서 ‘과거의 사회적 현재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 군‘위안부’ 운동의 전개과정이 보여주듯 - 공공영역( ffentlichkeit)은 이미 역사서술
과 재현의 또 다른 장으로 열렸다(이동기, 2016: 119-124).
나아가 현대사회의 중요한 일부로 들어온 공공역사는 학문과 사회의 소통이라는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공역사는 역사에 대한 공공의 의식과 접근성을 확대하
는데 그 의의가 있다. 대학의 전문적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공역사는 학술연구의 성
과를 적극적으로 사회로 환원하거나 공적 토론의 토대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공공영역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대학의 역사가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역사서술과 재현은 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갖게 되며 이해와 소통에 수월한 풍부한 양식과 방법을 갖추게 된다. 그럼으로써 학
문과 사회, 대학과 시민사회, 전문가와 일반인들 사이에 역사를 둘러싼 토론과 논쟁은 더욱
풍성하게 전개된다. 특히 인습적인 역사서술, 즉 전문 역사 도서를 넘는 형식과 내용의 역사
재현과 활용은 대중들에게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역사 재현 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울러 역사에 대해 관심이 덜하거나 역사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을 새롭게 매혹하고 자극해 더 풍부한 공적인 역사 토론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이동
기, 2016: 135-136).31)
요컨대 역사가 역사가의 특권이 아니고 수천 명이 참여하는 과정이라면, 나아가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가 타자의 고통에 기꺼이 동참하는 공감적 청중의 확장을 통해서만 달성되
는 사회적 과정이라면,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수행장과 공공역사에 관한 비판적 개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법을 전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31) 다음 작업이 되겠지만,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박물관과 공공역사 사이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복
합적 관계도 오늘날 적합한 화두이다. 박물관은 일종의 접촉 지대(contact zone)다. 박물관은 정부
가 주도한 하향식 추모의 절차를 강화하는 관행해서 벗어나 자기 성찰의 모습으로 과거를 직면하
는 방식을 제공한다. 자세한 논의는 포르치아니(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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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在日), 고향을 기억하다
전후 다카라즈카( 塚) 재일조선인의 정주와 생활
정계향(리츠메이칸대학교 코리아연구센터)
<국문초록>
오늘날 재일조선인의 역사는 100년을 넘어서고 있다. 1970년대부터는 고국으로의 귀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재일조선인 2세를 중심으로 정주국인 일본에서 어떻
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
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카라즈카(

塚)‘ 재일조선인의 정주과정과 생활세계 분석을 통

해, 재일조선인이 기존의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
가 ‘재일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적 특징, 특수성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여기에서는
지역주민으로서의 재일조선인의 존재 양상에 주목했다. 전후 다카라즈카는 지역재건과정에서
시정촌 합병을 통해 ‘시’를 탄생시켰고, 도시계획의 수립과 실행 속에서 도시화가 진전되었고
오늘날 주택도시, 관광도시로 발전했다. 외부로부터의 유입된 새로운 인구는 농촌지역사회에
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강(講) 조직을 해체시키고, 지역의 자치회의 역할 역시 점차 변화했다.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 마을은 식민지시기의 각종 지역공사에 종사한 조선인이 집단으로 거
주하면서 만들어졌고 해방 후에도 계속 존재했다. 재일조선인들은 민단지부과 총련지부를 만
들고 민족학교를 설립했고, 재일조선인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변화에는 거리를 둔 채
재일조선인으로서 생활세계를 구축했다. 재일조선인 스스로가 자신을 지역주민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재일조선인 2세들이 고향을 기억하는 방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들은 다카라즈
카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서도, 조선에 있는 부모의 고향을 자신의 고향으로 기억하고, 다카
라즈카에 대한 애정이나 소속감이 매우 낮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다카라즈카 지역사회의 배
타성이 약화되고, 재일조선인 조직 역시 기능이 축소되고, 고향과도 심리적으로 멀어지게 되
면서 다카라즈카 지역사회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주제어 : 다카라즈카(

塚), 재일조선인, 지역주민, 고향,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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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재일조선인이 일본에 거주하게 시작한 것도 이제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누군가는
귀화하고 누군가는 특별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으로 살고 있으며 또 일반영주권을 가지고 사
는 이들도 있다. 자신을 재일조선인 혹은 재일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일본이라
는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국민이 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세금을 내고
지역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지역의 문제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일본 내 지역의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다카라즈카에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분들을 처음 만난 것은 2015년이었다.1)
그 후로도 계속 관계를 맺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동체’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재일조선인
공동체는 명확하게 확인히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다카라즈카 지역공동체와의 관계가 보
이지 않았던 것이다. 다카라즈카에 살고 있으면서도, 살고 있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재일조선인 사회가 한차례 크게 변화를 겪은 것은 1970년대이다. 이 시기는 1965년 한일
합방으로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문제로 민단·총련 사이의 대립이 극심한 때였고, 일본의 강
력한 동화촉진정책 속에서 귀화 혹은 일본인과의 혼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출생한
2세들이 청장년층으로 성장하면서 재일조선인사회의 주류를 형성한 시기이기도 했다. 2세들
은 일본사회 정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자이니치(在日)로서 일본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고, 그 결과물이 잡지나 신문, 책으로 출판되었다(金容權 1981:

飯沼二

1988: 上田正昭 2005). 그러나 이런 고민은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다카라즈카에서 재일조선인의 존재가 처음 확인된 것이 1914년이다. 지금까지 거의 100
년의 시간이 흘렀고, 3세, 4세가 태어나서 생활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정주해 왔음에
도 불구하고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했고, 일본인 사회와의
관계 맺기도 아직 서투르다. 1970년대 지식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민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대가 ‘일본’이라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닌 구체적인 ‘지역’으로 옮겨왔고,
지식인 대신에 노동하고 생활하는 보통의 조선인이 주인공이 된 것이다.
재일조선인의 지역 정착이 원활하지 못했던 원인으로는 전후 불안정했던 법적지위, 국민
국가 성장 속에서 경험한 민족차별, 각종 시민적 권리에서의 배제 등의 상황이 자주 언급된
다. 실제로도 이런 상황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외국인이었던 ‘재일조선인’은 내셔널리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지역 사회가 가진 고유의 특징에 따라서 관계 맺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재일조선인 연구에서도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후의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문헌자료
뿐만 아니라 심층인터뷰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오사카 이쿠노구(生野
)의 가족간 교류와 지역 커뮤니티의 양상을 분석한 안미정(2010)의 연구와 교토지역 재일
조선인 2세의 디아스포라의 시기별 양상과 각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한 김귀옥(2013)
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일본에서는 후쿠오카의 치쿠호(筑豊)와 오사카의 이쿠노구에서의
필드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의 권력관계와 재일조선인의 생활을 분석한 연구(原尻英樹 1989:

原尻英樹 1997)와 심층인터뷰 분석을 통해 전후 재일조선인의 공동체 해체 과정과 디아스포
라적 삶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연구(ソニア ·リゃん 2005)도 있다.
1) 2015년 국사편찬위원회의 구술자료수집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후 2016년에 한국과 일본을 2차례 오가며 인터뷰를 진행했고, 2017년에는 일본에 체류
하면서 본격적인 조사 및 구술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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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은 모두 ‘재일조선인’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
와 함께 그들이 정주했던 지역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카라즈카
시(市)를 중심으로, 전후재건 과정과 지역사회의 이슈 및 전통질서의 변화를 한 축으로 두
고, 재일조선인 마을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공동체의 변화상을 또 한
축으로 놓고, 양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살았던 다카라즈카의 일본인과 재일조선인의 관계 분석을 통해 오늘날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현실을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전후 다카라즈카의 도시재건과 재일조선인 마을의 성립
1) 다카라즈카시( 塚市)의 탄생과 지역의 이슈
다카라즈카시는 일본 효고현 남동부에 있는 시(市)로, 오사카와 고베 사이에 위치하고 있
다. 1914년 다카라즈카 가극단으로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쇼와(昭和) 시기에는 코하마
촌과 료겐촌을 묶어서 다카라즈카로 칭했다. 다카라즈카시는 해방 이후 무코군(武庫郡)의 료
겐촌(良元村)과

카와베군(川

郡) 의

코하마촌(小浜村)·나가오촌(長尾村)·니시타니촌(西谷村)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각 촌의 위치와 다카라즈카의 시역은 <그림1>과 같다.

<그림1> 다카라즈카 시역
4개 촌은 모두 농촌이었는데, 지형적 영향으로 북부의 니시타니촌과 나가오촌에는 농가수
가 많았고, 코하마촌과 료겐촌은 농촌마을이면서도 주택지 건설 및 온천장을 활용한 상업지
구가 발전했다( 塚市篇 1977: 321). 다이쇼(大正) 시기부터는 철도가 부설되고 한큐전철회사
가 본격적으로 지역 개발에 뛰어들면서 다카라즈카 대극장, 호텔, 골프장 등이 료겐촌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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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지면서 료겐촌과 코하마촌의 인구가 크게 늘었다(

塚市篇 1977: 367-368). 쇼와시기에

는 도시 정비를 위한 각종 토목공사가 실시되었고, 주택단지도 건설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온천장 인근의 여관길과 한큐 연선(沿線)의 일부 주택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농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다카라즈카에도 군수공장이 설립되었다. 1938년 무코가와
폐천부지에 동양베어링 무코가와공장이, 1941년에는 카와니시항공기 다카라즈카제작소가 설
립되었다.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난 후 일본 각지에는 연합군이 주둔했는데, 다카라즈카
에서도 골프장, 호텔, 학교 등 주요 시설을 연합군이 접수했다. 실질적인 전후 복구사업은
연합군이 접수한 시설을 다시 반환받으면서 시작되었다. 각 촌별로 도로, 철도, 공장, 주택을
보수하는 작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4개 촌 사이에는 통합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전후 다카라즈카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촌간 합병문제였다. 사실 1942년에 이미 코하마촌
과 료겐촌 사이에 합병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전쟁의 격화와 함께 지지부진한 채로 마무리
되었다. 합병이 다시 추진된 것은 1947년 4월 17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되면서부터이다. 지방
자치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각 시정촌의 행정능력 미비, 재정궁핍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
는데,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지역간 합병이었다. 일본 각지에서 합병이 추진되는 가
운데 다카라즈카에서도 합병논의가 시작되었다.
코하마촌은 호쿠세츠도시건설계획(北攝都市建設計劃)을 세우고, 1948년에 인근의 나가오
촌과 료겐촌에 합병을 제안했다. 그러나 나가오촌 내 8개의 부락에서는 호쿠세츠건설계획의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근의 이타미시(伊丹市)와의 합병을 추진했다. 나가오촌회
에서 코하마촌과의 합병을 추진하자, 여기에 반대한 주민들은 나가오청년단 (長尾靑年團)이
주최한 촌민대회에 참석해 촌회 해산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결국 나가오촌과 이타
미시와의 합병추진은 무산되었다(

塚市篇 1977: 551-556).

료겐촌은 코하마촌과 니시노미야시(西宮市) 양쪽에서 합병제안을 받았다. 코하마촌과 합병
해서 새롭게 다카라즈카시를 만들 것인가, 니시노미야시로 편입될 것인가를 놓고 이해득실
을 따졌다. 료겐촌장은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니시노미야시 편입에 무게를 실었으나, 1951년
3월 8일의 주민투표에서는 다카라즈카시 창설이 과반을 얻었다. 그러나 료겐촌장은 코하마
촌과의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서로간에 감정의 골
이 생겼다. 이에 코하마촌은 단독으로 다카라즈카정(

塚町)을 신설했고, 료겐촌장은 독단적

으로 임시의회를 소집해 니시노미야로의 편입안을 제출했다. 료겐촌에서 2차 주민투료가 실
시되었는데, 여기에서도 다카라즈카시제 창설로 결론이 났다. 이 주민투표를 계기로 결국 료
겐촌장은 의회의 불신임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났다. 1954년 4월 1일 료겐촌과 다카라즈카
정의 합병이 최종 성립되면서 다카라즈카시가 탄생했다. 이후 다카라즈카시는 니시타니촌에
합병을 제안했고, 촌내에서는 합병과 촌의 유지를 놓고 대립하다가 1955년 3월 14일 다카
라즈카시에 편입되었다. 나가오촌의 경우 이타미 합병파와 다카라즈카 합병파가 극심하게
대립하다가 효고현의 중재에 따라 1955년 4월 1일 다카라즈카로 합병하는 것으로 결정되었
다(

塚市制三十年史執筆編輯 1875: 15-29). 이로써 현재의 다카라즈카 시역이 완성되었다.

1954년 7월 다카라즈카시는 탄생했지만, 합병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자위대연습장 설치
문제가 발생했다. 전후 일본에서는 치안유지를 위해 각지에 보안대(保安隊; 자위대의 전신)
를 조직했는데, 효고현에서는 이타미시에 제3관구대(管區隊)가 배치되었다. 제 3관구대는 훈
련연습장 설치를 위해 이타미의 인근 지역이었던 나가오야마 서단지구의 토지를 비밀리에
매입했는데, 등기이전 과정에서 다카라즈카 주민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다. 연습장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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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지역은 JR다카라즈카역에서 북쪽으로 1.3km, 키요시코진(淸荒神)에서 북서쪽 0.5km, 가
장 가까운 주택지로부터는 0.6km 떨어진 곳으로, 주요관광지 및 주택지에서 가까웠다. 다카
라즈카는 시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관광도시, 주택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시내와 가까운 곳에 자위대 연습장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시의회에
서는 조사위원회를 결성해 이타미 제3관구대에 질의서를 보내고, 반대결의서를 채택했다. 다
카라즈카 지역 유력자들은 반대기성동맹(反對期成同盟)을 결성했고, 각 지역의 자치회장들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주민참여를 독려했다. 지역주민과 행정당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시민
대회도 개최되었다. 다카라즈카시와 제3관구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와중에 최종적으로
효고현의 조정을 거쳐, 1955년 8월 자위대의 훈련내용의 제한 및 지역개발참여를 조건으로
연습장은 예정대로 설치되었다(

塚市制三十年史執筆編輯 1975: 54-66).

다카라즈카시 성립 과정에서 각 촌은 여러 진통을 겪었다. 나가오촌에서 개최된 주민대회
에서는 촌회해산 요구가 터져나왔고, 료겐촌에서는 촌장이 교체되었다. 니시타니촌에서도 합
병을 놓고 주민간 갈등이 있었다. 어떤 촌과 합병하는가에 따라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
의 액수가 달라졌고, 지역의 발전 방향도 달라졌다. 같은 촌에 속해있더라도 각 마을의 위치
에 따라 합병을 원하는 지역이 달라지기도 했다. 행정당국 관계자와 주민들이 모두 이해득
실을 따지게 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파, △△파 사이의 대립이 발생했다. 나가오촌회 해
산 운동이나 료겐촌장 교체 등은 지역 주민들이 합병 과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미 촌간 합병이 완료된 이후인 1956년 봄 니시타니촌의 몇 개 마을의
주민들은 카와니시시(川西市)로의 편입을 주장하며 분시(分市)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합병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생활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위대연습장 설치 문제는 ‘다카라즈카시’의 입장에서 최초로 부딪친 지역문제였는데, 시
당국과 시의회, 지역주민들이 함께 반대운동에 참여했다. 지역의 조직으로는 유력자들로 구
성된 기성동맹과 지역단체, 자치회 등이 있었다. 기성동맹의 경우 대체 토지를 매매할 계획
을 수립할 때 시의 재정문제가 대두되자, 매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제안까지 한 것
을 보면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었을 것이다. 지역단
체는 청년단 등이었는데, 이 지역단체와 함께 주민들을 조직하는 역할을 한 것이 자치회였
다. 자치회는 전쟁 전부터 각 촌별로 조직되어 있었고 , 전쟁지원의 역할도 담당했는데, 이
때의 조직이 전후(戰後)에도 계속 활동했다.2)
전쟁이 끝나자 각 촌별로 공습으로 파괴된 도로, 주택, 공장, 공공시설 등에 대한 보수를
진행했다.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복구사업과 함께 다카라즈카의 전후 재건 사업의 하나는
촌간 합병을 통한 행정구역의 정비였고, 자위대연습장 반대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시’ 차원
의 지역적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카라즈카의 전후 재건과정에 지
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을 때,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지역의 사안과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었을까.
2)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마을과 학교설립
다카라즈카에 재일조선인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무코가와 개수공사와
2) 전후 오사카나 고베, 아마가사키 등에서는 GHQ의 명령에 따라 지역자치회가 해산되었지만, 다카라즈
카는 시 단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산명령 자체가 없었고, 자치회는 그대로 유지되었다(田中義岳
200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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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치야마(福知山) 선로공사, 고베수도 2차공사 등이 진행되면서부터이다.
무코가와는 에도시대부터 잦은 범람으로 인근 마을과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끼쳤다. 이
강 주변에 제방을 쌓고 지류를 정리해 물길을 정비하고, 폐천부지(廢川敷地)를 매립하는 것
이 공사의 주요 내용이었다. 1920~1928년까지 2차에 걸친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1차의 경
우 전체 노동력의 3분의 1을 조선인이 담당할 정도로 많은 조선인이 다카라즈카로 유입되
었다.3)
처음 이주해 온 조선인들은 산코바(三工場), 욘코바(四工場) 등으로 불리던 공사장 주변 가
건물과 함바에서 생활했다. 2차 개수공사가 끝난 후에도 많은 조선인들은 자갈 및 모래 채
취라는 새로운 생계수단을 찾아냈고,4) 가족 단위의 정주가 확대되면서 함바 외에 바라크,
함석지붕주택 거주가 증가했다. 1933년 무코가와 주변 폐천부지가 개발되면서 현 당국에서
는 무코가와 주변의 재일조선인을 인근의 이소시(伊孑志)로 집단이주시켰다.5) 이소시에 새로
만들어진 마을도 욘코바로 불리게 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재일조선인 마을로 유지되었다.
후쿠치야마 선로는 1889년에 개통되었다. 후쿠치야마선은 롯코(六甲)산맥을 관통하듯이
만들어진 철도였기 때문에, 많은 터널을 뚫어야하는 난공사였다. 개통 이후에도 1920년대
중반에 선로 인근에 새로운 터널공사가 진행되었고, 이 공사에 조선인도 참여했다.6) 이후
니시타니의 센가리 지역에서 진행된 2차 고베수도공사를 비롯해서7) 나마제(生瀨) 인근의 고
압송전선철탑공사, 호우라이(蓬萊) 협곡 일대의 사방공사 등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공사에
재일조선인이 종사했다. 이들은 공사장 근처의 임시거처에서 살다가, 공사청부업자들이 나마
제 인근에 이주공간을 정비하면서, 조선인 마을이 형성되었다(鄭鴻永 1997: 46-47).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 중 귀환하지 않고 일본에 남은 사람도 많았다. 니시타니촌에서 해
방 직후 조선인을 조사한 서류가 일부 남아 있는데, 1946년 3월 20일 촌장의 보고에 따르
면 니시타니촌 거주 조선인은 모두 30명으로 그 전원이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
나 귀환 직전 30명은 모두 귀국 거부 이유서를 촌장에게 제출했다. 그 이유는 일정이 급해
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고 소지재산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고국으로 귀환하는
조선인은 소지금 1인당 천 엔(円), 화물 50kg 등의 제한으로 인해 귀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1943년의 신문기사를 보면 다카라즈카의 조선인을 약 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8)
1956년 다카라즈카 통계서의 한국·조선인의 숫자가 1,626명이다. 절반 이상의 수가 남았던
셈인데, 전후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수가 귀환을 포기했음을
알 수 있다. 다카라즈카에 남게 된 조선인들은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야 했고, 실천적 활동이
재일조선인 조직의 결성과 민족교육의 실시였다.
1945년 12월 28일 다카라즈카 최초의 조선인단체로, 재일조선인연맹다카라즈카지부(이하
‘조련지부’)가 결성되었다. 1945년 10월에 결성된 조련중앙본부의 주요 활동 목표는 귀국동
포에 대한 원조 및 생활권의 확보였는데, 특히 민족교육에 주력했다. 조련지부 역시 다카라
3) 「‘鮮人の力’と鮮人親分表彰-武庫川改修と阪神大 道の竣工式と起工式」 『大阪 日』, 1923년 12월 10
일 ; 「阪神國道改築工事 武庫川改修工事起工式」 『神戶又新日報』, 1923년 12월 10일
4) 「武庫川埋立の土工 二百四十名を解雇」 『大阪朝日』 阪神版, 1929년 10월 17일 ; 「仕事に離れた鮮人
三百名-武庫川埋立の終了と逆 川の改修中止で」 『大阪 日』 1929년 10월 18일
5) 「武庫の琉球人全部退去す-武庫川廢川地のスラム, 良元村はまだまだ」 『神戶新聞』 , 1933년 8월 2일
6) 「ダイナマイトが暴發し四名その場で死傷-雷管を焚火で乾燥さした」 『神戶新聞』 , 1929년 3월 28일
7) 「賭博の怨恨から土方十七名暴れ む-神 水道工事の鮮人」 『大阪 日』 阪神版, 1927년 10월 11일
8) 3000명이란 숫자는 징용, 징병 등의 이유로 1940년대 이후에 다카라즈카에 이주한 조선인도 포함된
것이다(「 塚協和會 情操鍊成會」 『大阪 日』 1943년 2월 20일).

- 26 -

즈카 조선인의 귀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조선어 교육을 위해 국어강습소를 설치했다.
“조련이 결성된 후 상임위원회에서, 해방되었으니 아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족교육을 시켜
야하지 않는가 논의 되었지요. 그 때 힘으로 다카라즈카 한군데에 모일 수 없어서 나마제, 코하
마, 반카차야, 욘코바, 쿠란도 5개소로 나누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은 그 자리에서 좋다는
사람이 1명씩 나섰다지요.”9)

1946년 3월부터 5개의 국어강습소가 설립되었고, 4월에는 국어강습소의 명칭을 ‘조련다카
라즈카지부조선학원’으로 변경했다.10) 각 국어강습소의 위치는 다음의 <그림2>과 같다(

塚

朝鮮初級學校 1986: 7).

1. 나마제
2. 욘코바
3. 쿠란도
4. 코하마
5. 반카차야
6. 료겐이소시공민관

<그림2> 해방 직후 다카라즈카 국어강습소의 위치

국어강습소가 세워진 곳은 나마제, 욘코바, 쿠란도, 코하마, 반카차야, 료겐이소시공민관이
다. 이소시공민관의 경우 코하마 국어강습소가 인원확장으로 옮겨간 것이므로 실제로는 다
섯 군데이다. 국어강습소의 학생이 모두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카라즈카
조선초급학교 연혁에 따르면 코하마 국어강습소에 학생이 약 30명이 있었고, 1946년 5월에
공민관으로 옮겼을 때에는 60명(1-4학년), 교사는 3명이었다. 1947년 10월에는 학생 수가
모두 102명, 교원은 5명이었다고 한다(

塚朝鮮初級學校 1986: 5).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

었다.
나마제나 욘코바를 제외하고 전후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마을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다. 그러나 다카라즈카의 국어강습소가 결국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세
워졌음을 고려하면, 국어강습소의 위치를 통해 조선인 마을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림2>를 보면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들이 무코가와와 철도역 주변, 즉 식민지기부

9) 1986년 학교창립40주년 기념좌담회 녹취록의 일부분이다( 塚朝鮮初級學校 1986: 33).
10)
塚韓國小學校의 〈實態報告ならびに進學年度特別豫算報告〉(1958년 2월 10일)에 1946년 4월 욘코
바 국어강습소를 朝聯 塚支部朝鮮學院으로 발족시켰다는 기술이 있는데, 다른 지역의 국어강습소
역시 같은 시기에 명칭을 변경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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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공사가 진행되었던 부근을 중심으로 정착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어강습소가 운영되던 당시 다카라즈카에는 두 개의 재일조선인 조직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조련의 좌경화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욘코바 조선인들이 건청을 결성했고, 1948
년 5월에 재류민단 다카라즈카지부(이하 ‘민단지부’)로 발전시켰다. 민단지부에서는 욘코바
국어강습소의 소유권을 민단지부로 이전하고 학교의 명칭도 다카라즈카 한국소학교(이하
‘한국소학교’)로 개칭했다.11) 이에 반발한 조련 측 사람들이 각목을 들고 욘코바에 들이닥쳤
고, 민단지부에서는 학교에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대응했다. 조련에서는 학교를 빼앗겼다고
생각했고, 민단에서는 원래 중립적이던 학교가 조련 때문에 좌경화되었으므로 본래의 중립
성을 회복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渡

正

2013: 58).

학교의 운영권을 둘러싼 충돌은 결국 재판까지 이어졌다. 1948년 9월 9일부터 이타미재
판소에서 조련과 재류민단 사이에 다카라즈카학교의 분교인 욘코바 학교의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재판이 있었다는 기록이 GHQ문서에 남아 있다(渡

正

2013: 59). 이후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주민들 역시도 정확한 결과를 아는 사람
이 없었다. 다만 지역에서는 같은 동포끼리 충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고,12) 조련 측에서도 이미 국어강습소 통합을 통한 학교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10월에 부지구입에 착수했다. 이를 보면 재판을 계기로 욘코바 학교를 포기하고 새로운 학
교건립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련은 토지 및 건물 구입을 위해 농악대를 꾸려 인근의 재일조선인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금을 모았다.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인 돈이 40여만원이었다. 이 돈으로는 코하마에 방
치되어 있던 군수공장 사무실을 빌려 교사(校舍)로 삼고, 토지는 일본인 지주 나카노(中野)에
게 1평당 1엔으로 빌리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塚朝鮮初級學校 1986: 33-34). 특히 다카라즈
카의 대표적인 조선인 실업가였던 김말수(金末壽)가 일본인 지주와의 교섭에 나서면서 저렴
한 가격으로 토지를 빌리는 것이 가능했다. 1948년 10월 17일 욘코바를 제외한 나머지 지
역의 국어강습소를 통합해 코하마에 조련 다카라즈카중앙초급학원(이하 ‘조선학교’)이 설립
되었다.13) 학생수는 81명, 교원은 4명이었다. 코하마에 조선초급학교가 설립되면서 무코가와
를 사이에 두고 한국소학교와 조선학교가 서로 마주보며 대립하는 형국이 되었다.
욘코바와 나마제, 코하마의 조선인마을은 해방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식민지
기부터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 1937년 효고현 사회과에서 진행했던 사회조사를 보면 당시
다카라즈카에 정주하고 있던 조선인 가족 중 약 절반이 영주(永住)의 의사를 표시했고, 구체
적으로 기류등록도 진행했다(兵庫縣社會課 1937: 140-141). 1942년에는 료겐촌에서 조선인
촌회 의원이 2명 나오는 등 일본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일부에서는 일본의 사회 질서 속
에 편입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14) 그러나 식민지기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은 지역의
일본인과 분리되어 별개의 조직으로 관리되었다. 다카라즈카 협화회, 조선인청년단, 조선인
소방단 모두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었다.15) 다카라즈카에 거주하면서도 지역의 일

11)

塚韓國小學校 교장이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중앙총본부단장 앞으로 보낸 「實態報告ならびに進學
年度特別豫算報告」(1958.2.10) 중 학교의 연혁에 대한 기록을 참조했다.
12) 김○○(A)(1933년생), 2017년 9월 8일
13) 1955년 5월 25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결성되고 다카라즈카에도 총련지부가 만들어지면
서 1956년 4월 학교의 명칭은 다카라즈카 조선초급학교로 변경되었다.
14) 「異色の新人素描-半島同胞, 最高點で當選」 『大阪朝日』 阪神版, 1942년 5월 31일
15) 「 塚に生まれた朝鮮人 年 -立派な自治制も布いて良元村第七部組織」 『大阪每日』, 1933년 5월 6
일 ; 「半島出身者て“自警 ”結成- 塚署管 」 『大阪每日』, 1940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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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주민들과 구분된 채로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은 일본국적 보유자로 인정받았다가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일본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간주되었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는 일본국적
을 완전히 상실했다. 전후 다카라즈카에서 촌간 합병과 자위대연습장 설치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일조선인은 의견의 개진하거나 반대운동을 전개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우선 운
동의 기본조직이 되는 청년단이나 자치회에 소속되지도 못한 상태였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
에 있으면서 일본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이나 지역에 대한 소속감도 갖지 못한 상태였다. 으로
도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찾아온 ‘민족’에의 열망 속에서 재일조선인 조직 결성과 학
교설립 운동에 매진하면서 다카라즈카의 지역사안에는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여유도 없었다.

3. 다카라즈카 지역사회의 변화와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
1) 도시화의 진전과 지역사회의 변화
다카라즈카의 합병 시작 단계에서 4만 여명이었던 인구는, 합병 완료 후에 5만 5천여명이
되었고,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 역시 54년에 646명이었던 것이, 55년에는 1460명으로 증가
하면서 앞으로도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었다(

塚市制三十年史執筆編輯 1975: 73). 1954년

다카라즈카정(구 코하마촌)과 료겐촌이 합병된 후 설립된 ‘다카라즈카시건설계획’은 1955년
나가오촌과 니시타니촌이 합병된 후 다시 책정되었다. 다카라즈카의 도시발전방향은 두 가
지였다. 첫째, 다카라즈카시에는 온천거리를 비롯하여 대극장, 골프장, 한신경마장 등의 위락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 둘째, 인근에 오사카, 고베 등의 대도시가 위
치해하므로 주택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다카라즈카시건설계획’의 주요 내용은 시청사를 비롯하여 소·중학교의 교육시설, 소방시
설, 병원 등의 위생시설, 도로·교량 등의 토목시설, 수도시설 등을 건설 및 확충하는 것이었
다. 그러나 재정이 충분하지 못했으므로 결국 당장 급한 시설을 짓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
릉지가 많아 우물을 만들기 어려운 다카라즈카의 특성상 상하수도 공사도 진행되었고, 전
지역은 아니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던 코하마와 료겐촌 이소시 등의 물부족이 다소 해소되
었다. 교육시설 부족 문제도 발생했다. 1954년 12월 24일 학교 건설을 위한 재정 마련을 위
해 육우회(育友會, PTA)를 주체로 하고 전 시민이 참여하는 “다카라즈카시공립학교건설촉진
기성회”를 발족했다(

塚市制三十年史執筆編輯 1975: 78). 그래도 부족한 비용은 다카라즈카

의 건설업자들로부터 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충당했다(直宮憲一 2011:
234). 다카라즈카 시청과 신대교도 건설되었는데, 이후로는 재정문제로 긴축재정을 유지했
다.
1961년 재정상황이 회복된 이후에는 ‘신도시건설계획’을 실시하면서 다카라즈카의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이 계속 늘어서 1960~1965년의 매년 평균인구
증가율이 40%에 달했다. 인구는 상업시설과 주택단지가 있던 다카라즈카미나미구치(

口), 사카세카와(逆瀨川), 니가와(仁川), 오바야시(小林) 등에 집중되었다(

塚南

塚市篇 1977: 574).

이와 함께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학교, 도서관, 병
원 등의 제반시설이 이어졌다.
본래 농촌이었던 다카라즈카는 다카라즈카시건설계획에 따라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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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변화했고, 외부로부터 새로운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전통적 지역질서도 재편성 되었다. 전
후 농지개혁으로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부재지주가 소멸하고, 기존의 지주-소작인 관계도
해체되었다. 새로 등장한 자작농민층이 마을의 역직(役職)을 맡으면서 생활 리더층으로 성장
했다. 전통적 무라에서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신앙과 오락을 매
개로 한 마을공동의 의식(儀式)이었다. 니시타니촌 나카타니(長谷) 무라에는 가(家)를 단위로
구성된 강(講)조직이 있었다. 묘를 공유하며 공동의 제사를 준비하는 묘강(墓講)부터 농사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이세신궁(伊勢神宮)에 참배하는 이세강(伊勢講), 고야산의 절에 참배하
는 고야강(高野講), 수해나 화재로부터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신사에 참배하는 강도 있었
다.
처음에 강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는 본가·분가로 묶인 집단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점차
지역적 연대에 의한 조직으로 변화해갔다. 특히 전후에 이런 변화가 가속화되었는데 , 여러
개의 강 조직이 통합되면서 그 수도 축소되고, 행사의 내용과 절차도 간소화 된 것이다 (余

田博通 1983: 71-73). 강 조직의 변화는 본가·분가 관계의 약화, 새로운 리더층의 등장, 농가
수의 감소, 외부로부터의 이주민 증가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전통질서의 변화에 동반해 무라의 운영에 관련된 규정도 새롭게 정비되었다. 나카타니 무
라의 사람들은 경우 수리시설, 도로, 임야 등의 마을 재산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전후 지역
개발과정에서 임야의 목재를 처분해야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서 무라 재산 처분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다. ‘부락유재산에관한규정(部落有財産に就ての定め)’(1955년 1월 26일자)을 통
해 무라의 재산에 관여하는 구성원의 자격을 정했는데, 본적이 나카타니 무라이면서 거주기
간은 3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구성원은 부락협의비를 부담하고, 신행제(神幸祭) 거행, 신
사·사원의 수리, 식목· 벌채 참여, 하천도로의 개수 등 무라의 일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가지
고 있다. 만약 새로 이주한 세대가 무라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혈연관계의 증명과 같은
일정 조건을 거친 후에 책정된 회비를 부담하고, 부락민의 승인도 얻어야 했다. 이 경우에도
기간은 한시적이었고, 계속 연장을 해야 했다(

塚市篇 1977: 534-536).

무라의 전통질서가 해체되는 와중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원주민들은 외부인에게 배타적
인 규정을 새롭게 만들면서 기존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 일련의 변화는 모두 니
시타니촌 나카타니 무라의 마을운영관련 문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했다. 나가오
촌이나 료겐촌, 코하마촌의 경우 이런 문서가 발견되지 않아서 무라의 변화를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나가오촌의 경우도 농가가 많고, 료겐촌과 코하마촌도 관광지로 개발된 온천장
주변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농촌이었기 때문에 그 양상이 유사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
을 것이다.
강 조직이나 무라 규정 등은 구래(舊來)의 자치회 운영과 관련을 매족 있다. 그러나 1960
년 이후 다카라즈카 인구가 급격이 증가하면서 자치회의 마을 전체 운영으로서의 역할을 계
속 약화되어갔다. 1965년 91,000명이었던 인구는 1975년 163,000명으로 늘었고, 1985년에
는 194,000명이 되었는데, 특히 새로 개발된 주택지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민들간의 관계
는 점차 멀어졌다. 이제 자치회는 1년 단위로 7~8인의 역원(役員)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
면서 담당하고, 친목활동 관련 행사 보다는 정보교환이나 마을의 미화 등으로 활동내용도
축소되었다(田中義岳 2003: 39-40). 1985년부터는 아예 시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久隆浩 2016: 4). 1990년대 초반까지는 자치
회가 중심이 되어 시의 위탁사무를 보이코트 하거나, 파친코점 반대운동, 시민공원 매수촉진
운동 등을 전개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마을주민을 위한 일회성 행사 개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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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매우 단순화되었고 마을의 운영주체로서의 역할도 점차 줄어들었다.
다카라즈카는 주택도시로 외부로부터 인구유입이 많았고, 관광도시로 외지인인 관광객도
많이 방문했다. 그 영향인지 최근의 지역 분위기는 상당히 개방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2017년 올해 3선에 성공한 다카라즈카 시장 나카가와 토모코(中川智子)는 사회민주당 출신
으로, 보수적 색채가 옅은 편이다.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는 2008년 3월 28일 위안부 문제
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사과를 촉구하는 ‘위안부문제에서 정부의 대응을 촉
구하는 의견서(慰安婦問題で政府に

を求めた意見書)’를 의원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

다.16) 지방의회에서는 최초였고, 이후 다른 지역의 시의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계속적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2016년 6월 1일부터는 성적소수자(LGBT) 지원을 위해 동성커
플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수령증 교부를 실시하는 등 소수자 정책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고
있다.17)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도 오사카부가 조선학교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모두 중단했던
것과는 달리 다카라즈카시는 다카라즈카 조선학교 폐교 이후에도 이타미 조선학교에 진학하
는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방선거권도 없었고, 2세들
의 경우 국민연금의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등 시민으로서의 제반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부
분도 많았다.
시민단체

중에서는

‘다카라즈카의조선문제를생각하는모임(

塚の朝鮮問題を考える

)’이

현재도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다카라즈카 조선학교 폐교 이후에는 이타미조선학교
의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타지역의 조선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카라즈카 캠프를 기획
하고, 재일조선인 관련 영화 상영회, 강연회 등을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다. 외국인시민문화
교류협회에서는 국제교류센터를 운영하며 다카라즈카 정주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과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을 하고 있다. 지역에서 직접적인 헤이트스피치가 발생한 일도 없다.
그러나 ‘다카라즈카의장래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塚の

を考える市民の

)’ 같은 단체에

서는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 정책을 매우 비판하는 등 배타적인 분위기도 존재하고 있다.

2)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와 공동체의 양상
일본의 지역사회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 동안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은 어떤 생
활을 했을까. 다카라즈카에 정주하게 된 이후에 지역사회에 편입되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외
부에 존재하고 있었을까. 처음부터 일본인 사회에서 섞여서 거주한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재일조선인들은 집단거주지에서 살았다. 1960년대 욘코바 마을에서 출생하고 어린 시절을
보낸 바○○은 마을의 풍경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여기(욘코바)는 정말로 가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붕은 함석으로 만든 지붕에 돌을 놓고 만
들었지요. 날아가지 않도록. 옛날옛날 한국의 드라마를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정비되지 않은 골
목을 다녔어야 했고, 거기에 우물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는 우물이 4개가 있었어요. 그 중 3개
에는 큰 소나무가 있었어요. 우리 집 앞에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소나무가 없었어요. 거기
16) 다카라즈카 시의회는 2014년 10월 8일 출석의원 25인 중 14인의 찬성으로 이 의견서를 철회했다.
비록 의견서는 철회되었으나 2008년의 만장일치 채택이나 2014년의 9인 반대의 의미도 함께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17) 일본에서도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모두 6곳이다. 2015년 11월 東京都
谷
·世田谷 , 2016년 4월 三重
伊賀市, 2016년 6월
塚市, 那覇市, 2017년 6월 札幌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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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임장소였어요. 온돌에 불을 피워서 밥을 하거나 물을 끓이거나 그런 시대였어요. (중략) 집
과 집 사이의 골목이든지 그런 경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좁지만, 나의 땅 여기 선까지는
나의 땅이라는 주장이 강해서, 집에 대한 집착, 땅에 대한 집착이 정말로 강했어요. 그만큼 나의
집이라는 생각이 강했던 거 같아요.”18)

1960년대의 경우 도시개발이 시작되던 단계였기 때문에 다카라즈카의 어느 곳이나 낙후
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일조선인 마을은 식민지기 노동이주 단계에서 만
들어졌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열악했다. 이들이 온돌이 딸린 조선식 가옥에서 살았다. 지금
이야 욘코바의 재일조선인도 모두 일본식 가옥에서 살고 있지만, 1세들에게 집이란 조선식
으로 지어진 것이었다. 상하수도 시설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우물이 생활용수의 공급처이자
주민들의 모임 장소로서 역할을 했다. 화장실은 공동이었다. 좁은 곳에 붙어살면서 자기 땅
을 소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땅에 대한 집착이 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카라즈카 정주를 선택한 재일조선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다. 이들
이 주로 토목공사 현장의 ‘노가다(土方)’일에 종사했다.19) 특히 1955년부터 다카라즈카의 도
시개발이 시작되었고, 1960년대에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토목과 관련된 일자리는 매우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장비도 충분하지 못하고 재정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공사 자체
는 매우 중노동이었다. 재일조선인의 직업상황은 다카라즈카 한국소학교에서 문서를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다(<표1>20), <표2>21)).

<표1> 민족진영 900여명의 생활상황 (1957년 1월)
분류

인원

비율

일용노동자

100여명

11%

직업안정노동자

350여명

39%

일본정부민생보호대상자

50여명

5.5%

기타(유소년·노인)

400여명

44.5%

<표2> 다카라즈카 한국소학교 아동가정조사서 (1961년 6월)
· 부친의 직업 : 토목 7 (사장 1명을 포함), 운송업 2, 기입이 없는 경우 5 → 14명
· 모친의 직업 : 실업대책사업 8, 무직 3, 기입이 없는 경우 6 → 17명

1957년 조사에서는 취업가능한 사람 중 대부분이 일용노동자 혹은 직업안정노동자였다.
직업안정노동자 단기근무가 많아서 일용노동자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1961년 조사의 경우
18)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번호 OH_15_003_바○○_06.hwp
19) 다음은 다카라즈카시 외국인시민문화교류협회에서 주최했던 金禮坤(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2세)씨의
강연 녹취록을 일부 번역한 것이다( 塚市外國人市民文化交流協議會 1998: 36). “여기(다카라즈카)에
살고 있는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인은 많든 적든 토지가 있었지요.
옛날에 다카라즈카 사람들은 이 토지에서 자기의 밭에서 쌀을 키워서 생활했습니다. 뭐든지 키웠습니
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살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노가다 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떻든지 건설업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 塚韓國小學校, 「學校の實情 びに新年度豫算報告」 (1957.1.21)
21) 塚韓國小學校, 「兒童家庭調査書」 (1961.6.2-19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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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의 수가 적지만 부모의 직업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부친들은 대부분 토목 관련
일에 종사했는데, 운송업의 경우도 모래나 자갈을 옮기는 일로 토목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모친의 경우 실업대책사업이 많은데, 역시 단기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다카라즈카에서 만났
던 다수의 재일조선인 2세들 역시 1세들의 직업에 대해 무코가와의 자갈채취, 제방보수공
사, 도로건설공사 등 토목 관련 일에 종사했음을 이야기 했다 . 1960년대 욘코바와 나마제에
일정 숫자의 함바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을 통해서도22) 이러한 직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토목 공사나 일용직의 경우 직업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었고, 임금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 같다. 1960년 한국소학교 학생 54명의 학비부담 상황을 살펴보자.23)

<표3> 한국소학교 학생 학비부담상황(1960)
학비부담

남

여

총합

비율

불가능

15

12

27

50%

일부 부담

7

5

12

22.2%

전액 부담

6

9

15

27.8%

한국소학교의 학비는 1인당 1200엔이었고, 12회 분납이 가능했다. 전교생 중에 전액을 부
담할 수 있는 학생 비율은 27.8%에 불과했고, 3분의 2에 가까운 학생들이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1세들의 경우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
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경제력 여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2세
부터는 점차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그 때에도 사무직보다는 제조업·건설업 관련
일에 종사했다. 다카라즈카 북부에 위치한 오사카쇄석에 취업하거나, 취업 후 자본을 모은
후에 트럭을 구입해 독립적으로 운송업을 운영하기도 했다.24) 오사카나 고베 등지의 제조업
공장에 취업하거나, 여성의 경우 골프장이나 한신경마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다. 2세들이 성
인이 되면서부터는 직업의 안정성도 보다 높아졌다.
다카라즈카에서 태어난 2세들의 경우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했지만, 1세들은
아직 조선어를 사용했다. 남성들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본어를 쓰거나 일본사회와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회활동이 제한적이었던 여성들의 경우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생활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인간관계가 마을의 조선인들로 한정되었기 때
문이다. 명절 같은 전통적 풍습들도 가능하면 지키고 있었다. 한 구술자는 한국의 친척집을
방문했을 때 친척의 집이나 마을의 모습, 풍습 등이 모두 자신의 집과 유사해서 놀랐다는
경험도 이야기했다.25) 이런 마을 공동체는 1세들이 살아있을 때 까지는 꽤 강하게 유지되었
는데, 공동체의 매개공간으로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욘코바에는 한국소학교가 있었고, 나마제와 코하마에는 조선학교가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22) (함바는) 뭔가 무서운 분위기여서 저는 가까이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많이 없어요. 여기
동네의 한가운데에 두 개나 세 개 정도 있었지요. 아침, 점심, 저녁 없이 빨간 얼굴로, 아저씨들이 술
을 마시고(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번호 OH_15_003_신○○_06.hwp).
23) 塚韓國小學校, 「實態報告書」 (1960.6.4)
24) 다카라즈카에서 만난 2세들 중에는 트럭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았다. 다카라즈카에는 전쟁 전
부터 무코가와에서 자갈과 모래 채집하는 일이 있었고, 채석장에서 나온 돌은 운반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트럭운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25)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번호 OH_15_003_신○○_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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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학교이지만 교육 내용이나 구성원의 성격은 많이 달랐다. 민단과 총련 사이에 이
념적 대립이 강하던 시기에는 각 학교의 학생들도 서로 함께 놀지 않고 부모님들 사이에서
도 놀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민족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대부분의 재일조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앞서 학비부담 상황에서도 살펴봤듯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교를 보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 역시 늘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국소학교는 설립 초기부터 재정이 궁핍한 상황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효고현 내의
여러 재일조선인들, 특히 민단계열의 조선인들에게 학교 지원을 요청하는 취지서를 발송했
다.26) 취지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조선학교와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한국소학교의 열악
함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념 대립의 상황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후 한국
정부에도 재정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962년 재정문제로 한국소학교는 결
국 문을 닫게 되었다.
한국소학교 폐교 이후 그 자리에는 새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카라즈카 한국회관이 만
들어졌다. 1층에는 민단 다카라즈카지부 사무실과 강의실이 생겼고, 지하와 2층에는 행사장
및 강당이 만들어졌다. 폐교가 결정된 후에도 1층의 강의실을 활용한 한글교육은 계속 진행
했다. 한국소학교가 있을 무렵에는 운동회처럼 지역주민이 모이는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폐교 이후에 다카라즈카 한국회관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민단 사무실이 함께 있다 보니 이
곳에서 진행되는 강연회나 관련 행사는 지역 재일조선인의 요구보다는 한국 정부와의 정치
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학교가 폐교되면서 욘코바의 아이들은 소학교
단계에서 일본사회와 접촉하게 되었고, 재일조선인 학부모 사이를 매개하던 관계도 점차 약
화되었다. 이런 변화는 욘코바 재일조선인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욘코바의 경우 60년대 초반까지는 마을의 제사도 있고, 어머니들 사이의 계모임도 있었
다. 마을 내에서는 일본어를 몰라도 생활하는 데에 불편이 없을 정도였고, 조선식 문화가 상
당부분 유지되기도 했다.27) 이웃들 간의 교류는 김치를 함께 담그거나 술을 마시거나 봄놀
이를 함께 즐기고, 관혼상제에서 상호부조의 협력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70년
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런 공동체 행사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민단 지부 내의 하부조
직 역시 총련지부와 비교하면 상당히 느슨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마제와 코하마의 공동체의 매개관계 역할을 한 것은 조선학교였다. 조선학교는 설립단
계에서 한국소학교보다는 재정적 상황이 나은 편이었다. 총련계 조선인의 수가 더 많기도
했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김말수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있었다. 1957년 4월 19일에는 북
한으로부터 교육보조비와 장학금도 받았다. 그러나 형편이 조금 나아졌을 뿐 학교 재정은
늘 부족한 상황이었다. 1962년부터 조선학교의 교육계회장을 맡게 된 김한근(金漢根)은 22
년 동안 생선를 팔면서 학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아버지는 고기(생선) 장사 했습니다. 전임일꾼 되면서는 고기 파는 일은 그만 두고. 매일 자전

26) 塚韓國小學校, 「學校の實情 びに新年度豫算報告」 (1957.1.21)
27) 젊을 때는 (마을제사) 많이 있었지. 젊을 때, 우리가 어릴 때, 그 때는 몇 살 쯤이었나? 20살 때쯤까
지는 있었지. 그러나 지금부터 한 50년전 쯤 까지는 있었찌. 그 할매들이, 설 때는 할매들이, 나이 많
은 할매들이 있어서 인사하러 가면 엿 같은 거 나눠주고, 그런 행사. 아니면 옛날에 시골에서 머리에
쓰고, 돌리고, 동동탁 뚜드리고. 그렇게 (농악대가) 동네 돌아다니고. 그런 것은 내 스무살쯤 까지 있
었지 싶으다. (면담자 : 왜 없어졌을까요?) 왜냐면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 대가 돌아시고
없어지고, 젊은 사람은 그래 할지도 모르고, 자연히 없어졌지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번호
OH_15_003_강○○_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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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타고 다녔어요. 매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계속 고기
팔러 다녔어요. 새벽에, 고기 사서, 자전거에 실어가지고 동포들한테 팔러 다녔습니다. 동포들한
테 다 팔아가지고 그거 다 학교에 냈습니다.”28)

다카라즈카 조선학교의 졸업생들 중 많은 사람들이 김한근을 기억하고 있었다. 새벽 시장
에서 생선을 사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생선을 판매하고, 나마제, 코하마 등의 재일조선인들
과 깊이 접촉하면서 조선학교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사람들 사이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가정의 일보다도 조선학교의 일을 우선하면서 지역 조선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
고 있었다.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기 희생이 필요했는데 , 김한근의 희
생에 대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민족교육을 지금까
지 지켜왔다는 자부심을 비추기도 했다. 조선학교는 우리 말과 글을 지킨다는 상징성을 가
진 공간으로, 재일조선인이 일본에서 살면서도 자신들이 재일조선인임을 잊지 않게 하는 곳
이었다.
다카라즈카 조선학교에서 운동회나 학예회 등이 열릴 때 마다 지역의 재일조선인들이 모
두 함께 참석했다. 『이타미조선초급학교창립70돐기념지』에는 다카라즈카 조선학교에서 진행
되었던

각종

행사의

사진이

실려

있다(伊丹朝鮮初級學校創立70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

2016: 16-19). 학교창립기념 30주년, 40주년 행사를 비롯해 8.15모임과 수학여행, 소년단 결
성 등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다카라즈카 조선학교는 2002년에 재정문제로 결국 폐교를
결정하고, 이타미 조선학교에 통합되었다. 카와니시(川西)나 산다(三田)의 조선학교는 훨씬
이전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타미 조선학교는 모두 4학교가 통합되어 있는 셈이다. 지금도
이타미 조선학교에서 행사를 하면 다카라즈카, 카와니시, 산다의 재일조선인들이 함께 모이
고 있다.
본가·분가 관계를 매개로 유지되어오던 다카라즈카의 전통적 지역질서가 점차 지역주민
상호간의 상호부조적 성격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을 때,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재일조선인
은 그런 변화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었다. 국적이 다른 외국인이었던 재일조선인은 기존 지
역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고, 사실상 그런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없었다. 1세들이 외부에서 편입된 존재들이라면 2세들은 조부모·부모 세대부터 일본에 이주
했고,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러나 2세들의 경우도 1세들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그들
이 사회로 진출하던 무렵은 일본 사회 내 차별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1세들의 의식과 다르
지 않았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
안에서 이민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이 많은 재일조선인의 하나의 존재방식이
었다. 그래서 재일조선인 조직의 정치활동에 참여했고, 민족교육과 우리학교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일본인과 다른 재일조선인, 자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역
공동체가 아니라 민족공동체, 마을공동체였다. 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면서 일본인과 접촉하고, 때로는 이웃의 일본사람과 인사를 하고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그들은 일본인이지 지역공동체의 일원은 아니었다.
그 예를 나마제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마제는 행정구역상 다카라즈카시가
아니라 니시노미야시(西宮市)에 속해 있다. 그러나 나마제에는 총련 다카라즈카지부 나마제
분회사무소가 있고, 나마제의 사람들도 자신들을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이라고 인식하고 있
다. 나마제 지역이 코하마와 위치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부터 이미 조선인들
28) 김○○(B)(1946년생), 2016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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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관계아 만들어져 있었고, 나마제의 국어강습소 역시 코하마의 조선학교로 통합되었
다. 나마제의 조선인 학생들은 코하마의 다카라즈카 조선학교를 다녔고, 그 가족들도 학교
행사에 참여했다. 이런 경향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행정구역과는 별개로 생활공동체
를 다카라즈카라고 인식한 것은 일본의 지역사회 시스템 안에 소속되는 것보다 재일조선인
공동체 안에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심리적 안정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카라즈카 지역사회가 점차 개인화되고 해체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카라즈
카의 재일조선인 사회 역시 공동체성이 점차 약화되고 일본사회로의 동화가 촉진 되는 등
변화를 겪고 있다. 이타미의 조선학교도 원활히 운영하기에는 재정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재일조선인 조직으로부터 이탈하는 사람의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오사카나 교토
에서는 젊은 재일조선인 활동가들이 등장해 문화적 영역에서 재일조선인 운동을 모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사회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
러나 그 한편으로는 다카라즈카의 시민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는 등 새로운 관계 맺기가 점차 시도되고 있다.

4. 지역주민과 재일조선인
1) 자이니치(在日), 고향을 기억하다
다카라즈카에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까. 보통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가리켜 고향이라고 한다.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에게
고향에 대해서 물어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닌 부모의 고향을 이야
기한다. 조선에서 태어나서 일본으로 건너온 1세들의 경우 고향은 매우 구체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나고 자란 2세들에게 고향은, 혹은 그들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상상
속의 공간이다. 『재일의 정신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재일조선인 2세 윤혜림의 시는 1세와
2세 사이에 존재하는 고향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윤건차 2016: 194).
“(중략)곤드레만드레가 되면 언제나처럼 흐리멍덩해지는 그 눈./여러분이 아무 말 안 해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흩날리는 눈썹과 가느다란 그 눈에 비친 것은,/소년시절 온몸에 쬐었던 조선의
태양./나에게 있어 조국은 물속의 태양./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버린다.//우리가 이다지도,/
발버둥 치며 고통스러워하는데,/여러분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평상복을 입듯 조선을 달고 다닌
다.”

1세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추억이 남아 있는 고향과 현재 생활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공간
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타국에서 생활하면서도 추억 속의 고향을 떠올리고 그리워
할 수 있다. 그러나 2세들의 사정은 다르다. 2세들은 대부분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향’을 상상 속에서 처음 만났다. 그들에게 고향은 구체적인 추억이 없는 허구의
장소이면서도, 이미 고향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자란 다카라즈카를 고향으로 여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심정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없다.
정○○는 다카라즈카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조선인 2세이다. 고등학생 때까지 다카라즈
카에서 자랐다. 도쿄의 조선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조선학교 교원으로 2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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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홋카이도의 파친코점에서도 일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계기로 이타미시에
정착한지 20년 정도가 지났다 . 고향이 어디냐는 질문에 정씨는 상주라고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가 고향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좀 자랑이 많이 섞여 있었다
싶습니다. 아마 내한테 고향에 좀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길러주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
다. 집이 이렇게 생기고, 밖에 나가면 강이 있고, 이런 큰 고기를 잡았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3, 4살 때부터 고향 주소를 물어서, 답을 못하면 맞기도 했습니다. 유치원에 가서도 본관을 이
야기하고, 한자로 못 쓰면 밥도 주지 안해요. 언제나 항상 물어왔습니다. 본적지하고 본관하고.
우리말, 한자로 다 해야 합니다.29)

정○○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고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소를 외우도록
하는 교육을 많았다. 그런 그가 성인이 되어 한국에 일 때문에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도 고
향이었던 상주를 실제로 방문한 것은 2013년 6월이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 했던 곳이 실제
로 있는 것을 보니 반가웠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자랑 ’이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고
향의 모습이 상상보다는 못했던 것 같다. 작은할아버지의 아들을 만났으나 그동안에 왕래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친척이라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았다고 한다. 이름에도 항렬에
따른 돌림자를 쓰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선조의 무덤에 성묘하러 갔을 때 같이 갔
던 친척 중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무덤에 절을 하지 않아 화가 나기도 했다.
정○○에게 다소 유치한 질문을 해보았다. 지금 사는 이타미와 다카라즈카와 어디가 더
마음이 끌리는가 하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다카라즈카라고 대답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추억 때문이었다. 다시 다카라즈카와 상주 중 어디가 더 애착이 가는가 물었더니, 이번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두 지역이 똑같이 애착이 간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정○○는 이후
에 상주를 1번 정도 더 방문했을 뿐, 더 이상 가지 않았고 아들을 데리고 간 적도 없다. 할
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묘는 모두 다카라즈카 공원묘지에 있고 자신 역시 그곳에 묻힐 생
각을 하고 있었다. 어릴 적의 교육을 통해 고향을 잊지 말아야 할 자신의 뿌리로서 생각하
고 있지만, 그것은 고향에 대한 애착이라기보다는 의무와 책임감쪽이 더 강해보였다.
조선학교를 다닌 경우, 학교에서 재일조선인의 뿌리나 고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
았고, 숙제로 자신의 조상과 고향에 대한 조사를 하기도 했다. 총련 조직에 관련된 재일조선
인의 경우 국적 변경의 문제도 있었고, 한국에 대한 반발도 있어서인지 고향을 방문한 시기
는 대체로 늦은 편이고, 아직까지 고향에 가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김○○는 2013년 아
버지의 고향인 경산을 방문했다. 본적지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을 때는 이미 그 일대가 개발
되어 집은 사라지고 도로로 변해있었다. 친척을 찾는 것도 불가능했다.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냥 땅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런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30) 그러나 그 이
후에 다시 고향을 방문하거나 친척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고향땅을 실제로 본 감
격은 일시적이었고, 자신의 생활 기반은 모두 다카라즈카에 있으니 한 때의 추억으로 삼았
다.
민단 쪽 재일조선인의 경우는 총련계 보다는 더 이른 시기에 고향 방문이 가능했다. 부모
로부터 어릴 때부터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랐고, 일본사회에서 민족적 차별을
경험하거나 좌절했을 때 대안의 공간으로 고향을 떠올리기도 했다. 특정한 물리적 공간에
29) 정○○(1959년생), 2017년 8월 27일
30) 김○○(B)(1946년생), 2016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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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억이 없는 2세의 경우 때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고향의 의미를 가지기도 했
다. 신○○은 24살에 한국어공부를 위해 부산항을 통해 입국했다. 고향은 의성이었지만, 감
동을 느낀 것은 부산에 도착하면서부터였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말씀했었던, 부산이,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나라
이구나, 나의 조국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울기만 했었어요. 감동해가지고. 역시, 그 때
부터 나의 인생이 뭐라고 해도 한국을 좋아하게 되고, 나의 뿌리는 대한민국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4살 때는 원래는 한국에 영주하고 싶다, 일본이 아무 것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 것도 나쁜 짓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조선인이라고 알게 되면, 다음날부터는
말을 섞지도 않았던, 그런 차별이 있는 나라에서는 꿈을 꿀 수도 없고, 학교 선생님도 될 수 없
고.31)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의성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하면서 고향에 대해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부모님으로부터 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살았는데,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만
났고, 할아버지의 산소에 가서 묘소 정리도 하고, 동네도 둘러보았다. 비록 전기도 없는 곳
이었지만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신씨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지메를 당했을 때도
그 기분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고향 땅을 선택해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친척들 간의 연락이 점차 뜸해지고, 친척어른들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고향 방
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다카라즈카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조선인 2세들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조부모와 부모로
부터 고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향을 상상 속에 만들었다. 구체적인 경험이 동
반되지 못한 기억이었고, 부모세대나 고향의 친척 등 매개체가 없으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교육과 이야기를 통해 형성된 고향에 대한 기억은 2세
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오히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다카라즈카’를 고향과 같은 곳으로 생
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다카라즈카를 고향으로 생각하는 순간 자신은 재일조선인이 아니
게 된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2세들의 경우 ‘다카라즈카’ 지역주민으로서의 소속감은 낮은 편이
었다. 지역주민인 것을 느끼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답이 많았다. 다카라즈카가 어린 시
절을 보낸 추억의 장소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 추억의 매개는 조선학
교, 조선인마을, 친구 등 재일조선인 공동체였지 다카라즈카 지역사회는 아니었다. 또한 자
신의 자식들이, 손자들이 살아가야할 지역이라는 의식도 거의 없었다. 다카라즈카가 살기 좋
은 지역이 되면 이곳에 사는 재일조선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
진 사람도 드물었고, 다카라즈카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는 경우도 매우 희박했
다.
물론 재일조선인의 입장에서는 지역에 애정을 갖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실제
로 민족차별이 존재했고, 시영주택에 입주하거나 국민보험, 연금의 혜택에서도 제외되어 있
었다. 재일조선인들은 지역주민이라는 생각보다는 ‘차별받는 이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했고,
지역의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재일조선인 일반의 권리를 지키고 개선하는 일에 집
중했다. 민단과 총련 역시 남북한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는 와중에 재일조선인 문제에 관
심을 기울였다. 자치회 등의 활동에도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이전과는
31)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번호 OH_15_003_신○○_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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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다카라즈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재일조선인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 지역주민으로서의 재일조선인
2000년대 들어서 재일조선인 사회는 여러 가지 변화에 직면했다. 뉴커머의 유입은 더욱
늘어났고, 일본인과의 결혼을 통해 태어나는 혼혈아나 귀화를 선택한 사람들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귀화를 하고 난 이후에도 ‘한국계 일본인 ’으로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본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한국문화를 지키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동시에 민단과 총련 같은 기존의 재일조선인 조직 역시 극심한 이념대립에서 점차 벗어났
고 과거처럼 열렬한 정치활동을 할 필요성도 줄었다. 게다가 구성원의 수가 크게 감소하면
서 그 영향력도 점차약화되고 있다. 조선적이냐, 한국적이냐를 놓고 싸우던 사람들이 지금은
생활을 위해 한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총련의 지부위원장의 경
우는 조선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만, 분회장이나 여성회 같은 산하조직의 구성원들은 이
미 국적과는 상관없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사회의 차별 역시 점차 개선되고 있다. 사회 밑바닥에 깔려 있는 차별까지 사라진 것
은 아니지만, 지자체에 따라 외국인도 공무원이나 교사가 될 수 있었고, 지문날인제도도 철
폐되었다. 일본사회의 우경화 분위기 속에서 대도시에서는 ‘헤이트스피치’가 발생하고 있지
만, 법률 제정이나 정식재판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졌다. 다카라즈카
도 주택도시와 관광도시로서 새로운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치회의 활동이 단
순화되면서 전통질서가 가진 배타성도 약화되었다. 재일조선인 사회나 다카라즈카 지역사회
나 전반적으로 공동체가 느슨해지면서 양자간 협력의 모습도 포착되었다. ‘다카라즈카의 조
선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나 ‘국제교류협회’ 같은 시민단체는 지역의 재일조선인과 협력해
서 공동으로 강연회나 전시회 등의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이제는 재일조선인과 일
본인 주민 사이에도 조금씩 소통이 시도되고 있다.
“(재일조선인은) 일본에서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본사람의 지지는 받아야지 하고, 일본사람
하고 사이좋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은, 여기서 오래 살아서 자기들이 주민
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그런 거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당연하다 하는 거(는 잘 몰랐어요),
지금은 효고켄쵸(兵庫縣朝) 하면서 일본사람하고도 오래 운동을 같이 하니까. 처음에 그런 생각
을 가지게 된 거는 한 이십년 전. 그런 입장에서 좀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도 한 십년 전이고.
어쨌든 우리는 재일조선인이니까 일본사람들의 지지와 힘을,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하겠다 생
각이 있고, 자기가 여기서 태어나서 살아서 자기 주민이다, 그러니까 이런 권리가 있다 하는 의
식이 약했던 건 사실이네.”32)

서○○은 재일조선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일본인)에게 지지와 협력
을 구하면서도, 자신이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와 요청이 가능하다는 의식은 없었
다. 지역의 일본사람과 시민운동에 함께 관여하면서 20년 전부터 재일조선인의 권리를 주장
하게 되었고, 10년 전부터는 재일조선인이라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서○○은 조선학교를 졸업하고 젊은 시절에는 총련에서 전임으로 활동
하면서 재일조선인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라는 생각은 하기가 어려웠다고
32) 서○○(1950년생),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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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인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서 소통을 시작한 이도 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지역 예배를 해요. 그때는 우리 지역사람만 모여
가지고 예배를 하는 데 우리는 부부같이 가니까 ‘뭐 신상 부부가 오면은 뭐 분위기가 많이 달라
지고 참 재미있다’고 해요. 근데 모일 때 간혹 제가 지지미[부침개]를 네, 만드는 거나 뭐 잡채,
떡국, 뭐 제가 아는 한국요리를 만들어서 같이 먹자고 해요. 그랬더니 한국요리가 이렇게 맛있
는 줄 몰랐었다하면서, 한국 사람하고 같이 놀면 재밌죠?, 하면서 제가 아피루[어필]도 하고. 저
는 이거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만들겠다고 모두가 잇삥즈쯔[한 접시씩].
한 접시씩 가지고 오고 하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만, 지역끼리 우리가 만나는
것도 인정을 많이 붙인 것 같습니다.33)

신○○은 25년 동안 친언니처럼 따르던 뉴커머 한국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 고통을 잊
기 위해 2012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재일조선인 교회가 아니라 일본교회를 선택했
다. 신○○이 일본인교회를 선택한 것에는 같은 동포에게 받은 상처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
인다. 한국인 교회에서 좋지 않은 경험도 했고, 금전적 사기도 당했고, 재일조선인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일본사회의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다보니 재일조선
인들끼리 서로 깊이 사귀지 못하고 속이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자주 있어서 자신은 일본인
친구가 더 편하다는 것이다. 신○○은 교회 사람들에게 한국의 음식을 대접하면서 문화를
공유하고, 때로는 신자들에게 재일조선인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시도한다. 또 신
○○은 효고현 외국인보호자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일본 학교를 방문해 한국문화에 대
한 홍보활동을 한다. 재일조선인 커뮤니티와 거리를 두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인 지역주
민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다.
처음부터 다카라즈카를 자신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도 있다.
나도 그렇습니다만, 조선반도를 조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조국이라고 하지 않고 고향이라고
하는 이들이 재일 1세이지만, 1세는 이제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고향)은 태어나고 자란 곳
을 말합니다. (중략) 맞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다카라즈카가 고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
다. 나는 수십년 동경에서 생활했는데, 그 무렵 돌아올 때 마다 정말 그리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고향을 느끼는 마음이겠지요(金禮坤 1998: 21).

김례곤은 다카라즈카의 조선인 기업가이다. 그는 지역사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자신이 재일조선인으로서 다카라즈카 주민들에게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알리는 일에도 관
심이 많다. 그는 다카라즈카 시민으로 사는 것과 재일조선인으로 사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
다고 말한다.34) 김례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
인다. 앞서 다카라즈카 조선학교 설립과정에서 한 차례 언급했던 조선인 실업가 김말수가

33)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번호 OH_17_014_신○○_06.hwp
34) “글로벌한 시민권획득을 목표로 해서 다카라즈카 시민으로 사는 것과 재일한국·조선인으로 사는 것
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청춘시대에는 민족교육자로서 활동에 전념했지만, 40대부터는 현재까지 자이
니치의 한 사람으로서 기업경영, 문화적인 계발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의 고향은 조선반
도의 남도 북도 아닙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선의 고향을 생각했던 어머니와는 다르게 확실히 나
는 이 땅에서 흙이 되겠지요.”(川 俊治 20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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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례곤의 아버지이다. 김말수는 1926년 다카라즈카에 왔고, 지역의 여러 공사에 참여했다.
함바를 운영하다가 회사를 설립하고 많은 부를 축적했다. 김말수는 전후 지역재건과정에서
다카라즈카시에서 학교를 지을 때 자신의 회사 부지를 제공하는 등 지역재건과정에 조선인
으로서는 드물게 참여했던 인물이다. 다카라즈카의 지역유지들과 일본인 실업가들과도 관계
를 맺고 있었다. 유력한 조선인으로서 김말수는 조선인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책
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책임감은 그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들은 집단적으로 거주지를 형성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
역 사회 안에 또 다른 사회를 만들었던 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집단적 거주는 식민
지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일본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민족공동체에 기댈 수밖
에 없었던 현실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외국인의 입장에 있었던 재일조선인이 다카라즈
카의 전통적 사회질서 내에 편입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마을의 홍수문
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인 자치회장과 조선인 대표가 함께 시당국과 교섭해서 배수펌프를 마
을에 설치했던 일화도 있으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일본 사회의 차별이 완화되고 재일조선인에게 우호적인 지역분위기
가 만들어지고, 재일조선인 조직의 결속력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오히려 지역의 조선인과 일
본인이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아직은 그 수가 적고,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재일조선인이면서도 동시에 다카라즈카 지역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
는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모색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전후 4개의 촌이 합병되어 탄생한 다카라즈카 시는 주택도시, 관광도시로서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도시건설계획을 수립했다. 료겐촌과 코하마촌의 일부 지역만이 관광지였을 뿐 기
본적으로 농촌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던 다카라즈카는 주택지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오사카,
고베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게 되었다. 외부로부터의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했고, 농촌의 전통
적인 사회질서는 배타적인 성격에서 보다 느슨한 공동체로 변화해갔다.
다카라즈카에는 1920년대 무코가와 개수공사의 시작과 함께 재일조선인이 이주하면서 조
선인마을이 성립되기 시작했다. 전후 결성된 민단과 총련은 다카라즈카 한국소학교와 조선
학교를 설립했고, 두 학교는 재일조선인 마을과 함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
다. 그러나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한국소학교는 1962년 폐교했고, 조선학교는 2002년에 이타
미 조선학교로 통합되었다. 최근에 들어 일본 사회의 차별 완화, 재일조선인 조직의 역할 약
화와 함께 재일조선인 공동체 역시 조금씩 해체되고 있다.
다카라즈카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살고 있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고 부딪치고 했겠지만, 일본인과 조선인이 지역에서 생활했던 과정을 살펴보면,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이 아니라 서로 별개의 공간에서 다른 시간을 살아온 것처럼 보인다. 공동체 간에
소통이 없다는 것은 재일조선인 2세들이 고향을 기억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다카라즈카
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카라즈카에
대한 애정이나 소속감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동시에 자신은 재일조선인으로, 일본 사회
에 동화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고, 지역주민이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일본이라는
국민국가 속 어떤 지방의 주민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카라즈카를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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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재일조선인 조직이 약화되고,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공간과도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실감하게 되었다. 다카라즈카 지역사회에서도 전통
적 커뮤니티가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소통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지역 사회에서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사이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주로 2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변화나 고향에 대한 생각들이 모두 2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3세, 4세로 가게 되면 지
역에 대한 생각, 재일조선인 조직에 대한 생각, 고향에 대한 생각도 또 달라지리라 생각한
다. 향후 추가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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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ainichi(在日), remember their hometown
: Settlement and living life of Zainichi in Takaratuka(

塚) after the war
Jung Gyehyang

(Korea Research Center, Ritsumeikan University)
The histor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has being passing over one hundred
year.

Since 1970, when they accept their concerns was very difficult decision to

repatriation to home country, their real suffering has occurred how they can
manage this situations living in Japan, their new settlement. And this kind of
sufferings has been kept going on to present day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rough this analysis of is this report is settlement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ir life style. we can find out their life style of
Japan

settlement

from

South

Korean

having

coped

with

their

reality,

the

relationship with local community in Japan through the former life in Korea. The
previous sturdy was interested in the special style of Korean Resident in Japan,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the style of the presents of 'Zainichi(在日)' in local
native in Japan society. After the World War II, 'Takaratuka(
their

塚)' have developed

own 'City' through the Housing Master Plans, cities in Japan when they did

their local rebuilding, The city planning and execution was developed as a
dormitory suburb, tourist attractions. The newly introduced inhabitants from the
neighbor land disjointed from 'Kang(講)' organization of local rural village and
their role of of local community has been changed. A neighborhood self-governing
body has in local was formed in group as the worker in the local construction
site. and has been consistently connected the next generation. They made their
own

'the Korean Residents Association in Japan(民團)' and

Korean Residents in Japan(總聯)'

'General Association of

and founded their own national school and have

managed to decent days after the liberation. As a local citizen, the 'Zainichi
second generation' reveals their way of thinking.

As they remember their home

contry of their parents, they don't belong to in 'Takaratuka' with affection and
sense of belonging. But in resent days, there are new approaches connection and
communications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in 'Takaratuka' as they has a
weaken exclusiveness, and the role of organization of 'Zainichi' is lessened, and
finally no longer interested in their home contry in mentally,
Keywords : Takaratuka( 塚), Zainichi(在日), Local Citizen, Homelan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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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

* ‘박제(剝製)된 역사와 형해(形骸)가 된 기억’을 넘어서
- 아산 정주영을 중심으로
김구한(울산대)

* 사북사건 관련자들의 생애사 구술을 통한 역사학적 글쓰기
김세림(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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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剝製)된 역사와 형해(形骸)가 된 기억’을 넘어서
- 아산 정주영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김구한(울산대)

1. 머리말
2. 왜! 기록하는가
1) ‘알려진 사실’과 ‘확인된 진실’의 간극 사이에서
2) 구술자료 수집의 정리 현황과 특징
3. 무엇을 해야 하나
1) 아산이 살다간 시대
2) 인물에 대한 ‘박제화(剝製化)’된 역사
3) 인물에 대한 ‘형해화(形骸化)’된 기억
4. 어떻게 할 것인가
1) 구술 자료의 활용과 방법
2) 아산 구술의 시대적 의미
5. 마무리

1. 머리말
아산이 살다간 시대는 한국사에서 독특한 전환기에 해당한다. 근대와 현대로 구획될 수
있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가 아산이 헤쳐 간 역사의 무대였다. 이 시대의 전환은 사회 모
든 분야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격변의 시기였다. 올곧은 아산에 대한 이해는 이러
한 시대정신과의 관련성 하에서 논의될 때 그 사람의 행보가 제대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
을 것이다.
아산은 우리의 삶 속에 ‘아산 정주영’으로 있지 않다. 아산은 하나의 ‘아산 현상’으로 존재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림의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
라서 한 인물의 삶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되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대기업 창업주’ 또는 ‘재벌’이라는 한 측면만이 아닌 그 인물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방
법으로 접근해야 그 인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아산에 대한 이해는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라는 논의를 넘어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학문의 장안에서 다양
한 논의1)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금까지 거시적으로는 한국경제발전의 큰 틀 안에서 그의 능력이 이야기되었다면 이제는
미시적 방법으로 그러한 성취나 기림이 타당한 것이며, 정당한 평가인가에 대해서도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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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아산을 역사 속에 박제화시키는 신화화된 영웅으로 남겨 둘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한 인간으로 우리네 삶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어지는 미래적 인
물로 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아산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삶의 폭이 큰 사람
이었다. 단순히 기업가로만 이해되는 아산이 아니라 삶의 전 분야에 걸쳐 흔적을 남긴 사람
이기에 기업가라는 한 분야만을 가지고 아산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사실도 주지
해야할 것이다. 이 글은 아산에 관한 구술 자료 수집의 내용과 그 의미를 파악함과 아울러
아산관련 구술자료 수집이 한 기업가를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2. 왜! 기록하는가
1) ‘알려진 사실’과 ‘확인된 진실’의 간극 사이에서
역사는 기록에 의존한다. 그 기록은 사실에 바탕하여 주관성과 객관성이 합치될 때 그 의
미를 더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역사든 국가의 역사든 올곧게 기록되고 보존될 때 유산
으로 자리매김한다. 우리가 기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평가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역사가 그러하듯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한 개인의
삶이 성공으로 점철된 인생은 없을 것이다. 그 눈부신 성취 뒤에 숨겨진, 피눈물 나는 노력
의 자취들은 자칫 잊혀지거나 소홀해지기 쉽다. 한갓 에피소드로 변하여 우상화되는 경우도
있다. 보이는 성공과 보이지 않는 평범성, 이 경계에서 우리는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그러나 한 인간에 대한 기록과 평가는 우리네 삶의 복잡성과 다양성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다. 지금까지 아산에 대한 평가는 주로 성공한 기업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방점이 찍혔
다. 그의 인간적 면모나 성장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사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현
상들은 ‘영웅화’ 또는 ‘신화화’의 장치로 둔갑했다. 따라서 한 인간의 면모를 총체적이고 체
계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지점에서 한 인간에 대한 과거의 진실(truth)을 보존하려는 노력과 그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이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하는 진실성(truthfulness)의 문제가 제기된다. ‘과거의 진
실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이 역사학의 본령이라면 연구의 대상이나 재료를 특정한 것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역사해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에서도 전통적인 역사서
의 형태를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기억에 의지하는 구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실천되고 있다.2) 아산구술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한국사회에서 아산은 어느덧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업가를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풍토로 인하여 그를 학문적으로 평가하기 보
다는 그가 이룬 성취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상반된 생각들로 인하여 학문의 장에서 제대로
이야기된 경우가 많지 않다. 일반 정치인들과 달리 기업가인 그가 남긴 활자화된 기록도 그
리 많지 않은 형편이다.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남아있는 그에 대한 기억과 기록들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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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야기되는 현실들이 너무나 상이하여 때론 당혹감을 느낄 때도 많다. 그 당혹감은 ‘알려
진 사실’과 ‘확인된 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다.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진실의 문제는
남아 있는 활자들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무수한 각주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구
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징표가 된다. 아산 구술의 목적은 정직한 인식과 열린 세계를 향
한 작은 시도이다. 기업가에 대한 구술이 총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아직 없다.
2009년부터 비교적 큰 규모로 시작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현대 한국 구술사 연구 사업’ 역
시 정당정치, 경제외교, 민주화와 종교, 한국군 등의 주제로 기업가를 한 분야에 국한하여
구술을 진행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한 기업가를 집중적으로 조망하여 구술
작업을 한 사례는 국내에는 없는 줄 알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울산대학교에서는 2012년에 아산리더십연구원을 설립하여 아산
관련 문헌자료 수집과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구술자료 수집 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 아산이란 인물이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해 갔으며, 그가 우리 시대에 남긴
역사적 흔적이 무엇인지를 한국현대사의 흐름 안에서 파악하려 한다.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아산 관련 인물들에 대한 구술인터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업의 배경은 아산 사후
아산관련 기억의 파편화와 동시에 구술관련자의 급속한 소멸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함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문헌 기록의 한계가 중요한 역사서술의
문제로 등장하는 즈음에서 살아있는 분들의 증언은 단순한 증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그
러므로 이러한 증언의 확보는 한 인물에 대한 삶(개인적 역사)의 결손을 메우는 작업임과
동시에 자의적 해석으로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이 경계가 아산 구술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접점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아산과 함께한 동시대의 인물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이다. 아산의 삶의 궤적은
여타 기업인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인다. 아산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예술 등 삶의
폭이 매우 컸다. 따라서 구술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된다. 사회 엘리
트 계층의 인물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그룹에 근무했던 노동자(직업훈련원 출
신), 노동조합(노조위원장), 울산 시민, 아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까지 구술대
상의 폭이 매우 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아산관련 구술사업이 지니는 문제의 하나는 긍정 일변도를 구술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현실적으로 제기된다. 그것은 다양한 분야,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구술을 통해 극복
해야할 문제이다. 비단 이 부분은 아산구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구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제
기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구술자료의 풍부한 해석을 통해 객관적 실체에 접
근해야 한다. 수집한 구술자료의 간극을 다양하게 해석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못지 않게 구술자료의 신뢰성을 해치는 일부 ‘무의미한’ 간극을 걷어내
고 ‘역사적 사실’에 접근3)하는 것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된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낡아가고 소멸한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지금 여기를 엮은 ‘틀’과 지금 여기의 우리를 있게 한 ‘바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쉽
게 사라지지 않는다. ‘틀’과 ‘바탕’은 ‘현존하는 과거’로 살아있으면서 지금을 지탱해 준다.
‘역사적 사실’이란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새삼 확인하는 일은 우리
가 미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밀어주는 힘이 된다.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산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과거적 실체’가 아닌 현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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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이란 ‘사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다. 아니, 분명하게 말한다면 이 둘은
떼어놓을 수가 없다. 사건을 살피다보면 사람에 이르고, 사람을 살피다보면 사건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건에 눈을 먼저 맞추는 것은 사람을 응시하는 일보다 피상적
일 수 있다. 삶의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은 항상 축적된 가능성 속에서 새로
운 삶을 열어 나간다. 그러한 인물에 대한 기록은 긍정과 부정을 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사
람들에게 삶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것이 구술이 주는 또다른 ‘맛’이다.
사실 구술대상에 관계없이 모든 구술자료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 즉 ‘사실
(fact)’, ‘기억(memory)’, ‘구술(oral narrative)’이라는 요소를 거쳐서 생산된다. 구술자료와 사
실 사이의 간극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거치면서, 때로는 구술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연
적·우연적·필연적으로 형성(rising)되기도 하고, 때로는 구술자의 의식적·무의식적 의도에 의해
인위적·선택적으로 구성(making)되기도 한다.4)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선별기억과 선별 인식은
필연적으로 왜곡을 낳을 수 있는 ‘바탕’이 된다 . 따라서 구술자료에 나타나는 사실의 왜곡이
라는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술 과정과 구술 내용, 구술자료의 해석 등 총체적·분석적으
로 접근할 때 간극을 줄일 수 있고 구술의 ‘진실’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에 따
라, 그것이 초래한 우리 사회나 국가, 또는 세계를 위한 기여는 어떠한지 하는 데 따라, 그
리고 언제 어디에서 그 일을 했는지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서술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들이 담고 있는 가치판단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긍정과 부정, 그리고 그것이 중첩된 혼
란스럽기조차 한 판단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5) 논의가 지속된다는 것은 아직 그만큼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산구술사업은 아산이 이룬 성취의 본질을 살펴봄과 아울러 문헌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여 ‘역사적 진실’에 접근함과 이울러 ‘알려진 사실’과 ‘확인된 진실’의
간극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구술자료수집의 정리 현황과 특징
구술은 역사 연구에서 기록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탁월한 장점이 있다. 문헌
기록의 보완을 위해서도 구술자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자료나 사실, 이론의
발견을 가능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또한 구술자료는 문서 기록이 망실되었거나 훼손되어
알 수 없게 된 사실을 복원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대체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구술사 자료나 회고록 등과 같은 ‘질적연구’가 낳은 기록이 없어서는
안 되는 자료로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6) ‘사실’과 ‘진실’의 간극을 메우는 작업 중의 하
나가 구술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구술의 정확성, 신뢰성 그리고 주관성을 중심으로 구술사가 지닌 태생적
인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구술자의 기억이 부정확한 것에 대해서, 또 낭만적인 회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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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가진 기억과 개인적인 편견에 따른 기억 등이 구술의 한계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
한계를 거꾸로 이용해서 구술자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작업으로
구술사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즉 구술사가들은 기억의 사실성보다는 진행과정, 즉 신빙성보
다는 구술자의 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7) 따라서 아산관
련 구술자료 수집 사업은 이러한 한계들을 수용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의 총
화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구술자료 수집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사편
찬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기록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을 비롯하
여 많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구술사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그야말로 구술 사업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지남침이 없을 것이다.
한국구술사네트워크 구술자료 공동 목록 정리표8)를 참고로 하면 구술사업을 진행하고 있
는 단체들의 파악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예술자료원,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주의사
회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성공회대학교민주사료관, 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 전북대
학교무형문화연구소, 한국영상자료원영화사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현대한국구술자료관 등
10개 기관이 구술사업을 진행하거나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다. 대부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
관에서 진행한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경제분야의 구술
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현대한국구술자료관에서 정치, 경제, 외교, 군, 종교 분야의 엘리트
구술을 채록하고 있는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분야나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구술은 아직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아산리더십연구원의 구술자료 수집 사업은 한 기업가를 대상으로 총체적, 체계적, 전체적
면모를 파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두 축인 정치와 경제 중 그
무게 중심이 정치에 있는 것을 경제 분야로 넓히는 작업으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산관련 구술은 이제 수집과 더불어 정리, 분류, 활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방법은 각종 자료를 아카이브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원에서는 아카이브
를 구축하여 각종 구술자료에 대한 5분 영상과 상세목록, 요약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구술아카이브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구술아카이브를 특성화하여 한 기업가에 집중함으로써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구술자료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9)을 기울이
고 있다.
아산관련 구술사업의 특징적 요소는 아산과 함께 현대그룹의 성장을 함께 한 사람 및 사
회지도층뿐만 아니라 일반노동자. 시민, 나아가 아산에 대해 부정적 면모를 보이는 사람까지
그 폭이 매우 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엘리트 구술의 변종적 형태이다. 한국역사
연구회 근대엘리트연구반은 엘리트를 “① 비교적 높고 안장된 경제적 수입을 얻으며, ② 사
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와 발언권을 인정받던 일련의 직업군”의 사람들로 정의했다.10) 이 정
의를 참고로 한다면 아산구술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노동자들은 중졸 또는 고졸 출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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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는 점이 일반 엘리트 구술과는 부분적으로 다른 점이라 하겠다.
2009년부터 본격화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현대한국 구술사 연구사업’ 역시 “현대 한국의
주역들에 대한 구술사 기록”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엘리트 구술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학
중앙연구원은 정당정치, 경제외교, 민주화와 종교, 한국군 등의 주제를 선정, 엘리트 구술을
진행하면서 구술아카이브를 동시에 구축하고 있다. 경제분야 인물에 대한 엘리트 구술은 현
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구술이므
로, 아산에서 기획하고 있는 바, 특정 경제인물을 중심으로 한 시대를 재현하는 종합적 구술
프로젝트와는 구분된다. 아산의 경우, 경제인물이기는 하지만 정치분야에도 관여를 했고, 그
인물을 통해 격동의 20세기 한국 심성사를 재현해 낼 수도 있는 인물을 주제로 한 구술프
로젝트이므로 그에 걸맞은 비전을 독자적으로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11) 아산관련 구술은 엘
리트 중심의 구술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그 대상을 넓혀 일반노동자, 시민까지 참여하여 지
금까지 보여 준 엘리트구술이나 민중구술을 포함하는 형태의 구술로 그 대상이 매우 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아산 구술 사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아산 정주영 현대창업자와 함께 격동의 20세기를 살아온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구술 채록하여 아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아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
술인터뷰란 일반적으로 신문 잡지의 인터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사 속에서 실제로 살
아갔던 한 인간의 미시적인 삶을 역사화하기 위해 최근 역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연구
방법론의 하나이다. 따라서 구술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실지로 보고 듣고 겪은 일, 즉 그들의
‘경험’을 역사로서 재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다. 아산이란 인물이 역사 속에서 어떤 과
정을 통해 성장해 갔으며 그가 우리 시대에 남긴 역사적 흔적이 무엇인지를 한국현대사의
흐름 안에서 파악하려 함.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아산 관련 인물들에 대한 구술인터뷰 작업
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 문헌자료들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구술자의 다
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산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재해석하여 ‘아산연구’를 체계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산이 돌아간 지 16년이 지난 지금 아산관련 기억의 파편화와 동시에
구술관련자의 급속한 소멸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함이 이 사업의 필요한 이
유이다. 한 기업가를 대상으로 전체적·종합적·체계적으로 구술자료를 수집한 사례는 국내에
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술자료의 수집 과정 및 아카이브 구축의 전과정을 체계화하고
그 성과를 각 기관 및 단체와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산관련 구술자료 수집 사업의 의의라
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아산리더십연구원에서 진행한 구술자료 수집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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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구

분

인 원
23명

현대그룹 성장사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역사회학교운동

(25회)
20명

교육계, 문화계, 체육계(88올림픽 유치 활동)
현대그룹 성장사, 문화계(방송, 소설가)

(20회)
14명

해변시인학교(시인), 전경련활동

(20회)

현대그룹 성장사, 현대공업학원

15명

사회활동(법조계), 체육계(88올림픽 유치 활동)

(15회)

아산사회복지재단(아산병원), 현대그룹 성장사

20명

현대중공업 직원훈련원, 현대그룹 노동조합
현대그룹 성장사, 현대중공업 노동자
현대그룹 노동조합(위원장), 울산 시민

(진행 중)
20명
(예정)

비

고

2012년 사업
2013년 사업
2014년 사업
2015년
~
2016년 사업
2017년 사업
2018년 사업

아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인사
총 인터뷰 인원 : 72명 80회 인터뷰 실시(4단계 사업, 2016년까지)
총 인터뷰 시간 : 174시간 14분 18초

3. 무엇을 해야 하나
1) 아산이 살다간 시대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 인물이 살다간 시대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 아산을 특출
한 개인으로 보기 이전에 그가 속했던 시간과 공간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산이 살았
던 시간과 공간을 이해함으로써 아산을 재해석하고 아산을 통해 그가 살았던 시간과 공간의
시대정신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물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인물과 그의
시대’에 대한 연구이다.12)
아산이 특출한 기업가였지만 그의 시대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의 특출함이나 성공을 맥락
적으로 해명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아산과 함께 ‘그의 시대’를 보아야 한다. 아산이 살
다간 시대는 한국사에서 매우 특별한 전환기에 해당한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농경제 사회에서 기업이 주가 되는 상공업 사회로의 전환을 이
루었고,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경험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식민 강점 시대를 겪었다. 일제 강
점기는 농촌 경제의 몰락을 가져왔다. 식민시대의 종언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남과 북이 서
로 다른 체제로 나아가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이념의 대립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결국
이 땅은 냉전의 최후 보루로 민족 상흔이 아로새겨진 이념 대립의 실험 무대가 되었다. 그
러한 과정에서 고착·고정화된 외세 의존성, 계몽과 진보의 이름으로 전개된 ‘문화 정체성 해
체와 재구성의 갈등과 환란’, 경이로운 압축 근대화, 개발독재와 산업화 열정의 결합,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갈등, 정경유착, 성장과 분배의 갈등, 기업국가와 노사문제, 지구적 규
모의 국제 간 교역과 경제의 대외 의존도 심화13) 등, 이 모든 격동과 전환이 압축적으로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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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진 시대가 아산이 살다간 시대였다.
경제분야에서는 국가주도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압축적이고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
뤄 냈다.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을 주도한 주체들은 농본주의적 심성에 기초하면서도 압
축적 성장을 신속하게 달성하고자 했던 ‘박정희를 비롯한 일군의 관료들이었다. 1960년대
경제정책을 기획 운영했던 관료들(발전국가론에서 주목하는 주체), 정부 주도 경제정책의 핵
심 파트너로 이후 ‘재벌’로 성장하는 기업(가)들, 경제 성장과 함께 성장하는 노동계(노동의
축적), 이들이 현대 한국사회를 만들어온 주체들이다14). 현재의 모순구조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들이 한국 사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하여 모순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를 바탕으로, 한 기업가가 살다간 시대를 조망하는 것은 미래
한국 역사를 튼실하게 하는 주춧돌이 된다.
따라서 아산이 살다간 시대는 모든 유형의 관행들이 퇴색하고 재구성되는 격렬한 부정이
불안 속에 전개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의욕이 희망 속에 꿈틀거렸다. 한국
인들이 최초로 경험하는 문명적 차원의 전환 시대였다. 아산의 일생을 담아낸 시대는 이 전
환기적 조건들이 압축적으로 얽혀 격동적으로 변화하였다. 해체와 수립의 격동이 동시적으
로 진행되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헤쳐 간 아산의 행보는 경제 범주와 관련하여서는 가히 독
보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환시대에 대한 아산의 대응 방식을 찾아내고 이해하려는
것도 구술 사업의 가장 큰 지향점의 하나이다. 아산이 살다간 시대와 그 행보를 살펴보는
것이 아산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아산의 삶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이승만 독재, 4.19의거, 5.16 군사 정변 등을 경험
하면서 국가의 소중함을 몸소 깨달았다고 한다. 나라가 없어지고 자기 사업이 없어지는 것
을 뼈져리게 경험한 인물이다. 따라서 아산은 경제 활동의 기본을 ‘나의 발전’과 ‘국가의 발
전’에 두고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잘되는 것이 나라가 잘되는 길이
며 나라가 잘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로 투철한 국가관을 드러내었
다. 아산의 ‘시대인식’은 국가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몸소 느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믿음이 누구보다도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은 근대 100년 동안의 압축적 근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정치·사회·경제 모든 분야에서의 성장은 그 후유증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치와 경제는 성장의 두 축을 형성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담당해 왔다.
정치권력은 경제 권력을 등에 업고 성장을 주도하려고 하였고, 경제권력은 정치권력에 힘입
어 자신들만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 지금 우리 앞
에 놓인 많은 갈등들의 뿌리는 애초 한국자본주의의 출발에서 연유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
을 것이다. 그만큼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며 국가 발전을
주도해 왔다. 한국 사회의 압축 경제 성장은 이러한 양면성을 지니고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기업가에 대한 부정과 긍정의 애매모호한 평가는 한국사회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회적·심리적 모순성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대에 대한 인식과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는 한 인간의 면모를 다시 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다.
‘시대정신’은 오늘날의 철학적 정의보다는, 단지 그 시대에 특유의 사회적 상식을 가리키
는 일반적 의미로 이해한다. 따라서 당대의 ‘시대정신’이란 한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동향 등으로 해석한다. 아산이 살아간 시대도 그 시대의 보편성과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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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 민족이 처한 특수성 등이 바탕이 되어 한 인물의 자아가 형성되었다. 그 자아가 가난
에서 벗어나 잘 살겠다는 욕망과 맞물려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정립했던 것이다. ‘시대정
신’은 한 사람을 올곧게 또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준거가 된다. 이 점이 아산이 살았
던 시대를 살펴보는 이유이다.
2) 인물에 대한 ‘박제화(剝製化)’된 역사
민중 구술이든 엘리트 구술이든 개인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살아온 삶의 모습을 주체적
입장에서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술이라면, 아산 관련 구술의 특징은 구술자
자신의 삶의 문제가 아닌 타자화된 시선으로 한 인물의 삶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아산관련 구술을 진행함에 있어 구술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확대 재생산하여 영웅화내지는 신화화하는 경향(이런 현상은 문헌자료에 더
심하게 나타남)이 강한 부류의 구술자들이다. 다른 하나는 비교적 ‘검증된 객관적 사실’에 근
거하여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진술에 충실한 구술자들이다 . 이점이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구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구술자의 기억
경험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억들은 ‘정도(正道)’와 ‘변주(變奏)’ 사이를 방황하며 구
술자의 상황에 맞게끔 재구성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산 관련 구술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하늘이 낸 사람’ 또는 ‘한 세기에 한 명 나올 만한 사람’이라
고 칭송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그를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닌 영웅담에 등장하는 주인
공이게 하거나 신화적 범주에 드는 인물로 박제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한 인간의 능력이 뛰
어나다는 점은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나 그것이 우상화됨으로서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범
접할 수 없는 곳에 자리잡음으로써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기림과 숭모에 함몰되다보면 한 인간의 실체적 모습을 파악하는 눈은 상실하게 된다. 따
라서 한 인물을 정형화된 영웅담론의 틀 안에서 박제화할 수 있다. 그를 역사적 인물로 우
리 곁에 살아있게 할 수도 있고 하나의 기념비적 인물로 절대화하여 박물관에 유폐시킬 수
도 있다. 아산 구술도 그가 역사적 맥락과 시대정신 속에서 오롯이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좌절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평범한 일상인으로 이해하는 방법의 하
나여야 한다. 그럴 때 아산이라는 이름이 끊임없이 재해석된다.
아산은 역사 속에서 살다간 인물이지 신화적 인물은 아니다. 다만 그가 이룬 업적 때문에
‘신화적’이었다고 칭송을 받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아산을 수식하는 것이지 그의 존재 자체
를 일컫는 것은 아니다. 아산이 남다른 능력을 타고났다는 것은 그의 업적을 보면 틀린 말
도 아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경탄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를 ‘특이함’
이나 ‘비범함’의 범주에 두고 영웅화 한다면 동시대나 그 이후의 사람들과는 단절을 의미하
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될 때 한 인물의 성취는 보편성이나 객관성을 획득하기 보다는 주관
적 특별성이나 하늘이 낸 사람으로 우상화되기 쉽다. 이는 우리네 삶과 역사 발전의 흐름으
로 보았을 때도 바람직한 귀결이 아니다. 아산을 역사 속 인물에서 자유롭게 두는 것이 아
산을 아산답게 하는 일이 된다.
기록의 보존성에 주목한다면 ‘아산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기술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어떤 전제를 설정해서도 안 된다. 어떤 선입견도 의도적으로 유보해야 한다. 그의
‘성취’가 당대의 상황을 가려서도 안 되고, 그의 ‘생애’가 그를 설명하는 자명한 논리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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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넘어서면서 아산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구축
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아산 구술의 과제이다.
아산 관련 구술 사업은 아산을 역사 발전의 축적된 가능성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작업이
다. 축적된 가능성으로서의 삶을 인정하고 승인하면서 오늘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내다보는
힘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들을 역사에 대한 해석학을 통해 미래로 나아간다면 아산
은 역사 속의 ‘박제’로 남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 ‘힘’의 표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만들어진 아산’(현상)이 아닌 ‘본래적 아산’(본질)이라는 인물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 믿는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위한 거리 짓기는 구술 사업의 중요한 의미의 한 분
야이다.

그것은 ‘비범과 평범’의 거리를 좁히는 한 인물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비범과 평범의 거리 짓기에서 ‘비범함’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은 기존에 나
와 있는 자료를 검토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아산관련 도서와 논문들은 아
산 이해의 일정한 경향과 유형을 확인시켜 준다. 아산 생전과 사후 10여 년 동안 진행된 아
산 관련 글들은 모두 아산의 탁월한 ‘리더십’에 집중적 관심을 보여 준다. 아산의 입지전적
인 생애와 기업가로서의 성취도 그 의미가 결국은 리더십에 모아지고 있고, 경영과 경제적
족적 역시 리더십의 연장선에서 탐구되고 있다. 아산이 동시대 한국인들에게 각인시킨 가장
강력한 인상은 ‘비범한 리더십’15)이었던 셈이다.
아산리더십 연구원이 발간한 ‘아산관련 도서 목록집(2013)과 소장도서 해설집(2014)’을 보
면, 아산 관련 글은 1979년 이후 2012년까지 156종(저서 9권포함)에 이르고 있다. 아산에
관한 이들 저작물들은 아산 읽기의 일정한 경향과 유형을 확인시켜 준다. 아산 생전과 사후
10여 년 동안 진행된 아산 관련 글들을 유형화시켜 보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생애와 기업 활동 2) 경영/경제 활동 자료 및 연구 3) 인간적 면모와 리더십 및 행
적 4) 사회적 기여가 그것이다. 이것을 각각 전기형(傳記形), 경제형(經濟形), 인간형(人間形),
사회복지형(社會福祉形)이라 부르는 동시에 전기형/경제형/인간형/사회복지형이 종합된 형태
를 복합형(複合形)이라 부른다.16) 아산 관련 글들의 유형별 분류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인간
형과 전기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간형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대부
분 ‘인간적 면모와 리더십 및 행적’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아산에 관한 시선이 그의 탁월
한 리더십과 비범한 인간적 면모에 집중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2012년까지 학술
지에 실린 아산관련 논문 및 학위논문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된다. 정리하면, 아산 관련
간행도서에서는 인간형과 전기형이 지배적 경향이고, 학술논문에서는 인간형과 경제형이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적 글에서는 아산의 비범한 리더십과 입지전적 생애 및 기업가
로서의 탁월한 성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학문적 글에서는 리더십과 경제행위의 분석과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중적 관심과 학문적 관심이 공통적으로 향하는
곳은 아산의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분명 인간적 능력이자 면모이다. 아산을 향하는 시선이 압도적으로 그의 리더십
과 비범성에 쏠려있다는 것은, 아산개인의 인간적 능력과 면모가 그만큼 비범하고도 강렬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산의 리더십은 아산 읽기의 핵심부를 차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 지위
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더십에 함몰되고 비범함에 사로잡힌다면 그는 평범한
일상인이 아닌 하늘이 내린 인물 또는 영웅화되는 인물로 격상하게 되어 보통 사람이 범접
할 수 없는 ‘비범한 인물’이 되어 박물관의 유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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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평범한 사람이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삶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가 하는 점, 따라서 자기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 성취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믿음, 삶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인물로 우리 곁에
남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인물을 ‘박제화된 틀’ 안에 가두게 될 때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받기는 힘들어 진다. 아산 구술은 아산을 재연(再演)하려는 것도 아니고 재현(再

現)하려는 것도 아니다. 아산의 삶 자체는 벌써 과거적 삶에 속한다. 한 인간의 과거의 빛나
는 삶의 과정을 가지고 그것을 박제화한다는 것은 우리 역사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
법은 아닐 것이다. 물론 아산의 삶이 하나의 역사적 현실로 서술될 만큼 온전히 역사화되지
도 않았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과거의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미래로 이어지는 열린 삶’
이다. 미래 어느 누군가가 한 인물을 평가하는 데는 수많은 자료와 수많은 시대에 대한 고
민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의 삶이 향수어린 추억으로 영웅화되기보
다는 역사적 맥락과 함께 시대정신 속에서 논의되고 평가되기를 바란다.
3) 인물에 대한 ‘형해화(形骸化)’된 기억
모든 역사는 기억에 의존하며 많은 회상이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17) 기억이란 과거의 재
현이다. 그것은 지금의 나와는 다른 타자를 나의 방식대로 ‘전유’하는 것이다.18)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기억’이라는 용어는 단지 과거지향적인 회상을 넘어 ‘현재진행형’인 ‘진실’의 기
표로 사용되고 있다.19) 따라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기억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다.
한국사회의 급변성에 중심을 두고 보면 지금의 시점은 가히 ‘기억투쟁’의 시기 또는 ‘기억
전쟁’20)의 시기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기억’에 몰입하는 이유는 근현대의 역사적 질곡
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일제 강점기와 전쟁, 개발 독재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약자든 엘
리트 집단이든 변혁의 시기를 겪어온 경험을 기억 서사란 이름으로 풀어내는 것이 한국 사
회의 큰 흐름이 되었다. 그러한 예는 앞서 지적 했듯이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구술
사업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기억의 유용성과 해악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인 함의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의 개념이 아니라 옳은 기억이냐 또는 다른 기억이냐의 문제이다. 그것은
구술자가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다. 기억은 과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역사나 구술사에서 자주 이야기된다. 기억이 구술의 핵심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러하기에 구술은 기억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항상 현재
속에 위치하는 것이 구술이다. 아산 구술은 기억의 문화사, 특히 기억의 경제사를 복원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구술을 통해 사실적 진실 이외의 서사적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구술
이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은 구술이 일어나는 다양한 맥락을 해석하고 재인식함으로써 서사
적 진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기억하고, 말하는 것인가는 구술자와 면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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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통해 의미화할 수 있다.21) 이러한 맥락 정보는 한 인물을 이해하고
기록하는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아산 구술도 다양한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맥락 정보를 확인하고 한 인물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자 한다.
각자 다양한 경험들의 기억을 구술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역사화하는 작업이 기본
과정이다. 기억의 기록화는 그러한 측면에서 한 개인의 역사를 보완하는 하나의 장치 구실
을 할 수 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기억이 변형되는 과정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리
고 변형된 기억은 사실과 구술자료의 간극을 확대시킴으로써 구술자료의 신뢰성을 저하시키
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때 우리가 구술자에게서 기억변형이 일어나는 다양한 이유와 그 메
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구술자의 구술자료를 해석하고 그 간극을 좁히는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22) 기억의 경험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기억의 경험은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기대에 의해서 끊
임없이 과거와 멀어지면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난다. 기억의 경험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될
때, 우리는 기억의 서사가 보여주고 있는 표면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기억의 경험은
왜곡을 동반하고 있어서 가변성과 유동성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23)는 전제에 동의를 하며,
아산에 대한 기억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기억이 존재하는
것이 구술의 또다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는 사건에 개입한 다양한 인물들
에 대한 구술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예가 그러한 경우이다.

전체 공사 실비 12억 달러에서 25%를 깎았다가 5%를 다시 더 깎아 8억 7천만
달러로 응찰 가격을 정했다. 나는 10억 달러 이하의 응찰자는 없다고 확신했다.
전갑원이 너무 싼값이라고 불만을 토했다. (중략) 각 입찰팀에서 한사람씩 투찰실
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전갑원을 들여보냈다. 그런데 잠시 후, 응찰 가격
을 써고 투찰실에서 나오는 전갑원 상무의 얼굴이 어째 개운치 않아 보였다.
“뭐, 입찰금액을 잘못 쓰고 나온 거야?”
혹시나 뭔가 실수를 하고 나온 게 아닌가 불안했다.
“아닙니다. 그대로 안썼습니다.”
기절 초풍할 대답이 돌아왔다. 내 지시를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물동이는 이미 엎어지고 쏟아진 물을 주워담을 수는 없잖은가.
“얼마 썼는데?”
“9억 3천 1백 14만 달러로 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산출했던 실제 공사 경비 12억 달러에서 25%를 깎은 가격이었고
전상무가 마지막까지 고집했던 금액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8억 7천만 달러는 너무 싸서, 낙찰이 안 되면 걸프만에 빠져
죽을 생각으로 6천만 달러 더 썼습니다.”
(중략)
전갑원의 귀에 들린 소리가 ‘미국 브라운 앤드 루트사, 9억 4백 44만 달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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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였다고 한다. 무참했다. 어린애처럼 혼자 기가 막혀 앉아 있는데, 정문도가
날아가게 환한 얼굴로 손가락으로 승리의 브이를 만들어 치켜들고 뛰어 나왔다.
“주베일 산업항 건설 공사가 우리 ‘현대’로 낙찰됐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전갑원
이 잠깐 들어가 들었던 부라운 앤드 루트사의 9억4백44만 달러는 해양유조선 정
박 시설에만 국한된 응찰 가격이었고, 그것은 무효처리되었다고 했다. 입찰 결과
발표장에서 사우디 측이 말했다.
“현대는 우리가 제시한 4개 공사 내역으로 한 주베일 산업항 건설을 9억3천1백
14만 달러로 투찰했다 모든 서류는 완벽하다. 특히 42개월의 공사 기간을 조건없
이 6개월 단축시키겠다는 제의에 감명 받았다.”(아산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
215-218면)

주베일 산업항 공사 입찰팀은 총 11명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호텔방을
빌려 입찰계획서를 작성했다. 10권이 넘는 입찰계획서를 작성하고 나서 최종 마
무리로 입찰 금액을 정하는 일만 남았다. 나와 전갑원은 미리 철저하게 계산해 본
결과 9억 3천만 달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명예 회장님은 8
억 3천만 달러(dollar)로 쓰라고 했다. 우리는 깜짝 놀라며 안된다고 반대를 했다.
그 이후 많은 시간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명예 회장님의 의지는 확고했다. 손해
를 보더라도 공사는 꼭 수주해야 된다고 했다. 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는 달러가 하나도 없어 부도나게 생겼으니 이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밑져도 좋으니 꼭 수주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우리는 또다시 설득을 하기 시작했다. 명예 회장님은
서서히 8억 3천에서 8억 5천으로 다시 8억 7천으로 수정하여 우리들에게 입찰하
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우리도 물러서지 않았다. 9억 3천만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
했다.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물론 자신 있다고 대답했다. 만약 실패하면 목숨
을 내어 놓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명예 회장님을 설득했다. 우리의 의지가 너무 강
하니까 명예 회장님은 입찰팀을 모두 불러 하나하나 체크하며 최종적으로 입찰금
액을 9억 3천만 달러로 확정했다. 밤새워 10권이 넘는 입찰계획서를 만들고 명예
회장님은 입찰계획서 한 장 한 장에 일일이 사인(sign)을 하였다. 사인(sign)을 해
야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가끔 졸기도 하고 사인(sign)은 제이유(JU)를 쓰는데
쓰다보니 글씨가 점점 작아지기도 했다.
이제 입찰계획서를 들고 전갑원 사장과 영어를 잘하는 정문도 사장하고 둘이
가라고 명예 회장님이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입찰장에는 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
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전갑원과 정문도 두 사람이 들어갔다. 입찰
판정관이 왜 둘이 왔느냐고 하면서 한 사람을 나가라고 했다. 전갑원 사장이 쫓겨
나오면서 얼핏 들은 소리가 미국의 브라운 루트(Brown Root)라고 하면서 입찰
금액은 8억 3천만이라고 했다. 그 순간 전갑원은 얼굴이 하얘지며 어쩔 줄을 몰
랐다. 그때 복도에 있던 명예 회장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전갑원에게 물었다, 전갑
원은 우리보다 싼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우리는 비상계
단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죽었다는 생각으로 그야말로 펑펑 울었
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명예 회장님은 입찰장에 있는 다른 회사들에게 가서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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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되면 우리가 싸게 하청을 해줄게 하며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정말 집념이 강
하고 대단한 분이었다. 얼마 후 정문도 사장이 손뼉을 치며 나오며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안됐다고 실의에 빠져 있는데 됐다고 하니까 명예 회장님이 걸음
걸이가 달라졌다. 내 평생 그렇게 활발하게 걷는 것을 처음 봤다. 정문도 사장에
의하면 미국의 브라운 루트(Brown Root)는 해상 터미널 구조물을 8억 3천만 달
러에 입찰한 것이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수주하
게 되고 그 공사를 무난하게 성공시킨 것이다.(구술자 000 인터뷰)
아산 본인이 진술한 자서전인 『이땅에 태어나서』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회의를 통해 8억 7천만 달러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투찰자를 들어간
전갑원 상무가 개인의 판단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9억 3천만 달러를 적어 내었다는 이야기
를 드라마틱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구술자인 000의 진술에 의하면 응찰 금액이 밤샘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모두가 그 금액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000도 왜
자서전에 그렇게 기술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동일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의 상이성으로 인해 다른 진술
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구술자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기억이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정한 기억은 어떤 고정된
순간에 대한 것이지만 그 순간의 고정성은 과거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바라
본 과거의 순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순간성으로 인해 기억은 불변하는 것으로
고정될 수 없다. 기억의 이러한 특징은 구술에 대한 의미부여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많은 이들이 아산을 기억하고 그를 역사적 인물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억은 아련한 향수로 바뀐다. 한 인물의 성취도 시간이 흐르면서 지나간 과거가 된다.
따라서 그가 이룬 축적된 역사적 성과는 기념비에 새겨진 공적으로 기림을 받던가 아니면
일상적이지 않은 존재라는 신비의 너울 속에서 숭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은 축적된 역사적 성취가 삶의 가능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현실적합성
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성취가 많은 이들의 모범이 되는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형해가 된 기억만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그 기념비나 형해의 잔존을 확인한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의 ‘실재가 가진 무게’가
해체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어떻게 살아있게 하
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행적이 여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산이 현존하던 ‘그때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한 소상히 밝혀지고 기술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닌 그에 대한 기림이 아산이 현존하던 ‘그때 거기’에서의 ‘역사적 현실’을 준거로
할 때 과연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
아가 그러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그 기림의 의미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
다. 형해가 된 기억이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좇아야 하는 일연의 ‘작업’
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 작업이 곧 아산의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일이고 구술 사업을 진행해
야 하는 당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산과 다른 아산을 구술을 통해 부분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적 기억은 탈시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내용은 언제나 기억 주체
에게는 잊히지 않는 것, 자기 삶의 과정에서 두드러진 것, 일상의 흐름 안에 용해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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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다. 형해가 되는 기억들의 복원을 위해서 구술은 필요한 것이며 그 사건들의 증언을
위해서는 구술은 소중한 것이다. 아산 구술의 궁극적 지향점은 형해(形骸)가 된 기억이 살아
있는 역사, 일상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사적 실체로 살아남는데 있다 . 이것이 아산 구술이
주는 기억의 의미이다.

4. 어떻게 할 것인가
1) 아산 구술 자료의 활용과 방법
아산관련 구술자료 수집사업은 수집 과정 및 아카이브 구축의 전과정을 체계화하고 그 성
과를 각 기관 및 단체와 공유함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아산관련 구술자료의 총괄 수집이다. 가장 중심적인 목적은 아산 정주영에 관한 총
체적인 구술자료 수집 기록이다. 무엇보다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행해져온 구술인터뷰를
체계화하여 자료의 결집을 이루도록 한다. 아울러 구술자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아산’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평가한다.
둘째, 아산관련 구술자료 수집으로 학적 기반을 조성한다. 이 사업을 통해 아산관련 자료
가 수집되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해 학문적 성과들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구술인터뷰의 경우 각 분야별 인사들이 고루 참
여하게 됨에 따라 그 과정 자체가 아산연구의 학적 기반을 넓히는 것이 된다. 구술자료들은
문헌자료의 한계성 극복하여 한 인물의 일대기를 온전하게 복원하는 기능도 할 것이다. 구
술기록에 근거한 개인사의 기술을 통하여 한 인물의 생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도 의미가 있다.
셋째, 아산관련 구술자료의 통합 디지털 DB 구축이다. 연구자들에게 구술자료를 1차적으
로 제공함과 아울러 2차로 진행되는 성과물들을 통합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내지는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의 보관 및 그것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독
립적인 웹(web)을 구성한다.
넷째, 아산관련 구술자료의 연구개발을 통한 ‘아산연구’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기여한다. 기
존의 아산관련 구술자료는 그룹 내의 각종 사보에 활용하기 위해 채록한 것인데 반해, 이번
사업에서는 이것이 일반 연구자들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아산연구’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활성화되어 더 많은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데 있다.
2) 아산 구술의 시대적 의미
구술자료는 문헌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여 한 인물에 대한 객
관적이며 보편타당한 관점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구술은 다른 매체들의 기록성을 보완함
으로써 기록의 온전함을 갖추는데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아산 구술의 의미는 단순히 아산을 추억 속에서 불러내어 향수를 자극하는 감성어
린 치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것은 구술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며
아카데미즘 안에서 이루어져서도 안되는 문제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향수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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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극하여 영웅시하고 신화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산을 평범한 일상인으로 보고
그의 성취나 행동이 그 순간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그러한 행동을 가능케 한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구술을 하는 것이다. 낭만주의적, 애국주의적 추억놀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열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다. 즉 아산구술
이 ‘쓸모없는 추억(향수)’이 아니라 ‘쓸모있는 역사’의 한 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 근대화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 중의 한명이 아산 정주영이다. 그는 가
난한 소작농의 아들이었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시대 상황을 재빠르게 인식하고 ‘땅’이 아닌
‘노동’과 ‘기술’에 온 힘을 쏟아 붓는다. 그리하여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을 만들
어 국가 기간산업의 중흥을 이끌어 낸다. 또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영역
을 넓혀간다.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역사회학교후원회, 해변시인학교 후원을 비롯하여 문화계·교
육계·법조계·예술계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삶의 폭을 넓혀가면서 사회에 기여를 한다.
그의 이러한 삶의 흔적들은 한국근현대사의 변화와 한국경제발전사의 중심적 인물이 되어, 연
구의 필요성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학문의 장 안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
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재벌’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한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그의 업적을 높이고, 개인적인 노력과 성공을 선망하면서
훌륭한 위인처럼 그리는 것이 한 측면이다. 다른 측면은 재벌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과 정치권과의 부도덕한 관계, 노동운동탄압 등을 강조하면서 한국 경제의 암적인 존재
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인식은, 한국 사회에서 기업 혹은 기업인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들의 활동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로막는다.24) 긍정
과 부정의 측면조차도 연구의 틀 안에서 논의되고 그것을 통해 한국경제 또는 기업가들의 역
할과 의무 등을 규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성찰이다. 따라서 다양
한 해석을 위해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믿을 만한 축적된 자료들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문헌자료이든 구술자료이든
연구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자료들은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구술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부분 기업의 창업주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
황에서 자료를 생산하는 이들은, 창업주들이 현역에서 활동하던 때에 진행하였던 인터뷰나 신
문기사 등을 통해 알려진 단편적인 일화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자료 생산자들은 여러
기업의 창업주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고, 특정한 역사적 맥락 하에서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성공한 기업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 '지혜와 카리스마
의 소유자', '창의와 도전으로 고난을 극복한 사람' 등 몇 가지의 이미지를 만들어놓고, 그 이미
지에 맞는 방식으로 각 창업주의 삶을 '전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전유는 '이윤 추구'라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현상은 세상을 떠난 시기가 오래되면 오래된
창업주일수록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양산된 저작물은 그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실체
가 없는 왜곡된 형상만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다. 창업주들에 대한 논의가 연구의 영역에서 이
루어져야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25)
우리가 하는 구술이 적어도 아카데미즘이 전제하는 사실의 기술, 그로부터 비롯되는 판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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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사실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의미의 추출 등 아산관련 구술사업은 어
떤 자리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공정하게 수행했다고 신뢰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바람이다.
그간 아산에 대한 평가는 주로 성공한 기업인에 초점이 맞춰지거나, 그의 인간적 면모 및
성장과정의 문제는 희화화 내지는 영웅화의 장치로 둔갑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한 인
간의 면모를 총체적,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살아온 시대에 대한 인식은 자본의 축적에 초점이 맞추어 졌으며, 그의 행동 이면에 숨어
있는 시대인식 또는 시대정신에 대한 의미 부여나 서술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우
리가 추구하는 구술의 목적은 정직한 인식과 열린 세계를 향한 작은 몸짓이다. 비범함을 넘
어서는 평범함의 발견을 통해 그의 삶을 평가하고자 한다. 비범함은 평범함의 밖에 있을 때
는 감동이 멀어진다. 그의 비범함에 그친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그를 ‘박제화’하여 박물관에
유폐시키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의 ‘비범함’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그가 낸 두 권의 자서
전과 기존 수없이 나온 그에 대한 찬사와 칭송의 책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웅화, 신화화된 인물이 아닌 일상인, 생활인으로서의 아산을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또한 아산이라는 인물에 대해 긍정적 시각이든 부정적 시각이든 학
문의 장 안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구술의 목적이기도 하다. 결국은 그가 남긴 문헌자료
의 한계를 구술자료로 보완하여 그의 삶의 재조명하고자하는 것도 이 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다. 성공한 기업인은 많으나 존경받는 기업인은 별로없는 실정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치열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아산현상’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천착되어
모든 역사적 기억의 전승이 그러하듯 우리에게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란
다.
이제 아산을 박제(剝製)화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닌, 그에 대한 형해(形骸)가 된
기억이 살아있는 역사, 일상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사적 실체로 살아남아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아산 구술의 시대적 의미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다. 아산 연구와 구
술 기록이 ‘그때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닌 ‘지금 여기’는 물론 ‘내일 저기’를 살아갈 사람
들에게도 ‘살아있는 힘’의 원천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5. 마무리
이 글은 구술사의 논점이나 쟁점을 다룬 글이 아니다. 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 인
물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이야기이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
술사업들의 성과와 중요성들은 이미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 상당한 연구성과도 축적되었다.
그러나 한국 경제 발전사에서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기업가에 대한 이야기는 때론 폄하
되거나 부정적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근현대 한국경제발전에 있어 기업들이 행해온
자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잇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각 분야 중에서도 우리네 삶과 가장 밀
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제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따라
서 ‘재벌’이라고 불리는 이 땅의 기업가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한 올바른 이해는 한국의
미래 역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아산 관련 구술도 한 사람의 빛나는 성취를 박물관의 유산으로 박제화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은 결코 아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훗날 연구자들의 연구
에 도움이 되는 사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긴다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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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활용 가치보다도 10년 더 나아가 50년, 100년 뒤, 우리 삶의 역
사가 더 튼실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보존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기록하지
못한 역사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는 기록은 우리네 삶의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아산 아카이브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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