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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 재일한인의 ‘귀환’:
한국사회에서의 경험과 정체성*

권 숙 인｜서울대학교

이 연구에서는 ‘조국’으로 ‘귀환’(return)한 재일한인(在日韓人)의 경험과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
의 수용과 인식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란 재일한인 젊은이들이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는 배경과 목적,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그들의 귀속의식과 정체성에 끼
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다른 디아스포라 귀환 사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재일한인의 사
례가 갖는 독특한 이론적 함의에도 주목한다.
해외 거주 디아스포라 한인 중 재일한인이 갖는 특수성은 그 역사가 식민지배에 기원을 두기 때문
에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과 태도가 식민지배의 역사와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은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
고 있으며, 이런 감정은 종종 귀환한 재일한인에게 투사된다. 국민국가 속에 살아가는 소수 민족집단
으로서 재일한인의 또 다른 특징은 이들이 문화적으로는 현지사회에 높은 동화양상을 보이면서도 구
조적으로는 낮은 수준으로 동화되어 있는 점이다. 한국행을 하는 재일한인 후손 대다수는 한국국적
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어를 포함해 한국문화에 대해선 무지하거나 서투르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
은 재일한인 귀환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무지를 이해하기 힘들어 하며, 그들을 동료 ‘한국인’으로 포함
시키길 주저한다. 그 결과 ‘보다 온전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 한국으로 온 재일한인 귀환자들은 ‘조국’
에 도착해 여러 종류의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편견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수정하거
나 타협해 간다. 재일한인 귀환자들은 한국에 오면 ‘더 진짜 한국인’이 될 거라 기대했지만 ‘한국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자이니치’(在日), 혹은 ‘재일교포’라는 범주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긍정해
간다.
주제어: 디아스포라 귀환, 재일한인의 귀환, 민족정체성, 반쪽발이, 자이니치(在日), 재일교포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임교수연구정착금(2006년도 하반기)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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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 연구에서는 ‘조국’으로 ‘귀환’(return)한 재일한인(在日韓人)의1 경험과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과 인식을 고찰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일한인은
1945년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했던 조선인 및 그 후손으로, 최근의 ‘뉴커머’
재일한국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본 논문에서 말하는 ‘귀환’은 한국에서
의 체류가 영구적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조국으로 ‘돌아 왔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즉, 살펴보게 될 사례에서 피면담자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 목적이나 실체는 유학이나 연수인 경우가 많고, 체류 기간
이나 계획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한 것은 이들이 한국
행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조상의 나라, 혹은 자신
의 나라에 ‘돌아 왔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에서 고찰하는 사례들은 최근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디아스포라 귀환’(diasporic return)의 사례들과 일정정도 비교의 관점을 제
공한다. 디아스포라 귀환(이주)란 민족적 기원지를 떠나 수 세대에 걸쳐 다
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그 기원이 되는 나라로 돌아오는 경우를 의미
한다. 즉 세대에 걸친 이산 경험을 가진 민족집단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 다
시 조상의 나라로 돌아오는 경우이다. 유대인 귀환이라는 ‘고전적인’ 사례 이
외에도, 2차 대전 이후 대규모로 진행된 게르만인의 서독으로의 귀환(Dietz,
2000; Levy, 2003; Munz, 2003)이나 1990년대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던 다
양한 민족적 배경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민족국가로 귀환한 사례(Iglicka,
1998; Kulu & Tammaru, 2000)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
우, 19세기 후반 이래 중남미로 이주해 갔던 일본인 후손들, 소위 ‘닛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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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에 대한 명칭과 그 명칭이 함의하는 정치적 의미는 다양하나 이 논문에서는
“Koreans in Japan”이라는 의미로 재일한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인
터뷰 자료를 인용할 때는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자이니치(在日)” 등 본인들
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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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系人)이 일본의 경제성장과 혈통적 연결성을 우대하는 법제도를 활용해
귀환하는 것(Linger, 2001; Roth, 2002; Sellek, 1997; Tsuda, 2000, 2003)
과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디아스포라 한인의 귀환(유명기, 2002; 이혜경 외,
2006; 전형권, 2006 등) 등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중 일본계 중남미인이나 중국적 조선족의 귀환은 일차적으로는 전세계
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제 노동이주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국제이주 일반
과 비교해 독특한 학문적 쟁점을 제기한다. 국제이주의 동기가 흔히 국가 간
에 나타나는 경제적 격차를 기반으로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국경을
넘는다면, 디아스포라 귀환이주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조국과의 민족적 연결
성 및 이 연결성을 우대하는 정책에 의해 촉발되고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목할 것은 이처럼 기원지와의 출계상 연결성이 일본계 중남미인이나 조선
족의 귀환이주에 중요한 배경이 되지만 이러한 사실이 이들이 ‘조상의 나라’
에서 주변화 되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이들을 주변화 시키는
커다란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귀환자들이 차지하는 주변적인 위치이지만, 이
런 경제적 이유 외에도 문화적 차이, 특히 민족적 정체성과 귀속을 둘러싼
기대와 가정의 상충이 조국에서의 귀환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거나 갈등
의 원인이 된다(권숙인, 2004; 유명기, 2002; Tsuda, 2000, 2003 등). 이런
점에서 최근의 초국가적 노동이주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귀환이주의 경우도 2
차 대전 직후 게르만인의 서독이주나 구 소련지역의 귀환이주처럼 주로 정치
적 이유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귀환에서 귀환자들이 조국에서 겪는 경험과 많
은 공통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귀환 현상은 초국가적 이동, 민족/
종족, 문화, 국적, 계급 등이 교차하면서 연출되는 정체성 정치를 고찰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롭고 전략적인 연구지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의 디아스포라 귀환 집단과의 비교를 염두에 두
고 재일한인의 한국사회에서의 경험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서 태
어나서 자란 재일한인 후손들이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는 배경과 목적, 한국
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그들의 귀속의식과 정체성에 끼치는 영
향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다른 디아스포라 귀환 사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
해 재일한인의 사례가 갖는 독특한 이론적 함의에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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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디아스포라 재일한인과 ‘귀환’
해외 거주 디아스포라 한인 중 재일한인이 갖는 특수성은 그 역사가 일본
식민지배에 기원을 둔다는 점, 그리하여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과 태
도가 식민지배의 역사와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는 점이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은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 단순한 편견에서부터 극단적인 혐오감까지 ― 갖고 있으며, 이런
감정은 종종 귀환한 재일한인에게 투사된다. 재일한인에 대한 “반쪽발이”라
는 표현은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즉 재일한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태도는, 다른 디아스포라 귀환자 집단의 경우와 달리, 귀환
자들이 드러내는 문화적 차이나 이들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보다 한일 간의
역사적 관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민국가 속에 살아가는 소수 민족집단으로서 재일한인이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이들이 “문화적으로는 높은 동화양상을 보이면서도 구조적으로
는 낮은 수준으로 동화되어 있는 점”(Kashiwazaki, 2000: 53)이다. 한국행을
하는 재일한인 후손들 거의 대다수는 아직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태어나 살고 있는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외국인 신분이다. 그
러나 이들은 언어를 포함해 한국문화에 대해선 무지하거나 서투르다. 이들에
게 모어(母語)는 일본어이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
이 아니라 새로이 배워야만 하는 자질이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재일한인 귀환자의 무지를 이해
하기 힘들어 한다. 한국인이면 ‘응당’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한국문화
와 역사를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이 때 말하는 ‘한국인’의 기준엔
다분히 혈통주의적 전제가 작용한다.2 특히 재일한인 귀환자의 경우 ‘몸에
배인’ 언어와 문화가 다름 아닌 일본의 것이라는 점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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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국으로 귀화하여 법적으로 한국인이 된 ‘외국인’의 서툰 한국어에 대해
선 훨씬 너그러운 태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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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 한국인들은 재일한인이 드러내는 일본적 속성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
을 보이며, 그들을 동료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길 주저한다. 예를 들어 박진
명 ․ 김상진(2004)이 2004년 6월에 서울 소재 5개 대학 남녀대학생 4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재일한국인, 재미한국
인, 재러시아한국인 등 여러 재외국민 중 어느 집단을 가장 좋아하느냐에 대
한 질문에 대해서 “예상대로 재미한국인이 가장 좋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
았다”. 재일한인을 일본인으로 봐야 하는지 한국인으로 봐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가 “일본인 혹은 국적불명자”로 본다는 답을
했다. 설문에 응한 연세대의 한 학생은 “솔직히 학교 복도에서 일본어로 떠
드는 학생들을 보면 일본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재일한인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결국 한국에서 “국적 있는 외국
인”이거나 “ ‘한국인’에 포함되지 못하는 ‘재일교포’ ”3라고 깨닫게 된다.
언급했듯이 디아스포라 귀환자들이 ‘조국’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과
이로 인한 정체성의 재구성과 협상은 최근 다른 사례 연구에서도 자주 지적
된 점이다(예를 들어 Iglicka, 1998; Levy, 2003; Tsuda, 2003 등). 디아스포
라 귀환자들은 조상의 나라로 이주할 경우 제도적인 수용에서 종종 ‘특권적
인’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이들의 귀환을 촉발하는 배경에도 경제적 고려뿐
만 아니라 민족적 연결성과 충성심이 의미 있게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
결성과 충성심이 귀환 후 조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과 우호적인 대우를 보장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재일한인의 경우도 귀환자
들이 조국에서 겪게 되는 갈등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록 재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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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재일한인에 대한 호칭은 일반적으로 ‘재일동포’와 ‘재일교포’가 혼재되
어 사용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 권혁태는 해방 후 미디어에서 이 두 용어가 실제
사용되어 온 빈도수를 추적하면서 재일한인의 호칭이 한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표
상의 정치를 반영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1950년대 중반 이후 민
족적 입장을 강조하는 ‘재일동포’에서 ‘북송사업’에 대한 대항이라는 냉전적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재일교포’로 변화하게 되었고,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총련
계 동포에 대한 동화/회유라는 차원에서 ‘재일동포’라는 용어로 다시 변화”(권혁태,
2007: 244)했다는 것이다. 반면 본 연구에 협조한 재일한인들은 대부분 ‘재일교포’라
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재일동포’란 말이 내포하는 강한 민족주의적 함의가 부
담스럽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피면담자들이 선택한 ‘재일교포’란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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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경제적으로 보다 선진국에서 귀환한 경우이지만 다른 귀환자 집단, 예
를 들어 재미한인의 경우와 달리 한국사회에서 심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
며, 이러한 경험은 이들이 자기 정체성과 관련해 보다 복잡하고 갈등적인 여
정을 겪게 만든다.
귀환 재일한인의 경험과 정체성에 대한 기존의 학문적 접근은 매우 소략
하다. 그런 점에서 한 재일한인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유끼, 2001)은 귀환한
재일한인 학생들의 경험과 정체성에 대한 풍부한 인터뷰 자료를 소개하고 있
어서 좋은 참조가 되었다. 이정훈 역시 ‘재일동포 모국 수학생’에 대한 설문
과 인터뷰를 통해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이란 주제를 연구한 바 있으나(이정
훈, 1996), 분석의 초점이 포괄적인 민족정체성에 맞춰져 있어 이들의 정체
성이 귀환 후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분석까지는 나아
가지 못하고 있다. 귀환자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한국인들이 재일한
인에 대해 갖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선 정대성(2003)과 권혁태(2007) 등
의 연구가 있다. 특히 권혁태는 주로 대중문화 텍스트를 활용하면서 한국사
회에서 재일한인들이 ‘민족’, ‘반공’, ‘개발주의’라는 필터를 통해 재현되어
왔음을 분석하고, 이러한 필터가 최근 현저히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
다. 이러한 재현방식과 고정관념이 재일한인의 귀환 경험에서 중요한 맥락이
됨은 물론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 와 있는 11명의 재일한인에 대한 심층인터뷰 자료
를 중심으로4 귀환하는 재일한인들의 귀환 동기와 배경, 한국사회에서의 경
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귀환을 통해 민족과 조국, 국민국가, 문화를 매
개로 한 정체성이 어떠한 변화를 겪으며 타협되고, 새로운 모색이 시도되고
있는지 고찰한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11명 중 교환교수로 체재 중인 한 명
을 제외하고는 모두 20대 혹은 30대 초반으로, 8명은 현재 한국의 대학(원)
과 어학원에서 수학 중이며, 한 명은 전업주부, 한 명은 대학 졸업 후 직장생
활을 하고 있다. 11명 모두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며, 조총련계 민족학
4.

이들에 대한 인터뷰는 2006년에서 2007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개인의 생애
사와 가족사 전반과 귀환의 동기, 한국사회에서의 경험과 정체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 피면담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소개를 통해 선정되었다. 논문에 등장하는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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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피면담자 관련 주요 사항

이
름

출생년
성장지환
도와 세대/가족
언어생활 차별경험
경
출생지

2.5세
김
1984 부: 2세
선
히로시 모: 1세
미
마
가족 모두
(여)
한국적

‘한국인’
들이 비
교적 많
이 사는
지역

엄마한테
서 한국
어 배워
서 조금
할줄알
았음

어머니는
자주 한
부: 3세
국어 사
이
모: 1세
용. 듣기
나 1983
(질문 누
부모, 여동
는 대충
라 오사카
락)
생 모두
되었음.
(남)
한국적
배운 것
은 한국
와서

교육배경

한국
온
경로와
시기

한국 온
동기

현재
직업

장래계획

없었다.
외국인친구
고교까지
가 있어서
유학
일본인학
좋다고 친
(2002)
교
구들이 말
했다.

한국말/ 한
국에 대해
공부하기
아직
대학생
위해, 외교
모름
관 되기 위
해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있었던 듯.
어렸을 땐
그저 좀 다
르다는 이
유로 또래
들이 달리
보는 정도

누가 뭐래도 한
한국과 일
국인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본을 연결
자이니치(
)
‘ 강요’ +본
하는 일/
대학원
다. 재일교포라는
인이 느낀
재일교포
생
것을 그대로 받
막연한 당
에 대한
아들이기로 했다.
위성
학문적 탐
국적을 버릴 수
구
는 없을 것 같다.

유치원과
정 6개월
민족학교,
유학
이후 소학
(2002)
교에서 고
교까지 일
본인 학교

고
수 1984
철 동경
(남)

3세
부모 모두
한국말
차별 받았
2세, 여동 (질문 누 하는 환
던 기억은
생 포함 락)
경이 아
없다
가족 모두
니었다
한국적

강
우 1980
희 동경
(여)

한국말
3세
거의 사
부모, 여동 일본인들
용하지
생 1, 모두 거주지
않으며
한국적
자랐다

양
석 1977
(남) 동경

3세.
형-조선적/
누나-한국
적/모-한국
적 신청
중/본인 한국적

동경의
재일조선
인 집주
지. 최근
엔 뉴커
머 급증,
집 가난
했다: 고
생하며
학교 다
님

박
혜 1979
선 교토
(여)

3세
오빠만 일
본국적(회
사관계출
장으로 불
편해서) ,
나머지 가
족은 한국
적(조선적
에서 2000
년 바꿈)

주변에
재일교포
가 없었
다

일본어로
성장. 한
국말 거
의 모름

재일교포다(나를
잘 쉽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다)

在日

2.5세
김
별로 없다
부:2세
일본인들 한 국 말
전문대학
영 1980
일본인 친
유학
조국을 알
아직
모:1세
만 사는 못 하 고
까지 줄곧
직장인
혜 오사카
구들이 부
(2004) 기 위해
모름
언니 1, 여 거주지 자람
일본학교
(여)
러워했다
동생 1

조선학교
서 배움.
그러나
공부는
별로 잘
못함.

정체성 정의

잘 중간자(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님)

아직 잘
고등학교
모르지만
까지 일본 유학
한국어 배
일본에 돌
대학생
학교만 다 (2004) 우기 위해
아가서 직
녔다
장 잡을까
한다

한국에서는 확실
히 ‘재일교포’인
것 같다. 한국인
이라기보다.

정확히는
모르겠으
나 한국서
일본어 가
르치는 일
찾고 싶다

일본에서는 자이
니치, 한국에서는
재일교포다. 이제
는 이렇게 정리
되었다.

일본사람도 아니
고 한국사람도
아니다. 굳이 물
으면 재일조선인
이다

한국에 대
직접적으로
고등학교
해 배우고
경험한 적
유학
까지 일본
싶었다. 한
은 별로 없
(2000)
학교
국어도 하
다
고 싶고.

대학원
생+ 일
본 어
학 원
강사

3, 4년 선배
들까지만
해도 하루
하루가 일
본아이들하
고 싸움이
었다. 나도
맞지 않기
위해 싸운
적 있다. 권
투 판정에
서 차별 겪
은 적 있다

조선소․중․
고 졸업,
조선대 2
년 중퇴. 유학
세 명의 (2003)
형제 자매
모두 조선
학교

아직 잘
한국에 대
모른다,
해 더 많이
작가?
대학생
알아야 할
한국서 계
것 같아서
속 살 계
획도 있음

직접 느낀
건 별로 없
음. 우연인
지 취직 때
한국이름으
로는 계속
떨어짐.

형제들 전
부 유치원
부터 대학
까지 일본
학교. 돈
이 없어
대학 못
가신 부모
님이 대학
강조, 형
제 모두
대학 감

한국말 배
우기 위해.
한국에 대
해 공부하
고 싶어서
(처음엔 부
친 반대)

대 학
어학당
4개월
(2004)
국제교
육진흥
원
( 2006
년부터
1년)

사설학
원 서
한국어
공부+
한 국
조각보
만들기
배움

현재 결혼
계획한 한
국남자 있
한국사람 되는
고, 결혼
거 이제는 포기
하면 한국
했다.
서 살아야
할 듯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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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이
름

출생년
성장지환
도와 세대/가족
언어생활 차별경험
경
출생지

교육배경

김
혜 1975
자 동경
(여)

3세

정
길 1982
용 교토
(남)

집안 식
구중한
국어 쓰
3세
는 사람
부모 모두
고등학교
(질문 누 없 었 다 .
2세
별로 없다 까지 일본
락)
조부모는
가족 모두
학교
조금 하
한국국적
시지만
자주 못
만남

이
1980
은
후쿠오
미
카
(여)

일본어
사용. 한
2.5세
국어 간 직접 경험
부모, 여동 일 본 인
단한 표 한 적은 거
생 1 모두 거주지
현 몇 개 의 없다
한국국적
아는 정
도

한국
온
경로와
시기

유치원부
특별히 차
유학
일본인 일본말
터 고교까
별받은 기
(1998)
거주지 사용
지 전부
억 없다.
일본학교

대 학
어학당
으 로
한국어
연 수
후 유
학
(2003)

소학교에
서 고등학
유학
교까지 일
(2001)
본학교 다
님

한국 온
동기

현재
직업

장래계획

정체성 정의

한국말 공
부하고 한
국에 대해
배우기 위
해+부모님
권유

대학졸
업 후
한국남
자 와
결혼전
업주부

아마 계속
한국에서
살게 될
듯. 우선
은 육아에
신경쓰고
있다.

한국인? 한국인
들과 차이도 느
끼고 갈등도 겪
었으나 이제는
크게 개의치 않
으려고 하고 있
다.

아직 잘
대학은 한
모르지만
국에서 다
부모님 계
니고 싶었 대학생
시니까 일
다. 뿌리의
본으로 갈
확인이랄까.
것 같다.

자이니치. 온전하
게 일본인도 한
국인도 될 수 없
다.

한국전문
연구자?
한국사회에
재일교포이자 자
박사학위
대해 제대 대학원
이니치이다. 이제
받고 일본
로 공부하 생
는 재일교포인
에서 취직
고 싶어서
것이 떳떳하다
할까 생각
중이다

교나 유치원을 다닌 경험이 있는 두 명을 제외한 9명은 한국으로 오기 전에
일본학교 밖에 다니지 않았다. 20~30대의 10명은 모두 재일한인 2.5세 혹은
3세로, 일본에서 1980년대와 90년대에 학교를 다녔고 지난 10년 사이에 한
국으로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최근에 한국사회로 귀환한 젊은 세대 재
일한인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표 1> 참조).5

5.

‘문우식’이라는 가명으로 등장하는 재일한인 2세이자 50대 중반인 교환교수의 사례
는 아래 도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성장과정이나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와 시기에서
나머지 다른 피면담자들과 시대적 배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아스포재
일조선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해 온 이 학자와의 면담은 젊은 세
대 귀환자들의 경험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그 자신의 귀환 경험은 젊
은 세대 귀환자들과 공통점과 동시에 차이점을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가 되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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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으로의 귀환 경험과 정체성
1) 귀환의 동기와 배경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피면담자들이 한국에 오게 된 표면적인 형식은 거의
대부분 ‘유학’이다. 그러나 유학이나 공부의 목적이 단순히 전문적 지식을 습
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한국유학을 통해 ‘조
국’을 체험하고 배우는 것이 보다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동기
때문에 일부는 좋은 일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했다고 답하였
다. 피면담자들은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여 보다 ‘온전한’ 혹
은 ‘완벽한’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본인의, 혹은 부모의 희망을 주요 동기로
자주 언급하였다. 어려서부터 줄곧 조선학교를 다녔고 조선대학교를6 2학년
까지 다닌 적이 있는 양 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선대학교를 2학년까지 다니다 그만두었어요. 조선대를 졸업하면 결국 재
일조선인 사회 안에서 삶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세상을 알고 싶다는
생각에 2년 만에 중퇴하고, 회사에 취직해 3년간 일을 했어요. 호주에 가기
위해서. 일본을 한번 벗어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2001년에 호주
에 갔는데, 호주에서 사람들이 물으면 “I’m a Korean”이라고 자기소개를 하
잖아요. 근데 Korean이라고 하면서도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에 대해서 아
는 것도 없고. 그게 부끄럽고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호주에서 한국형들도 많이 만나면서, 점점
한국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북한에는
갈 수도 없고 가서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현재 한국어와 한국 전통공예를 배우고 있는 박혜선 역시 고등학교 무렵
부터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말을 못하는 것이 뭔가 창피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다. 반면 이
6.

동경에 소재한 조총련계 민족학교로, 민족학교 중 유일한 대학교이다. 대개 민족학교
에서 초중고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며, 졸업생들은 각 급의 민족학교 교사를
비롯해 재일조선인 공동체 안에서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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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경우는 아버지의 '강요'로 한국행을 했다는 점에서 다른 피면담자들과
차이를 보였지만, 이 경우도 아버지의 '강요'의 목적은 아들을 ‘제대로 된 한
국인’으로 키우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인들한테 차별을 엄청 많이 당하셨어요. 일본
의 한 대학을 다니다가 1970년대 후반에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으로 유학을
오셨어요.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가셨다가 재일동포학원간첩사건, 뭐
그런 거에 잡혀 들어가셨어요 …. 1983년에 가족을 데리고 겨우 일본으로 도
망칠 수 있었어요 …. 아버지는 일본으로 오신 뒤 더더욱 민족주의자가 되셨
는데, 그래도 민족학교는 싫어하셔서 저를 일본학교에 보냈어요. 그렇지만 일
본인으로 키우시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어려서부터 매일 너는 한국인이고,
때문에 일본인에게 지면 안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절대
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고 … 자라면서 한국인이
라는 게 자부심이었어요. 뭔가 영웅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나는 특별하다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 아버지가 많이 강요를 하셨
어요. 대학을 한국으로 가라고 …. 한국인으로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나를 한
국으로 보내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일본대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어려서부터 들은 강요가 있어서 한국에 가야할 것 같
은 생각도 막연히 있었구요. 주변의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그러
나 아버지의 생각은 아주 확고했어요.

다른 피면담자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서”, “내 나라이기 때문에” 등 비슷한 동기를 강조했다. 특히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 보다 정확히는 민족적 정체성의 기준에 대해 본인이
나 가족이 생각하는 ‘결함’을 ― 언어나 지식과 관련된 ― 보완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게 부각된다. 다른 한편 피면담자들 대부분이 일본에서의 민족차
별에 대해 적어도 직접적인 경험은 없거나 거의 없었다는 대답을 하였다7.
즉 한국행을 하는 주요 동기인 ‘민족적인 이유’가 이전처럼 차별과 억압적인

7.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일본 내 차별현실이 많이 개선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덧붙여
본 연구의 샘플이 갖는 ‘한계’도 일정정도 작용했을 수 있다. 조선학교를 다닌 양 석
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언급한 경우는 없었으며, 학력사회 일본에서 대
부분 ‘우수한’ 학생이었던 점도 차별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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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격’을 보다 잘
갖추고 조국을 경험하고 싶다는 데 있다. 그러나 아래에 인용하는 김선미의
경우에서처럼 아직도 일부는 민족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에 덧붙여 자신
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 기회를 찾아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
여 준다.
제가 어려서부터 좀 활동적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계속 반장을 했었고.
친구들도 많고 일본 대학에도 가보고 싶고. 그런 리더십을 강조하면 추천제도
로 동경 쪽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서 일본대학으로 갈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생각하게 된 게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배워야겠다는 거랑, 또 하나
는 중학교 때 쯤부터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거든요. 국제적으로 활동을 한다
하면 외교관 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외교관이 되려면 일본에서는 될 수 없잖
아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등학교 때 리(李) 선생님한테 배운 거 같아요.
변호사도 그렇고 그런 직종은 재일교포는 못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
에. 그럼 일단 한국에 가야겠다. 일단 한국어 먼저 빨리 배워야겠고, 시험 같
은 것도 한국에서 봐야 하니까 일단 한국에 가자해서 한국대학에 들어가게 됐
고요. 한국에서 시험을 치고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2) 어려움, 장애, 편견
재일한인 귀환자들은 조국에 도착하는 순간 여러 종류의 어려움과 편견,
차별에 부딪힌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실망하거나 배
신감, 분노를 느낀다. 한국사회의 편협성에 유감스러워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새로이 고민하고 재고하기 시작한다.
(1) 주민등록증: 제도적 장애와 차별
인터뷰에 응한 모든 피면담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고
민족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대표적인 제도적 장애로 주민등록증
을 꼽았다. 국내의 한국인들은 만 17세가 되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
고 이는 국민을 관리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한
국국적자이지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재일한인들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등록을 하고 ‘재외국
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는다. 거소신고증은 모양은 주민등록증과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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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사하지만 번호체계가 다르다. 주민등록증의 뒷 번호 7자리는 성별에 따라
1 혹은 2로 시작하지만, 거소신고증은 5 혹은 6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재류자격을 얻을 것이란 기대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거소신고증
을 발급 받지만, 실제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번호를 입력하면 “틀린 번호입니
다”, “잘못된 번호입니다” 등의 메시지가 뜨는데, 그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한국에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거소신고증
으로는 휴대폰 계약도, 심지어 마라톤대회 접수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
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선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이” 다른 증명서류를 더
만들어 내야 한다. 이나라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배제의 경험과 관련해 좀
더 극적인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
…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점점 신경이 예민해 지는 저를 발견했는데, 어느
날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밤 새벽에. 저는 하숙집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워
낙 쉽게 사람들한테 도와 달라 이런 부탁을 잘 못했는데 … 그래서 혼자 새
벽 3시에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잡아 가까이 있는 응급실까지 가달라 했는데,
갔더니 거기서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주민등록증 보여 달래요. 뭐 상상이 가겠
지만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있는 게 학생증 밖에 없는데 학생증 보여줬더니
“외국인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아닌데 …” 했더니 “그럼 왜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재일교포예요, 국적은 한국이고” 했더니, “그럼 왜 주
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러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떻게 해요? 아픈 데요” 했더니 “게다가 여긴 안과가 아니에요. 안과는 강남역
에 가면 있어요. 다시 가주세요” 하는 거예요 …. 전 그때 되게 떨고 있었어
요. 오버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정말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무서웠어요, 죽
을 줄 알고. 죽을 줄 알았어요, 진짜로! 택시로 강남역까지 가고 있었는데 혼
자 울고 있었어요. 여기서 끝난다! 이러면서. 거기서 안과를 가서, 주민등록증
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좀 봐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를 받았는
데, 아무 문제도 없다고 했어요.

특히 재일한인들이 한국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사회에서 겪어야 했던 제
도적 차별을 고려하면8 재일한인 귀환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제도적 배제
에 대한 반응은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교환교수로 한국에 처음으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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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류 중인 문우식은 거소신고증을 신청하면서 느낀 제도적 불합리성과 무
신경한 대응방식을 아래와 같이 비판한다.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휴대전화도 못 만들고 짐 찾고 할 때 고생을 많이 했
어요. 이번에는 최소한 일 년 있을 생각이어서 출입국관리소에 갔는데, 호적등
본과 영주권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호적등본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한국 내 호적지 번지수를 기억하지 못해서 일본에 전화를
해서 번지를 물어서 비교적 쉽게 해결을 했어요. 또 하나는 영주권 증명서인
데, 이건 마침 복사해 온 것이 있어서 됐습니다. 그러나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물어봤더니 “일본대사관에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런 증명을
해줄 리가 없지요. 또한 재일조선인의 오랜 차별과 고통의 근원이 그 외국인
등록령 하의 법적지위인데, 왜 한국정부가 그 일본의 영주권 증명을 요구하는
지?

그러나 쉽지 않게 얻은 거소신고증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일은 거의
없다. 김영혜 역시 주민등록증제도에 의한 배제경험을 겪으며 자신이 느꼈던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완전히 외국인이구나, 국적 있는 외국인. 그렇게 느꼈어요. 일본에 있을
때도 외국인이고 한국에 있을 때도 외국인이구나, 그렇게. 재일교포라는 국적
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2) 한국어: 두려움과 좌절감의 원인
재일한인 귀환자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가장 자주 경험하는 어려움은 한국
어 사용과 관련된다.9 많은 한국인들은 혈통상 한국인이라면 응당 한국어를
8.

이차대전 이후 재일한인은 일본사회에서 오랫동안 차별을 받았는데, 일상적인 차별과
편견 외에도 소위 “국적조항”은 이들에 대한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차별의 ‘편리한’
근거가 되었다. 재일한인이 ‘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참정권이 거부되고 공무
원을 비롯한 각종 취업차별을 받았으며, 사회보장에서 배제되고 공영주택 입주 권리
도 부정되었다. 1980년대 이후 국적조항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일본 국적 없이도
지자체 공무원이 되거나 일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9.

96명의 재일한인 모국 수학생에 대한 이정훈의 설문결과 역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소통의 어려움(55.2%)과 한국인들의 편견과 차별(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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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귀환자들은 공항에 발
을 딛는 순간부터 ‘모국어’ 능력과 관련해 질책을 듣거나 의심스런 눈총을
받게 된다. 공항의 입국심사관들은 종종 귀환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암시해 주는 첫 번째 역할을 하고, 혹시 공항에서
운이 좋았더라도 택시운전수가 심문관 혹은 교사 노릇을 자처한다. 혹은 하
숙집의 어린 꼬마도 순진한 호기심을 숨기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
로 묻는다. “한국인인데 왜 한국어를 못해요?” 한국어와 한국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싶어 유학을 왔던 박혜선은 말한다.
유학 온 뒤 한국어가 정말 안됐어요. 처음 들어간 하숙집 주인들은 당연히
일본어 못하니까, 저도 한국말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 가장 충격을 받
은 것이 뭐냐면, 거기 사는 초등학교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이가 같이 간
재일교포 친구 얼굴보고 누나들은 왜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못하냐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때 정말 … 그 때 혼자 울었어요. 어디 쇼핑 하러 가든가 지
하철 타러 갈 때 사람들이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길을 묻는 거예요. 그런
데 말을 못하잖아요. 이상하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을 하는 것이
두려워서 …. 그 때는 부모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으셨나 하고. 조선학교에 보내던가,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원망했
는데, 그래도 부모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어와 관련해 귀환한 재일한인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이들 역시 부분적
으로는 본질주의적인 언어 민족주의에 어느 정도는 공감하기 때문에 더욱 심
화된다. 언급한대로 젊은 세대의 재일한인 대다수는 언어를 포함해 문화적으
로는 일본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한국인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느
끼게 되면서 서툰 한국어에 수치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살펴본 것처럼 한
국어를 배우는 것은 귀환의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자신이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는 것, 그 점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에 대해 매우 복잡한 심정
을 갖게 된다. 박혜선의 인용에 나타난 것처럼 스스로에 대한 수치감, 부모에
임을 보여주고 있다(이정훈, 1996: 97).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재일한인에
게 한국어 사용의 문제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제를 넘어서 정체성과 자긍
심에 밀접히 연결된 복잡한 도전이 된다.

디아스포라 재일한인의 ‘귀환’

47

대한 원망, 쉽게 한국어 실력이 좋아지지 않는 데서 오는 좌절감,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섭섭함과 상처 등이 교차한다.
왜 한국어를 못하냐는 한국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들이 겪은 일본에서의
어려운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비판이라고 간주하면서도 동시에 자
신이 한국어를 더 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동의한다.
어느 쪽이 되었건 귀환자들은 일상생활을 통해 언어와 관련해 딜레마를
겪게 된다. 만약 서툰 한국어에 유창한 일본어를 쓰면 한국인들은 단번에 이
들을 일본인이라고 결론짓는다. 일본에서 온 한국인이라고 고백하면, “그런
데 왜 한국어를 못하냐?”란 질문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의심한다. 그 결과, 특
히 한국 체재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어를 하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며 두려움
이기도 하다. 어떤 이들은 공공장소에서는 아예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한국인
으로 '통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는데10, 이는 강우희도 언급하듯이 이들이
일본사회에서 일본인으로 ‘통하기 위해’ 한국이름(‘본명’)을 쓰지 않고 일본
식 이름(‘通名’)을 사용하는 전략을 환기시킨다.
한국어 사용과 관련해 재일한인 귀환자가 느끼는 자신감 없음과 한국인들
의 인내심 부족의 저변에는 재일한인의 모어(母語; mother tongue)가 다름
아닌 과거 식민지배자의 언어라는 점이 있다. 일본어 원어민으로서 귀환자들
은 한국어를 할 경우에도 종종 독특한 일본어 억양과 발음을 하게 되는데,
많은 한국인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비웃는다. 문우식은 재일한인이 언
어와 관련해 부딪히는 특별히 딜레마적인 상황을 “모어의 수인(囚人)”이란
말로 표현한다. 재일한인이 소수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초래한 식민지배를
인식하게 되고 스스로의 민족적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자 애쓰더라도 이들은
별 수 없이 바로 그 식민자의 언어인 일본어에 의존해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조총련이 운영하는 민족학교(‘조선학교’)를 다녔던 경우에는 한국
어 사용과 관련된 좌절감이 한 번 더 뒤틀릴 수도 있다. 조선학교의 공식 언
10.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재일한인 만화가 정구미는 자신의 한국 체험을 소재로 한 만
화책(정구미, 2005)에서 이런 전략 때문에 겪었던 ‘희비극’을 고백한다. 시장에서 딸
기를 사던 저자는 딸기를 파는 아주머니가 상한 것들을 함께 비닐봉지에 넣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까 두려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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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조선어’이기 때문에 이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훨씬 좋다11. 그러나 이들이 쓰는 한국어는 북한말의 일
종으로 남한에서 쓰는 말과 어휘나 억양 등에서 차이가 난다. 현재 한국사회
에서는 북한 언어가 매체 등을 통해 종종 조롱거리나 희화화의 대상으로 등
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귀환한 재일한인이 쓰는 북한식 언어는 한국
인들의 차별적 평가에 매우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이런 반
응을 직면하면 재일한인들은 상처를 받거나 ‘분노’를 느낀다. 조선대학교를
중퇴한 양 석에 의하면,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언어 습관에 대한 비판이 아
니라, “일본에서의 인생을 다 부인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3) 일상에서 부딪히는 편견: ‘반쪽발이’ 혹은 ‘부자 재일교포’
제도적 장애와 언어 사용의 어려움 외에도 귀환자들은 일본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편견에 부딪히는데, 이러한 편견은 상당부분 한국사회
의 강한 반일감정에서 연유한다.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이 재일한인에게 투사
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반쪽발이’란 말일 것이다. ‘쪽발이’란 말
은 일본의 식민지배기에 생겨난 말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인들이 신은 일본
식 버선(타비)의 앞 발가락 쪽이 두 부분으로만 갈라져 있는 것을 보고 돼지
발(족발)에 비유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물론 일본인들에 대한 지독한 경
멸을 담은 표현이다. 일본으로부터 온 귀환자들은 그들의 몸에 밴 일본문화
의 특질이 노출되는 순간 ‘반쪽발이’로 불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니,
그들의 국적, 민족의식, 한국문화 구사 능력과 무관히 일본에서 왔다는 사실
만으로 언제든 그 부정적인 호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반쪽발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변수가
있긴 하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를 했던 나라임과 동시
에 경제 강국으로 다가온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제수준에서 격차가 컷던
11.

현재 조총련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연결되는 민족학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민
단이 운영하는 민족학교는 조총련계 학교와 달리 일본 문부성의 인가를 받은 커리큘
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어를 공식어로 쓰고 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조총련계 사람들만 자녀들을 조선학교에 보내는 것은 아니다. 한국적을 가
지고 있거나 특별히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는 재일한인 중에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 혹은 아이들의 인성교육에도 좋다는 이유로 조선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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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와 70년대만 하더라도 재일한인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팽배했던 이
미지/편견은 ‘부자 재일교포’의 이미지였다. 다시 말해 재일한인은 그동안 한
국사회에서 이중적인 이미지를 투사하며, 경멸의 대상인 동시에 선망의 대상
이기도 했다12. 이러한 이중적인 이미지는 현재에도 남아 있지만, 최근 한국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부자 재일교포’의 이미지는 상당히 약화된 것도 사실
이다. 따라서 문우식은 “요즘 한국에 들어오는 재일조선인 젊은 사람들은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1960년대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식으
로라도 생각했지만, 요즘은 반대로 이쪽의 상황이 올라가서 ‘연민의 대상’으
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지적한다.
또한 재일한인 귀환자들은 종종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받
는다. 그리고 그 선택은 흔히 ‘민족성’의 존재 유무로 연결된다. 그러나 귀환
자들이 국적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여기더라고, 일본은 나서 자란
곳이며 한국에 영구 귀국을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곳이다.
한국에서 살아 온 한국인처럼 일본에 대한 태도와 감정이 그렇게 단순하게
구획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한국생활 3년 반 째인 된 양 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제 하숙집 아줌마가 그러는데요, “일본에서 왔
으니까 돈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런 말 가장 많이 듣고요. 돈 없어요, 저는 진
짜. 그건 이미지니까 어쩔 수 없는 데, 재일교포라고 하면 대개 두 개로 갈라
지는 것 같아요. “아, 우리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사람이네”하는
사람도 있고 ….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독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
냐?”는 질문. 그 말,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또 하나는 “축구하면 한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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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문우식은 1966년 그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복잡한 심정을 회상하였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했어요, 마음이. 간단히 말해서 그때
는 여기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은 저희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일본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저희들에게 표출하시는 것도 있고. 반대로 저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일본에 살
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제대로 밥도 못 먹는 상태가 아니어서 좋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죄스러운 생각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고. 아버지가 일본에 남았기 때문
에 내가 좀 더 나은 처지가 되었던 건데, 아버지가 해방 직후 귀국하셨으면 지금 고
아로 방황하거나 가난에 허덕이는 한국소년들, 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식의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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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 어느 쪽 응원 하냐?” 예전에 호주 갔을 때, 그때는 일본을 응원했었
거든요. 왜냐하면 일본팀을 더 잘 아니까. 깊은 생각 없이 아는 사람이 잘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호주의 같은 어학원에 있는 한국 사람
들이 교실로 와서 “너 교포라며? 너 한국하고 일본 붙이면, 어느 쪽을 응원
하냐?”, 그때는 일본이었는데 “한국”이라고 답했어요. 왠지 그렇게 대답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라서. 그랬더니 “오, 너 그럼 우리네!” 했어요. 지금도 그런
질문 받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은 독도문제로 바뀌었지만.

물론 재일한인 귀환자들이 한국사회에서 부정적인 경험만 하는 것은 아니
다. 양 석은, 그 모든 편견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한국을 아주 좋아하
며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정이 많고
열심히 살고, 한 명 한 명이 힘이 있고, 완성된 것 같은 일본사회에 비해 아
직 사회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고 역동적인 것이 좋다고 한다. 이나라 역시
지금은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 “굉장
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지금부터
하려는 일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단다. 두 명의 여성 피면담자는 가까운
장래에 결혼할 계획을 하고 있는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다. 20대의 또 다른
두 명의 피면담자는 아직 어디에서 살지를 정하지 못했으나 한국과 일본 사
이에서 무언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고 싶다고 했다.
3) 정체성: 갈등과 재구성
교포는 토마토야. 과일나라에서 자라온 토마토. 오늘날[어느 날?] 나는 과
일이 아니라고 느꼈다. 과일나라에서 토마토를 먹을 때는 소금을 뿌리는데, 생
긴 그대로를 인정받고 싶었던 토마토는 야채 나라에 갔어. 조국에 간 거지. 하
지만 야채나라는 토마토를 과일같이 취급할 때가 있었다. 게다가 설탕을 뿌리
는 습관이 있었다(정구미, 2005: 157-158).

김선미는 어머니가 재일한인 2세인 아버지와 결혼하여 일본으로 건너온
경우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따라서
일본인 친구들은 그녀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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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친구들에게 특별히 차별을 받은 기억은 없고, 오히려 “외국인이라는 이유
로” 선미를 부러워하는 식이었다. 그녀는 일본에 있을 때는 스스로를 ‘재일
교포’라거나 ‘자이니치(在日)’13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었다. 그냥 ‘한
국인’이었기 때문이다.
선미는 한국어를 배우고 외교관이 되고 싶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
행을 택했다. 다른 피면담자들과는 달리 그녀는 “더 온전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 한국행을 택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이 한국인임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할 생각으로 서울의 한 명문대학에 입학
했지만, 1학년이 끝나고 전공배정을 받을 때 학점이 좋지 않아 원하던 학과
에 배정받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한국어 실력 때문에, 특히 한국에 온 뒤에
배우기 시작한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점이 나쁘게 나왔다고 생각
한다. “다른 외국인보다는 글을 잘 썼고, 그렇지만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엔 대충해서 낸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게 그녀의
생각이다.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담당교수들에게 외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재일교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었다. 그
러나 현재는 ‘재일교포’란 말이 자신의 정체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말이 되었다.
정말 화난 적이 많았어요. 대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 재일교포가 뭐야, 하
는 질문을 받으면.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아무래도 한국어 말투를 들어보면
외국에서 온 거 같으니까, 그렇게 물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 처음에는 재일교포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일본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재일교포’가 저를 쉽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단
어가 되었어요. 제일 편해요, 그 한마디로. 아 일본에서 왔구나, 근데 한국인
이구나라고 이해하겠죠.

13.

‘자이니치’란 말 그대로 “일본에 거주한다/머무른다”는 뜻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재일
한인”의 줄임말로 일본 내의 구식민지 출신 한인 후손을 지칭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일본 내 영구거주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국과의 무조건적 동일시와 거리를 두
면서 재일한인 고유의 위치를 강조하는 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재일한인의 정
체성이란 쟁점 관련해 ‘자이니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선 권숙인(2000), 金泰永
(1999), 朴一(199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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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재일한인 귀환자들은, 김선미의 경우와 다르지 않게 자신이 한국인이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국을 찾는다. 귀환의 동기는 복합적일 수밖에 없겠지
만 대부분의 피면담자들은 민족적인 이유를 지적했다. 민족적 뿌리를 찾는
것,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워 보다 ‘완전한’ 혹은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
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우 자주, 한국인이라는 이들의 정체성은 한국에 도
착한 뒤 흔들리거나 약화되며, 귀환 재일한인들은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재일한인의 정체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몰이해의 배경 중 하나는 재일한인
이 겪어 온 역사와 상황에 대한 많은 한국인들의 무지이다. 그들이 소수집단
으로서 일본에서 겪어야만 했던 지독한 차별과 주변화에 대해 보통의 한국인
들은 별로 알지 못하며, 심지어는 일본 내 한인의 역사가 식민지배에서 연유
했음에 대해서도 감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14. 한국인들에게 재일한인은 여
러 종류의 재외한인 집단 중 하나일 뿐이며, 기껏해야 부자 나라에 사는 부
자 교포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많은 재일한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국적은 여러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유지해 온 것이며 민족적 정체성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15, 이러한 점은 한국에서 잘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한인 3세나 4세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
다. 실제로 다른 지역의 해외한인 집단이나, 다른 민족의 디아스포라 집단의
예와 비교해도 재일한인의 국적문제는 특수한 사례이다.
재일한인의 역사에 대해 무지하고 이해가 부족한 한국인들은 귀환 재일한
인들을 ‘한국인 됨’에 대한 자신들의 잣대에 맞춰 평가해 버린다. 그리고 이

14.

몇 년 전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던 대학의 한 학생이 일본 관서지방의 한 명문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 일이 있었다. 일본에 간 뒤 얼마 후 그 학생은 연구자에게 급
한 부탁을 하는 이메일을 보내 왔다. 수강하고 있는 강좌 중 하나가 재일한인 관련
강의인데, “도대체 재일한인이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감이 없기 때문에”
강의를 따라가기 힘드니 참고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해 달라는 것이었다. 위의 김선미
의 인용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재일한인에 대한 전반적인 무지는 현재 한국의 대학생
들 사이에서 별로 예외적인 것은 아닌 듯하다.

15.

재일한인들에게 국적문제가 갖는 의미와, 최근 국적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재일
한인 사회 내부의 변화상에 대해선 權肅寅(2007)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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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잣대에서 ‘온전한 한국인’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하루미 베푸가 일본
인들이 일본인이 되기 위한 기준으로 고수한다고 지적하는, “영토, 사람(인
종), 문화, 언어 사이의 상동성과 이 요소들이 하나의 세트로 가는 것”(Befu,
2001: 71)과 같은 것이다. 즉 문화적 능력과 언어 능력은 한국인의 유전자
(‘피’) 속에 내재한 것으로 가정되며, 한국인의 혈통을 물려받고 한국인 외모
를 한 사람이 한국어를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혹은, 한국인 혈
통에 한국 국적까지 갖고 있고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문화와 언어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비정상적인 것으로
다가온다. 그런 사람은 외국인이거나 ‘반쪽발이’임에 분명한 것이다. 아래 이
나라의 말에서처럼 그들을 좀처럼 한국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부모님한테 한국에 대해 엄청 칭찬을 많이 듣고, 제
머리 속에는 아주 이상적인 나라라는 인상이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저를 한국인으로 인정 안 해 준거라고 봐요. 재일동포?
그거 일본사람이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국적이 한국이라 하면 되게들 놀
래요. 그때 되게 슬펐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제가 아무리 한국인이라고 설명
해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교포
에 대해. 자기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국적이 무엇이든 간에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내 국적이 지금 한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스꽝스럽데요,
그 사람들 말로는. 왜 일본 국적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
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든 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고 …. 그런 이야
길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요.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온 국적인데
그런 한마디로 버릴 수가 있는 건지.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제 조금 귀찮아요.

이러한 무지와 일방적인 판단에 덧붙여 위에서 언급한 제도적 차별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재일한인 귀환자들의 자기 정체성을 손상시킨다. 그리고 이
들은 조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
을 타협하거나 수정해 간다. 2004년에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스
트레스로 병이 나 반 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던 박혜선은 1년 뒤에 한
국을 다시 찾았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현재 도달한 결론을 다음
과 같이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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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완벽한 한국 사람이 될 수 없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 이젠 포기했어요. 어떤 한국친구는 저를 일본사람이라 하고 다른 친구들
은 “당연히 한국 사람이지” 라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됐다고! 그래도 저를
일본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집에서 제사도 지내고 한국음
식도 먹고 했었는데 …. 어떤 사람들은 “너는 국적도 한국이고 생긴 것도 한
국인이고 말도 이 정도 되면 너는 한국 사람이다” …. 도대체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헷갈려서, 아, 이제 뭐 됐다, 재일교포 그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
게 되었어요.

민족적 유산에 기초한 디아스포라 귀환자들의 정체성이 조상의 나라로 귀
환한 뒤 문제시되고 흔들리는 것은 드문 현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일
본으로의 귀환 이주가 급증한 일본계 브라질인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은
(Linger, 2001; Roth, 2002; Tsuda, 2000, 2003) 이들이 일본에서 체류가 길
어질수록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브라질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강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재일한인과의 차이는 양 집단이
‘조국’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계
브라질인의 경우 일본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브라질적인 것과 보다 강하
게 동일시”(Roth, 2002)를 하거나, “브라질다움을 일부러 드러내거나”
(Tsuda, 2000), 이러한 것을 일종의 종족적(ethnic) 저항으로 연행하는 반면,
귀환한 재일한인의 경우 조국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일본과의 동일시 강화
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한국인들이 자신을 한국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면서도 일본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여전히 기분 나쁜 것이다. 이들은
오히려 “이중의 부정”(유끼, 2001)을 통해, 즉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
니라는 부정을 통해 “양쪽 사이”(in-between)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혹은 아래 이나라의 말처럼 “양쪽 다”(double)이기도 하다.
저는 누가 뭐라면 한국인이라고 말해요. 쉽게 한국인들이 저를 일본인이다,
혹은 뭐 자이니치 교포다 해도 저는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규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이니치라고도 생각해요. 두 가지가 모순되지만 결론을 내릴 수가 없
어요. 사람들이 저를 일본인이라고 하면 되게 화가 나고, 자이니치라고 하면
뭐 그렇다고 하고, 너 한국인이냐 하면 그렇다 한국인이에요 하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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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 귀환자들은 한국에 오면 “더 진짜 한국인”이 될 거라 기대했지
만, 그리고 스스로는 여전히 한국인이라 생각하지만, “한국인이 될 수 없음”
을 깨닫게 된다. 그 대신 ‘재일교포’라는 범주를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 한국에 오기 전 재일교포라는 정체성에 대한 입장은 다양했지만,
모든 피면담자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재일교포라는 범주를 무언가 긍
정적이고 ‘한국인’과는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이야기 한다. 즉 이
들의 경우는 조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출신국과의 동일시를 강화하는 것이 아
니라 새로운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새롭게 강화된 재일교포 정체성은, 자신들이 재인식한 종족적 문화와 정체성
을 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연행하기도 하는 다른 귀환자 집단의 경우와 달리,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재일교포’라는 종
족적 정체성에는, 예컨대 일본계 브라질인의 삼바축제와 같은(Tsuda, 2000),
재일한인 귀환자들이 드러내거나 과시할 종족적 표식(ethnic markers)이 없
다. 한국사회에서 재일교포라는 정체성은 여전히 개인화된, 비가시적인 것이
다.

IV. 결론
분명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사회에서는 재일한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
고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도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일본 내 재일
한인의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늘
어났고, 재일한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을 가차 없이 비판하며 한국인들의
성찰을 촉구하는 재일한인 논자들 ― 예를 들어 강상중, 서경식, 신숙옥, 윤
건차 등 ― 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 보다 많이 들린다. 시민운동단체나 학계
에서도 재일한인 관련 쟁점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고, 공식․비공
식적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조선학교를 다룬 다큐멘터리 <우리학교>가 개봉
되면서 대학가를 비롯해 많은 일반인들에게도 선풍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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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인터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일한인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많은 편견의 대상
이 되고 있으며,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태도도 과거의 고정관념과 오
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른 많은 디아스포라 귀환자들과 다르지 않게
재일한인 귀환자들은 조상의 나라에 온 뒤 자신들과 조국에서 나고 자란 사
람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하게 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새로 구축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다른 나라 출신의 한국계 귀환자들과 비교할 때 재
일한인의 귀환 동기 중엔 민족적 혹은 ‘정치적’ 이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본사회에서 재일한인들이 겪어야 했던 심각한 차별과 배제는 재일한인 귀
환의 중요한 배경이 되어 왔다.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의 귀환자는 문우식
의 표현을 빌자면 “일본사회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1980년대 이래 재일한인을 둘러싼 현실적인 상황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이
연구의 인터뷰 자료들은 아직도 일본사회 내에서 재일한인이 겪는 정체성 혼
란이 ‘조국’을 찾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일본 내 재일한인의 생활형편이 개선되고 한국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재일한인의 귀환은 그 어느 때 보다 ‘자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20-30대의 피면담자들은 일본에 있는 동안 (직접적인) 차별
경험이 없거나 거의 없었고, 만일 일본 대학을 갔더라도 일본에서 직장을 구
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답을 하였다. 물론 김선미의 경우에서 나
타나듯이 직종에 따라서는 엄연한 진입장벽이 여전하지만, 젊은 세대는 본인
이 실력만 쌓으면 과거에 비해 취직차별은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나아가 요즈음에는 “이중 문화”(bi-cultural)의 경험과 능력이 점점 더 중요
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한국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적
능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에서 이름 있는 대학에 가지 못할 바에야, 한국에서 이름 있
는 대학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약간씩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유끼, 2001: 29)이라는 분석도 들린다.
적어도 당분간은 여러 ‘민족적 이유’가 재일한인 귀환의 중요 요인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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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듯하다. 물론 이런
변화에는 여러 요인, 예를 들어 일본사회에서 재일한인의 지위, 한국의 재외
한인 정책, 한국의 경제적 위상, 재일한인 사회 내부의 (세대)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이런 다양한 요인의 작용에 따라 재일한인의
귀환에서 향후 보다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고려가 점점 더 중요하게 작용하
고, 더 많은 재일한인들이 인생설계에서 하나의 ‘초국가적 전략’으로 고국 귀
환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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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ing Ethnic Koreans from Japan in Korea:
Experiences and Identities

Sug-In Kw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ethnic Korean 'returnees' from Japan focusing on their
experiences in Korea and reception/perception of returning Koreans-in-Japan in
Korean society. I also explore how experiences in Korea affect ethno-national
identities and sense of belonging and loyalty for the returnees.
Among the overseas diasporic Korean groups, the distinct feature of
Koreans-in-Japan lies in that their history origin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and attitudes toward them in Korea are deeply influenced by the
(post)coloni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is not always congenial.
Because of the (post)colonial relationship, many Koreans keep negative attitudes
toward Japan, the Japanese, and Japanese culture and these negative feelings are
often projected on ethnic returnees from Japan. Another characteristic of
Koreans-in- Japan as an ethnic minority group within a nation-state is their high
level of cultural assimilation coupled with a low level of structural assimilation.
Thus, most of the second or third generation returnees have legal nationality of
Korea and/but are inept in Korean culture including the language. But for many
Koreans who tend to think Korean blood, culture, and nationality as a set required to
make ‘a proper Korean,’ cultural incompetence of the returnees is hard to
understand. What is worse, the native culture and language of the returnees in this
case is ‘Japanese.’
Thus, Korean people often show high level of intolerance toward the returnees
and hesitate to include them as fellow Koreans. The returnees, on the other hand, go
through unexpected institutional barriers and prejudices and become disenchanted
with their 'homeland'. Their former identities as a 'Korean' become challenged and
problematized, and many come to embrace “jaeilgyopo” identities instead.
Key concepts: diasporic return, ethnic Korean returnees in Korea, ethnic
identities, ban-jjokppari(half-Jap), jaeilgyopo

60

권숙인

권숙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부교수.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151-742
Tel_02 880 6422

E-mail_ksugin@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