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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조선문학과  오키나와  문학의  상호  교섭  

 

金 在湧（韓国・円光大学） 

 

1.강요된  동일성:日鮮同祖論과  日琉同祖論 

 

  명치  유신  이후  일본  제국이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영토를  확장해나갈  때  일본의  

인류학자들은  식민지  각  지역을  종족적으로  분류하는  일을  주도하였다 . 태평양전쟁   

이후에는  그  양상이  조금씩  달라졌지만 , 그  이전에는  나름  매우  엄격한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예를  들어  조선과  대만은  같은  외지의  식민지이었지만

 종족적으로는  다르게  분류하였다 . 조선인의  경우  일본과  같은  조상을  갖고  있다고  

하였지만 , 대만인의  경우  일본의  종족과  같다고  한  적이  없다 . 대만의  종족  중  원주

민들과  청나라  이후  入島한  한족  그  어느  쪽도  일본의  종족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었기에  그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국은  패망  이전

까지  대만을  야마토와  같은  종족이라고  하지  않는  대신에 , 한자를  사용하였다는  공통

성을  근거로 , 同文이라고  불렀다 . 하지만  조선의 경우  식민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

게  日鮮同祖論을  주장하였다 . 물론  그것이  피의  문제냐  문화의  문제냐  가지고  논란을

 한  적은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同祖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은  거의  없었

다 . 다종족의 독립  국가를  주창하였던 만주국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  

  하지만  오키나와의  경우  대만이나  만주국과   전혀  다르다 . 일본  제국은  오키나와가

  야마토와  같은  조상이라고  주장하였다 . 인류학자  鳥居龍藏의  견해를  받아들여  오키

나와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伊波普猷는  日琉同祖論을  거침없이  주장하였다 .  일본  제국

이  명치  유신  이후  일본과  같은  종족이라고  간주한  곳은  조선과  오키나와  두  곳이다 .

 실제로  이러한  분류법은  일본  제국이  패망하기  이전까지  널리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조선과  오키나와의  지식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근거가  희박한  지

배  이론을  지지 , 활용  그리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 일본  제국의  지배를  위해  고안된  

이러한  강요된  동일성은  일본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조선과  오키나와에서  유령처

럼  떠돌아다녔다 . 그런  점에서  일본  제국하에서  조선과  오키나와는  일본  제국의  영토

 중에서  매우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帝都 동경을  통한  식민지인의  상호  인식: 霜多正次와  金史良 

 

   중국의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는  同格의  왕의  국가로서  조선과  류큐는  직접적인  교

류도  있었지만 , 북경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같은  조공국가로서의  동병상련

을  겪었다 . 근대  이후   조공체제가  무너지고  국민국가체제에  익숙해지면서  조선의  지

식인들은  이전에  갖고  있던  최소한의  관계도  더  이상  갖지  않게  되자  오키나와에  대

해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 일본이  조선  출병  대신에  대만과  오키나와로  관심을

 둘리는  등  동아시아  질서가  요동을  쳤지만  조선의  지식인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

았던  것  같다 . 전근대  시기  같은  조공국가였던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하던  것과는  너무나  판이하였다 . 일본의  강점을  앞두고  많은  조선

인들이  자신들이  베트남처럼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했을  때에도  자신들이  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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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조선

의  지식인들에게  일본의  영토로  편입된  오키나와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 

  하지만  조선의  지식인들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서  오키나와를  더  이상  남의  일로

 보지  않고  연대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전락한  이후  

일본  제국이  조선과  오키나와를  동일시하는  담론이  널리  퍼진  이후가  아닌가  생각한

다 . 일본  제국은  각종  선전을  통하여  오키나와와  조선이  야마토와  같은  뿌리라는  것

을  널리  선전하였고  이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역설적으로  오키나와에  관심을  갖기  시

작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점은  오키나와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 오키나와

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伊波普猷가 , 일본의  조선  강점  전후하여 ,  日琉同祖論을  내세웠

던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 

   그런데  실제로  오키나와의  지식인과  조선의  지식인  중  일본  제국의  이러한  선전

에  비판적이었던  이들은  직접  간접으로  소통하면서  이러한  것이  결코  근거가  없는  

제국주의  선전의  산물에  지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 당시  일본  제

국의  검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  오키나와  출신으로  19

45년  이후  일본  본토에서  창작활동을  하였던  霜多正次의  언급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 霜多正次는 ‘沖繩と差別の問題’(部落 114, 部落問題研究所, 1959)에서

 金史良을  만나  이같은  불만을  이야기한  경험을 말하고  있다 . 金史良이  전형적인  조선

인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숙집을  구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보면서  

오키나와와  조선이  식민지로서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적고  있다 . 

당시  金史良은  동경제국대학  독문학과에  다녔고 , 霜多正次는  동경제국대학  영문학과

에  다녔기  때문에  하숙집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다고  회고한다 . 霜多正

次에게는  조선이  멀고 , 金史良에게는  오키나와가  낯설었지만   帝都 동경에서   만나면

서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상호  인식을  넓혀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 현재  발견된  金史

良의  글  어디에도  이러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霜多正次의  글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 만약  霜多正次의  글이  없었더라면  이마저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 당시

의  검열을  고려하면  실제로  조선의  지식인과  오키나와의  지식인  사이에  식민지에  대

한  공감과  토론은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  

 

3.異化와  同化:일제하  오키나와  작가의  조선인식  

 

  오키나와  여성  작가   久志富佐子가  ‘滅びゆく琉球女の手記’(婦人公論,1932.6)를  발표하

였을  때  심한  곤경에  처하게  된  일은  널리  알려져  있다 .  오키나와  청년들이  심한  항

의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  久志富佐子는  해명성의  글을  발표하였다 . 오늘날  청년들의

 항의  편지는  읽을  수  없지만  久志富佐子의  작품과  해명성  글은  쉽게  읽을  수  있다 . 

이  필화는  오늘날  오키나와  문학에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  조선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다는  것은  지나치기  쉽다 .  

   久志富佐子는  오키나와인들이  동경에서  자신이  오키나와인이라는  것을  숨겨  가면

서  살아가는  위축된  모습에  불만을  갖는다 . 작품  속  화자는  자신의  숙부가  오키나와

인임을  숨기고  일본  본토에서  생활하는  것을  대단히  굴욕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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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랄하게  비판한다 .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런  말  가운데  조선인이  등장한다는  점

이다 . 동경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은  자신들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살

아가는데  왜  오키나와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면서  살아가느냐고  항변하는  것이

다 . 이  점은  보통  쉽게  지나치게  되는데  오키나와와  조선의  상호인식을  논의하는  자

리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아마도  久志富佐子는  오키나와가

 일본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목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 오키나와의   일본에의  동화를  비판하면서  이화를  주장한  것이다 . 하지만  久

志富佐子에  대한  비판에  나선  오키나와  청년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 조선은  식민지

이지만  오키나와는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  그  자체라는  것이다 .  만약  久志富佐子의  

의견을  따르게  되면  오키나와가  식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오키나와를  비하하게  되고  결국  차별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 오늘날

 이  청년들의  편지를  직접  읽을  수는  없으나  여성  작가의  해명서를  통해서  볼  때  이

렇게  보았음은  분명하다 . 이  청년들을  오키나와가  일본  제국에의  동화를  촉구하였고  

이를  통하여  동등하게  대우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키나와가  조선과  같은  식민지라

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 물론  久志富佐子는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면

서 , 야마토 ,아이누 ,조선  그리고  류큐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사고한다 .  

 이  두  입장은  당시  오키나와에  퍼져  있던  두  가지  태도라고  생각하며  이는  현재에

도  일정한  변형을  겪으면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4.향토와  민족:일제하  조선  작가의  오키나와  인식  

 

   한국의  문학인들과  지식인들이  오키나와를  인식하고  토론한  것은   조선에서  내선

일체의  문제가  본격화되는  1939년  이후이다 . 당시  오키나와  문제가  부상한  계기는  일

본  제국이  이전의  내선융화를  포기하고  내선일체를  내세운  것이다 . 내선융화를  방침

으로  내세울  때는  조선어라든가  창씨개명  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내선일체

가  확고해지면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 조선적인  것을  포기하고  일본제

국에의  동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경우  문제될  것이  없지만 ,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조선적인  것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가  핵심적인  사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문제된다고  해서  오키나와가  바로  문제의식  속으로  들

어오는  것은  아니다 . 결정적으로  오키나와가  들어오는  것은  柳宗悅 일파와  오키나와  

학무국  사이의  논쟁  때문이다 . 오키나와의  관광  등을  위해서  오키나와의  지방성과  향

토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던  柳宗悅  일파의  주장이  일본  제국을  해치는  요소를  

안고  있다고  하는  오키나와  현지  학무당국의  반발로  인하여  무시되면서  오키나와  향

토성  논쟁이  벌어진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 그런데  조선의  문학가들은  이를  내선일

체의  불리한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柳宗悅 일파의  주장을  활용

하였다 . 일본인  柳宗悅가  말하는  향토성을  끌어들여  조선의  향토성을  인정받고  이를  

근거로  조선적인  것을  지켜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 오키나와  지식인이  이런  주장을  했

다면  조선에게  활용하기에  다소  부담이  되지만 , 일본  제국의  지식인이  이러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꺼리김  없이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 일찍이  霜多正次를  통하여  오

키나와의  실정을  잘  알  수  있었던  金史良은  柳宗悅의  향토성  옹호  주장을  발판으로  

조선적인  것의  옹호에  나섰다 . 이  무렵  林和도  柳宗悅의  향토성  옹호  주장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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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인  것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 . 이들이  강조하였던  향토성은  일차적으로  조선

적인  것이지만  이차적으로는  민족적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이러한  정황을  감안

할  때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오키나와의  사정에  대해  상당히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흥미로운  것은  이  무렵  오키나와의  향토성  논쟁에  관심

을  기울인  이들은  모두  일본  제국에의  동화를  거부하던  이들이라는  점이다 . 金史良과

 林和는  모두  1945년까지  일본  제국에의  동화를  거부하던  이들이다 . 동화를  주장하던

 이들의  글에서는  이러한  오키나와에의  언급을  찾을  수  없다 .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조선의  문학가들에게  오키나와는  동화보다는  이화의  참고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 

 

5.식민지  이후의  식민지:‘강제집단사’와  ‘위안부’ 

 

  1945년  이후  일본  제국의  해체로  인해  조선과  오키나와가  각각  다른  길로  걷게  되

면서  과거  식민지의  공통된  체험과  식민지  이후의  문제  같은  것은  더  이상  담론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 흥미로운  것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식민지의  문제가  최근에

 오키나와와  한국에서는  거의  동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 강제집단사와  위

안부  문제이다 . 1945년  이후  제기되어야  마땅했던  이  문제가  최근에  이르러  동시적으

로  분출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식민지  문제의  역사성을  갖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으로  인하여  동아시아에서의  탈식민화가  곤경에

 처한  것이다 . 1945년  이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반공  블록을  형성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내부에서  제기되는  탈식민화를  봉쇄하였다 . 그러다보니  동아시아에서의  탈

식민화는  지체될  수밖에  없었고   탈냉전을  전후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상황을  맞이하

게  되었다 .  

   1944년  말  오키나와전투를  준비하던  무렵에  많은   조선인과  오키나와인이  오키나

와에서  고통을  겪었다 . 많은  조선인들이  군부와  위안부로  급작스럽게  오키나와로  오

게  되어  거의  직접적  관련이  없었던  두  지역이  강제적으로  가까워지는  사태가  벌어

졌다 . 한동안  수면  하에  있던  이  문제들이  최근에  부각되면서  오키나와는  한국인에게

 일본  제국의  억압과  관련된  새로운  기억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오키나와인들

 역시  이  무렵  조선인과는  다른  차원에서  고통을  겪었다 .  전투  과정에서  벌어진  오

키나와인의  강제집단사  문제는  오늘날  오키나와  전  영역에서  문제되고  있다 . 戰場이

었던  중부  이남은  물론이고   중부 이북에서도 문제가  될  정도로  광범위한  것이었다 .  

   오키나와  전투와  관련된  이러한  식민성의  문제가  한국의  작가들에게도  부분적으

로  들어오고  있지만  오키나와  작가들의  문제의식에  비할  바가  못  된다 . 大城立裕, 又

吉榮喜, 崎山多美그리고  目取眞俊가  조선인  군부와  위안부  문제를  강제집단사  문제  못

지않게  자주  그리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많은  오키나와

 작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재현하고  발언하고  있는  것은  오키나와에서도  과거

의  식민지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동아시아에서의  미

국의  주도권이  서서히  감퇴하는  오늘날  동아시아의  탈식민화가   한국과  오키나와에

서  어떤  구체적  모습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가는  비단  동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의  것이기도  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