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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7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Glendale) 시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싼 시의회 공청회의 논쟁은 재미한인들과
일본계 미국인들 간의 커뮤니티의 틀을 넘어 한일 역사인식의 문제로서
양국 미디어에 크게 보도되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관
방장관(内閣官房長官)은 설치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소녀상
설치는)위안부문제를 정치, 외교문제로 다루지 않는다는 정부의 생각과
다른 조치이다. 설치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일본정부의 견해를
유감으로 표명했다.1) 이것은 정확히 5년 전인 2007년 7월, 위안부문제로
일본정부에 사죄를 요구하는 미 하원 결의 ‘제121호’가 가결됐을 때, 제1
차 아베신조정권의 시오자키 야스히사(塩崎恭久) 관방장관이 “외국 의회
의 결의에 코멘트 할 필요 없다”라고 정관(静観)한 것과 비교해 일보 전
진한 발언이다. 역사 인식 문제에서는 내정불간섭이었던 원칙에서 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결정에까지 관여하는 방
침으로 전환한 것이다.

1)

｢내각관방장관회견｣, 수상관저홈페이지 2013/07/31 오전(http://www.kantei.go.jp/
jp/tyoukanpress/201307/31_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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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 전보다 과민한 반응의 일본
과연 5년 간 무엇이 바뀌었나? 제121호 결의를 계기로 ‘위안부의 비’
의 건설을 목표로 한인사회의 단체가 결성되었고, 2010년 10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 주의 팰리세이드파크(Palisades Park) 시 공립도서관 내 부지
에 비가 설치되었다. 그 후 한국계 이민자가 많은 뉴저지 주나 뉴욕 주
등 동부 몇 개 도시에서 비의 설치가 이어졌는데, 그 중 미국 서부에서
처음으로 비의 설치 바람이 일어난 곳이 글렌데일 시였다. 2010년의 국
세조사에 의하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126만 명의 한국계 이민
자 중 44.6%가 서부에 살고 있어, 비의 설치 운동도 서부에 확대될 가능
성이 있다. 일본정부가 보인 이번의 강한 대응은 위기감의 표출로 생각
된다.
한편, 서부에는 전체 일본계 미국인 약 90만 명의 71.1%가 집중적으
로 살고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제121호 결의를 추진한 일본계 미국
인 3세 마이클 혼다(Michael Honda) 연방 하원의원을 배출한 정치적 거점
지역이다. 서부에서 소녀상이 최초로 설치될 글렌데일 시는 로스앤젤레
스에 인접한 인구 20만 명의 중소 도시로, 일본계 미국사회의 반응을 관
찰하는데 중요한 곳이다. 일본정부는 동부에서의 설치 계획 이상으로 신
경이 곤두서 있는데, 니이미 준(新美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지방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os Angeles Times)지 투고란에 아시아여성기금이
전 위안부에 보상금을 지불했다고 기고하기도 했다.2)

2)

Jun Niimi, “Letters: How Japan has made amends”, Los Angeles Times, 2013/07/21
(http://www.latimes.com/news/opinion/letters/la-le-0721-sunday-japan-wwiii-20130721,0,4
264333.story#axzz2pDSKsuii). 이 투고는 일본정부가 전 위안부에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7월 14일자 투고에 대한 반박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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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계 미국인 사회의 중층성
미국의 일본인 사회의 반응을 보면, 혼다 의원의 경우, 글렌데일 시
의 소녀상에 대해 공청회 개최 전인 2013년 6월에 “기념비는 인권을 늘
상기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찬동의 의사를 밝혔다.3) 로스앤젤레스를
거점으로 하는 일본계 미국인 인권단체인 ‘공민권과 보상을 요구하는 닛
케이(NCRR, ｢Nikkei for Civil Rights & Redress｣)’도 7월 30일, 소녀상의 서막
식에서 성명을 발표했다.4) 한편 위안부 기념비에 반대하는 일본의 보수
계 시민단체인 ‘나데시코(패랭이꽃) 액션’과 연대하는 일본계 그룹이 시
의회에 항의 메일 운동을 전개하고, 7월 9일 공청회에서 서투른 영어를
구사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5) 일본과 한국의 미디어는 이러한 일련
의 행동들을 크게 보도했는데, 마치 이러한 행동이 미국의 일본인 사회
전체가 반응인양 보도하는 기사도 눈에 띄었다.
미국의 일본인 사회는 위안부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국의 운동에
연대하는 자세를 바꾸었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의 전쟁 책임이나
역사 인식에 대해 미국의 일본인 사회는 미국에 건너 온 시기가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나뉘어져 있고, 5년 전에도 지금도 그 구조는 변하
지 않고 있다. 단편적인 보도만 보자면, 미국 내 일본인 사회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하고 있으며 그 경향이 중층적이다.
3)

Los Angeles Daily News, 2013/06/18 (http://www.dailynews.com/general-news/20130619/
glendale-looking-to-memorialize-comfort-women-of-world-war-ii)

4)

Nikkei for Civil Rights and Redressホームページ, statement “Comfort Women
Monument Unveiled in Glendale”, 2013/07/30(http://www.ncrr-la.org/news/comfortwomen
monument/comfortwomenmonument.html)

5)

나데시코 액션의 홈페이지에서는 ｢CA글렌데일 위안부비 반대！메시지｣코너가
만들어져(http://nadesiko-action.org/?page_id=3360), 시의회로의 항의 메일을 격려
하고 있다. 글렌데일 시의회의 공청회의 모습은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Glendale City Council Special Meeting,2013/07/09 (http://glendale.granicus.com/
MediaPlayer.php?view_id=12&clip_id=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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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디어들이 주목하는 단체는 배경이 다른 별도의 그룹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소녀상을 둘러싼 논쟁이 미국 서부에서 전
개된다면, 미국의 마이너리티 사회에 끼칠 영향이나 미국 내 일본인들의
갈등이 미국 동부 지역 이상으로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
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논쟁의 연장선이 아닌, 미국의 마이너리티 운동의
문맥에서 소녀상을 둘러싼 미국 내 일본인 사회의 역할과 갈등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고자 한다.

3. ‘Nikkei’, ‘신1세(新1世)’, 주재원의 삼각관계
미국의 일본인 사회는 ①1800년대 말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
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의 자손이면서 미국 국적을 가진 일본계(스스로
‘Nikkei’라고 표기할 경우도 있음)와 ②1945년 패전 이후, 도미해서 미국

의 영주권이나 국적으로 취득한 ‘신1세’(일본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도 많음), 그리고 ③일본의 기업 등에서 파견된 일본 국적의 주재원, 이
렇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이들 그룹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통계는 없지
만, 2010년 국세 조사에 따르면, 90만 명의 일본계 미국 거주자 중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78.6%이고, 일본계 가운데 미국 출생은 68.2%인데,
그 차이인 10% 정도가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취득한 신1세와 대
부분 중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1세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많고, 일본어
가 모국어이기에 미국에서 정치 활동은 하지 않는다. 또한 고령이기 때
문에 보수적 경향이 강하다.
지난 7월 9일 글렌데일 시의 공청회에서 30명이 발언했는데, 한국계
7명이 찬성했고 전술한 제2그룹인 신1세로 보이는 23명이 반대를 표명했

다. 글렌데일 시는 한국계 1만 2천 명에 비하면 일본계는 1500명이 조금
넘는데, 신1세가 조직적으로 공청회에 참가했다. 그들의 반대 이유를 대
략적으로 보면, ‘(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아시여성기금으로 대응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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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대변이 아닌, ‘위안부는 매춘부이다’, ‘미군 대상의 위안소도
있었는데, 일본만이 비판받는 것은 부당 하다’ 등, ‘사죄와 보상도 애당초
필요 없다’는 식의 주장이 대부분이다.
한편, 제1그룹으로 소개한 미국 출생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제2차 세
계대전 중에 미국 국적인데도 불구하고, ‘적성 외국인(敵性外國人)’으로
차별당한 1세와 2세의 자손들이다. 1970년대부터 3세를 중심으로 미국
시민으로서의 활동, 즉 차별철폐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4세, 5세
가 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운동의 역사적 경위로 볼 때, 제2차 세계대
전 중의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일본계 미국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경험을 토대로 ①하와이에서
일본계만으로 편성된 미 육군 422부대가 유럽 전선에서 큰 희생을 한 것
에 대해 표창했고, ②강제수용소에 갇힌 미국 서부 지역 거주의 일본인
12만 명에 대한 차별에 대해 미국 사회를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호소한

운동을 전개하는 등, 아이덴티티 형성에서 마치 차의 좌우 바퀴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 운동의 결과, 훈장은 적지 않았던 422부대는 재조사를
거치게 됐고, 2000년에 와서는 최고의 ‘의회 명예훈장’이 추가로 수여되
었으며, 강제 수용소에 대한 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일인당 200만 달러)
이 인정된 ‘시민의 자유법’이 1988년에 가결됐다.
글렌데일 시의 소녀상 서막식에서 연대를 호소한 NCRR의 공동대
표·캐시 마사오카(Kathy Masaoka)에 의하면, 미국 내 일본인 단체의 아
시아와의 연대는 80년대에 강제 수용소에 갇힌 일본인들에 대한 보상 운
동을 하면서 흑인이나 아메리카 선주민, 나아가 지문 날인에 반대하는
재일 한국인 등, 국내 외 마이너리티 운동 단체와 연대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6) 전미 인구 중 3%에 지나지 않은 일본계 미국인이 보상을
6)

캐시 마사오카, ｢미국의 위안부비에 찬동｣,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013년 12
월 18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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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위해, 다른 마이너리티와 연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내
일본인 사회가 금전적 보상을 의미한 reparation이나, compensation이 아
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Redress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운동했는
데, 이것은 보상 요구를 공민권 운동의 의의로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Redress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NCRR은 1990년대 말부터 위안

부문제를 다룬 한국정신대문제 협의회와 연대를 계속하고 있고, 신1세가
공청회에서 소녀상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미국 내 일본인 사
회 전체의 목소리가 아님을 알리기 위해 찬성을 표명했다. 그러나 마사
오카 대표는 신1세를 향해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와
교류 사업을 추진 중인 대기업의 미국 내 일본인 경제단체나 전미 일본
계 미국인 박물관 등은 일본인 사회의 분열이 표면화되지 않도록 찬반의
표명을 피하고 있다. 글렌데일 시에 이어 서부에서 설치 운동이 논의된
캘리포니아 주 부에나파크(Buena Park) 시에서는 ‘일본인 한국전쟁 퇴역
군인회’ 회장으로, 일본인 2세 로버트 미쓰르 와다(Robert Mitsuru Wada)씨
가 설치에 반대했다.
퇴역군인 회의 대응에 대해 미국 내 일본인 사회의 역사를 오럴 히
스토리 연구로 진행해 온 고 다카미치(郷崇倫)는 이러한 반응에 대해 ‘일
본계 미국인과 일본인의 다름이 적절히 인식되어 있지 않은 미국사회에
서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이유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헤이트 크레임(hate
crime)이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피하고 싶은 중요한 의도가 있

었다’고 분석했다.7) 제1그룹 내부에서도 찬반의 의견이 일치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공민 운동의 리더로서 마이너리티의 연대를 지향
하는 인권 단체도, 일본의 역사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것

7)

Takamichi“Taka”Go ｢미국의 일본인사회의 분열에 대해(日系人社会における分裂に
ついて)｣, Discovery Nikkei,2013/12/03(http://www.discovernikkei.org/en/journal/2013/
12/4/nikkei-shakai-bunre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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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걱정하는 퇴역 군인회도 미국 사회에서 일본인 차별 철폐라는 관
점을 갖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시각이다.
한편 제3 그룹의 일본계 기업의 주재원들은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
는 점에서 문화적으로는 제1세에 가깝지만, 일본과 미국의 무역 진흥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계의 경제 단체와의 교류 쪽이 훨씬 깊다. 그렇기 때
문에 역사 문제에서 일본과 미국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활동은 하지
않았다. 위안부 상에 대해서는 닛케이에도 신1세에도 동조하지 않고 있
고, 나아가 인권 단체로부터의 반발을 초래하는 일본정부 견해에 민간단
체가 대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4. 미국 사회의 소녀상에 대한 논점
일본계 미국인 사회가 분열하는 가운데, 인구의 1할도 되지 않는 미
국의 한인 사회를 도와 소녀상 설치에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은 인구의
3할에 가깝게 차지한 것은 아르메니아 계였다.8) 시의회 5 명 중 2 명이

아르메니아 계로, 시의회의 상호 선출로 당선된 시장에 아르메니아 계
인물이 취임한 적도 있었다. 글렌데일은 위안부문제로 제121호 결의가
가결된 2007년, 전후 처리를 촉구하는 하원 결의를 가결시킨 아르메니아
계의 아담 쉬프(Adam Schiff) 연방 하원의원의 선거구이기도 하다.
글렌데일 시는 자매 제휴 시로서 계약 한 4개국(일본, 한국, 아르메
니아, 멕시코) 7개시의 기념비를 시내 공원에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이 최초로 설치됐다. 아르메니아계도 대학살로부터 100년을
맞이해 희생자 위령비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미국 이외의 지역
에서 일어난 국가 범죄이지만, 이민자가 짊어진 비극으로서 미국 사회에
8)

약 100년 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아르메니아 계 주민 약 150만 명이 학
살당했다. 전 미국의 아르메니아 계 인구는 14%이고, 글렌데일 시에 집중적으
로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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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하고 있는 한인 사회의 소녀상 설치 운동에 공감하고 있다. 서울의
한국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시찰하는 등, 찬성의 민의 만들기에 협
력해 온 아르메니아 계인 프랑크 퀸테로(Frank Quintero) 의원은 소녀상에
대해, “희생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의 첫 발걸음으로 하고 싶다. 이
상처는 일본과 한국 관계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 각지에서 학살 행위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비로서의 인식을 강조했다.9)
공청회에서 백인 데이브 위버(Dave Weaver)시장이 “소녀상 설치에 대해
350 통의 반대와, 1통의 찬성 메일이 도착했다”고 보고할 때, 퀸테로 의원

은 “반대 메일 99.9%가 일본에서 왔다고 기록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일
본계 미국사회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내세웠다.
공청회 후에 진행된 시의회 결정에서 찬성 4명, 반대는 시장 1명 이
었다.10) 아르메니아 계 이외의 2명의 시의회 의원은 찬성의 이유로 “비극
을 기억함으로 재발을 방지 한다”는 것을 들었고, 2명도 “일본정부를 비
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와 함께 설치에 찬성했다.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 강제성을 부정하는 신1세가 ‘위안부는 매춘부다’, ‘아버지가 딸을
팔았다’라는 주장에 대해, ‘설사 그렇다고 해도 전쟁 중에 생긴 비극임에
는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소녀상 플레이트에 쓰인 ‘20만 명’이라는 위
안부 숫자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는 여러 논쟁이 있지만, 시 의회에서는
플레이트의 문구는 논의하지 않은 채, 미국의 한국인 사회가 준비한 내
용이 채택됐다. 요약하면, 일본의 전쟁 처리를 촉구하는 제121 결의와 달
리, 비극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9)
10)

마이니치신문 2013년 7월 31일 석간.
웨버 장은 공청회에서 아버지를 필리핀의 ‘바탄 죽음의 행진’으로 잃었는데, 필
리핀인 아내의 어머니는 일본군에게 도움을 받은 가족사를 설명하고, ‘소녀상
에 대해 동료 의원의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공원 계획 전체가 결정되기 전에
채결되는 것에는 반대 한다’고, 일본을 포함한 자매 제휴 시의 기념비 계획을
진행시키는 자세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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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비를 반대하면 할수록 그동안 사죄한
과거의 대처 의의가 약해지는 구도이다.
필리핀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121결의를 동조하는 국제적 움직
임에 대비해, 미국의 위안부상 설치는 지방 자치단체의 도시 계획에 관
련된 미국 내 정치란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채로운 마이너리티가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시장 선거나 의원 선거를 다투는 지방 의회
레벨에서는 특히나 각각의 마이너리티가 소속된 그룹의 비 설립이 주장
되고 있고, 그에 따른 거래가 이뤄진다. 지방 의회에서 소녀상 설치의 찬
반은 위안부문제의 국제화와 동시에 국내 정치역학이 영향을 끼친다. 지
역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의 역할과 일본계 미국인 사회의 대응, 그리고
다른 마이너리티의 연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결정되는 요소가 있
지만, 설치의 가부가 일본의 전후 처리의 시비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
은 아니다.
글렌데일 시 다음으로 미국 서부에서 설치가 제안된 부에나파크 시
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부시장 겸 시 의원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
는데, 2013년 7월 시 의회(정수 5명)의 채결에서 찬성 1표, 반대 3표, 유보
1표로 결론이 미뤄졌다. 그런데 8월에는 태도 유보의 시의원이 반대를

표명해 안건이 소멸됐다. 이 안건을 추진한 부시장은 2013년 12월부터 상
호 선출로 시 의원으로 취임하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제안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인구 8만 명 가운데 아시아계 21%, 그 중 한국계는
6%에 지나지 않아 과반수를 차지하는 백인 사회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

을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아르메니아 계인의 전면적 지지와 일본계 미
국인들 중 일부의 찬동을 얻은 글렌데일 시와 같이, ‘마이너리티 연합’이
실현되지 않으면 시장의 리더십만으로는 가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일본의 네트 미디어에서는 부에나파크 시의 소녀상 계획이 폐
기 됐다는 것을 ‘일본의 첫 승리’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안건의 폐기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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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부정하는 일본의 주장을 지지했다고는 말
할 수 없다. 설치 반대의 이유가 ‘일한 간에 분쟁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
는다’, ‘성 피해자의 비를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등이었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의 주장을 비교 및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
이다.
소녀상의 설치가 논의된 것은 다민족이 공생하는 미국이고, 100년
이상에 걸쳐 미국 사회에서 차별과 싸워 온 일본계 미국인들이나 신흥
세력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시민으로
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지방 도시 내 설치의 찬반을 일본
과 한국의 정부나 시민단체의 승패와 연결시키는 단순한 견해는 미국 사
회에서 차별 철폐를 지향하는 마이너리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일본과 한국의 미디어도 시민단체도 소녀상 설치가
미국 사회에 끼칠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시야를 넓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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