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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에서 봄을 기다리던
민족의 한과 지혜를 맛보다

콩깻묵과 단무지, 그리고 한 서린 눈물

조선인 강제 징용자의 밥상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의 장기화로 물자와 인적 자원의 심각한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로부터 강제공출과 징병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노동력을 강제로 징용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혹독한 전쟁노역에 투입된 수백만의 한국 장

정들. 그 중 수십만 명은 탄광이나 중국, 사할린, 그리고 이름 없는 남양 지역에서 죽음을 

강요당했다. 형벌이나 다를 바 없는 노동, 견디기 힘든 최악의 주거 환경 속에서 그들을 가

장 힘들게 한 것은 바로 허기를 견디는 것이었다. 밥이라야 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콩깻묵’을 주먹밥처럼 이겨서 무절임과 함께 한 덩어리씩 주는 것이 전부였고, 이마저

도 저울에 달아가며 배급량을 줄이기만 했다. 식당에서 밥풀이라도 하나 더 먹으려고 한꺼

번에 몰려가다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많았고, 나중에는 주식인 콩깻묵도 없어 산에서 칡뿌

리를 캐어 연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 조차 먹지 못한 사람들은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

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보상은커녕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고통스런 와중에도 조선인 강제 징용자들은  

해방의 순간과 고향땅의 가족들을 그리며 콩깻묵 덩이를 삼켰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틴 조선인 강제 징용자들. 그리고 한 서린 분노와 절규를 조용히 

삼켰던 그들의 밥상.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슬픈 밥상일 것이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中 

무엇 하나 버릴 수 없었던 삶

지혜와 저력의 밥상, 호르몬 야끼

 곱창을 가리키는 호르몬(ホルモン). 많은 문헌과 구전에서 이 단어의 뿌리를 재일 조선인의 문화에

서 찾는다. 일본인이 먹지 않고 내다 버린 소와 돼지의 내장을 재일 조선인들이 주워다 먹었다고 해

서 ‘버리는(放る)것(もん)’, 즉 ‘호르몬’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인도 즐겨먹게 된 

곱창의 역사는 전쟁 후 일본에 남은 재일 조선인의 삶과 떼어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종전 후 일본은 굶어죽는 사람이 천만 명이라고 할 정도로 식량난에 휩쓸렸다. 1945년 패전 후 대

흉작으로 인해 고통 받는 와중에도 일본인들은 소, 돼지의 내장은 버리고 있었다. 고기를 먹기 시작

한지 100년이 채 안 되는 일본인들이 그 맛이나 조리법을 몰라 그저 못 먹는 부위라고 생각한 것이

다. 하지만 수많은 재일 조선인들에게 곱창은 그들의 삶을 지탱해준 소중한 음식 문화였다.    

대부분의 재일 동포 1세들은 1930년대에서 40년대 초반 열여섯, 스물의 어린 나이에 징용, 징병, 

강제 연행에 의해, 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국과 이별했다. 당시 일본에서 조선인으로 산다는 건 

밑바닥 인생을 뜻했고, 일본인들조차 제대로 취직할 곳이 없었던 패전 직후의 일본에서 재일 조선

인이 변변한 일을 구할 수 있을 리 없었다. 

막노동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던 동포들은 고철이나 널빤지를 모아 팔거나, 일본인들이 버리는 

소·돼지 내장을 주워 ‘호르몬 야끼’집(내장구이), ‘야끼니쿠’(고기구이)집을 열었다. 이렇게 곱창은 

재일 동포들에게 취향의 수준이 아닌 ‘먹고 사는 문제’ 그 자체였던 것이다. 

처음 일본인들은 버린 부위인 곱창을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포들을 무시하고 경멸했

지만, 모두가 굶주린 시대에 귀중한 영양원으로서 그 효용이 알려지면서 경멸은 자취를 감쳤고, 오

늘날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버리는 것을 주워 먹는 사람들이라는 멸시 어린 시선을 견뎌냈던 재일 동포들의 꿋꿋한 지혜. 호르

몬 야끼에는 차별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무엇 하나 버릴 것 없이 치열하게 시대를 이겨내며 살았

던 우리 민족의 저력이 담겨있다. 

EBS 캠페인 <천년의 밥상> 상시 방송

다시보기 사이트 http://home.ebs.co.kr/ebscampaign

기획 오한샘/연출 오한샘, 양벙글/구성 최유진

천년의 밥상 제작자의 말 : 타국 땅에서 가난과 차별을 극복해내며 후대들에게 삶의 발판을 마련해준 재일 동포 1세대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

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오사카의 ‘고향의 집’ 관계자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겪었던 조선인 강제 징용의 현장을 보존하며 일본 내에서 외

로운 싸움을 묵묵히 치르고 있었던 교토 외곽의 단바 망간광산 기념관의 관장님,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있는 재일 동포 1세대들의 역사를 기록하

고자 각종 사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느라 동분서주 애쓰고 있었던 도쿄의 재일한인 역사자료관 근무자 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천년의 밥상> 

광복절 특집 편은 애초에 세상에 선보이기조차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국의 하늘아래 잊혀져가는 역사적 진실을 지켜내고자 헌신

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역사는 숨겨지거나 은폐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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