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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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혁신주의 시기 뉴욕의 노동조건 개혁 운동과 그 다면성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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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