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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1년 합의각서’ 내용과 문제 설정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이하 ‘한일법적지위협정’이

라 칭한다)은,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자 및 전자의 직계

비속으로 1971년 1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자에게 협정영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그 이하의 후손 즉 협정영주 3세 이하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언급

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 시한인 1991년 1월 16일까지 재협상이 

필요했다. 또한 1965년 한일법적지위협정은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만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적(북한이 인정한 북한 국적자 또는 협정영주 취

득을 포기한 자)과 귀화자들의 법적 지위가 다르게 되는 등,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가 전체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1991년 1월 10일 양국 외무장관 사이에 교환된 각서, 소위 ‘91년 합의

각서’는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자 및 후손들의 법적 

지위에 관해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1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① 

간소화된 절차로서 기속( )적인 영주권의 인정(특별영주 허가), ② 퇴거 강제 

사유를 내란 · 외환의 죄, 국교 · 외교상의 이익에 관한 죄 및 이에 준하는 중

대 범죄에 한정, ③ 재입국 허가의 출국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함, ④ 외국인 

등록법상의 지문 날인의 폐지, ⑤ 외국인 등록증 휴대제도의 개선책 마련, 

⑥ 민족학급 실시에 대한 배려와 취학안내 발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지

도할 것, ⑦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무원 및 교사 채용을 지도할 것, 마지막

으로 ⑧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한다는 것 등이었다.

‘91년 합의각서’에 따라 제정된 입관특별법2은 과거의 협정영주권자뿐 

1    ‘91년 합의각서’의 정식 명칭은 「 」로 일본어 본문

은 , 『 60 』, 165~166쪽. 한글은 정인섭, 『재일교포

의 법적지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75~76쪽에 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91년 합의각서’의 내

용을 말할 때는 ‘91년 합의’라 칭한다.

2    ‘91년 합의각서’는 정식 조약이 아니고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소위 신사협정으로 입관특별

법은 ‘91년 합의각서’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입관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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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조총련계를 포함한 구 식민지 출신 재일한국 · 조선인과 그 후손에

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올드커머의 법적 지위가 일원화되었다.3 아울러 지

문 날인 제도의 폐지, 재입국 허가 기간 연장 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다. 

민단중앙본부는 1991년 양국 합의에 의해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해결을 보았다”라고 결론짓고 있다.4 하지만 외국인 등록증 

휴대 의무 폐지, 공무원 및 공립학교 교사 취업상의 제한 폐지, 민족교육, 

지방참정권 획득 등은 미해결 문제로 남았고 합의각서 서명 이후 양국 간에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다.5

이에 따라 올드커머는 특별영주 자격을 부여받은 “정주외국인”으로서 

재출발했다.6 당시까지 일본 국적 선택을 권리로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심

리적인 반감이 강했던 재일동포 사회가, 당시 상당히 진전되고 있던 정주라

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재외국민이라는 기축을 유지하는 데 특별영주란 

법적 지위는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금후는 특별영주

란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정주 정도에 걸맞는 생활권을 확대 · 확보해 나가

는 것이 당면의 목표로 생각되었다.7

하지만 ‘91년 합의’는 재일동포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해

답도 종식도 아니었다. ‘91년 합의’에 의해 얻은 법적 지위의 안정과 이미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통해 진행된 전반적인 사회적 위상의 향상에 따른 

차별의식 약화는, 오히려 지금까지 재일동포 사회를 지탱해온 버팀목이 흔

」으로 1991년 5월 10일

에 공포되어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    이 글에서는 ‘올드커머’(old comer)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와 일본의 패전 후에도 일

본에 남은 한국 · 조선인들과 그 후손을 의미하는 ‘특별영주자’들과, 특별영주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후 제주도 4 · 3사건 때 일본으로 밀항하거나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전에 일본에 

건너와 정착한 사람들로 정의한다. ‘뉴커머’(new comer)란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특히 1980년대 후반 

한국 정부의 해외여행, 유학 자유화 조치 이후 일본에 건너와 정착한 한국인으로 정의한다. 또한 ‘재

일동포’라 할 때는 올드커머와 뉴커머를 함께 지칭한다.

4    , 『 』, , 319쪽.

5    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86쪽.

6    , 「 」, 『 』 No.737, 1985. 8.

7    민단 중앙본부는 1991년 1월 21일 전국 지방본부, 지부단장 · 산하단체장 회의를 소집하여 ‘91년 합의

각서’로 법적 지위 문제가 일단락된 것을 확인하고 금후의 운동을 ‘생활권 확충’에 맞추는 것에 합의

했다. , 『 』, 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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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는 상황까지도 야기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재일동포 사회는 구성원

의 다양화와 가치관의 복합화가 현저해지면서 정체성이 용 · 융해하는 위기

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선 재일동포의 귀화로 일본 국적 취득자가 감소하기는커녕 증가 일로

였다.8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민단은 1994년 그때까지의 ‘재일대한

민국거류민단’이란 명칭에서 ‘거류’를 삭제하고 ‘재일대한민국민단’으로 개

칭했다. ‘재일’을 국적이라는 잣대만으로 판별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으로

서 포용하려는 자세를 표명한 것이었다.9 또한 오래 전부터 시작된 재일동

포끼리의 결혼 감소와 일본인과의 결혼 증가는,10 1984년 부계 혈통주의에

서 양계 혈통주의로 국적법이 개정된 것과 맞물려 재일동포 사회의 존속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11 그에 따라 재일동포 사회가 단순한 정주화를 넘

어 급격히 일본(인)화하고, 결국에는 재일동포가 소멸되어 문제 자체가 ‘해

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더해갔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후반부

터 현저하게 증가한 뉴커머의 등장에 의해 재일동포 사회가 더욱더 다양화

되고 복합화되어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하게 되었다.12

정대균의 『재일한국인의 종언』( )이 발간된 것은 이러한 

경향이 상당 정도 진척된 1990년대 말이다. “오늘의 재일한국인을 보고 있

노라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귀속 의식이 결여되어 있

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인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다시 말하

8    1991년 5665명이던 귀화자 수는 1992년에 7244명으로 증가하면서 그 후 매년 일만 명 전후로 변화한

다. 민단 홈페이지 귀화자 통계(http://www.mindan.org/shokai/toukei.html#03) 참조.

9    , 『 「 」』, , 2010, 246쪽. 김찬정은 “금후 재일의 삶을 생각할 때 일본 

국적 취득자와 재일이라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테마”라고 강조한다(256쪽). 민단은 그 후 규약을 개

정하여 귀화자도 단원이 될 수 있게 했으며 최근에는 지부 차원에서는 단장도 될 수 있게 되었다.

10    1955년 81.4%였던 올드커머끼리의 혼인율은 1985년에 43%로, 1995년에는 28.7%로 격감하고, 2001

년의 11.4%를 거쳐 2007년에는 9.6%에 불과하게 된다. , 『 「 」』, 238쪽.

11    어머니가 일본인인 경우에도 일본 국적 취득이 가능해져 대부분의 재일 어린이들이 일본 국적을 취

득할 수 있게 되었다(엄밀하게 말하면 이중 국적 상태). 1994년 태어난 어린이 중에서 부모 모두가 

한국 · 조선적인 경우가 전체의 약 35%에 그치고 부모 중 한 쪽이 일본인인 아이가 전체의 6할 이상

을 차지한다. , 『 · : 』, 

, 1999 , 134쪽.

12    뉴커머의 증가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유혁수, 「재일 한국/조선인사회의 갈등과 과제: 올드커머와 뉴

커머 관계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제10호, 2014, 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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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정체성과 귀속(국적)이 어긋남으로써 재일한국인은 불투명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13재일한국인들이 해야 할 것은 정

체성에 맞추어 귀속을 변경하는 것, 즉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일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사는 것이며 필요하면 국적 선택권을 주장하고 귀화 절

차의 간편화를 요구하는 것이다.”14 일본 사회가 아직 민족적 출신을 유지

하면서 일본 국민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정대균의 귀화 

종용론은 민단 사회에서 ‘세련된 동화론’으로 냉정한 배척의 대상이 되었지

만, ‘정체성과 귀속(국적)의 부정합’이란 지적은 이미 상당히 진척되어버린 

동포 사회의 중요한 단면을 지적한 것이었다.15 

이 글에서는 ‘91년 합의’ 이후 구성원의 다양화 및 ‘정체성과 귀속의 부

정합’을 배태한 재일동포 사회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재일동포 사회의 

법적 · 사회적 위상 변화의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 이어서 재일동포 정체

성의 현주소와 향후의 재일동포 사회를 전망하고자 한다.

13    재일한국 · 조선인의 전체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귀화자 증가, 공급망(supply chain)의 

세계화, 3 · 11 관동대진재( )의 영향, 한국(인)에게 일본의 사각지대화 등의 이유를 생각

할 수 있으며, 금후도 지금처럼 감소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14    , 『 』, , 2000. 그 후 은 스스로 귀화하는 길을 택했다.

15    의 주장과 ‘세련된 동화론’에 대해서는 , 「  — 」, 

『 』 59 , 2008, 72쪽을 참조.

<표 1> 최근 9년간 재일한국·조선인 인구 추이13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2 2014/6

 재일한국· 

 조선인 전체
598,219 593,489 589,239 578,495 565,989 545,401 530,046 519,740 508,561

특별영주자 438,974 426,207 416,309 405,571 395,234 385,232 377,350 369,249 360,004

기타(뉴커머) 159,245 167,282 172,930 172,924 170,755 160,169 152,696 150,491 148,557

일반영주 47,679 49,914 53,106 56,171 58,082 60,262 62,522 64,545 65,117

정주·결혼 33,972 33,804 33,411 32,317 30,709 29,591 n/a 25,929 25,544

유학 등 77,594 83,564 86,413 84,436 81,964 70,316 n/a 60,017 5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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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0년대까지의 법적, 사회적 지위 향상 배경 및 그 경과 

일본에서 재일외국(한국 · 조선)인 문제의 권위자인 다나카 히로시( ) 교

수의 저서 『재일외국인』에 붙여진 ‘법의 벽, 마음의 골’( , )이라

는 부제가 말해주듯, 과거 재일동포는 법적 차별에 시달려 왔고 일본인과의 

사이에는 오랫동안 깊은 마음의 도랑이 가로놓여 있었다.16 1965년 국교정

상화에 따른 협정영주의 자격 부여는 법의 높은 벽을 허무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다. 본격적으로 벽과 골의 일부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은 ① 1970

년대 이후 정주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어난 몇몇 선구자적인 재일동포 개

인들의 차별 및 인권침해 반대투쟁과 그 영향, ② 1980년대 이후 지문 날인 

철폐 운동으로 상징되는 재일동포 사회의 집단적인 투쟁, 그리고 ③ 세계사

적 요인에 의해 일본이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면서 생긴 반사적 이익 등이 

어우러진 귀결이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여전히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이 계

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최초로 차별에 대한 투쟁의 산성( )을 울린 것은 

1970년 일본명[ ]으로 히타치제작소( ) 입사시험에 합격했

으나 본명이 알려지고 난 후 채용이 취소된 박종석이었다. 취직 차별에 대

한 법정 투쟁은 마침내 그의 승리로 끝났고, 이 일은 그 후 민족 차별의 부

당성을 알리고 싸우는 돌파구가 되었다.17 박종석의 투쟁이 파이어니어로

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면,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일본 국적을 갖

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법연수소 입소를 거부당한 김경득의 투쟁은, 재일

동포 사회와 일본 사회에 가져온 파장이란 면에서는 박종석의 그것 이상이

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18 재판에서 패소한 일본 법무성은 재일동포의 사

16    , 『 ‐ , 　 』, , 2013.

17    자세한 경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  , 『

』, , 2008 .

18    다나카 교수는 김경득 사건의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 얼굴도 채 알지 못하는 재일조선인으로

부터 “저희 애들에게도 변호사가 되라고 권유하고 있어요”라는 말을 몇 번이고 들었다고 썼다.  

, 『  』,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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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수소 입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을 유

지한 채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이후 35년 동안 200여 명의 

한국 · 조선 출신 변호사가 탄생하게 된다.19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국민연금

을 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

을 거부당한 김현조의 투쟁을 통하여 재일동포의 국민연금 가입이 허용되

고 연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20

재일동포에 의한 차별 반대투쟁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 보다 조직적이

고 집단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21 이들 운동은 재일동포를 지원하는 일

본인 그룹들의 협력 속에 지방공무원 채용 문제, 공립학교의 교원 채용 문

제, 노령연금 문제, 지방참정권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전개되었다. 그 중에

서도 재일동포 시민단체에 의해 인권 문제로서 특히 격렬하게 전개된 것은 

‘검지 손가락의 자유’를 슬로건으로 내건 외국인 등록증 지문 날인 반대운

동이었다. 이 운동은 1980년 8월 한종석의 지문 날인 거부로 시작되어 1982

년 이상호의 거부로 이어졌고, 이상호가 체포된 후 다른 외국인들도 가세하

여 1983년 7월에 전국시장회가, 8월에는 민단이 운동에 가담했다. 일본 정

부는 거부자를 체포하는 등 억압정책으로 대응했으나 결국 1999년 외국인

등록법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지문날인제도 도입 45년만에, 그리고 한종석

이 거부한 지 실로 20년만의 일이었다.   

이상과 같이 올드커머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투쟁이 가져온 차별 해

소의 성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재일동포의 법적 · 사회적 

지위 개선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두 가지로서 일본이 1979년 국

제인권규약에 가입하고 1981년에 난민조약을 비준한 일이었다. 

19    이상의 경위에 대해서는 김경득 추모집 참조. 200명이란 숫자는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의 추정에 의한 것이다. 사법시험과 연수소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최고재판소로부

터 국적 변경을 종용받아 판검사로 임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다. 

20    , 『 「 」』, 232쪽; , 『  』, 162쪽. 상세한 것은 

, 『 - 』, , 1984  참조.

21    간단한 정리로서는 , 『 』, , 2002 , 193쪽; , 『  

』, 제3장이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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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이 함락되고 남북 베트남이 통일되면서 발생한 

대량의 인도차이나 난민 발생은 국제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등장했다. 일본

도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에서 마침내 ‘정주 허가’ 방침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일본의 외국인 정책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

는다.22 1979년 국제인권규약 가입에 의해 공영주택법, 주택금융금고법, 일

본주택공단법 및 지방주택공급공사법에서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하

는 ‘국적 조항’이 삭제되었고, 1981년 난민조약 비준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

하여 국민연금법, 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법 및 아동수당법 등 

사회적 권리 분야의 국적 조항23이 삭제되어 올드커머에 대한 ‘내국민 대

우’가 실현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 주소를 둔 일본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여 재일외국인

을 제외했던 종래의 사회보장제도가 ‘일본에 주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하

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일본 사회의 ‘구성 원리’에 중대한 변경이 초래되

었다.24 이를 계기로 국적의 유무에 따라 내국민과 외국인이 향유할 수 있

는 권리와 의무를 엄격하게 구분하던 입장에서, 권리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

으로 권리와 의무의 향유 주체를 판별하는 권리성질설이 학설과 판례상 지

배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25

문제는 일본 정부의 상기 두 가지 조약의 비준은 어디까지나 베트남 난

민에 대한 국제적 부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재일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다

시 말하면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전환이 식민지 지

배에 관한 한일조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도차이나 난민 발생에 대한 대응

이라는 ‘흑선’( )이 아니었다면 실현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22    자세한 경과에 대해서는 , 『  』, 165쪽.

23    ‘국적 조항’은 법률상의 명문에 의해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이 배제되는 경우를 말하고, ‘국적요건’이

란 법률상 명문은 없으나 행정선례 등에 의해 외국인이 배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24    하지만 재일 전쟁희생자들은 전후 원호법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 실태에 대해서는 , 『

‐ ,  』, IV장을 참조.

25    이상에 대해서는 , 『 』, , 200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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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라는 다나카 교수의 뼈아픈 지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26 

당시는 박정희 군사정권 하에서 남북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었던 데에다, 디

아스포라(Diaspora) 의식보다는 재외국민 의식이 강했던 시절이라고는 하지

만, 재일동포와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국민들은 다나카 교수의 지적을 가

슴에 깊이 새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91년 합의’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재일동포 지위 

개선을 향한 행보의 절정(peak)으로서, 적어도 재류자격이라는 법적 지위의 

안정이 현실화된 것을 의미했다. 

3. 199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위상의 상승과 평가

최근 주요 일간지의 올드커머 기자가 “우리 올드커머는 ‘모델 마이너리티’

(model minority)지요. 일본 정부의 이민정책 없이 우리 스스로가 모범적으로 

적응한 것이지요. 그 배후에는 늘 차별에 굴하지 않고 학식과 교양을 높이

려는 향상심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27 또한 버클리대 사회학부의 존 라이(John Lie) 교수는 

2007년 도쿄에서 개최된 한 심포지엄에서 “올드커머는 억압받는 천덕꾸러

기 마이너리티이고, 재미동포는 성공한 모델 마이너리티다”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라이 교수는 “각각의 이민의 경위나 재류

국의 성격 등으로 인해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에는 

손 마사요시( )나 롯데와 같은 대기업도 없다”면서 현재의 올드커머 

위상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28

그렇다면 재일동포 사회가 이루어 낸 사회경제적 위상이란 어느 정도의 

26    , 『  』, 174쪽.

27    『 』 최채수( ) 기자의 말. 2014년 10월 9일 전화 인터뷰에 대한 대답.

28    John Lie, “The Korean Diaspora in Japan and in the United States: Comparisons and 

Convergences”(2007. 11. 16. 제1회 한일사회문화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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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상의 상승은 어떤 배경과 과정을 거쳐서 현

재에 이른 것인가? 종래 일본에서는 재일외국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저조했다. 그 이유는 외국인에 관한 연구가 주로 출입국 관

리의 관점에서 행해지거나 추상적 차원의 인권 문제 등에 집중된 데다, 이

용 가능한 통계가 부재하거나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2009년 

통계법 개정 이후 재일외국인의 직업 및 사회경제적 위상에 대한 일련의 연

구가 발표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주로 이들 업적에 의거하면서 상기 의문에 

답해 보고자 한다.29 

1) 196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위상의 상승

이러한 평가들처럼 현재 재일동포의 법적 · 사회적 위상이 지금으로서는 상

상하기 힘든 갖가지의 차별에 시달리던,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1970년

대까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향상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1960년

대 및 1970년대 일본 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동안 재일동포들에게도 

취업 기회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생활수준도 눈에 띄게 향상되어 갔다. 재

일동포의 사회적 위상도 종사하는 산업 부문 및 직업 분포에서 완만한 변

화를 보이며 서서히 상승해 왔다.30 1970년대에는 사무직 종사자 및 기술직 

종사자가 늘어나는 등 생활 기반도 조금씩 안정화되어 갔는데, 이러한 경향

은 199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 

29    · · · ·  등 5명에 의해 1990년 이후의 재일외국인의 직

업(분포)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1990 」, 『

』 13 , 2014, 77~96쪽; 「1995 」, 『

』 36 , 2013, 81~100쪽; 「 -2000 　

」, 『 』 No.44, 2011, 27~42쪽; 「2005

」, 『  』 35 , 2013, 39~58쪽; 「2010

」, 『 』 38 , 2015, 1~20쪽; 「 ·

— 2000  」, 『 』 

No.44, 2011, 11~25쪽. 이들 연구서를 제공해 주신  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30    이하 , 『 : 』, , 2010

과 재일외국인의 직업(분포)에 대한 히구치 나오토 등의 일련의 연구(각주 15)에 의거하여 주로 

1970년대 이후 재일동포 사회의 사회적 위상 변화와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제2차 세계대전 이

전과 전후 1950년대 재일동포들의 상공업 및 서비스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는 , 『

 — · · 』, , 2004, 400~409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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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향은 재일 기업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 1947년, 1975년 그리고 

1997년에 발행된 『재일한국인 기업(회사) 명감』 등의 기업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재일동포 종사 산업의 구성과 동태를 조사하고 그 특성을 몇 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1947년 시점에서 재일동포의 주요 진출 산업은 고무가공

업, 음식점 및 내의(內 ) 제조업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음식점을 제외한 제

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1975년에도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1975년 시점 

이후부터는 일본 고도 성장기의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조성에 따른 

건설업이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오락산업(파친코업), 금속 · 플라스틱 ·

고무제조, 재료도매업 및 음식점 등에 재일 기업의 6할가량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도매 · 소매업, 오락산업 등 서비스업은 아직까지 재일 기업의 주력 

산업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1997년이 되면서 지금까지 재일 산업

의 중심 업종이었던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건설업, 부동산업 

및 오락산업 등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졌다.31

한재향의 연구에 나타난 경향을, 히구치 나오토( ) 등이 제출한 

1990년 이후 재일외국인의 직업(분포)에 대한 일련의 연구 결과에 중복 · 연

속시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2005년 조사에 의하면 (1990년

과 비교해서 이미 감소하기 시작한) 1995년과 비교해 방직업, 의료 · 섬유제조, 고

무 · 플라스틱 제조업 종사자가 현격히 줄어들고, 또한 건설업 종사자도 2/3 

수준까지 줄었다.32 이러한 감소 경향은 2010년에는 더욱 뚜렷하다. 서비스

업 비중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높아졌지만, 2010년에는 감소해, 고용 흡

수력이란 점에서 보면 과거의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33

둘째, 종래 재일동포 산업의 대종을 이루고 있던 산업분야, 곧 에스닉 

경제(ethnic economy) 종사자가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 더하여 소매 ·

도매업, 음식점, 재생자원회수 · 도매업, 부동산업 및 오락산업(파친코업) 종

31    , 『 : 』, 37~55쪽.

32     외, 「2005 」, 41쪽.

33     외, 「2010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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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상당수 줄어든 것이다. 일본 전체에서 자영업자 자체가 2/3까지 감

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재일동포의 도매업과 음식점 종사자의 감소는 그 이

상이고, 재생자원회수 · 도매업의 경우는 일본 전체 종사자 수에 변동이 없

는 가운데 재일동포 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34 이러한 경향이 에스닉 

경제 전체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지, 히구치 등은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식료품 제조 종사자가 일본 전체의 증가율보다 늘어

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한류 붐에 편승해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에스닉 경제의 틈새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어느 쪽

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

셋째, 일본인과 비교하여 사무직, 관리직의 피고용자 수가 현저하게 적

다. 이는 재일동포의 직업 분포상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재일동포의 경

우는 회사단체 임원, 상점주, 공장주, 서비스업 사업주 등 자영업 종사자가 

전문직, 기술자, 관리직 및 사무직 등의 종사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 이

유로 재일 산업의 주종이 독립된 자영업 형태와 어울리는 직종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애당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 재일동포를 일본

의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취직 차별에서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올드커머 

재일동포들이 에스닉 공동체의 정보를 축적 · 배분하는 등 에스닉 경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시장 규모를 비( )재일시장까지 확대하여 성공한 

결과라고 하는, 한재향의 설명이 타당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35

히구치는 올드커머들의 자영업 진출을 취직 차별로 설명하는 지금까지

의 견해36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 이유를 올드커머들의 ‘기업가 이민’

으로서의 특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왜 자영업을 시작

할 필요가 있었는지보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로서 독립할 수 있

는 조건을 충족했는가의 여부다. 히구치는 ① 올드커머들이 일본어 능력과 

학력 면에서 일본인들과 차이가 거의 없었던 점, ② 민족단체, 상공회의소

34     외, 「1995 」, 95쪽.

35    , 『 ： 』, 327쪽 이하.

36    , 『 』, , 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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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민족금융기관이라는 사회관계 자본이 갖추어져 있는 점, ③ 올드

커머들이 전후 일관되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산업을 포착하여 기회를 놓치

지 않은 점 등을 들고 있다.37

하지만 일본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취직 차별이 올드커머들의 자영

업 지향의 원인 중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으며, 그 결과 전문직, 기술직, 관

리직 및 사무직 등 소위 화이트칼라 계층으로의 진출은 일본인들에 비해 아

주 낮다. 그 원인은 취직 차별, 혹은 에스닉 경제란 선택지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는데, 히구치는 일본인과 비교하여 재일동포들의 실업률이 같은 연령

대에서도 더 높은 사실을 들어 이를 전자의 결과로 보고 있다.38 전술한 히

타치사건 이후 일본의 기업들도 완만한 속도로 문호를 개방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여전히 부족하며, 일본 국적이 아니면 공무원도 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다행히도 이어서 상술하는 전문직과 기술직에서는 1990년대 

이후 커다란 변화가 보이며, 그 외의 분야에서도 2010년대에 들어서는 젊

은 연령층의 경우 화이트칼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39

2) 전문직 진출에 의한 사회적 위상 상승

현재 재일동포의 사회적 위상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990년대 후

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전문직 진출이다. 어느 사회나 전문직 진출은 재류

국에서 신분 상승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기에, 재일동포의 전문직 진출

의 의미는 크다 하겠다.40

식민지 시대에 교육을 받은 올드커머 1~2세대는 문학과 예술 영역에

서 상당한 족적을 남겼지만 국적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대학과 연구소에 적

을 두기가 어려웠다. 그랬던 만큼, 일반 학문보다는 일종의 ‘한국학’적인 문

37    , 「 ·  — 」, 『 』, 

2010 , 8쪽. 결과적으로는 한재향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하겠다.

38     외, 「2005 」, 52쪽.

39     외, 「2010 」, 9~10쪽.

40    전문직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는 논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소위 ‘사’( · )자로 불리

는 직업에 대학교수, 그리고 언론계 종사자를 포함한 유식자( )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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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 예술 평론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다. 1980년대까지 사회주의를 동경하

는 진보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김달수, 김석범, 강재언, 이진희, 김시종 등 

1세대 문예인들은 나름대로 한 시대를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했다.41 1963

년이란 이른 시기에 사립대학에 적을 둔 서용달 교수와 같은 예외가 있기

도 했지만, 사실상 1세대들이 대학에 적을 두기 시작한 것은 1983년 국립대

학의 문호가 (임기제라는 조건부로) 개방된 후인 1980년대 말 이후였다. 이러한 

국적 · 제도적 벽 때문에 올드커머 1~2세대의 대학 진출이 늦어진 가운데,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의 전문직 우대정책의 산물로서 주로 뉴커머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 대학과 연구소에 대거 진출하게 된다.

일본에는 2010년 기준으로 1050명의 한국 · 조선인 대학 교원이 재직

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42 영미권과 중국인 교원의 다수가 어학 과목인 

데 반해 한국인의 경우는 전공 교원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세분하

면 경제, 경영, 사회학, 국제관계 분야가 많기는 하지만, 이 외에도 비교적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43 또한 일본에서 수학한 경우뿐만 아

니라 영미권에서 수학한 후 한국의 열악한 대학 교원 고용 문제 탓으로 영

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일본의 대학 및 연구소에 진출하는 경우도 늘

고 있다. 이공계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는 있지만, 뉴커머의 경우 대

부분 문과 교원으로 추정되며, 이동하는(귀국) 비율 또한 그다지 높지 않다.

뉴커머 중심적인 대학 교원과 대조를 이루는 직종이 변호사의 경우다. 

1977년 김경득의 등장 이후 변호사라는 직업은 올드커머 사회에서 새로운 

신분상승 수단으로 각광 받으며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증가해왔다. 2002년 

41    재일 1, 2세대들에 의한 창간 잡지들의 계보가 그것을 말해준다. 김주태( ), 김양기( ), 오

준학( ) 등이 1973년 가을 『계간 마당』( )을 창간, 1975년 여름까지 발행되다가 폐

간되었다. 이후 김달수( ), 이진희( ) 등이 1975년 봄 창간한 『계간 삼천리』( )

는 십수 년에 걸쳐 재일동포 및 지한인사 언론의 중심이 되었다가 1987년 여름 50호로 아쉽게도 종

간되었다. 그 후 이진희가 한창우의 도움을 받아 『계간청구』( )를 1989년 가을부터 1996년 

여름까지, 이회성( ), 김찬정( ) 등도 『계간민도』( )를 1987년 11월부터 1990년 

10월까지 발행했다.

42     교수가 집계해 준 수치인데, 필자의 추산으로는 좀 과한 감이 없지 않으나 상근 교원뿐 아

니라 시간강사와 대학이나 연구소에 고용되어 있는 연구원을 합친 것으로 추정된다.

43    ‘한국인연구자포럼’의 연구자 명부(http://ksfj.jp/scholar_list, 최종 검색일: 2015. 12. 24)를 참조.



86 일본비평 12호 

특
집
  한

일
 수

교
 50

년
: 갈

등
과
 협

력
의
 진

화

결성된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 LAZAK)
44에는 110

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150명 정도로 귀화자를 합치면 

2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45 또한 종래에는 올드커머뿐이었으나 뉴

커머들도 조금씩 진입하고 있다. 통계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필자는 김경

득의 화려한 등장으로 우수한 올드커머들이 학자보다는 시간적, 경제적으

로 효율적인 신분상승 수단인 변호사를 택하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학

에 진출하는 올드커머 수가 적어진 이유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의사 및 치과의사의 경우는 1990년대부터 이미 올드커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본인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이는 1970년대부터 올드커

머 2세대들이 수업료가 비싼 일본을 피해 한국의 의 · 치대를 졸업한 후 다

시 일본에서 자격시험을 치르고 의사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재일동포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 한국에 가지 않고 직

접 일본 대학의 의학부에 진학하는 등 많은 올드커머들이 ‘일본’ 의료계에

서 활약하고 있다.46

언론계는 비교적 뒤늦게 외국인에게 개방되었는데, 현재 『아사히신문』

( )을 비롯한 전국지 및 지방지에서 활약 중인 재일동포 수가 20~50

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47 아직 숫자는 적지만 그 가운데에서 전국지의 데

스크와 서울지국장까지 배출하는 등 해당 종사자들은 순조롭게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그에 반해 재일동포 인구 중에서 유치원, 초중고 교사의 비율은 현저하

44    2008년 LAZAK의 이름으로 『 : 』(재판 중인 

재일코리안: 중고생의 전후사 이해를 위해, 김＆장 법률사무소의 박인동 변호사 번역)가 출간되었으

나 그 후로는 뚜렷한 활동이 없다.

45    일본의 변호사 수는 2014년 11월 1일 현재 3만 4961명이다. 그 중 (귀화자를 포함한) 재일동포 변호

사 수는 200여 명으로 전체 변호사 중 0.57%을 점하는데, 재일동포 인구가 일본 전체 인구의 0.3%

인 것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그것도 단기간에)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46    재일 2세대로서 이소구( ) 도가네( )정형외과 원장이 지바( )현 의사회 이사 등으로 활

약하고 있다.

47    임영향은 모두 10명의 주요 언론인들을 취재하여 석사 논문을 집필했다. , 「

· － ·

」,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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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낮다. 그 주된 원인은 역시 정교사인 교유(教諭)가 될 수 없는 제도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 분야에서는 제도적으로 취직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출자가 적은 편이다.

지금까지 재일동포 사회가 과거에 비해 산업 구성 및 직업 분포 면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고찰했다. 물론 1950~196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직업적으로 향상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

지만 아직도 높은 재일동포의 실업률을 생각하면 재일동포 사회가 완전히 

과거의 빈곤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델 마이너리티’로 변모했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2000년 당시 한국 · 조선 국적 보유자들의 실업률은 8.2%로 전

체 외국인 평균인 5.7%를 웃돌았다. 2010년 조사에서도 재일동포의 연령별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40, 50대의 경우 일본인 실업률의 두 

배 이상이었다.48 따라서 재일동포의 사회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향상되었

고, 그에 따라 빈곤도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상당 정

도 남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4. 법적 지위의 현주소와 과제

현재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를 논하려면 올드커머와 뉴커머의 재류자격상의 

이원적 구조에 유의해야 한다. 같은 한국 · 조선인이지만 올드커머 대부분

은 특별영주자이며 뉴커머는 (일반)영주자와 중장기 체류자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91년 합의각서’에 의해 제정된 입관특례법49을, 후자는 출입국관

리및난민인정법을 각각 적용받아 왔는데, 2009년 6월 대폭 개정된 신입관 

48    樋口直人 외, 「2010年国勢調査にみる在日外国人の仕事」, 14쪽. 토노무라는 1964부터 1974년 사이

의 재일조선인과 일본거주자의 직업별 인구 추이를 비교하면서 재일조선인의 생활수준이 개선되었

다고는 하나 일본인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外村大, 『在日朝鮮人社会の歴史

学的研究 — 形成 · 構造 · 変容』, 465~469쪽을 참조.

49    올드커머의 법적 지위는 한일 반공 · 보수 정권 간의 국제 합의에 의해 특별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온 역사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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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0이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취급은 더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특별’영주자인 올드커머도 뉴커머도 ‘일본 국적을 갖지 않는’ 

외국인인 이상,51 일본에서의 외국인의 법적 지위 일반에 대해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현재 국제사회의 법질서 하에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

(조약, 관습국제법 및 법의 일반 원칙)의 규율에 합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국의 

헌법체제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헌법체제와 일본이 체결한 

국제조약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

에서 현저하게 발달해 온 인권 규율의 고찰 역시 필요하다.

종래 근대국가는 자국민 보호주의 입장에서 국적을 형식적, 포괄적 개

념으로 정의하여, 자국민은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 · 의무를 갖는 데 반해 외

국인에게는 생명, 신체에 관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권리 ·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화에 따른 ‘정주’ 외국인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실에 

더하여 인권의 국제적 보장 진전에 따른 차별금지 조류 속에서, 국적을 기

능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즉 이전의 ‘국민 대(對) 외국인’이

라는 도식의 이른바 양자택일(all or nothing)적인 접근이 아니라 외국인의 사

회구성원성(일시적 체류자인가 정주 외국인인가)과 생존권적 필요성 등에 따라 합

리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52 국제 인권 A규약 제4조는 

외국인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권리의 성질과 양립하고 민주적 사회에 있

어 일반적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정하는 

제한만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학설과 판례도 이러한 ‘권

리성질설’이 통설이기는 하다.53 이하에서는 재류자격, 교육을 받을 권리, 

50    정식 명칭은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及び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逸脱した者

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の一部を改正する等の法律」이다.

51    일본 국적법 제1조는 외국인을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자”로 규정한다. 

52    大沼保昭, 『在日韓国 · 朝鮮人の国籍と人権』, 제4장을 참조.

53    외국인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안넨 교수의 패러독스”(「安念教授のパラドックス」), 즉 입국, 재

류의 권리가 없는 외국인에게 입국, 재류 때 조건을 붙여 헌법상의 권리를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고, 

재류기간 갱신 때 인권으로써 보장된 활동을 한 것이 불리하게 참작되는 상황에서는 애당초 ‘외국

인의 인권’이라는 문제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근원적인 명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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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 및 정치적 권리에 한정하여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고

찰한다. 

1) 재류자격: 특별영주자 지위의 약간의 개선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 2월의 헌법 제정 과정에서 GHQ(General 

Headquarters)가 일본 정부에 제시한 헌법 초안 제13조에는 “모든 자연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 그리고 제16조에는 “외국인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GHQ와의 절충 과정에서 

“모든 자연인”을 “모든 국민”으로 수정하고 제16조를 삭제했다.54 또한 일

본국 헌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1947년 5월 3일부터였는데, 일본 정부

는 하루 전인 5월 2일 외국인 등록령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당시 일본 국적

을 갖고 있던 재일조선인 · 대만인을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전후 일관해서 치안 유지적 발상에 입각한 출

입국관리법으로 관리해 왔다.55 그런 의미에서 1965년 한일 법적 지위협정

과 더불어 ‘91년 합의’는 한일 반공 · 보수 정권 간 국제 약속의 형태에 의한 

특별한 법적 지위의 부여인 것이다.

입관특례법은 특별영주 허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전쟁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다 일본과 연합국과의 평화조약 발효에 의해 일본 국적을 상

실한 자와 그 후손들에게 ① 일률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로써 영속적으로 기

속적인 영주권을 인정하고, ② 퇴거강제 사유를 내란 · 외환의 죄, 국교 · 외

교상의 이익에 관한 죄 및 이에 준하는 중대 범죄에 한정하며, ③ 재입국허

가의 출국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에 대한 ‘특

서는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를 한정적으로 다루는 이 글의 성격상 생략한다. , 「『

』 」,  『  』, , 1993, 163~181쪽.

54    일본 정부가 GHQ를 설득하여 인권 규정을 ‘일본화’해 가는 경위와 귀결에 대해서는 , 

『 : 』, , 2003 , 10~17쪽을 참조.

55    리쓰메이칸( )대학 문경수 교수는 “전후 일본 사회는 제국의 시대에 끌어안은(을 수밖에 없었

던) 이물질(불순물)을 제외시켜 순수 일본인만으로 구성된 ‘국민’에 스스로를 가두어 가는 역사였

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 」, 2013  11  22 , 

6  「 」 레쥬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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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규정했다.56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신( )출입국관리법은, 종래 출입국관리는 

법무부(입국관리국)가, 외국인 등록 업무는 시정촌( )이 관리하던 이원

체제를 통합하여 법무부(입국관리국)에 일원화함으로써 외국인 관리체제를 

강화했다. 그리고 입관특례법을 개정하여 특별영주자를 재류 관리제도 대

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체제를 도입했다.57 즉 특별영주자는 현

행 외국인 등록증명서 대신 법무대신으로부터 ① 기재사항이 대폭 간단해

진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교부받는데, ② 기재사항 변경 및 재교부 등의 절

차는 지금까지와 같이 시, 정( ), 촌 창구에서 할 수 있으며, ③ ‘91년 합의’ 

때 금후의 개선사항에 포함되어 있던 특별영주자 증명서 휴대 · 제시 의무

가 제시 의무로 완화되었다.58 또한 특별영주자들은 이미 2006년부터 실시

된 입국 시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채취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그에 반하여 신입관법에 새로 도입된 ‘중장기 재류자’59로 분류되는 뉴

커머의 경우는 새로운 재류관리제도 대상으로 28개의 재류 자격별로 체재

하면서 종래의 외국인 등록증명서 대신 재류카드를 교부받아 상시 휴대 ·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재류자격 취소 및 퇴거강제 

조항이 적용되고, 입국 시 지문 및 얼굴 사진을 채취당하는 등 출입국관리

상 특별영주자와는 상이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60

56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 재입국허가를 받아 한국에 건너갔다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으

로 투옥되거나 박해받은 전 정치범들이 한국에서는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에 의해 명예가 회복되었으나, 아직까지 특별영주 자격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 『  — ,  』, 254쪽을 참조.

57    신입관법에 대한 해설서로는 , 『 : 2009 』, , 2010 이 편

리하다.

58    휴대 의무가 없어진 것은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여전히 제시 의무가 남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9    신입관법에서는 외국인을 단기 체류 · 외교관 등, 중장기 재류자 및 특별영주자로 삼분하여, 특별영

주자를 제외한 외국인을 단기 체재자와 중장기 체재자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단기와 중장기를 

나누어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정주 외국인인 영주자를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이 부분은 이질적인 존재로서 영주하기보다 

귀화해서 일본인이 되기를 권하는 일본 외국인 정책의 표출이라 하겠지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

분이다.

60    반면에 재류기간의 상한을 지금까지의 3년에서 5년까지로 늘리고 1년까지는 재입국 허가 절차를 간

소화하는 약간의 개선도 이루어졌다.



91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위상

2) 외국인으로서의 일반적인 법적 지위

‘91년 합의’에는 특별영주자들의 재류자격에 관한 부분뿐 아니라, 일본 정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민족학급 실시에 대한 배려와 취학안내 발급(교육을 받

을 권리) 및 공무원과 교사 채용(공무담임권)을 지도할 것, 그리고 지방자치단

체 선거권 문제(정치적 권리) 등 외국인 일반에 공통되는 처우 개선에 관한 조

항이 들어 있는데, 다음에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에 대해 고찰한다.

우선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민족학급 실시에 대한 배려와 취학

안내 발급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문제인데,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 

일본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제인권 A규약 

제13조는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하며 모든 자에 대해 무상이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도 “모든 자” 또는 “모든 아동”을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일본 헌법 제26조 제1항은 “모든 ‘국민’

은 … 각자의 능력에 맞게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 보호 하에 있는 자녀에게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의거하여 교육기본법 제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및 문벌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문부과학성은 “국민이란 일본 국민을 말한다. 외국인에 대한 의

무 교육 실시는 헌법상 및 교육기본법상 요청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자라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녀를 초 · 중등학교에 취학시

킬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61 외국인(의 자녀)은 희망하면 일본 학교에 입

학을 허용하지만 권리로서가 아니고 ‘혜택’이라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91년 합의’ 후 문부성은 재일한국인 

교육에 관해 ① 과외 활동으로써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 학습의 기회를 제

약하지 말 것, ②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재일한국인의 보호자에 취학 안내를 

61    , 『 』 7 ,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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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할 것, ③ 재일한국인 이외의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상기 ①, ②에 준하여 취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달을 보

내 말하자면 ‘91년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62 하지만 ①은 아동들의 민족문

화 형성을 지향하는 민족교육의 중요한 요소인 민족학급 활동을 지원 · 육

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금지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이며,63 ②의 경우

도 어디까지나 ‘혜택’의 차원인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교사 및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공무담임권 문제를 살펴보자

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무원과 교사 채용 문제는 공립학교의 교사도 

교육 ‘공무원’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무원 채용, 즉 공무담임권의 

문제에 수렴된다. 

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담임권의 기본 원칙은 ‘당연의 

법리’다. ‘당연의 법리’는 “공권력 행사 또는 국가 의사 형성에 참가하는 공

무원이 되려면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헌법상에 명문 규정이 있

는 것은 아니며 1953년 법제국 의견으로 처음 명시되었다. 공권력 행사 또

는 국가 의사 형성 참가가 요건이므로 학술 및 기술적인 사무 처리와 단순

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본 국적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되고 있다. 

구( ) 자치성은 1973년 이 법리를 지방공무원에게도 확대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 임용의 기준을 인사원 규칙에 위임하고 있

는데 인사원 규칙 역시 수험자격 요건에 국적 요건을 과하고 있지 않다. 그

러나 실제로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8-18 제8조에서 “일본 국

적을 갖지 않은 자는 채용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의 

법리’에서 보아도 공권력 행사 또는 국가 의사 형성에 참가하는 직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의 채용이 가능할 터이므로 이러한 일률적인 배제가 타당

한지는 의문이다. 실제로는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형태로 

채용되어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상의 정원에 포함되는 일반직 

62     , 『 』, , 2000, 189쪽.

63    민족학급에 관해서는 “코리안 NGO”(http://korea-ngo.org/kyoiku/kyoiku01.html)의 활동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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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신분을 갖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64

이와 달리 외국인이 국가공무원인 국공립대학 교원이 될 수 있게 허용

한 1982년 ‘외국인교원임용법’처럼 개별법에 의해 외국인에게도 공무원 취

업이 개방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이 경우에도 

문부성은 곧바로 각 도도부현( ) 및 정령도시의 교육장에게 통달을 

보내 공립 초중고 교사의 경우에는 국적조항이 있으며 따라서 외국인을 교

사로 채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65 그 후 ‘91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문부성은 재일한국인에 대해 일본인과 같이 교원 채용시험에 응할 수 있게 

하여 공립학교 교원 임용의 길을 열었지만, ‘당연의 법리’를 전제로 정식 교

사( )가 아닌 상근강사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상근강사는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서 정식 임용되어 수업 및 교육지도에서도 교사와 같으나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관계로 교장, 교감은 물론이고 주임 이상이 될 수 없다.66

지방공무원 채용의 경우 1980년 다카쓰키( )시가 국적 제한을 푼 이

후 전문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문호 개방이 진행되고는 있다. 하지만 

정향숙 사건이 정황을 말해주듯이 ‘당연의 법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67 

정향숙은 1988년 올드커머로서는 처음으로 도쿄도 보건소에 채용되어 주

임을 맡기까지 순조롭게 일해 왔으나 1994년 관리직 선발에서 당연의 법리

를 이유로 거부당하자 도지사를 상대로 제소했다. 2005년 최고재판소는 13

대 2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997년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고 도쿄도의 손

을 들어주었다. 다나카는 “판결은 판단을 지자체의 재량에 맡긴 만큼, 각 지

자체에서 진행 중인 공무원 채용과 관리직 등용에 결정적인 마이너스는 안 

64    , 『  3 』, , 2005 , 231쪽.

65     , 『 』, 193쪽.

66    상근강사 제도의 도입으로 외국인도 공립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일부 선진 자치단체의 경우는 이미 외국인을 교사( )로 채용하고 있었던바, 상근강사의 전국적인 

실시에 수반하여 오히려 그 길이 없어진 것은 아이러니하다 하겠다. 이러한 차별로 인해 재일동포의 

초중고 교사 진출은 매우 적은데, 과연 이러한 사태가 장기적으로 일본 사회에 바람직한 것인지 의

심스럽다.

67    자세한 것은  , 『 , 「 」 』, , 200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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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라고 평하지만,68 2002년 납치사건이 불거진 후 바뀐 일본 사회

의 분위기 속에서 사태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 ‘당연의 법리’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외무 공무원과 

소방관의 경우는 일본 국적자가 아니면 될 수 없고, 최고재판소는 민사 조

정위원 및 가사 조정위원 규칙에 국적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위촉 임명되는 인권 옹호위원, 민

생위원 및 아동위원의 경우도 일본 국적자에 한정되고 있다.69 또한 일본의 

과학자를 내외에 대표하고 과학을 국민생활에 널리 침투시키기 위한 일본

학술회의의 경우도, 명시적인 국적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적자

만이 추천되고 있다. 그 외 교육위원회 위원과 공안위원회 위원도 일본 국

적자에 한정되는 등 당연의 법리가 때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리고 중앙

과 지방의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권리의 문제로 지방참정권 문제에 관해 살펴보겠

다. ‘91년 합의’ 이후 민단을 비롯한 재일동포 사회가 집중적으로 힘을 쏟

은 것이 지방 참정권 획득이었다. 민단 중앙본부에서 1994년 4월 새로 발족

한 신용상 집행부는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획득추진 중앙협의회’를 구성

하고 각 지방본부에도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게 하여 참정권 획득을 위해 본

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70 때마침 1995년 최고재판소는 선거인 명부

에서 자신들을 누락시킨 오사카( )시 북구 선관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정주 외국인들의 상고를 뿌리치면서도, “재류 외국인 중에서 영주자 등 거

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 자들에 대해 

그 의사를 지자체의 공공사무 처리에 반영하도록,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

의 장 및 의회 의원 등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

지 않다”고 판시하여, 참정권 획득 운동은 커다란 동력을 얻게 된다. 실제로 

1990년대 말까지 전국 지자체의 40%를 넘는 지자체 의회에서 (참정권 부여) 

68    , 『 ‐ ,  』, 158쪽.

69     , 『 : 』, 209쪽.

70    , 『 』, 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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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가 채택되고 1998년 이후 공명당 등에 의한 ‘정주 외국인의 지방참

정권 부여 법안’이 여러 차례 상정되었으나 끝까지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오

늘에 이르고 있다.7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라는 정치적 권리는 권리의 성

질상 국민에게만 유보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로서나 실무상으로 이론

( )이 적은 편이다. 특히 국정 차원에서 그렇다. 일본 헌법 제15조 1항도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 1항과 2항은 각각 “일본 국민인 만 

20세 이상의 자”가 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법 93조 2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등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데, 문제는 ‘주민’ 속에 외국인이 포함되(될 수 있)는가이다. 학설 및 판례

의 통설은 국민에 한정시키는 데 반해, 종래에도 유력한 소수설에서는72 헌

법 93조 2항은 제92조의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서 파생한 것이며 정주 외

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는 입법 정책상의 문제라 주장했다. 

상기 1995년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유력 소수설에 입각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력 소수설이 통설을 뒤집는 데까지는 와 있지 않은 

데다 무엇보다 정주 외국인에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분

위기가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서는 히구치가 동북아시아의 지정

학적 조건을 지적하면서 실현이 곤란함을 역설하고 있는데,73 2002년 북한

의 납치문제가 불거지고 중일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현재 지방참정권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 아니할 수 없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한 것이 2012년부

터 실시된 한국의 재외국민선거제도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에 한정되어 실시된 재외국민선거는 재외국민에게 ‘국정’ 참여의 길을 열어

71    , 『 60 』, 168쪽.

72    , 『 』( ), , 1999, 89쪽.

73    , 『  — · · 』, , 2014, 제

7장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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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지만, 외국인의 ‘지방’ 차원의 정치 참가에 반대

하고 있는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준 부분도 있어 금후의 귀추가 주목된다.74  

지금까지 본 것처럼 재일동포들의 법적 지위는, 세계사적 요인에 의해 

일본이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고 난민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사회권적 권리

에 관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75 상당 부분 실현이 되었고, 또한 ‘91년 합

의’에서 합의되었거나 개선이 요구된 분야에서는 지방 선거권을 제외하고

는 소극적이나마 이행되거나 ‘선처’되었다. 특히 올드커머들의 경우 특별영

주라고 하는 일반 외국인들과는 구분되는 재류자격을 부여받아 적어도 출

입국에 관한 한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76 한편 역사적 유래는 

다르지만 같은 정주 외국인인 뉴커머 영주자와 장기 체류자들은 신입관법

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올드커머도 외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에서

는 뉴커머와 다름이 없다. 단일 민족 신화에 의거해 국민과 외국인을 엄격

히 구분하는 법 제도 및 국가 · 사회분위기 속에서 ‘당연의 법리’가 광범위

하게 해석, 적용되는 등 일본의 외국인법제에는 국제 인권법적 관점에서 여

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77

한편 현행 국제사회의 법질서 하에서는 국가에게 자국의 구성원을 결정

하는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아무리 국적을 기능적으로 적용한다 해

도 국가의 정식 구성원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 권리(의무)의 범주가 남게 

된다.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일본 국민과 완전한 (법적) 평등

74    논리적으로 재외국민 선거는 국정 참여에 관한 것이며 지방참정권은 지방 차원의 정치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양립된다는 주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일본도 2000년부터 재외일본인의 국정 선거 참여

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참여는 허용하지 않는데, 재외일본인은 ‘국민’이지만 ‘주민’이 아니기 

때문이라 한다. 하지만 많은 일본인들은 ‘심정적’으로 한국인들이 자기 나라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다.

75    전후 원호법에서 제외된 재일전쟁희생자들의 실태에 대해서는 , 『 - ,  

』, IV장을 참조.

76    재일( )‘특권’을허용하지않는시민모임(재특회)이 특별영주 자격과 통성명의 사용을 ‘특권’이라 

비판하고 있으나, ① 전자는 올드커머들의 역사성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며 퇴거강제와 재입국허가

에 관해서도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 ‘완화’되어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점에 유의해야 하며, ② 통성명

의 경우 중국인들과 비교할 때 한국 · 조선인의 통성명 사용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일본 사회의 한 가

지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77    지면 관계로 생략했지만 , 「 」, 『 』, 2012  11 , 

16~21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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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한다면 귀화에 의한 후천적 국적 취득 이외에는 길이 없다. 따라서 전

술한 정대균의 주장처럼, 현재 5세까지 내려와 있는 재일동포 사회에서 끊

임없이 일본 국적 취득의 시비( )가 논의되어 온 것이다.

5. 재일동포(사회)의 현주소와 전망

도노무라는 1950년대에 들어서서 형성된 재일동포사회의 ’조국지향형 내

셔널리즘’은 일본이 “제국주의의 죄악을 청산하지 않은 채 단일민족국가로 

진로를 바꾸면서 조선인의 배제를 강화한 일본인의 움직임에 대항하는 과

정에서 형성되었다”고 한다.78 그리고 “1950년대 중반 이후 재일조선인도 

일본인도 국민국가 원리에 입각하여 실제로는 국민국가 원리에 반하는 존

재인 재일조선인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기묘한 관계가 불행하게도 성립

해 버렸다”고 지적한다.79 따라서 재일동포사회가 ’조국지향형 내셔널리즘’

을 탈피하여 일본사회의 일원으로 귀속해가며 공생을 도모해 가기 위해서

는 일본이 과거의 죄악을 청산하고 일본 사회가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배

제를 멈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만약 이 두 가지가 실현된다면 재일동포(사회)

는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과거(의 죄악) 청산이 귀속의 전제임과 동시에 

‘정체성과 차별의 이율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다. 

전자의 좋은 예가 2001년 국적 간이 취득 제안에 대한 김경득의 반응

이다. 1998년 공명당과 민주당이, 2000년에 공명당과 자유당이 제출한 ‘영

주외국인에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항하기 위해 2001년 5월 여

당 3당의 프로젝트팀이 특별영주자의 신고로 민족명에 의한 일본국적취득

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영주자등의 국적취득의 특례 법안’을 공표하자 민단

을 중심으로 한 주류 올드커머들은 격렬하게 반응했다.80 김경득은 상기 법

78    , 『  — · · 』, 448쪽.

79    , 『  — · · 』, 484쪽

80    . http://www.key-j.org/program/doc/zainichi/d_sansei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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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영주외국인 참정권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 의한 것이라 

일축하면서도 귀화와는 별도로 특별영주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본당

국의 재량의 여지없이 국적취득이 인정되는) 기속적 국적취득제도 창설 자체에 반

대할 이유가 없다며 두 가지 조건을 붙였다.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

약 발효를 구실로 한 일본국적 상실조치 및 그 후의 국적 차별에 의한 동화

정책의 부당성을 시정한다는 기본 인식하에 현재의 불이익 상태를 소급적

으로 소멸시키는 경과조치이며, 다른 하나는 국적 취득 후 (한민족으로서의 교

육을 받을 권리, 고용촉진, 문화진흥책 등) 일본적( )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장

하는 종합적인 시책,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81 일본 정부의 과거 청산과 소

수자 권리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코리안계 일본인’의 길을 의미하지만, 일

본사회에서 ‘일본인이 아닌 일본국민’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여전히 

클 뿐 아니라 2002년 납치문제가 불거지고 2006년 제1차 아베정권의 등장 

이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82

현재 재일동포사회는 심각한 ‘정체성과 차별의 이율배반’에 직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올드커머들의 법적 지위와 사

회경제적 위상의 향상이 차별(의식)의 희박화를 초래하고 민족적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83 1969년에 이미 2세들의 비율이 재일동포 전체의 

72.4%을 차지하는 세대교체가 일어났다. 올드커머 1세대에게는 조국과 민

족은 ‘실재’하는 것이었으나 2세 이하들에게는 조국도 민족도 ‘구축’되어야 

하는 상대였다.84 때마침 동포 사회에 불기 시작한 정주의 바람이 이런 변

화를 확실한 것으로 만들었다. 1980년대 지문거부, 반외국인등록법 운동은 

html(최종 검색일: 2015. 12. 24).

81    정인섭 역음,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 142쪽.

82    필자는 동기가 어떻든 간에 특별영주자에 한정된 ‘특례’조치는 외국인 전반의 권익향상이란 관점에

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적취득에 있어서 ‘출생지주의’의 확대 또는/및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

인의 자녀에게 일본국적을 부여하는 ‘거주지주의’의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지

면 관계상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한다.

83    『 』 11 의 「  」의 키워드는 ‘차별’이다. 김찬정은 동화의 진행의 주범은 다

름아닌 일본의 경제성장이라 한다. , 『 「 」』, 226쪽.

84    , 『 · ： 』,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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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별운동의 외관을 가지면서도 이미 ‘재일’하는 자로서 일본사회의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공생’을 향한 자기주장과 권리요구의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어가고 있었다 한다.85 또한 과거의 민족차별 투쟁 운동은 일본의 

단일민족관의 비판 위에 서 있었는데 실은 재일동포들 자신이 ‘민족의 순결

성’의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는 모순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의 

담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불순한 것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어 온 귀화자

와 ‘혼혈’자들이 새로이 조명받기 시작한다. ‘일본인화하고 있는 자신’이란 

엄연한 현실을 단순히 ‘동화’ 또는 ‘민족성의 상실’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는 인식, ‘복합성’과 ‘경계의 무의미화’가 적극적인 평가를 얻으며, 민족적 

정체성이 개개인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키는 것으로 기피

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86 

“‘재일조선인’이란 인간들의 실재성을 부정해 버리면 아직 남아 있는 

차별과 폭력을 낳는 구조를 온존시키게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 집단적인 민

족의 정체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내부의 개( )를 억압하게 된다. 재일조

선인은 해체되어야 할 것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곤란한 위치에서 출발해

야 하는 것이다.”란 김태영으로부터의 긴 인용은 현재의 시점에서도 타당

하다.87 일본 당국과 사회의 태도로 재일동포들의 (집단적인) 민족적 정체성

이 간신히 지탱되고 있지만 “일본인화하고 있는 자신”이란 현실도 엄연히 

진행 중이다. 윤건차는 “90년대 말인 오늘날에 있어서 ‘재일’의 아이덴티티

의 핵이 ‘민족’이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민족=국민과 같은 공동체

로 동화될 수 없는 스스로의 내력를 확인하는 역사에 대한 성찰을 자자손손 

이어가야 한다고 역설한다.88 과연 윤건차의 ‘재일’은 일본인화하면서도 새

85    윤건차는 재일의식이 일본과 조선이라는 대립의 도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70년대 이후 ‘재일’의 새로

운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권리옹호 투쟁에 의해서였다고 한다. 윤건차, 「21세기를 향한 ‘ ’의 

아이덴티티」, 강덕상 · 정진성 외, 『근 · 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1999, 302쪽.

86    하지만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동화의 압력에 저항해 온 사람들에게 복합성을 내세운 ‘개

( )의 존중’을 강조하는 것은 일본 사회의 억압과 동화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다. 

, 『 · : 』, 60쪽.

87    , 『 · : 』, 61쪽.

88    윤건차, 「21세기를 향한 ‘ ’의 아이덴티티」, 285쪽. 아마도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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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구축되고 있는 것일까?89

뉴커머를 포함한 재일동포 전체로 눈을 돌리면, 역사성에 유래하는 올

드커머의 특별한 상황과는 조금 다른 현실이 있다. 스스로 택해서 일본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뉴커머는 “중장기 재류자”로서 신입관법의 관리 대상

이자 일반 외국인으로 규정되는 만큼, 일본의 외국인 법제와 정책 속에서 

법적 지위와 사회경제적 위상의 향상을 꾀해 가야 한다. 머지 않아 뉴커머

의 경우도 2세(이하)가 주류를 이루는 날이 오겠지만 그들에게는 특별영주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외국인 일반의 법적 지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의 경우 빠른 글로벌화 속에서 민족적 정체성이 급속히 

희박해져 가겠지만, 공급망의 세계화에 따라 국민국가로부터의 자유도는 

높아질 것이다. 과거의 올드커머와 달리 차별이 자신의 정체성을 받치고 있

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 역시 있을 수 있는 민족적 다수의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서 민족성 정체성의 유지의 ‘필요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는 올드커머와 뉴커머는 같은 입장에 있다.

일본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령화와 소자화로 줄어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외국인 및 민족적 소수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하는 

다양한 법제를 측정하는 ‘이민통합정책지수’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아주 낮

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90 오히려 일본인에 의한 국가주의적인 통합을 강화

하려는 움직임이 대두하면서 헤이트 스피치와 같은 반동적 현상이 나타나

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단일민족 사회로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www.key-j.org/, 최종 검색일: 2015. 1. 24)는 윤건차의 ‘재일’의 길을 모색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KEY는 한국적, 조선적, 일본국적등 국적에 관계없이 조선반도에 뿌리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한사람 

한사람이 갖고 있는 무한의 가능성을 자유롭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하여 제고하고 지위향상을 꾀하

는 것을 목적으로 20년 전에 설립되었다.

89    아마도 이것이 한국 국적 또는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올드커머들이 가장 많이 지향하(려)는 ‘제3

의 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필자는 제3의 길 역시 국적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90    일본의 “이민통합정책지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Kondo Atsushi and Yamawaki Keizo, “MIPEX 

and Japan: Findings and Reflections,” OMNES 4(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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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속적인 관리통제를 해 나갈 것으로 추정된다.91 지금까지 고찰해 온 

것처럼 재일동포들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김경득이 ‘일본적 한인’이란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역

사성과 재류자격이 다른 두 가지의 부류로 구성되어 있는 재일동포사회가 

금후 구성원의 법적,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면서 ‘귀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미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으면서도 좀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공생’의 문제는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 것인지 아직도 확실한 

실마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 재일동포사회는 ‘정체성과 귀속(국적)

의 부정합’이란 모순을 간직한 채 시시각각으로 정체성이 용 · 융해되어 가

는 속에서 여전히 이정표 없는 내일을 모색하고 있을(어야 할) 것 같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와 사회경제적 위상이 어떻게 

다루어질지 지금부터 궁금하다.

91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보다 로봇의 개발을 통한 동질적 사회 유지를 꾀하고 있는 현

실을 비판하고 있는 흥미로운 논고로서는, Jennifer Robertson, “Human Rights vs. Robot Rights: 

Forecasts from Japan,” Critical Asian Studies 46(4), 2014, pp. 57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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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위상: 1991년 합의각서 이후를 중심으로  | 유혁수

투고일자: 2014. 12. 31 | 심사완료일자: 2015. 1. 9 | 게재확정일자: 2015. 2. 5

1991년 1월 10일 한일 양국 외무장관 사이에 교환된 ‘91년 합의각서’와 그에 따라 제정된 입관특

별법은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자 및 후손들에게 간소화된 절차로써 특별영주

권을 부여하고 퇴거강제 요건을 완화하고 재입국 허가의 출국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법적 지위를 

보장했다. 하지만 ‘91년 합의각서’는 재일동포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종식도 아

니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늘어나는 귀화자 숫자, 일본인과의 결혼 증가, 1984년 양계 혈통주의로의 

이행,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의 뉴커머 등장으로 인해 재일동포 사회는 다양화되고 복합화되어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주로 ‘91년 합의각서’ 이후 재일동포 사회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위상 변화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 그 후 전환기를 맞고 있는 재일동포 사회

의 현주소와 금후를 전망한다.

우선 2009년 통계법 개정으로 이용 가능한 통계가 공개되면서 이루어진 재일외국인의 직업 

및 사회경제적 위상에 대한 일련의 연구 업적에 의거하여 일본의 경제 성장에 수반된 재일동포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어떻게, 또한 얼마만큼 상승되어 왔는가를 검토했다. 그리고 재일동포들의 법적 

지위는 일본이 1980년을 전후하여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고 난민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일부를 제

외하면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측면이 있다. ‘91년 합의각서’에서 합의되었거나 개선이 요구된 분야

에서는 소극적이나마 이행 또는 선처되었으나 국민과 외국인을 엄격히 구분하는 법제도 속에서 여

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일동포 사회에는 국적을 취득하여 ‘코리안계 일본인’으로서 주류사회 진입을 추

구하는 길, 글로벌화하는 동아시아 속에서 국민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를 지향하는 제3의 길, 

그리고 냉전이 종식되지 않은 한조일(韓朝日) 관계 속에서 ‘정체성과 귀속(국적)의 부정합’이란 모

순을 간직한 채 일본 사회에 서서히 용·융해되어가는 길 등이 함께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으로는 세 번째 길의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는 추정으로 끝을 맺는다. 

주제어: 재일동포, 올드커머, 뉴커머, 법적 지위, 사회경제적 위상, 정체성

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 획정 50년 | 조윤수

투고일자: 2014. 12. 15 | 심사완료일자: 2014. 12. 20 | 게재확정일자: 2015. 2. 5

2015년 한일기본조약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0년간의 양국 간 갈등과 협력을 어업 및 해양 관계

를 통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한일 해양 레짐은 1965년과 1998년 한일어업협정으로 유지되고 

있다. 두 개의 어업협정은 모두 유엔이 주도하여 체결된 해양법을 기본 정신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일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인 만큼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고 그 틀 속에서 국익을 최대한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8년 신어업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일본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를 암묵적

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어업 및 해양을 둘러싼 한일 관계 50년 속에 양국이 갈등과 협

력을 반복하고 있지만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독도에 대한 현재의 지위를 계속 유

지하는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업협정과 북부대륙붕협정 체결과 같이 독도 영유권을 

피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방식은 동해 EEZ 경계 획정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 물

론 EEZ 경계 획정 교섭에서도 ‘잠정체제’처럼 우회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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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eals that the leaders of each country shares recognition of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high level discussions in political and economic arena such as the Regular 

Korea-Japan Ministerial Conferences, and Korea-Japan Private Council of Economy. It also 

discovers that political knowledge and know-hows are passed on from working-levels such as 

Korea-Japan Joint Committee and Economy Research Groups. Formations of such various 

bilateral councils and the process of economic cooperation is only part of postwar Korea-

Japan economic cooperation. Nevertheless, by focusing on the interactiv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stead of focusing on Japan’s unilateral financial and technical contributions 

to Korea, one can understand the dynamics of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from a 

more profound perspective. 

• Keywords: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on the Settlement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Korea-Japan economic circle, the Regular 

Korea Japan Ministerial Conference, Joint Committee

Legal Status and Social Position of Koreans in Japan: After the 1991 

Memorandum of the Japanese South Korean Agreement | YOO Hyuck Soo

The “1991 Memorandum of the Japanese–South Korean Agreement” (hereafter the 1991 

Memorandum) and the Special Exemption Law of Immigration Control guaranteed special 

legal status, including a special permanent residence with simplified procedure, relaxation of 

deportation requirements, and the extension of reentry permit period, to Koreans and their 

descendants who resided in Japan before August 15, 1945. However, the 1991 Memorandum 

did not resolve all the problems that the Korean society in Japan faced at that time. With the 

increase of Korean naturalization and marriage with Japanese, the shift from patrilineal jus 

sanguinis to bilineal system, and the growth of newcomer Koreans etc., the Korean society in 

Japan has experienced diverse and big changes and is now faced with new challenge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Korean society in Japan has been chang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egal status and social position of Koreans in Japan mainly after the 1991 

Memorandum, and foresees the future of the Korean society in Japan.

First, we investigate how much the social-economic position of Koreans had improved 

during Japan’s economic growth of the 1960s and 1970s, based on a series of studies on 

foreigners in Japan in terms of occupation and social position. Second, we address that the 

Japanese legal system for aliens still has some important problems to be dealt with despite 

that the legal status of Koreans has improved radically by the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by Japan and following the 1991 Memorandum.

Finally, we raise three scenarios on the future of the Korean society in Japan: 1) Entering 

the mainstream Japanese society as Korean-Japanese by acquiring Japanese nationality; 2) 

Disregarding the constraints of nation-states and become a “free soul” in the globalized 

East Asia; and 3) Gradually immerse into the Japanese society with ambiguous and un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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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Unfortunately, the most probable scenario would be the final one.

• Keywords:    Koreans in Japan, old-comer and new-comer, the legal status and social 

position, identity

50 Years after the South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and Delimitation 

of Maritime | CHO Youn Soo 
The year 2015 marks the fiftieth year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Honoring the fiftieth anniversary, this paper examines the past five decade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fishery and maritime 

relations. The two countries’ maritime regime has so far been preserved by the South Korea-

Japan Fisheries Agreement entered in 1965 and then re-established in 1998. In both cases, 

law of the sea conventions host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has been repeatedly 

adopted as the agreement’s guideline. As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South Korea 

and Japan have the duty to serve their national interests to the maximum extent allowable 

within the boundaries of international law. The reason why South Korea-Japan relations on 

fisheries and maritime affairs has been peacefully maintained throughout five decade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is because both countries chose policies that upheld the status quo 

concerning Dokdo and deferred dealing with the issue. However, those policies are failing as 

the two countries claim Dokdo as the starting point in negotiations on exclusive economic 

zones. South Korea and Japan are now left with the challenge of determining whether or not 

such negotiations shall follow the same format through which the existing fisheries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concluded.

• Keywords:   South Korea- Japan Fisheries Agreement, United Nations Convention om the 

Law of the Sea, Dokdo, intermediate zone, Maritime Delimitation, Exclusive 

Economic Zone

South Korea’s Diplomacy and the Evolution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 

| PARK Young June
 Since the normalization of the Korea-Japan diplomatic relations in 1965, South Korea 

and Japan have developed its security relations in diverse ways. Concerning the causes and 

mechanisms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some researchers paid attentions to America’s 

role in the Asia-Pacific regions in propelling the two allies into more friendly security 

relations or estranging each other signalling the prospect of entrapment. Other scholars have 

emphasized the role of Japan’s diplomacy to manage the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in 

terms of Japan’s national security policy. 

In this paper, I tried to shed light on the role of Seoul’s national strategy and diplomacy 

in developing the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Each administrations of Park Chung-

Hee, Roh Tae-Woo, and Kim Dae-Jung have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Korea-Ja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