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일 밀집지역과 축제, 아이덴티티: 
오사카 ‘통일마당 이쿠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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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재일의 차이의 응 략  집합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문화(축제)를 통해서 근한 

지조사 연구이다. 연구 상은 재일의 최 집 거주지역인 오사카 이쿠노에서 개최되는 ‘통일마당 

이쿠노’이며, 분석 으로는 통일마당 이쿠노의 내 · 외의 특성과 마당과 지역사회 계의 크게 두 측

면에서 고찰하 다. 연구결과와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마당은 과거 항 이고 고립 인 형태로 계승해 오던 민족문화의 생산방식에서 환하

여, 외형상 민족과 탈민족의 이 성이 혼재된 ‘탈민족  민족문화’의 형태로 변용 재생산되고 있다. 

이것은 문화 인 차이를 실천하는 방식이 폐쇄 인 성격과 개방 인 모습이 결합된 다변화된 형태로 

변모했음을 증명한다. 둘째, 마당은 게토라는 이쿠노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면서 주류 일본 지역사회

에서 하나의 소수자 문화로 정착하고 있다. 이로서 마당은 과거 재일의 스티그마를 역 시키면서 새

롭게 ‘제2차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장(場)으로 제공되고 있다. 

결론 으로 마당은 스티그마에서 도피하여 주류 일본사회로 통합되어 소멸되거나 반 로 게토의 

공간에 갇히는 이항 립  방식이 아니라, 이 성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로서 소수자인 재일의 차이

의 집합  아이덴티티를 재구축하는 하나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확 하면 재 재일의 민족문

화는 더 이상 항의 수단이나 스티그마만이 아니라 민족문화와 아이덴티티를 탈민족  에서 새

롭게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정 인 요소로 역 되었다고 하겠다. 

주제어: 재일(코리안), 축제, 통일마당, 이쿠노, 아이덴티티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58-B00023). 글의 완성과 마무리에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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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최근 일본사회에 대한 재일코리안(이하 ‘재일’로 축약 사용1)의 동화 경향

이 심화되는 것의 다른 한편에서는 재일 존재의 위기감이 표출되면서 그 대

안을 모색하는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반

대로 생각하면 일본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재일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관

념을 근저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해방 후 지금까지 민족단체

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재일이 진행해온 운동은 결국 일본사회에서 평등한 

권리를 지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투쟁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일 집단을 유지하는 핵심 테마이자 당위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민족은 적어도 과거와 같은 의미와 실효성을 잃고 있다. 한편으

로, 민족의 비판은 집단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배제나 

차별, 귀화자나 혼혈자 등을 민족범주에서 배척하는 이른바 ‘민족 아이덴티

티의 딜레마’(金泰泳, 2000: 124-132) 상황은 가장 흔히 지적되는 이야기이

다. 다른 한편으로, 민족의 부정적인 기능은 전체 일본사회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일이 민족을 주장하는 많은 실천들이 집단 내부의 연대를 강

화하고 민족커뮤니티의 재생산에 기여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반면에 그러한 행위들이 일본사회에서 재일을 더욱 고립시키고 주변화시키

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민족학교 여학생들

의 저고리 착용을 자율화한 것은 이를 반증하는 일 사례일 것이다. 

민족의 긍정적이고 강력한 힘을 쇠퇴시킨 기저의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재일내부의 다양한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재일은 세대를 거듭하여 3, 

4세대가 중심세대가 되었고 심지어 5, 6세대가 출생하는 현실이다. 또 귀국

지향의 삶에서 이미 오래전 정주를 선택하여 일본사회에 정착했고, 이에 조

 1. ‘재일 코리안’의 용어를 사용하는 필자의 입장은 이전 글들에서 제시했으므로 생략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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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축제 통일마당이쿠노

코리아타운
이카이노 마츠리

코리아타운
공생마츠리

참여관찰
- 2007. 6. 3
- 2009. 6. 7

- 2006. 11. 12 - 2009. 11. 15

심층면접

- 최성모 사무국장: 2007년 6월 23일 
+ 2010년 6월 21일

- 이천수 실행위원장: 2009년 6월 7
일

- 슈체이찬(재일중국인) 등 참가자 및 
관중 청취: 2009년 6월 7일

- 재일 3세 등 참
가자 청취

- 일반관중, 준비
위원장(홍○○) 
등 청취

<표 1> 현지조사 주요 내용과 일정

응하여 재일 구성원은 점차 분화 변화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 초반 후쿠오

카와 김명수(福岡, 2001(1993 초판); 福岡 · 金明秀, 1998(1997 초판))는 젊

은 세대의 조사를 통해서 재일 삶의 방식과 인식이 변화되는 양상을 제시하

고 있는데, 이것을 고려하더라도 20여 년이 지난 현재 재일의 분화가 더욱 

다각적인 측면에서 가속화되고 있을 것임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反동화 양상인 민족적 차이화 과정에 분

석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재일의 삶의 방식이 다양화하는 경향과 같은 맥락

에서, 민족적 아이덴티티와 관련한 재일의 문화적 실천도 시기적으로나 집단 

내 · 외적으로 또는 그 효과의 면에 있어 기폭을 달리하며 진행되어 오고 있

다. 그 중에서 재일축제(마츠리(祭り))는 1990년대 이후 민족문화 부흥과 시

기를 같이하여 재일 존재의 위기감에서 생겨난 재일문화인 점에서 재일 아이

덴티티의 변용과 다이내믹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통일마당 이쿠노’(統一マダン生野, 이하 ‘마당’으로 축

약 사용)를 주요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 다. 이것은 ‘일본 속 한국’을 상징하

는 재일의 최대 밀집지역인 오사카시의 이쿠노구(生野区)에서 개최되는 축

제이다. 재일축제는 현상적으로 인구가 집중된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2 

이것은 비단 재일의 경우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

 2. 이러한 경향은 오사카만이 아니라 인근의 교토와 고베의 지역도 유사하다. 이 도시들 
중에서도 인구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축제가 생산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전 글에서 지적하 고, 각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를 사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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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도시에서 생성되는 소수자 문화와 인구집중 간의 밀접한 관련이 지적되

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밀집지역의 변수를 추가하 고 

현재 이쿠노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서 역사와 규모면에서 대표적인 것이

라고 할 수 있는 마당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 다. 마당의 참여관찰과 관

련자 심층면접 등 오사카 현지조사의 주요 내용은 위의 표와 같다. 

마당은 매년 6월 초에 이쿠노구에 위치한 ‘신이마자토(新今里) 공원’에서 

개최된다. 마당의 행사당일 직접 참여관찰은 2007년 6월 3일과 2009년 6월 

7일의 2회 참관하 다. 마당 실행위원회의 담당자는 실행위원장인 이천수(가

명) 씨와 사무국장인 최성모(가명) 씨를 각각 2009년 6월 7일과 2007년 6월 

23일 및 2010년 6월 21에 심층면접하 다. 이외 교토의 ‘히가시구조마당’의 

창시자 인터뷰 내용, 그리고 마당 당일 현장에 참여한 일반 참가자들의 청취

내용 등을 보조적인 자료로 사용하 다. 

이쿠노 지역에 대해서는 2006년 6월에서 2007년 5월까지의 1년과, 이후 

2008년 10월, 2009년 6월, 2009년 11월과 2010년 6월 등에 진행한 수차의 

현지조사를 기초로 한다. 이 과정에서 이쿠노지역에서 개최되는 ‘코리아타운 

이카이노 마츠리’(コリアタウン猪飼野まつり)를 2006년 11월 12일에 ‘이

쿠노 코리아타운 공생마츠리’(生野コリアタウン共生まつり)를 2009년 11

월 15일에 참여관찰하여, 이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른 재일축제의 대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았다. 이 글은 위와 같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구술, 자

료집 및 사진 또 통계 등 관련 문헌 등의 다양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활용하

다.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차이의 아이덴티티와 문화 

아이덴티티는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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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대상에 의해서도 그 단위가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마티

니에르(マルティニエッロ, 2006)는 개인적이고 집단적 그리고 거시적인 

단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글의 대상과 관련해서 집단

적 차원에서 표현되는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개인 및 집단의 아이덴티티가 선험적이거나 고정되고 불변

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이고 상호관계적인 속성은 기존의 많은 이론적이고 경

험적인 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왔다. 일례로 마티니에르는 민족 아이덴티티

(ethnicity)를 ‘다른 집단의 성원과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스스로 간주하고, 

타자로부터도 그렇게 인식되는, 사회적 행위자 간의 사회관계의 한 측면’(マ

ルティニエッロ, 2006: 27)이라고 정의하면서,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실

제와 다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형성과 관계를 강조한다. 즉 그는 민족 아이

덴티티를 본질적이고 불가침의 객관적 조건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입장이 

아닌, 사회적이고 역사적 정치적으로 구축되는 다이내믹한 과정의 소산이라

고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집단적인 차원에서도 민족집단은 그 자체로 사회에 

주어져 존재하는 자연적 실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피부색, 혈통의 기원, 종교, 

언어 등의 일련의 기준으로 사람을 민족적으로 범주화할 수는 있지만, 그렇

게 구분된 민족적 실체는 사회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에 

아이덴티티는 제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조건들에 향을 받아 어느 시

기에는 출현하거나 다른 시기나 장소에서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지적

한다(マルティニエッロ, 2006: 31-34). 

재일의 경우에도 각종 차별에 대한 저항 운동은 일본사회와 맥락을 같이

하여 기폭을 달리하며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다. 또 개인별로도 생애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모습은 기존의 재일수기나 연구 등을 통해서 잘 알려졌

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차원이든 집단적인 차원이든 민족 아이덴티티의 속성

이 외부로 표출되거나 쇠퇴하는 구체적인 계기와 과정은 무엇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마티니에르가 민족성의 연관개념으로 문화, 종교, 

내셔널리즘, 인종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본 논문의 관심인 축제와 관련하여 

에스니시티와 문화의 상관관계 설명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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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아이덴티티와 마찬가지로 문화 역시 주어진 고정되고 닫힌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입장을 지양한다. 문화는 과거로부터 계승 지속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선택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는 현상이 발생

한다. 이러한 문화는 나아가 집합적 아이덴티티의 경계를 규정하고 구성원 

의식의 기준을 제공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구축에 기여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어떤 문화적 독자성이 그 집단의 민족성을 전적으로 규정하

는 것은 아니지만 둘이 또 전연 별개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민족적 

주장은 문화적 차이의 이데올로기 구축과 독자문화의 구축으로 나타나는 경

향이 있어, 말하자면 문화는 아이덴티티의 주장과 민족적 경계의 부산물이라

고 할 수 있다(マルティニエッロ, 2006: 105-112). 

조금 다른 각도이지만 비비오카(ミシェル ヴィヴィオカ, 2009)는 ‘차

이’의 개념을 중심으로 민족과 문화의 상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민족적인 혹

은 다양한 마이너리티의 아이덴티티가 생산되는 조건 및 과정 특히 문화와 

관련한 그의 분석은 재일의 민족문화가 쇠퇴하거나 지속되고 또 새롭게 생겨

나는 현상을 이해하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 그는 위의 마티니에르와 유

사하게 소수자 집단의 문화적인 차이가 근원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을 유지 

재생산하는 것이라는 ‘제1차적 아이덴티티’ 논리보다는, 새롭게 반복적으로 

창조하는 것이라는 ‘제2차적 아이덴티티’ 입장을 견지한다(ヴィヴィオカ, 

2009: 133-154). 그는 이처럼 문화적 차이가 끊임없이 형성되는 것이라는 관

점에서 소수자 집단의 문화적 표출이 이루어지고 집합적 아이덴티티가 생산

되는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한다. 

집합적 아이덴티티가 표현되는 데 결정적인 조건의 하나는 처음부터의 지

배, 거부, 폄하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실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나 평등이 실현

되지 않고, 이러한 억압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삶을 참아내기 어려운 열등화 

양식들과 결별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행하는 태도이다. 또 다른 조건은, 마

이너리티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에게도 사회에도 본인을 제

시할 수 있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하는 점이다. 집합적 아이덴티티가 

여기에 귀속하려는 사람들에게 문화나 윤리, 도덕, 삶의 방식, 종교 또 혈통

과 같은 존재와 관계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없다면, 그러한 아이덴티티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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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거나 주장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원칙이 결여되면 차이는 개인을 아

무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버리거나, 자신을 구축하고 호소하려는 개인에 대

해서도 아이덴티티의 부정적인 정의나 결여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ヴィヴィオカ, 2009: 155-161). 

논의를 환기하여 실제 재일문화를 살펴보면, 비비오카가 지적하는 사회적

인 조건들 외에 다른 요인으로 밀집지역을 들 수 있다. 다소 고전적인 논의

이지만 피셔는 도시의 인구규모(도시화)의 집중경향과 다양한 이질적인 문화

와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인구규모가 증대할수록 하위문화(subculture)의 다

양성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Fischer, 1975).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족적 소

수자 집단의 경우이다. 그는 도시로의 이주가 이루어져 정착이 진행될수록 

커뮤니티의 크기가 커지고 또 이주자의 민족적 다양성도 커진다고 설명한다. 

민족집단의 내적 응집력은 제도(스포츠, 상호부조, 축제, 신문, 조직 등)의 완

비와, 반면 다른 집단과의 마찰(경쟁과 갈등)의 두 과정을 통해서 강화된다. 

또 주류문화가 소수자집단에 향을 주는 일반적인 흐름과 반대로 소수자 문

화가 주류문화로 전파되는 상호적인 두 과정을 띄는데, 결국 도시에 소수민

족 집단이 많을수록 민족적인 다양성도 증대한다는 것이다. 

위의 논리에서 보면 이주자 문화가 주류문화로 흡수 통합되는 동화주의 

시각과는 반대로, 도시는 다양한 소수자 문화가 공존하고 생성되는 공간이라

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일본사회는 위의 미국사회와는 다르다. 다민족 사회가 

아닌 단일민족 지향의 사회 속에서 재일은 공적공간에서 민족문화를 표현하

면서 주류 일본인과 교류하는 양상은 그동안 활발하지 않았다. 재일 커뮤니

티는 단체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전체 일본사회에서는 게

토화 된 양상으로 고착 지속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차이를 염두에 두면 1세대부터 지속되는 전통문화와 달리 도시

에서 생성된 재일축제는 더욱 주목된다. 즉 역사적으로 유래하는 전통문화가 

계승 지속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가는 문화 및 아이덴티티를 보여

주는 실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비록 소수이지만 최근 2000년대 

초반부터 축제 등 지역사회의 문화 연구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축제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에서 특정의 축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 등 접근의 시각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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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금씩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다.3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주요 연구결과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축제의 전반적인 성격에 관한 것이다. 30여 년의 기간이 경과하

면서 축제는 형태와 내용 면에서 지속과 변화를 거치면서(김현선, 2007), 비

교적 획일적인 일본사회에 하나의 소수민족 문화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지적

할 수 있다(飯田, 2006; 2007). 둘째, 재일축제의 기능 및 효과의 면에서 볼 

때, 재일에게는 민족성의 강화와 연대의식을(飯田, 2003: 2006; 江口, 1994 

등), 일본인과 타민족에게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장

으로 제공되고 있다(김현선, 2007). 셋째, 재일축제와 일본 지역사회와의 관

계의 측면이다. 재일축제는 해당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향을 끼치면서(김

요자, 2004), 지역의 문화로도 자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셋째 항목을 심화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축제가 외부사회에 미치는 효과 내지는 함의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상

대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또 이쿠노 지역은 재일 최대 밀집지역으로 상징

성과 의미가 크지만 현재 종료된 이쿠노 민족문화제를 제외하고 축제가 연구

되지 않은 현실이다. 또 이 논문은 재일의 집합적 아이덴티티의 관점에서 축

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민족이나 민족 정체성의 관점을 일부 다룬 것이 

있지만 축제와 재일 아이덴티티의 관점을 본격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없다. 

즉 이 글에서는 문화와 소수자 집단 아이덴티티의 관점에서 재일 아이덴티티

와 축제 그리고 밀집지역의 세 관계를 분석의 기초로 설정하 다. 

2. 분석틀 

지금까지 설명한 현실적이고 이론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분석틀을 정

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글의 주제인 재일의 아이덴티티를 가로축으로 그리고 

 3. 1990년대 이후에 많은 재일축제가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본격적
으로 만들어진 지 10여 년을 경과한 이후이다. 일본과 국내에서의 재일축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飯田, 2003: 2006: 2007; 江口, 1994; 片岡, 2006; 谷, 

2002; 김요자, 2004; 김현선, 2007; 박수경, 2010; 유기준, 2010; 이희숙, 200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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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틀

연구대상인 지역의 변수를 세로축으로 교차하여, 각각의 재일문화의 유형을 

좌표에 표시한 것이다. 

세로축을 기준으로 왼쪽의 A와 C의 유형은 일본식 생활 문화가, 오른쪽

의 B · D는 민족문화 형태가 해당된다. 가로축의 재일의 거주지역을 기준으

로는, 문화가 발현되는 장소가 가족, 게토의 공간인지 일본사회의 공적공간

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A · B와 C · D로 구분된다.4 이 외에 문화의 

실천 주체가 공동으로 그리고 형식과 내용의 면에서도 재일문화와 일본문화

가 혼합되어 전개되는 형태를 E유형으로 구분하 다. 

다만 위의 네 유형은 분석을 위해 편의상 분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글

의 대상인 ‘통일마당 이쿠노’는 위의 그림에서 B에, 그리고 뒤에서 살펴볼 

‘이쿠노민족문화제’, ‘코리안타운이카이노 마츠리’ 등은 D에 속한다. 네 가지 

문화형태는 각각 지속 재생산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B는 D의 향으로 형

성 지속되거나 또 B는 의미가 확대되어 현재 E의 특성을 내포하며 재생산되

는 등 좌표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것들도 있다. 특히 E유형은 규정자체가 

개념적이고 가치판단적일 수 있어 논의의 여지가 있다. 즉 제시한 각 문화형

 4. 예를 들어, 일본어, 통명, 음식 등의 일본식 생활문화는 A · C의 유형에 해당될 것이
다. 이에 반하여 한국어나 음식, 민족명, 의상, 제사 등의 생활문화는 가족이나 재일
집단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아래쪽의 D의 유형에, 반면 일본 지역사회에서 개최
되는 축제, 연극, 공연, 전시회 등의 문화는 B에 해당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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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사카시 이쿠노구 위치

태는 세로축과 가로축을 이동하거나 밀접한 향관계를 지니고 있고 혹은 아

예 소멸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또 마당이 현재 B와 E에 해당되는 것처럼 

어느 한 재일문화는 동시에 복수의 형태에 해당될 수도 있다. 

앞으로는 각 문화유형간의 가변적이고 상호관계의 특성을 견지하면서 B의 

한 사례인 ‘통일마당 이쿠노’에 대한 경험적인 고찰을 진행할 것이다. 축제가 

개최되는 이쿠노 지역의 역사와 특성, 마당의 내용과 성격, 마당과 지역사회 

상호관계, 종합하여 마당을 통해 파악되는 재일 아이덴티티의 의미 등을 생

각해 볼 것이다. 

III. 이쿠노(生野) 지역과 재일문화 

1. 이쿠노 이주역사와 현재 

이주 초기인 192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사카시의 이쿠노구는 역

사적으로나 인구학적으로 재일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다. 현재 이

곳 이쿠노구에 거주하는 재일인구는 3만 명 정도인데(<표 3> 참조), 이것은 

오사카시에 거주하는 전체 재일인구의 

35%에 해당한다. 

오사카시 이쿠노구에 많은 재일이 

거주하게 된 것은 오랜 역사적인 기원

을 갖는다. 식민지 시기인 1920년대부

터 한반도에서 이주해 간 한국인들은 

일본의 공업 및 탄광지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당시부터 일본 

전역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이 오사카

부(府)에 이주하기 시작했다. 1930년 

당시 오사카부의 재일인구는 9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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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었는데 이는 일본 전체 재일인구의 23%의 비중이다(강재언 · 김동훈, 

2000: 46). 1938년에는 전체의 30%인 24만여 명이, 그리고 해방 직전인 

1943년에는 21%인 40여만 명이 오사카부에 거주하 다(강재언 · 김동훈, 

2000: 65). 오사카부 중에서도 오사카시에 대다수의 재일이 집중적으로 이주

하 는데, 전전의 1930년부터 해방 전의 1942년까지 전국대비 평균 18%에

서 25%의 재일이 오사카시에 거주하 다(西村, 2002: 670). 이후 해방 후 

1955년부터 1995년까지 전국대비 대략 19% 내외의 재일이 오사카시에 거주

하여 왔고(西村, 2002: 675),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재일인구가 오사카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다. 

식민지 시기부터 재일이 이곳에 거주하게 된 요인은 당시 오사카에 마련

된 산업화 기반과 직접적으로는 1923년 제주도와 오사카 간에 개설된 ‘기미

가요마루(君が代丸)’의 정기항로를 들 수 있다. 이것은 현재까지도 재일 중

에서 제주도 출신자가 압도적이고 특히 오사카에 제주출신이 많은 배경이 되

었다.5 오사카 중에서 이쿠노구는 ‘1920년대 다른 시내에 비하여 비교적 저

렴한 물가와 철도개통 등으로 교통이 편리하여, 중소규모의 기계, 금속, 화학

공장의 집적지가 되었’(西村, 2002: 671)기 때문에, 이곳으로 자연스레 한국

인들이 이주하게 된다. 해방 전의 통계를 보면 이미 당시 이쿠노구(旧 東成

區)6에 오사카시 전체 재일인구의 30% 이내의 한국인이 유입되어 살고 있었

다(西村, 2002: 670). 

오사카의 집중 경향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2007년 현재 여전히 

오사카부에 전국 재일인구의 23%가 그리고 인근의 교토부와 효고현 등을 포

함한 관서지방에는 일본 전체의 가장 많은 비중인 40%의 재일이 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현재 관서지역에 24만 명 정도의 재일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오사카부에 가장 많은 인구인 13여 만 명이 살고 있다. 

 5. 제주도 출신을 중심으로 한 한국 이주자들은 일본 중에서 지리적으로는 오사카 이쿠
노구와 도쿄의 아라카와구(荒川区)의 두 곳에 집중 거주하 는데, 그 결과 현재까지 
제주도 출신자를 중심으로 재일 집주지역이 형성되게 되었다(原尻, 2000: 40-44). 

 6. 참고로, 현재의 이쿠노구는 옛 東成區에서 1943년 4월에 분할된 구이다. 따라서 위
의 수치는 당시의 東成區 인구로서, 즉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쿠노구와 東成區 

인구를 포함한 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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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일인구 비율(%) 지역 재일인구 비율(%)

關西
關東
東北
中北

240,382
213,215
017,363
061,917

40.50
35.93
02.93
10.43

中國
九州
西國
총계

029,114
027,674
003,824
593,489

4.91
4.66
0.64
100

자료: 民團(www.mindan.org), ‘재일동포의 통계’. 민단의 자료출처는 2007년 12월 말 기준 法
務省 통계. 

<표 2> 지역별 재일의 인구분포 

재일인구 명 비중 %

오사카 府 136,310 전국 재일인구 중 비율 23.0

오사카 083,562 오사카 부 재일인구 중 비율 61.3

이쿠노 區 029,375 오사카 시 재일인구 중 비율
이쿠노 구 전체 인구(135,727) 중 비율
이쿠노 구 전체 외국인(32,137) 중 비율

35.2
21.6
91.4

자료: 法務省(www. moj.go.jp), ‘登 外国人統計’, 2008년. ‘이쿠노구 인구’ · ‘이쿠노구 외국
인인구’는 이쿠노구(生野区)(www.city.osaka.jp/ikuno), ‘生野区統計’, 2009. 

* 수치는 모두 2007년 12월 말 기준. 비율은 필자 집계. 

<표 3> 이쿠노구 재일인구와 비중 

그 중에서 오사카시에 오사카부 전체의 61.3%인 83,562명이 밀집해 있다. 

그 외 히가시오사카시에 1만 4천여 명, 다른 시에 몇백 명에서 5천여 명의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다(法務省, ‘市 · 區別外國人登錄者’, 2008). 오사카시 

중에서는 동쪽에 위치한(앞의 그림 2) 이쿠노구에 오사카시 전체 재일인구의 

35.2%인 3만여 명이 살고 있다(<표 3> 참조). 

이쿠노구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방 전부터 재일이 집중하여 살아온 

지역으로, 2007년 말 현재 이쿠노구의 전체 인구 대비 21.6%를 재일이 구성

하고 있다. 또 이 수치는 구의 외국인 중에서는 압도적인 91% 이상을 점하

는 비율이다(<표 3> 참조). 결국 이쿠노구는 전체 인구 중에서 재일인구가 

10명 중에서 2명 정도이고, 이쿠노구의 외국인 중에서는 10명 중에서 9명이 

재일인 셈이다. 전반적으로 재일의 지역적 집중거주 현상이 과거보다 분산되

고 있지만, 현재까지 규모와 역사의 면에서 일본사회에서 최대의 외국인 집

중거주 지역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7 



재일 밀집지역과 축제, 아이덴티티   13

그림 3. 이쿠노구의 코리안타운 지역 

2. 이쿠노 지역 재일축제의 생성과 변화 

오사카시의 이쿠노구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재일의 인구비중

이나 이주의 역사만이 아니라 현재

는 재일문화의 생산거점이기도 하

다. 이쿠노구에는 코리안타운, 민족

학교, 축제, 한글 · 음식만들기 교육, 

전시회 등과 같은 재일의 문화가 집

중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또 많은 

유명 재일 문학가나 예술가들이 이 

지역출신이다. 이 중에서 축제는 1980년대 초부터 생겨나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한 사례이다. 

재일축제가 대개 각 도시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난 경향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이쿠노구에서 시작되어 그 후 다른 재일축제가 생겨나게 된 시

초가 된 것이 ‘이쿠노 민족문화제(生野民族文化祭)’이다. 1983년 1회를 시작

으로 2002년 20회 행사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지만 재일의 축제가 전역으로 

파생되는데 촉발이 되었다.8 그 결과 현재 일본 교한신(교토, 오사카, 고베

(京 · 阪 · 神))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 전역에서 50여 개 이상의 재일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7. 이 비중의 양적 크기를 역으로 한국사회에 비추어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은 조선족(한국계 중국인)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구로구 일대의 
조선족(‘중국국적’자)은 전체 거주인구의 대략 5~6% 정도이다. 2007년 현재 조선족 
인구는 등포구 전체 인구의 6.5%, 구로구의 인구의 5.2%의 수준이다(자료:  등
포구통계연보, 2008, 구로구통계연보, 2008). 

 8. 이쿠노민족문화제와 현재 재일축제의 전반적인 계승과 변화내용은 필자의 이전 글
(2007: 480-485쪽) 참조. 이쿠노민족문화제와 현재 재일축제의 두드러진 차이의 하나
는, 이쿠노민족문화제의 당초 의도 던 민족적 저항수단이라는 투쟁의 관점에서 변화
하여 공생과 다민족 교류의 장으로 축제의 외연이 확장되었고, 이로서 재일집단 내부
만이 아니라 일본인 등 다민족이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소수자 문화로 실천되고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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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쿠노민족문화제는 이쿠노구에서도 재일을 대표하는 장소인 미유키도리 

내의 코리안타운에서 개최되었다(그림 3의 가운데 원). 축제의 개최장소가 

코리안타운의 안인지 밖인지는 타운의 공간이 지니는 역사적 상징적인 의미

를 고려할 때 유의한 차이점으로 인식된다. 이쿠노구에서도 특히 그림 3의 

가운데 위치한 코리안타운은 식민지 시기부터 형성되어 현재에 이르는 동안 

재일의 게토의 삶을 지리적인 차원에서 말해주는 장소 기 때문이다. 처음 

코리안 타운이 만들어진 배경은, ‘당시 재일 대다수가 중소제조 공장에서 일

을 하 기 때문에 직장과 거주지역이 같았고 이로 인해 이쿠노구가 생활의 

거점으로 되었다. 따라서 자전거로 이동이 가능한 주변 지역에 식당, 술집, 

잡화 등의 생활필수품 등의 가게가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전거 생활권의 

타운이 형성’(原尻, 2000: 132-134)되었다. 

현재 이곳에서 재일축제가 정기 ·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이어져 오고 있는

데 ‘코리아타운 이카이노마츠리’나 ‘코리아타운 공생마츠리’ 등이 그것이다.9 

이 중에서 ‘코리아타운 공생마츠리’는 형태와 목적에서 다른 재일축제와 몇 

가지 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일반 재일축제는 운동장이나 공원의 

넓은 장소에서 중앙에 공연을 하는 무대가 있고 주변으로 각종 상점이나 전

시코너가 설치되는 형태이다. 이에 반하여 공생마츠리는 상점가 전체 5군데

에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동시에 공연이 진행되고, 상점은 평소 타운의 상점

들이 가게 앞으로 나와 각자의 음식이나 물건을 팔면서, 타운 거리가 그대로 

축제의 장소로 바뀌는 형태이다. 주최도 코리아타운을 구성하는 재일과 일본

인의 전체상점이 주최가 되는 것으로, 2009년에는 타운에서 상점과 문화센터 

등을 운 하는 홍○○ 씨가 위원장을 맡았지만 2010년에는 일본인 상점주

가 준비위원장을 맡는다고 한다. 또 ‘교류’와 ‘공생’(‘코리아타운 공생마츠리’ 

2009년 자료집, 2009년 위원장 홍○○ 씨의 청취내용)의 기본주제는 동일하

나, 다른 축제와 비교하여 코리아타운의 관광 및 홍보의 상업적인 의도도 엿

보이는 점이 차이이다. 

 9. ‘코리안타운 이카이노 마츠리’는 2006년 11월 12일에 타운내에 있는 미유키도리 제2

공원에서 개최된 바 있다. ‘코리아타운 공생마츠리’는 2006년부터 만들어져(藤井, 

2010: 92) 2009년 11월 15일에 대규모로 개최되었고, 2010년에도 11월 14일에 개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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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에서 ‘통일마당이쿠노’는 현재 이쿠노지역에서 개최되는 것들 중에

서 역사나 규모면에서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다. 통일마당은 위의 두 

개와 달리 코리아타운의 밖인 이쿠노구의 신이마자토 공원에서 개최되고 있

고, 1994년 1회를 개최한 이래 2010년 6월 17회 행사를 마친 비교적 오래된 

축제이다. 1회부터 지금까지 ‘동포는 하나, 민족은 하나, 조국은 하나’(民族

はひとつ、同胞はひとつ、祖国はひとつ)라는 재일과 모국의 통일을 주

요 슬로건으로, 매해 이마자토 코리아타운(그림 3의 오른쪽 원) 옆에 있는 

‘신이마자토 공원’에서 개최하고 있다. 실행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마당에

는 매년 3천 명에서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2010년 경우 3천5백 

명 정도가 참가한 것으로 집계한다(최성모, 2010. 6. 21).10 이와 같이 이쿠

노민족문화제의 지속과 변화를 거치면서도 이쿠노 지역에서 재일의 축제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IV. 마당의 이중성과 차이 재생산 

1. 민족성의 시공간: 놀이와 자기주장 

1980년대 초반 시작한 이쿠노민족문화제는 기존까지 정치운동 중심으로 

진행되던 재일사회에서 새로운 문화형태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이것이 하나의 축제에 그치지 않고 이후 재일의 자기 목소리를 내는 방법으

로서 일본전역에 전파된 계기가 된 점에서도 그렇다. 통일마당 이쿠노 역시 

이쿠노민족문화제의 직 · 간접적인 향으로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 재일축

제의 하나이다.11 마당을 만들 당시부터 부대표로 참여하여 현재 마당 실행

10. 최성모(가명, 남자, 40대, 한국국적) 씨는 현재 마당의 사무국장으로 준비 전반을 담
당하고 있다. 2007년 6월 23일 사무실에서 면접을 실시했고, 2010년 6월 21일에 2

차 보충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이 글에서 사용한 인용은 당시의 면접내용에 기반한다. 

11. 재일축제는 대부분이 민간이 만들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들인데, 이중에서 드물게 
단체가 주최가 되어 만든 것의 하나가 이글에서 대상으로 하는 통일마당이다. 통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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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통일마당 이쿠노’ 개최장소, ‘신이마자토 

공원’. (* 사진은 모두 필자 촬영) 

위원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천수 씨는,12 1990년대 이쿠노민족문화제의 

향으로 축제의 형태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도 대중사업을 하면 이런 형식(이쿠노민족문화제) 좋다, 마츠리 형식으

로 하는게. 춤도 추고, 먹고 마시고, 노래도 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넓은 

장소죠? 이런 장소에서 하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천수)

이외에도 교한신 지역에서 개최되는 비교적 대규모의 축제인 ‘시텐노지 왓

소’나 ‘원코리아 페스티벌’ 그리고 ‘히가시구조마당’ 등을 만든 사람들에 따

르면, 사람들이 쉽게 모이고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형태인 축제에 직접적인 

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교토 재일 밀집지역인 히가시

구조에서 개최되는 ‘히가시구조마당’의 경우, 이것을 만든 박실(朴実. 본명, 

재일 2세, 60대, 일본국적) 씨도 1990년대 초 당시 개최되고 있던 이쿠노민

족문화제를 참관하면서 축제의 형태를 착안하여 마당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2009. 11. 12. 인터뷰 내용). 

축제라는 형식 외에 내용에

서도 이쿠노민족문화제의 향

을 볼 수 있다. 현재 개최되는 

재일 축제의 기본적인 테마는 

조금씩 달리한다. 그러나 축제

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에서 공

통점이 발견되는데 구성의 비

중은 다르지만 전통 민족문화

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구성되는 점이다. 축제에서 공

당은 한통련 산하의 조직들이 주최가 되어 별도의 실행위원회가 꾸려져 마당을 만드
는데, 이쿠노뿐만 아니라 도쿄, 교토, 고베 등의 전국에서 각각 개최되고 있다. 그러
나 재정적으로 지원은 전연 없고 매해 일반인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12. 이천수 씨(가명, 60대, 재일 2세, 한국국적)는 15년 전부터 마당의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글에서의 인용은 2009년 6월 7일 면접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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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통일마당’ 포스터. 2007. 

연되는 대표적인 것은 풍물, 사물놀이이다. 

이외에 전통무용, 악기연주, 마당극 등의 민

족문화는 이쿠노민족문화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들이다. 

마당은 2009년의 경우 총 26개의 프로그

램으로 공연이 진행되었는데, 이 중에서 풍

물, 사물놀이를 포함한 민족악기 공연이나 

마당극, 노래는 모두 10개로 구성되었다. 

마당의 초기인 1995년의 2회에서도 전체 

13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6개가 풍물과 춤 

등의 전통문화 공연이다(‘統一マダン生野’ 

자료집, 1995). 마당의 사무국장인 최성모 씨는 ‘프로그램의 큰 변화는 없으

며 양적으로 많아졌다’(2010. 6. 21. 인터뷰)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프로그램

을 보면 풍물을 비롯한 전통문화 공연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일본인 출연진의 공연이 점차 증가

한 점이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 마당은 이쿠노민족문화제로부터 지속되는 요소가 있는 반면에 

이쿠노민족문화제와는 다른 차이점도 발견된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프로

그램 구성의 다양화 및 축제에 참여하는 민족구성이 확대된 점이다. 즉 축제

를 준비하는 스탭에서 프로그램 공연에 참가하는 참가자 및 축제마당에 참여

하는 각종 상점 등에서 일본인과 다른 외국인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점이다. 

그런데 마당은 ‘통일마당 이쿠노’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민족

의 ‘하나’, 즉 모국의 통일과 재일의 하나를 주제로 하는 축제이다. 1990년대 

처음 만들 당시부터 현재까지 마당의 슬로건의 핵심주제는 ‘통일’이다(‘統一

マダン生野’, 1995~2010). 다른 축제에 비해서 교류와 공생을 핵심주제로 

하지 않고, 비교적 민족과 모국지향적인 문제를 슬로건으로 한다. 2009년 마

당 당일에는 민단과 조총련 대표 각각 1인이 참가하여 실행위원장과 함께 무

대에서 개최인사를 하는 코너가 있었다. 이천수 씨에 의하면 이들은 ‘개인 

입장이지만 매 해 참가하여 인사를 하는데’ 그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곳’



18   김현선

을 마당이 제공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 다. 마당은 예컨대 분열된 재일

을 대표하는 민단과 조총련이 비록 제한적이고 상징적이지만 함께 어울리는 

장소로도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마당이 재일내부의 연대와 화합을 기도한다고 해서 

재일만의 교류의 장인 것은 아니다. 다음은 축제를 개최하는 보람 및 의미를 

묻는 필자의 질문에 대한 이천수 씨의 이야기이다. 

식민지를 겪은 일본에서, 민족의 참된 모습을 보이면서, 어린이들 일본사람

들, 일본학교에 다니는 애들, 조선학교에 다니는 애들, 일본애들. 함께 서로서

로 어울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풀리는 거 아니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때 

놀면서 마음 시원하게, 즐겁게 놀아주는거. 그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하

고, 이런 말도 서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천수)

이천수 씨는 또 ‘축제는 통일될 때까지 하고, 그 후에는 이름을 바꾸어, 동

포들이 어울리는 마당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 마당은 한반도의 통일에서 

나아가 광의로는 민족과 재일의 연대를 주요 목표로 하는데 이점은 다른 재

일축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동일하다. 정치적인 쟁점을 논외로 하면, 

다른 재일축제들이 지니는 놀이의 성격과 재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장(場)

인 점에서도 유사하다. 프로그램 구성이나 참가자나 관중 등 일본인과 다른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공간으로 되고 있는 점도 다른 축제들과 동일하다. 

마당을 비롯한 현재 대개의 재일 축제가 민족을 기본 테마로 하는 이른바 일

본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시 · 공간의 장(場)13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재일사회에서 처음 축제가 만들어진 계기는 3, 4세대로 내려오면서 재일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동화 경향에 대한 위기감이, 외부적으로는 일본사회의 

13. 글에서 사용하는 ‘場’은 단어 그대로의 ‘광장’ ‘마당’의 장소를 나타내는 일차적인 의
미와, 동시에 같은 시기에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 의례의 성격을 반

하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글의 대상이며 글에서 축약하여 
사용하는 ‘마당’의 용어는, 통일마당 이쿠노 축제 자체와 뿐만 아니라 축제가 개최되
는 장소를 모두 내포하는, 즉 시간과 공간의 중의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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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대한 저항의식이 계기가 되었다. 전자의 문제는 현재까지 마당을 포

함하여 재일축제 전반에서 명시적으로나 암암리에 내포된 테마로 계승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쟁점이 되는 것은 후자의 경우인데, 적어도 마당을 통해 

보면 재일이 민족적 소수자로서 자기 ‘목소리’(이천수)를 내는 과정이 재일

의 테두리를 넘어 탈민족적인 범위로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이쿠

노민족문화제가 일본인과는 다소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관계를 설정했다면 

현재 재일의 축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기주장의 방식은 상호공존과 교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살펴볼 것처럼, 재일이 일본사회 및 

일본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의 다변화와 상호적인 관점을 내포한다. 

2. 탈민족적 시공간: 다민족 · 다국적 교류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당은 기본적으로 민족지향의 성격이 짙다. 그

럼에도 동시에 방법과 내용의 측면에서 탈민족적인 경향이 병존하며 진행되

고 있다. 마당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축제 당일의 행사까지 다른 외국인 및 

일본인과 함께 만들어간다. 통상 ‘마당에 모이는 사람들의 절반이 일본사람’

(이천수)일 정도로, 재일의 민족축제로 생겨났을지라도 현재 마당은 외형상 

민족과 국적을 초월한 장소가 되고 있다. 

일본인이 축제에 참가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축제의 재정후원14에서 노동 ·

시민 단체의 행사당일 마당 참가, 학생들의 프로그램 공연 출연에서 일반 관

중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이 중에서 일본인의 참여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오

사카부지사(府知事)와 구장(區長)들의 직 · 간접적인 참가가 있다. 이쿠노구

장은 프로그램의 ‘내빈인사’ 순서에 당일 참여하여 축하인사를 하기도 한다. 

또 프로그램에서 이쿠노구장의 ‘내빈인사’ 순서는 4회인 1997년부터 계속 

있어왔다(‘統一マダン生野’, 1995-2010). 오사카부지사와 이쿠노구장 및 이

14. 다른 대부분의 재일축제가 그러한데, 마당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이나 단
체의 후원으로 충당된다. 실행위원회는 후원자들의 개인 및 단체의 이름이나 회사 및 
상점 등의 이름을 매해 마당 당일 배포하는 팸플릿에 실어 게재하는데, 이천수 씨는 
일본인이 개인이나 단체로 마당을 지원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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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노시장은 마당의 개최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해마다 보내고 있다.15 그리고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일관되는 이들의 축하메세지의 핵심내용은, ‘국적과 

민족과 관계없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생의 지역 만들기’(‘이쿠노구장 

인사말’, “統一マダン生野”, 2010) ‘국적과 민족을 초월한 교류의 심화’(‘오

사카부지사 인사말’, “統一マダン生野”, 2009)이다. 

이천수 씨에 의하면 축제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본인들의 반대로 인해 어

려움이 있던 적은 특별히 없다고 한다. 1980년대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장

소 대여의 문제 등은 마당의 경우에는 없었고, 이쿠노 지역 일본인들이 마당

의 개최를 싫어하여 갈등이 있었던 경우는 없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재일

이라는 이유로 마당의 행사를 반대하거나 항의하는 지역의 일본인들은 적어

도 표면적으로는 발견하기 어렵다.16 물론 이와 같은 변화를 일본인과 재일

의 관계 전체가 변모한 것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 변하지 않은 채 기저에 

있는 차별적인 구조와 시스템, 민족차별 인식, 우경화 경향 등은 다른 한편으

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사회의 배타적 민족주의 경향은 

2009년 12월의 교토의 조선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던 ‘재특회(在特會)’ 단체

의 방해 · 폭력 사건과 같이 한편에서 여전히 지속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

다.17 

15. 주최측이 매해 발간하는 자료집에는 실행위원장 인사말을 비롯하여 오사카부지사와 
이쿠노구장의 인사메세지가 실려 있다. 마당의 팸플릿을 통해 볼 때, 제6회인 1998년
에 오사카부지사와 이쿠노구장의 축하메세지가 처음 실렸고, 그 후 2010년 현재까지 
매해 축하인사의 글을 전하고 있다. 다만 2010년의 경우 오사카부지사가 아닌 오사
카시장과 이쿠노구장의 메시지가 실렸는데, 1998년 이래 부지사가 아닌 오사카시장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참고로, 현재 오사카부지사는 재일의 민족학교 
무상교육 배제 등의 정책으로 비판받는 하시모토 씨이다. 

16. 다만 이천수 씨에 의하면, 이쿠노 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노인
의 집(토나리구미)’과 같은 곳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한다. 미움 받으면 하기 어렵
기 때문에 가서, ‘놀러 와라’ 인사를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싫어하여 반대
한 경우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관행도 재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인 것으로 느껴졌다. 

17. 2009년 12월 4일에 있었던, 일본 ‘재특회’(‘재일 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회’)의 민족
학교 초등학생들에 대한 공격은 재일사회와 일부 일본인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
다. 일본의 공원이므로 재일이 사용할 수 없다는 재특회의 주장은, 과거 1980년대 이
쿠노민족문화제 개최 장소를 빌려주지 않던 논리와 동일하다. 초등학생들에 대한 방
해와 폭언 등의 공격의 태도를 감행한 자민족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인식과, 더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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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마당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일본인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

하는 다른 외국인과도 형성된다. 당일 행사장에 설치되는 전시코너나 음식코

너 등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이 참가하여 축제의 일부를 구성

한다. 2009년 마당에 참가한 재일중국인 슈체이첸 씨(가명, 여, 60세)는 몇 

년 전부터 매해 참가한다고 한다. 2, 30년 전부터 재일과 함께 외국인 운동

을 해오고 있는 재일 중국인인 그녀에게 마당은, 외국인끼리의 교류의 기회

와 관련 현안 문제를 홍보하고 운동을 호소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다. 

축제가 개최되는 마당은 이처럼 다른 재일 외국인 및 여러 시민단체들이 

교류하는 장소로 제공된다. 2009년 경우 어린이극단의 합창과 밴드, 판토마

임, 초 · 고등학교 학생 등 이 지역 및 인근의 후세나 오사카시 전역 및 고베

지역으로부터, 일본인 문화단체나 개인 또 학교에서 프로그램 공연에 참가하

다. 또 각종 시민단체 들이 전시나 음식코너에 참가하 다. 이외에도 프로

그램의 공연에 참가하거나 음식코너(屋台) 혹은 구경하는 관중으로 참가하기

도 하는데, 2009년의 경우 일본인이 참가한 프로그램은 이쿠노구장 인사를 

비롯하여, 판토마임, 어린이들의 합창, 밴드의 노래공연 등이 있었다. 

적어도 현상적으로 볼 때 마당은 현재 이쿠노의 재일 밀집지역을 넘어 확

대된 지역행사로 되고 있다. 이쿠노를 이름으로 내걸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개최되고 있는 재일축제이지만 재일만으로 제한되지 않은 탈민족적이고 다

국적인 마당으로 변모하여 시행되고 있다. 당초의 ‘조총련이든 민단이든 정

치적인 차이를 떠나서, 한반도와 재일의 하나를 염원(최성모, 2007. 6. 23)’

하는 취지로 시작된 마당은, 지속과 확대변형을 거치면서 재일만의 행사로 

개최되고 끝나는 문화행사의 성격을 넘어서 다국적 · 다민족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당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민족적인 성격과 탈민

족적인 성격이 동시에 공존하는 점이다. 이것은 특히 ‘재일의 주장을, 재일만

으로, 재일의 힘으로’ 시행했던 이쿠노민족문화제와 비교하면 질적인 변화이

다. 또 앞에서 살펴본 마티니에르의 표현에 따르면, 마당은 ‘현재의 문화형식

하게는 이러한 행동이 유발되도록 제공한 기저의 일본사회의 재일에 대한 닫힌 구조
와 혹은 묵인하는 분위기는 물론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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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음식코너에 참여한 시민단체. 

2009. 
사진 4. 아시아하우스 어린이극단 합창. 

2009.

의 수정과 재구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문화형태’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

축된 문화는 ‘집합적 아이덴티티의 경계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작동’(マル

ティニエッロ, 2006: 110-111)한다고 할 때, 결국 마당을 통해 나타나는 

재일의 민족문화의 생산방식은 ‘폐쇄성’과 ‘개방성’(ヴィヴィオカ, 2009: 

179-180)18의 양방향이 혼합되어 재구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일에게 민족문화의 실천은 지금까지는 일본 주류사회에 대한 저항적이

고 방어적인 형태로 표출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 이에 반하여 마당의 차이점

은 민족적 주장과 성격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외형화하는 모습은 민

족을 탈구축하는 특성을 동시에 내포한 채 복합적인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점이다. 마당은 분단모국과 재일문제를 화두로 만들어져 실천되는 민족축제

이지만 과거와 같은 배타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을 근간으로 하는 민족의 주장

이 아니라,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는 열린 교류의 장으로도 제공되는 이른바 

‘탈민족적인 민족문화’라는 복합적인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마당은 어느 한 경향이 우세하다기 보다는 폐쇄적이면서 개방적인 이중성이 

상호 결합된 양상으로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차이의 민족문화로서 생산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결국 위와 같은 사실은 재일의 집합적 아이덴티티는 

시간에 따라서 달리 표현되고 있고, 또 재일집단 내부의 동기만이 아니라 다

18. 그는 차이의 논리를 설명하면서, 집합적 아이덴티티는 저항적인 형태로 표출되기도 
하고 외부 위협이나 내부의 위기에 직면하여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형식을 취하기
도 한다고 하면서, 결국 때론 보다 폐쇄적이고 때론 보다 개방적이기도 하는 등 다양
한 형식을 띤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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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외부집단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재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V. 스티그마의 역전과 아이덴티티 재구축 

이 장에서는 각도를 조금 달리하여 마당의 효과를 살펴보고 또 지금까지

의 전체 고찰을 바탕으로 재일의 집합적 아이덴티티의 함의를 생각해보려 한

다. 마당과 지역사회의 관계는 사람을 중심으로 앞 장에서도 지적하 었다. 

그러한 인적 교류를 포함하여 마당이 이쿠노 지역에 미친 전반적인 효과를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이쿠노라는 이름에 등식화되었던 게토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전환

이다. 실행위원장 이천수 씨에 의하면, 공원은 미유키도리에 있는 코리아타

운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장소가 넓기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기에 적당하다. 

이 개최 장소는 외형적으로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는 마

당의 특성을 공간적인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신이마자토 공원 

역시 이쿠노지역 안에 있는 장소이지만 이쿠노 지역에서도 게토의 재일을 상

징하는 코리안타운의 밖에서 개최되는 점에서 그러하다. 마당이 일본인은 물

론이고 다른 외국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개최장소도 게토의 밖으로 나와 보다 확대된 장소에서 열리고 있는 

점은 유의미한 변화로 주목된다. 

그러나 처음 마당을 만들 당시에 마당의 이름을 ‘이쿠노’로 만든 계기는 

민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천수 씨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이름을 

지을 때, 동포가 제일 많이 사는 곳, 일본에서 동포 목소리를 내는데, 하나로 

모으는, 통일된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이천수) 이쿠노의 이름을 넣어 축제의 

타이틀을 지었다. 마당 초기에는 민족과 재일내부에 관심이 집중되었지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주요테마로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쿠

노가 상징하는 것도 재일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사회에서 재일의 입장

과 위치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 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애초의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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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의 주요 의도가 무엇이었든19 현재 마당은 인적구성이나 성격에서 재일의 

테두리를 넘어 실천되면서, 더불어 게토의 중심공간에서 밖으로 나와 폐쇄적

인 재일의 이미지 및 이쿠노의 이미지를 전환시키고 있다.20 

다음은, 마당이 주류 지역사회에 향을 미치는 소수자 문화로 자리하고 

있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주류 문화가 소수자에게 향을 끼치지만 반대의 

과정을 띄기도 한다는 피셔의 지적처럼, 마당을 통해서 본 재일의 경우도 이

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이미 직 · 간접적으

로 이러한 역방향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또 현재 마당이 지역의 학교행사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곳이 몇 학교(이천수) 있는 등, 지역학교에서 학생

들이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다문화 참여기회의 장으로 정착되고 있다.21 

실제 2009년에 마당의 현장에서 구경을 온 일본인 대학생들을 만났는데, ‘어

떻게 오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평소 관심이 있었다’거나 ‘재일 및 축제에 대

한 호기심이 있었고, 재미있을 것 같아 왔다’는 등의 대답을 하 다. 이외 통

일마당은 아니지만 고베에서 개최되던 ‘나가타마당’(長田マダン)의 사례도 

19. 마당은 교류와 공생의 주제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우지 않고, 대신에 ‘연대’를 주장
한다(실행위원장 이천수 씨 면담 내용). 

20. 위의 서술이 오로지 마당이 이쿠노의 이미지 변화에 향을 끼쳤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지역에서 개최되는 재일문화와는 별도로, 최근 모국인 한국문화가 일본사회에 
향력이 증대하면서 더불어 소위 게토에서 다문화 공간으로 이미지가 변모하고 있다. 

마당의 사무국장 최성모 씨는, 한류의 향으로 현재 이쿠노지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다고 말한다. 쯔루하시 및 코리아타운 일대는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의 관광장소로도 변모하는 등 과거와 같은 게토의 이미지는 거의 없다고 말한
다. 물론 이쿠노의 이미지가 일본인들 사이에서 실제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단정하기
는 어렵다. 다만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은 이쿠노가 과거의 기피하고 
격리하고 싶은 장소에서 적어도 관심을 받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
를 들어, 최성모 씨가 말한 일본인들에게 하나의 관광장소로 되는 경향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쯔루하시 등 코리아타운의 상점가를 방문하여 야키니쿠(삼겹살집)나 비빔밥 
등 한국음식을 소개하는 TV 프로를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코리아타운의 한 문화체
험센터에는 김치 만들기 등의 코너에 참여하여 배우는 사람들 대개가 일본인들이며, 

이곳 타운에 각종 한국음식을 구매하러 오는 고객은 재일만이 아닌 지역의 일본인들
도 상당수이다(현지답사 시 청취 내용 근거). 

21. 통일마당 이쿠노 외에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다문화행사로 자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지적한 교토의 히가시구조마당의 경우에도, 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나 문화행사 프로그램 등에서 히가시구조 마당이나 풍물 등의 한국문화
의 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김요자, 2004: 63-65)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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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고베의 재일 밀집지역인 나가타 지역에서 개최된 나가타마당은 

1997년에 시작되어 2003년에 종료한 재일마츠리인데, 이것은 고베시의 무형

민족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마당이 종료한 이후 현재도 문화재 지정은 해제되

지 않고 있다’(藤井, 2010: 92). 

물론 위와 같은 현상만으로 일본이 소수자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

회로 진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지적한 재특회의 사례와 같은 

배타적 태도 등과 같이 일본사회의 저류에서 한편으로 지속되는 자민족중심

적이거나 재일에 대한 멸시의 인식이 여전히 지속되는 징후들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마당은 재일의 문화생

산과 집합적 아이덴티티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사례로 생각된다. 

요컨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볼 때, 마당은 기존에 재일을 규정하

던 ‘스티그마(stigma)를 역전’(ヴィヴィオカ, 2009)22시키며 새롭게 창조된 

문화형태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나아가 재일의 차이의 집합적 아이덴티

티를 재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주 1세대 재일에게 모국과 관계된 문

화는 일본인과 다른 한국인의 뿌리를 확인시키는 지표 고, 따라서 자연스럽

게 민족문화는 일본사회에서 재일을 상징하는 스티그마의 표식이었다. 예를 

들어, ‘할머니’나 ‘김치’를 친구들에게 필사적으로 숨기고자 했던 청소년기의 

기억(배광인. 가명, 남, 40대, 한국국적. 2007. 3. 26. 인터뷰 내용)은, ‘열등

한 재일’이라는 주류사회의 인식이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

표적인 행동들일 것이다. 이와 반면에 그동안 재일문화에 등치되어 온 ‘부끄

럽고’ ‘숨기고 싶은’ 민족문화를 공적 공간에서 ‘당당하게’(이천수) 표출하면

서 민족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또 역으로 일본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향을 

22. 그는 소수자집단의 차이가 공적공간에 표출되는 많은 경우 ‘스티그마의 역전’(ヴィ

ヴィオカ, 2009: 161)을 출발점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들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금지
하려고 하거나 열등화를 계기로 차이가 구성된다고 한다. 이 스티그마의 역전은 타자
의 시선에 기초한 자기인식에 대한 치욕과 무력화 시선에 대한 반발인데, 이 중에서 
사회에서 부여한 열등한 시선의 스티그마로부터 기존의 아이덴티티로부터 도피하거
나 배반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티그마를 불식시키면서 다른 
형태의 차이를 재창조하는 것을 ‘단순한 역전’으로 표현한다. 스티그마의 역전과정은 
‘단순한 역전’ 외에 ‘역전에 전이’의 두 과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재일의 경우
는 이 중에 단순한 역전 단계에 적절히 설명된다고 판단된다. 역전과정의 자세한 설
명은 비비오카(ヴィヴィオカ, 2009: 161-1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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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고 있는 현재의 마당은, 스티그마의 역전을 출발로 생성되어 차이의 민

족문화를 재구성해가는 새로운 문화적 형태로 해석된다. 

마당을 통해 표현되는 재일의 문화 창출은 그것에 부여되어 온 스티그마

에서 도피하거나 배반하는 형태 또는 기존의 스티그마의 문화를 동일하게 재

생산하는 방식과 다르다. 마당은 주류사회의 낙인을 거부하고 그동안의 열등

의식과 피해의식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전복시키는 하나의 문화적 실천인 점

에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이덴티티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기존의 1

세대의 문화를 유지계승하는 ‘제1차적 아이덴티티’의 단순한 반복과 재생산

이 아니라 새롭게 ‘제2차적 아이덴티티’를 생산하고 재구축하는 일례를 보여

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재일문화로 확대하여 본다면, 더 이

상 재일의 문화는 숨겨야 하는 열등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 재일의 지위를 재

구축하고 창조하는데 제공되는 긍정적인 요소로도 역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

다. 

VI. 맺음말 

재일의 민족적인 구별짓기는 교육, 단체, 언어, 생활습관, 문화, 경제 등 다

양한 분야에서 계승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행위들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

과만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주하고 있는 일본사회에서 소수자인 

재일의 지위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실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이 중에서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한 통일마당 이쿠노는 재일이 주류

사회에 동화되는 경향에 대응하여 탄생한 재일축제의 하나이다. 

마당은 재일축제의 출발인 이쿠노민족문화제의 계승과 변용을 거쳐 현재

에 이르는데 민족적인 요소의 지속과 탈민족적인 성격이 혼재된 양상으로 전

개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 개최되는 다른 재일축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성격

과 유사한 모습인데, 마당에 내포된 이러한 이중성은 현재 재일의 민족문화

의 생산과 실천이 과거의 방식에서 전환하 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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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간으로 민족문화가 실천되고 재생산되어 온 경향이 짙었다면, 현재는 

민족의 주장을 핵으로 하는 민족문화이면서도 개방성과 결합 · 공존의 특성이 

병존하면서 재구축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마당은 더 이상 민족문화 

생산방식이 고립 · 방어적인 게토 형태로만 계승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시

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진행형이고 또 다른 집단과의 상호교류를 근간으로 하

여 ‘탈민족적인 민족문화’라는 폐쇄와 개방성이 혼합된 형태로 변용 생산되

고 있는 현실을 말해준다. 

확대하여 재일 전반 민족문화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모국에서 

유래한 전통 민족문화는 열등하고 부끄러운 스티그마로 인식되어 왔다. 대신

에 현재 마당은 지역사회의 공적공간에서 재일의 문화를 표출하고 목소리를 

내는 場으로 만들어져 실천되고 있다. 이로서 재일게토라는 이쿠노의 지역 

이미지를 변화시키거나 반대로 재일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향을 끼치면서 

소수자 문화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국에서 유래하는 민

족문화는 과거와 같이 저항의 수단이거나 숨기고 싶은 스티그마만이 아니라, 

오히려 재일의 자기주장과 다민족 교류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긍정적인 요

소로 역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마당의 특성을 통해서 볼 때, 재

일이 구축하는 아이덴티티의 방식 역시 ‘제1차적 아이덴티티’의 단순한 반복

과 재생산에서 변모하여 새로운 ‘제2차적인 아이덴티티’를 창조하고 재구축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마당은 재일에 대한 일본사회의 멸시와 열등화의 스티그마를 역전

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노력에서 생겨난 산물로서, 이것은 현재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광의로는 재일의 제2차적 차이의 아이덴티티를 

재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당은 일본문화에 동화되어 소멸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재일만의 게토화된 공간에 갇힌 채 폐쇄적인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것도 아닌,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주장하되 그 방식은 개방과 공존의 다원성

의 방향으로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이것은 곧 재일에 

내면화된 스티그마를 역전시키고 이로서 차이의 집합적 아이덴티티를 열린 

방식으로 재구축하는 하나의 場으로 실천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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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ongil Madang’ and Identity of Zainichi 

Kim, Hyun Sun
Sungkonghoe University, Researcher Professor

This paper analyzes the adaptation strategy and the collective identities of the 

Zainichi through a field study of a maturi, a Japanese cultural festival. More 

specifically, it analyzes the ‘Tongil Madang,’ a Korean national festival held at 

Ikuno, Osaka, which is the largest Zainichi residential area in Japan. The analysis 

was two-fold. I first focused on the Madang’s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I also 

looked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dang and the local community. 

The research found that the Madang has undergone two fundamental 

transformations. First, while the past Madangs have been reproductions of national 

cultures which were confrontational and isolationist, the new Madangs reflect a 

mixture of national and transnational characteristics. In essence, it has changed into 

a transnational, national culture. The way the Zainichi practice their culture has 

diversified to show inclusiveness and openness. Second, the Madang culture shows 

that the formerly negative image of Ikuno as a Korean ghetto has been altered. Now 

they are part of the minority subset’s culture in mainstream Japan. Thus, the Madang 

has become a venue where the past stigma of the Zainichi has been overturned to 

reconstruct a new second identity for the Zainichi.

To conclude, the present national culture of Zainichi is now no longer a stigma 

but a positive factor which has produced a new national culture and a new identity. 

Key Words: Zainichi, national festival, Ikuno, Tongil Madang,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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