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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기 조선에서 태어나 자란 재조일본인 2세 단체
'방어진회'의 전후 기억 형성과 변천을 분석한다. 먼저 제 2장에서는, 식
민 지배와 패전, 제국주의의 해체, 일본 귀환이라는 거시적인 역사와 현
재로 이어진 한일관계사를 고려하면서, 재조일본인 2세에게 한국은 어떻
게 기억되고 표상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전후 일본의
공적 기억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주변화된 재조일본인 2세의 기억을 끌어
내며 이들의 기억이 상호 충돌하고 타협하면서 구축되어 온 과정에 주목
한다.
제 3장에서는 전후 일본이 식민지주의의 문제를 역사의 기억에서 집단
으로 소거하거나 결여하며 평화주의로 위장,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과정
을 다룬다. 일본 정부의 관점에서 식민지에 살던 재조일본인 2세는 전후
질서의 경계 밖에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이내 이들은 패전 후 일본의
국민 통합과 평화 담론에 빠르게 흡수되어야만 했다. 재조일본인 2세의
식민지 체험과 귀환 과정은 전쟁 희생자로서의 담론, 전쟁의 참혹함과
고난을 호소하는 하나의 귀환 서사로 재구성되며 전후 기억으로 형성되
었다. 이러한 전후 기억은 선량한 일본 국민, 전쟁의 희생자라는 형태로
정당화되었으며 결국 재조일본인 2세의 다양한 경험은 망각되었다.
제 4장에서는 재조일본인 2세가 일본 현지의 정치·사회적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조선에서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어진회를 만드는 과정을
다룬다. 방어진회에서는 재조일본인 2세의 개별적인 기억이 등장하는데,
이 기억은 전후 일본의 ‘기억 획일화’라는 거시적 흐름에 포섭될 수 없는
개별 주체들의 의미화 과정을 예시해 준다. 그것은 획일적인 담론을 비
집고 나오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이자 다양한 작은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일본의 획일화된 담론 안에서 재조일본인 2세가 가진 개별적이고
특수한 전후 기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자’ 로서의 위치에 대한 인식과 성찰이 보이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2세가 본인을 제국-식민지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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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둘째, 재조일본인 2세로서 겪은 ‘고난’을 주된 기억의 장치로 삼
는 경우이다. 이들은 전후를 묘사할 때 ‘단점은 있어도 장점은 없던 시
대’로 선을 그으며 주로 부정적인 경험을 토로했다. 식민지에서 태어난
제국의 국민이었다는 사실에 내적 갈등을 느끼지만, 식민지 지배의 주체
는 일본 정부이며 재조일본인 2세는 전쟁 희생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조선을 그리운 망향의 공간으로 기억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조선을
상기할 때 태어나 자란 곳에서 식민자로서 존재했다는 사실보다 아름다
운 유년기의 기억을 선사해 준 공간으로 인식한다.
제 5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향방문사업과 한일
교류활동이 시작되며 재조일본인 2세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재생되는 모
습을 다룬다. 일본 지역사 자료관에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의 역사 자
료가 등재되면서 귀환 과정과 귀환 후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지역사와 국제교류에서 상징되는 방어진회의 기억의 요체는 ‘망
향의 정서’이며 지역사로 포섭된 방어진회의 기억은 앞서 살펴본 전후
일본의 공식 기억과 조응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후 일본에서 전형화된 공식 기억의 형성 배경에는 전
후 일본을 부흥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국민상(像), 감정적 대립, 인식
의 충돌이 존재해 왔다는 점을 다룬다. 이때 재조일본인 2세의 기억은
단지 개인적 기억의 총합이나 역사적 증거의 집합이 아니며 전후 일본
사회에서 배분되고 공유된 상징적 이미지에 의해 매개된다. 이 과정에서
재조일본인 2세의 기억은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며 형성되며, 경합하는
담론을 통해 변화를 계속해 나간다.

주요어 : 재조일본인 2세(在朝日本人2世), 전후 일본, 기억, 고향, 식민
지 조선
학

번 : 2018-2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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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본 연구에서는 조선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귀환한 이들을 ‘재조일본인
2세’ 로 표기했다. 다만 선행연구와 문맥에 따라 ‘귀환자’ 도 병기했다.

□ 본 논문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했다.

□ 본 논문의 일본어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어문 규범에 따라 표기했다

□ 면담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연구참여자의 발화 표현을 그대로 제시했
다. 그러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설명을 덧붙이거나 논문 내
용과 관계가 없어서 생략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했다.
□
[ ] 연구자에 의한 부연설명
(…) 연구자에 의한 생략

본 연구는 <BK21플러스사업 단기해외연수>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Ⅰ. 들어가며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019년 7월에 시작된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분쟁은 식민지기에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징용한 일본 기업에 배상
의 책임이 있다는 한국 측 대법원판결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일본이 한
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였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ESOMIA)을
중단하며 악화된 양국관계는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1). 이와 같이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본 양국은 과거사를 두고 정치적으로 설전을
벌여 왔으나 인식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이번 무역분쟁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양국 갈등이 국제정치뿐만 아니
라 민간교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특히 40여 년간 매년 한국
으로 수학여행을 왔던 일본의 한 고등학교가 처음으로 한국행을 중단2)
하는 등 양국 간 민간교류가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민간교류는 한일 양
국이 마주한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에 이바지
해 왔던 상징적인 존재이기에 잇단 교류의 중단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했다.
이렇게 양국의 상호 이해가 엇갈리는 와중에 한국을 ‘고향’으로 여기고
누구보다 양국 간 갈등의 종식을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일본인의 존재가
눈길을 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자 전후 일본 사회의 주변에 위치한
재조일본인 2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재조일본인 2세3)는 식민지기 조
1) 중앙일보 2019년 8월 31일 자에서 인용.
2) 연합뉴스. ‘日고교, 40여 년 진행 韓수학여행 취소…청소년 교류 잇단 무산
(종합)’. (2019. 7. 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
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10985555 (2020년 3
월 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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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 태어나 자라 한반도를 고향으로 여기고 살아온 일본인을 지칭
하는 단어로 이들의 탄생과 역사는 일본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그 과
정을 같이한다. 재조일본인 2세는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제국주의 확
장과 함께 존재감을 키워 왔으나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이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다. 패전 이후 피점령, 탈제국의 이행이 얽히는 ‘패
전의 공간’과 해방, 초기 냉전, 탈식민지 이행이 교차하는 ‘해방의 공간’
(오은정 2018: 172)에서 재조일본인 2세는 복잡한 전후를 맞이했다.
전후 한반도 질서의 변동으로 조선에서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로 전락
한 재조일본인 2세는 일본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일본 사회에서 재조일
본인 2세를 포함한 일본인 귀환자의 전후사는 이른바 ‘고난의 귀환’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과 만주 지역에서 한반도를 통해 귀환한 일본인
들은 소련군에게 억류되거나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으며 때로는 귀환 과정
에서 약탈과 살해 위험을 마주해야 했다. 이 같은 잔혹한 체험은 일본인
귀환자를 식민지 지배의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희생자이자 피
해자로 인식(이형식 2013: 40)하게 했다.
일본에서 태어나 식민지 조선으로 이주해 온 재조일본인 1세와는 달리
조선에서 태어난 2세는 과거 양국의 역사를 관찰해 온 존재다. 이들의
기억은 단지 개인적이거나 또는 국가적인 것도 아닌 조선을 고향으로 생
각하는 재조일본인 2세로서의 특수한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 재조일본
인 2세는 조선을 태어난 장소이자 삶의 원점으로 여겨 왔기에 이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패전과 일본으로의 귀환은 고향 상실과도 같은 일이었
3) 재조일본인은 19세기 후반(1876년) 부산 개항 이후 일본이 패전한 1945년
까지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을 총칭하는 말이다. 기무라 겐지(木村健二 198
9)는 『재조일본인의 사회사』에서 이들을 ‘조선 거류 일본인’으로 정의했다.
권숙인(2008)의 연구에서는 이들을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Colonial Settle
r)’로 칭했으며, 차은정(2014)은 전후 일본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이들의 고
유한 실천적 양태에 따라 ‘재조귀환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는
‘재조일본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패전으로 인해 일본으로 귀환한
후의 삶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귀환자’라는 단어도 병용한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재조일본인 집단은 조선으로 건너온 재조일본인 1세의 자녀 세대
인 2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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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역사의 흐름 안에서 재조일본인 2세는 1세와는 다른 기억을 만
들어 나가는데 연구자는 여기서 2세의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닌 조선
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일본인이라는 특수한 정체성과 마주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조일본인 2세라는 사회집단의 결속과 전후 기
억의 형성이 각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한일 양국의 관계성
안에서도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재조일본인 2세가 고향을
떠나 고난의 귀환을 거쳐 탈식민-탈제국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한국과의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고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들의 정체성을 바
탕으로 만들어진 고향에 대한 기억이 전후 한일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연
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난
재조일본인 2세가 조선을 ‘고향’으로 여긴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귀환 후 ‘전쟁희생자’가 된 재조일본인 2세는 귀환과 전후를 어떻게 구술
하고 재현하는가? 이러한 과정에서 전후 재조일본인 2세에 관한 공식적
인 기억은 2세의 구술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또 2세의 기억은 고향과
조우하는 순간 어떻게 변화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재조일본인 2세를 연구 대상으로 조명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의를 밝혀내고자 한다. 첫째, 전후 일본의 공적 기억에서 주목
받지 못하고 주변화된 재조일본인 2세의 기억을 끌어내며 지금까지 보여
주지 못했던 주체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후 일본에서
표준화된 공적기억과 재조일본인 2세의 기억이 상호 충돌하고 타협하면
서 구축되어 온 과정에 주목한다. 나아가 전후 일본 사회의 공적 기억으
로부터 배제된 2세의 기억이 전후 일본의 공적 기억과 경합하며 새로운
방식의 기억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밝혀낸다.
전후 일본 사회의 공적 기억 아래에서 만들어진 재조일본인 2세의 특
수한 기억은 한일교류라는 실천에서 한국과 조우하는 순간 확대, 재생산
된다.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독립이라는 두 상황을 바라본 재조일본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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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게 전후의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까지 재조일본인 2세와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이들을 ‘조선에
서 태어난 일본인’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은 식민 지배를 대리한 식민 권력의 구성원인 동
시에 본국에 의해 지배받는 식민지 거주민으로서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20세기 제국주의의 역사를 복잡하게 경험했던 이들이기도 했다.
따라서 권숙인(2014)이 지적하듯, 식민지에서 펼쳐지는 민족·계층·젠
더 간의 다양한 접촉지대에 주목함으로써 식민지배 현실의 복잡한 역학
을 섬세하게 포착하지 않으면, 식민지시기를 거쳐온 다양한 삶의 모습들
과 역사적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 나아가 재조일본인 2세 집단을 보다 세분화 하여 그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세대의 직업과
출신 계급, 지역 간 차이, 패전 당시의 연령대를 보다 섬세하게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조일본인 2세들의 생애사를 이들이 경험한 일상의
역사와 더불어 더욱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배와
패전, 일본 귀환, 제국주의의 해체라는 거시적인 20세기의 역사와 현재로
이어진 한일관계사를 고려하면서, 재조일본인 2세에게 한국은 어떻게 기
억되고 표상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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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식민지기 재조일본인 연구
식민지기 재조일본인 연구는 먼저 역사학에서 주목 받았다. 지금까지
의 재조일본인 연구는 재조일본인 1세가 한반도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주를 감행한 배경과 이유, 이주 직군 분석 등에 집중되어 왔다. 1910년
국권 침탈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부터 조선에는 수많은 일본인이 살
고 있었다4). 조선사 연구자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1974)는 일본인의
한반도 이민을 “서민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침략”으로 보았다. 그는 재조
일본인 집단이 식민지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과 지배욕을 노골적으
로 나타냈으며, 재조일본인의 차별의식은 전후에도 일본 사회에 수용되
어 재생산되었다고 말한다. 가지무라의 연구는 주로 재조일본인 1세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식민지 권력과 결합되어 가는 과정은 보여주었으
나 조선에서 태어난 재조일본인 2세의 경험과 관점에 대해서는 간과했
다.
기무라 겐지(木村健二 1989)는 부산 개항부터 한일병합(韓日倂合)에 이
르는 식민지 과정에서 나타난 재조일본인 1세의 위치와 역할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조명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재조일본인 1세
대다수가 한반도에 이주하기 전에 일본 내에서 생활기반을 잃었다는
점5)과 재조일본인 1세가 국가와 일본의 거대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었다는 점6)을 밝혀냈다. 기무라의 연구에서는 1세가 식민지 권력과
4) 서구 제국주의와 비교해 일본 제국주의의 특수한 점은 식민지에 많은 사람
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취했다는 점이다. 조선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은 식민지
지배체제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길게는 2대, 3대에 걸쳐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구축했다(김경남 2008).
5) 일본인의 한반도 이주는 상업을 중심으로 한 생업적인 이주가 특징이었다.
조선내 일본인 거류지는 일본보다 임금과 수입이 높으나 지출이 많았기에 불
안정했으며 일부 중상류층 무역상을 제외하고 재산을 쌓는 이는 많지 않았다
(木村健二 198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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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관계하며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드러냈으나 2세의 존
재는 주변화되어 그려져 있다. 이들 가지무라(梶村秀樹 1974)와 기무라
(木村健二 1989) 의 연구는 ‘재조일본인’이라는 집단의 역사를 통사로 정
리한 성격이 강했던 만큼, 재조일본인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와 차이를
드러내는 데 무심하다고 볼 수 있다.
우치다 준(Uchida 2011)은 가지무라와 기무라의 한계를 넘어 재조일본
인 집단에서도 특정 직군인 상공업자에 초점을 맞췄다. 우치다는 조선
내 일본인 지배층을 “제국의 브로커”라고 명명하고 이들이 식민권력과
마찰을 빚으며 긴장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익 추구를 위해 조선인
지배층과 협력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식민지기의 강한 규율과 교육, 조
선인과 분리된 삶 등 국가적인 시공간에서 일원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면서 일본인 사회 안에서 계층에 따라 다른 생활 방식이 나타나는 점
도 검토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역사학자 Peter Duus(1995)는 일본의 서방 제국
주의의 모방과 조선 침략에 대해 다루며 조일수호조약부터 한일합방까지
재조일본인의 이주경위와 그들이 조선에 정착한 일본인 사회에 대해 다
루었으나 식민지기의 재조 일본인 사회에서의 일상적인 삶과 실천에 대
해서는 밝혀내지 못하였다.
다카사키 소우지(高崎宗司 2002)는 재조일본인의 한반도 이주부터 전
후사를 개괄하며, 일본의 식민 지배가 조선총독부의 관료나 엘리트만이
아닌 수많은 서민 재조일본인에 의해 지탱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카
사키는 재조일본인의 소자본가가 집결했던 거류민단 또는 상공회의소의
권익이 조선총독부 관료와 엘리트 계층에 의해 상실되었다는 것을 밝혀
내며 재조일본인 사회의 위계질서와 권력 관계를 보여 주었다.
6) 일본정부는 식민지배 초기 한반도에 거대자본을 진출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
적 편의를 제공했다. 그러나 거대자본가들은 조선의 불안정한 상황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일반인에게
눈을 돌리게 된다. 상인을 중심으로 한 일반도항자와가조선이민을 택했고 어
민을 대상으로 한 이민 장려정책이 실시되었다(木村健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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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다카사키는 전후 재조일본인 서민층의 조선에 관한 인식을 ‘고
향으로 여기며 그리워하는 유형’과 ‘식민지 인식을 극복하려는 유형’ 그
리고 ‘식민자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유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
했다. 이러한 유형론은 재조일본인 집단 내부의 역동을 보여주는 도구를
제공하지만, 각 유형은 재조일본인이 남긴 기록물에 기초한 단정적인 분
류에 그치며 재조일본인의 전후 기억 실천의 다양한 특성을 담아내지 못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비록 재조일본인이 위와 같은 특정한 유형으
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변수와 관계성을 따라 다른 삶의
모습과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형론을 넘어 조
금 더 세분화된 연구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우치다(Uchida 2011)와 다카사키(高崎宗司 2002)의 연구는 재조일본
인 내의 집단적 다양성에 주목함으로서 유형을 세분화 했으나 역사적 변
화에 따라 재조일본인 내부의 관계성, 기억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나아가
조선을 이주지로 보았던 1세와 조선에서 태어난 2세가 조선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나 위 연구에서는 그 차이가 잘 드
러나지 않는다. 물론 재조일본인 집단을 묶어 역사적, 정치적 함의를 드
러내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 관계를 재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해 재조일본인 2세의 구체적
인 실천에도 주목하며 다양한 삶의 경험을 이해하는 민족지적 연구가 동
반될 때 입체적인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다카사키의 세 가
지 유형을 검토하되, 재조일본인 2세가 처했던 상황과 맥락, 일본 내부와
의 연계를 함께 고려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갈등, 모순도 발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에서도 재조일본인의 전후 조선관 형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이형식(2013)은 국내의 식민지 연구는 주로 식민지 지배권력 대 민
족독립운동이라는 이항대립적인 분석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배에
대한 저항'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민지 지배권력' 자체에 대한 분석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일본의 패전 이후 동아시아의 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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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재편되며 동아시아라는 초국가적 공간(transnational space)을 이
동하는 가운데 재조일본인이 오랜 기간 잊혀져 왔다고 보았다.
최영호(2008)는 경성에 살던 재조일본인의 귀환 후를 분석했다. 그는
전후 재조일본인의 식민지배에 관한 관점을 '더 나은 조선 통치를 했어
야 한다'와 같은 유형과 '조선인과 일본인은 같은 정치적 경제적 조건
아래에 있었다'는 유형 등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최영호는 이 유형틀이
현재까지 일본사회의 식민지배 관점에 유효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위 논의는 패전 후 일본인의 귀환 체험을 둘러싼 '공적기억'의 형성과
정을 다룬 연구로, 식민지 조선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일본인들이 거
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에는 왜 고난의 기억만이 남아 공적 기억으로
수렴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위 논의에서는 재조일본인의 기억을
유형화 하면서 세대, 직업,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구체적인 상황 및 동향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따라서 재
조일본인의 기억과 인식에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수렴되지 않는 다양하
고도 구체적인 체험을 복원해 낼 작업이 필요하다.
위의 논의를 보완하며 재조일본인 생애사 연구가 진행되었다. 식민지
기의 방어진 사회와 어촌의 형성 과정을 기록한 박정석(2012)의 연구는
풍부한 자료와 다양한 조사에 기반하여, 기존의 대도시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당시 지방 소도시였던 울산, 그 중에서도 이주 일본인들의 계급
과 계층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특히 그는
재조 일본인 2세의 고령화로 인한 자료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방어진 소학교의 동창생들을 대상으로 구술사 연구 방법을 사용
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롭지만, 재조일본인 2세와 한일교류의 관계성을 고
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권숙인(2006; 2008;

2014)은 재조일본인을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Colonial Settler)’로 칭하며 이주사와 재조일본인 집단의 형성과정을 검
토했다. 권숙인(2006)은 일본인의 한반도 이주가 국가 정책 외에도 신분
상승과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재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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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이주역사와 그들의 일본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인
류학적 방법론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2008년의 연구에서는 재조 일본인 사회에서 일본인 학교가 가진
상징과 커넥션을 분석하면서, 실제 일본인들의 일상적인 실천과 관행이
어떠했는지, 그러한 것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의식과 욕망은 어떻게 규
정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2008: 63). 권숙인은 이후의 연구(2014)에
서 한반도에 거주했던 게이샤 여성의 사례를 통해 재조일본인 여성의 생
애사를 고찰했다. 특히 식민자 사회 내부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젠더와
계층에 의해 초래된 차이와 다양성(권숙인 2014:154)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식민지에서 영위한 생활과 귀환과정의 체험이 향후 거류지에
대한 역사관의 형성은 물론이고 전후 한일 양국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고려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재조일본인의 역사를 전전과 전후
안에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층, 젠더, 지역성과 같은
다양한 변수의 프리즘을 통해 재조일본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전후 재조일본인 귀환자 연구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패전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구 식민지 등
에서 700만 명의 일본인이 본국으로 귀환했고, 다양했던 식민지에서의
존재 양상만큼 이들의 운명은 일본 사회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7)되
었다. 특히 식민지에서 경제적 기반을 쌓았던 재조일본인 1세와 조선에
서 태어나 조선이 고향이었던 2세에게 있어 일본은 조국이기보다 멀고
먼 낯선 땅에 불과했다.
7) 제국 일본의 붕괴 직후 일어난 대규모의 인구 이동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오은정 2018: 170). 이연식(2016)
은 이와 같은 전후 이주 연구가 통시적, 거시적, 정책적 시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귀환자 간에 차이가 나는 유입 시기 및 장소, 출신 지역 세대, 직업
군 등의 연구는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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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패전 직후 폐허가 된 일본 역시 해외 식민지에서 돌아온 동포를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기에 귀환한 이들에게 닥친 실업은 가장 큰 경제
적 이슈가 되었다. 이후 소위 잔류 방인(邦人)으로 일컬어지는 고아 문
제, 송출 지역에 따라 1980년대까지 이어진 국적회복 문제 등에 봉착하
기도 했다.
먼저 일본에서 재조일본인 2세를 포함한 귀환자 집단은 원호(援護)의
대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는 귀환자의 지위 보상과 관련한 의료적
조치, 복지 문제, 법적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이 절실했
기 때문이었다. 1947년 일본 후생성의 귀환 원호원은 패전 직후 해외에
거주하던 일본인 귀환자의 귀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조선, 구소련, 만
주, 중국, 대만, 태평양 등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정보를 정리, 편찬했다.
일본에 정착한 재조일본인은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이들의 영양
문제, 실업 문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등을 다룬 지역별 자료(柴田一・
太田健一 1986)도 편찬되었다. 재조일본인의 귀환사업에 관여했던 모리
타 요시오(森田芳夫 1964)는 『조선 종전의 기록-자료편(朝鮮終戦の記録
-資料編)』이라는 방대한 연구를 통해 패전 당시의 상황과 귀환 담당 관
리들의 행보를 고증했다. 이후 재조일본인에 관한 정책 연구, 귀환자들이
일본 지역사회에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최
영호 2011; 정병욱 2004; 木村健二 2005; 安部安成·加藤聖文 2004; 東洋
文化研究所8)).
이연식(2014)은 재조일본인 1세와 2세의 회고록 속에서 조선 관련 내
러티브를 추출해 식민지에서는 가해자로 기억하고 있는 재조일본인이 스
스로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한반도를 비롯
한 구 식민지는 그들이 ‘피해’를 입은 문제의 현장이며, 동시에 그 아픈
8) 대표적인 저서로 가쿠슈인대학 동양문화연구소(学習院大学東洋文化研究所)의
연보 『동양문화연구(東洋文化研究)』를 들 수 있다. 이 자료에는 조선의 수
산업, 농업, 임업과 관련해 근무했던 총독부 관리와 지주들의 구술자료가 담
겨 있어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 행해졌던 정부 방침 및 귀환자의 조선관 등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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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지속해서 떠오르는 트라우마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 귀환
시 체험한 강렬했던 기억의 잔상들이 곧 일본의 조선 지배와 종언이라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했을 때 개인의 피해의
식이 곧 집단의 기억 내지는 공적 기억으로 확장되고, 급기야 구 식민지
와 그곳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행에 빠뜨린 원흉이라는 왜곡된 인
식을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재조일본인 2세에 관한 연구는 산발적으로 축적된 상태이나
아직 한일관계가 재조일본인 2세와 연결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보기 어렵다. 재조일본인 2세 연구는 주로 ‘전쟁희생자’ 로서의 모습이나
식민지 지배자로서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등 주로 악화된 국제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증거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재조일본인 2세가 역사의
당사자가 되어 스스로 만들어 나갔던 삶의 방식이나 고향으로서 한국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김경남(2008) 역시 재조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귀환사 연구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전후 시기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재조일본인 2세의 인식이 변
화되어 가는 과정을 다룬 연구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주로 식민지 조선에서 재조일본인의 지배자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
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2세의 조선관과 귀환 후의 모습을 재조명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재조일본인 2세가 전후 일본 사회와 연계되어 가는 과
정, 일본의 전후 공적 담론의 형성 안에서 역사적 주장이 정치적 힘으로
작동하는(Johnson et al. 1983) 과정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의
식으로부터 재조일본인 2세의 눈에 인식된 고향 조선은 어떠했는가, 패
전과 귀환 그리고 전후를 경험하며 재조일본인 2세은 과거를 어떻게 회
고하는가, 한일관계의 변천 안에서 고향 조선은 이들에게 어떤 동기가
되어왔는가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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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환자의 집단기억과 구술사 연구
재조일본인 2세와 같은 역사 속 존재를 연구할 때 ‘기억’은 과거와 현
재를 함께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이며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역사의 인과관계도 함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역사가가 참여
한 『기억의 장소』에서, 저자 피에르 노라(Nora 1996: 27)는 다음과 같
이 말한다.

역사는 원인보다 결과에 많은 관심을 쏟는다. (…) 사건 자체보다
시간이 경과한 후 사건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의미가 소멸
되거나 되살아나는 것에 주목한다. ‘실제 일어난 사건’보다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재사용되거나 쇠퇴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노라는 역사를 재기억화로 보았다. 즉,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며 지금 이곳에서 형성된 과거의 구조에 관심을 쏟
는 것으로 본 것이다. 모리스 알박스(Halbwachs 1992)는 무엇이 사회를
결속시키는가에 관한 논의에서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을 들었다.
그는 집단기억은 기억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사람들은 사회 속에
서 기억을 얻으며 사회 속에서 기억을 회상하고 인식하며 구체화한다고
주장했다. 집단기억에서 과거는 순수하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
고 만들어지는데, 이는 개인의 기억이 파편화되어 있고 독립된 것이 아
니기에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서 기억은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변화하며, 사회적 상황을 통해
현재에 따라 재구성된다. 이를 통해 사회는 기억의 근거를 제공하고, 개
인이 특정한 것을 기억하거나 어떤 것은 망각하도록 하면서 직접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는 사건도 기억하게 한다. 알박스의 기억이론을 계승한
얀 아스만(Assmann 1995)에 따르면 정체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
화적으로도 형성된다. 이른바 ‘문화적 기억’은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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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보편화한 집단성을 넘어 개인의 역동성
과 특수성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알박스(Halbwachs 1992)와 아스만(Assmann 1995), 노라(Nora
1996)의 기억연구는 세계대전 이후 역사와 기억하기, 기억의 정치학 분
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집단기억이 사회와 개인의 정체성
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학이(2006)는 기억은 집단을
매개하는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회적
으로 형성된 기억은 한 집단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이고 정치적
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사회 안에서 정치적인 힘으로 작동하는 기억은
과거를 통한 문화적 구속으로서 현시점의 합리성과 근거를 제공하며 기
억의 구성원들에게 금기와 요구를 제시(Olick, 1999)하기도 한다.
일본인 귀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구체적인 예로 이들의 귀환
후의 기억과 인식의 변화를 다룬 연구(成田龍一 2010)와 식민지 경험을
둘러싼 기억의 변화를 유형으로 분류한 연구(広瀬玲子 2016) 그리고 전
후 일본 사회에서 귀환자를 둘러싼 집단기억과 담론을 고찰한 연구(安部
安成·加藤聖文 2004; 박이진 2017)가 있다. 이 연구들은 귀환자들의 기억
이 일본의 전후 담론 아래에서 침묵되는 모습을 다루었다.
연구자는 귀환자를 둘러싸고 전후 일본 사회에서 재생되는 ‘고난’으로
서의 기억 역시 연구의 배경으로 활용하였으나, 재생된 기억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기억, 요컨대 2세의 특수한 기억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재조일본인 2세는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일본식 생활을 영위
해 왔으나 전후 이들을 구속하는 감각의 모체는 조선의 자연과 풍물에
있었다(차은정 2014:3).
따라서 연구에서는 조선의 경험을 가지고 고유한 정체성과 기억을 만
들어 온 2세에게 착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조일본인 2세 귀환 양상과
전후를 구술조사를 통해 보여준 연구(曺龍淑 2003; 広瀬玲子 2012; 차은
정 2014)를 주요한 선행연구로 삼았다. 일본에서는 다큐멘터리9)뿐만 아
9)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2016년 오사카 아시안 영화제의 관객상 수상작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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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공공방송인 NHK에서도 ‘전쟁 증언 아카이브’10)를 통해 전쟁 경험
자를 포함한 일본인 귀환자의 기억을 발굴해 내는 작업이 한창이다. 일
본인 귀환자의 기억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구술사 수집11)도 지역
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 귀환자 집단을 아우
르는 연구 자체가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생활
실태와 전후 의식을 해명하기 위해 식민지 시대의 생활사와 전후를 다룬
매체의 적극적인 활용도 연구 방향과 진행에 큰 도움을 주었다.
기억은 그 집단이나 사회 안에서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
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재조일본인 2세의 침잠되었던 기억 안에
서 다의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구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자 했다. 구술은 기존의 역사관에 대항할 수 있는 사료의 가치를 가
지면서 그 자체가 정치적 실천 형태로 기능(태지호 2012: 32)할 수 있기
에, 개개인의 삶의 맥락을 다른 방향에서 조명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전후 일본 사회의 지배 담론에서 벗어나 다양한 목소리를 보여 줄 수 있
다.

대만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 작품에 노미네이트되며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았던 <Wansei Back Home>이 있다. 식민지 시대 대만에서 태어
나 자란 일본인들의 고향 방문을 다룬 내용이다.
10) NHK의 전쟁 증언 아카이브 https://www2.nhk.or.jp/archives/shogenarch
ives. 본 아카이브에 ‘귀환자’를 검색하면 방송 26건, 증언 187건, 뉴스 영상
32건, 수기 35건 등 총 280건의 자료가 검색된다. 증언 영상은 귀환과 관련
한 개인의 생애사 혹은 특정 기억을 구술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증언에
참여한 대부분은 만주에 살았던 일반인 혹은 구소련 지역의 군인이며, 조선
에서 간호사였던 여성 귀환자 소수의 증언도 수록되어 있다. 공공방송인 NH
K에 이들의 증언이 가장 많이 채록된 것은 귀환자와 관련한 일본의 국가 기
억 형성과도 맞닿아 있다. 전후 일본의 귀환자 담론 형성에 관한 자세한 내
용은 4장에서 다룬다.
11) 미디어 매체를 제외하고는 지역사의 일환으로 채록, 보관하는 형태로 진행
되고 있다. 일본 나가노현에서는 만주농업개척 이민단에 참가했던 귀환자의
증언을 채록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 등장하는 오카야마현 비젠시에서는 조선
에서 살았던 일본인들의 구술을 촬영하거나 자료로 남겨 국제교류센터에 보
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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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후 일본과 귀환자 단체
역사사회학자 아라라기 신조(蘭信三 1994)는 지금까지 일본인의 식민
지 이민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역사학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식민지
로의 이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정책의 배경은 무엇이며 어떤 생활을 했
으며 다른 민족과 어떻게 접촉해 왔는지, 또 패전 후 경험한 지위의 전
락과 전후 일본 사회에서 일본인 귀환자의 위치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에 대한 시선은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관료에 의해 작성되
거나 원호(援護)를 위해 쓰인 귀환자사에서 탈피해 귀환자 집단의 특수
한 경험, 일상생활, 인식, 이야기 등 그들 공동의 생활사적인 삶의 모습
에 착안했다. 이후 진행된 연구에서 아라라기(蘭信三 2007)는 개척 농민
으로서 만주로 떠난 일본인 1세 단체를 직접 만나 인터뷰하며 식민지 경
험이 만들어 낸 집합적 기억을 분석했다.
사카베 쇼코(坂部晶子 2008)는 식민지 2세의 의식구조를 분석하기 위
해 이들이 만든 동창회나 동향회 같은 집단을 분석했다. 예컨대 만주에
살던 일본인들의 동창회에서는 일반적인 단체 활동 외에도 만주에 거주
할 당시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며 공유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
에서 표출되는 공동의식의 특징은 시간이 과거에 고정되어 있으나 현재
중국과의 연결고리나 식민지 경험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 태생의 재조일본인 2세 동창회를 연구한 조용숙(曺龍淑 2003)은
동창회를 집단기억의 장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인 동창회에서는 고향이나
유년기에 대한 향수를 회고하지만 재조일본인의 경우에는 내적 갈등이라
는 감정이 더해진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내적 갈등은 그들 역시 식민지
의 피해자라고 상정하면서도 식민자로 군림한 일본인으로서 떳떳하지 못
하다는 감정을 느끼거나 죄의식을 느끼는 양가감정을 의미한다. 조용숙
의 연구에 등장하는 재조일본인 단체는 동창회 개최, 모교 방문, 교류 활
동 등을 통해 그리움을 더욱 강화해 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식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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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실과 식민지를 고향으로 두었다는 내적 갈등을 극복해 나간다.
귀환자 일본인의 전쟁 경험과 인식의 담론을 논한 나리타 류이치(成田
龍一 2010)는 1945년 전쟁 직후를 ‘체험의 시대’로 정의했으며 이 시기에
는 전쟁을 경험한 이들이 ‘개별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고 주장한
다. 1970년대부터는 ‘증언의 시대’로 귀환자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동창회
가 늘어나고, 개별적 경험에서 집단의 경험으로 전회하며, 전쟁을 경험하
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쟁 경험이 간접적으로 전해졌다. 1990년대 이후는
‘인식의 시대’로 전쟁 직후의 경험을 갖지 않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체험과 증언의 시대 자체의 맥락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재조일본인 2세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후
일본 각지에 세워진 일본인 귀환자 단체의 형성 과정을 참고하였다. 나
아가 재조일본인 2세의 일상적인 실천과 관행이 어떠했는지, 그러한 것
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의식과 욕망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권숙인
2008:63)를 탐구하며 재조일본인 2세의 기억이 귀환자 집단과 특정 시공
간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되어 왔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조선에서 태어나 1945년 패전으로 일본에 귀환
한 일본인 2세이며 논문에서는 ‘재조일본인 2세’로 칭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재조일본인 2세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정부 주도에 의해 조선 방어진으로 어업 이주한 1
세라는 점이다. 둘째, 재조일본인 2세 본인은 1930년대 초 중반에 태어나
조선에서 일본인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패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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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귀환한 후 조선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기 위해 동창회인 방어진회
를 만들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울산시와 문화, 행정교류를 하고 있다.
연구자는 일본에 거주하던 2015년 7월 대학에서 실시한 지역연구에 참
여했다. 오카야마현 비젠시 히나세정(岡山県備前市日生町)의 대표적 산
업인 어업을 조사하던 중 히나세의 일본인들이 1910년대 조선으로 단체
어업 이주를 했다는 것과 패전 후 일본으로 역이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히나세의 지역사 기념관에는 조선으로 이주했던 일본인들의 어
업 도구와 거래 영수증, 사진, 회고 자료가 놓여 있었고 한국어로 적힌
자료도 있었다. 당시 전후 70주년을 맞은 일본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근
현대의 역사 다시 보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같은 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군함도를 둘러싼 역사 해석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은
외교상 큰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 기념관에 전시된 자료의 내용은 ‘망향’, ‘나의
고향 조선’과 같은 것으로 미디어에서 다루는 한일관계의 양상과는 괴리
가 있는 모습이었다. 인구 8,000여 명의 어촌인 히나세에서 조선 태생의
일본인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이내 귀환자 단체 방어
진회를 알게 되었다. 방어진회는 울산 방어진에서 태어나 자란 일본인 2
세의 모임으로 현재는 상당수가 고령자이며 정확한 사망자 집계는 확인
되지 않는다. 그러나 1993년 기록된 동창회 명부에 기록된 방어진회 회
원은 총 272명이다. 연구에 참여한 9명 중 8명은 히나세에 거주하고 있
으며 평균 연령은 약 83세이다.
방어진회는 1970년대 초반, 울산 방어진에서 태어나고 자라 패전으로
일본에 귀환한 일본인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1945년 귀환한 이후 비공
식적으로 조선 태생 일본인들이 작은 모임을 만들었으며 옛날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으나 전국에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 공식 모임을 만든 것은
20여 년이 흐른 1970년대였다. 처음에는 회원 수가 가장 많은 히나세에
모였고 이후 은사를 모시거나 한국인 동창생을 초대해 인근의 히로시마
현, 효고현에서 2년에 한 번 1박 2일 일정으로 숙박형 동창회를 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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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1990년대에는 고향방문단을 조직해 진행한 고향방문사업이 한국과
국제교류로 이어지며 활동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회원 모두가 고령
인 2020년 현재는 동창회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연구자는 2015년 지역연구를 통해 방어진회와 인연을 맺은 후 한국과
교류에 필요한 자료를 번역하고 연락을 담당하는 봉사 활동을 해 왔다.
이후 방어진회를 석사 학위 논문을 위한 연구 대상으로 고려한 2018년부
터 방어진회에 연구 의도를 밝혔고 인터뷰에 참여할 회원들을 알게 되었
다. 2018년 6월 예비조사에서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고, 2019년 11월 본조
사에서 방어진에 대한 기억과 전후의 기억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방어진회 회원들은 평균 연령 83세의 고령이며 경우에 따라 거동이 불
편한 회원도 있었기 때문에 연구의 심의과정부터 각별히 주의했다. 연구
동의 과정에서는 방어진회의 기억이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지속적인 동의를 위해 연구 처음과 끝 두 차례에
걸쳐 동의를 받았다.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1시간 정도 인터뷰를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했으며 건강 상태에 따라 회차를 나눠 실시하기
도 했다.
오늘날 재조일본인 2세는 현재 8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고령자 집단
으로, 해가 갈수록 생존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세계 2차 대전과 식민
지 경험은 아직까지 이들에게 ‘체화된 기억’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 수행된 미디어 보도와 연구의 결과로 이들의 경험은 점차
‘실제적 경험’에서 ‘구성적 경험’으로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나
미디어 보도가 미처 포괄하지 못했던 증언들을 더 수집하고, 이들이 소
장하고 있던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분석해 연구 결
과로 남기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현재 방어진회는 동창회이면서 또한 국제교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존재로 지방자치단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인터뷰는 오카야마
현 비젠시청의 배려로 시청 별관과 지역사 자료관에서 진행했다. 또한
방어진회 회원뿐만 아니라 국제교류로 이어진 방어진회의 활동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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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이해하기 위해 국제교류 담당자 3명도 인터뷰했다. 이들은 국제교
류 담당자의 자격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어진회의 고
향방문사업 초기 기획자이고 방어진회 회원의 자제이자 교류 담당자로
방어진회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교류 담당자들은 본 인터뷰를 히나세 지역사를 기록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기에 모든 인터뷰에 함께 참관했다. 인터뷰는 일본어로 이루
어졌으며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녹음을 허락받았다. 지역사 기록을 위한
비젠시의 요청으로 모든 내용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인
터뷰에 참여한 피면담자의 기본적인 사항은 <표 1>과 같다.

- 19 -

<표 1> 피면담자 기본 사항

이름

소속

생년

부모
직업

1

가와노

방어진회
(2세)

1932

조선업

2

미하라

방어진회
(2세)

1935

어부

3

사이토

방어진회
(2세)

1935

상업

4

이토

1935

어부

5

스즈키

1935

어부

6

다케다

1935

수산물
가공업

7

후지이

1937

어부

8

고바야시

1937

어부

9

와타나베

1938

조선업

10

다무라

방어진회
(2세)
방어진회
(2세)
방어진회
(2세)
방어진회
(2세)
방어진회
(2세)
2세

비젠시청

패전 당시
상황

방어진 소학교
졸업 후 경성
전문학교 재학
방어진 소학교
4학년
방어진 소학교
4학년

귀환 후
한국 방문

기타

5회

국제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
방어진회 최고령

7회

7의 친척

2~3회

방어진회 중 한국
첫 방문, 귀환자
소설 집필

방어진 소학교
4학년
방어진 소학교
4학년
방어진 소학교
4학년
방어진 소학교
2학년
방어진 소학교
2학년

없음

2회

5와 형제

미취학

없음

귀환자 역사
알리기에 적극적

1944

업무로
매년 1회
방문

비젠시장,
고향방문사업
기획자, 방어진회
지원 역할

7회
2회

8과 형제.
배우자도 조선 출생

1회

11

니무라

비젠시청
(3세)

1948

현 비젠시 의원.
업무로 모친이 재조일본인,
매년 1회 아내 가족 전원
방문
대만 귀환자, 차기
방어진회 지원 역할

12

오노

비젠시청

1955

업무로
매년 1회
방문

<표 1>에서 1번부터 9번 피면담자는 조선에서 태어나 자란 재조일본
인 2세이며, 10번부터 12번 피면담자는 방어진회의 국제교류 실무담당자
이다. 피면담자 중 와타나베(9번)는 귀환자이지만 유일하게 방어진회에
소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와타나베는 다무라(10번)와 니무라(11번)의 오
래된 지인이며 귀환 후의 삶과 기억의 형성이 다른 구술자와 크게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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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는 점과 본론에 중요한 사례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자에
포함했다. 이들은 패전 후 일본 오카야마현 비젠시 히나세로 귀환했으며
도쿄의 대학에 진학한 사이토(3번)를 제외하고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고 히나세에서 평생을 보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재조일본인 2세의 기억을 생애사적으로 분석했다. 2010
년대에 접어들어 일본에서는 구 식민지의 일본인 귀환자 2세를 대상으로
한 다큐멘터리가 활발하게 만들어지면서 문헌에서 주목되지 않았던 생애
사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문헌에 드러나지 않는 재조일본인의
기억을 발견하기 위해 구술 생애사를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평균
연령 80대 중후반의 고령으로 인생의 말년기에 자신의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 상황에 따라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있다. 연구 현장이 외국
이기에 귀국 후에는 이메일과 전화로 추가적인 내용을 보충했다.
연구 방법으로는 단체 인터뷰, 개별 심층 면담, 참여관찰과 문헌자료
분석을 이용했다. 2018년 6월 예비조사와 2019년 11월 본조사를 제외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방어진회에서 국제교류로 한국 측과 연락이
필요할 때는 자료의 번역을 도우며 비공식적 면담을 진행했고 일본 방문
시 재조일본인 2세의 회식에 동석하는 등 참여관찰도 수행했다. 심층 면
담은 일본으로 귀환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구술 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문헌자료를 통해 연구의 구조를 구체화
하고자 했다.
연구 참여자의 부모는 일본의 식민지 구축을 위한 국책사업을 통해 조
선으로 이주한 세대로 조선에서 정착해 2세를 낳고 삶의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조선을 떠나
게 되면서 정부 주도에 의한 이주를 다시 한번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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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조일본인 2세를 중심으로 전후를 아우르는 긴 역사를 서
술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참여관찰과 인터뷰 외에도 문헌과 자료를 적
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재조일본인의 이주와 귀환을 다
룬 국회 회의록과 법, 언론자료를 참조했으며, 이주 경위를 파악하기 위
해 사료 역시 적극적으로 참고했다. 아울러 재조일본인 2세의 생애를 조
명하기 위해서는 전후 일본의 역사와 정치적 상황, 현재 한일관계의 이
해와 학습이 필수적인 만큼 전후 일본의 역사와 정치를 다루는 역사학,
사회학 관련 논문을 참고해 재조일본인 2세의 귀환 이후의 삶을 깊이 있
게 다루고자 했다. 마지막 Ⅴ장에서는 방어진회를 전신으로 하는 한일교
류의 행보를 다루면서 신문 기사와 인터뷰를 활용했다.
마지막으로 식민지 조선 태생 일본인 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을 둘러싸
고 전개되었던 전후 일련의 사건의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
시하며 연구자는 제국과 식민지라는 과거사 문제에 계속적으로 직면해야
했다. 식민지기 조선, 일본의 패전, 귀환, 전후의 삶이라는 역사를 살아온
이들을 이해함과 더불어 그 실천이 이루어지는 방어진회에 한국인인 연
구자가 들어가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그러한 경계성,
즉 ‘끼인’ 존재로서의 불완전한 존재성이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서 타문화
를 ‘관찰’ 할 수 있는 시선을 획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건(이영진
2012:14)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에 임했다.
특히 패전으로 한순간에 ‘고향’으로 여겨 온 곳을 떠나 ‘고국’ 일본으로
떠나야 했던 배경을 설명할 때와 한일관계의 악화에 대한 감상을 물을
때는 연구자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조선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일본인, 이들이 만들어가는 한일교류라는 실천, 그리고 그 실천을 지속하
게 하는 ‘기억’은 한일 과거사를 다뤄야 하는 연구자에게 깊은 성찰의 기
회를 제공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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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인의 한반도 입식과 정착

Ⅱ장에서는 근대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지 정책을 이주의 관점에서 살
펴본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아시아 대륙 진출을 위한 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조선으로의 식민이주가 논의되었다. 본 장
에서는 먼저 당시 제국의회 중의원 의사 속기록과 조선 안내서적 사료를
통해 일본에 조선이 가지는 의미와 이민 정책의 수립과정을 탐구할 것이
다. 또한 지방 정부의 어업 근거지 설치와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일
본인 집단 이민촌을 통해 식민지 이주어촌의 역사를 조망할 것이다.

1. 일본인의 조선 진출
조선의 개항 이전에 서양의 제국 질서가 동아시아로 확장되면서 기존
의 동아시아 질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1865년 일본은 천황 친정 체제
를 마련하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국가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대외적으로 팽창하는 가운데 조선 침략에
대한 정한론(征韓論)이 대두했다. 1875년 일본의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해안에 침입함에 따라 일본과 조선 양국 간에 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건
으로 이듬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문호를 개방하는 조일수호조규(朝日修
好條規)가 체결되었다. 이후 부산에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되면서 일본인
의 조선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高崎宗司 2002).

1) 이주정책
일본은 왜 한반도 이주를 권유했을까? 다음은 1892년 제3회 제국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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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의 의사 속기록12)에 있는 중의원 가토 헤이시로(加藤平四郎)의 발
언이다. 그는 해외 이주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국토의 면적에 한계가 있으나, 인구의 번식에는 한계가 없다. 이주식
민업은 현금(現今)의 급무이다. 해외에 이주민이 있고 식민지가 있
으면 내지의 물산 제품을 수요하고 외국과 직접 무역을 창성하게
할 수 있다. 그 착수 순서는 먼저 이민지를 탐험하여 그 상황을 널
리 내국 인민에게 알려 그 단서를 여는 일 (…) 본 의원 등은 정부
가 이에 관하여 확실한 예산을 세워 차기 의회에 이를 제출하고 협
찬을 거쳐 탐험의 실효를 거두기를 희망하여 이를 건의한다.

중의원 속기록은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제한적인 일본 국토를 이주정
책의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식민지에 물산을 보내
거래하는 것이 일본의 무역을 창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로 식민지 찾기와 영토 확장을 위해 예산을 할당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한편, 조선에 대한 일본의 폭넓은 관심과 식민주의적인 정책 발의는
단지 정부 수준에서만 거론되는 것이 아니었다. 청일전쟁 전후 일본에서
는 조선 진출을 위해 조선의 지리와 사정을 조사한 서적이 발행되기 시
작했다. 이는 식민지 경영을 위해 간행된 것으로 조선 현지에 관한 정보
수집, 급속도로 팽창하는 인구에 따른 국토 확장, 상품 시장의 확대를 목
적으로 했다. 1904년 러일전쟁 직후부터 일본은 조선을 대상으로 한일의
정서 체결을 강요하고 통감부를 설치하는 등 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
기 시작했다(함동주 2006: 178). 한편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륙
으로 세력을 확장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면서 조선 관련 서적은 단순
한 정보지의 성격을 넘어 일본인 이주를 장려하는 서적으로서 특징을 갖
12) 帝国議会会議録システム[第3回帝国議会衆議院本会議第11号 明治25年5月26
日]. (2020년 6월 4일 접속), https://teikokugikai-i.ndl.go.jp/#/detailPDF?
minId=000313242X01118920526&page=13&spkNum=71&current=1.

- 24 -

게 됐다.
부산시보사(朝鮮時報社)의 사장이었던 일본인 다카키 스에카게(高木末
熊)는 1897년 일본인이 부산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조약과
법규를 안내하는 『도한자필휴(渡韓者必携)』를 발간했다. 그는 조선에
거주하는 재조일본인이 이미 1만 명을 넘었으며, 주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현재 거주자는 관료와 상인 정도이지만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책은 조일수호조규의 내용, 일본 거류
민의 무역규칙, 양국 통어(通漁) 규칙, 부산항 어선 정박 단속 규칙, 조선
해안에서의 일본 범죄 어민 단속 규칙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 안내
서는 조선을 ‘수산물의 보물창고’로 묘사하며 일본인의 한반도 이주를 권
하고 있다.
하라다 히코구마(原田彦熊)의 『조선개척지(朝鮮開拓誌)』는 일제 강점
이후인 1913년에 발행된 조선 안내서이다. 이미 상당한 수의 일본인이
조선으로 이주했을 시기였음에도 여전히 조선으로 이주해야 하는 이유를
역설하고 있다. 하라다는 일본인이 한반도 개척을 위해 노력해야 하기에
조선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일본에서 생산되는 작물만으로 자체 공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 전역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곧 일본 제
국주의 기조에 큰 역할을 했으며, 이에 따른 식량 공급 문제와 상권 확
보의 절실함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한반도 이주를 장려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일본 정부는 조선에 대한 발언권을 확장하기 위해
일본 최초의 이민 법규를 제정했다. 1896년 제정된 「이민보호법」13)(칙
13) 제1조에 따르면 이민은 ‘외국’으로의 이주를 의미하며, 제2조에 따라 이민
자는 여권을 휴대해야 한다. 제3조는 제국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의
영지에 이주하거나, 이주할 나라의 국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여권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4조는 신원보증인을 세우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메이지 정부의 최초 이민법은 여권 수령과 이민에 관해 까다로운 규칙을 적
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민의 권리와 보증인 간의 관
계를 더욱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1896년 「이민보호법」을 기존의 칙령에
서 법령으로 수정했다. 1901년 12월에 이민보호법 제1조의 ‘외국’을 청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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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해외 도항의 붐 가운데 이민의 보호와 이민 취급업자의 취체(取
締)를 목적으로, 또한 미국이나 호주에서의 (이민에 대한) 배일(排日) 기
운의 진정화를 기하고자 내무대신과 외무대신이 협의하여 칙령으로서 법
제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보호법」은 브로커에 대한 규제를 강
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민의 유행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호소
하는 사람이 증가하자 이를 방지함으로써 국제적 알력의 발생을 방지하
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木村健二 1988: 25).
본 법에서 규정하는 노동자는 ‘경작, 어업, 광업, 토목, 건축’ 등과 같이
제조업에 종사해 노력을 제공하는 자(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2011: 67)
이다.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14)들도 어렵
지 않게 이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설계했다.
다음의 <표 2>는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조선 거주 일본인 수의 추이
연도

인구(명)

연도

인구(명)

1876

54

1915

303,659

1880

835

1920

358,950

1885

4,521

1925

443,402

1890

7,245

1930

527,016

1895

12,303

1935

619,005

1900

15,829

1940

707,742

1905

42,460

1944

712,583

1910

171,543

(출처: 함동주 2017, 원출처: 梶村秀樹 1974: 80)

와 조선 이외의 외국으로 개정하면서 조선의 일본인 이민자는 보호법의 대상
에서 제외되었다.
14) 다카사키 소우지(高崎宗司 1993)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서 다수 하위계층
의 이민이 군인과 자본가의 대외침략, 식민지 지배를 떠받치고 있는 점을 근
대 일본의 식민지 영토 확장과 인적 흐름의 특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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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조일수호조규 이후 54명에 불과했던 일본인 수는 부산에 거류
지가 생기면서 1880년 835명에 이른다. 이후 조선 내 일본인 거주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1896년 이민법 제정과 1904년 러일전쟁을
거치며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10년에는 조선
거주 일본인 수가 20만 명에 이르렀다.
다음의 <표 3>은 1908년 조선 내 일본인 직업군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조선 거주 일본인의 직업군
직업

인구(명)

직업

인구(명)

상업

47,396

예·창기·작부

4,253

잡업

16,815

어업

2,956

관공리

15,584

의사·산파

1,166

노력

15,237

교원

918

공업

11,763

신문·잡지 기자

379

농업

4,889

승려·선교사·신관

278

무직업

4,424

변호사·소송대리인

108

(출처: 함동주 2014:183, 원출처: 神戸正雄 1910)

1895년의 이민법에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일반 상인에 대해서는 유도, 보호, 보조 정책을 취했다(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1: 67). <표 3>에 따르면 보조 정책에 의해 이주한 상
업 종사자가 가장 많고, 그 외 잡업과 육체노동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
다. 이처럼 조선의 개항 이후 일본인 이민은 국가권력이 뒷받침된 정부
의 강력한 보호 아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 빠르게 확장되었다.

2) 일본인 어민 진출과 배경
본 항에서는 일본의 조선 진출을 어업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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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어가 시작되고 법제화되어 정주해 가는 과정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진행되었다. 경상남도, 함경도 등
네 지역의 통어권을 획득함에 따라 일본 어민들은 조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후 조선인과의 어업상 문제가 있을 때는 위법자를 일본영
사관에서 처분하는 것으로 사실상 치외법권이 인정되었으며, 통어 조합
이 설립되고, 조업과 일본으로의 어업 매매 활동이 대거 확대되었다. 이
와 같은 통어 정책 및 이민 정책에 따라 어업 근거지로의 이주도 급격히
증가했다. 조선 최초의 근대적 어업법으로 볼 수 있는 1908년 「한국어
업법」조차 일본인에 의해 제정, 개정되며 조선의 어장은 일본에 잠식되
었다.
다음은 연구 대상자의 출신지인 오카야마현 비젠시 히나세정의 사례와
정책 사료(窪田和美 1998; 神谷丹路 1998; 吉形士郞 1972)를 통해 어업
종사자들의 이주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1878년 체결된 조일수호조약에는 어업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883년 체결된 「조일통상장정」 제41조가 처음으로 생겨난 어
업 관련 조약이었다. 이는 일본과 조선 양국 정부가 양국 지역에 한정해
어업 활동을 인정한 것으로, 왕래 조업을 ‘통어’라고 명명했다.
내용은 “일본국 어선은 조선국 전라, 경상, 강원, 함경의 4도 해변”을
“조선국 어선은 일본국 히젠, 치쿠젠, 이시미, 나가토, 이즈모, 츠시마 해
변을 왕래하며 포어하는 것을 인정”하고, “획득한 것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조선 어민이 일본 어장에 출어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을 볼 때 본 조약은 사실상 일본 어민에게만 적용된 것이며 따라서 본래
의미인 ‘통어’는 허울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83년 통어 개
시 후 규슈, 세토우치 등 서일본 출신의 어민들이 조선 연안에 대거 ‘진
출’함에 따라 조선 연안부에서 어민을 둘러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시급하게 어민을 통제할 필요를 느꼈다.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이 공포되면서 일본과 조선의 어업조약인 ‘조일
양국통어규칙’이 체결되었다. 당시 메이지 유신과 새 헌법의 시행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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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 법제가 불안정한 상황이었음에도 어업 규칙이 체결된 점은 많은
어민이 조선에 진출함에 따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방법의
모색이 시급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통어 규칙에 의하면 조선 연안으로
부터 3리 이내에서 조업하려면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을 통해 조선
정부지방청의 어선면허를 획득해야 했다.

<표 4> 조선해 출어 어선면허 출원 수

지역명

1890년

1891년

1892년

오카야마현

57

34

38

히로시마현

118

269

270

나가사키현

131

45

58

에히메현

14

15

31

후쿠오카현

2

1

11

(원출처: 宮本常一 1965)

<표 4>는 조선 연안에서 조업하기 위해 어선면허를 신청한 수를 연도
별로 정리한 것이다. 1889년 통어 조약 이후 다음 해인 1890년에 가장
많은 어선이 출원했고, 이후 2년에 걸쳐 서일본을 중심으로 수많은 어선
이 조선해 연안에서 조업을 희망했다.
다음은 오카야마현 비젠시 히나세정 출신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
한 구보타(窪田和美 1998)의 조선 통어의 지역적 맥락이다.

조선 출어 개시는 메이지 20년(1887년) 히나세 사람인 가와사키가
자신이 경영하는 어선을 매각하고 남동생과 함께 고용되어 조선해
로 출어(出漁)한 다음 해 조선인이 경영하는 어업조합 어선에 고용
되었으나 1889년 조선인이 기피하는 곳이 되어 다카마츠시의 어선
에 고용되어 출어, 귀향했으며 (조선)어업의 이익이 크다며 설득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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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가와사키 형제는 히나세 어민으로는 처음으로 조선 바다로 향
했다. 일본 영해 내에서 조업 중 조난을 당해 우연히 조선 바다로 갔으
나 선원으로 고용되었던 만큼 왕래 조업을 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통어
규칙으로 조선에서 등록 후 조업이 가능해지자 형제는 조선 바다에 풍부
한 자원이 있다며 히나세 어민들에게 조업을 권유했다. 조선 통어 전부
터 이미 어선을 소지하고 있던 가와사키 형제는 영세한 어부들보다 경제
적 기반이 든든했다.
또 조선인 어부에게 고용되어 1년간 일했던 이들의 특별한 경험과 해
외 이주를 권유하는 사회적 흐름은 히나세에 있는 어민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일본 근해 어업에 익숙했던 어민들에게 바다를 건너는
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었다. 이에 실제로 히나세에서 통어가 시작된
것은 수년이 지난 1892년부터였다. 일본과 조선은 소비하는 물고기 종류
가 각각 달랐는데, 조선에 일본인이 좋아하는 물고기의 어장이 풍부(吉
田敬一

1954: 474)하다는 것을 알게 된 히나세 어민들이 통어 조업에

가세했다.

조선 바다는 수산물의 보물창고로 불릴 정도로 물고기 처리가 곤란
할 만큼 풍부하고 값이 쌌다. 게다가 조선인은 조기, 명란, 민어, 갈
치 등 하급어를 좋아하며 대구, 삼치, 방어 등 내지(内地)에서 좋아
하는 상급어를 돌아보지도 않아 (상급어를)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해
나갔다. (…) 어떤 이는 하룻밤 사이에 잡은 삼치를 그물에 넣었더
니 배가 가라앉아 결국 배를 잃을 지경이 되자 그물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수산물의 보물창고”인 조선 바다로 향하는 통어자 수가 증가함에 따
라 1897년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원양어업장려법」을 공포했으며,
1900년부터는 어민이 조선으로 도항할 시 여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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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1: 74)15). 특히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산업경제에 있어 어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적인 관
점에서 원양어업16)을 장려했고, 오카야마현에서도 적극적으로 현민에게
원양어업을 장려했다. 더욱이 1902년 발표된 어업법으로 거주 현 외에
있는 해면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자 관행적으로 일본 국내 어업에 종사
하던 어민들이 조선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17).
한편 1907년경에는 170척에서 180척에 이르는 배가 울산 방어진과 포
항에 근거지18)를 두게 되었다. 이처럼 물밀듯이 증가하는 통어민에 대응
하기 위해 기관 설립이 필요해진 히나세 어부들은 1911년 히나세조선출
어단을 조직해 통어자의 통일적 활동과 영업상 필요한 각종 교섭을 담당
하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잡은 물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
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어떻게
처리해 이익을 얻을 것인지는 초기 통어를 했던 어부들 사이에서 큰 관
심사였다.
당시에는 수송 수단이 원활하지 않아 신선한 물고기를 부산의 수산회
사에 판매하거나, 염장 처리해 일본 시모노세키에 보내는 방법밖에 없었
다. 그러나 조선에서 거래할 경우 큰 수익을 올리지 못했고, 일본에 보낼
경우에는 큰 금액의 운송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에 1908년 일본 수산업
15) 1902년 이민보호법의 개정으로 청나라와 조선이 이민보호법에서 제외되고,
1903년 기존 어업종사자들이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일본인은
여권 없이도 자유롭게 조선을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16) 조선뿐만 아니라 연해주, 대만 등으로 출어를 나가는 어선에 보조금을 지
급했다.
17) 처음 조선으로 이주를 결심했던 이들은 일시적 이주를 생각한 경우가 많았
다(함동주 2017).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장기 혹은 영구적인 목적으로 조선
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계층도 다양해졌다.
18) 이 무렵 조선은 여전히 재래식 어업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매년 증가하는
일본인의 근대식 장비를 당해낼 수 없었다. 김수희(2010)에 따르면 부산항의
수많은 어장과 어전은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어구를 사용하고 있었
다. 예를 들어 일본 어민들이 가진 7~8척의 배에 의해 조선 어민 수천 명이
생업을 잃을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이후 1910년 즈음에는 부산항에서
조선인이 경영하는 어장을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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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호로 성장한 하야시가네(林兼)가 조선으로 이주해 발동기선(發動機
船)을 도입하면서 일본으로 빠르게 송출하는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로
인해 신선한 어획물을 일본으로 직접 우송(郵送)해 큰 수익을 올리게 되
었다. 이와 동시에 왕래 조업의 형태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1912년 97척이었던 히나세의 조선 출어 어선은 1921년 157척으로 증가
했으나 1923년 이후에는 120척 이하로 감소했다. 이는 어선을 정박해 두
고 상업선을 이용해 일본과 조선을 왕래하는 사람, 정주조업을 하는 사
람,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후 통어 조업
어민 위주였던 단순한 산업구조는 대규모는 물론이고 중소규모의 어업
자, 운반업자와 조선업자, 어획물 처리자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했다.

2. 식민지 이주어촌 설립
1) 식민지 이주어촌 방어진의 형성과정
1945년 8월 시점으로 조선에 이주해 있던 오카야마현 히나세정 출신
어민들은 정착지에 따라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한반도의 동해안에 있는
방어진과 포항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과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다. 동해안에서는 삼치 어업이 활발하게 이
루어졌는데, 이 지역의 최대 어업 근거지가 바로 방어진이었다. 방어진19)
은 한반도 연안에 조성된 일본인 이주어촌 중에서 히나세 어민이 가장
많이 이주한 곳이다. 이들은 조선에서 잡은 물고기를 선박에서 염장 처
리한 후에 일본으로 판매하거나 부산의 수산회사에 매각해 일본 전역에
서 판매하기도 했다(神谷丹路 1998: 104). 생선이 많이 잡히는 가을에는
항만에 정박하는 어선이 300척 이상에 승무원이 1,500명에 이르러 이들

19)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에 위치.

- 32 -

을 위한 간이 가게와 음식점, 극장까지 등장했다(神谷丹路 1998: 107).
히나세 출신 어민들은 왕복에 경비가 많이 드는 통어 조업을 그만두고
1907년경부터 조선 이주를 개시(吉田敬市 1954)했다. 1909년에는 일본인
이주자가 98호로 급증하는데 그중 70%가 통어자이며, 이주자를 대상으
로 하는 상업 종사자와 유흥업 종사자는 260명에 이르렀다.

<표 5> 히나세에서 조선으로의 이주자 호수
1920년경

1942년경

포항
방어진

3
60

3
45

부산 절영도

40

63

통영

-

4

남해
나로도

20

3
13

여수

6

10

벌교

20

9

순천

2

3

(출처: 岡山大学 1965 『加子浦の工業化』)

<표 5>에 따르면 1920년 당시 방어진에 일본인 60호가 살고 있었다.
당시 방어진의 인구는 3,600여 명으로 일본인이 가장 많을 때는 전체의
60%를 차지하기도 했다. 방어진에서는 고등어와 정어리의 생산량이 약
200만 엔에 달하면서 포항과 더불어 유수의 어업 장소로 떠올랐다.
일본인의 한반도 이주가 안정세를 찾자 방어진에서 식민지형 대규모
어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자본가도 나타났다20). 식민지 조선에서의 어
20) 나카베 이쿠지로(中部幾次郞, 1866~1946)는 ‘하야시가네 상점(林兼商店)’
을 운영하다가 조선 수산업계에서 어선과 소자본 운반선을 차례로 사들이며
방어진 및 근교에서 가장 성공한 일본인 사업가로 성장했다. 이후 일본에서
도 수산업의 대부로 불렸다. 하야시가네 상점은 이후 ‘대양어업(大洋漁業)’으
로 발전했으며, 현재 일본 시모노세키에 있다. 방어진회 회원들의 부모 상당
수가 이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했으며, 일부는 패전 후 일본에서 근무하기
도 했다. 이처럼 방어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 나카베는 방어진회 회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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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대형화는 어구의 근대화와 어선의 동력화를 기본으로 했다. 이후 방
어진의 어획량을 살펴보면 연간 887,064엔의 수입을 올리며 전국 총생산
량의 10%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1: 112)하
면서 방어진은 부산과 통영과 더불어 조선 내 3대 이주어촌으로 급부상
했다.
1912년 일본인회가 조직된 후 순사 주재소, 우편소, 학교조합, 공립 심
상소학교, 소방서, 재향군인회 등 관공서가 들어서고 주요 기업체와 목욕
탕과 같은 위생시설이 건설되었다. 1920년대부터 울산 내 일본인 밀집
지역 중 가장 큰 규모였던 방어진에는 어업 이민자뿐만 아니라 가족 단
위의 이주가 증가했다. 또한 공적 시설뿐만 아니라 극장을 비롯한 청루
(靑樓)와 요리점도 성행했다. 밤낮으로 샤미센과 북소리가 끊이지 않는
방어진 번화가의 모습21)은 별천지로 묘사되기도 했다(박정석 2012: 5).
이처럼 단순한 식민지 어업 이주 도시의 성격을 지녔던 방어진은 점점
일본인이 뿌리를 내리고 영구정착을 하는 공간이 되어 갔다. 정착자가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조선에서 태어나 일본에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일
본인 2세가 등장하는 등 방어진은 일본 밖에 형성된 일본(권숙인 2008:
115)으로 변모해 갔다.

2) 재조일본인 2세와 방어진의 대면
일본인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이민제도 실행과 지방 정부의 보조금
을 통해 성공적으로 조선에 진출할 수 있었다. 방어진은 식민지 이주어
촌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이주정책과 보조금뿐만 아니라 어획량, 어종, 식
민지 내 자본가의 성장 등의 이유로 일본인 인구가 급증했다.

조선에 관한 기억 중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기도 하다.
21) 천재동. (2007). 『아흔 고개를 넘으니 할 일이 더욱 많구나』. 동아정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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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제 강점기 방어진 인구 구성의 변화
연도

조선인 수(호)

일본인 수(호)

1909

111(39)

613(160)

1916

689(164)

1,260(301)

1921

2,040

3,073(496)

1929

2,257(431)

1,456(349)

1936

3,993

1,420

1945

(500)

(출처: 울산군 1916 ‘蔚山案内’, 경상남도 1921 ‘慶尚南道に於ける移住漁村’, 이현호 1945)

<표 6>에 따르면 방어진 내 일본인 수는 점차 증가해 어획량이 가장
많았던 1920년대에 3,000명을 돌파했고 1945년까지 약 500호(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1: 145).에 육박했다. 이와 같은 조선 내 일본인의 증가
현상은 방어진뿐만 아니라 조선 전역에서 나타났다. 조선이 안전하며 살
기 좋은 기회의 땅(이승환 2010: 35)으로 인식되면서 가족 단위의 이주
가 증가한 것이다. 1920년대 식민 지배가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 2세는 15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1930년대 조선 내 일
본인 수 50여만 명의 30%에 이르는 높은 수로, 이주 1세대가 정착을 마
친 뒤 2세대(坂本悠一 2007)가 시작된 것을 보여 준다.
더 나은 삶을 찾아 조선으로 향한 일본인 1세와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
난 2세의 경험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재조일본인 1세는 제국주의의 팽
창을 표방한 일본 정부에 힘입어 본인의 의사로 이주를 선택했고 조선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그들의 힘으로 조선을 ‘개척’한다는 책임감, 국가
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태도 등은 이민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궁극
적인 근거가 식민 권력의 폭력에 있는 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었
다(이수열 2014: 10).
윤건차(2013)는 일본인 식민자 사회는 조선과 만주 모두 극단적인 절
대주의적 권력관계에 기반한 관존민비의 사회였으며, 군인과 관료들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한 독점 기업의 사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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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등이 존재했다고 말한다. 이 가운데 방어진의 재조일본인 2세는 어
업 종사자로서 식민지 조선에서 지배 계층의 일원으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살았다. 하지만 식민 권력의 편에서는 통치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조선 통치의 안정을 위해 통제해야만 하는 껄끄러운 존재이기도 했다(이
형식 2013: 242).
그렇다면 방어진에서 태어난 재조일본인 2세는 조선을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 알아본다.

[구술 Ⅱ-2-2(1)]

이토: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어업을 하러 방어진에 왔어요. 조선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니까. 정어리를 잡는 현지인 어부가 주위
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연구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일본에 가고 싶다는 얘기 안 하셨어
요?
이토: 자주 고향을 그리는 노래를 불렀어요. 어부의 삶이 쉽지가
않으니까.
연구자: 그러면 이토 씨는 어땠어요? 일본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이토: 나는 그곳(방어진)에서 태어났지. 어렸으니까, 일본은 들어보
기만 했어요.

재조일본인 2세에게 조선은 선택이 아닌 주어진 운명과 다름없었다.
일본의 패전으로 아버지의 고향인 오카야마현 비젠시 히나세정으로 돌아
갈 때까지 이토는 단 한 번도 일본에 가 본 적이 없었다. 이토의 할아버
지와 아버지처럼 재조일본인 1세는 일본을 조국과 그리운 고향으로 인식
했다. 2세인 이토는 조선인과 자신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1세들처럼 타국에 산다는 감각은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처럼 조선에서
태어난 재조일본인 2세에게 조선은 자연스러운 삶의 터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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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Ⅱ-2-2(2)]

연구자: 생활은 어땠어요? 조선 음식은 전혀 안 드셨어요?
가와노: 조선 음식은 안 먹었어요. 집도 다다미, 한국은 온돌을 쓰
지? 다다미니까 겨울에 춥다, 춥다 그랬었지. 또 일본어를 쓰고.
연구자: 모든 생활을 일본어로 소통했겠네요. 자신이 일본에서 멀리
떨어져 살거나 식민지에 산다는 느낌이 있었나요?
가와노: 어린아이여도 조선인과 내가 다른 존재라는 것은 알아요22).
식민지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멀리 산다는) 감각은
없었어요. 위화감이 없었죠.
와타나베: 나와 언니는 조선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나는
건 전시 중이니까 공습경보가 울리면 숨도 쉬지 못하고 방공호로
달려가야 했어. 언젠가 어머니가 나가지 말라는데 나갔다가 공습경
보가 울렸어. 급하게 이웃집 조선인 아주머니가 자기 집에 있는 방
공호에 나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불로 꽁꽁 싸매서 숨이 다 막힐
정도였지. 그래서 아직도 영화관 같은 데를 못 가.

한편 일본인 어민이 방어진으로 들어와 조선인과는 다른 어업을 전개
하고 거주지도 분리됨에 따라23) 일상생활도 이원화되어 갔다. 방어진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조선에 정착한 후에도 일본식 집에서 일본 음식을 먹
고 일본어를 사용하며 일본식 생활을 유지했다. 따라서 재조일본인 2세
는 조선 생활에서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으며 일본에서 멀리 떨어져 산다
는 감각도 없었다. 심층 인터뷰에서 모든 재조일본인 2세가 그 당시에는
조선이 일본에 속한 한 지역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이들이
2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2011)의 구술조사에 따르면 방어진의 일부 조선
인 여자아이들은 일본인 가정에 식모로 살면서 일본인 아이를 돌보거나 빨래
를 대신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인 가정에서 일할 경우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보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일
본어를 배우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23) 일본인 어업 종사자는 식민자의 특권을 이용해 일본 시장을 위한 대규모
어업을 전개했다. 한편 조선인 어업 종사자는 조선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에 종사했다(神谷丹路 199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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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마주치는 조선인이 대등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조선인이 다른 존재임을 인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
지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구술 Ⅱ-2-2(3)]

가와노: 가네하라는 일본인 학교에 편입한 조선인이었어요. 아버지
가 출세한 공무원이었지. 그런데 교실에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규칙
을 몰랐나 봐. 하야시라는 군인 출신 선생님이 있었는데, 신발을 신
고 교실에 돌아온 가네하라를 보고 그 곁으로 걸어갔어요. 명찰을
보더니 “조선인 주제에”라면서 뺨을 때리기 시작했어요24). (중략) 선
생님에게 맞는 모습을 보고 느낀 것은 조선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
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때까지 조선인과 일본인이 다르
다는 의식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

가와노는 일본인 학교에 다니던 조선인 가네하라가 일본인 교사에게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조선인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지
했다. 조선인을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된 사례는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사이토는 일본인에게 생경했던 조선
문화를 접하면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서로 다른 민족임을 실감했다. 주변
에 살던 조선인이 죽자 요란한 곡소리가 밤부터 다음 날까지 울려 퍼졌
다는 기억을 들려주며 “일본인은 조용히 있는 것이 예절인데 조선인은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야. 당시에는 그것이 재미있다고 느낄 정도였어”
라고 말했다.
24) 연구 참여자 사이토에 따르면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의 학교생활은 일
본의 전쟁 준비와 전시로 규율이 엄격했다.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사이토는
같은 학교의 조선인 학생이 조선어로 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고 말했다. 가와노는 조회를 하고 교련 수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2019년 11월 6일, 13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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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는 일본인 학교에 다니던 조선인과 교류하며 지냈기 때문에 일
상에서 조선인을 접했으나 위 경험을 통해 자신이 조선인과 다른 존재임
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방어진에서 재조일본인 2세와 조선인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생활하고 교육받았다. 소학교가 위치한 방어진의
서쪽은 일본인 밀집 지역이었고, 동쪽에는 조선인이 주로 거주했다. 학교
교육도 다르지 않았다. 재조일본인 2세들은 일본인 학교인 방어진 심상
소학교에 다녔고 조선인은 남목보통학교 등에 분리되어 교육받았다25).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학교 교육은 일본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동일한 국민교육이었으며(曺龍淑 2004: 59), 법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실시되었다. 국민교육은 식민지로 송출(送出)한 일본인 식민자에게 부여
된 중요한 정치적 미션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형성된 엄격한 일본적인 질
서를 담고 있었다. 이렇듯 방어진의 재조일본인 2세는 조선에 살면서도
불편하거나 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다. 실제로 이들은 패전 후 일본의 학
교로 편입한 후에도 학교생활이나 공부 자체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고 회상했다.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항상 일본과 동
시적인 시공간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과 교육 현장의 분리로 인해 재조일본인 2세가 조선인과 직접
적으로 대면해 관계를 형성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인 1세에
게 고용된 조선인과 간접적으로 마주한 사례는 구술에서 자주 드러난다.
가와노의 집 주변에는 조선업에 종사하던 목수인 아버지에게 고용된 조
선인 선원이 많이 있었다. 가와노는 조선인 선원들과 마주칠 때마다 인
사를 나누거나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았기도 했으나 결코 깊은 관계로 이
어지지는 않았다고 회고했다.
미하라의 경우는 할아버지 때부터 사업으로 성공해 조선인 일꾼만 10
25) 1920년대 중후반 방어진 일대에 근대식 교육기관이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30년대에 교육에 관심을 두거나 학교에 다니는 조선인
은 매우 적었다. 1929년 5월 24일 자 조선일보는 “경남 울산군 동면 일산리
에는 일반 농민 부녀들은 물론이요 어린 소년들까지도 배움에 무성의하고 아
직까지도 ‘ㄱ’자를 모르는 농민이 잇슴으로”라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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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을 거느리며 여유로운 유년기를 보냈다. 주위 일꾼들에게 양반의
일본식 발음인 ‘료한’ 으로 불렸다. 미하라는 집에서 일하던 조선인이 일
본어가 능숙하지 않은데도 왜 일본식 이름인 겐지로 불리는지 의문을 품
었다. 미하라는 “왜 조선인들이 일본어를 사용하고, 왜 우리 집을 위해
일하는지 궁금했어. 조선인이 일해 준 것인지 일본인이 강제로 일을 시
켰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라고 말했다.
한편, 재조일본인 2세가 직접적으로 대면해 관계를 형성한 소수의 조
선인들은 같은 일본인 학교에 다니거나 같은 마을에 살았던 특수한 상황
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재조일본인 2세들은 조선인 친구의 집에 놀러 갈
정도로 사이좋게 지냈다는 것을 반드시 언급했다. 어눌한 일본어를 구사
했던 조선인 노동자 겐지, 심부름을 갔다가 마주친 일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생선가게 주인 등 이른바 근대적 요소와 거리가 먼 조선인은 재
조일본인 2세에게 직접적인 대면의 대상으로 기억되지 않았다26).
패전 때까지 조선인과 분리되어 생활했던 재조일본인 2세에게 방어진
은 즐거웠던 유년기를 보낸 곳이자 망향의 공간으로 남아 있다. 그들이
태어난 1930년대 문화통치27) 시대의 방어진은 이미 모든 어업경제권과
정치적 권력을 일본인이 쥐고 있었기에 조선인의 저항 혹은 육체적 갈등
을 찾아보기 어려웠다28). 일본인은 식민지 조선에서 엄격한 제국 질서를
지탱(이형식 2013)했고 이는 식민지의 지배 구조를 정당화하고 더욱 견
고하게 만들었다.
26) 이연식(2012)에 따르면 재조일본인 2세에게 기억되는 조선인들은 일본인
같은 조선인이다. 이른바 근대적 요소를 구비했을 때만 비로소 회상의 대상
이 되며, 재조일본인 2세들과 소통할 자격을 획득한다.
27) 1910년대의 무단통치와 다른 1920~1930년대의 통치방식을 문화통치라고
부른다. 식민 지배라는 본질은 다르지 않으나 민족분열정책, 지방 제도 개선,
군과 헌병경찰 체제에서 보통경찰 체제가 성립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8) “어업권 하나만 가져도 천석꾼으로 불리고 일본인을 비롯하여 어업권을 가
진 사람이면 누구나 요정이나 여관에도 무상출입의 특전이 주어졌다. (…)
물론 어업권을 얻기 위한 경쟁은 치열했고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제한된 채
일본 사람이 독점”함에 따라 어업권을 비롯한 권력이 일본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매일경제 1973년 8월 2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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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향에서 고국으로: 패전과 전후 일본
일본의 패전 이후 다시 한번 세계에 흩어진 일본인의 대이동이 일어났
다. 국가의 강한 제약 아래 있던 사람들이 패전으로 인해 귀환과 복원이
라는 다양한 형태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재조일본인
의 귀환을 기점으로 해외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전후 일본에 정착하기까
지의 과정을 탐색한다.
1853년 미국에 의한 개항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 약
100여 년의 일본사를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패
전 전 일본인의 이동 범위가 국가의 활동 범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외지(外地)29)’를 포함한 해외로 이동한 일본인
의 80%가 구 식민지 또는 현 중국 영토에 거주하고 있었다. 근대국가
메이지 정부 아래 일본인의 이동은 입신 출세주의를 표방한 자유의지(함
동주 2014)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으나 어업 이주와 식민지 이주어촌 설
립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국가 정책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패전과 귀환 체험
1) 패전을 맞으며
이번에는 국가 정책에 의해 해외 및 식민지로 건너가 살았던 민간인들
이 패전 후 귀환에 이르기까지 어떤 보호를 받았는지 당시 일본 정책 사
료와 매체, 인터뷰 자료를 통해 민간인의 귀환 과정에 초점을 맞춰 살펴
본다.
29)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 제국이 소유했던 식민지를 의미한다. 1918년
에 시행된 ‘공통법(共通法)’에 의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외지에는 대만, 사할린 남부, 남양 군도, 관동주, 조선을 포함했다.

- 41 -

전쟁의 종식은 조선인에게 해방을 의미했으나 조선에 살던 일본인에게
는 혼란으로 가득한 고난의 시작이었다. 해외에서 돌아온 일본인 귀환자
는 대개 모국에서 사회문제를 가중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들의
이동은 떠나온 곳뿐만 아니라 돌아온 곳의 사회변화를 직접적으로 추동
했다(이연식 2010: 86)30).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일 처리방침
을 표명한 포츠담 선언(1945)31) 제9항은 ‘복원32)’과 관련해 “일본국 군대
는 완전히 무장해제한 후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선언을
거부했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 소련의 참전
이 결정됐다. 이에 일본이 1945년 8월 10일 포츠담 선언을 수락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다. 연합군이 일본 정부에 제시한 조건에 근
거해 당시 동원되었던 병사들은 무장해제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1945년 패전으로 해외 식민지에서 일본으로 송환된 일본인 군인, 군무
원, 민간인은 약 7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당시 일본의 총인구인 약
7,200만 명의 약 10%에 해당하며, 이는 전후 아시아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인구 이동 중 하나였다. 1945년 해외 식민지 및 점령지에서 귀국
30)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해외 귀환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승전
국과 패전국 식민자의 귀환이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베트남, 북
아프리카 등지에 거주하던 프랑스인들은 종전 후 10년에 걸쳐 귀환할 수 있
었으나 독일, 이탈리아 등 패전국의 경우에는 일거에 추방되어 돌아왔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충격도 컸다.
31) 포츠담 선언은 모두 1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6항은 군국주의의 배
제, 제7항은 일본 영토의 점령, 제8항은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일본 영토의
한정, 제9항은 일본 군대의 무장해제, 제10항은 전쟁 범죄자의 처벌, 민주주
의의 부활 강화, 언론·종교·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 존중의 확립, 제11항
은 군수 산업의 금지와 평화 산업 유지의 허가, 제12항은 민주주의 정부 수
립과 동시에 점령군의 철수, 제13항은 일본 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규정했다.
32) 전후 일본에서는 패전으로 인한 대규모 인적 이동을 ‘귀환’과 ‘복원’으로 구
분한다. 귀환의 원문 표기는 ‘引揚げ(히키아게, 인양)’로 군인 또는 군속(軍
屬)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인의 이동을 의미한다. 복원은 전시체제에서 평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 목적에서 해제시키는 제반 활
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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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인 중 450만 명 정도가 부상자나 병자로 파악되었고, 이 중 30만
명은 장애연금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Dower 2000).

2) 귀환과 송출 사이에서
일본인 귀환자들은 패전 당시 해외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긴 세월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며 현지 관계 당국과 경제적, 정치적으로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패전 이후 시작된 냉전 구조의 시작과 귀환
정책, 국제 정세의 첨예한 갈등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가운데 ‘전후’를 맞
이하게 되었다(加藤聖文

2004: 139). 종전과 구 식민지의 독립은 대대적

인 인구 이동으로 이어졌다. 1945년 구 제국과 구 식민지에서는 자국민
의 수용과 외국인의 송출을 중요한 전후 과제로 삼았다. 일본 정부는 패
전과 공습으로 황폐해진 상태에서 적절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수많은
귀환자를 받아들여야 했다.
해외 생활이 길지 않거나 일본에 연고가 있는 귀환자들은 도착한 항구
에서 곧바로 연고지로 향했으나 긴 시간 일본을 떠나 2대, 3대를 이루고
살던 귀환자들에게는 일본이 낯선 타향으로 다가왔다. 그뿐만 아니라 어
선이나 개인 선박으로 밀항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 경우는 통계
에 잡히지 않아 무질서와 혼란이 더욱더 거세졌다. 해외 귀환자의 이동
은 법적 지위, 재외국민 재산 처리, 송환의 시기와 방법 등과 관련해 수
많은 문제를 낳았다. 또한 국내적으로 막대한 인구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실업 문제, 질병 문제, 문화와 사회적인 통합에 대한 근본적인 문
제까지 안고 있었다.
먼저 귀환과 정착은 일본인이 거주하던 곳의 현실적인 문제에 따라 유
동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일본 정부와 구 식민기구, 구 식민
지와 점령지 신생 정부, 미소 점령 당국 모두에게 큰 부담(이연식 2010:
92)이었으며, 인구 귀환과 송출 문제는 외교상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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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인 문제에 따라 귀환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기도 했으며,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자국민 취급을 할 것인가와 같은 법적 지위의 선택과 배제의
이중적인 논리가 적용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중적인 논리는 당시 일본의
외교적 힘이 정책적인 의지와 사회통합을 위해 동원한 이데올로기와 연
동(이연식 2010: 87)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약 700만 명의 귀환
자는 대부분 1945년 9월 말을 기점으로 약 28개월에 걸쳐 일본 전국에
마련된 18개의 귀환항에 도착했다33).

33) Maizuru Repatriation Memorial Museum. (2020, February 22). https://
m-hikiage-museum.jp/about-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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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종전 후 구 거류지별 일본인 귀환자 규모

지역

군인·군속

민간인

지역 소계

구소련

435,787

19,158

472,945

사할린

16,006

277,490

293,496

만주

41,916

1,003,609

1,045,525

대련

10,917

215,037

225,954

중국

1,044,460

495,723

1,540,183

북한

25,391

297,194

322,585

남한

181,209

416,110

597,319

대만

157,388

322,156

479,544

동남아시아

655,330

56,177

711,507

(출처: 厚生省社会援護局援護50年史編集委員会

『援護50年史』1997: 730, 이연식 2010

재인용)

<표 7>은 구 거류지별 일본인 귀환자의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중국
약 154만 명, 구 만주 지역 105만 명, 한반도 92만 명, 대만이 약 48만
명이었다. 귀환자의 신분별 구성을 보면 소련, 동남아시아, 중국에서 군
인과 군무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한반도, 만주, 대만 등
은 민간인의 비율이 높았다. 그렇다면 해외 귀환자는 어떤 모습으로 귀
환을 맞이했는지 살펴본다.

3) 일본 정부의 불투명한 방침
일본은 식민 지배가 시작되기 전인 1890년대부터 조선에 일본인 집단
거류지를 적극적으로 건설하며 식민지 기반을 충실하게 닦았다. 그러던
중 패전을 기점으로 일본 국내 모순의 외부적 해소책으로서 중요한 정치
적 위치(윤건차 2013: 46)를 지니고 있던 조선은 일본인에게 더는 안전
지대가 아니었다.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 사이에는 제국의 팽창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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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형성된 ‘황국신민’이라는 정체성과 제국의 붕괴와 함께 형성된 패전
국민이라는 복합적인 정체성이 공존했다. 재조일본인은 조선에서 하루아
침에 불청객이 되면서 지위의 전락을 경험했다.
그렇다면 해외에 거주하던 일본인 사이에서 발생한 혼란과 불안을 일
본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일본 정부는 1945년 8월 14일 발표한 ‘3
개국 선언 조항 수탁에 관한 조치에 관해 재외 현지 기관에 대한 훈
령’34) 에서 재외 현지 기관과 협력해 해외 일본인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1945년 8월 31일에 열린 종전처
리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가능한 한 현지에서 공존친화의 열매를 걸
고 인고 노력하라”였으며, 이는 곧 패전 직후 해외 일본인 거주자에게
내려진 공식 발표였다. 이는 종전 직후 구 거류지에 살고 있던 일본인을
‘가능한 한’ 잔류시키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송환한다는 불투명한 태
도였다.
일본 정부가 일본인을 ‘가능한 한’ 잔류시킨다는 방침을 취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1945년 7월 체결된 포츠담 선언 9항은 “일본군대는 완전한 무장
해제 후 고향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생산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다. 포츠담 선언의 13개 조항 전체를 살펴보면 민간인에 대한 처
리 및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일본인의 귀환은 제9항
에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군 및 군무원”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1945년 9월부터 시작된 일본인 송환정책은 구 일본군의 책임하에서 실행
됐다. 그러나 여기에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뚜렷한 정책은 없었다.
민간인 송환은 관계 당국의 판단에 놓였으며(若槻泰雄 1995: 50) 송환
혹은 억류 여부마저 통치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졌다.
둘째, 일본 정부는 미 군정35)의 점령하에서 외교 기능을 상실했기 때
34) 加藤聖文. (2002). 三ケ国宣言条項受諾に関する在外現地機関に対する訓令.
35) 미국 국무부의 ‘전후 대외정책에 대한 자문위원회’에서는 이미 1945년 3월
부터 미 군정 설치 후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논의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은 조선인을 한반도로, 일본인을 일본으로 귀환시키는 문제였다. 조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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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독자적으로 해외 식민지에 남은 일본인을 송환할 수 없었다. 미 군
정은 일본인이 귀환에 있어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형편과 경제적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셋째, 전쟁으로 인한 일본 재정의 파탄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넷째, 만주 및 중국 본토의 경우 식민지 건설 후 세운 많은 시설과 상
당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佐藤量 2013: 158)으로도 분석할 수 있
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해외에 있는 일본인에 모호한 태도를 보였으며,
충실한 ‘황국신민’으로서 해외 이주까지 감행한 이들은 정부에 불만을 품
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해외 식민지 거류 일본인에게서
‘기민(Disposal People)’ 정책을 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Watt
2009: 61) 되었으며, 이는 귀환자의 전후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
었다. 그러나 이 방침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1945년 말이 되자 미국 정부의 방침이 전환되면서 사실상 일본을 지휘
하던 미 군정36)도 일본인의 ‘조기 전면 귀환’ 방침을 실시했다. 그러나
귀환자들에게 일본 정부는 신뢰하기 어려운 대상이 되어 있었다.
전후 귀환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투명한 인식은 1945년 8월 15일 발
표된 천황의 종전 조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조서의 원문37)에는 “아시
아의 해방을 위해 일본에 협력한 우방 제국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
지 않을 수 없으며”, “전사하거나 순직한 일본 신민, 불행한 운명으로 목
숨을 잃은 사람과 그 유족을 생각하며 슬픔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일본인 수가 약 72만 명이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41%가 식민행정 관계자이
며 그 외에도 대부분 기업가, 경영자, 기술자 등 사회 상층부에 속한다는 사
실(신재준 2017) 때문에 논의는 가속화되었다.
36) 연합국총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를 의미한다. 일본은 미국의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패전 직후부터 1952년까지 미 군정의 지배를 받았
다.
37) 1945년 8월 14일 어전회의에서 포츠담 선언의 수탁을 결정하고 동 선언
수탁에 관한 조서가 발포(發布)되었다. 스즈키 내각의 각 국무대신이 서명했
으며, 8월 15일 정오 이른바 ‘옥음 방송’을 통해 일본 국내외에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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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패전에 관해 “참기 어려운 것에도 참고 견디기 어려운 것도 견
디며 미래를 위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길을 열어나가고 싶다”라며 전
쟁 피해를 이겨내야 할 것으로 간주했다. 이처럼 패전과 전쟁 책임, 귀환
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투명한 방침은 천황의 공식적인 문헌에도 고스
란히 드러나면서 귀환자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켰다.

4) 조선 내 귀환자 단체 설립과 귀환의 시작
재조일본인을 중심으로 귀환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자. 조
선으로 이끌었던 것은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과 입신 출세
욕이었으며, 국가 정책이 이를 든든히 뒷받침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패
전이 가져온 변화는 조선에서 수십 년을 살던 일본인들을 한순간에 다른
위치로 몰아넣었다.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1964:200)는 경성에서 패전
을 맞이한 일본인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서대문형무소에서는 석방된 조선인을 선두로 각 단체의 집회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을 외치며 마을을 걸었다. 함성과 고성이 뒤
섞인 경성에서는 치안대와 보안대 등 완장을 두른 무리가 경찰서와
파출소로 향했다. 신문사와 회사, 공장, 대학 등에도 조선인 무리로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8월 16일부터 약 8일간 전국의 경찰을 상대로 한 습격과 점거, 접수
요구가 이어졌다. 치안이 악화되자 당황한 재조일본인들은 먼저 은행으
로 달려가 예금을 찾았다. 가재도구를 버리듯 처분하고 대도시와 항구로
달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소련군이 상륙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조선
의 일본인 사회는 공포에 휩싸였다. 거리에 ‘조선공산당 OO지역위원회’
와 같은 간판(若槻泰雄

1991: 234)이 걸렸고 소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

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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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혼란스러운 조선의 일본인 사회에서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를 원하는 귀환 희망파와 조선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잔류 결심파로 나
누어졌다. 잔류를 희망했던 사람들이 촉각을 세운 것은 그동안 조선에서
축적한 재산의 보장38)이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경성일본인
세화회(京城日本人世話会)’다. 이는 조선에서의 정착과 재산 보호를 추진
하는 단체로 일본 정부와 귀환자 사이에서 정착 촉진과 재산 보호를 목
적으로 설립된 관민 협조의 산물(이연식 2012: 74)이었다. 경성일본인세
화회 이후 조선 전역에 지역명을 딴 일본인세화회가 설립되었다. 귀환
계획과 이행을 총괄했던 세화회 간부의 인터뷰(森田芳夫 1965: 222~223)
에서 당시 일본인들에게 종전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나면 하는 인사는 ‘[일본에]돌아가세요?’로, 귀환자의 관심은 일체
언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루라도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절대적인
심리였다. (…) 양자의 각기 다른 감정과 행방에는 큰 구멍이 나 있
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세화회의 간부의 대부분이 잔류 결심자였
기 때문에 세화회의 지령은 거류지 건설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 구
상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귀환자의 물건예탁사업 사무, 부동
산 매매사업 사무, 일본인 재산관리 등은 모두 그 과정에 있었다.
(…) 이 상황을 보자마자 귀환 희망자는 불안과 불만을 느꼈다. (…)
귀환에 관해서 총독부와 도청은 물론 경성에 발족했던 경성세화회
와 종전 사무처리본부 보호부로 향해 보았으나 그 책임의 소재는
찾을 수 없었고 영 뜬구름만 잡는 모양새로 모든 것이 혼란했으며
무질서한 세계로 변하고 있었다.

“뜬구름만 잡는 모양새”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잘
38) 여기서 언급되는 ‘재산’은 합법적인 식민지 조선에서 정상적으로 축적했다
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재조일본인의 식민지 지배 인식을 드러내며, 전
후 일본으로 귀환한 후 배상 활동을 할 때도 변함없는 식민지 지배 인식을
적극적으로 표출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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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한다. 세화회의 간부 대부분은 조선에서 성공한 사업가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조선 잔류를 희망했다. 그러나 일
본인 내부에는 본토 귀국을 희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
사이에서도 균열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귀환 희망자는 조선총독부
와 세화회 그리고 종전사무처리 본부로 향했으나 아무도 이들을 도울 수
없다고 표명했다.
재조일본인 중 유력자와 경성전기회사의 사장인 호즈미 신로쿠로(穗積
眞六郞)가 일본인 단체 결성에 협의(森田芳夫 1964: 133)한 후 협조를 구
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로 향했다. 그러나 총독부는 세력을 상실해 가는
것을 인지하고 일본인의 보호와 치안은 일본인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ibid.: 133). 1945년 8월 18일에는 총독부와 조선군관 구 사
령부가 협력해 각 도지사 앞으로 지역별 일본인 단체를 조직하도록 재촉
했고 경성일본인세화회는 총독부, 재조 귀환 유력자, 군부의 지원하에 전
국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전국의 일본인 세화회는 일본인이 일본에 돌
아가도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선에 남는 자들을 돕겠다(森田芳夫
1964: 136)고 했다.
그렇다면 방어진의 경우는 어땠는지 살펴보자. 경상남도 도지사였던
노부하라 사토루(信原聖)에 따르면 경상남도에 거주했던 재조일본인은
약 14만 명으로 추정되며 부산에는 8만 명이 거주했다고 한다(최영호
2003: 16). 경상남도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했
고 일본인 수도 많았다. 경남 지역에는 조선 개항부터 영구 이주를 목적
으로 거류하는 일본인이 많았던 만큼 적극적인 귀환 의사를 밝힌 일본인
이 적었다는 점39)이 특징이다. 그뿐만 아니라 귀환 시 조선 전역에서 일
본으로 귀환하는 일본인들의 교통수단이 선박으로 한정됨에 따라 대부분
부산항을 통해 귀환했기 때문에 경남 및 부산 지역이 갖는 의미는 더욱

39) 당시 경남 지사를 지냈던 노부하라(信原聖)는 귀환 방침을 세우자, 조선에
서 오래 생활한 일본인들이 “거류민을 조직하고 적극적인 잔류를 추진할 것”
을 요구했다(森田芳夫 1964: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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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다.
1945년 9월 8일 인천을 통해 서울에 진주한 미 24군단은 총독부 기구
를 물려받는 형태로 군정청 조직을 정비해 나갔다(신재준 2017: 63).

미

군정은 약 25만 명에 이르는 일본군을 귀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ibid.:
2017). 이는 포츠담 선언에 언급된 군대의 무장해제를 의식한 행동이기
도 했다. 그러나 남한 지역 일본군 약 17만 명의 무장해제와 수송 대상
으로 상정하지 않았던 조선인까지 합세해 전국의 교통수단은 대혼란을
겪었다. 다음은 방어진회의 구술자료를 통해 재조일본인 2세가 귀국한
경로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술 Ⅲ-1-4(1)]

사이토: 일본이 전쟁에서 질 것 같다는 것, 아이인데도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 그것을 말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도
질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
연구자: 그것(패전)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사이토: 응. 정말 말하면 큰일 나는 분위기였어. 말하면 비국민이라
고 했을 거니까. 10살에 일본이 질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일본의 패전은 10세 소년도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학교는 몇 달째 휴교 상태였고 바다에는 미군이 쏜 유탄이 쓸
려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구술 Ⅲ-1-4(2)]

연구자: 전쟁이 끝난 후 2개월간은 어땠나요?
이토: 기억에 있는 건 우선 밖에 안 나왔어요. 무서워서. 솔직히 말
하면 현지 사람을 일본인이 괴롭혔고,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은 종전
과 동시에 호된 일을 당했어요. 아버지는 낮엔 밖에 안 나가고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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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선정비를 하러 나가서 2개월에 걸쳐 정비를 했고 어선을 타고
돌아왔어요.
연구자: 돌아오실 때는 몰래 오셨나요?
이토: 반 도망이지. 삼엄했으니까.

이토는 부모님의 호출을 받고 집으로 뛰어갔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말
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부모님은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방어진에 잔류할 계획이었으나 치안이 나빠지고 미군이 곧 주
둔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토의 아버지는 귀환을 결정했다.

[구술 Ⅲ-1-4(3)]

가와노: 선생님이 조선인과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했어요. 노면 전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눈도 못 쳐다보겠더라고. 무슨 일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울산으로 가는] 티켓은 금방
샀는데 기차가 만원이어서 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여유가 없었어
요. (…) 북에서 내려오는 병사가 창문을 열더니, “너희들 남쪽으로
가나?” 해서 (…) “저희 가져갈 짐도 있어요” 하니까 짐은 안 된대.
가방 2개만 들고 겨우 창문에서 끌어당겨 줘서 탔어요. 짐은 다 버
렸어요.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그래요.

가와노는 경성에서 유학하며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일본이 패전
하자 학교 선생님은 되도록 외출을 삼가라고 했고 경성역에서 이틀 밤을
지새운 후에야 울산으로 돌아와 귀환할 수 있었다.
다음은 해방을 맞이한 조선인을 바라본 재조일본인 2세의 인터뷰이다.
이들은 난생처음 자유를 얻은 조선인을 바라보며 다양한 감정을 느꼈다.
인터뷰에서 많은 재조일본인 2세가 패전국의 국민으로서 생명을 위협받
을 수도 있다는 공포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조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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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 위화감을 언급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미하라는 자택 2층에서 해방을 맞이한 조선인들을 내려다보던
경험이 인상적이었다고 회고했다.

[구술 Ⅲ-1-4(4)]

미하라: 조선 사람들이 해방이라는 것을 한 거지. 정말 기뻐했어. 춤
추면서 행렬을 만들었어. 나는 길 언덕에 살았으니까 그게 다 내려
다보이는 거야. 조선 여자들이 이렇게 춤을 막 춰. (양어깨를 들썩이
며) 난 해방감을 느꼈어. 그게 인상적이었어. 부모님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역시 보고 싶더
라고. 부모님이 막았는데 몰래 빠져나가서 구경했어. 기관총이 막 떨
어져 있는 곳에서 조선 여자들이 춤을 추고 그랬어. 일본인 중에 조
선인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난 그게 당
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일본인에게 피해당하고 해방한 거잖아.
기뻐하는 게 당연해.

방어진의 재조일본인 2세와 가족들은 오랫동안 조선에 거주했기 때문
에 조선의 사정에 매우 익숙했다. 또 대다수가 어업 종사자였기 때문에
바다 사정에도 밝았다. 이러한 이점을 이용해 연구 대상자 전원이 밀항
으로 일본에 귀환했다. 이는 일본인 세화회나 미 군정에 등록되지 않은
귀환 방식으로 귀환자 통계에 집계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9월 초에 출발
해 약 3~4일에 걸쳐 귀환했다.
여기서 방어진의 재조일본인 2세들이 해방 직후 큰 사건 사고 없이 평
탄하게 귀환길에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주목할만하다. 패전 당시 경
성에 살던 가와노는 학교에서 “조선인과 눈을 마주치지 말라”라는 경고
를 받았다. 그러나 가족들을 찾아 돌아온 방어진은 경성과 비교해 사정
이 나은 편이었다고 한다. 해방 직후 더는 식민지 지배 질서가 통용되지
않게 되었을 때 밀항을 염두에 두었던 이들에게 조선인의 반감이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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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되지 않았던 이유는 조선에 정착한 시기가 길고 어업의 특성상 조선
인과 직접적인 접촉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물론 방어진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충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재조일본인 2세들은 인터뷰에서 “나쁜 짓”을 일삼던 일본인과 군인 출신
이 조선인에게 끌려가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처
럼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귀환은 귀환 이후에도 재조일본인
2세의 한국 인식과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다. 이는 다음 장에서 다룰 방어진회가 귀환 후 한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행정적, 국제적 교류를 이어온 것에서 알 수 있다.

2. 전후 일본 정착
재조일본인 2세의 귀환 과정은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
졌고, 귀환 경험과 기억 역시 각기 달랐다. 귀환 속도와 일본에서의 정착
과정 역시 변수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귀환과 정착 경험은 이미 존재
하던 일본 사회의 균열을 분명하고 투명하게 보여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국의 붕괴로 발생한 대규모 귀향에 따른 인구 이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정부-귀환자의 관계는 기억의 대립으로 발전했다.
본 절에서는 일본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재조일본인의 기억이 전후 일
본에서 만들어진 공적 기억과 충돌, 대립하다가 결국 침잠해 버리는 과
정을 논한다.

1) 도착한 고국에서
폐허가 된 일본은 이미 심각한 주거난, 식량난, 실업난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해외 식민지에서 돌아오는 700만에 가까운 귀환자를 운송할 거대
한 규모의 배나 생활물자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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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전후 연도별, 지역별 귀환자 수(군인, 민간인)
소련

1946년
5,000

1947년
200,774

1948년
169,619

1949년
87,416

1950년
7,547

만주

1,010,837

29,714

4,970

4

0

0

중국

1,492,397

3,758

4,401

702

151

92

북한

304,469

16,779

1,295

3

2

0

남한

591,765

1,425

1,150

1,041

264

263

대만

473,316

4,958

775

255

118

35

동남아시아

623,909

86,379

346

51

141

170

그 외(생략)

-

-

-

-

-

-

5,096,323

743,757

303,624

97,844

8,360

802

합계

1951년
8

(출처: 1991년 후생노동성 원호국)

일본 정부는 1945년 10월 18일 미 군정이 ‘귀환에 관한 중앙책임관
청40)’ 설치를 명령한 후에야 귀환자 대응 체제에 착수했고, 11월 ‘귀환원
호국41)’을 개설했다(函館市勢要覧 1949). 그러나 11월은 패전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재조일본인 사이에는 이미 불안이 퍼져 있었으며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다. 일본 정부 역시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인구가 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돌아오자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심
했다. 처음에는 귀환자가 돌아오는 항이 속해 있는 지방 정부가 수용 원
호를 담당했으나 1945년 10월 18일 후생성이 귀환자 업무를 총괄하게 되
면서 보호국이 귀환 업무를 주관했다.
후생성 보호국은 미군이 주둔해 있는 요코하마와 고베항을 제외한 하
카타, 마이즈루 등 24개 항을 귀환항으로 지정하고, 지방 원호국과 출장
소를 설치해 귀환자를 수용했다. 1946년 봄 미군으로부터 선박 차용이
가능해지면서 귀환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40) Orientation on Repatriation Presented to Field Officers GHQ (46121
8). http://ffr.krm.or.kr/base/td046/result_list.html (2020년 3월 2일 접속)
41) 정식 명칭은 ‘引揚援護局(인양원호국)’이나 맥락상 이해를 돕기 위해 ‘귀환
원호국’으로 번역했다. 군인 복원의 경우 육군과 해군을 별도 조직으로 구분
해 진행했으나 소련을 제외한 해외 군대 귀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는
귀환원호원과 복원국이 함께 귀환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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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과 원폭 투하로 인해 전역이 황폐한 상태였다.
다우어(Dower 2000)의 연구에 따르면 1945년 일본 본토 내 전사자가
174만 명이며 군인과 민간인을 합해 최소 27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전
체 국부의 약 30%가 상실되었으며 주요 도시 66개가 공습 등으로 손해
를 입었다. 도쿄는 거주지의 65%를 상실했으며 나고야는 89%가 상실되
었다. 경제활동의 저하는 실업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대부분의 식량
을 식민지에서 공급받고 있었던 만큼 패전에 따른 급작스러운 식량 공급
의 중단은 전전 일본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배고픔42)을 가져왔다.
귀환자 중 연고가 없는 이들에게는 전 군사(軍舍)와 간이시설물이 무
료로 제공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처음으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미 군
정은 지방 원호국이 제공한 숙박시설의 체재일수를 24시간으로 정했지만
귀환자 수속을 단시간에 마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일에서 4일을 머물렀다. 이 기간에 배급은 하루 400g으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물자 상황으로 인해 국민에게 배급되던 하
루 치 식량 310g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었다. 귀환자에게는 귀환항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여비도 지급되었다. 그러나 두 손에 들 수
있을 만큼의 짐만 들고 도망치듯 조선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의
외견은 그야말로 비참했다43).

42) 실제로 ‘배고픔’은 인터뷰에서 연속으로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43) ‘증언 기록: 시민들의 전쟁, 경성제국대학 의대생들의 전쟁’의 기록에 따르
면 38도선 이북에서 오는 귀환자 여성들은 성범죄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전
부 삭발한 상태였고 갓난아이를 거의 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데려온 아
이들의 모습은 마치 원숭이처럼 볼이 파여 있었다.
https://www2.nhk.or.jp/archives/shogenarchives/shogen/movie.cgi?das_i
d=D0001110443_00000&seg_number=001 (2020년 3월 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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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귀환자 연령별 구성

연령

귀환자 수(명)

연령별 비율(%)

총인구별 비율(%)

50세 이상

220,169

7.1

15.2

35~49세

576,326

18.5

15.2

25~34세

722,079

23.1

14.3

20~24세

297,961

9.5

8.8

19세 이하

1,306,298

41.8

46.5

합계

3,122,833

100.0

100.0

(출처: ‘귀환자특별교부금지급사업처리실시표’)

당시 일본의 인구는 7,241만 명으로 그중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군인과 민간인 귀환자 600만 명, 즉 총인구의 9%에 해당하는 인구가 한
꺼번에 귀국하면서 일본은 엄청난 혼란을 경험했다. 귀환 초기에는 일본
인이 조선을 떠나기 전에 어느 정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으나 미군이
주둔한 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부동산을 매각할 때 등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명확한 기록이 남았고, 그 대금은 일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
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의 군정청 재산관리관 명의의 특별계좌로 입금되
었다(若槻泰雄

1991: 243).

그러나 미 군정은 일본인이 대부분 귀국한 후 법령 33호를 통해 일본
정부, 기관, 회사, 개인을 불문하고 소유, 관리하는 전 재산을 몰수한다는
내용44)을 발표했다. 이 법령에 따라 일본인이 부동산 매각 후 은행에 맡
긴 대금, 예탁한 짐과 대금 역시 전액 몰수되었다. 일본으로 보내려고 예
탁해 두었던 짐에도 1개당 1개월 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300엔의 특별요
금을 부과함으로써 재조일본인의 대다수가 모든 것을 잃은 채45) 일본으
44)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은행환, 채권, 유가증권은 물론이고 그 외 남조선
에 있는 모든 종류의 재산과 수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아널드 미군정
장관은 조선에 있던 일본의 지배력을 없애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
다. 이 권리는 한국 정부가 수립된 후 한국에 이양되었다.
45) 방어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밀항으로 귀국했기 때문에 미 군정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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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성일본인세화회는 “국가 수준의
사기”와 같다고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이후 조선에 두고 온 재외재산의
처리 방안은 1965년 한일회담에서 커다란 쟁점이 되었다.
그 당시 파산 상태에 있던 일본 정부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호 업무
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먼저 공항과 항구에서 실시하는
검역은 귀환자를 상대로 더욱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귀환자의 출발지가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과 풍토병이 유행하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이다(森
田芳夫 1964). 특히 귀환자 대부분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연고가 없어
돌아갈 곳이 없는 귀환자는 간이 기숙사에서 집단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
에 전염병에 걸릴 우려가 매우 컸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귀환 업무는 미 군정의 지령과 감독에 따
라 이루어졌다. 일본 국내에 전염병이 유입될 것을 우려한 미 군정은 검
역에 관해 신중히 처리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전염병의 유행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자체에도 큰 위험이 되기 때문이었다. 후생성의
자료에 따르면 귀환자의 약 10%가 영양실조, 말라리아, 결핵 등을 앓고
있었다. 귀환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1950년 말까지 18만 명에 가까운 환
자가 후속 치료를 위해 국립병원과 요양소에 입원해 있었으며 사망자는
3,980명이었다(ibid. 1964).
귀환자에게는 귀환 증명서가 교부되었으며 이 증명서를 받은 귀환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종전 후 철도우송시설도 황폐해졌으나 정부
는 최우선적으로 귀환자를 수송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상이 해외에 거주했던 일본인 60여만 명 중 50만 명이 일본으로 돌
아간 1946년까지의 상황이다. 그 후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가 재건, 정치
적·사회적 목소리에 따라 귀환한 일본인에 대한 국가의 대우는 조금씩
변화해 갔다. 그렇다면 고국에 돌아와 고향 또는 연고지에 정착한 후의
모습은 어땠는지 재조일본인 2세의 귀환 정착과정을 지역사회의 맥락에
하기 전에 상당한 양의 짐을 싣고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은 처분
하거나 버려둔 채였다.

- 58 -

서 살펴본다.

2) 귀환자의 지역사회 정착
후생성 산하 마이즈루 귀환원호국은 1946년 1월까지 입국한 귀환자 중
80%가 영양실조라고 집계했으며, 응급치료가 필요한 자가 4,735명에 달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미 군정이 일본 정부의 관리 태만을 질책
한 후에야 귀환자 수용시설 확충을 결의한 것을 볼 때 귀환자는 대부분
방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연식 2013: 88). 그러나 사회
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했던 재조일본인에 대해 본토의 일본인은 피로
감을 드러냈다. 지역사회에 정착한 재조일본인은 다른 일본인에게 환영
받지 못했으며, 식민지에서 돌아온 집단이자 민폐 집단46)이라는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구술 Ⅲ-2-2(1)]

연구자: 조선에서 자란 경험은 어떻게 작용했나요?
이토: (고개를 저으며) 단점은 있어도 장점은 없어요.
연구자: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이토: 단점은 도중에 해외에서 밖에서 들어온 거니까, (잠시 멈춤)
“귀환자다, 귀환자다” 하면서 놀려요. 조롱하는 거죠. 놀림당했던 적
은 많았어요. 나 자신은 바깥사람이잖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거야.

[구술 Ⅲ-2-2(2)]

와타나베: 우리한테 조센가에리(朝鮮帰り, 조선에서 돌아온 사람)47)
46) 인터뷰 중 많은 사람이 조선에서 생활할 당시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후에 도움을 받을 처지가 되자 친척들에게 눈치를
받았다. 이를 보며 상황이 역전됐다며 격세지감을 느꼈고 자신의 존재가 민
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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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했어요. 나는 입 다물고 그냥 들었지. 어리석게도 그때 히나세
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우리 어머니는 밖에 나가지 않았어. 그렇
게 살았어.
연구자: ‘조센가에리’라고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와타나베: “감히 조센가에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이토와 와타나베는 지역사회 정착 이후를 부정적으로 회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두 사람이 정착한 후 주변에서 받았던 불편한 시선이나 차
별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한편 사이토는 조선에 살았을 때 교사들과 부모로부터 일본에 있는 소
학교가 얼마나 훌륭하며, 일본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자주 전해 들었다
고 했다. 그러나 사이토가 마주한 일본은 어른들이 묘사한 모습과는 상
당한 괴리가 있었다. 지역사회에 정착한 감상에 관한 질문에 그는 학교
에서의 경험을 떠올렸다. 귀환 후 등교한 첫날 마주한 동급생은 “생각보
다 더럽고, 난폭하고, 행동이 더럽고, 가난”했다.

[구술 Ⅲ-2-2(3)]

사이토: 조선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일본이 대단하다고 교육을 해.
일본에 가자마자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 ‘(일본이) 이 정
도밖에 안 돼?’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살았던 곳(방어진)이 훨씬 더
좋았어’ 이랬다고.
연구자: ‘훨씬 더 좋다’고 느낀 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사이토: 우리, 방어진에 살던 일본인이 내지(일본 본토) 사람보다 훨
씬 더 우월했다고 생각했어. 솔직히 현실에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
야. 그래도 기분상 ‘너희들은 이런 생활이나 하고 있냐?’ 미화하고
47) 조센가에리(朝鮮帰り, 조선에서 돌아온 사람), 조센모도리(朝鮮戻り, 조선에
서 돌아온 사람), 요소모노(よそ者, 먼 곳의 사람, 낯선 이)는 재조일본인 2
세가 귀환한 후 자주 들었던 단어로 인터뷰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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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일본이, 돌아왔더니 ‘이것밖에 안 돼?’라고 생각했다니까.

그 당시 귀환자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
한의 돈이었다. 대다수가 식민지에 부동산을 버리고 온 상태였으며 모든
재산이 미 군정에 몰수되어 휴대할 수 있는 짐만 가져왔기 때문에 소지
한 귀중품, 유가증권, 통장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했다. 다우어(Dower
2000)의 연구에 따르면 전후 일본은 공정가격과 암시장48)이 병존하는 등
경제체계가 무너졌고 물가가 기존 대비 127%로 뛰었다. 1946년 2월 17
일 일본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예금 봉쇄 등 여러 대책을 실시했
으나 끝없이 오르는 물가로 무주택자와 실업자, 지연이 없었던 귀환자는
정부로부터 받은 1,000엔으로 생활해야 했다49).
히나세가 있는 오카야마현의 경우에는 생활 필수물자 일시 지원, 의료
지원, 취업자금 지급 등을 실시했으나 본토 일본인과 귀환자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은 큰일이었기에 많은 경우 탁상공론으로 끝났다(柴田一
1986). 귀환자가 지역으로 돌아간 후에도 정부의 원호 활동은 계속되었
는데 그중 우선순위로 시행했던 것은 취업 알선50)이었다.
1946년 5월 말 귀환자의 취업률은 불과 20%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의
전재민의 경우는 약 50%로 귀환자보다는 나은 실정이었다. 전체 취업률
을 보면 홋카이도 기준 1947년 구직자 수 8,951명 중 취업자 수는 6,048
명으로 68%였다. 그러나 1948년에는 구직자 수 11,152명 중 취업자 수가
5,921명으로 53%에 머물며 취업률이 악화됐다(函館市勢要覧 1949).

48) 정부의 배급만으로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의식주를 위해 암시장을 이용했
다. 전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암시장 가격은 공시가격의 38배였으며, 1949
년에도 여전히 2배 정도를 기록했다.
49) 패전 후 주둔군 숙소와 생활비는 약 1,000억 엔으로 일본 전체 예산의 1/3
에 해당했다.
50) 순탄하지 않은 경제 사정과 고용 환경에서 일반 사기업이 제대로 기능할
리 만무했다. 일본 정부는 만주국 정부의 임원 등 해외 점령지의 통치국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재고용하고, 철도 부문에서도 만철과 화북교통 등 현지의
국책철도회사에서 직원을 받아들였다(若槻泰雄 1991: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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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구체적인 지역사례를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식민지로부터 식량 공급이 완전히 멈추자 정부는 1945년 가을부터 식량
자급을 목적으로 ‘긴급개척사업’을 실시해 복원한 군인과 귀환자에게 먼
저 개간지를 분배했다. 방어진에서 히나세로 돌아간 일본인들도 개척단
에 들어갔다.

[사례 Ⅲ-2-2]

와타나베는 방어진에서 몸만 간신히 빠져나와 9월 2일 히나세에 도
착했다. 유복했던 집안 형편 덕분에 복대에 50엔을 넣어 왔는데 당
시 학교 교사의 월급인 35엔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조선에서 유통되
던 일본 지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복대에 묶어서 가져온
조선 유가증권은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라고 회고51)했다. 이처럼 유
년기의 강렬한 경험은 와타나베의 머릿속에 숨어 있다가 이따금 튀
어나왔다. 2011년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 및 쓰나미 재
해를 보며 자신과 처지가 똑같다고 생각했다. 집도 없이 간신히 몸
만 빠져나온 재해민을 보며 75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고 만감이 교
차했다. 조선에서 기술직이었던 사람이나 일본에 연이 있는 사람은
돌아와서도 금방 직업을 잡았으나 대부분은 실업 상태였다. 어업에
종사했던 와타나베의 할아버지는 농업개척단에 들어갔다. 땅을 경작
하고 채소를 심어서 집에 가져와 생계를 이어나갔다.

일본 정부는 1946년부터 귀환자를 대상으로 갱생자금을 대부했다. 대
금 제한액은 3,000엔52)으로 이후에 제한액이 순차적으로 증가했다. 그러
51) 미 군정은 일본이 점령지에서 축적한 자산을 “침략에 의한 약탈자산”으로
전제(若槻泰雄 1991: 266)하고 기본적으로 화폐유통을 금지했다. 이는 급
속도로 진전되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에 조금이라도 자극을 주지 않으려는 대
책으로 보인다.
52) 1946년과 2017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이 108배 인상되었다. 이를 환
산하면 2017년 기준으로 약 324,000엔에 이른다. 1964년 대부 업무가 정지
될 때까지 약 23년간 43만 건, 약 86억 엔을 대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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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히나세처럼 한 다리를 건너면 모두가 친족인 작은 지역사회53)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국가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
었다. 다음은 지역사회에서 귀환자라는 이유로 수치심과 굴욕을 느껴 정
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사례이다.

[구술 Ⅲ-2-2(4)]

와타나베: (일본) 정부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빈곤한 사람에게 무이
자로 30만엔 정도를 빌려주는 제도가 있었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
하기 위해 서류 절차를 밟아야 해. 그런데 친척 할아버지가 “아키에
(와타나베의 어머니), 그때 문제는 그때 끝난 거야. 새삼스럽게 뭘
또 이야기를 꺼내려고 해?” 이러는 거야. 그 돈이면 엄청나게 도움
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여기(히나세)서는 ‘힘들다’, ‘피해 봤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연구자: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와타나베: 말하지 말라고 했어. 어머니가 9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까지 “조선에 있는 재산이라도 팔고 왔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랬어.

와타나베의 사례처럼 조선에 모든 재산을 두고 와 정부의 도움이 필요
한 상황에서도 조선에서 유복한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또는 모두가 힘들
다는 이유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당시 귀환자 단체는
구 식민지에 두고 온 재외자산 보상이나 미귀환자 문제를 정부에 정식으
로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귀환자 단체에
53) 구술조사 중 재조일본인 2세와 국제교류 담당자들은 히나세를 어촌 특성상
동료의식이 강하고, 친족의 결속과 일가의 결속이 다른 지역보다 강한 작은
마을이라고 묘사했다. 지역사회의 암묵적인 저지로 원호나 갱생자금을 요구
하지 못한 사례는 미요시 아키라(三吉明 1959)의 연구를 참고했다. 이 연구
에 소개된 사례에서 교토의 한 귀환자는 “사실은 밖에서 좋은 생활을 하고
왔던 것이 아니냐, 조금 힘들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라”라며 지원이나 원조
를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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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되어 대정부 소송을 진행했던 주체가 전 식민지 관료 혹은 자산가였
다는 점이다. 히나세 같은 지역사회에서는 정치를 문제시하는 것에 매우
민감했다.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구술자료에 나타나는 본토에
살던 일본인과 귀환자가 바라보고 느끼는 일상생활에는 상당한 엇갈림이
있었다. 구술조사에서 재조일본인 2세는 일본을 떠나 살았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다른 존재로 취급받았다는 점, 조선으로부터 송환과 동시에 전
후 일본의 심각한 경제 상황에 놓였다는 점에서 배타적인 환경을 비집고
들어가야만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조선 남부에 거주했던 재조일
본인 2세들은 직접적인 전쟁 상황이나 공습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토의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쟁에 관한 공통의 기억이 없다는 것도
언급했다. 이처럼 전쟁에 대해 본토의 일본인과 다른 경험을 한 재조일
본인 2세는 패전 직후부터 사회부적응자로 인식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
갈등이 심화되자 일본사회에서는 이들을 ‘전후 일본국민’으로 어떻게 통
합할 것인가가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3) 전후 일본과 귀환자 담론의 형성
다음은 전후 새로운 일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귀환자 담론과
공적 기억의 형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라라기(蘭信三 1994)는
1960년대 전반까지의 전후 일본에 나타난 식민지 기억은 공공적 기억에
의한 체험적 기억의 억제로 볼 수 있으며, 원폭 신화를 정점으로 하는
수동적 평화 국가의 구호 아래 피해 의식이 전면화되었다고 말한다. 물
론 동시대에 일어난 동일 사건에 대한 체험 내용은 개체 수만큼이나 다
양하며, 체험의 상이를 질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노상래 2014). 하지
만 개인의 귀환과 전후 체험이 공통된 목적을 가진 공적 기억의 영역에
들어서는 순간 국가의 내러티브 형성에 핵심적인 소재가 된다.
전후 일본은 식민지주의의 문제를 역사의 기억에서 집단으로 소거하거

- 64 -

나 서술에서 결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내셔널리즘을 창안하고 확산
(ibid. 2014)하여 평화주의로 위장했다. 집단에서 고난의 체험을 이야기하
는 것은 집단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신형기 2008: 293)이다.
일본 정부에는 패전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남겨진 전후 처리, 공습으로
모든 것을 잃은 전재민, 군인 등 귀환자와 유사한 사람들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 한편 일본은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일본을 재건해야 한
다는 국가적인 대의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했다(박이진 2015: 64).
대일본제국헌법 이후 전후에 새로 제정된 일본국헌법 제1조에는 “천황
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지
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패전 이후 일
본은 정부 주도하에 천황과 국가, 일본인을 하나로 설정하며 단일국민으
로서의 통합을 꿈꿨다. 아울러 헌법 제9조를 통해 실질적으로 전쟁과 무
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며 평화주의를 내세웠다. 이 가운데 식민지에
서 식민자로 살았던 귀환자들의 존재는 질서의 편재에서 볼 때 ‘경계’를
일탈했던 존재들이었다(박광현 2013: 223). 그렇기에 경계 밖의 존재들은
패전 후 일본의 국민 통합과 평화 담론에 빠르게 흡수되어야만 했다.
전후 일본에서 귀환자들을 전쟁 희생자로 이해하는 것은 즉시 국가주
의의 명분 안에 편입되었고 혼란을 겪고 있던 일본을 획일화하는 데 최
적의 담론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귀환자들을 전쟁 희
생자로 만드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 보상에 따른 사회
적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고, 강화조약 체결 상대인 연합국 측에 일본의
전쟁 피해를 각인(이연식 2010: 101)시키며, 패전국 처리에 대처하기 위
함이었다. 따라서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와 통합은 일본 내 동질성을 강
요하며 통합과 단결의 명제로 경계 밖의 기억을 망각해 왔다. 귀환자들
의 식민지 체험과 귀환 과정은 전쟁 희생자로서의 담론, 전쟁의 참혹함
과 고난을 선전하는 하나의 귀환 서사로 재구성되며 일본의 공적 기억으
로 형성되었다.
식민지 체험과 전후 기억은 선량한 일본 국민, 전쟁의 희생자라는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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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정당화되었으며, 뒤틀린 평화주의 안에서 귀환자의 다양한 경험
은 묻히게 되었다. 더욱이 전후 첫 총리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는 정부가
귀환자에게 배포한 책자「귀환자필휴(帰還者必携)」에서 “제군이 헤아리
기 어려운 인고의 체험을 갖고 돌아와 누구보다도 가장 평화를 절실히
원하고 밝은 갱생의 길과 평화로운 조국의 재건에 힘쓸 것은 신생 일본
에 있어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바이다”라고 밝혔다(박이진 2017). 이러
한 기억의 국민화는 일본이 재건을 시작하고 이후 고도 경제성장으로 들
어가는 과정에서 귀환자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배제했다. 한편, 전후 일본
에서는 귀환자를 중심으로 단체를 결성해 정치 세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4) 전후 일본인 귀환자의 정치세력화
패전 후 일본 정부는 구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돌아온 귀환자 재외재
산54)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에 마주쳤다. 전후 일본은 대외적으로는 패전
국으로서 연합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며, 대
내적으로는 해외 식민지에서 돌아온 귀환자를 부양해야 할 경제적 의
무55)가 있었다. 조선 경성에서 재조일본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경성일본
인세화회는 귀환 전부터 귀환자의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를 위해 설
립되었고, 귀환 후에는 한반도 소재 일본인 재산의 보상을 요구하는 운
동을 최우선으로 전개했다. 이후 조선에서 만들어진 세화회는 다른 나라

54) 재외재산은 일본이 패전 시 구 거류지에 있던 재산을 의미하며, 재외재산
문제는 패전으로 권리자가 소유재산을 잃은 이후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말한
다.
55) 귀환자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부담액은 큰 범위에 걸쳐 있었다. 후생성
원호국(1997)에 따르면 귀환자에게 투입되는 돈은 숙박, 급식, 의복 등의 원
호 물자, 철도 무임승차권, 귀향 잡비, 귀향 여비, 귀환수당, 특별귀환수당 등
의 일시금을 포함한 막대한 금액이었다. 당시 폐허가 되었던 일본을 복구하
는 데도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만큼 기업과 개인에 대한 보상은
회피하고 싶은 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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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만들어진 일본인세화회와 연합해 세력을 확장했다. 1946년 11월 29
일에는 귀환자단체전국연합(통칭 전련)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사유재산
의 불가침원칙을 내세우며 재외재산보상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直野
章子 2016).
전후 해외에 있던 일본인의 귀환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각지에 다양한
단체가 생겨났다. 조선에서 만든 세화회처럼 귀환자 단체 역시 배급을
받거나 행정상 도움을 주려는 권익 보호를 위한 성격이 짙었다. 실제로
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재산 문제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56) 이들 단
체는 귀환자들이 일본 본토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의 생활 차이, 냉담한
태도 등을 ‘피해’와 ’희생’으로 받아들이며 이 격차와 피해를 균등하게 나
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일본의 국민으로서 받을 정당한 대우라
고 주장했다. 1946년 당시 귀환자 집단은 526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에
다양한 계층과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후 일본 사회의 방향
성에 따라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귀환자 단체는 당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행보를 보였으며, 1946년
귀환자 전국 조직인 귀환자단체전국연합회(전련)의 국회 점거 사건(이연
식 2013: 93)에서는 직접 수상을 만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전련을 이끌
었던 리더 중 하나는 조선총독부의 간부였던 호즈미 신로쿠로(穗積眞六
郞)로, 경성세화회의 설립에 참여했으며 귀환자의 권익에 총력을 기울인
인물이었다. 그는 귀환자의 권익을 위해 국회로 진출했다. 일본 정부가
귀환자를 다른 일본인과 동일하게 인식하며 전후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에 반해, 전련과 같은 귀환자 단체는 정부의 무성의함57)과 제
56) 동포세화회 결성 후 귀환자들로부터 6개월간 총 723건의 서면 문의가 왔
다. 그중 조선에 두고 온 재외재산에 관한 문의가 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편저금에 관한 문의가 91건, 금융기관 및 예금에 관한 문의가 84건이었다.
최영호(2013)는 귀환자의 관심이 한반도에 두고 온 재산에 쏠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57) 귀환자 기관지인「引揚同胞」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재산 보상에 대해 군수
보상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배상분만 보상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
으며, 현실적인 문제로 전체 보상이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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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불충분함으로 귀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는 다른 일본
인과 같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정부와 귀환자 단체의 이해관계가 충돌
했다.
만몽동포원호회의 회장이었던 히라지마 도시오(平島敏夫)는 이상(理想)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을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칭하면서
“일본인의 번영은 원주민을 착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다(임성모 2010). 이처럼 재조일
본인 단체의 전개는 귀환과 일본 사회로의 동화라는 현실에 대응해 가는
과정이었다(이형식 2014: 358). 이후 1950년경 귀환자원호회가 해산되는
것을 계기로 귀환자의 정치적 대항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졌다. 이
에 일본인의 귀환 체험은 패전의 충격, 비참한 수용소 생활, 귀환과 일본
내 정착의 과정을 거치며 식민자로서의 체험과 기억을 은폐해 갔다.

Ⅳ. 전후 일본에서 귀환자로 살기

Ⅲ장에서는 일본인 귀환자를 전쟁 희생자로 만드는 일이 평화국가라는
구호 아래 전면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1950년대 이후 국가
재건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 사회에서 귀
환자의 위상은 어떠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Ⅳ장에서는 1950년대 이후 일
본 고도성장기 속에서의 재조일본인을 조명한다.

1. 자주권 회복기와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1)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국가배상의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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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1945년 패전부터 1952년까지 미 군정의 지휘, 감독하에 재
외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귀환사업이 진행되었다. 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기점으로 일본이 자주권을 회복하게 되자 모든
귀환사업의 지휘, 감독권 역시 일본 정부에 일임되었다. 그러나 샌프란시
스코강화조약 제2조 재산청구권 조항은 귀환자의 재외재산 보상을 둘러
싼 문제를 담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청구권을 방기(放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합국 측에 배상하지 않는 대신 구 식민지와
점령지에 남겨진 일본인의 재산 처분권을 연합국 측에 양도한다고 합의
했다.
요컨대 일본 정부의 결정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 귀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배상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정치적으로 봉인시켜버리는
것에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합국 총사령부의 통
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처지를 대변해 주리라 기대
했던 일본인 귀환자의 기대는 좌절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외에 남겨 둔
재산은 법률상 상실되었고 정부에 대한 귀환자의 감정은 더욱 극적으로
치닫게 되었다58). 그뿐만 아니라 미 군정은 귀환자에 대하여 군인과 그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는 것이 바로 군국주의의 기반이라며 은급법(恩給
法)59)을 폐지하고 군인과 그 가족·전재자·귀환자 모두를 ‘일반생활 원호’
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원호 체계에 두었다(이연식 2010: 102).
그러나 1952년 6월 은급법 특례심의회가 설치되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
약의 시행과 더불어 전전의 은급법이 부활했다. 은급법의 부활은 군인,
군무원에게 주어지는 국가의 책임과 배상을 인정한 것으로, 정부가 이제
껏 일본 국민은 모두 똑같은 전쟁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이 허구였음을
스스로 폭로한 순간(이연식 2013)이었다. 전후 일본 정부는 일본인을 모
58) 귀환전련통신(引揚全連通信). (1965). ‘재외보상요구와 여론의 지지(在外財
産補償要求と世論の支持)’. (1965. 5. 1.), 1.
59) 1923년 제정된 은급법(恩給法)은 정부 기관에서 일정한 연한을 일하고 퇴
직한 공무원, 경찰에게 주던 연금이다. 전후에는 군속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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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동일선상에 두고 전쟁의 희생자로 간주해 왔는데 은급법의 부활로 인
해 전 정부의 형평성이 모순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귀환자 중에서도 재외재산의 95%가 집중된 만주와 한반도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생활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자 신들의 전쟁 피해를 국
가로부터 ‘공인’ 받지 못할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신
경을 곤두세웠다(이연식 2010: 103). 여기서 일본 정부가 취한 선택지는
바로 탈정치화된 해결(浅野豊美 2004)이었다. 이는 바로 1957년 제정된
법률 제19호 ‘귀환자 급부금 등 지급법’으로 대정부 투쟁을 계속해 온 귀
환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본 법률의 제1장 1조는 “귀환자, 그 유족 및 인양 전에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이 법률이 정하는 것에 의해 급부금을 지급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 청구권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에서 지급되는 귀환자
급부금 등 지급법은 귀환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법률의 제2조를
살펴보자.

이 법률에 있어 ‘귀환자’는 다음과 같은 자다. 쇼와 20년(1945년) 8월
15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본방(本邦) 이외의 지역(이하 ‘외지’
라고 한다)에 생활의 본거(本據)를 갖고 있던 자 (…) 종전(終戰)에
따라 발생한 사태에 기초해 관헌의 명령과 생활수단의 상실 등 어
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동일(同日) 이후 본방에 귀환한 사람

본 법률에 따라 정해진 귀환자의 임의적인 정의는 “어쩔 수 없는 이유
에 의해 일본으로 귀환한 사람”이다. 이는 패전 직후 일본 정부가 취했
던 “가능한 한 잔류”하게 하는 정책, 즉 일본 정부가 귀환자에 대해 일
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가
패전 직후부터 지속해서 취했던 일정한 거리감과 모호한 태도는 일본 정
부의 인식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연식(2013)은 패전 직후 일본 정부
의 인식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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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본 정부에 있어 패전은 식민지와 점령지의 방기(放棄)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귀환자가 구 식민지와 점령지
에서 ‘돌아온다’는 것에만 방점을 두었다. 이는 귀환의 원점에 있는 전쟁
과 침략, 더 거슬러 올라가 일본인의 해외 이주의 역사가 왜 일어났는지
에 대한 관점이 배제된 것이었다. 둘째, 식민지 지배와 그 외의 문제에
눈을 돌리지 않았던 전후 일본의 평화 담론을 들 수 있다. 전후 일본 정
부는 미 군정의 점령하에서 ‘전쟁 희생자의 전쟁 피해’만을 강조해 왔으
며, 전쟁의 재발생을 막기 위해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귀환자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패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침략, 식민지화, 제국의 확장, 식민지로의 적극적인 이주정책에
의해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었다. 전후 일본은 국가 재건이
라는 명제에 따라 제국의 확장, 사람의 이동, 제국의 붕괴에 이르는 긴
시간과 복잡한 과정을 간과해 왔다. 정부는 ‘종전’이라는 특정한 시기에
만 집중해 국가를 복구해 나갔다. 특히 일본인 귀환자들의 식민지에서의
기억, 귀환 등 다양한 기억 중 오직 ‘전쟁의 희생자’로서의 파편만 집중
적으로 부각했고, 그렇게 선택된 기억은 국민 통합을 위한 기제로 사용
되었다.
그러나 전후 귀환자들에 의해 제기된 재외재산배상 문제와 국가에 대
한 호소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소멸되어 버렸
다. 이처럼 ‘종전’이라는 특정한 시기에 집중하고, 귀환자들의 총체적인
고통을 도외시하며 전쟁 희생자로 만드는 일은 귀환자가 가진 역사를 축
소하고 하나로 정형화해 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1959년 일
본 정부는 패전 후 해외에서 미처 돌아오지 못한 미귀환자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했다. 더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미귀환자들은 모두 법
적으로 사망자로 처리되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약 13,600명의 미귀
환자가 사망 선고를 받고 호적에서 말소되었으며, 일부는 ‘자기 의사’로
잔류했다고 하여 ‘유수(留守)가족 원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임성모
2010)되었다. 결국

미귀환자들의 존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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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잊혔다(蘭信三

2009: 53).
이후 귀환자의 권익과 갱생 문제에 집중되었던 사회적 초점이 돌아오
지 못한 자들로 옮겨감에 따라 귀환자들이 구 식민지에서 겪은 기억은
억제와 피해, 향수에 대한 기억이 주가 되어 공유되었다60). 2020년 현재
일본 정부는 여전히 귀환자의 대정부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
며, 이는 일본 정부가 귀환자에 대한 책임을61)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모
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기억과 망각 사이의 귀환 체험
야스다 쓰네오(安田常雄 2013)에 따르면 전후 일본에서 일본인 귀환자
의 역사는 공적 기억에 편입하지 못한 채 귀환자 사이에서만 회자되었
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등장하지 않은 채 과거의 향수로
만 남아 버렸다. 이후 일본이 경제 부흥과 고도성장을 거치는 동안 귀환
자의 존재와 역사는 반성 없이 침전되었다. 이렇게 전후 일본 사회는 대
일본 제국에 관계된 기억을 선택적으로 배제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매년 8월 일본 전역을 뒤덮는 ‘전쟁추모’의 물결 속에서 귀환자의
특정화된 기억인 ‘고난의 역사’만이 살아남아 다음 세대로 계승되고 있
60) 패전 이후 일본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서적은 후지와라 데이(藤原てい)
의 『흐르는 별은 살아있다(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이다. 저자는 만주에서
일본으로 귀환하며 느낀 소련군에 대한 공포심, 일본인에 대한 불신, 조선인
에 대한 불안감을 묘사했다. 이 책은 여성의 몸으로 갓난아기를 데리고 안전
한 고국으로 돌아오는 서사를 담고 있다. 후지와라 데이가 보여 주는 귀환
체험은 패전이라는 사건이 동반한 자신의 위치 변화를 잘 드러내고 있으며,
새롭게 드러난 ‘타자’와의 관계 결성과 지금까지의 관계를 재고하도록 촉구
(成田龍一 2008: 13)한다. 이후 해외 식민지 및 점령지에서 일본으로 돌아오
는 동안 겪은 귀환 서사가 계속 발간되었다. 전후 일본에서 후지와라의 책이
대중적인 공감을 얻은 것은 귀환자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
여주는 예이다.
61) 최영호(2013)는 일본 정부가 귀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에 해당하는 조처
를 하면서도 ‘보상’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은 배상을 거부하
겠다는 원칙에 근거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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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후 단편적으로 조명된 귀환자의 존재와 인식은 2000년대 이후 일본
의 전후 기억이 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유산이 되는 과정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2015년 만주 귀환자의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되며 일본인의 기억과 생애가 조명받고 있다. 본 항에서는 귀환자의 정
형화된 기억이 기념관이라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어떻게 재생되는지 검토
해 본다.
패전 직후 귀환자는 미 군정이 지정한 귀환항 14곳을 통해 입국할 수
있었다. 그중 북한과 만주에서 온 군인과 군무원, 민간인 귀환자가 주를
이루었던 항은 마이즈루항62)이다. 마이즈루는 패전 후 1958년까지 10여
년간 66만 명을 받아들인 지정 항이었으며, 다른 곳이 업무를 종료한 후
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던 귀환항이었다. 이곳은 일본 각지에서 찾
아와 친족의 귀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북새통을 이루었으며, 귀환과 전
쟁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기억의 명소로 기능하고 있다(박이진 2017:
228).
이 인식의 연장선에 있는 기념관이 바로 마이즈루에 있는 귀환자 기념
관이다. 1988년 세워진 본 기념관은 당시 귀환에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
고 있는 일본에서 유일한 시설이다. 마이즈루는 중앙역에서부터 2015년
유네스코에 지정된 기념물 관련 자료가 배포될 정도로 기억 유산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자가 2019년 11월 방문한 귀환자 기념관은
과거 66만 명의 귀환자를 받아들인 곳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
하고 엄숙했다. 관내에서 처음 마주한 것은 패전부터 귀환에 이르는 일
련의 과정을 나타낸 연표였으며 그 옆에는 “죄가 없는 벌”을 받고 “고난
의 귀환”을 한 귀환자의 인터뷰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연구자는 기념관에서 ‘귀환자에 관해 말하는 모임(舞鶴引揚記念館語り
部)63)’이 운영하는 도슨트 투어에 참가했다. 이 투어는 귀환자의 후손과
62) 마이즈루항은 전쟁 중에 해군의 군사적인 거점으로 사용되었으나 전후에는
군인과 군무원, 민간인을 귀환시키는 지정 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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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즈루에서 살면서 귀환사에 관심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것
이었다. 이들은 먼저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마이즈루
로의 생환 1945-1956 시베리아 억류 등 일본인의 본국으로의 귀환기록>
570점에 관해 설명했다64). 소장품은 소련 지역에 포로로 잡힌 일본 군인
과 민간인들이 남긴 생활기와 고난의 귀환사를 전달하는 자료65)로 구성
되어 있었다.
투어 안내자에 의하면 일본인 귀환자의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으로 등재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존재한다. 첫째로 전후 일본에
서 국민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추구할 수 있도록 큰 초석이 된
희귀한 체험으로서 후세에 남겨야 할 큰 전쟁의 기억을 담고 있기 때문
이다. 둘째로 본인의 의지와는 반대로 포로가 된 억류자들의 곤궁과 절
망, 살아가는 힘, 가족에 대한 생각과 귀국에 대한 희망, 그들의 귀국을
기다리는 가족의 사랑과 일본 국민의 동포애 등 인류 공통의 보편적 주
제인 평화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어 안내자는 본 기록물이 몇 안 되는 귀환자에 관한 공공 기록이라
는 점과 전쟁의 참상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성을 고스란
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가 공유해야 할 귀중한 유산이라고 덧붙였
다. 그러나 전후 귀환자 담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본 기록물도 일본인 귀
환자의 희생과 수난을 강조하고 있을 뿐 전후 귀환자 담론을 벗어나는
기억은 담고 있지 않다. 예컨대 귀환자가 권익을 위해 국가배상을 요구
했던 기록이나 지역사회에 정착한 후 본토의 일본인들로부터 겪었던 이
야기 역시 제외되어 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된 이후에도 귀환자
가 애초에 식민지로 떠났던 이유는 여전히 언급되지 않고 있다.
63) 투어 안내자는 자료실을 순서대로 돌면서 기념관의 소장품을 설명하나 미
처 기록하지 못한 기록, 예컨대 어린 시절 귀환자인 부모에게 들은 개인의
기억과 동네에서 귀환자들을 위한 위령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64) <마이즈루로의 생환 1945-1956 시베리아 억류 등 일본인의 본국으로의
귀환기록>으로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록. 毎日新聞. (2014. 6. 12.). “世界
記憶遺産:候補に「東寺百合文書」「抑留者引き揚げ」”.
65) https://m-hikiage-museum.jp/contents/?ca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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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식민지 지배의 첨병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전쟁의 희생자 역할을
강요당했던 귀환자들은 결국 그들의 역사에 스스로 파묻혀 굳게 입을 다
물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제국주의의 역사뿐만 아니라 애초에 왜 귀환자
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것인지 생각해 볼 기회조차 상실해 버렸으며 식민
주의에 대한 사실을 망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安田常雄 2013:
37).

2. 재조일본인 2세 네트워크의 형성

1) 망향의 장, 방어진회 66)
패전 후 일본에서는 1940년대 후반부터 조선 경험을 공유한 단체들이
각지에 결성(이규수 2011: 236)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인이 된
재조일본인 2세에 의한 동창회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일본 서민의 조선
생활사와 이들의 전후 생활사를 연구한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1974)
는 옛 재조일본인 2세의 모임이 무수하게 열리고 있으나 이들은 전부 옛
날의 좋았던 시대에의 향수와 식민자 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장소일 뿐이
라고 일축하였다. 또한 식민자의 동창회는 왜소한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
상을 그대로 화석화 시킨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나쁜 국가 선량한
국민”이라는 재조일본인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 왔다고 비판적으로 지
적하였다.
레나토 로살도(2000)는 이러한 제국주의자의 향수를 역설이라고 정의
하였다. 식민주의의 대리인인 관리, 경찰 등은 식민화된 문화를 향해, 그
66) 조용숙(曺龍淑 2003)에 의하면 재조일본인 2세들의 단체는 식민지 체험을
가진 이들이 그들만의 기억을 공유하는 장으로 고향인 조선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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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전통적”이기에 그립다는 향수를 펼쳐 보인다는 것이다. 제국주의
에 대한 향수와 동경이 갖는 모순은, 식민주의의 대리인들이 의도적으로
변형시키거나 파괴시킨 그 삶의 방식에의 갈망이라는 점에 있다. 또한
어떠한 형태로도 제국주의적 향수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동시에
잔혹하게 전개되는 지배관계에 자신들이 공모했음을 숨기기 위해 “순수
한 갈망”의 모습을 취한다고 지적하였다.
방어진회는 1945년 당시 방어진 심상소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또는
졸업생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전후 일본 사회에서 겪은 불안정함과
소외감 그리고 조선에 대한 그리움을 공유하는 장소로 기능했다. 방어진
회가 1970년대에 들어서야 결성된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다. 전후 일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특히 방어진에서 귀환한 이들의 상당수는 교육의 기회를 포기
할 정도였으며, 실제로 대학에 진학한 이는 단 한 명이었다.
방어진회가 설립된 이후 동창회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재조일본인 2세
들에게 큰 문제였다. 국내여행과 동창회에 드는 숙박비에 부담을 가질
만큼 어려운 생활을 하는 2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일본이 고도 경제성장으로 안정기에 접어들고, 30대 후반에 접어든 2세
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찾으면서 모임에 참가하는 인원도 점점 늘어났다.
방어진회는 1972년 3월 26일 공식적인 첫 모임을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개최했다. 동창회뿐만 아니라 모교인 방어진초등학교67)와
옛집을 방문하는 행사를 기획했으며, 옛 기억을 모아 회고록을 만들기도
했다. 동창회에서는 방어진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찍은 사진을 보여 주고
공유하는 것이 큰 행사였다. 경제 사정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대다수의
방어진회 회원에게 이 사진들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
였다. 방어진회의 재조일본인 2세들에게 방어진회의 의미를 물으면 “과
거에 대해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전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공통
67) 1909년에 개교한 방어진 심상소학교가 1946년 방어진국민학교로 다시 개
교한 후 1996년에 방어진초등학교로 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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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꼽는다. 그렇다면 방어진회가 공유하는 그리움의 원천은 가지무라
히데키와 로살도 레나토가 지적하듯 제국주의자가 갖는 역설적인 향수일
뿐일까. 방어진회 재조일본인 2세가 숨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
기라는 것은 무엇일까. 또 이들은 무엇을 왜 숨겨야 했을까.

2) 방어진회와 전후 기억
[구술 Ⅳ-2-2(1)]

연구자: 조선 출신이라는 점이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나요?
후지이: 내 친구들 대부분은 히나세에서 나고 자랐는데, 방어진에서
나고 자란 경험이라는 것은 참 풍부하다고 생각해. 아름다움. [방어
진의] 히나세 사람들이 아름다웠다는 것. 방어진은 역시 대륙의 끝
이잖아요? 일본은 섬이야. 그런 차이도 있지.
이토: 그 섬과 대륙의 기질이 다르다고 생각해. 확실히. 여기 사람들
은 히나세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농담하는 게 아닌가 싶어. 히나세
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 [히나세에서] 멀리 살았던 사람의
풍부함을 모르지.
후지이: 여기를 떠나서 조선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부모님들은 기세,
패기가 있어.
이토: 맞아 기세가 있어.

후지이와 이토는 조선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낸 재조일본인 2세와 일
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본인의 기질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기질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자 다른 일본인들과 달리 바다를 건
너 식민지 조선으로 이주했던 적극성과 진취성을 언급했다. 이렇게 회원
들이 자신을 일본 본토에서 태어난 일본인과 다른 존재로 구별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된 연구자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파악하고자 했다.
단체 인터뷰에서 재조일본인 2세가 말하는 ‘다름’이 긍정적인 단어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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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와 패기로 묘사되었기에 개별 심층 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지
조사했다.
단체 인터뷰에서 공유되는 기억은 조선에 대한 그리움, 망향의 감정,
귀환 당시의 고생담이었으며 이야기의 끝은 긍정적인 묘사에 가까웠다.
반면 개별 인터뷰에서는 개인이 겪은 체험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
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 인식에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했다. 다음은 심층
인터뷰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한 사례이다.
첫 번째 사례는 ‘식민자’ 로서의 위치에 대한 인식과 성찰이 보이는 경
우이다. 사이토는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으로서 본인을 식민지와 떨어
질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조선에 살 때부터
아이들만큼은 전쟁에 보내기 싫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실제로 사이토
의 아버지는 징용 전 신체검사에서 간장을 마시고 병을 가진 척해 징용
을 피했기 때문에 참전을 피할 수 있었다.

[구술 Ⅳ-2-2(2)]

사이토: 부모님이 집에서 조선 이야기를 자주했었어. 정말 자주 했
었지.
연구자: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이토: 정말 그립다고. 아, 아버지가 가게를 했었는데 군대에 안
갔거든. 이게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옛날 메이지 시대 이야기
야. 아버지가 군대에 안 갔어. 솔직히 (연구자에게) 말하기 좀 그래.
전쟁에 나가기 싫으니까, 징병검사 때 그 전날에 간장을 있는 그대
로 다 마셨대.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간장 절대로 못 마시지? 징병
검 사에서 불합격. 그만큼 전쟁에 가기 싫었대. 그거 마실 수 있어?
그거 절대 못 마셔. 전쟁에 가기 싫다는 결심으로.
연구자: 징병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어서 못 가셨구나.
사이토: 요즘 세대에는 그게 절대 안 통하지. 범죄니까. 우리 집에는
아무도 전쟁에 안 나갔어. 태평양 전쟁에 전에 중일전쟁에도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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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 사람이 없어.
연구자: 그러면 대부분은 출병했던 거군요? 주위에?
사이토: 거의 100%. 행운이지. 우리를 ‘비국민’이라고 했어. 국민이
아니야 ‘일본인’이 아니라고 했어. 진심으로 비국민이었다고 생각해.
참전 경험이 없는 가족은 정말 없거든.

주위에서 ‘비국민’ 취급을 당했으나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는 나았다고
한다. 사이토의 가족은 조선에 있을 때 잔류를 희망했으나 매일 악화되
는 상황을 참지 못하고 어선을 빌려 일본으로 돌아왔다. 사이토는 한 번
도 일본에 간 적이 없었기에 일본은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만 그려왔다.
일본에 돌아올 때는 시모노세키를 지나왔는데 등대를 보자마자 ‘이곳이
말로만 듣던 그 일본이구나’ 하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육지에 발을 내디딘 사이토는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땅을 보고 충격을
받아 ‘차라리 방어진에 남는 것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구술 Ⅳ-2-2(3)]

사이쇼: 나는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도 일본인과 한국인이 잘 지내면 좋겠다고 기도해. 10살이
면 당시를 기억할 수야 있지만, 나만의 사고방식이 확립된 나이는
아니었지. 내지에 돌아간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거든. 부모님이 얼
마나 내지를 미화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지. 그런데 배에서 그
황폐한 내지를 보고 "이런 곳이라면 방어진이 훨씬 낫잖아!" 라고
생각했어. 전학한 소학교 애들 복장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등교한
날에 조선에서 가져온 운동화를 뺏기 정도였어. 정말 힘들었지.
연구자: 조선에서 살았다는 걸 말씀하셨구나. 얼마나 달랐나요?
사이쇼: 일명 ‘바깥사람’이지. 방어진 일본인은 부자까진 아니어도
복장이 단정했단 말이지. 굉장히 스마트한 느낌? 이쪽은 게타, 조
리에 옷은 더럽고. 가장 놀랐던 건 애들이 콧물을 흘린 하얀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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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대로 묻히고 다녀(웃음). 난 오히려 자랑도 아니지만 숨긴 적
이 없어. 나는 책을 쓸 때마다 저자 이력을 쓰거든? 한국에서 태어
났다는 것을 꼭 써. 근데 그걸 조선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꼭 사람
들이 뭐라고 하긴 했었어. “1935년 조선출생입니다” 하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경멸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그 마음도
이해는 가. 그런데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난 어차피 조
선 출생인데.

전후 약 4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사이토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
에 의해 억류되었던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이후 식민지 경험과 귀환 체험을 담은 자전적 소설 「아리랑 고개는 아
직 멀다」와 「너의 볼에 비가 온다」에서는 방어진에 대한 그리움과 동
시에 현대 한국에 일어난 역사적 아픔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기
인했음을 밝히고 있다.

[구술 Ⅳ-2-2(4)]

사이쇼: 지금은 아예 38선이 국경처럼 되어버려서.
연구자: 국경처럼
사이쇼: (한반도가) 종전 때 그 모습대로 있었어야 하는데, 전부 그
모습대로 있었어야 해. 비참해. 난 앞으로 두 나라가 하나가 되리
라 생각해. 그 날이 꼭 오리라 생각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지 않을까? 난 그 문제에 관심이 정말 많이 가더라고. 내
가 쓴 ‘아리랑 고개는 아직 멀다’ 도 남북 전체가 꼭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썼어. 통일이 되면서 아리랑 고개를 넘는
다고.

사이토는 인터뷰에서 ‘종전’이라고 하면 일본인의 귀환과 고난에 관
한 이야기뿐이며 식민 지배를 당했던 사람들의 고난은 배제되는 것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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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했다.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어 사회 기반을 재구축해야 했던 조선인의
삶, 종전 이후 1950년 일어난 6.25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다시 일어서야
했던 역사, 한반도가 분단되는 순간 느꼈던 큰 좌절감, 제주 4.3 사건 등
을 조명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에는 일본의 국권 침탈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일본은 사고를 확장해 전후 ‘일본인’의 고난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고통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술 Ⅳ-2-2(5)]

연구자: 급부금은 신청하신 적 있으셨나요?
사이토: 난 받은 적 없어. 신청도 안했어. 오카야마 신청이지?
연구자: 전국 단위요.
사이토: 전국이라고 해도 본적지에서 해야 하니까. 난 도쿄에 살았
고 난 받기도 싫었어. 뭐라고 해야 할까 형식적일 뿐이고. 금액과
관계 없고, 받을 기분도 들지 않았어. 전쟁은 보상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해. 당시 전쟁하고 있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 정말 많
아.
연구자: 당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사이토: 응, 시대를 역행, 호소, 배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항감이 들어. ‘귀환’ 이라는 건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쟁이 있으
면 생기는 거야. 졌으니까, 잘 한거 없으니까 원래 내 나라로 돌아가
는게 당연해. 졌으니까 그 장소에서 사라지는 것은 시대를 넘어 어
디에서나 존재하는 이야기지.

사이토는 이와 같은 이유로 귀환자 급부금도 신청하지 않았다. 금액
과 상관없이 ‘잘못된 일’을 한 나라로부터 보상을 받고 싶지 않았고 굳이
과거의 일을 추궁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에
게는 태어난 고향 한국, 자란 고향 일본 두 개의 고향이 있으며 본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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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를 계기로 앞으로도 한국과 연결되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두 번째 사례는 재조일본인 2세로서 겪은 ‘고난’을 주된 기억의 장치로
삼는 경우이다. 인터뷰 조사 중 귀환자의 고난과 고생담을 주로 이야기
한 사람은 4명이었다. 먼저 이토는 귀환 후 일본 땅에 첫발을 내디뎠던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되었다고 회상했다. 그의 부모님은 히나세에서 땅
30평을 살 돈으로 방어진에서는 100평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
선으로 떠났다. 그리고 조선에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다. 그러나 패
전 후 재산을 정리할 여유가 없어 이웃 조선인에게 재산을 맡긴 채 조선
을 떠났다. 밀항 도중 미군 비행기에 추격당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져
죽음의 공포를 안고 바다를 건넜다.
그러나 조선에 두고 온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생활이 어려워
졌다.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던 조선과는 정반대로 일본에서는 생계를
위해 하루살이처럼 여러 일을 전전해야 했다.

[구술 Ⅳ-2-2(6)]

이토: 부모님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고
생했다고. 생활도 그렇고, 돌아와서도 생활은 당연히 고생하지. 우리
아버지랑 방어진에 살았던 아버지 후배들은 작은 마을이니까 자주
만났었어요.
연구자: 히나세에서 사신 적이 없으니까 방어진과 다른 점도 느끼셨
겠어요.
이토: ‘말’이 정말 달랐어요. 당연한 거지만. 역시 단어. 히나세 말을
쓰는 사람이 조선에 갔다가 여기로 돌아온 거니까 방언 자체는 똑
같아요. 그런데 표현이 너무 달라. 그런데 소학교 3학년, 4학년이니
까 뭐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그냥 적응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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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토에게 조선에서 자라난 경험과 일본 생활의 관계에 관해 물으
면 “단점은 있어도 장점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일본인에게 “귀환자다, 귀환자다”라고 조롱을 당한 경험과 경제적 지위
의 전락 때문이었다.
[구술 Ⅳ-2-2(6)]

연구자: 사모님께 방어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토: 전혀. 말한 적이 없어요. 전혀.
연구자: 아까 말씀하신 급부금도 가족분들이 모르시겠네요.
이토: 받지 않았죠. 신청도 안 했고. 그쪽에(방어진에) 두고 온 집이
나 재산이나 아직 빌려준 상태니까 급부금은 받을 계획도 없어요.
내가 귀환자라는 건 틀림 없지만, 당사자는 (귀환자라는 단어를 들
으면) 별로 좋은 느낌은 안 들어요. 어떤 방향으로 말하든지. 여담인
데 우리 손자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쪽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조선인이었
어?’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연구자: 깜짝 놀라셨구나(웃음)
이토: (경계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서 ‘아니야.
할아버지는 일본인인데 태어난 것만 조선에서 태어났어’ 하고 놀라
서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경험 때문에 이토는 재조일본인 2세라는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혹여나 걸림돌이 될까 봐 아내에게 자신이 귀환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귀환자 급부금 신청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전
후는 “고통스러운 기억뿐”이며 귀환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신이 귀환자
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불편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몇 해 전
손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본인의 고향이 조선이며 패전 때 귀환했다는 이
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 이때 손자는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 조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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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어?”라며 미묘한 시선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이토는 다시는 귀환에
관한 이야기를 방어진회 외에서는 꺼내지 않았다.
스즈키와 고바야시 남매는 인터뷰 시작과 동시에 전후 상황의 급박함
을 설명했다. 폭격은 당하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방공호에 숨어야 했던
기억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또 평화롭던 울산 앞바다에 유탄
이 떠다니는 것이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남매의 가족 역시 평생을 보낸
방어진에서 잔류하기를 희망했으나 조금만 지체하면 소련군이 몰려온다
는 소문을 듣고 밀항을 결정했다. 부모님은 고용하던 조선인을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8명의 자식을 먼저 일본으로 보냈다. 가재도구는 건질 수
있었지만 유가증권은 모두 뺏긴 채였다.

[구술 Ⅳ-2-2(6)]

고바야시: 우리 큰오빠가 미얀마에서 죽었어. 그 후에 세 명이나 (전
쟁으로) 죽었으니까 전쟁은 싫다는 생각만 들어.
스즈키: 배고프고 고달프지. 언제나 공복이었어. 소학교 4학년, 5학
년인데 정말 배고팠어. 일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라도 찾을 수 있는
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 배고프니까 음식에 사카린을 섞어서 먹
어. 그러니까 키가 안 컸어. 외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
라. 원래 여기에 살던 사람은

물고기도 잡고 살고 있는데 귀환자는

그런 것도 한 적이 없으니까 시간이 걸렸어. 결국은 미군이 여러 가
지 보내준 후에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
연구자: 결혼은 히나세 분이랑 하셨어요? 가족들과도 이런 이야기
나누신 적 있으세요?
고바야시: 여기 사람이었어요. 조선 이야기는 몰라. 모를 거야. 이야
기 안 해.
스즈키: 조센모도리니까 말 안 해.
고바야시: 알 수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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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는 전후를 “죽도록 고생하고 배고팠던” 시절로 회상했다. 조선
에 살았을 때는 몰랐던 공복도 처음으로 느껴 보았다. 일본 정부는 파산
상태였기 때문에 배급이 충분하지 않았고 미군 배급품이던 비정제 설탕
을 삽으로 처리해 하루 열량을 채웠다. 한편 히나세에 정착한 남매는 주
변 일본인에게서 ‘조선에서 돌아온 사람’으로 불리며 “바깥사람 취급”을
당했다. 이들에게 재조일본인 2세라는 정체성은 숨기고 싶은 것으로, 이
토와 마찬가지로 모두 배우자에게 자신이 귀환자라는 사실을 숨겼다. 전
후 경제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서 귀환자 급부금이 지급되었는데, 기억에
남을 정도가 아닌 소액인 것을 보고 “사람을 바보로 아는 돈”, “용돈 정
도에 불과한 돈”으로 생각했다.
남매는 전후 일본 정부의 귀환자 처리를 보며 더는 정부에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귀환 후 평생을 “인간은 비참한 존재”라고 생각
했다는 남매는 귀환자의 삶에 관해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감상을 전
했다. 방어진회에서 그리운 조선에 관해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에 살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한국과 깊은 교류를 하고 싶
은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
와타나베는 5살에 귀환했다. 어린 나이었으나 밀항선에서 내린 순간
봤던 가게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만큼 기억력이 좋은 편이었다. 돌아온
히나세에서는 사람들에게 ‘조선 귀환자’로 놀림을 받았고 어머니는 아예
외출을 포기했다. 와타나베 역시 남편과 두 아들에게 자신이 조선에서
태어나 자란 귀환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조선에 관한 이야기는
조선에서 살았던 친정 가족이 모일 때만 했다. 와타나베에게 귀환 후의
경험을 묻자 재조일본인 2세라는 정체성을 고민할 여유조차 없이 경제적
인 어려움에 처했다.
사업을 했던 아버지 덕분에 와타나베는 조선에서 넉넉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귀환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난생 처음 일을 해야 하
는 처지가 되었고 “조선이었다면 가재도구라도 팔아서 살아갈 수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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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데”, “조선이라면 더 나았을 거야”라며 감정을 토로했다고 한다. 귀환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급부금에 관해서는 형식적이며 자존심이 상할 정
도의 금액이었다고 말했다.
위에서 언급한 재조일본인 2세 네 명은 귀환 후 일본에서 보낸 시기를
고난의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어난 고향 방어진이 일본의
식민지였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내적 갈등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전후 귀환자 담론처럼 재조일본인을 전쟁 희생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식민지 지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이며, 전후 일본 정
부가 식민지에 살았던 국민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세 번째로 조선을 그리운 망향의 공간으로만 기억하는 재조일본인 2세
도 존재했다. 이 경우에는 단체 인터뷰에서 보이는 망향의 정서가 개별
인터뷰에서도 동시에 나타났다.
미하라는 같은 마을의 재조일본인 2세들이 모이면 “그 시절이 그립
다, 그립다”라고 말하며 연구자에게도 그리운 고향 이야기를 몇 번이고
들려주었다. 일본에 귀환한 후에는 가난으로 끼니를 걸러야 하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았던 조선에서의 생활을 상기하는 것이 유
일한 낙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주로 즐거운 학교 이야기나 친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자연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구술 Ⅳ-2-2(7)]

미하라: 두 곳 다 항구가 있으니까 풍경이 정말 닮았죠. 많이 닮았
으니까 저는 방어진을 잊지 못해요. 여기 와서도 일본 사회에 들어
가지 못했고, 여기 사람들과도 잘 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방어진이
너무 그리워요.
연구자: 한국에도 많이 가셨잖아요. 예전과는 많이 변했죠?
미하라: 바다가, 모래사장이 정말 예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갔을
때 공장이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모습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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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니까.

미하라는 1970년대부터 방어진을 7번 정도 방문했다. 전후 일본은
한국과 외교 갈등이 잦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출국을 만류하는 경우가 많
았다. 그녀의 남편은 “당신들은(재조일본인 2세) 한국인에게 나쁜 짓을
했으면서 왜 가냐”라며 핀잔을 주었다. 미하라는 그때마다 “그건 국가끼
리의 문제고 우리(재조일본인 2세)는 모두와 친하게 지냈다”라며 한국행
을 강행했다.
가와노는 자신을 “방어진에서 태어난 남자”, “히나세에 정착한 남자”
라고 표현할 정도로 두 장소에 큰 애정을 품고 있었다. 그는 동창회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 이어진 한국과의 국제교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이는 가와노가 조선에 대해 긍정적인 기억을 갖는 것과 일본
정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
되었다. 먼저, 가와노는 조선에서 귀환할 당시 주변에 살던 조선인들에게
식량을 받아 걱정 없이 일본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 기억은 그에게
강렬하게 남아 긍정적인 한국관을 형성하게 했다.

[구술 Ⅳ-2-2(8)]

가와노: 어머니가 막내를 낳고 얼마 안 지나서 패전했어요. 어머니
가 전쟁 중이니까 밥을 못 드셔서 젖이 안 나왔어요. 배에 타고 이
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데 한 조선인 아주머니가 쌀을 빻아서 가
루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 줬어요. 이거라도 물에 녹여서 아이한테
먹이라고. 평생의 은인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 동생이랑
아주머니 집에 찾아가서,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아드님에게 인사
를 했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반면 가와노는 일본 정부의 행보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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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아버지는 전쟁 중 만주와 중국 등에 세 번이나 출병을 나갔다. 병
사의 월급만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웠기에 가와노와 가족은 조
선에 있을 때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 외에도 홀로 자식을 양
육해야 했던 어머니가 항상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에 가와노는 전쟁을 원
망했다고 회고했다.

[구술 Ⅳ-2-2(9)]

가와노: 여기에서는 세화회 같은 건 없고 방어진회만 있지. 아, 귀환
자 급부금? 정말 몇천엔? 말하기도 바보 같은데(웃음). 30년 전에
받았으니까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못 사요. 그런 것에 만족 못 하죠
(웃음). 제대로 해달라고 생각했는데요… 누구도 말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정부에게 말해도 정부가 해주지 않고… 지금은 특별히 기대
하지 않아요. 받아도 바보나 되는 금액이고,
연구자: 정부에게 말해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와노: 요컨대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웃음) 전쟁은 역시, 전 반전
(反戦)이에요. 전쟁이 싫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가 세 번 전쟁에 갔
으니까, 정말로 가정이 망가졌어요. 병사의 수입이 아버지가 벌던 금
액의 반. 정말 그것으로 생활하라고 해요. 회사에 다니면 월급으로
살 수 있는데 병사 수입으로는 반으로도 못살아요. 검소하게 살아요.
어떻게든 수입을 만들어야 하니까 가정이 망가져요. 정말 현실적으
로 아버지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난 반전(反戦).

패전 후 아버지는 국가로부터 군인연금을 받았으나 나머지 가족이
받은 귀환자 급부금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터무니 없는 금액에 불과”
했다. 그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애초에 전쟁을 일으킨 정부에 신
뢰가 없었기 때문에 호소하려는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방어진회 인터뷰를 진행하던 공간의 벽 한쪽에는 식민지기의 방어진

- 88 -

지도가 붙어 있다. 지도의 제목은 ‘망향의 땅 방어진’으로 이들에게 조선
이 그리운 고향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연구자는 방어진회에서 공유되는 전후 기억을 조사하던 중, 이들의 기
억은 단지 ‘전후 담론’ 이라는 카테고리 하에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방어진회 회원들이 들려준 전후의 이야기는 선행연구에서
도 진행되었던 ‘귀환자의 고난의 역사’ 와 상응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
나 귀환시 대다수가 6세에서 10세였던 이들이 유년기의 추억으로 돌아가
‘망향의 정서’를 들려줄 때는 이 모든 것을 역설적인 제국주의자의 향수
(로살도 2000)로만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꼈다.
실제로 연구자가 진행한 구술조사는 주로 ‘귀환 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긴장한 얼굴로 과거를 회상했다. 때로는 눈물을
보이거나 연구자의 질문에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망향
의 땅 방어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보다 부드러운 분위기가 만들어
졌다. 이들의 방어진 이야기에는 주로 자연풍경과 학창 시절에 관한 이
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고향에서의 추억을 물어보면 2세들은 긴장한 표
정을 풀고 미소를 지어 보이며 기억을 꺼내놓고는 했다. 예를 들어 한
회원이 정어리를 잡았던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다른 회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치며 정어리를 말렸던 추억, 통조림 공장을 지나갔던 추
억 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다.
[구술 Ⅳ-2-2(10)]

가와노: 제 친구들, 한국 출신들은 다 죽었지만요. 다 한국을 좋아해
서 계속 가자고 했어요. 기억보다는 풍경을 따라서, 우리들이 놀았
던 곳으로
연구자: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가와노: 응 해수욕을 했던 곳이나. 여기서 수영을 했다거나 그런 곳.
연구자: 조선의 풍경과 자신의 기억이 이어져 있는 건가요? 조선을,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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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노: 나는 여기[히나세]가 고향이라는 감각이 없어요. 일본인에게
고향[방어진]을 말해도 어차피 몰라요. 공감이, 방어진에서 살았던
사람이나 “아 그렇지 맞아 맞아” 이러죠.
연구자: 그러면 방어진에 간다는 것은 명절에 귀성 같은.
가와노: 그렇죠 “우리 [방어진으로] 귀성합시다” 이렇게 가요(웃음).

[구술 Ⅳ-2-2(11)]

스즈키: 마키노시마(牧島)68)에 히나세 사람이 많았어. 어릴 때 마키
노시마에 아버지랑 갔었지. 친척들이 거기에 살았거든. 거기에 우리
밭도 좀 있었어. 길을 잃었는데 조선 모자를 쓴 사람이
연구자: 이렇게 챙이 둥글고 큰 모자요?
스즈키: 응. 멋있는 한복 입은 아저씨가 집까지 데려다줬어. 부모님
한테 연락까지 해주고. 걱정해줬어. 5살쯤이었지. 마키노시마에 우리
밭이 있으니까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보러 갔었어. 내가 미아
가 됐던 그 곳(전원 웃음). 돌아가고 싶다고. 그게 그립네.

식민자의 과거의 특정한 장소와 시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은 과
거를 실제의 과거보다 더욱 아름답게 기억하는 감정적 기제로 작동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수는 과거를 거짓되게 만들고 그렇게 거짓된 과거를
그리워하는 잔존의 감정으로 폄하되어오기도 했다(차은정 2014). 그러나
연구자는 전후의 담론 아래에서 형성된 공적 기억에 맞선 대항적인 기억
외로도 유년기의 삶을 구성했던 환경적 배경, 극히 평범한 일상의 공간,
풍경에 대한 개인적인 그리움도 기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에 마주할 수 있었다.

68)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있는 절영도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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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Ⅳ-2-2(12)]

사이토: 예전에 울산에서 방어진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
있어요. 하루에 버스 두 편. 와, 방어진 이야기를 하려니까 흥분된다.
재밌다(웃음). 소학교는 시내에서 조금 변두리야. 해수욕장 말고, 선
착장 방파제쪽 2개 있지? 등대.
연구자: (사이토가 써 온 메모를 보며) 여기에 인상적이라고 써 두
셨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사이토: 아, 이게 참 인상적이지. 조선 여자들이 머리에 물통을 이고
막 걸어. 정말 커. 물을 가득 이고. 그 풍경이 당연했어. 냇가에서 여
자들이 앉아서 방망이로 통통통 두드리면서 세탁을 했어. 아침부터
하더라고. 천이 찢어지지 않을까 싶을정도로 (손가락으로 냅킨을 두
드리며) 통통통. 몇 명이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얼굴로 두드리는거야.
그 소리가 아직도 기억나.

위와 같이 재조일본인 2세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조선을 고향
으로 인식하고 확립해 가는 과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기억, 예를 들면 조선인 이웃이 귀환
하는 가와노의 어린 동생에게 식량을 챙겨 주었던 것과 같은 개인적 기
억은 재조일본인 2세로서 침묵당한 기억과는 또 다른 기억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나리타(成田龍一 2006)는 ‘제국’의 공간으로서의 ‘고향’은 전쟁과 귀환
혹은 ‘억류’와 같은 고난을 극복할 때 활력의 근거가 되며 일본의 국민국
가를 만드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감정은 체
험을 정리해 서사화할 때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끊임없이 위력을 발휘하
고, 특히 감정의 면에서 사람들을 구속한다. 고향 방어진은 방어진회 회
원들이 고난을 극복할 때 활력이 되었고 망향의 정서라는 감정으로 이들
을 결속해 왔다.
다시 전후 재조일본인 2세로서 형성한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기억에

- 91 -

대해 돌아가 정리해보자. 방어진회에서 표출되는 기억의 특징은 두 가지
로 나타났다. 첫째, 시간이 과거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고향
을 방문해 찾았던 행선지는 일본인 학교 터와 일본인 거리였다. 이처럼
그리움을 주제로 방어진회 회원들이 회상하는 이야기의 시점은 모두 귀
환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 둘째, 방어진회에서 회상되는 기억 속의 조선
은 제국과 식민지 구조가 상실된 탈정치화된 공간이자 그리운 유년기를
보낸 평화로운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조용숙(曺龍淑 2003)은 재조일본인 2세의 모임이 그들의 역사적인 갈
등과 운명을 통합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았다. 또한 조선은
재조일본인 2세와 역사를 비추는 거울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 안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며, 본인을 식민자로서 위치시키
기도 한다고 했다. 그중에는, 무관심한 방관자적 입장으로 과거를 바라보
는 사람도 존재한다고 보았다(曺龍淑 2003: 73). 위 사례연구와 같이 조
선 출신 식민자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마주하며 고민했던 사이토, 조선을
그리운 고향으로 인지하고 있는 가와노와 미하라의 사례는 하나의 집단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기억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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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계승되는 전후 기억

귀환자 내러티브를 연구한 아라라기(蘭信三 1994)는 동창회와 같은 이
야기의 장에서는 하나의 이야기가 다음의 새로운 이야기를 자극하는 연
쇄반응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야기의 장에서 ‘말하기’가
가지는 힘은 사회적인 측면과 합해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체험
을 청취해 나가는 역사실천을 이룬다. 이 과정에서 터부시되었던 체험,
즉 방어진회의 조선 체험과 개별적인 귀환 체험담이 파헤쳐지면서 지역
의 역사로 재인식되어 간다. 마찬가지로 재조일본인 2세의 기억은 지역
사회에 침투해 넓게는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Ⅴ장에서는 지
역사회와 한일 양국에 침투해 가는 재조일본인 2세의 기억을 다룬다.

1. 전후 기억과 국제교류로의 발전
1) 지역에서 전후 체험을 말한다는 것
식민지 대만에서 태어난 일본인의 생애사를 연구한 노이리(野入直美
2008)는 식민지와 귀환 체험을 현재의 시점과 지역적 문맥 안에서 분석
할 것을 제안한다. 현 또는 마을 단위로 수행한 식민지 이주에는 각 자
치단체의 이념과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히나세 역시 현 단
위에서 이루어진 식민지 이주였기에 귀환 후 지역사회에서 재생되는 기
억은 남아 있던 주민을 주체로 한다. 따라서 일본 본토에 살던 일본인들
이 경험한 공습이나 억류 같은 전쟁 체험이 비극적인 서사로 기억되는
것과 달리 귀환자들의 식민지 거주와 귀환에 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졌고, 귀환자들도 이를 자각하며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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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꺼리는 경향(野入直美 2008)이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지역적 문맥에서 재생되는 재조일본인 2세의 기억에 주목
해 사례를 검토한다. 1970년대 이후 히나세의 재조일본인 2세는 방어진
회를 통해 전후 기억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눴으며 1990년대를 기점
으로 전후 체험을 털어놓았다. 이 배경에는 일본 사회의 큰 조류였던 국
제교류 활성화가 있다. 1970년대부터 일본은 전국에서 개발도상국의 연
수생을 받아들이며 국제협력사업에 관심을 표현했고, 1990년대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독자 활동이 모색되었다(佐藤久美 2014: 33). 전국
적으로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외 교
류처를 찾는 것이 과제였다. 당시 오카야마현 비젠시 히나세정의 정장
(町長)으로 일하던 다무라 다카시도 국제협력사업을 어떻게 발족시킬 것
인가에 관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구술 Ⅴ-1-1]

연구자: 왜 방어진회를 통해 국제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다무라: 국제교류라는 큰 흐름에서 정부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어느 곳과 교류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사실 영어권과 (교류)하자
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역시 한다면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
는 한국,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귀환자가 있었던 방어진, 이미 동창
회를 하고 있던 방어진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역사,
한일관계가 많이 걸렸어요. 환영받을 수 있을까 불안했죠. 저는 여기
가 고향이지만 귀환한 사람들은 여기가 고향이 아니죠. 방어진회는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산과 강, 망향에 대한 마음이 참 강했어요. 기
회가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한국에 갔죠. 하지만 누구나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전에도 몇몇 사람에게 제안을
받았었고 결국 고향방문사업이라는 형태를 꾸려서 가게 된 거죠.

다무라는 이웃에 사는 재일한국인과 친밀하게 지내며 한국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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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키워왔다. 지역 정치인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조선에서 태어난 재조
일본인 2세와도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지냈고 방어진회 활동을 관심을 가
지고 지켜봤다. 이후 국제교류 정책을 담당하게 된 다무라에게 방어진회
가 떠올랐다. 국제교류 활동을 한다면 한일 양국에 살았던 방어진회 회
원들을 매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는 향후 한일관계의 개선
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다무라를 중심으로
1991년 방어진회의 고향방문사업단69)이 조직되었다.
국제교류로 시작된 고향방문사업은 방어진회 내에서만 교류되던 전후
체험, 조선 체험을 지역 차원에서 다루는 독특한 시도가 되었다. 1992년
4월 다무라는 방어진회의 전후 첫 한국 방문에 앞서 조선으로의 이민 경
위와 방어진회의 설립에 관해 기록하기 시작했다. 다무라는 국제교류 활
동의 매개체인 방어진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중요한 시작점
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재조일본인 2세의 ‘망향의 정서’가 방어진
회를 관통하는 정서라고 생각했고, 이를 국제교류의 축으로 삼고자 했다.
국제교류를 위한 사전 기록 채취에서 재조일본인 2세는 방어진회 밖에
서는 꺼내지 않던 기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다무라는 이를 통해 재
조일본인 2세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재조일본인 2
세가 귀환자로서의 삶을 외부에 이야기한 최초의 시도였다. 방어진회의
설립과 활동, 조선 체험기, 한국 방문기의 역사는 다무라를 통해 기록되
어 보관되었고, 이후 마을의 작은 박물관인 ‘가코노우라 역사문화관’에
지역사로 전시되었다.
전후 일본에서는 전쟁 희생자론 아래 재조일본인 2세의 특수한 기억을
터부시했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재조일본인 2
세들이 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은 방어진회뿐이었
다. 이후 고향방문사업단의 조직으로 공적인 공간에서 조선에서의 역사
와 귀환의 경위를 재생하게 됨에 따라 재조일본인 2세가 아닌 지역 사람
69) 고향방문사업 비용의 7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했으며, 나머지 30%는
사업단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사비로 충당했다.

- 95 -

도 이들의 역사를 단편적으로나마 알게 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역사
재인식70)으로도 이어졌다.

2) 고향과의 대면
방어진회의 고향방문사업은 패전으로 끊어진 재조일본인 2세와 고향과
의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재조일본인 2세는 본 사업
을 통해 조선에서 살던 집을 방문하고 방어진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그리
고 당시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건물을 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재조일
본인 2세가 고향방문사업에서 마주한 첫 감정은 당황스러움이었다.

[구술 Ⅴ-1-2(1)]

사이토: 한국인 친구 가네모토를 찾고 싶어서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
는 곳에 갔어요. “여기 가네모토 안 살아요?” 하니까 한국어로 뭐라
고 하더라고.
연구자: 일본어로 말을 거셨어요?
사이토: 응. 그래서 다시 김OO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서 살던 의사 아들 김씨라고 한자를 써서 보여 주니까
그때서야 “아!” 하더니 다른 주소를 알려줬어. 부산으로 이사 갔다면
서. 그때야 ‘아차, 여기서는 일본어가 안 통하네!’ 했지.

70) 지역사회에서 재생되기 시작한 재조일본인의 역사가 방어진회가 공통으로
견지하는 ‘망향의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이유
로 재조일본인 2세를 향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드러내는 공간인 지역사 자료
관에는 일본인들이 히나세에서 왜 조선으로 이주했는지, 재조일본인은 조선
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 식민지 역사와 제국주의의 역사 같은
전체상은 미약하게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망향의 정서가 중심이 된 것이 지
역사회에서 재생되는 재조일본인 2세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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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Ⅴ-1-2(2)]

이토: 조선에 살 당시에 필요했으면 한국어를 했었겠지. 필요가 없
었으니까 안 배웠어. 한국에 갔을 때 (조선에서) 배웠던 한국어를
말하니까 (관광 가이드가) “한국에서 하면 부끄러울 말만 기억하고
있네요!”라고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정말로 차별어였어. 여기서 말
할 수는 없지만. “당신들은 말해서는 안 되는 말만 배웠네요” 하더
라고.

재조일본인 2세에게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이토는 방어진을 방문해 당연하게 일본어로 말을 걸었으나
아무도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가와노는 패전 전에 살던 집터를 찾
아 두리번거렸더니 수상한 사람들이 지역에 침입했다며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일어났다. 재조일본인 2세들은 일본어로 “우리가 태어난 고향에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통하지 않았고, 필담으로 “우리는 방어진
에서 태어나 패전까지 자랐던 일본인”이라고 설명해야 했다.
이토는 한국인 관광가이드에게 조선에서 사용하던 말을 했다가 욕설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과 일본어가 통하지 않아 고생했다는 일화를
가장 먼저 말해 주었다. 앞서 재조일본인 2세가 방어진회에서 표출했던
기억의 시간이 과거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전후
방어진을 찾은 이들의 기억과 시간관념 역시 식민지 조선이라는 과거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가와노는 고향 방문 당시 방어진이 조선업으로 큰 도시가 된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현장에 늘어선 커다란 배와 한적한 어촌이
공업단지로 변모해 발전한 모습을 목격하고는 “아버지도 조선업을 했었
기에 사라진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방어진에는 옛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예전에 살던
집은 허물어져 빌딩이 들어섰어요. 그러나 고향방문사업은 마치 과거의
고향과 저를 이어주는 것과도 같았습니다”라고 회고했다. 이처럼 방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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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고향방문사업은 방어진회가 공유하는 고향에 대한 망향의 기억 위
에 덧씌워져 있다.
고향방문사업은 방어진회에 전후에서 식민지기로 시공간을 거슬러 올
라가는 기회를 제공했다. 재조일본인 2세는 고향 방문을 통해 과거를 추
억함과 동시에 현재와의 연결을 발견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기쁨은 다
시 한 번 방어진회의 모임에서 회자되며 또 다른 망향의 기억으로 위치
했다. 방어진회는 고향방문사업을 통해 한국을 새롭게 인식하며 식민지
조선에서의 자신을 재평가하기도 했다.
차은정(2014)은 재조일본인이 한국방문을 통해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조선인에게서 구하려 했으나 식민지기에 조선인이 재조일본인의 외부에
있었던 것처럼 재조일본인은 한국인의 외부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를
확인한 재조일본인은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식민지기를 기억하는 사람과
의 관계에서 찾아 나갔다(차은정 2014:277). 방어진회는 고향을 탐색하기
위해 국제교류라는 방법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 고향을 재발견하며 인생
의 파편을 다시 주워 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재조일본인 2세가 고향
을 방문할 때만큼은 정부에 대한 원망, 귀환의 비참함, 전후 일본에서의
고생담을 상기하기보다 행복한 유년기의 기억을 꺼내 탐색한다는 점이
다.
한편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방어진회 회원들의 고령화로 고향방문사업
참가인원이 줄어들자 이전과 다른 방향성이 제기되었다. 히나세의 전 정
장(町長)이자 방어진회 고향방문사업의 인솔자 다무라가 비젠시 의원으
로 당선된 이후 학생문화교류에 대한 희망 의사를 밝히며 학교 간 교류
가 시작되었다(울산동구문화원 2013: 23). 2002년 8월 3박 4일의 일정으
로 히나세 지역 소학교 학생방문단(인솔자 3명, 학생 16명)이 먼저 방어
진초등학교와 교류 일정을 수행했다. 이후 2003년 울산 동구문화원은 관
계자를 히나세에 파견해 양 지역 간 초등학생들의 문화교류를 제안했다.
히나세는 학생교류 수용 의사를 밝혔고 향후 대표자 회담 일정과 교류
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이 논의되면서, 양국의 초등학생 방문단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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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문화교류 활동을 시작했다71). 방어진회를 주
축으로 시작된 고향방문사업은 국제교류와 맞닿아 초등학교 교류와 지역
문화단체의 교류로 발전했고, 상호 지역발전 전략과 관심사를 논의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교류 지원 아래에 재조일본인 2
세들은 방어진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에도 초대받아 참석72)했
다. 방어진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귀환자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했는데 바로 100주년 기념 비석에 참석한 재조일본인 2세들의 이름을 새
겨 넣은 것73)이다.
행사에 참석한 재조일본인 2세들은 방어진과 히나세의 우호적인 관계
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후원금을 기부했고, 방어진초등학교에 다녔던 사
람으로서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양국의 우호적인 교류를
통해 재조일본인 2세의 기억은 한국 역사의 일부로 흡수되어 갔다. 이때
식민지 조선에서 자란 식민자라는 정체성과 더불어 국제교류의 매개자라
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구술 Ⅴ-1-2(3)]

니무라: [재조일본인 2세가]방어진에 살았을 때 한국 사람들이랑 꽤
잘 지냈대요. 일부는 안 그랬지만. 여기 사람들은 ‘오는 사람 안 막
고 가는 사람 안 막고’ 이런 기질이 있으니까 조선에 가서도 일본이
랑 똑같이 지냈을 것이고 별로 차별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관계가
좋았으니까 고향이라는 마음도 컸을 테고요. 그러니까 방어진회를
만들어서 고향에 가는, 고향방문사업으로 방문하려는 마음도 컸을
거예요. 인간은 태어난 곳을 고향으로 두니까요.
71) 울산광역시 문화원 연합회. (2014). 울산 달빛 문화 기행.
72) 연합뉴스. 개교 100년 울산 방어진초교… 일본인 졸업생 초청. (2010. 10.
6.). https://www.yna.co.kr/view/AKR20101006135200057 (2020년 3월 2
일 접속).
73) 서울신문. ‘모든 것이 변했지만 아름다움은 그대로-65년 만에 모교인 울산
방어진초등학교 찾은 일본인’. (2010. 10. 18.). https://www.seoul.co.kr/ne
ws/newsView.php?id=20101018029025 (2020년 3월 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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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국제교류 행사에 가면 방어진회가 왜 생겼는지 설명하시나
요?
니무라: 아뇨, 별로 그럴 기회가 없어요. 히나세 사람이 어업을 하러
조선에 갔던 배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배경으로 지금 교류를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자세하게는 못 해요.
연구자: 그러면 사전에 주로 어떤 안내를 하시나요?
니무라: 언어, 습관, 한국에 관한 것. 교류의 시작과 배경 정도. 교류
할 때 환영식에 내놓을 답례품에 대한 연습이 (연수의) 70%.

차은정(2014)에 따르면 재조일본인 2세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방문하는
이유는 이들이 조선을 고향과 삶의 원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며 풍경과
음식 등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했던 모든 것이 조선에 있기 때문이다.
방어진을 삶의 원점으로 기억하는 재조일본인 2세는 고향방문사업과 국
제교류 활동을 통해 망향의 정서를 후속 세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니무라의 구술에서 언급되었듯이 국제교류 참가자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식민지기에 관한 역사나 전후 귀환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다. 더욱이 고향방문사업과 이후 전개된 국제교류에서 방어진이 고향
이지만 식민 권력관계에 의해 구성된 공간이었다는 것과 재조일본인은
그 구조 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 역시 드러나지 않
는다.
한편, 고향방문사업단의 기획과 방문은 재조일본인 2세가 태어나 자란
망향의 장소를 방문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양국을 모두 체험한 귀환자를
통해 더욱 손쉽게 국제교류를 달성한다는 행정상의 목적도 있었다. 고향
방문사업단의 공식적인 목표는 국제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였으며 지
역경제 활성화에 국제적인 요소를 담아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조일본
인 2세의 고향방문사업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정책과 긴밀한 연
관을 맺고 있었으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항상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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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조일본인 2세의 새로운 역할
1) 일본인 거리 복원사업과 반발
방어진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향토사학자들과 지역 정치인들을 중
심으로 방어진의 과거를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다(박정석 2012: 65). 지금
까지 보존되어 있는 일제강점기의 건물과 전해오는 이야기들은 아직 다
듬어지지 않은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의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포
항의 구룡포 근현대사 체험 관광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구룡포에는
방어진처럼 일본식 가옥을 비롯해 당시 구룡포에 살았던 일본인들의 생
활상을 알 수 있는 사료들이 남아 있다.
방어진에서도 귀환 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절터, 극장, 여가시설, 집
터를 식민지기의 잔재로 치부하지 않고 특화된 한일합작문화 테마파크로
가공발전 시킬만한 높은 가치(울산동구문화원 2013: 15)로 판단했다.
2017년 울산시 동구 방어진은 국토교통부 사업에 공모해 선정되었고 방
어진항 일대에 ‘방어진 옛 거리’와 ‘히나세 골목길’을 조성한다고 밝혔
다74). 2020년까지 이어지는 방어진항 일원 도시 재생의 하나로 옛 방어
진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 자원으로 만들고자 사업을 추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방어진에 남은 일본 근대 유적을 상
품화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항일운동터전 보성
학교 복원을 위한 시민모임’은 방어진의 행보를 ‘친일 미화 역사산업’으
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강제 지배와 수탈 현장인 방어진의
적산가옥을 매입해 가칭 ‘히나세 골목’을 복원하겠다며 나선 것은 아이러
니다”라며 “비판 여론에도 최근에 수탈자들의 후손인 일본 비젠시 시장
등을 초청해 한일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지적
74) 연합뉴스. ‘일본 어민 정착했던 울산 동구에 ‘옛 거리’ 조성‘. (2017. 1. 5.).
https://www.yna.co.kr/view/AKR20170105135400057 (2020년 3월 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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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75).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 울산시 사업 추진단은 식민지기에 건설된 역
사, 문화 흔적은 일본인들이 건설한 것으로 식민 당국의 이권과 관련된
것이지만 당시의 문화와 생활상 그리고 기술 등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울산시 사업 추진단은 식
민지기의 잔재를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하며, 부정
적인 역사든 긍정적인 역사든 그 흔적을 보존해 당시의 역사와 생활상을
이해하고, 교육과 관광 차원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사업 추진의 근
거로 들었다.
한편 사업 추진단에 방어진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과 방어진 소학교와
관련한 기록물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재조일본인 2세들이었다. 방어진
측에서도 방어진에 살았던 일본인들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일을 통
해 당시 역사에 관한 스토리를 생산하고 전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
다. 다음은 국제교류 담당자이자 방어진회를 지원하는 니무라의 인터뷰
자료이다.

[구술 Ⅴ-2-1]

니무라: 역사적인 연관, 지정학적인 연관이 있는 이웃 나라라는 것
때문에 교류를 시작했어요. 행정 쪽은 충실히 하고 있고 예산도 넣
고 있고, 참여한 사람들은 꽤 효과가 있어요. 앞으로는 교류를 모두
에게 국제교류에 대해 알리는 것이 목적이긴 해요. 지금은 (방어진
회의) 기록을 남기는 게 좋은 거죠. 자료가 없으면 히나세의 지역사
가 보이지 않죠. 우리가 가진 자료를 없애면 안 되니까, 수집해서 녹
음해서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75) 오마이뉴스. ‘항일학교는 방치하고 일본인 골목 복원한다는 울산 동구청’.
(2017. 9. 12.). 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
0002359438 (2020년 3월 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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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무라는 한국과 교류를 위해 방어진회의 기록을 남기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의 기억은 곧 지역사이며, 지역사를 알아야만 국
제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비젠시는 「방어진
시가지 재현 조사에 대하여」라는 자료에서 울산시 동구와 우호 교류 협
정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일본인의 위치를 모두 잃게 되어 조선
영토에 머물 것이 용인되지 않았고 40년 가까이 지속된 이주어촌도 막을
닫았다. (…) 분주하게 조선을 떠난 사람은 가재, 어선, 어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배와 밀선을 통해 또는 화물선에 편승하며 내지로 돌아
올 수 있었다”라고 역사적 경위를 밝히고 있으며, 이후 “정식 방문은
1992년 10월 48년 만이었다. (…) 이를 계기로 방어진과의 우호 교류 활
동은 (…) 한일 소학교 상호교류로 진전”했다고 국제교류의 시작 역시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간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가 존재하나 강한 인연으로
흔들리지 않고 행정간 우호 교류 조인의 체결로 발전했다고 확신한다”라
며, 도시 재생 활동에 관해서는 “한일 공동 문화 테마 마을(일본인 히나
세거리 복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방어진회의 기억에 남아 있
는 사건 사고를 시작으로 생활 체험과 패전 후 귀국 당시의 이야기에 관
한 자료 제공에 협력을 얻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히나세의 지역사로 안착한 방어진회의 ‘망향의 기억’은 다시금
국경을 넘어 방어진의 ‘역사’로 편입(박정석 2012: 65)되고 있다. 여기서
방어진에 편입된 기억의 요체는 재조일본인 2세의 적극적인 협력이 대변
하듯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식민지 조선에서의 향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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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관계와 방어진회의 새로운 역할
지금까지 방어진회의 ‘망향의 기억’이 히나세의 지역사로 안착되는 과
정과 더 나아가 방어진의 역사 관광 일부로 편입되는 과정을 살펴보았
다. 다음은 방어진회가 마주한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방
어진회를 주축으로 시작된 교류 관계가 한일관계의 분쟁으로 인해 와해
되는 모습을 검토한다.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
제를 발표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
하고 WTO 협정 위반을 근거로 강경하게 대응했다76). 민간 차원에서는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노 재팬(NO Japan)’
이미지를 공유하고, 일본행 항공권 취소와 노선 중단이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8월에 수출 우대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을 공포했다. 최근까지 한국의 케이팝 열풍과 한류 드라마 등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한일관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는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며 방어진과 히나세 간 국제교류 역시 무산되었다.
방어진 측에서는 초등학교 13명을 비젠시로 보내 홈스테이를 할 계획이
었으나 “예상치 못한 국가 간의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이번 방문을 취소
하겠다”라는 내용을 비젠시에 전달77)했다.
2019년 11월에 진행된 인터뷰 조사에서 방어진회와 교류단은 앞으로의
교류와 관련한 대책 마련과 한일관계 악화와 같은 외교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주제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76) 경향신문. ‘일본 도대체 왜? 지속되는 한일 경제 전쟁…그 해법은?’. (2019.
8. 9.). https://news.v.daum.net/v/20190809085503028 (2020년 3월 2일
접속).
77) 연합뉴스. ‘日고교, 40여 년 진행 韓수학여행 취소…청소년 교류 잇단 무산
(종합)’. (2019. 7. 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
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10985555 (2020년 3
월 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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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Ⅴ-2-2(1)]

오노: 솔직히 아이들이 국제교류를 하면서 비젠시에 돌려주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아이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양성하면 된다고 생
각해요. 전쟁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어도 보통 이런 국제교류에 대
해서는 정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법률 정도는 따라도 구속될 필
요는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위안부랑 징용공에 대한 이슈로 한국
에 반일감정이 퍼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는 사람한테 항의가 왔어
요. “왜 한국이랑 교류해요?”라고 하길래 “우리는 옛날부터 양국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죠.

니무라: 제 경우는 8~10회 정도 방어진에 파견되어서 친구도 많이
생겼고, 언제 만나도 언제나 함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한국 친구가 많이 생겼어요. 아이들도 (방어진에) 가서 정말
다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교류가 앞으로 인생에 있어 영양제가
되었다고.
연구자: 그렇다면 난점은 뭘까요?
니무라: 민간 교류는 잘되는 것 같은데 정치가 들어오니까 어려워
요. 미국이랑 호주는 정치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좌우되는 경우가
없는데 한국은 정치로 인해 좌우되는 경우가 2회 정도 있었어요. 예
전에 독도 문제 때, 그런 것은 상관없이 친척 집에 가는데 무슨 일
이냐고 하면서 한국이랑 교류를 강행했어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
국이 못 오게 되어서….

방어진회와 히나세 지방자체단체 측은 정부 간 문제와 민간 차원의 문
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며 한일관계의 악화와 대응에 우려를 표했다.
구술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위안부에 대한 역사 인식 문제가 부상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이 일어났을 때 히나세 행정은 지역의 국제교류와
외교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고 교류를 정상적으로 지속했다. 하지
만 2019년에 일어난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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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교류마저 영향을 받는 등 여파가 커졌다. 히나세 행정은 매년 말 다음
해의 국제교류 예산을 책정하고 배치해야 하는 만큼 지금의 상황에서 국
제교류를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문제가 부상하게 된 것이
다.
교류의 주축인 방어진회는 현 문제에 대해 국제교류 담당 측과 비슷한
인식을 하면서도 동시에 귀환자로서의 정체성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보
여 주기도 했다. 재조일본인 2세인 이토는 연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연구자가 혹시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불쾌한 경험78)을 하지 않았는지,
양국의 관계 변화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몇 번이나 질문을 던졌
다. “일본에 온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 “뭐 하러 가냐고 묻지 않았
어?”, “사이가 안 좋아서 안 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 등 정세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연구자의 감정을 들여다보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토에게는 전후 양국의 질서 변화로 귀환해야 했던 사건이 하나의 트
라우마로 남은 것처럼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 촉발한 교류의 일시 중
단 상황에서 그때와 비슷한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실
제로 개별 심층 인터뷰에서 재조일본인 2세들은 연구자에게 연구를 위해
일본에 온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차별의 시선을 보내거나 제재하지 않았
냐는 질문을 던졌다. 전후 일본에서 태어나 조선에 연고가 없는 국제교
류 실무담당자들과 달리 조선에서 태어나 자란 그들은 조선을 그리운 고
향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이 주축이 된 교류는 방어진회의 고
향을 찾기 위한 시도, 즉 ‘망향의 기억’으로 시작된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이번 무역 분쟁이 외교 분쟁뿐만 아니라 민간의 여행 자제 및
일본 물품 불매운동으로 확대되자, 구술조사 내내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
하던 재조일본인 2세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언성을 높이
기도 했다. 다음은 국제교류 중단에 관한 와타나베의 구술 내용이다.

78) 이토는 인터뷰하는 동안 대부분 반갑지 않은 존재인 귀환자로서 당했던 불
쾌한 경험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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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Ⅴ-2-2(2)]

와타나베: 이번 분쟁에 앞서서 위안부 문제가 부상했잖아? 분명 끝
난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재조일본인 2세)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위안부는 발언을 할 수 있잖아. 그걸 보고 나는, 일본
과 한국이 손을 잡았을 때(국교 정상화) 왜 우리에 대해서는 더 이
야기해 주지 않았을까,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연구자: 제대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와타나베: 애초에 왜 국교 정상화를 하고 교류를 했는지 생각하자는
거지. 그때 이미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보는 나는 화가 나는 거야.

와타나베는 이토와 같이 귀환 후 경제적 어려움과 주변에서 차가운 시
선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와타나베에게 귀환은 전쟁의 끝이 아
닌 고난의 시작이자 고향의 상실이기도 했다. 와타나베에게 고향의 회복
은 전후 75년여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고난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라 할
수 있다. 고향의 회복 앞에 작금의 사태로 놓인 장애를 어떤 이유에서든
와타나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심정이다.
방어진회가 국제교류와 관련해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방어
진회의 고령화이다. 방어진회는 한때 최대 400명에 이를 정도로 큰 조직
으로 성장했으나 지금은 극소수의 회원이 남아 있다. 이에 방어진회는
다음 세대를 통해 방어진과 히나세의 역사를 알리고 기록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방어진회의 고향방문사업 추진자였던 다무라의
구술자료이다.

[구술 Ⅴ-2-2(3)]

연구자: 방어진회의 고령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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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무라: 3세의 동창회, 모임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명부부터 만들자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 명부는 만들어져
있어요. 생존자의 명부. 그분들의 자제들 연락처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2세가 꽤 고령이잖아요. 지금 가장 젊은 분이, 방어진에
서 태어난 분이 75세거든요.
연구자: 그분들이 OB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건가요?
다무라: 맞아요. 3세들이 국제교류를 할 때 데리러 가고, 환영하는
거죠. 방어진회는 고령이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저도 지금은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일로 바쁘고, 솔직히 방어진회 회장인 호리 씨
가 돌아가시면 끝이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교류는 3
세와 홈스테이처럼 국제교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어나
가야 한다는 거죠.

다무라와 국제교류 실무팀은 일본에서 태어났으나 부모가 재조일본인
2세인 사람, 즉 3세79)를 국제교류의 주축으로 삼자는 제안에 따라 명부
를 작성하고 있다. 히나세와 방어진회의 연은 식민지기의 어업 이주를
시작으로 패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억의 주체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와이 리에(澤井理惠 2000)의 저서 『엄마의 게이죠(京城ㆍ경성) 나의
서울』은 식민지기에 조선에서 태어나 자란 어머니의 식민지 체험과 귀
환 이후의 삶을 기록으로 남긴 책이다. 사와이는 어린 시절 “게이죠(경
성)의 여름은 이렇지 않았는데” 같은 어머니의 회고를 들으며 자랐다.
그러나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사와이는 어머니의 망향 정서를 좀처럼 이
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이후 사와이는 한국의 한 대학교 연구교수로
부임한 남편을 따라 서울에서 1년간 체류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이
체류 경험을 통해 어머니의 인생과 자신의 현재가 ‘조선-한국’이라는 공

79) 3세는 조선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그들의 부모가 조선에서 태어나 자
랐다. 이들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 구전되는 형태로 조선에 관한 이야기
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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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어머니가 조선을 고향으로 두고 평생 그리워했다는 정서를 수용
함과 동시에 그 정서가 사와이에게 계승되어 인생의 의미를 새로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와이의 예처럼 현재 방어진회 3세와 히나세 지역
주민은 전쟁과 식민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러나 다무라와 국제교류 실무팀은 지역 내에서 또는 가정 내에서 구전을
통해 개인사와 지역사가 다시금 생성되고 계승되기를 바라고 있다. 니무
라 역시 어린 시절 방어진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
다. 그는 어머니에게 무심하게 대답할 뿐이었으나 어머니는 오히려 그
반응에 자극되어 체험을 상기했고 또 이야기가 진전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재조일본인 2세인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
보며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며 동시에 니무라는 자신이 살아 보지 못한
조선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다시 물어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재조일본인 2세의 기억에 관심을 두게 된 니무라는 2세의
자녀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기록을 수집하고 국제교류 연장에 힘을 쏟
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사의 활발한
구전의 장 속에서 의미를 발굴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한일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방어진회가 한일 간 무역·외교 분쟁과 고령화라는 현실
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 방어진회는 이 문제들을
귀환자라는 정체성과 기억을 정면에 드러냄으로써 마주하고 있으며, 그
들의 정체성과 기억을 차세대를 통해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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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가며

한일 양국에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은 ‘해방’과 ‘패전’이라고 단순히 정
의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사안들을 내포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후 양국이 위기와 갈등을 맞이할 때
마다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과 견제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
이 마주한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로 한정할 수 없으며 기억의 형태를
둘러싼 논쟁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계속되고 있다(나리타
류이치 외 2014).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울산 방어진에서 태어나고 자라 패전 후
일본으로 귀환한 재조일본인 2세의 전후 기억에 초점을 맞췄다. 양국의
역사를 잇는 존재인 이들은 전후 일본 사회가 형성해 온 귀환자 담론 안
에서 제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전후사를 기념하고 또 기억해 왔다. 여기
서 ‘전후 기억’이 일본인 모두에게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지, 식민
지 조선에 살았던 일본인에게 전후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질문을 던
지며 논의를 전개했다.
나아가 재조일본인 2세의 대항적인 기억과 기록을 논하며 이들의 기억
이 단지 과거의 기억을 반추하는 일시적인 구술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삶을 열어가는 의식적인 작업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인터뷰
조사 전반에 걸쳐 재조일본인 2세가 공유하는 기억 자체와 더불어 기억
이 지향하는 가치에 공감하고자 했다.
근대 메이지 정부 하 일본인의 이동은 사실상 국가 정책에 따라 이루
어졌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히나세 출신 재조일본인 2세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재조일본인의 조선 이주도 이런 정책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재조일본인 2세는 식민자에서 패전국의 국
민으로 전락했고, 평생을 살아온 조선을 떠나야 했다. 이 경험은 조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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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태어난 재조일본인 2세가 식민지의 순수한 이주자 혹은 이민자가 아
니라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는 정책의 공모자였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
다. 이들은 패전 이후 시작된 냉전 구조의 시작과 귀환 정책, 국제 정세
의 첨예한 갈등을 직접 목격하며 전후를 맞이하게 되었다(加藤聖文
2004: 139).
해외 식민지에서 일본으로 귀환한 일본인 군인, 군무원, 민간인은 약
7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인구 이동 중 하나였다. 일본 사회로 귀환한 이들은 식민지에서 좋은 생
활을 했던 식민자이자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민폐 집단이라는 차가운 눈
길을 받으며 환영받지 못했다. 일본을 떠나 살았다는 경험만으로 일본에
서 다른 존재로 취급받았다는 점, 해외에서 귀환함과 동시에 전후 일본
의 심각한 경제 상황에 놓였다는 점에서 배타적인 환경을 비집고 들어가
야만 했다.
전후 일본은 식민지주의의 문제를 역사의 기억에서 집단으로 소거하거
나 서술에서 결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내셔널리즘을 창안, 확산(노상래
2014)해 평화주의로 위장하며 통합을 추구했다. 일본 정부의 관점에서
식민지에 살던 재조일본인 2세의 존재는 패전국의 전후 질서의 편재 측
면에서 ‘경계’를 일탈해 있던 존재(박광현 2013: 223)였다. 이에 경계 밖
의 존재인 재조일본인은 패전 후 일본의 국민 통합과 평화 담론에 빠르
게 흡수되어야만 했으며, 귀환자에 관한 이러한 지배적 담론은 이후 귀
환자의 식민지 체험을 배제해 갔다.
더욱이 재조일본인 2세에게는 전후 일본 공통의 기억으로 축약되는 본
토 일본인이 겪은 전쟁이나 공습의 경험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 재조일
본인 2세와 본토의 일본인이 인식하는 당시의 경험과 기억에 차이가 있
었다. 이는 재조일본인 2세의 대규모 귀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인구 이
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정부-귀환자 간 기억의 대립으로 발전
했다. 일본 정부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자 귀환자 집단을 ‘전후 일본 국
민’으로 어떻게 통합해 갈 것인가를 중요한 의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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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에서 재조일본인 2세를 전쟁 희생자로 조명하는 것은 혼란을
겪고 있던 일본을 통합하고 재건하는 데 최적의 담론이었다. 더욱 거시
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전쟁 희생자로 만드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정
부의 차별적 보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고, 강화조약 체
결 상대인 연합국 측에 일본의 전쟁 피해를 각인(이연식 2010: 101)시키
며, 패전국 처리에 대처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전후 일본 사회에 공유되었던 귀환자 담론은 해외 식민지를 건설하러
갔다가 겪은 만주농업개척단의 고통, 패전 후 소련군에 의한 억류, 귀환
의 고통과 같은 정형화된 비극의 기억뿐이었다. 이와 같은 획일화된 담
론 아래 재조일본인 2세를 비롯해 해외 식민지에서 돌아온 귀환자는 그
들이 겪어야 하는 피해와 불행한 전후 기억을 품게 된다.
재조일본인 2세의 식민지 체험과 귀환 과정은 전쟁 희생자로서의 담
론, 전쟁의 참혹함과 고난을 호소하는 하나의 귀환 서사로 재구성되며
일본의 전후 기억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전후 기억은 선량한 일본 국
민, 전쟁의 희생자라는 형태로 정당화되었으며, 거짓된 평화주의 안에서
재조일본인 2세의 다양한 경험은 묻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 의
한 피해자라는 단선적인 이해는 왜 재조일본인 집단이 조선으로 이주,
정착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더불어 일본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의식을
망각하게 했다. 이렇게 전후 일본의 통합 과정은 일본 내 동질성을 강요
하며 통합과 단결의 명제로 경계 밖의 기억을 망각시켰다.
이에 재조일본인 2세는 고국에서 겪는 일상적 차별에서 벗어나 일본
현지의 정치·사회적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조선에서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어진회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방어진회의 기능 외에
연구자가 주목하고자 한 것은 재조일본인 2세의 개별적인 기억들이었다.
이러한 개별적인 기억은 앞서 살펴본 전후 일본의 ‘기억 획일화’라는 거
시적 흐름에 포섭될 수 없는 개별 주체들의 의미화 과정을 예시해 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획일적인 담론을 비집고 나오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이
자 다양한(diversified) 작은 역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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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인터뷰 조사를 통해 전후 획일화된 담론 안에서 개인은 어떤 특
수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했다. 먼저 ‘식민자’ 로서의 위치에 대한
인식과 성찰이 보이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이며 본인을 묘사할 때 제국-식민지와 떨어질 수 없는 존
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전후 일본을 생각할 때는 일본인의 고
난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겪은 고통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조일본인 2세로서 가지는 내면의 갈등을 마주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재조일본인 2세로서 겪은 ‘고난’을 주된 기억의 장치로 삼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전후를 묘사할 때 ‘단점은 있어도 장점은 없던 시
대’로 선을 그으며 주로 부정적인 경험을 토로했다. 주위 일본인으로부터
“조선에서 왔다, 조선 귀환자다”라고 조롱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귀환
후를 죽도록 고생하고 배고팠던 시절로 기억했다. 이 경우 일본의 식민
지 지배를 인식하고 있으며 식민지에서 태어난 제국의 국민이었다는 사
실에 내적 갈등을 느끼지만, 식민지 지배의 주체는 일본 정부이며 재조
일본인 2세는 전쟁 희생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선을 그리운 망향의 공간으로 기억하는 경우이다. 조선
에 있던 시절부터 조선을 일본의 한 부분으로 여겼고, 불평등한 사회 구
조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조선을 상기할 때 태어나 자란 곳
에서 식민자로서 존재했다는 사실보다 아름다운 유년기의 기억을 선사해
준 공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1990년대 고향방문사업단의 조직으로 공식적인 공간에서 조선에
서의 역사와 귀환의 경위가 재생되었다. 이에 귀환자가 아닌 지역 사람
들도 조선과 귀환자의 관계를 단편적으로나마 알게 되었고, 히나세의 지
역사 자료관에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의 역사 자료가 등재되면서 귀환
과정과 귀환 후의 이야기가 조금씩 외부로 알려질 수 있었다.
지역사와 국제교류에서 상징되는 방어진회의 기억의 요체는 ‘망향의
정서’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식민지 조선에서의 삶에 대한 향수이며
전후 일본 사회의 식민지 기억을 대표하는 전형성(임성모 2016)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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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로 포섭된 방어진회의 기억은 앞서 살펴본 전후
일본의 공식적인 기억과 조응하는 모습도 보인다.
현재까지도 이들의 기억은 한일교류 안에서 계속적으로 조선에서의 추
억, 귀환 이후의 망향의 정서를 재현하며 기억을 복원하고 있다. 또한 2
세들은 주체적으로 기억의 장소인 방어진회 보존과 방어진회의 향후 활
용 방안을 강구하며 국가의 공식기억을 넘은 새로운 기억 만들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자는 재조일본인 2세가 마주한 새로운 역할
에 관해 논했다.
첫째, 방어진회의 역사가 한일교류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울
산 동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향토사학자들과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
으로 방어진의 과거를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다(박정석 2012: 65). 이들과
협업하는 방어진회는 한국과 교류를 위해 방어진회의 기록을 남기는 것
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히나세의 지역 역사로 안착한 방어
진회의 ‘망향의 기억’은 다시금 국경을 넘어 방어진의 ‘역사’로 편입(ibid.:
65)되고 있다.
둘째, 차세대를 통한 기억 남기기이다.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는 재조일
본인 2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젠시 행정 측은 구술자료와 일기 등
의 문헌 수집을 가장 긴급한 과제로 삼고 있으며, 지역사의 활발한 구전
의 장 속에서 의미를 발굴하고 새로운 인식을 생성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작업을 통해 재조일본인 2세, 나아가 귀환자 전체가 겪은
시대와 장소 및 역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지역사의 관점으로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개인의 특정한 역사적 경험에
주목하며 국가나 사회 중심의 지배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거나 다루지
못하는 지역적 특수성과 특정 집단의 경험을 역사의 장으로 끌어내는 계
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충분히 밝힐 수 없었던 과제가 세 가지 있다.
첫째, 재조일본인 2세는 조선과 일본 양국을 체험한 존재로 전후 한국
의 변화 역시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었다. 재조일본인의 기억을 다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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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 사회의 공적 기억과 방어진회의 전형성과 규정을 의식하면서
도 그곳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개인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외교, 정치, 경제 등 한국과 일본 양국의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
운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논문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는 한계가 있다.
둘째, 재조일본인 2세의 조선 거주 당시 생활상을 다룰 때 지배 세력
의 일부를 이루면서도 식민 권력과 긴장 관계를 유지(이형식 2013: 18)
한 재조일본인 2세의 다면성을 깊게 조명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전
후 생성된 망향의 정서와 기억을 전후 일본 사회의 공적 담론 형성과 연
관 지었으나, 식민지 조선에서 식민 권력과의 긴장 관계와 마찰까지 고
려한다면 더 깊은 연구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셋째, 가족 혹은 친족이라는 친밀한 삶의 영역에서 재조일본인 2세와
3세가 한국에 대한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 상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영역은 간단히 서술했을 뿐 깊이 있게 탐구하지 못했다. 연구자는 우연
히 재조일본인 2세의 딸인 50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패전 당시 9살이었던 자신의 어머니는 귀국 도중 겪었던 사건과 귀국 후
에 경험한 생활고의 이유가, 단지 자신이 조선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생
각하여 한번도 고향을 그리워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흔적을 지우려 노
력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2세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자식 세대에게 궁
금증을 일으켰고, 본인은 오히려 어머니의 고향인 경주를 몇 년에 한 번
방문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친족 관계 속에서 부모 세대가 가진 기억의 영향을 받았던 3세
들은, 2세와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과 조선에 대한 인식들을 형성할 뿐
아니라 관계성의 방식들을 모색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조일본인 2세와 3
세가 한국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때 상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
도 절실히 필요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조일본인 2세의 특수한 기억
이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흐름을 파악했다. 전후 일본에서 전형

- 115 -

화된 귀환자 기억의 형성 배경에는 전후 일본을 부흥시키는 과정에서 만
들어진 국민상(像), 감정적 대립, 인식의 충돌이 존재해 왔다는 것을 확
인했다. 이들의 기억은 역사와의 마찰, 정치적 갈등과 맞물려 새롭게 재
구성된다. 이때 재조일본인 2세의 기억은 단지 개인적 기억의 총합이나
역사적 증거의 집합이 아니며 전후 일본 사회에서 배분되고 공유된 상징
적 이미지에 의해 매개된다. 이 과정에서 재조일본인 2세의 기억은 다양
한 주체가 개입하며 형성되며, 경합하는 담론을 통해 변화를 계속해 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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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blic Memories of
Post-War Japan and the second
generation of Japanese settlers
Myung, sujeong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n

endeavor

to

analyze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post-war memory of the second-generation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The following chapter discusses
Empire-building activities and the formation of colonial communities
in colonial Korea by Japanese settlers. It also investigates how
colonial

Korea

is

remembered

and

reproduced

by

the

second

generation of Japanese settlers considering the macroscopic history of
colonial rule and defeat and the history of Korea-Japan relation.
The third chapter is about the public memory made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counter-memory of the second generation of
Japanese settlers. The Japanese government foregrounded ideologies
of peace and homogeneous national identity to rebuild the nation after
lost of World War II (WWII). Due to memories of historical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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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selectively chosen by the nation, the experience and memories
of the second-generation Japanese settlers were excluded in post-war
Japan.
The fourth chapter deals with creating a Bangeojinhoe that allows
the second generation of Japanese settlers to escape the daily
discrimination they face in Japan and share their memories of colonial
Korea without paying attention to Japan's political and social views.
Bangeojinhoe presents the special memories of the second generation
of Japanese settlers, which cannot be included in the macro discourse
of Japan's "memory uniformization" after the war. The postwar
memories of the Bangeojinhoe under the postwar Japan discourse are
as follows:
First, the recognition and reflection of the position as a "colonizer"
are given. In this case, they recognized themselves as Japanese who
were born in colonial Korea and could not be separated from the
imperial-colonial structure.
Second, “pain” is used as a significant memory device. In this case,
they experienced internal conflict over the fact that they were citizens
of an empire and were born in a colony. They recogniz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as the main body of colonial rule and that the
Japanese second generation was a victim of war.
Third is about remembering colonial Korea as a place of nostalgia.
When they recalled colonial Korea, they recognized it as a place
space that gave them beautiful childhood memories, rather than as a
place of the colony where they were born and raised.
The fifth chapter deals with the home-visiting projects to Korea and
Korea-Japan exchange activities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since
the 1990s. As historical materials and memories of Bangeojin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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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ed in both Korea and Japan, counter-memory of Bangeojinhoe
revives officially in the local history. In this case, revived memories
Japan's public memory after the war, nostalgia for colonial Korea
intersect and build upon each other.
In conclusion, this study deals with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national images, emotional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of perception
created in the process of reviving post-war Japan behind the
formation

of

Bangeojinheo's

public

memories

post-war

typical

memory

is

of

postwar

reconstructed

Japan.

anew

in

conjunction with the friction in history, political conflicts, and changes
through the intervention in various subjects.

keywords : the second generation of Japanese settlers, post-war
Japan, memory, home, coloni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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