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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반(反)-반(反)’의 사상

지금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앞에서 ‘평화’라는 말만큼 눈부시게 빛

나는 말도 없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각지에서 해시태그와 함께 퍼져 나가는 

‘전쟁 반대!’(Нет войне!)라는 슬로건에 비하면 ‘평화’라는 말은 자못 가벼

워 보이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단순히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 반대!’는 어쨌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마주하지 않고는 외칠 수 없는 말인 반면, ‘평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딴전을 

부리면서도 중얼거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평등’이나 ‘인권’, ‘우호’와 같은 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차별

과 마주하지 않는 ‘평등’론, 눈앞에서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것을 묵과하는 

‘인권’론, 적대적인 관계를 극복하려 하지 않는 ‘우호’론 등은 모두 그 이름으

로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다. 과거 문화상대주의를 둘러싼 논의 속에서 인류학

인간의 탈(脫)-분단

이타가키 류타(板垣 竜太) 

일본	도시샤(同志社)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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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는 ‘반(反)-반(反)-상대주의(相対主義)’라

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1 이것은 기어츠 특유의 맛이 있는 절묘한 표현인데 

그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원래 긍정적인 가치를 의도하여 등장했음에도 때때

로 공허한 말이 되어 버리거나 역기능을 갖게 되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 ‘반-반’(anti-anti)이라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평화에 대한 희구가 ‘반-반-평화’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어디에선가 

이미 달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의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을 갖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을 한시라도 빨리 멈추기 위한 외교 노력은커녕 NATO측에 자신의 입장을 일

체화시키고 러시아와 정면 대립하며 전쟁을 부추기는 데 여념이 없다. 평화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할 뿐 아니라 동시에 이러한 전쟁 선동과도 싸우는 것이

어야 한다. 그 현장은 먼 이국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도 있다. 

통일 또한 마찬가지이다. 나는 여기에도 ‘반-반’의 사고가 개재되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역사적 문맥에서 ‘통일’의 반대말은 ‘분단’이다. 분

단의 구체적인 여러 현실과 마주하려 하지 않는 통일론만큼 공허하고 위험한 

것은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일이란 ‘반-분단’이며 그 프로세스로서의 의미

를 더 강화하면 다름 아닌 ‘탈(脫)-분단’이다. 

이때 평화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탈-분단의 복수성(複數性)이다. ‘통

일’ 개념에는 한자어(‘一’)든 유럽어(“uni-”)든 ‘하나’에 해당하는 요소가 들어 

있어 말 그 자체에 복수의 것을 하나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한반도가 각기 

국가 주권을 주장하는 ‘두 개’의 체제로 나뉘어 있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 

인권, 경제, 정치적 자유에 중대한 모순들을 초래하고 있는 이상, 그 해결의 

길이 ‘하나’가 되는 것임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와 동시에 탈-분단은 단순

1 	Clifford	Geertz,	“Anti	Anti-Relativism,”	American	Anthropologist,	vol.	86	no.	2,	(1984),	pp.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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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분단은 단지 지리

적으로 남북한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인 김남주가 광주 5.18 후에 쓴 시만큼 그 의미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

는 것도 없을 것이다.2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든 길에도 있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모든 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신고하는

이웃집 아저씨의 거동에도 있다

김남주가 여러 광경들을 잘 그려내고 있듯이 ‘삼팔선’은 여기저기에 있다. 

바꿔 말하면 분단의 현장은 편재해 있는 것이다. 이는 군사정권기의 한국이라

는 시대 및 영역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모습을 바꾸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양한 ‘삼팔선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의 총체가 분단이라고 한다면 탈-분단

은 결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무수한 분단을 극복해 나가

려는 것이야말로 탈-분단이다. 

Ⅱ. 일본 안의 ‘삼팔선’

또한 남북 분단은 한반도 밖으로도 퍼져 있다. 김남주가 매우 적절하게 표

현했듯 “삼팔선은 나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 밖에도 있다”. 이 시에

서는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내가 사는 일본에도 ‘삼팔선’이 있다. 특히 

2 	원전은	김남주,	『나의	칼	나의	피』	(서울:	인동,	1987)	수록.	인용은	김남주,	『김남주	시전집』,	염무웅·

임홍배	엮음,	(서울:	창비,	2014)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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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에는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이라는 두 개의 민

족 단체가 있으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병존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아마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한반도 남북 대립의 

미니어처 복제판이 일본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거기에는 일본과 남북

한과의 관계, 일본에서의 재일 코리안의 위치라는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

이다.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한다. 나는 앞서 「은각사(銀閣寺)의 삼팔선」이라는 논

문을 쓴 적이 있다.3 은각사는 교토를 대표하는 사찰 중 하나로 관광지로도 유

명하다. 여기에 ‘삼팔선’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은각사 옆에 1958년 

조선학교 캠퍼스가 생겼다(지금도 거기에 있다). 공사 초기에는 지역의 저항

이 다소 있었지만 곧 수그러들어 준공식에는 지역 자치회장이 축사를 할 정도

의 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사건은 1962년에 일어났다. 교토의 다른 지역에 있

던 한국학교가 이곳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용지를 확보해 이전한다

는 계획이 지역 주민들에게 발각된 것이다. 가장 먼저 반발한 것은 바로 몇 년 

전 조선학교를 받아들인 지역 주민이었다. 이 주민은 매년 8월 16일이 되면 

교토의 산 ‘뇨이가타케(如意ヶ嶽)’에서 모닥불 75개를 큰대자(大) 모양으로 만

들어 동시에 불을 붙이는 불을 붙이는 ‘오쿠리비(送り火)’라고 불리는 전통 제

례를 맡아온 사람인데 한국학교 이전 계획에 반발해 이 행사를 중단하겠다고 

한때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뿐만이 아니다. 여기에 주변 주민들까지 합세해 

이전 반대 동맹이 결성되었다. 이 동맹이 내건 슬로건이 “은각사 지역에 삼팔

선을 긋지 말라”는 것이었다. 결국 공사를 인가했던 교토시도 그 후 인가를 취

소하면서 한국학교는 이 지역으로의 이전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3 	板垣竜太,	「銀閣寺の38度線：日韓会談期京都の民族学校と地域社会」,	太田修編,	『植民地主義、冷

戦から考える日韓関係』	(東京:	同志社コリア研究センタ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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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이 ‘민단 대 총련’ 또는 ‘한국학교 

대 조선학교’의 다툼이었다기보다는, 오로지 지역의 일본인들이 학교 이전에 

반발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과 이케다 하야토 정권 간에 한일회담

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본 공산당과 일본 사회당 지

지자들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정치 세력

을 ‘혁신’,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을 ‘보수’라고 불러왔는데 보

수 대 혁신의 정치 구도로 펼쳐지던 한일회담 반대 운동 속에 이 한국학교 이

전 문제가 포함되면서 일이 커졌다. 여기에는 혁신계인 교토부(京都府)와 보

수계인 교토시(京都市)의 대립도 얽혀 있었고 관광 개발에 매진하는 교토시에 

대한 은각사 지역 사람들의 반발도 섞여 있었다. 즉, 이러한 복수의 정치적 대

립이 우연히 조선학교와 한국학교의 입지 문제에 반영되었을 때, 한국전쟁 휴

전으로부터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였던 만큼 ‘삼팔선’이라는 말이 지역

사회의 일본인들 사이에서 일정한 현실성을 띠고 출현한 것이다. ‘사람들 안

의 냉전 세계’의 형성을 탐구한 마스다 하지무(益田肇)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

반도의 남북 대립이 ‘로컬로 번역’되어 복수의 분단선의 해석 틀로 사용되었

고 그것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다.4

일단 이러한 지배적 현실이 만들어지자 다른 현실은 은폐되었다. 당시의 

혁신 세력에게 한국학교 이전 반대는 박정희 군사정권, 혹은 그 뒷배로 간주

되던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에 대한 반대의 일환이나 다름없었다. 즉, 눈

앞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재일 코리안들의 모습은 현실에서 빠져 있었다. 이 

점을 당시 혁신 세력이 대체로 재일 코리안의 이른바 ‘귀국사업’, 즉 북한으로

의 집단 이주 사업에 적극 힘을 보태는 입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합쳐서 생각

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자칫 당시의 혁신 세력이 재일 코리안을 일본 밖

4 	益田肇,	『人びとのなかの冷戦世界：想像が現実となるとき』	(東京:	岩波書店,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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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내보내는 데 주력한 나머지 그들이 정주 외국인으로서, 혹은 소수민족

(ethnic minority)으로서 그 정체성을 부정당하지 않고 일본인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일본 사회를 변혁해 나가는 과제를 뒷전으로 미뤘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일본 사회 자체의 문제와 과제를 한반도에 있는 어느 한

쪽 분단 정부와의 외교적(또는 몰(没)-외교적 내지 적대적) 관계로 환원하는 

사고가 엿보인다. 그것은 재일 코리안에 대한 인식의 결여와 표리일체이다. 

물론 이는 혁신 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며 미일 안보체제 아래 고도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보수 세력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일본 안의 ‘삼팔선’은 남북한 간의 분단을 일본의 맥락에서 다시 

해석한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일본과 한반도의 역사적 관계, 즉 

1945년 이전 식민지 지배의 역사와 1945년 이후 일본과 남북한 간의 관계가, 

나아가 그 과정에서 일본에 정주하게 된 코리안의 존재가 ‘삼팔선들’의 해석

의 틀을 규정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는 한일조약(1965년) 이전의 일

인데 그 후 일본이 남북한 중 남한과만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북한의 경제적 

정체,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 진전 등을 거치면서 일본에서의 남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말하자면 ‘역전’되어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2년 북일 정

상회담 이후에는 과거 일본에서 한국의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이 일었을 

때 이상으로 북한에 대한 증오가 국민적으로 확산되었고 그것이 예컨대 조선

학교를 둘러싼 상황에도 짙게 반영되고 있다. 

2003년에는 조선학교 이외의 외국인학교(한국학교 포함)가 국립대 응시 

자격을 취득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국제 기관의 인증을 받은 인터내셔널스

쿨 또는 외교적으로 커리큘럼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학교는 응시자격을 얻

었지만 조선학교는 그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 단위의 응

시 자격이 지금까지도 인정되지 않아 대학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취

하는 수밖에 없다. 이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피해자 의식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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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일본 정부와 여당이 조선학교를 북한과 일체로 간주해 사실상의 제재를 가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논리가 2010년 시작된 고등학교 취학 지원금 제도(이른

바 ‘고교 무상화’)에도 적용되어 외국인학교 중 조선학교만 지원 대상에서 제

외되었다. 이러한 저격적인 배제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조선학교와 한국학교의 입장이 ‘역전’된 것처럼 이해될지

도 모르지만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학교가 원래 수적으로 훨씬 

적지만 교토의 경우 2004년에 일반 중학교·고교와 동일한 커리큘럼을 가진 

학교(‘一条校’, 학교교육법 제1조의 교육시설)로 전환되어 이름도 교토국제학

원(京都国際学園)이 되었다. 일본인도 입학하면서 말하자면 민족학교에서 탈

피했다. 이렇게 일본의 학교제도에 근접시켜 인가를 받음으로써 문제없이 국

립대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고교 무상화 제도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원래 강

했던 야구부가 더욱 힘을 길러 2021년에는 고시엔(甲子園) 구장에서 열리는 

전국고교야구대회에 교토부 대표로 봄, 여름 모두 출전했다(2022년 봄에도 

대표로 선발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전 단념). 많은 야구팬들로부터 환

영을 받았는데 교토국제학원의 고시엔 출전은 또 다른 형태로 주목을 받았다. 

고시엔에서는 출전 학교의 교가가 흘러나온다. 교토국제학원의 교가는 한국

어인데 가사 일부에 ‘동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는 점이 기묘한 형태로 부각

되었다. 인터넷상에서는 국제학원에 ‘반일’ 딱지를 붙인 악플이 쏟아졌고 그

러한 인터넷상의 선동으로 학교에는 협박 전화가 쇄도했다. 학교는 임시로 경

비원을 고용해 학생들을 보호해야만 했다. 여기에는 최근의 악화된 한일 외교

관계가 투영되고 있다. 더이상 민족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외

교 문제를 배경으로 한 배제 움직임이 표면화된 것이다. ‘튀어나온 말뚝은 얻

어맞는다(出る杭は打たれる)’는 일본 속담이 있는데 아무리 ‘일본’에 가까워져 

있더라도 사소한 일에서 남북한과 관련된 ‘튀어나온 말뚝’으로 인식되면 그것

을 ‘내리치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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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재일 코리안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안보화’(securitization)되어 왔

다는 사실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5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식민지

하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조선인들이 ‘불령선인(不逞鮮人)’ 등으로 불

리며 감시 대상이 되기도 했고 치안유지법 체제에서 독립운동이 ‘국체’를 훼

손하는 것으로 규정되기도 했다. 전후에도, 최대 민족단체였던 재일본조선인

연맹(조련)이 단체등규정령의 ‘점령군에 반하는 행위’, ‘폭력주의적 방법의 시

인·정당화’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며 해산당했고(1949년),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 있던 많은 조선인학교들이 일제히 폐쇄되었다. 당시 조련계로 간주되

지 않은 학교는 가까스로 존속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국내에서의 ‘삼팔선’에 따른 처우의 차이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한일조약이 체결된 직후 일본 정부와 여당은 조선학교의 폐쇄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학교 규제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이

때에도 ‘우리나라(일본) 사회에 유해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었다(법

안은 통과되지 않음). 이처럼 전쟁 전부터 전후에 걸쳐 재일 코리안의 활동들

이 국가안보의 논리에 따라 정부 및 민간의 감시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남

북한과 일본의 외교적 관계가 거기에 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튀어

나온 말뚝’으로 간주되면 민관의 공격 또는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5 	안보화에	대해서는	코펜하겐	평화연구소	Barry	Buzan·Ole	Wæver·Jaap	De	Wil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CO:	Lynne	Rienner,	1988)	참조.	이	개념을	일본의	외국인	참정권	

문제에	적용한	것으로서	樋口直人,	『日本型排外主義：在特会·外国人参政権·東アジア地政学』	(名古

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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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초국가적(transnational)인 인간의 탈(脫)-분단

이처럼 일본에서의 ‘삼팔선’은 재일 코리안들 사이에만이 아니라 일본과 

남북한, 일본인과 코리안 사이에 있는 다양한 분단 위에 놓여 있다.6 즉, ‘삼팔

선’이란 원래 순수하게 지정학적인 개념이면서도 그 실태에 있어서는 권력관

계와 단절 등을 내포한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냉전하에서 

‘동서’, ‘남북’과 같은 지정학적 대립이나 단순한 진영론으로 표상되어 온 것

들이 실은 대부분 다양한 권력관계와 그에 대한 저항에 붙여진 라벨이 아니었

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는 과거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서

술한 내용과도 공명하는 부분이 있다.7 사이드에 따르면 동양(Orient), 서양

(Occident)과 같은 구분은 역사적 및 지리적인 실태라기보다는 서구와 그 밖

의 지역 간에 있는 권력관계, 지배관계, 헤게모니 관계와 지정학적 지식을 전

제로 한 하나의 관념이다. 이와 비슷한 측면이 ‘냉전’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외교나 군사면에서는 ‘냉전’이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있었고 그 정치구

도 속에서 인생을 건 진지한 이념 투쟁이 있었음은 틀림없지만 그러한 하나의 

변수에 특화된 정치(politics) 속에서 종종 다른 변수가 가져오는 권력관계는 

후경으로 물러났던 것 또한 분명하다.8

이러한 냉전의 경험을 다시 한 번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는 연구의 관점을 

6 	최근	‘조선적(朝鮮籍)’	재일	코리안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일본과	

남북한의	관계	및	재일	코리안에	대한	일본의	레이시즘과의	관계에서	38선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

다.	李里花編,	『朝鮮籍とは何か:	トランスナショナルの視点から』	(東京:	明石書店,	2021);	鄭栄桓,	

『歴史のなかの朝鮮籍』	(東京:	以文社,	2022)。

7 	Edward	W.	Said,	Orientalism	(George	Borchardt	Inc,	1978).

8 	예를	들어	일본의	한일회담	반대	투쟁이	자본주의론	및	동서진영론적인	틀	안에서	펼쳐져	식민지	지

배	책임과	민족문제가	잊혀진	점에	대해서는	板垣竜太,	「日韓会談反対運動と植民地支配責任論」	『思

想』	2010年1月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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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비판적 코리아 연구’라고 부른다.9 지역 연구(Area Studies)는 식민지주

의와 냉전의 산물이지만 거꾸로 그것들에 대항하는 비판적인 지역 연구도 있

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비판적 코리아 연구’라고 명명한 것이다. 그래

서 나는 국가나 세계 시스템과 같은 큰 연구 대상보다 오히려 지역이나 개인

과 같은 작은 연구 대상에 주목해 거기에 흘러들어온 다양한 역사적 맥락과 

그 장(場)에서 작용하는 복수의 권력관계 및 그 상호간의 얽힘을 철저히 추적

함으로써 또 하나의 열린 세계사를 그려내는 것의 중요성을 제창했다. 나는 

그러한 비판적 코리아 연구의 한 시도로서 월북한 언어학자 김수경에 관해 한 

권의 책을 펴냈다.10 또한 본고에서 소개한 「은각사의 삼팔선」도 그러한 시도 

가운데 하나이다. 

비판적 코리아 연구는 이름 그대로 연구상의 입장과 관점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장에서의 ‘삼팔선’의 모습을 역사적 및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탈-

분단을 위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여기저기에 ‘삼팔선’이 있다는 것, 즉 분단

이 편재해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탈-분단의 장도 여기저기에 있음을 의미

한다. 

1990년대 들어 국가안보와는 별개로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는

데 여기에 덧붙이자면 국가 차원의 탈-분단과는 별개로 ‘인간의 탈-분단’이라 

부를 만한 것이 있다. 국가 차원의 탈-분단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것으로

써 인간의 탈-분단이 모두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국가 

차원의 탈-분단을 기다리지 않고도 다양한 장에서 인간의 탈-분단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진행되어야 한다. 

인간의 탈-분단의 현장은 남북한뿐 아니라 일본에도 있고 또 다른 곳에

9 	이타가키	류타,	「비판적	코리아	연구를	위하여:	식민주의와	냉전의	사고에	저항하여」	『역사비평』	132

호	(2020),	232~258쪽.

10 	板垣竜太,	『北に渡った言語学者：金壽卿	1918-2000』	(京都:	人文書院,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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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앞서 언급한 일본에서의 인간의 분단 사례가 남북한 간 관계, 일

본과 남북한 간 관계와도 연동되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간의 탈-분

단도 국내에(national) 갇힌 운동일 수 없다. 인간의 탈-분단은 초국가적

(transnational)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매우 불손한 일이지만 김남주의 시를 조금 바꿔서 마무리하자면, 삼팔

선 극복의 장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든 길에

도 있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모든 말에도 있다. 삼팔선 극복의 장은 나라 안에

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저쪽 나라, 이쪽 나라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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