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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의 붕괴와 한일  양 지역의 전후 인구이동
: 양 국민의 귀환과 정착과정 비교

이 연 식(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I. 들어가며

20세기 세계열강은 제국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자국민을 해외로 

적극 송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민론∙식민론 등을 다룬 저작들은 

이주의 필요성과 이점을 설파했다.1) 조선 이주 안내서 역시 초기에는 

대륙계발의 사명을 강조하는 개척담론을 주된 화두로 삼았다. 그리고 

지배체제가 공고화되어가자 국가의 정책 의도를 선전∙계도하는 내용과 

아울러 조선을 기회의 땅으로 소개하며 이주의 이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켰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방식이나 유망 업종 소개, 

일본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 상승, 그리고 저렴한 물가로 

인한 풍족한 생활 등을 강조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2) 이들 국가는 

제국의 팽창을 도모하면서 전후방이 일원화된 총력전체제를 도입해 

자국민을 동원하였고, 전선이 확대되자 식민지에서도 징병∙징용제도를 

실시했다. 그로 인해 맥락과 배경은 달랐으나 식민모국과 식민지의 

사람들은 공히 광범위한 동원과 이주를 경험하였다. 또 이동의 

규모∙범위∙방식 등은 전황 변화와 밀접히 연동하며 다양한 형태를 

띠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세기는 전쟁과 동원체제가 낳은 

‘인구이동의 세기’였다.

그런데 2차세계대전 종결에 따른 제국의 재편과 해체는 장기간에 걸쳐 

1) 이민과 식민의 개념 규정은 논자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근대 일본에
서는 주로 국가가 실시하는 정책의 내용과 아울러 이주 지역이 자국의 세력
권 내에 속하는가 여부에 따라 구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임성모, 「근대일
본의 국내식민과 해외이민」, 『동양사학연구』, 103집, (2008.6)

2) 권숙인, 「도한(渡韓)의 권유 - 1900년대 초두 한국이민론 속의 한국과 일
본」, 『사회와 역사』, 69집, (2006), pp. 1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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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인구이동의 흐름을 단숨에 바꾸어 놓았다. 종전은 과거 제국 내

에서 비대칭적 인구이동을 경험한 이들 식민자(colonial settlers)와 식

민지민이 각기 본래 땅으로 ‘환류’하는 정반대의 쌍방향 인구이동을 낳았

다. 이것은 이동의 통제권이 구 식민지에 들어선 독립정부나 점령당국으

로 넘어가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렇게 이전과 판이한 이해관계∙이념∙

가치∙명분에 기초해 새로운 이동의 메커니즘이 형성되자, 식민모국과 식

민지 사이의 상호 인구이동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제국의 붕괴∙해체로 인한 해외 거류 식민자와 식민지민의 본토 귀환은 전 

세계적 현상이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인구이동의 진원지는 바로 일

본제국이었다.

종전 후 일본에서는 해외 일본인의 귀환시점과 거의 동시에 관련 사료가 

축적되어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 귀환지역별 ‘종전사∙인양사’가 

속속 출간되었다.3) 특히 후생성은 전후 30여 년에 걸쳐 ‘인양사(引揚史)’ 

혹은 ‘인양원호국사(引揚援護局史)’를 관찬함으로써 해외귀환의 정사(正

史)체계를 확립하였다.4) 대개 거류지의 귀환환경, 귀환과정, 귀환규모를 

다룬 이 저작들은 패전 후 ‘고난에 찬 귀환과정’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

하였다. 해외 일본인 귀환문제가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1980년

대였다. 이 시기에는 해외 귀환자 1∙2세들의 수기집∙체험기 출간이 붐을 

이뤘고, 중국 ‘잔류고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본인의 해외 이주와 귀환에 관한 종합적인 통사가 출간되었다.5) 그 후 

3) 『満蒙終戦史』 (1962), 『朝鮮終戦の記録』 (1964), 『樺太終戦史』 
(1973), 『台湾引揚史』 (1982) 등이 있다.

4) 引揚援護庁, 『引揚援護の記録』, 1950 (復刻版, クレス出版, 2000), 厚生
省援護局, 『続引揚援護の記録』, 1955 (復刻版, クレス出版, 2000), 『
続続引揚援護の記録』, 1963 (復刻版, クレス出版, 2000), 『引揚げと援
護三十年の歩み』, (ぎょうせい, 1997), 厚生省社会援護局援護50年史編纂
委員会, 『援護50年史』, 1997이 대표적이며, 그밖에 각 지자체 단위의 인
양원호 자료가 남아있다.

5) 若槻泰雄,, 『戦後引揚げの記録』, 時事通信社, 1991.(新版, 1995). 그 밖의 
관련 논저로는 若槻泰雄・鈴木譲二, 『海外移住政策史論』, (福村出版刊, 
1975), 若槻泰雄, 『シベリア捕虜収容所』下, サイマル』(出版会,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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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들어 특정 지역과 집단을 대상으로 특화된 연구가 나왔고6), 

최근에는 새로운 사료를 통해 귀환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고찰한 사론

적 연구도 발표되었다.7)

한편 해방 후 해외 조선인의 귀환연구는 1960~1970년대 현규환의 이

민사 연구에서 출발하였다.8) 브루스 커밍스는 식민지시기 ‘사회적 동원

(social mobilization)’으로 해외에 거류하였던 조선인의 귀환이 한반도

에 미친 사회적∙정치적 파장을 논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추동하였다.9) 그 

후 재일조선인 귀환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발표되었고,10) 그것은 미군정

기 해외귀환자 관련 정책과 남한사회의 구호담론을 고찰한 연구11), 강제

6) 가령 대련 지역 일본인 자본가의 귀환과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柳沢 遊, 『日
本人の植民地経験-大連日本人商工業者の歴史-』 (青木書店, 1999))라든가, 
제국의 변경에 있던 오키나와의 귀환문제를 다룬 연구(安仁屋政昭, 「戦後
沖縄における海外引揚」, 『史料編集室紀要』 第21号, (1996.3)), 국민당정
부․GHQ․일본정부 사이의 귀환교섭을 다룬 연구(加藤陽子, 「敗者の帰還-中
国からの復員・引揚問題の展開-」, 『国際政治』, 109号, (1995.5)), 소련
점령지 거류 일본인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다룬 연구(木村英亮, 「ソ連軍政
下大連の日本人社会改革と引揚の記録」, 『横浜国立大学人文紀要』 第１類
(哲学・社会科学) 第42輯, (1996.10)) 등을 들 수 있다.

7) 수기집과 회고록을 바탕으로 귀환체험의 담론분석을 시도한 연구(成田龍一, 
「‘引揚げ’に関する序章」, 『思想』, (2003.11)과 「‘引揚げ’と‘抑留’」(『
岩波講座 アジア・太平洋戦争　4 -帝国の戦争体験-』(岩波書店, 2006)), 
해외귀환에 대한 전후 일본사회의 공적기억화 과정을 다룬 연구(浅野豊美, 
「折りたたまれた帝国」-戦後日本における「引揚』の記憶と戦後的価値-, 
『記憶としてのパールハーバー』2004, ミネルヴァ書房), 대만귀환자의 지
역관과 역사관을 다룬 연구(加藤聖文, 「台湾引揚と戦後日本人の台湾観」, 
台湾研究部会 編, 『台湾の近代と日本』(2003)).

8) 현규환, 『한국유이민사-상』 (서울: 어문각, 1967), 『한국유이민사-하』 (
서울: 삼화인쇄, 1976).

9)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Korean War I -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1981) 그의 문제제기를 이어받아 이영환은 미군정기 
해외귀환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지닌 통제적 성격을 고찰했다. 이영환, 「미
군정기 전재민 구호정책의 성격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10)  崔永鎬, 『戦後の在日朝鮮人コミュニティにおける民族主義運動研究』, (東
京大学大学院博士学位請求論文, 1992),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 - 해방직
후의 본국귀환과 민족단체 활동 -』 (서울: 글모인, 1995)로 출간.

11) 졸고, 「해방 직후 해외동포의 귀환과 미군정의 정책」, 서울시립대학교 국사
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2), 「해방 직후 서울지역의 주택부족문제 연구 -
유입인구의 증가와 관련하여-」, 『서울학연구』 16집, (2001.2); 황병주, 「
미군정기 전재민구호운동과 ‘민족담론’」, 『역사와 현실』 35호, (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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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과 귀환문제를 다룬 연구12) 등으로 이어졌다. 2000년대에는 해외 조

선인 귀환에 관한 공동연구가 진행되어 귀환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

켰다.13)

한일 양국의 귀환문제가 연구테마로 부각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으

나, 인구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

는 시도가 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귀환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일국사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또 지역 및 계층에 따

른 귀환과 정착과정도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으며, 이들을 당연히 ‘(모국

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존재’로만 바라보는 일면적 이해방식이 만연

해 있다. 그 결과 일본제국의 형성∙해체와 맞물려 이루어진 양 국민의 이

주와 귀환의 문제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동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

고, 이들의 귀환이 지닌 역사적 성격도 ‘대한민국’과 ‘전후 일본’이라는 국

민국가의 형성과 변화 속에서만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제는 단절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각기 식민자와 

피지배자로서 상반된 성격의 인구이동을 경험한 조선인과 일본인의 이

주, 귀환 및 정착과정을 비교∙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이동을 논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인식기반과 소통의 접점을 모색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양 국민의 이동이 이루어진 전반적 틀과 그것

이 지닌 세계사적 보편성을 함께 고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바

탕 위에서 식민자와 식민지민의 귀환에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

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논할 때, 비

로소 한일 양 지역 전후 인구이동이 지닌 특수성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족하나마 상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양 국민의 

귀환과 정착과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2차대전 종결에 따른 전후 인구

이동의 보편적 양상과 특징이 일본제국의 중핵을 이뤘던 한일 양 지역간 

이동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를 논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할 

12)  강만길∙안자코 유카, 「해방직후 ‘강제동원’ 노동자의 귀환정책과 실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108호, (2002); 정혜경, 「일제 
말기 조선인 군노무자의 실태 및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집, 
(2003.8); 「해방 후 강제연행 생존자의 사회적응 과정」, 『해방 후 해외 한
인의 귀환과 정착』 제3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4.3).

13)  한국학술진흥재단 2002년도 기초학문 육성 한국 근현대 과제로 선정된 『
해방 후 해외 한인의 귀환문제 연구』와 2005년도에 선정된 『해방 후 해외
한인의 미귀환 연구』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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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일본제국이 미소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고, 공교롭게도 한반도의 

38선이 그 임계선이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이동은 각기 미소 점령지의 판이한 귀환실태를 압축해 파악할 수 있는 호

재로서, 향후 양국의 여타 점령지에서 나타난 귀환양상을 비교할 때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종전시 세계 주요 지역의 인구이동 사례를 살피겠다. 즉 

‘선택과 배제’, ‘억류와 추방’, ‘방치와 우대’라는 냉혹한 ‘전후이동’의 논

리가 층위를 달리하며 복합적으로 관철된 주요 사례를 통해 이동의 특징

들을 정리하고, 본론에서는 한일 양국의 귀환자 규모, 귀환양태의 다양성, 

본토 정착과정 등을 차례로 살피겠다. 

 

II. 전후 인구이동의 특징

전후 인구이동은 송출지의 ‘귀환환경’과 본토의 ‘정착환경’이라는 양대 

요인의 조합에 따라 가속화되거나 억제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구 제국 영

역 내에 새로이 구획된 ‘국경∙경계’를 넘는 국제이동과, 귀환 후 제2∙제3

의 국내이동이라는 연속적이고 중층적 양태로 나타났다. 또한 내용상으

로는 강압적인 억류와 자발적인 잔류가 본토 귀환의 움직임과 함께 공존

하였다. 이러한 역동적인 이동 양태는 구 제국이 별개의 국가나 작은 권

역들로 해체됨으로써 전후 인구이동이 어느새 국제적인 외교상의 문제로 

전화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들의 이동과 잔류는 본토의 수용∙정착원

호와 구 제국 내 국민국가의 형성∙재편이라는 ‘일국사적’ 역사전개와 맞

물려 전개되었다. 그러면 전후 인구이동의 주요 특징들을 세계 주요지역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먼저 주목해볼 지역은 유럽과 이슬람 문명의 접경지로서 1차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발칸지역을 아우르는 구 오스만터키제국의 영역이다. 이 지

역에서는 제국 붕괴로 인해 그리스인∙불가리아인∙터키인 등의 본토 귀환

이 이루어졌다. 주지하듯이 오스만터키제국은 세르비아∙불가리아∙그리스

∙몬테네그로 등 발칸동맹국과의 전쟁(1912-1918)과 뒤이은 1차세계대

전의 패전으로 붕괴하였다(1922).14) 동유럽에서 터키인이 가장 많이 거

14)  오스만터키제국의 붕괴에 따른 영토 조정에 대해서는 이희수, 『터키사 (개
정판)』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5), pp. 52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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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불가리아에서는 앙카라협정(1925)에 따라 약 12만 5천 명이 1928

년부터 1939년 사이 본토로 돌아갔다. 당시 터키인들은 재산권을 그대로 

인정받는 등 관대한 처우를 받았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 종결 후 불가리

아에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이슬람 지도자의 영도 아래 있던 터키인들은 

사회주의적 개조와 동화정책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 결과 1950년 약 

25만 명에 달하는 터키인들이 재산을 박탈당한 채 불과 10여일 만에 추

방되었다. 그런데 불가리아 정부는 터키인 추방으로 인해 1952년부터 농

업생산력이 저하되고, 무리한 추방 조치로 국가 이미지가 손상되자 뒤늦

게나마 이들의 귀환을 제한하였다. 이것은 터키인의 이동이 거류지에 새

롭게 등장한 정치권력과 현지인들의 현실적 이해관계에 따라 철저히 통

제되었음을 시사한다.15)

한편 승전국과 패전국 식민자의 귀환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인도차이나∙모로코∙튀니지 등지에 거주하던 프랑스 식민자들은 종전 후 

약 10년에 걸쳐 돌아왔다. 그 결과 수많은 거류민들이 일거에 추방되어 

돌아온 패전국들과 달리 프랑스는 인구유입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

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외지재산 반입도 어느 정

도 가능했던 만큼 대체로 평온한 귀환을 경험했다. 그런데 약 130년간 식

민지배를 받아온 알제리에서는 1962년 이슬람정부가 들어서자, 이 해에

만 약 49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대거 귀국하였다. 이들의 귀환과 모국 정

착은 타국민에 비해 매우 순조로웠다. 신생 알제리정부는 체류시 재산권

을 보장했고, 귀환시 이사비용과 출국보상금도 지원했다. 또 프랑스 정부

는 귀환수단으로 공군기와 여객기 등을 지원했고, 공무원들은 귀환 후 각 

관청에서 고용을 승계하였다. 또한 귀환 민간인에게는 생활보조금과 정

착 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주택을 알선했다.

프랑스 식민자들이 온화한 귀환과 정착을 경험한 데에는 비록 독립했지

만 사회 각 부문에 걸쳐 여전히 프랑스의 도움이 필요했던 알제리의 사

회경제적 상황과 그로 인한 프랑스의 지속적인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테크노크라트∙경영인∙엔지니어∙의사 등 전문가 집단은 인적 대체가 

쉽지 않았다. 그로 인해 알제리는 프랑스 식민자들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전문가 집단의 귀환만큼은 최대한 막아야 하는 갈등 상황에 놓였다. 프

랑스 지배 아래서 오랜 기간 이루어진 왜곡된 맨파워 육성정책이 발목을 

15)  이하 2차대전 종결 후 세계 주요 지역의 전반적 인구이동에 관해서는 若槻泰
雄,, 『(新版)戦後引揚げの記録』, 時事通信社, 1995의 付録-１, 「第二次大
戦における各国の引揚げ」 pp. 342-366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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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1920년대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알제리보고

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가 ‘문화정치’를 모색

하면서 모델로 삼은 곳 중 하나가 바로 프랑스령 알제리였다. 조선총독

부에서는 후에 조선수산업계의 거두 가시이 겐타로(香椎源太郎)의 오른

팔로 성장한 사이타 다니고로(税田谷五郎)를 1919~1920년에 걸쳐 관

세사무 시찰차 구미 각국과 아프리카로 파견했는데, 조선과 알제리의 유

사점과 차이점을 상세히 보고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총 인구의 8할이 이슬람교도인 원주민들은 서구식 교육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알제리인의 엘리트교육은 전통적인 이슬람사원에서 이루어졌으

며, 교육내용 또한 종교적 색채가 강했다.16) 이를 보면 결국 종교∙문화∙인

종적 차이에서 기인한 유럽식 엘리트교육 부재가 신생 알제리의 전문인

력 육성과 독립 후 프랑스의 영향력 차단에 걸림돌이 되었다. 덕분에 프

랑스인 중 상당수는 귀환시 명의변경을 통해 알제리인에게 재산을 위탁

하고 ‘후일’을 도모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프랑스 사례는 종전 후 구 

거류지에 대한 모국의 지배력∙영향력이 귀환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단

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프랑스와 달리 패전국의 해외 거류민들은 냉엄한 귀환환경에 처했

다. 1943년 9월 독일보다 먼저 연합국에 항복한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외

에 역사적으로 치열한 영토 쟁탈을 벌인 아드리아해 북단 이스트리아반

도(현재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령)와 그리스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무솔리니 집권기 구 유고인에 대한 압제로 인해 이스트리아반

도로 이주한 약 90만 명의 이탈리아 농민 중 약 30만 명이 패전 후 현지

인의 보복을 피해 본토로 돌아왔다. 특히 이스트리아반도의 대표적 식민

도시 풀라(Pula)에는 식민자 상층에 속하는 의사∙법률가∙엔지니어 등 전

문직 종사자들이 집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토지에 대한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대거 본토로 귀환했다. 이처럼 해외에 거류하던 사람들이 축소된 

영토로 속속 돌아오자 본토의 실업∙주택문제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게다

가 이들의 사회부적응 현상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이탈리아 정

부는 1946년부터 1957년까지 약 140만 명의 해외 이주를 강력히 추진

해 귀환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이처럼 종전은 

과거 식민지배로 쌓인 이민족에 대한 ‘구감(旧感)’이 거칠게 드러나는 시

공간이었다. 해외귀환자는 대개 모국에서 사회문제를 가중시키는 집단으

로 인식되었으며, 이들의 이동은 떠나 온 곳 뿐만 아니라 돌아온 곳의 사

16)  朝鮮総督府, 『佛領アルゼリア概況』 (大和商会印刷所, 1923). pp. 326-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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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변화를 직접적으로 추동했다. 

독일의 경우는 이러한 전후 인구이동의 특징이 더욱 극적인 형태로 나타

났다. 독일에는 영토 상실로 인한 귀환자와 동유럽에서 ‘추방’17)된 자들

을 합해 패전 후 2년 내에 무려 1,200~1,300만 명이 유입되었다. 지역

별 이입규모는 구 서독지역이 약 967만 명, 동독지역이 약 385만 명으로 

추정된다. 독일 귀환자 유입의 계기는 2차대전 후 영토 조정에 따른 이동

이 결정적이었다. 종전 후 폴란드 국경은 동부 영토를 소련 측에 양보하

는 대신 오데르-나이세강을 기점으로 독일 동부 영토를 획득하면서 서쪽

으로 이전되었다.18) 영토조정에 따라 유입된 규모는 약 560만 명으로 단

일 조치로서는 전후 가장 많은 인구이동을 초래했다. 그 밖에 소련과 체

코∙폴란드∙루마니아 등 동유럽에서 ‘추방’된 자가 약 350만 명이었다. 독

일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소련과 폴란드에서 추방된 자들은 재산 박탈, 열

악한 수용생활, 집단노동 등을 경험했고, 빈번히 보복적 성격의 약탈∙폭

행을 당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동과정에서 많게는 약 200만 명이 사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이들의 고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 중세 이래 동유럽 각지에 정주한 자들의 후손으로서 정서나 문화면

에서 본토인과는 여러모로 결이 달랐고, 동유럽 자체에 대한 독일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멸시까지 덧씌워져 정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

다. 또한 서독지역에는 1949년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수립되고, 1961

년 베를린장벽 설치되면서 약 250만 명의 월경자가 유입되었다. 이들은 

대개 의사∙교사∙엔지니어 등 인텔리 계층으로서 체제이탈적 성격을 강하

게 띠었다. 이들의 월경은 그 후 이념문제로, 혹은 호구문제로 인해 지속

됨으로써 서독의 사회적 부담은 날로 늘어갔다.

 

다른 한편 독일에는 구 식민지 출신자들이 많을 때는 1,100만 명을 넘

17)  ‘추방(Vertreibung)’이란 용어는 독일측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서, 
폴란드에서는 주로 ‘강제이주(wysiedlenie)’라고 한다. 관련 논쟁에 관해서
는 解良澄雄, 「第二次大戦後のドイツ人‘追放’問題-ポーランドにおける
その現在-」, 現代史研究会, 『現代史研究』 46, (2000), pp. 54-57 참조. 
그리고 ‘오데르-나이세’ 국경선을 둘러싼 독일-폴란드간의 역사인식을 둘러
싼 화해과정과 접경지역의 탈민족주의화 과정에 대해서는 김승렬, 「독일∙폴
란드의 국경분쟁과 역사분쟁」, 김승렬 외, 『유럽의 영토분쟁과 역사분쟁』,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pp. 77-80 참조.

18)  독일-폴란드간의 국경조정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한운석 외, 『가해와 
피해의 구분을 넘어-독일∙폴란드 역사 화해의 길-』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pp. 29-30, pp. 170-174 참조.

19)  解良澄雄, 「第二次大戦後のドイツ人‘追放’問題-ポーランドにおけるそ
の現在-」,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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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섰다. 그런데 이들이 출신지로 돌아가거나, 신대륙 등으로 이주하면서 

1958년 현재 그 인구가 150만 명 규모로 줄어들자 인적자원의 재편∙대체

라는 또 다른 과제가 대두하였다. 그러자 서독정부는 인구의 약 2할 가량

이나 되는 귀환자와 월경자들을 위해 난민수용소를 설치하고, 이들을 인

력이 필요한 각 지역과 산업부문에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경제부흥을 위

한 노동력으로 활용하였다. 이 같은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1955년 현

재 본토인과 귀환자 사이의 통혼률이 77%까지 상승하는 등 사회통합에

도 성공해 전후부흥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20)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종전과 거류지의 독립은 방대한 규모의 인구이

동을 낳았는데, 구 제국과 식민지를 막론하고 자국민 수용과 이민족 송출

이 전후처리의 핵심 과제로 대두하였다. 이들의 이동은 대외적으로는 법

적지위, 재산처리, 송환 시기와 방식 등을 둘러싼 외교상의 문제를 발생

시켰고, 대내적으로는 인적자원의 재편과 대체, 그리고 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 통합이라는 지난한 과제를 부과했다. 그런데 이들의 귀환과 정착은 

기본적으로 구 거류지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람은 붙잡아 두거

나 우대하고, 불필요한 사람은 내쫓거나 방치하는 ‘선택과 배제, 추방과 

억류’라는 냉혹한 전후 인구이동의 논리 위에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

한 인구이동 논리는 거류지에 대한 모국의 정치적 영향력, 귀환자 수용

능력, 그리고 전후의 새로운 국민으로 이들을 흡수하려는 모국의 정책적 

의지와 사회통합을 위해 동원한 이데올로기와 연동하며 지역에 따른 다

양한 이동양태를 초래했다. 그러면 이어서 한일 양 지역의 귀환자 규모와 

함께 인구이동 양태를 살펴보자. 

III. 한일 양국의 귀환자 규모

패전 후 해외에서 본토로 돌아온 일본인 규모는 최소 630만 명에서 최

대 700만 명 규모로 추정된다. 1945년 일본본토 인구를 대략 7천만 명

으로 보았을 때 약 9-10%에 해당하는 이 수치는 과거 일본제국이 아시

아태평양 각지의 광대한 식민지와 점령지에 자국민을 식민자로 송출한 

결과였다.21)

20)  若槻泰雄, 『佛領アルゼリア概況』, p. 365.

21)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一般人口統計․人口統計資料集』 (2006)
의 「人口及び人口増加率」 표 〈1-3〉에 따르면 1945년 일본본토의 총인
구는 72,147,000명이며, 総務省統計研修所, 『日本の統計』 (2006), p. 8에 
따르면 71,998,0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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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귀환항

우라가 하카타
마이
즈루

가고
시마

우지
나

사세보
센자
키

오타케
타나
베

나고야
하코
다테

요코
하마

누계

1
9
4
5

9 53,071 78,134 131,205

10 13,750 100,733 10,571 806 4,791 41,093 73,359 376,308

11 48,356 119,883 2,217 18,566 1,513 59,581 65,573 2,159 694,156

12 70,248 47,487 0 25,325 3,770 72,229 7,685 20,838 941,738

1
9
4
6

1 63,230 14539 0 32,839 971 100,270 2,248 7,682 1,163,517

2 31,439 24,635 6 77 3,232 77,315 3,334 23,125 6,924 1,411,525

3 20,191 131,616 46 998 32,112 97,274 24,509 147,123 61,760 1,980,350

4 70,601 89,752 14,149 54,194 10,780 120,139 52,448 26,851 39,892 23,422 2,496,850

5 55,347 108,948 3,134 38,447 5,9948 101,411 49,170 54,876 39,901 124,834 3,076,407

6 95,761 157,480 23,595 35,988 21,280 81,970 36,230 27,132 71,855 56,573 3,699,889

7 47,850 100,522 85,331 51,606 23,143 29,536 20,293 37,344 5,947 4,074,272

8 24,125 58,518 2,503 24,387 9,315 69,601 969 11,739 4,251,058

9 19 131,207 16 74,105 7 3,743 4,460,443

10 4,755 178,504 304 124,887 3 14,861 12,070 4,795,631

11 11,229 26,705 108 138 22,506 450 10,629 4,867,630

12 7,404 10,803 5,000 342 928 33,157 2,860 25,357 5,703 4,958,842

1
9
4
7

1 308 78 5,009 2,274 73,558 674 6,103 5,046,846

2 6 0 19,215 4,315 43,726 0 5,114,108

3 5 34,397 0 4,101 62,234 0 5,214,845

4 3,521 22,233 8,446 7,851 0 5,256,896

5 27,277 10,723 9,399 30,129 29 5,334,453

6 21,260 6,422 11,329 28,682 23 5,402,169

1
9
4
7

7 19,719 9,496 15,853 26,811 9 5,474,057

8 20,064 2,539 19,283 10,359 14 5,526,896

9 17,781 45 8,536 18.393 56 5,572,337

10 27,478 47 17,144 7.690 75 5,627,258

11 17,744 3,125 25,922 11 5,64,105

12 4,124 2,698 5,487 15 5,686,476

소
계

564,624 1,392,429 248,451 360,926 170,123 1,379,810 413,961 410,783 220,322 259,526 165,279 232

출전: 引揚援護庁, 「引揚援護の記録」, 1950.3, 「資料編」, 86-87쪽에서 재

작성.

표-1〉각 지역 인양원호국의 일본인 귀환자 추이(1945.9~1947.12,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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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월별 귀환자 누계               〈그림-2〉 귀환항 별 유입인구

〈그림-1〉은 1945년 9월 말을 기점으로 약 28개월간 일본 각 귀환항에

서 집계한 귀환자 누계를〈표-1〉데이터를 바탕으로 도해한 것이다. 이

를 보면 귀환자가 대부분 패전 이후 약 1년 사이에 본토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공습으로 폐허가 된 본토사회가 숨고를 틈도 없이 짧

은 기간에 안게 된 인구 유입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시사한다. 동시에 귀

환자 입장에서는 이들이 그만큼 열악한 정착환경에 노출되었음을 의미

한다. 아울러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귀환항별 유입인구를 도해한〈그

림-2〉는 그러한 인구 충격의 지역별 편차가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도착항이 최종 정착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랜 해외거류로 인

해 본토에 기댈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은 대개 귀환항 주변에 정착하는 경

우가 많아 하카타, 사세보 등 주요 귀환항을 끼고 있는 주변 지역은 이들

의 유입으로 인해 상당 기간 몸살을 앓았다. 게다가 당시에는 통계에 잡

히지 않은 밀항자들이 서일본 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유입인구로 인

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표-2〉를 통해 이들의 귀환규모를 구 거류지별로 살펴보면 중국본토

가 약 154만 명, 구 만주지역이 약 105만 명, 한반도가 약 92만 명(남한 

약 60만 명, 북한 약 32만 명), 대만이 약 48만 명이었다. 그 밖에 구소련

지역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약 47만 명, 쿠릴∙사할린이 29만 명, 대련이 약 

23만 명이었다. 본고에서 주목할 대목은 한반도와 만주지역의 일본인 귀

환자가 31.2%를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식민지시기 ‘선만(鮮満)지

역’이 지닌 제국 내 위상을 수치로 보여주며, 한반도 지역은 귀환국면에

서 ‘남만주’에 거주하던 이들 중 일부가 남하했기 때문에 기록된 수치 이

상의 혼란을 감수해야 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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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자의 신분별 구성을 보면 군인∙군속과 민간인의 비율은 대략 ‘5:5’정

도였다. 그러나 이를 각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극단적인 편차가 눈에 

띤다. 가령 ‘만주’∙대련∙사할린∙쿠릴 등 소련점령지의 경우는 민간인이 절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본토 근처의 섬들이나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 

점령지로 편입된 인도차이나와 태평양지역 등 미군점령지에서는 군인∙군

속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소련점령지구의 일본군이 대개 

시베리아를 비롯한 소련 본토로 압송된 후 장기간의 억류생활을 거쳐 한

참 뒤에야 본토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표-2〉종전 후 구 거류지별 일본인 귀환자 규모 (1996.1.1, 단위 : 명, %)

지역/귀환자 군인∙군속(A) 민간인(B) 지역소계(C) 귀환자누계 C/D A/C B/C

구소련 453,787 19,158 472,945 472,945 7.5 95.9 4.1

쿠릴/사할린 16,006 277,490 293,496 766,441 4.7 5.5 94.5

만주 41,916 1,003,609 1,045,525 1,811,966 16.6 4.0 96.0

대련 10,917 215,037 225,954 2,037,920 3.6 4.8 95.2

중국 1,044,460 495,723 1,540,183 3,578,103 24.5 67.8 32.2

홍콩 14,285 5,062 19,347 3,597,450 0.3 73.8 26.2

*북한 25,391 297,194 322,585 3,920,035 5.1 7.9 92.1

*남한 181,209 416,110 597,319 4,517,354 9.5 30.3 69.7

대만 157,388 322,156 479,544 4,996,898 7.6 32.8 67.2

본토근도 60,007 2,382 62,389 5,059,287 1 96.2 3.8

오키나와 57,364 12,052 69,416 5,128,703 1.1 82.6 17.4

인도네시아 14,129 1,464 15,593 5,144,296 0.2 90.6 9.4

인도차이나 28,710 3,593 32,303 5,176,599 0.5 88.9 11.1

태평양제도 103,462 27,506 130,968 5,307,567 2.1 79.0 21.0

필리핀 108,912 24,211 133,123 5,440,690 2.1 81.8 18.2

동남아시아 655,330 56,177 711,507 6,152,197 11.3 92.1 7.9

하와이 3,349 310 3,659 6,155,856 0.1 91.5 8.5

호주 130,398 8,445 138,843 6,294,699 2.2 93.9 6.1

뉴질랜드 391 406 797 6,295,496 0.01 49.1 50.9

총귀환자수
(D)

3,107,411 3,188,085 6,295,496 6,295,496 100 49.4 50.6

출전：厚生省社会援護局援護50年史編集委員会, 『援護50年史』, 1997, 730쪽의 
        표-2를 바탕으로 재작성. C/D - 총 귀환자 대비 해당 지역 귀환자 비율, A/C - 해당 
       지역 귀환자 중 민간인 비율,  B/C - 해당 지역 귀환자 중 군인∙군속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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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귀환자는 통계의 교란으로 인해 귀환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220~250만 명 정도가 현재 남한지역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가장 많은 귀환자를 배출한 지역은 단연 일본 본토였

다. 이들의 귀환규모는 최소 110만 명에서 최대 140만 명으로서 총 귀환

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22)

〈표-3〉해방 직후 조선인 귀환자의 유입지 분포

유입지/자료 A B C

북한 859,930 463,941 456,393

관내지역

(중국본토)
71,611 71,611 78,442

만주 304,391 504,391 382,348

일본 1,110,972 1,104,407 1,407,255

호주 3,051 3,051

157,920

하와이 2,646 3,646

타이완 3,449 3,449

홍콩 302 302

인도차이나 28 28

필리핀 1,406 1,406

오키나와 1,755 1,751

태평양제도 13,986 13,986

기타 7,294 7,294

합계 2,380,821 2,179,263 2,482,358

(A) 朝鮮銀行調査部, 『朝鮮経済年報』, 1948, Ⅲ-19쪽, 집계시기 및 조사방법 미상.
(B) 朝鮮通信社, 『朝鮮年鑑』, 1948, 358쪽, 1947년 6월 1일 현재 군정청 
     외무처 발표
(C) 朝鮮銀行調査部, 『經濟年鑑』, 1949, Ⅳ-238-239쪽, 1948년 3월말 현재. 
     조사기관 및 조사방법 미상.

22) 종전시 일본열도에는 대략 200만 명의 조선인이 거류하고 있었다. 그런
데 1947년 9월 30일 일본에서 실시된 외국인등록 결과에 따르면 조선인
은 약 ‘53만 명’으로 집계되었다(<동아일보> 1947.11.11, <조선일보> 
1947.11.12) 그리고 모리타 요시오는 총무성 통계국과 인양원호청 자료를 
토대로 당시 등록된 조선인을 ‘529,907명’으로 파악했다(森田芳夫, 『数字が
語る在日韓国・朝鮮人の歴史』 (明石書店, 1996) p. 103). 따라서 종전시 거
류인구 200만 명 중 약 140여만 명이 한반도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며, 개중
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잔류한 자, 귀환 도중에 사망하거나 행
방불명된 자가 일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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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후생노동성으로 흡수된 인양원호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1950년 2

월 현재 재일외국인 송출자 총수 약 119만 명 중에 95만 명이 조선인이

었다. 그 중 남한출신자는 79%, 북한출신자는 0.03%였으며, 기타 중국

인과 대만인이 각기 3%정도를 차지했다.23) 이들 수치는 공식 귀환선을 

통해 한반도로 돌아간 조선인 수로서, 실제보다는 약 40만 명가량이 누

락되었지만 일본제국 내에서 조선∙조선인이 차지하는 정치적 위상을 가

늠케 한다.

이처럼 종전 후 구 제국의 중심인 일본열도로부터 구 식민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국제적(transnational) 규모의 인구이동이 일어났다. 한일 양국 

귀환자 수만 합해 보아도 730만 명에서 최대 850만 명에 달했던 만큼, 이 

지역은 아시아에서도 가장 극심한 민족의 이동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여기에 중국대륙 내에서 발생한 국지적 이동까지도 포함한다면 이

것은 세계사적으로 손꼽히는 전후 독일과 동유럽 일대의 인구이동에 비

견할 만한 대사건이었다. 그러면 일본제국 붕괴로 인한 이러한 세계적 규

모의 인구이동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을 귀환환경과 귀환체험의 다양성

이란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IV. 귀환환경의 다양성

종전 후 귀환자 문제 처리는 일본정부와 구 식민기구, 구 식민지∙점령지의 

신생정부, 미소점령당국 모두에게 크나큰 부담이었다. 우선 방대한 귀환

자 수도 문제였거니와 이들을 단기간에 출신지로 송출할 수 있는 운송수

단 조달이 어려웠다.24) 또한 탈식민 국면에서 이민족송출과 자민족 수용

은 이들을 단지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구 식민

기구, 점령당국, 토착 정치세력 중 누가 정국을 주도하더라도 당장 해방

된 구 식민지민과 패전한 식민자 사이의 다양한 마찰과 갈등을 조정∙중재

∙통제해야 했다. 또 돌아가는 사람들과 돌아오는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각 지역에서는 이들의 주택∙직업∙식량을 알선해야 하는 응급구호 

23)  引揚援護庁, 『引揚援護の記録』, 1950.3, 「資料編」, p. 85. 

24)  일본의 선박 부족과 수송난에 대해서는 <毎日新聞>(大阪) 1945.9.11. “
引揚邦人の安全を図れ”, 같은 신문 1945.9.22. “艦艇乗組員再招集”, 같은 
신문 1945.10.3 “24時間制実現へ,船造, 修理に対策万全”, 『読売報知』 
1945.9.14. “下関․帰鮮者洪水に悩む”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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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했다.25) 뿐만 아니라 구 식민지가 새로운 국민국가

로 독립하거나, 전후 점령체제 하에서 독립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 이민족의 송출 조치는 어느새 외교상의 문제로 전화되었다. 이와 짝하

여 이민족의 거주지 선택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재류자격 및 출입국 관

리에 관한 법제 문제와 귀환 당사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사유재산 처리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그런데 구 일본제국이 광역에 걸쳤던 만큼 이

러한 제반 문제의 향배를 가른 귀환환경은 거류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조

성되었다. 즉 귀환자의 처우는 구 식민지의 신생정부(정치세력), 구 식민

기구와 일본 정부, 미소점령당국이라는 3대 세력의 역관계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절대 권한을 행사한 것은 종전 

후 구 일본제국의 영역을 분할 점령한 미소 양국이었다.

해외 일본인에 대해 미소 점령당국은 공히 귀환과 잔류의 선택권을 인정

하지 않았다. 또 사유재산권 행사를 부정함으로써 일본인 귀환자들로 하

여금 후에 ‘재외재산 보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귀환의 

시기∙순서∙방식도 미소의 전후처리 정책기조 위에서 점령당국은 일방적

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미소 점령당국의 대일본인 정책은 이러한 공통

점에도 불구하고 각론의 내용과 동기에 있어서는 판이한 양상을 띠었다. 

거주지 선택과 관련해 미군은 일본열도와 구 식민지 사이의 철저한 단절

과 봉쇄를 지향했다.26) 그 결과 전격적으로 가용 선박을 투입해 군인∙군속

을 먼저 송환한 뒤 일반 민간인을 본토로 송환하였다. 철저히 군사적 관

점에서 송환업무에 임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신분과 직역에 따라 송환

순서를 달리한 계획송환이었으며, 잔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

괄송환이었다.27) 하지만 뒤늦게 일본문제에 뛰어든 소련군은 미군과 달

리 진주과정에서 전투를 수반했고 진주와 동시에 일본인의 이동을 일괄 

25)  일본의 귀환자 원호에 관한 사례연구로는 木村健二, 「引揚援護事業の推
移」, 『「帝国」と植民地-「第日本帝国」崩壊60年-』 年報・日本現代史
第10号, (2005), 한국의 원호정책에 관해서는 이영환, 「미군정기 전재민 구
호정책의 성격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26)  미국의 한일 점령정책 기조에 관해서는 민경배, 「미군정의 한∙일 점령정책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2), pp. 35-39, 남기
정, 「남한과 일본에서의 미국의 점령정책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2), pp. 93-96. 

27)  일본본토의 송환조직 정비과정과 GHQ의 운송수단 원조에 관해서는 加藤陽
子, 「敗者の帰還-中国からの復員・引揚問題の展開-」, 『国際政治』 109
号, (1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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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시켰다. 그리고 성별∙연령∙직업군(신분)에 따라 압송∙억류∙방치 등의 

태도를 취했다.

해외 일본인의 귀환과정과 방식은 미소 중 어느 나라가 점령하였는가, 미

소 본국 안에서 점령당국의 정치적 위상과 권한이 어느 정도였는가에 따

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가령 미국의 영향 하에 있던 남한∙중국본

토(관내지역)∙대만∙태평양지역은 대개 계획송환∙일괄송환의 형태를 띠었

다.28) 반면 소련은 북한∙중국 동북지역(이하 만주)∙대련(구 관동주)∙사할

린∙쿠릴 등지를 점령한 뒤 노동력 확보를 위해 청장년기 남성을 장기간 압

송∙억류하고 불필요한 부녀자와 노약자는 방치하였다. 한편 주요 산업 부

문의 전문엔지니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우대조건을 내걸며 적극적 유용

(留用) 정책을 고집했다.29) 결국 미군 점령지의 일본인들은 대개 종전 후 

1-2년 내에 본토로 돌아갔으나, 소련 점령지에서는 억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들의 귀환문제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30)

다음으로 해외 일본인의 개인 재산 처분조치를 보자면, 미소 공히 사유

재산권을 부정했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하지만 정책의 결정 과정과 당국

의 실무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점이 달랐다. 미국은 점령 초기 해외 

일본인 재산에 관한 명확한 태도를 유보하고, 일본 본토와 구 식민지 경

제의 분리를 당면 현안으로 삼아 양 지역간 물품 거래와 외화의 반입∙반

출을 차단하는데 주력하였다.31) 당국은 일본인의 반출 허가 한도액을 현

금 1,000엔으로 제한함으로써 해외 귀환자의 외화 반입에 따른 일본 본

토의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했다. 즉 이 시기에는 해외 일본인

28)  일본인에 대한 장개석의 ‘이덕보원’ 정책과 그로 인한 조속한 귀환과정에 관
해서는  若槻泰雄, 『(新版)戦後引揚の記録』 (時事通信社, 1995), pp. 73-
74, 대만 일본인의 전후 귀환과정 전반에 관해서는 加藤聖文, 「台湾引揚と
戦後日本人の台湾観」, 台湾研究部会 編, 『台湾の近代と日本』 (2003), pp. 
125-131.

29)  종전 후 소련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력 확보와 경제 복구였다. 소련군의 현지
조달 정책과 그 배경에 관해서는정성임, 「소련의 대북한 점령정책에 대한 연
구(1945.8-1948)」,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pp. 32-38 참조.

30)  전후 일본사회에서 소련 점령지의 ‘억류’에 관한 ‘기억’에 관해서는 成田龍
一, 「‘引揚げ’と‘抑留’」, 『岩波講座 アジア・太平洋戦争 4 -帝国の戦争
体験-』 (岩波書店, 2006), 191-197쪽 참조.

31)  김국태 편역, 『해방 3년과 미국Ⅰ - 미국무성 비밀외교문서(FRUS) -』 (서
울: 돌베개, 1984),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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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재산권 행사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였

다.32) 덕분에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신속한 차량 및 선박 수배가 가

능했던 고위 관료와 대기업 간부, 그리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반도 삼

남지방의 지역유지들은 재산 반출에 성공해 귀환 후에도 본토에서 호사

를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조치는 오래가지 못했다. 구 식민지에서 부정한 수단

으로 돌아가는 일본인 재산을 매수해 부를 축적하는 자가 늘면서 부의 편

중 현상이 심화되었다.33) 또 물자의 매점매석 등으로 인해 경제가 교란되

자 현지인들로부터 국공유재산은 물론 사유재산을 몰수하자는 주장이 강

화되었다.34) 한편 귀환지인 일본 본토에서는 구 거류지에 두고 온 재외재

산의 반입과 현금 인출 한도의 증액 요구가 쇄도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미군정은 법령 2호 발표 후 불과 2달여 만인 1945년 

12월 초 법령 33호를 통해 일본인 사유재산의 일괄귀속을 지시했다.35) 즉 

미군정은 자본주의 경제이념에 따라 초기에는 사유권 존중을 정책기조로 

삼았으나, 여러 현실적 이유로 인해 이들 재산의 일괄귀속을 지시한 뒤, 

이 복잡한 문제를 구 식민지에 들어선 새로운 신생정부와 일본정부가 해

결하도록 미룬 것이다.36) 반면 소련측은 일본정부는 물론 GHQ와의 교섭

32)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Concerning Property Trans-
fers」, 1945.9.25. 발령, 『미군정청 관보, Vol. No. 1』 (원주: 원주문화사, 
1993), pp. 94-96. <자유신문> 1945.10.16. “일본인 재산 매매 허가, 군정
청에 보고, 대금은 조선은행에 예금, 평가기준 기타는 추후 발표될 터”.

33)  <매일신보> 1945.10.18. “사리와 사욕에 끌리어 일인재산 사지 말라, 유지(
有志)의 발기로 불매동맹을 결성”. 

34)  <중앙신문> 1945.11.6. “일인자산은 전부몰수, 조선인민당서 결의, 군정청
에 요청”.

35)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 「Vesting title to Japanese 
Property within Korea」, 1945.12.6, 『미군정청 관보 vol. No.1』 (원주: 
원주문화사, 1993), pp. 166-168. <조선일보> 1945.12.16. “일인소유재산
일절, 군정청에서 접수관리”, <동아일보> 1945.12.16. “일인재산매매는 불
허, 접수관리했다(가) 신정부에 전장(傳掌), 기업운영은 조선인에, 주택매매
는 일건도 정식처리 없다”, <서울신문> 1945.12.16. “일인의 송사유재산, 군
정청이 전부 접수, 장래 조선정부를 위하야 관리”.

36)  <서울신문> 1948.9.30. “적산가옥상점 등, 판매를 일절로 중지”. 같은 신문, 
1949.12.22. “공장 가옥 등을 공개로 조리 따라 공정히, 이대통령, 방매원칙
을 단명(斷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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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제한 채 대규모 생산설비와 원자재 등 국공유재산을 반출해 갔다.37) 

그리고 사유재산을 제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부터 접수했다.38) 가옥

은 소련군 진주와 북한 각 지역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기 시작한 1945년 8

월 말부터 접수되었고, 9월로 접어들면서 현금의 강제예금과 직업 활동

의 금지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39)

이처럼 해외 일본인들은 귀환과 잔류의 기로에서 거주지를 선택할 수 없

었고, 개인 재산을 본토로 반입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같은 

귀환 조건에 있었다. 그러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한 미군 점령지와 달리, 

소련 점령지의 일본인은 재산권 행사는 고사하고 가족의 이산, 강제노동, 

집단억류40) 등을 체험함으로써 귀환 후 자신의 피해사실을 대내외에 강

력히 호소하였다.

해외 조선인의 귀환 환경 역시 거류지∙귀환시기∙지리적 여건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대표적 인구 유출지로서 육로로 연결된 중국과 바다를 건

너야 하는 일본의 경우 조선인의 귀환양상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41) 또

한 중국 안에서도 당시 ‘중국본토(China proper), ‘재화지역’으로 불리던 

37)  정성임, 「소련의 대북한 점령정책에 대한 연구(1945.8-1948)」, pp. 
32-38과 김광운,「북한 권력구조의 형성과 간부 충원(1945.8~1947.3)」,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2), pp. 25- 34.

38)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일본인재산관리에 관한 결정사항은 1946년 6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확인된다. 「적산건물관리에 관한 결정(제24호, 1946.6.18.)
」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자료집 제5권 법제편』, p. 162.

39)  松本五郎, 「元山-終戦から引揚まで-」, (1949.3). (森田芳夫․長田かな子 
編, 『朝鮮終戦の記録』(資料編) 3권,  巖南堂書店, 1979, p. 407에 재수록) 
이하 이 자료는 ‘森田자료’로 약칭.

40)  남한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1946년 2-3월을 기점으로 대개 본토로 돌아갔
으나, 북한에 억류중인 일본인들은 ‘집단탈출’의 형태로 1946년 3월에서 12
월 사이에 일본으로 돌아갔다.

41)  한반도와 인접한 동북지방의 조선인들은 대개 도보로 북한지역을 거쳐 남
한으로 귀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군캠프는 이들을 월남인과 함께 집계
하였는데 1945년 12월 미군정 외무과는 38도선을 넘어 남하한 이들의 1/3
을 동북지방에서 귀환한 이들로 추정하였다. (<서울신문> 1945.12.21.). 반
면 일본에서 귀환하는 동포는 배편에 따라 귀환시기가 결정되기도 하였는
데, 한일간에 공식적인 송환시스템이 정비되기 이전인 1945년 9-10월 많은 
사람들이 사선∙밀선을 통해 귀환하였다. 이들은 그 이후로도 귀환 시기를 앞
당기거나 개인재산을 들여오기 위해 사선을 이용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 1946.2.11, USAMGIK, G-2 Periodic Report, November 1945, No 77; 
December 1945, No. 101, 이하 G-2보고서로 약칭). 또한 중국 관내지역의 
조선인도 육로가 아니라 연합국의 배편 알선으로 일부가 인천항으로 귀환하
기도 하였다.(<조선일보> 1946.2.12., <한성일보> 194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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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관할 관내지역과, 소련→국민당→공산당 순으로 점령주체가 바뀐 

동북 ‘만주지역’의 귀환환경은 판이했다. 이 지역에서 조선인 귀환에 영

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은 종전 후 부각된 민족배외주의 열기와 국∙공간 

이념대립이었다.

관내지역과 만주의 조선인은 이주연혁과 배경, 인구규모, 그리고 직업구

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42) 관내지역 조선인은 구한말부터 농토를 찾

아 이주하기 시작한 재만조선인과 달리 일본군을 따라 이주해 왔기 때문

에 처음부터 현지인의 경계대상이 되었다. 이들 중에는 실제로 일본 관헌

의 하급관리나 밀정으로 활동하거나 잡화행상, 유흥업, 무역업 등에 종사

하면서 중국인 재산을 헐값에 사들인 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약 10만 명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 조선인 중 절반가량이 민족배외주의에 내몰

려 종전과 더불어 도망 왔고, 나머지 잔류자는 장개석의 명령으로 1946

년 봄에 강제송환을 당했다.43) 반면 약 200만 재만조선인은 대개 농업에 

종사했다. 1946년 가을 국민당은 동북지역으로 진출하자마자 조선인 재

산을 몰수하는 등 추방의지를 노골화했으나44), 공산당 치하의 ‘해방구’에

서는 2중국적 부여와 토지개혁을 통해 조선인의 정착을 유도했다.45) 그

러나 지역을 막론하고 국공내전 과정에서 전선이 이동하면서 발생한 치

안 공백은 결국 민족적 마이너리티였던 조선인 피해로 이어졌고, 1947-

1948년 동절기에는 동사 위기까지 겹쳤다.46) 이들은 대개 현지에서 배

42)  염인호, 「화북조선독립동맹의 적구 거점건립운동」, 『국사관논총』 54집, 
(1994), 「해방후 한국독립당의 중국 동북지방 진출과 재중한국독립당의 정
책(45.8-47.2)」, 『역사교육』 60집, (1996), 「해방 후 한국독립당의 중국 
관내지방에서의 광복군 확군운동」, 『역사문제연구』 창간호, (1996), 손춘
일, 「해방직후 재만조선인들의 한반도 귀환」, 『전농사론』 9집, (2003),  
김춘선, 「광복 후 동북지역 한인들의 귀환과 정착」, 서행, 「전후 화북지구 
한교의 안치와 송환」,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제2회 귀환문제연구 국제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해방 후 중국지역 한인의 귀환문제 연구』, (2003). 

43)  1946년 관내지역 동포에 대한 관련기사는 <조선인민보>1946.3.20., 
1946.6.2., 1946.6.6., <서울신문>1946.3.22., <조선일보>1946.10.18.; <
독립신보>1946.10.30., 1946.12.5.; <한성일보>1946.12.4., 1946.12.6. 참
조.

44)  <한성일보> 1946.12.14 “아는가 재만동포의 참상”.

45)  조선족략사편찬조, 『조선족략사』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6), 제6장; 
손춘일, 「해방직후 재만조선인들의 한반도 귀환」, pp.9-16, 27-28; 김춘
선, 「광복 후 동북지역 한인들의 귀환과 정착」, 제4장 참조. 

46)  <독립신보> 1947.11.13. “십만동북동포의 참경, 기아지경에 여자는 몸팔아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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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서(排韓情緖)나 이데올로기적 중상에 노출된 채 방치되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귀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생환의 방도이기도 했다.

한편 남한 출신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한 일본의 조선인은 GHQ∙일본정부

의 송환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GHQ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동일

한 조건으로 송환하되, 송환자의 소지금과 재산 반입을 철저히 제한하였

다. 이에 송환당국은 양 지역 인플레 방지를 명분으로 개인 재산 반입에 

대해서는 양 국 사이에 국교가 수립되면 추후 협상토록 하였다.47)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이미 송환되었거나 송환 대기중인 일본인과 조선인 양측

으로부터 비판받았다.48) 1946년 초 송환이 마무리된 남한의 일본인과 달

리 당시 일본에는 아직도 귀환을 준비하던 조선인들이 남아있었다. 이들

은 이미 귀환한 사람들의 열악한 생활을 익히 전해들을 수 있었기 때문

에 자신의 재산을 반입하기 위해 당국이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

다.49)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결국 관철되지 않았고50), 남한에서는 일화예

금령까지 실시되어 요행히 숨겨 들여온 엔화도 무용지물이 되었다.51) 이

것은 조선인 귀환자들로 하여금 ‘이주∙강제동원’의 기억과 함께 편의주의

47)  <중앙신문> 1946.3.29. 

48)  1945년 11월 21일 일본정부는 GHQ 앞으로 「朝鮮在留邦人の生命財産保
護」라는 서신을 보내 일인재산과 생명보호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정이 ‘호의
적 배려’를 하도록 종용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
録』,  巖南堂書店, 1964, pp. 941-942 참조). 이것은 점점 재산 처분과 반
출조건이 불리해져 가자 초조해진 미귀환 재조일본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인다. 귀환대기자들은 패전 초기 사적인 방법으로 돌아간 일본인
들과 달리 당국의 공식송환방침에 따라 불리한 조건에서 귀환해야 했기 때문
에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재외재산 문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1952년 2월 결렬된 1차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사유재산권’에 관한 
한 일본인에게 여전히 보상청구권이 남아있음을 주장한 것도 일본인 귀환자
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정부, 『한일회담 합의사항-가조
인 내용 해설』, (서울: 대한민국정부, 1965), pp.33-34;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일본연구실 편, 『한일관계자료집』 1집, (1976), pp. 92-94 참조.

49)  <한성일보> 1946.3.22 “귀국하려나 생도가 막연”.

50)  재산반입문제를 둘러싸고 주한미군정과 GHQ는 각기 입장이 달랐다. 미군정
의 경우 귀환자의 빈곤이 곧바로 통치의 부담으로 직결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난 완화를 위해 GHQ측에 조선인의 재산반입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기
도 하였으나 GHQ는 이를 묵살하였다. 『G-2보고서』, 1946.2.14., <경향신
문> 1946.12.28., <독립신보> 1947.7.3 참조. 아울러 주한미군정의 활동과 
GHQ 사이의 관계는 Edward W. Wagner,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清渓書舎, 『日本における朝鮮少数民族 1904-1950』 (東京: 复刻板, 1989),  
pp. 107-116 참조.

51)  <조선일보> 1946.1.5., <한성일보> 1946.4.11 “일화예금령에 목졸린 귀환
동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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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송환정책’으로 인한 재산상실이라는 2중의 피해의식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일본에 남아 있던 조선인들로 하여금 귀환을 포기하게 만든 주된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한편 사할린의 조선인들은 ‘재일조선인’과는 또 다른 형태의 디아스포라 

집단이었다. 종전 직후 이 지역의 일본인과 조선인은 큰 틀에서 같은 거

류환경에 놓여 있었다. 1905년 러일전쟁 패배 후 40년 만에 남사할린에 

진주한 소련군은 사할린∙시베리아∙캄차카 개발을 위해 남아 있던 일본인 

약 30만 명의 귀환을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했다. 노동력 확보를 위한 소

련군의 집착은 1946년 12월 미국과 GHQ 레벨에서 「일본인 송환에 관

한 협정」을 체결한 뒤에도 변함없었다.52) 그러나 거듭되는 GHQ와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인들은 대개 1949년 7월까지 본토로 돌아갈 수 있

었다.53) 하지만 그로 인해 더욱 극심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게 된 소련

당국은 조선인을 ‘일본인’ 범주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이들은 자신의 의지

와 무관하게 현지에 잔류하게 되었다.54)

이처럼 구 일본제국의 탄생∙성장∙붕괴라는 생애과정에서 배태된 일본인

과 구 식민지민의 해외 이주∙거류∙동원, 그리고 본토 귀환양상은 거류지 

귀환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또 귀환국면의 체험도 강제송

52)  「소련지구 송환에 관한 미소간 협정」 (1946.12.19). 이 협정은 대일이사
회 소련대표 육군중장 델레비얀코와 GHQ의 대표 볼 J. 뮬러가 도쿄에서 체결
한 것이다. 이것은 극소수의 엔지니어를 제외한 북한의 일본인들이 거의 모두 
남한을 거쳐 일본으로 돌아간 시점에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사할린과 소
련본토의 억류자들을 위한 협정이었다. 

53)  大沼保昭, 『サハリン棄民』, 이종원 역, 『사할린에 버려진 사람들』 (서울: 
청계연구소, 1993), p. 23.

54)  GHQ는 일본정부의 보고를 기초로 사할린 조선인의 규모를 1944년에 
‘25,435명’, 소련 점령시에는 약 ‘15,000명’으로 파악했다(GHQ/SCAP Re-
cord RG331, National Archives and Record Service Box no.382 문서철
의 “Repatriation of Koreans from Sakhalin: Jan. 1946-June 1949”). 그러
나 현재는 소련점령 하에서 조선인단체가 종전 직후 보고한 ‘4만 3천명 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사할린 거주 조선인 규모에 관해서는 大沼保昭, 
위의 책, pp.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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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잔류∙억류 등 다른 양상으로 분기되어 나갔다.55) 그러면 이어서 이

렇게 돌아온 귀환자들을 본토사회는 어떻게 맞이했고, 이에 대해 귀환자

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자.

V. 본토사회의 냉대와 귀환자의 대응

일본사회는 각 귀환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해외 귀환자의 초췌한 모습

에 충격을 받았다. 당시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은 먹거리∙잠자리∙일자리를 

찾아 방황하는 귀환자들의 일상을 전하며 사회적 관심과 온정을 호소했

다. 또한 정부 구호당국을 비롯해 귀환자 중 사회적 지도층에 있던 사람

들 역시 지면을 빌어 해외에서 돌아온 자들을 광의의 ‘전쟁피해자’, 혹은 

‘전쟁희생자’로 언급하며 사회 전체가 시급히 구호에 나서야 한다는 당위

론을 유포했다. 그러나 이것은 화자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

중의적 수사’였다.

전후 일본정부는 제국 붕괴의 후폭풍으로서 소련점령지에 억류된 자국

민을 데려오지 않고서는 대내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다. 또 귀

환자가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격화되는 재외재산 반입 요구에 대응

해야 했고, 유입인구 증가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사회 곳곳에서 불거져 나

오는 본토인과 귀환자(引揚者) 사이의 노골적 갈등을 봉합해야 했다. 그

리고 정부로서는 해외귀환자 뿐만 아니라 전쟁 말기 대공습으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본토의 전재민, 인구 급증에 따른 거주이전 제한조치로 타

지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소개민, 전장에서 돌아와 일자리를 잃은 군인

∙군속 등, 자신만의 특수한 피해를 주장하는 귀환자와 유사한 다른 집단

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일본정부의 ‘전쟁피해자론(戦争被害者論)’은 

귀환자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패전을 맞이한 모든 일본인들이 

‘피해자’라는 의미였다. 이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보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강화조약 체결 상대인 연합국측

에 일본의 전쟁피해를 각인시킴으로써 전후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림

55)  지면관계상 본 발표에서는 다룰 수 없으나 동일지역, 동일환경에서 귀환하였
다고 해도 귀환집단 내부의 다양한 균열요소, 즉 성별∙연령∙직업군∙신분∙이주
배경∙경제력∙사회네트워크 등 귀환자 개인의 주관적 조건에 따라 이들의 집단
적 귀환체험은 다시 각기 다른 형태로 굴절되어 갔다. 또한 귀환체험에 대한 
기억 역시 본토 정착의 성공 여부, 귀환자 개인의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 변형
되었으며, 그것은 전후 일본 혹은 해방 후 남북한에 조성된 지배적 이념∙가치
∙지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재구성되었다.



101

일본제국의 붕괴와 한일 양 지역의 전후 인구이동

이민인종연구회 http://www.homomigrans.com

수였다. 동시에 그것은 재정난에 허덕이던 전후 일본정부가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보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대응이기

도 했다. 이러한 태도는 이후 ‘전쟁피해수인론(戦争被害受忍論)’으로 정

교하게 다듬어져 갔다.56)

반면에 귀환자가 ‘전쟁피해’를 호소한 배경에는 본토인에 비해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모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강하

게 작용했다. 즉 이들 주장의 핵심은 패전으로 인해 전후 일본사회가 총

체적 난국에 처한 것은 양해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초인적 내핍을 왜 유

독 귀환자에게만 강요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가령 중국에서 돌아온 호조 

슈이치(北條秀一)는 귀환자들의 지지를 얻어 의회로 진출한 뒤, ‘도쿄의 

경우 30만 귀환자 중 다다미 위에서 생활하는 자는 20%에 불과하다’며 

전 국민의 ‘전쟁희생(피해)균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호조는 일본사회

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전쟁희생 부담의 불평등이라며, 귀환자들이 전후 

일본의 ‘국민’으로서 재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라도 주택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귀환자들의 실

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귀환자 명의의 토지가 ‘농지조정법’에 

의해 부재지주지로 간주되어 소유권 행사가 금지된 것을 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57) 또 다른 귀환자였던 무라세(村瀬)는 본토 귀환이 능사가 

아니라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생업자금을 지원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귀환자가 연합국의 절대적 ‘동정’ 하에 돌아왔으나 

56)  이를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최고재판소까지 갔던 ‘損失補償ー平和条約に
よる在外財産喪失と国の補償責任’에 관한 소송이다. 당시 귀환자들은 샌프
란시스코강화조약의 대가로 충당된 자신의 재산을 헌법 제29조 3항, 즉 손
실보상청구권 조항을 통해 돌려받고자 했다. 일명 ‘카나다재판’으로 불리기
도 하는 일본계 카나다인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1960년에 제기한 이 소송
은 1963년 동경지방재판소(제1심), 1965년 동경고등재판소(항소심)를 거쳐 
결국 1968년 11월 27일 동경최고재판소(대법정판결)에서 결론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귀환자의 재외재산 상실은 일종의 전쟁희생 혹은 전쟁피해로서, 본
토의 국민도 모두 이를 감내(受忍)해야 했던 당시 상황으로 보아, “헌법이 전
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이므로 헌법 제29조 3항에 기초한 보상청구는 불가
능하다는 것이었다. 若槻泰雄, 『戦後引揚の記録』, 時事通信社, 1991.(新版, 
1995), pp. 289, 『行政百選』Ⅱ, no.253의 「最高裁判所民事判例集」22巻
12号, pp. 2,080, 『訟務月報』 14巻 12号, pp. 1359, 『判例タイムズ』 229
号, p. 100 참조.

57)  당시 귀환자에 대한 의회의 정착원호 논의는 주택과 농지문제와 아울러 갱생
자금 대부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参議院 第1回国会, 在外同胞引揚問題
に関する特別小委員会 第2号 (1947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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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정상적인’ 국민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서 식민지에

서 일군 재산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실을 들었다. 즉 귀환자가 구직 등

에 있어 본토인보다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배경으로서 본토인에 비해 희

박한 사회적 연고와 인맥을 들었다.58) 이처럼 종전 후 귀환자들의 피해는 

‘내․외지’를 막론하고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참아

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와, 정부의 무성의한 구호의지와 미비한 제도로 인

해 귀환자들은 정당한 ‘국민’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토인과 공

평하게 고통을 분담하자는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부활한 은급제도

는 복류해 있던 전후 일본사회의 균열을 확산시키며 양자간 갈등에 불

을 지폈다. GHQ는 점령 하에서 군인과 그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는 것이 

바로 군국주의의 기반이라며 은급법을 폐지하였다. 대신 GHQ는 군인과 

그 가족∙전재자∙귀환자 모두를 SCAPIN－404(救済並福祉計画ノ件)를 통

해 ‘일반생활원호’라는 관점에서 동일 원호체계에 두었다. 그리고 1946

년 9월 이래 생활보호법을 제정해 ‘무차별 평등 원칙’에 따라 생계 곤란

자에 대해 공적부조를 실시했다.59) 그러나 일본정부는 1951년에 접어들

어 강화조약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전상병자와 전몰자 유족에 

대한 원호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해 이듬해인 1952년 4월 30일 정식으로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법률 제127호, 이하 유족원호법)을 공포하

였다. 그리고 이듬해 8월 1일 은급법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전전의 원

호체계를 부활시켰다. 이것은 정부가 이제껏 일본국민 모두가 똑같은 전

쟁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이 허구였음을 스스로 폭로한 순간이었다. 그

러자 강화조약 발효와 맞물려 발생한 ‘차별’ 조치에 대해 민간인들, 특히 

해외 귀환자들은 전재민∙소개민 등 본토의 구호 대상자들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58)  参議院 第1回国会, 在外同胞引揚問題に関する特別小委員会 第10号 (1948
년 4월 13일).

59)  村上貴美子, 『占領期の福祉政策』 (勁草書房, 1987), pp. 58-59쪽. GHQ
는 후생성 건민국을 사회국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시설을 통합
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년 12월에는 생활곤궁자 긴급생활 요강
(CLO 1092)를 공포하여 생활곤궁자를 국내생활자, 실업자, 국내 전재민, 국
외 전재민(귀환자), 국외 거류자의 잔류가족, 상이군인∙군인과 유가족으로 대
별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주 비용을 지급했다. 이혜원 외, 「한국과 일
본의 미군정기 사회복지정책 비교연구 - 빈곤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
회복지학』 36호, 1998, pp. 3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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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자 중에서도 ‘재외재산의 95%’가 집중된 만주와 한반도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생활지원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전쟁피해를 국가로

부터 ‘공인’받지 못할 경우 이것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웠다.60) 게다가 이들 지역은 연합국과의 강화조약 체결과

정에서 국교수립이 불투명한 지역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돌

아온 자들은 정부의 조치를 더욱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일종의 무마책으로 부랴부랴 1957년 ‘인양자급부금제도’를 도입

하였다. 그러나 귀환자들은 강화조약 체결시 배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식민지에 접수된 재산에 관한 청구권을 정부가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포

기했다며 보다 더 거세게 재외재산보상요구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인양

자단체전국연합회는 정부가 인양자급부금제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

고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1962년 4월에는 민법상의 손해배

상 청구 시효가 다가오자 강화조약 체결 10주년을 맞이해 전국적으로 보

상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이 단체는 46만 세대의 귀환자를 대표해 무

려 재외재산 총액 1조 888억 엔의 보상비를 청구했다. 또한 총리실에는 

귀환자로부터 무려 20만 통의 항의편지가 날아들었다.61) 이에 정부는 다

시 1964년 총리실 산하 재외재산문제심의회 제3차 회의를 통해 특별교

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967년 법률 114호 ‘인양자 등에 대한 특

별교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349만 명에게 총 1,925억 엔을 지

급해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조치가 결코 국가의 

‘보상의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며 끝까지 ‘국가책임’ 문제를 회피했다.

이처럼 해외귀환자 중 민간인들은 군인과 달리 전쟁피해와 국가의 공적 

책임 사이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후보상 대상에서 제외되

었고, 인양자 급부금∙교부금이라는 일종의 위로금 지급을 통해 이 문제가 

마무리되었다. 이것은 전쟁책임은 물론 전후책임을 도외시한 전후 일본

정부의 태도가 해외 귀환자 문제를 통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런데 아울

러 주목할 대목은 공적 제도와는 다른 층위의 문제, 즉 귀환자에 대한 본

토인들의 사회적 무시와 냉대이다.

종전 후 공적 영역에서 귀환자에 대한 ‘전쟁피해자론’과 ‘전사회공동구

60)  内閣総理大臣官房管理室, 『在外財産問題の処理記録－引揚者特別交付金の
支給－』, 1973, 資料編, p. 13.

61)  小林英夫外, 『戦後アジアにおける日本人団体』 (ゆまに書房, 2008),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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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론’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자를 바라보는 본토

인의 시선은 사뭇 달랐다.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귀환자들로 인해 주택

∙실업∙식량난이 가중되자 본토인들도 이들을 경원시하기 시작했고62), 귀

환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냉대 속에서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하자 정착의 

전망도 세우지 못한 채 급기야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었다.63) 즉 본

토인들은 본토인대로, 귀환자들은 귀환자대로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정

면으로 투사하는 등 일본사회는 총체적 피로현상을 드러내며 도처에 균

열을 안게 되었다. 본토인들에게 귀환자들이란 결국 사회적 부담층이요 

민폐집단에 불과했다.64) 귀환자에 대한 본토인의 차별∙경계∙냉대 속에는 

자신들은 전쟁기간 내내 전쟁수행을 위해 각종 동원에 시달리고 급기야 

대공습과 원폭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귀환자들은 외지에서 ‘호

사’를 누렸다는 미묘한 질시의 정서가 복류되어 있었다. 그 결과 아무리 

언론에서 귀환자에 대한 온정을 호소해도 본토인들은 좀처럼 마음을 열

지 않았다. 오히려 귀환자들의 열악한 정착상황을 보도할수록 본토인들

은 일종의 ‘보상 심리’에서 그것을 당연시하였고, 역으로 혹여 이들로 인

해 자신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경계심과 귀환자에 대한 편견만 심

화시켰다.

이러한 본토의 상황은 결국 귀환자들로 하여금 복합적인 피해의식을 안

겨주었다. 이들은 외지에서 군인 혹은 식민자로서 일본제국의 유지와 팽

창에 일조한 집단으로서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구호를 기대했으나 재정

과 행정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본토인

들의 냉대까지 결부되자 이들은 해외에서 모든 삶의 근거와 재산을 상실

했다는 1단계 삶의 낙차에 이어 정착의 고통이라는 2단계 낙차를 맛보았

다. 이러한 귀환자들의 집단적 멘탈리티가 바로 전후 조직적 보상요구운

동과 의회 진출 움직임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번에는 해외에서 돌아온 조선인의 생활실태와 이들에 대한 남한사회

62)  <山形新聞> 1946.11.19. “孤独の引揚者自殺”, <毎日(大阪)> 1947.1.20. “
引揚娘が腹毒”.

63)  <毎日(東京)> 1947.11.19. “冬に泣く引揚者”, <山形新聞> 1946.7.10. “復
員者に職を、生活苦が罪をつくる”, 같은 신문, 1946.4.4. “半分は生活苦に
あへぐ”

64)  <朝日(大阪)> 1945.12.31. “引揚完了40万人、失業予想30万、陸海軍解体
の総決算”, 



105

일본제국의 붕괴와 한일 양 지역의 전후 인구이동

이민인종연구회 http://www.homomigrans.com

의 구호논의를 1945년 해방 직후의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당

시 귀환자 관련 기사는 외지에 거류중인 조선인들을 원호하기 위한 현지 

시찰담, 각 지역별 귀환 현황에 관한 것이 대종을 이룬다.65) 그리고 1945

년 10월 말부터 미군정과 GHQ 사이의 공식송환 행정이 어느 정도 궤도

에 오르자, 언론은 국내 원호단체의 조직현황과 귀환자의 생활대책 문제

를 집중 보도하였다. 기사내용을 보면 해방 직후의 건국 열기를 반영하

듯, 귀환자들을 신국가건설의 또 다른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전재동포 중 백만의 기술자와 기능자를 위하여 전재

기술자협회가 새로이 결성되었다.”는 기사나, “해외에서 돌아오는 전재

동포에게 직업을 알선하여 생활의 근거를 만들어 줌으로써 … 해외 공업

방면에 종사하던 전재동포의 기술을 하루바삐 총동원시켜 국가건설에 공

헌하고자 …”라는 기사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66) 즉 이 시기에는 일

본정부나 점령당국이 해외 동포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라도 이들을 ‘구호’하고, 이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동포애’가 ‘건국’이라는 시대정신과 맞물려 있었다. 즉 귀

환자에 대한 본토인의 바닥정서와 사회적 이데올로기 사이의 간극이 그

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45년 12월 동절기를 맞이하면서 귀환자에 대한 보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민생문제’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67) 이것은 남한사

회가 해방 후 들뜬 분위기 속에서 막연한 ‘동포애’에 기초해 귀환자 문제

를 인식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이것을 당면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게 되

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주로 미군정을 상대로 체계적인 귀환자 대

책을 촉구한 기사가 집중되었다. 동시에 소련점령지에 억류된 미귀환 조

선인을 위한 외교교섭이나, 귀속재산의 불법 반출과 횡령, 탈루∙유실을 방

지하기 위한 엄정한 관재정책과 일본인 밀항단속을 촉구하는 기사가 많

았다.68) 그리고 1945-1946년 동절기에 귀환자들의 아사∙동사가 일상화

되자, 1946년 전반기 귀환관련 보도는 미군정의 잘못된 구호정책과 남한

65)  <매일신보> 1945.9.19., 1945.9.24., 1945.9.30.

66)  <매일신보> 1945.10.2, 1945.10.10.

67)  <동아일보> 1945.12.5. “조선사회문제대책중앙협의회가 결성되다”.

68) <자유신문> 1945.12.19, <조선인민보> 1945.12.21, <서울신문> 
      194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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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냉담한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많았다.69) 가령 남한에 귀환한 자들

의 만주 재이민 현상이나 일본 재밀항 관련 보도는, “빙설 같은 동포애”, 

“굶주린 모국보다 『왜지』”, “귀환동포들, 유리(遊離)의 밀항”, “운명의 

국경도시 개성, 북으로 다시 가는 이민단” 등 자극적인 머리기사를 실었

다.70) 해외 조선인은 당연히 ‘조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관념적∙관성적 

정서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불거진 귀환자의 재이민 현상은, 이미 남한사

회의 귀환자 구호와 적착원호 행정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귀환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더 이상 막연한 그리움의 대상으

로서 ‘고국’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결국 남한으로 돌아온 조선인들은 구호행정의 미비로 인해 토굴∙역전∙방

공호 등을 전전하며 토막민의 계보를 이었다.71) 또한 1946년 봄 호열자

를 앓고 있던 귀환자로 인해 전국으로 역병이 번져가자 이들은 전염병이

나 몰고 오는 ‘병균덩어리’요 ‘우환동포’로 회자되었다.72) 그리고 이들에 

의한 궁도죄가 증가하자 귀환자 전체가 ‘우범집단’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되었다.73) 이처럼 남한사회 역시 귀환 초기에는 독립과 건국에 대한 기

대 속에서 ‘동포애’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이들의 구호를 역설했으나, 오

히려 일본보다 더 열악한 정착환경으로 인해 귀환자들은 사회적 소외집

단으로 전락했다.

한편 일본과 달리 남한의 경우 미군정의 직접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의회공간의 구호논의를 좀처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군정의 관련

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단체의 반향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면, 미

69)  <조선일보> 1946.1.22, <동아일보> 1946.2.5, <한성일보> 1946.3.8, 
1946.3.12, 1946.3.20.

70)  <조선인민보> 1946.3.19, 1946.7.29, <한성일보> 1946.4.21, <독립신보> 
1946.8.4.

71)  <조선일보> 1946.11.19., <동아일보> 1946.12.4., <서울신문> 1947.1.29.

72)  미군정 시기는 극심한 풍수해와 역병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었다. 
보건후생부장 이용설은 1946년 8월 국제보건회의에 참석코자 뉴욕을 방문하
였을 때, 현지 교민들에게 국내 수해민 구제를 부탁하였다. 귀환자 유입으로 
1946년 5월 이후 전국적으로 만연한 콜레라는 1946년 당시 ‘10,181명’의 사
망자를 내어 한일간의 송환업무가 연기될 정도였다. <조선일보> 1946.8.17, 
<한성일보> 1946.6.7, <독립신보> 1946.8.9, 『조선연감』, 1948년, 341
쪽.

73)  부산의 경우 발생 범죄의 60%가량이 귀환자에 의한 궁도죄(窮盜罪)였다. <
동아일보> 1947.1.11, <독립신보> 1947.1.4, <조선인민보> 1946.7.11.



107

일본제국의 붕괴와 한일 양 지역의 전후 인구이동

이민인종연구회 http://www.homomigrans.com

군정은 1946년 6월 해방 직후부터 우후죽순격으로 조직된 사설 원호단

체들을 통폐합해 조선전재동포원호회를 대표단체로 지정하고 귀환자를 

위한 가주택건설을 추진했다.74) 그런데 이 단체를 포함해 대부분의 남한 

내 정당 및 사회단체는 귀환자와 세궁민을 위해 구호당국이 추진한 ‘가

주택건설안’에 처음부터 회의적 입장이었다. 이들은 오히려 1946년 11

월 동절기를 맞이해 재정과 자재부족으로 지지부진한 가주택건설보다는 

당장 귀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밀실정치의 온상인 요정∙유곽∙요리점 등 

유휴 건물과 구 일본인 소유 가옥을 개방하라고 주장했다.75) 이에 미군

정은 마지못해 대형 유곽의 개방을 약속하였으나, 반복되는 개방 지연으

로 인해 세간의 비난을 샀다.76) 이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귀환자

가 일본인 가옥을 매수할 경우 동결한 일화(日貨)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군정에 건의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77) 결국 귀환자의 

가주택건설은 재정 부족과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했고, 게

다가 유상분양을 실시함으로써 극빈자가 대부분이었던 귀환자들은 입주

를 포기했다.78)

한편 미군정은 만주-조선-일본으로 이어진 블록경제가 붕괴하고, 남북 

분단으로 인해 산업시설 가동이 부진하였기 때문에 귀환자 실업구제를 

위해 이들을 다시 농촌으로 흡수하고자 귀농알선사업을 실시하였다. 즉 

미군정은 이 사업을 통해 도시로 몰려든 귀환자의 인구 분산과 실업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당국이 애초 기대한 

74)  해방 후 조직된 주요 귀환자 원호단체를 살펴보면 조선재외전재동포구제회, 
조선이재동포구제회, 조선전재기술자협회, 조선인민원호회, 해외귀환자자강
협회, 조선원호단체연합중앙위원회, 조선사회문제대책중앙협의회, 만주귀환
동포협력준비위원회, 귀국전재동포구제회중앙본부, 전재동포총동맹, 재일동
포옹호대책위원회, 귀환동포협생회, 조선전재민공생협회 등을 들 수 있다. 
<매일신보> 1945.9.2, 1945.9.30, 1945.10.2, 1945.10.10, 1945.10.20, 
<동아일보> 1945.12.5, 1946.3.15, 1946.7.24, 1946.9.24, 1947.3.16, <
조선일보> 1946.1.18, 1946.9.21, <조선인민보> 1946.3.11, <서울신문> 
1946.11.29 참조.

75)  <독립신보> 1946.11.23.

76)  <동아일보> 1946.12.28.

77)  비서처,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속기록』 제146호 (1947. 9. 18)

78)  애초 미군정은 전국에 2,000원 예산으로 약 30,000호의 가주택을 짓고자 했
다. 수도권의 경우 영등포와 경기도 광주에서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1947년 
현재 건설 실적은 채 1만호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계획을 수정해 전국에 
총 1억 원을 배당해 1만호 건설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독립신보> 
1946.7.31, <동아일보> 19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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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호 중 실제 귀농 호수가 3만여 호에 불과해 사실상 실패했다.79) 이

것은 이미 계획단계부터 예견된 것으로서 토지개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농지 정리가 되지 않았고, 귀농을 뒷받침할 농자 융통 등 제도 정비가 미

비했으며, 비료와 농기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과도입법의원에서는 일종의 귀환자원호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

전재민원호법’ 초안을 1947년 9월 초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이후 중국∙일본∙남양∙기타 전재 외지로부터 귀국한 요

원호자와 해(당) 전재지에 잔류한 요원호자(제1조)”를 지원 대상으로 삼

고자 했다.80) 그러나 입안 단계부터 월남민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

고 김지봉∙안동원 등 월남한 의원들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법

안은 검토단계부터 난항을 겪더니만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81)

한국에서는 해방 후 수많은 귀환자원호단체가 조직되었으나 어느 하나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고, 정부가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귀환자들은 자신

의 피해를 호소할 마땅한 창구를 찾지 못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을 동원

한 조선총독부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아직 조선 잔류의 가능성을 열어놓

고 남아 있던 일본인 지도층이나, 일본인의 본토 귀환 원호조직인 세화회

(日本人世話会)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가령 일본으로 징용 갔던 조

선인들이 대거 밀선을 타고 들어온 목포에서는 과거 자신을 동원한 일본

인 부윤을 찾아가 일본에서 겪은 학대에 대한 보상으로 잔류 일본인 1인

당 3,000엔의 위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또 인천에서도 돌아온 징용자들

이 집단 실업에 처하자 인천부청을 찾아가 생계대책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인 뒤, 인천세화회를 상대로 일본에서 받지 못한 미불임금을 포함해 정

착원호금조로 거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82) 조선총독부에서는 이러한 사

태를 미리 예견하고 조선인들을 동원하였던 주무기관인 광공국 산하 조

선근로동원원호회를 그대로 돌아오는 조선인들을 위한 원호기구로 활용

하고자 했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조선인을 위한 원호대책을 강구하

79)  <한성일보> 1947.10.8, <독립신보> 1947.10.8.

80)  비서처,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속기록』 제151호 (1947.9.25).

81)  비서처, 위의 속기록 제152호 (1947.9.26).

82)  八木信雄, 「全羅南道」, 『同和』 161-162号 연재, (1961.5-6), (森田자
료-1, pp. 399-400에 재수록), 小谷益次郎, 「仁川引揚誌」, (1952.5), (森
田자료-2, pp. 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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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과대선전함으로써 불만을 무마하고자 했다.83) 그러나 이 기구

는 유명무실하였고 곧 관료들이 일본으로 돌아감에 따라 외지로 동원된 

조선인들은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어졌다. 이에 이들은 미군정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구호를 요청했다. 가령 응징사동맹이란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였다.

1. 외지로 징용된 기간 중 가족에게 약속한 원조금을 지불할 것.

2. 귀환한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으므로 취업시까지 생활비를 보조할 것.

3. 휴면상태의 공장을 재가동해 일자리를 제공할 것.

4. 유휴가옥을 개방해 집 없는 귀환자에게 제공할 것.

5. 외지에서 사망한 징용자 가족에게 생활비를 제공할 것.84)

그러나 미군정은 과도점령기구라는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로 미루었고, 곧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이 전

재지로 변하자 귀환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특별한’ 피해를 호소할 길이 

없어졌다. 그 결과 이들은 1965년 한일간에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 이렇

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VI. 마치며

지금까지 ‘전후 일본’과 ‘대한민국’이라는 일국사적 틀 속에서 다루어 온 

양 국민의 귀환 및 정착과정을 일본제국 붕괴로 나타난 트랜스내셔널한 

이동이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본고는 결국 구 제국 붕괴로 인해 식민

자의 귀환 및 정착이 식민지민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논하

기 위한 시론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주요 지역사례를 통해 전후 인구이동이 지닌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2차세계대전 종결은 세계 전역에 걸

쳐 다양한 형태의 이동을 낳았는데 그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동의 논

리가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첫째, 종전 후 구 

83)  <京城日報> 1945.9.3. “半島同胞帰鮮、第一船就航、内地側でも万全策”, 
같은 신문, 1945.9.6. “在内地半島勤勞者や戦災者の援護に全力、さらに帰
郷者援護部を設く”.

84)  <중앙신문> 1945.11.2. “준다던 원호금은? 일인에게 학대받든 응징사들 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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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지의 급격한 정치변화가 구 제국 내에서 이루어진 과거의 인구이동 

메카니즘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러한 정치변화

가 대규모 인구이동을 추동하지만, 이동과정에서 구 거류지의 현실적 여

건에 따라 이동의 수위와 방식이 부단히 수정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구 

거류지에서 시작된 인구이동이 정착지의 수용환경과 맞물려 연동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전후 인구이동이 제국의 중심과 주변지(식민지) 사

이의 민족간 쌍방향 이동으로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이동에 영향을 미치

는 각 주체간에는 보낼 사람과 붙잡아 둘 사람의 ‘선택과 배제’를 둘러싸

고 다양한 층위에서 길항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

은 제3장에서 살펴본 귀환규모 데이터와 제4장에서 다룬 귀환환경 및 체

험의 다양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 일본인의 귀환은 종전 후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해외 거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패전국과 유사했다. 그러나 일본

인의 귀환은 구 일본제국이 미소 양국에 의해 분할 점령됨으로써 ‘일괄송

환’과 ‘집단억류·압송’이라는 상반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한 점에

서 한반도에서 돌아간 일본인들의 귀환양태에는 이러한 특징이 극명하

게 집약되어 나타났다. 

소련이 점령한 북한지역에서 일본인들은 무상노동력으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 군인은 물론 청장년기 남성이 타지로 압송되어 소련의 전후복구라

든가, 점령지 산업시설 반출에 투입되었다. 반면 부녀자와 노약자 등 노

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일본인들은 이동을 금지한 채 방치함으로써, 조선

인들로 하여금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불만을 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친소

적 정서를 이식하고, 아울러 전후 일본처리 문제에 있어 더 많은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인질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활용했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돌아간 일본인들은 가족의 이산과 사망, 집단억류와 강제노동 등의 체험

을 근거로, 자신들이 패전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일본사회의 정착 지원

을 호소했다. 반면 미군이 점령한 남한지역에서는 제국의 중심으로부터 

식민지를 분리한다는 입장에서 군국주의의 핵심세력인 군부를 우선송환

한 뒤, 1946년 3월까지 민간인들을 차례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미군정이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조선 거주를 불허함으로써 남한에서 돌아간 일

본인 역시 패전의 ‘특수한 피해’를 호소했다. 이처럼 북한과 남한에서 돌

아간 일본인들의 피해의식을 형성케 한 귀환체험의 내용은 각기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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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은 본토 귀환 후 ‘해외억류자귀환촉진운동’과 ‘재외재산보상

운동’을 양 축으로, 전쟁피해를 호소하는 본토의 다른 집단과 협력과 갈

등을 반복하며 보다 유리한 정착환경을 확보하고자 조직적으로 대응하

였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해외 귀환자의 ‘특수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

고, 여기에 사회적 냉대까지 덧씌워져 이들의 정착과정은 쉽지 않았다.

조선인의 귀환 및 정착과정도 외견상 일본인의 그것과 궤를 같이 하였다. 

즉 사할린과 같은 소련 점령지역에서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귀환이 

봉쇄되었고, 미군 점령지역에서는 일본인과 동일 조건 하에 송환되었다. 

그리고 미소의 정치적 자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중국 대륙에서는 상당

수가 현지인들의 배외주의와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해 생존을 위해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한반도로 돌아온 후 미군정의 미흡한 정착원

호와, 귀환자를 식량난·주택난·취업난 등 사회문제를 가중시키는 민폐집

단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등으로 인해 역시 열악한 정착과정을 겪었

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제국 붕괴 후 구 거류지를 떠나 본토로 이동한 사

람들은 식민자와 식민지민 모두 귀환과 정착과정에서 다양한 피해를 경

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 민족이 겪은 ‘피해의 맥락’을 역사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

다. 환언하자면 귀환의 원점이 해외 이주에서 비롯된 만큼, 이들이 외지

에 거류하게 된 배경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인들이 호소하는 ‘삶

의 낙차’와 귀환과정의 피해는 원천적으로 제국의 확장국면에서 식민자

들이 외지에서 누리던 각종 특권의 박탈로 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본토 

귀환 후 사회적 냉대로 인해 가중된 피해의식은 어디까지나 일본정부와 

전후 일본사회를 상대로 한 것이다. 조선인에게는 그것이 설령 더 나은 

삶을 위한 개인적 프로모션 차원의 자발적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 외지 

거류 자체가 식민지배의 결과였다. 게다가 징병∙징용 등 공적동원으로 인

해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조선을 떠난 것 자체가 재앙의 시작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특히 후자의 경우는 이주-귀환-정착 과정에서 2

중, 3중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의 원점은 일본의 조선지배

에서 배태되었다. 

요컨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식민지배를 일상 레벨에서 가능케 한 식민자

였던 일본인들이 ‘귀환과정의 피해’를 근거로 ‘침략자∙가해자’에서 ‘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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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해자’로 둔갑한 것은 역사를 단절적으로 인식한 결과였다. 또한 양 

국민의 귀환 및 정착과정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전후 인구이동의 세계

사적 보편성이 투영된 결과로서, 이를 근거로 양자의 역사적 성격이 지닌 

엄연한 차이를 희석화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일본인들은 해외

에서 구 식민기구의 도움을 얻어 일본인세화회 등 귀환원호 단체를 조직

해 안전한 귀환을 자체적으로 도모했고, 본토에서도 귀환자단체를 조직

해 제한적이나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반면 조선인들은 귀환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실패하였고, 귀환 후 얼마 되지도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해 한반도 전역이 전재지로 전락함으로써 귀환과정의 피해를 호소

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그 결과 일본인들은 국가책임을 전제로 한 보

상은 아니었으나 급부금∙교부금 지급이라는 정부의 대응을 이끌어 낸 반

면, 조선인들은 한일간 국교수립 후 1974년이 되어서야 극히 일부가 보

상을 받았고, 2000년대에 들어 과거사 청산과 한일회담 문서공개가 사회

적 이슈로 부각되자 겨우 국가차원의 피해조사와 피해자 지원입법이 이

루어졌다. 귀환자 관련 전후처리 입법이 일본에 비해 50년이나 뒤쳐진 것

이다. 이것은 귀환국면에서 제국을 운영해 본 사회와 근대국민국가를 형

성하지 못한 사회의 역사적 경험차가 귀환자에 대한 처우에 그대로 반영

된 결과였다.



113

일본제국의 붕괴와 한일 양 지역의 전후 인구이동

이민인종연구회 http://www.homomigrans.com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repatriation and settlement process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after World War Ⅱ

Yeon-Sik Yi 

 After World WarⅡ, 6.3~7.0 million japanese 2.5 million 

koreans repatriated to their own homeland. They had no right to 

select their residence, and lost one’s private assets by the US-

AMGIK-GHQ and Soviet Army’s repatriate policy. After they went 

back to their homeland, they relied on social relief system, but it 

was not enough to satisfy all the repatriates because of deficient 

budget and goods.

 Japanese repatriates had a tenacity for their lost-assets be-

cause japanese relief system was worse than they thought before, 

and the social treatment was so cold. In 1952, Japanese govern-

ment abandoned the assets the repatriates had in old-colonies for 

the San-francisco Peace Treaty. Just after that, repatriates made 

a big movement demanding compensation toward japanese gov-

ernment. Being Confused, japanese government made a law called 

Hikiagesha kyuhukin nadono shikyuuho in order to soothe repatri-

ates’ rage. But it was impossible to lessen their dissatisfaction, 

That money didn’t mean governmental responsibility for compen-

sation, it was just an reward for poor life.

 The Korean repatriates underwent similar experience to 

japanese who went back to their homeland. Their settlement cir-

cumstances was worse than japanese. They became so-called bor-

derline class, failed to make their own political strength to draw 

some supports from USAMGIK. Unfortunately, they faced Korean 

War during 1950-1953. Thus korean repatriates had no chance to 

demand supports for bett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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