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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디아스포라 연구에는 이주자가 조국에 소속의식을 갖는 동시에
출생지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는 전제가 있다. 이는 뿌리(roots)의 공
간과 경로(routes)의 공간에서 집(home)을 따로 형성한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집의 이중성이 디아스포라가 조
국으로 귀환한 후에도 지속됨을 분석해왔다. 이와 같은 이론적 흐름에
대해 본 연구는 한국에 귀환하여 한국인 남성과 새로운 가정을 형성해
온 재일조선인(이하 자이니치) 2세 여성에게 주목해 본다. 구술자의 대
부분은 귀환한 지 40년이 지났으며 일본의 영주자격을 포기한 상태이다.
이들은 뿌리의 땅에서 또 다른 경로를 만듦으로써 집의 이중성에 의한
정체성의 갈등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1960~80
년대 한국에서의 자이니치에 대한 인식이 2세 여성들의 결혼 후의 가정
내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동안 뿌리와 경
로로 분리되어 온 디아스포라의 집(home) 인식에 대해서 재고함을 목적
으로 한다.
본 연구는 우선 구술자의 귀환 전의 경험에 주목한다. 자이니치 가정
안에서 2세 여성들은 남북 분단 이후 한국이라는 ‘국가’에 소속의식을
갖는 1세 아버지와 함께 ‘민족’성을 형성한다. 이 ‘민족’ 공동체에 대한
복속 혹은 저항은 2세 딸을 한국으로의 귀환과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으
로 이끌어가지만, 배우자의 선택은 그 당시 일본에서 ‘소수자’로서의 삶
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행위인 동시에 ‘민족’적 귀결만으로 볼 수 없는
초국적 환상의 결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가정에서 자이니치 2세 여성의 어머니이자
아내, 며느리로서의 경험에 주목한다. 자이니치 2세 여성은 배우자와 같
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결혼을 했지만, 냉전기 탈식민주의를 통해 ‘국
가’를 형성하던 한국에서 여성의 일본어나 일본문화는 ‘국민’의 경계를
위협하는 낙인으로 인식된다. 이에 대해 여성들은 한국 사회로 ‘들어가
려는’ 노력을 자녀교육이라는 영역에서 실천한다. 또한 남편과 시댁은
반공정신을 심어주거나 일본어를 금지하는 등 여성을 한국 ‘국민’으로
‘교육’한다. 이러한 ‘국민’이 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일본에서 살아 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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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여성 스스로에 의해서도,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도 망각된다.
하지만 여성에게 한국어는 ‘모국어(母国語)’이자 2차적으로 습득한 외국
어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들은 한국어를 자식의 ‘모어(母語)’로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구술자들은 자식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양육하려고 하면서도 ‘일본식 교육’을 실천한다는 모순적인 측면을 보인
다. 한편 남편과 시댁은 여성이 자이니치라는 점을 가족 밖에서는 비가
시화 시키지만, 일본에서 온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일본어를 교
육 자본으로 이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이 자이니치임을 가정 내에서
부각시킨다. 이렇게 여성의 귀환 전의 경로가 선별적으로 은폐·부각되면
서 2세 여성은 한국의 가족을 통해 집(home)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반면 이들은 일본이 고향인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귀환
전의 집을 다시 그리워하게 되지만, 일본을 오랫동안 떠나 있던 여성은
가족이 해체되고 변화된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집을 쉽게 재현할 수 없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재 자이니치 2세 여성이 어떻게 한국에서 고
향을 기억하고, 자신의 집(home)을 형성하고 있는지 조망한다. 연구자는
언어, 일, 공동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술자들로 하여금 귀환 전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여 한국에서 집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귀환
전의 가족과 고향의 풍경을 일본에서 찾을 수 없는 가운데 구술자들은
한국에 사는 한국인·자이니치와 고향을 함께 기억하고 자기만의 집을 재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주요어 : 자이니치(在日), 디아스포라, 여성, 귀환, 결혼, 국가, 뿌리, 경
로, 집, 고향, 기억
학

번 : 2015-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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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두기

본 연구는 재일조선인을 의미하는 말로 ‘자이니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연구 대상자의 구술을 인용하는 부분에서는 ‘재일교포’, ‘교포’ 등
구술자의 표현을 따라 표기했다.
본 연구에서 표기된 ‘한국인 남성/여성’은 본국의 한국인을 뜻하며 자이
니치와 구별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이름 및 연구대상 집단의 명칭을 모두 가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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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자이니치(在日) 2세 여성이 한국으로 귀환하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유를 자이니치의 가족관계를 통해 밝히는 것이
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탈식민과 경제성장, 그리고 냉전을 겪은 현대
한국 사회의 맥락에 주목하며, 한국에서 가정을 형성한 아내이자 어머니
로서의 경험이 2세 여성의 정체성에 끼친 영향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조국으로 귀환하여 가정을 만든 자이니치 2세 여성이 고향을 재/발견하
고 집(home)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탐색할 것이다.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1) 자이니치(在日) 담론 속의 2세 여성
1945년, 종전 당시 일본에는 230만 가량의 조선인이 살고 있었다. 대
부분은 광복 후 귀국하였으나 60만 명의 조선인은 다양한 이유로 일본
에 남게 되었다.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 국적
을 상실한 이후 이들은 현재 소위 말하는 ‘재일조선인1)’이 되었다.
자이니치(在日). ‘일본에 있다’라는 뜻밖에 없는 이 말은 일본에서 대개
재일조선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이들에 대한 호칭은 재일조선인
1) 현재 일본에는 453,096명의 대한민국적자와 약 32,461명의 조선적자가 거주하고 있
으며 그 중 특별영주자격을 갖는 사람은 335,163명인 것으로 파악된다(2016년12월
기준). 1952년 평화조약에 따라 외국인 신분이 된 재일조선인의 외국인등록증명서
국적 란에는 '조선'이라고 표기되었다. 다만 이것은 국가로의 귀속이 아니라 출신지를
의미하는 기호에 불과하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된 후 재일조선인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상속 가능한(그러나 제한적인) '협정영주'자격이 부여되
었다. 1981년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주권을 주는 '특례영주'
자격 제도가 시작되었다. 협정영주 혹은 특례영주의 재류자격을 갖는 사람들은 1991
년 입국관리 특례법이 제정되자 자동적으로 '특별영주'자격을 받게 되었다. 이 특별영
주자격은 후손에 대한 지위 상속을 영구적으로 허가하는 것이다.

- 1 -

외에도 재일한국인, 재일한인, 재일코리안, 재일동포 등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 조선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조선’이나 ‘한국’이라는 명칭에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개입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한 논
쟁이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이니치’라는 호칭이 등장했다.
자이니치는 어느 특정한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드러내지 않고, 일본정
착, 차별, 언어의 상실 등 재일조선인의 역사성을 내포하는 호칭으로 이
해되었다(이범준 2015: 34-38)2).
오늘날 소위 ‘자이니치론(在日論)’은 조선인 혹은 일본인이라는 이분법
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있지만, 1960년대 2세에게 ‘자이니치’로서의 자아
는 국가를 초월한 정체성도 아니고 조국으로서의 조선반도3)의 구속으로
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니었다. 이순애(李順愛 2000)는 민족적 주체성의
확립을 통해 ‘반(半)일본인’, ‘반조선인’ 이라는 존재가 아닌 ‘진정한 조선
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60년대 지배적이던 자이니치 2세론의 내용이었
다고 한다(李順愛 2000: 153)4). 때문에 1960년대 자이니치 2세의 ‘민
족의 자각’은 한민족으로의 귀속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尹健次 2015c
215).
자이니치 담론 속에서 여성은 어떻게 표상되어 왔을까. “어린 시절, 한
여자의 자식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는 절대적
인 존재였다(姜尚中 2010[2011]: 13)”. 자이니치 2세인 강상중(姜尚中
2010[2011])은 『어머니』라는 수필을 이렇게 시작한다. 빈곤에도 굴하
지 않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1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글이다. 자이니
2) 정체성과 역사성에 초점을 맞춘 이 자이니치라는 호칭은 1970년대 이후 지배적으로
쓰이고 있다. 1970년대는 자이니치 인구의 6분의 1을 북한으로 귀환시킨 귀국사업이
점차로 식은 시점이었다. 자이니치가 전체적으로 조국지향적인 성향에서 일본사회에
적극적으로 정착하려는 성향으로 뚜렷이 변화했다. 1970년대 박종석 씨의 히타치 재
판과 김경득 변호사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 요구는 일본에서 정주하려는 2세 자이니
치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原尻 1998: 131). 이런 의미에서 ‘자이니치’의
원점은 2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小熊외 2016: 722).
3) 한국에서는 한반도라고 부르지만 한반도라는 밀이 1948년 이후 한국에서만 쓰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조선반도라 표기한다.
4) 이순애(2000)는 ‘2세론’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김명수(金明秀 2009)에 따르면 ‘자이
니치론(在日論)’은 1970년대 이후 조국에서 ‘원체험’을 갖지 않는 2세가 자이니치 사
회의 중심이 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자이니치론’이란 어떻게 국가 간 경계에 서 있
는 에스닉 정체성을 살 것인가를 규정하기 위한 논의를 말한다(金明秀 200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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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문학이나 영화에서 1세 어머니는 대개 난폭한 아버지와 대비되는
“자비롭고 헌신하는” 여성으로서 그려졌다. 혹은 위안부 할머니에게 자
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겹친 서경식(徐京植 1998)처럼, 1세 어머니는 차
별에 대한 민족적 저항의 주인공으로 표상되기도 한다.
2세 여성에 대해서는 어떨까. 2016년 말, 오구마 에이지(小熊 英二) 외
의 『자이니치 2세의 기억(在日2世の記憶)』이 출간되었다. 같은 저자의
『자이니치 1세의 기억(在日1世の記憶)』이 나온 지 8년이 지난 무렵이
었다. 그러나 50명의 2세 자이니치 구술자 중 여성이 불과 8명에 그치
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더군다나 이 8명은 모두 차별에 맞서 외국국적
자로서 처음으로 보건사(지역에서 공증위생활동을 하는 사람) 자격증을
취득하거나5), 가수로 활동하는 등6) 공적인 영역에 진출하여 ‘성공한’ 역
사를 지닌 여성들이다. 물론 그러한 여성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이는 자이니치 여성을 표상하는 방식이 여전히
‘희생적인 1세 어머니’ 와 ‘개척하는 2세 여성’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인
상을 준다. 이러한 이항대립구조적인 분석은 지나치게 극단적이어서, 구
조 외부에 존재하는 ‘일하는 1세 여성’ 혹은 ‘2세 어머니’와 같은 여성들
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 한다7).
한편 한국에서 진행되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자이니치 2세 여성은 비가
시적인 존재이다. “재외동포들은 그들의 생활을 통하여 외국인들에게 한
국을 알리는 우리 민족의 민간 외교관이고, 우리의 제품을 팔아 주는 외
판원이며, 우리의 문화를 선전하는 문정관이기도 하다”(이광규 2005:
12). 이와 같은 정의는 한국사회의 동포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자이니치 또한 이러한 담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민족의
문화를 간직하고 한국정부와 정치적인 관점을 같이 하며, 모국의 경제성

5) 鄭香均 「痛みを分かち合いたいから差別される側に」 小熊英二ほか 2016 『在日2世
の記憶』 集英社新書 pp.269-283.
6) 李政美 「ありのままのわたしの歌を歌う」 小熊英二ほか 2016 『在日2世の記憶』
集英社新書 pp.583-598.
7) 근자에는 1세 여성의 노동에 주목하여 개척해 나가는 1세 여성의 주체성을 살피면서
종래 지배적이던 수동적인 1세 여성의 표상방식을 보완하는 연구도 볼 수 있다(권숙
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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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기여하는 선진국 동포의 모습에 더해, 재일동포에게는 민족주의,
개발주의, 반공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필터’까지 덧씌워져왔다(권혁
태 2007: 252). 특히 1961년에 성립한 박정희 정권은 한국정부를 지지
하는 민단과 유착하여 경제적으로 자이니치에게 의존하는 동시에, 1970
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으로 들어 온 자이니치 유학생에게는 냉전적
인 시각으로 간첩이라 의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지배적이던 이와 같은 정의와 ‘필터’는 자
이니치를 획일적인 범주 안에 묶어 버리고 젠더나 세대로 인해 생기는
차이, 혹은 그들의 복합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는 듯 1990년대 이후 재한 자이니치에 대한 학문적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한 자이니치의 법적∙사회적 차별을 지
적한 연구(조경희 2016; 金雄基 2016)와, 그러한 차별의 경험과 얽힌
정체성의 유동성을 부각시킨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권숙인 2008; 조
경희 2013). 이 연구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자이니치에 주목했을 뿐 아
니라 그들을 초국적 주체적 행위성을 발휘하는 이주자로서 묘사하고 있
다는 점에서 자이니치에 대한 희생자적 시각을 극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한 자이니치 3,4세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와 달리,
1960년대~80년대에 한국으로 귀환한 자이니치 2세 여성에 초점을 맞춰
탐구하고자 한다. 이들의 모습은 자이니치에게 익명성을 강요하던 80년
대까지의 담론에서는 물론, 탈(脱)냉전기에 초점을 맞춰 3,4세 연구에
집중하는 최근의 재한 자이니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았다. 본 연
구는 재한 자이니치 2세 여성이 탈식민주의와 냉정의 시선으로 만들어
진 자이니치에 대한 ‘필터’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리고 한국인 남성과
의 결혼의 동기와 결혼 이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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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이자 ‘동포’의 결혼이주
결혼이주자 수 증가에 따라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다문화주의 혹
은 국제결혼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임안나 2005;
Freeman 2005, 2011; 김민정 2008; 김현미 2014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류학적인 접근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주체적 행위성에 주목하고 결
혼을 한국사회로의 통합으로 보는 시각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때 종
종 강조되는 것은 이들의 ‘문화적 시민권(cultural citizenship)’이라는
개념이다(신현준 2013: 37). 문화적 시민권이란 소수자가 국가 내에서
장소와 발언권을 갖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적 인정을 받는 권리를
말한다(Rosaldo 1999)8).
문경수(文京洙 2007)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열풍이 한국인의 혈통주의
나 문화적 동질성을 약화시키고, 자이니치가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새
로운 시민으로서 사는 것을 가능케 만들 것이라고 전망한다(文京洙
2007: 149-150).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 강조되는 다문화주의 및 문
화적 시민권은 이주자가 한 사회 내에서 이질적인 문화를 갖는 ‘소수자’
임을 전제로 한다. 그 동안 한국에서 다문화 연구와 동포연구는 다른 영
역에서 이루어져 왔다(신현준 2013: 38-39; 조경희 2016: 190). 다른
국가에서 온 이주자와 달리 한 국가에서 ‘이산한 동포’인 자이니치는 어
디까지나 ‘민족’을 상징한다(조경희 2013: 238). 따라서 재한 자이니치
를 단순히 다문화주의를 통해서 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동포에 대해 오로지 ‘민족’이라는 상징을 부여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재한 자이니치와 한국인 간의 결혼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한국에서의 재외동포 연구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광규는 1983년
『在日韓国人: 生活実態를 中心으로』이라는 책 속에서 한국인 남성과

8) 로살도는 이 문화적 시민권을 법적̕̕∙정치적 시민권(legal citizenship)과 구별한다. 로
살도가 시민권을 구별하는 이유는, 법적∙정치적으로는 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 시민
사이에도 출신지역이나 젠더로 인해 공적인 공간에서 평등한 인식을 받지 못하는 집
단이 있다는 것을 가시화하기 위해서이다(Rosaldo 1999: 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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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니치 여성의 결혼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在日僑胞女子(재일교포여자)와 本國男子(본국남자)가 結婚(결혼)한 경우 수
도 많지 않지만 教育程度(교육정도)가 높고 両家(양가)의 숙고에서 이루어진
夫婦(부부)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이혼이 적다. 이런 경우 여자
가 日本女子(일본여자)와 같이 男便(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남자가 家長権
(가장권)을 유지하여 간다. 그러나 이런 夫婦(부부) 사이에도 문화적인 간격
이 있어 이혼이 있게 된다”(이광규 1983: 183).

이광규는 자이니치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자이니치 남성에 대한
기대치와 실제의 격차로 인해 실망하기 마련이고 이혼율도 높은데 비해
한국인 남성과 자이니치 여성 간 결혼은 서로 교육 수준이 높고 ‘숙고
후’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혼율이 낮고 결혼생활도 순조롭다고 설명한
다. 그리고 가끔 일어나는 이혼의 이유를 오로지 ‘문화’ 차이로 인한 것
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 여성이 자이니치에 대해 갖고 있던 ‘부자’라는
이미지는 한국인 남성도 공유하지 않았을까. 또한 ‘부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경제적 수준이 높은 자이니치 여성이 그보다 열등한 나라의 남
성과 결혼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성의 ‘숙고’ 이면에는 수많은 갈
등이 존재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남긴다.
이광규(1983)의 서술처럼 자이니치의 결혼을 여성의 민족적 귀속으로
이해하는 것은 국경을 넘는 이주자로서의 초국가성에 눈을 감고 여성을
‘민족’ 공동체로서의 집 안으로 가두는 행위이다. 본 연구는 자이니치 2
세 여성을 같은 ‘민족’인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서도 ‘다문화’를 갖는
초국적인 이주자로서 파악하고, 이들이 왜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는지,
한국의 탈식민과 냉전의 역사가 가족 안에서 자이니치 아내이자 어머니
에게 어떤 형태로 다가왔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여성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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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디아스포라의 기억과 귀환
디아스포라(diaspora)란 분산(dispersion)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 유래
하며, 종래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으로 대표되는 강제적 이산과 추방의
형태를 뜻하는 말로 등장했다(Tölölyan 2007: 648). 21세기 이후 교통
수단이나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출신국과 디아스포라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디아스포라’의 개념도 기원(origin)에서의 추방과
조국으로의 귀환을 토대로 설명하던 희생적인 시각(Safran 1991)9)으로
부터 탈영토화와 전지구적 네트워크의 한 현상으로 보고자 하는 연구로
변화하기 시작한다(Clifford

1997; King and Christou 2010; 김귀옥

2010; 신현준 2013 등). 이 새로운 시각에서 이주자들이 상상하는 고향
(homeland)은 반드시 출신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디아스포라의
의식이나 정체성은 조국에 대한 향수적 감정을 형성하지만 조국에 대한
애착 역시 출신국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장소에서도 경험되기 때문이다
(Agnew 2005: 14).
오늘날 디아스포라는 추방된 이산민(離散民)이나 난민뿐만 아니라 노동
이주자나 결혼이주자 등을 포함한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이고 있
다. 김귀옥(2010, 2013)은 조국 지향적인 ‘구 디아스포라’에 대해 후기
에 등장한 초국적 디아스포라를 ‘신 디아스포라’라고 구별한다. 그러나
구 디아스포라/신 디아스포라 같은 구별은 디아스포라 개인이 현시점에
소속된 공간을 중요시 할 뿐, 이산의 ‘기억’이 어떻게 디아스포라 후손의
정체성으로 연결되는지 시간적 맥락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 한다. 신 디
9) 사프란이 제시한 디아스포라의 여섯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즉 (1) 본인 혹은 조
상이 특정한 기원의 중심을 떠나 주변의 국가로 이주하였는데 (2) 조국(original
homeland)에 대한 집단 기억을 갖고 있으며 (3) 거주국(host society)에 수용될 희
망이 없거나 거주국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4) 그러한 상황에서 조국을 자신이
돌아가야 한 ‘이상적인 집(ideal home)’이라고 인식해서 (5) 조국의 정치와 경제에
관여하고 (6) 조국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주 집단이다(Safran 1991: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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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포라의 등장에 따른 디아스포라의 이동성과 분산성이 강조되는 가운
데, 지금까지 구 디아스포라로서 살고 있는 이주 1세의 ‘비이동’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조경희 2013: 212-213). 개인의 기억이란 타인의 기억
과 연결된 과거에서 출발하며, 개인은 타인과 공유하는 시공간 안의 한
성원으로서만 기억할 수 있다(Halbwachs 1980: 54).
이런 면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말 역시 완전히 탈영토화될 수 없다. 특히
전쟁이나 식민지 등 비자발적인 이주의 역사를 가질 경우 디아스포라의
비극적인 기억은 시대가 변화한다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초국가주의
(transnationalism)가 국경을 넘어 이동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국가나 지
역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Guarnizo and Smith 1998),
디아스포라란 그 개념 자체가 국가 간의 경계를 극복할 수 없다.
자이니치는 오랫동안 일본에서 시민권도 참정권도 인정받지 못한 채 한
국 국적 혹은 조선적(朝鮮籍)을 유지해왔다. 자이니치가 일본에서 민족
교육을 받을 수 없게 차별받은 기억은 오히려 자이니치로 하여금 조국에
대한 환상을 일으켰으며, 이 조국에 대한 낭만적 욕망은 자녀에게도 계
승되었다. 알박스(Halbwachs 1980)에 따르면 집합 기억(collective
memory)은 세대 간에 “살아있는 연대(living bond)”를 만들어낸다
(Halbwachs 1980: 63, 80). 이 연대는 디아스포라의 시대나 공동체, 무
엇보다 가족 안에서 디아스포라 후손을 미시적으로 구속한다고 생각된
다. 후손은 초국적 시각을 갖는 동시에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조국에 대
한 도덕적인 기준을 계보적으로 이어 받기 때문이다(Levitt 2009; King
and Christou 2011a: 2-3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가족 안에서의 조국 지향성과 일본에 정착하려는 태도,
그리고 초국적 이동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서로 교차하여 2세 딸의 정
체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자이니치의 가족 내에서 공유된 기억
은 자녀의 귀환의 동기와 귀환 후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주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질문은 조국으로의 귀환이 반드시 디아스포라적 상황의 종언
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 ‘귀환(return)’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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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 있던 사람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양상”이다10).
그러나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이주자의 귀환은 기원으로의 일방적인 회
귀뿐이 아니라 다양한 이동의 양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귀환한 이주자는
곧바로 조국의 성원이 되지 않는다(King and Christou 2011b: 453).
예를 들어 1980년대 일자리를 구하러 일본으로 귀환한 일본계 브라질인
은 일본으로의 동화를 강요당하면서도 출신 배경이 안 좋다는 편견과 브
라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외부인(outsider)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차별 아래 귀환한 일본계 브라질인은 일상적인 차원에서 독특한 문
화를 실천한다. 그들이 형성하는 문화의 형태는 반드시 브라질을 지향하
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일본의 문화적 동일성이라는 헤게모니가 그들에
게 주는 낙인에 대해 저항하기 위한 것이다(Tsuda 2000: 57-58). 귀환
한 동포는 여전히 타자이며, 그들의 정체성은 귀환하기 전의 기억으로부
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신현준 2013). 이런 의미에서 이주자의 디
아스포라적 상황은 귀환한 이후에도 지속된다.

(2) 디아스포라의 집(home)과 가족
디아스포라는 뿌리뽑힘(uprootedness)을 자각하면서도 특정한 지역에
애착을 표시하는 존재다. 이 때 말하는 특정한 지역이란 물리적으로 이
주자를 머무르게 하거나,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집(home)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브라(Brah 1996)는 디아스포라에게는 두 가지 집(home)이 있다고 한
다. 즉 시민권이 없는 거주지에 집으로서의 편안함을 느끼는 한편 전혀
모르는 조국을 또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Brah 1996: 192,
197). 전자의 집에서 중요한 것이 삶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인 한편, 후
자의 집은 ‘기원(origin)의 장소’에 대한 애착에 의해 생긴다. 디아스포라
는 소수자로서 사는 지역에서 집을 꾸리는 것을 갈망하는 동시에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진다는 것이다(Ibid.: 197). 브라가 말한 집의 이중성은
1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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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디아스포라공동체가 조국지향성과 초국가성을 동시적으로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11).
그러나 기원의 장소로서의 집이 거주국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더라도
이 때 실천되는 문화는 이미 기원으로부터 떨어진 새로운 문화이다. 폴
길로이(Paul Gilroy 1993)는 영국에 거주하는 흑인의 저항문화(counter
culture)를 “검은 대서양(The Black Atlantic)”이라고 표현한다. 그 이면
에는 저항문화로서 형성된 이주자의 문화를 뿌리(roots)에 대한 귀속의
식의 표출로 보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의도가 있다. 그에게 이주 흑인들
이 기억하고 재생산하는 문화란, 백인에 의한 제국주의적 역사 속에서
입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Gilroy 1993: 3). 길로이는 흑인 이주자
들의 문화적 ‘전통’을 역사적으로 탈영토화된, 혹은 다중적으로 중심화된
(multiply-centered) 대서양이라는 공간에서 발견한 셈이다. 이는 흑인
이주자의 경험을 본질적인 뿌리에 대한 갈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지
기수인 문화와 접촉해가는 경로(routes)에 착안하여 보아야 함을 의미한
다.
정리하자면, 디아스포라의 뿌리가 있다는 의미로서의 집과 경로로서의
집을 구별한 브라(Brah 1996)에 비해 길로이(Gilroy 1993)는 우리가 뿌
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경로의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길로이의 논의에 동의하여, 자이니치의 가족 안에서 실천된
‘민족’12)을 경로, 즉 일본 사회나 가족∙친족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11) 예를 들어, 영국에 사는 자메이카 출신 한 젊은 여성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녀에
게는 영국의 런던이 자메이카의 킹스턴보다 더 친밀하고 편안한(feel at home) 공간
이다. 그러나 그녀는 영국에서 Britishness가 아닌 흑인 여성이라는 취급을 받는 것
에 저항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자메이카인 혹은 카리브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똑같은 문화적 배경을 갖는 다른 여성은 A Black British로서의 정체성을 주장
함으로써 영국에서의 차별에 맞설 수 있다. 이 두 여성은 ‘집’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
치적인 입장을 표현하지만, 디아스포라 개인은 상황에 따라 복수의 정치적인 입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Brah 1996: 193).
12) 하시모토(橋本 2010)는 자이니치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민족’을 에스닉 집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민족과 구별한다. 자이니치가 구술하는 ‘민족’이란 개인의 인식과
경험, 사회관계에 따라 각자 다르게 표상되기 때문이다(橋本 2010: 26). 본 연구의
구술자들 역시 민족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실천함으로써 ‘민족’을 구성하였다고 가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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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구자는 디아스포라가 뿌리를 상상하는 이유와 그 영향력을 여
전히 도외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1세의 기억은 2세 디아스포
라에게도

공유되고

2세로

하여금

귀환하도록

이끌어왔다(Batainah

2008; Russell 2012). 기존의 귀환 자이니치 연구를 보아도 귀환 자이
니치에게 뿌리가 더 이상 무의미해진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가령 권숙
인(2008)은 재한 자이니치 3, 4세가 한국에서 사회적∙법적으로 배제되며
정체성의 갈등을 보이는 모습을 부각시켰다(권숙인 2008). 탈냉정기인
2000년 이후의 귀환에 초점을 맞춘 조경희(2013)는 재한 자이니치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초국적 공간을 사는 양상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한국 사회가 자의적으로 구별하는 민족과 다문화의 규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묘사하고 있다(조셩희 2013: 239,245). 이 두 학자의 연구는
자이니치가 조국인 한국에서 집을 모색하는 행위가 현재에도 지속중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정한 지역에 집(home)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가지의 집을 제창한 브라(1996)는 사람이 마음의 편안함
을 느끼기 위해서는 축적된 사회적 관계 속에 머물며 그 사회의 일상에
익숙함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Brah 1996: 192). 또한 해이
지(Hage 1997)는 디아스포라는 위험에서의 보호, 익숙함, 공동체 그리
고 가능성이나 희망의 감각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Hage 1997: 2).
사이토

준이치(斎藤

純一)는

특정한

‘타인’과의

정치적인

관계를

‘친밀권(親密圏)’이라고 부르면서, 이 친밀권 안에서 소수자는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斎藤 2003; 橋本 2010:
52-54에서

재인용).

하시모토

미유키(橋本みゆき

2010)는

이러한

친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 구체적인 타자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결혼을

하나의

친밀권

획득의

형성이라

여겼다(Ibid.: 54).
본 연구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공간으로 결혼과 가족 형성을
제시한 하시모토의 논의를 참조하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자이니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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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여성에게 한국은 낯선 뿌리(roots)인 동시에 또 다시 경로(routes)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가정해본다. 특히 자이니치라는 정체성보다 한국
인 아니면 일본인이라는 이분법적인 정체성을 살아 온 2세 여성에게(李
順愛 2000: 153), 귀환하고 가정을 만드는 행위는 뿌리로서의 집과 경
로로서의 집의 동일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귀환 디아스포라 여성의
소속감의 이중성은 한국에서의 가정 형성을 통해 해소될 것인가라는 질
문을 던지고자 한다.

(3) 집과 여성의 주체성
앞 절에서 연구자는 가족의 존재가 디아스포라에게 집(home)을 제공한
다는 가정을 세워보았다. 하지만 디아스포라에게 ‘민족’ 공동체로서의 가
족이 때로는 여성에게 억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윤건차(尹健次 2001)는 “집은 자이니치 1세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더불어 이 집 관념과 연관된 유교적 사상과 가부장제가 한편에
서는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견고하게 만든 것은 확실하다”(尹健次 2001:
93)고 말한다. 또한 윤건차에 따르면, 일제시기 조선인은 민족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시했다(Ibid.: 95).
따라서 그는 특히 남편을 따라 도일한 1세 조선인 여성에게는 집이야말
로 ‘고향’이며 ‘조선’ 그 자체였다고 이야기한다(Ibid.: 107).
이렇게 자이니치의 가정을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안식처로 신
성화하는 것은 자이니치 어머니이자 아내의 살아 온 역사와 복합적인 정
체성을 가정 안에서 단순화해버린다. 이들은 ‘민족’을 지키는 주체가 되
는 경우에 한하여 ‘자이니치 여성’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영혜(鄭暎惠 2003)는 가부장적인 자이니치 사회를 유지시킨 주체가
남성이 아닌 여성 자신들이었다고 비판한다. “민족차별에 반대하면서 여
성이나 자식을 억압해 온 남성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러한 민족문화, 제
도, 도덕에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내면화하고, 적극적으로 가담
해 온 여성들 스스로의 문제이다”(鄭暎惠 2003; 文京洙 2016: 7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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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이 말에 따르자면 2세 어머니는 가정 안으로 가리어지면서 가정
을 남성 중심적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시대착오적인 공범자가 된다.
하지만 우리는 2세 어머니들이 전통을 내면화한 일을 비판하기 전에, 가
정 안의 여성의 개인적인 경험을 자이니치의 민족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
한 수단으로서만 기술해 온 구조를 먼저 문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성을
전통에 순종한 자로 그리는 것은 자이니치의 ‘민족’으로서의

집을 고착

화하고 그 안에 있는 여성의 이동성과 주체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 동안 여성주의 학자들은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담론에서 여성의 몸이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인 저항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왔다고 비판해왔다
(Brah 1996). 여성의 신체를 공동체의 기원과 연관 지어 여성을 순수한
‘민족’이라는 공간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 때 가정은 외부의 오염
으로부터 전통이 ‘보호된’ 공간과 동일시된다(Gedalof 2003). 즉 디아스
포라가 민족적 특수성을 지킬 수 있어 편안함을 느끼는 (feeling at
home) 공간이 가정에 한정되고, 여성은 그 공간 안에서 단일한 정체성
만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주체성이 ‘민족’ 정체성과 동일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여
성학자들은 여성의 정체성이 ‘민족’ 정체성과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는다
는 가능성을 등한시하고 있다(Ibid.: 95). 민족성을 외부로부터 여성을
억압하는 권력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자이니치 여성들은 특정
한 가정 안에서 스스로 ‘민족’의 매개자가 되고, 자이니치 2세 여성으로
서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
영혜(鄭暎惠

2003)가 자이니치의 가부장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도 있음

을 주장한 것은 타당한 비판이다13).
자이니치 2세 여성에게 ‘민족’은 단순히 1세의 이야기로 대상화되는 것
이 아니라 2세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하고 귀환 전부터 2세의 행
동양식을 스스로 규정해왔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스피박(Spivak
1988[1998])이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에서 지적하듯, 이런 여성
들은 엘리트 여성 지식인의 주장에서는 남성의 공범자로 침묵을 강요받

13) Ⅰ.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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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에 남성에게 종속하는 가부장적인 집 담론에서도 목소리를 갖지
못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이니치 2세 어머니의 민족적인 정체성은 일
본사회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3,4세 자이니치한테는 ‘시대착오적인 저항
방식’이라 비판을 받는가 하면, ‘민족’적 저항의 장으로서의 가정에서는
남성에게 의해서 주변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가정을 떠나는 자이니치 여성은 ‘민족’적 정체성으로부터 자
유로워지는가? 이 때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은 이주자의 주체적 행위성의
유무이다. 매씨(Massey 1994)는 이주를 누가, 어떻게 경험하는가는 자
본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젠더에 따라 정해진다고 한다. 매씨는 이러한
차별화된 이주를 “권력의 기하학(power geometry)”이라고 하여 어떤
집단이 이 기하학에서 최종적으로 은혜를 받는 한편 어떤 집단은 이 기
하학에 의해서 구속된다고 한다(Massey 1994: 149). 또한 페써와 매러
(Pessar and Mahler 2008)는 매씨의 “권력의 기하학”을 발전시켜 “젠
더화된 지리적 권력(gendered geographic power)”이라는 개념을 제창
한다. 두 학자의 주장은 젠더란 유동적이며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인
동시에 이주자의 사회적 위치는 젠더를 포함한 계급, 성별, 민족이라는
구조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가정을 떠나는 이동은 그 자체가 여성의 주체성을 증명해주는 것이 아
니다. 그렇다면 자이니치 2세 여성을 목소리를 갖는 주체적 행위자로서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연구자에게 기존의 결
혼이주 연구는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프리맨(Freeman 2005)은 국제결
혼을 통해서 조선족 여성들이 젠더, 국적, 인종, 그리고 경제적 계층 구
조를 넘으려 한다면서 매씨(Massy 1994)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임
안나(2005) 또한 한국에 온 필리핀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생존전략으로
이용해 주어진 가부장적 성불평등 구조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 지배/피지배라는 경계를 초월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2세 여성이 조국 남성과 결혼하는 점에 주목하면서 귀
환과 결혼을 민족적 귀결이 아니라 여성의 전략적인 행위로 바라보고자
한다. 동시에 여성의 주체성을 ‘민족’적 정체성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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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주의할 것이다. 즉 여성에게 내면화된 ‘민족’의 가능성을 버리지 않으
면서도 이 ‘민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들의 주체적 행위성을 모색할
것이다.

(3) 친밀한 타자, 자이니치
본 연구는 집의 이중성이 결혼과 가정을 통해 하나의 집으로 집약될 가
능성을 가정해본다. 하지만 동시에 디아스포라의 귀환 전의 경로가 뿌리
의 땅에서 형성한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의 결혼이주 연구를 보면, 이주여성은 결혼 후 다양한 방식으로 국
가 간 경계를 극복하거나, 혹은 강화시키려 한다. 가령 바(Bar)에서 일
하다가 일본인 남성과 결혼하게 된 필리핀여성들은 일본인 남성과의 사
랑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을 서구적인 로맨스의 관념을 몸에 심어 넣은 근
대적인 주체라는 것을 표현한다(Faier 2006: 156). 필리핀 여성에게 일
본인 남성과의 감정적 친밀성은 국가 간의 경계를 넘게 만드는 주요한
변수이다. 한편 아라야(Araya 2015)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여
성에 관한 논문에서 일본인 여성이 한국문화에 동화하고 있음을 부정하
고 자식에게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Araya 2015: 23,28,41-42). 아라야에게 따르면 일
본인 여성이 자식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이유는 여성들이 한국의 가정
안에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Ibid.: 43-44). 하지만 자녀
를 일본 쪽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일본인 여성의 행위는 일본과 한국 간
의 국가적 위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도 해석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 남편과 자이니치 아내로 구성된 가족에서도 이러한
국가간∙인종간의 경계선이 있음을 가정한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을 단순
히 결혼이주 연구와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자이
니치는 민족적 뿌리가 조선반도에 있지만 ‘자이니치’로서의 역사적 뿌리
는 일본에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자이니치는
이질성이 불명확한 ‘친밀한 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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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합법적인 이웃이지만 일본에 사는 조선인은 내적인 타자이다”
(リャン 2005: 208). 량(リャン 2005)은 식민지 질서로 인해 일본 내지
(内地)로 왔지만 일본에 호적이 없고 제국주의에서 주변화된 조선인의
모습을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

1995)이 제창한 개념 “호모

사케르(homo sacer)”에 겹친다(リャン 2005: 35-45). 국가적 법질서에
서 배제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질서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호모 사케
르의 존재 의의의 핵심이다(Agamben 1995[2007]). 하지만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를 단순히 질서 외부에 두지 않는다. 법질서는 호모 사케르
라는 ‘예외’적 존재로 인해 부각된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자립적으로 유
지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즉 호모 사케르는 질서 내부에 포섭적으로
배제되는(inclusive exclusion) 존재를 가리킨다(Ibid.: 27-30). 자이니치
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이니치는 일본과 한국 양쪽 사회의 ‘내부’에 존
재한다. 자이니치에게 ‘돌아가는 곳’으로서의 ‘조선’은 이미 존재하지 않
는 허구적인 곳이고(김현경 2015: 69-70), 이들은 ‘자이니치’라는 일본
어로 밖에 스스로를 표현할 줄 모른다. 일본 사회는 ‘피’가 다르다는 이
유로 자이니치를 배제한다. 한국인 역시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이니치를 ‘한국인’ 공동체로부터 쫓아낸다. 그러나 자이니치의 존재
‘덕분에’ 일본인은 자신의 순혈성(純血性)을 확인하고, 한국인은 문화와
언어를 세련시킬 수 있다. 결국 이 두 사회는 자이니치를 배제하기 위해
포섭하고, 내부적 질서를 견고하게 만든다.
재한 자이니치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국 국적을 가지면서 일본
영주자격을 유지하는 자이니치의 역사성에 대한 무관심 혹은 무이해 때
문에, 일상적인 차원에서는 자이니치의 신체화된 일본어와 일본문화 때
문에 ‘타자’라 간주된다. 결국 한국인과 일본인이 상상하는 국민국가는
‘정치’에 의해서 그 경계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이범준 2015: 85),
자이니치는 이 ‘정치’로 인해 국민국가라는 공간에서 자의적으로 규정된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경계선이 가족 안까지 침투한다고 가정한다.
해방과 분단 이래 산업화를 거치면서 한국의 가정에서는 부모자식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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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이 중요해졌다. 이는 부계 혈연 중심의 직계가족구조가 지속되는 것
을 정당화했다(이재경 1999: 67). 특히 한국의 권력집중과 군부정권에
반대하는 주체론자들14)은 국가 만들기의 과정에서 새로운 젠더 질서를
만들어냈다(Jager 2003). 그들은 서구에 의해서 침식되었다고 생각된 한
국문화의 원리를 유교적 가부장제 재건으로 해결하고자 한 셈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한국인의 인종적 ‘순수성’을 달성하는 대상이자 외부에
서의 ‘오염’을 막는 주체가 되었다(Jager 2003: 73). 프리맨(Freeman)
은 1990년대 이후 조선족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의 결혼이 급증한 것이
단지 전통적인 가족의 유지가 아니라 민족동일성의 재구성이라는 ‘신성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다고 함으로써 재거(Jager)의 논의를 뒷받
침한다(Freeman 2011: 26). 그러나 조선족 여성은 한국인 남편에게 충
성스런 태도를 보일 때에 한하여 ‘한국인’으로 간주되며 한국의 가부장
제에 저항을 하는 순간 ‘중국스러운’ 부분에 의해서 국가를 위협하는 외
부인이 된다(Ibid.: 26). 이러한 내부자와 외부인의 경계는 가족 성원의
행위에 의해 작동한다.
식민지배의 유산(遺産) 앞에서 한국은 일본을 대상화함으로써 자국의
민족의식을 강화시켜왔다. 북한과 중국을 상징하는 조선족과 달리, 일본
을 몸에 걸친 자이니치 2세 여성은 반일감정과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전
개된 한국의 탈식민 과정에서, 반쪽발이 혹은 간첩 등의 낙인을 부여받
았다. 탈식민주의란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주의의 유산의 갈등상태를 말
한다(Loomba 1998: 12).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된 국가가
되고나서도 구 종주국과 구 식민지의 불평등한 관계는 여전히 계속된다.
한국은 경제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제적∙문화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거나 영
향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만들어 민족의식을 고

14) 재거(Jager 2003)가 말하는 '주체론(national historiography)'이란 민주화운동의 과
정에서 한민족을 역사의 희생자가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주체로서 보고자 하는 시각
을 말한다. 주체론자가 북한은 적(enemy)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낭만적'
담론 전략을 창출했다고 재거는 말한다. 주체론자는 한민족을 전후 미국의 '제국주의'
에 맞서는 영웅적 낭만주의자(heroic romantics)로 간주했다. 여기서 북한과 한국의
국가적 재결합은 아내가 자신이 잃은 남편과 다시 화해하는 것을 원하는 듯이 한 민
족으로, 한 가족으로의 낭만적 욕망으로 묘사되었다고 한다(Jager 2003: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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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켰다. 프리맨의 논의를 참고하며 본 연구에서도 한국의 가족 안에서
자이니치 여성이 ‘피’의 동일성 때문에 포섭되는 동시에 일본을 ‘적’으로
여겨 온 한국의 역사인식으로 인해 배제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본다. 한
편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오히려
자이니치 여성으로 하여금 한국인 남편과 경계를 짓는 요인이 될 수 있
다고도 생각한다.
이러한 가정 아래 본 연구는 한국의 가족에서 자이니치 여성을 둘러싼
경계선이 형성 혹은 상실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에서 생
산되는 경계가 2세 귀환 디아스포라 여성의 집(home) 인식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종래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동포 연구
와 결혼이주 연구의 접촉을 시도한다. 동시에 기존의 디아스포라 연구에
서 당연시되어 온 디아스포라의 이중적인 집이라는 전제에 새로운 시각
을 도입하는 것을 시도한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1) 자이니치의 ‘재한(在韓)’의 시작
연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자이니치가 ‘재한(在
韓)’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자이니치의 귀환에 관하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는 북한으로의
귀국사업15)일
자이니치가

것이다.

1959년부터

귀국사업으로

북한으로

1984년까지
이주했지만,

약

10만

귀국을

명의

추진하던

일본적십자사나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16) 등의 허위정보에 의한
15) 1959년 8월에 일본과 북한의 적십자사와 조총련 사이에서 맺어진 재일조선인 귀환
협정에 따라 같은 해 12월부터 시작된 북한으로의 귀환 사업을 말한다. 1984년까지
9만3340 명의 자이니치나 일본인 배우자가 이 귀국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하였
다. 한국에서는 북송사업(北送事業)이라고 부른다.
16) 1945년 일본이 패전되고 조선반도가 해방되자 일본 내 조선인은 민족조직을 우후죽
순 결석했다. 우선 1945년 10월에 조선인 공산주의자 및 민족주의자를 중심으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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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드러나는 등 자이니치 역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편 그 당시 농촌인구 과밀을 문제시하던 한국에서는 북한과 달리
자이니치의 귀국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948년에 시작된 이승만
정권은 민단을 “재일교포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고 하고 조총련계
자이니치를 무시했지만, 이 정권은 민단계 ‘재일교포’를 지원하는 아무런
정책도 내세우지 않았다. 기민정책(棄民政策)이라고 비판받는 그 당시
한국정부의

입장에

자이니치의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민단(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17)에서도 실망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자이니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한국의
경제성장을 자이니치에게 의지했다. 박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내세워 일본의 ‘경제협력기금’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자이니치
기업인에게 기대했다(정호석 2017: 233). 이에 자이니치 기업인들은 그
동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던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해준
것에 기꺼이 기부하였다. 또한 협정영주자격이 생기므로 한국 여권을
갖는 자이니치는 민간인인 경우에도 한국의 친척을 방문하고 고향에
경제적 공헌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尹健次 2015b: 170). 이렇게
자이니치와 한국 친척의 재회, 그리고 교류가 시작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이념은 ‘반공주의’와 외자에 의존한 ‘경제성장’으로
집약된다. 자이니치 공동체와 북한 정부 간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에
대비하여18) 박정희 정권은 민단과 협력하여 모국유학제도(母國修學制度)
국인으로서의 조선인의 공적기관’을 제창한 조련(재일본조선인연명)이 결성된다. 조련
은 1949년 GHQ과 일본 정부에 의해 해산되었으나 1951년에는 일본 공산당과 밀접
한 관계를 맺는 민전(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으로 다시 결석되고 현재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1955년 5월 결성)의 전신이 된다. 한편 1945년 11월에는 공산주의
적인 특색이 강한 조련에 반대하여 자유주의를 제창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건청(조선
건국측진청년동맹)이 결성되었다. 다음해 1월에는 건청보다 더 반공적인 성격을 갖는
건동(신조선건설동맹)이 만들어지고 1948년 우파적 단체의 총체로서 민단(재일본대
한민국거류민단)으로 모이게 된다(鄭栄桓 2013; 尹健次 2015a).
17) 1994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 개칭.
18)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과 동맹을 맺고 세계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에
대해 북한은 그 전까지의 '평화통일'의 이념을 포기하고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군사
정권의 전복이나 한국에서의 전위정당 건설을 계획하는 등 한국에 대한 대항 구도를
강화하기 시작한다. 그 와중에 북한정부는 조총련계 자이니치의 인재획득에 힘쓰게
된다. 귀국사업 역시 이런 맥락에서 후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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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국방문단 등의 제도를 만들어 젊은 자이니치 학생을 한국에
유치하기 시작한다. 1962년 한국 정부는 11명의 자이니치 학생을
처음으로 유학생으로 초청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해마다

1977년부터는

50명

정도의

자이니치가

유학하게

되었다.

50명씩의 자이니치를 국비장학생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실시되면서 유학생 수도 더욱 더 늘어났다. 또한 이 해에는 제도 이름을
‘유학’으로부터

‘모국수학’으로

변경하였다.

한국은

외국도

아닌데

‘유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민단 문교부의 견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자이니치가 얼마나 ‘재한’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한국국적

거소신고자(居所申告者)

인구는

14,86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2014년12월 기준) 동포비자(F4비자)를 갖는 일본국적자는
781명(2016년6월 기준)이다. 그러나 이 국내 거소신고증은 한국을
출국할 때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소신고자 인구가 바로 현재
재한

자이니치

거소신고증이

인구를
폐지되고

40,372명(2016년8월

뜻하지
새로

않는다.
시행된

기준)이지만

이것은

또한

2015년1월부터

재외국민등록자
2015년1월

이후

인구는
외국

영주권이 없는 채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무엇보다 한국에
이주함으로써 특별영주자격을 포기하고 완전히 일반 한국인으로서의
신분을 갖게 되는 자이니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 수는 더욱더
불명확하다. 인구의 파악이 어려운 가운데 본 연구는 1960~80년대
한국으로 귀환하고 한국인 남성과
주목해본다.

일본의

자이니치

2세

사이에서

이들의

가정을

여성들에게
집(home)

떠나

결혼한 자이니치
조국에서

착안하고,
인식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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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어떻게

또

2세 여성에게

다른

가정을

만든

고향과

돌아온

조국

재구성되는지를

탐구할

(2) 재한 자이니치 2세 여성과의 만남
본 연구는 한국으로 귀환한 2세 이후의 자이니치를 ‘재한 자이니치’라
고 부를 것이다. 그런데 ‘재한 자이니치’라는 표현은 모순적이다. 한국에
있다는 의미인 ‘재한(在韓)’은 자이니치(在日)와 대립된다. 하지만 ‘자이
니치’라는 말이 등장한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해보면, 원래 민족적 뿌리
가 조선반도에 있다고 하여도 한국에 귀환한 자이니치가 그냥 ‘한국인’
으로 살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한 재일’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자이니치가 민족적 언어를 상실한 집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누구를 2세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이 있지만 본 연구에
서 대상으로 하는 2세 여성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모 중 한
쪽 이상이 자이니치 1세라는 것, 두 번째로는 본인이 한국인 남성과 결
혼한 상태이거나 결혼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목적에
서 문제제기를 한 시대적 배경을 검토하기 위해서 1960년대부터 80년
대까지 귀환/ 정착한 자이니치에 한정했다.
연구자는 2016년 2월에 원래 알고 지내던 한 2세 여성을 통해서 자이
니치 2세 여성의 모임 ‘하나모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하나모임은 자
이니치 2세 여성들의 친목을 위한 모임이다. 회원 수는 20명이며 자이
니치 남성과 결혼한 두 명(그 중 한 명은 본국의 한국인)과 한 명의 본
국 출신 한국인 여성을 제외한 모든 회원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경험
을 갖는 자이니치 여성이다. 평균연령은 67세이다19).
하나모임의 전신은 1960년대 후반에 모국수학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에 유학 온 자이니치 여학생들의 학생모임이다. 1977년, 유학을 마친 후
한국에 남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끼리 모임을 재결성하였다. 처음
에 모임에는 특정한 명칭이 없었다. 한 때 ‘무궁화’나 ‘진달래’ 같은 이름
을 붙였지만 “북한 냄새 난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모임’이라는 애매한 명칭으로 모여 왔다. 발족 당초에는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일본 음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었다고 한다.
19) 회원 수와 회원 평균연령은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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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집에서 만들기가 힘들어져 대개 외식으로 모이지만 1년에 한 번
은 한 회원의 집에서 송년회를 한다.
연구자는 2016년 5월에 하나모임 식사 모임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그 때 몇 명 회원들이 예비조사로 인터뷰에 응하여주었다. 연구자는 연
구 주제를 잡고 선행연구를 마친 후 같은 해 9월에 하나모임 식사 모임
에서 회원들에게 연구의 의도를 밝혔고 생애사 인터뷰에 응할 의지가 있
는 사람들한테서 연락처를 받았다. 이후 연구대상자에 대한 구술사 인터
뷰를 실시했고, 하나모임의 식사 모임에 매달 참가하였다. 그리고 개인
적으로 소개를 받아 하나모임 회원이 아닌 여성에게도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여성의 가족 구성원들은 인터뷰할 수 없었다.
인터뷰는 주로 구술자들의 일터나 집 근처 카페에서 진행하였고 일본어
로 수행하였다. 하지만 구술자는 대부분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이야
기를 하였다. 녹음은 허락해준 사람에게 한하여 실시했다.
구술자의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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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피면담자 기본 사항〉20)
이
름

1

2

3

4

손
미
연

생년/
나이

1944
/73세

이
윤
자

1947
/70세

윤
경
자

1948
/69세

김
명
희

1948
/69세

국적

한국

일본의
영주자격

2012년
포기

귀환시기/
나이
정착시기

(귀환)
1962
/18세
(정착)
1969
(귀환)
1967
/20세

한국
(모:일본
인)

2017년
포기

한국

2011년
포기

1982
/34세

1972년
상실

(귀환)
1967
/19세
-1972

한국

(정착)
1972

(정착)
1979
5

권
혜
숙

6

문
현
미

7

권
복
자

8

강
행
자

1949
/68세

귀환이유
정착이유

현재
직업

기타

(귀환)유학
(정착)결혼

없음

두 번 이혼.
하나모임 회
원.

회사원

이혼
하나모임 회
장
(40년간).

일본어
강사

남편과 사별.
하나모임 회
원.

가정
주부

하나모임 회
원.

가정
주부

하나모임 회
원.

(귀환)유학

(정착)결혼,
일
결혼 후 남
편을 따라
(귀환)유학
(정착)결혼
후 남편을 따
라

한국

2010년
경 포기

1951
/66세

한국

특별영
주자격
보유

1979

결혼 후 남편
을 따라

학교에서
봉사활동

하나모임 회
원.
남편도 재외
국민 등록증
보유.

1951
/66세

한국

몇년 전
에 포기

1969

유학

가정
주부

하나모임 회
원.

(귀환)
1972
/19세
-1980

(귀환)유학

1953
/64세

조선
→
한국

1980년
상실

1970

(정착)
1990

유학

회사원
(정착)남편
일 때문에

20) 일본 영주 자격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 해외에 나가거나 갱신을 잊고
있었다는 등 자연스럽게 없어진 경우에는 '상실'이라고 표기. 또한 귀환시기와 정착시
기가 다를 경우 나눠서 표기하였다.

- 23 -

이
름

9

10

11

안
유
희

류
성
미

강
유
미
자

12

최
수
영

13

문
영
아

생년/
나이

1953
/64세

1954
/63세

1955
/62세

1956
/61세

1966
/51세

국적

일본의
영주자격

한국

특별영
주자격
보유

한국

일본
(모:일본
인)

특별영
주자격
보유

일본국
적

일본
→
한국
(모:일본
인)

1989년
포기

한국

특별영
주자격
보유

귀환시기/
나이
정착시기

귀환이유
정착이유

1983
/30세

결혼 후 남편
을 따라

(귀환)
1978
/24세

(귀환)아버지
의 의향

(정착)
1979
(귀환)
1974
/19세
-1980

(정착)
1985
(귀환)
1974
/18세
(정착)
1982
1984/18
세

현재
직업

기타

일본어
강사

아들은
특
별영주자격
이
있지만
군대
갔
음．

서예가

하나모임 회
원.

자영업

하나모임 회
원.

가정
주부

하나모임 회
원.

회사원

이혼
후
2000년 일
본으로 돌아
감.

(정착)결혼

(귀환)유학

(정착)자녀
교육을 위해

(귀환)유학
(정착)결혼

유학

표1 중 문영아는 유일하게 한국을 떠나 일본에 살고 있는 경우이지만
귀환 전의 삶과 귀환의 동기에 있어 다른 구술자와 공통점을 보였으며,
본론에서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이윤자
와 강유미자, 최수영은 어머니가 일본인이다. 그 중 강유미자는 국적도
일본인이지만 스스로 자이니치라고 인식하고 있고, 하나모임 회원이기도
한다. 또한 13명의 구술자 중 조선학교 출신(중학교까지)은 한 명이며
한국학교 졸업자는 다섯 명이다21). 하지만 귀환 전부터 한국어를 능숙하
게 구사했다고 하는 구술자는 조선학교와 한국학교 둘 다 나온 강행자와
문영아의 두 명 뿐이다.

21) 현재 일본에는 68곳의 조총련계 조선학교와 4곳의 민단계 한국학교가 있다(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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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술 생애사
본 연구는 재한 자이니치 2세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이는 여성의 정체성이 집을 떠나 조국에 귀환하고 또 다른 집을 형성하
는 과정에서 집(home)이 재구성되는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본 연구는 자이니치 2세 여성의 생애를 이들의

구술을 매체로 이해한

다. 구술사란 기억을 통한 과거에 대한 기술이다(함한희 2006). 구술사
연구의 가치는 개인의 주관성과 객관적인 구조의 상호작용에 있다. 윤택
림과 함한희(2006)에 따르면 구술사의 주관성과 개인성은 국가 주체적
인 역사로 인해 안 보이게 된 개인의 경험을 부각시키지만 동시에 주관
적인 경험이 어떻게 사회와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게 만든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구술자의 기억이 일본과 한국의 집에서
어떤 방식으로 2세 여성에게 영향을 주면서 생산되는지 주목한다.
윤택림(2011)은 문헌에서 드러나지 않는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생애 구술사의 또 하나의 사회적 효과로서 제시하지만(윤택림 2011:
383) 구술자가 말하는 내용이 곧 진실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란 사실적 진실이라기보다는 서
술적 진실, 즉 구술자가 심리적으로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뜻하겠지만
구술사의 공간이 연구자로서의 ‘나’와 구술자의 공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다. 구술사의 중요성은 역사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구술자가 나와 함께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이해하고 ‘진실’을 생산하
고 거기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동적인 과정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술 생애사가 갖는 이와 같은 특징, 즉 기억의 집합성
과 생산과정, 그리고 나와 구술자 간의 상호작용성에 유의하면서 재한
자이니치 2세 여성의 삶에 접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개인
적인 경험을 통해서 구술자의 심리적인 특수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술자를 그렇게 말하게 하는 사회적 배경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따
라 구술자 간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일
반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내부적인 차이의 원인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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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국의 집을 떠나

이

장에서는

조국상(像)을

식민

지배와

형성하였고,

그

분단의
속에서

기억이

어떻게

자이니치에게

자이니치의

가정이

어떻게

집(home)으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살펴본다. 귀환 전의 가정에서 2세
여성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떻게 귀환과 결혼을 선택하였는지를
가족관계와 시대적 맥락을 통해 탐구할 것이다.

1. 귀환 전
1945년, 일본의 패전과 조선반도의 광복을 통해 한일 간에는 ‘국경’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두 나라의 교류는 1965년 한일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

이루어지지

분단되었고,

않았다.

자이니치가

뿐만
원래

아니라
떠난

조선반도는
조국으로

남과

귀환하는

북으로
것은

불가능해졌다.

(1) 자이니치 1세와 조국
낯선 땅에서의 추방된(exile) 경험은 디아스포라에게 기원의 장소를
고향으로
nationalism)을
일본국적을

고정화시키고

장거리

실천하게

만든다(Anderson

상실한

자이니치

1세들은

내셔널리즘(long-distance
분단

1992:
이후의

2-4).
북한

1952년
아니면

남한이라는 ‘국가’에 스스로를 귀속시킴으로써 확실한 ‘국민’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했다(リャン 2005: 143).
‘국가’를

뜻하는

스테이트(state)가

정해진

영역에

기반한

정치적

체제인데 대해 네이션(nation)은 가치관과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의
공동체를

말한다(Ho

2008:

149).

앤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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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Anthony

Smith

1991[1998])는 이에 더불어 네이션는 공통된 ‘조국’을 필요로 하다고
하였다(Smith 1991[1998]: 39). 이 때 ‘조국’이란 현재 시점이 아니라
역사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네이션과 ‘국가’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국민국가, 혹은
민족국가라는

말로

쓰이는

‘네이션-스테트(nation-state)’라는

말은

‘국가’를 하나의 내셔널 공동체로 산출하였고, ‘국가’ 내 민족이나 젠더,
종교적 다양성을 묵살한다(Ho 2008: 149).
남북의 분단이 자이니치 사회에 내부적 갈등을 야기한 이유 역시
조선이라는

공통된

네이션-스테이트로

‘조국’이

인해

북한과

갈라져버렸기

한국이라는

때문이다.

상이한

자이니치

1세의

대부분은 남한 출신이다22). 하지만 분단된 네이션-스테이트 앞에서
자이니치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각 국가로 소속하게 되었고, 이는
북한 혹은 한국을 지지하는 민족단체로 조직화되었다23).
나가노

신이치로(2010)는

국민으로서의

충성심,

‘내셔널리즘’을

그리고

국가에

‘패트리어티즘’을

귀속하는

특정한

향토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애향심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자이니치 1세가
조국의

경제성장에

기여를

한

동기가

패트리어티즘으로부터

국가의

위기

극복을

애향심에
주된

기반하는

목적으로

하는

내셔널리즘으로 점차 변화해 왔다고 한다(나가노 2010: 167-169).
내셔널리즘과 패트리어티즘에 대한 나가노의 정의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자이니치 1세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조선반도의 냉전 상태가 자이니치 사회의 분단에도 깊게 영향을
미치던 역사를 살펴볼 때, 단순히 애향심이 애국심으로 연결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고, 어떨 때에는 그 순서가 반대이거나 두 감정이 동시에
생긴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본으로

이주한

후에

생긴

북한과

22) 이것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조선인 중 98%가 한국출신인 통계에 기반한다(2011
년 총무성 홈페이지에서).
23) 물론 일부 자이니치 중에서는 분단 전의 조선을 ‘조국’이라 믿고 네이션-스테이트로
규정되는 정체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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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라는 ‘국가’와 자이니치 1세를 맺는 통로로서 ‘조국’에 있는
가족∙친족이
아버지는

기능하였다는

가족이

한국에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있다는

이유로

것이다. 문영아의

재일학도

의용군24)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했다.
[사례Ⅰ.1(1)-01] 유공자 아버지 (2017.02.19. 문영아)
문영아의 아버지는 한살 때 부모와 같이 도일했다. 열 너댓살 때 만주에
징용되었고, 해방 후 일본으로 돌아갔더니 삼촌의 가족 이외에는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 있었다. 아버지는 일단 도쿄에서 돈을 벌기로 했으나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미군으로 참여했다. 그 이유는 조국이 없어지면
‘집’도 없어져버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모는 고향에 돌아 온
아들을 만나자 “한국에서는 살지 마라”고 충고하였다. 그 당시 한국은
일본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이다. 결국
아버지는 한국의 국가유공자로서 일본에 살기로 했다.

문영아의 아버지가 조국을 인식하는 근거는 고향에 있는 가족에 있다.
그러나 북한이 조선반도를 점령할 경우 ‘조국의 상실’을 자각한다는
구술에서는 아버지에게 조국이 오로지 국가로서의 한국에 한정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문영아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을 통해 북한에 대한
혐오와 반공주의를 확실히 갖게 되었고, 반면 한국에 대한 애착은
더욱이 강해졌다고 한다. 집을 지키려 참전한 경험이 결과적으로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고향에 대한 경제적인 기여 또한 국가에 대한 소속감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24) 그 당시 자이니치 청년들은 한국 전생이 발발하여 한국군이 낙동강까지 밀려 한국이
풍전등화에 놓였다는 소식에 자발적으로 입국하여 UN, 미군, 한국군의 일원으로 인천상
륙작전, 백마고지전투 등 주요 격전지에 참전하였다. 총 참전자 642명 중 135명이 전사
하였다. 정전 후 대부분은 일본으로 돌아갔으나 1952년 미국과 일본 간의 샌프란시
스코 강화조약으로 인해 이들은 '일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 출국한 자들'로 인
식돼 242명의 의용군은 일본으로 귀환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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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Ⅰ.1(1)-02] 금의환향을 꿈 꿔 (2016.09.22. 윤경자)
네 번째 아들이던 윤경자의 아버지는 청년기에 형과 둘이 경상남도
고향을 떠나 도일했다. 해방 이후 일단은 일본에 남게 되었지만 고향에서
가난하게 사는 가족들에게 금의환향을 하고 싶었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에는 꽤나 많은 돈을 고향에 보냈다. 시골에 집을 짓고 가족 묘지를
위한 토지도 샀다. 자신도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식이 한국어 국적을 버리는 것을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다.

정호석(2017)은

자이니치

1세의

조국에

대한

공헌을

조직이나

공동체에 ‘헌신’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한테서 ‘인정’을 받으려 하는
호혜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였다(정호석

2017:

235).

윤경자의

아버지가 고향의 경제발전에 힘쓴 것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효도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경제적 공헌을 통해 윤경자의 아버지와 고향의
가족과의 관계는 그를 한국의 국가 성원으로 인식하게 만든 계기를
주었다.
브라(Brah
갈망하는

1996)가

것은

지적한

반드시

바와

같이, 디아스포라가

조국(homeland)을

지향하는

집(home)을

것과

동일하지

않는다(Brah 1996: 197). 그러나 식민지라는 비자발적이고 피차별적인
구도 속에서 일본으로 건너 간 자이니치 1세에게 돌아갈 곳으로서의
집은 그저 조국을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하였다.
한국 혹은 북한이 1세에게 돌아갈 집(home)으로서의 양상을 띠는 만큼
일본에서의 가족은 1세에게 소수민족으로서의 공간이라는 의미로서의
집이

되었다(尹健次

태어나지

않은

인식하였는가.

2세

2001:

93).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딸은

1세가

만들어낸

일본의

“자이니치

2세란

인생의

궤적이

집을

아무리

조국에서
어떻게
다양해도

자이니치 1세로부터 태어나 1세의 기억을 자신의 정체성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집단이다”(姜尚中

2016[小熊英二

2016]:

3)라는

강상중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2세 여성의 자이니치의 집에서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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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속의 2세 딸
[사레Ⅰ.1(2)-01] “너는 한국인이다” (2016.09.29. 최수영)
최수영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쿄에 있는 한국학교를 다녔다.
아버지는 열정적인 민단 활동가였다. 최수영의 집 근처에는 조선학교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한복을 입고 등교하는 조선학교 학생을 가리키면서
딸에게 “쟤들은 공산주의자니까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라고 충고한
적이 있다. 이 말에 최수영은 어릴 때부터 조총련계 조선인에 대한
무서운 이미지를 가졌다.
한편 아버지는 최수영에게 계속 “너는 한국인이다”고 교육하였다.
최수영이 한국학교를 다닌 이유도 아버지가 자식 중 한 명은 한국학교에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민족교육을 시키지는
않았다. 대신에 일본인인 어머니가 민단에서 한글을 배우고 최수영에게
가르쳐주었다.

최수영은 한국어를 잘 모르고 한국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았다. 그 당시
한국학교는 대부분 학생이 자이니치이며 수업도 일본어로 진행하였다.
그런데도 최수영은 어릴 때 정체성의 고민 없이 자신이 한국인이라 믿고
자랐다고 한다.
그런데 “조총련계 조선인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에서는 이 ‘한국인’의 범주에는 조총련계 자이니치는 포함되지 않음을
암시한다. 최수영의 가족이 소속의식을 갖는 ‘조국’이란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하는 분단 이후의 한국에 불과하였다. 그런 면에서 최수영이
상상하는 네이션-스테이트에는 한국에 사는 한국인은 포함되지만 같은
언어와 역사를 갖는, 심지어 같은 지역 출신일지도 모르는 조총련계
자이니치는 제외되었다.
어머니가 일본인인 이윤자의 아버지 또한 딸에게 “완벽한 한국인”이
되는 것을 기대했다. 윤건차(尹健次 2001)는 일본인을 아내로 한 조선인
남성이 ‘민족적 주체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아내에게 한국국적
혹은 조선적을 취득시키고 자식도 ‘조선인’으로서 키운 사례가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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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고 한다(尹健次 2001: 110). 이윤자와 최수영은 민족적 정체성을
비교적 강하게 갖고 있는 아버지의 딸이다. 이 두 명의 ‘민족’ 문화가
아버지가

아니라

일본인

어머니로

의해서

전달되었다는

점에서는

아버지가 딸뿐만 아니라 일본인 아내에게도 한국인으로서 사는 것을
요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윤자와 최수영의 구술에서는 어머니의
‘일본’적인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최수영의 어릴 때
기억에는 일본인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여기에 최수영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은 망각되어 있다. 최수영 기억에서 어머니는 한글을
가르쳐주는 민족문화의 전달자로서만 존재하였다. 이윤자는 남편 말에
따라 제사와 한국 음식을 배우고 한국 음식점을 경영한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최수영의 아버지가 최수영을 한국학교에
통학시켰으나 최수영 남동생에게는 그러한 민족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물어보자 최수영은 “한국인으로서의 ‘피’를 남기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대답했다.
양석일(梁石日

뼈(血と骨)』라는

2001)의『피와

자이니치 1세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소설에는

폭력적인

나의 뼈이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온다(梁石日 2001: 66). 사자의 피는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뼈는 영원히 남게 된다는 의미로, 자이니치의 가부장제의 절대성을
상징하는 말이다.
기존의 자이니치 관련 소설이나 영화, 연구는 대개 아버지한테서
아들로 이어지는 가부장제에 집중해왔다. 연구자 역시 그러한 경로에
익숙했었기에, 딸에게만 민족교육을 시키고 한국에 보내려 한 최수영의
아버지의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고민했다.

한국의

가족제도에서 출가외인에 불과한 딸에게 ‘피’를 남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남동생은 한국학교에 안 다니셨어요?”, 이러한 질문에 최수영은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한다. “남동생은 스포츠를 좋아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스포츠를 잘 할 수 있게 일본인 학교에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최수영의

구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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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의

아버지가

한국인으로서 살기 위한 집(home)을 딸에게 걸어 지우면서 아들을 통해
일본에서 살기 위한 집(house)을 유지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양석일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들에게는 ‘뼈’의 역할이 주어졌는데 한편
딸인 최수영에게는 ‘민족’을 지키는 하나의 매개로서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다.

최수영이

말한

‘피’란

이물질로

인해

쉽게

달라져버리고

썩어버리는 자이니치의 불안정한 ‘민족’을 상징했다. 실제로 양석일의
『피와 뼈』라는 제목도, “피는 어머니로부터 받고, 뼈는 아버지로부터
받는다”라는 제주도의 굿에 유래했다고 한다.
남녀 간에서 ‘민족’의 경험에 차이가 있던 최수영에 비해 이윤자와
권혜숙, 윤경자의 가정을 보면 첫 번째 자녀였기 때문에 ‘민족’ 교육을
받은 경우를 볼 수 있다.
[구술Ⅰ.1(2)-02] 세 번째 딸 (2016.09.22. 윤경자)
“나는 세 번째 딸이었으니까. ‘다음에는 남자가 나올 거야’ 했더니
여자애였으니까. 뭐 여자는 어차피 시집간다고 (부모한테서) 거의 간섭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 경제성장의 시기였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맞벌이하면서 바빴었거든요. (∙∙∙) 그래서 나는 정말 자유롭게
자랐어요 (웃음). 형제 중에서도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보면 불쌍하네요.
특히

자이니치는.

(∙∙∙)우리
어떻게나

부모는

나는
뭐

일본에서

그런

한국어를
잘

살게

면에서

매우

가르치려는
하려고

했던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의욕이

없었어요.

자식을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무관심이었을지도 몰라요(웃음). 그래도 우리 언니는 역시 민족의식에
깨달았다고 할까 어릴 때부터 한국학교 다녔으니까.”

윤경자에게는 두 명의 언니가 있다. 윤경자 부모는 남자애를 낳기
전까지 다섯 명의 딸을 낳았다. 윤경자는 그 중 세 번째 딸이다.
윤경자의 부모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딸에게는 엄격하게 민족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학교에

보내고

한국어를

가르쳤다.

윤경자 눈에는 그러한 언니가 안타깝게 보였고 민족 교육을 안 받은
자신은 행운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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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자는 부모한테 민족교육을 받지 않았던 만큼 ‘민족’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자신은 민족교육으로부터 자유로워 어릴 때부터 일본 문화
속에서

자랐다고

한다. 예컨대

일본

주판과

글자를 배우고, 일본

카드게임인 카루타를 하고, 신사에서 놀았다.
그러나 1세의 ‘민족’을 내면화하거나 혹은 객관화하는 태도는 ‘민족’
교육의 유무에만 좌우되지 않았다. 자이니치 1세에게 가정이 조선인
혹은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집(home)이라
하더라도(尹健次 2001: 93), 가족 안에서 2세 여성의 위치를 살펴보면,
자이니치의

가정은

일본에서의

차별로부터

‘민족’을

보호해주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최수영과 윤경자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구술자들에게 귀환 전의 가정 내에서 실천되는
‘민족’은 일본에서의 차별보다도 1세 부모한테서 오는 강요로 인해
출현되기 때문이다. “나의 인생은 모두 부모가 정한 것이었다”라며
탄식을 발하는 류성미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자.
[사례Ⅰ.1(2)-03] 철물소집 딸 (2016.09.19. 류성미)
류성미는 오사카의 조선인 집단거주지에서 태어나 자랐다. 아버지는
철물소를 운영해 결코 유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류성미는 어릴 때부터
한국학교를
대해서도

다녔기
알지

못

때문에
했다.

차별이
대학교를

무엇인지도
민족명으로

잘

몰랐다.
다녔을

때

일본에
주변

사람들한테서 받는 시선으로 처음으로 자신이 이질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류성미는 피아노를 치고 싶었다. 하지만 피아노를
살 돈이 없어 피아노가 있는 친구 집에서 연습했다. 실력이 늘자
어머니가 류성미를 피아노 교실에 다니게 해주었다. 그러나 가난한 집과
피아노를 치는 자아라는 거리감에 류성미는 괴로워했다. 마침 가족
속에서 자신만 고독해지는 것 같았다. 견디지 못해 류성미는 피아노를
그만 두겠다고 하였다. 류성미의 실력에 가능성을 느끼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하였다. 결국 부모가 원해서 류성미는 대학교에서
피아노를 다시 전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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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미가 회상하는 귀환 전의 가정은 일본에서 받는 차별에 대한
안정망(safety net)도 순수하게 ‘민족’을 지키는 희망적인 의미에서의
집이라기보다는,

일본에서

민족공동체로서의

자유롭게

집이었다.

그러나

사는

것을

류성미는

제약하는
이

집의

소수자의
부조리함을

충분히 알면서도 집과 자신의 정체성이 떨어져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피아노를 그만두겠다는 말은 그녀가 가난한 자이니치 철물소집 딸로서
살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한국학교를 다니고 자신의 정체성의 고민이 없던 최영과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 이윤자 등은 그러한 1세의 집을 내면화한 양상을 보였다.
류성미는 ‘민족’ 공동체로서의 집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부여를 하면서도
그것을

내면화하였다.

한편

윤경자는

‘민족’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민족’에 구속된 언니를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윤경자가 개인적으로
‘민족’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본 국적으로 바꾸는 것을 금지
당한 경험이 있는 등 그녀가 1세가 만들어낸 집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민족’교육의 유무를 불문하고 일본사회의 소수자로
살아야만 하는 숙명을 의미했다.
이렇듯 자이니치 1세를 기둥으로 하는 가정이 민족적 공동체로서의
집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특히 2세 자녀의 갈등과 타협을
동반해야만 했다. 문제제기에서도 언급한대로 연구자는 자이니치 여성을
자이니치의 가부장제의 공범자로 보는 시각에 동감하지만, 이에 더해,
자이니치의

집이란

2세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한

것이었다기보다는, 2세 자녀가 ‘민족’을 수용하고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하지만 이 ‘민족’이라는 미명으로 갇혀 있는 자이니치의 가정 내부를
살펴보면, 반드시 2세 딸이 ‘민족’ 문화를 체화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
문화에 익숙한 윤경자는 물론, 한국학교에 다니면서도 한국어조차 잘 못
하던 최수영, 오로지 ‘가난함’이라는 말로밖에 설명되지 않았던 류성미의
집을

보면

1세가

주장하던

자이니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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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은

이미

내부로부터

해체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길로이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1세가
가족 안에서 실천한 ‘민족’ 역시 경로(routes)의 산물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세 여성의 한국으로의 귀환은 자이니치의 ‘민족’으로부터
보다 더 본질적인 에스닉 집단으로서의 조선/한국 민족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었는가? 한국인과의 결혼은 ‘완전한 한국인’이 되라는 1세
아버지의

꿈을

이루게

해준

것에

불과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연구자는 여성이 귀환과 결혼을 선택한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여성의
주체적, 전략적인 선택에 착안하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귀환의 배경
본 연구의 구술자의 귀환의 경위는 크게 유학과 결혼으로 나눌 수
있다.

9명은

모국수학,

3명은

결혼으로

한국에

귀환하였다.

다만

귀혜숙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유학이라는 수단을 취했다.
구술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들어가기 전에 자이니치의 한국으로의 귀환에
관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모국수학생으로 온 9 명의 구술자 중 아무도 유학생 시절에는
한국에 영주할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구술자 중 10 명은 남편의 일
혹은 자녀 교육 때문에 한국에 정착했다. 이윤자와 최수영, 문영아는
한국의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났다.

(1) 모국수학생으로서
[사례Ⅱ.2(1)-01] 모국수학이라는 대안 (2016.08.01. 손미연)
손미연의 어머니는 한국전쟁에서 형제를 잃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불신이 심했었는데 반해 친척이 사는 한국에 대해서는 정이 많았고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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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손미연 집에는 조총련계 자이니치가 자주
방문하여 손미연에게 조선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권유하곤 했다. ‘조국
건설’이라는

슬로건에

손미연은

마음이

흔들렸다.

귀국사업이

한창이었을 때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딸이 북한으로 가게 될지 몰라
위기감을 느껴 마침 이듬해부터 생긴다는 한국의 모국수학에 딸을
급하게 지원시켰다. 손미연은 유학 직전에 민단에서 한글을 배우고 다음
해 제1기 모국수학생으로서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했다.

손미연의 귀환 배경은 그 당시 조선반도의 분단과 자이니치 내부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손미연의

경우

이념적으로 북한 체제에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 한국 전쟁에서 어머니의
형제가 희생이 된 경험 때문에 어머니가 북한에 대해 충성을 보이는
조총련계

자이니치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다.

손미연은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별 관심도 없었다고 한다.
북한으로의 귀국을 막는 정당한 이유로서 모국수학을 택한 손미연과
달리,

이윤자와

최수영,

권복자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서

“대학교는 꼭 한국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사례Ⅱ.2(1)-02] ‘한국인’이 되기 위한 유학 (2016.04.26. 이윤자)
이윤자의 아버지는 “딸 중에 한 명은 꼭 한국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여 세 자매 중 첫 번째 딸이던 이윤자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했다.

“너는

한국인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한국 학교에서 배우고, 진정한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윤자는 반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에 대한 애착과
환상을 키웠다. “원래 내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었어. 더군다나 그
당시는 한국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랐잖아? 나는 아버지의 말만 믿고
왔거든”. 이윤자는 방학 때 모국방문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실제로 와보니 아버지가 말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한국의 모습에
실망했다. 하지만 이윤자는 처음으로 민족명을 쓰고 다른 ‘동포’를
만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아를 발견한 것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한국에서 돌아온 이윤자는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고등학교 졸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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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받을 졸업장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에서 민족명으로 바꿨다.

귀국사업으로 북한으로 간 자이니치들이 북한이 ‘지상 낙원’이 아님을
깨닫자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도 함께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로25), 귀환
전의 이윤자도 아버지의 말로만

한국에 대해 생각하다가 한국의 경제적

수준이 너무나 낮은 것을 알게 되면서 “아버지한테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이윤자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모국방문에서 자신과 똑같이 민족명을 쓰는 자이니치를 처음 만나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하시모토(橋本みゆき 2010)는 자이니치 3,4세의 배우자 선택에 관한
구술에서 그들이 ‘세대’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이 부모와 연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선을 긋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한다(橋本 2010: 272). 본 연구의 구술자의 귀환 역시 세대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은 귀환과 세대의 강박에서부터 벗어나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한 귀환으로 구분된다. 이 때 전자를 단순히 비자발적인
귀환이라고 할 수도 없다. 모국방문 이후 그 동안 쓰던 일본식 이름을
버리고 민족명으로 졸업을 한 이윤자처럼 모국수학을 통해 구술자는
자신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몸에 익히려고 한다. 권복자는 귀환
전부터 한국이 ‘자기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모국수학을 통해
정체성이 확실해졌다. 대학교 2학년 때 일본으로 잠시 돌아간 권복자는
한복을 입고 일본의 성인식에 참석했다.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버스를
타려 한 딸을 걱정했다. 하지만 권복자는 “내가 나를 무시하면 누가
나를 인정하겠어?”라고 생각했고,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그

동안

조부모나

부모한테서

수동적으로

받아

온

정체성을

주체적∙자발적으로 내면화한 것에 대한 자부심의 표시라 할 수 있다.
한편

모국수학은

자이니치의

‘민족’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벗어나

25)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실시된 북한으로의 귀국사업을 추진한 슬로건은 “북한에
가면 무료로 교육과 지료를 받을 수 있다”, “조국은 어떤 꿈이든 이루게 해주는 지상
낙원이다” 등의 감언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으로 ‘귀국’한 자이니치들은 노동력에
종사하는 것을 강요받고, 북한 사회 내에서는 ‘귀포(帰胞)’라는 호칭으로 차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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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삶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구술되기도

한다.

김명희는

가족으로부터, 강유미자는 특히 1세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 김명희는 가족과 같이 사는 것이 “답답해서” 가족이
거주하던 교토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걱정된다고 허락해주지 않았다. 이에 김명희가 한국으로 유학
가고싶다고

했더니,

부모는

모국

유학이

“타이틀이

좋아서”

허락해주었다고 한다. 구술자 중 유일하게 일본 국적을 갖는 강유미자는
중학생 때 어머니가 사망하자 아버지는 강유미자에게 급히 민족교육을
시켰다.
[사례Ⅱ.2(1)-03] “아버지와 같이 살기가 싫어” (2016.09.02. 강유미자)
“어머니가 일찍 죽었잖아. 만약에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았었으면,
나는 아마 여기(한국)에 안 왔을 거야. 어머니가 죽고나서 모든 게
아버지

색깔이

되어버렸으니까”.

외동딸인

강유미자는

중학교

때

어머니와 사별하고 난 뒤 아버지의 간섭이 심해졌다. 그 때 이미 다닐
고등학교가

정해져

진학시켰다.

한국학교에

출신지도

집요하게

있었지만

아버지는

다니게

물어보곤

되고나서

했다.

점점

강유미자를
아버지는

한국학교로

딸의

엄격해지는

친구들의

아버지에게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학교를 한국에 간다고 했더니 허락해주었다.

강유미자는 귀환하기 전부터 한국 학교에 다니고 제사도 지냈지만 한국
을 자기 나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고 한다. 이 두 구술자에게 한국
은 자이니치의 ‘집’을 떠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들에게는 가족을 떠
날 수 있었으면 실은 어디로 가든 상관없었다.
김명희와 강유미자는 일본 내에서 가족에서 떨어져 사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지만 한국으로 유학 오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 이들의 귀환은 1세
아버지의 조국에 대한 환상을 자신이 ‘세대’의 강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수단으로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가부장적인 가족에 대해
저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습득하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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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이들의 귀환 역시 ‘세대’와 ‘민족’의 강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
지도 않았다.
그런데 모든 2세 여성의 귀환이 반드시 ‘세대’의 구조에 구속된 것은
아니다. 중학교까지 조선학교를 다닌 강행자가 한국으로 모국수학을 온
경위를 살펴보자.
[사례Ⅱ.2(1)-04] 뿌리 찾기 (2016.11.10. 강행자)
조선인 집단거주지에 살던 강행자는 중학교 때 멀리 이사를 갔다. 원래
다니던 조선학교에는 열차로 통학을 하게 되는데, 강행자는 이 때
처음으로 조선인 거주지 ‘밖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 또한 문학을
좋아하던 강행자는 책 속에서 사회주의 이외의 세계를 알게 되었다.
강행자는 점점 조선학교 교육의 모순을 깨닫자 ‘그 때까지 믿었던 것이
모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강행자는 조선학교에서 나가고 싶었다. 어느 날 옛날에 살던 집의
우편함을 열었더니 한국학교의 광고가 들어가 있었다. 강행자는 가족과
의논하지 않고 한국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입원
중이었고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부터

다닌

한국학교에 한국 출신 친구가 있어 깨끗한 한국어

발음을 익힐 수 있었다. 점점 한국문화에도 관심이 생겼다. 그 때까지
조선학교에서 배운 한국은 무서운 나라였지만, 부모가 제주도 출신인
강행자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다. 한국의 대학에 유학하고 싶다는
강행자를 가족 모두가 반대했다. 이념적인 이유보다는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행자는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입학을 준비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그랬듯이 정체성의 고민을 해도 강행자를 끌어가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뿌리 뽑힌’ 존재 같았다고 한다.

본 연구의 구술자 중 강행자는 귀환 전부터 ‘민족’ 문화에 가장 익숙한
사람이었다. 조선인이 많이 살던 지역 출신이라는 거주 환경과 조선학교
때문이다. 강행자는 일본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뿌리 뽑힌’ 존재라고 생각했다. 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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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를

잘

모르는데도

부모의

영향으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던 이윤자나 최수영, 권복자와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강행자가

말하는

‘뿌리

뽑힘’은

자신의

고향(homeland)이

없다는 의미로서의 뽑힌 존재가 아니라, 고향에서 떨어진 일본에서의
상황을 의미하는 듯하다. 귀환 전부터 잠재적으로 일본사람이 아니라는
의식은 항상 갖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일본에 있었을 때와 달리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강행자는 유학 시절을 회상하면서 “생활은
힘들었지만, 내 나라였으니까.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했죠”라고 말한다.
여기서
공동체인

김귀옥(2010;
구

2013)이

디아스포라와

말하는

조국

탈영토화된

지향적인

네트워크

디아스포라

속에서

다각적인

지향성을 갖는 신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되돌아보자. 이 상반된 구도에서
보면 ‘뿌리’ 찾기를 위한 강행자의 이주형태는 구 디아스포라, 김명희나
강유미자처럼 가족에서 떠나는 전략으로 이주를 선택하는 행위를 신
디아스포라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를 하는 사람과 실제로
이주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비동일성을 고려해볼 때(Massey 1994)
강행자의 귀환은 구술자 중에서도 상당히 자유롭고 자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 디아스포라와 신 디아스로라는 한 민족
집단 안에 동시대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뿐더러, 한 이주자 안에 공존할
수 있는 양상이다.
이상 모국수학을 통해 한국에 귀환한 여성들의 사례를 보았다. 이들의
모국수학을 위한 유학의 이면에는 “한국인이 되라”고 하는 1세 부모의
의도가 있었다. 2세의 모국수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1세의 말을
순수하게

따른

결과처럼

구술자는

많지

않았고,

보인다.
오히려

하지만
한국

그저

문화를

수동적으로

귀환한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2세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구술자 중에서는 1세의 조국 지향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 유학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1세가 강요하는 ‘민족’을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도구로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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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로서
결혼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에 귀환한 윤경자, 문현미, 안유희는 모두
일본이나 해외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만났다. 그 중 윤경자와 안유희는
친척의 소개로 만났다. 다음은 결혼 후 5년 동안 일본에 살다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결단으로 한국에 귀환한 윤경자와의 대화이다.
[구술Ⅱ.2(2)-01] 30대 넘어 귀환 (2016.09.22. 윤경자)
윤경자: 나는 일본어밖에 할 줄 몰랐고, 남편도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생이었으니까. 딸도 일본어로 교육했었고.
연구자: 그 때는 언젠가 한국에서 살 거라 생각하셨어요?
윤경자: 남편만 (그렇게 생각했었다). 나는 혹시나 (남편이) 여기(=일본)에
남아

대학교

같은

곳이나

내

사촌이

하는

회사에서

일했으면

좋겠다고한국에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연구자: 언어적 어려움 때문에?
윤경자: 가끔 (한국어를) 공부하기는 했지만 발음이 안 되니까. 그것보다
나는 일본에서 아주 잘 적응한 사람이었으니까. 친구도 많았고. 일본
사람과 잘 지냈으니까. 일본 생활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한국에
가는 게 무서웠죠. 젊었을 때 모국 유학으로 온 사람들과 나처럼 30대
되고 온 사람은 역시 다르죠.
연구자: 한국에 오기 싫다고 반대 안 하셨어요?
윤경자: 내가? 물론 했죠. 가기 싫다고. 그래도 일단 가보고 아무래도
적응이 안 되면 다시 (일본에) 돌아오려고 생각했어요.

윤경자의 경우 일본 문화에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 당시 학원에서
일하면서 일본에 경제적인 기반이 있었다. 30대가 될 때까지 한국에 가
보지 않았고 딸도 일본어로 키웠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한국으로 귀환한 것은 남편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
윤경자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윤경자를 모국수학으로 귀환한
여성과 구분한 것은 비자발적 귀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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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국수학으로 귀환한 여성도 완전히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세대’의 구조에서 제약을 받는 귀환임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또한
모국수학생으로서의 일시적인 귀환이 반드시 배우자로서의 장기적인
귀환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한국에서의 대학생 시절 남편을 만난
강유미자는 “꼭 일본에 가자고 생각하고 결혼했다”고 한다. 강유미자는
어느 대학원에 갈지 고민하던 남편에게 일본 내 대학원을 추천하여
결과적으로 결혼 후 남편과 일본에서 5년 동안 살았다. 또한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려고

한국에

귀환한

권혜숙

역시

최종적으로는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구술Ⅱ.2(2)-02] 결혼의 조건 (2017.01.07. 권혜숙)
연구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겠다는 것은 큰 결심이셨을 텐데.
권혜숙: 근데 말이야, 내 결혼 약속은 일 년에 한 번은 (일본에)
돌아간다는 거였으니까(웃음). 나는 사실, 결혼 당초부터 노후에는 일본에
살려고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한국에 영주할) 준비를 안 했어. 아니 뭐,
우리 부모님을 돌보면서 일본에서 살려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몇 십년
동안이나 일본의 영주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었지.

배우자로서 온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모국수학으로 온 경우와 마찬가지
로 “나중에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결혼하였다. 유학
과 달리 결혼이주는 한국에 영원히, 적어도 장기적으로 살 수 있다는 가
능성을 내포하지만 이들은 “최종적으로” 일본에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
었다고 한다. 비현실적인 생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들에게
‘돌아가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역으로 낯선 땅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하
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결국 한국에 정착하게 된 이유도
역시 대부분 결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왜 일본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으면서도 한
국인 남성과 결혼을 했는가? 일본인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 ‘민족’ 의
식 때문이라면, 자이니치 남성과 결혼하지 못한 이유도 없다. 실제로
1955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적 조합별 혼인 통계를 보면, 구술자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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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기인 1965년에는 일본인과의 혼인은 34.6%인데 대해 동포 간의
혼인은 64.7%인 것으로 나타났다26). 이 통계는 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과의 혼인과 자이니치 간 혼인이 구별되지 않지만 한일 간의 여행이 자
유화되지 않았던 1960~70년대에는 한국인 남성보다 자이니치 남성을
만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을 것이다. 다
음으로 연구자는 그 당시 자이니치의 결혼관을 식민지라는 역사적인 관
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구술자들이 일본인도 자이니
치도 아닌 한국인 남성을 만난 배경을 조망하는 것을 시도한다.

3. 결혼의 배경
[구술Ⅱ.3-01] “한국인과 결혼을 해야” (2016.05.28. 박민숙/ 김명희/
윤경자)
박민숙27): (일본에서) 한국인과 결혼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유학생을 찾는 거야.
김명희: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한국인과 결혼했지.
박민숙: 그래서 우리 남편은 (나를) “구제해줬다”고 해. 일본인과는
결혼할 수 없었어요. 나는 아버지가 엄청나게 보수적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 받았거든. 당시는 차별의 시대였으니까. 그니까
일본인과는 결혼할 수 없었어. 일제시기 때 (조선인이) 저렇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었는데...일본인 중에서도 좋은 사람 많이 있었어.
윤경자: 좋은 사람 많았어.
박민숙: 좋은 사람 많이 있었는데 결혼하지 못한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일본 남성이) 그런 생각은 상식적이지 않대.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좀
더 넓은 시야로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뭘 “한국인이어야”라고. “아아,
나는 한국인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인이랑 결혼해야 한다”는

26) 그러나 1975년에는 동포 간 혼인율과 일본인과의 혼인율이 비슷해지며, 1976년 이
후 역전한다(민단 홈페이지 참조).
27) 자이니치 2세 여성(77세 가명). 개인 인터뷰는 실시 안 했으나 이 날 집단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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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관념이 있었어. 그게 너무 심했지. 그래도 자기 조국이니까. 좋은
거지.

2016년 5월 연구자는 예비조사로 처음으로 하나모임 식사 모임에
동참했다.

자이니치

여성의

결혼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나에게,

일본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만난 박민숙은 당시의 결혼관을 위와 같이
설명해주었다. 거기에 윤경자와 김명희도 찬동했다.
2세 여성이 한국인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로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 자이니치의 결혼관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자이니치의 결혼
문제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인종적 차이로 인한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식민

지배와

역사적으로
동일하다는

탈식민주의의
밀접한

산물이다.

관계가

있으며

일제시기

일본은

언어적으로도

일한동조론(日韓同祖論)을

바탕으로

조선인과

생물학적으로도
한국

병합을

정당화했다. 이 일한동조론에 뒷받침되는 것으로서 일본제국은 조선인에
대해서 창씨개명(創氏改名)을 비롯한 황민화(皇民化) 정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그

중

하나가

내선결혼(内鮮結婚)이다.

1930년대

일제시기

말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조선인에게

일본

주면서도 조선인을 호적으로 구분하여 ‘내지인(内地人)’과
‘외지인(外地人)’으로

간주해

민족적

경계를

만들어냈다.

장려된
국적을
구별되는

1898년에

제정된 호적법은 일본에 본적(本籍)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응되었기에
본적이 조선반도인 조선인은 일본의 호적법에서 배제된 셈이다. 여기서
내선결혼을 통한 혼인과 입양은 조선인이 내지인과 외지인의 경계를
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1917년에 제정된 공통법(共通法) 3조1항에는
“한 지역의 법령에 의해 그 지역의 가(家, 이에)에 들어가는 자는 다른
지역의

가를

떠난다”라는

문구가

있다28).

즉

조선인이

일본인의

28) 공통법 제3조 조문은 다음과 같다(『조선총독부관보』1918년 4월 22일자「공통
법」; 이정선 2016: 286에서 재인용).
① 한 지역의 법령에 의해 그 지역의 가(家, 이에)에 들어가는 자는 다른 지역의 가를
떠난다.
② 한 지역의 법령에 의해 가를 떠날 수 없는 자는 다른 지역의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③ 육해군의 병적에 있지 않은 자와 병역에 복무할 의무가 없기에 이른 자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가에 들어갈 수 없다. 단, 징병 종결 처분을 거쳐 제2국민병역에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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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에)으로 들어갈 경우 호적을 변동할 수 있고, 이것은 민족의
경계를 넘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조선인과의 혼혈은 ‘우수한’ 일본인의
피를 더럽힌다고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였고(小熊 1995: 236-239),
조선반도에서도

내선결혼을

“정치적

엇더한

작용

밋헤서

불순하게

이루어지는 결혼”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이정선 2016: 289).
그러나

서구의

제국국가와

달리

‘동화’를

제1의

목표로

삼은

일본제국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결혼은 비교적 흔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29).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

2000)의

『GO』라는

소설에는

주인공

남성과 성관계 직전인 여학생이, 주인공이 자이니치임을 알게 되자 몸을
굳어

“아빠는

한국이나

중국

2000[2000]: 180)라고 하는

사람들은

피가

더럽다고

했어”(金城

장면이 나온다. 일본인과

자이니치의

연애나 결혼 문제를 다루는 소설, 영화 등은 대개 ‘피’의 오염이라는
관점에서 이 이질적인 민족 간의 사랑을 묘사한다. 그런데 내선결혼의
역사와 더불어 일본에서 단일민족 이데올로기가 등장한 것이 전후의
일이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

일본을

대상화함으로써

국민의식을

강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른바 자이니치와 일본인 간의 결혼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적어도 일본에서 조선이 광복된 이후라고 추측할
수 있다.
정영혜(鄭暎恵 2000)가 주장하다시피, 자이니치의 결혼관은 식민지배와
전후 민족 차별에 맞서기 위해 강조되어 온 가족주의와 관계있다(鄭暎恵
2000:3; 橋本

2005: 101에서 재인용). 즉 일본인이 자이니치와이

연애와 결혼을 거부하는 것이 자이니치의 주변성, 더러움 때문일지는
몰라도 자이니치가 일본인과의 결혼을 제한하는 것은 ‘피’ 보다도 전후
강화된 ‘민족’의 유지에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이정선(2016)에 따르면, 노동 혹은 학업을 위해 일본 내지로 단신 이주한 조선인
남성이 거기서 일본 여성을 만나 연애결혼하는 것이 내선결혼의 가장 일반적인 사례
였다(이정선 2016: 288). 또한 1898년 메이지 민법으로 성립된 일본의 이에 제도는
딸도 가독을 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조선인 남성이 일본 호적에 입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Ibid.: 286-7).

- 45 -

(1) 배우자 선택의 제한과 자유
[구술Ⅱ.3(1)-01] “일본인과 연애하지 마라”(2017.01.07. 권혜숙)
“(어머니는) 우리를 일본에서 키웠는데, 결혼을 시킬 때 주변 사람들을
보면, 글쎄...그... (일본에서의) 한국인의 결혼은 조건이 안 좋았었거든.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할까.
그걸 우리 어머니는 판단한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한 말은 ‘학교에
가도 일본 남성과 연애는 하지 마라’, 그렇게 금지하셨지(웃음). ”

“일본인과의 결혼은 상상도 못 하는 시대였다”, 본 연구의 모든
구술자에게서 나오는 말이다. 구술자들이 결혼한 시기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후반에 집중된다. 자이니치 사회의 중심이 1세에서
2세로 넘어가는 시기와 겹친다. 이 세대 전환기에서 구술자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된 배경을 시대적 맥락과 그들의 행위성에

주목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든 구술자는 권혜숙의 어머니처럼 가족 구성원의 직접적인
강요가 없는 경우에도 일본인과의 결혼을 주저했다. 왜 한국인과 결혼을
했냐는 질문에 거의 모든 여성이 “어차피 일본인과는 결혼 못하니까”라
며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에도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고 한 윤경자나 박민숙의 구술을 보면 알 수 있듯이30),
이들은 일본인한테서 차별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결혼을 안 한 것은 아
니다. 도리어 같은 ‘민족’끼리 결혼해야 한다는 강박감 아래 일본인이라
는 이민족과의 결혼을 거부한 것이다.
구술자에 대한 배우자 선택의 제한은 ‘비(非)’일본인뿐만 아니었다.
구술자 중에서는 ‘민족’의 범주 내에서도 결혼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나누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 일본에 사는 자이니치, 특히
조총련계 자이니치는 대개 후자에 해당한다.

30) [구술Ⅱ.3-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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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Ⅱ.3(1)-02] “자이니치와 결혼을 해도” (2016.09.29. 최수영)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 한국에서 대학교 생활을 보낸 최수영. 하지만
방학 때마다 일본에 돌아갔고, 졸업하면 일본에 돌아가려고 생각했었다.
한편

아버지는

최수영이

대학생이었을

때부터

“일본에

돌아와도

한국음식점의 며느리가 될지 아니면 파칭코 가게 며느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말은 최수영이 만일 일본에 돌아와도 일본인과는
결혼할 수 없음을 뜻했다. 그 당시 한국음식점이나 파칭코는 자이니치가
일본에서 할 수 있던 대표적인 산업이었다. 하지만 자이니치와 결혼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한국에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요구가 숨어 있다. 실제로 최수영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 일본에 가도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우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였다.
최수영은 졸업 후 취직을 계기로 한국에 남게 되고, 지인 소개로 한국인
남성을 만나 결혼했다. 최수영 아버지는 당연히 기뻐했다. “자랑스러운
딸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애. 우리 아버지는 민단에서 ‘딸은 한국에서
일하고 이화여대를 나오고, 은행원한테 시집가고...’라고 자랑을 하면서
돌아다니셨대. ”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자이니치가 한국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 국적
유지와 마찬가지로 ‘민족’ 공동체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최수영의 사례를 설명하지 못한다. 만약 민족 공동체의
유지만이 목적이면 자이니치와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최수영의 사례는 그 당시 자이니치 사회에서의 자이니치 남성에 대한
시각을 조명하고, 구술자가 말하는 '민족'에도 위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센(Sassen

2002)이

개념화한

“생존의

여성화(feminization

of

survival)”란 자본주의 경제제체에서 주변화된 제3세계 국가가 여성을
제1세계

국가의

노동시장으로

이주시킴으로써

경제적

생존의

회로(survival circuits)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사센은 이 개념을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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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여성화’가

결혼이주를

포함하게 된지 오래된 오늘날 우리는 여성의 이주가 거주국의 경제적
생존뿐만 아니라 문화적 생존에도 기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조선족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의
결혼은

국경을

넘어선

‘민족’이

하나가

되는

조화의

과정이라고

미화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족체계라는 문화를
유지시키는 도구가 된다. 연구자는 여성의 결혼 이주를 통해서 한
국가의

전통적인

문화가

계승되는

이러한

현상을

‘문화적

생존의

여성화’라고 칭하고자 한다.
‘문화적 생존의 여성화’는 자이니치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의 결혼에도
볼 수 있다. 딸을 조금이라도 완벽한 한국인으로 만들려고 한 최수영의
아버지에게 ‘민족’의 위계는 경제적인 차이가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자본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 때 ‘민족’의 위계
안에서 한국인 남성은 자이니치 남성보다 높은 위치에 존재하다고
생각되었다. 최수영 아버지는 딸을 매체로 이 문화적 생존을 시도한
셈이다. 딸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것을 민단에서 자랑하고 다니던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딸을 한국인 남성과 결혼시키는 것이 자이니치
공동체에서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도구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든 구술자에게 이러한 ‘민족’의 위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위계의 순위가 역전한다. 강행자와 문현미의 부모는
딸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다. 둘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강행자는 또한 언니가 북한을 지향하는 조총련에서 일했던
것도 관계가 있었다. 이 두 구술자 가족에게는 문화적 생존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매씨(Massey 1994)는 상이한 사회적 집단과 개인은 자본이나 인종,
젠더에 의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맺어져 있으며 이주의 이윤의
수혜자도 이 역동적인 관계성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한다. 이주라는
행위가 곧 이주자 스스로의 주체적 행위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센(Sassen 2002)이 제창하는 ‘생존의 여성화’에서 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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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되는 여성 역시 이주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박민숙이 일본인 남성에게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남성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이다. 권혜숙의
어머니는 딸이 일본인 남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갖는 것조차 제한했다.
최수영의 아버지는 딸에게 자이니치 남성과 비교하면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권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의 주체는 당사자 여성에
있다기보다는 배우자 선택에 제한을 가하는 1세 부모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세 여성은 1세 부모로부터 이어져 온 ‘민족’의 범주 안에서,
자의적이고 제한적인 구조 안에서 억울하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었다. 구술자들은 이 구조를 인지하면서도 최대한 ‘자발적으로’
결혼을 한다. 가족의 소개로 미국에 사는 한국인 남성을 만난 김명희
역시 결혼한 이유를 첫 인상이 좋아서라고 하였다.
[구술Ⅱ.3(1)-02] 첫 인상 (2016.09.10. 김명희)
김명희: (소개 받은 남성이) 뭔가, 이상하다고 할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랬나? 펜팔했을 때 사진도 봤는데 실제와 너무 다르다는 느낌. 전혀
아니었어. 그래서 바로 거절했지.
연구자: 모처럼 로스앤젤레스까지 (모시러) 와주셨는데.
김명희:

그래도

뭐,

싫은

건

싫은

거지.

그래서

역시

퍼스트

인프레션(first impression)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 남편은
정말 퍼스트 인프레션이 좋았단 말이야. 뭐 이렇게 결혼하고 생활해보면
전혀 아니라는 걸 느꼈지만 (웃음).

2세 여성들이 살던 귀환 전의 일본은 고도경제성장기를 맞이하면서
중매결혼보다 연애결혼이 중심이 되어 가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 2세
여성은 사랑의 의한 결혼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을 구속하는
‘민족’을 비가시적으로 만든다.
여성들은 제한적인 구조 안에서 적극적, 자발적으로 한국인 남성을
만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정한 틀을 벗어나 초국적으로 배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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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기도

하다.

부모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문현미와 강행자가 그 예이다. 물론 구술자들이 일본인 남성과 결혼할
수 없었음을 시대 탓으로 하고 문제제기를 안 하는 태도에서는 이들이
부모한테 이어받은 ‘민족’을 어느 정도 내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1세 아버지가 ‘민족’의 유지나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 강화를 위해 딸의 배우자를 제한하였다 하더라도 결혼 당사자인
여성이 ‘민족’적 저항이나 자부심이라는 이유로 한국인 남성과 만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2세 여성에게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이었다.

(2) 초국적 환상
재한 자이니치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라 할 수 있는 책, 『在日韓国人:
生活実態를 中心으로』에서 이광규(1983)는 일본인과 자이니치 간의
결혼을

‘국제결혼’,

본국

한국인과

자이니치

간의

결혼을

‘교포혼(僑胞婚)’이라 설명했다(이광규 1983: 182)31).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결혼을 한 구술자에게 한국인 남성은
동일민족

안에

존재하고

족내혼(endogamy)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사례Ⅱ.3-01] 박민숙의 “한국인과 결혼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유학생을

찾는

거야”라는

말에서는

자이니치와 본국의 한국인 사이의 경계선을 볼 수가 없다. 문화적
동일성보다 같은 국적, (1세의) 출신 지역이 배우자 선택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세

여성에게

한국인

남성이

한

민족

‘내’

결혼으로

인식되더라도, 이들이 한국인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시각은 오늘날
31) 그런데 오늘날 자이니치의 결혼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3, 4세 자이니치에게
본국 한국인과의 결혼은 국제결혼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橋本 2010; 지은숙
2011). 이것은 자이니치가 일본사회에 동화되어 가는 동시에 1980년대 이후 노동이
주자나 관광비자로 일본으로 건너 간 이른바 뉴커머 한국인이 많아지면서 한국인이
자이니치와 또 다른 타자로 표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3,4세 자이니치에게 본국 한
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일본인을 만나는 것보다 더 낯설고 어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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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에서 보이는 배우자 선택의 그것과 유사한 초국적인 측면을
보인다. 플러그펠더(Pflugfelder 1999)는 국제결혼이 경제적, 지리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문화적인 환상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이를

‘욕망의

지도(cartographies

불렀다(Pflugfelder1999; Constable 2005:

of

desire)’라고

7에서 재인용).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의 결혼을 예로 들어보자. 베트남 여성은 고향의
가부장적인 남성에 비해 ‘선진국’인 한국인 남성에 대해 평등주의적이고
낭만적이라는 이미지를 갖는다. 한편 한국인 남성은 자국의 여성에게는
볼 수 없는 ‘정결하고 순진한’ 여성상(像)을 베트남 여성에게 투영한다.
이러한 남녀 간의 상반된 욕망이 서로 교차하는 시점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대개 여성이 고향의 남성보다 훨씬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한국인 남성에게 실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흔히 제3세계

여성에게 선진국 남성과의 결혼은 상승혼(hypergamy)으로 여겨지지만,
어떻게, 누구에게, 무슨 의미로 상승한 이동(upward mobility)인지를
생각해보면

국제결혼은

반드시

제3세계

여성을

가부장제나

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켜주지 않는다(Constable 2005).
2세 여성은 한국인 남성에게 다양한 ‘환상’을 가지고 결혼했다. 이 때
자이니치 남성은 주된 비교 대상이다. 구술자는 주로 가부장주의, 수준,
근대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인 남성을 이상화(理想化)한다.
[사례Ⅱ.3(2)-01] 아버지 같은 남성 (2016.09.19. 류성미)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만 따라야 했던 류성미는 자이니치 남성은
여성을 쉽게 멸시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이 더 여성의 말을 듣고,
정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자이니치와는

결혼하기

싫었단

말이야.

자이니치 남성을 보면 무슨 조무래기(小僧)같다고 생각해. 아버지를 봐서
그런가봐.”

대부분 구술자는 자이니치 남성을 가부장적이라고 비판한다.

류성미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아버지에게 있다. 귀환 전 자이니치와의 교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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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었던 이윤자와 윤경자, 문현미 역시 자이니치는 가부장적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들 역시 1세 아버지나 친척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본
것이다. 자이니치에 비해 한국인 남성은 정이 있고 친절하다고 하는 것
이 구술자 간에서 공유되어 있는 이야기이다.
한편 권복자와 윤경자는 자이니치 남성과는 '수준'이 안 맞아서 결혼할
수 없었다고 한다.
[구술Ⅱ.3(2)-02] 수준이 맞는 결혼 (2016.09.22. 윤경자)
“어차피 일본인이랑은 결혼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자이니치라고 하면
다 파칭코나 그런 데에서 일하니까 결혼하기 싫고. 직장이 안
좋다기보다는 본인. 본인의 수준이 나와 안 맞는다고 할까(웃음). 나의
수준이 높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오래
사귈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당시는 자이니치 2세의 교육 수준이 남자의
경우 그렇게 좋지도 않았으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의식도 안 맞았지. ”

여기서 ‘수준’이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일본에서 대학원까
지 나온 윤경자는 자이니치 남성과는 ‘수준’이 다르다고 하였다. 한편 일
본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남성은 말은 잘 안 통하지만 가치관이라는 면에
서 ‘소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였다. 권복자 또한 “자이니치는 돈은 있
지만 지식과 교양의 수준이 나와 다르다”고 한다. 권복자는 자이니치 남
성은 어차피 1세 부모의 일을 계승해야 된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결혼해
도 자이니치 ‘집’에 갇혀야 되는 것에 대한 저항의 의지가 느껴진다.
하지만 구술자 2세 여성이 해외에 나가 본 적이 있는 남성을 결혼상대
로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이니치 남성보다 교양이 있고 ‘수준’이 높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탈식민을 겪는 한국에서 재한 자이니치
여성이 받는 차별적인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박민숙
은 유학 당초 버스에서 일본어로 이야기했더니 멀리서 ‘쪽발이’라고 외
치는 아저씨 목소리를 들었다. 한국에 자이니치도 일본인도 거의 없었던
시절, 자신이 갖고 있는 일본문화나 언어는 한국사회에서 차별받는 주된
요인이었다. 그러한 이국에서의 불안한 상태에서 2세 여성은 자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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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줄 것 같은 근대적이고 해외를 잘 아는 한국인 남성을 찾으려 한 것
이다. 다음은 영국에서 학위를 딴 남편을 만난 권복자의 이야기이다.
[구술Ⅱ.3(2)-03] 나를 이해해줄 사람 (2017.03.08. 권복자)
“‘외국에서 살다오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왔는데 이 하나의 나라의 김
포공항이 너무 빈약하고...’(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발음도 잘 못하는 것도 이해해줄 거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사람
한테는 솔직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그거였어요 나는.”

한국이 해외여행 자유화도 안 되어 있었던 시절, 그리고 반일교육과
반공교육에 매진하던 시절이다. 자이니치는 한국인 혹은 일본인이라는
‘국민’을 전제로 한 존재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술자 여성은
자신과

같이

초국적

성장배경을

갖는

남성이면

자신을

이해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이니치 2세 여성은 한국인 남성에 대해 다양한 환상을 갖고 결혼했
다. 수준이 높고 가부장적이지 않고, 일본에서의 성장배경을 이해해줄
것이라는 환상은 결혼이주 연구에서 논의되는 상승혼(hypergamy)의 양
상과 유사하다. 이렇게 일본의 집을 떠나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고 싶
어 한 구술자에게 볼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는 높은 교육 수준
이다. 오구마(小熊 2016)는 자이니치 2세들의 어린 시절에는 전체적으
로 경제적인 차이를 잘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는 구술자 여성에게도 적

용되지만, 구술자는 모두 대학교까지 졸업했으며 윤경자는 귀환 전부터
석사 학위도 있었다. 그러한 여성에게는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자이니치보다 돈은 모자라도 공부를 하는 한국 유학생 남성이 더 자신과
‘가까운’ 인상을 준 것이다. 구술자 여성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정체성의
확실성이다. 이들은 ‘민족’ 문화에 친숙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환 전부터
스스로가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조선학교에서 정체성의 혼
란을 일으킨 강행자 역시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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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당시 자이니치 2세 여성에게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국제결혼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인과의 결혼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고
가족을 형성함으로써 이른바 ‘한국인’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신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배우자 선택의
양상은 단순한 민족적 귀결이 아니었다. 도리어 구술자들은 가부장적인
자이니치 ‘민족’의 남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했고, 초국적인 배경을
갖는 자신에 대한 인정을 한국 남성에게 기대했다.
그런데 이 때 결혼의 ‘욕망의 지도’는 여성의 일방적인 기대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국인 남성이 자이니치 여성을 배우자로 고르는 데
에 있어서도 얼마간의 ‘욕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쉽게도 본 연구에
서는 남편에게 인터뷰를 할 수 없어 직접 남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
지만, 여성의 구술을 통해, 그리고 지은숙(2016)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그 편린을 엿보고자 한다.
구술자 중 5명의 남편은 교수이다. 그 외 항공사에서 일하는 남성, 카
투사 간부로 일하는 남성과 결혼한 사례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구술자 남편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혹은 다녔다). 권복자와 강유미자는 “우리가 교수와 결혼을 한 것
은 우연”이라고 한다. 이들이 해외에 유학하고 온 남성을 만난 것은 남
성의 경제적 성공에 기대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미리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1960년, 70년대에 해외에 유학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자이니치
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은 결혼한 시절에 이미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엘리트 남성은 왜 자이니치 여성을 결
혼 대상으로 선호했을까?
지은숙(2016)은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이니치
에 대한 표상을 그 당시 영화를 통해 분석한다. 지은숙에 따르면 1960
년대 한국에서 자이니치는 ‘부자’라는 미화된 이미지가 부여되었다가 70
년대 이후는 간첩, 스파이, 졸부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모되어갔다. 그
러나 그 당시 한국인 여성에게 자이니치 남성과의 결혼은 여전히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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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실을 느릴 수 있는 상승혼(hypergamy)으로 여겨졌다고 한다(지은
숙 2016: 89).
[구술Ⅱ.3(2)-04] 자이니치 여성 (2017.01.07. 권혜숙)
연구자: 그럼 여기서 자이니치와 결혼하는 남성들도 사회적 계층이 높은
사람인 거에요?
권혜숙: 물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포와 결혼하고 싶어 했지.
연구자: 한국인보다 자이니치 여성이 더...
권혜숙: 가져 오는 게 많았다고 할까. 그래서 우리는 경계한 거야. 여기
사람들도 자이니치를 신뢰하는 건 아니니까.

권혜숙이 자이니치 여성은 한국 여성과 비교해 “가져 오는 게 많았다”
고 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 당시 자이니치에 대한 부자 이
미지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김명희와 강
행자, 이윤자는 유학생 시절부터 일본에서 왔다는 이유로 주변 한국인한
테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한국인과 두 번 이혼한 경
험을 갖는 손미연은 면담을 시작하자마자 “여기 사는 자이니치는 모두
돈 때문에 고생한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자이니치 여성과 결
혼하고 싶어 하는 한국인 남성이 무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이니치 여성에게는 자이니치 남성과는 또 다른 가치가 존재했
다. 만약에 한국인 남성이 정말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자이니치 여성을
선호했다면, 그들이 결혼 후 일본에 가서 살아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시댁, 식구들에게 재일교포는 참 좋은 존재일지도 몰라”, 이
렇게 말하는 권복자는 자이니치 여성이 한국 시댁에 맞춰주는 “순진한
교포”로서 표상되었다고 한다. 특히 한국에서 남성을 만났을 경우 자이
니치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비교하여 문화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
문에 한국인 남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자이니치는 한국인
남성에게는 말을 잘 듣고 따라주는 여성으로 미화된다. 어떻게 보면 이
는 현재 문화적 약자인 결혼이주 여성에게 ‘순진함’을 부여하는 한국인
남성의 모습과 유사한 맥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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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이니치 여성은 그저 좋게만 표상되는 것이 아니었다.
[구술Ⅱ.3(2)-05] 정조 관념 (2017.01.07. 권혜숙)
권혜숙: 우리 시아버지가 말한 건, ‘일본에서는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
아주 자유롭다면서’이거였어. (시아버지는 여성이) 추잡한 면이 있는 게
아니냐는 눈으로 봤어. 나는 시골 출신이라 그런 건 모른다고 (시아버지
를) 설득했지.
연구자: 자유롭다는 건...
권혜숙: 음 좋아하면 혼인 전에 동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연구자: 정조 관념이 없다는.
권혜숙: (시아버지한테서) 그런 말 들었어. ‘일본인 여성은 정조 관념이
희박하다’고. 나는 너무 놀라면서 아니라 했지 (웃음). 그니까 교포라는
건, 그렇게 좋게 보이지도 않았어.

한국 시댁 중에서는 자이니치 여성에게 ‘일본인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부여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유교 사회인 한국에
서 보는 일본의 일부 연애 방식과 자이니치 여성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는 편견 때문에 생긴다.
이렇듯 자이니치 여성은 일본에서 왔다는 이유로 부자라는 이미지를 부
여되면서 동시에 제3세계 여성에게 주어지는 ‘순진한’ 여성과 같은 상징
으로 인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이니치 여성의 성장배경인 일본은 정조
관념이 희박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환되어 자이니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나카마츠(Nakamatsu 2005)는 국제결혼의 환상은 시간적 후진성에 의
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 즉 ‘미래’의 제1세계와 ‘과거’의 제3세계라는
시간 축에 대만이나 일본 남녀는 ‘미래’에, 베트남이나 동남아 여성들은
‘과거’에 나열되어 “제1세계 여성이 잃어버린 전통적인 가치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제3세계 여성”이라는 환상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타이
(Thai 2002)는 ‘미래’에 있는 남성이 이러한 ‘과거’를 지향하는 것을 ‘밑
으로의 이동(downward mobility)’이라고 표현한다(Thai 2002: 238).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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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치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의 결혼을 나카마츠가 말하는 시간 측으로
보았을 때, 일본에서 온 자이니치 여성은 ‘미래’에, 한국인 남성은 ‘과거’
로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은 단순히 국가의 위계
로 ‘상승혼’ 혹은 ‘밑으로의 이동’이라고 할 수 없다. 자이니치 여성은 경
제적으로 어려운 한국에 귀환하고 결혼함으로써 오히려 자이니치의 가부
장적인 ‘집’을 벗어나 자이니치로서의 정체성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런
면에서 ‘미래’에 있는 자이니치 여성에게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일종
의 ‘상승혼’일 것이다. 한편 ‘과거’인 한국인 남성은 자이니치 여성에게
경제적인 면에서 기대를 하면서 순진함을 요구하는 ‘밑으로의 이동’의
특징을 보인다. 서로가 자기모순적인 욕망을 상대방에게 투영했던 것이
다. 한국에서 받는 차별에서 보호되거나 자이니치로서의 정체성을 해결
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셈인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에서의 가정에서 또 다른 가부장제에 스스로를 놓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
제1세계 남성과 제3세계 여성은 결혼 후 전통적인 가치관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혹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고 가
부장적이기만 하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서로 결혼 전에 갖고 있
던 환상과 기대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타이(Thai
2002)는 이 경우 대부분 여성이 타협하고 남편에 종속함으로써 해결된
다고 한다(Thai 2002: 253). 여기서 문제제기에서 소개한 이광규(1984)
의 말, “여자가 日本女子(일본여자)와 같이 男便(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남자가 家長権(가장권)을 유지하여 간다”(아광규 1984:183)가 다시금
환기된다. 이광규의 말이 맞는다면, 결혼 전에 ‘미래’에 있던 자이니치
여성은 ‘과거’에 돌아감으로써 결국 과거의 방식에 따랐다는 것이다. 심
지어 그 방식은 자이니치 여성이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다.
하지만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구술자의 결혼 동기는 가부장적인 ‘과
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다. 한국인 남성에게 ‘순종’ 하는 것 같이 보
이는 것은 거시적인 분석일 뿐이다. 한국의 가정을 통해 2세 여성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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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려고 했던 것은 한 ‘국가’ 내에서 주변으로부터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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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낯선 고향의 집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두 번째 질문, 즉 한국에서 새로 형성한
가정에서의 경험이 여성의 집(home)으로서의 소속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연구자는 브라(Brah
1996)의 논의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을 세웠다.
브라에게

따르면

디아스포라에게는

뿌리(roots)로서의

집과

경로(routes)로서의 집이 공존한다. 기존의 귀환 디아스포라 연구는 2,
3세

디아스포라가

조국으로

귀환할

경우,

대개

고향(homeland)의

상실을 경험하거나, 경로가 있는 거주국에 대한 집 인식을 강화하거나,
혹은 초국적 정체성을 자각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왔다(Tsuda 2000;
リャン 2005; 권숙인 2008; 조경희 2013). 이 학자들은 디아스포라의
집의 이중성은 귀환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함을 제시해주었다.
하지만 만약에 뿌리의 장소에서 결혼하여 다시금 집을 형성하게 될
경우, 1세 디아스포라처럼 또 다른 경로(routes)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귀환하고 결혼한 본 연구대상자는 경로로서의 집과 뿌리로서의
집을 동일시하게 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때 이들에게 귀환
전의 가족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여성들의 집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본다.

1. 가족을 넘어, ‘국가’로
이미 살펴본 봐와 같이, 본 연구의 구술자들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곧 한국에 영주한다는 뜻으로의 뿌리를 내리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직도 한국에서 이들의 경로(routes)가 형성되기 전,
여성들은

언젠가는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들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는 데 한국 사회에 ‘들어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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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했다. 이렇게 여성들은 한국에서 또 다른 경로(routes)를 만들기
시작한다.

(1) 한국 사회로 들어가기
한국의 가족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 재한 자이니치 2세 여성
에게 한국 사회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현대 재한 자이니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는
한국에서 자이니치가 ‘낯선 이웃’으로 간주되고(조경희 2016), 법적으로
는 ‘밑바닥’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김웅기 2016; 金雄基 2016). 예를
들어 재한 자이니치는 대부분 국적이 한국이므로 외국국적 동포로서 다
문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일본에 특별영주자격을 갖고 있음으로
한국인과 동등한 국민으로서 살 수도 없다32).
구술자인 여성들이 한국에 귀환한 19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
지는 재외동포재단도 설립되지 않았고, 재외동포법도 제정되지 않았다.
해외에 영주권을 갖는 동포가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취득할 수
있는(필수는 아님) 국내거소신고증도 1999년이 되어야 만들어진 제도이
다. 즉 그 이전까지는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법적 지위가 확
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이니치가 현재보다 더욱 더 비가시적
이었던 시절 구술자들은 오히려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보다 더 쉽게 딸
수 있었다고 한다. [표1] 구술자 명담을 보면 손미연이나 이윤자, 귄혜
숙 등 비교적으로 일찍 한국으로 귀환한 구술자들이 꽤나 최근까지 특별
영주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권이나 특별영주자격을 갱신할
3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73호 시행: 2016.9.30.) 제
2조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
주하고 있는 자 (재외국민)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
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외국
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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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중 신분이 밝혀지기 전까지 이들은 협정영주자격 혹은 특별영주자
격과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동시에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여
성들이 결혼을 통해 얻고자 하던 ‘권리’란 법적 지위보다는 사회적 인정
을 말한다.
이주자가 거주국에서 사회적 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새롭지 않은
당연한 현상이다. 법적인 의미에서의 시민권과 또 다른 이 권리를 로살
도(Rosaldo 1999)가 ‘문화적 시민권’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이미 언급
한 바와 같다. 그러나 공적인 공간에서 이주자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이 문화적 시민권과, 재한 자이니치 2세 여성이 말
하는 사회적 인정에는 차이가 있다. 자이니치는 한국 국적을 갖고 한국
인으로서의 ‘피’를 갖는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한국인은 자이니
치의 어색한 한국어와 문화적 차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권숙인
2008). 그러므로 2세 여성이 한국에서 사회적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단
순히 ‘자이니치임’을 인정받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들에
게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이 내혼의 일환으로 여겨진 것을 고려하면, 구
술자들이 반드시 ‘자이니치’성을 부각시키고 싶지 않았을 터이다.
[구술Ⅲ.1(1)-01] 일본에서는 이루지 못 한 것 (2017.03.08. 권복자)
권복자: 리카(연구자 이름)에게는 여기(한국)는 완전히 남의 나라지?
연구자: 네...외국 같다고 생각해요.
권복자: 3세는 다 그렇다니까. 일본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취직도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대통령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해도 3세는 다 싫대...나의 경우 2세였으니까 남
의 나라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지.

귀환 전 일본에서 2세 여성의 삶을 살펴보면, 강행자와 김명희는 조선
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고, 윤경자는 국적이 한국이므로
취직 차별을 받았다. 자이니치가 일본 사회의 한 성원으로 사는 것이 지
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절이다. 권복자는 일본을 ‘남의 나라’라 생각했
고, 남의 나라에서 살 바에야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국가로 이주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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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늘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권복자는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는 가난하지만 ‘자기 나라’에서 한 사회의 성원으로서 기회를 누리는 것
을 선택하였다.
또한 박민숙과 김명희에게 사회적 인정이란 한국인의 공동체 안으로 들
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구술Ⅲ.1(1)-02] 자기만의 벽 (2016.05.28. 박민숙/ 김명희/ 윤경자)
박민숙: 일본에서의 차별은 한국인에 대한 차별. 한국에서의 차별은 별로
없었는데, 다만 내 마음 속에 조금 벽을 느꼈다고 할까. 공동체 안에서
뒤쳐진 느낌이죠.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일본에서는 완전히 멸시. 여기서 그런 멸시를 느껴본 적은 없지
만 그냥 혼자 스스로 차이를 느껴서, 녹아들어갈 수 없어.
김명희: 나도 그래. 일본에서는 조선인이라는 말 많이 들었거든. 한국에서
는 언어의 문제죠. 언어 때문에 위축되었다고 할까. 자기가 벽을 만든 것
같애. 한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내 스스로 그렇
게 느꼈어.

이 두 구술자는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벽'을 어디까지나 자기 스스로의
책임으로 묻는다. 여기에는 스스로가 노력하면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
는 믿음이 존재하다.
박경태(2008)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구분하여 이 두 집단은 ‘의식’
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본다(박경태 2008:13-18). 소수자는 사회 내부
에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Ibid.:
13). 이에 대해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다”(Ibid.: 15). 박경
태 또한 사회 안에서 영구적인 특수성으로 집단의식을 가지는 소수자는
사회 내에서 다수자와 영원히 분리되지만 사회적 약자는 약자의 원인을
없앰으로써 사회적 강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Ibid.: 17-18).
여기서 다시 로살도의 ‘문화적 시민권’에 대해 생각해보자. 로살도는 문
화적 시민권을 요구하는 집단으로서 라틴계 미국인을 예로 들면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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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를 미국에서 가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Rosaldo
1999: 259-260). 박경태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라는 구도에서 보면
로살도가 예로 드는 라틴계 미국인은 미국에서 집단의식을 가지므로 소
수자에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권복자가 한국에서는 대통령 부인
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과, 박민숙과 김명희가 자신의 노력으로 한
국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은 것은 이들이 스스로를 한국
내 소수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즉 ‘자이니
치’와 ‘한국인’은 독립된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직선 위에 놓여 있는 신
분으로 인식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이니치 2세에게 사회적 인정이란 이
들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강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문화적 자본을 습득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이제 우리의 시각을 한국에서의 새로운 가족 안으로 돌려보자. 박경태
(2008)는 사람이 한 사회의 성원이 되려고 그 사회의 문화를 습득하는
것을 ‘사회화’라고 부르고, 사회화를 위한 첫 출발점을 ‘가족’에 둔다(박
경태 2008: 28). 연구자는 가족을 사회화의 필수조건으로는 보지 않지
만,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2세 여성이 한국에서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이 시댁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 교육에서 어떻게 들어나는지 의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2) 남편 및 시댁의 ‘교육’
[구술Ⅲ.1(2)-01] “남편의 바구니” (2017.01.07. 권혜숙)
“그…뭐랄까. 남성은 역시 능력을 발휘해야 하잖아? 여자는 어떻게 보면
‘남성의 바구니’ 안에서 생활하니까, 역시 다른 것 같애. 여기 한국 사
람들은 뿌리 내리고 있는데, 자이니치는 그렇지 않잖아. 남성의 경우 뿌
리 뽑힌 대로 있으면 힘들지. 이미 한국 사람들끼리 그물망이 있는데 그
안에 자이니치 남자가 들어갈 여지는 없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 뿌리 내
리는 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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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한국인과 결혼함으로써 남성보다 쉽게 한국에 뿌리 내릴 수 있
다”, 어떻게 보면 이런 본질주의적인 시각은 결혼이주 연구자가 오랫동
안 극복하려고 한 것이다. 1990년대부터 급증하는 한국의 다문화 가정
에 대한 정책이 종종 비판을 받는 이유는, 한국사회에 대한 사회화가
‘동화’를 전제로 해왔기 때문이다. 결혼이주 여성을 오로지 한국사회에
융합되는 수동적인 자로서 묘사하는 방식은 이들의 성장배경과 문화적
이질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권혜숙이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로 들어가려는 태도는 그 당시
이주 여성의 노동시장이 현재보다 훨씬 좁았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바구니’라는 말은 남편에게 ‘보호됨’을 의미한다. 결혼의
동기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한국에서 자이니치는 스파이 혹은 반쪽발이
등 부정적인 필터를 통해 받아들여졌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것은 구술자들이 ‘자이니치’로부터 ‘한국인 사모’로서의 보다 더
안정한 신분을 갖게 되는 수단이다. 이 때 여성에게 한국의 가정을 로살
도가 말하는 ‘안전한 집(safe house)’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Rosald
1989[2000]). ‘안전한 집’이란 낯선 환경에서 소수자가 스스로 자긍심
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Rosald 1989[2000]: 11-12).
여성은 자신의 초국적인 배경, 즉 경로(routes)를 인정해주면서33) 한국
의 ‘국가’ 안으로 이끌어주는 ‘안전한 집’을 한국의 가족에 기대한 것이
다.
이 ‘바구니’ 안에서 자이니치 여성을 사회화시키는 것은 한국인 남편
및 시댁의 역할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구술자들이 묘사하는 한국인 남편
의 개입은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한국인이 가지는 자이니치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었다. 결혼하고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윤경자는 갑자기 경비원에게 잡혀 아파트 관리실에서 간첩 수사를 받
았다.
[구술Ⅲ.1(2)-02] “반공정신” (2016.09.22. 윤경자)

33) [구술Ⅱ.3(2)-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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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상식이 한국의 상식이 아니라는 걸 몰랐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저 만큼 말할 수 있었으니까 여기(한국)
에서도 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대적 배경이 전혀 달랐죠. 한국은 남북
분단되었으니까. 우리 남편도 늘 그랬어요. ‘여기는 분단국가이고, 반공
정신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니 아무거나 말해도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
더라고요.”

귀환 전의 가정에서 구술자들이 인지하던 ‘민족’은 해방 후 냉전과 탈
식민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한국의 ‘국민’과는 다른 개념이다. 물론 귀환
전부터 자이니치 사회는 남과 북의 ‘국가’를 기준으로 분단되어 있었지
만, 귀환 전의 구술자가 인식하던 네이션은 실제적인 영토를 갖는 네이
션-스테이트에서 실천되는 정치적 행위와는 괴리가 있었던 것이다. 윤경
자에게 반공정신을 가르치는 남편의 ‘교육’은 아내를 대한민국 '국민'으
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냉전주의에 더불어, 한국의 탈식민 과정에서 지배적이던 가치관은 반일
감정이었다. 이는 광복 후 한국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조선인을
‘민족적 배신자’로 규탄하고, 1965년 한일협정을 한민족의 ‘굴욕외교’라
비판한 역사에서도 알 수 있다(木村 2009: 201,207). 일본 제국에 의한
식민지의 기억은 광복 후 한국이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의 집합
기억으로 변화하고 수렴되었다(권혁태 2007: 245). 그러한 가운데 한국
에서 자이니치는 “일본사회의 차별에도 불굴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을 잃지 않는 자”로 묘사되어왔다(Ibid.: 250).
그러나 자이니치가 한국에 귀환한 순간 한국인은 자이니치에게 ‘일본
인’이라는 필터를 하나 더 씌우게 된다. 자이니치 며느리를 갖게 된 한
국 시댁은 며느리의 언어를 통제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할 수 있도록 노
력하는 측면을 보였다.
[구술Ⅲ.1(2)-02] “일본어는 하지 마라”(2016.12.27. 문현미)
“시아버지가 말했어, 일본어를 하지 말라고. 그 시아버지도 일본의 대학
교를 나오셔서 일본에 대해서는 잘 아세요. 근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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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김치도 씻어서 먹었더니 혼났어.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아버지도
(일본에서) 엄청 차별받았다고 하니까.”

문현미의 시아버지의 경우처럼, 구술자의 시부모는 모두 식민지 지배
하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식민지의 경험 때문에 구술자 여성이 시댁에서
차별받은 사례는 없었다. 이들은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국민’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반일감정으로 인한 일본어나 일본문화에 대한 시댁의 거부는 구술자 여
성을 사회적 강자로 끌어오기 위한 수단이지만 구술자의 귀환 전의 경로
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명희의 남편은 아내를 한국 ‘국민’으로 만
들려고 하면서도 자이니치에 대한 편견을 유지하고 있다.
[구술Ⅲ.1(2)-03] “독해야 된다” (2016.09.10. 김명희)
김명희: (남편이) “교포들은 모두 (한국에서) 잘 속는다”고. 응, 뭔가, 많
은가봐. 내가 친하게 지내는 교포 얘가 있는데. 여러 면에서 (속은 경험이
많아). 남편과도 문제가 있었고. 내가 걔랑 자주 연락하다 보니 (남편이)
쟤랑 친하게 지내지 말래 (웃음).
연구자: 불길하다 그런 건가요?
김명희: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남편이) “그러고 보니까 (한국에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일본으로) 간 사람이 많더라”
연구자: 아아...
김명희: 남편 직장에도 아는 교포가 두 명 있대. 근데 (그 교포가) 답답한
가봐. 자기하고는 잘 안 맞는다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랄까, 튼튼하지
않다고 할까?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자주 하는 말은 “독해야 된다”.
속지 않도록 (웃음).

김명희의 이야기에서는 아내를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려는
남편의 태도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김명희의 남편이
김명희를 자이니치로서 보호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다른 자이니치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아내를 사회적 강자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 때문에 남편의 자이니치에 대한 편견은 여전하다. 남편은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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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명히 ‘교육’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이니치를 고정적인 ‘소수자’ 로
보는 시각을 동시에 갖고 있다.
남편과 시댁의 관여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이니치를 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사회로 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남편이
여성을 한국사회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의 평가와도 연
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윤경자 남편은 자신이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서는 아내가 일본의 특별영주 자격을 버리고 한국에 영주귀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구술Ⅲ.1(2)-04] “영주권을 버리라” (2016.09.22. 윤경자)
연구자: 그 동안 (일본의)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윤경자: 그건 남편이, 출세하는 데에 지장이 생기니까 (포기하라고 했다).
연구자: 출세요? 왜요?
윤경자: 남성이 한국에서 출세하려면 이중국적이거나, 부인이 외국인이거
나, 외국에서 살고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불리하거든요. 특별영주권
이라는 건 일본인과 거의 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거라서, 남편이 학생소장
하고 대학원장할 때 “선거 때 상대방이 (남편의)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지적하니까 영주권을 갖고 있는 너 때문에 출세할 수 없다”라고 말하더
라고요.

남편이나 시댁의 ‘교육’은 여성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또한 자이니치 여성이 일본에서 살아왔다는 역사적 특수성과 문화적 배
경을 이해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여성의 과거를 부인하고 이들을 한국사
회에 귀속시키려는 태도가 존재하다. 하지만 이 경로(routes)의 망각을
남편과 시댁뿐만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에게 의해서도 실천된다. 구술자
가 한국사회의 튼튼한 성원이 되기 위한 노력은 특히 자녀교육이라는 측
면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3) 자식을 한국인으로
[구술Ⅲ.1(3)-01] 자이니치가 아닌 자식 (2016.09.22. 윤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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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자식을 훌륭한 한국인으로 키우려 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죠?
윤경자: 글쎄요. 자이니치 사회를 보면 북한으로 도망가고, 일본에서 취직
차별받고, 결혼 상대도 제한되죠. 보면 문제가 매우 많다고. 갈등이 있구
나하고 생각했지. 뭐 사회의 밑바닥에서도 만족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나
처럼 꿈이 있고 조금이라도 좋은 생활을 하고 싶었던 사람에게는 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구술자 여성이 자식을 한국의 사회적 강자로 키우려는 태도에는 귀환
전 자이니치로서 살던 기억이 강하게 투영된다. “자식을 훌륭한 한국인
으로 키우려 했다”고 한 윤경자에게 연구자가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윤경자는 자이니치가 일본에서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설명하였다. 자
식을 한국인으로 양육함으로써 일본의 ‘소수자’로서의 경험에 종지부를
찍으려 한 것이다.
자식을 한국인으로 키우려는 것은 자이니치 여성이 ‘한국인 어머니’로
살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였다. 윤경자는 일본어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도 국적이 한국이라는 이유로 대학교에서 채용 차별
을 받았다34). 하지만 윤경자는 자식을 위해서 ‘한국인으로서’ 고용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구술Ⅲ.1(3)-02] 한국인 어머니로서 (2016.09.22. 윤경자)
윤경자: “당신이 한국인이라 해도 아무도 안 믿어. 정말 일본인이 아니
라고요? 이름만이라도 (일본식으로) 변경해준다면 당신을 채용할 텐데”,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었어요.
연구자: 근데 왜 (이름을) 안 바꾸셨어요?
윤경자: 나는 남편이 (윤경자에게)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고. 나도 애
기가 없었으면 그렇게 했을지도(=일본 이름으로 바꿨을지도) 몰라요. 근
34) 윤경자는 모어가 일본어이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므로 국적 상으로는 한국인 교원으
로 간주되었다. 그 당시 국제화를 추진하려는 대학교 입장에서는 국적이 외국인 교원
을 고용하는 것이 대학 평가를 높이는 데에 중요했다. 또한 학생들도 한국인보다 일
본 이름의 교원한테서 언어를 배우려는 경향이 있어, 한국 국적과 한국 이름을 보유
하는 자이니치는 일본어 교원 시장에서 밀려나갈 수밖에 없었다(田中 2016: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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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자식을 훌륭한 한국인으로 키우려는 어머니가 이중적인 신분을 갖는
것이 제 가치관에 안 맞았었거든요. 옛날에는 나는 완전히 순수했으니까.

국제결혼의 경우, 아버지와 또 다른 문화를 갖는 어머니는 하나의 교
육전략으로서 스스로의 문화를 자녀에게도 심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윤
경자의 경우 귀환 전의 경로는 교육 자본이 아니라 일본 사회 내 소수자
로서의 ‘밑바닥’의 삶을 상기시키는 부정적인 이중성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일본어’ 또한 구술자에게는 긍정적인 문화적 자본으로 받아들여지
지 않는다. 오히려 자식을 완전한 한국인으로 만들 수 없는 장애 중의
하나로 인식된다.
[사례Ⅲ.1(3)-03] 자이니치라는 낙인 (2017.01.07. 권혜숙)
귀환 전, 권혜숙은 일본식 이름을 쓰고 살았다. 주변 사람들은 권혜숙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권혜숙 앞에서 조선인을 모욕하곤 했다. 그
때마다 권혜숙은 꺼림칙하는 느낌이 들었다. 언제 조선인이라고 밝혀질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성격도 어두워지고 내성적인 성격이 되어갔다.
그런 경험이 있어 권혜숙은 자식에게는 꼭 ‘한국인’이라는 확실한 정
체성을 주고 싶었다. 때문에 권혜숙은 두 명의 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았다. “가급하면 (딸이) 일본과는 상관이 없는 직장을 주고 싶었고, 여
기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살게 하고 싶었어. 교포의 경우 일본어를 가르치
면 모어가 두 개가 되니까 좋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안 했어. 하고 싶지
않았어”. 딸을 순수한 한국인으로 키우기 위한 권혜숙의 노력은 철저했
다. “자이니치라는 낙인을 제거하고 싶었다고 할까...나는 딸을 유학도
안 시켰어. 한국인은 한국에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결혼도 한국인
과 했으면 좋겠고.”

권혜숙이 자식을 한국인으로 키우고자 해서 취한 방법은, 자식이 일본
어와 일본문화를 최대한 접근 못하게 하고 오로지 한국에서만 양육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일본에서 태어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이 물리적인
이동을 안 하면 그 국가에 소속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더 확실한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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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구술자에게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 또한 자식을 한국인으로 교육하는
방법이다. 자이니치 어머니가 일본에 영주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자식
을 군대에 보내는 것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35). 많은 구술자들은
처음에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기 싫어 일본 국적을 부여하거나 일본의 협
정영주자격을 자식에게도 계승했다. 일본에서 성장한 여성에게 군대는
낯설고 군국주의를 상기시키는 공간이다. 하지만 군대에 안 간 한국인
남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자이니치 어머니는 아
들을 군대로 보내기 전에 한 번 고민을 하게 된다. 다음은 고민의 결과
상반된 결정을 내린 안유희와 강유미자의 사례다.
[사례Ⅲ.1(3)-04] 군대 (2016.10.23. 안유희/ 2016.09.02. 강유미자)
안유희는 일본에서 아들을 출산하여 아들에게도 협정영주자격을 주었다.
출산 당초에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들
이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군대가 한국인 남성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
한지 알게 되었다. 결국 안유희는 필수가 아니었지만 아들을 군대로 보내
기로 했다.
한편 강유미자는 아들을 군대로 안 보냈다. 강유미자는 남편과 결혼 후
일본에 사는 동안 딸과 아들을 출산했다. 그녀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기
싫어 1985년 일본의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

다. 1985년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인정 받고나서 강유미자는 아들에게 일본
국적을 주었고, 딸에게는 일본의 일반영주권을 주었다36). 지금 강유미자
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아들을 자신과 똑 같이 ‛뿌리 뽑힌' 상태에 놓
였다고 한다. 자식은 한국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한국도 좋아하지 않는다
35) 다만 2011년11월23일에 신설된 병역법시행령 제128호 제7항에 따라 1994년 1월1
일 이후 출생한 자는 18세 부터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거나 부·모가 영
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아 한국의 내국인과 같이 병역 의무
가 부과된다.
36) 강유미자는 결혼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지만, 남편과 본관이 같다는 이유로
양쪽 가족이 결혼을 반대했다(실제로 동성동본금혼제도가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 것은
2005년 가족법이 개정된 후의 일이다). 그러므로 강유미자는 일본국적을 유지하기로
했다. 딸이 협정영주자격이 아닌 일반영주권을 갖는 이유도 어머니가 일본인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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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비록 한국의 주류 사회로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구술자는 자
식에게는 일본의 영주 자격을 계승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이 영주 자격
을 국적만큼 중요한 하나의 정체성이라 여겨서라기보다는 실용적∙전략적
인 측면이 강하다. 구술자들은 영주권을 계승하는 것과 자식을 한국인으
로 양육하는 것을 별도의 문제로 삼았다. 그러나 강유미자의 사례를 보
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전략은 결과적으로 아들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구술자 여성에게 한국에서 형성한 가족은 한국이라는 '국가'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여겨졌다. 여성들은 남편과 시댁한테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자식을 한국 문화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
였다. 이는 자이니치 여성들이 한국에서 사회적 강자가 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인 남편과 시댁의 교육방식은 여성의 성장배경을 고려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냉전과 탈식민의 시각을 아내이자 며느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었다. 또한 자이니치 여성은 자신이 내면화하지 않는 한국 문화권으
로 자식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이질성에 스스로 눈을 감게 된다.
즉 여성의 귀환 전의 경로는 한국의 시댁이나 남편뿐만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에게 의해서도 망각된다. 하지만 구술자의 귀환 전의 언어 및 문
화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고 한국에 또 다른 가족을 형성하여도 여성의
몸을 벗어나지 않았다.

2. 가족 내 ‘국가’의 경계
(1) 자이니치 어머니의 갈등
일본어를 자식에게 가르칠지 말지는 자이니치 어머니가 자녀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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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고민이다. 그런데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을
경우, 어머니는 자신이 2차적으로 습득한 언어로 자식의 모어, 즉
제1언어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일본어에 대한 남편과의 인식의 차이가
부각되기도
갈등을

한다.

보이지만,

어머니는

자녀교육을

구술자들은

자녀를

둘러싸고
진정한

남편이나

한국인으로

자녀와
키우고자

하면서도 일본식 교육을 선택하는 자기모순적인 측면을 보였다.
[사례Ⅲ.2(1)-01] 어머니의 모국어와 자식의 모어 (2016.10.23 안유희/
2017.01.07. 권혜숙)
권혜숙은

자식을

완전한

한국인으로

양육하려고

첫

번째

딸에게

한국어로만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발음도 안 좋고 어휘력도
부족한 가운데, 딸에게 한국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다. 결국 딸은
“혀깔배기(舌足らず)”가 되었다.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지만 발음이
안 좋고 어휘도 부족하다고 한다. 때문에 권혜숙은 둘째 딸은 어렸을
때부터 한원에 보내 기본부터 한국인한테 배울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안유희는 자식이 친정 가족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식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아들은 한국어 발음이 잘 안
되었다. 또한 안유희는 자식이 국어와 사회의 성적이 안 좋아서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나카 가츠히코(田中克彦 1981)는 인간이 태어나고 처음으로 접하여
무의식적으로

습득하는

언어를,

보통

어머니한테

받으므로

모어(母語)라고 표현하였다(田中 1981: 29). 한편으로 모국어(母国語)는
정치적인 국가 권력에 어머니의 이미지를 씌운 언어라고 하였다(Ibid.:
41).
모국어는 국적으로 정해지는가, 거주국을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민족적 뿌리의 언어를 말하는가. 모국어에 대한 다나카의 정의는 무엇을
국가라고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한국으로 귀환하고 가정을 만든
자이니치 2세 여성에게 모어는 일본어라 할 수 있지만, 이들의 모국어는
뿌리와 국적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어이고, 거주국 그리고 일제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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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주입된 역사를 고려해볼 때 일본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애매모호함을

피하기

위해

서경식(2008)은

모국어

대신의

‘비모어(non-mother tongu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徐京植 2008:
54). 구술자와 자식 간의 갈등은 어머니에게 모국어, 즉 비모어에
불과한 한국어를 모어로 전환하여 자식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생긴다.
물론 자식에게 모어를 가르치는 주체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시댁, 학교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37). 하지만 구술자들은 자식에게
확실한 모어를 줄 수 없었음을 그저 어머니의 책임으로 삼는다.
구술자에게 일본어는 모어이자 자이니치라는 낙인을 주는 '모국어'이다.
하지만 구술자를 둘러싼 가족 구성원은 일본어를 오로지 자녀 교육의
자본으로만 보기도 하였다. 권혜숙의 남편은 적극적으로 자녀교육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아내에게는

자식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라고

하였다.
[구술Ⅲ.2(1)-02] 정체성인가, 자본인가 (2017.01.07. 권혜숙)
“그냥 유리해서. 일찍 가르치면 저항 없이 쉽게 배울 수 있지 않느냐고
(남편이 말했다). 그래도 나는 반대했지. 일본어보다 영어라고 (웃음). 나
는 (자식을) 순수한 한국인으로 키우려했으니 (남편과는) 좀 달랐어.”

결혼 동기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한국인 남성은 ‘선진국’ 일본의 문화와
언어를 몸에 걸친 자이니치에 대해 ‘부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결혼한다.
자이니치 여성은 남성의 ‘바구니’를 통해서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 하였
으나, 남편은 자신의 ‘바구니’ 안에서 아내가 갖고 있는 일본의 문화적
자본을 실천하기를 원했다. 이 때 남편은 아내의 ‘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교육 자본으로서 긍정적
으로 인지한다. 즉 자녀교육에 있어 자이니치 2세 여성이 낙인이라 생각
하는 일본어는 남편의 눈으로는 유리한 자본으로 인식된다. 권혜숙은 남
37) 그러므로 다나카(1981)가 모어를 모자(母子) 간의 언어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정의하
고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것은 무척 아쉬운 일이다. 서경식(徐京植 2010) 또한 모어를
“어머니한테서 주입되는 근원적인 언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경식은 ‘모어’
가 젠더화된 용어임을 주의해야 한다고 환기시키고 있다(徐京植 2010: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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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일본어가 자신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대신에 영어가 일본어보다 더 ‘유리하다’는 말
로 남편을 설득했다.
구술자의 갈등은 자식을 한국인으로 키우려 하는 동시에 일본식의 교육
방식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려 한 스스로의 모순에 기인하기도 하다. 구술
자들은 부모에게 의존한 교육을 “한국식 교육”,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교
육을 보다 더 좋은 “일본식 교육”이라 구분한다. 권복자는 “한국인 부모
는 기차 레일을 깔고, 일본인 부모는 기차 뒤에서 지켜본다”라고 비유한
다. 구술자들은 자식을 일본식 교육에 맞춰 키우려 하는데, 교육 방식에
대한 구술에서 이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의 일본적인 문화를 인정한
다.
[구술Ⅲ.2(1)-03] 타협하지 못한 자녀교육 (2016.09.10. 김명희)
“우리의 경우 애기 의견을 중요시하는데, 한국인은 그게 없어. 그래서
나는 남편과 항상 싸웠어. 전혀 다르니까. (애기는) 그냥 놔두면 되는데,
(남편은) 잡으라고. (남편이) 뭐라 한 지 알아? 애들은 문 앞에서 지켜야
된대요, 잘 모르니까. (남편이) 독약은 독약인 줄 알고 (자식에게) 먹이면
되냐고. (나는) 독약은 먹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달라. 여
기(=한국인) 어머니들은 이런 식이니까. 나는 뭐 자유롭게 기르고 싶은
데.”

구술자들에게 일본어는 자이니치로서의 낙인으로 여겨졌다. 반면 일본
식으로 자식을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 사
이에서 일본식 교육의 우위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일종의 교육
전략으로 나타난다. 구술자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한국인과의 인식의 차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때 여성들은 자이니치
로서가 아니라 ‘일본인’으로서의 시각으로 한국의 교육방식을 비판하는
것 같이 보였고, 스스로를 일본인 부모와 동일시하는 것에 전혀 주저하
지 않았다. 구술자들 스스로가 내면화하고 있는 ‘일본적인 것’에 양가적
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일본식 교육은 결과적으로 자식이 한국 사회에 익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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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권혜숙은 자식을 독립적으로 키
운 결과 자식이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하게 되었
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구술은 소수자로서의 낙인을 물려주었다는 후회
의 맥락에서 들어난다기보다는 한국식 교육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

(2) 은폐되고 부각되는 경로(routes)
자이니치 여성이 결혼을 통해 자이니치라는 주변적인 삶으로부터 한국
사회의 성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면서도, 남편은 여성의 낙인인 일본어를
자녀교육에서 이용하고자 하고, 여성들 역시 일본식 교육을 자신의 재산
처럼 생각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영주 자격을 포기시키려고 하거나, 반
공사상을 심어주거나, 혹은 일본어 사용을 통제하려는 것은 자이니치 아
내의 기존의 경로를 없앰으로써 한국 ‘국민’으로 만들려 하는 것과 모순
된다. 하지만 이를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하면 여성을 둘러싼 한국의 가
족 구성원이 여성의 경로(routes)에 대해서 가정 안과 밖에서 다르게 접
근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사례Ⅲ.2(2)-01] 실례가 되는 일본어 (2016.10.23. 안유희)
안유희는 남편과 미국에서 만나, 처음에는 부부 간에서 영어로 회화할
정도로 한국어를 몰랐다. 집 안에서는 안유희와 아들은 일본어, 남편과
아들은 한국어로, 부부 간에서는 영어로 이야기했다. 남편은 결혼 당초
한국에서 살게 되고나서 안유희의 한국어 발음을 고쳐주었다. 지금도 때
로는 아들이 고쳐준다. 그런데 남편은 한국인 앞에서는 안유희와 아들에
게 일본어로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한국사회는 반일감정이 심한데 실
례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어에 대한 시댁의 인식은 구술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문현미의
경우 가정 안에서도 일본어로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안유희의 경우
남편은 가정 안에서는 하되 밖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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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는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도구가 되기도 한다.
안유희의 사례는 일본어의 비가시화라는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
다. 그 전에 안유희의 사례와 관련하여, 윤경자가 최근에 딸에게서 상처
를 받은 경험으로 해준 구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술Ⅲ.2(2)-02] 끊긴 코드 (2016.05.28. 윤경자)
“지금 가장 슬픈 것은요, 딸과 아들이 저를 얼마나 이해해주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딸의 결혼식에서 내가 남편과 같이 일본 트로
트를 부르려고 했더니 딸이 (목사에 부탁해서) 음악 코드를 끊었어요. 여
기서 일본 노래는 하지 말라고. (∙∙∙) 나는 알고는 있었는데도 너무나 충격
을 받았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키운 딸이 어머니가 일본 노래를 하는 것
에 그렇게 히스테리를 일으킬 정도라니. 내가 (일본어를) 가르치는 학생
들은 다 일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내가 낳은 아이는 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지. ”

윤경자의 딸은 일본에서 태어났고 처음에는 일본어가 모어였다. 한국인
아버지와도 일본에서는 일본어로만 대화를 하였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반일교육에 직면하였
다. 자기가 일본에서 느껴 온 ‘일본’과 학교에서 배우는 ‘일본’의 괴리로
인해 갈등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국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서 자신에게 일본에서 왔다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
한 경험으로 딸은 일본에서 살아 온 기억을 점점 트라우마라 생각하게
되었다.
[구술Ⅲ.2(2)-03] 부정하고 싶은 과거 (2016.09.22. 윤경자)
“그...딸에게는 일본에서의 생활은 매우 즐거웠던 추억도 있었다는 것은,
(딸이) 그린 그림을 보면 알아요.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일본 친구에게 편지도 썼구요. 〈도라에몽〉이나 〈러브레터〉 같은 영화
도 자주 봤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걸 과시하지 않았어. 쟤(=
딸)은 엘리트이니까. 엘리트가 그런 일본문화에 빠져 있다는 걸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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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지 않은 거죠. 비뚤어진 면이 있죠. 자기가 6년 동안 일본에서 자랐다
는 걸 스스로 부정하려고 하니까 엇갈리는 게 아닌가요?”

오명의 정의를 ‘제자리에 있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할 때(Douglas
1966[2009]: 103), 자이니치가 한국으로 귀환한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
는’ 행위이다. 하지만 김현경(2015)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오염은 단지
제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원권의 권력관계를 부정
또는 위협한다고 여겨질 때 생겨난다(김현경 2015: 74).

자이니치 여성

은 한국인 공동체로서의 집(home)을 위협하는 ‘불순한’ 존재로 인식된
다. 이것은 단지 소속의식이 애매하고 언어가 서투르고, 문화적으로 혼
합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자이니치 여성에게 체화된 ‘일본적인 것’이
탈식민 과정을 겪는 한국 사회에서는 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경자의 딸은 일본의 ‘소수자’로서 살다가 한국에 귀환하였다. 남편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앞으로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한국인으
로서의 인격체를 형성해야 한다”며 딸이 갖고 있던 협정영주자격을 포기
시켰다. ‘소수자’로서의 특징을 식별 가능성, 경제적∙사회적 권력의 열세,
차별적 대우 그리고 집단의식의 네 가지로 분류하자면(Dworkin and
Dworkin 1999: 17-24; 박경태 2008: 14에서 재인용) 일본 영주 자격
을 포기함에 따라 딸의 식별 가능성은 하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어머니의 어색한 한국어는 여전히 일본에서 왔음을 드러낸다. 때문
에 딸은 어렸을 때 윤경자에게 ‘올바른’ 한국어 발음을 열심히 가르쳤다
고 한다. 그렇게 살아 온 딸에게 어머니가 여전히 일본 문화를 간직하고
결혼식에서 일본 노래를 부르려 하는 것은 차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
다.
여기서 윤경자 딸이 집 안에서는 일본 드라마를 즐기거나, 안유희와 아
들이 집에서 일본어로 대화하는 것을 사이토 준이치가 말하는 친밀권,
즉 소수자가 공간에서 주체적 행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으로
보는 것은 한계를 지닌다(斎藤 2003; 橋本 2010: 52-54에서 재인용).
구술자들에게 한국의 가족은 한국 사회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였지만, 그
통로는 이들이 귀환 전의 경로(routes)를 은폐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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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기 때문이다. 정영혜(鄭暎惠 2005)는 ‘고향’이라는 특별한 공간이나
‘추억’이라는 풍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기억을 타자와 공유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鄭暎惠 2005: 200). 윤경자의 딸이 자기 결혼식
에서 음악 코드를 끊은 것은 윤경자와의 기억의 공유를 거절하고 단절하
는 행위와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한국의 가족 구성원은 구술자의 경로를 그저 은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자이니치 여성에 대한 시댁의 양가적인 태도를 보
여준다. 남편 및 시댁은 여성의 일본적인 모습을 부정하는 측면을 보이
면서도 ‘자이니치’가 갖는 상징에 매달리기도 한다. 손미연과 권혜숙, 그
리고 윤경자는 한국의 시댁이 자이니치 여성을 선호하는 이유를 돈을 가
져와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손미연은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
워지자 아내의 친정에게 빚을 만들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혼했다. 윤경자
의 동서는 윤경자에게 “자이니치는 일본에서 돈을 가져와 고국에 투자해
주는 사람인데, 왜 쟤(윤경자)는 아무것도 안 가져 오냐”고 비아냥거리
곤 하였다. 윤경자 동서에게 자이니치는 오로지 ‘부자’ 역할을 해야 비로
소 가치가 생기는 존재였더 것이다.
한국인

남편과

시댁은

자이니치

여성의

귀환

전의

경로를

비가시화하면서도, 그 경로가 갖는 ‘힘’에 의존한다. 김현경(2015)은
여성이 공적인 공간에 성원권을 갖지 않으므로, 공적인 공간에 ‘보이는’
여성은 오염의 메타포가 되었다고 하였다. 즉 여성은 “장소를 더럽히는
존재로서만
자이니치

사회

안에

아내이자

현상할

어머니도

수

있다”(김현경

마찬가지다.

2015:

구술자는

78).

한국의

재한
집으로

들어간 후에도 집 안에서 ‘자이니치’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반면 이들이 이대로 자이니치로서 집(house)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

받았다. 이 때

가족

구성원은, 자이니치 어머니

혹은

아내에게 일본어와 일본문화가 정체성의 일부라고 이해해주지 못한다.
오로지 교육자본과 식민지의 유산 사이를 오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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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인식되는 경로(routes)
“이 결혼에는 말이 안 통하는 것이 매우 좋았던 거죠. 서로가 서로를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전혀. 전혀 반대였어”라며 윤경자는
웃는다. 교양이 있고 수준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은 결국 언어가 잘
안 통하기 때문이었는데, 윤경자의 남편은 한국에 귀환하고 자신이 문화
적∙언어적 강자가 되면서 아내를 지배하게 되었다.
구술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한국인 남성에 대한 초국적 환상을 갖고 결
혼을 했다. 즉, 가부장적이지 않고, 수준이 맞고, 일본에서의 성장배경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러한 환상은 한국인 남성이 자이니
치 여성에게 가진 부자 그리고 순진함이라는 기대와 충돌하기 일쑤이다.
어느 날 권복자는 연구자에게 한국인과 결혼하고 싶으냐고 물었다. 이
에 연구자가 “한국인이든 자이니치든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
다”고 했더니 권복자, 그리고 그 옆에서 듣던 강유미자는 고개를 끄덕이
며 동감했다. 권복자는 “역시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나는 한국인과 ‘사회적 계급’이 달랐다”라고 했다. 이어서 한국에서는 경
제적인 이유만으로 “시집 잘 갔다”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력
보다 “마음이 통하는지가 문제”라고 한다. 한편 권혜숙은 한국인과의 경
제적인 수준의 차이 때문에 남편과 자주 싸웠다고 한다.
[구술Ⅲ.2(3)-01] 안 맞는 수준 (2017.01.07. 권혜숙)
“우리 결혼한 당초에는 연탄을 썼거든. 나는 일본에서 연탄이란 써 본
적이 없었어. 너무 괴로웠지. 내가 연탄불 잘 못 피우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했는데 그게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화풀이 했더니 (남편이)
뭐라 한 줄 알아? ʽ내 어머니는 난로도 가스도 안 쓰셔 봤는데 넌 무슨
사치스러운 소리 하냐ʼ래. (웃음) 생활수준이 전혀 달랐지.”

경제적인 차이로 인한 실망. 이는 약 10만 명의 자이니치를 북한으로
귀환시킨 귀국사업을 떠올리게 한다. 북한 정부와 조총련은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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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상황을 왜곡시켜 자이니치들에게 홍보하였다. 북한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선전은 일본에서 가난하게 살던 자이니치를 북한으로
귀국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때문에 그 만큼 귀국자의 충격도 컸다.
북한의 실상은 귀국자의 편지 등을 통해 급속히 자이니치 사회에도
알려졌고,

1959년에

시작한

귀국사업은

1960년에

약

5망명을

귀국시켰지만 그 2년 후에는 약 5천명까지 감소되었다(李瑜煥 1971:
58).
한편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독재정권이 지배하는 상황에 대해서
구술자들이 귀환 전에 전혀 모르던 것은 아니었다. 결혼 동기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들은

비록

자이니치가

본국의

한국인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더라도, 교육 수준이 높고 근대적인 의식을 갖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것이다. 때문에 경제적인 격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난 후의 결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한국인
남편과의 경제적 수준의 차이는 자이니치 여성의 불만거리가 되고
근본적으로 ‘수준이 안 맞다’는 평가를 내리게 한다.
한편

한국인

남성이

자이니치

남성과

비교하면

친절하고

덜

가부장주의적이라는 인식은 아직까지 구술자 간에서 공유되어 있다.
자이니치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온 결혼이주 여성과 달리 제사 경험도
있고 한국의 유교적 가족관이 낯설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에 이미 익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구술자
여성들은 아내의 친정에 기대거나 자녀에게 간섭하면서 양육하려는
한국인 남성을 보면서 ‘의존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구술Ⅲ.2(3)-02] 의존적인 한국인 남성 (2017.01.07. 권헤숙)
“중매결혼을 해서 알게 되었는데, (한국인 남성이) 평생 부모의 여덕으
로 사는 사람이 많아. 그 때 생각한 것은 ‘뭐야, 일본 남성보다 한국인
남성은 독립심이 약해’. 의존심이 강하다는 걸 느꼈어. 알고 보니 한국
전체적으로 죽을 때까지 자식을 돌봐주는 부모가 많잖아.(∙∙∙) 뭐 한국이라
는 나라는 급속히 이렇게 변화했으니 엄청 미국화된 사고방식이나 생활
방식도 있는데 동시에 조선시대의 관점에 그대로 고집하는 사람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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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본 연구의 많은 구술자들은 인터뷰 동안 “의존적인 한국인”과 대비되는
듯이 ‘자립’, ‘독립’이라는 용여를 자신의 가치관으로서 자주 쓴다. 다만
이것을 통해 그 당시 자이니치가 한국인보다 독립적이었다고 일반화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같은 지역 출신인 자이니치끼리 서로 협조
하는 구조가 존재했었고, 본국보다 훨씬 더 친밀한 친척 네트워크가 있
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은 의존적”이라는 말은 자이니치의 집
단 거주지에서 살아보지 않았고 일본식 자녀교육을 선호하는 본 연구의
대부분 구술자 여성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차라리 국제결혼이었으면 편했을 텐데.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으니
까. 근데 우리는 자이니치로서 살고 있으니, 애매해. 다르다고 단언할 수
도 없고”, 강유미자는 이렇게 탄식한다. 문제제기에서 언급한대로 본 연
구의 자이니치 2세 여성의 경우 기존의 결혼이주 연구에서 전제가 되는
‘국경’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질성은 살아 온 ‘국가’의
차이 때문에 생기지만, 자이니치 2세에게는 국가의 차이를 증명해주는
물리적인 장치가 없었다. 귀환 전 한국 국적을 갖거나 일본에서 차별을
받거나, 민족 학교를 다닌 구술자는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의심치 않았다. 때문에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국제결혼이 아니라 내혼
과 가까운 형태를 가졌다. 그러나 설사 ‘국가’안으로 들어가면, 자이니치
아내 혹은 어머니는 한국의 가정 내에서 스스로가 타자임을 인식하게 된
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족 구성원은 여성의 이질성을 자의적으로 이
용한다. 한국인 남편이나 자녀가 자이니치 여성을 사회적 약자에서부터
탈각시키고 강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이니치 여성에게서 귀환
전의 “살아 있는 연대”를 박탈하는 행위이다. 정영혜(2005)의 말을 빌리
자면 자신의 “부분적인 죽음”이다(鄭暎惠 2005: 20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한 가장 큰 질문, 즉 “한국에서 가정
을 만든 자이니치 2세 여성은 뿌리의 땅에서도 경로로서의 집(home)을
구축하므로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의 갈등에 끝을 내렸는가?”라는 가
정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술자 여성들은 한국 가족을 통해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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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했다. 한국에서의 가정은 당초에는 자이니치
여성을 한국 사회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한 집(safe house)’같은 역할
을 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자신의 경로(routes)를 이해하지 않는 채 한
국 ‘국민’으로 만들려고 하는 가족 구성원과 점점 갈등을 보이게 된다.
결국 경로를 상징하는 일본어나 일본문화야말로 구술자들에게 정체성이
자 집(home) 그 자체였던 것이다.
여성의 정체성을 정치적인 이유로 부정하거나 교육 자본으로 이용하려
는 한국의 가족은 여성에게 집(home)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
로 들어가려고 노력할수록 자신의 타자성을 느끼게 된 여성은 한국에 대
한 자신의 나라로서의 애착도 약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은 뿌리의
땅에서 경로를 만드는 것으로 귀환 전과 똑 같은 집(home)을 구성하였
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여성이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은 것
이 아니었다. 여성은 오히려 일본을 ‘고향’이라고 당당하게 생각하게 되
고, 소수자로서 살던 일본을 그리워하게 된다. 한국 가정에서 경험한
“부분적인 죽음”은 구술자로 하여금 귀환 전의 “살아 있는 연대”를 재/
발견시킨다는 것이다.
[구술Ⅲ.2(3)-02] 잊지 못한 고향 (2017.09.22. 윤경자)
윤경자: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훌륭한 한국인이 되려고, 고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려고(웃음),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고향을 잊을 수 없으
면 여기서는 적응할 수 없으니까, 고향은 일단 잊어버리려고. 그런 시기
도 있었죠.
연구자: 얼마나 동안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윤뷰자: 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한국말로
이야기를 했고. 그랬더니 발음이 안 좋다는 말을 듣곤 했지만(웃음).
연구자: 한국인이 되려고 해도, 그래도 고향은 일본이셨군요.
윤경자: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태어나서 10대 후반까지 살았던
곳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얼마나 노력을 해도. 나는 처음에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각오해서 훌륭한 한국인이 되려고 마음만 먹
으면 (고향을) 바꿀 수 있다고. 이제는 자이니치가 아닌 한국인으로서 처

- 82 -

음부터 시작하고자 했죠. 근데 점점, 그, 괴리가 (생겼어). 주변 사람들도
받아들여주지 않고요. (∙∙∙) 뭔가 센스가 다르다거나. 역시 여기 토착의 사
람들의 감각이란 게 있잖아요.

윤경자는 한국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는 딸과, 딸을 완벽한 한국인으로
키우려 하는 남편을 위해서 “스스로를 죽이고” 남편과 자녀에게 헌신했
던 기억을 “지옥 같은 날들”이었다고 회상한다. 무엇보다 “자기 언어”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었다고 한다.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윤경자에게는 자기 언어는 어디까지나 일본어였다. 한국으
로 돌아와 남편은 아내에게도 협정영주자격을 포기하라고 하였다. 그러
나 윤경자는 딸을 완벽한 한국인으로 키우는 것은 동의하되 스스로가 일
본에 사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완강히 거부하였다. 윤경자에게 일본은
“소중하고 소중한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의 위험성은 ‘고향’을 상실한 점에 있는 게 아니라, 고향을
더 이상 발견하거나 만들지 못한 점에 있다”(リャン 2005: 208). 귀환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결론은, 디아스포라들이 고향 상
실을 자각하거나, 소수자임을 인식하거나, 거주국을 고향이라 여기는 현
상이다. 하지만 귀환한 조국에서 가정을 만든 자이니치 2세는 디아스포
라가 결코 고향을 상실한 존재가 아님을 확인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때 고향이란 이들이 가정을 형성하고 정착한 뿌리(roots)의 땅이 아
니라 이제 친정도 없는 경로(routes)의 땅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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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국과 고향 사이의 집

고향이라는 말의 어원은 ‘고(故)’를 ‘향(郷)’하다는 것이므로 과거에 대
한 노스탤지어를 의미한다. 그러나 차은정(2016)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고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같이 기억해주는 타자가 필요하다.
만약에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땅에 가서도 타자와 소통할 수 없을 경우,
고향은 당사자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게 된다(차은정 2016: 349,
355-356). 본 연구의 마지막 장에서 연구자는 차은정의 논의를 참조하
여, 한국에서 자이니치 2세 여성들이 어떻게, 누구와 함께 고향을 기억
하고 있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구술Ⅳ-01] 나의 고향은 어디로 (2017.01.07. 권혜숙)
“그 동안 계속 일본에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돌아가다 보니 일본
에서 적응 못하는 것을 깨달았어. 이미 나이도 많이 들었잖아? (친정이)
시골이라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특히 심했어. 왔다 갔다 하는 한국인이면
더. 일본에 가면 1세와 똑 같은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다
보니, 뭐 때문에 일본까지 가서 고생해야 하는가 생각하게 되지. 만약에
일본에서 계속 교포로서 살았었으면 마음의 준비도 됐었을 텐데. 어차피
지금 가도 민단 정도밖에 일자리가 없잖아? 그래도 지금도 일본에 돌아
가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귀환한지 40년 이상 지난 본 연구의 구술자들은 이제 일본에 부모가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형제들 역시 각자의 가족을 만들어 친정이 해체
된 상황이다. 귀환한지 47년째인 권혜숙은 이제 일본에 가도 적응할 수
없다고 한다. 일본에 가도 1세 자이니치와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 귀환
전의 기억을 소통할 수 있는 객체는 일본에서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권혜숙에게 귀환 전의 일본은 ‘마음 속의 고향’이 되었다.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한 자이니치 2세 여성은 고향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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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을 어떻게 공유하고, 집(home)을 재구성하고 있는가?” 이것이 본 연
구의 마지막 질문이다. 2세 여성은 한국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 집
(home)을 상실했다. 하지만 경로에 대한 재/발견은 가족 밖의 또 다른
집을 만든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1. 돌아간 자, 남게 된 자
1. 일본으로의 귀향(帰郷)
구술자 중에서 유일하게 문영아는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여 자식을 데리
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구술Ⅳ.1(1)-01] 귀국 (2017.02.19. 문영아)
“뭐, 김포공항 출국 게이트를 들어갔을 때에는 눈물 흘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본으로) 돌아온 순간, 뭔가, 어깨 짐이 내려졌다고 할까. 완전
히. 더 이상 긴장된 채 안 살아도 된다고. 한국에도 물론 친척은 있었지
만, 친정이 없었으니까...”

문영아는 어렸을 때 한국학교를 다녔으며 주변 한국 사람도 모를 정도
로 한국어가 유창했다. 한국전쟁 유공자였던 1세 아버지는 북한을 혐오
하고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강했다. 문영아도 아버지의 사상을 자연스럽
게 받아들였고, 한국에 귀환하기 전까지는 한국을 조국이라 믿고 의심치
않았다. 한국에서 신분의 보장을 받고 싶었고, 자이니치의 낙인을 자식
에게 계승하고 싶지도 않았기에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했다.
결혼한 당초에는 “아아, 나는 한국에서 죽게 되는구나”라고도 생각했
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컸다. 결혼하고 나서는 일을 그만두었
지만 남편은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았고 가치관도 안 맞았다. 행정
적인 불편함도 여전했다. 이와 동시에 문영아는 결혼하고 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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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갈 때마다 마음이 바뀌어가는 것을 자각했다. 일본에서 친정을
만나는 것이 마침 남북 간 이산가족을 만나는 느낌과 비슷할 것 같은 감
동과 위로를 주었다고 한다.
그 순간 문영아는 “아아, 나의 고향은 일본이구나”라고 깨달았다. 처음
으로 고향이 그립다는 느낌을 알았다. 문영아가 30대 넘어서의 일이었
다.
[구술Ⅳ.1(1)-02] 한국인이지만, 내 나라가 아닌 (2017.02.19. 문영아)
“나약한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았어. 내 조국인데. 학생 시절에는 한국인
한테서 자이니치가 버림당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통해 다르다고 깨달았을 때,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한 꺼풀 벗겨졌다고 할까 (웃음). (한국은) 아버지와 할아버
지의 나라, 나의 ‘뿌리’의 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인임에 변함이 없지만, 내 나라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아직 일본을 내
나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000년, 문영아는 한국생활에 끝을 내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원래 문영
아가 결말을 내고 싶었던 ‘자이니치’라는 신분으로 다시 돌아 간 것이다.
하지만 문영아는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낯선 뿌리보다 자신의 원체
험이 있는 소수자로서의 집(home)을 선택했다.
문영아의 사례는 디아스포라에게 귀환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상기
시켜준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디아스포라의 귀환’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1세의 조국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본 연구 역시 ‘민족적 뿌리’라는
맥락에서 ‘귀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본 연
구의 구술자들은 연구자가 연구주제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한국으로의
귀환”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의아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구술자에게 ‘귀
환’이란 관념상의 개념을 넘어 훨씬 넓고 융통성이 있는, 상호방향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차은정(2016)은 식민지조선에서 태어나 해방 후 일
본 본토로 귀환한 2세 일본인에 대한 연구에서, 귀환한 일본인이 다시
한국으로 가는 것을 ‘귀향(帰郷)’이라고 표현했다. 사람의 원체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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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고향이라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으로 귀향한 일본인에게 고향
은 식민지조선에 불과하며, 해방 후 한국인은 귀향 일본인이 그리던 ‘조
선’을 더 이상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귀향한 일본인에게 식민지 조선은
“마음 속의 고향”에 불과했다고 한다(차은정 2016).
일본으로 ‘귀향’한 후 문영아에게 한국은 또 하나의 ‘기억’이 있는 땅이
되었다. 하지만 문영아는 더 이상 한국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문영아가 한국과 결별한 것은 아니다. 문영아는 일본에 귀향하
고 한국정부를 지지하는 자이니치 단체인 민단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에
게 민단은 “어머니와 아버지, 자식의 생존 그 자체”라고 한다. 민단이라
는 자이니치 조직에 자신의 가족사(史)를 겹침으로써 문영아는 귀환 전
에는 벗어나고 싶었던 ‘자이니치’에 스스로를 다시금 세운다. 그녀는 한
국 생활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문화에도 익숙했기 때문에 민단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한다. 즉 한국에서의 ‘기억’는 그녀가 일본 내 소수자로
서 사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문영아는 일본에
서 자이니치와 소통함으로써 ‘고향’을 꾸미면서, 이제는 한국을 ‘조국’으
로 지향하고 있다.

2. 영주귀국, 그러나
본 연구의 구술자 중 8명은 한국에서 ‘영주귀국’ 절차를 거쳤다. 영주귀
국 취득이란 자이니치가 일본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인 특별영
주자격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리 언급했다시피, 대부분의 구술자,
특히 비교적 일찍 한국으로 귀환한 구술자는 2000년대 전후까지만 해도
일본 영주자격과 한국의 일반주민등록 번호를 둘 다 갖고 있었다. 그러
나 1991년 입관특례법(入管特例法)이 시행되기 전까지 일본의 협정영주
자격 보유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일본에 재입국을 해야만 영주자격을 유
지할 수 있었다. 때문에 구술자들은, 권혜숙의 말을 빌리자면, “비행기
값으로 집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일본과 한국을 자주 오락가락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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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Ⅳ.1(2)-01] 인권으로서의 영주권 (2016.09.22. 윤경자)
연구자: 그 동안 영주 자격을 유지하신 이유는?
윤경자: (일본에) 우리 부모나 형제가 있었고,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고향
이었으니까. 32년 동안 일본에 살고 일본학교에만 다니고 일본 회사 다니
고 일본에서 아이 낳은 사람인데, 어떻게 (영주 자격을) 버릴 수 있겠어?
또 한국의 법률은 자주 바뀌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영주 자격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나의 인권으로서.

일본에 사는 자이니치는 한국 국적을 자신의 뿌리를 증명해주는 도구로
생각했다면, 한국에서의 일본 영주자격은 뿌리 뽑힘의 상징일 터이다.
이는 겉으로 한국에서 사회적 강자가 되려는 구술자들의 의식과 모순된
다. 그러나 윤경자가 영주자격을 ‘인권’이라 생각하는 것은 그 동안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들의 경로(routes)를 인정 안 한 채 한국
으로 뿌리(roots) 내리게 하고자 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저항의 표시인
것처럼 보인다.
2011년 윤경자는 그 동안 견고하게 지켜왔던 영주자격을 포기했다. 일
본에 친정이 없어진 이제 영주 자격이 “필요한 시기는 지났고”, 한국에
영주귀국하고 “복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윤경자에게 고
향은 여전히 일본이다. 고향과 ‘뿌리’를 내린 장소 간의 괴리를 있는 그
대로 받아들이고 나니, 윤경자는 특별영주자격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다
고 한다. “버리고 나니 무언가 진짜 한국인이 된 기분”이라고 윤경자는
웃었지만, 동시에 “이렇게 밝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기 때문”이라
고도 한다. ‘그리워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을 욕망하는 의미인데 대해
‘기억하는 것’은 ‘상기하는 것’, ‘외우는 것’ 혹은 ‘되돌아보는 것’을 의미
한다(McDermott 2002: Agnew 2005: 9에서 재인용). 이제 법적으로
한국에 뿌리를 내린 윤경자에게 일본은 잊을 수 없는 향수의 대상 뿐 아
닌, 자이니치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장치가 된 것이다.
윤경자처럼 30대 넘어서 한국으로 귀환한 구술자와 달리 젊은 나이에
모국수학으로 귀환한 이윤자는 “일본에 친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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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간직해왔다. 그러나 2016년에 한국에서 재외국민용 여권을 만든
후 2017년 1월 한국에서 일본으로 잠시 갔다 왔더니 ‘이민출국자’라는
이유로 한국 주민등록증을 갑작스럽게 말살 당했다. 주민등록증이 없다
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도 중지되었다. 10년 전에 여권을 만들었을 때에
는 재외국민용 여권과 한국의 주민등록증이 같이 있다고 해도 아무 문제
도 없었기 때문에 이윤자는 이번 사태에 당황했다.
[구술Ⅳ.1(2)-02] 정착의 강요 (2017.04.01. 이윤자)
“사실 10년 전에도(=10년 전에 여권을 갱신했을 때에도) 각오를 했었는
데, 근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거야. 나는 역시 어머
니가 걱정돼. 연세도 드셨으니. 그래서 (일본의) 집에는 아무 말도 안 하
고 있어. 뭐 이렇게 됐으면 이 쪽(=한국의 주민등록)을 선택할 생각이었
지만. 그래도 어느 쪽인가에 정착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나는 일본에
돌아갈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지만, (말소되다 보니) 마음이 너무 약해졌
어. 만약 내가 병에 걸리면...뭐 누군가가 돌봐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
만 일본의 가족이 바로 여기 오지도 못하고 와도 한국말 안 통하니까 도
움이 안 되고.”

이윤자는 무엇보다 말소의 요인인 ‘이민출국’이라는 표현에 화가 난다
고 한다.
[구술Ⅳ.1(2)-03] 이민출국 (2017.04.01. 이윤자)
연구자: 이윤자 할머니는 이주자가 아니라
이윤자: 지금까지 친정처럼 (일본에) 왔다갔다 하고 있었는데. 만약 일본
에서 출국할 경우에 이렇게 한다면(=이민출국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돼.
근데 이건(=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것을 이민출국이라 하는 것은) 저쪽
(일본)에 영주권이 있으니까 저기서만 살아라 이거지.

일본에 살던 이주자가 출국한다는 뜻으로 ‘이민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주자로서 일본에 간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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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의 말에서는 ‘외국’으로서의 일본과 친정이 있는 ‘고향’으로서의 일
본이 공존되어 있다. 원래 이윤자는 “완전한 한국인이 되려고” 한국으로
귀환을 했지만 영주귀국을 하는 단계에서는 한 쪽만의 귀속을 거부하고
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윤경자와 이윤자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친정의 존재는 구술자가 영
주자격을 유지하는 주된 이유이다. 때문에 1세 부모와 사별하고 자신의
형제들도 각자 가정을 만들면서 대개 구술자자들은 영주자격을 포기하는
결심을 한다. 영주자격을 포기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복지의 혜택을 받
기 위해서이다. 최근 구술자들은 “인생을 어디서 마칠 것인가” 라는 질
문 앞에서 일본 영주자격과 한국의 주민등록증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
다. 이윤자가 급하게 한국에 영주귀국한 이유도 건강보험이 중단되면 불
편했기 때문이다.
현재 나이 든 구술자들이 영주자격을 포기하고 법적으로는 한국에 뿌리
를 내렸지만, 영주귀국을 하면서 오히려 국적이나 신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인다. 귀환한 후 일본을 고향으로 그리워하면서
구술자는 국적이나 영주 자격을 단순히 혈통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의 문화와 맞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권혜숙은 그렇
게 생각하게 된 계기를 88 올림픽으로 본다.
[구술Ⅳ.1(2)-04] 세계의 발견 (2017.01.07. 권혜숙)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마음을 한국에 둘 수 없잖아. 그래서 자기 마음
대로 선택해도 될 것 같애. 내가 그렇게 생각이 바뀐 건 88올림픽 때였
어. 저 시기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 ‘아, 세계라는 게 있구나’고. 여기
만이 내 세계가 아니었구나, 나는 여기에만 머무른 게 아니었구나. 그 때
를 계기로 생각이 바뀌었어.”

권혜숙에게 따르면 1986년 아시아 대회와 1988년 올림픽에 아홉 명의
자이니치 여성이 통역 봉사로 참여했다고 한다. 권혜숙은 그 중 한 명이
었다. 88올림픽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큰 계기가 된 성공적인 역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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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다. 권혜숙에게 이 역사는 그 동안 일본과 한국밖에 모르던 상황에
서 자유로워진 계기가 되었다. 이는 그가 국적에 대한 감성으로부터 벗
어남을 의미했다. 현재 권혜숙은 자이니치가 일본에 산다면 적극적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감정론보다 실용적인 이유로 국적
을 선택할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술Ⅳ.1(2)-05] 세계 시민 (2017.01.07. 권혜숙)
연구자: 그래도 일본에 있는 자이니치에게는 여전히 한국국적이 중요하지
않나요.
권혜숙: 그건 맞아. 근데 그렇게 살려면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이득이 없
어. 그니까 손마사요시(孫正義)처럼 세계인 같이 살아도 되지 않을까. 고
집할 필요 없는 거지. 그래도 내가 만약에 한국이나 일본에서 밖에 안 살
았으면 그런 식으로도(=세계인이 되려고) 생각 못 했을 거야.
연구자: 한국으로 영주귀국함으로써 세계인이 되는군요.
권혜숙: 그러게 말이야 (웃음). 우리는 별로 생활에 밀착하지 않는 것 같
애. 70년대 유학 온 사람들끼리는 말이 통했어, ‘세계인이 되면 자유롭
게 살 수 있다’고. 그래도 뭐, 실제로 그렇게 살려면은 자유인지는 모르
지만 보장도 없는 거지.

권혜숙이 세계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태도는 권혜숙이 한국을 보는 시각
의 변화와 공명한다. 권혜숙뿐만 아니라 88올림픽을 경험한 많은 구술자
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자이니치 3세 실업가인 손
마사요시(孫正義)를 모범적인 세계인으로 삼고 이야기한다. 이들이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자이니치를 장려하는 것은 구술자가 귀환 전의 1세 아버
지와 만들어간 ‘민족’적 공동체의 내용과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세계인’
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로 들어가려는 것을 더 이상 포기한 상태를 뜻하
는 말처럼 들린다. 1988년 “한국만이 내 세계가 아니었다”는 발견은 한
국의 “생활에 밀착하지 않는” 현재 권혜숙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에게 영주귀국이란 1세 아버지가 지향하던 조국으로 귀결
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도리어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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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은 2세 여성으로 하여금 조국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출발
점이라 할 수 있다.

2. 한국에서, 자이니치로서
일본에 고향을 공유하는 타자를 갖는 문영아와 달리, 나머지 구술자들
은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한국인’이 됨
을 뜻하지 않았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의 강박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집(home)을 만들어 고향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있다.

(1) ‘우리말’로부터의 해방: 일본어 선생님
21세기에 들어 언어학에서는 이주자의 언어를 정체성보다도 경제적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Heller and Duchêne
2012). 물론 이주자들이 두 개,

세 개 국어에 통달하는 것은 글로벌 시

대에서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도 아내의 일본어
를 자녀교육의 자본으로 보는 남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한국사회에서
자이니치가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때로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재외동포와 달리 현재 자이니치의 대부분이 한국어를 2차
적으로 습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이니치에게 언어가 여전히 정체성
과 얽힌 요소임을 암시한다38). 원래 자이니치에게 일본어는 식민지 지배
에 의해 강요된 ‘모국어’였다. 그러나 2, 3세에게 이 언어는 폭력적인 역
38) 이범준(2015)은 대부분의 자이니치가 한국어를 못 하는 이유를 전후 자이니치가 일
본에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이 조선인임을 숨겨야 했다는 점, 조선학교/한국
학교가 쇠퇴되어 언어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 그리고 3,4세에게 한국어가 경제
적 성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본다(이범준 2015: 113-114). 이 때 이범준이 제
시한 세 번째 이유는 언어를 경제적 자원으로 이해하려는 헤러(Heller 2012)의 논의
와 겹치지만, 젊은 세대의 자이니치가 경제적 이해관계로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다는
점은 결국 자이니치의 집단적 특수성을 ‘언어’에 보는 것에 정당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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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상징인 동시에 신체화된 ‘모어(母語)’이기도 하다. 서경식(徐京植)은
일본어라는 식민지의 언어를 통해서야만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딜레마를

“언어의

감옥(ことばの檻)”이라고

표현했다(徐京植

2010:

165). 자이니치가 식민지 지배가 낳은 유산을 통해야만 자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비관적으로 표현한 말이다(Ibid.: 222). 그러한 가운데
서경식은 자이니치가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식민지 지
배로부터 해방시켜 탈식민지화를 달성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Ibid.: 216-217).
한국의 탈식민주의의 구도에서 재한 자이니치 2세 여성들은 어디에 위
치해왔을까?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을 탈식민지화의 수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이니치를 본국의 한국인과 똑같은 피해자로서의 범주에 넣는 것
이다. 하지만 2세 여성들에게 일본어는 식민지의 유산인 동시에, 자이니
치라는 소수자 집단으로 가두는 근거가 된다. 다나카(田中 1981)는 모어
가 인간에게 근원적인 언어인 만큼 국가의 경계선을 흔드는 “위험한” 정
치적 힘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田中 1981: 40). 그러한 의미에서 서경식
이 우리가 흔히 근원적이라고 믿는 모어 역시 “관계성에 의한 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徐京植 2010: 166). 이미 살펴보았
다시피 2세 여성은 한국에 귀환하는 순간 탈식민지주의에서 이들을 '가
해자'로 보는 한국사회에 직면한다. 한국 국적을 갖는 한국인인데도 불
구하고, 구술자의 입에서 나오는 유창한 일본어는 이들을 일본인이라는
타자로 밀어낸다. 식민지주의가 낳은 ‘언어’의 감옥을 벗어나기 위해 귀
환한 2세를 기다리던 것은 일본어 사용을 억압하는 ‘우리말’의 감옥이었
던 것이다.
‘우리말’이라는 용어는 모어와 모국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언어를 한
덩어리로 묶어버린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만을 일컫는 개념인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를 뜻하는 말인지, 아
니면 피를 나눈 한민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
다. 확실한 것은 모어든 모국어든 재한 자이니치는 ‘우리말’로부터 주변
화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어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아닌 소수자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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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며, 모국어의 차원에서는 ‘우리’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안
의 또 다른 타자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구술자들은 귀환하기 전까지 아무도 이 ‘우리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한국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
경식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탈식민화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한국
의 탈식민주의에 적응하고 ‘가해자’라고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
때 구술자가 걸어온 귀환 전의 경로는 은폐된 채 ‘우리말’로 새로운 정
체성이 덧칠된다(鄭暎惠 2005: 211). 상실된 정체성과 새로 심어지는
정체성 사이의 갈등과 모순 속에서 ‘일본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선택
한 두 명의 구술자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39).
[구술Ⅳ.2(1)-01] 결별하지 못한 언어 (2017.01.07. 권혜숙)
“나는...교포라는 낙인을 제거하고 싶었다고 할까. 근데 결국은, 일본어를
가르쳤지...나의 장점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것
밖에. 그래서 대학원은 일본어 (전공)으로 갔는데, 처음엔 일본어를 가르
친다는 것에 엄청난 저항감이 있었어. 일본어 가르치기 싫었어요, 나는.
(내가) 대학생 시절에도 일본어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
하지만 나는 ʽ못 한다'고 했지. ”

권혜숙에게 일본어는 식민지의 유산인 동시에 스스로의 자이니치성을
유지하는 낙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얄궂게도 한국에서 권혜숙이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수단은 일본어밖에 없었다. 권혜숙은 이 일본어를
가르치는 스스로의 모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본어가 갖는 의미를
전환한다.
[구술Ⅳ.2(1)-02] 무기로서의 일본어 (2017.01.07. 권혜숙)
“가르치다 보니 생각이 조금 바뀌었죠. 배우는 사람은 일본에 종속하는

39) 본 연구의 구술자 13명 중 7명이 일본어 강사로서의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 장에
서는 일본어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는 권혜숙과 윤경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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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일본어를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라고.
음…그렇게 무기로서 (일본어를) 사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 응
그니까 내가 가르칠 때 (학생한테) 맨 먼저 하는 이야기가 그거야.
일본어를 배운다면 일본 문화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수단으로서,
무기로 생각하라고.”

권혜숙은 식민지의 언어를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한국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주저했다. 스스로도 잊어버리고 싶었고, 딸에게도 일본어 교육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은

일본과

한국

간의

식민/피식민이라는 계층적인 관계를 재생산해버린다고 생각했다. 또한
권혜숙이 일본어 강사를 하던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는 한국인도
일본어에 대한 반감이 있어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갈등으로부터 탈각하기 위해 권혜숙은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런 발언은 한국인 학생이 일본어에 대한
저항의 인식을 덜 갖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은 물론 권혜숙이 일본어를
내면화한

것에

대한

낙인

인식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탈식민의 과정에서 굳어지는 가해자로서의 일본과
피해자로서의 한국이라는 구도에서 자기 자신을 가해자의 범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해보자. 연구자에게는, 권혜숙이 학생한테
한 “일본어를 무기로 생각하라”라는 말은 스스로에게 타이르는 말처럼
들린다.

이론적

배경에서도

살펴본

스피박(Spivak

1988[1998])은

제국주의적인 시각과 토착주의적인 시각 양쪽의 지식권력이 서발턴40)을
주변적인

위치에

놓이게

했다고

한다41).

그러나

스피박은

이렇게

이중적으로 묵살당하는 서발턴 여성은 자신이 내면화한 제국주의적
지식을 스스로 망각(unlearn)하고, 그러한 지식을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40) 서발턴(Subaltern)이란 지식과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소외되고 억압된 종속적인 집단
을 말한다.
41) 예를 들어, 힌두교에는 전통적으로 과부가 분신자살을 하는 문화(widow sacrifice)
가 존재하다. 과부는 힌두교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죽는 존재이지만, 서양의 제국주의
적인 지식인 여성이 과부를 대변할 경우에도 과부들은 스스로 발화라는 기회를 상실
한다(Spivak 1988[1998]: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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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로 이용하는 것을 통해서 주체를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Ibid.:78).
우에노(上野千鶴子 2013)는 이러한 서발턴 여성의 행위를 “종속이
저항이

되고,

저항이

종속이

된다”라는

상반적인

표현으로

묘사한다(上野 2013: 266). 권혜숙이 일본어를 무기라고 하는 것도,
일본어를 내면화한 스스로를 인정함으로써 일본어에 저항한 행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권혜숙은 일본어 강사를 통해 자신의 ‘모어’에 주어진 낙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시도했다. 한편 구술자 중에서 비교적 일본에 대한 고향
인식을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윤경자가

갈등한

요인은

일본어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강요되는 ‘우리말’이었다. 때문에 윤경자는
‘우리말’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어에 매달리게 되었다. 원래 일본에서 영어 강사가
되고 싶었던 윤경자는 그러나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일본 내 공립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었다.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은 자신이 한 사회의 주권자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윤경자는 대학교에서 15년 넘게 일본어 강사로서 일했다. 현재는
도서관에서도 일본어 강사를 하고 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최고의
성공이자 행복이란 일본어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윤경자는
일본문화를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려고 하는 딸42)과 자신을
대비시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구술Ⅳ.2(1)-03] 기억의 언어 (2016.09.22. 윤경자)
“여기서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어를 계속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 그니까 내가 살아온 환경을 부정하지 않아도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어를 가르침으로써, 내가 몸에 입고 있던 감각을
그대로 한국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의외로 맑은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42) [구술Ⅲ.2(2)-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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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잊으라고 하면

아마

우울증에 걸릴 거야 (웃음). ”

일본어가 식민지배의 유산임에도 재한 자이니치가 일본어를 재생산하거
나 ‘우리말’로부터 벗어남으로써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모순적일지도 모
른다. 서경식(2010)의 말처럼 일본어는 자이니치로 하여금 스스로를 한
국인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들고 정체성을 고민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탈식민을 겪는 수단으로 당연시된 경향
이 있다. 하지만 재한 자이니치 여성의 경우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식민지주의를 비판하
는 수단으로 식민지의 문화적, 언어적 자본을 이용하는 서발턴 여성과
마찬가지로(Spivak 1988[1998]: 78-80), 재한 자이니치 2세 여성들은
‘언어’의 감옥으로 다시금 돌아가 ‘자기 언어’를 회복함으로써 한국에서
의 ‘우리말’의 감목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동시에 언어가 부여하는
정체성의 갈등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2) 가족 밖의 집: 자신의 무대가 있는 곳
2세 여성들은 남편의 ‘바구니’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성원이 되고자 하
였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에 뿌리로서의 집(home)을 재구성하는 주체는
반드시 한국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었다. “이 나라에서 ‘뿌리’ 내린다는
것은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 류성미는 “말이
필요 없는” 서예를 만나서 비로소 한국에서의 자신의 존재의의를 자각했
다.
[구술Ⅳ.2(2)-01] 서예라는 ‘말’ (2016.09.19. 류성미)
“(서예에서는) 아무도 한국어를 못한다고 놀리거나, 여자라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 애기가 있다 없다는 걸로 판단되지도 않아. 자기가 낸
작품으로 말을 하는 세계니까. 그 외에 어떤 설명도 필요 없거든. 그
게 참 편한 거지.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돼,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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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30년 동안 시집살이를 한 류성미는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비웃음을 받곤 하였다. 그는 평등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온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방암을 앓기도 하였
다. 그러다가 류성미는 “이대로 인생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한
국의 가족으로부터 도피하는 듯 서예를 시작했다. 이 때 류성미는
“말을 안 해도” 자기를 인정해주는 세계를 만났다고 한다.
앞장에서 연구자는 일본어 강사를 통해 언어로부터 해방되고자 하
는 두 명의 구술자의 사례를 분석했다. 그러한 가운데 류성미는 언어
그 자체를 거절했다. 그러나 이는 류성미가 한국사회와 스스로를 단
절한 것을 뜻하지 않았다. 류성미는 국가와 젠더의 경계를 서예라는
예술을 통해 넘고자 하였고, ‘모국어’의 감옥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
시키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다.
윤건차(尹健次 1992)는 자이니치 1세 여성이 1세 남편의 거친 행동
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이국의 땅에서 남편을 따라할 것 외에
어떤 길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尹健次 1992: 87). 1세 여성의
구술사를 분석한 권숙인(2017)의 연구는 이러한 1세 여성에 대한 평
면적인 묘사를 문제시하여 “일하는 자이니치 여성”의 모습을 부각시
켰다. 그런데 권숙인(2017)이 생애사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조망한
바에 의하면 1세 여성의 노동의 특징은 가족 생애를 위한 노동이거
나 자이니치의 남계 친척관계나 조직의 유지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
었다(권숙인 2017: 70-73).
1세 여성의 노동에 비해 본 연구의 대상인 재한 2세 여성이 “일을
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도 생계를 위해서도 아니었다43). 오히려
한국의 집 밖에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모색하는 수단으로서의 노동

43) 물론 1세 여성의 노동에서도 여성 스스로의 주체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그 대
부분은 가족을 잃거나 생계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힘을 얻는
(empowerment) 사례들이다(권숙인 2017: 75-76). 즉 주체성의 획득을 위한 노동은
아니었다.

- 98 -

이다. 예를 들어 지금 서예가로서 미술협회 일을 맡고 있는 류성미는
귀환 전의 경로(routes)를 부정당하고 비웃는 한국 시댁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체적 행위성을 발휘하기 위해 서예를 시작했다.
결혼한지 35년 동안 전업주부로 집 속에 머물러 있다가 2012년에
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잡화점을 연 강유미자 또한 “집에만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시작했다”고 한다. 연구자는 서울 삼청동 한 가운
데에 있는 이 잡화점에 네 번 방문했지만, 찾아오는 손님은 거의 없
다. 그래도 강유미자는 “나중에 좋은 날이 오겠지”라며 크게 걱정하
지 않고 집(house)에서 한 시간 이상 떨어진 이 잡화점에 매일 다니
고 있다. 남편은 교수로 일하고 딸이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가운데 강유미자의 노동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일본에서 사온
향료 향기가 가득하고, 90년대의 일본 가요곡이 흐르는 이 가게는
강유미자가 귀환 전의 기억과 소통하는 또 하나의 집(home)이다.
구술자들은 물리적인 집에 한정되지 않는 집을 찾는 것을 통해 한
국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윤자는 “한국과 일본 둘 다 나의 고향
이지만, 그래도 한국이 더 편해”라고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
다.
[구술Ⅳ.2(2)-02] 자신의 ‘무대’가 있는 곳 (2016.06.01. 이윤자)
“편하다고 할까....내 ‘무대’가 있잖아. 일본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번에(=아버지의 사망) 느낀 것은, 아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면 나는 일
본에 갈 일이 정말 없어지겠구나라는 거지. 일본에는 딱히 재산도 없으니
까.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일도 해왔고. 여기(한국)가 더 좋지.”

이윤자는 결혼한 후에도 방송국에서 일하고 일본어 강사도 병행했다.
그 당시 경제 상황은 남편보다 자신이 더 좋았다고 한다. 이윤자는 현재
는 보험회사에 들어갔지만 수 년 후에는 스스로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
하고 싶다고 눈동자를 반짝이면서 이야기한다. 일본에서는 20년, 한국에
서는 50년 넘게 살아온 이윤자는 “어차피 자이니치는 자이니치”라고 비
관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한국의 경제성장에 자신이 직접 관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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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윤자는 일본과
의 차이가 너무 커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을 직접 보
면서 살아온 이윤자는 자신의 인생 그 자체가 한국의 역사라고 하였고
그것은 일본에 있었으면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하였다.
연구자는 귀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가족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였
다. 뿌리(roots)의 나라에서 가족을 만듦으로써 또 하나의 경로(routes)
가 생길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구술자한테서 자주 들은 말은 어
떻게 한국에서 집밖의 세계를 찾았는가라는 것이었다. 아니, 이들은 가
족 밖에 또 다른 집(home)을 찾은 것이다.

(3) 다시, ‘안전한 집’으로: 하나모임
[구술Ⅳ.2(3)-01]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2017.06.01. 이윤자)
연구자: 하나모임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윤자: 그니까 (우리는) 친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40년이나 지나면 일본
에 있는 가족보다 여기 있는 가족이 더 가까워지잖아. 호적상의 가족보다
여기 와 있는 언니 동생의 사이가 더 가까워질 수 있어. 그니까 힘들 때
도 있는데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는 (관계). 내 (친)동생들보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끼리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래된 것 같애. 유일하게 일본식 생각이 있잖아요. 마인드가 일
본식이라, 그래서 자기 친척 자랑 하지 말고 진짜 서민적이고. (∙∙∙) 하나
모임에는 가족 의식이 남아 있다고 할까 남겨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분
위기로 지속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연구자: ‘피’로 맺어진 가족과는 또 다른?
이윤자: 그렇지. 호적상의 가족과, ‘피’로는 안 맺어졌지만 마음으로 만
들어진 가족. 그런 친구들과 떨어지고 일본에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

구술자 중 10명은 하나모임의 회원이다. 하나모임은 성립 당초부터 자
이니치끼리의 친목뿐만 아니라 계모임이었다. 즉, 경제적인 협력을 도모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창립 당시부터 약 40년 동안
모임의 회장을 맡은 이윤자는 “자이니치끼리 서로 돕지 않는다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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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느냐”며 되묻는다. 이윤자와 같이
발족 당시부터 모임에 참가하는 권혜숙은 “계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사
람을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이니치 2세 여성은 한국 ‘국민’이 되기 위한 통로이자 여성을 인정하
고 보호해주는 공간을 획득하는 역할을 한국의 가정에 부여했다. 이는
로살도(Rosaldo 1989[2000])가 제창한 ‘안전한 집(safe house)’으로 다
시금 비유될 수 있다. ‘안전한 집’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자면, 낯선 환경
에서 소수자가 스스로 자긍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
(Rosaldo 1989[2000]: 11-12) 거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성의 인정’이
다. 한국의 가족 구성원은 자이니치 여성을 보호했지만 여성의 이질성을
정체성의 일부라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으로 교정하고자 했다는 면에
서, 여성이 기대한 ‘안전한 집’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여성들에게는 이 자이니치끼리의 공간이야말로 ‘안전한 집’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집에서는 어떤 회원이 누군가를 가리키며 “너는 한국
어를 아직도 그 정도밖에 못하니?”라고 놀리면, 그 누군가는 “응, 나는
이정도야”라며 같이 웃는다. 2016년 10월의 식사모임의 자리에서는 회
원 중 한 명이 문현미의 예쁜 목걸이를 보고 어는 나라에서 온 것이냐고
물었다. 문현미가 “프랑스산”이라고 대답하자 또 다른 회원은 “그럼 너
는?”이라고 물었다. 이에 문현미는 “나?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했다.
권혜숙은 “그럼 왜 넌 여기 있니?”라고 하여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웃
었다.
또한 이 하나모임은 ‘여성만’의 모임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띤다.
2017년 6월 시점에서 연구자가 파악할 수 있는 재한 자이니치 2세의
공동체 중에서는 하나모임 말고도 남성과 여성이 같이 모이는 ‘아오조라
회44)’가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오조라회에서 회장을 맡은 이
44) 1980년에 재한 2세 남성 20명으로 시작한 상공회다. 한국에서 기업하거나 1세 아
버지의 일을 계승하러 온 남성들이 모인 목적은 정보공유와 친목이었다. 1995년까지
는 남성과 그 배우자만 참가했지만 그 당시도 하나모임 여성들과의 교류는 있었다고
한다. 90년대 중반부터 상공회로부터 친목이 주된 활동 내용이 되자 1996년 이윤자
가 첫 번째 여성 회원으로 아오조라회에 가입했다. 현 모임 회장의 말에 따르면 현재
회원 수는 1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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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는 하나모임 회원을 단체로 아오조라회에 가입시켰다. 그 때 이후
하나모임과 아오조라회와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다. 2015
년부터 2016년까지는 류성미가 아오조라회의 부회장을 맡는 등 여성이
아오조라회의 행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2016년 말에 임기
를 만료한 류성미는 2017년 1월 하나모임의 회식 자리에서 아오조라회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아오조라회 남성들이 모두 남존여비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하는 류성미에게 주변에 앉아 있던 회원은 모두 동의하면서 “자
이니치 남자는 다 그래”라고 하였다. 류성미의 이야기를 듣고, 한 회원
은 2016년 아오조라회 회식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사례Ⅳ.2(3)-02] 멸시받는 하나모임 (2017.01. 하나모임 식사 모임에서)
그 날은 아오조라회 역대 회장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현 회장은 한 명씩
이름을 부르고 소개했지만 이윤자만 아예 제외했다. 소개를 안 하기는커
녕 이름조차 안 불렀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참가하던 하나모임 한 회원은
“아오조라회는 하나모임을 정말 우습게 보는 구나”라고 생각했다. “이
윤자 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무시한 거지.”

아오조라회 현 회장이 이윤자의 이름을 뺀 것은 곧 하나모임에 대한 멸
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풍경을 본 한 회원은 마치 하나모
임 여성 모두가 차별을 받은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이 회원의 말은 하
나모임이 가부장적인 자이니치 남성과 대비됨으로써 여성 공동체로서의
친밀성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하나모임이 “‘피’보다도 마음으로 맺어지는 가족”인 만큼, 이
‘가족’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례Ⅳ.2(3)-03] 회원 간의 차이 (2016.11. 하나모임 자리에서)
식사를 마치고 한 명의 회원이 사는 아파트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다
가, 회원 중 한 명이 “최근에 젊은 자이니치 엄마들이 보육비 때문에 고
생한다면서?45)”라며, 최근에 문제가 되어 있는 재한 자이니치 가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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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육비 지원 문제를 이야기 거리로 꺼냈다. 그 회원은 “우리가 무언
가 도와줄 수 있지 않니?”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동의하는 회원들과,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는 회원들이 반 정도로 나눠지고, 그 중에서 1977년부터 활동하는 초기
회원들은 비교적으로 이 문제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한 회원이 “저 여성들(소송을 일으킨 젊은 재한 자이니치 어머
니)는 욕심쟁이일 뿐”이라고 했다. 재외국민주민등록 번호를 가진데다가
다문화 지원까지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46).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회
원들은 대부분 한국의 일반 주민등록번호와 일본의 영주권을 둘 다 갖고
있다.

2016년 11월 하나모임 식사모임에서 벌어진 일은, 회원들이 하나모임
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미부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윤자나 권혜숙, 김명희처럼 초기부터 활동하는 회원들에게 하나모임은
친목을 주된 목적으로 한 유사친척과 다름이 없다. 그러한 회원들은 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훼손시키는 화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김명
희는 “이 모임에서 정치와 종교의 이야기는 터부”라고 한다. ‘안전한 집’
이란 소수자의 다양성을 거주국에서 인정받기 위한 것이지만, 그 안에서
소수자끼리의 다양성은 통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모임 중에서는 법적인 문제나 정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
기할 수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는 회원들도 있다. 아직 재외동포 투표권
이 생기기 전 한 회원은 식사 자리에서 자이니치가 한국에서 참정권이

45) 현재 정부는 만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에게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중에는 난
민 가족도 포함된다. 다문화가정인 경우 지원금은 더욱 높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6조
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람, 즉 외국에 영주권을 갖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중한인이나 재미한인은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다문화 지원을 받는다. 한
국에 살다가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는 사람 역시 대부분이 한국 일반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보유하기에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에 특별영주자격
을 갖고 한국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번호를 소유하는 한국 국적 자이니치는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2015.10.27. 『주간경향』/ 2015.12.15. 『주간경향』)
46) 정확히 보육비 소송은 다문화 지원과는 상관없다. 하지만 ‘욕심쟁이’라고 비판한 여
성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혜택을 같이 요구하는 재한 자이니치 여성을 예로 들면서
이 보육비 지원도 다문화 정책의 하나로 오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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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자 어떤 회원한테서 “어차피 우리에게는 상관없
잖아”라는 말을 들어 속상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다른 회원은 하
나모임에서는 회원들이 “형제간의 싸움만 하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나
도 안 한다”고 한다.
“일본을 버릴 수 없어, 버릴 수 없어... 그게 하나모임의 정체성이지”,
권혜숙은 그렇게 말한다. 아직도 일본이 머나먼 나라였던 1970년대에
발족한 이후 40년 동안 하나모임은 일본어가 허락된 거의 유일한 공간
이었다. 이는 회원들이 당당하게 귀환 전의 경로(routes)를 서로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향’에 대한 ‘추억’을 모어로 표현함으로써 회원들
은 한 번은 상실한 귀환 전의 기억, 즉 “부분적인 죽음”(鄭暎惠 2005:
201)을 되살려낸다. 이들은 가족 외의 또 다른 가족과

일본이라는 고향

을 공유하는 ‘안전한 집’을 만듦으로써, 한국에 ‘뿌리’를 내린 자이니치로
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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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나가며

최근 결혼이주 연구가 여성의 이동성을 강조하는데 비해 귀환 디아스포
라의 결혼은 여전히 ‘이동하지 않는’ 민족과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학자
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기존의 자이니치론에서 가정을 만든 2
세 여성은 남편과 함께 ‘민족’을 재생산하는 자로만 표상되어 왔다. 본
연구는 디아스포라 연구와 자이니치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귀환 자이
니치 2세 여성의 결혼’이라는 주제로 연결하고 극복하는 것을 시도했다.
종래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거주국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는 뜻으로의
집(home)과 민족적 동일성 때문에 조국에 대해 느끼는 집(home)은 늘
일치하지 않았다(Brah 1996). 오히려 이렇게 소속감이 따로 있다는 것
이야말로 디아스포라의 숙명처럼 묘사되어 왔다. 이국에서 태어나 자란
2세 자이니치의 경우에도 뿌리(roots)의 땅은 항상 1세가 태어난 조국을
가리켜왔다(Ryang 2009: 3).
하지만 2, 3세 디아스포라는 귀환 후 조국의 사람과의 문화적 차이나
언어적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은 뿌리보다도 경로(routes)의 영향
을 받고 있음을 재/발견하게 된다(권숙인 2008; 조경희 2013). 이들은
자신의 원체험이 있는 장소에 집으로서의 소속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며,
조국으로의 귀환은 집의 이중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본 연구는 뿌리보다 경로의 집을 강조하는 기존의 연구, 그리고 디아스
포라가 영원히 디아스포라로서 살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재고하는 지점
에서 출발했다. 광복 이후 일본에서 태어난 자이니치는 대개 ‘조국을 모
르는 자신’과 외부에서 규정받는 ‘조선인’이라는 신분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이렇게 귀환 자이니치가 대부분 문화적∙심리적 국경
넘기에 ‘실패’하여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47) 한국에서 새로운

47) "실패"의 문맥은 서경식(Suh 2010)의 문구를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서경식 스스로
는 이러한 일방적인 재일조선인의 뿌리 찾기를 의문시하고 한국으로의 귀환과 실패에
초점을 맞춘 재일조선인 소설을 비판하고 있다(Ibid.: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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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형성해 정착하는 재한 자이니치 2세 여성들은 한국에서 집
(home)을 구성하는 데에 성공한 사람일 터이다. 뿌리의 땅에서 또 다른
경로를 형성한 이들은 이제 집의 이중성이 야기하는 정체성의 갈등에서
도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일본의 영주 자격을 포기한
2세 여성은 고향을 어떻게 재구성하게 되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
고 연구자는 1960~80년대에 한국에 귀환한 자이니치 2세 여성들에게
대한 생애사 인터뷰를 시작했다.
물론 우리는 여성의 결혼이주가 결코 그 나라에 뿌리 내리는 것과 동일
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Faier 2006; 김민정 2008; 김현미 2014). 오
히려 결혼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을 둘러싼 ‘국가’가 부각되고, 이들이 형
성하는 거족은 국가의 경계가 생산 혹은 초월되는 정치적인 공간이 된
다. 이는 귀환 디아스포라가 거주국에서 본국 사람과 만든 집 안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디아스포라의 경우 원래 본국 사람과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이산민(離散民)이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더군다
나 자이니치의 경우 민족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조선(朝鮮)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가운데 본 연구의 구술자들의 부모는 한국 혹
은 북한이라는 새로 생긴 ‘국가’에 뿌리에 대한 소속 의식을 키웠다. 이
‘국가’에 대한 지향성은 집 안에서 2세 딸에게도 전달되었다.
2세 딸이 1세의 ‘민족’을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내면화할 경
우, 딸은 1세와 함께 한국인으로서의 집(home)을 만든 주체가 되었다.
한편 ‘민족’을 내면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귀환 전의 집은 2세 여성으로
하여금 일본 내 ‘소수자’로 살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때 ‘민족’ 공동체로
서의 집은 에스닉으로서의 뿌리(roots)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1세 부모와 2세 자식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로(routes)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2세 여성의 귀환과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반드시 ‘민족’을 완
성시키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고, 1세의 요구를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
이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구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세대’
라는 말은 이들이 1세의 ‘민족’에서 반드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님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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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준다. 하지만 ‘완벽한 한국인’이 되려고 한 경우를 포함해서, 여성은
일본에서 소수자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집을 떠나 사회적 강자가 될 수
있는 나라에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귀환과 결혼을 선택했다. 그런
점에서 구술자들은 초국적이고 주체적으로 이주하는 행위자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한국에 살면 어려움 없이 취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
고,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내혼의 일환으로 여겼다.
2세 여성에게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한국사회로 들어가는 통로이자
이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한 집(safe house)’으로 기능할 예정이었
다. 2세 여성이 귀환한 1960~80년대는 냉전과 탈식민주의로 인해 반공
주의와 반일감정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던 시기이다. 이 때 귀환한 자이
니치는 북한 스파이 혹은 일본인이라는 낙인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본 연구의 구술자들은 해외 경험이 많거나 학력이
높은 한국인 남성을 배우자로 선호했다. 그러한 ‘근대적인’ 남성이면 2세
여성의 ‘일본적인 것’을 이해해 줄 것이고, 자이니치만큼 가부장적이지도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이니치 2세 여성은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형성했다. 거기서
남편 및 시댁은 자이니치 아내 혹은 며느리를 한국의 ‘국민’으로 만들고
자 ‘교육’했다. 아내가 북한 스파이로 오해받지 않도록 반공정신을 심어
주고,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고려해 여성이 집 밖에서
일본어로 이야기 하는 것을 금지했다. 여성들 역시 한국에서 사회화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귀환 전의 경로(routes)가 낙인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
다. 특히 이들은 일본에서 경험한 소수자라는 입장을 자식에게 계승하지
않으려 한다. 이주자가 거주국에서 얻고자 하는 문화적 시민권(cultural
citizenship)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주자가 분명한 문화를 갖고 있는 것
이 필요하다. 하지만 2세 여성에게 귀환 전의 ‘민족’ 문화는 한국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미완성’한 것에 불과했다. 때문에 2세 여성의 귀환 전
의 경로는 시댁이나 자식뿐만 아니라 2세 여성들 스스로에게 의해서도
망각된다.
다른 한편 한국인 남편과 시댁은 여성이 ‘일본’에서 온 ‘자이니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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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안에서 일부러 가시화하기도 한다. 이것은 여성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가족 구성원은 ‘자이니치’에 대한 부자라는 이
미지 때문에 여성의 친정에 경제적으로 의존한다. 또한 일본어를 교육
자본으로 삼아 자식에게 일본어 교육을 시키는 것을 여성에게 강요하기
도 한다. 하지만 2세 여성에게 ‘일본’에서 온 과거와 자신을 소수자로 거
두는 ‘자이니치’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구술자들은 귀환 전의 경로
를 집 밖에서는 비가시화시키면서 집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
는 한국의 가족 구성원과 갈등을 겪게 된다.
동시에 2세 여성은 스스로가 한국의 가정 내에서 ‘국가’의 경계를 만드
는 주체이기도 한다. 여성들은 자식을 소수자로서 만드는 것을 거부하면
서도,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일본식 교육’을 자식에게 실천한다. 한국인
남성이 여성의 몸에 걸친 ‘일본’에 대해 정치적인 의미와 전략적인 의미
를 둘 다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이니치 여성 또한 ‘일본’에 대해
서 양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 여성은 한국인 남성과의 ‘수준’의 차이를 재확인하고, 한국
인 남성의 의존적인 모습에 실망한다. 여성은 한국의 가정에서 스스로를
타자화시키면서, 결혼 당초에는 서로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므로 존재하
지 않았던 ‘국경’을 가족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낸다.
가족을 가로지르는 ‘국경’은 2세 여성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의 가
족 구성원한테서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갈등을 야기한다. 이들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한국의 가정으로 들어간 결과 뿌리에서 만들어진 경로
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 집(home)을 찾을 것에 한계를 느낀다. 한
편 한 번 망각된 귀환 전의 경로는 ‘고향인 일본’으로서 다시금 여성들
앞에 나타난다.
본 연구는 귀환한 후 자신의 디아스포라성을 자각한 여성들이 어떻게
현재까지 한국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았다. 여성은 자신의
몸에 남아 있는 일본문화를 통해 귀환 전의 경로를 정체성의 뿌리로 재/
발견한다. 일부는 망각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일본으로 ‘귀향’하기도
한다. 이 때 이들에게 일본은 귀환 전의 낙인찍힌 소수자로서의 집

- 108 -

(home)과는 다른, 자신의 진짜 자리를 제공해주는 공간이 된다.
한편 한국에 머무는 것을 선택한 여성들에게 일본은 친정의 죽음이나
출신 지역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적응할 수 없는 ‘마음 속의 고향’이
되었다. 그렇다고 ‘재한’하는 구술자들이 완전한 한국인이 된 것은 아니
었다. 현재 구술자들이 60대, 70대가 되면서 한국과 일본에 이중적으로
가족을 가지는 시대는 지났다. “일본에는 이제 돌아갈 친정이 없다”는
여성들은 물리적으로는 일본의 집을 상실했다. 이들은 일본의 영주 자격
을 버리고 법적으로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이대로 한국에서 인생을 마치
려 한다. 그러나 한국에만 가족이 남게 되자 여성들은 오히려 일본 혹은
한국이라는 이항대립으로서의 ‘국가’에 구속되지 않는 집(home)을 찾게
된다.
고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한다(차은정 2016). 2세 여성은 일본의 집(home)을 고향으
로 삼았지만, 그 집을 재구성할 수 있는 조건은 한국에 있었다. 여성들
은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낙인찍힌 일본어를 역으로 이용해 일본어에 부
여된 낙인을 제거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때 여성들이 ‘모어’로서의 일본
어를 함께 소통하는 대상은 자이니치도 일본인도 아닌 본국의 한국인이
었다. 또한 여성들은 한국의 가족을 떠나 일을 함으로써 자신을 직접 인
정해주는 한국사회에서 집(home)을 찾기도 한다. 그렇게 자이니치끼리
귀환 전의 기억을 같이 되살리는 ‘안전한 집(safe house)’은 재구성된다.
오늘날 재한 자이니치 2세 여성들은 자이치니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
고 한국인 혹은 자이니치와 소통하면서 귀환 전의 경로를 그리워하고 있
다. 이 때 한 번 상실한 집(home)은 한국에서 새롭게 구성되고, 자이니
치 2세 여성들은 다시금 한국에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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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Abstract

Between the Fatherland You
Returned to and the Homeland
You Miss
: ‘Home’ for the Second Generation of
Zainichi Women in South Korea
Rihyang Kim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contemporary studies on diaspora, there is the premise that
migrants have a sense of belonging to their ancestral homeland
and feel attached to their country of birth; Their feeling of ‘home’
is connected to both the space of their ‘roots’ and to that of their
‘routes’ of migration. Previous studies also explored how this
duality of homes continues even after migrants return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Against this theoretical background, this thesis
focuses on the second generation of Zainichi(permanent ethnic
Korean residents of Japan) women who returned to South Korea
and married Korean men. Most of the interviewees have liv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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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or

more

than

40

years

and

abandoned

their

legal

permanent resident status in Japan. Is it possible to say that they
freed themselves from the identity conflict engendered by the
duality of homes through making a family in the spaces of their
roots? Examining the influence Koreans’ perspectives on Zainichi
exerted on Zainichi women’s experiences after marriage during
the 1960s to the 1980s, I reconsider the notion of home for
diaspora women who are caught between their roots and their
routes.
First, I pay attention to their experiences before returning.
Within their families, Zainichi women developed a sense of their
own ‘ethnicity’ through the first generation of Zainichi fathers who
cultivated a sense of belonging to the ‘nation-state’ of South
Korea

after

the

division

of

Korea.

Their

subjection

to

or

resistance of this ‘ethnic’ community provoked their return and
marriage to Korean men. However, their decisions are understood
as actions aimed at ending their status as a minority in Japan.
Next, I shift my focus on the experience of women as mothers
or wives within their families in Korea. Despite their status as
Korean citizens, Japanese culture penetrating the women’s bodies
was stigmatized and regarded as threatening the boundary of
‘Koreanness’ during the post-colonial construction of the South
Korean ‘nation state’. Thus, Zainichi women tried to integrate into
Korean society by raising their children as Koreans. At the same
time, their husbands and families-in-law ‘educated’ women to be
proper

‘Korean

citizens’

by

instilling

anti-communism

or

prohibiting them from speaking Japanese. In the process of
becoming

‘Korean

citizens’, their routes through

Japan were

forgotten by the Korean families and the women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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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Zainichi women had trouble raising their children in
Korean because the Korean language was nothing more than a
foreign language to them, despite their Korean roots. In addition,
it was contradictory to their goal of raising their children as
Koreans that the women preferred educating their children in ‘a
Japanese way’. Furthermore, their husbands and families-in-law
did not acknowledge the women’s sense of Zainichi belonging
outside the house while at the same time depending economically
on the women, who came from Japan and made the most of their
Japanese language skills as educational capital. As a result, their
routes before returning became visible in their houses. As the
women’s

routes

prior

to

coming

to

Korea

are

selectively

concealed, it is difficult for the women to construct a ‘home’ in
their Korean families. But for those who left Japan a long time
ago, the home/place they share as homeland in their memories
cannot not be found in Japan even after they came to embrace
Japan as their homeland.
In conclusion, Zainichi women have been memorizing Japan as
their homeland and have been making their own homes outside
their houses in Korea. I consider these processes through three
major aspects: language, work and community. Now that most of
them have lost their parents or their hometown in Japan, women
have been sharing their memories of homeland with Koreans or
Zainichi living in South Korea.

keywords : Zainichi, Diaspora, Return, Marriage, Home,
Homeland, Routes, Roots,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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