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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사 연구의 쟁점과 전망: 

인종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이중주?

1. 영국은 이민의 나라? 

영국은 이민의 나라인가? 영국의 이민사가 파니코스 파나이(Panikos 

Panayi)는 그렇다고 답한다.1) 건국 이래 그 역사가 곧 이민의 역사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영국사 역시 이민과 

무관하지 않으며 지난 200여 년 동안 이민은 영국 사회에 굵직한 변화를 

이끌어 낸 역사의 주요 동력이었다는 것이다. 로마 제국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계선까지 진출해 하드리아누스의 성벽을 건설했다. 

로마 제국의 침략기, 브리튼 섬에는 ‘로마인화’된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되었다. 아프리카인이 처음으로 브리튼 섬에 들어온 것도 이 

시기였다. 현재 영국에서 다수를 이루는 주류 민족은 로마제국 몰락과 

중세 초기 ‘대이동’ 시기에 브리튼 섬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후예이다. 5

세기 중반에는 북부 독일 출신의 게르만족인 앵글족과 색슨족 약 10만여 

명이 브리튼 섬을 침략했는데, 10만이라는 숫자는 당시 인구의 약 10%

1) 파니코스 파나이는 1962년 런던에서 태어난 키프러스 이민 2세이다. 아버
지는 키프러스섬 니코시아(Nicosia) 출신의 유명한 파티쉐다. 레스터의 데몬
트포트(De Montfort) 대학 유럽사 교수이며 이민과 에스니서티 연구자이다. 
주요 저서는 The Impact of Immigration: A Documentary History of the 
Effects and Experiences of Immigrants and Refugees in Britain Since 
1945 (Manchester, 1999); Spicing Up Britain: The Multicultural His-
tory of British Food (London, 2008, 2010); An Immigration History of 
Modern Britain: Multicultural Racism Since 1800 (Longman,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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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했다. 중요한 사실은 이주민인 앵글족과 색슨족이 이후 잉글랜드 

국가의 초석을 만들고, ‘영국적 정체성(Englishness)’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1066년 노르망디공 윌리엄의 정복은 주류 민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인구이동의 주된 흐름이 침략에서 

이주로 전환했음을 의미했다.2) 

이주는 인류사에서 변함없이 지속되어 온 현상이며,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인 동시에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라는 사실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현재 영국의 주류 민족을 구성하는 종족이 브리튼 

섬의 선주민 켈트족이 아니라 이민족인 게르만족이었다는 사실은 

영국을 이민의 나라로 정의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를 제공한다. 제2

차 대전 이후 영제국의 해체와 신연방으로부터 대량이민의 물결이 

오늘날 포스트식민사회 영국을 형성한 직접적인 역사적 계기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영국 이민사를 제2차 대전 이전부터 서술해야 

하는 이유는 잉글랜드 거주민의 종족적 기원의 다양성과 그들의 기원이 

이주민이라는데 있다. 

그렇다면 영국 역사학계는 과연 이주를 영국사의 중요한 현상으로서 

비중 있게 다루어 왔는가? 이민은 ‘존재’하지만, 이민사는 ‘부재(不在)’

하다는 것이 파나이의 진단이다. 유대인, 독일인, 폴란드인 등 유럽이민을 

중심으로 19세기말부터 이주민 당사자들에 의한 역사서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2차 대전 이후 들어온 흑인과 아시아인 당사자의 역사서술도 

있지만 그 역사가 짧다. 주류 역사학계에서 이민사는 여전히 주변적 

주제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역사학 교수이자 영국 국립초상화박물관 

관장을 맡고 있는 사회사가 데이비드 캐너다인(David Cannaidine) 

경에게 ‘이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캐너다인이 쓴 『영국의 계급』

은 사회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은 언급되지도 

2) Panikos Panayi, An Immigration History of Modern Britain: Multicul-
tural Racism Since 1800 (Longman, 20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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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3) 또한 잉글랜드의 정체성에 관해 409쪽의 대작 『잉글랜드의 

정체성』을 쓴 로버트 콜즈(Robert Colls)에게도 이민은 소주제 항목으로 

선정되지도 않았고, 약 20여 군데 언급되는데 그쳤다.4) 주류 역사학계에 

관해 말하자면, 포스트식민 이론가 폴 길로이(Paul Gilroy)의 말처럼, “

유니언잭에는 흑인이 없다”는 문구가 그리 틀리지 않는다.5) 

역사학계의 이민사에 대한 관심 부족은 영국 역사가들 대부분이 에스닉 

소수자를 학문적 동료로 보다는 레스토랑 종업원이나 청소부로만 에스닉 

소수자를 만나기 때문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6) 그러나 역사가들에 의한 

이민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시작된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정주의 

틀에 붙박힌 역사학의 ‘무거운 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주는 국민국가 전통에 기반을 둔 이민유출(emigration)과 이민유입

(immigration)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서 여러 

가능한 궤도와 시간적 범위, 이동방향, 목적지에 대한 고려를 가능하게 

한다. 이주는 단기적이기도 하고, 장기적이기도 하며, 자발적일 수도 

있고 강제적일 수도 있다. 이주는 한 장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순환할 

수도 있으며, 단일 방향 혹은 여러 방향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학에서 오래 지속되어온 민족주의 원리는 이주를 단선적인 과정으로 

묘사하고, 국가에 기반을 둔 “유출”과 “유입”, “뿌리뽑힘(uprootedness)” 

같은 개념에 의존함으로써 다양한 이주 경험의 역사화를 방해해 왔다.7) 

그동안 이민에 대한 역사 연구의 공백을 메워 온 것은 사회과학 분야.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사회정책연구 분야의 연구였다. 이는 이민사 

3) David Cannadine, Class in Britain (London, 1998). 캐너다인은 2013년에 
펴낸 신간 『나눌 수 없는 과거: 차이를 넘어선 역사』에서 민족, 종교, 젠더, 
계급, 문명, 인종 등 여섯 개의 키워드로 통합된 ‘하나의 과거’로서 인류사를 
논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민은 들어가지 않는다. David Cannadine, The 
Undivided Past: History Beyond our Differences (London, 2013).

4) Robert Colls, Identity of England (Oxford, 2002).

5) Panikos Panayi, An Immigration History of Modern Britain, 6.

6) Ibid.

7) Barbara Lüthi, Migration and Migration History, Version: 1.0, 
     in: Docupedia-Zeitgeschichte, 28. 9.2010, 
     URL: http://docupedia.de/zg/Migration_and_Migration_History?oldid=
     8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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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주제의 성격상 학제간 연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분야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영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주에 대한 분석은 역사학 

이외의 사회과학의 몫이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마이클 벤튼(Michael 

Banton)8), 존 솔로모스(John Solomos)9), 로버트 마일즈(Robert Miles)10) 

등에게 이민, 에스니서티, 인종주의는 중심 연구 주제였다.   

2. 이민법과 이민 정책의 인종화11)

19세기 중반 영국은 대규모 노동 이민 유입을 처음 경험한 국가였다. 

새로 형성된 공장 도시는 급속히 농촌의 과잉인구를 흡수했고, 인구의 

자연증가는 노동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따라서 우선 인접한 

식민지 아일랜드가 노동력의 주된 공급원이 되었다. 부재지주 제도와 

엔클로저로 인한 농촌 황폐화에 1822년, 1846~7년 두 차례의 감자 기근 

때문에 아일랜드 농민들은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51년 영국에 거주하는 아일랜드인은 약 70만에 달했다. 

이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인구의 3%, 스코틀랜드 인구의 7%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20세기 초 까지 브리튼으로 들어온 최대 이주자는 아일랜드인 

이었다. 주로 섬유업과 건설업이 발달한 산업도시에 정착한 아일랜드 

이민은 잉글랜드 노동자의 임금과 생활수준을 떨어뜨리는 존재로 

인식되어 적대감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12)

19세기에서 20세기 초 두 번째 대규모 이민의 물결을 형성한 집단은 

8) Michael Banton, Race Relations (London, 1967); Racial Theories (Cam-
bridge, 1998).

9) John Solomos, Race and Racism in Britain (Basingstoke, 1993).

10) Robert Miles, Racism and Migrant Labour (London, 1982); Racism After 
‘Race Relations’ (London, 1993).

11) 2장의 내용은 염운옥, 「영국의 이민 정책과 한인 사회: 다문화주의와 인종주
의의 이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 『유럽 한인의 역사(상)』 14-26의 내용
을 근거로 했음을 밝힌다. 

12) Stephen Castles and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 London: The 
Guilford Press, 2003),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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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유대인들이었다. 1875년에서 1914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유대인 

대량학살 ‘포그롬(pogrom)’을 피해 약 12만 명의 동유럽 유대인이 

영국으로 들어왔다. 동유럽 유대인들은 대부분 런던 이스트엔드에 

정착했다. 유대인 이민자들은 전통적인 유대인 혐오증 탓에 인종주의적 

공격의 목표가 되었다. 또한 이들이 주로 정착한 이스트엔드 지역은 

가난과 범죄의 대명사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1880년대 이스트엔드에 

몰려든 유대인은 다른 이민자 집단이 주로 독신 남성 위주였던 데 비해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특징을 보였다. 동유럽 유대인 이민자 1세대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2세대들은 높은 교육열과 근면과 성실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진입해 사회적 상향이동에 

성공할 수 있었다.13)

1905년 외국인법(Alien Act)과 1914년 외국인규제법(Alien Restriction 

Act)은 동유럽 유대인 이민자에 영국 정부의 대응책이었다. 1905년 

외국인법은 내무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민 거부할 권한 가지게 되었다. 이 법을 통해 

이민자에게 개방적이었던 영국은 첫 이민 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나아가 1914년 외국인규제법은 외국인의 출입과 추방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내무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14)

제2차 세계대전은 대량이민 유입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전쟁 중 

영국 정부는 군수공장, 군대, 산림 등 부족한 노동력을 영국 식민지인들로 

충당했다. 서인도제도,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의 영연방국가에서 

들어온 상당수의 사람들이 전후에도 영국에 남아 정착했고, 이들이 

가족과 친지를 불러들였다. 전후 경제 회복을 위해 부족한 노동력의 

최대 공급지는 아일랜드였다. 영국 정부는 특히 동유럽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정부는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위원회(Foreign Labour Committee)’를 설치했고, 

이 위원회는 영국군으로 참전했던 폴란드 군인 약 125,000명을 영국에 

13) Ibid.

14) Z. Layton-Henry, The Politics of Immigration: Immigration, ‘Race’ and 
‘Race’ Relations in Post-War Britain (Oxford: Blackwell, 199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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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거주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1947년 정부는 폴란드인 정착법(Polish 

Resettlement Act)을 제정하여 영국에 정착하는 폴란드인에게 정착에 

필요한 자금과 복지혜택을 주었다. 이 정책을 통해 세계각지의 난민 

수용소에 흩어져 있던 폴란드인들이 영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따라서 

1931년에는 44,462명에 불과했던 폴란드 출생의 이민자가 1951년에는 

162,33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15)

영국 정부는 폴란드 이외에도 발트해 연안 국가와 동유럽 국가,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에서 노동자를 모집했고 이들의 영국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소위 ‘발트 백조 모집 계획(Balt Cygnet scheme)’

과 ‘서쪽으로 가세!(Westward Ho!)’라는 계획을 수립해 유럽의 전쟁 

수용소에 있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노동자들을 모집했다. 영국 

정부는 각 수용소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방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민을 유치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서인도제도나 인도 

출신 이민자에 대한 반응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동유럽 이민자들은 

영국 사회에 동화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영국인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최상의 사람들이라고 여겼다.16) 이러한 태도는 전후 영국 정부가 

인종주의에 바탕을 두고 이민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세우는 이민정책으로 

방향을 잡아 나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1948년 6월 22일, 492명의 자메이카인을 태우고 런던 근교 틸버리

(Tilbury) 항구에 도착한 엠파이어 윈드러쉬(Empire Windrush)호의 

도착은 대규모 신영연방 이민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17) 이후 영국은 

인종적으로 흑인과 아시아인, 종교 문화적으로도 무슬림, 힌두교도, 

15) 정희라, 「영국의 동유럽 이민자: 과거와 현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1호(2009), 482-483.

16) 위의 논문, 483-484.

17) 엠파이어 윈드러쉬호는 1930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불롬&보스사에서 만든 
몬테로사(Monte Rosa)호이다. 원래 크루즈용으로 제작되었다. 주 승객은 나
치당원 등 특권층이었다. 2차 대전 중에 바라크 선이나 수송선으로 사용되었
다. 1945년 킬에서 영국군에 전리품으로 포획되어 영국 수송선으로 변신했
다. 이름도 1947년 1월 21일 엠파이어 윈드러쉬로 개명되었다. 사우스햄턴-
지브롤터-수에즈-아덴-콜롬보-싱가폴-홍콩 노선 취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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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교도 등이 공존하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변모해 갔다. 2001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체 영국 인구 중 약 8%가 아시아인, 흑인 등 소수인종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다. 1948년 윈드러쉬호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대서양을 거쳐 잉글랜드로 향할 때, 자메이카의 킹스턴에 정박했다. 그 

때 자메이카의 신문에 영국으로 가서 노동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값싼 

배편을 이용하라는 광고가 실렸다. 당시 영제국과 영연방 내에는 이민 

규제가 없었다.18) 윈드러쉬호의 도착은 결코 환영받지 못했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1962년까지 이렇다 할 이민규제는 없었다. 오히려 같은 

시기 의회에서는 연방과 영제국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 주었던 ‘영국 신민

(British subjects)’이라는 공통의 국적 규정을 부여하는 영국국적법 

통과를 위한 심의가 한창이었다. 1800년 이래 유입된 이민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1> 1800년 이래 영국으로 들어온 이민자 수19)

      이민자 집단 1945년 이전 이민 1946년 이후 이민 전체 이민자 수

아프리카인 10,000 1,000,000 1,010,000

아메리카인 70,000 250,000 320,000

아랍인 10,000 290,000 300,000

벨기에인 240,000 40,000 280,000

중국인 20,000 320,000 340,000

키프러스인 2,000 80,000 82,000

프랑스인 40,000 100,000 140,000

독일인 100,000 300,000 400,000

헝가리인 2,000 38,000 40,000

아일랜드인 1,500,000 700,000 2,200,000

이탈리아인 40,000 160,000 200,000

유대인 220,000 80,000 300,000

폴란드인 5,000 500,000 505,000

남아시아인 20,000 1,000,000 1,020,000

서인도인 10,000 400,000 410,000

기타 50,000 1,000,000 1,050,000

합계 2,339,000 6,231,000 8,570,000

18) Kathleen Paul, Whitewashing Britain: Race and Citizenship in the Post-
war Er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1997), 111-112.

19) Panikos Panayi, An Immigration History of Modern Britain: Multicul-
tural Racism Since 1800 (London: Longman, 201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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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민 정책은 ‘1962년법’을 시작으로, ‘1968년법’, ‘1971년법’

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1950년대 구식민지에서 다수의 이민이 유입되고, 

이로 인한 갈등은 흑인 폭동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1958년 8월, 

노스켄싱턴(North Kensington)과 노팅힐(Nottinghill)에서 발생한 흑인 

폭동이 대표적이다. 1958년 폭동이 이후 1960년대 이민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일련의 흑백갈등을 통해 이민 문제의 

인종화(racialization) 현상과 이민자들이 영국 사회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편견이 더욱 강화되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민 정책은 식민지 

출신 이민을 규제하는 정책 수단과 규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과 사실상 

동의어에 가까웠다. 과거 영제국의 신민이자 영연방의 구성원으로서 ‘

영국신민’이라는 제국적 비전과 국민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이라는 

현실적 비전, 이 상충되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효과적으로 이민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했을 때 성립된 

것이 ‘1962년법’이었다.

1962년 영연방이민법(Commonwealth Immigration Act)은 이후 68년, 

71년, 81년 세 차례 개정을 거치게 된다. 영연방이민법은 인종주의에 

기초한 철저한 이민규제 정책이었다. 영국 이민법은 겉으로는 인종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색인종을 배제하고 ‘백인종’ 내지는 ‘영국인종

(British Stocks)’을 받아들이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즉, ‘1962년법’

의 내용은 영제국 시절 지나치게 확대되었던 제국의 시민권 축소시키려는 

노력이었다. 이전까지는 영연방 출신 이민자를 전혀 규제하지 않았다. 

이는 영제국 시대의 유산으로서 영연방국가의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영국 

시민이 되었다. ‘62년법’은 여기에 제한을 가하고자 했다.20)  

1960년대 신연방에서 대규모 이민이 들어왔다. 1961년 한해에만 

20) 62년법은 영제국 신민에 해당하는 이민자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했다. 그
룹A는 ‘직업이 있는 자’, 그룹B는 ‘숙련 노동자 및 영국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자’, 그룹C는 ‘비숙련 노동자의 세 부류로 분류했다. 각각의 그룹에 할당된 바
우처를 주고, 필요에 따라 바우처 수를 제한함으로써 이민을 통제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그룹C의 바우처를 통제해 유색인종 이민을 효
율적으로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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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00여명이 이민이 유입되었다. 1961년의 급격한 증가는 1962년 

영연방이민법이 입법 예고되면서 이후 예상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민자 수가 더욱 증가한 1960년대 말에는 극우 보수당 

정치가 이녹 파월(Enoch Powell)의 ‘피의 강물(Rivers of Blood)’ 

연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 속에 이민 반대 정서와 

신인종주의를 낳는 계기로 작용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유색인 이민에 대한 규제와는 대조적으로 매년 3.1%

의 비율로 증가하던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 

정책도 고려하지 않았다. 1951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아일랜드 출신 

거주자들은 472,000명으로써 74,500명의 식민지 출신 이민자들의 

숫자를 훨씬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노동력 부족이나 

문화적·인종적 동질감을 이유로 별다른 규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차 대전 이후 기존의 영연방을 구성하던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영연방 

내에서 인구 이동을 상대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규제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영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영연방 국가들 사이의 유대라는 이상은 해치지 않으면서 구 식민지 

국가들로부터 이민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비공식적 행정적 조치들을 

고안해 실행해왔다. 가장 일반적인 조치는 해당 국가들에서 잠재적 

이민자들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었다.21)

1962년 영연방이민법은 이전까지의 비공식적인 행정 조치를 포기하고 

직접적인 입법을 통해 규제하는 방향으로의 이민 정책 전환의 직접적인 

결과물이었다. 1960년대 초반 아프리카의 민족주의 운동 발흥과 수에즈 

운하에서 실패를 통해 영연방 국가들 사이의 균열이 표면화되었고, 1962

년 영국의 유럽 공동 시장 참여 시도가 보여주듯이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영국 국내 경제면에서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이민자와 영국인들 사이에 경쟁이 

심해져, 점차 이민자들이 영국인의 복지에 부담과 위협이 된다는 관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도 1950년대까지의 ‘식민지에 

21) Ian Spencer, British Immigration Policy Since 1939: The Making of 
Multi-racial Britain (London: Routledge, 1997), 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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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형제 시민(colonial fellow citizens)’이라는 관념에서 ‘유색 

이민자들(coloured immigrants)’로 바뀌어서 이제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문화, 기질을 가진 사람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22)

‘1962년법’과 같은 명시적인 규제 입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는 인종차별적 요소가 눈에 띠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식민지로부터 유색인종의 이민을 감소시키는 통제방법이 되어야 

했다. 구 식민지로부터 이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영국 시민권과 

영연방국가의 시민권을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그러나 1962년 

이민법은 새로운 시민권 개념에 기초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1948

년 국적법이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제약하는 틀로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48년 국적법은 구연방과 신연방 모두를 포괄하는 공통의 

국적 규범을 새로 만들어 영연방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948년 국적법을 개정해 영국 시민권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이민 규제를 

하게 되면, 오스트레일리아나 캐나다 출신 백인 이민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고, 영연방의 균열이 발생해 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을 감수해야만 했다. 

결국 ‘1962년법’은 1948년 국적법을 침해하는 않는 범위 안에서의 

이민 규제법이었고 실제로 이민 억제 효과 역시 그리 크지 않았다. 

오히려 ‘1962년법’은 일단 고용 증명서를 발급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영국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수는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1962년법이 애초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자 했던 노동자들을 가족을 동반한 영주 이민자들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1962년 이후로 동반 가족의 입국 문제가 

이민 문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68년 영연방이민법의 직접적인 계기는 케냐 출신의 동아프리카 

아시아인(East African Asians)의 이민이었다. 동아프리카 아시아인들은 

영제국 시절 동아프리카로 이주하여 정착한 인도계 이민들이었다. 식민지 

22) 장승진, 「이민 통제와 국가 시민권의 형성: 1962~1981의 영국 이민 정책 연
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정치학석사학위논문, 200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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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이들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아프리카의 선주민들과 함께 영국 

신민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1948년 국적법으로 식민지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63년 케냐가 독립하면서 이들의 법적 지위가 

문제로 떠올랐다. 케냐 정부는 독립과 함께 국적법을 개정하여 아프리카 

출신 선주민과 수세대 동안 아프리카에 정착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한편 그 외이 다른 사람들은 2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케냐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케냐 국적법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 식민지배 기간 동안 케냐에 

정착했던 많은 아시아와 유럽 출신 이민자들은 케냐 시민권과 대영 제국 

시민권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케냐의 아시아인들이 대거 영국으로 이주해왔다. 1967

년에는 매달 천여 명, 1968년 2월에는 단 2주 만에 10,000명이 이주했다. 

케냐 위기(Kenyan Crisis)라고 불릴 정도로 긴급한 사태에 직면한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황급히 3일 만에 이민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본인이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영국에서 출생, 입양, 등록 또는 귀화하지 

않은 영연방 시민은 모두 이민규제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아프리카 

아시아인의 영국 유입을 막았다. 1968년 영연방이민법은 ‘1962년법’에서 

규정한 영국 정부가 발급한 여권을 소지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조건을 

추가했다. 이민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국과의 ‘적절한 자격 

관계’를 입증해야 했다. 이때의 ‘적절한 자격 관계’란 부모나 조부모 중의 

한명이 영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입양되었을 경우를 가리킨다. 

1971년 이민법은 이전까지의 다양한 이민 규제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단순히 이민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영국내로 이주하기 위한 기반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1917년법’은 ‘본국인(patrials)’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었다. 일부에서 1948년 국적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영연방 

국가들로부터의 예상되는 반발 등으로 폐기되고 나온 다소 작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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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본국인이었다.23)

‘1971년법’이 정한 본국인으로서의 지위는 영국에서 거주할 권리(right 

to abode)를 자동적으로 수반하는 반면에, ‘비본국인(non-patrials)’은 

이제 고용 증명서가 아닌 취업 허가증을 받아서 영국에 입국하게 되며 

영국에 거주할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다. 1971년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이민자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서 이민자들이 입국 시에 더 이상 

잠재적인 영구권자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정부는 

이후로는 영국으로 입국하는 이민자의 숫자를 특정한 경제적 기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해외로부터의 비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은 이제부터 현재 유입되는 해외 노동자들의 수와 

영국의 노동력 수요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3. 인종관계법과 반(反)인종주의, 다문화주의

영국에서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s)은 1965년에 처음 제정되어, 

1968년과 1976년, 2000년에 개정을 거쳤다. 레스터(Lester)는 영국의 

이민법과 인종관계법이 두 얼굴의 법을 표상한다고 지적한다. 한 얼굴은 

출입문에서 낯선 자를 의심하며 맞서는 이민법이고, 다른 얼굴은 문 안에 

있는 “신참자와 그 자손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법이라는 것이다.24)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장치를 통한 이민 규제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영국 정부는 인종관계법을 통해 인종차별 금지를 제도화해 나갔다. 

영국의 다문화주의는 제도적 측면에서 인종평등위원회(Commission of 

23) 1917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국인’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영국 영토에서 태어났거나 영국으로 입양된, 또는 정식으로 귀화한 대영 제

국 시민.
  B. 부모나 조부모가 위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
  C. 적법한 절차를 거켜 영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그 기간 동안 이민 규제와 

관련한 위법 행위를 범하지 않은 사람. 
  D. 부모 중의 한 명이 태어날 때부터 대영 제국 시민인 영연방 시민 
  E. ‘본국인’과 결혼한 여성 

24) A. Lester, “The Politics of the Race Relations Act 1976,” M. Anwar, P. 
Roach, R. Sondhi eds., From Legislation to Integration?: Race Relations 
in Britain (Basingstoke: Macmillan, 2000), 25. 이태숙∙김종원 엮음 『서유
럽 무슬림과 국가 그리고 급진이슬람주의』(아모르문디, 2009), 68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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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ial Equality)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추진되고, 지역 차원에서도 

자발적 단체인 인종평등평의회(Race Equality Councils)들이 기능하고 

있다. 

영국은 동화 혹은 강력한 통합정택을 통해 이주민을 영국사회로 

직접적으로 통합하기 보다는 이주민 커뮤니티들과 주류 사회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정책과 이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다문화주의 정책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 인종관계법이다. 인종평등위원회는 1976년 인종관계법을 토대로 

성립되었고, 인종평등위원회는 다양한 지역들에서 이주민에 대한 

재정지원과 정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1965년 인종관계법은 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인종차별금지법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과 소수자의 민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이를 목격한 영국 사회의 엘리트들은 유색 인종과 

소수자의 권리 운동이 격화되는 것에 대해 예방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따라서 1965년 처음 제정된 인종관계법은 소수자의 아래로부터의 

인정(recognition) 요구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주류 사회와 정치 

엘리트의 온정주의적 태도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5)

  

하지만 일찍이 1965년부터 인종관계법은 반(反)인종주의를 표방하는 

인종관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민자 2, 3세들에게는 교육과 취업의 기회에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다. 주류사회에 편입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주민들은 

공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리되는 게토(Ghetto)화 현상을 겪게 되었다.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주의 통합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영국에서도 여전히 이주민은 ‘배제적 통합’의 대상이었다. 

2001년 5월, 잉글랜드 북부 도시 올덤에서 시작된 도시봉기는 이러한 

사회적 배제와 격리, 인종적 차별에 시달리던 이주민 3세들의 반항이었으며 

25) 정희라, 「영국: 자유방임식 다문화주의」, 박단 엮음, 『현대서양사회와 이
주민: 갈등과 통합 사이에서』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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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입은 자들의 폭력’이었다. 도시봉기는 올덤에서 인근의 도시 

번리와 브래드퍼드로 번져나갔고 1980년대 흑백 인종봉기 이래 15년 

만에 최악의 소요사태를 맞았다. 성난 파키스탄∙방글라데시계 무슬림 

청년들과 극우 백인 청년들 사이의 충돌은 여름까지 계속되었다. 325

명의 경찰이 부상당했고 피해액은 천 파운드에 달했다. 무슬림 청년들의 

폭력은 이 지역에 만연하고 있었던 인종차별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다. 사태의 원인을 조사한 정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이 

지역에서 백인 사회와 무슬림 사회 사이에 극심한 물리적∙사회적 격리가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주류 사회와 이민자는 완벽한 ‘평행선’

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함께 살아가기는커녕 접촉하는 일조차 

없었다. 2001년 도시봉기를 통해 드러난 현실은 다문화주의가 초래한 

격리와 분리, 그리고 이주민 2, 3세들의 빈곤한 현실이었다. 이로 인해 

다문화주의는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26)

사실 영국에서 다문화주의가 부상하게 되었던 배경에는 1980년대에 

빈번하게 발생했던 인종봉기와 인종주의가 있었다. 1981년부터 1985

년까지 런던의 브릭스턴과 핸즈워즈, 토튼햄에서 일어난 흑백 인종갈등을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추진된 것이 다문화주의였다.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의 권리 인정을 위한 이념으로서 탄생했다. 소수자의 

권리 인정과 인종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문화주의는 

항상 양날을 가진 칼이었다. 한편으로 다문화주의는 1980년대 이후 

흑인문화의 제도화 사례에서처럼 이른바 ‘문화주의’의 오류에 빠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종차별과 반(反)이민정서에 저항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는 브리튼 섬에서 유색인 

공동체가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일차적인 

근거를 제공해 준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주민 2, 3세대들은 

영국 사회 안에서 그저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사회를 적극적으로 

재규정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1980년대 흑백갈등과 2001년 

무슬림 청년들의 인종봉기, 그리고 올해 8월에 발생한 전국적 규모의 

소요사태는 너그러운 ‘관용’이 아닌 적극적인 ‘인정’에 대한 요구였다.

26) 올덤 소요사태에 대해서는, 염운옥, 「인종주의와 빈곤의 정치학: 2001년 영
국 올덤 소요사태」, 『중앙사론』, 36집(200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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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1980년대에 빈번하게 발생한 인종차별과 인종봉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소수집단과 소수집단 문화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을 폈다. 이 과정에서 소수자 공동체는 단일한 ‘

문화’를 공유하는 동질적 집단, 즉 일종의 ‘에스닉 박스(ethnic box)’

로 취급되었다. 문화에 대한 본질주의적 이해에 바탕을 둔 이러한 정책 

아래서 공동체 내부의 젠더, 계급, 카스트 구분에 따른 차이는 망각되기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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