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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32년 제국 일본이 만주국을 건립하면서 한반도에서 한인의 만주 이주 형태도 바뀌게
되었다. 특히 안전농촌 설치 이후에는 집단이주 형태의 이민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1937년
중일전쟁은 그 기점이 되었다. ‘왕도낙토’를 개척하기 위해 이민 또는 이주민의 용어를 ‘개척
민’으로 변경하였으며, 전라북도는 개척민의 보급창고였다. 이 글에서는 만주국 시기 전라북
도인들이 만주지역에 ‘강제이주’되었으며, 제1세대들의 이주과정과 그 강제성을 규명하였다.
특히 전라북도 이주 1세대의 구술자료를 통해 그들의 이주와 정착 및 생활실태를 규명하였
다. 만주국에서는 ‘개척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토성을 쌓았으며, 이주민들은 이
곳에서 감옥과도 같은 생활을 영위하였다. 경제공동체의 완성을 통해 전시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만주국은 오족협화를 내세워 이주한인들을 통제하였다. 통제와 감시의 선결 조건은 강
제성이었다. 강제이주된 전북인들은 해방과 동시에 정착과 귀환의 갈림길에서 고민하였다.

** 이 글은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에서 2019년 12월 20일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
여 게재한 것이며, 2017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279082)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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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연변자치주 안도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대부분은 만주국의 강제이주 정책의
산물이었다.
[주제어] 만주국, 전라북도인, 강제이주, 집단부락, 五族協和, 이등공민

1. 머리말
한국근현대사에서 ‘강제이주’는 주로 1937년 10월 연해주지역에서 중앙아
시아로의 한인이주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제이주’ 연구도 이 지
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1) 이 글에서는 중일전쟁 이후 만주
지역으로 ‘강제이주’2)되었던 전북인들의 실상을 밝혀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전 세계 한민족(조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700여만 명이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원형은 불과 100여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중국 공민으로 살아가
는 조선족들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에서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이주
공동체로 성장하였다.
만주지역으로의 한인 이주 물결은 1869년 함경도 旱災로 시작되었다. 이
렇듯 만주지역 한인 이주는 19세기말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 몇 가지 이주
형태로 나타났다. 한인의 초기 이주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렸지만, 1910년
일제의 대한제국 강점을 계기로 정치적인 망명 등이 더해져서 그 수는 급속
하게 증가하였다.3) 이러한 만주지역 한인이주사는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구
분된다. 즉 한인이주의 자율과 통제라는 경계선이 형성되는데 만주사변이 작
용하였던 것이다. 만주사변 이전 한인 이주는 식민지 조선이라는 외연에 더
1)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강제이주’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77건의 연구 자료가 나온다. 그 가운
데 두 건만 만주지역 한인 강제이주 관련 연구 성과이다.
2) 1930년대 만주로의 한인 이주는 중일전쟁 이후에는 강제성이 투영되었다. ‘강제이주’의 범위는 거

대한 권력이 개입하여 대상자들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또는 표면적으로 자발적 의사가 일부 존재
하고 있더라도 정책적 폭력에 의해 자행된 형태의 이주를 가리킨다. 국가권력이 개인의 의사를 존
중하지 않고 기만적인 형태의 알선, 모집이 진행된 경우 전체를 강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3) 金三民, 뺷在滿朝鮮人の窮狀と其の解決策뺸, 新大陸社, 19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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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중을 두었고 자유의지를 토대로 한 개인이주가 대부분이었지만, ‘만주
사변’을 기점으로 한인 이주의 패턴은 개인이주와 집단이주가 혼합된 형태로
진행되었다.4)
1932년 세워진 만주국을 통해 일제는 안정적인 식량수급과 체제 안정이라

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농촌 사회 재편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물이 안
전농촌과 집단부락의 설치라고 할 수 있다. ‘만주사변’은 일제의 침략 정책이
수면으로 등장한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이주한인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게 되었다. 자율이라는 무대에서 타율이라는 무대로의 이전을 뜻하기도 하
였으며, 타율 속에는 통제와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관동군의 막강한 화
력을 앞세워 성립된 만주국은 건국 이념을 협화로 내세우면서 그 반대세력에
대한 철저한 탄압의 기술을 선보였다. 이른바 치안숙정을 실시하였으며, 항
일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 ‘안전농촌’의 탄생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하지
만 만주사변, 만주국 성립 과정에서 파생된 안전농촌의 설립은 한인에게는
강제성의 또다른 울타리이기도 하였다. 안전농촌을 ‘안전’하게 세운 일제로
서는 ‘치안의 담보’와 수탈의 가속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었다. 그 중심에 이
주 한인이 있었다.
최근 한인 안전농촌 및 집단부락에 대한 연구는 김기훈,5) 윤휘탁,6) 현은
주,7) 김주용,8) 유필규9)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1930년대 만주
국의 성립과 치안숙정, 집단부락의 설치, 이주민의 성격을 비교적 정치하게
분석하였다. 김기훈은 한인이주의 강제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정책적 측
면도 아울러 고찰하였으며, 유필규는 집단부락의 강제성과 그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만주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한인 집단 이
주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거나 또는 빈약한 구술자료를 이용
4) 延邊朝鮮族自治州檔案館 編, 뺷舊政權時期統計資料(1920~1945)뺸, 1964, 4~6쪽.
5) 김기훈, ｢일제하 ‘만주국’의 이민 정책 연구 시론－일본인 이민 ‘장려’․조선인 이민 ‘통제’｣, 뺷아세
아문화연구소뺸 18, 한림대, 2002, 45~78쪽.
6) 윤휘탁, 뺷일제하 만주국 연구뺸, 일조각, 1995, 280~300쪽.
7) 玄恩柱, ｢1930年代의 滿洲移民에 대하여－營口安全農村 建設을 中心으로－｣, 뺷白山學報뺸 53, 1999.
8) 김주용, ｢만주 ‘河東安全農村’의 설치와 운영｣ 뺷白山學報뺸 84, 2009.
9) 유필규, ｢만주국 시기 한인의 강제이주와 집단부락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15.

36

한국학연구 제57집

하여 전체를 규명하려는 측면이 있었다.
오늘날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러시아와의 국경 무역 및 한국 상인들의 교역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중 안도현과 왕청현은 독립운동의 근거지
로서 산악지대와 평야지대가 공존한 곳이다. 이곳에는 만주국 시기에 형성된
‘집단부락’으로 흔히 ‘전북촌’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함경도 출신들이 많이

살았던 연변지역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주제로 삼을 만큼 독특한 마을 가
운데 하나이다. 이렇듯 만주국의 집단 이민 정책으로 오늘날에도 만주전역에
조선족 마을이 존재하고 있다. 제국주의 시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범주로서
만주지역 한인들의 정착기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전북인들의 만주 이주 및 정착에 대한 단독연구는 박인철의 글
이 유일하다.10) 그는 하얼빈, 동녕현에 거주하는 조선족, 특히 전라북도 출
신들 6명을 인터뷰 채록하고 이를 전라북도 이주의 요인 분석 데이터로 활용
하였다. 전북지역 이주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이지만 구술자료 표본수가 많
지 않고 이주요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주와 정착 및 생활사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1930년대 만주국 시기 전북인들의
고난의 이주와 정착기 및 생활상을 다루었다. 이주과정에 조선총독부 내무국
에서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만선척식주식회사의 역할을 대신하였던 지역 자
체의 단체 성립과 그 활동 등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 글이 현재 중국 동북지
역에 남아 있는 전북인들의 흔적을 추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11)
10) 朴仁哲, ｢1930-1940年代における朝鮮人の ｢滿洲｣への移住に関する硏究－全羅北道地域を事例とし
て-｣, 뺷한일민족문제연구뺸 17, 2009.
11) 이 글을 작성하는 데는 중국 용정 3.13기념사업회 이광평 회장의 도움이 컸다. 그는 20여년 동안
연변지역 전라북도 이주민 1세대들의 구술자료를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가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에는 2019년 10월에 만주로 간 전북출신 1세대 구
술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만주지역에 이주한 전북인 제1세대 구술자료는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가 수집한 귀한 자료이다. 연변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전
라북도 인들의 기억의 소환을 통하여 만주국 시기 자행되었던 ‘강제된 이주’ 실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자료집은 연변지역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한국독
립운동의 현장을 누볐던 용정 3.13기념사업회 이광평 회장의 도움으로 발간할 수 있었다. 구술자료

의 특성상 산만하고 희미한 기억의 단편들도 있지만 이 자료는 문헌 자료가 알려주지 못한 전라북
도 인들의 고달픈 타국생활의 역사를 고스란히 복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 이주민에게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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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주국의 강제이주 정책
1932년 만주국 성립은 제국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추진했던 중국 대륙

침략 가운데 절반의 성공을 의미하였다. 만주국의 면적이 한반도의 4.4배였
듯이 정책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 수급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였다. 그래서
제국 일본은 본국의 농민들을 이주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목표를 충
분히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인적자원이 필요하였다. 필요충
분조건에 가장 근접한 존재가 한반도 거주자들이었다.
① 조선이민을 통제하는 것은 조선농민을 잘 살게 위하여 하는 것이오. 또 조선
농민의 이주를 국가가 직접 지도하는 데 필요한 사무적 방법이올시다.12)

② 이민문제가 민족발전상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고 오늘 세계의 정세가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거니와 정치적 훈련이 길지 못한 우리는 이 문제를 무관심하게 넘기어 버리는 때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종종 의혹을 가지고 대하는 때가 많다. 그러나 인구
의 증가, 재해의 속출은 자연의 형세로 조선농민을 만주로 진출시켰으니, 말하자면
조선인의 자각 있는 활동이 있기 전에 세계는 조선민족의 대륙으로의 환원을 촉진
하였던 것이다.13)

만주국에서 대표적인 한인 관료인 윤상필14)이 피력한 ‘조선인 이민정책’
국은 유리한 경작환경을 제공하는 반면 이주한인에게는 황무지 또는 범람지 등 열악한 환경이 제
공되었다. ‘시혜의 성격’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집단부락이 과연 어떻게 조성되었으며, 그
구성원들의 이주 및 정착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집단부락을 통한 한인 강제이주의 실상을 밝
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일전쟁기 만주지역에서 한인의 거주지 외연확대가 자율이 아
닌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 과정을 추적하고 일제에 의해 자율로 포장된 타율의 실체를 규명하여
지역적 특징을 규명하는 자료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지면을 통해 이광평 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12) 뺷在滿朝鮮人通信뺸 27호, 2쪽.
13) 뺷在滿朝鮮人通信뺸 59호, 7쪽.
14) 윤상필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마지막 생도로서 일본 육사를 27기로 졸업하였다. 졸업한 후 일
본 육군에 복무하다가 퇴역한 후 만주국에서 활동하였다. 그의 손끝에서 수많은 한인들이 만주로
이주하게 되었다. 윤상필은 만주국 협화회 설립 당시 이사진 42명 가운데 유일한 조선인의 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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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단면이다. 윤상필은 주로 만주국의 토지관리 및 정책 입안에 큰 영향
력을 발휘하였으며, 한인의 집단이주에도 관여하였다. 한인 이주문제는 만주
국 성립 이후 중요한 농촌 해결 문제이자 이른바 ‘건국이념’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시 되었다. ①은 만주국 토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을 국가통제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며, 강압적인 인상을 배제하고
‘왕도낙토’의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다. ②의 경우 이민문

제의 해결이 민족 발전에 큰 역할을 미친다고 역설하였다. 국토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였으며, 이 가운데 특히 미간지의
이용방안이 적극 추진되었다. 국토의 종합적 개발을 위해 만주국 정부에서는
미간지의 효율적 이용 방책을 강구하였다.15) 미간지의 정비는 산업부 대신
및 각 성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이를 집행하였다.16) 그만큼 미간지
에 대한 부분은 만주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농업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다시 말해 만주에서의 미간지 개척과 수전 개발의 화두는 ‘한인’을 배제하고
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17)
한편 만주로의 집단이민에 대해서는 만선척식회사18)의 의견이 상당히 중
요하였다. 안전농촌의 설립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일전쟁기 한인 집단
이민에 대해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다. 회사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선척식회사는 농업부분에서 ‘만철’과 같은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만선척
식의 사업계획이 재만 한인 집단 이민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에 당시 이 회사

15)
16)

17)
18)

이었다. 그만큼 만주국 내 입지가 확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임원근, ｢滿洲國과 朝鮮人將來, 滿洲國
紀行(其二)｣, 뺷삼천리뺸 제5권 제1호, 1933년 1월호, 53쪽). 하지만 해방 후 그는 소련군에 끌려가
시베리아 유형장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해야 했다. 윤상필의 생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는 필
자가 별고로 준비하고 있다.
黑龍江省檔案館 編, 뺷東北日本移民檔案뺸 黑龍江省 1, 廣西師範大學, 2005, 24쪽.
미간지의 원활한 개간을 위해 정비심의기관으로 만주국정부는 중앙, 성 및 현에 다음과 같은 기관
을 설치하였다. 첫째 개척위원회 제1분과회(개척용지정비관계)를 두어 미용지정비방침 및 정비지
구에 관하여 심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둘째 성개척위원회 토지분과회(가칭)는 성개척위원회 방침
및 정비지구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였다(黑龍江省檔案館 編, 뺷東北日本移民檔案뺸 黑龍江省 1,
24~25쪽).
김기훈, ｢만주국시기 조신인 이민담론의 시론적 고찰－조선일보 사설을 중심으로－｣, 뺷동북아역사
논총뺸 31, 135~138쪽.
1936년 6월 27일 만주국 법령의 공포로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1,500만원이다(뺷東亞日報뺸, 1936
년 6월 26일자, ｢금일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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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의 한명인 高見成의 견해를 통해 이민정책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그는 만주국 성립 전과 후의 한인 이민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
였다.19) “만주사변 후 신흥만주국에 희망을 가지고 도강하는 한인의 수는 현
저히 증가하였는데, ‘만주사변’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민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만주국 성립 전후
재만 한인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만주국 성립 전후 한인 이민현황

연도

이민수

1927

558,280

1930

607,119

1933

673,794

1936

875,908

1년 평균 증가

비고

16,279

67,371

** 고견성, ｢조선농민과 만주국의 산업개발｣ 뺷재만조선인통신뺸, 51․52합집, 1938, 32쪽.
** 이훈구, 뺷만주와 조선인뺸, 평양숭실대학교, 1932, 79쪽에는 768,780명으로 집계하였다. 약 20만
명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 만척의 주장은 이주한인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임

1932년 만주국 성립 이후 그 이전 시기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다. 高見成

은 만주로의 한인 이주 증가 추세가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10년 이후에는
150만명, 20년 이후에는 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만선척식회사는 이주한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 가지의 사
업 계획을 세웠다.20) 첫째 조선에서의 신규이민의 ‘입식’통제인데, 1937년
초의 한인이주는 間島省 安圖, 汪淸, 延吉 및 奉天省 營口縣에 2,339호,
19) 高見成, ｢조선농민과 만주국의 산업개발｣ 뺷재만조선인통신뺸 51․52합집, 1938, 32~35쪽.
20) 재만 旣住 한인 농민에 대해서 공사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농경지를 경영하고 있다. 첫째 직영농장,
둘째 관리농장, 셋째 안전농촌. 먼저 직영농장은 공사가 직접 소작인으로 경작하게 하는 것으로
오가황, 공태보, 통요대우구, 왕청문, 영문 6개소 합계 작부면적 수전 2570정보, 연지 4,463정보이
다. 관리토지는 면적, 지미, 치안 및 교통 등의 관계상 아직까지 경제적인 이익을 거두기에는 이른
곳으로 내몽골 자라터치 38,880정보를 비롯하여 17개소 총면적 92,929정보가 있으며, 장소에 따라
주재원 또는 관리인을 두고 물납 혹은 금납에 의한 소작 계약을 행하고 있어 1939년 이용하고 있
는 토지 면적은 약 6,300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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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9인이었으며, 35개의 한인마을이 건설될 정도로 확산되었다. 또 1938

년과 1939년 초 先遣隊라는 명목으로 왕청현 羅子溝에 195호 975명이 이주
되었다. 신규이주 수용호수는 연 1만호 이내로 하는 만주국과 조선총독부간
의 협정에 따라 북간도 및 남만주 일대 23개현이 한인 농민의 이주지로 결정
되었다.21)
둘째 기존 이주 한인들에 대한 집결 통제로서, 만주국이 이러한 정책을 실
시하게 된 배경에는 일정한 토지가 없이 불평불만을 품고 각지에 유리하고
있는 농민에게 경제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국방 내지 치안상의 필요한
지역의 통제를 위해 집결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것을
들 수 있다.22) 1938년 4월 중순부터 6월 한인농민들을 집결 이주시킨 지역
은 營口, 柳河, 懷德으로 호수 1,016호 총인구 4,270명에 달하였다. 1938년
4월 이들 한인 농민의 집결통제를 위하여 간도성 및 남만주 일대 23현 이외

각성 16현이 지정되었다.23)
셋째 자작농창정 문제이다. 자작농창정은 생활안정과 직결되었다. 또 생활
의 안정은 치안 안정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주국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자작농창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주국과
만척은 자작농 창정의 방침 아래 이주한인들에게 토지대, 가옥 건축자금 등
마을 건설에 필요한 농자금을 농민이 농경에 착수하여 수확을 얻게 된 해부
터 20년 이내의 기한으로 연부상환케 한다는 방침 아래 자작농창정 계획을
세웠지만 1933년부터 설치된 안전농촌 역시 6년이 지난 1939년 당시에도
쉽게 달성되지 못했다.24)
하동안전농촌의 예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25) 하동안전농촌으로
의 이주 및 정착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안전농촌의 설치와 운영
21) 뺷매일신보뺸, 1940년 7월 28일, ｢만주개척민 전북서 2,600명 전북도당국에서 소화 15년도에 만주국
북안성 눈강지구에 524호를 집단 이식키로｣.
22) 윤휘탁, 앞의 책, 283쪽.
23) 구체적으로는 봉천성의 개원, 철령, 서안, 서풍, 길림성의 영길, 액목, 돈화, 상양, 회덕, 서란, 화전
이며 목단강성의 영안과 빈강성의 수화, 용강성의 태동, 조남. 흥안남성의 통요이다.
24) 한득수, ｢하동안전농촌실기｣, 17쪽.
25) 김주용, ｢만주 하동안전농촌의 설치와 운영｣, 뺷백산학보뺸 84, 2009, 285~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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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는 동아권업공사였다. 1933년 4월까지 권업공사측에서는 한인들의
하동안전농촌에 대한 이주가 완료되어야 했지만 당시 한인 경비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와 일본외무성은 1932년
12월 28일 조선총독부에서 경비문제를 놓고 절충안을 제기하였다.26) 물론

결론이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지 양 기관의 주도권 다툼은 지속될 수밖에 없
는 상황이었다.27) 당시 절충안은 토지 획득과 군부 및 만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극비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28)
특히 일제는 안전농촌이 설치된 것은 단순한 피난민의 구제가 아니라 장
기적인 계획 속에서 실현한 구체적인 정책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즉 안전농촌
은 자작농창정계획과 연동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인에 대한 즉흥적
인 ‘구제’가 아닌 이등공민으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만주국에서는 안전농촌을 설립하고 이를 ‘이상향
의 도래’ 및 그 실현으로 설정하여 각 언론사를 통하여 선전하였다.
뺷재만조선인통신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소작농이 주가 되어 토지의 소유
권을 가지지 못한 이주한인이 대부분이었는데, 1938년 조선총부와 만주국이
협의한 결과 이주 한인들을 자작농으로 창정한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
만 하고 있었다. 정책성공의 담보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
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얼빈금융회 이사인 박종희는 ｢자작농 창정으로
민심안정｣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29) 그는 이주한인의 당면문
제인 자작농창정이 중요하다고 만주국 입장에서는 선전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성과는 미미하다고 역설하였다.
26) 뺷東亞日報뺸, 1933년 1월 5일, ｢경비력의 관계상 이주안위가 염려｣.
27) 뺷滿蒙各地ニ於ケル鮮人ノ農業關係雜件(4)뺸, ｢朝鮮總督府ノ滿洲ニ於ケル大集團農場 創設計劃ニ關ス
ル件｣, 暗 제37호 1933년 2월 9일. 만주지역 이주자에 대해서는 일본외무성과 조선총독부의 입장
이 확연하게 다르다. 예컨대 이주하려는 자 또는 바로 이주한 자는 조선총독부의 통치권에 있었던
자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미 만주에 이주하여 정착한 자에 대해서는 일본외무성에서 자신들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8) 일본인 이민 관련의 민감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즉 군부와 만철의 움짐임에 대한 부분을 극
비사항으로 분류한 것은 이민의 중대함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29) 뺷재만조선인통신뺸 61호, 1939,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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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적극적으로 하자면 기주농민을 우선 자작농으로 하면서 신규 이민을 입식
케 하여 만주의 농민에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급무
라고 하겠다. 사변전에는 지주의 착취와 군벌의 박해로 안정을 갖지 못하는 조선농
민도 건국 후 치안안정으로 민심이 정착되어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토지의
매수라든가 자작농의 창정 같은 것을 희망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찍이 유동하는
조선농민에게는 민심의 안정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왕도를 앙모하게 되는 일표현
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이러한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 데
현재 그러하지 못하다.30)

위의 인용문은 자작농창정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금융회 인사의 인
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길림금융회 이사의 자작농 창정과 이민문제
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기사는 다음과 같다.
현재 재만선농은 선척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각 금융회와 농무계가 활동하여
지도에 당하게 되었는데 여러가지의 사정으로 보면 농무계는 이 이상 더 활동을
하려야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다. 이 농무계라는 것는 그 계원인 농민으로
조직된 단체인데 그 농민들이 모두 만인주주에게서 토지를 조차하여 소작하고 있
는 소작인들이니 남의 땅을 가지고 어떻게 연고이민을 부른다든가 집단이민을 데
려올 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물론 지도방침이야 토지를 선척에서 매수한다고 하
나 이것은 임의 매수이니 만인지주가 팔지 않으면 불가능하다.31)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과연 기존 거주 한인 농민들이 정책의 결정으로
자작농화 되었는가라는 점이다. 당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수가 관건인데, 당시 농무계에서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성과를
달성할 수 없었다.32)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거주 농민들에게 그들이
30) 뺷재만조선인통신뺸 61호, 1939, 12쪽.
31) 뺷재만조선인통신뺸 62호, 1939, 47쪽.
32) 농무계는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면서 각각의 마을을 계라고 칭하고 이에 대한 모임을 가리켰다. 안
전농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농무계를 통하여 관리되었다(상지시조선민족사 편집부, 뺷하동농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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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하고 있는 토지를 만척에서 매수하여 주면서 농무계를 이용하여 각 마을
의 자작농 창정을 이루려고 한다면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진단이었다. 하지
만 현재는 “자기의 뒤도 치르지 못하니 어떻게 남의 뒤를 보아줄 수 있겠는
가”라고 반문하고 있었다. 길림금융회 이사의 글을 다시 정리하였다.
생각건대 조선에서 농민을 년 1만호 만주국으로 보내고 만주국에서는 또한 이
1만호를 받겠다는 협약의 이면은 소질이 양호한 자를 선정한다거나 혹은 집단 이민

집합이민으로 한다 하나 그 이면의 내용은 조선농민을 만주국내에서 안정케 하자
는 것인데 이것은 자작농의 창정으로 하여 가능할 것이며, 또한 旣住농민의 안정으
로 자연히 신규이민의 입식 성적이라든지 영농성적은 좋은 결과를 가져 올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필요한 토지매수의 방법에서 좀더 적극적 구체적 방침
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33)

먼저 이민정책을 수립할 때 기존 농민의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만주국 및 조선총독부는 황무지 개간 등에 초점을 맞추거나
인구 증가 정책 및 치안유지 방안에만 더욱 치중했다.34) 즉 농민을 농업정책
에 주체로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토지마련에
는 소홀하였다. 한인 농민의 토지소유의 현실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만주국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의 행사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또다른 통
제의 이름으로 작용됨을 뜻하기도 한다.

립과정뺸, 34쪽).
33) 뺷재만조선인통신뺸 62호, 1939, 47쪽. 토지매수에 대해서는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자금 수급
문제가 대두된다. 만척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본력과 또 강제력을 동원해서 토지를 매수한다면 이
것 또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만주국이 내세운 협화와도 상당한 괴리
가 나타나 쉽게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닐 것이다.
34) 孫春日, 뺷滿洲國 時期 朝鮮開拓民硏究뺸, 延邊大學出版社, 2003, 104~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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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북인의 강제이주 실태
만주국 성립 이후 한반도의 집단 이민은 권업주식회사의 뒤를 이어 조선
총독부의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선만척식회사와 만선척식회사의 합작으
로 진행되었다.35) 집단 이주 한인들의 형태는 다양하였다. 먼저 조선총독부
와 만척은 모집의 편의를 위해 지역적 편제를 통하여 이주를 시행하였다. 오
늘날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역의 전북둔, 정읍둔, 충북촌 등의 지명이 남아 있
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둘째, 이주 당시 선전과 이주 완료 후 정책 주
체의 태도는 상이했다. 집단으로 이주된 한인들은 기존 이주한 한인과 달리
새로운 문화충격을 받으면서 감옥과도 같은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였
다. 1935년 이후 남하마탕과 대황구 등에 집단 이주한 한인들은 국내에서
처음 선전한 만선척식주식회사의 달콤한 유혹이 아닌 현실의 고단함을 끌어
안고 살아갔다. 셋째, 자작농 창정이 헛구호에 그쳤다는 것이다. 한인들의 땅
에 대한 집착을 이용하여 한반도에서 집단으로 이주시키면서 ‘막연한’ 희망
을 심어주었는데 그것이 자작농 창정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척에 고용
된 소작농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을 뿐이지 결코 자작농으로 자리 잡은 경
우는 흔치 않았다.
만주국 성립 이후 전라북도 인들의 집단 이주는 먼저 안전농촌 지역의 이
식 형태로 진행되었다. 1936년 4월 전북 완주, 남원, 장수, 진안 등 12개 군
민 500여 명은 전라북도 당국의 알선으로 營口로 이주하였다.36) 그렇다면
만선척식주식회사에서 주관했던 전북인들의 만주이주는 어떠했는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북지역의 사람들도 조선총독부에서 만주로의 이주시
모든 비용은 만선척식주식회사에서 부담한다고 선전하는 것을 믿고 집단 이
주에 참여했다.
뺷재만조선인통신뺸이 바로 만주국의 이민정책 및 협화정책을 적극적으로
35) 만선척식과 선만척식의 조직과 이민정책 및 운영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안기, ｢만주국기
조선인의 만주 이민과 鮮滿拓殖(주)｣, 뺷동북아역사논총뺸 31, 2011; 조정우, ｢조선총독부 만주이민
정책의 이면－선만척식회사 설립 경위를 중심으로－｣, 뺷사회와역사뺸 103, 2014.
36) 뺷조선중앙일보뺸, ｢1936년 4월 30일, 만주로 가는 이민군, 전북서만 5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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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하는 흥아협회의 기관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논조가 강하게 투영되었
다.37) 특히 만선척식회사의 ‘친근한’ 한인 이주민 ‘모시기 태도’는 국내와 국
외가 상이했다.
최후로 특히 첨가하면 조선인이민 입식의 전도에 관한 것인데 회사는 관계 각
방면과 긴밀한 연락을 하여 미리 소요의 사항을 이주지원자에게 알게 하도록 처치
를 취함과 동시에 입식 시기가 되면 선만국경의 요추지 및 이주지에 전도자를 배치
할 주도용의하에 소홀함이 없음을 기하고 있으나 본년도는 회사 창립된 지 아직
일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입식은 3월 하순 적어도 4월 초순까지는 마치지
않으면 안되는 관계상 준비의 완료와 바로 예정수에 달하는 이주자를 보게 됨에
있어 현재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관민 각위는 특히 본년도에는 이 점을 양해하여
서 원조를 하여 주기를 간망하는 바이다.38)

1937년 중일전쟁기 한인에 대한 집단부락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만척의 사

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초기 이주한인의 역할이 중요하며, 회사와
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 느꼈던 농민들의 두려
움은 낮설은 땅에서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수십명의 장정들이 거멓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결코 추위 때문만은 아니
다. 누런 군복을 입고 하얀 실장갑을 낀 일본군의 서리발치는 총신이 화약냄새를
피우며 가슴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사면에 경기관총까지 걸어놓았다.39)

뿐만 아니라 만주국의 자작농 창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었다는 의견
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인들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공진항은 그
37) 재만조선인통신의 발간의도와 그 현황에 대해서는 黃敏湖, ｢滿洲地域 親日言論 ‘在滿朝鮮人通信’
의 發行과 思想統制의 傾向｣, 뺷韓日民族問題硏究뺸 제10호, 2008; 柳弼奎, ｢1930년대 중후반 일제
의 ‘만주개척민’ 정책에 대한 친일 재만한인의 선전｣, 뺷韓國學論叢뺸 45, 2016 참조.
38) 뺷재만조선인통신뺸 21, 1937, 2쪽.
39) 리혜선, 뺷두만강변의 충북마을－정암촌 이주사뺸, 민족출판사, 2009,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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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서전 뺷이상향을 찾아서뺸에서 자신의 만주진출과 농장 운영 및 이주 한
인들의 자작농이 실현되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이에 살길을 찾아서 연구해 내놓은 방법이 자유식 자작농 창정이라는 제도였다.
이 제도에 의하면 농민은 누구던지 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나 토지에 대한 지가를
지불하면 그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마침 안가농장은 이 해에 대풍을
이루었는데 추수기에 이 제도를 발표한 결과 농민 총수의 삼분의 일에 가까운 사람
들이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금을 완납하는 기적적인 현상을 나타났
다. 이 제도는 아직까지 있어 온 균등식 연부상환제에 비하면 혁신적인 방법으로
만몽회사가 처음으로 창안한 전무후무한 이례적인 시도였다.40)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1933년부터 뺷만몽일보뺸 기자로 활동한 신영우는
1937년 만주국의 한인 정책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설파하였으며, 향후 한인

이민은 어느 정도 통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41) 만주사변 이후
이주 한인들의 생활이 ‘명랑’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만주국 민정부 척식
사 제2과장이었던 윤상필도 이와 대동소이한 견해를 보였다. 그는 1937년
4월 장춘 자택에서 가진 한 인터뷰에서 “조선이민을 통제하는 것은 조선농

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오”라고 했다. 국가가 직접 통제해야만 만족할 만한
이주와 생활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상황은 만주의 도처에서 발생하였다. 북간도 지역의 집단부락이었
던 남하마탕과 대황구의 상황을 살펴보겠다. 남하마탕에는 200세대 1,000여
명이 집단이주하였으며, 대황구에는 185세대 793명이 정착하였다.42) 당시
집단이주에 관련된 모든 사무는 百草溝 일본영사분관에서 담당하였다.
1935년 음력 3월에 정두용은 일제의 선전에 의해 마을 사람들이 “신세 한

번 고쳐보기 위해” 하마탕에 이주하였다고 한다.43) 강원도 철원군 외학리가
40)
41)
42)
43)

공진항, 뺷이상향을 찾아서뺸, 탁암공진항희수기념사업회, 1970, 66~67쪽.
뺷재만조선인통신뺸 26, 2쪽.
滿鮮拓植株式會社, 뺷間島省汪淸縣鮮農移民入植實施經過狀況뺸, 1937, 27쪽.
최석준, 뺷하마탕촌 발자취뺸, 하마탕촌민위원회, 2007,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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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인 정두용은 조선총독부에서 만주로의 이주시 모든 비용은 만선척식주
식회사에서 부담한다고 선전하는 것을 믿고 집단 이주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쓸쓸하고 한적하기 그지 없는 하마탕 산골에 10리 길가도 살림집 몇채 없는
인구가 희소한 골짜기에……이주민 대오가 산굽이에 이르자 만척에서 파견된 담당
자가 대오를 멈추어 세우고 큰 돌 위에서 훈시하였다. “이제 곧 하마탕에 도착한다.
하마탕에 도착한 후 모두 통일지휘에 복종해야 하며 마음대로 외출하지 못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줄 알라” 고향에서나 기차 칸에서 또 역전에서 듣던
말소리와는 사납고 독이 찬 명령식 오조는 사람들에게 위기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다.44)

국내에서는 ‘달콤한 유혹’ 즉 자작농창정 등으로 이주를 독려했지만 실질
적으로는 강제적 이주와 다름없음을 위의 글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938년 1월 전라북도에서는 만선척식회사에서 주도한 이민자 모집호수를
600호로 제한하여 홍보하였지만 신청자 수가 무려 1500호에 달하였다고 하

면서 만주 이민 물결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다고 선전하였다.45) 이민자들을
선정한 후 강원도 평강군 고삽면 세포리에 본부를 둔 만주개척지원 훈련소에
서 ‘지방중견’ 인물 21명을 훈련시켰다. 이 때 이주한 전북인들을 각 군별로
보면 완주 100, 진안 80, 금산 40, 무주 40, 장수 50, 임실 30, 남원 25, 순창
25, 정읍 50, 고창 25, 부안 25, 김제 50, 옥구 20, 익산 40 등 총 600호이다.

이들 가운데 160호는 1938년 3월 13일 간도성 안도현으로 이주되었다.46)
그런데 이들이 정착했던 안도현 이민 정착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초기
생활부터 난관이었다. 그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44) 최석준, 위의 책, 7~8쪽.
45) 뺷동아일보뺸, 1938년 1월 29일, ｢만주이민모집에 희망자가 속출, 전북도 600명 선정｣.
46) 뺷매일신보뺸, 1938년 3월 15일, ｢만주이민부대 전북서 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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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밤 간도성 명월구 촌락 만주인 가옥에서 출화하여 때마침 강풍에 휩쓸
려 집단 이민부락 3백호를 전소시키고 10일 오전 4시경 겨우 진화되었는데 이 대화
에 의한 이재자는 2천명에 달한다. 그 중에는 전북에서 간 이민 170호, 828명도
재해를 입어 전부 선만척식공사에 수용되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으나 목하 구제
에 노력하고 있는 바 화재의 손해는 적어도 50만원 이상에 달하리라 한다.47)

간도성 안도현 明月溝는 항일근거지인데 만주국에서는 ‘치안유지’ 차원에
서 집단부락으로 만들었다.48) 이주 준비 및 제반 사항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
에서 이주 한인들은 고통스러워 했지만 만주국 입장에서는 이를 불식시키고
많은 한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언론을 통해 이주지역의 안정성과 오족협화
의 실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49)
1939년 전체 집단 이민은 총 3,000호로 계획되었다. 만주국의 간도성, 봉

천성, 길림성, 통화성, 목단강성 5개 성에 집중적인 정착지가 마련될 예정이
었다. 이 가운데 전북인들은 안도현에 정착하게 되었다. 모두 591호이다. 안
도현에는 이미 전북인들이 정착하고 있던 전북둔, 정읍둔, 장수둔에 추가 입
식을 하였으며, 새로 익산둔이 신설되어 44호가 정착하였다.50) 그런데 전라
북도인들의 이주지가 연변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전라북도에서는
선만척식회사와 함께 1940년 이주할 600호를 선정하여 그 가운데 선견대로
120호를 보낼 계획을 세웠다. 담당 부서인 전라북도 사회과에서는 전북인들

을 처음으로 蘇滿 국경지대인 北安省 嫩江지구에 입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선발된 ‘개척민’의 현지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 달간 훈련시키
고 이주케 하였다.51)
47) 뺷동아일보뺸, 1938년 3월 13일, ｢간도 명월구 화재, 전북에서간 이민촌락｣.
48) 안도현 명월구는 1938년 9월 창설된 간도특설대의 본부이기도 했다.
49) 목단강성 목릉 팔면통로 이주한 김제 출신 집합개척민 반장 김을석은 전라북도 사회과장에게 감사
의 편지를 썼다. 내용은 “오족협화 정신으로 조선사람들을 잘 대접하여 주고 있으며, 이주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표하였다. 이처럼 만주국에서는 이주민들에
게 환상적인 현실을 심어주고자 했다(뺷매일신보뺸, ｢1939년 9월 4일, 우리생활은 행복, 전북 출신
만주개척민의 편지｣).
50) 뺷매일신보뺸, 1938년 12월 13일, ｢만주국 집단이민의 입식할 지역 결정｣.
51) 뺷매일신보뺸, 1938년 8월 21일, ｢명춘만주개척민 전북서 600호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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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국일본은 조선총독부와 선만척식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북인들
의 만주 입식에 대해서 전라북도 내에서 국책사업에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전라북도이민협회 설립을 1938년부터 추진하였다.52) 전라북도의 인구
가 1938년 기준 1,502,000여 명으로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만주와 北鮮에
이주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전라북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
의는 2년 뒤인 1940년 7월 경에 확정되어 전라북도이민협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협회에서는 인구문제뿐만 아니라 ‘鮮滿一如’ 정책 밑에서 국책
적 사명 완수를 목적으로 한다고 선전하였다.53)
1940년 3월에는 전북 김제군에서만 280호 1,400명이 간도성 왕청현에 입

식하였다. 이들은 호남선 임시열차로 함경선을 경유하여 圖佳線을 이용하여
왕청현에 도착하였다.54) 이 해 8월에도 전북인들은 북만주 눈강지구에 524
호의 잔류 가족 2,600여명이 이주할 예정이었다.55)

4. 전북인의 정착과 귀환
滿鮮拓植株式會社에서는 국내의 각 지역에 초모책을 두었다. 이른바 ‘관알

선’을 통해 한반도에서 만주로의 이주 정책을 주도하였다. 강제 이주를 입증
하기 위한 중요한 관건은 이주 과정에서의 폭력성과 정착과 생활 실태의 빈
곤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장에서는 이주 1세대 전북인들의
구술자료를 활용하였다. 현재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안도현에 거주했던 전
북출신으로 1세대들의 구술을 통하여 이주와 정착, 생활상을 분석하였다. 안
도현 松江鎭 南道屯의 경우 전주․남원․진안․무주 등이며, 북도둔은 완
주․남원이었다. 송강진 송화툰의 경우 고창․금산․임실․부안․익산․김
제․정읍 등이었다. 구술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1916년생이며
52)
53)
54)
55)

뺷매일신보뺸,
뺷매일신보뺸,
뺷동아일보뺸,
뺷매일신보뺸,

1938년
1940년
1940년
1940년

11월 30일, ｢전북이민협회 조직 농후｣.
7월 5일, ｢신대륙개척에 박차 전북이민협회 결성｣.
3월 21일, ｢전북 김제군내 1400개척민 발정｣.
7월 28일, ｢만주개척민 전북서 2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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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린 사람은 1940년생이다.56)
[표] 전북출신 만주 이주 1세대 구술자 현황

순번

이름

출생년도 출생지 이주년도

이주지

1

이옥룡

2

비고

1936

전주

1939

안도현 남도툰

유영동

1933

남원

1939

안도현 한흥툰

3

최기홍

1921

진안

1939

안도현 남도툰

4

김기환

1928

곡성

1942

안도현 량강구 전남 곡성을 전북으로 착각

5

박복순

1930

전주

1930

안도현 무주툰

6

정주문

1934

무주

1938

안도현 무주툰

7

정해련

1927

무주

1939

안도현 남도툰

8

양재정

1934

완주

1938

안도현 북도툰

9

정다남

1929

남원

1938

안도현 북도툰

10

노병택

1935

남원

1939

안도현 흉륭툰

11

유문근

남원

12

강룡수

남원

1939

안도현 한흥툰

13

이정순

1934

고창

1938

안도현 전북툰 *구술 원문에는 거창으로 오기

14

현귀동

1936

금산

1938

안도현 양초툰

15

박순희

1940

금산

1938

안도현 양초툰 구술자중 나이가 가장 어림

16

강안순

1935

임실

1937

안도현 장수툰

17

박용구

1930

부안

1938

안도현 전북툰 *구술 원문에는 부암으로 오기

18

유영석

1924

익산

1939

안도현 강남툰

19

조점순

1933

고창

1938

안도현 강남툰

20

조복수

1936

고창

1938

안도현 강남툰

21

박연주

1933

임실

1938

화룡현 광평툰

22

김옥자

1931

김제

1937

안도현 대흥툰

안도현 북도툰

56) 전라북도 출신의 이주 1세대 구술자료를 확보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한중수교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민사를 규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문건의 확보이겠지만 구술자료는 그 이면사를 메꾸는 데 아주 귀한 자료이다. 이
구술 자료는 대체로 정착 초기 모습과 생활실태, 항일무장세력과의 관계, 해방 후 귀환 상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정착 초기에 교통편과 휴대용 물건 등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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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순

1927

정읍

1938

안도현 정읍툰

24

조정숙

1928

이리

1938

안도현 전북툰

25

김양금

1916

임실

1945

안도현 전북툰 구술자 중 최고령

26

문금순

1932

27

김양순

1928

김제

1938

안도현 무주툰

28

김산월

1935

금산

1939

안도현 안산툰

29

정금인

1931

김제

1939

왕청현 목단지춘

30

정중원

김제

1939

왕청현 목단지춘

31

고을곤

1922

김제

1944

왕청현 방초툰

32

남주일

1924

충주

1939

안도현 서남촌 충북 출신

33

신현만

1933

부여

1944

안도현 강남툰 충남 출신

51

안도현 전북툰

*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뺷만주에 이주한 전라북도 사람들의 정착과 귀환뺸,
2019, 22~23쪽.

새로운 곳에 정착한 이주 한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어쩌면 목
숨을 내놓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몰랐다. 정착 초기 모습은 무주 출
신의 정해련(1927년생)의 구술 자료가 비교적 자세하다. 토성쌓기는 초기 이
주민들의 정착생활의 고단함과 초기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성부터 쌓았어, 만척의 사람이 우리 부락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먼저 남녀로소
를 동원하여 토성쌓기부터 하였소. 만척에서는 우리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 량식도
좀 주고 소도 내주고 소수레도 내주었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빚으로 매기고
앞으로 갚으라 하지 않겠소?. 토성쌓기를 하기 위해 만척에서는 모든 세대주들더러
부락을 세울 남도툰에 가리고야를 치고 그곳에서 자고 먹게 하면서 밤낮으로 일하
게 하였고 여자와 아이들은 북도툰에서 걸어나니면서 일하게 하였소. 만척에서는
1, 2, 3……9반까지 토성쌓기 임무를 떼어주었고 어느 반이 먼저 쌓으면 장려를

준다고 하였소(중략) 토성은 굉장히 컸소. 토성의 동서와 남북의 길이가 약 100m씩
되고 높이는 약 4m 되었지. 그리고 토성 동쪽과 북쪽 가운데 큰 대문을 내고 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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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귀에 보초막을 만들었소. 우리 8반에서는 남보다 먼저 자기 임무를 끝내고 다른
반을 도와주었다오. 하여 전 부락의 토성쌓기는 1940년 4월 중순에 완료되었소.57)

이주자들의 토성쌓기는 초기 정착하는 데 필수적인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
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위 구술자 정해련의 부친은 토성쌓기가 완
성된 이후 사망하였을 만큼 노동량이 엄청 났던 것 같다. 박용구(1930년생)
가 기억하는 토성쌓기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전북툰에 온 다음 집도 짓고 토성도 쌓았소. 아마 토성 밑너비가 한 2m,
토성꼭대기 너비는 한 1m, 토성높이가 한 3m가 될 거요. 그 때 어른들은 쪽지게로
떼짱을 날라다 토성을 쌓았소. 그런데 토성을 쌓는데 비적이 들어오지 않았겠소.
그 비적이 바로 김일성 부대인 임참모가 거느리는 항일련군이지. 우리는 림참모를
직접 보았소.58)

이처럼 토성과 항일연군의 인연을 기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익산출신 유영
석(1924년생)의 토성쌓기도 항
일연군(비적)과 경찰의 기억이
강했다.
그리고는 토성쌓기를 하였소.
비적들이 들어온다고 토성을 쌓
는 다지. 토성을 3m 높이로 올리
쌓고 대문은 동쪽 토성 가운데다
하나만 냈으며, 토성의 네귀에 포
대를 짓고 자위단들이 경비를 서
[그림1] 토성 평면도

게 했어. 우리 형님도 자위단이어

57)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편, 앞의 책, 57~58쪽.
58)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편, 위의 책, 167쪽.

중국 延邊지역 全羅北道 사람들의 강제이주와 정착

53

서 늘 보초를 섰소. 마을안에 집을 약 50호를 지었댔소. 그런데 이민들은 오지마자
다른 곳으로 도망은 못 가겠더군. 돈 한푼도 없지. 먹을 것이 없지. 또 만척과 경찰
들이 눈에 쌍불을 켜고 감독하거든.59)

이주민들에게 토성은 자신들을 방어할 요새 건설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것
같다. 토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거주할 주택이었지만 후순위였다.
토성을 쌓은 후 본격적인 집짓기가 시작되었다. 만척에서는 수수나 좁쌀을
배급하였다.60)
만척에서는 토성을 쌓게 하고 집을 지으면서 밭과 수전을 함께 일구게 했
다. 밭은 한족들에게 노임을 주고 일구게 하였으며, 수전은 보뚝을 만들고
물을 끌어 농사를 지었다. 정해련의 구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토성을 다 쌓고 집도 짓고 또 밭농사도 하게 되자 만척에선 세 번째 해엔 논풀기
를 하게 했소. 그러자면 보뚝을 만들어 몇 천미터 밖으로부터 강물을 끌어 들여야
했다오. 만척에서는 수리전문 일군을 데려다 보뚝자리를 측량했고 반장이 책임지
고 일을 하게 했다오. 만약 그 어느 집에서든지 연고 없이 안 나오기만 하면 경찰들
이 찾아가 욕설을 퍼붓거나 호되게 때려 주기도 했단 말이요. (중략) 만척에서는
일본에서 수입한 벼종자를 대어주었다오. 논농사 경험이 있는 남도툰 농민들은 정
성 다해 논농사를 하였다오. 이 부락 사람들은 21세기 들어선 오늘날도 그 논판
이름을 1호논, 2호논 등 그대로 부르고 있소. 만척에서는 첫 2년은 식량을 조금씩
대주고 토지세 등 세금은 안 받았지만 1941년부터 자급자족하라면서 식량을 배급
주지 않았고, 토지세 등 세금으로 논농사 총소출량의 70%를 무작정 받아갔다오.
그 때 농사가 아무리 잘 되어도 많은 집들에서 배를 곯았는데 흉년만 들면 배고픈
고생을 얼마나 하였던지 말이 아니였다오.61)
59)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편, 위의 책, 189쪽.
60) 滿鮮拓植株式會社, 뺷間島省汪淸縣鮮農移民入植實施經過狀況뺸, 29쪽. 안도현 태평툰에 이주한 서
완석의 증언에 다르면 좁쌀 가운데 썩은 것도 섞여 있었다고 한다.
61)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편, 위의 책,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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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에게 정착 자금으로 주어야 할 비용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만주지역 입주자들은 낯선 환경에서 정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
었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국일본이 자신들을 이용
하여 집단 이민의 우월성을 선전하였다는 것도 뒤늦게 알았다고 했다.
우리가 왔던 대흥툰 집단 이민들에게는 집마다 소 한 마리에 수레 하나씩 주었습
니다. 일본 사람들은 민족모순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일등국민이라고 하
고 조선이주민들을 2등 국민이라 하고 한족 등 다른 민족사람들은 3등 국민이라고
하면서 일등국민에게는 입쌀을 주고 2등 국민에게는 좁쌀을 주고 3등 국민에게는
수수와 옥수수쌀만 주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통옥수수를 먹을 줄 몰라 알을 까서
닦아 먹지 않으면 만물에 넣고 삶아 먹었습니다(중략). 그제야 우리 이민들은 만척
회사에서 이민들에게 내준 모든 것들을 값을 쳐서 빚으로 매겼고 그 빚을 꼭 받아
간다는 걸 알게 되었지. 그러니 이전의 선전은 모두 우리 이민들을 기편하는 새빨
간 거짓말이 아니겠소. 우리 이민들은 분통이 터져도 초과 권세를 가진 일본사람들
앞에서 무슨 시비도리를 따진단 말이요.62)

제국일본이 만주국 성립 이후 추진했던 한인(조선인) 집단 이민의 실체는
저비용 고효율의 농업생산력의 확보였다. 그 중심에는 만척이 있었으며, 한
인들은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토지에 긴박된 채 대량의 농업 생산을 위한
쉬지 않는 ‘전사’가 되어야만 하였다. 집단부락의 창설을 문화창달의 선전 장
으로 활용했던 만주국은 구성원의 희생을 바탕으로 전시체제 만주국의 농업
을 이끌어 갔다.63)
이주 한인들의 휴대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은 맷돌, 함지, 지게, 항아리
등을 들 수 있다. 이주 첫해의 고단한 삶 즉 배고픔과의 사투를 벌이면서 생
존을 이어가지만 위생상태는 열악하였다. 남원 출신 정다남(1929년생)의 구
술이다.
62)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편, 위의 책, 62~63쪽.
63) 김주용, 뺷한국독립운동과 만주－이주, 저항, 정착의 점이지대뺸, 경인문화사, 2018,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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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는 글이 많아 고향서 선생질을 하였는데 이곳에서 앓아 사망했어요.
약도 못 썼지요. 병원에 가고 약을 사려면 송강에 가야지요. 피찡이라는 병에 걸렸
어요. 지금 말하면 이질과 같은 병이지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한집에서 3~4명
씩 죽어나갔지요. 우리 부락엔 전 가족이 몰살한 집은 없었지만 다른 부락에는 몰
살한 집이 있었구요.64)

남원 출신 노병택(1935년생)의 구술 역시 대동소이하다.
물이 아주 나빴습니다. 흥륭의 강물이 시커멓습니다. 그래 그 물을 길어 먹었지
요. 그 때 100호에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댔는데 한 두 셋을 내놓고 다 죽었어요.
데리고 온 어린 아이들이 전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 물 때문에 아이들이
고 어른들이구 모두 다 토질병에 걸렸어요. 해방이 되어서도 전염병이 돌아 많이
죽었어요. 한국에서 100호가 왔는데 데리고 온 아이들이 해방될 때까지 살아남은
것이 5명 좌우밖에 안될거요. 여기에 와서 낳은 아이들도 거진 죽었어요. 모두 몇
달이 지나거나 몇 살씩 먹고는 죽지요. 내 동생도 5살 먹고서 죽었는데요.65)

이주자들의 위생 실태는 전 연령층이 모두 위험군에 포함되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어린아이들과 노인이었다.66) 물과 식량문제로 많은 이주민들은
사선의 경계에 있어야만 했다. 전주 출신 이옥룡(1936년생)의 구술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 적응이 되지 않아 고생이 막심했다오. 마이는(마시는) 물이 바뀐데다가
배급주는 식량도 다 썩은 좁쌀 뿐이었으니 모두다 병이 안 나겠소. 그 때 이 부락에
는 의사도 없었고 아무런 의료 보장이 없었지. 병이 나면 송강으로 가야하는데 돈
64)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편, 앞의 책, 124~125쪽.
65)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편, 위의 책, 132쪽.
66) 1930년대 만주에서 활동했던 독립군들도 식생활과 위생 문제로 조직의 존폐 위기까지 초래되기도
하였다(장세윤, ｢만주지역 한인항일무장투쟁 세력의 식생활과 보건위생｣, 뺷한국근현대사연구뺸 28,
2004, 100~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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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야 가지.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노인님들이 많이 죽었다니깐. 1940년에는
어린아이들이 몰살하다시피 되었소. 새로 낳은 아이들은 모두 죽으나 다름없었다
오. 조선서 낳아가지고 온 아이들도 많이 죽었소. 그 때 사람이 죽으면 돈있는 집에
서는 행두에 메고 내갔고 돈없는 사람들은 관도 만들기 힘들어 시체를 돗자리에
들들 감아서 내다가 파묻었소.67)

많은 이주민들은 ‘죽지 못해 살았다고’ 술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대로 된
배급도 없는 상태에서 삶을 만주 논농사에 전력투구한 이주민들의 삶이 고스
란히 녹아 있다. 기아와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주 한인들은 그 땅에 정
착하였고 해방 후 이민가의 형태로 자신들의 처지를 전하고 있었다. ‘십진가’
라는 곡에 맞추어 안도현 남도툰 이민가를 만들었다. 그 노래의 마지막 구절
은 고향으로 가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나이라면 한평생 좋은 곳을 떨쳐 버리고 떨쳐버리고 쓸쓸한 북만주에 나 여기
왔네. 나여기 왔네 (중략) 아홉이라면 아침 저녁 괭이 들고 땅을 파여도 땅을 파여
도 아껴 먹는 강냉죽도 부족이라네 부족이라네. 열이라면 열심히 벌어라 우리 농부
들 우리 농부들 우리들도 장래에 고향 가보자. 고향가보자!68)

1930년대 집단 이주한 마을에는 한인교육기관이 거의 설치되지 않았다.69)

하지만 일제의 이른바 내선일체교육이 실시되면서 보통학교를 비롯하여 우
급학교들이 설립되었다.70) 이는 연변을 비롯해서 새롭게 마을 형성된 지역
67)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편, 위의 책, 38쪽.
68)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편, 위의 책, 65쪽.
69) 정암촌에는 해방 전 정식 학교가 없었으며, 유재기라는 사람이 차린 서당이 전부였다(리혜선, 앞의
책, 56쪽).
70) 안전농촌 가운데 하나인 하동안전농촌의 교육기관 역시 이와 대동소이하다. 하동에는 일제가 농장
을 설치하기 이전인 1927년에 한인들이 직접 운영한 학교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1933년 하동농장
이 설치된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의 신청으로 일본영사관의 허가를 거쳐 ‘河東普通’학교가 설립되었
다. 이 학교는 6년제를 실시하였으며 각 계에 설치한 사립학교에서 3년을 마치고 4학년부터 보통
학교에서 교수하였다. 1937년 치외법권이 철폐되면서 만주국의 민족교육도 바뀌게 되었으며, 학교
명칭도 珠河縣 公立國民優級학교로 개칭되었다. 또한 이 때부터 만주국의 우민화 교육이 본격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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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1939년 당시 만주국에서는 ‘조선어’ 사
용을 금지시켰다. 이를 내선일체의 구현과 협화의 구현으로 연동해서 설명하
려고 했다. 대표적으로 뺷재만조선인통신뺸의 칼럼리스트였던 김영삼은 국민
정신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만주국의 교육은 오족협화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제 우리가 만주에서의 내선일체주의를 강조하는 소이는 재만조선동포로 하여
금 먼저 그 정신의 작흥과 사상의 귀일을 같게 하여 완전한 국민의식으로서 오족협
화의 이상을 실현함에 참획하게 하는 것이며, 만주국의 건국이 있기 전에 일본제국
은 있었으며, 오족협화의 이상이 있기 전에 내선일체의 정신적 혈맹은 있는 것이며,
전자를 잊어버리고 후자를 알수 없으며, 전자를 내버리고 후자만을 취할 수없음은
단순히 그 정신이 이상주의에 치우처 불길한 결과를 초래할 까 우려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내선일체는 조선인의 풍속과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 및 그 고유문화에 단점이 있을 것이면 이 또한 버리기를 아까
워 해서는 안된다. 일본도 고유문화에 단점이 있으면 버려야 한다. 내선 양민족의
우수한 그것을 결합하여 한 새로운 문화를 건설함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정신적
결합이야말로 내선 양민족의 공존공영을 초래할 수 있는 동시에 이 정신적 결합은
단지 조선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만주, 중국 제 외국일지라도 불가결의 사세
아고 할 것이다. 특히 재만조선인은 재래로부터 오는 특수한 사정과 환경으로 말미
암아 만주국에 대하여 그 본래의 국민정신의 이완을 가지며 이상주의에 흐르기
쉬운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재만조선인으로 하여금 본래부터 조선인에게
제공된 근본정신을 작흥케 함은 방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71)
었다(한득수, 앞의 책, 105쪽) 하동마을 출신인 중국 연변대 부총장을 지냈던 정판룡은 “학교에
한때는 그래도 얼마간의 조선어 시간이 있었으나 소위 만주국의 신학제가 실시되면서 조선어는
취소되고 일본어와 중국어만 배워주었다. 비록 우리는 중국땅에 와 살고 있는 조선사람이지만 여전
히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며 만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국어라
하여 첫 자리에 놓았고, 중국어는 만어라 하여 다음 자리에 놓았다. 그러니 우리는 일본신민이며
만주국민인 이중성을 띤 인간이지만 오직 조선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침마다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에 모여 ‘황궁요배’와 ‘제궁요배’를 하였는데…”라고 했다(정판룡, 뺷고향 떠나 50년뺸, 민족출
판사, 2000, 22~23쪽).
71) 뺷재만조선인통신뺸 60호,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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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만주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한인사회의 저항도 있었지만 강제성
을 띠고 진행된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해방 전 연
길과 훈춘에서 학교를 다녔던 김재율(1927년생)은 “1939년도인가 이때 만주
국에서 뭘했는가 말이야, 일본어를 국어로 배우고 조선어를 배우지 말아라.
이러한 본령을 내렸지. 우리가 소학교 당시에는 6학년까지 조선어를 배웠는
데”라고 하면서 ‘조선어 운동’을 민족운동이라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했다고
했다.72) 다시 말해 언어와 민족운동의 상관성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찾으
려고 했지만 결국은 만주국의 오족협화 및 내선일체의 강력한 교육정책으로
‘집단부락’의 교육은 점차 우민화 되어 갔다.73)

일제가 패망하자 이주한인 사회에도 큰 변화가 왔다. 마을마다 거의 절반
이 귀환하였다. 정해련(1927년생)의 구술이다.
광복 이듬해에 절반 이상의 부락사람들이 한국으로 되돌아갔소. 나의 형님은
어머니를 설득시켜 고향으로 가자고 했소. 그런데 어머니가 견결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겠소. 아버지의 산소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버리고 가는가. 한치 땅도 없는
고향에 가면 또다시 남의 땅을 부치면서 머슴질을 하지 않는가. 그러니 갈려면 너
희들끼리 가거라. 어머님께서 고집하시사 우리들은 그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었소.
(중략) 광복이 난다는 소문이 나기전부터 그 때 일본사람들 앞에서 개질하던 사람

들, 돈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 슬금슬금 먼저 도망을 갔다오. 광복이 나자
혼란한 판에 우리 마을의 절반 이상 되는 집들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다나니 마을에는 47호만 남게 되었소.74)

귀환과 미귀환의 중요한 선택에서 토지문제가 가장 중요하였다. 뿐만 아니
라 부부간에 먼저 사망한 사람의 묘가 있는 경우에도 귀환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반도로 귀환한 사람들이 구술자가 기억하는 모습일 수
72) 김도형 엮음, 뺷식민지기 재만조선인의 삶과 기억뺸, 선인, 2009, 232쪽.
73)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편, 앞의 책, 166~167쪽.
74)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편, 위의 책, 67~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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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만 땅을 매개로 집단 이주했던 사
람들은 ‘토지’가 곧 생명이었을 것이다. 양재정도 해방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였다.
심지어 교원들도 도망간 것이 있소. 교원들이야 무슨 죄가 다 있어. 다 도망을
가고 김광호란 허리굽은 선생 딱 하나만 남았소. 선생들이 7~8명되었지. 부락장,
자위단단장 등 사람들은 먼저 싹 도망을 쳤소. 심지어 반장질을 하던 사람들도 다
도망을 쳤소. 반장들도 많이 뜯어 먹었지. 회사에서 배급주는 것도 뜯어 먹고 그러
니 도망을 갔지.75)

반대로 광복이 된 후 이북에서 온 경우를 기억하고 있기도 하다. 남원 출
신 노병택은 북한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갑산지구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함경북도 등 변경지구에서 많이 왔습니다. 백두
산 밑에 길이 있으니까 그길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쪽으로는 나가고 한쪽으로는
들어오고, 우리 집단 이민을 왔던 사람들은 살지 못하겠다고 나가고 조선 변경지구
에서는 여기가 살기 났다고 들어오고.76)

정착한 이주한인들은 중국의 공민으로 살아갔다. 그들도 문화혁명의 소용
돌이는 벗어나지 못했다. 박용구는 1960년대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1962년도에 연변주공작대가 우리 부락에 와서 호적을 올려주더군. 그러다가 문

화대혁명이 터지는 통에 숱한 고생을 했소. 그 무슨 조선특무라고 끌려다니면서
일년 동안 노동개조를 하였소. 그 무슨 조선서 특무로 파견되여 들어왔다나. 아무리
억울해도 누가 변명을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77)

75)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편, 위의 책, 120쪽.
76)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편, 위의 책, 134쪽.
77)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편, 위의 책,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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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국 시기에 이주 정착한 한인들은 현재 ‘조선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만
주국 개척의 첨병이었던 조선족들은 1952년 중국 공민의 지위를 얻었다. 이
처럼 이주 한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주요 목적이라고 선전한 집단 이민은 오
히려 한인들을 이용하여 경제적 착취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기초가 되었다.
요컨대 집단이민, 집단부락의 설치는 일제가 그렇게 주창했던 한인의 경제적
신장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6. 맺음말
1943년 간도성의 총인구는 866, 671명이며, 그 가운데 한인 수는 635,643

이었다.78) 10년전보다 무려 20여 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인구의 자연증가율
은 아니다. 해마다 2만명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자연증가와 외부유입이 있었
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반도에서의 한인이주는 1932년 만주국 성립 이후 급
속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으로 만주국의 외부 인구 유입정
책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야심차게 추진되었던 일본인 100만호 이주도 사
실상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인들은 광대한 만주의
토지를 경작할 주체로 떠올랐다.
이 글에서는 만주국 시기 전라북도 사람들이 만주로 강제 이주된 실태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제국 일본의 국가적 개입으로 전북인들은 만주
로 이주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선만척식 등과 같은 거대 기관이 알선을
통해서 만주국의 실상을 과대포장하면서 왕도낙토 건설에 동참해 줄 것을 강
요하였다. 이 글은 이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지역적으로 전북지역 출신
들이 안도현에 집단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정착 과정과 해방 이후
귀환과 정착을 고민했던 흔적들도 추적하고자 했지만 미흡하였다.
78) 연변조선족자치주당안관 편, 앞의 책,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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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인들의 만주지역으로의 강제이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
저 동 시기에 집단 이주했던 한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주 초기에는 토성쌓기에
동원되었다. 집단부락은 십자로 길을 놓고 동서남북에 각각 50세대씩 집터
를 다지게 하였다. 이주하자마자 토성쌓기와 길닦이에 강제 동원되었으며,
토성을 쌓을 때 머리에 돌 등을 이고 다녔기 때문에 빗질을 하지 못할 지경
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집단 거주한 한인들은 대부분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그들에게 안정된 거주는 초기에는 불가능하였던 것 같다. 일반적으로 초기
집 형태는 땅굴 형태의 임시가옥이었다. 이곳에서 거주하는 이주민에게 지급
된 양식은 매우 열악하였다. 배급된 식량은 대부분 좁쌀이었으며 부식으로
소금, 채소 등이 지급되었다.
마을 모습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서 외부와의 경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일제는 집단부락민들을 보갑제와 호적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통제하였으며,
신분증․여행증을 발급하여 통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무장기구는 갈수록 증
설되었고, 집단부락 간 경비도로를 신설하는가 하면 경비전화를 개통하기도
했다. 마을에서는 부락행정단과 자위단으로 나뉘어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으
며, 부락장 밑에 부락부장과 호장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협화회 분회 등이
이주 한인들을 감시하였다.
동북아의 패권을 꿈꿨던 제국 일본은 만주국을 내세워 거대한 경제공동체
와 엔블럭을 추진하기 위한 농업경제정책을 실행하였다. 파시즘이 발동하는
1930년대 한인들은 버거운 국내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왕도낙토’의 ‘희망’

이 넘치는 곳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오족협화’의 구호를 생활하였으며, 자작
농을 통한 자력갱생의 터전을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정책의 주체였던 만주
국, 엄밀히 말하면 제국 일본은 한인들에게 최소한의 임금과 생활비 수준으
로 집단 부락을 운영하였다. 전북인들은 첫째 보다 나은 생활, 둘째 신세계의
색다른 경험, 셋째 오족협화의 구현 등을 선전했던 만주국의 정책 속에 대부
분은 타의로 귀속되었다.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만주국 체제에서 생활했
던 이주한인들은 해방과 함께 또다른 조국을 선택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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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d Migration and Settlement of North Jeolla
Province People in China’s Yanbian Area

Kim Joo Yong

When Imperial Japan founded Manchuria in 1932, the Korean Peninsula
changed the form of Korean migration to Manchuria. In particular,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safe farming village, the government will seek to emigrate
in the form of group owners.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was the starting
point. To carve out ‘Wangdo Naktto’, the term of immigrants or migrants was
changed and Jeollabuk-do was a supply depot for pioneers.
In this article, the people of North Jeolla Province were ‘forced to move’
to Manchuria during the Manchukuo period, and they identified the first
generation’s migration process and its coercion. In Manchuria, Saturn was built
for the safety of the ‘convicted’ people, and migrants lived here like prisons.
Manchukuo, which tried to maintain its wartime system through the completion
of the economic community, controlled the migrants under the pretext of
cooperation between the five ethnic groups. The pre-emptive condition of
control and surveillance was enforceability. The people of Jeollabuk-do, who
were forced to move, agonized over the crossroads of settlement and return
at the same time as liberation. Today, most of the “chaioxianzu(朝鮮族)”
residing in Ando County, Yanbian Province, were products of the Manchurian
country’s forced migration policy.
Key words : Manchukuo, The people of North Jeolla Province, Forced
migration, A mass village, A second-class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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