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진(李榮眞)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일본 지역을 전공했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

인문한국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공저로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그린비, 2016) 외에 「전후 

일본과 애도의 정치: 전쟁체험의 의의와 그 한계」(2013), 「파국과 분노: 3.11 이후 일본 사회의 탈

원전 집회를 중심으로」(2014), 「근대성과 유령: 근현대 동아시아의 죽음의 정치를 넘어서기」

(2016)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최근에는 미나마타병, 근대 일본 사회의 인민과 이미지에 관한 연

구를 수행 중이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과제번호 NRF-2008-362-B00006).
✽✽  본 연구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2009년 한 해 동안 수행했던 가고시마 장기 필

드워크 중, 평화그룹 활동에 참가하면서 얻은 여러 데이터와 이후 매년 이루어진 단기 방문조사, 

특히 2016년 가을에 수행한 추가조사(10월 22일~10월 27일)의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3/ ‘ 전적’(戰跡)이라는 기억의 장
가고시마 생협의 ‘평화활동’을 중심으로✽ ✽✽

이영진

가고시마 지란 평화공원 내 특공용사의 상(2012년 5월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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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전후 일본사회에서 오키나와, 히로시마, 나가사키라는 지역의 공통점은 지

난 아시아 · 태평양전쟁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대표적인 ‘기억의 장’이

라는 것이다. ‘오키나와전투’, 원자폭탄에 의한 ‘피폭’이라는 비극적인 경험

을 겪은 이들 지역은 일본의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지의 주요한 답사 코스이

자, 매년 많은 순례객의 참배가 줄을 잇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레논(J. Lennon)과 폴리(M. Foley)가 지적했던 것처럼 후기 근대 사회의 특징

적인 문화 소비현상인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한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1 

이들 지역과 비교해보면 가고시마는 비교적 최근인 1990년 후반에 접

어들면서 지난 전쟁을 상기하는 대표적인 답사지, 혹은 관광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계기는 가고시마 현지를 로케로 한 <호타루>(ホタル, 2001)나  

<나는 그대를 위해 죽으러 갑니다>(2007)와 같은 특공 관련 영화가 붐을 이

루면서부터였다. ‘한류’(韓流) 드라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겨울연가> 붐 

이후 드라마의 촬영지 관광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일본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춰 만들어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 로케지를 대상으로 한 관광 상

품은 일본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차를 재배하는 작은 농촌마을이

던 지란(知覧)은 일찍부터 마을이 중심이 되어 정비해온 관광 인프라를 활용

하여 발빠르게 그 수요에 응했고,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특공의 성지(聖

地)’로서의 지역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2 

과거의 작전 지휘소나 특공대원이 식사를 하던 여관 등 영화의 무대가 

1    레논과 폴리는 그들의 책에서 특히 죽음, 재해, 잔학행위가 발생했던 장소와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시

설들이 관광지화되고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 순례하는 일련의 현상을 ‘다크 투어리즘’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아우슈비츠로 대표되는 독일과 폴란드에 산재한 2차 대전기의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과 

관련된 집단수용소들, ‘킬링필드’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의 예전 정치범 수용소의 기념관화는 대표적

인 다크 투어리즘의 사례다. John Lennon and Malcolm Foley, Dark Tourism: 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 Cengage Learning Business Press, 2000 참조.

2    이영진, 「산화(散華)와 난사(難死): 전후 일본의 특공의 기억과 재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45(3), 2012.



86   일본비평 16호 

특
집

   현
대

 일
본

사
회

와
 ‘지

방
’

되었던 지점들을 단체버스로 돌고 난 후 특공평화회관을 관람하는 것으로 

끝나는 기존의 관광 프로그램은,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여행 상품으로 영화

의 감동과 함께 지난 시대의 노스탤지어를 환기시키는 의사-체험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3 다시 말하면 여행객들은 특공대원들의 영정사진이 빼곡

히 들어찬 전시관에서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의 비극적 죽음을 

슬퍼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남긴 유서나 편지에 담겨 있는 순수한 희생, 애

국심을 찬미한다. 이러한 관광 프로그램은 실로 전후 일본사회에서 지난 전

쟁의 전사자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표상인 “희생=초석론”을 그대로 재생

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십여 년이 넘도록 가고시마라는 지역의 전쟁 경험에 토

대를 두고, 그 흔적을 찾고, 또 이를 기록해온 단체들이 소수나마 존재한다

는 점은 특기해둘 필요가 있다. 가고시마 현의 전 · 현직 교직원들이 중심이 

된 ‘특공을 생각하는 회’(特攻隊を考える会), 그리고 불교, 기독교 등 종교가들

이 중심이 된 ‘가고시마 강제연행을 생각하는 회’(鹿児島 強制連行を考える会), 

가고시마 생협 내의 ‘코프 가고시마 평화그룹’(コープかごしま平和グループ, 이

하 평화그룹) 등이 그것이다. 이들이 가고시마에서 ‘특공’을 다시 생각해야 한

다는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특공대원이 출격 전 마지막 2~3주라는 짧은 

시간을 보낸 지역이 바로 이곳이라는 점에서, 특공대원의 마지막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특공에 대한 표상의 허구성을 

깨달을 수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다는 자각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은 전쟁 

말기 스무 곳이 넘는 크고 작은 특공기지(비행장)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조

선인과 중국인이 강제 동원되어 끌려온 지역이자, 특공기지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일본의 다른 지방에 비해 압도적인 공습을 당한 역사적 사실 역시 

특공에 대한 기존의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해줄 수 

3    여기서 노스탤지어란 현재 일본사회에는 결여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젊은이들의 순수한 애국심, 용

기)가 과거에는 있었고, 그것을 다시 현대 사회에 재평가하고 싶다는 욕망의 강력한 표출을 의미한다. 

현대 일본사회에서 지난 전쟁, 특히 특공이 노스탤지어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영진, 「산화와 난사」, 89, 94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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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평화그룹’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지역의 전쟁 체험

에 기반한 아마추어 평화운동의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기억의 장으로서의 ‘전적’(戰跡)

프랑스 역사학자 피에르 노라(P. Nora)가 주도한 ‘기억의 장’(les lieux de 

mémoire) 프로젝트는 그 저작의 일부가 한국어로 번역된 바 있고, 또 여러 

차례 논의되었기 때문에,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주목할 것은 노라

도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 프랑스인의 기억을 매개로 옛 프랑스를 새로이 

성찰하기” 위한, 즉 “프랑스라는 외연을 가진 기억의 국민경제”4를 창조하고

자 한 프로젝트가 왜 전 유럽으로 수출되고,5 나아가 유럽과는 다른 근대 국

민국가 건설을 거쳤던 동아시아의 기억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

이다. 이는 기억의 장이 프랑스적 특수성으로 출발했지만 하나의 보편성을 

담아낼 수 있는 모듈(module)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변이형을 생각할 수 있

게 하는 틀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억의 장’이라는 개념은 ‘기억’과 ‘장’이라는 두 개념의 조합어다. 거

대한 기억의 장 프로젝트의 권두 논문(「기억과 역사 사이에서」)에서 오늘날 기

억의 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세계가 그 기억을 상실

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역설로부터 출발한 노라는, 기억과 역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즉 ‘기억’이란 “삶이자, 언제나 살아 있는 집단에 의해 생겨

나고 그런 이유로 영원히 진화되어가며, 기억력과 건망증의 변증법에 노출

되어 있고, 의식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왜곡되며, 활용되거나 조작되기 쉬

운” 것이라면, ‘역사’란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한 미완성의 그리고 언

제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재구성(reconstruction)”이다.6 또한 ‘장’(lieux)이

4    정지영 · 이타가키 류타 · 이와사키 미노루 편, 『동아시아 기억의 장』, 역사비평사, 2015, 22쪽. 

5    이용재, 「‘기억의 장소’의 국제적 확산과 변용」, 『프랑스사연구』 제25호, 2011. 
6    피에르 노라, 김인중 · 유희수 옮김,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기억의 장소들에 관한 문제제기」, 『기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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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물리 공간적 의미에서 3차원적 장소가 아닌, 기억술론(記憶術論)의 전통 

속에서 일관적으로 계승되어온 개념으로 ‘loci’(장소들: 라틴어 장소의 복수형)이

자, ‘topoi’(장소들: 그리스어, 장소의 복수형)이다. 다시 말하면 ‘기억의 장’이란 

‘집합적’ 또는 ‘사회적 공동체’에서 공유된 기억의 준거점으로, ‘함께 기억

하는 것’(com-memoration)이 ‘기념’, ‘축하’를 의미하고, ‘공통의 장소’

(commom-place)가 ‘상투어’, ‘평범한 것’, ‘흔한 것’을 의미하듯, 그러한 포괄

적 의미의 ‘장소’를 지칭한다.7   

이러한 기억의 장의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의 라마르세예즈와 같은 국가

(國歌)로부터 삼색기, 박물관, 기록보관소, 묘지, 축제, 세대, 기념일, 전몰자 

추도 기념관 등의 ‘장’이다. 여기서 ‘장’(lieux)은 이곳, 저곳을 가리키는 물질

적 의미의 장소만은 아니며, 장이 갖는 세 가지 속성, 즉 물질적 · 상징적 · 기

능적 측면이 서로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기억의 장이 된다. 

예를 들어 세대(generation)는 인구학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본다면 물질적이

고, 그것이 추억의 결정화와 추억의 전달 작용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기능적이며, 또 하나의 사건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겪은 하나의 체험을 가지

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특징 짓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상

징적이라는 점에서 기억의 장이 된다.8 

다만 “우리가 더는 거기에 거하지 않은 기억의 살아남은 장소들, 반(半) 

공식적 · 제도적이면서 반 감정적 · 감상적인 기억의 장소들, 더는 전투적인 

열의나 열정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무언가 상징적인 삶이 아

직도 고동치는, 만장일치의 감정이 없는 만장일치의 장소들”9이라는 노라

의 언명에서 드러나듯, 노라의 프로젝트에서 기억의 장은 이제 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그리고 

빠른 속도로 근대화, 식민, 내전을 겪으면서 국민국가를 건설해온, 동아시

장소 1』, 나남, 2010, 34쪽. 

7    정지영 · 이타가키 류타 · 이와사키 미노루 편, 『동아시아 기억의 장』, 20~21쪽.

8    Pierre Nora, “Generation,” in Pierre Nora, ed., Realms of Memory: Rethinking the French Past, 
translated by Arthur Goldhammer,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9    피에르 노라, 김인중 · 유희수 옮김,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기억의 장소들에 관한 문제제기」,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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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여러 나라에서 기억의 장은 프랑스의 그것과 같이 그렇게 안정되고 고

정된 장소일 수 없다. 동아시아 기억의 장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연구자들이 

지적하듯, 동아시아의 역사적 현실은 국민사적 기억의 토폴로지(topology)를 

구축하는 것을 간단히 용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의 역사는 중화

제국, 일본의 제국주의와 전쟁, 냉전, 한국전쟁, 그러한 역사가 만들어낸 디

아스포라의 존재, 그리고 오늘날의 글로벌화 등 ‘일본’이나 ‘한국’이라는 단

위를 국민사적으로 나누기에는 너무나 얽혀 있기 때문이다.10 나아가 기억

의 장 프로젝트에는 국민주의적 기억을 넘어서는 식민지 문제 등과 같은 다

양한 불협화음의 요소들, 다시 말하면 ‘공동의 기억’에 선행하는 ‘공동의 망

각’이라는 문제가 처음부터 누락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기억의 장’이란 원래부터 무수히 존재하는 여러 기억을 누락

시키고 ‘기억의 구멍’(trou de memoire) 속으로 빠트리면서, 그 위에 ‘균질적이

며 공허한’ 상상의 연속적 공간을 형성했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공간인 것

이다.11 

이상의 논의는 오늘날 가고시마에 남아 있는 ‘전적’들을 기억의 장이라

는 관점에서 고찰함에 있어서도 많은 참조점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전후 일

본사회에서 합의된 것처럼 보이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평화공원은 물론이려

니와 가고시마의 특공 전적들 역시 일본사회 내의 다양한 기억이 여러 과정

을 거치면서 누락된 채 만들어진 장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합

적 기억을 단일한 전체가 아니라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액티브한 과거”로 

파악하면서 “기억 실천”(memory practice)이라는 측면에서 기억의 장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올릭(J.K. Olick)의 연구12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는 역사를 

매끈하며 필연적인 진화 발전의 흐름이 아닌 그 단절과 뒤엉킴에 주목하면

서 동시에 그 장에 기입되는 권력의 효과에 천착하는 계보학적 작업들을 통

10    정지영 · 이타가키 류타 · 이와사키 미노루 편, 『동아시아 기억의 장』, 31~32쪽. 

11    정지영 · 이타가키 류타 · 이와사키 미노루 편, 『동아시아 기억의 장』, 25쪽. 

12    Jeffrey K. Olick, “Genre Memories and Memory Genres: A Dialogical Analysis of May 8, 1945 
Commemoration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3),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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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승자들의 공적 기억/역사에 포섭되지 않는 무수한 파편의 기억들, 즉 ‘대

항기억’(counter-memory)의 중요성을 역설한 미셀 푸코 이래 기억의 정치

(memory politics) 연구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다.13 

3. 가고시마 생협의 평화활동

가고시마 생협의 평화활동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가고시마 생협의 역사

와 궤를 같이한다. 이 활동은 현재 생협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분과활

동에서도 중요한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언뜻 소비자운동 단체로 보이는 

생협과 평화운동이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 한국인에게는 의아할 

수도 있지만, 전후 일본사회에서 평화운동의 한 축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

한 주부들의 관심과 같은 소비자운동에서 연원한다는 점을 떠올리면 결코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 한 예로, 1954년 비키니섬 연안에서 참치잡이 조

업 중이던 제5후쿠류마루(第五福竜丸)의 피폭에 의해 일반 가정의 식탁에 오

르는 참치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주부들을 주축으로 독서회가 열

리고, 이 독서회를 출발로 해서 원수폭 반대의 전국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전후 일본의 시민운동사에서도 유명하다.14 다시 말하면, 생활과 평화, 환

경운동이 자연스럽게 서로 연계되어 전개되어온 것이 전후 일본 시민운동

의 특징이다.

초기 가고시마 생협의 평화활동은 반핵운동과 환경운동이 주류였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그 관심이 가고시마의 전쟁 경험으로 확대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효시로 1982년에 현재의 ‘평화그룹’의 전신이라

고 할 수 있는 ‘평화를 생각하는 그룹’(平和を考えるグループ)이 발족한다. 그

리고 이 단체를 중심으로, 1984년 6월 17일에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13    Michel Foucault, “Film and Popular Memory: An Interview with Michel Foucault,” Radical 
Philosophy 11, 1975.

14    鶴見俊輔, 『戦後日本の大衆文化史: 1945~1980』, 岩波書店, 2001,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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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시마 전쟁공습전’(母子の鹿児島戦争空襲展)이라는 기획 아래 가고시마의 

전쟁과 공습을 말해주는 유물과 사진 등을 처음 전시했다. 6월 17일은 1945

년 패전 무렵 가고시마에서 자행된 연합군 공습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컸던 

소위 ‘가고시마 대공습’(사망 2,316명, 부상 3,500명)이 일어난 상징적인 날로, 매

년 가고시마는 이 날을 기념하며 평화집회나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

해왔다. 그 하나로 이루어진 행사였던 이 전시회가 당시 지역사회에서 호평

을 받아, 1987년부터는 매년 6월 17일 전시회를 겸한 평화집회(‘6 · 17 평화집

회’)가 상례화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필자가 평화그룹 활동에 참가하

게 된 것 역시, 2009년 6월의 ‘평화집회’에서의 만남이 그 계기가 되었다.15 

평화그룹은 지난 세기 가고시마의 전쟁 경험의 기록과 계승을 통해 평

화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취지로 가고시마에 거주하는 일반시민(생협 회원)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단체(회원 10명)로, 일반시민의 ‘생활 감각’이라는 렌

즈를 통해 지난 전쟁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가고시마 

생협 내에는 ‘평화그룹’ 외에도 비슷한 목적으로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만들

어진 그룹들이 있다. 이 그룹들 역시 정기적으로 교류회를 열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규모로 보나 역사로 보나 ‘평화그룹’이 

가장 대표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그룹의 회원들은 예전부터 개별적으로 생협 내외의 여러 평화활동

에 종사해오다 전후 50주년이 되는 해인 1995년, 가고시마 현 내의 전적 조

사라는 공동의 목적하에 결성되었다. 사무국을 담당하는 생협 직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50~70대의 여성(주부)들로, 이러한 회원 구성은 조사활동

의 방향성이나 그 내용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측에 기초하

면서도 현 내외의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아기자기

하게 제작된 전적 관련 지도나 투어 코스에 대한 섬세한 조언 등은 전문적

인 역사학자들이 집필한 ‘딱딱한’ 전적 가이드북에 비해 일반인들의 눈높이

15    당시 연구자는 집회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던 평화그룹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을 계기로, 

2009년 7월 평화그룹 정례모임부터 참가, 매달 서너 차례의 각종 필드 조사활동 및 정례모임에 참석

했다. 



92   일본비평 16호 

특
집

   현
대

 일
본

사
회

와
 ‘지

방
’

에 맞춰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참조). 이들 가운데 전문적인 역사 지식을 가졌

거나, 편집이나 사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

다. 회원들은 모두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년기에 달해, 소위 “할 일을 다 한” 

주부들로, 평화그룹에서의 활동은 그들에게 3차 혹은 4차 사회화 과정이라

고 해야 할 것이다. 

평화그룹 활동의 가장 큰 성과로 회원들이 자부하는 것은 역시 가고시

마 현 내의 전적조사와 그 결과물로 발간된 일련의 자료집이다. 일본 유일

의 ‘지상전’이 전개된 오키나와에서는 전후 초기부터 전적을 둘러싼 활발한 

조사와 투어가 있어왔지만, 일본 본토의 경우 전적에 대한 관심은 희박한 

편이었다. 물론 이는 본격적인 연합군의 일본 본토 진공작전이 전개되기 직

전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일본 본토는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

던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전후 50주년의 해인 1995년을 기념

하여 일본 각지에서 쏟아져나온 전쟁체험문집을 보더라도, 지상전이 일어

난 오키나와의 주민이나 해외의 전장에 군인/군속으로 나간 소수의 전장 

체험을 제외하고16 대다수 일본인의 전쟁 체험은 전쟁 말기의 공습과 각종 

부역노동에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내 고장도 전쟁터였다’라는 실감은 

아무래도 희박한 편이다. 

하지만 전후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일본사회 내에서도 지난 전

쟁에 대한 관심이 증언에서 전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러한 경향은 세월이 흐르면서 전쟁의 체험자들이 고령에 접어들고, 지난 전

쟁이 하나의 역사로서 기념비화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가고시

마의 경우는 오키나와 전투의 일환으로 도처에 특공기지가 건설되었고, 오

16    전쟁체험문집은 그 이전에도 개인의 자비 출판이나 30주년, 40주년 등의 주기에 맞춰 지역 단위로 

발간되어왔지만, 특히 전후 50년이던 1995년에는 해당 시정촌을 중심으로 대규모 편찬사업이 이루

어졌다. 가고시마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가고시마 생협 역시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95년에  

『어찌 잊으리. 그로부터 50년: 종전 50주년기념전쟁체험문집』(忘れまいあれから五○年: 終戦50周年
記念戦争体験文集)을 펴냈는데, 총 6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지역주민들의 전쟁 체험 증언을 

집대성한 기록집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협은 전후 60주년인 2005년에도 비슷한 기획의 체험문집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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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나와 점령 이후 미군의 공격 루트는 규슈 남부, 즉 가고시마나 미야자키

의 해안이 될 것이라는 예상 아래 대규모의 병력 주둔과 함께 방어기지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본토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전쟁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평화그룹의 조사가 증언에서 전적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조사는 단지 예전의 기지 터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당시를 기억하는 

지역 거주자들과의 인터뷰 및 문헌자료 조사가 중심이다. 그 결과물들이 평

화그룹의 최초 조사지역인 도카라(トカラ) 열도와 아마미 오시마(奄美大島)
17 

열도의 여러 섬(離島, 1995)에 관한 자료집을 시작으로(이 자료집은 엄밀히 전적조

사 자료라기보다는 체험문집에 가까우며, 전적에 관한 사항은 마지막에 지도와 표로 정리되

17    아마미 오시마는 행정구역상 가고시마 현에 속하며, 가고시마 사쓰마 반도와 오키나와의 중간 지점

에 있는 섬으로, 오키나와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아마미에는 주요한 특공기지는 없

었지만, 가고시마에서 오키나와에 이르는 수로의 중간에 있다는 점에서, 근해에서 전함 야마토를 필

두로 인근 바다에서 일본의 무수한 선박들이 침몰되었다. 

<그림 1> 가고시마 생협 평화그룹이 만든 가이드북 내의 이즈미 전적지도. 가고시마 생협의 이즈미 답사 시에는 

이 지도를 토대로 해서 답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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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가노야(鹿屋) 해군 항공기지가 있었고, 가고시마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전후 ‘개발’이 뒤쳐졌기 때문에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는 오스

미 반도(大隅半島)(1998)와 지란, 가세다(加世田), 이부스키(指宿) 등 전전 특공

기지가 있던 난사쓰(南薩) 지역(2001), 그리고 이즈미 특공기지를 중심으로 

한 호쿠사쓰(北薩) 지역(2008)에 관한 자료집 등이다. 연구자가 현지조사 중

이던 2009년에는 전전 하카마고시(袴腰) 해군기지 터와 해군 특공잠함정인 

고류(蚊竜)의 발사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화산섬 사쿠라지마(桜島) 조사

와 더불어 가고시마 시내의 전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18 2010년 이후

부터 최초의 조사지였던 아마미 오시마와 주변 섬들을 재조사해 2013년 

‘주변 섬들’(離島)에 관한 자료집을 마지막으로 발간했다.  

물론 평화그룹의 활동은 전적 조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매년 정기적

으로 ‘아시아 · 태평양전쟁’이나 ‘헌법’과 관련된 외부 강연회를 기획하거나, 

내부적인 평화학습도 주최하고 있다. 회원들의 연령대로 볼 때 유년시절 

전쟁 체험자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평화학습의 ‘연사’(語り部)로 참여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공습이나 당시의 학교교육 등과 같은 체험을 이야기하면

서 교류하는 것은 이들의 또 다른 주요 활동이다. 전쟁 체험 세대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또 자신들의 전쟁 체험을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사

람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강연 활동은 지역사회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평화그룹의 또 다른 주요 활동은 ‘평화답사’다. 평화답사는 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의 역사, 특히 지난 전쟁의 

흔적들을 둘러보고, 이를 통해 평화의 의미를 재확인한다는 기획하에 지역 

내의 단위 생협들이 비정기적으로 주관하는데, 평화그룹 회원들은 이 답사

에 가이드로 참여한다. 그 한 예로 2009년 8월 가고시마 생협 난사쓰 서부 

지역이 기획한 난사쓰 답사 투어에는, 이전 난사쓰 지역 전적 답사에 참여

18    2009년의 조사 결과는 2010년 2월 「아시아 · 태평양전쟁과 가고시마 전적조사: 가고시마시와 현 중부

편」(アジア ·太平洋戦争と鹿児島戦績調査: 鹿児島市と県中部編)이라는 이름의 자료집으로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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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평화그룹 회원 2명이 가이드로 참여했다. 평일에 답사가 있었던 만큼, 

30~70대의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이 많이 참가했고, 미취학 아동을 데려온 

주부들도 있었다. 답사 일정은 난사쓰 일대의 전적들, 즉 가와나베초(川辺町)

의 특공기 은폐참호(掩体壕), 반세이(万世)의 특공기지 터 및 평화회관 견학, 

아오토(青戸)의 특공기지 터(토치카, 격납고 등), 지란의 특공기지 터 등을 하루 

일정으로 둘러보는 것이었다.

매달 한 차례 열리는 평화그룹 정례회에서는 회원들의 개별 활동 보고

와 지난 달의 전적 답사 성과에 대한 평가와 반성, 이 달의 전적 답사 계획 

수립, 그리고 이 달 회원들의 임무에 대한 역할분담 등을 논의한다. 전체적

으로 볼 때 생협의 평화그룹 활동은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평화문제와 

관련된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또 지역의 전쟁 경험을 기록하고 계승하는 풀

뿌리 지역운동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성원 모두 전문적인 

역사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 이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

에, 조사 역시 아마추어의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다. 또한 “왜 전적 조사를 

하는가” 혹은 “전적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전쟁의 실상을 명

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혹은 “지난 전쟁의 흔적으로 현재 가고시마에 남아 

있는 것”이라는 극히 소박한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

료집의 표제가 1998년 오스미 반도, 2001년 난사쓰 지역 조사 자료집까지

만 해도, 그 표제가 「제2차 세계대전과 가고시마 전적 조사」이던 것이, 2008

년의 이즈미 지역 조사 자료집부터는 「아시아 · 태평양전쟁과 가고시마 전

적 조사」로 바뀐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난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내부 학습을 통해 회원들 사이에서도 공유되

고 있다.19 다음 절에서는 2009년 11월에 있었던 ‘이즈미 전적답사 버스 투

19    자료집의 표제가 바뀐 것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은 평화그룹의 방향성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평화그룹 회장인 미와(三輪) 씨의 답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참고로 일본사회에서 ‘아시아 · 태평양전

쟁’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대동아전쟁’이나 ‘십오년전쟁’, ‘2차 세계대전’이라는 용어가 갖는 한계를 

성찰하는 가운데 나왔다. 2000년대 ‘아시아 · 태평양전쟁’이라는 용어를 일본의 아카데미에 정착시키

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成田龍一 外, 『波講座: アジア太平洋戦争』(전10권, 2005)의 서문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혹은 ‘태평양전쟁’에서 ‘아시아 · 태평양전쟁’으로의 인식 변화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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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出水戦跡めぐりバスツアー) 사례를 통해, 평화그룹 활동의 성격과 의의, 그

리고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답사 지역 개관: 이즈미(出水) 특공기지 

현재 ‘이즈미 기지’라고 말할 때, 이는 1943년에 들어선 ‘이즈미 해군항공

대’를 의미한다. 이즈미 지역은 1937년경부터 비행장 용지를 매수하기 시작

해 1938년 건설에 착수, 1940년경에 완성되어 43년부터 기지로 활용되었

다. ‘이즈미 해군항공대’는 초기에는 ‘요카렌’(予科練)
20이나 전국의 대학 · 전

문학교 출신의 비행전수예비학생들의 조종교육을 위한 기지였으나, 1945

년 3월 오키나와 전투를 앞두고 제1이즈미 해군항공대가 한국(당시 조선)의 

광주(光州)로 이동하면서, 이즈미는 작전부대의 기지로 전용, 1945년 3월부

터 특공 출격이 시작된다. 이 기지에서 8월 15일 패전까지 200명 이상의 대

원이 죽음의 전장으로 출격했다. 물론 3월부터 4월로 이어지는 미군의 공습

으로 인해 격납고, 활주로 등 비행장 시설이 거의 괴멸 상태에 처하면서, 그 

이후로는 특공기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된다. 전쟁 말기에는 미

군의 남규슈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연습기에 의한 특공작전이 계획되어 특

공기 발진용 활주로도 급조되었지만, 결국 이 계획은 실시되지 못한 채 패

전을 맞이한다.  

전후 10년이 지난 1955년 항공자위대 제트기 조종학교를 세우려 했지

하고 있다. “이 전쟁은 전시에는 ‘대동아전쟁’, 전후는 ‘태평양전쟁’이라고 불려왔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으로는 대영미전쟁의 측면만이 강조되어 아시아와의 전쟁이 경시되어버린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 후 1931년의 ‘만주사변’, 1937년부터의 ‘중일전쟁’, 1941년부터의 ‘태평양전쟁’을 1945년의 패전

과 연결되는 연속적인 전쟁으로서 고찰하는 ‘십오년전쟁’이라는 호칭이 제창되어 그것이 역사교육

에서도 어느 정도 정착해왔다. 하지만 이 강좌에서는 전쟁의 시대뿐만 아니라, 전후를 적극적으로 대

상화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으며, ‘십오년전쟁’이라는 시기를 명확히 한정한 호칭에는 신중해지지 않

을 수 없다.”(2~3쪽)

20    정식 명칭은 ‘해군비행예과연습생’으로 전전 일본 해군이 항공 파일럿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고등소학교 졸업자 중 14세에서 20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했다. 전쟁 말기 특공대원 중 많은 수가 

이 ‘요카렌’ 과정의 젊은이들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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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전후 폐허가 된 땅을 일군 개척민들과 예전 공습으로 인한 파괴와 희생

을 기억하는 주민들이 데모대를 구성, 깃발을 들고 시청까지 행진하는 등 

맹렬한 반대로 비행장의 재건을 무산시켰다. 특히 패전 이후 해외에서 돌아

온 사람들과 전전 오키나와에서 소개되어 규슈로 왔지만, 전후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면서 돌아갈 수 없게 된 오키나와인(당시 이즈미 비행장이 

있던 카노야(鹿屋) 지구만 해도 11명이 오키나와인들로, 전체 개척자의 1/3을 점했다고 한

다)들로 이루어진 개척민들이 개척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은 구술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경험이 전후 자위대의 비행장 재건에 맹렬히 저항

한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 주민들의 이러한 반대에는 전전 비행

장이 아닌 민가 지역에까지 자행되었던 처참한 공습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이즈미 지역의 경우 비행장이 민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1945년 3월부터 패전 직전인 8월까지 B29의 폭

격 등 수차례의 공습을 받아, 마을 주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집이나 

가재가 불타는 등 재산피해도 심각했다. 이 공습 경험은 전후에도 이즈미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으며, 이는 많은 구술을 통해 확인

되고 있다.21  

현재까지도 이즈미 지역에는 기지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그중에서

도 과거 특공비행장의 격지였던 한 ‘특공비공원’(特攻碑公園)은 특공위령비

인 ‘구름의 묘표’(雲の墓標)를 위시한 여러 위령비를 비롯하여 당시 항공기지

를 지키던 보초들의 초소나 예전 전투지휘소가 있던 지하호 등이 밀집되어 

있어 답사 시 가장 먼저 찾는 장소다.  

매년 개최되는 이즈미 특공위령제가 거행되는 중심무대인 ‘구름의 묘

표’는 1960년 건립되었다. 이즈미의 향토지에 따르면 위령비 건립에 가장 

21    지역 문화지인 『이즈미 문화』(出水文化, 1966~현재)는 1988년에서 90년까지 3회에 걸쳐 지역의 전

쟁 체험에 대한 특집인 「고향의 패전과 부흥」(ふるさとの敗戦と復興, 제69호), 「고향도 전쟁이었다」

(ふるさとも戦場だった, 제71호), 「고향의 태평양전쟁」(ふるさとの太平洋戦争, 제73호)을 게재했는데, 

여기에는 과거 공습에 대한 체험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전쟁의 막바지인 1945년 8월 1일 

대공습에 의해 국영 알코올 공장이 폭파된 것은 당시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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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이었던 인물은 당시 이즈미시의 도서관장이던 다지마 히데타카(田島

秀隆)다. 전후 자신의 고향인 이즈미로 돌아온 다지마 히데타카는 이곳이 수

많은 특공대원들이 출격, 목숨을 잃은 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흔적

도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한탄하며, 위령비 건립을 결심했다고 한다. ‘구

름의 묘표’라는 비명의 유래는 당시 이즈미 특공기지의 일화를 소설화한 아

가와 히로유키(阿川弘之)의 소설 『구름의 묘표』(雲の墓標, 1956)라는 작품에 등

장하는 한 특공대원의 유서의 한 구절인 “구름이야말로 우리의 묘비명, 지

는 해여, 비명(碑銘)을 비춰라”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묘

비의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 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 남쪽 바다의 그 심연에 버린 / 젊은 

용사들이여 / 오늘부터는 편안히 잠들라.  

이 문구는 다지마 씨가 직접 지은 「신풍특공대원에게 바치는 만가(挽

歌)」(1953.9.27)의 한 구절이기도 하다. “우리의 비겁함(怯懦) 때문에 /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 남쪽 바다의 그 심연에 버린 / 젊은 용사

들이여 / 살아서는 가미(神)로 떠받들어져 / 죽어서는 이름도 없고, 화환도 

없고, 묘비명도 없이 / 남해의 거친 파도에 휩쓸리며 / 심연의 바다 밑에 누

워 있을 때 / 그 티끌 하나 없는 눈동자에 /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강조—인용자).” ‘만가’라는 시의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죽은 특공대

원의] 그 티끌 하나 없는 눈동자에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

까”라는 구절에는 살아남은 자의 가책과 부끄러움이 강하게 배어 있다. 하

지만 묘비명이 조각되는 과정에서 원래 만가의 첫 구절인 “우리의 비겁함

(怯懦) 때문에”는 삭제되었다. 이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 현재 위령비를 관리

하는 다케조에 쓰구오(竹添二雄) 씨는 “살아남은 우리 역시 당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비문에 겁쟁이라는 말을 새기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죽은 자에 대한 산 자의 상이한 위치성

이 비문의 조각 과정에서 드러나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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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의 묘표’ 옆에 세워진 위령비는 각각 ‘해군항공대 이즈미 기지 육

상 공격대 은하대 출격지비’(海軍航空隊 出水基地 陸攻隊銀河隊出擊地碑, 1995)와 

‘진혼 순국영령비’(鎭魂殉国英霊碑, 1996)다. 첫 번째 비는 명칭 그대로 이 땅이 

예전 특공대가 출격한 기지였음을 기념하는 비로, ‘구름의 묘표’ 건립 시와

는 달리 일반 시민의 모금만이 아닌 예전 부대의 관계자들의 지원으로 건립

되었다. 하지만 비의 뒷면에 새긴 “1943년 이즈미 해군항공대 개설 이후 젊

은 대원들을 성심껏 지원하면서, 공습하의 기지 수복에도 힘써준 이즈미 시

민들에게도 많은 희생자가 생긴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전후 50년

에 맞춰 전몰자 전원의 위령을 위해 여기에 비를 건립한다”(강조-인용자)라는 

건립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비는 특공전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인 전몰자

들도 위령하는 비다. 그러한 점에서 가고시마 내 다른 지역의 특공위령비와

는 다르다. 또한 두 번째 비는 “동일한 전장에서 싸운 사람들도 동시에 위령

과 현창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름의 묘표’ 건립 이후 조사에 의해 판명

된 특공 전사자뿐만 아니라, 항공대와 관련이 있던 전 전몰자 638명의 이름

을 새긴 비다. 이는 ‘국가가 특공사로 인정한’ 전사자만을 위령 · 현창한다고 

밝히고 있는 지란과는 달리, 이즈미 기지에서 함께 싸운 전우를 기린다는 지

역적 · 전우회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22 

22    이상의 이야기는 出水基地特攻碑保存会, 『特攻碑 雲の墓標』, 出水市, 1960 및 이즈미 특공비 현창회 회

장 다케조에(竹添三朗) 씨와의 인터뷰를 참조해서 재구성했다. 

<그림 2> 이즈미 특공비공원에 세워진 ‘구름의 묘표’ <그림 3> 공원 내 방공호 입구. 종전의 칙서가 걸려 있다.

(2009년 11월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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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의 ‘특공위령’은 이들 특공 전사자들과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

는, 혹은 출신지(향토)도 아닌 ‘기지마을’이라는 인연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

회가 위령 행사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후의 일반적인 지

역사회 위령제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위령의 본질은 그들의 희생이 초

석이 되어 전후 일본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즉 희생과 평화와 번영의 삼중

주”23로 요약되는 전후 일본 평화주의의 한 지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난 

전쟁에 대한 인식(혹은 역사인식)은 다양하며, 그것이 특공의 죽음이 ‘순국’인

가, ‘개죽음’인가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차

이들은 희생에 대한 의미 부여(“특공대원은 현재 일본의 번영과 평화의 초석이다”)를 

통해 봉합된다. 이는 야스쿠니를 중심으로 하는 ‘순국’, 히로시마 · 나가사키

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라는 이분구도가 자리 잡은 1960년대 이후 일본사

회에서 평화주의가 걸었던 궤적이기도 하다. 이런 애매함은 물론 “상징성의 

약화”24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이 논리가 이후 일본사회에서 하나의 이데올

로기를 넘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해야 한다. 

실제로 ‘희생=초석’론은 ‘순국론’과 ‘개죽음론’의 불협화음을 봉합하면서 일

본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규칙, 혹은 ‘국민감정’

(national sentiment)으로 자리매김되어왔다.25  

이즈미 특공비공원에 드리워진 것 역시 이런 애매한 평화주의다. 이 공

23    田中伸常, 『さよなら, 「国民」: 記憶する「死者」の物語』, 一葉社, 1998, 127쪽.  

24    赤澤史朗, 『靖国神社: せめぎあう＜戦沒者追悼＞のゆくえ』, 岩波書店, 2005, 160쪽.

25    기타무라 쓰요시(北村毅)는 전후 일본의 언설공간에서 ‘평화’가 전사자의 ‘피의 희생’과 세트로 사용

되는 한 범(汎)이데올로기의 영역으로 존재해왔다고 말한다. 즉 전사자의 ‘희생’이 현재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다는 인과관계 속에서 전후가 표상되는 한, ‘평화’는 모든 사상 신조의 완충으로서, 변

환자재의 이데올로그로서 기능해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사회에서 희생=초석=평화론이 

커다란 이론(異論) 없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이치노세 도시야(一ノ瀬俊也)는 지

역사회의 전몰자 위령에 대한 연구에서, 전쟁의 의미에 대해 천착하면서도 자신의 육친의 죽음이 헛

된 죽음[犬死]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그들 유족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국가를 위

해’라는 초석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물론 이는 하나의 가능성으

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죽음의 의미를 묻는 다른 가능성들은 정말 부재했는가, 그

리고 국가가 만들어낸 ‘희생=초석’론 이외의 다른 대안의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데 왜 실패했는가라

는 문제를 재고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설명은 단순한 ‘현상 긍정의 논리’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北村
毅, 『死者たちの戦後誌: 沖縄戦跡をめぐる人びとの記憶』, 御茶の水書房, 2009, 223쪽; 一ノ瀬俊也, 「戦
後地域社会における戦死者「追悼」の倫理」, 『戦爭責任硏究』 37号,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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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특공대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하는 공간인 동시에 ‘현창’의 공간이

다. 또한 예전 항공기의 프로펠러나 방공호 입구에 버젓이 걸려 있는 ‘종전

의 칙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결여되

어 있는 공간이다. 실제로 이 공원을 관리하며, 매년 위령제를 거행하는 단

체의 이름이 ‘특공비 현창회’이고, 위령제 역시 지극히 소부대 전우회적인 

분위기에서 치러지고 있다. 더욱이 현창회 구성원들이 고령화에 접어들면

서 위령제의 운영 자체를 자위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현창회 내부에서 

제기되는 등(2009년 4월 16일 위령제 이후 정리 모임), 자위대의 개입이 점점 커지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 가고시마 전적 여행하기: ‘이즈미 전적 답사 버스 투어’

평화그룹이 주도한 가고시마 전적 답사는 전후 오키나와에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후 히로시마 · 나가사키로 이어지는 전후 일본의 전적 답사 혹은 

평화교육의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고시마가 새

로이 전적지로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본토에서 지난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한 곳, 특히 특공기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라

는 인식이 싹트면서부터다. 물론 그 이전에도 지역의 평화운동 단체를 중심

으로 가고시마 특공기지를 답사해왔지만, 그 성격은 평화단체 구성원의 내

부 교육적 성격이 강했다. 다시 말하면 전국 각지의 평화운동 단체들이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답사를 가고시마 지부에 의뢰하면 가고시마 지부에

서 가이드를 파견하여 이에 대응하는 형식이었다. 

2009년 가을에 실시된 가고시마 생협의 ‘이즈미 전적 답사 버스 투어’ 

기획은 이렇듯 성원들의 내부 교육적 성격이 강한 기존 답사의 틀에서 벗어

나면서도, 지란이 독점해온 통속적인 관광 프로그램에서 탈피해 이즈미, 아

오토, 반세이, 이브스키 등 ‘관광’의 손이 닿지 않았기에 역설적으로 예전 

전쟁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 여러 지역을 발굴해냈다는 데 의의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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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생협으로서도 평화그룹의 조사 결과를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으로 기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투어 지역은 

과거 연합군의 공습으로부터 항공기를 숨기기 위한 특공기 은폐참호나 기

지 터, 활주로 등이 그대로 방치된 채 남아 있는 곳이 많아, 향토사가나 지

역의 역사교사들에 의해 지난 전쟁의 흔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의 장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가이드, 

혹은 가이드북의 미비로 일반인들이 방문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곳들이었

다. 그중에서도 이즈미 지역은 평화그룹으로서도 장기간(7년)에 걸쳐 조사

한 지역이고, 가고시마의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전쟁의 흔적들이 마

을 곳곳에 남아 있어서, 첫 번째 지역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난사쓰(이브스키／지란 코스) 지역과 호쿠사쓰(이즈미 

코스) 지역이 선정되었지만, 사업성 문제를 포함한 여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2009년에는 이즈미 지구만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그 결

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0년 난사쓰 지역 투어를 기획하는 것으로 결정

이 났다. 그리고 예정대로 난사쓰 지역 투어는 2010년 3월에 이루어졌다. 

‘난사쓰 투어’는 이브스키의 해군 특공기지(수상기 특공)와 미완성으로 끝난 

아오토의 마노히(まのひ) 특공기지의 전적들, 그리고 육군 특공기지의 대명

사인 지란에 남아 있는 여러 전적을 하루 일정으로 둘러보는 기획으로 진행

되었다.

주요 답사 코스는 3절에서 다룬 특공비공원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 전

쟁 당시 ‘적기(미군기)’를 격추하기 위해 설치된 지상의 고사포대 흔적이나, 

예전 이즈미가 해군기지였음을 보여주는 군함기 게양대, 현재 근처 보육원

이나 소학교 등에 남아 있는 방공호, 공습 등의 비상시를 대비하여 만들어

진 지하발전소 흔적, 비행장의 활주로, 그리고 특공기 은폐참호 등이다. 특

히 연합군의 B29 공습에 의해 60kg 폭탄 직격을 받아 백여 명에 가까운 사

상자를 냈다고 하는 한 특공기 은폐참호에는 아직도 천정 윗부분에 폭탄이 

떨어진 흔적인 커다란 구멍이 그대로 남아 있다. 예전 이즈미를 방문했을 

때 연구자에게 주위의 전적지들을 안내해주었던 다케조에 씨는 전쟁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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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함이나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직접 손

으로 전적을 만져보는 것이라며, 전적으로서 은폐참호의 중요함을 이야기

한 바 있다.26 하지만 현재 이 은폐참호는 논밭에 방치된 채, 농가의 쓰레기

가 그대로 널려 있는 등(그림 4), 도저히 평화의 소중함을 떠올릴 수 있는 전

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27 

지난 전쟁과 관련된 유적으로 또 하나 흥미로운 곳은 특공비공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특공신사’다. 이 신사는 원래 이즈미 해군기지 안에 

설치되었던 신사로, 전후 항공대가 해체되면서 함께 철거되었다가 1980년

대 후반 택지조성 공사 도중 신사의 대좌가 발견되면서, 지역 유지들에 의

해 1989년 ‘특공신사’로 재건립되었다고 한다. 전적 투어 일정에 신사를 포

함시킨 것은 현재까지 이곳에 전전 천황의 초상화[소위, ‘고신에이’(御真影)]를 

전화(戰火)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소가 남아 있다는 점 때문이다.28 당시 

답사에 참가한 70대 이상의 전쟁 체험 세대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

기며 흥미롭게 둘러보고, 또 ‘고신에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손자손녀들

26    2008년 12월 다케조에 씨 인터뷰.

27    2016년 8월 이곳을 다시 방문했을 때 은폐참호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지역 생협을 중심으로 

이즈미 전적 답사가 계속되면서, 전적 보존에 대한 요구가 지역사회 내에서도 제기된 것처럼 보인다.  

28    ‘고신에이’는 전전 일본에서는 가장 신성한 상징의 하나로서 전 국민적인 참배의 대상이었다. 당시 

유수의 학교들에만 배분된 고신에이는 그 학교의 자랑으로, 학교 화재 시 고신에이가 불타, 해당 학

교의 교장이 자살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교육칙어’와 함께 ‘봉안’된 고신에이는 기원절(紀元節)이

나 천장절(天長節) 등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에는 강당에 걸어 교사와 학생이 일제히 참배하

기도 했다. 

<그림 4> 이즈미에 남아 있는 특공기 은폐참호(2009년 11월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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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그 뜻을 설명해주기도 했다. 

답사 당시 가이드의 설명에서는 빠져 있었지만, 이 신사가 전후 일본에

서 갖는 의미는 이 신사에 ‘모셔져 있다고’ 하는 제신들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원래 전전 해군기지 시절, 이 신사의 제신은 가시마 신궁(鹿島神宮)

의 한 신이었다. 전후, 국가신도의 폐지를 강제한 ‘신도지령’(神道指令) 등의 

조치나 마을주민들의 무관심으로 폐허가 된 이 신사는 1989년 특공신사로 

재출발하면서 새로운 제신들이 추가되었다. 그 제신들은 해군 특공대원  

1호로 레이테 전투(Battle of Leyte)에서 전사하면서 군신으로 추앙받았던 세

키 유키오(関行男) 중위를 비롯해서 3천 명에 달하는 해군 특공대원들이다. 

레이테 전투는 1944년 10월부터 종전까지 필리핀의 레이테섬에서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전개된 전투로, 일본해군의 항공 특공작전이 처음으로 전개

된 전투이기도 하다. 이 전투의 패배로 궤멸적 피해를 입은 일본 해군은 사

실상 전투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이후 미군의 오키나와 공격으로 이어

지게 된다. 전사자들을 군신으로 추앙하며 제신으로 삼는 전통은 전전에는 

흔했지만, 전후 45년이 지난 일본사회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

나 이 신사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기억의 장으로 자리매김된 것처럼 보이

지는 않는다. 그 한 예로 실제 특공 위령제가 열리는 4월 16일, 이곳은 순례

의 공간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참배객도 거의 눈에 띄

지 않는다. 또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인 제사’(例大祭)가 

열리지만, 그 규모는 4월의 특공위령제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2009년의 투어에는 평화그룹 회원 가이드(2명)와 사무국(2명)을 포함해

서 총 37명(연구자 포함)이 참가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평일에 이루어진 난

사쓰 답사에 비하면 참가자들의 연령이나 성별도 유아에서 70대까지 다양

했다. 가고시마 시내에서 이즈미까지는 버스로 2시간이 넘는 꽤 긴 여정이

다. 가이드들은 이 시간을 지난 아시아 · 태평양전쟁의 마지막 귀결로서의 

특공작전의 의미, 그리고 이즈미 특공기지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다큐멘터

리[NHKスペシャル, <학도병 허용되지 않은 귀환: 육군특공대의 비극>(学徒兵 許されざる

帰還: 陸軍特攻隊の悲劇), 2008]29 상영 등으로 구성했다. 이는 2009년 8월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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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 답사 이후 이루어진 자체 평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난 전쟁의 전

개 과정 속에서 특공작전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적 답

사가 피상적인 감상에 그칠” 우려에 대한 나름의 배려로 보인다. 가이드는 

근대 일본의 역사를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로, 특히 1931년부터 전개된 소

위 ‘15년 전쟁’을 전체적인 의미에서 ‘침략전쟁’으로 규정했다. 특히 특공작

전에 대해서는 연합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궁지에 몰린 군부가 순진한 젊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상업적인 지란 

관광 상품의 주된 내러티브인, “위기에 처한 조국을 방위하기 위해 순수한 

젊은이들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남쪽 바다를 향해 날아갔다”는 감상

주의적 시각과는 분명히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29    

이렇게 본다면, 지란의 특공평화회관과 관광지로 개발된 그 주변 전적

들에 의해 독점되어오던 가고시마의 전적 답사가, 생협 등 시민단체들의 기

획에 의해 발굴되고 또 확대되는 일련의 움직임은 지난 아시아 · 태평양 전

쟁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심화하고 성찰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볼 때 고

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가고시마의 전적들은 직접 지상전이 벌어지고 전

투에 연루된 무수한 사람들이 죽은 전장(戰場)이 아니라, 본토 방어를 위한 

기지들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전쟁의 비참함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는 데

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 포탄의 흔적이나 폐허가 된 특공기 은폐참호 등 지

난 전쟁을 상기시키는 얼마 안 되는 상흔들도 대개 연합군의 공습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피해자로서의 전쟁의 기억만을 재생산할 위험도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평범한 일반 국민인 자신들마저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싫다”(戦争はいやだ)라는 실감에서 

29    참고로 이 다큐멘터리는 투어 사전 모임 때 연구자가 평화그룹에 추천한 필름이기도 했다. 다큐멘터

리의 내용은 당시 출격했던 육군 특공대원의 절반 이상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자의 반, 타의 

반(기체 고장 등)으로 기지로 귀환했고, 이들은 당시 육군의 비밀 숙사인 신부료(振武療)에 감금되어 

인간적인 멸시와 비난을 받으며 재출격을 강요당했다는 줄거리다. 물론 이들의 존재는 특공에 관한 

공식담론에서는 철저히 은폐되어왔다. 왜냐하면 이들은 특공출격, 그리고 전사라는 비극적이면서 동

시에 낭만적인 내러티브에 균열을 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신부료의 소재가 대중적으로 알려

지게 된 것도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이후로 비교적 최근이다. 



106   일본비평 16호 

특
집

   현
대

 일
본

사
회

와
 ‘지

방
’

나오는 소극적인 평화주의의 교육 자료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평화그룹이 지향하는 ‘아마추어리즘’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한계

이기도 하다. 아마추어리즘이 자신들의 지역사를 직접 조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열의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열의가 

전후 일본 정치의 보수화를 저지하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아마추어리즘은 아카데미와 같은 전문성, 혹은 전

위운동조직과 같이 명확한 운동 목표를 가질 수도 없으며, 또 일반인의 참

여에 기반한다는 그 전제상 여론에 좌우되기 쉬운 한계가 있다.

지난 전쟁 당시 그러한 상황에 저항하지 못하고 심지어 협력하기도 했

던 자신들을 포함한 일반 시민에 대한 반성은 평화그룹 내부의 구성원들에

게 공유되고 있었다. ‘이즈미 버스 투어’ 프로그램 역시 야스쿠니신사나 지

란의 특공평화회관이 현재 일본 전역으로 발신하고 있는 ‘특공=순국’이라는 

인식을 우려한 데서 기획된 것이다. 버스에서 답사 참가자들에게 기획 의도

를 설명하면서 아시아 ·태평양전쟁과 특공작전의 성격을 거듭 강조했던 것

도 그 때문이었다. 실제로 참가자들은 답사를 마친 후 “이번 기회를 통해 전

국적으로 잘 알려진 지란 말고도 우리 고장 여기저기에 특공기지가 있었다

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평화그룹의 안내와 사전 설명, 그리고 이해하

기 쉬운 자료집과 함께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많은 전적을 볼 수 있어

서 너무 좋았다” 등 기획에 대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렸다.30

하지만, 평화그룹 회원들조차도 스스로 토로하듯 10여 년에 걸친 전적 

조사의 의미는 “전쟁의 기억이 사라져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

된 절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조사활동”이었다. 지난 전쟁에 대한 그들의 기

억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노스탤지어적 기억

과, 군에 대한 강한 혐오감이다. 즉 평화그룹의 기획은 처음부터 전후 일본

사회에서 지난 전쟁을 이야기하는 주류 담론인 “전쟁은 싫다”, 혹은 “군부가 

30    이상의 내용은 가고시마 생협이 자체 실시한 「2009년 이즈미 버스투어 참가 후기 설문조사」를 참조

했다.



107 ‘전적’(戰跡)이라는 기억의 장

나빴다”는 식의 피해자주의에 입각한 감상주의에 포섭될 위험성을 내포하

고 있었다.31 물론 이를 전쟁을 체험한 민중의 소박한 평화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분노가 한결같이 결여되어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감상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

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전적은 결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스탤지어의 대상이자,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회고

하는 장으로서의 전적에 대한 인식을 넘어,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은 장소”

이자 “전사자를 둘러싼 산 자의 실천의 전개, 즉 산 자와 전사자의 관계성

을 기록한 장소”이며, 동시에 “죽은 사람들을 추도하고, 애도하며, 슬퍼하

고, 현창하며, 기억하고 망각해온 산 자의 행위가 공간적으로 기록되어 있

는 곳”으로서 전적을 바라볼 필요성이 제기된다.32 그리고 답사 참가자들이 

이러한 인식에 이를 수 있도록, 평화 가이드는 그 전적이 과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라는 사전적 해설을 넘어서, 전적이 내포하고 있는 산 자와 죽

은 자의 관계성, 나아가 전후 이러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 의미하는 것

(즉, 무엇이 전적으로 분류되며, 또 어떤 것들은 버려지는가, 이러한 전적의 분류기준은 무엇

인가, 거기에는 어떠한 힘이 작동하는가)까지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평화 가이드는 일반적인 관광 가이드와는 달리, 지식이

나 사상의 확고한 전달자, 즉 ‘엔터테이너’라기보다는 ‘교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맥캐널(D. MacCannell)은 고프만(E. Goffman)의 이론 틀을 빌려 관광

의 핵심은 전경 혹은 앞면, 즉 무대에 가려진 뒷면에 주목해서, 자신들이 보

31    전쟁 체험에 대한 이런 방식의 서사구조는 특히 신문 등과 같은 공적 미디어를 통해 표출될 경우 더

욱 현저하게 드러난다. 그 한 예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00회가 넘도록 연재되고 있는 가고시마의 

지방신문인 『南日本新聞』의 특집 「증언: 전승해야 할 전쟁」(証言: 語り継ぐ戦争)에 실리는 일련의 전

쟁 체험 기사는 비참했던 지난 전쟁의 경험에 대한 회고와 더는 이런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

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천편일률적인’ 2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32    이상 北村毅, 『死者たちの戦後誌: 沖縄戦跡をめぐる人びとの記憶』, 御茶の水書房, 2009,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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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대상의 진정성(authenticity)을 경험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33 

물론 이러한 전제에는 관광의 대상이 대개 관광을 위해 꾸며진 것, 따라서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즉 가이드의 임무는 관광객들이 

그 이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전경=관광을 위해 꾸며진 

것, 후경=진정한 모습이라는 등식이 반드시 어디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날것’ 그대로의 모습은 관련 지식이 없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안내판 하나 없이 논밭 한가운데 휑하니 서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농가의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된 특공기 은폐참호

를 보면서 과연 일반인들이 전쟁의 참상을 감지해낼 수 있을까. 이즈미의 가

이드들에게는 폐허 속에서 “의미심장한 파편” 그리고 자신의 작품구조의 객

관적 결정인자를 발견한 바로크 극작가들의 눈이 요구되는 것이다.34 

물론 일반인들로 구성된 평화그룹에 이 정도의 인식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실제로 ‘전문가들’ — 인문사회과

학자들 — 이 직업인이자 동시에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

인 것이다.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전문가들이 방기해버린 이 공백을 풀뿌리 

시민단체의 여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수행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에서 지역사회의 전쟁 체험과 그 흔적으로서의 전적이라는, 아직 다듬어지

지 않았지만 소중한 가치가 있는 ‘원석’을 발굴해냈다는 것에 평화그룹 활동

의 의의를 평가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10여 년에 걸친 전적 

조사를 통해 특공 비행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전적들이 비

단 자신들만이 아닌 전쟁 말기 강제 동원되어 끌려온 조선인들과 중국인들

의 피땀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역사에서는 지금껏 은폐해왔던 사실들을 새로

이 발굴하면서,35 지역과 동아시아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찾아냈다는 

점 역시 평화그룹 활동의 중요한 성과로 기록될 필요가 있다.

33    Dean MacCannell,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 1977, p.597.

34    발터 벤야민, 최성만 · 김유동 옮김, 『독일비애극의 원천』, 한길사, 2009. 
35    이영진, 「전시기 가고시마(鹿児島)의 조선인 강제연행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 『日本硏究論叢』 3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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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성원들의 고령화로 평화그룹이 2016년 3월 공식적으로 해산

하면서,36 그들의 활동을 어떻게 계승해야 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았다. 현재

는 이즈미, 난사쓰, 오스미 등 각 지역에서 생협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한 새

로운 전적 가이드들이 평화그룹의 뒤를 이어 독자적으로 답사 가이드 활동

을 하고 있지만, 20여 년간의 활동을 통해 평화그룹이 축적해온 유산들이 

이들에게 제대로 계승되고 있지 못하다는 위기감도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협 내부에서도 각 지역의 전적 가이드들의 모임

을 별도로 구성하고, 이전 평화그룹 회원들과의 교류도 만들어야 한다는 목

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가고시마 생협의 평화운동 자체가 새로운 전기를 맞

이하고 있는 것이다. 

6. 나가며

2016년 가을 가고시마는 때 아닌 메이지유신 150주년 준비로 분주해 보였

다. 아직 2년이나 남았지만 ‘유신 3걸’의 1인이자 이 지역 출신인 사이고 다

카모리(西郷隆盛)가 메이지유신 150주년 기념 NHK 대하드라마의 주인공으

로 결정되면서 동시에 가고시마가 로케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유신의 주역

이었음에도 중앙정부와의 권력 다툼에서 패하고 낙향한 후, 가고시마의 사

족 반란이자 유신 이후 최대의 내전인 세이난(西南)전쟁에서 사족들을 이끌

고 유신군과 맞서 싸우다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개인사도 겹쳐진 탓인지, 

가고시마에서 사이고는 친근한 영웅이자 동시에 신처럼 숭배된다. 도쿄 우

에노(上野) 공원에 서 있는 유카타 차림의 서민적인 모습의 동상과 달리 시

36    2016년 3월 해산을 통해 활동을 중지하면서 평화그룹은 ‘복지그룹’으로 명칭을 변경, 고령화와 지역

사회, 가정의 복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활동을 재개한 상태다. 이는 70, 80대가 넘어선 구성원 자신들

의 일상의 현실로부터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평화그룹 자체의 

원래 의도와도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지역사회 곳곳에서의 새로운 전적 가이드들의 출현

을 자신들의 운동에 대한 일종의 확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자신들의 전적 조사와 이후 평화

활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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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한가운데에 서 있는 육군 제복 차림의 거대한 사이고 동상은 지역사회에

서 그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의 관심은 비단 사이고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가고시

마 시 곳곳에는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고마쓰 다테와키(小松帯刀), 그

리고 ‘일본 경찰의 아버지’라 불리는 가와지 도시요시(川路利良) 등 메이지 유

신 주역들의 동상이 즐비하고, 또 중심가인 덴몬칸(天文館) 역시 메이지 유신

의 사적 및 기념물이 빼곡하게 들어 차 있다. 그들에게 가고시마는 여전히 

메이지유신의 본향인 것이다. 나아가 이곳은 ‘특공의 성지’이자, ‘자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보수 본류의 고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전쟁을 기억하고 평화의 유산을 계승하고자 하는 소수의 움직임으로서 가

고시마 생협의 평화활동과 전적 답사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적답사가 남아 있는 폐허들과 거기에 얽힌 개인적인 — 때로는 

낭만적이고 때로는 비극적인 — 에피소드에 매몰될 경우, 연합군의 계속되

는 공습에서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특공대에 자원해서 사라져

간 일본 젊은이들의 순수한 희생을 떠올리고 감동하는, 즉 특공대에 대한 

전형적인 담론들을 현장 학습하는 장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성은 이미 본문

에서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가고시마에서 이루어지는 답사를 둘

러싼 여러 실천들 역시 전쟁에 대한 실감과 감상주의 사이의 애매한 줄타기

를 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겨진 폐허를 통해 지난 과거가 얼마나 끔찍했는가라

는 과거형의 회고가 아닌, “우리는 여전히 그 시대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라

는 위기의식을 스스로에게 환기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벤야민(W. 

Benjamin)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과거를 역사적으로 이해함

에 있어 “단순히 그것이 ‘원래 어떠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닌, 그 위험

의 순간에 섬광처럼 스치는 어떤 기억을 붙잡고자” 시도해야 한다고 쓴 바 

있다. “역사적 유물론의 중요한 과제는 위험의 순간에 역사적 주체에게 예

기치 않게 나타나는 과거의 이미지를 붙드는 일이다.”37 이 비의적인 문장

에는 적들이 승리할 경우 죽은 자들도 그 적 앞에서 안전하지 못할 터인데, 



111 ‘전적’(戰跡)이라는 기억의 장

하물며 적들이 승리를 거듭하고 있는 ‘비상사태’에서 개입의 지점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는 역사적 유물론자로서 벤야민의 ‘다급함’이 깃들어 있다.37

깨끗하게 정비된 지란의 특공평화공원이나 기념관과 같은 공간은 그러

한 폐허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진 환등상(phantasmagoria)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펼쳐진 논밭의 평화로운 정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거무튀튀한 이즈미의 저 특공기 은폐참호를, 그리고 지금은 도로

의 일부로 그 흔적만이 남아 있는 아오토의 특공기지 활주로를 답사하는 지

역사회의 움직임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전적 자체는 아무런 이야

기를 해주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매스미디어가 연출해내는 특공대원

들의 숭고한 조국애와 같은 미화된 스펙터클 뒤에 가려진, 10~20대의 젊은 

나이에 이 세상과 작별할 것을 ‘강요받았던’ 그들이 출격 직전 생의 마지막

에 밟았던 땅에 떨어뜨렸을 눈물의 의미, 그리고 자신의 목숨과 바꾸고자 했

던 새로운 삶에의 희구를 읽어내는 눈이다. 나아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

라져 그 장소를 표시하는 팻말조차 없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집단숙사 터에

서, 전쟁 말기 이곳 가고시마에 끌려와 한 번 이륙하면 절대로 돌아오지 못

할 특공 비행기들을 띄워 보낼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 바위를 나르고 땅을 고

르며 활주로를 만드는 가혹한 잡역에 시달리다 스러져간 ‘이름 없는’ 조선인

들의 무념(無念)의 한(恨)을 떠올려야 한다. 이는 전적이 비단 일본만의 것이 

아닌 동아시아에 속한 것이라는 존재 구속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37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발터 벤야민 선집 5: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

의 외』, 도서출판 길, 2008, 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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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戰跡)이라는 기억의 장: 가고시마 생협의 ‘평화활동’을 중심으로 | 이영진

투고일자: 2016. 11. 20 | 심사완료일자: 2016. 12. 8 | 게재확정일자: 2016. 12. 26

이 글에서는 일본 가고시마 생협의 평화그룹이 주관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의 전적 조사와 답사에 

초점을 맞춰, 지난 전쟁을 기억하고 평화의 유산을 계승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을 고찰하

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특공을 다룬 많은 영화들의 무대가 되면서 현재 가고시마는 ‘특공의 성

지’라는 상징적 장소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매스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진 순국=희생으로서의 특공

의 이미지와 이를 소재로 한 관광상품은 노스탤지어를 자극하며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생협의 평화그룹은 이러한 특공의 상품화가 갖는 위험성에 일찍부터 주의를 기

울이면서, 가고시마 곳곳에 산재한 특공기지의 흔적(전적)에 대한 조사를 통해, 특공 나아가 지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심화시켜왔다. 

가고시마 곳곳에 남아 있는 특공기지의 흔적은 전쟁의 비참함과 동시에 지난 전쟁에서 죽은 자

를 슬퍼하고 애도하는 장소이자, 두 번 다시 전쟁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다지게 하는 

‘기억의 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대다수의 전적은 연합군의 공습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로서의 전쟁의 기억만을 재생산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주의에 입각한 소극적 평화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전적만이 아닌 사라져버린 전적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왜 어떤 것들은 남고 또 어떤 것들은 사라졌는가라는 물음,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사

라졌지만 여전히 그 장소에 배어 있는 여러 형태의 흔적들까지 읽어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평화그룹의 전적 조사는 남겨진 폐허를 통해 지난 과거가 얼마나 끔찍했는가라는 과거형의 

회고가 아닌, “우리는 여전히 그 시대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스스로에게 환기시킬 필

요성을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주고 있다. 

주제어: 전적, 기억의 장, 아시아 ·태평양전쟁, 전후 일본, 특공대 

중앙-지방의 관계동학과 지역성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나가노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희경

투고일자: 2016. 11. 21 | 심사완료일자: 2016. 12. 11 | 게재확정일자: 2016. 12. 26

이 글에서는 현대 일본사회에서 중앙과의 마주침을 통해 지역성이 생산 및 구성되는 역동적 측면

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의해 나가노라는 지역공간이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되어온 주요 역

사적 국면을 고찰한다. 그리하여 지역성은 특정한 방식으로 지역을 재현하려는 중앙정부의 시도

와 이에 대응하는 지역주민들 간의 대화가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구성되는 역사적 산물임

을 규명한다. 따라서 지역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상이한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사회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맥락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응하여 어떠한 실천을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중앙, 지방, 지역성,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공간화, 일본, 나가노

편재(遍在)하는 도쿄 혹은 비(非)도쿄: ‘지방’을 상상하는 어떤 방법 | 심정명

투고일자: 2016. 11. 21 | 심사완료일자: 2016. 12. 9 | 게재확정일자: 2016. 12. 26

이 글에서는 특히 인구 절벽과 극점(極点) 사회라는 위기의식을 거치며 근래 빈번히 논의되고 있

는 지방이라는 공간을, 이러한 문제의식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접속하며 그려내는 일본어 소설



317 영문초록

“East Asian Community” policy and Liberal-Democratic Party(LDP)’s immigration reports. 

This study makes clear that  Japanese local governments have successfully preceded the central 

government in terms of local diplomacy and multi-cultural symbiosis policy. 

• Keywords:    glocalization, inter-governmental relation,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multi-cultural symbiosis, Japanese local government’s policy 

leadership 

“Traces of War” as a Mnemonic Site: Reflection on Kagoshima Co-operative’s 

“Peace Activities” | LEE Yung Jin

This article investigates local communities’ effort to remember the atrocities of the Asia-Pacific 

War and pass the wish for peace to the next generation, based on the field study activities of 

Kagoshima Co-operative’s “Peace Group” that followed physical traces of the past war. 

Kagoshima has been recently recognized as a symbolic place for “the holy place of the 

Special Force” through several movies, which filmed on desperate operations of the Japanese 

Imperial Special Forces at the end of the Asian-Pacific War in the region. These movies 

portrayed the Special Forces soldiers as martyrs for national defense against the Allied Forces, 

and they became popular among the Japanese people, eliciting nostalgic feelings with glorified 

images of the Special Forces and inspiring many Japanese tourists to pilgrimage around 

Kagoshima region. 

It was fortunate of the “Peace Group” in Kagoshima to notice early on the danger 

associated with romantic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memory of the Special Forces. 

Furthermore, the group conducted field studies on the traces of deserted bases of the Special 

Forces around Kagoshima region and attempted further critical understandings on the role of 

the Special Forces played during the Asian-Pacific War. 

The vestiges of the Kamikaze Special Forces are important for remembering the 

wretchedness of the war and praying for war deaths during the past war. However, it is 

worrisome that the Peace Group’s field studies may not be an appropriate way of remembering 

these mnemonic sites. Since the remains of the deserted “Special Forces” bases are strongly 

linked to deadly air raid attacks by the Allied Forces against Japan, their study may reproduce 

distorted memories of the war among the Japanese people as victims rather than culprits. I 

claim that the passive pacifism based on victim ideology may only be overcome by questioning 

why only some remains of the war were kept visible and frequently visited and why other 

vestiges of the war escaped from Japanese people’s memory over the years. In conclusion, 

the field study activities by the Peace Group needs to go beyond the recollection of the 

destructiveness of the past war in order to stir up the awareness of crisis among Japanese 

citizens that “we are not yet over with the period that gave rise to the Asian-Pacific War.” 

• Keywords:    traces of war, mnemonic site, Asian-Pacific War, post-war Japan, Kamikaze 

Special For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