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동 조건 경허락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허락조건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러한 조건들  적 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적  할 수 없습니다. 

동 조건 경허락. 하가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했  경
에는,  저 물과 동 한 허락조건하에서만 포할 수 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敎育學碩士學位論文

1920년대 朝鮮人의 求職渡日과 

日帝의 規制策

2013年 2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敎育科 歷史專攻

金  銀  英





1920년대 朝鮮人의 求職渡日과 

日帝의 規制策

指導敎授  金  泰  雄

이 論文을 敎育學碩士學位論文으로 提出함.

2012年 10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敎育科 歷史專攻

金  銀  英

金銀英의 敎育學碩士學位論文을 認准함.

2012年 12月

委  員  長 (印)

副 委 員 長 (印)

委       員 (印)





- i -

國 文 抄 錄

조선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渡日하기 시작한 1920년대는 土地調査事

業이 완료되고 産米增殖計劃이 실시되어 농촌 궁핍화가 가속화된 시기였

다. 농촌에서 유리되어 빈민으로 전락한 농민들 중 일부는 일본으로 건너

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려고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독점자본주의가 형성되어 근대 공업이 급속히 발달하자 하급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었고,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인 노동자보다 저렴한 임금을

받으면서 비숙련·일용노동직에 취업할 수 있었다.

일본으로 구직 도일하는 조선인이 늘어나자 朝鮮總督府와 日本 內務省은

본격적으로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도일 규제책은 일

본과 조선의 노동력 需給 및 치안 문제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행되었

다. 조선총독부는 파탄적 농정으로 인해 생겨난 실업문제를 해결할 다른

대안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조선인 노동자 도일을 무작정 규제할 수는 없었

다. 반면 일본 내무성은 일본 기업의 조선인 노동력 수요를 고려하되 일본

내에서 조선인들이 결집되어 세력화되는 것을 경계하여 조선인의 유입을

조정하려고 하였다.

도일 조선인 노동자 규제는 1919년 3·1 운동 이후 旅行證明書 제도가 시

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치안상 목적에서 실시된 여행증명서 제도는 조선

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당시 도일 조선인의 대다수가 구직 노동자였

음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조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도일 규제책이라

고 볼 수 있다. 도일 제한에 대한 조선인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1922년 12

월 여행증명서 제도는 폐지되었고,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은 급증하였다. 그

러나 1923년 관동대지진을 계기로 조선인 도일은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되

었다가 단계적으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이미 폐지된

여행증명서 제도가 임의로 적용되어 여전히 도일이 제한되었다.

국내에서 도일 제한에 대한 불만이 비등해져가는 가운데 도일 노동자 문

제가 조선 안에서 쟁점화 된 사건이 ‘釜山市民大會’였다. 1924년 5월 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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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부당한 노동자들과 부산시민 등 약 5만 명 정도는 시민대회를 개최하

여 도일 제한에 항의하고 부당한 조치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였다. 부산시

민대회를 주도한 주체들은 부산청년회를 비롯한 여러 지역단체들이었으며,

이들이 부산시민대회에서 도일문제를 해결할 시민대표로 선출되었다. 安熙

濟 등 부산의 민족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부산시민대표들은 자체적

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부산항에 모여든 노동자들의 도일을 적극 주선하고

釜山水上警察署와 釜山府尹을 항의방문 했으며, 이어서 경성의 조선총독부

를 찾아가 도일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일본 내무성을 방문하여

도일 제한에 대해 근본적으로 항의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이들의 활동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의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짐에 따라 도일 제한은

조선인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조선인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조선

의 언론들은 ‘一視同仁’을 내세운 일제 당국이 조선인에게만 도일을 제한하

는 기만적인 차별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회주의 계열 청년단체들도 도일 제한 폐지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마침내 1924년 6월 조선총독부와 일본 내무성은 도일 제한을 완화하였

다. 관동대지진 이후 경기부양에 따른 노동력 수요로 일본 기업들이 조선

인 노동자를 요구하고 있었고, 조선총독부 역시 도일 제한으로 갈수록 악

화되는 조선 사회의 여론을 진정시켜야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도일제한

폐지 이후 조선인 노동자들이 대거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자, 1925년 조선

총독부와 일본 내무성은 도일이 가능한 구체적인 자격 조건을 내걸고 본격

적으로 도일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조선인 도일자수

는 급감한 반면, 재일조선인 인구는 급증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났다. 이

는 密航 등의 불법적 방법을 통해 도일하는 조선인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1925년 새로운 도일 규제 이후에 조선에서는 다시 도일 제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나 국내외 정세 변화로 인해 1924년의 부산시민대회와 같

은 대규모 집회는 일어나지 않았고, 도일 규제는 점차 정교해지는 방향으

로 나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중반 이후 비공식적인 도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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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고 가족과 함께 정주하는 조선인 비율 또한 늘어나면서, 재일조선인

사회가 점차 형성되어 갔다.

1929년 일본 당국은 ‘一時歸鮮證’ 제도를 시행하여, 재일조선인 숙련노동

자를 유지하고 새로 유입되는 조선인 노동자를 막고자 하였다. 그런데 일

시귀선증을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대다수의 비숙련·일용노동자들이 귀국을

아예 포기하면서, 오히려 조선인들의 일본 내 정주화가 더욱 가속화되었고

재일조선인 사회는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되었다.

일제 통치 하에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조선인 노동자들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활로를 모색했다. 그 하나의 방편으로 선택한 도일이 제

한되자 조선인들은 도일 규제책에 항의하기도 하고, 밀항 등 불법적인 수

단을 찾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1930년대 후반 강제동원에 의

한 도일 상황과 비교해 볼 때 1920년대 조선인 노동자들의 자발적 도일은

일제 통치의 모순을 드러낼 뿐 아니라 삶의 터전을 상실한 조선인들이 이

모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도일 규제책, 재일조선인, 부산시민대회, 부산청년회, 여행

증명서, 일시귀선증

학 번 : 2009-2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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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言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渡日하였다. 일

본 기업의 모집에 응해 就勞 도일이 이루어진 1910년대, 그리고 강제연행

으로 노동력을 수탈당한 1930년대 후반의 시기와 비교해 볼 때, 1920년대

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구직 도일이 두드러진 시기였

다. 1920년대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은 시대적 특성과도 맞물려 일어난 현

상이었다. 일제 농정의 폐해로 농토에서 유리되는 농민들이 점차 늘어났으

나 조선에는 그들을 수용할 만한 산업 기반이 미비한 상태였다. 그에 비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점자본주의가 발달한 일본에는 저임금 노동력에 대

한 수요가 항상 존재했으며,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에서 비숙련·비정규

노동자로서 구직을 하는 것은 용이한 편이었다.

그렇지만 조선인들이 자유롭게 도일할 기회를 가질 수는 없었다. 朝鮮總

督府가 日本 內務省과의 공조 하에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도일 규제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도일 규제책은 일본과 조선에서의 노동력 수급 및 일

본의 치안상황에 따라 총독부와 내무성의 협조 하에 유동적으로 조정되었

다.

‘一視同仁’을 내세운 총독부로서는 도일 통제에 담긴 차별적 조치에 반

발하는 조선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도일을 시도하는 10

만 명 이상의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한반도에 주저앉힐

방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반면 내무성은 일본 내에 조선인이 과

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조절하려고 하였다. 일본의 치안이 위험해지고 실

업자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와 함께 조선인 수가 많아져 사회 세력화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임금이 저렴한 조선인 노동

자를 선호하는 일본 기업가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었다.

도일 통제가 강화될 때면 조선인들은 부당한 조치의 해제를 적극 요구하

였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밀항 등의 불법적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다. 조

선인 노동자의 도일 문제가 가장 극적으로 쟁점화 된 사건이 1924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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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회였다. 부산시민대회는 그 때까지 일제의 도일 규제책이 낳은 문제

점을 응집하여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그 후로 도일 규제책이 구체적인 틀

을 잡아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도일 규제책은 주로 재일조선인 사회의 형성과 역

할을 규명하는 연구의 일부로 다루어져 왔다. 재일조선인사 연구는 일제의

패망 이후 재일조선인 사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정책사 및 운동사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들은 일제 식민정책의 모순을 드러내며 전시체제기 조

선인 노동자 강제동원 문제에 집중하였다.1)

한편 최근에는 생활사를 중심으로 재일조선인 민중의 일상성을 밝히려는

사회사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 또한 20세기 전반 일본 노동

시장에 유입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3), 이는 일

본 제국사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작업이었다.

조선인의 도일 문제를 조선의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서 밝힌 연구들도

도 있다.4) 이 연구들은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 현상이 조선의 구조적 모순

1) 姜在彦, 在日朝鮮人渡航史 , 朝鮮月報 別冊, 1957; 朴在一, 在日朝鮮人に関する綜合的
硏究, 新紀元社, 1957; 朴慶植, 朝鮮人强制連行の記錄, 未來社, 1965; 在日韓國靑年同盟
中央本部 編著, 在日韓國人の歷史と現實, 洋々社, 1970;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硏究
, 三一書房, 1979; 김인덕,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6; 정혜경,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 경인문화사, 2003.
2) 河明生, 韓人日本移民社會經濟史 戰前編, 明石書店, 1997; 西成田豊, 在日朝鮮人の 世
界 と 帝国 国家, 東大出版會, 1997; 杉原達, 越境する民-近代大阪の朝鮮人史, 新幹
社, 1998; 樋口雄一, 日本の朝鮮·韓國人, 同成社, 2002; 外村大, 在日朝鮮人社会の歷史學
的硏究 - 形成·構造·変容 -, 綠蔭書房, 2004.
3) 松村高夫, 日本帝國主義下における植民地労働者 , 経済学年報10, 1967; 岩村登志夫, 
在日朝鮮人と日本勞動者階級, 校倉書房, 1972; G. R.サクソンハウス, 戦間期 における朝
鮮人労働者 , 戦間期の日本経済分析, 山川出版社, 1981; 山脇啓造, 近代日本と外國人勞
動者, 明石書店, 1994.
4) 梶村秀樹, 1920～30年代朝鮮農民渡日の背景 , 在日朝鮮人史硏究第6号, 1980; 서현주,
1920년대 도일조선인 노동자 계급의 형성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水

野直樹, 朝鮮總督府の內地渡航管理政策 : 1910年代の勞動者募集取締 , 在日朝鮮人史硏
究22, 1992; 福井譲, ‘内地’渡航管理政策について―1913∼1917年を中心に― , 在日朝鮮
人史硏究29, 1999; 김성남, 식민지기 일본으로의 인구유출에 관한 사례연구 , 서울대학



- 3 -

속에서 등장했음을 주로 분석하면서 그 과정에서 도일 규제 정책을 한 요

소로 다루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 문제와 그에 대한 총독부와 내무

성의 도일 규제책 형성 과정을 밝혔으나, 정책의 대상이 되는 조선인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도일 규제 문

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표명과 능동적인 대응으로 총독부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부산시민대회에서 도일 구직을 위한 조

선인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1924년 부산시민대회를 중심에

두고 1920년대 도일 규제책의 추이와 그에 대한 조선인들의 대응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제의 도일 규제책이 조선인 노동자들과의 길항관

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였음을 밝혀볼 것이다.

논고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1910년대부터 시작된 조선인 노

동자의 도일이 1922년 여행증명서 제도 폐지에 이르는 시기까지 자발적 이

주 양상으로 진행되어 간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1924년 부산시

민대회를 계기로 부산의 시민대표들이 도일 희망 노동자들과 연계하여 도

일 문제를 조선인 전체의 문제로 여론을 형성해나간 상황을 살펴보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도일 규제책에 발생한 변화 내용과 의미를 밝혀볼 것이

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1925년 이후 수차례 변화된 도일 규제의 내용과

그에 대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대응 양상 및 일본에서 조선인 노동자의 定

住化가 촉진되고 재일조선인 사회가 성립되어간 과정을 조명해보고자 한

다.

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김광열, 한인의 일본이주사 연구, 논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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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求職渡日希望者 增加와 渡日規制政策의 施行

조선인 노동자들의 渡日은 191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을 전후한 시기 조선과 일본의 경제 상황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조선은 土地調査事業 이후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아예 토지를 상실한 농

민들이 증가하며 실업자가 늘어갔으나 농업 외의 기타 산업 시설 발달이

미비하여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5) 같은 시기 일

본에서는 독점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되어 경공업 뿐 아니라 중공업이 본격

적으로 발달하면서 광산을 비롯하여 금속·기계·화학 공업 노동자가 급증했

다. 광·공업 노동력의 최대 공급지는 일본 농촌으로, 單身 移村한 일본 농

촌 출신 청년들이 도시의 임노동자로 흡수되었다. 이들이 점차 숙련 노동

자로 변모해가면서 그에 따라 임금도 점차 상승해갔고6), 이는 일본 기업에

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자 일본 기업에서 노동력의 새로운 공급지로

주목한 곳이 식민지 조선의 농촌이었다.7) 일본 기업은 “일본인 노동자와

달리 온순하여 파업을 하지 않으며 임금이 저렴8)”한 조선인들을 고용하기

로 하였다. 이로써 일본 기업에서 파견된 모집원이 조선 농촌에 와서 노동

자를 모집해가는 형식으로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도항이 시작되었다.9)

1910년대 초 일본 기업이 조선 농촌에 모집인을 보내 취업희망자를 모집

해가는 형태로 시작된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은 전시 호황기 이후 더욱 늘

5) 1920년대까지 국내에서는 분해된 농민들을 모두 흡수할 만한 상공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들이 도시 임노동자와 산업노동자로 흡수되는 것은 겨우 1930년대의 공업화정

책이 진전되면서부터였다(김용섭, 日帝强占期의 農業問題와 그 打開方案 , 韓國近現代
農業史硏究, 지식산업사, 2000, 397쪽).
6) 나가하라 게이지 編, 朴玄埰 譯, 日本經濟史, 지식산업사, 1983, 231쪽.
7) 松村高夫, 日本帝國主義下における植民地労働者 , 経済学年報10, 1967, 110～111쪽.
8) 京城日報 1917년 5월 19일.
9) 大阪市社会部調査課, 朝鮮人労働者問題 (1924),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資料集成1, 三一
書房, 1975, 375쪽; 福井譲, ‘内地’渡航管理政策について―1913∼1917年を中心に― , 在日
朝鮮人史硏究29, 1999, 7∼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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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났다. 1913년부터 1917년 사이 본격적인 모집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인 노

동자들이 도일한 결과10), 같은 기간 일본 거주 조선인 인구는 4배가량 증

가했다. 1910년대를 통틀어 보았을 때, 강제병합 직전인 1909년 790명에 지

나지 않던 재일조선인 수는 1919년에는 28,273명에 달하여 약 35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기에 이르렀다.11) 조선인 노동자들이 주로 취업했던 분야는

벌목, 운반·잡역, 광부, 紡績·製絲, 하역노무자 등 비숙련·단순노동 업종이

대부분이었다.12)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은 192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이

전과 다른 양상을 띠고 더욱 증가해갔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 경

제계는 만성 불황기에 접어들었다.13) 경제계의 위축으로 인해 일본 기업의

적극적 노동력 유치는 줄어들었으나 조선인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도일이

오히려 증가한 점은 1920년대 이후 나타난 현상이었다.

1910년대를 거쳐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까지 재일조선인 인구수, 그리

고 조선인 渡日者 및 歸還者 수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14)

10) 조선인이 최초로 취업한 일본 내 공장이 어디이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려

져 있지 않다. 그러나 1917년 11월까지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고용한 關西 근방의 32개

공장을 보면, 1913년 이전에 조선인을 고용한 공장은 두 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공장들은

1913년 이후에야 조선인을 채용했다(福井譲, ‘内地’渡航管理政策について―1913∼1917年

を中心に― , 在日朝鮮人史硏究29, 1999, 7쪽).
11) 田村紀之, 內務省警保局による朝鮮人人口 , 経済と経済学, 1981.2.～1982.7. 外村大, 
在日朝鮮人社會の歷史學的硏究, 綠蔭書房, 2004, 42쪽에서 재인용.
12) 岩村登志夫, 在日朝鮮人と日本労働者階級, 校倉書房, 1972, 37쪽.
13) 일본은 1920년 3월을 전후하여 戰後 공황기를 맞이했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1920년 물가는 1914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공황

이라고는 해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1920년대 일본 경제가 다른 시대보다 더 정체

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도 기술 향상과 산업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주요

기업들의 이익률은 항상 10%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다(존 K. 페어뱅크, 동양문화사(下),
을유문화사, 1992, 272～273쪽; 서정익, 日本近代經濟史, 혜안, 2003, 221～223쪽).
14) 조선-일본 간 도항자수를 기록한 공식통계는 1917년도부터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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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10～1920년대 재일조선인 인구와 조선인의 일본 도항 및 귀환 상황

(단위 : 명)

연도
재일조선인

인구수

도항자 귀환자

(A)-(B)
(B)/(A)

×100전체 (A)
노동자

(전체 중 비율)
전체 (B)

노동자

(전체 중 비율)

1910 2,246

1911 2,527

1912 3,171

1913 3,635

1914 3,542

1915 3,992

1916 5,637

1917 14,501 14,012 - 3,927 - 10,085 28%

1918 22,262 17,910 - 9,305 - 8,605 51%

1919 28,273 20,968 - 12,739 - 8,229 60%

1920 30,149 27,497 - 20,947 - 6,550 76%

1921 38,651 38,118 - 25,536 - 12,582 66%

1922 59,744 53,794 41,038 (76%) 32,574 21,982 (67%) 21,220 60%

1923 80,015 97,377 87,268 (89%) 89,745 78,045 (86%) 7,632 92%

1924 118,192 122,215 104,361 (85%) - - - -

1925 129,870 131,276 107,392 (81%) 112,471 93,804 (83%) 18,805 85%

1926 143,798 91,092 63,979 (70%) 83,709 63,413 (75%) 7,383 91%

1927 171,275 138,016 102,434 (74%) 93,991 68,871 (73%) 44,025 68%

1928 238,104 172,373 130,838 (75%) 117,522 92,879 (79%) 54,851 68%

1929 275,206 153,570 107,244 (69%) 98,275 70,427 (71%) 55,295 63%

(출전 : 田村紀之, 內務省警保局による朝鮮人人口 , 経済と経済学, 1981.2.～1982.7.; 朝
鮮總督府警務局, 朝鮮人勞動者內地渡航保護取締狀況 (1933),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
料集成2, 三一書房, 1975, 903쪽; 朝鮮総督府, 朝鮮事情, 各年版)

<표 1>을 통해 재일조선인 인구가 1910년대 후반 이래 급격히 증가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1924년을 기점으로 재일조선인 수는 10만 명을 넘어

섰으며, 불과 4년 뒤인 1928년에는 20만 명을 넘어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재일조선인 인구 증가 추이와 비슷하게 조선인 도일자 수도 대체로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표 1>의 전 시기에 걸쳐 도일 조선인의 70% 이상이

노동자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 도일의 증가는 일본 내에서 조선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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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일본 내에 조선인 노동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의

과도한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도일자수가 감소를

보인 것은 1926년과 1929년 두 차례인데, 이 시기에는 공통적으로 새로운

조선인 도일 규제책이 시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1929년 하반기부터

는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일본 내 경기 불황이 심화되어 도일이 감소한 측

면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1923년과 1926년의 경우 도항자수의 90%를 넘

는 귀환자수가 발생했는데, 1923년은 9월 1일에 발생한 관동대지진으로 인

해 많은 조선인들이 귀향했기 때문이며, 1926년은 전년도부터 시행된 본격

적 도일 규제책이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26년 도일자수가 감소하고 귀환자수가 늘

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인 인구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더욱 다양한 경로로 도일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도일 규제책이 구체화·정교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

설적으로 1927년부터는 도일자수와 재일조선인 인구가 모두 크게 증가했던

것이다.

1922년 9월 조선총독부가 도일 조선인 노동자 7,151명에게 조사한 내용

을 살펴보면, 출신지역은 경상남도 3,098명, 전라남도 1,832명, 경상북도

858명 및 기타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15) 일본 각지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을

조사한 결과도 비슷하다. 다음 <표 2>는 1924년 일본의 관서 및 관동 지

방에 거주하는 조선인 노동자의 출신지를 나타낸 것이다.

15) 朝鮮總督府, 朝鮮治安狀況 1922年版,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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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 관서(關西)·관동(關東) 지방 조선인 노동자들의 출신지

순위
관서(關西) 관동(關東)

오사카부(大阪府) 효고현(兵庫縣) 도쿄부(東京府) 가나가와현(神奈川県)

1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13,199명(49.16%) 3,874명(64.90%) 1,600명(35.51%) 860명(46.23%)

2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7,743명(28.84%) 678명(11.35%) 691명(15.33%) 413명(22.20%)

3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2,610명(9.72%) 388명(6.50%) 593명(13.16%) 182명(9.78%)

기타 3,296명(12.28%) 581명(17.25%) 1,621명(36%) 405명(21.79%)

(괄호 안은 해당 일본 지역의 조선인 노동자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출신지 비율)

(출전 : 朝鮮總督府, 阪神·京浜地方の朝鮮人労働者 (1924),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
集成1, 399∼402쪽.)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사카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경상남도

출신이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그 뒤를 잇고 있다.16) 도일자

중 대다수가 조선의 남부 지역 출신자인 현상은 1920년대뿐 아니라 그 후

까지도 계속 동일하게 나타났다.

조선의 남부지역, 즉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 노동자들이 도일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식민지 농정

의 모순과 이로 인한 농민의 몰락이었다.17) 토지조사사업을 시작한 이후

자작농과 자소작농은 몰락하거나 영세한 소작농이 되었으며, 심지어 경작

16) 오사카는 전라남도 출신자가 가장 많은데, 그 대부분은 제주도 출신이었다. 이는 1923

년 오사카-제주도 간 직항 정기선이 개통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특수한 현상이었다(大阪

市社会部調査課, 朝鮮人勞動者問題 (1924), 朴慶植 編, 앞의 책, 345쪽).

17) 1920년대 조선 농민의 몰락은 일제 농정 하 지주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10

년대에 수탈 농정 체제가 확립된 이래 1920년대에 접어들었을 때 일본인 토지 겸병자 수

는 4만 명에 이르렀다. 또한 이 시기 일본인은 상업·농업 분야에 모두 진출할 수 있었으

나, 조선인은 상공업으로의 진출이 제한되고 지주 경영만 자유로웠기 때문에 조선인의

투자 범위도 토지로 좁혀졌다. 지주층은 영세농민에게 과중한 고율소작료를 부과하고, 公

租公課, 비료대 등 기타 등등의 각종 부담을 전가하여 농민층의 빈곤은 극심해졌다(김용

섭, 日帝强占期의 農業問題와 그 打開方案 ,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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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토지를 잃고 농업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産米增殖計劃 실

시는 그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켰다.18) 특히 경작지 비율이 높고 농업

인구가 많았던 남부 지방 농민의 몰락은 더욱 극심하였다.19) <표 3>, <표

4>는 1925년 조사된 농촌 경제 지표로, 이를 통해 당시 남부 지방 농촌 상

황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 각도별 農家等級別表 (1925년)

(단위 : 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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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지주 자작농 자작겸소작 소작농 궁민

(출전 : 內務省社會課,「農家経済ニ関スル調査」(1925), 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習, 1929,
31～34쪽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

18) 김용섭, 日帝의 初期 農業殖民策과 地主制 ; 日帝强占期의 農業問題와 그 打開方案 ,

앞의 책.

19) 1925년 도별 경지면적(畓)은 전라남도 202,727.0町步, 경기도 200,712.7정보, 경상북도

189,265.3정보, 경상남도 169,148.8정보, 전라북도 168,164.5정보 순이었다. 각 도별 농업인

구는 경상북도 1,773,801명(12%), 전라남도 1,736,528명(12%), 경상남도 1,461,457명(10%)

순으로 많았다(內務省社會課,「農家経済ニ関スル調査」(1925), 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
習, 1929, 5～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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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농가 1호당 收支 평균 (1925년)

(단위 : 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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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內務省社會課,「農家経済ニ関スル調査」(1925), 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習, 1929,
38쪽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

<표 3>은 1925년 각 도의 농가들을 지주, 자작농, 자작 겸 소작농(이하

‘자소작농’), 소작농, 窮民20)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낸 것이다. 지주가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주가 2만 호 이상이다.21) 자작

농은 함경남도가 9만 호에 육박하여 가장 많고 전라북도가 14,000여 호로

가장 적다. 자소작농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순으로 각각 13만 호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소작농이 가장 많은 도는 경상남도로 12만 호 이상이

며, 경상북도와 전라남·북도도 각각 10만 호 이상의 소작농이 분포되어 있

다. 특히 경상남도는 소작농 중에서도 토지 3反步 미만을 경작하는 가장

20) 전체 농가 호수는 2,728,921호이며 그 중 지주는 121,985호(4%), 자작농은 553,678호

20%), 자소작농 917,311호(34%), 소작농 973,738호(36%), 궁민 162,209호(6%)이다. 조사

항목 중 ‘궁민’ 또는 ‘窮農’은 ‘궁핍하여 농가의 노역에 종사하여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習, 1929, 32쪽).
21) 지주 중의 상당수는 일본인이었다. 일제는 조선이 기존에 유지하던 지주·소작제의 틀

위에 일본인 지주와 자본가 계급을 이식하는 형태를 취했다. 강점 이전부터 시작된 일본

인 지주의 조선 진출은 강점 이후 더욱 증가했을 뿐 아니라 경지 소유 면적도 크게 늘어

났다. 특히 곡창지대인 전라도 및 경상도, 황해도 일대에서 1,000町步 이상 소유한 경우

가 많았다(浅田喬二, 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お茶の水書房, 1968, 69～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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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한 영세소작농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궁민은 전라남·

북도와 경상남·북도를 합쳐 약 10만 호 이상인데 이는 전체 궁민 가호의

약 60% 이상이다. 즉 경상도와 전라도 등 남부 지방은 소작농과 궁민 분

포가 높은 반면, 자작농 비율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1925년 당시 농가 1호당 수입·지출 상황은 <표 4>를 통해 볼 수 있다.

지주의 평균 수입은 1,534圓으로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궁민의 평균 수입

전체를 합친 1,627원보다 약간 적을 뿐이다. 평균 수입에서 평균 지출을 뺀

차액을 비교해보면 지주 545원, 자작농 87원, 자소작농 25원, 소작농 -11원,

궁민 -4원으로, 자작농 이하 농민들의 생활은 매우 궁핍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작농과 궁민이 많은 남부지방의 농촌 경제 상황은 더욱 열악하였

고, 더 이상 농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농민들은 새로운 직종으로 轉業하

여 살길을 모색했다. 다음 <표 5>는 1925년 한 해 동안 농업 실패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전업한 농민 수를 보여준다.

<표 5> 농민의 轉業狀況 (1925년)

(단위 : 명)

상업 공업· 雜業 노동·피고용 일본 이주 만주 이주
시베리아

이주
합계

경기도 799 486 1,323 66 24 6 2,704

충청북도 1,314 993 2,837 139 24 6 5,313

충청남도 401 266 936 94 18 1 1,716

전라북도 1,656 1,792 2,198 616 16 2 6,280

전라남도 1,705 1,194 5,439 4,663 9 7 13,017

경상북도 10,550 5,935 28,760 6,995 1,295 79 53,614

경상남도 2,123 1,987 14,069 12,202 251 9 30,641

황해도 687 596 1,286 28 8 0 2,605

평안남도 744 529 3,597 12 82 4 4,968

평안북도 467 671 1,534 30 299 29 3,030

강원도 632 578 1,490 199 53 362 3,314

함경남도 2,195 1,620 5,595 215 751 505 10,881

함경북도 455 232 580 49 303 836 2,455

총계 23,728 16,879 69,644 25,308 3,133 1,846 14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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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內務省社會課,「農家経済ニ関スル調査」(1925), 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習, 1929,
39～40쪽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

당시 농민이 농업 대신 선택한 업종은 단순 노동직(노동, 피고용), 일본

이주, 상업 순으로 많았다. 도별로 볼 때, 경상북도가 53,614명으로 가장 많

은 농민이 전업했고, 경상남도가 30,641명, 전라남도가 13,017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 전업자 중 39.8%에 해당하는 12,202명이 일본으

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났다. 그로 인해 경상남도 출신의 일본 이주자가 전

체 일본 이주자의 48.2%를 차지했으며,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출신이 그 뒤

를 이었다.

몰락한 소작농들은 농촌에서 유리되어 도시의 임노동자로 나섰지만 그들

이 취업할 수 있는 산업시설은 조선에 거의 없었으며, 국내의 노동 시장에

서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중국인 노동자와의 경쟁에서 열세에 있

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기 어려웠다.22) 그에 따라 몰락 농민들 중 많은

수는 국내에서 활로를 찾을 수가 없어서 만주·시베리아·일본 등 해외로 流

移하는 것이 생존의 방편이었는데, 만주나 시베리아로 이주한 농민들이 이

주지에 가서도 농업을 지속한 것과 대조적으로 도일한 농민들은 도시 노동

자로 변신하였다. 대체로 남부 지방 출신 이주자들의 상당수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는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조

22) 일제강점 이전 조선 내 중국인 노동자들은 華商의 활발한 상업 활동과 연결되어 있었

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화상 세력은 점차 쇠퇴했지만, 중국인 신규 노동자

유입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조선 내의 화교사회를 벗어나 조선인 노동 시장에 직접 진출

하였다. 중국인 노동자는 조선인 노동자가 파업을 했을 때 그 대체 노동력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저렴한 임금을 바탕으로 노동 시장을 잠식해갔다. 조선총독부는 이들이 조선인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아 규제를 실시했으나, 민간기업의 중국인 노동자

사용 제한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河明生, 韓人日本移民社会経済史： 戦前篇, 明石書店,
1997, 33∼44쪽; 김광열, 1920∼30年代 朝鮮人 渡日의 要因 , 韓日民族問題硏究창간호,
2000). 이 시기 국내 화교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김태웅, 日帝下 群山府 華僑의

存在形態와 活動樣相 , 지방사와 지방문화13, 2010을 참조할 것.
한편 중국인 노동자 유입을 조선인 노동자 도일의 주요 배출 요인으로 보는 것은 과장

이라는 견해도 있다(外村大, 앞의 책,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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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남부 지역과 일본은 거리가 가깝고 관부(關釜)연락선 등 교통기관이

완비되어 있어 여비가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빈곤한 하층민도 비교적

쉽게 도일할 수 있었다.23)

또한 ‘계절노동자’로 취업할 수 있다는 점도 도일을 선택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다. 도일 조선인 노동자의 상당수는 단신으로 도일해서 1년 중

일정 시기 동안만 잡역노동을 하다가 귀향했는데24), 이러한 특징은 만주

이민과 같이 외국으로 완전히 이주할 때 가지게 되는 불안감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이들이 도일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일본 노동시장 임금이 조선과 비

교하여 조금 더 높았다는 점에 있었다. 다음 <표 6>은 동일직종에서 일본

내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 그리고 조선내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

비교를 보여준다.

<표 6> 일본에서의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의 평균 日給 및

조선에서의 조선인 노동자 평균 일급 비교

　　　　　　　　　　　　　　　　　　　　　　　　　　　　　 　(단위 : 円)

직종
일본 (오사카, 1923년) 조선 (1922년)

일본인 노동자 조선인 노동자 조선인 노동자

염색공 2.10 1.20 1.25

방적공 1.70 1.20 1.10

유리공 1.60 1.20 1.10

荷役 노무자 2.50 2.00 1.60

人夫 1.90 1.70 0.90

토목건설 노무자 2.50 2.00 1.30

坑夫 2.50 2.10 1.30

(일본에서의 조사대상은 성년남자노동자, 조선에서의 조사대상은 숙련노동자로 상정

23) 大阪市社会部調査課, 朝鮮人勞動者問題 (1924), 朴慶植 編, 앞의 책, 369쪽.

24) 대체로 설날을 쇠기 위해 1월 정도에는 귀환이 많고, 3∼4월에 도일이 증가한다. 농번

기인 7∼8월에 다시 귀환이 많아졌다가, 연말 무렵에 도일이 다시 늘어난다(大阪市社会部

調査課, 朝鮮人勞動者問題 (1924), 朴慶植 編, 위의 책, 343∼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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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음.)

(출전 : 大阪市社会部調査課, 朝鮮人勞動者問題 (1924),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1, 369〜370쪽; 376쪽.)

<표 6>을 통해 일본 노동시장에서 동일 직종에 종사할 경우 일본인보다

조선인의 일급이 더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인의 일급은 일본인 일

급의 약 60〜80% 수준이었다. 염색공의 경우 임금격차가 가장 커서 조선

인은 일본인 일급의 약 57%정도인 1.20円을 받았고, 인부의 경우 임금격차

가 가장 작아서 일본인 일급 1.90円과 비슷한 1.70円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직종이라도 조선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더 적었다.

조선인들은 일본에서 10〜50%까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조선에서 0.90円을 받는 인부는 일본에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일급을 받

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일본행을 선택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인 노동자로서는 일본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이 비교적 높

은 편이었지만, 일본 측에서 볼 때 조선인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일본인 노동자가 기피하는 고된 장시간 노동”에 비해 저렴한 액수에 불과

했다.25) 더욱이 조선인 노동자는 일급의 10～20%를 소개수수료로 제하고

받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실수령액은 더욱 낮았다. 조선인 노동자는 일본

전역에서 대개 일본인 노동자가 받는 일급보다 20%정도 낮은 일급을 받았

다.

하지만 조선인 노동자가 도일을 결정했을 때 높은 임금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조선에서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조선에서 일자리를 구할수만 있었다면 생활비나 정서적 안정감 등을 고려

25) 朴在一, 在日朝鮮人に関する綜合調査研究, 新紀元社, 1979, 25쪽. 조선인 노동자가 일
본인 노동자에 비해 선호되는 까닭은 ① 일본인 노동자보다 저렴한 임금, ② 장시간의

노동시간, ③ 위험·불결·고된 일이라는 세 가지 노동 조건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東京部社會科, 在京朝鮮人労働者の現況 (1929), 朴慶植 編, 在日朝鮮
人關係資料集成2, 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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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아도 불과 10〜50%의 임금을 더 벌기 위해 언어와 풍습이 낯선 타국

으로 일부러 떠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도일을 선택한 농민들 중 상당수는 최하층의 빈농보다는 그보다 한 단

계 위에 있는 중하층의 영세 소작농에 집중되어 있었다. 도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여비를 마련할 능력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26) 하지만

이들이 어렵게 여비를 구해 도일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일본에서 각종 사회 문제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았다.27)

1920년대 초 일본 內務省28)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광부·잡역부 등

육체노동자로, 교육 수준이 낮고 음주·도박 등에 쉽게 빠지며 습성이 흉포·

잔인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29) 도일 조선인들이 일본인과 의사소통

26)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가 蔚山 達里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중층 이

상의 농민들이 도일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는 농민들의 경제적 처지에 따라 상·중·하로

계층을 구분한 뒤, 다시 ‘중층’을 세분하여 상·중·하로 나누었다. 가지무라는 농민들 중

‘下層’을 농업노동자, ‘中層下’를 영세소작농으로 상정했는데, 비록 중층이라고 할지라도

하층과 비교한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어서 실제로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 중층 이

상의 농민들이 도일을 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조건을 갖춘 반면, 하층에 속한

빈농들은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시도할 정신적 여유도, 자금적 여유도 가지기 어려웠으

므로 적극적으로 도일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梶村秀樹, 1920～30年代朝鮮農民渡

日の背景 , 在日朝鮮人史硏究6, 1980). 한편 최근의 연구에서는 울산 울주군 삼동면 사
례에 집중하여 상층 농민이 더 활발하게 도일했음이 주장되기도 했다(김성남, 식민지기

일본으로의 인구유출에 관한 사례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27) 1927년 9월 1일에서 31일까지 경남 경찰부가 부산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도항 시 소지금액은 대체로 10円에서 30円 정도 소지한 자가 전체의

73.53%를 차지하는데, 조선인이 일본에서 육체노동자로서 보통 일급 1.7～2.5円을 받았던

것에 비추어보면, 대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체재 가능한 여비였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慶尙南道 警察部, 內地出稼鮮人勞動者狀態調査 (1928),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資料集成
1, 570〜571쪽).
28) 1920년대 초에 일본정부의 중앙관청인 내무성의 기능이 재편된 점이 주목된다. 1919년

8월, 내무성 地方局에 救護課가 설치되어 救貧 행정을 담당했는데 구호과는 12월에 社會

課로 개칭되었다가 이듬해 1920년 8월 社會局으로 다시 변경되면서 실업구제·방지를 포

함한 사회행정 전반을 다루게 되었다. 1922년에는 사회국이 노동행정까지 담당하게 되면

서, 기존의 지방행정 및 경찰행정 기능에 사회행정 기능을 더하게 되었다(山脇啓造, 近
代日本と外国人労働者, 明石書店, 1994, 269∼270쪽).



- 16 -

문제 등으로 폭행 사건을 일으키거나, 공장·광산 등에서 노동쟁의에 참여

하는 경우가 늘어났고30), 직업을 얻지 못하여 부랑 생활을 하는 사례가 증

가했기 때문이다.31)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는 내무성이 취급해야 할

중요한 노동 및 치안 문제 중 하나가 되었고32), 이에 내무성은 도일 조선

인들이 일본에 건너오기 전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1910년대 이후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도일 규제책은 집단적인 노동자 관

리를 목표로 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총독부는 조선에서 일본 기업들

의 과도한 노동 모집 경쟁을 통제하고자 했다.33) 노동자 도일 자체를 단속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

일 통제를 시행한 것이다. 그 시초가 된 것이 1918년 공포된 노동자모집

단속규칙(勞動者募集取締規則, 이하 ‘단속규칙’) (大正7.1.29, 總督府令 第6

号)34)이다. ‘단속규칙’은 일본 기업 모집자에게 출원허가를 받도록 규정하

고 일본 기업의 구직에 응모하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보호 및 단속사항을

총 14개 조로 제시한 것이었다. 그 중 조선인 노동자들의 도항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모집자는 응모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기입한 응모

자 명부를 작성하여 모집지 출발 전 경찰서장(경찰서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 분견소장을 포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한다.

29) 內務省警保局, 朝鮮人近況槪要 (1922), 朴慶植 編, 앞의 책, 123쪽.

30) 內務省警保局保安課, 朝鮮人槪況 (1920), 朴慶植 編, 위의 책, 92쪽.

31) 內務省警保局保安課, 在留朝鮮人ノ狀況 (1925), 朴慶植 編, 위의 책, 157쪽.

32) 재일조선인에 대한 경찰의 시찰·단속은 1909년경부터 시작되어 1916년에 이르러 정비

되었다. 特別要視察人視察內規 에서 要視察朝鮮人視察內規 의 분리는 그러한 결과의

하나였다. 3·1 운동 이후 재일조선인 단속은 더욱 강화되었다(內務省警保局, 朝鮮人情報

第一号(1922), 荻野富士夫編, 特高警察關係資料集成12, 不二出版, 1995, 3쪽).
33) 1910년대의 도일 괸리정책은 水野直樹, 朝鮮總督府の內地渡航管理政策: 1910年代の勞

動者募集取締 , 在日朝鮮人史硏究22, 1992을 참조할 것.
34) 朴慶植 編, 위의 책, 3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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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모집자가 응모자를 조선 밖으로 도항시키려 할 때는 승선지명

과 출발 기일을 미리 정하고 응모자 명부 및 모집허가 사증을

첨부하여 출발 3일전 승선지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속규칙’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도일 노동자의 신원을 경찰서에서 보증

받아 출발지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에

유입되는 조선인을 경찰기관에서 파악하고 관리하려는 시도였으며, 경찰서

에서 신원 증명을 받고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선인의 도일을 통제하는

기본적인 방편으로서 이후에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 ‘단속규칙’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속규

칙’이 공포되고 6개월 뒤(7월 12일)에 내무성은 “노동자들이 도일한 후 보

호·단속은 내지에서 이루어지는데 허가관청인 조선 경무관헌의 권한이 그

곳까지 미치지 못하”고, “사용자가 계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등 ‘단속규칙’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35)

그러나 같은 해 2월 내무성 경보국장이 일본 내의 각 廳·府·縣 장관 앞

으로 보낸 문서( 朝鮮人労働者ノ募集二関スル件 (大正7.2.12. 警閣第420号))

를 보면 ‘사용하는 조선인 노동자 수가 일본인 종업원의 3/10이 넘지 않도

록’ 당부하는 등 일본 내부에서도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통제 시도가 나타

나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다.36) 일본 내에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도일

규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가고 있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 당국은 치안 유지를 위해 조선인 도일

을 전면 통제하기 시작했다. 내무성의 협조 요청을 받은 조선총독부는 4월

15일 조선인 여행 단속에 관한 건(朝鮮人の旅行取締に関する件) (朝鮮總

督府警務總監令 第3号)을 공포하여 소위 ‘旅行證明書’ 제도를 시행하였

35) 朝鮮人內地渡航外四項二対スル事務取扱方連絡二関スル件依命通牒 (大正7.7.12, 內務省

秘 第1,528号), 朴慶植 編, 앞의 책, 32∼33쪽.

36) 朝鮮人労働者ノ募集二関スル件 (大正7.2.12, 警閣第420号), 朴慶植 編, 위의 책,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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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7) 이 제도는 조선 밖을 여행하려는 조선인에게 거주지 관할 경찰서 또

는 경찰관 주재소에서 여행목적과 이유가 명기된 여행증명서를 작성한 후

출발지 경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조선으로 귀국하는 경

우에도 도착지 경찰관에게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했다. 조선총독부가 여

행증명서 제도를 실시한 까닭은 “不逞한 자들의 음모 연락을 위해 왕래하

는 자”를 단속할 목적이었다.38) 이른바 일본의 치안을 위협하는 ‘不逞鮮人’

의 단속이 이 제도 실시의 주요취지였다. 그와 동시에 일본은 조선인 노동

자의 유입이 일본 내부에 야기할지도 모를 실업 및 노동운동 문제 등에 대

한 우려로 인해 여행증명서 제도를 통해서라도 조선인 노동자 도일 규제

장치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상승하자, 조선인 노

동자 고용이 빠르게 늘어났다.39) 1920년대 들어와서 일본 경제는 전반적인

저성장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이 독자적 시장과 구조를 가지는

‘일본형 노동시장40)’으로 재편되었는데,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 사회의 하

층으로 새롭게 편입되었다. 즉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비숙련’ 노

동자에 대한 한정된 수요였다. 따라서 조선인 노동자들은 半실업 상태의

산업예비군으로 일본 경제의 동향에 따라 고용과 실업 상태를 오가게 되었

다.41)

일본의 기업들이 값싼 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수용할 수 있는 조선인

37) 朴慶植 編, 앞의 책, 36쪽.

38) 朝鮮總督府警務局 ,朝鮮治安狀況, 1919.
39) 山脇啓造, 앞의 책, 267∼270쪽.

40)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일본의 노동시장은 상층과 하층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

다. 하지만 1차대전 이후 다이쇼(大正) 말인 1925년까지 일본의 노동시장은 대기업, 그에

종속된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기업·가내노동·영세소매상 등으로 구성된 상층 노동시장과,

영세기업 노동자·가족노동자·가내노동자·인부·일용노동자 및 기타 잡업 등의 하층 노동시

장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었다. 많은 조선인 노동자와 중국인 노동자들은 도시하층 노동시

장에 추가되었다(山脇啓造, 위의 책, 267∼268쪽).

41) 켄 카와시마, 상품화, 불확정성, 그리고 중간착취 , 근대성의 역설 : 한국학과 일본학
의 경계를 넘어, 후마니타스, 2009,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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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선호하면서 조선인 노동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자, 치안을 담

당하는 내무성 경보국이 조선인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에 일정한 규제를 가

하고자 여행증명서 제도를 마련했던 것이다.

증가일로를 걷고 있었던 도일 희망 조선인들에게 여행증명서 제도가 큰

불편을 초래하자,42) 조선에서는 언론을 중심으로 여행증명서 제도를 비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1921년 7월 9일과 10일에 걸쳐 東亞日
報는 사설을 통해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하는 현 총독부 당국의 관찰은

어떠한가? 소위 불령선인을 방어하기 위하여 일반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또한 “현대 경제조직 하에서 경쟁은

당연하고 그에는 기회의 균등이 필요하나 조선인은 해외여행에 대하여 증

명수속을 요구하니 이는 불평등하다”고 지적하면서 여행증명서를 폐지하라

고 주장하였다. 여행증명서 제도가 조선인 宥和를 위해 소위 문화정치를

내세우던 총독부의 정책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조선 언론의 주장에 대해 총독부 당국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43) 총독부

가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동아일보는 1922년 9월 15일자 사설에서 “여행

증명서 제도에 의한 도일 제한은 한인의 불평불만을 증대시키는 것이니 조

선인에 대한 일대 모욕”이라며 재차 철폐를 주장하였다.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총독부도 여행증명서 제도를 재검토하게

42) 朝鮮日報는 여행증명서 제도를 상업·농업·노동 목적으로 국경을 통과해야 하는 “一

般行旅로 하여금 至高한 苦痛과 至大한 損害와 至煩한 弊瘼을 蒙受하게 하는” 제도라고

비판하였다.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긴급한 사고나 중대한 이해가 있더라도 ‘한 조각의 증

명서’를 얻지 못하면 幾旬, 幾朔을 기다려도 “結局 朝鮮人 身世만 自嘆하고 事機를 坐失

하며 損失을 飽受하는 狀態”에 빠지게 했기 때문이다. 심하게 늦어지는 경우가 아니더라

도 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 보통은 삼사일 내지 사오일 정도가 걸리는 까닭에 여행증명서

제도는 事機를 요하는 일로 국외로 나가려는 조선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었다(조
선일보 1922년 12월 14일; 12월 17일).
43) 조선총독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인 정확한 까닭은 알 수 없지만, 일본측 관리들로부터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大阪朝日新聞(朝
鮮版) 1921년 4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 경찰부가 조선총독부에 조선인
노동자의 도항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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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총독부 경무국은 각도의 경찰부장 회의 및 내무성 당국 등과 교섭

을 거쳐44) 1922년 12월 15일에 조선총독부령 제153호를 공포하여 여행증

명서 제도를 철폐하였다. 이는 3.1 운동 이후 문화정치를 내세우며 통치정

책의 방향을 조선인 회유로 전환했던 총독부가 조선인들의 도일 제한 비판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45)

그러나 여행증명서 제도 폐지로 인해 도일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

니었다. 총독부의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 경무국장은 “여행증명서가

폐지되는 동시에 국경방면의 경비는 더욱 엄중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일

본 內地로 노동을 하러 가는 사람이나 직업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거주

지 소관 경찰서의 증명이나 민적등본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

하였는데46), 이는 치안문제를 염두에 둔 조치인 동시에 필요에 따라 조선

인 노동자의 도일을 통제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었다.

여행증명서 제도가 폐지된 이후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은 눈에 띄게 증가

하였다. <표 7>은 여행증명서 폐지 전후 1개월 간 조선인 노동자가 오사

카로 도일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7> 여행증명서 폐지 전후 각 1개월 간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입국

(단위 : 명)

구분
1922년 11월 15일

∼12월 14일
1922년 12월 15일
∼1923년 1월 14일 증감

남 여 계 남 여 계 
각종직공 143 31 174 175 30 205 31
잡역노동 4,281 287 4,568 10,204 463 10,667 6,099

(출전 : 大阪市社會部, 朝鮮人勞動者問題(1924),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1,
343쪽.)

44) 조선일보 1922년 12월 12일.
45) 김광열, 한인의 일본이주사 연구, 논형, 2010, 81쪽.
46) 동아일보 1922년 12월 12일; 조선일보 1922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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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증명서 제도 폐지 이후, 주로 숙련 기술을 가진 공장 노동자인 ‘각종

직공’이 174명에서 205명으로 증가한 데 비해, ‘잡역노동’ 즉 단순 육체노동

자는 4,568명에서 10,66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잡역

노동자들은 주로 비숙련·일용노동자들로, 이들 대부분은 무작정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漫然渡航을 한 이들이었다. <표 7>은 오사카 시의 상황만을

소개하고 있지만, 여행증명서 제도 폐지 이후 일본 전역에 걸쳐 조선인 노

동자의 유입이 크게 증가했음을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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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釜山市民大會와 渡日朝鮮人 規制

1922년 12월에 조선총독부가 여행증명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朝鮮日報는 “齊藤總督이 赴任한 以後와 丸山局長이 視務한 以來에 特筆大

書로 盛德大惠를 襃揚할만한 者는 이 規則을 廢止한 이보다 더 거록한 者

는 無하다 할지로다”라고 극찬을 하였다.47) 여행규칙은 총독정치의 근본문

제도 아니었으며, 또한 여러 지엽적인 사건의 전부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증명서 폐지를 높게 평가한 까닭은 총독정치

의 근본문제, 즉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그로 인한 극심한 민족대립을 해소

시켜줄 정책 방향을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48)

여행증명서가 폐지된 이후 도일 조선인 노동자도 ‘차별 철폐’의 자유를

누리는 듯 보였다. 192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관부연락선으로 일본

에 건너간 조선인 노동자는 38,404명이었는데, 이는 1921년 한 해의 도일자

수와 거의 비슷한 수치였다.49) 하지만 일본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도일 조선인 전부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

서 일본어가 서툴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실업 상태에 빠져 부랑자가 되거나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도 생겼

다.50)

內務省은 도일 조선인들이 치안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 요소가 된다고 보

았다. 1920년대 초반까지 조선인 노동자들의 사상운동 또는 노동운동 참여

는 미미하여51) 일부 노동자들이 조선인 유학생 단체나 일본인 노동조직에

47) 조선일보 1922년 12월 14일.
48) “文化를 宣傳함에 差別을 撤廢하는 前提라하여도 過言이 안인즉 우리는 衷心으로 그

擧措를 歡迎하노라”라는 평가나, “施行規則보다 百倍나 重大한 規則의 改正과 廢止를 待

할 자가 多함을 覺悟하야 十二分의 考慮를 加하라” 등에서 이러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조선일보 1922년 12월 14일).
49) 동아일보 1923년 4월 14일.
50) 司法省, 内地に於ける朝鮮人と其犯罪に就いて (1927), 朴慶植 編, 앞의 책, 276～178쪽.

51) 1921년 내무성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인 노동자는 재일조선인의 약 93%를 차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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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1922년 이후로 조선인 학생 조직과 조선

인 노동자가 분리되기 시작했고, 1923년 이후에는 조선인 노동자의 자체적

인 노동운동이 전개되어 갔다. 이에 내무성은 조선총독부와 공조 하에 조

선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책을 강구해 나갔다.

일본 내의 분위기는 조선에도 알려져, 1923년 4월 13일 동아일보는 조

만간 조선총독부의 도일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52) 내무성과 총독

부의 도항 대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23년 5월 14일 내무성 경보국

장이 각 廳·府·縣 장관에게 보낸 조선인 노동자 모집에 관한 건 의명통첩

(朝鮮人労働者募集二関スル件依命通牒, 이하 ‘통첩’) 이었다. ‘통첩’에서는

우선 “여행증명서 제도 폐지 이후 증가한 조선인 도일 노동자들이 취직난

을 겪으며 부랑무뢰배가 될 뿐 아니라 사회운동 및 노동운동에 참여하고

일본인과 분규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도항 규제의 원

인을 내세웠다. 그리고 ‘통첩’이 제시한 대책은 조선총독부와 협의를 거쳐

자유도항 및 단체모집을 가급적 저지하도록 협정을 맺는 것이었다.53)

조선총독부는 일본 내부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내무성의 정책 기

조에 따랐다. 이에 따라 총독부 警務局이 도일 노동자 제한 방책을 각도

경찰부에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총독부로

서는 내무성의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도, 그렇다고 열악한 조선 내의 사정

을 무시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농민이 몰락해가는 상황에서

그들의 구직 도일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대지진은 조선인들의 도일을 전면 제한하는

처우·임금 문제를 들어 쟁의를 일으킨 사례가 두어 건 있기는 하나, 그 대다수는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낮은 급여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쟁의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배움이 짧고 자각이 없는데다가 언어불통의 문제가 겹쳐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內務省警保局, 大正十年労働運動槪況, 1921).
52) “朝鮮人 勞動者의 日本에 渡去하는 者가 激增함을 因하야 各種의 問題가 發生함으로

總督府 警務局에서는 警察의 干涉으로 渡航을 制限하기로 決定하얏다한즉 窮困한 朝鮮人

의 此方途도 從此로 梗塞될 것이다.”(동아일보 1923년 4월 13일)
53) 朴慶植 編, 앞의 책,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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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되었다. 내무성과 경시청 및 기타 관계 부·현에서는 치안문제를 들

어 조선인의 도일을 저지하도록 재촉하는 전보를 총독부에 보냈으며, 일본

내부에서 조선인의 통행을 통제하였다. 9월 6일부터는 조선인의 일본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실제로 경찰의 증명이 없는 자에게 나고야(名古屋)

동쪽[관동지방]으로 가는 열차표를 팔지 않았으며, 도항해 온 200여 명의

조선인들을 야마구치(山口)縣에서 상륙하지 못하게 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54) 이에 따라 총독부에서도 9월 8일부터 부산에서부터 도항을 저지하

는 방침을 취했다. 일본 경찰당국의 통첩으로 조선인의 일본행이 전면 금

지된 것이다.55)

9월 9일 마루야마 경무국장은 ‘조선인 보호 목적’을 들어 조선인의 일본

도항을 제한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관동대지진 중 불량한 조선인들이 폭

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서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조치가 여행증명서

제도와 같은 제한 규칙이 아니라고 강조했다.56)

총독부는 처음에 조선인 전체에 대해 도일 제한을 실시했다. 하지만 9월

15일에 관서지방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에게 도일을 허용하기 시작해서,

10월 3일에는 증명서를 휴대하는 조건으로 전체 유학생에 대한 도일 제한

을 해제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0월 4일에는 官公吏와 상인도 학생과

같은 조건으로 도일을 허가하였다.57) 그러나 조선인 노동자들의 도일은 여

전히 제한되었다.

11월 중순에 내무성은 총독부에서 이미 폐지한 여행증명서 제도를 다시

복구하려고 하였다. 내무성은 조선인이 일본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거취가 불분명하여 단속 상 곤란한 점이 있음을 여

행증명서제도 복구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익명의 총독부 관리는 조

54) 동아일보 1923년 9월 9일; 조선일보 1923년 9월 9일.
55) 동아일보 1923년 9월 8일.
56) 조선일보 1923년 9월 9일.
57) 조선일보 1923년 10월 5일; 山脇啓造, 앞의 책, 217∼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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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 여행증명서 폐지는 “一視同仁이라는 대방침”에서 추진된 것인데, 내

무성이 이 제도를 부활시키려 한다면 수긍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

다고 반박했다. 또한 내무성이 제시한 근거들을 “빈약한 이유”라고 평가하

는 한편, 조선인이기 때문에 신분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시기를 어서 벗어

나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58)

총독부가 내무성의 방침에 대해서 반발한 것과는 달리, 12월 중순이 되

면 이전의 여행증명서 제도는 사실상 복구되었으며 심지어 더 강화된 형태

로 나타났다.59) 이는 일본 내에 유입되는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 경제계의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였다. 동아일보에서 “법령만

폐지하고 제도는 부활”했다고 표현했듯이,60) 총독부의 도일 제한은 여행증

명서 제도가 폐지되기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총독부가 이전에 일본에서 취

직했던 노동자 중에 상당한 여비를 소유한 자, 또는 일본에 확실한 취직처

가 있는 자에 한해 경찰에서 증명서를 교부하여 일본 도항을 허가했던 것

이다.61)

12월부터 실시된 도일 규제는 확실한 법령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 자의

적으로 시행된 규제였기 때문에 도일을 희망하는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동아일보 1924년 2월 15일자 독자투고란에 실린 질

의응답을 보면, “일본 가는 데 旅行證明이 폐지되얏다 하더니 나는 일본을

가다가 증명이 업다 하야 못가고 말엇슴니다. 엇지된 까닭이오?”라는 질문

에 대해, 평양서 고등계 주임이 “여행증명은 폐지되엿스나 東京震災 당시

58) 大阪朝日新聞(朝鮮版) 1923년 11월 17일.
59) 中央職業紹介事務局, 東京府下在留朝鮮人勞動者ニ関スル調査 (1924), 朴慶植 編, 앞의

책, 430쪽.

60) 기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朝鮮人의 日本往來에 警察의 證明을 要하는 法令은, “日韓

合倂의 根本趣旨에도 相副치못한다”고, 當局者는 大大的으로 宣傳하면서, 其“廢止”를 發

布하얏다. 그 다음에, 어느 틈인지, “法令”만 廢止하고 “制度”는 復活하얏다. 證明을 與하

는 制限은 도리혀 前보다 嚴重히 또 그 다음에는 日本某府縣에서 朝鮮人의 渡航을 絶對

로 禁止하야도, “日韓倂合의 聖意에는 違背되지 아니한다”는 斷案을 나리엇다한다.’(동아
일보 1923년 12월 22일).
61) 京城日報 1923년 12월 20일, 12월 22일; 조선일보 1924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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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질서가 회복되기까지 경찰서에서 이왕 여행증명을 하던 대신에 身元證

明을 하여 주게 되얏는대 아직까지도 이 증명이 잇서야 일본을 감니다”라

고 대답하고 있다. 일본에 가려면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반 조선

인들은 잘 모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62)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1923년 12월의 새로운 도일 규제는 내무성과 총

독부가 공조해서 ‘漫然’ 도항을 하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도일을 최대한 막

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사실상 조선인 노동자들의 도일이

거의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일을 시도하는 조선인 노동자는 날이 갈

수록 늘어갔다. 도항증명서를 위조하거나63), 밀항 등 불법적 수단도 이용되

었다.

총독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조선 노동자들이 도일을 강구했던

까닭은 조선 내부의 노동자 공급이 과잉되었기 때문이다. 1924년 조선의

경제 상황은 농촌 피폐와 맞물려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연이은 旱災와

水災로 조선 각지에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도 농

작지 면적률이 높은 경상도와 전라도 등 남부 지방의 피해가 극심했다. 총

독부는 토목공사를 일으켜 간접적으로 피재민을 구제하겠다고 했지만 즉각

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했다.64)

62) 당시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으로 도항하려면, 거주 관할 경찰서가 발행하는 호적등본과

면장 명의의 신원보증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에 가서 취직할 곳이 있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했는데, 이 과정이 면장의 신원보증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관할 경찰서나 釜山水上警察署에서 실시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조선일보 1924
년 5월 21일; 5월 26일).

63) 도항증 위조 사례로, 전남 장흥군에 사는 두 사람이 淸水라는 순사의 도장을 위조한

도항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가 부산수상경찰서에 체포된 사건이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조
선일보 1924년 4월 26일).
64) 한재에 대한 총독부의 구제사업안이 확정된 것은 11월 9일이었고 주요 사업 내용은 항

만 개·수축, 하천 개수, 도로 개수 등이었다. 구제토목공사가 실제로 각 지방별로 실시된

것은 이듬해 봄부터였기 때문에, 1924년 당시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 구제책이 되지는

못했다(김광열, 1920∼30년대 조선에서 실시된 일본의 ‘窮民救濟’ 토목사업 ,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100∼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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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는 이 사태를 방관만 할 수 없어서, 3월부터 전국 각지의 공공단

체가 벌이는 사업에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보내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조치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조선의 여론은 일회

성 행사를 통해 노동 문제를 일시적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촌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총독부가 농촌

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없으면 도일 제한이라도 해제하여 노동자들을 일본

으로 보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65)

조선 남부지방의 과잉 노동력은 도일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5월 부산항에는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가려는 노동자들이 적체되어 그

수가 1∼2만 명에 달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관동대지진 때 일시 귀국했다

가 발이 묶인 노동자들이었다. 대지진 이후 1924년 1월까지 통계만 보아도

일시 귀국한 조선인 노동자는 4만 여 명 이상이었다.66) 이들 중 상당수는

조선에 돌아와서 직업을 구할 수 없자 다시 일본에 건너가기 위해서 부산

에 몰려들었다. 그 결과 부산에는 3월 한 달 만에 무려 2만 명의 도일 희

망 노동자가 급증하였다.67) 수만 명의 도일 희망자들 중에서 도항증을 얻

어 연락선에 승선하는 숫자는 하루에 7∼8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람들

은 수십일 내지 수개월을 하릴없이 보낼 수밖에 없어 더 큰 빈곤에 빠지고

있었다.68)

도일 희망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도항을 주선하는 알선업자인 相愛會69)

65) 동아일보 1924년 3월 22일.
66) 中央職業紹介事務局, 東京府下在留朝鮮人勞動者ニ関スル調査 (1924), 朴慶植 編, 앞의

책, 430쪽.

67) 동아일보 1924년 3월 22일; 5월 26일.
68) 동아일보 1924년 5월 16일.
69) 상애회는 1921년 박춘금 등이 조직한 어용단체로, 관동대지진 때 회원 300명으로 ‘노동

봉사대’를 편성하여 사체처리와 복구작업을 자청해서 열성적으로 일제에 협력하였다. 이

단체는 직업소개 등의 일을 주선했는데, 취직알선 방법으로 상애회 간부가 직접 일자리

를 찾거나 경찰서에 의뢰했으며, 그 외에 조선인 노동자를 직접 모집하기도 하였다. 상애

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인덕, 재일조선인 반민족 운동-상애회 연구 , 재일조선인사
와 식민지 문화, 경인문화사, 2005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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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勞動共濟會 등에게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악명 높은 어용단체였던

상애회는 일본에 본부를 두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의 비호 아래 조선에서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일본 기업에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상애회

는 도일 희망 노동자들에게 도항 및 직업 알선 수수료로 받는 30圓 외에도

기타의 뇌물을 더 받아내었다. 이에 “난경에 빠진 불쌍한 노동자들은 상애

회를 믿지 못할 줄을 알고 바로 부두로 몰려가서 배타기를 애원하다가 수

상경찰의 구축을 당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70) 도일 희망 노동자들

중 대부분은 일본에 일정한 직장과 연고가 없었으므로 상애회의 알선을 거

쳐 釜山水上警察署에서 도항 허가를 받아 도일하려고 하였으나,71) 도항허

가증이 쉽게 나오지 않아 오래 체재할 수밖에 없었고, 숙박료가 떨어지면

서 도항도 귀향도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72)

도일을 희망하는 조선인 노동자가 부산항에 몰려들어 유랑하는 현상은

부산의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단체가 釜山

靑年會였다. 1920년 결성된 부산청년회는 부산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대중단체로 누구든지 입회가 가능하여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사람들

이 참여했지만, 사실상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유지 및 자본가들

이 조직 활동을 주도했다.73) 그런데 부산청년회의 주요 인사들 중 상당수

는 부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安熙濟가 설립한 白山貿易會社(이하 ‘백산

회사’)와 관련되어 있었다. 백산회사는 무역업을 하면서 비밀리에 국내외

독립운동가를 지원하고 상해 임시정부가 발행하는 독립신문의 국내 보급

통로 역할을 담당했던 조직으로, 자본을 출자했던 이들 대부분은 민족운동

에 뜻을 둔 영남 지주 출신 자본가들이었다.74)

70) 동아일보 1924년 5월 22일; 5월 26일.
71) 거주지에서 여행증명을 얻을 수 없었던 도일 희망자는 여행증명 대신 호적등본과 거주

면장의 신분 증명을 가지고 와서, 상애회를 통해 부산수상경찰서의 여행증명을 얻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山脇啓造, 앞의 책, 237쪽).

72) 京城日報 1924년 5월 21일.
73) 오미일, 한국근대자본가연구, 한울, 2002, 359쪽; 강대민, 부산지역학생운동사, 국학
자료원, 2003, 8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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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회는 해마다 시민대회를 개최하여 주택난, 학교 설립 등 당해

부산의 현안을 해결해나가고자 노력하였다.75) 1924년 부산시민대회의 주요

안건은 조선인 노동자 도일 제한 폐지였다. 이들이 도일 노동자를 지원하

기 위해 나선 것은 도일 희망 조선인 노동자 문제가 부산 지역의 사회 문

제일 뿐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5월 17일 부산청년회관에서는 부산시민 약 4만 2천 명과 노동자 4천 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부산청년회 의장 尹炳浩의 개회사로 시민대회가 시작되

었다. 이 대회에서는 “인도정의와 공존공영의 목적으로 조선 노동자의 일

본 도항을 개방하고 현재 부산에 집합되어 있는 노동자 4천여 명을 2주일

이내로 모두 도항하게 하기로 총독부 당국과 일본 내무성에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76) 총 7개의 결의 사항이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4) 백산회사는 1914년에 개인상회로 출발했지만, 1917년 합자회사, 1919년 무역회사로 전

환하였다. 무역회사로 전환할 때 영남지방의 민족주의적 지주 자본가들이 대거 자본을

투자했는데, 안희제, 최준, 최태욱, 윤현태, 윤병호 등이 대표 주주가 되었다. 이들은 1915

년 결성된 비밀결사조직 ‘조선국권회복단’과도 연계를 가지고 있었다. 백산회사는 면포·곡

물 등의 무역과 위탁업을 하면서 만주지방과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

당하다가 1924년 6월부터 석연치 않은 내부갈등을 겪게 되었고, 1928년 경제불황 속에서

문을 닫았다.

경남 의령 출생의 안희제는 1909년 비밀청년단체 大同靑年黨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독

립운동을 이끌었으며, 1911년을 전후하여 만주·시베리아 등지를 유람하면서 해외 독립운

동가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했다. 이후 백산회사 설립 및 1919년 기미육영회 조직, 1928년

중외일보 인수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후 만주로 터전을 옮겨 1931년 발해농장을 세워

민족운동을 계속하다가 1942년 옥고 후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백산회사와 안희제의 활동에 관련해서는 김준헌, 白山貿易株式會社의 組織과 機能 , 
韓日經商論集1, 1984; 오미일, 일제시기 안희제의 기업활동과 경제운동 , 국학연구5,
2000; 채백, 일제기 부산 지역 언론인 연구 , 한국언론정보학보65, 2011을 참조할 것.
75) 시민대회 개최에는 조선의 자본가들이 자신의 경제적 기반인 조선인 사회를 보전하려

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들은 조선인 사회가 공황의 타격과 일제의 수탈로 해체되

어 가는 현상에 직면하여 일제의 시정방침에 대해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

시민대회는 대중의 여론을 배경으로 일제 당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근대적 민중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오미일, 한국근대자본가연구, 한울, 2002, 364쪽).
76) 조선일보 1924년 5월 21일; 동아일보 1924년 5월 22일; 개벽 제48호, 1924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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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風俗改良의 件

2) 淸潔에 關한 件

3) 現在 釜山에 集合되야잇는 勞動者의 處置方法을 當局에 質問할 事

4) 團體와 個人을 勿論하고 渡航 周旋을 口實로 하야 勞動者에게 不正

한 利益을 取하는 者의 嚴重 取締를 當局에 交涉하고 이들 不正輩

의 行動을 全市民이 監視 또는 撲滅에 努力할 事

5) 朝鮮人 勞動者 日本渡航의 開放을 當局에 交涉할 事

6) 人肉市長[사창가]을 撤廢케 할 事

7) 釜山에 職業學校를 設立하야 無職業者 救濟方策을 當局에 要求할 事

1), 2), 6)은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운집하면서 부산 시내에서 발생했던

각종 사회문제를 짐작하게 해 준다. 목적을 이루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

이 야기한 ‘풍속’의 문제 때문에 4만 2천여 명이나 되는 부산시민이 이 대

회에 참석했던 것이다. 시민대회 결의사항은 7)의 직업학교 설립에서 보이

듯이 중·장기적 대책도 촉구되었지만, 3), 4), 5)에서 제시된 것처럼 부산에

운집한 노동자들의 처리 방법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핵심내용은 ‘不正

輩’77)의 행동을 감시·박멸하는 것과 도일 허용 문제에 대해 총독부 당국과

교섭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민대회의 결의사항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시

행할 집행위원 15명을 선출하였다.78)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집행위원들은 시민대회 이틀 후인 5월 19일 부산

수상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서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집행위원들은 “부산

에 집합한 노동자 4천여 명이 본적지 호적등본과 해당 지역 면장의 신원증

77) 부산시민대회에서 ‘부정배’로 지목된 도항 알선 단체들은 시민대회의 결의사항에 크게

반발하였다. 그들은 부산시민대회 개최 선전문이 돈 뒤부터 각기 대항책을 세워, 산하의

폭력배들에게 단도와 단장 등 무기를 들고 가 시민대회를 훼방 놓으려는 계획을 준비했

다. 실제로 5월 17일 당일에 대회를 마치고 부산 상애회 본부에 불려간 시민대회 측 인

사가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時代日報 1924년 5월 20일).
78) 부산시민대회 집행위원 15명의 이름과 신상은 다음과 같다.

<1924년 5월 17일 부산시민대회 집행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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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있으면 3∼4일 내로 전부 도항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그 수속비용은

부산청년회가 전액 부담하며 노동자들의 도항 관련 신원 보증은 李有石이

맡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부산부청으로 향하여 고니시 교스케(小西恭介) 부

윤을 면담하려고 하였으나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고, 곧바로 집행위원들

은 백산회사에 모여 도일 희망자 수송을 위해 오사카 상선회사와의 교섭을

준비했다.79) 5월 20일과 21일에는 도일 희망 노동자들 약 천 여명의 수속

을 진행했는데 당시 분위기에 대해 동아일보가 노동자들의 “기뻐 날뛰는

웃음소리와 만세의 소리가 적막하던 부산의 공기를 깨트린다”고 묘사할 정

도였다.80)

부산시민대회의 결의에 따라 부산시민대표들이 경성에 올라가 총독부에

인명 직업 사회활동
安熙濟

백산회사 중역, 동아일보

초대 부산지국장
대동청년단, 기미육영회, 부산예월회 등

金孝錫 백산회사 주주 기미육영회

金局泰 은행원, 시대일보 기자 토산장려회, 민립대학발기인, 신간회 부산지회장

尹相殷
구포저축주식회사 사장,

백산회사 주주
기미육영회, 부산예월회, 부산부 협의회 의원

金在洙
경남은행 구포·하동 지

점장, 경성방직 중역
의열단 활동에 자금 지원

尹炳浩 백산회사 중역 대동청년단, 기미육영회, 도회의원 등

李有石
부산 초량 객주, 南鮮倉

庫株式會社 감사
학교평의원, 부산청년회 간사

金老喆 교육·풍속 관련 대중강연, 부산청년회 간사

黃紀秀 조선일보 부산 지국장 부산청년회 간사, 신간회 동래지회 간사

金在俊 부산 초량 객주 부산청년회 간사

朴龍洙 학교평의원

沈斗燮 신간회 부산지회 간부, 부산청년동맹

吳瀅植 北鮮倉庫會社 대표 부산청년회 간사

金思訓 부산부서기

韓鎭杓 학교평의원, 부산청년회 간사

(각 인물들의 직업과 사회활동은 대체로 1920년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

79) 조선일보 1924년 5월 21일; 동아일보 1924년 5월 22일.
80) 동아일보 1924년 5월 24일. 이미 5월 19일의 부산시민대회 교섭위원과 수상경찰서장
의 면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때에도, “천여 명의 노동자는 기뻐 뛰며 박수를 하고

위원에게 ‘고맙습니다’고 절을 하”는 등 도항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내었다(조선일보
1924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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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자 총독부 경무국의 다나카 다케오(田中武

雄) 고등경찰과장은 도항제한이 일시적인 것이므로 언제라고 확답할 수 없

으나 머지않아 철폐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하였다.81) 마침내 5월

24일, 안희제 등 4인의 부산시민대표들은 경성의 사이토 마코토(齊藤實) 총

독과 마루야마 경무국장을 방문하였다. 시민대표들은 조선 노동자의 도일

문제와 관련하여 총독부 및 내무성의 무성의를 질타하고 상애회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결코 일개 부산 문제가 아니라 조선 전체의

문제이며 세계의 人道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경무국장과 총독

은 “총독부에서는 일찍부터 조선 노동자의 자유도항에 노력을 하여 왔으

나, 내무성에서 답을 듣지 못하니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였다.82)

부산시민대표의 경성 방문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후 도

일 조선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일 기사를 냈던 언론은 동아
일보와 조선일보였다.83) 두 신문은 국내의 대표적인 언론으로 조선인

사회의 여론을 반영함과 동시에 여론 형성을 주도해갔다.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 각 지방의 유력자들을 지국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각 지방청년회와 동아일보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84) 이 두 신문

81) 동아일보 1924년 5월 23일.
82) 동아일보 1924년 5월 26일.
83)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의, 인도, 자유, 평등, 데모크라시’에

입각하여 사회와 세계를 개조하려는 사조가 전 세계를 풍미했고, 이는 조선 사회에도 영

향을 미쳤다. 창간 이념으로 민족·민주·문화주의를 표방했던 동아일보와 신문명 진보주
의를 내세웠던 조선일보는 1920년 소위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조선인에 의한 한글신문
으로 발간되었다. 동아일보 주도층은 민족주의적 지식인이었으며, ‘점진’과 ‘보수’를 내

걸고 사회개조 운동을 주장했고, 조선일보는 창간 당시에는 친일 진영 신문으로 여겨

졌으나 192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자 필진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논조가 변화하였다(김

경택,「1910·20年代 東亞日報 主導層의 政治經濟思想 硏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 논문, 1999, 136쪽; 김민환, 한국언론사, 사회비평사, 1996, 212쪽; 채백, 언론, 대원
사, 2003, 113쪽).

84) 부산시민대회를 이끈 안희제는 동아일보 창간에 참여했으며 초대 부산지국장을 역임
한 바 있다(김경택, 위의 글,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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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산시민대회 소식을 보도하고 사설들을 통해 도일 제한 폐지를 주장하

면서 조선인 도일 제한 문제는 전국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85) 1924년 5월

부터 6월까지 동아일보는 부산시민대회 및 도일 노동자 문제에 대해 20

여건의 기사와 사설을 실었다. 특히 사설을 통해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 원

인을 조선 농촌의 파탄에서 찾으면서 도일 제한을 해제하여 실업 도일을

구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같은 시기 조선일보도 기사와 사설을 내어 도

85) 19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시민대회와 도일 노동자 문제에 관하여 동아일
보 와 조선일보에서 다룬 기사 및 사설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에 실린 부산시민대회 및 도일노동자 관련 기사 목록>
일자 분류 제목
5. 16 기사 失業渡日增加

5. 21 기사 勞動者를 渡日防止 四月 五百二十七名

5. 22 기사 渡日朝鮮勞動者 入國禁止를 解除

5. 22 기사 釜山市民大會

5. 23 기사 釜山代表의 入京과 總督府 當局의 意見

5. 24 기사 集中된 勞動者 渡日可能

5. 25 기사 釜山代表 總督府 訪問

5. 26 사설 勞動者의 渡日難

5. 26 기사 白衣勞動者의 二重苦痛

5. 29 기사 朝鮮勞動者渡日과 兩總同盟奮起

5. 30 기사 감자쪽에 警察署名 日本건너가는 勞動者의 窮境

5. 31 기사 財海餘波

6. 2 기사 渡日朝鮮勞動者의 入國禁止解除

6. 3 사설 우리의 死活問題

6. 3 기사 旅行證明은 廢止하나

6. 3 기사 渡日制限撤廢와 경찰의 간섭한단 말

6. 4 기사 조물주의 심술

6. 5 사설 破滅되어 가는 農村의 現狀

<조선일보에 실린 부산시민대회 및 도일노동자 관련 기사 목록>
일자 분류 제목
5. 19 기사 釜山市民大會 開催

5. 21 기사 釜山市民大會의 經過

5. 23 기사 釜山 있던 勞動同胞 4日間에 一千五百名 渡日

5. 23 기사 釜山市民委員, 總督府에 交涉

5. 27 기사 朝鮮人 渡日 및 歸還者

5. 27 사설 渡日 勞動者를 위하여(上)

5. 30 기사 勞動同胞의 渡日制限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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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제한 철폐를 주장하였는데, 5월 27일자 사설에서는 “도일 노동자의 여

행증 사건은 우리 조선민중에 대한 당국의 태도를 알 수 있다”고 하여 조

선인 전체의 문제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언론을 통해 부산시민대회가 널리 알려지고 노동자 도일 제한 문제가 조

선인 전체의 문제로 떠오르자 사회주의 계열 노동자·청년 단체들인 朝鮮勞

農總同盟과 朝鮮靑年總同盟도 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두 단체는 1924년

4월에 창립하여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노동자·농민의 계급투쟁을 운동중심

에 두고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산시민대회 소식을 접하고는 “이 문제

를 오직 부산시민에게만 책임을 맡김은 우리로서 너무나 무성의”하다고 하

면서 대대적 활동을 개시하기 위해 청년동맹과 노농총동맹의 연합집행위원

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하였다.86) 5월 28일 이루어진 두 단체의 협의 결과,

‘조선 노동자의 일본 도항을 자유롭게 해방할 것’과 상애회 등과 같은 ‘반

동단체의 중간 농락을 금지할 것’이 결의되었다. 두 단체는 결의사항을 서

면으로 내무성과 총독부에 제출하고, 조만간 경성에서 강연회를 열 계획임

을 밝혔다.87) 이처럼 조선 노동자의 도일 제한 문제는 부산의 지역사회 문

제로 시작하여 언론과 사회주의 단체가 가세하면서 전국적 반향을 불러 일

으켰다.

부산시민대회 이후 조선인 노동자 도일 문제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자 총

독부와 내무성은 협의에 들어갔다. 내무성 경보국은 1924년 6월 1일부터

종래의 도일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각 관계 당국에 통첩하였다.88)

조선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사회운동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경계한 총독부

의 입장을 내무성이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 일본에서 이미 조선인 노동자의 도

일 허용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던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관동대지진 이

86) 동아일보 1924년 5월 29일.
87) 조선일보 1924년 5월 30일. 그러나 노농총동맹과 청년총동맹의 공동 강연회는 총독

부 당국의 금지로 인하여 중지되고 말았다(동아일보 1924년 6월 5일).
88) 동아일보 1924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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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토목건설 경기가 부양되어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본 자본가들이

저임금의 조선인 노동력을 공급해 줄 것을 내무성에 요구했던 것이다. 그

러자 내무성은 지방장관들에게 조선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해 일본인 노동

자의 실업 우려는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고, 각 부·현에서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89) 비슷한 시기 조선총독부 고등경찰과장 다나카

(田中)가 도일 제한에 대해 “대지진 당시의 부득이한 일로서, 결코 영원한

제도로 둘 것이 아니라는 의견은 총독부와 내무성도 같으므로, 언제 철폐

된다고는 명언할 수 없으나 조만간 철폐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보아도

이미 내무성이 조선인 노동자 도일 제한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취하기 시

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90)

그러나 관동대지진 이후 조선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던 중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일 규제를 유지했던 점91)을 고

려한다면, 내무성이 조선의 여론에 주목하며 총독부와 공조 체제를 유지하

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산시민대회는 조선인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총독부와 내무성을 연쇄적으로 압박하여 도일 제한 폐지를 결정적으로 이

끌어낸 하나의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다.

89) 京城日報 1924년 5월 21일.
90) 동아일보 1924년 5월 23일.
91) 山脇啓造, 앞의 책, 270∼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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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渡日 規制의 精巧化와 在日 朝鮮人의 定住率 增加

1924년 6월 1일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도일 규제 철폐가 발표되었다. 그

러나 조선인 노동자들의 완전한 자유도항이 실제로 허용된 것은 아니었다.

6월 2일에 東亞日報는 “제한을 철폐하기로 결정된 것은 사실이나 무제한

으로 보낼 수는 없어서, 도항하려는 사람이 거주하는 군정이나 경찰서에

일임하여 취급하게 할 것인데 아직 구체안은 없다”는 총독부 당국자의 말

을 전했다. 곧이어 다나카 고등경찰과장도 “여행증명은 원칙상 폐지하나,

일본에서 거처와 취직할 곳을 경찰에 말하고 증명을 얻는 것이 제일 안전

하다”는 담화를 발표했는데92), 이러한 발언들은 언제든지 자의적인 제재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부산시민대회의 또 다른 주요 안건이었던 상애회 등 중간단체의 도항 알

선과 수수료 수뢰 문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총독부는 중간

알선업체의 권리를 인정할 것이라고 발표해서93), 일본과 이해관계가 연결

된 이 단체들의 이익을 배려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일본 대자본가의 기업이 조선에 세워진 이래

조선인의 생업이 쇠퇴하여 일본 등지로 유리하게 되었다”고 도일 문제의

원인이 일본측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본 도항에 제한이 없어졌다고 해

놓고서는 경찰이 간섭하는 것은 폭정이니 모든 간섭을 폐지”하라고 주장하

였다.94)

비록 ‘경찰의 간섭’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사실상 조선인 노동자

에 대한 도일 규제는 이전보다 상당히 완화되었고, 그에 따라 조선인 노동

자의 도일은 급증하였다.95) 아래의 <표 8>과 <표 9>를 통해, 1924년 6월

92) 동아일보 1924년 6월 3일.
93) 위와 같음.

94) 위와 같음.

95) 1924년 9월 일본에 도항한 조선인 중 ‘증명권’을 가진 자는 4,122명인데 비해, ‘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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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선인 도일 노동자의 증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96)

<표 8>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도항·귀환 대조표

(단위 : 명)

1923년 1924년

6월 7월 8월 1개월 평균 6월 7월 8월 1개월 평균

도항 7,311 9,553 11,563 9,476 16,794 17,285 14,804 16,294

귀환 4,857 5,066 7,226 5,716 2,734 4,369 5,829 4,311

증감 2,454 4,487 4,337 3,760 14,060 12,916 8,975 11,983

(출전: 朝鮮總督府 警務局 調査, 1924)

<표 9> 1924년 1월∼6월 간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도항 및 귀환 조사

(단위 :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도항 1,516 2,209 4,134 5,287 10,800 16,794

귀환 6,194 4,279 2,432 1,876 1,801 2,734

증감 -4,678 -2,070 1,702 3,411 8,999 14,060

(출전: 朝鮮總督府 警務局 調査, 1924)

<표 8>의 1923년 6∼8월은 여행증명서 제도가 폐지된 이후 도일에 큰 제

한이 없었던 시기이다. 이 기간의 1개월 평균 도항 숫자는 9,476명으로 나

타났다. 반면 <표 9>의 1924년 1∼5월은 도항이 통제되었던 시기로 이 기

간의 1개월 평균 도항 숫자는 대략 4,789명 정도인데, 이 수치는 앞의 시기

와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표 8>에서 제시된 1924년 6∼8월

은 부산시민대회 이후 도항규제가 다시 철폐된 시기로 이 기간의 1개월 평

을 갖지 않은 자가 17,007명이라는 기사(동아일보 1924년 9월 13일)를 보면 도일 시 경
찰의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간섭은 경우에 따라 자의

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96) 中央職業紹介事務局, 東京府下在留朝鮮人勞動者ニ関スル調査 (1924), 朴慶植 編, 앞의

책, 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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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도항 숫자는 16,294명이었다. 이 수치는 1923년과 비교했을 때 172%에

해당하며, 1924년의 앞 시기와 비교한다면 350%에 달한다. 1924년 6월 이

후에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이 확연히 급증한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도일이 급증했던 1924년 하반기부터 일본의 경제 상황은 다시 악

화되어 갔다. 이에 따라 도일 조선인 노동자들의 귀환율도 높아져서 10월

에는 도항자보다 귀환자가 상회하게 된다. 이에 대해 부산수상경찰서의 오

카노(岡野) 고등주임은 “내지의 불경기와 6·7·8월에 도일 조선인이 과잉이

었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97) 그의 분석처럼 여러 악재가 겹쳐 도일자의

수가 주춤했지만, 11월 중순 이후부터 여행증명서 제도가 복구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은 다시 증가하였다.98) 그 후 일시적인

감소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도일 노동자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었다.

일본 내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의 증가폭이 큰 곳은 광산, 공장, 토목건설

장 등이 많아 일자리가 풍부한 대도시였다. 다음 <표 10>은 재일조선인의

주요 거주 지방, <표 11>은 조선인 노동자를 400명 이상 고용한 공장 및

광산의 소재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표 10> 재일조선인의 일본내 주요 소재지

순위 1916년 1920년 1925년 1930년

1 도쿄 (549) 후쿠오카 (6,646) 오사카 (34,311) 오사카 (73,622)
2 후쿠오카 (547) 오사카 (4,563) 후쿠오카 (14,245) 도쿄 (33,742)
3 야마구치 (494) 효고 (2,581) 도쿄 (9,989) 후쿠오카 (25,838)
4 오사카 (399) 홋카이도 (2,530) 아이치 (8,528) 아이치 (23,543)
5 나가사키 (358) 나가사키 (1,864) 효고 (8,032) 교토 (17,317)
6 효고 (217) 야마구치 (1,532) 교토 (6,823) 효고 (15,964)
7 오이타 (174) 교토 (1,024) 가나가와 (6,212) 히로시마 (10,858)

(괄호 안의 단위는 ‘명’)

(출전 : 內務省警保局, 朝鮮人槪況 (1916年, 1920年),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1,

97) 朝鮮朝日新聞 1924년 11월 2일.
98) 山脇啓造, 앞의 책,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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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一書房, 1975; 內務省警保局, 在留朝鮮人ノ状況 (1925), 朴慶植 編, 앞의 책; 田村紀之, 內

務省警保局調査による朝鮮人人口 , 経済と経済学 1981年2月〜1982年7月.)

<표 11> 조선인 노동자 고용 공장·광산 및 피고용조선인수 (1924년)

공장·광산수 (개) 고용된 조선인수 (명)

홋카이도 11 955
도쿄 32 803
교토 40 950

오사카 140 4,186
효고 43 2,184

나가사키 3 581
아이치 35 761
나가노 13 741

야마구치 19 1,147
후쿠오카 56 5,624
오이타 1 427
(출전 : 內務省社會局, 労働時報 1924年9月号, 25쪽.)

<표 10>을 통해 재일조선인들이 1920년대 초반까지는 비교적 조선에서

가까운 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에서 관부연락

선에 승선한 조선인들이 처음 도착한 일본 땅은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

세키(下関)였다. 도일 조선인 노동자들은 도착지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방으

로 우선 향했다. 탄광 및 제철소가 많은 규슈 지방(후쿠오카(福岡), 나가사

키(長崎), 오이타(大分))과 대규모 공업 지대인 關西 지방(오사카, 효고(兵

庫), 교토(京都)) 등이 대표적인 행선지였다. 1920년을 넘어서면서 행선지는

보다 다양해졌다. 일본의 주요 공업지대인 關東 지방(도쿄, 가나가와(神奈

川)), 中部 지방(아이치(愛知), 나가노(長野))을 비롯해 심지어 최북단 홋카

이도(北海道)까지 발길이 닿았다.

이는 <표 1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일조선인들이 많은 지방에

는 노동력 수요가 큰 공장·광산 등 산업시설이 풍부했다. 산업시설이 가장

많은 오사카는 140개 공장·광산에 4,186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고용되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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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 약 30여 명의 조선인이 일하고 있었다. 피고용 조선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후쿠오카는 56개 공장·광산에 5,624명을 고용해서 업체당

약 100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오이타의 경우 업체 한 곳에서 무려 427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표 11>의 조사는 토목건설 인부, 잡역부 등 일

용노동자를 제외하고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 지방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일자리를 찾아 도일

한 조선인 노동자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925년에 들어 일본에서는 관동대지진 이후 실시된 인위적인 경기 부양

에도 불구하고 불황이 가중되었다. 이로 인해 1925년 1월에서 4월까지 4개

월 만에 15만 명으로 격증했던 도일 조선인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실업 상

태에 빠졌고,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이들의 생활상태도 빈곤했다.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가 실시한 1925년도 재일조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선인 노동자의 일일 평균임금은 약 1.20～2.50円으로 일본인 노동자에 비

해 약 20～30% 저렴했으며, 일일 생활비는 보통 7～80錢 정도였다. 조선인

들은 일본인 거주지에서 배척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함께 모여 살았는데 주

로 공사장 밥집[飯場]의 숙소, 조선인 대상 하숙, 노동자 숙박소 등에서 합

숙했다. 작은 방 하나에 많게는 십여 명이 함께 지내는 경우가 태반이었으

며, 겨우 몇 명이 들어갈 작은 집에 수십 명이 기거하기도 했다.99) 옷과 음

식도 매우 조악했다. 식사로는 밥과 소금, 약간의 채소 정도를 섭취했으며,

99) 警保局保安課, 在留朝鮮人ノ狀況 (1925), 朴慶植 編, 앞의 책, 1975, 156～158쪽. 조선인

노동자 임금은 직종, 지역, 휴일수 등에 따라 달랐다. 1924년 교토시 사회과의 市衛生課

常傭人夫生活調査 내용에 따르면, 조선인 평균 월수입은 47.52圓, 지출은 의식주에 수입

의 약 42%인 20.07圓, 저금 및 송금에 17%인 16.90圓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大

原社会問題研究所, 日本勞動年鑑, 1926年版, 52쪽). 한편, 1928년 도쿄부 사회과가 도쿄
거주 조선인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평균 월수입은 세대주의

경우 65.51圓(일용노동자는 약 54圓, 건설인부는 약 52圓), 독신자의 경우 44.20圓이며, 월

평균 지출은 세대주 56.94圓, 독신자 35.02圓이었다. 지출에서 숙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세대주는 약 66%, 독신자는 61% 정도였다(大原社会問題研究所, 日本勞動年鑑 1929年
版,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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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은 딱히 고려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100) 생활비 외에 여윳돈은 저축하

거나 고향에 송금했다. 1927년도 고베시의 조사보고서에서 도일 조선인들

은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입을 것도 입지 않고 50錢씩 1円씩 야금야금 모

아서 우체국으로 달려갔다”고 묘사할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 고향에

보냈다.101)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이들은 운이 좋은 경우였고, 경기 변동에

따라 일자리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도일 조선인 노동

자 실업률은 1925년 6월 말 현재 16.1% 정도에 이르고 있었다.102)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 증가는 조선인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10월

1일 현재 일본의 실업률은 급료생활자 3.2%, 일반 노동자 2.9%, 일용노동

자 19%에 달했다.103) 이에 내무성 사회국은 실업 완화를 위해서 12월부터

6대 도시에서 失業救濟 토목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도시의 일

용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겨울철에 한정해서 도쿄, 요코하마, 오사

카, 교토, 고베, 나고야 등의 도시에서 실시되는 공공토목사업이었는데, 여

기에서 일하려면 당사자가 거주 지역의 직업소개소에 사전 등록을 해야 했

다. 이 때, 일본 전국의 실업등록자 24,417명 중 조선인은 2,920명으로 11.9%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104)

100) 司法省, 內地に於ける朝鮮人と其犯罪に就いて (1927), 朴慶植 編, 앞의 책, 273쪽.

101) 神戸市役所社会課, 在神半島民族の現狀 (1927), 朴慶植 編, 위의 책, 615쪽. 한편 1927

년 9월 한달 간 경남 경찰부가 귀환한 조선인 1,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저금이 있는 자는 전체의 17% 정도이고 1개년 평균 저금액은 6圓 16錢이었다. 또한 송

금을 하는 자는 전체의 60% 이상이며 1개년 평균 송금액은 약 27圓 정도였다(慶尙南道

警察部, 內地出稼鮮人勞動者狀態調査 (1928), 朴慶植 編, 위의 책, 574～575쪽).

102) 1925년 6월 말 현재 내무성에서 작성한 在留朝鮮人ノ狀況 에 따르면 일본 전체에서

파악된 조선인 136,709명 중 無就勞者는 22,027명이다(內務省警保局保安課, 在留朝鮮人ノ

狀況 (1925), 朴慶植 編, 위의 책, 188∼190쪽).

103) 조사대상은 일본 전체 인구의 약 20%인 2,355,096명으로, 그 중 급료생활자는 634,412

명(조사대상 중 27%), 노동자는 1,502,954명(64%), 일용노동자는 217,730명(9%)이었다. 실

업자 총수 105,595명을 지역별로 보면 도쿄(37%)가 가장 많고 오사카(17%)가 다음을 차

지했으며, 요코하마, 고베, 나고야, 교토 등이 그 뒤를 이었다(內閣統計局, 勞動統計要覽,
1926, 164～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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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노동자는 일본 내의 실업 문제뿐 아니라 치안을 위협하는 요소로

도 간주되었다. 일본 당국은 “재일조선인의 대다수인 노동자들은 대개 일

정한 거주지 없이 늘상 이동하기 때문에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한층 더 노

력할 필요가 있다”105)고 하여, 조선인 노동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

하였다. 조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본의 기층민에게도 전파되어 일본

인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은 조선인들이 일본인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빈

발했다. 일본 당국에서는 “조선인들은 내지의 풍속과 습관을 존중하지 않

아 지방민중의 반감을 산다”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일본인의 태도 개선

독려와 함께 지방의 치안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조선인 언동을 단속할 것

을 장려하였다.106)

한편 1925년을 기점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의 세력 결집이 두드러졌다.

1922년 결성된 도쿄 지방의 東京朝鮮労働同盟과 오사카 지방의 大阪朝鮮労

働同盟이 1925년 2월 단결하여 在日本朝鮮總同盟(이하 ‘총동맹’)을 결성한

것은 재일조선인운동에 큰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다.107) 총동맹은 일본인

104) 1925년 冬季 失業救濟事業에 등록한 조선인 실업자 수는 다음과 같다(西成田豊, 在日
朝鮮人の 世界 と 帝国 国家, 東京大學出版會, 1997, 118쪽).

< 冬季 失業救濟事業 등록 조선인 수> (1925) (단위 : 명)

전국 도쿄 오사카 교토 요코하마 고베 나고야

등

록

자

수

합계(a) 24,417 15,567 3,484 491 2,329 1,159 1,287

조선인(b) 2,920 1,369 1,030 138 63 45 275

(b)/(a)×100 11.9% 8.7% 29.5% 28.1% 2.7% 3.7% 21.3%

105) 內務省警保局保安課, 在留朝鮮人ノ狀況 (1925), 朴慶植 編, 앞의 책, 185쪽.

106) 內鮮人爭鬪ニ関する件 (1925), 地方長官警察部長會議書類, 1927.
107) 內務省警保局保安課, 在留朝鮮人ノ狀況 (1925), 朴慶植 編, 위의 책, 1975, 153쪽. 사회

주의 계열 노동단체인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1927년부터 최고 기관인 총동맹 아래 각

부·현에 조합, 그 밑에 세력 크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직을 정비했다(朴尙

僖, 東京朝鮮人諸團體歷訪記 (1927〜1928), 在日朝鮮人運動史硏究會 編, 在日本朝鮮人史
資料集2, 綠蔭書房, 2011, 31쪽). 1927년 회원수가 약 38,000여 명에 이르렀으나, 당국의

탄압 및 국제공산주의운동 지도방침의 변화로 인해 1929년 해소된 후 일본노동조합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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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자와 연대하여 재일조선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투쟁했을

뿐 아니라 민족적 단일 無産政堂 수립 및 대중적 정치운동을 통해 독립운

동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했다.108) 이러한 상황은 일본 당국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내무성은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도일 규제를 다시 실시할 것인가

를 두고 총독부와 함께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게 되었다. 먼저 경상남도

경찰부에서 1925년 10월 7일에 무허가 노동자 중개인에 대한 단속을 개시

했고109), 10월 22일에는 경찰부가 독자적으로 일본어 능력, 소지금 정도,

고용처 지정의 기준을 내세워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도일하는 것을 막

는 조치가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다.110) 물론 조선 언론은 이 자의적인 조치

에 반대하였다. 동아일보는 “조선의 궁민은 생활고가 극단에 이른 사람

들이므로 불경기 중에 있는 일본인의 생활이 다소 곤란하다고 이를 저지하

는 것은 인정으로 차마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여 총독부 정책을 비판했

다.111)

하지만 11월 7일에 마침내 총독부의 도항 저지 방침이 확정되어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112) 내무성이 일본 국내의 사정을 감안해서 조

선인 도일 제한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자, 총독부가 이에 협조한 것이었

다. 그 내용은 ① 무허가 노동자 모집에 응하는 자, ② 일본에서 취직이 불

협의회에 소속되었다( 槿友會東京支會第三回總會文獻 (1929), 在日朝鮮人運動史硏究會 編,

앞의 책, 77쪽;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108) 警察部長會議指示 (1927), 地方長官警察部長會議書類, 1927. 총동맹은 수재의연금

모금 등 조선내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일본에서 메이데이 시위 참가, 국

치일을 독립주간으로 두고 대중 강좌 개최, 관동대지진시 학살당한 재일조선인 추모 운

동 등을 벌였다(內務省警保局, 社會運動の狀況 1929年版, 1177∼1183쪽).
109) 京城日報 10월 11일.
110) 京城日報 10월 27일.
111) 동아일보 1925년 10월 23일자 사설.
112) 여행자증명 제도가 폐지된 이후 도항 저지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총독부는 이

미 존재하던 ‘노동자모집단속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험적으로 도항 저지를 시행한

이후 본격적인 도항저지제도를 확정해갔다(山脇啓造, 앞의 책, 232∼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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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자, ③ 일본어를 모르는 자, ④ 필요한 여비 외에 소지금이 10圓 이

하인 자, ⑤ 모르핀 환자 등은 도항을 불허한다는 부적격자 조건 5가지를

명시한 것이었다.113) 이 새로운 규칙은 일본 기업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조선인 노동자에 한하여 도일을 허가한다는 원칙아

래, 언어·재정능력을 갖춘 노동자 외에는 만연도항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종전의 규제 방침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이었다.

1925년의 도일 규제 조치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여 1926년까지 1년 사

이에 조선인 도일자 수는 131,273명에서 91,092명으로 급감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조선인들의 불만도 커져갔다. 1926년 6월 25일자 동아일보
는 ‘渡日勞動同胞問題-當局의 對策 如何’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1922년

에 여행증명서 제도를 폐지한 일은 유동성이 풍부한 노동자의 본령에서 보

아도 현대의 문호개방주의에서 보아도 가장 합당한 조치였는데, 마땅한 구

제산업도 국내에 없는 마당에 이제 와서 다시 도일 단속을 엄중히 하는 것

은 무성의한 정치”라면서, 심지어 “북으로 만주는 갈지언정 남으로 일본은

건너가지 말라”고까지 하여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114)

불과 2년여 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조선인들은 다시 적극적으로 움

직이기 시작했다. 부산시민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안희제 등 부산의

유력자 13명은 유아사(湯浅) 정무총감에게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도항 규

제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진정하였고115), 사회주의 계열의 釜山府靑年聯

盟116) 또한 임시집회위원회를 개최하여 도항 저지 철폐 운동을 결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117)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 까닭은 1925년에

113) 內務省警保局, 社會運動の狀況 1930年版, 1203쪽.
114) 동아일보 1926년 6월 25일.
115) 동아일보 1926년 6월 27일.
116) 이유석, 황기수 등이 1926년 1월 19일 창립한 사회주의 계열 청년단체이다(시대일보
1926년 1월 26일).

117) 동아일보 192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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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治安維持法118)으로 인해 조선 내 사회주의 운동세력의 활동이 약화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25년을 정점으로 일본에

서 사회주의 운동이 극렬하게 일어나자, 무정부주의 및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치안유지법이 조선에서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 독

립운동을 탄압하는 근거로 작용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인의 도일

제한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주로 사회주의 경향의 단체들에 의해 간간히 제

기되는 상황에서119) 총독부가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고 사회주의 단체를 비

롯한 제 단체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민대회 이후에 전

개된 것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1925년 이후 도일을 희망했던 조선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대응방

법을 모색해 갈 수밖에 없었다.

총독부는 일본 내 실업 완화를 우선시하여 규제를 지속하면서120), 국내

에서 노동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했다. 그런데 일본의 자본가

들이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 감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총독부의 정

책과 충돌을 빚었다. 동아일보 1926년 10월 16일 기사는 전년도의 새로

118) 1925년 제정된 치안유지법의 주요 내용은 국체변혁을 기도하는 자와 사유재산을 부정

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었는데, 전자는 무정부주의자, 후자는 사회주의자를 경계하는

것이었다. 1928년 1차 개정에서는 서구적 가치관인 사유재산 보전보다 국체 보전에 방점

을 두어 국체변혁 규정을 제1조 1항에, 사유재산 규정을 제1조 2항으로 수정하였다. 일본

에서 치안유지법이 실제로 적용된 것은 1926년 1월의 京都學連 사건(27년 공판, 28년 12

월 판결)이었으나, 이보다 앞서 식민지 조선에서 이 법이 여러 사건의 공판에 적용되었

다. 조선에서 최초로 적용된 사건은 1926년 2월 25일 赤血決死隊 사건으로 구속된 李英

在 등에 대한 제1심 판결이다(최종길, 식민지 조선과 치안유지법의 적용 -1926·27년을

중심으로- , 한일관계사연구30, 2008).
119) 도일 노동자 문제에 관하여 1927년 조선청년총동맹 전북연맹 도위원회(‘도일 조선노동

자 도항 저지 반대의 건’), 1928년 신간회 군산 지회(‘도일 노동자 도항 자유 획득의 건’),

진주청년동맹(‘청년노동자의 도항’) 등에서 논의되었으나, 안건 상정도 금지되는 등 당국

의 탄압을 받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동아일보 1927년 11월 4일; 1928년 2월 10
일; 1928년 2월 12일).

120) 김광열, 앞의 책,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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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도일 규제가 초래한 복잡한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어 참조할 필

요가 있다.

<日本서는 要請, 朝鮮서는 制止 ― 조선당국에서는 가지 말라고 제

지, 일본 실업가들은 보내달라고 간청>

조선 로동자의 일본도항에 대하야 총독부 당국에서는 항상 제지책

을 써서 비밀히 일본으로 건너가다가 발각된 사람은 密入國團으로

다시 조선에 돌려보내기도 하며 매일 평균 오십명식의 지원자를 부

산항 부두에서 저지하야 고향으로 돌려보내노라고 애쓰다 못하야

최근에 사회과에서는 일부러 사람을 보내여 이백명을 권고하야 관

비로 려비를 써가며 함경남도 수력뎐긔공사댱으로 보내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써오든 중 일전 大阪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공업사

들이 경상남도텽에 대하야 로동자가 모자라니 조선 로동자를 제한

하지 말고 도항식혀주도록 진력하여 달라는 청원이 왓다더라.

총독부는 도일 구직 노동자 200여 명을 함경도 수력전기공사장 등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수용하고자 했지만, 오사카 등지의 일본 기업들

이 오히려 조선인 노동자를 요구하는 청원을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었던 것

이다.

그럼에도 당국의 도일 규제가 완화되지 않자 조선인 노동자들은 불법적

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일본에 건너가려고 했다. 불법적인 도일 수단은 다

양했다. 도항증명을 위조하거나 어선 등 기타 개인 선박을 이용해 밀항하

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다. 위조한 도항증명은 대략 1장당 4∼5圓

에 거래되었으며121), 소개장 알선을 미끼로 사기를 당하는 일도 많았다. 밀

항 주모자는 조선인과 일본인 등으로 다양했는데, 주로 조선인 알선책을

고용하여 밀항 희망자를 모집한 후 1인당 대략 10∼15원씩 받고 작은 발동

121) 동아일보 1927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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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에 10∼30명씩 실어 밤을 틈타 야마구치·후쿠오카 등지로 몰래 향했

다.122) 밀항은 점차 규모가 커지고 수법도 대담해져 갔는데, 일본기선회사

소속 선장이 주모자가 된 경우도 있었고123), 백여 명이 넘는 인원을 한꺼

번에 수송한 일도 있었다.124) 일본인으로 위장하거나, 관부연락선에 잠입하

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125)

밀항은 그 특성상 공식 통계가 잡히지는 않지만, 1925년 이후 급증한 것

으로 보인다. 주요한 밀항 목적지 중 하나였던 야마구치의 경우 조선인 밀

항자가 1926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에만 300여 명에 이를 정도

였다.126) 도일 규제가 강화된 후 종래처럼 부산에서 출발이 어려워지자 밀

항로를 바꾸어 청진·원산 등에서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다.127)

총독부 당국은 적발된 밀항자들을 돌려보내거나, 조선 국내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대응책에 부심했다. 토지개량사업·철도항만 토목사업·민간 水

電 작업 등을 지원하여 漫然渡航을 저지하고 조선 내에서 그 노동력을 흡

수하려고 시도했다. 특히 도일 노동자가 많은 경남 지방에서는 경남도지사

가 나서서 12만여 원을 들여 사회사업을 일으키기도 하였다.128)

총독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1926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조선인 노동

자의 도일은 이후 오히려 대폭 증가하여 1927년 138,016명, 1928년 166,286

명에 이르렀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1920년대 중반 이후 조선인들의 거주

공간을 중심으로 조선인 ‘部落129)’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단신 도일한 후

122) 동아일보 1926년 8월 16일; 1927년 3월 26일; 1927년 5월 17일; 1927년 5월 20일.
123) 동아일보 1928년 3월 7일.
124) 동아일보 1929년 5월 6일; 1929년 5월 14일
125) 朝鮮總督府 警務局, 朝鮮人勞動者內地渡航保護取締狀況 (1933), 朴慶植 編, 在日朝鮮
人資料集成2, 三一書房, 1975, 895쪽.
126) 동아일보 1926년 4월 30일.
127) 동아일보 1925년 12월 1일.
128) 동아일보 1926년 10월 16일; 1927년 5월 27일; 1927년 7월 10일.
129) ‘부락’은 일본의 천민 거주지를 뜻하는 용어로, 조선인들이 일본 사회에서 최하층민으

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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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의 가족을 일본으로 불러들이거나, 일본에서 가정을 꾸리는 노동자들

이 늘어나면서 재일조선인 인구도 크게 늘어났다. 재일조선인 인구는 1927

년 171,275명과 1928년 238,104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처럼 늘어난 재일조

선인은 내부적인 결속력을 강화해갔다. 1920년대 초까지 형성된 원초적인

상호부조 형태의 교류를 넘어 1920년대 중반 이후로는 직업소개, 친목, 계

몽 등을 포함한 조직적 활동 및 조선인 대상의 상업·서비스업 전개도 이루

어지며 독자적 사회체계를 구성해간 것이다.130)

1928년 4월, 내무성은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총독

부와 협상을 한 후, ① 일본에서도 노동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조선

안에서 水田 관개 등 독자적 노동 수급을 도모하고, ② 금후의 도항은 적

확한 목적이 있는 자에 한하며, ③ 현재 일본에 있는 조선인 직업알선소는

신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131)

이 중 ①의 조선 국내에서의 독자적인 노동 수급 도모는 1928년 봄·여름

에 발생한 旱害 및 水災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 총독부는 토목사업을 일으

켜 被災民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실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이듬해여서 피해 농민들은 이미 고향을

떠났고 그 중 많은 수가 도일을 희망하고 있었다.132)

그리고 ②의 ‘적확한 목적이 있는 (도항)자’라는 조건은 만연도항을 절대

금지하겠다는 1925년의 선별적인 도일 규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소

위 ‘적확한 목적’을 선별하기 위한 방편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이케가미

(池上)가 일본 특별의회에 다녀온 직후 발표한 1928년 5월 15일의 담화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조선인의 도일시 현재 부산에서만 허가증을 교

부하고 있는데 수속이 오래 걸리고 번잡하여 폐해가 발생하므로, 이후로는

출신지 면사무소와 경찰관 주재소에서 조사한 후 도항허가증을 교부하기로

130) 外村大, 앞의 책, 110～114쪽.

131) 동아일보 1928년 4월 5일.
132) 김광열, 1920∼30년대 조선에서 실시된 일본의 ‘窮民救濟’ 토목사업 , 근·현대 한일

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04∼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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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였다.133) 거주지에서 경찰 심사를 받은 후 허가 받은 사람은 호

적등본 뒷면에 거주지 경찰서장이 작성한 증명을 붙여 출발항 경찰에 제출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당사자의 도일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을 거주

지의 행정기관과 경찰이 연대로 지게 함으로써 거주지와 출발항 양측에서

도일 희망자에 대한 저지를 한층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였다.

도일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노동자들의 도일은

줄어들지 않았다. 일본 경제가 1927년의 금융공황을 벗어난 이후에도 계속

침체를 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이 저렴한 비숙련·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134) 그러나 규제 강화 이후 조선인 노

동자의 도일 양상은 이전과 달라졌다. 밀항 등 불법적 통로를 이용한 도일

이 증가했고, 漫然渡航은 줄어든 대신에 특정 연고지를 가진 ‘緣故渡航’이

늘어났다.135) 연고도항의 증가와 더불어 일본에 定住하는 조선인 노동자의

숫자도 동시에 증가하였다.

1929년에 들어서면서 내무성 경보국은 새로운 도일 규제책을 도입하였

다. 8월 3일 경보국장은 조선인노동자 증명에 관한 건(朝鮮人労働者ノ証

明二関スル件) 을 일본 내 廳·府·縣 장관에게 송부하여, 일본 내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하는 조선인들이 휴가를 맞아 일시 귀향하는 경우 ‘一時歸鮮證

明書’를 발행해주도록 하였다. 이전까지는 일시 귀향자도 신규 도일자와 마

찬가지로 本籍 경찰서에서 도항증명서를 받아야 했는데, 이러한 절차가 노

동자 본인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였다. 一時歸

133) 동아일보 1928년 5월 17일.
134) 1928년 4월 6일 동아일보 기사는 “일본에서는 조선인 직공을 요구하는 공장주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관권의 간섭으로 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자본가들의 수요가 조선인 노동자들을 유인하는 요소로 계속 작용했다.

135) 1927년 9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남 경찰부에서 실시한 도일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도일의 계기로서 일본의 친척이 부른 경우가 36.9%로 최다였으며, 이어서

친구의 권유가 20.53%, 그리고 만연도항은 17.86%였다. 만연도항은 대개 1925년 규제 이

전에 도일했던 경우로, 1925년 이후에는 만연도항이 대폭 감소했다고 분석하고 있다(慶尙

南道 警察部, 內地出稼鮮人勞動者狀態調査 (1928), 朴慶植 編, 앞의 책, 5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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鮮者는 일본 출발 전 취업지 관할 경찰서에서 증명서를 받아야 했는데, 그

발급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136)

1. 일본에 돌아온 후 歸鮮하기 전 고용주 밑에서 동일한 직업에 종사할

것을 선서하는 증명신청서를 고용주 연서로 취업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것.

2. 신청서에는 최근 촬영한 본인 사진 2매를 첨부할 것.

3. 증명서를 교부할 때 본인의 복귀 기한은 취업장의 휴업 또는 휴가기

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증명서 발행일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정할

것.

4. 증명서에는 본인 사진을 첨부하고 관할 경찰서의 契印을 받아 복귀

기한 외 본적·주소·성명·연령·직업·취업장 소재지 및 명칭을 기재할

것.

5. 증명서를 교부할 때는 복귀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행지 경찰

서에 반납할 것. 다만 본인이 귀선 후 소정 기간 내에 복귀가 어려운

경우는 본인 소재지 경찰서를 거쳐 반납할 것.

이상의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일시귀선증은 발급 절차가 복잡한데다가

일본 내에서 직장이 확실한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신원 증명을 위

해서는 고용주 뿐 아니라 취업장 관할 경찰서의 허가도 필요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조선인 노동자는 공장·광산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한

정되었는데, 1929년 6월말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 취업자 총수

195,339명 중 일시귀선증 제도의 대상이 되는 직공, 광부는 총 53,418명으

로 전체의 27%에 지나지 않았다.137) 내무성이 이 제도를 추진한 이유는

해당 분야에서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타 분야의 조선인들은

귀향 후 再渡日이 불리해지므로 일본 내 조선인 인구 감소 효과를 기대한

136) 內務省警保局, 特高警察通牒 (1929),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資料集成2, 12쪽.
137) 內務省警保局, 社会運動ノ状況 1929年版, 1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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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일시귀선증 제도는 조선인 노동자의 定住化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시귀선증 제도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숙련공으로서 일

본 내에서 기반을 잡고 있었으므로 일본 사회에 정착하기 유리했다. 역설

적인 사실은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노동자들, 즉 일용노동자 등의 이른

바 자유노동자들도 귀향을 포기하고 정주하는 경향이 커졌다는 점이다.

도일 조선인들의 정주는 1920년대 중반 이후 서서히 증가하다가 1920년

대 후반부터 급격히 늘어나 1930년대에는 일반적 추세가 되었다. 일본 거

주 조선인 인구 중 非정주자 비율은 1920년 83.56%에서 1925년 77.47%,

1930년 55.14%로 낮아지고 있다.138) 이는 戶數의 증가와 남녀비율의 변화

로도 파악해볼 수 있는데, 1926년에는 약 14만 명의 거주 인구 중 호수는

13,000여 호였으나, 1934년에는 약 53만 명의 거주 인구 중 호수가 89,000

여 호에 달하여 인구가 약 4배 증가한 데 비해 호수는 약 8배 증가하였

다.139) 또 1920년에는 여자 1명 당 남자 7.7명의 비율이었으나 1930년에는

2.6명으로 낮아지고 있다.140) 특히 1929년을 기점으로 一家 단위의 이주가

늘어가는 추세였다. 이러한 현상은 도일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에 시간이

더해지면서 일본 내 조선인들의 관계망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결과이기도

했다. 일본 내에서 정주한 조선인들은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

회운동에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25년을 기점으로 내무성과 총독부의 도일 저지 방침이 더욱 구체화되

고 정교해진 상황 하에서 밀항이라는 불법수단으로 맞섰던 도일 조선인 노

동자들은 일본 내 재일조선인 사회조직의 성장과 더불어 정주라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138) 外村大, 앞의 책, 93쪽.

139) 武田行雄, 內地在住半島人問題 , 社會政策時報213, 1938, 110쪽.
140) 田村紀之, 內務省警保局による朝鮮人人口 , 経済と経済学 1981年2月～1982年7月.
外村大, 위의 책, 9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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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結 語

1920년대 일제의 농업정책이 가져온 모순으로 인해 수많은 조선 농민들

은 만주나 일본 등 해외로 이주하여 살길을 도모하였다. 특히 경상도, 전라

도 등 남부 지방의 많은 농민들은 단신으로 渡日하여 비정기적으로 노동에

종사하는 계절노동자가 되었다.

조선 노동자들의 도일은 제1차 세계대전기 독점자본주의 체제를 확립한

일본 산업계의 저렴한 노동력 수요로 인해 가능했다. 1920년대의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 일본 기업은 필요에 따라 고용과 해고가 용이한 저임금의 비

숙련 노동자를 항상 선호했고, 그 대상이 된 것이 조선인 노동자들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인 노동자의 자발적 도일이 1920년대를 지나며 크

게 늘어날 수 있었다.

조선인 노동자의 급격한 유입은 일본의 실업 및 치안 문제와 결부되어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에 內務省 警保局이 주축

이 되어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 규제책을 기획해서 朝鮮總督府에 협조를

요청했고, 총독부는 도일을 요구하는 조선인들의 국내 여론을 고려하면서

도 기본적으로는 내무성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에서 도일 규제책을 시행

하였다.

그러나 소위 ‘一視同仁’의 기치를 내세웠던 총독부로서는 조선인의 도일

을 저지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일제가 조선인의 도일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게 된 계기는 1919년 3·1 운동이었다. 이후 소위 ‘不逞鮮

人’의 일본 유입을 단속할 목적에서 旅行證明書 제도가 실시되었다. 여행증

명서 제도는 조선인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삼았으나 도일 조선인의 대부분

이 노동자인 상황에서 실제로는 노동자 도일을 규제하는 기능을 하였다.

조선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여행증명서 제도는 1922년 12월 폐지되었다.

여행증명서 제도가 폐지된 후,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이 급격하게 증가하

면서 戰後 공황을 겪고 있던 일본의 실업 문제와 연관되어 조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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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일을 규제하는 논의가 다시 등장했다. 그러던 중 1923년 9월 관동대

지진이 발생하자 내무성과 총독부는 치안상의 이유를 들어 조선인 노동자

도일을 전면 금지하였다. 하지만 이 조치는 여행증명서 제도가 폐지되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실시된 자의적인 단속에 불과한 것이었다.

1924년이 되면서, 자연재해로 인해 조선 농촌의 궁핍화가 가속화되어 실

업자가 대량 발생하여 몰락 농민들 중 많은 수가 도일을 바라며 부산항에

몰려들었다. 또한 전년도의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귀향했다가 다시 도일하

기를 원하는 노동자들 역시 부산으로 모였다. 그러나 까다로운 규제 때문

에 쉽게 도일할 수 없었던 조선인 노동자들은 악덕 도일알선업자에게 갈취

당한채 부랑자가 되어 부산의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이에 부산의 유지 및

민족자본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부산청년회는 조선인 노동자 도일 제한

폐지를 주요 안건으로 삼아 1924년 5월 부산시민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

다. 독립운동가 안희제를 비롯한 부산시민대표의 활약이 동아일보와 조
선일보 등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조선인 노동자 도일 제한 문제

는 조선인 전체의 문제로 부상하였다. 사회주의 계열 청년·노동자 단체도

이에 가세하여 도일 제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위 ‘文化政治’를 내세우고 있던 일제는 조선인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으며, 관동대지진 이후 건설 경기 부양으로 노동력 수요가 커진 일본

기업들이 조선인 노동자의 공급을 요구하자, 내무성과 총독부는 조선인 노

동자 도일 제한을 폐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1925년 일본 경제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사회주의가 전파되어 노

동운동이 증가하면서 일제는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유입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1925년의 새로운 도일 규제책 이후 조

선인 도일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 인구는 증가세를 멈

추지 않았다. 도일을 좌절당한 조선인들이 이제는 밀항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일본에 건너가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도일한 조선

인들은 192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 定住하며 재일조선인 사회를 구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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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갔다. 1929년 실시된 一時歸鮮證 제도는 조선인 노동자 중 신규 도일을

막고 기존 숙련 노동자를 확보하려는 새로운 규제책이었는데,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조선인 노동자들의 일본 정주가 촉진되었다.

이와 같이 1920년대를 거치며 일제의 조선인 도일 규제책은 점차 견고해

졌으나 조선인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조선인의 능동적 대응을 보

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1924년 부산시민대회였다. 조선인들의 응집된 도일

제한 해제 여론을 확인한 후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던 일제는 이후 더

욱 정교하고 구체적인 도일 규제책을 만들어나갔다. 그렇지만 조선인 노동

자들은 항상 그 규제를 넘어섰다. 그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항의가 통하

지 않을 때는 밀항과 같은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낯선 타국으로 생

존의 가능성을 찾아 나섰다. 이는 일제 통치 하에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조선인 노동자들이 삶의 터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였던 것이다.

1930년대 이후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도일 규제책은 1920년대에 만들어

진 제도를 기초로 더욱 강력하게 시행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본격적인 제

국주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은 강제징용이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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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1920s, which was when the land survey project(土地調査事業) had been

completed and rice proliferation plan(産米增殖計劃) was carried out, Korean workers

began to emigrate to Japan in earnest. Korean peasants isolated from rural

communities were increasing, and some of the poor and needy rural peasants tried

to rebuild their lives in Japan. After the first world war, Japanese monopoly

capitalism and modern industry was rapidly developing and the demand for

low-class laborer always existed. Koreans workers, receiving lower wages than

Japanese workers, were able to be employed in the non-skilled and daily labor jobs.

As the number of Koreans leaving to Japan hoping to find jobs increased,

Chosun Government General(朝鮮總督府) and Japan Ministry of Home Affairs(日

本 內務省) began to control the employment-based emigration of Korean worker

in earnest. Keynotes of the regulatory policy against emigration to Japan were

in the Japanese and Korean labor force supply and public security, thus there

were occasional cooperat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and the Japan Ministry of Home Affairs. The Chosu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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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ould not blindly restrict Korean worker’s emigration without setting a

domestic industrial base that would solve the unemployment problem. On the

other hand, while considering Japanese firms’ demand of Korean laborers, Japan

Ministry of Home Affairs monitored the immigrating Koreans to prevent them

from uniting and overpopulating.

Since the May 1st movement in 1919, regulations against employment-based

emigration of Korean workers had began with a ‘travel certificate policy(旅行證

明書制度)’ aimed to restore public security. The travel certificate policy was for

all Koreans, but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Korean emigrants were

job-seeking workers, it could be seen as a regulation against employment-based

emigration of the Korean workers. Because of the deluge of public criticism it

brought on, the travel certificate policy was abolished in December 1922, which

led to a rapid increase in emigration population. However, in the wake of the

Great Kanto Earthquake(關東大地震) in 1923 Korean emigration was temporary

banned. Although it was gradually relieved, Korean laborers were subjected to

the already abolished travel certificate policy, and emigration was still limited.

While the level of complaints about emigration constraints were getting higher, an

incident occurred in Chosun, which made an issue of Korean worker’s

employment-based emigration. In May 1924, about 50,000 people including citizens

of Busan along with workers who were prevented from entering Japan, gathered

and held a citizens’ rally(釜山市民大會) to protest against the regulation of

emigration. Civic leaders such as Busan Young Man Association(釜山靑年會), who

led the rally, actively began to interfere in solving the emigration matter. Busan

civic representatives association, organized by National capitalists such as An Hee

Je(安熙濟), self-financed and arranged the workers gathered at Busan port to

emigrate to Japan, made calls to Busan marine police station(釜山水上警察署) and

Busan local government office(釜山府尹) to lodge the complaints, and even visited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in Seoul to urge it to resolve the issue.

Furthermore, they planned to visit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to fundamen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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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 against the emigration regulation. Medias such as Dong-A Ilbo(東亞日報)

and Chosun Ilbo(朝鮮日報) splashed storied about their activities, and the emigration

matter became an issue for not just the Korean workers but Koreans as a whole.

Koreans complained intensely that the Japanese authorities, while insisting universal

benevolence(一視同仁), were meanwhile executing a deceptive discriminatory policy.

As national attention heightened around this issue, socialist youth groups also joined

in the movement to abolish the emigration regulatory policy.

Finally on June 1924, Chosun Government General and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loosened the regulations on emigration.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was unable to ignore public opinions of the Korean society, and Japanese

companies were coincidentally demanding for Korean labor, according to the

stimulated economy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But when the inflow of

Koreans were estimated as excessive, Chosun Government General and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imposed specific qualifying conditions for possible

emigrants, and began to re-regulate workers in earnest. As a result, the number

of Korean emigrants temporarily dropped, but paradoxically, the Korean

population in Japan grew rapidly. This was because Koreans increasingly risked

illegal measures such as smuggling themselves into Japan.

After new regulatory measures took place in 1925, voices opposing the policy

was shouted out, but with the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massive rallies such as the Busan citizen’s rally did not occur, and the regulations

against emigrations were gradually made more elaborate. Nevertheless, unofficial

emigrations to Japan rapidly increased after the mid-1920s, and the increased

proportion of Koreans settling with their families led to the formation of a socie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Japanese authorities implemented a ‘temporary home-coming certificate policy

(一時歸鮮證)’ in 1929, which was to be presented when laborers currently

working in Japan came back after a trip to Chosun, in order to maintain skilled

labores and to block out new-comers. However, a majority of Korean non-sk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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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aily laborers who were not qualified for this certificate abandoned going

home, and this resulted in accelerating the settlement and firmly rooting the

Korean society in Japan.

Korean workers whose survival was threatened under Japanese occupation

explored various ways and means to escape this situation. When emigration to

Japan which was one of these attempts became restricted, Koreans took active

responses, such as protesting against the regulation policy or risking illegal

methods. Compared with the emigrant situation by forced mobilization in the

1930s, the voluntary emigration of Korean workers reveals the contradictions of

Japanese rule as well as the tenacious hold on life of the Koreans who had

their homes taken from them.

Key Words : Japanese Regulatory Policy against Korean

emigration, Korean residents in Japan, Busan citizens’

rally, Busan Young Man Association, travel certificate

policy, temporary home-coming certificat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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