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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와 재일조선인 연대의 가능성
― 1972년 오키나와 복귀 이후*

1)임경화**

| 국문초록 |
본고에서는 일본사회의 소수집단인 오키나와 주민들과 재일조선인들이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다수집단에 대응하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를 응시하며 횡
적인 관계 속에서 주체의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려는 시도에 주목
한다. 1950~60년대까지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언젠가 돌아갈 것을 전제로 한 조국
으로의 지향이 절대적이어서 북한을 지지하는 재일조선인 단체인 조선총련은 북한
으로의 귀국운동 등을 전개하기도 했다. 미군 통치 하에서 미군기지의 섬으로 있던
오키나와에서도 복귀운동을 전개하여 일본으로의 지향이 강했다. 그런데 1972년에
일본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오키나와는 여전히 지속되는 차별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
은 오키나와 주민들이 일본 국민으로의 지향을 비판하고 더욱더 소수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식하게 만들었다. 한편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도 세대를 거듭하고 (일본)
귀화자 수가 (북한)귀국자 수를 웃돌게 되면서 ‘조국의 사상’은 상대화되고 일본의
‘종족적 소수집단’으로서 정주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본고에서는 1970년대 이후에 두드러지는 양자의 정체성의 변화, 즉 소수집단으로
서의 자각 속에서 재일조선인들과 오키나와 주민들이 서로를 응시하며 상호간의 차
이를 넘어 연대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순간들을, 박수남과 기마 스스무, 강상중과 양
태호, 최진석과 아라카와 아키라 사이의 논의를 통해 포착하고자 한다.
주요어: 오키나와, 재일조선인, 식민주의, 차별, 연대, 소수자들의 초국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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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수자가 소수자를 응시하는 순간
일본사회에는 재일조선인, 오키나와, 부락민, 아이누 등의 많은 소수
집단이 있다. 이들은 다수집단에 의해 정체성을 규정당하며 이에 반응하
여 저항하거나 동화하는 길을 택해 왔다. 많은 경우 위로부터의 규정들
은 소수집단의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소수집단들은
다수집단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일본사회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가늠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 중에 특히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는 근대
이후 일본을 둘러싼 경계의 변화에 따라 심각하게 정체성을 규정당하고
또 재규정당하면서 일본인의 경계에 세워진 소수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의 경우는, 류큐가 일본에 병합되어 오키나와 현(1879)이 설치
된 이후 일본인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는
GHQ에 의해 비일본인으로 분류되어 미군정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가
1972년에 일본으로 복귀되어 다시 일본인으로 재규정되었다. 한편 재일
조선인의 경우는, 1910년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어 식민지가 된 후 식민
지의 일본인으로 분류되었다가 1945년 해방을 맞아 GHQ에 의해 비일본
인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자, 이들은 남과 북,
조국과 일본, 정주와 귀화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할 것을 강요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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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근대 이후 역사적인 변곡점에서 끊임없이 다수집단으로부터 정
체성을 규정당하는 역사를 살아 온 이 두 집단 사이에는 특수한 역사적 상
황 하에서 다수집단으로 향했던 시선을 옆으로 돌려 서로를 의식하며 공
감하는 순간이 포착된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 사이의 횡적인 네트워크
에 대한 관심은 이미 소수집단 연구에서 시도되고 있는 방법론이기도 하
다. 소수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초국경주의(minor transnationalism)도
그 중 하나이다. 즉 사회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
는 소수자들이 중심과 주변,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이라는 이항대립적 관
계 속에서 스스로를 저항 혹은 동화 사이에서 수직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집단과 소수집단의 횡적인 관계 속에서 상처를 극복하고 해
방을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자 하는 탈경계적 시도를 말한다.1)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도에 주목하여 오키나와 주민들과 재일조선인들
사이의 상호 응시의 순간들을 포착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 전후사 속에
서 바라보면, 이 양자는 일본의 주류사회로부터의 고립 속에서 장기투쟁
을 지속하고 있는 현장이다. 오키나와는 1972년 본토 복귀 후 45년 이상
이 지나도 미군기지의 집중과 그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
금도 헤노코(辺野古) 미군기지 이설 반대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재일조선인들은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구종주국인 일본에 남겨져 생활
하게 된 구식민지 출신자들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견고한 차별구조 속에
놓여 다양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이 양자의 고립도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7년 4월에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 복귀 45년 오키나와 (오키나와
조사)에 따르면, “본토사람은 오키나와 사람의 기분을 이해한다고 생각
하는가”(제11문)라는 질문에 대해 “그다지/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
1) Lionnet, Françoise and Shih, Shu-mei, “Introduction: Thinking through the Minor,
Transnationally”, In Minor Transnationalism, edited by Françoise Lionnet and
Shu-mei Shih,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5,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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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 오키나와 주민들이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오키나와에 대한 비방과 중상이 늘었다고 느끼는가”(제14문)라는 질문
에는 “느낀다”는 답변이 57.1%로 절반을 넘었다.2) 이와 관련해서 NHK
는 ‘오키나와’와 ‘기지’가 포함된 트위터의 투고 중에 ‘매국’이나 ‘반일’
같은 증오발언으로 이어지는 단어 11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추출하여
투고 수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V-22 오스프리의 오키나와 배치 반
대운동을 전개했던 2012년경부터 늘기 시작하여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헤노코 이설 반대를 주장했던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지사가 당선된
2014년 11월에는 2만 건을 넘어섰다. 그 후에도 미군시설 건설에 항의하
는 주민에게 본토에서 오키나와로 파견된 경찰관이 ‘토인(土人)’이라고
매도한 2016년 10월에는 무려 11만 건에 달해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3)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이 만연하게 된 것은 이보다
더 이르다. 한일의 새 시대를 상징했던 ‘한류 붐’이 종식된 2000년대 중
반부터 역류가 급속히 진전되어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
임) 같은 과격한 극우단체들이 가두시위를 벌이며 재일조선인들의 일상
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국가의 조선학교 고
교무상화제도 적용 배제나 지방 공공단체의 조선학교 보조금 정지 같은,
‘위로부터의 증오발언’4)이라 할 만한 사태까지 벌어지며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의 최근 악화된 고립상태는 양자 사이
에 상호응시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일인

2) NHK放送文化研究所, ‘復帰45年の沖縄’ 調査(RDD追跡法) 単純集計結果 , 2017.
http://www.nhk.or.jp/bunken/research/yoron/pdf/20170516_1.pdf
3) NHK クローズアップ現代, 沖縄復帰45年 深まる本土との溝 , 2017. 5. 15 방영.
4) 藤永壯, 大阪朝鮮学園補助金裁判の不当判決を認めない , 市民の意見 161, 市民
の意見30の会, 2017,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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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배우인 재일조선인 3세 김기강은 2014년부터 주기적으로 헤노코를
방문해 기지이설 반대운동에 참가하여 주민들을 지지하기 위하여 자신
이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른다. 그녀는 자신의 출신 배경이 오키나와의 상
황에 공감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인데, 자
신들의 목소리는 닿지 않고 존엄조차도 묵살”되었다고 하며 미군기지를
강요당하는 오키나와의 지금과 조선 식민지화의 역사를 겹쳐 보기도 했
다.5) 혹은 특히 제주도 출신이 많은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제주도의 비
극의 역사와 오키나와의 현대사를 겹쳐 보며 공감을 강조하는 견해도 늘
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가 고향인 재일조선인 소설가 김석범은 자신
의 장편소설 화산도 복간 기념 심포지엄에서, 헤노코 신기지건설 반대
운동의 진압을 위해 본토 소속 기동대가 파견된 사태에 대해 “오키나와
에 대한 일본정부의 이런 처사는 내부(국내) 식민지에 대한 침략이라고
까진 할 수 없지만, 자연스레 제주도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라고 언급했
다.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도에서 학살을 주도한 것도 섬 출신이 아닌
뭍에서 건너온 군·경이었던 점을 강조했다.6)
한편, 오키나와에서도 재일조선인의 경험과 자신들을 오버랩시켜 스
스로를 돌아보는 사례가 눈에 띈다. 2013년 1월 오키나와 현 자치체장들
이 오스프리 배치 반대를 호소하며 도쿄 도내를 행진했을 때, 일본 우익
단체로부터 ‘매국노’ ‘비국민’으로 매도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오키나와의 대표적 일간지인 류큐 신보(琉球新報)는 재특회의 재일조
선인에 대한 증오발언을 인용하며 “소수자에 대한 증오는 남의 일로 여
기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7) 또한 오

5) 재일한국인, 노래소리로 오키나와 응원 , 교도통신, 2016. 1. 16.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6/01/130313.html)
6) “오키나와 헤노코 주민시위 막는 경시청 경찰 보니 ‘4·3’ 때 연상” , 한겨레, 2015.
11. 10.(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16678.html)
7) 憎悪表現審査 日本の人権問われている , 琉球新報, 201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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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나와 출신 소설가 메도루마 슌(目取真俊)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
행해진 재일조선인 언론인 신숙옥(辛淑玉)과의 대담에서, 당시 미일안보
체제와 경제발전을 연계시킨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전과 미군기지의 부담을 짊어져 왔던 후쿠시마와 오키나와의 ‘희생’의
구조 등의 공통점이 부각되었던 분위기8)에 대해 명확히 위화감을 표시
하며, “오키나와와 후쿠시마는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점도 많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 핵심은 “오키나와는 단순한 지방과 중앙의 관계가 아니라,
류큐처분에 의해 야마토 민족에 의해 지배당하고 차별당한 역사가 있다”
는 점이다. 이 차이는 동일본대지진과 오키나와 전투와의 비교를 통해서
예시되었는데, 후쿠시마 피해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는 천재(天
災)이며 당시의 자위대나 미군의 활동은 찬미되었다. 반면 오키나와 전
투는 인재로서 거기에는 병사들에 의한 살인이나 주민학살 등과 같은 전
쟁의 참상이 있었다. 오키나와는 전쟁을 위한 섬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일본인들이 이 차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조선인 차별이나 민족문제도
보지 못한다고 보았다.9) 메도루마는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갖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오키나와 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억압의 대상
으로만 보려 하는 일본의 국가 권력에 대해 식민주의를 겹쳐 보고 있으
며, 그 속에서 재일조선인의 위치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고립 속에서 투쟁을 이어 온 양자가 본토나 중심으로
8)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다카하시는 원전과 미군기지를 안
고 살 수밖에 없었던 후쿠시마와 오키나와를 ‘희생의 시스템’으로 명명했다. 그는 희
생의 시스템에서는 “어떤 자들의 이익이 다른 자들의 생활을 희생시켜 산출되고 유지
된다. 희생시키는 자의 이익은 희생되는 자의 희생 없이는 산출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다. 이 희생은 통상 은폐되어 있지만, 공동체를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미화되거
나 정당화되고 있다.”고 했다. 高橋哲哉, 犠牲のシステム 福島 沖縄, 集英社, 2012,
43쪽.
9) 目取真俊 辛淑玉, 在日 沖縄から見た原発事故とオスプレイ配備 , 労働情報 84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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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렸던 시선을 돌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스스로의 참조 틀로
서 서로를 의식하며 응시했던 역사는 오키나와와 조선이 일본제국에 강
제로 편입된 이후부터 본격화되었고, 패전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양자를 이어왔던 응시의 시간을 역사화하는 것은 중앙/
본토/일본과의 관계를 상대화하고 구조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지금도 투
쟁을 지속하고 있는 양자의 고립을 해소하고 보다 충실한 연대를 위한
자양분을 제공하여 스스로를 해방하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의 ‘또 하나의 전후사’를 각각
이 일본과 맺었던 수직적 관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사이에
존재했던 횡적인 관계의 역사에 주목한 것은 도베 히데아키(戸邊秀明)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도베는 GHQ점령기라는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에
서 오키나와인들이 재일조선인들에게 동질성을 느끼고 다가가려 했던
사례를 포착했다.10) 양자 사이에는 상호의 관계를 발전시킬 정도의 연대
운동이 가시적으로 존재했던 것도 아니므로 서로에 대한 파편적 관심을
역사화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두드러지는 상
호 응시에 주목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주류의 역사를 넘어서
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에 필자는 도베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특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이후부터 오키나와의 본토 복귀 전까지 오
키나와인과 재일조선인의 상호 응시의 순간들을 역사화해 보았다.11) 본
고에서는 그 후속작업으로 주로 오키나와의 본토 복귀 후 재일조선인과
의 횡적인 응시의 궤적을 당사자들의 주요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 그 연
대의 조건과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0) 戸邊秀明, 在日沖縄人、その名乗りが照らし出すもの , 同時代史学会 編, 占
領とデモクラシーの同時代史, 日本経済評論社, 2004.
11) 임경화, 오키나와와 재일조선인, 상호 응시의 ‘전후’사: 1950~60년대 오키나와와 재
일조선인의 조국지향운동을 중심으로 , 비교한국학 24(3), 2016; Lim Kyounghwa,
“The Mutual Gaze of Okinawans and Zainichi Koreans in Post-War Japan: From 1945
to the 1972 Okinawa Reversion,” The Asia-Pacific Journal/Japan Focus 17(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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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50~60년대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의 조국지향운동:
박수남과 기마 스스무
먼저 패전 당시부터 1972년에 오키나와가 본토로 반환될 때까지 오키
나와 주민들과 재일조선인 사이의 상호 응시의 순간들을 간단히 짚어보
고자 한다.
제국 일본에 강제로 편입된 후 ‘일본인’으로 분류되어 동화정책의 대
상이 되면서도 제도적 차별에 노출되었던 오키나와인들과 조선인들은,
제국의 강고한 위계질서 속에 서열화되어 있었다. 제국의 차별적 질서와
동화의 압력은 오키나와인들과 조선인들 사이에 억압을 이양하는 연쇄
구조를 낳았다. 물론 1930년대에 도쿄 제국대학의 조선인 출신 학생이었
던 김사량과 오키나와 출신 학생이었던 시모타 세이지(霜多正次)는 함께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조선인이나 오키나와 차별 문제는 “결국 형태는
달라도 그 본질은 똑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서로 공감하기도 했지만,12)
이 억압이양의 구조는 오키나와와 조선인에 대한 지배/차별 구조가 존재
하는 한 제국이 붕괴된 후에도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자, 양자는 이번에는
GHQ에 의해 ‘비일본인(non-Japanese)’으로 분류되었다. 이것은 분명 조
선인들과 오키나와인들이 일제의 동화정책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했지
만, 이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했다. 오키나와는 미군 점령 하에 미군기지의 섬이 되
어 갔고, 조선은 동서냉전의 갈등에 휘말려 남북분단과 전쟁을 치르게
된다. 더욱이 해방 후에도 일본에 잔류한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인들이
‘비일본인’으로 분류된 것은, 전후 일본을 상징천황제를 기반으로 한 단
일민족국가로 출범시키려고 했던 미일의 전후체제 재편을 위한 불가결
12) 霜多正次, 沖縄と差別の問題 , 部落 114, 部落問題研究所,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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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 식민지 지배의 결과인 재일조선인의
존재는 일본인에서 배제되어야 했고, 오키나와는 미국의 통치 하에 남겨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일본은 연합국
의 점령상태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한 반면,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분리
되어 미군의 배타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일본인으로서의 오키나와
인들의 권리는 일본 본토에 한정되었다. 한편 재일조선인들은 국적 선택
권도 부여받지 못하고 모두 외국인으로 분류되었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이들의 국적국인 한반도의 국가들을 승인하지 않아 이들은 무국적 상태
에 놓이게 된다. 미국과 일본에 의해 재편된 지배질서 속에서 국민국가
의 경계로 내몰렸던 양자는 이윽고 국민에서 배제되었던 것이다. 이후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 주민들은 ‘비국민’으로서의 차별과 억압에서 벗
어나 ‘국민’으로 ‘해방’되기 위해 각각의 ‘조국’을 향해 달려가고자 했다.
도베 히데아키(戸邊秀明)는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인 사이의 “극심한
‘불화’를 내포하면서도 특정 상황 하에 서로 공명하는 관계를 포착”하고
자 하여, 함께 ‘비일본인’으로 분류된 오키나와인이 조선인에게서 동질
성을 발견하고 재일조선인 단체와 교류했던 GHQ 점령기 일본에 주목했
다.13) 하지만, 양자가 서로를 의식하고 응시한 역사는 각각이 각각의 조
국을 향하고자 했던 조국지향 운동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더욱이 혁신
운동이 이끈 조국지향운동 속의 ‘국민’되기는 전전의 동화정책과는 전혀
다른 제3세계 ‘인민 되기’를 지향했다.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인들은 이
운동 속에서 각각 통일된 조국에 귀속하여 외국군 철수를 통해 민족 해
방을 이루고 사회변혁에 참가하는 아시아 인민이라는 새로운 내이션의
구성원이 되고자 했다.

13) 戸邊秀明, 在日沖縄人、その名乗りが照らし出すもの , 同時代史学会 編, 占
領とデモクラシーの同時代史, 日本経済評論社,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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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로 인해 1950 60년대의 혁신운동에서는 제국 일본의 가해
책임보다는 피억압민족들의 연대 속에서 서로의 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가해자인 미국의 제국주의를 해체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은 사실이다.14)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는 억압받는 조선과 일본의 상징
이 되어 국제적인 민족 연대 속에서 일본사회를 변혁시키는 촉매제로서
의 역할이 기대되었던 것이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1960년에 오키나와 현
조국복귀협의회(沖縄県祖国復帰協議会)를 결성해 민족독립, 반전평화,
인권확립 등을 내세우며 복귀운동을 본격화했다. 재일조선인들은 특히
북한을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총련)가 북한으로의 귀국
운동을 전개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크게 고양시켰다.
하지만,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일본사회의 무관심과 무시는 미군의 시
정권이 반환되고 오키나와의 ‘조국 복귀’가 다가올수록 오키나와인들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렸다. 그들이 결국 돌아가게 될 일본은 제3세계로서
의 아시아가 아니라, 공고한 미일안보체제를 기반으로 아시아를 지원하
고 지도하는 위치에 서고자 하는 경제대국 일본이었고, 그들은 일본의 국
민으로 편제되어 갔다. 한편 재일조선인들도 귀국에의 길이 열리고 재일
조선인운동이 고양될수록 ‘조국’이냐 ‘재일’이냐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귀국사업의 개시와 함께 일본으로의 귀화자 수가 증
가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15) 이렇게 ‘조국의 사상’이 상대화되기 시
작한 데에는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조국의 원체험을 갖지 않는 2세가 주
류 구성원으로 떠오른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재일조선인들이 조국과 그 대극에 있는 일본으로 향하는 시선을 옆으
로 돌려 오키나와에 대한 공감을 발견하는 순간이 2세의 정체성 문제를
14) 小熊英二, <民主>と<愛国>: 戦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と公共性, 新曜社, 2002,
368쪽.
15) 金英達, 在日朝鮮人の帰化: 日本の帰化行政についての研究, 金英達, 1980,
1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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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했던 박수남(朴壽南) 등에게서 포착된 것은 이와 같은 변화와 연관
성을 갖는다. 재일조선인 2세 작가 박수남은 재일조선인 1세의 고뇌와
그 자녀들인 ‘반쪽발이’로서의 2세의 문제에 맞닥뜨린 취재여행의 연장
선에서 피차별 부락과 오키나와의 소년들을 만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언
급한다.
올 겨울에 나는 고베의 미해방부락에서 머물렀다. 교실이나 직장
에서 추방당한 부락의 ‘깡패’는 자신을 ‘지하의 인간’이라 불렀다. 나
면서부터 비인간의 자식으로 지하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소년들의

……) 우리들은

자학에서 나는 반쪽발이의 편린을 뚜렷이 보았다. (

처음 본 순간 서로의 안에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움에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지하’의 깡패에게서 발견한 것은 타인 속에 나
를 보는 친근함만은 아니었다. 그들과 반쪽발이 소년 사이에는 서로
상대를 ‘더럽다, 야만적이다, 무섭다’고 증오했던 것이다.
나는 일본의 모순을 정면에서 반영한 존재로 오키나와의 소년들이
나 ‘지하’의 소년들 속에서 감출 수 없는 일본인의 현실을 본다. 그 의
미에서 그들은 가장 일본인다운 일본인들이었다.16)

박수남은 오키나와의 소년들, 미해방부락의 소년들한테서 ‘반쪽발이
의 편린’을 발견하고 그들에 대한 애증이라 할 만한 복잡한 감정을 느낀
다. 그리고 그 기묘한 긴장 속에서 ‘지하’의 ‘나락’으로 떨어져 ‘자학’하
는 ‘비인간’의 자식들한테서 일본의 모순을 정면으로 반영한 ‘가장 일본
인다운 일본인’의 모습을 본다. 이렇게 일본사회에서 주변화되고 배제된
존재를 오히려 ‘가장 일본인다운 일본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후 일본
이 구축해온 바람직한 ‘일본인상’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6) 朴壽南, 在日朝鮮人のこころ: 半日本人の現実から , 展望 103, 筑摩書房, 1967,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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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의 안보투쟁을 피크로 한 정치의 고양기를 고도경제성장정책
을 통해 경제적 활기로 전환시킨 일본의 지배세력이 위로부터의 사회 통
합 기획으로 구축한 이상적인 일본인의 이미지를 주변의 시점에서 전복
시키는 박수남의 주장은 오키나와의 고교 교사 기마 스스무(儀間進)에게
전폭적으로 수용된다. 그는 1972년의 복귀를 앞두고 일본에 대한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재일조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예리하게 포착한 내 안의
일본과의 대결 이라는 에세이를 발표한다.
그녀가 말하는 조선인은 너무나 슬플 정도로 오키나와 사람들과
닮았다. (중략) 박수남 씨가 미해방부락의 소년들에게서 ‘반쪽발이’
(반일본인)의 편린을 뚜렷이 본 것처럼, 나도 조선 속에 오키나와의
반신을 보았다. 놀라움으로 가득 찬 기묘한 친근감 이었다. 그녀가 말
하는 바에 의하면, ‘반일본인’이란, 일본 이름을 쓰고 일본어를 잘 구
사하여 조선인이라는 사실로부터 달아나 일본인처럼 되려고 했던 조
선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설령 생명과 맞바꾸어도 완벽하게
일본인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러한 자기 자신에 상처를 입고 스스로를
모멸하고 자포자기할 때 증오를 담아 내뱉어지는 말이 ‘반쪽발이’였
다(강조는 인용자. 이하 같음).17)

차별과 배제 속에 동화의 길을 재촉할수록 자기혐오에 빠져 고뇌하는
재일조선인의 모습에 동질감을 느낀 기마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오키나
와 주민들이 자립하지 않고 동화를 택하는 한 영원히 ‘반쪽발이’로 살아
야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조국복귀운동’의 성과로서 반환이 결정
되고 급속히 일본으로 빨려 들어가는 오키나와 주민들을 한편에 두고 기
마는 오히려 그 ‘조국’의 본질에 다가간다. 즉, 실체로서의 ‘조국’ 일본은,

17) 儀間進, 内なる日本との対決 , 日本教職員組合 沖縄教職員会 共編, 沖縄の先生
たち: 本土との真の連帯をもとめて, 合同出版, 1970,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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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오키나와를 본토방위의 희생양으로 삼았고, 전후
에는 미군의 지배를 허용했으며, 이제 미일의 공동 전략 목표를 위한 기
지로 이용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렇다면 복귀가 기정사실화된 지금 오
키나와는 일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기에서 기마는 ‘내 안의 일본과의 대결’을 제시한다. 즉 동화를 종용
하는 내 안의 일본을 끊어냄으로써 일본인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의 일본을 움직이고 변혁해 가는 하나의 사상이 일
본의 음지인 오키나와, 미해방부락, 재일조선인 사이에서 태어날 것을
믿고 있다. 약자의 입장을 깊이 인식하고 파헤침으로써 역으로 약함을
무기로 반전시킬 때 거기에서 ‘약자의 사상’이 태어난다”18)고 말한다.
음지에 있는 또 다른 ‘약자’인 재일조선인을 응시하면서 그들과의 연대
속에서 양지로 나와 일본을 변혁시키고 차별을 극복하는 사상을 구상해
낸 것이다.
하지만 기마의 낙관적인 상상은 곧바로 벽에 부딪히게 된다. 기마가
‘내 안의 일본과의 대결’을 외친 바로 그 해인 1970년에 해방교육독본 
인간(にんげん)에 오키나와의 문제가 게재된 것을 둘러싸고 사건이 벌
어졌기 때문이다. 인간은 부당한 인간 차별이나 기본적 인권 침해 철
폐를 목적으로, 부락해방동맹(部落解放同盟)의 연구조직인 전국해방교
육연구회(全国解放教育研究会)가 오사카 교직원조합 등의 협력을 얻어
초중학교용 부독본으로 편찬하고 오사카 부 교육위원회가 관할 지역 초
중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한 교재이다. 그런데 오사카 오키나와 현인
연합회(大阪沖縄県人連合会)는 중학교 교재에 부락 해방 문제, 재일조선
인 문제와 더불어 오키나와 차별 문제가 다루어진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간에서 오키나와 관련 기술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해 10월에 류큐 정부 주석 야라 조뵤(屋良朝苗)가
18) 儀間進, 같은 글, 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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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부 교육위원회에 오키나와 관련 기술의 삭제를 요청했고, 71년 1
월에는 혁신계 국회의원도 포함된 ‘오키나와 의원 클럽’이 문부성에 인
간 사용 금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오키나와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오사카 오키나와 현인연합회가 밝힌 게재 반대 이
유는 오키나와의 문제는 이민족 지배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부락 등의
차별과는 다른데도, 이것을 교재에 함께 다루면 같은 이미지를 주어 차
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1903년에 같은 오사카에서 발생했던 인류관사건을 떠올리
게 한다. 당시 오사카에서 개최된 권업박람회의 인류관이라는 전시 부스
에 아이누인, 타이완인, 조선인 등과 함께 오키나와인이 전시된 것에 대
해 많은 오키나와인들이 반발하여 전시를 취소시킨 사건이다. 그런데 그
때도 항의의 이유는 전시 자체의 비인도성 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
키나와인들을 아이누나 타이완인들과 동일시한 데 있었던 것이다. 이것
은 오키나와인들이 일본제국의 신민으로 적극적으로 동화하려는 의지의
다른 표현이었다. 그런데 약 70년 후에 발생한 인간의 오키나와 게재
문제에서도 오키나와인들이 동일한 대응을 보인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
면 전자에서는 식민지민처럼 차별받지 않는 내지인이 되고자 했다면, 후
자에서는 소수자로서 차별받지 않는 일본국의 다수자인 국민으로의 적
극적인 동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 사이에 식민주의와
국민주의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 지속되는 차별구조가 주목
되지는 않았다.
물론 오키나와교직원회 등은 이에 반발하여, 차별이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달라도 그 뿌리는 똑같이 민족의 지배자들에 의해 조장된 것이며,
오키나와에 대한 차별 철폐는 다른 차별과의 연대, 투쟁 속에서 쟁취해
야 한다고 맞섰다.19) 하지만 이 사건 자체는 오키나와인들이 희망했던
19) 沖縄教職員会差別問題研究委員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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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放教育読本 にんげん についての見解 ,

것과는 거리가 먼 ‘조국 복귀’가 목전에 다가올수록 혼란에 빠진 오키나
와인들이, 기마의 시도처럼, 내 안의 일본, 즉 내면화된 오키나와 차별을
끊어냄으로써 일본인이 되는 길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일본으로의 강고
한 동화의 압력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음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었다.

3. 본토 복귀 후 연대의 조건:
민족단체의 각축과 아이덴티티의 동요
1969년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오키나와의 반환이 결정되고 1972년 5월
15일을 기하여 오키나와가 일본이 된 것은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의 관
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초래했다.
가장 큰 것은 재일조선인들도 누구나 오키나와에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군정 시기에는 일본 국민들도 오키나와 도항을 위해
서는 일본국이 발행하는 오키나와 도항 전용 신분증명서(여권)와 류큐
열도 미국 민정부가 발행하는 입역허가증(비자)을 가지고 해외 출국과
다름없는 도항수속을 밟아야 했다. 따라서 한국적을 취득하지 않아 여권
을 발급받지 못하고 사실상 일본에 갇혀 있었던 다수의 ‘조선적’ 재일조
선인들20)은 1972년에 오키나와의 시정권이 일본으로 반환됨에 따라 비
로소 오키나와 도항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이 사실은 한국정부와 오키나와의 교포사회를 긴장시켰다. 그것은

部落解放 15, 1971.
20) 1955년 총련 결성 당시 75%를 차지했던 이른바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수는 60년대
초반의 대거 북한 귀국으로 감소된 데다가 1965년에 한일협정이 체결되어 협정영주
권이 재일조선인들에게 부여되고 나서 더욱더 줄어들었다. 그 결과 1969년부터는
한국적 재일조선인의 수(309,637명으로 전체의 51%)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水野直
樹 文京洙, 在日朝鮮人: 歴史と現在, 岩波書店, 2015, 162~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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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2월에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이하, 민단) 오키나와 지방본부
가 발족되어,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는 1972년 5월 시점에 오키나와
거주 교포 270명 중에 167명(전체의 62%)이 민단에 가입하게 된 것에서
도 알 수 있다.21) 그들의 대부분은 미군 기관 고용인들이었다.22) 당시 외
무부는 오키나와에서의 총련의 동향 파악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삼고
있었고, 1973년 3월에는 후쿠오카(福岡) 총영사관 관할 주 나하(那覇) 영
사관이 설치되었다.23) 한국 영사관은 교포 수가 많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교포 수가 적은 오키나와에 영사관을 설치한 것은, 당시의 영
사가 말했듯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신속히 출격하기 위해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총련과 총련을 지지하는 오키나와의 혁신세력들을 의미한다
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반환 이후 오키나와를 처음 밟은 재일조선인들이
가장 먼저 착수한 사업은, 오키나와 전투 당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에
대한 진상조사였다. 그들은 일본인과 총련 소속 재일조선인으로 구성된
‘제2차 대전 당시 오키나와 조선인 강제연행 학살 진상조사단’이라는 조
일(朝日) 합동 조사단을 꾸려 1972년 8월부터 20일간이라는 짧은 일정에
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물론 오키나와
전투에서 희생된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한 관심이나 조사가 그때까지 이
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민단 오키나와 지방본부 결성
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동선이라는 미군속 재일조선인은 1966년에
독자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오키나와 전투 말기에 일본군에 의해 자행되
었던 ‘구메지마(久米島) 조선인 일가족 학살사건’을 밝혀내 한국 언론에

③

21) 오끼나와 4반세기만의 반환 한국과의 관계 , 동아일보, 1972. 5. 16.
22) 返還協定 이후 침묵 속에 不安해하는 오끼나와의 韓國人들 , 경향신문 1971. 6. 25.
23) 임경화, 오키나와의 아리랑: 미군정기 오키나와의 잔류 조선인들과 남북한 , 대동
문화연구 8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561~5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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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렸고 유골을 찾아 한국으로 송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
지나 개인적인 관심에서 나온 것이며 민단이나 한국정부가 관여한 것은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희생된 조선인 군부나 ‘위
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본 식민
지 지배에 대한 비판과 전쟁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한국정부는
일본과의 과거사를 묻어 두고 피해자들을 침묵시킨 채로 국교정상화를
추진하여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일관계와 거리를 두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비판하고 전
쟁책임을 추궁해 왔던 재일조선인들은 보다 자유롭게 오키나와 전투에
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더욱이 당시 오키나와에서는 기지를
용인하고 경제개발에 중점을 둔 보수보다 평화/반기지와 주체성을 강조
하는 혁신세력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오키나와에서는 1960년
대 후반부터 그때까지의 미일 양쪽에서 이루어진 군대를 주체로 한 역사
서술을 비판하고 주민이 주체가 된 오키나와 전투 기록 및 계승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더욱이 반환 이후의 자위대 배치 강행은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오키나와 전투에서의 일본군의 만행을 상기시키는 것이었
다. 그로 인해 총련이 참가한 ‘조일 합동 진상조사단’은 그간의 오키나와
전투 기록운동의 성과들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혁신 자치체 등의 전
폭적인 지지 속에서 오키나와 전투의 또 다른 주체인 조선인 군부와 일
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재를 단기간에 가시화할 수 있었다.
이윽고 한국정부와 민단의 우려 속에 1972년 9월 6일에 조선총련 오키
나와 현본부가 결성된다. 하지만 이 결성식에 모인 재일동포는 15명에 지
나지 않았다. 이후에 이들은 한국정부 측으로부터 추궁을 받기도 한다.
총련이 오키나와 교포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기는 이미 한계가 있었던 것
이다. 하지만, 총련은 문화공연 등을 주로 하며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친
근하게 다가가기도 했는데, 당시 상영되었던 북한영화 꽃 파는 처녀는
인기를 모았고, 금강산가극단도 성황리에 공연을 하였다. 이들은 조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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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들을 위해 기념비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했는데, 그것을 견
제하기 위해 박정희는 돈을 보내 서둘러 기념비(한국인위령탑)를 짓게 했
던 것처럼, 반환된 오키나와의 땅에서 민단과 총련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1975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봉기가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다. 이에 민단도 총련도 접촉하여 관계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에 총련
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들이 피해자에게 헌신적으로 다가간 것도 있겠
지만, 기지와 안보를 중시하는 한국정부나 민단 측보다는 총련이 오키나
와의 반기지 평화운동에 연대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1976년에 8 18 판문점 도끼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한반도가 일촉즉발 전
쟁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오키나와에도 준전시상태(랭크A)가 선포되
고 실탄사격연습이 실시되었다. 이때 오키나와 주민들은 한반도 출격을
위한 훈련을 오키나와에서 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온몸으로 훈련을 막아
저지하기도 했다. 이것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재일조선인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인들의 삶도 규정하고 있다는 자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총련이 북한을 봉쇄하는 교두보로서의 오키나와 기지에 반대하는 이
상 기지를 긍정하는 민단 측과의 차별점은 명확했다. 오키나와의 혁신
현정시대인 1978년에는 오키나와 현 교직원조합 일행이 북한의 대외문
화연락협회의 초청으로 7월 30일부터 20일간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
다.24) 하지만 혁신현정이 끝나고 반전평화운동에서의 총련과 오키나와
의 교류의 기억들은 잊혀져 갔다.
그런데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 이후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민단과 총련
사이의 첨예한 각축과는 대조적으로, 1970년대 후반이 되면 세대교체가
진전되면서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조국’ 지향에서 ‘재일’ 지향으로의
경향이 본격화되어 일본 국가의 틀 속에서 소수민족이 되어가는 추세가
강화된다. 이미 1975년에 동포간 혼인 비율이 50%를 밑돌기 시작했

～

～

24) 이시가와 모도헤이, 조선을 방문하고 (1) (5) , 천리마 1978년 10월호 1979년
2월호, 1978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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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5) 1970년대 말이 되면 그때까지의 일본 귀화자 수가 북한 귀국자 수
(9만 이상)를 웃돌게 된다.26) 이에 반해 기성의 민족단체들은 변화된 세
대들을 끌어들일 만한 구심력을 잃고 있었다.
이러한 정주화의 경향 속에서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변화와 관련하여
전개된 중요한 논쟁이 강상중과 양태호 사이에 벌어진다. 그런데 이 논
쟁에서는 오키나와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당시 재일조선
인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던 잡지 계간 삼천리(季刊三千里)에
서 전개된 이 논쟁에서 강상중은, 안으로는 천황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민족국가를 유지하고 밖으로는 문명화의 척도로 서열화된 아시아에 군
림하려는 일본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재일조선인들의 정
주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일본사회의 주변이나 가장 밑바닥에 편입되어 있는 아이누 민족이
나 류큐-오키나와 사람들, 그리고 수백 년 혹은 그 이상의 역사를 보
낸 부락 차별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조선계 일본인’으로서의 ‘정주
화’는 ‘천민화’의 길로 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지 않
을까. 그렇다면 설령 개별적으로는 뛰어난 동포 인재가 일본사회의
양지로 진출할 수 있어도, 민족으로서, 집단으로서의 ‘재일’은 종래
대로 언더그라운드의 직종에 특화되어 그 내부에 한층 커다란 격차
와 균열을 안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27)

강상중은 재일조선인이 일본에서 ‘조선계 일본인’으로 정주한다면 오
키나와 사람들이나 부락민처럼 ‘천민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이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조국으로 맞춰야 한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③

25)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사이트(http://www.mindan.org/syakai.php) 혼인에 의한 변화
(후생성 인구동태통계) 참조.
26) 金英達, 앞의 책, 24쪽.
27) 姜尚中, 在日の現在と未来の間 , 季刊三千里 42, 1985,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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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위론’은 오로지 조국만을 향해 있었던 1세대와는 달리, “재일조
선인과 일본, 분단 조국 쌍방이 공통의 역사적 과제로 안고 있는 것을 확
인하여 그에 대한 태도 결정을 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조국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공통의 역사적 과제란 문명발전사관에 기초한 위계
서열화를 극복하는 것이며, 재일조선인들이 이를 의식하여 ‘방법으로서
의 재일’을 산다면, 조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강상중
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한 반론이 양태호의 사실로서의 ‘재일’ 이다. 그는 “일본에는
아이누나 오키나와나 부락에 대한 차별이 있으므로, 민족차별을 받아온
자로서 함께 손을 맞잡자는 것이라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강상중은 그
렇지 않다. 아이누나 오키나와나 부락의 일원이 되는 것은 싫다는 것이
다. 이것이 차별이 아니고 무엇인가.”28)라며 비판했다. 또한 재일조선인
이 일본사회에 동화하건 조국을 바라보건 소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다수자가 되려는 구조는 동일하며, 그것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승
인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재일조선인의 ‘정주화’를 사실로서 받아
들이고 소수자로서 차별에 저항하며 공생을 지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에 강상중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자신의 논지를 보충하면서 양태
호의 ‘조국 인식’을 비판한다. 그는 ‘천민(pariah)적 존재형태’란 이산 상
태에서 국가(정치적 자율성)를 상실하고 민족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유
대인에서 유리한 개념임을 설명하고 ‘천민’과 재일조선인의 차이를 설
명한다.
아이누 민족이나 오키나와 주민에게도 자치주 창건 같은 독립분리
주의의 권리는 있어도 현실에서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틀 안에서 개
28) 梁泰昊, 事実としての在日: 姜尚中氏への疑問 , 季刊三千里 43, 1985,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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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방도를 모색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사
실이다. (중략) 이것은 차별하려는 저의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과제의식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이다. 이 의
미에서 조국은 일본사회와 동일하게 ‘다수’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국’이며 ‘다수’-‘소수’ 관계가 적
용되는 경우와는 전혀 차원을 달리 한다.29)

즉, 오키나와 주민이나 아이누 민족과 달리 재일조선인은 조국을 가지
며 “국경과 국경에 걸쳐 있는 극히 특이한 이중성을 짊어진 존재”인데
도, 양태호가 조국과 일본사회를 같은 ‘다수’로 동렬에 두고 재일조선인
의 조국으로의 귀환과 일본으로의 동화를 똑같이 차별 탈출을 위한 ‘다
수자’ 되기로 비판하며 ‘다수’의 차별에 대항하는 ‘소수’의 연대의 관점
에서 이들을 동일시하는 것에는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일조선인들의 과계민족(跨界民族)으로서의 이중성은, 특히 조선근
대사 연구자이자 재일조선인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의 논의에서 강조된 것이기도 하다. 가지무라는 1979
년 시점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은 본국의 민중운동의 일익을 담당하는 동
시에 일본에서의 권리를 지키는 ‘이중의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한 “요사이 본국 운동과의 연계를 가질 필요가 옛날과 달리 희박
해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논의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사회와의 관계, 예를 들면 일본사회 속의 차별문제라는 각도
에서만 재일조선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부락해방운동
에 대한 지식과 관련하여 동일한 것으로 짐작하고 그렇게만 재일조

29) 姜尚中, 方法としての在日: 梁泰昊氏の反論に答える , 季刊三千里 44, 1985,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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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운동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을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세 번째 각도(일본사회와의 관계성: 인용
자 주)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재일조선인운동의 전체상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30)

강상중의 논의는 가지무라의 재일조선인운동의 ‘이중의 과제’ 지적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조국’이 상
대화되고 민족단체가 급속히 구심력을 잃어가는 70년대 후반에 시민권
획득운동이나 차별철폐운동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이 흘러갈 때 그것을 재
일조선인운동이라는 전체상 속에서 규정하려고 할 때 등장했다는 것, 그
를 위해 일본 내 다른 소수자들과의 비교가 원용되었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오키나와의 존재라는 참조 틀
이 의식적으로 등장한 또 하나의 사례이다.

4. 조국의 상대화와 연대의 가능성:
아라카와 아키라와 최진석
국경에 걸쳐 있으면서 조국의 정치적 현실에 의해 삶을 규정당하는 과
계민족으로서 조국과의 연결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에서의 정주
외국인으로서 권리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이중의
과제로 짊어질 것인가는 재일조선인사회의 첨예한 문제가 되어 갔다. 그
것은 오키나와와의 연대의 조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 최진석(崔真碩)과 아라카와 아키라(新川明)의 대
담이다.

～

30) 카지무라 히데키, 김인덕 옮김, 재일조선인운동: 1945 1965, 현음사, 1994,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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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 연구자 최진석은, 제국 일본의 붕괴 이후에도 일본사회에
서 뿌리깊이 지속되고 있는 식민주의를 주제로 한 논집에, 일본사회에서
“‘일본인이 된다’는 동일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자로서 동시대를 살며
끊어지듯 이어져 있는 오키나와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호소하는
칼럼을 기고한다.31) 동화의 폭력을 내면화했던 재일조선인인 저자가 세
상과 마주했을 때, 기마 스스무의 ‘내 안의 일본과의 대결’ 등과 같은 오
키나와의 당사자성을 상기시키는 주장에 직감적인 공감을 느꼈음을 고
백한다. 이것은 그에게 일본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부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의 복수성은 물론, 일본사회의 소수자들의 복수성에 눈뜨는 계기
가 되었다. 더욱이 기마 스스무가 오키나와의 조국복귀운동에 헌신하면
서도 본토와 오키나와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두려워해 온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계기를 재일조선인 작가 박수남의 글에서 찾았던 것에 주목한
다. 박수남은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조선인 2세를 ‘반쪽발이’로 정의하고
이러한 2세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식민주의를 벗어나는 투쟁
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최진석은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인 사이에서 끊
어지듯 이어지며 서로의 타자성, 당사자성을 각성시켜 온 상호작용 속에
자신이 느꼈던 공감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역사성에 전율한
다. “오키나와 사람들과 재일조선인은 ‘제국 일본’에서 ‘일본인이 된다’
는 동일한 폭력을 당해 오면서, 복수의 ‘자이니치(在日)’로서, 복수의 ‘반
쪽발이’로서 끊어지듯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제국 일본’
과 ‘일본인’이라는 것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것을
동경하면서 내면화해 버린 복수의 ‘자이니치’의 욕망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며, 복수의 ‘자이니치’가 그 환상을 뒷받침해 온 것이다.” 하지만 그
것을 역으로 취해 오키나와 사람들과 재일조선인을 이어주는 것을 하나

31) 崔真碩, 沖縄の人々と在日朝鮮人を繋ぐもの , 岩崎稔 외편, 継続する植民地主
義: ジェンダー/民族/人種/階級, 青弓社,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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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찾아가면서 ‘제국 일본’을 가시화해 간다면, 계속되는 식민주의의
폭력을 종식시킬 계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된 최진석은 오키나와인들에게 ‘작은 연대’를 호소했던 것이다.
최진석과 아라카와의 서신 대담이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의
일이다. 최진석의 호소에 대한 오키나와인으로서의 ‘응답’으로 볼 수 있
는 이 대담의 상대인 아라카와 아키라는, 오키나와의 조국복귀운동이 피
크에 달했던 1970년을 전후하여 그 흐름에 역행하듯 반복귀론을 주장하
며 논진을 펼쳤던 인물이다. 당시에는 현실성이 없는 소수의견으로 무시
되었던 주장이었지만, 복귀 후의 실상이 가시화될수록 조금씩 주목을 받
다가 90년대 미군의 소녀폭행사건을 계기로 전면화된 기지반대운동 속
에서 힘을 얻게 된 오키나와의 자기결정권론에 반복귀론이 중요한 사상
적 기반을 제공하게 되면서, 그 핵심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뒤에서 언급하듯이, 최진석은 아라카와의 반복귀론에서 재일
조선인인 자신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읽어냈다. 하지만, 양자의 대
화는 공감을 드러내면서도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서신 대담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 아라카와가 일찍이 재일조선인
들과 교류하며 조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라카와 아키라는 신오키나와 문학(新沖縄文学) 편집장 시절이었던
1978년에 재일조선인 역사학자인 강재언(姜在彦)과의 교류가 계기가 되
어,32) 계간 삼천리에 근대 오키나와와 조선 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조
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당시에는 이미 일본 속의 조선문화(日本の
なかの朝鮮文化)나 계간 삼천리 같은 잡지에서 오키나와와 조선의
역사적인 영향관계를 밝히고 문화적 연관성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재일
조선인은 물론 일본인이나 오키나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

32) 실은, 강재언도 신오키나와 문학에 오키나와와 조선의 교류사에 관한 글을 기고했
다. 姜在彦, 沖縄そして朝鮮 , 新沖縄文学 48,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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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 아라카와는 한반도와 오키나와의 역사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고, 일
본과의 관계로만 닫혀 버린 근대 이후 오키나와의 왜곡된 교류를 바로잡
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 지역과 밀접한 교류를 가졌던 오키나와 선조들
의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
디까지나 조선과의 관계성이 근대 이후에 어떻게 굴절되었는가에 주목
한다.
오키나와(인)는 오랫동안 조선과 긴밀한 교류를 가졌으면서도 근
대 이후의 역사에서는 결코 조선에게 좋은 친구라고 할 수는 없는 방
식으로 살아왔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맹목적인 일본화 지향에
주박된 근대의 오키나와인은 그 주류를 이루었던 정신세계에서 조선
뿐만 아니라 근린 민족들에 대해 좋은 친구이기보다 일본인이 되는
것을 모든 것에 우선시키는 편협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어리석음
을 어리석음으로 자각하는 일이 적었다. (중략) 근대 이후 오키나와
인의 정신은 일본화 지향의 나쁜 영향으로 인해 너무나도 쇠약해졌
다. 타자의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 근대 일본의 비뚤어진 정신
을 뒤쫓아 가는 모방자였다.34)

오키나와인들은 대일본제국에 편입된 후 제도적 차별과 멸시를 받으
면서도 강권적 황민화 교육에 의한 동화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지식인들
은 적극적으로 동화의 길을 설파하며 그 추진자가 되었다. 일본인이 되
어 차별에서 해방되고자 한 오키나와인들의 동화의 열망은, 조선인 혹은
아이누인, 타이완인들과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표출되었고 그것은
그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졌다. 아라카와는 ‘일류(日琉)동조론’을 기반으
33) 鄭詔文, 沖縄の李朝の炎: 私の古美術散歩 ,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22, 朝鮮文
化社, 1974; 當馬嗣光, 沖縄に残る朝鮮文化 ,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35, 1977;
谷川健㊀, 琉球と朝鮮 , 季刊三千里 15, 1978.
34) 新川明, 近代沖縄と朝鮮 , 季刊三千里 16,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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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오키나와의 차별/억압의 이양 구조를 근대 오키나와의 도착된 정
신구조로 보았다. 그리고 위로부터의 강제에 순응하여 국가체제에 기대
려고 하는 아래로부터의 동화 지향은 실은 전후의 ‘일본 복귀’ 운동에서
도 엿볼 수 있다. 심지어 복귀 후 혁신세력이 현정을 담당한 시기에도,
‘우호친선’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으로부터 계절노동자를 도입하여 주력
산업을 유지하려 한다거나 단위인구 당 의사 수가 오키나와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은 한국으로부터 의료진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 보았다. 근대 오키나와의 뒤틀린 정신구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아라카와의 주장이었던 것이다. 그가 ‘반복귀론’에서 일본과 오키
나와의 이질성=‘이족’성을 강조하면서도, “과거의 류큐 왕국의 재현을
꿈꾸는” 복고적 류큐 내셔널리즘을 근대의 비뚤어진 정신이 투영된 일본
내셔널리즘의 복사판으로 보고 평가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35)
이 둘은 2008년에 오키나와 타임즈(沖縄タイムス)의 특집 기획 도
래하는 오키나와의 자기결정권 의 일환으로 두 차례의 서신 교환을 통해
대화를 나눈다.36) 우선 최진석은, 일본인이 될 것을 강요하는 사회적인
공기 속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인이 되고자 일본이름을 사용하기
도 하고 그 반발로 한국인이 되고자 한국 유학을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국가에 대한 짝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일본에서 객사한 조선
인과 마주하는 시점을 확보하며 자신이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조선인
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것은 자신에게 정신혁명이었으며, 그 연장선상
에서 오키나와와 아라카와의 반복귀론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반
복귀론은 오늘날의 재일조선인이 처한 상황과도 통하는 보편성을 가진
것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35) 新川明, 反国家の兇区, 現代評論社, 1971, 133쪽.
36) 이 대담은 이후 사회운동 잡지 정황(情況)에도 게재되는데, 본고의 인용은 이에 기
초한다(崔 新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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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카와 씨의 글을 접하면 내가 당해 온 동화의 폭력을 역사화해
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동화의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그 역사적 현재
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감각하게 됩니다. 오키나와와 조선을 이음으
로써 구조적으로 일본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와 조선, 동아시
아에서 감싸듯이 하여 일본을 바라보면서, 혹은 국가가 안고 있는 괴
저(壞疽)로서 내부에서 도려내듯이 가난한 일본을 바라보면서, 이렇
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우리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고.37)

여기에서 최진석이 ‘반복귀론’을 읽고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동화의 폭력을 역사화해서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 것은, 아라카와
가 메이지 유신 이후 끊임없이 일본인으로의 포섭과 배제를 반복해 온
국민국가 일본 자체를 부정해 가는 과정에 대한 공감을 나타낸 것이다.
50년대까지 아라카와는 일본인이면서 일본인이 아닌 무권리 상태의 오
키나와(인)가 헌법이 적용되는 일본으로 복귀하여 전적인 해방을 쟁취하
기 위해서 조국복귀운동은 피할 수 없는 투쟁으로 여겼던 복귀론자였다.
하지만 60년 안보투쟁을 전후한 시기를 오사카에서 보낸 그는 오키나와
문제가 안보투쟁에서 빠져 있는 것을 목도하고 복귀에 대한 열망의 한편
에 ‘조국’에 대한 불신감과 거부감이 커져가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당시
의 심정을 담은 유명한 시가 일본이 보인다 (1960)이다.
일본이 보인다
일본이 보인다
여기는 오키나와 북쪽 끝
나하에서 30리
헤도(辺戸) 곶 바위에 서서
이마에 손을 대면
37) 崔真碩 新川明, 往復書簡 沖縄をめぐる対話: 復帰-反復帰 , 情況 第三期 9(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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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조국
가난한 우리들의 조국
일본이
거기에
가난과
기댈 곳 없는
덩어리가 되어
파도에 떠 있다.38)

이 시에는 조국 복귀에 대한 열망뿐만 아니라, 일본이 ‘가난’이나 ‘기
댈 곳 없는 덩어리’ 등의 표현으로 수식되어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조국’에 대한 불신이라는 모순된 두 가지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최
진석이 조국복귀론에서 반복귀론으로의 사상의 분기점이 된 아라카와의
이 시를 ‘포착’한 것은 위에서 인용한 그의 편지의 문면을 통해 알 수 있
다. 최진석은 아라카와가 홀로 일본을 바라보며 반복귀론을 구축해 갔던
사상의 분기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아라카와에게 이번에는 조선과 오
키나와의 연대의 장소에서 국민국가 일본을 ‘구조적으로’ 바라보며 그것
을 극복할 보편적인 ‘반복귀론’을 추구할 것을 호소한다. 물론 최진석은
오키나와에서 객사한 조선인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조선과 오키나와는
결코 동렬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동아시아에서의 반복귀론의 보편성과 ‘우리들의 다수성’에 대해서 집착
한다.
이에 대해 아라카와는 우선 자신의 반복귀론이, 일본과 오키나와를 이
항대립형으로 논하는 ‘오키나와 독립론’도 아니고 ‘반국가권력론’도 아
니라, 최진석이 언급한 것과 같은 정신혁명의 호소였음을 강조하며 최진
석의 이해에 공감을 표한다. 그것은 자신의 반복귀론에 담긴 매니페스토
38) 新川明 儀間比呂志, 詩と版画 おきなわ, 法政書房,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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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가 밝힌 유명한 다음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적어도 내가 ‘반복귀’라고 할 때의 ‘복귀’는, 분단되어 있는 일본과
오키나와가 영토적, 제도적으로 재통합되는 외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하자면 오키나와가 스스로 나서서 ‘국가’ 쪽
으로 몸을 기대는 내발적인 사상의 영위를 가리킨다. 그 의미에서 ‘반
복귀’는 바로 개인의 위상에서 ‘국가’로의 합일화를 어디까지나 계속
거부하는 정신 지향이라고 말해도 지장은 없다. 더욱이 바꾸어 말하
면, 반복귀는 곧 반국가이자 반국민 지향이다. 비국민으로서 자기를
기꺼이 자리매김하는 스스로의 내부에 외치는 매니페스토이다.39)

아라카와는 식민지 종주국에 의한 식민지민들의 국민 통합 기획은, 위
로부터의 제도적 동화의 폭력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동화의 열망이
합쳐졌을 때 완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식민주의에 대한 본원적인 저항
과 투쟁은 개개인 내부의 동화 지향의 초극이라는 정신혁명에 있으며,
반복귀론은 국민국가를 내부에서 부수는 반국가, 반권력의 사상을 기반
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라카와는 식민주의 극복을 위한 이러한 정신혁명이 재일조
선인과 오키나와인을 이어주는 지평을 마련한다고 하면서도, 상호간의
차이를 냉정히 확인할 때 반복귀론의 보편성도 전망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서, 재일조선인에게 ‘조국’이란 어떤 것인지, 그것과 국민국가와는 어
떤 관계에 있는지를 묻는다. 이때 아라카와는 계간 삼천리에서 강상중
과 양태호 사이에서 전개되었던 논쟁에서 특히 강상중의 “아이누 민족이
나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틀 안에서 개선의 방도를 모색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
었다.
39) 新川明, 앞의 책, 1971, 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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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카와의 물음에 대해 최진석은 개인의 입장에서 정신혁명을 거치
고 나서 국민국가의 주박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국’ 관념도 해
체되었으며, 오히려 스스로가 ‘조선’ 자체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
다고 응답한다. 그가 말하는 ‘조선’이란, 제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계기
로 동아시아에 흩어져 객지에서 비명횡사한 조선인들, 구체적으로는 간
토 대지진 당시 일본 민중들의 죽창에 찔려 살해당한 조선인들, 혹은 오
키나와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조선인들로 표상되며, 또한 북한 핵실험
당시 최진석 자신이 재일조선인으로서 일본사회에서 신체적으로 느꼈던
공포를 통해 그들과 이어져 있음을 깨닫게 한 ‘객사한 고향상실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가 말하는 조국은 실체로서 한반도의 분단된 국가들이
아닌 역사적 조국으로서의 조선이자 지금도 일본사회에서 차별에 노출
되어 있는 민족으로서의 조선이다. 이러한 조선과 이어져 있는 ‘나’는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이고, “이것은 절망의 심연에서 뿜어나오는 희
망”이라고 호소한다. ‘객사한 고향상실자들’의 시선을 스스로의 본원적
인 감각으로 확보하면서 국가나 조국의 주박에서 해방되었다는 최진석
은, 그 연장선에서 가해와 피해의 대립항을 전면화하여 제국 일본의 폭
력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오키나와인들이 조선인들에게 가한 폭력에
대해 논하는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오키나와와 조선의 관계는 가해와 피해의 이항대립으로 논해져서
는 안 됩니다. 일본제국 및 제국 본국인의 가해자성과 오키나와 및 오
키나와인의 그것은 전혀 질이 다릅니다. 오키나와와 조선 사이에서
(더 이상 이양되지 않은 채로) 소용돌이치고 있는 억압의 폭력을 해
체하여 그것을 일본제국에 돌려주는 것.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객사
한 망자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40)

40) 崔真碩 新川明, 앞의 글.

112

로컬리티 인문학 21

오키나와인과 조선인은 제국으로부터의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소수자를 차별하는 차별의 이양 구조를 해체하고 함께 식민주의를 극복
해야 하는 당사자들임을, 최진석은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가 오키
나와의 가해자성에 눈을 감는 것은 아니다. 그는 “오키나와는 조선인 망
자들의 (주검)위에 있다”고 하며, 과거의 피해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며 제
사지내는 것은, 스스로의 가해자성을 자성하며 피해자들과 이어져서 더
이상 다른 소수자들에게 차별을 이양하는 소수자가 아닌 ‘다수’로 거듭
나는 길임을 최진석은 말하고자 했다.
그런데 아라카와가 반복귀론에서 오키나와를 상대화(해체)하는 시점
을 취하며 주장하고자 한 핵심은, “자진해서 국가에 기대어 ‘보다 좋은
일본인’이 되려고 했던 오키나와인의 동화 지향을 비판하는” 데 있었다.
그것은 오키나와의 가해자성을 비판하기 위함이기도 했던 것이다. 위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8년에 계간 삼천리에 기고한 글에서도 그는
근대 이후 지속되어 온 오키나와의 조선에 대한 가해자성을 폭로하고 비
판하고 있었다. 그런 입장에서 아라카와는 최진석이 언급한 ‘조선인 망
자들의 주검 위에 있는 오키나와’라는 시점을 통절히 수용한다고 한 후,
그것을 오키나와에 대해 “동아시아를 향해 열린 사회공간을 어떻게 구축
해 갈 것인가”라는 지적 작업을 재촉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아
라카와에게 그 지적인 작업은 최진석이 언급하는 것과 같은 ‘다수’에의
지향은 아니라는 것도 강조한다. ‘다수’에의 지향 혹은 집착은 ‘내 안의
식민주의’를 비판해 온 아라카와에게는 또 다른 식민주의의 한 모습으로
비쳤을지도 모른다.
이 대담에서 오키나와의 반복귀론을 아시아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를 고민하는 아라카와의 문제의식과, 식민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그로 인
해 희생된 피해자들의 시점을 공유함으로써 소수자가 다수성을 확보해
야 한다는 최진석의 주장은, 양자간에 이어지듯 끊어져 있는 부분을 드
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연대의 전제조건으로 오키나와의 가해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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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디까지나 집착하는 아라카와와, 피해자들의 연대 속에서 억압이양
구조를 해소하고 가해자 일본제국(주의)을 해체하자고 호소하는 최진석
의 ‘연대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담 이후 한 심포지엄에
서 최진석은 오키나와 사람들이 가해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조선인의 피
해를 언급하는 것이 패턴화되면, 일본처럼 그저 사과만 반복하게 될 뿐,
이미 오키나와에 내재화된 ‘조선’ 혹은 아시아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41) 이것은 반복귀론이 본래 차별의 구조에 저항하거나
연대를 상정하는 정치운동과 거리를 둔 개인의 정체성을 둘러싼 사상적
영위였다는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개인 차원의 반복귀
론은 어떻게 개인을 넘는 연대론과 만나 보편적 사상으로 거듭날 수 있
을까, 이것이 이 대담이 던진 핵심 문제였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일본사회의 소수집단인 오키나와 주민들과 재일조선인들
이 제국 일본에 편입된 이래로 지속되는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다수집단
에 대응하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를 응시하며 횡적인 관계 속
에서 주체의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려는 시도에 주목
했다. 1950~60년대까지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언젠가 돌아갈 것을 전
제로 한 조국에 대한 절대적인 지향이 조국통일운동으로 이어지거나 총
련 등의 민족단체에 의해 북한으로의 귀국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패
전 이후 미군 통치 하에서 미군기지의 섬으로 있던 오키나와에서도 복귀
운동이 전개되어 일본으로의 지향이 강했다. 그런데 1972년에 일본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미일안보체제에 기초한 미군기지의 집중은 해소되지
41) 崔真碩 新川明,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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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 평화주의와 인권보장을 내건 ‘평화헌법’의 혜택을 충분히 향수
하지 못한 채 오키나와는 여전히 지속되는 차별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
은 오키나와 주민들이 일본 국민으로의 지향에서 벗어나 일본정부에 오
키나와의 민의의 반영을 요구하는 ‘자기결정권’ 행사의 주체로서의 정체
성을 의식하게 만들었다. 한편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도 세대교체가 이루
어지고 동포간 혼인이 줄고 일본 귀화자 수가 북한 귀국자 수를 웃돌게
되면서 ‘조국의 사상’은 상대화되고 일본의 ‘종족적 소수집단’으로서 정
주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본고에서는 1970년대 이후에 두드러지는 양자의 정체성의 변화, 즉 각
각의 조국인 일본과 조선이 상대화되고 소수집단으로서의 자각이 강화
되며 권리 획득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재일조선인들과 오키나와
주민들이 서로를 응시하며 연대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순간들을, 박수남
과 기마 스스무, 강상중과 양태호, 최진석과 아라카와 아키라 사이의 논
의를 통해 포착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 주민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일본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응시를 통한 원근 측정으로
도 확인하며 또 재구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계민족으로
서의 재일조선인의 이중성과 그것이 운동 속에서 발현될 때의 ‘이중의
과제’는 양자 사이의 차이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것은 연대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상호간의 공감 속에서 극복되며 연대의 조건을 만들고 그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했다. 이러한 소수자들의 상호 응시의 역사에 주목
하면, 일본사회는 소수집단의 삶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중심이 아니라,
동화와 배제, 억압과 포섭을 반복하며 소수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집
단으로 구성된 사회이며, 소수집단들은 이에 반응하여 주체의 영역을 재
구성하거나 확장하며 자유와 해방을 향해 고투하는 능동적인 역사 서술
의 가능성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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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sibilities of Solidarity between Okinawans
and Zainichi Koreans

― Since the 1972 Okinawa Reversion

Lim, Kyoung-Hwa

The current paper deals with two minorities of the Japanese society,
Okinawans and zainichi Koreans. It focuses on their attempts to distance
themselves from the vertical relationship vis-à-vis the majority, and, in
the atmosphere of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to gaze at each other in
a horizontal fashion, broadening the domains of their subjectivities and
opening new possibilities. Until the end of the 1950-60s, the orientation
towards the motherland, to which they were supposed to return at some
point, was absolute inside the zainichi Korean milieu. Large part of them
indeed participated in the organized return to North Korea. In Okinawa,
then an island of US bases under the US military rule, there was a strong
reversion movement oriented towards Japan. However, Okinawans
continued to face discrimination even after the reversion of Okinawa to
Japan in 1972. It made the residents of Okinawa to critically reflect on
their efforts to become a part of the Japanese political nation (kokumin)
and to closer recognize their minority identity. At the same time, with the
passage of time the number of zainichi Koreans choosing naturalization
as Japanese came to exceed the numbers of returnees to North Korea.
‘Motherland ideology’ became relativized, while the discussions on
permanent settlement in Japan as a Japanese ‘ethnic minority’ were
taking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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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article aims to grasp the moments when zainichi Koreans
and Okinawan residents were gazing at each other, relativizing their
‘motherlands’ and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mutual solidarity amidst
the changes in both groups’ identities which became visible after the
1970s. It will grasp these moments through the discussions between Pak
Sunam and Gima Susumu, Kang Sangjung and Yang T’aeho, Ch’oe
Chinsôk and Arakawa Akira.
Key Words: Okinawa, zainichi Koreans, discrimination, solidarity,
colonialism, minority-to-minority rel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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