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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획    해외 한국학 연구의 동향과 의미 ① 

비판적 코리아 연구를 위하여*
―식민주의와 냉전의 사고에 저항하여

이타가키 류타

1. 머리말: 비판적 계기*

작년(2019) 여름에 사망한 월러스틴(I. Wallerstein)은 자신의 세계체제 분석을 더 

큰 역사 속에 자리매김하기 위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인문·사회과학 여러 분

야의 생성과 분화 과정을 쫓는 작업을 수차례 진행한 바 있다.001 월러스틴의 

논의는 다소 견강부회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비판적 

코리아 연구’를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큰 논의이므로 개

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겠다.

중세에서 근세에 걸쳐 유럽의 대학은 신학, 법학, 의학, 철학이라는 네 학부

로 성립되었다. 19세기에 그중 철학으로부터 오늘날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

문학’으로 총칭되는 여러 분야가 분화한 것은 주지하는 대로다(그 흔적은 Ph.D.=

철학박사라는 칭호에 남아 있다). 월러스틴에 따르면 철학에서 분화한 대표적인 사

*　이 글은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에서 개최한 심포지움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북한학 연구의 새로운 방
향’(2019. 10)을 위해 준비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발표 기회를 주고 중요한 의견을 제시해준 분들

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는 JSPS 科學硏究費 JP20H01330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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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과학은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이라는 ‘사중주’다. 랑케 류의 사료 비

판에 기초한 객관성을 추구하는 역사학은, 과거의 일회성 현상을 다룬다는 의

미에서 개성기술적(idiographic)인 지향성을 지녔다. 한편, 나머지 세 학문 분야는 

현재를 대상으로 과학적 법칙을 추구하는 법칙정립적(nomothetic)인 지향성을 가

지고 있어, 근대성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시장(경제학), 국가(정치학), 시민

사회(사회학)를 각각 분담했다.

하지만 이 네 분야는 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5개국을 중

심으로 한 이른바 ‘서양’ 세계를 대상으로 발전하였다. 그와 병행하여 근대 세

계체제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서양’ 여러 나라가 세계 각지를 식민지화하면

서 ‘나머지 세계’와도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한 ‘근대화’ 되지 않은 지

역에 서양 지향의 네 분야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나머지 

세계’를 담당한 것은 월러스틴에 따르면 인류학과 동양학이었다. 즉, 인류학은 

문명과 미개라는 이분법에서 ‘미개’로 위치 지어진 여러 집단을 현지조사를 통

해 기술하였다. 동양학은 ‘서양’은 아니지만 ‘미개’라고도 할 수 없는 ‘고등 문

명’인 ‘동양’에 대하여, 주로 여러 문헌의 독해를 통하여 기술했다. 이처럼 식민 

지배를 깊이 내포한 근대 세계체제의 ‘중핵’에 있던 19세기 구미의 자기 인식

과 타자 인식에 기초하여 전문화된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는 대학과 학회

라는 제도를 통하여 표준화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1945년을 전후하여 사회과학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세계체제의 헤

게모니가 미국으로 이동했고, 이른바 냉전 시대를 맞이하는 동시에 ‘제3세계’

의 존재감이 커졌다. 그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탄생한 새로운 학문의 제도

적 범주가 지역 연구(Area Studies)였다.002 미국의 전략상 필요성을 큰 배경으로 삼

아, 각 대학과 연구소에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가 모여 세계 각 지역을 놓고 

연구에 몰두했다. 개발 정책, 그리고 그와 연동한 근대화론과 더불어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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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에서 지역 연구는 어디까지나 냉전의 시대적 산물이었다. 그러나 이렇

게 하나의 지역을 여러 학문 분야가 모여 연구함에 따라 학문 분야를 구별 짓

는 벽이 지닌 자의성이 드러나는 동시에, 그때까지 세계사 속에서 주변화된 

‘제3세계’ 등의 존재가 떠올랐다. 월러스틴은 이를 ‘냉전기 지역 연구의 의도치 

않은 귀결’이라고 불렀다(그림 1에 월러스틴의 학문사 총괄을 정리했다).

바로 월러스틴 자신도 아프리카 전문가로서 학문적 경력을 시작한 것을 

기억하자. 그는 아프리카 연구의 ‘의도치 않은 귀결’이 지닌 가능성을 확장시

키면서 세계체제 분석을 제창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취한 야심찬 연구 전략은 

분석 단위를 국민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세계체제의 종합적인 분석으로 전환

시키는 것, 나아가 역사학·경제학·정치학·사회학 등으로 분업화된 틀을 극복

하고 근대 세계체제 분석이라는 단일학문 분야(uni-disciplinary)로 통합시키는 것이

었다.

현재까지도 계승되고 있는 학문 분야는 식민주의와 냉전의 역사적 전개 

<그림 1> 윌러스틴에 의한 인문사회과학 계보와 세계체제론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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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분화하면서 형성·재편되어 왔으며 지금도 그 틀에 규정받고 있다는 월

러스틴의 비판적 총괄은 옳다. 그러나 ‘냉전기 지역 연구의 의도치 않은 귀결’

의 가능성은 이러한 거대한 단일 체제 분석이라는 통합적인 방향성으로 전개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학문 사이에 구별을 지음으로써 인식을 방해하는 지역

과 분야라는 벽을 걷어치우려는 비판적 계기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월러

스틴 제국’에 참여하는 것으로 귀결될 필연성은 없지 않을까.

이상과 같은 의의와 의문에 입각하여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지역 연구를 

포함한 오늘날의 학문 분야를 낳은 식민주의와 냉전이라는 힘에 맞서는 비판

적인 지역 연구인 ‘비판적 코리아 연구(Critical Korean Studies)’라고 말하고 싶다. 월

러스틴처럼 학문 분야라는 장벽을 넘고 국민국가를 초월한 분석을 시도하지

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단일한 세계체제 분석에 귀착되지 않고 그것이 등장했

을 때의 비판적 계기를 계승하는 것, 즉 식민주의와 냉전이 남긴 틀을 재생산

하는 데 봉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틀을 깨트릴 지(知)의 양태를 만들어내는 것

이다. 이 작업을 추상적으로 행하지 않고 한반도와 재외 코리안의 구체적인 경

험에 가능한 한 밀착하여 지(知)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코리아학’이

라는 명칭을 붙였다. 코리아학이라는 다소 낯선 말을 쓰는 것은 식민지기에서 

냉전기를 거쳐 다양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받은 ‘조선’, ‘한국’, ‘북조선’이라는 

범주의 선택을 일단 유보한 채 재고하기 위해서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물음을 기저에 두고 최근 수행하고 있는 북한 관련 

연구를 소개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비판적 코리아 연구와 그 시좌에 바탕을 둔 

역사 연구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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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판적 코리아 연구의 시좌

사실 ‘비판적 코리아 연구’라는 시좌는 이러한 원대한 학문사 탐구 끝에 생

겨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이라는 장소에 몸을 두고 코리아 연구에 종사하

면서 생겨난 문제의식이 앞서고, 나중에 학문적 계보가 눈에 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의 문제의식을 밝히고자 한다.003

나는 학부 시절 전공으로 문화인류학을 선택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낭만

주의적인 기대를 안고 인류학의 세계에 뛰어든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학계에

서 벌어진 중대한 논쟁에 맞닥뜨렸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타자를 조사하고 표

상하는 인류학의 영위가 권력 행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식민주의와 냉전의 역사와 함께 했는지가 물어진 것이다. 나는 충격을 

받고 반성했다. 특히 『인류학과 문화비평(Anthropology as Cultural Critique)』004을 읽고 

자기성찰적이고 비판적인 인류학을 모색했다. 그게 바로 1990년대 중반 ‘전후

(戰後) 50년’을 맞았을 무렵인데, 당시 일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

하여 일본의 식민 지배를 둘러싼 논의가 고조되었다.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

에서 나는 한국을 필드로 삼아 식민지기를 중심으로 한 역사인류학적 연구에 

몰두했다. 식민지 경험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것이야말로 식민주의 비판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북 상주에서 현지조사(1999~2001)

를 벌였고 그 성과는 지역사회의 식민지 경험을 그려낸 『한국 근대의 역사민

족지』(일본어 2008년, 한국어 번역 2015년)로 정리했다.

그동안 동아시아의 사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일본 국내에

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역사수정주의가 약진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자 ‘혐

한’이나 ‘재일특권’론 등을 내세운 노골적인 인종주의(racism)가 서점, 인터넷, 매

스미디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퍼졌다. 이러한 역사수정주의와 재일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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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안에 대한 공격(bashing)으로 나타난 일본의 인종주의를 해부하고 극복하는 데 

관여하지 않고 코리아 연구에 종사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Q&A 방식의 계몽

적인 책을 편집하고 인종주의 연구와 반인종주의 운동에도 관여하게 됐다.005

한반도로 눈을 돌리면 2000년에 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한의 협력·교류가 활발해졌다. 한편 2002년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

郞) 총리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지만, 교류가 활발해지기는커

녕 일본에서는 거꾸로 북한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언설이 미디어를 통해 전개

되었다. 나는 연구의 박약함과 체제 순응성을 반영한 일본의 평론적인 ‘북한’

론에 속이 타는 동시에, 증오의 화살이 재일 코리안으로 향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다. 나는 이것이 식민주의와 냉전적 사고를 극복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관점에서 북한 연구를 구축해 보겠다는 마

음을 먹고, 위 책이 나올 즈음부터 그러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후술).

이렇게 개인사적인 내용을 굳이 적는 이유는 일본에서 코리아학에 종사할 

때 늘 ‘한국’, ‘북조선’, ‘재일’, ‘식민지’ 등을 둘러싼 정치나 언설에 대해 어떤 입

장인지 질문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코리아학에서 연구할 주제는 무수히 많

지만 사회적으로 응답해야 할 이슈 역시 잇달아 대두한다. 섣불리 발언하면 여

러 방면에서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자기 전공 분야는 다르니까 대응할 수 없

다며 이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는 학문적으로 성실하

다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자세의 연구자도 많다. 물론 그렇다고 반대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에 대해서 평론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양 극단 사이에 일본의 코리아학 연구자는 서 있다. 그 속에서 나는 일상

적인 교육과 업무가 바빠도 학계에 안주하지 않고, 그렇다고 학술적인 작업을 

미뤄놓고 ‘사회적인 발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늘 학술적 실증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긴장관계를 의식하면서 양자가 서로를 자극하도록 하는 자세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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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

그러면서 나는 문화인류학, 역사학, 사회학, 지역 연구 등의 학문 분야를 넘

나들게 되어 학문 영역으로 말한다면 정체불명의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는 처

음부터 ‘학제적’ 연구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상황에 대응

하면서 진지하게 임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학

문사를 돌아보았을 때 월러스틴의 총괄이 눈에 띄었을 따름이다. 학술논문의 

절차에 필요한 선행연구 검토와 달리 학문사라는 것을 되돌아보고 총괄하는 

것이 만약 의의가 있다면, 이는 이러한 연구자의 입장성을 역사적으로 위치시

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때 학문사는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미셸 푸코가 말하는 

의미에서 계보학적인 것이어서006 권력의 배치, 그리고 그 안에서 싸우는 과정

에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문사를 되돌아보면 전후 일본의 비판적 코리아 연구의 계보를 

새삼 발견할 수 있다. 전후 일본의 코리아 연구에서는 재야 인물이 가담하거나 

비판적인 운동과 함께 지식이 생성되는 방식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대학 세계

에서는 주변화된 지적 계보가 확인된다. 그 계보는 아카데믹한 장에서 생산된 

논문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구축될 수 없다. 일찍이 야마다 쇼지(山田昭次)가 전

후 일본에서의 조선인·중국인 강제연행 연구사를 ‘시론’적으로 정리하면서 언

급했듯이, “아카데미즘과 연이 없는 생활자 가운데서 독자적인 역사 연구가 태

어나, 그것이 아카데미즘 세계의 역사학을 되묻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마다는 “조선 문제가 각 지역에 사는 일본인의 문제로 받아들여지”

게 하기 위해서도 시와 판화, 위령제 등까지 포함한 ‘연구사’를 엮어냈다.007 나 

스스로도 야마다의 서술에서 힌트를 얻어 일반적으로는 ‘연구’로 간주되지 않

는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재일조선인의 대응을 중심으로 1945~1965

년의 조선인 강제연행론의 계보를 정리한 적이 있었다.008 또한 식민 지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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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관점에서 재야의 일본조선연구소 활동을 재구성하고 그 의의와 한계

에 대해 논했다.009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비판적 코리아 연구라는 시좌는 ‘새

로운’ 무언가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식민 지배와 냉전이라는 현실에 직면했던 

20세기 역사 속에서 면면히 형성되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권력의 배치에 

비판적인 지적 계보의 연장선상에서 포스트 식민·포스트 냉전 시기인 오늘날

의 비판적 코리아 연구가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누가 혹은 어떠

한 저작이 이 비판적 코리아 연구의 계보 위에 있는가’라는 선별 작업은 하지 

않겠다. 그러한 편 가르기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내가 지향하는 방

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월러스틴은 냉전 시기 지역 연구를 비판적으로 재

구성하여 단일하고 거대한 근대 세계체제라는 전체를 미리 상정한 다음 그 일

부를 담당한다는 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월러스틴 방식이 유일한 전략은 아니

다. 나는 일찍이 상주라는 하나의 지역사회를 그린 저작에서 ‘세계사는 세부에 

깃든다’고 말한 바 있지만, 더 ‘작은 것’을 살핌으로써 지역과 분야를 초월한 서

술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거시적인 것(macro)’에 대

치되는 ‘미시적인 것(micro)’이라는 스케일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

인 것을 세계사의 교차점(intersection)으로 포착하려는 관점의 문제다. 이를 통해 

지역 연구가 안고 있는 영토적(territorial)인 사고의 제약을 뛰어넘고자 한다.

이를 추상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해, 이하에서는 북한

과 관련하여 현재 수행 중인 ‘작은’ 연구 과제를 두 가지 소개하겠다. 하나는 월

북한 어느 인물에 주목한 평전적인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교토에 있는 조선학

교와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다. 즉, 하나는 개인의 경험에 대해, 다른 하

나는 구체적인 장소의 경험에 대해 분야와 지역을 초월한 열린 서술을 전개하

려는 시도다. 모두 넓은 의미에서 문화사인데, 이하에서는 현재 품고 있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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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의 사고’를 보이면서 그것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

다.

3. 개인의 경험에 대하여

나는 현재 김수경(金壽卿, 1918~2000)이라는 언어학자의 평전적인 저작을 쓰고 

있다.010 김수경은 1918년 강원도 통천군에서 태어나,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거

쳐 1937년에 같은 대학 법문학부 철학과에 입학했다. 1940년 졸업 후 도쿄제국

대학 문학부 언어학강좌(대학원)에서 배웠고, 1944년에는 경성제대 조선어학연

구실 촉탁이 되었다. 그 사이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 경성제대)에게 소쉬르와 

구조언어학을 비롯한 언어학을,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동경제대) 등에게 조선

어학을 배워 독자적인 조선어학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1945년 8월 서울에서 일

본의 패전을 맞이하였지만, 1946년 8월 북한으로 건너가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소련 언어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건국 

초기 북한의 언어학 및 언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예컨대 ‘勞動’이라는 

단어를 현재 남에서는 ‘노동’, 북에서는 ‘로동’으로 표기한다. 이러한 두음표기 

차이는 남북한 맞춤법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이 표기법이 북한에서 확정될 

때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글이 막 월북한 김수경이 1947년 6월에 당 기관지 『로

동신문』에 발표한 논문이었다. 그 후 그는 1960년대까지 북한 언어학의 중추를 

담당했다. 20년 정도의 공백기를 거쳐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 활동을 재개하

여 2000년 평양에서 사망할 때까지 활약했다. 다만 그 행보는 아직 본격적으로 

해명되지 않았다.

나는 이 인물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을 그저 단발성 논문으로 발표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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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고 전체상을 평전 형식을 빌려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고 있다. 간행물, 

공문서, 이산가족이 보유한 사문서, 관계자 인터뷰 등을 조합하여, 이산가족사

를 포함한 개인의 생애사, 세계 언어학 및 조선어학을 축으로 한 학문사, 북한 

정치사 등이 얽힌 역사 서술을 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해 조금 더 신

선한 역사상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스스로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점을 들어보겠다.

먼저 20세기 언어학은 지역과 분야를 넘어 큰 영향을 미쳤다. 20세기의 인

문과학에서 ‘언어론적 전환’이 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논의가 있듯이, 소쉬르

의 일반언어학을 발상의 근원으로 한 구조주의가 전개되면서 학문의 다양한 

영역에서 언어를 분석의 핵심으로 삼는 커다란 지적 변동이 일어났다. 김수경

은 1930년대부터 소쉬르를 비롯한 구조언어학 연구를 원서로 읽는 등, 새로운 

동향에 통달하고 최신의 음운론에 기반한 조선어사 연구도 진행했다. 한편 20

세기는 사회주의 혁명의 시대이기도 한데,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러 민족

을 통합하기 위해 언어 정책이 중요시되었다. 소련의 스탈린은 언어 정책에 그

치지 않고 스스로 1950년에 언어학에 관한 논문도 발표했다. 월북 후 김수경은 

이러한 소련 동향의 체계적인 소개자이기도 했다. 니콜라이 마르 학파가 주류

일 때는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선별해 소개했고, 스탈린이 마르 학파를 비

판하는 논문을 내자 그때까지 논의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조선어학

의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요컨대 김수경이라는 인물에게는 20세기 지성사에 큰 영향을 미친 구조주

의와 사회주의 양자의 조류가 흘러 들어갔고, 그는 이를 언어학이라는 전문성

으로 흡수하여 북한의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체계화했다. 실제로 앞서 언급

한 두음법칙 논문에서도 소쉬르의 이름을 들지 않은 채 그의 음운론을 원용하

고 동시에 마르크스의 화폐가치론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러한 그의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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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뒷받침한 것은 보기 드물게 뛰어난 어학 능력이었다.011 그의 학문적 궤적을 

추적함으로써 북한의 학문사를 세계사적으로 열린 형태로 구축할 수 있고, 동

시에 주체사상이 전면화함에 따라 그러한 국제적 계기가 비가시화 되어가는 

양상 또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김수경의 행보는 상아탑 학문 ‘내부’에 머물지 않았다. 특히 조선

어학자이자 중국 대륙을 무대로 혁명운동에 투신했던 김두봉(金枓奉)이 체제 

형성기 북한의 핵심적인 정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활약한 사실은 김수

경의 운명을 크게 좌우했다. 김수경은 김두봉의 신뢰를 얻어 언어 규범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선어 신철자법(1948)도, 풀어쓰기 실현을 위한 여러 대책

도 김두봉이 제시한 방침 아래 김수경이 이론화에 진력하여 추진된 것이다. 때

문에 1958년에 김두봉이 정치적으로 숙청되자 김수경 또한 언어학계에서 비

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두봉이 실각한 시기는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하여 독자 노선으로 전환하는 시기였다. 1960년대에 김수경은 일단 

언어학계에 복귀하지만, 1968년 무렵 다시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다. 김수경의 

발자취는 이러한 북한 정치사 한복판의 동향과도 겹쳐진다.

한편 토론토 등에 사는 이산가족으로부터 이러한 공적인 역사에서는 보이

지 않는 개인적인 경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김수경의 아내 이

남재(李南載, 1919~2019)와 네 자녀는 6·25전쟁 초기에 생이별하고 말았다. 다른 대

학 교원과 함께 남쪽으로 파견된 김수경이 10월이 되어도 후퇴해 돌아오지 않

자, 이남재는 남편을 찾아 아이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김수경은 

구사일생으로 평양에 돌아오면서 서로 엇갈려버린 것이다. 그 후 이남재와 자

녀들은 1970년대에 잇달아 캐나다로 이민했다. 1980년대에 편지 교환이 가능

해지자 먼저 차녀, 다음으로 장남, 그리고 아내가 1980~90년대에 걸쳐 김수경

과 재회할 수 있었다. 김수경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쓴 미간행 6·25전쟁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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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가족 앞으로 쓴 편지, 앨범 사진, 이산가족의 이야기 등을 바탕으로 나는 

이산가족사를 포함한 김수경의 생애사 복원을 시도하였다.

최근 북한 연구를 하고 있는 앙드레 슈미트(Andre Schmid)는 북한의 1차 자료 

자체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권력과의 일체성을 과잉되게 그리는 것

을 ‘획일적 자기표상(monolithic self-representation)’이라고 부른다. 슈미트는 많은 북한

사 연구자들이 김일성 중심 체제에 주목한 결과,―그것에 주목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해도―의도치 않게 북한의 획일적 자기 표상이 재생산되었다고 

지적한다.012 이는 주로 영어로 써진 연구를 참조한 총괄이지만, 일본의 연구 상

황도 슈미트의 지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나는 김수경이라는 개인에 주

목함으로써 획일적 표상을 상대화하여 인간이 살고 관계를 맺고 뭔가를 생각

하고 이야기한 실제 경험을 그리고자 한다. 그러한 모습을 서술하려고 하지 않

는 것 자체가 식민주의와 냉전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식민

지 및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자유’나 ‘주체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처

지에 놓여 있더라도, 여러 개인은 현저한 제약 아래에서도 일정한 능동성을 가

지고 움직인다. 나는 그러한 개인의 행위자성(agency)을 중시하고 싶다.

개인의 행위자성의 중시와 함께 말해두고 싶은 것은, 결과론적인 역사 서

술에 대한 저항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설명 양식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라는 물음―이 일반적이다. 김수경 평전에서는 그

런 서술 방식에 대항하여 그때 그때 상황에서 판단을 거듭한 개인에 주목하고

자 한다. 그렇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등의 예견과 기대 속에

서 있을 법한 미래에 운명을 걸고, 때로는 판단을 잘못해 실패하고 후회하면서

도 시간을 쌓아간다. 다 지난 뒤에 되돌아보면 ‘필연’적인 결과로 보일지도 모

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알 리가 없다. 2019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2020년 

세계가 COVID-19에 의해 크게 변모해버릴 것을 예상해서 말하고 행동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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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있었는지, 지금도 내일 어떻게 될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잠깐이라도 생각해보면 결과론적 서술이 사람들의 경험의 일면밖에 

비출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수경 평전 프로젝트는 미래가 

불확정한 상황에서 그때 그때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지

나치게 결과론적인 역사 서술에 지배되고 있는 북한을 둘러싼 언설에 저항하

고자 한다.

한편 개인에 주목한다고 해서 결코 ‘협소한’ 연구는 아니며 오히려 포괄하

는 영역은 광범위하다. 시대로는 일제시대부터 해방 후를 거쳐 20세기 말까지 

이른다. 지역으로는 김수경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남북한, 일본, 

중국에 걸치며, 그가 지적으로 탐구한 지역까지 넣으면 러시아(소련)와 서유럽 

등에 미친다. 관련된 북한 자료 자체를 입수하기 위해서도 여러 곳을 찾아야 

했다. 한국·일본 외에 중국(연변),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미국(워싱턴DC) 

등을 돌아다녔고,013 인터뷰를 위해 토론토, LA, 북경에도 갔다. 세계 각지에 흩

어져 있는 『로동신문』을 모아 한장 한장 넘겨보며 관련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기초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 남북한·서유럽·소련·중국·일본

의 언어학을 비교하지 않으면 김수경 언어학의 성격은 알 수가 없고, 북한 및 

이를 둘러싼 정치사를 제외하고는 그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 반드시 월러스

틴처럼 거대한 근대체제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한 개인을 대상으로 삼더

라도 이처럼 전문성의 벽을 넘어 시대와 지역과 학문 분야에 걸친 연구가 필요

한 것이다.

물론 이는 특정 개인의 궤적을 따르는 개성적인 ‘전체사’여서 모든 이들에

게 공통된 경험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 서술도 ‘모든 것’을 그릴 수는 없

다. 개인의 경험을 세계사적으로 열어놓고 서술 속에 다양한 접속점을 아로새

겨간다면 개성적이면서 공유 가능한 역사 서술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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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소의 경험에 대하여

또 하나 진행 중인 연구는 ‘조선학교와 은각사(銀閣寺)’라고 이름 붙였다.014 

교토(京都)의 유명한 관광명소인 은각사 가까이에 교토 조선 중고급학교(이하 

‘교토중고’)가 있다. 독특한 입지로 인해 이즈쓰 가즈유키(井筒和幸) 감독의 히트 

영화 <박치기!>(2005)의 무대가 된 학교다. 이 학교는 조선학교 관계자에게는 ‘은

각사 학교’ 등으로 불리는데, 1980년대에 지어진 교가에도 “은각사를 내려보

는…”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만큼 ‘은각사’가 대명사가 된 조선학교다. 실제

로 1958년 캠퍼스가 낙성된 이래 60년 이상 이곳에서 민족교육을 이어왔다.

‘북한’에 대한 반감을 투영하면서 조선학교에 대한 배외주의적 풍조가 높

아진 오늘날 일본 사회 상황에서 보더라도, 혹은 1950년대 당시 재일조선인에 

대한 가혹한 차별의 역사에서 생각하더라도, 이처럼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지역에 그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조선학교가 세워진 것은 이상한 일처럼 보이

기도 한다. 왜 이런 곳에 조선학교가 세워져 60년이나 존속했을까. 근처에 사는 

일본인 주민에게 조선학교는 어떤 존재였을까. 반대로 조선학교에 다니는 이

들에게 인근 지역사회는 어떤 존재였을까.

현재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다른 연구자와 조선학교 관계자, 도시샤(同志

社)대학 학생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학교에 관한 연구는 최근 여

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종종 논의되

는 반면, 인근 주민과의 일상적인 관계에 주목한 것은 아마도 이 연구가 처음

이라고 생각한다. 조선학교는 동화 압력이 강한 일본 사회 속에서도 ‘조선 사

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조선인과 조선어 공간을 조성하여 민족

교육을 행해온 학교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학교 교육이 주변 환경에서 학교라

는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한다는 측면을 지닌 것은 틀림없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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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선학교가 지역사회와 전혀 무관하게 민족교육을 해온 것은 아니다. 오히

려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민족교육 사업을 이어왔다. 의식적인 ‘교류’만이 

아니다.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연말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도 있고, <박치기!>

와 같은 싸움도 있고, 그저 ‘군것질’ 하러 들르는 가게도 있다. 그 실상은 실로 

다양하다.

이 연구는 ‘살면서 경험하고 의미 지어진 장소’라는 사고를 중시한다. ‘공간

(space)’이 동시에 ‘공백’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데서 드러나듯이 거기에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 확산을 나타내는 개념인 데 반해, 장소(place)는 경험하여 

의미 지어진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다.015 따라서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하더라도 양자에게 그것이 같은 경험 혹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에게 그것은 서로 다른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장소를 둘러싼 여러 리얼리

티는 관계성과 역사성의 산물이며 이 연구는 거기에 주목한다.

때문에 이 연구는 다양한 조사 방법을 총동원한다. 자료는 학교 설립 관련 

교육행정 문서, 토지 등기부와 지적도 같은 공문서, 주택 지도를 비롯한 다양

한 지도, 학교 연혁지 및 기타 학교 소장 자료, 개인 소장 사진 앨범, 신문(재일조

선인 신문 및 일본 일반지)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했다. 각각의 자료는 특유의 리얼

리티를 지닌 장소의 기록이므로 그것을 역사화하면서 읽고 해석한다. 물론 조

선학교 관계자 및 지역 주민에게 인터뷰를 실시하는 동시에 지도를 이용한 워

크숍도 여러 차례 실시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하

겠다.

현재 캠퍼스가 있는 장소는 원래 작은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여서 오솔길

과 작은 연못이 있을 뿐이었다. 산림에 지나지 않았던 곳을 교토중고가 구입한 

것은 1955년의 일로 그때부터 나무를 베고 토지를 조성하여 부지를 새로 만든   

것이었다. 그런 일이 가능했던 큰 요인이 당시 재일조선인 운동의 기세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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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할 필요도 없다. 1955년 5월에 민전(民戰,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에서 총련(總聯,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으로 크게 조직이 전환한 당초에는 교토에서는 노선 전환

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건설 사업도 한때 주춤했다. 그러나 그 후 동요

가 가라앉으면서 북쪽의 조국으로부터 교육원조비가 전해지기 시작하고(1957), 

북한으로 가겠다는 귀국 운동이 활발해져 귀국 사업이 실현되는(1959) 기세를 

타고 학교 건설이 한꺼번에 진척되었다.

이와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지역 일본인 일부의 이해와 지원이다. 당시 

은각사정(銀閣寺町) 자치회 회장은 낙성식 행사에서 “나는 조선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교육시키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애정에 대하여 감격하고 이러한 

견지에서 조선 사람들의 감정도 점차로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유서 깊은 우

리나라 문화재 보존 관리 구역 내에 교육의 전당이 구비되면 정내(町內)도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016 자치회 회장은 직업이 정원사로 ‘만주에서 귀환’

한 거친 성격의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학교 건설에 공감함으로써 

지역의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낙성식 축하 광고를 보면 재일조선인 조직에 더

해 교직원조합(日敎組), 노동조합(總評), 학생단체(全學連)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 

밖에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서민 주택 연구로 유명한 교토대학의 니시야마 우

조(西山夘三)가 건설에서 큰 몫을 했다. 즉, 지역 주민 리더의 이해와 교토의 혁신

계 단체나 개인의 지원이 학교 건설을 뒷받침했다.

근처에 사는 아이들 눈에는 조금 다른 풍경이 보였다. 당시 소년이었던 어

떤 사람에 따르면 공사로 메워진 연못은 원래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였다. 지

역 아이들은 연못에서 도롱뇽과 자라를 잡아 한약방에 팔아 용돈을 벌기도 했

다고 한다. 연못이 매립되면서 아이들은 놀이터를 하나 잃은 셈이었다. 그러나 

학교가 세워진 후에도 교토중고 운동장에 야구를 하러 놀러갔고, 교토중고 학

생과 같이 야구를 한 적도 있었다. 잣을 따면 교토중고 교사가 볶아줘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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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도 했다. 원래 다니던 길이었던 오솔길은 학교가 생긴 후에도 인근 주민이 

사용하고 있어 지금도 운동장을 가로질러 통과하는 주민이 적지 않다.

조선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인근 상점을 자주 이용했다. 1950~60년대에

는 구두를 신으면 등교 금지였지만, 멋을 내려는 남학생은 구두를 신고 등교했

다. 그래서 그들은 근처 오코노미야키 가게에 구두를 맡기고 운동화로 갈아 신

고 등교했다. 그 답례로 돌아오는 길에 오코노미야키나 우동을 사먹곤 했다고 

한다.

1960년대 초, 이 지역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1961년에 교토 한국학원

이 교토중고에서 300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산림을 구입해 이듬해 

부지 조성을 시작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조선 총련 등의 움직임에 대항해서 

추진한 재외교포 모범학교 건설 정책에 호응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1962년 여

름부터 주민의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017 은각사정을 포함해 구 정토사촌(淨土寺

村) 주민은 매년 8월 16일에 ‘다이몬지 오쿠리비(大文字送り火)’018라는 행사를 여

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1962년과 이듬해 8월에는 점화 중지 소동까지 일

어났다. 주민들은 교토시에 진정을 하고 도로에 말뚝을 박아 공사를 실력저지 

하는 등 상당히 거세게 반발했다.

몇 해 전 조선학교를 받아들인 지역이 어째서 한국학원 이전은 반대했을

까. 오쿠리비(送り火)는 원래 정토사촌 주민의 조상 제사여서 지금도 그 후손들

이 행사를 담당한다. 이 무렵에는 이미 교토의 명물이 되어 관광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정작 오쿠리비 운영은 적자여서 주민들은 교토시 지

원금에 대해 불만이 높았다. 그러던 가운데 주민과 충분히 의논하지 않고 교

토시가 한국학원의 이전을 허용한 것이 분노에 불을 붙였다. 이미 ‘북한 학교’

가 있으니 그와 대립하는 학교가 오면 곤란하다는 논리가 ‘은각사에 38선을 만

들지 말라’는 반대 운동의 슬로건이 되었다. 오쿠리비를 보존하는 옛 주민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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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인근의 ‘말발이 서는’ 새 주민들이 참여하여 운동이 커졌다.

그러나 운동이 고조된 데는 냉전 하 지역정치의 영향이 컸다. 거기에는 전

후 교토의 보혁(保革) 대립에 더해 당시 마침 기세가 올랐던 한일회담 반대운동

도 관계가 있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급속하게 추진된 한일회담에 대해 공산

당과 사회당 등은 ‘민주 세력’이라고 해서 함께 투쟁했는데, 한일회담과 한국 

군사정권에 대한 반발이 한국학원 비판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대 운동의 언어

는 격렬해서 배외주의적이라고 할 만한 표현까지 눈에 띄었다. 이는 자본주의

론과 계급투쟁에는 민감해도 식민지 문제와 민족 문제에는 둔감했던 당시 좌

파의 한계이기도 했다.019 사실 조선학교 관계자는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는 참

여했지만, 한국학원 이설 반대에 참가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

국학원 앞을 가로막은 것은 조선학교와 사이에 있는 ‘은각사의 38도선’이라는 

벽이 아니라, 일본인 주민이라는 거대한 벽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결국 오쿠

리비는 무사히 점화되었고 얼마 후 교토시는 한국학원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

렸다. 교토 한국학원이 혼다야마(本多山)의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한 것은 그로

부터 20년이 지난 1984년이었다.

이상은 1km2도 안 되는 작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경험의 일부다. 

그 안에는 근세 이후 지역사회의 전통이 있고, 전후 일본의 일본인 정치운동과 

재일조선인 운동이 있으며, 남북한 대립이 있고, 지역 내부의 소소한 교류가 

있었다. 조선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는 결코 목가적이지 않았고 다양한 제약

과 한계 속에서 일어났다. 한국학원에 대한 강한 반대를 본다면, 조선학교를 

지지한 혁신계 일본인 측에도 시종 이데올로기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식민

주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를 포함하

여 역사의 전체상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조선 총련과 조선학교, 한국 민단과 한

국학원, 인근 지역사회와 지역정치 각각의 자료를 참조하고 인터뷰를 거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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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탈-식민주의, 탈-냉전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민족학교사와 지역사회사를 

동시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이 연구 자체가 교토중고를 지역과 관광객을 향해 열어가려는 ‘언

덕길 프로젝트’(2017. 12~ )라는 학교 진흥 사업과 연동해서 실시해온 것이다.020 

이 ‘언덕길 프로젝트’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일본 사회와 일본 정부의 조선학

교에 대한 몰이해와 공격이 있다. 즉 이 연구는 오늘날의 배외주의가 결코 ‘새

로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본 사회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타자화 상

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연계의 여러 경험을 구체적으로 엮어 냄으로써 오

늘의 새로운 연계를 위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맺음말

이상 현재 진행 중인 두 가지 연구를 소개하면서 비판적 코리아 연구라는 

구상의 일단을 제시했는데 공통된 특징을 정리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두 연구 모두 권력의 행사와 결부된 주류 담론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

좌를 확보하고자 한다. 북한을 모두 정치 상층부의 ‘의도’에 따라 설명하는 등 

한 가지 색으로 덮어씌우는 서술 혹은 지금 상황에서 소급해버리는 결과론적 

서술과 달리, 김수경 평전은 더 역동적이고 열린 경험을 중시한다. ‘북한’이라

는 존재를 악마화하고 거기에 조선학교를 겹쳐서 보는 언설과 달리 지역의 리

얼리티에 입각한 기술을 중시하는 대안적인 서술을 추구한다.

다음으로 두 연구 모두 ‘미시적인’ 경험을 다루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작음’, 즉 단순한 스케일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구체성과 입체성이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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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관계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역사적 문맥이 흘러 들어와 서로 

얽혀 있다.021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거나 거점으로 삼는 특정 장소도 마찬가

지다. 즉 개인과 장소 모두 교차점과 같이 복수의 문맥이 서로 관계를 가지면

서 어우러져 있으므로 그것을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세계사로 

열린 서술이 가능해진다. 개인이나 장소뿐만 아니라 사건이나 물건이라도 같

은 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관계된 사람들의 행위자성

이다. 어떠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각 행위주체 나름의 의미부여와 판단, 그

리고 능동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중시하는 것이 행위자성의 관점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험을 철저하게 추적하면, 이 글에서 보인 사례와 같

이 저절로 지역, 시대, 연구 분야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이 글 첫머리에서 ‘북

한 관련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부터 ‘북한’이라는 주어진 틀을 전

제하고 그 내부를 채워 나가는 영토적 사고에 바탕한 ‘북한 연구’와 달리, 틀림

없이 북한과 관련은 있지만 그 관련 방식이 독특하고 개성적임을 보이기 위해

서였다. 결코 ‘북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유한 경험의 

서술이 더 큰 ‘역사’에서 유리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사’를 또 다른 측면에

서 새롭게 비추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냉전’도 마찬가지여서 동서 진영 대립

이 처음부터 자명한 전제가 아니라 대상에 입각한 ‘냉전’의 발현이 있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체성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을 처음부터 좁

혀서는 안 된다.필요하다면 인터뷰나 워크숍도 실시하고 통계도 이용하고 공

적·사적인 자료를 모아 해독하고 사진이나 영상도 활용한다. 일찍이 사회학자 

제럴드 서틀스(Gerald D. Suttles)는 자기 자신도 실천하는 도시민족지(urban ethnography) 

연구방법을 ‘후안무치 절충주의(shameless eclecticism)’라고 굳이 불렀다.022 자신의 전

문 영역을 고집하지 않고 연구 대상과 목적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스스로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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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가는 것을 ‘후안무치’라고 부른다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후안무치’ 하고

자 한다. (번역 조은진, 서울대 국사학과 대학원) 

이타가키 류타(板垣竜太)

현재 도시샤대학 현재 사회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근현대 사회사 및 문화인류학을 전공했고 최근의 관심 
주제는 북한 문화-사회사이다. 대표 논저로 『한국 근대의 역사민족지』, 『동아시아 기억의 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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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Critical Korean Studies
: Thinking against Colonial and the Cold-War Frames

ITAGAKI Ryuta

Immanuel Wallerstein had tenaciously attempted to reorganize the academic system which 
had been deeply affected by colonial and the Cold-War thinking. Succeeding his theory’s 
critical momentum, I propose “Critical Korean Studies” not by integrating various disciplines 
into a huge united world-system analysis but by constructing new academic narratives from 
“small” case studies. In this paper, I illustrate the outline of Critical Korean Studies with 
examples of two ongoing projects: a biography of a North Korean linguist, Kim Su-Gyŏng, 
and a historical ethnograph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 Korean School in Japan and a 
local community of Ginkakuji area in Kyoto. Critical Korean Studies describes intersectional 
experiences surrounding concrete elements, in these cases a person or a place, with the prospect 
of opening them towards world history beyond the limitations of regions, eras, disciplines, 
and methodologies. Resisting mainstream Japanese discourses on Korea and Koreans in Japan, 
which are deeply affected by colonialism and the Cold War frames, this paper illustrates a 
genealogy and a vision of Critical Korean Studies. 

Keywords: Area Studies; North Korea; Intersectionality; Linguistics; Korean School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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