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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냉전기 재일한인 북송사업의 규모변용 과정에 관한 분석
-조총련과 북한로비의 역할을 중심으로본 연구의 목적은 냉전기 재일한인 북송사업의 규모 변용과정을
정치학

개념적

틀을

원용하여

규명하는

것이다.

귀국자는

고도경제성장기에 들어가려고 한 일본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북한으로
건너갔다. 본 연구는 규모변용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치학에서의
‘피관리

대중단체’（AMO:

Administered

Mass

Organization）와

‘민족로비’의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하면서 한일양국의 현지 조사로
수집한 1 차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

의한

관리통제를

통한

조총련의

북송운동과

북한로비의 북송협력운동이 대량 귀국을 초래했다. 1950 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조총련을

AMO

화

시킴으로

재일한인

사회에

대중동원

사회구조를 구축했다. 조총련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근거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침투시켜, 사회 전체의 공유 가치로 되는 집단적 이익을
명확하게 했다. 이것은 조총련 중앙 지도력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산하 AMO 를 중앙으로 집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또, 조총련은 북송운동의 정보전달 기능을 향상시켜 귀국자를
확대시킨 새로운 장치로서, 거주지 AMO, 직업 AMO 단위로 귀국자집단을
조직화했다. 이 같은 조직화에 힘입어, 조총련 중앙이 귀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공식정보를 전달했고, 잠재적 귀국자들에게도
통일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인하여
재일한인이 북한에 대해서 충성심을 갖게 되었고 북송문제에 관한 정부간
교섭의 압력요인으로서 북송사업 계획의 운용을 원활하게 했다.

둘째, 조총련과 북한 로비는 재일한인 사회와 그 주변부에 위치한
언론공간에

‘의사환경

（Pseudo

Environment)’을

형성했다.

‘애국·사회·사관’이라는 3 개의 규범의 상호작용은 ‘조국’이라는 추상적인
존재를 단일보편의 개념으로 승화시켰다. 또, 북한에 의한 막대한
교육자금투입과 질적인 교육제도의 확충에 의해 담보된 민족교육정책은
‘조국지향형 내셔널리즘’을 자극하고 북한의 기대치를 실태 이상으로
부풀리게

만들었다.

‘의사환경’은

일본

의회정치의

장소에서

설득

방법으로 사용되어, 친한파 의원이나 북송반대파의 담론을 막았다.
이러한 활동은 냉전기 재일한인들의 대량귀국을 초래했다.
마지막으로, 대량 귀국 축소기에 재일한인사회의 세력관계는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북송문제에 한정된 조총련과 북한로비에 의한
운동은

정치화되고

북송추진파

의원들에

의한

국회활동은

한일반대운동으로 수렴되었다. 대조적으로, 북송사업이 대규모화가 되는
과정에서 종파대립을 내포한 민단은 4.19 혁명을 계기로 파벌대립을
해소하고 종래 과잉된 정치운동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온건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에 조화되는 사회운동으로 노선으로 변경했다.

주요어: 냉전기 북송운동, 조총련, 북한로비, 민단, 대량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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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cess Analysis of the Scale Change in the North Korean
Repatriation Project during the Cold War Era
-The Role of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and the
North Korean LobbyMATSUURA, Masanobu
International Relations Maj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explain how the North Korean
Repatriation Project was changed in terms of scale during the Cold War
Era. Korean residents in Japan returned to North Korea (DPRK) right at
the time when the Japanese economy shifted from a period of postwar
restoration to high economic growth. To clarify this research question,
this dissertation analyzed primary sources collected in Japan and South
Korea. The former part explained a phase of expanding repatriation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s of two key groups: 1) the
Administered Mass Organization (AMO) and 2) ethnic lobbies. The later
part explained a phase of declining repatriation based on ‘Transnational
Penetration’ and described what happened afterward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as follows.
First, there were two different types of movements in the mass
repatriation: 1) the repatriation movement led by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Chongryon) which gradually came

under the control of the DPRK and 2) the cooperative movement led by
the North Korean Lobby. In the middle of the 1950’s, the DPRK begun
to organize the Korean residents into a mass-mobilization-society, and
the Chongryon became AMO-ed. To build such a society, the political
leaders

of

the

Chongryon

infiltrated

an

ideology

called

Marxism-Leninism and clarified the collective interests of the ethnic
minorities. This gave the theoritical authority to those in the Chongryon
to unify smaller organizations. Also, to reinforce the repatriation
movement, the Chongryon improved its information transmission
function and organized residential and occupational AMOs respectively.
This enabled them to transmit information officially and induce potential
repatriates to pursue the same goal. A series of measures compelled
the Korean residents to act as nationalists and assisted in carring out
the repatriation project smoothly while provinding enough pressure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Second, the political leaders of the Chongryon and the Lobby
created a subjective, biased, and abridged images called ‘Pseudo
Environment’ in the AMOs and their surrounding areas. Correlations of
three deciplines: ‘Patriotism, Society, and History’ in such an
environment clarified the images of their ‘Motherland’ from abstractive
concepts to closer, concrete, and well-defined ones. Ethnic education
policy, founded and cared for by the DPRK, stimulated an ideology of
‘North Korean based nationalism’ and increased people’s expectations
toward their motherland. In the Japanese Diet, this Pseudo Environment
efficiently worked to promote important pro-North Korean legislation
and sufficiently prevented pro-South Korean groups from conducting
political activities. As a result, these activities accelerated the mass
repatriation to the DPRK.
Afterwards, the balance of power among the Korean residents
began to change during the phase of declining repatriation. The

humanitarian perspective of the repatriation movement by the
Chongryon

and

the

Lobby

became

more

politicalized,

and

simultaneously the Diet members shifted to support a protest campaign
against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ROK-Japan. The Korean
Residents Union in Japan (Mindan) started to adopt a moderate and
democratic policy under the influences of the outbreak of the April
Revolution, the May 16 coup, and Mindan’s de-sectionalism.

Key Word: North Korea Repatriation Project, the Chongryon, the North
Korean Lobby, the Mindan, Mass Repatriation
Student Number: 2009-31207

日本語抄録

冷戦期北朝鮮帰国事業の規模変容過程に関する分析
―朝鮮総連と北朝鮮ロビーの役割を中心に―
本研究の目的は、冷戦期在日朝鮮人北朝鮮帰国事業の規模変容過程を政治
学の概念的枠組を援用して究明することである。帰国者は高度経済成長期に
入ろうとした日本での暮らしを棄て、北朝鮮に渡って行った。 本研究では規
模変容の過程を究明するため、政治学で使用される被管理大衆団体（AMO：
Administered Mass Organization）と民族ロビーの概念的枠組をもとに、日
韓の現地調査で収集した一次資料を分析した。研究結果は次の通りである。
第一に、北朝鮮の管理統制を通じた総連の帰国運動と北朝鮮ロビーの帰国
協力運動が大量帰国を齎した。1950 年代半ばから、北朝鮮は総連を AMO 化さ
せることによって在日朝鮮人社会に大衆動員社会構造を構築した。総連はマ
ルクス・レーニン主義に基づく政治イデオロギーを浸透させ、社会全体の共
有価値となる集団的利益を明確化させた。これは総連中央の指導力に理論的
根拠を提供し、総連の傘下 AMO を中央に集結させる効果があった。
また、総連は帰国運動の情報伝達機能を向上させ、さらに帰国者拡大のた
めの新たな装置として、居住地 AMO、職業 AMO 単位で帰国者集団を組織化し
た。これにより、総連中央から帰国希望者に対して公式情報が伝達され、潜
在的帰国者に統一行動を取らせることが出来るようになった。斯様な一連の
措置は、在日朝鮮人に忠誠心を強要し、帰国問題に関する政府間交渉への圧
力要因として事業計画の運用を円滑化させた。
第二に、総連と北朝鮮ロビーは、在日朝鮮人社会とその周縁部に位置した
言論空間に「疑似環境」を形成した。「愛国・社会・史観」という 3 つの規
範の相互作用は、「祖国」という抽象的な存在を単一普遍の概念に昇華させ

た。また、北朝鮮による莫大な教育資金投入と質的な教育制度の拡充によっ
て担保された民族教育政策は、「祖国志向型ナショナリズム」を刺激し、北
朝鮮への期待値を実態以上に膨らませた。疑似環境は、日本の議会政治の場
において説得の材料として多用され、親韓派議員や帰国反対派の談論を封じ
た。
最後に、大量帰国の縮小期に、在日朝鮮人社会の勢力関係が相対的に縮小
した。帰国問題に限定化されていた総連や北朝鮮ロビーによる帰国運動は政
治化し、帰国推進派議員らによる議会活動は日韓反対運動へと収斂した。こ
れとは対照的に、帰国事業が大規模化する過程で派閥対立を内包していた民
団は、4.19 革命を契機に派閥対立を解消し、従来の過剰な政治運動から脱却
し、
より穏健で民主的な政治システムに調和する社会運動へと路線変更した。

キーワード：冷戦期北朝鮮帰国運動、朝鮮総連、北朝鮮ロビー、民団、大量
帰国
学籍番号：2009-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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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 문제 제기
1958 년 7 월 14 일, 중국 국경 수퐁 (水豊)댐 근처의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던 김일성은 페리센코 (V.I.Pelishenko) 소련 임시 대리 대사를
만났다. 김일성은 일본에 있는 60 만명의 한국인들이 가난하고 실업자가
많은데, 일본정부가 그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1.

우리는 일본 재주의 모든 동포가 스스로 조국에 돌아오도록
권하고 있고, 이 문제로 일본정부와 합의에 이루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가까운 시일내에 성명을 낼 것이다.
공화국에 돌아온 모든 조선인은 주거와 일자리 및 모든 정치적,
경제적인
대학에서

권리를

얻고,

교육을

그들의

받게

된다고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연락부

2

）

는

어린이들은

공화국의 학교,

강조할

생각이다.

······

독자적인

채널에서

이미

어느정도 재일 조선인의 사이에서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귀환에

관한

문제제기에

있어서,

적극성을

발휘하는 것은 일본에 사는 조선인 자신이 된다. 그리고 조총련은
일본정부와 북한 정부에게 적절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 후에
공화국정부에 의한 성명이 이어지게 된다.3）

1

菊池嘉晃,『北朝鮮帰国事業』,（東京：中公新書, 2009）, p.13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연락부란, 북한의 대외공작을 담당하는 부서다.
3）
구소련외무성문서,「김일성동지와의 회담기록」1958 년 7 월 14-15 일（「페리센코
일지」7 월 23 일）菊池嘉晃, 2009, p.132 에서 재인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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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의 언급처럼 1958 년 여름에 북한은 모든 재일한국인을
포함하는 “대규모 귀국”의 방침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 부담이
되고 있었던 재일한인의 귀국에 대해 1950 년대 중반 이후부터 검토했던
일본 정부는 1959 년 2 월 13 일 ‘각회 양해’를 채택함으로써 이에
호응했다. 또, 같은 해 8 월에는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이하 ICRC)가 북송사업에 대해 협력을
표명했다. 그리고, 1959 년 12 월, 북일 양쪽 적십자간에서의 귀국협정
(캘커타 협정)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3 년간의 중단 기간 (1968-1970)을
포함하여 약 25 년동안 계속되었다.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의

“민족의

‘북송사업’이다.

대이동”이라고

하는

냉전

역사상

보기드문

4）

4）

본고에서는 ‘귀국문제’라는 역사적 사례를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첫째, ‘재일한국인 (재일한인)’이다. 1945 년 8 월 15 일,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날을 경계로 재일한인은 해방국민이라는 처우를 받게 되었다. 종결시,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200 만명정도 였고 1945 년 8 월에서 1946 년 3 월에 걸쳐서,
일본정부의 배선 (配船, 90 만명)과 개별인상 (50 만명)에 의해 약 140 만명이 한국에
인양되었다. 이 때, 복원군인 (復員軍人), 군속 （軍属）, 동원노무자는 우선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한반도에 귀환했다.
1946 년 3 월, GHQ 지령에 근거하고 잔류 한국인 65 만명에 대해서, 귀환 희망자의
유무를 조사했다. 그 결과, 귀환 희망자는 50 만명에 이루었지만 실제로 귀국한 자는
8 만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스스로 일본에 남는 길을 선택했다.
1947 년 3 월에는 미소협정에 근거하는 북한 인양계획이 수립되고 1 만여명이 신청했지만
실제로 북한에 귀국한 자는 불과 350 명에 지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에 잔류한 한국인을 총칭해서 ‘재일한국인 (재일 한인)’이라고 사용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민단계와 조총련계를 구분해서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를 ‘재일
한국인’이라고 하며 후자를 ‘재일조선인’으로 한다.
둘째, ‘북송사업’이다. 1959 년 8 월, 인도 캘커타에서 일본적십자사와 조선적십자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후, ‘캘커타협정’)을 바탕으로 ICRC 에 의한 행정수속상의 관여를
경과해서 개시된 재일한인의 북한에의 귀환 사업은, 종래 ‘북한귀국사업’, ‘귀국사업’,
‘북한귀환사업’, ‘귀환사업’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하여 사용되어 왔지만, 본고에서는
‘북송사업’이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셋째, 개념상의 문제와 연관해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북송사업’과 ‘북송운동’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송사업’이
일본적십자사, 조선적십자사, ICRC 의 3 자에 의한 재일조선인의 북한으로의 귀국을 향한
외교교섭·행정적 절차를 의미하는 반면, ‘북송운동’은 ‘북송사업’을 전제로 전개된 정치·사회
운동이었다. 이것들 둘의 다른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에 의해 양자간의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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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사업을 통해 귀국한 사람들은 총 9 만명을 넘었고 그 안에는
재일한국인의 일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일본 국적보유자가 약 6,800 명
있었다. 북송사업은 냉전사에 있어서 귀중한 역사적 사례이다.
그 당시, ‘지상의 낙원’라고 불렸던 북한에서 귀국자를 기다린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운명이었다고 최근 탈북자의 증언에 따라
밝혀졌다. 5 ） 귀국자나 그 배우자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출국의 자유’,
‘고국귀환의 자유’를 북한정부한테 인정받지 못했고 현재도 가혹한
환경에서 억압적인 생활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 자기
‘조국’으로 희망을 안고 돌아간 사람들이 이처럼 비극적인 상황에 몰린
사례는 냉전사상 유례가 거의 없었고 북송사업을 북한에 의한 ‘거대한
납치·감금’이라고

지적하는

논자도

있다.

6

）

흥미롭게도

일본이

‘고도경제성장기’에 들어갈 그 때, 귀국자는 일본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북한으로 건너갔다.
북송사업은 일본정부와 일본적십자사 (Japanese Red Cross; 이하
JRC), 북한 정부와 북한 적십자, ICRC 의 ３자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서로 작동한 결과 시작되었다. 특히, 1955 년 중간으로부터
JRC 는 한국 정부에 의한 합의 설치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부여하는
것이었으나 대량귀국 (Mass Repatriation)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용인할
방침을 내세우고 이미 1956 년에는 여당인 자민당도 북송문제를
국회에서 올리는 것을 정식적으로 결정했다.7）

5）

Kang Chol-Hwan and Pierre Rigoulot, The Aquariums of Pyongyang: Ten Years in the
North Korean Gulag (New York: Basic Books ,2005); 辛淑玉『鬼哭啾啾―「楽園」に帰還し
た私の家族』
（東京：解放出版社, 2003）; 関貴星,『楽園の夢破れて―北朝鮮の真相』,（東京：
全貌社, 1962）; 斉藤博子,『北朝鮮に嫁いで四十년 ある脱北日本人妻の手記』,（東京：草思
社, 2010）를 참고.
6 ）
坂中英徳, 田月仙,「北朝鮮帰還事業 の 爪痕」『中央公論』,（東京：中央公論社,
2006 년 11 월호）．
7 ）
그 당시, 보수당 안에서도, 아시다 히토시 (芦田均, 전 총리)이나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 전 외무 대신)이라는 유력한 국회의원들이 재일한인이 귀국을 희망할 경우,
그들을 원조할 방침을 구체화하는 준비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의원들의 활동은
이노우에가 중심이 되어 진행시켰다. 테사 모리스 스즈키,『北朝鮮 へ の エ ク ソ ダ ス
-「帰国事業」の影をたどる-』,（東京：朝日新聞社, 2007）,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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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시의 일본 입장에서 보면, 완고하게 ‘반공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던 이승만 정권이 재일한인의 북송을 용인할 전망은 희박한 것이었고
경제 재건과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당사자 간에 의한
교섭 타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8 ） 이 때문에, 일본정부 및
JRC 는 ICRC 를 개입시켜서 재일한인의 ‘자유의지의 원칙’에 입각하는
북송사업의 방침을 채택했다.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은 1950 년대 중반부터 남북통일 정책의
일환으로서, 또, 긴장완화를 향하고 있었던 동북아 국제 정세하에서
자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증폭시키기 위해 북송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품게
되었다. 본고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대량귀국으로의 전환도 이러한 정치
경제적인 문맥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 사업에는 일본이나 북한과 같은 국가 행위자와는
다른 국제적 조직도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인도·공평·중립·독립’
9）

이라는 활동 원칙에 충실한 ICRC 는 한국, 북한, 일본의 사이에 벌어진

현실정치(Real Politiks)의 소용돌이 속에서 JRC 에 의한 계속적인 활동의
결과, 10 ） ‘재일조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북송사업에 관여할 방침을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각양각색 의도를 따라서 진행되는 북송 사업이었지만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귀국자가 한반도 남부 출신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때문에 북한정부는 1956 년 정도까지, 북송사업 희망자를 700 명에서 몇
천명 정도로 산출했다. 11 ） 그 이외의 통계에서도 사업 시작 전의 북송
희망자수는 1955 년 410 명 (조총련 집계), 1956 년 7 월 3,214 명 (조총련
집계), 1957 년 3 월 5,800 명 (공안조사청 조사)등으로 보고되었음에
지나지 않았다.12）
8）

이 점을 가장 염려하고 있었던 것은 일본 외무성이었다. 위의 책 참조.
ICRC 의 기본원칙은 국제인권 법률가인 장·픽테 (Jean Pictet)에 의해 제창되었다.
10）
JRC 의 이노우에는 1956 년 5 월 ICRC 의 사절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도 접견했다.
11）
테사 모리스 스즈키, 2007, p.141.
12）
개별인상이나 미일 및 소일간의 협정에 근거하는 배선(配船)에 의해, 제 2 차 세계대전
중에 건너온 재일 조선인 200 만명중 150 만명이 1955 년까지 귀국하였다. 다시 말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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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년 즈음 일본 후생성은 당시 ‘부정수급’이라고 간주된
재일한인 가구의 ‘생활 보호비 삭감 작전’을 실시했다. 그것에 의해 귀환
희망자수는 증가했지만, 그래도 1958 년전반까지 실제 귀국 희망자수가
1 만명을 초과하는 일은 없었다.13）
일본정부의 일부에서는 ‘6 만명을 귀국시키는 것이 불가결’이라고
주장하는 자도 존재했지만, 14 ） 이것은 일본이 북한과의 사이에서 인상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외교교섭 상의 레토릭에 지나지 않았다. 15 ）
최후까지 강경한 반대론을 제창하고 있었던 한국은 많아도 몇 천명을
뛰어넘지 않는 것이라고 추측했다.16）
이 정보가 나타내는 의미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북한이 대량 귀국으로 전환된 것은 1958 년 7 월경이었으므로, 결국,
북송운동이 개시되기 이전까지의 단계에서 북송사업이 대규모화하는
징후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북송사업의 관계 행위자에게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귀국 관계 행위자에
있어서도, 초기 대량화 및 그 후의 급속한 축소화 동향을 예상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조총련이 제시하는 데이터가
있다. 귀국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조총련은 전술한 김일성으로
인한 정책전환 (1958 년 중순)이후, 귀국 희망자의 숫자가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조총련의 보고에 의하면, 북송 희망자 수는 1958년10월5일에
1 만 7,130 명이며 같은 달 30 일 3 만7,000 명 이었다. 게다가 불과 3 개월

1955 년이후에도 일본에 재류하고 있었던 재일 조선인들은 자기의 의지로 일본에 남는
길을 선택했다. 그 때문에 일본 법무성이나 공안기관은 북송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처음부터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菊池嘉晃,「北朝鮮帰還事業‘前史’
の
再検討」『現代韓国朝鮮研究』,제 8 호 2008 년 11 월, pp.73-85; 高崎宗司 ・
朴正鎮,『帰国運動とは何か』,（東京：平凡社, 2005）,p148 를 참조.
13）
菊池嘉晃, 2009, p.98.
14）
테사 모리스 스즈키, 2007, p.161.
15）
물론, 그 배경의 하나로서 재일한인을 일본에서 쫓아내는 원망이 있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16）
「在日僑胞北送問題의 再燃」,『思想界』,1959.7 月(通巻 72)号, pp. 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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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1959 년 1 월말 조총련은 귀국 희망자가 11 만 7,000 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17）
물론, 여기에서 언급하는 귀국 희망자 수가, 바로, 귀국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당초,

북한이

발표하고

있었던

700 명이라는 수치로부터 실제의 귀국자수인 약 9 만명이라는 수치
사이에는 약 130 배나 되는 격차가 있어 크게 상이하다. 북한에 의한
당초의 인식과는 달리, 실제 귀국자수가 이 정도까지 증가한 배경으로는
앞에서 논한 것과 같이, 북한의 북송사업에 대한 정책전환이 있었다.
요컨대, 1958 년 7 월경, 북한의 귀국 사업에 대한 방침이, 기존의
‘한정귀국’으로부터 ‘대량귀국’에 전환한 것이 북송운동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중요한 점은 만약, 북한이 정책전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귀국자수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귀국 희망자들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의사결정에까지
북한은 직접 개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량 귀국과 그 후의 급석한 축소현상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또, 대량 귀국이 재일한인 사회에 초래한 여파는 과연
무엇인 것일까? 바꾸어 말하면, 대량귀국에 이르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전개된 것일까? 이러한 연구 질문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에서 기존
연구의 동향을 확인한다.

2. 기존연구 검토
‘거인의 어깨 위에 선다’라는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의 격언에도
있듯이, 어떤 분석자도 자기 힘만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 특히,
북송사업의 경우, 한일기본조약과 재일한인운동 등 같은 시대의 중요한
사건들과 관련이 깊고 종합잡지 등에 의한 논고도 포함하면 상당수
기존연구가 존재한다. 18 ） 본론에서도 이러한 기존연구에 의거한 부분은
17）
18）

菊池嘉晃, 2009, p.98.
한국과 일본에 있는 대표적인 학술눈문검색 사이트(CiNii、RISS)를 이용한 결과 150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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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본고의 주제인 북송사업에 주목한 4 개의 중요한
기존연구의 담론을 검증해 논쟁의 발단과 진전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북송문제에 내포되는 과제를 밝히고자 한다. 19 ）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기존연구와

본

연구와의

상위성（相異性）

및

상보성（相補性）을

확인한다.

＜도표1-1＞ 북송사업의 주요국가 행위자 상관도

(１) 재일한인사회에서의 ‘내재적 요인론’
북송문제를 둘러싼 연구사에서 비교적 초기의 성과로 재일한인을 둘러싼
열악한

사회환경이

북송운동을

야기하여

대량

귀국을

자발적인

측면에서부터 설명하는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 속에서 재일한인사회의
맥락에서 ‘대규모성’에 관해 고찰한 연구성과가 있다.
내외 관련문헌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19）
이 이외에도 본고의 주제와 부분적으로 관련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구에 관해서는 다음 장 이후의 해당 부분에서 설명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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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노무라

마사루（外村大）는

전후

재일한인의

민중의식의

다양성에 입각하여 전전과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전환의 계기를 밝히는
연구를 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1955 년 조총련 결성이 재일한인의
존재규정이나 운동과제를 조국과 결부시키고 대중적으로 확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수립된 ‘조국지향 내셔널리즘’이 1950 년대 이후
민중 수준에서 침투하여 재생산된 것이다고 언급했다. 토노무라의 연구는
재일한인사회를 ‘민중’의 관점, 말하자면 ‘아래로 부터’다시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간 협상이 분석의 중심이 되어 있었던
‘북송사업’에서

‘북송운동’을

개념적으로

분리시켜

북송문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영역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토노무라는 “북한 측의 의도가 있었던 것도 확실하다”고
언급하며 ‘위로부터의 개입’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반면,
“조국지향 내셔널리즘의 기초에는 역시 전후 재일한인의 대중 수준의
소박한 민족주의가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이 연구는 전전과
전후의 재일한인사회의 ‘피억압자로서의 일체성’이 1950 년대 후반의
‘조국지향 내셔널리즘’의 주요 배경이며 따라서, 북송사업은 “조국지향적
내셔널리즘의 귀결”이었다고 결론 내렸다.20）
물론,

토노무라가

논한

것처럼

‘조국지향

내셔널리즘’

역시

북송사업의 중요한 요소 였다는 점은 틀림 없다. 전전(戦前)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한인의 대부분은 전후 일본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하층에 자리 잡아서 사회적 차별을 받아온 것이 귀국사업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2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재일한인사회에서의

자체정의（Self

Defining）를 ‘소박한 민족주의’에 구하는 논리에는 보다 더 정확한
인과관계의 검증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재일한인

20）

外村大,『在日朝鮮人社会の歴史学的研究―形成・構造・変容―』,（東京：緑蔭書房,2004）,
pp.446-447.
21 ）
전전 일본의 노무동원 (労務動員) 정책 연구로서 다음 문헌을 참조.
外村大,『朝鮮人強制連行』,（東京：岩波書店,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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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의 자기규정은 도노무라가 지적한 것 처럼, 자연 발생적인
현상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내셔널리즘 (Nationalism)은 북한
본국으로 인해 ‘위에서부터 형성’되어 간 측면이 있고, 그 중심적인
무대가 된 것이 바로 북송운동이었다. 22 ） 말하자면, 재일한인 사회의
내셔널리즘은 능동적으로 구축된 것이며 이 점에 대해서 귀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
‘조국지향형

둘째,

탈북

귀국자의

내셔널리즘’에

의해

증언을

보면

확실히,

귀국의

의사결정을

귀국자는

내린

것이

확인되지만 그 이외의 요인, 즉, 생활이나 사회 복지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귀국하는 자도 있었다.23 ） 따라서, 재일한인 사회에 내포된
내셔널리즘(nationalism)은 귀국의 필요조건이었지만 귀국자 전원이 강한
내셔널리스트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이로부터,
‘어떤’ 사회경제적 역학이 재일 한인 사회의 언론공간에서 작용한
것인지를 개념적·구조적으로 검증하고 대량 귀국의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여지가 남아있다.24）
한편으로, 북송문제를 현대적인 문맥에서 접근한 것으로 진희관에
의한 연구가 있다. 25 ） 이 연구는 상당수의 재일한인 지식인들이 전전
일본 공산당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전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내건 이승만
정권과 정치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26 ） 게다가,
대부분의 재일한인이 정치이념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지원정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었으면 북송사업이 생기지 않았고 대량
귀국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론을 전개했다. 이 연구에서는 조총련이
주장하는 단순한 정치선전에 근거한 주장을 물리치면서 재일한인 사회의
22）

이 점에 대해서는 본고 제 3 장 제 2 절에서 논한다.
鄭箕海（訳）, 鄭益友,『帰国船-楽園の夢破れて三十四年-』（
, 東京：文藝春秋, 1995）, p.36;
테사 모리스 스즈키,『北朝鮮へのエクソダス-帰国事業の「影」をたどる-』,（東京：朝日新聞
社, 2007）, pp.151-152.
24）
특히, 이점에 대해서는 본고 제 3 장 제 1 절에서 논할 것이다.
25 ）
진희관,「재일동포의 북송문제」, 역사문제연구소,『역사비평』, No.61. 2002,
pp.80-95.
26 ）
또, 일본 공산당 활동가에 의한 증언집으로, 다음 문헌이 참고가 된다.
兵本達吉,『日本共産党の戦後秘史』,（東京：産経新聞社, 20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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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로 경제요인을 더하는 등 다시 내재적 요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２）북한의 ‘노동력 부족론’
더욱

최근,

주목할만한

연구동향으로서,

사회주의

진영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의욕적인 연구성과가 연속하여 발표되고 있다. 그러한
연구의 대표 예로서 기쿠치 (菊池嘉晃)에 의한 일련의 연구가 있다.
기쿠치는 ‘대량귀국’이라는 관점에서부터 노동력 부족에 고민된 북한이
북송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밝혔다. 구 소련·동구 문서등의 새러운 자료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김일성이 사회주의의 우위성 선전이나 대남전략
등의 정치적 이익, 그리고, 노동력의 확충이나 자산·기술의 도입 등
경제적 이익을 냉철하게 계산한 결과, 북송사업을 실현했다고 논하고
있다.27） 말하자면, 재일한인 사회에 내포된 자발적인 귀국 욕망이 북한의
노동력 부족과 결합된 결과, 북송사업이 시작되고 대량귀국을 초래했다고
논했다.

＜도표1-2＞ 북한측의 복송사업 추진 요인

27）

菊池嘉晃,「北朝鮮帰還事業の爪痕（後編）旧ソ連・東欧文書で明かされる真相―帰国運動
の“変質”と帰国者の悲劇―」,『中央公論』,2006.12 월号; 菊池, 2009, pp.131-147; 菊池嘉晃,
「北朝鮮帰還事業の爪痕（前編） 旧ソ連極秘文書から読み解く、
「北」のシナリオと工作―金日
成は帰国運動をどう利用したか―」,『中央公論』,2006.1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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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쿠치의 연구에서는 JRC 가 북송운동을 전개하는 조총련이나
좌파계열 단체에 대해 어디까지나 개입하지 않은 입장을 관철하도록
요청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28 ） 기쿠치는 JRC 의 시마즈
사장이 북송운동 추진파에 대해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며, ‘응분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을 받아, 이러한 요청에 조총련이 따르고 과대 선전을 하지
않았으면 재일한인사회에서 북송문제의 타당성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긴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29）
게다가 기쿠치는 그 당시 북한이 ‘모범적인 사회주의국가’로
간주하지 않았더라면 대량 귀국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30 ） 이러한 담론이 왜 성립했는지, 또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관한
검증은 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의 확보에 대한 욕구가 북한이
1958년7월의 단계에서 ‘노동력의 증가’와 ‘전투력의 증대’를 필요로 해야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1958 년에만
생겼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기쿠치가

방증으로

하는

1958

년에

북한에서는 30 만명을 뛰어넘는 ‘중국 인민 지원군’이 철퇴를 완료하고
있어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국면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엄청난 수의 청장년 남자를 잃게 만든 한국전쟁 직후 1953 년, 혹은 전후
복구계획이 진행된 1954 년에서 1956 년까지 기간과 비교하며 1958 년의
시점에서 북한이 특별, 인적 자원을 필요로 했던 것을 나타내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는다.31）
28）

菊池, 2009, p.92.
菊池, 2009, p.92.
30）
菊池嘉晃,「帰国運動・帰国事業と帰国者の『悲劇』
」, 坂中英徳・韓錫圭・菊池嘉晃,『北朝
鮮帰国者問題の歴史と課題』, (東京：新幹社, 2009）, p.304.
31）
통계에 의하면 1950 년부터 1953 년로 걸쳐서 벌어진 한국전쟁에 의해 북한은 약
300 만명의 병력·민간인을 상실하였다. 이것은 중국 인민 지원군에 의한 철퇴 문제와
비교할 때, 중대한 노동력 수요를 환기하고 재일한인의 귀국을 촉진하는 배경 요인이 될
것이었지만 북한이 대량귀국 정책을 추진한 모양은 확인되지 않는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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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동자 동원에 의한 계획경제를 실시하는 이상, 북한 국내의
노동력 부족은, 만성적인 과제이었을 것이다. 1960 년 이후, 북한은
새로운 계획경제를 도입시켰기 때문에 북송사업이 대량 귀국으로부터
한정귀국의 국면에 변화된 것에 관해서도, 별도로 설명의 틀이 필요하게
되었다.

32）

（３）일본정부와 JRC 의 역할론
한편, 북송사업의 당사국인 일본과 북한의 이해관계를 검증하고 구체적인
외교정책과 그 실태를 고찰하는 작업은 북송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테사에 의한 일련의 연구성과는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는 최초의 포괄적인 시도이다.33）
테사의 연구는 전후 초기부터 내재되어 있던 일본 정부의
재일한인의

귀국

열망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검증했다.

전후

일본정부는 1952 년보다 남미 농업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민정책을
시작하고 1957 년부터 1958 년에 걸쳐서 년당 1 만 5, 000 명 내외의
국민을 정부 원조 정책하에 보냈다. 즉, 일본인의 남미 이민정책과
재일한인 북송사업은 동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테사는 1955 년 이후 JRC 와 일부의 국회 의원이 중심이 되고, 북한
적십자에 대하여 북송사업을 타진한 사실, 또한 북한이 1958 년 9 월이
되어서 명확한 반응을 내보인 사실을 해명했다.
이러한

방증으로서

조총련의

선전으로

인해

북송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JRC 가 ICRC 에 대책 마련을 약속을 한
점, 또한, 그러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상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조총련과 좌파계열 일본인에 의한 선전이 북송사업의
32）

노동력 부족론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 박정진,「북한의
대일접근과 재일조선인 북송(귀국)문제」, 『북한연구학회보』,
제 15 권 제 1 호,
pp.229-233.
33）
Tessa Morris-Suzuki, Exodus to North Korea: Shadows from Japan's Cold War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2007), 田代 泰子(訳),『北朝鮮へのエクソダ
ス――「帰国事業」の影をたどる』,（東京：朝日新聞社,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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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귀국자가 대량 발생한 사실 등은 중요한
지적이다. 34 ） 이러한 사실 발굴로 인해 일본 측의 교섭 창구인 JRC 의
이노우에 외사부장에 의한 재일한인의 대량 귀국에 관한 외교교섭 동향을
검증하며 또, 일본 국내에서는 1956 년에 북송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후생성이 재일한인 생활 보호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북송 여론을 형성하는등 대량 귀국에 관한 일본의 역할이
확실해졌다. 35 ） 테사에 의한 연구는 재일한인의 이니셔티브에만 이목이
모인 북송사업에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선구적이며 높이
평가된다.36）
한편으로, 테사의 연구에서는 ICRC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의논이
전개되어 있어 대량 귀국 메커니즘을 해명하기보다는 북송사업 ‘주체'의
특정에 주된 관심을 가졌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송운동이 시작된 당초,
일본정부는 국제적인 제삼자 기관인 ICRC 를 개입시키면서 내정간섭
없이 북송사업을 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이 때문에 ICRC 문서철이
ICRC 의 개입을 촉구할 JRC 의 적극적인 역할을 시사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북송사업에 실무적으로 관여한 장명수에 의한 연구가
테사의 논의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JRC 가 북송문제에서 ICRC 와
정부를 강렬하게 설득하고 여론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37 ） 또한, 테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1955 년 12 월
JRC 의 이노우에가 ICRC 에 제시 한 자료에 “적어도 6 만명”의

34）

Tessa Morris-Suzuki, Borderline Japan: Foreigners and Frontier Controls in the
Postwar Era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207, 218.
35）
테사 모리스 스즈키, 2007, pp.149-150.
36）
테사의 연구와 같은 문맥으로 일본측의 자료를 기초로 북송사업에 대해 복합적으로
고찰하여 동시에 기본문헌으로 가치를 가진 연구로 張明秀（1991、1992、2003）에 의한
연구가 있다. 張明秀,『裏切られた楽土』,（東京：講談社, 1991）；張明秀,『三八度線突破！
初 め て 北 か ら 逃 げ た 在日朝鮮人、金幸一 の 五七五日』,（東京：JJCC 出版部, 1992）；
張明秀,『謀略日本赤十字 北朝鮮「帰国事業」の深層』,（東京：五月書房, 2003）.
37）
張明秀, 2003, pp.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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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이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는 발언은 일본 정부가 대량귀국을 바른
단계에서 상정하고 있었던 점을 보여준 중요한 지적이다.38）
그러나, 테사의 연구에는 북송사업에서 일본 외무성과 JRC 의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왜 JRC 가 ICRC 에 대해 움직이는가에 대한
관점이 누락되어 있다.39） 그것은 결국 본고에서 다루듯이 일본의 비정부
행위자의 동향을 검증하지 않고서는 해명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즉,
사회 행위자에 의한 북송운동을 분석함으로써 국가간의 북송사업의
전개에 주는 영향을 근거로 한 논의를 전개 할 필요가 있다.
테사가 지적한대로, 원래 일본정부는 태평양 전쟁 이후 일관적으로
“남북한을 막론하고” 재일한인을 최대한 귀국시킬 방침이었다. 그렇다면,
왜 1959 년부터 시작된 북송사업이 대량귀국에 이르렀는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일본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는 테사의 문제의식을
깊이 있게 본다면 태평양 전쟁 종전 직후부터 고도 성장기의 시작시기에
일본정부의 북송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추론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그

배경에는

어떠한
40）

연결되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정치적 ・ 사회적인

운동이

그런 의미에서 본고 제 3 장에서는

테사에 의한 연구성과에 대해 부분적으로 상보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논의되는 것과 같이, JRC 의 이노우에의 역할은
확실히 중요하였고 반증할 여지가 없지만, JRC 의 입장을 그대로
일본정부의 입장에 치환하여 설명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JRC 와 이노우에 개인의 주장을 일본 전체의 입장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고 대량 귀국의 과정을 검증하는 분석적인 접근이 요구된다.41）
38）

테사 모리스 스즈키, 2007, p.112.
근년 공개된 일본외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실은 테사가 일본정부의 의도의 핵심부분을
증면하기 위한 논거로서 사용한 1955 년의 JRC 에 의한 문제제기는 조총련의 전신인
민전에
의한
몇
년래의
움직임니
작용한
결과였다는
점이
확인됐다.
日本外務省開示文書,「在日朝鮮人 の 北鮮帰国問題 に 関 し 『民戦』代表 と の 会談 の
件」1954 년 6 월 28 일를 참고.
40 ）
구체적으로 보면 1955 년부터 1956 년까지의 북송은 상당히 소규모적, 항정적인
북송추진의 움직임이었으며, 1958 년 9 월 이후의 대규모화와 같은 문맥에서 다룰 수 없다.
41）
전술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공안당국과 후생성은 상당히 낮은 수치를 추정했다. 또한
외교교섭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당시 JRC 는 한국전쟁 후 중지하고 재일한인의 인양사업의
일환으로 파악하고있어 북한 잔류 일본인 문제의 타결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인식하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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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북한에 의한 ‘대일인민외교의 정치적 과잉 추진론’
이렇게 해서, 북송문제는 냉전기 북일관계에 있어 실증에 근거한 논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테마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제를 극복하고 역사학 실증주의의 입장에서 냉전기 북일관계사의
맥락에 평가한 것이 박정진에 의한 연구들이다. 본고 각 장에서도 이
연구에서 제시된 경험적 실증연구를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미리
언급해 두고 싶다.
박정진의 연구는 냉전기에 형성된 ‘북일관계의 원형’을 탐구했기
때문에 북송문제를 전후 북일관계의 형성과정에 북송사업을 두는 작업이
연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1)정부간 공식 관계 (2)북한과의
재일한인 운동과의 관계 (3)북일 우호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표면화한
북한과 일본의 혁신계와의 관계로 이루어진 3 개의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북송사업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확정지었다.42）
그중에서도, 박정진의 1958 년 8 월 ‘집단적 귀국 결의’를 둘러싼
재론은 중요한 지적이다. 특히, 일본정부에 의한 북송사업에의 본격적인
참여의 결정은 ‘집단적 귀국 결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 때까지의
연구에서는 재일한인 사회에서의 생활 문제가 자연 발생적으로 집단적
귀국 결의에 이른다는 설명이 대부분이었지만,43） 이 연구에 의해, 북한에
의한

‘대일

인민외교의

정치적

과잉추진’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44）

추가되었다.

있었다. 무엇보다 ‘대량 귀국'에 이르기에는 그것을 가능하게하는 조직구조가 필수적이며
또한, 그것이 유효하게 기능해야 현실화 수 있다. 만약, 이노우에가 6 만명으로 언급했다고
해서 귀국자가 바로 6 만명이된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JRC 는 "방관자"와 같은 정태적
입장이 아니였지만 모략을 건 행위자나 “흑막”로 규정하는 논리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테사의 연구가 ICRC 의 문서에 의거하여 북한과 소련측 등 북송사업의 대규모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회주의 진영의 자료를 연구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
42）
朴正鎮,『日朝冷戦構造の誕生 1945－1965 封印された外交史』,（東京：平凡社, 2012）,
pp.17-18.
43）
흥미롭게도, 조총련은 직전에 열린 전체대회에서 북송억제를 연간 방침으로 채택했다.
44）
이 주장의 방증으로서 한일회담을 견제하는 거점으로서의 ‘오무라(大村) 수용소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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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인해 기존의 ‘노동력 부족론’에서는 설명이 곤란했던
단기간에서의 북한에 의한 방침 전환의 요인이 해명되어 체계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북송 사업 추진의 역사가 밝혀졌다. 이것을 본고의 담론에 끌어
들인다면 북한의 정책전환의 요인이 대량귀국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요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박정진 연구에서는 대량귀국을 초래한 요인으로서 북한의
대남·대일전략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의 대규모화의 과정에 관한 검증
작업이 부족한 면이 있다. 실제적으로 북한의 정책전환이 대량 귀국을
초래할 것인가 아닌가는 잠재적 북송 희망자나 그들을 둘러싸는
사회환경이 어떻게 기능한 것인지를 분석해야 해명할 수 있는 문제다.
때문에 재일한인 사회 내부의 환경요인 (북송운동)과 그 주변부에
위치하는 일본여론 (북송협력운동)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 의미로 본 연구가 검증할 대량귀국의 과정이나 그 후의
재일한인 사회에의 영향을 조총련의 조직화와 친북한 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것은 박정진 연구를 보충할 상보적인 작업이 된다.
이상과

같이

기존연구의

담론들을 개관해 보면

지금까지의

핵심적인 개별 연구가 단일한 논의만을 주장하거나 반드시 다른 주장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송연구의 분석수준이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연구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 북송사업의 역사를
설명했다. 반면에 연구사의 중심적인 질문은 대규모화의 행위주체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기존연구의 관심이 북송사업의 발단을 둘러싼
움직임에 집중된 것과 관계되었다.
그렇지만, 행위 주체에 관한 논의에서 간과되어 온 연구영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북송사업이 어떻게 해서 실제적으로 북송
운동에 적용된 것인가, 혹은, 그것이 어떻게 해서 대량 귀국에 발전하고
축소에 반전된 것일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45 ） 몇 가지의
가지는 의미가 점차 저하되어 1955 년 이래 국교정상화 교섭을 목표로 해 온 대일정책의
성과를 한 번에 잃을 수 있는 북한의 위기 의식을 지적했다. 朴正鎮, 2012, p.232 를 참조.
45）
북한이 대량 귀국의 방침으로 전환하면 반드시 대량 귀국이라는 사회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재일한인 사회 내부에서 강력한 동원력이 없으면 국외에 존재하는 특정
정권이 효과적으로 정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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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규모변용을 연구 과제로서 설정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검증
작업은 진척되고 있지 않다. 특히, 규모변용이라는 정치 사회적 현상을
풍요롭게 저술할 수 있는 개념적 틀에 기초해 설명하는 작업은 여전히
희박한 상태이다.
어디까지가 보편적 현상이고 어디까지가 특수적인 사례인지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송사업을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46 ）
클레이튼 로버츠 (Clayton Roberts)가 언급하는 ‘적절한 법칙’에 의해
뒷받침된 역사적 설명이나

47 ）

국제정치학자의 스테판 반 에브라

(Stephen Van Evera)가 주장하는 개념적 설명의 해석이나 평가에
언급하는 방법은 역사적 사례를 분석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48 ）

이것은 북송운동의 분석에서도 효과적이다.
실제로, 과거, 2 세기에 걸쳐 국제정치에 일어난 최대 변화 중
하나는 국가간, 문명간의 장벽 붕괴이며 현대정치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 대부분이 세계적 규모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49 ）

대량귀국의

구조적

메커니즘이나 그

실제의

운용을

조심스럽게 검토하지 않으면 북송사업의 중요한 근원 하나를 잃게 될
것이다. 그 의미에서 개념적 틀을 내포하는 연구 계획이 규모변용 과정을
설명하는데에 불가결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대규모화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개념적 틀을 통해 분석한다. 즉, 그것은 ‘누가’ 북송사업을
추진했는지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규모변용이 발생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중심이 될 것이다. 거기에 ‘북송사업’이 아니라 ‘북송운동'에
주목하는

필연성이

생긴다.

이러한

검증작업을

통해,

북송사업

규모변용의 양태에 공통된 구조적 특징을 보고 대량귀국이 어떻게

46）

카스자, 1999, p.5.
Clayton Roberts, The Logic of Historical Explanation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6).
48）
Stephen Van Evera, Guide to Methods for Students of Political Scien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野口和彦・渡辺紫乃(訳), 『政治学のリサーチ・メソッド』,
（東京：勁草書房, 2009）p.77.
49）
카스자, 1999, p.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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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겼는지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 후의 재일한인 사회의 영향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3. 연구질문
본연구의 핵심질문은 북송사업의 규모변용 과정을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귀국자들이 실제로 어떤 판단에 따라 귀국을
결정했느냐 라는 질문은 규모변용 과정이라는 문제 설정을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귀국 자의 의사결정에 대해 문헌조사를 실시한 것이
기쿠치의 연구이다. 이에 따르면 귀국 이유 내지 동기는 ① 생활 향상의
기회 확대, ② 사회주의 조국에서 사는 보람, 정신적 충족, ③ 북한
주도의 통일준비, ④ 북반부 출신 귀국자에 의한 가족과 상봉과 합류를
위한 귀국, ⑤ 한국 송환 회피, ⑥ 조총련의 내부 사정, ⑦ 강제 송환과
조총련에 의한 강제 귀국, ⑧ 귀국자의 가족이라는 8 가지로 분류된다.
50）

이 가운데 요인 ④는 엄밀한 의미에서 본래 귀국자 였지만,

51）

요인 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소수 사례에 속하는 것이었다.

52）

또한 귀국 요인 ⑥ · ⑦에 대해서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였다.

53 ）

거기에서 또한 반드시 주체적인 의사결정 말하기 힘든 요인 ⑧을
제외하면 본고가 주목해야 할 요인은 ①, ②, ③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요인 ① 대해, 재일한인의 열악한 생활 환경이 귀국자의
의사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실제로
50）

菊池嘉晃, 2009, pp.149-166.
귀국자의 대부분은 남한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북반부 출신자들이 가족과의
재회와 합류를 위해 귀국하는 사례가 있었다.
52）
정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송환을 피해 북한으로 귀국하는 자도 있었다. 특히, 4・3
사건 등 한국 출신인 남조선로동당 계열의 정치 활동가들 중에는 일본에 밀항 검거되어
한국으로의 강제 송환을 피하기 위해 북한으로 귀국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도 많았다.
53）
조총련 내부의 종파 갈등이나 북한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활동가 본인이나
그 가족이 귀국할 경우도 있었다. 또한, 예외적으로 강제 송환과 조총련에 의한 강제 귀국
사례도 있었다. 菊池嘉晃, 2009, p.158.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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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부분의 재일한인이 취직 어려운 상태이며, 생활보호 수급 비율은
현저하게 높은 수준에 있었다. 54 ） 북송사업 개시 직후 귀국자 중 생활
보호 수급자의 비율은 1959 년의 시점에서 40 %를 초과했다.

55 ）

북송사업에 앞서 북한에 걸친 어떤 재일한인도 일본에서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에 귀국했다고 언급했다. 56

）

또, 다른 귀국자도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 전체에서 귀국했다고 증언했다.57） 또한, 이국에서
고생한 재일한인에 우량 주택을 제공한 것이 귀국의 한 요인으로 작용 된
것도 확인된다.58）
이와

관련해서

귀국자들이

남긴 회고록에는 민족 차별을

배경으로 한 폐색감,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감, 무상 의료에 대한 기대
등 실리적인 이익에서 북한으로의 귀국 결의했다는 증언들이 많이
남아있다. 59 ） 북한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재일한인에게 한국전쟁 후
한국은 일본 이상으로 실업자가 많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60

）

따라서, 만약에 한국정부가 무조건적인 수용을 표명했다

하더라도 요인①에 의한 남쪽으로의 귀국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던
가능성이 지적된다.
이러한 실리적인 이유와는 대조적으로, 요인②은 관념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북송운동에 종사하고 많은 귀국자를 귀국시킨
이진희에 의하면 귀국자 안에서 특히 젊은 층은 생활을 위해서
귀국했다기 보다, 동경의 대상인 사회주의 조국에서의 건설에 꿈을 품어
귀국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회주의 조국의 건설에 급히 달려가는 것이
재일한인 청년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54）

재일한인 생활 보호자수는 1955 년 13 만 8 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했으나 북송 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도 8 만명을 안 밑돌없다. 森田芳夫,『数字が語る在日韓国・朝鮮人の
歴史』, (東京：明石書店, 1996), p.54.
55）
菊池嘉晃, 2009, p.150.
56）
趙麟,「夫を思いながら」,『きょうの朝鮮』,1959 年 1 月（第 27）号, p.48.
57）
辛淑玉,『鬼哭啾啾』,（東京：解放出版社, 2003）, p.33.
58）
金秀郎,「祖国に帰って」,『きょうの朝鮮』,1959 年 10 月（第 36）号, pp.40-42.
59）
「かれらは祖国に帰ってきた」,『きょうの朝鮮』,1960 年 1 月（第 39）号, p.36； 鄭箕
海,『帰国船-楽園の夢破れて三十四年-』,（東京：文藝春秋, 1995）, p. 36: 菊池嘉晃, 2009,
pp.150-153.
60）
『きょうの朝鮮』,1959 年 12 月（第 38）号,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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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자신,

“사회주의는,

사람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체제이며 최종적으로 유토피아 사회가 도래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61）
다음 장에서도 다루겠지만, 잠재적 귀국 희망자 안에서 젊은
층은 조총련 입장에서도 조직화나 교화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 실제,
귀국자한테 보내오는 방대한 자료에는 ‘사회주의 조국의 견인력’이 되기
위해, 북한 대학에서 배우고 사회주의 건설에 정신하기 위해서 귀국해 간
잠재적 귀국자의 ‘이상적인 상황’이 묘사되고 있어다. 62） 일본사회에서의
소수파이며 차별 대상이었던 재일한인에게는 사회주의 조국에서 사는
보람이나 정신적인 충족은 바로 정신적인 희망었으며 중요한 귀국 동기가
되었다.
한편으로, 실리적·관념적인 동기가 복합된 것이 요인③이었다.
1950 년대 소련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진영의 세력이 증대화하는 중에서
귀국자는 북한에 귀국해도 빠른 시기에 북한 주도의 남북통일이 실현되고
남한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통일 전에 북부에 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통일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상업적으로 활약할 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

63）

이상과 같은 귀국 동기를 근거로, 귀국자 개인의 귀국한 이유를
정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동일 인물의 동기가 귀국운동 전후에서 어떤
인식 변화를 겪은 것일지를 정점적으로 추적하는 방법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동일인물의 귀국 의사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재일한인에게는 막연한
61）

또, 사회주의국을 대표하는 소련이 역사상 처음으로 인공 위성의 발사에 성공한 것도
사회주의 우위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 양국의 군사기술의 격차가
결정적으로 되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던 셈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발전이 역사 발전의
법칙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李進煕,『海峡- あ る 在日史学者 の
半生-』,（東京：青丘文化社, 2000）, pp. 72-78.
62）
『きょうの朝鮮』,1959 年 12 月（第 38）号, p.40.
63 ）
예를 들면, 북한 주도의 통일이 실현된 후, 남부의 간부로서 일하고 싶어 귀국한
귀국자도 있었다. 이른바, 상업적 기회를 고려해서 귀국을 결의했다고 말할 수 있다.
菊池嘉晃, 2009, p.155.

- 20 -

북송에 대한 기대가 항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1958 년의 시점부터,
귀국에 대한 기다가 집단적으로 현재화한 문제를 검증 할 필요가
있다.64）
요컨대, 북송사업 규모 변용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중요한
논점은 귀국자의 기대가 현재화가 된 계기를 검증하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귀국자 개인의사나 동기뿐만 아니라, 집단적
의사나 조직화를 해명하는 작업이 규모변용을 분석하기 위해 불가결하다.
특히, 재일한인사회 사이에 막연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귀국 의사가
실제의 행동으로서 현재화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의 존재가 불가결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정보를 입수해서
처음으로 세계관을 형성하며 그것이, 실제의 행동에 영향을 마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술한 이유나 동기는, 아무런 정보나 세계관의 형성도
없고 돌연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나 동기를 명확히 시키는 정보를
입수해서 처음으로 행동에 이룬다. 북한 경제상황이나 생활수준의 높이를
인식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조국에서의 정신적 충실을 얻기 위해서, 혹은
‘북한 주도의 통일’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가 잠재적 귀국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공급 매체가 된 것이 본고의 분석 대상인 북송운동과 북송협력 운동이다.
따라서, 기존연구 성과에 근거하고 핵심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주된 연구 과제와 세부적인 논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일본 국내에서 북송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조직적 구조가 구축된 것인지를 밝힌다. 이 과제의 설정은 1958 년
중순부터 본격화된 북송운동의 주체가 되는 조직의 존재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북송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운동 주체가 되는 강력한
기구의 존재가 불가결하다. 따라서, 1958 년까지의 시점으로 주요한
2 개의 행위자인 조총련과 친북단체가 구조적인 기반을 어느 정도
64）

또, 개인 의사 집적이 바로 규모 변용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 하기 힘든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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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즉, 중요한 규모 변용인
대규모화라는

형상을

분석하기

위한

선행조건의 출현을 해명하는

시도이다.
둘째, 1958 년까지 구축된 조총련의 대중동원 사회체제로서의
구조와 친북단체에 의한 일본사회에서의 언론공간이 실제 북송운동에
초래한 결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밝힌다. 구조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선행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정책전환에
따라 강한 영향을 받기 시작한 조총련이 관리・통제를 통해서 북송운동을
확대화시킨 것, 또, 친북단체의 광범위한 제휴가 북송 협력운동의
추진력을 향상시킨 것은 충분히 예견할수 있다.
그러나,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 것인가, 혹은, 어떻게
운동에 작용했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이 어떻게 국외에서
관리 통제가 가능한 단체를 만들어 냈는지, 또, 친북단체나 사회당과
제휴해서 더욱 그것들을 활용하려고 한 것인지에 대해 상호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재외조직인 조총련이나 친북단체가 어떻게 일본의
대외정책과 여론형성에 영향을 초래한 것인지에 대해 관찰한다. 실제적인
관찰만이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고 관리 통제된 단체와 친북단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명시해 줄 것이다.
셋째, 북송사업 대규모화 이후 시기에서 재일한인 사회의
세력관계 변용에 대해 검증한다. 귀국자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961 년을 마지막으로 북한에의 대량 귀국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축소해
간 것이 확인된다. 대량귀국으로부터 축소 기에 걸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인가? 바꾸어 말하면 대량귀국이라는 유례없는 사회현상은
재일한인 사회에 무엇을 초래한 것인가? 이 시기의 재일한인 사회에서의
세력 변용을 분석하는 것은 대규모화 메커니즘에 관한 논의의 부차적인
연구질문임과 동시에, 중요한 각론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검증작업을 포함시켜야 북송사업의 규모변용 과정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송운동을 통해 관리 통제 단체가 된 조총련과 적대
세력의 대응이 논의의 쟁점이 된다. 기존연구에 의해 밝혀져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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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송사업의 대규모화를 억제하려고 한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이
동향을 검증한다. 북한에 의한 관리 통제 단체와는 다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 북송 축소기에서의 재일한인 사회의 세력관계
변용을 재검증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관리 단체를 국외에서 활동시킬
경우의 제약조건을 정밀히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4. 분석틀과 연구방법
(1) 개념의 정의와 분석틀
본고에서는 관리 통제 단체를 검증하는 중심적인 개념적 틀로서, AMO
(Administered Mass Organization)

65）

와 민족 로비 (Ethnic Lobby)를

언급하고 있다. 대량귀국을 둘러싼 현상은 북송의 주체인 재일한인
사회와 그 주변부에 위치하는 일본 여론에 의해 구성된다. 전자의 중심을
짊어진

조총련은

1950

년대

중반

이후

조직

성격이

통상적인

이익단체에서 외부정권의 임무를 수행하는 AMO 로서의 성격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 후자는 친북한 단체가 중심을 짊어지게 되었다. 그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개의 조직을 검증할 때에 다른 개념 틀을 병용한다.
또, 각 시기를 검증하기 위해 수시적으로 보조적인 개념들을
도입하고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검증

시기가

장기적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초국가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하나의 개념만으로서 환원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 마다 중요한 개념을 도입해 서술할 것이다. 그
결과, 각 테마가 일부 시간적으로 중복되고 다양한 행위자가 등장하게
되지만 개념적인 일반론과 역사사례의 개별론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와는 다른 관점으로 냉전기 북송사업의 다원적인 모습을
살펴본다.
개념의 정의
65）

일본에서 출판된 학술서에서는 AMO（Administered Mass Organization）는 ‘피관리
대중 단체被管理大衆団体’로 번역하게 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AMO 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 23 -

사회가 복수의 개인에 의해 구성되어 또, 다양한 가치관을 내포하는 이상
사회 내부에서의 다른 가치관의 통합 과정을 검증하는 작업은 정치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북송사업 대량성 문제에
원용하면 귀국자나 관계 단체가 어떻게 ‘통합’된 것인가 혹은 대량
귀국을 초래한 ‘조직화’의 과정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해명하는 분석
틀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즉, 정치학이 권력 투쟁에
불가결한 정치력을 획득하기 위해 ‘대중의 조직화’에 관심을 향해 온
것과 같이 대량 귀국을 검증하는 동시에 재일한인의 조직화나 친북 계열
단체의 편성 과정이나 그 역할을 보는 것이 긴요하다.
시대나 정치체제를 불문하고 통합화나 조직화의 대상이 된 것은
항상 ‘대중’이었다. 따라서, 조직화나 통합의 과정을 개념화하는 움직임이
대중이 갖추는 성질을 중심으로 논하게 된 점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체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권력 작용에 의해
주체로 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제창한 사람은 근대비판의
선구자인 프랑스의 미셀 푸코 (Michel Foucault)였다.66） 즉,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중은 각각 장소에 따라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취하도록
‘규율화’되어 항상 ‘이성적’인 주체가 되도록 강제되어 왔다. 67 ） 바꾸어
말하면 조직화의 대상인 ‘대중’은 근원적으로 암시에 걸리기 쉽고
심리적인 일체감을 얻으면서 감정적으로 때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였다.
일찍부터 대중의 성격을 정밀함화한 사회 심리학자인 귀스타브
르봉 (Gustave Le Bon)도 인간의 합리성란, 매우 미덥지 못하며 미숙한
정신은 대중이 빈번하게 동일행동을 취하는 것에서도 관지할 수 있다고
전파했다. 그 위에 이러한 미숙한 정신이 독단, 불관용, 무력감,
무책임함을 만들어 내는 토양이 된다고 논했다.68）

66）

Michel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Vintage
Books, 1977).
67）
川崎修・杉田敦(編),『現代政治理論』,（東京：有斐閣アルマ, 2006）, p.159.
68）
ル・ボン, 2010,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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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중의 성질은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이나 둘의 세계 대전을
경과하는 중에서 정치 지도자에 의해 현실적으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강제의 주체’였던 정치 지도자는 집단의 조직화와 대중 동원의 기교에
‘규율’이나 ‘이성’을 활용했다. 20 세기 거대한 대중 운동이었던 러시아의
‘볼셰비키즘（Bolshevikism）’, 이탈리아의 파시즘（Fascism）, 독일의
나치즘（Nazism）은 모두 대중이 어떻게 동원되는 것일지를 가리키는
실례이며 각각 운동의 지도자가 르봉 (le bon)에 의해 정밀함화된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도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69）
정치 권력에 의한 대중 운동의 이용이 진행된 중에서 ‘대중의
조직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움직임이 정치 권력에의 반작용의 결과로
대두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특히, 나치독일의 대두는 권력 장악에
관한 연구나 대중 동원의 이론화를 크게 진전시켰다. 예를 들면, 독일
사회사가 전문의 조지 엘모스 (Geroge L. Mosse)는 근대 이후 주권이
국민에 확고히 부여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가 대중을 국민
국가에 포섭할 수 있었던 요인을 ‘정치적 제례’로 설명했다. 70 ） 대중
중심의 논의와는 달리 정치 권력이 대중을 어떻게 통합하는 것인가라는
접근에 의해 대중 동원의 개념이 더 한층 정밀화한 셈이다.
한편, 조지 엘보스나 르봉뿐만 아니라, 대중동원이나 대중의
조직화에 관한 이론 연구의 대부분은 정치 체제의 차이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 71 ） 그러던 중에 일찍부터 이
점을 지적하고 있었던 연구가는 독일 공산주의의 이론가인 빌리
69 ）

대중운동의 지도자인 레닌 (Nikolai Lenin), 무솔리니 (Benito Mussolini), 히틀러
(Adolf Hitler)는 르봉의 책에서 통찰을 얻었다고 한다. 若田恭二,『大衆 と 政治 の
心理学』,（東京：勁草書房, 1995）, pp.20-21.
70）
Geroge L. Mosse, The Nationalization of the Masses: Political Symbolism and Mass
Movements in Germany from the Napoleonic Wars Through the Third Reich (New
York: Howard Fertig, 1975).
71）
립 맨의 중심적인 과제는 어디까지나 민주 체제 아래에서의 여론형성에 있었다. Walter
Lippmann, Public Opin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또한, “문명을 위협하고
있는 최대의 위험”을 “국가에 의한 사회적 자발성의 흡수”라고 논한 오르테가도 국가의
정치적 속성에 대해서 특별 논하지 않았다. Ortega y Gasset, The Revolt of the Masses
(London: Allen & Unwin, 1961). 神吉 敬三
（訳）
『大衆の反逆』
,
（東京
,
：ちくま学芸文庫, 1995）
,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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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젠베르크 (Willii Munzenberg)이었다. 단지 나치즘의 정치선전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근대 정치 선전이나 선전론 일반을 포괄하고 파시즘의
몰락과 제 2 차대전을 예측한 뮌젠베르크는 “대중조작과 민주주의가 서로
용납치 못하다”라는 요점을 적출했다. 72 ） 이를 통해,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조직화의

방법론이나 그 밀도가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것, 또, 이것들 둘의 체제를 분류하면서 조직화와 통합의
과정을 검증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실제로, 기존의 정치학에서는 조직화의 주류는 정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과 정치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이익단체에 집중되어
왔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치 참가의 제도적 보장이나 복수 정당제가
용인된 조직화가 진전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내정치가 주요한 행위자는 정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정당,
그리고, 정치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이익단체가 분석의 중심이었다.73）
대조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조직화는 그것이 일당독재 정권인가
혹은, 군사 정권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단일적인 이데올로기적
가치관의 밑에서 진행된 공통의 경향을 보였다.74）
본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인 재일한인 사회는 1950 년대 중간부터
외부정권인

북한에

의한

관리·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었으므로

권위주의에서의 대중동원 체제에 가까운 것이었다. 따라서, 대중동원
체제에 가까운 조총련의 사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조직화의 논의를 내포하는 개념적 틀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정치
형태에서는 통상적인 민주국가 보다도 대중을 조직화하고 높은 동원력을
보유하는 특징이 있다.75）
72）

WILLI MUNZENBERG, Propaganda Als Waffe, (Paris: EDITIONS DU CARREFOUR,
1937). 星乃治彦（訳）『武器としての宣伝』
,
（東京
,
：柏書房, 1995）. 뮌젠베르크는 나치 정권에
의한 대중동원에 저항한 노동 운동가이며 독일 공산주의의 이론적 지주였다.
73）
이것은 북송문제에서도 같은 개념적 전제가 되며 기존연구가 진전되어 온 측면이 있다.
74）
일당 독재 정권과 군관 정권은 높은 동원력을 나타냈다. 전자가 대표적인 사례로서
나치당 정권 아래의 독일, 파시스트 정권아래의 이탈리아, 소련, 중국, 북한이 있다. 반대로,
후자의 사례에는 전전 일본, 폴란드 (1937-1939), 이집트 (1952-1970), 페루
(1968-1975)등이 있다. 카스자, 1999, p.19.
75）
예로, 독일 사례를 역사적 접근법으로 다룬 문헌으로 다음을 참조. George L Mo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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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사업
‘민주주의이론의
아니다.

76 ）

대량화는
어법’만으로

분명히

고도인

‘단일불변의

동원력의
관념’이

결과였으며

출현하는

것이

권위주의 체제하의 지배 기구에는 일반적인 로비와는 다른

형태에 의해 조직화된 대중 관리 단체가 존재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그것을 중심적인 개념적 틀로서 구성했다.
한편, 재일한인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일본 여론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은 조총련 뿐만이 아닌 점을 상기하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이익 단체에 대한 개념적 틀도 병용되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특히, 친북한 단체는 일본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익단체 중에서도 민족로비에 해당하는 단체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민족로비와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AMO 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을 도입했다.
민족로비에 관한 논의는 양적인 데이터의 한정, 정책결정에 주는
영향을 색출하는 것 등의 저해 요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 수행상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민족로비가 정치, 외교정책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명확하다. 원래, 민족로비가 하는 적절한 수단에 근거하는
활동 (Lobbying)은 이익대표라는 문맥에 비추어 보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둥의 하나”이기도 하다.
근대 국가 질서의 원칙은 “3 권분립과 이익대표의 균형”이지만
이를 주장하여 책정되는 법안에 받아들이게 하는 권리는 동시에 보장되고
있다.77） 이러한 권리를 누리고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이익대표의
행동으로서 활동하는 단체가 민족로비다. 민족 로비는 해외에 존재하는
이익단체이며 그것들은 월경적 (越境的)인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어
고유의 자발성을 가진 자주적인 사회단체다. 따라서, 이것은 AMO 가
포괄되는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단체와는 일선을 긋고 있어 민주체제

The Nationalization of the Masses: Political Symbolism and mass Movements in Germany
from the Napoleonic Wars through the Third Reich (New York: Howard Fertig, 1975).
76）
Ｗ・リップマン, 1996, p.11.
77）
Klemens Joos, Lobbying in the new Europe (Weinheim: Wiley-VCH, 2011). 平島健司
＜監訳＞,『EU におけるロビー活動』,（東京：日本経済評論社,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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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존재해야 할 단체임과 동시에 중요한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
78）

실제로, 국제정치학자의 새뮤얼 헌팅턴 (Samuel Hungington)은
미국에서의 민족로비에 대해 “월경적인 이익단체가 외교 정책을 지배”
(1997)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냉전기에 미국의 냉전정책을 입안한
정치학자인 조지 캐넌 (George F. Kennan)은 “제 2 차 대전이후, 민족
이익단체가 모국의 이익이 되게 거주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77)고 언급했다. 또, 비교정치학자인 토니 스미스 (Tony Smith)는
“세계에서

인식되어

있는

이상으로

외교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정치학자인 에릭 우슬러너 (Eric M.

로비
있다”

단체의

활동은

(2000)고

미국의

논하며

비교

Uslaner)도 “외교 정책은 국익을

포괄한 것이 아니고 민족 이익단체의 이익을 반영되는 것” (2002)이다고
언급했다. 79）
이러한 가운데, 민족로비 연구는 민족의 자기 동일성, 사회와
민족운동, 사회운동에의 참가와 같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개념화가
진전되어

왔다.

비교

정치학자인

로버트

솔즈베리

(Robert

H.

Salisbury)는 민족로비를 ‘풀뿌리 조직’ (Membership or Grassroots
Organizations)과 ‘제도적 조직’ (Institutional Organizations)로 대별하고
동원력에서는 전자가 우세한 것을 밝혔다.80） 게다가, 민족로비가 전략상,
어떻게 구성원을 증가시키는가라는 연구 (McCarthy & Zald 1977;
Walker 1983), 조직과 재정상의 후원자에 관한 관계성에 관한 연구
(Johnson 1997)에서 민족로비의 사회적 영향을 검증하는 작업을 했다.81）
최근에서는 EU 에서의 브뤼셀82）이나 미국에서의 워싱턴83）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민족로비의 역할을 검증하는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
78）

본고에서의 민족로비의 위치 부여는 AMO 와 비교해서 한정적으로 등장하나 조총련과
북한 로비를 대비시키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79）
David M. Paul and Rachel Anderson Paul, Ethnic Lobbies & US Foreign Policy
(London: Rienner, 2009), pp.2-3 에서 재인용.
80）
Robert H. Salisbury, “Interest Representation: The Dominance of Institu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 Vol. 78, 1984, pp.64-76.
81）
David M. Paul and Rachel Anderson Paul, 2009, pp.12-13.
82）
Klemens Joos, Lobbying in the new Europe (Weinheim: Wiley-VC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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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연구에서 민족로비는 다양한 개념적인 해석이
내포되지만 본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하면서 포괄적인 연구성과인 존
미어샤이머 (John J. Mearsheimer)와 스테판 월트 (Stephen M. Walt)에
의한 개념을 원용하고 다음과 같이, 새롭게 ‘북한로비 (North Korea
Lobby)’라고 정의한다.84）
본

연구가

사용하는

북한로비란 일본의

외교정책을 북한에

유리하게 하도록 활동하는 일본인으로 구성된 개인이나 제 단체의 완만한
연합체 (Loose Coalition)를 의미한다. 북송 협력운동을 세부적으로
검증하면 명확한 것처럼, 북한로비는 지도부를 가지는 단일하고 잘
통제된 운동체가 아니다. 또, 일본의 외교정책을 조종하는 비밀결사나
음모 집단도 아니다. 그들은 중앙 집권적이며 계층 구조를 가지는 운동도
하지 않는다. 단지, 북한에 강한 공감 (Sympathy)을 가지는 일본인에
의해 구성된 강력한 이익단체에 불과하다.
북한로비의 목적은 북한의 주장을 일본 국내에 널리 퍼뜨리는 것에
있다. 또, 북한에 이익이 되다고 믿는 방향에 일본의 외교정책이
결정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도 목적이다. 대표적인 단체로써는 일조협회
(日朝協会), 귀국 협력회 (帰国協力会), 일조무역협회 (日朝貿易協会) 등이
있어 본고에서는 북송 협력운동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일조협회를
중심으로 검증한다.85）
물론, 북한로비는 조총련과 같은 AMO 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단체는 조총련과는 달리, 북한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든 단체가 온 문제에서 합의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북한로비는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길 바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어 대략 북한의 대일정책과 연동하는 단체였다.

83）

Kent E. Calder, Asia in Washington: Exploring the Penumbra of Transnational Powe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4).
84）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The Israel Lobby and U.S. Foreign Polic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7). 副島隆彦＜訳＞,『イスラエル・ロビーとアメ
リカの外交政策』,（東京：講談社、2007）,p.22 를 적용한다.
85）
이 단체에 소속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당에 소속되어 일본 의회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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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다른

민족로비

단체와

동일하게,

북한로비도

합법적이어서 민주적인 수법에 근거한 운동을 전개했다. 예외는 있지만
본장에서 논하는 것처럼 북한로비의 활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다.86）
그러나, 북송 협력운동을 둘러싼 논의는 특수한 언론 공간 안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흥미롭게도 북송사업의 사례에서는 북한로비에 의한
주장만이 일본의 정책결정자에 의해 수용되었다.
또, 북송문제를 비롯해 북한로비에 대해서 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근까지 일본에서 북한로비의 활동이나
그 영향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북한의 정당성 (Legitimacy)에 의심을
가지는 것과 동등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수사법은
북송사업의 대규모화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저해 요인이 되고
북송운동이나

협력운동에

의해

확산되었다.

정책결정자는

국내의

유권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지를 항상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내 로비 그룹에 의한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정책결정자는 빈번하게
정치 태도를 바꾼다. 때문에 북한로비는 정치적으로 대항하는 민단이나
친한계 단체보다도 일본의 국내정치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북한로비의 우위성을 검증하는 작업은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 국내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로비활동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행해지고 있으므로 정확히 그것을 찾아내서 평가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로비에 의한 공공연한 압력은 관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국가적

정치외교상의

침투

정책결정이나

(Transnational

여론에

끼치는

Penetration)’라고

영향력을

정의한

것이

월트이었다. 그는 국가의 동맹 구축의 기준을 연구하는데에 초국가적
침투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월트는 이 개념을 “타겟이 되는
국가의 국내정치 시스템을 교묘하게 조작함으로써, 동맹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86）

전후의 일본 헌법에는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절의 표현자유가 보장” (헌법
제 21 조) 되어 있었다. 운용면에서 예외적인 사례도 있으나 적어도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정치의 과정에 불가결한 자기통치의 가치가 구체화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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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대중의 정치적 태도나 정치 엘리트의 인식을 바꾸는
것에 의해 초국가적 침투는 행하여지고 있다. 물론, 월트 연구의
경우에는 세력균형이 아니고 위협인식이 국가간의 동맹 형성에 있는 것을
밝히는 것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초국가적 침투의 개념은 북한로비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동시에 유익한 관점을 제공한다.
초국가적 침투는 열린 정치 시스템을 가지는 국가에 대해 특히
효과를 발휘한다. 국제정치학자인 제프리 캠프 (Geoffrey Kemp)가
언급하고 있듯이, 특정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를 소유하는
민족로비는 국가 내부에서 중요한 구성 요원이기 때문에 국회나 의회운영
스탭에 영향을 끼친다.

87 ）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주된 경로는

국회이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북송운동에서도 자주 관찰된다.
본론에서 보듯이, 북송 협력운동에서는 모든 시기에서 북송추진을
호소한 북한계 세력과 북송 반대를 주장한 한국계 세력이 존재했다.
그러나, 대량귀국이 발생한 시기에서 북한계의 세력은 한국계에 비교해서
초국가적 침투력을 가지고 있어 또, 북송사업이 축소할 때는 양자의
침투력은 상대화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분석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월트는 로비
단체의 자금력, 교육수준, 조직력, 국내정치 시스템과의 조화, 명확한
목표와 특정 과제에의 특화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본고에서도
그것들의 기준을 부분적으로 북송 협력운동에 적용해서 분석한다.88）
한편, 이렇게 민족로비를 포함된 이익단체가 정부나 국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조직화 되었다고 하면 1950 년대 중반 이후의 조총련은
본국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화되는 단체였다. 이와 같이
조직화된 단체를 AMO 와 정의하며 비교정치학에서의 개념화를 시도한
것이 바로 그레고리 카스자 (Gregory J. kasza)이다.

87）

Geoffrey Kemp “Presidential Management of the Executive Bureaucracy,” The
Domestic Sources of American Foreign Policy: Insights and Evidence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2).
88）
Walt, 1987, pp.25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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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자는 전술한 뮌젠베르크에 의한 개념 분류를 반영시킨 뒤,
독자적인 단체를 이론화했다. 그것에 의하면 AMO 란 정권이 공적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조직해 통제하는 대중 시민단체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도표 1-3＞ AMO 의 정의89）

이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AMO 는 시민사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부에서 정의된 이익에 봉사하기

89）

카스자, 1999, pp.24-25,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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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도 아닌, 외부의 정권기관에 의해 특별히 정의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결국 정권의 당국자가 사회의 다른 영역에 대한
지배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다.90） 요컨대, AMO 의 주요한
역할은 민주체제에서의 통치 기능이나 이익대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국가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있다. 이것은 민주체제에서의
이익대표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AMO 가 정당이나 이익단체와는 다른 목적으로 봉사한다고
하는 사실은 AMO 가 서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또, 정권에
대하여 유사한 관계성을 소유한다는 것을 예측할수 있다. 카스자에
의하면, AMO 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로, 그것은 사무국과 규약을 가지는 정식 단체이며 설립이나
해산에서의

정치적·법적인

위치

부여가 행해진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적으로 정권의 주도에 의해 정의된다. 왜냐하면, AMO 는 정권이
관리하려고 할 때에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AMO 의 사무국은 정권의
주요기관의 사무 부문에 병행되는 형식으로 설치된다.
AMO 가 구성적으로 자주적인 단체가 아닌 것은 이러한 내부조직
구조로부터 확인된다. 각자 차이는 인정을 받지만, AMO 는 권한을
행사하는 상급의 AMO, 혹은 정권의 사무 부문과 제도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AMO 끼리의 횡적관계는 약하다. 왜냐하면, AMO 는
분할지배라는 조직 운영상의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며 북송운동에서도
이러한 조직 구조가 활용되었다. 이것은 결국, 어떤 조직이 중앙의
의사에 반항했을 경우에 대비해 확산을 막기 위한 구조다.
둘째, 구성원이 되는 대중에게는 특정한 거주지, 산업, 직장, 연령,
성별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요컨대, 특정한 사회영역에
속하는 대부분의 개인을 가입시킨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대중단체이다.
선별이 행하여지지 않을 이유는 ‘통제’라는 기본 목표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즉, 외부의 정권이 관리·통제하는 이상, 통상적으로 당국자는
이것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91 ） 이것은 민족로비와 결정적으로 다른
90）
91）

카스자, 1999, pp.24-25, p.42.
카스자, 1999,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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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다. 전술한 민족로비에는 재정상의 우대 조치나 정보 공유 기능을
포괄하는 것으로 조직 가입을 제한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이다.92）
또, AMO 는 재산과 서비스의 대부분을 독점함으로써, 만일, 대중이
직접적인 구속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가입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비강제적 가입). 이것은 재일한인 사회에서의 교육문제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93）
셋째,

AMO 의 재정은 정권에 의해 엄중하게 관리된다. 94

）

AMO 에는 회비, AMO 가 제공하는 재산과 서비스, 그 밖에의 민간
단체에서의 강제 징수금이라는 3 개의 수입원이 있다. 설립 당초의
조총련은 고액의 보조금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소수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대개의 AMO 는 자주적 단체의 자산을 제압하는 것을
통해 AMO 의 비용을 조달한다. 후술하는 것처럼, 북송사업은 귀국자의
자산 처리를 조총련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것은
재원을

기대할

수

없는

맹아적인

AMO

가 대안으로서

구축한

자산관리방법 형태 중의 하나였다고 추측한다.
이상과 같이, 북한로비와 AMO 는 그 유사한 정치적 성향을
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상 분명히 다른 단체인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본고가 도입한 개념은 주로 AMO 과 북한로비이지만, 반드시
그것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각 장 시기별로 도입될 개념의 중요성에도
차이가 있다. 그 이유로는 본고의 연구질문인 규모 변용 과정 분석의
대량화와 축소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행위자가 변화해 별도의 개념적
틀을 도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본고 제 2 장에서는 AMO 와 북한로비를 중심으로,
제 3 장의 시기에서는 의사환경의 개념을 보조적으로 도입했다. 또,
제 4 장의 축소기에서는 북한로비와 한국계 민족로비를 중심으로 초국가적

92）
93）
94）

David M. Paul and Rachel Anderson Paul, 2009, pp.11-12.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서술한다.
카스자, 1999, p.65.

- 34 -

침투 개념틀을 보조적으로 인용하면서 대량화 후의 재일한인 사회
세력관계의 변용을 검증한다.

분석수준
북송사업이란 다양한 행위자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연관된 문제를 다룰
경우, 같은 문제에 다른 각도에서 분석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정치는 국제 시스템의 수준, 국가간의 상호작용 수준,
그리고, 국내정치 수준으로 분류된다.
우선, 북송사업은 동아시아의 냉전구조의 성격과 국제 공산주의의
추세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시스템 수준의 분석을 배제 할
수 없다. 북송사업의 추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시스템 레벨의 요인이 지속적으로 투영되어 있었으며 또한,
소련의 동아시아 정책도 국제 시스템에 영향을 항시적으로 받았다.
본고에서 중심적으로 언급할 전후 일본의 조총련이나 북한로비에 의한
움직임도 기본적으로는 국제 시스템 수준에서의 영향의 귀결이며 이
전제를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북일양국 및 북일적십자 협상이 북송사업의 뼈대를 만들어
냈다는

의미에서

국가간의

상호작용

수준도

중요하다.

독일

국제정치학자인 하랄트 뮐러 (Harald Muller)와 토마스 리세-카펜
(Thomas

Risse-Kappen)이

국제환경·정치시스템·사회라는

지적하고

여러

분석수준을

정치적 사건을 분석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북송사업의

대규모화의

과정을

있는

것처럼,

상호작용으로

봐야

95）

밝히기

위해서는

북송사업의 이외에 북송운동을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량귀국은 북송사업이라는 제도적 틀이 구축되는 것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북송사업 자체와 같은 정도로 북송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95）

Muller and Risse-Kappen, “From the Outside In and the Inside Out: International
Relation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y,” Valerie Hudson, Limits of State
Autonomy: Societal Groups and Foreign Policy formulation (Westview Press, 1993),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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짊어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북송운동의 사례에서는 국가 수준, 특히,
정부 액터 (Actor) 보다는 정당 (야당)이나 사회 액터를 중심으로 하는
분석이 중심이 된다.
물론, 본고가 국제 시스템 수준, 국가간의 상호작용 수준에서의
영향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본 연구는 국제 시스템, 북한
정책전환,

일본

적십자사의

움직임

등에

의해

만들어

내진

북송사업이라는 제도적인 틀이 어떻게 북송운동에 의해 실제적으로
운용된 것일지를 명시하는 것이며 기존 연구의 분석 수준과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게다가, 북송운동 연구에서도 분석수준은 항상 여러개
존재해야 하며 각각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량
귀국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할 때, 도표 1-4 와 같이 조총련과 북한로비 두
행위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도표 1-4＞ 본 연구의 분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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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과 자료
전술한 것처럼, 본고의 핵심질문은 북송사업이 당초의 예상을 넘어 대량
귀국한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 질문을 해명하기 위해, 본고는
문서고·연구 (Archival Research)에 의거하면서 개념적 틀에 근거하는
분석적 담화 (Analytic Narrative)의 접근을 활용했다.
기존연구의 검증 작업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북송사업은 국가
(한국, 북한, 일본), 정당 (일본사회당, 일본공산당), 시민사회 (민단,
일조협회), 국외 AMO (조총련)등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들이 각각의
의도와 이해관계에 따라 중층적으로 북송 운동과 북송 반대 운동을 했다.
문서고 연구는 복수의 국가, 지역, 기관에 서장된 공문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사례분석의 확실도를 향상시켜 역사 서술을 다각화 한다.

96 ）

이를 통해 복수의 출처 경위를 가지는 문헌을 교차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의 움직임을 중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계적 수법에 의해도 상호 작용을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단순하고 잘 알려져진 수식적인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북송문제를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는다.

북송운동에서는

특정한

행위자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므로 문맥적 요인을 상세하게 고려하는
사례연구가 효과적이다.97）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념적 틀에 근거하는 분석적 담화 (Analytic Narrative)에 의한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정치학자인 마가렛 레비 (Margaret Levi)에 의해 제창된
분석적 담화는 비교정치학과 역사학 연구를 결합하는 접근으로서 알려져
있다. 이 방법은 역사 설명의 논리를 명확히 하고 중요한 결정 사항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기 위한 유익한 접근법이다.98）
96）

石川誠人,「マルチアーカイブと東アジアの冷戦」,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付属東洋学研
究情報センター報,『明日の東洋学』, March, 2010 (no.23), pp.2-5.
97）
Alexander L. George and Andrew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MIT Press, 2005) Ch.1.
98）
Margaret Levi, “Modeling Complex Historical Processes with Analytic Nar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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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담화는,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은 이론이나 개념을 사용하고,
역사사례의 원인, 과정, 귀결을 설명하는 것이며, 정치학에 있어서의
역사설명형 (historical explanatory)연구에 해당한다. 이른바, 명시적인
개념에 의거함으로써, 어떤 담화가 연구 디자인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을 분석자에게 제시한다. 또, 분석자가 연구
디자인과는 관계가 없는 요인에 과잉의존할 일이 없고, 사례 내 검증에
있어서 풍성한 역사적 설명의 여지를 남긴다. 역사사례의 설명은, 개념은
있지만

(Concept-laden),

개념이

결정지어져

있다는

(concept-determined) 것은 아니다.
역사학자인 클레이튼 로버츠 (Clayton Roberts)가 지적하듯이,
인과 프로세스의 관계에는, 적절한 ‘법칙’에 의거해야 한다고 여겨지지만,
개념에는 이러한 법칙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있다. 개념적인 틀을 이해한
뒤에, 역사적 사례를 검증함으로써, 어떻게 하고, 또, 왜 그 역사적인
결과가 생긴 것일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요컨대,
개념적 틀에 근거하면서 조총련과 북한 로비가 대량귀국에 준 영향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귀국 운동이라고 하는 단일사례가
가지는 의미를 보다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상과 같은
연구 방법론을 진전되게 하기 위해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주로
활용된다.
첫째, 북한과 조총련 문헌이다. 먼저, 조총련 문학의 핵심이 되는
것이 기관지이다. ‘조총련 (朝総連)’ ‘조선민보 (朝鮮民報)’는 제 3 장
경험적 실증분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재일한인 사회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일본의 혁신계 세력 발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의
조선 （今日 の 朝鮮）’은 한국어를 읽을 수 없는 재일한인을 대상으로
조총련이 발행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북한의 상황을 전하는 역할이
있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오자와 문고 （小澤文庫）에는 일본
국내에서도 구하기 힘든 조총련의 교과서가 다수 소장되어 있으며
Akteure, Mechanismen, Modelle: Zur Theoriefähigkeit makrosozialer Analysen, ed.
Renate Mayntz, (Frankfurt: Main Campus Verlag, 2002), pp. 10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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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인 측면에서 조총련의 AMO 화를 조사하는 데 참고가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 교과서 편찬위원회편 ‘국어’가
있다.

한덕수의

‘주체적

해외교포

운동의

사상과

실천

（主体的海外同胞運動 の 思想 と 実践）’은 조총련에 의한 재일한인의
사상교화와 선전의 양태를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된다. 실제로 그 책에는
“거주국의 각계 인사, 국민으로부터 동정을 얻고··· ···국제지지를 얻기
위해 미디어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99 ） 북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발간된 자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공식 성명
등은 일간지 ‘로동신문’을 이용할 수 있다. 북송운동을 전후해 발간된
‘김일성 저작집’도 북한측의 대일정책에 대한 의도와 조총련에 대한
역할을 알기에 참고가 된다.
둘째, 북한로비 문학이 있다. 먼저, 니가타 귀국협력회 편 ‘니가타
귀국 협력회 뉴스 (新潟帰国協力会ニュース)’는 1960 년 귀국협력회의
지방지부에 의해 발간된 기관지이다. 이 시기 니가타 귀국협력회
이외에도 지방의 기관지가 많이 등장했지만 동 신문이 가장 내용이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포괄적이다. ‘일본과 조선 （日本 と 朝鮮）’은
일조협회가 발간한 신문이지만 북한로비의 성격변화와 각종 동향을 알
수있다.
또한, 농문협도서관 (農文協図書館) 테라오 문고 (寺尾文庫) 소장
자료에는 북송 운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테라오 고로 (寺尾五郎)에
의한 사문서가 발견되었다. 100 ） 방북기자단 편‘북한의 기록 （北朝鮮 の
記録）’은 아마도 일본여론에 북한관련정보를 전달한 자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저작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북송문제가 대두됐을 때,
일본의 주요 신문사는 빠짐없이 자사의 기자를 북한에 파견 시키고
북한도 그들을 선전에 이용했는데 그 책은 방북기록을 통해 일본여론에
‘북한의 낙원’ 이미지를 심어 줬다.

99）

韓徳銖,『主体的海外僑胞運動の思想と実践』,（東京：未来社, 1986）,p.136.
일본 도쿄 농문협도서관 테라오 문고 서장자료는 일본 쓰다쥬쿠대학 (津田塾大学)
국제관계학과 박정진 준교수 (准教授)의 도움을 받아다.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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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종합잡지의 글들이었다.
당시 혁신계 로비 세력은 ‘중앙공론（中央公論）’이나 ‘전위（前衛）’에
귀국을

칭찬하는

논고를

잇따라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세카이（世界）’는 북송사업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개인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후지시마

우다이

(藤島宇内), 하타다 시게오 (畑田重夫) 편 ‘현대조선론 (現代朝鮮論)’과
노동자 르포르타주 집단 편 ‘일본인이 본 재일조선인’등 도 있다. 이
글들은 당시 혁신계 지식인들에 의한 현대 한국 인식 방식을 알게 해주는
단서이다.
셋째, 민단과 한국의 자료가 있다. 대표적인 기관지로 ‘민주신문'이
있다. 이 기관지는 그 당시, 본국 정부와 민단과의 관계, 북송반대운동,
조직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전서’는

조총련의

원격,

조직·활동

방침, 공작활동,

교육활동,

정치공작 등을 알 수 있는 포괄적인 자료철이다.
냉전기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조총련의 내부동향과 방일북한 대표단에 의한 지도내용과 실천상황까지
설명되어 있다. ‘회상 30 년 한일회담’과 ‘주일대표부’는 북송반대운동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정부의 민단에 대한 지도방법 등을 알 수 있는
단서이다. 반면, 민단 측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정철의 ‘민단’, 권일의
‘권일 (権逸)회고록’, 이유환의 ‘재일 한국인 60 만’ 등도 참고가 된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발간된 자료로서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편저 ‘한국민단 50 년의 길 걸음 (韓国民団 50 年の歩み)’이 있다.
넷째, 정당·의회 관련 자료들이다. 김영달, 타가야나기 토시오
(高柳俊男)편 ‘北朝鮮 帰国事業関係資料集’은 북송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귀중한 일차 자료이다. JRC, 외무성, 자민당, 내각조사실, 법무성
입국관리국이 작성한 북송문제와 재일한인문제에 관한 보고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본 국회회의록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
외무위원회, 법률위원회, 예산위원회 등에서 북송추진파와 반대파의
데이터 마이닝 (제 3 장 제 3 절) 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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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자료에 대해서는 본고 주제상 최소한 필요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며 기존연구에 의거한다.
다섯째, 공안 관련 자료이다. 경비 실무 연구회편 ‘외사경찰
50 강 (조선편 상 ・ 하)’, ‘경찰시보’, 내외문화연구회편 ‘공안 핸드북’,
해외사정조사소편

‘조선요람 1960 년판’, 사회운동조사위원회편 ‘좌익

단체사전’은 조총련중앙, 북한로비, 각 산하 기관 등의 연도별 동향을
알기 위해 유익하다. 일본 공산당과 조선로동당 조총련과의 관계를 알기
위하여는 일간 노동 통신사편 ‘최근의 일공기본전략전술’이 참고가 된다.
또한, 조총련의 학습반에 관한 것으로서 공안조사청 자료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운동가 “학습반”조직 방침의 실천에 대해’에는 조총련이
북한에 의한 교화의 방식을 어떻게 도입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안조사청편‘조총련을 중심으로 한 재일한인에 대한 통계편람’에서는
조총련의 기본적인 재정 등의 통계를 알 수 있다.

(3) 연구범위와 논문의 구성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시대구분에 따라, 대규모화 구조, 대규모화, 축소의
경위라는 단계별로 논의를 전개한다. 제 2 장에서는 대량 귀국 논의의
전제가 되는 조직구조분석을 실시한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북송사업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북일간 협의가 체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북송사업의 대규모화에 직결되지 않는다. 북송 사업은 북일양국
정부의 합의하에 ICRC 를 개입시키면서 행해진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일한인의 자유의지’에 기초하면서 실시된 일이었다. 따라서,
만일 재일한인이 귀국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대량귀국 현상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재일한인의

자유의지’를

단기적이면서도

대규모로

이끌어낸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검증하고 냉전기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의 집단이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일한인 사회
내부와 일본 언론 공간을 유도한 ‘조직'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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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955 년부터 1958 년 8 월까지의 시점에서 조총련과
북한로비 두 가지의 주요 행위자가 어느 정도 구조적인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논한다. 또한, 동북아 지역 정세의 긴장 완화, 북한과
조총련, 일조협회와의 관계의 변용 과정에 대해 말한다. 제 1 절에서는
AMO 의 개념과 비교하여 조총련 중앙과 산하 기관의 양태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확인한다. 조총련의 AMO 화는 북송운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둥이 되기 때문이다. 제 2 절에서는 북한로비의 핵심 조직인
일조협회의 조직변화 양상을 고찰한다.
제 3 장은 북일교섭과 북송사업의 실현에 이른 1958 년 9 월부터
1960 년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취급한다. 전 장에서 고찰한 재일한인
사회와 북한로비에 의한 구조적 변화는 조총련이 관리통제를 통해
북송운동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

로비의

형성은

북송협력운동의 추진력이 향상 될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운용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없이 본
연구가

대규모화를

명시적으로

검증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구조분석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추론을 실제적인 관찰에 의해 검증할 것인가가 이 장의
목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조총련이 북송운동에 재일한인 사회 내부의
대중 동원사회 체제를 어떻게 운용했는지, 또한, 북한로비가 어떻게 일본
여론에 의사환경을 형성하고 북송협력운동을 전개했는지 기능면에서부터
고찰한다.
제 1 절에서는 재일한인 동원 구조를 집산주의적 가치관의 침투,
이질적인 단체의 무력화, 정보 전달 기능와 집단화라는 3 개의
세부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제 1 절에서 북송운동을 고찰하고 이은
제

2

절에서는

북송협력운동의

추진과정을

검증한다.

여기에서는

‘냉전’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조명한 정치 평론가로서 알려진 월터 리프만
(Walter

Lippman)은

‘의사환경

(Pseudo-Environment)’의

개념을

도입하고 북한로비가 재일한인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일본여론을
어떻게 자극했는지 분석한다. 전 장에 구축된 조직 구조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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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주의, 경제적 동기, 도의적 책임론의 세 가지 담론이 일본 여론의
북한에 대한 의사환경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본다.
제 3 절에서는 조총련과 북한로비가 의회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어떤 정치 지원을 했는지, 또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한 회의록
분석을 실시한다. 전 절까지의 시기 북한과 조총련, 북한로비가 구축한
세계관이

사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계열

정치세력에

의해

일본의회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 들여진 것, 또한 ‘재일 조선인의 추방
소망’을 자극한 것으로 친한파 의원들의 반대론이 무력화되는 양태를
확인한다.
제 4 장은 북송운동의 추진력 저하된 배경과 북송사업이 재일한인
사회에 끼친 세력관계 변용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북송사업 통계에
따르면 1961 년까지 사업전체의 약 70 %의 재일한인 (일본인 배우자
포함)가 귀국하고 그 후 급감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북송사업의 침체
과정을 미어샤이머나 월트가 제시하는 ‘초국적 침투’의 개념을 도입하여
검증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로비와 북한로비의 ‘풍요로움', ‘교육수준',
‘정치적 활동능력', ‘통일성' 등의 주된 요인들을 비교하며 그 시기에서
상대적인 역량의 차이가 축소되어간 것을 명시한다.
제 1 절에서는 재일한인 단체의 조직력이 어떻게 균형을 했는지를
검증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민단의 권일 (権逸)체제의 출범과 본국의
재일한인

정책이

전환되어

간

것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민단과

본국정부와의 관계개선이 조총련과 북한로비 사이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부여했다.
제 2 절에서는 초국가적 침투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정치력과 조화'의 문제를 다룬다. 이 시기에도 조총련의 AMO 화는
진전되고 있었지만 국외 AMO 이었기 때문에 실제 운동면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북송사업은 인도적 사업에서 정치 지도자의 무대가 돼
비공연적 지도가 상태화 한 반면에 대조적으로 민단은 불법활동을
방지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정치적 조화면에서도 두 세력의 관계가
상대화해 나가는 양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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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요점을 간단히 정리하며

북송운동의 사례가 시사하는 개념적 정책적인 함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카스가 제시한 AMO 개념이 국외에서 어느 정도
통용되는 것인지를 북송사업의 사례를 통해 논한다. 이것으로 인해
개념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 또한, ‘인도주의’에
내포한 ‘비인도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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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북송운동의 구조화 과정 (1955-1958)
북송사업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1958년 8월 11일 조총련 카와사키 (川崎)
지부 나카토메 (中留) 분회 (分会)에서의 이른바 ‘집단적 귀국 결의 (이하,
결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다. 북송운동은 이 결의를 계기로
시작되어,

이러한

북송운동이

단서가

되어

다음

해

북송사업이

실시되었다. 지금까지 다양한 기존 연구가 이 결의에 관하여 연구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모색해 왔다. 그 핵심적인 질문이란, 왜
1958 년 8 월의 단계에서 이 결의가 채택되었는지에 관한 것이고, 그에
대한 고찰은 전장에서 논한 대로였다.
그러나, 북한이 북송사업 추진을 정책 결정했다고 하여 혹은,
북일간 협의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북송사업의 대규모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송사업은

북일정부간의

합의하에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ICRC 를 개입시키면서 재일 한인의 자유의지에 기초해
실시에 이른 사업이며 만약에 재일한인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대규모화는 일어날 수 없었다. 냉전 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에까지 확대한
북송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일한인 사회나 그 주변부에 위치하는
일본사회의 정치공간을 검증하고, 또한 이 사업에 관한 정치적 주장이
어떻게 용인되어 갔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일본국내에서 북송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의
주체가 되는 ‘조직’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조직이 통합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전국 규모의 운동으로 전환될 수 없는 것이다.
본장에서는 북송운동이 개시되는 1958 년까지의 시점에서 두 개의
주요한 행위자가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강력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제１절로 카스자 (Gregory J. Kasza)의 AMO 구조적 개념을
조총련에 적용해 분석한다. 계속해서 제 2 절에서는, 북한 로비의 조직
통합의 과정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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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파계열 한인단체에서의 AMO 형성
(1) 외부요인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
종전에 의해서 급격히 확대된 전후 일본의 정치 공간은 많은 이익단체를
설립시켰으며 조총련의 전신인 ‘재일 조선인 련맹’ (이하, 조련)은 민족
이익단체 중에 하나였다. ‘현직 정권당국자’가 사회의 다른 영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하는 AMO 의 경우와는 달리, 조련은 일본
공산당 관할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종속적이었지만 관제
(官製) 단체가 아니었다.
또, 조련은 계속적으로 태평양전쟁 종전 후의 혼란스러운 일본
국내에서 폭행, 약탈, 절도, 관공서에의 횡포한 태도, 부당한 요구,
건축물의 불법 점거 등 일시적으로 비합법적, 비공연 활동에 연관된 적이
있었다.

101 ）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국내에서의 공산당의

정치활동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즉, 조련의 경우에는 재일한인 사회의
다른 영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정권에 의해, 조직화된
단체가 아니었던 것이다. 102 ） 여기에 조총련과 그 전신의 조직 성격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실제로, 그들의 운동목표는 ‘생활권' 문제이나 ‘기본적 인권의
옹호' 문제등 생활 환경에 직결하는 투쟁과제에 집약될 경우가 많아 또,
스스로의

정치

이념을

조직

내부의

논리에

주체적이면서도 자율적인 단체였다

103 ）

이러한

사회공간에

종전

재일한인사회에의

직후
깊이

일본의
관여할

근거해서

결정하는

. 실제로, 건국당시의 북한은

기회가

101 ）

있어서

있었다.

그러나,

대일정책상
김일성은

1949 년 9 월, 후쿠이현 다케후시 (福井県武生市)에서 발생한 재판소 및
검찰청시설에의 방화 사건인 ‘다케후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102）
조총련과 조련이 명확한 차이점은 전자가 북한이라는 외부 통치 기구를 위해서 일한
반면, 후자는 일본 공산당을 위해서 일했다는 점이다. 조련은 일본 국내 정당에 의해
정의된 이익, 즉,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활용되었다. 한편으로, 조총련은 외부
정권기관에 의해 정의된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103 ）
조련당초의 체험적 기록으로서 다음 문헌을 참조. 朴斗鎮,『朝鮮総連- そ の 虚像 と
実像-』,（東京：中公新書, 2008）.

- 46 -

재일한인 단체를 AMO 화 하기 위해 외부정권으로서 ‘관리'를 강화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1949 년 6 월, 훗날 조총련 의장이 되는 ‘한덕수'가 조국전선
중앙위원으로서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냈을 때, 조련은 공식적으로 조국
통일민주전선의 가맹을 결정해 북한의 통일전략의 일익을 담당하는
조직이 되었다. 104 ） 그러나, 조련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조련을 국외 AMO 에 짜넣으려고 한 흔적은 볼 수 없다.
북한의 소극적인 자세의 원인은 국제공산주의에 의한 ‘일국일당'의
원칙에 있었다. 이 원칙에 의해서 북한은 좌파 계열 재일한인 운동을
일본 공산당의 지도 하에 둘 방침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의
영향에 의해서 1950 년대 초까지의 북한은 재일한인사회운동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만큼 정치・경제적인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셈이다.105）
실제로, 1949 년에 조련이 해산된 직후, 김일성은 민족주의를
포기해 “스탈린주의에 의한 국제공산주의의 입장”으로부터 혁신계 단체의
지도를 받도록 지령을 내리고 있었다.106） 이것은 1950 년대 중반 이후의
상황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지침이었다. 요컨대, ‘일국일당'의 원칙을
수용한 시기의 김일성한테는 재일한인 운동은 일본 공산당의 지도아래
진행되어야 할 운동이었다. 말하자면, 이 시점에서 북한이 국가 권력을
재일한인사회에 침투 내지 확대시키기 위해 조총련을 AMO 화할 필요는
없었던 셈이다.
게다가 좌파계열의 재일한인과 일본 공산당의 사이에도 태평양
전쟁전부터 계속되는 특별한 유대가 있었다. 전전부터의 관계는 물론
태평양 전쟁후에 있어서도 일본 공산당의 재건에 노력한 좌파계
재일한인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공산당에
포섭되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04）
105）
106）

일본

공산당

지도하에서의

재일한인

운동이

朴正鎮, 2012, p.48, p.51.
和田春樹,『北朝鮮現代史』,（東京：岩波新書,2012）,pp.52-58.
강인덕,『北韓全書』下巻 ,（서울: 極東問題研究所,1974）,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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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연대 강화이든 재일한인의 권리옹호 운동이든, 일본의
공안기관이 지적한 것처럼 ‘일공의 첨병적 역할'을 완수하는 데에 변함이
없었다는 점이다.107）
즉, 이 당시의 좌파계열 재일한인 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본혁명’에
종속되었고, 외부정권인 북한에 의한 관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전쟁의

발발에

의해,

북한정부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탄생한

‘재일조선인 통일 민주전선(이하, 민전)’도 조련의 후신으로서 기본적
성격을 그대로 답습하는 조직이었다. 일본 공산당 중앙이 주도해 전국의
민전 조직으로부터 승인된 1953 년의 ‘민전 강령’을 봐도 “일본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민족 해방 민주 통일전선에 참가”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었다.
108）

여기에서도 민족주의는 ‘일본혁명’에 종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북아 정세의 긴장완화는 북한 본국에 의한 재일한인

운동노선의

방침을

국제공산주의의

전환시켰다.

‘평화

공존

스탈린

노선'으로의

급사와
전환은

거기에
동북아시아,

따르는
특히

한반도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국제공산주의가 주장하는
평화공존 정책을 행동에 의해서 실증한 최초의 사례”라고 보이고 있던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의 성립은 북한의 대외 인식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109）
다음 해 개최된 제네바 회의에서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평화
공존노선'으로 완전히 이행되어 중소양국의 대일 접근정책이 급속히
진전되었다. 실제로 1954 년 10 월 중소 양국은 일본에 대해서 국교
정상화를 호소하는 ‘대일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그 직후, 새롭게
탄생한 하토야마 (鳩山一郎) 정권도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에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토야마

정권은

‘미국만을

중시하는

노선

(向米一辺倒)’이라고 야유당한 요시다 (吉田茂) 정권과 다른 ‘대소・대중

107）
108）
109）

社会運動調査会編,『左翼団体辞典』
（東京：武蔵書房, 1961）,p.227.
日刊労働通信社編,『戦後日本共産主義運動』,（東京：日刊労働通信社, 1955）,p.739.
甲谷, 1959,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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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조정'에 관한 신외교 방침을 내세워 전후 일본에 남아 있던 일소간의
국교정상화 교섭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110）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점령기의 개혁에 대한 시비 즉, 첫째,
전전（戦前）회귀를 지향할 것인가, 혹은, 전후 민주주의에 집착할
것일가를 둘러싸고, 둘째, 일본의 안보·재군비화를 둘러싸고 ‘국내 냉전’인
보수와 혁신 정치 세력간의 대립의 원형이 형성되고 있었다. 미국이
점령기에 실시한 개혁과 역행되는 전후 민주주의의 수정 (소위, ‘역
코스’)이

일어나고

사회당,

공산당,

혁신진영에 의한 움직임이 활발했다.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한

111）

이러한 일본의 정치세력의 대립의 형성과 탈진영 외교의 움직임은
중소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 의미에 대해 한계를 내포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휴전 직후부터 부흥정책을 위해서 자본을 투자할 필요가 있던
북한에서는 이러한 탈진영의 움직임은 바람직한 변화로서 받아들여졌다.
당시,

가상

적국

(Potential

Enemy)인

일본과의

사이에

국교정상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112 ） 특히,
서방측 국가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가지는 국가와는
단교한다는 ‘할슈타인·독트린 (Hallstein Doctrine)’을 채택하고 있었던
이승만

정권과

대치하는

북한으로서는

일본의

국내정치

정세와

대외정책의 변화를 환영하는 움직임이었다.113）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는 그 때까지 도전적이었던 대남전략을 점차
아시아 제국, 특히, 일본과 제휴함으로써 외부에서부터 한국을 포위하는
새로운 전략단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다.114）

110）

위의 책, 1959, p.206.
松岡完・広瀬佳一・竹中佳彦, 『冷戦史―その起源・展開・終焉と日本―』,（東京：同文館
出版, 2003）,p.82.
112）
강인덕, 1974, p.72.
113 ）
실제로, 이 시기의 이승만 정권은 북한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공산주의 배격을
강경하게 주장했고 한국전쟁 휴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았으며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부에 위양해 ‘북진통일론’을 외쳐서 대화노선을 채택하지 않았다.
森山茂徳,『韓国現代政治』,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98）, p.67.
114）
강인덕, 1974, p.46.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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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산주의의 방향전환은 북한의 대남전략을 무력통일에서 평화
공세에 의한 통일로 전환시켰다. 일련의 대일접근 정책도 이러한 문맥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대일국교정상화 교섭의 움직임이 그대로
한국을 외부에서 평화롭게 포위하려고 하는 것이었으며 대남평화 공세의
일환이었다. 특히, 1953 년 이후 한일회담이 정체하는 가운데, 북한은
한국 대일정책 보다도 앞서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 후 북한의 대남평화 공세는 속도를 높였다. 로동당
제 3 차 대회에서 채택된 ‘평화 통일 선언 문장’ (1956 년 4 월
28 일）115）을 시초로 ‘외국군 부대의 철거를 호소한 남일 성명’ (1956 년
6 월 2 일）,116） 평화 통일 촉진 협의회의 결성 (1956 년 7 월 3 일）,117）
최고 인민회의 제 2 기 제 1 차회의에서의 김일성에 의한 연설 (1957 년
9 월 30 일）,118） 외국을 간섭을 없애 민주주의적인 의사에 의한 총선거
실시를 요구한 노동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의 김 일성의 통일
방안연설 (1957 년 12 월 5 일）등이 이어졌다.119）
그런데, 1957 년 12 월, 한일양국간에서 부산-오무라 수용소
상호석방 합의 및 킨 공백 가간이 계속되고 있던 중 한일회담의 재개는
북한의 대일평화 공세를 전환시키기 위한 충분한 정세변화이었다. 실제로,
이 당시, 북한은 한일 회담 재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일양국이
동남아시아 조약기구(SEATO) 이사회를 목표로 삼아 ‘동북아시아 동맹’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20）

115）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조선 로동당 제 3 차 대회 선언」『로동신문』, 1956 년
4 월 29 일.
116）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의 성명」『로동신문』, 1956 년 3 월 1 일.
117）
「재북평화통일 촉진협의외 결성대회 선언서」『로동신문』, 1956 년 7 월 4 일.
118）
김일성의 성명을 받아 북한은 남북간 통상에 필요한 공동시장의 설치와 관리, 남북
상품 전람회의 조직,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 위원회 조직 등을 한국에
제안했다.「남북조선간에 통상 관계를 조속히 설정하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내외
상업상이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편지 발송)」, 『로동신문』, 1957 년 10 월 8 일.
119）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위대한 사회주의 10 월 혁명 40 주년 경축 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 회의들에 참가한 우리 당 및 정부 대표단의 사업에 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 동지의 보고」『로동신문』, 1957 년 10 월 6 일.
120）
朴正鎮, 2012, pp.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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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북한측의 대응은 대일평화 공세를
한층 더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침을 가장 단적으로 표출한 것은
“일절의 외국군 부대의 철퇴”과 “8 만명의 군대를 축소”하는 것을 확약한
정부성명 (1958 년 2 월 5 일）121） 등 일련의 공식 견해였으며 북한의
대남전략이 이어서 평화공세를 유지한 점을 들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대남전략의 문맥에서 북일국교 정상화 협상을 일본
국내에서 보다 강력하게 촉진하기 위하여 북한은 재일한인의 사회 영역에
AMO, 일본의 시민 세력이나 정치공간에 북한로비를 형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두개의 북한의 ‘남일 외상 성명’과 조총련의 AMO 화
일련의 움직임의 단서는 남일 외상에 의한 ‘1954 년 성명’이었다.
‘남일성명’은 북한이 재일한인 문제에 대한 관여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그 방향성의 근간에는 ‘주체’

122 ）

의 대두에 의해, 중소대립의 사이에서

소련에서의 과도한 의존을 회피하며 북한외교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목적이 있었다. 주체 슬로건의 제창은 북한 국내에서 김일성에의 권력
집중을 재촉한 반면에 대외적인 의미에서 북한외교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때까지 중소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안전 보장과
경제 원조를 대신하는 새로운 제휴국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북한에
요구했다. 여기서 1950 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외교전략 대상이 일본으로
향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123）
또, 소련에 의한 대북 기술 협력의 지연도 북한의 대일접근의
움직임을 후원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전후 북한의 ‘복구 계획’을
일임된 소련인 기술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현저한 ‘관료주의’와
불충분한 기술력 때문에 식민지 해방과 함께 남겨진 제조 설비에 잘
121）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성명」『로동신문』,1958 년 2 월 6 일.
）
‘주체’라는 슬로건은 그 후,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주체사상’으로 발전했다. 朴正鎮,「帰国運動の歴史的背景」,『帰国運動とは何だったのか
-封印された日朝関係史-』, （東京： 平凡社, 2005）, p.67.
123）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朴正鎮,「帰国運動の歴史的背景」,『帰国運動と
は何だったのか-封印された日朝関係史-』,（東京：平凡社, 2005）, pp.64-6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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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 124 ） 즉,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의해
교역량이 증대되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대일접근은 ‘대남통일 전략의 회로’를 획득하는 동시에서도
효과적인 외교전략이었다. 평양 주재 이바노프 (A.M.Ivanov) 소련 대사와
남일과의 아래와 같은 회담은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일본에 사는 조선인――무역 상인, 학생, 그 이외의 집단――을
이용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가령, 민간의 개인에서도 관계만
생기면 그것을 기초로 남쪽을 대표하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지도 모르며 조국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정부간 회담을 향해서의 움직임이 촉진될 지도 모른다.
125）

한편으로, 재일한인 사회에서 남일성명은 일본 공산당의 민전에의
지도를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좌파계 재일한인
단체를 통상의 이익 단체로부터 탈피시키는 최초의 움직임이었다. 북한은
다음 해에도 ‘남일 외상 성명'을 발표해 기존의 조총련과의 관계를 크게
전환 시키려고 했다. 126） 북한은 재일동포에 대한 지도권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을 통해 일본 공산당이 관할하고 있던 좌파계의
재일한인 운동에 대한 권한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악해 직접 관리할
방침으로 전환한 것이다.127）

124）

관료주의적인 복구의 실태나 소련인 기술자의 불충분한 설비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이 참고가 된다. 木村光彦 ・ 安部桂司(편),『戦後日朝関係 の 研究-対日工作 と
物資調達-』,（東京：知泉書館, 2008）, p.31.
125）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駐在ソ連大使 A.M.Ivanov の公式日誌（1955 年 10 月 1 日）.
테사 모리스 스즈키, 2007, p.131 에서 재인용.
126）
朴正鎮, 2012, p.88, pp.151-152.
127）
강인덕, 1974, p.158.

- 52 -

이것은 북한에 의한 국외 AMO 설립을 향한 최초의 움직임이다.
통상, AMO 는 정권측의 주도에 의해서 정의되는 종속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AMO 는 어떤 집단을 정권이 ‘관리’하려고 할 때만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행정 명령이나 법률의 공포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AMO 는 설립 경위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128 ） 그러나, 조총련과 같은 국외에서의 AMO 를 설립
시키려고 하는 경우, 정권은 행정 명령이나 법률의 공포를 실시할 수
없다. 129 ） 물론, 이것은 국외 행위자가 반드시 AMO 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AMO 는 트랜스내셔널 (Transnational)인 수준에서도
성립한다.
다만, 그것은 통상적인 국내에서의 AMO 의 경우와는 달라서,
트랜스내셔널인 레벨로 국외에 AMO 를 설립하는 경우 정권은 어떠한
성명이나 공식문서를

공표하고

그것이 단체의 법적 위치설정이나

공식성을 보증하는 프로세스가 요구되는 동시에 그것이 실제의 조직
운영상, 유효한 것이 되어야 한다. 좌파계열 재일한인 단체에서 ‘김일성
교지'나 외상 성명등의 전달은 국내형 AMO 가 상정하는 행정 명령이나
법률 공포를 대신하는 효과가 있고 국외 AMO 의 설립 경위를 특정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두 남일 외상 성명이 공표된 것과 같은 시기에 일본 공산당도
좌파계 재일한인운동의 활동으로부터 급속히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전개되고 있던 중국의 '평화 5 원칙 외교'가
한반도에도 파급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130 ）

이것을 받아들여 일본

내에서도 국외의 정치투쟁에의 참가를 금지하는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침투했다.131）

128）

카스자, 1999, p.45.
때문에 카스자 연구에서도 국내 행위자를 분석 대상으로서 개념화를 하고 있다는
한정적인 면이 있다.
130）
李鍾元,『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関係』,（東京：東京大学出版会,1996）,p.263.
131）
중구 홍십자회 대표의 일본방문으로 廖承志는“외국의 정치투쟁에는 절대로 가담하지
않겠다”고 입장 표명했다. 廖承志는 중국 공산당 중앙 대외연락부 제 1 부부장으로
대일공작의 책임자이기도 했다. 水谷尚子, 『反日以前』, （東京：文藝春秋, 2006）, p.102.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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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좋은 기회를 통해 북한은 스스로 재일한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에 의해 재일사회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북한정권 이외의
어떠한 국가의 정당이나 사회단체에도 위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여기서 조총련의 조직적 성격이 ‘일본혁명'이라고 민족을
옹호하는 일본 내부에서 정의된 이익에 봉사하는 이익단체로부터 탈퇴해
북한정책을 일본 내에 있어 수행하기 위한 하부조직이 되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게다가, 1955 년 이후 한국정부의 합의가 전제 조건이었으나
JRC 가 재일 한인의 대량 귀국에 관심을 보인 것에 대응하여, ICRC 가
조사를 시작한 것, 132 ） 일본의 자민당이 북송문제를 정식적으로 올리는
결정으로 내린 것,133） 그리고, 1956 년 4 월의 재일 조선인 47 명에 의한
귀국 요구의 소규모 데모가 실시된 것에 대해 북한은 ‘내각명령
제 53 호’를 발표했다.
염두해 두었던 것은 당시, 한일관계의 쟁점이 되고 있었던 ‘오무라
수용소 문제’이며 이것은 분명히, 재일한인의 대량 귀국을 상정한 내용이
아니었다. 실제로, ICRC 가 북한 적십자와 회담해 북송 문제의 지원
의사를 전달했을 때도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134）
북한의 대일전략의 근간은 어디까지나 대남평화 공세의 문맥 안에
위치하는

대일관계의

개선이었다.

그

때문에

재일한인

사회를

AMO 화하는 것이 주된 동기이었다. 이것은 이 단계에서 북송사업이
한정적인 수준에 지나치지 않은 점을 보여준다.
물론, 북한은 대량귀국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명령 제 53 호 제 5 조에 ‘향후 재일 조선 공민이 개별적으로 또는

132）

1955 년 12 월, JRC 의 이노우에는 일본정부가 한국과의 미묘한 외교관계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ICRC 에 북송사업을 사실상 대행하도록 요청했다. 이 요청을 받아
ICRC 는 독자적인 실정조사에 착수하였고 동아시아 조사단을 파견하는 결정을 내렸다.
테사 모리스 스즈키, 2007, pp.105-108.
133 ）
JRC 는 정부 여당에 대해도 설특공작을 진행했다. 테사 모리스 스즈키, 2007,
pp.109-110.
134）
테사 모리스 스즈키, 2007,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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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으로 귀국할 때도 동 명령을 적용할 것’이 공식적으로 추가된 것은
향후 대량 귀국의 제도화를 향한 첫걸음이었다고 평가된다.
한편으로, 북한과의 관계성의 변화에 대해 당시 민대파 (民対派)를
중심으로 그대로 일본 공산당의 지도하에 남도록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어
파벌 대립이나 조직 와해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5 ）
그러나, 북한은 성명이나 비밀 교지를 통해서 조국파 주도의 재일 단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인사에서부터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예를 들면, 민전 해체에 임하여 북한은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재일한인운동의

노선

전환에

관한

조국전선의

선전을

알리고

있었다(1955 년 4 월 18 일). 이에 따르면, 북한은 재일한인이 “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나 신앙의 여하, 과거의 활동 여하를 불문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위에 단단히 단결”하도록 재촉하고 있다.
이것은 민대파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아니었지만 한덕수 등 조국파의
주장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민대파의 반발을 억제하는데 있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136） 이것을 통해 과거의 민전 지도부의 잘못을 엄격히
비판함과 동시에 조직을 발전적으로 해체해 모든 재일한인을 망라하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를 새롭게 결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또한, 민대파의 수령인 김충권이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북한은
공식적으로 재일한인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고 민대파를 괄시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를 1 년간 평양에 억류했다. 또한, 파벌 대립이
격화하는 중에 한덕수 뿐이었던 조국전선중앙위원에 새롭게 조국파의
중심 인물인 황봉구와 리심길을 더함으로써 두 개의 파벌 대한 대응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하며 조총련 중앙의 인사 구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다.137）

135）

그 당시, 좌파계열 재일한인단체 내부에서 조국파와 민대파의 갈등과 재편에 대해서는
朴正鎮, 2012, 제 2 장 제 2 절를 참고.
136）
朴正鎮, 2012, p.157.
137）
위의 책, 2012, pp.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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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1957 년 2 월에 일본 공산당과 조총련 간부와의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개최된 ‘전국 조선인 공산주의자 간담회'에서는 노사카 산조
(野坂参三) 제 1 서기가 한덕수에 대해 조국파와 민대파에 의한
“파벌투쟁을 청산해 하나가 되어 과감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권고까지 했다. 노사카의 권고는 전년의 8 월에 북한 방문한 일본
공산당원이면서도 유력한 북한로비의 한 명 있었던 ‘카메다 토우고
(亀田東伍)'를 매개시킨 조선로동당 간부로부터 직접 의뢰 받은 것
이었다.138）
이 당시, 노사카 등 일본공산당 간부는 소련과 중국이 출자하는
‘루마니아

노조평의회

비밀기금으로부터

부속

자금제공을

좌익노동조직지원
받고

국제공산주의 노선과 일체화하고 있었다.

있어
139 ）

국제노조기금'라는

사상・물자

양면에서

때문에, 사회주의 진영이

지향하는 평화공세, 민족자결 노선으로 저항할 선택지는 없었고 김일성도
이러한 배경을 안 상태로 카메다에게 중개자 역할을 맡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요컨대, 1950 년대 중반 이후, 김일성은 조총련의 파벌투쟁에
국제공산주의 진영에 충실한 북한로비를 개재시키면서 재일한인 사회
내부에서 어느 정치세력에 권력을 장악 시킬것인가에 대해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들은 ‘남일성명' 이후의
북한 대일 접근정책에 의한 문맥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북한은 조총련
중앙의 인사를 제어해 그 귀결로서 조총련을 정권기관에 의해서 특정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직, 바꾸어 말하면, 공화국 정부의 결정에
따르는 AMO 로 재구축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재일한인 사회에 대한 관리 정책을 단행한 북한 내부의 정책
논쟁에 대해서는 현재 해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민전 해체와 조총련
창설로

확인되는

프로세스에의

개입이

138）

북한정권

엘리트

및

그

박정진 연구에 의하면 조선 로동당에 의뢰가 가능했던 시기는 1956 년 4 월 제 3 차
조선 로동당 대회가 유일한 기회였다고 한다. 그 시기 일본 공산당은 츠치하시 (土橋一吉),
카네코 (金子健太郎), 카메다 (亀田東伍), 하카마다 (袴田里見)를 비공식으로 파견하고
있었다. (위의 책, 2012, p.176: 坪井豊吉, 1959, pp.650-651)
139）
名越健郎,『クレムリン文書は語る』,（東京：中公新書, 1994）,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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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에게만 한정되어 주도되었다고 하는 점은 카스자가 정의하는 AMO
형성 프로세스와 완전히 일치한다. 140） 변경요인이 외부의 정권 엘리트에
의해

초래되고

게다가

재일한인사회

내부

사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부터 조직의 성질을 규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통상적인
이익단체와는 다른 주목할 만한 구조적 특징이다.
북한

주도로

재편성을

완수한

조총련의

제

1

강령에는

“재일조선동포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위에 총 결집시켜 조국의
남북반부 동포와의 제휴와 단결을 긴밀・강화한다”라는 점이 규정되어
있었다.141） 이것은 결국,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AMO 인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아래와 같이, 조총련 중앙과
그 산하단체의 구조에도 작동하게 된다.

(2) 조총련 중앙의 AMO 화
재정의전
일본 내의 한 정당인 일본 공산당이 ‘공산주의혁명’을 최종목표로
일본 내에서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일한인그룹을
포섭하고 있던 반면, 북한은 조총련의 역할을 대외 전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외 AMO 로 변모시키려고 했다. 때문에, 조총련은 조련이나
민전과는 다른 AMO 의 구조적특징을 가지게 된다.

＜도표 2-1＞ 1950 년대에 발행된 조총련산하 AMO 의 전문지과 그
발행부수

140）
141）

카스자, 1999, pp.45-46.
재일본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위원회, 1955,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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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 가 충분히 조직화되는 경우, 고액 보조금의 필요성은
없어지고 그 대신에, AMO 가 중앙을 위해서 이익을 제공하게 된다.
카스자에 의하면 ‘회비', ‘AMO 가 제공하는 재 (財)와 서비스', ‘민간
단체로부터의 강제 징수금'이 수입원이 된다고 한다.

142 ）

그러나,

1950 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조총련이 이익을 올린 것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는 거의 없다. 결성 당초의 조총련은 민전 해산에 임하여 계승된
‘조국부흥자금' 등 ‘강제 징수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재정 기반은 불안정했다.

143 ）

실제, 일본의 공안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결성시의 월간 운영예산은 하부기관의 분담금의 납부율이 16%,
기부금의 상납율이 78%에 지나지 않았고 소요경비의 대부분은 미불이나
차입금에 의해서 조달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총련 결성으로부터 8개월간 (1955년 5월-1956년 1월)의
수지 상황도, 분담금의 납부율이 39%, 기부금의 납입율이 97%가 되고
있어 유지비, 기부금의 상납율은 상승했지만 수지 불균형이 해소되는
조짐은 볼 수 없었다. 144 ） 조총련 산하단체인 분회 (거주지역별 AMO),
녀맹 (성별 AMO), 소년단・조청 (연령별 AMO) 모두가 회비 미지불이
일상화되어 회비 납입율은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한덕수는 각
중앙 대회에서 회비 납입 의무를 이행하도록 반복하여 강조해야 했다.
142）
143）
144）

카스자, 1995, p.66.
坪井豊吉, 1959, p.642.
위의 책, 1959, pp.6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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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일당 독재 정권하의 AMO 와는 달리 국외 AMO 의 경우, 정부는
인민의 급료로부터 회비를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회비는 조총련의
확실한 수입원이 되지는 않아 대체로 재일 조선인 사회에서는 징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회비의 납입율만이 AMO 조직으로서의 유효성의 유무를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 당시의 납입율이 낮은 경우라도
중앙의 재정을 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조직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145） 전술한 것처럼 조총련 중앙에서도 회비
납입율의 개선을 향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나갔다.
제 4 차 전체대회에서는 조총련이 각 산하 AMO 에 대한 재정
지도의 검열・조정 등 재산관리를 엄밀화게 지도하고 있었다. 146）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는 AMO 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수입원이었으나 스포츠
대회나 레크레이션 행사가 빈번히 행해졌다. 조총련의 산하단체인
조청중앙이 경축 대회등의 기념 행사를 실시하여 조청지부에 문화제나
레크리에이션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지시하고 있었던 것도 AMO 의
재정 상황을 완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었다.147） 직업별 AMO 나 연령별
AMO 도 레크레이션의 찬조금을 차출하는 것으로 조총련 전체의
보조금을 줄이려 하였다. 148 ） 북한으로부터 거듭된 예산 자립집행요구도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했다.
또, 대다수의 AMO 에서는 지도료를 청구하거나 정기간행물을
발행해 그것을 강제적으로 회원에게 구입하게 하는 것으로 조직 수입의
안정화를 꾀했다. 도표 2－1 로 나타난 것처럼, 조총련은 1950 년대에
정기간행물을 9 종류, 총 1 만 6 천부를 발행하고 있었다. 북한과
조총련의 문화선전 기관지인 “조선민보”만으로 약 170 만엔을 벌어

145 ）

독일 나치당조차 당비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나치당을 하찮은
단체라고 생각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카스자, 1995, p.67).
146）
재일본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위원회, 1958, p.105.
147）
「整然한 집단행동-東京朝青 바다의 平和祭-」,『조선민보』,1958 년 8 월 9 일.
148）
「제 2 차 중앙교육연구집회」,『조선민보』,1958 년 8 월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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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발행은 조총련과 산하단체의 재정에 크게 공헌했다.

149 ）

제 2 차전체대회에서 재정지출은 587 만엔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인
것을 알 수 있다. 150 ） 또, 민간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정권은
AMO 에의 보조금 공여를 기업에 강제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기업은 지방의 민족 교육제도를 지지하기 위해 ‘특별한 세금'을 납입했다.
조총련의 경우에도 기업가에 대해 교육기관의 이전・증축 비용을 ‘희사
(喜捨)'하도록 요구했다.151）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창설

당초의

조총련에

의한

경제활동은 대체로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요컨대, 1950 년대의
조총련은 AMO 로서는 형성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원자로서 본국정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조직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조선로동당이 재일 사회정책을 통해 급부액을 정하며 조총련은 그 자금을
기초로 죄파계열 재일한인사회에 있어서 개개의 수익자를 결정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은 재정상 권한을 어느 정도 조총련에 부여하여
재일한인 사회에서의 조총련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는 역할에
전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조총련의 재원을 장악하는
것으로 조총련을 간접적으로 관제 (管制)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1957 년 제 2 회 전체
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조총련은 수지 불균형을 시정할 방침을 명확히
내세우지 못한 채, 월액 예산액을 크게 인상해 재정 규모를 급격히
확대할 방침을 내세웠다. 중앙은 상납금에 의해서 보충한다고 설명했지만
그 당시의 상납성적에는 전혀 맞지 않는 재정 동원이었다. 이 배경으로는
1957 년 4 월 이후 북한이 국외 AMO 인 조총련에 대해 재일한인 사회
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의 교육자금의 송금과 관련이 있다. 152 ） 같은
시기의 민단에 비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확대된 조총련 재정은 북한에

149）

그 당시「朝鮮民報」의 구독료는 150 엔였다. 社会運動調査会編, 1961, p.232.
坪井豊吉, 1959, p.643.
151）
「和歌山 第一初級学校 上棟」, 『조선민보』, 1958 년 1 월 11 일; 「業者들이 五百萬圓
喜捨」,『조선민보』, 1958 년 3 월 25 일.
152）
坪井豊吉, 1959, p.21.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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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조총련 중앙의 AMO 화가 재정 면에서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던
점을 증명했다.
한편,

통상적으로

AMO

재정은

정권에

의해서

엄중하게

관리되지만 정권의 주요 기관에는 AMO 의 대부분의 최고위원이 소속해
있으므로 외부기관이 직접 자금을 모으기 위해 분주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법령이나 감독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권이 개입했다.

153 ）

통상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서는 당 및 당국자가 사업 계획의 예산
규모와 급부액을 결정하지만 조총련의 경우 중앙 상임위원회가 재정이나
예산 관리를 실시해 중앙감사위원회가 이것을 체크했다. 조총련 중앙의
산하단체의 조청의 경우에도 조청위원장이 소집한 중앙상임위원회에
의해서 회비와 예산이 관리되었다 (제 23 조). 154 ） 북한으로부터 관리가
파견되는 일은 없었지만 중앙 상임위원회의 구성원 등은 종종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계획・예산집행의 단계에 있어 북한에
의한 지도가 반영되었다.
즉, AMO 재정을 북한이 지원해 조직 운영상의 권한을 장악하는
가운데 재일한인의 사회운동에 대한 조선 로동당의 지도와 감독이
반영하게 되고 재정적 관리 체제가 구축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로
당시 조총련은 재정 면에서 본국에 공헌하지는 않았지만 AMO 의 초기
형성 단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유사화하는 사무국 구성
AMO 가 구성상의 자주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내부조직에서 나타난다.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조총련 사무국의 구성이다. AMO 의
사무국은 통상적으로 당국의 명령에 의해 정권의 주요 기관 사무부문에
병행하는 형태로 설치된다.155）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내부구성이 조총련에
대해서도 그대로 반영된 것을 예측하게 한다. 조총련에는 결성 당초부터

153）
154）
155）

카스자, 1999, p.65.
公安調査庁編, 1982, p.34.
카스자, 1995,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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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의

내부

구성을

반영하는

전체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가 있었다.
특히, 1958 년 귀국결의의 직전에 개최된 제 4 회 전체 대회에서는
당사무국을 지배하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칙'이 조총련중앙 규약에
명기되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칙'은 “하부기관은 상부에, 전체는
조총련 중앙에 집중해 조총련을 하나의 바위와 같은 조직으로서 통일해
단결을 강화한다” (제 1 장 제 4 조)였다. 156） 이것은 당시의 조선로동당
규약(제 2 장 제 17 조)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즉, 조총련 조직 구성이 조선 로동당의 사무조직과 유사화해 간
것을 의미한다. 이것에 의해 형식주의적인 ‘과반수 지배의 원칙'과
하부조직의 상부조직에의 복종이 조총련의 최고법규에 더해져 사무국
구성이 AMO 화 했다. 도표 Ⅱ-2 는 1950 년대 중순부터 시작된 조총련의
AMO 화를 나타내기 위해 조선로동당과 조총련의 사무국 구성상의
유사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총련의 내부조직은
모든 단계에서 조선 로동당의 내부 구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6 ）

재일본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위원회,『총련 4 전대회 결정서』,（東京：朝鮮民報社,
1958）,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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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2＞ 조선로동당(정당)과 조총련(AMO)의 구성상의 유사점157）

일반적인 AMO 의 최하위 단위 조직에는 정권의 사무부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158 ） 그런데도 최하위 단위 조직은 보다 상위의 정권
당국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조총련의 경우, 최하위의 조직인 반은
거주지와 직장에 조직된 분회 내에 설치되었지만 반은 분회의, 분회는
분회총회라는

상부

기관의

방침에

종속되어

있었다.

본격적으로

AMO 화가 진행된 제 4 회 전국 대회의 규약을 보면 “분회의 최고결의

157）

카스자, p.48, p.69; 서동만,『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pp.943-944; 坪井豊吉,『在日朝鮮人運動 の 概況』（東京：法務省研修所, 1959）,
pp.607-612, pp.636-638 를 참고로 작성.
158）
카스자, 1995,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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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분회총회에서 1 개월에 한 번 정기 개최한다. 총회는 분회위원의
활동을 검토해, 상부기관의 방침에 의해서 분회원의 공통이익과 분회의
목적을 달성할 계획을 세워 전원이 그 역량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제 6 장)라고 명기되어 있다.159） 어디까지나 상부기관에 의해서
하부기구의

이익이

규정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

규약은

조선로동당 규약 제 6 장에 유사하여 북한의 대중동원체제의 구축 방법을
조총련이 재일 조선인 사회 내부에 침투시키려고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본 단위 조직이 권한을 행사하는 상급 AMO 나
정권의 사무부문과 제도상 강한 연결이 있는 반면 조총련의 하부기구는
횡단적인 제휴가 약했다.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의 재일 조선청년동맹은
서로 다른 지역의 조청과 연계・협동할 기회가 없었다. 물론, 조총련은
규약상 기본조직의 중요성을 명기하고 있고 기관지는 구성원 사이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요구하고 있었다. 160 ） 그러나, 분회끼리의 횡단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논평도 없었으며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협의체가

구축되지도 않았다. 북송운동 등을 통해서 집단적인 운동을 펼치는 것은
있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본단위

조직이

그들을

지휘하는

정권당국자와의 사이에 상호작용한 결과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AMO

는

분할지배라는

조직운영정책을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161）

하부기구끼리의 제휴는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만약 조총련중앙이 세포 사이의 횡단적인 관계를 적극 인정하게
되면

하나의

세포에서

생긴

이론이

다른

조직으로

확산되어

하부기구로부터 조총련 중앙에 대한 압력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특히,
이 당시 조총련은 민단과 치열한 체제경쟁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칙'은 관철되어야 할 제도였다. 조총련이
제 4 회 전체 대회까지 하부조직의 구획화를 진행시킨 덕분에 북송운동을

159）

재일본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위원회, 1958, p.6.
）
「총련
4
차
대회의
결정을
심오하게
옮기자」,『조선민보』,1958 년 6 월 10 일.
161）
카스자, 1999, p.4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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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며

적극

실천에

실시할 때에 하부기구로부터 이론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요컨대,
북송운동 직전에 이 원칙이 추가된 것으로, 조총련내에서는 같은 분회나
반끼리는 최상위자를 개재하지 않은 이상 서로가 의사소통할 수 없었다.
결국, 조총련은 광대한 지역에 퍼져있는 망상조직 (網状組織) 속에
다수의 재일한인을 가입시키는 한편, 그들의 활동영역을 지방의 좁은
조직 영역 안에 제한할 수 있었다. 조총련 중앙에서의 권력논쟁은 치열한
한편으로, 아래로부터 끓어오른 논쟁이 조총련 상부 조직을 변혁시키려는
시도는 제도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워졌다.
조총련 직무자의 선출방법
통상적으로 일당독재 정권은 AMO 중위 및 상위의 직무에는 정권 주요
기관의 구성원을 배치했다. 선거가 실시될 경우에도 미리 정권 측이
지명한 인물을 확인하기 위해 행해지거나 또는, AMO 일반 구성원에게
피선거권이 있는 경우에는 소집되는 것은 거의 없고 실제적인 행동도
하지 않는 회의 정원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162）
정권은 AMO 간부를 중앙정권의 재능을 기준으로 지명하지만 이때,
AMO 에서의 경험이 결정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통상적인
AMO 와는 달리 조총련의 경우 AMO 화하는 과정에 대해 약간의
차이점이 확인된다. 전술한 것처럼, 조총련 중앙의 파벌 투쟁에 대해
간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북한이었지만 산하기관의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재일조선인

녀성동맹의 경우 김은순（金恩順）은 조총련 의장단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녀맹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있었다. 그녀는 한덕수와 달리 비조국파였지만
조총련 창설 시에는 의장단에도 선출됐던 중요인물이었다.163）
1956 년 김은순은 의장단에서 탈락됐으나 평양에서 숙청될 때까지
녀맹 위원장에 높은 위치로 계속해서 지명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조총련 내부에 재일한인 여성운동을 견인하는데에 충분한 후보자가
없었던 것, 또한, 김은순의 여성운동에서의 존재감이 무시할 수 없는
162）
163）

카스자, 1999, p.60.
朴正鎮, 2012, pp.160-161,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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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이르고 있었던 점이 연관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어쨌든
통상적인 일당독재정권형 AMO 와는 달리 조총련에서는 위원장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던 김은순을 배척할 수 없었던 것이다. 164 ）
말하자면 국외 AMO 는 초기 단계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정치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AMO 에서는 AMO 로서 경력을 인정받아 그것을
토대로 해 일당독재정권의 정치 엘리트가 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조청에서의 실적으로 승진해 조선로동당에 입당하는
사람은 있었으나 조선로동당 내의 최고 지위를 받은 사람은 없다.
유일하게 조총련 문화부장을 역임한 장철 (張徹)이 1966 년 8 월에 북한
내각의 문화상에 임명되어 2008 년 8 월에 사망할 때까지 북한의
문화예술정책에 있어서 최고위 관료로서 활약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이다. 165 ） 통상의 AMO 와 같이, 국외 AMO 도
중・상급 간부들이 로동당에 입당하는 것 조차 예외적인 것이었다.
AMO 의 선출 방법으로 일당독재정권과 군부정권에는 지역 레벨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나 정당의 경우 AMO 의 고위직 뿐만 아니라 지역
레벨의 직무에도 그 자체 당원을 지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통상적으로
정당은 국민전체에서 소규모의 집단이지만 당원은 대집단을 구성하고
있다166）. 그들의 대부분은 당 사무국에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당외
조직에 일정한 직업을 얻는다. 카스자에 의하면 당원은 가능한 한 많이
지명하고 AMO 를 포함한 당외 조직 지도에 임하게 한다. 이러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AMO 의 기반조직에 대해서도 선거에 의한 인선이 실시되지
않는다. 형식적인 선거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도 지명된 당원이 선거로
패배하면 그것은 정권 부인과 같은 의미로서 해석된다. 167 ） 조총련도
지방대회나 지부대회 등 각급 기관에서 위원장, 임원, 대의원을 선출할

164）

녀맹의 전신인 재일조선민주부녀동맹의 결성으로부터 민전해산을 거쳐 조총련 결성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재일조선인 여성 운동에 종사해 지도적인 역할을 완수했다.
165）
朴正鎮, 2012, p.420.
166）
카스자, 1999, p.63.
167）
위의 책,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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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중앙에 준하는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선출한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제 5 조).168）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위원회 제 11・12 차 회의의 결정 이후,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리'에 의거해 각급 AMO 의 운영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활동가는 각급 기관에서 실시된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선거에 의해서 지도적인 입장을 확보하려고 했다.
북한의 정치 관행이 AMO 에 침투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그
전까지는 각 단체가 개별적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이후 산하
사업단체가 조총련 중앙의 강력한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북송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직전의 전체 대회에서 이 원칙이 규약
(제 1 장 제 4 조)에 명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상 조총련이 적어도
중앙 레벨에 대해 AMO 에 자리 매김된 것을 단적으로 나타냈다.169）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규약상 조총련이 AMO 화한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규약에 명기되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 이전까지는 조총련 중앙이 보다 자유로운 내부
논의를 용인해 사무국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있었다고 할수 있다.
이를테면 구성원은 상부기관에 반드시 구속되어 있지는 않고 관리기관
하에서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여지가 남아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자주성을 빼앗기 위해 4 전대회에서는 “조총련 본부, 지부,
분회의 기관은 자신 혼자서 영위하는 경향이나 모든 사업을 하청받아
정리하려고 하는 경향을 버려 모든 산하단체와 각계 각층의 역량을
발동시켜, 각 단체의 활동을 지도방조 하는데 있어서 한층 세심하게
주의를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요구했다. 이 조문은 조선로동당
규약 제 7 장 제 64 조와 유사해 북한의 제도가 조총련 조직에 침투하는
과정이 확인된다. 물론, 조직 관리상의 실제적인 과제로서 규약에
명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즉석에서 14 의 참가 단체와 16 의
사업체 모두에게 침투되는 것은 아니었다.

168）
169）

재일본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위원회, 1958, p.2.
재일본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위원회, 1958,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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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규약에 명기된 것으로 중앙의 관리가 개시되게 되어
있었으나 여전히 지역에 대한 통제는 반드시 높은 수준에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리'가 전국적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아직 좀더 기회를 기다려야 했다.
조총련중앙 단체가입의 양태
AMO 에 가입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법적 의무도 없고 맹세라고 하는
명시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는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MO 의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뭘까. 정권의 지지층은 자연스럽게 AMO 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예를 들면 건국 당초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토지국유화와
재배분으로 농민에게서 관심을 사고 그들을 AMO 에 가입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또, 국민이나 계급 단결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구성원도 있을 수
있고 재일한인 사회처럼 자제 교육의 기회를 추구하고 AMO 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AMO 의 규모가 지극히 크며 단기간 내에 그들이
비대화한 것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가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의 직업 총동맹은 30 세 이상의 모든
노동자와 기술자, 사무원이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조선 농업근로자 동맹도
유사한 규약을 가지고 있었다.170）
카스자에 의하면, 이러한 AMO 의 가입자가 많은 이유는 가입이
강제적이었기 때문이며 정권은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재나 서비스의
제공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강제했다.171） 조총련의 경우, 직접적인 강제는
할 수 없었다. 그 대신에, 교육제도, 민족권리옹호, 생활문제를 통한 강제
장치가 작용했으며 그 속에서도 교육제도의 제공은 재일한인에 대한 넓은
의미의 강제력으로서 작용했다.172）
170 ）

이온죽, 이인정,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과 조선민주 녀성동맹』,（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pp.55-56.
171）
카스자, 1999, p.58.
172）
물론, 이것이 당시의 재일한인에 의한 자발적 활동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생활문제를 배경으로 한 조총련의 강제장치는 민단 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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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재일한인의 생활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견해를 분명히 한 시점은 1955 년 10 월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2 개월
정도 전에 개최된 비밀회의에서 이미 교육 원조금의 제공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955 년 8 월 하순 한덕수가 특사로서 평양에 파견한
임광철 (林光徹: 조선 고등학교 교장) 등 조국파의 핵심 인물등이 김일성,
최용건, 박정애, 김일, 박년철등 북한의 최고 수뇌부를 접견했다. 그
자리에서, 김일성은 향후 조총련이 “로동당 중앙당 연락부의 지도”에
근거해 “대남 공작과 대일 공작을 실천하는 교통편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도록 요구하는 대신에 교육 원조금의 제공을 승낙했다.173）
즉, 북한은 조총련 간부에게 국외형 AMO 로서 일본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확약시키는 대신에 파격적 재정 지원의 의사를 표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북일 양국 간에는 국교가 없고 북한으로부터의
송금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교육 지원금이
공식적으로 조총련에 제공된 것은 1957 년 4 월 8 일 이후부터의 일이며
그 보다 이전의 시점에서는 공식 루트에 의한 송금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주목받은

것이

북한로비를

통한

비공식

송금에

의한

방법이었다.
‘제１차 일본 국회 대표단’에서 북한을 방문한 후루야 사다오
(古屋貞雄)는 북한로비를 통한 비공식 송금을 담당했다. 그 당시,
후루야의 최측근으로서 사회당의 조선정책에 오랫동안 종사하고 있던
사토

카츠미

(佐藤勝巳)의

증언에

의하면

회담을

했을

때

김일성으로부터의 의뢰를 받은 후루야가 비밀리에 조선대학교의 건설
자금을 조국파의 한덕수에게 건넸다.174） 후루야가 김일성을 접견 한 것은
체재 마지막 날인 1955 년 10 월 20 일이다. 175 ） 이것은 민대파가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의해 반격을 도모하고 있었던 시기이다. 동시에,
173）

呉基完,『北朝鮮諜報機関の全貌』,（東京：世界日報社, 1977）,p.24.
「朝鮮大学校の建設資金を運んだ 元・現代コリア研究所所長／本紙特別論説委員 佐藤勝
巳回想記（5）
」
『統一日報』,2012 년 2 월 15 일.
175）
「김일성 수상과 김두봉 위원장 조선 방문 일본 국회의원단을 접견」, 『로동신문』,
1955 년 10 월 21 일.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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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 같이, 김일성이 조총련 결성의 과정에서 표면화된 내부 갈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시기와도
겹친다.176）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과 조국파를 연결한 것이 후루야등의
북한로비였다. 1955 년 10 월말이 되면 조총련 중앙은 ‘조선대학교 건설
위원회'를 설립해 1956 년 4 월에 조선대학교를 창립하는 등 북한식의
교육사업을 정비했다. 이러한 사업에 후루야가 옮긴 건설자금이 사용된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1956 년 1 월 일본적십자사 대표단

평양 파견에서도 대표의 한 명인 국회의원인 미야코시 키스케 (宮腰喜助:
일조협회 부회장)가 “일본 내의 조선인, 조선인 조직 및 공산당
조직으로부터,

조선의

다양한

조직이나

단체로의

문서나

서류”를

177）

운반하고 있었다.

로비에 의해서 제공된 이러한 자료는 재일 한인 운동에 대한
김일성의 방침을 좌우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후루야나
미야코시와

같은

북한로비의

기능에

의해서 조국파는 애국활동을

담당하는 민족 간부의 육성 체제를 정돈할 수 있게 되어 그 결과, 조국파
주도의 통합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178）
또한 후루야는 사회당 대북정책을 보다 급진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을 실시했다. 후루야는 일조협회와 같은 북한 방문 경험자나
조총련의 주요 간부들과 함께 사회당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도록 촉구했다. 179 ）이러한 북한로비의 활동에 대해 김일성은
“조일양국 인민에 있어서의 친선・협조와 양국간의 정상적인 관계 수립을
위해 행해진 활동”이라고 칭찬했다. 180 ） 또한 같은 무렵, 북한로비와의
관계강화를

도모하여

비정부간

교섭의

창구로서

새롭게

조선

대외문화연락협회를, 조선로동당 내에는 국제부를 각각 신설하는 등
김일성의 직접

관리하에 대일

외교정책을

176）

일원적으로 관리하고자

朴正鎮, 2012, p.169.
테사 모리스 스즈키, 2007, p.123.
178）
韓徳銖, 1986, p.188.
179）
朴正鎮, 2012, pp.212-213.
180）
「김일성 원수가 후루야 사다오에게 답변」,『로동신문』,1956 년 3 월 3 일.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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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81） 대일외교의 기반을 구축해 일본 내에서의 로비활동을 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공식 통계를 보면 북송운동이 개시하기 직전까지 북한은
세번에 걸쳐 3 억 2 천만엔의 교육 원조금과 신문, 잡지, 서적, 영화 등
각종 문화재를 조총련에 보내고 있었다. 182 ） 이 금액은 현재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17 억엔 7 천만엔에 달한다.183） 막대한 지원금은 순수한
교육 지원을 위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대일인민외교'의 움직임과
연동하고 있었다. 실제 조총련의 설립을 계기로 북한에서는 각종 교육
도서, 인민 학교 규정, 학생 규칙, 교육안, 교육 요강이 조총련으로
송부되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하여 1956 년도의 신학기부터 북한의
교육 체계에 근거한 교육을 했다. 특히, 1957 년도 이후, 조총련의
신학년도

준비사업의

추진에

호응하여

평양방송을

통해

북한의

교육사업의 성과에 대해 특별방송을 개시했다. 이 방송은 민족교육의
목적과 기본방침을 논하며 청소년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재일한인의 교육지도 방침으로서 규정되고 있었다.184）
요컨대, 거액의 교육지원금은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이 북한교육 정책의
일환으로서 실시되게 된 계기였다.
한국 정부도 일찍부터 ‘조국에 헌신하는 성실하고 유능한' 한국인
양성에 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역설적으로 민단에 대한 지원정책은
북한보다 일찍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전쟁 중의 1951 년에는
민족교육의 일환으로서 본국 정부의 지원 하에 대학생, 중고생의 제１차
단체 모국방문 사업이 실시되어 1957 년까지 80 명의 대학생이 모국을
방문했다. 185）

181）

朴正鎮, 2012, pp.203-204.
재일본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위원회, 1958, pp.14-15.
183）
일본은행이 제공하는 소비자 물가지수(1958 년, 2012 년)를 기초로 산출.
http://www.boj.or.jp/announcements/education/oshiete/history/j12.htm/ (검색일: 2014 년
12 월 1 일).
184）
警備実務研究会編,『外事警察五十課（下）
』,（東京：武蔵書房, 1957）,p.154.
185）
李瑜煥, 1980, pp.173－174.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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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정 지원의 규모는 북한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다.
1950년대에 한국정부가 민단에 준 재정지원은 연간 600만엔으로 현재의
화폐가치로 대략 4,700 만엔에 지나지 않았다. 186 ） 거의 같은시기에
북한은 일본엔화로 1 억엔, 현재 화폐가치로 7.8 억엔의 교육 원저비와
장학금을 재일조선인 교육회에 송금한다는 확약을 주었다. 187）
대조적으로, 민단 사회의 강화 발전으로 연결되는 본격적인
재정원조는 1962 년까지 기다려야 하여 북송운동이 개시되는 이 시점에
있어 남북 양정부의 재일한인 사회에 대한 정책에는 현저한 격차가
있었다. 이러한 대응의 차이는 반드시 남북간 경제규모의 차이에
의해서만 초래되었다기 보다는 이승만 자신의 재일한인 문제에 대한
관심의 희박함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은 1945 년부터 1960 년에 걸쳐서
3 배에, 또, 대학생수도 12 배에 달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재일한인 사회의
민족교육에 영향을 준 적이 없었다.188） 이승만은 북한에서의 교육 원조비
송부 반대를 외치고 일본정부에 송금 금지 처치를 요구했지만 그
스스로가 예산 증액 등의 움직임을 보인 적이 없었다. 이에 대해 민단은
몇 번이나 이승만 정권과 정부 여당인 자유당에 민단계 민족학교에의
지원을 요구했으나 계속해서 무시당했다.189）
어쨌든, 북한에 의한 재원을 기초로 한 교육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재일한인의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였으므로 단체가입에
대한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조총련과

북한로비에

의해서

제도화되어 제공된 교육지원 사업은 민단에 의해서 대체될 전망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AMO 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은 정권이 그 이외의
공급원을 배제했을 경우에만 구성원들에게 매력이 된다. 이는 비록
186）

주일특명전권대사 김용주에 의하면 한국정부가 민단 육성을 위해서 제공한 재정지원의
내역은 민단에 대한 청년단에 각각 운영비로 해서 월액 20 만엔 한국학생동맹, 재일 대한
부인회에도 월액 5 만엔에 불과했다. 金龍周『風雪時代八十년：나의 회고록』（서울:
新紀元社, 1984）,p.214.
187
）
「재일본
조선인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
원조비를
네번째
송부」,『로동신문』,1958 년 9 월 26 일.
188）
森山茂徳, 1998, p.69.
189）
金賛汀,『在日義勇兵帰還せず-朝鮮戦争秘史-』,（東京：岩波書店, 2007）, pp.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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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가 비회원에게 그 이외의 벌을 더하지 않는 경우에서도 강제를
의미한다.

190 ）

조총련의 경우, 간접적인 압력이 북한로비에 의해

유지되었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 통상의 AMO 의 형성 과정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었다.

(3) 조총련 산하기관의 AMO 화
AMO 는 어느 특정의 사회 영역에 속하고 있는 개인을 거의 모두
가입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대중단체라 할 수 있다. 191） 재일한인 사회의
경우, 북한에특별한 감정을 가지고있는 개인중에서, 연령, 성별, 직업,
산업, 거주지역별 혹은, 이것들을 다수 조합한 형식에 의해 구성원들이
조직 되었다. 조총련은 구성원을 가입시킬 때, ‘조직 방위'상 최소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별을 실시하지 않았다.192）

＜도표 2-3＞ 조총련 기구의 AMO

190）

카스자, 1999, p.59.
카스자, 1999, p.50.
192）
「組織防衛について」,재일본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위원회, 1958, p.80.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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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과의 경합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이것은 ‘통제'라는 AMO 의
기본목표로부터 생기는 당연한 귀결이다. 만약, AMO 가 권한을 행사해도 북한의
방침과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가입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조총련 중앙을, 조총련 중앙이
산하단체를 통제하는 이상 정권 엘리트는 재일한인 대중의 가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대중의 가입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재일 사회에 있어서의
조총련

중앙의

영향력은

강해지게

되고

민단과의

경합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쟁 환경이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북송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국면에

들어간

뒤

산하기관인 AMO 에‘귀국자 집단'을 조직 시키는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에
각 AMO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총련 중앙은 연령별 AMO 에는
학생귀국자집단, 직업별 AMO 에는 직업안정소집단이나 기술자 집단을
결성시켜 북송하였다.193）
연령별 AMO
연령별 AMO 에는 유소년과 청년의 단체가 있으나 이것은 재일한인
사회에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도표 2-4＞ 재일한인 연령별 AMO194）

193）

張明秀,『謀略・日本赤十字 北朝鮮
「帰国事業」の深層』
（東京
,
：五月書房, 2003）,pp.77-78.
만 28 세를 넘는 조청원이 계속해 조청원으로서 생활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연장이 인정됐다
(公安調査庁,『朝鮮関係団体要覧』,（東京：公安調査庁,1982）, p.29； 社会運動調査会編,
1961, p.229).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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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조직화 담당자에게 있어서 학생은 조직대상이 되기 쉬운
계층이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일시적으로 부모나 다른 단체로부터
눈길이 미치지 않는 구속된 신분이기 때문이다. 195 ） 조총련의 대표적인
연령별 AMO 에는 조청과 그 하부 단체인 재일본 조선인 민주 소년단이
있다. 도표 2-4 에도 있듯이, 북송사업 개시의 전년, 소년단에는 대상
연령의 67.8%가 가입하고 있었다. 이 수치는 통상적인 연령별 AMO 와
비교해 보면 평균적인 수치이다. 196 ） 그런데도 1957 년의 시점에서
조총련 중앙은 이러한 소년단의 가입률에 만족하지 않았다.
조총련 중앙에서는 연령별 AMO 의 참가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민단계나 일본의 학교가 아니라 조총련 계열의 ‘민족학급'에 진학하도록
촉구했다. 민족학급이란 일본의 학교에 있어 재일한인 자제를 대상으로
민족교육을 과외로 실시하는 학교이다.197）
전국적으로 민족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이 당시, 민족학급은
조직대상의 대체 방법이기도 하여 민족주의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계몽시설로서의 역할이 있었다. 테사가 지적하듯이, 민족학교 네트워크는
북송문제에 관한 정보를 확산하는데에 결정적인 원동력이 된 것을
상기하면 민족 학급을 통제하는 방법은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198） 또, 젊은 세대의 귀국자가 민족학급이나 조선고교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북한에 귀국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에서도 그 효과를 추측할
수 있다.199）
민족학급에 다니는 학생수는 소년단의 가입자수에 비례하고 있어
연령별 AMO 의 조직구조가 정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총련이
195）

카스자, 1999, p.50.
예를 들면, 파시스트 정권 하의 이탈리아의 연령별 AMO 가 66%이었으며 소년단의
가입률과 같은 수치가 검출되고 있었다. 카스자, 1999, p.51 를 참조.
197）
민족학급을 특설한 것은 「조선인 학교 폐쇄령」에 의한 소산이다. 李瑜煥,『日本の中
の三十八度線―民団・朝総連の歴史と現実―』,（東京：洋々社, 1980）,p.169.
198）
테사, 2007, p.209.
199）
예를 들면, 전 조선고등학교 교사였던 이진희는 자기 제자들한테 귀국을 권하여 담당
학급 50% 이상이 북한으로 귀국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李進煕, 2000, p.72.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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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 화의 모델이었던 북한의 경우, 인민학교 밖에 없었기 때문에 학교의
재적자수가 연령별 AMO 의 가입자수와 거의 일치하는 경향에 있었으나
조총련의 경우, 국외 AMO 이기때문에 조선국적 보유자가 반드시 조총련
계열의 민족학급에 반드시 다니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한덕수를 비롯한
중앙에서는 만성적인 위기감을 안고 있었다.
실제, 재일한인의 학생수 약 13 만 3 천명 중 조총련계의
민족학교에 소속해 있던 것은 20% ( 약 2 만 6 천명)에 지나지 않았다.200）
때문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민족학급의 보급은 조총련 운동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1956 년의 제 2 전체회의에서는
‘하계 소년단사업에 관해서’를 채택해 일본측의 학교에 통학 중인 자에
대해서도 소년단 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실시하고 연령별
AMO 의 조직력 보강에 노력했다.201）
한편, 또 하나의 연령별 AMO 이며 북송운동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완수하게 된 AMO 가 조청이었다. 원래, 민전시대의 조청은 모든
산하단체 중에서 가장 첨예적인 실동부대였다.

때문에, 남일성명 이후,

일본정부에 대한 내정불간섭의 방침을 추진하기 위해 조청을 재편하는
것은 조총련에 있어서 급선무였다. 이 때문에, 조총련 중앙은 초창기부터,
청년단을 재일한인사회의 강력한 핵심 조직으로 재편입하려고 움직였다.
민대파와의 파벌 항쟁에 대해 조국파는 1955 년의 재일한인
운동의 전환에 수반해 민청 제 4 차 임시대회에서 재일조선민주
애국청년동맹을 해산시키고 재일본조선 청년동맹으로 재편했다. 이것은
북한에 종속되는 조국파가 주도적으로 청년 조직을 개편한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을

지지하고

조총련의

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투쟁하는

202）

재일조선인 청년의 유일한 집결체를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다.

조국파

주도의 조직개편의 성과는 바로 나타났다.
같은 해 12 월의 조청 제 2 중위에서는 일반정세 보고에 대한
토의를 둘러싼 민대파와 조국파의 항쟁이 폭로되어 “총연합을 경시해 온
200）
201）
202）

警備実務研究会編,『外事警察五十課（下）
』, (東京：武蔵書房, 1957）,p.156.
坪井豊吉, 1959, p.692.
海外事情調査所編, 1960,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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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의 활동은 잘못이었다”라는 자기비판이 전개되었다. 이것에 의해
조국파가 지향하는 운동노선을 향해 의지통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203） 게다가 인사쇄신에 더해 1956 년에는 강령과 규약이 수정된
것을 받아들여, 조총련과 조청의 운동 추진방법이 일치하였다.204） 북한도
조청을 조총련의 AMO 로 하기 위해 다양한 후방지원을 실시했다.
1956 년 1 월에는 북한 일본민주 청년동맹 10 주년에 즈음하여 “재일
조선인의 유학생을 우대 한다”(내각 결정 제 7 호)를 발표했다.
북한은 조청의 조국방문단의 수용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조청의 활동가의 충성심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지도의 강도를 높이려
했던 것이다. 물론, 조총련 중앙 결성으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기간에
조청을 완전한 AMO 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었다.
지방에서는 민대파의 조청간부의 저항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침투하지
못했다. 북송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에 개최된 제 4 회 전체대회에서는
조총련 중앙이 “청년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향해지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그 중요성에 대해 다루는 한편, “조총련사업을 실현할
인재를 교화해 준비하며 전체 청년에 대한 교양 사업 대책과 그 조직을
위해 물심 양면에서 지도 원조가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205）
이러한 지적을 통해 당시 조청이 본국정부의 명령에 종속되는
AMO 로서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도시부를 중심으로

조청의

행동지침은 조총련 중앙과 일체화하고

있었지만 제도화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방 조직에까지 충분히
AMO 화가 진전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전국 각지에 지방 조직이
결성되는 AMO 화는 북송 운동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성별 AMO

203）
204）
205）

坪井豊吉, 1959, p.684.
위의 책, 1959, p.685.
재일본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위원회, 1958,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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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공산주의 정권은 정권내에서 여성이 보다 현저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의 반영으로서 남녀를 대등한 조건으로 같은 AMO 에
가입시켰다. 또 다른 여성 단체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것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것임을 밝혔다. 카스자에 의하면 여성의 평등권을 촉진 혹은
방해하기 위해서 국가가 여성 단체를 조직해 활용해 온 이유는 그것이
국가 권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206）
북한의

경우,

여성

단체는

실질적인

정치적

활동

영역이

상대적으로 적고 흔히 대내외적인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그 명칭을
사용했다.207） 재일한인사회에 있어서의 ‘녀맹’의 역할도 이것과 유사하다.
‘녀맹’은 1947 년에 조련기구의 한 부문으로서 부인부를 기반으로 재일
여성의 유일한 결집체로서 결성된 것이 그 시발점이다. 조련시대는 물론,
조련해산 후에는 해방 구원회, PTA 와 함께 좌파계열 조련세력을
보호하는

조직이되어,

민전

산하의

유력

단체로서

각종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208）
또, 민전 해체 후는 조총련의 운동 방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제 7 회 임시 전체 대회를 개최해 김은순 위원장의 일반 보고와 자기 비판
후, 선언, 강령, 규약을 개정했다. 209） 일본에 거주하는 만 18 세 이상의
모든 조선인 여성이 가입하게 되어 있었다.210） ‘녀맹’은 1950 년대말부터
60 년대 전반에 걸쳐 일본의 부인 단체 등과 연동하면서 북송운동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다른 AMO 와 비교해도 정치적인 자율성을
발휘한 사안이 없고 조총련 설립 당초부터 이미 정책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이 높은 조직이었다.
직장별 및 산업별 AMO

206）
207）
208）
209）
210）

카스자, 1999, p.52.
강인덕, 1974, p.223.
海外事情調査所編, 1960, p.178.
坪井豊吉, 1959, p.690.
강인덕, 1974,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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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종사자의 AMO 는 직장과 산업의 편성에 기초해 조직 된다.
카스자에 의하면 정권은 산업 횡단적으로 수공업 및 비수공업의 종업원의
AMO 를 별개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회사 또는 산업의
전종업원의 단일 AMO 를 조직 한다고 한다. 이것은 직장별이나 산업별로
분류하면
때문이다.

사회주의국에서는
211 ）

경제계획의

입안이

용이하게

되기

단적으로 북한의 사례로 보면 해방 직후부터 토지개혁과

병행하면서 노동조합을 ‘직업동맹'을 바탕으로 집결시켜 “건국 증산
운동을 계획적으로 수행”시켰다.212）
북한에서는 노동조합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생산자 AMO 의
조직화는 꽤 진전되지 않았지만 정권 엘리트에 있어서 생산자 AMO 가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이런 생산자 AMO 는 북한국내의
경우와는 달리, 재일한인 사회에서는 그다지 작용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
내에서 대표적인 생산자 AMO 로서 분류되는 재일본조선인 교직원 동맹,
재일본조선인 교육회, 재일본조선인 문화단체 협의회의 합계 가입자 수는
총 2 만명을 미안이었다. 213 ） 이것은 같은 해 위에서 언급된 녀맹이
6 만명이 넘었던 것을 생각하면 생산자 AMO 의 조직력이 결여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이 정도까지 재일한인사회에서 생산자 AMO 가 발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국내와 국외에서 설치하는 경우 부여되는 성격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즉, 북한국내에서 생산자 AMO 를 창설하는 경우, 자국의
계획경제에 동원하기 위해서 조직이 형성된다. 전술한 건국기 북한의
사례를 상기하면 분명히 알수 있다. 반면, 국외에 설치된 직업별・산업별
AMO 에는 국내와 같은 수요가 없다. 즉, 재일사회에서는 북한의
계획경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생산자 AMO 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214） 그러나, 생산자 AMO 의 존재가치가 없었다는 것이
211）

카스자, 1999, pp.52-53.
서동만,『북조선사회주의의 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선인, 2005）,p.280.
213）
坪井豊吉, 1959, p.610.
214）
해방직후부터 북한은 ‘직업 동맹’을 개편해, 건국 증산 운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할 계획 강령을 작성했다. 광산에서는 ‘생산 돌격대 운동’이 전개되어
인민위원회가 직접 지도했다. 서동만, 2005, pp.321-32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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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실제로, 조총련 결성에 임하여 재일조선인 운동의 노선 전환에
수반해 재일 조선인 교육자 동맹이 종래 일본 교직원 조합에 가맹하고
있던 지방 조직을 이탈시키고 흡수했다.215）
특히, 북송운동의 진전에 수반해 북한이 1961 년 이후, 노동력
이전으로부터 기술력 이전으로 옮긴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 내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 과학자의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생산자 AMO 의
역할이 기대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본국에 필요한 자재나 지식,
기술력을 제공하는 기구로서의 가치가 생산자 AMO 에 부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역별 AMO
1955 년의 조총련 결성대회에서는 “재일 동포의 총 단결을 위해··· ···재일
동포의 거주, 직장, 학원 등 말단조직으로부터 동포 대중과 일상적으로
밀착해 각종 형태의 통일행동을 조직 한다.”라고 결정했다.216 ） 그 중에
특히, 재일한인을 통제하는데 일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완수한 것이
‘분회’였다. 조총련 규약에 의하면, 조총련 산하단체의 기본단위 조직은
‘분회’(제 6 장 37 조)이며 분회는 “상부기관의 방침에 의해서 분회의
공통이익과 목적을 달성할 계획을 세운다”(제 6 장 38 조). 즉, 분회는
조총련 중앙에 의해서 규정된 이익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최소단위의
집단이었다.
그 규모는 2 전체회 (1956 년)에서 1,239 단체, 3 전대회
(1957 년)에서 1,390 단체를 기록하고 있어 북송운동 개시 전의 시점에서
전국의 도도부현 (都道府県)에 평균 30 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217）

분회는 충실한 재일동포를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조직적

기반이며 귀국 희망자를 직접 설득하는 최소단위였다. 조총련 중앙에서는
사무국의 경우와 같이 분회를 망라하는 수법을 북한으로부터 모방했다.

215）

公安調査庁, 1982, p.48.
강인덕, 1974, p.164.
217 ）
조총련의 분회는 1970 년에 2 천정도 존재하고 있었다（坪井豊吉, 1959,
pp.611-612 를 참고）.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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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운동 개시 직전의 4 전대회에서는 중앙에서 지방, 지부, 분회에
이르는 명령 계통의 일원화가 진행되었다. 그 때까지 지방조직의
자율성이 보장됐지만, 조총련 중앙의 방침에 따르도록 책임 능력이 있는
활동가를 지방 조직에 배치하기 위해, 지방 본부에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약간명을 선출해 지부의 경우는 의장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약
개정되었다. 또, 지방 의회의 운용이 축소되어 소집권도 중앙상임원회에
이전시켜 사실상 지방의 자치성이 폐지되었다.218）
이 이후, 조총련 중앙에서는 ‘학습조운동’과 ‘민주선전근거지’를
조총련의 최소 구성 단위인 분회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조선 로동당의
방침을 거주지 AMO 에 직접 전달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19 ） 4 전대회의 ‘대회결정서’에는 “기관, 거주, 직장 등 단위로
반드시

‘학습조

(学習組)’를

구성하고

정기적

학습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 위원회는 학습 계획과 강사, 텍스트 등에 대하여
지도 대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기됐다.220）
‘학습조’의 설립은 원래, 조국파가 파벌항쟁의 과정에서 중앙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추진시킨 것이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조직의 세포에 ‘민주선전실'을 설치해 그 곳을 거점으로 북한에서 받은
신문이나 서적의 독서회, 좌담회, 영화의 감상회, 북한방송의 청취회,
사진 전람회 등의 선전활동을 했다.

221 ）

학습 기본문헌으로서 ‘조선

로동당 제 3 회대회 문헌', ‘총연합 강령・현약', ‘공산당 선언',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역사적 교훈' 등을 지정해, 학습활동을 독려했다.

218）

朴正鎮, 2012, p.270.
조선로동당의 세포조직인 학습조는 생산자, 연령별, 종교별 등 모든 AMO 의 내부에
이식되었지만 특히, 전국에 산재하여 제일 하부조직이었던 거주자 AMO 로의 확산은
조총련의 AMO 화의 실제적인 모습을 검토하기 위해 중요한 지표이기도 한다.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중앙 위원회, 『제 4 차 전체대회 보고 및 결정집』,
（東京：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中央本部, 1958）, pp.110-111.
220 ）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중앙 위원회,『제 4 차 전체대회 보고 및 결정집』,
（東京：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中央本部, 1958）,p.110.
221 ）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중앙 위원회,『총련제 3 차 전체대회 보고 및 결정집』,
（東京：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中央本部, 1957）,p.30.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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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학습 참고자료는 학습조가 제도화된 당초부터 북한에 의해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민주선전실에 활동가를 파견하려면, 유능한 간부를
중앙에서 양성해 파견할 필요가 있었다. 거기서 필요하게 된 것이 간부
활동가들의 교양사업이었으며 특히, “조국의 혁명노선과 조총련의 새로운
방침을 한층 이론적으로 깊게하고 선진적 과학 이론으로 무장하기”위한
‘학습조의 조기 결성 촉진 사업'이었다.222） 제도화의 방침은 북한 방침을
접수 개최된 공산주의자 간담회에서의 결정을 답습한 것으로 일본
공산당의 당색에 물든 민대파를 조선 로동당에 충실한 공산주의자에
세뇌・결집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있었다.223） 또한, 세뇌공작에 의해서
구 민대파를 서서히 무너뜨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조국파의 기반을 더욱
더 강화해 부동의 기반을 만드는 목적이 있었다.224）
학습조는 활동가가 3 명 이상 있는 각급기관, 직업・거주지
AMO 에 의무적으로 조직되었다. 그 규모는 25 명까지가 표준적인 조의
한도이며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 개의 조내에 몇 개의 반을 마련해
운영되었다. 그리고, 각 학습조에는 회원의 호선으로 선택된 대표자를
두고 조총련 각 급 기관에 설치된 ‘학습 교양부 (学習教養部)’가 조의
운영의 지도, 원조를 맡았다.225）
학습조가 제도화된

배경에는 전술하는 바와 같이 재일한인

활동가에 대한 일본 공산당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고 민대파의 활동가를
조선 로동당에 충실한 공산주의자로 전환시키는 목적이 있었다. 동시에
조총련 중앙의 정책을 재일한인 사회에 깊게 침투시켜 조총련 중앙의
정책수행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골조이기도 했다.
학습조의

제도화는

그

후의

북송운동에

대해

재일한인의

의지결정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루트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물론, 북송운동이 개시되는 이 단계에서는 학습조
운동이나 민주선전 근거지가, 반과 분회 속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222）
223）
224）
225）

公安調査庁編,『朝鮮総連の「学習組」の実態』,（東京：公安調査庁）,1983, p.1.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중앙 위원회, 1957, p.58： 公安調査庁編,1983, p.2.
坪井豊吉, 1959, p.666.
公安調査庁編, 1983, pp.3-4,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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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지방의 실태로,
반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구성원을 어떻게 집결시키는지에 대해 방책이
연구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주지 AMO 를 개재한 학습조의 운용이
효과적이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226 ） 또한, 전술한 것처럼,
민대파와 조국파와의 사이에 파벌대립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았고,
중앙의 지도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 지방조직이 많이 존재하고 있던 것도
조청과 같았다.

2. 북한로비의 형성
(1) 일조협회의 성격변화
불교계와 중립파의 탈락
북한로비의 주익을 담당하게 된 일조협회는 처음부터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적인 조직이 아니었다. 북송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이
단체는 의외로 설립 당초 한반도의 남북 양쪽과의 관계개선을 지향하며
불교계 출신 지식층에 의해 구성된 순수한 친선단체였다. 도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토의

일조협회의

회장도 교토 불교도회의

‘야마구치 코우엔 (山口光円)’이 취임하고 있었다.

227 ）

상임이사

당시 일조협회는

남북 어느 이데올로기에도 기울지 않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단체였다.
그런데, 1952 년 1 월부터, 민전과 함께 ‘재일조선인 자제 민족교육 부활
운동’으로의 협력을 계기로 재일한인 단체와의 관계가 서서히 깊어졌다.
일조협회에 혁신계 구성원을 다수 포함한 일조친선협회가 합류하게 되어
민전과

불교계를

연결시킨

이영표

(李英表)와

혁신계

불교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일본 공산당원 ‘마츠이 카추시게 (松井勝重)’가 협회운영을
시작했다.228）

226 ）

「활동란」,『조선민보』,1958 년 6 월 14 일.；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중앙
위원회,『제 4 차 전체대회 보고 및 결정집』,1958, p.102.
227）
李尚珍,「日朝協会の性格と役割」高崎宗司・朴正鎮,『帰国運動とは何だったのか―封印さ
れた日朝関係史―』,（東京：平凡社, 2005）,p.238.
228）
朴正鎮, 2012,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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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5＞ 일조협회의 인적구성（1952）229）

또한, 전국에 분산화되고 있던 일조협회의 지방조직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전 활동가가 포섭되어 서서히 북한에 비중을 두는
정치단체로 변모하였다. 일조협회의 전체 구성원의 약 60%이상이
재일한인이 되어, 특히, 그들은 지방 수준으로 영향력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속에서 기관지 “일본과 조선（日本と朝鮮）”에 전재된
한국전쟁에 관한 사진 보도를 둘러싸고 중립파 사카토 (坂戸智海)가
사직하자 그러한 경향은 보다 현저하게 되어 그 후 이사장직은 계속해서
공백으로 남겨졌다. 230 ） 일조협회의 창설기부터 참가하고 있던 불교계의
임원이 탈퇴해 그 대신에 중국과 소련에서 돌아온 문화인이 다수
입회하면서 ‘일소친선협회’나 ‘중일우호협회’와 같이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진보적 지식인에 의해 구성되었다.231）
당시 일본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혁신세력에 의한 활발한
정치운동에의 참여는 오로지 일조협회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50 년대 전반부터 고양된 일본 평화운동 대두와 궤를 같이
했다. 전전파 (戦前派)의 정치가가 복귀하고 헌법개정과 재군비를 비롯한
점령정책의 수정을 공연히 외치기 시작한 것은 전후개혁의 성과가 수포로

229）

日朝協会編,『日朝友好運動 10 년のあゆみ』,（東京：日朝協会,1960）, p.11; 李尚珍,「日
朝協会の性格と役割」,高崎宗司・朴正鎮編著,2005, p.237.
230）
위의 책, 1960, p.18.
231）
朴正鎮, 2012,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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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위기 의식을 국민 사이에 널리 침투시키고 있었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사실상의 재군비 시작은 국민 사이에 전쟁에 대한 경계감을 불러
일으키고 평화운동의 고양을 초래했다. 실제,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 수준
뿐만 아니라 정당의 국정운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 사회당은 전후
일본의 정치공간에서 현저하게 세력을 증대시켰다.
좌우 (左右) 사회당은 1955 년의 총선거로 중의원에 3 분의 1 에
도달했고, 헌법개정 발의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그럭저럭 좌우 통일을
했다.232） 그런데도, 1955 년 즈음까지 일조협회는 전국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전국 규모로 정치 사회운동을 동원하는만큼 로비
단체로서의 조직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55 년을 경계로 이러한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1955 년 5 월 ‘하타나카 마사하루 (畑中政春)’가 일본평화 옹호연락협의회
대표로서 북한정부 수뇌와 회담을 갖은 것을 계기로 일조협회는 남북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버리고 친북단체로서의 경향이 강해졌다. 233

）

한편으로, 로비단체로서 특정 국가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역량을
집중시키게 된 것은 기존 연구가 지적하듯이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234） ‘남일성명' 발표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기의 북한 방문은 북한측이 ‘하타나카' (畑中)를 초청하는
형태로 행해졌다. 북한의 의도는 대일 정책의 변화를 하타나카에게
전하는

것과

동시에

각지의

일조협회를 통합해

전국조직으로서의

일조협회의 결성을 요청하기 위해서 였다.235）
‘남일성명’에 의한 북한의 대일접근정책으로의 급선회는 조총련의
AMO 화의 단서가 되었던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북한로비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북한

방문을

232）

끝낸

하타나카는

장기간

北岡伸一『日本政治史―外交と権力―』（東京, 有斐閣, 2011）, pp.225-226.
하타나카는 코베고상을 거치고 아사히 신문사에 들어가 제 2 차 세계대전 중의
모스크바 특파원으로서 활약했으나 전후의 일본판 레드 퍼지 (Red Purge)의 영향을 받아
평화운동에 종사한 인물이었다. 日朝協会編, 1960, p.28.
234）
Trevor Rubenzer, “Ethnic Minority Interest Group Attributes and U.S. Foreign Policy
Influence: 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oreign Policy Analysis (2008)4, p.177.
235）
李尚珍「日朝協会の性格と役割」高崎宗司・朴正鎮『帰国運動とは何だったのか―封印さ
れた日朝関係史―』
（東京：平凡社, 2005）, p.239.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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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이었던 일조협회의 이사장으로 취임해, 높아진 일조국교 정상화의
기세를 이용하여 전국적 조직의 결성과 확대강화를 도모하기 시작했다.236）
이것을 통해 그가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북한과의 사이에 일조협회
재건에 대해 논의한 것을 유추하여 볼 수 있다. 실제로, 하타나카의
이사장 취임은 일조협회의 전국적인 조직화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였다.237）
일소협회 이사, 소련 연구자협회 간사, 원수폭금지 일본협의회 상무이사,
일본 평화 위원회 이사라는 다양한 직함을 갖고 있던 하타나카는 일본
내의 평화 운동이나 사회주의 제국과의 연대운동에 폭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하타나카의 관여에 의해서 일본 내에
‘평화 통일전선’의 기반구축이 용이하게 되는 장점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북한과 하타나카 등을 중심으로 한 로비단체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행해졌다.

그

당시,

하토야마

외교에서의

주요의제이며

국민여론의 큰 관심사인 북한잔류 일본인 철수문제에 대해 일조간 교섭은
일본 적십자사를 매개로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거기에
일조협회가 개입하도록 요구했다. 이것은 북한로비에 상대적인 정치적
역량을 주려고하는 움직임이었다.

236）

社会運動調査会編, 1961, p.236.
金昌旿（朝鮮総連中央本部社会経済部次長）
・松井勝重（日朝協会副理事長）
・清水克已（日
朝協会本部事務局員）
「＜座談会＞日朝友好運動十周年を記念して」
『日本と朝鮮』1960 년 9 월
25 일.

237）

- 86 -

＜도표2-6＞ 일조협회 제 1 회 전체대회（1955）

또, 하타나카 자신도 일본 내에서 북한의 방침을 정부에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교섭단체로서 일조협회를 포함하도록 설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중국의 대일 인민 외교의 기초가 되고 있던 ‘민간 3 단체
방식' (일본 적십자사, 중일 우호 협회, 일본 평화 연락회)을 원용해
‘민간 2 단체 방식' (일본 적십자사, 일조협회)을 구축하는 것으로 238 ）
로비단체로서 외교 교섭의 중심 부대에 서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일조협회는 국내정치의 유력한 로비 단체로서 주목 받게
되었다. 239）
일조협회의 재편
238）
239）

朴正鎮, 2012, p.121, p.186.
日朝協会編, 1960,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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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타나카의 북한 방문으로부터

6

개월 뒤,

일조협회는 처음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그 만큼 조직력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도표 2-6 를 보면, 주된 구성원이 이미 이전의 귀국협력 운동의 주력이
되는 핵심 인물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
불교계로부터

선출된

야마구치

(山口)만을

제외하고

좌파사회당의

국회의원이나 혁신계 지식인들이 대부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무국장에는 평화 우호운동으로 하타나카의 협력자인 인나미 히로시
(印南宏志)가 자리를 잡았다. 원래, 전국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일조협회
사무국에서 운동을 진행시키고 있던 것은 김창호 (金昌旿), 김경보
(金慶宝)라는 재일한인이었지만 일본인 임원을 지정했다. 이로 인해,
일조협회는

형식적으로는

일본인의

평화

우호단체로서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토대가 구축되었다.
인나미의 사무국장 취임은 일본 내에 있어서 평화 운동과의 제휴를
중요시한 인사였다. 그러나, 실제로 재일한인은 모두 참여이사라는
입장에서 계속 협회운영에 관여했다. 조총련도 전체대회에서 일조협회의
조직이 없는 곳에서는 조총련이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발휘해 지원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240）
전후 재일한인 운동에 관련된 일본 공산당원 테라오 고로
(寺尾五郎)는 1950 년대 당시의 일조 우호운동이 “모두 조선인이
제안하고, 설명하며 자금을 대고 준비하여 일본인을 동원하여 협력시키는
운동”이었다고 증언했다.

241 ）

1956 년의 시점에서 일정 수의 귀국

희망자가 있어 일조협회의 의제에 오르기도 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무라

수용소의

범위

내의

문제로서 다루어졌다.

242 ）

때문에,

재일한인이 주도하는 북송운동이 시작되지 않는 이상, 필연적으로
귀국협력운동도 오오무라 수용소 문제의 범위 내에서 파악되고 있었던
것이다.

240）

朴正鎮, 2012, p.194.
寺尾五郎,「帰国問題」朝鮮関係 フ ァ イ ル ,（東京：農文協図書館寺尾文庫所蔵,
발행년불명）.
242）
「第二回全国大会決定集」,『日本と朝鮮』,1956 년 11 월 20 일.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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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7＞ 북한방문일본인 단체의 추이

한편으로, 하타나카의 이사장직 취임은, 일조무역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조무역에 관한 접촉은 1952 년 4 월, 모스크바
국제경제회의에 출석한 일본대표의 고우라 도미 (高良とみ), 호아시 게이
(帆足計), 미야코시 키스케 (宮腰喜助)와 조선대표 유도승 (兪道承)의
회담이 최초의 시도였다. 하지만, 이 회담은 한국전쟁의 진행 중에
열렸기 때문에 무역의 내용이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1955 년 10 월, 동공물산의 코바야시 타카지 (小林隆治)가 북한을
방문하고 조선 무역회사와 협정을 체결했다. 이때, 코바야시와 함께
북한을 방문한 자가 ‘일소무역회’의 타나베 미노루 (田辺稔) 사무이사였다.
243 ）

타나베는 일소협회 이사였던 하타나카와 친분을 가지고 있어

일소무역 실현을 위해 서로 접촉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 후, 타나베는

243）

日朝協会編, 1960, p.52.

- 89 -

조선

무역

촉진

위원회의

상무인

김최선과‘조일무역촉진에

관한

회의록’을 체결해 북일무역 실현의 기운을 양성해 나간다. 일소무역의
관계자가 움직이기 시작해, 일중무역회 속에 ‘일조무역연구'가 생겼던
것도 평화옹호운동의 중심에 있던 하타나카에 의한 영향이 적지 않았다.
그 후, 타나베는 와코우 무역, 삼장무역, 타이요 물산등의 무역상사를
매개로 하여 ‘일조무역회’를 구축했다.
북일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골조가 구축되는 와중에, 1956 년 4 월
일조무역 어업 촉진 전국협의회, 일조무역 어업 촉진 대책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북한과의 무역,
인사교류를 용인하지 않는 소위 ‘차관회의'의 방침을 견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9 월에는 중일무역의 기조 중에서 대련경유 무역을
사실상 용인했다.
그 후에도 일조협회, 일조무역회는 직접무역의 실현을 위해
“경제교류나 인사왕래의 자유 획득”이 지상명제이라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이것에 자극받아 조선과의 무역을 희망하는 상사를 중심으로
북한 방문 단체가 급증했다 (도표 2-7 참조). 북한과 무역 어업의 실현이
전망된 것으로 그 때까지 일조협회가 없었던 지방도시에서도 지부가
결성되었다. 일조협회에서는 일조무역 타개를 향한 회합을 실시하고 지방
자치체에 대표를 출석시켜 조직력을 한층 더 확충했다.

244 ）

북한이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로동신문은 북일무역의
움직임을 정기적으로 보도하고 일본 국내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245）
물론, 일조협회는 무역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지방의 평화조직이나
지방자치체 등의 북한 방문에도 힘을 기울였다. 부문별의 북한 방문과
교류 사업은 일조협회의 각 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으로 비정부간 접촉의
기회가 계속 증가했다. 지역단체의 북한 방문이나 교류 사업도 각 지역에
망라되고 있던 일조협회 연락회가 그 역할을 완수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44）

「第二回全国大会決定集」,『日本と朝鮮』,1956 년 11 월 20 일.
「일조 무역 협정은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일본 국제 무역 촉진 협회 회장 기자
회견담)」,『로동신문』,1957 년 10 월 1 일.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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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 직접 사업의 의뢰가 오기도 했다.

246 ）

북한측으로부터의

일본 방문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착실하게 로비 단체로서의 기초를
구축해 갔다고 할 수 있다. 그 성과는 준비위원회의 구성원과 전국의
지부의 수에도 반영되었다.
일조협회에서는 공장, 사무소, 관청, 학교, 연구소, 지방지역 등에
회원이 10 명 이상 있으면 지부를 만들 수 있었다 (제 11 조 제 1 항).
1956 년부터 1958 년 전반까지 북한방문 일본인 단체가 증가해
지부조직을 확충시킬 수 있던 배경에는 무역 어업 문제, 오무라 수용소
문제라는

두

문제를

일본

국내

여론에

제창하는

것을

통해

로비단체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던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일조협회의
제창에 의해서 행해진 오무라 수용소에 대한 국회의원에 의한 조사활동은
세 번에 이르러 재일한인의 인권, 생활권의 문제와 관련짓는 것으로
국내여론에 알려졌다.
조사단은 일한문제 대책연락회의를 무대로 일본정부가 수용자를
한국에 송환하는 것에의 부당성과 북한에의 귀국의사를 존중하도록
주장했다.

247 ）

트레버 루벤저 (Trevor

Rubennzer)가 지적하듯이

민족로비는 무엇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관한 의견을 집약시키는 것이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효과적이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일조협회는
로비단체로서 착실하게 진척되고 있었던 것이다. 248）
일조협회 등 북한로비를 이용한 외교전략은 전형적인 비정부간
교섭이었다. 비정부간 교섭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은 1956 년 4 월에 조선
대외문화 연락협회 (이하, 대문협)를 설립 후 당분간은 대문협의
위원장은 공백이었으며 사실상, 내각의 외곽단체에 지나지 않았지만,249）
북한로비의 창구기관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문협 설립에 의한
비정부간 교섭의 효과는 다음 해에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246）

朴正鎮, 2012, p.210.
日朝協会編, 1960, pp.43-44.
248）
Trevor Rubenzer, “Ethnic Minority Interest Group Attributes and U.S. Foreign Policy
Influence: 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oreign Policy Analysis ,(2008)4, p.176.
249）
朴正鎮, 2012, p.204.
247）

- 91 -

1957 년 1 월 일조협회는 제 9 회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일본정부를
향한 ‘일한회담에 대한 요망서’를 제출해 한일회담의 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 당시, 한일교섭으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던 어업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의 협의가 필요불가결한 상황에 있었다.
250 ）

때문에 설립 당시 처럼, 통상적인 비정치적인 친선단체였다면 이

시점에서 회담 재개를 부정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북한은 일조협회의
재편을 촉진시켜 대일정책의 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조총련에 의한
‘환담회’를 자주 개최하였고 방북 일본인을 북한로비로서 통합시켜
갔다.251）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1958 년의 제 4 회 전체 대회에서 확정
노선이 되었다. 즉, 동 대회에서는 남북통일 후에 국교회복을 실시할
방침으로 전환해 ‘평화 5 원칙’을 존중해 북한과 한층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 또, 그것을 위해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252 ） 이것으로 인해, 북한 지지의 정치적 성격과 조총련의
대변자적인 성격이 확정되었다. 말하자면, 불과 4 년 정도로 일조협회는
북한의 대일 정책과 완전하게 동조하는 로비 단체가 되었던 셈이다.
그리고, 일조협회의 조직적인 기반이 그대로 북한귀국 협력회의 전국적
조직망의 기반으로서 계승됐던 것이었다.
물론,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국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는 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민족로비단체는 대중이
합법적이라고 보는 전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253 ）. 따라서 특정 국가나 민족을 지지하는 단체에는 그것을 의회
정치의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힘을 발휘할 정당이 필요한 것이다.

250）

위의 책, 2012, p.206.
「조선을 방문하였던 일본 대표들을 환영하여 간담회를 개최(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와 일조 협회에서)」,『로동신문』,1957 년 12 월 4 일.
252）
極東問題研究所編, 1974, p.186；社会運動調査会編, 1961, p.236.
253）
Trevor Rubenzer, 2008, p.172.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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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당의 한반도정책의 전환
‘남일성명’을 둘러싼 좌파사회당의 대응
북송운동을 정책 수준으로 유도하게 되는 사회당은 당초부터 북한에
대해서만 특별한 외교관계를 쌓으려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사회당의
한반도 정책의 근간은 1950 년 한국 전쟁의 개전직후에 발표된 ‘조선의
사태에 대한 당의 태도’에 집약된다. 이것에 의하면, 1950 년대 전반의
사회당의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불개입의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254 ）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북한의 대일정책의 전환과 그로 인한

조총련의 재구축은 사회당의 조선 정책에 변화를 재촉하는 요인이
되었다.
‘남일성명’과

공산당의

반응은

재일한인

운동으로부터

일본

공산당이 손을 떼는 것을 결정지었다. 이것은 4 년간의 긴 세월에 걸쳐
좌우에 분열해 온 사회당에 있어서 실추된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국내외에서의 위상과 존재감을 높이는 기회로서 인식되었다.
공산당에 비해

255 ）

일본

사회주의 제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던

사회당으로서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낳은 것은 북한의 적극적인 국내초청이었다. 북한은
하타나카방문단을

계기로

로비단체로서

기능하기

시작하고

있던

일조협회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북한방문을 도모했다.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좌파 사회당의 세력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후루야
사다오와 호아시 게이 (帆足計)가 중심 인물이었다. 둘 다 향후 북송
협력운동의 핵심인물이다. 호아시는 일소협회에서, 후루야는 평화옹호
운동을 통해 하타나카와 친분이 있었다. 또, 세 명 다 1955 년에 북한의
초청외교에 의해서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북한의 대일
정책의 전환에 의해서 사회당은 좌파계 의원을 중심으로 ‘남일성명’에
호응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254）

鄭根珠,「日本共産党および日本社会党の対応」,高崎宗司・朴正鎮編著,『帰国運動とは何
だったのか』
（東京：平凡社, 2005）,p.221.
255）
原彬久, 2000, p.122; 鄭根珠,「日本共産党および日本社会党の対応」,高崎宗司・朴正鎮
編著,『帰国運動とは何だったのか』,（東京：平凡社, 2005）,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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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년 10 월 18 일, 후루야 사다오를 단장으로 하는 ‘제１차 일본
국회 대표단’이 실현되었다. 일본에서 방문한 그들에 대해서 북한측은
김일성 수상 본인이 회담에 임하였고 거기에 남일 외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두봉이 참석했다. 회담은 정부당국자 사이의 회담은
아니었지만 이 구성원이 시사하듯이, 북한 측은 국회의원단의 교류에 큰
기대감을 걸고 있었다. 회담 결과 양자는 북일국교정상화를 포함해
무역・문화 교류, 어업, 재일 조선인의 자유 왕래등을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후루야・김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했다.256）
선언문의 내용은 그 후, 일조협회의 운동 지침이 되어 국내정치에서
일조협회의 입장에도 영향을 주었다. 북한 측으로부터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조협회에서도 조직 확대를 위한 큰 전환기가 되어 조총련도 하타나카
등 일조협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북한이 로비와 사회당을 통해서 일본 정부와의 접촉을 도모하는
동안, 일본정부의 입장은 시종일관 미온적이었다. 당시, 정부의 설명원이
증언하듯이, 이승만 정권이 대일 통상 단행 조치를 강구한 적이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통상문제는 “외교상, 정치상의 문제와 얽혀 맞추어
판단”해야 하고 “바로 허가할 수는 없다”라는 자세에 변함이 없었다.257）
또, 부산-오오무라 수용소의 상호 석방문제를 둘러싼 교섭의 진전도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요컨대, 한일관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려
하고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통상관계를 용인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258 ）
또, 사회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한국문제가 다루어지는 제도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로의 압력수준은 결코 높지는 않았다.
북일무역에 관한 한계를 엿보면서 좌파 사회당은 계속해서 ‘제 2 차
일본 국회의원 북한 방문단'을 조직해 잔류 일본인 귀국문제를 의회에서
다루어

일조협회가

국내이익단체의

주요한

행위자로서

부상하도록

코뮤니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응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방문
일본
국회의원단
단장
후루야
사다오)」,『로동신문』,1955 년 10 월 21 일;「조일 량국간의 관계의 정상화를
위하여」,『로동신문』,1955 년 10 월 21 일.
257）
『第 22 回国会参議院商工委員会会議録』,閉 1 号,（1955 년 9 월 15 일）.
258）
朴正鎮, 2012, pp.126-127.

256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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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했다. 실제로, 후루야는 국회 법무위원회에서 일본인과 재일한인의
각 층으로부터 망라된 일조협회가 대표가 되어 실무를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59 ） 이것은 마침 사회당이 제 1 야당으로서 부상하는 시기와
겹쳤지만, 여당 자민당 정권의 대외정책에 대항할 수 있는 최대
야당으로서 사회당이 한반도 정책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 것이다.260）
어느 쪽이든, 후루야나 호아시 등을 중심으로 한 좌파 사회당에 의한
북한 방문단은 재북일본인 인양문제와 재일 조선인의 자유왕래에 관한
북한측의

입장을

일본의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요컨대,

사회당은 한반도정책에서의 독자적인 노선을 확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한편, 일본 측에도 움직임이 있었다. 잔류 일본인 귀국문제를
주관하는 일본적십자사 외사 부장에 새롭게 취임한 자가 바로 이노우에
마스타로 (井上益太郎)였다. 이노우에의 등장은 일본정부가 북송 사업
추진에서 중요한 전환기가 되었다. 일찍부터 재일한인 북송문제에 관심이
있던 이노우에는 이 문제에 소극적인 일본정부를 움직이기 위해 ICRC 를
개입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노우에는 1955 년 일본적십자사
외사부장이 된 다음 해 “재일 조선인의 생활의 실태”와 “재일 조선인
귀국 문제의 진상”이라는 2 권의 내부자료를 발행했다. 이 자료의 내용은
재일한인의 북송실현이 “일본으로서는 이상적이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노우에는 그 이유로서 일본정부가 “귀찮은 조선인을 일본에서
추방할 때 이익을 가진다”고 하고 또한, “장기적인 견해로 본다면 일본과
조선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불씨를 미리 제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61） 말하자면, 일본정부 내부로부터 귀국실현을 향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즉,

재일한인을

귀국시킬

수

있으면

일본정부가 부담하는 고액의 사회 보상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한일・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의 재일한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이 명시되고 있었다.262）
259）

『第 23 回国会修議院法務委員会会議録』4 号,（1955 년 12 월 10 일）.
朴正鎮,「帰国運動の歴史的背景」,高崎宗司・朴正鎮編著,2005,pp.79-80.
261）
張明秀, 2003, p.106.
262）
일본정부는 1950 년 1 년간에 「재일 한국인 구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비로 5 억엔을,
또, 정부・지방 자치체는 재일 조선인의 생활보호비・의료비로 20 수억엔의 예산을 사용하고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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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단계에서도

북송사업은

어디까지나

북한

잔류자

귀국교섭의 재료이며 한정적이면서도 소규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외무성 출신자이며 그 후의 북송사업의 교섭주체가 되는 이노우에
외사부장의 존재는 일본정부가 한일교섭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까지
북송사업에 관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부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실제로, 이노우에 외사부장은 후지야마 외상을 강하게 설득했고, 여론
형성에 분주했다. 특히, 이노우에와 아사히 신문은 밀월관계에 있었다.
이노우에는 두 개 내부자료를 누설할 뿐만 아니라, 북일적십자 회담마다
아사히 신문에 전보를 쳐 그것이 그대로 기사가 되었다고 한다. 263 ） 또,
ICRC 에 대하여는 1956 년의 재일한인 시위사건을 받아 “6 만명을
귀국시키는 것이 불가결”이라고 논하는등 빠른 시점부터 북송사업을
제도적으로 실시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264）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ICRC 에 의한 북송사업에의 관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1957 년 2 월, ICRC 는 귀국을
위한 안내서인 “2 월 각서”를 남북한과 일본의 적십자사와 정부에
제안했다. 앞으로의 북송사업의 기반이 되는 이 안내서에는 출항지와
목적지의 적십자사와 관계하는 정부가 합의하면 ICRC 가 재일한인의
북송에 대한 희망을 조사 ・ 검증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었다. 이 ‘2 월
각서’가 최종적으로 대량귀국에 연결된 각 국간의 합의 형성의 기반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안내서는 이노우에를 중심으로 한
JRC 가 제안한 개획안의 주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답습했다.265）JRC 는
ICRC 을 개입 시키기 위한 외교협상에서 중요한 성과를 얻어낸 것이었다.
조선문제대책특별위원회의 결성

있었다. 張明秀, 2003, pp.112-113.
263）
張明秀, 2003, pp.130-131.
264）
테사, 2007, p.160.
265）
유일하게 JRC 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ICRC 가 귀국선을 일본 측이 조달할 방침을
천명했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국제 인도주의을 방패로 미국과 한국을 설득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ICRC 에게 귀국선을 조달할 것을 요청했다. 테사, 2007,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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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문제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사회당은 당으로서
외교노선을 일관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1955 년 10 월, 나름대로 좌우 양 사회당은 통일을
이루고 있었지만 양자 사이에는 의회제의 위치 설정이나 외교 방위정책을
둘러싸고 여전히 본질적인 대립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266）
최대 야당인 사회당 내부에 조선정책을 둘러싼 내분이 있으면 만일
이 시점에서 북송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의회활동이 실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까지 행해진 일본 국회의원
대표단의 북한 방문도 사회당 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일조협회 소속 좌파사회당 의원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일본의 대북외교를 주도하기 위해서 좌파 사회당으로서는
국회의원 대표단을 말 그대로 ‘초당파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전제로서 사회당 내부의 한국정책을 통합할 필요가 있었다. 267 ） 좌파
사회당의 그룹은 일본 국회의원 대표단의 재구성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제 13 회 일본 사회당 정기 전국대회에 대해
‘일북관계 정상화 촉진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사회당은 이로 인해
당정책의 일부로서 북일관계 정상화를 채택할 방침을 결정하였다.268） 동
결의에서는 북송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이후 사회당은 국회에서도
정부를 추궁했다.269）
게다가 1958 년 2 월에 개최된 제 14 회 정기 전국 대회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는 남북 쌍방과의 무역, 경제, 기술 교류를
도모해, 쌍방과의 우호관계 수립을 기본정책으로 했다. 그리고, 오무라
수용소 문제를 한일회담 반대투쟁의 거점으로 평가했다.
사회당의 한국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조선문제 대책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조총련과의 연대감이 강해졌다.
266）

270 ）

또한,

특별위원회를
271 ）

간부의

原彬久,『戦後史のなかの日本社会党』,（東京：中公新書, 2000）, p.111-122.
朴正鎮, 2012, p.211.
268）
朴正鎮, 2012, p.212.
269）
鄭根珠,
「日本共産党および日本社会党の対応」
（第7章）
,
高崎宗司・朴正鎮編著, 2005, p.223.
270）
朴正鎮, 2012, p.296.
271）
高崎宗司,「日本社会党と北朝鮮」
（2 章）, 和田春樹・高崎宗司,『検証 日朝関係 60 년史』,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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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일조협회의

구성되었다.

272 ）

지도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인물에

의해서

사회당의 방침으로서는 한일회담에 명확한 반대를 표명

못하고 있었으나 당의 한국정책을 일조협회 소속 좌파 사회당 의원이
장악하고

있는

이상,

북한의

대일정책과

합께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게다가 동 위원회의 회의는 조총련 국제부 간부들이 항상
참석하도록 했다. 그 당시 활동가였던 사토 카츠미의 증언에 따르면
회의의 결의 문안을 조총련 간부들이 작성할 때가 적지 않았다. 그리고,
조총련 국제부 간부는 결의안이 결정되면 그 문서를 가지고 가고 조총련
산하 조직인 신보사에서 인쇄하고 동 위원회의 이름으로 내외에
배포했다. 273 ） 이것은 조총련이 사회당의 조선정책 입안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던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당

내부의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해

로비단체도

사회당의 조선 정책이 북한에 동조하도록 여러가지 움직임을 보였다.
1958 년에 들어서면서, 로비 단체로서의 일조협회는 그전보다 더욱 더
정치적인 활동력을 발휘했다. 5 월로 예정되어 있던 중의원 총선거를
“일북 문제를 넓게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라고
간주하고, 협회 소속의 국회의원을 다수 입후보 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결정했다. 일조협회는 공식적으로는
비정치단체이며 직접적인 선거 운동은 불가능했다. 그 때문에, 협회에
소속하는 사회당

의원의 입후보자를

지원해 그들에게 한국문제를
274）

채택하도록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간부들은 응원 연설에 나가도록 요구되었다. 북송운동 개시를
앞두고 로비 단체로서 높은 수준의 정치적 활동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총선거에 입후보 한 협회 관계자는 46 명에 이르러 실제, 협회의
지도층이 다수 당선을 완수했다. 그 후, 그들의 상당수는 정책 형성을

（東京：明石書店, 2005）,p.38.
272）
朴正鎮, 2012, p.297.
273）
佐藤勝巳,『朝鮮情勢を読む』,（東京：晩聲社, 2000）.
274）
朴正鎮, 2012,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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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는 역할을 완수했다. 일조협회는 일본의 기시정권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을 사회당을 매개로 하여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했던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일조협회 소속
의원이 안정적인 의회 세력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북한은 조총련에 일본내의 북한로비에 움직임을 실시해서, 그들
자신의 손으로 기시정권에 대한 압력을 가하게 하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실제로

본국의

방침을

받아

조총련도

일조협회에

지원・협력을

진행시켰다. 동 시기에 열리고 있던 조총련 제 4 회 전체 대회에서는
북한로비, 그 중에서도 특히 일조협회에 전면 협력할 방침을 채택하고
있었다. 즉, 조총련과 북한로비에 의한 협력의 원형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또, 조총련은 일조협회 간부들과 같이 북한방문 경험이 있는 일본인과의
관계를 깊게 해 그들의 활약을 재촉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강조했다.
의회에서는 사회당 중앙위원회 소속 조선 대책 특별위원회의
이마스미

이사무

(今澄勇)가

기시의

대한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마스미는 한일회담을 둘러싼 정부 수석대표
사와다 렌죠 (沢田簾三)가 일본측의 한일회담의 사적인 모임인 ‘조선
간담회’에서, “38 도선을 압록강의 북쪽까지 되돌리는 것이 한일회담에
대한 일본외교의 임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시하고, 거기에 동문제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사와다 망언’문제). 이러한
이마스미의 활약은 오무라 수용소 내의 북송 희망자의 단식투쟁의
움직임으로 연결되어, 사회당 조선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의 폭을 넓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조총련과

북한로비라는

연대가

강화되어

공동경험이 축적된 것은 북송운동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이러한 사회당의
움직임은 북송운동을

원활히

태동시키게

된 측면에서 귀국협력을

275）

추진시킨 귀국 협력회의 발족으로 이어졌다.

275）

高崎宗司, 2005, p.23; 朴正鎮, 2012,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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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냉전기 일본의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대중의 정치행동을 조직 하는
주요한 행위자는 정당과 이익 단체이다. 정당은 정치의 지배를 추구하는
한편 이익단체는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전후 재일 한인사회는 생활
안정이나 자제 교육, 귀국의 편의 등을 시작으로 하는 민족적 제권리
(諸権利) 옹호의 요구를 배경으로 조직된 ‘범민족적’이면서도 자발적인
단체였다. 하지만, 1955 년에 재출발한 조총련은 그 설립방법, 법적인
위치, 사무국 구성, 구성원, 인적배치, 재정상황으로서부터 시민사회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긴 통상의 이익 단체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이었다.
이러한 점은 조총련이 일반적인 AMO 로서의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을 가리킨다. 본장에서 말한 것처럼, 북한은 조총련의
강령을 통해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활동을 명확한 형태로 제시해,
정권이나 중앙의 사무부문과 병행해 AMO 사무국을 배치해, 가입자격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의 가입을 강제해, AMO 재정을
여러가지 형태로부터 관리하려 했다. 이러한 조직형태는 단지 제단체의
성질을 혼합해 대면시킨 것이 아니라 카스자가 제창하듯이 국가정책의
도구로서 운영된 것이었다고 일단 결론 지을 수 있다.
물론, 이 시기의 조총련에는 카스자의 제시하는 계념에서는
포섭되지 않는 구조적 특징이 동시에 내포되고 있었던 것에도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특히, 북송운동이 시작되기 이전, 넓은 의미로 가입이
강제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통상의 AMO 와 비교하면 강제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명확화게 되었지만
그것이 조총련 내에서 제대로 운용되고 있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민족교육이 제도화되는 과정에 대해 확인되듯이 북한로비에 의한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과 조총련의 힘만으로 민족교육의 제도를
성립시켰다는 것이 아니며 일본의 북한로비의 존재를 빼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것들은 국외 AMO 가 가지는 근원적인 한계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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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익단체로서의 일조협회는 평화옹호운동으로 실적이 있던
하타나카의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북한로비로서의 성질을
강화해 나갔다. 일조협회는 무역 경제부문, 평화 우호운동, 자치체간의
교류등에서 순조롭게 북한 방문자의 수를 늘려 갔다. 북한은 일조협회가
일본 내의 정치행위자로서 힘을 가지도록 지원해, 조총련도 이것을 전체
대회의 방침으로서 채용했다. 트레버 루벤저 (Trevor Rubennzer)가
지적하듯이,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족로비 단체의
특성인 정치적 활동력 (Activity), 조직력 (Organization), 동화・융합작용
(Assimilation)을 순조롭게 형성하였다.276）
이와 같이 일조협회가 일찍부터 북한의 대일 정책에 동조하는 한편,
북송협력운동을 의회로부터 지원하게 되는 사회당은 당으로서 반드시
북한에 동조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문제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주장하는지가 제대로 집약되지 않았던 것을 시사한다. 그 원인은 좌우
사회당의 갈등에 있었지만 ‘조선문제 대책 특별위원회'의 결성과 거기에
따르는 일조협회 소속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도
서서히 해소되고 있었다.
구조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
AMO 의 특성은 조총련이 관리 통제를 통해서 북송운동을 주도하는 것을
예견한다. 또, 북한로비의 형성은 북송협력운동의 추진력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조를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재외
조직인 조총련이나 북한로비가 그것을 어느 정도 잘 달성했는지에 관하여
한층 더 관찰이 필요하다. 통상적인 AMO 는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단체를
무력화해서 사회경제 체제를 변혁해, 조직 내부에 동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 등을 통해 만들어진다. 북한로비도 일본의 대외정책이나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이
어떻게 국외 AMO 를 활용했는지, 또, 동시에, 북한로비의 역할이 어느
정도 존재했는지를 기능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 말하는

276）

Trevor Rubenzer, 2008, pp.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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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관찰이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AMO 와 북한로비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명시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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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송사업 대규모화의 과정 (1958-1960)
재일한인의 대규모 귀국이라는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일한인 사회 내부에서 행해진 북송 운동과 그 주변부에 위치하는 북송
협력 운동을 나누고 각각의 운동주체였던 조총련과 북한로비에 의한 상호
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장에서 살펴 본 것 처럼, 1958 년까지의
구조분석에서는 AMO 의 특성의 발현으로 조총련이 북송운동을 주도하는
것, 또한, 북한로비가 북송협력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예상되지만,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기능하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운동 실태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조총련이 북송운동으로 대중동원 사회체제를
어떻게 운용한 것인가, 또, 북한로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일본 여론에
의사환경（Pseudo-Environment）을

형성해

북송협력운동을

전개한

것인가에 대해 실질적인 운용면에서 검증한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가 되는 것이 북한의 대외정책과 북송사업의
위상 변용이다. 오랫동안 북송사업을 둘러싼 언설은 북송사업의 발단에
대한 재일한인 내부의 귀국 원망에 의한 설명이 주류였다. 그 근거는
1958 년 8 월에 가와사키로 행하여진 ‘집단적 귀국 결의’이었다. 이것은
조총련에 의한 조선 해방 13 주년 기념 중앙대회에서 한덕수 의장이 재일
한인의 북한 귀국 운동 추진을 결의한 것이었으며 조총련에 의한
북송운동의 시작이었다. 277
이 결의의 직후, 김일성은 “재일 조선인의 귀국 염원을 열렬하게
환영한다”는 보고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9 월 8 일）, 278

）

남일

외무장관에 의해 귀국자의 생활과 교육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었고 (9 월
16 일）,279） 게다가, 김일 부수상에 의해 북일간 사업 교섭으로 현안이
되었던 귀국자의 수송이나 이동에 관한 비용을 북한이 부담하는 것이
277）

金英達・高柳俊男, 1995, p.348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성명 (재일동포들의 귀국문제와
관련하여)」,『로동신문』, 1958 년 9 월 17 일.
279）
「조순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0 주년 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김일성 수상의 기념
보고」, 『로동신문』, 1958 년 9 월 9 일.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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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되었다 (10 월 16 일）.280） 즉, 재일 한인 자신으로 인한 자발적인
북송요구에 북한이 연쇄적인 반응을 보인 결과, 북송운동이 과열했다는
것이다.281）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구소련 관련 사료가 발굴된 것으로
김일성이 1958 년 7 월부터 북송사업의 대량귀국 방침을 채용하고 이것을
조총련에 전달한 결과, 재일한인 사회 내부에서 ‘집단적 귀국 결의’가
채택된 것이 확인 되었다. 282 ） 이렇게 단기간 중 대량귀국 방침 선회의
주요한 요인은 ‘대일접근의 우세’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미 지적한 것
처럼 국제 공산주의 노선전환에 의해 북한의 통일전략은 무력통일에서
평화 공세에 선회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선을 따라 북한은 대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통해 일본에 접근했다. 한일교섭이 정체하는 중 이러한
대일접근 정책은 유효한 전략이었다.
그런데, 1958 년에 들어서면 대일접근상의 유리한 정치 환경이
서서히 축소되었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한일회담을 견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었던 오무라 문제가 송환자수의 증대에 의해 그 정치적
효력을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오무라 수용소 문제는 제 4 차 한일교섭
진전을 막은 가장 근본적인 장벽이었던 것 만큼, 수용자가 귀환하는
것으로 정치적 중요성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북한은 한일회담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했는데, 이것은 1955 년의 ‘남일성명’ 이후
북한이 북일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축적해 온 대일정책의 성과를 단숨에
잃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즉, 위기 의식을 품은 북한이 국면 타개를
도모하기 위해 단기적인 결정에 의해 북송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283）

280 ）

「조국에 돌아 오려는 재일동포들의 절실한 념원을 조속히 실현되여야 한다」,
『로동신문』, 1958 년 10 월 17 일.
281）
현재에도 조총련은 이러한 견해를 답습하고 있다.
282）
菊池嘉晃,「北朝鮮帰還事業の爪痕（前編）―旧ソ連極秘文書から読み解く「北」のシナリ
オと工作―」,『中央公論』,2006 年 11 月号； 菊池嘉晃,「北朝鮮帰還事業の爪痕（後編）―旧
ソ連極秘文書から読み解く「北」のシナリオと工作―」,『中央公論』, 2006 年 12 月号；
TessAMOrris-Suzuki, “Defining the Boundaries of the Cold War Nation: 1950s Japan and
the Other Within,” Japanese Studies (Volume 26, Issue 3, 2006), pp.306-316.
283 ）
‘집단적 귀국결의’가 가지는 의미와 북한의 단기적인 대량귀국 방침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朴正鎮, 2012, pp.23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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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북한의 목적대로, 일본 국내에서의 북송운동의 대두와 함께
한국측의 대일자세는 강경노선으로 변했다. 이후, 제 4 차 한일회담은 각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안 보였고 파국을 맞이했다.284） 본장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대외전략을 전제로 삼아 북송사업의 대규모화 과정을
검증한다.

1. 재일조선인의 동원
(1) 집산주의적 가치관의 침투
정치 이데올로기에는 사회조직의 기본적 토대가 되어야 할 집단이익을
명확하게 해 중앙 조직이 AMO 를 조직할 권리를 확립시켜 중앙 조직에
의한 지배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285 ）

조총련은

이데올로기를 사용해 내부의 대중 동원 사회 구조를 정당화 했으나,
이러한 단체의 지침이 된 이데올로기가 미리 침투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 AMO 는 공인의 이데올로기 속에 존재하고 있다. AMO 는
한 번 사회 안에 정착되면 실제 이상의 근거를 조직에 제공한다.

286 ）

초기북송운동을

정치

이데올로기는

전개하고

있던

마르크스-레닌

당시,

주의였다.

조총련이

공인하는

마르크스-레닌

주의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붕괴시키는 것은 역사적 필연이며 도덕적 의무이다.
조총련에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은 북한 모델을 연구하는 가운데 구조상의
요소와 이데올로기 상의 요소의 양쪽 모두를 고찰해 그것을 참고로 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일찍이 레닌이 러시아 혁명 직후에 중앙집권적
일당독재 정권에 의한 장기지배의 원리를 낳아 북한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칙’으로 발전시켰고 조총련은 그것을 그대로 ‘민주주의

284）

북송문제와 한일회담 고착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이 참고가 된다.
李元徳, 「日本の戦後処理外交の一研究 -日韓国交正常化交渉（1951-65）を中心に-」, 東京
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博士学位論文, 1994, pp.82-88.
285）
카스자, 1999, p.183.
286）
グレゴリー・J・カザ, 1999,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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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그러나, 이와 반대로

침투시키는데 있어서

몇 가지 불안요소도

적중앙집권제의 원칙’으로서 계승하였다.
조총련이 이데올로기를

존재했다. 원래 조총련이 놓여진 외부환경은 모델이 된 북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북한의 경우와는 달리 조총련에는 AMO 의 방해가
되는 몇 개의 저해요인이 존재하고 있었다.
첫째, 조총련 기구는 국외 AMO 였기 때문에 본국과는 다른
정치체제 속에서 이데올로기를 침투시킬 필요가 있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재일한인 사회는 완전한 수순이 아니었으나 민주주의적 가치관에
포섭되고 있어 분명하게 본국과는 다른 정치환경에 놓여 있었다.
둘째, 당초 지도 주체인 일본 공산당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
본국과의 주종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송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에는 당연히 조총련 내부에 있어 갈등이 생겼다. 셋째, 친한계 단체
등 재일한인 사회 내부에서 적대하는 정치 세력과의 이데올로기 경쟁을
이겨낼 필요가 있었다. 조총련에서 이러한 저해 요인은 이데올로기를
침투시키는 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으며 또,
그렇게 해야 대중 동원 사회를 정당화시킬 수 있었다. 기관지에는
조총련이 이데올로기의 역할의 중요성을 잘 인식했던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남아 있다.
원래 이데올로기는 대중 동원 사회의 결합에 불가결한 집단이익을
확인시켜 AMO 가 어떠한 공공 이익을 구현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가장하는 역할이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자본주의는 특정의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착취를 가능하게 한 일련의 생산 방식의 마지막
형태이며 생산 방식에 대해서 계급 지배가 사회생활의 모든 면을
형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송운동 때, 특히, 조총련이 중시한 것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수단으로서

계급투쟁・계급

원용하는

자본주의(착취자)와

것이었다.

독재론을
즉,

임금노동자가

287）

계급

구축한

이데올로기
지배를
새로운

침투의
지지하는

생산방식인

日刊労働通信社編,『最近における日共の基本的戦略戦術（六）
』,（東京：日刊労働通信社
1958）,pp.98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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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피착취자)와의 투쟁을 북송사업에 관련되는 각 행위자 간의
투쟁으로 치환하는 작업에 의해 진행되었다.
1958 년 9 월 4 일 기관지에 게재된 조총련 중앙조 부장 윤봉구에
의한 논고는 이러한 치환 작업의 시초였다. 운동 초기에 재일한인
사회에서는 북송사업이 정말로 진전되는지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이러한 재일 사회 내부의 분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신해

싸워

그[귀국실현]의 길을 개척해야만 한다.”라고 했다. 윤봉구는 “종주국에
끌려와 노예생활을 강요당한 재일 조선인이 희망으로 가득찬 생활을
조국에서 보내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며 “13 년간에 걸쳐서 실현되지
않았던 것은 문제다.”라고 했다. 그리고, “재일 조선인의 대다수의
출신지인 남반부가 일제의 대신이 되는 미제의 강점하에 있어, 이승만
도당이 그 수족이 되어 총검으로 인민 대중을 억압 착취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귀국 요구의 이유라고 주장했다.288）
윤봉구의 논고에는 허위정보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을 곡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태평양 전쟁 직후, 세 번에 걸치는
귀국사업이 실시되어 재일한인에게는 남북 어디든지 귀국할 기회가 있던
사실이나, 재일한인 사회로부터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귀국 희망을
호소한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경위 등은 처음부터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289 ） 북송운동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 운동의
정당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그 정당성은 재일한인의
‘착취성’이 강조되는 것에 의해 부여되었다. 때문에 종전 직후의 남북한의
인양사업에 관한 경위나 복잡한 정보는 조총련의 선전으로부터 모두
배제되었다. 1958 년 8 월에 갑자기 표면화된 재일한인의 귀국 욕구에
대한 정당성의 논거는 조총련이 조직한 AMO 에 순식간에 침투되었다.

288 ）

「재일조선인 공민들의 귀국요구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위하여 종련중앙 조직부장
윤봉구」, 『朝鮮民報』, 1958 년 9 월 4 일.
289）
外務省情報文化局,「北鮮自由機関問題について」
『世界の動き
,
特集号 10』,1959, pp.2-4
（金英達, 高柳俊男編,『北朝鮮帰国事業関係資料集』, (東京：新幹社, 1995), pp.1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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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구 등 조총련 간부들의 이러한 언론활동에 대해 북한은 훈장을
수여해 높이 평가했다.290）
또, 재일 사회 내부에 향해 “일제, 미제, 이승만 괴뢰 정권에 의한
착취”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착취자에 의한 ‘방해공작’도 북송운동을
정당화 시키는 논거가 되었다.
예를 들어 그러한 논고에는 “일본정부의 비우호적 태도와 방해,
책동 등에 의해서 이미 귀국 접속이 끝난 수천명의 동포는 그 요구를
관철 시키지 못하고 있다.” 291 ） “오늘날, 재일동포가 자신의 조국에
돌아가려고 하는 당연하고 절실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원인은 일본정부의 조선 인민에 대한 비우호적이며 정의롭지 못한
태도때문”이며 “기시 정부의 반동적인 정책”이 “귀국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다. 292 ）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은
국내의 AMO 를 동원해 “기시 정부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멸시나 박해”를
규탄하는 데모를 연일 실시하는 것으로 재일의 북송운동에 호응했다.293）
북송사업이 일본 여론에 주목받게 되자 조총련은 근로자 계급과
피착취자를

결집해

보다 고도한

수준으로

북송운동과 노동운동을

결합시키려 했다. 노동운동이 가지는 추진력을 북송운동에 포섭하도록
했던 것이다. 마침, 1958 년 9 월, 재계 출신인 후지야마 외무장관이
방미해서 존 포스터 덜레스 (John Foster Dulles)와 회담하고 안보변경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또, 다음 10 월부터 후지야마 외상과

290）

「＜정령＞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지도 일군들에게 공화국 훈장을 수여함에 관하여」,
『로동신문』, 1960 년 8 월 10 일.
291 ）
「재일 조선인 공민들의 귀국 요구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위하여종련중앙 조직부장
윤봉구」, 『朝鮮民報』, 1958 년 9 월 4 일.
292）
「사설 재일동포들은 공화국의 따뜻한 폼안에 안겨 살 것을 념원 한다」, 『朝鮮民報』,
1958 년 9 월 25 일.
293 ）

이러한 조총련에 의한 정치선전 수법은 북한내부에서 북송문제에 대한 여론형서에도

사용했다.
「재일 동포들의 심각한 생활고」, 『로동신문』, 1958 년 9 월 18 일; 「조국 조선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위원이며 재일 조선인 총련합회 부의장인 황봉구 동지의 연설
（요지）」, 『로동신문』, 1958 년 11 월 1 일; 「日政의 妨害는 不当」, 『朝鮮民報』,
1958 년 9 월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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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러스 맥아더 (Douglas MacArthur II) 대사의 사이에 안보변경 교섭이
시작되었다. 안보변경 교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시정권은 국내치안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경찰관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경찰관 직무 집행법
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혁신세력은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294 ） 이러한 사회 상황 속에서, 조총련이 특히, 주목한
것이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이었다. 북송운동 개시 직후부터, 조총련은
북한로비로부터의 광범위한 지원 획득을 위해 일본 교원 노동조합 연구
집회에 참관인으로서 간부를 파견해 운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다.
일본 교원 노동조합 측에서도 이러한 조총련의 움직임에 호응하기
위해 조총련이 주장하는 ‘민족 교육’과 일본 교원 노동 조합을 중심으로
한 ‘민주 교육 운동’을 합류시키기 위한 논고를 수차례 발표했다. 295 ）
특히, 제 8 회 교육연구집회에서 처음으로 ‘민족교육 분과회’의 설치가
채택된 것은 상징적인 변화였다. 일본 교원 노동조합은 “민족교육의
곤란성은 유형 무형의 일본정부의 압박과 정책에 기인해, 이것은
일본정부가

노동자에

가하고

있는

정책과

동일하다.”라며

국내의

노동운동과 북송운동을 일체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이다.296） 이
당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계급적 이익보다 민족적 이익을 우선시키는
민족주의는 계급투쟁과 계급적 단결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단시되어
‘민족교육 분과회’의 설치는 큰 변화였다고 말할 수 있다. 조총련과 일본
교원 노동조합에 의한 연대의 결과 당시, 일본 공산당이 작성한 ‘박력에
가득 찬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걸작’이라고 불린 선전영화가 전국에서
상영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귀국자의

의사결정에

강렬한

영향을

297）

남겼다.

294）

松岡完, 広瀬佳一, 竹中佳彦編著, 2003, p.176.
대표적인 논고로서 이하를 참조. 垣見勝敏, 越路守,「民族教育と子どもたち」, 労働者ル
ポルタージュ集団編, 『日本人のみた在日朝鮮人』 (東京：日本機関紙通信社, 1959), pp.67-84.
296）
백한기,「재일 조선인 귀국과 민족 교육을 적극 지원 -日教組教研集会를 傍聴하고-」,
『朝鮮民報』, 1959 년 2 월 7 일.
297）
兵本達吉, 2005, p.333.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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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은 교육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일조협회 이사장
하타나카 마사하루나 노동조합의 유력 간부 노구치 카즈마 (野口一馬)등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진보적 지식인의 활약에 의해서 확산되었다. 또한,
다른 측면으로서 노동운동의 추진력을 북송운동에 포섭시키는 흐름은
사회당의 조선문제에 대한 자세를 보다 더 일조협회 등의 북한로비
단체의 방침으로 접근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당시, 사회당의 정치 자금이
노조로부터 제공된 비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북송운동을 노동운동과
관련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회당이 종래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북한로비에 있어서 “북송문제는 단지 조선, 및 조선인민의 문제가
아니고 소련, 중국을 시작으로 하는 전체 사회주의 형제 국가의 문제이며
전쟁과

평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정의와 불의간의 투쟁”으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298 ） 하타나카는 “민족독립운동, 반제, 반식민지 운동이
번창하게 타오르고 있지만, 이것은 오키나와 반환, 미군 기지 철폐,
핵무장

등의

일본

국민의

요구와

함께,

남북조선

평화통일,

극동제국간과의 국교정상화 투쟁 등은, 아시아・아프리카 제민족 공통의
싸움”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 북송협력운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299）
이

때문에

북송문제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입장으로부터

“세계사적・역사적인 의의”가 있어, 당연히 일본 내의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해야 할 문제이며 비착취 계급의 공공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즉, 북송운동의 본질을 피착취 계급의 이익을 구현하는
착취자와의 투쟁에서 찾아냈던 것이다.
이러한 시점은 북송운동 내부에도 존재했다. 전 조선 대학교
교원으로 이 당시 조선고교의 교원였던 이진희는 “사회주의는 사람들의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 체제이며 최종적으로 유토피아 사회가

298）

「최근에 보고 온 공화국 모습 日本人士訪朝報告」, 『朝鮮民報』, 1959 년 2 월 14 일.
「日朝交流促進全国代表者会議」,『新潟帰国協力会ニュウス』, 1960 년 3 월 21 일.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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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하는 것, 또, “‘사회 주의 체제의 승리’는 역사발전의 법칙”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300）
이러한 사고방식과 동일하게, 북한로비에게 “평양의 발전”은
당연한 일로서 받아들여졌다. 농업정책의 전문가로서 전 8 회에 걸쳐
총연합의 기관지상에 북한의 농업 개혁과 그 발전사를 개설한 이이다
스케마루 (飯田助丸)는 형태별 농업협동화의 증가율, 농업협동화 비율의
증가 속도라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면서 농업정책의
발전을 해설했으나 결국은 모두 유물론적 역사관에 근거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301

）

평양의 발전을 직접 확인해 최신의 북한 사정을 귀국

희망자에게 보고한 하타나카가 “역사가 증명한다는 것을 보고 깊게
감명받았다.”라는 말을 남겼지만 여기서 말하는 ‘역사’란 유물사관 그
자체였다. 302

）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겹겹이 겹치면서 재일 조선인의

“진정한 해방”을 찾아내는 논거로서 북송운동에 집산주의적인 가치관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전위조직’인 학습조가 AMO 구조를 통해서
확산・침투시켰다. “전위만이, 노동자 대중의 불가피한 프티부르주아
(Petit Bourgeois)적 동요에 저항해, ··· ···프롤레타리아 계급 전체의 모든
공동 활동을 지도한다.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정치적으로 지도하여,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 노동자 대중 전체를 지도할 수 있다”303 ）라고
하는 레닌의 혁명론은 북송 운동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학습조의 지도에
의해서 청년 AMO 는 “공화국 헌법을 배워” 이데올로기 습득에
노력했다. 304
거기에는

）

북한

학습자료는 조총련 중앙 상임원회에 의해서 선정되어
사상사

연구에

있어서의

‘금자탑’이라고

여겨지는

305）

“공산주의의 교양에 대해”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300）

李進煕, 2000, p.73, p.78.
飯田助丸,「기적을 만들어 낸 조선의 농업발전」,（1）～（8）,『朝鮮民報』, 1958 년
12 월 4 일, 6 일, 11 일, 13 일, 16 일, 18 일, 20 일.
302）
「최근에 보고 온 공화국 모습 日本人士訪朝報告」,『朝鮮民報』,1959 년 2 월 14 일.
303）
카스자, 1999, p.195.
304）
「재일 조선인 공민들의 귀국 요구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위하여 종련중앙 조직부장
윤봉구」, 『朝鮮民報』, 1958 년 9 월 4 일.
305）
「필독의 학습 자료 김 일성 수상의 연설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朝鮮民報』,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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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조총련은 비교적 초기의 단계로부터 정치 교양 활동을
담당하는 전위 조직의 창설안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전위조직이 일본
공산당과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도화의 진전이
늦었다.

306

）

그러나,

북송운동이

본격적으로

태동하자

조총련은

집단이익을 확인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학습조의 운용에 박차를 가했다.307）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의 약화는 즉시 브루주아적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강화를 의미한다고 하는 레닌주의의 원칙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라는 혁명이론이 계승되어 “사회 활동가를 결집하여, 끊임 없이
정치 교양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현실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학습조를
조직해, 제도화”하게 되었다. 308）
학습조는 사상적, 이론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장소였다.
지정된 북한 문헌에 의한 집단 학습은 조총련이나 그 주위에 있는
재일한인의 이데올로기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었다. 당시, 북한군에 대한
학습활동을 시찰한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하는 군대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극찬했다.309）
국가는 국내동원에 관한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징병제를
모델로 한 AMO 를 발족시킨다.310） 국회 AMO 인 조총련의 경우, 본국과
같은 수준으로 통제할 수 없는 만큼, 학습조를 AMO 에 파견시키는
것으로 재일한인에 사상을 침투시키는 방법을 취했다. 학습조의 사상
간부들이 ‘청맹’, ‘녀맹’, ‘분회’ 등의 각 AMO 에 침투하는 것에 의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근거하는 집단이익이나 도덕관념이 재일한인사회
전체에 침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은 북한로비의 신조체계 (Belief

1959 년 2 월 14 일.
306）
公安調査庁, 1983, p.6.
307）
학습조 자체는 조총련 제 4 차 전체대회에서 정식으로 제도화되었다.
308）
「社会活動家の“学習組”組織方針の実践について」,（一九五九・六・二七付総連中央通達第
一六号‹学›第一号）公安調査庁, 1983, pp.49-50.
309）
「보고온 조선인민 군대의 모습 조선인민군 창건 11 주년에 제하여」, 『朝鮮民報』,
1959 년 2 월 7 일.
310）
카스자, 1999,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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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와도 잘 조화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학습조에 의한 지도를 받은
AMO 는 노동운동과 합류함으로써 한층 더 강고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습조의 제도화는 반드시 운용면에서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AMO 구조가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있던 반면
학습조

운용에는

문제도

생겼다.

조총련

중앙의

“제１차

학습

연도계획”에 의하면, 제도화가 시작된 1958 년도는 북송 운동이 개시한
8 월부터 9 개월간에 걸쳐서 19 시간의 ‘특별학습시간’을 포함한 44 시간의
‘집단학습’을 완료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상교화의 시간을 확보하는 간부활동가는 적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학습연도계획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간부활동가도
있었다.311） AMO 의 구조화가 정착하기 시작하고 있는 반면에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충분한 사상교화를 실시할 수 없었고 결국, 초년도의
학습계획은 충분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 했던 것이다. 조총련 중앙에서는
운용상의 문제를 “조총련 최대의 약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북송운동의
도중에도 “학습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국의 활동가에 대해서
“긴급대책”을 요구해 학습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촉구했다.
학습조 활동이 충분한 수준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조국파에 대한
민대파의 반발이 지방조직에 생겨나고 있던 것, 또한, 대중 동원
사회구조가 조총련 중앙의 기대치보다 밑돌고 있던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북송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계급투쟁론에
기초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조총련 전체의 신념체계로서 보급되었고,
그것은 행동지침이 되는 목표를 활동가나 귀국 희망자에게 부여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었다. 요컨대, 재일한인 사회 내부에 있어서 대중 동원
사회구조는 조총련의 기대치를 밑돌고 있었지만 사회조직의 기본적
토대가 되어야 할 집단 이익을 규정하는 데에는 충분한 수준이었다.

311）

「사설 년시를 리용하여 학습 년도 계획에 의한 집체 학습을 완수하자」, 『朝鮮民報』,
1958 년 12 월 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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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반대세력의 무력화과 이질단체의 부인
정당이나 이익 단체에 유효한 것과 무효인 것이 있듯이 AMO 에도
유효한 것과 무효한 것이 있다.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이나 의지가 없으면
AMO 의 효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AMO 를
조직 하는 이유는 자주성을 가진 사회단체를 없애거나 흡수시키거나,
혹은, 사전에 그 출현을 방지하는 것에 있었다. 312 ） 이데올로기는 모든
주의나 사회체제를 지지하는 가치관이 요구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에
의해서 대립하는 조직을 없애는 것을 정당화 시킨다. 국외 AMO 인
조총련도 민주주의 사회 체제 하에서 이러한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북송운동을 통해서 확인되는 반작용에는 일본 공안조직, 친한단체,
자민당 친한파 국회의원 등 여러 단체가 있었으나 특히, 경합단체인
민단에 의한 반대운동은 조총련이나 북한로비가 추진하는 북송운동을
방해하는 불안요소의 하나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조총련이나 북한로비의 예상과는 달리 민단측의 대응은 꽤
그

시작이

늦었다.

본래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은

북한이

주도한

북송운동이라는 새로운 ‘대남공세’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민감했어야 하며,
민단 반대운동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실시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북송문제의 초기 단계에 있어 한국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징조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이 배경으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승만 자신이
재일한인 사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희박했던 것 이외에도 제 3 세계에
대한 소련 경제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미국의 원조정책이 변용된 것도
관계가 있다. 미국의 대한원조는 1957 년을 피크로 감소 국면에 변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은 경제위기에 빠져 있었다. 313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외교포정책을 확충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정보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다. ‘집단적 귀국결의’가 발표된
시점에서 본국정부와 민단을 연결하는 주일대표부는 정보관계 담당관이
경무대에 정세 보고를 하고는 있었지만 이러한 정보가 이승만에게
312）

카스자, 1999, p. 72.
김일영, 『건국과 부국-이승만・박정희 시대의 재조명-』, （서울: 기파랑, 2010）,
p.264.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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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는 일은 없었다. 314 ） 이것은 정부 내에서의 정보전달이 충분히
기능하지 않았던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 때문에 민단의 반대 운동은
초기 단계부터 정체되고 있어 조총련은 귀국 실현을 향해서 민단의
저항을 방해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일본의 신문에는 조총련이나
북한로비의 주장만이 게재되었고 북송사업의 부정적인 측면에 관해서
게재되는 것은 전혀 없었다. 북송운동 초기에 조총련의 기관지에는
민단을 비판하는 기사가 전혀 게재되지 않았다.
한국에 사태의 심각성이 최초로 전해진 것은 1958 년 9 월 월터
다울링 (Walter C. Dowling) 주한 미국대사가 김동조 외무차관을 방문한
후부터였다. 315 ） 그 시점에서는 이미 ‘집단적 귀국결의’로부터 1 개월이
경과되어 북송운동 대규모화의 토대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이승만은 제네바 교섭, 한국국내에서의 북송반대 운동을 통해 북송사업
그 자체를 좌절시키려고 반격을 도모했지만 민단과 적극적으로 제휴해
반대 운동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민단은 독자적으로 사업
계획을 지속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재정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316 ） 이 당시, 북송문제에 대해 다울링 주한 미 대사와 외교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던 김동조는 “한국정부의 자금 후원은 전무한 것과
다름없고 대다수의 일본인으로부터 적대적 태도와 푸대접을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증언했다.317）
이러한 민단의 비조직적이고 미력한 저항에 대해서, 조총련은
AMO 구조를 활용해 민단의 활동 기반을 제거하고자 했다. 1958 년 12 월
조총련

중앙은

분회의

지도하에

귀국집단을

결성해

그

후

‘귀국집단책임지도원’에 의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들은 조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에 의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귀국요청 서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일반의 재일한인만이 아니고 민단의 활동영역에까지 침투해
314）

강노향, 『(논픽션) 주일대표부』, (서울: 東亜 PR 研究所, 1966）, p.313.
朴正鎮, 2012, pp.235-236.
316）
「소위 『주일대표부』와 『민단』의 정세」,『朝鮮民報』,1958 년 10 월 30 일.
317）
金東祚,『韓日の和解：日韓交渉 14 년の記録』,（東京：サイマル出版会, 1993）, p.182,
pp.201-202. 이 시기의 민단에 의한 북송반대운동이 정체했던 것에 대해 제 4 장 제 1 절을
참조.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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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과 함께 한명의 동포라도 보다 많이 조국에 돌아가 행복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민단의 ‘역선전’을 폭로, 분쇄하면서 서명을
모았다”.318） 게다가 ‘각의양해（閣議了解）’이후, 북송운동의 주요 테마가
‘귀국사업의 조기 실현 투쟁’으로 교체되는 중, “관헌（官憲）의 귀국
희망자에

대한

조사,

압력을

중지시키는
319）

저지한다.”라는 방침을 채용했다.

것 외,

민단의

방해를

조총련의 운동에 의해서 민단은 그

무력함과 도덕적 퇴폐를 들어, 역사적으로 소멸의 운명에 있으며
재일한인에 있어서 바람직한 사회의 본질에 반하는 단체이고 붕괴상태에
있는 것으로 선전되었다.
실제로, 북송운동의 진전은 뚜렷했지만 본국으로부터의 지원정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북송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민단에서는
많은 수의 변절자가 발생했다. 1959 년 5 월 중순부터 시작된 지방 조직의
대회에서는

야마구치,

지바,

도쿄,

홋카이도의

지부

등에서

민단으로부터의 집단 탈퇴와 조총련에의 집단가입이 잇따라 이어졌다.
조총련은 적대세력인 민단을 분회 등의 AMO 에 흡수해, 그것을 통해
귀국 지지 모체를 확대해, 적대적인 정치 행동을 취하기 쉬운 집단을
통제하고자 했다. 북송운동을 통해서 생긴 이러한 풍조는, 나가사키,
아이치,

시마네,

기후,

교토,

도야마,

이와테

등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320）
물론, 민단중앙도 이러한 사태를 방관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민주사회동맹 (이하, 민사동)은 본국에 문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주장하면서, 주일 대표부의 대응 지연을 비판하고 귀국 희망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실생활상의 대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 321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송 반대운동에 대한 유효한 회답을 얻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단중앙은 조직 와해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결국 ‘반이승만정권, 반주일대표부, 반일, 반귀국’으로

318）

「희망 찬 앞날 위해 모두다 조국에로」, 『朝鮮民報』, 1959 년 1 월 8 일.
「一六中委開く」,『朝鮮総連』, 1959 년 3 월 21 일.
320）
「民団同胞が総連に集団加盟 五全大会前に組織拡大」, 『朝鮮総連』, 1959 년 6 월 8 일.
321）
権逸, 『権逸回顧録』, (東京：育英出版社, 1987）, p.221-224.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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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되는 ‘4 반투쟁’을 발표했다. 322 ） 재일한인 사회가 이승만 정권이나
주일대표부와의 관계성을 단절해도 상관없다고 판단하고 소규모이지만
독자적인 조직적 저항으로 노선을 전환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 지방자치체법 개정, 경향신문 폐간, 경찰인사에의
개입

323 ）

이라는 일련의 움직임은 민단사회에 이승만 체제에의 불신감을

갖게 만들었으며 북송반대운동에서의 좌절은 이 정권에 대한 불신임의
방침을 결정지었다. 한국 국내에서는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4.19 혁명이
발생해

이승만이

하야했지만

재일한인사회에서는

그것보다도

빠른

단계에서 이승만 체제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민단계세력은
전년보다 2 만 8 천명 감소하여 재일한인 전체에 차지하는 민단계 세력의
비율도 전년의 13.5%로부터 8.9%로 급락했다. 324 ） 하부의 동요와 분해
작용이 나날이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총련은 이러한 민단의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한 개의 조직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조롱했다. 325 ） 조총련과 민단의 세력 격차가 생겨난 결과, ‘북송반대’의
행사도 도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열리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제５회
전체 대회가 개최된 1959 년 6 월까지는 민단 세력이 약화되는 반면,
조총련의 재일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이전에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다. 또,
같은 달에는 재일본 조선인 상공연합회(이하, 조상련) 제 13 회 정기
대회에서 조상련의 조총련 정식 가맹이 결정되었다. 조상련이 제공하는
찬조금은 조총련의 수입기반이며 재정면에서의 강력한 지원에 의해
민단과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다.326） 본래, 북송반대운동의
핵심이 되어야 할 민단의 몰락은 일본 내에서의 북송운동의 대규모화를

322）

「危機に直面した民団 李政権反対を声明」,『朝鮮総連』, 1959 년 6 월 22 일.
김일영, 2010, pp.221-227.
324）
公安調査庁編,『朝鮮総連を中心とした在日朝鮮人に関する統計便覧』1981 년度版, （東
京：公安調査庁, 1982）, p.6.
325）
「看板焼捨て総連へ 民団同胞続々集団脱退」, 『朝鮮総連』, 1959 넌 8 월 3 일.
326）
1980 년 총연합 수입의 77%가 상공업자로부터의 찬조금에 의해서 조달되고 있었다.
「総連中央経常財政」, 公安調査庁編, 『朝鮮総連を中心とした在日朝鮮人に関する統計便覧』
1981 년도판, 国会図書館所蔵, p.8.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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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는 정치적 조직의 부재를 의미했다. 즉, 조총련은 유력한 반대
세력의 부재를 통한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북송운동을 통해 재일 사회 내부에 있어 조총련과
경합관계에 있는 민단의 자주적 단체로서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랬지만 반드시 민단이 ‘소멸’을 원하지는 않았다. 한국에서 ‘4.19
학생혁명’이 발생해 비상사태에 돌입했을 때, 조총련의 한덕수는 1960 년
8 월까지 “민단을 해산시킨다”고 하는 구체적인 운동방침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북한에

의한

지도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327）

부정되었다.

김일성에게 있어서는 남북 평화통일의 실현이 눈 앞에 가까워지는
정세 하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주의주장 (主義主張)을 고집해서는 안 되었다.
실제로, 김일성은 “협상하고, 교류하여, 남한미군 주재반대 등 어느 것
하나라도 찬성하면 통일전선에 참가시켜··· ···이 때에 친일, 친미, 친이
(親李承晩)인 자라도 오늘부터 우리측에 오면 그 만큼 이익이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328）
AMO 는 타협 하기 어려운 적을 배제해 버리면 AMO 에 의한
무혈의 강제와 적극적인 유도에 의해 정권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 대중의
사회적 행동을 억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조총련이 북한의 명령에
따르는 수행기관인 것이 확인된다. 329

）

북한은 북송운동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총련을 통해 민단 세력을 약화시켰지만 보다 큰
사회적 변혁을 위해 그것을 완전하게 배제하려고는 하지 않고 통일전선에
편입시키려 했던 것이다.

327）

朴正鎮, 2012, pp.379-380.
「朝鮮総連第二十二回中央委員会拡大会議の決定方針」, 『最近における日共の基本的戦略
戦術（八）
』,（東京：日刊労働通信社編, 1961）, p.949-952.
329）
카스자, 1999, p.73.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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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국자집단’의 정보전달 기능과 집단화
조총련이 북송운동에의 협력을 요청하는 근거가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귀국 희망자의 존재이다.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조총련의
강제에 의해 북한에 귀국한 재일한인은 없었다. 만약 조총련이 폭력과
강제로 귀국결정을 재촉하거나 공연한 반항을 그만두게 하려 했더라도
거기에 따라 대중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거기에는 조직이 필요하고 AMO 는 조총련이 가지고 있던 조직상의
중요한 무기였다.
귀국자의 집단화는 개개인이 귀국 신청하는 경우에 비해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통일행동을 취하기가 쉬웠고, 북송협력운동에 명확한 지원
대상을 수치적으로 파악하게 했다. 또, 다른 운동이나 다른 행동
양식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했다. 그 결과로서 조총련의 지도력에
정당성이 부여되어 ‘북송반대운동’이나 제네바 교섭의 지연책에 대항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를 제공했다. 따라서, 그들을 북송운동의 주력으로
해 재편하는 것은 북한과 조총련에 있어서 운동 추진상의 지상 명제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조총련이 그들을 조직화해 하나의 집단에
정리하는 작업이 늦어져 1959 년 2 월 13 일에 기시정권이 ‘각의양해’를
발표한 이후의 일이었다. 그 때까지 조총련은 서명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나 ‘각의양해’에 의해 북송사업을 향한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과,
또한, 실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판단을 내려, 그 결과
귀국희망자의 집단화에 착수했던 것이다. 1959 년 3 월, 조총련은 제 16 회
중앙위원회로의 결정 방침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귀국자집단’을
창설했다.330）
조총련 중앙 귀국대책 위원회에서는 귀국자 확대를 위한 새로운
조치로서 거주지 AMO 및 직업 AMO 단위로 ‘귀국자집단’을 조직화했다.
그리고, 조직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것이 연령별 AMO 인
조선 청년 동맹이었다 (이하 청년). 청년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귀국 희망자를 조직해 니이가타의 JRC 센터로 유도했다. 그 당시,

330）

「一六中委開く」,『朝鮮総連』, 1959 년 3 월 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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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운동에 깊이 관여한 사토우 카쓰미에 의하면 조청의 행동력에는
“운동에서 관점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갖춰져 있었다.331）
조총련 중앙 입장에서는 조청이나 그 의외의 AMO 를 활용하여
‘귀국자집단’을 조직화하는 것은 북송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몇 개의
효용이 있었다. 우선, 정보전달 기능의 향상이다. 원래, AMO 에는 전시와
평시에 관계없이 정보전달 기능이 있어 전시에 있어서는 전쟁지지를
대중에게 촉구하고 평상시에는 사회경제 변혁에 필요한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선전을 실시했다.332）
즉, 대부분의 대중동원사회에 있어 AMO 는 중요한 정보전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원래, 정보전달에 관해서, 북한은 북송운동이
개시된 직후부터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의한 ‘특별 라디오방송’을 이용해
매일 재일한인에 직접 요청했다.333） 실제로, 귀국자 중에는 ‘평양방송’을
통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10주년 경축대회에 있어서의 김일성
수상의 기념 보고”를 알게 되어 귀국을 결의한 자도 적지 않았다.334）
북한으로부터의 소리를 직접 재일한인에 전파하는 것을 통해
조총련은 여론형성을 시도했던 것이다. 게다가 조총련은 AMO 에 의한
기관지

발행과

학교

경영을

통해

잠재적인

귀국

희망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북송 등의 서명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법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재일한인은 북한에서 보내 온 라디오
방송의 스위치를 끌 수 있었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기관지를 덮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매스컴의 수단이 발달해 대량의 정보가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여론을 환기한다 하더라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
요컨대, 북송운동 추진에는 북한이나 조총련, 일본으로부터 유입하는
정보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잠재적인

331）

佐藤勝巳, 『
「秘話」で綴る私と朝鮮』, （東京：晩聲社, 2014）, p.41.
카스자, 1999, p.98.
333）
「在日同胞위한 特別放送」, 『朝鮮民報』, 1958 년 10 월 25 일; 「在日同胞時間」,
『朝鮮民報』, 1959 년 2 월 26 일.
334）
洪清子,「新潟から清津へ」, 『朝鮮総連』, 1960 년 7 월 4 일.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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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자의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주목받은 것이 ‘귀국자
집단’이었다.335）
‘귀국자집단’의 근원적인 역할은 “조총련 기관 및 귀국 대책
위원회 제반의 결정을 신속하게 집단 전원에게 전달한다”는 것이었다.336）
‘귀국자 집단’은 거주지 AMO 에 하나 이상 조직되고 귀국을 생각하는
재일한인에 직접 운동에 참가하도록 촉구할 수 있었다.

337 ）

‘귀국자

집단’이 거주지 AMO 에 포섭된 것은 이 운동에의 참가에 강제성을
더하는 것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애국주의를 고양하는 북송운동에의
협력을 거절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손해를 당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338）
북한으로부터의 고액의 교육 지원하에서 “조국에 기여하자”라는
것이 교육 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했고 보다 많은 애국 청소년을 획득한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 장려금’이 공여되는 등 혜택이 주어지기도 했다.339）
그 당시의 장학생 모집 요항에는 조총련의 교육회에 ‘조사급의견서’의
제출이 의무였지만, 이것은 거주지 AMO 가 조사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기록되었다.340）
또, 조금이라도 북송사업에 의문점이 있어 귀국자 집단의 의지에
반하는 언동을 취하면 그 개개인이 집단의 이목을 모았다. 실제로, 어느
335 ）

전신인, ‘귀국집단’이 서명운동에 한정하고 있던 한편 ‘귀국자집단’은 조총련의 조직
내에서 처음 제도화되어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336）
（仮訳）
「帰国者に対する実務趨進要綱」, 日本外務省文書, 開示請求番号 2004－00637, 文
書番号 19.
337）
「朝鮮総連五全大会一般活動方針書（抄）
」, 『朝鮮民報』, 1959 년 6 월 25 일; 日刊労働
通信社刊,『最近における日共の基本的戦略戦術（七）
』, 1959, p.745.
338 ）
예를 들면, 재일한인사회의 학교교육 행정의 방침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었던
재일조선인 교육 중앙위원회 제14 회 회의 (1958 년 10 월 12-13 일）‘새학년도 대책’에
의하면, 학생수를 30%이상 증가시킨 학교에 대하여, 표창이나 사업 장려금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다.
그 당시, 조총련은 “공화국의 아들, 딸로서 교양하여 조국에 이바지하자는 교육”을
최우선적인 교육 목표로 해서 “학부형은 물론 비학부모를 학교 주위에 집결”시키려고
했다. 이러한 인센티브와 사회동원 구조 하에 북송운동에의 불참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자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일이었다고 판단된다. 「교육회 중위 14 차 외의 진행」,
『朝鮮民報』, 1958 년 10 월 21 일.
339）
「교육회 중위 14 차 회의 진행」,『朝鮮民報』, 1958 년 10 월 21 일.
340）
「1959 년度奨学生募集要綱」,『朝鮮総連』, 1959 년 4 월 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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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활동가는 북한 방문 경험으로부터 조국의 현실을 확인하고,
“적어도 현재의 북한은 조총련이 선전한 것 같은 낙원과는 완전히
반대”였다고 했으며, “지금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치는 일본에서
공상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닌 것”을 AMO 가 주최한
귀국학습회에서 연설했다. 그는 양심으로부터 “종래대로의 북한예찬,
귀국 촉진을 계속해 가면, 무서운 인도상의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 결과, 이 활동가는 조총련계 커뮤니티 안에서
조직인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되어 재일 사회에서 배제되었다.341）
요컨대, 이 ‘귀국자 집단’에는 통상의 미디어에 의한 선전과는 달리
공식적인 정보를 전달시키는 것을 통해 통일 행동을 취하기 쉽게 하여
재일한인에 충성심을 강요하는 기능이 있었다. ‘귀국자 집단’결성 이후,
조직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불과 1 개월만에 ‘귀국자 집단’의 간부는
2 천명을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342） 민족학교 네트워크가 ‘귀국자 집단’을
지원하여 조국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은 애국적 의무이며 밝은 미래에의
유일한 기회였던 특별 교육활동이 실시되었다. 343 ） 그들에게는 조총련과
귀국대책 위원회의 지시대로 운동에 참가해 사람들을 동원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344

）

그 때문에 귀국사업을 둘러싼 조총련 마지막 저항인

‘제１차 귀환 안내 철회 요구 통일행동’에서는 주도적으로 운동에
참가했다.345）
또, ‘귀국자 집단’은 실제의 실무적인 업무로 현장의 요구를 작성해
상세하고 완성도 높은 귀환계획을 입안・수행하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조직이었다.

북송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귀국자

집단’에

근거해

추진되었다. 일본정부에 대한 “출국신청서를 최종적으로 조총련 중앙의
지도 아래에 다루면서”, ‘일본 출국 수속사무’를 진행시켰다.
특히, 귀국 순서를 효율적으로 한 결과 사업 개시부터 2 년간,
귀국선의 승선율이 거의 100%의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귀국순서는
341）

関貴星, 『北朝鮮 1960』, （東京：河出書房新社,2003）, pp.107-108.
「ジュネーブ会談成功促進東京朝鮮人帰国者決起大会」, 『朝鮮総連』, 1959 년 4 월 21 일.
343）
테사 모리스 스즈키, 2007, p.211.
344）
朴正鎮, 2012, p.283.
345）
「各地で撤回要求大会」,『朝鮮総連』,1959 년 9 월 14 일.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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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실업자,

무직자,

빈곤자,

불행하게도

잔류하는

가족의

진학생등을 먼저 귀국할 수 있도록 지도한” 조총련 중앙의 지령을 받아
‘귀국자 집단’이 실행으로 옮긴 결과였다. 그 당시, 조총련은 “귀국자는
기능에 따라서 일을 선택 가능할 뿐 아니라”, 기능이 없는 사람은
“[북한의] 노동자들의 원조로 기능을 배울 수 있다”고 해, 무산계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재일한인을 북송사업에 포섭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효과적인 정보 전달에 의해서 세웠던 계획은 효율적인 사람의
이동을 촉진했다.346）
이러한 기능면에서의 분석에서부터도 초기 북송사업에서 북한이
재일한인의 단순노동력의 이입을 추구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된다. 그
이외에도 귀국자 단장의 선출 등 섬세한 사항에도 조총련 중앙의 의지가
반영되었으며, 347 ） 또한, 조총련은 지금까지 모아온 귀국 신청서를 일본
적십자사가 그대로 계승하도록 주장했다.348）
이러한 요구는 북송사업의 실무에 조총련이 주도권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조총련이 북한의 정식적인 행정 대행기관인 것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시도이기도 했다.349） 이러한 움직임은 북송사업의 중요 안건의
하나인

귀국자의

재산처리

문제에도

파급되었다.

조총련

각지방

본부에서는 ‘재일조선인 귀국 동포 재산 처리 위원회’가 조직되어 미결
재산의 사정을 실시했다. 이 사정의 결과에 근거하여 조총련 중앙이
재산보관증을

배급해

귀국자는

그것을

가지고

해당하는

금액을

북한으로부터 지급받는 구조가 구축되었다. 재산관리에 의한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귀국 의지를 바꾸는 것이 보다 곤란하게 되어 정보전달
기능이 이것을 효과적으로 보완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가 포섭되고 있었다. 즉, ‘귀국자
집단’의 활동은 재일 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주적 활동에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북송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350） 조총련 AMO 는
346）

「共和国北半部 帰国同胞の受入れ準備進む」,『朝鮮総連』,1959 년 2 월 21 일.
「第一船帰国者団長選出」,『朝鮮総連』,1959 년 5 월 11 일.
348）
「主張、総連への申請を基礎に帰国手続きを！」,『朝鮮総連』,1959 년 5 월 11 일.
349）
朴正鎮, 2012, p.285.
350 ）
AMO 는 인민을 의존상태에 이르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항상적으로 바쁘게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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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는 동포에 대한 학습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특별히 선전 교양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직하는 것”351）에 의해서 잠재적 귀국희망자인
재일조선인에 대해서 선전 활동에의 참가를 강제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AMO 가 그 구성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전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했다.352）
극단적으로 압박적인 정권조차 통치기구의 밖에는 많은 성실한
지지자와

다수의

기회주의적인

협력자를

내포하는

것이며

그를

대중조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정치선전 안에는 ‘공통의 적’을 낳는
작업이 반복해서 행해졌다. 또, 이러한 방법은 언뜻 보면 비정치적인
활동 안에 선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청년 AMO 를 사용해 행해진
‘열성자 회의’처럼, 이러한 모임이 분명하게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어도, 문화, 생활, 교육을 통해 재일 한인에게 세뇌를
했다.
각 집회 행사 등에서는 북한의 노래가 지도되어 중앙 예술단의
공연에는 한국인 뿐만이 아니라 일본인도 동원되었다. 353

）

조총련은

‘귀국자집단’에 조국사정을 배우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교화하려고 해
그들은 이러한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조총련의 활동 방침에 접할
기회를 늘려 갔다. 북송운동이 개시된 1958 년 보고에 의하면 조총련은
85 지역에서 연간 167 회 공연을 조직해, 8 만 5 천명의 재일한인과 7 만
3 천명의 일본인을 동원해, “동포들을 고상한 민족적 정서 속에 살 수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다했다. 354 ） 북송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귀국자의 사상의식이 크게 발전해, 한층 더 교육 전선 내의 분파 활동이

만든다. AMO 는 구성원의 시간을 정책수행이나 그 이외의 많은 부차직인 활동에
소비시키며 자주적인 사회활동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적게 만든다 (카스자, 1999, pp.
76-77).
351）
朴正鎮, 2012, p.283.
352）
카스자, 1999, p.55.
353）
「朝鮮総連五全大会一般活動方針書（抄）
」,『朝鮮民報』, 1959 년 6 월 25 일,（日刊労働
通信社刊,『最近における日共の基本的戦略戦術（七）
』, 1959, p.743）.
354）
참가한 일본인 중에는 4 명의 국회의원, 14 명의 현지사, 41 명의 시장, 13 명의 현의회
의장・의원, 38 신문사, 7 개의 방송국, 51 의 문화사회단체, 117 명의 저명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총련 중앙 위원회 제 15 차 확대 회의 결정」,『朝鮮民報』, 1958 년 10 월 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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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되어 “사상 순화 사업에 큰 기여”가 확인되는 등 내부의 상승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효용 때문에, 조총련은 1960 년에 문화단체를
조총련 중앙 선전부의 직속기관에 이양해, 북송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젊은 활동가를 보충하기까지 하였다.355）

2. ‘의사환경（Pseudo-Environment）’의 형성 –윤리적 규범,
사회적 풍조의 지배일본 여론이 재일한인의 귀국결단을 지원할 때, 북한 정세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중여한 의제였다. 월터 리프만 (Walter
Lippman)에 의하면, 현실환경과 인간의 행동 사이에는 머릿 속에 비치는
환경의 이미지가 매개하고 있으며 인간의 행동은 이러한 환경의 이미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한다.356）
그는

이것을

‘의사환경’이라고

명명해

인간이

어떤

종류의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에 의해서 이미지가 좌우된다고 말했다. 귀국 의지
결정에서

이

의사환경의

영향은

결정적인

요소였다.

본래라면

북한사회라는 보기 어려운 세계에 대해 재일한인사회나 일본여론이
가지는 인상에는 다른 요소가 내포되어 북한과의 접점이나 기대도
다양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의사환경이 긍정적으로 생성되는 만큼
북한귀국의 의지 결정의 개연성은 높아지며 반대의 경우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예상되었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사는 재일한인이나 일본인 처가 북한이라는
추상적인 존재에 대해 어떻게 해서 공통의 개념을 구축하게 되었던
것인가. 단일불변의 관념을 생성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질의 의견을
통솔하는 조총련은 어떻게 해서 동질의 의견을 형성시켰고 그 순서는
무엇인가. 본절에서는 애국, 사회, 사관이라는 세 개의 규범에서부터
의사환경이 형성되어진 과정을 살펴본다.
355）
356）

海外事情調査所編,『朝鮮要覧 1960 년版』,（東京：武蔵書房, 1960）,p.182.
W.リップマン（掛川トミ子訳）,『世論（上）
』,（東京：岩波文庫, 1996）,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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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국의 규범-조국지향 민족주의와 민족공동체의 환상선전주체는 여론형성에 의해 사람들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특정하고, 그 감정을 공유하도록 행동하여 미숙한 연상에
의해서 일종의 상상을 일으키려고 한다. 르 봉(Le Bon)에 의하면 “군중은
영광, 명예, 종교, 조국에 대한 감정에 호소하면 움직여” 특히, “종족성의
영향은 군중 정신에 특유인 여러 가지 성질을 지배할 만큼 강하다”.357）
조총련과 북한로비는 여러가지 도덕 규범을 만들어 설득 재료로
사용했으나, 특히, 북송운동에서 재일한인에게 강하게 지지받아 제시된
규범으로 조국지향 내셔널리즘이 있었다.358）
내셔널리즘에는 합리성을 압도하는 심리적 작용이 있지만 조총련과
북한로비는 재일한인 사회 내부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부에 위치하는
일본 여론에도 호소하는 형식에 의해서 재일한인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자극해 의사환경을 구축했다. 일반적으로 애국심 문제는 충성심과
충성의무의 문제에 귀결하지만 충성심은 사람들로부터 봉사, 헌신,
희생을 이끌어 낸다. 359 ） 북송사업이 실현된 직후에 행해진 재일한인
교육에 관한 김일성의 연설은 단적으로 이것을 보여준다.

조총련 학교에서의 교육은 어디까지나 재일 조선인이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진정한 조선인으로서 열렬한
애국자로서 육성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조총련
학교에서는 재일동포를 우리 당의 혁명 전통과 사회주의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조선을 잘 알게 돼 조선을
357）

ギュスター・ヴ・ルボン（櫻井成夫訳）,『群衆心理』
（第十四版）,（東京：講談社学術文
庫, 2010）, p.69, p.101.
358 ）
도노무라의 연구에서는 북송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서 조국 지향의
내셔널리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한 것일지 논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外村大, 2004, pp.446-447.
359）
大熊信行,「愛国心―展望と問題点―」,文部省編『文部時報』第 1023 号, 1962,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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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몸을 바쳐 투쟁하는 진정한 조선인으로서 열렬한
애국자로서 육성하는 목적을 두어 교육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또, 만일, 조총련이 이 민족 교육의 목적을 잊으면
일본에 조선학교를 만들어 교육하는 의의가 없어집니다. 360）

전 장에서 보왔듯이. 재일한인 사회에 고액의 교육 지원금을 보낸
북한에 있어서 민족 교육이란, 재일한인 자제를 위한 교육 자체에 있던
것이 아니라 충성 의무를 꺼내 조국 북한을 위해서 몸을 바쳐 투쟁하는
다수의 조선인을 만들어 내는 것있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민족 학교
네트워크도 북한이 AMO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특히, 테사가 지적하듯이 “그 정도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귀국에
관한 풍설을) 퍼뜨린 원동력으로서 결정적이었던 것이 민족 학교의
네트워크”이었다고 테사가 지적하고 있듯이 조국지향형 내셔널리즘은
귀국자의 인식과 활동 결정의 내면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361） 김일성은
조총련의 전신인 민전 시대에는 이미 민족적 애국 운동에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운동의 대상은 일본 내에서의 권리 획득에
한정되었다. 362 ） 북송운동을 통해서 조총련에의 관여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국지향의 내셔널리즘이 한층 강화됐다고 말할 수 있다.
조국지향의 내셔널리즘을 규범으로서 침투시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조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가 진행한 것은 조선어 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 조선 로동당의 역사, 지리교육 등 북한식 교육사업이었다.
조총련이 도입한 북한식 교육에서는 예를 들면, 국어 교과서에는 혁명
전통, 김일성 우상화, 소년단 등 AMO 의 역할, 귀국을 애타게 기다리는
재일한인의

모습,

모범

노동자나

360 ）

조합활동

등

계급제,

김일성,「재일조선인교육사업 방향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0 년 1 월 8 일,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평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97）, pp.78-79.
361）
테사 모리스 스즈키, 2007, p.209.
362）
김일성,「재일조선인운동은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외여야 한다 -재일조선인 련락원과 한
담화-」, 1952 년 12 월 2 일. 위의 책, 1997,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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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반일・반한사상을 소재로 한 내용이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그 모두가 언어를 정치에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363 ） 북송운동은
이러한 경향을 전국적으로 정착화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선통일, 후귀국’인 기존방침이 ‘선귀국, 후통일’로 전환돼 그것이
실제로 대규모 수준으로 실행된 사실은 AMO 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던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조국지향의 내셔널리즘은 북송사업에 대한 단순한
실리적인 기대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이 있었다. 한덕수
의장은 북한의 귀국 정책을 ‘육친적 배려’라고 표현해 북한과의 관계를
의사적 혈연관계에 비유했다. 364 ） 조국지향의 내셔널리즘을 고양하는
방법은 조총련만의 점유물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일본논단에 있어서
북한로비의

존재감이

컸다.

‘집단적

귀국결의’

이후,

북한이

대일인민외교를 본격화시켜 북한로비의 방문이 계속되었고, 로비에게는
북송사업이 가지는 의의가 직접 전달되었다.365）
북한로비는 “사회주의 조국을 가지는 재일 조선인으로서의 자각”이
강해지는 것을 바래 북송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재일한인에 있어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제 2 의 해방’”이다고 강조했다.366） 북송운동을 추진한
리쓰메이칸

(立命館)

대학의

스에카와

히로시

총장은

재일한인의

졸업생들한테 “제군들은 빛나는 조국에 돌아가게 되었다. 제군들은
조선민족이 가지는 강한 생활력을 발휘해, 조국 건설에 참가하라!”고
적극적으로 귀국을 권했다. 367 ） 또, 북한 방문 과학자의 시즈메 야스오
(鎮目恭夫)는 “[북한의]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문화-문명은 과학과
생산과 예술이 융합한 민중에게 넓고 깊게 뿌리를 내린 새로운 문명”이며
“일본의

서구세계의

과학과

예술의 분리,

정신과 물질의

분리를

재융합하는 표본”이라고 극찬했다. 그리고, “재일 조선인 제군은 지금
363）

총련 중앙 상임위원회 교과서 편찬위원회편, 『국어』（1）-（6）, （도쿄: 학우서방,
1962）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小澤文庫소장자료).
364）
「肉親的配慮에 報答」,『朝鮮民報』,1959 년 2 월 26 일.
365）
朴正鎮, 2012, pp.304-305.
366）
「協定調印にたどりついた帰国問題」,『前衛』,1959 년 10 월호, pp.128-129.
367）
「토막 소식」,『朝鮮民報』,1959 년 2 월 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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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훌륭한 조국을 가지고 있다. 제군은 이 조국의 현실을 안다면 더
높은 자랑과 느긋한 자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셔널리즘을
고무시키면서 귀국협력운동을 추진했다.368）
일본 미디어 역시 조국지향 내셔널리즘을 자극했다. 전후 처음
정식으로 조선을 방문한 북한 방문 기자단의 시마모토 (嶋元謙郎:
요미우리 신문사)는 유년기 15 년 동안 한반도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어
북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시마모토는 “사랑하는 조국을
가진 것”에 의해서 “민족으로서의 자랑과 자신으로 가득 찬 조선인”은
피지배자나 “일본이라는 이국에 사는 ”조선인과는 ‘인종’자체가 다른
것이었다. 때문에, 시마모토는 일본인에 대해서 ‘조선인관’을 고치지
않으면 “조선에 대한 평가를 잘못한다”고 날카롭게 경고했다.369）
제１차 귀국선 도착 직후에 아사히 신문에 게재된 ‘38 도선의
북쪽’이라는 기사에는 귀국자를 기다리는 ‘조국’의 행복한 생활에 관하여
북한정부에 의한 이미지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했다. 370

）

그들과 같은

일본인 기자에 의한 보도는 진보적 평론가 마루야마 쿠니오 (丸山邦男)가
높게 평가하고 있듯이 “조선인 귀국의 의미를 일본인이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완수했다”. 371）
북한은 이미지 전환이 귀국자 수의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숙지하고 있었고 북한의 정보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 궁리하고
있었다. 실제로, 김일성은 북한 방문 일본인 기자가 기록한 귀국문제
관련 기사를 자세히 읽고 그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고 한다. 372 ）
마루야마 등 진보적 평론가의 일본 국내 언론활동도 로동신문에 계속

368）

鎮目恭夫,「科学者のみた北朝鮮」,『中央公論』,1960 년 1 월호, p.146.
嶋元謙郎（読売新聞社会部）,「はだかの朝鮮人」, 訪朝記者団編,『北朝鮮の記録』,（東
京：新読書社, 1960 년）, pp.218-220.
370）
테사 모리스 스즈키, 2007, p.207.
371）
丸山邦男,「ひと月遅れの朝鮮報告」, 『中央公論』, 1960 년 4 월호, p.158.
372）
북한을 방문한 무라오카는 “김일성과 접견했을 때의 인상으로서 ‘ [김일성이] 귀국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본의 무엇 무엇 신문은 이런 기사를, 무엇 무엇 잡지는 이런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라고 말해 칭찬했다”고 증언했다. 「朝鮮を訪ねて」,『新潟協力会ニュ
ウス』, 1960 년 3 월 1 일.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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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되었다.

373 ）

북한으로부터의 협력요청을 받아 북한로비도 일본의

미디어를 초청했다. 그들은 귀국한 뒤 ‘북한 방문 기자단 귀국 환영
보고회’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북한정세를
보고했다. 그들의 정세 보고는 참가한 재일한인등의 조국에 대한 인식을
고치게 하고 귀국을 생각하는 재일한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374）
조총련도

그들의

북한방문
375）

조선이미지’의 쇄신에 노력했다.

기록을

지면에

게재해

‘낡은

북송협력운동의 핵심 인물인 호아시

게이는 “귀국협력운동은 지금 매스컴 원호 사격하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불이 난 벌판의 불과 같이 퍼지고 있다”고 말해 매스컴의 역할을
칭찬했다.376） 조총련과 북한로비에 의한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선전은 ‘감정에 들어맞은 체험’을 재일한인에 주었다.
당시의 모양을 되돌아 보면서, 전 조선대학의 교원으로 고고학자인
이진희는 “사회주의 조국의 건설에 급히 달려가는 것이 재일 청년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이러한

프로파간다는 현실 사회에 불만을 품는 청년층에는 특히 효과를 발휘했다.
그들을 둘러싼 어려운 경제 사회적 상황은 귀국인가 체류인지를 선택하는
재일청년으로부터 이성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지성이나 치밀한 논증을
이끌어냈다.
‘80%가 무직’이라고 한 조총련이나 북한로비의 선전은 약간
과장된 것이었지만, 377 ） 일반적인 일본인이 놓여진 생활 환경에 비하면
그들은 가혹한 조건 하에서 살 수 밖에 없었다.
373）

378 ）

그것은 조국지향

「일본 잡지 《쥬오고롱》이 일본 평론가의 우리 나라 방문기를 게재」, 『로동신문』,
1960 년 3 월 22 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재일 조선인 귀국 협력 일본 국민 사절들 국내
기자들과 회견」, 『로동신문』, 1960 년 3 월 29 일.
374）
「訪朝記者招いて報告会」, 『朝鮮総連』, 1960 년 2 월 1 일; 嶋元謙郎（読売新聞社会部）,
「はだかの朝鮮人」, 訪朝記者団編, 『北朝鮮の記録』, （東京：新読書社, 1960）, p.217.
375）
「明日の朝鮮と日本」, 『朝鮮総連』, 1960 년 5 월 23 일.
376）
「帰国朝鮮の友に学ぶ」,『日本と朝鮮』, 1960 년 1 월 25 일.
377）
「在日朝鮮人の帰国要求を全国的に支持する」,『アカハタ』, 1958 년 10 월 21 일.
378 ） 귀국자 생활보호 수급자의 비율은 1959 년말에는 40%를 넘어 사업 초기에 귀국한
성년 남자의 약 70%가 “실업자나 불안정한 직업 종사자”였다고 한다.
法務省入国管理局, 「入国調査月報」第 131 号, 1971, p.77 (金英達, 高柳俊男編著, 1995,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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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리즘에 의한 선전을 넓이기 위해 유리한 전제 조건이었다. 때문에
청년 AMO 의 동원은 보다 용이해져, 민족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불과
일년사이에 30% 가까이 증가했다.379）
한편, 조국 지향의 내셔널리즘에는 사업주체인 일본 적십자사나
일본정부에 대한 압력으로도 효과적이었다. 예를 들면, “귀환안내”를
둘러싸고 일본은 재일조선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본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다는 원칙(귀국의지의 확인)을 내걸었다. “귀환 안내”에 의하면 귀국
희망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것이 “본인의 완전한 자유의지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를 ‘ICRC 대표단과의 면담’을 거친 다음 확인한다는
것이었다.380）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국 출병 당시와 같은 ‘조선인 경시’의
태도”의 증거라고 강하게 비판되었다.381） 같은 비판은 일본의 북송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계속되었다. 이 당시, 진보적 지식인들한테
정치문제나 국제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학”(大江健三郞)이며
동경대 학생들의 애독 잡지 조사에서 다른 잡지를 압도하고 있던
“세카이”는 382 ） 전후 혁신계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종합 잡지였다.
“세카이 (世界)”는 진보적 지식인 등에 의한 논고를 적극적으로 게재하게
되어 있었으나 재일한인의 귀국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가 ‘독립국의
자유로운 공민이 된 조선인’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일본인의 수치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경찰행동이다.’라고 비난해 즉각
중지를 요구했다.383）
이러한 민족성과 관련된 비판은 북일 양적십자사간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북송운동에 등장하는 강력한 레토릭이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곤란했다. 르봉이 말하듯이, 이러한 ‘종족성’을 강조하는 선전 수법은
군중심리에 특유한 의견과 신념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다.384）
379）

「肉親的配慮에 報答」,『朝鮮民報』1959 년 2 월 26 일.
朴正鎮, 2012, p.291.
381）
「あまりに“政治的”な帰国問題」, 『中央公論』, 1959 년 12 월호, pp.176-177.
382）
竹内洋, 『革新幻想の戦後史』, （東京：中央公論新社, 2011）, p.62, p.114.
383）
「朝鮮人帰国問題と人道主義」, 『世界』, 1959 년 5 월호, p.51.
384）
ル・ボン, 2010, p.101.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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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 조총련과 북한 로비에 의한 조국 지향의 내셔널리즘은, 재일
사회 내부와 그 주위에 위치하는 일본 여론에 의사 환경을 구축해
나갔다.
(2) 경제적, 상업적인 유인
애국주의적인 규범은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일본인에 있어서는 효과를
발휘하는 한편, 그 이외의 정치 운동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에 작용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하나의 규범만으로는 다양한 사회집단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일본 여론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 대규모화한 북송협력운동이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관념뿐만이 아니라 실리적, 상업적인 유인을 제공해 새로운 의사환경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조총련이나 북한로비는 일반의 일본국민에
“일본의 귀국 사업에 대한 지원에는 전략적인 근거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고 싶었다. 그 방법은, 북한의 상업적 가치를 여론에
인식시켜 북일양국의 이익이 동일하다는 점을 알리게 하는 것이었다.
리프만에 의하면, 선전 주체가 선전을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일반대중과

현상과의

사이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선전주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의사환경을 낳기 전에 사람들이
현실환경에 접근해 버리면,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재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만일 사람들이 있는 현상에 직접 접촉해 버리면
오인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오인하는지를 선전주체는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385）
이 당시, 북일 간에는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귀국 희망자와
현실의 북한의 모습과의 사이를 차단하는 장벽을 설정할 필요는 없었다.
또, 사람을 매개해서 초래된 주요한 정보는 북한이나 일조협회가 요청한
진보적인 일본인에 의해 초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여론에게 전할 수
있었던 북한 정보에는 어떤 종류의 ‘사전검열’이 걸려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386） 따라서, 현실 환경에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의사환경만이
385）
386）

W.リップマン, 1996, p.64.
그 당시 북한을 방문한 일본인 중에는 방문지나 취재대상이 ‘부당하게 획일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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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을 생각하는 재일 조선인이나 일반 일본인에 있어서의 주된 판단
재료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북송운동을 전개할 때, 우선적으로 조총련이나 북한로비가 주목한
것이 “약진하는 북한 사회경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조총련 창설 당초부터 대대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북송운동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대두한 논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본인은 물론, 혁신계의 사람들이나 한반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일한인조차

정말로

북한이

발전되어 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전쟁에 의해서 황폐한
나라로서의 인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관이
언제 어떻게 해서 잠재적인 귀국자나 일본 여론에 퍼져 갔는지에 대한 그
경위에 있었다.
북송운동 때, 조총련이나 북한로비가 재일사회 내부나 일본여론에
호소한 것은 “북한 경제사회 구조의 발전”과 “일본의 귀국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략상의 자산이 된다”는 논점으로 집약된다. 그것은 단지
북송운동이 가지는 일본내의 소수민족의 이주라고 하는 의미에 더해져
경제적인 이익으로서의 의미가 추가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이 된 것은 조총련 중앙 선전부가 설정한 6 개의
중요문헌이었다. 첫번째로, 김일성 수상의 연설에는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동포의 염원을 열렬하게 환영한다”는 국가원수로서의
의지가 나타나며 남일 외상 성명에는 ‘교육 보장을 약속하는 성명’이
내걸려 있었다. 이어서 김일 부수상은 “귀국 여비를 모두 부담해
귀국선을 준비한다”고 밝히고 “공화국 정부는 귀국 후의 생활 안착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오늘의 우리 나라는 과거의 낙오한 농업국가가 아니라 발전한
공업을 가지는 부강한 공업・농업 국가로서 일변하고 있다”. “역사적인
곡물생산고”, “도시 뿐만이 아니라 농촌에도 문화주택”이 건설되어 ‘물질
문화 생활이 나날이 풍부해지고 있는···조국에 돌아간 재일 동포는 주택,
북한이 ‘외국의 시찰자를 교양’하는 등의 철저한 검열체제가 깔리고 있었다고 불만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문제시되지 않았다（鎮目恭夫, 1960,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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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의류, 및 그 외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 조건을 충분히
보장된다’라고 말했다.387）
김일 부수상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정부가 북송사업을 상정하는
가운데

가장

염려하고

있던

귀국선수배,

수송,

안착을

위한

388）

자금조달이라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한꺼번에 불식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후술하듯이 국회에서 귀국 추진파의 주장의 논거가 되고
있었다. 또, 박금철 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귀국자가 모든 물질적
조건이 보장되어 희망에 따라 직업을 선택해 자제를 충분히 기를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보장한다’고 했다. 그 위에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은 재일
동포의 귀국과 그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할 진지하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라고 했다.389）
이러한 정보는 일본의 미디어를 통해서도 확산되었지만 테스자에
의하면 “귀국자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행복한 생활”에 관한 이러한
정보는 몇 천명의 재일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390）
실제로, 조총련이나 북한로비의 북송운동이 귀국자의 인식변화를
촉진시켰다는 조총련의 활동가에 의한 증언도 있다. 1960 년 8 월에
조총련 오카야마현 본부의장을 맡고 있었던 세키 (関貴星)가 “조선
해방 15 주년 경축 방조 일조협회사절단”에 합류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일조협회 상임 이사이었던 데라오 고로가 3 명의 청년에게 잡히고 항의를
당했다. 청년들은 “데라오의 저서를 읽고 믿고 북한으로 건너왔다. ··· ···
북한의 사정은 당신이 쓴 것과 전혀 반대이다”라고 항의하였다.391）
대량귀국이 발생하고 있었던 당시, 귀국자가 지적한 데라오
(寺尾)의 저작인 ‘38 도선의 북쪽’은 한반도 관련 저작 안에서 베스트
셀러였다. 이것 때문에 동서는 귀국을 생각하는 재일한인의 의사결정에

387）

「조국에 돌아 오려는 재일 동포들의 절실한 념원은 조속히 실현되여야 한다-김 일
부수상 조선 중앙 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로동신문』, 1958 년 10 월 17 일.
388）
테사 모리스 스즈키, 2007. p.115.
389）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박급철 부위원장의 연설」, 『로동신문』, 1958 년 11 월
1 일.
390）
테사 모리스 스즈키, 2007, pp.207-208.
391）
関貴星, 2003, p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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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물론, 일본 잔류의 결정을 내린 재일한인
안에도 다수의 독자가 있었다고 상정되지만 상기 삽화는 대량귀국이
행하여진 단계에서

귀국자들이

조총련과

북한로비에 의해 형성된

의사환경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언이다.
또한, 이러한 북한에 의한 물자적인 지원과는 대조적으로 강조된
것이 재일의 생활 환경이었다. 황봉구 조총련 부의장은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상임회의에서의 연설로 일본내에 있어서의 재일조선인의 생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 또 그 수준이 ‘인간 생활의 최저 표준’이라고
보고했다.392）
“중요문헌”은 북한의 정부, 의회, 당의 모든 정치권력기관이
북송사업에 대한 물질적 원조를 확약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이
선전의 지침으로서 대대적으로 활용되었다. 조총련 중앙 선전부에서는
이것들을 ‘귀국 문제에 관한 지침’으로서 정리해 전국의 AMO 나
북한로비 단체에 배포했다. 393 ） 그리고, 각 AMO 는 일본내의 동류의
단체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지방 의회나 정부나 관계 부처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했다.
또한, “중요문헌”과 합치하는 북한 경제사회 사정은 북한 방문
일본인에 의해서 반복해 전해졌다. 북한 방문 기자단이 설명하는 북한
사회경제 상황은 “제１차 5 개년 계획이 국민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범죄가 극도로 적고 연간 10 수 건”에 지나지 않고 “기계공업은
국제수준”이며 “도시에 작은 먼지 하나 없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진행되어”, “의료비 무료, 예방 의학이라는 제도는 선진국을 능가하며”,
“[귀국자에게는] 사유재산이 인정되어”, “사회에 차별의식이 없다”고

392）

「조국 전선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위원이며 재일조선인 총련합회 부의장인 황봉구
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1958 년 11 월 1 일.
393）
「6개의 중요문헌」이란, ①공화국 창건10주년 기념경축 대회로의 김일성 수상의 보고,
②9 월 16 일 남일외상 성명, ③10 월 16 일 김일부수상의 담화, ④조국전선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박금철 부위원장의 연설, ⑤동회의에서 채택된
재일동포에게 보내는 편지, ⑥동회의에서 한 황봉구 부의장의 보고이다. 「帰国問題에 関한
指針」, 『朝鮮民報』, 1958 년 12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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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선전이 반복해 행해졌다. 394 ） 평양에 있는 조선중앙 방송국에서는
매일 두 번 “사회주의 건설 편지”나 “시사해설”이 일본어로 방송되어
“공화국 북반부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변혁”이나 “기적”의 모습이 전해져
“모든 분야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르고 있다.”라고 선전되었다.395）
선전효과는 엄청난 수준이었으며 조총련 중앙의 집계에 의하면
1959 년 1 월까지의 귀국신청서 제출자는 이미 11 만 7 천명을 넘고
있었다. 396 ） 조총련 중앙은 “김일성 원수의 연설에 고무된 동포 대중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발전하는 조국의 모습에 희망이 깊어진”것이 “신청자
급증”의 배경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397 ） 확실히 본국의 수입정책은
많은 귀국 희망자를 끌어당겼지만 그것은 동시에 재일 사회나 일본
여론에 효과적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신청자 수의 급증에 결합되기가
어려웠다.
‘각의양해 （閣議了解）’이후, 북한은 북송문제를 계기로 고조를
보이고 있던 일본 여론에 대해서, 북일직접 무역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 실마리가 된 것이 총액 600 억엔에 달하는 화력발전 플랜트
발주계획이었지만, 이것은 일본의 산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398 ） 당시, 한국의 대일 수입 총액이 대략 51 억엔이었으나 그
12 배의 규모의 개발계획이 북송운동과 병행한 형태로 부상했던
것이다.399）
특히, 북한로비는 대조무역이 ‘바터 거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무역과

같은

대량

잔고의

처리가

394）

문제될

일은

없고,

또,

訪朝記者団編,『北朝鮮の記録：訪朝記者団の報告』,（東京：新読書社, 1960）.
金八木（朝鮮中央放送委員会対日放送部）, 「平壌・朝鮮中央放送局の日本語放送」, 『き
ょうの朝鮮』, 1959 년 3 월（29）号, pp.22-23.
396 ）
물론, 이러한 통계로서의 피역적 변화는 ‘선전’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선전’은 북송운동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선전’은 부특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 재일한인 사회에서 널리 빠짐없이 망라적으로 정보전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였다.
397）
「귀국 신청자 11 万 7 千余」, 『朝鮮民報』, 1959 년 2 월 3 일.
398）
朴正鎮, 2012, pp. 314-315.
399 ）
1959 년도 한일무역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일수입」이 1,420 만 달러,
「대일수출」이 975 만 달러였다. 海外事情調査所編, 『朝鮮要覧―南鮮 ・ 北鮮 ・
在日朝鮮人運動―』, （東京：武蔵書房, 1960）, p. 117.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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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수출금지조치 등의 장해 리스크가 적고 일본의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지하광물자원이 풍부하다고 그 유망성을 설명했다. 북한로비는 ‘조선경제
사정’으로부터 생각하면 지불은 충분히 가능할 것, 그리고, “이대로는
다른 서양 제국이[화력발전 플랜트 발주 계획을] 수주한다”고 해서
일본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CHIINCOM 에 의한 통상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완화하도록 강요했다.400）
이러한 북한로비의 행동은 북송운동의 추진력을 북일무역에 포섭해
결과적으로 북송협력운동의 저변을 펼치게 되었다. 특히, 귀국선이
청진에 입항한 것으로 대북수출이 표준결제로 실시할 수 있게 된 것, 또,
북한방문 일본인 기자단이 정식여권으로 입국한 것을 들어 ‘직접
무역・직접 배선의 자유의 한 단계’로서 받아 들여진 것 등은 일본
경제계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다.
북한로비는 북한의 급속한 발전과 한국의 경기정체가 대비되어
“일한무역을 단절해도 일조무역을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01 ）
실제로, 북송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일본의 상사에 의한 대조무역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특히,

북한에의

수출

직항의

허가를

얻은

동공물산은 적극적이었으며 이것을 주도한 것은 일조협회 상임이사였던
공산당원인 코바야시 류우지 (小林隆治)였다. 402

）

그들은 북송운동의

추진력을 그대로 북일직접무역의 실현을 향해서 활용하려고 했다. 게다가,
북일무역 실현이 국가 기간 산업뿐만이 아니라, 지방산업,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도 넓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선전되어 지방
경제계에서도 북송협력운동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한층 가속되었다.403）
이것은 당시, 북송운동에 종사하고 있던 당사자의 발언으로부터도
읽어낼 수 있다. 북송사업의 공로자로서 김일성으로부터 두 번 국빈
대우로 북한에 초대된 코바야시 리키조 (小林力三)는 일조협회 니가타
지부의 설립에 진력해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사업가였다. 그 후에

400）

「朝鮮の対外貿易」, 『日本と朝鮮』, 1959 년 4 월 15 일
『世界』, 1959 년 8 월호 (東京：岩波書店, 1959).
402）
朴正鎮, 2012, pp.427-428.
403）
「日朝直接貿易の機運高まる」,『日本と朝鮮』,1960 년 2 월 25 일.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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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사업에 대해 말한 코바야시는 조총련의 요청에 의해서 북송운동을
전개한 것을 인정한 후 “인도주의에 근거해 장사를 했다.”라고 증언을
남겼다.404）
상당수의 귀국자가 2 년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귀국한다고
예상되었으므로405） 출항 도시의 선정은 귀국의 실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후의 북일직접 무역의 추세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였다. 북송운동이 북일 무역타개 운동과 결합한 것으로 인해,
북송협력운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코바야시와 같은 자는 결코 적지
않았다. 북송운동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의한 지방 자치체 중에는
귀국선을 현지에 불러들이는 것에 의해서 장래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북일무역을 지방경제의 발전에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

국제무역

촉진협회

등의

로비단체는

북송협력운동과 동시에 북일직접무역의 실현을 위해 국회청원 운동을
실시했는데 1960 년 초까지 전국 각지로부터 200 통의 청원서가
모였다.406）
경제적인 규범을 만들려고 한 조총련이나 로비와 그것을 수용하는
측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양자가 북한의 발전 이미지를 일본여론에
팽창시켜 정착시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북한경제가 ‘의인화’되어
전체의 인상이 그 이름에 의해서 표상되게 된 것은 그 증거일 것이다.407）
북송운동이
이미지가

전개되기
항상

전에

따라다니고

북한경제에는 한국전쟁에
있었다.

북송운동은

의한 황폐한

일본에서

북한이

‘전략상의 자산’이 된다고 하는 이미지가 일본 여론에 퍼진 최초의
사례였다. 한일 교섭이 진전없는 가운데, 이러한 북한 경제에의 기대가
일본의 ‘경제 내셔널리즘’과 결합했다.

404）

佐野眞一,『新忘れられた日本人』,（東京：毎日新聞社, 2009）, p. 192.
『第 31 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議事録』, 第 18 号, (1959 년 4 월 27 일).
406）
「日朝直接貿易の機運高まる」,『日本と朝鮮』,1960 년 2 월 25 일.
407）
W.リップマン, 1996, p.213.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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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인식의 공유-도의적 책임론의 대두전체의 98%가 한반도 남부 출신자로 구성되어 있는 재일 조선인이
친척도 지연도 없는 북한에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귀환하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

사는

재일

조선인이

‘영광스러운 조국’으로의 이주를 결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본 것 같은
조국지향의 내셔널리즘이나 경제적 이익 외에도 다른 규범이 작용했다.
특히, 중요했던 것이 ‘도의적 책임’을 추구하기 위한 ‘역사 인식의
공유화’였다. 리프만에 의하면 각각 다른 반응 경향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서 동일한 정서를 환기하는 자극을 찾아내는 것은 여론조작 후에
유효한 수법이었다. 이러한 정서를 환기하는 도덕규범의 핵심에는 반드시
‘하나의 역사관’이 존재하고 있어 이것과는 반대로사람들의 기억에 관한
사실이 다양화 하는만큼 규범에 포함되는 법칙은 잘 기능하지 않다.408）
리프만의 이러한 지적을 북송운동에 적용한다면 ‘인도주의’를 보강하는
‘역사인식’은

일본

여론의

북한이나

북송사업에

대한

이미지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사료된다. 여기서는 조총련과 북한로비에 의해서
전개된 역사인식의 논고를 확인하는 것에 의해서 재일한인의 ‘기억’이
‘하나의 역사관’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확인해 도덕 규범의 핵심이
형성되는 상태를 살펴본다.

408）

W.リップマン, 1996, pp.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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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1＞ 한반도에 관한 기사의 구분과 분포

지금까지 봤듯이 조총련이나 북한로비가 귀국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무수히 많다. 월트나 미어샤이머가 지적하듯이, ‘강한 대처의식을
가지고, 충분한 자원을 가지는 그룹에서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부족함은 없는 것’ 이다. 특히, 북송운동으로 많이 활용된 것이,
진보적 지식인의 종합잡지인 “세카이”였다. 도표 3-1 에도 있듯이,
1955 년부터 1957 년까지의 3 년간, “세카이”에는 한반도에 관한 기사는
단 한 편도 게재되지 않았다. 한반도는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북송운동이 개시된 1958 년을 경계로 “세카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전하게 되었다. 그 전달방법은 주관적으로 한국 국내정치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인 논쟁과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시점의 기사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409）
정우택 [조총련 선전부 부부장]에 의한 논고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하나의 역사관’을 형성하기 위한 맹아적인 작업이었다. 정은
‘원래, 재일 조선인은 일본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다. 재일
60 만의 대부분은 일본 군벌에 의해서 침략전쟁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수행 때문에 강제적으로 집단 이주 당하거나 징병 징용 되어 왔다’고

409）

한상일, 『지식인의 오만과 편견』, （서울: 기파랑, 2008）,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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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한다. 그리고, 정은 그 자료상의 근거로서 카마타 사와이치로
(鎌田沢一郎)저 “조선신화”를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군이라든지 면이라든지의 노무계가 심야나 새벽에 갑자기 남자
일꾼이 있는 집의 잠자리를 덮쳐, 혹은 전답에서 일하고 있는 도중에
트럭을 돌려 거기에 실어 그들로 집단을 편성하고, 홋카이도나 큐슈의
탄갱에 보냈다”.410）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적 조건은 일본정부로 하여금
재일조선인을 책임을 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인도해야 할
도의적 책임을 부과시키고 있는 것이다”고 해 역사적인 근거에 따라
귀국의 정당성을 담보하려고 했다.411）
말할 필요도 없이, 식민지화라는 경험은 비극적인 경험이다. 많은
재일한인은 일본 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해 ‘고난의 역사’를 경험하여
일본의 식민지주의의 표적이 되어 과거에 대단한 고통을 겪은 것은
틀림없고,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한, 전후
일본의 재일한인 정책이 불충분한 수준이었고 그 반작용으로서 북한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며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에는 의심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우택이 주장하듯이 식민지 시대에 도항한 조선인의
유입경로를 한가지로 정리할 수는 없다. 전시기 ‘동원 노동자’에는 적어도
‘모집기’ (1939년 9월~1942년 1월), ‘관 알선기’ (1942년 2월~1944년
8 월),

‘국민 징용령기’ (1944 년 9 월 이후)라는 다양한 유입 경로가

포괄되고 있어 시기 마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북송이라는 중요한 테마를 취급한다면 이러한 용법을 면밀하면서도
정밀하게 조사하고 기술해야 했는데 정의 논고에는 그것들이 단순하게
한가지 이유만으로 정리되어 ‘강제성’만을 추구해 역사를 단순화 하고
있다.

410 ）

이 문헌을 작위적으로 추출한 선전방법은 조총련 기관지상에는 일찍부터 등장하고
있었다. 解説 在日朝鮮人はなぜ日本に来たか」, 『朝鮮総連』, 1958 년 10 월 1 일.
411）
鄭雨澤 （東京・在日朝鮮人総連合会役員・31 歳）, 「帰国を希望する在日朝鮮人」, 『世
界』1958 년 12 월호,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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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정우택이 근거로서 지적하는 인용문에는 직후에 “다만,
총독（総督）이 그것을

강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었고 상사에

아부하는 조선출신의 말단 관리나 공리가 해치웠다.”라는 문장이 있다.
정우택이 이러한 부분을 감히 인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의 가해자성과
재일한인의 피해자성을 강조하는 것에 의해서 북송운동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추측된다.
실제로, 정우택에 의하면 이런 ‘역사적 조건’은 “재일조선인의 귀국
문제에 관해 아직 성의있는 태도를 나타내지 않는” 일본정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추구하기 위한 근거로 되어 있었다. 412 ） 국회에서의
추진파의 주장도 정우택의 논고를 증거로 해 북송협력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정치적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다. 죄악감은 사람에게 논의의
적절함이나 행동의 이점에 대해 주의력을 상실시켜, 동시에 무조건적인
승낙을 낳는다고 여겨지지만 확실히 이러한 기법은 북송운동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413）
또, 조총련은 기관지상의 ‘해설’란을 사용해 북송사업의 역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반복해 단언했다. 즉, “재일 조선인은 징병, 징용에
의해 일본의 지배층이 동원해 온 것이므로 일본정부의 책임에 의해
생활과 권리를 인정받아 돌아가고 싶은 것은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대우는 전쟁 포로보다 심해서, 조선인이
자신의 바라는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해 왔다”. 414 ） 여기에서도
재일한인의 유입경로에 있어서의 다양성은 단정적으로 배제되고 거기에
더해서,

일본정부에

의해서

재일한인의

귀국이

방해되는

모습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해설’은 성별 AMO 나 공산당에 있어서 운동의 주장
논거가 되었다.415）

412）

鄭雨澤, 1958, p. 210.
A・プラトカニス＆E・アロンソン,『プロパガンダ――広告・政治宣伝のからくりを見抜く』,
（東京：誠信書房, 2010）, pp.204-206.
414）
「解説 人質のかげにかくれた人道」, 『朝鮮総連』1958 년 9 월 21 일.
415）
「在日朝鮮人の帰国要求を全国的に支持する」, 『アカハタ』 1958 년 10 월 21 일; 金恩
順（在日朝鮮民主女性中央常任委員長）「
, 平壌でお花見がしたい」『
, 婦人画報』,1959 년 5 월호.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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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봉에 의하면 ‘단언’은 증거나 논증을 수반하지 않고 간결할수록
위력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단언은 끊임없이, 게다가 가능한 한 같은
말로 반복하지 않으면 영향력을 가진다. 역으로 말하자면 계속해 단언된
일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고정되어 마치 논증을 마친 진리와 같이
승인된다. 대략 추리나 논증을 면한 무조건적인 단언은 사람들의 정신에
있는 사상을 침투시키는 확실한 수단이 된다. 416 ） 조총련이 ‘역사적
조건’을 반복 단언적으로 논하는 방법은 재일 사회 내부나 일본여론에
북송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지극히 효과적이었던 것이다.417）
이러한 방법으로 ‘정사 (正史)’가 퍼진 것을 통해 북한에 비판적인
정치세력에 윤리상의 제한을 더할 수 있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인도주의에 입각한 정치선전은 북한에 의해 형성된 점이다. 그 증거로
김일성이 북송사업에 관심을 보여준 직후부터 로동신문에서는 일본정부가
도의적인 문제로서 북송문제를 해결할 것을 계속 주장했다. 418） ‘역사’를
이용해 도의적 책임을 북송운동의 추진력에 이용하는 움직임은 이어서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에 의해서 한층 더 활성화 되었다.

416）

ル・ボン, 2010, p.160.
실제로는 패전 직후에 세 번에 걸쳐 인양사업이 실시되어 이미 전시 동원의 대부분이
귀국했지만, 이러한 사실은 모두 논고에서는 배제되었다. 재일한인 연구자 김영달에 의하면
집단 이주 한인의 대부분은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강제 이동・강제 취업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즉시 한반도에 귀환했으므로 해방 후 일본에 잔류할 필요는 없었다.
물론, 일본군의 작전 행동의 일환으로서 패전시에 일본 내지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인의
군인・군속은 내지 거주 출신자를 제외하고 최우선적으로 한반도 귀환의 조치가 취해져
귀향했다. (金英達, 『金英達著作集Ⅱ 朝鮮人強制連行の研究』東京：明石書店, 2003, p.21).
무엇보다도, 실제 재일한인의 일본 유입 경로는 다방면에 걸치고 있었다. 징용에 의한
유입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객지 벌이 이주는, 조선의 어려운 사회경제 상황에서
보면, 보다 좋은 일이나 면학 기회를 요구해서 행해진 것도 사실이었다. (飯田剛史, 『在日
コリアンの宗教と祭り』世界思想社, 2002, p. 7). 유감스럽게, 그것이 일본의 식민지주의에
의한 지배의 결과,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남겨진 경로이었다고 해도, 조총련의 선전에
있듯이, 개인의 희망이나 야심을 숨긴 적극적인 행위의 측면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역사의
단면을 의도적으로 빼내, 역사를 단순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인의 전쟁 강제 동원은
일본 제국주의 정책의 침략전쟁이나 조선 식민지 지배, 재일한인의 역사의 일부에서는
있었지만, 북송 운동을 실시하는 재일한인 사회의 구성 요소는 아니었다 (金英達, 2003, p.
21).
418）
「일본 정부의 비우호적 조치로 인하여 초래된 재일 조선 동포들의 곤난한 생활 처지」,
『로동신문』, 1958 년 9 월 3 일.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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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운동 초기에 큰 반향을 가져와, 재일한인의 북한인식에 영향을
미친 문헌으로는 종합잡지 “중앙공론” (실매 부수 10 만부)에 게재된
후지시마 우다이 (藤島宇内: 평론가), 마루야마 쿠니오 (丸山邦男: 평론가),
무라카미

효우에

(村上兵衛:

문학자)의

논문이

있다.

419

）

“세카이”에서부터 ‘신보수주의 잡지 (우선회)’ 420 ）라고 비난 당하고 있던
“중앙공론”에도 진보적 지식인에 의한 북송촉진의 논고가 게재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혁신계의 기세를 증명한다. 그들은 조선기자동맹의 초빙으로
북한을

방문해,

조총련으로부터

“조선월보”

(조선연구소

간행)등의

421）

기관지의 제공을 받아 이 논고를 작성했다.

그 때문에, 이 논고는 조총련 측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실제로
상당 부분이 중복되었다. 이것은 북송문제를 둘러싼 진보적 지식인에
의한 논고에 공통되어 그들이 북한, 조총련의 정보를 기초로 논고를
작성한 것이 확인된다.

일본은 전후 13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같은 인도적 문제를
한국과의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일조
양적십자사가 만국 공통의 인도적 입장으로부터 재일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귀국을 실현하려고 해도 일본 정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치욕이지
않는가? 북송사업은 국민전체가 입장 차이를 넘어 짊어져야
할 전쟁 책임이다.422）

419 ）

후지시마는 르포라이터로서 오키나와, 재일조선인, 피차별부락문제를 다루고
마루야마와 무라카미는 전쟁 책임으로 논단에 등장해 천황제 비판으로 협력관계가 있었다.
420）
竹内洋, 2011, p. 65.
421）
「日朝文化人懇談会」,『日本と朝鮮』,1960 년 3 월 25 일.
422 ）
藤島宇内, 丸山邦男, 村上兵衛, 「在日朝鮮人六十万人 の 現実」, 『中央公論』,
（東京：中央公論社）, 1958 년 12 월호, pp. 1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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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논고에는 북송사업을 실현시키는 것이 일본인에 있어서
‘전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최저 한도의 도덕이며 전후 일본인에
부과된 의무라고 했다. 학문적인 입장으로부터가 아닌 북송운동추진을
위한 ‘전쟁 책임론’이 도입되었던 것이다. 같은 취지의 비평문은 빈번하게
진보적 지식인들에 의해서 다루어져 일본여론과 언론공간을 형성했다.
‘[재일한인이] 조국으로 돌아가는 민족적 장거 (壮挙)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일본에는 ‘국민의 태도’와 ‘정부의 태도’라는 ‘두 의 소용돌이치는
흐름이 있다’. 하지만, “역사에 대할 책임의 당사자는 우리 일본 국민이며
일본정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423）
이러한 수법은 북일교섭이 막힐 때마다 압력 요인이 되어
북송사업에 추진력을 주었다. 일본정부에 의한 ‘각의양해’에는 ICRC 의
개입이 전제가 되고 있었지만 이것은 북한의 전략, 즉, 북일양국간의
합의에 의한 북송사업의 추진방법과 충돌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제네바
교섭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 일본의 북한로비는 “일본정부의 인도적
의지는 어딘가에 사라져 없어져버려, 책임을 완전히 외부에 전가하려는
논지가 넌더리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즉, ICRC 를 개입시키는 것은 일본정부의 “책임전가”이며 이러한
“정부의 저자세, 무책임함”은 “우리가, 과거에 걸어 온 역사에 대해
무서울 정도로 무책임”한 것이 원인이라고 이어져, “재일 조선인의
귀국문제는, 일본이 과거 수십년에 걸쳐서 범한 잔혹한 식민지 정책의
책임, 일본인 전체가 짊어져야 할 전쟁 책임”이 되었다. ICRC 에의
중개요청은 일본정부에 의한 “정책적 유도”이며 “일본정부 및 국민이
떠맡고 있는 과거의 식민지 정책의 망령”에 비유되었다. 424 ） 진보적
지식인들은 일본인이 귀국을 실현시키는 것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심정적인

반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며,

귀국문제에

대한

태도가

“민주주의자인지 어떤지의 분수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송실현은 “단지 조선의 친구를 조국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 일본인이 참 일본인이 될 수 있을지의
423）

「帰国朝鮮人を親日家に」, 『中央公論』, 1959 년 5 월호, pp. 222-223.
「日本の潮 2 朝鮮人帰国問題と人道主義」, 『世界』, 1959 년 5 월호, pp. 50-51.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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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갈림길”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침략자로서가 아닌,
평화・자주의 일본과 일본인의 탄생”이 된다고 선전했다.425）
조총련과 마찬가지로 역사에 대한 해석을 극도로 단순화 하는
것으로 현실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수법이
여기에서도 확인된다. 하나 하나의 도덕규범의 핵심에는 하나의 사관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기억에 관한 사실이 사람에 의해서 다양하면 할수록
규범에 포함되는 법칙이 적용되는 개연성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426 ）
반복하면 역사 인식을 단일화 시킬 수 있으면 의사환경에 주는 규범이
가지는 기능성은 향상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현실정치에 대한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깃인지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속죄 의식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수법이 ‘북송운동’뿐만이 아니라, ‘북송반대운동’에 의해서도 설득의
근거로서 이용된 사실을 상기할 때 그 효과의 정도가 충분히 사료된다.427）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로비에

의한

‘북송운동’이

올바르고

‘북송반대운동’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전자의 주장만이
게재되어 그 이외의 주장이 게재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결국, 양자의
차이는 그것을 옹호하는 단체나 평론가수에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본절에서는 3 개의 규범적인 담론, 즉 속죄 의식, 조국형 내셔널리즘,
경제사회 발전이 재일한인 사회 내부와 그 주변부에 위치하는 일본여론에
작용한 결과, 북송운동을 추진하는 의사 환경이 형성된 것을 보았다.
이러한 규범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은 ‘비인도주의자’이며 ‘비도덕적’인
‘퇴폐주의자’라고 규탄되었다. 그 당시, 북송사업을 취재한 보도기자가
425）

野口肇, 「朝鮮とわたし」, 労働者ルポルタージュ集団編, 『日本人のみた在日朝鮮人』, (東
京：日本機関紙通信社, 1959), p.201.
426）
W.リップマン, 1996, pp.166-167.
427 ）
흥미롭게도 조총련과 민단은 양자 운동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양자‘역사’를
다용 (多用)하고 있었다. 북송운동에서는 ‘식민지 통치의 포학의 역사’가 논거가 되어
북송반대운동에 대해도 ‘사실’이 스스로의 주장을 정당화 시켰다. 「日本 の 潮 2
朝鮮人帰国問題と人道主義」, 『世界』, 1959 년 5 월호, p. 48；「日本は何故北送を望む
か」,『民主新聞』, 1959 년 4 월 30 일.

- 146 -

증언했듯이, “‘인도’라는 말은 마약과 같은 효능”이 있어 “이상하게
거기서 사고가 정지”할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428） 이러한
수법은 재일한인 사회 내부와 그 주변에 있던 일본 여론의 사회적 풍조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이것은 국회에서의 정책형성의 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논거로서 작용했다.

3. 정책형성의 유도
조총련이나 북한로비를 형성하는 여러 단체나 개인은 정책형성 과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북송사업의 추진을 확실하게 하기위해 활동했다.
본절에서는 조총련과 북한로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형성된 의사환경이
설득근거로서 북송사업의 정책형성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그것으로 의한 구체적인 검증 작업으로서 우선 조총련이나
북한로비가 의회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어떠한 정치지원을
실시했는지, 또, 회의록 분석 (데이터・마이닝 수법)을 통해서 의회에
있어서 북송 추진파의 역할에 대해 검증한다.
(1) 북한과 조총련에 의한 정책형성의 지원
로비단체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의원을 직접 설득하거나 선거자금을
사용해 의원에 접근하거나 하는 수단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429 ）
로비단체는 스스로에게 호의적인 의원에 대해서 입법에 관련되는 도움을
주어 선거에 당선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지원을 실시했다.

428）

「検証 帰国事業（12）」, 『新潟日報』, 2001 년 5 월 10 일; 「視点 過去の歴史の冷静
な検証大切」, 『新潟日報』, 2001 년 5 월 17 일.
429）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副島隆彦（訳）, 『イスラエル・ロビーと
アメリカの外交政策』, (東京：講談社, 2007), 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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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2＞제 28 회중의원 총선거 일조협회 간부 입후보자

예를 들면, 1958 년에 행해진 제 28 회 중의원 총선거 직전에
개최된 일조협회 제 4 회 상임이사회에서는 “총선거는 일조문제를
국민에게

널리

입후보자에게

호소할

절호의

일조문제를

기회”라고

연설에

하여

채택하도록

적극적인 응원 연설에 참여한다”라고 요구했다.

“협회관계의
하고,

430 ）

임원은

일조협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을 다수 입후보시켜 동시에, 그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결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총선거에

입후보한

협회관계자는 46 명에 이르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당선된 위원들은
북송사업이 어려워질 때마다 의회에 강한 압력을 가해 일본의 정책합의
형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북한이 일조협회 선거전을 적극적으로 후방 지원하는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재일한인운동과

관련하여

원칙’을 견지하도록 조총련에 지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정불간섭의
431 ）

때문에,

북한은 로비를 개재해 국회의원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들의 의회 활동을
통해서 일본의 정책을 유도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내의 북한
로비에 대한 움직임 이외에도, 북한은 초대외교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의원에 대한 움직임을 실시했다. 일조협회의 북송운동에 대한 방침이
430）

「協会関係者多数奮戦」, 『日本と朝鮮』, 1958 년 5 월 5 일.
朴正鎮, 2012, p. 301.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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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던

1958

년

8

월

하순,

북한은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의 초청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 일조협회가 조직한
‘8.15 해방 13 주년 및 공화국 창건 10 주년 기념 경축 조선
방문일본인민 사절단’을 맞이했다.432）

＜도표 3-3＞ 국회에서의 북송사업관련 발언기록
（1958 년 8 월 - 1960 년 3 월）

사절단의 단장인 아이자와 시게아키 (相沢重明: 사회당 참의원
의원)

이하,

18

명의

일본인민

사절단은

대부분이

일조협회의

지부조직으로부터 선출된 사회당・공산당 소속의 의원으로 “향후 일조
우호운동에 비약적 발전을 위한 기대”되는 국회의원들이었다. 그들은

432）

「8.15 해방 13 주년 및 공화국 창건 10 주년 경축 조선 방문 일본인민사절단, 평양
도착」, 『로동신문』, 1958 년 8 월 24 일；「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創建十周年を慶祝す
る」, 『日本と朝鮮』, 1958 년 9 월 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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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의 귀국촉진”을 지침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체결했지만, 433 ）
조총련의 한덕수 의장은 “양국의 친선관계로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해서 북송운동에서의 공동성명의 의의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434）
이러한 귀국촉구에 직결되는 공동성명은 노동조합이나 진보적 단체
등을 중심으로 북송운동 직후부터 집중적으로 행해졌지만 이것은 우연히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 박정진에 의하면, 북한에 의한 초대외교의 시기는
일본내에서 북송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시기와 일치했다.435）
북한방문 러쉬가 계속된 이 기간 중에 북한이 혁신계 의원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또, 이
공동성명 이후, 북한측으로부터 타이밍 좋게 수리 표명이 이어져
조총련이 그것을 학습조의 참고자료로서 선전하고 있던 것도 방증이었다.

(2)북송협력운동의 데이터 마이닝
＜도표 3-4＞ 정당별 발언건수비율 (총발언수 2702 건)

433）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를 포함한 5 개의 관계단체대표와 조선방문일본인민사절단과의
공동 코뮤니케（1958 년 9 월 17 일）」, 『로동신문』, 1958 년 9 월 17 일.
434）
「帰国実現のために」,『朝日新聞』, 1959 년 1 월 15 일.
435）
朴正鎮, 2012, p.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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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의사록 DB 를 기초로 필자 작성

＜도표 3-5＞ 북송문제를 포함한 발언
: 정당별 발언비율 발언건수

※일본 국회의사록 DB 를 기초로 필자 작성

외교문제에 관련되는 다른 이익 단체들처럼, 북한로비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본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조총련에 의한 지원이나 북한의
초대외교에 의해서 북한을 방문한 의원이 어떠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회의록 데이터를 기초로 검증한다.
국회 회의록은 국회로의 각 의원의 발언 경향이나 정책의
심의상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유익하다. 1958 년에 행하여진 제 28 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자민당 287, 사회당 166, 공산당 1, 무소속
12, 제파 1 의석이었다.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
회의록내에서의 발언 내용 중 귀국 운동이 본격화한 1958 년 8 월부터
1960 년 3 월까지의 시기에 북송사업과 관계하는 용어를 추출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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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436 ） 보수와 혁신에 의해서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북조선 귀환’
(1 위)과 ‘북조선귀국’ (4 위)은 실질적으로 같은 용어다.
마찬가지로 ‘귀환문제’ (3 위)와 ‘귀국문제’ (7 위), ‘재일조선인 귀국’
(5 위)과 ‘재일조선인 귀환’ (6 위)을 각각 집약하고 발언건수 순으로
정리하면 1 위 북조선 귀환 (귀국) 145 건, 2 위 귀환 (귀국) 문제 78 건,
3 위 재일조선인 귀환 (귀국) 71 건이 되어 합계 381 건이다. 같은
조건으로 ‘안보조약’과 ‘경직법’을 검색하면 각각 386 건, 236 건이었다. 이
당시, 안보개정이나 경직법을 둘러싼 논쟁은 1950 년대 후반까지
일본정치의

주요논쟁이었으나

여기서도

북송사업이

가지는

정치적

중요성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국회에서의 북송문제에 관한 개별 발언
회수를 비교하기 위해, 동시기의 정당별 발언 비율을 확인하면 자민당
51%, 사회당 43%, 무소속 클럽 4%, 공산당 2%의 순위로 된다. 추출한
검색 용어를 포함한 정당별 발언 비율을 보면, 사회당 49%, 자민당 49%,
무소속 클럽 2%이다.

436 ）

‘귀국’, ‘귀환’이나 ‘북조선’, ‘북한’등 본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보수와 혁신에 의해서 사용 방법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도로 국회회의록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추출했다. 또, 임의에 선택한 추출 용어가 의회 내에서 논의된 부송사업에
관한 모든 발언을 포함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같은 조건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동 문제에
관한 국회내의 담론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http://kokkai.ndl.go.jp/
(검색일: 2014 년 3 월 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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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6＞ 국회의원 북송문제와 관련된 발언 건수

흥미롭게도 노사카 산조 (野坂参三)를 비롯한 북송 문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산당이었지만 당원 자격이 정지되어 사실상의 제명 처분이 되어
있던 시가 요시오 (志賀義雄: 무소속)의 발언을 제외하면 북송문제에
관한 발언이 없었다. 사회당은 자민당에 비해 정당별 발언 비율도
8%낮고 게다가 의회세력에서도 자민당의 58%에 대해서 35%에 지나지
않았지만 양당의 북송문제에 대한 발언 비율은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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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회당이 북송사업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직결하는
질문을 반복 채택해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한 발언을 의도적으로 조심했던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외교문제의 의도적인 한정화는 로비단체의 주장을
정당화시켜 정권의 정책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전술이었다.437）
또, 도표 3-6 에서부터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북송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가장 자주한 국회의원은 호아시 게이 (帆足計: 사회당/54 건),
오오니시 세이도 (大西正道: 사회당/41 건), 야마토 요이치 (大和与一:
사회당/32

건)의순서였다.

상위

3

명은

사회당이

차지해

특히,

귀국협력회에 참가하고 있는 의원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북송문제를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의 초청에 의해서 함께 방북한 정치인이 국회에서
북송문제를 발언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위 12 명중, 북송사업 반대파는
토코나미 도쿠지 (床次徳二: 자민당), 타나카 오리노신 (田中織之進:
사회당)였지만 그 이외의 의원은 전부 다 북송 추진파였다.438） 즉, 귀국
추진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는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없었고, 이것은 대우
드문 일이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의회에서는 논의가 비등한 문제를 다루고
거기에 따르는 다양한 생각을 취급했기 때문이다. 한일교섭, 미일
안보조약, 경직법문제 등 제문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일어난 것처럼,
북송사업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있어야 할 텐데 북송문제는 친한파나
본래이면 반대파에 위치하는 국회의원조차도 입을 다물어 논쟁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437）

Stephen M. Walt, 1987, p.259.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북한로비의 움직임에 의해 귀국 반대파인 토코나미도 찬성에
입장을 바꿨다.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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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문제인가, 정치 문제인가

＜도표 3-7＞ 중의원 외무의원회에 나타난 북한로비의 영향력

친한파나 반공주의적인 보수계열의 의원들에게는, 북송사업은 순수한
인도주의나

기본적

인건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괴리된

것으로서

인식되었다. 사사키 모리오 (佐々木盛雄: 무소속, 후에 자민당에 합류)는
잠재적 귀국자의 통계가 조총련 주도의 조사에 의해서만 실시되고 있는
현상을 비판해 북송운동의 “사상적・국제모략적인” 성격에 대해 정부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439 ）

마찬가지로 대표적 친한파인 후나다 나카

(船田中)도 “상당히 무수한 모략을 꾸미고 있다.”라고 북송사업에 내포된
정치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반복했다. 440 ） 즉, 조총련이나 북한로비가
모으고 있던 진정서나 서명만으로 귀국희망의 의사확인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도 제기되고 있었다.441）

439）

『第 31 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会議録』,第 5 号,（1959 년 2 월 13 일）.
『第 31 回国会衆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 2 号,（1959 년 2 월 2 일）.
441）
『第 31 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会議録』,第 14 号,（1959 년 3 월 18 일）.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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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주창하는 인도주의가 정말로 숭고한 이념에 근거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업의 운영이 합리적인가의 의문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친한파 의원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귀국에
관해서 반대론을 제창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로비활동을 거의 전개할
수 없었다. 어떤 의미로 당시 북송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북한 로비만이
전용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인도주의’라는 이론적 지주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얻은 북송사업에 대해서 표면화된 비판을 더하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비인도주의자’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며 반대파가 대항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실제, 이노마타 코조
(猪俣浩三: 사회당) 등 추진파에서는 북송문제에 정치문제를 얽히게 하는
것은 “비인도주의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판당했다. 442 ） 한
진보적 지식인은 “일본의 코리안 로비는 무익은 커녕 유해”라고
언급했다.443）
또,

북한에

대한

조국지향의

내셔널리즘,

사회경제의

번영,

역사관의 공유라는 규범이 일본 여론에 침투한 결과 전국 현의회나
시의회에서는 ‘귀국촉진결의’가 잇달아 가결되었다. 이러한 일본 여론에
퍼지는 지지나 조총련 내부의 귀국자 집단화의 사실을 부정하는 수사나
논리는 당시의 정치공간에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주일 대표부로부터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친한파 의원이 귀국 반대파로서 활동한
모습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또, 외무위원회의 참고인에 명확한 반대파가
한 명이라도 초대되지 않았던 것은 그 방증이다.
실제로, 전술한 사사키 모리오가 북송문제를 채택해 정부를 추궁한
것은 문자수로 환산하면 7,244 자였으나 이것은 동의원의 외무위원회에
있어서의 전체 발언의 불과 5%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그 대부분은

442）

『第 33 回国会衆議院法務委員会会議録』, 第 6 号,（1959 년 12 월 8 일）.
『中央公論』, 1959 년 6 월호. 조총련이나 북한로비가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본래라면 북송사업 반대파에 속하는 의원들도 북한에 대한 발언에 관해 소극적으로 된
것이다.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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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사업 그 자체에 대한 논의로 할애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한일관계와 관련한 논의였다. 444 ） 사사키와 마찬가지로 호아시 게이로
하여금 “이승만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용지”라고 말하게 만든
친한파의 거물・오오노 반보쿠

(大野伴睦:

자민당)와 의회 내에서

발언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과는 대조적이었던 것이 로비단체에 소속하는 사회당
의원들이었다. 전장에서 논한 것처럼, 좌우사회당은 일단, 한반도 정책에
대해 조직적으로 통합되고 있었기 때문에 친한파 의원에 비해 강력한
의회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들은 북한로비나 조총련에 의해서
선전되고 있던 전후의 역사적 경위나 최근의 북한경제의 번영을 근거로서
귀국사업에 신중한 소리를 일축하고자 했다.
그들은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귀국문제를
인도문제라고 규정해, 정치 문제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45 ） 그러한 주장의 정당성은 전국 각지에서 채택되고
있던 ‘귀국촉진결의’, 북한정부에 의한 재일한인 수용성명, 조총련 ‘중앙
귀국 대책 위원회’가 보여주는 통계, 그리고 수백 통을 넘는 ‘청원서’와
‘진정서’에 의해서 됫받침되었다.446） 물론, 이것은 전국 조직망을 가지고
있던 조총련과 일조협회에 의한 강력한 움직임이 작용한 결과였다.
특히,

사회당의

호아시

게이는

귀국협력회의

간사장으로서

일조협회의 상임 이사로서 가장 폭넓게 사회당, 내각, 국회를 왕래하며,
귀국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완수했다. 호아시는 후지야마
외상에 빈번히 접촉했지만 그 논리는 지극히 명쾌했다. 즉,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인에 생활보호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보다도 재정 부담이 되는
재일한인을 귀국시키는 것이 국익이 된다는 것이었다.447） 이것은 동시에,
재일 조선인의 생활 안정을 달성하는 최적의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444）

『第 31 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会議録』, 第 5 号,（1959 년 2 월 13 일）.
『第 31 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会議録』, 第 7 号,（1959 년 2 월 27 일）
446 ）
『第 30 回国会参議院外務委員会会議録』, 第 4 号, （1958 년 10 월 21 일）；
『第 30 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会議録』, 第 7 号, （1958 년 10 월 22 일）；
『第 31 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会議録』, 第 18 号, （1959 년 4 월 27 일）.
447）
朴正鎮, 2012, p.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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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시는 자민당이나 정부내에 있던 재일한인의 추방욕구를 간파해,
귀국추진에 필요한 외교상의 양보를 유도하려 했다. 동시에, 후지야마
자신도 자민당 속에서는 리버럴파에 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아시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쉬웠다. 448

）

또한 전장에서 논한 것처럼, 일본

적십자사의 이노우에 외사 부장의 움직임도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어쨌든, 이러한 호아시의 설득은 후지야마 외상의
귀국사업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끌어냄과 동시에 자민당 내에 남아있었던
친한파

의원에

북송사업에

의한

사업반대의

소리를

중화

반대했을

보수파와의

이해관계를

시켰다.
일치시키는

본래라면
교묘한

전술이었다.
물론, 북송운동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이나 회의적인 의견이
의회정치의 장소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미온적이었지만, 그 의외의 친한파 의원으로부터도
정부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었다.449）

[자민당의 도코나미는] 귀국문제는 단지 그 만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 라인의 문제, 재산청구권의 문제,
문화재 반환의 문제, 선박의 반환, 재일 한국인의 처우문제등
모두 관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하나 하나가 극히
복잡한 문제인 것이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국면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
한국문제를 처리하는 경우에 국민에게 이 한국문제의 전체적
모습을 잘 이해하게 해주고 국민의 여론의 배경의 아래에서
이것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450）

448）

『新潟日報』, 2001 년 5 월 5 일.
‘친한파’라는 표현도 이 시기 전후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450）
『第 31 回国会衆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 第 4 号, （1959 년 2 월 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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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코나미는 북송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에 의한 한반도정책
전체의 손익을 국민여론에 나타내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신중파 의견의
공통점은 북송문제가 한일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또,
한국정부에 의한 이승만 라인의 경직적인 운용이 일본인 어부의 구류를
가속화시키지 아닐 것인가 라는 염려였다.
이러한 보수파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일본 여론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원을 획득하려면, 귀국 추진파는 부산 억류 일본인 어부의 미귀환
문제나 향후의 한일어업문제의 해결을 향한 구체적인 대처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451 ） 특히, 북송사업 추진에 큰 족쇄가 되어 있던 것이
북송사업을 실시한 경우에 상정되는 ‘이승만라인 상태악화’였다.

452 ）

북송사업이 실시되면 사업이 종료하기까지는 수년을 필요로 해, 그 사이
이승만 정권에 의한 보복조치가 예상되고 있어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본인 어부의 억류자 수가 다시 증가해 귀국사업 그 자체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저하할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의회의 귀국 추진파는 “새롭게 억류 어부가 증가하는
일이 없게”, 또, 이 문제가 “북조선 귀환의 인질과 같은 교환조건”이
되지 않게 행정부에 대해 요구했다. 특히, 북송운동의 핵심인물인 호아시
게이는 해상 보안청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과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453）
그 요구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해상 보안청의 수신기의 장치,
철판 장비, 신형 순시선의 구입 등의 내용이었다. 호아시는 귀국협력회를
이용하고 초당파로 작성된 보고서를 관계 부서에 배포해 대장성
회계국장을
454）

요구했다.

외무위원회에

초빙해

예산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이러한 호아시의 주장의 핵심은 북송사업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던 의원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북송사업 추진에
대한 비판론을 중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451）

『第 31 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会議録』, 第 3 号, （1959 년 1 월 30 일）.
『第 31 回国会衆議院予算委員会第三分科会会議録』, 第 2 号, （1959 년 2 월 26 일）.
453）
『第 31 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会議録』, 第 3 号, （1959 년 3 월 4 일）.
454 ）
『第 31 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会議録』, 第 2 号, （1958 년 12 월 22 일）；
『第 31 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会議録』, 第 5 号, （1959 년 2 월 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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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토코나미 (자민당)처럼 미귀환 어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의원에 대한 양보 접근이며 귀국사업의 초당파성을
운동의 추진력에 활용하는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호아시의 요구는
억류자 및 부재중 가족에 대한 옹호 조치의 강화, 순시선, 감시선의 증파,
수신장치의 보급, 및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의 계상등 그 때까지
토코나미가 요구하고 있던 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었다.455） 이러한
주장을 받아 북송사업에 대한 토코나미의 태도도 점차 완화되어

“우리

나라는 기정방침에 기초해 꼭 이것의 실현을 강하게 요망”하게 됐다.456）
요컨대

‘이승만

라인’을

둘러싼

리스크

관리

문제는

북송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장해였지만 협력회의 구성원 등 초당파적으로
이것에 대처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에 의해서 보수파나 친한파와의
합의형성을 도모하여 갔던 것이다.
이러한 수법은 귀국추진파와 정권의 사이에서도 진행되었다. 특히,
귀국업무 추진방식에 대한 협정문의 해석을 둘러싼 “귀환안내”문제가
생겼을 때, 정책 조정의 선두에 선 것은 이와모토 노부유키나 호아시
게이였다. “귀환 안내”에는 “일본에 머무르는 것을 희망하는 조선인의
경우, 재일 조선인은 물론, 일본에 계속 머물고 있을 수 있다”라는
‘원칙항목’, “16 세 미만의 사람의 창구 출두 강제”를 규정한 ‘자격’항목
“귀국자는 차안이나 집결소에 있어 모두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하도록 한
‘송환’항목, 그리고, “일본 적십자사의 창구”와 “니가타의 일본 적십자사
센터”, 특히, ‘특별실’에서의 심문에 관한 항목이 있어 각각 논쟁이
되었다. 457 ） 로비 단체의 주장은, 일본 적십자사가 귀국 희망자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협정의 정신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자유의 박탈이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의회에서는 로비단체와 정부의 업무 운영상의 의견격차를 묻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모토는 “귀환 안내”가 ‘법률’에서도 ‘시행
455）

『第 31 回国会衆議院予算委員会第三分科会会議録』, 第 2 号,（1959 년 2 월 26 일）.
『第 32 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 第 1 号,（1959 년 7 월 3 일）.
457）
朴正鎮, 2012, p. 321.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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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도 아니고, ‘귀환 업무 수속의 해설’에 지나지 않고, 실제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이면, 수정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58 ） 정부에 의해
유연한 자세로 귀환안내를 운용하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호아시는 조총련 측의 승낙이 없으면 “귀국선에 많은 사람이 타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 귀국 협력회, 사회당, 귀국 추진파에 속하는 자민당 의원,
총연합이 주체가 되어 업무 수속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459）
호아시의 이러한 강경자세는 북한로비와 조총련의 제휴에 의해
길러진 자신감과, 더 이상 사업 개시가 지연되면 미일안보 개정에도
악영향이 미치는 점을 기시 정부가 우려하고 있던 것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이노우에 일본 적십자사 외사부장이
귀국사업

실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노련한

전

외무관료

이노우에는 조선적십자사외에도, 후지야마 아이이치로우 외상에 대한
설득도 부탁받았다. 이노우에가 구축한 북송사업 실현을 향한 기본계획은
후지야마 외상을 통해서 기시정권의 조선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460）
그 기본계획은 북송사업을 진전시켜 장래적으로 한국과 ‘클린・핸드’로
회담에 임해 그것과 동시에 미국과의 안보조약 개정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외교방침으로 구현화되었다. 461 ） “귀환안내” 문제에 대해
북송사업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속에서 북한로비 단체는 전국에서 일제히
“귀국협정 엄중 이행요구 국회진정 데이”를 추진해 이 과정에서 14
도도부현 35 시구의 자치체에 의한 정부나 일본적십자사에 대한
‘의견서’와 ‘요망서’를 모았다.
이노우에가 이러한 여론을 내부 설득의 재료로서 구사한 것은
충분히 상상가능하다. 의견서는 지방 자치법에 근거해, 지방 의회가
국회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면이며 반드시 회답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특정의 정책에 관한 의견서가 이 만큼 많은 지방 의회에서 가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지방 의회대책은 조총련 활동에 있어서 크게

458）

『第 32 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 第 5 号, （1959 년 10 월 15 일）.
『第 32 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 第 5 号, （1959 년 10 월 15 일）.
460）
金東祚, 1993, p.181; 張明秀, 2003, pp.126-127.
461）
朴正鎮, 2012, p.487.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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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았다. 4 전대회에서 AMO 화를 어느 정도 완료한 조총련은
북한로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움직이면서 지방의회가 북송사업의
지지결의를 위해 움직였다. 정부, 국회 등에 대해 의견서, 요망서를
제출하도록 활발한 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귀국촉진을 결의해 중앙에 의견서를 송부하는 의회가
증가했다. 이것에 의해, 수상, 관계 부처는 초당파적으로 많은 국회의원이
서명한 강한 문구 서간을 받았다. 462 ） 최종적으로, 도착된 ‘의견서’나
‘요망서’는 이와모토 노부유키, 호아시 게이, 호즈미 시치로우등의 동석
아래 조총련 간부와 함께 외무성과 일본적십자사와의 회담에서 직접
건네졌다. 그 결과, 외무성과 일본 적십자사는 ‘특별실’ 항목을 개선하는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양보했다. 463 ） 이를 통해 양자간에서 이해가
성립되어 “귀환안내”는 실질적으로 수정되어 귀국신청업무의 재회가
결정되었다.
요컨대, 조총련은 AMO 구조를 진행시키는 가운데 스스로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선거에 당선해, 그들이 국회운영이나 정부의 요직으로
임명되도록 정치지원을 실시했던 것이다. 북한로비는 그들의 귀국협력
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하고 있던 정부 고관의 생각에 변화를
미치려 했다. 즉, 대다수 이익단체처럼 북한로비도 일본정부 고관 등이
수행하려는 정책을 저지하거나 혹은 정부고관이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더했다. 그 때, 북송사업이 가지는 실리적인
측면을 전면에 밀어 내 정부의 재일한인 ‘추방욕구’를 자극하는 것에
의해서 ‘친한파’라고 일컬어지는 의원을 설득해 사업추진의 환경을
순조롭게 정비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또, 기시정권이나 JRC 가 북한의 주장하는 사업 방식으로 반대할
계획을 밝히지 않도록 재일한인 사회의 동원 구조와 그 주변에 위치하는
일본 여론의 의사환경을 설득 재료로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을 통해
북한로비가 지지하는 정책을 진행해 실행시켰다.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462）

高澤静, 「在日朝鮮人の北鮮帰還運動」, 『警察時報』14(12), (東京：警察時報社, 1959）,
p.90.
463）
朴正鎮, 2012,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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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로비가 진심으로 의사환경을 믿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나 조총련의 주장이나 세계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북송사업 대규모화에 이르는 여론을 형성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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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북송사업 축소화 과정 (1960-1963)
1960년대에 들어가서 냉전구조는 흔들리기를 보이기 시작했고 다극화 되
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다시 동서 긴장은 높아지게 돼 1961년에는 베
를린 벽이 쌓여져, 1962년의 쿠바 위기 때는 미소양국은 핵전쟁 직전까지
들어갔으나 역설적으로 양국은 핵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했다. 게다가,
양국은 핫라인을 개설했고 결과적으로 ‘평화공존’과 ‘긴장완화’가 진행되
었다. 그러나, 동서 양쪽 진영에서는 심각한 내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굳건함과 간주되고 있었던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중소양국이 이데올로기
분쟁을 경과해서 대립관계에 들어갔다.

464）

냉전구조가 변용하는 중, 북한은 중소양국과 안보조약을 동시적
으로 체결해 로동당 제4회 대회에서 당·국가체제를 완성시켜 국가 사회주
의 체제를 성립시켰다. 465） 한편, 한국에서는 4.19혁명 이후, 민주당이 정
권을 장악했으나 7.29선거 이후, 구파와 신파에 의한 내부분열이 가속화
하고 혁신계의 사회세력이 활성화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발생한 군사혁명
에 의해 박정권에 의한 ‘혁명의 제도화’가 진전되었다.466）
한편, 일본에서는 안보투쟁에 의해 황폐된 정치를 재건하기 위해
안보와 같은 정치문제가 아니라 ‘소득배증 (所得倍増)’이라는 경제정책을
최대 정권 과제로 한 이케다 (池田勇人) 정권이 탄생하고 경제외교를 전
개했다. 467） 그리고, 이러한 시기와 걸음을 한데 합쳐, 북송사업은 축소 국
면에 들어섰다. 이른바, 냉전구조가 시스템 수준, 지역 수준으로 변용하고
게다가, 한국,·북한,·일본의 관계 당사국이 안정적인 체제로 이행하는 시기
에서 대량귀국의 축소라는 현상이 생겼던 것이다.
실제로, 도표4-1북송사업 통계에 의하면, 1959년 12월부터
1961년까지의 사이에 전체의 70% 내외에 이르는 재일한인 및 일본인 배
464）

池田慎太郎,「アジア冷戦の変容と日本の戦後処理」, 川島真, 服部龍二（編）, 『東アジ
ア国際政治史』, （名古屋大学出版会, 2007）,p.269.
465）
和田春樹, 『北朝鮮現代史』,（東京：岩波新書, 2012）, pp.99-104.
466）
김일영, 2010, p.284.
467）
松岡完, 広瀬佳一, 竹中佳彦, 2003,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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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가 북한에 귀국하였고, 그 후의 귀환자 수는 격감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1962년 이후 한 배당 귀환자 수도 일괄적으로 전체
의 평균치를 밑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표 4-1＞ 북송사업 귀환자 통계

※金英達・高柳俊男編『北朝鮮帰国事業関係資料集』（東京：新幹社, 1995）
를 기초로 필자 작성.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급속한 귀환자 축소 요인을 귀국자로부터
보내져 오는 ‘편지'에서 찾은 연구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리프만이 “허
구 세계의 구조의 파탄이 눈에 띄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한 것처럼,468） 실제로 귀국자로부터 보내져 오는 편지를 매개로 북한
의 실정은 널리 알려지고 있어 그 결과, 잠재적인 귀국 희망자가 의사결
정을 번복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469）
468）
469）

W.リップマン, 1987, p.29.
예를 들면 다음 문헌을 참고. 在日本大韓民国民団中央本部編著,『韓国民団 50 년の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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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에서는 북송사업 축소기 규모변용 과정을 분석하며 특히 재일
한인 사회내부의 세력관계 변용을 고찰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그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유익한 분석 도구로서 월트와 미어샤이머등이
로비의 분석으로 제시한“Transnational Penetration （초국적 침투）”의 개
념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국제정치학에서 초국적 침투가 동맹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
토한 학자로서 월트가 있다. 그의 정의에 의하면, 초국적 침투란 동맹형성
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되는 국가의 국내정치 시스템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문제 의식은 국가간 관계에서의 동맹형성
의 단서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자로서 정책 결정자나 정
치 엘리트가 분석의 중심이 된다. 본고 전체의 테마인 북송운동은 국내
정치뿐 아니라 사회운동으로서의 측면도 포함되므로 그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월트의 논의는 북송운동 종언의 메카니즘을 검증해 나가는
데 있어서 풍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개념에 근거하면 전후 일본과
같은 ‘열린 정치 시스템’에서 초국적 침투의 효과는 한층 더 발휘된다. 특
히, 타국에 의한 초국적 침투가 합법적이고 한정된 범위에 있을 때, 또한
그것이 지금까지 보다 한층 더 국익에 기여한다고 인식되었을 때 더욱 효
과를 발휘한다. 그 중에서도 월트와 미어샤이머는 냉전시대 미국 중동정
책을 사례로 들어 친이스라엘 로비와 친아랍 로비의 어느 쪽이 미국의 중
동 정책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우위성이 있었는지를 검증했다.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 로비는 아랍 로비에 비해 한층 영향력을 가
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서 이스라엘 로비가 가지는 상대적인 ‘풍부함',
‘교육수준', ‘정치적인 활동력',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하나가 되
어 지지하는 통일성'이 지적되고 있다.470） 월트에 의한 이러한 개념적인
배경은 본고에서 다루는 규모변용축소 과정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유익하
다.471）그래서, 월트가 제시한 복합적인 요인을 북송운동에 적용해 시대간,
み』, （東京：五월書房, 1998）, p.40; 辛淑玉, 2003, p.18.
470）
Stephen M. Walt, 1987, p.257.
471）
물론, 조총련과 민단의 세력 구도가 북송운동을 축소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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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간으로 비교 검증하고남북 양측 로비 단체 어느 쪽에 우위성이 있었
는지를 검토하여 보다 또 다각적으로 대량 귀국의 축소기에서의 재일한인
사회의 세력 전환의 양상을 밝히겠다.

1. 재일한인 단체 조직력의 균형화
(1) ‘하나의 조총련과 복수의 민단'으로부터 ‘하나의 조총련과
하나의 민단'
앞서 지적한대로 민단은 북송문제에 관한 통일적 견해를 끝까지 가지지
못했다. 이승만 정권이나 공산주의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민단 내부의 정
치 세력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보안법에 대한 대응도 통일성이 없었으므로
북송반대운동을 조직적, 체계적, 합법적인 형식으로 실시하는데 있어 그들
은 충분한 조직력을 구비하지 못했다.472）
그 사이, 한국 국내에서는 1958년 제4대 국민의원선거 이후 자유
당·내각·경부대의 강경파가 1960년 3월 15일에 예정된 제4대 정·부대통
령 선거 준비 일환으로서 국가보안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의 제도적 준
비를 통해 언론을 봉쇄했다. 본국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재일한인 사회
에 있어서 이승만 체제에 대한 신용을 현저하게 훼손했다.473） 예를 들면,
‘민주사회 동맹'의 세력은 ‘반공반이 (反共反李)’를 표방해 남북 좌우 편향
도 배제한 영세 중립을 목표로 삼아 민주사회주의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그룹은 민단 내부의 대립의 불씨였
다.474） 즉, 초국적 침투 (Transnational Penetration)의 조직적 측면에서
조총련과 민단의 역량차이는 상대적으로 컸던 것이다.475）
그런데, 1960년 이후, 민단은 조직 내부의 알력을 해소하는 방향으
아니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축소기에서의 부차적인 담론인만큼 여전히
중요하다.
472 ）
『民主新聞』,1959 년 1 월 1 일; 『民主新聞』,1959 년 4 월 30 일;
『民主新聞』,1959 년 5 월 20 일.
473）
김일영, 2010, p. 277.
474）
内外文化研究会編,『公安ハンドブック(1958 년度版)』,（東京：立花書房,1959）,p.201.
475）
로비단체가 정치에 영향을 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견고해야 한다. Trevor Rubenzer,
2008,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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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직력을 향상시켜, AMO화한 조총련과의 사이에서 조직력 균형을 이
루었다. 이미 전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의 재일한인 사회에 있어
서 민단은 조총련에 대항할 수 있는 유력한 세력이 아니었다. 북한계 재
일 한인만큼 유복하지도 않고, 조직화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가맹인수도
적고, 정치 활동은 극단적인 수법에 의거하고 있었다.
즉, 북한 로비나 조총련에 있어서, 민단과 한국 로비는 유력한 대항
조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60년 이후 한반도 정세와 국내정치의
변동은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미쳤다. 민단의 조직력이 향상되게 됨으로
써 조총련과 민단의 사이에 일본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둘러싼 경쟁으로
인한 힘의 상대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동아시아 정
세 변화 속에서 본국과 민단과의 관계가 자금재정, 교육, 조직력의 면에서
얼마나 변화하는지 검토하였다.
역사의 교훈: 북송반대운동에서의 좌절
“재일 한국인 사회에 변혁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는 반드시 권일이 나타
난다”고 할 만큼 그 당시 한인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권일 신체
제의 발족은 북송사업이 종언을 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
다.476） 권일은 1950년대 전반에 스스로가 표방하는 ‘조국조선 영세중립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민단 중앙의 노선과는 다른 평화 통일 운동을 추
진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한 운동 추진을 위한 무대로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민사동 (民主社会主義同盟)이었다.
이 정치 세력은 ‘반공반이（反共反李）'를 표방해 남북 좌우의 편향
도 배제한 영세 중립을 목표로 민주사회주의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
적으로 삼고 있었다. 특히, 그들은 “통일문제의 해결에 대해 자주적인 민
족 운동이 중요하나 소련에 종속되는 공산 정권인 북한에서 지극히 실현
하기 어렵운 반면에 자유 진영에 소속되어 본질적으로 근대적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만주사회즈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
었다. 때문에 “한국에 양성된 자주적 민족 운동을 북한에 파급시키는 방

476）

李瑜煥,『在日韓国人 60 万』,（東京：洋々社, 1971）,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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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취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하며 한국 민주혁명을 우
선시 하였다.477）
그 당시, 민사동 운동이 한국 민주화와 이승만 정권 타도를 표방
하고 있던 점은 한국계 재일 조선인 세력 속에 북한 로비의 한반도 정책
과 어느 정도 친화성과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던 것을 시사하고 있어 양자
의 접근은 필연적이었다. 실제, 1956년즈음까지 민사동과 일본 사회당과
의 사이에는 ‘상당히 깊은 교류'가 있었다. 권일에 의하면 민사동은 ‘니시
오 스에히로 (西尾末広)', ‘마츠오카 코마키치 (松岡駒吉)', ‘가토 간주 (加藤
勘十)' 등 사회당 영수를 통해 아시아 사회주의 회의와 제휴하고 있었다.
1956년 11월에는 제2회 아시아 사회주의 회의에서 조국 평화에
의 협력을 호소하는 메세지를 보냈으며,478） 사회당 결당 제 11주년 기념
대회에서는 ‘스즈키 모사부로 (鈴木茂三郎) 위원장', ‘아사누마 이네지로
(浅沼稲次郎) 서기장', ‘가와카미 죠우타로 (河上丈太郎) 최고고문'으로부터
초청되어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에 ‘민사동의 남북 통일안'에 대해 양해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민단은 민사동을 ‘남일 성명'에
호응하는 '잠재적 적대 세력'이라고 인식하였고, 때문에 여전히 민단 내부
의 조직 대립이 해소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479）
그러나, 1957년에는 민단 중앙총본부 정찬진단장으로부터 민사동
에의 질문서가 수교되어 민사동이 이에 대한 회답을 보낸 결과, 양자관계
는 일단 조정되게 되었다. 이래, 4.19 혁명을 거쳐 민사동이 해산될 때까
지, 양자 관계는 서서히 양호하게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민단
의 정치 운동을 일체화시키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여전히, 민단 내
부에서는 조직 대립의 불씨가 잔존했다. 그리고, 특히 그것이 구체화 되
어 나타난 것이 북송반대운동에 대한 양세력의 자세의 차이였다.
1950년대를 통해 확인되는 점은 민단의 북송반대운동이 정체했다
는 것 이다. 그 원인의 하나로, 민단 내부의 조직력을 일체화할 수 없었
던 점이 지적할 수 있다. 권일 세력이 이끌던 민사동과 민단 중앙의 북송
477）
478）
479）

権逸, 1987, p.208.
위의 책, p. 204.
内外文化研究会編,『公安ハンドブック』1958 년판,（東京：立花書房, 1957）,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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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투쟁 운동의 방법론 역시 전혀 다른 것이었다. 운동의 일원화에 실
패한 민단 총본부는 북일간에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어 북송사업이 실현
단계에 들어간 시점에서 본국의 무책임함을 비난하며, 자유당 정부에 대
해 '불신임 결의'를 제출했다.480）
본국의 국시를 준수하여, 본국과 하나가 되어 재일 조선인의 권익
을 옹호해야 할 민단이 불신임 결의를 제출한 것은 민단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자유당 정권에 대한 불신감 축적의 배경에는 오랜 세월에 걸친
이승만 정권의 재일한인 정책이 반공 정책으로 일관되어, 동포 사회에 있
어 가장 필요한 민생 정책이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한 진전의 조짐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다.481）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송반대 운동에서의 무책임함이 자유당 정권
에 대한 불신임 결의의 채택을 하게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482） 이 때
의 반대 투쟁 경험에서부터, 민단은 ‘재외 국민운동에 국가적 배경과 지
원이 필요 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483）
요컨대, 민단 내부의 조직적 일원화가 실현되지 않고, 한국정부의
대응이 늦은 것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막힌 결과, ‘북송반대 투쟁'
은 조총련이나 북한 로비에 의한 북송운동에 압도 되었다. 이러한 사태를
만회하기 위해 선출된 ‘정인석 단장'도 결국은 ‘청년 행동대에 의한 열차
출발 방해', ‘무기한 단식 투쟁', ‘일본 적십자사 폭파 테러 미수 사건', ‘결
사적인 저지 투쟁・데모' 등 비공연적이며 불법적인 활동 만을 일관적으
로 행하였다.
480）

「本国政府에 対하여는 在日同胞의 保護政策에 対한 10 余년에 걸친 請願을 해왔으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誠意있는 施策이 全無함으로 우리는 이 以上 忍耐할 수 없다. 이로써
自由党政権에 対하여 不信을 표명한다」, 民団 30 년史編纂委員会編, 『民団 30 년史』,
（東京：在日本 大韓民国居留民団, 1977）, p. 82.
481）
이승만 정권기 한국의 대민단 정책의 특징은 재일한인 사회에서의 공산주의 세력 추방
등 반공 정책이 중심이었다. 민단 내부의 대 한국 정부에의 불신감의 축적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 김태기, 「한국정부와 민단의 협력과 갈등관계」, 전남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연구』, 2000 년 제 3 권 제 1 호.
482 ）
이정권의 재일사회정책이 불충분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던 재일은 스스로를
「기민」이라고까지 자조하는 정도였다. 権逸, 1987, p. 235.
483）
在日本大韓民国民団中央本部編著『図表で見る韓国民団 50 年の歩み』,（東京：五月書房,
1998）,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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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활동은 일본의 ‘단체 규제령'에 저촉되는 과격한 테러
활동으로 인식되어 일본 사회의 정치 문화와의 사이에 마찰을 불러일으켰
다. 민단에 의한 이러한 운동은 북송 업무에 대한 조총련의 행정적인 역
할이 부분적으로 보증되어 일본사회에서의 합법적인 지위 확립에 연결된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었다.484） 국회에서도 '한국 대표부의 정식 직원이 방
해 공작의 총지시를 지휘'하고 있어 '맹렬한 북송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
었다.
그 결과, ‘각 처에서 상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통제를 어지럽히
는 무분별자'에 의한 ‘방해사고'의 위험성 등 ‘긴급 사태가 야기'된다고 인
식되었다. 즉, 북송반대 운동은 ‘단속'의 대상 이외의 무엇도 아니었으며,
실제로, 일본 공안 기관에서는 그 대응을 둘러싸고 1억 4천만엔의 거액
예산을 투자해 치안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국회에서 증언하였다.485） 북한
로비는 이러한 인식을 국회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확산시켰다. 당시,
최대 규모의 부수를 자랑한 종합잡지인 ‘중앙공론'에는 진보적 지식인등
에 의해서 비공연한 북송반대 공작을 태연하게 실시하는 한국정부의 모습
이 소개했다.486）
즉, 당시 민단에 의한 전개된 북송반대 운동은 도저히 일본 사회로
부터 수용될 수 있는 방법론에 의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합법적인 활동
이라는 인식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일본 정치 시스템 에 조화를 이루지 못
하는 비합법 수단에 의한 북송반대 투쟁은 일본사회에서 받아들여 질 수
없었다. 월트와 미어샤이머가 지적하고 있듯이 로비단체가 효율적이기 위
해서는 불법적인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 중요하다.487） 요컨대, 한일교섭을
우선시 하는 한국로비 스스로가 침묵 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을
484）

朴正鎮, 2012, p. 488.
『第 32 回国会衆議院運輸委員会会議録』,第 5 号,（1959 년 10 월 5 일）；『第 33 回国
会衆議院法務委員会会議録』,第 6 号,（1959 년 12 월 8 일）；『第 34 回国会参議院外務委員
会会議録』,第 6 号,（1960 년 3 월 22 일）.
486 ）
「10 일에 한 번 혹은 주마다 한 번 무역선으로 변모해 「정치선」이 온다(중략)
재일조선인의 북한 귀국반대공작을 위한 것 같은데 대마도 내에 연락 아지트도
있다」（藤島宇内,「日韓交渉三 つ の 問題点―帰国協定 ・ 総選挙 ・ 李 ラ イ ン
―」,『中央公論』,1960 년 9 월号, pp.221-232.）
487）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2007, p.293.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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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내고 있었다.488）
이러한 와중에, 본국에서 일어난 4.19 혁명은 민단과 민사동 양자
간의 정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조녕주 (曺寧柱)’ 민단 중총 단
장은 “4월 혁명에 의해서 신정권이 생겨 대일정책도 변모해 왔고 지금까
지 방임 상태에 가까웠던 재일한인 정책도 근본적으로 개혁됐다”고 평가
했다.489） 새 정부는 북송반대 투쟁으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개선할 방침을
채용하고 있었다. 때문에, 과거, 이승만 정권에 의해 막히고 있던 ‘한일
회담의 원만 타결'을 향한 전망이 개척되고 민단 내부의 최대 중요 과제
였던 ‘재일한인 지위'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발견되었다라고 인식했다.490）
민주당 정권이 사실상, 북송문제와 한일회담을 분리하는 현실노선으로 변
환한 것도 민단의 기대를 부풀리는 요인의 하나였다.491）
한편, 민단과의 사이에 조직간 갈등이 남아 있던 민사동의 내부에
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민사동에서는 집행위원회를 열어, 혁명의
전망과 이것에 관련한 재일한인사회의 본연의 모습에 대한 자유토의를 실
시했다. 그 결과, 이제까지 통일운동을 가로막고 있던 이승만 정권이 붕
괴된 이상, 본국에서 자유롭게 통일운동 전개가 가능했기 때문에 민사동
을 해산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492）
또한, 민사동으로서의 활동 경험이나 4.19 혁명 직후에 발생한 ‘유
태하 대사 폭행사건’을 거치며 권일 개인으로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
을 많이 바꿨다.493） 권일은 민사동 해산 결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피력했다. “공산주의자와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함께 행동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 ··· 통일협의회494） 발족 당초부터 염려하고 있
488）

로비단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중요하는 점은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
이다. 미어샤이머, 월트, 2007, p. 293.
489）
「全団員の奮起望む」, 『民主新聞』,1961 년 1 월 1 일.
490）
「確固たる基盤の上に」,『民主新聞』,1961 년 1 월 1 일.
491）
새 정부의 북송사업에 대한 입장은 사실상 반대에서 축소에 전환됐다. 朴正鎮, 2012, p.
346.
492）
権逸, 1987, pp. 226-227.
493）
위의 책, p.228.
494 ）
조국통일촉진협의회(통협)는 1954 년 남일외상에 의한 ‘남일성명’에 호응하고
조국평화통일・독립을 지향하는 제 3 세력으로서 조직되었다. 한편, 통협은 ‘남일성명’ 후의
조총랸의 ‘평화공세’와 그 내용에 대해 영합 (迎合)하는 것이 있었다. 李瑜煥, 1971,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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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자기 진영의 확장과 적화 통일뿐
이며 평화통일도 민주주의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의 진상은 확
실하지 않지만 권일의 정치 운동상 노선전환은 한국 민주화를 정치 이념
으로 표방한 민사동을 모체로 하는 세력과 그 후의 군사혁명 정권 사이에
본래 형성될 수 없는 기묘한 협력관계의 토대를 구축하게 하는 것이었다.

(2) 한국 민단 양자관계의 재조정: 민주당 정권의
재외교포관여정책으로의 전환
4 .19혁명 이후 본국에서 탄생한 민주당 신 정권은 이승만 정권 시절 재
일한인정책과는 다른 자세를 보였다. 새 정부는 민단개입정책으로 전환하
고 재정, 교육 등 지원을 재검토하였다. 본국에서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던 민단은이승만 자유당 정권 시절에 비해 민주당 정권 탄생 후 재정적
으로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지난 1954 년경부터 민단이 본국 정부에 수십 회에 이른 진
정, 요청운동을 반복하여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현가능성이 보이지 않았
던 ‘재일 교포 중소기업 육성문제’는 민주당 정권 시대 국무회의와 금융
통화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단기간에 실현이 정해졌다. 미국에서의 외교압
력에 의해 대일협상을 실행한 이승만 정권과는 달리 장면 민주당 정부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적대관계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국경제의 부흥, 발전에는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인
식하고 있었다.495）
결과적으로 한일회담이 궤도에 오르기 전에 혁명에 의해 무산되었
지만 한일국교정상화에서 청구권 문제가 타결된다면 이 자금을 한국에서
는 처음으로 도입된 경제 5 개년 계획에 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북송반대 운동에 의해 실추된 민단의 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
시켜 한일협상의 중재자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북송사업에 대한 정
부 견해가 ‘반대'에서 ‘축소'로 전환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북송사업의

495）

金東祚, 1993, p.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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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정 연장 문제를 놓고 북일협상이 분규되었을 때, 일본정부가 상당한
양보를 한 것도 한국정부의 정책 방침 전환에 의해 한일양국간에 북송문
제에 대한 인식이 일치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60 년 10 월에 한일회담 대표단에 의한 ‘대일교섭을 둘
러싼 간담회’의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북송문제는 더 이상 거래의 재료
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북송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을 공식적으로
전환했다.496） 이 당시, 북송자의 증가추세는 확실히 둔화경향을 보이고 있
었지만 앞으로도 북송사업이 계속될 것이 전망되는 가운데, 정치문제로서
더 이상 북송사업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전환한 것이다. 즉, 북송
반대투쟁을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범위로 제어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다.
대신 주력 했던 것이 재일한인의 생활안정 문제였다. 이러한 대일
인식의 변화 아래 열린 본국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정책은 재일한인
에게 기존의 ‘기민정책'과의 결별이라는 깊은 인상을 주었다.497） 융자 요
강 제 1 조 (목적)에는 “재일 동포가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 자
금을 융자해서 재일 교포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었다.498）
그 당시,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1961 년에 들어가서 재일 교포 중
소기업에 대한 대출 자금 200 만 달러의 송금이 결정되어 보호정책의 일
환으로 중소기업 대출자금의 유입이 시작했다. 이 대출 자금문제는 민단
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1953 년 ‘김광남 (金光男) ’ 민단 의
장이 지원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한국국회에서 재일한인 사회의 공산화
를 방지할 차원에서 중소기업 대출 자금 지원책을 승인하고 있었지만, 자
유당 정권 시절에는 실행되지 않았다.499）
한국정부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지원책이 실현되지
않은 결과 민단 내에서 비판이 속출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재일 경제인이
496）

朴正鎮, p.346, 2012.
「主張 本国の温かい配慮を生かそう 中小企業融資基金到着に際して」,『民主新聞』,
1961 년 1 월 11 일.
498）
「在日僑胞中小企業融資要綱決る 本国金融通貨委で」,『民主新聞』,1961 년 1 월 11 일.
499）
盧琦霙,「在日民団の本国志向路線と日韓交渉」,李鍾元・木宮正史・浅野豊美編著,『歴史
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Ⅱ（脱植民地化編）
』,（東京：法政大学出版局, 2011）,pp.274-275.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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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에서 멀어지고 있었다.500） 대부분의 재일 기업들은 영세한 중소기업
이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즉 “경제적으로 괴로움을 넘어
기진맥진 상태”였다.501）
따라서 민단에 있어 융자 실현은 “해방 이후 15 년 동안 본국 정
부에서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한 일반 교포 경제인이 처음으로 모국의 온
정을 접하고 민족적 감격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였으
며, “경제적 지원은 물론 그것이 교포에게 준 정신적인 힘은 결정적이며
절대적인”것 이었다502. 민주당 정권에 있어서는 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대
신 민단 내부의 경제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실제
로 대출 자금 지원의 실현은 민단과 재일 경제인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경
제협력에 기대를 거는 계기가 되었다.
대출 자금은 주일공사, 민단장, 한국은행 도쿄 지점장, 각 신용조합
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가 주도했다.503） 이것은 민단의 정치적 통일성
을 향상시키는데 획기적인 것이었다.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원
칙으로되어 있었지만, 운영협의회에 민단장이 참가하여 본국정부가 민단
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침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민단이 대
출 정책 결정에서 제외되어 온 결과, 재일 경제인이 민단 운동에 협조하
지 않는 풍조가 지배적이었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시정된 것이다. 즉,
“대출은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민단의 간섭을 제외한다”고 언급해온 자유
당 정권 시절의 정책에서 전환된 것이었다.
또한, 대출 실현이 가속화됨으로써 전국적인 규모로 신용조합, 상공
회, 협동조합의 설립이 촉진되었다.504） 민단세력신장은 금융기관의 발전과
표리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만큼,505） 재일한인 사회 내부의 세력균
형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한국정부는 한

500 ）

이러한 배경으로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반일정책과 "친일·친공분자성명'으로 알려진
재일한인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 盧琦霙, 2011, p.276, 280.
501）
鄭哲,『民団―在日韓国人の民族運動―』,(東京：洋々社,1967）, p.281.
502
「僑胞中小企業融資資金 200 万ドル着く」,『民主新聞』,1961 년 1 월 11 일．
503）
「僑胞中小企業融資資金 200 万ドル着く」,『民主新聞』,1961 년 1 월 11 일．
504）
「東京韓国人商工会結成さる 団結と利益擁護めざし」,『民主新聞』,1961 년 5 월 31 일.
505）
在日本大韓民国民団中央本部編著,1998, pp.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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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학원 등의 교육 기관원조비용, 민단육성비용, 회관인수비용 등의 막대한
원조를 하도록 움직이기 시작했다. 506） 특히, 그중에서도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 정책에 힘쓰도록 하였다. 자유당 정권 시절 한국 정부는 1958 년 7
만 4,800 달러의 교육 지원 비용을 송금하고 있었지만, 북한의 교육 지원
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였으며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다.507） 민주
당 정권에서는 이것이 증액되어 1961 년 교육 지원 관련 예산은 80 만
달러, 3 년 만에 10 배 가까운 수준에 도달하였고 이것은 민단 결성 이래
의 숙원이었던 초중고 종합 학교와 학생 회관을 설립 할만한 충분한 액수
였다.508）
지원 정책 확충은 재정 충당뿐 아니라 질적인 의미에서도 충실해졌
다. 한국정부는 문교부 ‘윤택중 (尹宅重)’ 정무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
교포 교육 실태 조사단’을 파견하고 계속해서 재일한인 사회의 요구를 들
었다. 그때까지 재일한인학생에 대한 본국정부의 직접적인 관여 정책은
거의 없었으며, 또한, 본국에서 조사단을 보낸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차관급을 파견한 것으로 관련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사를 분
명히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단이 재일 한국 청년 동맹 (한청), 재일 한국학생 동맹
(한학동), 학사회의 대표 40 여명과 면회할 기회를 마련한 것은 민주당이
민단 내부의 급진 세력과의 융화가 가능하며 민단 조직에 포섭할 수 있다
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승만 시대의 대 민단 정
책과 대조적이었을 뿐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군사혁명 정부와 권일
체제의 정책과도 다른 인식이었다. 조사단은 재일 청년 지도자에 대한 본
국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재일한인학생에게 장학금 증액, 증원, 일본 대
학 ·대학원을 수료한 재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국에서의 취업정책 등
민족교육의 전체계획을 설명했다.509） 민주당 정권 하에서 재일 한국인 학
생을 대상으로 한 본국 정부 초청 장학금은 단기적인 시간 내에 80 명에

506）

「主張 団組織の体質改善を図ろう 全中央議員に望む」,『民主新聞』,1961 년 2 월 8 일.
李瑜煥, 1971, p.288.
508）
「80 万ドルで総合学校を 政府、在日同胞教育に本腰」,『民主新聞』,1961 년 2 월 15 일.
509）
「本国文教視察団と懇談会」,『民主新聞』,1961 년 2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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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50 명으로 3 배 이상 확장되었다.510）
특히, 2 천명의 대졸자를 본국 관청, 은행, 생산기업, 교육기관에 수
용하겠다는 계획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재 확보와 재일한인 사회의 실
업 문제를 일거 해소시킬 것이며 북송사업의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조사단이 귀국 뒤 한국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재일동포의 교
육문제는 자유 진영 국가와 공산권 국가와 세계적인 냉전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으며 “본국정부의 강력한 원조와 지지가 계속되면 교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쉽다”고 언급되어 있었다. 511） 냉전사고에 기초한 교육관을
가지고 재일 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다. 북송반대 운
동의 실패가 이러한 본국 정부에서의 민족교육 지원의 강력한 실마리가
되었지만,512） 무엇보다도 자유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한일 협상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재일 조선인 교육 지원 정책을 확충 시킨 근원적인 요인이
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 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또 미래에 걸친
재일 민족 교육의 기본 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 입법에 중요한 참고 자료
를 조사하기 위해 재일 한국인의 각종 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
대상의 대출 대책과 교육 기관 육성 지원 등 관련 정책을 통해 민단은 주
일 대표부와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민족 의식을 고
양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513）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 정권의 민단 관여정
책도 오래 가지 않았다.

(3) 군사혁명정권에 의한 민단통제 노선으로의 전환
1961년 5월 16일, 민단 제 27회 대회에서 권일이 처음 단장으로 당선되
어 민단에 신 집행부가 탄생한 바로 그 날, 우연히도 한국에서는 5.16 군
510）

「政府の英断で決定 昨年度の三倍強に増員」,『民主新聞』,1961 년 4 월 26 일.
「在日同胞民族教育に強力な援助を 実態調査団が報告」,『民主新聞』,1961 년 3 월 15 일.
512 ）
이 당시, 북송반대 운동의 실패는 민단운동 그 자체의 실패라기 보다는 정부의
재일교포정책과 대일대공정책의 실패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넓게 공유되고 있었다. 鄭哲,
1967, p. 280.
513）
鄭哲, 1967,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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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명이 일어났다. 이웃나라의 쿠데타 소식을 들은 일본 미디어가 이 회
의장에 몰려들어 대회는 소란스러워 졌다. 당시 주일대표부는 권일 신 집
행부에 대해 군사혁명에 대한 민단의 태도 표명을 보류하도록 강하게 요
청하였지만 권일은 새롭게 임명된 3기관장 긴급 동의에 합의하여 대회
명으로 군사혁명 지지 성명서를 당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군사혁명은 신흥국가에는 있을 수 있는 것”이며
“군인 궐기의 동기와 그 목적 및 정신에 대해서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
다” 등의 군사혁명을 완전하게 옹호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514） 한국
정황이 유동적이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군사혁명 정부를 지지한다는 것
은 신 집행부에 있어서 일종의 도박이었다. 5.16 혁명 직후에 군사혁명
정부를 지지하는 국가・단체는 없었고 언제 혁명이 수습되는지 모르는 상
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최대의 원조국이었던 미국이 군사혁명 정부를 사실상 승인하는 성
명을 발표한 것은 5월 22일이다. 또, 일본정부의 군사혁명 정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은 1961년 6월 21일
의 케네디 대통령과 이케다 수상의 워싱턴 회의 이후의 일이었다.515） 특
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 것이 민단 내부에서의 저항 세력인 ‘한학동’
과의 관계였다. 민단 내부에서 혁신적인 학생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던 한
학동은 민족 중립 세력의 육성 강화 추진을 시작해 ‘반봉건・반독재・반
매변・반외세(4반이념)’로 회자되는 이른바, ‘ 4.19 이념’을 남북통일론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4월혁명 정신을 좌절시
킨 5.16 혁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516）
이것은 권일의 사상 전향과 민사동의 해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봉
합되어 있던 민단 내부에 새로운 내분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바
꿔 말하면, 반군사혁명・반권일 체제 운동이 민단 내부에서 발생할 개연
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다. 실제로 한청과 한학동은 민단 중앙에 의한 군

514）

「声明書」,『民主新聞』1961 년 5 월 31 일；
「＜主張＞国民生活の安定を期する国家再建最
高会議に満腔の賛意を表す」,『民主新聞』,1961 년 5 월 31 일.
515）
김일영, 2010, p.329 ; 金東祚, 1997, p.245.
516）
李瑜煥, 1971, pp.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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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명 지지 표명 직후부터 ‘군사 정권 타도 운동'을 전개했다. 게다가 제
27회 전체 대회에서 패배했던 반주류 세력이 이 운동에 동조해 '민단 정
상화 유지 환담회'를 창설하는 등 내부 조직 배반의 움직임도 나타났
다.517） 4.19 혁명으로 일단은 협력 태세가 구축될 걸로 보인 내부 조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권일 신집행부에 의한 이러한 신속한 군사
혁명 정권에의 지지 표명은 본국으로부터의 신뢰를 거두어 본국과 민단과
의 관계를 재건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박정희는 민단에 대
한 관여정책을 민주당 정권기 이상으로 추진했다. 지지성명 발표로부터
한 달이 지난 1961년 6월 외무부가 초청하는 형식에 의해서 권일 신단장
외 김광남 의장, 정 총무국장 등 민단 간부가 방한해 윤보선 대통령, 박정
희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유양수 최고 회의 국방 외무 분과 위원장,
김홍일 외무장관, 이수영 외무차관, 김종필 최고회의 중앙정보부장, 유창
한국은행 총재등 군사혁명 정부 인사들과의 접견을 완수했다. 그 자리에
서 권일 신집행부는 지지 성명을 전달한 것 외에 한일회담 재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동시에 민단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당초 1주간이었던 체재 예정은 4일간으로 끝났지만 국가재건 최고
회의측은 민단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대우로 맞이 한 것이었다.518） 민단
은 군사혁명 정권이 교포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성과
를 실감하는 동시에, 향후 교포정책에 강한 기대를 했다.519） 재일 한국인
의 한국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결과, 재일한인 사회에 대한 민단의
정치 운동에 재결집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편, 군사혁명 정부가 관여정책에 착수하는 이유는 지극히 합리적
인 것이었다. 민주당 정권과 같이, 군사혁명 정권도 한국경제 안정을 위해
미국, 일본을 포함한 외국 자본의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일본으로부터
의 대한원조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필수적이었다. 특히, 군사혁명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제도화’와 ‘물질적 기반의 확충’을 통해 권력을
517）

김태기, 2000, pp.60-97.
「革命精神を正しく理解 権団長本国出張で所信表明」,『民主新聞』,1961 년 6 월 21 일
519）
「本国出張から帰って」,『民主新聞』,1961 년 6 월 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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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할 필요가 있었다. 후자는 새로운 정치자금원의 구축과 경제개발계
획의 추진으로서 현재화했다.520）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의 대한원조가 필요조건
었으며 군사혁명정부는 한일회담 조기타결에 진행핬다. 한일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해서는 청구권 문제에 대한 양국 인식의 현격한 차이를 극복하
는 것이 우선 과제였지만, 군사혁명 정부는 통상의 외교 채널을 통한 협
의에 의한 타결이 곤란한 것을 숙지하고 있었다.521） 한일교섭 타결에 정
치적 타결 이외에 길이 없다고 판단한 군사혁명 정부는 ‘특사외교’ 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로비의 재구축이 불가결하였고 그
러기 위해서는 재일한인 사회를 적절히 관리해 시민사회 세력으로서 육성
할 필요가 있었다. 4.19 이후, 로비 구축의 주인공인 유태하 공사가 떠나
며 일본 정재계에서 실력자와의 접촉은 일시적으로 불통 상태에 빠졌다.
때문에 재외 공관은 물론 민단을 통한 한국로비 재구축의 움직임이 생기
게 되었다. 한국의 제１차 경제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전력・철강
등의 산업 건설 프로젝트는 일본 경제계에 의욕을 불러 일으켰다.
당초, 군사혁명 정권에서는 국가 재건 국민운동 일본지부를 설치해,
민단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채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재일한인 사회와
운동을 직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재일한인사회에서의 민단의
자립적 재량권을 어느 정도 보증하는 방침을 정했다. 522）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군사혁명 정권이 민단의 자율성을 전면적으로 용인한 것은 아니
었다. 군사혁명 정부는 일본 내에서 민단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대신에 본국의 관리 체제를 체계화했다.

＜도표 4-2＞ 민단 재정의 변천

520）

김일영, 2010, p.336.
金東祚, 1993, pp.249-250.
522）
「本国出張の所見を語る 権団長、内外記者団と会見」,『民主新聞』,1961 년 6 월 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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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 때까지 민단정책을 주관하고 있던 외무부 교포과로부터
신설된 중앙정보부에서 재외 교포 정책을 일괄적으로 관할했다. 또한, ‘전
국 단장 및 사무국장 연관 회의'를 통해 현역 간부의 재교육 문제가 논의
되었을 때에는 본국 정부가 국방부 및 외무부의 특별 강사를 파견함으로
써 민단의 핵심 간부 양성에 정부가 개입했다.523）
그 때까지 재일 조선인 운동을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던 조직 활동
가의 강화를 명목으로 중견 간부 양성을 본국에서 실시하려고 했다. 524 ）
실무 강습회는 각 현 본부의 사무국장과 조직부의 참가를 의무화해 각 현
본부의 핵심 조직원과 산하 단체의 참가도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전국의
간부 상호간의 활동면에서의 횡단적인 제휴가 강화되었다.525） 정부에서부
터 민단 중앙, 민단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시 전달이 일체화되는 구조가
생겼다. 거기에 더해 재일한인 사회를 관리하려고 할 의사가 보다 명확하
게 나타난 것은 재외 국민지도 자문위원회의 설치였다.
그것은 “재외 국민의 지도, 보호,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계 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었다.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문교
부, 보사부, 교통부, 홍보부의 차관 및 중앙 정보부의 제3국장으로부터 구
성되는 위원회는 실제 운용면에서 위원의 출석률이 낮아 중요 사항이 공
문으로 처리되었지만 재일한인사회의 문제를 각 기관의 차관급으로 논의
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군사 정권의 민단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의사를

523）

과목은 정부의 민단 지도책, 5.16 군사혁명의 경위, 7.25 동란, 남침 음모의 경위, 반공
이론으로 구성됐다. 「本国政府も講師を派遣」,『民主新聞』,1961 년 9 월 15 일.
524）
「組織と大衆のために」,『民主新聞』,1961 년 6 월 21 일.
525）
「全国現役幹部実務講習会開く」, 『民主新聞』,1961 년 8 월 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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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반영하는 것이었다.526）
또한, 1962년 2월, 박정희 정권은 민단 중앙 기관지인 “민주신문”
을 “한국신문”으로 개칭 (改称)하였다. 신문 재정의 85%를 정부가 지원
하여 민단의 언론을 완전하게 장악했다. 현재까지 이르는 재일한인 학생
의 본국 유학도 1962년에 개시되었다. 박정권에서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특별 우대 처치 방법을 강구해 ‘민족적인 교양과 인격체의 완성'을 목표로
하도록 지도했다.527）
남북 양정부의 재일한인사회에 대한 교육비 예산의 투입 상황에 대
해서도 이승만 시대에는 7.5배 이상의 격차가 있었으나 군사혁명 정권 시
대에는 약 4.3배에까지 격차가 좁아졌다.528） 게다가, 민단 각 기관에서 한
국에 보내는 공식문서를 민단 중앙 총본부와 주일대표부를 거치도록 지시
하는 종적관계 운영을 실시해 이견의 출구를 저지하였다.529） 본국에 의한
통제는 한일국교 정상화 교섭을 주시하여 대일 관계 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해 재일한인 사회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지만 결
과적으로는 재일 사회에서의 교포 단체간의 세력 균형를 상대적으로 안정
시켰다.

(4) 권일 신집행부에 의한 내무통제의 강화
본국에 의한 통제정책 이외에도, 민단은 내부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
로 조총련과의 조직력 차이를 축소시키려고 했다. 권일 신집행부는 민단
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보다 온건적이고 일본 사회에 조화되도록 전환했다.
권일은 “종래 민단은 정치성이 과하다고 일컬어졌고, 분명 지금까지 민단
이 정치단체적인 성격이 짙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로 인해
권일은 북송반대운동을 통해서 정치적인 마찰을 계속 일으켰던 지금까지
의 민단의 사회운동 방침과 결별할 것을 선언했다. 게다가 “민단은 사회
526）

盧琦霙,「在日民団の本国志向路線と日韓交渉」,李鍾元・木宮正史・浅野豊美編著,『歴史
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Ⅱ（脱植民地化編）
』,（東京：法政大学出版局, 2011）,p.289.
527）
李瑜煥, 1971, pp.272-273.
528）
李瑜煥, 1971, p.288.
529）
盧琦霙, 2011,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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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내지 사업단체적 성격을 보다 많이 갖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한층
더 유의하며 현실적 재류 동포 문제의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일본인과 제휴해 그
들과 올바른 의미로 친선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해 “일본인 사회로부
터 미움을 받지 않도록 각자가 노력해 적극적으로 우호와 경제 제휴를 도
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530） 이번에는 민단이, 북한은 조총련에 일관적으
로 요구해 온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지켜 일본사회와의 알력을 완화하도
록 주장한 셈이다.
보다 온건적인 조직으로의 재편은 민단의 정치 운동이 일본의 민주
적 정치 시스템에 조화를 이루어 재일 사회와 일본 사회와의 사이에 마찰
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데 있어 유익하고 북송반대 투쟁도 보
다 온건적이고 실무적인 수준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월트가 지직했
듯이, 전통적인 민주적 방법은 해당 국가에 있어서 정치적인 마찰을 이루
지 않기 때문에 민단의 정치운동은 효과적인 운동체로서 전환했다고 판단
된다.531）
권일 체제가 시작되어 처음 개최된 전국 단장회의에서는 민단이 취
해야 할 대일 태도로서 “불필요한 감정적인 태도는 잃는 것이 많기 때문
에 되도록 자중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532） 일본에 대한 부드러운
태도의 변화는 민단과 한국 로비와의 협력관계를 깊게 해 한일교섭을 전
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때마침 자민당내에는 한일문제 간담회가 결성
되어 한국 로비의 ‘노다 우이치 (野田卯一)' 등의 방한도 실현되었다. 군사
혁명 이후, 한일간의 현안을 정치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대일 태도를 원만
화시킨 민단은 자민당, 일한친화회, 한일간담회 등 한국 로비와의 접촉의
기회를 늘려 갔다.533）
권일은 단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정적인 도쿄 본부 단장을 간부로부
터 제외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민단 내부의 급진 세력인 한학동과 한청의

530）

「権威ある民団にしよう」,『民主新聞』,1961 년 5 월 31 일.
Stephen M. Walt, 1990, p.258.
532）
「＜主張＞全国団長会議に寄せて」,『民主新聞』,1961 년 6 월 14 일.
533）
「韓日懇談会も開く」,『民主新聞』,1961 년 6 월 21 일.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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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혁에 착수했다. 원래, 전년에 발생한 4.19 혁명에 대한 평가를 둘
러싸고 민단 중앙과 산하 단체인 한학동과의 사이에는 정치적 입장에 큰
차이가 없었다. 혁명이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하는 인식을 공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국의 민주당 정권도, 민단도 한학동에 대
한 억압정책을 실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본국 장학생에게 한학동에의 가입
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조직활동을 실시하도록 재촉했다.534） 즉
민주당 정권과 민단중앙은 한학동을 통상의 산하 기관과 같이 취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본국에서 발생한 5.16 혁명과 권일 체제의 성립은 민단과
한학동의 관계를 크게 바꾸어 버렸다. 권일은 본국과의 협력관계를 철저
하게 중시해 본국의 지지를 후원으로 반대파를 배제하였다. 5.16 군사혁
명에 의해서 탄생한 신정부는 민주당의 교포 정책을 기본적으로 답습했지
만 학생 운동권에 대한 태도에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군사혁명
정권에 대한 민단 중앙과 한학동과의 사이에는 강등이 한층 선명해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민단 내부에서
군사혁명 정부의 정당성을 둘러싼 인식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났기 때문이
다. 군사혁명이 민단 내부의 잠재적 대립을 현재화시키는 위험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534）

「政府の英断で決定 昨年度の三倍強に増員」,『民主新聞』,1961 년 4 월 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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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3＞ 한학동 재편에 이른 경위

군사혁명에 대응할 필요가 있던 한학동은 급히, 제 20 회
전체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의 목적은 본국에서 발생한 군사혁명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 ‘군부 독재 타도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이 결의는 앞에서 민단 제 27 회 전체대회에서 결의된 규약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때문에 권일은 한학동이 채택한 군사혁명 정권에
대한 비판이 민단 중앙 내부에서의 정적에 의한 정치 활동과 연동해,
신집행부의 민단 운영을 방해하는 이적행위라고 판단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한학동 문제에 대해서 권일은 강온양면 (硬軟両面)으로 대응했다.
먼저, 같은 메이지 대학 출신인 김금석 중앙 관찰 위원장에
대해서 민단 운영 규정 및 산하 단체 규정에의 위반에 관한 경고문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535 ）이것은 ‘한학동 성명사건'으로부터 불과 3 일
후의 대응이었다. 한편, 그 다음 달에 개최된 전국 단장회의 장소에서
권일은

“종래의

민단은

한학동을

과소평가하여

너무도

무성의

했다”라고 하며, “민단 산하 유일한 학생 조직인 한학동의 대책을
소홀히 하고 문교정책을 논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하며 민단 정책을

535）

「金中央監察委員長韓学同に警告」,『民主新聞』,1961 년 5 월 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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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했다. 게다가 “현 문교당국에서는 한학동 대책을 제일의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해, 그 구체적인 대책으로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독립된 한학동 재정의 확보”를 약속하고, “작위적인
일부

학생의

행동'에

선동당하는

일

없이”

민단의

기본이념에

536）

순응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내부로부터 조직을 장악 하기 위해 권일과 같은 메이지
대학의 하두석을 한학동 부위원장으로 해 한학동 성명문을 발표한
집행부에 대한 신임을 묻도록 움직였다. 그러나, 한학동 위원장이 성명문
지지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사임하고

새로

‘한학동

쇄신위원회'를 조직해 ‘한학동 쇄신운동'을 전개하여 급진 세력에 대한
압력 수준을 높였다. 1961 년 6 월 24 일에 발표된 쇄신 운동 위원회의
호소문에는 성명문이 한학동의 구성원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채
불시적으로 발표된 것, 또한, 본국 정세에 대해 ‘너무나 피상적인 견해’로
‘탁상공론적（卓上空論的）’인 것들이 강하게 비판되어 있었다.537）
그와

동시에,

민단

기관지에서는

‘간접

침략의

분쇄'나

‘경제재건'이라는 군사혁명 정권이 제시한 2 대목표의 역사적 필연성이나
군사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고가 많이 게재되었다.538） 당시, 이러한
정치 선전의 침투를 주도한 민단 선전국은 “반공 사상의 배양 및 조직
강화에 전념”하여 군사혁명 정권의 주장이 침투하도록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었다. 539 ） “혁명 이외에 구국의 길은 없다"는 것이 제시되어
냉전적 세계관을 민단 사회에 넓히면서 한학동을 비롯한 비판세력의
공격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540 ） 권일은 본국과의 협력
관계를 철저하게 중시해, 본국의 지지를 받아 반대파를 숙청하였다.
한편, 6월 6일에 군사혁명 정부가 국가 재건 비상 조치법을 시행하
자 한학동에 의한 민단 내부의 저항은 한층 추진력을 더했다. 사실 국가
536）

「東京で全国団長会議」,『民主新聞』,1961 년 6 월 14 일
「韓学同刷新運動起る 河前副委員長らが推進」,『民主新聞』,1961 년 6 월 28 일.
538）
「認められる必然性 目的は反共と民生安定」,『民主新聞』,1961 년 6 월 14 일.
539）
「文宣隊の再建図る」,『民主新聞』,1961 년 6 월 14 일.
540）
「＜主張＞韓国革命の必然性について-一部無自覚なもののために-」,『民主新
聞』,1961 년 7 월 10 일.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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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 비상 조치법이 헌법으로 우위인 상황은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현저하
게 훼손했다. 민단 5대 강령 제1조에는 “본단은 대한민국의 국시를 준수
한다”는 조문이 있었지만 국가 재건 비상 조치법은 분명하게 이에 모순됐
다. 때문에 군사혁명 정권의 부당성을 나타내는 ‘군부독재론'이 한학동을
중심으로 재연되었다. 한학동은 군사 정권을 ‘평화통일 민주주의를 압살하
는 자'라고 규정해, 드디어 ‘학동 탈피에의 길'에서 민단의 산하단체로부터
탈퇴를 도모했다.
게다가 “조선상공신문”, “조선민보”, “통일조선신문” 등 조총련계 기
관지에 내부자료를 제공하는 등 독자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했다.541） 권일
신집행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시급하게 내세울 필요가 있었지만
본국의 정치정세가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의견의 집약작업은 난항을 겪었
다. 그럼에도, 9월 27일, 민단중앙은 각 현 본부, 산하단체에 대해서 민단
5대 강령안의 국시문제에 대해 그 해석을 명시한 공문을 발표했다. 그것
에 따르면, 강령 제1조의 국시가 대한민국 헌법과 비상 조치법이며 본국
의 비상 조치법이 헌법으로 우위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해석이 공표
되었다. 사실상, 본국과의 협력관계를 철저하게 중시해 군사혁명 정부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그룹이나 개인을 처분하는 이론적인 방편을 구축한 것
이다. 실제, 민단중앙에 의한 국가 재건 비상 조치법의 우위가 확인된 이
후, 반혁명 세력의 이론적 지주인 최선은 ‘민단 조직 파괴 행위'에 의해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542）
한학동에 대한 압력은 그때까지 군사혁명 정부에 대한 태도를 표명
해 오지 않았던 한청 등의 산하 기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10월 1
일에 개최된 제9회 한국청년동맹 정기대회에서 처음 군사정권을 지지할
방침을 내세웠다.543） 또한, 한학동 쇄신운동으로 해체되지 않았던 집행부
의 책임을 추궁받아 위원장 외 7명의 한학동 간부에 대한 권한정지 처분
이 잇달아 선고됐다.544）

541）

『民主新聞』1961 년 12 월 10 일.
「崔鮮氏を除名処分―民団組織破壊行為により―」,『民主新聞』,1961 년 10 월 3 일.
543）
「軍革支持を強調」,『民主新聞』,1961 년 10 월 15 일.
544）
「韓学同執行部の責任を追及」,『民主新聞』,1961 년 12 월 10 일.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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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1962년 3월에는, 남북협상 평화통일 논자와 군사정권 반대
자 등에 의한 민단 조직 및 그 산하단체의 직원 취임을 배제하는 ‘거류민
단의 당면 기본 태도' 성명을 발표했다. 권일은 이를 민단 내부의 군사 정
권 반대세력을 용공세력이라고 규정해 반대파의 제거를 한층 더 적극적으
로 추진했다. 이에 있어서 권일은 한청과 한학동, 곽동의의 제명 처분 등
에서 논쟁을 일으켜, ‘정찬진', ‘김재화', ‘김금석' 등 차례로 정적을 숙청하는
한편, 구친일파로 불린 사람들의 완전한 부활을 이끌어냈다.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군사정권의 방침을 받아 권일 체제는 급진세력을 축소해 구친일
파의 활동 공간을 펼쳤던 셈이다.545）
이렇게 해서 권일은 민단 내부의 이견을 진정시켰다. 물론, 민단 조
직이 하나로 합쳐진 것 만으로 조총련이나 북한 로비와의 사이에 북송운
동을 둘러싼 술책이 완전히 우위인 상황이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
송반대운동을 둘러싼 조총련이나 북한 로비의 운동 방침에도 변화가 생기
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545）

盧琦霙, 2011, pp.28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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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일한인 단체의 정치력과 조화
전장까지의 시기에 있어 조총련은 북송운동에 특화되어 다른 영역에 있어
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경을 요구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국회
에서는 북송문제 관련의 질문이 반복되는 반면에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한
질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조총련은 일본의 보수파에 대해서는 북송사업
의 실현으로 인해 재정을 압박하는 재일한인의 빈곤층이 감소되어 계속
증가하는 사회보장비의 부담경감에 얼마나 이바지하는지 설득했다. 로비
단체의 지원을 받은 정당이 의회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로비단체에 있
어 불리한 정책이 제한될 것을 의미한다.546）
이러한 기능은 북송사업이 곤란에 직면할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
다. 한편, 혁신 계열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선진성을 주창하는 것으로, 혁신층이 넓게 공유하고 있던 유물사관적인
그들의 의사환경에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었다. 북한 로비는 비정부간
접촉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초로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의사환경을 형
성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일본의 사회부담의 경감
이라는 현실적 요청에 합치시키는 것으로 북송운동을 선동했다. 이를 통
해 조총련이나 북한로비는 일본정부, 여론, 미디어를 휩쓸어 북송운동에
대한 지원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960년 이후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에서 조총련이
나 북한로비는 북송사업에 의해서 구축된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동
의 추진력을 북송사업 이외의 영역으로 확장 시키고자 했다. 운동 영역의
확장은 확실히 규모확대의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북송운동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때와 비교해서 한정적이고 상대적
으로 정당화되기 쉬운 목표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1) 북송사업의 정치화
북한의 대일정책과 북송운동의 전환

546）

Stephen M. Walt, 1987,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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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사업의 주체인 조총련의 북송운동은 북한의 대일정책과 밀접하게
연동했다. 북한의 대일정책은 ‘평화공존 5 원칙’을 바탕으로 일본에의
내정불간섭 정책을 엄수하고 ‘정권의 성격을 불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북송운동이

안보반대

투쟁과

일체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은 일본의

중립화를 지향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대일정책 안에서 사실상 ‘미일
군사동맹의 해체’라는 전략 목표가 내포되게 된 셈이다.547）
이러한 중, 1960 년 1 월에 조인된 미일 신 안보조약은 북한의
대일정책이 좌절된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신 안보조약의
체결에 의해 일본은 북한을 사실상의 ‘잠재적인 적국’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또, 신 안보조약 체결에 따른 기시 노부스케 내각의 퇴진은
안보 반대 투쟁의 운동 추진력이 저하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4.19 혁명 이후의 한국 민주당 정권이 한일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것도

또

하나의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를

촉진시키는

548）

요인이었다.

특히, 평화공존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었던 중소 양국의 대립이
격화하는 중, 북한은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상의 불균형에 대한
협위 인식을 중폭시켰다.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공
군사정권이 수립된 것도 안보상의 위협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1961 년 7 월에 북한-소련
우호협력

상호

원조조약과

북한-중국

우호협력

상호

원조조약을

체결했다. 북한의 대외 정책에서의 평화 공존의 원칙이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말할 수 있다.549）
이러한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북송문제에서 새로운 현안이 된
것이 바로 귀국협정 연장 문제였다. 북일 간에 이것을 토의한 것이 소위,

547 ）

물론 이 중립화 정책은 북송 협력운동의 주력이었던 북한로비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에 의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조총련에 의한 운동은
기존과 같이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사수하는 것에 있었다. 朴正鎮, 2012, p. 337.
548 ）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일본 영도 내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문, 소위
‘극동조항’이 추가되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일본이 깊이 편입되는 것이었다. 동 조항은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에 직결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朴正鎮, 2012, p. 337.
549）
朴正鎮, 2012, p.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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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 회담 (新潟会談)이었다. 당초, 북송사업은 유효 기간을 1 년 3 개월
(귀환 협정 제 9 조)로 하고 있었으나 한미 양국의 요청을 받은
일본정부는 한일회담 재개를 위해 이 문제를 가급적 신속히 단기 완료할
방침이었다.550）
한편, 북한의 전략은 지극히 단순했다. 즉, 일본 국내에서
전개되어 온 북송협력운동의 추진력을 유지하고 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다. 551 ） 그러나, 1961 년 이후, 북한
국내에서 북송문제에 관련된 기사가 격감했다. 그 이유는 귀국자의 체제
부적응에 의한 북한 국내에서의 사회문제 발생과 관련이 있다. 552 ） 또,
귀국자의 ‘편지’가 유입되게 되고 재일한인 사회 내부에서도 북송을
연기하는 풍조가 발생했다.
그와 동시에, 재일한인 기술자에 대한 기대도 고조되었다.
1960 년 4 월경 북한은 재일한인 기술자들과의 담화를 통해서 귀국한
기술자들에 의해 제기된 의견이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일부 공업 부문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553）
실제로, 1961 년 제 1 차 7 개년 계획을 시작한 것을 받아, 북한은
‘공업화와 기술혁명’을 실현하고 중화학 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554 ）

동시에 김일성은 경공업의 발전에도 언급하고

있었지만 계획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군사공업의 발전에 있었다. 즉,
그것을 발전시킬 요원으로서 기술자나 기업가에 의한 북송 방침에
전환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렇게 북한에 의한 급속한 국방력 강화의 배경으로는 전술한
동북아시아의 위협이 관계되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북송문제에서
550）

菊池嘉晃, 2009, pp. 181-182.
朴正鎮, 2012, p. 344.
552）
朴正鎮, 2012, pp. 346-347.
553 ）
「내각 제 1 부수상 김일 동지 일본에서 귀국한 기술자, 기업가들과 담화」,
『로동신문』, 1960 년 4 월 6 일.
554）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이 원했던 것은 제철소의 확장, 시멘트 공장, 대형 화력 발전소,
석유 정제 공장의 건설, 알루미늄 공장의 창설, 산·알칼리 공업의 발전 등이었다.
木村光彦・安部桂司, 2008, pp. 67-68.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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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공업화와 기술혁명에 공헌하는 재일한인 기술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북한 측이 인식을 가지게 된 점에 있었다. 즉, 북한의 북송사업에
대한 정책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불균형에 대한 위협인식의 증폭에 의해,
또, 기존의 단순 노동력 유입으로부터 직업인이나 기술자의 유입에 의해
사업의 성질이 서서히 전환된 것이다. 북송사업은 합법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로가 된 셈이다.
한편,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인 변동 속에서 북송운동의 과정에서
조총련은 재일한인의 ‘공화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강하게 해, 민족교육을
발전시켜 확실하게 조총련의 기초 조직을 확충시키고 있었다. 또,
민단계나 중립계의 재일한인이 조총련에 가맹해 ‘통일전선'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555）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재일한인 사회의 독자 이익을 증폭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권 이익을 AMO 에 요구하기 위해서
행하여졌다. 카스자가 지적했듯이, AMO 는 최상부의 정책결정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외부 정권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고 기초단위 조직에
그것을 직접 전하고 실행시킨다.556） 단지, 북송운동은 지도 전달 방법을
보다 직접적으로 하게 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총련은 북송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단독 지도체제가 확립되어 조총련은 북한과의 AMO 가 되었다.
북송사업 시작 전에 북한의 조총련에 대한 지도는 평양방송, 기관지,
잡지, 기타 문서, 밀출입국에 의한 방법에 의거했다. 그런데, 북송사업이
정부간 교섭으로 타결된 것을 통해 귀국선은 합법적으로 조선 로동당이
조총련을 정기적이며 직접적으로 정치 지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557）
조총련이 AMO 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중에 북송사업이 실제로
시작되자 귀국선에서는 조총련에 대한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
555）

「朝鮮総連大 21 回中央委員会の方針」,『最近における日共の基本戦略戦術（八）
』,pp.944.
카스자, 1999, p. 156.
557 ）
그것과 동시에 귀국선에는 주일미군과 자위대에 관련된 정보 수집 활동 외에,
대남공작의
중계지점으로서
공작원을
파견하는
역할이
주어지고
있었다.
自由民主党広報委員会, 「北朝鮮帰還問題について」1967, p.6（金英達・高柳俊男편, 1995,
p.158）.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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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소속의 요인들이 승선했다. 북한은 북송사업을 연장시켜
‘선상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총련을 보다 활력있는 AMO 로
편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실제, 당시의 공안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1960년 이후, 7년간 귀국
선을 통한 조총련에 대한 정치지도는 60회 전후로 행해지고 있다. 그 중
1962년의 제100차선의 정치 지도에서는 한국의 정재계 및 군부를 대상
으로 일본에서 지도한 공작원을 보낸다는 지시가 있었다고 여겨진다.558）
또, 조총련도 북한에 의한 일련의 정치지도를 재일한인사회 내부에 침투
시키기 위해, 중앙규모의 회의를 귀국선의 입항에 맞추어 개최했다.559） 그
때문에, 북한은 귀국선 마다 청년 AMO, 성별 AMO, 직업 AMO의 간부
를 일본에 파견해, 조총련 측의 해당 AMO 간부와 빈번하게 접촉시켰
다.560） 즉, 귀국선을 통해서 본국 AMO로부터 국외 AMO에 대한 직접 연
락 지도가 실시되었다. 말하자면, 국외 AMO를 통제하는데 북송사업이 완
수한 역할은 작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1961년 8월 구 민대파 안흥갑이 ‘한덕수-김병식 라인'에 도
전한 소위 ‘8월 강의사건’에서도, 귀국선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조총
련판 쿠데타'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북한 측의 인사 조치가 조총련 내부
의 세력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사건
이었다. 통상, AMO의 상위의 직무에는 정권의 주요기관의 구성원을 당국
자에서 충당한다.561） 그러나, 국외 AMO인 조총련의 경우, 본국 정부가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직무자 선출에 관여하는 방법이 취해진다. 한덕수
는 의장 권한으로 니가타 출장소에 ‘특수부’를 마련해 귀국선 위에서 북한
대표와의 면담을 사전 승인제로 하는 것으로 북송사업의 연락 루트를 독

558）

정부・여당의 정보 자료에 의하면, 첩보 공작의 연락을 위해 검거된 사안은 1967 년
4 월 28 일 현재, 10 수건이었다. 위와 같음.
559）

중앙 회의의 출석자가 니가타를 찾아가서 선내지도를 받게 되어 있었다. 内閣調査室

「在日朝鮮人 の 北鮮送還 に つ い て 」,『調査月報』,pp.71-72（金 ・ 高柳편, 1995,
pp.196-197）.
560）
561）

張明秀, 2003, p. 65.
카스자, 1999,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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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했다. 이를 통해 한덕수는 김일성으로부터의 신임을 유지하여 사태를
수습했다.562）
게다가 귀국선에는 로동당 중앙 연락부장인 이효순이 자주 승선했
다. 중앙 연락부는 로동당의 비밀 공작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당시, 북송
사업에 직접 관련된 장명수에 의하면 일본 관동 지역에는 ‘봉화산 그룹',
관서 지역에는 ‘낙동강 그룹'이 귀국선을 이용해 활동하고 있었다. ‘봉화산
그룹'의 일원인 조총련 도쿄도 본부의 서순택 조직부 부부장은 귀국자 수
송 과장으로 이 사업에 종사한 후, 한국의 정계・군부 고관과 접촉하여
적발되었다. 이러한 특수공작 그룹은 이효순 부장과 조총련의 한덕수 의
장과의 협의에 의해 조직되었다.563）
실제, 귀국선에서의 비밀공작을 후원하기 위해 조총련의 활동가는
1965년경까지 조창기에 비해 16배 확장됐다.564） 당초, 인도주의를 내걸고
있던 북송사업이 정치화의 징조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조총
련의 비합법적 및 비공연적 (非公然的) 활동이 북송사업을 통해 전개된
점은 초국적 침투의 관점에서 보면 로비활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
된 것을 의미한다.565）

(2) 일본사회와의 마찰
1960년 1월 중순 전국 조직부장 회의는 그야말로 새로운 지도 체제가 구
축되기 시작한 시기에 행해졌다. 조총련은 니가타에서 북한 대표를 맞아
들여 북한은 조총련의 운동 방침을 남북 통일운동으로 이행하도록 지시했
다.566） 바꾸어 말하면, 조총련은 북송사업이 정치화하는 반면 일본정부에
대한 ‘내정 불간섭' 정책을 준행하도록 명령 받았던 것이다. 15개월의 미
일교섭의 끝에 워싱턴에서의 신안보조약이 조인된 것은 6월 19일이다. 그
562）

朴正鎮, 2012, p. 394.
張明秀, 2003, p. 68.
564 ）
菊池嘉晃, 「北朝鮮帰還事業『前史』 の 再検討」,『現代韓国朝鮮研究』,재 8 호,
2008 년 11 월호, p.82.
565）
Stephen M. Walt, 1987, p.253.
566）
朴正鎮, 2012, p.378.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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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전까지 성인 인구의 반에 해당되는 1,800만명의 안보개정 반대서명
이 모아 6월 4일의 반대운동 참가자는 전국에서 560만명을 넘었다.567）
즉, 자연 승인된 6월에 피크를 맞이한 안보투쟁이 본격화하는 타이
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조총련의 사회운동을 대남정책에 집중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총련에 의한 북송운동은 안보
투쟁과의 연동을 통해 국내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한 배경이 있었
다. 게다가 북한로비의 구성 단체도 안보투쟁을 통한 조총련 측에서의 지
원을 기대하고 있었다. 때문에, 북한으로부터의 지령이 전해지면 조총련
내부에서는 여러가지 비판이 일어나 의견 조정이 어려웠다.568）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2월 3일 김일성은 조총련에 서간을
보내 재차 북한의 방침을 전달했다(‘2.3 교지’). ‘2.3 교지’에는 우선 안보
투쟁과 관련해 “당분간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 정세의 추이를 지
켜보면서 행동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일본정부에 대한 투쟁”
등 일본 내에서의 조총련의 ‘합법성’을 방해하는 행동을 삼가도록 경고했
다. 이런한 지도는 중요한 경고였는데, 드 이유는 조총련이 초국적 영향을
일본의 국내정치에 주려면 적어도 일본 여론이 그들의 정치활동이 합법적
이면서도 합리적인 것이다고 인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총
련의 활동이 정당한 정치활동으로부터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국회에서 비
판 받았다.569）
그러한 의미에서 ‘2.3교시’는 열린 민주정치 시스템에 적합하게 만
들려고 하는 전술적이고 합리적인 지령이었다고 평가된다. 둘째로 조총련
은 그 사이의 방침으로서 ‘지도 핵심과 조직력의 강화에 주력'하기를 요구
받았다. 월트가 지적하고 있듯이 만약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대외정책
에 초국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조직내부에서의 분파적인 움직임은 회
피되어야 한다.570）
따라서, 이 방침도 일본국내에서의 조총련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

567）
568）
569）
570）

竹内洋, 2011, p.74.
朴正鎮, 2012, p.378.
Stephen M. Walt, 1987, pp.258-259.
Stephen M. Walt, 1997,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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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마지막으로 북송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재일한인의 내부에 “반미・반이승만 통일전선 사업을 보다 광범위하게 추
진하는 유리한 조건이 정돈되었다”고 하여 계속해서 “강요・설득 사업을
강화한다”고 요구하고 있었다.571）
‘2.3 교지'를 받아 한덕수는 조총련 내부의 의견조정에 착수했다.
1960년 3월 7일에 열린 제21회 중앙 위원회에서 내부 활동 방침을 평화
통일 운동에 일원화 하기 위해 민단계 동포의 포섭, ‘남조선동포의 구국투
쟁'의 지원, ‘조선의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환기 등 구체적인 활
동 방침도 결정했다. 또, 북송운동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와 함께 생겼던
여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귀국 희망자에게 일정한 교양을 부여하기 위
해 강습, 강좌, 학습, 선전 해설 등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했다.572） 거기에 8.15 기념 행사를 목표로 귀국 희망자를 ‘귀국자 집단'으
로 형성하는 것을 통해 계속해서 북송운동의 추진력을 유지할 방침이었
다.573）
그런데, 그 한 달 후에 한국에서 4.19 혁명이 발생하자 이 방침은
수정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조총련은 ‘이승만 파시스트・테러 통치
반대, 남조선인민 애국 투쟁 지원 재일 조선인 중앙 궐기 대회'를 긴급 동
원하는 등 비상 태세에 돌입했다. 예정되어 있던 정치 일정은 급히 취소
되어 5월 8일부터 9일에는 제22회 긴급확대 중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승만 정권이 붕괴한 것을 둘러싼 위원회의 논쟁은 최고조에 달했
다. 급전개를 맞이한 한국의 신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조총련은 ‘반미 구국
운동'과 ‘민단에 대한 제공작'의 방침을 결정했다. 이 방침은 앞의 제21회
중앙 위원회의 결정을 백지화하는 것이었다. 한층 더 조총련은 한국의
571）

朴正鎮, 2012, p.378.「2.3 教示」의 원문은 김일성「총련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총련의장에게
보낸
서한(1960
년
2
월
3 일)」김일성,『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1』(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8）,p.89 를 참고.
572 ）
「자기 본위에 평양 거주를 주장하는 자, 술책이 있는 행동을 취하는 자, 직장의
변경을 요구하는 자」이 있어 「집단적 질서와 규율을 어지럽혀 공화국 공민답지 않은
태도를 취했다」라는 보고가 확인된다.
573）
日刊労働通信社編,『最近における日共の基本的戦略戦術（八）
』
（東京：日刊労働通信社,
1961）,pp.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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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을 사회주의 투쟁으로 급속 전환시킨다”고 해서 “8.15 해방
15주년 기념일까지 민단을 해산시킨다”라는 강경노선을 채용했다. 한반도
정세의 우위를 이용하여 단번에 재일한인의 쟁탈을 진행시키려고 했다.574）
조총련은 민단측의 각 대표단과의 사이에서 빈번한 접촉을 시도했다.
그때까지 이승만 정권 일변도였던 민단이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국헌(国憲)에 상반할 때는 가부의 태도를 명확히 하게 한다” 등의 독자적
으로 주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1949년 1월 13일에 결성된 ‘조선 민족재일 동포 인권 옹호 공동 투
쟁 위원회’이래의 움직임이었다.575）
그러나, 4.19 학생 혁명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조총련의 그것과는
정반대였다. 1960년 4월 21일의 성명으로 북한은 정황 불안을 수습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 조선의 제정당, 사회 단체의 대표의 연합회의
를 시급하게 소집한다”고 제안했다. 또, 4월 27일의 성명으로 “현재의 정
당 소속과 정견 및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 과거의 여하를 논할 때가
아니다”고 하며 남북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76） 그 약 3개 월후에 김일성이 발표한 ‘연방제 통일방안’
에 의한 대화노선의 원형이 이미 재일한인 사회에 대하여 전달되고 있었
던 점도 확인된다.577）
또, 이것은 갑작스럽게 일본 국내에서 대두하고 있었던 한일회담
반대운동과 북한의 평화통일운동을 제휴시켜, 재일한인사회에 침투시키기
위한 북한의 전략이었다.578） 북송운동도 이러한 전략의 흐름 중 하나였다.
574）

朴正鎮, 2012, p.379.
李瑜煥, 1971, p.113.
576 ）
「남조선 인민들에게 고함」,『로동신문』,1960.4.22;「파국에 처한 남조선의 현
사례를 수습할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자!」,『로동신문』,1960.4.28.
577 ）
김일성은 1960 년 8·15 해방 15 주년 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남북한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하고 양국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유하면서 양국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해서 남북총선거를 해 평화적 통일을 실현시키는 연방제
방안을 발표했다. 그것에 의하면 김일성은 한국에 있는 어떠한 정당, 대중단체 및 개인의
인사와 단결해 협력하는 준비가 있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 金日成,『南朝鮮革命と祖国の
統一』,（東京：未来社, 1970）,pp.218-219.
578 ）
박정진 연구에 의하면, 1959 년 2 월 조선로동당과 일본 공산당 사이에 체결된
공동선언으로 북송운동이 국제공산주의의 흐름 중 하나가 됐으며, 그 것이 일본 국내에서는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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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송 정책의 전환은 당초, 단순 노동력으로 기대되었던 귀국자가 사회
주의체제에 적응 못함으로 인해 조장되었다.579） 조총련에 의한 무작위적
인 북송정책의 결과 귀국자 속에는 사회주의체제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는
자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1961년 이후, 북한은 조총련의 북송운동을 대량
귀국의 방침에서 ‘북송 연장 운동’의 방침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했다.580）
이러한 방침전환마다 전혀 자주성이 없는 운동을 전개한 조총련의 행동
방식은 ‘정권이 제단체의 활동 및 목표를 결정한다’고 한 전현적인 AMO
특성을 가지고 있다.581）
흥미롭게도, 조총련은 민단에 대해서는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 “민
단 상층부와의 통일을 한층 더 강화해 대담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 때문에, 조총련은 현재의 구성 인원에 만
족하고 그것을 단결시켜 질을 높이는 것에 주력하여 조직간에 상호 불가
침의 입장을 취해, 자주성을 보장해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확인했다.582）
북한에 의한 이러한 지도는 정권이 AMO의 조직력을 향상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범주 사람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AMO의 독특한 방식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지 않는 많은 재일한인을 조
직 내부에 반드시 포섭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다수자에서의 자발
적인 지지를 얻는 것이 곤란한 일이 될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조직 구성
원의 의기를 저하되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른바, AMO에는 정권측
의 관리 욕구와 구성원 확대의 욕구 간의 대립이 항상적으로 내포되고 있
는 것이며 당국자가 어느 쪽인가를 선택할 경우에는 관리를 선택한다.583）
따라서, 민단에 대해 융화적이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러한 북한측의 대응은
무엇보다도 정권에 대해 먼저 관리 목적으로 AMO를 구상하는 것이기 때
문에 당연한 귀결이었다.
또, 민단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일본정부에 대해서도 ‘비우의적
북송운동과 안보반대국민회와의 통일화된 전략으로 나타났다. 朴正鎮, 2012, pp.281-285.
579）
金幸一,『悪夢 575 日』,（서울: 寶晋齎, 1963）,pp.47-49.
580）
朴正鎮, 2012, p.347, p.382.
581）
카스자, 1999, p.26, p.97.
582）
朴正鎮, 2012, pp.379-380.
583）
카스자,1999,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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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요구하여 국내 법규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만약,
조총련이 이러한 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면 월트가 논하는 바와 같이 초국
적 침투의 면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584）
한덕수는 “귀환 실현 투쟁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
어 우리는 일정 [일본 정부]의 법규를 지켰다”고 하고 내정 불간섭의 원
칙을 지키면서 운동진행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귀환문제는 향후 6년간의 희망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 사업에 힘을 다할 필요는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
었다.585）지금까지의 귀국 운동에 의해서 이미 충분한 수의 귀국 희망자를
획득한 것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재차, ‘2.3 교지'에 의한
조총련의 ‘합법성' 추구를 조직 전체에 침투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2.3 교시 이후의 북한의 일련의 지도에 의해 조총련 중앙은
구체적인 정치 목표를 조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 대한 내정 불간섭의
방침은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확실히 북한의
지도에 의해서 조총련 중앙은 안보투쟁에 대해서 중립의 자세를 유지하도
록 내부에 지시를 하달하고 있었다. 실제로 조총련 중앙은 안보투쟁의 데
모나 국회를 포위하러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은
형식적인 것이었다.
당시, 안보반대투쟁으로 재일 조선인 운동과의 제휴에 중심적인 역
할을 맡고 있던 진보적 지식인 ‘테라오 고로 （寺尾五郎）'의 증언에 의하
면 실제로는 조총련의 구성원이 중앙의 방침을 거역하고 안보투쟁에 참가
했다고 한다. 테라오는 그들이 안보투쟁에 참가했던 것에 대해 조총련 중
앙에 보고하지 않도록 요청했다.586） 테라오와 같은 운동 내부에서만 아니
라 운동 외부에서부터도 같은 증언이 있다. 조총련의 운동을 감시하고 있

584）

Stephen M. Walt, 1987, p.257.
朴正鎮, 2012, p.380.
586）
“실제로 그 두쟁을 조직한 측의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하자면 그들은 [조총련의 구성원]
모두 조총련 중앙에 숨어서 잇달아 참가했고, 그 더운 날씨에 모두 마스크. 감기라도
만면의 미소로 손가락 세워서 ‘비밀 비밀’, ‘왔다고 말하지마요’” 하면서 참가하고
있었다고 한다. 寺尾五郎,「帰国問題」朝鮮関係ファイル,（東京：農文協図書館寺尾文庫所蔵,
발행년불명）.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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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공안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조총련은 “국제공산주의의 일환으로 일
본 공산당을 비롯한 좌파계 단체들과 제휴하며 이른바 민주세력의 증대를
시도했다. 특히, 조총련은 봄 이후에 고조된 안보반대 투쟁을 통해 드러난
일부 국민의 통일조직을 중시하여 일본 국민의 평화투쟁, 반미투쟁을 원
조하고 격려하는 것에 힘을 모으고 있다”. 587）
특히, 1960년 5월 중순 이후의 국민회의가 주도한 국회항의 시위가
발생한 시기에는 “반미 구국투쟁 이름하에 전국통일행동을 실시하여 이에
호응하는 전술을 취했다.”라고공안 기관은 보고하고 있다.588） 즉, 북한이
조총련에 요구한 불간섭 정책은 반드시 지켜지고 있었다고는 말하기 어렵
고 조총련과 북한 로비간에는 여전히 안보투쟁을 둘러싼 실제적인 공투관
계가 성립하고 있던 것이 확인된다.
바꾸어 말하면, 안보 투쟁이 치열해 지는 4월부터 5월에 걸쳐 조
총련의 운동은 연동하고 있어 북한에 의한 정치 지도는 효력을 가지지 못
하고 비공연 (非公然)활동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즉, 북한에 의한 조총련의 AMO화 프로세스는
확실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운동에서 북한에
의한 관리는 카스자가 상정하는 독재국가나 군사 국가와 비교해 불완전한
수준에 있었다. 이것은 AMO화 대상였던 조총련이 북한 국내가 아니라
국회에 전개되어 있었던 점과 연관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한계는 부분적
인 것에 불과했고 북송운동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이 있었다는 점은 반복
할 필요도 없다. 어쨌든, 이러한 조총련에 대한 통제의 불비 (不備)를 보
강하기 위해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관리를 보다 엄밀화하게 하는 것이
었다. 1961년 5월, 한국에서 군사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개최된 제6회 전
체대회는 북한을 의한 관리가 강화되고 조총련의 자율성을 빼앗긴 것을
드러내 보이는 상징적인 대회였다. 대회 결정 사항은 북한의 정세 판단에
의해서 6전대회 이후 가변적인 것이 되었다. 북한은 6전대회를 통해서
‘조직・정치 사업의 강화'를 강조하여 조총련 중앙은 ‘천리마 정신'과 그
방법을 조총련 내부에서 구현화할 방침을 나타내어 그러한 요구에 응하려
587）
588）

公安調査庁編,『内外情勢の回顧と展望』,（東京：公安調査庁, 1960）,p.68.
公安調査庁編,, 1960,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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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다.
이 대회에서 한덕수는 “상부의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켜 하부조직을
한층 더 강화해 그 역할을 높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용어와 논
법은 김일성의 방식을 그대로 이식한 것이었다.589） 이것은 AMO가 정권
당과의 사이에 여러가지 ‘유사성（Similarities）'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예
이다.590） 게다가 지금까지 중앙 상임위로서 계속 선출되어 온 황봉구가
부의장 자리를 실각했다. 조총련 창설기부터 북경에서 중간 연락책을 맡
아 온 황봉구의 역할은 사실상 폐기되었다.591） 북송사업에 의해서 조총련
에 대한 북한의 지도 체계가 일원화 되어 국외 AMO로서의 지위가 매우
견고한 수준에까지 도달하고 있었다.
또한, 간부 사업의 강화를 주장한 6전대회로의 결정은 학습조의
조직 재편에도 영향을 주었다. 대중동원 사회의 구축을 시도하는 정권은
AMO의 속에서 ‘정치적 전위’를 육성하려고 한다. 북한에서 조총련 내부
의 학습조 존재는 이러한 바로 이러한 전위 조직였다.

592）

실제, 학습조의 재편은 그 때까지와 똑같이 조선 로동당으로부터
의 지령에 근거해서 진행되었지만 귀국선을 통한 정치지도가 이 작업을
가속화시켰다. 북한은 재일한인 공산주의자로 유능한 간부 활동가를 조선
로동당 규약에 의해서 엄선하는 형식으로 학습조에 결집시켰다. 조총련
내부에서 이 움직임을 주도한 김병식은 학습조에 대해 “지금까지의 학습
조와는 질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완전히 별개의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당
조직이 되어 조총련의 비공연기관이 된다.”라고 했다. 이른바, 복수 정권
이 AMO에 실시했듯이, 충성자 집단이 광범위한 AMO에 활력을 주는 것
을 기대한 조치였다.593）
이로 인해 한덕수 의장을 중심으로 한 재일한인 운동을 재구성한
간부용의 학습 교재를 제작했지만, 북한은 학습 강의 자료의 서술 작업
의 구석구석에까지 수정 내지는 검열을 요구하여 그것은 ‘학습조 규정'
589）

朴正鎮, 2012, p.386.
카스자, 1999, p.47.
591）
朴正鎮, 2012, p.386.
592）
카스자,1999, p.159.
593）
카스자, 1999, p.51.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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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세화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594） 말하자면, 학습조를 통해 조총련의
자율성을 완전하게 상실시키기 위한 최종적인 조치였다.
지배 구조 내부에 학습조라는 조선로동당 당 조직이 포섭된
것에 의해 조총련의 임원 선출 방식에도 북한측의 의향이 반영이
쉬워져서, 보다 더 조총련의 자주성이 제한되었다. 조총련 내에서의
집단적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워져, 일반 재일한인이 조총련을 통치하는
기회는 더 한층 축소되었다. 이어서 AMO 는 귀국 운동이나 일본의
의회선거나 가두 데모에도 관여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은 조총련 내부
정책 입안이나 지배 엘리트 구성에 영향을 끼칠 일은 없고 카스자가
말하는 ‘의사정치 (疑似政治)’였다.

595）

6전대회 이후, 학습조의 조직 형태도 북한이 주도하는 사상성에
의해서 세분화되었다.596） 통상적인 AMO에서 관제탑은 그 자체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정권에 있다고 하지만 학습조 조직 재편을 둘러
싼 북한에 의한 것이었다.597） 이러한 정치 지도에 귀국선이 완수한 역할
을 받아 한덕수가 “재일 조선인의 애국심은 급속히 높아졌다”고 하는 것
으로부터도 효과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598）
결국, 북한은 귀국선을 정기 운항시키는 것으로 재일한인 사회에
서 자주적인 사회적 행동을 보다 한층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AMO의
진정한 사령부는 그 자체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외부 기관
에 있다”고 했지만,599） 북송사업은 그것을 체계화시키기 위한 촉진제였다.
하지만 이때까지 북송사업이 인도주의 일변도였는데에 비해, 귀국사업의
정치화나 선내 지도의 실태는 점차 일본 사회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여당
자민당은 당내 기관의 보고를 통해서 북송사업이 ‘정치 공작'의 무대가 되
어 있는 점, 또한, 북한이 이러한 정치공작을 통해서 ‘일본의 정책을 전환

594）

朴正鎮, 2012, p.393.
AMO 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사정치를 요인함으로써 각 정권 통제는 용이해진다.
카스자, 1999, pp. 80- 81.
596）
公安調査庁,『朝鮮総連の『学習組』の実態』,（東京：公安調査庁, 1983）, p.7.
597）
카스자,1995, p.69.
598）
韓徳銖, 1986 ,p.196.
599）
카스자, 1995, p.69.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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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투쟁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600） 북송사업이 가지는
인도주의적인 이미지가 정치적인 것으로 반전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3) 조총련과 북한 로비에 의한 운동의 분산화와 다각화
북송사업이 실현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북한이나 조총련, 북한 로
비는 다양한 사회운동 중에서 북송운동에 특화하여 타영역에 있어서는 일
본의 대조선 정책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설득의 기법은 월트나 미어샤이머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특정의 문제에 큰 힘을 쏟는 한편 나머지의 사람들이 거의 무관심한 경
우”에 특히 유효했다. 일본의 보수층을 지지 모체로 하고 있던 여당 자민
당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 재정을 핍박하고 있던 재일 조선인의 빈곤층이
귀국 사업 실현에 의해서 감소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사회 보장 부담
을 경감시키는 비전을 공유하는 것에 의한 이해를 요구했다.601） 이러한
움직임은, 외교 교섭의 장소에 있어 귀국 사업이 곤란에 직면할 때마다
정책 결정자에게 동기를 부여해 추진력을 주었다. 한편, 혁신적인 정치 세
력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선진성을 주창하는 것으로 유물 사관
적인 그들의 세계관에 호소하는 것으로 폭넓은 연대를 실현시켰다.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분하여 사용하게 된 이러한 수사는, 일
한 관계에 타격을 주기 위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일본 정부
에 귀국 사업 실현을 향한 동의를 하게 했다. 일본 여론에 대해서도 같은
수사가 이용되었지만, 귀국 사업이 가지는 보편적인 가치나 인도주의적인
이미지가 사회 전체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북송운동이 가지는 ‘초당파'적인 성질은 북
송사업이 실현된 이후, 귀국사업의 대규모화를 불러일으키는 역설적인 메
카니즘으로서 작용하기 시작한다. 그 중 하나가 초점을 집중시킨 운동으
로부터의 탈각 (脱却)이었다. 북송사업을 계기로 해 조총련이나 북한로비
600）

自由民主党広報委員会,「北朝鮮帰還問題について」,（情報資料 76 号）,1967 년 4 월
28 일 작성 （金英達, 高柳俊男編, 1995, pp.158-159）.
601）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2007,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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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때까지 구축된 조직력을 보다 한층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운동영역
을 확장시키는 자세를 내세웠다.
그 움직임이 현저했던 일조협회에서는 협회의 주력 사업인 북일 우
호 운동이 북송사업의 실현과 함께 ‘큰 약진'의 가능성을 보였다고 판단
해,602） 북송운동의 초당파적인 추진력을 북일 교류에 확대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 무역 부문에도 확대를 보여 일본 국제무역 촉진 협회 등
관계 5단체는 제33회 임시국회를 계기로 양국간 직접 무역의 실현을 향
한 새로운 청원 운동에 착수했다. 당시, 북일무역 타개운동을 통솔하고 있
던 것은 일조협회 상임 이사이기도 하며 일본 공산당원이었던 ‘코바야시
류우지 (小林隆治)'였다. 코바야시와 같은 북한로비는 북송운동의 추진력
을 다른 운동 영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도표 4-4＞ 국회의원 시기별 의회 발언건수

602）

朴正鎮, 2012, p.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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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5＞ 국회의원 시기별 의회 발언건수

그는 북일무역의 실현이 단순한 양국관계의 ‘경제적 정책의 전환'이
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고, ‘정치적 정책의 전환의 맹아'라고 간주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 로비 단체나 조총련은 새롭게 ‘북일 교류 촉진 전
국 대표자 회의'를 구축해 양국 직접 무역 타개를 향한 국민운동에의 전
개를 추진했다. 603）
도표4-4에도 나타나 있듯이 전장의 시기에 있어 빈번히 사용되고
있던 ‘북조선 귀국', ‘귀환 문제', ‘북조선 귀환'이라는 귀국 운동에 관련하는
용어는 일제히 반감했다. 그 대신에 일본 의사당에서 논의하게 된 것이
‘일조무역', ‘일조 우호', ‘일한회담'에 관련되는 테마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논의는 북한로비인 일조협회 소속의 국회 의원들에 의해서 주도되
었다. 일조협회에서는 북송사업과 한일회담이 “직접 관계가 있어··· ···일본
과 조선, 아시아의 평화롭게 많은 위험을 제거한다”라고 호소했다.
603）

朴正鎮, 2012, pp.427-429.
「日朝友好のカケ橋一カ年」,『新潟協力会ニュース』,1960 년 12 월 11 일.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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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1960년 이후, ‘귀국 협정 무수정 연장 요구 운동' 등 여전히 귀국 운동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 추진력의 저하는 현저했다. 바꿔말하면, 귀국 운동
에의 동원도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고 있었지만, 일조 우호운동 등 운동
의 다양화에 의해서 북송운동의 추진력은 분산되었던 것이다. 월트가 분
석하는 것 처럼, 로비단체는 한정된 관련성이 있는 특정한 문제에 초점을
맞힐 운동방법이 효율적이다. 605）
게다가 한국 국내의 정치정세가 급변해 신정권이 탄생한 결과, 한
일회담 재개를 향한 움직임이 농후해지면서 북한과 북한 로비와의 사이에
정책 조정이 진행되었다. 일조협회로서는 어디까지나 조선 문제를 안보
반대 투쟁에 연결 시키려고 했다. 북송운동에 의해서 조직된 제휴를 안보
투쟁에 연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조총련에 일본 국내 문제
에의 대한 간섭을 멈추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차이를 받아들여 1960년의
중순에는 일조협회와 북한과의 사이에 전술적 합의가 성립한다. 606） 신안
보의 비준서 교환이 끝나자 안보 투쟁은 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신정권이 탄생한 것을 계기로 수면 아래에서는
한일회담이 진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조협회는 한층 정치성을 강화했다.
실체로, ＜도표 4-5＞에서 처럼, 일조협회 소속 사회당 의원을 중심으로
일본의 의회에서는 한일회담에 관한 의논이 활성화 되었다. 한일회담에
관해서 북한로비가 일본의 의회에서 다루는 횟수는 급증하였다.
특히, 1960년 12월, 하타나카 이사장은 “오늘날의 정세는 귀국협력
의 무수정 연장의 투쟁으로 경험한 것처럼 정치적 요소를 완전히 채택하
는 일 없이 운동을 진행시키는 것은 이미 어렵다”고 선언했다. 하타나카
의 이러한 선언은 북송협력운동의 비정치성, 인도주의를 전면적으로 내세
워 온 종전의 일조협회의 모습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움직임이었다. 월트
나 미어샤이머가 지적하고 있듯이, 강력한 로비단체는 이익단체의 전통·관
습에 조화하여 민주적인 정치시스템에 영향력을 가진다. 607） 따라서, 역설
적이지만, 일조협회의 운동이 상대적으로 정치화하면 할수록 일본사회에
605）
606）
607）

Stephen M. Walt, 1987, p.259.
朴正鎮, 2012, pp.430-431.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2007,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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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협회의 영향력은 상재적으로 한정되게 된다.
어쨌든, 일조협회는 이러한 인식에 근거해, 북송운동으로 결집된 초
당파성을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위해 재결집하려고 했던 것이다.608）북한로
비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계 세력을 한일회담 반대로 재집결시키기 위해서
는 안보조약 개정 저지 국민회의를 재차 편성하는 방법이 필요했다. 한편,
신안보의 비준에 이르는 과정은 북한 로비와 북한의 사이에, 한일회담 반
대를 둘러싼 통일 전선을 구축시켰다. 그 장치로서 조직된 것이 ‘일한회담
대책 연락 회의’ (이하 일한대련: 日韓対連)였다. 일조협회는 일한대련을
통해서,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있어서의 통일전선을 확대해, ‘일조 우호증
진'을 도모하려고 했다. 실제, 일한대련은 1961년 5월 이후, 국민 회의와
함께 한일회담 반대를 위한 통일 행동을 추진하여 갔다.609）
이러한 북송운동에 의해서 생긴 초당파적인 정치적 추진력을 북송
운동 이외의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움직임은 북송사업의 실현 직후부터 태
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또, 북한 로비나 조총련의 조직 규모 확
대를 상정하면 당연히 예상되는 움직임이었다. 실제로 일조협회는 귀국협
력회의 조직력을 수중에 넣는 것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이것은 동시에 일조협회의 설립 당시 운동목표였으나 실제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한일회담반대운동을 향하게 만들어졌고 통일전선 구
축이라는 차원에서 운동영역이 분산화하게 됐다. 역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북송사업의 운영유지 등 실무적인 움직임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했다. 북
한로비는 그때까지 한정적이면서도 직접적인 과제에만 특화되어, 일본의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운동 방법을 수정했다. 그에 따라, 북
송사업의 인도성이나 경제 이익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나 시민사회에 대
해서 합리적이며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전장 시기와 비교할 때 상대
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요컨대, 1960년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송
사업으로 얻은 추진력을 통일전선의 영역에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
은 한정적인 한편 상대적으로 정당화 되기 쉬운 북송운동의 목표를 상실
시켰던 것이다.
608）
609）

朴正鎮, 2012, p. 433.
朴正鎮, 2012, p.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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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전장까지의 시기에서 북송운동과 북송반대운동을 둘러싼 초국가적
인 세력 신장 (Trans-National Penetration)은 압도적으로 북한측
(Pro-North Korean Forces)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북
송운동은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이 사업의 대규모화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
했다. 그런데, 북송사업이 개시되어 머지 않아 양세력간의 역량차이는 상
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말하자면, 그때까지 ‘하나의 조총련과 복수의 민단'
이었던 재일 사회내의 세력 관계는 ‘하나의 조총련과 하나의 민단'으로 바
뀌게 되었다.
게다가 당초 일본의 정치 시스템에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되고 있던
친북세력에 의한 운동은 일본 사회와의 사이에 마찰을 초래했다. 특히, 인
도주의를 주장하고 있던 북송사업 그 자체가 정치화되어 이러한 인식이
일본 사회에도 침투된 결과, 북송운동의 정당성은 점차 사라져 갔다.
한편으로, 조총련이 AMO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
한 것이었다. 1960년 이후도 북한은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지켜 가능한
한 조총련에 일본 내의 정치운동에 관여시키지 않게 억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이라고 하는 이국에 존재하는 특수한 조건 하에 있던 조총련
에서 북한 본국으로부터의 지령이 반드시 완벽하게 이행되었던 것은 아니
었다. 통상의 AMO이면, 정부의 지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었지만, 조
총련은 일본 사회와 마찰을 일으키는 안보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여기에 국외 AMO로서의 한계가 내포되어 있었다.
한편, 민단은 지금까지의 반대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억제적이고 온
건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즉, 북한이 북송사업의 대규모화 정책에서 북송
연장정책 및 자유왕래 정책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조총련과 민단간의 힘의
차이, 즉, (경제적)풍요로움, 정치적인 활동력, 외교 정책상의 통일성, 사회
와의 조화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대규모화의 속도도 급속히 저하되게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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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분석의 총괄과 함의
1. 분석의 총괄
(1) 조총련의 AMO 화와 북한로비의 형성
전전 (戦前)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부인, 청년, 노동자, 지역 주민
을 AMO화한 것처럼, 북한도 북송운동을 통해서 재일한인 사회 내부에
AMO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북한의 건국과 동시에 개시된
것이 아니고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왜 이 시기에 북한이
재일한인사회에 있어 좌파계 단체를 관리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몇개
의 요인이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 직후의 일본 내부의 정치 상황은 재일
한인의 AMO화를 허용하는 상태가 않이었던 것이 최대요인이었다. 이것
이 정권이 국외 AMO 구축의 최초 과제였다.
실제로, 1951년까지 SCAP의 점령정책에 의해서 레드퍼지의 여파
가 재일한인사회에까지 파급하는 속에서 북한으로서는 AMO를 조직화하
는 것은 만일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더라도 실제적으로 곤란했을
것이다. 또, 국내적으로 봐도 한국전쟁 휴전 직후, 북한은 전후 복구에 자
본을 투입해 동시에, 김일성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정치권력을 장악할 필
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재일한인사회의 ‘관리’를 본격적으로 개
시하는 것은 1950년대 중순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권력투쟁의 부대에서 대중조직화가 유력한 무기가 됨으로, 조직
화는 정치적 필연이었다. 610） 물론, 북한의 조총련 관리는 일본 공산당으
로부터 좌파계의 재일한인에 대한 관할권을 탈취할 방침으로의 전환을 의
미했다. 김일성이 이러한 움직임을 선택한 배경에는 그 당시 국제공산주
의 진영이 ‘평화공존노선’으로 전환한 결과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완화가
진행되고 이에 호응한 일본의 탈진영 외교의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 완화로 인해 북한은 대일접근 정책

610）

카스자, 1999,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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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을 선회했다. ‘남일외상’에 의한 잇따른 성명은 북한이 재일한인사회에
대한 관리를 실시할 의사를 국내외에 나타낸 최초의 사례였다. 이것은 조
총련의 AMO화를 지지하는 맹아적이고 직접적인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조총련의 조직적 성격이 ‘일본혁명’의 실현으로부터 북한의 대
외정책을 일본 내에서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좌파계의 재일한인 단체와는 다르게 북한은 전형적
인 AMO의 조직화와 같이 조총련 인사에 개입해 재정의존을 심화시키는
것을 통해 조직 운영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자주성을 가지지 않는
AMO는 내부의 조직적 특징에도 나타나지만 조총련의 사무국 구성은 북
한 로동당 규약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 현저히 비슷해졌다.
단지, 조총련이 조직되고 나서 당분간 자주적인 요소가 모두 상
실된 것은 아니었다. 산하기관의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후
재일한인사회에서의 자립적인 정치공간이 확보되고 있었다. 초국적인 수
준으로 AMO화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의 국내 AMO와는 달리 관리와
통제가 충분히 침투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또, 조총련이 규약상 AMO화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정치운동의 운용수준에 관하여 AMO화 한 것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운용수준에서 조총련의 AMO화는 북송운동을 통해서 더
욱 발전했다. 조총련의 4전대회에서 제도화된 ‘학습조’는 집단적 이익을
재일한인사회에 확인시키기 위한 장치로 기능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조총련의 정적인 민단 무력화, 더욱이 조직내부의 이질적 단체가 부인됨
과 동시에, 북송희망자의 집단화가 진행되었다.
한편으로, 북한에 의한 조총련의 AMO화는 조총련이 일본의 국
내정치에 대해서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할 방침을 결정하게 했다.
조총련은 처음부터 북송운동이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포함된 정치운동이라
고 생각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북송운동 자체는 민단의 북송반대운동과 비
교하면 한정적이며 억제적이었다. 따라서, 북송운동에 대한 일본여론의 인
식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밖에 없었다. 월트가 지적하고 있듯이,
타국 정치세력에 의한 국내정치에의 초국적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정적이고 억제적인 북송운동이 일본 내에 있어 정치적으로 수용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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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평가된다. 611）
당초, 조총련은 ‘내정 불간섭’의 행동원칙에 따라 정치운동을 전
개해 또, 자기 주장에 대해서 호의적인 정치인들을 당선시켜 정부에 제의
하도록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압력을 가했다. 그것을 실현
하기 위해 조총련이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한 것이 바로 북한로비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조협회는 총선거를 하기 직전, 북송사업 추진파의 후
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와 병행하면서 북한은 그들의 일본 내
의 정치적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조협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초대
외교를 통한 움직임을 실시했다. 이러한 정치활동의 축적이 앞으로의 북
송사업 반대의 움직임을 중화시켜 그와 동시에, 북송추진파의 정책형성이
진행되기 쉬운 환경을 양성했다.
북한로비와 조총련의 북송운동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역할이
있었다. 즉, 그것은 재일한인 사회 내부에서의 북송운동과 그 주연부 (周
縁部)에 위치하는 북송협력운동이었다. 1958년 즈음까지 어느 정도 AMO
를 성립시키고 있던 조총련은 재일 한인을 북송사업에 동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조총련은 학습조를 활용하면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내부
의 대중동원 사회구조를 정당화 했다. 원래 조총련에 대한 정치적 반대
세력이던 민단은 본국으로부터 충분한 정치적 지원을 받지 못했고, 내부
의 조직적 통일이 불충분했었기 때문에 비조직적이고 비합법적인 반대 운
동 밖에 전개할 수 없었다. 이것은 재일한인사회 내부에서의 조총련 일극
체제 성립을 조장하는 요인이었다.
한편으로, 북한로비의 형성도 조총련의 AMO화와 동시에 진전되
었다. ‘남일성명’에 의한 북한 대일접근정책으로의 전환이 북송운동의 주력
이 된 일조협회의 인적 구성을 바꾸어 협회 재편을 촉진시켰다. 협회재편
을 통해서 앞 날의 북송운동의 주력이 되는 하타나카, 호아시, 테라오라는
유력한 귀국운동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북일간의 여러 현안에 관한 정치적
활동의 거점을 확보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종래 불교계에 의한 영향은 불식되어 그 대신에 ‘참여

611）

Stephen M. Walt., 1987,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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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서 조총련 간부가 협회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다. 일조협회는 형식적
으로는 일본인이 주체가 되는 독립적인 북일 우호운동을 주장했지만, 조
총련의 전략적 의향이 반영된 운동체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테라오가
증언한 것처럼 ‘일본인을 움직여, 동원해, 협력시키는 운동’이라고 하는
특성이 재편을 통해 한층 강해졌다. 612） 이러한 움직임은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가지는 로비단체로서 통일된 주장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
다. 이 시기에 이미 정치적 활동력, 조직력, 국내 정치와의 융합작용을 순
조롭게 형성시킨 것이 확인된다.
물론, 일조협회 자체는 통상적인 로비단체였다. 그러나, 동시에
의회 정치의 장소에 있어서는 한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본 내의 정당의 역할이 불
가결했다. 그 때문에, 북한은 일조협회나 조총련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야
당 제1당인 일본사회당의 한국문제 정책이 조정되도록 재촉했다. 로비단
체로서는 본격적인 북송운동이 개시되기 전에, 조총련과 북한로비를 통한
한국문제를 둘러싼 일본 의회로의 ‘공동 투쟁 경험’이 축적된 것은, 귀국
문제를 추진시키는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운동 기반이기도 했다.
한편, 한일국교 정상화 교섭을 병행하고 있던 일본에서 북송사업
은 한미일 3개국의 협조노선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국으로부터의 반발
은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JRC는 재일한인 북송문제에 대해 강한 관심을
안고 있어 정부내에도 추진파의 의사형성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이
노우에 외사부장의 취임은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시켰다. 이노우에를 시작
으로 하는 정부, 관료에게는 전후 인양 사업의 교섭 재료나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보장비나 치안문제의 부담을 경감 시키려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이러한 일본측의 움직임은 ICRC의 북송사업에의 관여와 미국의
중립정책을 이끌어내는 데에 있어 적지않은 역할을 했다.

612 ）

寺尾五郎,「帰国問題」朝鮮関係 フ ァ イ ル ,（東京：農文協図書館寺尾文庫所蔵,
발행년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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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량귀국의 요인
이상과 같은 일본측의 움직임은 분명히 북송사업을 진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한편으로, 대량 귀국이라는 문맥에서는 결국, 관
리통제를 통한 조총련의 북송운동과 북한로비를 중심으로 한 북송협력 운
동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리고, 결국, 대량 귀국을 특징짓는 것은
“누구”도 아니며 “왜”도 아니었다. 오히려, 냉전사에서의 이 특이한 디아
스포라를 해명하는 단서는 기존연구가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어떻
게”였다.
조총련이 중심이 되어 구축한 재일한인사회의 동원 구조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공유시키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근거
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는 사회 전체의 공유 가치가 되는 집단적 이익을 명
확하게 하여, 조총련 중앙이 산하 AMO를 조직 하는 정당성을 부여할 뿐
만 아니라, 중앙 조직에 의한 지배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북
송운동의 전개와 함께, 학습조의 사상 간부들이 조청, 녀맹, 분회 등의 산
하 AMO에 침투해, 계급 투쟁론에 근거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조총련
전체의 신념체계가 되었다. 즉, AMO 구조를 활용한 이와 같은 활동은 조
총련에 있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인 민단의 북송반대 운동을 약화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또, 조총련 중앙은 북송운동의 정보전달 기능을 높여, 귀국자 확
대를 위한 새로운 장치로서 거주지 AMO, 직업 AMO 단위로 ‘귀국자집단’
을 조직화 했다. 귀국자집단의 근원적인 역할은 조총련의 결정을 효율적
으로 집단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통상의 미디어에 의한 선전과는 달리 조
총련 중앙으로부터의 공식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잠재적 귀국자에게 통
일된 행동을 알려 주어서 재일한인에게 충성심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북송업무 현장의 요구를 전달하여 북송계획을 원활화시키는 역할
을 했다.
또, 조총련 각지방 본부에서는 귀국자집단을 기본 단위로 한 ‘재
일 조선인 귀국 동포 재산 처리 위원회’라는 새로운 사정, 평가기관을 창
설했다. 이로 인해, 조총련 중앙이 재산 보관증을 배급해 귀국희망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북한에 귀국한 후에야 수급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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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화 되었다. 재산관리를 통한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귀국자집
단에 속하는 재일한인은 더욱 더 귀국 의사를 번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
었다.
한편으로, 조총련과 북한로비는, 재일한인사회와 그 주연부에 위
치한 언론공간에 ‘의사환경’을 형성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 사는 귀국자
에게 북한이라는 추상적인 존재를 단일보편의 관념으로서 공유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은 애국・사회・사관이라는 3개의 규범의 상호작용의 결과
생성되었다. 북한에 의한 민족교육에 대한 질적・양적인 지원에 의해서
담보된 조국 지향형 내셔널리즘은 실태이상 북한에 대한 기대치를 재일한
인의 사이에 침투시켰다. 이것은 도노무라가 지적하는 ‘자연 발생적인’ 것
이 아니며 조총련의 AMO화의 과정에서 ‘위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또, 애국심은 사업주체인 JRC나 일본정부를 설득하는 레토릭으
로 자주 등장했다. 인도주의를 보강하는 ‘역사’도 북송사업에 정당성을 더
했다. 재일한인의 ‘기억’은 ‘하나의 역사관’으로 수렴되어 북송사업은 동시
대의 일본인이 완수해야 할 가장 중대한 도의적 책임 중 하나가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관념적인 규범은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일부의 혁신계 세
력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운동에 관심이 없는 대중 여론에까지
작용하지는 않았다. 거기서 조총련과 북한로비는 북한 경제사회 구조의
발전 동향이나, 일본의 북송사업에 대한 지원이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일
치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술을 취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북한에 대한 ‘의사환경’은 의회정치의 설득
재료로서 다용되었다. 의회에서는 일조협회 소속 사회당 의원에 의한 정
책형성에 대한 움직임이 강해졌다. 북한이 조총련에 대해서 ‘내정불간섭’
의 원칙을 견지하는 이상, 북한로비 단체에 포섭되는 정치인을 의회에 보
내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조총련에 의한 지원이나 북한
방문 외교의 성과는 국회의 북송사업 추진파 의원의 발언 기록에도 나타
났다.
게다가, 그들 추진파 의원의 활동은 북송문제에 직결하는 문제에
일원화되어 그 이외의 외교문제를 의도적으로 억제한 의회 전술을 채택했
다. 이와 같은 운동목표의 단일화는 로비단체의 주장을 정당화시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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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613） 이러한 움직임은 의회에서는 일본 사회
당의 호아시 게이가, 정부내부에서는 JRC의 이노우에 외사부장이 각각
중심이 되었다. 그들은 북송사업이 가지는 실리적인 측면을 전면에 두면
서, 신중한 자세를 유지한 친한파 위원들의 재일한인 ‘추방 욕구’를 자극
하여 설득했다.

(3) 대량 귀국의 축소기에서의 재일한인 사회의 세력관계
변용
북송사업이 대규모화한 시기, 본래 대대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할 예정이
었던 민단은 내부적인 정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었
다. 이승만 정권이나 공산주의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파벌마다 차이가 나
서 국가보안법이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둘러싼 대응에서는 내분에 가까운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승만의 국정운영에 대한 내부대립 상황에서 전개
된 반대운동이 체계적으로 행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비합법적 수단에
의한 대항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총련은 민주적 방법에
의거하여 AMO로서 재일한인을 동원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조총련은 하
나가 되었던 반면 민단 세력은 분산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발생한 4.19 혁명은 민단 중앙과 민주사회동맹
의 정치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혁명을 계기로, 민사동(民社同)이
해산해 민단 중앙에 포섭되어, 민단의 내부 알력은 현저하게 완화되었다.
또, 본국에서 탄생한 민주당 신 정권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이승만 정권
의 비개입 정책과는 달리 세 정권이 민단에 대한 재정상, 교육상의 지원
재검토로 인해 양자관계가 조정되었다. 북송사업에 대한 본국 정부의 견
해도 ‘반대’로부터 ‘축소’로 바뀌어 보다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운동노선으
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본국과 민단의 관계성은 5.16 혁명이 발생한 당일, 민단
에 탄생한 권일 집행부와 군사혁명 정권에 의해서 계승되어 한층 더 발전

613）

Stephen M. Walt, 1987,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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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군사혁명 정권이 민단에 대한 관여정책을 추진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한일회담 조기 타결을 향해 청구권 문제를 조기 타결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상의 외교 채널 이외에도, 한국민족로비의 재구축 촉
진의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본국과의 밀접한 유대를 배경으로 권일은 한학동이나 한
청이라는 민단 내부의 혁신세력에 의한 저항을 진정시켜 조직 내부 통제
에 착수했다. 일본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종래의 과잉인 정치활동을
보다 온건적인 운동으로 전환시켰다. 이로 인해, 북송운동도 보다 온건적
이고 실무적으로 바뀌었다. 즉, 민단의 정치운동 전환은 일본의 민주적 정
치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어 재일한인사회와 일본 사회와의 갈등이 생길
여지를 줄였다.
한편으로, 북한은 귀국자에 의한 체제 부적응 문제 등에 의해 대
량귀국에서 한정귀국 방침으로 선회했다. 조총련이나 북한로비는 북송운
동을 통해서 구축된 조직력을 북송사업 이외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시켰고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성공을 위해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사실상 우호운동
의 성격도 변모했다. 운동 영역의 확장은 조총련이나 북한로비의 조직 규
모의 확대라는 의미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대량 귀국이 원
활히 진전하고 있었던 시기와 비교할 때, 한정적이며 상대적으로 정당화
되기 어려운 정치 운동이 되었다. 월트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경향을 가지
는 정치운동은 결국 한정적인 영향력 밖에 갖지 못한다.
물론, 북한은 조총련의 일본 내에서의 정치운동에 대해서 ‘2.3 조
치’ 등을 통해서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재촉했지만, 이 방침이
완벽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북한에 의한 AMO화의 프로세스는 착실
하게 진행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운동에 대해서는 북한에
의한 관리는 카스자가 상정하는 독재국가나 군사국가와 비교하면 불충분
한 수준에 있었다. 결국, 다른 정치체제 아래 초국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일정 정도의 외부환경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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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함의와 향후의 과제
본고 함의는 첫째, 냉전기 북송사업 규모 변용 과정이라는
역사사례를 분석적으로 서술한 연구성과라는 점이다. 기존연구에서는
북송사업의 ‘행위주체’나 ‘시초’에 관심이 집중돼 규모변용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는 공백 상태였다. 이러한 틈을 메우기 위해 본고에서는
북송사업의 규모 변용 과정에 대해서, 대규모화와 축소의 시기로 크게
구별하고, 개념적 틀을 역사사례에 적용해서 분석했다. 그 결과,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량귀국을 비롯한 북송사업의 증감에 행한 조총련 및
북한로비의 매개적인 역할과 축소기에서의 재일한인 사회의 세력관계
변용을 명시적으로 서술했다.
둘째,

본고는

카스자가

제시한

AMO

의

개념적 범위를

부분적으로 보강했다. 카스자는 AMO 설립 기원을 전쟁에서 추구하면서
어떤 국가부터 타국에 대한 AMO 영향 경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적하고 그 가능성을 논하고 있지만, 경험적 실증이거나 개념적 고찰에
있어서도 충분한 수준까지 명시화 못 하고 있는 면이 있다. 이른바,
AMO 가 국가를 넘어서 조직화될 가능성은 기록되어 왔지만 그
부분에서의 실제의 사례검증 작업은 공백 상태에 있었다. 물론, 거기에는
민족단체가 타국의 정치에 작용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검증되지 않고
있다. 실제, 북송운동 사례에서는 대중동원사회의 계념이 초국가적
수준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가 많이 확인된다.
셋째, 북한에 의한 조총련의 관리, 통괄은 북송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항상 기능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조총련이 AMO 로서의
성질을 띤 후에서도 북한에 의한 정치지도는 완전히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조총련이 국외 AMO 이었기 때문에, 본국에서의
지시가 신속히 침투하지 않은 것이 관계되었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이
것은 만약 통상적인

국내 AMO 와 같이 조총련이 관리·통제되고

있었다면, 북송사업에서 보다 많은 귀국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보다 세부적이면서도 초국가적인 사례 검증을
통해, 카스자가 제시하는 AMO 에 포섭되는 개념상의 범위가 한층 더
명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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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집』, 東京：朝鮮民報社.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교과서편찬위원회편. 1962. 『국어』, 東京：학우서방,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오자와문고소장).
「和歌山第一初級学校上棟」『조선민보』1958 년 1 월 11 일.
「業者들이 五百萬円喜捨」『조선민보』1958 년 3 월 25 일.
「총련

4

차

대회의

결정을

심오하게

연구하며

적극

실천에

옮기자」『조선민보』1958 년 6 월 10 일.
「활동란」『조선민보』1958 년 6 월 14 일.
「整然한 집단행동-東京朝青 바다의 平和祭-」『조선민보』1958 년
8 월 9 일.
「제 2 차 중앙교육연구집회」『조선민보』1958 년 8 월 5 일.
「재일조선인
리해를

공민들의

귀국요구에

위하여

대한

종련중앙

옳바른
조직부장

윤 봉 구 」 『朝鮮民報』1958 년 9 월 4 일.
「사설 재일동포들은 공화국의 따뜻한 폼안에 안겨 살 것을 념원
한다」『朝鮮民報』1958 년 9 월 25 일.
「日政의 妨害는 不当」『朝鮮民報』1958 년 9 월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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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説 在日朝鮮人はなぜ日本に来たか」
『朝鮮総連』1958 년 10 월 1 일.
「총련 중앙 위원회 제15 차 확대 회의 결정」『朝鮮民報』1958 년 10 월
18 일.
「교육회 중위 14 차 회의 진행」『朝鮮民報』1958 년 10 월 21 일.
「在日同胞위한 特別放送」『朝鮮民報』1958 년 10 월 25 일.
「소위 『주일대표부』와 『민단』의 정세」『朝鮮民報』1958 년 10 월
30 일.
「帰国問題에 関한 指針」『朝鮮民報』1958 년 12 월 6 일.
「〈사설〉 년시를 리용하여 학습 년도 계획에 의한 집체 학습을
완수하자」『朝鮮民報』1958 년 12 월 27 일.
「희망 찬 앞날 위해 모두다 조국에로」『朝鮮民報』1959 년 1 월 8 일.
「귀국 신청자 11 万 7 千余」『朝鮮民報』1959 년 2 월 3 일.
백한기「재일조선인

귀국과

민족

교육을

적극

지 원 -日 教 組 教 研 集 会 를
傍 聴 하 고 -」 『 朝 鮮 民 報 』 1959 년
「필독의

학습

자료

김일성

수상의

연설

2 월

7 일.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朝鮮民報』1959 년 2 월 14 일.
「共和国北半部 帰国同胞の受入れ準備進む」
『朝鮮総連』1959 년 2 월
21 일.
「在日同胞時間」『朝鮮民報』1959 년 2 월 26 일.
「토막 소식」『朝鮮民報』1959 년 2 월 26 일.
「肉親的配慮에 報答」『朝鮮民報』1959 년 2 월 26 일.
「一六中委開く」『朝鮮総連』1959 년 3 월 21 일.
「1959 年度奨学生募集要綱」『朝鮮総連』1959 년 4 월 21 일.
「ジュネーブ会談成功促進東京朝鮮人帰国者決起大会」
『朝鮮総連』1959 년
4 월 21 일.
「第一船帰国者団長選出」『朝鮮総連』1959 년 5 월 11 일.
「主張、総連への申請を基礎に帰国手続きを！」
『朝鮮総連』1959 년 5 월
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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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団同胞が総連に集団加盟 五全大会前に組織拡大」
『朝鮮総連』1959 년
6 월 8 일.
「危機に直面した民団 李政権反対を声明」
『朝鮮総連』1959 년 6 월 22 일.
「朝鮮総連五全大会一般活動方針書（抄）」『朝鮮民報』1959 년 6 월
25 일.
「看板焼捨て総連へ 民団同胞続々集団脱退」『朝鮮総連』1959 년 8 월
3 일.
「各地で撤回要求大会」『朝鮮総連』1959 년 9 월 14 일.
韓徳銖. 1986.『主体的海外僑胞運動の思想と実践』, 東京：未来社.
2. 북한로비 관련자료 (발행날짜순)
신문
「第二回全国大会決定集」『日本と朝鮮』1956 년 11 월 20 일.
「第四回常任理事会開く」『日本と朝鮮』1958 년 5 월 5 일.
「集まる支持と期待」
『日本と朝鮮』1958 년 8 월 5 일.
「衆院、朝鮮問題を応酬」『日本と朝鮮』1958 년 8 월 5 일.
「国際赤十字に大村問題陳情」『日本と朝鮮』1958 년 8 월 5 일.
「主張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創建十周年を慶祝する」
『日本と朝鮮』
1958 년 9 월 20 일.
「宣言」『日本と朝鮮』1958 년 9 월 20 일.
「月間運動中央集会開く」『日本と朝鮮』1958 년 9 월 20 일.
「日本人の良心は問われている」
『日本と朝鮮』1958 년 9 월 20 일.
「在日朝鮮人の帰国要求を全国的に支持する」
『アカハタ』1958 년 10 월
21 일.
飯田助丸「기적을 만들어 낸 조선의
농업발전」（1）『朝鮮民報』1958 년 12 월 4 일.
―――――--（2）『朝鮮民報』1958 년 12 월 6 일.
―――――--（3）『朝鮮民報』1958 년 12 월 11 일.
―――――--（4）『朝鮮民報』1958 년 12 월 13 일.
「日朝協会第四回定期全国大会決定特集」『日本と朝鮮』1958 년 12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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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外の情勢と日朝友好運動の展望」
『日本と朝鮮』1958 년 12 월 15 일.
「日朝友好運動の基本方針」『日本と朝鮮』1958 년 12 월 15 일.
「日本国会に対する要請」
『日本と朝鮮』1958 년 12 월 15 일.
「日本政府に対する要求」
『日本と朝鮮』1958 년 12 월 15 일.
「在日朝鮮人の権利擁護」『日本と朝鮮』1958 년 12 월 15 일.
「在日朝鮮人の帰国実現に関する決議」
『日本と朝鮮』1958 년 12 월 15 일.
「組織の強化拡大について」
『日本と朝鮮』1958 년 12 월 15 일.
種橋茂（総評国際部長）
「在日朝鮮人の権利擁護へ」
『日本と朝鮮』1958 년
12 월 15 일.
飯田助丸「기적을 만들어 낸 조선의
농업발전」（5）『朝鮮民報』1958 년 12 월 16 일.
―――――--（6）『朝鮮民報』1958 년 12 월 18 일.
――――――-（7）『朝鮮民報』1958 년 12 월 20 일.
寺尾五郎, 松井勝重「今年の日朝関係はどうなる？」
『日本と朝鮮』1959 년
1 월 15 일.
「최근에 보고 온 공화국 모습 日本人士訪朝報告」『朝鮮民報』1959 년
2 월 14 일.
「
（畑中報告）“岸政府が許せば直接貿易を開始”」
『日本と朝鮮』1959 년 2 월
15 일.
「＜主張＞政府は速かに帰国の措置をとれ」
『日本と朝鮮』1959 년 2 월
15 일.
畑中政春「再び挑戦を訪ねて」
『日本と朝鮮』1959 년 2 월 15 일.
「朝鮮史研究会発足」『日本と朝鮮』1959 년 2 월 15 일.
「朝鮮にゆこう」
『日本と朝鮮』1959 년 2 월 15 일.
「＜主張＞速かに直接会談開け」
『日本と朝鮮』1959 년 3 월 15 일.
「五月八日臨時大会」『日本と朝鮮』1959 년 3 월 15 일.
「政府に帰国促進を要望」
『日本と朝鮮』1959 년 3 월 15 일.
古屋貞雄「国赤介入の要なし」
『日本と朝鮮』1959 년 3 월 15 일.
「朝鮮の対外貿易」『日本と朝鮮』1959 년 4 월 15 일.
「＜主張＞臨時大会を成功させよう」
『日本と朝鮮』1959 년 4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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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総額6 百億の発電機発注 朝鮮より日朝協会に対し」
『日本と朝鮮』
1959 년
4 월 15 일.
相沢重明「発電機発注問題」『日本と朝鮮』1959 년 4 월 15 일.
「新しい朝鮮に驚嘆」
『日本と朝鮮』1959 년 4 월 15 일.
寺尾五郎「崔承喜への郷愁と愛情」
『日本と朝鮮』1959 년 4 월 15 일.
「地方の動き特集」『日本と朝鮮』1959 년 4 월 15 일.
「日朝協会臨時全国大会決定特集」『日本と朝鮮』1959 년 5 월 15 일.
「日朝直接貿易の実現について」
『日本と朝鮮』1959 년 5 월 15 일.
「＜活動方針＞在日朝鮮人の帰国実現について」
『日本と朝鮮』1959 년 5 월
15 일.
「＜決議＞日朝自由往来実現に関する決議」
『日本と朝鮮』1959 년 5 월
15 일.
「＜決議＞日米安保条約改定交渉打切りを要求する決議」
『日本と朝鮮』
1959 년 5 월 15 일.
「＜主張＞日朝両赤十字会談の妥結を祝う」
『日本と朝鮮』1959 년 6 월
15 일.
「“苦情処理”を撤回」『日本と朝鮮』1959 년 6 월 15 일.
「各地で歓送運動進む」
『日本と朝鮮』1959 년 6 월 15 일.
「“38 度線の北”出版記念会」『日本と朝鮮』1959 년 6 월 15 일.
「＜主張＞在日朝鮮人帰国の即時実現を要求する」
『日本と朝鮮』1959 년
7 월 15 일.
「国際慣例と人道に反し日赤、
調印を拒む」
『日本と朝鮮』
1959 년 7 월 15 일.
「政府と日赤の責任追及」
『日本と朝鮮』1959 년 7 월 15 일.
「朝鮮の受入れ態勢は万全」
『日本と朝鮮』1959 년 7 월 15 일.
「帰国問題に米赤が暗躍」
『日本と朝鮮』1959 년 7 월 15 일.
「朝鮮国際貿促代表団を派遣」『日本と朝鮮』1959 년 7 월 15 일.
「朝鮮青年の帰国促進大会」『日本と朝鮮』1959 년 7 월 15 일.
「第三回全国理事会決定事項」『日本と朝鮮』1959 년 7 월 15 일.
「＜主張＞新段階に入った日朝関係」
『日本と朝鮮』1959 년 8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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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帰国阻止の悪らつな策動 日韓会談再開さる」
『日本と朝鮮』1959 년 8 월
15 일.
松井勝重（日朝協会副理事長）
「＜訪朝期＞受け入れ態勢は万全」
『日本と朝
鮮』1959 년 8 월 15 일.
「人道主義の勝利」『日本と朝鮮』1959 년 8 월 15 일.
上田利輝「朝鮮への訪問者しきり」
『日本と朝鮮』1959 년 8 월 15 일.
「朝鮮総連八.一五記念大会開く」『日本と朝鮮』1959 년 8 월 15 일.
「＜主張＞「帰還案内」の修正を要求する」
『日本と朝鮮』1959 년 9 월 25 일.
「人権侵害、協定違反をつく「帰還案内」に強い非難」
『日本と朝鮮』1959 년
9 월 25 일.
「違反条項を撤回せよ 日朝協会など声明を発表」
『日本と朝鮮』1959 년
9 월 25 일.
「労働新聞が論評 ‘案内’は協定に違反」
『日本と朝鮮』1959 년 9 월 25 일.
山本熊一
（日朝協会会長）
「日朝友好の新春を祝う」
『日本と朝鮮』
1960 년 1 월
25 일.
韓徳銖（在日朝鮮人総連合会中央常任委員会議長）
「日朝のかけ橋結ぶ」
『日
本と朝鮮』1960 년 1 월 25 일.
浅沼稲次郎（日本社会党書記長）
「平和的共存の年へ」
『日本と朝鮮』1960 년
1 월 25 일.
帆足計（在日朝鮮人帰国協力会幹事）
「帰国朝鮮の友に学ぶ」
『日本と朝鮮』
1960 년 1 월 25 일.
松井勝重（日朝協会副理事長）
・間宮茂輔（日朝協会常任理事）小林隆治（東
工物産取締役 日朝協会常任理事）
「今年こそ有効運動開花の年」
『日本と朝鮮』
1960 년 1 월 25 일.
「訪朝記者招いて報告会」『朝鮮総連』1960 년 2 월 1 일.
「＜解説＞日朝直接貿易の機運高まる」
『日本と朝鮮』1960 년 2 월 25 일.
「＜主張＞帰国協力運動をさらに前進させよう」
『日本と朝鮮』1960 년 2 월
25 일.
「第二回全国常任理事会開く 経済交流促進運動など決定」
『日本と朝鮮』
1960 년 2 월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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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十字国際委の『助言』に 日朝協会などで声明」
『日本と朝鮮』1960 년
2 월 25 일.
「帰国協力運動を通じて日朝友好の機運高まる」
『日本と朝鮮』1960 년 2 월
25 일.
「朝鮮を訪ねて」
『新潟協力会ニュウス』1960 년 3 월 1 일.
「日朝交流促進全国代表者会議」
『新潟帰国協力会ニュウス』1960 년 3 월
21 일.
「日朝交流促進全国代表者会議開かる」
『日本と朝鮮』1960 년 3 월 25 일.
「＜主張＞日朝関係の正常に邁進しよう」
『日本と朝鮮』1960 년 3 월 25 일.
「全国理事会で決定 会員倍加の運動を展開する」
『日本と朝鮮』1960 년
3 월 25 일.
「結成の動きすすむ 日本人妻を激励する会」
『日本と朝鮮』1960 년 3 월
25 일.
「＜主張＞南朝鮮の人民闘争に心からの指示を送る」
『日本と朝鮮』1960 년
4 월 25 일.
「安保阻止でこたえよう “熱烈な連帯を送る”」
『日本と朝鮮』1960 년 4 월
25 일.
「南朝鮮の人民抗争を支持」
『日本と朝鮮』1960 년 4 월 25 일.
「日韓問題研究懇談会開く」『日本と朝鮮』1960 년 4 월 25 일.
「日朝貿易打開全国大会」『日本と朝鮮』1960 년 4 월 25 일.
在日朝鮮人帰国協力会, 日朝協会「新潟への支援を実行しよう」
『日本と朝鮮』
1960 년 4 월 25 일.
印南広志「帰国者の受入れは甲の上」
『日本と朝鮮』1960 년 4 월 25 일.
「日朝青年友好祭開催」『日本と朝鮮』1960 년 4 월 25 일.
「明日の朝鮮と日本」『朝鮮総連』1960 년 5 월 23 일.
「第四回常任理事会 南朝鮮の新動向をふくむ国際情勢と日朝友好運動と関
連および方向」
『日本と朝鮮』1960 년 5 월 25 일.
印南広志「暖かく迎えられる帰国者」
『日本と朝鮮』1960 년 5 월 25 일.
「＜時事解説＞新安保条約と日朝関係」『日本と朝鮮』1960 년 5 월 25 일.
「南朝鮮の実情を聞く会」
『日本と朝鮮』1960 년 5 월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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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張＞日本と AA 諸国との連帯を強めよう」
『日本と朝鮮』1960 년 6 월
25 일.
「全国活動者会議を開催」『日本と朝鮮』1960 년 6 월 25 일.
「8・15 慶祝使節団の正式旅券獲得運動」
『日本と朝鮮』1960 년 6 월 25 일.
洪清子「新潟から清津へ」
『朝鮮総連』1960 년 7 월 4 일.
「＜主張＞運動のひろがりと引締め」
『日本と朝鮮』1960 년 7 월 25 일.
「畑中理事長国旗勲章を受く」
『日本と朝鮮』1960 년 7 월 25 일.
「帰国協力会第二回総会開く」『日本と朝鮮』1960 년 7 월 25 일.
「
『朝鮮にかえる日本人妻をはげます会』結成さる」
『日本と朝鮮』1960 년
7 월 25 일.
「＜主張＞『日韓会談』に反対する」
『日本と朝鮮』1960 년 8 월 25 일.
畑中政春「日朝友好運動十周年記念の意義」『日本と朝鮮』1960 년 8 월
25 일.
「朝赤無修正延長を要求」『日本と朝鮮』1960 년 8 월 25 일.
「日韓会談小坂訪韓に反対して二十七団体、声明を発表」
『日本と朝鮮』
1960 년 8 월 25 일.
「全国常任理事会開く 日韓問題などを討議」
『日本と朝鮮』1960 년 8 월
25 일.
「帰国事業日朝友好に寄与」『日本と朝鮮』1960 년 8 월 25 일.
「8・15 解放 15 周年記念在日朝鮮人中央祝典」『日本と朝鮮』1960 년 8 월
25 일.
「＜主張＞日朝友好のためけっきしよう」
『日本と朝鮮』1960 년 8 월 25 일.
「四十二団体が連絡協議会を結成」
『日本と朝鮮』1960 년 9 월 25 일.
寺沢一（東京大学助教授）
「国際法上よりみた金日成首相の朝鮮の平和的統一
に関する連邦制提案について」
『日本と朝鮮』1960 년 9 월 25 일.
「東京など各地方自治体帰国協定延長を決議」
『日本と朝鮮』1960 년 9 월
25 일.
「十月八日連絡協議会の代表が日赤、外務省へ要請」
『日本と朝鮮』1960 년
9 월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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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昌旿（朝鮮総連中央本部社会経済部次長）松井勝重（日朝協会副理事長）
清水克已（日朝協会本部事務局員）
「＜座談会＞日朝友好運動十周
年を記念して」
『日本と朝鮮』1960 년 9 월 25 일.
「＜主張＞日韓会談を粉砕しよう」
『日本と朝鮮』1960 년 10 월 25 일.
「衆院総選挙 協会関係者奮戦」『日本と朝鮮』1960 년 10 월 25 일.
「日韓会談は破滅への道」
『日本と朝鮮』1960 년 10 월 25 일.
「帰国歓送迎婦人大会」『日本と朝鮮』1960 년 10 월 25 일.
「協定延長を要求して正義と人道の闘い」
『日本と朝鮮』
1960년 10월 25일.
「日韓会談は破滅への道」
『日本と朝鮮』1960 년 11 월 25 일.
「日朝友好のカケ橋一カ年」
『新潟協力会ニュース』1960 년 12 월 11 일.
「第六回日朝協会定期全国大会決定集」『日本と朝鮮』1960 년 12 월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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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団編『日本人のみた在日朝鮮人』, 東京：日本機関紙通信社.
金恩順（在日朝鮮民主女性中央常任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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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婦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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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公論』, 東京：中央公論新社, 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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丸山邦男. 1960. 「ひと月おくれの朝鮮報告」
『中央公論』, 東京：中央公論
新社, 75(4).
「朝鮮人帰国問題と人道主義――日本の潮」
『世界』, 東京：岩波書店, 161
訪朝記者団編. 1960. 『北朝鮮の記録：訪朝記者団の報告』, 東京：新読書
社.
日朝協会編. 1967. 『在日朝鮮人の「帰国協定」打切りの狙いはなにか』, 東
京：日朝協会.
미간행 자료
寺尾五郎「帰国問題」朝鮮関係

フ

ァ

イ

ル

.

간행년

불명,

東京：農文協図書館寺尾文庫所蔵
3. 민단 관련자료 (발행날짜순)
「全団員の奮起望む」『民主新聞』1961 년 1 월 1 일.
「確固たる基盤の上に」
『民主新聞』1961 년 1 월 1 일.
「主張 本国の温かい配慮を生かそう 中小企業融資基金到着に際して」
『民
主新聞』1961 년 1 월 11 일.
「在日僑胞中小企業融資要綱決る 本国金融通貨委
で」『民主新聞』1961 년 1 월 11 일.
「僑胞中小企業融資資金 200 万ドル着く」
『民主新聞』1961 년 1 월 11 일．
「主張 団組織の体質改善を図ろう 全中央議員に望む」
『民主新聞』
1961 년 2 월 8 일.
「80 万ドルで総合学校を 政府、在日同胞教育に本腰」
『民主新聞』1961 년
2 월 15 일.
「本国文教視察団と懇談会」『民主新聞』1961 년 2 월 15 일.
「在日同胞民族教育に強力な援助を 実態調査団が報告」
『民主新聞』
1961 년 3 월 15 일.
「政府の英断で決定 昨年度の三倍強に増員」
『民主新聞』1961 년 4 월
26 일.
「金中央監察委員長韓学同に警告」『民主新聞』1961 년 5 월 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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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韓国人商工会結成さる 団結と利益擁護めざし」
『民主新聞』1961 년
5 월 31 일.
「権威ある民団にしよう」
『民主新聞』1961 년 5 월 31 일.
「声明書」『民主新聞』1961 년 5 월 31 일.
「主張 国民生活の安定を期する国家再建最高会議に満腔の賛意を表す」
『民
主新聞』1961 년 5 월 31 일.
「主張 全国団長会議に寄せて」
『民主新聞』1961 년 6 월 14 일.
「文宣隊の再建図る」『民主新聞』1961 년 6 월 14 일.
「認められる必然性 目的は反共と民生安定」
『民主新聞』1961 년 6 월
14 일.
「東京で全国団長会議」『民主新聞』1961 년 6 월 14 일.
「革命精神を正しく理解 権団長本国出張で所信表明」
『民主新聞』1961 년
6 월 21 일.
「本国出張から帰って」
『民主新聞』1961 년 6 월 21 일.
「韓日懇談会も開く」『民主新聞』1961 년 6 월 21 일.
「組織と大衆のために」
『民主新聞』1961 년 6 월 21 일.
「本国出張の所見を語る 権団長、内外記者団と会見」
『民主新聞』1961 년
6 월 28 일.
「韓学同刷新運動起る 河前副委員長らが推進」
『民主新聞』1961 년 6 월
28 일.
「主張 韓国革命の必然性について-一部無自覚なもののために-」
『民主新
聞』1961 년 7 월 10 일.
「全国現役幹部実務講習会開く」『民主新聞』1961 년 8 월 20 일.
「本国政府も講師を派遣」『民主新聞』1961 년 9 월 15 일.
「崔鮮氏を除名処分―民団組織破壊行為により―」
『民主新聞』1961 년 10 월
3 일.
「軍革支持を強調」『民主新聞』1961 년 10 월 15 일.
「韓学同執行部の責任を追及」『民主新聞』1961 년 12 월 10 일.
4. 북한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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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발행날짜순)
「김일성

수상과

김두봉

위원장

조선

방문

일본

국회의원단을

접견」『로동신문』1955 년 10 월 21 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상

성명（1958 년 1 월 4 일）」『로동신문』1958 년 1 월 4 일.
「＜사설＞일본정부의

부당한

비인도적인 행위를 결코 허용할

수

없다」『로동신문』1958 년 1 월 5 일.
「평화를

위한

위대한

단결과

협력이

이룬

강력한

힘」『로동신문』1958 년 4 월 1 일.
「조선 방문 일본 실업단 평양 출발」『로동신문』1958 년 4 월 25 일.
「일본 정부의 비우호적 조치로 인하여 초래된 재일 조선 동포들의
곤난한 생활 처지」『로동신문』1958 년 9 월 3 일.
「김일성

수상에게

재일

조선인

총련합회

각지부들로부터

편지」『로동신문』1958 년 9 월 17 일.
「조선 대외 문화 련락 협회를 비롯한 5 개 관계 단체 대표들과 조선방문
일본 인민사절단간의 공동 콤뮤니케 조인」『로동신문』1958 년
9 월 18 일.
「조일 령국간의 관계의 정상화는 일본정부의 태도 여하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남일 부수상 겸 외무상 조선 방문 일본 인민 사절단을
접견하고 담화-」『로동신문』1958 년 9 월 18 일.
「＜사설＞

재일

동포들의

귀국

희망을

열렬히

원조비를

네번째

환영한다」『로동신문』1958 년 9 월 18 일.
「재일본

조선인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

송부」『로동신문』1958 년 9 월 26 일.
「남일 부수상 아까하다지 특파원을 접견」『로동신문』1958 년 9 월
26 일.
「일본 적십자사에 남일 외무상의 성명을 발송」『로동신문』1958 년
9 월 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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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돌아 오려는 재일 동포들의 절실한 념원은 조속히 실현되여야
한다-김

일

부수상

조선

중앙

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로동신문』1958 년 10 월 17 일.
「조선 직업 총옹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박 덕화와 일본 로동 조합
총평의회 부의장이며 조선 방문 일본 로동 조합 총평의회
대표단

단장인

가네다

도밐따로의

공동

콤뮤니케

조인」『로동신문』1958 년 10 월 26 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박급철 부위원장의
연설」『로동신문』1958 년 11 월 1 일.
「조국 전선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위원이며 재일조선인 총련합회 부의장인
황봉구 동지의 연설」『로동신문』1958 년 11 월 1 일.
「일본의

제

정당,

사회

단체

및

사회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로동신문』1958 년 11 월 1 일.
「재일 동포들을 받아들일 만단의 준비가 되여 있다-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 확대회의 진행-」『로동신문』1958 년 11 월 1 일.
「일본 각 로동 조합들에서 재일 조선인들의 귀국 운동을
지지」『로동신문』1958 년 12 월 21 일.
「재일 조선인의 귀국을 방해하는 기시 정부를
규탄한다」『로동신문』1959 년 1 월 2 일.
「일본 기시 정부는 재일조선 공민들의 조국에로의 귀국을 체 없이
보장해 주어야 한다」『로동신문』1959 년 1 월 7 일.
「일조 협회 리사장 하다나까 마사하루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
한 설야 위원장을 방문」『로동신문』1959 년 1 월 8 일.
「김일성 수상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일조 협회 하다나까 마사하루
리사장을 접견」『로동신문』1959 년 1 월 11 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성명＞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일 미 안전조약 개정과 관련하여 1 월 12 일 성명을
발표하였다」『로동신문』1959 년 1 월 13 일.

- 230 -

「＜정령＞ 공화국 북반부에로 넘어 오는 남조선 주민들에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생활

안정을

보장하여

줄

데

관하여(1959 년1 월26 일)」『로동신문』1959 년 1 월 27 일.
「내각 결정 제 16 호 일본으로부터 귀국하는 조선 공민들을 영접할 데
관하여」『로동신문』1959 년 2 월 17 일.
「재일본

조선인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

원조비를

일곱번째로

송부」『로동신문』1960 년 4 월 27 일.
「조선 로동당

대표단과 일본

공산당 대표단간의 회담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로동신문』1959 년 2 월 28 일.
「＜사설＞

조선

로동당과

일본

공산당간의

공고한

국제주의적

단결」『로동신문』1959 년 2 월 28 일.
「왜

미제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을

방해하려고

날뛰는가?」『로동신문』1959 년 2 월 28 일.
「남일 부수상 우리 나라를 방문한 재일 조선인 귀국 협력 일본 국민 사절단을
접견」『로동신문』1960 년 3 월 30 일.
「일본 잡지 《쥬오 고롱》이 일본 평론가의 우리 나라 방문기를
게재」『로동신문』1960.3.22.
「우리 나라를 방문한 재일 조선인 귀국 협력 일본 국민 사절들 국내
기자들과 회견」『로동신문』1960 년 3 월 29 일.
「내각제 1 부수상 김일 동지 일본에서 귀국한 기술자, 기업가들과
암화」『로동신문』1960 년 4 월 6 일.
「남조선 인민들에게 고함」『로동신문』1960 년 4 월 22 일.
「공화국 내각에서 일본으로부터 귀국한 기술자 및 기업가들의 사업
조건과

생산활동을

적극

보장할

조치를

강구」『로동신문』1960 년 4 월 23 일.
「파국에

처한

남조선의

현

사례를

수습할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자!」『로동신문』1960 년 4 월 28 일.
「＜정령＞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지도 일군들에게 공화국 훈장을
수여함에 관하여」『로동신문』1960 년 8 월 10 일.
「일조 협회 사절단의 우리나라 체류」『로동신문』1960 년8 월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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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조선 괴뢰 정권과 야합하려는 이께다 정부의 침략적 음모를
규탄한다」『로동신문』1961 년1 월22 일.
기타
김일성「재일조선인운동은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외여야 한다-재일조선인
련락원과 한 담화-」1952 년 12 월 2 일.
김일성「재일조선인교육사업

방향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1960 년 1 월 8 일,『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평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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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엽（편）．1978．『「北韓」研究資料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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