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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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한인 디아스포라의 연구 영역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호모 미그란스가 

준비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지평>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편의 논문을 소개한다. 우선 문경희의 논문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

해, 귀환: 일제강점기 합천 출신 이주 1.5, 2세대의 경험」은 식민지 시대 

한인 이주에 집중된 관심을 넘어 재이주 과정에 주목하고 로컬 영역에서 

경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일국사적 관점에서 형성된 민

족·국가주의적 수사를 벗어나서 국경을 이동한 이민자들의 능동성을 강

조하면서도 합천이라는 지역성과 세대, 전쟁, 그리고 원폭피해라는 요인

이 그들의 이주와 귀환 후의 삶을 어떻게 관통했는지에 대해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로 신동규의 논문은 해외 한인 연구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호주 지역을 다루고 있다. 특히「호주의 이민자 공간 분포

과 한인 공동체: 호주의 산업구조에 따른 집중과 분산」이라는 제목에도 

나타나듯 이민자들을 받아들었던 호주의 산업구조를 통해 한인 공동체

의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민자 연구에서 노동력 ‘송출

국’과 ‘수입국’의 사회적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근의 연구 경향을 적

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 두 논문은 연구 방법론적 관점에서 향후 한

인 디아스포라 연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보여주는 

학문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Homo Migrans Vol.19 (Nov.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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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일제강점기 합천 출신 이주 1.5, 2세대의 경험1)

문 경 희

I. 머리말

이 연구는 1945년 8월 6일 8시 15분에 히로시마에서 피폭(被爆)을 당한 

합천 출신 조선인 귀환자의 국경 이동과 양국 사회에서 경계인으로서의 

삶의 경험에 관해 살펴보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이주의 주

체였던 부모세대가 아니라, 그들을 따라 현해탄을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

온 자녀세대에 초점을 맞춘다. 피폭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들은 히로시마

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폭을 당한 1세대이다. 하지만 이주의 관점에서 본

다면, 그들은 이주 1세대인 부모님을 따라 도일했다가 고국으로 귀환한 

1.5, 2세대이다. 일본에서 출생했거나 또는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이주하

여 성장한 자녀세대의 국경이동과 양국에서의 삶의 경험과 정체성은 부

모세대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한편, 도일과 피폭, 귀국 등의 일련

의 개인사적 사건을 10대 전후에 경험한 1.5, 2세들의 연령은 현재 적게

는 70대 후반에서 많게는 90대 초반이다. 해마다 생존자의 수가 줄어들

고 있으며, 고령으로 인해 그들의 기억력 또한 하루가 다르게 감퇴하고 

1) 이 논문은 2017~2018년도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
된 연구결과임.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창원대학교 경남학센터의 ‘합천군 원
자폭탄 피해자 구술증언 조사사업’ 연구팀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리고 구술면담에 응해준 23명의 구술증언자들과 증언집 발간 과정에서 유익
한 조언을 해주신 이치바 준코 선생님과 이지영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한 논평과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님
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Homo Migrans Vol.19 (Nov. 2018):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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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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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 하지만 이주의 맥락에서 그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원폭피해자 1세이자 이주 1.5, 2세 생존자의 구

술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주자로서의 이동과 ‘낯선 곳’에서의 정착과 적응 

경험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3)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 70 여 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진행된 원폭

피해자에 대한 대다수의 초기 연구들은 주로 정부지원 연구소나 시민단

체에 의해 수행된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4) 이들 실태조사는 주

로 설문조사나 피폭 당시에 초점을 맞춘 증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5) 한

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의 원폭피해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주로 강제 동원된 조

선인 노무자에 초점이 맞춰졌다.6)  

2) 2017년 2월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회원 수는 2,407명이고, 그
들의 평균연령은 78.5세이다. 합천지부에 등록된 회원 수는 606명인데, 그 
중에서 98명이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주해 있다(2018년 10월 17일
에 합천군청을 통해 확인함).  

3) 자녀세대의 경우 그들이 조선인 부모 슬하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고국
도 조선이라는 관점에서 고국으로 귀환한 ‘귀환자’라는 용어가 타당할 것이
다. 하지만 오은정(2018)의 경우 이주 1세대인 부모들의 관점에서 ‘고국’은 ‘
돌아갈 곳’이지만, 개인적으로 사회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인 유아기 
및 사춘기(대략 7세에서 17세 사이)를 일본에서 보낸 1.5세대와 2세대의 경
우에 ‘고국’이 ‘돌아갈 곳’이 아닌 새롭게 맞이해야 할 “낯선 땅”이었다고 설
명한다. 이런 관점에서, 식민지시기에 일본에 거주했던 이주자 1.5, 2세대들
을 ‘고국’에 돌아온 ‘귀환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향후 논의가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오은정, 「“완전 왜년이지, 왜년으로 살았제”: 히로시마 
재일조선인 1.5세·2세의 귀환 서사와 해방공간」, 『한국문화인류학』, 51호
(2018).  

4) 대표적으로, 1964년 한국방사선의학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와 1965
년 대한적십자사, 1979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의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를 꼽을 수 있다. 이후 199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와 2004년 국
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2011년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가 이뤄졌다. 

5) 장성환, 『해방 후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정체성 찾기: 원폭피해자의 발생부터 
원폭2세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17).

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내 몸에 새겨진 8월 : 히로시마, 
나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폭체험』 (서울: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 『히로시마 나가사키 조선인 원폭피
해에 대한 진상조사: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를 중심으로』 (서울: 대일항
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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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 원폭피해자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찾

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호남지역 피해자들의 원폭피해와 그 이후 ‘고

통’으로 일관된 그들의 삶을 구술증언으로 소개한 진주(2004)와 정근식 

편·진주 채록(2005)의 연구가 있다.7) 한편, 원폭피해자 2세인 김형률을 

중심으로 원폭피해의 역사와 ‘유전성’, 그리고 원폭피해자 2세의 당사자 

운동의 어려움에 대해 기술한 전진성(2015)의 연구가 있다.8) 한편, 일본

의 시민운동가인 이치바 준코의 『한국의 히로시마』(2003)는 한국 원

폭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왜 경남 합천군 출신인지, 그들의 도일이 생계를 

위한 ‘자발적’ 이주이자, 식민지 농정으로 촉발된 빈곤과 기아에 의한 ‘강

제’ 이주로서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는 점을 당사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중

심으로 치밀하게 규명하였다.9) 한편, 이러한 원폭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피해자성을 구축하는 데에 주력했으며, 그 결과 그들을 위한 한

국·일본 정부의 법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데에 방점이 찍힌 측

면이 있다.     

다른 한편, 최근 학계에서 일제강점기와 해방시기에 해외 이주와 귀환을 

경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주사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

다. 대표적으로, 해방직후 전개된 대규모 인구이동에 주목한 이연식의 경

우에는 학계가 대한민국의 ‘민족’과 ‘국가’를 화두로 삼았던 20세기의 ‘일

국사적 담론’에 치우쳐서 식민지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 과정을 거치

며 “국경 안팎에서 활발히 ‘이동’하고 ‘재이동’했던 사람들을 시야에서 놓

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10) 특히 그나마 일부 진행된 연구들이 강제동

원 피해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공백으로 남아 있는 식

민지 시기”에 강제동원 피해자와 같이 수동적인 이유에서 뿐 아니라 유

학, 경제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해외 이주를 했다가 귀환한 사례에 주목

7) 진주의 『원폭피해자 증언의 사회적 구성과 내용분석』 (전남대학교 석사
논문, 2004)과 정근식의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 (서울: 선인, 
2005)이 그것이다.

8) 전진성,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원폭 2세 환우 김형률 평전』 (서울: 휴머니
스트, 2015).

9) 이치바 준코, 이제수 역, 『한국의 히로시마: 20세기 백년의 한국인원폭피해
자들은 누구인가』 (서울: 역사비평사, 2003).

10) 이연식, 「해방 직후 ‘우리 안의 난민·이주민 문제’에 관한 시론」, 『역사문
제연구』. 35호 (2016a), 118-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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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역사적 주체”인 그들의 관점에서 이주와 ‘재이주’, 정착에 대한 다

방면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11) 

원폭피해자이면서 이주 1.5, 2세에 관해 연구한 오은정의 2018년 연구

는 이주의 맥락에서 다양한 피식민 이주자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는 위 문제인식을 공유한다.12) 한국 원폭피해자의 역사를 귀환이주사라

는 측면에서 살펴본 이 연구는 피식민이주자 2세들의 귀환서사에서 ‘고

국’이 새로운 이주로 생겨날 두려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낯선 이향’

으로 회상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고국’의 ‘해방 공간’도 패전 일본의 ‘

전후 공간’도 그들에게는 정치적,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상호 충돌하고 갈

등했던 ‘낯선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오은정은 해방기 귀환이주자 연구에

서 ‘패전과 해방의 공간’이 “국민 대 국가” 또는 “단일한 민족주의적 표

상들”로 그려지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13) 즉, 그녀는 제국이 붕괴된 패

전 공간이나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라는 과업을 지닌 미점령기의 해방 공

간 모두 “내셔널리즘적 수사들과는 구분되는”, “민족, 젠더, 계급, (전통

적 반상구분을 이르는) 신분, 혈연, 지연, 정치 지향 그리고 세대 등과 얽

혀 있는 다층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한”14)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이

런 점에서, 오은정은 제국 일본의 패전공간과 조선의 탈-식민 해방 공간

을 “다층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며 이행해 간 혼종성의 낯선 공

11) 이연식, 「종전 후 한·일 양국 귀환자의 모국 정착과정 비교 연구: 포스트콜로
니얼 관점에서 본 식민자와 피식민지민의 전후실태 비교」, 『한국민족문제
연구』, 31호(2016b).

12) 오은정은 2013년 그녀의 박사논문인 「한국 원폭피해자의 일본 히바쿠샤 되
기: 피폭자 범주의 경계 설정과 통제에서 과학·정치·관료제의 상호작용」에서 
한국에 돌아온 원폭피해자들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상정하는, 즉 
일본의 국내법인 원폭원호법에 근거해 피폭자건강수첩을 받는 히바쿠샤의 범
주로 편입되는 과정을 역사인류학적 시각에서 연구한 바 있다. 

13) 오은정은 피식민 이주자 조선인을 ‘난민’, 즉 ‘자기의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라
는 애초의 환상과 기대를 배반당한 이들로 규정한 김예림의 2010년 연구와는 
거리를 둔다. 오은정은 김예림의 연구가 기존의 귀환자 연구들과는 달리 민족
주의적 표상들로 귀환자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하지만 그녀는 
원폭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녀의 연구를 통해 당시 조선인 귀환자들이 패
전 일본, 즉 “후식민의 에스닉 혼종지대”에서 생겨난 불안과 위험, 적대를 ‘고
국으로의 귀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열망했을 것이라는 전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은정, 「“완전 왜년이지, 왜년으로 살았제”」, 172쪽. 

14) 오은정, 같은 논문, 212-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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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녀는 “피식민이

주자들의 환류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연구 그리고 실제 이러한 귀환을 경

험한 사람들의 일상과 삶, 정체성들을 드러내는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반

영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들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15) 

이연식과 오은정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일제강점기와 해방기에 국경을 

이동하는 삶을 살았던 피식민이주자들의 이주와 귀환 경험에 대한 미시

적 차원의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식민 지배

라는 강압적·착취적 구조 하에서도 역사의 주체로서 활발히 국경 이동을 

했었던 사례들도 있었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피식민이주자의 경험이 연

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주와 귀환 후 삶

의 지형이 민족과 국가 뿐 아니라 세대, 지연, 계층, 젠더를 포함한 다층적 

요소들에 의해 역동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도 의미 있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지적은 이 연구가 왜 해방기에 귀국한 

원폭피해자 중에서 경남 합천지역 출신 이주 1.5, 2세대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가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합천지역 출신 원폭피해자 대다수의 

도일 이유가 강제노역 또는 강제징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제강

점기 때 식민농정과 수탈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일본으로 ‘능동적’으로 

이주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이다. 반면 자녀들의 경우는 부모세대를 

따라 동반 이주한 ‘수동적’ 이주 주체이다. 따라서 그들의 이주가 비록 식

민지배로 인한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이주와 

귀환, 그리고 원폭피해자로서의 피해성은 강제노역이나 강제징용 피해자

의 그것보다 ‘덜 중요하게’ 다뤄진 측면이 있다. 이에 필자는 이주와 귀환 

집단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지역과 세대 변수가 국경이동과 정착 과정에

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천지역 사람들의 히로시마로

의 이주 흐름은 왜,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가? 둘째, 피식민지 출신 이

주민 1.5, 2세의 히로시마에서의 일상과 원폭피해 당시의 경험은 어떠하

였는가? 셋째, 해방직후 그들의 귀환 경험은 어떠하였으며, 히로시마에

서의 이주 경험이 그들의 ‘고국’과의 첫 대면과 정착에 어떤 영향을 미쳤

15) 오은정, 같은 논문,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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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2017년 시점에 합천에 거주

했었던 23명의 원폭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술증언을 주요 자료

로 활용할 것이다. 구술증언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2장에서 자세히 소개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그동안 이주와 귀환의 맥락에서 크게 주

목받지 못했던 합천 출신 원폭피해 1세이자 이민자 자녀세대의 삶을 그

들의 목소리를 통해 소개한다는 점에서 식민지시기에 초점을 맞춘 해외

이주와 귀환 연구에 기여한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가 피식민자로서 ‘능

동적’으로 국경을 이동한 이민자 중에서도 합천이라는 지역성과 세대, 전

쟁, 그리고 원폭피해라는 요인이 그들의 이주와 귀환 후의 삶을 어떻게 

관통했는지에 대해 미시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 이 연구

의 의의를 둔다.  

II. 연구 대상과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될 구술증언은 창원대학교 경남학센터에서 2017년 4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진행한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구술증언 조사

사업’을 통해 수집된 것이다. 연구팀은 1명의 연구책임자와 2명의 공동

연구원, 4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었는데, 필자는 공동연구원 중 한 명으

로 참여하였다.16) 합천군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의 도움을 받아

서 23명의 구술자를 섭외하였다. 그들 중 대다수가 합천원폭피해자복지

회관에 거주했기 때문에 익숙한 장소인 복지회관 회의실에서 면담을 진

행하였다.17) 21명의 구술자의 원적(原籍)이 합천이었고, 2명은 각 경남진

주(7번), 경북고령(14번) 출신이었다. 7번과 14번 구술자는 원적이 합천

은 아니지만, 합천으로 이주하여 거주한지 오랜 기간이 지났고, 구술내용

16)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의 역할에는 경상남도(사업 발주처)-합천군-창원
대학교 간에 필요했던 행정업무 뿐 아니라 사업 계획 및 진행, 현지조사 코디
네이션과 구술증언 자료집 발간, 결과보고 세미나 주최 등의 업무가 포함되었
다. 네 명의 연구원들은 현지 구술면담 진행 및 녹취풀기 등의 업무를 전담하
였으며, 자료집 제작과 세미나 진행에 도움을 주었다. 

17) 연구팀은 구술면담에 앞서 구술자들에 구술자료 활용 및 공개동의서(1. 구술
자료를 각종 콘텐츠로 만든다, 2.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에게 구술 자료
의 보존·관리, 연구·출판·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목적을 위해 이를 활용·공
개할 권한을 부여한다)에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이 연구는 경남학센터의 동
의 하에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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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포함시켰다. 14번 구술자의 경우 

부친의 고향인 경북고령 쌍림면은 합천군과 지리적으로 접해있는 지역이

다. 23명 구술자 목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구술자 목록(면담자료에 근거함)

연번
(성)
고향

 출생연도, 출생지,
도일 이유

피폭 당시 나이, 장소, 부상 정도 귀국 시기, 배편

1
(남)

 합천

 · 1930년 히로시마

 나까히로마치 출생
· 경제적 이유

· 15세, 철도 하역
 · 건물 잔해로 인한 신체 부상,
 검은 비, 조모 실종·동생 화상

· 1945.9
· 연락선(백두함)

2
(여)

 합천

· 1927년 합천 출생, 3

세 때 도일
· 경제적 이유

 · 18세, 결혼하여 임신
 · 집, 건물 붕괴로 인한 부상,
부친·오빠 화상

· 1945.10
· 야미배(어선)

3
(여)

 합천

· 1929년 합천 출생, 4

세 때 도일
· 경제적 이유

 · 16세, 무직
 · 집, 건물붕괴로 전신 부상, 부친
화상

· 1945.12
· 야미배+연락선(
총 3개월 소요)

4
(남)
합천

 · 1943년 히로시마

출생
· 강제징용

· 3세
 · 집, 건물붕괴로 인한 부상

· 1945.11
· 연락선

5
(남)

 합천군

 · 1935년 히로시마

출생
· 경제적 이유

 · 10세, 소학교 휴학
 · 집, 건물붕괴로 전신 부상, 부친
유리파편으로 인해 한쪽 눈 실명

· 1945.11
· 야미배

6
(여)

합천군

 · 1934년 히로시마

출생
· 경제적 이유

· 13세, 소학교 5학년
 · 집, 건물이 붕괴되었으나 별
피해 없었음, 부친 화상

· 1945.11
· 야미배

7
(남)

 진주

 · 1930년 히로시마

출생
· 경제적 이유

· 15세, 전화선 수리기사 조수
 · 요코가와 전철 역, 전신화상

· 1945.12

· 야미배
· 진주

8
(여)

합천군

 · 1927년 히로시마

출생
· 경제적 이유

 · 18세, 결혼하여 임신 중. 친정
 부엌에서 설거지 하던 중 건물
 붕괴로 경부상. 남동생 두 명 화상
피해

· 1945.10
· 야미배

9
(여)

합천군

 · 1933년 히로시마

출생
· 경제적 이유

· 13세, 소학교 6학년
 · 학교 교실, 건물이 붕괴되었으나
별 부상 없었음

· 1945.11
· 연락선(
히로시마-큐슈-
부산-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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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

 합천

 · 1940년 합천 출생,

생후 3개월 때 도일
· 경제적 이유

 · 5세, 엄마와 동생하고 피신 가던

길에 강물에 빠졌던 기억
· 부친: 피폭으로 목병(

 갑상선암으로 추정)

 · 정확한 기억이
 없으나 피폭이후
 곧 귀국한 것으로
기억

11
(여)

 합천

 · 1939년 히로시마

출생
· 경제적 이유

· 7세, 소학교 1학년
 · 모친과 집에 있다가 건물붕괴로
 한쪽 눈 각막 손상, 언니는
부상으로 한쪽 귀의 청력을 잃음.

 · 정확한 기억이
 없으나 피폭이후
 곧 귀국한 것으로
기억

12
(여)
합천

 · 1928년 교토 출생

 후 2세 때 히로시마로

이주
· 경제적 이유

· 18세, 결혼

· 집, 건물붕괴로 머리 부상
· 남편: 피부병

· 1945.10
· 연락선(센다끼-
부산-합천)

13
(여)

합천군

· 1930년 합천 출생, 6

세 때 도일
· 경제적 이유

· 15세, 정미소 근무

 · 건물 붕괴로 유리파편이 온몸에

박힘
· 부친: 방사선에 오염됨

· 1945.9
 · 야미배(우지나
항-부산-대구-
합천)

14
(여)

고령군

· 1928년 고령 출생, 7

세 때 도일
· 경제적 이유

· 17세, 저금국에서 근무
· 사무실 건물 붕괴로 전신 부상

· 1945.11
· 야미배(부산-
고령)

15
(여)
합천

· 1937년 합천 출생, 3

세 때 도일
· 경제적 이유

· 11세, 소학교 2학년

· 집, 집에 불이 나서 산으로 대피
 · 신체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큼,
두통

 · 정확한 기억이
 없으나 피폭이후
 곧 귀국한 것으로
기억

16
(남)
합천

 · 1930년 합천 출생.

출생 직후 도일
· 경제적 이유

 · 15세, 모친이 운영하던 함바에서

근무

 · 함바 건물이 붕괴 되었으나,

별다른 신체적 부상 없었음
· 동생들 전신 부상

· 1945.10
· 야미배-연락선(
부산-합천)

17
(여)
합천

 · 1928년 합천 출생,

12세 때 도일
· 경제적 이유

· 17세, 살림

· 집, 건물 붕괴로 피신
· 모친: 머리 부상, 오빠들 화상

· 1945.12
 · 연락선(부친과
 작은 오빠는
야미배)

18
(여)
합천

· 1934년 합천 출생, 3

세 때 도일
· 경제적 이유

· 12세, 소학교 5학년
 · 집, 원폭 목격, 건물 붕괴 후
굴로 대피

· 1945.8
· 야미배

19
(여)

합천군

 · 1940년 히로시마

출생
· 경제적 이유

· 5세

· 집, 건물 붕괴로 부상, 굴로 피신
· 부친: 화상

 · 1945. 9 또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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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

고성군

 · 1928년 경남 고성

출생, 4세 때 도일
· 경제적 이유

 · 18세, 결혼해서 아들 출산,

과자공장
 · 출근 전 집에서 폭격 목격,
건물붕괴, 모친은 화상 피해

· 1945.8
· 야미배

21
(여)

합천군

 · 1934년 히로시마

출생
· 경제적 이유

· 12세

· 집, 건물 붕괴. 굴로 피난 감
 · 부친과 오빠는 바깥에서
일하다가 화상

· 1946.1
 · 어떤 배를
 탔는지 정확히
기억 못함

22
(여)

합천군

 · 1934년 히로시마

출생
· 경제적 이유

· 12세
 · 집, 집 마당의 굴로 피신, 집은
 붕괴되었으나 큰 신체 부상
없었음

· 1945.10월 추정
 · 어떤 배를
 탔는지 정확히
기억 못함

23
(여)

합천군

· 1932년 합천 출생, 8

세 때 히로시마로 도일
· 경제적 이유

· 14세, 소학교 5학년
· 1945.12
· 연락선

III. 합천에서 히로시마로의 연쇄이주 배경과 흐름  

합천은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릴 만큼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한 한국인

이 많은 지역이다.18)  약 백 여 년의 시간에 걸쳐 합천과 히로시마 사이에

는 이주의 흐름과 역흐름(counter-flow)이 진행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와 해방기에 거주를 위한 이주와 귀환이 이뤄졌다면, 이후에는 일본정부

가 제공하는 보상과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한 국경 넘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합천출신 사람들이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했는

가? <표 1>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당한 조선인 수를 보여준다. 

원폭 투하 당시에 히로시마에는 약 42만 명, 나가사키에는 약 27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 중 조선인 피폭자 수는 히로시마에 약 5만 

명, 나가사키에 약 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두 도시의 폭사자 수 3만 명

과 1만 명을 제외한 조선인 중에 각 1만 5천명과 8천명의 조선인이 귀국

18) 엄밀히 말하자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쳐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대
규모 군수공장과 군사령부가 포진해 있던 ‘군사도시’”였던 히로시마를 합천
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피폭의 피해 도시이기도 하지만, 전쟁에 적
극적으로 가담했던 ‘가해자’의 도시인 히로시마를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와 
전쟁, 원폭피해자들의 도시인 합천을 동일시할 경우 히로시마의 가해자의 기
억을 피해자의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일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허광
무, 「서평: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한국의 히로시마』」, 『한일민족문제
연구』, 7호(2004),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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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1> 피폭자, 폭사자(爆死子) 수와 조선인의 피해상황

피폭지 전체 조선인 수

피폭자 총수 폭사자 피폭자  폭사자 생존자 귀국자 일본체류

히로시마 420,000 159,283 50,000 30,000 20,000 15,000 5,000

나가사키 271,500 73,884 20,000 10,000 10,000 8,000 2,000

합계 691,500 233,167 70,000 40,000 40,000 23,000 7,000

출처: 이치바 준코, 2003, 33쪽 (『핵방사선과 원폭증』(1975), 『한국피폭자 현

황』(1985) 참고)

피폭당한 후에 귀국한 사람 약 1만 5천 명 중에 정확히 몇 명이 합천 출

신인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1978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통계

에 따라 그 수를 대충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19) 당시 회원 등록자 수는 

9,362명이다. 그 중에 합천 출신 등록자 수는 3,570명으로 전체의 38%

에 달한다. 이외에도 조사 시점에 합천이 아니라 부산, 경남, 경북 등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합천출신 피폭자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전해지는

데, 이에 따라 전체 등록자의 약 2/3는 합천 출신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

였다.20) 이외에도 개인적인 이유로 협회 등록을 꺼려했거나, 협회가 있는

지 조차 몰라서 회원 등록을 하지 않았던 미등록자 중에 합천 출신자들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974년 합천지부에서 주민대장 등

을 근거로 사망자를 포함하여 피폭자 수를 자체 조사한 결과 그 수는 총 

6,014명에 달했다.21) 그 중 3,570명이 1978년에 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것을 감안할 때 히로시마 거주 조선인 중 상당수가 합천출신이라는 추정

이 무리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에 합천 출신 조선인들이 대

거 히로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그들의 이주, 즉 

도일배경에 관한 질문이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을 대상

19) 이치바 준코, 『한국의 히로시마』, 138쪽. 

20) 이치바 준코, 같은 책, 139쪽. 

21) 이치바 준코, 같은 책, 139쪽. 1974년 당시 합천지부장을 맡고 있었던 정기장
에 의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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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시된 각종 조사결과는 피폭자들의 도일이유가 크게 세 가지, 즉 

강제 징병·징용, 피폭지 출생, 또는 생계를 위한 이주로 나뉜다는 점을 보

여준다. <그림 1>은 협회 회원들의 도일 이유를 지역 출신 별로 정리한 

것이다.22) 위 세 가지 이유 중에 합천 출신자의 75%는 생계를 위해 도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20%는 자녀세대로 일본에서 태어났고, 나

머지 5%는 강제 징병·징용으로 인해 히로시마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도일 이유 (단위, %)

출처: 이치바 준코, 『한국의 히로시마』 (2003), 140쪽.

일제 강점기 때 합천 출신 조선인들이 히로시마로 대거 이주한 배경은 다

른 지역 출신의 조선인들이 도일한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인들

이 일본으로 대거 이주를 한 시기는 1922~1934년 기간과 1938~해방

기인데, 합천 출신 도일자가 많았던 기간은 앞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에 

산미증산계획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1930년 조선의 총경작지 면적

의 55.6%가 소작지로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소작농민은 전체 농민 중 

22) 이치바 준코, 같은 책, 140쪽. 이치바 준코는 서울·기호·합천·부산에 관한 자
료는 ‘한국교회연합회’(1979), 경북에 관해서는 1979년 협회와 시민의 모임
이 행한 조사결과(『재한피폭자실태조사공동보고서』에 게재)를 근거로 하
였으며, 호남에 관해서는 1972년, 경남에 관해서는 1977년의 협회 등록 조사
표를 근거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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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에 달하였다.”23)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합천에서도 일본인의 식

량 확보를 위한 산미증산계획이 실시되었다. 이치바 준코의 연구에 따

르면, 쌀 중심의 식민지 농정으로 인해 쌀 이외의 잡곡 생산이 중단되었

다.24) 또한 일본의 방적·제사자본의 안정된 원료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조

선총독부는 합천지역에 육지목화재배와 양잠업을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합천 지역의 농민들이 영위했던 농업구조는 왜곡되었고, 일제의 통제와 

수탈, 자본의 집약 등으로 인해 몰락한 농민들 중 많은 수가 일본으로 구

직을 위해 도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합천 지역을 강타한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 또한 합천 농민의 도일을 격화시킨 한 요인으로 꼽힌

다. 조선시대 한 때 합천지역은 ‘협천(陜川)’(좁은 내)으로 불릴 만큼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계곡이 많은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연재해에 유독 취약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25)  

이치바 준코는 1974년 당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의 지부장을 

맡았던 정기장이 ‘핵병기금지평화건설국민회의’로부터 위탁받아서 조사

한 합천지역거주피폭자조사(5,001명 대상)의 결과물과 한국원폭피해자

협회에서 1975~1976년에 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천에서 히로시마로 향한 사람들의 이주 흐름을 다음 네 가지 

특징으로 정리하였다.26) 

23) 남근우, 「재일동포사회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연구: 민족, 조국 귀속성, 현실
의 ‘3중 경계문화정체성’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1호(2011), 168쪽.

24) 이치바 준코, 『한국의 히로시마』, 225쪽.

25) 합천이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쌀농사가 어려운 지역이라는 점은 20번 구술증
언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에서 합천용주면으로 귀환하여 
정착했던 그녀는 당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합천지형이 쌀농사와 비에 얼마
나 취약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7, 8월 되면 비가와 자주 오잖아요? 물이 담고 여기서 그때는 하천이 모도 
깨끗이 안돼가 있잖아. 가몬 물이 모 비가 많이 있으면 3일 4일 요래 장마가 
지면 물이 갈 때가 없어가 어디까지 올라오는가 하면 저 합천 골짜기 노르치
라는 대까지 올라오고 노르치가 여서 2km가 넘어요. 그거 나락이 한참 펴서 
요래 알이 익을 쩍에는 보드랍고 나락이 펴가 지금인자 고정도 됐을꺼다. 알 
익을 때는 꾸중물 쪼매만 들어가면 이거 마 나락이 벼가 안 커올라온데요. 사
때한다 소리는 죽어뿐다 말이거든! 인자 그래가 요기 또 펴가꼬 알 될라 칼
쩍에 요럴쩍에 또 물이 들어뿌면 알이 안드는거라. 7, 8월 되면 홍수가 많이 
나잖아? 7, 8월 되면 여 지리 2km 20리 고꺼증 나락 심어 놓면 고마 물 한번 
싹 가마뿌면 아무것도 물끼 없어요. 

26) 이치바 준코, 같은 책, 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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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천에서 히로시마로의 도일은 1920년대 중기 이후에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② 1930년대 이후 합천에서 히로시마로의 도일자가 급증하기 시작했

고, 1930년부터 1940년의 10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태평양 전

쟁이 시작된 1941년 이후에는 그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③ 1930년대의 합천에서 히로시마로의 도일자 증가율은 조선 전역에

서 일본 전역으로의 도일자, 혹은 조선 전역에서 히로시마로의 도일자 

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④ 합천에서 히로시마로의 도일자 수는 매년 크게 변동하고 있다. 

합천에서 히로시마로의 이주가 대체로 식민지 농정으로 인한 ‘생활고’ 때

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부 이주자 중에는 일본에서 돈을 벌어 ‘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일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추측

된다.27) 이러한 내용은 23명의 구술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3

명 구술증언자 중 22명의 부친이 1920~1930년대에 ‘생계를 위해’ 도일

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1명의 경우 부친이 1942년에 강제 징용되어 도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이주경로를 살펴보면, 부친이 먼저 도일하여 

자리를 잡은 이후에 귀국하여 모친과 자녀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간 경우

가 대다수이다. 구술자들의 부친이 도일한 시기가 주로 1920년대 중반부

터 1930년대 중반이었는데, 이 시기는 곧 그들이 출생한 시기이기도 하

다. 구술자 중 12명이 일본(히로시마 11명, 교토 1명)에서 태어났다. 8번 

구술자가 1927년 생으로 가장 빠른 시기이며, 이후 1928년 1명(12번)에 

이어 1930년대 8명(1번, 5번, 6번, 7번, 9번, 11번, 21번, 22번, 23번), 

1940년과 1943년 각 1명(19번, 4번)이다. 이들 모두 부친의 고향은 합

천이다. 조선 출생자들의 경우에는 2명(14번 경북 고령, 20번 경남 고성)

을 제외한 9명이 합천에서 출생했으며, 그들이 도일한 시기는 생후 3개

월부터 7세 사이가 가장 많다. 가장 나이가 들어서 도일한 17번 구술자

는 12세에 도일하였다. 

27) 또한 소수이기는 하지만 ‘3.1 독립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일본으로부터 민족
적 억압과 박해를 받아서 도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서
는 같은 책의 171-17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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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도일한 구술자들은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부

친을 통해 도일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리고 그

로부터 70~8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 부친으로부터 전해들은 이

야기를 명확히 기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의 구

술증언에서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합천의 가족·친

척·이웃의 연고에 의해 부친이 혼자 도일했고, 이후 자리를 잡은 후에 그

들의 부친이 또 다른 고향사람들의 히로시마행을 도왔다는 것이다. 즉, 

히로시마에 터를 잡은 이주자들이 고향의 가족·친척·이웃과의 정보 교환

을 통해 연쇄이주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아래 5번 구술자의 증언은 당

시 합천과 히로시마 간에 연쇄적인 이주흐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짐작

하게 해준다.    

아버지가 얘기 하는데, 여 일본사람들이 전부 다 곡식을 다 뺏들어 가뿌고. 

농사를 지도 공출이라케가꼬 왜놈들이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뺏글어 가

뿌고 한국 사람들은 여어 합천 시골에 사람들은 공출이 다 뺏기고 묵을기 

없어서 배고픔에 몬 이기서 전부 일본으로 갔다고 들었어요 내가. 그래가 

일본서 돈을 벌어가지고 배고픔을, 후세에 아버지가 얘길 해서 내가 알지, 

애들한테 넘겨주기 싫어서 돈만 벌이모 땅을 사고 돈만 벌이모 땅을 샀다 

이기라. 집에 처음에는 혼자 가서 있었는데, 일본에 가서 살아 보니까 합

천서 합천 시골에 있을 때 배고픈 거보다 나으니까. 오라케가 일본에 마이 

데꼬 들갔어요, 집에 아버지가. 마이 갔어요, 내 사촌형님들도 전부 아버지

가 불러서 전부 사촌형님들 여러 명 전부. 집에 아버지가 9형제 중에 막낸

데.(5번 구술자, 1935년생) 

12번 구술자의 경우도 위 5번 구술자의 증언과 거의 일치된 증언을 하였

다. 즉, 부족한 식량생산과 공출에 시달렸던 합천 사람들이 생활고를 해

결하기 위해 도일하여 돈을 벌어서 고향에 땅과 소를 샀고, 이후 가족과 

친척, 이웃들까지 도일에 도움을 준 결과 합천의 많은 사람들이 주소만 

갖고도 히로시마로 모여 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언은 합천 출신 조

선인들의 도일 원인을 제국주의와 식민지배라는 역사 안에서 찾을 수밖

에 없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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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12세에 부모님을 따라 도일한 17번 구술자의 경우에는 

도일 전과 도일 당시의 일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구술했다. 그녀는 5살 때 

쯤 부친 혼자 돈을 벌기 위해 도일을 했는데, 부친이 떠난 날 밖에서 배웅

하고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 운제 오꼬?”하며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난다

고 했다. 구술자가 1940년에 일본으로 건너갔고, 부친이 도일한지 8년 만

에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내용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그녀의 부친

은 1933년에 도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중간에 부친이 작은 오빠를 일

본으로 잠시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일을 했었고, 그때 모은 돈을 가지고 

귀국해서 모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부친이 떠난 후 온 가족이 도일하기

까지의 상황에 대해 구술자는 다음과 말했다. 

[아버지가 일본에 가셔서 무슨 일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한국사람 가서 

할 게 있어예? 노가다지. 또 젊은 사람 알랑가 모르겠는데 고물, 보루장사

28). 그런데 우리 큰 오빠가 한국 젊은 사람 몽땅 안 살겠다고, 일본 갈라꼬 

환장을 했어. 그래 일본을 혼자 갔어요. 와 갔노 카마 우리 작은 오빠가 일

본 가서 앞번에 델고 가서 돈을 좀 벌어가 요새 돈으로 치면 천만원이라. 

논 두마지기 값을 내보냈는데 우리 큰 오빠가 그 돈을 우리 엄마 몰래 훔

치가 일본 갔어요. 동네 사람 좀 나 많은 사람이 꼬았는기라, 우리 오빠를. 

꼬아가지고 그 돈으로 세 명이 갔어. 그거 가지고 그래 가서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가마 오빠가 탄 연락선 카는데 죄 탔는기라, 일본에 가고 싶어

서. 그런데 쪼매 있은게 수상경찰서장이 우에 우두머리 안 있나? 우두머

리 잡아가 전신에 묶어가 막 뚜두리 패고 야단이라. 나중에 본게네 수상경

찰 서장 자격증을 비주는기라. 그래 울 오빠 일본도 못 가고 돈만 내삐리

고 한국을 왔어요. 그래 와가 2년인가 농사짓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도 

그래싸서 우리 아버지가 일본 델고 간기라. 결국. (생략) 증명, 요새로 치

면 여권 그걸 내가 왔어, 우리 아버지가. 그래 식구 다 데리고 갔어.(17번 

구술자, 1928년생)

위 구술은 1930년대 중후반에 합천 지역 젊은 사람들의 도일에 대한 열

28) 보루는 헌옷, 신발, 가방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보루장사는 해당 재활용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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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컸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일본에서 부친이 보내온 당시 거액의 돈

을 훔쳐서, 그것도 동네 이웃의 꾐에 빠져 여권(도항증으로 추정됨)도 없

이 무작정 일본행 연락선을 타러 갔다는 점이 그러하다. 하지만 조선총독

부가 발급한 제반 증명서인 여권조차 없었던 그들은 수상경찰에게 잡혀

서 다시 집으로 보내졌다. 17번 구술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큰오빠가 도일 시도를 했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그 일이 

있은 후 2년 정도 지나서 부친이 가족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들어갔다는 

증언에 의하면 1937년에서 1938년 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광열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인 도일자 수는 1930년대 중기까지 증가했

다가 후반으로 접어들며 일시 감소했다.29)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1925년

부터 내무성 경보국의 “조선인 도일억제” 방침에 따라 뚜렷한 취직처가 

없는 조선인의 도일을 불허하였으나, 1930년대 초반에 일시적으로 규제

를 완화했었다. 하지만 1934년 10월 오카다 내각이 각의에서 결정한 「

조선인 이주대책 요목」에 따라 조선인의 도일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가,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8년부터 급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해 7월 

일본 내무성과 조선총독부 간 “내선협정”에는 노동자 이외의 일반 조선

인의 도항을 자유롭게 하되, “불령분자의 잠입방지 및 검거라는 입장에

서 도일 조선인에 대해 연락선이 열차에서 일단 검문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30) 이러한 일반 또는 연고 도항자에 대한 경

찰의 단속은 군수산업 분야에 조선인 강제 노무동원이 시작된 1939년 중

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유인 즉 일본 본토의 

경제사정상 기존의 조선인들과 본토 노동자들의 고용에 위협이 되기 때

문이었다.31) 결과적으로, 17번 구술자의 큰오빠가 도항을 시도했던 시기

인 1930년대 중후반에는 수상경찰의 엄격한 검문검색으로 인해 일본에

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가족의 증명이나 취직처 없이 도일하는 것은 어려

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36년에 7세의 나이로 도일했던 13번 구술자

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9) 김광열 외 4명, 『패전 전후 일본의 마이너리티와 냉전』 (서울: 제이앤씨, 
2006), 21-22쪽.

30) 김광열, 같은 책, 24쪽.

31) 김광열, 같은 책, 27-28쪽.



Homo Migrans Vol. 19(Nov. 2018)

22

[혹시 일본 갈 때는 뭐 타고 가셨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그때 연락선 타

고 갔어. 우리 삼촌이 삼촌 밑에 인부로 쓸라고 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는 합천읍에 사람이고 하나는 여 일부면 사람인데 일부면 사람은 또 

친척인기라, 우리 아버지 외가 친척인기라. 그래 우리하고 같이 버스 타고 

대구 가가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서 그날 저녁에 같이 했거든. 우리 삼촌

이 시키더라꼬. (수상경찰이) “너는 어데 가노? 카거든 내가 한국에서 살

기 힘들어서 일본에 노가다 일하러 벌이무러 갑니다” 이래카라고 시키더

라꼬. (생략) 그런데 그 조선 가는 사람도 연락선 태아주고 일본 경찰서 가

는 사람도 연락선 태아주고 아침에 연락선에서 내리가꼬 기차 타러 갈낀

데 심사할 때 고 나오는 두 사람 싹 빼내뿌데. 그래가 우린 어린게네 몰라

가지고 삼촌한테 와 그 사람들은 안 오느냐꼬 물은게네 거는 조선으로 다

부 돌리보낸다 이래. 연락선만 타고 거서 내리가 거서 다부 돌리보낸다 해. 

아이구 참.(13번 구술자, 1930년생)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연락선 타고 가는 길에 밀감이랑 찹쌀떡도 사준 

아저씨들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고 구술자는 이야기 했다. 이런 점에

서, 합천에서 히로시마로의 가족 연쇄이주는 1930년대에 활발했으나, 가

족이 아닌 이웃이나 일본에 연고자가 없었던 사람들의 이주는 1930년대 

초반에서 중·후반으로 갈수록 어려워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히로시마 거주 조선인 중 대다수가 합천출신이었다는 사실은 13번 구술

자의 증언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히로시마에 모

여 살았던 합천 출신 조선인들이 서로서로 돕고 살았지만, 전라도 출신

과 같은 타 지역 사람들에게 배타적이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라도 출

신들은 같은 지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오사카로 이주해서 살았다는 언급

을 하였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 그죠? 한 사람이 거기 가가 살기 좋으마 이우지 

사람 초청하고 초청하고 이라다 본게네. 그 히로시마 있을 때도 그캤어. 시

시한 합천징이, 시시한 합천징이 히로시마 다 모있다고. 히로시마 전신에 

합천 사람이라. 우야다가 쌀에 미겉이 거 포똑포똑 전라도 사람이 있는 기

라. 전라도 사람 경상도사람한테 그해서 몬살아 거는. 방 하나도 구하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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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치 힘들어. 인자 와 그렇나 카믄 방을 구핼라 캐도 경상도 사람들이 죄 

사는데 방이 거 있다 있다해도 경상도 사람이 방 있다고 안 가르치주는기

라. 즈그 합천사람 어디 있으면 넣고 그래한다고 그란게 그만치 전라도 사

람이 일본에서 히로시마에서는 마이 이래 따돌림을 받았어. 그렇다본게 전

라도 사람이 일본에서 제일 많이 산 데가 오사깐데 오사까 거기 많이 모이 

살아.32) 모이 사는데가 있는기라.(13번 구술자, 1930년생) 

다른 한편, 23명의 구술증언에 따라 그들의 부친이 히로시마에서 했던 일

을 정리해보면, 노가다(7번, 16번, 17번, 20번, 21번, 22번), 고철·고물 

장사(1번, 5번, 8번, 9번), 공장근무(2번, 3번, 4번, 6번, 12번, 15번, 19

번), 여인숙운영(11번), 짐 하역(18번), 무직(14번)이다. 『한국원폭피해

자 65년사』에 따르면, 히로시마의 조선인들은 근교의 공업지대에 집중

하여 공장 혹은 농림 노동자로 일한 것으로 파악된다.33) 구체적으로, 미

쓰비시 조선소 작업원, 우지나항의 하역, 동양공업, 군 관계, 광도전기, 일

본제강, 구레의 조선소 등의 공원이었거나, 또는 항만의 노동자, 현내 각

지의 철도공사와 하천공사, 도로공사, 방공호공사, 항만공사, 터널공사 

등의 토목공 등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로 남성들의 직종이다. 구술자들

에 따르면, 그들 모친의 경우에도 노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모친이 대

가족의 살림을 도맡아 했었던 9번, 13번, 18번 구술자와 기억을 못한 일

부 구술자를 제외하면, 모두 유급노동을 한 것으로 기억하였다. ‘함바집’

운영(1번, 14번, 16번, 22번), 하숙(2번), 공장(3번, 4번, 15번, 17번), 부

친과 장사 또는 사업(11번, 14번), 혼자 장사(7번, 12번, 20번), 일본사람 

집 청소·빨래(6번, 8번)이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모친 뿐 아니라 숙모, 올

케, 언니 등도 일을 했으며, 그들이 주로 일했던 공장은 통조림과 같은 식

료품이나 솜, 양말 등을 만드는 곳이었다. 장사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함

께 공사장 옆에서 조선인 노무자를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는 함바집을 운

영했거나, 남편과 함께 고물, 고철을 주어다가 팔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하숙이나 여인숙의 경우에는 주로 혼자 히로시마에 나와서 일자리를 찾

았던 남자들을 대상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독신으로 모친 혼자 장사를 한 

32) 3번 구술자는 히로시마에 미쓰비시 조선소가 건설될 때 조선인들이 오사카와 
동경으로 상당수 유입되었다고 구술했다.  

33)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서울: 한국원폭피해자협
회, 2011),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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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엿이나 어묵과 같은 먹거리 장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IV. 히로시마에서 조선인으로 살기 - 

전쟁훈련의 일상화와 일, 원폭피해,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독립 

이번 장에서부터 자녀세대를 중심으로 히로시마에서의 삶의 경험에 대해 

기술하겠다. 먼저 히로시마에서 출생한 12명의 구술자들은 조선어보다 

일본어를 더욱 더 자연스럽게 구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대다수는 

히로시마에서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는 데에 큰 어려움

이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아래 7번 구술자의 증

언은 이민자 2세로서 어린 시절에 모국의 언어를 배우기 싫어했었고, 일

본어를 잘하지 못했던 부모님에 대해 부끄러워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어무이가 나이가 들어서 일본에 가 놓으니까 

일본말 잘 못 하시더라꼬. 그래서 일본말 잘 못 하니까 자연히 내한테 한국

말로 가르치잖아요. 거기 듣기 싫어서 반항도 하고 학교에 못 오거로 했지. 

부끄럽다고. 그런 시절이었어. 지금 내가 후회가 되지만도. 한국말로 하니

까 학교 오는 게 싫었어. 일본말로 못 하시니까. (7번 구술자, 1930년생) 

일본말은 내가 배웠지만도 한국말은 엄마 아버지 카는 이야기는 알아들어

도, 내가 카지는 몬 하지. 카지는 몬 했지. [알아듣기는 다] 알아들었지만

도 확실히 내가 말은 일본말로 했지.(8번 구술자, 1927년생)

대체로 기존의 이민연구는 이민자 1.5세나 2세는 “1세들의 전통문화에 

무관심하거나, 그 전통문화에 일종의 수치심까지 느끼는” 사례가 흔히 나

타난다고 지적한다.34) 때문에 소수민족으로 주변화 되는 것을 두려워하

여 주류사회에 동화되기 위해서라도 부모와 거리두기를 하는 경우도 종

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령 그들은 모국의 언어를 가족 내에서 부모와

34) 김왕배, 「미주 한인 후예들의 민족주의: 민족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
현상과 인식』, 27호(2003),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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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쓸 뿐이고 공공장소에서는 사용을 거부하기도 한

다. 이민국에서 ‘타자’로서 위치 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 7번 구술자와 8번 구술자의 사례가 이

와 관련 있다. 한편, 합천에서 출생한 후 어린 나이에 도일한 1.5세의 경

우에는 언어 문제로 인해 소학교 다닐 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언

급했다. 아래에는 7세 때에 도일하자마자 소학교에 입학한 13번 구술자

가 언급한 내용이다.

예, 언니도 한국에서 [국민학교] 2학년까지 했거던. 해가꼬 그래가 또 그 

가서 3학년 올라가고 나는 1학년 들어가고 이랬지. [일본말 잘 되던가요?] 

처음엔 일본말 몰랐지요. 몰라도 뭐 한국에서 일본말 학교에서 일본말 가

르켜준거는 순 그거는 보이 가짜배기고 거서 말하는 거 하고는... 지금 여

서 영어 배아 봐야 미국가면 그런기라. 그런게네 일본말 여기에서 배운다

고 배워봐도 거 간게네 뭐 말 하나도 틀리데요.(13번 구술자, 1930년생) 

구술자들은 언어문제 이외에 학교생활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선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던 경험은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일부 구술자 중에 차별을 받았다고 언급한 내용은 학교 안에서보다는 학

교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놀림 내

용이 거의 유사했다. ‘조센징’이라고 놀리는 일본 아이들을 피해서 학교 

마치고 곧장 집으로 왔다는 구술자가 있었는가 하면, 자신들이 공부를 잘

했기 때문에 또는 체격이 남달리 컸기 때문인지 개인적으로 별로 차별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구술자도 있었다. 

한국인 친구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인이라 안 하고. 부모들끼리는 이리 잘 

지내고 이래도 우리 애들끼리는. 거는 우리 한국사람이라쿠모 얼마 싫어

했다꼬요. 그 당시에는. 싫어하고 그랬기 때문에. [놀렸나요?] 그렇게 하

는데. 그래도 몬 들은 체 하고 그렇게 하지 뭐. 조센징 부다노크노.35) 냄새

나고 돼지새끼다 우리말로는 돼지새끼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다꼬요. 따돌리지는 않고 그냥 조센징, 조센징 쿠사이 글쿠고. 냄

새 난다 쿠고. 쿠사이 쿠모 냄새 난다 쿠거든요. 요새는 보면 저가 더 더럽

35) 부다노노크(豚の子)에서 부다는 돼지, 노크는 새끼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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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데(크게 웃음).(9번 구술자, 1933년생)

그런데 내가 기억이 나는 건 우리 반에서 키가 맨 뒤에 하나밖에 없었어. 

키가 컸지. 몸이 크니까 몸이 크고 하니까 감히 바로 내 앞에서는 조센징

이니 그런 말을 들은 적은 별로 없어요. 겁이 났던가봐. 몸이 크니까. 우리 

반에서 내 뒤에 하나 있었어요 키 큰 애가. 그 다음에 나였어요. 키가 컸

어.(7번 구술자, 1930년생) 

 왜 안 놀리요. 디게 그렇지는 않앴지만은. 쪼매 (따돌리고) 그랬지. 내가 

공부를 잘 했는가봐 지금 생각하니. 그래 뭐 선생한테 짜다로 뭐 좋지는 않

애도 칭찬 한 번썩 받고 그랬는 거는 기억이 나요.(8번 구술자, 1927년생) 

한편, 유아기에 일본에서 살았던 구술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구술자들이 

일본이 전쟁을 시작하여 본토에 공습이 잦았던 시기에 공습대비 훈련을 

한 것으로 언급했다. 그 시기에 소학교를 다녔던 구술자 9번(1933년생)

은 “공습경보 울리면 몸빼 입고 보코보(방공모) 쓰고, 그놈을 쓰고 바께

스 들고 물들고 막 뛰가고” 했다고 구술하였다. 5번 구술자는 소학교의 

공습훈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그때는 일본이 벌써로 미국에서 전쟁이 인자 일본에 얼추 다 돼 갈 무렵에 

원폭이 널쪘지 사실상 비행기가 마이 날라 왔어요. 공습이 심했다꼬요. 선

생님들이 공습한다고 책상 밑에 들가라쿠고 보쿠고(방공호) 드가라쿠고 

또 학교 구석에 굴로 파 놔놓고 들가고 그래샀어요 연습도 마이 하고. 3학

년 때 집중적으로 많았지.36) [하루에] 두 번도, 세 번도 할 때도 있죠. 연

습할 때도 몇 번썩, 하루에 몇 번씩 할 때가 있었고. 아 불안하지요. 학생이

니까 학교에 가는 걸로 알고 있었지. (5번 구술자, 1935년 출생)

여러 구술자들의 증언을 종합해서 당시 소학교에서 실시한 공습훈련을 

요약해보면, 1945년 들어서 공습경보가 잦았고, 하루에 몇 번 씩 훈련을 

했다. 경보의 유형에 따라 책상 밑에 납작 엎드리거나, 방공모 쓰고 물 바

께스 들고 뛰거나, 또는 학교에 만들어 둔 방공호로 뛰어 들어가는 훈련

36) 5번 구술자가 소학교 3학년이었던 해는 194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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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것으로 보인다.37) 이는 당시에 소학교에 다녔던 아동들에게도 전

쟁은 일상화된 삶의 한 부분이었음을 알려준다. 한편, 이러한 공습훈련

은 1945년에 직장생활을 했었던 구술자 뿐 아니라, 결혼해서 또는 결혼

은 안 했지만 무직인 상태로 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시행된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아래 12번, 17번 구술자는 집집마다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방공호(또는 굴)를 파고 대피하는 훈련을 했고,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

비해서 붕대감고 치료하는 법 또한 훈련받은 것으로 전한다. 화재를 대비

해서 물과 모래를 준비해두고, 폭격을 피하기 위해 전기소등 또한 훈련받

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때 생활이라카는기 참 일본 사람이 우리 이웃에 한국사람 많이 사는 데 

모아가꼬 여자들은 붕대 감는 거 그런 거 배아고, 사람 다치면 말이지, 만

약에 폭탄이 터지면 사람이 다치면 붕대 감는 거 그런 거 배아고, 불 끄는 

바께스에 물 담아서 불 끄는 그런 거 배아고, 그런 거 모자 겉은 거 이래 덮

어씨고, 방공모 있잖아, 씨고 도망가는 거 뭐 약 겉은 거 뭐 준비해가지고 

누워 자다가 일나서 가는 그런 준비 하고 이 전깃불도 밤이 되면 하늘서 전

깃불이 안 비구로 말이지, 요런 거 뚜껍한 종이 갖고 이래 세워가꼬 이래 

가라가꼬 그래 살아라카고.(12번 구술자, 1928년생) 

예, 저 저 산꼴짝에 굴 파가지고 그 가서 식구대로 있고, [굴 크기는] 뭐 사

람 한 요정도 되구로(인터뷰하는 공간 정도라고 표현) 파가지고 한 식구들

끼리 물 거 가져가서 요 안만치 굴을 팠어. [그러니가 굴이] 많아야 되지. 

느그도 파고 나도 파고, 집집마다 파고 물 떠놓고 모래 갖다놓고 폭탄 널

찌면 물 끼뜰고 모래가 불 끌라꼬. 내 열일곱살 때 훈련 억수로 했다, 불 끄

는 거. (17번 구술자, 1928년생) 

실제 1945년 8월 6일 원폭투하 시기에 학교에 있었던 구술자들은 건물붕

괴로 인한 가벼운 신체적 부상 정도를 입었고, 학교 방공호로 대피했거나 

집 근처 가족들과 함께 파놓은 굴로 대피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구술자들 

37) 5번 구술자는 학교에서 부상당한 미군 포로를 데리고 와서 교단에 세우고 선
생님들이 설명했던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는 당시 학교에서 미군 포로를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적국인 미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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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원폭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사례는 1945년 당시 10대 중·후반의 

나이로 직장에 나가있었던 구술자들이다. 구체적으로, 당시에 직장 재직 

중이었던 1번(철도기관국 정비기사 조수), 7번(철도역 전화선 수리기사 

조수), 13번(정미소), 14번(저금국 또는 은행) 구술자가 이에 해당된다. 

1930년에 히로시마에서 나서 자란 1번 구술자는 1945년 고등학교 1학

년(15세) 때에 학도 동원을 당해 군수공장에서 무기 만드는 일을 도왔다. 

이후 졸업한 후에 철도역에서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철도역(기관국)38)

에 정비 조수로 취직을 하였다고 한다. 원폭이 투하되었던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동료들과 출근을 했다가 피해를 당했다. 1번 구술자의 

경우는 폭격을 직접 본 것 뿐 아니라 주변의 건물붕괴로 인해 신체적 부

상을 입었고, ‘검은비’ 피해까지 입은 것을 알 수 있다.39)

     

폭격이라는 걸 몰랐어요. 기관꼬 댕길 때 b-29가 스무남대 어디를 폭격하

고 오는 긴고 우 오는 거를 우리 사무실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생략) 내

다보고 있는데 펑, 헙디다. 우리 사진 찍으면 마그네슘 터지잖아요. 피가

톤 하지만 피가톤은 봤지, 동크. 내 생각엔 퍼뜩 뒤로 가면 역에 수화물 실

어다 나르는 통로가 있어서. 거기 나와서 퍼뜩 광장에 나가면 좋겠다 싶어

서. 내가 맨 뒤에 서가 있으니까 나와 가지고 내려서 두발 디디니께 시커먼 

먼지바람이 와가지고 자빠뜨렸어요. (생략) 자빠진께네. 그때 딱 내려옵니

다. 함석에 찡깄어요. 그게 무겁습디다. 좀 들려 있으면 내가 대번에 쫓아 

나올 낀데 무거워서 못 나왔어요. 손이 이리 (앞으로 내밀며) 다리는 뒤에 

있고 자빠졌는데 위를 누르고 있으께네. 내 뒤에 사람은 아마 머리를 다쳤

을지 싶어요. 나는 이마하고 입수그리하고 피가 나고 그랬더마요. 그래갖

고 다쓰게찌, 한국말로 도와도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함석을 딱 눌러

서. 오데고 오데고 하는데. 조금 있으니 좀 밝아집디다. 그래서 팔을 빼가

지고 다리를 빼고 팔을 빼려니 물려서 도저히 안 빠져요. 에라 모르겠다. 

어옜든가 팔이 부러지더라도 나가야겠다. (생략) 나오니께 빗방울이 또독. 

38) 구술자는 기관꼬라고 발음하였다.

39) ‘검은비’는 방사성낙진이 비와 함께 내린 것을 말하며, ‘죽음의 재’(방사성핵
분열생성물)라고도 불린다. 방사선은 인체에 강한 침투성을 가지며 조직세포
에까지 근원적 장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치바 준코, 『한국의 히로시
마』,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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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이 뚝. 소나기 올라면 빗방울이 떨어지지요. 그래 우리가 일본말로 

욕을 했지요. 더런 놈의 새끼들이 또 기름을 뿌렸나보다. 딴 데는 기름을 

뿌려서 태웠지요. 나중에 알아보니께 그게 검은 구름이었나봐. 우리는 이

삼빨 맞다가 갔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성 중에서도 당시에 직장에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15세였

던 13번 구술자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집에서 동생들을 돌봐주

기 위해 소학교 3학년까지 마치고 퇴학을 했던 13번 구술자는 15세가 되

던 해에 종이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한다. 16세가 된 그 다음 해가 1945

년이었는데, 그해 초부터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 70~80명이 수

시로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러 왔다고 한다. 구술자는 “가들

은 학생”인데 소학교 자퇴한 자신의 처지가 비교가 되어서 4월말에 인쇄

소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후 동네 통장아줌마가 찾아와서 “아이고 안

된다, 놀면 이내 그 정신대 나온다꼬. 어디든지 빨리 댕기라”하여, 친구들

이 다니고 있는 쌀 정미소에 이내 취직을 했다. 새로 다니기 시작한 정미

소에도 근로정신대 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 8월 6일 아침에 출근해보니 

남자 근로정신대 여러 명이 밤샘작업하고 퇴근하려고 운동장에서 조회

를 하는 것을 보고 사무실 건물로 들어섰는데 폭격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도장 찍을라고 문을 열 때에 마 뭣이 뻔쩍 커더라꼬. 그래가꼬는 똑 뻔쩍 

컴서로 꼭 내가 전기 번개 치듯이 뻔쩍 커는데 그래 “사쪼상 전기 썼십니

꺼?” 칼라하는데 그말 떨어지는데 고마 집이 콱 내려앉아버렸어. 콱 내리

앉아뿟는데 내가 고마 거 깔리뿟는기라.(생략) 그런데 야들이.. 햇살이 확 

퍼짔거든요. 햇살이 확 퍼지가 있었는데 어두바가 안 보인다 한게네 ‘야들

이 무슨 소리 하고 있노’ 깔리가꼬 ‘뭔 소리 하고 있노’ 싶어가꼬는 막 살리

줄라 한게네 그래 아들이 한 아가 내 발로 툭 차더라고. 발에 걸린게 “아, 

여다”, “여 발이 대있다” 함시 그래가 마 발로 더듬어가 확 잡아땡기는데 

그때 마 창자도 다 빠지나가는 것 같고 엄청시리 아프더라꼬. 그럴 때에 사

무실에 유리가 전신에 만신에 깨지가꼬 거따 대고 마 꺼내뿐께네 그런게 

유리가 막 이런 데도 찡기고 다리고 뭐시고 전신에 마 다.. (생략) 폭심 7일 

만에 그날 처음으로 육지 와놔 논게네 것도 히로시마 시내 아이고 시나이

지 거서 인자 중학교, 중학교서 치료를 하는데 머리 다 끊고 여 유리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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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데 내 얼굴에서요, 유리 빼낸 기 그 같이 따라온 사람한테 손 피라 캐

가 그 유리 빼는 사람이 말입니다. 손을 이리 핀께네 유리가 손에 이리 (손

바닥에 수북하게 쌓였다고 표현) 이마치 되더라.(13번 구술자, 1930년생) 

피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당일 오후 늦게 13번 구술자는 구조를 

하러 온 군인들이 부상정도가 심각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배로 어디를 데

리고 갔는데, “아, 여가 어디 섬이다” 싶었다고 한다. 막상 거기 도착해서

는 차가운 세멘(시멘트) 바닥에 가마니 깔아놓은 곳에 다른 피해자들과 

누워있었는데, 당시 치료라고 해도 상처난 곳에 ‘아까징기’40)(“물 반 바께

스에 아까징기 한 병 탄 것) 발라주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온몸에 박

혔던 유리조각이 그대로인 채로 일주일을 거기에 누워있다 보니 온몸이 

곪아서 그나마도 안 바르겠다고 버티던 중에 자신을 찾으러 일주일째 수

소문 하고 다녔던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 집근처 중학교 건물로 와서 몸에 

박힌 유리를 빼내게 되었다고 한다. 고령이 된 지금까지도 온몸에 유리파

편으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는 13번 구술자의 사례는 원폭투하 당

시에 외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열선과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지만, 실내

에 있었던 사람들은 건물과 각종 구조물의 붕괴로 인한 신체적 부상도 상

당히 심각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14번 구술자의 경우도 직장에서 폭격을 맞은 사례이다. 14번 구술자의 

경우 피폭 당시 17세의 나이로 저금국(은행)에 취직해 있었다. 이 구술자

의 사례가 특이한 것은 조선인으로서 당시에 흔하지 않게 저금국에 취직

을 했다는 것이다. 구술자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탓에 담

임 선생님이 시청이나 저금국 둘 중에 원서를 내라고 했는데, 본인이 여

자직업으로 시청보다는 저금국이 낫겠다 싶어서 택했다는 것이다. 필기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면접을 보는데, 큰오빠 직업을 도비41)라고 했더니 

면접관이 조선사람 친척이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있다고 답을 하여 떨어

40) 머큐로크롬(소독약)을 흔히 ‘빨간약’이라고 불러왔다. ‘아까징끼’(일본어: 赤
チンキ)(요오드팅크를 일본어로 표기한 요오도징끼(한자를 한국말로 읽으면 
옥도정기)에서 요오도를 빼고 빨갛다는 뜻의 아까를 붙여서 부를 때가 많았
다.  

41) 도비쇼쿠(ドビーショック)의 줄임말. 건설 현장에서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직
원을 의미한다. 당시에 도비는 조선인들의 직업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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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줄 알았는데 결국 합격했다고 한다. 14번 구술자의 원폭피해 당시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그날 인제 딱 일을 시작할라고 이래 있는데 막 ‘파-악’ 하는 기라예. 그때 

훈련도 많이 받았십니다. 뭐 철모도 주고. 솜으로 맨들은 모자도 주고. 근

데 그 쓸 여게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팍 해놔노니께. 그래가지고 훈련은 받

아놨고 책상에 의자를 밀어내고 책상 밑에서 엎드맀어요. 눈코입 누지리 

가지고 엎드리 가지고 있었어요. 놀래가지고 잠시 실신을 했어요. 실신한 

기 정신을 돌아와 깨니까네 의자고 책상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 혼자 탁 

엎드리가 있는데 전신이 피바다에 내가 엎드리가 있어요. 왜 그랬냐카. 다

리 왼쪽 다리 [발]등을 유리가 팍 파고가가지고. 혈관을 끊어가지고 여가 

막 피가 나와가지고 온데 막 거기에 엎드리고 있고. 그 당시에만 해도 일

제시대 그 전쟁시대가 되놓으니께 남자들은 국민복이 있고 여자들은 몸빼 

즈봉을 맨들어 입고 이랬거든요. 유리가 날라와가지고 전신에 쪼사가지고 

온 전신이 상처투성이. 머리는 또 폭풍이 얼매나 씹니까. 또 열풍이 또 불

었거든예. [머리가] 곤두서가지고 머리 밑에 유리가 쪼사논께네 피 막 이

래 나가지고. 온데. 뭐. 얼굴도 어디 성한데 하나가 없었어예. 그때는 뭐 사

람도 아니고 귀신이지 뭐. 예. 얼굴을 모르겠데예. 전신 피투성이제. 뭐. 상

처투성이제. 그때 유리로 쪼사논께요. 손이고 뭐. 전부. 피투성인데.(14번 

구술자, 1928년생)  

14번 구술자의 경우에도 13번 구술자와 마찬가지로 군인들에 의해 근처 

섬으로 실려 갔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받으면서, “매일 매일 시체가 산덩

이 같이 재가지고 기름을 뿌리가지고 태우고”, 또 화상으로 인해 피부가 

벗겨진 사람들에게 파리가 모이고, 그 결과 구더기가 부글부글하고 피비

린내가 나서 거기서 며칠 지내기가 무척이나 괴로웠다고 말했다. 부상당

한 채로 겨우 집을 찾아갔더니, 직장에서 피폭당한 큰오빠, 작은오빠 모두 

피폭당한 후 온몸이 뜨거워서 강에 들어갔는데, 강물이 너무 뜨거워서 강 

밖으로 나와 겨우 집까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후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큰오빠가 “딸아들은 여기 놔두면 안된다. 미군

들이 와가지고 욕보인다”고 성화를 해서 억지로 귀국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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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 중에 2번과 8번의 경우에는 1945년 당시 18세로 결혼하여 임신 

중이었고, 12번은 18세로 결혼한 상태였다. 이들이 당시에 결혼을 한 이

유로 ‘조요’(징용(徵用)) 또는 근로정신대에 끌려갈까봐 두려워서 가족들

이 급하게 결혼을 시켰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12번의 경우 1944년 

5월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어 5개월 동안 무급으로 군용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한다. 1944년 8월에 ‘여자근로정신령’이 합법적으로 제정되

었지만, 그 이전부터 일본정부가 본토 뿐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서도 결혼

하지 않은 젊은 여성을 강제동원 했다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알려진 바이

다. 12번 구술자는 17세였던 1944년 4월에 직장을 그만뒀었는데, 한 달

도 안 되어서 바로 근로정신대로 차출되었다고 한다.42) 10대 중후반 나이

부터 결혼을 하지 않았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근로정신대 때문에 당

시 합천 출신의 1.5, 2세 여성들도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된 사례가 많았다

고 한다. 구술자 2번, 8번, 12번 모두 정신대를 피해서 급하게 결혼하게 

된 사례이다. 전시동원 체제 하에 인구 감소를 우려한 일본 정부는 ‘낳아

라! 불려라! 국가를 위해!’(‘우메요 후야세요’)라는 표어를 내걸고 여성들

의 출산을 장려했기 때문에 결혼한 여성들은 근로정신대 동원에 제외되

었다는 것이 12번 구술자의 증언이다. 당시에 모친이 “시집보내야 되지, 

저래 놔두가 안 된다”하면서 중신애비를 통해 남편감을 물색하는 바람에 

자신도 몇 개월 후에 곧장 결혼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1.5, 2세의 일과 결혼 경험은 부모세대의 그것과는 구분된다. 일

본말을 할 줄 알고, 일본의 공교육제도를 따랐던 1.5, 2세들은 일부이기

는 하겠지만 부모세대와는 달리 ‘더 나은’ 또는 일본인들과 함께 일하는 

직업군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40년대에 본격화된 

전시체제는 강제동원이 가능한 연령의 인력이자 군사력인 그들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일제의 전시체제 강제 근로동

원이 합천 출신의 이주민 자녀세대들의 일과 결혼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

니라 1945년 8월 원폭투하 당시에 그들이 어디에 있었고, 어느 정도 피

해를 입었는지를 결정한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42) 12번 구술자는 1944년 당시 일본에서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는 속
담 ‘네코노 테모가리다이’(猫の手も借りたい)를 자주 쓰였으며, 자신도 ‘고양
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이 시대에 놀면 안된다’라는 말을 들으며 근로정신
대에 동원되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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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폭피해 이후 8월 15일에 천황이 패전을 선언을 했을 때 구술자들

은 어떻게 느꼈을까? 당시에 나이가 어렸던 구술자들의 경우에는 별 특

별한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했으나, 10대 중·후반 구술자의 경우에

는 각자 짧게라도 가졌던 생각을 기억한다고 했다. 위에 직장에서 원폭

피해를 당했던, 세 명의 구술자와 9번 구술자는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

이 구술했다.  

 

[원폭 때 할머니를 잃어버려서] 할매 찾아서 한 일주일 넘게 댕기다가 해

방이 됐다. 천황이 해방 방송을 할 때 할매 찾으러 갔다 오다가 들었습니

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라디오도 요새 맨치 깨끗허지 않허고 그

렇지만 나는 그 방송 소리 들었습니다. 참 낙담이 됩니다.(웃음) 이러면 안 

되는 소리지만. 우리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항복했다고.(1번 구술

자, 1930년생) 

일본이 졌다쿤깨네 ‘아 이제는 우리 한국에 갈 건가’ ‘한국에 살 건가’ (웃

음) 속으로 좋았지. 근데 일본 사람이 막 가지 마라고, 아버지 엄마는 가도 

나는 놔두고 가라고 막 그래샀디라, 일본 사람이.(9번 구술자, 1933년생)   

들었지. 그때만 해도 나가 어리고 거기서 우리가 살기 좋고 이런게네 뭐 막 

일본사람들 방송 듣고 울고 이래싸도 나는 다치갖고 절에 눕어 절에 있을 

때 그때 절에 있었는데 난 눈물도 안 나고 고마 아무 것도 그래 생각 못 했

어. 난중에 된께 한국사람 한국에 보내야 된다 카고 그랄 때 그때 인자 ‘아, 

그렇구나’ 싶었지.(13번 구술자, 1930년생) 

일본에서는 뭐 우짜겠습니까. 뭐래싸도 일본보다도 미국 나라가 잘 산다 

아입니꺼? 그래노니 뭐 저 어쩔 수가 없는 기라. 이 사람도 일본사람들도 

참 강한데 국민들이 원폭바람에 그 천황이 손을 들었다 아입니꺼. 아이, 할 

때요. 국민들이 그리 울어쌓데요. 울고불고. 마 항복했다고 울고불고. 했

는데 우리는 잘했다 켔어요.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자기는 고마 자존

심을 없애고 손 든 거 보면은 너무 잘한 기라요.(14번 구술자, 192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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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구술자의 경우 ‘우리’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항복을 해서 낙담

을 했다고 하였다. 히로시마 출생이었던 그는 당시에 일본인들과 자신을 

‘우리’라는 공동체로 인식했고, 그래서 천황의 항복에 ‘낙담’을 한 듯하였

다. 반면, 다른 히로시마 출생으로 당시 13세(소학교 6학년)였던 9번 구

술자의 경우에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속으로 좋아했다는 언급을 하

였다. 앞서 원폭투하 당시에 건물붕괴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

던 13번과 14번 구술자의 경우에는 담담하게 느꼈거나, 또는 천황이 항

복을 한 것은 국민들을 위해 잘 한 일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이러한 구술

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봤을 때, 성장기 대부분의 시간을 히로시마에서 보

낸 1.5, 2세의 경우 당시 일본의 항복과 조선의 독립에 대해 무엇을 어떻

게 느껴야할지 잘 몰랐던 것 같다. 즉, 구술자 중 누구도 그들이 일본의 항

복 소식에 일본인들처럼 슬퍼서 울었다거나, 조선의 독립 소식에 기뻐서 

좋아했다는 등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감정 상태에 대한 해석은 보

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다만 이를 통해 당시 일본과 조선의 경계

인으로 살았던 그들이 오늘날과 같은 일국사적 맥락에서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독립을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V. ‘낯선 고국’으로의 귀환과 ‘이방인’과 같은 삶의 시작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귀환 시기에 대해 조사한 한국보건사회연구회의 

199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526명 중에 1945년에 귀국했다는 응

답자의 비율이 77.7%에 달했다.43) 그들은 해방 이후 그리 오랜 시간을 지

체하지 않고 귀국길에 올랐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구술 증언자 23명에 

따르면, 빠르게는 8월부터 늦어도 1946년 1월에는 부산항에 도착했다고 

한다. 대다수의 구술자들은 1945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도착한 것으

로 보인다. 이용한 배편은 11명이 야미(やみ)배 (또는 밀선)를 탄 것으로 

기억했다. ‘야미’는 어둠이라는 뜻으로 당시에 밤에 개인 선박을 이용해

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19쪽.



35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서 밀선처럼 몰래 다녔던 목선을 의미한다.44) 그 이외에 6명은 연락선(군

함)을 탄 것으로 기억했고, 나머지 6명은 너무 어려서 어떤 배편으로 귀

국했는지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였다. 3번 구술자는 당시에 가족들이 

야미배를 타고 나온 이유에 대해 히로시마의 살림을 최대한 많이 챙겨 나

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9월달에 나섰어요. 9월에 나선 사람이 부산에 대인기, 촌에 있으면서 농사 

지을 딴에 묵을 양식, 촌에서 팔아가지고 콩, 장담는 콩, 간장 맨들어 묵는

다고. 한국 사람 일본 왜장 다니께 안 좋아하고, 담은 거 모두 물건 실을라

고 야매 배를 탈라고. 고생을 많이 했지. 우리뿐 아니라 야매 배를 타는 사

람들이 많타니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각처서 타니께 많더라고요. 9

월달에 나섰는데 데이기는 동짓달에 데있어. 그만큼 바다를 뱅뱅 돌고, 만

날 고장나고 태풍 만나고. 사고도 나고 그랬지예. 나중에는 몸만 빠져나왔

다. 고머리에 나선 사람도 죽은 사람도 많을 낍니다. 배가 파산이 되갖고. 

(3번 구술자, 1929년생)

   

작은 고깃배로 고기 싣는 칸에 오랜 기간 몰래 타고 있어야만 했던 야미

배에 대한 기억은 구술자들에게는 끔찍했던 순간으로 기억되었다. 특히 

태풍과 바람이 잦았던 가을에 풍랑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바다에서 떠돌아다닌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3번 구술자의 경

우에는 9월에 히로시마현 구레시를 나서서 야마구치현 등 몇 군데 항구

를 들러서 동짓달, 즉 11월에 도착했다고 하니 족히 2개월 정도는 배를 

타고 고생을 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11번 구술자의 경우에는 하관에서 가

족들이 타려다가 못 탔던 배가 바다 한 가운데에서 지뢰에 의해 폭파했다

는 소식을 듣고, 다음 배를 탈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벌

써 하나 터졌은께 또 있겠나”하며 타고 가자고 해서 다행히 안전하게 부

산항까지 왔다고 구술했다. 

44) 이연식의 2010년 연구에 따르면, 해방 후 일본에서 귀환한 자의 수는 약 110
만 명으로, 그 중에서 밀선을 타고 돌아온 자는 약 30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 
주로 미 점령군이 도착하기 전부터 하카타와 센자키 등 서일본 지역의 귀환항
을 통해 이뤄졌다. 이연식, 「종전 후 한·일 양국 귀환자의 모국 정착과정 비
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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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일본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님이 서둘러서 귀국한 원인에 대해 

구술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패전한 일본사람들이 피식민자인 

자신들을 해칠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는 것이다. 아래 증언에서도 나타나

지만, 조선에서 일본인, 특히 만주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내려오는 

일본 군인들에게 조선인들이 때리고 죽이는 등의 복수를 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이 재일조선인들에게 보복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일본 전역에 돌았다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참 거서 우리는, 시내서는 땅은 일본 사람 땅이라도 집은 우리 

집인데 일 년에 얼마씩 돈 내고 그래가꼬 있었는데 소문이 또 조센징와 조

센징은 니.. 아, 조선에 가야 된다. 한국에 안 가마 조선에 안 가마 일본사

람한테 맞아죽는다 이런 소문이 나는 기라. 그 소문이 참말인가 싶어서 이

웃이 그 근처에 있던 일본사람은 “고마 거 살면 된다, 가지마라, 말라 칼라

카노” 일본 사람이 사람이 참 좋습니더. 평소에 못된 거는 참 못됐고 이래

도 평소에 평균적으로 사람이 좋아예. 사람이 좋고 이렇지. 친절하고, 친

절하고 사람이 좋은데 그래 “여서 같이 살자” 이래 사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기라예. 언제 막 너도 나도 갈라고 막 짐 싸고 보따리 싸고 말이지 이

래 쌓는데 그런 사람 봐서도 불안해서도 몬 사는 기라예. 그래가꼬 할 수 

없이 시월 그믐끼 나왔습니더. (12번 구술자, 1928년생) 

11월 달에. (생략) 왜 그렇게 오느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일본사람을 가지고 건드린께네, 일본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어느 골

짜는 누가 오데서 사람이 죽었더라, 빨래를 널어놓고 며칠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가 보니께 일본 놈 때리 직있더라 그래산께 무서바서 있지를 몬 하

는기라.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래가 안 되는기다 우리 전부 다 

이웃집마다 아는 사람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 다 나왔어. 아는 분들 연

락을 해서 우리 다 한국에 나가야 된다. (9번 구술자, 1933년생) 

한편, 원폭피해자들의 귀환을 서두르게 한 요인 중에 한 가지로 주택 붕

괴로 인한 거주지 문제, 그리고 치료의 어려움과 식량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히로시마에서는 원폭투하일 이후 전시재해보호법에 따라 2개월 동

안 구급구호소(시내 11개소)를 운영했었는데, 10월 5일자로 폐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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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5) 7개소에 일본의료단 병원을 개설하여 치료를 담당했으나, 환자들

은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했기 때문에 가족의 치료를 위해서라도 귀국길

을 서둘렀을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그들은 다른 전쟁피해자와 다를 

바 없는 전재자(戰災子)이자, 일본인의 핍박을 두려워서 떠난 난민과도 

같은 존재였다. 

실제 당시 남한의 미군정은 해외 귀환자, 월남민, 일본인을 큰 틀에서 난

민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귀환자와 월남민은 식민지배와 더불어 해방 후

의 혼란으로 이중의 피해를 입은 집단이므로 전 민족이 함께 구호해야 할 

집단이라는 공감대”가 남한사회에 1945년 연말까지는 확산되어 있었다

고 한다.46) 이연식, 「해방 직후 ‘우리 안의 난민·이주민 문제’에 관한 시

론」, 145-146쪽. 이연식에 따르면, 미군정과 GHQ 사이의 공식송환 행

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45년 10월말부터 귀환자에 대한 ‘구호’ 정서

가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러한 ‘구호’ 정서의 기저에는 해외에서 귀환한 

전재동포의 공업기술을 하루바삐 총동원시켜 국가건설에 공헌해야 한다

는 ‘동포애’와 ‘건국’의 정서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47) 하지만 귀환

자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한 1945년 말부터는 귀환자를 ‘사회문제’로 보

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연식은 “갑작스러운 인구 유입으

로 1945년 말부터 주택, 실업, 식량 등 각종 생활난이 심화되자 모국인

의 태도도 차갑게 식었다”고 설명했다.48) 모국인의 냉대와 함께, 연합국

총사령부의 재일 귀환자 재산반입 불허 및 숨겨온 일본 돈마저 동결시켜

버려서 1946년을 기점으로 재일 조신인의 귀환이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

리고 이미 귀환했던 사람들마저 밀항을 통해 일본으로 재이주 하는 현상

도 두드러졌다.49)    

해방직후의 국내 사정이 이러했는데, 어렵사리 귀항에 성공한 합천 출신 

자녀세대들에게 ‘조국’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을까? 구술자 23명 전원은 

45)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97쪽.

46) 이연식, 「해방 직후 ‘우리 안의 난민·이주민 문제’에 관한 시론」, 145-146
쪽.

47) 이연식, 같은 논문, 146쪽. 

48) 이연식, 「종전 후 한·일 양국 귀환자의 모국 정착과정 비교 연구」, 148쪽.

49) 이연식, 같은 논문, 147-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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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미배 또는 연락선을 통해 부산항으로 처음 도착했었다. 히로시마를 떠

나 올 때부터 귀환하고 싶지 않았으나 가족의 등살에 따라올 수밖에 없었

다고 말한 구술자들이 다수였는데,50) 큰 기대나 설레임 없이 도착한 부산

항의 풍경은 그들에게 매우 ‘낯선’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음은 13번과 17번 구술자가 처음 마주한 부산항의 모습이다.        

그래 우리 인자 내리가꼬는 어 부산, 부산, 부산역에 내리가 부산역에 가

본게네 막 일본 사람도 일본 드간다고 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데, 있는

데 막 화장실에 가고집어도 화장실도 엄꼬 거 부산역이 전신에 만신에 똥

이고. 사람들 전부 화장실이 막 넘고 이런게나 마 전부 아무 데나 보는기

라예. 그란게 전신 만신에 부산역이 마 그 마 똥이라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게 눌 수 밲이 없는 기라. 얼굴만 가루고. (13번 구술자, 1930년생)

[부산항에 내리니까 어떤 게 보이시던가요?] 일본 집은 커다란데 한국 집

이 똑 삿갓 엎어놓은 거 같애. 내가 볼 때. 집이 내가 보면 전부 삿갓 엎어

높은 것 같애. 새카마이. 조선사람들은 아주 못 묵고 부산 온게 사람들 못 

입고 못 묵고 거기 물 퍼는 사람이 새카마이 사람 같도 안 해요. 부산 온게

네. [일본사람들이랑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일본 사람들은 깨끗하지] 

일본사람이. 우리 이야기할 적에 일본 사람이 나쁘지는 않에요. 내가 알

제. 내가 일본서 커면서 사람들이 선하고. 동정심이 있고. 몬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요. 내 이런 소리하면 누가 날 때리직일라 할끼지만은. (17

번 구술자, 1928년생)

13번 구술자 이외 다른 몇몇 구술자들도 부산항에 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

은데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왔던 탓에 ‘더럽고’ 오물 천지였다는 이야기

를 하였다. 17번 구술자의 경우에는 ‘삿갓’처럼 생긴 초가집을 보고 신기

해했었으며, ‘새카만’ 부산사람들을 보고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선한 일본

사람들을 떠올리기도 했다고 한다. 히로시마 저금국에서 일했었던 14번 

50) 예를 들어, 7번 구술자의 경우 큰형님이 만주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
을 전해들은 모친이 귀환을 서둘렀다고 한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술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어무이가 꼭 갈라 그러니까, 느거 안 가모 내 혼자라도 간
다 이기라. 그러니까 어무이 없이는 못 살겠고 억지로 따라갔지 나는. 근데 우
리 바로 우 형은 안 간다 해 가지고 남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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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의 경우에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오빠와 모친의 강제로 합천으로 들어가서 결혼을 했다

고 하였다. 구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에 딱 내린께. 그래 내가 이게 부산에 와서 보니께는 일본 살다가 그

런케 ‘아이고 이래가 내가 몬살겠다. 다부 돌아가던지 해야겠다.’ 이런 마

음이 묵었거든예. 우리 어무이가 시골로 고마 데리가는기라예. 그래논께 

이리 꼼작도 몬하고 있다가 직장을 가지라 헌케는 학교에도 나오라쿠고, 

[대구] 전신국 거기도 간께는 나오라커구 이래 했는데 우리 오빠가 “절대 

안 돼. 시집을 가야되지, 안 된다” 이래. 살림 사는 걸 배와야 된다꼬 절대 

몬 가구로 하는 기라요. 우리오빠가 나를 망치뿌리써. 일본서도 우리오빠

가 들어서. 여와서는 또 둘째오빠가 들어서 그랬지. 그래서 나를 망치뿌리

써. (14번 구술자, 1928년생)

익숙하지도 않았고, ‘간절히’ 원해서 귀환한 고향이 아니었기에 자녀세대

의 ‘고국’ 귀환은 ‘낯선’ 장소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하는 난민의 마음

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큰오빠 때문에 ‘억지’ 귀환했고, 

작은오빠 때문에 학교도,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억지’ 결혼을 해야만 했

던 14번 구술자는 조선에 와서 “말도 몬하게 고생”했다고 언급했다. 한

편, 12번 구술자의 경우에는, 합천으로 온 이후에 먹고 살기 막막해서 다

시 일본으로 가기 위해 마산에서 밀항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한

다. 대마도에 잠시 정박했을 때 일본 경비선에게 잡혔었는데, 경비선에서 

한눈 판 사이에 선장이 배를 돌려서 다시 마산으로 달아났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으로 가지도 못하고 돈만 날렸다는 12번 구술자는 합천으로 

돌아와서 일본에서 가져왔던 일상용품들을 팔아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

다고 한다. 일본에서 모은 재산을 미처 가지고 오지 못했던 구술자 가족

의 경우 대체로 큰아버지, 삼촌 등 일가친척들 집에서 얹혀서 살다가 어

렵사리 분가했으며, 조그마한 땅에 농사를 지었으나 당장 먹을 것이 부족

하여 풀, 소나무 껍데기, 칡 등으로 연명했다고 한다. 아래 6번 구술자의 

증언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집이 없어가지고 큰집 작은 방에 살다 왔어요. [아버지는 화상 당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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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언자 약 바르고 그랬지요, 한국에 나오시 가지고도. 약 바르고 그래 

가지고, 낫은 데 보면 양쪽에 전부 다 [화상흉터에] 사람들이 보모 무작한 

말로 나환자매이로 그랬었어요. 색깔이고 전부 다 고마 벗겨져서. 첨에 나

가 고생 마이 했습니다. 큰집에서 논 (조금) 줘 가지고 지 가지고 사는데 

것 갖고 되는가. 첨에 와 가지고는 그것도 저것도 없지요 첨에 와 가지고

는. 산에 가 가지고 산을 넘어서 소나무 껍디 뱃기 가지고, 송진이라 카는 

거 안 있습니꺼, 그거 마이 뭇어예. 나물도 캐고 콩 이파리, 콩 이파리 그

거 어데서 구했는지 구해 가지고 그것도 마이 묵고. 지겹도록 뭇어예. (6

번 구술자, 1934년생)  

6번 구술자의 증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히로시마에서 귀환한 원폭피해

자들, 특히 화상으로 인한 피부상처가 깊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나환자’(

한센병 환자)로 오인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51) 17번 구술자를 

포함한 몇몇 여성의 경우에는 빈곤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입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시집을 가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52) 상당수 구술자들의 

귀환 후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이유로 귀환 과정에 배가 파산되어 히로시

마에서 가지고 온 짐들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연락선이나 야미

배에 실을 수 있는 짐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재산을 일본에 두고 왔기 때

문이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위 귀환과정에 대한 구술증언 사례에서 소개

된 바 있다. 하지만 어렵사리 일본에서 재산을 챙겨왔지만, ‘고국’에 도착

한 이후 부모님이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재산

을 잃은 사례도 있었다. 아래 1번과 13번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51) 이 논문에서는 지면의 한계 상 자세히 다루지 못하지만, 구술자들의 증언에
는 부모님께서 자신들이 히로시마에서 귀환했고, 원폭피해자라는 사실을 비
밀로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주요한 이유로, 당시에 자녀들이 원폭피해자
라는 사실이 이웃에게 알려지면 결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필자의 향후 연구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52) 구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와가 오자마자 날 갖따가, 식구도 많고, 쌀도 
없고.  쌀이 어디있노? 살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나를 세경을 보낸 기라, 저 가
조로. 거창 가조로 나를 시집을 보낸기라. 식구는 많고 쌀은 없을껜, 나를 입 
얻어묵으라꼬 시집 보냈어. 우리 큰오빠는 ‘이래선 안됀다, 할 수 엄따’ 얻어
묵으러 갔는데, 충청도 거는 벌이 너르고, 묵고 살기가 됐는가봐. 그리 우리 
오빠 둘이는, 식구 둘이는 그리 가고. 우리 엄마하고. 내 데리고 있는 동상하
고 아부지 하고 촌에서 그러고로 쑥 뜯어가 끼리 묵고 그리 서이 살고 나는 시
집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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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우째 모았던 간에 모친이 돈이 있어요. 나는 120원씩 넉달 보탰

고, 9월달에 7개월 동안 만원씩 받은 것 보탠 것 밖에 없는데 돈이 몇 천원 

있었던 모양인데. (생략) 처음엔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처음에는 모친이 잡

곡 팔아서. 동생이 있으니 그 당시는 잡곡도 귀했어요. 잡곡을 팔아서 쪼매 

했는데 삼촌이 노름쟁이라보니 논을 사보께네 수왕 동촌인데 하늘 밭인데 

것도 도가리가 스물네 쪼가리 있습니다. 이천 오백 원을 모친한테 빌려갔

는데 못 갚으니 우리한테 떠넘겼어요. (1번 구술자, 1930년생)

근데 부산역에 내맀을 때게 부산은행에 가마 하내이 앞에 천원썩 그 할인 

안 하고예, 천원 그 돈 그대로 바까주더라고예. 그런데 돈을 갖다가 지푸

게 너가 있어놔서 짐 속에다 너놔 가지고서는 그걸 그거를 몬 꺼내가지고

서는 돈 천원만 바깠는기라요. 천원만 차비하게 바꾸고 인자 아버지 오시

면 바꾼다꼬. 그래 나머지는 한국 가와서 돈 우리 하나도 쓰도 몬했어요. 

그 돈을 인자 친척 사람이 바까준다고 바꾸러 가가지고는 우리 삼촌 집 돈

하고 막 우리 돈하고 세집 돈을 다 걷아 갖고 마 바꾸러 가디만 고마 안 오

더라 카네. 그래 안 오디 나중에 인자 몇 달 후 우리 아버지 나오고 나서 몇 

달 후에 와가지고는 오히려 우리 아버지한테 돈 바까가 오다가 깍쟁이한

테 뺏기고 뚜들기 맞았다 카미 보약 한재 하고, 쌀 한말 하고, 밍태 그거 또 

한 때 하고 사가오라꼬. (13번 구술자, 1930년생) 

한편, 모든 구술자 가족이 귀환 후에 어렵게 생활한 것은 아니다. 일부 구

술자 중에는 부친이 귀환 전부터 합천 고향에 땅이나 가축을 사뒀기 때문

에 귀환 후에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했다고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다음

은 11번 구술자의 구술내용이다.  

그래 갖고 한국 와 가지고 아버지 막 벌건 말 타고, 우리 쪼맨할 때 보모, 

요새 같으모 자가용이지 그자, 벌건 말 타고 합천에 왔다갔다 하고 이래 샀

는데. 그래 갖고 인자 아버지가 소를 갖다가, 송아지를, 소를 한 마리 사더

만, 송아지 낳으면 저가 하고 큰 소는 우리가 하거든. 우리 아버지가 머리

가 좋아. 소를 고른 골짝에 한 스무남 마리 사줬어. 사줬는데 그 사람들이 

새끼를 다 낳으니까, 남의 집 소가 내한테 안 오도록. 예를 들어서 50원 주

고 산 소가 한 마리에 만원썩 했는 기라. 그만큼, 요시 말로 쿠자면 응? 그



Homo Migrans Vol. 19(Nov. 2018)

42

만큼 돈이 얼매나 많노. 그런깨나 아버지가 머슴 다섯 대고, 잘 살았는 기

라. (11번 구술자, 1939년생)

아래에 소개된 5번 구술자의 경우에는, 고향에 땅을 많이 사두었던 부친 

덕에 귀환 후에 가족들이 경제적인 고생은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친이 귀환을 하지 않고 일본에 체류하면서 공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자

신이 일본에 부친 공장 운영을 도와주러 약 20 여 년 간 오갔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부친의 재력 덕분에 오히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안 

했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후회를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  

 

예 우리들은 뭐 해방되고 한국에 와서 고생 안 했습니다. 집에 아버지가 자

체를 잘 해놔 노니까 여기 오니까 합천에 오니까 논이 한 백서른 마지기 됐

어요, 예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요. 거기 잘못이라요. 아 지금 지나고 생각

하니까, 차라리 없이 살았으면은 돈에 대한 애착심이 있었을낀데 돈에 대

한 걸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마흔 세 살에 내가, 마흔 세 살에 돈을 알았다

니까. 예 거기 그러니까 내 일생을 생각하면 거기 잘못이라, 어릴 때 고생

을 마이 해야 되는데, 가마이 보모 어릴 때 고생핸 사람들은 성공을 했는

데, 나는 그건 몬했잖아 성공을 몬하고 전부다 아버지 어머들이 벌어난 돈 

다 까묵고 그래. (5번 구술자, 1935년생) 

5번 구술자는 일본에서 부친이 마련해준 경제적인 풍족함 이외에도 학교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요인으로 언어문제를 지적했다. 일본에서 

출생한 2세들과 어린 나이에 도일해서 일본학교 교육을 받았던 1.5세들

은 고향인 합천에 도착했을 때 한국어를 제대로 쓰고 말할 줄 몰라서 적

응에 어려움이 따랐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그 결과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었거나, 가족, 친척들과의 소통과 학업의 연속 등 다양한 문

제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5번과 11번 구술자의 구술 내용이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몬 배왔지 하나도 몰랐지, 하나도 몰랐는데 뭐. 아예, 

한국에 와가지고도 1년 있다 학교 들어갔는데 한국말을 몰라가지고. 해방 

되고 나와 가지고. 아이고 말도 몬 한다. 한국에 나왔는데, 이 바보라. 왜

냐쿠모 한국말 하나도 모르니까 밖에 나가모 집에서는 일본말로 가족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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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데 밖에 나가모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는데 뭐. 일 년 학교 못 

갔잖아예. 말을 모르니까 첫째. 못 나가고. 누나고 뭣이고 전부 다 1년 후

에 같이 학교 들갔다니까.(웃음) 그러구로 1년 동안에 한국말 쪼맨서 배안 

거 학교 가 가지고 우사도 마이 했어요. 말이 옳은 말이 아이라 한국말이 

아이라 그 당시 학교 댕기면서도 반쪽바리라. 반쪽바리라고 놀림 마이 받

았어요. (5번 구술자, 1935년생) 

몰랐지. 아버지가 할배보고 아버지 샀대. 나 따라서 아버지 산께네 아버지

가 ‘아이고 할배다. 내 아버지인께네 너는 할아버지라 캐라.’ [할아버지를] 

아버지 아버지 캐. 아버지가 아버지 산깨네 따라 댕기면서 아버지 캤지. 그

래 또 아버지는 아버지 보고 자기는 오또상이라 카대. 내보고는 아버지라 

카라 카대. (11번 구술자, 1939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 문제는 점점 해결되었지만, 한편 일본어를 다 잊어

버려서 아쉬워한 구술자들도 있다. 하지만 구술과정에서 구술자들이 히

로시마에서의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일본어 단어를 자주 

썼는데, 이는 어린 나이에 머리와 몸으로 터득한 일본어가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VI. 나가며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때 합천에서 부모님을 따라 도일하여 히로시마에서 

거주하다가 원폭피해를 당한 자녀세대의 이주와 귀환 경험에 관해 생존

자들의 구술증언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주의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일

제 식민통치 하에 생계를 위해(또는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도일을 행한 부모세대와는 구분되는 ‘수동적’인 이주

의 주체이다. 해방직후 귀환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그들은 전재민으로서 

생활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패전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핍박할지 모

른다는 두려움에 ‘고국’으로의 귀환을 결정한 부모세대를 따라 ‘수동적’

으로 귀환한 ‘귀환’동포였다. 따라서 그들의 이주와 귀환 경험은 그들의 

부모세대와 구분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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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일본에서 출생했거나 또는 어린 나이에 ‘낯선’ 일본으로 가서 ‘고

국’인 조선과 이주국인 일본의 양국 문화를 동시에 체득한 세대이다. 특

히 그들은 사회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시기에 학교를 통해 일본 언어와 

문화, 일본인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갔다. 또한 전시체제라는 특수한 시대

적 상황이 그들의 일본에서의 삶의 조건을 규정한 측면이 강하다. 그 과

정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이라는 경계인과 같은 양가적 정체성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들이 일본의 패전과 ‘고국’의 해방에 대

해 부모세대와 동일한 수준의 인식과 감정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

렵다. 즉, 그들이 그러한 큰 역사적 사건에 대해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받

아들이고, 느껴야할지 혼란스러워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들이 

일본을 떠나 귀환하면서 ‘고국’ 또는 ‘고향’에 대한 기대나 설렘을 가졌다

고 생각하기 어렵다. 

히로시마에서 피식민지 출신 이주민 자녀세대라는 삶의 조건 이외에도 

그들의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일본의 전시체제였던 것으

로 보인다. 그들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반복되는 공습대비 훈련을 받아

야 했으며, 소학교 졸업 전부터 그들은 전시체제에 따라 근로정신대의 동

원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학교 졸업 이후에는 노동자로서 생산의 주체

가 되었거나 또는 결혼과 임신을 통한 인구 재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부여

(또는 ‘강요’)받은 주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1945년 8월 6일에는 원

자폭탄 투하로 인해 집, 직장 등 생활의 기반이 파괴됨은 물론이요, 자신

과 가족, 친척, 이웃들의 생명마저 위협당한 원폭피해자가 되었다. 이후 

‘고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험난했었으며, 어렵사리 처음 도착한 ‘고국’

과의 첫 대면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낯설고, ‘이국적’이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에서는 피식민지 조선인 이주자의 삶을 살았지만, 부모님의 고

향인 합천으로 돌아온 후에는 일본에서 살다온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방

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의 수완에 따라 일본에서 

가져온 재산을 이용해서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을 한 사례도 있었던 반면, 

그나마 가져온 재산의 가치를 제값에 교환받지 못했거나, 고향의 친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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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웃에 의해 모두 날린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귀환동

포’에 대한 구호 정책도, 사회적응 정책도 없었던 그 시기에 고향인 합천

으로 돌아온 그들 중 대다수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가난과 기아를 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면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23명의 구술자 개개인의 경험을 

꼼꼼히 이 연구에 담아내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지역과 세대 이외에도 

남녀 구술자들 간의 경험 차이는 주목  할 만하다. 즉, 젠더정체성은 1.5, 

2세들의 이주와 귀환 동기 뿐 아니라 양국 사회에서 그들의 삶의 조건에 

영향을 준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향후 구술증

언을 토대로 젠더정체성이 그들의 이주와 귀환, 적응, 또한 원폭피해자로

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이주와 귀환, 원

폭피해 등이 그들의 젠더관계를 어떻게 유지·강화, 또는 변화시켰는지 살

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린 시

절부터 일본의 침략전쟁을 본토 히로시마에서 경험했고, 귀환 직후에는 

합천에서 한국전쟁을 경험했다. 두 번의 전쟁을 온몸으로 겪어낸 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두 전쟁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과 함께, 전시체재 하

에서 전개된 일상과 관계, 생존 전략 등에 관한 논의도 향후에 이뤄져야 

할 연구라고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친다.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khmoon@changwon.ac.kr 

주제어(Key Words): 

일제강점기(Japanese colonial era), 합천(Hapcheon), 히로시마(Hiro-

shima), 이민자 1.5·2세(the 1.5 and 2nd-generation migrants), 원폭

피해(atomic bombing)

(투고일: 2018. 11. 2, 심사일: 2018. 11. 8, 게재확정일: 201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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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일제강점기 합천 출신 이주 1.5, 2세대의 경험

문 경 희

이 연구는 1945년 8월 6일 8시 15분에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한 합천 

출신 조선인 귀환자의 국경 이동과 양국 사회에서 경계인으로서의 삶의 

경험에 관해 살펴보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이주의 주체였

던 부모세대가 아니라, 그들을 따라 현해탄을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온 자

녀세대에 초점을 맞춘다. 피폭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들은 히로시마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폭을 당한 1세대이다. 하지만 이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이주 1세대인 부모님을 따라 도일했다가 고국으로 귀환한 1.5, 2

세이다. 일본에서 출생했거나 또는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이주하여 성장

한 자녀세대의 국경이동과 양국에서의 삶의 경험과 정체성은 부모세대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

천지역 사람들의 히로시마로의 이주 흐름은 왜,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

는가? 둘째, 피식민지 출신 이주민 1.5, 2세의 히로시마에서의 일상과 원

폭피해 당시의 경험은 어떠하였는가? 셋째, 해방직후 그들의 귀환 경험

은 어떠하였으며, 히로시마에서의 이주 경험이 그들의 ‘고국’과의 첫 대

면과 정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

는 2017년 시점에 합천에 거주했었던 23명의 원폭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술증언을 주요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 이주

와 귀환의 맥락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합천 출신 원폭피해 1세이자 

이민자 자녀세대의 삶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소개한다는 점에서 식민

지시기에 초점을 맞춘 해외이주와 귀환 연구에 기여한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가 ‘일국사적’ 관점의 민족·국가주의적 수사를 벗어나서 피식민자로

서 ‘능동적’으로 국경을 이동한 이민자 중에서도 합천이라는 지역성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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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쟁, 그리고 원폭피해라는 요인이 그들의 이주와 귀환 후의 삶을 어

떻게 관통했는지에 대해 미시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 이 

연구의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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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grating to Japan, Atomic Bombing in Hiroshima, and Re-

turning to the ‘Homeland’: The Experiences of the 1.5 and 

2nd-generation Migrants from Hapcheon during the Japa-

nese Colonial Era

Moon, KyoungHee

This paper examines the life experiences of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who returned ‘homeland’ from Hiroshima after August 15, 

1945. Specifically, it pays attention to the 1.5 and 2nd generation of 

Korean migrants from the Hapcheon region with a focus on their 

border-crossing experiences and living conditions in both societ-

ies. They are the first generation of the atomic bomb victims in 

Hiroshima. However, in the migration context, they are the 1.5 and 

2nd generation who were born and (or) raised in Japan, and repatri-

ated to the liberated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eir identities 

and life experiences in both societies must be different from those 

of their parents in many aspects.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m have focused on their experiences of victimization. Yet, their 

life experiences as a dependent of their parents who crossed the 

state border back and forth on their own has rarely been discussed 

in those studies. This paper has three research questions as fol-

lows. Firstly, why and how were the migration flows to Hiroshima 

by the people of Hapcheon formed? Secondly, what were their liv-

ing conditions in Hiroshima and particularly, their experiences of 

atomic bombing like? Thirdly, how did they feel when they first 

arrived in their ‘homeland’ and how did their life experienc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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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oshima affected their settlement in Hapcheon? Oral interviews 

with 23 survivors collected from Hapcheon in 2017 a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tudies of emigration and return migra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by including the first generation 

atomic bomb survivors with the 1.5 and 2nd generation migration 

background as a ‘new’ research subject. It is also notable that this 

paper provides an empirical study showing how their life conditions 

and identities as a (return) migrant in both Hiroshima and Hapcheon 

were shaped by various elements, including generation, regional 

affiliation, and atomic bombing, other than ethnic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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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무, 「서평: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한국의 히로시마』」, 『한일

민족문제연구』, 7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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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호주 한인들의 도시 공간 분포는 이주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앤드류 

마르쿠스(Andrew Markus), 제임스 접(James Jupp), 그리고 피터 

맥도널드(Peter Mcdonald)의 공동연구는 호주의 도시공간에서 

이민자들의 ‘집중(concentration)’과 ‘분산(dispersion)’을 설명하고 

있다.1) 이 형용모순은 시드니, 멜버른, 브리스번, 아델라이드 등에 

분포하는 이민자의 대도시 집중 현상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도시 공간 

내에 다양한 이민자 그룹의 분산이라는 두 가지 특징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집중’과 ‘분산’ 현상은 호주 이민자들이 형성한 에스닉 공간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설명한다.2)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한인 이주의 역사에서 

한인 공동체의 사회, 경제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지리적, 공간적 

접근은 이미 집중과 분산이라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영성의 

「시드니 한국인 거주유형」(『지리학연구』, 1998)과 『호주한인

50년사』(2008)에 수록된 이경숙의「거주지역, 상권 및 사업 영역의 

확대」는 도시에서 한인 이민자들의 주거 및 경제활동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집중과 분산이라는 상반된 경향 속에서 

1) Andrew Markus, James Jupp and Peter Mcdonald, Australia’s immigra-
tion revolution (Crows Nest: Allen ＆ Unwin, 2009), pp. 65-87.

2) Ibid.,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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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한인 이민자들의 대도시 집중과 동시에 도시 공간의 

분산 현상을 파악하고 그 경향을 확인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나 호주에 

전형적인 대규모의 이민자 공동체가 관찰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은 대량 생산시스템이 요구하는 대규모 단순 노동력을 

수용했던 유럽 및 미국의 이민자 집단의 공간 점유와 비교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호주의 백호주의 정책의 포기로 인한 아시아계 이민자의 증가와 

호주의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러한 현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들의 주요 대도시로의 ‘집중’과 도시 공간 내에서의 ‘분산’이라는 

모순적인 이민자 그룹의 분포는 이민 현상이 야기하는 사회변동 양상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유럽의 산업도시의 경우 공장 주변에 형성된 

이주노동자 밀집지구들이 거대한 이민자 집단주거지로 변화하면서 

에스닉 그룹별로 공간을 점유하여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1970년대의 경제 위기 이후 공장 

이전 등으로 공동화 현상을 겪거나 이로 인해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게 

되어 사회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폭동과 테러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사회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소수의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호주는 급격한 산업공동화 현상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호주적 다문화주의가 

뿌리내리는 토대가 될 수 있었다. 

Ⅱ. 시드니 한인 이민자의 ‘집중’과 ‘분산’

 

1. 한인 공동체와 초국적 이민자 경제 공간

시드니 호주 한인의 공간 점유는 이민자 집단으로서 한인들의 ‘집중’과 ‘분산’

을 잘 보여준다. 한국인 이민자들은 1990년대 중반에는 80%가 시드니에 

거주했으며, 2001년에 73%를 거쳐 2006년에는 63%가 시드니에 살고 

있었다. 2011년에는 55.9%로 줄었지만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한인 전체 

이민자 숫자는 2006년도에 39,448명에서 2011년에 49,357으로 늘어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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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의 한인 숫자도 같은 시기 38,210명에서 47,335으로 상승했다.3) 

한인들은 대도시를 선호하여 멜버른, 브리스번, 퍼스, 아들레이드, 켄버라, 

호바트 등 각주의 수도에 집중하여 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4) 또한 시드니를 

주거도시로 선택하는 한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한인 이주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적인 숫자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주 한인수 주 수도 한인수

뉴사우스웨일즈 39,448 시드니 38,210

퀸즈랜드 8,864 브리스베인 5,264

빅토리아 6,904 멜번 6,554

서부호주 2,523 퍼스 2,341

남부호주 2,085 아들레이드 1,928

캔버라지역(ACT) 1,014 켄버라 1,006

타즈마니아 439 호바트 245

북부지역(NT) 95 다윈 60

각주 및 주요도시 한인 인구
전주전체 한인 인구 60,837 (2006, ABS)5)

한인 이민자들의 분포는 도시지역에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이민자들이 도시 내에서 중국인만큼 넓은 지역에 분포하면서도 

어느 지역에서도 인구면에서 상위 에스닉 그룹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의 공간 점유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즉 

한인 이민자들은 1980년대 캠시(Campsie)에 한인촌을 형성한 이래로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와 이스트우드(Eastwood) 등에 상업지구를 

만들어 경제활동 거점을 형성하고 있지만 대규모 군집지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거주분리지수(dissimilarity index)를 통해 볼 때 1990년대 

초 시드니에서 한국인 이민자 집단이 보여준 수치는 중국 이민 집단이나 

칠레 이민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남아시아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3) ABS, 2011 Census, Language Diversity.

4) 이경숙, 「거주지역, 상권 및 사업 영역의 확대」, 『호주한인50년사』(서울: 
진흥, 2008), 174쪽.

5) 이경숙, 같은 책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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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이주가 많으며 대규모 군집지를 형성하지도 않는다.6)

한인들의 대규모 군집지가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시드니에서 지속적인 

상권의 발전이 관찰된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사이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캠시 지역의 한인 상권은 스트라스필드, 이스트우드를 비롯해 

파라마타(Parramatta), 체스우드(Chatswood), 에핑(Epping),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t) 지역으로 확대되었다.7) 1987년도에 70개소로 

추정되는 한인 상점은 1990년도에 400개에서 1997년에는 1,300개 

까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식료품점과 식당을 중심으로 했던 초기 

한인 상권은 교민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1990년도에 62개의 

업종에서 1997년에 101개로 확대되었다. 한인이 경영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식당, 미용실 식품점, 건강식품 이민상담, 의류, 한의원, 

유학원, 회계사 등이 있다. 또한 스트라스필드, 시티, 에핑, 채스우드, 

캠시, 파라마타 등 한인 상권이 밀집한 전지역에 한인 교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식당보다 많은 숫자의 교회가 

한인들의 유동인구 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후 한인 

교회는 중심 상권에서 떨어진 한적한 교외의 주거지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였다(사진1).  

[사진 1]시드니 북부 로즈빌의 한인 교회(2018년)

6) 김영성, 「시드니 한국인 거주유형」, 『지리학연구』, 32집, 2호(1998), 55
쪽. 

7) 이경숙, 「거주지역, 상권 및 사업 영역의 확대」,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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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에는 대규모의 한인 공동체가 집중적으로 발달했다기 보다는 

스트라스필드, 이스트우드, 시티 등 여러 지역에 한인 상권이 고르게 

발달해있다. 규모면에서 스트라스필드와 같이 상대적으로 큰 상업지구가 

존재하지만, 한인들은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다. 즉 독자적인 이민자 경제 공간 보다는 다문화 공동체의 

일원으로 초국적 이민자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시티 지역에는 시드니에서도 상징적인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 코리아타운은 독자적인 거주-경제 공동체라기보다는 주변의 중국, 

베트남, 일본 상점들과 함께 아시아 다문화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사진 2]시티의 코리아 타운(2018년)    [사진 3]시티의 한인 상점(2018년)

지방정부구역(Local Governement Area)인 시드니 시티지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2011년을 기준으로 1.6%로 시티의 총인구 

169,505명 중 2,753명이었다.8) 당시 뉴사우스웨일즈 주 전체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47,000여명으로 0.7% 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시티에 한국인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大시드니(Greater Sydney) 지역에서 한인 집중도를 살펴보면 시티의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같은 시기 혼스비 셔 카운실(Hornsby 

Shire Council)의 경우 총인구의 2.7%에 해당하는 4,298명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9) 

 

8) ABS, 2011 Census, City of Sydney.

9) ABS, 2011 Census, Horns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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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드니 한인 주거지 분포와 특징

시드니의 한인 이민자들의 거주지는 켐시에서 스트라스필드 그리고 

파라마타로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차역을 중심으로 상업지구와 

함께 발달해 있다. 그러나 한인의 분포가 이 상업지구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인들은 쿠링가이, 혼스비, 라이드 등 북쪽 

지역으로 퍼져있다. 즉 한인들은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한 군집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캠시, 스트라스필드, 이스트우드 지역을 포함하여 

북쪽 지역에 이르기 까지 시드니 전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한인들이 시드니에 분산하여 분포하면서 군집지를 형성하지 

않는 현상으로 인해 한인들은 시드니 모든 지역에서 소수 에스닉 그룹에 

머물게 되었다. 물론 한인들이 소수 에스닉 그룹에 포함되는 것은 2016

년 현재 12만 여명에 불과한 전체적인 이민자 숫자(부모의 출생지 

기준)에서 기인한다. 한국인들은 1976년에서 1985년 사이에 4,877의 

한국인이 호주에 도착했으며, 1986년에서 1995년 사이에는 11,924

명, 1996년에서 2005년에는 23,675명,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23,543명이 호주에 정착했다.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각각 4,374명, 

4,795명, 4,868명, 4,835명, 5,946명이 호주로 이민을 선택했다. 같은 

기간 동안 호주에 입국한 중국 이민자들은 21,703명, 25,761명, 30,375

명, 40,023명, 46,120명이었다.10) 1946년부터 2016년 8월까지 70년간 

출신 국적별 입국자 총인원은 한국인이 98,776명이었던데 반해 중국 

출신은 509,555명, 인도 출신은 455,389명, 필리핀 출신은 232,386명, 

베트남 출신이 219,355명으로 한국인보다 2배에서 5배가량 많이 호주로 

입국했다.11)  

중국과 인도 등 다른 아시아계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한인 이민자 

숫자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내에서의 분산 현상은 다른 이민자 그룹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대표적인 지방정부구역의 하부 

행정단위(suburb)로 행정 중심지인 파라마타의 경우 201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도계와 중국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9.8%와 12%인데 반해 

10) BS, Country of birth of person by year of arrival in australia, 2016 Cen-
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1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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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1.5%에 불과하다. 혼스비(Hornsby)의 경우에도 출생지를 

기준으로 중국인이 11.9%, 인도인이 5.7% 인데 반해 한국인은 3.7%에 

머물고 있다.

 

출생국가

 지역구분*
 한국  중국

스리

랑카
레바논  터키  인도 베트남 이라크

북서
31km

Kuringgai ○ ○ ○

북서
25km

Hornsby ○ ○ ○

북서
31km

 Baulkham

hill
○ ○ ○

북서
13km

Ryde ○ ○ ○

북
8km

Willoughby ○ ○

서
30km

Holroyd ○ ○ ○ ○

서
23km

Parramatta ○ ○ ○ ○ ○ ○

서
19km

Auburn ○ ○ ○ ○ ○

서
20km

Fairfield ○ ○ ○ ○

서
15km

Concord ○ ○

서
12km

Strathfield ○ ○ ○ ○

서
10km

Burwood ○ ○ ○

남서
10.5km

Canterbury ○ ○ ○ ○

남서
20km

Bankstown ○

남서
32km

Liverpool ○ ○ ○ ○

▲ 시드니 아시아계 이민자 그룹 분포

Andrew Markus, James Jupp and Peter Mcdonald, Australia’s immigration 

revolution, (Crows Nest: Allen ＆ Unwin, 2009), pp.79-84.

*City of Sydney를 중심으로 한 방향과 거리



59

호주의 이민자 공간 분포과 한인 공동체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지방정부구역인 파라마타시 카운실(City of Paramatta Council)이나 

혼스비 셔 카운실 전체로 확대해도 한국인 이민자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중국계와 인도계 이민자의 숫자가 한국계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 기인하지만 규모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이라크 이민자들이 

페어필드(Fairfield)나 리버풀(Liverpool)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과 

대조적이다. 또한 한국보다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 베트남 이민자들 

역시 페어필드와 리버풀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에스닉 집단임을 

고려한다면 한국인 이민자들의 파편화된 분산 현상은 도시 공간 점유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인도, 터키, 레바논 출신의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베트남이나 이라크 출신 이민자들보다는 넓은 도시 공간에 분포하고 

있지만 한국이나 중국 이민자들에 비해서 거주지역이 제한적이다. 

 

출생국가
 한국인 거주지

 한국
출생

 중국
출생

스리랑카
출생

레바논
출생

 터키
출생

 인도
출생

Canterbury ○ ○ ○ ○

Burwood ○ ○ ○

Strathfield ○ ○ ○ ○

Concord ○ ○

Auburn ○ ○ ○ ○ ○

Parramatta ○ ○ ○ ○ ○ ○

Ryde ○ ○ ○

Willoughby ○ ○

Hornsby ○ ○ ○

Kuringgai ○ ○ ○

Baulkham hill ○ ○ ○

▲ 시드니 한인 주요 거주지역의 아시아계 이민자 그룹(2006)

Andrew Markus, James Jupp and Peter Mcdonald, Australia’s immigration 

revolution, (Crows Nest: Allen ＆ Unwin, 2009), pp.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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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에서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중국인들의 분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스리랑카, 레바논, 터키, 인도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한인들이 주거하는 파라마타와 오번(Auburn) 등은 

대체로 대부분의 이민자 집단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곳은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는 캔터베리(Canterbury)와 스트라스필드의 서쪽 지역으로 

이민정착 초기에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기차역 주변지역인 

레드펀(Redfern)을 시작으로 캠시 등에 모여 살았던 한인들이 점차 서쪽 

지역의 역세권으로 주거지를 넓혀 나갔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인과 

스리랑카인들과 더불어 한인 이민자들은 시드니의 북쪽 지역에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곳은 주로 백인 중산층이 사는 곳으로 시드니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집중과 분산으로 요약할 수 있는 공간 점유의 특징의 원인은 무엇인가?　

호주의 한인 이주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 노동력의 집단 이동과 대비되는 

개별적인 숙련-기술 이민 또는 투자 이민이라는데 있다. 이경숙이 

지적하듯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집중되는 전문직 기술 이민자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2000년대 초부터 실시된 이민 정책의 결과로 시드니의 

한인 집중이 줄어들고 다른 도시로의 분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한인 

이주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12) 2001년 호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5

세 이상의 한인 중 노동, 하급사무직, 하청생산직 등에 고용된 인원이 

27%였으며, 행정직, 전문직 및 준전문직, 기술자 등에 해당하는 

직종에 고용된 인원이 61%에 이르렀다.13) 또한 타일공, 목수 등 숙련 

건설노동자들이 한인 노동자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인의 

이민 성격을 규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단순노동력의 

이주와 구별되는 숙련-기술 노동 중심의 이러한 이주의 성격은 이민자의 

에스닉(ethnic) 공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적어도 호주 한인의 

사례는 대규모의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산업국가의 대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민자들의 공간 점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이민자들의 공간 형성에 있어서 개별이민자들의 공간 선택 전략에 

앞서 이민자를 수용하는 국가의 산업구조와 이민 정책이 보다 근본적인 

변수임을 보여준다. 

12) 이경숙, 「거주지역, 상권 및 사업 영역의 확대」, 174쪽
13) 이경숙, 「한인들의 직업과 가정생활」, 『호주한인50년사』(서울: 진흥, 

2008),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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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호주의 산업구조와 이민자 공간의 형성  

1. 호주의 산업구조와 한인 이주의 특징

영국, 프랑스, 서독 등 유럽의 주요국가가 ‘영광의 30년’이라는 이름 

아래 생산력 증가를 경험하고 소비사회의의 정점에 진입했던 1968년, 

호주에는 62,900여 개의 공장에 단지 133만 여명이 제조업에 고용되어 

있었다.14) 프랑스에서는 1962년에서 1968년 사이 노동자의 숫자가 약 

700만 명에서 770여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15%가 제조업에 

종사했던데 반해, 호주에서는 같은 시기 120만 명에서 총인구 11%에 

해당하는 13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15)   

계급적 정체성을 가졌던 노동자 주거지가 에스닉 정체성을 가진 공간으로 

변하는 것은 이민자 출신의 대규모 단순 노동자를 수용했던 공장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 20세기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과 소비사회로의 

진입은 새로운 비숙련노동자들의 집중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민자들의 집단주거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의 경우, 

1960년대에 르노(Renault) 비앙꾸르(Billancourt) 공장의 12,0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 중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세네갈 등 과거 프랑스 

식민지 출신이 60%를 넘었으며, 이들은 파리의 외곽지역에 주거지를 

형성하였다. 1954년 파리 북쪽 외곽의 주네빌리에(Gennevilier)에 

거주하는 33,127명의 주민 중 8,574명이 외국인이었으며, 그중에 

7,476명이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쇼쏭(Chausson) 

자동차 공장에 단순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자였다.16) 1970년 벨기에에 

거주하는 67,534명의 스페인인 중 49.8%가 브뤼셀-수도 지방(la 

Région Bruxelles-Capitale)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브뤼셀-

미디(Bruxelles-Midi)역이 위치한 생-질(Saint-Gilles) 지구는 53,000

14) ABS, Manufacturing industry, Year book Australia, 1970,  p. 714.

15) Ibid. ; Bernard Grais, “Sur 100 personnes actives 15 paysans 38 ouvri-
ers”, Economie et statistique, 2, 1(1969), p. 43.

16) 신동규, 「1980년대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이주노동자와 신인종주의: 계급과 
인종 사이」, 『호모 미그란스』, 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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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민 중 30%가 스페인 이민자였다.17) 생질에 거주하는 스페인 

이민자들은 단순노동자로 대부분 브뤼셀 지역의 산업화와 함께 만들어진 

미슐랭(Michelin)이나 시트로엥(Citroe ̈̈n)과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18) 영국의 경우에도 에스닉 공동체의 형성은 대량생산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민자 출신의 무슬림과 백인 주류 사회 

사이의 극심한 폭력사태를 경험한 올덤(Oldham)의 경우 면직물 공장의 

부족한 야간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인들이 

정착을 했다. 가난한 인도 출신의 노동력을 흡수한 잉글랜드 북부의 

공업도시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19) 

지금까지도 호주는 제조업의 비중이 총생산의 6%, 전체 산업에서 7.4%

에 불과한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라는 점에서 이민자 집단과 노동과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호주의 서비스업 종사자는 940만 

명, 건설업 종사자는 110만 명이며, 제조업 종사자는 90만 명에 불과하다. 

그 뒤를 이어 농업에 30만 명, 광업에 2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20) 호주 

산업 구조의 특징은 제조업이 대규모의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20세기 프랑스 대도시의 ‘방리유(Banlieue)’나 

벨기에 브뤼셀의 ‘가난한 초승달(Croissant pauvre)’ 지역처럼, 혹은 

19세기 시카고의 스톡야드(Stock yards)나 팩킹타운(Packing town) 

주변처럼, 공장 주변에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집단 주거지가 형성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호주의 산업구조와 함께 고려해야할 점은 호주 한인의 이주 규모가 

17) Shin Dongkyu(translated from French to Spanish by Jose Babiano 
Mora), “Ser español en una fábrica belga en los años setenta”, Historia 
de travajo y sociedad, 6(2014),  p. 71.

18) Shin Dongkyu, “Main-d’oeuvre immigrée et revendications qualitatives: 
la grève sauvage chez Michelin à Leeuw-Saint-Pierre”, Revue belge 
d’histoire contemporaine, XLII(2012), p. 108 ; Dongkyu Shin, “Conflic-
tualité, syndicats et les travailleurs immigrés; Citroe ̈̈n et Michelin en 
région bruxelloise 1969-1970”, Agenda Interculturel, 290-291, Centre 
bruxellois d’Action interculturelle, fév-mars 2011, p. 30.

19) 염운옥, 「인종주의와 빈곤의 정치학: 2001년 영국 올덤 소요사태」,『중앙
사론』, 36집(2012), 424쪽.

20)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Department of Industry, Innovation and 
Science,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Industry Report 2016,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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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작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다. 1946년 이전에 6명의 한국인이 

호주로 이민을 갔으며, 1946년에서 1955년 사이에는 9명이, 1956

년에서 1965년 사이에는 41명에 불과한 한국인이 새롭게 호주에 

도착했다. 1966년에서 1975년 사이에 그 숫자가 10배 이상 증가 했지만 

불과 596명에 불과했다. 1976부터 1995년까지 20년 동안 연평균 840

명의 한국인이 호주에 도착했으며, 1996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한국인 

이민자가 연평균 약 2,300으로 늘어났으나, 인도의 약 1/3, 중국의 약 

1/4 수준에 불과했다. 2006년 이래로 연평균 4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호주에 정착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6,000명의 한국인이 호주를 

선택했다.21) 2016년을 기준으로 총 12만 3천여 명의 한국인이 호주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22) 호주에서 한국인 이민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기점이었던 1996년에는 약 36,000명의 한국인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중 80% 이상이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었다.23) 

시드니에 한인 집중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요인은 인구 수위 도시로서의 

시드니의 사회 경제적 위상으로부터 비롯된다. 결국 교통, 통신 등의 

편의성으로 인해 시드니에 한인 거주자 및 단기체류자(관광객, 어학연수 

등)가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 동포를 대상으로 한 상업 및 서비스업

(ethno-business)이 가능해졌다.24) 이에 따라 1987년에 70여개의 

한인 사업체의 수가 1990년에 400개를 넘었으며 1997년에는 1,300

개 이상으로 늘어났다.25)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제조업을 통해 대규모의 

단순 노동력을 유인하면서 공장을 중심으로 에스닉 집단별 공간 구분이 

이루어졌다면, 호주의 한인들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수민족 

집단 주거지에 분산 거주하는 형태를 보였으며, 특히 도심과 연결되는 

도시철도 역세권에 주거지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한인들은 경제수준의 

상승으로 주거 및 교육 환경이 좋은 도시 내의 지역으로 연쇄적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인들의 주거 형태는 도시 

21) ABS, Country of birth of person by year of arrival in australia, 2016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22) ABS, Ancestry by country of birth of parents, 2016 Census of Popula-
tion and Housing. 

23) Han Gil-soo, “Australian Immigration polity and Settlement of Koreans 
in Australia”,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37, 2(2000), p. 197.

24) 김영성, 「시드니 한국인 거주유형」, 45쪽. 

25) 김영성, 같은 논문,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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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밀집된 집단 주거지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분산 

거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소수의 한인 숙련-기술 이민: 이민 공간 형성의 젠더적 접근

호주가 필요로 했던 노동력은 숙련노동자와 기술자였다. 호주의 

산업구조가 대규모의 단순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호주의의 영향아래 놓여있던 1962년부터 1968년 사이 한국을 떠나 

호주로 간 이주자는 단지 7명에 불과했으며, 1969년에도 34명에 

머물렀다. 이들은 주로 개신교 목사나 태권도 사범이었으며, 호주의 광물 

개발 회사에 취업을 한 소수의 기술자들과 그들의 가족이었다. 또한 콜롬보 

계획으로 기술연수를 받았던 유학생들 중 일부가 호주에 정착을 했다.26) 

1970년대에 들어서 그 숫자가 2,75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민자의 

숫자가 대폭 증가했다. 이들은 소수의 기술자-전문가 이민자 집단, 

호주로 재이주 한 이민자 집단, 동두천의 미군 군속 출신 이민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에는 유학을 통해 입국한 후 정착한 경우나 

광물 개발과 관련된 헬기조종사와 지질학자, 태권도 보급을 위한 사범 

등이 속해 있으며, 두 번째 유형에는 베트남 전쟁 중 파월인력이 대규모로 

호주에 입국해 합법적 지위를 취득한 이민자들이 포함된다. 또한 독일의 

간호사와 광부, 중동 및 중남미의 한인 이민자들이 호주에 입국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사면령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이었다. 세 번째 유형은 

베트남에 파견되었다가 귀국하여 동두천 미군부대에 근무하다가 다시 

호주로의 이민을 선택한 200여명의 한국인들이 있다. 

1973년 파리평화협정으로 베트남의 미국 용역회사에 취업했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호주로의 기술자 이민이 

시작되었다. 이 이민의 특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협정에 의한 대규모 

노동력의 이동이 아닌 ‘방문비자’를 이용한 개별적이며, 비합법적인 이주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사이공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호주로 입국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김동삼의 편지에도 “방문자가 이곳에 와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26) 문경희, 「호주 한인 ‘1세대’의 이민에 대한 연구 - 이주체계접근법과 이민자
의 경험을 중심으로」,『인문과학』, 67집(2017),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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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삼의 편지 이후 관광비자로 호주로 오게 된 노동자들은 레드펀에 

위치한 김동삼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우선 일자리부터 찾았다. 이들은 

당시 노동력이 부족했던 호주에서 영주권 없이도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1975년 이렇게 베트남을 거쳐 호주에 들어온 한국인이 500여 

명이 있었으나 회사의 배려로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취업이 금지된 비자로 일을 하는 ‘불법체류’ 신분이었다.  

이들은 1급 자동차 정비자격증, 크레인운전 자격증 등 기술을 인정받아 

취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가 단순 노동력이 필요한 공장에 

취직하기도 하였다. 당시 호주의 자동차 산업은 단순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대표적인 분야였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대규모 한인 공동체 

형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초기 한인 정착 과정에서 

주거 문화 형성에 중요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던롭 타이어 공장은 

시드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곳으로 한때 

이곳에서 30명의 한인들이 동시에 일하기도 했다. 던롭 공장은 드러모인

(Drummoyne) 지역의 바닷가에 위치했다. 이곳에서 일하던 한인 들은 

새벽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집을 나서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하여 

12시간 노동을 하는 일상생활을 반복했다. 또한 자동차 산업도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1936년에 만들어진 포드 홈부쉬(Homebush) 

공장에서는 2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했다. 홈부쉬 공장은 1,200

명 규모였으며, 1994년에 문을 닫을 마지막으로 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됐다. 베트남으로부터 들어온 한인들은 정착했던 플레밍턴

(Flemington), 애쉬필드(Ashfield), 킹스크로스(Kingscross), 오번 등은 

던롭이나 포드 공장 등 일터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곳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주거지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도시철도 역 주변 지역으로, 

과거 상공업 혼합지대 중에서 소수민족이 거주하며, 인구밀도가 높고,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이었다. 

베트남으로부터 호주로 들어온 기술 이민자들은 대부분 독신 남성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의 주거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던롭 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매일 12시간 주 6일 근무로 주급이 145(

호주)달러를 넘기도 하였다(통상 5일 근무에 55달러). 당시 플레밍턴의 

방 2칸짜리 숙소의 주 임대료가 30달러였지만 6-7명 정도의 독신 

남성들이 집단거주를 하면서 주거비를 절약하였다. 이러한 집단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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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한인들의 주거문화로 자리 잡아 가는 중에 에쉬필드(Ashfield)

의 주택에 최대 15명 까지 수용하면서 한인들의 초기 거점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에쉬필드의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22번가는 베트남에서 

호주로 입국한 200여명의 한국인들이 거쳐 가는 곳이었다. 

이러한 초기 정착 단계의 남성중심의 집단 거주 문화는 이후 한국인 

이민자들이 도시 공간에 확산 분포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서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로부터 호주로의 재이민자의 입국과 가족 결합 등으로 

한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저렴한 주거비, 편리한 교통, 우수한 

교육환경을 동시에 만족 시킬 수 있는 곳으로 연쇄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선 에쉬필드와 캔터베리(Canterbury)를 중심으로 한국인 

주거지가 확장되어 나갔다. 1970년대 후반부터 저렴한 주거 및 

상가 임대료와 편리한 교통을 갖춘 캠시(Campsie)를 중심으로 한인 

상업지구가 형성되었으며, 캠시의 배후 지역인 켄터베리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1986년 켄터베리에는 전체 한국인의 16.8%가 

거주하면서 1,000명이 넘는 인구가 집중됐다. 이곳은 동남아시아계와 

아랍계 이민자들이 집중 거주하면서 비영어권역을 형성하고 있었다. 

에쉬필드에는 9.9%에 해당하는 649명의 한국인이 거주했지만 

지역인구의 1.6%를 차지하면서 최대 인구 밀집지를 형성하였다. 

Ⅳ. 맺음말

노동은 이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력을 

수입하는 국가의 산업구조와 그에 따른 노동력 수급 정책은 이민현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호주의 한인 이민에 있어서 기술 이민이라는 

노동력의 특징은 이민자들의 도시 공간 ‘집중’과 도시 공간 내에서의 ‘

분산’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냈다. 호주 이민사에 있어서 베트남을 거쳐 

시드니에 정착한 한국인들은 이후 한국인들의 초기 집단 주거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한인 공동체가 한인들의 집중화되는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한인들은 시드니의 각 지역에 분산되어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단순 노동력의 집단 이동과 대비되는 개별적인 

숙련-기술 이민 또는 투자 이민을 선호했던 호주의 이민정책과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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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을 맺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호주에 연고가 없는 사업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시드니 

북쪽 지역에 한인 주거지가 발전하는 현상도 경제활동을 위한 노동의 

성격과 그에 따른 사회-문화 자본이 이민자의 공간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내용에 따른 이민자 그룹별 

공간 분산 현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앞으로 캠시에서 시작하여 

애쉬필드, 버우드, 스트라스필드로 한국이들의 거주지 및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되는 현상과 파라마타까지 연결되는 주거지 분산의 동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시드니 북부 지역에 한인 주거지가 확대되는 현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창원대학교 사학과, shindongkyu@changwon.ac.kr

주제어(Key Words):

호주(Australia), 한인 이민자(Korean migrants), 이민자 공동체

(Migrant community), 산업 구조(Industrial structure), 공간 분포

(Spati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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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호주의 이민자 공간 분포과 한인 공동체

- 호주의 산업구조에 따른 집중과 분산 -

신동규

호주에서 도시의 이민자 공동체 특징은  ‘집중(concentration)’과 ‘분산

(dispersion)’으로 요약된다. 이는 이민자의 대도시 집중 현상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도시 공간 내에 다양한 이민자 그룹의 분산이라는 두 가지 

특징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집중’과 ‘분산’ 현상은 호주에 정착한 

이민자들이 형성한 에스닉 공간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호주에 

유럽처럼 전형적인 대규모의 비숙련 노동 이민자 공동체가 관찰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은 대량 생산시스템이 요구하는 대규모 

비숙련 이주 노동력을 수용했던 유럽 및 미국의 이민자 집단의 공간 

점유와 비교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호주의 백호주의 정책의 포기로 인한 

아시아계 이민자의 증가와 호주의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 속에서 ‘집중’

과 ‘분산’이라는 이중 현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에서 형성된 한인 공동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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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tial Distribution of Foreign Population and Korean 

community in Australia

-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grounded on the Industrial 

Structure -

Shin, Dongkyu

In Australia, Migration communities in urban area have two major 

characteristics: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It means the 

coexistence of two features. One is the concentration of immigrants 

in some of the large major cities and the other is the dispersion of 

Foreign Population in the urban area. This dual phenomenon shows 

the characteristic of the ethnic spatial distribution of immigrants. 

How to explain that in Australia, there isn’t a large scale of non 

skilled migrant workers community we can observe typically 

in Europe? This australian situation is comparable to the spatial 

distribution of immigrants in Europe and USA accepting a huge 

number of non-skilled migration workers for the mass production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se this dual phenomenon 

in understanding the Australian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growth 

of Asian population after the abandonment of the White Australia 

Policy. In this perspective, we can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Community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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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Senso>를 중심으로 -

김 영 숙

 Ⅰ. 머리말

역사적으로 볼 때 이탈리아는 로마제국 몰락 이후 이웃한 국가들의 힘의 

논리에 좌지우지되었다. 나폴레옹의 열풍으로 옛 영토 국가의 토대를 이룬 

믿음이 흔들리면서 이탈리아는 시민정신과 정치적 공동체라는 새로운 

개념에 자극을 받아 이탈리아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 국가 건설을 염원하게 

되었다. 물론, 베네치아와 제노바처럼 공화국 전통이 짙은 도시들과 

종교 세력의 중심인 로마 교황령과 같은 지역의 문제는 이탈리아 민족 

통일에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다. 마침내 이탈리아 국민들은 현실 정치의 

틈바구니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단일한 이탈리아 민족 국가를 이루어냈다.

통일 이후, 다른 유럽 국가보다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던 이탈리아는 

적극적인 개혁과 대외활동으로 다소간의 발전을 이루어냈다. 이 시기부터 

이탈리아의 민족적 과거는 자유주의 사상과 경제 발전이라는 기치와 

적극적으로 연결되었다. 하지만 유럽 내에서 이탈리아는 20세기 내내 

남북 분리, 파시즘의 등장, 불안정하고 불법적이며 도덕적으로 후진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로 인식되었다. 이탈리아는 가장 선진화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다소 불확실한 역사적 과정을 지닌 나라로 인식되었고 

냉전 이후 유럽에 나타난 민족주의적 충돌과 분리주의 운동과도 맞닿아 

있다. 2018년 총선 결과, 북부 분리를 옹호하는 우파 연합과 유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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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를 주장하는 오성운동당이 다수 득표를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전쟁 이후, 제국주의가 붕괴하면서 민족주의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강력한 힘이 되었다. 이탈리아는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민족통합을 

유지하면서 아울러 유럽적 차원에서 유럽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의 독재 정권을 설명하고 이탈리아 국가의 

연속성, 즉 자유주의, 파시스트 그리고 민주주의 국면들 사이의 연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를 새롭게 돌아볼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탈리아 국민이 서로를 하나의 민족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오랜 세월동안 도시 국가

(Comune)별로 분열되어 온 역사 속에서 이탈리아가 과연 혈연적이고 

자연적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1861년 통일 이후 이탈리아 

내에서 상충되는 제도나 의식 및 관습은 없었던 것인지, 더욱이 세계대전 

이후 유럽공동체를 논의하던 시기에 이탈리아 민족 간의 민족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이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족의 과거를 바라보는 유용하고 객관적인 시각이 하나라는 신화는 

오랫동안 진실로 믿어져 왔다. 전쟁 직후까지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민족의 과거에서 외세의 침입에 대한 투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탈리아인들이 외세의 점령에 훌륭히 저항했다는 이야기가 민족적 역사와 

민족적 신화의 핵심을 이루었다. 하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단원적이고 

절대적인 시각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민족의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다원화되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는 영화를 통해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1950년대는 이탈리아가 경제, 

정치, 문화 등 전반적으로 변화를 겪던 시대였다. 경제적으로 재건의 

시대에서 성장의 시대로, 정치적으로는 이탈리아 사회당과 공산당의 

정치적 패배로, 문화적으로 대중문화의 시기로 접어든 시기였다. 

전쟁 이후, 이탈리아 지식인들은 영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보여주려고 

했고 네오리얼리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형성했다. 이탈리아 영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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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부터 민족과 민족주의를 중요하게 다루었는데1) 50년대 대중문화와 

소비문화로 인해 영화가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은 강력했다. 또한 당시 

안토니오 그람시의 책이 출간되면서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다룬 영화가 

등장하였다. 바로 1954년 루키노 비스콘티(Luchino Visconti) 감독의 

영화 <센소(Senso:애증)>이다. 영화는 카밀로 보이토(Camillo Boito)2)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베네치아에서 벌어진 민족 통일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영화 분석을 통해 우리는 50년대 민족적 과거에 관한 새로운 

시각은 무엇이었으며 사회적으로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지, 또한 대중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영화와 소설의 

내용을 파악한 후, 다음 장에서 사회적으로 대중적으로 끼친 영향을 밝혀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탈리아의 민족적 과거는 시대와 

관점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가능하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Ⅱ. <센소>와 과거 그리기

영화는 베네치아가 속한 트렌토 지역의 한 귀족 부인 리비아 세르피에리

(Livia Serpieri)와 오스트리아 보병 장교 프란츠 말러(Franz Mahler) 

사이의 애증에 관한 이야기로, 사보이아 가문의 이탈리아 왕국의 주도로 

이탈리아의 통일을 염원한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에 맞서 싸운 쿠스토차 

전투3)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영화는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를 

1) Domenico Meccoli(a cura di), Il Risorgimento italiano nel teatro e nel 
cinema (Roma: Editalia, 1961), p. 7. 

2) Camillo Boito, Introduzione e note di Carla Pinti, Senso e altre novelle 
(Perugia: Guerra Edizione, 1999). 1883년 발표된 『리비아 백작 부인의 비
밀 일기(Dallo scartafaccio segreto della contessa Livia)』

3) 이탈리아 독립전쟁 중 이탈리아 북부에서 오스트리아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시도로서 벌어진 2차례(1848년, 1866년)의 전투로 이 소설의 배경은 1866년 
6월 24일, 이탈리아 왕국이 오스트리아군과 맞서 북부 도시 쿠스토차(Cus-
toza)에 벌인 전투이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진두의 이탈리아군은 
8,000명이 전사 또는 부상당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알브레히트 대공 휘하의 
오스트리아군의 손실은 약 5,600명이었다. 이탈리아군 최고사령부는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데 큰 충격을 받고, 전선에서 물러나 군대를 재정
비하며 1개월을 보냈다. 그러나 같은 해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압력으로 이탈리아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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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한 멜로드라마이지만 1960년대 초 이탈리아 사회가 바라보는 또 

다른 과거를 읽을 수 있는 문화적 매개체로 작용한다. 

당시 비스콘티 감독은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영화사는 

그에게 대형의 스펙터클하면서 동시에 수준 있는 작품을 요구하였고 

각색가 수소 체키 다미코(Suso Cecchi d’Amico)의 조언으로 보이토의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화하였다. 애초에 비스콘티 감독은 원작 ‘리비아 

백작부인의 비밀일기’의 애증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소설의 시대적 

배경인 쿠스토차 전투 전후와 공간적 배경인 베네치아와 베로나를 연결한 

역사 영화의 가능성을 보고 ‘사랑과 증오에 대한 영화’이자 역사 영화4)

를 기획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화는 1954년 검열로 인해 역사적 장면을 

다룬 장면들, 특히 쿠스토차 전투 장면과 이후 프러시아 전투에서의 

오스트리아의 패배 장면이 삭제되었다. 

촬영은 1953년 8월 베로나 근처에서의 전투장면으로 시작하여 9개월간 

이어졌고 영화는 1954년 베니스 영화제에 출품되었다. 이후 1955년 

이탈리아의 64개 도시에 개봉되었고 1956년 프랑스, 1957년 영국, 

1968년 뉴욕에서 개봉되었다.5) 상영 이후 평단과 대중의 반응이 너무 

상이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지만 국제적 반응은 멜로드라마 양식의 

화려한 미장센으로 치장한 영화에 관대했다. 그 이유는 다분히 상업성을 

담은 영화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영화사 룩스는 대형의 화려한 

미장센과 탄탄한 작품을 요구했었다. 이탈리아 영화사들이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를 기용함과 동시에 소설을 원작으로 한 데에는 바로 

영화의 상업성 추구 때문이었다.

이탈리아의 영화 제작자들은 성공적이라고 입증된 원작을 각색함으로써 

영화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도 원작의 인기와 선호도를 이용해 

영화 작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이처럼 문학작품의 영화화는 영화가 

4) Brunetta, Gian Piero, Storia del Cinema Italiano: Dal miracolo economi-
co agli anni novanta 1960-1993 (Rome: Editori Riuniti, 1993), pp. 142-
145. 

5) 미셀 라니, 이수원 역, 『《센소》비평 연구』 (서울: 동문선, 2005),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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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한 직후부터 시도되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문학과 영화의 관계는 

파시스트 정권이 영화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구체화되었다. 

파시스트 정권은 정치 선동의 도구로 영화를 이용하였고 기존의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각색하여 선전에 이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영화는 

문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꾸준한 독서계층의 증가로 

유럽 전역에 작가와 영화 제작자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비스콘티 감독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작품 중 대다수가 소설을 영화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영화는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 - 시간적으로 1866년, 

공간적으로 베네치아와 베로나, 역사적 사건으로는 쿠스토차 전투 - 에 

귀족 계층인 리비아 백작 부인, 백작 부인의 사촌 우소니 후작 그리고 

리비아의 남편 세르피에리 백작이 각자의 입장에서 이탈리아 통일 운동 

시기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소설은 사라져가는 미모를 

한탄하는 39세의 백작 부인이 젊은 오스트리아 장교를 만나 정을 통하고 

이후 자신을 배신한 젊은 장교를 사형에 이르게 한 한낱 추억거리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이다. 

소설은 백작부인이 16년 전 막 결혼해서 신혼여행 중이던 1865년 7월 

베네치아에서 만난 젊은 보병 장교 레미조와의 로맨스와 비극적 결말을 

회상하면서 일기에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일기는 대부분이 그와의 

만남에 대한 것이지만 간혹 이탈리아 민중과 당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부분도 등장한다. 예를 들어, 그녀를 흠모한 어린 변호사 지노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자 그의 부인될 여자에 대해 멍청하고 

바보이며 발은 마부 같은 머리가 텅 빈 여자라고 표현하거나 오스트리아 

군대의 행렬과 붉은 악마 무리인 가리발디군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전달해 주기도 한다.

레미조는 백작 부인의 마음을 훔쳐 돈을 요구하고 부인은 남편이 금고에 

넣어 둔 비싼 목걸이를 대신 건넨다. 영화에서는 좀 더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리비아 백작 부인이 우소니가 맡긴 저항운동단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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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금을 그녀의 정부인 프란츠에게 주는 것으로 각색하고 있다. 레미조는 

목걸이를 팔아 그 돈으로 의사를 매수하여 부상병으로 전쟁터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베로나에 머물 집과 생활비로 탕진한다. 하지만 백작 부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이탈리아 독립군과 오스트리아의 전쟁 와중에도 그를 

만나러 베로나로 향하고 그곳에서 자신이 기만당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충격에 휩싸인 부인은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오스트리아 장군을 

찾아가 의사를 매수한 레미조를 고발한다. 결국 다음날 새벽 레미조는 

사형 당하고 이를 참관한 부인에게 오스트리아 장교는 경멸의 침을 

뱉는다. 카밀로 보이토의 소설은 이렇게 백작 부인과 레미조와의 비극적인 

연애담으로 끝이 나는 듯하지만, 백작 부인이 레미조의 빈자리를 어린 

변호사 지노로 채움으로써 이야기를 더욱 더 어느 귀족 부인의 젊은 날의 

불륜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하지만, 소설과 달리 영화는 ‘베네치아 - 1866년 봄. 오스트리아의 

베네치아 지방 혹은 공국 점령기 마지막 달들’이라는 자막과 함께 

시작된다. 오스트리아의 점령 하에 있지만 이탈리아 해방 운동으로 

동요하는 베네치아의 페니체 극장. 오스트리아인과 이탈리아인 관객들이 

베르디의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Il trovatore)>6)를 관람하고 있다. 

테너가 ‘무기를 들라’ 라고 외치면서 3막이 끝나자 열광적인 박수와 함께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있던 객석 사람들 사이에서 ‘외국인은 베네치아를 

떠나라’ 라는 외침이 들리고 순식간에 극장 안이 시끄러워진다. 오스트리아 

장교들의 흰색 제복과 부르주아들의 검정색 정장들 사이로 이탈리아의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빨간, 하얀, 녹색의 종이들이 흩날리며 ‘라 

마르모라 만세!’, ‘베르디 만세’ 소리가 들린다. 

이런 작은 소동 속에서 젊은 오스트리아 중위, 프란츠 말러가 

이탈리아인들의 자유의 외침을 비웃고 이에 격분한 베네치아 저항 

운동의 일원이며 리비아 백작부인의 사촌인 우소니 후작이 그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특별석에서 남편과 남편의 친구들인 오스트리아 장교들과 함께 

6) 오페라〈일 트로바토레〉는 4부 드라마로 구성되었으며, 1409년 스페인의 
비스케이 지방과 아라곤 지방의 내전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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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경을 지켜보던 리비아 세르피에리 백작 부인은 우소니와 프란츠 

말러의 충돌을 막기 위해 말러 중위를 만나 중재에 나선다. 프란츠는 

그녀의 중재에 우소니와의 결투를 철회하고 이를 계기로 백작 부인과 

프란츠가 뒤이어 만남을 이어간다. 

비스콘티는 영화의 첫 시작을 이탈리아인들의 하나됨을 고취시키는 

오페라와 그에 호응하는 군중들의 함성 그리고 동참을 독촉하는 전단지와 

삼색 색종이를 등장시킴으로써 영화의 정체성을 강렬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오페라의 화려한 미장센과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2악장의 장엄한 

음향, 참석한 관중들의 화려한 차림새, 게다가 여기저기 축제처럼 흩날리는 

색색의 종이 전단지를 통해 컬러 영화의 색채미를 과감히 보여줌과 

동시에 또한 이탈리아 통일에 대한 기운이 그 만큼 열렬하고 강렬하다는 

점을 시사하고자 했다. 대신에 이를 바라보는 귀족 계층을 세 계층으로 

구분한다. 하나는 우소니와 같이 오스트리아에 저항하여 이탈리아 통일에 

적극 동참하는 계층, 또 다른 하나는 세르피에리 백작으로 대변되는, 

민족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는 친오스트리아 성향의 귀족 

계층, 나머지 하나는 백작 부인과 같이 시대적 환경에 무관심한 계층이다.  

페니체 극장의 소동으로 우소니는 국외로 추방을 당하고 리비아와 

프란츠는 이후 밀회를 가진다. 가족들이 시골에 있는 별장으로 떠나기로 

한 어느 날, 쪽지를 받은 리비아 부인은 곧바로 그를 만나러 집을 나서고 

그녀를 의심한 남편이 뒤를 따른다. 리비아는 남편에게 프란츠와의 

관계를 실토하지만 정작 나타난 사람은 통일 운동을 위한 지원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비밀리에 돌아온 우소니 후작이었다. 한때 백작 부인은 

우소니와 함께 이탈리아 통일 운동을 지원하였는데, 프란츠와의 만남 

이후 애국심이 점점 사라져 갔고 결국 우소니가 부인에게 맡긴 통일 

운동을 위해 모금한 자금을 프란츠를 위해 사용한다.

백작 부인의 배신을 눈치 채지 못한 우소니는 모금한 자금을 부인에게 

부탁하며 이후 베네치아 지역의 지원병들에게 전달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백작 부인의 배신은 우소니에 대한 배신이며 이탈리아 통일을 

염원한 베네치아 지역 통일 운동가들과 이탈리아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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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이다. 영화를 보는 많은 관중들은 그녀의 헌신적이지만 거짓된 

사랑으로 인해 안타까움보다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분노는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이 승리하였다는 다음 장면으로 인해 더욱 더 

가중된다.

우소니의 순진하고 숭고한 애국적 행보는 백작 부인의 배신으로 철저히 

무너진다. 게다가  세르피에리 백작은 평소에는 오스트리아에 맞서던 

우소니와 거리를 두었지만, 베네치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변하자 

우소니에게 접근하여 애국주의자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한다. 그는 부인의 

부정을 문제 삼기보다는 그녀를 이용하여 우소니와 같은 새로운 세대에 

조합하여 베네치아에서 살아남으려고 한 백작의 변신은 통일 운동 

시기와 50년대 사회 기득권층의 변신에 대한 고발이다. 부인의 부정을 

비난하고 바로잡아야할 백작은 올바른 정의를 바로 세우기보다는 변신을 

통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뒷 이야기는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리비아는 베로나로 그를 찾아가고 

그는 술에 절어 매춘부와 함께 부인을 모욕하며 밖으로 내쫒는다. 

프란츠는 백작 부인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갔고 돈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척했다며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라며 부인을 비웃는다. 우롱당한 부인은 

프란츠를 고발하고 오스트리아 장군은 그녀의 결정에 따라 프란츠의 

생사가 달려 있음을 상기시키며 다시 생각할 것을 권유하지만 애정을 

배신당한 리비아는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 결국 영화는 사형당한 

프란츠의 이름을 부르며 거리를 비틀비틀 걸어가는 리비아 세르피에리 

백작 부인의 모습으로 끝이 난다. 

영화는 1860년대의 이탈리아 역사를 반추한다. 1861년 이탈리아가 

하나의 단일한 통일 왕국을 이룬 이후 여전히 오스트리아의 지배 하에 

있던 베네치아에서는 많은 파르티잔들이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었다. 

베네치아의 페니체 극장에서 베르디의 오페라를 보면서 이탈리아의 

민중들은 외국인(오스트리아인)을 몰아내고자 한 마음으로 함성을 

외치고 삼색기를 닮은 종이 전단지를 뿌려댔다. 대다수의 베네치아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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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로부터의 독립을 염원했다. 오스트리아로의 독립이 반드시 

피에몬테 사보이아 가문으로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귀족 계급인 우소니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또 다른 귀족 계급인 백작 부인은 영화 초반에 독립 운동가를 지원하지만 

프란츠 말러와의 애정으로 인해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진짜 이탈리아 

여자’에서 ‘베네토 여자’로 변화한다. 그녀에게 이탈리아의 독립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기부이며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행위일 뿐이다. 그러기에 그녀에게 

우소니의 독립에 대한 열정도 독립 자금도 중요하지 않다. 세르피에리 

백작은 훨씬 더 현실적인 인물을 상징한다. 그는 친오스트리아적인 

인물에서 독립 운동가로 변모한다. 그의 변신은 귀족 계급의 현실주의적인 

정치적 변질을 대표한다. 

영화를 보는 동안 우리는 이탈리아의 독립과 통일을 대하는 백작 부인의 

배신에 우롱당하고 세르피에리 백작의 변신에 분노를 느끼며 더구나 

우소니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열정이 좌절된 지점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다. 

영화는 우리에게 1860년대 이탈리아의 독립과 통일을 바라본 다양한 층위를 

보여줌으로서 단일한 이탈리아에 대한 신화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Ⅲ. 1950년대 과거 그리기

1954년 9월 베니스 영화제에서 <센소>가 소개되었을 당시만 해도 관객과 

심사위원단의 반응은 냉담했다. 하지만 영화는 1955년 박스오피스에서 

8위를 기록할 정도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았고 더 나아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우수작으로 평가되었다.7) 영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하나는 영화적 측면에서 ‘비스콘티 논쟁’을 야기했다. 1945

7) 미셀 라니, 『《센소》비평 연구』,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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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무방비 도시>8)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영화는 네오리얼리즘9)을 축으로 

발전하였다. 네오리얼리즘 경향의 감독들은 그들의 사회, 문화적 출신이 

어떠하든 레지스탕스의 경험을 토대로 사회, 정치적 개혁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네오리얼리즘적 시선에 좌파적 색채가 

가미되었고 해방 이후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비스콘티 역시 공산주의 동조자 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고 영화를 

통해 민중과 직접 관련된 일상생활을 보여주었다. 비스콘티의 첫 번째 

영화 <강박관념>은 미국 소설을 각색하고 무솔리니 치하 영화계의 스타를 

주연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오리얼리즘의 선구자격으로 간주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비스콘티의 <센소>은 하나의 충격이었다. 영화는 

민중을 포기하고 대형 스펙터클의 할리우드 식 멜로드라마를 지향하는 

듯이 보였고 현실적인 삶보다는 화려한 상류사회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여 네오리얼리즘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많은 영화비평가들이 

<센소>에 대해 네오리얼리즘 양식을 버림으로서 민중과 현실을 

저버렸다고 평했지만 아리스타르코(Guido Aristarco)와 키아리니(Luigi 

Chiarini) 같은 비평가들은 역사 영화로 지평을 넓힌 또 다른 형태의 

네오리얼리즘이라고 호평했다.

네오리얼리즘 영화는 세계 영화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빈곤한 현실을 꾸밈없는 양식으로 드러내는 영화 기법은 

8) 1945년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의 작품으로,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의 나치 점
령하의 로마, 레지스탕스의 일원인 만프레디가 나치들을 피해 친구 프란체스
코의 집에 몸을 숨기지만 결국 독일군에 의해 그를 도와준 프란체스코의 애인 
피나, 피에토마 신부, 그리고 만프레디까지 죽음을 맞는 이야기이다.

9) 이러한 경향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엄격히 지켜야 할 선언, 정해진 규칙이나 
이념적 강령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네오리얼즘 영화가들은 일반적으
로 알려진 관련 규칙을 대충 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비전문적인 배
우를 캐스팅하고 현장 촬영을 좋아하며 과도한 카메라 사용과 편집 기교를 
피하며 시공간적으로 연속되는 연기에 관심을 가지며 지역 사투리를 사용
하고 당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극적인 장치를 혐오하며 관객들의 
참여를 장려하며 이야기식으로 영화가 끝을 맺는 것을 거부한다. Millicent 
Marcus, “Visconti’s Senso: The Riosorgimento According to Gramsci 
or Histrorical Revisionism Meets Cinematic Innovation”, Ascoli, A. R., 
and Krystyna, von H., ed., Making and Remaking Italy: The Cultivation 
of National Identity around the Risorgimento (Oxford: New York Berg, 
2001),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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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잘 드러내 주기는 했지만 50년대 후반 소비문화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50년대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자 이탈리아 대중들은 

여흥을 즐길 여유가 생겼고 즐거움을 위해 영화관을 찾았다. 매력 없고 

평범한 인물들의 연기와 사실적인 묘사에 점점 관객으로부터 매력을 

잃어갔고 이탈리아 제작자들은 상업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영화사들은 미국 할리우드와의 경쟁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의 제작사와의 합작을 통해 스펙터클한 대서사 역사물을 

재생하였으며 대부분의 제작은 인기를 노린 낭만적인 스펙터클이었던 

것이다.

<센소>을 둘러싼 두 번째 논쟁은 민족통일운동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서 

기인했다. 이 시기에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Quaderni del 

carcere: 1948-1951)』와 『리소르지멘토(Risorgimento: 1949)

』가 출판되면서 이탈리아 통일 운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논쟁이 

야기되었다. 모든 역사적 현상의 경우들이 그렇듯이, 리소르지멘토에 

대해서도 역사가들은 당시 사건에 부여해야 할 의미에 대해 완전히 

동일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는다. 비스콘티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두 

가지의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첫째는 크로체와 젠틸레가 해석한 측면으로, 18세기 이래로 ‘하나의 

단일한 이탈리아’에 대한 염원이 생겨났고 이탈리아 민중들이 외부 

세력 없이 자유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기치로 통일을 이루어냈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탈리아 통일의 중심에는 아래로는 

민중이 있고 위로는 민중을 이끄는 영웅들이 존재하며 18세기 이래로 

이탈리아 반도 내의 민중들 사이에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발달한 

혈연적 및 자연적인 공동체 정신인 민족성이 발현하였다는 견해이다. 

이런 입장은 이탈리아 민중들이 스스로, 자유주의의 이념에 따라, 모두 

힘을 합쳐 독립과 통일을 이루어냈다는 이탈리아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작용을 했다. 

이런 해석은 이탈리아 민중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탈리아의 독립과 

통합 그리고 이후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던 정치가들의 정책에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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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였지만 무솔리니의 전체주의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고 민족으로 뭉친 이탈리아가 파시즘에 빠질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 그람시는 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그가 

중심적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리소르지멘토란 단순히 피에몬테 사보이아 

가문의 영토적 확장이라는 점이다. 피에몬테 군주국은 세력 확장을 

위해 이탈리아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파르티잔들을 

이용하였고 그들을 회유하여 결국 군주국으로 통합되는 해석이다. 

독립과 통일에 앞장섰다는 믿었던 민중 특히 시골 민중은 수동적이었고 

주변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10)  

50년대 역사학계에서는 이탈리아 통일 운동에 대한 두 가지의 지배적인 

견해를 둘러싸고 서로 공방을 펼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센소>는 

영화라는 특수한 문화가 가지는 상징성과 대중성으로 역사적 담론을 

대중의 코드로 확산시키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비스콘티 감독의 

그람시적 입장은 인터뷰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는 종종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은 잘못된 전쟁, 즉 단 하나의 계급에 의해 벌어진, 재난을 야기한 

그런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다”라고 말했으며 그러한 사상은 영화에도 잘 

구현되어 있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역사적 영웅’을 전면에 위치시키지 

않는다. 라 마르모라와 가리발디와 같은 영웅들은 페니체 극장의 시위 

군중이나 파르티잔들에 의해 잠깐 언급될 뿐이며 전투가 진행되는 국제 

정세는 세르피에리 백작의 대화에서나 거론될 뿐이다.  

이탈리아 통일운동에서의 민중들의 역할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페니체 극장에 시위 군중과 파르티잔들이 존재하지만 시위 군중은 

민중이라기보다는 옷차림과 행동으로 볼 때 오히려 부르주아에 가깝고 

파르티잔은 그 수가 매우 적다. 또한 페니체 극장의 시위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이지 않다. 우발적인 외침과 함성만 있을 뿐이다. 우소니는 

오스트리아 군대를 측면에서 공격하기 위해 베네치아 저항군을 조직하여 

10) 그람시와 크로체의 비교는 John A. Davis, “Rethinking the Risorgimento?” 
in Risorgimento in Modern Italian Culture: Revisiting the Nineteenth-
Centure Past in History, Narrative, and Cinema, edited by Norma 
Bouchard (Madison·Teaneck: Fairleigh Dickinson Univ. Pr., 2005), pp. 
27-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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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스토차 전투에 참전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탈리아 통일 정부는 

베네치아의 파르티잔들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여 그의 참전을 

거부한다. 안타깝게도 이 장면은 삭제11)되었지만 영화는 이탈리아 통일 

정부가 민중의 정치적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전쟁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향후 그들이 정치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려고 했음을 보여준다. 영화는 

이미지를 통해 그람시적인 입장에서 통일 운동 시기의 민중, 파르티잔, 

통일 정부의 모습을 대중화하고 있다.  

전쟁 이후 재건을 통해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청년 

세대들은 이전 시대와는 다른 사고와 문화를 향유했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기존의 정치와 문화는 보수적이고 경직되어 보였고 변화를 갈구하는 

마음은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갔다. 영화는 비록 계급과 

지역 간에 소비문화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인들을 

매료시켰고 새로운 소비 문화로 급성장해 갔다. 그들의 상업적 성공은 

바로 전통과 현대를 가르는 하나의 표상이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센소>

는 기존 세력이 만들어 놓은 역사를 뒤집고 비판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영화>는 세르피에리 백작을 통해 이탈리아 정치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영화 초반에 세르피에리 백작은 페니체 극장에서 

오스트리아 장교들과 함께 오페라를 관람함으로써 친오스트리아적인 

성향을 공공연하게 보여주지만, 이후 우소니의 베네치아 파르티잔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잠시 우소니에 동조적인 태도를 보이던 

세르피에리 백작은 이탈리아 통일 정부에서 우소니의 파르티잔이 

배제되자 우소니를 제거하는데 앞장선다(이 장면 역시 삭제되었다). 

이처럼 세르피에리 백작의 3단 변형은 1876년 이후 끊임없이 정치적인 

변절적 태도12)를 보이면서 권력 창출을 도모했던 정치권력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이자 50년대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이었다. 

11) 제프리 노웰 스미스, 이영기 역, 『루키노 비스콘티-역사와 개인의 변증법』 
(서울: 컬처룩, 2018), 146쪽.

12) ‘변절적 태도(trasformismo)’는 1876년 좌파 당수 아고스티노 데프레티스에 
의해 시작된 정치적 행동 규범으로 다수당 획득을 위한 정치적 구조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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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왕국 이래로 자유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통일 정책으로 일관해 

온 집권 기민당의 정치 비전은 그람시적인 시각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았으며 보수주의에 대항한 새로운 세대에게 큰 저항을 받았다. 그와 

함께 이탈리아 공산당 역시 큰 타격을 받았는데, 흐루시초프의 폭로와 

소련의 헝가리 침공으로 인한 헝가리 혁명 발생 등 소비에트 공산당의 

몰락 이후 이탈리아 공산당의 이미지 역시 많이 훼손되었다. 이탈리아 

공산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파시스트 세력으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킨 

민족주의자로 인식되었다. 그들은 실추된 공산당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 레지스탕스의 

이미지를 리소르지멘토의 전통적 해석인 외세의 억압으로부터의 저항과 

같은 선상에 둠으로써 혜택을 보려고 했다.13) 그러나 <센소>는 새로운 

세대의 이탈리아 민중들에게 정치권의 기만적인 정책과 권력 이행을 

위한 변절적 태도를 공고히 보여줌으로써 사회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기민당과 공산당의 이미지 부각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결국, 1963년 12월 중도좌파 연합정부가 출범했다. 

애초의 의문으로 돌아가 보자. 결국, 19세기 혈연적이고 자연적인 

공동체인 민족성을 주장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근대 민족국가는 

이탈리아인에게 다시 부흥하고 부활할 수 있는 성공한 모델이었다. 

근대 민족 국가 건설은 오늘날의 세계화처럼 19세기 유럽의 추세였으며 

뒤처지지 않으려는 이탈리아 국민들의 몸부림이었다. 그러한 과정과 

성과가 다소간의 역사적 우연성과 소수의 열정일지라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극적으로 성취되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혈연적이고 자연적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답은 <센소>의 

백작부인, 우소니, 세르피에리의 세 인물을 통해 그러한 공동체 의식은 

애초에 완벽하게 존재했다기보다는 만들어지고 그려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탈리아 민족성이 혈연적이고 자연적이라면 1861년 통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격렬하게 남과 북의 

13) Giuseppe M. Tosi, “Il Gattopardo e il Risorgimento italiano” in Quaderni 
di Italianistica 17. 1, pp. 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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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불거지거나 2018년 3월 총선처럼 세 지역으로 분열된 결과를 

낳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이탈리아가 여전히 

민족성과 민족국가를 이야기하며 그러한 것을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잘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Ⅳ. 맺는말

한 나라는 특히 근대 국가는 국가의 정체성이 어떤 형태이든지 공통된 

역사를 필요로 한다. 근대 국가가 하나의 통일된 성공적인 정체를 

확립하려고 할 때, 국가 내의 거주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정체성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 그들은 어떤 정체성을 통합하고 어떤 

정체성은 제거하는 것일까. 

19세기 이탈리아는 교황령 국가, 군주국, 공화국이라는 서로 다른 정체를 

하나의 단일한 형태로 통합할 필요를 느꼈고 역사적으로 이루어냈다. 

1861년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통일 왕국으로 하나의 통일된 정체를 

확립하였고 그들은 자유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정체성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기저는 1950년대까지 유효했다. 그들은 다른 정체를 제거하기 

위해 민중, 영웅의 코드를 이용했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진정한 

애국주의자들을 제거하기도 하면서 변신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1950년대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청년 계층은 기존의 

이미지를 의심하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비판의 기폭제는 바로 

소비문화의 일부였던 영화였다. 특히 비스콘티 감독의 <센소>는 

이탈리아 통일운동에 대한 다른 시각을 대중들에게 고발함으로써 기존 

정치에 의문을 갖고 비판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센소>는 카밀로 보이토의 소설 『리비아 백작 부인의 비밀 일기』

를 원작으로 1954년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이 만든 영화이다. 영화는 

역사적으로 베네치아와 베로나를 배경으로 1866년 이탈리아 통일운동 



87

1950년대 과거 그리기와 민족정체성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중 하나인 쿠스토차 전투를 다루고 있다. 영화의 첫 시작은 ‘베네치아 - 

1866년 봄. 오스트리아의 베네치아 지방 혹은 공국 점령기 마지막 달들’

이라는 자막과 함께 시작된다.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오스트리아 중위 

프란츠 말러와 리비아 백작부인의 애증 관계를 다루고 있다. 

<센소>는 화려한 미장센과 대형 스펙터클 그리고 멜로드라마 양식을 통해 

대중적인 상업성을 노림과 동시에 그람시적인 역사적 시각을 대중들에게 

보여주었다. 영화는 두 가지 지점에서 큰 쟁점이 되었다. 하나는 영화사적인 

측면으로 네오리얼리즘이 주류였던 시기에 네오리얼리즘의 장치를 

버리고 대중성을 지향하였다는 점,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으로 

이탈리아 민족통일운동에 대한 그람시적인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주류 시각이었던 자유주의적이고 민족주적인 시각을 비판하였다는 

점이다.

<센소>는 페니체 극장에서의 민족주의적 소란을 통해, 민족통일운동에 

민중들이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리비아 백작 부인의 애증을 

통해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숙명론과 목적론을 제거한다. 특히 이탈리아의 

통일 정부가 우소니로 대변되는 이탈리아의 파르티잔을 의도적으로 

쿠스토차 전투에서 배제함으로써 독립과 통합이 민중과 파르티잔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한 피에몬테 군주국의 팽창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또한 19세기 이래로 이어져온 이탈리아 통일 정부의 정치적 

변형주의를 폭로하기 위해 세르피에리 백작을 등장시키고 있다. 

‘단일한 하나의 민족성’에 대한 신화는 근대국가 형성시기에 만들어진 

이미지이지만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는 국내에서 분리독립을 원하는 지역들을 통제하고 

유럽연합에서 탈퇴해 나가려는 국가들을 통제하는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2018년 3월 총선 

결과, 집권 여당의 다수당 확보 실패로 인해 정치적으로 혼란이 예견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 연합 탈퇴를 지지하는 오성운동당의 높은 지지율로 

인해 향후 이탈리아의 유럽연합에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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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50년대 과거 그리기와 민족정체성 

- 영화 『Senso』를 중심으로 -

김 영 숙

근대 국가가 하나의 통일된 성공적인 정체를 확립하려고 할 때, 국가 내의 

거주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정체성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 

그들은 어떤 정체성을 통합하고 어떤 정체성은 제거하는 것일까. 1950

년대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청년 계층은 기존의 이미지를 의심하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비판의 기폭제는 바로 소비문화의 일부였던 영화였다. 특히 비스콘티 

감독의 <센소>는 이탈리아 통일운동에 대한 다른 시각을 대중들에게 

고발함으로써 기존 정치에 의문을 갖고 비판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센소>는 두 가지 지점에서 큰 쟁점이 되었다. 하나는 영화사적인 

측면으로 네오리얼리즘이 주류였던 시기에 네오리얼리즘의 장치를 

버리고 대중성을 지향하였다는 점,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으로 

이탈리아 민족통일운동에 대한 그람시적인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주류 시각이었던 자유주의적이고 민족주적인 시각을 비판하였다는 

점이다. ‘단일한 하나의 민족성’에 대한 신화는 근대국가 형성시기에 

만들어진 이미지이지만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는 국내에서 분리독립을 원하는 지역들을 통제하고 

유럽연합에서 탈퇴해 나가려는 국가들을 통제하는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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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awing Past 1950s’ and identity of nation 

- Focusing on the movie Senso -

Kim, Youngsook

When the modern nation tries to establish successful a unified 

identity, it is natural to use the identity to intergrate residents in 

the nation. And then, what identity do they intergrate and remove? 

In the 1950s a new generation of youth in a new era in which 

society was stable and affordable began to doubt and criticize 

existing images. The initiative of such criticism was a film that was 

part of the consumer culture. In particular, Visconti’s Senso helped 

criticize the existing politics by accusing the public of a different 

view of the Italian unification movement. 

Senso became a major issue at two points. One is that in the time 

of neorealism it was abandoned and aimed at popularity. The other 

is a historical perspective that show a Gramscian view of the Italian 

risorgimento: criticizing the liberal and nationalistic view. A myth 

about ‘a single ethnicity’ is the image created during the formation 

of the modern state, but it has been recognized as a powerful source 

of strength to this day. Therefore, Italy controls the regions that 

want to separate and it is the principle that governs the countries 

that want to withdraw from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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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일

I. 독일 역사정치문화의 종말? 

2017년 9월 24일은 독일인들에게, 적어도 독일정치 지형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날이다. 극우정당으로 분류되는 신생의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 이하 독일 대안당)

이 진입장벽이었던 지지율 5%를 훌쩍 넘어 독일연방의회에 입성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독일 대안당의 약진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많은 독일인들이 앞서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들과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보며 독일 대안당의 독일의회 입성을 오래전부터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독일 대안당이 2017년 독일연방의회 선거에서 획득한 

득표율 12,6%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것은 독일 정치판의 

양강으로 분류되는 기민연/기사연과 사민당 다음에 위치하는 일약 제 

3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극우정치에 관한 한, 2017년 9월 24일은 

독일의 예외주의가 무너진 날로 회자될 것이다. 전후 독일에서 무수한 

극우정당들이 등장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지방의회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5%의 ‘연방의회 진입장벽’ 앞에서 모두 

좌절하곤 했었다.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극우정당들이 약진할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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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극우정치의 청정지대’라는 프로필을 지켜낼 수 있었다. 외르크 

하이더(Jörg Haider)가 이끄는 자유당(FPÖ: Die 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이 전후 유럽 극우정당이 거두었던 역대 최대 승리를 

자축하며 오스트리아 의회에 입성했던 때에도 그러했고, 핌 포르퇴인

(Pim Fortuyn)의 자유당(PVV: the Partij voor de Vrijheid)이 일약 

제 2 당으로 도약하며 네덜란드의 ‘다문화주의의 종말’을 알렸을 때도 

그러했다. 이보다 훨씬 질진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장마리 르 펜과 그의 

딸 마린 르 펜의 민족연합(Rassemblement National)1)으로 대표되는 

프랑스에서의 극우화에도 독일 예외주의는 좀처럼 흔들림이 없었다.2) 

이러한 독일 예외주의는 독일의 독특한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에 

기인한다. 그것은 극단적 민족주의가 남긴 과거의 깊은 상흔으로부터 

만들어지고, 교육되어진 독일의 사회적, 정치적 의식이다. 정치문화는 

독일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리며 점진적으로 발전, 변화해 왔다. 그럼에도 

나치의 민족공동체와 홀로코스트로 상징되는 과거 ‘독일의 재앙’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역사의식이 늘 그러한 ‘역사정치문화’

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3) 이것은 전후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추진했던 경제적, 정치적 근대화의 방향타 노릇을 했다. ‘중부유럽’의 

맹주를 꿈꾸었던 국수적 ‘게르만중심주의’를 버리고 독일, 더 정확히 

서독은 ‘서구연합(Westbindung)’을 외치며 서구사회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일원이 되었다. 독일사회는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루어내었고, 

한때 독일역사 속에 결여 되었다는 민주주의 제도를 잘 발전시켰다. 

근대화론자들의 언어를 빌자면, 독일은 비로소 ‘정상국가’가 될 수 

1) 2018년 6월 이후 당명이 민족전선(Front National)에서 민족연합으로 바뀌
었다. 

2) Simon Bornschier, “Why a Right-Wing Populist Party Emerged in 
France but not in Germany: Cleavages and Actors in the Formation of 
a New Cultural Divid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012), 
pp. 121-145.  

3) 고로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정치문화 대신 독일의 역사정치문화로 명명될 것
이다. 이것은 학교교실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사회화 과정 속에서 의식적, 무
의식적으로 학습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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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4) 하지만 이러한 정상국가로의 노력은 다른 ‘비정상’을 낳았다. 

독일을 사랑하고, 독일인임을 자부하는 –여타 나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전한 애국주의의 발로’조차도 독일사회에서는 오랫동안 

터부시되었다. 이러한 ‘히스테리적 탈민족주의’와 함께 나치과거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릴 만큼 예민한 자기반성과 자기검열 역시 ‘비정상’으로 

비춰졌다. 적어도 보수주의자들에게는 그러했다. 탈민족주의를 표방했던 

사회에서 독일인들은 자부심과 정체성의 근원을 비약적인 경제발전, 

잘 발달한 민주주의 제도, 경제공동체 내지 평화공동체로서의 유럽, 

목가적인 로컬 공간 등에서 찾았다. 특별히 유럽은 새로운 정체성의 

발로가 되었다. 전후 독일 외교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서구로의 접근’과 ‘

신동방정책’은 유럽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공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물론 그것은 과거사청산을 통한 이웃나라들과의 관계회복이 전제되어야 

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이견들과 격렬한 반대가 있기도 

했지만, 이러한 독일의 역사정치문화는 독일정치시스템 속에 뿌리내리며 

수용되어져 왔다. 독일 대안당은 이러한 역사정치문화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그것은 독일연방공화국이 걸어왔던 근대화의 길 자체에 대한 

반동을 의미한다. 독일 대안당은 이전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권위적 

체제로의 복귀를 꿈꾸었다. 피와 땅에 기반 한 민족과 하이마트라는 오래된 

개념은 다시금 극우정치의 핵심어가 되었다. 대안당의 성공은 심화하는 

세계화 과정 속에 급속하게 일어난 트랜스내셔널 전환기의 혼돈과 불안의 

결과물이다. 더 정확히 그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기성정치의 

무능함과 불특정 다수의 실망과 분노가 빚어낸 결과물이다. 그 변화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고, 두 차례 ‘유럽위기’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II. 위기의 정당: 반유로와 반난민             

4) 특별한 길에서 정상의 길로 들어섰다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근대화 내지 서
구화는 오랫동안 독일주류 역사학의 시각으로 자리매김했었다. 물론 근대
화이론과 ‘특별한 길 테제’의 쇠퇴와 함께 이 시각 역시 많은 비판을 받았
다. Philipp Gassert, “Die Bundesrepublik, Europa und der Western. 
Verwerstlichung, Demokratisierung und einigen komparatischenDefiz-
iten der zeithistorischen Forschung,” Jörg Baberowski/Eckart Conze/
Philipp Gassert/Martin Sabrow ed., Geschoichte ist immer Gegenwart. 
Vier Thesen zur Zeitgeschichte(München, 2001), p. 68.



97

독일의 극우정치와 난민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2008년과 2015년에 일어난 두 차례의 ‘유럽 위기’는 독일 대안당의 

출범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유럽 금융위기로 인해 정치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던 독일의 대안당은 유럽난민위기를 발판으로 

비약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독일의 대안당은 독일 연방의회 

선거 7개월 전인 2013년 3월에 창당되었다. 자유보수주의자들과 

민족보수주의자들이 창단의 주역들이었는데, 그들의 공통분모는 ‘

반유럽’과 자민족중심주의였다. 물론 창당초기 단일이슈정당으로 불릴 

만큼 반유럽통합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자유보수주의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독일 제국과 바이마르 공화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인 뿌리를 가진 자유보수주의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기민/기사연 

내부에 경제적 자유주의 진영과 자유민주당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실 자유보수주의 주류는 경제적 자유주의자들로서 유럽통합을 

지지했지만, 유럽통합회의론자들 역시 존재했었다. 마스트리트 조약 

체결 이후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뉴라이트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가 

유럽에 형성되었는데, 이 네트워크는 이후 독일 대안당 결성 과정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특별히 영국의 토리당 유럽회의론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독일 ‘반유럽 운동가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 2005

년 유럽헌법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를 통해 좌초되었던 사건 

역시도 독일 반유럽주의자들의 정치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결정적이었던 

것은 2008년 유럽 금융위기에 대한 독일 제도정치권의 대응이었다.5) 

독일 대안당은 창당 발기문에서 유럽금융위기에 대한 독일정부의 ‘

긴급수혈정책’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다. 유로존은 부적절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의 경쟁압력 속에서 가난해졌다. 전체 국가들은 

지불불능 상태의 경계에 놓여있다. 수백만 유로가 연방정부에 의해 저당 

잡혔다. 이러한 정책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과도하고 무책임한 

5) Dieter Plehwe,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Europäische und trans-
atlantische Dimensionen des neuen Rechtsliberalismus”, Alexander 
Häusler ed., Die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Programmatik, Entwick-
lung und politische Verortung(Wiesbaden, 2016),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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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이다.”6)    

함부르크 대학 경제학 교수였던 베른트 루케(Bernd Lucke),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신문과 벨트지 기자를 엮임 했던 콘라트 

아담(Konrad Adam), 정치인 알렉산더 가우란트(Alexander Gauland)

가 창당을 주도했는데, 이들 모두는 기민연 탈당파들이었다. 특별히 

루케는 초기 대안당의 브레인이자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맡았다. 그는 

베를린에서 열린 창당대회 개막연설에서 중도정당을 표방하며, 

‘반유로정책’을 당의 핵심정책으로 선언했다7): “우리는 여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중도정당이 탄생하는 순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유로위기 속에서 기성정당들은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소홀하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다른 정치적 

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단일이슈 정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유로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한 독일정부와 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당들의 연합전선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독일에 

경제적 이성과 사회적 책임이 활성화되게끔 돕지 못한다면, 분명 우리는 

다른 주제들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당대회에서 하나의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려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정당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사회적 중도 정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8)  

비록 단일이슈정당이 아니라고 했지만, ‘유럽회의주의’라는 당의 

6) 2012년 9월 이들에 의해 발족했던 선거대안 2013(Wahlalternative 2013)
이 독일 대안당의 모태가 되었다: Günther Lachmann, “Anti-Euro-Partei 
geißelt die Politik der Kanzlerin”, Die Welt(2013.3.3.).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114091447/Anti-Euro-
Partei-geisselt-die-Politik-der-Kanzlerin.html

7) 2013년 4월 14일 열린 이 창당대회에서 루케는 3명의 당대표 가운데 최다 득
표자로 선출되었다. 베른트 루케 96%, 프라우케 페트리(Frauke Petry) 81%, 
콘라트 아담 80%. 

8) Rede von Prof. Dr. Bernd Lucke auf dem Gründungsparteitag in Ber-
lin(2013.4.14.).

https://deutsche-wirtschafts-nachrichten.de/wp-content/up-
loads/2013/04/Rede-Bernd-Luck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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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과 체계적인 반유럽 캠페인은 짧은 시간 안에 당이 성장하는데 

효과적이었다. 2013년 창당할 때 유럽금융위기 상황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많은 유권자들의 의식 속에 여전히 ‘퍼주기식 구제정책’

에 대한 강한 불만들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성정당들은 

유럽연합체제의 유지를 원했기 때문에 유로정책에 반하는 체계적인 

선거 캠페인과 선거 전략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독일 대안당은 이러한 

기성정당들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다.9)

2013년 9월 22일 치러진 독일연방의회 선거에서 대안당은 의회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짧았던 준비기간을 감안한다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4,7%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대안당의 지도층에 기민연 출신들이 많이 

포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자유당 지지자들의 표가 상당부분 

독일 대안당으로 흘러들어왔다는 선거분석이 나오기도 했다.10) 실제 

기민연과의 연정에 참여하고 있었던 자유당은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의회진출에 실패하는 ‘충격적 재앙’을 겪었다. 처음부터 대안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 당의 반유럽적 정서와 정책에 매혹되었다면,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적지 않은 유권자들은 대안당이 감정적으로 고조시켰던 

위기시나리오, 특별히 이민과 관련된 위기시나리오와 강력한 반이민정책 

때문에 막판에 대안당으로 돌아섰다.11)

창당 초기부터 ‘반이민’은 ‘반유로’와 함께 당의 핵심 아젠다로 

발전했다. 무엇보다 자유보수주의자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던 

민족보수주의자들에게 반이민 캠페인은 당 안팎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민족보수주의자들 안에도 

온건보수파와 극우세력으로 갈라져 있었다. 침묵하는 ‘중간지대’의 다수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으로서의 대안당은 처음부터 기성정치에 실망한 

다양한 정치노선을 포함하고 있었다. 기성 정치문화와 정치시스템에 

9) Rüdiger Schmitt-Beck, “Euro-Kritik, Wirtschaftspessimismus und Ein-
wanderungsskepsis: Hintergründe des Beinah-Wahlerfolges der Alter-
native für Deutschland(AfD) bei der Bundestagswahl 2013”,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Heft 1(2014), p. 96.

10) Ibid., p. 99.  

11) Ibid.,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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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극단적 거부, 개인적 성취와 시장경제의 수호, 최소한의 국가역할,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개인적, 사회적 평등에 대한 강한 거부. 

주변화 된 집단의 사회통합에 대한 거부, 민족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 

반이슬람주의, 외국인혐오와 인종주의 등의 특징들이 하나의 ‘신당’ 안에 

다 들어 있었다.12) 이 당을 어떠한 이념적 스펙트럼에 위치시켜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났던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였다. 당내 노선갈등과 

노선투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처음 당권을 잡았던 루케를 위시한 

당내 경제자유주의 신봉자들은 가능한 한 당의 극우화를 막으려 했다: “

우리 당은 외국인혐오를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외국인을 혐오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당에서 찾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13)

루케를 중심으로 치러졌던 2014년 유럽의회선거에서 독일 대안당은 

7,1%라는 지지율을 획득하며 독일에 배분된 96석 가운데 7석을 차지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치러진 작센, 튀링엔, 브란덴부르크 지방선거에서도 

독일 대안당은 각각 9,7%, 10,6%, 12,2%의 높은 지지율을 받으며 성공을 

이어나갔다. 지방선거의 승리로 극우성향의 지역당위원장들이 속속 

지방의회에 진출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면서 당의 우경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당의 우경화에 대한 일종의 선언문과 같은 

에어푸르트 선언(Erfurter Resolution)이 나온 것이 2015년 3월이었다: 

“독일을 위한 대안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다. 작년에 우리는 빛나는 

정치적 성공을 이루어 내었지만, 신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문제제기를 

너무 쉽게 여기는 우를 범할 위기에 있다. 시민들은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는 다른 기성정당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희망했기 때문이었다. 더 

민주적이고, 더 애국적이고, 더 용감할 것이라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약속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별 어려움 없이 기성정당 체제에 

점차 순응하게 되었다: 기능주의, 뻔뻔함, 국익에 대한 배신행위.”14)

12) Carl C. Berling, “Alternative für Deutschland(AfD) - Germany’s New 
Radical Right-wing Populist Party”, Ifo DICE Report vol. 15(2017/4), p. 
16.  

13) Timo Stein, “Interview: Eurokritiker Lucke >>Wir lehnen Ausländer-
feindlichkeit ab<<”, Cicero(2013.4.8.).

14) AfD, Erfurter Resolution. https://www.derfluegel.de/erfurterresolution.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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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자, 기능주의자, 배신자로 공격했던 것은 루케와 그의 

추종자들이었음이 분명하다. 에어푸르트 선언의 초안을 짜고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당내 극우민족주의 계파조직인 ‘날개(Der Flügel)’였다. 더 

정확히는 -에어푸르트 선언이 “날개의 발기문(Die Gründungsurkunde 

des Flügels)”으로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에어푸르트 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당대 극우주의 계파 ‘날개’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15) 그 중심에는 튀링엔 대안당 대표 뷔요른 획케(Björn Höcke)와 

작센-안할트 대안당 대표였던 안드레 포겐부르크(André Poggenburg)

가 있었다. 에어푸르트 선언 이후 루케의 당내 입지는 현저히 약화되었고, 

짐나지움 역사/체육교사 출신의 획케가 당의 우경화를 주도하며 당의 ‘막후 

실력자’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2015년 7월 에센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의 새로운 공동대표로 기존의 프라우케 페트리(Frauke Petry)와 함께 

외르크 모이텐(Jörg Meuthen)이 선출되면서, 루케는 탈당계를 던졌다. 

그는 진보와 재건을 위한 연합당(Allianz für Fortschritt und Aufbruch, 

이후 자유보수개혁 Liberal-Konservative Reformer으로 당명개정)

을 창당하고, 다시금 정치적 영향을 얻으려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당내 

자유보수주의의 또 다른 상징인물이었던 전 독일산업연맹회장 한스 

올라프-헨켈(Hans Olaf-Henkel) 역시 루케를 따라 당을 떠나게 되는데, 

이들의 탈당은 당 노선 변경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  

획케와 그의 극우민족주의 추종자들은 에어푸르트 선언에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1. 기성정당들에 대한 

근원적이고,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대안 2. 지난 수십 년의 사회적 실험들, 

이를테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다문화주의, 교육적 방임에 

반대하는 우리 민족 운동 3. 독일의 자치와 정체성의 계속적인 공동화

(空洞化)에 대항하는 저항운동 4. 실제적으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Mut zur Wahrheit)를 가진 당.16)

대안당 극우보수파들이 주창하고 있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와 

15) Ibid.

1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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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주의로의 회귀이고, 독일 연방공화국의 오랜 정치적, 경제적 근대화 

과정 자체와 그 속에서 합의되었던 공동의 가치 모두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양성평등과 성적 다양성에 대한 전면적 부정, 훈육과 

질서, 독일정체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보수적 교육으로의 복귀, ‘유로존’

에 대한 강한 거부, 이민국가로서 독일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들에 

대한 부정과 민족적 힘의 원천으로서 하이마트의 수호(Heitmatsschutz) 

등이 그것이다. 종국에 이것은 나치과거의 긍정적 소환과 계승,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정적 기억문화에 대한 강한 거부와 독일의 역사정치문화에 

대한 파상공격으로 이어졌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불편함과 

상실감을 제대로 표현 할 수 없었던 중원의 불특정 다수의 독일민족 

내지 ‘순수한 독일인들’을 대변하는 용기 있는 당이 극우보수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대안당의 정체성이었다.17) 

독일 대안당의 성공스토리는 독일의 역사정치문화 속에서 터부시되었던 

독일의 현실 내지 위기상황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야기했다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적어도 이 당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매몰된 기성정당의 ‘위선’에 신물을 느끼고, ‘독일현실’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해주는, 더 정확히는 자신들의 불안과 분노를 이해해주고 대변해 

줄 정치적 대안을 독일 대안당에서 찾았다.    사실 첫 번째 당노선 투쟁 

이후 극우보수주의 또는 극우포퓰리즘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싶어 

했던 대안당 당원들이 당을 떠났고 –대략 전체 당원의 20%가 이때 

빠져 나갔다-, 상승하던 당의 인기도 잠시 소강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유럽으로 몰려오는 엄청난 규모의 난민물결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과 

‘트랜스내셔널 유럽’에 방점을 두었던 기성정당들의 대응이 무능력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독일 대안당의 인기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독일 대안당의 성공 요인은 그 정책과 전략도, 두 차례의 걸린 유럽위기도 

아니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 파생된 사회적, 정치적 

변혁이 의회 밖 ‘프로테스트 군소정당’에게 제도권 정치로의 진입 

가능성을 열어 주었던 것이었다. 위기는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었던 

이러한 변혁을 가속화시키거나 가시화시켰을 뿐이었다.   

1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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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민족주의적 전환기(nationale Wendezeit)’와 진실을 말할 

용기(Mut zur Wahrheit) 

획케와 ‘날개’ 회원들은 독일의 사회적, 정치적 변혁이 그들에게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근본적인 정치전환(Eine 

politische Wende)”으로 불렀던 ‘거대한 변혁’을 그들의 당이 여전히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질책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이 변혁에 대처해야 

함을 호소했던 것이 에어푸르트 선언이었다. 이것은 기성정당들과 

미디어, 그리고 그들이 ‘망할 놈의 사회적 실험’이라 불렀던 것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는 자들과의 전쟁 선포였다.18) 그러나 실제 이 선포는 외부로 

향하기보다 내부의 적에게 향했다. 루케와 그의 추종자들이 물러난 

뒤에도, 노선갈등이 당내에 끊이지 않았다. 극우민족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내게 되긴 했지만, 당의 극우화와 극우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여전히 수적으로는 우세했다. 심지어 극우주의자들 내부도 역사적 

인식의 차이로 갈라져 있었다. 획케와 그의 추종자들은 에어푸르트 

선언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 즉 서명한 자와 서명하지 않은 

자로 편 가르기를 했다.19) 

날개 회원들은 매년 튀링엔의 키프호이저(Kyffhäuser)에 있는 빌헬름 

황제 기념비 앞에서 모임을 갖고, 세를 과시했다. 2015년 6월 모임에서 

날개의 공동회장인 획케는 작금의 정치적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민족주의적 전환기로 명명하며, 극우민족주의 정당이 독일에 뿌리 내릴 

수 있는 호기로 보았다. 여기서 행했던 연설에서 그는 이전 독일의 

‘이주민 논쟁’에서 자주 등장했던 익숙한 표현을 사용했다: “동지 여러분, 

우리 망하지 않도록 합시다(wir lassen uns nicht abschaffen)! 우리는 

18) Ibid.

19) 대안당 내 극우계파 ‘날개’의 홈페이지에서는 에어푸르트 선언에 대한 서명
운동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https://www.derfluegel.de/erfurter-
resolution-unterzeich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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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끌어내었고, 이 전환을 이루고 싶고, 이룰 것입니다.”20) 바로 

이 표현은 2010년 출간된 틸로 자라친(Thilo Sarrazin)의 책 

제목 『독일이 망하고 있다(Deutschland schafft sich ab)』에서 따온 

것이다.21) 계속 독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과 난민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우둔한 2,3세들의 증가와 독일인들의 출산율 저하로 더 이상 이전의 자랑에 

마지않던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독일인들의 나라’가 망해가면서 누리고 

있던 부와 풍요 역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분노가 두 표현 속에 

담겨 있다. 우생학적 인용으로 인종주의 혐의를 받기까지 했던 자라친의 

책은 획케와 같은 극우보수주의자들에게 다음의 2가지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첫째, 이주민와 난민, 그리고 그들의 사회통합을 바라보는 

보수민족주의적 시각이 많은 지지자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

구매자 모두가 이런 시각에 동의하는 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1천 5백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는 것은 독일사회 안에 반이민과 반난민 

전선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었다. 

둘째, 독일의 역사정치문화의 굳건함으로 보수민족주의적 실천 역시 

많은 사회적, 정치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독일사회 좌파자유주의자들의 ‘정치적 올바름’에 

비수를 꽂았다는 자라친의 도발이 개인적 고립과 희생-출당과 파면-

을 초래했고, 급기야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이후 독일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다룬 『새로운 

도덕테러. 독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경계(Tugendterro. Über 

die Grenzen der Meinungsfreiheit in Deutschland.)』을 쓴 것도 그 

때문이었다.22)

극우보수주의자들은 기꺼이 독일의 역사정치문화라는 거인에 대항해 

싸우고자 했다. 획케와 같은 권위적 혁명가(Die autoritäre Revolte)

20) DGB, Die AfD: Auf dem Weg in einen völkisch-autoritären Populismus. 
Eine Zwischenbilanz vor der Bundestagswahl 2017(Berlin, 2017), p. 13
에서 재인용. 

21) Thilo Sarrazin, Deutschland schafft sich ab. Wie wir unser Land aufs 
Spiel setzen(München, 2010). 

22) Thilo Sarrazin, Der neue Tugendterror. Über die Grenzen der Mei-
nungsfreiheit in Deutschland(Münche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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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자라친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 준 영웅이었다.23) 또한 그들은 

자라친으로부터 그들의 투쟁이 승산이 있다는 것도 배웠다. 기성정당들은 

독일의 역사적 정치문화의 올무에 갇혀 진실을 이야기할 용기도, 

현실을 바꿀 능력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독일사회에 넘쳐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 올무를 깨고 자신들의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해줄 새로운 정당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어졌다고 그들은 믿었다. 

유럽난민위기를 대하는 개별 민족국가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대립 속에 

갈팡질팡하는 독일 기성정당들의 무능력은 그 요구를 더 절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날개의 공동회장으로 획케와 함께 당대 극우세력을 

대표했던 안드레 포겐부르크 역시 일찍부터 이러한 ‘민족주의적 전환기’

가 독일 대안당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믿었다: “우리는 이제 

실제 의회 안에 진짜 독일 민족주의 정당을 안착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24)

독일 대안당 내 극우보수주의자들이 기회의 실현을 위해 제시했던 

해법은 아주 단순했다.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였다. 분노하고, 당황해 

하는 국민들에게 이전이 훨씬 나았다고 설득하는 것이었다. 독일의 부가 

복지국가적 차원에서 조직되고 제도화 되고 있던 그때, 남자들은 일하고, 

여자들은 집에 머물던 그때, 이주민들이 여전히 손님노동자들로 불릴 

그때. 그들은 언제가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들은 이야기 

했다. 때때로 극우민족주의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상향으로서의 과거는 

1945년 이전을 의미하기도 했다. 권위적이고 배타적이었던 민족국가, 

피와 땅에 근거한 좁고 배타적인 민족개념의 잣대 아래서 차별과 배제, 

혐오와 폭력이 정당화되었던 곳, 독일연방공화국이 오래전에 떠나 왔던 

그곳으로의 복귀가 그들이 제시한 해법이기도 했다. 그들은 국경폐쇄, 

추방, 격리, 동화 등을 다시금 민족주의적 전환기 이주정책과 난민정책의 

핵심키워드로 만들었다. 민주화된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이러한 것들은 

인권침해와 외국인혐오, 심한 경우 범죄유무의 논란 속에서 실행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23) Volker Weiß, Die autoritäre Revolte. Die Neue Rechte und der Unter-
gang des Abendlands(Stuttgart, 2017), p. 10.

24) DGB, Die AfD: Auf dem Weg in einen völkisch-autoritären Populismus, 
p. 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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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권위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기억의 장소인 

빌헬름 황제의 기념비가 있는 키퍼호이저에서 대안당 극우보수주의자들이 

매년 모임을 갖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획케가 독일의 기억문화를 공격했던 것도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다시금 우리 역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지게 됩니다. 프란츠 요제프 스트라우스는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과제로서 과거극복이 민족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동지 여러분, 프란츠 요제프 스트라우스가 옳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둔한 과거극복정책이 프란츠 요제 스트라우스의 시절보다 

오늘날 우리를 훨씬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신속히 

기억정치를 180도 바꾸어야 합니다.”25) 2017년 1월 드레스덴에서 열렸던 

대안당 청년모임에서 행했던 그의 연설, 특별히 “우둔한 과거극복정책

(Dämliche Bewätigungspolitik)”과 “기억정치의 180도 전환(eine 

erinnerungspolitische Wende um 180 Grad)”이라는 표현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기성정당의 정치인들로부터의 신랄한 비판은 전혀 

예상 못했던 것이 아니었지만, 내부로부터의 비판은 획케에게 뼈아픈 

것이었다. 당시 대안당의 공동대표였던 페트리는 획케의 도발적 연설을 

해당행위로 간주하고 징벌위원회에 회부시켰다. 그곳에서 그의 출당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날개 계파’

는 전체 당원의 20%를 상회하는 정도였다. 획케의 연설을 계기로 당의 

극우보수주의에 대항하는 반대세력으로 대안적 중도파(Alternative 

Mitte)가 결성되기도 했다. 수적 열세와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날개 

계파는 당내 막강한 권력을 획득했다. 당 지도부와 불협화음을 내었던 

공동대표 페트리는 당내 영향력을 잃게 되었고, 연방선거후 탈당해 

청색당(Die blaue Partei)을 만들었다. 페트리 축출을 막후에서 조정 

했던 것도 날개 계파였다. 페트리의 후임으로 대안당 공동대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가우란트는 브란덴부르크 대안당 대표로 획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극우보수주의자였다. 계파 내부에서도 계속적인 권력투쟁 

25) “Höcke-Rede im Wortlaut. >>Gemütszustand eines total besiegten 
Volkes<<”, Der Tagesspiegel(2017.1.17.). https://www.tagesspiegel.
de/politik/hoecke-rede-im-wortlaut-gemuetszustand-eines-total-
besiegten-volkes/19273518.html



107

독일의 극우정치와 난민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내지 노선투쟁이 감지되고 있지만, 향후 날개 계파를 중심으로 한 당의 

우경화와 독일의 역사정치문화에 대한 파상공격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독일 역사학자들도 우려의 눈으로 이러한 발전을 지켜보고 있다. 사실 

독일의 역사정치문화에 충격을 주고 수정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다. 그럼에도 현대사가 마틴 자브로우(Martin Sabrow)는 획케의 

‘역사정치적 행보’가 앞선 시도들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선 

시도들 대부분이 치욕스러운 나치과거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비판의 

초점을 나치과거에 대한 반복되는 기억과 상기에 맞추었다면, 획케는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예매한 태도는 역사적 

과오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읽혀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고 있는 획케의 드레스덴 연설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형성되었던 

–자브로우의 언어를 빌자면- 역사적 계몽의 패러다임(Das Paradigma 

der historischen Aufklärung)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인 셈이다.26) 

획케의 연설에서 보여지는 나치 레토릭이 독일의 다른 극우정당 

독일민족민주당(NPD,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획케가 드레스덴에서 논란이 되었던 

연설을 했던 날은 –우연히도- 독일헌법재판소가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금지를 이유 없는 것으로 각하한 날이기도 했다. 획케의 에어푸르트 

선언 역시 독일민족민주당 싱크탱크였던 위르겐 간젤(Jürgen Gansel)

의 구상에서 차용되었다는 주장이다.27)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나치과거와 그들의 사용했던 레토릭과 이미지 등이 독일 대안당의 

극우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계속 소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민족주의적 전환기라는 그들의 인식에서도 드러나듯이, 피와 

땅에 기반 한 오래된 민족(Volk)은 대안당의 연설이나 선언문에 빠지지 

않는 핵심어가 된지 오래다. 나치즘연구에 오랫동안 천착한 역사가 

미하엘 빌트(Michael Wild)는 독일 대안당을 민족을 로비하는 정당

26) Martin Sabrow, “Höcke und Wir”, Zeitgeschichte-online(2017.1).

27) Andreas Kemper, “Den >>Kampf um die Sprache gewinnen<< Zur 
NS-Rhetorik des AfD-Politikers Björn Höcke”, Zeitgeschichte on-
line(2017.4.1.).

 https://zeitgeschichte-online.de/kommentar/den-kampf-um-die-
sprache-gewi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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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bypartei des Volkes)으로 명명하며, 대안당이 민족을 “과대포장

(Mogelapckung)”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민족과 민족공동체를 소환한다면, 그것이 왜 몰락했는지에 대해서도 염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과거 민족의 이름으로 나치에 의해 저질러진 많은 

만행들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했던 위험성을 그는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28) 나치과거를 미화하고, 그것의 오래된 민족개념을 정치적으로 

소환하며,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하고 발전해 온 

역사정치문화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려는 대안당의 극우보수화에 반기를 

든 것은 비단 개별 연구자들만이 아니었다. 2018년 9월 27일 뮌스터에서 

열린 역사학대회에서 독일역사가협회는 독일 대안당의 부상과 극우화를 

민주주의의 위기로 진단하고 아래와 같은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1. 역사적으로 섬세한 언어사용을 지지하며,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사용을 반대한다. 

2. 의회민주주의와 다양한 논쟁문화를 지지하며, 포퓰리즘를 반대한다.  

3. 함께 행동하는 유럽을 지지하며, 민족주의적 독자행보를 반대한다. 

4. 인권을 지지하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 

5. 과거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지지하며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반대한다.29)

사실 독일 대안당의 문제가 잘못된 과거인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패러다임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읽었을지 모르지만, 독일 

대안당에는 현실인식과 미래방향이 부재하거나 왜곡되었다. 현재의 

문제는 민족과 민족주의의 부재에서가 아니라 그것의 과잉에 있다는 

것이다. 심화하는 세계화 과정에서 급속하게 진행된 ‘트랜스내셔널 

현실’과 사회변혁에 어울리지 않게 현재의 제도들과 시스템, 인식과 

이념은 여전히 민족과 민족국가라는 프레임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유로위기와 난민위기에서 보여 졌던 많은 갈등들과 혼란들은 여기에 

28) Michael Wildt, Volk, Volksgemeinschaft, AfD(Hamburg,2017), p. 11. 

29) Resolution des Verbandes der Historiker und Historikerinnen Deutsch-
lands zu gegenwärtigen Gefährdungen der Demokratie(Münster, 
2018.9.27).  

https://www.historikerverband.de/verband/stellungnahmen/resolution-
zu-gegenwaertigen-gefaehrdungen-der-demokrati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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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유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주의적 전환 대신 트랜스내셔널 전환을 

이야기해야 할 때이다. 

  

IV. 새로운 전환의 시대와 ‘하이마트 정치’ 

몇몇의 통계자료만으로도 2015년 유럽난민위기가 독일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과 변화를 안겨주었는지 잘 알 수 있다. 2014년 8백 15만 명이던 

외국인인구는 2016년 1천만 명 선을 돌파해 2018년 3월 현재 1천 72

만 명으로 늘어났다. 4년 사이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증가한 것으로, 

대구 인구와 같은 대도시–독일에선 베를린 다음의 두 번째 큰 도시-가 

독일에 하나 더 들어 선  셈이었다.30) 국적별로는 2018년 현재 독일 체류 

난민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리아인들이 71만 명으로 1백 48

만 명의 터키인들과 87만 명의 폴란드인들 다음의 3번째 큰 규모이다.31) 

2015년 한 해만도 1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을 수용했다며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역으로 메르켈의 ‘중도정치’의 약화를 가져왔던- 유럽 

난민위기에 대한 독일적 대응의 흔적이 여기 숫자들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100만이라는 숫자는 2016년 1월 독일정부가 발표했던 2015

년 유입난민 수 110만 명에 기인함이 틀림없다.32) 그러나 공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독일로 들어온 전체 난민 수는 89만 명이었다.33) 이것 

역시 실로 엄청난 규모라 할 수 있다. 2015년 난민신청자수는 48만 명에 

이르렀고, 2016년은 대략 30만 명 더 늘어난 75만 명으로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2017년 난민신청자수는 22만 명으로 난민위기 

30)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Das Bundesamt in Zahlen 
2017. Asyl, Migration und Integration(Nürnberg, 2018), p. 107. 

31) Ibid., p. 112.

32) “2015 kamen 890.000 Flüchtlinge nach Deutschland”, Spiegel On-
line(2016.09.30.).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fluech-
tlinge-2015-kamen-890-000-schutzsuchende-nach-deutschland-
a-1114739.html

33)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Das Migrationsbericht 2015. 
Zentrale Ergebnisse(Nürnberg, 2016),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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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인 2014년 수준으로 떨어졌다.34)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이것 역시 같은 기간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할 때 –이탈리아 13만 명,

프랑스 10만 명, 그리스 6만 명-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2015년에서 2017

까지 독일의 난민보호율은 각각 49,8%(2015), 62,4%(2016), 43,4%로 

난민위기 이전과 비교해 –27,7%(2012), 24,9%(2013), 31,5%(2014)- 

훨씬 더 높았다. 이러한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2016년 초에 서유럽과 

발칸의 28개국이 모여 난민들의 주요통로였던 발칸루트를 종식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독일 난민정책 역시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곧 유럽-

터키 협정이 맺어졌고, 터키에 유럽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난민들을 

수용하는 대규모 난민캠프들이 설립되면서 유입난민의 수가 급감했다.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독일은 여전히 개방적인 난민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메르켈의 장기집권에 내내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미 외국인인구가 8백만 이상인 나라의 총리 입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Wir schaffen das).”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1980

년대부터 독일이 외국인수용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시그널이 언론을 통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자신감은 어디서 왔는지? 귀화해서 

독일인이 된 이주민과 그 2,3세 모두를 포함하는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의아함은 배가 된다. 2015년 이주배경을 가진 

자들은 1천 7백 11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독일인구의 

21%를 차지하는 높은 수치였다.35) 2017년 현재 독일의 이주배경을 가진 

자들은 1천 9백 25만 명으로 전체 독일인구의 24%를 차지한다. 독일은 

인구 네 명 중 한 명이 이주민인 다채로운 사회가 된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이주민인 난민을 불러들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나? 그러나 답은 

의외로 간단할지 모른다. 그 답은 유럽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이라는 거대한 내수시장의 최대 수혜자인 독일의 총리는 ‘솅겐체제’

에서 유럽으로의 난민유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34)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Das Bundesamt in Zahlen 
2017, p. 13. 

35)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Das Migrationsbericht 
2015(Nürnberg, 2016), pp. 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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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린 규정의 문제로 인한 유럽의 분열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난민은 처음 입국한 나라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이미 금융위기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던 –

유럽연합의 외부국경 역할을 했던- 나라들이 유럽 난민위기의 최대 

피해국이 될 운명이었다. 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난민을 받아들였던 것도 

유럽의 분열과 국경 없는 유로존의 위기를 막으려는 조처였던 것이다. 

사실 독일의 기성정당들 가운데 유럽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당은 아무도 없었다. 난민문제로 메르켈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기사연 

당대표 호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 역시 그러했다. 다만 그는 더블린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한번 난민신청을 한 

난민을 거르기 위해 독일 국경 밖 여러 곳에 통관센터를 만들고, 이미 

들어 온 자들 중 이 규정에 위배되는 자는 ‘첫 도착지’로 다시 귀환시켜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연정에서 기사연이 

탈퇴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압박을 가했다. 물론 이것이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대안당의 약진을 막는 승리전략이었다. 메르켈 총리 혼자서 

이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주변국들의 다자간 협상이 

이루어졌고, 긴 마라톤 회의를 거쳐 어렵사리 합의를 도출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이었다. 즉각적인 추방도, 국경 밖 통관 센터 

건설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주와 난민과 같은 트랜스내셔널한 

사안들에 대한 즉각적 처리에 있어 기성정당들의 한계만이 드러낸 

셈이었다. 제호퍼는 2018년 바이에른주 선거에서 당의 패배와 대안당의 

약진을 고통스럽게 지켜봐야 했다. 기사연은 37,2% 지지를 받았는데, 이 

지지율은 이전 선거 결과와 비교해 10,5% 감소한 수치였다. 대안당은 

10,2%라는 높은 지지율을 획득했다. 사민당은 전 선거 결과보다 10,9% 

감소한 9,2% 초라한 5등을 했다. 17,6%의 지지로 바이에른 주의 제 2

당이 된 녹색당의 약진이 가장 눈에 띤다. 곧이어 치러진 헤센주 선거에서 

메르켈 역시 당의 패배를 지켜봤다. 기민연은 이전에 비해 11,3% 

감소한 27%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연내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총리자리는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는 메르켈의 발표가 

나온 것도 이 선거직후였다. 대안당은 여기서도 13,2%를 얻어 성공을 

이어갔다. 극우세력의 약진에 대한 반동인지, ‘정치적 올바름’의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녹색당의 성공이 여기서도 이어졌다. 19,8%를 얻어 사민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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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률을 이루었다. 아직은 이른 판단일 수 있지만, 트랜스내셔널 전환 

시대에 거대정당의 몰락과 군소정당의 약진이라는 정계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기성정당들에 대한 실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기성정당들이 변화하기도 했고, 시대적 주제를 

자기 것으로 만든 신생 정당들이 틈새를 비집고 독일 정당체계 안으로 

들어와 안착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만인을 위한 복지(Wohlstand 

für alle)”36)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보수정당 기민연/기사연의 독주 

속에서 사민당이 바트 고데스베르트 프로그램(1959년)을 발표하며 

노동자정당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했던 

것 역시 소위 자본주의 황금기의 ‘민족적 복지국가’의 팽창이 가져왔던 

독일의 정치적 패러다임 전환의 결과물이었다. “평준화된 중산층사회

(Nivellierte Mittelstandsgesellschaft)”37)로 신화화 되기까지 했던 전후 

복지국가의 광범위한 발전 속에서 ‘노동자 정체성’을 가진 소위 사민당의 

‘묻지마 지지층’이 점점 엷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계속 진보하는 근대화

(Ongoing Modernization)의 신화가 깨어지고, ‘환경과 핵’이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요소로 불거졌던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기성정당체제에 반하는 새로운 정당으로서 녹색당의 등장과 성공 역시 

독일의 정치적 패러다임 전환의 결과물이었다. 동독의 사통당(SED)의 

후계자라는 비난 속에서 등장했던 독일 민주사회당(PDS)의 정치적 안착 

역시 통일이 가져온 정치적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앞선 녹색당이나 사통당과 같이 독일 대안당이 기성 정치체계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 그곳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볼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등장과 성공(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오는 성공)

이 독일의 정치적 패러다임 전환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트랜스내셔널 전환기’가 초래한 사회적 불안과 불편, 낯섦과 이질감이 

36) Ludwig Erhard, Wohlstand für Alle. 8. Auflage(Düsseldorf, 1964). 

37) Helmut Schelsky, “Die Bedeutung des Schichtungsbegriffs für die Anal-
yse der gegenwärtigen deutschen Gesellschaft”, Helmut Schelsky, Auf 
der Suche nach Wirklichkeit. Gesammelte Aufsätze(Düsseldorf/Köln, 
1965), p.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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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되면 될수록, 안정과 인정, 편안함과 익숙함에 대한 동경은 더욱 

더 절실해진다. 난민위기 이전에 이미 가장 민감한 사회적 불안요소로 

자리한 이주와 난민의 문제는 독일역사에서 오래된 정체성 개념인 

하이마트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키워드로 만들어버렸다. 물론 

그것은 독일민족주의가 태동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재기되었던 물음을 

다시금 불러왔다: “과연 독일인은 누구인가?” 

독일 대안당은 과거 극단적 민족주의로까지 치우치게 만들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들 방식으로 찾으려 했다. 대안당 공동대표 가우란트의 

연설에서도 보여지 듯, 민족과 하이마트는 대안당 내 보수민족주의자들의 

핵심 레토릭이 되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우리나라에 계속 들고 들어오는 

것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개념을 고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종적으로 단일한 민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민족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족은 태생, 전통, 문화적 공통점, 

그리고 하이마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이마트를 가지는 것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역으로 하이마트를 빼앗길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그것을 

지켜야 할 자연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이마트라는 오래된 정체성 개념을 가지고 위기 속의 독일인들과 

독일을 구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얻기 원했다. 그것은 기성정치의 위선에 

실망하고 분노하며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찾는 각계각층의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었다. 독일 대안당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사회적 가면 뒤에 자리하는 독일의 민낯을 직시하는 

하이마트 정치의 산실로 불리게 되었다. 기성정당들에서 들려나오는 

이주와 난민에 대한 ‘입바른 소리들’에 진절머리 난 애국심으로 가득 찬 

엘리트들과 사회적 루저들의 실망감과 분노를 어루만지는 정체성정치, 

더 정확히는 이미지정치가 그 핵심에 있었다: “우리나라, 우리 하이마트

(Unser Land, unsere Heimat)”, “너의 나라를 다시 찾아와(Hol dir d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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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zurück)”.38) 

그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민족과 하이마트는 나치과거로의 귀환을 

의미했다. 가우란트의 신문기고에 등장하는 하이마트 역시 그러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신문에 기고한 그의 글은 히틀러가 베를린의 

지멘스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행했던 연설과 너무나 닮아있다. 

역사가들은 그 공통점을 쉽게 발견했다.39) 그가 하이마트와 연결고리 

없는 자, 즉 하이마트 없는 자라고 비판하는 “세계화된 엘리트(die 

globalisierte Klasse)”는 히틀러가 말하는 “국제주의 도당들”과 맥을 

같이 한다. 물론 히틀러에게서 그들은 유대인들이지만, 가우란트에게서는 

그들은 국제기구와 언론, 대학, 기업 등에서 일하는 글로벌 엘리트들이다.  

“세계화된 엘리트(die globalisierte Klasse)...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 유엔과 같은 기구, 언론, 대학, NGO, 재단, 정당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정보를 통제하고 있기에 그들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들은 거의 대도시에 거주하며, 영어를 유창하게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직장변경으로 베를린에서 런던 혹은 싱가포르로 이사를 갈 때에도, 

곳곳에서 비슷한 아파트, 집, 레스토랑, 가게, 사립학교를 발견하곤 한다. 

이 부류는 사회적으로 자기를 끼로 모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다양하다. 

그 결과, 이 새로운 엘리트들은 각각의 하이마트와의 연결에서 약하다. 

폐쇄적인 병렬사회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세계시민으로 느낀다. 고향에 

떨어지는 비가 그들을 젖게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의 세계, 세계 

공화국을 꿈꾼다. 이 부류는 아주 섹시하기에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사회 

여러 부분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40) 

38) “Der 9. Bundesparteitag der AfD startete mit einer fulminanten Rede”, 
AfD Kompakt(2018.6.30.), https://afdkompakt.de/2018/06/30/der-
9-bundesparteitag-der-afd-startete-mit-einer-fulminanten-rede/

39) Wolfgang Benz, “Wie Gauland sich an Hitlers Rede anschmiegt”, Der 
Tagesspiegel(2018.10.10).  

https://www.tagesspiegel.de/wissen/analyse-des-historikers-wolfgang-
benz-wie-gauland-sich-an-hitlers-rede-anschmiegt/23166272.html

40) Alexander Gauland, “Warum muss es Populismus sein?”, 
FAZ(2018.10.6.). 

http://www.faz.net/2.1652/alexander-gauland-warum-muss-es-populis-
mus-sein-15823206.html?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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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민족들을 서로 이간질하는 국제주의 도당들입니다. 그들은 

어디나 집이 될 수 있고, 어디도 집이 없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어디에서도 성장의 원천인 땅을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늘 

베를린에 살다가, 내일은 브뤼셀, 모레는 파리, 그리고 다시 프라하나 빈, 

또는 런던에 머물 수 있는 자들로 어디서나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든 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들을 따를 수 없습니다. 민족은 땅, 즉 하이마트, 민족의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땅에, 노동자는 자신의 

공장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진다면, 어디에서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날 계급의 국제적 연대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곳곳에서 

위기가 도래하고 민족들이 생존을 위해 어렵게 싸우고 있는 시대에 

그것은 단순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우리 힘의 원천은 국제적인 환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이마트에 있습니다.”41)

독일 대안당의 연방 국회입성이 확정된 직후 열렸던 독일 통일 기념식 

연설에서 독일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meier)는 대안적 하이마트를 제시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하이마트는 

문화적 다양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독일 대안당과 과거 나치가 주장하는 

피와 땅의 하이마트와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하이마트를 동경하는 

사람은 과거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세계가 

더 급변하게 돌아갈수록 하이마트에 대한 동경이 더욱 더 커집니다. 

친숙하고, 가야할 바가 어디인지를 잘 알고, 믿고 판단할 수 있는 곳, 

급변하는 세계에게 그런 장소를 찾는 다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마트에 대한 동경이라는 주제를 

우리와 남을 편 가르고, 피와 땅이라는 망상으로 하이마트를 채우려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나치는 피와 땅의 신화를 

불러왔지만,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이마트를 동경하는 

41) Adolf Hitler zum Abschluß des großen Wahlkampfes für die deutsche 
Ehre und Gleichberechtigung am 10. November 1933 vor den Arbeitern 
der Siemens-Schuckert-Werke in Berlin-Spandau. 

https://de.metapedia.org/wiki/Quelle_/_Rede_vom_10._November_1933_
(Adolf_Hit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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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그것은 완전을, 느긋함을, 단결을, 특히 인정을 동경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한 동경을 민족주의자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이마트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하이마트는 우리 사회가 하나 되어 비로소 만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묶어주고, 우리 생활세계들의 벽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와 독일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이해하고 이해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하이마트입니다.”42)    

하이마트 정치의 필요성은 정치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오랜 진통 

끝에 탄생하게 된 메르켈 4기 내각에서 하이마트부가 신설되었다. 이 

신생 부처의 장은 난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관할하는 연방 내무부장관 

호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가 겸임하고 있다. 메르켈의 우호적인 

난민정책을 내부적으로 가장 크게 비판했던, 극우와 보수 사이의 

경계를 오락가락하는 기사연의 당수 제호퍼의 의도는 분명했다. 제한적 

난민정책과 이주정책, 정체성 정치의 강화를 통해서 독일 대안당쪽으로 

등을 돌린 유권자들을 다시 얻기 위함임이었다. 물론 그의 선거전은 

참패로 끝났다. 이와 달리 녹색당은 현재 상종가를 치고 있다. 극우주의 

세력의 확대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녹색당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성정당에 대한 혐오를 가진 자들, 그럼에도 대안당의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은 환경이라는 ‘자신들만의 테마’를 잃어 버렸지만, 훨씬 더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진 녹색당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많은 이들에게 녹색당은 ‘정치적 올바름’과 가장 연관 

있는 정당이었다. 녹색당은 연방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사민당의 자리를 

넘보거나 이미 그 자리를 차지 할 만큼 성장했다.43) 사실 하이마트는 독일 

녹색당의 정강과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녹색당은 하이마트라는 

중요한 의제를 극우정당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42) Frank-Walter Steimeier, Festakt zum Tag der Deutschen Ein-
heit(2017.10.3.). 

http://www.bundespraesident.de/SharedDocs/Reden/DE/Frank-Walter-
Steinmeier/Reden/2017/10/171003-TdDE-Rede-Mainz.html

43) Benedict Neff, “«Der andere Blick»: Besorgte Bürger wählen AfD – 
oder die Grünen”, Neue Zücher Zeitung(2018.10.5.). 

https://www.nzz.ch/meinung/der-andere-blick-besorgte-buerger-
waehlen-afd-oder-die-gruenen-ld.142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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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와 땅에 근거한 오래된 하이마트 개념에 반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하이마트정치를 그들은 꿈꾸고 있다. 피와 땅에 근거한 

닫힌 하이마트 대 혼종과 문화적 다양성 속에 근거한 열린 하이마트, 

과연 트랜스내셔널 전환기 어떤 하이마트 개념이 더 생명력이 있을까? 

정계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과연 지금처럼 극우정치가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은 열려 있고,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치시대의 하이마트가 다시 소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하이마트는 밖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혐오와 폭력, 차별과 배제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극우정치가 

맹위를 떨치면 떨칠수록, 그것을 막으려는 저항 역시 강해진다는 것을 

독일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대구교육대학교, hboell@dnue.ac.kr

주제어(Key words):

극우정치(right-wing politics), 난민(Refugees), 독일 대안당

(AfD), 민족(Nation), 하이마트(Hei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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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독일의 극우정치와 난민

- 독일 대안당과 ‘하이마트 정치’ - 

이 용 일

이 글은 독일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는 대안당의 극우정치를 

다룬다. 대안당은 독일연방공화국이 걸어왔던 근대화의 길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물론 그 속에서 형성되었던 암묵적 사회합의라 할 수 있는 

역사정치문화 역시 그들에게는 민족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우둔한 

근대화의 고철일 뿐이었다. 대안당의 보수민족주의자들은 권위적인 

민족국가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피와 땅에 근거한 민족과 

하이마트를 계속 소환하며 과거로의 회귀를 꾀했다. ‘트랜스내셔널 

전환기’에 무기력한 기성정당들과 그것에 대한 사회적 실망감과 분노가 

대안당의 성공을 가져왔다. 물론 위험성을 내포한 극우정당의 성공에 

대한 독일사회 내부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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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ar-right Politics and Refugees: AfD and his Heimat 

Politics

Lee, YongIl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se the right-wing politics of 

AfD(Alternative für Deutschland)　which have great success in the 

FRG. The conservative-national wing of AfD rejected the economic 

and political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FRG. They considered 

the historical-political culture to be a scrap of the past, which 

paralyzed the people. The conservative-national wing within the 

AfD had a great appetite for an authoritarian nation-state that 

could be able to solve all current problems. Nation and Heimat 

were their battle concept, which was based on blood and soil. The 

great success of the AfD is due to the powerlessness of the old 

parties and the disappointment and anger of the bourgeois middle 

in the transnational turn. However, there is also a social resistance 

against the spread of right-wing politics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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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신매매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다. EU에서는 EU

기본권헌장 제5-3조와 EU기능법 제83조 등에 따라 인신매매를 중범으로 

간주해 이를 엄격히 금지한다. 인신매매는 인권 침해뿐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EU 회원국 영토에 불법 입국 혹은 거주하게 

된다는 문제도 야기한다. EU 기능법(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79조 제1항은 “유럽연합은 공동이민정책을 

발전시키며, 그 정책의 목적은 이민의 효과적인 관리, 회원국 내 거주하는 

제3국 국민들의 공정한 처우, 불법이민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조치 및 

예방”이라고 적시해, 불법 입국 혹은 체류 근절이 EU의 공동 목표임을 

명시했다. 

EU는 2004년부터 인신매매와 불법입국 및 체류 등과 관련된 규칙과 

지침 등을 제정, 실행해왔다. 2004년 4월 29일 채택된 “인신매매 피해자 

혹은 불법이민 조력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제3국 국민 중 당국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체류 허가에 관한 2004/81 지침”(이하 2004년 지침)1)은 

수사에 인신매매 피해자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1) Directive 2004/8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Residence Permit Issued to Third-country Na-
tionals who are Victims of Trafficking in Human Beings or who Have 
Been the Subject of an Action to Facilitate Illegal Immigration, who 
Cooperate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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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관한 것이다. 2011년 4월 5일 채택된 “인신매매 근절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과 이사회 프레임워크 결정 2002/639/JHA 대체 관련 

2011/36 지침”(이하 2011년 지침)2)은 인신매매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지침과 2011년 지침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타의와 강압에 의해 

타국에 불법입국 및 체류하게 되었음을 감안해 피해자 구제책으로 

일시 체류 허가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EU의 인도주의적 

이민정책과 연관이 있다. 

EU의 인신매매를 포함한 불법체류자 관련 이민 지침은 2000년대 

초반부터 법제화되었다. EU는 2001년 지침을 시작으로 불법체류자 

단속과 송환, 불법이주, 인신매매 관련 지침을 채택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EU 회원국의 공동 관리에 목적을 두었다. 인신매매 관련 EU 정책의 경우 

2004년과 2011년 지침이 주요 법적 근거가 된다. 

EU 지침이 채택되면 각 회원국은 약 2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관련 

국내법을 EU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데, 인신매매 관련 2004년과 

2011년 지침도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EU 지침의 특징은 관련 정책 

분석에 좋은 기회가 된다. 첫째, 각 회원국의 국내법 개정이 EU법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EU 층위의 법과 특정 회원국의 

국내법 간의 법적 괴리를 살펴볼 수 있다. 둘째, EU와 국내법 층위라는 

수직적 분석 외에도 특정 EU 정책에 대해 각 국가들이 취하는 정책을 

직접 비교할 수 있어 수평적인 법적 비교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신매매와 불법체류에 관련된 2004년과 2011년 지침의 

내용 분석과 두 지침이 25개 회원국3)의 국내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각국의 국내법과 EU법 간의 합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 

분석은 경제, 사회적 상황이 각기 다른 25개 회원국 중 어떤 회원국들이 

2) Directive 2011/3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1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Protecting its Victims,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2/629/JHA. 

3) 2004년 지침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2011년 지침에는 덴마크가 옵트-
아웃을 결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 분석을 위해 3개 국가의 2011년 지
침에 따른 국내법 개정을 분석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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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더 온건한 불법체류자 정책을 채택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구제에 더 적극적이었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한다.  

관련 주제에 관해 국내 학자들은 EU의 불법체류자 등 이민정책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였으나, 인신매매 피해자 등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불법 

이주를 하게 된 경우에 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외국 선행연구도 

EU의 인신매매 정책을 분석한 경우는 드문 편이다. 외국 학자들은 EU 내 

인신매매 확대 현황,4) 인신매매 범죄자 조직의 구성,5) 피해자 관련 연구6) 

그리고 사법 당국이 주도하는 인신매매 근절 목적 조치 등을 분석했다.7) 

이는 EU 층위의 지침이 회원국 국내 층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간혹 유럽 내 인신매매에 

관해 EU의 법적 통제와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있었으나
8) 이 역시 본 논문의 주제와는 관계가 없다. 또 특정 EU 지침이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 상이한 25개 회원국의 국내법에 끼친 법적 영향력을 

분석하거나, 특정 정책에 관해 28개 회원국들의 법과 정책적 경직성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논문은 인신매매 정책과 불법체류 정책을 결합한 EU의 2004년과 

2011년 인신매매 지침과 두 지침에 따른 25개 회원국의 국내법 개정에 

4) Marinova, Nadejda and James, Patrick, “The Tragedy of Human Traf-
ficking: Competing Theories and European Evidence”, Foreign Policy 
Analysis, 8, 3(2012), pp. 231-253.

5) Salt, John, “Trafficking and Human Smuggling: A European Perspec-
tive”, International Migration, 38, 3(2002), pp. 31-56.

6) Davidson, Julia O’Connell, “New Slavery, Old Binaries: Human Traf-
ficking and the Borders of ‘Freedom’”, Global Netweorks, 10, 2(2010), 
pp. 244-261 ; Blazek, Matej, “The Absent Presence: Children’s Place 
in Narratives of Human Trafficking”, AREA, 8(2018).

7) Limoncelli, Stephanie A., “Human Trafficking: Globalization, Exploita-
tion, and Transnational Sociology”, Sociology Compass, 3, 1(2009), pp. 
72-91 ; Askola, Heli, “Violence against Women, Trafficking, and Mi-
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Law Journal, 13, 2(2007), pp. 
204-217.

8) Krieg, Sarah H., “Trafficking in Human Beings: The EU Approach be-
tween Border Control, Law Enforcement and Human Rights”, European 
Law Journal, 15, 6(2009), pp. 77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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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살펴본다. 우선 2001년부터 채택된 불법체류자 관련 EU 지침 7개를 

간략히 분석한다. 또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EU 지침과 이에 따라 개정된 

회원국들의 국내법을 자세히 비교해 EU법이 각 국내법에 미친 영향과 

회원국 간의 정책적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어느 국가들이 더 

인도적이며, 불법체류자에 대해 온건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EU법이 국내법에 미친 영향과 함께 

각국의 국내법을 비교하는 등, EU 층위와 국내 층위의 다층위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7개의 EU 지침과 EU 회원국 국내법 개정을 

비교한다. 제4장에서는 2004년 지침 내용과 EU 28개국 국내법 개정 

내용을, 제5장에서는 2011년 지침과 회원국들의 국내법 개정을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2004년 지침과 2011년 지침 및 국내법 개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통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II. 문제의식과 방법론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민자들을 적극 

수용해왔다.9) 2016년 기준, 유럽에서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3.97%)와 몰타(3.79%)이며, 서유럽 중에서는 독일(1.25%)

과 영국(0.90%), 스페인(0.89%), 프랑스(0.57%)10) 등이 이민자 비율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이민자 출신국으로 보면 EU 회원국 국민이 EU 내 

다른 회원국으로 이주하거나, 북부 아프리카 등 과거 식민지 국가 출신이 

유럽으로 이주한 경우가 다수를 이룬다. EU와 유럽 국가들은 이민자 

관리를 위해 오래 전부터 각국 상황에 알맞은 이민정책을 실행했다. EU 

층위에서는 1999년 템페레 정상회의 이후 이민과 난민과 관련된 지침 

9) 본 연구는 이민자 정의에 대해 Eurostat와 862/2007 EU 규칙의 용례에 따라 
‘다른 EU 회원국이나 제3국에서 거주하다가 조사 시점 당시 EU 회원국 영토
에 거주하고 있거나 추후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
로 정한다.  

10) Eurostat 자료를 저자가 재구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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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규칙 등 공동 정책을 채택하고, 이에 맞추어 각 회원국들도 국내법을 

개정하고 있다. 

관련 EU 정책은 크게 이민정책과 난민정책으로 구분된다. 세부 주제로는 

보호시설,11) 국경선,12) 비자13), 불법이주 및 송환,14) 가족 결합15) 등을 

들 수 있다. 관련 규칙 및 지침 중에는 인신매매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 입국 및 체류를 하게 된 인신매매 피해자도 포함된다. EU

의 지침은 회원국들 간 정책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대개 

EU 지침 채택 후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관련 

국내법을 EU 지침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EU 지침에 

따른 회원국의 국내법 개정 결과를 분석해, 각국의 국내법과 EU 지침 

간의 합치성을 살펴보고, 각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이민 및 난민에 

대해 더 강경한 정책을 시행하는지, 혹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정책을 

시행하는 지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2-3

개 정도의 회원국 정책이나 법을 비교하는 데 그쳤으나, 본 연구를 통해 

25개 회원국의 이민 정책을 일부분이나마 직접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11) 난민 보호 지침(Directive 2004/83/CE, Directive 2011/95/CE), 보호시설 
절차 지침(Directive 2005/85/CE, Directive 2013/32/UE), 난민 보호시설 
신청자 수용 지침(Directive 2003/9/CE, Directive 2013/33/UE), 유로닥 관
련 규칙(Regulation n° 2725/2000, Regulation n° 603/2013), 난민 보호시
설 규칙(Regulation n° 343/2003, Regulation n° 604/2013) 등.

12) 국경선 보호 및 관리 규칙(Regulation n° 863/2007, Regulation n° 
1168/2011, Regulation n°  1052/2013), Frontex 규칙(Regulation 
n° 2007/2004), 솅겐 국경법 보완 결정 및 규칙(Decision n° 2010/252/
UE, Regulation n° 610/2013, Regulation n° 562/2006), 솅겐 정보 시스
템(Decision n° 2013/157/UE, Decision n° 2013/158/UE, Decision n° 
2007/533/JAI, Regulation n° 1987/2006), 국경선 경계 규칙(Regulation 
n° 1051/2013), 솅겐 협약 보완 규칙(Regulation n° 1053/2013) 등.

13) 비자 규칙(Regulation n° 539/2001, Regulation n° 767/2008, Regulation 
n° 810/2009) 등.

14) 허위결혼 결의안(Resolution 97/C382/01), 제3국 국민 추방결정 상호인정 
지침(Directive 2001/40/EC), 불법이주 관련 지침(Directive 2001/51/CE), 
불법이주 조력자 지침(Directive 2002/90/CE), 불법입국, 이주, 거주 조력자 
범죄 지침(Framework Decison 2002/946/JHA), 불법체류자 고용자 지침
(Directive 2009/52/CE),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침(2011/36/EU), 
협조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거주 지침(Directive 2004/81/EC) 등.

15) 가족 재결합권 관련 지침(Directive 2003/86/CE), 체류 허가인도적  관련 지
침(Directive 2011/51/U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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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한다. 

방법론으로는 2개의 EU 지침과 국가별 법 개정 내용을 분석한다. 일단 

2004년과 2011년 지침의 내용을 분석한 뒤, 두 개의 지침에 따라 개정된 

25개 회원국의 국내법을 비교한다. 지침에 따른 각국의 법 개정은 각기 

횟수나 개정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은 국가별 법 개정의 차이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들이 비슷하게 개정한 

것들은 분석에서 제외했으며, 회원국마다 상이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만을 분석했다. 또 일부 조항의 경우 25개국 중 극히 일부 국가의 법 

개정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EU 회원국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과 법 개정 역시 분석에서 배제했다. 

2004년 지침에 따른 회원국의 국내법 개정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허용하는 숙려기간, 숙려기간의 종료 조건,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최대 체류 기간, 거주허용 취소를 위한 조건,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무료 법률 지원, 그리고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한 특별 보호 조치 등 7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2011년 지침에 따른 법 

개정은 인신매매 범의 최대 형량과 재산 몰수 가능 여부, 법인 기소 가능 

여부, 인신매매 수사 수단,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률 자문 등 의무적 

지원 여부와 인신매매 범의 수사 진행 정보 제공 서비스 유무, 그리고 

아동 피해자를 위한 특별 조치 등 13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지침 및 

국내법 분석 결과는 각 회원국마다 인신매매 피해자와 불법체류자에게 

유리한 법 개정을 했을 경우 +1.0을 부여하고, 불리한 개정을 했을 경우 

0 혹은 –1.0로 계산해 계량화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두 개의 지침에 

따른 회원국의 법 개정 결과와 법의 강경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III. 불법체류자 지침과 회원국 국내법 개정

EU 지침의 목적은 회원국들의 상이한 정책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데 

있다. 지침이 채택되면 회원국들은 지침이 허용하는 폭 내에서 국내법을 

수정해야 한다. 회원국들의 국내법 개정이 완결되면 EU 집행위원회는 

각국의 개정 결과의 EU 지침과의 합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각 회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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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한다.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는 지침의 

중요 조항에 대한 회원국들의 국내법 수정 내용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분석 자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 보고서들을 

주요 자료로 활용했다.

아래는 본 연구의 1차 분석 대상으로 정한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한 

EU의 불법체류자 관련 지침들이다. ‘송환대상자 상호인정 지침’(2001

년 채택), ‘불법이주 지침’(2001년 채택), ‘불법이주 조력자 지침’(2002

년 채택), ‘인신매매 피해자 지침’(2004년 채택), ‘송환 지침’(2008년 

채택), ‘불법체류자 고용주 지침’(2009년 채택), ‘인신매매 지침’(2011년 

채택) 등 7개의 지침에 따라 각 국가가 개정한 내용을 비교분석했다. 각 

회원국이 개별 지침에 따라 개정한 국내법의 조항 수는 다음과 같다.16) 

<표1> 불법체류자 관련 EU 지침에 따른 각 회원국의 국내법 수정 횟수.17)

송환 

대상자 

상호 

인정 

지침 

(2001 

/40)

불법 

이주 

 지침

(2001 

/1)

불법 

이주 

조력자 

지침 

(2002 

/90)

인신

매매

피해자

지침

(2004

/81)

송환

지침

(2008

/115)

불법

 체류자

고용주

지침 

(2009

/52)

인신

매매

지침

(2011

/36)

합계/
평균17)

오스트리아 1 2 0 11 1 3 14
32/
4.57

벨기에 4 3 1 24 20 13 6
71/
10.14

불가리아 2 1 1 1 8 3 22
38/
5.43

사이프러스 1 2 4 2 5 1 2
17/
2.43

체코 35 7 11 38 51 89 80
311/
44.43

16) 관련 EU 법 중 결의안은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부재하며, 규칙은 회원
국에 바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지침과 같이 각국마다 국내법의 상이
한 개정을 살펴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결의안과 규칙을 제외한 지침 및 
지침에 따른 회원국의 국내법 개정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17) 평균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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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0 0 0 0 0 0 0 0/
0(0)

에스토니아 1 0 0 1 5 12 9 28/
4.00

핀란드 2 5 7 2 1 20 26 63/
9.00

프랑스 2 1 1 2 2 2 2 12/
1.71

독일 1 1 2 1 1 1 3 10/
1.43

그리스 1 2 2 4 1 1 2 13/
1.86

헝가리 6 3 3 13 18 26 33 102/
14.57

아일랜드 0 0 1 0 0 0 46 47/
23.5

이탈리아 1 1 1 1 1 1 92 98/
14.00

라트비아 1 5 1 7 4 9 12 39/
5.57

리투아니아 3 2 3 17 25 27 78 155/
24.14

룩셈부르크 1 1 1 1 2 2 26 34/
4.86

몰타 2 1 0 1 2 1 22 29/
4.14

네덜란드 2 3 1 1 5 2 3 17/
2.43

폴란드 1 4 1 11 12 1 16 46/
6.57

포르투갈 4 4 4 3 4 2 2 23/
3.29

루마니아 2 2 3 6 6 8 43 70/
10.00

슬로바키아 8 4 2 20 17 38 18 107
/15.29

슬로베니아 6 7 7 10 2 6 24 62/
8.86

스페인 1 1 1 1 2 2 36 44/
6.29

스웨덴 1 2 2 3 24 12 34 78/
11.14

영국 0 6 8 0 0 0 44 58/
19.33

크로아티아 4 4 6 9 19 6 32 80/ 
11.43

합계/평균
93/

3.32

74/

2.64

74

/2.64

190/

6.79

238

/8.5

288/

10.29

288/

10.29

출처) EU법 포탈(Eur-Lex) 자료들을 저자가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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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지침에 관해 법 개정을 가장 많이 실시한 국가는 체코공화국으로 

각 지침마다 평균 44.43개의 국내법을 개정했다. 리투아니아(24.14

개), 슬로카비아(15.29개), 헝가리(14.57개) 등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2000년대 들어 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라는 

점이다. 국내법을 가장 적게 개정한 국가는 독일(1.43개), 프랑스(1.71

개), 그리스(1.86개) 등으로 대부분 EU에 가입한 지 오래된 남서유럽 

국가들이다. EU에 가입한 지 오래된 국가들은 이미 국내법과 EU법 간에 

충돌 여지가 적은 반면, 새로 가입한 국가들은 국내법을 EU법에 맞추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EU 지침의 

내용을 좌우하는 주요 국가들로 자국법의 내용을 EU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등 법 제정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가 EU법의 

자국 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법률 수와 각국의 이민자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부분적으로 

일정한 패턴이 있다. 전체적으로 이민자 비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EU 

지침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수의 국내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회원국의 전체 인구수 대비 이민자 비율의 평균치는 1.68%다. 

이민자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조금 높은 벨기에(1.09%), 프랑스(0.57%), 

룩셈부르크(3.97%), 네덜란드(1.11%) 등 서유럽 국가들은 각 지침 당 

평균 4.78개를 개정했다. 평균 이민자 비율이 1.86%로 서유럽보다는 

다소 높은 사이프러스(2.05%), 그리스(1.08%), 이탈리아(0.5%), 몰타

(3.79%) 등 남유럽 국가의 평균 법률 개정 수도 5.60개로 낮은 편이다. 

반면 이민자 비율 평균이 0.77%로 이민자 비율이 낮은 체코공화국

(0.61%), 헝가리(0.55%), 폴란드(0.55%), 슬로바키아(0.14%), 

슬로베니아(0.81%), 오스트리아(1.49%), 독일(1.25%) 등 중부 유럽 

국가들은 지침에 따른 국내법 개정 수가 13.67개로 많은 편이다. 평균 

이민자 비율이 0.75%로 중부 유럽과 비슷한 에스토니아(1.13%), 

라트비아(0.42%), 리투아니아(0.7%) 등 동유럽 국가들도 평균 개정 

법률 수가 11.23개로 많은 편이었다. 또 평균 이민자 비율이 1.15%로 

남서유럽보다 낮고, 동유럽보다는 높은 핀란드(0.64%), 스웨덴(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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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북유럽 국가는 개정 법률 수가 10.07개로 두 그룹 중 중간 수치를 

기록했다. 

예외 국가도 있었다. 평균 이민자 비율이 0.44%로 유럽에서 이민자 

비율이 가장 낮은 불가리아(0.3%), 크로아티아(0.33%), 루마니아(0.7%) 

등 동남부 유럽 국가들은18) 평균 법률 개정 수가 8.95로 전체 국가 대비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또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서부 유럽 국가들은 

평균 국내법 개정 수가 4.79에 머무른다. 두 국가는 이민자 비율이 각각 

0.89%, 0.29%에 지나지 않는다(평균 0.59%). 또 독일처럼 이민자 

비율이 1.25%로 높아도 법률 개정 수는 1.43으로 낮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별, 이민자 비율별 분석은 25개국 전체에 일반화되기 

어렵다. 같은 지역 내 국가라도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배경도 상이하며 

국가마다 이민 정책이 다르게 실행되기 때문일 것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민자 비율이 낮으며 EU 가입이 늦은 동유럽 및 동남부 유럽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에 비해 이민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며, 

EU 지침에 따라 국내 불법체류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 많은 

편이라는 점이다. 반면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최근 들어 다른 국가에 

비해 이민자 비율이 낮아지게 되었지만, 전통적으로는 북부 아프리카와 

유럽 간 연결 지점으로 이민 정책이 오래 전부터 실행되었던 국가다. 이 

국가들은 EU에 가입한 지 상대적으로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EU법과의 

합치성이 이미 높은 상태라 짐작할 수 있다. 두 국가의 이민자 비율과 법 

개정 횟수가 낮은 것은 이러한 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V. 2004년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EU 지침과 회원국 국내법 

개정

본장에서는 2004년 지침의 내용을 분석한 뒤, 지침에 따른 각 회원국들의 

18) 지역별 국가 구분은 CIA의 Factsheet에 근간을 두었다.  https://www.cia.
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fields/2144.html(검색일: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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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개정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하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는지, 혹은 불리하게 실행되었는지 검토한 뒤 이를 

수치화해 국가별로 비교한다. 각국의 법 개정 분석 결과는 해당 국가의 

인도주의적 법제화 수준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며,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불법입국자 혹은 불법체류자 중에는 인신매매로 인해 강제로 타국으로 

이주하게 된 이들도 포함된다. EU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불법체류자와 동등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구제 조치를 취했다. 2004

년 4월 29일 채택된 2004/81 지침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피의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이들을 보호하고자 했다. 인신매매의 

피해자였거나 불법이주 과정에서 이용당한 불법 입국자도 인신매매 

범죄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사법 당국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 

2004년 지침은 회원국에게 2006년 8월 6일까지 관련 국내법을 개정해 

관련 국내법이 지침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따라 옵트-

아웃을 선택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25개국19)은 

지침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2004년 지침 내용을 보면, 제6-1조의 경우 인신매매 가해자 소송 

시 각국의 사법 당국은 피해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협조 여부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 30일의 숙려기간(reflection 

period)을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불가리아, 그리스, 프랑스, 리투아니아, 

스페인, 스웨덴 등 13개국은 지침이 정한 최소 기간에 맞추어 국내법의 

숙려기간을 최소 30일로 명시했다. 벨기에는 45일, 헝가리와 몰타는 60

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독일 등은 90일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숙려기간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더 긴 숙려기간이 허용될수록 

피해자가 더 오랫동안 사법 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다.

19) 2004년 지침 채택 당시 지침에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총 22개국이었으나, 2005
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2011년 크로아티아가 추가 가입한 뒤 관련 지침에 맞
도록 법을 개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추후 가입한 3개국도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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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과 관련해 몇몇 국가는 EU 지침 제6-4조에 따라 사법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방적으로 숙려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가해자와 연락을 취해 단순 

피해자로 간주하기 어렵거나 인신매매 피해자가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사법 당국은 숙려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인신매매 

피해자 구제보다 사법 당국의 용이한 조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불법 입국을 한 뒤 불법 체류 중인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불법 입국자 신분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체류를 허용받는다. 지침 제8-3조는 피해자의 최소 체류 허용 기간을 6

개월로 정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에 따라 체류 허용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은 지침이 정한 기간보다 적은 

6개월 이하로 명시했으며, 벨기에, 체코, 핀란드, 스페인 등은 6-12개월 

사이의 기간을 선택했다. 또 프랑스나 그리스처럼 1년으로 확정한 경우도 

있다. 체류 허용 기간이 길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등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당국의 보호가 필요하다. 지침 제7-2조는 각 회원국에게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25개국 

중 12개 국가들이 보호 조치를 입법화했다.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은 피해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 조지를 취하는 조건부 

보호 조치를 도입했다. 조건부 보호 조치는 이후 2011년 인신매매 관련 

지침에서 한층 더 강화되었다. 

많은 회원국들이 피해자들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데, 제7-4조와 제

9-1조에 따른 무료 법률 지원, 제10조에 명시된 미성년자 처우 개선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비스된다.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 체류 허가를 받은 피해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한 국가도 있으나, 실제로는 이들 국가도 체류 허가 

결정 전 무료 법률 지원을 실행한다.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해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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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포르투갈 등은 성인 피해자보다 더 긴 숙려기간을 부여하거나 

조건 없는 체류권을 허용해 수사 협조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나머지 국가들은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기존의 국내법 

적용하기로 해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법 개정 없이 기존의 법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 법을 적용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적지 않아 인신매매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2004년 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이 국내법을 개정한 이후, 집행위원회는 

지침의 주요 조항과 회원국의 법 개정 간 합치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공개했다.20) 

<표2>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지침 2004/81에 따른 EU 회원국의 국내법 

개정.21)

숙려
기간

숙려
기간
종료

 체류허용
기간

체류
허용
취소

보호
조치

 무료법률
지원

 미성년자
보호 총합

오스트리아 1년 가능  소극적 4.0

벨기에 45일 가능 6-12개월 명시 가능 가능  적극적 5.5

불가리아 30일  6개월
이하 가능 가능  적극적 6.0

사이프러스 30일 가능  경우에
따라 가능 적극적 4.0

체코 30일 가능 6-12개월 조건부
가능

가능  소극적 5.0

20) European Commission,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Application of Directive 2004/81 
on the Residence Permit Issued to Third-country Nationals Who Are 
Victims of Trafficking in Human Beings or Who Have Been the Subject 
of an Action to Facilitate Illegal Immigration, Who Cooperate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COM(2010) 493 final(2010) ;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Application of Directive 2004/81 on 
the Residence Permit Issued to Third-country Nationals Who are 
Victims of Trafficking in Human Beings or Who Have Been the Subject 
of an Action to Facilitate Illegal Immigration, Who Cooperate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COM(2014) 635 final(2014)

21) 빈 칸은 국내법 개정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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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O/U O/U O/U O/U O/U O/U O/U

에스토니아 30일 가능  6개월
이하 명시 조건부

가능
일부 가능 적극적 2.0

핀란드 30일 과도 6-12개월 명시 조건부
가능

가능 적극적 3.0

프랑스 30일 가능 1년 명시 가능 가능 소극적 5.0

독일 90일 가능  경우에
따라 명시 가능  소극적 4.0

그리스 30일 가능 1년 명시 조건부
가능

가능  적극적 5.0

헝가리 30일 가능  6개월
이하 일부 가능  소극적 1.0

아일랜드 O/U O/U O/U O/U O/U O/U O/U

이탈리아 N/A 6-12개월  적극적 2.0

라트비아 30일 가능 6-12개월 명시 조건부
가능

가능  소극적 3.0

리투아니아 30일 가능 6-12개월 가능  소극적 3.0

룩셈부르크 30일 가능 6-12개월 명시 조건부
가능

가능  소극적 3.0

몰타 60일 가능 6-12개월 명시 조건부
가능

가능  적극
보호 5.0

네덜란드 90일 과도  경우에
따라

조건부
가능

가능  적극적 6.0

폴란드 90일 가능 6-12개월 명시 가능  소극적 4.0

포르투갈 30일 1년 가능 적극적 6.0

루마니아 90일 가능 6-12개월 가능 적극적 5.0

슬로바키아 90일 가능 6-12개월 명시 조건부
가능

 소극적 3.0

슬로베니아 90일 과도 6-12개월 가능  소극적 4.0

스페인 30일 가능 6-12개월 조건부
가능

가능 적극적 5.0

스웨덴 30일 가능 6-12개월 명시 가능 적극적 3.0

영국 O/U O/U O/U O/U O/U O/U O/U O/U

크로아티아 60일
 6개월

이하
가능 가능  적극적 7.0

출처) 2004년 EU 지침과 EU 집행위원회 보고서(2010, 2014)를 근거로 저자가 

재구성함.

위 표는 2004년 지침에 대해 옵트-인을 선택한 25개국이 국내법을 개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각 국가의 인신매매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적 경직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침의 각 조항에 따라 각 국가가 실행한 법 개정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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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화했다. 불법입국자이자 불법체류자가 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 개정은 +로, 불리한 법 개정은 0점 혹은 –로 계산했다.22) 각 

국가의 개정 내용이 인신매매 피해자의 상황을 감안한 것일수록 점수가 

높으며, 피해자보다는 사법 당국의 정책 실행 용이성이나 불법체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등 법적 경직성이 높을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7

개 법 개정에 대해 점수를 계산한 뒤 오른쪽에 총합 점수를 기록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인도주의적인 법 개정을 실행한 것이며 낮을수록 반대의 

법 개정을 진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크로아티아가 7.0으로 법적 경직성이 가장 낮으며, 

불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6.0으로 그 뒤에 위치한다. 5.5점의 

벨기에, 5.0을 기록한 체코, 루마니아, 스페인, 몰타, 그리스, 프랑스도 

상위권에 위치해, 법적 경직성이 낮은 편에 속한다. 상기 국가들은 

불법체류 중인 인신매매 피해자에 관해 점수가 낮은 국가들에 비해 

인도주의적인 법 개정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헝가리는 총합 

점수가 1.0에 불과하며, 에스토니아(2.0), 이탈리아(2.0) 역시 인신매매 

피해자들 구제책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국가들은 

법적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경한 인신매매 및 불법체류자 법 개정 결과에는 지역별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5.0 이상의 강경한 법률을 선택한 국가 중 남서유럽 

국가는 6개, 중동부 유럽 국가는 5개국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강경한 정책을 선택한 국가와 이민자 비율 간 공통점을 찾을 

수도 없었다. 반면 다음 장에서 살펴볼 2011년에 채택된 인신매매 지침과 

회원국의 국내법 개정을 살펴보면 2004년과 2011년 지침 간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2) 구체적인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숙고 기간의 경우 30일은 1.0, 45일은 1.5, 
60일은 2.0, 90일은 3.0점으로 보았으며, 거주 허용 기간은 6개월 이하는 
0.0, 6-12개월은 1.0, 12개월은 2.0으로, 보호 조치가 없는 경우는 0.0, 조
건부 가능은 1.0, 가능은 2.0으로 계산했다. 무료법률 지원 명시가 없는 경우 
0.0, 일부 가능은 1.0, 가능한 경우는 2.0, 미성년자 보호에 소극적인 경우는 
0.0, 적극적 1.0으로 보았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인 숙려기간 종료는 가
능하다고 명시되었을 경우 –1.0, 없을 경우는 0.0, 거주 허용 취소 조건을 명
시했을 경우 –1.0, 없을 경우 0.0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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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11년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EU 지침과 회원국 국내법 개정

EU는 인신매매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11년 4월 5일 지침 

2011/3623)을 채택했다. 지침 목적은 인신매매 범죄 통제, 수사, 관련 

조치 실행(제2-10조),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제11-17조), 

인신매매 수요 감소 등의 예방 조치, 인신매매가 범죄라는 인식 환기 및 

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제18조) 등이다. 

EU는 2013년 4월 6일까지 회원국들이 EU 지침에 부합하도록 관련 

국내법 개정을 강제했다. 집행위원회는 2016년 12월 2일, 회원국들의 

국내법 개정 내용이 EU 지침과 어느 정도의 법적 합치성을 보이는 지에 

대해 상세 보고서를 공개했다.24)

2011년 지침에 따르면 인신매매 범 처벌과 희생자 구제, 그리고 인신매매 

예방을 위해 인신매매 범의 구속 형량을 최대 5년으로 정했다(제4조). 

대부분의 국가는 지침이 정한 형량보다 높은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의 

형량을 법제화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벨기에, 헝가리, 오스트리아는 이보다 소극적인 최대 5년을 선택하는 등 

국가별로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에 차이가 있었다.

인신매매 가해자는 개인이나 집단일 수도 있지만, 법인이 개입된 경우도 

있다. 지침 2011/36은 인심매매 범죄에 연관된 법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제5조). 리투아니아, 몰타,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은 EU 지침에 부합하도록 법인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회사법 중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일부 

23) Directive 2001/36/EU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Protecting Its Victims, Official Journal of the EU, 
L101, 15 April 2011.

24) European Commission,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ssessing the Extent to which Member 
States Have Taken the Necessary Measures in Order to Comply with 
Directive 2011/36/EU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 and Protecting Its Victim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1), COM(2016) 722 final(2 Dec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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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해 EU 지침에 합치되도록 했다. 2011년 지침 제6조는 범죄와 연루된 

법인에 대해 행정 혹은 형법상 제재를 하도록 했는데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한 가지 이상의 제재를 도입했다. 

2011년 지침 제7조는 인신매매 가해자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재산 및 수단을 몰수나 압류를 명시했다.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은 관련 특별법을 도입해 인신매매 가해자가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쉽게 몰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했다. 나머지 국가들은 기존의 

형법상 몰수 및 압류 관련 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법을 적용하는 

국가보다 특별법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에 더 적합한 

법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가해자들의 처벌에 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침 제8조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사법당국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벨기에, 스페인 등은 특별법을 제정해 인신매매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른 국가들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하도록 강요 혹은 협박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EU 지침에서 의도했던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구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또 2011년 지침은 가해자 수사 시 보다 효과적인 수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제9조). 일부 국가들은 피해자 및 가해자의 구술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객관적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침 

제9조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침에 

따라 비밀 감시, 은행 계좌 추적, 휴대폰 등 전자 장비 추적까지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수사 방법을 허용했다. 또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영토 

전체에서 실행된 인신매매에 대해 재판권을 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은 자국 영토 내 인신매매라도 상황에 따라 

일부 경우에만 전적인 재판권을 허용했다. 헝가리, 슬로베니아의 경우 

일부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없다는 점에서 범죄자 처벌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은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법에 명시를 했으나(제11

조) 모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스페인,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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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피해자 지원이 의무적이지만(제11-2조), 

나머지 국가들은 선택적이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자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피해자의 수사 협조가 

지원에 대한 선제조건이 아님을 명시해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중에는 가해자 수사의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었다(제11-6조).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은 

피해자들에게 수사 진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수사 진행 및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피해자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을 법제화한 국가가 인신매매 피해자 

구제에 더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 자문 역시 중요한 피해자 지원 중 하나다(제12-2조). 

그리스, 스페인, 영국 등은 피해자로 인식되는 즉시 무조건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지침에 명시된 것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입법화한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지침에서 정한 것만을 규정에 포함시키는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인신매매 피해자 중 아동은 더욱 각별한 보호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제14조).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령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어도 정황 상 아동으로 분류되는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제책도 

제시되었다(제17조). 대부분의 국가들은 피해자 국적이 자국민인지, 

제3국 국적인지와 관계없이 보상을 제공하지만, 슬로베니아는 피해자 

보상을 자국 국민이나 EU 회원국 시민으로 한정했다. 보상은 의료 및 

심리 치료 지원, 수입 보전, 무료 법률 자문과 장례 지원 등을 포함하며, 

오스트리아와 영국 등의 경우에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도 보상 대상으로 

간주했다.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등지에서는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헝가리, 폴란드, 영국은 인신매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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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위한 특별 조치를 강구했다. 특히 벨기에, 프랑스, 크로아티아는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자금을 마련해 놓을 정도로 피해자 보상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표3> 인신매매 범죄자 관련 지침 2011/36에 따른 EU 회원국의 국내법 개정.

형량  법인
제재

 재산 몰수
및 압류

피해자
처벌 예외

 수사
수단 재판권 피해자

의무 지원
오스트리아 최대 5년 있음 기존법 광의 적극 전체 명시 없음
벨기에 최대 5년 있음 특별법 광의 적극 전체 명시 없음
불가리아 5-20년 있음 기존법 광의 적극 전체 가능
사이프러스 5-20년 있음 특별법 광의 소극 일부 가능

체코 5-20년 있음 기존법 광의 적극 전체 명시 없음
덴마크 O/U O/U O/U O/U O/U O/U O/U

에스토니아 5-20년 있음 기존법 광의 적극 전체 가능
핀란드 5-20년 있음 기존법 광의 적극 전체 가능
프랑스 5-20년 있음 특별법 광의 적극 전체 가능
독일 5-20년 없음 기존법 광의 적극 전체 명시 없음
그리스 5-20년 있음 특별법 광의 적극 전체 명시 없음
헝가리 최대 5년 있음 기존법 협의 적극 전체 명시 없음
아일랜드 5-20년 없음 기존법 광의 소극 전체 가능
이탈리아 5-20년 있음 기존법 협의 적극 전체 명시 없음
라트비아 5-20년 있음 기존법 광의 소극 일부 명시 없음
리투아니아 5-20년 있음 기존법 광의 소극 전체 가능
룩셈부르크 5-20년 있음 기존법 광의 적극 전체 가능

몰타 5-20년 있음 기존법 광의 소극 전체 명시 없음
네덜란드 5-20년 있음 기존법 광의 적극 전체 가능
폴란드 5-20년 있음 기존법 협의 적극 전체 명시 없음
포르투갈 5-20년 있음 기존법 협의 적극 전체 명시 없음
루마니아 5-20년 있음 기존법 광의 적극 전체 가능
슬로바키아 5-20년 있음 기존법 광의 적극 전체 가능
슬로베니아 5-20년 있음 기존법 협의 적극 일부 명시 없음
스페인 5-20년 있음 특별법 광의 적극 전체 가능
스웨덴 5-20년 있음 기존법 협의 소극 전체 명시 없음
영국 5-20년 없음 특별법 광의 적극 전체 가능

크로아티아 5-20년 있음 기존법 광의 적극 일부 명시 없음

 피해자 협조
조건

 수사 정보
제공

 법률
자문

 아동
피해자

 보상
국적

 보상
형태

오스트리아 의무 아님 제공함 소극적 규정 있음 모두 소극적 8

벨기에 명시 없음 명시 없음 규정 있음 모두 소극적 7

불가리아 의무 아님 제공함 소극적 규정 있음 모두 적극적 10
사이프러스 의무 아님 제공함 소극적 규정 있음 모두 소극적 9

체코 의무 아님 제공함 소극적 규정 있음 모두 적극적 10

덴마크 O/U O/U O/U O/U O/U 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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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의무 아님 제공함 적극적 규정 있음 모두 적극적 12
핀란드 의무 아님 명시 없음 소극적 규정 없음 모두 소극적 8
프랑스 의무 아님 제공함 소극적 규정 있음 모두 소극적 11

독일 명시 없음 명시 없음 규정 없음 모두 소극적 5

그리스 의무 아님 제공함 적극적 규정 있음 모두 적극적 12

헝가리 의무 아님 제공함 규정 있음 모두 적극적 8

아일랜드 의무 아님 명시 없음 규정 없음 모두 적극적 7

이탈리아 의무 아님 명시 없음 적극적 규정 있음 모두 소극적 8
라트비아 의무 아님 명시 없음 적극적 규정 있음 모두 적극적 8
리투아니아 의무 아님 제공함 소극적 규정 있음 모두 적극적 10
룩셈부르크 의무 아님 제공함 적극적 규정 있음 모두 소극적 11

몰타 의무 아님 제공함 적극적 규정 없음 모두 적극적 9

네덜란드 의무 아님 명시 없음 규정 없음 모두 적극적 9

폴란드 의무 아님 제공함 규정 있음 모두 적극적 9

포르투갈 의무 아님 제공함 소극적 규정 있음 모두 적극적 9

루마니아 의무 아님 제공함 규정 있음 모두 적극적 11

슬로바키아 의무 아님 제공함 소극적 규정 있음 EU 적극적 10
슬로베니아 의무 아님 제공함 소극적 규정 있음 모두 소극적 7

스페인 의무 아님 제공함 소극적 규정 있음 모두 소극적 11
스웨덴 명시 없음 명시 없음 적극적 규정 없음 모두 적극적 6
영국 의무 아님 제공함 적극적 규정 있음 모두 적극적 12

크로아티아 명시 없음 명시 없음 적극적 규정 있음 모두 소극적 6

출처) 2011년 EU 지침과 EU 집행위원회 보고서(2016)를 근거로 저자가 

재구성함.

2011년 지침에 따른 회원국의 국내법 개정이 인신매매 피해자들 및 

불법체류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옵트-

아웃을 선택한 덴마크를 제외한 27개 회원국의 법 개정을 수치화해서 

비교분석했다. 분석 대상 조항은 총 13개로 인신매매 가해자의 최대 

형량, 인신매매에 연루된 법인에 대한 제재 가능성, 인신매매 범인의 재산 

몰수 및 압류 가능성, 수사 수단의 적극성, 피해자에 대한 의무적 지원 

여부 등이었다. 

지침의 주요 조항에 대한 각국의 법 개정을 수치화함으로써 국가별 

비교를 객관화하고자 했다. 피해자에게 유리할 경우 +, 다른 국가에 

비해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제할 경우 0이나 -로 점수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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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맨 오른쪽에 그 결과를 정리했다.25) 단, 계산 중 모든 회원국들이 

지침을 동일하게 수용한 경우에는 회원국 간 법적 차별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 범죄자의 법적 책임성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는 위 계산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위 표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이자 불법체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국의 법을 개정한 국가는 12점을 기록한 그리스와 에스토니아였다. 

그 뒤를 잇는 국가들은 루마니아, 스페인, 프랑스, 룩셈부르크이었으며, 

불가리아, 체코,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는 10점으로 지침에 따른 국내법 

개정 시 인신매매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는 등 인도주의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났다. 또 범인의 수사와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인신매매 근절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피력하는 등 법적 경직성이 낮은 편이었다. 

인신매매와 관련해 피해자 구제나 범죄자 처벌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국가는 독일로 그리스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5점을 기록했다. 독일이 

개정한 법률에 따르면 인신매매에 연루된 법인 제재도 불가능하며, 

피해자를 의무적으로 지원하지도 않으며 아동 피해자에 관한 규정도 

따로 두지 않아 미성년자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이었다. 그 외 스웨덴, 

크로아티아도 6점, 슬로베니아와 벨기에는 7점으로 독일과 유사하게 

법적 경직성이 높은 편이었다.

25) 세부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다. 형량의 경우 최대 5년은 0, 5-20년은 1; 법인 
제재가 명시되었을 경우 1, 부재할 경우 0; 가해자의 재산 몰수 및 압류를 특
별법으로 가능하게 했을 경우 1, 기존법을 적용할 경우 0; 처벌 예외 대상이 
되는 피해자를 넓게 규정했을 경우 1, 협의로 규정했을 경우 0; 수사 수단을 
여러 가지로 규정했을 경우 1, 동일 규정이 부재할 경우 0; 재판권이 영토 전
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1, 영토 일부를 대상으로 할 경우 0; 피해자 지원 의무
가 명시되었을 경우 1, 명시가 없을 경우 0; 피해자 지원에 대해 피해자가 협
조를 선제조건으로 할 경우 0, 협조와 상관없이 지원을 할 경우 1; 수사 진행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경우 1, 제공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0; 
피해자를 위한 법률 자문이 무료로 제공되는 등 적극적으로 명시되었을 경우 
1, 명시가 없을 경우 0; 아동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명시했
을 경우 1, 명시가 없을 경우 0; 피해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보상을 의무화할 
경우 1, 국적에 제한을 두었을 경우 0; 보상 형태가 다양하고 적극적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수치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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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2004년과 2011년 EU 지침에 따른 국내법 개정 비교

2004년 지침과 2011년 지침에 따른 각 회원국들의 국내법 개정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다음 표는 2004년 

지침에 따른 각 회원국의 국내법 개정 관련 분석 결과와 2011년 지침 

관련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2004년과 2011년 지침과 관련해 동시에 

강경한 법 개정을 한 국가와 반대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을 구해 

평균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를 이탤릭체로 표시했다. 2004년 지침의 

경우 법 개정의 강경성 평균치가 4.14였기 때문에 5.0 이상을 기록한 

국가들을 상대적으로 온건한 법 개정 국가로 파악했으며, 2011년의 

경우 평균치가 8.96이었으므로 9.0 이상을 피해자들에게 더 유리한 법 

개정으로 간주했다. 

<표4> 인신매매 EU 지침과 회원국 평균 법 개정 수.26)

국가
 2004년 지침에 따른
 법 개정 시 강경성

정도

 2011년 지침에 따른
 법 개정 시 강경성

 정도

 평균 법률 개정
수

독일 4.0 5.0 1.43
스웨덴 3.0 6.0 11.14

크로아티아  7.0  6.0  11.43
슬로베니아  4.0  7.0  8.86
벨기에  5.5  7.0  10.14
이탈리아  2.0  8.0  14.00
라트비아  3.0  8.0  5.57
핀란드  3.0  8.0  9.00

오스트리아  4.0  8.0  4.57
헝가리  1.0  8.0  14.57

사이프러스  4.0  9.0  2.43
폴란드  4.0  9.0  6.57
몰타  5.0  9.0  4.14

네덜란드  6.0  9.0  2.43
포르투갈  6.0  9.0  3.29
슬로바키아  3.0  10.0  15.29
리투아니아  3.0  10.0  24.14

26) 2004년 지침과 2011년 지침에 따른 법 개성 수(왼쪽으로부터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의 경우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 불법 입국 및 체류하는 인신매매 피해
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개정한 국가들은 이탤릭체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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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5.0  10.0  44.43
불가리아  6.0  10.0  5.43
룩셈부르크  3.0  11.0  4.86
프랑스  5.0  11.0  1.71
스페인  5.0  11.0  6.29
루마니아  5.0  11.0  10.00
에스토니아  2.0  12.0  4.00

그리스 5.0 12.0 1.86

설명) 알아보기 쉽도록 평균치 이상으로 온건하게 법 개정을 한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했으며, 2004년과 2011년 모두 이탤릭체로 표시된 국가에는 

회색 줄로 표시했다.

2004년과 2011년 지침 관련 국내법 개정 결과 분석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2004년 지침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와 불법체류자에게 유리하게 법 개정을 한 국가들은 2011년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스, 루마니아, 스페인, 

프랑스, 불가리아, 체코 등 2011년 당시 법 개정을 덜 강경하게 했으며, 

2004년에도 다른 국가에 비해 덜 강경하게 법을 개정했다. 네덜란드, 

포르투갈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등은 이러한 경향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프랑스와 독일을 비교하면 프랑스는 온건한 

인신매매 및 불법체류자 정책을 채택하고, 독일은 반대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2004년과 2011년 지침 외 이민정책을 보면 프랑스는 

독일에 비해 온건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27) 이 연구의 두 

개 지침 분석에서도 비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스페인, 프랑스,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등 가장 법 

개정을 온건하게 한 국가들은 대체로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부 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는 법 

개정의 강경성이 중간 이상이었음을 감안하면 지역성이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못하는 듯하다.

27) 심성은, 「EU의 송환지침과 프랑스 및 독일의 이민법 개정」, 『유럽연구』, 
34, 2(2016), pp. 22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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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 개정 시 강경성 정도와 각 지침에 따른 법률 개정 수와는 

관계가 없는 듯 보인다. 가장 온건하게 법 개정을 했던 6개 국가들을 

보면 가장 많은 법률을 개정한 체코와 비교적 많은 법 조항을 개정한 

루마니아뿐 아니라, 가장 적은 법률을 개정했던 그리스와 프랑스도 이 

그룹에 들어간다. 따라서 법 개정을 많이 하는 국가가 반드시 법 개정을 

더 강경하게 혹은 온건하게 한다고 획일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표1에서 불법체류자 관련 EU 지침 7개에 따른 국가별 법 개정 횟수를 

지역별로 구분한 것과 다소간 상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표4의 분석 결과를 각 국가의 이민자 비율과 비교했을 때 국가별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다. 스페인, 프랑스,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등 온건한 법 개정을 추진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이민자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이 국가들의 이민자 비율은 순서대로 0.89%, 0.57%, 

0.61%, 0.7%, 0.3%, 1.08%였는데, 이 수치는 평균 이민자 비율인 1.06%

와 비슷하거나 낮은 것이었다. 역으로 이민자 비율이 낮은 국가들이 

반드시 온건한 법 개정을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민자 비율이 가장 

낮은 슬로바키아(0.14%)는 2004년 지침에 따른 법 개정 당시 3.0의 

강경한 법 개정을 실시했으며, 0.55%의 낮은 이민자율을 보인 헝가리 

역시 2004년 지침에 관한 법 개정 당시 1.0이라는 강경한 법 개정 추세를 

보인 바 있다. 

VII. 결론

본 논문은 인신매매와 관련된 EU 지침 분석을 통해 EU의 인신매매 

피해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국가별 정책 및 법적 강경성을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04년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지침과 2011년 

인신매매 관련 지침의 내용 그리고 회원국들의 법 개정 방향을 조항별로 

피해자들에게 유리 혹은 불리했는지에 관해 수치화해 분석한 결과, 

국가별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2004년 지침에 관해 피해자와 불법체류자에게 유리하게 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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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들은 2011년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스, 

루마니아, 스페인, 프랑스, 불가리아, 체코 등이 그 예로,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역시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등 몇몇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대체로 유럽 중남부 국가들이 중북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법 개정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이는 

기존에 남부 유럽 국가들이 덜 강경한 이민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통념과도 일맥상통한다. 반면 법 개정 시 인신매매 피해자들 구제 조치에 

대한 강경성 정도와 각 지침에 따른 법률 개정 수와는 관계가 없는 듯 

보인다. 

마지막으로 강경성이 낮은, 즉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법 개정을 

한 국가들은 대체로 이민자 비율이 낮았다.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등 예외 

국가들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덜 강경하게 법 개정을 한 국가들이 

이민자 비율이 낮았던 것이다. 표1 결과를 감안하면 이민자 비율이 

낮은 국가들이 불법체류자 관련 EU 지침 7개에 대해 법 개정 횟수가 더 

많았지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강경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스페인, 프랑스,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는 2004

년과 2011년 지침과 관련해 가장 온건한 법 개정을 추진한 국가였다. 

이들은 대개 남유럽 쪽에 위치한 국가들로 이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독일이나 사이프러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이민자 비율이 1.25%, 2.05%, 1.65%, 1.49% 등으로 높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강경한 인신매매 및 불법체류자 관련 이민정책을 채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이민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보다 강경한 정책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 결과는 EU 지침 2개를 분석한 것으로 다른 지침으로까지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일반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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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001년의 송환대상자 상호인정 

지침, 2001년 불법이주 지침, 2002년 불법이주 조력자 지침, 2008년 

송환지침, 2009년 불법체류자 고용주 지침 등 여러 불법체류와 이민정책 

관련 지침을 분석해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지침을 따르는 

회원국 수가 너무 적어 통계 분석을 활용하기 어렵지만 여러 지침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질적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2개의 지침에 따른 25개 회원국의 국내법 개정을 

분석했는데, 이후 연구를 통해 왜 이민자 비율과 불법체류자 및 인신매매 

관련 지침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강경성과 관계가 있는지 질적 분석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EU 회원국들의 이민 정책과 불법체류자 

관리 정책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입법조사처, shimsungeun@empas.com

주제어(Key words):

EU 지침(EU directives), 불법체류자(illegal immigrants),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법 개정(legal changes), 인도주의

(humanitarianism).

(투고일: 2018. 10. 31, 심사일: 2018. 11. 8, 게재확정일: 2018.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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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U 지침의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법적 영향력 고찰:

인신매매 지침에 따른 25개 회원국 국내법 비교분석

심 성 은

EU는 2001년부터 불법체류자 관련 규칙 및 지침 등을 채택해왔다. EU의 

불법체류자 지침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지침의 내용 자체나 프랑스, 

독일 등 일부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영향에 제한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불법체류자 관련 EU 지침이 EU 회원국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원국 전체 사례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EU 

지침의 28개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영향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채택된 

불법체류자 관련 EU 지침의 국내법에 대한 영향과 2004년과 2011

년 인신매매 관련 EU 지침으로 인한 각 회원국의 국내법 개정 내용을 

수치화해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졌던 불법체류자와 인신매매 피해자에 관한 법적 강경성과 법 

인도주의적 성향을 국가별로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수 대비 이민자 비율이 낮은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부 

유럽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동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불법체류자 

관련 지침에 따른 법 개정 횟수가 많았다. 또 2004년과 2011년 인신매매 

관련 지침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경우,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등 남서부 

유럽 국가들과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남부 유럽 국가들이 

불법체류자가 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 온정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등, 

법적 강경성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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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Impact of EU Directives on National Laws: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Changes of EU Member 

States Imposed by Directives of Human Trafficking

Shim, Sungeun

Since 2001, EU adopted regulations and directives on illegal 

immigrants. Precedent studies on EU directives of illegal 

immigrants, in particular human trafficking, focused on policies 

and contents of these directives or legal influences of EU law on 

several Member States, such as France and Germany. Yet, it is hard 

to find studies which show interest in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impact of EU directives of illegal immigrants on national laws of 28 

Member States. This paper aims to analyze legal changes of whole 

Member States imposed by EU directives of illegal immigrants, 

including those of human trafficking, with method of quantification 

of those national legal changes. This research allows to see which 

Member States modified their legal system in favor of illegal 

immigrants an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his study sheds light 

on legal differences of 28 Members States forced by EU directives 

regarding of illegal immigrants an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which were not discussed by precedent studies. The first finding 

is that countries where immigrant rate is relatively low tend to 

change more national laws in order to meet legal conditions given 

by EU directives. As for legal changes of Member States according 

to 2004 and 2011 EU directives on human trafficking, South-

West European countries, such as Greece, Spain and France, and 

South-East European countries, such as Czech Republic, Bulgaria, 

Rumania, modified their laws which are more advantageous to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 other words illegal immigrants 

regardless of their own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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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미그란스 휘보

■ 2018년 이주사학회 하계 학술대회

주제: 오리엔탈리즘과 문화의 혼종성

일시: 2018년 8월 21-22일(화, 수요일)

장소: 진주교육대학교 도서관(3층) 다목적세미나실

후원: 진주교육대학교 

<1부> 8월 21일 (14~18시)

사회: 하영준(서울여대)

발표 1. 양재혁(성균관대): 재현으로 읽는 오리엔탈리즘

발표 2. 엄한진(한림대): 서구의 두 그늘: 아랍과 동아시아의 정체성논

의 비교

발표 3. 이채영(부산외대): 19세기 플로베르 동방여행과 오리엔탈리즘

발표 4. 김경민(해군사관학교): 고대 오리엔트 문화재 보존문제와 영국

의 오리엔탈리즘

<2부> 8월 22일 (10:30~11:30)

사회: 문종현(세종대)

발표 5. 신동규(창원대): 프랭크 밀러(Frank Miller)의 오리엔탈리즘 역

사관과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재현

 

<협약>

2018년 10월 8일 CrossRef와의 협약이 완료되어 DOI 번호 중 기관의 

고유번호를 의미하는 Prefix를 발급

2018년 11월 12일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JAMS2.0) 생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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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9년 2월 16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주사학회의 연구 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
방ㆍ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과 범위

1. 이 규정은 본 연구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
로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연구회에서 주관ㆍ참
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이민
인종연구”(가칭)의 투고원고이다.

 

제3조 연구윤리의 준수 의무

1.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2.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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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활동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고, 총무이사와 편집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3인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
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호선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
원 과반수로 한다.

4.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4주 이내
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 결정
사항은 확정되고, 연구회는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
다.

5. 소명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
다. 재 소집된 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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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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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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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