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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사회는 인구 구성상 현재 외국인 주민이 1,741,919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3.4%를 차지

하고 있는(안전행정부, 2015) 다문화사회이다. 특히 국내 체류외국인의 국가별 연도 추이를 

보면,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타이 등의 순서로 다양한 출신 국가의 외국인들이 

상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구성과 출신국가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변화되

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민족(異民族)과의 ‘공생(共生)’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사에서 이민족(異民族)과의 공존은 사실 오랜 역사적 현상으로 1900년대부터 화교라 

불리는 재한중국인이 정주하 고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시대와 연관되어 생존하는 재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NRF- 
2014S1A3A2043652) 후기사회학대회에 발표한 논문(2015.12.18)을 수정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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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인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일민족, 고유문화, 혈통중시라는 

한국사회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그동안 한국사회에 거주한 소수민족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 다.

이제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맞물려 국내에 이주한 소수민족 가운데 ‘잊혀진 

외국인’을 다시 부각시키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은 현재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 

수립에 있어 소수자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적 대안에 기초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잊혀진 외국인으로 소수민족인 재한일본인처를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재현

하고 디아스포라적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재한일본인처1)는 일제시기 조선인 남성과 결혼해 일본이 패전한 이후 한국에서 살게 된 

일본여성으로 본 연구자가 재한일본인처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2015년은 광복 70주년, 한일수

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한일 양국의 역사적 관계를 재조명할 중요한 시기이고 현재의 

시점에서는 국제결혼의 양상이면서 디아스포라인의 삶의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즉 역사적으로 잊혀져가고 있는 ‘일본인처’들을 일본이라는 침략국의 국민이라는 

고정된 ‘가해자’ 관점에서 벗어나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와 일본결혼이민자의 관점에서 부

각시키는 것은 한국사회의 이민족(異民族)의 역사와 이주민의 삶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

가 될 수 있다. 

또한 재한일본인처의 삶에 대한 분석은 디아스포라인의 삶에 대한 분석과 연관된다. 디아스

포라인은 자신이 태어난 고국으로부터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디아

스포라인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고국이라고 불리는, 혹은 불렸던 곳과는 다른 지정학적 

장소인 셈이다. 이런 점으로 인해 디아스포라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국가와 민족주의를 떠올

리게 되며 동시에 국민국가와 그 국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문현아, 2014). 따라서디

아스포라인으로서 재한일본인처에 대한 분석은 한편으로 일본에서 이주자로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인에 대한 비교 연구에 기초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이제까지의 역사 관점, 즉 일본이라는 침략국의 국민이라

는 고정된 ‘가해자’ 관점에서 벗어나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 희생자로서 일본인처들을 조명

하고 그녀들의 삶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서 잊혀진 

1) 본 연구에서는 1945년 전후에 한국 또는 일본에서 조선인 남성과 결혼하여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여성을 말하여, 일본 패전 이후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여성은 본 연구에서 취급하는 
‘일본인 처’의 범주에서는 제외하 다. 현재 재한 일본인 처의 규모는 정확하게 추정되지 않고 있으나 
기존 논문과 일본인처 모임은 부용회 회원 명단을 통해 1,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료라고 해도 2년 전의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기에 일본인처의 고령화로 더 적은 규모로 상존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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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처들의 삶을 여성, 결혼이민자, 디아스포라인(人)으로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소수민족인 일본인처들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소수민족과의 다양한 공존을 위한 

다문화정책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주 나자레원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일본인

처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즉 일제 식민지 정책과 전쟁으로 인해 조선인 남성과 

결합2)하고 불안정한 정세인 조선에서 격동하는 시대를 꿋꿋하게 살아나간 ‘일본인처’의 삶을 

분석해 보고자 현재 생존하는 일본인 처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나자레원을 연구대상

지로 삼은 것이다. 사실 경주 나자레원은 1982년 가미사카후유코(上坂冬子)가 경주 구정동에 

모여 살고 있는 일본인 할머니를 그려낸 慶州ナザレ園: 忘れられた日本人妻たち(경주 나자

레원: 잊혀진 일본인처들)라는 책이 출판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으로 일본인처의 경험과 삶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 구술 생애사를 통한 질적 분석을 시도했다. 이러한 생애사 분석은 출신국을 기준으로 

하는 집단 이미지를 벗어나서 재한일본인처의 개인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능동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연구방법(이정희, 2012: 234)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진들은 2015년 7월 20일, 직접 나자레원을 방문하여 현재의 원장인 송미호 

원장을 만나 일본인 처에 대한 연구 취지와 대상자를 의뢰하 다. 그러나 일본인처들의 고령

화와 거동의 불편함 등으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섭외 실패와 대상자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나자레원에 거주하는 일본인처에 대한 연구는 구술

생애사 분석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연구가 제한적이지만 연구대상 물색의 

물리적 어려움으로 본 연구는 기존에 일본인처에 대한 인터뷰와 기록을 가지고 책을 출간하거

나 논문을 구성한 자료들을 근간으로 2차 문헌 분석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가미사카후유

코(上坂冬子)가 1982년에 출간한 慶州ナザレ園: 忘れられた日本人妻たち(경주 나자레원: 잊

혀진 일본인 처들)와 김종욱의 박사 학위논문인 근대기 조선이주 일본인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 경주 나자레원 할머니를 중심으로 -(경주대, 2014)에 나오는 재한일본인처의 삶을 재정

리하여 본 주제와 연결된 사례들을 재구성하여 분석 자료로 삼았다. 

보조자료는 나자레원을 방문한 시기에 만났던 6명의 일본인처 할머니 중에서 2개의 문헌에 

나오는 1인의 할머니에 대한 짧은 인터뷰 내용도 인용하 다. 또한 재한일본인처를 다룬 

선행연구들의 사례 중에서도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것은 보충자료로 활용하 다.  

2) ‘결합’이라는 용어는 결혼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내혼관계나 연애관계를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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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2.1 재한일본인처에 대한 연구동향

재한일본인처의 존재는 가미사카후유코(上坂冬子, 1982)가 경주 구정동에 모여 살고 있는 

일본인 할머니를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출간한慶州ナザレ園: 忘れられた日本人妻たち라는 

책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알려지면서 양국사회에 가시화되었다. 가미사카후유코는 

위의 저서에서 일본인 처를 ‘귀국선을 놓친 국제미아’라고 표현하 다. 그것은 그녀들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 정책과 전쟁의 희생자로서 조국을 떠나 반세기이상 외국 땅인 한국에서 본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살고 있다는 의미에서 유래한다. 

일본학자나 연구자들을에 의한 재한일본인처에 대한 연구의 시작으로 한국에서는 1990년

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내용은 재한일본인처의 모임인 부용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들

의 생활실태를 분석한 연구(카세타니토모오, 1994: 다바타가야, 1996: 김응렬, 1996: 최석 , 

2000: 니아야도시유키, 2000)가 주로 진행되었고 2000년대 이후 재한일본인처의 경계인으로

서의 삶을 분석한 연구(김수자, 2013)와 나자레원의 재한일본인처의 삶을 생애사와 함께 사진

기록으로 분석한 연구(김종욱, 2014) 등이 나타나 구체적으로 재한 일본인 처의 삶을 재구성하

고 재현하 다. 한편 디아스포라 논의와 관련하여 재한 일본인에 대한 집거지 특성과 디아스

포라적 문화의 특성(임 언, 2010)과 일본인의 동북아시아 지역 이주 역사와 귀환 연구(임 언, 

2012) 등에서 일본인처에 대한 역사적 실제를 다룬 내용 등이 전개되고 있다.

2.2 내선결혼과 일본인처의 존재기반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결혼은 역사적으로 일제 식민지 하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 즉 

‘내선결혼(內鮮結婚)’이라고 불리는 정책결혼이었다고 알려져 있다(김석란, 2007: 242). ‘내선

결혼’은 구체적으로 일본제국의 식민지 지배 정책으로 추진한 ‘내선일체’, ‘내선융화’라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실행되었다. 일본제국은 조선을 병합함에 따라 황민화의 일환으로 동화정

책을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시행하 다. 조선어의 사용을 금지하여 일본어 사용을 강제하고 

심지어 창씨개명(創氏改名)을 통해 한국식 이름을 말살하 다. 1930년대에 들어 동화정책은 

보다 강화되어 조선총독부에 의한 혼혈정책인 ‘내선결혼’이 장려되었다. 

<표 1>처럼 1938년 이후 내선일체론으로 통혼이 증가하 고 일본 내에서 조선인 남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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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여자와의 결혼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제는 민족말살의 

수단인 내선일체의 완성을 위해서 일본인 여자가 주도하는 가정에서 그들에 의해 아이들의 

가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일제는 식민지 동화와 

민족 말살에서 여성의 역할을 주목하여 조선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와의 결혼을 장려했던 

것이다.  

내선결혼의 상징적인 사례로서 1920년에 조선왕조 고종의 넷째 아들인 이왕세자의 은(垠)

과 일본 왕족의 나시모토노미야마사코(梨本宮方子, 한글이름: 이방자)와의 전략적인 혼인을 

꼽을 수 있다. 이 결혼은 ‘일본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정략결혼이며 조선인과 일본인

의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김석란, 2007). 

또한 내선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내선결혼 당사자들에게 1941년 춘계화령제(春季皇靈祭)를 

기하여 기념품으로서 미나미지로(南次郎)총독 겸 총재가 휘호한 내선일체를 표현한 족자와 

표창장이 수여되었다(최석 , 2000: 292-293).

<표 1>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배우자 통계 (1938-1942년)
(단위:명)

연도
일본인 남자가 
조선인 여자를 
처로 한 경우

조선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를 
처로 한 경우

조선인으로 
일본인의 가에 
입적한 경우 

일본인으로 
조선인의 가에 
입적한 경우

총계

1938 68 578 261 907
1939 105 642 258 1,005
1940 94 859 257 3 1,213
1941 113 1,012 291 1,416
1942 172 1,094 262 3 1,528

자료 : 조선총독부, 제79제국회의 설명자료, 1941년 12월 및 제86 제국회의 설명자료, 1944년 12월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내선결혼 정책 장려는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합에 직접적인 

향을 주지 않았다. 오오야(2006: 287-289)는 1935년 이후 많아졌던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여

성의 결합에 관련해 그 이유를 환경적 이유와 심리적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환경적 이유는 

중일전쟁 이후 일본 국내에서동원 된 노동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강제연행 등으로 대량의 

조선인 청년 남성 노동자가 일본으로 이입되어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인 여성과의 결합이 

많아진 것을 말한다. 심리적 이유는 조선인 남성이 일본인여성을 ‘일본’이라는 ‘상표’와 ‘여성’

으로서의 ‘실속’을 갖춘 이상적 결혼상대자, 즉 일본인과 동등하게 되기 위한 필요한 아이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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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내선결혼 정책은 직접적 향을 주었다기보다 전쟁과 

연관해 간접적인 양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처 가운데 1945년 전후에 조선 또는 일본에서 

조선인 남성과 결합한 일본인 여성에 주목하여, 현재 한국에 정주하고 있는 일본인처를 

대상으로 한국 존재기반이나 이주배경에 대한 선행연구3)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존연구

에서는 일본인 처들의 존재기반은 크게 4개로 나눠서 설명되고 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고 있었던 종전 전에 유학이나 징용으로 인해 일본에 건너와 있었던 조선인 

청년과 만나 부부가 되고 전쟁 후에 독립된 남편의 조국으로 귀국한 경우, 두 번째는 앞서 

본 내선결혼으로, 일본정부가 식민지 지배의 정책으로서 추진한 내선일체의 표어 하에 조선

인 청년과의 맞선결혼의 결과로서 한국에 거주하게 된 경우이다. 이 2가지 유형은 비슷하지

만, 첫 번째는 유학생이나 회사원 등, 어느 정도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안정하고 있는 조선인 남성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반면, 두 번째의 유형은 일본정부가 추진한 

‘내선결혼’의 정책으로 인해 국가를 위해 결합을 한 경우를 가리킨다. 세 번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쟁 전에 부모가 조선에 건너옴에 따라 함께 건너와서 조선에서 조선인 남성과 

결혼한 경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나 소련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패전과 함께 귀환

하려고 한반도에 내려왔으나 목적지인 일본까지 도착하지 못해 한국에 잔류한 경우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처의 주된 존재기반은 첫 번째 원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김응렬, 1996: 481).

2.3. 재한일본인처와 관련한 디아스포라 논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이산(離散) 유대인’, ‘이산의 땅’이라는 의미로도 사

용된다. 이 용어는 성저 신명기(申命記)에 처음으로 등장한다(足立, 2008:16). 그러나 바

빌론 유수(B.C.586)이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밖으로 이산하여 세계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거류지나 집단, 혹은 그러한 사회현상을 가리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1990년대 디아스포라 연구의 활성화로 인해, 인문·사회과학에 있어서 디아스포라 개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이케다(池田, 

3) 上坂冬子(1982), 金應烈(1984), 김응렬(1996), 김석란(2007), 杉山雅宏(2014), 김종옥(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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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는 용법을 크게 3개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는 어원적인 표현으로써의 ‘이민’이나 ‘식민’

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인을 대상으로 한 디아스포라 정의다. 두 번째는 유대인, 

아르메니아인, 아프리카인, 팔레스타인사람을 대상으로 한 디아스포라이고, 그 정의는 고향을 

꿈꾸며 타향 생활이 강요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타향 생활 속에서 집단적인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과의 거리를 두면서 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어원적 의미와 함께 디아스포라의 특성에 관한 기존 이론들은 디아스포라의 기준을 

추출하는데 주목하 다. 

특히 사프란(William Safran, 1991)은 디아스포라를 국외로 추방된 소수 집단 공동체로 

정의하면서 특정의 기원지에서 변방외지로의 분산, 고향에 대한 집단적 기억, 거주사회에 

수용될 것이라는 희망의 포기와 거주사회로부터의 소외 또는 차단, 조상의 고국을 자신들

이 궁극적으로 돌아갈 참된 이상적 집으로 보는 관점의 채택, 고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몰입, 고국과의 지속적인 관계 맺음을 특성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코헨(Cohen, 1997)은 

디아스포라의 9가지 공통요소로 비극적 이산, 노동이나 상업, 집합적 기억과 모국에의 

신화, 조상의 나라에 대한 이상화, 귀환 운동의 존재, 거주국 사회와의 불편한 관계 등을 

뽑았다. 한편 클리포드(Clifford, 1994)와 쉐퍼(Sheffer, 1986)는 디아스포라 유형의 다양성과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주류 그룹과의 교섭 기반으로서의 그들의 집단적 정체성 강화를 

특징으로 선정하 다.

기존 디아스포라 논의의 기준을 추출하 던 것과 비교하여 브루베이커(Brubaker, 2005)는 

디아스포라의 조건을 이산, 고향지향성, 경계의 유지로 삼고 있으며 디아스포라의 집단주의 

보다는 개인의 표현양식, 태도, 주장에서 디아스포라적인 특성을 잡아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잊혀져 가는 재한일본인처의 존재 기반에서는 기존 디아스포라를 정의하는 필요조건들을 

충족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기에 본 연구진들은 이산, 고향지향성, 경계의 유지를 

디아스포라 조건으로 삼는 브루베이커의 논의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브루베이커의 이산은 기존 연구자들의 이산 논의와 유사한 내용을 지니며 고향지향성은 

고향과의 개인적 내지는 간접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지향성이 더 강조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경계의 유지는 거주국 사회에 대한 정체성 유지와 관련되어 있다(강희 , 2012). 이는 

국민이 아닌 종족의 상태에서 국가가 아닌 장소로 떠나 들어온 이들이 국가가 되어버린 장소

와의 관계 맺기에 발생하는 문제로, 재한일본인처의 경계 유지는 한국이라는 거주 국가에서 

그들 스스로 인식하는 경계를 탐색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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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주 나자레원 재한일본인처의 삶에 대한 특성 분석 

3.1 경주 나자레원의 설립과 역할 

3.1.1 경주나자레원 설립과 이념

1972년 10월 1일, 경주 나자레원4)은 ‘귀국자 기숙사 나자레원’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를 받아 10월 5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설립자는 북한 라진(羅津)5)에서 태어난 조선인 

복지가 김용성(金龍成, 1918-2003)이다. 1971년에 김용성은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일본인 

기독교신자인 기쿠치마사이치(菊地政一)와 함께 충청남도 대전교도소를 방문하여 거기에 수

용된 일본인처 2명과 만났다. 한 명은 지병으로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남편이 있어서 생활고를 

비관하여 일가 집단 자살을 하려고 집에 방화했던 죄로, 또 다른 한명은 생활고로 인해 쌀을 

훔쳤다는 죄로 수감되어 있었던 일본인 처 다(杉山, 2014: 204). 김용성은 그녀들의 만남으로 

인해 일본인 처들의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1950년 이래 계속 운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일본인 처들을 받아들 다.6) 

김용성은 박애정신과 국경을 초월한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가의 정신으로 이 시설을 

마련하 고(김종욱, 2014:18), 죽을 때까지 일본인 처 보호를 위해 전력을 다하 다. 김용성의 

생애를 보면 어렸을 때 어머니와 사별하 고 아버지 김덕보는 독립의 항일운동지사로 식민지 

시절에 체포를 당해 생애의 대부분을 옥중에서 지낸 사람이었다. 19세가 된 김용성은 아버지

를 만나러 형무소를 찾아갔다. 그때 “정치로는 인간을 구할 수 없다. 우리민족의 정신계를 

풍부하게 하는 것은 교육이나 종교나 예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말이 김용성의 

가치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45년의 종전을 계기로 일본인이 ‘패배한 국민’으로서 차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김용성

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국가의 정책을 미워해야 한다고 통감하 다(杉山, 2014: 203). 항일 

운동가 던 아버지를 일본으로 인해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이문화(異文化)와 빈곤으로 

고뇌하는 일본인 처들을 돌보았다는 것은 박애정신에 입각한 사회복지가의 모범이라고 할 

4)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동 616-51, 사회복지법인 나자레원

5) 김종욱(2014)에서는 함경북도 웅기출신, 동아일보(1999.11.11.)에서는 함경북도 회령출신으로 언급되고 
있다.

6) 김용성은 성애(成愛)고아원과 민제(民濟) 로원으로 구성된 명화회(明和會)재단을 주재하고 있었고, 
여기서 일본인 처 보호시설인 나자레원을 포함시켜, 명칭을 명화회에서 나자레원으로 개칭하 다. 이러
한 방식으로 일본인 처 보호시설을 설립하 기 때문에 한국정부에서 사회복지법원으로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上坂, 198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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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003년 김용성의 사망 이후 그의 박애정신을 따라 현 나자레원 원장인 송미호(宋美

虎)가 시설을 운 하고 있다. 

3.1.2 경주 나자레원의 구성원과 역할

1972년에 7명의 첫 입주자로 나자레원은 시작하 다. 당시의 구성원은 직원 역할을 하는 

타지마타키에부부, 구보가미후미일가 다(上坂, 1982: 24). 그 이후, 대전교도소에서 만난 일

본인 처의 남편이 아들 2명을 데리고 들어오고, 처첩동거의 생활에서 벗어나 가정부의 일을 

하고 있었던 호키타키쿠가 입소하게 된다. 나자레원 초기 설립 시기에는 일본인 처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자식과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 각지에 빈곤과 

차별로 고뇌한 일본인 처들이 모여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나자레원의 역할은 일본에 

귀국하지 못한 일본인 처의 보호와 그녀들의 국적 확인이었고 귀국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 국내에 신원 인수인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한반도에 남아 거주하게 된 일본인처의 대부분은 당시 한국사회의 강한 반일감정을 피하기 

위해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고 있었다. 그로 인해 일본정부도 한국정부도 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62년 처음 조직되어 활동한 재한일본부인조직인 ‘부용회

(芙蓉会)7)’의 조사를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된 경우가 많았다. 현재도 부용회를 통해 나자레원으

로 입주하게 된 할머니가 많은데 이것은 부용회과 나자레원의 긴 한 관계를 알 수 있다. 

한편 나자레원에 입주하게 된 일본인처의 대부분은 일본에서는 사망 처리되거나 일본국적

을 상실한 경우, 혹은 살아가기 위해 한국전쟁의 동란기를 이용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사례등이 있어서 일본인으로 신분을 증명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김용성을 비롯한 수많은 

지원자의 협력 하에서 직‧간접적인 원조를 합쳐서 이제까지 147명을 호적에 관한 서류재판을 

통하여 일본국적을 회복시켜 일본으로 돌려보냈다8). 그러나 나자레원에 체류하는 일본인 

처 가운데 일본에 신원 인수인이 없거나 본인이 일본에 귀국하는 의사가 없는 자는 일본으로 

귀환을 포기한 경우가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점차적으로 일본 귀국이 현실적이지 않아 

‘귀국자 기숙사 나자레원’이라는 명칭도 유명무실이 되어 갔다. 따라서 현재는 귀국자라는 

7) 부용회(芙蓉會)는 ‘재한일본부인회’라고도 하고 재한 일본인 처의 친목단체로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단체이다. 1962년에 ‘彌生會’ 라는 이름으로 조식된 모임을 모체로 이후, ‘在韓日本婦人會’고 개청되었
다. 그러나 한국정부로부터 그 명칭을 바꾸어 달라는 요구로 인해 일본의 국화인 사쿠라(桜)도 아니고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도 아닌 막연한 이름의 ‘부용회(芙蓉會)’로 1966년에 다시 개청하 다. 서울 동작
구 대방동에 본부를 두고 강원도와 제주도롤 제외한 각 도에 지부를 두고 있다. 1945년 이후에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하러 온 일본인 처도 일부 가입하고 있으며, 적지만 2세도 극히 일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김응렬, 1996, 최석 , 2000).

8) 송미호 인터뷰,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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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없애고 ‘나자레원’이라는 명칭으로 고령자 일본인 처의 민간 개호시설로서 운 하고 

있다. 

    

3.2 나자레원 거주 일본인처의 삶과 디아스포라적 특성 분석

3.2.1 나자레원 현황과 운 방식9) 

현재 나자레원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처들은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한국인 도움으로 개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재한일본인처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원정책은 한일국교 수립 이후 일본인처들을 일본으로 

송환하기 위한 대책에 집중되었고 이후에는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일본인 

처들을 파악하여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수준에 있다. 한편 한국정부에서는 국적을 가진 

재한일본인처에게만 고령자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복지기관을 통한 지원을 일부 수여하고 

있다.  

현재 나자레원에는 22명의 일본인처가 거주하고 있다(佼成新聞, 2015.1.4). 평균 92세인 

할머니들은 80%가 치매나 병에 걸려 있고 그 가운데 8명은 병들어 누워 있는 상태이다. 또한 

자식이나 손자가 있는 자(者)는 나자레원 근처에서 집세 지원을 받으면서 살고 있으며 전국 

각처에 있는 보호대상인 일본인 처 96세대에게 거택구호비로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다(김

종욱, 2014:18). 나자레원은 종래의 귀국 지원 목적으로부터 ‘외국 땅’에서 주하는 것을 

선택한 일본인 처들의 보호‧요양‧거택원조‧생활상담 등의 목적으로 변화하면서 운 되고 있다. 

3.2.2 나자레원 일본인처들의 일반적 특성

나자레원 입주했거나 현재 입주한 일본인처의 일반적 특성은 기존 문헌 자료를 통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나자레원 일본인 처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게 한 가미사카(1982)에 

따르면, 나자레원에 거주하는 일본인처들이 한국에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3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 전쟁 전에 스스로 선택한 연애의 결말로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선으로 

도피해 도착한 경우, 둘째, 징용 등으로 인해 내지(內地)로 건너간 조선인 남성과 결혼하여 

전쟁 후 독립하게 된 남편의 모국으로 귀국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쟁 전에 부모를 따라 바다를 건너온 경우이다. 

다음으로 2007년 이후 사진가로서 나자레원에서 일본인처와 교류해 왔던 김종욱(2014)의 

9) 나자레의 현황과 운 방식은 2015년 7월 20일 현장 방문시 원장인 송미호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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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논문을 참고10)로 현재 나자레원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처의 존재기반을 재구성한 결과

는 전쟁 전에 스스로 선택한 조선 남성과 연애 결혼하여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방 전후 

조선으로 건너온 경우와 전쟁 전에 본인의 의사여부에 관계없이 조선으로 건너온 경우의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한편 가미사카(1982)의 인터뷰 자료는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본인 처가 남편과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22명중 

15명은 당시 일본에 건너와 있었던 조선인 남성과 만나 결혼, 내혼관계 혹은 연애 사이가 

되면서 조선으로 건너왔다. 따라서 가미사카후유코가 분류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은 내지

(內地)로 건너온 조선인 남성과 결합하여 한국으로 들어온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고 세 번째는 

본인의 의사 혹은 가족관계로 인해 조선으로 건너와 한국 땅에서 조선인 남성과 만나 결혼한 

일본인 처로 분류될 수 있었다.  김종욱의 인터뷰 자료에서는 내선결혼이라는, 일제 동화정책

으로 인한 결혼과 이주에 관한 구술은 찾을 수 없었다. 대부분 당시의 사회적·경제적인 상황에

서 생계를 위해 결혼한 케이스나 자연스러운 사랑의 결과로서 조선인 남성을 선택하여 조선에

서 살게 된 유형들이었다. 이것은 최석 (2012)이 지적한 대로,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합은 내선결혼 정책과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하 다는 것과 연관된 결과이다. 당시 결혼 

적령기의 일본인 남성 대부분이 전쟁 때문에 나가 있는 결과로서 일본에 유입되었던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이 만나 결합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일본정부

나 조선총독부에서의 내선결혼 장려로 현실적으로 내선결혼의 분위기가 비정상인의 결혼을 

오히려 조장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최석 , 2012: 291).  

이와 같은 일본인처의 존재 기반 하에서 나자레원에 거주하 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들의 삶에 관한 사례를 가미사카(1982)와 김종욱(2014)의 인터뷰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인터뷰 사례 중 앞서 본 두 가지 유형을 대표하면서 일본으로 귀국하지 않은 

채 한국에서 살았거나 현재 생존한 사례들을 선정하 다. 이와 같은 유형으로 분석된 재한일

본인처의 사례는 5명으로 요약되어진다.

10) 김종욱의 박사논문 “근대기 조선이주 일본인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 경주 나자레원 할머니를 중심으로”
에서는 ‘경주 나자레원 거주 일본인처에 대한 생애 분석표(p.82)’가 구성되어 있다. 생애 분석표에는 
20명의 일본인 처가 등장한다. 그러나 뒤에 부록으로 첨부된 ‘경주 나자레원 거주 일본인 여성의 인터뷰 
자료(pp.198-228)’에서는 21명의 구술이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일본인 처의 이름을 확인해 보면, 총 
22명의 일본인 처의 정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22명을 토대로 일본인처의 유형을 재구성
하 다. 그러나 김종욱이 논문 작업을 하는 사이에 13명의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필자가 나자레원을 
방문한 몇 달 전에 또 한명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한다(송미호 인터뷰, 2015.7.20).
따라서 여기서 분석한 22명과 현재 나자레원에 거주하고 있는 구성원 22명은 다르다는 것을 부연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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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첫 번째 사례는 해방 전에 조선인 남성을 따라 조선으로 건너온 사토테루코이다. 사토테루

코는 1925년에 미야기현에서 태어났고 1989년부터 경주 나자레원에 입주하고 있는 일본인 

처이며 현재 나자레원에 있는 할머니 가운데 가장 고참이기도 하다.11) 

두 번째 사례는 해방 후 조선인 남편을 따라 조선으로 건너온 다지마타키에로 1916년에 

구마모토현에서 태어났고 나자레원 설립 당시 취사담당을 한 직원12)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사례는 해방 전의 조선에서 조선인 남성과 만나 결혼하고 해방 후도 남편과 함께 

잔류한 요네모토토키에로 1919년에 야마구치에서 출생하 다. 그녀는 일제 식민지 시대, 조선

에서 세무관련 종사자로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에서 조선인 남성과 만나 결혼하 다. 나자레원

에는 2004년부터 입주하여 송미호 원장이 일본정부에서 욱일쌍광장(旭日双光章)13)을 받아 

수여식을 개최하 을 때 나자레원 할머니를 대표하여 축하편지를 낭독한 사람이기도 하다.  

네 번째 사례는 전쟁 전에 부모님 따라 조선으로 온 유형으로 가미사카후유코(上坂冬子, 

1982)의 인터뷰에 자료에 나오는 야마자키시게에 사례이다. 그녀는 1910년에 사가현 출생하여 

6살 때 가족과 함께(부모, 오빠) 삼촌이 있는 조선으로 관부연락선을 타고 건너와 성장하여 

조선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사례이다. 

다섯 번째 사례는 전쟁 전에 일본으로 유학온 남편을 만나 연애 시기를 거쳐 부모의 반대로 

동거를 하다가 남편의 귀국으로 조선으로 들어 온 무라카미하루의 사례이다. 합법적 결혼의 

형태가 아닌 연애, 동거, 사실혼의 과정을 거쳐 남편 귀국으로 들어온 사례이고 가미사카후유

코(上坂冬子, 1982)의 인터뷰에 나오는 유형이다

<표 2> 연구대상자의 특성

사례 출생연 출생지 남편직업 남편 고향
1 사토테루코 1925년 미야기현 노무자 강원도
2 다지마타키에 1916년 구마모토현 토목하청업 남원
3 요네모토토키에 1919년 아마구치 공무원 대구
4 야마자키시게에 1910년 사가현 산림 관리 경성
5 무라카미하루 1907년 도코 동아일보 기자 전남 순천

11) 테루코와는 2015년 7월 20일에 나자레원 시설에서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 다른 일본인 처들과 
함께 화투놀이를 하고 있었던 테루코는 다른 일본인 처에 비해 체격도 좋고 머리 회전도 빨랐다. 화투놀
이에서 누가 이겼는지 순식간에 계산하고 “너가 이겼어. 나는 졌어, 졌어.”라고 일본어로 말하면서 
다음 게임을 위해 화투를 모이고 있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12) 이 사례는 가미사코후유코(上坂冬子, 1982)의 인터뷰에는 나오고 있으나 김종국의 연구 인터뷰에는 
나오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13) 일본과 관계가 있거나 일본과의 문화교류에 힘쓴 외국인에게 주는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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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으로서의 이산 경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재한일본인처들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 본토에서 조선인 남성을 

만나 연애나 결혼의 형태로 머무르다 일본 패전으로 남편이 조선으로 귀국하는 과정에 같이 

들어오거나, 이미 부모의 조선 이주나 본인의 구직 이주로 조선에서 성장하다 한국인과 결혼

하여 본인의 기원지인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례들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배우자나 가족의 

이주로 조선에 거주하는 과정이 본인의 선택도 중요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토테루코는 청춘시절이었던 1945년 경, 그 당시 일본에서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들어와 있었다. 

조선인과 열애하고 있었던 친한 친구를 통해 소개로 조선인 남성과 만나게 되었다. 노무자14)로 

일본으로 건너온 “예쁘게 생긴 외모를 지닌 한국청년”이었다. 테루코는 온화한 조선인 남성을 

좋아서 그 동안 키워주었던 고모들을 멀리하고 무작정 조선인 남성을 따라 조선으로 건너 왔다. 

<사례 1>

오무타간호부회(大牟田看護婦会)의 견습 딸린 간호사로 재직하던 다지마타키에는 한 병원 근처의 

여관에 숙박했던 조선인 남편을 여주인의 소개로 만나 여주인부부가 중매인으로서 결혼식을 올렸

다. 타키에의 아버지는 이 결혼에 반대하여, “산처럼 돈이 많은 남자라도 조선인에게는 (딸은) 

안 준다. 그래도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일본이라면 준다”고 조선인에 대한 거부감을 보 다. 아버

지는 반대하 지만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고향인 전라남도 남원에 결혼신고를 제출하 다. 남편은 

귀국계획을 전혀 이야기 하지 않고서 출발전날 밤이 되야 처음으로 타케에 한테 “너는 점령하의 

패전국에 있는 것보다 독립국의 인간의 아내로서 생활하는게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하면서 한국

인과 일본인처 합쳐서 500명 정도가 암거래 선을 타서 새벽에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하 다. 

<사례 2>

무라카미 하루는 타이피스트로 1927년 야나기자와 상회에 취직하여 다니던 중 당시 명지대학교의 

학생이었던 남편이 비 오는 날 우산을 건네서 집까지 데려가 주면서 연애가 시작되었고 남편은 

당시 히로시마 출신으로 일본인 이름으로 본인을 소개하 다. 이후 동거가 시작되었고 동거 이후 

조선인으로 알게 되었으나 임신으로 살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부모님에게 본인이 결혼을 

허락 받으러 갔으나 호되게 뺨을 맞았다. 이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남편을 따라 

1930년에 일본을 출발하여 경성에 도착하게 된다. <사례 5>

14) ‘노무자’는 ‘노동자’와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는 용어이지만 전쟁 중 일본군이 징용한 ‘군무자’에 대하여 
주로 민간이 징용한 공장·광산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육체노동자를 ‘노무자’로 가리킨다.   



230  日本近代學硏究……第 51 輯

재한일본인처들은 일본에서 조선인 남성을 만나 조선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연애, 결혼, 

이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었다. 이것은 1940년 전후 일본정부로 인해 내선결혼이 강하게 

추진한 사회적 향도 간접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나 실질적으로 조선인

과 결혼하는 일본인들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달랐다. 결혼을 하려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대부분의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무릅쓰고 실행하고 또한 이주를 하게 된다. 

한편 가족의 이주나 본인의 이주로 조선에 머무르다 결혼한 <사례 3>인 요네모토토키에와 

<사례 4> 야마자키시게에는 당시 조선에서 일본인 여성이 조선인 남성과의 결혼은 일본인에

게는 ’모험‘이고 용감해야만 조선인과 만날 수 있었던 유형이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족에 충실했고 이후에도 안정된 부부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키에는 처음으

로 남편과 만났을 때, 남편의 직업은 대구농립학교를 나와 측량 기사를 하고 있었는데 출세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본인이 주장하여 남편을 공부에 전념하도록 하여 세무서 공무원으

로 성장하게 만들었다. 

(3) “현모양처”의 틀에서 한국에서의 삶 위  

재한일본인처들의 삶은 일본을 떠나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아내, 어머니, 며느리라는 가족내

의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앞 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은 일본이나 

조선이든 결혼 당시 부모나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선인 남성과 결합하 기에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가족내에서 역할에 충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 남원에 도착하기 전에 돈을 잃었다. 남편이 속았다. 일본에서 들고 왔던 기모노를 다 팔고 

돈을 만들고, 산에 올라가서 땔나무를 가지고 와서 판매. 남편도 따라했지만 본인을 속인 사람을 

찾아서 가출. 타키에는 혼자 아들3명을 키웠다. 근처에 살고 있었던 한국인들이 담배를 줘서 그것

을 판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하 다 <사례 2>

선인과 연애한다고 부모님은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게 했다. 그 당시 조선인과의 결혼은 일본 

처녀들에게는 모험이었다. 아주 용감해야만 조선인을 만날 수 잇었다. 해방이 되고 일본인 처들은 

고생의 시작이었다. 일본으로 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아이가 있으니 부모가 

당기는 힘보다 자식이 당기는 힘이 더 강했다. 자식과 남편을 두고 일본으로 떠나기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사례 3>

조선으로 왔더니 남편에는 본처,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도 “본처의외에 처를 

얻는 것이 조선의 풍습이라서 신경쓰지마”라는 말을 듣고 충격으로 유산하 다. 결국 시아버지, 



잊혀진 재한일본인처의 재현과 디아스포라적 삶의 특성 고찰 ························· 이토 히로코･박신규  231

시어머니, 본처와 그 자식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시작하 다. <사례 5>

<사례 5>의 무라카미하루처럼 사실혼 관계로 조선에 들어와 보니 본국에 처가 있는 경우도 

남편을 따라 조선으로 이주하 기에 시댁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부딪히게 된다. 

더불어 남편의 직업 여건이 노무자인 경우에는 조선으로 와서 마땅한 밥벌이를 못하자 여성들

이 생계유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해방 후 재한일본인 처의 경우 생활상 

어려움을 더욱 겪게 되지만 본국으로의 귀환보다는 가족내의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본인처들의 모습은 당시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여성 근대 교육의 목표가 양처

현모의 역할이었고 국가가 나서서 공공교육제도에 양처현모의 이념을 강조했던 시기적 맥락

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제국주의 시기에 일본은 일본여성에 대한 국가적 정책

의 목표를 ‘양처현모’의 슬로건과 함께 ‘가족-국가’ 이념 안에 여성들에게 가족에 헌신하면서 

국가의 노동력으로 활동하기를 강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권숙인, 1997). 따라서 본 연구

에 나오는 일본인처들도 이 시기에 근대 교육의 구조에 들어가 있었고 이런 사회구조와 교육

의 향으로 본인이 선택한 조선인과의 결혼, 가족 구조에 순응하면서 기원지가 아닌 조선, 

한국 땅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4) 경계인의 삶과 경계유지

조선으로 들어와 정착하게 된 일본인처들은 다른 문화, 습관, 남편과의 갈등, 언어적 소통문

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처들의 대부분은 남편의 구타와, 

외도, 노름, 전처‧후처를 들이는 등의 남편과 시댁의 박대, 남편의 외도, 일본인에 대한 따가운 

시선 등을 경험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다고 한다(김종욱, 2014: 86). 이와 같은 생활을 통해 

이들은 남편을 따라 온 자신들의 삶을 후회하기 시작하는 면도 나타났다. 

조선으로 온 테루코는 예쁘게 보이기 위해 양장을 입고 화장까지 하고 남편의 집까지 갔다. 산골에 

있는 시집에 와보니 일본인 처를 보기 위해 동네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다. 관찰하는 조선인들의 

시선은 테루코에게는 두려움이었다. “너무 너무 무서웠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아마도 나를 

죽이려는가 보다는 생각으로 두려웠다.“ 조선으로 온 후, 남편은 매일같이 먹고 놀고 놀음이나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에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다. 가난한 시집에 혼자 남은 테루코는 

아들을 낳았으나 시부모와의 불화‧갈등으로 인해 결국 혼자 마을을 떠났다.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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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도착 후 돌변한 남편의 태도와 일본인인 자신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차별적 태도, 

시선 (김수자, 2013) 등은 다른 일본인처의 삶을 분석한 논문에서도 유사한 사례들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한 일본인 처들이 겪은 어려움은 생활의 궁핍함이었다. 즉 역사적으로 

해방이후 한국에 왔으나, 뒤이어 일어난 6.25전쟁 등으로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었던 일본인 

처의 남편들은 농사, 혹은 장사를 하 지만 생활 사정은 어려웠다.   

일본에서 들고 온 키모노를 다 팔고 돈을 만들었다. 또한 근처의 산에서 장작을 모아서 팔기도 

하 다. 남편도 타키에를 보면서 같이 도와줬다. 장작을 모아서 파는 일을 꾸짖었던 사람한테는 

일본어로 반론하 다. 남편이 사기를 당해 집을 나가고 타키에는 혼자 아들을 키웠다. 주변에 

살았던 한국인들이 그런 타키에를 보고 담배를 주고 그것을 판매하면서 생활하 다.

<사례 2>

조선동랑 속에서 남편이 시게에의 손을 잡고 같이 소개. 그러나 그때 남편은 사고로 낙하하여 

누워 있어야 할 몸이 돼버렸다. 남편 사망 이후는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고, 조선동란 난민의 

집에 전거하 다. 그러나 집이라기 보다는 산기슭에 동굴을 만들어서 살았다. 이른바 움막생활로 

연명을 하 다. <사례 4>

한편 한국 생활의 어려움으로 1950년대에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존재하 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1952년까지 존재하 던 연합국 총사령부에 이들에 대한 귀환을 지속적으로 요구

하여 일부 일본인처들이 부산 외국인 수용소에 있다가 일본으로 귀국하 다. 이들의 귀국 

이유는 주로 한국인의 반일감정과 생활 궁핍함이 주요인이 되었다. 그 이후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 수립 이후 1969년에 재한일본인의 보호대책비의 명목으로 1300만엔을 계상하여 

서울과 부산 지역에 머물고 있는 1천여명의 일본인 처들이 일본으로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

고 1960년대 한국에 머물러 있던 1/2이상의 일본인 처가 귀환하 다(김수자, 2013:370). 

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들처럼 한국의 가족 사정이나 본국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없었던 일본인 처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경계인으로서의 국민이 아닌 ‘종족’의 

상태에서, 국가가 아닌 장소를 떠나 들어온 이들이 국가가 되어버린 장소와의 관계 맺기로 

살아나갔다. 즉 한국이라는 거주 국가에서 그들 스스로 경계를 탐색하면서 경계를 유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현재, ‘제2의 고향’인 나자레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요네모토토

키에는 이제까지 계속 고생하며 살아왔지만 일본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 왔다고 

한다. 



잊혀진 재한일본인처의 재현과 디아스포라적 삶의 특성 고찰 ························· 이토 히로코･박신규  233

1945년 8월15일, 종전을 알리는 라디오방송을 듣고 일본의 패배를 알게 된 토키에는 70년 지난 

현재도 절대 잊을 수가 없을 정도 큰 충격이었다고 한다. 그것은 이 날을 기점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입장이 180도 바꿔버렸기 때문이었다. 가해국 출신인 ‘전쟁의 죄인’으로서 신분을 숨기

면서 살 수 밖에 없게 되었던 일본인 처들에게는 절대 잊을 수가 없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종전 이후, 20년 동안 일본으로 오고가지 못한 채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본의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로 인해 토키에는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일가친척들의 소식도 모르는 

채 살아왔다고 한다. 한편 “춘하추동 고생하며 살아도 내가 일본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 

내가 욕먹은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일본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인데 내 조국 일본의 이미지를 

더럽히는 행동은 할 수가 없어 정신 차리고 살았다.”고 언급한다. (사례 4)

이와 같이 토키에는 일본사람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불쌍한 사람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본인도 힘들면서 봉사활동을 해 왔다. 그 중에 하나의 일화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이 곤란한 아이를 입양하여 훌륭히 키워내고 일본으로 시집을 보냈다고 한다. 대구 부용

회 회장도 역임하면서 대구적십자 중대장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 다. 토키에의 구술에서

는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잊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면서 ‘일본인으로서’ 씩씩하

고 동등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 다. 또한 동시에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모습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이 한국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미안함과 속죄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토키에의 이런 모습은 테루코가 언제나 “책임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언급과 

같은 맥락인데 이는 일제 식민지 던 한국에서 일본인 여성으로서 남편과 가족에게 희생하는 

삶을 살고자 애썼으나 가족과 주변 관계에서 항상 이방인으로 머물고 있음이 나타났다. 한편 

시대적 상황에서 테루코는 전쟁의 책임자 혹은 가해국의 국민이라는 의식으로 ‘죄인’으로 

눈치를 보면서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온(김수자, 2013:352)측면도 보 다. 

그러나 한편 어려서 조선으로 이주해 와 국적은 일본 국적을 지니고 왔지만 일본의 패전, 

한국의 해방, 6.25 전쟁 등을 겪고 남편만 의지해서 살아온 야마자키시게에 사례는 경계인이지

만 생활과 가족 관계의 결여 등으로 경계를 탐색할 근원이 없는 것으로도 보 다. 그러나 

그녀도 일본으로는 가고 싶지만 이제 떠날 수 없음을 한탄하는 고향 지향성을 보이는 디아스

포라적 특성은 보이고 있었다. 이 사례와 같이 한국사회의 변화 과정을 밑바닥에서 부터 

경험한 다지마타키에도 “일본을 그리워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피의 연결보다 고생의 

연결이 나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나한테는 여기에서 도움을 주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가족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 기원지인 일본 사회와의 경계를 유지하는 측면도 일부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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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아스포라인의 고향지향성 

나자레원에 거주하는 일본인처들은 기본적으로 디아스포라인의 고향 지향성을 지니고 있

었다. 처음 나자레원을 방문하 을 때 만난 일본인 처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고향 지향성의 

단면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진이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일본 어디서 왔어요?”라고 

유창한 일본어로 물어보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그 중의 한명은 NHK방송을 통해 매일 일본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고베는 어제 

비가 많이 내렸네요. 괜찮았어요?”라고 걱정까지 하는 면도 비추었다. 또한 한 일본인 처인 

할머니의 방에서는 일본인형이나 후지산(富士山)의 사진을 비롯한 일본문화를 느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면과 연관되어 4개의 사례들 대부분 모두 일본에 

가고 싶다는 내용과 현재 일본의 친척들과 교류하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항상 기원지인 고국

에 대한 그리움과 지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이 땅에서 기쁘게 죽을거야. 그래도 죽으면 혼만은 일본으로 가고 싶다. 여자는 한번 

시집을 가면, 남편이 자고 있는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해. 나는 이 나라에서 죽겠지만”

<사례 2>

나는 죽어서 육체는 여기에 남지만 나의 혼은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 한국의 생활 70년 인생을 

이곳 나자레원에서 모두 정리하고자 한다. <사례 3>

  

“일본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도 안 가요” <사례 4>

하루는 언젠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부모의 묘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오랫동안의 불행을 사과하고 

남는 인생을 묘지기로 살고 싶다는 집념이 있다. 또한 죽으면 일본인으로서 ‘일본의 흑’이 되고 

싶다는 마음. “정에 끌려서 이 나라로 왔을 뿐, 한 번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사례 5>

특히 이제 재한일본인처는 연령이 고령화되어서 옆에서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본인

들이 본국으로 갈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기원지에 대한 그리움과 부모, 형제에 

대한 그리움을 죽어서 혼이라도 가고 싶다는 강한 고향지향성을 표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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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광복 70주년,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이한 2015년에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잔 으

로 남아있는 특수한 집단인 ‘일본인처’들의 역사를 기록하려고 시작하 다. 또한 급속히 진전

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에서 역사 속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아온 일본인처들의 디아

스포라적인 삶의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 다. 특히 재한 일본인처의 고령화로 그들의 목소

리를 직접 듣고 남길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기에 현 시기에 일본인 처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나자레원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일본인처의 삶을 분석한 결과는 

여성으로서 겪었던 이산의 경험, 젠더적인 여성의 위치에서 오는 현모양처라는 삶의 위, 

경계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고향지향성을 지난 디아스포라의 삶에 대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제 식민지시기에 조선인 남성과 결혼하고 한국으로 건너온 일본인처

들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국제결혼이민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

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나 대우를 못 받으면서 ‘잊혀진 국제 미아’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그녀들의 삶을 특성과 맞물려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녀들의 문제를 간과한 채 다문화정

책을 논의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들어와 있는 소수자인 이주민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

이며 단편적 지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진단되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2차 자료를 근거로 하고 나자레원이라고 하는 시설에 거주

하 거나 거주한 재한 일본인 처의 삶을 분석하 기에 재한 일본인 처의 삶을 다층적으로 

살피는 것에는 자료와 대상자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재한일본인처 연구는 

나자레원에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들과 일본대사관‧ 사관에서 생활지원금을 받고 살고 있는 

일본인 처들, 그리고 현재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처 모임인 부용회(芙蓉會) 부산지부

의 회원들을 찾아내어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불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은 일본 현지의 일본인처를 찾아내고 그들의 기원지인 일본에서의 일본인 처의 

삶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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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잊 진 재한일본인처의 재 과 디아스포라  삶의 특성 고찰

- 경주 나자 원 사례를 심으로 -

본 연구는 급속히 진전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에서 역사 속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아온 일본인처들의 디아스포
라적인 삶의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 다. 특히 재한 일본인 처의 고령화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남길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기에 현 시기에 일본인 처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한일본인처가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주 나자레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한일본인처의 삶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재한일본인처의 삶은 여성으로서 겪었던 이산의 경험, 현모양처로서의 삶의 유지, 경계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고향지향성을 지난 디아스포라의 삶에 대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제 식민지시기에 
조선인 남성과 결혼하고 한국으로 건너온 일본인처들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국제결혼이민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나 대우를 못 받으면서 ‘잊혀진 국제 미아’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그녀들의 삶을 특성과 맞물려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녀들의 문제를 간과한 채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들어와 있는 소수자인 이주민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이며 단편적인 정책 지원에 머루를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A Study on the Reappearance of the Forgotten Japanese Wives 

and the Diasporic Characteristics of Their Life 

- With a focus on Gyengju Nazareth Center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aspora lives of Japanese wife lived in the minority 
in Korea. In particular, the time to leave to hear their voices directly to the aging of Japanese wives is limited. Thus, the 
study of the Japanese wives in the current period is historically meaningful work.

As a result of having an oral history of the second raw data with the selected Japanese Wives in Gyengju Nazareth Center 
to determine their diasporic characteristics, its found that they could have a discrete experience, the maintenance of life as 
good wife and wise mother, boundary maintenance and homeland orientation. In addition, Japanese wives who were married 
to Korean men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re looking at the moment a kind of marriage immigrants, while receiving not 
properly supported and they are living as forgotten international missing children.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without solving the problem of the Japanese wives, establishing a multicultural policy is expected to be short-term and 
fragmentary sup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