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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선인 마을 우토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A. 1941년,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위해 교토에 군 비행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 강제징용을 피해 모여든 1,300여

명의 조선인들은 우토로에 위치한 집단 합숙소(함바)에 거주하게 됩니다. 1945년, 일본 패전 후 비행장 공사는
갑작스럽게 중단됩니다.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조선인들은 우토로에 마을을 일구었습니다.
Q. 우토로 주민들은 왜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나요?
A.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귀국했으나 전쟁이 끝난 후 우토로 주민들은 각자 다양한 삶의 이유로 인해 우토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한국의 고향땅을 떠나 오랜 시간 살아온 우토로가 삶의 터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인근 지역에
강제 징집되었던 조선인들까지 강제징용 등을 피해 우토로 마을에 합류함으로써 우토로 마을이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Q. 우토로 마을 강제퇴거 문제는 왜 발생한 것인가요?
A. 1988년, 우토로의 땅 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닛산차체는 주민들 몰래 우토로를 매각합니다. 태평양전쟁 이후 40여 년
을 방치된 채 살아온 우토로 주민들은 새로운 땅 주인 서일본식산으로부터 ‘건물수거, 토지명도’소송을 당합니다. 2000년,
일본 대법원은 우토로 주민 전원에게 패소 결정을 내립니다. 40년여 간 우토로에서 살아왔던 주민들은 불법점거 조선인들
이 되어 강제퇴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Q. 우토로 마을에는 왜 하수구가 없나요?
A. 우토로 마을은 하수구도 없어 여름이면 잦은 침수와 악취로 고생해야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도가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토로 주민 일부는 우물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1988년, 마침내 수도가 설치되지만, 상수도가 설치되
고 땅값이 오르자 새로운 땅 주인은 땅을 매각합니다. 지금도 우토로 마을에는 하수도가 없지만 다행히 새롭게 입주하는 시
영주택에는 상하수도가 설치되었습니다.
Q. 우토로 마을에 생존하고 계신 1세대 조선인은 몇 명인가요?
A. 우로토에 생존하고 계신 1세대 조선인은 강경남 할머니 단 한 분 뿐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토로 어르신 1세대와 2세대 목소리로 증언한 우토로 역사 구술집을 만들고자 합니다.
Q. 우토로 마을의 함바집은 이제 없어지나요?
A. 함바집은 일제시대 나무로 지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집단 합숙소입니다. 우토로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낡은 함바는
우토로 마을의 상징입니다. 그렇기에 함바를 다시 재건하여 우토로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Q. 우토로 마을회관 이름은 왜 에루화인가요?
A. 에루화는 노래할 때 흥이나 즐거움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마을회관 이름만 봐도 일본 땅에서 얼마나 우리민족의 정신, 문
화를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루화는 우토로 주민들의 이야기 공간이자 뜻을 모으는 공간이었습니다. 에

루화 마을회관은 곧 철거 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평화기념관이 에루화의 역할을 대신 할 것입니다.
“낡은 우토로는 이제 사라지지만 , 우토로를 기억하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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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5년, 2008년 우토로 모금캠페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2005년 우토로의 소식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아름다운재단, 한겨레21, MBC가 협조하여

모금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총 9억여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 모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토로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원은
대한민국 정부를 움직여 30억 원이라는 지원금을 결정하는 전례 없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토로 마을은 시민들의 염
원이 모여 지켜낸 승리의 역사입니다.

Q. <기억할게 우토로>캠페인의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A.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사용됩니다.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서는 20억이 필요합니다. 20억이라는 모금액을 모금
한다는 것은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매우 도전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오래 기억하는 자들의 것임을 알기에, 그것은
함께 기억할 때 완성되는 것임을 뜻하기에 시민단체로써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려합니다. 시민들의 염원을
모으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기억할게 우토로>캠페인 기부참여를 널리 알려주세요.
Q. 평화기념관은 왜 필요한가요?
A. 우토로 평화기념관은 일제시대 우토로 조선인들의 아픔과 해방 후 차별을 기억하는 공간이자 한국 시민들이 힘을 합쳐 일본
땅 위에 조선인 마을을 살려낸 승리의 역사를 의미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일본 시민에게 우토로의 역사를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공간입니다. 평화기념관은 한국 시민, 재일 동포, 남과 북, 일본사회의 경계를 넘어 서로가 서로를
연대한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Q. 우토로마을에 새로이 지어질 평화기념관은 언제 볼 수 있나요?
A. 2021년 건립을 위한 공사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현재 부지는 확보되었고, 건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
니다. 평화기념관에 우토로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각종 기록물들을 모으는 아카이브 작업도 준비 중입니다. 낡은 우토

로는 이제 사라지지만 우토로 역사는 앞으로도 기억될 것입니다.
Q.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A. 아래의 방법으로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에 함께 해주세요

-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 대표전화: 02-766-1004
- 기부계좌: 하나은행 162-910006-81704 / 아름다운재단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아름다운재단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낡은 우토로는 이제 사라지지만 , 우토로를 기억하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