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과정을 통해 본 에스닉 네트워크와 노동경험:
일본 요코하마 고토부키죠의 한극언

미등록노동자를 중심으로*

。l혜진**

I 1 서론
B 이론적 배경
m 조선인 한국인의 이주과정

N 한국인 오야카타 중심의 취업구조 에스닉 커유니티의 선별적

생존전략
v 결론

면똘말]

본 논문에서는 이주리는 계기를 통해 에스닉 네트워크가 어떤 방식으로 발현

하며，이주 동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히는 노동이 일본 고토부커효리는 지역

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제 2

차 세계대전 직후 새롭게 정비된 일용직 노통 À~들의 인력시장이자 간이숙박소

역할을 했던 요코하마 고토부키효에 갑작스렵게 한국인들이 중가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서， 초기의 유입지들은 주로 한국의 제주인들로 이들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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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률 이용하여 고토부키효로 유입하여 노동하고 있었읍을밝혀냈다 더욱

이 제주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연방으후 인식되어져 왔었고，한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차별의 역시을 경험하는 퉁 한국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웅

집력을 가지는 고유한 지역성을 유지하고 있었기에，고토부키효라는 이국의 공

간에서 생활하면서，특히 취업 부문에서 제주인 중심의 헤게모니를 형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한국 사회에서 주변(margin).으로 간주되어 왔던 제주인들의 일
본으호의 이주를촉진시킨 역사적상황과 사회적 환경을 밝혀내는 동시에，1980

년대 후안부터 2000년대에 걸쳐，고토부키효의 한국인들의 취업실태에 대한 분

석을 시도해 본다 대부분이 미퉁록노동자라는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고토부키

효라논 장소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고찰하기 위해서 에스닉 커뮤니

티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분석 결파를 토대로 고토

부키효의 고유한 ‘계속적인이주와 생활을 가능하게 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정을 제시함으로써，구조적 제약 속에서 에스닉 커뮤니티가 당지하고 있는 사

회적 역할을강조한다

주제어 야주，제주도 일온 미등옥노옹자1 에스낙내트워르영용직노동시장，요셰 "K훔
;t場)

I 서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정책，사회운동，

그리고 연구성과들이 생산되고 있다 한국이 노동자들의 송출국이었던

시기에는 외국으로의 이주민들에 관한 연구틀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었

으나，한국이 이주민들의 유입국으로 전환하게 되면서，한국에 들어온

이주민과 관련된 연구는 ‘다문화’연구로，외국으로 건너가 그 사회의

시민권을 획득한 한국계 이주민(주로 ‘이민’으로불린다)에관한 연구는

‘통포’연구로서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에도 주체로서 인

지되지 않았던 외국의 ‘불법’체류한국인들에 관한 연구는 거의 눈에 띄

지 않는다 1) ‘불법체류자의 경푸，존재의 ‘비가시성’이바로 ‘비존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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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존재가능성’과 연결된다

비가시화 자체가 지속적인 존재 가능생을 당보한다고 하더라도，현재 공

권력에 의한 집단적인 단속활동에 의해 ‘비가시생’의존재가 그대로 ‘비

존재/무존재’로전환되면서， 그들이 이주의 행위자 (agent) 였으며，이국의

장소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했던 주체로서의 역사성이 무화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한국인 ‘불법체류;<)-(이후，미등록노동자로

표기쉴의 이주경험을 연구함으로써，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주체들의

삶의 내실을 고찰하는 것이다

한국으로 이주민이 유입되기 시작하던 1980년대 후반에는， 한국인들

의 일본요로의 이주노동의 웅직임이 있었다 198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

된 ‘해외여행 자유화’를 계기로，그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은 발급받기

어려웠던 여권을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었고，그리하여 일본으로 돈

벌이를 목적으로 도항한 사람들 대부분은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머무는

‘불법’체류상태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의 흐름은 일본 전역으로 확산

되었는데，그 가운데서도 비교적 대규모의 이주를 보인 곳이 바로 요코

하마의 고토부키효(뚫mn이다 고토부키효는 일용직 노동시장과 간이숙

박소의 역할을 겸비한 요세바(寄션場)로불리는 곳으혹， 이곳에 1980년

대 후반 새롭게 등장한 존재가 바로 한국인 미등록노동자이다 초기의

유입자틀은 주로 한국의 제주인이었으며， 이들은 지역네트워크를 이용하

여 고토부키효에 틀어와 일하고 있었다 제주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

반도의 변방으로 인식되어져 왔었고，한국의 큰대화 과정 속에서도 차별

의 역시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한국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응집력을

가지며，고유한 지역생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고토부키효 내부에서

제주인들이 주류세력이 되어 한국사회에서의 제주인들의 위치와는 사뭇
\1

1) 한국인 ‘불법’체류자에관한 연구가드불게존재하는데，그 가운데서도로스엔젤
레스한인타운의‘불법체류’노동자을올중심으로정체생형성과정과한인타운이
라는 공간생에대한 연구는주옥할만하다 이 연구에서는한인타운이한인에대
한 이미지를고착화한엔클레이브가아니며，다양한집단틀의쩡체성이갈등 경
합E운 곳이며사회 경제적관계들이교차 혼용하는다문화공간임을밝혀냈 .*01
영민，로스앤젤레스한인타운의지방노동시장특성과지역정체성탕색 한인 볼
법체류노동자의촬풍을 중심으로」，r문화역사지리，19(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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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회적 위치를 갖게 하고，나아가 제주인 중심의 헤게모니를 형성

하는 결과를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주변 (margin) 으로 여겨져 왔던 제주인

들이 일본으로 이주해온 과정과 그러한 이주를 가능하게 한 역사적 사

회적 맥략을 분석한 후，고토부키효의 한국인들의 노동 상황에 대해 고

찰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미둥록 체류상태라는 이

중의 제약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안정성 속에서도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에스닉 커뮤니티 내부의 착취구조를 감수하고 각자

나름의 안전한 생존방식을 선택하는 모습을 고창하면서， 한국인 미퉁록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고토부키효라는 장소와 그들의 생활전략을

분석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필자가 2005 년 4월부터 2011 년 2월까지 일본 가와사키(川

떼에 소재한 노통조합 가나가와시티유니온(이하， ‘유니온’)의한국데스

크 스태프로 활동하면서 수행한 참여관찰과 인터뷰조사 및 문헌조사를

토대로하고 있다

한국인 미등록노통지틀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는 펼자가 ‘유니온’

활동 가운데 직접 만나게 된 조합원들， ‘유니온’의한국인 활동가에게

소개받은 전(前)조합원을 비롯하여 현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뿐만 아니라，한국으혹 몰아간 이주노동 경험자들까지 포함하여 ‘스노우

볼’방식으로 진행했다 2) 그 결과，고토부키효를 삶의 공간으로 삼고 살

았던 한국인 37명，즉 제주도 출신자 17명(남성8명，여성 9명)과‘육지’

출신자 20병(남성 15명，여성 5명)의구술을 들을 수 있었다 3) 이 논문

에서는 특히，고토부키효의 제주인 네트워크와 노통경험에 대한 구술자

료를 중심으로 인용하고 있다

아울러， 인용된 인터뷰는 각 개인들의 지역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2) 필자가인터뷰를요청했던한국인들대부분은자신의이주경험에대해서말하기
를 꺼려했다소개를받아몇 차례 접촉을시도하더라도인터뷰을거절협끼 십

상이었다
3) 인터뷰연접자를올제주도와육2로 구분한것은，고토부키효에서생활하던한국
인의주류를이루었던‘제주도사랑’들이다른지역에서온 한국인들을‘육지사랍’
이라고부르며구별하고있었던것에서힌트를얻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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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식이 되므로 다소 이해에 불편이 따르더라도 면접자들의 발화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문자화했으며 4)，본운에 동장하는 한국인들의 이름은

가명처리를 했음을 밝혀둔다

n. 이론적 배경

l 요셰바고토부키효

일본에서 요세바로 불리는 곳은 도시하층노동자들의 집결지라는 변에

서 서양의 슬럼가와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한편，인력시장과 간이숙박소

가 한 공간에 집중된 곳으로 일본 고유의 장소라 할 수 있다 주로 대도

시에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일용직노통자가 모여서 일거리를 획득 i5}는

요셰바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한 요세바 가운데 특히 규모가 큰 오사카

의 가마가사키(효 γ 뼈)，도쿄의 산야(띠용)，요코하마의 고토부키효 퉁지

에 ‘도。þ( F-\')’5)라고 지칭되는 간이숙박소가 밀집하여 ‘도야가이(}-'γ

街)’를형성하고， 이것이 일용직노통자들의 생활장소로 이용된다 요세바

에 모여드는 노동자틀은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구해 고용자 측이 준

비해 둔 차량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현창으로 투입되지만， 노동

력의 선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실업자들도 다수 존재한

다 6) 일반적으로 요세바의 취업형태는 공공직업소개소의 이용，‘직행’7)

이나 ‘선별적구인(없付It)’8)，그리고 테하이시(手配師 9)를 통한 고용으

4) 인용운중에 단어를보충할경우는()，단어를알기 쉽게 풀어서설명할경우는
[]，필자의개엽이있을경우 < >의문장부호를사용했다

5) ‘도얘Fγ)’란숙소를뜻6는 일본어‘야도(宿，져J긴’를거꾸로읽은 속어로，일
용직노통자용의간이숙박소와공동주택을의미하며부정적인어감을가친다

6) 西澤兒彦，이풍淑흔ht=外部 빼市下땅 m工 J..J7*57iJ ，彩 il 社，1995，19-20
쪽

7) ‘직행’이란미리 고용이 결정되어있기 때문에요세바에서따로 일자리를구할
필요 없이노통현장으로바로 출근할수 있는상태를뜻한다

8)‘선별적구인(~힘tlt) ’이란비교적젊고순종적인노동자가통일한사업주에의해
선택되어져고용되는것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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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된다 반계약 상태인 ‘직행’과‘선별적구인’은 상대적으로 안정

적인 취엽충이며， 테하이시를 통한 취업지는 불안정 취업층이라 할 수

있다

요세바를 주요 근거지로 삼고 있는 노동자틀은， 사회적으로 하층으로

여겨지는 노통 ‘숙련도’，이별，이흔 혹은 미흔 퉁 어떤 이유로든 가족이

없는 ‘단신성’，노동과 거주의 장소를 끊임없이 이동하는 ‘가숙성(假宿

性)’을존재의 기본조건으로 하여，육체적 중노동을 담당하고 생활이 빈

곤하며，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남성 일용직노동자라는 특정을 가지고 있

다 l이 이러한 특정들 때문에 요세바 노동자들은 사회로부터 편견과 차

별을 받게 된다 한편，사회적인 차별과 배제에 대한 반응이 요세바 노

동자들의 폭동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어 사회병리현상의 심층지대로

주목받기도 한다 11)

1990년대 말에는 가마가사키를 비롯하여 산야，고토부키효에서는 선

별적 구인을 중심A로 한 고용형태로 집중되면서 예전에 소위 ‘자유노동

시장’이라 불려진 지유로운 취업알선 형태는 거의 사라졌다 한편 변화

한 요세바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고령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간

이숙박소를 주소지로 등록한 생활보호수급자가 증가했다

〈그림 1>에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통칭 고토부키효로 불리는 지

역이다 <그림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고토부키효는 일본사회의

번영과 활기를 연출하는 장소인 요코하마 스타디움， 차이나타운， 야마시

타 공원，모토마치 상점가 등과 근접하고 있다 고토부키효는 도시가 유

지될 수 있게 "Õ}는 필요불가결한 공간이지만， ‘정돈된’도시의 경관을

9)“테하이시(手配g깨)는일용직노풍자에게일올 알선하여그들을노동현장에보내는
방식으로，고용주와노동X 흘 중개하는사람을가리킨다 이와 달리，님푸다시(A
夫出 L)의 경우는일용직노통지를일단자신의 함"i-<짧場，현장작엽원의급식 및
숙박시설)에확보해두고，수요에따라 노동지를함마어써 노동현장유로바로 투
입시키는방석으혹고용주와노동자를중개하는사람올말한다 어느 쪽도 중개
료라는 명목￡로노동자의임금을착취하는직업이다‘’(좁木秀명r행代 B;fOJ ￥「‘

m1' 層 좀선11iε맹f!힘者 ιi1-!!IA 勞flE者 J，얘石밟店，2000，46쪽)
10) 좁기" 전케서，30쪽
11) 조현미，재일동포의집주지역형성과민족 정체성의변화 요셰바고도부키를중
심으호-」，『대한지리학회지，35(1)，2χ0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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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도시의 ‘내부의외부’로서 단절된다 그러한 공간이 도시의 내

부에서 격리되어 유지되고 있는 모송이 <그림 1>에 드러난다

〈그림 1) 고토부키효 주변 약도 12)

본 연구의 주요 공간인 고토부키효는 일본 3대 요세바 중 하나로，요

코하마시 나카구(中區)의오오기효(扁머D，마츠카게효(松影삐}，고토부키
효 13)，미요시효(三吉뻐D에 걸쳐 간이숙박소가 밀집해 있는，면적 250 평

방미터의 협소한 공간이다 14) 여기에는 122 채의 간이숙박소가 밀집해

12) 출처 (깨고토부키효근강벅지협회 홈페이지 http://www002.upp.so-net.ne.jp/

k-kinroukyc 비 (2012/1 이7 확인)

13) 여기서 얄하는 고토부키효는 지영으로，협의의 고로부키효를 가리킨다
14) 2003 년도에 ‘나카복지보건샌터’가 3대 요세바를 비교한 자료를 살펴보연 고토부키

효의 밀집성이 쉽게 확인된다
〈표 1)3대 요세바 규모 비교

고토우키효I요코하마) 산얘도쿄) 가마가사키(오사，})

연적/인구 O.06k이 f 6，737명 L6(써에 I 33，072영 oω!kIrl ! 30，00]영

간이숙박소수 107채
17’‘” 162채

ι}이숙박소수용능력 7，443영 7，275영 15，5’4명

http://www002.upp.so-net.n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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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약 6，300 여명이 숙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토부키효에 생활기

반을 두고 있는 인원은 8，000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51 산야와 가마

가사키의 경우 태평양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형성된 목조건

물과 슬럼가를 토대로 요세바가 형성되었지만， 고토부키효는 전쟁이 끝

난 후 새롭게 출현했기 때문에 비교적 역사가 짧은 요세바라 할 수 있

다 [61 더욱이 고토부키효를 가득 채우고 있는 간이숙박소의 건물주틀은

대부분 재일코리언인 것도 고토부키효의 특정 중 하나이다 [7)

고토부키효의 외국인지원단체인 ‘가라바오노카이(力 δ;{1"0) 會)’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고 있는 W씨[8)는 고토부키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

했다

고토부키효라는 장소는 일본 사회의 문제 덩어리입니다 일본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에 게일 처읍 나타나요 80년대까지는 아침에 노동센터[고

토부키효 종합노동복지회관〕에 모여든 노흥자의 움직임을 보연，그 날의 일본

경제의 경기를 알 수 있었죠 통계라든지，그런 학자들이 하듯이 서류를 훌어보

거나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걷 보면 하루의 경기 변똥이 전

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아아 과거형으로 말해야겠지요 80년대，즉 외국에

서 돈벌이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고토부키효에 살게 된 시대는 바로 그런 시

대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토부키효라는 장소는 일본사회의 문제를 매일같이

민감하게 반영하는 장소였마는 특성이 있네요 풍시에 산야나 가마가사키와는

다르게 고토부키에는 돈을 벌러 온 외국인들이 제일 처음 나타났다는， 항구를

끼고 있는 요코하마라는 특색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외국인이 1 일본사회에서 현

재호k~F.在化)된이주노동자라고 불리는 사랍들이 일본에서 가장 최초로 나타난

것이 바로 여기에요 [W씨，2008/12!27}

출처 요코하마시 나카구청 보호패 2003) ‘고토부키마을고토부키 지구의 상황

(壽η 농 용 등훈f밴圖η#*況 )’

15) 2007년도 고토부키복지센터 고토부키복지플라자 상담실 조사
16) 좁기 ，전케서，2000，63쪽
17) 고토부키효의 형성에 대해서는 람澤(1967)과 조현미(2때0)올 창조하라
18) W씨0935 년생，일본인 남성 활동가)는본엽은 목사이지만，1987년부터 시작되는

‘가라바오노카이’에서의활동올 계기로 일본의 이주민관련 사회운동에 앞장섰으며，

‘이주노풍자와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의공동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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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적어도 1980 년대까지는 고토부키효의 인

력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건재했으며， 고토부키효는 이주노동지들에게는

매력적인 돈벌이 장소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고토부키효의 ”

일본사회의 문제 덩어리”의 연장선상에서 그 일부로 고토부키효에 나타

난 것이 바로 ”이주노동자”라는인식이 W씨에게서 보여 진다 고토부키

효는 고도경제생장기로부터 1990 년대에 걸쳐 일용직 노동시장이 팽창하

였고，그 후 벼블경제 및 공공투자，서비스산업에 의한 관련공사의 발주

가 건설업의 일용직 노동력 수요를 창출했다 1990 년대 직전까지는 석

유위기에 의한 불황 등 몇 번씩 불황을 경험하면서도 일용직 노동력의

수요가 존재했다 19) 그러나 1990 년대에 들어서 특히 후반 무럽에는 공

공투자부문이 삭감되어 건설공 λ까 격감했다 그 위에 노동집약형 산업

인 건설업에서도 기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며， 항만노동의 경우도

하역작엽에서 컨테이너 사용으로 인해 일용직 노동력의 수요가 감소했

다 이와 같은 구인건수의 감소와 더불어 구직지수도 감소한 것이다 20)

고토부키효의 일용직노동자들의 고령화에 의한 현역 노동지수의 감소

로 생긴 틈새는 젊은 일본인 노동자로 보충되지 않았다 21) W씨에 따르

면，그 이유는 일용직노동자의 부족분을 메우고 유지된 것은 일용직의

이주노동자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가 고토부키에서 사라졌을

때 고토부키의 일용직노동자의 모습이 사라졌다고 한다 22) 한편，고토부

키효의 이주노동자들의 수를 더욱 격감시킨 것은 일본경제의 불황뿐만

아니라，일본정부의 ‘불법체류자 반감(半減)계획’의영향이 컸다 2003 년

당시 일본정부는 ‘불법체류자 22만 명，‘불법’입국자는3만 명이 존재

19) 좀木，전게서，2000，38-35쪽
20) 츄木，위의책，2000，40쪽
21) 묶木秀男，r*-tt場 l;t何L훌/\"좁기:秀男偏著，'1J!i所 ii:il，ltδ ! 'iií'etlJ!ilòτ← A

νxη社會옐J，松賴社，1999，262쪽
22) 요세바의일용직노동자의수의 감소는노동자파견엽법의개정으로인한 경제정책

의 변화와도밀접히 관련된다 종래 특수 엽총에만한정되었던파견엽의벙주를
제조엽까지확대시켜，파견업^~들이일용직노동력풍을 확보하고있으면서，필요
에 따라 전화로붕러낼 수 있게 되었다 요세"1:가 일용직노동자들을확보j보호의
측연도 있읍)하고있던 것과 달리 일본사회곳곳에써일용직노통력을불러낼 수
있는상황이되었기때운에굳이요셰바로찾아 들어가는노동자틀을드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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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그대부분이 불법취업 상태로 종사하고 있으며，흉악범죄에 관여

하는 사람도 있고，불법체류자의 존재가 외국인조직범죄의 온상이 되었

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동년 12월 ‘범죄대책각료회의’에서 책정한

‘범죄에 강한 사회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에서 ‘5년간에 불법체류자를

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로 인해，공권력으로부터

‘안전지대’로여겨져 왔던 고토부키효에도 빈번하게 단속이 행해져 많은

수의 이주노동지들은 본국으로 강제송환 되었다 23)

현재는 일본인 일용직노동지눈 물론，이주노동자의 모습도 사라진 고

토부키효에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바쁘게 오가고 있다 고토부키효의 간

이숙박소에는 정부로부터 생활보호를 받는 고령이 된 전직 일용직노동

자들과 장애인들이 간이숙박소를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고 있다 한편 간

이숙박소를 유스호스텔로 개조하여 외국인관광객플에게 저렴한 숙소를

제공하거나， 고토부키효 곳곳에 ‘마을만들기’계획이 벌어지는 등 암울

한 이미지의 고토부키효를 쇄신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즉，

고토부키효의 일용직노통자들의 노동시장이자 간이숙박소로서의 장소성

(place따55)이 점차 고령자， 장애인，관광객 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공간요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 변화 속에서 한국인 미등록노동자

들이 고토부키효에 삶의 터전을 장고 상았었다는 사실은 거의 잊혀져가

고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요셰바 고토부키효에 이주노동자가 집주하는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본인 연구자들 중심으로 논의되는 ‘사회구조론적 관정’과한국인 연구

자들 중심으로 논의되는 ‘에스닉 네트워크흔적 관점’으로 양분된다 24)

23) ‘불법체류자3년 반강계획’에의해 ‘불법체류자는2004년 1월 219，418병에서
2009년 l월 113，072명으로 48.5%가 감소했고，‘불법’입국자는2004년 1월 3만

명(추계)에서2009년 1월 1만3천명에서 2만3천명(추계)로캄소했다 출처 법무
성 업국관리국불법체류자 5년 반감계획실시결과에대해서'(2009년 2월 17일재
http://www 때j.go.jp/nyuukoku 뼈nri/k이"，0미'pressJ.$0217-l.html (2012/1이3 확인)

24) 일본인 연구자플은요샤바라는일본적공간에 이주노동자〈특히，한국인노동자)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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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조적제약 속의 주체성의

발현’에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이주노동자의 도시하층 251으로의 분리 (segregation) 과정

노통시장의 분할현상은 글로벌한 사회적 지리의 변화와 함께 복장한

양상을 보이며，이주노동자들은 세계도시의 하층구조로 재편된다 26) ‘세

계도시화와 이주노통자’ 가설을 토대로 요세바와 이주노동자와의 관계

를 분석한 아오키는 이주노동자가 요세바의 간이숙박소에 밀집하여 살

고 있는 현상 자체가 일본의 요세바 중에서도 고토부키효에서만 보여지

며，이것이 바로 요코하마에서 나타나는 이주노풍자의 도시히충 분리과

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용직노동자의 요세바이며 사회적 빈곤충의

체류지인 고토부키효를 다민족으로 구성되는 커뮤니티로 규정했다 27)
패전 후 요코하마항의 매립지에 형성된 고토부키효는 재일코리언이

간이숙박소의 경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무역항인 요코하

마라는 다민족 접촉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1980 년대 후반 이

주노동자의 중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사회적 조건의 첫 번째는

항만노동， 건설노동 퉁의 중노동을 담당하던 일본인의 감소분을 메우는

형태로 이주노동자가 일용노동시장에 유입된 것이다 두 번째는 타인에

게 간섭하지 않는 고토부키효의 분위기가 미퉁록 상태의 이주노동자에

게는 적합했으며， 세 번째는 고토부키효 내부의 정치적，사회적인 질서

출현한현상에주목하고있으나，한국인 연구자들은한국인노풍X까 밀집동운장
소의 하나로고토부키효에주옥하고있다 각국의 역사적배경에띠라 일본인연
구X많과 한국인 연구자들의분석관정이상이한것응각 대상에대한심리적거
리 및 연구분석 상의자료 수집 범위가각 연구자의어스니시티(혹은에스니시
티라는사회적자원)에띠라좌우되는것을보여준다

25)도시하층이란도시의‘최저변’에있는 계층적공간적으호격리된사람들을’가리킨
다 즉 도시하층은기혹한수딸과차별의요건이동시에부과되는‘사회외부’의
사랑플또는그런 사랑들이밀집하고있는지역공간을의미한대좀木 20(J()，13)

26) Sassen，Sas써1988)，TIx Mot씨tyof μ1Jour α'ldGψ'11，씨，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css. Sassen，Saskia(1991)，The GI()bal City: NeUJ yi뼈 μndon. Tr.에 0，
Princcton，NJ: Princeton University Pr'ε$

27) 츄木，2000，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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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고토부키 내부에서의 일용직노동자

들의 충돌，폭통 등이 다른 요세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이주노통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및 감시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에 대한 폭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사정들은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도시하층으로의 분리의

일반적인 과정에 대웅하는 것이다 특히 고도부키효에서는 다수의 이주

노동자가 간이숙박소에 살면서 일본인과 함께 노동을 하는 형태의，하층

일용직노동 분야의 다민족적 경쟁�공존관계가 가장 직접적인 형태로 드

러난다 요세바와 이주노동자의 관계는 요세바 형성의 경위뿐만 아니라

도시의 하층지대，더욱이 도시권의 산엽 �노동시장의구조에 의해 결정된

다 이렇게 고토부키효의 변천과 구조는 고유성을 지닌 요셰바인 동시

에，패전 후 일본의 도시부홍으로부터 오늘날 노동인구의 고령화 및 글

로별화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하층，나아가 도시 자체의 변천을 표현하는

범례가 되어 경제의 글로벌화 속에서 세계도시화의 기본적 동향에 부합

하는 요코하마 버전의 도시히충의 동향을 읽어낼 수 있다 28)

또한 야마모토도 이주노통자의 하층으로의 1격리 (endosure)↑로서고토
부키효와 이주노통자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전술한 아오키의 이론

과 통일선상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노통치띔이 일본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제약이야말로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고토부키효로 연결시

키는 요소임을 지적했다 29) 미둥록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아

파트를 빌링 수 없고，취업비자플 취득 못한 ‘자격외 취엽’상태가 경

험송F는 일자리를 확보의 어려 용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고토부키

효로 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 더욱이 고토부키효의 외국인들이 의

존하여 활용하고 있는 관계성은 그들의 생활을 지탱해주고 있었지만，한

편으로는 ‘마치모국에 있는 듯’한생각이 들 정도로 완결된 에스덕 환

경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틀과 일본사회와의 정점이 점정 약해져 간다

28) 좁木，전게서，2000，75-76쪽
29) 山本쫓子，團境&超 .t t:. 11"띠p와 l>， 移民σ〕下層 it3.:댐L、jf필itτ& 디')-;;

'J(J)檢討 IC向Itτ ，，!'i'1ì-iÌj'9>l>編，끼~:t41d:希댈 * ιν71 좀-tt場 H'J<
@社會핑" 松賴社，2006; 山'"옳子，다용m~뚫뻐Uε外國A ← '1-디-/")νit"tξ
大빼市，/7- 고 1) 7 .•1，福村 tlJ1c&，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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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소비 이외에 일본인과의 접촉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생활을 지

속해나가는 외국인들도 다수 존재했다’ 0) 이러한 상황을 취업과 거주가

일체화된 도시하층으록의 ‘격리’로야마모토는 분석하고 있다 31)

2) 에스닉 네트워크에 의한 커뮤니티의 형성

고토부키효로 한국인노동자가 밀집하는 현상에 대해 한국인 연구자들

대부분은 에스닉 네트워크에 주목하고 있다

조현미는 고토부키효의 형성과정과 재일동포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뉴커머 32) 한국인이 고도부키효로 들어온 것은 어떠한 형태든지 재일동

포와 관련이 있다는 점과 고도부키효 내부의 생활과 취엽 연에 있어서

도 그 관계는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에 변화

하는 뉴커머 한국인과 재일교포의 서로에 대한 의식을 고창했다 33)

정진성의 경우는 합법적 이주와 ‘불법’체류노동지를 포함하여 뉴커

머 재일한국인 전반에 대한 분석을 하고，오쿠보의 코리아타운을 집중적

으로 고찰하는 가운데 재일한국인 뉴커머 집단 형성의 맥락에서 고토부

키효를 다루고 있다 고토부키효의 한국인 집단에 대해서 “노동을 위해

입국하여 안정적인 지족적 집단을 이루기보다는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존재형태” 구성하며， 이 뉴커머 집단은 일본사회에서 노동을 하므로 일

본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도 그 연결이 올드커머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34)

30) 山本，전게서，2006，187쪽
31) “일용직노동자의높은 임금은그들에게얘력적인것으호비취졌으며，단기간의돈

벌이를전제로고려할경우，비교적고임금이지불되는고용올찾아 이동혐 것
은 합리적선택이라는견해도있다 그려나‘당사자의의사에따른 허층으로의이
동’이라는담론 전개가이주노동가가저렴하고대체가능한노동력을담당하고있
는(담당하게되는)구조적 요인을불가시화시킬수도 있다’(미j本，전게서，2006，
193쪽)

32) “일반적으호식민지시대의영향으호일본으로건너간재일동포1세와 그 후손들
을 01d Comcr，해방 이후 일제와는관계없이비교적최근에건너간사람을 New

Comer라 한다."(조현"1. 전게서，2000，156쪽)
33) 조현미，2000，전게서
34) 전진성，재일한국인뉴커머 형성과정과정주지역의특정 오쿠보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r사회와역사.，90，2011，313-35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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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와 전진성의 연구에서 공통적으혹 지적하고 있는 것은 고토부

키효의 뉴커머 한국인틀과 재일통포들의 관계이다 일본인 연구자나 요

세바 활통가들에 관한 분석에서도 고토부키효의 간이숙박소 경영자의

대다수와 테하이시의 상당수를 재일동포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국인노동자의 고토부키효에서의 노동이 시작되었다는 해석이 자주 눈에

띈다 35) 그러나 고선휘는 한국인이 재일동포 친척을 의지하여 일본에서

이주노동을 하고 있었던 예는 다수 존재하지만 제주도 출신자논 1987년

까지，타 지역의 한국인은 1988년까지는 고토부키효에 일용직노동자로

들어와서 일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36) 더구나，고토부키효의 간이숙

박소 경영자 중에 제주도 출신자눈 거의 없으며，이 때문에 제주도출신

노동자들의 고토부키효 유업은 재일교포 친척에 의한 연고가 아니라，일

본에서 이주노동을 하던 중에 고토부키효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그리고 일본에서 노통‘생활하고 있던 동향인들에게 고토부

키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한다 37)

이처럼 고토부키효와 한국인노동자의 정속을 제주도의 동향네트워크

로 설명한 고선휘는 서로의 일에 김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규

칙으로 이해되고 있는 요서1바 사회에 지연 혈연 네트워크를 통하여 퉁

장한 제주인의 존재는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다고 지적했다 또한，고

선휘는 니시자와의 견해를 인용하면서，고토부키효에 온 제주인의 이질

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38) 일반적으로 요세바는 익명사회로

불러지며，요세바 노동자는 요세바에서 요세바로，요세바에서 함바로 유

동적인 생활을 하며，개인적인 경력에 대해 깊이 묻지 않는 것이 요세바

사회의 철칙이다 요세바 노동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과거를묻지 않는

다’는규범은 역설적으로 자신과 다른 요세바 노동자을 같은 종류의 인

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작용을 하며，그 규범은 요세바 사회에서 ‘서로의

자유가 상실되어 요세바 내부에 새로운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질서를

35) 똥성井ì+，，外國A없뼈問題 η짧랬양 J，r:흙션 Ijl，11，1998，176-192쪽 주융4ι 전게
서，2000

36) 흙뺑짧 '20i매00)짜 Bi찍써島 A ξ0) 生tli펴程 ε흉義" 明li 훔店，1998
37) 미후 전게서，2008，32쪽
38) 西옮，전게서，1995，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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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하는 것’이다39) 한편，제주인은 도일 당시부터 재일제주인이라는

지연’혈연 네트워크를 의지했으며， 고토부키효에 들어온 후에도 지연�

혈연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정보가 전해져，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도항 전부터 방을 구하고 확실한 직장까지 마련해두었다

제주인은 제주도의 지연 혈연 네트워크를 고토부키효에서 활용하고 재

생산할 뿐만 아니라 고토부키효에서 만남，결혼，출산 동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여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시켜 커뮤니티를 이루었다 40) 따

라서 제주인에게 고토부키효는 일반사회와 격리된 공간이 아니라 가족，

친척，친구가 이동혜 와서 생활동김긍하나의 장소이며， 고향과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에게 일본에서의 이주노동은 소득 증가와

외국에서의 생활경험 풍을 포함}는 복합적인 1찬스↑로 파악되고 있었

다 41) 즉 한국인노동자들이 고토부키효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의 장소로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분석시각

아오키와 야마모토에 의한 요세바에 대한 구조론적 파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는 논의라고 할 수 있지만，그들의 논리로는 요세바 기능

의 쇠퇴，특히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 고토부키효의 이주

노동자의 감소는 설명되기 어렵다 아울러 그 밖의 요세바，특히 요사카

에는 예전부터 다수의 재일동포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오사카의 가마

가사키에 뉴커머 한국인노동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견될 것이라는 예

상과는 탈리，간헐적으로 가마가사키에서 노동하는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보고가 있을뿐이다

또한 고선휘의 분석에서는 ‘고토부키효의 한국인 커뮤니티’를 자립적

인 실체로 이해하고 완결된 한국인 사회로서 묘사하고 있지만，일본사회

라는 구조적인 관점이 누락되어 있어 그들의 생활을 일본사회로부터 고

립/격리로서 해석하지는 않는다 한국인들이 고토부키효에서의 생활을

39) 高향徵，전게서，1998，112쪽
40) 高환微J 위의책，1998，113쪽
41) 高뺨값，위의책，1998，167쪽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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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스’로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일본사회의 요세바에 대한 의미부여

한국인들은 처음부터 일본사회에서 각인된 요세바 이미지를 내면화하고

있지 않다 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즉 노동，주거 퉁 눈앞의 이익의 근

거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에게는 호스트 사회의 의미부여 보다

는 자국의 가치관이 훨씬 영향력을 가진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생활이

장기화된 이주자의 경우는 일본인의 공간감각과 유사한 의미부여를 하

기도 한다 예를 들연， 일본에서 이십 년 이상을 살이온 한 노동자는

“고토부키효는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여 [정영갑42)，2008/9/26}" 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고토부키효에 대한 부

정적인 이미지를 말하는 한국인노풍자도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고토부

키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고토부키효의 생활의 펀

리성，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한국인들과의 교류 퉁을 이유

로 한국인노동지플은 고토부키효에서의 생활을 지속시켰다 따라서 고토

부키효는 한국인 미둥록노동자들의 각자의 전략이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본론에서는 한국인노동지들의 고토부키효로의 이통과정과 고토부키효

에서의 취엽구조에 대해서 분석할 것인데，주체들의 구조적인 제약이 가

창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고토부키

효에서의 한국인노동지들의 취엽구조의 경우，한국인노통자들이 고토부

키효로 유입되기 이전에 요세바에는 이미 ‘중충적하청구조’가 성립되어

있었으며 노동현장의 서열관계도 확립되어 있었다 고토부키효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기존에 있던 요세바의 ‘중충적 하청구조’로 편입되었으며，

취업과 고용에 있어서 불안정 노동충의 형태를 답습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구조에 차별적으로 펀입되면서도 주체들은 자신의 생활전략을 구가

한다 이것을 분석함에 있어，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입장에서 탈산업화사

회의 에스니시티의 특정에 관한 검토를 한 히구치의 논의가 설득력을

가진다 43) 그는 “재(財)의공급자로서의 커뮤니티의 경쟁력은 저하하고

42) 청영압씨는1950년생으로전라도에서태어나서서울에서생활하다'7f 1988년 4월부
터 2011년 6월까지동경，가gμp키，요코하마둥지에서미동록노동자로생활했다

43) 뼈口直A，，個A戰略 t 그X 二 νT -1J，r→橋論없，121(2)，1999，338-3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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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이제는 시장과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개인에게 커뮤니티는 필

요한 재(財)를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고， 시장과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점에 반비례하여 에스닉 커뮤니티에 대한 의존도는

저하된다’라고 지적하며， “에스닉 집단에의 귀속이 개인의 생활상의 요

건인 정도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강조했다 44) 이 논의처 럼 오늘날 커

뮤니티는 개인의 선택사항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

년대 후반부터 고토부키효에서 생활하게 된 한국인들은 에스닉 커뮤니

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현상에 대해 그들이

주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정은 그들의 에스닝 커뮤니티에 대한 의존도의 내실이다 미퉁

록노통자가 대부분이었던 고토부키효의 한국인들은 강제송환의 위험을

안고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제주인들의 에스닉 커뮤니티를 생

활의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해 왔다 그곳에는 취업을 둘러싸고 개인과

에스닉 커뮤니티 간의 끊임없는 긴장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긴장관계를 개인전략이라는 시각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여

기서 개인전략이란 ‘고토부키효의 제주인들이 제주인 중심의 커뮤니티

에 의한 속박을 감수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에스닉 커뮤

니티를 이용 t1'는 방식’을가리킨다

이후，본론에서는 고토부키효에 한국인들이 이주해 오는 배경에는 한

국과 일본의 역사적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이주를유지핸 사회적 네트

워크%η} 기능했음을 밝혀내고，개인전략이라는 분석시각으로 요세바의

중층적 하청구조가 한국인틀의 취업구조를 재생산해내고 있으며，그 속

에 편입되는 가운데 한국인들이 에스닉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취엽과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고토부키효를 인지해가는 과정을 고

창할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고토부키효의 구조적인 제약 속에서도

‘계속적인 이주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성격을 발

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44) 뼈IJ，앞의책，1999，339쪽
45) 뼈口直A，，國땀移民η組織的옳짧 1M초 ~7.Tι~íiâO) 흉흉용ε5영題J，r '.J νt 디

;J，47(2)，2002，55-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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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조선인�한극인의 이주과정

l 제주인의 도항에 관한 역사적 경위 제주도의 주변성

조선인이 일본에 거주하게 된 역사는 1876년 조선 개항을 계기로 시

작되지만， 그 이전부터 소수의 조선인들이 일본인 행세를 하며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46) 제주인들의 경우 제주도 해녀가 경술국치

이전부터 일본에서 이주노동을 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47)

제 1차 세계대전 발발로 호황을 이룬 일본 공업계의 노동력 부족을 해

결하고자 일본의 기업주들은 노통효과가 크고 저렴한 조선의 농촌인력

에 주목했다 48) 1914 년에는 오사카방적공장의 사무원이 직원모집을 위

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기도 했다 49) 한편，오사카 제주도간의 정기 연

락선 개통은 두 장소의 거리를 시간척，공간적，신체적，정서적으로 단축

시키는 대사건이었다 1922년에 아마가사키 기선부(尼떼汽船部)의 ‘군대

환(君f 代九)’이식민지의 변방인 제주도와 일본의 공업도시인 오사키플

연결한 후，여러 곳의 기선회사가 참여함으로써 제주인의 일본 도항이

한결 용이해졌다 그 결과 일본으로 도항하는 사람들은 매년 증가하여，

1933년에는 도항자가 29객8명，귀환자가 18，062명이었고， 1934년에는

도항자와 귀환자를 합한 수가 약 5만 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1/4에 달하

게 된다 50) 제주인의 도항 결과，제주도의 경제상황은 종래의 자급 "1"족
적 농업경제가 파괴되어 점차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탈바꿈되었다 제주

도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가운데 형성되었던 ‘바다를 걸친 생활권’은 일

본 패전 후，‘국경을걸친 생활권’으로 변화된다 j )) 제주도 인구의 1/4이

46) 정혜경，일제 강정기‘조선부락’의형성과사회척 역할，.국사편찬위원회 r일본
한인의역새하)J 재외동포A탱서 11，2010，186쪽

47) 쩌댐 二 r깎田 二뼈理쟁論文集 .JJ，51，詢社1976，83쪽
48) 정혜경，전게서 2010，192쪽
49) 이 시기부터근대 공업노동자로서의제주인의일본도항이개시되었다(뻐田，전케

서，1976，83쪽)
50) 그 인원의 80%가 경제활동인구였기때문어”뻐田，1976: lll) 일본도향으로인

한 제주도내부의노동력부족상황은심각했으나，송금에의한 일본화폐 유업으
로 제주도전체의생활수준은향상되었다〈뻐田，전게서，1976，114-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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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이주노풍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일본경제와 제주도

경제가 그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52)，국경선으로 인

해 왕래가 제한되더라도 한번 형성된 ‘수로’는어떤 방식으로든 유지되

고 있었다

해방 후 제주도에 6만 명 정도의 인구가 귀환했으나 한반도의 경제적

홍란，정치적 불안으로 1946 년부터 다시 일본으로 도항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53) 그러나 1946 년의 연합꾼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GHQ

GeQeral Headquarters) 의 지령에 의해 조선인 귀환자의 일본 재 도항이

엄중히 규제되면서，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밀항’이라는방업을

통하여 도항하게 된다 아울러，제주도의 4. 3사건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동란을 피하기 위한 ‘밀항자’도상당수 존재했다 54) 국경을 념는 사람들

에게 ‘밀항’은목숨을 건 ‘불법행위’라는인식은 있었으나， 국경의 통제

관리와 맞선 생존을 위한 실천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연결합이 강하고 공동체적 특성을 보이는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건

너간 재일제주인 1세들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기 때문에 제주

도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재일제주인 덕분에

51) 햄村혔원，定íì外國 Aε LcOJ在日때햄AJ ，i"，~;뻗~734，1985，23-37쪽
52) :t>t캄，힘에 大村 J&깜所 j웨4댐 ;kliε濟州島&結 J:'jf;-JÞuη 不 ';J}r;-7.J ，

r￥~1t 멈‘想J 35(7)，2007，165쪽
53) 玄~~납，앞의책，2007，165쪽
54) “해방후 제주도로돌아간이들도많았지만식량난，콜레라，정치적혼란 등을 피
해 1947년까지 3，000영 정도가다시 일본으로도행했으며，그 수단은주로 밀항
이었다 그리고 1948년의 제주 4'3 사건은일본으로의도항에박치를가했다 예
플 들면，1948년 6월-8 월 사이에 에히메(왔쨌)현에 빌행한조선인 290명 중
281명이 제주도출신자였다(중랙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는일본으로
정식 입국이 7벼했지만，수속이 번잡하여 밀항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연
1970-1974 년사이의한국인‘불법’엽국지는740명이었는데，그 중 져주출신자
가 608명으로전체의 82.2%-를 차지했다 1980년대어도여전히일항히는이틀의
대부분은제주도출신자였는데，(중략)，아사히신문J의 기사에따르연 1984년도
밀입국자는412명이고그 중 대부분이한국 출신이며，나가사키의오무래大ft}수
용소에는여성 19명을포함한 75명이송환대기중엔데，이 중 95%가 져주도에서
왔다고보도했다그리고밀항자중의 71%가 오시카에장복하고있다고도덧붙였
다."(양인설，일본TV 영상울의재일제주인표상J? r일본비평J 8，2013，8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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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발전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1960년대부터 재일제주인은 제

주도사회에 방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 55) 재일제주인 1세들은 도로，

전기，상하수도의 개설 등 생활기반 조성사업은 물론 농촌개혁사업， 촌

락발전， 교육，문화 퉁 다방면으로 기증과 지원을 했다 56) 제주인플은

자신을 물러싼 제주도사회의 공적 공간이 재일제주인의 지원으로 인해

발전해 가는 것을 체감했으리라 짐작된다 당시 제주인의 인식 속에 재

일제주인은 ‘유복한나라에서 온 손님’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재일제주

인뿐만 아니라 ‘밀항’해서일본에 건너간 사람들까지도 제주도 마을사립

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57) “껴는 정말 촌에서 클 땐 아무것도 아니

었지 지금은 동창생들 앞에서도 쩡쩡하지 그러니까 돈이 큰 거야”라는

실감，그리고 “밀항으로 일본에 가서 번 돈으로 5년 후에 고향에서 두

번째로 큰 밭을 샀다”는 근린에서 정하게 되는 가시적인 성공담은 제주

인들의 일본을 향한 욕망을 높여갔다

더욱이 제주인 대부분은 일본에 가족 혹은 친척이 있기에，가족과 친

척이라는 개인 레벨의 연결고리가 제주도와 일본을 접속하는 사회적 네

트워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58) 그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물자

가 부족한 제주도의 가정에 일본으로부터 식품，의류，전자제품，약품 퉁

이 보내져 왔다 “보낼수 있는 것은 전부 보내줬다”는 재일제주인과 그

들이 보내온 일본제품 및 기부에 의한 제주도사회의 가시적인 변화 속

에 성장한 제주인들은 일본을 그들의 생활세계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

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제주인의 멘탈리티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이민송출 커뮤니티에서 커온 아이들은 그 동족과 이웃들의

생활을 통해 해외어써 일하는 체화된 행동양식을 몸에 지니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59)

55) 재일제주인의제주도에대한기부와투자는제주도정으로부터의요챙이기도했다
56) 그 흔척으호제주도의각 융，연，동시무소에는재일제주인의지원에대한감사를

표하는 기념비와 공덕B까 세워져 있다
57) 조성윤，제주도에유입된 일본종교와재일교포의역할」，『탐라문화，27，2005，

93쪽
58) 유철인，제주 사람들의생활세계에서의‘일본’」，『한국문화인류학，33(2)，2000，

374쪽
59) 住久間종표 r갖꼈융 i\f띠11;，돗國家""");<-'多文化」ε「多mt，l:~hi\ 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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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제주도 출신 면접자들에게 왜 한국의 육지부로 가지 않고 일

본을 선택하게 되는지 물었을 때，“몰라 우린 옛날부터 서울로 갈 생각

은 좀처럼 안 했던 것 같아 육지 보다는 일본에 가는 생각을 먼저 했

지”라는 대답을 대부분 해주었다

제주인들의 역사성으로 판단해보면 한국의 ‘육지’부와일본 양쪽 모

두 자신의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역사상

제주도에 대한 국가폭력， 즉 1948 년 남한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군대와

경찰력의 반공주의에 입각한 초토화작전으로 양민이 대량학살당한 제주

4'3사건은 냉전체제 형성기에 공산주의 세력의 봉쇄와 관련하여 근대적

국가의 탄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행된 국가폭력의 산물이었으며 60)，

그 후 50년간 그 폭력의 진실은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어 왔

다 (1) 4. 3사건에 관한 제주인플의 ‘집합적 기억 (collective memory)’과

그것에 관해서는 침묵을 강요당히는 억압적 상황，자의든 타의든 공산주

의와 관련 없음을 과도하게 표명해야 하는 상황 62) 동 제주도에 대한 차

별의 정치가 가혹했기에 오히려 타국인 일본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펼쳐

질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국경선은 강력한 경계선이지만 제주인들은 국

경선 이외의 또 다른 경계선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즉，그것은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비교

하면 국경선이라는 물리적인 경계선이 그만큼은 높지 않았던 듯하다

더욱이 1950 년대의 제주도는 정체와 소외 속에서 공업화도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고， 1960 년대는 정부의 관광개발정책으로 인한 인프라 정

비와 기근으로부터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지만 (3)，1980 년대가 되어서

明石書店， 1998，161-162쪽
60) 김민환，동아시아변경섭의 지정학과냉전체제성렵기국기폭력발생의구조"

「탐라문화，46，2014，128쪽
61) 김성례근대성과 폭력 제주 4. 3의 담론정치」，『제주4.3 제 50 주년기념학

술 심포지웅" 1998，2쪽
62) 한국전쟁시기에는자신이공산주의자가아닌 것을증명하기위해 일부러군대에

지원하는제주인들도있었다 1960년대에 일본에서성공한재일제주인들은제주
도에 투자하연서，한국정부가자신들에대해 가진 이미지，즉 공산주의나북조선
과 연결된이미지를볼식시키고자노력했다

63) 文mi朱 r빠끼島얘代史 公3tB원OJ7[ 댔 ε再生" 新幹社，2005，94→ 138쪽(]:武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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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비로소 생활수준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에서

는 여전히 생활을 위해 제주도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

며，이들을 끌어당긴 장소는 발전과정 속에 있던 한국의 도시 보다는 많

은 제주인에게 여전히 ‘동경의장소’였던 일본이었다 65)

1980년대부터는 제주도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제주인의 재일제주인에

대한 물질적 원조에 대한 요구는 감소하고， 재일제주인의 특별한 이미지

도 약화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경제의 불황뿐만 아니

라，제주도와 깊은 인연을 의식하고 있던 재일제주인 l세의 수가 감소함

에 따라 재일제주인에 의한 기중과 기부가 현격히 줄어들고 상업적 투

자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6) 점차 재일제주인과 현재의 제주

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가운데， 1980년대에는 한국의 출입국관리제

도에 변화가 일어났다 구체적으로는 1982년 7월부터 친척초청에 의한

해외여행이 개시되었고， 1985년 이후에는 ‘친척방문비자’에의해 합법적

인 도항이 시작되었다 67) 그 이후 1989 년의 ‘해외여행완전자유화’에 의

해 해외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도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된다 재일제주인

과의 돈독한 관계는 이전보다 희박해졌다고 하더라도 제주인들의 역사

성을 담지한 멘탈리티는 일본을 자신과 친밀한 장소로 상상하게 했고，

그 상상력 특히，그것이 집단적일 경우 이 이동이라는 행위의 토대가

되어 소득 증가와 일본에서의 노동 기대를 둘러싼 관념틀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8)

앞의책，2007，1개쪽 재인용)
64) 伊빼知紀子，生活世界 m쉽~~월ι 實않 후앙國 i엠川島η生活~ÞJ、G" ilP茶/水훔

I콩，2000，103-104쪽(玄武岩，전케서，2007，170쪽 재인용)
65) 3Gi~캄，앞의책，2007，170쪽
66) 조성융，앞의책，2005，96쪽
67) ‘일항’이아니라‘친족방문비재한국。11서는 흔히 초청비자라고불려졌다)’로당당하

게 일본으로건너기는사람들이마을사람들의부려웅을짜+는것은쉽게상상될
수 있을것이다

68) App，dwcμ Arjun，1\10，싸?씨al μ'rge，.:Minneapolis:University of Minnesota Presι
1996(=T}νν 그 /'7/{7 그 71 ，門田健 햄，용중h0;r[1~ ，平f미rr，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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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토부키죠를 향한 제주인의 이주과정

이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요코하마 고토부키효로의 한국인의 유입

~ 과 밀집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살펴보자

1) 고토부키효를 선택하는 이유

제주인들이 고토부키효를 선택하논 이유에 대해서는 오λ바에 정착했

던 제주인들의 경험과 비교해보면 그 특정이 한결 명확해진다 왜 제주

인틀은 일본에서 제일 큰 재일제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오사카

가 아니라 요코하마 고토부키효를 향하게 되었을까 그 물음에 대해서는

입길동씨 (1936년생，제주도남성， 1973’1979년 밀항， 1985년 친속방문비

자로 도일， 1987년부터 초과체재， 2001년 자진귀국)와의 인터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ι이

동경은 별로 안 그런데 대판[오사7lJ은 그런 사람들 모아서 일하는데，윌급
관계로 십 원 차이로，이십 원 차이로 직장 딴 데 옮겨버리연1 그 당시 걸려와
이짝 주인이 말해버려 그렇게 해서 경런 사람이 많아 동경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식당 일이니까 그런 게 없다고 대판에서눈 자가 꽁장에서 일하다가
월급 작다고 나간 사람은 별써 걸려서 와f추방당해서 한국으로돌아온다]한국
사랍틀아니까 밀향으로 갔으니까 친척관계는 안 되잖아 고향도 툴리고 같은
제주도 사람이라도 밀고를 해서 잡혀오고 그랬지[엄길동，2009.κ8/lO)

오사카의 공장과 비교하여 “풍경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식당 일

이니까 그런 게 없다고”라고 언급하면서， 임길똥씨는 영엽장 사이의 물

리적 거리와 ‘멸고’의관계를 지적했다 오사카의 재일제주인들이 밀집

한 곳에는 많은 수의/작은 공장들이 볼려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공장을

옮기는 것은 결코 자유롭지 못했지만， 한국식당들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직원이 다른 식탕으로 옮기더라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

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밀항선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 돗네 아이등도 그릿게 해서 경려 와서 다시 밍한 가다가 배에서 죽어

번청언(하선부필자강조)부산에서 그런 뉴스가 컸잖아 큰 화물선으로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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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때는 젊 실어 왔거든，올 때는 공으로 오게 되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땅
에 가서 내리지 옷 한거야 경"]가심하니까내리지 못한 거지 그래서 다시 갔
거든，그 놈 소개로 같이 갔는데，나랑 같이 갔던 놈이 대판에서 그런 식으로
경려나서，또 재차 다 오다가，여섯 명이 옹 때，빈손으로오게 되니까，배가 침
이 좀 차야 빠르거든 그래서 물탱크 속에 숨었는데，그 사람이 어디 가바라니
까?그 알선자가 가버리니까，모르는 커지 그리고 주방에 있는놈이 하나 안다
는 거야 밥을갖다 줘야 되니까 딱 두개〔두영1만 알고’오게되었는데，큰 배 화

을선에 숨겨버렸는데그 사람이 어디 냐가배린후에 물을그냥 담아내버린 거
야 물탱크 안에 모른 거지 나중에 부산에 오니까 그 알선자는불탱크에 물을
담았다는 걸 알아태리니까，일본에서 내려버린 거야 그래서 가족들이 찾는다
아니가 상 개월。1 되도 소식 없고 일본에도착했으면 잘 왔다는 연락이 있을
댄데1 연락이 안오니까，냐중에 우리 고향 선배가 부산지구대에한 영 대장으로
있었어 그 친척 관계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동창도 하나 끼여 있었는데，동
창하고는 처남매부야 그러니까，울 먹고 죽은 거지 갓지를 못했어 그러니ηh
조사 한커지 언제 며칠 날 하고 나왔느냐，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물탱
크 개죽음 당한 사람이 많아 그게 오래 되었어 그게 우리 멸항 다닐 때 이야
기니까[임길동，2009，κ8/10]

이 밀항선사건에 대한 기억은，밀항에 수반되는 위험성과 더붙어 일

본에서의 재일제주인은 체류비자를 가진 고용주의 위치에 있는 것에 대

해，밀항으로 일본에 건너온 제주인들은 그들에게 고용된 체류비자들 가

지지 못한 ‘불법’적인존재였음을 환기시킨다 그 때문에 이 사건은 체

류자격으로 인한 불균퉁한 관계성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했다

“제주도 출신자가 다수를 이루는 ‘밀항자1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재일

I세의 아래에서 일을 배우고 기술을 익혀 일본사회에 적웅해갔다 ‘(외

국인)퉁록’이없는 ‘밀항자’의생활은 매우 불안정했으나 이카이노(짧阿

野)라는‘제주도마을’은이러한 ‘밀항자‘가일본생활에 익숙해져가기 위

한 절호의 장소 "69)였기 때문에 오λ봐는 새롭게 도항하는 제주인에게

이주노동의 발판이 되는 장소였다 한편으로는 놓밀한 인간관계가 만들

어내는 속박과 불균퉁한 지위로부터 비롯되는 비합리성을 단지 참고 견

뎌야 경F는 장소이기도 했다 이주자들은 그리한 관계성 속에서도 끈질기

69) 2;ji~섬，앞의 책，2007，l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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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살아왔다

일본에 친척이 있읍에도 불구하고 친척을 의지해서 일본으로 건너갈

선택을 하지 않고，“관계도 별어졌고，얼굴도 잘 모르는 친척집에 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재일교포 친척의 연락처는 알고 있었으나 연락처

를 적은 메모는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양성순씨 (1949년생，제주
도남성， 1988년 도일，2005년 강제송환)는 일본으로 가기 위해 부산국제

공항을 갔을 때，재일교포인 육촌 형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일본어1 가기 전에 오사카에 사는 육촌형을 만났어 부산 국제공항에서 그
사람은 제주에 골프치러 다니고 만나서 보니까 어떻게 일본 가게 되었냐고해
서 그냥 일하러 가려고 한다고 했더니f 어디 아는 데 있냐고 해서，아는 데는
없고 성당 신부님이 가고시uf[가고시마현에있는 생당]소개해줘서，거기 가려
고 한다고 했더니，거기는 가봐도 일자리가없고 긍방 잡혀온다고그럽다다 촌
에는 외국사람 가연은 신고해버린다고 가지 말라고 합디마 택시타고 이제 오
사카공항에서시내까지내려가는데1 그 당시 댁시로갈 때 보니까 만 오천엔 정
도 나오는 꺼 갇애 나 지금도 그 말도 안 잊어버려 가분 나쁘데 “니엔택시타
지 못한다”그런땅 하는 거야 만 오천엔 나오니까비싸니까우린 태시 타지 못
한다는 커지 하고 많은 말 중에 그땐 내가 39살 때 일인데，“네”하고 대답안
했지 나중에 우리 어머니한테전화해서，택시 타고 왔는데，고기라도 보내줍서，
옥동 같은거 해서 그 당시 우 려 육촌어머니가서귀포에 살았어 대선 거기
에 보내주고 그랬는데，나 그 말 아직까지 잊지 않았어 그 말은 돈 없는 놈이
택시 갇은 커 타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지 아，기분 나빠 가지고[양성순，

2009/08띠'7}

양성순씨와의 인터뷰에서 제주인과 그들의 재일교포 친척과의 거리감

이 표면화된다 “니넨 택시타지 못한다”는 육촌 형님의 발언에 “네’3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양성순씨는 육촌어머니에게 ‘옥돔’을보냄으로써

상처받은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려 했다 제주인과 재일제주인과의 불

균등한 권력관계는 재일교포 친척이 이주과정에서 믿응직한 조력자라고

여길 수 없게 하는 요소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사카에서 고토부키효로 이주해온 미둥록노동자와의 대화에서

“1990년대는 오λ17]-는 단속이 심해서 걸 다니는 것도 위험지만，고토부

키효는 경찰의 개입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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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마가사키에는 일용직노동자들의 폭똥이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에

가마가사키를 감시하기 위한 경찰들의 순찰과 보안카메라의 설치가 이

주노동자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토부

키효가 점차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자유롭고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갔다

그 당시 한국인들에게 고토부키효는 재일교포와의 관계가 서로 부담

이 안 될 정도로 심리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었

고，일본사회의 공권력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래서 새롭게 도항하는 제주인들에게 고토부키효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지유롭고 안전한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으로 인지되

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 고토부키효로의 이주과정

제주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고토부키효에 틀어오고 있었는지 고찰해보

자 김진언씨 (1944년생，제주도남생， 1988년 도일， 1988-1994 년 단기체

재비자로 왕래， 1994년부터 초과체재， 2009년 강제송환)는 고토부키효로

의 이주과정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여기 교포가 있기 때문에 첨에 그 교포네 집으로 온다 하고 그 칩 전화번호
를 써주고，그렇게 연락을 하는 거라 제가 언제 가니까，만약에 (일본입국관리
국에서)전화가 오면，온다고 내탑을 해주시오，그렇게 해서 와야 합니다[깅진
언，200')，띠7띠2]

제주인의 고토부키효에의 유입은 재일제주인 네트워크로부터 그리고

고토부키효에 먼저 들어온 제주인과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 혹은 타 지

역에 있는 제주인과의 네트워크에 의해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는 재일제

주인이 새롭게 유입승F는 제주인을 위해 일과 숙박을 직접 구해주는 경

우는 감소하고 일본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

할을담당하기도했다

김진언씨는 “오사카에 재일교포 친척이 상당히 많다”고 했으나，결코

가깜지 않는 사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언니의 시아버지인 교포’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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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미리 약속을 하고 일본에 입국했다 그 후 ‘단

기체재비자’로 제주도와 고토부키효를 왕래하던 그는 비자 재발행을 위

해 제주도에 돌아가서 다시 고토부키효로 돌아올 때마다 제주인들을 함

께 데려왔다

여기 88년 이후 90년 초까지는 여기 방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방에 세 사랍，

네 사람 붙어 갔어요 한국 사람이 꽉 갔어요 외국인이 꽉 차니까 지금 거짓맡

아니고，내가 한국에 가겠다(고하연)나를 따라 (일본에)오겠다는 사람들이 있

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사랍이 되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사람 부탁해가 지고

우리 형닝 데려와 주세요 하고 부탁하니까 그때 오는데，리무진 버스에서

내리는데，택시를 타고 여기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택시운전수한테 우리가 어

디까지 가서 내려주세요 부탁을 하고 방을 옷 빌려니까 망을 내버리고 가니까

한국 가는 동안 몇 개월 있다가 오는예 방을 빌릴 핑요가 없으니까 전부다 망

이 없어 그렴 한 사람씩 붙이는 꺼야 오는 사랑들은 친척들한태 붙여 버리고，

대 친척들 사람 물이는 여자들인데，여자만 재워주고 난 옥상에서 자거나 아

는 사람한태 붙어서 자거나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 [김진언，200메 lC찌

그 당시 제주도에서는 일본에 가는 것이 붐이었다고 했다 일본에서

의 이주노동의 구체적인 창소로 고토부키효가 제주인에게 알려졌다 그

것이 큰 흐름을 만들어 고토부키효의 제주인 인구는 단 시일 내에 불어

나 1990년대 전반에는 고토부키효 인구의 약 6분의 1을 차지하게 된

다 70) 제주도가 아닌 타 지역 출신 노통자 한우선씨 (1954년생，전라남도

남성(도항 전까지 서울거주)， 1990년 도일， 초과체재， 1996년부터 고토

부키효 거주)의 이야기에서 제주인의 이주과정의 독자성을 알 수 있다

나는 그랬지 제주도는 그런 게 없었단 알이야 게주도사람은 그 당시에 계

속 사람이 들락날락 했었으니까，다 눈치로 위치률 안단 말이야 서류만 안들어

서 들어온단 말이야 서울사랍틀은 그런 거 모르지 일본어]대해서 전혀 모른단

말이야 브로커 말만 듣고 오는거라 제주도 사람 여기 올 때，돈 한 푼도 안들

이고 비행기값만 틀이고 온단 말이야 샌터〔고토부키효종합노동복지회관 앞

꽁터와 그 주연을 가리컴]에서매일 매일 사랍들이 모여서 일하러 간다 그렇게

70) 고토부키생활관의직원이자 1970년대부터 고토부키에서활동해온 K씨와의 인터뷰
에서 발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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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안 서울 사람은 일본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라요
일본 가면 돈 많이 번다 취직 자려 소개 시켜주겠다 그렇게 커미션을 받는거
라 그렇게 데려다만 주변 그 사람들은 가는커라 그래서，내가 그 현장에서 조
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일)하다가(전철역에)가면은，이 사랍도 만냐고 저 사
람도 만나연 서로 이야기 하다 보연은 나는 업마 받는데 딴 사람은 얼마 받는
다 우리는 언제 사람이 필요하니까 언제 와라 그렇게 이야깅 해주면은 서울

사랑들은 좀 일하마가 이짝[이쪽]으로와매련단 말이야 톤 많이 주는 데로 옮
긴단 말이야 〈고토부키효로온단 말씀，>아니，고토부키효가 아니라 따른 데
로 서울사람들은 제주도 사람들은 거의 요코하마 고토부키효로 (틀어오지)
딴 데[타지역]사랑들은 이 고토부키효를 잘 안 오지 (왜냐하연)모르니까 다
른 에서 조금 (일)하다가이 사람 저 사람 통해 가지고 인건비 많이 받고，고토
부키 쪽으로 온단 말이야〔한우선，2009/07/02}

한우선씨는 자신의 이주과정과 비교하면서， 제주인들이 타 지역 출신

자보다 이주과정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을 지적했다 제주인들은

자주 왕래하고 있었기에 이주와 관계되는 정보가 종 더 용이하게 소통

되었기 때문에 손쉽게 관련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었다 한우선씨와의

인터뷰에서， 인맥과 정보를 가지고 있던 제주인들이 고토부키효에서 생

활웅F는 데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읍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토부키효로의 제주도 및 타 지역 출신의 한국인들의 이주

과정에 대해서 개관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문맥 속에서 이주노동이 선택 되어져 왔음이 시사된다 사회적 상황과

개인들의 다양한 선택，의도，의미부여가 혼재된 가운데 이동하는 주체

들은 이통과정 속에서 각자의 판단에 의해 행통해간다 이러한 개인의

전략성은 이주공간에서의 일상생활을 영위해나갈 때 더욱 선명해진다

N 한극언 오야카타 중심의 취업구조�
에스닉 커뮤니다의 선별적 생존전략

요세바 노동자는 테하이시(手配師)혹은 님푸다시 (A夫出 L)라 불리는

노통력알선업자로부터 일을 얻는다 그들의 취업형태는 아침에 고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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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임금을 받는 일용 즉，현금형 취업(요세바 노동자의 기본적인 취

업형태)와，일정 기일을 정해서 고용되는 기간고용 즉 계약형 취업이 있

다 기간고용의 경우 자신의 거처(예를 들어，간이숙박소)에서 현장까지

직접 다니는 직행형 취엽과 님푸다시의 함바 <A夫出 L飯場)와 공사현장
의 함바，또는 현장근처 숙박업소에서 머물면서 일t}는 출장형 취업이

있다 요세바 노동자의 취업상황은 기간고용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이

일용노동이기 때문에，취업의 불규칙성， 임시성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그

결과 생활의 하위성과 불안정성도 피할 수 없다 71l 고토부키효에 유입

된 한국인노동자도 요세바의 취업구조에 수렴되어 갔다 72) 고토부키효

의 한국인노동자의 대부분이 테하이시의 역할을 하는 ‘한국인오야카타

〔십장]’밀에 재펀생되었는데， 김진언씨는 ‘한국인오야카타’에 대해 다

읍과 같이 정의했다

교포가 아니고 제주도 사람들 오야카타라는 게，뭐냐면 오늘 무슨 일을 하
는데，회사에서 몇 사랍 불러 와라고 하연 책임져서 (인원수를)만틀어주는 것
을 오야카타라고 한다 오야카타도 일하고 (돈더 받느냐')그건 회사 나름이다
다 다르니까 대부분 제주 사람이지 먼저 들어와서 터전을 잡으니까 그래서

바톤을 이어주는 거라 나중에 온 사랍틀한태 자기랑 친한 사람들에게 물려주
케 되지 〔낌진언，2009/07/0긴

김진언씨와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인 오야카타’라고 불

려지는 압도적 다수가 제주인이다 단，‘일본인오야카타’73)와 비교해서

‘한국인오야차타’라고 불려 졌지만 그것이 의미공}는것은 ‘제주인오야

71) 품木，앞의책，2000，30쪽
72) 한국의건성일용근로자에관한 연구에서도일용직임시직형태의고용 현설 속에

무엇보다도안정적으로일거려를확보하여근로일수들늘려 소득올 중대시키는
것이 일용직노풍자의당면과제이며，이들의생존전략은자신의친분이나안연 퉁
의 인빽올통해서일거리를찾고 작업현장의퉁료들과구직쩡보를주고받는것으
로 제한되어있다고지적하고있대정병은장충권 c‘노가다’의사회자본형성과
한계 건설일용근로자의연결망，신뢰，호혜성」，f사회연구J 12，2006，10쪽) 요
세바의취엽형태는한국의일용직임시직취업형태와상당한유사성을보인다

73) ‘일본인오야카타’는오야카타와그 밑에 고용된노동자사이의 ‘도제적관계’가
특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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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였다 74) ‘제주인 오야카타’는 1980년대 후반의 제주인의 고토부키

효에의 대량유입이 있기 이전에 밀항으로 들어와 이른 시기에 고토부키

효에 정착한 사람플이었다 요세바와 그 주변 노통시장에 대해 지식과

정보 그리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고토부키효

에서의 사회자본 75)은 그들로 하여금 기득권과 우월한 지위를 점유할 수

있게 했다 76) 이 우월한 지위는 금전을 매개로 하여 이어져 갔다

한편 ‘한국인 오야카타*와 그에게 고용되는 한국인노통자와의 관계는

고주원씨 (1958 년생， 제주도남성， 1991년 도항， 2008 년 강제송환)와의 인

터뷰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고향 선배로부터 고토부키효를 알게 된 고주

원씨는 일본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고토부키효로 왔다 그는 고토부키효

에서 ‘한국인 오야카타’를 하고 있던 중학교 동창생을 우연히 만나 함께

일을 하러 가게 된다

내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1 하루 가고 키마리{여기서는 정기적으로 일나가는

것을 뜻함]도안하고，하루 갔는데，그 다음날，나한태 아는 체도 안하는거라 그

것도 중학교 동창인데도 왜냐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염사람들이 야 너 돌아왔

을 때 깡맥주[캔맥주]라도하나 사줬냐 그러는거라 무슨 깡맥주 같은 소리 하

느냐고 키마리도 아니고 하루 가가지고，담날도 거기 가기로 약속까지 하모 왔

는다 무슨 헛소리 하냐고 오야카타 1 인부다시〔님푸다시]해서첫날 하루 가서

올 때 깡맥주라도 하나 사춰벼렸으연 되었을껑디，난 그 과정도 올랐고 〈다 그

래야 되는 거 에요，>웅，다 그려 사주지 않으면 다른 사랑 또 데려가 고토부

키효에서는 다 그래 〈한국어)서말하는，와이로，촌지 이런 결 조금씩 계속 밀

어쥐야'>일어 넣어주연 계속 가고 한 3개월 정도 되어버리연，이 올대가리들

은，일을 종 알고 한 만하면 짤라 태린다고 짜르고 새 사람 칩어 넣어버리고

74) 현시정에서는 고토부키효의 제주인을 포함한 한국인 전체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제주인오。t카타‘뿐만 아니라，타 지역 출신의 ‘한뀐 오。바타’도생겨났다

고토부키효에서의 생활이 강기화됨에 따라 고토부키효의 취업구조와 네트워크에

익숙해지연서다 지역 출신의 한국인의 입지도 굳어갔다
75) 여기서 사회자본이란 연결망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일정한 자산이나 응력

을 확보하게 해 주는 ‘관계’자본을가리킨대정병응 장충권，앞의 책，200611쪽)
76) “모든연결망이자동적으로 사회자본을 형성5뜯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정

서적인 측연이 있어야 하는데1 이는 신뢰，호혜성의 규범，의무와 기대，감정의 공

유 둥으로 나타난다."(갱병은장충권，앞의 책，2006，1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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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굉장히 싫어하지 일을 할 만하연새사땅이 오니까 사랍이 자꾸 바뀌니

까 <왜자꾸 바뀌는 거 에요'>소개"1 안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소개비를 줘야 돼 여자든，남자든 〈얼마?>5만 엔 3개월에 한 번씩 인부다시
한테 5만 엔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해서 다니다가 한 3년 하마 보니 어찌어찌
해서 유니온도 알게 되고，오야지한테 벗어 불고，직접 계약하고(직장에)들어
가 태렸지 〈아저씨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3개월에 5만 엔씌 내고'>고토

부키효는 다 그래[고주원，2009/08/08}

고주원씨는 중학교 동창생인 ‘한국인오야카타’와의 관계를 처읍에는

고향에서처럼 상부상조히는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일

알선과 교환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업적인

관계가 성립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것을 ‘신뢰’라는개념으로 풀

어볼 수 있는데，고주원씨가 중학교 동창생에게 품고 있었던 ‘신뢰’는

고향에서의 연결망에 배태되어 있는 믿음이었던 것에 대해，중학교 동창

생이 고주원씨에 대해 품고 있던 ‘신뢰’，곧 고토부키효에서의 생활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77) 그것은 자신이 제주도에서는 예상하지 못

했던，고토부키효라는 세계의 질서였다 그 후 고주원씨는 친척과 3년간
‘뱃일’을하러 가게 된다 그곳에서의 근무를 위해서 그 친척에게 소개

비 명목으로 3개월에 5만원씩을 지불했다 아무리 인척관계에 있다 하

더라도 고토부키효에서 일을 알선 받을 때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고

토부키효의 규칙이었다 자신들 보다 먼저 고토부키효에 들어와서 일본

인과 취업인맥을 형성하고 있던 ‘한국인오야카타’들에게 금전을 지불하

여 그플이 가지고 있던 취업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받았다 금전

을 매개로 한 일자리 알선은 자신의 놓력으로는 취업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틀에게는 편리한 방식이기도 했다 그러나 고주원씨의 경우

는 일 수완이 탁월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과 ‘유니온’의조력으로 친척

인 ‘한국인오야카타’와는 결별하여 직장에는 직접고용 상태로 일할 수

있었다 고주원씨는 2008 년 5월의 어느 이른 아침，출근을 위해 통과하

던 츠루미(題見짧)역에서단속 당할 때까지 15년 이상 계속 같은 직장에

77) 정병은장충권，앞의책，2006，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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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했다 한편 고주원씨의 부인 부회영씨 (19601견생，제주도여성， 1991

년 도항，2000 자진귀국)는 “깡패수준의 무허가 직업소개소”라는 표현으

로 고토부키효를 묘사했다 1994년경 친구의 소개로 이시카와효역(石川

메옳)앞에 있는 러브호텔[모넬]에취직하게 되자 야쿠자와 통거중인 제

주도여성이 부희영씨에게 “이콧은 자신의 관할권 밀이고 자기 허락 없

이 이 러브호텔에서 일할 수 없으므로 자신에게 소개비로 명목으로 6개
월에 3만 엔씩 상납하도록” 강요했다

그렇지 않으면，호텔주인에게 말을 하여1 해고시키도록 하겠다고 위협을 하
고，자신이 야쿠자와 연결되어있다연서 협박을 해 왔어 그래서 그 옹포리여자
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되었거든 〔부희영，2009/0에18}

남편 고주원씨는 ‘한국인 오야카타’와의 관계를 청산한 경험이 있었

읍에도 불구하고， 부인 부희영씨의 경우는 실제로 일자리를 알선 받지

않았어도 고토부키효 부근의 직장에서 ‘용포리여자’의영역 내에서 일하

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하고 있었다 고주원씨의 경우는 직장이

고토부키효의 외부에 있었으며 한국인노동자가 적었던 현장이었기 때문

에 독립적으로 일을 나가는 것이 가능했으나， 부희영씨의 경우는 일과

생활의 영역이 중첩되는 고토부키효에서 얼굴을 맞대며 일상생활을 해나

가야 송F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부희영씨는 ‘옹포리여자’에게정

기적으로 지불했던 ‘소개비’를고토부키효에서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주

민세’로서 납득하고 있었다 그러나 1년 후 부희영씨는 다른 러브호텔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용포리여자’에게소개비 지볼을 그만두게 된다

이 사례는 미등록 체류자인 한국인이 고토부키효에서 살아가기 위한，

타협과 극복 그리고 그들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생활전략을

잘 나타내준다 이런 상황은 제주인 내부에서 자주 일어났다 입복수씨

(1966 년생，충청도남성， 1988년 도항， 1993년 자진귀국)는 타 지역 출신

한국인틀은 이러한 취업구조에 완전히 포섭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냐는 그런 거 없었지 친하연은 대인관계도 좋고 그래서，그 사람들이 냐에
게 뭘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제주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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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그 사랍들은 딱 뭉쳐았으니까 그 사랑들은 그 테두리에서 그 사함들만

일을 나가요 다른 지방 사람은 안 데리고 가고，제주도 사람만 가요 고토부키

효에서 제주도 사람이랑 육지사람이랑 많이 구분이 되어 있었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테두리에서 움직이니까 [임복수，2009/0에20}

고토부키효에서 생활하고 있던 임복수씨는 제주인 커뮤니티에서의 빈

번히 행해진 소개비 관행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딱 뭉쳐있으니까” 가

농했다고 지적했다 이 인터뷰에서 제주인 커뮤니티의 폐쇄성은 ‘한국인

오야카타’시스템을 유지시키데 상당한 작용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덧붙

여，김진언씨는 제주인 중심의 취업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을

다음과같이 언급했다

기반이 잡혀있으니까 그러연 일이란 게，아무나 데려가서 일을 못합니다 능

숙해야 되고，오야카타가 이 사람을 데려가 써서 일을 어떻게 하는가는 잠깐 써

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지금은 그만뒀지만，그만 둔게 아니라

αα때문에 회사가 일을 못 맡아 가지고 안했는데，내가 뱃열 팩엄 오야카타였

어요 우리 옆방에 갇。1 사는 사람을 데꼬 갔는데，그 창구 일이 있습니다 컨테

이너가 들어오면，컨테이너에 았던 물건을 푸는 겁니다 닭고기라든지，돼지고

기라든지，한국에서도 옵니다 이케 하코[상자]에다가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크

기라든지 부피라든지，이 글자를 같은 글자로 쌓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

을 하는 차혜를 하루 일해서 모르거든요 쭉 하고 능숙하고，이렇게 놓고 저렇

게 놓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하루 일로 해서 배우지 못하연 이결 이제 일을

데라고 다니려고 해도 쓰다보면 그 사랍이 능숙해지고，오야카타가 한국에 가

버리게 되연，다음은 능숙한 그 사랍 그렇게 하다보연 제주사람들아 많이 지금

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첨에 왔을 맨 육지분 보이지 않았어요 거의 여기

와가지고 내가 노가다 책임을 지고 사람을 데라고 마녀봤어요 그때에 육지분

이 그 분이 아마，전라북도 사랍인가 일을 데리고 간거야 쉬는 시간에 전늘옐 4

잉뷰앙음 배우키 꺼에 체주도망응 배워야 갱송니대하선부 필자강조)그 정도

로 일같이 가연은 제주말을 써배려니까，육지분들은 제주말 쓰연 모르지 않습

니까 그러니까，일본발 보다는 제주말을 배워야겠다는，그 정도로 제주 사람이

많이 왔어요 이제는 육지분들도 많이 있죠 이젠 삐까삐깐데[수가 비슷한대]

【검진연20C 메 10/25】

김진언씨는 제주인과 함께 현장에 들어갈 경우，기술과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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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승하여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언어 즉 제주도 방언이 통하지 않는 것은，제주인과

타 지역 한국인과의 사이에 언어가 새로운 경계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일본인과의 현장에서는 일본어를 모르더라도 “일은눈치로

하면 된다”는 이주노동의 기본적인 행동양식이 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제주인과 타 지역 출신의 한국인노동자의 경우는 왜 언어가 장벽

이 되어 나타나는 것일까 고토부키효의 ‘한국인오야카타 시스엠’이기

능하기 위해서는 통제와 의존관계가 필요했고，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

언어에 의한 구분과 배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즉，

개인들의 과거를 알고 신분확인이 가놓한 영역으로 제주인 커뮤니티에

취엽과 생활을 집중시컴으로써 ‘한국인오야카타 시스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78) 밀도 높응 폐쇄적인 에스닉 네트워크는 ‘약자들의무

기(weapons of thε wcak) ’79)가 되어 ‘강한유대의 강함 (the strength of

srrong ties)’을보여준다 80)

이젠사랍도 많이 없고，한국 사랍이연，제주든 서울이든부산이든 한국 사
람이 일본에 왔다연 다 같이，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직도 텃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김진언，2009/07띠2]

김진언씨는 일본의 경기가 악화하고 제주인의 수가 감소하면서，제주

인 중심의 커뮤니티가 다른 지역 출신 한국인에게도 확대되었음을 지적

했다 일자리 확보와 다수의 제주인의 존재가 필요조건이었먼 ‘한국인

오야카타 시스댐’은제주인 커뮤니티가 축소해강에 따라 전성기처럼 유

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김진언씨는 예전과 많이 달라진 고토부키

78) ‘한국인오야카타’의일자리를확보하고용급하기위해블이는노력들에대해서는
본 논문에서는생략했지만，다음논문에서본격적으로다휘질예정이다

79) 이주노동자를비훗하여사회익저변부에위치하는노몽자들응스스로를보호하기
위해서‘딱F들의무기’로일컬어지는가족이나친족의혈연관계，친구，이웃퉁
지연관계에더욱 의존하연서，그들의 사회경제적불안정성을대처한대ScOtt，
Jarncs C(19S5)，WMP"ι of lhe Weak，Nnν Haven: Y"αle Univ Pr앉，정병응장충
권，앞의책，2006，12쪽 재인용)

80) 정병은장충권，앞의책，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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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인터뷰를 하던 2009년 당시 고토부키효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여전히 제주인임을 지적했다 81)

V 결론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일본 요코하마 고토부키효로의 이주과정에

서 부각된 에스닥 네트워크를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사회적 구조 속에

서 고창한 후，고토부키효를 거점으로 활통하는 한국인들의 노통경험을

분석하여， 그 속에 독특한 취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밝혀내고， 그것

을 ‘한국인 오야카타 시스댐’이라고 명명하였다 이것은 주로 제주인이

주축이 되는 취업알선 시스댐으로 오야카타와 고용노통자 사이의 갈취，

소개비， 뇌물，상납 동을 요구하는 시스댐으로 표면적으로는 착취적인

시스댐으로 보이지만 82)，본 연구의 펼드워크 과정 중에 이 시스댐이 단

순히 억압과 착취로만은 해석될 수 없는，그들 사이의 고유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내적 질서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금전을 매개로 한

‘한국인오야카타 시스댐’은 자본주의의 극단적 축소판 혹은 노동유연화

의 최저변으혹도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미퉁록 이주노동자로서 낯

선 공간에서의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지켜야 할 질서이자， ‘볍적진공

상태’에서의 생존전략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고토부키효로 유입된 사람들은 이러한 시스탱 속으로 포섭되면서 새

로운 이국의 공간에서 기존의 자신의 도딘，가치관，직업윤리 둥이 재배

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법적진공상태’에 머무는 동안에는 합볍적

81)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현재의고토부키효는인력시장으로서의기능은거의 없어
지고，노동자가시라진간이숙박소에는고령자，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들이살아
가고 있다 고토부키효의일본인활동가W씨는 이려한현 상황을‘노동자의마을
이 복지의n않로 변했다’고표현했다

82) 필자와의인터뷰도중에‘한국인오야카타’의월수입을계산해본 한우선씨는“오
야카타의월수업이한창 때에는한국돈으로상천만원에육박했을것”이라고추정했
다 금액의정확도는확산할수 없으나，그 정도로‘한현 오。바타’의수엽은높
게 상정되었고그플의기득권과자존심을유지시키는작용을했으리라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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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존재로 생활할 때의 관념과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체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자의 시선으로는 불합리한 선택으로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은 불안정한 현실의 일상을 꾸려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펀，혹은 마땅히 지불해야할 비용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도한다

그 결과 에스닉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취업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고토부키효라는 공간이 재발견

된다 이러한 특색이 고토부키효 고유의 ‘계속적인이주와 생활을 가능

하게 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성립시켰고，그 구체적인 형태로 제주인

들을 중심으로 에스닉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고찰함

으로써 에스닉 커뮤니티는 개인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전략과 교지가

충돌송F는 공간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고토부키효의 한국인 미둥록노동자들은 거대한 사회시스댐으로부터

차별받는 현실을 감수하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을 고찰함으

로써 에스닝 커뮤니티의 내실을 보다 명확히 밝혀낼 수 있었다 제한된

사회적 자원으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기 위한 개개인의 생존전략은 자

신만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면서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들 나름의 사회구조를 형성시켰고，때로는 필요에 따라 변형시키

며 현재도 살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고토부키효라는 일본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역사성을 담지

한 장소를 배경으로 한국인들의 에스닉 네트워크가 형성해내는 사회적

관계와 하나의 삶의 방식인 노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일본 요세바 지역의 구조，제주도 네트워크의 웅집성

과 변화，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노통력 이통과정 동의

총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주경험을 이해하고자 했다 이주/이동을계기로

사회구조적으혹 주변부로 규정되는 공간인 고로부키효에서 존재했던 사

람플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제한적인 삶의 형태를 수용하면서도 그 속에

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틀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들에

는 차별과 배제라는 한계를 수용하면서도 생존을 위한 대항적 실천을

이행하는 사람틀의 삶의 기술이 ‘불법성’을지난 이주경험을 통해 극명

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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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nic Network and Labor Experience on
Migration to Japan:

Focusirig Korean Undocumented Workers in. Kotobuki
Yokohama

Lee，Hey-Jin*

Thìs article is about the employment structure of Korean

undocumentecl workers from the late 1980 to 20005 Ìn Kotobuki

Yokohama，]apan where is for day laborer market. Most early settlers

were from Jeju - islancl， Korea and theγ took advantage of the

regionalism and 1이nship to find work in Kotobuki. ]eju island has been

recognized as a marginal place 00 the Korean penins띠a and maintaincd

its indigenous regional character compared to othcrs due to its

discrimination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mαlernization in Korea. lt

resulted in that people from Juju become majority power in K，아ob따"，

50 that they have quite differenr social position. Furthermore Ît led Jeju

peopJe to seÎzehegemony

This study explains migration process，hisrorical situation and social

atmosphere which allowed Juju people who had regarded as the margins

of society to come to J apan. A1so it an외yzes the structure of Korean

employment in Kotobuki from late 1980s to 2000s. To consider how

they make and keep the relation with the place as an unstable status，

* Institutefor SocîalScienceResearch，PusanNational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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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focuses 00 Korean，especially. J이u community and individual

relationship between Korean undocwnented workers. 00 the base of this

analysis，it brings out the social implication of ethnic community in

strucrural constraints as presenting Kotobuki's uruque character of sodal

network which allows conrinuous migration and living

KeyWords migration，Jeju，Japan，KoreanUndocwnentcdworkcrs，Kotobuki，υbor，Employment，

Ethnι nι”얘이k，EthnÎccommunity，Ethnícì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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