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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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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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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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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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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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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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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exico border), 죽음에 이르는 문화(death by culture),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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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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o Migrans Vol. 17(Nov. 2017)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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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