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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 Migrans 

“이제 전 세계의 지구촌화라는 새로운 환

경의 도래와 함께 인간 공동체에 대한 새

로운 사유가 요구되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인문학의 

자기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

리가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의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담론을 넘어서는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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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19세기 후반은 이른바 ‘인종’과 ‘대중’의 시대였다. 유럽 국가들 사이 식

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식민지 통치에 활용된 ‘문명화 사명’ 혹

은 ‘백인의 짐’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는 중심과 주변, 지배와 복종, 근대

와 전통, 우수성과 열등성이라는 이항대립이 존재하였다. 국가적, 사회

적 이념으로 자리 잡은 인종주의는 유럽의 식민지지배와 유색인종에 대

한 백인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과학적 담론이자 상식으로 정치인, 지식

인, 과학자들에 의해 대중에게 전파되었다. 한편,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정

치적 주역으로 자리 잡은 부르주아지는 ‘낡은’ 귀족계급과 성장하는 노동

계급의 위협 속에서 놓여있었다. 보통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민주주의

와 다수결의 원칙하에 움직이는 새로운 정치체제, 즉 ‘무한한 수’로의 권

력의 이양이 나타났다. 부르주아지 체제를 위협하는 이 세력은 사회주의

와 노동운동의 핵심으로 어떤 물질이건 명시되지 않은 많은 양을 지시하

는 ‘대중(mass)’으로 불렸다.1) 전통적 사회질서가 붕괴하는 가운데 급격

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던 19세기 말 파리에서 대중은 단순히 다수

라는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도(mob), 대중(crowd), 주민

(populace), 군중(foule) 등의 이름을 가진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였

다. 대중은 폭력, 범죄성, 봉기, 무책임성, 문맹, 불복종, 알코올 중독, 매

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Jeffrey T. Schnapp and Matthew Tiews 
eds., 양진비 역, 『대중들』 (서울: 그린비, 2015),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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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광기 등의 의미를 내포하였다. 무차별적 다수가 형성하는 대중사회에

서 대중은 정신적 타락, 육체적 불결함, 알코올 및 약물 중독으로 대표되

는 하급인종으로 간주되었고 도덕적-인간학적 범주와 결합하여 사회생

물학적 결정론의 대상이 되었다. 슈펭글러(Oswald Spengler)가 1918년 

출간한 『서구의 몰락』에서 강조한 것처럼 ‘아래로부터의 야만인’에 의

해 약화되는 ‘대중의 시대’는 서구의 몰락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사회적 갈등이 비가시화된 계급간에 발생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은 

인종적 가시화의 대상이었다. 인종은 국민국가 내에서 혈연공동체, 운명

공동체의 성격을 지닌 민족을 내적으로 접합시키고 보충하는 역할을 수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열등자에 대한 배제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 생물학,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과 결합된 인종주의는 

식민지에서는 원주민을 식민모국에서는 대중을 열등하게 만들었다.2) 하

층민과 미개인이 지닌 ‘보편적 인간’과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계급 인종

주의(racisme de classe)와 종족 인종주의(racisme ethnique)는 육체와 

정신, 선천성과 후천성을 밝히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만들어졌다. 

먼저 식민모국에서 폐쇄적이며 위계화 되어있던 전통사회가 해체되고 개

방적이며 유동적인 근대사회가 성립되면서 평등주의와 보편주의, 개인주

의를 혐오하는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에게 ‘혈통과 유전에 따른 사회질서’

를 정당화하는 인종론은 과거에 대한 향수이자 회복되어야만 할 질서였

다.3) 반면, 프랑스 공화주의가 내세우는 동화주의와 보편적 해방이념에

도 불구하고 식민지에서는 진화론적 인종주의(racisme évolutionnist)가 

식민지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열등성을 부여하였다. 미래를 향해 끊

임없이 진보하는 유럽인의 시간과는 달리 피식민지 인간은 원시와 정체

된 과거의 시간에 배치되었고 이들이 문명화되는 시간은 영원이 오지 않

는 미래였다.  

2) Etienne Balibar, Immanuel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e–les identi-
tés ambiguës (Paris: La découverte, 1988), p 277.

3) Ibid., p. 274. 이에 대해 자세히는 이용재, 「‘골루아’와 ‘프랑크’ 사이」, 박용
희 편, 『다민족, 다인종 국가의 역사인식-갈등의 역사와 공존의 모색』 (서
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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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인종론에 기여한 수많은 ‘인종’과 ‘대중’에 대한 연구자들 중, 세계

적 명성을 얻은 인물이 귀스타브 르 봉(Gustave Le Bon)이다. 그는 19세

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저작들을 발표한 프랑스

의 대중적 지식인이었다. 의학,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 분야

를 포괄하는 저작들은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

적’ 담론으로 대중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았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르 봉의 사상에 대한 연구 경향은 학문적 재조명과 정

치적 복권 구분된다. 르 봉을 ‘대중사회의 마키아벨리’라고 평가한 1981

년 모스코비치(Serge Moscovici)의 『군중의 시대(L’Age des foules)

』 출간 이후, 그의 사상은 활발히 재해석되었다. 정치학자, 사회학자들

은 르 봉의 대중이론을 자발적 복종이론에서부터 대중매체이론에 이르

기 까지 다양한 접근을 통해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또한 정치심리학적, 

사회심리학적 연구와는 달리 인종론자로서 르 봉 사상은 1980년대 인종

주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진화론

과 우생학, 낙관주의와 염세주의, 역사적 인종과 생물학적 인종 등 그의 

사상에 내재한 ‘인종’을 둘러싼 모순적 개념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4) 한편, 우생학과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파시즘과 

전체주의에 영향의 미쳤던 르 봉에 대한 정치적 재해석은 1970년대 프랑

스 극우 이데올로그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었다. 민족전선(FN)으로 대

표되는 신우익(nouvelle droite)을 이끌던 지식인들은 ‘귀스타브 르 봉의 

친구들(Association des amis de Gustave le Bon)’이라는 단체를 결성

해 그의 저작들을 꾸준히 출간하면서 ‘혈통’과 ‘문화’에 기반을 둔 차이를 

강조하는 신인종주의 이론을 만들어 나갔다. 

근대 인종주의는 유럽 내부의 계급적 타자와 유럽 외부의 인종적 타자를 

관찰, 해석하고 나아가 지배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었다. 본고에서는 오늘

4) 국내에서 19세기 역사학과 사회학에서 ‘인종주의’와 ‘대중론’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르 봉에 대한 본격적인 사상사적 연구는 깊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르 봉에 관한 연구는 역사학보다 문학사와 정치학에서 
활발하다. 하타노 세츠코는 『일본 유학생작가 연구』에서 이광수의 민족개
조론과 귀스타브 르 봉의 민족 진화의 심리학적 법칙의 유사성을 비교하면서 
르 봉의 사상이 식민지 조선의 문학이론과 비평론에서도 영향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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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 ‘인종과학’의 대중화(vulgarization)와 사회심리학(psychologue 

social)의 탄생에 커다란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 받는 르 봉의 저작들을 

통해 19세기 ‘인종론’과 ‘대중론’이 지닌 형태적 유사성과 상관관계를 살

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그가 제기한 대중과 인종이 오늘날에는 누구를 가

리키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르 봉의 종족적 인종론

계몽주의 시대 이후 자연사의 일부였던 인종과학은 19세기 발전한 인

류학적, 생물학적, 의학적 성과들을 전유하면서 문명의 과거와 미래를 

예언해줄 ‘과학’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종과 문명의 인과관계에 대

한 집착은 고비노(Arthur de Gobineau)의 『인종불평등론(Essai sur 

l’inégalité des races humaines)』(1853~55) 출간 이후 다양한 형태

로 전개되었다. 낭만주의적 역사관의 확산과 함께 인류학, 생물학, 심리

학 등의 영역에서 ‘인종’은보다 구체적인 ‘과학적’ 분석 대상으로 정립되

었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해명하게 해 줄 수 있는 열쇠였다. 르 봉은 찰

스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심리학적으로 해석한 『민족 진화의 심리적 법

칙(Lois psychologiques de l’évolution des peuples)』(1894)으로 세

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이 저작을 통해 인종과 정신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인종심리학(psychologiques des races)’을 창안

하였다. 아직 근대적 사회학이 자리 잡고 있지 못했을 때 새로운 사회학

적 방법론을 확립하려한 르 봉의 시도는 인종과학을 과학적 학문분야로 

성립하기 위한 야심찬 기획이었다. 또한 1895년 개인의 개성이 사라지

고 자유의지와 비판정신이 없는 새로운 군중의 출현을 경고하는 4만 부

가 팔린 『군중심리학(Psychologie des foules)』을 통해 사회심리학의 

선구자로 알려졌다. 그의 저작들은 영국, 미국,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

에서 출판되어서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비롯한 수많은 지식인, 정치인, 군

인, 사업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르 봉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가장 능숙하게 자신의 인종론을 세계적으로 대중화 시킨 인물로 평가 받

는다. 그는 자연선택이 사회에 작용하여 열등한 구성원을 도태시킨다는 

극단적 자유주의 이념을 설파하는 스펜서(Spencer)와 헤켈(Haeckel)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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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사회다윈주의를 확산시켰다. 

1841년 노르망디의 노장 르 로트루(Nogent-le-Rotrou)에서 태어나 

1931년 90세의 나이로 파리에서 사망한 르 봉은 투르(Tours)에서 고등

학교를 정원 외 과정으로 졸업하였지만 완전히 수료한 것도 아니고 성적

도 좋지 못하였다. 그는 1864년 제한적으로 허용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병원에 근무하거나 전문의 개업이 불가능한 파리 의과대학의 ‘의

학 박사 학위가 없는 의사(officier de santé)’5)과정에 등록하였다. 하지

만 1866년 지도교수 피오리(Pierre-Adolphe Piorry)의 총애를 받아 단

기간에 비정상적으로 학위를 획득하여 자신을 의학 박사로 소개할 수 있

게 되자 의학교육을 더 이상 이수하지 않고 학교를 떠났다. 1850~1870

년 사이 프랑스에서는 의학 박사학위 없이 의학서적을 출간 할 수 없었

다. 르 봉은 학위 취득 이후 자신을 의학박사(Docteur Le Bon)로 내세

우면서 본격적인 저술 작업을 시작하였다.6) 다양한 임상실험 연구를 출

간하는 의학저널 편찬 작업에 참여했지만, 정식 의학교육을 수료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르 봉에 대한 당시 동료 의사들의 평가가 부정적

이었다. 학위를 취득한 이후 그는 공식 과학(science officielle)과 구분

되는 독립 과학(science indépendant)을 추구하는 독립 지식인(savant 

indépendant)이자 의학박사로 자신을 소개하였다.7) 1870~1871년 보불

전쟁 기간 중 군의관으로 복무해 레지옹 도뇌르(Légion d’Honnor)를 훈

장 수상했던 르 봉은 대학교수로 임용되어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물리학, 인류학, 생물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뛰어들면서 많은 저술가, 정치가, 지식인들과 

관계를 맺었다. 텐(Hippolyte Taine), 고비노, 르낭(Renan) 등에서 영향

을 받아 민족 및 인종 심리학에 대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1874년 이탈

리아, 스페인, 영국, 발칸반도, 모스크바 등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여러 

5) 1793년 제정되어 1892년 폐지된 이 제도는 아동, 노인, 임산부 등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국가가 실시한 무상의료정책의 일환으로 성립되었다. ‘의학 박사 
학위가 없는 의사’는 외과수술을 담당할 수 없는 공중보건과 군의관 제도에 
필요한 의료인이었다. 

6) Pierre-André Taguieff ed., Dictionnaire historique et critique du rac-
isme (Paris: PUF, 2013), p. 962. 

7) Benoît Marpeau, Gustave Le Bon. Parcours d’un intellectuel. 1841-
1931 (Paris: CNRS, 2000),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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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문화, 풍습, 생활을 연구하였다. 

19세기 프랑스 인종이론은 골상학, 선사고고학, 심리학, 인류학, 생물

학 등 다양한 학문적 분야의 연구가 융합되면서 발달하였다. 르 봉은 

폴 브로카(Paul Broca)에 의해 1859년 성립된 파리인류학학회(Société 

d’anthropologie de Paris)의 회원이었다. 대부분 공화주의자들로 구성

된 파리인류학학회는 19세기 프랑스 인종과학의 중심지로서 인류학, 생

물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분과를 통해 인종의 기원과 다양성을 연구하

였다. 제3공화국 시기 공화주의자들은 인류학과 결합된 인종론을 새로

운 인간과학(science de l’homme) 간주하면서 지지하였다.8) 1879년 르 

봉은 골상학적 접근으로 인간 지능을 분석한 연구논문 「두뇌 크기의 

다양성과 지능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부학과 수학적 연구(Recherches 

anatomiques et mathématiques sur les variations de volume du cer-

veau et sur leurs relations avec l’intelligence)」로 인류학에서 권위 

있는 고다르(Godard)상을 수상하였다.9) 두계지수, 지능, 직업, 출신배

경 등 다양한 인구학적 통계를 활용한 그의 연구는 육체와 영혼의 관계

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그는 『과학 잡지

(Revue scientifique)』에 22편 이상의 인류학, 의학, 인종학 논문을 기

고하였다. 19세기 프랑스에서 과학적 담론의 대중화를 주도한 간행물로 

평가받는 『과학 잡지』의 편집자 샤를 리셰(Charles Richet)와의 개인

적인 친분은 출판계에서 명망 있는 저술가로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을 주었

다. 1913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리셰는 프랑스 우생학협회의 회원으로 

8) Carole Reynaud Paligot, La République raciale: Paradigme racial et 
idéologie républicaine (1860-1930) (Paris: PUF, 2006), p. 89; pp. 101-
104.

9) Gustave Le Bon, “Recherches anatomiques et mathématiques sur 
les variations de volume du cerveau et sur leurs relations avec 
l’intelligence”, Bulletins et mémoires de la société d’anthropologie de 
Paris: BMSAP,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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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개량론을 열정적으로 지지한 의사였다.10)

르 봉은 다양한 학회와 과학 학술지 간행에 참여하였다. 특히 1902년부

터 과학적 주제를 토론하는 사교모임 ‘수요 점심회(déjeuners du mer-

credi)’를 통해서 푸앵카레를 비롯한 발레리(Paul Valéry), 피카르드

(Émile Picard), 베르그송(Henri Bergson) 등의 지식인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였다. 이러한 지식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플라마리

옹(Flammarion)에서 출간하는 과학철학전집(la Bibliothèque de phi-

losophie scientifique)의 편집자로 임명되어 출판을 통한 과학의 대중화

에 크게 기여하였다.11) 대학을 비롯한 제도교육권을 통하지 않고 프랑스 

사회에서 지식인, 과학자와 대중을 매개하는 중개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한 르 봉을 과학 대중화의 천재(vulgarisateur de genie)로 평가하는 것

은 지나치지 않다. 

인종과 민족, 문명의 성격을 밝히는 르 봉의 수많은 저작들 중 1894년 출

간된 『민족 진화의 심리적 법칙』은 그의 인종이론이 가장 완성된 형태

로 나타난다. 민족의 생성과 진화에 대한 이론을 발견하기 위해 유럽, 북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인도, 네팔 등 여러 지역을 여행했던 경험이 바탕

이 되었다. 르 봉은 각 인종이 지닌 신체의 다양한 형태적 차이를 비교한 

다음 심리적 차이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인종의 차이와 우열관계를 증명

하고자 하였다. 공통점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고 이해 할 수 없는 인종들

의 심리구조를 해명했다는 그의 주장은 비록 망상과 편견에 불과했지만 

많은 프랑스인들에게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 받아들여졌

10) 리셰는 1919년 출간한 『인간선택(La Sélection Humaine)』에서 “우리 백
인형제들에게 시행하는 것과 같은 개체선택뿐만 아니라 열등 인종을 모두 과
감히 제거하는 종선택을 시도”해야 하고 “열등 인종을 제거하고 난 이후, 선
택 경로의 다음 단계는 비정상인의 제거이다”라고 주장하였다. André Pi-
chot, 이정희 역, 『우생학 유전학의 숨겨진 역사』 (서울: 아침이슬, 2009), 
p. 35-36.

11) 르 봉은 30여권에 달하는 저서를 출간하였다. 『인간과 사회(L’homme et 
les sociétés)』(1881), 『사회주의 심리학(Psychologie du socialisme)』
(1898), 『교육심리(Psychologie de l’éducation)』(1902), 『정치심리와 
사회적 방어심리(La psychologie politique et la défense sociale)』(1901), 
『프랑스혁명과 혁명심리(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 psychologie des 
révolutions)』(1912), 『환상과 현실의 현대적 진화(L’évolution actuelle 
du monde, illusions et réalités)』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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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르 봉에 의하면 ‘인종의 혼(l’âme de la race)’ 혹은 ‘민족의 혼(l’âme 

du peuple)’은 각 인종에 내재한 무의식이자 인종들 사이에 드러나는 지

적, 도덕적 차이를 발생시킨다. 그는  『군중심리학』에서 군중의 의식, 

집단의 혼, 대중의 혼을 ‘une âme collective’와 ‘une âme des foules’로 

부르기도 하였는데 ‘혼’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무의식적 모든 특성을 

포괄하는 단어로 쓰인다. 

심리학적 차이가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이해하는 르 봉에게 인

종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도 구분된다. 그의 이러한 반보편주의

적, 상대주의적 문화론은 인류다기원론에서 출발한다. “피부색, 두뇌의 

형태와 능력 등 해부학적으로 명확한 특성들에 기초해 아마 기원에서부

터 차이나는 인류는 구분되는 여러 종으로 나눌 수 있다”12)며 기독교적 

세계관을 거부했기 때문에 ‘종(espèce)’보다 ‘인종(race)’라는 단어를 즐

겨 사용하였다. 불변하고 동화될 수 없는 인종의 형질은 생물학적, 문화

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심리는 집단적 심리로 환원되고 인간의 

행위를 포함해 무의식까지도 유전적 차이와 해부학적 심리학으로 설명

될 수 있다. 

보수주의자로서 르 봉은 인간의 진화에 있어 ‘유전적인 무의지적 기억

(réminiscences ataviques)’의 힘과 반복성, 영속성이 최우선적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계에서 진화와 적응이 항상 필수적으로 

느리게 진행되듯이 성급하고 급진적인 개혁이나 변화는 나쁜 결과를 초

래하거나 실패해서 문명을 파괴시킬 수 있다. 평등한 유토피아 건설을 내

세우는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성주의는 가장 위험한 정치 

이념들이다. 그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불평등, 대립과 갈등을 직시

해야 한다면서 인종과 인간의 위계질서를 외면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르 봉은 프랑스의 다른 사회진화론자들과 달리 자유주의적 진화론자였기 

12) Gustave le Bon, Les Lois Psychologiques de l’Évolution des Peuples 
(Paris: Felix Alcan, 1895),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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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전유하였다.13) 생존투쟁과 자연선택 

이론에 기대어 사회적 빈자나 약자를 보살피고 지원하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반대하였다. 그는 ‘자연의 법칙’을 부정하는 국가의 개입은 긍정적

인 효과를 산출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고 확신하였다.

르 봉은 해부학적, 심리학적 특성을 가진 인종을 문명화 수준과 능력에 

따른 단선적 위계구조 속에서 원시인, 열등인종, 중간인종, 우등인종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원시인은 푸에고 제도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처럼 

문화적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인류의 조상이 동물에서 갓 벗어난 상

태의 인종이다. 다음으로 원시인보다 우위에 있는 열등한 인종은 문명의 

기초는 수립했으나 야만적인 상태에서 발전하지 못한 인종이다. 그리고 

중간인종은 중국인, 몽골인, 셈족 등이 포함된 인종으로 지적인 발전이 

매우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중간인종에 포함된 유대인은 “문명

을 구성하는 예술도, 과학도, 공업도 소유하지 못했다. 그들은 인류의 지

적 유산에 아주 작은 기여도 하지 않았다”14)라고 주장한다. 또한 성경에 

대해서도 “야만 민족의 무의미한 연대기가 2천년 동안 신의 전능함과 진

실한 본성을 보유한 기독교 국가들을 교육시켰다”며 유대인의 역사는 유

령에 의해 인도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문명의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해 있고 증기와 전기를 발명

한”15) 우월한 인종은 인도-유럽인이다. 과학 기술을 문명의 평가 기준으

로 생각한 르 봉은 먼저 문명의 차이를 드러낸 다음 그것을 서열화고 마

지막으로 문명의 서열은 인류의 기원과 자연적 특성에서 발생한 것으로 

논하면서 인종간 불평등성을 증명한다. 

13) 진보개념은 변이론(Transformisme)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윈의 『종의 기원』은 프랑스 학계에서 무난하게 받아들여졌다. 『종의 기
원』 첫 판이 출간되었을 때 프랑스 생물학자들은 다윈의 성과를 학문적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 세력에 대한 정치적 비판으로 받아들였다. John 
Farley, “The initial reactions of French biologists to Darwin’s Origin of 
species”,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Biology, 7, 1974, p. 285.

14) Pierre-André Taguieff, La couleur et le sang: Doctrines racistes à la 
française (Paris: Mille et une nuits, 1988), p. 93.

15) Gustave le Bon, Les Lois Psychologiques de l’Évolution des Peuples, 
op. cit.,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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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르 봉의 인종론은 프랑스 식민주의에 대해 비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피지배 민족이 지배민족에게 동화되는 것은 불가능하

기 때문에 혼혈과 신체적 접촉은 금지되어야 하며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

이의 인종적 구분은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종 

혼의 경계는 결코 넘어설 수 없기”16) 때문에 프랑스 식민정책이 내세우는 

동화주의보다는 영국의 분리발전(développement séparé) 모델이 훨씬 

적합한 식민정책이다. 때로는 식민지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그의 이러한 문화상대론적 관점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정치제도는 없다

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간다. 인종의 혼이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어

떤 정치제도고 좋고 나쁘다는 것은 무의미하며 여러 인종은 각각의 혼에 

알맞은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인종적 혼혈은 정치의 안정성을 

발생시키는데 어려움을 가져온다. “멕시코나 아메리카의 스페인 공화국

들을 통치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는 혼혈”17) 때문이다.  

르 봉은 유사 문명화(pseudo-civilisé)된 피식민지인들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반란을 경고하면서도 야만인과 원시인에게 과학과 기술을 전수

하고 보편적 가치를 교육할지라도 전혀 그들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

고 생각하였다. “유럽인들은 흑인들(nègres)에게 소총과 대포를 다루는 

법을 훈련시킬 수 있으나 그들의 정신적 열등성과 그들의 모든 열등성에

서 비롯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18)라며 열등인종에 대한 교육의 무

용성을 강조하였다. 오로지 야만인들은 그들이 가진 셀 수없이 많은 인구 

수 때문에 위협적이다. 만약 미래에 유색인의 군사적 반란이 대규모로 일

어난다면, 이것은 문명화 되지 못하는 자들(des incivilisables)에게 무기

와 기술을 제공한 문명화된 사람들의 무책임성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반

면, 르 봉의 문명인으로서의 책임감은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 잘 나타난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 중 한사람인 모토노(Motono)-상 페

테르부르크의 대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나의 작품을 일본어로 

16) Ibid., p. 5.

17) Ibid., p. 8.

18) Ibid.,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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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고 싶어 했다. 그렇지만 나는 유럽의 사상적 영향을 받는 일

본인의 정신세계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구실로 그의 제

안을 거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본인의 정신상태가 실제

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유럽의 사상은 일본인들의 정신적 

토대-조상대대로 내려온-위에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정도에 불과하

다. 다시 말해 일본인의 정신세계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

이다. 석궁이 대포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일본인의 운명이 완전히 바

뀔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들의 민족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19) 

자신의 저작을 번역하고자 하는 일본대사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는 르 

봉에게 일본인에 대한 교육은 무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란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였다. 결국 르 봉에게 자연

적인 법칙을 위배하는 열등인종의 반란은 대중의 반란과 유사한 미래의 

불안이었다. 생물심리학, 인종심리학적 결정론을 역사적 법칙으로 받아

들인 르 봉에게 인종전쟁(guerre des races)은 문화적, 제도적 형태로 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솔리니에게 찬사를 받은 『세계의 불균등(Le 

Déséquilibre du monde)』(1923)에서 르 봉은 극동아시아와의 유럽 사

이의 세계패권을 둘러싼 투쟁을 예언하였다. 

“오래 전부터 나는 동양에 관한 서적을 출간해 오면서 백인종과 황인

종의 운명적인 갈등을 예언해 왔다. 이 전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

며 전쟁 중 가장 큰 인종전쟁이 될 것이다. 인도, 이집트, 중국은 반드

시 일본과 결속하여 백인을 지배력을 벗어나고자 할 것이다. (...) 이 

전쟁은 적자생존과 비교할 수 있어서 지질시대처럼 종의 종말과 변

화를 미리 보여준다. 평화주의자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

은 자연의 법칙에 지배받는데 문명의 진보는 이 앞에서 무력하다.”20)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중 재발간 된 『민족 진화의 심리적 법칙』의 서

문에서 르 봉은 인종의 역할이 인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

19) Gustave Le Bon, 백승대 역, 『여론과 믿음』 (서울: 제대로, 2009), p. 95.

20) Gustave le Bon, Le Déséquilibre du monde (Paris: Flammarion), 1923, 
pp.2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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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전쟁을 인종의 혼 때문에 발발

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는 독일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인류학적 지식이 부

족한 상태에서 인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순수한 인종으로 스스로 정의

하고 있다면서 자연적 인종과 역사적 인종을 구분한다.21) 문명화된 민족

에게 더 이상 순수한 인종은 존재하지 않고 “정복, 이민, 정치 등 다양한 

우연적 요소로 인종은 만들어지고 혈통이 다른 다양한 개인의 혼합으로 

인종이 형성된다”22)며 다양한 교배로 안정적 상태에 이른 역사적 인종을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 형성되면서도 형성 중인 것으로 정의한다. 원시

시인과 야만인들은 순수한 자연적 인종이지만 문명화된 민족에서 인종적 

순수함은 유지될 수 없다. 

발생학(embryologie)에 영향을 받아 “민족은 과거에 의해 만들어진 유

기체이다. 민족은 모든 유기체와 같이 느리게 진행되는 유전적 축척에 의

해서만 변화한다”고 생각한 르 봉에게 인종의 영혼은 역사와 사회적 진

보를 밝혀주는 열쇠이자 만들어 가는 힘이다. 『군중심리학』에서는 인

종의 총체이자 스스로를 짓누르는 무게로 정의되는 전통과 죽은자들(les 

morts), 조상 등이 모리스 바레스로 대표되는 19세기 프랑스 민족주의자

들과 마찬가지로 강조된다.23) 그는 “어떤 민족이 이상을 추구함으로서 야

만상태를 벗어나 문명국가를 건설했어도 그 이상이 가치를 상실하면 문

명국가도 쇠락하여 멸망하고 마는데, 이것이 바로 민족적 삶의 순환과정

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민족적 ‘이상’과 ‘혼’을 강조하고 있다.

“군중은 인민이 되었고, 이 인민은 야만적인 국가에서 출현할 수 있

다. 그러나 인민은 오랜 노력과 필연적으로 반복되는 투쟁, 그리고 

무수한 반복 후에 이상을 획득할 때에만 국가에서 완전하게 출현할 

것이다. 어떤 유형이 이상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로마

에 대한 숭배이든, 아테네의 힘이든, 알라신의 승리이든, 그것은 형

성되고 있는 인종의 모든 개인들에게 정서와 생각의 완벽한 통일을 

21) Carole Reynaud Paligot, La République raciale: Paradigme racial et 
idéologie républicaine (1860-1930) (Paris: PUF, 2006), p. 103. 

22) Ibid., p. 103. 재인용

23) 마은지, 『민족주의의 재발견: 바레스의 민족주의』 (서울: 선인, 2015), pp. 
18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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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기에 충분할 것이다.”24)

  

따라서 신화를 통한 인민의 “정서와 생각의 완벽한 통일”은 군중을 인민

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민족적 자긍심으로 전

환된 대중의 위험한 힘을 국가 내부로 흡수하려는 시도는 르 봉이 군중의 

성격을 밝힌 이래 수많은 파시스트에게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프랑스 민족전선이 르 봉의 사상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1996년 ‘프랑스의 기원(Les Origines de la France)’이라는 주

제로 열린 제 7회 <민족전선 학술대회>에서 르 펜(Jean-Marie Le Pen)

은 르 봉, 카렐(Alexis Carrel) 그리고 융(Carl Gustave Jung)을 민족혼

을 중요시한 위대한 의사로 칭송하였다. 그는 “한 민족이 자신의 역사, 전

통, 종교에 대해 부끄러워할 때 그 민족의 몰락은 다가오고 소멸을 준비

한다. 민족혼을 죽인다는 것은 그 민족의 신성함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25)라며 르 봉이 『군중심리학』 마지막 장에서 아래와 같이 역설한 

문구를 반복하였다. 

“오랜 이상을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민족은 마침내 그 혼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민족은 이젠 고립된 수많은 개인에 불과하며, 그 출발점

에 있었던 상태, 즉 군중으로 돌아간다. (...) 천민이 여왕 같은 존재

가 되며 야만인들이 득세한다.”26)   

 

마찬가지로 민족전선의 지도자 브루노 라쿠쇼(Bruno Racouchot)도 당 

기관지에서  “각각의 민족들은 자신의 뿌리, 기역, 믿음, 신화, 정신, 유

산을 자신 스스로 남아있기 위해 보호하고 알아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망각하는 것은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이다”27)라고 주장하였다. 여기

24) Gustave le Bon, 김성균 역, 『군중심리』, p. 205. 

25) Jean-Marie Le Pen, “Pour une certaine idée de la France”, in Les Orig-
ines de la France (Saint-Cloud: Editions Nationales, 1997), p. 21. 

26) Gustave le Bon, 이상율 역, 『군중심리』, p. 200. 

27) Bruno Rachouchot, “Gustave Le Bon, ou les ressorts cachés de la psy-
chologie des peuples”, Agir pour faire front, supplément à Français 
d’abord!, n° 244, octobr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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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르 봉이 개념화한 ‘혼’은 ‘정체성’이라는 단어로 대체 되었을 뿐, 민

족전선의 ‘정체성’은 ‘인종’을 가리키고 있다. 

 

III. 르 봉의 계급적 인종론

파리코뮌이 몰락한 이후 1874년 르 봉은 『생명: 생리학과 인간의 삶

에 적용되는 위생학과 의학(La vie: physiologie humaine appliquée à 

l’hygiène et à la médicine)』을 출간하면서 작가로서의 생활을 시작하

였다. 여기에서 그는 “망상은 동일한 마음 상태를 가진 다수의 개인에게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동일한 자극의 영향이나 모방에 의한 집단적인 것

일 수 있다. 이 집단적인 망상은 역사상 매우 흔했던 진정한 정식적 전

염”28)이라면서 빈민들의 무질서, 노동자들의 불복종, 병사들의 무규율이 

나타난 파리코뮌을 전염병이 창궐한 사건처럼 의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

는 비정상적인 병리적 징후로 간주하였다. 

산업혁명, 1870년 나폴레옹 3세의 치욕적인 패배, 파리 코뮌 등 격변하

는 제2제정기를 거치며 살아온 르 봉은 과학의 승리, 민주주의의 위기, 

사회주의의 확산을 지켜보았다. 특히 스당(Sedan)에서의 패배가 불어

온 민중의 봉기는 독일이라는 외부의 숙적(ennemi héréditaire)에서 비

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거의 한 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이라는 

적대적 유전(hérédité ennemie)이 치유되지 못한 결과였다.29) 사회운동

과 저항의 주체인 민중은 프랑스의 부르주아에게 불안이자 공포였다. 따

라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중 봉기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만 했다.30) 

28) Stefan Jonsson, 양진비 역, 『대중의 역사: 세 번의 혁명 1789,1889,1989
』 (서울: 그린비, 2013), p. 114.

29) Serge Moscovici, 이상률 역, 『군중의 시대』 (서울: 문예출판사, 1996), p. 
92.

30) 르 봉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확산된 불안 심리에 기대어 1923년 출간한 『
현대의 불안(Les incertudes de l’heure présennte)』에서 인종전쟁을 예견
하기도 하였다. Gustave Le Bon, 백승대 역, 『현대의 불안』 (서울: 제대로, 
2009)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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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봉에게 공교육을 통한 교육의 확대, 도시의 혼잡, 교회의 하락하는 권

위, 저질스러운 문화, 노동자들의 파업, 보통선거권 등은 근대사회 대중

이 가진 병리적 징후였고 마치 로마가 야만인 훈족에 침입에 의해 쇠약해 

졌듯이 파리는 대중에 의해 몰락하고 있었다.31)

제2제정기 파리는 중세도시를 벗어나 근대적 제국의 도시로 변모하였다. 

하지만 도시의 내부에는 치안과 정치의 불안을 낳고 위생과 행정을 위반

하는 수많은 인구가 존재하였다. 노점상, 넝마주의, 거리의 음악가, 소매

치기, 임시 노동자 등 ‘위험한 계급’은 바리케이드를 쌓아 정부가 몰락하

는 것을 연극이나 축제 보듯이 열광하는 ‘천박한 군중’이었다. 19세기 중

반 파리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은 취약했기 때문에 ‘거리의 사람들’과 노

동자의 경계는 불명확하였다.32) 오스만 도시개조사업(Travaux hauss-

manniens)은 파리의 인구를 재편성하였다. 공공사업이 광범위 하게 진

행되면서 1860년대 중반 파리 노동계급 인구의 50% 이상이 건설 부문

에 종사하였다. 오스만은 근대적인 신맬서스주의정책을 통해 제2제국의 

최우선 과제이자 불안요소인 실업을 조절해 나갔다. 그는 재정적 부담이 

큰 전통적인 자선에 기초한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일자리 창출 문제를 곧 

복지와 연결시켰다. 이제 빈곤은 곧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파리시는 더 

이상 빈민, 병자, 노인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졌다. 오스만 이후 

파리시의 복지정책에서 시청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복지 행정의 중심지 

역시 제한적인 지방분권화 정책과 함께 지역 구청단위로 재편되었다. 탈

중앙집중화 정책과 함께 빈민구호의 책임은 사유화되었고 복지서비스의 

담당은 행정의 하부단위로 이전되었다. 또한 정치적 불온 세력인 노동계

급을 파리에서 추방하기 위해 반산업적 도시정책으로 공장이 도심의 외

곽으로 이전되었다. 하지만 도시의 변화와 함께 파리의 대중들 노동조합,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을 통해 스스로를 조직화해 나아갔다. 파리 코뮌

이 발생하였을 때 대중 집회를 통해 형성된 이웃 간 조직과 단체는 코뮌

31) 루이 쉐발리에(Louis Chevalier)의 『19세기 전반기 파리의 근로자계급과 
위험한 계급(Classes laborieuses et classes dangereuses à Paris pendant 
la première moitié du XIXe siècle)』가 잘 보여주듯이 19세기 파리는 계급
간의 갈등은 곧 인종간의 갈등으로 묘사되었다.  

32) David Harvey, 김병화 역,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서울: 생각의 나무, 
2005), p. 328. 



Homo Migrans Vol. 17(Nov. 2017)

20

의 기반을 제공하였다.33) 하지만 프랑스의 부르주아는 ‘내부의 적’에 대

한 두려움으로 인해 프로이센에 저항하기보다는 민족적 자존심과 국가

를 배신하였다. 코뮌이 함락된 이후 사유재산의 약탈, 화재, 국가 기념물

의 파괴 등 코뮌 기간 중 일어난 혼란으로 인해 대중은 부르주아에게 혐

오의 대상이 되었다. 

르 봉은 경멸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군중(foule)’이라는 단어를 이

용해 코뮌에 참여한 대중의 행동을 해석하였다. 군중심리를 이해하는데 

“민족은 다른 모든 간접요인을 압도할 정도로 강력한 요인이므로 최우

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34)이자 “군중은 이성적으로 추론하지 않거

나 경솔하게 추론하고 이성적 추론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는 

르 봉은 다음과 같이 군중과 인종, 계급과 야만인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군중의 추론방식은 에스키모 식인종이나 노동자의 추론방식과 닮

아 있다. 투명하고 단단한 얼음을 입에 넣으면 녹는다는 것을 체험한 

에스키모는 투명하고 단단한 유리도 입에 넣으면 녹을 것이라는 결

론을 내리고, 식인종은 용맹한 적의 심장을 꺼내 먹으면 적의 용맹성

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하며, 노동자는 고용주가 노동

을 착취한다는 사림을 깨닫자마자 세상의 모든 고용주는 노동자들

이 착취한다고 결론짓는다.”35)

    

개인은 심리적 군중이 될 수 있고, 심리적 군중에 속한 개인은 자의식과 

독자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히는 『군중심리학』에서 르 봉은 물리적 

덩어리에 대한 관점에서 많은 특징들이 차용된 군중심리의 근간을 ‘다수

성의 힘 내지 권력감정’으로 정의한다. 근대사회의 다수를 형성하는 군중

과 노동자, 인종은 습속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그 무한한 수가 보유한 힘 

때문에 사회질서와 문명을 위협하는 대상이었다. 특히 개인이 군중에 합

류하자마자 야만인이 된다고 생각한 르 봉은 군중의 퇴행적 습속을 야민

인의 습속과 어린아이의 행동으로 비유적으로 정의한다. “단지 인간이 조

33) Ibid., p. 433.

34) Gustave Le Bon, 김성균 역, 『군중심리』 (서울: 이레미디어, 2008), 90쪽

35) 같은 책,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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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된 군중의 일부를 형성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인은 문명화의 사다리

에서 여러 단계 내려간다. 고립되어야 그는 문명화된 개인일 것이다. 군

중 속에서 그는 야만인, 즉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다”36)라며 본능

에 따라 행동하는 군중을 야만인으로 타락한 개인으로 간주하였다. 군중

은 “미개인처럼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달성 사이의 방해물을 허용”37)하

지 않는 즉각적인 희열과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들일 뿐이다. 이러한 군

중이 일으킨 반란이 혁명이었다. 혁명에 가담한 혁명가는 엘리트에 대한 

격한 증오심을 가진 군중의 본능에 기대고 아부하는 자들에 불과하였다.  

 

“모든 문명사회는 불가피하게 낙오자들을 많이 낳는다. 떠돌이와 걸

인, 도망자, 도둑, 자객 그리고 하루하루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나가

는 극빈자들 등이 대도시의 범죄 인구를 구성할 것이다. 정상적인 시

기라면, 이들 문명의 ‘부산물’들은 경찰 때문에 다소 조용히 지낼 것

이다. 그러나 혁명 동안에는 아무도 이들을 억누르지 못한다.(...) 습

관적인 범죄자와 우발적인 범죄자는 무질서를 유발하는 일 외에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 모든 혁명가들과 모든 종교적 도는 정치적 동

맹의 창설자들은 끊임없이 이들의 지지에 기댔다.”38)

과학주의자를 자처했던 르 봉은 인종 심리학을 수립한 이후 자신의 방법

론을 프랑스내 인구에도 적용하고자 하였다. 19세기 과학주의자들은 역

사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은 화학적, 물리적 작용들을 연구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사회현상을 조사할 때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역사와 문화, 사회의 연구가 자연과학과 실증주의적인 모델을 따라야 한

다고 생각한 그는 지능을 기준으로 하는 서열관계를 계급과 젠더에도 투

영하였다. 르 봉은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인종을 지적인 부적합성과 지적 

능력의 결핍 때문에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원시적이고 열등한 인종

은 이성적 사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판정신의 완전한 결핍과 맹신

36) 같은 책, 37쪽.

37) 같은 책, 42쪽.

38) Gustave Le Bon, 정명진 역, 『혁명의 심리학』 (서울: 부글북스, 2013),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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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래한다”39)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열등한 인종은 멀지 않은 

미래에 뻔히 예견되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본능에 의해서

만 행동하는 특성을 지닌다. 즉각적인 충동에 지배되고 근시안적 성향은 

열등성의 표식이다. 이러한 인종의 열등성은 한편으로 그가 『군중심리

학』에서 묘사하고 있는 군중의 병리적 성향과 일치한다.

 

“이런 군집들은 군중이 지닌 바와 같은 일시적인 응집력, 영웅주의, 

취약점, 충동성, 과격성 등을 갖기에 이른다. 이들을 안정되게 결

속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들은 그야말로 야만인들이

다”40)

  

이와 달리, 문명화된 우월한 인종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충동을 억

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 다른 인종이 가지지 못한 지적 능력을 독

점하고 있는 우등인종은 양적으로 측정 불가능한 비교할 수 있는 질적 특

성, 즉 인내, 힘, 끈기를 소유하고 있다. 인류가 생존과 인정을 위한 투쟁 

속에서 발전시킨 ‘유전된 특성’은 무의식적인 정신구조를 결정하는데 그

러한 특성은 각각 다른 인종들 사이에, 그리고 한 인종 내, 다양한 개인들 

사이에 불균등하게 분포한다. 그래서 르 봉은 1902년 출간한 『교육심리

학(Psychologie de l’éducation)』에서 제3공화국이 내세우는 의무, 무

상, 정교분리 및 세속 교육원칙을 비난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

육을 실시하는 교유부의 정책에 반대하였다. 그는 “교육이란 무의식속에 

의식을 전달하는 기술”이라 정의하면서 보편교육이 아닌 차별적 교육론

을 대안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르 봉은 문명화된 국가인 프랑스에서 열등인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큰 

불행으로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야만인들은 프랑스 내에도 존재한다. 

“유럽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은 원시인에 상응한다”41) “원시인은 프랑

스 내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하기 위해 멀리 나갈 필요

39) Gustave le Bon, Les Lois Psychologiques de l’Évolution des Peuples 
(Paris: Felix Alcan, 1895), p. 41.

40) Gustave Le Bon, 김성균 역, 『군중심리』, p. 216.

41) Ibid.,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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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르 봉에게 동화되지도 적응하지도 못하는 새로운 

야만인들은 근대 문명을 내부로부터 위협하는 존재들이다. 문명화된 사

회가 복잡해지고 개인주의가 심화될수록 “발전된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

하는 거대한 수의 열등 요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문명화되지 않는 대중

은 진보하는 문명의 불가피하면서도 저주받은 결과이다. 게으름뱅이, 실

업자, 노숙자, 거지, 노인, 장애인, 좀도둑, 범죄자, 방랑자 등은 지적 도덕

적으로 열등하고 사회적으로 무책임하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한다. 빈민

계층에서 사망률과 발병률이 높은 것은 신의 섭리이자 자연의 법칙이라

며 정부의 개입을 반대한 맬서스(Thomas Malthus)나 사회의 부적격자

들을 도태시켜 인종적 개량을 도모한 골턴(Francis Galton)처럼 사회질

서는 생물학적 인종질서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에게 대중은 ‘자연선택’ 

과정과 동일한 ‘사회선택’에 의해 도태되어야 할 존재들이었다. 

대중이란 개인들과 달리 어리석고 난폭하면서도 쉽게 암시에 이끌리고 

마치 감염되는 것처럼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이다. 아울러 비참한 

사람들의 궁핍한 상황, 집단의 범죄적, 반체제적인 성향을 가진 대중이란 

저급한 인종과 다름없었다. 문명은 언제나 소수 귀족에 의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전통적 신분질서가 약화되어 대중이 지배하는 문명은 그 자체로 

붕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명에 대한 병리적 진단은 프랑

스에서 카렐(Alexis Carrel)과 라푸즈(Georges Vacher de Lapouge)로 

이어지는 우생학적 전통의 인종론으로 이어진다. 라푸즈는 1909년 출간

한 『인종과 사회한경 인류사회학 시론(Race et Milieu social: Essais 

d’anthroposociologie)』의 ‘빈곤한 계급의 자연적 열등성에 대한 관찰

(Observations sur l’infériorité naturelle des classes pauvres)’에서 

다음과 같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세기 동안 프랑스와 중유럽의 열등 계급에서 종족적 요소는 최

우선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열등 계급은 열등성의 종족적 요소가 

지닌 사회적 능력이 구성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42)

  

42) Georges Vacher de Lapouge, Race et Milieu social. Essais 
d’anthroposociologie (Paris: Marcel Rivière, 1909), pp. 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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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르 봉은 한 인종 내 여러 개인들의 불평등은 발전된 인종일수록 커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43) 증가하는 개인들 사이의 불평등은 인종

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문명의 진보가 빨라질수록 개인 간, 인

종 간, 젠더 사이에서 차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역

사는 평등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불평등으로 나아간다. 

문명 발전의 동력은 집단들 간의 투쟁(lutte des groupes)과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생물학적 결정론과 증가하는 개인, 집단 간의 불평등, 적자생

존의 법칙은 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생

존투쟁은 문명진보의 동력이다. 

르 봉은 이렇게 계급간의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높은 것과 낮은 것의 전

문화 혹은 인종화로 정의하면서 “문명이 진보될수록 계급적 양극단의 차

이는 급속하게 커진다. 지적으로 열등한 하위계층과 우월한 상위계층의 

커지는 차이는 흑인과 백인의 차이와 흑인과 원숭이의 차이만큼이나 증

가할 것이다”44)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문명화된 사회에 어

울리지 않는 정치제도이다. 그는 보편적 투표권과 평등을 요구하는 노동

운동의 투쟁을 병리적 망상으로 취급하면서 노동계급을 일반의지, 사회

의 이익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집단으로 생각하였다. 

르 봉에 의하면 문명의 몰락과 퇴화는 문명의 외부에서 침입한 열등한 속

성들에 의해 내부가 오염되면서 발생한다. 외국인의 증가는 평화로운 외

피를 띈 침략이기 때문에 일종의 ‘내전’이 문명 내부에서 발생한다. 부유

한 나라인 미국과 프랑스로 무능한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는 현상은 곧 

미국인의 미국, 프랑스인의 프랑스가 침략 당하는 것과 같다. 외국인의 

무차별적 이주는 미국과 프랑스의 인종심리학적 타락을 낳는다고 생각한 

그는 1882년 미국의 중국인 이민금지법(Chinese Exclusion Act)을 지

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명국가들과 야만적인 민족들이 개인들의 평균 수준에서 서로 비

43) Gustave le Bon, Les Lois Psychologiques de l’Évolution des Peuples, 
op. cit,. p. 48.

44) Ibid.,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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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경우 문명국가들의 우수성은 단지 그 국

가들 안에 존재하는 탁월한 사람들의 덕분이다. 미국은 이를 아주 완

벽하게 이해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인 노동자들과 능력이 똑같아

서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만 치열하게 만들 중국인 노동자들의 이민

을 금지했다.45)

노동이주을 포함한 모든 이주현상에 대한 매우 적대적이었던 르 봉의 외

국인혐오(xénophobie) 이론은 혼합에 대한 공포(mixophobie)에서 기인

한다. “이민 모국에서도 충분히 자연적으로 열등한 구성원들의 침입은 의

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주장은 대다수를 이민자를 구성하는 가난한 노

동자에 대한 르 봉의 계급적 편견을 나타낸다. 또한 유럽의 외국인으로 간

주되는 유대인이야 말로 아리아 인종에게 가장 중대한 위험요소라며 반

유대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그에게 유대인은 문명화 할 수 없는 인종, 동

화될 수 없는 외국인, 그리고 기생하면서 착취하는 계급이라는 이유에서 

반유대주의는 민족을 보호하고 착취하며 지배하려는 침입자에 대한 정당

한 외국인혐오였다.  

 

IV. 결론

  

1876년 프랑스 민족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르낭은 『철학적 대화

(Dialogues philosophiques)』에서 식민주의를 낮은 인간에 대한 높은 

인간의 지배로 정당화하였다. “인간은 동등하지 않다. 인종은 동등하지 

않다. 예를 들어 흑인에게는 백인이 원하는 혹은 생각하는 것을 제공하게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46) 사회진화론을 긍정하며 지배자와 피지

배자를 구분했던 엘리트 지식인들의 시각은 단순이 인종을 위계화 시키

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식민지배와 더불어 식민모국 내부의 계급지배 역

시 자연적 질서로 정당화 될 수 있었다. 

45) Gustave Le Bon, 정명진 역, 『혁명의 심리학』 (서울: 부글북스, 2013), p. 
305.

46) “Universalisme et racisme évolutionniste: Le dilemme républicain héri-
té de la France coloniale”, Hommes & Migrations, n°1207(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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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주의를 전통적 신분사회가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근대사회의 평등주

의에 대한 반동적 현상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르 봉 만큼 이러한 인종

론과 계급론을 동시에 설파한 인물은 없다. 대중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

는 르 봉에게 ‘대중’과 ‘인종’은 서로를 보충해 주었다. 식민지에서 사회

적 구별과 신분제도로 기능하던 인종주의가 19세기 후반, 식민모국에서

는 성장하는 ‘대중사회’ 속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통선거권의 

확대 속에서 나타난 평등한 민주주의, 모든 사회적 신분과 역할을 무화시

키는 대중사회의 출현과 제국주의의 확대 속에서 나타난 국제적 갈등, 교

류가 개인 혹은 민족의 정체성을 소거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낳았다. 이러

한 심리적 공포 속에서 인종은 개인 혹은 집단 간에 질서를 부여하고 다

시 차이에 기반을 둔 안정적 세계를 염원하는 사회적 구분기제로 작동하

였다. 르 봉의 대표적 저작인 『군중심리』와 『민족 진화의 심리적 법

칙』은 마치 거울처럼 파리의 대중과 식민지의 원주민을 비추고 있다. 르 

봉은 19세기말 ‘무한한 수’로 증식하면서 세계를 전복, 타락시킬 수 있는 

힘을 ‘인종’과 ‘대중’에서 발견하고 이것에 부르주아의 불안과 혐오를 투

사하였다. 오늘날 프랑스 극우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르 봉이 우려한 ‘

인종’과 ‘대중’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구식민지에서 이주

해온 방리유에 거주하는 ‘야만인’들은 오늘날 프랑스 내에서 대중이 되어 

프랑스의 일자리와 정치, 문화, 종교,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

들은 프랑스에 동화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인종’으로 공화국 시민으로서

의 자질과 능력을 지니지 못해 프랑스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위협이

다. 르 펜을 비롯한 많은 신우익 지도자들이 르 봉의 사상을 소환하는 것

은 우연이 아니다. 

세종대학교, mentend@gmail.com 

주제어(Key Words): 

대중(mass), 인종(race), 계급인종주의(racisme de classe), 종족인종

주의(racisme ethinique), 르 봉(Le 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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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귀스타브 르봉(Gustave Le Bon)과 대중사회 

– 19세기 프랑스의 계급적 인종론과 종족적 인종론-

문 종 현

근대적 인종론에 기여한 다양한 인물 중 ‘인종’과 ‘대중’에 대한 연구로 세

계적 명성을 얻은 지식인이 귀스타브 르 봉(Gustave Le Bon)이다. 그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저작들을 발표한 프

랑스의 대중적 지식인이었다. 생물학,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과 결합된 

인종주의는 식민지에서는 원주민을 식민모국에서는 대중을 열등하게 만

들었다. ‘하층민’과 ‘미개인’이 지닌 ‘보편적 인간’과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계급 인종주의’(racisme de classe)와 ‘종

족 인종주의’(racisme ethnique)는 육체와 정신, 선천성과 후천성을 밝

히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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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ustave Le Bon and mass society: racism of the class and 

racism of the ethnicity

Moon Jonghyun

Le Bon’s behavioural study of horses also sparked a long-standing 

interest in psychology, and in 1894 he released Lois psychologiques 

de l’évolution des peuples. Both were best-sellers, with Psychol-

ogie des Foules being translated into nineteen languages within 

one year of its appearance. Pioneers of social psychology such as 

Gustave Le Bon (1841-1931) combined in their race psychology 

intellectual ability, emotion, and volition with an ideology of race. 

Le Bon understood races as physiologically and psychologically 

distinct entities that shared an immutable race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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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인간유해 수집에서 반환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사례

장 예 나 

Ⅰ. 머리말

인간 신체의 일부분인 유해는 단순한 수집품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영혼이 

깃들여있는 신성한 것이다. 하지만 무덤에서 영면해야할 인간유해가 

수집되었고 대중들에게 전시되었다. 인간유해는 반환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화재 ‘약탈’과는 다르다. 인간유해의 약탈 행위는 죽은 

이에 대한 존경심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며 비도덕·비윤리·비인간적인 

영제국의 잔혹한 행위였다. 근대 박물관의 수집품 중 하나였던 인간유해는 

근대를 지나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반환되지 못한 채 

아직도 박물관에 보관되어있다. 1960년대 이후에 민권운동의 영향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간유해의 반환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아직 큰 성과가 

없으며 인간유해의 반환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도 여전히 부족하다.1)

사실 인간유해에 관한 연구는 독립된 주제로 주목받지 못했고 근대 

박물관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근대 박물관 연구 이론에 함께 적용되었으며 

인간유해는 박물관의 유물이자 전시 사례로 간략하게 언급되었을 

뿐이다. 근대 박물관은 산업 및 자본주의의 발전과 근대, 근대와 제국의 

상징으로서 박물관 ‘전시’라는 도구로 형성된 시각문화와 사회적 관계와 

1) 인간유해 반환관련법이 처음 제정된 곳은 미국으로, 먼저 1989년 국립아
메리카인디언 박물관법(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Act, 
NMAIA)과 1990년 아메리카인디언 분묘보호 및 원상복구법(Native Amer-
ican Graves Repatriation Act, NAGPRA)이 통과되었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박진빈, 「미국 원주민 유물 처리 문제와 반환법의 역사적 의미」, 
『미국학논집』, 43권2호(2011) 참고.

Homo Migrans Vol.17 (Nov. 2017): 31-61

특집



Homo Migrans Vol. 17(Nov. 2017)

32

연관 있었다. 이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1980-90년대에 이르면 미술사 분야에서 근대 미술 전시, 근대 미술관의 

권력, 이데올로기의 관계로 접근했다. 즉 전시란, 단순히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이후 박물관에 

대한 연구는 전시의 정치적 담론에 집중하기 시작했다.2) 근대 박물관은 

식민 제국시기에 근대 권력과 지식의 담론 속에서 권력의 표상을 실현하는 

공간, 제국의 프로파간다를 지지하는 장소였다.3) 인간유해의 수집과 

반환에 관한 문제의식은 이러한 근대 박물관의 특성, 근대 박람회의 

개최, 기인한 볼거리였던 인종전시와 인간 동물원(human zoo), 괴물쇼

(freak show)의 등장, 근대 지식과 편견, 과학의 등장, 인종주의 등 근대 

형성물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된 박물관 연구를 통해 형성되었다. 

오늘날에 박물관 연구는 더 이상 ‘근대’라는 시기에 한정되어있지 않다. 

이는 박물관이라는 주제가 여전히 제국의 상징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제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4) 따라서 박물관 연구는 새롭게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의 현실과 연관 지을 연구로 중요해졌고 오늘날에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 과거 식민지 청산과도 

연관 있다. 식민주의, 제국주의, 인종주의, 근대와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의 

박물관을 연관 짓는 박물관 연구의 진전 속에서 인간유해에 관한 문제도 

2) 윤난지 편,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2, 전시의 담론』 (서울: 눈빛, 
2002), 7-8, 12쪽.

3) 영제국사가 존 매킨지(John MacKenzie)의 『프로파간다와 제국: 영국 대
중 조작하기(Propaganda and Empire: the Manipulation of British Public, 
1880-1960)』에 의하면 제국의 이념은 박람회, 연극, 보이스카우트 활동 
등의 사례들에서 잘 드러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매킨지와 팀 베링어
(Tim Barringer)에 따르면 1851년 박람회 이후 사우스켄싱턴 박물관(South 
Kensington Museum), 즉 오늘날 빅토리아앤알버트 박물관(Victoria & Al-
bert Museum)은 일종의 제국의 파노라마로서 영제국에 관한 지식을 수집하
고 유통하는 식민주의 기관이었다. 베링어는 제국 시기 전시복합체로서의 19
세기 박물관을 ‘삼차원적인 제국의 문서고’ 역할을 하고 영제국의 영광을 드
러내며 제국으로 표상되었던 공간이라고 보았다. 

4) Moira G. Simpson ed., Making Representations: Museums in the Post-
Colonial Er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1); Dominic Thom-
as, “Museums in Postcolonial Europe”, African and Black Diaspora, 
2-2(2009); Robert Aldrich, “Colonial Museums in Europe”, African and 
Black Diaspora, 2-2(2009); 국내에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 할 수 있다. 노
용석, 「라틴 아메리카의 과거청산과 유해 발굴: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과
테말라 사례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12권2호(2010); 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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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간유해가 어떻게, 왜 박물관에 수집되었고 

유물 반환 대상의 하나로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최근에는 박물관과 연구기관 등의 수집품이었던 인간유해의 전시와 

반환에 관해서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는 학술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고학, 인류학, 법학 분야에서도 연구되고 있다.5) 

크레시다 포드(Cressida Fforde)와 폴 턴불(Paul Turnbull) 이 두 학자는 

영국 식민 제국시기를 중심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유해 수집의 과정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식민지 정착민, 공무원, 의사, 여행가, 탐험가, 학자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제국 이후의 문명화 사명: 파리 브랑리 미술관의 경우」, 『역사비평』, 95
호(2011); 김용우, 「식민주의의 그림자들: 새로운 세계사와 서구 포스트-식
민박물관의 경우」, 『코기토』, 71호(2012); 염운옥, 「기념의 과잉, 기억의 
부재: 영국 노예무역 폐지 200주년 기념」, 『서양사론』, 110호(2011); 염
운옥, 「포스트-식민 박물관과 ‘다문화’ 정체성의 재구성: 대서양 노예무역 
폐지 200주년 기념전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95호(2011); 김용우, 
「파리 식민지박물관과 제국주의의 민족화」, 『중앙사론』, 36집(2012); 김
용우, 「그들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 –프랑스 국립이주사박물관과 식민주의-」, 
『서양사론』, 124권(2015); 염운옥, 「리버풀 국제노예제박물관의 전시내
러티브 -노예제 역사의 기억문화 만들기-」, 『사총』, 88권(2016).

5) 대표적 연구 성과로 Robert Layton ed., Conflict in the Archaeology of 
Living Tradi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4); Cressida 
Fforde, Jane Hubert, Paul Turnbull eds., The Dead and Their Posses-
sions: Repatriation in Principle,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Rout-
ledge, 2002); Jane Hubert, Cressida Fforde, “The Reburial Issue in 
the Twenty-First Century”, Gerard Corsane, ed., Heritage, Museums 
and Galleries: An Introductory Reader (New York: Psychology Press, 
2005); Jack Lohman, Katherine J. Goodnow(eds.), Human Remains & 
Museum Practice, Volume 918 (London: Unesco and the Museum of 
London, 2006); Vicki Cassman, Nancy Odegaard, Joseph Powell eds., 
Human Remains: Guide for Museums and Academic Institutions (Lan-
ham: Rowman Altamira, 2007); Paul Turnbull, Michael Pickering eds., 
The Long Way Home: The Meaning and Values of Repatriation (New 
York: Berghahn Books, 2010); Tiffany Jenkins ed., Contesting Human 
Remains in Museum Collections: The Crisis of Cultural Authority (New 
York: Routledge, 2011); Laura Peers, “On the Treatment of Dead En-
emies: Indigenous Human Remains in Britain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Helen Lambert & Maryon McDonald, eds., Social Bodies 
(New York: Berghahn Books, 2013); Maja Petroviæ-Šteger ed., Claim-
ing the Aboriginal Body in Tasmania: An Anthropological Study of Re-
patriation and Redress (Ljubljana: Založba ZRC, 20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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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머리, 골격, 뼈, 골반, 머리카락, 손톱, 연조직, 

원주민들이 착용했던 장신구, 재(ashes)를 수집했고 이러한 것들은 

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 수집과 반환에 관한 사례와 논쟁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지역학과 원주민,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의 태즈메이니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에 수집 및 전시되었다가 오늘날 반환된 

아프리카 부시맨의 일족인 코이산(Khoisan)족의 ‘호텐토트(hottentot, 

말더듬이)의 비너스’라 불렸던 사르키 바트만(Saartjie Baartman), 

멕시코의 어느 한 부족이었으며 다모증으로 유럽인들의 관심을 받았던 

줄리아 파스트라(Julia Pastrana), 얼굴에 문신을 한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Māori)족의 유해인 토이모코(Toi Moko)의 사례와 같이, 유해 

반환의 움직임은 주위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단체들의 유해 반환 운동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 영제국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유해 수집의 행적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에게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인 오늘날까지도 

진행형인 유해 수집과 반환 문제가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에게 얼마나 

비통한 현실인지를 역사적 과정과 연관 지어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과거자체에만 집중하는 연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취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유로 영제국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 수집에 관한 역사를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의 현실에서 바라보면서 실제로 유해 반환이 얼마나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고찰할 것이다. 

Ⅱ장에서는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가 어떠한 이유로 식민 제국의 

박물관에 유물로 간주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 Ⅲ장에서는 18-19

세기에 진행된 영국의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로의 식민지 개척 

이후 식민지 이주 정책과 제노사이드의 과정 속에서 절멸한 마지막 순수 

혈통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남성과 여성, 윌리엄 래니(William Lanney)

와 트루가니니(Truganini)를 둘러싼 죽음과 유해 수집 사건을 사례로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래니 스캔들(Lanney Scandal)’의 발생, 1869

년 태즈메이니아 해부법(Anatomy Act)의 제정 배경과 과정, 법의 내용, 

트루가니니의 유해 수집과정을 통해 당시에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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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연구대상이자, 수집대상으로서 박물관에 소장될 만큼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분석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의 박물관 연구 진행에 힘입어 인간유해의 문제를 새롭게 

고찰해볼 것이며, 이 장에서는 2004년 영국의 ‘인체조직법(Human 

Tissue Act)’의 제정과 ‘17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가 반환된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Ⅱ. 진화론과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유해의 유물화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기원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New Guinea)

에 처음 인류가 살기 시작한 홍적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즈메이니아를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는 서로 연결된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

(Greater Australia)를 이뤘고, 약 3-4만 년 전부터 그곳에 인류가 살기 

시작했다. 원주민들은 적어도 약 4만 년 전부터 본토 오스트레일리아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태즈메이니아를 포함한 곳곳으로 흩어졌다.6) 

약 1만 년 전 본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태즈메이니아가 갈라졌고, 

태즈메이니아는 배스 해협(Bass Strait)에 의해 형성되었다. 배스 해협의 

형성으로 약 4천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과 그들의 거주지는 약 8

천년 이상 본토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고립되었다.7)

태즈메이니아 원주민과 영국인의 만남은 1803년에 오늘날 태즈메이니아
8)의 주도(州都)로 알려진 호바트(Hobart)에 영국인들의 죄수 유형지가 

마련되면서 시작되었다. 영국인들은 오랜 기간 고립된 생활을 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의 외모와 생활상으로부터 자신들과의 차이를 

6) Diamond Jared Mason, 김진준 역, 『총, 균, 쇠: 무기 · 병균 · 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 (서울: 문학사상사, 2005), 450-452쪽.  

7) Lyndall Ryan ed., Tasmanian Aborigines: A History Since 1803 (New 
South Wales: Allen & Unwin, 2012), p. 4.

8) 태즈메이니아는 1642년 11월 2일에 네덜란드인 선장인 아벌 타스만(Abel 
Tasman)에 의해 처음 발견되어 그의 이름을 따 유럽인들에 의해 태즈메이니
아로 불리게 되었다. 태즈메이니아 주는 오스트레일리아의 6개 주(state)-뉴
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빅토리아(Victoria), 사우스오스트레일리
아(South Australia),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Homo Migrans Vol. 17(Nov. 2017)

36

인식했다. 원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양털 같은 곱슬머리와 붉은빛이 도는 

갈색의 피부를 가졌다. 그들의 눈은 움푹 

들어갔고 코와 입이 넓은 편이었고 입술은 

두터웠으며 광대뼈는 눈에 띌 정도로 

튀어나왔다. 상체는 약간 굽었고 체구는 

호리호리했으며 팔은 길고 가늘었다.9) 

일반적으로 그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본토 

원주민들의 겉모습과는 다소 달랐다.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은 인류학자 

요하네스 파비안(Johannes Fabian)

의 이론인 ‘동시성의 부정’에 적합한 

예시로서 원시적 단계 또는 야만적인 구석기 시대의 사람과 같았고10) 

현세기에 여전히 살아있는 가장 미개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사용한 

도구와 형태로 볼 때, 그들은 구석기인, 즉 인간 원형의 증거였다. 예를 

들어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은 대략 20여개의 도구들을 사용했는데 

금속과 뼈가 아닌 돌을 사용해서 나무로 된 도구를 뾰족하게 만들었다.11)

1859년에 생물학자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은 『자연 선택의 

방법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생존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종족의 보존에 

대해(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u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 이하 

종의 기원』에서 종의 분류로부터 종의 ‘진화’의 현상과 개념을 규정했다. 

    태즈메이니아(Tasmania)-와 2개의 준주(territory)-노던(Northern), 오스트
레일리아 수도(Australian Capital)-로 구성되어 있고 남쪽에 위치한 빅토리
아 주로부터 약 240 킬로미터(㎞) 남쪽에 위치해있으며 면적은 약 68,000제
곱킬로미터(㎢)로 6개의 주 중에서 가장 작다. 

9) William E. L. H. Crowther, “The Passing of the Tasmanian Race, 1803-
1876”,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934), p. 5; Jared Diamond, 
“Ten Thousands Years of Solitude”, Discover, 14-3(1993), p. 50.

10) Patrick Brantlinger ed., Dark Vanishings: Discourse on the Extinc-
tion of Primitive Races, 1800-1930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3), p. 2.

11) Diamond, “Ten Thousands Years of Solitude”, p. 51.

[그림 1] 홍적세기의 그레이

터 오스트레일리아

(출처: Lyndall Ryan, 

Tasmanian Aborigines,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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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은 이 책의 제4장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에서 자연 선택을 

진화론의 핵심 메커니즘이자 생존 경쟁의 조건으로 보았다. 자연 선택은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극심한 기후, 먹이 부족, 

서식지 교란과 같은 번식체계를 뒤흔드는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말한다.12) 이러한 반응은 종의 생존과 멸종(extinction)을 결정짓는 

요소였다.13) 1871년에 출간된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 이하 인간의 유래』에서 다윈은 

자연 선택을 인간의 진화, 생존, 멸종의 조건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다윈은 1803년 이후 영국의 식민지가 된 태즈메이니아에서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을 백인과의 

접촉으로 자연 선택과 생존 경쟁을 겪고 있는 곧 멸종할 인간의 종으로 

보았고 진화론의 예시로 들기도 했다.14)

다윈의 『종의 기원』과 『인간의 유래』의 출간과 진화론의 등장 

이후에 1880년을 기점으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15) 영국 식민지인들이 발견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은 종의 

기원을 밝히는 ‘살아있는 화석(living fossil)’이자, 인류 기원의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였다. 즉 다윈의 이론 속에서 멸종할 인간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새로운 인간 종으로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은 ‘근대 호모

(modern Homo)’로 관심의 대상이었다. 태즈메이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남쪽으로 떨어져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보다 약 20-30년 

정도 늦게 발견된 신대륙이었다. 고립된 기간이 길었던 만큼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의 유해는 유물로 소장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었다. 형태학상으로 

12) David Quammen, 이한음 역, 『신중한 다윈씨: 찰스 다윈의 진면목과 진화론
의 형성 과정』 (서울: 승산, 2008), 233-235쪽.

13) Gillian Beer, “Darwin and the Uses of Extinction”, Victorian Studies, 
51-2(2009), pp. 321-322.

14) Charles Darwin, 김관선 역, 『인간의 유래 1』 (서울: 한길사, 2006), 282-
286쪽.

15) Paul Turnbull, “The Vermillion Accord and the Significance of the 
History of the Scientific Procurement and Use of Indigenous Austra-
lian Bodily Remains”, Paul Turnbull & Michael Pickering, eds., The 
Long Way Home: The Meaning and Values of Repatriation (New York: 
Berghahn Books, 2010). p. 127.



Homo Migrans Vol. 17(Nov. 2017)

38

유인원과 최초의 인간이라고 일컬어지는 ‘호모 프리미지니어스(Homo 

primigenius)’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진보한 살아있는 인간 화석으로 

간주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은 인간의 기원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졌다.16) 태즈메이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각각 원시 

석기시대와 중기 구석기를 대표했다.17) 즉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은 현생 

인류인 네안데르탈인의 원형이었다.18) 그 결과 그들은 박물관의 전시와 

분류에 있어 인류 발달 단계의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했다.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두개골로부터 ‘원시성’의 특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학자들은 태즈메이니아 원주민과 다양한 인종들의 두개골, 골반뼈, 

척추뼈 등을 수집했다.19)

박물관의 전시와 분류에도 진화론적 원칙이 적용되었다.20) 18세기 후반에 

발견된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개한 원주민, 즉 신(新)인류가 오랜 기간 

고립되어 거주하는 지역이었고 그들의 유해는 진화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물로서 주목을 받았다.21) 박물관 연구자 토니 베넷(Tony Bennett)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고고학적 발굴을 위해 땅을 깊게 팔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원주민의 삶 자체가 선사 고고학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의 고고학은 진화의 ‘그라운드 

제로’로서 시간 밖에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영국을 정점으로 하는 

16) Cressida Fforde ed., Collecting the Dead: Archaeology And The Re-
burial Issue (London: Duckworth, 2004), p. 30. 

17) Cressida Fforde, “Collection, Repatriation and Identity”, Cressida 
Fforde & Jane Hubert & Paul Turnbull, eds., The Dead and Their Pos-
sessions: Repatriation in Principle,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2003); George Stocking(ed.), Victorian Anthropolog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1), p. 274.

18) Layton, Conflict in the Archaeology of Living Traditions, p. 185.

19) Cressida Fforde, “English Collections of Human Remains”, World Ar-
chaeological Bulletin, 6(1992), p. 2.

20) Tony Bennett, “The Exhibitionary Complex”, Reesa Greenberg & Bruce 
W. Ferguson & Sandy Nairne, eds., Thinking about Exhibitions (London 
and New York: Psychology Press, 1996), p. 99; John M. MacKenzie(ed.), 
Museums and Empire: Natural History, Human Cultures and Colonial 
Identities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0), p. 1; Turnbull, “The Vermillion Accord”, p. 127.

21) Bennett, “The Exhibitionary Complex”, pp.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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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과정의 출발점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교육운동의 중심인물인 찰스 

롱(Charles Long)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살아있는 화석의 땅’일뿐 아니라 

‘고생물학의 유배지’라고 했다. 이런 시각은 영국의 많은 박물관에서 

원주민의 공예, 자연사, 민족학을 전시와 배치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살아있는 박물관(living museum)’이었고 이러한 

시각은 20세기에도 이어졌다.22)

나아가 19세기 박물관은 역사, 미술사, 고고학, 지질학, 생물학, 인류학 

등의 근대 지식 체계 속에서 새로운 전시 공간으로 발전했다. 특히 

인류학은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의 맥락에서 식민주의 서구 지식체계의 

산물이자 이데올로기였다. 고고학과 인류학은 식민지와의 접촉을 통해 

성장하였고 ‘식민지 타자’의 발견은 곧 ‘유럽 자신’의 발견이었다.23) 

인류학의 발전으로 유럽인들과 다르게 생긴 원주민들은 이상한 몸을 가진 

생명체이자 당시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 증거물로서 해부의 대상이었다. 

또한 그들은 자연과 문화, 서구와 비서구의 문명, 민족(peoples)과 인종

(races)을 구분해주는 미개한 민족(primitive peoples)으로서 역사 

속에서 낙오자이자 타자로 여겨졌다.24) 박물관에서 인류학은 서구 

문명의 역사를 미개인들의 역사와 연결 혹은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다. 

원주민들은 박물관과 인류학의 결합과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위치와 진화론의 연속선상에 존재했으며 진화가 아닌 ‘진보’라는 

수사법에 영향을 받았다. 이는 다윈의 진화론에서 진보의 이면으로서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인종 계서제에 따라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은 

진화론의 직선에서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존재였다. 즉 박물관은 

빅토리아 시대의 진보 서사를 완성하는 곳이었고 박물관의 전시품이 된 

22) Tony Bennett ed., Past beyond Memory: Evolution, Museums, Colo-
nialism (London: Routledge, 2004), p. 50.

23) Chris Gosden, 성춘택 역, 『인류학과 고고학』 (서울: 사군자, 2001), 58쪽.

24) 미국과 유럽에 널리 퍼져있던 박람회의 야만적 오락 행사였던 괴물쇼와 인
간동물원에서 유명한 여자 주인공이었던 아프리카 부시맨의 일족인 코이산
(Khoisan)족의 ‘호텐토트(hottentot, 말더듬이)의 비너스’라 불렸던 사르키 
바트만(Saartjie Baartman)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바트만이 죽은 후에 프랑
스 해부학자인 조르주 퀴비에(Georges Cuvier)는 그녀를 해부해서 석고본을 
뜨고 뇌와 생식기를 잘라 포르말린 유리병에 담았다. 그 유리병은 뼈와 함께 
프랑스 인류학 박물관(Musée de l’Homme)에 보관되었다. Bennett, “The 
Exhibitionary Complex”, p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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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유해는 인종주의의 근거가 되었다.25)

Ⅲ.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절멸 정책과 유해 수집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이 아닌 멸종될 종의 ‘운명’

으로 여겨졌다.26) 그러나 실질적으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죽음은 

인종주의와 더불어 식민 정책과 제노사이드로 인한 ‘절멸’로 이해되어져야 

한다.27) 아서 필립(Arthur Philip)이 1788년 시드니에 죄수 유형지를 

25) 그리고 박물관 연구자 토니 베넷은 과거를 가시화하는 박물관의 역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첫째, 박물관은 각 분과학문의 ‘실험실’이
었다. 박물관은 인류학, 고고학, 자연사 같은 역사과학(historical sciences)
이 구성하는 ‘과거’를 사고 가능하고, 인식 가능한 실체로 만들기 위한 ‘맥락’
을 제공하는 실험실이라는 것이다. 둘째, 박물관 전시는 ‘과거’를 19세기 말 

    ‘대중문화’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로써 박물관은 
대중에 대한 통치의 새로운 전략을 제공해주었다. 다윈주의와 진화론의 자
기장(磁氣場) 안에서 박물관은 과거, 특히 ‘기억 너머 먼 과거(pasts beyond 
memory)’를 발견하고 생산하는 ‘기억기계(memory machine)’의 역할을 했
다고 베넷은 말한다. Bennett, Past beyond Memory, p. 2. 염운옥, 「옥스퍼
드 피트리버스 박물관과 진화론」, 『영국연구』, 30권(2013), 179쪽 재인용

26) 약 1만 년 동안 고립된 삶에서 살아남았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수가 줄어
든다는 사실은 근대 세계와의 접촉이래로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설명되었다. 
원주민들의 절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야만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
되었다. 전쟁, 유아 살해 풍습, 미망인 교살과 식인 풍습이 바로 자멸(self-
exterminating)의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당시 서구인들은 이들의 생활상을 
백인 문명의 진보와 다른 것으로 파악했고, 모든 미개한 인종들은 불운한 삶
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으며, 절멸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했다. 

27) 태즈메이니아의 제노사이드를 ‘식민지 제노사이드(colonial genocide)’ 또
는 ‘프런티어 제노사이드(frontier genocide)’라고 본다. 이는 주로 3단계로 
진행되는데, 유럽인들의 식민지 개척지로의 침입, 원주민 절멸, 보호 구역으
로의 강제 이주가 그것이다. 태즈메이니아의 제노사이드 현상에 관해서는 
A. Dirk Moses, “An Antipodean Genocide? The Origins of the Geno-
cidal Moment in the Colonization of Australia”,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2-1(2000); 최호근 편,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서울: 책세상, 2005); Ann Curthoys, “Genocide in Tasmania: The His-
tory of an Idea”, A. Dirk Moses ed., Empire, Colony, Genocide: Con-
quest, Occupation, and Subaltern Resistance in World History (New 
York: Berghahn Books, 2008); Shayne Breen, “Extermination, Extinc-
tion, Genocide: British Colonialism and Tasmanian Aborigines”, René 
Lemarchand ed., Forgotten Genocides: Oblivion, Denial, and Memo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1) 참고.



41

영국의 인간유해 수집에서 반환까지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건설한 이래로 18세기 후반에 영국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에 

식민지를 개척했고 19세기 초에는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남쪽에 위치한 

반 디멘즈 섬(Van Diemen’s Land)에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했다. 이곳이 

태즈메이니아였다.28) 오스트레일리아의 발견과 정착은 ‘빈 땅’과 

‘주인 없는 땅’, 즉 ‘무주공산(terra nullius)’의 원칙에 입각해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을 부정하고 토지를 정복했으며 식민지 개척의 타당성을 

부여해왔다.29)

곧 정착민과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간에 토지와 식량문제 등의 작은 

충돌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1824년에 태즈메이니아로 부임한 부총독

(Lieutenant-Governor) 조지 아서(George Arthur)는 정착민과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인의 우월성을 

내세웠고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자 했다. 기독교로의 

개종은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을 문명화시켜 백인 사회에 동화시키고 

화해시키려는 전략이었다. 한편 아서는 정착민들이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영국법에 따라 그들을 보호하고자 

했다.30) 그러나 정착민을 향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의 심한 공격적 

성향과 괴롭힘을 두려워했던 아서는 정착민들을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했다.31) 아서는 1828년 11월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적 방법의 

하나였던 ‘검은 선(Black Line)’ 전략, 즉 원주민들을 포획하여 고립된 

지역으로 몰아넣는 먹이사슬과 같은 사냥 기술을 사용했다. 

     다윈 이전에도 자연사, 정치, 경제, 민족지학과 인종학 분야 등의 학자들은 미
개한 인종들과 그들의 불운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Jared 
Diamond, “Ten Thousands Years of Solitude”, p. 50; Patrick Brantlinger 
ed., Taming Cannibals: Race and the Victorians (Ithaca: Cornell Uni-
versity Press, 2011), pp. 1-2; Brantlinger, Dark Vanishings. pp. 13-15.

28) 본래 태즈메이니아는 식민지 정착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 디멘즈 섬으로 불렸
다. 그러나 1855년에 자치정부가 된 반 디멘즈 섬은 태즈메이니아로 이름을 
변경했다. Ryan, Tasmanian Aborigines, p. 259.

29) John Cove ed., What the Bones Say: Tasmanian Aborigines, Science 
and Domination (Ontario: McGill-Queen’s Press, 1995), p. 31.

30) Moses, “An Antipodean Genocide?”, p. 98.

31) Cove, What the Bones Say, pp. 25-26; Ryan, Tasmanian Aborigines, pp.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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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에 걸친 검은 전쟁(Black War, 

1828-1832) 이후에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은 식민지의 업무를 

도우면서 원주민들의 신망을 얻고 

있던 선교사 조지 어거스터스 로빈슨

(George Augustus Robinson)을 

따라 오스트레일리아 본토 대륙과 

태즈메이니아 섬 사이의 배스 해협에 

위치한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의 

플린더스 섬(Flinders Island)의 

와이발레나(Wybalenna)라는 보호 

구역으로 이동했다. 플린더스 섬의 

보호 구역은 마치 집단 수용소와 

같았다. 그러나 1847년에 플린더스 

섬의 보호 구역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남아있던 원주민들은 다시 

호바트의 남동쪽으로 약 30킬로미터 아래에 위치해있는 반 디멘즈 섬의 

오이스터 만(Oyster Cove)으로 이주했다.32)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남성 

래니와 여성 트루가니니는 와이발레나로 강제 이주되었다가 약 20년 

만에 태즈메이니아 섬의 오이스터 만에 정착했다. 검은 선 전략과 검은 

전쟁의 발발 이후에 문명화시킨다는 의도로 시작된 원주민 강제이주 

정책으로 대략 100-200명 이상의 원주민들이 플린더스 섬으로 

이동했다. 원주민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었는데, 1835년에는 65명이 

죽었고 3년 후에는 대략 80명만이 남아있었다.33) 역사학자 제임스 본윅

(James Bonwick)에 따르면 그가 1859년에 오이스터 만에 도착했을 때, 

오직 9명의 여성과 5명의 남성, 총 14명의 원주민만이 살아남아 있었고 

32) Ryan, Ibid., p. 251.

33) Moses, “An Antipodean Genocide?”, p. 99.

[그림 2] 1860년에 생존했던 14

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중 9명의 

단체 사진(맨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트루가니니임) 

(출처: Lyndall Ryan, Tasmanian 

Aborigines,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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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에는 마지막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남성이었던 래니34)와 마지막 

여성인 트루가니니35)가 있었다고 한다.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은 검은 

전쟁, 포획과 추방, 감금의 과정에서 살인, 학살, 질병, 기후, 식단 문제에 

노출되었고 결국 그들은 절멸했다.36) 결국 1869년에 태즈메이니아 순수 

혈통의 마지막 남성 래니가, 1876년에 마지막 여성 트루가니니가 각각 

사망하면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멸종될 종으로서 

‘마지막’과 ‘순수 혈통’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들은 멸종의 상황 

속에서 과학적·인종적으로 타자이자 

약한 존재이며 인간의 진화와 인간의 

단계를 증명하는 과학적이고 호기심의 

대상으로서 식민제국의 한정된 

자원으로 취급받았다. 과학자들은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의 유해를 

소유하고자 했다. 1869년에 마지막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남성이었던 

34)  래니는 래인(Lanne)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는 1835년에 코얼 강 
(Coal River)에서 태어나 1842년에 가족과 플린더스 섬으로 이동했다. 호바 
트 타운 남쪽 오이스터 만으로 이동한 래니는 1847년 12월 28일에 퀸즈 고 
아원(Queen’s Orphan Asylum)에서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았다. 래니는 똑
똑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프로테스탄트로 개종
했다. 1853년 1월에 태즈메이니아의 농부 윌리엄 럼니(William Rumney)의 
견습 생이 되었으며, 그 후 다시 고래잡이배의 선원으로 생활했다. 평소 래
니는 맥 주와 럼주에 빠져있었고 몇 주 후에 콜레라성의 설사병에 걸려 치료
를 받다가 3월 3일에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했다. Stefan Petrow, “The 
Last Man: The Mutilation of William Lanne in 1869 and its Aftermath”, 
Aboriginal History , 21(1997), pp. 93-95; Ryan, Tasmanian Aborigines 
, pp. 254255, 261. 

35) 트루가니니는 트루카니니(Trukanini와 Trucanini)와 트루거나너(Truger-
nanner)라고도 알려져 있다. 그녀는 1812년에 라이루쿼니(Lyluequonny) 
씨족의 족장이었던 메이저너(Mangerner)의 딸로 태어났다. 트루가니니는 
1829년에 우라디(Woorraddy)와 결혼했으며, 우라디는 1847년 이후에 죽었
다고 알려져 있다. 트루가니니는 1874년 겨울부터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호
바트 맥쿼리 거리(Macquarie Street)의 댄드리지(Dandridge) 가족의 집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았고 1876년에 죽었다. Ryan, Ibid., pp. 268-269

36) Breen, “Extermination, Extinction, Genocide”, pp. 78-86.

[그림 3] 윌리엄 래니와 

트루가니니

(출처: http://collectionsearch.

nma.gov.au/ce/

Truganini?object=31456) 

(검색일: 2017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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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니가 죽은 후에 래니의 시체와 무덤이 훼손되는 ‘래니 스캔들(Lanney 

Scandal)’이 발생했다. 유럽인들에 의해 마지막 태즈매니안이자, 순수 

혈통의 ‘태즈메이니아의 왕(King of the Tasmanians)’ 또는 ‘킹 빌리

(King Billy)’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래니는 1869년 3월 3일에 

호바트 시내의 종합병원에서 죽었다. 당시 호바트 종합병원의 명예 

공중보건의였던 윌리엄 로데윅 크레더(William Lodewyk Crowther)

는 그의 아들 아서 빙엄 크레더(Arthur Bingham Crowther)와 호바트 

종합병원의 영안실에 몰래 들어가서 래니의 두개골을 잘라 가지고 

나왔다. 래니의 머리가 있었던 자리에는 다른 사람의 머리가 놓여 있었다. 

윌리엄 크레더는 스코틀랜드인 교사였던 토마스 로스(Thomas Ross)의 

두개골을 래니의 두개골이 있던 자리에 놓았고 그 위에 벗겨진 래니의 

피부를 덮어 놓았다. 

크레더는 런던 왕립외과대학의 헌터박물관을 대표하는 사람이자 

태즈메이니아 왕립협회(Royal Society of Tasmania)의 회원이기도 

했다. 또한 그는 헌터박물관의 관리 위원이었던 윌리엄 헨리 플라워

(William Henry Flower)와 친분이 있었다. 크레더는 플라워를 위해 종종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해골을 수집했고 래니의 두개골 역시 플라워에게 

보내고자 했다. 크레더는 플라워에게 보내는 편지에 래니의 골격을 

‘아주 특별한 두개골’이라고 묘사했다. 또한 편지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은 곧 멸종할 것이므로 그들의 유해는 수집의 

지속성과 독특성을 보장한다고 언급했다. 즉 래니의 뼈는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37)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즈메이니아 왕립협회 회원 몰튼 알포트(Morton 

Allport)는 호바트 종합병원의 외과의사인 조지 스토켈(George Stokell)

에게 래니의 손과 발을 보호하라고 지시했고 두개골을 제외한 나머지 

유해가 잘 매장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3월 6일 래니의 친구들과 대중들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줄 모른 채 손, 팔, 발을 넣어 잘 봉한 관을 가지고 

성(聖) 데이비스 교회(St. Davis’s Church)로 향했다. 그러나 그날 

37) Helen MacDonald ed., Human Remains: Dissection And Its Histories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6),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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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스토켈은 관이 들어있는 무덤을 파헤쳤고 래니의 나머지 유해와 

피부를 가져갔다. 무덤 도굴 행위와 래니의 유해가 도난당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38) 래니의 신체는 당시 태즈메이니아의 7대 

식민장관(Colonial Secretary)이었던 리차드 드라이(Sir Richard Dry)

와 태즈메이니아 왕립협회가 독차지하려고 감시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 크레더는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중요한 신체를 영국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전부터 드라이에게 여러 번에 걸쳐 원주민의 

유해를 얻을 수 있도록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했지만 

거절당했다. 이것은 래니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39) 크레더와 달리 

식민장관 드라이와 태즈메이니아 왕립협회의 주요 인물이었던 제임스 

윌슨 애그뉴(Sir James Willson Agnew)와 알포트는 아주 가치 있는 

유해로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신체를 태즈메이니아에서 소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40)

마지막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이었던 래니의 죽음은 대중의 관심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래니의 사건을 계기로 1869년 10월 22

일에 태즈메이니아에서는 인체해부학의 폐해를 인식한 대중의 지지로 

‘해부실습 규제법(An Act for Regulating the Practice of Anatomy)’

이 제정되었다. 영국의 1832년 해부법을 참고한 1869년 태즈메이니아 

해부법은 서문과 1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869년 법은 1832

년 법의 주요 내용인 해부학상의 검시를 위한 공식 허가증 체제, 신체의 

합법적인 공급과 분배를 위한 감독관 임명, 그리고 제한된 시간-영국의 

경우에는 48시간, 태즈메이니아의 경우에는 24시간-이내에 죽은 사람의 

친척과 가족 또는 죽기 전 당사자의 유언에 따라 해부 동의와 반대를 

38) MacDonald, Ibid., p. 137; Fforde, Collecting the Dead, pp. 45-46; Ryan, 
Tasmanian Aborigines, pp. 264-267; Petrow, “The Last Man”, pp. 96-
99.

39) Helen MacDonald, “A Scandalous Act: Regulating Anatomy in a Brit-
ish Settler Colony, Tasmania 1869”, Social History of Medicine, 20-
1(2007), p. 40.

40) MacDonald, Human Remains,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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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수 있는 법 조항들을 답습했다.41)

1869년 법에서는 3조, 4조, 5조항의 내용들을 주목해야 한다. 

태즈메이니아 해부법의 3조와 4조에 따르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유언집행자, 남편 또는 아내, 가장 가까운 친척 둘 이상의 증인들 앞에서 

구두로 또는 문장으로 죽은 후에 해부를 원하고 또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그는 해부되지 않았다. 또한 죽은 이의 살아있는 남편 

또는 아내와 친척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가 해부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시체 기부와 해부의 동의, 

즉 선택권과 자기 신체 보호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3

조의 규정대로 본다면 래니는 친척들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태를 막지 

못했다. 그리고 5조에 따르면 태즈메이니아 

해부법은 죽은 이의 가족에게 죽음을 알려 

해부될 것인가에 관한 여부를 확인하는데 

24시간이 주어졌다. 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요청이 없다면 죽은 이는 

해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가족 구성원에게 그 또는 

그녀의 죽음을 알리는 공무상의 조치가 

없었고 죽음을 알리는 데에 24시간은 매우 

촉박한 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나면 죽은 사람은 해부될 수밖에 없었다. 

5조의 내용은 래니의 시체를 훔친 크레더가 

내세웠던 주장으로, 해부학을 원하고 유해를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조항이었다.42)

1869년 법은 영국의 해부법을 참고했지만 

41) MacDonald, “A Scandalous Act”, pp. 48-51; Norman M. Keith, Thomas 
E. Keys, “The Anatomy Acts of 1831 and 1832: A Solution of a Medical 
Social Problem”, AMA Arch Intern Med, 99-5(1957), p. 688.

42) The Anatomy Act (1869)(TAS) 3, 4, 5; MacDonald, Human Remains, pp. 
165, 180-181

[그림 4]1904-1947년까지 

전시된 트루가니니의 유해

(출처: http://

tasmanianamusing.

blogspot.kr/

http://www.olestig.dk/

english/index.html (검색일

: 2017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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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내용들은 태즈메이니아의 상황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었다. 이러한 조항은 사실상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유해를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게 해주었다. 더욱이 해부학 실습용의 시체를 얻기 

위해 살인이 발생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던 당시 영국과 달리, 

태즈메이니아에서는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적었고 식민지 의사들이 

해부할 시체가 부족하지도 않았다.4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부법이 

불리하게 제정된 것은 유물로서 마지막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유해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었다.44) 더욱이 타자의 몸을 도구로 여겼던 

19세기 과학은 과학적 인종주의의 지식을 생산시켰고 인종에 대한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담론을 만들어냈으며 원주민들을 ‘열등’한 ‘타자’로 

만들었다. 두장폭지수(cephalic index)의 방법, 비교해부학(Comparative 

Anatomy), 두개골과 각종 신체의 뼈를 측정하는 두개골학(Craniology), 

체질인류학(Physical Anthropology), 골상학(Phrenology) 등의 

인체측정학(Anthropometry)의 발달로 학자들은 인간 종의 문화와 지적 

능력을 다양하고 주관적으로 분석하고 분류했다. 여기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었다.45)

1869년 태즈메이니아 해부법은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래니의 

시신 훼손 사건을 접한 트루가니니는 자신이 죽으면 분명히 자신의 유해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였던 목사 헨리 드레서 

아킨슨(Henry Dresser Atkinson)에게 당트르카스토(D’Entrecasteaux) 

해협의 가장 깊은 곳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부탁했다. 트루가니니는 자신이 

죽은 후 자신의 시체에 누구도 손대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78년에 태즈메이니아 왕립협회는 그녀의 

무덤을 끝내 파헤쳤고 해부학 교수였던 리처드 제임스 아서 베리(Richard 

James Arthur Berry)가 있는 멜버른으로 그녀의 유해를 보냈다. 

트루가니니는 1888년 멜버른 박람회에서 전시되었고 1904년부터 1947

년까지 왕립협회의 태즈메이니아 박물관 및 미술관(Tasmanian Museum 

43) MacDonald, “A Scandalous Act”, pp. 40-42.

44) MacDonald, Human Remains, p. 138.

45) Nancy Stepan(ed.), The Idea of Race in Science: Great Britain, 1800-
1960 (Oxford: Macmillan, 1982), p. 97; Cove, What the Bones Say, pp. 
45-46; Stephen Jay Gould, 김동광 역, 『인간에 대한 오해』 (서울: 사회평
론, 2003),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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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rt Gallery)에 전시되었다. 래니와 트루가니니의 유해는 백인들의 

과학의 승리를 의미하는 일종의 전리품이었다.46)

 Ⅳ. 2004년 인체조직법의 제정과 유해 반환

영국의 148개 연구기관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대략 61,000구의 

인간유해가 132개의 기관에 보관되어 있다. 영국의 개인 갤러리와 

박물관, 병원, 고고학, 인류학 그리고 해부학과와 관련된 공공 기관에서는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을 포함해 세계 모든 곳의 원주민들의 유해를 

수집했다.47) 특히 자연사박물관은 전 세계의 인종과 500,0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수집된 완전하게 보관된 해골에서부터 손가락 뼈 하나까지 

19,950개의 다양한 인간유해의 표본을 보유하고 있다.48)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은 인간유해를 통해서 인간의 기원, 인구의 다양성, 인구의 

분산, 과거의 사람들이 살았던 당시의 환경들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있다. 수많은 인간유해 가운데에서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는 

학자들에게 특별하고 독특한 연구 자료였다.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고립된 채 생활해왔다는 이유로 유전적으로 가까운 

본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다른 지역의 인간과 많이 달랐으며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지막 순수혈통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남성 래니와 여성 트루가니니의 유해는 신기한 생김새로 관심을 

46) Lyndall Ryan, “The Struggle for Trukanini 1830-1997”, Tasmanian 
Historical Research Association Papers and Proceedings, 44-3(1997), 
p. 161; Ryan, Tasmanian Aborigines, pp. 263, 270; MacDonald, Human 
Remains, pp. 88, 123; Karen Fox ed., Maori and Aboriginal Women in 
the Public Eye: Representing Difference, 1950-2000 (Canberra: ANUE 
Press, 2011), p. 4.

47) Jeanette Greenfield ed., The Return of Cultural Treasur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 157; Fforde, Collecting the Dead, 
p. 1; Fforde, “English Collections of Human Remains”, pp. 1-4; N. J. B. 
Plomley, “Tasmanian Aboriginal Material in Collection in Europe”, Th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of Great Britain and Ire-
land, 91-2(1961), pp. 221-227; 이 외에 유해 수집가들의 예시는 Helen 
MacDonald, Human Remains, pp. 96-135와 Turnbull, “Scientific Theft 
of Remains”, pp. 95-96 참고.

48) Jenkins, Contesting Human Remains in Museum Collections,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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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었던 호기심의 대상이자 인간 종의 기원을 밝히는 열쇠로서 과학적 

연구에 중요했으며 박물관에 소장될 가치가 있었다. 

영국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원주민의 유해 반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1990년대에 리버풀 왕립아동병원[Royal Liverpool 

Children’s Hospital(Alder Hey)]과 브리스톨 왕립병원(Bristol Royal 

Infirmary)에서 사후 부검된 어린이들의 조직이 보관되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1832년 해부법에서 ‘동의(consent)’의 개념을 

규정한 이래로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49) 영국에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였던 ‘알더 헤이 오건 스캔들(Alder Hey Organ 

Scandal)’은 유해의 수집과 보관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과거 식민지시기에 발생한 원주민의 유해 반환 문제가 이 사건에 

‘편승(piggybacking)’되어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신체, 신체일부분, 

장기, 조직을 보관하는 사회 문제를 잠재우고 원주민의 유해 반환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2004년에 인체조직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2004년에 영국에서 제정된 인체조직법은 1832년 

해부법에서 유래한다. 1832년 해부법은 152년간 유지되었고 1984년에 

한차례 개정되었다가 2004년에 인체조직법으로 대체되었다.50)

1999년 영국 노동당 정부는 문화재 소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원특별위원회(House of Commons Select Committee)를 만들었고 

특별히 인간유해와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문화미디어스포츠부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를 지정했다. 인간유해의 

반환법을 지지하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예술부장관 앨런 

하워스(Alan Howarth)는 2001년 5월 인간유해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

(The Working Group on Human Remains)를 구성했다. 인간유해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2003년 10월에 『인간유해 특별조사보고서

49) Samuel J. M. M. Alberti ed., Morbid Curiosities: Medical Museums in 
Nineteenth-Century Brita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205; Jenkins, Ibid., pp. 25-32.

50) Samantha Taylor, David Wilson, “The Human Tissue Act (2004), Ana-
tomical Examination and the Importance of Body Donation in Northern 
Ireland”, Ulster Medical Journal, 73-3(2007), p. 124; Jenkins, Ibid.,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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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Human Remains)』를 

제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유해 특별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51) 그리하여 계속 불거지고 있는 원주민 유해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의회에서는 ‘인체조직법안(Human 

Tissue Bill)’에 대해 논의했다. 이 법안의 목표 중의 하나는 영국의 

국립박물관으로부터 인간유해를 반환시키도록 하는 것이었다.52) 마침내 

2004년 인간유해의 처분을 허용하는 인체조직법53)이 가결되면서 2006

년 4월부터 잉글랜드, 웨일즈와 북아일랜드에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스코틀랜드는 자체적으로 인체조직법을 마련했다. 

인체조직법과 함께 설립된 인체조직관리공단(Human Tissue Authority)

은 인간유해와 조직의 제거, 보유, 사용을 규정하고 처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단속했으며 박물관 측에서 수집품인 인간유해를 어떻게 

다뤄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더 나아가 문화미디어스포츠부와 

박물관협회(Museum Association)에서 마련한 『박물관의 인간유해 

관리지침(Guidance for the Care of Human Remains in Museums)』

은 인간유해를 책임지고 주의를 기울여 사용하며 모든 나라를 총망라해 

인간유해를 반환해야한다는 시사점을 남겼다.54)

영국의 다수의 박물관과 각종 기관에 보관되어있는 많은 원주민의 유해는 

51) Hansard, vol. 413, cc11-2, 2003. 11. 10.

52) Hansard, vol. 416, cc307-8W, 2004. 1. 6.

53) 인체조직법은 다섯 가지의 주요한 목적과 의의를 가진다.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은 친척 또는 부모의 동의 없이 특정한 목적과 연구를 위해서 
인간의 신체, 신체일부분, 장기, 조직 등을 취할 수 없다. 둘째, 이 법은 보호 
장치와 처벌을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동의 없이 조직과 장기의 보유로 초래된 
반복되는 곤경을 막을 것이다. 셋째, 이 법은 대중의 신뢰를 향상시킬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연구와 이식을 위해 조직과 장기의 가치 있는 사용에 기꺼
이 동의할 것이다. 넷째, 이 법안은 또한 신뢰를 향상시킬 것이다. 그 결과 연
구, 교육, 이식을 위해 적절하게 공인된 공급은 유지되고 향상될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원주민 후손의 요청에 응하여 국립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원주민의 유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Hansard, vol. 416, 
cc984-1045 984, 2004. 1. 15; 그리고 상세한 법의 내용은 http://www.
legislation.gov.uk/ukpga/2004/30/contents (검색일: 2017년 10월 15일) 
참고.

54) Jenkins, Contesting Human Remains in Museum Collections, pp. 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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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과학 연구의 대상이기 때문에 

유해의 반환은 쉽사리 성사되지 못했다.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과 

자연사박물관은 1963년에 제정된 영국박물관법(British Museum Act)

에 따라 인간유해의 처분을 반대한 대표적인 기관이다. 특히 2004년에 

인체조직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영국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왕립외과대학

(Royal College of Surgeons),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케임브리지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의 덕워스 컬렉션(the 

Duckworth Collection)과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s 

of Scotland)을 중심으로 한 인간유해의 반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55) 그 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박물관의 전시품이자 과학 연구의 

대상이었던 인간유해의 반환과 처분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영국박물관법에 따르면 박물관 신탁관리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박물관 

소장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처분될 수 없다. 이 법의 3조 4항에 따르면 

박물관 소장품의 처분에 대해서는 5조와 9조를 참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56) 영국박물관법의 유물 처분의 기준은 인간유해의 반환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11월에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센터

(Tasmanian Aboriginal Centre)가 영국 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7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16구는 어른이고 1구는 어린 소년이다. 16

구중에 4구는 여성이고 3구는 남성이며, 나머지 9구의 성별은 구분할 수 

없다-의 유해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2004년에 인체조직법이 제정된 이후에 박물관의 어떠한 소장품도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던 영국박물관법은 인체조직법 47조에 

따라 더 이상 반환 거부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인체조직법은 원주민 

55) Petroviæ-Šteger, Claiming the Aboriginal Body in Tasmania, p. 47. 

56) 5조 1항에 의하면 복제품, 사진과 같은 프린트된 복사물, 1850년대 이전에 만
들어진 물품이 아닌 것, 학생들의 흥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 있는 
소장품들은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게다가 5조 2항에 따라 물리적 감모(減耗)에 의한 소장품과 박
물관에 피해를 주는 해로운 유기체들은 박물관을 유지하는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도 처분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9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몇
몇 박물관들의 신탁관리자들은 동산의 소유품을 서로 교환 및 거래할 수 있
고 교환한 소장품은 선물 또는 기증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British Museum Act (1963)(UK) 3(4), 5(1)&(2), 9(1)&(2).



Homo Migrans Vol. 17(Nov. 2017)

52

후손의 요청에 응답하고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원주민의 유해를 반환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인체조직법의 ‘인간유해의 매각에 대한 

권한’에 따른 47조의 1항에 제시된 9개 국립박물관-왕립무기고박물관

(Royal Armouries) 이사회, 영국박물관 신탁관리자, 제국전쟁박물관

(Imperial War Museum) 신탁관리자, 런던박물관(Museum of London) 

이사회, 국립해양박물관(National Maritime Museum) 신탁관리자, 현 

리버풀박물관(Museum of Liverpool) 이사회, 자연사박물관 신탁관리자, 

과학박물관(Science Museum) 이사회, 빅토리아앤앨버트박물관 

이사회-은 47조 2항에 따라 1000년 미만에 해당하는 유해를 반환하고 3

항에 따라 인간유해와 관련이 있는 물품도 함께 반환될 수 있도록 했다.57)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센터가 자연사박물관에 17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 반환을 요청했고 자연사박물관 이사회는 2006년 11월에 

유해 반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17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 반환 

이전에 자연사박물관의 책임자인 마이클 딕슨(Micheal Dixon) 박사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이들의 DNA 샘플을 채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다.58) 본래 샘플을 채취하는 등의 

사후 검시적인 실험은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59) 인체조직법에 따라 

100년이 된 유해만 동의가 필요했다. 그리고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2006년을 기준으로 인체조직법은 100년 미만의 유해와 조직에 한해 

인간유해관리공단에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그것을 기관에서 책임 및 

보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7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경우에 동의가 

57) Human Tissue Act (2004)(UK) 47(1)&(2); Liz Bell, “Museums, Ethics 
and Human Remains in England: Recent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Paul Turnbull & Michael Pickering, eds., The Long Way 
Home: The Meaning and Values of Repatriation (New York: Berghahn 
Books, 2010), p. 30.

58) Chris Davies, Kate Galloway, “The Story of Seventeen Tasmanians: the 
Tasmanian Aboriginal Centre and Repatriation from the Natural History 
Museum”, Newcastle Law Review, 11(2009).

59) Human Tissue Act (2004)(UK) 26(3)&(2)(e), 27(1); Davies, Gallo-
way, Ibid., p. 153; http://www.culture24.org.uk/history-and-heritage/
art41684 (검색일: 2017년 10월 15일); http://www.smh.com.au/news/
world/aboriginal-bones-coming-home/2007/05/11/1178390554490.
html (검색일: 2017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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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더라도 DNA 샘플 채취가 가능했다. 왜냐하면 식민지시기에 약탈된 

신원미상의 유해들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양쪽 기관의 타협으로 DNA 샘플의 채취를 마친 후에야 

17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가 완전히 반환될 수 있었다.60)

V. 맺음말

이 논문은 인간유해 수집과 반환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20세기 후반-21

세기 초반에도 식민주의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식민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 식민 과거사의 

인정, 청산, 반성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 과거사의 인정과 청산, 식민국과 

피식민국 간에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문화재 반환에 관한 것이다. 

‘문화재 전쟁’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8-19세기는 문화재 

약탈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영국의 경우에 엘긴 마블(Elgin Marbles)

과 로제타 스톤(Rosetta Stone) 등의 문화재 반환 논쟁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식민주의, 제국주의, 근대,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와 연관 짓는 박물관 연구의 진전 속에서 인간유해는 문화재 반환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일반적인 문화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대상이자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더해진 제국의 식민 유산이자 상처를 

드러내는 소재로서 인간유해는 이제라도 보호받고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문화재 약탈과 인간유해 수집 및 전시되었던 박물관은 근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고 제국을 대표하여 만들어진 공간이며, 식민 

유산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박물관, 근대, 포스트 콜로니얼이라는 

시공간의 결합에서 인간유해는 더 중요하다. 한편 인간유해 수집과 

반환이라는 주제는 영국만의 특수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근대 

박물관의 성장, 문화재 약탈, 식민지 문제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적이 없는 

영국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 수집과 반환 문제를 연구 주제로 삼는 것은 의의가 있다.

60) Davies, Galloway, Ibid.,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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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고에서는 19세기에 영국의 근대 박물관과 연구기관으로 

활발하게 수집되었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가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도 영국의 의과대학과 박물관 등 여러 곳에 보관되어 있고 실제로 

유해 반환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소개함으로써 끝나지 않은 

식민지 과거의 상흔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밖에도 식민지 개척과 정복,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부정적 과거 역사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수많은 과거사의 보상과 청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원주민들은 18세기에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식민지를 개척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도 식민지배의 

잔재로 고통 받고 있다. 원주민과 백인 간의 갈등은 영국함대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온 1788년 1월 26일을 건국기념일로 

지정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날(Australia day)’ 폐지, 원주민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최초로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한 제임스 쿡 선장(Captain 

Cook)의 동상 철거 운동, 원주민 소유 토지문제, 원주민 마을 강제 

폐쇄 조치에 항의하고 원주민들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원주민 청년 

클린턴 프라이어(Clinton Pryor)의 노력, 원주민의 말살을 주장하고 

두개골을 수집한 우생학자 리처드 베리의 이름을 딴 멜버른(Melbourne) 

대학의 건물명 개칭 운동, ‘잃어버린 세대 또는 빼앗긴 세대(the stolen 

generation)’라고 불리는 이들의 보상 문제 등에서 그 현실을 알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저명한 역사학자 헨리 레이놀즈(Henry Reynolds)

와 린들 라이언(Lyndall Ryan)은 잊혀져간 원주민 절멸과 학살 사실을 

규명하여 어두운 과거의 흔적을 없애고 올바른 역사를 바로 잡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영국이 케냐(Kenya)의 

마우마우(Mau Mau) 봉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영국의 잔혹한 행위를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한 선례를 참고하고 식민지 유산이 남아있는 한 

앞으로 과거 식민주의로부터 오늘날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숙명여자대학교, jyn08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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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국의 인간유해 수집에서 반환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사례

장 예 나

2000년 7월 4일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존 하워드(John Howard) 총리와 

영국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가 런던에서 만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공동체에게 인간유해를 반환할 것이라는 공동 선언을 했다. 

이후 2004년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주도 아래 인체조직법이 

제정되었다. 인체조직법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에 

식민지 과거를 직접 보상하고자한데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법을 근거로 2007년에 런던의 자연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17명의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가 반환되었고, 

인간유해 수집과 반환에 관한 현실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영제국시기에 제국과 식민의 상징인 박물관에 수집 및 보관되었던 

수많은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는 오늘날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도 영국의 많은 유명 박물관, 갤러리, 각종 과학과 

의학 연구기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제국의 식민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가 어떠한 이유와 경로로 

과거 영제국 박물관의 유물이 되었고 오늘날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는 

유해 반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식민지 과거사 청산 문제와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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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the Britain’s Collection of Human Remains Until the 

Repatriation

- The Case of the Australia Tasmania Aborigine -

Jang Yena

John Howard(Prime Minister of Australia) and Tony Blair(Prime 

Minister of United Kingdom) met on July 4, 2000 in London. They 

concluded the joint declaration about Australia aborigine’s remains 

repatriation. After then, ‘Human Tissue Act’ legislated under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of United Kingdom in 2004 

would be resolved the problem on the repatriation of the Tasmania 

aborigines’ remains. But, this act was not originally for settling 

liquidation of the past which Tasmania aborigines have suffered. 

The ‘2004 Human Tissue Act’ added more details on the repatriation 

of the Tasmania aborigine’s remains which was preserved in the 

Museum of the Britain. The 17 Tasmania aborigine’s remains 

which was preserved in Natural History Museum of London were 

repatriated in 2007 with application of the ‘2004 Human Tissue 

Act’. Although, a lot of Australia Tasmania aborigine’s remains 

which had been collected from and kept in British Empire has been 

preserved in United Kingdom’s well-known museums, galleries, 

various scientific fields and medical research institution so far. This 

study was examined overall progress from the British’s collection of 

Australia Tasmania aborigine’s remains in 18-19th century(British 

Empire era) to the Australia Tasmania aborigine’s repatriation 

request of their ancestors’ remains attaching with liquidation of the 

colonial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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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델마렉 사이아드(Abdelmalek Sayad)의 경우 -*

김 용 우

I. ‘입민사’와 민족-국가

‘출민(出民, emigration)’과 ‘입민(入民, immigration)’은 이주(移住/移民, 

migration)라는 동전의 양면임에도 불구하고 늘 ‘입민’이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민족-

국가의 시선과 입장이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주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도 

민족-국가가 유럽 각지에서 보편적인 국가 공동체 유형으로 자리 잡았을 

때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민족-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모든 면에서 민족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고 

관리하며 통제하는 일이다. 민족구성원(national)들의 공동체인 민족-

국가 내에 존재하는 비민족구성원(non-national)은 항상 민족-국가의 

통일성과 동질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이질적인 요소로 여겨졌고, 이러한 

비민족구성원이 유입되는 과정이 바로 ‘입민’이기 때문이다. “‘입민’을 

생각하는 것은 민족-국가를 생각하는 것이며 ‘입민’을 생각하고 있는 

민족-국가는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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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2015학년도 신임교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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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국가와 ‘입민’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잘 포착하고 있다.1)

따라서 이주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이 민족-국가의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 이주 연구는 먼저 

19세기에서 20세기의 전환기에는 법률가들이, 두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에는 인구학자와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정치학자들이 독점했다.2) 이들은 독립적인 연구자라기보다는 ‘전문가’

로서 이주민의 법적, 정치적 지위, 경제적 득실, 인구 구성의 비율과 그 

영향과 같은 문제에 주목하면서 국가 권력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이들의 관점은 이주민이 민족공동체라는 ‘자연스러운’ 실체 내로 파고든 

‘부자연스러운’ 존재라는 민족-국가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예컨대, 비민족구성원들이 온전한 민족구성원으로 인정되는 

법적, 정치적 절차가 ‘자연화(naturalisation, 歸化)’라는 생물학적 용어로 

표현되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귀화(자연화)는 

단순한 국적 변경을 넘어 “본질의 전환(transsubstantiation)”, 심지어는 

“한 혈통에서 다른 혈통”으로의 변화까지를 함축한다.3) 민족-국가는 

비민족구성원들을 녹여 새롭게 민족구성원으로 주조하는 용광로인 

셈이다.

프랑스에서 이주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였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이주 ‘전문가’들의 독점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다. 프랑스 역사학의 역사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아날학파의 

1) Abdelmalek Sayad, “Immigration et «pensée d’État»,” La double ab-
sence. Des illusions de l’émigré au souffrances de l’immigré (Paris: 
Seuil, 1999), p. 487. 이 글의 출처는 Sayad, “L’immigration et la «pensée 
d’État». Réflexions sur la double peine,” Délit d’immigration. La con-
struction sociale de la déviance et de la criminalité parmi les immigrés 
en Europe, textes réunis par S. Palidda, rapport COST A2, Migrations. 
Communauté européenne, Bruxelles, 1996, pp. 11-19.

2) Gérard Noiriel, Le Creuet français. Histoire de l’immigration (Paris: 
Seuil, 1988).

3) Abdelmalek Sayad, “La «naturalisation»,” La double absence. Des il-
lusions de l’émigré au souffrances de l’immigré (Paris: Seuil, 1999), p. 
394. 원래 이 글의 출처는 Sayad, “Les immigrès algériens et la nationalité 
française,” S. Laacher(sous la dir. de), Questions de nationalité. His-
toire et enjeux d’un code (Paris: L’Harmattan, 1987), pp. 12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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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역시 이주사가 들어설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프랑스의 이주사가 

누아리엘(Gérard Noiriel)은 브로델(Fernand Braudel)의 ‘장기지속’

의 역사인식론 속에서 이주와 같은 단기적 사건들의 개입은 부차적인 

현상에 불과했으며 『프랑스의 정체성』을 추적하는 민족주의적 경향의 

역사 연구 역시 이주를 뒷전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한다.4) 누아리엘은 

1980년대까지 이주를 기억할 ‘장소(터)’는 존재하지 않았다(non-lieu de 

mémoire)고 단언한다.5)

1980년대를 기점으로 프랑스의 역사가들이 이주에 주목하기 시작한 

데에는 민족전선(le Front national)과 같은 극우파들의 부상과 이주민을 

향한 인종주의적 공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6) 민족전선은 이주를 

핵심적 정치 선전 수단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정체성이라는 낡은 

민족주의자들의 담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민족전선은 다른 

문화,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어 프랑스에 동화될 수 없는 이주민과 ‘토박이 

프랑스인(les Français de souche)’을 날카롭게 구분하고 이주를 사회 

문제로 새롭게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시작된 사회적 분열은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제까지 무관심했던 역사가들이 

이주라는 현상에 관심을 돌린 중요한 배경이다.

현재 프랑스 이주사 연구는 프랑스에 들어온 이주민들의 긍정적인 

기여를 밝힘으로써 이주에 대한 기존의 시선을 바꾸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동시에 2007년 문을 연 국립이주사박물관(Cité 

nationale de l’histoire de l’immigration/Musée national de l’histoire 

de l’immigration)은 이주사 연구의 성과와 프랑스 시민 사이의 소통을 

확대하는 핵심적인 문화적 매체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에 

대한 민족-국가적 시선은 여전히 공고해 보인다. 이는 누아리엘과 같은 

주도적인 이주사학자의 연구에서나 박물관 같은 문화 기관의 이름과 

4) Fernand Braudel, L’Identité de la France (Paris: Arthaud-Flammarion, 
1986).

5) Noiriel, Le Creuet français, pp. 50-67.

6) Gérard Noiriel, “Histoire de l’immigration en France. État des lieux, 
perspectives d’avenir,” Hommes & Migrations, 1255(2005),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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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전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7) 프랑스의 국립이주사박물관은 

이주의 역사를 다룬 유럽 최초의 국립박물관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상설 전시의 초점은 19세기 민족-국가의 시대 이후 프랑스로 건너 

온 ‘입민’에만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 국한해 보더라도 

프랑스는 ‘입민’ 뿐만 아니라 ‘출민’의 나라였다. 식민지 알제리에 정착한 

프랑스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민’에만 초점을 

맞춘 전시는 프랑스 국립이주사박물관은 프랑스가 오로지 ‘입민’의 

나라라는 인상을 고착시킬 수 있는 것이다.8) 그러나 ‘출민’과 ‘입민’이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면 이와 같은 이주사는 절반의 이주사에 지나지 

않는다. 동시에 이들의 눈에 프랑스로 들어오는 이주민들은, 식민지 

출신이든 다른 유럽 국가 출신이든 무관하게 모두 동질적인 ‘입민’으로 

포착된다. 다양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로 들어온 이주민은 누구든 

“같은 경험, 같은 고통, 같은 희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누아리엘의 

주장은 ‘입민’ 위주의 이주사의 기본 시각을 요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9)

알제리 출신의 사회학자 압델말렉 사이아드(Abdelmalek Sayad, 1933-

1998)의 이주 연구가 주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이주 연구가 ‘출민’

과 ‘입민’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가 볼 때 “출민의 사회학” 없는 “입민의 사회학”

7) Gérard Noiriel, Immigration, antisémitisme et racisme en France. Dis-
cours publics, humiliations privées (Paris: Fayard, 2007). 누아리엘의 대
표적인 이주사 연구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모두 ‘입민사’이다.

8) 김용우, 「그들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 프랑스 국립이주사박물관과 식민주의 」, 
『서양사론』, 제124호(2015), 98-125쪽. 이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프랑스 
국립이주사박물관은 프랑스 ‘국립입민사박물관’으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같
은 맥락에서 프랑스 국립이주사박물관을 비판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Carol Ann Dixon, “Decolonising the Museum: La Cité Nationale de 
l’Histoire de l’Immigration,” Race & Class, vol. 53-4(2012), pp. 78-86. 
Dominic Thomas, Africa and France: Postcolonial Cultures, Migration, 
and Racism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2013), p. 42-58. Sophia La-
badi, “The National Museum of Immigration History (Paris, France), 
Neo-Colonial Representations, Silencing, and Re-Appropriation,” 
Journal of Social Archaeology, vol. 13-3(2013), pp. 310-330. Maryse 
Fauvel, Exposer l’«autre»: essai sur la Cité nationale de l’histoire de 
l’immigration et le Musée du quai Branly (Paris: L’Harmattan, 2014).

9) Noiriel, Immigration, antisémitisme et racisme en France, p.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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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10) ‘입민’과 ‘출민’은 “단일한 실재의 분리될 

수 없는 두 측면으로 한 측면은 다른 한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11) 그에게 이주는 “총체적인 사회적 사실(fait social 

total)”이며 이주 연구의 대상은 ‘출민’에서 시작해 ‘입민’으로 연결되는 

이주 전체의 완전한 궤적이어야 한다.12) 이 점에서 그에게 이주 연구는 

지리학, 인구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정치학, 언어학, 

그리고 역사학 등이 함께 만나는 “사회과학의 교차로”와 같다. 실제 

사이아드의 연구에는 이런 다양한 학문분야의 방법론들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이중적 부재(double absence)”, 말하자면 떠난 나라에도, 도착한 

나라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이주민의 현실적, 존재론적 모순, 그리고 

그로부터 유래하는 이주민들의 열망과 고통과 좌절에 주목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입민’과 ‘출민’을 하나의 궤적으로 묶는 그의 시각 때문이다. 

아마도 여기에는 사이아드 자신이 알제리인이지만 알제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저명한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를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프랑스로 이주해 사회학자로 활동했던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한 성찰이 한 몫을 했을 것이다.13)

이 글은 사이아드의 폭넓은 이주 연구 전반의 면모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다. 이러한 작업은 지면의 제약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필자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보다 이 글은 사이아드의 작업이 역사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 이주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출민’

과 ‘입민’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오로지 ‘입민’만을 분석하는 이주 

10) Sayad, “Introduction,” La double absence, p. 15.

11) Ibid.

12) Abdelmalek Sayad, L’immigration ou les paradoxes de l’altérité. 1. 
L’ullusion du provisoire (Paris: Éditions Raisons d’agir, 2006/1991), 
p. 17. “총체적 사회적 사실”이라는 개념은 사이아드가 마르셀 모스(Mar-
cel Mauss)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Emmanuelle Saada, “Abdelmalek Sayad 
and the Double Absence. Toward a Total Sociology of Immigration,” 
French Politics, Culture & Society, vol. 18-1(2000), p. 44.

13) 사이아드는 1996년 한 인터뷰에서 이주 현상의 “총체성”을 복원해야 한다
는 관점에는 “나의 개인적인 이력이 아마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언급하
고 있다. Abdelmalek Sayad, Histoire et recherche identitaire (Paris: 
Bouchène, 2002),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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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이주 현상의 “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14) 그러므로 

사이아드에게 이주 현상의 “총체성”을 복원하는 작업은 그것의 삭제된 

과거를 탐구하는 일, 사이아드의 표현을 빌리면 “출민과 입민이라는 

이중적 현상의 사회사”를 연구하는 일이다.15) 요컨대 이 글은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지배와 이주의 상호작용, 그리고 알제리인들의 이주 물결의 

여러 단계에 대한 사이아드의 역사적 작업을 검토함으로써 어떻게 그가 

역사적 접근을 활용해 이주 연구의 전망을 넓혔는지를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전형적 이주”: 프랑스의 식민 지배와 이주

  한 국가의 ‘출민’은 동시에 다른 국가의 ‘입민’이다. 한 지역이나 나라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무심코 그리고 빈손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상식에 가깝다. 그러므로 모든 ‘입민’은 먼저 ‘출민’

이기에 이주 연구는 왜 떠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역사와 전통, 살고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 언어와 종교, 

그리고 이전 사회의 사회, 정치, 의식의 구조들과” 함께 이주한다.16) 

그러므로

 

원래 살던 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조건들을 무시하는 

모든 연구는 이주 현상에 대한 불완전하고 자민족중심주의적

(ethnocentrique)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편으로 그와 같은 

연구는 마치 이주민이 프랑스에 도착하는 순간 존재하게 된 것인 양 

원래 살던 곳을 떠나온 사람이 아니라 본국에 도착한 사람만을 고려 

대상에 넣을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연구들의 명시적이자 

묵시적인 문제의식은 늘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맞이하는 사회에 어떻게 

14) Sayad, Histoire et recherche identitaire, p. 88.

15) Sayad, “Introduction,” La double absence, p. 15.

16) Sayad, “Introduction,” La double absence,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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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는가에 한정되어 있다.17)

알제리인들이 프랑스로 이주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국제적 이주의 흐름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향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알제리인들의 프랑스로의 이주 역시 알제리의 가난, 즉 저발전 

때문이라는 점을 사이아드 역시 인정한다. 그러나 사이아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발전의 배후에 식민화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사이아드에게 

프랑스의 알제리 지배는 알제리를 떠나는 ‘출민’의 예비군을 창출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그에게 식민지배는 이주의 객관적 조건이었다. 이 

점에서 사이아드는 알제리인들의 이주는 “예외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주와 이주 일반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알제리인들의 이주는 곧 “전형적 이주(immigration exemplaire)

이다.” 그것이 전형적인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다른 이주들이 따라야할 모범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말은 우리가 전례 없는 이주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알제리인들의 이주는 그 

역사 전체의 전반적인 기간에서, 그리고 그 세부적인 특징들에 있어서 

모두 예외적이다...알제리인들의 이주가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모든 이주와 이주 전반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다. 알제리인들의 

이주는...다른 이주 현상들 속에서 흩어져 있는 속성들을 가능한 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18)

   

물론 사이아드에게 알제리인들의 이주가 갖는 전형성은 식민지배와의 

관련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이른바 “노동이주(immigration 

de travail)”와 “정착이주(immigration de peuplement)” 역시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알제리인들의 

17) Sayad, “Les trois âges de l’émigration,” La double absence, p. 62. 이 글
의 출처는 Sayad, “Les trois âges de l’émigration algérienne en France,”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977), pp. 59-79.

18) Sayad, “Une immigration exemplaire,” La double absence, p. 121. 이 
글의 출처는 Sayad, “L’immigration algérienne, une immigration exem-
plaire,” J. Costa-Lascoux, E. Temime dir., Les Algériens en France, 
genèse et devenir d’une migration (Paris: Publisud, 1985), pp.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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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는 전형적이다. 알제리 이주민의 역사는 “장기 혹은 단기간 지속된 

‘노동이주’로 시작되지 않은 소위 정착이주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역으로 조만간 ‘정착이주’로 귀결되지 않는 이른바 ‘노동이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기 때문이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주는 늘 노동이주로 남아 있어야 하고 정착이주는 처음부터 

정착이주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 두 형식의 이주는 각각 독자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이주의 두 양상”이라는 인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제리인들의 이주는 오로지 노동이주일 뿐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논리는 무엇을 함축하는가?20) 사이아드가 볼 때 그것은 

“동화 가능한 이주”와 “동화될 수 없는 이주”를 처음부터 구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21) “‘정착이주’를 말하는 것은 가족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우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주에 붙여진 이름이다...한마디로 이들은 

좋은 이주민이다.” 반면 노동이주는 가족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우리’

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명칭이다.22) 

말하자면 이들의 정착은 애초부터 동화가 불가능한 나쁜 이주이다. 

알제리인들의 이주가 전형적인 이유는 두 유형의 이주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도 오로지 노동이주로 간주된다는 

점, 그럼으로써 “‘노동’과 ‘정착’을 구분함으로써 감추어지는 모든 다른 

의미들의 모든 다른 측면과 차원들을” 드러낸다는 점에 있다.23)

그러나 알제리인들의 이주의 전형성은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식민 지배와 

이주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사이아드는 1830년 시작된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화를 두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식민자들이 땅을 

점령하고 강탈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회관계 

체제와 새로운 생산양식이 “폭력적으로 난입했다.” 프랑스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서 실행된 식민화는 알제리 사회의 “완전한 전복”을 초래했고 

알제리의 옛 질서는 “파편화되고 약화된 채, 시대착오적 형태로 남아 

19) Sayad, “Une immigration exemplaire,” pp. 128-129.

20) Ibid., p. 127.

21) Ibid., pp. 134-135.

22) Ibid., p. 136. 강조는 원문.

23) Ibid.,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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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이다.” 사이아드의 표현을 빌리면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화는 

실험실에서 벌어진 실험이자 “사회적 외과수술”로 그 결과는 “파국”

이었다.24) “총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철두철미”했고 “토지와 재산의 

식민화일 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 그 “육체와 정신”의 식민화였으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일찍 벌어진 식민화였다”는 점에서 알제리의 식민화 

자체가 “전형적이다.” 사이아드가 볼 때 알제리인들의 이주의 전형성은 

알제리 식민화의 전형성의 결과이다. 이 둘은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의 ‘전형성’과 결과의 ‘전형성’은 서로를 강화시킨다.” 그 

결과 알제리인들의 이주는 수적인 규모, 지속성과 체계성, 그 조직 유형, 

‘입민’의 존재 방식과 ‘출민’이 부재 방식, 그리고 그 조숙성에서 모두 

전형적이다. 또한 알제리인들의 프랑스 이주는 이른바 제3세계에 속한 

나라에서 시작된 최초의 이주이기도 하다.25)

알제리 사회의 전체 구조를 해체하고, 무엇보다도 전통적 경제 기반들을 

파괴한 식민화의 결과 가운데 하나는 알제리 농민들의 전반적인 

“탈농민화(dépaysannisation)”이다.26) 사실상 알제리에서 식민 지배에 

따른 탈농민화의 역사는 그대로 알제리인들의 이주의 역사와 중첩된다. 

한편으로는 이전 알제리 지배자들의 토지와 종교적 용도의 공유지, 

전통적인 부족 단위로 공유한 알제리인들의 토지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갈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확립하려는 시도는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화의 핵심을 이룬다. 이는 

또한 프랑스와 유럽에서 알제리로 식민자 이주민들을 유인하고 이들이 

정착할 토지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1852년경 

알제리인들로부터 식민 정부가 강탈한 토지는 364,341 헥타르였다면 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무렵 알제리인들이 상실한 토지는 약 11,600,000 

헥타르에 달했다. 이 가운데 2,317,447 헥타르가 알제리에 거주하는 

유럽인들의 소유가 되었다. 유럽인들이 소유한 땅은 1944년에는 

2,614,798 헥타르, 1950년에는 2,706,130 헥타르로 꾸준히 증가했다. 

1944년 알제리인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7,577,099 헥타르 가량으로 

24) Ibid., p. 123.

25) Ibid., p. 124.

26) Sayad, “Les trois âges de l’émigration,”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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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지만 이 가운데 생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규모의 토지(50-

500 헥타르)는 소수의 알제리인들 소유였다. 반면 유럽인들의 토지는 

거의 모두 100 헥타르에서 1000 헥타르 규모의 농장으로 나누어져 

있었다.27) 지속적으로 토지를 상실한 알제리 농민들은 처음에는 일자리를 

찾아 알제리 내에서 국지적 이주, 대체로 식민자의 농장을 찾아 이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사이아드가 볼 때 1871년 알제리인들의 대봉기

(이 봉기로 알제리인들은 446,404 헥타르의 토지에서 추방당했다28))

를 계기로 알제리 농민들이 점차 프랑스로 이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탈농민화의 누적된 효과가 현실화된 결과였다.

알제리인들의 탈농민화는 독립전쟁의 와중에서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였다. 1954년부터 1962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진행된 이른바 

알제리 농민 “재정착(regroupement)” 작전이 그것이다. 대체로 알제리의 

북부 해안 지역은 식민자들의 농장이 들어 선 반면 내륙의 건조한 산악 

지대에 알제리 농민들이 살고 있었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민족해방전선(FNL)의 게릴라 부대는 프랑스에게 큰 위협이었다. 

“재정착” 정책이란 이런 산악 지대에 흩어져 살던 알제리 농민들을 

새로 만든 수용소(camps de regroupement)에 강제로 이송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민족해방전선에 대한 알제리인들의 지원을 차단하려는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 결과 230만 가량의 알제리 

농민들이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 프랑스 군대의 감시 하에 살아가는 

수감자 신세로 전락했다.29) 1,000명 정도 수용된 한 수용소에서 매일 

평균 한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는 보고를 놓고 볼 때 수용소의 상황은 

27) 이 수치는 James McDougall, A History of Algeria (Cambridge: Cam-
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p. 95-99.

28) McDougall, A History of Algeria, p. 97.

29) Moritz Feichtinger, “‘A Great Reformatory’: Social Planning and Strate-
gic Resettlement in Late Colonial Kenya and Algeria, 1952–63,”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52-1(2017), p. 56. 이 연구에 의하면 비슷
한 시기 비슷한 이유에서 영국군에 의해 격리 수감된 케냐인의 수는 120만 
정도이다. 또한 Mahfoud Bennoune. “La doctrine contre-révolutionnaire 
de la France et la paysannerie algérienne: les camps de regroupement 
(1954-1962),” Sud/Nord, 14(2001), pp. 51-66; Keith Sutton, “Popula-
tion Resettlement: Traumatic Upheavals and the Algerian Experienc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15-2(1977), pp. 27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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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열악했던 것이 분명하다.30) 수용소의 열악한 상황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수용소에 갇힌 약 230만의 농민(알제리 전체 인구의 1/4)

과 수용소를 피해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을 합쳐 적어도 300만의 농민이 

강제로 “탈농민화”되었다는 점이다. 300만이면 알제리 농업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당시 알제대학 교수였던 부르디외의 조수로 

함께 “재정착” 정책의 연구 조사에 참여한 사이아드는 그것을 “역사상 

가장 잔혹한 인구 이동”이라 평가했다.31) 식민 지배의 잠재력이 전쟁과 

함께 극대화된 이 정책은 방대한 규모의 이주 예비군을 만든 것이다.   

식민 지배와 이주의 상관관계에 대해 사이아드는 이렇게 평가한다. 

“알제리인들의 이주는 처음부터 요구된 것이었다. 그러나 요구되기 전에 

알제리인들은 이주가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야 했다. 알제리인들은 

실질적인 ‘탈민’이 되기 위해 대기하는 잠재적 ‘탈민’ 아니면 그들을 불러 

사실상의 ‘입민’이 되기 위해 대기하는 잠재적 ‘입민’이 되어야 했다. 

의도했던 아니든 식민주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제리 

식민화가 마련한 이주 예비군들은 프랑스의 자본가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이기도 했다. 이들은 “노동계급의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어떠한 

경험, 또는 이념에 ‘때 묻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32)

III. 이주의 사회사

 ‘출민’에서 ‘입민’으로 이어지는 이주의 총체적 궤적은 ‘출민’을 촉발했던 

알제리 식민화의 역사라는 객관적 조건의 분석에만 머물 수 없다. 1870

년대를 시작으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알제리인들의 이주의 배경과 

30) Feichtinger, “‘A Great Reformatory’,” p. 56.

31) Pierre Bourdieu, Abdelmalek Sayad, “Colonial Rule and Cultural Sabir,” 
Ethnography, vol. 5-4(2004), p. 448. 이 논문은 1964년 출간된 것을 
축약, 발췌해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원문은 Bourdieu, Sayad, “Paysans 
déraciné, bouleversements morphologiques et changements culturels 
en Algérie,” Études rurales, vol. 12-1(1964), pp. 59-94. 또한 Pierre 
Bourdieu, Abdelmalek Sayad, Le déracinement. La crise de l’agriculture 
traditionnelle en Algérie (Paris: Les Editions de Minut, 1964).

32) Sayad, “Une immigration exemplaire,”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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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목적, 그리고 프랑스에 도착한 뒤의 삶의 방식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이아드는 약 한 세기에 해당하는 알제리인들의 이주의 

사회사를 추적하면서 알제리 이주민들을 세 종류의 세대로 나눈다.33) 

이러한 시도는 통계학적 접근에서 연유하는 이주에 대한 “영속화된”, 혹은 

“정형화된” 이미지를 비판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농촌 출신의 남성이 홀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주했다가 돌아가고 다른 

남성이 유사한 방식으로 이주해 그 자리를 메우는 방식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사이아드는 이주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를 기계적으로 회전을 

반복하는 수차(noria)에 비유했다.34)

첫 번째 세대는 “질서 잡힌 이주”의 시대로 이주가 농촌 공동체의 

가치와 대체로 부합하는 양상을 보인 때이다. 시기적으로는 프랑스로 

알제리인들의 이주가 시작된 이후부터 대략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에 

해당되는 이 세대는 생존을 위해 투쟁하면서 이주가 농촌 사회의 존속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알제리 농촌 사회의 역사와 

맞물린다. 단신의 성년 남성들이 주를 이룬 이 세대의 이주민은 마치 

공동체가 보낸 “사절”과 같은 역할을 했다.35) 이들의 주요 임무는 돈을 버는 

것이고 그 돈으로 가족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려 했다. 이들은 

농민들이었으며 이주 기간은 비교적 짧았다. 이들은 자주 귀향했는데 

농업 주기에 맞추어 농사를 돕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프랑스 사회에서 

활동하지만 심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프랑스 사회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알제리의 진정한 농민다움, 혹은 “농민 하비누스(habitus)의 원칙들을” 

보존하도록 요구되었으며 스스로도 그렇게 노력하는 경향이 강했다.36) 

프랑스 사회와의 접촉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이 세대 

이주민들은 프랑스 사회의 차별과 인종주의를 오히려 덜 겪었으며 이른바 

정체성의 위기와 같은 심리적 갈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1934년에서 1957년 사이에 11년의 세월을 프랑스에서 보낸 한 이주민의 

33) Ibid., pp. 61-119.

34) Ibid., p. 65. 

35) Ibid., p. 68.

36) Sayad, “Les trois âges de l’émigration,”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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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은 첫 번째 세대 이주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시장에 물건을 사거나 

팔 때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속임수를 

당할 어린 아이를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를 보내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보낼 것입니다...프랑스는 시장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다른 종류의 시장입니다...멀리 떨어져 있고...더 오랫동안 열리는...

하루가 아니라 몇 달, 몇 년 동안 열리는 시장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시장에서는(이 점이 중요합니다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프랑스로 갔습니다.”37)

두 번째 세대는 첫 번째 세대와는 달리 농촌 공동체의 통제력 상실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 세대의 이주는 이주 자체가 지닌 “해체적 성격”이 다른 

중요한 요인들과 결합되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38) 무엇보다도 이 

세대는 식민 지배의 따른 “탈농민화”의 여파가 현저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때와 맞물려 있다. 특히 알제리독립전쟁 당시 진행된 “재정착” 정착과 

같은 파국으로 “탈농민화”가 극적으로 가속화하는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주민들은 해체되어 가는 농촌 

공동체의 문화와 새롭게 대두하는 개인주의와 화폐 경제를 필두로 한 

자본주의 경제가 촉발하는 다양한 새로운 경향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첫 번째 세대 이주의 질서를 유지했던 

전통적인 “농민 하비투스의 원칙들”도 붕괴한다. 이제 프랑스로의 

이주는 이러한 혼란 상태의 도피구 역할을 한다.

따라서 두 번째 세대의 이주는 공동체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으며 그 

목적이 가족이나 공동체의 토지를 보전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이주는 

비정기적이며 장기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또한 첫 번째 세대 이주와는 

달리 미혼의 청년들이 안정된 직업을 찾아 프랑스로 떠나는 장기적 이주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장기화된 이주에 따른 성년 남성의 

부재는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집단적 아노미 현상을 강화한다. 

이러한 양상은 역으로 근대적 문화가 침투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농촌 

공동체를 한층 약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들의 개인주의화 경향도 

37) Sayad, “Les trois âges de l’émigration,” pp. 69-70.

38) Ibid.,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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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어진다. 한 이주민의 인터뷰는 이러한 개인주의적 경향을 잘 보여준다. 

“모두 안녕. 잘 지내세요. 나는 다른 이주민들에게 친절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모든 사람은 제 각기 자기 생각이 있고 각자의 습관이 

있지요. 하지만 나는 그들과 달라요...내가 그들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편이 내게는 더 좋습니다...”39)

두 번째 세대의 이주민들의 또 다른 특징은 프랑스 사회와의 접촉이 

강화되면서 인종주의와 같은 차별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격리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처럼 알제리 이주민들이 프랑스 사회에 좀 더 깊숙이 ‘통합’

될수록 오히려 ‘통합’의 가능성은 더 줄어든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인종주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능한 한 프랑스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격리된 삶을 사는 데 있다는 한 이주민의 고백이 이를 

입증한다. 

멍청하게 행동하세요...눈을 감고 아무 것도 보지 마시고 귀를 닫고 

아무 것도 듣지 마세요...인종주의에 대처하는 방법은 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도발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무슨 일이 당신에게 

벌어지면 그것은 당신 잘못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들(프랑스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마세요...왜 그들과 섞이려 합니까? 그들과 섞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우리들 사이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인종주의도 인종주의자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40)

이주민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이중적 부재”의 효과가 점차 강도를 

더하게 되는 것도 두 번째 세대에서이다. “이중적 부재”라는 공간적 

모순은 먼저 이주민은 늘 ‘출민’이라는 상황에서 도출된다. 일차적 ‘부재’

는 이주민이 자신의 기원인 떠나온 곳에 있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지만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그곳의 공동체와의 연대가 와해되면 

39) Ibid., p. 80.

40) Sayad, “Les trois âges de l’émigration,” pp.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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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록, 비록 이주민이 귀향한다 하더라도 이방인처럼 여겨지고 또 

느껴지는 상황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이주해 온 사회에서도 그는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없거나 된다 하더라도 이주민이라는 딱지를 벗어던지기 

어렵다. 요컨대 “이중적 부재”란 나온 곳에서도 들어간 곳에서도 

이방인인 존재가 되어버린 이주민의 상황을 포착하기 위해 사이아드가 

만든 개념이다. 사이아드가 볼 때 “이중적 부재”야말로 이주민들의 

고통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세 번째 세대는 1960년대 이후, 특히 알제리가 독립한 이후의 양상이다. 

이 시기는 대략 1세기에 달하는 알제리인들의 프랑스 이주가 완결되는 

때로 프랑스 사회 내에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이 세대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형성된 알제리인들의 공동체는 프랑스 사회, 

그리고 알제리 사회 모두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닌다. 또한 이 

시기는 알제리에서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이주가 주를 이루고 이주민 

가족이 재결합하는 때이다. 특히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경제 불황으로 이주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정착한 이주민 가족의 

안정화가 촉진되고 프랑스에 알제리인들의 공동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 내에 형성된 알제리인들의 작은 사회는 그 

주민들에게서 “이중적 부재”의 심리적 부담을 씻어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알제리인들의 공동체는 그 주민들이 프랑스에 영구적으로 정착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프랑스 거주가 “일시적이라는 

느낌을 유지시킨다.” 프랑스 사회로부터 격리된 알제리인들의 공동체 

자체가 한편으로는 자신을 받아들인 사회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인식과 

동시에 자신들의 출신지와도 격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알제리인들의 공동체가 “이주 조건에 내재해 있는 모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모순을 배가시킨다”는 사이아드의 

지적은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잘 포착하고 있다.41) 결국 이들은 알제리인 

공동체를 만들어 영속적으로 프랑스에 정착했음에도 그 정착을 

일시적이라 생각하는, “지속되는 일시성(provisoire durable)”의 모순된 

41) Ibid.,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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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세대의 알제리인 이주민들이 한편으로는 

자신이 정착한 프랑스 사회를 이상화하면서도 휴가차 다녀온 알제리 

사회를 이상화하는 모순적 심리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이아드는 

세 번째 세대 이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규정한다.  “두 ‘시간들’과 

두 나라들, 두 조건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알제리인 공동체 구성원 

전체는 그 공동체가 “마치 일시적 기착지인 것처럼 살아간다.”42)

은퇴해 파리의 교외에 정착한 한 알제리 이주민의 좌절감은 “이중적 

부재”의 부담이 얼마나 강렬한 지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프랑스는...창녀처럼 타락한 여성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그녀는 

당신을 휘감아 무릎을 꿇을 때까지 당신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당신의 피를 빨아 먹을 것입니다...그녀는 마법사입니다. 

그녀는 많은 남자들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그녀는 당신을 감옥에 

가두어 놓는 방법을 압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감옥입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평생 감옥입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이제 나는 

알제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고향은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같은 의미를 지닌 것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프랑스에 

있어야 할 이유도 더 이상 없습니다.43)

III. 맺음말: 성과와 한계

사이아드의 이주 연구에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알제리인들의 

이주를 “전형적인 이주”라 평가한 부분이다. 누아리엘의 비판이 

대표적이다. 누아리엘은 사이아드의 연구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또 

자신 역시 사이아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누아리엘이 볼 때 사이아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문제를 

42) Ibid., p. 112.

43) Sayad, L’immigration ou les paradoxes de l’altérité, pp.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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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낸다.44) 첫째, 알제리인들의 이주의 전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비교사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인과 같은 유럽인들의 프랑스 이주와 알제리의 

그것을 비교한다는지, 아니면 프랑스와 미국의 이주사를 비교했다면 

알제리인들의 이주의 위상이 한층 명확하게 드러났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사이아드에게 비교사적 관점이나 시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비판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프랑스에 들어온 ‘입민’의 역사에만 초점을 맞춰 이들 모두 같은 경험과 

고통, 희망을 공유했다는 누라리엘과 같은 역사가들이 내린 일반화 역시 

비판의 여지는 많다.

둘째, 알제리인들의 이주가 전형적이라는 주장은 그 독특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는 프랑스에 정착한 알제리 이주민들의 경우 프랑스 사회에 

동화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이다. 누아리엘이 볼 때 

사이아드의 주장은 자신의 의도와는 별개로 민족전선과 같은 세력들의 

인종주의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설득력이 약하다. 만약 알제리 이주민들의 경험이 전형적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럽 출신 이주민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들의 사회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실천에 옮기는 것이 민족전선과 같은 

극우파들의 부상을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사이아드가 제시하는 이주민의 이미지가 너무 

비관적이라는 비판이다. 누아리엘의 주장에 의하면 “이중적 부재”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이주해 들어간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한 수많은 

예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제리 이주민들과 그 후손들이 프랑스 

44) Gérard Noiriel, “Colonialism, Immigration, and Power Relations,” Qual-
itative Sociology, 29-1(2006), p. 110. 또한 Gérard Noiriel, “Émigration 
coloniale et immigration étrangère. Pourquoi dire «é»migration pour les 
colonies et «i»mmigration pour les autres ? L’exemple des Algériens et 
des Italiens sous la IIIe République,” colloque Pour une histoire critique 
et citoyenne. Le cas de l’histoire franco-algérienne, 20-22 juin 2006, 
Lyon, ENS LSH, 2007,http://ens-web3.ens-lsh.fr/colloques/france-
algerie/communication.php3?id_article=270 (검색일: 2017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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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심각한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점은 오늘날 프랑스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어떻게 가능하며 

또 그것이 오늘날 프랑스의 현실 인식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누아리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주민에 대한 비관적 이미지는 사이아드 

자신의 삶의 반영이므로 주관적이라 비판한다. 사이아드는 자신이 

연구했던 알제리의 농민 출신이면서 학자의 길을 걸었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의 연구책임자가 된 것이 다른 알제리 이주민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작용했으며 이러한 죄의식이 이주민에 대한 비관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다. 사이아드가 “프랑스에서 경력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지식인 서클의 외부에 머물고자 했고”, 프랑스 사회로의 “‘통합’

을 거부하면서 프랑스 시민권을 얻기 위한 시도를 결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누아리엘의 주장은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필자로서는 왜 사이아드가 외톨이의 길을 선택했는지, 왜 프랑스 시민이 

되려 하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다. 자신의 삶을 회고한 긴 인터뷰에서도 

그 이유를 짐작할 만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45) 그러나 누아리엘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죄의식 자체는 연구자의 통찰을 가로막을 수도 있지만 

촉진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프리모 레비(Primo 

Levi, 1919-1987)나 장 아메리(Jean Améry, 1912-1978)처럼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죄의식에 시달렸고 결국에는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죄의식의 이름으로 나치즘과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이해하는 데 이들이 기여한 바를 일방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이아드는 이주 현상 그 자체였다.”46) 알제리의 가난한 농촌 출신으로 

45) Sayad, Histoire et recherche identitaire, pp. 43-105.

46) Pierre Bourdieu, Loïc Wacquant, “The Organic Ethnologist of Algerian 
Migration,” Ethnography, 1-2(2000),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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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교육대학(l’École Normale d’instituteurs d’Alger)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다가 다시 알제대학에서 부르디외를 만나 사회학을 

공부할 그 무렵은 알제리 독립전쟁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전쟁 직후인 

1963년 부르디외의 권유로 프랑스로 이주한 사이아드는 1977년 

파리국립과학연구소에 정식 임용될 때까지 이주민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그는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알제리에서부터 

프랑스의 생-드니(Saint-Denis), 낭테르(Nanterre)의 이주민 판자촌

(bidonville)에 이르기까지 늘 이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가 있었다. 사실상 

사이아드의 이주 연구는 자신의 삶에 대한 끈질긴 성찰을 이주민들의 

삶으로 연결 짓는 지속적인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주 현상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현대의 정치적 무의식, 

즉 민족이라는 근본적인 범주” 혹은 “방법론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입증한 것이 사이아드가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이중적 부재”의 고통을 감내했던 

사이아드의 자기 성찰 덕분일 것이다.47) 사이아드가 인터뷰한 한 알제리 

출신 이주민은 이렇게 말한다. “이주민은 두 장소, 두 나라에 동시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여기에 두고 다른 한쪽 다리는 

저기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이주민의 육체는 여기 있습니다. 그의 

생각 역시 여기 있습니다. 그가 흘린 땀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것들, 정신, 육체, 시선은 저곳을 돌아봅니다...이것이 이주민이 

처한 상황입니다.”48) 그러나 두 장소, 두 나라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디에도 온전히 소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주민들의 

고통 역시 이러한 공간적, 존재론적 모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교원대학교, kimywoo@knue.ac.kr

47) Saada, “Abdelmalek Sayad and the Double Absence,” p. 38; Andrea 
Wimmer, Nina Glick Shiller, “Methodological Nationalism, the Social 
Sciences, and the Study of Migration: An Essay in Historical Epistemol-
og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3(2003), p. 576.

48) Sayad, “Les trois âges de l’émigration,” La double absence,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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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식민주의와 이주

- 압델마렉 사이아드(Abdelmalek Sayad)의 경우 -

김 용 우

압델마렉 사이아드의 이주의 사회사는 프랑스로 간 알제리인들의 

이주뿐만 아니라 이주 자체를 총체적 사회적 사실로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이아드가 식민화와 이주 사이의 관계를 천착할 

수 있었던 것은 ‘입민’과 ‘출민’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그의 일관된 

관심 때문이었다. 사이아드의 연구가 지닌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알제리의 식민화가 프랑스로의 알제리인들의 이민을 촉발한 역사적 

과정을 선명하게 밝혔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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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onialism and Migration: The Case of Abdelmalek Sayad

Kim, Yong Woo

The social history of migration of Abdelmalek Sayad has been 

essential not only to the study of Algerian immigration to France, 

but to the understanding of migration as total social fact. His 

keen interest in the objectification of the totality of the migratory 

experience in which an immigration cannot be separated from 

an emigration leads him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nization and immigration. One of the great strengths of Sayad’s 

work is that it brings to light the historical process through which 

the colonization of Algeria engendered Algerian immigration to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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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代朝鲜移民对中国东北地区水田农业发展的影响

（1875～1945）*

金  颖

I.序言：

中国东北地区是中国优质粳稻主产区。近代东北地区水稻的种植从无到

有，走了一条独具特色的发展道路。中国与朝鲜半岛山水相连，自古以

来农业交流甚是密切。近代东北地区水田农业是在东北地区持续长达200

多年封禁之后，在关内移民为主的旱田农业开发基础之上，拥有先进寒

地稻作技术与经验的朝鲜移民在移居东北过程中传入并主要由其直接耕

作的。尽管起步较晚，在其发展历程中，受到日本侵略势力及东北社会

环境的强烈冲击与压力，但作为符合近代东北地区生产力发展需求的新

兴事物,在短短的70年间（1875～1945年）实现了迅猛的发展, 1945年日

本败降时水稻已成为东北第六大作物，水田遍布除东北最北部一部分地

区之外的全境，最北达到北纬50℃。在近代东北地区农业开发进程中出

现了由中国人从事旱田耕作，朝鲜移民主要从事水田耕作的民族间的劳

动分工趋向。水田耕作作为朝鲜移民的根本性的生存手段，成为其最具

代表性的生产领域，从长远影响上看，近代朝鲜移民人口的不断增长成

为东北水田农业发展的动力之一,拉开了东北各地水田农业及农田水利事

业的序幕，并有力地促进了水田农业的飞速发展，保障了东北区域社会

经济正常持续的迅速发展，为中国朝鲜族的形成奠定了坚实的基础。

Homo Migrans Vol.17 (Nov. 2017): 86-111

논문

*  该论文为辽宁大学亚洲研究中心资助项目（201201）, 韩国高等教育财团KFAS 
2015-2016年《近代东北地区水资源开发与朝鲜移民》项目资助成果。 본 논
문은 辽宁大学亚洲研究中心에서 지원한 프로젝트《近代东北地区水利开发
中的外来因素研究》（201201）, 韩国高等教育财团KFAS 2015-2016年《近代
东北地区水资源开发与朝鲜移民》프로젝트의 결과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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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史学界对近代东北地区水田农业发展史及朝鲜移民问题的研究较为深

入，1)衣保中的研究立足点放在朝鲜移民移居东北的进程上，在重点论述

朝鲜移民移居过程中涉及了水田农业发展状况，所以研究不够系统全面，

且因研究时段截止至1931年九一八事变前，并未涉及无论是从朝鲜移民

的人口数量，还是水田面积，水稻产量都达到前所未有增长的伪满洲国时

期，从而未能从贯穿近代水田农业发展史的中、日、朝三方矛盾冲突中揭

示日本根据自身需求而调控东北水田农业发展规模与速度的本质。孙春日

从朝鲜族形成角度，对朝鲜移民移居东北历程进行了重点描述，本人通过

两部专著系统地阐明了整个近代时段水稻传入东北的历程及其过程中的政

治、社会、民族等各种复杂的矛盾和冲突，朝鲜移民与水田农业的发展关

系等，但二人尚未明确梳理和准确定位出朝鲜移民对近代中国东北地区水

田农业发展的影响。

有一些前期研究论文，在没有充分展开相关问题的细致深入研究之前，笼

统地高度评价朝鲜移民在近代东北地区水田开发中的重大贡献。事实上近

代朝鲜相继沦为日本的保护国、殖民地，无政治地位的贫苦朝鲜移民在迁

入东北之后，完全靠自身的实力，自发地开发和推进水田农业发展也是不

大可能之事，近代东北地区社会结构的总体特征对朝鲜移民的影响是决定

性的。

目前尚未发现国外史学界对该问题研究的专题论著。日本学界相关问题研

究集中在近代东北地区农业史及日本殖民地相关问题的研究上。韩国史学

界自20世纪80年代后期开始掀起研究近代东北朝鲜移民问题热，聚焦朝鲜

移民的视角，大体描绘出了朝鲜移民社会的具体画卷。但问题意识主要

是作为与近代韩国历史相关问题的延续性研究及站在朝鲜移民立场上加以

认知的研究，所以普遍强调中国中央与东北地方政府对朝鲜移民的民族压

迫、同化政策及地主的压迫与剥削，揭示出朝鲜移民悲惨的生活。

近代朝鲜移民以种植水稻为生计手段的移居，作为一种跨国性社会经济行

1) 衣保中， 《朝鲜移民与东北地区水田开发》，长春出版社，2000年；金颖， 
《近代东北地区水稻的种植与朝鲜移民》，韩国国学资料院出版社，2004
年；金颖， 《近代东北地区水田农业发展史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
社，2007年；孙春日，《中国朝鲜族史》，中华书局，2009；孫春日， 

  《“满洲国”时期朝鲜开拓民研究》，延边大学出版社，200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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为，是以改善自身生存环境为目的，但由于受到主、客观条件的限制，其

对移居对象地中国东北地区水田农业的影响，既有巨大的和广泛的积极作

用，也有消极作用，既有短期效应，也有长期影响。其主要影响总结如下

II．近代东北地区水田农业的兴起与朝鲜移民

中国是世界上种植水稻历史最古老的国家，也是栽培稻的主要起源地之

一。据考古遗址发掘，东北地区3700年前就种植过水稻。《新唐书》第二

十九卷《渤海传》中记载渤海国时期（698～926年）卢州产出的水稻是当

地著名产物。问题是辽灭渤海国后，历经辽、金、明朝、清初的漫长时

期，东北大地上再也找不到大片种植水稻的明确记录，这是一个历史之

谜。

中国东北地区气候寒冷，历史上长期处于中华文明圈边缘，在清朝持续了

长达二百多年的封禁之后，东北农业开发严重滞后于中原地区、南部地区

及邻近的朝鲜、日本。直到清末东北各地封禁弛废，关内北方移民大批移

入，才进入大开发时期。以高粱、粟为主食的山东、河北、河南等移民迁

居东北之后，仍旧从事着与家乡同样的旱田农业，大片低洼湿地处于废弃

状态。

近代朝鲜移民试种水稻成功，揭开了东北各地种植水稻的序幕。综合中、

日、韩学界的研究，就近代东北地区水田农业开发起源，大体上通用两种

说法。一是1845年平安北道楚山郡80多户农民为采伐木材，进入浑江流域

的宽甸县下漏河、太平哨等地种植水稻为其起源，2) 一是1875年迁居至鸭

绿江上流地方的朝鲜移民沿着浑江进入通化地区，在上甸子、下甸子试种

水稻成功，为近代东北地区水田农业的起始之年。3) 

2) 〖日〗中村誠助，《南滿ニ於ケル水稻作ノ研究》，《滿洲水稻作ノ研究》
，滿洲農學會，1943年第9页。

3) 〖日〗石津半治之，《滿洲の水田》，滿鐵地方部勸業課，1921年，第1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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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洪钟佖教授4)是把近代东北地区水稻起源的通用之说几乎提前了200

年，主张应是1686年，其主要根据是清政府与朝鲜之间发生的三道沟事

件，5)当时因此事件被处以刑的朝鲜人中有朝鲜平安北道有名的稻区安州

出身的金成立等。洪教授认为在此事件发生的前后，越江的朝鲜采参人很

有可能未归，而在东北从事水田耕作。当时东北封禁时期，清政府统巡如

果发现有犯禁潜耕者便毁田平舍，驱逐出境。同时朝鲜政府也封疆锁国，

严禁越境，对“犯越者”处以“越江罪”。朝鲜移民在封禁松弛后，越江

私垦者才迅速增多，考虑到清政府直到19世纪60年代才开始逐渐废除鸭绿

江流域的封禁，本人认为在1686年封禁时期这些越江朝鲜人是不大可能从

事以定居生活为前提条件的水田农业。

还有人把1866年作为近代水田农业的起源。1872年崔宗范等奉朝鲜平安道

厚昌郡守的密令，对鸭绿江上游对岸的辑安、临江等地的朝鲜犯越者作了

一次调查，跟据当地居住民的口述记录而成书的《江北日记》中，指出以

定居为目的向鸭绿江北岸地带开始大量移居时间为1860年之后，而且移民

之大部分为原籍是朝鲜北部的贫民，并且还进一步指出移居鸭绿江上流的

早期朝鲜移民主要不是南岸地区的朝鲜人，而是图们江北岸的以狩猎为主

的巫山人为主。6) 这些迫于饥谨而迁居于此地的朝鲜移民，主要从事农业

生产、狞猎和挖参。日记中六月初五日条中记载到“问其所农，则地高且

寒，只种甘薯，或有麦田…而以采参猎貂为业”。7) 在这里明确指出此地

气候寒冷，有些偷渡人开荒，种了些土豆、麦子，但生计仍靠采集人参与

狩猎为主。当时奉朝鲜政府命令进行调查的他们一行也未买到他们爱食用

的主食大米，只买到“小米二斗”。从上述史料中，我们也可以断定移居

4) 〖韩〗洪鐘佖，《滿洲朝鮮移民水田開拓小考》，1990年，《明知史论》第3
号，第76页。

5) 三道沟事件是指1685年10月朝鲜三水别荣堡韩得完等20多名在三水郡管辖的
厚州对岸白石塔附近采参时，被清朝驻防协领勒楚等发现，他们杀死一名兵
士，伤及勒楚等2名。《清圣祖实录》康熙二十五年二月丁亥条。此事件发生
后，相关人被处以死刑或降职处分，朝鲜国王也向清朝廷递交了谢罪文。此
事件发生之后，边民的越境受到更为严厉的制裁。

6) 清政府自19世纪60年代开始，逐渐废除了封禁，但对图们江北岸地区（今延
边地区）则继续强化了封禁。所以朝鲜的巫山人，没有过江向对岸的我国移
居，而是舍近求远南下移居到鸭绿江对岸地区。

7) 〖韩〗崔宗範，《江北日記》是1872年朝鲜崔宗范与金太鸿，林石根等3人调
查鸭绿江北岸地区的朝鲜人状况，以日记体的形式加以记录的史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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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地皆自知为冒禁的朝鲜图们江北岸以狩猎为主的巫山人不可能从事水田

耕作。正是在崔宗范奉命调查的1872年，鸭绿江一带的封禁地东边道边外

才解禁开放，辽东一带的汉族移民和朝鲜移民才闻讯纷纷聚集过去。所以

把1866年作为近代水田农业的起源也不大合适。

本人认为1875年朝鲜移民在通化下甸子地区（今桓仁县境内）试种水稻成

功作为近代东北地区水田农业起源的说法是可行的，虽然不能完全排除在

此之前，部分皇庄或王庄有种植水稻的可能性，或也有可能发生偶有播

撒稻种的事例，例如1845年浑江流域的宽甸下漏河曾有朝鲜移民种过水

稻，1861年安东县三道浪头也有朝鲜移民开发过小面积水田，但这些都是

个别事例，因种种原因半途而废，始终没有试种成功，1875年通化上甸

子一带朝鲜移民试种成功之后，以此为起点，向邻近的通化、辑安、兴

京、柳河等周边地区扩散开来，呈现出东北水田农业发展的连续性、稳定

性，进而使水田农业的发展成为一个具有时代特征的历史现象8)，所以应

当1875年作为近代东北地区水田农业发展的开端较为妥当。在1875年通化

上甸子一带朝鲜移民试种水稻成功之后的1908年，在其附近的桓仁县群乐

堡（今雅河地区）的稻米已成为当地名贵的农产品，这一年有14.5石(约

4150公斤)大米输出境外，每斗售价1.5两白银，是当时小豆价格的3.1倍, 

玉米价格的4.68倍。如此昂贵的农产品理所当然成为皇室“贡品”。桓仁

大米色、味、质具佳，久负盛名。京租稻，又名“黄毛子”，因清末时曾

选其送朝廷并作皇粮征用，又称“贡米”。9) 从当时贸易上市量推断当时

的水稻种植面积约在500亩左右。10) 朝鲜移民迁入后，在解决其自身口粮

问题的过程中，试验开发出一片片水田，逐渐揭开了东北各地水田农业的

序幕，证实了种植水稻的可能性。辽河沿岸水田中心地营口的田庄台水田

是由朝鲜平安北道金元禹等在1913年租借200～300天地的土地而兴起，因

在该处种水稻成功，1921年其附近朝鲜移民800多人组成了十多个大的部

落。11)

8) 金颖，《近代东北地区水田农业发展史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7
年，第22页。

9) 本溪市地方志编篡办公室，《本溪之最》白山出版社，1993年4月，第151
页。

10) 桓仁县人民政府提供，《桓仁县水稻生产历史沿革及现状》，2004年7月。

11) 〖日〗日本外务省， 《在满朝鲜人概况》，1934年，第17-18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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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鲜移民之中也不乏在朝鲜境内从事旱田耕作之人，但到了东北之后，绝

大多数择水地而栖，生计全赖于耕作水田的收益。这是因为第一，水稻的

单产不仅高于小麦、大豆等旱田收益，而且在第一次大战期间米价暴涨，

当地地主有意从事利润高的水稻的种植而欢迎朝鲜佃农的租佃。有缘于

此，从擅长种水稻的穷苦朝鲜移民易租佃到土地，得到地主预先垫付的生

活费而能够维持生计。第二，水田较旱田耕作所需生产成本低。水田耕作

只要有一把锨，单靠自家劳动力，租佃1町5反～2町步适宜地即能维持一

家生计。第三，在获取租佃耕地过程中，也能够避免与先住移民之间的摩

擦，易于谋生。在东北地区虽然不能确保种植水稻的朝鲜移民，年年有

余，但生活较朝鲜境内饥寒交迫的贫苦农民好一些，于是大量移民涌入东

北。

当时在东北称陆稻为“粳子”，而当朝鲜移民试种水稻成功之后，人们就

把从前的陆稻改称“旱粳子”，把水稻称“水粳子”加以区分。进入近

代,东北地区开始因朝鲜移民试种水稻成功, 才开始出现引水种植水稻的

现象,低洼地变得值钱，人们开始吃上了”大米”。

III．朝鲜移民的人口增长与近代东北地区水田农业的迅猛发展

从近代东北地区种植水稻的进程上看，朝鲜移民人口持续不断的增长基本

上与水田面积、稻米产量的增长趋势大体一致，朝鲜移民始终是开发东北

水田农业资源的主要劳动力和直接的担当者，为其成为中国的朝鲜族奠定

了坚实的基础。

近代朝鲜移民人口的不断增长成为东北水田农业发展的动力。近代东北地

区水稻的种植是拥有先进寒地稻作技术与经验的朝鲜移民在移居东北过程

中传入并主要由其直接耕作的。朝鲜移民的跨国流动，从经济层面来说是

一种生产要素—劳动力的跨国移动。在近代没有实现机械化，进行分散的

小规模零细生产的传统农业中，熟练的具有寒地稻作经验的劳动力是最重

要的生产要素。他们的数量与素质左右着水稻种植进程。朝鲜成为各地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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稻生产发展的原动力，实现了迅猛的发展

东北地区自清末以来开始成为近代中国经济发展最快、最活跃的地区，市

场逐渐成为资源配置的主要手段。因种植水稻不仅能变昔日废弃的湿地为

沃壤，且无需休耕，还能够连作，产量又高出高粱、谷子的3～5倍，尤其

是一战及其后，东北地区城市化进程加快，欧洲各国大米需求激增，米价

暴涨，种植水稻变得更为有利。于是不仅是朝鲜移民，在追逐利润最大化

目标的驱使下，有一定经济实力的本地地主和富农纷纷租佃或雇佣朝鲜稻

农。朝鲜移民在赖以生存的种稻生产和共同生活过程中，改变了各地无水

稻的历史，也为其移居成功，奠定了客观物质基础与互往性的经济环境。

在国内外市场消费需求大幅增长的背景下，朝鲜移民人口变化趋势基本上

与水田面积的增长大体一致。

在清末关内移民开发东北高潮的形成与待垦洼荒地的吸引下，不堪忍受饥

锇与日本殖民统治的朝鲜移民大量迁入东北境内。他们在选择开拓地时，

一般是以能否种植水稻为前提条件，主要从事关内移民所不熟悉的水稻的

种植为其生计手段，逐渐形成了主要由朝鲜移民为主的种植水稻的独特的

人口结构特征。虽说东北地方政府禁止朝鲜移民的土地所有权和限制租佃

等措施，使水稻的种植受到一些限制，但因受现实利益的诱导，其限制措

施收效甚微，朝鲜移民人口数量一直呈持续增加之势，如所附图中所见，

东北各地水稻种植的兴起、扩大与分布状况，几乎与朝鲜移民迁入、人

口增长速度、地域分布基本一致。1910年朝鲜移民人口为20万，1915年

上升为28万，1920年为46万，1925年为53万，1930年高达60万，1935年

82万，1940年130多万人，1942年151万人，呈持续增长之势。12)与此相对

应，水田面积与稻米产量也呈与此同步迅速增长之势。如果把1924年水田

面积、稻米产量指数设置为100，1930年、1935年、1940年、1942年水田

面积则分别达到173、339、596、559，增幅近6倍；稻米产量同一时期也

增长为165、228、627、559。

民国政府曾实施过几次迁入中国南方稻农从事东北地区水田农业之举措，

但都因其不习惯北方生活，缺乏寒地稻作经验与技术，无法在东北冰凉的

12) 〖日〗金哲， 《韩国の人口と经济》、岩波书店，1965年，第28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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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田中赤足耕作而都以失败告终。水田农业成为朝鲜移民最具代表性的生

产领域。从东北各地水稻种植的扩展趋势上看，大体上呈现出也是随着

朝鲜移民的移居，从与朝鲜接壤的东部边疆丘陵地带向平原的腹心地带转

移，从南部气候温暖的辽河中下游地区逐渐向北部地区扩展的趋向。1920

年代初期，水稻的耕种主要集中分布在东北南部气候温暖的奉天省地

区。1920年奉天省水田面积为362,000町步，远远超过吉林省的12,410町

步及刚刚开始种植水稻的黑龙江省。13) 1922年奉天省朝鲜移民已有16万

名，14) 迁入所属辽阳县、沈阳县、开原县、新民县、铁岭县、抚顺县、

柳河县、西丰县、东丰县、法库县、锦县等的朝鲜移民几乎100%都种水

稻。15) 在其它地区，朝鲜移民只要条件允许，也尽量种水稻。通化县、

宽甸县、辑安县、本溪县、临江县等东边道地区，因山地多，平地少，气

候寒冷，无霜期短等不利于种水稻的自然环境，甚至出现了为寻求更适的

水田而朝鲜移民再次移居他处的现象。16) 

1929年在东北北部地区宁安县、敦化县、海林站、额穆县、同宾县、穆棱

县从事水田耕作的中国农人中，除山东沂蒙县迁住者10人之外，其它全部

是入中国国籍的朝鲜族1500人与未入籍的朝鲜移民12，650人。17) 民国政

府曾实施过几次迁入我国南方稻农在东北种植水稻之举措，但都因其无法

在东北冰凉的水田中赤足耕作，缺乏寒地稻作经验与技术，不习惯北方生

活而以失败告终。近代东北地区水稻的种植成为朝鲜移民最具代表性的生

产领域。

 

如图所见的移民人口、水田面积、稻米产量，水稻单产的迅猛增长势头，

是与东北地方政府实施丈放、清丈洼甸淤荒与促垦政策，大力倡导和奖励

国人耕种水稻的政策措施是分不开的。在东北地区长期引水种稻的生产实

13) 〖日〗深谷進，《滿洲における米作發展の諸條件》，《農業の滿洲》第13
卷第10号，第39页。

14) 〖日〗伊藤文十郎，《在滿朝鮮人現況》，金正柱編，《朝鮮統治史料》第8
卷，韩国史料研究所，1971年，第899页。

15) 《申报》1931年7月30日。

16) 朝鲜总督府编发行， 《满洲及西比利亚地方二於ける朝鲜人事情1923年，14-
24页。

17) 《东北新建设》，1929年，第1卷，第7期，第4-5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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践的中，以朝鲜移民为主要劳动力的中国官民种植水稻的新风逐渐形成，

在客观上保障并促进了朝鲜移民的大量移入。吉林省政府在出放低湿地

的过程中，1921年特别出台了减价出售低湿地的 “富锦成案”、“宝清

成案”，18) 1923年清理田赋局还下达了适宜种水稻的低湿地无论出放已

否，都要垦成水田的命令。19) 奉天省政府在1914年设立专门的水利管理

机构水利局和水利分局20)，统一调控和管理农田水利事业，同年10月开工

实施了浑河之水引入蒲河的灌溉工程，21)使奉天附近种水稻的朝鲜移民人

口骤增。浑河沿岸形成了很多朝鲜移民的集居村，附近10多个村也散居很

多朝鲜移民。22) 1918年奉天省地方政府颁布《提倡华民耕种水稻办法》

，23) 积极劝导国人种水稻，1923年颁布实施《管理用水规则》、《河道

18) 吉林省档案馆馆藏档案，吉林省政府L16  J111-02-0854号。

19) 吉林省档案馆馆藏档案，吉林省政府 L16  J101-12-0274号。

20) 辽宁省档案馆馆藏档案，奉天省长公署JC10-3278号。

21) 沈阳市人民政府地方志办公室：《沈阳市志》第8卷，农业，1998年，第396
页。

22) 《奉天通志》卷108。

23) 辽宁省档案馆馆藏档案，奉天省长公署JC10-266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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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地规则》，24) 加强了对易引发水利纷争的水渠占用地及其它用水问题

的管理力度。东北地方政府制定的这些规章制度，客观上保障并促进了朝

鲜移民的大量移入及其进一步的定居，为水田农业的迅猛发展提供了有利

的前提条件。在种植水稻的过程中，朝鲜移民与耕种旱田作物为主的汉满

农民之间交往频繁，也不可避免地围绕引水问题发生了一些用水矛盾和冲

突，但实际上是建立在利害冲突基础上为趋利避害而展开的社会冲突。没

有太多严酷的生存竞争关系，经济上还存在一定的互补性，合作是它们各

自收益最大化的最好选择。朝鲜移民从事的水田耕作与原有汉满移民的旱

田农业有互补性，增强了与当地人的交流互助。且东北地区地大人稀，汉

族为主体的多民族聚居的移民社会，对外来事物表现出较强的接纳能力。

他们之间在长期生产生活过程中，频繁交往，为民族之间建立良好的更深

层民族交融，奠定了客观物质基础与互往性的经济环境。

IV．近代东北地区传统农业模式的变化与朝鲜移民

（1）朝鲜移民与东北耐寒粳稻栽培技术的形成和推广

清末民初随着习惯于传统旱作农业的中原地区关内移民移入东北，地域辽

阔，资源富饶的东北地区逐渐形成了东北特色的北方旱田农业为主的开发

模式，自1875年通化上甸子一带朝鲜移民试种水稻成功为标志，随着擅长

种水稻的朝鲜移民不断涌入种稻，又逐渐形成了东北特色的水田开发模

式，具有先进稻作技术的朝鲜移民应用朝鲜境内稻作法种植水稻的实践

中，能动性地创造并推广了适宜东北各地的耐寒单季粳稻栽培技术和经

验，使水稻的种植在短时间内实现了超常规的发展，进一步促进了东北地

区的土地开发与农业发展。

东北地区与邻近的朝鲜、日本一样产出的稻米不是籼稻，而是较耐低温的

粳稻。朝鲜移民在种植水稻的实践中，经过无数次试错的过程，因地制

宜，摸索出适宜东北各地自然环境特征的耐寒单季粳稻水稻栽培技术。移

居东北境内的朝鲜移民在维持生计的水稻生产实践中，广泛应用了与东北

24) 辽宁省档案馆馆藏档案，奉天省长公署JC10-746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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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区气候条件相似的朝鲜咸镜道，平安道北部稻种及灌水直播法、水稻旱

作稻作法。在朝鲜成为日本的保护国及殖民地之后，与母国有着密切的联

系的他们则又带来了日本殖民地时期朝鲜境内的寒地稻作法。朝鲜移民在

长期的种植水稻的生产实践中，经过无数次试错的过程，总结出适宜东北

各地自然环境特征的耐寒单季粳稻水稻栽培技术，这是东北地区农业技术

上的又一次大进步，是近代我国农业技术引进与试验成功的一个典范。进

入东北境内的朝鲜移民是耐寒单季粳稻水稻栽培技术与经验的传播者及创

造者。奉天省地方政府官方材料也曾公开指出“本省种稻之法，悉依韩人

惯例，与中国古法及欧美新法当然不同”25)

根据东北地区春季4～6月降雨量少，水稻种植中的灾情主要缘于春季旱情

的实情，朝鲜移民在各地种植的水稻稻种中，原产朝鲜西部地区耐旱性强

的品种，咸镜道为中心的朝鲜北部地区的耐旱、耐寒性品种居多。从当时

把很早引进的原朝鲜稻种又称作“本地种”这一点上，也可佐见东北地区

种植水稻的初期阶段稻种尽是产自朝鲜的稻种。1922年3月初奉天水利局

为提倡种稻而编辑的《种稻浅明法》中介绍的20多种稻种中都是朝鲜移民

带进来的朝鲜稻种。26) 1920年之前东北各地栽种的稻种中，主要有朝鲜

水稻旱种地带的主要品种大邱租、麦租，1916年、1917年被指定为朝鲜平

安北道、江原道、咸镜南道的优良品种龟ノ尾，1916年被指定为朝鲜咸镜

南道优良品种的早生大野，1913年、1919年分别被指定为江原道、平安北

道的优良品种关山，北海稻（札幌赤毛）等日本品种。最早从朝鲜平安北

道引进来的“京租”稻种是中部地区有稳产把握的典型的稻种，其适应性

极强，品质较朝鲜平安北道原种还好。“京租”稻种以“抚顺米”、“奉

天米”名扬在外。27) 随着20年代中期之后引入殖民地朝鲜强制推行的引

种早熟耐寒、抗逆性强的品种“小田代”、“北海”稻种，解决了无霜期

短等水稻栽培技术上的问题，水稻的种植迅速向东北北部的吉林、黑龙江

两省地区扩展，1931年时东北地区水稻已成为当时世界上纬度最高的稻作

区域之一。

25) 辽宁省档案馆，奉天省长公署4050号

26) 奉天水利局编辑， 《种稻浅明法》，1922年3月，奉天太古山房，无页码。

27) 〖日〗米谷檢查場， 《滿洲產米之特徵與其鑒別》，《奉天農事合作月刊》
，第2卷 第4号，1938年，第9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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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土地肥沃，地广人稀，劳动力缺少的条件下，朝鲜移民因地制宜，采取

了适合当地实情的较为粗放的水田耕作法。朝鲜移民选稻种的方法，也与

朝鲜的选种方法相似，他们不会把新垦成水田中产出的稻子作为种子，也

不特别设置采种圃，而是会选择在当地栽培多年，至少有2～3年连续种植

过的水田上长势好的稻子选做稻种。28) 选种大多采用簸箕风选，很少有

水选。在后期才在浸种前以盐水选，采用弗尔码林种子消毒法。而且不做

秋耕，稻种浸种催芽后，撒播到水田，使水稻早熟1～2周，避免遭受霜

灾。

在东北地区土地肥沃，地广人稀，劳动力缺少的条件下，朝鲜移民因地制

宜，采取了适合当地实情的较为粗放性为特征的水田耕作法。例如不做秋

耕，稻种浸种催芽后，撒播到水田，使水稻早熟1～2周，避免遭受霜灾，

普遍实施朝鲜北部地方流行的灌水直播栽培方式，在春季播种期灌溉水

不足时，长春以南地区则还配以朝鲜平安南北道西部海岸实行的干田直播

法，29) 通过调节水位来除草的办法等等。海林、哈尔滨、齐齐哈尔、吉

林等东北北部地区，因灌溉用水的水温低，易引起水稻发芽不良的现象，

于是通过修筑水库或加长水渠，延长灌溉用水日照时间的办法来提高水

温。30) 即便是40年代的沦陷期，东北地区水田耕作大体上也是模仿朝鲜

移民的水田耕作模式，日本开拓团的“开拓地”上试验的北海道农法效果

并不好。31)

（2）朝鲜移民的引水种稻与农业水资源开发的全面启动

东北地区农田水利事业是随着朝鲜移民的水稻的种植而兴起，水即为财富

的观念深入人心，从此以后，农业生产中开始利用新的生产要素水资源，

水资源开发才迅速成为具有时代特征的历史现象，开发水利逐渐成为农业

发展不可或缺的基础条件。随着水稻的种植，激发了人们对水和水利的普

28) 〖日〗伊藤榮之祐， 《滿洲に於ける水稻栽培》，1931年，第315页。

29) 〖日〗武田總七郎， 《實驗稻作新說》，東京，明文堂，1927年，第166页。

30) 东北物资调节委员会研究组， 《东北经济小丛书•农田水利》，东北物资调节
委员会刊行，1947年，第9页。

31) 〖日〗滿鐵調查局， 《滿洲稻作技術調查報告》，1943年，第38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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遍认知水平，也开始更加注重防堵洪水的堤坝建设和引水灌溉设施。在谁

出力，谁受益的原则下，水的利用程度或范围迅速扩大，水资源的开发对

社会经济发展带来的强大推动力。当时虽无大规模的水利工程设施，但水

利开发逐渐成为东北地区农业发展不可或缺的基础条件。

进入东北地区的朝鲜移民除延边地区的朝鲜移民依据1909年中日《图们江

中韩界务条款》，拥有了居住权与土地所有权之外，散居在其它地区的朝

鲜移民绝大多数为地主的佃农或雇佣人。他们为种水稻，一般散居在东北

各地水利便利之处，租佃形式始终是其主要耕作方式。奉天附近水田的租

佃，初期是按地主四、佃农六来分成，租佃期限一般1年或6～7年。32) 开

荒种水稻时，除大规模水利工程或堤坝与水渠所需的特殊材料之外，一般

性的挖渠引河自流灌田所需的堤坝、水渠修筑费及相关劳动，都由佃农负

担。于是水利权大体与耕作权结合在一起。当朝鲜佃农在转让水田时，作

为惯例一般收取一定金额的引水开田补偿金，地主对此也予以认可。以租

佃为主的朝鲜移民水田耕作形式，造成农田水利权大体与耕作权结合在一

起。

在雨量少，蒸发量大，气候干燥，河川水量不稳定的东北地区种植水稻，

水利灌溉设施是开种水稻所必备之事，灌溉水量决定着水田面积的大小。

起初水田主要集中在水源稳定的溪谷两岸，在米价较低的东北地区几乎不

利用地下水或水泵提水灌溉，且因春季渗透蒸发严重，也无溜池灌溉。

除关东州内能够得到便宜动力的一小部分日本人经营者及后期几年开拓地

的水利设施比较健全之外，广大地区普遍实施朝鲜北部地方流行的灌水直

播栽培方式，挖渠引河川之水自流灌田。进入东北地区的朝鲜移民，除延

边地区的朝鲜移民拥有了居住权与土地所有权之外，散居在其它地区的朝

鲜移民绝大多数在各地水利便利之处，以租佃形式种植水稻。朝鲜移民在

开荒种水稻时，除大规模水利工程或堤坝与水渠所需的特殊材料之外，一

般性的挖渠引河自流灌田所需的堤坝、水渠修筑费及相关劳动，都由直接

耕种水稻的朝鲜佃农负担，水利权与地权一般都分离，水利权与耕作权结

合在一起。朝鲜移民为进行耕种水稻所必须的农田水利设施，一般组成村

落共同体，协同劳动，形成小聚居的居住特点。当时水利设施一般都很简

32) 〖日〗《奉天附近に於ける朝鮮人農家の小作慣習に就て》，1924年，油印
本，第11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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陋，几乎没有4尺以上的堤堰，修建的小规模拦河坝工程，也是以泥、石

头，柳条或稻草等为材料截流的柳条拦河坝。水渠入口也无闸门调节水

量，且无完善的排水系统，在春季播种期灌溉水不足时，长春以南地区则

还配以朝鲜平安南北道西部海岸实行的干田直播法。愈往后期随着农田水

利事业的进展，水田向河流下游的平原地区扩展，水田也不再选择地价低

而易受水害的低湿地，多半选择即便受水害，也会在2～3日内就可退水的

旱田改造成的水田。这一水利设施的简陋状况，与主要承担者朝鲜移民的

佃农身份不无关系。

（3）朝鲜移民为劳动力的稻田公司的广泛成立与传统农业经营模式的变

化

东北地区进入近代，逐渐成为全国经济发展最具活力的地区之一。有一定

经济实力，敢于创新和创业的绅商，在政府大力倡导、扶持国人种稻的政

策环境中，纷纷以集股筹资方式，组建专门种水稻的稻田公司，投资具有

市场价值的种植水稻项目。1924年大米在东北交易所上市，水田经营变得

更为有利。这些稻田公司招募擅长种水稻，且能够在初春东北冰凉的水田

中长久赤足耕作的朝鲜移民为主要劳动力。

稻田公司在当时东北农业公司中最为活跃。九一八事变前奉天省境内设立

的稻田公司有辽中县试办稻田事务所、圃记稻田公司、辽中县兴业稻田公

司、洮安县兴业稻田公司、突泉县稻田公司、营田株式有限公司、铁法稻

田公司等。吉林省境内有兴榆稻田公司、吉林慰农水田公司、华丰水田株

式公司、兴利稻田公司、吉宁水田农社、靠山屯稻田公司、冲河稻田公司

等十多个。黑龙江省也出现广信公司、慰农稻田社等几家。33) 这些公司

重视农业调查，开垦的水田规模较大，他们有的将垦熟后的水田出售，有

的则统一雇工生产，或将土地分租承包工头组织生产，或将土地租给佃农

组织生产。佃农的生产经营活动不再由自己决定，而必须按公司规定进

行。这种经营方式完全不同于传统的农业经营模式，有利于生产的规模

化、专业化、商品化。朝鲜移民成为以种植水稻为主业的这些股份制稻田

33) 金颖，《近代东北地区水稻的栽培与朝鲜移民》，韩国国学资料院出版
社，2004年，第95-97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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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司雇佣的主要劳动力，推动了东北传统农业经营模式的转变。这些稻田

公司在九一八事变前几年地方政府对朝鲜移民开始实施严格限制、取缔措

施之后，因缺乏大量适宜的劳动力，不能盈利或盈利极少，纷纷撤资或走

向衰落。

V.日本利用朝鲜移民扩大侵略权益政策与水田农业的艰难发展

（1）朝鲜移民移居导致的国家安全隐患的产生与水田农业的艰难发展

近代水稻传入东北时期正是日本吞并朝鲜，不断加深侵略势力与实行殖民

统治的时期。水稻种植相关领域始终是日本势力渗透较为突出的领域，日

本依仗其国家强势，欲利用散居在东北各地主要从事水田农业生产的朝鲜

移民扩大其侵略权益。日本制造双重国籍问题，宣称朝鲜移民是日本帝

国的“臣民”，试图利用遍布东北各地种水稻的朝鲜移民不断渗透和扩张

侵略势力，衔生出威胁中国国家安全的隐患。这会对当地发展起不利影响

的。当朝鲜稻农与向不进行灌溉的中国农民之间发生引水挖渠的利益冲突

时，日本常以“保护”者身份出现“调停”，激化并扩大民族间摩擦，挑

起侵华事端。1931年7月在长春县万宝山地区中朝农民之间发生水路纷争

的“万宝山事件”，正是因日本的积极介入，最终酿成朝鲜杀害华侨的中

日间严重交涉事件。于是朝鲜移民的不断迁入，一方面给东北社会带来了

水稻栽培技术与劳动力，一方面也导致了主权与安全隐患，朝鲜移民的存

在成为中国内政、外交上头痛棘手的困扰问题。20年代中后期开始，面对

水稻种植与其发展而突显的主权与实际利益，危机与发展等复杂关系的权

衡问题，东北地方政府为维护社会安定、国家主权、地方权益自然会加强

对水稻种植的控制，虽然经济上急需擅长种植水稻的朝鲜移民，但随着日

本势力的不断扩张，把“控制”作为稳定社会的前提，贯彻着实业救国的

政策，采取了较为强硬的限制、取缔的措施。近代东北水田农业的发展过

程，自始至终充满着中日尖锐的矛盾和对立，贯穿着收回国家利权，实业

救国的意图。东北地方政府把“控制”作为稳定社会的前提，把民族利益

作为最高利益，虽然经济上急需擅长种植水稻的朝鲜移民，下达了严厉禁

止朝鲜移民获得土地所有权，限制其租佃权，甚至仅允许以耕种稻田为限



101

的一年为期的短期雇佣政策，制约了各地水田农业的进展。但在当时强大

的日本为实现其侵略东北目的利用朝鲜移民的背景下，其阻挡移民的作用

是有限的。东北地方政府大力倡导中国人种稻，限制朝鲜移民种稻，甚至

不允许租佃给朝鲜移民土地，只允许以耕种稻田为条件的仅限为期一年的

雇佣。有些地主则以政府的限制政策为借口，或提高房租、地租、借贷营

农费的利息，或没收朝鲜佃农辛苦开垦的水田，或把应由地主负担的部分

转嫁给朝鲜佃农。1925年奉天地区租佃分成率由原来的地主四，佃农六，

变成地主六、佃农四。34) 地方政府限制朝鲜移民政策，在一定程度上挫

败了日本利用散居在东北各地的朝鲜移民扩大其侵略权益的图谋，但也在

一定程度上制约了各地水田农业的进展，也给日方挑拨中朝民族关系，提

供了可乘之机。当时没有足够实力与日本直接抗衡的地方政府对日态度上

往往表现出软弱性、有限性与不一贯性，政府支持中国人栽培水稻的政策

措施，客观上为朝鲜移民种植水稻提供了空间，再加上种植水稻的利益远

胜于种植旱田作物收益的现实利益的诱惑，政府的限制措施无法得到基层

政权力量的拥护和贯彻，政府抵制绩效被大打折扣，当时不断下达的训令

在某种程度上也反映着限制措施收效甚微的实情。在鼓励东北当地官民

种植水稻新风的背景下，乡村社会朝鲜移民的混居杂处如故，始终禁而

不绝。以九一八事变前夕1931年7月发生的震惊中外的“万宝山事件”来

看，长农稻田公司经理郝永德竟敢在未取得长春县政府许可，就把该地12

名地主约500垧土地，以10年之限，长期租与朝鲜移民李升薰等9人，并在

吉林省的中心地带长春县北一下子募集朝鲜稻农118名前来种稻，完全违

背了1927年12月吉林省政府公布的《朝鲜人土地租借规定》、1929年7月

颁布的《吉林省政府建设厅管理稻田水利暂行章程》等吉林省政府下达的

严格限制和取缔朝鲜移民之训令。

因日本利用朝鲜移民来扩大其侵略权益，朝鲜移民为主导的水稻的种植，

衔生出威胁中国国家安全的隐患问题，使水田农业发展在曲折和阻碍中进

行。东北各地方政府限制朝鲜移民政策的不同，甚至影响了水田分布格

局。从1920年代中后期开始，随着在无霜期短的北部寒地能够栽培的“小

田代”、“北海”（札幌赤毛）稻种的试种成功与普及，朝鲜移民开始向

34) 〖日〗《奉天附近に於ける朝鮮人農家の小作慣習に就て》，1924年，油印
本，第11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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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势力相对弱一些，官府限制较为宽松，且待垦荒地多的吉林省、黑

龙江省北部地区移动。受这一耕种水稻的主要劳动力转迁趋势的影响，

水田农业迅速向北部地区扩展，南部奉天省水田面积的增长势头则随之

受挫。1928年沈阳县、新民县的水田面积合计53,131.6亩，较1923年的

127,067亩减少了58%。35) 1926年奉天省水田面积19，399公顷，仅是1924

年的42.4%，减少了一半以上，而与此相反，吉林省则达到23,287公顷，

较1924年增加了32.4%。黑龙江省1924年水田面积还不足1公顷，而1926

年所属两个县的水田面积就达到了358公顷，20年代末则达到了7,000多

垧。36) 

20世纪上半期大量迁入东北地区的朝鲜移民在开渠种稻的共同作业及异乡

生活中守望相助之需下，自发地形成了许多朝鲜移民聚落及与当地中国人

杂居的村落。近代水稻的种植的兴盛过程也是对各级政府、各层民众与朝

鲜移民群体之间围绕水稻的生产、水利建设等劳动实践及生活中的交往

中，展开的复杂的利益博弈与权力控制关系、多重真实复杂的交往互动关

系的形成过程。各级政府与基层社会不同阶层、朝鲜移民群体等多元利益

主体间围绕水稻的种植，在对立中互补，有的层次且互相渗透与互相转

化，优势互补，共存又能共同发展。

（2）伪满洲国时期日本的朝鲜移民政策与水稻生产的畸形增长

因东北地区雨量少，蒸发量大，气候干燥，河川水量不稳定，水田面积的

扩大很有限。在日本确立绝对优势地位的伪满洲国时期，在其殖民政策实

施上,日本根据”帝国”内自身稻米的需求，控制着水稻生产的规模和速

度，统制着生产稻米的朝鲜移民的数量及其分布,自始至终采取着限制中

国人种植水稻的政策。伪满洲国前期1932年至1939年底，日本唯恐过多的

大米销往日本，冲击日本本土的主要农产品大米的价格，始终警戒东北地

区大米产量的过度增长，调控其停留在满足增长需求的范围之内。于是主

要赋予日本移民为增产稻米的主力，而对当时水田耕作的主要担当者朝鲜

移民并未实施特殊的鼓励移入政策，从控制大米过度增产的意味上，还实

35) 沈阳县民委民族志编纂办公室， 《沈阳朝鲜族志》，1989年，第56页。

36) 〖日〗金正柱， 《朝鲜统治史料》，第8卷，1971年，第898-899页。



103

施了一些统制措施。实际上日本开拓团的水田，大体上采用雇佣或租佃给

朝鲜移民耕种的方式，朝鲜移民仍是这一时期种植水稻的主力。1939年朝

鲜农民耕作的水田面积为244,003町，占水田总面积的85%以上。37) 可以

说水田面积、稻米产量在1939年分别实现了较7年前1932年增加4倍、6倍

的迅猛增长之势，38) 这是这个时期朝鲜移民人数每年实现10万以上持续

增长的结果。

1941年12月太平洋战争爆发后，日本赋予伪满洲国作为“大东亚共荣圈”

内食粮供给基地的职责，至此，伪满洲国的控制大米增产政策，开始向强

制增产政策转变。在日本移民不能如期入植之后，则实施有计划的朝鲜移

民紧急开拓政策，不断加大对其的劳动强度，以实现在短期内增产的目

的。1941年6月专门负责朝鲜移民工作的满鲜拓植会社合并到满洲拓植公

社之中，部分朝鲜移民转变为开拓移民。1944年朝鲜开拓民达15万名，其

中朝鲜南部稻作地带全罗南北道、庆尚南北道出身的农民占70.57%，足见

日本把朝鲜人集团开拓移民的重点放在大米的增产上。39) 在日本侵略战

争战局顿告紧急，日本除了对直接增强战斗力的产业之外，其它不十分重

要产业均在中辍之列的1944年冬时，日本也未对开拓团的水田拓展有过松

懈。1944年“紧急农地造成事业”的水田实际造成面积为40,204公顷，

完成了原计划的83.8%，40) 日伪政府在最后几年推行以开拓团为中心的

增产措施，以致日本人开拓团、朝鲜人开拓团等政策移民集中分布的伪松

江省、伪合江省的水田面积与产量，呈现出惊人的增长，赶上了从前的主

要稻区辽宁省、吉林省、安东省。1945年日本败降时水稻已成为东北第六

大作物，拥有1,000町（1町为0.9917公顷）以上水田面积的县增加为63

个。41) 沦陷期日本根据自身需求不断调控水稻生产的规模与速度，实现

了水田面积和产量的畸形增长，但这是大幅缩小和牺牲大豆、小麦、陆稻

37) 〖日〗滿洲帝國協和會 中央本部調查部， 《國內に於けゐ鮮系國民實態》
，1940年，第42-43页。

38) 东北物资调节委员会研究组， 《东北经济小丛书•农产(生产篇)》，东北物资
调节委员会印行，1948年，第94-95页。

39) 〖日〗開拓總局招墾處，《朝鮮開拓入植統計》，第2页。

40) 东北物资调节委员会研究组， 《东北经济小丛书•农田水利》，东北物资调节
委员会刊行，1947年，第120页。

41) 东北物资调节委员会研究组， 《东北经济小丛书•农产（生产篇）》，东北物
资调节委员会刊行，1948年，第93-95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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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其它主要农作物种植面积与产量的畸形的“增长”，是不伴随稻农生活

水平改善，与日本自身利益相一致限度内的殖民地掠夺性的畸形“增长”

，是产量增幅远不及水田面积涨幅的畸形“增长”。1940～1944年5年间

水田面积的增长率平均达到35%，而水稻产量的增长率仅为6%42)的殖民地

农业的有限“增长”。

在伪满洲国时期水稻作为日本在东北重点投资经营的农作物，日伪政府驱

赶国人为其从事艰苦的水利工地劳动，可一旦水田造成后，就移入日本开

拓民、朝鲜人开拓民耕种水稻。沦陷期日本限制中国人从事水稻耕作的作

法，加大了民族间劳动分工趋向，造成水稻传入70年后的1945年，中国人

仍缺乏耕种水稻的经验与技术的严重后果。

VI.结语

劳动是生产力发展的主动力，在近代没有实现机械化，肥沃的土地数量很

多时，劳动的生产力一般是最重要的生产要素。在近代东北大开发时期，

拥有水稻种植技能的朝鲜移民劳动力的跨国迁移符合当时社会发展要求，

种植水稻逐渐成为其最具代表性的生产领域。他们能动地、策略性地影

响着各地水稻的开发时间、开发方式、开发规模、开发程度，将近代东北

地区优越的自然资源转化为现实的生产力，促进并实现了东北地区农业生

产力结构更为广度的开发和调整。即使在日本帝国主义侵略并占有东北地

区的近代社会里，无论是来自日本的干涉和破坏，还是社会环境的剧烈变

化，都不能完全扼杀这一新的生产力水田农业发展的生机，而只是对它产

生了冲击，造成了压力而已。代表生产力发展的人民大众是历史发展的动

力。事实上如果朝鲜移民为其生存其发展，不积极从事当地关内移民所不

熟悉的水稻的种植和利用水资源，如果东北地区水稻的开发速度不快或进

程受阻滞，就不可能形成近代朝鲜移民那么大规模，不间断的成功移居。

中国辽宁大学历史学院

42) 东北财政委员会调查统计处， 《旧满洲经济统计资料》，栢书房，1991年，
第301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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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초록>

近代朝鲜移民对中国东北地区水田农业发展的影响研究

(1875-1945)

金 颖

金颖所著《近代朝鲜移民对中国东北地区水田农业发展的影响研究》一

文，阐述了近代中国东北地区水田农业是在东北地区持续长达200多年封

禁之后，在关内移民为主的旱田农业开发基础之上，拥有先进寒地稻作技

术与经验的朝鲜移民在跨国移居东北过程中传入，朝鲜移民始终是开发东

北水田农业资源的主要劳动力和直接的担当者。近代东北地区水稻种植起

步虽晚，但因具有先进稻作技术的朝鲜移民应用朝鲜境内稻作法种植水稻

的实践中，能动性地创造并推广了适宜东北各地的耐寒单季粳稻栽培技术

和经验，使水稻的种植在短短的70年间（1875～1945年）已成为东北第六

大作物，水田遍布除东北最北部一部分地区之外的全境，水资源开发开始

成为东北地区农业发展不可或缺的基础条件。但在日本帝国主义侵略并占

有东北地区的近代社会里，因日本利用朝鲜移民来扩大其侵略权益，朝鲜

移民为主导的水稻的种植，衔生出威胁中国国家安全的隐患问题，使水田

农业在曲折和阻碍中发展，伪满洲国时期日本强化了主要由日本人、朝鲜

人从事水田农业的劳动分工，以致1945年日本败降时当地中国人仍缺乏耕

种水稻的经验和技术。该问题的研究将有助于深层揭示我国东北地区农业

近代化的特色，将我国朝鲜族形成问题研究引向深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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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대 중국 동북 지역 벼농사 발달에 대한 조선인 이주민의 영향 연구

(1875-1945)

김 영

김영의 <근대 중국 동북 지역 벼농사 발달에 대한 조선인 이주민의 영향 

연구> 이란 논문은 근대 중국 동북지역의 벼농사는 장장 200여 년간 

계속된 봉쇄령이 점차 폐지되는 와중에, 관내 이민의 밭농사 중심의 

농업 개발의 기반 위에서, 선진적인 냉지 벼농사 기술과 경험을 가진 

조선인 이주민들이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개시되고 

파급되었으며, 그들은 줄곧 이 지역 수전농업자원 개발의 주요 노동력과 

직접 담당자들이기도 하였다. 근대 동북지역 벼농사는 뒤늦게 19세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벼농사 개발 과정에서 수준 높은 

벼농사 기술과 경험을 가진 조선인 이주민에 의해 추진되었고 이들 

조선인 이주민은 조선에서의 도작법을 도입하고 활용하면서 거듭되는 

실패를 겪으며 중국 동북지역 각지 실정에 알맞는 냉지 도작법을 

찾아냈고 줄곧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이 곳의 벼농사는 기나긴 발전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 70년(1875~1945) 의 짧은 기간에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1945년 일제통치로부터 해방될 때 벼는 이미 동북 지역 6

대 작물 중의 하나로 급성장 하였으며 수전은 동북 지역의 최북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동북 전역에 분포되었고  동북지역 수자원 개발이 조선인 

이주민들의 벼 재배와 함께 개시되고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로 수리 

시설 개발은 점차 농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조건으로 부상되어 

갔다. 중국동북지역 벼농사가 발달하던 시기는 일제의 조선 식민지화, 

일제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침략세력의 침투와 점령, 전면적인 

대륙침략전쟁시기와 겹치고 있었다. 일제는 대륙침략에 줄곧 벼농사에 

종사하는 조선인 이주민을 이용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주로 조선인 

이주민이 담당하고 있었던 벼농사는 중국 국가 안전을 위험하는 우려도 

사기도 하여 벼농사는 복잡한 모순과 시련을 겪으며 발전해 갈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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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위만주국시기 일제는 중국인을 주로 밭농사에 종사시키고, 

일본인과 조선인 이주민이 벼농사에 종사하도록 하는 노동의 민족적 분담 

현상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1945년 일본이 투항했을 때 

현지 중국인들은 여전히 벼 재배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였다. 중국 

동북지역 벼농사가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아 이 

지역 농업발전 전반에 대한 영향력이 일정한 한계가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중국동북지역 농업 근대화의 독특한 특징 및 중국 조선족 

형성에 관한 문제연구를 한층 깊이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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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Influence of Korean immigrants in Modern Times 

on Agricultural Development of Paddy Fields in China 

Northeast Area (1875-1945)

Jin Ying

Study on Influence of Korean immigrants in Modern Times on 

Agricultural Development of Paddy Fields in China Northeast Area 

written by Jin Ying demonstrates that modern paddy agriculture in 

Northeast area, after 200-year long seclusion from outside world, 

was brought in by Korean immigrants with the advanced cold-area 

rice farming techniques and expertise in the process of cross-

border immigration to Northeast area and developed on basis of 

inland migrants’ dry land farming techniques. Korean immigrants 

had always been the main labor force and direct players in the 

development of paddy agricultural resources in China Northeast area. 

In spite of the late start of modern paddy agriculture in Northeast 

area, rice had become the sixth most important crop during a short 

period of 70 years (1875-1945), thanks to the Korean immigrants 

with the advanced techniques who utilized rice cultivation method 

brought from Korea in the practice of rice farming, and innovatively 

created and spread the techniques and expertise of hardy single 

cropping Japonica rice cultivation that are applicable everywhere in 

Northeast area. Paddy fields can be seen in any part of the Northeast 

except the northernmost. Irrigation development had become the 

essential basis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Northeast area. 

However, paddy agriculture also experienced obstructions and 

interruptions because of threatening issues to the China’s national 

security during Japan’s imperialist invasion to and occupation of 

the Northeast when Japan expanded its interests in the Northeast 

with the immigration of Koreans and with rice planting by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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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nts. In the period of the puppet state of Manchuria, Japanese 

authority forcibly demanded that paddy agriculture should only 

be practiced by Japanese and Koreans. This led to the fact that 

local Chinese lacked the expertise and techniques of rice farming 

of paddy fields even after Japan’s surrender in 1945. The study 

on this issue will be of assistance to profoundly demonstrate the 

characteristic of agricultural modernization of China Northeast 

area, and will help to lead the study on the formation of Korean 

nationality in China to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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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648년 30년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등장한 근대주권국가체제하의 국민국가(nation-state)는 국가의 3

요소로서 영토,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단일국적을 가지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근대국가체제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화·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각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게 복수국적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한국 역시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과 세계화에 대한 적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제한적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되었다. 과거 이중국적이라는 용어 로 지칭될 때의 부정적 

의미를 희석시키고 상황에 따라서는 삼중국적 이상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허용된 복수국적제도는 한국의 

국적제도의 전환점이 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복수국적 허용 

후, 복수국적제도의 확대를 원하는 재미동포단체의 로비와 헌법소원제기 

등의 행동은 지속적으로 복수국적제도 확대와 관련된 이슈를 제기해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회에서는 재외동포들의 지원 하에 지속적으로 

후천적 복수국적의 연령상한을 하향하는 의원 입법안을 제시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안을 보면 원유철

Homo Migrans Vol.17 (Nov. 2017): 112-138

논문

*   본 연구는 2016년 법무부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연구과제명: 복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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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안(2012.  9.  26.)은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만 55

세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안(2014. 10.  10.)은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만 45세로 하향조정했다. 위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적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재미교포단체는 계속적으로 복수국적제도의 확대를 위한 

국적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주된 법무부의 용역과제인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영향 및 

확대 가능성 연구: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따른 영향분석을 

중심으로”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의 중요부분을 정리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Ⅱ. 복수국적제도에 대한 고찰

1. 복수국적에 대한 해외 각국의 정책 현황

복수국적 허용에 대해서 모든 국가가 뚜렷한 정책과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처한 형편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모호한 

정책을 수행한다. 다음과 같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를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

1) 유형별 분류

(1)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암묵적으로 방치하는 유형

어떤 국가들은 공식적으로는 이중시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지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방치한다. 스웨덴과 호주의 경우 

과거에 공직을 수행한 경우가 아니면 이중시민권을 갖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 

미국의 시민권법은 귀화하여 시민권을 얻으려는 사람은 이전에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던 나라에 대한 충성을 포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전 시민권의 박탈이나 강제적 포기로 시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수많은 복수국적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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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국적을 특정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유형

나이 기준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경우 이중시민권을 허용하지만 성인이 

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는가 하면, 국가들 간의 조약을 맺어 그 

나라에 한해서만 복수국적을 서로 인정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칠레, 온두라스, 파나마 등을 비롯한 몇 개의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등 유럽의 몇 나라 등과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만 그 외의 나라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2) 구체적 국가별 사례

구체적인 국가별 사례를 살펴보면 복수국적에 배타적인 국가에서 

복수국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글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한국입법학회, 2011; 김정규, 2012; 이철우, 2008).

(1)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대표적인 이민유출국으로서 자국의 시민이 

타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와 타국의 시민이 이탈리아로 이민을 오는 

이민유입자에 대한 시민권 정책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탈리아는 1992년 시민권 법을 개정하여 타국에 거주하는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에게는 이중시민권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본국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부여했다.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이탈리아계 이민자가 전 세계에 

걸쳐 5000만 명이나 될 정도로 많았고 이들을 자국의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함으로써 인적인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주권의 탈영토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최근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에 실망한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는 미국과 이탈리아의 복수국적자로 이탈리아로 이주해서 살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탈리아는 그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사례가 있었다.

호주에 사는 이탈리아계 80퍼센트가 이탈리아 본국의 선거에 참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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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통 털어 약 40 퍼센트 이탈리아계 복수국적자가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민유출자를 포섭하는데 성공했다.

2001년에는 이중시민권자들의 투표법이 더 확장되어 하원 12석과 

상원 6석이 타국의 선거구에서 선출되었다. 그러나 타국으로 이주한 

이탈리아계는 이중시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지만, 이탈리아로 이주해 

온 이민자에게는 귀화의 요건을 더 어렵게 함으로써 이민유입자는 

배척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 스웨덴

스웨덴은 인구전체의 12 퍼센트가 스웨덴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외부에서의 유입이 많은 국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민유입자들을 자국의 경제, 정치, 사회체제 안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국적의 결정기준은 자동방식과 신고방식으로 구분된다. 스웨덴은 2001

년에 복수국적을 허용하였지만 실제로 1976년까지 외국인들에게 

지방투표권을 허용하였고, 이민자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귀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따라서 이민유입자에게 복수국적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당사자의 복수국적을 허용한 것은 물론 그 

자에게도 부모와 관계없이 스웨덴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적 유지의 범위도 넓다. 

(3) 스위스

스위스는 복수국적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스위스 

시민권을 EU 회원국 시민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스위스는 

1992년 이중시민권을 허용했다. 1992년 스위스 국적법 제17조의 

적용중단 조치 이래로 스위스 국적자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신청한다고 

해도 스위스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스위스 국적을 신청하는 사람도 

반드시 종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가 복수국적에 관대하게 된 배경은 EU 시민권이 발전하면서 

과거와 달리 스위스 국적의 인기가 떨어지고 귀화하는 인원도 줄어들기 

시작하자 새로운 시민들의 확보를 위해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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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독일은 전통적으로 게르만 민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속인주의 정책을 실시해왔다. 이민정책에서 차별배제정책을 실시해온 

대표적 국가에 해당한다. 

1999년 독일 내 터키인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소수인종과 민족들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복수국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시도하였지만 

복수국적이 실업과 이민을 늘리고 도시 게토와 폭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독사회당과 여론의 반대에 의해 시민권 개혁 법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다.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만 귀화 시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다음의 경우에 예외적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① 외국인이 기존의 국적을 

포기할 수 없거나 오직 특별하게 곤란한 조건을 감수해야만 포기할 수 있을 

경우 등에 복수국적 허용. ② 속지주의 허용에 따른 예외의 제한 : 제한적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자가 독일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이중국적은 

23세까지만 허용. ③ 외국 국적 취득 시 독일국적의 계속보유를 승인할 

수 있다.

(5) 덴마크

덴마크는 독일보다 더 민족 공동체에 대한 고수의지가 강하므로 덴마크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덴마크에 대한 국가적 유대가 확고해야 하고 

덴마크 이외의 나라에 동시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정치적 참정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민족적 유대가 복수국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6) 미국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의 지배권을 받고 있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출생지주의와 미국 이외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모 중 적어도 일방이 미국시민이고, 그 자의 출생이전에 미국 내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에 국적을 취득하는 혈통주의를 병용한다.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이 허용된다. 복수국적이 용인되며 여기에는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출생한 2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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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이 당연히 부여된다. 18세 이후 

스스로 진술이나 행위 등을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기 까지는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여 미국 국민으로 인정한다.

(7) 캐나다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혈통주의를 가미하는 국적제도를 운영한다. 

즉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캐나다 밖에서 출생한 

자로서 출생 시 부 또는 모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에 캐나다 시민권을 

혈통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 다만 2009년의 시민권법 개정으로 

혈통주의가 제한되고 있다. 1977년 2월 15일 이후 복수시민권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고 1946년 입법 아래서 존재했던 캐나다 시민권 상실조항을 

폐기하여 현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8) 브라질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혈통주의를 혼용한다. 브라질연방헌법 제

12조에 따라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1988년 연방헌법에서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1994년 연방헌법 개정이후부터 

복수국적이 허용되었다. 브라질 국민은 브라질 여권을 소유한 채로 

입국ㆍ출국을 해야 한다. 1994년 6월 9일 이후,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브라질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브라질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9) 인도

인도는 2,000만명 정도의 인도인이 해외에 나가 있으며 그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민유출국가에 해당한다. 인도는 2,000년에 

와서 이중국적을 허용했는데, 그 이유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① 해외 인도인 공동체의 로비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② 국가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인도인들과 더 가까운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해외 

거주 인도인들이 보내는 송금의 확보와 인도로의 재투자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다. ③ 해외 인도인의 연결망을 통해 인도의 경제적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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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인도인 복수국적자는 인도의 출입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경제활동도 더 활발해 졌다. 그러나 복수국적자는 인도 내의 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복수국적의 부여가 정치적인 공동체의 

확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 한정되어 있다.

(10) 필리핀

필리핀은 2003년에 이중시민권을 허용하고 해외거주자에게 투표권까지 

부여했다. 인도처럼 해외 거주자들이 보내오는 송금은 필리핀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복수국적 허용은 대부분의 해외이주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이므로 

복수국적을 부여하여 그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갖춰주기 위한 것이다.

3) 이민유출자와 이민유입자로 나눈 국가의 복수국적 허용정책

개별 국가들의 복수국적 허용정책에 대한 태도를 이민유출자와 

이민유입자로 나누어 살펴볼 경우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이민유출자와 이민유입자에 대한 국가의 복수국적 허용정책

복수국적 
허용 여부

이민유출자 이민유입자

복수국적
허용

1 .  외 환 송 금 ,  재 투 자  등 
경제적 이익추구
2. 인적 연결망 및 해외자원을 
이용한 국가 외연확대를 통한 
주원의 탈영토화
3. 혈통주의 강조를 통한 민족 
공동체 확립

1. 이민자통합과 참정권허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긴장완화
2. 시민확보와 의무부과에 따른 
국가역량강화
3. 우수인재영입과 부족한 노동력 
안정적 확보

복수국적
불허

1. 이중정체성에 의한 신뢰 
상실과 충성심에 대한 의심
2. 의무와 권리의 불균형
3. 거주지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참여의 부재와 소속감 
결여

1. 실업 증가와 이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자원 방출
2. 이민자들의 각종 사회문제 유발
3. 지역공동체 훼손과 이민자들의 
충성심에 대한 신뢰 부재
4. 혈연기반의 민족정체성 약화로 
인한 국가적 결속 저해

출처: 김정규(2011: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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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복수국적

1) 국적법의 발전과정

헌법상 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즉 개인은 국적에 의하여 특정한 국가에 속하게 되고, 그 국가의 국민이 

된다. 국민은 국가적 공동체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1) 

대한민국은 1948년 혈통을 근거로 하는 국적제도가 마련되었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12월 

20일 국적법을 제정하였고,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중국적, 

영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1962년, 1963년, 1976년 부분적인 개정은 

있었으나 1997년까지 이 기본골격은 유지되어 왔다. 2010년 이중국적을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2) 복수국적

(1) 의의

복수국적(multiple nationality)이란 개인이 동시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취득시기에 따라 복수국적은 선천적 

복수국적과 후천적 복수국적으로 나뉘어진다. 복수국적의 가장 흔한 

유형은 개인이 동시에 2개의 국적을 보유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를 

이중국적(dual nationality)라고도 부른다.

선천적 복수국적은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며, 후천적 복수국적은 귀화 

등에 발생되는데 복수국적의 구체적인 발생유형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0), 11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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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중국적 발생가능 유형2)

구 분 이중국적 발생 유형  국적법 규정

선천적
-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우리 
국민의 자녀로 출생한 자
-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만 22세까지 국적 선택 요구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 국적이탈 제한 (법12조)

후천적

-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
▪1년내 원국적 포기 요구 (법10조)
 → 불이행시 국적상실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예외 존재 
▪1년내 원국적 포기 요구 (법10조)
 → 불이행시 국적상실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예외 존재 

- 국적 회복한 외국국적 
동포

- 미성년자 등 외국국적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국민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민은 즉시 우리 
국적 상실로 이중국적자가 
될 수 없음

▪혼인, 입양, 인지, 미성년자 동반 
국적취득 등 외국국적 비자진 취득 
후 우리 국적 보유신고 시 일정기간 
우리 국적상실 유보 (선천적 
이중국적자와 동일기간 내 국적선택 
필요) 

① 선천적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은 개인이 출생과 동시에 2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는 

상태로서 국가들마다 선천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기준 및 법규가 

상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1930년 『국적법의 충돌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제1장 제1조 전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t is for each State to determine under its own 

law who are its nationals(개별 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누가 

자국의 국민이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마다 자국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국적부여의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그 결과 해당 국가의 국민이 동시에 다른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의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2) 법무부,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8)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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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 출생한 경우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는 경우가 

흔히 볼 수 있는 구체적 사례이다. 한국은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

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후,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부모의 양쪽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복수국적자가 된다. 한국은 부모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된다.

② 후천적 복수국적

후천적 복수국적은 개인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보유한 후에, 귀화, 

국적회복 및 혼인, 인지, 수반취득 등에 의한 국적보유신고를 통해 후천적 

사유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의 국적을 복수로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천적 복수국적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귀화한 경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특별귀화), 특별한 분야에서 우수한 

외국인재(특별귀화), 대한민국의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혼인파탄자는 

제외되며 간이귀화 대상자가 됨)가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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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외국국적동포(국적법 제10조 제2

항 제4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장기간 외국 거주 후 

해당국가의 연금 수급권 등이 있음에도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연금의 포기나 중단을 초래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만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다만, 비록 만65세 이전에 일찌감치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살고 

있는 외국국적동포라 할지라도 완전 출국하였다가 만65세 이후 입국해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조항의 

규정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다) 비자발적인 외국국적 취득자가 한국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한 경우

외국인과의 결혼, 외국인에게 입양, 외국인 부모의 인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

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국적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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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국적법의 복수국적 규정

국적법 제10조는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

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

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

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위의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가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인 후천적 

복수국적 회복자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것으로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유는, 장기간 외국거주 후 

해당국가의 연금 수급권 등이 있음에도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연금의 포기나 중단을 초래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다만 비록 만 65세 이전에 일찌감치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살고 

있는 외국동포라 할지라도 완전출국하였다가 만 65세 이후 입국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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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2010년 5월 4일에 시행된 제10차 개정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만 처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국적법 

제11조의 2 제1항).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로 

인정되지 않고 국민으로서만 처우된다. 따라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근거를 두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고,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일정한 취업분야에서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①  외국인의 임용제한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제1항). 여기에서 언급된 ‘대통령령’

을 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적용 범위)에 따른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항).

②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국기기관의 장은 ①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②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③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제2항). 여기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을 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의 업무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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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①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②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③ 외교관계ㆍ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④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⑤ 검찰ㆍ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⑥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⑦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운영에 관한 

분야, ⑧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이다.  

Ⅲ. 복수국적제도 확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쟁점

 1. 재미교포단체의 복수국적에 대한 논리

복수국적 허용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재미교포단체는 1994년에 4차에 

걸쳐 미국 내에 있는 각국의 대사관, 영사관, UN 산하기관 대표부에 

설문자료 발송을 통해 191개국에 국적, 부동산, 비자, 참정권, 연금수령 

문제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복수국적 허용에 대해 수집된 62

개국을 대상으로 복수국적허용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1차, 3차, 4차는 

한미교육연구원 명으로, 2차는 한국인권문제연구소 명으로 발송)(차종환 

외, 2010: 156-158). 

위의 재미교포단체가 조사한 복수국적제도 현황은 너무 오래된 

자료이므로 여기서 인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복수국적제도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재미교포단체들이 주장해왔고 헌법소원을 포함한 각종 제도 

활용을 통한 압력이 최근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교포단체의 

논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내용은 재외국민참정권과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주장해온 

재미교포단체에서 발간한 차종환 외(2010)에서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재미교포단체 역시 복수국적의 악용과 이로 인한 

일반국민들의 부정적 반응과 관련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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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절한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1) 재외동포의 기능과 역할

<표 3> 재미교포단체가 주장하는 재외동포의 기능과 역할

기능과 역할

조국의 외교관
조국 경제 발전의 지원자로 송금 및 

지참금으로 공헌

조국상품의 외판원 영토 확장을 위한 공헌자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재자
개척자로서 안내자요 조국기업 진출의 

교두보 역할

조국상품의 구매자요 외화벌이의 역군 정신적인 이중국적 소유자

민족의 자산 독립유공자의 후예

민주화 운동의 역군 엘리트 집단

믿을만한 영원한 동지 애국자들

강한 교육열로 한국어를 세계화로 문화 동질성으로 다문화 속에서 공헌

무보수 문화 사절단이요 전수자들 과거의 거울이요 현재와 미래의 모습

홍보관 및 문정관 국제화의 교두보요 첨병

 2) 복수국적제도의 공헌도

<표 4> 재미교포단체가 주장하는 복수국적제도의 공헌도

정신적 공헌 경제적 공헌 정치 교육적 공헌

소외감을 충성심으로 경제적인 활동보장에 도움
참정권 행사에 

참여

애국심과 조국애 수렴
상품 판매의 거점으로 

활용
국력신장

인도적인 차원에서 
공헌

정년 퇴직자에 의한 
경제발전 기여

이산가족 결합에 
공헌

귀소본능의 욕구충족
고급두뇌 유치를 위한 

공헌
뿌리교육을 위한 

공헌

반미감정의 억제 국제화시대에 부응

선진국 진입에 필수적인 
인적자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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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수국적의 문제점과 유감

(1) 복수국적의 악용 및 문제점

복수 국적의 소유로 국내 재산의 반출이나 해외 도피가 쉬워진 만큼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병역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국적을 

인정해주되, ‘주민권’ 개념을 도입해 생활근거지가 외국일 때 일부 

권한이나, 의료보험 등에 제한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병역복무 

연령이 지난 35세 이상 재외동포의 경우도 복수국적을 전면 용인하는 

대신 국내 거주자에게만 주민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2) 복수국적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 

미국의 연금과 한국의 건강보험 등 복수국적을 통해 노인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노인 시민권자들이 

자녀와 삶의 기반을 미국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수국적을 위해 

꼭 영주 귀국 조건을 달아야했는가 하는 점은 아쉽다.

미국 태생 2세 남성이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필수적으로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는 점이 비현실적이다. 얼마나 많은 2세 남성이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가 크게 다른 한국 군대를 가겠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2세들이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군 복무를 대체하는 다른 

방식으로 조국에 기여할 방법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4) 귀화 시민이 되는 이유

재미교포단체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거주국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서이다. 귀화시민이 되어야 거주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미국의 시, 주 연방 상원, 하원 등에 진출할 수 있으며 사법부, 

행정부에도 참여할 수 있다. 

둘째, 효과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이다. 미국의 경우 귀화하여 시민권을 

소유하지 못하면 국가기밀과 관련된 직장은 얻지 못한다. 영주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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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도록 조국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이산가족 합류를 위해서이다. 미국의 이민법은 시민권을 가져야만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국에 남아 있는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본의가 아닐지라도 귀화시민이 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16조는 “가족이 이산되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기본권리가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회담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1천만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듯 조국의 가족과 미국의 가족 사이에 이산을 단절하고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귀화를 해야 한다.

5) 복수국적 취득을 원하는 이유

재외동포들이 복수국적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과 취업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과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내선거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2. 복수국적 확대에 관한 논의

1) 복수국적에 대한 찬성과 반성의 논리

복수국적제도에 찬성하는 논리는 아래와 같다. 복수국적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세계화·개방화로 인한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인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적정 

인구수를 유지하고, 외국국적 변경으로 인한 인구의 순유출을 방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전문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진 현 

상황에서 복수국적 허용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우수인재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복수국적에 반대하는 논리는 복수국적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간주한다. 복수국적은 필연적으로 성실(loyalty)의 충돌을 

초래하는데, 이것은 국적을 취득할 때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충성의무

(allegiance)는 국가에 대한 배타적이고 불가분한 것이라는 개념과 

상반된다. 복수국적은 국가의 3대 요소 중의 하나인 국민의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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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인 국적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가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된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재미교포단체는 계속적으로 한국에서의 복수국적제도 확대를 위해 

국적법개정에 관한 로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요구해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에 복수국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적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하고 있는 

‘국적법 제12조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2013헌마805, 2014

헌마788(병합))에서 국적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국적법이 정하고 있는 국적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합헌적 범위 내에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
3)은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서 두고 있는 등의 이유로 귀책사유 없이 

국적선택기간을 알 수 없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하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공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부모 쌍방 

3)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

택의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제
일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
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
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
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
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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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적어도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그 외국의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와 같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나 국적선택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렵고,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국적선택기간을 알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과 관련이 없는 

외국 거주 복수국적자이라면, 그의 생활영역에서 그가 외국의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법적 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관한 예외조항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입법자에게 

이러한 경우까지를 예상하고 배려해야 하는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이다.4) 결국 국적선택에 있어서 선택기간의 문제도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임을 확인한 것이다. 

요하면, 국적선택에 대한 권리, - 한걸음 나아가 복수국적의 인정여부와 

범위의 문제 – 는 조건 없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취지를 

밝히는 입법자의 결단(법률)에 의해서 그 가능성, 절차와 시간적 제약 

등의 범위 등 한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법자가 정하는 법률이 

그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Ⅳ.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설문조사의 개요

지금까지 복수국적 관련 연구들은 법학적 방법론이 적용된 국적법 

분야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통계학적 방법론이 적용된 경험적 

연구는 극히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5) 특히 후천적 복수국적 확대에 

4) 헌법재판소 2015.11.26. 선고 2013헌마805,2014헌마788(병합) 전원재판
부 국적법제12조제2항위헌확인등 [헌공제230호,1836]

5) 법무부(2009). 재외동포(F-4) 체류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일반국민을 대상
으로 복수국적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거의 유일
한 조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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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영향에 대해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학적 방법론이 적용된 경험적 설문조사가 현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천적 복수국적 확대에 따른 영향에 관한 경험적 설문조사는 전문가와 

미국 등 복수국적이 인정되는 국가의 국내체류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이하 국내체류 재외동포라 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6) 

국내체류 재외동포는 복수국적 허용 확대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자 이 

정책의 수혜집단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적법 개정에서 정책과정에 중요한 참여자가 국적 및 이민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재외동포 및 국내거주 국내체류 

재외동포들의 경우는 일종의 이익집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확대 찬성에 지나치게 경도될 염려가 있는 반면, 이들 전문가들은 보다 

객관적인 관점을 제공하여 복수국적 관련 정책이 지나치게 수혜자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영향 및 확대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9

일까지 25일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은 KSDC(http://www.ksdcdb.kr/answer.jsp?a=10509)를 통해 

만든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한국행정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등 관련 

학회 등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받았다. 회수된 전문가 대상 

설문지는 총 73부였다.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영향 및 확대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국내체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2016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9

일까지 25일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은 KSDC(http://www.ksdcdb.kr/answer.jsp?a=10459)를 통해 

만든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오프라인은 법무부의 도움 하에 각 지역의 

출입국 사무소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11월 24일 부산출입국사무소, 11

월 25일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직접 설문지를 받았다. 회수된 국내체류 

재외동포 대상 설문지는 총 112부였다. 

6) 최초에는 복수국적 허용 외국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도 대상으로 선정하였지
만, 이들의 경우 설문지의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확인되
어 국내체류 재외동포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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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 결과분석

전문가 집단의 설문분석 결과를 보면 복수국적제도전면반대는 18.1%, 

조건 없이 복수국적 전면허용 찬성은 2.7%,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국적 

허용 찬성은 79.2%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전반적 견해는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결론 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요건이 무엇인가’이다.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가경제에 유익하다

(29.7%), 인구감소시기에 인구유입을 위해(28.4%) 두 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권리만 

행사하고 병역·납세와 같은 의무는 기피하고 제도가 악용될 것(46.5%), 

사회복지예산 부담증가(20.9%)로 나타났다.7)

전문가 집단의 복수국적 하향 허용 적정 연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42.9%가 만 60세 이상에 찬성했다. 해당 연령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한 

부분에서도 60세 이상이 가장 많은 답변을 기록했다. 따라서 전문가집단의 

견해의 대푯값은 60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집단인 국내체류 재외동포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수국적제도 전면반대(2.4%),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국적허용 찬성(55.6%), 조건 없이 복수국적 전면허용 찬성(42.1%)

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은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집단이므로 얼핏 생각하기에 전면허용 찬성이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결과는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국적 허용 찬성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2장에서 분석한 

재미교포단체에서 발간한 책자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복수국적 

제도를 포함한 재외교포들에게 제공되는 편익을 악용한 사례로 인한 

7)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복수국적 확대에 대한 전문가의 전반적인 
견해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전반적으로 반대나 요건 강화(예: 복수국적 허용 또는 후천적 국적회복 
자체에는 찬성함. 다만, 의료 서비스 향상, 평균 수명 연장, 실직 은퇴 연령 늦
어짐 등의 현황을 감안하면 국적회복 연령은 70-75세 이상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봄). 둘째, 신중한 접근: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강화해야 한다.(예: 국적
회복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였을 경우에 어느 쪽이 더 큰 부분인지 검토해야 
됨. 국적회복 이전에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자가 향후 국적회복으로 
각종 복지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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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부정적 반응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이유로는 한국 내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36.6%), 한국 출입국 편의를 위해서(26%),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23.6%)로 나타났다.8) 

결론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 재외동포 및 F-4비자 대상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두 집단은 모두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국적 허용”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줬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정책대안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하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부분에서는 두 집단의 합의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연령을 어느 정도로 하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내체류 재외동포와 전문가 모두 만 60세 이상을 최적정 연령으로 

응답하였다(각각 41.2%, 42.9%). 따라서 만 60세 이상이 양 집단 

사이에서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만 60세로 하향할 

경우 정책순응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양 집단이 모두 

“60세” 하향에 찬성(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 자체에 대한 의견차는 

     셋째, 제한적 범위에서 복수국적 확대(예: 단점은 최소로 줄이고 장점은 최대
한으로 늘려야 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바탕이라고 생각하므로 문제발생 소지
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어느 정도 소득이 인정되는 자
들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비용을 미납기간 대비 
퍼센트를 계산하여 일시불로 납입하게 하는 방안 필요. 다만, 독립유공자 자
녀와 같이 국가의 부양이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적용 예외로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처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이유 기재 및 소명자료 등을 제출토
록 하여 병역 의무 등의 회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을 하지 못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 넷째, 국익관점에서 판단해야
(예: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회경제적인 가산
점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다섯째, 전향적인 확대(예: 복수국
적 허용을 통한 인적 자원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시기를 
놓쳤다고 하여 강제적으로 국적포기를 하지 않도록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
야 국적 재취득 가능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기타: 하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8) 후천적 국적회복 연령 확대와 관련한 건의사항이나 개선의견에 대한 답변을 
서술형으로 받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견(
비즈니스의 한국으로의 이동, 조세의무 등), 고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고
취, 건강관리(한국에서의 진료, 수술 등)등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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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나 하향을 가정할 경우 60세로 합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복수국적을 하향 한다면 만60세가 

정책순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복수국적 확대 방안에 대한 전문가와 국내체류 재외동포의 

인식 차이와 합의가능성

내용 전문가 재외동포및F-4
합의

가능성

복수국적제도에 대한 견해 제한적 찬성 전면/제한적 찬성 저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대한 견해

제한적 찬성 전면 찬성 저

복수국적 허용확대 가정시, 
복수국적 허용 적정한 연령대

만 60세이상 만 60세이상 고

국적회복신청시, 소득관련 
서류 의무제출에 관한 견해

전면 찬성 제한적 찬성 저

본문에서 이루어진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결론은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추진할 경우 만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국적회복신청시, 소득관련 서류 의무제출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해야한다.” 

Ⅴ. 정책적 제언

위에서 이루어진 분석결과에 기반을 둔 결론과 연구과정에서 밝혀진 

제도적 미비점 등을 고려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추진할 경우 만60

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국적회복신청시, 소득관련 서류 

의무제출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해야한다.

현재 한국의 복수국적제도는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결과 이 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의 기반이 되는 통계 데이터 확보, 법적 분석의 기반 

미비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로 인한 적실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등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복수국적제도를 포함한 국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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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전반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현재 연구에서 제시된 “만 60세 이상”은 현재의 상황에서 추정한 

결과이며, 계속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연령 하향 요구가 제시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복수국적을 허용 

받은 사람들의 한국에서의 행태 등을 포함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본 연구에서 수행된 미래예측보다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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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복수국적제도 확대를 둘러싼 쟁점

정부차원의 후천적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향후 복수국적 허용 확대 시 예상 시나리오 작성 및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의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영향 분석은 법제도적 분석이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들에 기반하고 있어 복수국적 허용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실증적이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경제·일자리·복지수급·국민정서에 

대한 영향 등을 연구하여, 복수국적 허용 확대 가능성 모색 및 입법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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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bates on the Expansion of Multiple Citizenship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needs an aggressive response 

to the expansion of the acquired multiple nationality, analyzing 

its impacts is not considered so far.  Further, because the impact 

analysis of the existing draft is based on surveys on stakeholder or 

analysis of law and system, there is an empirical limit on the impact 

of the expansion of the acquired multiple citizenships.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explore effects of economic, 

job, welfare, and national sentiment based on the expansion of 

the existing draft, thereby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multiple citize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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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여성이주와 젠더폭력*

김  미  경

Ⅰ. 서론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로 시작된 미국 트럼프 

(Donald Trump)대통령의 취임은 미국과 멕시코 관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의 국내 ㆍ 외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는 그의 반-이민정책이다. 그의 

반-이민 정책은 국내적으로는 보수파와 진보파, 유럽 출신 이민자와 

비유럽 출신 이민자, 지식인과 노동자, 노인층과 젊은층 등 각 층의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 특히 앵글로-색슨과 라티노 간의 

대립은 갈등을 넘어 외교적 사태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We will 

make America safe again.”이라는 공약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최첨단 

시설을 동원하여 미국-멕시코 간 국경장벽을 설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트럼프는 멕시코에게 국경장벽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양국이 부담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응한 멕시코는 이 제안뿐만 아니라 두 국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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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까지 거절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1)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관한 연구는 실제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교류사의 

한 실례로서 한편으로는, 미국과 멕시코의 현대사의 면모를 고찰하게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토와 국경을 바탕으로 근대적 국민국가의 

모습과 탈근대적 세계화가 충돌하는 지점의 다양한 모습을 반성하게 

만든다. 특히 경제적 세계화인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성, 계급, 

인종과는 무관하다는 ‘젠더관계의 탈주제화’를 표명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젠더에 따라 특수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과정임을 보여 준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경제적 세계화의 산물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마낄라도라(maquiladora) 산업과 연관하여 

생산과 재생산 경제와 노동의 관계에서 세계화가 어떻게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분석에 집중한다.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젠더 관점에서 세계화를 논의할 때 

제기되는 ‘국제노동분업의 여성화’ 문제는 ‘제3세계 여성’들이 ‘전 지구적 

이주의 여성화’라는 구조적 모순을 체현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실제 각종 저임금의 서비스업이 시장화 되면서 멕시코와 같은 

저개발 국가 여성들은 국경지대에서 값싼 노동력의 원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선진 국가 내 가사 및 서비스 영역으로 편입되거나 

결혼으로 인해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이 여성들은 노동력 측면에서 뿐 아니라 성적 억압 

및 착취와 연관되어 인종, 젠더, 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 철저하게 타자화 

되고 있다. 더구나 ‘죽음에 이르는 문화논리(death by culture logic)’

라는 명목 하에서 위장되고 있는 젠더 폭력은 성, 인종, 국가의 측면에서 

중첩된 권력의 관계를 그대로 반영한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국경안보강화’와 ‘이민단속강화’를 
목적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3144km에 달하는 ‘미국판 만리장성’ 건설 계
획을 발표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이 비용은 “최소 약 100억달러(11조 
64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불법이민자(미등록 이민자)들을 막아 미국 내의 실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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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외적으로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중심으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마낄라도라 산업과 연계되었을 

때 나타나는 여성노동의 문제점을 밝히는데 천착한다. 또한 내적으로는 

이주의 여성화로 인한 국경지대의 매춘, 마약을 둘러싼 여성폭력과 

밀입국을 둘러싼 여성 살해(femicide)의 현상을 통해 넓게는 세계화로 

인한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모순을 살피고, 좁게는 세계화의 폭력 속에서 

여성이 주변화, 타자화 되어 나가는 모습을 분석할 것이다.2)

Ⅱ. 국경지대 마낄라도라 산업과 여성노동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은 지구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증명하는 

장소로 부상하고 있다. 근대성 속의 국경은 민족과 영토를 기반으로 

국가중심주의를 상징하는 지표였으나, 노동과 자본에 기반 한 ‘전 지구적 

이주’ 현상의 일반화는 더 이상 국경을 ‘경계 짓기’의 의미로 남아 있게 

하지 않는다.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서구 세계의 복합적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교차점이며,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세계화 시대의 폭력을 

설명하고, 구조화된 공포를 상징하는 공간이다.3)

반면, 세계화의 결과물인 국경지대의 마낄라도라 산업의 번성과 진보는 

세계화가 야기한 야만적 폭력과 공포의 산물이면서도 활력과 생명력을 

분출시키는 양면성을 보인다. 비록 마낄라도라 산업의 경제적 결과가 

멕시코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했다는 비판도 받지만, 

2) 이 연구에서 주 대상이 되는 여성은 스피박(Gayatri Chakrabarty Spaivak)
의 ‘하위주체’들로서, 전 지구적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실제로 억압받는 자들, 
가난한자들, 그 중 제 3 세계의 여성노동자들을 의미한다. 스피박의 하위주체
의 개념은 네그리(A. Negri)와 하트(M. Hardt)의 다중의 개념과 공통분모를 
지니는 면도 있지만, 다중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전 
지구적 규모로 양산되는 잉여인간들, 즉 실업자들, 원주민들, 여성들, 기타 소
수자들로 구성된 제국의 프롤레타이아트들에 의한 사회적 주체라면, 스피박
의 하위주체는 제1세계의 빈민이 아니라 제3세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김미경, 「세계화의 위기와 교차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로컬리티 인
문학』, 13집(2015),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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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제를 포함한 사회, 문화적 효과를 감안한다면 두 국가 모두에게 

실로 그 영향력은 막대하다. 이 프로그램으로 국경지대의 산업은 본격화 

되었고, 그로 인해 멕시코 국경에는 쌍둥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산업과 

서비스업종에 관련된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고용의 기회와 소득 증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 시민들에 의한 쇼핑 및 관광산업도 이곳의 사회, 

경제적 발전 도모에 한 몫을 하고 있다. 2010년 멕시코 북부 국경 6개 

주의 산업인구는 멕시코 전체의 약 26%에 달하며, 경제적 규모로는 전체 

멕시코 경제의 1/6을 웃돈다. 

마낄라도라 산업은 1942년 브라세로 프로그램(Bracero Program)과 

함께 시작되어 1965년 멕시코정부의 외국기업 투자를 위한 고용확대 

및 국제수지 개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북부 공업지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경 산업화 계획(Border Industrialization Program)에 관한 법률 제정 

프로그램이다.4) 마낄라도라 산업은 멕시코인의 값싼 임금으로 노동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미국과의 근접성(proximity), 풍부한 

노동력,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형성,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다국적 

기업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계화-NAFTA-

마낄라도라 체제가 멕시코 경제 체질을 바꿔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과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5) 예를 들면, 

공산품 위주의 무역구조 개편, 1차 산업의 비중 감소 및 무역수지 개선은 

성공적인 측면이지만, 시장의 다변화보다는 시장 집중화의 결과로 여전히 

대미 의존성이 심화된 측면이나 저임금에 기반한 여성노동력에 의존한 

단순노동의 증가 등은 마낄도라 산업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이다. 

미국-멕시코 국경에 산재하는 마낄라도라 산업체는 3100여 개 정도에 

4) 마낄라도로 프로그램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
다. 김학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산업화 과정」, 『한국경제지리학회
지』, 4-1호(1998), 81-112쪽; 주종택, 「미국의 이주정책과 멕시코의 국제
노동 이주의 형태」,『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4-2
호(2011), 1-26쪽; 이성형; 「NAFTA와 멕시코(1994-2006): 경제적ㆍ사
회적 효과」, 『경제와 사회』, 76호(2007), 165-195쪽.

5) 이성형은 그의 논문에서 마낄라도라의 부정적인 사회, 경제 효과를 제시한다. 
이성형,「NAFTA와 멕시코, 1994-2006: 경제적 ㆍ 사회적 효과」, 165-
32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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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며 노동자의 수는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중 거의 1/4의 

노동자들이 시우닫 후아레스(Ciudad Juáres)에 있고 그 중 약 60% 

정도가 여성 노동자들이다. 마낄라도라 산업은 섬유, 전자,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 부품 조립 및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면서 단순노동과 손의 

유연성이 뛰어난 미혼 여성 노동력을 선호한다. 그러나 마낄라도라 

산업의 저임금 ㆍ 노동집약적 여성 노동력에의 의존은 멕시코 여성들을 

구조적 억압과 폭력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문화논리

(death by culture logic)’6)에 의한 도덕적 ㆍ 윤리적 측면의 희생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실제 멕시코 여성 노동자들은 마낄라도라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끊임없는 이직(移職), 그리고 기술상의 미숙련의 문제로 인해 

자본의 뒤에서 비참한 비인간화의 과정을 경험한다. 

마낄라도라 산업은 노동집약적 성격 상 여성노동이 주를 이루지만, 

성, 인종, 국가의 측면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미국인 ㆍ 남성 노동자에 

비해 멕시코인 ㆍ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동일노동 조건 하에서 현저히 

낮은 임금을 지급받으며 승진이나 진급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멕시코 마낄라도라와 미국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1980

년에는 각각 $1.42와 $9.84로서 6배 이상 차이가 났으나 1982년부터 

페소(peso)화의 평가절하로 차이가 더욱 벌어져서 1987년에는 각각 

$0.84와 $13.46으로서 16배의 차이가 났다.7)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남성노동자에 비해 절반의 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승진율은 거의 제로 수준이다. 게다가 1980년 이후부터 마낄라 

산업체들은 아시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직적 시스템, 고도의 

기술력, 그리고 훈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서 단순노동에 한정되는 

6) Melisa W. Wright, “The Dialectics of Still Life: Murder, Women, and 
Maquiladoras”, Denise A. Segura and Patricia Zavella, eds., Women and 
Migration in the U.S. Mexico Borderlands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7), pp. 184-202. 이 논문에서 저자는 마낄라도라 여
성 노동자들의 ‘death by culture’ 또는 ‘corporate death’를 언급한다. 이는 
여성 노동자들의 죽음이 멕시코의 문화적 전통과 관련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
으로 마낄라도라 산업체들이 여성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 회피의 수단
으로 죽음의 원인을 멕시코의 문화적 전통에서 찾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 3
장의 상세한 설명 참조.

7) 김학훈,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의 산업화 과정」,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호(1998), 101-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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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는 노동의 환경이나 조건에 있어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금 격차 이외에도 세계화는 ‘재생산 노동의 인종적 분업’을 가져와 

여성들은 남성들에게서 성, 인종 및 계급의 측면에서 중첩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1차적 차별이 남성과 여성 간에 이루어진다면, 2차적 차별은 

동일한 여성 내부에서 ‘백색’과 ‘유색’ 인종 간에, 그리고 ‘지식인 ㆍ 지적 

노동자’와 ‘물리적 ㆍ 육체노동자’ 간의 위계질서에 의해 이루어진다.8) 

마낄라 노동의 경우 여성 노동자들은 일주 60시간 노동과 단순 노동집약적 

근로 조건, 월경(생리대) 검사, 이직(移職)의 문제 등으로 인간 존엄성이 

침해되는 일이 일상화 되고 있다. 한 마낄라 행정관이 여성들의 이직(

移職)에 관해 묘사하는 멕시코 여성은 인격화된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자본에 의해 철저하게  계산된 재산가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마낄라 산업이 여성 폭력 나아가 때로는 여성 살해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멕시코 여성들은 야망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으며 흥미도 

없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직이 심하며, 그들에게 월급을 올려주면 오히려 

경제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 마낄라 

산업체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리고 그녀는 버려진다.”9)

마낄라도라 산업과 연계하여 여성 노동자들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 훈련’ 과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일시적, 미숙련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숙련된 충성심 있는 고용자의 두 

집단이 서로 상품화 되어 가는 과정의 문제를 드러낸다. 남성 노동자인  

숙련노동자들은 그들 고유의 가치가 성숙되고 발전되어 보다 가치 

있는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반면,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로 구성된 

일시적(임시) 노동자들은 단지 그들의 가치를 소비시킬 뿐 전혀 자신을 

발전시키거나 변형시키지 못한다. 더욱이 마낄라 노동의 특성상 빈번하게 

8) ‘재생산 노동의 인종적 분업’에 관한 설명은 Rhacel Salazar Parreñas의 『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2009); 안
숙영, 「세계화, 젠더 그리고 지구적 전략」, 『젠더와 문화』, 3-2호(2010), 
175-202쪽 참조.

9) Melisa W. Wright, Ibid.,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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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일시적 일자리의 선호는 멕시코 여성들의 이직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이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 열악해질 뿐이다. 

또한 멕시코의 젊은 비숙련ㆍ여성노동자들은 ‘비가시적 노동자’들로 

구분되어 기업 또는 노동조합의 보호와 심지어 당연히 그들에게 주어져야 

할 법적, 사회적 보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반면, 숙련공ㆍ백인ㆍ남성 

노동자들은 많은 보수, 빠른 승진으로 출세의 길을 달리고, 숙련공으로 

발전되어 신분의 안정을 보장받는다. 이처럼 마낄라 산업 자체에는 ‘공식 

노동’과 ‘비공식 노동’이 공존하며 이러한 현상은 그 자체가 ‘세계화의 

함정’이 빚어낸 결과이며 여성 노동자들은 그 함정의 포로인 셈이다.

신자유주의의 내러티브 속에서 여성은 항상 현실의 희생자로 그려지고 

그 책임과 희생은 여성들의 ‘무능력’ 때문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동적인 세계 경제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마낄라도라 산업체들도 

‘숙련공’과 ‘비숙련공’, ‘훈련된 자’와 ‘훈련되지 않은 자’ 그리고 ‘중단하는 

자’와 ‘지속하는 자’를 구분하면서 젠더의 문제와 연관하여 새로운 

문화적 담론을 창출한다. 여성들은 이 구분에서 주로 후자에 속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여성 차별의  근본 이유는 바로 “그들은 야망이 없다”

는 것이다. 라디오 공장의 매니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는 여성들이 

훈련에 흥미를 가지도록 노력해 왔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멕시코의 문화적 배경과 연관되어 있다. 만약 여성 스스로가 야망을 

가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을 훈련시킬 수 없다.”10)

실제 훈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은 5% 미만으로 비숙련 멕시코 

여성들의 이직율은 한 달에 20% 정도에 달한다. 잦은 이직, 비숙련, 

일시적 일자리 등은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 노동력에 비해 질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여성의 순종성, 

민첩함, 유연성, 인내심, 예민함으로 인해  여성이 반복적인 일에 더 

적합하고, 특히 저임금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마낄라 공장들은 여성 

노동을 선호한다. 한 지방신문은 “에이전시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단지 여성노동자만을 

10) Ibid., pp. 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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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다.”11) 라고 보도한데서도 이와 같은 사실은 증명된다.

마낄라도라 산업에서 여성의 높은 이직율 또는 퇴사율은 산업체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고도의 반복된 작업으로 

인한 착취, 유독한 화학약품, 장시간의 근무, 열악한 통풍, 휴식 없는 노동, 

과도한 소음, 불안한 기계 상태 등 조악한 노동 환경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성들은 감독들의 지휘 하에서 

거의 자율권을 갖지 못한다.12)

최근의 연구들은 마낄라도라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여성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여성 이직의 주요 원인임을 밝혔다. 여성 노동자들은 영양실조, 

잦은 유산, 불안감, 신경과민, 불안정한 생리 주기, 우울증 등을 겪으며, 

심지어 여성 노동자의 신생아들은 정상 체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13) 눈 가려움, 시력 저하, 두통, 알레르기와 같은 건강 악화와 

열악한 노동 환경은 자연히 여성 노동자들 간에 높은 이직율을 부추기고,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노동 시장의 필연적 유연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휴한기에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봄에는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는 환경을 만든다.”14) 라는 제너럴 모터스 

델피 공장에 관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는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시장이 

인간의 노동력을 산업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과정을 여실히 증명한다.

가장 불행한 사실은 여성들은 양적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질적인 하락의 대상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여성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쉽게 얻지만 이들 일자리는 종종 착취적인 노동조건 및 저임금을 

11) Guzman, R. “Empresas Maquiladoras Buscan Mano de Obra en Colo-
nias”, El Diario de Ciudad Juárez, 1998, 7. 24, 5.

12) Guendelman S. & Jasis M, “The Health Consequences of maquilado-
ra work: Women on the U.S.-Mexican Border”, Am J Public Health, 
83(1993), pp. 37-44.

13) Sylvia Guendelman, Steven Samuel & Martha Ramirez, “Women who 
Quit Maquiladora Work on the U.S.-Mexico Border; Assessing Health, 
Occupation, and Social Dimentions in Two Transnational Electrics 
Plants”,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vol. 33(1998), pp. 
501-502.

14) Melisa W. Wright, “The Dialectics of Still Life: Murder, Women, and 
Maquiladoras”, pp. 18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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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하여 어떤 보호적 장치도 없이, 정규직이 아닌 임시 노동 계약직에 

의해 불안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이직 외에도 여성 노동력에 대한 신체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또 한 

가지 요인은 바로 ‘임신’이다. 최초 입사 시부터 여성노동자들은 임신 

여부의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15) 심지어 이 과정에서 멕시코 여성들은 

남성 감독관에게 매월 생리대를 제출해야 하는 성적 폭력을 경험하기도 

한다. “임신 여성들은 화장실을 빈번하게 다니고, 한 달 후면 그들은 

공장을 떠난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작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16)라고 

불만을 표시한 TV 산업체의 공장책임자의 표현에서 우리는 마낄라 여성 

노동자들의 이중적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성들의 빈번한 노동 이직과 출세에 대한 무관심은 사실 멕시코의 

전통문화와 여성들에 대한 가톨릭의 영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성 가사노동의 중시, 순결성의 강조, 순종성의 강요 등과 같은 가톨릭 

문화의 영향과 마쵸 중심의 전통적 남성중심주의의 문화적 전통은 

여성들이 ‘집안일 우선’이나 ‘잦은 임신’과 같은 상황으로 내몰아 여성들이 

불가피하게 승진, 숙련공, 장기근로자로 성장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처럼 멕시코의 전통과 종교적 영향이 여성들에게 일에 대한 야망도 

충성심도 갖지 못하게 하면서도 이것을 단지 ‘여성 자신들의 야망의 결여’ 

때문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성과 문화에 의한 분명한 여성 

차별이라고 하겠다. 심지어 이러한 ‘문화논리’는 여성 살해에서 조차도 

그대로 적용되어 멕시코 여성들은 일회용으로 소모되고 따라서 여성들은 

최저임금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전통문화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멕시코 여성들의 잦은 이직, 충성심과 야망의 결여 논리를 

15) 미국 노동청, 1988; Araly Castañon, “Buscan igualdad laboral”, El Dia-
rio de Ciudad Juárez, 10, October, c3, 1998; Leslie Salzinger, “Manu-
facturing Sexual Subjects: “Harassment,” Desire, and Discipline” on a 
Maquiladora Shopfloor, Denise A. Segura & Patricia Zavella eds., Ibid., 
p. 196.

16) Leslie Salzinger,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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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담론으로 연결 지우는 것은 마낄라 산업체들이 자신들의 어떤 

책임의식도 회피하려는 음모이며 또 다른 오리엔탈리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여성과 남성, 제1세계와 제3세계, 백인과 

유색인종,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자와 빈자라는 또 다른 유럽중심주의, 

오리엔탈리즘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본다.

마낄라 산업체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탁아소, 노동  

스케쥴의 유연성, 반복 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고통에 대한 관심의 

증가, 출산부의 배려 등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배려 없이 단지 문화적 

논리에 빗대어 책임을 면하는 태도는 ‘죽음에 이르는 문화 논리’에 내재된 

함정이라고 하겠다. 오늘도 마낄라 산업체의 멕시코 여성 노동자들은 

현실적인 죽음과 문화 논리에 의한 이중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Ⅲ. 국경지대의 매춘ㆍ마약ㆍ에이즈와 ‘죽음에 이르는 문화 논리’

세계화로 인한 여성 노동의 경우 ‘고용의 여성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여성 서비스의 세계화’와 더불어 여성 인신매매, 

성매매 등 여성의 인신을 담보로 ‘섹스 서비스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sex services)’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멕시코 국경의 

쌍둥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여성들은 쉽게 매춘, 강간, 및 성적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여성들의 저임금 노동과 더불어 

가장 흔한 수입원은 여성들의 성적 노동(sexual work)이다. ‘성매매’라고 

부르는 섹스 노동의 경우는 오늘날 전지구적 관광산업 및 섹스관광과 

연관되어 있다. 섹스산업에서도 성, 인종 젠더의 관계는 재생산노동과 

마찬가지로 인종별, 위계별로 차등화 되고 있고, 그 희생자는 항상 여성 , 

빈민, 제3세계의 몫이다. 

미국-멕시코 국경의 섹스산업은 세계 국경 중 가장 큰 규모 중의 하나이다. 

멕시코의 티후아나와 미국의 샌디에고 사이의 국경지대는 국경 도시들 

중 가장 빈번한 왕래가 이루어지면서 매춘의 수요과 공급을 촉진시킨다. 

특히 멕시코의 섹스관광 시장은 마약과 연계되어 대규모로 조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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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로 인해 매춘을 위한 여성이주 현상도 활발히 일어난다. 특히 

멕시코 북쪽 국경지역은 성노동자의 활약과 마약의 사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17) 티후아나의 경우 성노동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창출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해 온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는 마약 구입을 위한 비용 마련 또는 사회경제적 욕망을 

위해, 더 나쁜 경우는 사기 또는 인신매매와 같은 폭력과 강제성에 의해 

입문하기도 한다.18)

미국-멕시코의 국경을 따라 밀입국과 국외추방의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1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715,495명이 추방을 당했으며, 이 

중 멕시코인의 비율은 69.8%에 달했다. 국외 추방자들의 다수는 

HIV(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부는 마약 사용자들로 

대부분 티후아나에 있는 성노동자들의 고객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2006

년의 경우 15세에서 49세에 이르는 116명의 사람들이 HIV에 노출되었고, 

여성 성 노동자 중 6%가 에이즈에 감염되었으며, 12%가 마약주사를 

맞았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이주여성 성 노동자들이 마약과 에이즈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골든버그(S.M. Goldenberg)의 

면밀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주여성들은 상당수가 성매매, 마약중독, 

에이즈 감염 등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19)

성노동자와 마약 그리고 이주의 현상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최근 티후아나와 시우닫 

후아레스의 성노동자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 고객을 상대하는 

멕시코 여성의 경우 HIV 감염 지수가 높게 나왔으며, 평균보다 더 젊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여성의 경우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도 

17) S.M. Goldenberg, J. G. Silverman, D. Engstrom, I. Bojorquez-Chapela 
and S.A. Strathdee, “Right Here is the Gate Way”: Mobility, Sex work 
Entry and HIV Risk along the Mexico-US Border, International Migra-
tion, 52-4(2014), p. 26. 

18) Ibid., pp. 27-28.

19) Ibid., pp.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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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20) 성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에서도 인종과 문화에 의한 차별과 배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으며, 젠더 폭력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924

명의 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성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32세, 평균 노동 기간은 4년으로 각종 성병에 감염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미약주사에도 노출되어 있었다.21)

그렇다면 왜 미국-멕시코 국경의 성매매는 일반 지역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가? 마낄라도라에서 일하는 미국 남성의 단독 이주의 증가, 

국경 쌍둥이 도시들의 관광산업의 발전, 멕시코의 불안정한 경제적 전망 

등으로 멕시코 여성의 이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멕시코 

여성들은 직접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의 폭력으로 간접적으로는 

‘남성적 경제학’의 논리 앞에서 배제되고 차별당하며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갇혀 있다. 

그러나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섹스산업을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시켜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국제기구들조차도 ‘섹스산업으로 

인한 외화 획득은 가난한 후진국의 성장을 위한 해결책’22)으로 치부 한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몸과 욕망이 ‘국제 화폐의 한 형태’로 전환되면서 

증가하는 수요에 따른 공급의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23)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여성 이민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성 노동을 위한 

자발적 이주와 생존을 위한 매춘이 성행하고, 성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티후아나를 

20) Stefanie A. Strathdee and Carlos Magis-Rodríguez, “Characteristics of 
Female Sex Workers with US Clients in Two Mexico-US Border Cit-
ies”,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35-3(2008), pp. 263-268.

21) 이 연구는 924명의 성노동자 중 후천성 면역결핍증 6%, 매독 14%, 요도성병
인 클라미디어 13%, STI 27%, 매독이 13%로 나타났다. Stefanie A. Strath-
dee and Carlos Magis-Rodríguez,  Ibid, p. 263.

22) Peterson, V. Spike, A Critical Rewriting of Global Political Economy: 
Integrating reproductive, procuctive and virtual econom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3), p.105.

23) 안숙영, 「세계화, 젠더, 그리고 지구적 전략」, 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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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4년 나프타의 체결 이래로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는 마낄라 산업의 번성과 더불어 사람과 물자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합법적인 허가 하에서 ‘일상 통근자(commuters)’가 

증가하면서 노동과 자본의 이동에 따른 마약밀매, 조직폭력, 범죄, 살인, 

밀입국, 매춘, 섹스관광, 알콜, 담배 및 무기 밀매 등 온갖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다.24)

미국-멕시코 국경의 마약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미국 내 마약의 

거의 대부분은 멕시코 국경을 통해 유입된다. 1969년 닉슨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미국의 ‘마약전쟁’의 선포는 국경을 통한 마약 밀매와 

더불어 불법이주민들의 단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를 통한 마약 밀매는 198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마약전쟁이 선포된 것은 미국 엘리트 

계층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고안된 국가의 ‘정치적 담론’이었다. 마약 

밀매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워싱턴 엘리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군사화 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가장 큰 희생자는 멕시코 

사람들이었다.25) 그러나 마약전쟁의 선포는 미국 사회에서 멕시코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도 범죄자로 몰아넣어 제1세계에서 제3세계 사람들을 

타자화하고 배제하여 세계화의 제물이 되게 한다. 

성매매, 마약과 더불어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젠더폭력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바로 ‘여성 살해(femicide)’이다.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발생하는 여성 살해의 문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젠더와 인종이라는 

중첩된 측면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권력관계의 표현으로,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정치, 경제적 구조가 전 지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이다. 나아가 젠더 폭력의 확산은 

‘죽음의 정치’ 또는 ‘시신의 정치’의 구성요소이며 젠더정치와 동시에 

24) Tony Payan, The Three U.S.-Mexico Border Wars: drugs, Immigration 
and Homeland Security (Santa Barbara, CA: ABC-CLIO, LLC, 2016), 
pp. 4-9.

25) Colin Campbell, “From Social Control to Social Instability: US-Mexican 
Relations in the ‘War on Drugs’, 2000-2008”, Latin American Studies, 
23-3(2010), pp. 187-191.



Homo Migrans Vol. 17(Nov. 2017)

152

이루어진다. 여성 살해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입장은 멕시코는 매춘이 

합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성 노동자는 ‘공적 여성(public women)

에 해당하고, 이러한 공적 여성의 죽음은 일종의 ’공적 청소‘에 해당하며, 

정부는 사회의 도덕 및 정치적 균형을 위해 골칫거리 여성이 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뿐이다.26)

마낄라도라의 여성 노동은 여성 살인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멕시코 여성들의 잦은 이직(移職)이나 어린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폭행은 

원인이 어디에 있건 역시 ‘죽음에 이르는 문화 논리(이하 문화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문화 논리’란 멕시코여성의 이직이나 노동에의 무관심 

심지어 성 폭력 및 살인의 경우에도 모든 원인은 전적으로 멕시코의 전통 

문화나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문화의 아이러니한 현상을 말한다.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가톨릭 전통의 영향으로 ‘마리아상’에 대한 이상향에 

기반한 여성상이 내면화 되어있다. 노동의 조건은 반드시 집에서 가까운 

곳이어야 하며, 경제행위보다 가사노동을 중시하는 경향, 피임 없는 잦은 

임신 등은 여성들의 잦은 이직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문화적 

시스템의 탓으로 돌린다. 이 논리는 마낄라 노동과 관련된 성폭력이나 

심지어 살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많은 여성 살해의 증거가 있었음에도 마낄라 여성 노동자들의 죽음은 

199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살해동기가 

무엇이건 여전히 멕시코 사회는 문화논리에 기반한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행이 있다. 1995년 마낄라 공장에서 일하던 19세 소녀의 

살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치우와와주(Chihuwawa)의 주지사였던 

바리오(Francisco Barrio)는 그녀들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딸들이 특히 

밤에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라고 물음으로써 멕시코 전통문화에 

기댔다. 마낄라 공장의 입장은 살해당한 여성이 ‘한 노동자의 죽음’이라는 

26) Melisa W. Wright, “Public Women, profit, and Femicide in Northern 
Mexico”, South Atlantic Quarteley, 15-4(2006), pp. 681-698. 장세용
은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밀입국자와 생명정치를 연관하여 논의하면서 음
벰베(Achlle Mbembe)의 ‘시신정치’를 소개한다. 장세용,「미국-멕시코 국
경지대와 밀입국자-생명정치와 연관하여」,『역사와 경계』, 91호(2014), 
313-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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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보다 먼저 ‘그들은 착한 딸들이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하고, 

그녀의 이중적 생활태도를 의심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문화 논리는 결국 살해의 실체가 어떻든 대부분 의도적으로 고안된 

‘외국 연쇄 살인범’ 이야기로 끝을 맺으면서 누구의 책임도 없는 희생자의 

윤리적ㆍ도덕적 부패와 타락을 의심하게 만든다.27)

한편 멕시코 측의 입장은 ‘미국 사회의 특징인 자유주의 문화와의 

접촉으로 인한 전통적 가치의 부식에 기반한 문화 쇼크”라고 결론짓는다. 

부패하고 타락한 미국 문화가 멕시코 여성들에게 스며들어 여성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문화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다. 1999년 마낄라공장의 

13세 소녀가 공장버스 운전사에게 강간과 폭행을 당해 사막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마낄라공장에서는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고 그 

운전사는 기소되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이다.28) 

제3세계 여성들의 죽음은 전통 속에 묻히고, 여성 내부로부터의 책임의 

탓으로 전가되며, 결국 ‘전통적’인 문화 가치의 파괴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마낄라도라 내러티브는 살해여성을 남성문화(Machonism)에 의한 문화적 

희생의 산물로 여기며, 그것은 제3세계 여성들의 성적 가치관의 변화와 

시골 이주민들의 나약함과 연관시켜 그려낸다. 그러나 후아레스의 일부 

인사들과 여성단체들은 이 담론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살해당한 여성 

노동자들은 가난하지만 근면한 이 지방의 주민들로 공적인 관심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것은 분명 범죄 뒷면에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질투, 

여성의 경제적 독립, 성적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 등이 그 원인들이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사회 분위기’에 그 

원인이 있음을 강조한다.29)

국경지대의 매춘과 마약 그리고 에이즈 및 여성 살해의 문제는 세계화와 

27) Melisa W. Wright, “The Dialectics of Still Life: Murder, Women, and 
Maquiladoras”, pp. 186-190.

28) Ibid., p. 189.

29) Ibid., p. 188.



Homo Migrans Vol. 17(Nov. 2017)

154

신자유주의의 함정의 결과이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는 남성 노동력과 

여성 노동력 간에, 간접적으로는 제1세계의 남성과 제3세계의 여성 간에 

젠더의 측면에서 또 계급 간의 위계질서에 의한 차별과 배제의 원리가 

내포되어있다. 특히 마낄라도라 산업과 여성 살해의 문제는 또 다른 

유럽중심주의이며, 오리엔탈리즘의 표출이라고 하겠다. 다국적기업에 

의한 마낄라도라 산업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에게 득이 되는 것인가? 

국경지대의 밝은 불빛 뒤에는 제3세계 여성들의 숨겨진 희생과 얼룩진 

아픔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다.

4. 국경 넘기: 강간·폭력·여성 살해

총 3,141km에 달하는 미국-멕시코 국경은 나프타의 체결과 더불어 통행 

인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국경으로 

떠올랐다. 미-멕 국경은 지리적으로 양국 간의 경계이면서도 제1세계와 

제3세계를 구분 짓는 경계이기도 하다. 세계화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이 

자본과 노동에 따른 세계적 이주의 현상이라고 볼 때, 미국-멕시코 

국경은 초국적 거대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위기를 극명하게 노출시킨다. 

불법이주자(미등록이주자)30)들의 미국 국내로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트럼프대통령의 국경장벽의 설치는 오늘날 또 다시 미국과 

멕시코의 억압과 갈등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다. 마낄라도라 산업을 

배경으로 이 경계는 ‘불법과 차별의 공간’이며, 불법이민자들에는 ‘죽음의 

공간’이 된다. 국경도시를 통해 밀입국한 멕시코인들은 대략 2000년을 

기점으로 약 700만 명에 이르며, 하루 3천 명 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의 밀입국을 시도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수치가 아니라 

밀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죽음과 희생’이다. 이들 대부분은 거친 환경과 

30) 유엔인권위원회는 ‘불법이민자(unauthorized migrants)와 같은 단어의 인권
적 차별성을 들어 이 단어으 사용을 금지하자 ’미등록 이주자(undocumented 
migrant)’ 또는 ‘미승인 이민자(unauthorized migrant)’와 같은 단어들이 등
장했다. 주미영, 「이민정책을 둘러싼 미국-멕시코 간 갈등과 변화」, 『중남
미연구』, 28권-2호(2010), 417쪽. 본고에서는 단어나 개념과 상관없이 불
법이주자 또는 불법이민자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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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순찰대 및 국경 방어 장비에 의해 죽음, 폭력, 상해 및 성폭력에 

노출된다.31) 1993년에서 2004년 사이에 558건의 밀입국자가 죽음을 

당하고, 그 중 99%가 멕시코인이었다.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14세에서 

75세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지만, 주로 20세에서29세의 젊은 연령층이 

다수이며, 그 중 남성이 88%, 여성이 12%를 차지한다.32)

불법이민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시우닫-후아레스(Ciudad Juárez)나 

엘파소(El Paso)가 그 중심 요지였지만 9.11테러 이후에는 국경통제가 

강화되면서 ‘죽음의 회랑’이라고 불리우는 애리조나(Arizona) 사막지대가 

주요 무대가 되고 있다. 불법으로 국경 넘기를 시도하는 이주민들은 

밀입국 안내자인 ‘코요테(coyotajes, burerros, 또는 polleros), 

마약카르텔, 국경 감시원 또는 국경 연방관리들에 의해 쉽게 강간, 살해, 

상해에 노출된다.33)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로 성폭력이나 여성 

살해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국경 도시들의 성 폭력의 일반적 현상은 

정치경제의 구조적 폭력과 연관되어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성적 폭력이 어떻게 여성의 상황 및 저항과 얽혀 있는지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경 넘기와 연관하여 멕시코 여성의 경우는 미국-멕시코 국경의 경제적 

변화가 노동력의 착취와 성적 폭력이라는 이중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 준다. 1986년 멕시코의 시장자유화 정책은 ‘미등록 이주(불법이주)

의 여성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남길 만큼 여성들의 미국으로의 월경은 

심각한 상황이다. 1980년에서 1985년간 멕시코 여성의 미국으로의 

이주는 약 30만 명 정도였지만, 2004년에는 110만 명으로 급증했고, 

2005년 미국 거주 멕시코인 불법이주민 중 성인의 39%에 해당하는 200

31) 김미경,「세계화의 위기와 교차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로컬리티인문
학』, 13호(2015), p. 99.

32) Madeleine J. Hinkes, “Migrant Deaths along the California-Mexico 
Border: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orensic Science, 
53-1(2008), pp. 16-20.

33) Sylvanna M. Falcón, “Rape as a Weapon of War: Militarized Rape at the 
U.S._Mexico Border”, Women and Migration in the U.S. Borderlands, 
Denise A. Segura & Patricaia Zavella, eds., pp. 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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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이 여성으로, 이들은 모두 이주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34) 또한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 불법 이주를 원하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살인과 

폭력에 노출된다. 

국경지대의 밀입국자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신체가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는 ‘예외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직접적으로는 

국경 경비대에 의해, 그리고 사막의 거친 환경에 의해 위협당하고, 

간접적으로는 코요태에 의한 경제적 부담과 강도 및 마약밀매업자들의 

폭력 조직에 노출되어 폭행 ㆍ 강간 ㆍ 납치 ㆍ 살인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경지대에서의 강간 사건은 일반적 현상인데, 그 

이유는 군사문화가 국경순찰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강간은 ‘여성으로서나 적으로서’ 이중적으로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범죄로 제국주의의 식민주의의 관행에 근거한다.35) 이처럼 국경에서의 

이주 여성은 철저히 타자화되어 ‘벌거벗은 삶’을 경험하면서, 살인과 

폭력에 노출된다. 

강간과 더불어 여성 이주민들에게 닥쳐오는 또 다른 위험은 여성 살해

(femicide)이다. 멕시코는 여성 살해가 가장 빈번한 국가 중의 하나이며,36) 

특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미국의 이민정책과 더불어 9.11 이후 안보 

논리와 연계되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을 보인다. 멕시코 국가 위원회는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납치된 멕시코 사람들은 여성을 포함하여 모두 

1만 1천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다수는 죽음에 희생되거나 사라진다. 

34) Douglas S. Massy & Jorge Durand & Nolan J. Malone, Beyond Smoke 
and Mirrors: Mexican Immigration in an Era of Economics Integration 
(New York: Russel Sage, 2000), p. 134; Katherine M. Donato, Brandon 
Wagner & Evelyn Patterson, “The Cat and Mouse Game at the Mexico-
U.S. Border: Gendered Patterens and Recent Shift”, IMR. 42-2(2008), 
pp. 332-333.

35) Sylvanna M. Falcón, Ibid. 이 논문은 미-멕 국경지대의 무장 군대 또는 감시
원 및 국경연방 관리 등에 의한 여성 강간에 관한 분석으로 무장 군대 강간의 
유형, 조건 및 다수의 사례연구들을 소개한다.

36) 1993년에서 2005년 사이 시우닫 후아레스에서 일어난 연쇄살인사건만 하더
라도 발견된 시신이 350-400여 구에 달하며 실종자수를 합하면 거의 800명
에 이른다. 대부분 마낄라도라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로, 아직도 근본 원
인이나 범인들 모두가 밝혀진 것은 아니며, 멕시코 정부는 미온적 태도와 소
극적 자세로 인해 국제적인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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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7일 멕시코 전역에서 “여자라는 이유‘ 혹은 ’여자라는 점을 

노리고 저지르는 여성 살해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유엔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는 매년 약 2,500여명에 달하지만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37) 2017년 9월에 발생한 페미사이드의 

주인공인 여대생 카스티야(19세)는 친구들과 파티를 즐긴 후 집으로 

돌아가는 중 실종되어 일주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 되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 분노하는 여성들은 “네 잘못이 아니야”를 외치면서 그녀를 

추모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내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녀의 평소 

행동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그녀의 죽음을 두고 일각에서는 카스티야가 

평소 음주를 즐겼으며, “술에 취해 밤늦게 다니면 끝이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여성들이 알아야한다”는 종류의 글들이 SNS를 타고 퍼졌다. 이는 

분명 여성 비하의 태도를 ‘문화적 죽음’으로 연결시킨 것으로, 여성의 몸과 

윤리·도덕적 가치의 잘못된 결부의 결과물이다. 스페인 범죄학자들은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미국 문화에 의한 스페인 여성들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라는 스토리를 고안함으로써 멕시코의 전통적 가치의 부식으로 

인한 문화적 쇼크라고 주장한다.

국경지대의 여성 살해는 마낄라도라 산업과 연계되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1986년 멕시코의 시장자유화 정책으로 여성들의 

불법월경이 대폭 증가하면서 양국은 모두 ‘미등록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1980년을 전후로 멕시코 여성의 미국 이주는 약 30

만 명에 그쳤으나, 2004년부터 5년 동안에는 110만 명으로 보고되었다. 

2005년 미국 거주 불법이주민은 대략 500만 명에 달하며 그 중 39%인 

200만 명이 여성 이주민에 해당한다. 

여성들의 불법월경은 필수적으로 강간, 납치, 고문, 신체 또는 신체절단 

및 여성 살해를 동반한다. 양국 정부는 나프타 이후 국경도시에서 여성 

살해와 실종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당면 사태를 부인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여성 살해는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 가난한자에 

대한 부자, 소수종족 집단에 대한 백인 엘리트, 젊은이에 대한 나이든 

이들,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리행사로서 전개되었다. 진정 ‘여성 살해’는 

37) 2017년 9월 18일 Daum, 국제 뉴스, 박승휘기자. 



Homo Migrans Vol. 17(Nov. 2017)

158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통제 방식으로 자연화 된 정도 만큼, 젠더화 되고 

인종화 된 신체에 대한 중첩된 ‘정치적 동기를 가진 성적 폭력’으로서 

권력관계를 표현한다.38)

여성 살해를 유발하는 요소는 여성 노동력의 재생산 투입으로 인한 

일상화된 젠더폭력의 용인과 세계화로 인한  국가의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밀입국 여성들의 살해라는 두 가지 측면이다. 여성 살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젠더화되고 인종화된 신체에 대한 중첩된 ‘정치적 

동기를 가진 성적 폭력’으로서의 권력관계를 표현하며, 세계화로 인한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정치ㆍ경제적 구조가 전 지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조그만 홀트비에드마(Holtvilledma)의 진흙탕 무덤에 매장되는 것은 

북쪽으로의 여정을 선택한 운 나쁜 이민자들이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그의 유해는 이미 3달 전에 발견되어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방부제로 처리된 채 남아있었다..... 장례식은 빠르고 초라하게 끝이 났다. 

그 남자는 홀로 이름도 모른 채 고향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뜨거운 캘리포니아에서 그가 발견되었던 것과 똑 

같은 방식으로  매장되었다. 그의 ‘국경-넘기’ 여행은 검시관에 의해 

관 뚜껑위에 휘갈겨 쓴 번호와 더불어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납작한 

나무상자 속에 누움으로써 끝이 났다. 우리는 무심한 표정으로 무덤을 

파는 사람과  시체안치소에서 나온 사람들에 의해 그의 관이 ‘제국’의 

땅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또 다른 이름 모를 여성의 

시체를 정식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주자들이 묻혀 있는 영세민 묘지에 

내려  놓았다. 그들의 관위에 씌어진 “John Doe” 또는 “Jane Doe”란 

식으로 불리는 이름들은 분명히 부랑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39)

밀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상자에 대해 미국 이민국은 이러한 상황은 

‘비의도적 결과’로 어떤 공식적 책임도 부인하는 ‘현장부재증명’을 

38) Rosa Linda Fregoso, “Toward a Planetary Civil Society”, Women and 
Migration in the U.S.-Mexico Borderlands: A Reader, p. 36

39) Ken Ellingwood, Hard Line: Life and Death on the U.S. Mexico Border, 
(New York: Vintage Books, 2005), p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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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40) 불법이주민들은 국경 ‘통제’에 따른 높은 비용과 위험을 

감당하면서 국경을 넘지만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불법 이주민들은 

‘예외 상태’에 놓여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며, 미국인도 멕시코인도 

아닌 그저 불법 이민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국가도 인격도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고 여성의 몸은 ‘국제적 

화폐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시장의 용인은 각국의 입국 

규정과 외국인법에 의해 가능하다. 사라져야 할 국가와 민족의 경계는 

세계화로 인해 더욱 높아지고 견고해지는 아이러니한 세상이다.

Ⅴ. 결론: 라티노와 여성: 영원한 타자인가?

신에게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지옥에는 너무 가까운 후아레스 

태드와 리치의 일기는 그 순간 그녀가 따를 수밖에 없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컴퓨터 파일의 빈 화면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썼다. 그리고 ‘국경에 대한 착취’, ‘종교’라고 적어 내려갔다. 이렇게 

페이지를 세 개의 칼럼으로 나누었다. 그녀는 이들 사이에서 어떤 패턴을 

찾을 때까지 몇 가지 연관성을 떠올리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착취-

북미자유무역협정-마낄라도라-노동자-희생자들-국경 수비대?41)

1980년 이래 세계화의 역사적 결과물의 하나는 바로 ‘이주의 보편화’일 

것이다. 이주의 형태는 과거 ‘제1세계’에서 ‘제3세계’의 형태가 지금은 

‘제3세계’에서 ‘제1세계’로 그리고 ‘남성’ 중심의 이주가 ‘여성’ 중심의 

이주로 전환되면서 ‘이주의 여성화’가 이루어졌다. 그런가 하면 노동의 

측면에서는 마낄라도라 산업의 특성상 ‘고용의 여성화’ 현상이 심화되고 

과거와 달리 여성 내부에서 조차 인종과 계층 간의 분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40) Ivan Light & Elsa von Scheven, “ Mexican migration networks in the 
United States, 1900-2000”, IMR, 42-1(2008), pp. 767-802; 장세용, 
Ibid., 337쪽에서 재인용.

41) Alicia Gaspar de Alba, Desert Blood: The Júarez Murders (Houston: 
The Arte Público Press, 2003), pp. 114-5, 박정원, 「공포의 시뮬라르크
를 넘어 경계의 윤리학으로;『2666』에 나타난 세계화 시대의 상징으로서 
미국-멕시코 국경」, 『Revista Iberoamericana』, 23-3(2012),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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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멕시코 국경은 이와 같은 세계화로 인한 젠더의 문제점을 여실히 

증명하는 장소 중의 하나이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마낄라도라’ 

특수경제지대는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젊은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성적억압과 노동의 착취를 일삼고 이들의 가치를 소모시키면서 자국의 

산업발전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여성에게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가면 뒤에는 여성 노동의 희생과 

착취라는 음영이 길게 드리워져 있다.

미국과 멕시코 양국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안겨 준 마낄라도라 산업의 

발달은 여성들에게 양적인 일자리 증가를 선물했지만, 그들의 삶은 질적 

하락을 경험하게 했다. 여성은 일자리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임시 

노동 계약직으로 착취적 노동조건 및 저임금의 조건 하에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벌거벗은 삶’을 경험한다. 특히 마낄라도라의 여성 노동자는 

‘비가시적 노동자’로서 ‘가시적 지식 종사자’에게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비숙련공’으로서 ‘숙련공’인 남성에게 역시 차별을 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세계화가 생산과정 및 노동조건을 전 

세계적으로 변화시켜 여성의 삶의 조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세계화가 여성에게 미친 영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세계화는 여성에게 풍부한 노동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여성은 세계화로 ‘득’을 본 것인가 ‘피해’를 본 것인가?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여성 살해이다. 

여성 살해는 살인이라는 물리적 측면의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 여성의 가치가 여성의 몸 이외의 요소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를 남긴다. 방송매체나 구전을 통해 순환되는 

여성 살해는 여성이 피해자이기 전에 “그들이 착한 여성이었을까?”라는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13세 소녀가 밤에 무엇을 했을까?” 

야간에 그녀가 밖에 있었다는 자체가 그녀를 둘러싼 경제적 요인이나 

그녀가 직장에서 돌아오는 야간 통근버스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다시 말해 그녀의 외출 자체가 ‘죽음에 이르는 문화적 

논리’의 희생물로 전락한 것이며, 이러한 종류의 스토리들은 살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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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나 소녀들이 전통 문화의 가치를 파괴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한다.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불법이주와 관련하여 젠더폭력의 또 다른 

문제는 밀입국과 관련된 다수의 사고사, 코요테와 마약 카르텔의 폭력 

및 범죄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국경수비대나 

순찰대 또는 밀입국 안내자인 코요테에 의한 강간과 여성 살해는 젠더 

폭력의 핵심을 이루며, 이와 같은 상황은 불평등과 주변화를 강요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권력 구조에 기인한다. 

이렇게 볼 때 마낄라도라 이주 여성들이야말로 ‘벌거벗은 생명’들이 

아니겠는가? 마낄라도라 여성들은 말을 할 수 있는가?  미국-멕시코 국경 

이주민들에게 인간의 권리 자체가 존재하는가? 누가 이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가? 마낄라도라 여성 노동자들은 말을 할 수 없다. 그들은 

말하려고 죽을힘을 다해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없다. 그들은 

몸은  전지구적 자본배치의 폭력 앞에 노출되어 자신의 몸에 제국주의의 

상처를 각인시키며 누구에 의한, 어떤 보호에서도 벗어난 ‘예외상태’에 

있는 하위주체들이다. 

세계화로 인한 마낄라도라 산업의 활성화와 여성 이주의 증가가 ‘욕망과 

몸을 둘러싼 글로벌 시장’의 형성을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논리를 기반으로 한 마낄라도라 산업은 그 특성상 저임금 ㆍ 

단순노동에 기반한 여성 노동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여성이 

철저하게 배제된 ‘남성 경제인’ 또는 ‘남성적 경제학’의 논리로 작동되는 

이 구조 속에서 여성은 여전히 영원히 타자일 수밖에 없다. 

초국적이고 탈 식민주의적 페미니즘에 기반하여 볼 때, 우리는 미국-

멕시코 국경의 국경 넘기와 성폭력의 상황이 전 지구적 정치경제에 의해 

더욱 악화되는 현상을 직시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진전과 더불어  

젠더 또는 트랜스-내셔날리즘의 분야에서 이론적으로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아직도 성 또는 젠더폭력의 과정의 문제는 도외시 

되고 있다. 앞으로 요구되는 작업은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주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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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인 역할을 부각시켜 마낄라도라 여성들의 멕시코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살피고, 이들의 존재와 목소리를 어둠 속에서 끌어냄으로써 더 

이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희생자로서만이 아니라 ‘역사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자’임을 증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영남대학교, meekkim@yu.ac.kr

주제어(Key Words): 

세계화(globalization),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마낄라도라 산업

(Maquiladoras), 젠더 폭력(Gender Violence), 미국-멕시코 국경

(U.S.-Mexico border), 죽음에 이르는 문화(death by culture), 성 

폭력(Sexual Violence), 마약(drugs),  여성 살해(Femicide), 라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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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세계화 시대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여성이주와 
젠더폭력

김 미 경

이 연구는 넓은 의미에서 1980년대 이래 급속하게 확산되었던 신자유주의 

중심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이주의 문제를 트랜스네셔날(transnational)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로서 탈국가, 탈경계의 맥락 속에서 

여성이주의 생활 세계를 통해 오늘날의 세계화(globalization), 지구화의 

문제를 젠더, 인종, 계급의 관계망 속에서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AFTA이후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소이다. 미국은 마약, 불법이민자, 그리고 자국의 

안보의 관점에서 멕시코와 전쟁을 치르고, 멕시코는 마낄라도라 노동의 

착취, 성 매매, 여성 살해와 더불어 증가하는 HIV와 에이즈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 

특히 국경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법 이민은 코요테와 마약 카르텔에 

의한 살해, 폭력, 강간으로 이주민들은 ‘예외상태’에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죽음으로 내몰린다. 불법 이주에 성공하더라도  제3세계의 

이주민들은 제1세계에서 성ㆍ인종ㆍ계급의 측면에서 차별과 배제를 

당하며 영원한 타자로 취급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의 측면에서, 백인과 유색인이라는 인종의 측면에서, 그리고 제1

세계와 제3세계라는 국가와 계급의 측면에서 세계화의 구조적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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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성폭력, 집약적 노동조건 및 열악한 노동환경은 멕시코 여성들을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 하고, 멕시코의 어려운 경제적 환경은 어린 

소녀들을 성매매의 현장으로 몰고 간다. 그럼에도 이 책임은 ‘죽음에 

이르는 문화논리’나 또는 멕시코의 전통에 기댐으로서 누구의 책임도 

아닌 여성들 스스로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좁은 의미에서 이 연구는 세계화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마낄라도라 산업’과 ‘이주의 여성화’를 중심으로 ‘여성 

노동’의 문제점 그리고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의 밀입국자를 둘러싼 

젠더 폭력의 상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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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men’s Migration and Gender Violence on the               
U.S.-Mexico Borderlands in the Globalization

Meekyung, Kim

This study is an attempt to illuminate the transnational view of the 

globalization of the neoliberalism that has been rapidly spreading 

since the 1980s and its subsequent migration, especially focusing 

women’s Migration along U.S.-Mexico borderla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oday’s globalization in 

the context of gender, race, and class networks an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economical globalization in related with women’s 

worker in Maquiladora.

After NAFTA, the US-Mexico border is a place that reveals the 

problems of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The US is at war with 

Mexico in terms of drugs, illegal immigrants, and its own security. 

Mexico, on the other hand, suffers from problems such as the 

exploitation of maquiladora labor, sex trafficking, and femicide as 

well as increasing HIV and AIDS.

Illegal immigrants, particularly around the border, are killed 

by coyotes, drug cartels, murder, violence, and rape, while the 

immigrants do not receive any protection from the “State of 

Exception”. Even if illegal immigration succeeds, migrants from the 

Third World are treated as eternal strangers in the First World, 

subject to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n terms of sex, ra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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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In particular, women are exposed to the structural violence 

of globalization in terms of gender as men and women, in terms of 

race as white and colored, and in terms of state and class, the first 

and third worlds.

Low wages, sexual violence, intensive working conditions and poor 

working conditions often lead to the death of Mexican women, and 

the difficult economic environment in Mexico drives young girls 

to the scene of prostitution. Nonetheless, this responsibility is 

attributed to the ‘cultural logic by death’ or to the traditions of 

Mexico and to the responsibility of women themselves, who are not 

responsible.

In conclusion, based on this consciousness, this study analyzes 

gender violence through the ‘maquiladora industry’ and ‘feminization 

of migration’ in a narrow sense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above problems, and aims to reveal the trpaps of globalization in a 

broad sense.



167

세계화 시대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여성이주와 젠더폭력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참고문헌

1. 단행본

Agamben Gorgio,  주혜연 역,『호모 사케르의 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서울: 새물결, 2008).

Agamben Gorgio, 김항 역,『예외상태』(서울: 새물결, 2008).

Anderson Joan B., Fifty years of change on the U. S.-Mexico 

border: growth, development, and quality of lif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8).

Cravey Altha J., Women and work in Mexico’s Maquiladoras  (New 

York: Rowman and Littlefield, 1999).

Davidson Miriam, Lives on the Line: dispatches from the 

U.S.―Mexico Border  (Arizona: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00).

Fregoso Rosa Linda, meXicana Encounters: The Making of social 

Identities on the Borderland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Ganster Paul, Lorey, David E., The U.S.-Mexican Border in to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8).

Martínez Oscar J., Border People: Life and Society in the U.S.-

Mexico Borderlands  (Arizona: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94).

Payan Tony, The Three US-Mexico Border Wars: Drugs, 

Immigration and Homeland Security  (California: ABC-CLIO LLC., 

2016).

John St., Rachel C., Line in the sand: A history of the western U 

S.-Mexico border (Boston: Princeton, 2011).



Homo Migrans Vol. 17(Nov. 2017)

168

2. 논문

Androff David K., and Tavassoli Kyoko Y., “death in the desert: 

The human crisis in the U.S.- Mexico border”, Social Work , 57-

2(2012).

Campbell Colin, “From Social Control to Social Instability: 

US-Mexican Relations in the ‘War on Drugs’ (2000-2008)”, 

『라틴아메리카 연구』,  23-3(2010).

Córdoba María Socorro Tabuenca, “Sketches of identities from 

the Mexico-US border (or the other way around)”, Comparative 

American Studies , 3-4( 2005).

Cunningham Hilary, “Transnational politics at the edges of 

sovereignty: Social movements, crossings and the state at the 

US-Mexico border”, Global Networks ,1-4(2001).

Darling Jonathan, “Becoming bare life: Asylum, hospitality, and the 

politics of encampment”,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 27(2009).

Garcia Maribel, “Life along the NAFTA Highway: Transnational 

Living Strategies on the US/Mexico Border”, Cultural Dynamics , 

18-2(2006).

Goldengerg S.,M., et al., ““Right Here is the Gateway”: Mobility, 

Sex Work Entry and HIV Risk along the Mexico-US Border”, 

International Migration , vol. 52, no. 4(2014).

Guendelman Sylvia et al., “Women Who Quit Maquiladora Work on 

the U.S.-Mexico Border: Assessing Health, Occupation, and Social 

Dimensions in Two Transnational Electronics Plants”,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 vol. 33, no.5(1998).

Herrera Eduaro Barrera, “The US-Mexico Border as a Paradigm 

of Post-Nafta Mexico”, Organization , 4-4(1997).

Hinkes Madleine J., “Migrant deaths along the California-Mexico 

border: A anthrop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orensic 

Science , 53-1(2008).

Morales Maria Cristina and Benjarano Cynthis, “Transnational 



169

세계화 시대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여성이주와 젠더폭력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sexual and gendered violence: an application of border sexual 

conquest at a Mexico-US border”, Global Networks, 9-3(2009).

Nevins Joseph, “Dying for a Cup of Coffee? Migrants Deaths in the 

US-Mexico Border Region in a Neoliberal age”, Geopolitics , 12-

2(2007).

Patterson Thomas L., et al.,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HIV 

Infection among Female Sex Workers in 2 Mexico-US Border 

Cities”, The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 vol. 197, no.5(2008).

Riosmena Fernando, Douglas S., Massy, “Pathways to El Norte: 

origins, destin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Mexican 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IMR, 46-1(2012).

Sanchez Sarina, with Estrada, Antonia Arias and Salas, Margarita 

Avalos, “Transcending Borders: Testimonies of Resistance on the 

US-Mexico Border”, Aztlán: A Journal of Chicano Studies , 38-

1(2013).

Slack J., and Whiteford S., “Violence and Migration on the 

Arizona-Sonora border”, Human Organization , 70-1(2011).

Strathdee Steffanie N., et al., “Characteristics of Female Sex 

Workers With US Clients in Two Mexico-US Border Cities”,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 vol. 35, no. 3(2008).

Wright Melissa, “Necropolitics, nacropolitics, and femicide: 

Gendered violence on the Mexico-U.S border”,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 36-3(2011).

Rosenberg Judith, “the Rhetoric of Globalization: Can the 

Maquiladora Worker Speak?”,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06).

Tuňon Magalî Murio, Enforcing Boundaries: Globalization, State 

Power and the Geography of Cross-Border Consumption in 

Tijuana, Mexico , Phd Thesis, University of San Diego (2010).

Warner Eric John, “Borderlands and Identity: Migration and 

Representation”, Phd Thesis, Michigan State University (2013).

김달용, 「1990년대 멕시코 대미관계의 현상과 전망: NAFTA의 배경과 



Homo Migrans Vol. 17(Nov. 2017)

170

성격을 중심으로」,『라틴아메리카연구 』, 6(1993).

김학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산업화 과정」,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1998).

로버츠 브라이언,「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이 이민과 범죄에 미치는 

작용의 변화와 악순환」, 김현균ㆍ이은아 편『라티노/라티나』(서울: 

한울, 2013). 

박정원, 「공포의 시뮬라크르를 넘어 경계의 윤리학으로: 『2666』에 

나타난 세계화 시대의 상징으로서 미국-멕시코 국경」,『Revista 

Iberoamericana』, 23-3(2012).

이성형, 「NAFTA와 멕시코(1994～2006): 경제적ㆍ사회적 

효과」,『경제와 사회』, 76(2007).

임상래, 「미국 남서부(Southwest)의 문화ㆍ지리적 이해: 멕시코성과 

국경성을 중심으로」,『라틴아메리카연구』, 22-1(2009).

장세용,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와 밀입국자 - ‘생명정치’ 개념과 

연관시켜」,『역사와 경제』, 91(2014).

주미영, 「이민정책을 둘러싼 미국-멕시코 간 갈등과 

변화」,『중남미연구』, 28-2(2010).



이주사학회171http://www.homomigrans.com

김 용 현

Ⅰ. 서 론  

1911년 3월 25일 미국 뉴욕 시 맨해튼의 트라이앵글 셔츠웨이스트 

공장(Triangle Shirtwaist Factory)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사건은 

20세기 초 미국 사회가 노동자에게 자행했던 가혹한 착취를 예증하는 

역사의 한 단면이다. 총 146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이 사건의 기저에는 급격하게 진행되었던 미국의 산업화가 만들어낸 

거대한 사회적 모순이 있었다. 이윤 창출에 치중했던 자본가들은 

강압적인 규율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의 신체와 정신을 통제하고 사고를 

방지할 안전시설의 설치를 등한시하였으며 결과, 그 결과 이들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사건의 주된 피해자들이 유대계의 이민 여성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이 

화재사건은 또 다른 역사적 함의를 갖는다. 19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미국 사회로 진입해온 이들은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모순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안정적 생활기반의 확보가 어려웠고 당장의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이민 노동자들의 절박한 경제적 상황을 이용하여, 

자본가들은 강도 높은 착취를 강제하는 한편 이로 인해 신체와 정신이 

고갈된 노동자는 다른 이민자로 손쉽게 대체할 수 있었다. 특히 뉴욕은 

이 과정이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도시였다. 이 도시의 경제적 

번영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의류업의 급속한 성장은 미국 사회에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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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한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착취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혹한 노동 규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달성된 것이었다. 

또한, 트라이앵글 화재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하려는 사회 구성원들의 열망도 함께 드러내는 계기였다는 

점 에 서  더 욱  중 요 한  의 미 를  갖 는 다 .  이 민 자 이 자  여 성 이 라 는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노동계급 내부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었음에도, 화재의 피해자들이었던 유대인 여성 노동자들은 

국제여성의류노동자연맹(International Ladies Garment Workers 

Union, 이하 ILGWU)1)을 위시한 노동조합들의 지원 하에서 자신들의 

강력한 계급의식과 투쟁성을 통하여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을 구체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중상류층의 지식인과 사회운동가들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189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 개혁 사상인 

혁신주의(Progressivism)의 적극적 지지자들이었다. 혁신주의자들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미국 산업사회의 

효율성과 도덕성도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1900년대부터 

1910년대에 걸친 ‘혁신주의 시기(Progressive Era)’동안 다양한 개혁 

정책을 통하여 자신들의 신념을 실천하려고 시도하였다. 트라이앵글 

화재 사건은 이러한 논의에 정당성과 실천 동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다.  

의류업에 종사하는 이민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뉴욕의 지역적인 특성과, 열악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개혁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혁신주의 

시기의 시대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트라이앵글 화재는 혁신주의 시기 

노동계급의 현실과 그것을 개혁하려 했던 다양한 사회집단의 인식들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사례로 기능한다. 특히 이것은 뉴욕의 이민 

1) 국제여성의류노동자연맹(International Ladies Garment Workers Union, 
ILGWU)는 1900년 뉴욕에서 창설된 여성의류업 노동자들의 노조였다. 1900
년대 말부터 1910년대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노동운동과, 이를 지지했던 
이민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이 시기 의류업 여성 노동자들을 대표
하는 노조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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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들이 ‘이민자’이자 ‘여성’이며 동시에 ‘노동계급’이라는 

중층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트라이앵글 화재 이후 이어졌던 

노동개혁의 논의들이 이 정체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 더욱 유효하다. 이들은 여성 이민자라는 정체성으로 인하여, 

화재의 가장 주된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편견의 희생자가 되어야만 했다. 또한 이후 촉발된 노동개혁의 

논의 속에서도, 이들은 여성 노동자들의 계급성을 탈각시키고 자매애에 

근거한 젠더 연대를 강조하였던 중상류층의 여성 혁신주의자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젠더 정체성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의 권위 하에 여성 

노동자들을 통합시키고자 하였던 남성 중심적인 노동조합간의 충돌 

속에서 자신들의 복합적인 면모를 인정받지 못한 채 단일한 정체성만이 

부각되면서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타자화 되어가고 있었다. 즉, 

트라이앵글 화재와 뉴욕 시의 노동조건 개혁 운동은 혁신주의 시기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면성과 이것을 감지하는데 실패하였던 

‘노동자 보호’라는 사회적 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트라이앵글 화재를 독자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초기의 

연구들은 사건의 경과와 그 여파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치중하였다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었다.2) 또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이 사건이 혁신주의 시기의 노동 개혁에서 가지는 의미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규명하려 했던 이후의 연구들도, 이것이 가지고 

있었던 다면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산업재해와 그것의 극복이라는 관점 

하에서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3) 또한, 혁신주의 

2) David Von Drehle, Triangle: The Fire that Changed America, (New 
York: Grove Press, 2003); Leon Stein, The Triangle Fire, (Ithaca: Cor-
nell University Press, 2011). Drehle은 새로운 사료의 발굴을 통하여 Stein
의 연구를 추가적으로 보완하였으나, 여전히 사건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집중하였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3) Arthur F. Mcevoy, “The Triangle Shirwaist Factory Fire of 1911: So-
cial Change,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Evolution of Common-Sense 
Causality”, Law&Social Inquiry, 20-2(1995); Eric G. Behrens, “The 
Triangle Shirtwaist Company Fire of 1911: A Lesson in Legislative Ma-
nipulation”, Texas Law Review, 62(1983); Richard A, Greenw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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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여성 노동자들의 정치적 단결과 저항을 다룬 연구들은 젠더 

관점에서 노동 개혁의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으나, 트라이앵글 화재라는 단일한 사건보다는 

혁신주의 시기의 여성노동에 관한 전반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데 

더욱 집중하고 있었다.4)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본고는 

트라이앵글 화재 사건을 통해 드러났던 미국 산업사회의 노동자 

인식, 그리고 노동개혁의 기치를 내세웠던 뉴욕의 사회집단들이 

이민 여성 노동자들의 다면적인 정체성을 둘러싸고 갈등하였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혁신주의 시기의 노동자 개혁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제 2장에서는 트라이앵글 

공장 화재의 구체적인 경과와 함께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의류업계의 노동조건과 그 기저에 있었던 미국사회의 노동자 인식을 

규명한다. 제 3장에서는 이민 여성 노동자 및 그들을 지원하였던 다양한 

사회단체들의 노동개혁에 대한 열망과 그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노동자들의 주체적 이론이 이러한 인식들의 상호 충돌로 인해 그 

추진력을 잃고 다른 집단에 종속되어갔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Ⅱ. 트라이앵글 공장 화재와 뉴욕 이민 노동자들의 실상

1911년 3월 25일 오후 4시 40분경, 뉴욕 맨해튼 남부의 애쉬 

빌딩(Asch  Bu i l d i ng )에 위치했던 트라이앵글 셔츠웨이스트 

공장(Triangle Shirtwaist Factory)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 총 

    The Triangle Fire, Protocols of Peace, and Industrial Democracy in 
Progressive Era New York,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11. Greenwald는 이 시기의 노동개혁이 가져온 성과와 한계를 포괄적으
로 조망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이것을 노동자들의 정체성 문제와 연결하여 분
석하지는 않았다.    

4) Meredith Tax, The Rising of the Women: Feminist Solidarity and Class 
Conflict, 1880-1917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80); Nancy 
Schrom Dye, As Equals and as Sisters (Columbia: University of Mis-
souri Pres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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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망자들의 절대 다수는 

탈출구가 봉쇄당한 공장 내부에서 연기에 의해 질식사하거나, 이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외부로 투신하여 낙사한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자들의 탈출이 지연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공장 내부의 부실한 

화재 예방시설이었다. 공장 내의 소방 호스는 모자란 수압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았으며,5) 유일한 비상계단은 약한 내구성으로 인해 

탈출하는 인원들의 하중을 못 견디고 무너져 내리면서 다수 노동자들의 

사망을 유발했다.6)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망자의 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은 트라이앵글 공장의 억압적인 규율이었다. 이 공장에서는 

도난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퇴근하는 노동자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7) 공장 측은 이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시행하기 

위해 두 곳의 출입구 중 한 곳을 상시 잠그고 노동자들이 열린 문을 

통해서만 출입하도록 강제하였으나, 사건 당시 이 유일한 출입구는 불과 

연기로 가로막히면서 노동자들의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들이 만들어진 근본적 원인은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이윤을 

획득하는 것에 더욱 치중하였던 공장주들의 경영방침에 있었다. 일례로, 

이들은 사건 이전부터 이미 화재의 위험성과 안전조치의 부재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대처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실시하지 않았다.8) 

이들은 비용을 투자하여 화재의 위험을 줄이는 것보다는 높은 보험료를 

통한 금전적 수익을 획득하는 것이 더욱 손쉽게 이윤을 획득하는 

방법이라 간주했던 것이다. 실제로 트라이앵글 화재 후 이들은 보험금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민사 보상과 시설의 피해액을 충당하고도 약 6만 

4천 달러의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9) 

5) Stein, The Triangle Fire, p. 35.

6) Ibid., pp. 79-80.

7) Kheel Center for Labor Management Documentation & Archives, ed. 
Transcripts of Criminal Trial Against Triangle Owners (Ithaca: Cornell 
University ILR School, 1911), p. 12. [http://digitalcommons.ilr.cornell.
edu/triangletrans/18/](검색일: 2017.9.15.).

8) Stein, The Triangle Fire, p. 172.

9) Ibid.,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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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 안전보다 중시했던 트라이앵글 공장의 이러한 경영방침은 

노동자들의 일상에 대한 강압적인 탄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소지품 검사를 위한 출입구의 폐쇄 외에도, 이 공장에서는 무급 

초과근무가 일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지각이나 장시간의 

화장실 사용에 급료의 삭감이나 해고의 위협이 가해지기도 하였다.10) 

또한 트라이앵글 공장은 이러한 통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을 

폭압적으로 탄압하기도 하였다. 이미 이곳은 화재사건 2년 전인 

1909년, 뉴욕 시 셔츠웨이스트 제조업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었던 

‘2만 명의 봉기(The Uprising of the Twenty Thousand)’에서 

노동자들의 피켓시위 대열을 폭력단을 동원해 습격하였으며, 파업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자세를 취했던 

전력이 있었다.11) 또한 이러한 노동자 권익의 침해 사례들은 비단 

트라이앵글 공장뿐만 아니라 뉴욕시의 의류업계 전반에서 일상화 되어 

있었다. 급료지불의 연기와 과도한 야근이 일상적으로 존재하였으며, 

실수로 손상된 상품이나 작업에 쓰인 재료들의 비용을 노동자들의 

급여에서 삭감하는 관행도 업계 전반에 만연하였다.12)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였던 공장주들은 노동자들의 

안전시설을 확보하는 것에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다. 화재 사건 

이후 위생관리공동위원회(Joint Board of Sanitary Control)와 

여성노동조합연맹(Woman Trade Union League, 이하 WTUL)13)이 

공동으로 실시한 안전 환경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이 되었던 공장 중 

대다수가 비상탈출구와 창문을 폐쇄하고 있었으며 작업장 내부의 

10) Pauline M. Newman, Letter to Michael and Hugh (Ithaca: Kheel Cen-
ter for Labor-Management Documentation & Archives, 1951) 참조. 
[https://trianglefire.ilr.cornell.edu/primary/letters/PaulineNewman.
html](검색일: 2017.9.17) 

11) Drehle, Triangle, p. 86.

12) Samuel Gompers, “Struggles in the Garment Trades”, Leon Stein, ed., 
Out of the Sweatshop: The Struggle for Industrial Democracy, (New 
York: Quadrangle/New Times Book Company, 1977), p. 140. 

13) 여성노동조합연맹(Woman Trade Union League, WTUL)은 1903년 노동자 
여성의 지원을 목적으로 노동계급과 중상층 계급의 여성 활동가들이 연합하
여 창설한 혁신주의 사회단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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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물질도 제대로 격리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14) 뉴욕 

시내의 공장 모두가 트라이앵글 공장처럼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다. 

뉴욕 시의 의류업계에 만연했던 노동자 인권 경시는 미국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용관계에 대한 자유방임적 사조에서 영향 받은 

것이었다. 산업화 시기 미국의 사법체계는 노사간의 계약관계를 

전적으로 사적인 협약으로 간주하면서, 노동자가 시민(Civil)으로서 

가지는 공적 측면보다 사적 계약관계 하의 고용인(Employee)으로서의 

위치를 우선시하였다.15) 이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의 사적 협약을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보다 더욱 중시하게 

만들었다.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이 고용 계약 과정에서 작업장 내의 

재해와 마주칠 가능성에도 마찬가지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조성하였던 노동조건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감추면서 더욱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16) 이러한 

인식은 트라이앵글 화재의 처리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공장주 측의 변호인이었던 막스 스튜어(Max Steuer)는 화재의 유족 및 

부상자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여, 희생자들은 고용과정에서 

위험과 불이익을 이미 상정한 것이며 재해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들의 

부주의함과 과실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기존 미국 사회의 친기업적인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였다.17)

또한 기업의 사적 이윤 추구를 노동자의 기본권보다 우선시 했던 미국 

사회의 이러한 인식과는 별개로, 트라이앵글 화재의 주된 피해자였던 

뉴욕 시의 의류업 노동자들은 또 다른 사회적 편견과 마주해야만 

했다. 이들의 상당수는 19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미국 사회로 진입해온 

이탈리아계와 유대계 이민자 출신의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특히 유대인 

14) “The Same Thing can Happen in These Cloak Death-Traps”, “Workers 
Expose Unsafety Conditions”, New York Call (1911. 3. 29).

15) Christopher L. Tomlins, Law, Labor, and Ideology in the Early Ameri-
can Republic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 384.

16) Ibid., p. 383.

17) “Triangle Defense”, New York Times (191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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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민자들은 여성의류 산업에서 전체 노동력의 약 40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18)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던 

‘비미국인’이라는 위치와 여성이라는 성별, 그리고 경제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감수해야만 했던 의류업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뉴욕의 여성 의류업 노동자들을 

미국 내의 다른 노동자보다 훨씬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었으며, 

기존 미국 사회가 이 새로운 노동자 집단을 자신들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미국 건국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이민자에 대한 차별은 미국 

사회 내부에서 주류였던 앵글로 색슨계 백인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앵글로 일치주의(Anglo-Conformity)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미국의 건국을 주도한 앵글로 색슨계 개신교도의 문화적 속성이 

미국의 가치인 민주주의, 공화주의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었다.19) 미국 본토의 백인들은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설정하였던 미국인의 표준적 생활양식을 따르지 않는 이민자들을 

사회의 잠재적인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타자화하여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전통이나, 서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만연해왔던 반유대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반기독교적’이라는 사회적 낙인 하에 건국 초기부터 

미국 사회 내부에서 적대시 되어온 집단이었다. 또한 19세기 중반부터 

등장한 우생학은 유대인들의 신체적 특징을 ‘본질적인’ 열등성으로 

호도하면서, 이들이 근본적으로 미국 사회에 동화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20)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미국 사회는 유대인에게 ‘백인’이 아닌 ‘유대 인종’이란 별도의 

범주를 부여하고, 이들을 사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앵글로 색슨계와 

결코 동등한 위치에 놓일 수 없는 타자로 표상하였던 것이다. 

18) Drehle, Triangle, p. 108.

19) 민경희, 『미국 이민의 역사: 이론과 실제』 (청주: 개신, 2008), 98-99쪽.

20) Matthew Frye Jacobson, Whiteness of a Different Color: European Im-
migrants and the Alchemy of Ra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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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라는 신분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위치도 트라이앵글 사건의 

피해자들을 더욱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사회적 굴레가 되었다. 

화재 소식을 제일 먼저 보도한 『뉴욕타임스』의 3월 26일자 기사 

「셔츠웨이스트 공장 화재에서 141명의 남성과 소녀들이 사망하다(141 

Men and Girls Die in Waist Factory Fire)」는 기존 미국 사회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인식하고 있었던 관점을 젠더 문제의 측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였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대목 

속에서 이 기사는 사건의 피해자들을 ‘불쌍한, 작은 피조물(A Poor, 

Little Creature)라는 단어로 묘사함으로써 이들을 비참하고 가련한 

운명에 놓인 존재로 표상하였다.21) 가난하고 비위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민 노동자,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 여성이라는 사회적 편견들은 

이 기사로 하여금 트라이앵글 사건의 피해자들을 미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아닌, 연약하나 동시에 열등한 존재로 타자화 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심지어 이민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이러한 인식들은 같은 노동계급 

내부의 구성원들에게서도 표출되었다. 특히 미국 본토 출신의 백인 

숙련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미국노동총연맹(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이하 AFL)은 노동시장에서 새롭게 경쟁자로 등장한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22) 또한 

숙련공으로 구성된 대부분의 남성 노조 지도자들은 여성 노동자들을 

자신과는 달리 결혼 후에 곧 노동을 그만두게 될 일시적인 노동자로 

간주하고 있었다.23) 이러한 관점은 여성 노동자들을 극히 계급의식이 

낮고 스스로 단결할 능력이 없는 미숙한 존재로 표상하였다.

1911년 12월 개정한 트라이앵글 화재사건의 형사재판은 자본가들이 

21) “141 Men and Girls Die in Waist Factory Fire”, New York Times (1911. 
3. 26).

22) 신승용, 「미국 혁신주의 시대의 계급과 민족관: T.Roosevelt와 S.Gompers
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9 (1997), 252쪽.

23) Annelise Orleck, Common Sense & a Little Fire: Women and Working-
Class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1900-1965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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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편견들을 이용하여 사건의 피해자였던 노동자들의 

부주의함을 강조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데 성공하였던 

사례였다. 공장주 측의 변호를 맡았던 스튜어는 노동자들의 탈출지연이 

그들의 부족한 지성과 올바르지 못한 판단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이러한 편견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석한 증인들에게 

영어로 말할 것을 종용하였다.24) 상당수가 이민 노동자였던 증인들의 

능숙치 못한 영어사용은 이들의 ‘비미국인’으로서의 위치를 드러냄과 

동시에, 충분한 지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편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스튜어는 재판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부족했음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였다. 그는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행동을 전적으로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호도하였다.25) 그뿐만 아니라, 공장 문이 잠겼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나온 화재의 생존자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이 

사전에 검사 측과 면담을 했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려 하였다. 

스튜어는 이것을 통하여 생존자들은 결코 사건의 정황을 올바르게 

기억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이 증언들은 검사측이 사전에 

만들어 이들에게 학습시킨 것이라는 인상을 배심원 측에 심어주려 했던 

것이다.26) 

결국 이러한 편견을 이용하여 공장주 측은 재판에서 무죄평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여성과 이민자라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위치는 이들이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존재이며 따라서 사건의 원인은 노동자들의 

부주의하고 미숙한 판단에 있었다는 논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지성을 갖추지 못한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공황으로 빠져든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던 한 배심원의 발언에서도 나타나듯, 

스튜어가 강조한 노동자들의 비이성적인 면모는 배심원들에게 

트라이앵글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는 데 실제로 상당한 

24) Kheel Center for Labor Management Documentation & Archives, ed., 
Transcripts of Criminal Trial, pp. 282, 1458, 1724.

25) Ibid., p. 722.

26) Stein, The Triangle Fire, pp. 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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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치고 있었다.27)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주된 장소인 작업장은 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가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곳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작업장의 노동조건은 그 사회 전체에서 작동하고 

있는 자본가와 노동계급 간의 착취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트라이앵글 화재와 미국 산업사회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재해의 원인이 되었던 의류업계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공장주들이 이윤 추구를 위하여 자신의 경제적인 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일상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의 주된 피해자들이었던 

유대인 여성 노동자들은 여성이라는 젠더와 이민자라는 사회적 위치가 

가져온 추가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미국 사회 속에서 더욱 왜곡된 

모습으로 대상화 되어가고 있었다. 

Ⅲ.  노동조건 개혁을 향한 논의, 그리고 그 한계 

트라이앵글 화재로 인해 발생했던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은 뉴욕의 

의류업계 전체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의류업계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조였던 ILGWU는 사망자들을 추모함과 동시에 화재의 

원인이 된 위험한 노동조건을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ILGWU 내의 

셔츠웨이스트 노조였던 로컬 25는 사건 직후인 3월 29일 그랜드 센트럴 

팔레스(Grand Central Palace)에서 화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시청에 폭탄을 던지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과 적의를 드러내었으며,28) 

연설자로 참여한 A.M.  시몬스(A.M.  S imons )는 노동자들이 

자본가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투적인 사회주의자들이 

27) “Regrets Voting for Triangle Acquittal: Juror No. 10 Says He can’t Rest 
Since Harris and Blank were Exonerated”, New York Times (1911. 12. 
29). 

28) Stein, The Triangle Fire,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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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는 노조가 필요하다고 선언하였다.29) 

다 른  한 편 으 로 ,  로 컬  2 5 내 의  여 성 노 동 자 들 은 

여성노동조합연맹(WTUL)의 활동가들과 함께 합동 장례 위원회를 

결성해 신원불명으로 남은 7명의 사망자들의 공개 장례식을 

준비하였다. 4월 3일 『뉴욕콜』지에 게재하였던 장례식의 공개 

홍보문에서, 위원회는 이 행사가 “저항을 위한 유일한 순간”이며 

“이윤을 위해 인간의 살과 피를 희생시키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문구를 실었다. 여기에서 명시된 것처럼, 장례식은 

트라이앵글 화재에 대한 추모의 분위기를 그대로 위험하고 억압적인 

노동환경에 대한 항의로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4월 5일 거행된 장례식에는 경찰 추산 약 40만 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뉴욕 시내를 행진하였다. 행사에서는 추모를 표시하는 검은 깃발과 

함께 ILGWU의 노조기가 등장하였으며, ‘우리는 화재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한다’라고 쓰인 플랜카드가 등장하기도 하였다.30) 여기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장례식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던 노동자들의 여론이 선명하게 드러난 

시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류업 노동자들은 트라이앵글 화재가 

결코 우연에 의해 불시에 발생한 재난이 아니며, 미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왔던 자본의 착취가 징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사건 직후 의류업계의 노동자들이 취했던 이러한 일련의 대응 속에서, 

트라이앵글 화재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었던 유대인 여성 

노동자들은 매우 강력한 저항의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자본가에게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노동계급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집단적으로 단결해 공개적인 저항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단결성과 투쟁성은 화재사건 직후의 어느 

29) Francis Brewer Jensen. The Triangle Fire and the Limits of Progres-
sivis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1996, p. 165.

30) Greenwald, The Triangle Fire, Protocols of Peace, and Industrial De-
mocracy in Progressive Era New York, pp. 1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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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에 급작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 여성이라는 

이들의 고유한 종족성(Ethnicity)과 젠더에 기반을 두고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것은 또한 이들이 ‘비미국인’이자 ‘여성’이었기에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이 부재했다는 기존의 미국 사회의 편견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였다. 

유대인 여성 이민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은 슈테틀(Shtet l )이라 

불렸던 동유럽 유대인 공동체에서부터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것이었다. 상공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았던 슈테틀의 남성들은 

생계를 위해 거주지를 떠나있는 경우가 많았고,31) 율법을 연구하는 

랍비 계층의 가정에서는 학문을 연구하는 남성을 대신해 여성이 

집안의 경제활동을 완전히 전담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32) 

이러한 환경은 유대인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이들에게 

노동의 경험을 쌓고 경제적인 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 러시아가 시행하였던 반유대주의적인 

정책들도 계급의식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1881년 제정된 

오월법(May Law)은 유대인들을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에서 대도시로 

이주하도록 강제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유대인 여성들은 당시 

시작된 러시아의 초기 산업화와 맞물려 확대되기 시작한 제조업, 

특히 의류업계의 노동자로 편입되었다.33) 유대인 여성들이 전통적인 

생활세계에서 경험하였던 경제적인 주체성은 산업화 과정에서 새로이 

맞닥뜨리게 된 자본의 착취에 대응하여 고유한 노동자 계급의식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이민노동은 유럽에서의 경험을 통해 함유하였던 

유대인 여성 노동자들의 이 계급의식이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되고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민자로서 맞닥뜨리게 된 열악한 생활환경은 

이들이 가족 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만들었다. 

31) 19세기 러시아에 거주하는 유대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8퍼센트에 불
과하였다. Susan A. Glenn, Daughters of Shtetl (Ithaca: Cornell Univer-
sity Press, 1990), p. 13.

32) Jensen, The Triangle Fire and the Limits of Progressivism, p. 16. 

33) Glenn, Daughters of Shtetl,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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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앵글 화재 후 합동구호위원회(Joint Relief Committee)에 

의해 시행된 사망자들의 경제 환경에 대한 조사는 이러한 상황을 잘 

드러낸다. 화재 사망자 65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 조사에서 15명은 

모든 수입을 미국에 사는 가족들의 생계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19명은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가족의 생계비로 사용하였고, 21명은 

본국의 가족에게 달마다 5-20달러를 송금하였다.34) 조사 대상의 약 

86%에 달하는 인원이 자신의 수입 중 상당 부분을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나타나듯, 유대인 여성 

노동자들은 비록 가장이 아니었음에도 노동자 가정 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 노동은 

자신들과 가족의 생존에 필수적인 문제였고, 자본가들이 강제하는 

가혹한 노동조건은 단결된 저항을 통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했다. 

또한, 유대인 여성들이 미국에서 변화된 계급의식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높은 교육열도 영향을 끼쳤다. 동유럽의 

유대인 공동체는 여성들에게 높은 경제 참여도를 요구하면서도, 그와 

반대로 교육에서는 여성들을 배제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사회로 진입하게 된 젊은 유대인 여성 노동자들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교육을 강력하게 원했던 것이다.35) 

특히 교육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지식을 함양시키고 이들을 잠재적인 

혁명의 주역으로 만든다는 목적 하에 미국 사회당(The Socialist Party 

of America)이 1906년 뉴욕 맨해튼에 설립하였던 란드 사회과학 

학교(Rand School of Social Science)는 뉴욕의 이민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면서, 이들의 교육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계급의식과 

투쟁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36)

1909년에 일어났던 뉴욕시 셔츠웨이스트 제조업 노동자들의 

총파업 ‘2만 명의 봉기’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던 이민 여성 

34) Elizabeth Dutcher, “Budgets of the Triangle Fire Victims”, Life and 
Labor, 2(1912), p. 266.

35) Orleck, Common Sense & a Little Fire, p. 20.

36) William Marily, “The Largest Strike of Women”, Independent, 67(1909), 
pp. 141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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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강력한 계급의식과 그에 기반을 둔 연대를 증명해주는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2년 뒤의 트라이앵글 화재 사건에서 나타나게 될 

노동자 투쟁 의식의 전조이기도 하였다. 1909년 7월 일부 공장들에서 

산발적인 파업으로 시작되었던 ‘2만 명의 봉기’는 같은 해 11월 22일 

쿠퍼 유니온(Cooper Union)에서의 집회에 의해 뉴욕 시 셔츠웨이스트 

제조업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의 총파업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이 

파업은 노조나 사회단체가 아닌 일반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공장 내의 직위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며, 

인근의 뉴어크나 필라델피아의 공장에서도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동자 투쟁이 시행되었다. 

총파업과 거리 시위를 병행하며 다음해 2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 

지속된 이 투쟁을 통하여, 로컬 25는 총 320개의 공장에서 주 52시간 

노동, 유급 휴가, 생산 비용을 노동자 급여에서 삭감하는 관행의 철폐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37) 또한 셔츠웨이스트 

업계에 단결된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노동조직이 갖춰지게 

되었다는 것도 이 파업이 가져온 중요한 성과였다. 노조원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노조는 

인원과 규모를 확충하여 개별 공장과 연락체계를 갖추고 노동자들의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38) 뉴욕 시의 여성 이민 

노동자들에게 ‘2만 명의 봉기’는 계급적인 단결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자본가에 맞서 관철해 낸 승리의 기억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일상에서 

획득한 계급의식을 통해 노동 권익 향상에 대한 요구를 전투적으로 

분출시킬 수 있었고, 이 저항정신은 트라이앵글 화재 사건 이후 

노동자들이 보여주었던 거대한 결집력으로도 이어졌던 것이다.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연대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중상류층의 

사회개혁가들은 산업사회의 모순이 만들어낸 노동계급의 열악한 삶을 

37) Tax, The Rising of the Women, p. 227.

38) Miriam Finn Scott, “What the Women Strikers Won”, The Outlook 
(191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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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남북전쟁 이후 이루어진 미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새로운 기업들을 등장시키고 사회 인프라를 발전시키면서 

큰 경제적 부를 창출해내는 것에 성공했지만, 그 이득의 향유는 

오로지 특정한 계층에만 편중되어 있었다.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빈곤한 생활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고통 받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대규모의 노동쟁의들은 미국 사회에 거대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기업의 이윤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기존의 산업사회가 계속 유지될 경우 미국 사회는 더 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표출되면서, 1890년대부터 진보적인 

전문 지식인들과 중상류층의 시민계급,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혁신주의자(Progressives) 집단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들은 사회적인 

공황을 해결하고 경제 계급간의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 

체제 전반을 혁신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은 다양한 

시민단체들을 통해 1900년대 초부터 혁신주의 운동(The Progressive 

Movement)이라는 하나의 조류로 나타났다.39) 혁신주의 개혁가들은 

미국의 산업사회 질서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만들어낸 도덕적 

상실과 정신적 타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개혁이 도덕적 방법과 과학적 방법의 결합 하에 전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폐단이 만들어낸 사회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학문에 근거한 개혁을 통해 합리적으로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켜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40)

이러한 사상에 기반을 둔 혁신주의 세력에게, 트라이앵글 화재는 

잠재적인 노동력마저 고갈시켜 버리는 산업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자본가들의 부도덕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트라이앵글 화재는 맨해튼 시내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많은 대중들이 재해의 전모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대중의 관심이 닿기 힘들었던 기존 미국 사회의 산업재해와 

39) 최제우, 「革新主義 運動의 改革에 관한 硏究 :  1890년부터 1920년의 革新
主義 運動을 中心으로」, 『통일문제 연구』, 10 (1992), 205-206쪽.

40) Richard L. Mccormick, The Party Period and Public Policy: American 
Politics from the Age of Jackson to the Progressive Era (New York: 
Oxford University Express, 1986), pp. 26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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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 특수한 성격을 가졌다.41) 뉴욕 시의 대중들은 사고의 비극적인 

참상의 경과와 해결 과정을 직접적으로, 혹은 언론을 통해 상세히 

목격하면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정확한 사회적 규범을 새로이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감지하였던 

것이다.42) 

뉴욕의 혁신주의자들은 이러한 충격에 대응하여 자본가의 탐욕과 

무자비한 노동 착취를 비난하는 한편,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대기업과 노동조합, 시민 전문가들의 대표로 구성되어 

노사 관계의 합리적인 개혁을 목표로 삼고 있었던 혁신주의 경제 단체 

전국시민연합(National Civic Federation)은 4월 1일 화재의 영향을 

토론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43) 전문가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였다. 엔지니어인 H.F.J 포터(H.F.J Porter)와 

사회윤리학자인 펠릭스 아들러(Felix Adler)는 3월 31일에 열린 

“윤리문화협회(The Society of Ethic Culture)”의 강연회에서 안전 

규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44) 

트라이앵글 화재 사건 이후 다양한 활동을 실행했던 이러한 혁신주의 

세력 중에서도, 1903년 창설되어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해왔던 여성노동조합연맹(WTUL)은 사건의 수습과 개혁 

41) Arthur F. Mcevoy, “The Triangle Shirwaist Factory Fire of 1911”, p. 
644.

42) 토마스 W.래커, 「신체, 세부, 그리고 인도주의적 설화」, 린 헌트 편, 조한욱 
역, 『문화로 본 새로운 역사-그 이론과 실제』, 서울, 소나무, 250-252쪽. 
토마스 W.래커(Thomas W. Laqueur)는 18세기 초부터 서구 사회에서 새롭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소설이나 청문회 보고서, 검시 보고서등의 텍스트들을 
‘인도주의적 설화’로 규정하며, 이러한 사회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원천으
로 보고 있다. 트라이앵글 화재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들은 래커가 언급한 사
례와는 그 시기나 세부적인 조건 등에서 차이가 나지만, 사건의 세부적인 면
모를 상세하게 서술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을 공유하는 원천으
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래커가 규정한 ‘인도주의적 설화’의 성격에 충
분히 부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43) “Will Discuss Plans to End Fire Perils”, New York Times (1911. 4. 2). 

44) “Public Indifference Held Responsible”, New York Times (191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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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단체였다. 노동자들의 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삼았던 많은 혁신주의 단체 중에서도 WTUL은 여성 

노동자의 생활 향상과 조직화를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여성 노동자를 노조에서 배제하거나, 혹은 남성 

노동자의 부차적인 존재로 간주하면서 그들의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남성 중심적인 기존 노동조합들에 반발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독립적인 재산을 갖춘 중상류층의 여성들이 

대거 WTUL에 가담하였고, 이들은 자매애적인 연대를 통하여 여성 

노동자들과 계급을 초월한 교류를 나눌 수 있었다.45)

특히 ‘2만 명의 봉기’는 WTUL과 의류업계의 이민 여성 노동자들이 

긴밀한 연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이 파업에서 WTUL의 여성 

개혁가들은 자신들의 중상류층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경찰의 

진압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시위대열을 보호하는 한편 기금마련을 

통해 시위자금과 체포된 노동자들의 벌금 및 변호비를 지원함으로써 

총파업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WTUL은 이 봉기에서 보여주었던 공동의 투쟁 경험을 통하여 

의류업계의 여성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파악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구축된 상호연대는 트라이앵글 화재 사건 이후의 

노동조건 개혁 요구에서 강력한 중심점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1911년 트라이앵글 화재 사건이 발생하자, WTUL은 ‘2만 명의 봉기’ 

때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노동조건의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건 다음날인 3월 26일에는 종교 지도자와 

학자, 그리고 사회운동가로 구성된 25인 위원회(The Committee of 

Twenty-five)를 결성하여 화재 방지 부서의 설치와 공장의 실태를 

조사할 조사원의 추가,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노동 

안전에 대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했다.46) 25인 위원회는 

45) Tax, The Rising of the Women, pp. 106-107.

46) Rose Schneiderman, and Lucy Goldthwaite, All for one (New York: Er-
iksson, 1967),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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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4월부터 명칭을 안전위원회(The Committee on Safety)로 

변경하여, 재난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공장들의 화재 안전사항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등 

정부의 입법개혁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47) WTUL의 뉴욕 지부장이었던 

메리 드레이어(Mary Dreier)가 자신들의 역할은 “무관심한 대중들을 

행동에 나서도록 만들고, 이 여론으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고 밝힌 것에서도 나타났듯,48) 트라이앵글 화재 

이후의 대처과정에서 WTUL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변화들이 과연 이민 여성 노동자들의 열망을 

진정으로 반영하고 있었던 것일까? 트라이앵글 화재 이후 뉴욕의 

산업사회에서 급격하게 터져 나왔던 노동조건 개혁에 대한 여론들은 

일견 큰 진전을 이뤄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모순된 면모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모순점은 

‘2만 명의 봉기’로 정점에 달하였던 여성 이민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투쟁성을 점차 감소시키고 그들을 외부에 종속시켜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먼저, ‘2만 명의 봉기’는 거대했던 저항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노동환경의 전반적인 개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파업의 성과로 체결된 협약은 주로 중소규모의 

공장이 그 대상이었다.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파업 기간 중에도 

대체 노동력을 구할 수 있었던 대형공장의 경우, 무려 150곳이 넘는 

업체에서 협약의 체결에 실패하였다.49) 또한 이 협약은 자발적인 준수를 

전제로 하였기에, 공장 측이 합의 사항을 어길 시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였다. 

대규모 시위를 통하여 열악한 노동조건과 빈약한 안전시설에 대한 

47) New York (State) Factory Investigating Commission. Preliminary Re-
port of the Factory Investigating Commission, Vol. 2 (Albany: The Ar-
gus Company, 1912), p. 622.

48) Greenwald, The Triangle Fire, Protocols of Peace, and Industrial De-
mocracy in Progressive Era New York, p. 148.

49) Dye, As Equals and as Sisters,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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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불만을 표출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트라이앵글 화재라는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실제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하였다. 파업이 종료되기 

직전까지도 사내 노조 인정을 강경하게 거부하였던 트라이앵글 공장은 

협약 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신입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조사하는 

등 통제를 멈추지 않았다.50) 또한 화재 사건의 생존자 중 한명이었던 

로제이 사프란(Rosey Safran)은 파업에서 노조가 문제 삼았던 

안전시설의 확충이 공장 측에 의해 철저하게 거부되었고, 이러한 결과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자신의 의견을 사건 

후에 밝혔다.51)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시도는 ‘2만명의 봉기’ 이후 또 다른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1910년 6월부터 시작된 양복(Cloak and Suit) 

제조 업계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ILGWU와 양복제조업자 협회는 

혁신주의자였던 변호사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의 

중재하에 새로운 노동개혁 프로그램인 프로토콜리즘(Protocolism)을 

도입하였다.52) 브랜다이스는 노조와 기업이라는 강력한 두 단체의 협의 

하에 조정기구를 결성한 뒤, 이 조정기구를 통해 표준화된 노동조건을 

제정함으로써 개별 업체 간의 경쟁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결하여 노사 양측에 이득이 되는 이상적인 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50) Martha Bensley Bruere, “The Triangle Fire”, Life and Labor, 1(1911), 
p. 138.

51) Rosey Safran, “The Washington Place Fire”, The Independent, 70(1911), 
pp. 840-841.

52) 프로토콜리즘(Protocolism)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미국 노
동사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를 고려해 볼 때, 첫째
로는 이 협정이 체결 직후부터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키며 유효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로 종료되었다는 점, 두 번째로는 프로토콜리즘을 혁신주의 시기의 산
업관계 이해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던 Richard A. Greenwald가 지적하
였듯, 1970년대부터 일반 노동자들의 삶을 사회사,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분
석하려 시도하였던 미국 노동사의 ‘신노동사’적 전환 속에서 노동조합과 그들
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점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Greenwald, 
The Triangle Fire, Protocols of Peace, and Industrial Democracy in 
Progressive Era New York,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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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53) 프로토콜리즘은 이러한 의중을 반영하여, 

개별 공장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분쟁을 노조와 경영자 협회 

양측에서 동수 인원으로 선출되어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Committee 

on Grievances)’에서 사적으로 합의하여 처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54) 허나 노조와 회사 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존하는 이 

방식은 앞서 ‘2만 명의 봉기’의 처리에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유사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토콜리즘은 노조와 기업간의 형식적인 

협의에 불과했으며, 이것이 원활히 실행되기 위해서는 조항 준수를 

강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실질적 집행력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경영자들이 노동자보다 확연한 경제적 우위를 이미 차지했던 상황에서, 

프로토콜리즘은 결정 사항의 준수를 경영자들에게 강제할만한 수단을 

가지지 못했고 따라서 그 실행도 오로지 경영자 측의 의도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았다.55) 

또한 ILGWU의 사무총장 존 디체(John Dyche)는 노사 간의 합의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일반 노동자들은 노조의 권위 하에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56) 이것은 남성 중심적인 노조의 

위계질서와 맞물려,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가 프로토콜리즘에 반영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여성복 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노동자들은 급여와 처우 

면에서 여성보다 더욱 유리한 직무를 독차지하고 있었다.57) 특히 

대부분이 남성으로 구성된 ILGWU의 수뇌진은 여성 노동자들이 

53) Moskowitz, Henry. “The Joint Board of Sanitary Control in the Cloak, 
Suit and Skirt Industry of New York Cit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4(1912). p. 41. 

54) John Dyche, “The Board of Grievance”, Stein, ed., Out of the Sweat-
shop, pp. 123-124.

55) “Protocol and Power”, New Post (1914. 2. 13), Ibid., pp. 156-157.

56) Melvyn Dubofsky, When Workers Organize: New York City in the Pro-
gressive Era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68), p. 
30.

57) 그 예로, 1913년 통계에서는 뉴욕 시의 드레스와 셔츠웨이스트 제조업에 종
사하는 재단사 1,701명이 모두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이 낮은 
저숙련 작업인 마감의 경우, 5,363명의 종사자 모두가 여성이었다. Glenn, 
Daughters of Shtetl,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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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 높은 참여도와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핵심 간부진에서 

철저하게 배제하며 “장군을 남성이 맡고, 병사를 여성이 맡도록 

하는”58)구조를 옹호하였다. 이미 남성 중심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노조에서, 자신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즉각적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의견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위계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1912년 J.C 스트라톤사(J.C Stratton Company)에서 

발생하였던 대량 해고 사건은 이런 한계점을 드러낸 사례였다.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했던 감독에 반발하여 공장의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하자, 현장을 방문한 디체는 허가받지 않은 파업을 그만두고 5분 

내에 일을 재개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종용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은 

500여명의 노동자를 즉시 해고하였던 것이다.59) 

노조가 중심이 된 프로토콜리즘이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매애(Sisterhood)를 중심으로 여성 노동자와 

연대하였던 WTUL의 노동 개혁은 이러한 현실을 젠더적인 측면에서 

보완 내지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노동계급과 중상류층의 

활동가들이 혼재되었던 WTUL의 인적 구성으로 인해, 그 내부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둘러싸고 두 가지의 노선이 갈등을 

겪고 있었다. 노동기사단(Knights of Labor)에서 활동하였던 레오노라 

오레일리(Leonora O'Reilly)나 이민 노동자 출신의 활동가 로즈 

슈나이더만(Rose Schneiderman)등으로 대표되었던 WTUL의 급진 

개혁가들은 온건하고 타협적인 노동 개혁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으며,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는 개혁이야말로 

그들의 권익을 실현할 확실한 수단이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엘바 벨몬트(Alva Belmont)나 앤 모건(Anne Morgan)으로 

58) Tax, The Rising of the Women, p. 240.

59) U.S Commission on Industrial Relations, “The Stratton Case”, Stein, 
ed., Out of the Sweatshop,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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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되는 부유층 활동가들의 노선과는 상충되는 것이었다.60) 이들은 

노동자 중심의 투쟁은 결국 현 사회를 전복시키려는 불온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모건은 ‘2만 명의 

봉기’에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레일리를 “노동자들에게 광신적인 신조를 가르쳐서 우리 

사회의 악뿐만 아니라 선마저 해체하려고 한다”는 혐의로 비판한 적이 

있었다.61) 

또한, ILGWU의 수뇌부가 지속적으로 고수하였던 남성 중심의 

위계질서는 WTUL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11년 봄과 여름에 걸쳐 로컬 25가 주도했던 총파업의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WTUL 내부에서 일어났던 논쟁은 이러한 갈등이 구체적으로 

표출되었던 사건이었다. 노조가 젠더 차별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이상, 총파업은 여성을 전면에 내세울 뿐 그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WTUL 내부에서 우세해지고 있었다. 결국 

WTUL은 10월에 본격적으로 개시된 총파업에서 ILGWU에 대한 자금 

지원 없이 법적인 자문과 피켓 시위만을 지원한다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협력하였다.62) 여성 노동자를 위계의 최하층에 설정하였던 노동조합과 

급진적 계급성을 배제한 중상류층 여성과의 자매애적인 연대라는 두 

가지의 노선 사이에서, WTUL은 여성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계급과 젠더 정체성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결국, 남성 우월적 질서를 고수했던 노조와의 거듭된 갈등속 에서 

WTUL 내부의 급진적 활동가들마저도 점차 여성 노동자들의 독자적 

투쟁 가능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2만 명의 파업 이후 WTUL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활동 목표에서 점차 ‘노동자’보다는 

60) 엘바 밸몬트(Alve Belmont)(1853-1933)는 철도 재벌이었던 밴더빌트 가의 
상속자인 윌리엄 K. 밴더빌트(William K. Vanderbilt)의 아내이자 뉴욕 상류
층에 널리 알려진 명사였다. 또한 앤 모건(Anne Morgan)(1873-1952)은 금
융 재벌이었던 J.P. 모건(J.P. Morgan)의 딸로서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
다.

61) “Miss Morgan Attacks Socialist”, New York Call (1910. 1. 4). 

62) Dye, As Equals and as Sisters,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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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통한 입법개혁이 새로운 대안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혁신주의자들은 합리적인 절차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 집행되는 정부 

주도의 개혁이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단기간에 현실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입법 활동은 프로토콜리즘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 법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강제성은 개선된 

노동조건을 표준화하여 산업 전반에 일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으며, 아울러 그 규정의 준수를 경영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면모에 공감하는 활동가들이 늘어나면서, WTUL 내부에서는 

여성 노동자의 노조 활동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대신 입법개혁과 

새롭게 대두된 여성 참정권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었다. 여성 

노동자의 노조 활동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대신 입법개혁과 새롭게 

대두된 여성 참정권 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급진 세력의 상당수가 WTUL을 탈퇴하였다.63) 

특히 급진파였던 슈나이더만이 보여준 변화는 이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그는 트라이앵글 화재 직후였던 1911년 4월, 25인 

위원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우리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노동계급 운동에 있다”64)고 발언하며 정부의 개입을 강조했던 

여타 참석자와 달리 법에 의지하지 않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단결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불과 1년 뒤인 1912년에는 “여성들은 법을 

통한 보호가 필요하기에 투표권도 필요한 것이다”65)라는 생각 하에 

입법개혁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변화는 남성 중심적인 

노조에 지속적으로 여성노동자의 지원을 호소했으나 끝내 실패하고 

말았던 슈나이더만 자신의 좌절감과 젠더 차별적인 태도에 대한 

63) 1913년부터 1917년까지 약 4년에 걸쳐 레오노라 오 레일리, 헬렌 마롯
(Helen Marot), 멜린다 스콧(Melinda Scott)등 급진적 노동 운동을 지지했던 
WTUL의 중역들 상당수가 단체를 탈퇴하였다. Ibid., p. 150. 

64) Schneiderman, and Goldthwaite, All for one, pp. 100-101.

65) Ibid.,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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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에서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었다.66)

1911년 6월 공장 안전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입법을 

목적으로 뉴욕 주 정부가 창설한 뉴욕주공장조사위원회(New York 

State Factory Investigating Commission, FIC)는 노동조건 개선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이러한 논의 속에서 혁신주의자들이 달성해낸 

성과였다. 당시 뉴욕 주의 정치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민주당 정부와 

혁신주의자들의 협력에 의해 주도되었던 이 개혁은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뉴욕 산업계의 총체적인 노동조건을 즉각적으로 개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67) 그러나, FIC의 개혁에는 트라이앵글 화재의 

당사자였던 이민 여성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보다는 자본주의 체제를 좀 

더 ‘합리적’이고 완화된 형태로 존속시키려 했던 국가와 혁신주의자들의 

의견이 더 깊게 반영되어 있었다. “오늘의 소녀는 미래의 어머니다. 

그들이 우리의 아이를 낳으니, 훌륭한 미래의 시민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을 좀 더 잘 보호해야만 한다."68)는 의장 로버트 와그너(Robert 

F. Wagner)의 발언에서도 나타났듯, FIC는 안정된 자본주의의 

작동을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의 가정 내부에서 재생산 능력이 충분히 

보존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것을 보호하려는 목적 하에 여성 

노동자들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입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우선시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제출한 법안은 여성 

노동자의 노동범위를 한정시키고 이들을 위험노동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일면 이것은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이들이 노동자로서 가진 보편적인 권익보다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갖게 될 활력”에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그로서 이들이 “인종에 이득”이 되게 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66) “W.T.U League Battles over Minimum Wage at Convention”, New York 
Call (1915. 6. 12).

67) New York (State) Factory Investigating Commission, Preliminary Re-
port, Vol. 1, p. 14.

68) New York (State) Factory Investigating Commission, Second Report 
of the Factory Investigating Commission, Vol. 4, (Albany: The Argus 
Company, 1913), pp. 2095-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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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 이념이 암묵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69) 또한 이러한 법안들로 

인해 노동에 제한을 갖게 된 여성 노동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경영자에 의해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었다.70) 그러나 혁신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훼손되는 여성들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보다, 이러한 불이익은 소수 노동자들에게 한정 되어 

있으며 다수의 노동자들이 이득을 보는 이상 이것은 감내되어야만 

한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었다.71)

결론적으로, WTUL을 위시한 혁신주의자들이 표방했던 ‘노동자 보호’는 

중산층의 가치를 내면화한 ‘미국화’된 노동자 가정을 구축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중상류층의 혁신주의자들의 이상 속에서, 

노동자 가정은 합리화된 산업구조와 발맞춰 변화해야만 하는 존재였다. 

어린이와 여성의 착취에 기반을 둔 저임금 노동이 철폐되는 것과 함께, 

노동자 가정은 경제활동을 전담하는 가장과 그들을 뒷받침하며 가정 

내의 재생산과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다. 또한 혁신주의자들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민자 가정을 미국사회에 

동화시키는 작업에서도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72) 이러한 인식이 결합한 결과, 뉴욕의 이민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자 여성’이 아닌 ‘노동자 가족의 여성’으로 

표상되며 서서히 임금노동의 영역에서 제외되어 재생산의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노동조건 개혁은 여성들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남성만큼 피곤과 부담, 궁핍을 견뎌내기 쉽지 

69) New York (State) Factory Investigating Commission, Second Report, 
Vol. 1, pp. 262-263.

70) 그 예로, 1913년 인쇄업계의 여성 노동자들은 FIC가 제정한 여성의 야근 폐
지 법안으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항의를 
WTUL에 제출하였다. Susan Lehrer, Origins of Protective Labor Legis-
lation for Women, 1905-1925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7), p. 128.

71) “Court Upholds New York Law Protecting Women Restaurant Employ-
es” Life and labor, 8 (1918), 275.  

72) Kathie Friedman-Kasaba, Memories of Migration: Gender, Ethnicity, 
and Work in the Lives of Jewish and Italian Women in New York, 1870-
1924,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6),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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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여성이 노동의 폐해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그들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73) 

그러나 수많은 이민 여성 노동자들이 가정의 기초적인 생존을 위해 

불합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노동에 참여해야 했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혁신주의자들은 이민자 가정이 처했던 경제적 현실, 나아가 기존 

미국 산업사회를 지배하였던 불합리한 계급, 에스닉, 젠더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미국화’를 노동자 계급에게 투영하려 하였던 이들의 노동개혁 

과정 속에서 이민 여성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열망은 너무나도 미약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IV. 결 론 

트라이앵글 화재를 독자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인 

『트라이앵글 화재(The Triangle Fire)(1963)』에서, 저자 레온 

스테인(Leon Stein)은 자신이 1958년 뉴욕 맨해튼에서 직접 목격한 

직물회사의 화재 사건을 묘사하며 글을 마무리 짓는다. 이 사건의 

현장에서, 한 노동자는 “여러 해 동안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불은 여전히 타고 있다.”라는 절망을 토해낸다.74) 스테인이 암시했던 

것처럼, 트라이앵글 화재의 비극은 여전히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50여년 뒤에도 여전히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었다. 그리고 

본문에서 논의되었던 ‘노동자 없는 노동개혁’은, 미국 산업사회 

내부에서 계속 되풀이 되면서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계급, 에스닉, 그리고 젠더라는 세 가지의 정체성이 다면적으로 

교차하였던 1910년대 뉴욕의 산업사회에서, 트라이앵글 화재의 주된 

피해자들이었던 유대인 여성 노동자들은 모든 범주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던 사회집단이었다. 그들은 이런 불안정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73) New York (State) Factory Investigating Commission. Preliminary Re-
port, Vol. 1, p. 95.

74) Stein, The Triangle Fire,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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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의 ‘2만 명의 봉기’와 트라이앵글 화재 직후의 강한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강한 노동자 계급의식과 그것에 기반을 둔 연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일면 그러한 투쟁으로 표출된 

열망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후의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들은, 

오히려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가로막고 산업질서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기업과는 물론 

노동자 계급 내부에서도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놓여있었던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그들을 ‘노사간의 합의’라는 미명하에 

노조의 권위에 종속시키려고 하였던 노동조합의 남성 간부들, 그리고 

경제적 주체로서 가정의 생존에 기여하고 있던 이민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등한시하고 그들의 가정을 ‘미국화’시켜 노동에서 배제시키려 

했던 중상류층의 여성 혁신주의자들, 양자 모두 안전과 권리를 위해 

투쟁하였던 유대인 여성 노동자들보다는 자신들의 이념과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었다. 

  

사례로 칭송받았던 FIC의 활동도 이러한 점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오히려 이것은 자본주의의 안정적 존속을 위해 노동자 보호라는 

수단을 사용하려 하였던 혁신주의자들의 의도와, 그러한 개혁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 한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FIC는 

트라이앵글 화재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공장의 미비한 화재안전, 그리고 

노동자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위생과 노동시간에 대한 개혁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본의 심각한 착취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자본주의의 완전한 변혁이 아닌 

안정적인 개선을 원했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들이 노동에서 

배제되어 가정의 재생산에 종사하는 형태를 이상적으로 여겼던 

혁신주의자들의 현실 인식이 있었다. 결국 이민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만든 근본적인 문제인, 다양한 사회 범주의 상호중첩적인 

착취관계에 대한 혁신은 FIC의 개혁에서도 여전히 달성해야만 할 

과제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이면서, 노조와 혁신주의자 양쪽의 

노동개혁은 모두 산업사회를 지속적으로 변혁하는 데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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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자체합의에 따른 노동개혁을 목표로 했던 프로토콜리즘은 

결국 권위적인 위계질서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개별 

작업장에서 계속되었던 일반 노동자들의 파업을 제어하지 못하고 

1916년 종료되었다. 뉴욕의 혁신주의자들의 개혁 이념을 입법 활동을 

통해 실현하려 했던 FIC는 1차대전으로 시행된 전시경제체제로 인해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는데 실패하였다. 결국 트라이앵글 화재를 

유발했던 미국 산업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비록 현실에서 표출되는 

양상이 달라졌을지라도 그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채 이후로도 계속 존속되고 있었다. 이민 여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본주의의 위계질서 속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인 채 자신들의 노동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만 했던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nh177@naver.com

주제어(Key Words):

혁신주의(The Progressivism), 여성 노동(Female Labor), 이민 

노동(Immigrant Labor), 트라이앵글 공장 화재 사건(The Triangle 

Shirtwaist Factory Fire), 프로토콜리즘(Protoc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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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혁신주의 시기 뉴욕의 노동조건 개혁 운동과 그 다면성 : 

트라이앵글 공장 화재사건을 중심으로 

김 용 현

1911년 3월 25일 뉴욕 주 맨해튼에서 발생한 트라이앵글 화재는 

미국 산업사회가 지속적으로 자행해왔던 노동자 탄압과 그로 인해 

억압받았던 이민 노동자들의 실상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자본가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하였던 

안전시설과 노동자들에게 부여한 강압적인 통제에 있었으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장측은 사건의 피해자들이었던 유대인 여성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이들의 정신적인 열등함을 강조하며 

당시 사회가 가졌던 이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유대인 여성 노동자들은 이런 편견과 달리, 동유럽에서의 노동 경험과 

새롭게 정착한 미국에서 맞닥뜨리게 된 경제적 현실에서 획득한 강력한 

계급의식을 통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열망은 ILGWU를 위시한 노동조합과, 

사회변혁을 위해 노동자들의 생활 개선에 집중하려 하였던 중상류층의 

혁신주의자들에 의해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자 보호의 이면에는 이민 여성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의견을 억누르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걸맞게 산업사회를 재편하기 위해 

이들을 종속시키려 했던 양자의 의도가 감춰져 있었다. 남성 중심의 

노동자 위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노동조합과, 여성 노동자들의 급진성을 

억누르고 중산층의 가족 구도를 투영시켜 그들을 재생산에 종사시키고자 

하였던 중산층의 혁신주의자들 모두는 이민 여성 노동자들의 특정한 

범주만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가진 복합적 정체성을 직시하는 데 

실패하였다. 또한, 양자의 이념은 뉴욕주공장조사위원회(New York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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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y Investigating Commission)의 창설과 노사 간의 사적협의를 

기반으로 한 프로토콜리즘(Protocolism)의 도입을 통해 각각 실질적인 

개혁활동으로 전개되었으나, 양자 모두 근본적인 착취구도에 대한 성찰 

없이 자신들의 편향된 이념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에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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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abor Condition Reform Movements of New York City 

in the Progressive Era and Their Complexity : 

Laying Emphasis on the Triangle Shirtwaist Factory Fire

Yong Hyeon Kim

The Triangle Shirtwaist Fatory Fire of 1911 in Manhattan, New 

York City revealed the exploitation of American industrial society 

and the reality of oppressed immigrant workers. The direct cause 

of this disaster was the coercive restrictions on the workers 

and inadequate safety facilities induced by the capitalist who 

pathologically pursued profits. Also, during the trial of the fire, the 

employers exemplified the prejudice of American society towards 

the immigrant workers, attributing the responsibility of deaths to 

the mental inferiority of the Jewish female workers, who were main 

victims of the fire. The Jewish female workers, however, contrary 

to those prejudices, actively resisted to the poor working conditions 

through the strong class consciousness gained from the experience 

of labor in Eastern Europe and the economic situation they faced in 

the newly settled America. This enthusiasm was also supported by 

the trade unions such as ILGWU and middle-class reformers who 

sought to improve the living standard of working class for social 

reformation. 

Behind the labor protection, however, there were hidden intentions 

of both sides to reorganize the industrial society according to 

their own interests by suppressing the independent voices of the 

immigrant female workers and subordinating them. The trade 

unions who wanted to maintain a male-dominated 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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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middle-class reformers who wanted to reflect the ideal 

image of bourgeois family to female workers thereby make them 

compulsory engage in reproductive works, both stressed only the 

limited identities of immigrant female workers and failed to notice 

their complexity. In addition, their ideologies were developed into 

practical policies with the introduction of ‘Protocolism’, based on 

the private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the 

legislative reform of the ‘New York State Factory Investigating 

Commission’ However, sticking to their biased ideals without 

rethinking about the system of exploitative labor condition, they 

failed to maintain the power of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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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결정을 번복ㆍ경감할 수 있다.

6.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허가하지 않
는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사
실을 공표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의 연구회 연구 활동 참여
를 3년 동안 금지한다.

 

제5조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

1.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투고가 3년 이
상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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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7조 본 규정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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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미그란스』 원고작성법

2015년 8월 15일 개정 

제1조: 원고의 작성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 제목은 로마 숫자(I, II, III...)로 하며, 절 제목은 숫자(1,2,3)
으로 한다.

위치는 맨 왼쪽에 둔다.

3. 본문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1)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 ) 안에 원어를 병기
한다. 서양 인명은 처음 나올 때

1회에 한해 full name으로 쓴다.

(예) 인명 - 에릭 홉스봄(Eric Hobsbaum)

(예) 책명 - 『사회과학사전(Dictionary of Social Sciences)』(
반각)

2) 기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1) “ ” : 인용

(예) 그는 “진리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 ’ : 강조 또는 재인용

(예) “르네상스와 ‘시민적 휴머니즘’”; ‘프랑스 사노당(FTSF)’



이주사학회213http://www.homomigrans.com

(3) 『 』(반각기호) : 문헌, 저서, 신문 등

(예) 홍길동, 『서양문화사』

(4) 「」(반각기호) : 논문

(예) 홍길동, 「1930년대 독일 노동조합」

(5) · (가운데 점) : 동일 사항의 나열

(예) 정치·사회·경제·문화에 걸쳐

(6) 진한 글씨 : 인용문에서의 강조

(예) 프랑스 대혁명의 3대 표어는 자유, 평등, 우애이다.

(7) 영화명, 미술작품명 등은 < > 로 표기한다.

3) 외국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4. 각주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기호 √ 는 띄어쓰기를 표시한다.

1) 인용 문헌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끝에 편(編) 또는 ed.를 
기입한다. 영어 및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 단
행본과 논문의 제목에서 전치사, 관사, 접속사를 제외한 단어
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관사의 경우도 처음에 오는 경우
는 대문자로 쓴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문헌의 경우 ed., 대신 
dir., hg., 을 쓸 수 있다. 부제가 있는 경우 : (콜론)을 사용한다
(예3).

2) 인용 문헌의 페이지 표기는 다음과 같다.

(예1) 홍길동√편,√『서양사강의』√(서울:√길동출판
사,√199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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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홍길동,√「그리스인의√역사서술」,√허균√편,√『서양고대
사√강의』(서울:√길동출판사,√199 6),√12쪽.

(예3)Gary√Kates,√ed.,√The√French√Revolution:√Recent√Deb
ates√and√New Controversies√(London √&√New√York:√R
outledge,√1998),√p.√12.

(예4)J.√S.√Morrill,√“The√British√Patriarchy?√Ecclesiastic
al√Imperialism√under√the√Early √Stuarts”,√A.√Fletcher
√&√P.√Roberts,√eds.,√Religion,√Culture,√and√Society√ 
in√Early √Britain√(Cambridge:√ Cambridge√University√Pr
ess,√1994),√p.√12.

3)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된 논문은 「 」(반각기호)안
에, 단행본은『 』(반각기호)안에 제목을 넣는다.

(예1) 홍길동,√「호레이쇼√얼져와√성공신화」,√ 『미국사연
구』,√4집(1996),√12쪽.

홍길동,√『프랑스√근대사√연구』√(서울:√길동출판
사,√1998),√12쪽.

(예2) 木畑洋一,√『帝国のたそがれ:√冷戦下のイギリスとアジ
ア』√（東京:√東京大学出版会, 1996年).

(예3) 草光俊男,√「東アジアの構築：表象空間の発見と近代ドイ
ツと日本」,√『史学雑誌』,√３」(2004).

4)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西洋語)로 된 
논문은 “ ”(한글타자용)안에 제목을 써넣고, 단행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다.

5) 단행본의 경우 이름, 성, 책명(이탤릭), 권수(있는 경우), (출판
지명: 출판사, 연도)의 순으로 기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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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Paul√Tillich,√Systematic√Theology,√3√vols.√(Chicago:√
Chicago√University√Press,√ 1951),√p.√9.

(예2)Michel√Vovelle,√La√Révolution√contre√l’Egli
se-De√la√Raison√à√l’Etre√ Suprême √ (Paris: √ 
Gallimard,√1988),√pp.√12-13.

(예3)Michael√Schneider,√Streit√um√Arbeitszeit.√Geschichte
√des√Kampfes√um√Arbeitszeitverkurzüng√ in√Deutschlan
d√(Köln:√Suhrkamp,√1984),√p.√15.

6) 정기 간행물의 경우, 이름, 성, “논문제목”, 잡지명(이탤릭), 권
수 (연도), 인용 페이지 의 순으로 기입 한다.

(예1)James√Eayrs,√“The√Political√Ideas√of√the√Eng
lish√Agrarians”,√Canadian√Journal√of√Economic√ 
and√Political√Science,√18-3(1952),√p.√287.

(예2)Serge√Bianchi,√“Les√Curé√Rouges√et√la√Révolution√F
rançaise”,√Annales√ Historiques √de√la√ Révolution√Fran
çaise,√249(1982),√p.√364.

(예3)J.√Kocka,√“Zurück√zur√Erzählung?√Plädoyer√für√Histo
rische√Argumentatio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10(1984),√pp.√395-408.

7)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1) 바로 앞의 것인 경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경우: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예) 홍길동,√『서양√문화사』√(서울:√길동출판사,√1998),√13
쪽. - 홍길동,√같은√책,√25쪽. 서양어(西洋語)의 경 우: Ibid. 
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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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William√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The√
Language√of√Labor√ from√the√ Old√ Regime√to√1848√(C
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 1980),√p.√120.

- Ibid.

- Ibid.,√p.√130.

(2) 바로 앞의 것이 아닌 경우

op. cit., loc. cit., 혹은 ‘앞의 책’, ‘전게서’, ‘상게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 대신 저자와 책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줄
여서 표기한다.

(예1) 홍길동,√『서양의√지적√전통』√(서울:√길동출판
사,√1998),√13쪽.

→ 홍길동,√『서양의√지적√전통』,√15쪽.

(예2)William√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T
he√Language√of√Labor√ from the√ Old√ Regime√to√18
48√(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80), 
√p.√120.

→ 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p.√122.

8) 번역서의 경우, 역자, 번역서명, 출판사항만을 쓰고 원서의 명
은 표기하지 않는다.

(예) E.√J.√Hobsbawm,√강명세√역,√『1780년√이후의√민족과√
민족주의』√(서울:√길동출판사,√1994), 30쪽.

9) 웹 사이트 인용의 경우, 인용문의 주소와 검색일을 표기한다.

(예) http://www.answers.com/topic/multiculturalism (검색일: 
2009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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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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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미그란스』 편집·투고 규정

제 1 장 편집위원회

제 1 조 (편집위원회) 본 연구회는 학술지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

주의, 인종주의(Homo Migrans -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의 편집과 간행을 위한 편집 위원회를 둔다.

제 2 조 (구성, 소집, 의결)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회

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되며, 출석위

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계획, 논문 투고 및 심사, 기타 

원고 게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비롯한 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엄정하게 심의 결정한다.

     (1) 투고된 원고 1차 심사 및 심사 진행 여부 결정

     (2) 연구논문과 비평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3)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의 확인과 게재 여부의 판정

     (4) 여타 원고의 기획과 집필 의뢰

     (5) 기타 학회지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6.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해 연 2회,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

원 1/3의 발의로 소집한다.

  7.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

에는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8.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2장 투고

제 4 조 (투고 자격) 원칙적으로 학술지에는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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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특수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비회원에게도 원고를 청탁

할 수 있다.

제 5 조 (원고의 종류)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는 글은 연구논문, 비평논

문, 서평 및 기타로 한다.

제 6 조 (원고의 투고)

  1. 투고원고의 컴퓨터 파일을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2. 투고원고는 컴퓨터 프로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아 한글’로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원고에는 국문 초록, 영문 초록, 핵심 주제어(Key Word), 필자

의 e-mail 주소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초록에는 제목과 이름이 표기되어야 한다(영문 초록의 경우는 영

문 표기).

    (2) 초록의 분량은 250 단어(관사 포함)로 제한한다. 핵심 주제어는 

5 단어 이내로 제한하며 국문과 영문이 표기되어야 한다.

    (3) 논문 말미에 필자의 e-mail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4.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5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지정된 분량을 초과하거나 『호모 미그란스』 원고작성법을 준수하

지 않은 원고는 반송할 수 있다.

제 7 조 (원고작성요령) 투고 논문의 분량, 원고 작성상의 주의점 등 세

부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원고작성요령을 둔다.

제 8 조 (학회지 저작권 일부 이용과 수입)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

한 온라인상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온라인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이메일(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스캔파일 

첨부) 또는 우편으로 본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

의 수입은 본 연구회에 귀속된다.

제 3장 심사

제 9 조 (심사위원)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

공자 2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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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의 위촉 및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10 조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1.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2. 논문 주제의 독창성 및 학술적 가치

  3. 논리전개의 명확성 및 문장 표현력

  4.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여부

  5.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제 11 조 (심사 결과 및 판정) 심사결과는 A(게재 가), B(수정 후 게재

가),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A, A: 게재

  A, B: 게재

  B, B: 수정 후 게재

  A, C: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A, D: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B, C: 수정 후 재심사

  B, D: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C, C: 수정 후 재심사

  C, D: 게재 불가

  D, D: 게재 불가

제 12 조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양식은 편

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3조 (심사 결과 통보)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

원회에 통보한다.

제 14조 (기타 원고 심사)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형식, 내용, 

분량 등의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제 4장 학술지 발행

제 15조 (발행자): 이주사학회 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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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발행횟수 및 일자): 연 2회, 5월 31일과 11월 30일에 발행한

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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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미그란스』 연구회 회칙

< 제정: 2009년 2월 16일 >

< 개정: 2015년 2월 9일 >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이주사학회(Korean Society for Migration His-

tor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관련 분야의 연구 촉진 

및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행

3. 연구자료 및 정보 교환

4. 공동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5. 해외 연구자 및 관련단체와 학술교류 사업 추진

◆ 제 2 장 회 원

제4조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 회의 정회원은 이민인종 및 관련 학술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의 

석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 준회원은 학생회원, 기관회원,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다.

제8조 연구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고문으

로 추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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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총 회

제9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권을 갖으며 주요 사업을 결의한다.

제10조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성립되며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은 이사회 또는 회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4 장 임 원

제12조 본 회는 회장과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제13조 모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는 이사 중 편집위원장을 선임하고 편집위원에게 학술지 

발간을 위촉하며 그와 관련된 편집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15조 (회장)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를 임명

한다.

3. 회장의 직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이사 가운데 연장자가 담당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장의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임시 총회에서 후임자

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5.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본 회가 추진하는 일체 업무 및 회계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

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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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재 정

제17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사업 소득, 찬조금 및 기타 수입

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회원은 이사회

가 정하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6 장 연구윤리

제20조 본 회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둔다.

1. 본 위원회는 이주사학회 연구윤리 위원회라 칭한다.

2. 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의 임원 중 약간 명

의 위원을 임명한다. 

3. 본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행위를 

감독하고, 부정행위 적발시 규정에 따라서 조취를 취한다. 

4. 총회에서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대한 감독, 검증 

결과를 보고한다.

◆ 제 7 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정을 따르거나 이사회

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 개정

할 수 있다.

제3조 본 개정 회칙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개정 이전 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