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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최근 일본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일본인은 연간 약 1,600만 명에 달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국적 재외일본인은 약 130만 명, 일계인은 38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45년 이후 일본의 이민정책의 변화와 재외방인(일계인)의 지원정책을 고찰하는데 

있다. 일본인의 해외이주는 1945년 전후로 크게 구별되는데 이 연구에는 주로 1945년 이후 

일본정부의 이민정책의 특성과 지원정책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일본정부의 재외방인 지원정

책의 상은 재외일본인 혹은 재외방인(일본국적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 연구의 상은 해외

거주 재외일본인과 재외방인, 그리고 일본 국내외 일계인(현지국적자)에 중점을 두고자 한

다.1)

 * 한남 학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수
1) ‘재외방인’이란 국적법에 의해 일본국민이 되는 요건을 갖춘 일본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재외일본인’

이라고도 부르는데 일본국외에 장기 거주하는 일본국적자로 일본인유학생, 국외출장자 등이 포함된다. 
이와는 달리 일본이외의 국가에 이주하여 거주국의 국적 혹은 주권을 취득한 일본인 및 그 자손을 
‘일계인’으로 부르고 있다. 재외방인 수는 2015년 기준 131만 7,078명, 전 세계 일계인은 2017년 기준  
38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법무성 체류외국인통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일본국내에 거주하
는 남미일계인은 270,780명으로 이들 중 일계브라질인이 206,886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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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전후 일본정부의 이민정책은 1945년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미군점령군으로부터 

주권국가로 회복된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1950년 는 과거 

일본제국의 세력권 내에 성립된 국가 상의 해외이주에 하여 국민과 비국민(외국인)이라는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재정의하여 새로운 이동의 조건을 정비한 시 다. 새로운 이동의 

시  일본인 해외이주자들은 전쟁으로부터 귀환자, 재일조선인과 만인의 귀국, 재일일계인

2세의 미국귀환, 전쟁신부나 혼혈고아의 이주 등 전쟁 전부터 점령기에 걸쳐 이주한 사람의 

이동, 그리고 북미나 남미로의 신규농업이민과 점령기 조선인 ‘ 항’ 등과 같이 전쟁 직후 

혼란이나 고난을 피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동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정부는 일본 내 단일민족국가의 신화를 창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식민

지출신자나 해외이주정책으로 인한 이민송출을 불가시적인 존재로 배제하고 고도경제성장기 

때는 집단이동에 따른 농촌에서 도시로의 국내이동을 강조하 다. 결국 전후 이민송출국으로

서 철저히 가려진 일본이미지는 일본에서의 국민논리의 재정의와 제도적 뒷받침을 담당했던 

출입국관리국의 ‘1952년 체제’를 바탕으로 구체화되었다. 즉 1952년 확립된 일본정부의 출입

국관리통제는 일본제국, 이민송출국의 부정, 비이민국이라는 단일민족의 신화, 그리고 전후 

평화와 국제협력이라는 일본적 이주이데올로기에 의해 철저히 감추어진 일본인 이주자들이 

이민자로서의 자기부정을 강요한 이민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후 일본정부의 이주이데올로기

에 의한 일본인의 해외이민과는 달리 1990년  일계브라질인들의 귀환은 일본의 기술습득보

다는 3D단순노동분야에 흡수되어 실제로 일본노동력부족의 수급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

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정부의 1945년 전후 일본인 해외이주정책은 빈곤농촌의 인구를 줄이고 

전쟁 이후에는 평화와 국제협력이라는 이민이데올로기와 더불어 전쟁귀환자들의 실업 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1990년  이후에는 주로 브라질 거주 일계브라질인들이 일본노동

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입국관리법개정을 통해 일계인3세와 배우자에게 ‘정주

자’의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데카세기이주노동자들이 거 일본으로 귀환하게 되었다.2)

본 연구는 일본정부의 이민정책을 1945년 전후로 구분하여 일본인의 해외 이주요인을 규명

하고 이에 따른 지원정책의 추이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45년 전후 일본정부의 이민정책과 해외이주요인, 그리고 이들에 한 

2) 본 논문에서 이민과 외국인노동자의 용어는 데카세기 일계인노동자를 지칭하고 있다.  원래 이민은 
수용국의 국민이 되어 주를 전제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가리키며, 외국인노동자는 수용국에서 노동하
기 위해 입국하여 언젠가는 수용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을 지칭하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이 수용국에서 
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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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정책은 무엇이었는지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1990년  일본정부의 입국

관리법개정으로 일본으로 거 귀환한 일계브라질인에 한 이민정책과 귀환요인, 그리고 

이들에 한 지원정책에 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이민의 수용과 사회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민과 사회혁신의 이론적 배경

  

본 논문에서는 먼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일본 내 이민정책에 하여 논의하고 분석도구로서 

남미이주 일계인과 일본 귀환일계인을 중심으로 이들에 한 지원정책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3)일본인의 해외이주에 관한 논의들은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발표해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발표논문(임 언 외: 2016a, 2016b, 2017)과 단행본(임 언외: 2013, 2014, 2015, 2017)을 

참고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일본정부의 이민정책은 외국인수용정책으로 1990년  일계인

들이 거 유입되기 전까지 구식민지출신으로 일본에 유일하게 잔류했던 재일한국조선인 

정책에 가까웠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의 일본 내 마이너리티의 존재부정과 이민송출국

으로서 일본이미지의 부정, 비이민국가라는 단일민족의 신화, 그리고 전후 평화와 국제협력이

라는 일본적 ‘이주이데올로기’ 등장으로 이민정책 자체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4) 

그러나 1990년  입국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도입된 ‘정주자’의 체류자격으로 도일하는 남

미일계인, 일본인 배우자 등으로 도일하는 데카세기노동자, 또는 연수생과 기습실습생, 그리

고 유학생이나 취학생 등으로 도일하는 외국인들이 급격히 증가하 다. 이러한 외국인의 

증가는 일계인, 외국인연수생과 기능실습생들이 장기적으로 노동력이나 생활자로서 일본에 

정주하는 현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시  외국인수용정책이 일본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면서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본정부의 외국인수용정책은 아직까지 외국인의 이주과정, 출입국에서 체류, 정주, 

주, 귀화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외국인의 수용을 규제하는 출입국관리정책은 존재하지만 수용된 외국인을 일본 사회구성원

3) 일본에서 외국인정책이란 정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정
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정책과 입국한 외국인의 수용국으로의 정착에 
관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정책에 한 내용분석보다는 일본 국내외 일계인 
지원정책, 특히 일본 내 일계인 지원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4) 1945년 이후 일본정부가 전후 평화와 국제협력이라는 구호 아래 전개한 해외이민장려 정책을 필자가 
‘이주이데올로기’로 지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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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떠한 사회를 구축해나가도록 제시할 것인지에 한 충분한 정책적 제시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5)

그러면 이러한 논쟁을 포함하여 일본 내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외국인수용정책과 

이민정책을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마이 히로시(駒井洋,2006)는 이민에 

하여 ‘주로 생애 혹은 장기에 걸친 거주자나 3개월 이상 거주자로서 외국출신자,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와 원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 등 양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 다.6) 

따라서 그는 이민정책이란 특정 외국인이민을 일본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만약 수용한다면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고 주장하 다. 이와는 

달리 요리미쓰(依光正哲, 2006)는 이민을 ‘처음부터 이주국가의 국민이 될 것을 염두에 둔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상 적으로 외국인노동자에 하여 나중에 모국에 돌아갈 것을 전제로 

타국에서 일하는 자로 규정하 다.7)그러면서 일본정부가 이민자수용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외국인체류자의 장기화에 따라 사실상 이민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직시해

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에 해 미야지마(宮島喬,2003)가 주장하는 이민국가의 정의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는 이민국가의 정의에 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 즉 “정주이민

을 상정한 체류자격 준비, 재량에 의하지 않는 국적취득절차(권리귀화) 규정의 존재, 국토 

내에 출생한 사실에 의한 권리의 제도화, 이중국적 등 복수소속에 관용, 포괄적 통합정책 

추진, 문화적 개념보다 소속의지에 의해 정의되는 국민의 개념 존재” 등을 제시하여 일본정부

의 이민정책의 애매함을 비판하 다.8)그리고 사례로 일본 내 연수생이나 유학생, 일본인 배우

자 등과 정주자라는 체류자격으로 20만 명이 넘는 남미출신 데카세기 일계인노동자의 존재를 

제시하 다. 

특히 이민과 사회혁신과 관련하여 본 논문의 목적은 이민의 수용이 경제활동 및 사회혁신에 

미치는 향에 한 관점으로부터 저출산고령화시  바람직한 한국의 이민정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세계 역사는 오랜 이민역사의 연속선상에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문화와 

다양한 정체성이 융합되는 곳에서 평생 부 끼며 자란 이민자들이 현재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여 사회혁신을 일으킨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9) 가령, 세계의 

5) 北脇保之(2008)｢日本の外国人政策ー政策に関する概念の検討及び国・地方自治体政策の検証ー｣多

言語多文化ー実践と研究1(3)、pp.5-6
6) 駒井洋(2006)グローバル化時代の日本型多文化共生社会明石書店、p.14
7) 依光正哲編(2006)日本の移民政策を考えるー人口減少社会の問題明石書店、p.4
8) 宮島喬(2003)共に生きられる日本へー外国人施策とその問題有斐閣、p.254
9) 카스트로와 쿠바 혁명 이끈 한인, 그의 부친은 독립운동가: https://news.joins.com/article/23660617(검색일

자: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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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아스포라집단으로 불리 우는 유 인디아스포라, 코리안디아스포라, 화교디아스포라 

등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며 그들이 나고 자란 현지사회에서 혁신을 통해 기업가로 성공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일계인디아스포라의 사례로 이민과 사회혁신에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민과 사회혁신과의 관계성을 고려할 때 먼저 사회적 문제로서 이민의 발생요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민을 수용국가에서 어떤 사회적 문제로서 이민을 수용하게 되었는지, 혹은 

이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에 한 명확한 해답이 필요하다. 이에 한 해답은 첫째, 저출산

고령화시 의 도래로 인구감소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경제사회를 선도하는 노동력 확보

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두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의 글로벌화현상으로 각국이 사회

혁신, 창업, 고용증가, 임금상승의 원천이 되는 고도인재의 획득경쟁을 전략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민의 수용과정에서 각국은 또 다시 이민자들의 수용제한에 하여 

고도인재인가 단순노동자인가의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민의 수용은 그 사회의 

임금상승률 저하 및 고용기회의 감소, 치안악화, 사회복지부담율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 등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이민자들의 이주결정요인은 소득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사회, 즉 출신국으로부터 이주지의 거리가 짧고 이민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국가, 모국보다 이주지의 소득수준이 높거나 GDP수준이 높은 곳을 중시한다는 점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10) 

이민과 사회혁신의 관계성에 하여 요리미츠(依光, 2005)의 연구에 의하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이민수용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혁신적인 

측면과 다양성이 그 사회에 침투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혁신의 촉진에 한 논의를 제기한 

바 있다.11)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민의 수용이 수용국의 사회와 

기업에 혁신을 촉진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일본 내 이민의 정의는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

의 과정에 착목하여 이주자의 주의사, 체류자격, 거주기간, 생활관계구축정도 등을 고려하

고 외국인수용정책에 의해 입국시점부터 주를 전제로 수용한 외국인 이민자의 존재를 인정

한 새로운 이민에 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일본 내 이민에 

한 논의는 그동안 외국인정책으로 지속되어 온 일본정부의 이민정책의 한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10) 萩原理沙・中島隆信(2014)人口減少下における望ましい移民政策ー外国受け入れの経済分析をふま

えての考察ー独立行政法人経済産業研究所、pp.5-6
11) 依光正哲(2005)日本の移民政策を考えるー人口減少社会の課題明石書店、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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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이민정책에 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 단계에서 포괄적 외국인정책의 

수립을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카지타외(梶田他,2005)는 국가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외국인노동자의 이주국면과 포용국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가에 의한 출입국관리와 사회

통합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12)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가 외국인관리정책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통합정책과는 상관없이 출입국관리정책이 실시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일본정부가 출입국관리정책에 더하여 사회적 비전에 기반한 다문화주의 사회통합정

책으로부터 구성되는 포괄적 외국인정책의 수립을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일본 내 일계인의 급증요인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1990년  

입국관리법개정과 노동력의 수요에 기인하지만 일계인의 급증과 일계인 관련 법 개정의 상관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본 내 외국노동자에 한 수요가 급증하여 일부분

을 일계인에 기 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공식적으로 법무성이나 노동성의 입국관리법 개정의 

의도는 일계인의 친족방문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세이다.13)하지만 전후 일본 내 존재했

던 최  마이너리티집단이었던 재일한국인 3세 문제가 1세-3세를 포함하여 ‘특별 주자’라는 

범주의 설정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일계인에게도 ‘특별 주자’와 비교하여 

상 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법적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형평성에 맞추어 ‘정주자’의 체류

자격을 부여하 다. 이에 해 미야지마(宮島,2003)는 “신규로 재입국허가상태에서 연간 10만 

명이 합법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일계인에 하여 단순노동자 혹은 이민자가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있다.14)남미출신 일계인, 주로 브라질출신 일계인 부분은 일본 내 자동차산업과 

전자기기산업의 공장, 도시락공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등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단순노동자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일본 출입국관리 기본계획이나 고용 책 기본계획에 반하

고 있다. 이것은 또한 1990년 입국관리법개정으로 시행된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설정한 정책

적 의도에도 반하고 있다. 처음부터 행정상 일계인들이 ‘정주’를 상정한 체류자격으로 수용되

었다는 점, 체류의 장기화로 가족을 포함한 생활관계가 일본 내에 구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노동자보다는 ‘이민자’로 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15) 

이상과 같이 일본정부의 일본 내 외국인수용정책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관리 상으

로 하는 출입국관리체제를 강하게 유지함으로서 국적과 국민이라는 배타적 논리에 의해 관철

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정부는 외부적으로 일본인 송출이민을 불가시화 한 후 일본인

12) 梶田孝道・丹野清人・樋口直人(2005)顔の見えない定住化ー日系ブラジル人と国家・市場・移民

ネットワーク名古屋大学出版会、pp.18-42
13) 위의 논문, 梶田孝道・丹野清人・樋口直人(2005)、p.111참조
14) 宮島喬(2003)共に生きられる日本へー外国人施策とその問題有斐閣、p.264
15) 依光正哲編(2006)日本の移民政策を考えるー人口減少社会の問題明石書店、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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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외국인을 각각의 출신국의 귀속에 의해 정의하 고 단일민족국가의 신화를 강조하 다. 

결국 전후 일본정부의 이민정책은 상호 배타적인 국민을 구성단위로 하는 일본국민의 이민송

출을 감추고 일본 내 마이너리티집단을 상호 배제하여 불가시적 존재로 여기는 ‘1952년 체제’

에 의해 구축되어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재외방인에 한 지원정책이 시행되

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디아스포라의 해외이주와 시기별 이민정책

  

3.1 1945년 이전 일본인의 해외이주정책

일본인의 해외이주 역사는 2019년 현재 150년을 경과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북미와 중남미

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약 380만 명 정도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현지에서 

일본국적의 해외이주자나 현지 국적의 일계인으로 정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인 해외이주자나 일계인들은 현지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각국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일본과 각 거주국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거나 각국과의 긴

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국제협력기구(JICA)와 함께 약 213만 

명 정도의 일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남미국가에 하여 이주자의 고령화

에 응하기 위한 복지지원, 일계인을 상으로 한 일본국내 연수원 수용, 현지 일계인사회로

의 봉사활동파견 등의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6)

특히 일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북미와 중남미에 해서는 각국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자적 입장에 있는 일계인들을 일본에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가령 일계인지

도자와 재외공관장과의 양국 간 관계강화의 방법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한다거나 일본으로

부터 요인방문기회에 일계인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을 통해 일계인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56회 해외일계인 회에서도 

공익재단법인 해외일계인협회의 주최로 17개국 지역으로부터 180명의 해외이주자나 일계인 

표들이 참여하는 환 교류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 회는 향후 계속해서 일본인 이주자나 

일계인에 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세 와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연 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 되고 있다. 

16) 日本外交青書(2016)海外における日本人への支援外務省、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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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1>는 1945년 이전 일본정부의 이민정책과 일본인의 해외이주정책의 특징에 하

여 제시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전쟁 전 이민정책의 특징에 한 자세한 내용은 조정남(2015)의 

논문을 참조하고 여기에서는 아래 표를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17) 

일본인의 해외이주는 1868년 메이지원년부터 시작되어 세계각지를 연계하는 국제경제, 노

동시장, 교통망의 발달로 근 화와 더불어 급속한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농업

형태와 경제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농촌을 중심으로 잉여노동력이 발생하자 국내와 해외로 

이동하는 데카세기노동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18) 최초 일본인 이민은 1868년 요코하마 거주 

미국상인이었던 유진 반리드가 약 150명의 일본인노동자를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으로 송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데카세기 일본인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원년자’라고 불렀는데 

정부의 허가나 여권 없이 출국하 다. 일본인 최초의 이민은 도항지에서 노예취급을 받아 

메이지정부가 구출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일 정도로 실패에 가까웠다. 때문에 메이지

정부는 이후 20년간 일본인의 해외이주를 금지하고 신에 홋카이도 개척을 추진하 다. 

1885년 하와이 관약이민으로 일본인의 해외이주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관약이민제도

는 일본과 하와이왕국 간 조약에 의하여 일본인노동자를 3년 계약으로 사탕수수농장에 송출

하는 것이었다. 1894년까지 9년간 약 29,000명의 일본인노동자들 부분이 하와이로 도항하

다. 이 시기 부분의 일본인도항자는 해외 주를 위한 이민이 아니라 계약노동을 목적으로 

한 데카세기노동자 다. 1893년 일본정부는 외무성관계자, 지식인, 저널리스트 등이 모여 

‘식민협회’를 설립하 다. 협회의 설립목적은 일본정부도 서양국가와 마찬가지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잉여인구를 해외로 이주시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식민협회는 1897년 

에노모토 다케아끼(榎本武揚)회장을 중심으로 멕시코남부에 일본인농업정주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하 으나 실패로 끝났다. 1899년에는 페루에 최초 계약노동자가 송출되어 이후 

남미로의 일본인도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세기 초기에는 북미, 특히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포틀랜드 등지로 일본인학생들이 몰려

들어 일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백인들이 인종적 공포심을 선동하여 이 지역에서 

일본인 배척운동이 발생했다. 이후 배일운동은 정치운동으로 발전하여 1923년에는 캐나다, 

1924년에는 미국이 일본인이민자의 입국을 금지하 다. 

이에 일본정부는 일본인이민노동자들의 이주지를 북미에서 브라질로 변경하 다. 1908년 

일본정부가 미국과의 신사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이민자에 한 미국행 여권발급을 제한하게 

17) 조정남(2015)｢일본의 재외동포 정책｣민족연구61, pp.30-34
18) 일본인의 해외이주약사, 1868년-1998년: http://www.janm.org/projects/inrp/japanese/overview_ja.htm(검색

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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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 브라질이나 페루로 이주지를 변경하 다. 1914년 제1차세계 전까지 일본은 미크로네시

아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식민지화하 다. 1894년 청일전쟁 후 1895년에는 만이 공식적으로 

일본 토로 편입되었고 1910년에는 한국을 강제 병합하여 식민통치하 다. 당시 식민지는 

일본제국의 신발전지로서 수 만 명의 일본인 이식민자들이 유입되었다. 이들 일본인 이식민자

들은 북미나 남미로 건너간 이민자들과 출신지역이나 출신계급 등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인 이식민자들의 경우 일본의 군사력에 보호받는 식민지 지배계급의 일원

이었지만 일본인 이민자들은 이주지에서 마이너리티로서 차별과 배척의 상이 되었다.

1931년 만주국건설 후 만주지역으로의 이주가 국가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 지만 통상 

일본이민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이민모집에서 도항까지 책임지는 형태 다. 1941년 태평양전

쟁이 돌발하자 북미나 남미로의 일본인 도항이 전면 금지되었다. 제2차세계 전 후 수년간 

구식민지나 교전지역으로부터 약 600만 명 이상의 군인이나 이식민자들이 일본으로 귀환하

다. 1945년 이후 일본정부는 다수의 귀환자를 포함한 국내인구를 지탱할만한 경제적 기반이 

약하여 해외이민을 장려하 다. 1952년 미국과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체결되자 남미와

의 조약체결로 일본인 정주농업이민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2년 브라질 농업이민

을 시작으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등지로 많은 일본인들이 이주

하 다.

일본정부는 수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인들을 해외로 량 송출되기 시작했다. 일본인

의 해외이주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1894년 청일전쟁 이후 흉작과 이민보호법에 의해 

하와이로의 해외이주자들이 급증하 다. 둘째, 일본인들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 하와이를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까지 진출하기 시작했다. 셋째, 1914년 발생된 제1차세계 전을 계기

로 많은 일본인들이 북미로 이주하기 시작했지만, 1908년 당시 체결된 미일 ‘신사협약’ 체결로 

브라질로 이주를 선회하 다. 일본인의 브라질로의 본격적인 해외이주는 1924년 ‘배일이민법’

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넷째, 일본인의 해외이주는 농촌불황, 흉작, 전쟁귀환자 등의 이주요

인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정부의 해외이주장려책과 이를 지원하는 식민협회, 해외

흥업, 해외이주조합법제도, 아마존흥업 등과 같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5년 이전 일본에서의 해외이주는 일본제국의 토확장과 

중첩되어 한반도나 만주로의 이동의 경우 ‘일본제국’을 확장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수행되어 

이주자는 일본 공 권을 일상생활에서 실현시키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또한 북미나 남미로의 

일본인 이주와 정착도 일본민족과 재외방인의 해외발전이라는 사명감과 식민지주의적인 발

상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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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이주자수 주요 이주정책

1875년 626명 메이지 원년 하와이 이민

1881년 363명 일본 농촌 불황 시작

1885년 2,390명 하와이이주 재개

1887년 2,605명
무토산지(武藤山治) ‘미국이주론’ 기타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이주 필요성 
두

1889년 5,107명 흉작

1890년 5,429명 미국 공황, 국내 불황

1893년 9,446명 호황, 에노모토 다케아끼(榎本武揚) ‘식민협회’ 설립

1894년 8,093명 청일전쟁(1894년-1895년)

1896년 19,353명 흉작, 이민보호법

1899년 31,354명 미국, 하와이 합병

1900년 16,758명 과잉생산 공황

1901년 6,490명 오스트레일리아 이민제한법

1902년 15,919명 불황 회복

1904년 14,683명 러일전쟁(1904년-1905년)

1906년 36,124명 샌프란시스코 일본인의 학생차별문제 발생

1907년 25,060명 캐나다 행 이주제한 협정

1908년 10,447명
전후 반동, 공황(~1913년까지), 미국행 이주제한에 관한 미일신사협약, 
브라질이주 시작

1913년 20,966명 농촌 중심 불황

1914년 17,974명 제1차세계 전(~1918년)

1917년 22,862명 이민회사를 통합하여 해외흥업(주)설립 

1918년 23,574명 쌀 소동 

1919년 18,244명 세계 전 경기 붐

1920년 13,541명 공황발생, 쌀 가격 폭락, 농촌 불황 가중

1921년 12,943명 정부 해외흥업(주)에 보조금 교부, 이주 장려 착수

1923년 8,825명 관동 지진에 의한 불황심각화, 브라질행 도항비 부 개시

1924년 13,958명 정부 이주 장려 본격화, 미국 배일이민법제정

1927년 16,184명 해외이주조합법제도

1928년 18,841명 고베 이민수용소설치, 남미척식(주)설립, 아마존흥업설립, 세계공황

1929년 25,704명 척무성 설치

<표1> 1945년 이전 일본인의 해외이주 정책19)

19) 전쟁 전 일본인 해외이주자: https://www.jica.go.jp/regions/america/ku57pq0000207h3n-att/transition.pdf(검
색일자: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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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10,384명 만주사변

1932년 19,033명 농촌불황 심각

1933년 27,317명 브라질이주 25주년 기념제

1934년 28,087명 브라질국가 이민 입국제한(2분제한법)

1935년 10,813명 이시카와 다쓰조(石川達三) ‘창민’ 발표, 아마조니아 흥업설립

1936년 11,040명 만주이주20개년 계획발표(100만호, 500만 명)

1937년 10,744명 중일전쟁 개시

1940년 3,673명 제2차세계 전(~1945년)

3.2 1945년 이후 일본인의 해외이주정책

제2차세계 전의 종결은 일본에서 새로운 사람들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한반도로부터 만주지역 등 동아시아로 확 되었던 일본의 세력권은 패전에 

의해 일본열도라는 작은 역으로 축소되었다. 1945년 이전부터 전쟁 중에는 한반도나 만주 

등 일본세력권으로 이주했던 300만 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전쟁귀환자’로서 본토로 귀환하

다. 일본제국의 해체는 기존 ‘일본인’이라는 틀을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5년 제2차세계 전 후 일본점령이 종결되고 일본이 주권국가로 전환되면서 출입국관리

체제를 정비한 것은 1950년 이다. 일본은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 주권국

가의 지위를 회복하 다. 일본의 주권국가의 회복은 일본을 기점으로 하는 이민자들의 이동을 

재설정하여 새로운 출입국관리체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20) 

1951년 10월에 제정된 출입국관리령, 1952년 4월 28일 강화조약발효로 시행된 외국인등록

법, 그리고 재일조선인을 ‘외국인’으로 규정하는 잠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한 법률 126호에 

의해 성립된 ‘1952년 체제’는 재일조선인을 외국인으로서 통제의 상으로 삼는 출입국관리

체제의 일환이었다.21)1952년 국제사회로 복귀한 일본정부는 구식민지 출신의 재일조선인 

및 만인의 일본국적에서 외국인화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이주자를 관리하는 주권국

가로서 재등장하 다. 

일본정부는 먼저 제2차세계 전에 의해 단절되었던 일본과 브라질과의 국교를 회복시켜 

1952년에 곧바로 일본인의 브라질이주를 재개하 다. 1945년 이후 남미이민은 일본정부의 

20) 南川文里(2017)｢戦後期における出入国管理体制の成立と｢非移民国｣日本｣立命館言語文化研究
29(1)、pp.137-144

21) 大沼保昭(1993)新版・単一民族社会の神話を超えてー在日韓国・朝鮮人と出入国管理体制東信堂、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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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인구 책의 일환으로 외무성과 농림성이 각각 독자적인 이민장려사업을 개시하여 브라

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지로 일본인을 송출하 다. 다음 <표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당시 

남미이민자는 1955년 1만 명을 초과하여 1956년 이후인 1950년  후반에는 최전성기를 맞이

하 다.  

1952년 일본의 지위변화는 미국과의 사이에도 큰 변화를 초래했다. 미국에서 새로운 이민국

적법(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이 성립되어 일본인의 신규이민을 금지하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1924년 이민법으로 제정되었던 국가별 할당제도로 인해 일본인 이민자의 수가 

연간 185명으로 제한되었지만 1952년 이후부터는 일본으로부터 이주자가 급증하여 주자격

으로 미국 출국자는 1957년 7,000명에 달했다. 이들 이민자의 다수는 점령기나 이후 일본에 

주둔했던 미국인남성과 결혼한 ‘전쟁신부’로 불리는 일본인여성들이었다.22)여기에는 1953년 

난민구제법의 적용을 받아 도미한 일본인 ‘난민’이 포함되었지만 점령기 미군병사와 일본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고아’의 양자이민과 서해안 농원에서 신규노동력으로 기 했던 ‘난

민청년’들도 포함되었다. 또한 일본에 주재한 일계미국인병사의 이주, 전후 일본에 기회를 

찾아 이주한 일계인2세 기업가, 전쟁 전부터 전쟁 중 일본에 머물렀던 미국출신 일계인 2세의 

‘미국귀환’ 등으로 재미일계인의 미국이주가 활성화되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정부의 1952년 출입국관리체제는 일본 내 외국인의 경계를 확정하고 이를 

배제하는 가운데 북미나 남미로의 일본인의 새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 다. 

이들 가운데는 전쟁으로부터 귀환자, 재일조선인과 만인의 귀국, 재일일계인 2세의 미국귀

환, 전쟁신부나 혼혈고아의 이주 등 전쟁 전부터 점령기에 걸쳐 발생한 사람의 이동과 북미나 

남미로의 신규농업이민과 점령기 조선인 ‘ 항’ 등과 같이 전쟁 직후 혼란이나 박해를 피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주하는 등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23) 결국 일본의 ‘1952년 체제’는 

전쟁 후 냉전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국가 간 관계를 재조정하는 광범위한 체제조정의 

일환으로 작용하 다. 이러한 새로운 이동의 체제가 확립되는 가운데 외국인으로서 일본에 

잔류하게 된 재일조선인과 만인, 한국이나 사할린, 그리고 중국잔류일본인과 같이 현지에 

남게 된 일본인 등은 권리박탈, 감시, 통제의 상으로서의 삶을 강요당하 다.24)  

‘1952년 체제’를 계기로 전쟁 이전 일본에서의 해외이민은 일본제국의 토확장과 중첩되

어 한반도나 만주로의 이동은 ‘일본제국’을 확장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수행되어 이주자는 

22) 岩槻泰雄・鈴木譲二(1975)海外移住政策史論福村出版、p.261
23) 文京洙(2013)｢戦後在日朝鮮人の生活と日本社会｣安田常雄編社会の境界を生きる人々ー戦後日本の

緑岩波書店、pp.72-100
24) 外村大(2012)｢ポスト植民地主義と在日朝鮮人ー帝国崩壊後の民族関係の変遷に注目して｣日本移民学

会編移民研究と多文化共生お茶の水書房、pp.18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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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이주자수 주요 이주정책

1952년 6,161명 강화발효, 해외이주재개, 아마존행 출발

1953년 6.275명 해외이주 간담회 설치

1954년 9,177명 일본해외협회연합회 설치

1955년 11,795명
외무성에 이주국설치, 해외이주심의회설치, 일본해외이주진흥주식회
사설치, 호황(神武경기)

1956년 15,274명 요코하마 이주알선소 설치, 도미니카공화국 이주

1957년 16,620명 제1회해외일계인친목 회개최(제2회부터 해외일계인 회로 개칭)

1958년 16,440명 불황, 브라질 이주50주년 축제

1959년 14,914명 호황(~1961 ‘岩戸경기’)

1961년 12,472명 도미니카공화국으로부터 일부 이주자 595명 귀환, 남미이주 개시

1962년 8,372명 캐나다 이민수용 완화

1963년 7,181명 해외이주사업단(JEMIS)설립

일본 공 권을 일상생활에서 실현시키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또한 북미나 남미로의 일본인 

이주와 정착도 일본민족과 재외방인의 해외발전이라는 식민지주의적인 발상이 포함되어 있

었다. 그러나 패전 후 일본정부는 해외이민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기 시작했으며 1952년 

이후 해외이민사업에서는 ‘평화적 이민, 기술이민’이라는 논리가 강조되었다. 특히 남미 이민

사업에서는 주농업이민에 의한 개척이나 기술이전을 중시하여 전쟁 전 국가주의사상의 

반성에서 비롯된 수용국에 한 공헌을 강조하는 수용국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본인 이민자

의 역할에 해 신시 의 국제협력과 국제공헌을 강조하게 되었다.25)      

미국이민의 재개 역시 미일친선이 신규이민사업의 목적으로 1950년  후반에 도입된 단기

농업노무자 파견제도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이 사업이 일본농촌에서의 미감정의 개선과 

미일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식되었다. 이상과 같이 ‘1952년 체제’에서 일본인

의 출국을 관리하는 해외이주사업은 제국 일본의 식민지주의 확 뿐만 아니라 신생국가로서 

일본에 의한 국제공헌과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인식시켰다.         

<표2> 1945년 이후 일본인 해외이주 정책26)

25) 蘭信三(2013)｢戦後日本をめぐる人の移動の特質ー沖縄と本土の比較から｣安田常男編社会の境界を

生きる人びとー戦後日本の緑岩波書店、pp.42-70
26) 전후 일본인 해외이주연표: 

https://www.jica.go.jp/regions/america/ku57pq0000207h3n-att/pamphlet_201903.pdf(검색일: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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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4,867명
불황, 외무성에 중남미이주국발족(이주국폐지), 브라질 공업기술이주 
증가

1966년 5,590명 호황(いざなぎ 경기)

1967년 5,473명
미국이민국적법 개정 발행(국가별할당제도폐지), 국내노동력부족 심
각화, 브라질 기적적 경제성장 시동

1968년 4,397명 외무성 사 이주부 발족(중남미이주국 폐지)

1969년 4,390명 각종 공해문제 심각화

1970년 4,849명 국민총생산 세계2위 달성, 남북문제제기 

1971년 8,581명 과잉 쌀 책, 벼농사경작면적 감소조정 실시 

1972년 7,326명 오키나와 현 본토 복귀

1973년 6,406명 석유위기, 브레톤 우즈체제붕괴, 제4차 중동전쟁 개시

1974년 5,531명 국제협력사업단(JICA)발족

1976년 5,671명 석유위기

1978년 3,648명
브라질이주 70주년 축제, 오스트레일리아 이주개시, 신국제통화제도 
발족

1979년 3,564명
페루이주 80주년 축제, 브라질 인플레격화, 베트남 량난민 발생, 베트
남 캄보디아 전쟁 개시

1980년 3,653명 이란 이라크 전쟁개시, 브라질 신외국인법제정

1981년 3,517명 JICA사업단 브라질 현지 두 법인 철수, 세계적 경기 불황

1982년 2,822명
포클랜드 전쟁 개시, 국제적 금융 불안 발생, 캐나다이주자 수용 일시 
정지(퀘벡 주 및 가족초청, 기업이주 제외) 

1983년 2,349명 오스트레일리아 이주자 수용 제한, 중미 니카라과 분쟁격화

1984년 2,445명 해외이주사업평가조사

1985년 2,523명 해외개발 청년제도개시

1987년 2,953명 멕시코이주 90주년

1988년 2,886명 브라질이주 80주년

1989년 3,603명 페루이주90주년

1990년 페루 최초 일계인 통령 탄생

1993년 일본정부 이민송출 종료

일본정부의 ‘1952년 체제’는 국적 상 경계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동과 비이동을 국민과 

외국인의 틀로 재정의하여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작용하 다. 그리고 1952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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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적법의 규정은 이중국적자에 하여 일본국적으로부터 이탈을 요구하고 일본거주 이

중국적자에 해서는 엄격한 국적유지의 조건을 강화시켰다. 특히 ‘1952년 체제’에서 도입된 

규정은 전쟁과 이주로 혼란스러웠던 국적과 귀속을 재확인하고 국적귀속의 조건에 따라 이동

의 자유와 금지가 결정되었다. 

미국의 1952년 이민국적법은 14세 이상의 외국인에 하여 지문날인과 등록을 의무화하고 

18세 이상에게는 등록증명서의 휴 를 요구했다. 당시 냉전 상황에서 성립된 이법은 외국인정

보를 일원화하고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한 국외퇴거의 규제를 강화할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당시 미국의 외국인관리기법은 일본출입국관리체제에서도 그 로 적용되

었는데 지문날인제도가 그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1955년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14세 이상의 외국인을 상으로 지문날인을 의무화하 다. 일본정부의 출입국관리체제는 

지문에 의한 개인 식별기술의 확립과 관리 가능한 관료제를 정비함으로써 외국인을 생체정보

로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1952년 이후에 강화되었다.      

한편 일본정부는 일본국민들을 상으로 해외이주를 미일친선이나 국제협력으로서 인식

시키는 새로운 송출이민국의 지위를 부여하여 이주자를 전후 평화국가로서 재출발한 일본의 

미래를 담당하는 자로 재정의하 다. 결국 이와 같은 일본인 이주자의 재정의는 이주사업을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왜냐하면 일본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남미이민사업에서는 

정부가 지시한 조건과 이주지의 실제 환경과의 격차가 너무 컸으며 이주지로부터 반발과 

항의에 직면하 다. 일본 고도경제성장기를  맞이하여 국내노동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1960년 에는 남미이민의 규모가 서서히 축소되기 시작하여 1970년  초에는 거의 종결되었

다. 일본정부도 남미이주사업을 주관한 해외이주사업단을 국제협력단으로 재조직하여 친선

과 협력을 위한 이주가 아니라 정부개발원조(ODA)나 기업진출을 목적으로 한 이주사업으로 

재편하 다. 그리고 일본정부에 의한 이주사업이 정지된 1970년 는 남미로의 이주자나 

일계인을 현지사회 구성원으로 생각하여 양국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도록 기 하 다.  

일본정부의 이주사업은 전후 송출이민국으로서 평화와 친선이라는 일본이미지를 새롭게 

정립시키면서 국내에 잔존한 외국인을 관리 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체제를 유지함으로서 

국민이라는 배타적 논리에 의해 관철되었다. 송출이민의 최전성기를 맞이한 1950년  후반에

는 고도성장의 국민적 주인공으로 전환되었지만 그 주인공이었던 해외일계인으로부터 일본적 

희망을 거절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일본정부는 일본인 송출이민을 보이지 않게 불가시

화 한 후 일본인과 외국인을 각각의 출신국의 귀속에 의해 정의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는 

결국 단일민족국가의 신화를 강조하는 논리로 작용하 다. 이민송출국으로서 일본인이미지에 

하여 역사를 포함한 성공 스토리로 재현하는데 실패한 일본정부는 일본인 이민의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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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로 평가하지 못한 채 이민의 기억을 망각하 다. 또한 국내 구식민지출신자를 배제하고 

경제성장의 신화를 달성한 전후 일본정부는 이민자를 포용함으로서 실현되는 풍요로움을 추구

하는 이민국가로서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결국 전후 일본정부의 이민정책은 상호 

배타적인 국민을 구성단위로서 일본국민의 이민송출을 숨기고 일본 내 이민자들을 상호 배제

하여 불가시화 하는 ‘1952년 체제’의 연장선상에서 구축되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해외이주사업 전개와 지원정책 과제

  

4.1 해외이주사업에 한 지식보급과 차세  인재육성

일본정부의 해외이주사업은 1945년 이전에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도부현에 의해 

실시되었다. 1945년 이후에는 1954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일본해외협회연합회(해협련)’과27) 

1955년에 설립된 ‘일본해외이주진흥주식회사(이주회사)’에28) 의해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

진되었다. 일본정부는 1963년 해외이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들 두 기관을 

통합하여 ‘해외이주사업단’을 설립하 으며 1964년에는 도도부현에 설치되었던 해외협회를 

해외이주사업단의 각 현 사무소로 통합하 다. 이와 더불어 외무성관할의 요코하마 이주알선

소를 해외이주사업단으로 이관하여 해외이주사업단이 일원적으로 해외이주사업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27) 일본 도도부현 해외협회를 회원으로 국내에서는 계발선전, 이주자 모집선정, 훈련강습, 송출운송 등을 
담당하고 북미 및 중남미지역에 지부를 설치하여 일본으로부터 이주자의 수용과 농지도 등을 수행하
다.   

28) 일본정부 및 민간이 출자하여 브라질에 현지법인을 두었음. 미국 은행으로부터 이주차관계약에 의해 
차입하여 입식지의 구입, 이주자에 도항비 부, 기업 부를 수행했음. 리우데자네이루에 본점, 상파우
루, 베렌, 레시페, 폴트 아레구레, 파라과이 아순시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지점, 도미니카공
화국 산토도밍고,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에 주재원 사무소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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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의 설립 과정29)

이후 1974년 해외이주사업단과 개발도상국에 한 기술협력을 수행하는 해외기술협력사업

단이 통합되어 ‘해외협력사업단’으로 발족되었고 2003년에는 ‘독립행정법인국제협력기구’로 

변경되어 해외이주사업은 축소되었다. 현재 이 기구는 일계인사회지원을 위한 조성금사업과 

일계인 연수원 수용사업, 이주관련 부금의 회수와 해외이주자료관의 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 JICA는 전신인 1963년 설립된 해외이주사업단으로부터 계속해서 전후 일본정부의 

이주정책에 의해 주로 중남미로 이동하는 이주자에 하여 이주지에서의 정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해왔다. 현재 시 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계인 사회의 성장

과 세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응하기 위해 일계인 고령자복지

와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한 이주자 및 일계인 지원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전 세계 일계인 

380만(이들 중 중남미 213만 명)명 중 일본 이주자 및 일계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여 

이주지의 발전과 일본과의 가교역할 및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일계인사회의 존재가 일본과의 강한 연 로 이어지도록 JICA는 일계인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계인 사회 지원사업에 해 자세히 제시하면 다음<표3>과 

같다.  

29)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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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일계인 사회 지원사업 주요 지원사업 내용

해외이주 관련 
지식보급 확

해외이주자료관 2002년 개관
일본인의 해외이주 역사 및 이자주와 그 자손인 일계인에게  
  하여 일반인, 특히 차세 를 담당하는 청년세 에게 지식을  
  확 하고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함.
연간 방문자수: 약 5만 명   

해외이주 
조성금 지원

조성금 지원
이주자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설의 정비, 기타 원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주자 단체에 한 조성금 교부
  고령자복지, 인재육성분야를 중심으로 교부

이주채권관련 책 이주채권회수 등의 지원

해외일계
인 차세  
인재육성

일계인사회 
차세 인재육성

일계인자손에 하여 일계인으로서의 정체성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고 일계인사회의 차세 를 담당하는 인재육성
중학생프로그램
  - 상자: 중학생 해당 일계인자녀
  - 상자수: 52명(인솔자 2명 포함)
고등학생프로그램(2015년 신설)
  - 고등학생 상 일계인 자녀
  - 상자수: 32명(인솔자 1명)
 학생프로그램(2015년도 신설)
  - 학생 상 일계인 자녀
  - 상자수: 20명 

일계인사회 
리더육성

장래 일계인사회를 담당하는 리더 혹은 거주국의 발전에 공헌  
  하여 일본과 거주국의 가교를 담당하는 인재 육성
분야: 의학, 치학, 농학, 교육학, 경제학, 법학, 공학, 정보학 등
지원내용: 학비( 학원), 체류비, 왕복 도항비 
지원자 수: 연간 약 20명

일계인 연수
중남미로부터 일계인 연수원의 수용을 통해 중남미 일계인사  
  회발전에 협력하고 이들 사업에 한 광범위한 시민참가를 촉진
연수자수: 연간 약130명  

일계인사회 
봉사활동

일본에서 봉사활동을 파견하여 일계인, 일계인사회의 사람들
  과 생활하면서 협력하여 중남미지역 발전에 공헌
파견자수: 연간 약 80명 

▶ 일본과의 관계강화나 이주지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차세  일계인사회를 담당하는  
   인재육성
   - 일계인사회의 리더육성(일계인사회 리더상, 전문성 제고, 지역과 일계인 사회공헌)
   - 일계인 정체성 강화(일계인사회와 역사이해, 일계인 정체성 이해, 일본이해 촉진 )  

<표3> 일본정부의 일계인사회 지원사업30) 

30) 일계사회 관련 사업 개요: https://www.jica.go.jp/regions/america/ku57pq0000207h3n-att/nikkei_outline.pdf
(검색일자: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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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계인사회와의 연계 협력
   - 민간연계사업: 안건화조사, 보급 및 실증사업(중남미 일계인사회와의 연계하여 조사단을 통해 

촉진)
   - 풀뿌리 기술협력, 제3국 전문가 등

일계인 지원사업에 해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해외이주에 관한 지식보급에 해서는 

일반인들에게 특히 미래를 담당하는 일본의 청년세 들에게 해외이주의 역사나 이주자 및 

일계인에 한 이해를 심화시킬 목적으로 2002년 요코하마에 해외이주자료관을 개관하 다. 

해외이주의 역사나 일계인 사회에 관한 자료의 상설전시, 다양한 테마 기획전, 웹사이트에 

의한 정보제공,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해외이주자 자녀의 인재육성사업에 해서는 이주자의 자녀를 일본에 초청하여 학교 

등에 체험입학이나 홈스테이 등을 통해 일본 문화나 일본사회에 한 이해를 높이고 일계인으

로서 정체성을 확립시켜 차세  일계인사회를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초청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일계인사회 차세 육성연수(중학생 초청 프로그램)는 해외일계인단체가 운

하는 일본어학교에 재학하는 일본 중학생을 상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장래 

일계인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질이 있는 자들을 일본에 초청하여 수행하는 

연수이며 1987년 ‘일본어학교 학생 연수’로서 시작하여 2012년부터 명칭을 ‘일계인사회 차세

 육성 연수’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연수에서는 일본인의 해외이주의 역사에 관한 학습, 기타 각종 연수를 통한 자신들의 

뿌리, 일본문화, 습관 등을 배우고 일본에 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스스로 일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연수는 현지 일계인사회에서의 계승어 

교육의 진흥을 촉진시키고 일계인사회의 차세 를 담당하는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고 있다. 2019년도 연수에는 10개국 49명이 참가했는데, 캐나다 4명, 멕시코 3명, 

도미니카공화국 4명, 콜롬비아 1명, 베네수엘라 1명, 브라질 20명, 페루 4명, 볼리비아 3명, 

파라과이 3명, 아르헨티나 6명 등이었다.    

일계인사회 차세 육성 연수(고등학생 초청 프로그램)에서는 사업 상국에 생활기반을 두

고 있는 일본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자들로 일본에 한 이해를 높이고자하는 강한 의욕이 

있고 장래 일계인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질이 있는 자를 일본에 초청하여 

수행하는 연수로서 2015년부터 실시되었다.

이 연수는 일본인의 해외이주 역사에 관한 학습, 기타 각종 연수를 통해 자신들의 뿌리역사, 

일본문화, 습관 등을 배우고 일본에 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서 스스로 일계인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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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내용

일본인 해외이주 
관련 학습

해외이주자료관 등 견학을 통한 지식 축적
이주에 과한 강의, 워크숍 진행
각 연수원의 출신국, 이주지의 일계인이민에 한 역사와 문화보고

일본 고등학교 및 
학 현장체험

일본고등학교, 학 수업, 동아리활동 체험
일본고등학생, 학생과의 교류

일본문화체험 및 
일본어 학습

일본문화 체험
일본어학습
홈스테이

일본 연수여행
일계인 정체성 구축
일본산업계와의 교류
일본사회, 직업문화의 이해

정체성을 강화하고 또한 연수 중 자신들의 생각을 발신하는 기회를 가지고 일본에서 습득한 

지식, 연수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계인사회를 리드하는 발신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2019년 1월에는 1개월간 요코하마 JICA에서 9개국 31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했다. 일계인연수자들은 멕시코 2명, 도미니카공화국 1명, 콜롬비아 1명, 베네수엘

라 1명, 브라질 14명, 페루 3명, 볼리비아 3명, 파라과이 3명, 아르헨티나 3명 등이 참가하 다. 

연수의 주요 프로그램 및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해외일계인 초청 연수프로그램 및 내용31)

일계인사회 차세 육성연수( 학생 초청 프로그램)에서는 사업 상국에 생활기반이 있는 

일본 학생에 해당되는 이들 중 일본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려는 의욕이 강하고 장래 일계인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질이 있는 자를 일본에 초청하여 수행하는 연수로 2015

년도부터 실시되었다.

이 연수에서는 일본인의 해외이주의 역사에 관한 학습, 기타 각종 연수를 통한 자신들의 

뿌리, 일본문화, 습관 등을 배우고, 일본에 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서 일계인으로서 자신들

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또한 연수 중 스스로의 생각을 발신하는 기회를 가지고 일본에서 습득

한 지식, 연수성과를 기반으로 현지 일계인사회를 리드하는 발신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목표에 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일계인사회의 리더를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일계인 리더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각자의 

31) 일계인 초청연수프로그램: https://www.jica.go.jp/regions/america/college.html(검색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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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제고를 통해 거주지역 및 일계인사회 공헌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일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일계인사회와 역사에 해 이해를 심화하고 

일계인의 정체성과 일본이해를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2019년도 프로그램은 

6월-7월에 약 1개월간 일본에서 9개국 20명의 학생이 연수에 참여했다. 연수 참가국은 멕시

코 1명, 도미니카공화국 1명, 콜롬비아 1명, 베네수엘라 1명, 브라질 9명, 페루 2명, 볼리비아 

2명, 파라과이 2명, 아르헨티나 1명 등이었다.

4.2 중남미 일계인과 중남미 귀국 일계인청년 지원정책

중남미에는 약 210만 명에 달하는 일계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세-5세로의 세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중남미 일계인뿐만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일계인에 주목하여 일본과 일계인과의 연계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일계인 청년을 상으로 새로운 세 의 일본과 일계인네트워크에 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해외일계인 청년에 해서는 유학

과 연수를 통해 실제로 일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남미 일계인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디지털 미디어나 홍보활동을 통해 정부레벨, 출신지역레벨과 연계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가령 2017년 10월에는 ‘차세 일계인지도자회의’가 외무성에서 개최되었고 2018년 10

월에는 ‘중남미넥스트리더스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인 청년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회의와 포럼에 참여한 중남미 일계인청년들은 각 일계인사회의 청년 

표자들로서 장래 일계인사회를 책임지는 리더에 해당된다. 또한 중남미 일계인사회와 연계

를 위한 시책으로 중남미 각 분야의 일계인 고도인재나 오피니언리더, 지일파, 친일파를 전략

적으로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32) 

또한 일본 국내에 있는 중남미 일계인 청년들이 일본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

성에 해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일계인 청년들은 현  일본에 생활하고 있으며 정보를 아메리

카 륙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거주 일계인 청년들을 고도인재육성의 상으

로 검토하고 특히 중남미로 귀국하는 일계인 청년들을 일본과 모국을 연결하는 인재로서 

생각하고 고도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 한 접근을 포함한 지원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32) 浅香幸枝(2018)｢日系人の受け入れ支援ー中南米日系社会との連携の視点からー｣留学交流12(93)、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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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중남미 일계인과 귀국일계인 지원정책33)

중남미 일계인 일본에서 중남미 귀국 일계인

일본 유학기회, 연수초청사업 확충
재일일계인 자녀(초중고 학생)에 한 교육지원, 장학금
지급

중남미 일계인사회의 청년 세  간 
네트워크 확

일본에서 귀국자녀 교육지원

일본 및 저팬하우스 사업과의 연계, 
일본 출신지역과의 연계

일본기업에서 일계인에 한 인턴십 등 촉진

SNS나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한 정보발신

글로컬 협력 제도(JICA 일계인사회 봉사활동에 의한 도
항 전 귀국 후 재일일계인 사회지원활동) 활용

중남미 귀국 일계인에 한 진학, 기술지도, 기업지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일계인인재를 경제계나 JICA전문
가로서 활용

 그리고 일본거주 일계인 청소년들이 모국 귀국 시 계속해서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이들 가운데 일본어가 유창하고 일본사회를 잘 알고 있는 이들도 많기 때문에 일본과 

중남미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민자를 해외에 많이 보낸 야마구치 현, 후쿠오카 현, 오키나

와 현, 후쿠시마 현 등은 현비유학생의 형태로 일계인 청년의 수용을 자처하고 있다. 이들 

현들은 일본인의 해외진출과 이민을 일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과 이주한 국가와의 복수교류

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가령 야마구치 현에서는 공익재단법인 야마구치 현 국제교류

협회의 창구역할을 응하고 있다. 야마구치 현은 1970년 재외야마구치 현 유학생제도, 1979

년 해외기술연수원제도를 발족하고 2016년에는 페루로부터 유학생 29명, 연수원 76명을 수용

하기도 했다. 또한 야마구치 학과 야마구치 현이 협력하여 페루 리마에 최신 방재협력을 

실시하는 등 일계인을 통한 현과 이주국과의 상호 교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34) 

4.3 해외거주 재외일본인 생활과 활동지원

4.3.1 일본인 생활지원

일본외무성은 해외에서 생활하는 일본인들에게 큰 관심사항 중의 하나인 자녀교육에 하

33)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하 다.
34) 浅香幸枝(2018)｢日系人の受け入れ支援ー中南米日系社会との連携の視点からー｣留学交流12(93)、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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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연령의 자녀가 일본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부과

학성과 연계하여 일본인학교에 지원(교사임차료, 현지채용교원 사례금, 안전 책비 등에 한 

일부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습수업교(국

어 등 학력유지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교육시설)에 해서도 지원(교사임 료, 현지채용강

사사례금 등에 일부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거주 일본인 자녀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향후 지원을 확 해 나갈 방침이다.35)

해외일본인 의료보험에 해서는 의료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에 

하여 건강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순회의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1개국 7개 도시에 순회의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또한 감염증이나 기오염이 

심각한 현지에 전문의를 파견하여 일계인 건강안전강화를 실시하여 2015년도에는 11개국 

18개 도시에 파견하 다. 그밖에 해외에 유행하고 있는 감염증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해외안

전 홈페이지나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외일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타 해외거주 일본인의 체류국가에서의 각종 행정절차(운전면허증 교체, 체류노동허가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체류국가 당국에 한 협조도  요청하

고 있다. 또한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일본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시 일본정부는 외국운전면허증

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일본운

전면허시험의 일부(학과・기능)를 면제하고 있다. 북미나 중남미 등에서는 일본 운전면허증

을 교체할 경우 취득시험을 부과하고 있는 국가나 주도 있다. 이러한 국가나 주에 해서는 

운전면허증 교체 시 일본과 같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일본국외에 거주

하고 있는 원폭피해자가 재외공관을 통하여 원폭증인정 및 건강진단수신자 등의 교부를 신청

할 경우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4.3.2 재외선거 참여지원

일본정부의 재외선거제도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일본인 유권자들이 국정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7년 6월 이후 선거부터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의 비례선거, 중의원소선거구

선거 및 참의원선거구선거(보궐선거 및 재선거 포함)에 참여할 수 있다. 2014년 12월부터는 

제47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2016년 여름에는 제24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가 

실시되었다.36) 또한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에 해서도 재외일본인 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35) 日本外交青書(2016)海外における日本人への支援外務省、p.235
36) 日本外交青書(2016)海外における日本人への支援外務省、pp.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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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투표는 사전에 해당 시구정촌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

을 신청하여 재외선거인증을 입수해야 한다. 유효한 재외선거인증을 가지고 있으면 재외공관

투표, 우편투표 혹은 일본국내 투표 중 한곳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가 있다. 재외공관투표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있는 유권자가 투표기재장소를 설치하고 있는 재외공관에서 재외

선거인증과 여권 등을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이나 시간은 공관에 

따라 다르다. 우편투표는 사전에 재외선거인증과 투표용지 등 청구서를 등록처의 시구정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 송부하여 투표용지를 청구하고 일본국내의 선거기일 투표종료 

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도록 투표용지를 등록처의 시구정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투표는 공시일 혹은 고지일의 다음날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이 

선거일에 일시 귀국하는 경우나 귀국 후 국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국내 

선거인과 같은 투표방법(기일 전 투표, 부재자투표, 선거기일투표)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 

재외공관에서는 관할지역에서의 재외선거제도의 홍보나 원격지에서의 사출장서비스 등을 

통해 재외선거제도의 보급과 등록자수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4.3.3 안전 책 지원

일본인들이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일본의 재외공관 및 재단법인교류협회가 

2014년 지원한 해외거주 일본인의 도움자수는 20,724명으로 도움자 건수는 18,123건에 달했

다.37) 때문에 외무성은 해외거주 일본인의 안전 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안전홈페이

지 내용의 충실을 기하고 사용하기 쉬운 홈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면이나 디자인을 

계속해서 개선해 오고 있다.    

외무성의 사서비스센터는 해외에서의 안전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의 일본인 활동을 적절하게 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전 책을 정리한 팸플릿을 배포하고 

있다. 팸플릿은 해외안전홈페이지로부터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금까지 안전

하다고 생각했던 관광지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단기체류자들이 긴급사태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외무성은 2014년 7월부

터 운용을 개시한 외무성해외여행등록 ‘다비레지(여행등록)’의 인지도향상을 위해 다양한 

중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여행업자 등과의 연계를 통해 등록을 촉구하고 있다. 재외

일본인들이 ‘다비레지(여행등록)’에 등록함으로써 긴급사태발생 시 재외공관으로부터 개개

37) 해외거주 일본인 도움 통계는 일본의 재외공관 및 재단법인교류협회가 해외에서 사건, 사고, 범죄가해, 
범죄피해, 재해 등 어떤 트러블을 만난 일본인에 하여 수행한 도움건수 및 도움자를 매년 정리한 
것으로 1986년부터 집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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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국가별 일본 내 체류자 수(%)

남미
아르헨티나            2,975(1.1) 

볼리비아            5,991(2.2) 

인의 등록자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일본어로 보내고 만일의 경우 안부확인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외무성은 재외방인이 많이 체류하는 10개국 1지역(한국, 타이, 말레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홍콩), 만, 미국)에 휴 전화의 SNS에 

의한 재외방인 상 긴급일시통보를 개시하고 있다. 외무성은 해외거주 일본인의 안전을 

위해 관민 연계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도 해외진출기업 등을 상으로 안전 책, 

위기관리에 관한 지식과 능력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내안전 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그밖에 긴급사태 시 관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할 목적으로 테러와 유괴 등 응에 관한 실지훈

련을 관민 협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외에서 활약하는 민간기업과 단체, 그리고 외무성과의 

정보 및 의견교환을 통해 공통관심 사항에 하여 협의하고 검토를 위해 해외안전관민협력회

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이 현지 일본인 조직이나 민간 표자 등과의 ‘안전 책연락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안전 책에 관한 의견교환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지역에서도 해외에 체류하는 일본인을 상으로 안전 책과 위기관리

에 관한 지식이나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안전 책세미나’를 총 27개소에서 개최

하는 등 해외일본인의 안전 책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4.4 일본 내 생활자로서 귀환일계인 지원정책

다음 <표6>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19년 6월 기준 일본 내 거주하는 남미일계인 약 27만 

명 중 브라질과 페루가 총 96.2%로 이들 중 일계브라질인들이 약 76.4%(약 20만 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체류자를 차지하고 있는 일계브라질인을 

중심으로 체류자격별 내역을 살펴보면 주권자가 112,934명, 일본인의 배우자가 1,944명, 

일본인의 자녀가 16,122명, 주자의 배우자가 3,990명, 정주자가 69,035명, 특별 주자가 30명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체류 일계브라질 절반 이상이 주권자임을 알 수 있다. 

<표6> 일본 내 국적별 남미일계인 체류자 수38) 

38) 법무성 체류외국인통계(구 등록외국인통계)통계표: 
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검색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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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206,886(76.4) 

칠레              902(0.3) 

콜롬비아            2,488(0.9) 

에콰도르              234(0.09) 

가이아나               15(0.005) 

파라과이            2,150(0.8) 

페루          48,517(17.9) 

수리남                6(0.002) 

우루과이              111(0.04) 

베네수엘라              505(0.2) 

일계인 총수  270,780(100)

이러한 일계브라질을 상으로 다음 <표7>은 일계인노동자의 교육, 사회보장, 외국인등록

증 절차 등의 문제에 한 지방자치단체와 일본정부의 응방안에 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일본 내 생활하고 있는 귀환일계인에 한 교육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사

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계인학생지원을 위한 교원배치 등의 인원 및 예산의 

부족, 필요한 인재육성과 공급구조 부재, 커리큘럼과 교재 등 전문지식 및 기술개발, 제공의 

불충분, 한자와 일본역사 등 외국인자녀에 한 교육목표 불명확, 다문화주의의 공적 역에서 

적용범위 검토, 미취학에 한 부모노동환경개선 등 종합적 책 부족, 그리고 자녀의 교육상

황을 체류자격심사의 고려사항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교육기회제도의 충실 없이 체류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은 체류외국인들에게 부당한 측면이 존재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사회보장분야에 한 일본정부의 응에서는 사회보험가입에 하여 건강보험과 연금의 

세트가입에 관한 제도적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보험청에 의한 지도강화에 기 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 일계인의 고용상황신고제도의 시행은 진행되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상황개선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며 고용정보의 관계기관에 의한 활용 책도 미정비상태이다. 

고용안정에 해서는 직업안정소의 체제정비 만으로는 변화를 기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외국인등록절차에 해서는 일본 내 외국인 거주지 등의 정확한 파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일본 법무성 및 총무성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등록제도의 

개선이 외국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도설계의 충실에 달려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어능력 등을 체류기간 갱신 시 고려사항에 두는 것은 외국인생활환경 

등의 정비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미 생활관계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거주외국인에게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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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방자치단체 제언 일본정부 응

교육
지원
정책

공립소중학교에 일본어 등 지도체제 
충실

취학지원 충실

JSL 큘럼 개발 보급
일본어지도 응교원의 배치
취학지원 실천연구, 취학계발자료의 작성, 
포럼개최 등

외국인학교에 한 각종학교 인가 촉진

사회
보장 
지원
정책

의료보험제도 개정, 건강보험・연금 
세트가입 수정, 귀국 시 납부액 반환
제도개선, 외국인 상 의료보험제도 
창설

외국인노동환경정비, 사회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자에 한 감독관청
의 벌칙을 포함 지도체제강화, 사업
소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청부업자 등
과 계약 시 사회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등 기업책임의 명확화, 청부업
자 등 실태파악・허가제검토

사회보험가입 촉진 등 사회보험청에 의한 
중점적사업소 지도, 공공직업안정의 구인수
리나 도도부현노동국의 노동자 파견사업・

청부사업에 한 지도감독과 연동한 사회보
험사무소에 의한 가입촉진, 보험료의 2중 부
담 등 해소를 위한 양국 간 보장협정의 적극
적 체결, 시정촌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외국
인상담창구의 설치에 한 보조, 외국인에 
한 국민연금 가입촉진

취업적정화를 위한 사업주지도의 강화, 외
국인고용상황신고제도(2007년 10월 1일 시
행, 모든 사업주에 외국인노동자 고용 혹은 
이직 시 이름,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여 공공
직업안정소신고 의무화, 30만 엔 이하의 벌
금 있음), 사업주에 한 지도 강화 

고용안정, 직업강좌, 가이던스 등에 의 한 미
취업 일계인 청년 책 강화, 공공직업안정
소 체제정비

출입국
관리정
책-외국
인등록
증 절차

외국인등록제도의 개정, 외국인등록
시스템 전산화・입국관리국과 자치
단체 간의 네트워크화, 각종행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출입국 시나 전출 
시 등 거주지변경절차의 주민기본
장과의 정합화, 복지・교육・세금 등 
행정사무사업이나 지역공생사업에 
한 정보개시의 확 검토

체류관리제도의 개정, 외국인 거주지, 취업
처 등의 정확한 정보파악 및 활용에 의해 행
정서비스 제공, 취학촉진, 취업 적정화, 사회
보험가입촉진 등 도모. 워킹팀에서 제도
검토

체류기간변경 등에서 인센티브, 일본어 능
력, 사회보험 등의 가입, 자녀 취학 등에 
하여 입국 시 체류기간의 갱신・체류자격의 
갱신 시 확인 혹은 고려사항 검토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표7> 귀환일계인에 한 일본 자치단체와 정부의 정책적 응39)

 

39) 北脇保之(2008)｢日本の外国人政策ー政策に関する概念の検討及び国・地方自治体政策の検証ー｣多

言語多文化ー実践と研究1(3)、pp.20-22 의 내용을 참고로 필자가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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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1868년 메이지원년 이후 해외로 이동하기 시작한 일본인의 해외이주요인과 재외

방인정책, 그리고 1945년 전후 일본정부의 해외이주사업의 성격과 특징, 1990년  이후 일본

귀환 일계인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역사적 관점에서 개괄하고 분석도구

로서 일본정부에 의한 1945년 전후 북남미 송출이민정책과 외국인수용정책을 통한 귀환이민

정책, 그리고 이들에 한 지원정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에서 ‘재외방인’의 정의는 해외거주 일본인을 상으로 국적법에 의해 일본국민

이 되는 요건을 갖춘 일본국적을 가진 자를 지칭하며 ‘재외일본인’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일본국외에 장기 거주하는 일본국적자로 일본인유학생, 국외출장자 등이 포함된다. 이와는 

달리 일본이외의 국가에 이주하여 거주국가의 국적 혹은 주권을 취득한 일본인 및 그 자손

을 ‘일계인’으로 부르고 있다. 해외거주 재외방인 수는 2015년 기준 약 130만 명, 일계인은 

2017년 기준 3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외일계인은 절반가량이 브라질과 

페루를 중심으로 한 남미에 거주하고 있다. 일본의 재외방인 지원정책에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45년 이전 일본에서의 해외이주는 일본제국의 토확장과 중첩되어 한반도나 만주

국으로의 이동의 경우 ‘일본제국’을 확장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수행되어 이주자는 일본 공

권을 일상생활에서 실현시키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또한 북미나 남미로의 일본인 이주와 

정착은 일본민족과 재외방인의 해외발전이라는 사명감과 식민지주의적인 발상이 내재되어 

발생한 측면이 존재한다.

둘째, 1945년 패전에 따른 일본정부의 재외방인정책은 일본제국, 이민송출국의 부정, 비이

민국가라는 단일민족의 신화, 그리고 전후 평화와 국제협력이라는 일본적 이주이데올로기에 

의해 철저히 가려짐으로써 일본인 이주자들이 이민자로서의 자기부정을 강요한 이민정책으

로 귀결된다. 이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 새롭게 설정된 국민과 비국민이라는 

경계선의 재정의로 국민적 논리와 제도적 정비에 의해 전쟁으로부터 귀환자, 재일조선인과 

만인의 귀국, 재일일계인 2세의 미국귀환, 전쟁신부나 혼혈고아의 이주 등 전쟁 전부터 

점령기에 걸쳐 이주한 사람의 이동, 그리고 북미나 남미로의 신규농업이민과 점령기 조선인 

‘ 항’ 등과 같이 전쟁 직후 혼란이나 박해를 피해 이동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셋째, 1990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의한 일계인의 일본귀환은 일본의 기술습득보다는 3D산

업의 단순노동분야에 흡수되어 실제로 일본노동력부족의 수급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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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일본정부가 브라질 거주 일계브라질인을 상으로 일본노동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계인3세와 배우자에게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개정을 통해 데카세

기이주노동자로서 거 귀환하게 되었다.

넷째, 일본정부의 외국인수용정책은 국내 외국인을 관리 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체제를 

강하게 유지함으로서 국적과 국민이라는 배타적 논리에 의해 강하게 관철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재외방인에 한 지원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일계인에 

한 ‘정주자’라는 체류자격이 정책의도와는 전혀 다른 취업목적의 외국인수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단순노동자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도 일계인과 연수생 및 기능실습

생이 현실적으로는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본정부의 해외일계인지원사업은 시 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계인 사회의 성장

과 세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계인사회의 사회적 문제에 응하기 위해 

일계인 고령자복지와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한 이주자 및 일계인 지원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외일본인 이주자 및 일계인들이 이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발전 및 일본과의 가교역할,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계인인재육성사업은 재외일본인의 해외이주 역사에 관한 학습, 각종 

연수를 통한 신들의 뿌리역사, 일본문화, 습관 등을 배우고 일본에 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

서 스스로 일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일본에서 습득한 지식, 연수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계인사회를 리드하는 발신력 있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섯째, 재외일본인 지원정책으로는 외무성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학교지원, 건강안전을 

위한 순회의사단 파견, 거주국의 행정절차지원, 재외일본인 선거참여지원, 안전 책을 위한 

등록 및 세미나개최, 안전 책연락협의회 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곱째, 2019년 6월 기준 일본 거주 남미일계인은 약 27만 명으로 이들 중 일계브라질인들이 

약 20만 명으로 절반이상이 일본 주권자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에 한 지원정책으로는 

일계인노동자의 교육, 사회보장, 외국인등록증 절차 등에 해 지방자치단체와 일본정부 차원

의 응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귀환일계인 상 동등한 교육기회제공을 위한 제도적 정비, 

건강보험과 연금의 검토, 일계인 고용상황신고제도와 고용안정, 외국인등록제도개선과 체류

자격의 일본어 능력고려 등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정부의 외국인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글로벌화와 저출산고령화시

를 비한 사회적 변화에 근거한 혁신적인 출입국관리정책을 제 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일본정부의 출입국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이 상호 연계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정책은 존재하지만 사회통합정책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이다. 일본정부는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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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입국관리법개정 당시 사회통합정책을 준비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이 교육, 노동, 사회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려했어야 했는데 전혀 반 되지 못했다. 셋째, 일본정부는 

외국노동자들의 사회통합정책보다는 출입국 및 체류관리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

치단체의 정책적 제안 중에서 외국인등록절차 개정이나 외국인고용상황신고제도 등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정부의 재외방인정책은 국민과 비국민이라는 경계선을 획정함으로써 해외거주 재외일

본인과 재외방인, 그리고 일본 국내외 재외방인(일계인=현지국적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글

로벌화와 더불어 일계인의 국내외 이동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적에 따른 향후 출입국관

리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일본 최  마이너리티 이주민집단으로서 오키나와 이주민의 경험과 

정책에 해서는 향후 연구과제에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쟁 후 연합국의 지배하에 

놓 던 오키나와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도 미국통치 하에 설립된 류큐정부

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1945년 이전부터 해외이주가 유행했던 오키나와는 남양군도로부터 

귀환자를 비롯한 인구증가와 기지건설, 농지접수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해외이민을 

장려하 다. 류큐정부는 독자적인 해외이민지원사업을 도입하여 남미나 북미로 이민을 송출

하 다. 그러나 1952년 이후부터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본토로 반환될 때까지 일본정부는 

류큐주민의 국적에 하여 일본정부가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여 해외거주 오키

나와출신자에 한 응을 일본 재외공관에 담당시키고 이주민지원정책에 해서도 본토와 

일원화하 다. 하지만 오키나와 출신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우치난츄’라는 고유의 독자적인 

연 에 의한 초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 이러한 오키나와인의 독자적인 정체성 형성과 

연  활동에 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상세히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일본과 유사한 귀환동포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740만 재외동포와 90만 

귀환동포의 지원사업과 정책적 반 에도 시사 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본과 

같이 저출산고령화시 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이민자의 수용에 따른 사회혁신의 가능

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글로벌 일계인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이민의 역사와 

정책에 하여 해방 전후, 그리고 이주와 이민이라는 네 가지 역의 거 담론에서 접근하고 

있어 향후 각각의 주제에 한 세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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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로벌 디아스포라의 이민정책이 사회 신에 미친 향 고찰

임 언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정부의 이민정책을 1945년 전후로 구분하여 일본인의 해외 이주요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지원정책의 추이를 살펴보는데 있다. 일본의 재외방인정책은 국내 외국인을 관리 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체제를 강하게 
유지함으로서 국적과 국민이라는 배타적 논리에 의해 관철되어 왔다. 일본정부의 해외일계인 지원정책은 글로벌적 시 적 
상황 변화에 따라 일계인 사회의 성장과 세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계인사회의 사회적 문제에 응하기 
위해 일계인 고령자복지와 차세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한 이주자 및 일계인 지원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외일본인 이주자 및 일계인들이 거주국 이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주사회의 발전 및 일본과의 가교역할,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일계인 차세  인재육성사업은 재외일본인의 해외이주 역사에 관한 학습, 각종 연수를 통한 자신들의 뿌리역사, 일본문화, 
습관 등을 배우고 일본에 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서 스스로 일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일본에서 습득한 지식, 
연수의 성과를 바탕으로 거주지 일계인사회를 리드하는 발신력 있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해외일계인 
지원정책으로는 외무성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학교지원, 건강안전을 위한 순회의사단 파견, 거주국의 행정절차지원, 재외일
본인 선거참여지원, 안전 책을 위한 등록 및 세미나개최, 안전 책연락협의회 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국내 
귀환일계인 지원정책으로는 일계인노동자 상 균등한 교육기회제공, 사회보장제도가입, 외국인등록증 절차 등 행정절차
의 지원 등에 해 지방자치단체와 일본정부 차원의 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일본정부의 재외방인 지원정책은 
글로벌화와 저출산고령화시 에 비한 사회적 비전에 근거한 출입국관리정책 제시, 이동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적에 따른 출입국관리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정책 제시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재외방인 지원정책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740만 재외동포와 90만 귀환동포의 지원사업과 정책적 반 에도 시사 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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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Japanese government’s immigration policy before and after 1945, to identify 
the factors of Japanese migration abroad and to examine the trend of the support policy. Japan’s overseas Nikkeijin policy 
has been enforced by the exclusive logic of nationality and citizenship by maintaining a strong immigration system that targets 
foreigners in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s support policy for Nikkeijin is focusing on the welfare of the elderly and the 
next generation of talented human resources to cope with the social problem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of Japan supports the working people in various areas of the migrant 
society in their countries and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partner and the development of the migrant society and the bridge 
with Japan. Second, the next gener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aims at strengthening the identity as a daily person 
and fostering a talented person who leads the daily society by learning overseas migration history, their roots, Japanese culture, 
and habits. Third, Japanese-Americans support Japanese schools, dispatch patrols for health and safety, support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he country of residence, support for participation in Japanese elections for overseas residents, registration and 
seminars for safety measures, and the formation of safety councils. Fourth, as a support policy for returnees in Japan, local 
governments and Japanese governments are seeking measures to provid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Nikkeijin to jo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to support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alien registration cards. The Japanese government’s 
support policy for overseas Koreans is expected to present an immigration management policy based on a social vision for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low birthrate aging, and an integrated support policy to overcome the gap between immigration 
policy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The Japanese support policy for Nikkeijin is likely to have implications for the support 
projects and policies of 7.4 million overseas Koreans and 900,000 returning Korea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