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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념〉 민족정체성， 소수자교육， 문화적 저항‘ 재일 조선학교 

문화적 저항과 교육적 대안: 

재일 조선학교의 민족 정체성 재생산1) 

정병호* 

1. 민족 정체성파 재일 조선학교 연구 

1) 민족과국민 

“우리는 민쪽중흉의 역사적 사명훌 띄고 이 땅에 태어댔다" 2) 그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도 확실했고， “민쪽”이란 단군 활아버지의 자 

손인 배달겨레 모두률 뜻했다. 냉전구도 속에서 분단의 섬에 갇혀 살 

던 우리에겐 ”이 땅”윤 물론 남한 땅이었다. 다륜 곳에서도 홍포뜰이 

살고 있었지만 이둡온 언첸가 우리가 손올 뻗쳐 구원해야 할 대상일 

*한양대 문화인휴학파 

1) 이 논문윤 2002년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외 지훤으로 이후어진 것입니다. 

이 논문의 월부는 2003년도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에서 “민쪽 정체성외 

재생산-재얼조선학교외 갈둥과 모색”이란 제목으로 웰표하였슐니다. 밟표 

장에서 활발한 토륜과 질문옳 해 주신 선생님들과 초고훌 읽고 귀중한 의견 

올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유신시대(1972-79)에 남한의 모든 학생툴이 제도교육 혐장에서 의무척으로 

암송해야 했던 “국민교육헌장”의 서두이다. 일본의 메이지유신파 비슷한 이 

륨으로 ‘'10월유신’.체제훌 구축한 당시 남한의 권력집단용 메이지 천황의 “쿄 

이쿠초쿠고(敎育빼題)"흉 본 뜬 “국민교육현장n융 만률어 분단국가의 국민 

척 정체성 확립과 사상흉합의 기제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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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었다. 흩어진 민족을 통일하는 일， 그것이 민족사의 중심지인 이 

곳，즉 남한에 “태어난” 사랍들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했다. 

국경을 넘어선 혈연적 공동운명체로서의 민족 개념은 중국에서 들 

어 온 조선족을 만나면서 금방 혼틀렸다. 핏줄보다 이른바 국적이 중 

요해진 것이다. 남한 사회는 가까운 친척이자 같은 말올 하는 조선족 

을 불법취업 외국인으로 구별 짓고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하였다(유명 

기. 2002). 

일본에서 3-4대에 걸쳐 태어나 자라면서도 국적을 지키고 있는 재 

일동포들을 서투른 우리말을 한다고 “반쪽발이” 취급을 하기도 한다. 

이때는 언어능력이 온전한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된다. 

한편， 최근 남한에 와서 살기 시작한 탈북자들은 문화적인 차벌이 

무서워 스스로 조선족이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한다. 북한 출신보다는 

중국조선족이 그나마 덜 업신여김 당한다는 것이다(김윤영. 2002; 

Chung. 2003). 출신국의 경제수준은 그 집단을 서열로 구별 짓고 차 

별하는 지표가 되었다. 이미 많은 남한 사람틀이 민족통일은 더 이상 

당위적인 민족적 과제가 아니라고 한다. 현격한 경제적 차이가 다른 

무엇보다 큰 부담으로 인식된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민족’ 이자 ‘국민’ 을 동시에 의미했던 nation이란 용어 

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Smith (1986)는 nation을 “역사상의 영역， 

공통의 신화와 역사적 기억， 대중척 · 공적인 문화， 공통의 경제와 법 

척권리 · 의무 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문화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공 

동처r로 보고. e버피c을 “집단에 고유한 이룹， 공통의 조상에 관한 신 

화， 역사적 기억의 공유， 집단 독자의 공통문화， 특정한 ‘고국(모국)’ 

과의 심리적 결합， 집단을 구성하는 인구의 주된 부분에서의 연대감 

의 존재. 다양한 습관과 공통의 출신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다고 하는 자각이며 주관적인 의미에서 통일된 문화적 공동체’라 

고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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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짤윤 nationalism.9.l 끈대 국띤국가주의척 기행과 휴생에 주목하 

여 , nation올 ‘국민’ nation state훌 .국민국가 , nationality훨 .국적. ’ 

national identity醫 ’국민정체성’ 으로 보고 nationalism은 ‘국민국가주 

의’ 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혼히 .종쪽’ 또는 ‘종 

쪽성. 으로 번역 되 어 왔던 ethnicity를 .민쪽성’ 으로， e앙Ul1C 맑oup올 

‘민족집 단’ 으로 e야mic identity롤 ‘민족정 체 성 으로 ethnic boundary를 

‘민족경계’ 로 깨념화 하였다， 

물론 서 구에서의 nation 형 성 이 각 지 역 의 문화적 e야miccomm뻐ity 

가 문화척인 동시에 정치적인 nation으로 변용되는 파정이었다는 역 

사적 청험옳 살펴보면 national identity(국민적 정체성)에 깊이 혼재되 

어있는 ethnic(민족적) 요소들올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의 근대적 민쭉정체성의 역사척 형성과정에서 혐실쩍으로 2개의 국민 

국가의 주류집단이 되었고 4대강국에 소수민족으로서 거주하며 다양 

한 국척올 갖게 흰 상황올 감안하면 nation'을 ‘국민’ 으로 e납mic옳 ‘민 

족’ 으로 보다 엄멸하게 구별하여 깨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강한 

3) “민족”과 ”국7)-" 에 대한 이폼척 농의는 그 자체 만으로도 몇 권의 책이 요구 

되는 거대한 주제이다. 확히 정치학과 사회화， 역사학 영역에서 이에 대한 

방대한 논의가 이후어졌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이 논문은 “하나의 역사적 현 

상으로서의 국민국가의 킬고 복잡한 역사척 변천파정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한 연구가 되어있고. 이에 때해 역사학과 정치학은 끌없는 판심옳 갖고 있지 

만， 인휴학자률도 이것올 (꽁)중생적으로 연구하여야할 펼요는 없다”고 본다 

는 내쉬 (Nash, 1998)의 주장에 공감하며 , 오늘날 인접 화문 분야에셔 활발한 

이 주제에 대한 논의올의 소개와 로론은 훨요한 경우 별도의 논문옳 흉해서 

전개하기로 한다. 다만 .. ‘국민국가(naóon-state)' 는 그 자체가 근대의 산훌 

이자 곤대화 파갱의 추통체이면서， 동시에 요즘 ’민족집단(e뻐니C 망oups)’ 라 

고 불리우는 사회적 실체의 정의와 동장에 책임이 있따CNash. 1989: 1)"는 

시각에서 바로 “국민국가”와 “민족집단”의 중총적 경계에서 이 문제률 혼재 

룡척으로 검토해 온 서경식 (1997 , 1998)과 융건차(1992 ， 2002)와 갈은 재일 

학자들의 논의흉 주로 참고하였음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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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민족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개념은 일본의 침략으로 촉발된 동아 

시아의 근대국가 형성기에 정착된 것으로 영원히 일치할 수 없는 국 

경과 민족 경계선 사이에서 이미 단순한 지적 혼란과 정치적 담론의 

충돌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새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들의 

정체성의 혼란과 실존적 비극을 낳고 있다. 

스스로 중심에 있다고 여기는 남한 사회의 주류 집단의 민족개념은 

시대 상황과 대상에 따라 매우 급속하게 자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민족범주와 정체성은 더 이상 선성하고 변하지 않는 혈통이나 반만년 

의 문화전통 같은 것이 아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배집단의 계급적 이 

해와 문화적 척도에 따라 인위적이고， 조작척이고， 때로는 뚜렷하게 

이기적인 기준을 들이대어 ’‘우리”와 “남’을 가르고， 정통과 아류를 

구별하며， 중심과 주변을 서열화하고 있다. 한편， 외부적으로는 급속 

히 성장한 남한의 경제력이 국제사회에서 열어준 만큼 낮아진 국경올 

넘나들며 민족적 범주로 인해 차별 받을 가농성이 회박해진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즉， 남한의 주류집단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 

3) “민족”파 “국민”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몇 권의 책이 요구 

되는 거대한 주제이다. 특히 정치학과 사회학， 역사학 영역에서 이에 대한 

방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 논문은 “하나의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국민국가의 길고 복잡한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상 

당한 연구가 되어있고， 이에 대해 역사학과 정치학은 끝없는 관심을 갖고 있 

지만， 인류학자들도 이것올 (꼭)중심적으로 연구하여야할 필요는 없다 

(N때1 ， 1998)"는 주장에 공감하며， 이 주제에 대한 인접 학문 분야의 활발한 

논의와 토론에 대한 소개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논문을 통해서 전개하기로 

한다. 다만， “ ‘국민국가(nation--state) ’ 는 그 자체가 근대의 산물이자 근대화 

과정의 추동체이면서， 동시에 요즘 ‘민족집단(e배피c groups)' 라고 불리는 사 

회적 실체의 정의와 동장에 책임이 있다(N싫1 ， 1989: 1)"는 점에 주목하여 

바로 “국민국가”와 “민족집단”의 중충적 경계에서 이 문제를 존재론적으로 

검토해 온 서경식(1997 ， 1998)과 윤건차(1992 ， 2(02)와 같은 재일학자들의 

논의를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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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쌍의 꽁똥체(Anderson. 1983)" 로서의 한(2ξ션)띤쪽의 범주는 

빠르게 훈화되고 있으며 얼삼척으로 도전 받지 않는 그뜰의 민족청체 

성은 모호하게 추상화되고 있다i 

프레데릭 바스(B았th. 1998: 15)는 민족 집단에 대환 연구는 그 집 

단윷 규정 하는 민쪽 경 계 (ethnic boundarγ)에 주북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 연구의 초점온 그 정계에 둘러싸인 문화책 내용물(cultural stuff) 

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률 위해서는 다옴파 같은 세 가지훌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민촉성 (e따licity)이란 실질적 문회차이외 문제률 넘어선 하냐의 

사회조직에 관한 것이고， 이는 ‘문화차이의 사회조직’ 여라고 불러도 

좋용것이다. 

* 띤쪽정체성 (ethnic identity) 은 상호작용윷 흉해 남틀이 규정 

( ascription 며 others)하거나 스스로 규갱 (self-ascription)하는 젓이다. 

연구자가 구성한 그 접단의 ‘문화’ 훌 바탕으로 분석적으로 만드는 것 

이 아니다. 

*문화척 혹정 (cultural features)으로서 중요한 것은 경계와 환련된 

것뜰이다. 이훌테면 민쪽성현임올 구별 짓는 척도가 띄는 것이거나 

행외자 스스로가 “갈은 게임올 하는 같은 민족 구성훤의 행똥이라고 

명가하거나 환단하는 문화적 표준 갈은 것률이다(Ba냄1 ， 1998: 6). 

이러한 민쪽성 연구롤 위해 전략적으로 바스와 그 동료롤은 민쪽 

정체성올 바꾸는 비전형척 (anom찌ous) 사랍활과 민쪽 경계에 존재하 

는 소수자뜰에게 휴별한 민족지적 관심올 기올였다. 이뜰에 때한 연 

구는 띤쪽집단의 경계와 재생산 과정을 드러내는데 긴요한 벨견의 젤 

차로여겼다. 

오늘남 활냉전， 활식민， 초국가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윤 우리 

(한/조선)띤족씌 정체성의 폭파 다양성쓸 이혜하기 휘해 이 논훈용 

전략적으로 재얼 조선학교에 민쪽지적 관심올 기옳이기로 하였다- 이 

곳온 민쪽 정채성의 재생산이 그 존재의 군거인 교육현장이자 민쪽 



130 정병호 

경계의 유지가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웅이 끊임없 

이 모색되어 온 문화적 저항의 실천현장이기 때문이다. 

2) 재일조선학교 현장연구 

냉전시대를 통하여 남한 학자가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현장연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남한의 “국가보안법”의 

규제를 받아야 했고 혹시 ..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 

게 접근한 남한 학자에 대한 재일조선학교측의 경계를 극복하기 어려 

웠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할 

수도 있는 고백이 되겠지만， 국제적으로 오래전에 현실이 된 탈맹전 

의 시대적 상황과 남북교류가 빈번해진 요즈음 이 연구의 전체 과정 

올 밝히는 일 자체가 이 문제의 성격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맨 처음 재일 조선학교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3년 미국 

유학중에 일본에서 현장연구를 할 때였다. 코오베에 있는 일본 유치 

원에서 소개한 한국 아이의 가정을 방문해보니 재일 조총련계 가정이 

었다. 마침 방학 중이라 집에 와있던 아이의 외삼촌은 조선대학교 학 

생이었다， 그들과의 만남 자체가 범법이 되는 상황에서 난감한 마음 

과 함께 공포심에 떨었지만， 현장연구를 하는 인류학자로서 이렇게 

우연한 기회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대학생이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초동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아무런 학력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듣고 놀랐다. 대학올 졸업하면 (총련)조직사업이나 집에서 하는 “꼬 

치구이(야키토리 r업을 돕겠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진로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단호하게 “통일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조선 

학교를 다닌다고 했다. “통일조국”이란 말은 꽉 막힌 현실 속에서 유 

일한 구원의 빛을 찾는 종교적 “유토피아 에 대한 희구와도 같은 절 

실함으로 다가왔다. 당시 남북한 사회에서도 혼히 이야기되던 “통일” 

과는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일본 사회의 현실을 떠나서 민족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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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신외 짧옳 쩔고 있는 한 1명법한 청년찍 단홀함이 내께눈 총찍쩍 

이었다. 이 만남용 귀국해서도 신고하지 못했다. 국가 정보기관이 갖 

기 쉬운 엄챙난 요해와 확잡한 조사과정에 대한 팡포 때문이었다. 

또 한번의 모험용 1988년 가윷에 있었다. 당시 미국대학의 강사자 

격으로 코베외 한 조선초둥학교의 개교기념잔치에 초대받온 것여다. 

그쪽운 재미동포로 여기고 경계심윷 풀었고， 나 또한 미국쪽의 사회 

적 신분에 기대어 초챙에 용할 수 있었다. 학생， 교직원， 확뿌모뻗만 

아니라 총련 계흉의 모든 지역 사회 주민뚫의 큰 잔치가 밤늦도확 계 

속되었다. 학교 운동장올 가뜩 메운 불고기 연기와 참석한 사랍뚫의 

민쪽교육에 대한 쩔기에 압도되어 조선학교가 단순한 학교 현장이 아 

니라 소수자 공통체의 자기확인의 자리임옳 느꼈다. 

조선학교 사랍블파의 허심탄회한 만남은 학교 협장 밖에서 먼져 이 

루어졌다. 1997년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11일간 훗카이도에서 강 

제정용으흉 회생된 사랍둡의 유끓올 밥굴하기 위하여 한국， 일본， 재 

일 동포 청년 · 학생뜰의 워크양율 개최했옳 때였다. 일본측에서 모집 

한 사랍룹 중에 조선학교 출신들여 참가해서 완벽한 이중언어 실력으 

로 한국파 일본 젊은이틀 간의 교량역할옳 훌흉하게 하였다. 이들옳 

흉해서 조선학교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이러한 만남윤 서로 간에 신뢰훌 구축하여 2001년 여룹 훗카。1 5:. 

워크갚는 8명의 조선대학 재학생률이 참가 하였다. 총련과 조선학교 

측에서는 여러 차례 회외률 거듭한 끝에 결단옳 쨌다고 한다. 이뚫은 

이 모임에서 한국의 대학생뜰은 물혼 일본 학생물과도 이렇게 전면척 

인 만남파 대화훌 해본 것은 처옴이라고 하였다. 냉전시대에 툴었던 

조선대합의 이미지와는 찰리 신학대학생툴같이 단쩡하고 순수한 학 

생틀이었다. 10일간의 합숙올 마치고 헤어지기 전날 새벽에 조선대학 

2학년인 한 여학생이 “통일이 되어도 우리뜰은 다시 차별받게 될 것 

같아요”하며 하염없이 눈물윷 훌렸다. 당시에는 무어라 휘로활 말윷 

찾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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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워크양에서 만난 조선학교 출신으로 일본대학올 다니던 학생 한 

명은 온 가족이 한국 국척을 취득하는 우여곡절 끝에 한양대학교 문 

화인류학과 대학훤에 진학하였다 4) 이 파청에서 국척에 얽힌 한 가족 

내부의 갈퉁과 아픔을 알게 되었다. 조선학교 교육올 받으며 성장한 

이 학생을 지난 2년 동안 직접 지도하면서 조선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척 성과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조선학교 교육현장에 대한 민족지적 기록 

은 주로 2002년 여름 국립민속박물관의 위촉으로 이루어진 “일본 관 

서지방의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민속” 연구 중 2002년 7훨 20일부터 8 

월 1일까지 내가 맡은 민족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방문한 오 

오사카 지방의 각급 조선학교 현장들파 2003년 봄(6월 26일부터 7월 

I일까지)에 토오쿄에서 각급 조선학교를 방문 관찰하며 그곳의 교사， 

학부모들과 면담한 현장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5) 

이 기간 중에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과후 소조활동의 열 

기를 직접 느껄 수 있었다. 이러한 소조활동올 바탕으로 이루어진 교 

내행사(학기말 공연)와 대외행사로서의 예술공연(재일 조선학교 최 

4) 이때 일본인으로 귀화한 우리말을 못하는 재일동포 학생은 외국학생으로서 
장학금 받았고， 정체성 문제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한국적을 취득한 그 학 

생은 지금도 장학금을 못 받고 있다. 국적 문제에 대한 냥한 주류사회의 무 

지와 무감각올 드러내는 한 사례이다. 실제로 이러한 태도는 해외 공판에서 

국적 문제로 교민플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의 원인이기도 하다. 

5) 2001년 여롬 오오사카에서는 유치원 두 곳과 초급학교 두 곳， 중급학교 한 

곳， 고급학교 한 곳올 정식으로 방문하여 관찰과 면담을 하였고. 2003년 봄 

조선학교 학부모들의 초대로 토요쿄와 오사카의 학교 현장올 방문(도쿄 초 

급， 중급， 고급학교， 오사카 초급학교)하고 공식， 비공식적인 교사모임， 학부 

모 모입과 아울러 여러 차례의 개별적 면담 기회를 가졌다. 특히 오오사카에 

서는 현재 교오토대학에서 박사논문올 준비하며 그 지역 재일조선학교의 특 

별활동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자 송기찬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지변을 벌 

어 감사의 뜻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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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서윷방뿜짱연.2002년 9월 4월)윷 창환하고 참가자훌파 직첩 。1

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조션학교 교육외 역동성훌 이해하는데 륜 도 

웅여 되었다. 이외에도 몇 차례 재일조선학교의 교사 및 함부모툴과 

의 비공식적인 교류의 자리활 가질 수 있었다. 거듭훤 만남율 흉해 

신뢰가 자라나셔 조선학교 측은 다양한 영상 기록물과 훈현 자료， 그 

리고 출업앵범파 문집 둥 다양한 자료흉 제공해 주었다. 이는 조선화 

교의 역사적 진화 과정율 이해하는 귀중한 밑거롬이 되었다. 

이러한 혐장연구는 장기간 얼정한 현장에서 전면적띤 참여판활훌 

하는 것올 중시하는 전형척인 민족지적 현장연구의 측면에서 보면 여 

전핵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화교 현장에 대한 접문이 아직 

현실적으풍 많온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가놓한 총체척으로 이 주제 

를 화악하71 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간휠척이나마 집중척인 만남파 

다양한 판찰의 기회훌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 

2. 채띨조선학교외 문화적 저항과교육적 대안모색 

일본용 단앨빈쪽 국가 이데융로기에 바탕윷 푼 획일척 국민교육옳 

강조해온 사회이다 중앙이 홍제하는 교육제도외 툴 안에서 학교와 

교사， 그리고 교파서 내용까지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다(Aoki 20<삐) . 

이러한 교육옳 흉해서 이질적인 것은 배제되거나， 차별하는 문화가 

폭 넓게 일상화 되어있다. 바로 그 때문에 차별 받는 소수민족이 스 

스로롤 교육활 수 있는 낄올 마련하는 것운 현실척으로 거의 홉가놓 

하지만 그래서 더욱 절실히 훨요한 일이 되었다. 따라서 지난 반세기 

동안 일본 사회 안에서 10만 명이 념는 좋업생용 배출하고， 현재도 

유치원에서 초 · 중 · 고， 대학까지 130여 개 학교에 채일 흉포사회 전 

체 취학연령 인구 중 약 10% 정도인 1만 5천 정도의 학생똘이 채화 

하고 있는(총련. 2어)2) 재일 조선화교는 그 좀채 자체가 소수민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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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저항으로서 의미있는 교육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재일 조선학교는 일본의 문부성으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학 

교가 아니다. 따라서 졸업올 해도 학력인정이 안되고， 의무교육 기간 

인 초 · 중둥 과정도 따로 학비를 내야 한다. 교육 내용도 일본 학교 

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어떻게 자 

본주의 일본 사회에서 사상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회주의척 이 

념과 교육방법을 집단적으로 실천하는 대규모 교육현장을 만들고 유 

지할 수 있었올까? 왜 공산국가의 상징물과 구호를 공공연히 내걸어 

그 사회의 많온 사랍들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민족적 차별에 더하여 

사상적 배척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려운 길을 태했는가? 오늘날 일본 

사회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다. 물론 남북한 

어느 쪽 주류사회 구성원들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력사회 일본에서 능력주의적 입시경쟁의 보 

편적 압력 속에서 어떻게 재일 조선학교 학생들은 일본 학교 교과목 

에 없는 우리말 교육과 사상교육 시간을 갖고， 각종 체육 경기부 소 

조활동과 아울러， 노래하고， 춤추고， 그렴 그리고， 시를 쓰는 예술 소 

조활동을 통해 각종 연주회， 발표회를 준비하며， 전교생이 집단체조 

와 행진연습， 카드섹션과 매스게임올 연습하면서， 어떻게 학습 면에 

서도 비경쟁적인 집단주의 교육올 실천할 수 있었올까? 이블은 과연 

현대 얼본 사회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며， 어떻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을까? 입시를 통한 사회적 평가로부터 이들과 그 부모들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왜 그련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올 찾는 과정에서 재일 조선학교의 존재 

와 실천이 억압받는 소수민족의 민족적 사상적 저항으로서만이 아니 

라 지배적 삶의 방식에 대한 소수집단의 교육적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과 의미를 점검해 볼 수 있올 것이다. 이 글은 일본 사회의 지배적 논 

리에 철져히 저항적인 이러한 소수자 집단의 교육현장이 어떻게 민족 

경계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며， 변화하는 본국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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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쪽 쩡체성옳 어떻게 모색하고 있논지 알아보고자 한다-

1 ) 재앓 EE선확iiL외 역사 

일본 내에 최초로 대규모 민쪽교육 체제가 만훌어 진 것온 해방 직 

후였다. 처용부터 빼앗긴 말파 글， 그리고 이릅올 되찾는다눈 것이 

가장 중요한 파제가 되었다. 이는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강제훤 웰본 

어 사용파 창씨개명 풍 문화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옳 의미했지란 당 

시 일본으로 끌려온 대다수 흉포틀은 조국으로 활아가기 위한 준비로 

서 띤쪽교육옳 뭘요로 했다(Ry:와19 ， 1997) , 

조국의 분단과 정세 불안정으로 바로 귀국하지 봇하고 있는 가훈떼 

알본의 의무교육체제로 들어가라는 미국 쟁령군의 훌훌합리한 월방척 

명령에 저항하다가 대부분의 민족교육 현장이 빼쇄되는 위기홉 겪었 

다‘ 그러나 이때의 치열한 집단적 저항의 결과 오오사카 풍의 일부 

지역에서는 일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옳 위한 민쪽화굽이란 혹별반 

교육이 가농하게 되 었다(Hester ， 2000) , 

한편， 미군의 민쪽화교 폐쇄령째 저항하는 민족교육후쟁옳 홍혜 더 

욱 좌경화한 교육자와 부모들은 남북한이 각각 분단왼 상태로 국가훌 

셰우자 절대 다수의 훌선지가 남한 지역업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다수 

가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옳 정통성 었는 조국으로 여기게 되 

었다(카지무라， 1994) , 이는 일단 남한외 고향으로 귀국했다가 사상 

때문에 회생용 당했거나 제주 4.3이나 여수-순천사건 풍의 학살파 탄 

압올 피해 다시 밀함해 온 사람롤에 의해 더욱 강한 신념이 되었다. 

미군의 폐쇄령 밑에서도 비공식척 무인가 교육시설로 민족교육 현 

장융 지켜 용 학교들은 인빈공화국 국기훌 옳리고 이미 지배척 이념 

이 된 반꽁주외에 저함하였다. 일본외 단일민쪽국가 이데올로기얘 맞 

서기 위해서는 훈단 상황에서도 우션 자신률도 국민적 청체감찍 바탕 

이 되는 하나의 민쪽국가의 선택용 불가피한 것이었다. 

휴전 후 복구의 시기에 홉한윤 재일동포훌 해외꽁민으로 선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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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부터 당시로서는 대량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냈다. 이미 

1955년 총련이 결성되어 재일 동포 좌파 활동가들이 일본공산당의 지 

도체제에서 독립하여 민족해방을 우선 과제로 삼았던 상황이었다(朴 

景植 1989) . 전후 복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보내온 거액의 교육 

원조비는 곧 이어 추진된 북한으로의 귀국운동(남쪽에서는 북송)의 

촉매가 되었고， 다시 귀국운동에 대한 동포 사회의 열렬한 호옹은 민 

족교육에 대한 폭발적 참여로 이어졌다. 오늘날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각급 민족학교틀은 이 시기에 세워진 것틀이다. 민족학교는 지상낙원 

인 조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곳으로서 일본 사회의 삶 자체를 일 

시적이고 과도적인 것으로 개념화하도록 하였다. 

조국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낙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비교적 금방 알 

려졌지만， 일본 사회의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문화 속에서 

사회적 자아실현의 길이 막힌 많은 동포들은 오히려 조국건설의 사명 

감을 갖고 톨아가기도 했다(Ryang ， 20(0). 점차로 조국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언젠가는 통일조국(Utopia)으로 

돌아 갈 것이라는 삶의 목표는 1980년대 중반까지도 민족교육 현장에 

서 강력한 험을 발휘하였다. 

현재 살고 있는 일본 사회(즉， 현실세계)에 대한 부정과 일상적 필 

요와는 동떨어진 곳(조국， 또는 미래의 통일조국)에서의 자기정체성의 

확인과 삶의 목표 투영은 일종의 종교적 믿음의 체계와 유사한 상징구 

조를 갖는다. 이는 주기적인 ‘신성한 의례를 흥해 정서척으로 확인되 

고 제한된 인간관계 속에서 공척인 담론을 통해 재확인되고 었다. 

2) 재일 조선학교의 정치경제학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이라는 교육 목표아래 민주주의 부분이 표방 

하는 교육이념은 주체교육이다. 민족 주체의 상징으로 “어버이 수령 

님 “과 “지도자 장군님 “의 존재는 모든 공식척 상황에서 사진으로， 연 

셜로， 노래로， 춤으로 부각되고 되풀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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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납치문제로 채월중션안에 대한 탄압이 노풀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월 

본의 대도시 주핵가 한복판에 위치한 학교 교쩡예서윤 국기게양파 국 

가연주， 집단체조와 행진연습윷 공공연하게 하였다. 오랜 냉전시대훌 

흉해 현실적으로 가장 뚜렷한 척성국의 상징과 이념파 구호가 한 사 

회의 소수민족 집단에 의해 이렇게 일상적으로 도발적이리만큼 강하 

게 표현된 사례는 거의 없올 것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 쪼선학교에 대해 주기적으로 위협하고 겸제 

하기는 했지만 그 교육내용에 대한 전면적 탄압올 시도하지는 않았 

다. 알본 사회가 남한처럽 북한파 직접 전쟁올 경험하지 않았71 때문 

에 그만큼 너그럽고 중립척이었올까? 오히려 띨혼의 지배집단이 조 

선학교의 사회주훼 조국에 대한 총성의 맹세가 자신폴에게 위협이 되 

기보다는 국내외 좌익 세력의 결집율 막는데 도옵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썰득력올 갖는다. 

전후 초기에 일본공산당의 가장 급진적인 행똥셰협으로 활동하떤 

조선인 좌따 활똥가물윤 일본혁명올 위해 투쟁하던 노선울 청산하고 

1955년 재일조선인총련합회올 철생하였다. 이는 일본 꽁산당파 철별 

하고 얼본 내 계굽투쟁보다는 조국해방용 위해 일한다는 목표률 분명 

히 한 것이다. 당시 일본과의 관계개선올 원하던 북한의 외교 정책에 

따라 조총련운 월본의 국내정치에 대해 불간섭하는 원칙융 지금도 지 

키고 있다(R챔ng2000). 그 결과 오늘날까지 총련윤 다론 재일단체윷 

이 주력하는 지문날인 거부나 참정권 운동 동 일본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으로서의 권리투쟁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웅하는 편이다. 

얼본의 지배집단은 재일동포 사회에서 가장 용집력이 강한 총련 집 

단이 공산주의적 이념파 상징옳 팡공연히 표방하면 활 수록 고립되고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이 될 것이고， 아올러 재일 한인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대럽은 자국내 소수민족 세력의 정치세력화률 지연시킬 것이 

라고 전확척으로 판단했올 것이다. 그러나 급진적 민족교육올 추진하 

고자 하는 소수면족 집단으로서 재일 조선학교는 자본주의 지배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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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확연히 구별되는 상징적 목표와 사상적 지향점을 가시적으로 강조 

하는 길을 택했다. 이미 반세기 가까운 긴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 정 

세가 변하고 일본 사회의 정치역학과 재일동포의 경제력， 사회적 지 

위， 세대간의 변화가 폭 넓게 진행된 상황에서도 민족교육 현장을 유 

지하고 재생산해 낸 힘은 의외로 이렇게 일본 사회 내부의 일상적 현 

실로부터 유리된 목표와 상징을 가졌기 때문이었을 수도 었다. 

재일 조선학교와 같은 분리주의적 교육현장이 폭 넓게 설립되고 유 

지되게 된 배경에는 일본의 소수민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배제 

의 사회현실이 있다. 취업， 결혼， 승진， 사업진출 둥 거의 모든 영역 

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민족으로서는 자기 집단 내부에서 

가능한 한 자급자족하는 대용방식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총련은 조선학교를 통한 일관된 민족교육 체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지부조직구성， 금융기관(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 퉁) 설 

립， 각종 사업체 단위의 계열별 조직화와 출판. 문화， 연예사업까지 

일판된 사회경제적 순환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부터 대 

학까지 조선학교볼 나와도(아니 오히려 일관된 민족교육올 받았을 수 

록) 총련의 조직 사업체 안에서 평생 일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믿음 

올 줄 수 있었다. 동시에 소수민족 집단 내부에서 훈련된 우수하고 

헌신적인 새로운 세대의 충원이 가능할 때 비로소 이러한 내부 순환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총련의 모든 모임 

과 행사에서 조선학교는 명실상부한 중심적 역할을 인정받았고 또 지 

금도 그런 기능올 수행하고 있다. 

3) 재일 조선학교의 문화적 상징과 교육적 실천 

(1 ) 말과 굴 

재일 조선학교에서는 모두 우리 이름올 쓰고， 우리말과 우리 글로 

교육하고 있다(송기찬. 2003).6)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이 일이 의미 

있는 것은 이미 그 부모틀까지 일본에서 태어난 3세의 교사들이 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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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학생뜰에게 자신둡도 익숙하지 않용 말파 끓로 얼본 사회외 웰상 

생활 속에서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는 언어와 지식올 교육한다는 것 

윷 뜻한다. 우리멜과 우리글 교육은 그 기농파 효용의 측면보다는 민 

족척 긍지의 표험이자 자기 정체성의 확인으로써의 의미가 있다. 그 

러한 문화적 의미 확인옳 위해 유치훤부터 대학까지외 웰판된 교홉 

체채가 가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톡톡한 문화현상은 근때의 민 

족사적 경험을 흉해 만윷어졌고， 일본의 단얼민쪽 국가 이데올로기의 

압력 속에서 오늘날도 재생산되고 있다. 

우리말과 물에 대한 강조는 채일 동포 사회 내부에서의 민족 청체 

성 확인에는 도옵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실사회 생활에서， 자신 

의 제 l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놀 자신이 부족하고 덜 훤 존재로 인식 

하게 하는 뿌작용이 있다. 특히， 우리말이 제 1언어인 조국 사람들과 

의 판계에서는 훤천적으로 눌리고， 동포 사회 내부에서도 팝적인 장 

에서눈 상대적으로 모국어 언어 놓력이 있는 사랍뜰에게 상황적으로 

눌리는 자아청체감에 부정적인 경험올 하기 쉽다. 언어척으로 억압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균형올 잡아 줄 수 있눈 계 

기는 일환 사회에서 철저히 부정당하면서 개밥한 꽁척영역에서의 성 

취와 사척 땅역에서의 생취률 구별하여 인식하고 행동하는 척용기제 

에서 나온다고 활 수 있다. 조선화교와 총련 조직 안에서는 모국어훌 

중심으로 공적영역올 구축함으로서 바깥 일본 사회의 공적영역파 사 

적영역에 대한 구별올 역전 시켰다. 

우리말과 플 때푼에 확장되거나 위축되논 자아 청체감씌 모자라윤 

부분은 가난한 조국에 대해서 무언가 줄 수 있는 상대적으로 풍요한 

6) 재일 조선학교의 우리말 교육에 대한 치밀한 민족지척 기술은 송기찬의 연구 

(2003)훌 참조합 것. 송기찬온 조선학교뺀만 아니라 일본학교 내의 민쪽확급 

풍 다혼 재일민족교육 현장에서 강조되는 “우리” 란 말의 의미와 구형짓기 기 

능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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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기반에 대한 강조로 채울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힘있는 자는 힘으로，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지혜 있는 자는 지혜 

로”라는 김일성의 말이 오늘날도 되풀이 인용되며 셜득력을 갖는다. 

사회적으로 별 효용이 없던 우리말이 그나마 쓸모를 갖게 된 것은 

일본 사회가 국제화되고 남한과의 인적， 경제적 교류도 많아지게 되 

면서였다. 그러나 조총련에 대한 남한 사회의 경계 때문에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중국의 조선족의 경우만큼 본국과의 관계에 잘 활용하지 

는 못하였다. 월드컵 당시 한 민단 지부에서 같은 지역의 총련 간부 

들을 초청하여 부산경기장으로 안내했을 때. 민단 간부들은 우리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일본어 통역이 필요했고 한국에 처음 온 

총련 간부들은 모청하여 부산 시민들과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했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총련에 대한 경계가 어느 정도 풀리면 앞 

으로는 보다 많은 기회에 활용할 수 있는 언어가 될 것이다. 

(2) 수령과 이념 

최근까지 재일 조선학교의 모든 교실에는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 

일 장군님 “의 공식적 초상 사진이 정면 중앙에 걸려 있었다. 이는 단 

순한 사진이 아니라 특별한 상징물이다. 매일 일상적인 의례를 바치 

고， 정기적으로 모두 기립한 가운데 대표가 올라가 정중하게 모셔 닦 

았다고 한다. 수령은 민족 정체성과 정통성의 상징으로 받들어졌다. 

물론 북조선의 정치체제와 주체사상이 상징적 장치가 그대로 수입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 중에는 정서적인 의미로 자발적으 

로 받아들이는 사랍들도 많았다. 실제 열성 총련 가정에서는 거실에 

수령의 초상화를 모시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다. 

북한 체제의 인격적 수령의 존재와 이미지가 정치적 권력의 직접적 

영향력 밖에서도 민족적 상징으로 받아들어지고 기능한다는 것은 그 

나름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다른 무엇보다도 전후 일본 사회에서도 온존하고 있는 “의사종교로서 

의 천황제(윤건차. 2002: 371) ’ 와 천황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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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훌의 민쭉쟁체생파 월쩡하게 구조적인 대청옳 여루고 있다는 정여 

다， 축， 민홉척 상정으로서 초월척 권위를 가진 찰아있는 혼재가 펼 

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선학교를 중퇴한 가네시로(2000)의 좋직한 

활i챙처렵 위대한 수령의 전셜적 항일 투쟁이 사설 너무 초라하다는 

점이 걸려지만. 이것윤 비교척 최판 강조되기 시작한 단군 숭배로 천 

황제에 대한 수령 상정씌 역사적 깊이와 신화척 상상력흉 보완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여기셔 깐파활 수 없는 것온 초라해서 오히려 팡감할 수 있는 수랭 

의 항얼 휴2생의 따양한 애왜소드뚫이 웰본 땅에서 지금도 억압받고 

있는 소수자뚫의 차별받는 일상과 저항의 욕구활 총쭉시키는 혹면。l 

었다는 점이다. 이때 살아있는 수령운 단순한 숭배외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청산되지 않윤 식민지적 지배와 억압의 현실에 험재척으 

로 함께 저항하는 상청척 존재가 훤다. 폐쇄척인 확한 사회가 아니라 

수령에 래한 악찍적인 소문까지 포함된 모든 정보자 훌러 념치는 웰 

본에서 수령의 상정훌 조선학교가 아직도 모시고 있을 수 있논 것홉 

내부척인 요인보다논 얼본의 천황제와 민쪽차형의 현실， 그리고 항월 

표상의 휠요성 동 일본 사회와의 관계에서 생생되는 외부척 요인。1 

더쭉 강력하게 작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근과 미사일， 핵문제 풍으로 북의 위신이 실추된 상황에서도 수 

령파 장군의 초상화 사진은 그대로 중앙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2때0 

년 6월 남북 공동성명옳 계기로 조선학교는 남쪽 본국파도 새로운 판 

계 젤정옳 모색활 수 있게 된다. 이때 수령의 초상화가 가장 론 걸립 

돌이 되자 두 가지 방향에서 변화활 꾀하였다. 첫째는 유치훤파 초동 

학교부터 아이윷 정서에 맞지 않는 ”딱딱한” 정면 초상화보다는 아이 

들에 둘러짜여 활쩍 웃는 ”화사한 .. 사진옳 교실 뒷변에 컬어 본다논 

것이다. 그러나 사상교육이 중요한 고동학교에셔는 아무래도 권위있 

는 정면초상01 훨요하다고 했다. 둘째， 비교척 굽진책씬 개협이 펼요 

하다는 교사률윤 남북정상회담때 남과 북의 지도자가 함께 찍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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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교실 앞에 결자는 주장까지 시작했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논리 

적으로 남쪽의 대통령도 북쪽의 수령과 대둥한 민족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식변화가 각 지역의 총련 조직 내부에서 일정한 저항과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씩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상황에 2002년 9월 17 

일 조일정상회담 직전에 김정일 위원장 스스로 조선학교에서 자신의 

초상화를 떼라는 지시를 내렸다 7) 그러나 이후 납치문제로 인한 어려 

움 속에서도 오허려 대부분의 학교현장들은 상당기간 이 초상화를 그 

대로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 사회의 급속한 우경화와 민족교육 

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수령 상정올 내리는 것은 일방 

적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상당기간 주저했다는 것이다. 납치사건 

이후 일본 매스컴의 집중적인 비판보도로 공화국 수령의 위상이 혼들 

리자 재일 민단 모임에서 보다 재일 조선인들의 집회에서 남한의 대 

통령(노무현)에 때한 존경올 표명하는 척극적인 담론들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천황에 대한 구조적 대칭으로서의 민족 지도자의 펼요성은 

본국에서 보다 오히려 일본의 일부 소수자 집단이 더 크게 느끼고 있 

다고도볼수있다. 

(3) 치마저고리 

조선학교의 여학생들은 교복으로 치마저고리룰 입는다. 남학생들 

의 교복은 일본학생들의 교복과 그리 다르지 않은 서양식 제복이다. 

7) 이러한 조선학교 교실의 영정사진에 대한 지시는 이미 2002년 여릅 몇몇 지 

방의 교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기 시작된 일올 사후에라도 “지시”라 

는 형식으로 권위있게 숭인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 지시가 전격적으로 내려 온 시점이 조일정상회담 I주전이라는 것 

때문에 납치문제 고백을 앞두고 신성한 수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현실 

정치지도자의 ‘인간선언’이었올지 모른다는 해석도 있다. 그만큼 학교현장 

에서 수령파 영정의 의미는 근대 일본의 ‘천황제. 와 대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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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중반까치는 여합생옳도 일본 여학생옳의 앓반책 .ìí!.홉파 비 

슷한 “셰라확”옳 입었었다. 민촉획식이 높용 여학생뚫이 치마저고리 

흘 제복오로 요구했다고 한다. 여홉에는 흰색 저고리에 검은(혹은 감 

색) 개량 주흉치마훌 입고 겨윷에는 위아래 갈온 색의 동짝옳 입는 

다. 단정한 머려모양윷 한 조션학교 여학생들외 치마저고리 제복용 

단연 눈에 띄논 복장이다. 초기부터 이 옷올 엽은 여학생률에 대한 

오리엔탈리줍적인 호기심과 가학적 폭력은 빈도의 차이는 있어도 끊 

이지 않고계속되었다. 

1998년외 미사일벌사 이후 여화생률에 대한 폭력이 너무 심해지자 

풍하교때 업옳 별도의 제2쩨복옳 착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에도 활구하고 용감하게 치마저고리활 업고 풍교하는 영웅쩍인 

여학생률의 이야기와 이러한 여학생플올 노리고 습격하는 비열한 폭 

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2002년 북조선의 납치고빽 이후에는 생 

명의 쩌협옳 느낄 정도로 더욱 빈발하고 았다. 

문제는 왜 이려한 왜험에도 불구하고 여학생홉만이 눈에 띄는 전흉 

민쪽의상옳 업느냐는 첨이다. 조선학교 여학생툴의 치마져고리와 남 

학생옳의 군복형 제확온 서양에 대한 똥아시아쩍 끈대의 상갱쩍 성별 

도식올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남성척 서양에 대해서 통양용 여생책 

존재였고， 동양 안에서 남성운 서양책 근대활 상정하고 여성은 동양 

척 천급대(혹온 천룡)의 상정이었다. 여생은 짓밟히고， 찢기고， 박해 

받고， 회생당하는 식민지 혜지배 민족외 상정여자 보호받아야 할 생 

스러훈 혼재였다. 이룰용 천홍적인 민족씌상올 압었다. 반띤， 남성윤 

외부와 접촉하고 서양적 근대훌 체현하여 장한 균사력파 기술올 익혀 

서 민촉씩 생존옳 보장해야 하는 셰속척 존채가 되어야 했다. 이옳홉 

근대적인 서양 옷옳 업었다. 조선학교의 남화생똘윤 바지저고리훌 입 

으면안되었다. 

명치시대에 시작된 웰환의 정장 규쩡윤 남자는 신사북 !t윤 군복 

풍의 제복이고 여자는 전홍의상(키모노)이였따. 일본뿜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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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식민지 동양 사회와 조선， 해방 후의 남과 북 모두에 이러 

한 성별 복장 도식은 상당기간 그대로 통용되었다. 식민지척 상황인 

식 속에서 외세의 침략올 의식하며 살아가는 북한이나， 식민지배의 

당사국에서 억압받으며 살고 있는 재일 조선인의 경우 근대적 성별 

상정도식이 아직도 현실척 힘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민족 

차별에 대한 저항이나 민족에 대한 강조 그 자체가 내부의 성차별을 

온존하고， 전통척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慣蒼建， 

1997)"는 지적은 이 경우에 특히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터지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사례와 

폭력 사건 퉁은 총련이나 재일 조선학교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구성원들이 이러한 민족 정체성에 매달려야 할 현실적 

근거를 확인 시켜주기도 한다. 조선학교 여학생들의 치마저고리를 칼 

로 찢는 것 같은 만행은 즉시 연극으로， 무용으로， 영화로 만들어져 

구성원 모두의 경각심을 높일 뿐 만 아니라 바로 차별 받고 탄압 받 

는 현실이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올 체감케 하여 민족 

교육현장의 근대적 상황인식을 재확인시킨다. 조선학교 여학생틀의 

찢긴 치마저고리는 일제에 짓밟힌 정신대의 여성성이 민족전체의 유 

린당한 운명올 시사하는 상정적 유추와도 일치한다. 

(4) 예술공연과 행진， 그리고 저항문화 

학생과 부모， 교사 모두가 민족교육의 성과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 

는 길은 주류사회 학교와의 학력 비교보다는 일본 사회에서 전혀 볼 

수 없는 독특한 예술 양식의 공연과 스포츠 경기 둥올 통해서이다.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한 사회주의적 예술양식올 소조 활통올 

통해 연마해서 수준 높은 공연올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교육과정이 

된다. 전통예술 공연올 위해서는 형양에서 직접 그곳 예술가들의 지 

도를받기도한다. 

공연은 단순히 남툴에게 보여주는 쇼(show)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그 존재를 무시당한 소수자 집단이 자신을 드러내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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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려한 표혐옳 홈해 스스로의 훈련파 노혁씌 성파훌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알아 된다. 따라서 조선학교 학생옳외 벌표회와 공연운 단 

순한 화예회외 규모와 수준옳 념어선다. 이는 월본 사회외 지때썩 가 

치판올 거부하며 다혼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한 소수자 집단의 자기 

확인의 장이자 교육파정의 성취훌 가늄하는 자리이다. 

집단체조나 행진 같윤 집단주의척 활흉도， 억압적인 정치 상황에서 

획일적요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자 집단이 스스로 선택하여 자 

신들의 단철된 힘과 홉련옳 파시하는 청체감 확인외 도구로 활용합 

때는 그 교육척 의미가 본질척으로 달라진다. 인민군대의 혈병방식의 

행진윤 남녀 모투 참여하여 되풀이 연습한다. 소년단외 빵간 스카프 

훌 두르고 군사조직 면생 방식대로 소대별， 중대뺑로 행진한다. 모두 

가 한 젤홉으로 걷는 것 같은 독흡한 행진 걸융절01가 일본 사회의 

다륜 교육기판에서는 좀체 보71 어려운 강환 규윷과 질서 훈련의 반 

복된 학습효과활 느끼게 해준다. 행진 이외에￡ 북한 교육체째에 내 

재된 군사 문화척 요소가 다양한 교파파정에 스며뜰어 있다. 이는 얼 

본사회에서 절대척 소수자 집단이 스스로외 협옳 느끼고 서로 힘옳 

받도혹 하는 효과도 있다. 

조선학교의 남학생똘홉 어려서부터 강해야 한다고 공식/벼짱식책 

으로 반확되는 메시지훌 받는다. 어려훈 일이 있어도 윷면 안 되고， 

웬만한 Jl흉온 이훌훌 악 물Jl 창아야 한다고 배훈다. 교사률이 구타도 

자주 하는 현이다. 밖에서 쉽게 지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윤 깝한 

사랍옳 키우기 위혜서라고 한다. 학교 밖에서는 냥학생훌여 자주 째 

싸용옳 하는 팬이다. 주로 주변의 일본 학생뚫파 싸우는데 만일 지고 

들어오면 확jjL에서도 맞는다고 한다. 모두가 달려 나가 보복옳 하기 

도 한다. 절대로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눈 소수자옳의 생존전략 

이라고도활수있다. 

(5) ~수짜 팡흉처| 교육으로서의 의미 

대부훈의 조선학교 학생파 학부모훌윤 이 학교가 좋따고 한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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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들은 아이들이 “착하고 비풀어지지 않아서” 좋다고 하고， 아이률은 

“따돌림(이지메)이 없고 (입시)공부를 안 해서” 좋다고 한다. 교사들 

은 ‘다른 어떤 학교에서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교육이 

가능해서” 좋다고 한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상급조선학교로의 

진학률이 98%나 된다(총련 2(02) . 일본 학교롤 다니다 도중에 편입 

해 오는학쟁뜰도 있다. 

비교척 소규모 학교에서 헌신적인 교사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륙 

성을 다 알고 소외나 차별이 없도록 세심하게 짜여진 비경쟁적인 집 

단주의적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특별(소조)활동올 통해 익히도록 

한다. 경쟁적인 입시준비 중심의 일본 제도교육에 대한 하나의 대안 

적 교육현장으로도 생각해 볼만한 특성들이다. 

부모들은 우선 일본학교에서 아이틀이 차별 받거나 왕따(이지메) 

를 당해서 비똘어질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이 학교를 보내기도 하 

지만， 보다 적극척으로는 이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길러 

지는 혼들리지 않는 민족정체성을 바탕으로 세대간의 갈퉁이 최소화 

되고， 가족단위의 상호이해와 단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다. 혁명적인 상정과 급진적이고 투쟁적인 구호가 강조되는 교육현장 

이지만 학교생활은 오히려 규율과 규범의 준수와 근대적 가치관을 내 

변화시키는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서， 탈근대의 유행 속에서 어디로 

훨지 모르는 아이들올 걱정하는 부모틀을 안심시킨다. 

학생들윤 일단 같은 또래의 일본학교 다니는 아이들처럼 수험준비 

와 시험에 시달리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모두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경쟁심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일단 조선대학교란 고 

퉁교육 기관까지 있어서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틀은 거의 대부분 

(2001년도 고급학교 졸업생의 64%)이 대학올 갈 수 있다(약 과반수 

가 조선대학， 그 외 일본대학 퉁) . 일본 사회에서 출세(실제로 가농성 

도 희박하지만， 민족교육을 통해 그리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음)하고 

자 하기보다는， 재일동포 사회 안에서 현실적인 생업올 갖거나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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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민쭉옳 위하는 일(예촬 들어 총련 조직사업 용)율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하게 된다. 

자본주의척인 개인별 학력 성취와 청쟁어 규범이 되다시피 한 사회 

에서 채일 조선학교 같이 비경챙척 집단주의흉 이상으로 하여 모든 

교육과정에서 평둥과 협동올 강조하고 동료에 대한 배려와 집단에 대 

한 헌신， 그리고 비물질적 가치률 강조하는 교육이 여러 세대에 걸쳐 

실천휠 수 있었다는 것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오랜 훈단의 역사 

속에서 이질화된 남북간의 서로 다른 교육 가치판파 방법혼옳 이해하 

고 통합하여야 활 과제훌 눈앞에 둔 오늘날， 지난 반세기 동안의 채 

일 조선학교의 실천경험옳 귀중한 ‘민쪽사적 실험(윤건차 2001f으 

로 받아들이고 연구하여야 활 펼요률 느낀다. 

3. 탈냉전 시대의 쪼국가쩍 민쪽 청체성 

no soy coreano, ni soy japones, yo soy d없πaigado.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냐는 얼본인이 아니다. 떠다니는 부초다. ) 

“내가 국척용 바꾼 것윤 이제 더 이상 국가 갈윤 것에 새롭게 편입되거나 

농확당하거나 구좁당하고 싶지 않아서였어 . 이제 더 이상 커다란 것에 

해속되어 었다는 감각윷 견디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 이젠 사양하겠 

어， 셀사 그것이 무슨무슨 도민회 같용 것이라도 말이야. … (중략) .. , 

하지만 딸이지. 킴 베성거가 나에게 있지 부탁이야， 국적 바꿔 ‘하고 부 

탁하면 나눈 당장이라도 달려가 변경 신청올 합 거야. 나한테 국척이란 

그런 거야. 모순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음. 나는. 카트린느 드뇌브 

야." (가네시로. 2000: 221) 

재웹 조선학교훌 다니떤 가네시로는 자신옳 보다 넓용 셰상에서 마 

융껏 살게 해 주려고 확조선에 총생하떤 사회주의자인 아버지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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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적을 바꾸자 ‘민족’ 과 ‘국민’ 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시작한 

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 일본 국적을 갖지만 스스로 ‘재일코리안’ 이 

라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오히려 더욱 뚜렷하게 갖고자 한다. 

민족적 (e버nic) 정체성과 국민적 (nationa1) 소속갑을 분리하여 생각하 

는 새로운 세대가 동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주변 강대국으로 이주한 재외 동포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과정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된 일로 그리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실 

제로 미국 이주자들은 미국 시민권을 무슨 자격증처럼 “딴다”고 생각 

했고， 중국 조선족은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 정체성간에 근본적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되는 정치구조 속에서 

살았다. 소련체제가 붕괴되어 연방내의 민족국가가 독립한 이후 러시 

아 동포들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크스탄， 연해주， 사할린 등 각 지역 

의 정치 상황에 따라 하루아침에 국적이 달라지고 새로운 국경의 벽 

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경험율 하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국민적 

소속감보다 민족 정체성에 더욱 강하게 의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필요 

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찍이 바스(1969)가 지적한대로 소수자의 정체 

성은 이들의 기대나 선택이기도 하지만 주위의 지배집단이 상황변화 

에 따라 임의로 설정하는 경계와 범주에 의해 새롭게 규정되기도 하 

는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다른 다민족 국가들과 달리 지배집단 자체가 민족과 

국민을 분리하여 사고하지 않는 단일민족국가 이데올로기를 계속 재 

활성화 하고 있기 때문에 가네시로와 같은 소수자의 개인적 선태만으 

로는 여전히 불안정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북한과의 마찰 

로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조선 멸시와 위협은 

조선적 동포만이 아니라 남북한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이미 귀화한 사 

람들까지 차별의 대상으로 규정할 위험이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은 “국제화”와 “다문화주의”의 이미지와 논리 속에서는 억압 



품화척 저항파 교육척 대안: 재일 조션학교의 띤쭉 정혜성 째생산 149 

받눈 내부 소수민족의 홉채와 이훌이 생성하논 환화쩍 다양생의 의며 

가 깐파퇴고 었따. 이런 상황에서 ‘지배집단이 가장 빠지기 쉬훈 타 

문화 이해훌훌 위한 3F 접근방식， 쪽， food(옴식) , 굶빼ion(의상， 유행) , 

敏tival(축제. 행사)흘 매우 편협하고 펴상척인 것으로 가장 좋요한 

뿔평둥파 차별파 갈운 문제활 혜결하는 데는 벌로 도옵이 안 된다(홈 

贊備. 1996)"는 지적운 최군 한국에셔도 알반화되기 시작한 ’선진’ , 

‘일휴’ , ‘소비’ 지향적인 세계화 담룬파 비교해 활 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새홉게 나타나고 있는 국경옳 념는 대규모의 인적교류와 초국가적 

문화현상이 주는 일반적 이미지는 자칫 국경외 의미가 사라지고， 국 

가의 흉제가 약화됨 것으로 여기기 쉽게 한다. 그러나 이혼바 ‘코스 

모훌리탄 라이표스타웰 윷 영위할 수 있윤 소수의 국제적 앨리트 집 

단올 채외하고， 실제뭉 대다수 이민파 싼민， 망명자， 해외취업 노풍 

자들이 겪는 현실용 국척과 민족 법주에 따른 엄중하고 차별적인 흉 

채 방식이다. 즉， 초국가척 현상 댈에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체제의 

유제가 도처에 남아있고， 식민지 체제에 의해 규제된 인간관계나 지 

배관계옳 전제로 한 현대사회의 혐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 것에 대하 

여 비판척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웅올 하고자 하논 것이 

활식민(po안-0010뼈) 연구의 요체이다(율건차， 2002). 

일제 침략에 대웅하여 형성된 한국(조선)의 근대척 민족주의와 띤 

쭉 청체성흩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저항적 기훤파 재생산 파정에 주 

목하여야 활 젓이다 8) 이 골은 ‘재일 조선화교’ 같이 일분사회에 살 

면서 4셰대가 지나도록 청산되지 않윤 식민지척 불평동 상황파 민쪽 

8) 미국의 혜게모니척 지배가 신식민주의적 억압과 위기로 혐실화휩 때는 이에 

대용하는 저항 만좁주의척 이념파 설천이 오혀혀 강화되고 확산휩 수도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확한 사회의 민촉정체성외 저항척 성격에 대해 이해하 

기 위빼서눈 그 역사와 현재의 상호판계에 대한 탈식민쭈외척 판정에서외 접 

곤이 펼수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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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현실에 대해 줄기차게 저항하면서 이를 통해 민족경계를 유지 

하고 정체성을 재생산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민족정체성이란 이렇 

게 판계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다. 

식민지적 상황에서 일본과 주변 강대국들에 정착하게 된 여러 재외 

통포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오늘날의 복합적인 한민족 집단의 다양한 

근대척 민족 정체성을 문화상대주의적으로 이해활 수 있을 것이다. 

이틀은 해방 후 분단되어 스스로 중섬을 표방하며 정통성을 경쟁하고 

있는 남과 북의 두 국민국가에 속한 민족집단의 아류가 아니다. 국경 

을 념어서 폰재하는 이 집단들이 거주국의 여러 지배민족틀파 일상적 

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유지하고 재생산해 온 민족경계의 다면성과 민 

족 정체성의 다중성은 단순한 ‘민족=국민’ 의 도식을 넘어선 새로운 

’초국가적 민족정체서’ 개념올 형성하는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것은 각각 분단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정체 

성을 내면화하도록 한 남과 북의 국민들이 정치적 통일 이전에 만남 

과 교류， 그리고 상호보완척인 공존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재생 

산하기 위해서도 긴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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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chools in Japan 

Cultural Resistance and Educational Alternatives: 
The Reproduction of Ethnic Identity in the 

North Korean Schools in Japan 

Byung-Ho Chung 

Korean ethnic schools in Japan, which are run by the 'Chongryun' 

Koreans who are supportive of North Korean government, were 

established under the repression of modern Japanese nation-state ideologies 

which emphasizes the myth of homogeneity. They have been raising their 

young generation with language, values, and norms distinctively different 

from the dominant Japanese society. This paper examines their ideological 

resistance and educational alternatives, and finds the meaning of their 

educational practices for reproducing Korean ethnic identity. 

North Korean ethnic schools are not officially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Japan. Therefore, the graduations are not recognized, and 

the parents have to pay tuition fo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s which 

are nationally supported. The curriculum is strikingly different from that of 

most Japanese schools. This educational practice, which is hard to 

understand from the common sense viewpoint of modern Japanese society, 

is conscientiously maintained by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Koreans in 

Japan. This group, which is thoroughly resistant to the dominant logic of 

Japanese society, is producing and reproducing an ethnic minority culture 



through their educational practice. The harsher the repression and 

discrimination of the overwhelming majority, and the heavier the pressure 

for unilateral assimilation, the stronger the resistance of this minority group 

becomes, even up to the point of extreme separatism. 

Through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practices of North Korean 

schools in Japan, the distinctive reproduction process of ethnic identities 

and the boundaries as a minority group is examined. From this case study at 

the border, the questions to the contemporary Korean identity which often 

does not distinguish the 'national' and the 'ethnic' identity are raised. Since 

Koreans are the majority in two separated nation-states and they are the 

minority in four powerful nations(China, USA, Japan, and Russia), the 

ideology of homogeneous nation-state creates fundamental problems. As 

the walls of the cold-war are lowered, Koreans divided by national and 

ideological boundaries start to meet. The need for new critical definition of 

Korean ethnic identities which overcome the limits of the single national 

identity based on the concept of a homogeneous nation-state is discus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